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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중국의 소수민족 사회가 같은 민족정책 아래 서로 다른 모습으
로 경계를 형성해 온 원인, 즉 차이를 낳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에
서 출발하였다. 이에 답하기 위하여 중국의 조선족, 몽골족 그리고 위구르족 세
소수민족 집단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과정추적법을 사용하여 민족교육제도에
따라 민족학교 교육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았다. 나아가 제도적 요인만
으로 해석할 수 없는 현상, 특히 정책의 방향과 다르게 변화하는 상황들은 종교,
언어, 문화 등 상징적 경계와 자원(경제 수준, 모국과의 네트워크, 집거수준 등
지역적 맥락)의 복합적 작용의 결과라고 보았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시기 별로 제도와 경계 변화의 관계를 아래와 같은
네 가지 가설로 설정하였다. 가설 1: 민족교육 지지 정책은 민족경계 형성의 기
초로 작용하였다. 가설 2: 민족교육 제도의 부재는 민족경계의 와해를 낳았다.
가설 3: 이중언어 교육정책의 발단은 민족경계의 재건을 촉진하였다. 가설 4:
이중언어 교육정책의 심화는 민족경계의 공고화를 이끌었다. 가설 검증은 발견
된 증거들이 가설을 지지하는 정도를 충분성과 필요성에 따라 검증하였다.
2장에서는 본 논문의 제도적 배경인 중국의 민족교육정책을 소개하였다.
정책의 변화를 1949년부터 1956년까지 정책의 형성, 1957년부터 1976년까지
부재, 1977년부터 1992년까지 민족교육정책의 회복 그리고 1992년부터 지금
까지 민족교육정책의 변형 네 단계로 나누어 소개하였다. 정책의 형성 단계는 ‘민
족구역자치제도’라는 거시적인 민족정책 아래, 각 민족은 자치지역 안에서 민족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마련하는 시기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
정책의 부재란 ‘대약진’과 ‘문화대혁명’ 두 가지 사회적 정치적 변동의 결과로
소수민족의 민족성이 부인되고 민족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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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것을 가리킨다.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중국 사회가 안정을 찾으면서 민족교
육정책도 회복의 시기를 맞이한다. 중국 정부는 민족학교의 교과과정부터 소수
민족 학생들의 대학입시 가산점 등 문제에 대해 보다 명확한 정책과 규정을 만
들었다. 마지막으로 1992년 이후 오늘날까지 민족교육정책은 앞의 단계와 다
소 다른 모습으로 적용되고 있다. 특히 ‘이중언어 교육체계’의 발단과 함께 민족
학교의 ‘한어’와 ‘민족언어’ 수업의 설정, 교재 내용의 변경, 대학입시에서 ‘한어’
시험의 변화 등 면에서 그 차이를 보이고 있다.
3장에서는 정책의 변화 시기에 따라 민족 경계가 변화하는 시기를 구분한
뒤, 각각의 가설과 연관되는 증거들을 제시하고 각 민족의 사회적, 역사적 맥락
에 따라 충분성 및 필요성의 측면에서 증거의 증명 가치를 분석하였다. 마지막
으로 네 가지 가설에 대한 검증을 종합적으로 토론하고 분석 결과가 이론적 배
경과 어떻게 맞물리며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
는 아래와 같다.
첫 번째 가설인 ‘민족교육 지지 정책은 민족경계 형성의 기초로 작용하였
다’와 두 번째 가설 ‘민족교육 제도의 부재는 민족경계의 와해를 낳았다’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세 집단에서 모두 제도가 경계 형성 및 해체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제도는 민족경계가 변화하는 초기설정이라는 결론을 얻었
다. 이는 중국 건국 초기, 민족교육의 틀이 이미 형성된 민족(조선족, 몽골족)이
든 또는 민족학교 교육이 거의 존재하지 않던 민족(위구르족)이든 막론하고 국
가의 정책적 영향력만으로 민족학교 교육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동시에 그 기반을 닦은 것도 국가의 정책이고 그것을 단기간에 허물어뜨
릴 수 있는 것 역시 제도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가설 3 ‘이중언어 교육정책의 발단은 민족경계의 재건을 촉진하였다.’와 가
설 4 ‘이중언어 교육정책의 심화는 민족경계의 공고화를 이끌었다.’에 대한 검
증을 통하여 민족의 사회적 경계 변화는 제도적 요인 외에 민족사회가 보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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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자원과 상징적 경계에 따라 다르게 변화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그 가
운데서 조선족의 경우 자원과 상징적 경계가 함께 작용하여, 기존의 집거지역에
서의 경계는 해체되는 동시에 새로운 집거지에서 다시 경계를 형성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몽골족의 경우 상징적 경계보다 자원에 의한 경계 변화가 확인되었
으며, 이러한 변화는 위머(Wimmer)의 주장⎯⎯“제도는 개인이 민족경계를 선
택할 지의 여부에 인센티브를 준다.”⎯⎯도 확인할 수 있다. 위구르족의 경우
역시 상징적 경계와 자원의 영향이 경계 변화에 함께 작용하였다. 그러나 조선
족 사회는 상징적 경계와 사회적 경계 간의 상호 작용 및 강화가 확인되었다면,
위구르족은 상징적 경계와 자원이 상호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즉
위구르족은 뚜렷한 상징적 경계와 자원의 제한으로 인하여 민족경계 안에 머무
르게 되고 경계 안에 머무르다 보니 집거 정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그 지
역에서 갖고 있는 파워가 커지고 이것이 경계를 더 뚜렷하게 하는 패턴을 보였
다.
종합하면 중국의 소수민족 사회는 1949년부터 문화대혁명이 끝난 1976년
까지 제도적 영향을 크게 받았다. 따라서 이 시기 민족경계의 변화는 제도적 변
화와 보다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특히 개혁개방
과 함께 민족사회의 자주성이 확대되면서 제도적 작용력보다는 민족사회가 갖
고 있는 상징적 경계, 경제적 수준 또는 모국과의 네트워크 등에 의한 선택의 결
과가 경계 변화를 낳는 주요 원인임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민족교육정책, 민족경계, 상징적 경계, 사회적 경계, 제도, 자원, 모국
네트워크
학 번: 2019-22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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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중화민족’이라는 단어가 한창 떠오르는 요즘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아직
중국의 소수민족 사회는 자신의 민족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여러모로 보인다.
이들에게 있어 ‘민족’ 개념과 ‘국가’ 개념이 서로 동일시되지 않는 것일까? 아니
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일지라도 순순히 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표징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민족’이기보다 ‘이익공동체’로서 움직이는 몸짓에
가까운 것일까?
2020년 가을, 중국 내몽골자치구의 한 도시에서는 일단의 시위가 일었다.
시위의 직접적인 계기는 그 무렵 중국 정부가 각 소수민족학교의 교재를 중국
어 위주로 개편한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여태 민족 언어로 만든 교재로
공부하고 민족 언어로 출제된 시험을 거쳐 대학에 들어갔지만, 이제 중국어를
배우고 중국어로 출제된 시험을 거쳐 대학을 입학해야 하게 되었다.
그 정책의 대상은 몽골족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민족언어 교재를 만들어
교육을 하던 모든 소수민족에게 똑같이 해당된다. 조선족도 포함된다. 하지만
몽골족 사회의 격렬한 거부반응과는 달리 조선족 사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그 누구도 입을 열려고 하지 않았다. 학자는 물론 민족자치지역의 정치인, 나아
가 교육현장에 있는 민족학교의 교사들까지 그 방침을 소극적으로 수용하는 모
습을 보였을 뿐이다. 조선족 사회의 어떤 매체에서도 반대한다는 의견이 표출되
지 않았다.
1990년대 중반부터 불거진 중국의 신강, 티베트의 민족문제는 정치적, 사
회적 안정을 추구하는 중국 정부에게 머리 아픈 일이 되었다. 1949년 중화인민
공화국 건국 이래 각 민족 간의 평등과 단결을 정치적 구호로 삼은 지 어언 7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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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이다. 그동안 중공의 중앙정부와 소수민족사회 사이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평
화로웠던 시기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공 중앙정부에게 소수
민족 사회의 안정책은 언제나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예민한 문제였다.
다른 한편으로, 민족공동체를 유지하는 일과 개인의 발전을 도모하는 일
사이의 조화는 소수민족사회 구성원이 언제나 직면한 과제였던 것도 분명하다.
주로 변방 지역에 위치한 중국의 소수민족 지역은 경제, 문화적 자원이 부족하
고, 따라서 그만큼 발전의 기회도 적었다.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민족공동
체 이탈을 선택한 개인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양상의 민족공동체가 생겨나는 모
습을 보이기도 했다.
위의 사례는 우리에게 ‘경계’라는 화두를 던진다.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인
간들은 모두 경계를 짓고 살아간다. 경계 속에서, 경계 사이에서, 또는 경계 밖
에서, ‘나’와 ‘타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지하며 살아간다. ‘나’와 공통점을 많
이 공유하는 개인들이 모여 ‘우리’가 되고, ‘우리’는 ‘그룹’이 된다. 이 그룹은 인
간에게 원초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룹화(groupness)된 인간 사회의 산물이
다(Brubaker, 2002). 그리고 인간사회가 만든 수많은 그룹 가운데 ‘민족’이라는
그룹은 그 어느 그룹보다 먼저 생겼고, 오랫동안 유지되었으며, 사회적 파급력
또한 그만큼 크다. 민족이라는 그룹은 근대 국민국가의 탄생과 더불어 단일 종
족의 경계를 넘은 여러 종족의 집합체로서 ‘민족(nation)’이라는 성질을 갖는 경
우도 있지만, 사회적 충돌과 모순의 내면에는 혈통에 기반한 민족성(ethnicity)
의 문제들이 상존한다.
민족성과 관련된 문제는 특히 중국과 같은 다민족 사회에서 두드러진다. 중
국은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사회로서 그중 55개 민족은 소수민족으로 불린다.
중국에서 소수민족으로 분류되는 기준은 전체 인구에서 소수민족 인구가 차지
하는 비율이다. 전체 중국 인구의 9% 밖에 안 되는 55개 소수민족이 다수민족
인 한족을 주류 민족으로 하는 사회에서 자신의 민족성을 버리고 동화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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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놀라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중국 건국이래 70여 년이 지난 오늘 소수민족 사
회의 민족적 특성은 중국 문화와 결합하며 변화되고 모호해지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민족 경계를 유지하려는 움직임은 여전히 뚜렷하다.
중국의 55개 소수민족 사회는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온 것은 아니다.
중국의 소수민족의 경계는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은 민족
집단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신강자치구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위구르족은 언어
와 문자는 물론이고 의, 식, 주 등 많은 부분에서 선명한 민족적 특징을 띠고 집
단경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반면 한 때 청왕조를 통치한 만주족은 자신의 문
자와 언어체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주어를 구사하는 만주족’으로서 경계
는 오늘날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다. 몽골족이나 조선족 집단의 경계는 위구르
족 사회의 선명함과 만주족 집단의 모호함 사이 어디에서 유지되고 있다.
위구르족, 몽골족 그리고 조선족 세 집단은 모두 이주 민족으로서 지금까지
도 다른 소수민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뚜렷한 민족적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 따
라서 본 논문은 이 세 집단을 연구 대상으로 중국의 소수민족 사회의 경계 변화
를 살펴보고자 한다. 55개 민족의 사회가 변화하는 모습을 세 집단의 사례로서
다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세 집단의 문화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맥락이 중
국 소수민족 사회에서 갖고 있는 대표성을 감안하면, 필자는 이 세 사례가 중국
에 사는 민족집단의 경계변화 모습을 일정 정도 함축하여 반영한다고 본다.
비록 소수민족 사회가 각기 다른 양상으로 변화하였지만,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은 민족집단에 따라 달리 펼쳐진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같은 민족정책 아
래 서로 다른 모습으로 변화해 온 소수민족 사회는 정책의 작용 외의 다른 요인
들로 인하여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본 논문은 상기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질문을 둘러싸고 논의를 펼치고자 한다.
첫째, 중국의 민족교육 정책은 소수민족 경계가 변화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둘째, 소수민족의 문화적 특징과 사회적 맥락은 민족 경계 변화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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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작용하였는가?
첫 번째 질문의 핵심은 거시적 변수로서 국가제도가 민족사회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두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질문의 연장선에서 민족사회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초점을 맞춰 문화적 특성 또는 집거 지역의 경제적 수준
및 모국 네트워크 등 외부 자원에 따라 제도가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 어떻게 바
뀌는지 살펴보려는 것이다.

제2절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1) 민족 경계와 경계 변화에 대한 연구
민족정체성에 대한 논의, 특히 민족성이란 무엇이며 민족을 구성하는 것
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대립되는 시각이 존재한다. 원초주의
(primordialism), 본질주의(essentialism) 그리고 영원주의자(perennialist)를 대
표로 하는 연구는 혈통을 기반으로 사회의 재생산에 입각하여 사회적 배경과 맥
락이 바뀌어도 민족문화와 정체성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주장하면서 민족성
을 인간 사회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원칙과 속성으로 본다(Eller, 1993; Bayar,
2009; Bowen, 2000; Smith, 2000). 이와 반대로 도구주의(instrumentalism)나
상황주의(situationalism) 또는 현대주의자(modernist)는 민족성을 개인의 편의
에 따른 선택의 결과로 보아 민족성의 기원은 민족국가의 출현과 갈라놓을 수
없는 만큼 정체성 역시 상황에 따라 다르게 구성된다고 주장한다(Valbjørn,
2020; Liebkind, 1989; Kahn, 1998; Hastings, 1997).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양분화된 민족정체성 담론은 구성주의
(constructionism)가 우세를 차지하면서 점차 물러났다. 구성주의는 그룹 그 자
체가 아닌 그룹을 형성하는 인지적 구분 또는 차별에 대한 담론에 초점을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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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조하였다(Wimmer, 2013). 원초주의, 본질주의 또는 영원주의 등 다양한
담론을 뛰어넘어 민족성도 구성주의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은 프레드릭
바스(Fredrik Barth)가 민족경계(ethnic boundary) 개념을 제기하면서다
(Barth, 1969).
1969년 바스가 『민족그룹과 경계(Ethnic Groups and Boundaries)』라는
책에서 민족의 문화적 특징만 강조한 기존의 연구를 비판하면서 경계를 주목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후부터 민족연구는 새로운 지평에 들어서게 된다. 바스는
민족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은 비단 문화적 특징 뿐만 아니라 그 민족이 형성한
경계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민족에 대한 논의의 초점은 민족 경계의 형성과 변화
에 두어야 한다고 보았다. 개인 차원에서 민족 경계를 넘나들거나 문화적 특징
이 비슷한 민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집단 차원의 동화가 일어나지 않고 민
족 경계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우리’와 ‘타자’로 분류하는 개인의 주관적 인식
이 작용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 주관적 귀속이 분류한 결과가 경계를 낳
으므로 문화적 차이는 경계를 형성하는 원인이 아닌 결과일 가능성도 존재함을
암시하였다.
바스가 가리키는 경계는 사회적 경계이다. 그는 민족 집단을 사회적 조직으
로 보고, 민족경계는 인간의 주관적 인식에 의하여 대상을 카테고리로 나눈 것
의 산물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브루베이커나 위머는 주관적 인식 뿐만 아니라
사회적 또는 행위적 측면 역시 카테고리를 형성하는 데에 한 몫을 한다고 주장
한다(Brubaker, 2014; Wimmer, 2013:88-121). 그들은 상황과 맥락에 주안점
을 두고, ‘여느 범주나 기준이 아닌 어느 하나의 특정한 원칙이나 범주에 따라
민족집단을 구분하는 힘은 어디에서 오며, 누가 또는 무엇이 그 권한을 갖고 있
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그 힘 또는 권한을 구성하는 한 가지 요소로서 제도는 민족 간 경계를 형성
하는 데에 상당히 큰 역할을 발휘하는 데(Crul and Schneider, 2010), 이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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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정한 가치표준을 선택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Serder, 2019). 제도는 그 자체만으로 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동시에 다른
요인들과 상호작용을 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알바(Alba, 2005)는
시민권, 종교, 언어, 인종 등 경계의 차이에 다라 국가들의 이주민 동화패턴이
다르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는 주류민족과 소수민족 간의 경계는 시
민권, 종교, 언어, 인종과 같은 규범적 패턴(normative pattern)에 의하여 형성
되나 주류사회의 제도와 구조에 따라 다양한 패턴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제도 외에 지역적 맥락도 민족경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지역적 맥락은 한 공간에서 단일민족 집거율(ethnic concentration)과 여러 민
족집단의 계층화(stratification), 두 가지를 통하여 민족경계에 영향을 준다. 크
루즈와 크룬버그(Kruse and Kroneberg, 2019)는 민족학교의 사례를 통하여 한
지역 내에서 민족집단 간의 계층화 정도가 민족집단 간의 경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였다. 민족집단 간의 계층화가 높을 수록 상대적으로 상위 계층
에 있는 소수민족 학생은 자신의 민족경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지
만,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에 속한 소수민족 학생은 자신의 민족경계를 벗어나
주류민족의 경계 속으로 넘어가려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높은 집거율을 유지하
는 민족집단은 다른 민족의 친구를 사귈 기회가 적고 타민족 친구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와 태도가 저조하기 때문에 경계 변화가 쉽게 발생하지 않는다(Smith
et al. 2016; Munniksma et al. 2017).
선행연구들은 또한 ‘무엇이 경계를 변화하게 만드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어
떻게 경계가 변화하는가?’에도 주목하였다. 이 연구들은 경계의 변화를 패턴으
로 인식하고 그 변화 형태를 경계 넘기(crossing), 경계 흐림(blurring), 경계 전
환(shifting) 등으로 설명하였다(Zolberg and Woon, 1999; Alba, 2005, 2006;
Wimmer, 2008). 경계 넘기란 개인 수준에서 한 경계에서 다른 경계로 이동하
는 것을 가리키며 이때 경계를 넘어 간 개인은 대개 주류사회로 진출할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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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고 실천한 것이다. 이는 곧 이주 이론에서 사용하는 동화(assimilation)와 같
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계 넘기는 개인이 한 집단에서 다른
한 집단으로 이동한 것이므로 집단적 수준의 민족경계는 변화하지 않는다. 경
계 흐림이란 한 경계의 사회적 특징이 희미해지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경계
흐림이 발생할 때, 경계 속의 개인은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뚜렷하지 않으
며 비단 하나의 경계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두 경계 속에 존재하기
도 한다. 경계 전환이란 경계의 위치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가리키는데 경계 넘
기와 달리 경계 전환에서는 집단적 차원의 경계에 위치 변화가 발생한다. 따라
서 경계의 구성원이 바뀌고 다른 경계에 있는 구성원이 새로운 경계에 들어감으
로써 외부인에서 내부인으로 신분 변화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주류집단에 의
해 외부인으로 인지되던 소수민족 이주민이 국민의 자격을 부여 받고 국민으로
서 평등한 지위를 얻게 되는 것은 이주민집단의 경계 전환(shifting)이라고 보았
다.

(2) 중국의 민족정책과 민족경계 연구
중국 내에서 민족경계에 대한 연구도 바스나 클리포드 기어츠(Clifford
Geertz)등 학자들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관계’의 시각에서 경계를 다
루는 연구들이 많다. 그 가운데서도 선주민과 이주민의 관계, 소수민족 문화와
중국 문화의 관계, 소수민족 권리와 국민의 권리 간의 관계 나아가 국가와 소수
민족 집단의 관계 전환 등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常宝, 2020).
이 연구들은 민족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민족집단의 경계도 변화한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민족 경계의 변화를 주도하는 두 가지
요인으로 하나는 종교, 언어, 복장 등 문화적 차이를, 다른 하나는 ‘민족식별1’
1

1953년부터 1980년대까지 중국 정부가 중국 지역 내 각 민족의 신분을 식별하는 과정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민족 신분을 부여한 작업이다.

7

또는 ‘민족자치제도2’ 등 제도적 변수를 꼽고 있다.
문화적 차이를 주목한 연구들은 소수민족의 문화 변천, 정체성 문제, 민족
간 경계 융합과 흐림 등 문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일상생활 속의 경계 변화를
주목하였는데 민족성을 형성하는 기제를 개인들이 교류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
른 집단에 속한 민족에 대하여는 차이를 인지하고 같은 집단에 속한 개인들끼
리 귀속감을 느끼고 하나로 묶어지려는 관계가 작용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郑宇, 2020). 여러 민족이 함께 어우러져 지내는 공간에서 민족경계는 그 변두
리가 어디에 있는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유연성을 띠고 있다. 다른 민족과 함
께 어울리는 자리에서는 경계가 자연스럽게 흐려져서 둘 혹은 여러 민족의 문화
가 섞이고 침투하다가도, 그 자리를 벗어나 오롯이 같은 민족 구성원이 모이게
되면 다시 그 민족 만의 특징이 두드러지는 경계를 형성한다(李安辉 & 钟观福,
2019; 吴银玲, 2017; 周爱保 & 刘显翠, 2018).
국가제도나 정책에 의해 만들어지는 경계를 강조하는 연구들은 1949년 중
국이 성립된 후 국가가 진행한 민족식별 작업이나 민족자치제도의 탄생을 중국
의 소수민족 경계가 뚜렷해 진 계기로 보고있다. 또한 중국 건국, 문화대혁명의
동란 그리고 개혁개방의 흐름 등과 같은 거대한 사건들의 사회적 파급력에 의
한 민족경계의 변화도 보여주고 있다(和少英 & 李曦淼, 2015). 그 가운데서 두
개 이상의 여러 민족이 함께 거주하는 지역에서 특정한 민족의 명절을 공휴일
로 지정함으로써 서로 다른 명절을 중시하던 데로부터 공휴일로 지정된 그 민족
의 명절을 함께 보내는 과정에서 언어가 섞이고 민족문화와 습성이 바뀌며 경계
가 융합하는 사례도 보여주고 있다(巫达, 2021).
정책 가운데서 민족교육 정책을 중심으로 다룬 연구는 ‘이중언어 교육정책’
2

소수민족이 모여사는 지역을 민족자치지역으로 정하고 정치, 경제, 교육 등 분야에서 일정한 자
치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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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대학입시 가산점’문제 나아가 소수민족 지역의 교육자원 결핍 등 다양한
주제를 둘러싸고 민족경계의 변화를 다루고 있다. 특히 ‘이중언어 교육정책’이
소수민족 구성원들의 국가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다수이
다(王兆璟&肖聪, 2015). 이 연구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심화된 이중언어 교육
정책, 특히 중국어 수업 시간을 늘리고, 전국 통일 교재를 사용하는 등 정책이
소수민족 학생들의 애국심을 고양하고 통일된 다민족국가의 건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그러나 민족지역 교육자원의 결핍으로 하여 민족정책이
본래의 의도와 달리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역효과를 자아내거나(蔡⽂伯&韩琦,
2015), 민족 간 단결을 목적으로 한 이중언어 교육이 소수민족 학교에서만 실시
됨으로써 이중언어 정책의 효과를 떨어트린 다는 연구도 있다(杨宝琰, 2014).
한 마디로 중국의 민족연구는 문화적 차이와 제도적 변수 두 가지 측면에
서 포괄적으로 경계변화를 다루었다. 그러나 한면으로 이 연구들은 민족지 연구
가 다수를 차지하는 특성상 집단 간의 비교연구가 부족하므로 연구결과의 보편
적 의의를 도출하기 어렵다. 다른 한면으로 연구의 목적을 국가 안정, 민족 간
단결 등 정치적, 이념적 차원의 의의를 도출하는 데에 두다 보니 사회학적 시각
에서의 제도연구나 민족연구로서 갖는 의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이러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하여 ‘소수민족교육’이라는 구체
적인 분야를 중심으로 민족사회의 변화에 주안점을 두고 집단 간 비교연구를 진
행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본 논문은 미셀 라몽(Michele Lamont)의 경계에 대한 관점과 안드레아스
위머(Andreas Wimmer)의 민족경계의 변화 메커니즘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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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라몽의 상징적 경계와 사회적 경계
경계에 관한 라몽의 논의는 뒤르켐과 베버의 이론에 뿌리를 둔다. 뒤르켐
은 상징적 경계가 한 사회를 구분 짓는다고 하였다. 그는 한 공동체의 내적 연대
는 성스러운 것과 저속한 것에 대한 집단 구성원의 공동의 인식, 의식에 대한 공
동의 귀속(compliance), 규칙에 대한 공동의 이행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였다
(Lamont, 2001). 따라서 집단의 경계는 성과 속의 구분이 따르기 마련이다. 베
버는 뒤르켐과 달리 상징적 경계가 사회적 불평등을 낳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
는 인간은 유한한 자원에 대한 경쟁을 줄이기 위하여 집단의 문화적 특징에 근
거하여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대한 우월성을 형성하고 다른 집단을 차별함으로
써 특정 집단이 자원을 독점하는 행위를 합리화한다고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라몽은 프랑스와 미국의 상류 중산층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문화, 사회경제 그리고 도덕 세 가지 유형의 경계를 밝혔고, 나아가 도덕적 질서
의 구분을 통하여 상징적 경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경계짓기를 함으로써 물질적
자원에 대한 불평등이 이루어 진다는 것을 지적하였다(Lamont, 1992). 여기서
상징적 경계란 한 대상을 표상하는 핵심적인 특징과 구별화된 특징을 감지하는
인간의 인지적 범주의 활동으로서, ‘나’와 ‘타자’를 구분하는 데서 비롯된다
(Lamont, 1992). 이는 사회적 행위자가 대상, 인간, 사실 심지어 시간 또는 공간
을 카테고리로 나누기 위한 관념상의 구분이다(Lamont & Pachuki, 2001;
Zerubavel, 1997; Wagner-Pacifici, 2000). 상징적 경계는 뚜렷할 수도 있고 희
미할 수도 있다. 뚜렷한 경계는 문화적 특징이 명확한 경계이고 집단 구성원은
자신이 어느 경계에 속해 있는지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다(Lamont and
Molnar, 2002).
인간은 상징적 경계를 통하여 사회적 경계를 그으며, 사회적 경계는 특정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그룹 내 구성원들만 향유할 수 있도록 그룹 밖 구성원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사회적 경계는 자원과 기회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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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의 결과가 이른바 사회적 차이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가리킨다(Lamont,
2002). 이는 바스의 민족경계 논의와 같은 맥락인데 바스 역시 민족경계란 사회
적 경계를 가리킨다고 주장하면서 두 집단에 속한 개인들 간의 지속적인 교류
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집단 차원의 경계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교류함과 동
시에 타집단에 대한 배척도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한다고 주장하였다
(Barth, 1969: 15). 특히 주류그룹은 상징적 경계를 통하여 ‘우리’와 ‘그들’을 구
분한 뒤 ‘우리’만의 사회적 경계를 형성함으로써 계급특권을 재생산하고자 한다
(Edgell et al, 2020). 그러나 사회적 경계는 불안정하다. 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자원은 많아질수도 있고 줄어들수도 있다. 따라서 주류그룹은 자원을 지속적으
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경계의 불안정한 특성에 대비하여 부단히 상징적 경계를
공고히하거나 새로운 경계를 만들고자 한다.
나아가 상징적 경계와 사회적 경계의 관계는 아래와 같은 네 가지로 설명
할 수 있다(Lamont, 2002). 첫째, 상징적 경계는 사회적 경계를 강화하고 그 존
재를 규범화 및 합리화시킨다. 둘째, 사회적 경계의 의미는 상징적 경계의 도전
을 받고 재구성된다. 또한 상징적 경계와 사회적 경계 간의 내적 연관성은 문화
에 따라 다른데, 상징적 경계가 아주 뚜렷한 경우 사회적 경계가 사라지더라도
상징적 경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상징적 경계는 사회적 경계가 형성되
는 필요불충분 조건이다(Lamont 1992, Ch.7). 사회적 경계가 형성되려면 상징
적 경계를 통한 구성원 간의 보편적이고 공동의 합의가 형성될 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2) 위머의 민족경계 변화 메커니즘
위머의 논의는 우리가 ‘민족성’이라고 통칭하여 부르는 이것이 결코 모든
집단에서 똑같은 과정을 거쳐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데서 시작된다. 그의 논
의는 유동적이고, 우연성을 띠며 불안정한 민족성만 강조하는 구성주의 관점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면서, ‘민족적인 것’을 바탕으로 여러가지 사회적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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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연구로 초점이 맞춰진다(Brubaker, 2014).
따라서 위머의 연구는 민족집단이 아닌 민족이 놓여있는 사회적 장(field)을 분
석의 기본 단위로 삼는다. 어떤 장을 연구의 변수로 삼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
련하여 위머는 막스 베버, 부르디외 그리고 바스의 민족 관점을 빌어 이론적 논
의를 전개한다.
민족그룹의 형성은 경제적 기회, 정치적 권력 또는 집단의 명예(honor)를
독점하기 위한 사회통합의 과정이라는 베버의 관점은 민족집단이 ‘상상된 것’만
이 아님을 암시한다. 따라서 민족경계를 형성한다는 것, 또는 경계를 변화시킨
다는 것은 권력과 자원에 의해 형성된 위계를 안정시키고 제도화하려는 과정이
라고 할 수 있다. 부르디외의 ‘구별짓기’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위머는 민족집단
에 대한 구분은 자원을 둘러싼 행위자가 간의 투쟁(struggle)이며, 행위자들은
그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행동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경계를 일종의 비유
(metaphor)로 이해하는 바스의 관점을 통해 위머는 객관적인 문화적 차이가 직
접적으로 경계를 낳고 민족집단을 구분하기 보다는, 민족의 문화적 특징은 ‘다
름’을 인지하는 문화적 기호(diacritics)로서 경계를 형성하는데 작용한다고 보
았다.
위머는 내생 변수(endogenous)와 외생 변수(exogenous) 그리고 미시-거
시 차원의 상호작용 속에서 민족경계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거시적 차
원에서 외적 변수인 장의 특징에 따라 개인들은 어떤 전략을 사용하여 경계를
변화할지 결정한다. 나아가 개인차원의 선택의 결과는 구성원들 간에 집단적 합
의가 이루어지면 거시적 차원의 내적 변수인 경계의 특징에 영향을 미치고, 따
라서 결과적으로 경계의 변화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변화한 새로운 경계의 특
징은 경로의존성을 띠며, 다시 미시적 차원에서 개인들의 전략적 선택에 영향
을 준다.
사회적 장을 이루는 요소에는 세 가지가 있다. 제도, 자원 그리고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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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제도는 행위자가 계급, 인종, 젠더 등 여러 경계 가운데서 어느 경계를 선
택할지를 결정한다. 자유복지국가의 유연한 노동시장 규제 속에서 미숙련 이주
노동자는 그렇지 않은 제도에 속해있는 이주민보다 더 쉽게 노동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Freeman, 1986). 따라서 강한 복지국가 사회에서 이주민이 민족경계에
의지하는 정도는 약한 복지국가에 속해있는 이주민이 민족경계에 의지하는 정
도보다 낮다(Kloosterman, 2000). 다음으로 자원의 분배는 개인이 어떤 전략을
택하여 경계를 변화할 것인지와 연관되는 데, 그들이 사회적 위계질서에서 어디
에 위치해 있는지가 이를 결정한다. 개인은 자신이 가진 정치, 경제 또는 상징적
자원 안에서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전략적
선택을 한다. 교육수준이 낮고, 경제적, 정치적 자본이 적은 개인은 노동시장에
서 민족경계 속에 머물거나 민족경계에 의존함으로써 자원의 결핍을 상쇄하고
자 한다(Nee and Sanders, 2001). 제도와 자원분배 외에 네트워크 역시 민족경
계의 형성과 변화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외적 변수이다. 네트워크는 개인 또는
민족경계가 민족울타리 속에 머물고 울타리를 재생산하는 데 영향을 준다
(Waldinger and Lichter, 2003).
이 세 가지 외생변수에 따라 행위자가 민족경계를 변화하는 과정에는 다양
한 전략이 채택된다. 경계 변화 전략은 크게 경계 전환(shifting)과 경계 조절
(modifying)이 있다. 경계 전환에는 경계 확장(expansion)과 경계 축소
(contraction) 두 가지가 포함되고, 경계 조절 전략에는 경계의 가치변환
(transvaluation)과 경계의 자리 이동(positional move) 그리고 경계 흐림
(blurring)이 있다. 경계 확장에 해당되는 사례로는 국민국가가 국가 내 소수민
족 통합을 통하여 민족국가의 경계를 넓히려는 시도, 또는 그와 반대로 소수민
족 사회가 외적 충격에 대비하여 기존의 경계를 축소함으로써 경계를 지키려는
행위들이 포함된다. 경계조절은 단순히 경계의 범주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계의 질적 특징이 변화하는 것이다. 기존의 경계에 새로운 문화적 특징,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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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를 수용하거나, 소수민족이던 집단이 전쟁 또는 기타 사회변동을 통하여 새
로운 사회의 주류민족이 되는 경우 역시 경계의 자리이동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계흐림이란 경계의 양적, 질적 특징이 모호해지고 경계
의 존재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를 가리킨다. 소수민족이 사라지고 ‘시민’이
라는 단어로 통합되는 경우, 또는 민족성이 보편적 인류주의와 같은 다른 원칙
과 가치에 대체되어 민족경계가 사라지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림 1] 위머의 경계 변화 메커니즘. (Wimmer, 2013:109)에서 재구성.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외적 요인들의 조합에 따라 행위자는 자신에게 유리
한 전략적 선택을 취한다. 그 결과 민족경계는 문화적 차이(cultural difference),
정치적 현저성(political salience) 그리고 사회적 통합(social closure)이라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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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특징이 각기 다른 정도로 변화하게 된다. 이 세 가지 특징의 변화는 다시
행위자의 전략적 선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로의존성에 따라 경계변화의 순
환고리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외생변수가 동시에 작용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 특정한 하나의 요인이 경계변화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위머는 설명한다.
위머는 다양한 민족경계의 변화를 비교하면서, 특정한 사회와 맥락에서 민
족성은 어째서 인간의 선택 및 행위 기준의 핵심 요인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민족경계가 불평등과 배제, 정치적 결집 또는 지속가능한 정체성
의 원인이 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위머의 경계 형성 이론은 민족경계가 작
동하는 내적, 외적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위머
의 연구로부터 우리는 특정한 유형⎯정치적 경계, 민족사회의 통합과 배제, 문
화적 차이⎯의 민족경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해체되며, 또는 더 뚜렷해지는 지
를 체계적으로 살필 수 있다.

제3절 논문의 이론틀 및 구성
경계에 관한 선행연구의 흐름은 아래와 같은 의문을 자아낸다. 하나는 상징
적 경계, 사회적 경계, 불평등, 자원 등 키워드는 주류그룹에만 적용되는 주제인
가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사회적 경계가 주류그룹이 자원독점을 위한 수
단이라는 정의에는 소수집단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경계’라는 것이 타자
의 존재를 인식할 때 비로소 생겨난다는 것을 감안하면 경계의 형성은 주류집단
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른다. 따라서 ‘상징적 경계-구
분-사회적 경계-자원독점’의 논리는 다소 보완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소수집
단을 상대로 주도그룹이 사회적 경계를 형성하는 과정에는 주류집단을 상대로
소수집단의 사회적 경계짓기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특권 집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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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이 맞춰진 상징적 경계와 사회적 경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소수집단의 사
회적 경계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원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둘째로 위머는 민족경계를 분석 할지라도 ‘민족적인 것’의 요인과 ‘비민족
적인 것’의 작용을 구분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는 사회적 힘(social force)의 작
용에 의해 생긴 민족경계를 ‘민족성’ 또는 ‘민족적인 것’이라는 원인에 귀결시키
는 논의를 피할 것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그는 개인의 경계 변화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제도, 자원, 네트워크 등 비민족적인 외생변수들로 설정되었
다. 그러나 동시에 그 역시 민족적인 것이 경계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하지는 못
하였다. 그는 개인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과정에서 서로 다른 민족
배경을 지닌 두 개인 간의 ‘문화적 차이’의 정도가 구성원들 간의 합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작용하고 결과적으로 집단적 경계의 변화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
다. 그렇다면 비민족적인 요인들과 함께 경계변화 사이 어디에 민족적인 것이
놓이게 되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바이다.
따라서 본문은 위의 두 가지 의문을 염두에 두고 라몽의 상징적 경계와 사
회적 경계에 대한 연구와 위머의 경계 변화 과정에 대한 두 논의를 종합하여 글
의 논지를 펼치고자 한다.
1. 제도, 자원 그리고 민족경계
위머의 분석에 따르면 제도는 개인이 민족경계를 선택할지의 여부와 연관
된다. 또한 위머는 그의 책 전반에 걸쳐 개인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과
수단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는 개인들이 선택한 서로 다른 경계의 변화 전략
은 결과적으로 개인들 간의 합의를 거쳐 집단경계가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의 민족정책의 내용과 그 역할을 볼 때, 제도는
단지 개인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제도 그 자체가 집단 간
의 사회적 경계를 긋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제도에 의해 형성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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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경계는 민족 구성원들의 ‘합의’의 과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국가의 제도 설
정에 의하여 초기설정이 된 상태라고 보아야 적절할 것이다. 즉 제도는 소수민
족이 민족경계를 선택할지의 여부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계가
형성되기 위해 필요한 전제인 ‘상징적 경계에 대한 사회적 구성원의 공동의 합
의’를 마련해주는 직접적인 기제로 작용한 것이다.
중국에서 소수민족의 경계 형성과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제도는
‘민족자치제도’와 ‘소수민족 우대정책’이다. 민족자치제도는 자치권에 입각하여
소수민족 집단이 능동적으로 민족사회의 경계를 형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
련하여 준다. 민족자치지역의 구획을 통하여 주류민족과 소수민족 사이에 공식
적인 사회적 경계를 형성하였다. 이 사회적 경계는 민족자치권이라는 형태로 표
현되는데, 소수민족은 자치지역의 지리적 공간 안에서 물질, 문화 및 정치적 자
원의 접근성을 확보한다. 소수민족 우대정책은 제도적 차원에서 자원 분배를 규
정함으로써 민족사회의 사회적 경계 형성을 직접적으로 추동하는 요인이 되었
다.
제도가 사회적 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제도 설정이 민족집단의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특정한 민족사회나 민족집단의 구성원은 민족이라
는 경계 안에서 자신의 이익을 갖는다. 그러나 그 이익은 제도와는 무관하게 오
로지 민족사회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Wimmer, 2013: 93-94). 지
금까지 중국의 민족교육 정책은 민족학교에서 민족문자로 출간된 교재를 사용
하고 민족언어를 주 언어로 정하며, 대학입시에서도 민족언어가 필수 시험과목
이었다. 그러나 2020년에 개정된 이중언어 교육정책에 따르면 민족언어는 대학
입시의 필수 시험과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어’ 과목은 기존에 민족학교에서
사용하던 한어교재가 아닌, 한족학교에서 사용하는 ‘어문’교재를 사용하도록 한
다. 이제 민족학교를 다니는 민족구성원의 이익은 새로운 제도가 설정되면서 바
뀌게 된다. 민족학교를 다니면 민족언어와 중국어를 모두 배울 수 있다는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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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에서 민족어문시험과 ‘한어’시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이익이 모두 사라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수민족에게 주어진 새로운 이
익은 오로지 중국어를 잘 배우는 것으로 바뀌게 되고 따라서 더는 민족학교가
아닌 한족학교에서 정통적인 중국어 교육을 받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
된 것이다.
‘제도’라는 원인변수가 ‘이익’이라는 요인과 직결됨으로써 민족집단의 ‘경
계’에 영향을 준다면, ‘이익’이 어디에 있는지를 좌우지 하는 또 다른 변수는 자
원분배이다. 이 자원은 집단의 경제, 문화적 수준이 될 수 있고 또는 한 지역에
단일한 민족이 집거하는 수준이 될 수도 있다. 지역 내 민족의 집거율이 높을 수
록 지역에 대한 경제, 정치, 문화적 통제력이 강하므로 경계를 변화시키는 과정
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주도권을 갖게 될 것이다. 스미스(Smith, 2002)는 중국
신강 지역에 사는 위구르민족의 상징적, 공간적 그리고 사회적 경계의 변화를
연구대상으로 자원이 어떻게 경계가 변화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는지를 보여
주었다. 그는 신강지역으로 이주한 한족 인구수의 증가와 이로 인한 자연자원
에 대한 경쟁 및 국가통용언어로 한어사용 제도화 세 가지 외적요인의 변화에
따라 위구르민족은 한족과의 경계 설정을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지를 보여주었
다. 이 연구를 통하여 스미스는 상징적 경계가 사회적 경계를 공고히 만들지만
취직을 해야하는 등 사회적 경제적 실익과 연관된 상황에서는 그들 스스로가 설
정한 사회적 경계는 흐려진다고 지적하였다. 그의 연구는 위구르족사람들이 신
강지역에 거주하는 한족집단과 종교적 구분에 의한 서들과 친구를 맺지 않고,
그들의 집에 방문하지 않으며 그들과 같은 공간에 거주하지 않기 위해서 집거지
를 형성하던 위구르민족은 직장에서나 구직시작에는 상당히 완화된 사회적 경
계의 모습을 유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8

2. 중국 소수민족의 상징적 경계와 사회적 경계
민족의 상징적 경계는 두 가지 특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경계의 종류
가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 나눌 수도 있고, 다른 하나는 경계를 구분하는 선이 뚜
렷한지 모호한지와 같은 질적인 측면으로 나눌 수도 있다. 경계는 한 사회와 다
른 사회를 구분 짓는 선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선은 종교가 될 수도 있고 외모나
피부색이 될 수도 있다. 이 상징적 경계의 수가 많을수록 그 사회와 다른 사회
를 구분하는 기준은 명확해진다. 민족은 모두 같은 상징적 경계를 갖고 있지 않
다. 민족종교가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 민족문자가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이 있
다. 같은 종교를 가졌으나 서로 다른 피부색을 지닌 두 집단 간의 경계가 선명
한 정도와 피부색도 종교도 모두 다른 두 집단의 경계가 선명한 정도는 다르다
고 볼 수 있지 않을가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경계의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앞서 말한 여러 종류의 경계선이 얼마만큼
뚜렷한지 살펴볼 수 있다. 한 민족사회가 비록 자기 민족의 언어를 갖고 있을지
라도 그 언중(言衆)의 수효가 점차 줄어들거나 다른 민족 언어를 보편적으로 사
용하게 된다면, 또는 완성된 자기의 문자체계를 갖고 있지 않다면, 언어나 문자
를 가지고 구분 짓는 민족 경계는 그다지 뚜렷하지 않을 것이다.
상징적 경계는 내집단이 외집단에 비해 우월하다는 인식에 의해서도 강화
된다. 이는 뒤르켐의 성과 속의 상징적 구분, 라몽의 도덕적 질서의 상징적 경계
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하지만 소수민족 집단은 자신의 민족집단의 우월
성 또는 민족집단에 대한 긍정을 유지하는 한 편, 중국 사회에서는 한족이 주류
민족이고 국가통용언어인 중국어, 즉 ‘한어’에 능통하고 그 문화를 익혀야 주류
사회에 진출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이익 때문에 자신의 집단적 경계를 벗어나
는 선택을 한다. 이러한 선택은 비단 지리적 경계인 자치지역을 벗어나 소수민
족 입장에서 소위 ‘내지’라고하는 대도시로의 인구이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자치지역 내에서의 경계이동은 자치지역이라는 지리적 공간을 벗어나는 것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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큼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그와 동시에 자기 민족의 상징적 경계는
더욱 굳히고 문화적 차이성, 우월감을 구분함으로써 경계를 벗어나야 하는 위기
감으로부터 자신의 경계를 지키고자 한다. 따라서 한족학교에 가는 것은 단순
히 경계를 벗어나는 행위가 아닌 주류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도구적인 수단이라
고 인식하는 것이다.
3. 경계의 변화와 재생산
주류민족과 소수민족으로 나뉘는 사회에서 소수민족 집단의 여러 형태의
경계 변화의 대립면에는 주류민족의 경계가 있다. 소수민족의 경계 확장은 소수
민족 사회에서 주류민족 사회로 진출 또는 확장하는 것을 가리키고, 민족경계
의 흐림은 주류민족의 문화나 특징이 소수민족 집단의 경계에 들어가고 섞이면
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본 문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중국의 소수민족 집
단의 경계 변화는 비단 소수민족의 사회적 문화적 특징의 변화 뿐만 아니라 소
수민족 사회가 받아들이는 주류민족의 문화를 통해서도 반영된다.
민족의 사회적 경계는 제도, 자원 그리고 상징적 경계의 영향을 받는다. 여
기서 다시 한 번 위머의 논의를 빌리자면, 사회적 경계는 사회적 통합의 수준 또
는 문화적 차이가 다르게 표현된다. 그러나 라몽, 위머, 바스 등은 모두 상징적
경계의 차이가 사회적 경계의 차이보다 오래 지속된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사
회적 경계는 사라져도 상징적 경계는 여전히 존재할 것이며(Lamont, 2002) 민
족집단 간의 실질적인 차이가 사라져도 관념상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관념상의 차이가 다시 사회적 경계를 만들고, 경계의 특징이 또 한
번 상징적 경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상징적 경계와 사회적 경계 간의 순환고리
가 형성된다. 그러나 제도, 자원, 상징적 경계 또는 사회적 경계는 모두 획일적
으로 단일화 할 수 없는 대상이기에 어떤 맥락에서 어떤 조합을 통하여 경계가
어떻게 변화하는 지는 각 민족집단 별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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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1949년 이후 중국 소수민족 사회에 관한 연구이다. 중국은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사회로서 그 가운데서 55개 민족이 소수민족으로 분류되고 있
다. 본 논문은 55개 민족 가운데서 위구르족, 조선족, 몽골족을 연구대상으로 삼
는다. 본 논문의 연구분야는 민족교육이다. 제도설정에 의하여 그어진 경계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면을 모두 포괄한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뚜렷
한 경계의 특징을 지닌 분야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민족교육은 민족경계의
범주를 구성하는 핵심 요인이다. 민족교육은 민족자치제도의 직접적인 실천이
라는 점에서 민족경계의 논의에서 대표성을 지닌다. 나아가 민족교육은 중국의
일반교육 체제 아래 민족적 특성을 결합한 것으로서 중국 교육제도의 변화에 민
감하게 반응하고, 민족사회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정치경제적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민족경계의 변화를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따라
서 본 연구는 민족학교의 설립과 폐쇄, 교과과정의 변화, 소수민족 학생들의 민
족학교와 일반 학교 진학 추세의 변화 등에 초점을 맞춰 경계 변화 메커니즘을
논의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소표본 사례 연구에서 여러 사례들이 비슷한 맥락과 인과적 요인으로부터
출발하였을지라도 정작 사건의 결과는 우발적이고 다양할 수 있다. 본 논문에
서 다루고자 하는 중국의 소수민족 사회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
다. 자치제도라는 하나의 민족정책 아래, 그리고 중국이라는 하나의 국가 단위
안에 살면서도 중국 소수민족 집단의 경계가 변화 해 온 모습은 매우 다르다.
그 다양한 인과적 경로를 분석하는 데에 적절한 방법으로서 과정추적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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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사회와 제도적 구조 그리고 행위자의 행동
맥락 등을 종합하여 설명해야 하는 본 논문과 같은 연구에 과정추적법이 적합하
다.
과정추적법이란 사건 또는 현상이 발생하는 인과적 메커니즘을 추적하는
방법이다. 흄(Hume, 1975)이 지적하듯이 X와 Y를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연관
성의 특성상 실증적으로 X가 Y를 낳았다고 증명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 둘 사
이를 이어주는 요인들 간의 지속적인 연계점을 찾고 분석하는 데에 초점을 두어
야 한다. 따라서 과정추적법은 사건이 어떻게 전개하는 지를 설명할 때 단계를
나누어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검증하는 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구체적 절차로는 가설설정, 인과기제 확인, 증거수집 그리고 증거검증 네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한다(Checkel, 2008; Beach & Pedersen, 2019). 가설설정
은 과정추적법에서 핵심 부분이다. 과정추적법이 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인과기제, 즉 결과에 이르기까지 보이지 않는 과정을 풀어내는 것인데 이를 위
해서는 우선 연구자가 선행연구와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가능한 인과적 경로
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 논문은 위머의 민족경계 변화 과정에서 ‘제도는 개인이
민족경계를 선택할지의 여부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관점에 근거하여 제도와 경
계 두 변수 간에 아래와 같은 가설을 제기한다.

가설1: 민족교육 지지 정책은 민족경계 형성의 기초로 작용하였다.
중국 건국초기 국가교육사업과 민족자치제도에 입각한 소수민족 교육사업
에 대한 정책적 추진은 소수민족학교의 교육체계가 형성되는 기반을 마련하였
고 중국에서 소수민족 경계가 형성되는 기초가 되었다고 가정한다.

가설2: 민족교육 정책의 부재는 민족경계의 와해를 낳았다.
1956년부터 1977년까지 이어진 중국의 정치적 변동과 사회적 동란은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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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민족정책의 기조를 벗어나 소수민족 사회의 특성을 부정하고, 민족문화와 교
육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정책의 기조 아
래 민족교육 체계가 무너지면서 민족경계가 와해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가정한
다.

가설3: 이중언어 교육정책의 발단은 민족경계의 재건을 촉진하였다.
1977년부터 정치적 안정화가 시작되면서 중앙 정부는 본격적으로 이중언
어 교육정책을 제정하였다. 이것이 민족학교의 교육체계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
면서 민족경계의 재건을 낳았다고 가정한다.

가설4: 이중언어 교육정책의 심화는 민족경계의 공고화를 이끌었다.
1990년대 후반 특히 2000년대 초반부터는 보다 심화된 이중언어 교육정책
이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민족학교 교육체계에 큰 변동이 일어났고 민족경계
의 확장을 이끌었다고 가정한다.
제도

사회적 경계

가설1: 민족교육 지지 정책 → 민족경계 형성

가설2: 민족교육 정책 부재 → 민족경계 와해

가설3: 이중언어 교육정책 발단 → 민족경계 회복

가설4: 이중언어 교육정책 심화 → 민족경계 공고

[그림 2] 제도와 사회적 경계 가설 설정

23

가설설정이 끝나면 인과기제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 즉 원인변수인 X가 결
과변수 Y를 낳기까지 거쳐간 과정을 찾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도는 원인이
고 결과는 경계 변화이다. 제도는 개인이 민족경계 안에 머무를지의 여부에 인
센티브를 제공한다. 자치제도에 입각한 민족교육정책은 대학입시 가산점이라
는 실질적인 인센티브와 민족언어를 배울 수 있다는 심리적, 문화적 차원의 인
센티브를 제공해준다. 이러한 인센티브에 이끌려 소수민족 학생들은 민족경계
안에 머무르는 것, 즉 민족학교에 다니거나 민족언어를 주요 언어로 가르치는
교육모델을 선택하게 된다.
다음으로 증거수집 단계이다. 본 논문에서 민족경계의 변화를 가늠하는 두
가지 지표인 ‘민족학교 내 민족언어와 문화와 관련한 교육 내용’과 ‘민족학교의
소수민족 학생 수 민족학교의 수’ 두 내용을 중심으로 수집할 것이다. 첫 번째는
민족학교에서 민족언어와 문화와 관련된 학제규정과 정책을 중심으로 수집할
것이다. 민족언어 수업시간이 중국어 수업시간 대비 차지하는 비율, 민족문화
와 관련된 수업 교시 내지는 필수과목에서 민족문화와 역사수업이 차지하는 비
중 등에 관한 증거들을 수집할 수 있다. 두 번째 증거내용은 민족학교에 다니는
학생 수와 학교의 수에 관한 증거이다. 정책의 변화에 따라 학생들이 민족학교
와 일반학교의 선호도의 변화, 민족사회의 제도와 상징적 경계의 변화는 민족학
교와 학생 수에 가져다 준 변화 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할 것이다.
증거 수집 단계에서 사용한 연구자료로는 법률, 법규 및 정책 등 문헌자료
를 기반으로 한다. 연구대상의 경계 변화 양상에 대한 실증연구는 1차 자료수집
이 어려운 것을 감안하여 ‘민족연간’, ‘통계연간’, ‘민족사회사’ 및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인터뷰와 자료조사를 재구성하여 2차 자료로 사용한다.
앞의 절차에서 인과기제 부분에 해당하는 증거들을 수집하고 나면, 증거가
가설을 뒷받침 하는지의 여부, 즉 증거의 증명가치를 검증하여야 한다. 이때 증
명가치는 충분성과 필요성으로 나누어 측정할 수 있다. 충분성이란 가설이 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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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증거가 반드시 발견되어야 하는 것을 뜻하고, 필요성이란 특정한 증거의
발견이 가설 외의 다른 설명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밴(Van,
1997:31-34)이 확실성과 고유성 두 차원에서 증거에 대한 평가를 구성한 것을
바탕으로, 베넷(Bennett, 2010: 210)이 충분성과 필요성의 측면에서 재구성 한
것이다. 이 두 가지 측면에 따라 과정추적법에서 사용되는 네 가지 가설검증 유
형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첫 번째 검증유형인 ‘Straw-in-the-Wind(이하 검증유형1)’는 증거의 충
분성이 낮고 필요성 또한 낮다. 이 검증의 결과가 어떻든 우리의 추론에 큰 영향
을 미치지 않는다. 두 번째 검증유형인 ‘Hoop(이하 검증유형2)’는 필요성은 높
으나 충분성은 낮다. 따라서 이 검증에 실패하였다면 가설을 기각하게 되지만
성공하였다 할지라도 추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세 번째는 ‘Smoking
Gun(이하 검증유형3)’이다. 이 검증은 충분성은 높지만 필요성은 없거나 낮다.
검증을 통과하였다면 가설에 대한 신뢰성이 매우 높아지지만, 실패하여도 가설
의 신뢰성을 떨어뜨리지는 않는다. 마지막으로 ‘Doubly Decisive(이하 검증유
형4)’는 충분성 및 필요성이 모두 높다. 따라서 증거를 찾지 못하면 가설의 신뢰
성은 낮아지고, 증거가 가설을 지지하는지 아니면 대안가설을 지지하는지에 따
라 가설에 대한 신뢰성이 확연히 달라진다.
가설이 검증을 통과하려면 연구자가 예측한3 증거가 모두 발견 되어야 한
다. 이 예측증거는 인과기제를 증명하기 위해 존재해야 하는 증거들이다. 가령
1분 전에 비가 내렸다는 가설이 성립되기 위하여 예측증거인 ‘젖은 땅’이 발견
되어야 한다. 그러나 밖에 나가보니 ‘부분적으로 젖은 땅’이 발견되었다면 이 증
거는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 충분하지도 그리고 꼭 필요하지도 않다. 즉 충분
성과 필요성이 모두 낮다. 비가 오면 땅은 반드시 젖어야 함으로 ‘부분적으로 젖

3

본 논문에서 예측한 증거란 앞의 페이지에서 언급한 증거수집 단계에서 특정 내용을 중심으로
수집하고자 했던 증거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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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땅’이 발견된 증거로는 비가 왔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땅이 부분적으로
젖어 있는 것은 ‘비가 왔다’는 가설 외에 ‘누군가가 땅에 물을 뿌렸다’는 추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필요성 또한 낮다. 나아가 예측증거인 ‘젖은 땅’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증거는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증거의 충분성과
필요성이 모두 낮으므로 검증에 실패하였으나 가설을 기각하지 못하고 가설의
신뢰성에 약한 수준의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이다.

[표 1] 인과기제 과정추적 검증

인과기제 확인 충분성
아니오

예

1. Straw-in-the-Wind

3. Somking Gun

아 a. 통과: 가설의 상관성은 확인되나 입
니
증하지 못함
인과 오
b. 실패: 가설이 기각되지 않지만, 신뢰
기제
성이 조금 손상
확인
필요
2. Hoop
성
a. 통과: 가설의 상관성은 확인되나 입
예
증하지 못함
b. 실패: 가설을 기각

a. 통과: 가설을 확인
b. 실패: 가설이 기각되지 않지만, 신뢰
성이 조금 손상
4. Doubly Decisive
a. 통과: 가설을 확인
b. 실패: 가설을 기각

이렇듯 증거의 충분성과 필요성 그리고 검증의 통과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연
구자가 사례 및 그 맥락에 대한 깊고 넓은 수준의 이해력을 필요로 한다. 비록
많은 연구들이 과정추적법을 사용한다고 하지만, 정작 구체적인 검증절차에 대
해서는 언급하지 않고있다(Mahoney, 2012). 이런 현상을 두고 데이비드
(Collier, 2011)는 과정추적법이 사건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설명한다는 장점은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그저 일반적인 서술 형태로만 전개하다보니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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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과정추적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충분하게 응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빚어내었다고 지적한다.
그 가운데서 보다 명확한 기준으로 인과기제를 분석하는 연구는 가설설정,
실마리 (clue)찾기, 추론하기 그리고 결과종합 네 가지 단계를 거쳐 글을 전개하
였다. 대표적인 연구가 콜리어(Collier, 2011)의 ‘과정추적법 이해하기
(Understanding Process Tracing)’이다. 이 글은 셜록 홈즈의 이야기를 빌어 누
가 범인인지를 찾는 과정에서 이 절차를 도입하여 과정추적법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데이비드는 먼저 ‘심슨이 스트레이커를 죽였다’는 셜
록의 가설을 인용한 뒤, ‘심슨에게 잠재적 살인 무기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실마
리로 제시하였으며, 다음 절차에서 ‘이 무기는 가설과 연관성은 있지만 그 자체
로 심슨의 유죄를 증명하지 못한다’라는 분석을 인용하여 추론을 펼친 뒤, 검증
의 종합 부분에서 ‘심슨은 잠재적 무기가 있으므로 이 검증은 Hoop테스를 통과
하였다’고 결론을 지었다. 데이비드의 분석절차와 같은 형식으로 페어필드
(Fairfield, 2013)나 케이와 베이커(Kay and Baker, 2015) 모두 가설을 제기하
고 제기한 가설에 대하여 관측된 증거를 서술한 뒤, 증거의 증명가치를 평가하
는 방식으로 글을 전재하였다.
부세티와 덴테(Busetti and Dente, 2017)는 앞서 언급한 연구들의 분석과
정을 보다 규범적으로 가시화하여 응용하였다. 그는 연구에서 확정성, 고유성,
검증통과 여부와 검증결과가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라는 네 가지 지표를
제정하여 검증과정을 보다 규범화 시켰다. 확정성과 고유성은 ‘높음(high)’, ‘낮
음(low)’ 그리고 ‘보통(moderate)’ 세 가지 수준으로 판단하였고, 검증 결과는
통과 또는 실패 두 가지로 구분지었다. 나아가 검증 결과가 가설의 신뢰성에 미
치는 영향의 정도를 성공의 경우 ‘+’와 ‘+++’로 실패의 경우 ‘=‘와 ‘- - -’로 나
누어 가설의 입증 여부를 보다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검증유형 1 ‘Strawin-the Wind’ 테스트와 검증유형 2번인 ‘Hoop’ 테스트를 통과한 경우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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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유형3과 4를 통과한 경우 ‘+++’로 표기하였고, 검증유형1과 3이 실패한 경
우 가설의 신뢰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않는 다는 의미로 ‘=’ 표시하였으며 검증
유형 2와 4를 실패할 경우 가설이 기각된다는 뜻으로 ‘- - -’로 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과정추적법을 사용한 선행연구의 전개형태를 참조하여 먼
저 인과기제 부분에 대한 추론을 서술적 형식으로 전개한 뒤, 보다 객관적이고
가시화된 검증을 위하여 부세티와 덴테의 검증방법을 변형된 형태로 응용하고
자 한다. 우선 본 논문에서 증거의 충분성은 시기 별로 특정한 민족교육 정책이
제정되었을 때 이 정책만으로 민족경계가 변화하는 또는 반드시 변화 할 수밖
에 없는 증거여야 한다. 증거의 필요성은 역으로 추리할 때 특정한 민족교육 정
책 외의 다른 가능성은 배제가 되는 증거여야 한다. 증거가 검증유형1을 통과하
였을 경우 ‘+’로 실패하였을 경우 ‘-’로 표시한다. 증거가 검증유형2를 통과하였
을 경우 ‘+’로 실패하였을 겨우 ‘- - -’로 표시한다. 증거가 검증유형3을 통과하
였을 경우 ‘+++’로, 실패하였을 경우 ‘- -’로 표시한다. 마지막으로 증거가 검
증유형4를 통과하였을 경우 ‘+++’로, 실패하였을 경우 ‘- - -’로 표시한다.

[표 2] 증거 검증 기준 및 영향

검증유형1
Straw-in-theWind

검증유형2
Hoop

검증유형3
Somking-Gun

검증유형4
Doubly Decisive

충분성

낮음

낮음

높음

높음

필요성

낮음

높음

낮음

높음

통과

+

+

+++

+++

실패

-

---

-

---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

통과: 상관성 확인,
입증 불가
실패: 기각 불가

통과: 상관성 확인,
입증 불가
실패: 가설 기각

통과: 가설 입증
실패: 기각 불가

통과: 가설 입증
실패: 가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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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본문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하여 검증과정에
부연적인 설명을 더하면 아래와 같다. 중국 건국 초기 연변조선족자치주(이하
연변주)에서 민족학교가 성립 되었다는 증거는 낮은 충분성과 필요성을 검증을
통과하는 증거이고, 신강위구르자치구에서 민족학교가 성립 되었다는 증거는
높은 충분성과 필요성으로 검증을 통과하는 증거이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연변주의 경우 증거의 충분성과 필요성이 낮다는 것은, 중국이 성립 되기 이전
에 이미 ‘조선인 학교’와 ‘한인 학교’가 널리 설립 되었기 때문에 중국의 민족교
육 정책 때문에 조선족 학교가 세워졌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조선족 학교가 설
립 되었다고 하여 민족교육 정책이 제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신강
위구르자치구(이하 신강자치구)의 경우 학교 교육의 방식이 주목 받지 못하던
상황에서 정부의 민족교육 정책이 제정되면서 민족학교의 교육 형식이 자리 잡
게 된 것이므로 그 충분성과 필요성 모두 높다고 할 수 있다. 두 증거의 검증 통
과 여부는 가설의 인과기제에 해당하는 예측증거인 ‘민족학교의 수와 학생 수
의 변화’라는 증거가 모두 발견되었기 때문에 검증을 통과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변주의 사례에서 검증 결과 증거는 가설의 신뢰성에 약한 수준의 긍정
적 영향을 미치면서 가설의 상관성이 확인되고, 신강구의 경우 증거는 가설의
신뢰성에 높은 수준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가설이 입증 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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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중국의 민족교육정책
민족교육정책은 중국의 제반 민족정책 가운데서 핵심분야이다. 민족교육정
책이란 민족자치제도에 근거하여 민족자치구역 내에서 소수민족의 언어와 문자
를 발전시키고 자기 민족의 언어와 문자로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도록
하는 정책을 가리킨다.
중국의 민족교육정책은 소수민족 정책과 맞물려 변화하였다. 민족교육정책
은 시기 별로 1949년부터 1956년까지 정책의 형성 단계, 1957년부터 1976년까
지 정책의 부재 단계, 1978년부터 1992년까지 정책이 회복되는 단계 그리고 마
지막으로 1992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정책이 심화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특
히 201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그 변화가 더욱 뚜렷하다.
1. 1949년-1956년: 정책의 형성
1951년 ‘제1차전국민족교육작업회의(第一届全国民族教育工作会议)’에서는
‘소수민족지역의 교육사업을 중시하고 자기의 언어와 문자가 있는 민족의 초등
학교와 중등학교는 반드시 민족언어로 편찬한 교재를 사용하고 민족언어로 수
업할 것’을 명시하였다.
민족교육정책은 소수민족 사회와 중앙정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수민족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목표에서 출발하였다. 건국초기, 민족자치제
도가 잘 구축되어 있지 않았을 시기에는 민족학교를 세울 여건이 마련되지 못
한 민족사회가 많았고, 대부분 소수민족의 문맹률도 상당히 높았다. 중앙정부
는 각 민족이 함께 다스리는 이른바 ‘민주연합정부’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민족
사회를 이끌 수 있는 민족간부들을 하루 빨리 양성해야 했다. 1950년 11월 정무
원 제60차 회의는 「소수민족 간부 양성 실행 방안(培养少数民族干部实行方案)」
을 제정하여 북경 등 지역에 민족학교와 민족간부학교를 설립하였고,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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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기존의 민족초등학교와 중등학교를 재정비하거나 새로 학교를 세우는
사업을 펼쳤다. 이러한 민족간부 양성 정책은 짧은 기간 내에 대량의 민족지식
인을 양성하거나 민족간부를 배양하는 실적을 쌓았으며, 이들이 모두 민족사회
로 돌아가서 민족사회의 발전에 힘을 쓰도록 하였다. 2017년 ‘중국 민족통계년
간’에 따르면, 1949년 1만여명이던 소수민족 간부는 1951년에 5만명으로, 1953
년에 10만명으로 증가하였다.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지 못했던 소수민족 사회는 건국 초기 이와 같은 정책에 힘입
어 민족간부를 주축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 시기는 민족언어를 통한 교육을 강조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1951년 제1
차 전국 민족교육회의는 “현재 통용하고 있는 민족문자가 있는 민족인 몽골족,
조선족, 장족, 위구르족 등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각 과목은 반드시 민족언어로
교학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나아가 「형제민족 교학 언어에 관한 의견(关
于兄弟民族应⽤何种语⾔教学的意见)」에서는

“소수민족학교는 자기 민족의 언어로

수업을 해야 하지만, 통용되는 민족언어는 있으나 민족문자가 없는 민족의 경
우, 통용되는 문자체계를 만들기 전에 일시적으로 한어 또는 본 민족이 익숙한
문자체계로써 수업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민족교육정책의 또 다른 내용은 소수민족우대정책(少数民族优惠政策)이다.
민족자치지역은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인구가 가장 많
이 집중되고, 빈곤의 정도도 가장 심한 지역이다. 「중국 농촌 빈곤개발 강요
(2011-2020)(中国农村扶贫开发纲要)」에서 지정한 3만 개 빈곤촌 가운데서 13158
개 촌락이 민족자치지역으로서 전체의 43.9%에 달한다. 경제적 자원의 결핍은
교육자원의 부족 나아가 평등하게 사회경제적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지의 여부
와 직결되는 데에 따라 중국 정부는 민족자치지역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면에서 일련의 혜택을 부여하도록 제정하였다.
1950년 국가교육부는 「1950년 고등학교 여름 방학 학생모집 규정」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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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내지(内地) 대학에 지원하는 소수민족은 외국어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성적이 낮은 학생은 1년 동안 복습을 하여 합격할 경우 기준을 낮추어 모집한
다.”고 하였다. 그리고 1962년에는 「소수민족 학생을 대학에서 우선 선발할 데
에 관한 규정(关于⾼等学校优先录取少数民族学⽣的通知)」에서 “소수민족 학생이 일
반 대학과 중점 대학에 지원할 경우, 여전히 ‘성적이 같은 조건 하에서 소수민족
학생을 우선 선발’한다는 원칙을 적용하며, 이들이 각 자치구 소속의 대학에 지
원할 경우에는 더욱 많은 혜택을 부여하여 교육부 규정의 최저 점수선에 도달하
면 모집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소수민족 학생들의 대학 진학 가능성을 높
여주었다. 이어 1955년 발표된 「소수민족학생을 우선 모집할 데에 관한 통지(通
知关于优先录取少数民族学生事)」에서는

“소수민족 학생들의 각 학과 성적이 최저

점수에 도달하고, 한어 성적은 수업을 이해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면 우선 모집
하여야 한다. 선발 후 소수민족 학생은 같은 반에 배정하여 보강학습을 시켜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2. 1957년-1977년: 정책의 부재
이 시기 민족교육 정책은 1958년부터 불안정한 상황을 맞게 된다. ‘민족융
합’이라는 정치적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소수민족의 문화적 특성을 간과하는
가 하면, 민족교육보다는 한어교육을 중시하면서 민족교육의 필요성을 부정하
는 흐름이 일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지역에서는 민족언어 교재를 편찬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그러나 1966년부터 시작된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 민족
교육은 전반적으로 부정되었고, 민족교육 기관도 철거 되었으며, 민족학교 또한
폐교되었다. 전국적으로 1966년까지 존재했던 10개의 민족대학은 모두 운영금
지 명령을 받기도 하였다(王鉴，2011: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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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78년-1992년: 정책의 재건
문화대혁명이 끝난 1978년부터 민족교육은 국가 교육사업의 재개와 함께
정책을 통한 재편 작업이 시작되었다. 이는 민족학교의 교과과정 등 교육시스템
을 비롯한 여러 분야를 망라하였는데, 그 가운데서도 대학입시에 관한 정책이
이전 시기와 달리 규범화된 틀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1980년 국가교육부는 「민족교육 사업을 강화할 데 관한 의견(关于加强民族
教育⼯作的意见)4」

을 반포하여 “각 대학은 소수민족 학생을 모집할 때, 소수민족

인구 비례 보다 적지 않게 모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처음으로 ‘비
례모집’이라는 소수민족 대학입시 우대정책이 제기된 것이다. 같은 해 발표된
「대학교 학생 모집 규정(⾼等学校招⽣⼯作的规定)5」에서는 “소수민족 집거지역
의 소수민족 학생은 자기 민족문자로 시험을 치를 수 있다. 그러나 한어로 수업
을 하는 대학에 지원할 경우, 어문시험지는 한어로 답하여야 한다. 소수민족 학
생이 민족자치지역 내의 민족언어와 문자로 수업을 하는 대학과 전공에 지원할
경우, 시험지는 자치구가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시험을 치러서 학생을 모집하고,
전국 통일시험은 따로 치르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대학입시에서는 또한 입학 가능한 최저점수선을 그었는데, 경우에 따라 느
슨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정책을 펼쳤다. 1980년「대학교 학생모집규정」은 또
한 “전국의 중점 대학교는 소수민족 반급6을 설립하고, 적절히 점수선을 낮추어
변방, 산간, 목장 등 지역에 있는 소수민족 학생을 모집하여야 한다. 기타 일반
대학교는 위에서 언급한 지역의 소수민족 학생들을 모집할 때 보다 낮은 점수선
을 적용하여 모집하여야 한다. 민족 집거 지역이 아닌 지역의 소수민족 학생들
4

杨定⽟. (2017). 中国民族教育政策法规汇编. 知识产权出版社. P174.

5

앞의책, P178.

6

여기서 ‘소수민족 반급’이란 민족언어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대학교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한
어로 공부를 학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고등학교의 수업내용, 특히 수학, 물리, 화학
등 이과수업 내용을 보강하는 제도이다.

33

을 모집할 때는 한족 학생과 같은 조건 하에서 우선 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였다. 그리하여 1983년부터 농업, 림업, 의과대학 그리고 사범대학 등 학과들은
지정된 지역에서 학생을 모집하고 졸업 후 다시 출신지역으로 학생을 돌려 보내
곤 하였다. 이때 지정된 지역으로는 내몽골, 광시, 귀주, 윈난, 시장, 간수, 칭하
이, 닝샤 그리고 신강 등 9개 성급 행정구역이 망라되었다.
4. 1992년-현재: 정책의 변형
199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주목해야 할 변화는 크게 두 가지 이다. 하는
소수민족 학생들의 한어 교육의 변화이고, 다른 하나는 한어 교육을 포함한 '이
중언어 교육체계’의 구축이다.
1990년대 초반까지 민족언어를 중심으로 한 민족학교 교육은 소수민족 학
생들의 한어 구사능력을 크게 제고하지 못하였고, 그들의 한어 교육이 중요한
사안으로 떠올랐다. 한족 학교에서 사용하는 ‘어문’교재는 소수민족 학생들이
사용하기에 난이도가 높아서 수업 효과가 좋지 못하였다. 따라서 민족교육체계
에 따라 자신의 민족언어로 교육을 받는 소수민족 학생들의 한어사용 능력을 제
고하기 위하여 교육부는 1982년부터 여러 차례 한어교육 개혁을 진행하여 한어
교육 방식을 바꾸어 왔다. 그러나 1990년대에도 소수민족 학생들의 한어 사용
능력에는 큰 변화가 생기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된 ‘중국
한어능력시험(이하 HSK)’사업은 한어교재 개편과 함께 HSK시험을 민족언어
로 대학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의 시험과목 중의 하나로 설정하고 1급부터 6급까
지 나누어 채점하였다. 그 가운데 한어로 수업하는 대학에 지원할 경우, 문과전
공에 지원할 경우 6급을 통과하여야 하고, 이과 전공을 선택할 경우에는 5급을
받아야 했다.
소수민족 학교에서는 1998년부터 국가교육부는 신강, 내몽골, 길림 등 지
역에서 2년 간의 HSK 시범사업을 진행하였다. HSK는 한어가 모국어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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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화교 그리고 중국 경내 소수민족 학생들의 한어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이다. HSK시범 사업이 몇 년 간 진행된 후, 교육부는 “중국소수민족한어능
력시험(中国少数民族汉语⽔平考试MHK)”체계를 도입하고, 민족학교의 ‘한어’교재
의 내용과 난이도를 수정하고, MHK를 소수민족 학생들의 대학입시 필수 시험
과목으로 지정하였다. 2005년 교육부는 「일부 성에서 중국소수민족한어능력
등급시험을 시행할 데에 관한 통지(教育部关于在有关省区试⾏中国少数民族汉语⽔平
等级考试的通知)」를

발표하여 “MHK 3급을 받은 학생은 대학시험에서 한어시

험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MHK성적은 한어과목의 시험성적에 해당하며 2년
간 유효하다.”고 규정하였다.
이와 동시에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민족교육은 이중언어 교육체계로 개
편된다. 2002년 「국무원 민족교육을 개혁을 심화하고 빨리 발전할 데에 관한
결정(国务院关于深化改⾰加快发展民族教育决定.国发[2002]14号) 」은 자치지역의 민족
학교에 대한 국가의 경제적 지지를 늘리는 동시에 이중언어 교육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민족언어와 한어로 수업을 하는 교육체계를 수립할 것을 규정함으로
써 민족학교에서 이중언어 교육의 틀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이중언어 교육은 2010년대부터 한 층 더 개혁을 진행하였다. 2009년에는
「국가 중장기 교육개혁과 발전계획 강요(国家中长期教育改⾰与发展规划纲要20102020)」을

제정하여 “이중언어 교학을 힘써 추진하며, ‘한어’ 수업을 전면 개설

하고, 국가통용언어와 문자를 보급하여야 한다. 소수민족이 자기 민족언어로 교
육받을 권리를 존중한다. 초등학교 진학 이전의 이중언어 교육을 중시하여야 한
다.”는 교육개혁의 방향을 확정하였다. 따라서 민족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한어’
교학하는 교육체계를 수립하도록 요구하였다. 따라서 민족언어로 수업하는 초
등학교는 3학년부터 개설하던 한어 수업의 교육시기를 1학년으로 옮기도록 하
였다. 이는 2010년대부터 중국의 이중언어 교육체계가 본격적으로 확립되고 심
화하는 단계로 들어섰다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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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중국 소수민족 사회의 경계 변화
본 장에서는 앞에서 서술한 제도적 배경을 바탕으로 각 민족의 상징적 경계
와 사회적 경계가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민족
집단 별로 중국에서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는 각
절에서 시기에 따라 자치지역 내 민족교육 정책이 구체적으로 형성되고 변화한
과정과 민족사회의 경계가 변화한 증거를 통하여 가설들을 검증할 것이다. 마지
막 절에서는 세 집단에 대한 네 가지 가설검증 결과를 종합하여 제도와 상징적
경계의 작용하에 사회적 경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제1절 조선족 사회의 경계 변화
중국의 국공 내전이 마무리 될 즈음 조선인의 중국 국적 가입문제가 대두되
었다. 1948년 8월 15일, 중국공산당 연변위원회는 「연변 민족문제에 관하여(关
于延边民族问题)7」라는

결의안에서, “우리 당과 정부는 연변 조선민족 인민의 중

국 경내에서의 소수민족 지위를 인정한다……연변지역에 거주하고 호적이 있
는 자는 중국 공민이고, 호적이 없거나 임시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은 조선교민이
다. 그러나 비록 가족이 조선에 있을지라도 호주와 재산이 연변에 있다면 중국
공민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고 발표함으로써 ‘조선인’에서 ‘조선족’으로 신분
전환 나아가 ‘조선족’ 집단의 신분규명을 명시하였다.
1. 1940년대 말-50년대 중반: 경계 형성
중국 정부는 이 시기 조선족 학교의 교육정책에 대해 두 가지 방향의 방침
을 갖고 있었다. 하나는 조선인의 만주 이주와 함께 시작된 조선인 학교의 교육
7

⾦炳镐，肖锐. (2011). 中国民族政策与朝鲜族. 中央民族⼤学出版社. P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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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유지 및 재정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를 중국의 의무교육체계
의 한 부분으로 결합시키는 것이었다. 즉 한 편으로 자치제도에 근거하여 민족
교육의 형식과 내용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고, 다른 한 편으
로 중국의 국립학교로서 조선인 학교가 국가의 통일학제와 교과과정을 적용하
도록 하였다.
조선족 학교의 수업 배치를 보면 ‘한국어8’ 교육을 중심으로 ‘한어’ 교육을
부수적으로 진행하는 구조로 되어있었다. 1950년 「연변 조선족 초등학교 과
목 배치표(延边朝鲜族⼩学校科⽬安排表)」를 보면 초등학교는 학년에 따라 적게는
매주 5시간, 많게는 매주 10시간의 ‘한국어’ 수업이 배정되었다9. 중, 고등학교
도 초등학교와 비슷하였는데 중학교는 6시간, 고등학교는 4시간의 ‘한국어’ 수
업이 배정되었다. 이때 사용한 ‘한국어’ 교재는 자체적으로 편찬한 교재였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조선어 교과서에 한자와 조선어를 병용하여 기재하였다. 그러
나 1953년 1월에 개최한 ‘동북3성 교육회의’에서는 조선족 초, 중등학교에서 사
용하는 교재 가운에서 한어교재를 제외한 기타 교재에 있는 한자는 전부 삭제하
도록 결정하면서 오로지 한글로 표기된 조선어 교재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조
선어 교육 외에 중국어 교육도 같이 진행하였지만 조선어 수업시간과 비교했을
때 차지하는 비중은 많이 적었다. 더우기 조선족 학생들이 중국어 수업을 접하
는 시기를 초등학교 3학년으로 규정으로 함으로써 조선족 학교교육의 중심을
조선어 교육에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기타 과목배치에서 민족교육에 관한 부분은 민족언어 과목에만 그치
지 않았다. 이 시기 초등학교 5학년부터 ‘조선 지리’와 ‘조선 역사’ 수업도 필수

8

1952년 「동북3성 조선족학교 교재편찬 회의(东北三省朝鲜族学校教材编撰会议)」에서 ‘한국
어’를 ‘조선어’로 개명하였고 조선어 문법을 보강할 것을 요구하였다. 아래 글에서는 1952년 이
후의 과목을 가리킬 경우 ‘조선어’로, 그 이전일 경우 ‘한국어’로 표기한다.

9

朴奎灿. (1989). 延边朝鲜族教育史稿. 吉林教育出版社.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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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으로 지정되었다. 중학교부터는 ‘조선 역사’와 ‘중국 역사’ 그리고 ‘세계 역
사’를 가르쳤는데, 이들 각각 매주 3시간의 수업이 배정되었다. 지리 과목 역시 ‘조
선 지리’와 ‘중국 지리’ 그리고 ‘세계 지리’ 세 분야로 나누어 매주 각 2시간의 수
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후 1953년의 「조선족 학교 교학 계획(朝鲜族学校教
学计划)」을

제정하여 “중학교에서는 중국 역사의 일부분으로 조선족 역사를 배

우고,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의 역사는 세계사의 한 부분으로 가르친다.”고 규정함
으로써 ‘조선 역사’와 ‘조선 지리’ 수업은 ‘중국 역사’와 ‘중국 지리’ 수업으로 대
체 되었으며 조선족 학교에서의 민족교육은 ‘조선 어문’ 수업으로만 진행되었
다.
위의 내용은 이 시기 민족정책이 민족교육을 중심으로 제정되었다는 것을
반영한다. 따라서 민족자치제도에 입각한 소수민족 교육 발전의 권리와 민족우
대정책에 따른 소수민족 학생의 대학 진학률 보장 등의 내용이 민족정책의 주
요 내용이던 이 시기는 조선족 사회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아가 대학교까지 일련의 민족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기가 된다.
1941년 연변 지역에는 305개의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257개는
한인 학교였다10. 1949년 연변의 전체 초등학생 수는 13만명 가까이 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조선족 학생이 9만 4117명이었다. 1952년 연변주가 성립된 1년
뒤, 1953년에는 연변주에 344개의 조선족 초등학교가 설립 되었으며, 그 가운
데 단일 조선족 학교가 211개, 조선족-한족 민족연합학교 133개였다11. 중, 고
등학교의 경우, 1948년의 26개 학교가 1957년에 31개로 증가하였다. 이상의 데

10

11

延边朝鲜族⾃治州教育志编纂委员会编. (1992). 延边朝鲜族⾃治州教育志1715-1988. P32. 아
래 데이터는 같은 출처이다.
민족학교는 ‘단일민족학교’와 ‘민족연합학교’ 두 가지가 있었다. 단일민족학교에서는 민족언어
로 수업하고, 민족문자로 된 교재를 사용하여 학교교사와 관리는 모두 조선족이 맡았다. 민족연
합학교는 조선족과 한족 학생이 함께 다니지만, ‘조선족반’과 ‘한족반’을 구분하여 수업하는 방
식으로 운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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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는 1950년대 중반까지, 연변 지역의 조선족 학교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까지 모두 꾸준한 양적인 성장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12.
이러한 조선족 학교 교육의 발전은 중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조선족 학생들
이 대학교에 가서도 조선어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들의 대학교육 문제가 야기되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한어’수업 외에
모든 수업을 조선어로 수강한 조선족 학생들에게 있어서 대학 과정을 중국어로
수강한다는 것은 단기간에 극복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조선족 학생
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교를 설립할 데에 관한 의견이 제기 되기 시작하였다. 따
라서 1949년 3월 조선족 대학교인 연변대학교가 설립되었다. 연변대학의 성립
은 연변자치주의 경제와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동북3성의 조선족
청년가운데서 학생을 모집 하였으며 모든 과목은 조선어로 수강하였다13.
조선족 대학의 성격을 띠고 세워진 연변대학을 비롯하여 이 시기는 유치원
부터 대학교까지 조선 학교 교육체계가 수립되고, 그로 인한 조선족 사회의 경
계가 구축되고 형성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952년 연변의 전체 초등학생 입
학률은 85%에 달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90% 이상은 조선족 학생이었다14. 조
선족 학생 수의 증가와 함께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수가 단기간에 모
두 빠른 증가를 보여주었고 연변대학까지 설립되면서 조선족 학교 교육을 통한
조선족 집단의 사회적 경계가 1950년대 초반에 구축된 것이다.
상기한 내용은 가설을 증명할 수 있는 충분성이 높은 세 가지 유형의 증거
로 귀납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조선족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모두 설립되면
서 공립 민족학교로서 조선족학교 교육체계가 구비된 것이다(증거1-1-1, 아래

12

延边朝鲜族自治州教育志编纂委员会编. (1992). 延边朝鲜族自治州教育志1715-1988. P3238.

13

朴奎灿. (1989). 延边朝鲜族教育史稿. 吉林教育出版社. P110.

14

앞의 책, 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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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참조). 민족교육체계가 형성되고 교육사업이 발전하는 것은 민족학교를 세우
는 일에서부터 시작한다. 조선인의 교육은 1949년 중국이 수립되기 이전부터
일정 정도의 형태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주민의 신분으로 타국 땅에서 진행
하는 교육활동은 여러 제약이 따르기 마련이다. 경제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것
과 함께 완비한 학교 시스템이 구축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중국 건국
이후, 국가가 소수민족 지역에서의 민족교육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동시에 조
선족 학교를 국가의 의무교육체계에 편입시킴으로써 공립학교의 신분으로 조선
족학교 교육 활동을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표 3] 사례1: 가설1 검증 결과

가설1

민족
교육
지지
정책
→
민족
경계
형성
기초

증거

충분
성

필요
성

검증
유형

검증
결과 신뢰

1-1-1
중국의 의무교육 체계로서 공립 민족학교
설립

높음

높음

4

통과 +++

1-1-2
‘중국어’가 ‘한어’로 개명;
‘조선어’ 교과서 편찬, 교과서에서 한자 삭
제;
‘조선 어문’과 ‘한어’ 모두 수강, ‘조선어
문’ 비중이 더 많음;
초기 ‘조선 지리’, ‘조선 역사’ 수업 배치,
나중에 ‘중국 지리’, ‘중국 역사’로 대치

높음

낮음

3

통과 +++

두 번째는 교과과정에 관한 것인데, 민족학교를 세우는 것을 비롯하여 이
시기 수업의 중심을 조선어 교육에 둔 것이다(증거 1-1-2). ‘민족학교’라는 타
이틀에 어울릴 만큼 조선어 교과서가 편찬되고 조선어 교과서에서 한자를 모두
삭제하는 등 민족교육의 특징이 강하게 드러나는 현상들은 민족교육 지지 정책
이 분명히 존재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충분성이 높은 증거이다. 나아가 결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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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민족학교의 수와 학생 수가 증가하고 조선족 학교 교육체계가 형성되었다
는 것이 가설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195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조선 지리’와
‘조선 역사’ 수업이 ‘중국 지리’와 ‘중국 역사’로 바뀌게 되는 현상은, 조선족 사
회의 경계가 형성되었다는 가설에 필요성을 더하지는 못하는 증거이다. 따라서
이는 두 번째 유형의 증거검증을 종합하면 이는 충분성은 높으나 필요성은 낮
고, 결과적으로 예측된 증거들이 발견되었으므로 검증을 통과하여 가설의 신뢰
성이 증가한다.
2. 1950년대 말-70년대 중반: 경계 수축
1958년의 ‘대약진운동15’을 시작으로 ‘민족융합풍16’이나 ‘지방민족주의 반
대’ 등의 명목으로 전국적인 사회운동이 활발하던 시기, 그리고 십여 년의 ‘문화
대혁명’이 끝나는 1976년까지 근 20년은 민족사회가 막심한 타격을 입은 시기
이다.
경제의 대폭 성장을 목표로 한 대약진의 영향은 경제체제의 와해에 그치지
않았다. 민족자치지역에서는 대약진과 함께 소수민족의 민족특성을 부정하는
민족융합풍이 불었으며, 양자의 결합은 소수민족 학생들에게 한어를 먼저 중시
할 것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조선어문을 주요 학습과목으로 하고, 한어를 겸하
여 배운다”라는 원칙이 1958년부터 “한어를 주요 학습과목으로 하고, 조선어문
을 겸하여 배운다”는 원칙으로 바뀌면서, 조선족 중, 고등학교는 조선어 대신 한
어로 수업을 하게 된다. ‘조선어문’과 ‘한어’ 수업의 비중은 기존의 과목 계획에
비해 전도(颠倒)되었으며 중학교의 ‘조선어문’ 수업은 매주 2시간에 불과한 반면

15

1958년부터 1960년까지 진행된 경제건설 운동으로서 공업과 농업생산의 대폭 성장을 취지로
1년 사이 강철생산량을 두 배로 증가시키고 15년 내에 영국을 따라잡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철
가마 등 가정물품들 마저 모두 강철생산에 투입되는 시기였다.

16

‘민족융합풍’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각 민족의 문화를 부인하고 하나로 수렴될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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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어’수업은 매주 6-8시간으로 배정되었다. 수업시간 뿐만 아니라 ‘조선어문’
교재 또한 전국 ‘중국어’ 교재를 조선어로 번역하여 사용하였으며, 교과서에 실
린 조선민족 작품은 0.6%에 그쳤다17. 이와 반면 한어 열풍은 의무교육 단계에
그치지 않았다. 1958년 6월 18 일에는 ‘한어 학습 약진 대회’를 개최하여 조선
족 간부더러 1, 2년 사이에 ‘한어’능력이 부족한 부분을 극복할 것을 요구하였으
며, 연변대학은 대학 부속 3년제 ‘한어 대학’까지 개설하였다.
2년 간 지속된 대약진운동은 1960년에 막을 내렸다. 대약진이 끝난 후 수
업시간과 과목이 그 전대로 조정되는 듯 하였으나 교육의 중심은 여전히 ‘한어'
에 있었다. 1961년 중학교는 매주 4-5시간의 ‘조선어문’과, 6시간의 ‘한어’ 수
업을 듣고, 고등학교는 매주 3시간만 ‘조선어문’ 수업을 하는 반면 ‘한어’는 7시
간으로 규정되었다. 1963년 중학교 ‘조선어문’은 매주 7-8시간, ‘한어’ 6-8시
간, 고등학교 ‘조선어문’은 매주 2시간 ‘한어’ 7-8시간으로 배정되었다. 그러나
한족 학교 학생들에 비해 ‘한어’수업 한 과목을 더 배워야 하는 상황은 조선족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해법은 오히려 고등학교 ‘조선어
문’ 수강시간을 2시간으로 줄이는 것이었다. 이는 당시 ‘지방민족주의’를 경계
한다는 논조와 겹친 결과로 볼 수 있다.
대약진운동은 혼란의 전조에 불과하였다. 대약진이 끝난 후 몇 년 동안 안
정을 회복하고 조선족 학교들의 체계가 다시 세워질 무렵 문화대혁명이 시작되
었다. 이 사건이 민족교육에 준 타격은 전례없다. 과목배치와 수업시간의 변화
는 물론이고 중, 고등학교 학제도 4년제로 바뀌었으며 심지어 학교가 문을 닫고
학생들은 공부 대신 계급운동에 가담하였다. 민족교육의 와해는 조선어문 시간
이 줄어든 것에 그치지 않았다. 대학 입학 시험에는 ‘조선어문’ 시험이 사라졌으
며 연변자치주 밖의 대학에 붙기 위해서는 ‘한어’로 시험을 치러야 했다. 한어

17

李明录. 辉煌的历程, 丰硕的成果-建国后五⼗七年的吉林省朝鲜族教育. 中国朝鲜族教育研
究. 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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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풍이 낳은 산물로 조선족 단일민족학교가 한족 학교와 합병하여 민족연합학
교가 되었고, 초, 중, 고등학교의 ‘한어’과목 비중이 늘어났으며, 조선족 중학교
의 일부 과목은 한어로 수업할 것을 요구하는 일련의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러
한 상황에서 조선족 학생들은 오히려 한족 학교에 입학하는 선택을 하였고 그
결과 조선어 보다는 한어가 익숙한 조선족 학생들이 많아지기 시작하였다.
1958년 대약진운동을 시작으로 1976년 문화대혁명이 끝나기까지 민족교
육 정책은 민족학교의 시스템을 무너뜨렸고 이는 민족교육을 기반으로 형성된
조선족 사회의 경계가 흐려지고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양적으로 민족학교를
무작정 늘리고 학생 수를 확보하고자 하였으나18, 조선어를 중심으로 하는 교과
과 정이 폐지되고 민족 특성이 부정 받으면서 실질적인 민족교육은 찾아보기 어
려운 상황이었다.
3년 간의 대약진운동이 끝나고 1963년부터 민족연합학교가 다시 원래의
단일민족학교로 분리되었다. 따라서 1966년에는 33개의 조선족 중, 고등학교
가, 1973년에는 중학교 8개 고등학교 148개 등 총 156개 조선족 중, 고등학교
가 운영되었다.
1959년부터 연변대학은 한족 학생과 기타 소수민족 학생들도 모집하기 시
작하였는데 문화대혁명이 시작되면서 연변대학의 조선족 학생수는 80%에서
30%로 줄어들었고 학생 수의 70%는 한족 학생이 선발되었다. 심지어 몇 년간
학생을 모집하지 않다 1972년에 다시 모집하였지만 조선어문 학과 27명의 신입
생 가운데 16명은 한족 학생이며, 수업조차 한어로 진행하였다.
이 시기는 혼란의 시기였다. 민족교육정책은 변동이 심할 뿐만 아니라 민족
교육을 부정하는 정책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앞서 서술한 내용은 아래 표와

18

1957년까지 31개이던 조선족 중, 고등학교가 1959년에는 43개가 되었다. 또한 민족연합학교
를 세우는 것이 추세가 되자 1년 사이에 연길 한 도시에서만 30개의 조선족-한족 민족연합학교
가 세워졌다(延边朝鲜族⾃治州教育志编纂委员会编, 1992: P8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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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세 가지 유형의 증거로 요약 할 수 있다. 첫 째는 조선어 교육이 한어 교육
으로 대체된 것이고, 둘째는 조선족 학교가 갑자기 많아졌다가 잇따라 폐교된
것이며 마지막으로 한족 학교에 진학하는 조선족 학생이 증가한 것이다.
조선어 교육체계는 연변자치주 성립 이전부터 구축되어 있었으며, 중국 건
국초기 민족교육을 지지하는 여러 정책이 제정되면서 조선어를 중심으로 하는
교과과정에 맞춰 학교가 운영되었다. 또한 자치주가 성립 되면서 사립학교는 정
비하고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조선족 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 이러한 맥
락에서 조선어 교육이 한어 교육으로 대체되는 격변의 상황은 민족교육정책의
부재, 즉 제도적 영향력 외의 다른 해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높은 충분성과 필
요성으로 가설을 증명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에서 조선족 학생이 한족 학교를 선
택하는 행위는 한어를 배울 필요성 등 이유로 충분히 가능하므로 가설을 증명하
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필요성의 측면에서 볼 때, 민족교육정책의 부재로
인하여 민족교육 체계가 파괴되고 민족경계가 흐려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조선
족 학교가 아닌 한족 학교에 다닐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가설을
증명하는 증거의 필요성은 높다.

[표 4] 사례1: 가설2 검증 결과

가설2

민족교육 정책
부재
→
민족경계 와해

증거

필요
성

충분
성

1-2-1
조선어 교육 폐지, 한어 교육 대
체

높음

높음

4

통과

+++

1-2-2
조선족 학교 수의 대폭증가와 잇
따른 폐교

높음

높음

4

통과

+++

1-2-3
조선족 학생의 한족학교 선택

낮음

높음

3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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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검증
유형 결과

신뢰
성

3. 1970년대 중, 후반-2000년대 초반: 경계 재건
(1) 민족교육 정책 및 조선족 사회의 변화
문화대혁명의 혼란기를 지나 1980년대 초반은 “민족언어로 교학 하고, 민
족언어를 먼저 잘 배운 다음 한어를 함께 배워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민족학교
의 교육체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이 펼쳐졌다. 민족교육정책은 소수민족 교육을
철저히 부정하던 입장에서 민족교육을 재개하고 지지하는 입장으로 바뀌었고,
민족 학교는 다시 문을 열어 학생들은 민족언어로 수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조
선어문’ 과목도 수강 과목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조선어 중심의 교과과정에 한
어 수업의 비중을 늘림으로써 이때부터 이중언어 교육정책이 본격적으로 발단
되었다.
조선족 사회의 첫번째 경계 변화는 ‘조선어’ 수업과 ‘한어’ 수업의 배치에서
나타난다. 1982년 연변 지역 조선족 학교의 시간표에 따르면 초등학생은 매주
6-11시간의 ‘조선어문’ 수업과 5시간의 ‘한어’ 수업을 듣고, 중학생은 3-4시간
의 ‘조선어문’과 5시간의 ‘한어’ 수업을 들으며, 고등학교는 3-5시간의 ‘조선어
문’과 4-5시간의 ‘한어’수업을 들었다. 1983년부터 ‘한어’ 수업은 초등학교 2
학년부터 시작하였으며, 매주 4시간의 ‘한어’ 수업이 배정되었다. ‘조선어문’ 수
업은 1학년은 매주 10시간, 2학년과 3학년은 매주 6시간 그리고 4학년부터 6학
년은 매주 5시간이 배정되었다. 나아가 1984년부터 교과 내용을 동질화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는데, 바로 조선어문, 한어 그리고 한족 학교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재에는 일정한 수량의 같은 내용이 기재될 것을 요구하였다.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조선어 무용론(无用论)’의 영향 아래 많은 조선족 학
생들이 한족 학교에 진학하였다. 그러나 문화대혁명 이후, 조선족 학생이 한족
학교에 입학하는 비례를 5% 이내로 제한하면서, 조선족 학교가 일정 수준의 학
생을 유치할 수 있었다. 연변대학은 ‘정치’, ‘조선어문’, ‘중문’, ‘수학’, ‘물리’ 등
6개 전공을 개설하여 다시 학생을 모집 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선족과 기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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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학생의 비례를 3대 7에서 7대 3으로 바꾸었다. 또한 1978년에는 ‘조선족역
사어문연구소’를 재개하여 ‘조선족 역사’, ‘조선족 언어문학’, ‘민족이론’, ‘민족
정책’ 등 연구소를 설치 하여 조선민족 문화 연구에 힘을 더했다19.
2001년 길림성 정부는 “이중언어 교육개혁을 진행하고, 2002년부터 한어
교육을 강화하고 한족 교사를 채용하여 한어를 가르치며 민족학교 학생들의 이
중언어 사용능력을 제고”할 것을 요구하였다. 기존의 민족학교 교육체계와 이
중언어 교육체계의 차이점은 학생들의 한어사용 능력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고
한어수업의 비중이 더 많아진 것이다.
앞서 논의한 정책의 변화와 더불어 이 시기 조선족 사회의 일차적인 변화
는 자치지역을 벗어나 중국 내지로 이주하는 조선족 인구가 많아진 것이다. 따
라서 타지에서 생활하기 위해 중국어 구사 능력의 제고가 강조 되면서 조선족
학생들은 한족 학교를 선호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조선족 학교의 학생 수의 감
소와 조선족 학교 수의 감소를 초래 하였으며, 나아가 조선족 집단의 사회적 경
계가 점차 모호해지는 경계 흐림 현상을 초래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1981년 한
족 학교에 다니는 조선족 학생은 4005명으로 , 한족 학교 학생 수의 5%를 차지
하였다. 그러나 1984년에는 7134명으로서 한족학교 학생수의 9.3%에 달하게
된다. 1984년 대학교에 입학한 921명의 조선족 학생 가운데 조선어로 시험을
치른 학생은 660명이었고, 중국어로 시험을 치른 학생은 260명으로서 전체 조
선족 학생의 28%에 달하였다20.
동시에 북경 등 지역으로 이주한 동북 3성의 조선족 인구가 많아지면서 자
치지역 밖에서의 조선족 민족교육 문제가 주목 받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초
반은 천진, 북경 등 새로운 조선족 집거지역에서 한글을 배우는 붐이 일기 시작
하여 1995년 이전까지 불과 4-5년 사이에 천진시에만 17개의 한글반이 개설되

19

许青善. 中国朝鲜族教育的历史与发展研究. 延边教育出版社, 2008, 9. P348.

20

앞의 책. P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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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21.
1989년 4월, ‘북경조선어학교’가 설립되었다. 북경조선어학교는 기존 학교
의 시설을 빌려 주말에 우리말과 민족교육을 진행하는 주말학교이다. 초등반부
터 대학생반 그리고 직장반까지 나뉘어 있고, 개인의 우리말 구사능력에 따라
초, 중, 고 세 단계로 나누어 학습하였다. 북경조선어학교가 설립된 이듬해인
1990년에는 ‘천진시 조선어 학습반’이 설립되었다. 1993년 7월에는 조선족 집
거지역 밖에서 첫 전일제 조선족학교인 ‘천진시 새별 조선족 학교’가 설립되었
다. 그러나 이 학교들은 국립학교가 아닌 사립학교로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학교 운영은 매년 적자에 허덕이다가 2005년에 폐교되었다.
1994년 8월에는 ‘북경장백학교’가 설립되었다. 1기 학생수는 12명에 불과하였
으나 3년 뒤인 1997년에는 230명이나 되었다. 그러나 이 학교 역시 자금난으
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임대료가 싼 지역으로 몇 차례 교
사를 이전하거나 현지 국립학교와 병합하여 운영하는 등 여러 방식을 거쳐왔
다. 1999년에는 중앙민족대학 부속소학교에 ‘조선족부’가 설치 되었다. 조선족
부에 소속된 학생들에 대한 수업은 정규의 학교수업은 다른 학생들과 같이 진행
하고 ‘조선어문’과 기타 민족문화를 배우는 과외수업만 따로 받는 형식으로 진
행되었다.
이상의 내용으로부터 우리는 이 시기 민족경계는 회복되어 재건하는 추세
를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점차 흐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중언어 교육
정책의 발단과 함께 민족학교는 조선어 교육을 다시 펼치고, 연변대학을 중심으
로 조선문화 연구가 활발히 진행하였다(증거1-3-1). 이는 가설을 입증할 수 있
는 충분성과 필요성을 모두 설명하는 증거이다. 앞서 근 20년 동안 민족교육체
계가 흔들리고 무너진 시절도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민족학교에서 민족언어

21

정신철. (1992). 조선족 사회의 현황과 미래.료녕민족출판사. p128-134. 이 파트에서 북경, 천
진 등 지역의 조선족 학교에 관한 자료는 모두 같은 책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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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업을 하고, 민족문화에 관한 연구가 다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국가 차원
의 정책적 변화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첫 번째 증거는 높은 충분
성과 필요성으로 가설을 지지한다.

[표 5] 사례1: 가설3 검증 결과

가설3

이중언어 교육
정책 발단
→
민족경계 재건

증거

필요
성

충분
성

검증
유형

검증
결과

신뢰
성

1-3-1
교과내용: ‘조선어문’ 수업 재
개;
연변대학에서 조선문화 관련 연
구 재개

높음

높음

4

통과

+++

1-3-2
민족학교의 수, 학생수: 조선족
학생의 한족 학교 선호도 증가;
80년대 말부터 조선족 학교 감
소 추세

높음

낮음

2

실패

--

1-3-3
기타: 북경, 천진 등 지역에서
조선족 학교 출현

높음

낮음

2

통과

+

하지만 정책의 의도와 달리 조선족 학교의 수와 학생 수는 점차 줄어 들고
조선족 사회의 경계가 흐려지는 현상들이 나타났다(증거1-3-2). 이중언어 교
육정책의 발단에 의해 민족교육이 자리를 잡고 민족경계 재건을 촉진하였다면
민족학교의 수가 증가하는 충분성을 띤 증거가 발견되어야 하고, 역으로 파괴
된 교육체계에서 민족학교 수가 증가 되었다는 증거가 발견될 경우 높은 필요성
으로 가설을 확인한다. 그러나 그와 반대인 증거가 발견 되었으므로 이 시기 이
중언어 교육정책의 발단이 민족경계의 재건을 촉진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
다. 그러므로 필요성은 높고 충분성은 낮은 두 번째 증거는 예측증거와 반대되
는 내용으로서 가설검증에 실패하였고 가설의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48

동시에 민족집거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조선족 학교가 세워졌다는 증거
(증거1-3-3)는 자치지역의 국가교육체계가 회복 되었다는 것을 지지하는 필요
성이 높은 증거이다. 그러나 이중언어 교육정책이 민족경계의 재건을 촉진 할지
라도 자치지역 밖에서 민족사회가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하여 민족학교를 세울 것
이라는 논리적 근거는 없다. 따라서 이 증거가 가설을 입증하는 필요성은 낮으
므로 가설을 지지않지 않는다.
4. 2000년대 중반부터 현재: 경계 이동
2005년 ‘3급관리제도’22가 실시되면서 민족지역의 민족교육 자치권이 확대
되면서 ‘연변대학 부속학교’, ‘훈춘시제5중학교’ 등 민족학교는 ‘조선족 전통 예
절’, ‘조선민족 역사’ 등 과목을 개설하였다. 2006년 7월 연변주 교육국은 “연변
주 의무교육 과정개혁실험 수강계획(조선족학교) ”을 제정하여 ‘민족문화교육’
과목을 조선족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재로 도입하여 한 학기 16시간의 수강시
간을 보장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시기 경계변화는 학교 수의 변화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데, 바로 끊임없
는 감소추세를 보인 것이다. 1996년 연변주에는 90개의 중, 고등학교와 256개
의 초등학교, 총 346개의 조선족 학교가 있었는데23, 1997년에는 88개의 중, 고
등학교와 232개의 초등학교, 총 320개로 줄어들었다24. 2001년이 되면서 이 숫
자는 270개로 감소하였고 2003년은 48개의 중, 고등학교와 74개의 초등학교
총 122개의 학교로, 그리고 2016년이 되어서는 초, 중, 고등학교가 모두 76개에
불과하였다.

22

‘3급관리제도’는 국가-지방-학교 세 단계로 나누어 교과과정을 관리하는 제도로서 지방과 학
교가 자주적으로 교과과정을 기획할 수 있는 자율성이 전에 비해 확대되었다. 『教育部关于印
发《开展基础教育新课程实验推⼴⼯作的意见》的通知』를 참조하라.

23

延边统计局编. (1997). 延边统计年鉴. 中国统计出版社.

24

延边统计局编. (1998). 延边统计年鉴. 中国统计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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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 편, 연변지역에서 민족교육의 쇠퇴는 청도와 같은 조선족 도시이주
민들의 신생 집거지역에서의 2000년 8월, 칭다오에 정양조선족학교가 건교되
었다. 개교 당시 학생 수는 12명이었으며, 교사는 임대하여 사용하였다. 10년
이 흐른 2010년에는 300여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었으며, 유치원과 주말학교도
부설하였다. 정양학교는 학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칭다오시 초등
학교의 교재를 사용하여 모든 과목을 개설하였다. 이 외에도 조선어문, 영어스
피킹 등 언어 과목을 증설하였으며 언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중국어로
수강하였다(郑信哲, 2010). 2006년에는 정양학교를 세운 김장웅이 시웬좡조선
족학교와 유치원을 개설하였고, 2015년에 한국의 대원학원과 업무협약(MOU)
을 체결하여 ‘청도대원학교’로 개명을 하고 국제부를 설립하여 ‘조선족 학교’에
서 국제학교로 바꾸었다.
앞의 내용으로부터 이중언어 교육체계의 심화가 민족경계를 공고화 하였다
는 결론을 얻기는 어렵다. 따라서 가설이 성립되지 못한다. 그 첫번째 증거(1-41)로 한어비중이 증가하고 조선어 비중이 1950년대에 비해 감소한 것을 꼽을
수 있다. 교과내용의 변화는 ‘이중언어 교육체계’가 도입되면 반드시 발견되어
야 하는 높은 충분성을 띠는 증거이다. ‘이중언어교육 체계’는 기존의 교과과정
과 시스템을 바꾸는 정책이기 때문에 교과내용에서 과목 및 수업 시간의 변화
는 당연히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교과내용에 변동이 생겼다고 하여 이중언어체
계가 도입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증거로서 가설을 증명할 수 있는 필요성
은 낮다. 결과적으로 교과과정의 중심이 조선어가 아닌 한어로 옮기기 시작하였
다는 것은 가설의 주장인 민족경계를 공고화 하였다는 것과 반대되는 결론이므
로 가설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
두 번째 증거로는 민족학교와 학생 수의 지속적인 감소이다(증거1-4-2).
이중언어 교육정책의 심화는 한어교육의 비중을 늘려 민족학교 학생들이 한어
와 민족언어를 동시에 잘 구사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정책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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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민족학교 수의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움으로 증거
의 충분성과 필요성 모두 낮다. 검증결과 학교 수가 감소하고 조선족 학생들의
한족 학교 입학 추세가 증가한 것은 가설과 상반되는 결론이므로 가설검증에 실
패하고, 가설의 신뢰도를 조금 약화시킨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집거지에서 사립 민족학교가 세워지고, 한글학교가 운
영되는 것은 민족경계가 공고화되는 하나의 증거로 간주할 수 있다(1-4-3). 그
러나 이 결과가 이중언어 교육정책의 심화라는 원인변수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증거의 충분성과 필요성은 낮다. 다만 예측한 증거가
발견 되었으므로 가설의 상관성만 확인할 수 있다.

[표 6] 사례1: 가설4 검증 결과
가설4

이중언
어 교육
정책 심
화
→
민족경
계 공고
화

증거

필요
성

충분
성

검증
유형

검증
결과

신뢰
성

1-4-1
교과내용의 변화: ‘한어’ 비중 증가,
‘조선어문’ 수업비중 감소

낮음

높음

3

실패

-

1-4-2
민족학교와 학생 수의 변화: 조선족
학교와 학생 수의 지속적 감소;
한족학교 입학 증가

높음

낮음

2

실패 - - -

1-4-3
기타: 새로운 집거지역 사립 민족학
교, 한글학교 설립

낮음

낮음

1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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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몽골족 사회의 경계 변화
앞 절에서 검증한 조선족 사회의 경계 변화에 이어, 본 절에서는 몽골족 사
회를 두 번째 사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몽골족은 한 때 중국에서 원나라를 세우
고 대륙을 통치할 만큼 강한 세력을 지녔다. 비록 그후 몇 백 년이 흐른 지금은
내몽골과 몽골국으로 갈라져 정치, 경제, 사회, 인구 등 모든 면에서 그 힘이 많
이 약화 되긴 하였지만, 중국의 55개 소수민족 가운데서는 여전히 간과할 수 없
는 파워를 지닌 민족으로서 자신만의 문화와 생활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 내 몽골족은 내몽골자치구를 거점으로 모여살고 있다. 내몽골자치구
는 중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수립된 자치지역으로서 중국의 민족자치제도가 내
몽골자치구의 성립을 염두에 두고 애초에 형성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그만큼 내몽골차지구의 몽골족 사회는 중국 건국 초기부터 뚜렷한 민족경계
를 형성하였다.
1. 1947년부터 1956년: 경계 형성
조선족 사회와 마찬가지로 몽골족의 교육 체계도 건국 초기 일정 정도 틀
을 갖추었다. 나아가 내몽골자치구는 몽골족의 민족교육을 강조하고 그에 상응
한 일련의 정책을 제정함으로써 몽골족 학교의 민족교육 체계를 발전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내몽골자치구 성립 초기는 몽골족 학교교육의 발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제정되었다. 1947년「내몽골자치구정부강령(内蒙古⾃治区政府纲领)」은
“자치구 내에서 몽골어 신문과 책을 발간하고 몽골역사를 연구하며, 몽졸족 학
교를 보급시키고 몽골어 교과서를 사용하여 몽골의 민족문화를 발전”시킬 것
을 강조하였다. “몽골사람은 몽골언어와 문자를 배워야 하며, 몽골족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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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몽골언어를 먼저 배우는 데 힘을쓰고 ‘한어’수업은 개설하지 않는다25.”는 규
정에 따라 1950년부터 1951년 사이 몽골족 초등학교 1학년은 ‘몽골언어’를 매
주 14시간, 3-4학년은 10시간, 그리고 5-6학년은 8시간 배웠다. 나아가 1951
년 내몽골문교부(文教部)는 “과거 몽골언어 교육을 간과한 문제를 바로잡고 몽골
어 교육부분에 관한 방안을 다시 제정하여 초등학교 단계에서 몽골족 학생들이
몽골언어 기초를 잘 다질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한어’ 수업과 ‘몽골어’ 수업의 비중에서 교육의 중심이 어디에 놓였는
지 잘 알 수 있다. 1952년부터 몽골족 초등학교는 ‘한어’수업을 개설하지 않던
데로부터 “원칙상 민족언어로 교학을 하되 조건이 되는 학교는 초등학교 3학년
부터 ‘한어’수업을 개설하도록 하며 초등학교 3학년의 ‘몽골언어’ 수업은 매주 10
시간으로 하고 ‘한어’수업과 ‘몽골언어’ 수업의 총 시간 수는 한족 학교의 ‘어문’
수업 시간의 수와 같게 한다.”고 규정하였다. 1953년 8월, 내몽골자치구는 <제1
기 목장지역 초등학교 교육회의(第⼀届牧区⼩学教育会议)>를 개최하여 “몽골족 학
교의 ‘어문’수업은 옛 몽골어를 배우도록 하고, 초등학교 3학년까지 몽골언어만
학습하고 여건이 있는 학교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한어’수업을 개설한다. ‘몽
골어’와 ‘한어’ 수업의 시간 분배는 7:3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1954
년 11월에는 <제1기 전구 민족교육작업회의(第⼀届全区民族教育⼯作会议)>를 개
최하여 “몽골족 초등학교 4학년까지 몽골어만 배우고, 초등학교 5학년부터 지
역을 불문하고 ‘한어’수업을 개설한다.”고 규정하였으며, 내몽골지역의 대학에
서 몽골어 수업을 개설할 것을 결정하였다.
몽골족 학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자 내몽골자치구의 각 향, 현 그리고 도
시에서는 소수민족 집거 지역의 사찰, 폐기된 정부청사와 민간주택을 재건하여
민족 학교를 세우는 운동을 진행하였다26. 1947년부터 1949년사이 몽골족 초등
25

‘王铎同志在教育会议上总结报告’, 内蒙古⽇报, 1949年3月30日: 第二版.

26

马戎，郭志刚主编. (2009). 中国西部地区少数民族教育的发展. 民族出版社. P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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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282개에서 452개 그리고 572개로 증가하였고, 중, 고등학교는 모두 1개
의 학교가 개설되었다27.
이 시기는 몽골족 초등학교가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였다. 1952년의 초등학
교는 1949년에 비해 73.4%가 증가하였으며 몽골족 초등학생의 수도 1.2배 증
가하였다. 1953년부터 1956년까지 몽골족 초등학교는 각각 934개, 1008개,
1041개 그리고 1346개까지 증가하였으며, 중학교 역시 1952년의 2개에서
1953년에는 6개, 1954년에는 7개 그리고 1955년이 되면서 9개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몽골족 중, 고등학교의 경우 초등학교에 비해 큰 변화는 없었으며 1950
년에 1개, 1951년에 2개 그리고 1952년에 2개 학교가 개설되었다.

[표 7] 사례2: 가설1 검증 결과
가설1

민족교육
지지 정책
→
민족경계
형성 기초

필요 충분 검증 검증 신뢰
성
성 유형 결과 성

증거

2-1-1
폐기된 사찰, 민가를 몽골족 학교 개조; 높음 높음
몽골족 학교가 대폭 증가

4

통과 +++

2-1-2
몽골족, 한족 학교/반을 분리, 민족언어
로 수업 보장;
높음 높음
초등학교는 ‘몽골어’수업만 개설;
몽골어로 수업하는 대학 전공 개설

4

통과 +++

이상의 데이터는 중국 건국 초기 몽골족 사회의 경계는 빠르게 확장되었다
는 것을 보여준다. 비록 몽골족도 일정 정도의 민족교육이 형성되어 있었으나
유목생활을 하는 민족의 특성상 체계적인 학교 교육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려
웠다. 그러한 배경을 감안한다면 폐기된 사찰이나 민가를 학교로 개조하여 몽골

27

内蒙古教育丛书编委会. (1990). 内蒙古⾃治区教育成就1947-1986统计资料. 内蒙古教育出
版社. 이하 초, 중, 고등학교 통계수치는 모두 이 자료에서 발췌 및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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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학교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는 것은 국가 차원의 민족교육 추진 사업이 존
재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므로 가설을 입증하기에 충분성과 필요성이 모두 높
은 증거라고 할 수 있다(증거2-1-1). 두번째로 몽골족 학교에서 수업의 중심이
몽골어 교육에 놓여있는 것, 특히 초등학교는 몽골어 수업만 배치하고 나아가
대학교육 마저 몽골어 수업하는 전공을 개설하는 등 증거(증거2-1-2)들은 모
두 국가차원의 민족교육 정책의 지지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이 시
기 몽골족 사회의 경계 변화와 관련된 증거들은 모두 높은 충분성과 필요성으
로 첫 번째 가설을 지지한다.
2. 1958년부터 1976년: 경계 축소
1958년 ‘대약진’이 시작되면서 ‘몽골언어’보다는 ‘한어’ 교육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내몽골 교육청은 “몽골언어로 수업하는 학교는 새로운 학제를 적
용하는 동시에 몽골족 고등학교는 ‘몽골언어’ 외의 다른 수업은 한어로 진행할
것”을 규정하였다. 1959년 국가의 학제개편 결정에 따라 내몽골 지역의 몽골족
학생들이 ‘몽골어와 한어에 모두 능숙’하게 하기 위하여 1960년 몽골족 초등학
교의 ‘몽골언어’와 ‘한어’ 수업은 7:3의 비례로 수업시간을 배정하였고, 중학교
는 3:7의 비례로 두 과목의 수업시간을 설정하였다. 1964년부터 ‘몽골언어’ 수
업 비중이 다시 증가하고 몽골족 초등학교는 전체 수업시간의 50%를, 중학교
는 32%-37%를 그리고 고등학교는 35%에서 37%의 시간을 ‘몽골언어’ 수업시
간으로 배정하였다. 또한 일부 목장지역의 초등학교는 1학년부터 한어 수업을
개설하였고, 과거 몽골어로 모든 수업을 진행하던 몽골족 중학교도 몽골어 대
신 한어로 수업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학생들의 한어 능력이 따라가지 못한 탓
에 민족교육의 질은 전례 없이 하강하였다.
3년의 대약진이 끝난 뒤 1962년 “제2차 전구 민족작업 회의(第⼆次全区民族
⼯作会议)”를

열어 민족학교에서 일반화를 추구하고 한어 교육을 추진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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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적하면서 몽골족 초, 중, 고등학교는 몽골어를 먼저 잘 배운 다음 한어를
배우는 원칙을 따를 것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몽골족 초등학교는 3학년부터
한어 수업을 개설하며, 중학교에서는 수학, 물리 그리고 화학 과목만 한어로 수
업할 것을 요구하였다.
문화대혁명이 마무리될 즈음, 1973년 자치구 민족회의를 개최하여 맹목적
으로 민족학교를 폐교한 것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였는데, 비판과 더불어 기존
의 몽골족 학교 외에 대량의 ‘마베이(马背) 초등학교’를 설립하는 운동을 벌이
기도 하였다28.
‘1957년부터 1961년까지 각각 1337개, 2078개, 2009개, 2014개 그리고
2025개의 몽골족 초등학교가 설립되었고, 중학교 역시 1957년의 14개에서
1961년에는 34개로 증가하였다. 이 시기 몽골어로 수업하는 초등학생의 수는
40.8% 증가하였으며, 한어로 수업을 하고 ‘몽골언어’를 따로 배우는 몽골족 학
생의 수도 43.7% 증가하였다. 1962년부터 1965년 사이에도 초등학교는 여전
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증가 속도는 대약진 시기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
다. 1962년에는 2029개, 1963년은 2122개, 1964년은 2389개 그리고 1965년에
는 2978개의 초등학교가 설립되었고, 중학교의 경우 1965년에 35개가 존재하
였다.
문화대혁명이 시작되면서 내몽골자치구 역시 다른 지역의 민족학교와 마찬
가지로 몽골족 학교가 폐교되거나 한어로 수업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몽골어
수업을 취소하였다. 1966년부터 1968년 학생들은 ‘수업을 멈추고 혁명을 진행’

28

마베이 초등학교는 초원에서 분산되어 거주하고 있는 몽골족의 특성에 따라 교사가 말을 타고
학생의 집에 방문하여 2-3일간 학생의 집에 거주하면서 그 주변의 학생들을 모아서 가르친 후
다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가르치는 교육방식이다. ‘西北地区少数民族教育发展口述史研
究’.P71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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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운동을 펼치고, 일부 초, 중, 고등학교는 ‘홍위중학교(红卫中学)29’로 개명을
하기도 하였다. 1968년부터 학교 수업은 다시 개설하였으나 몽골족 학교와 한
족 학교가 합병하여 한어로 수업하였으며, 2부제 학제를 실시하여 반나절만 수
업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모두 이 시기 민족경계가 와해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이다.
특히 기존의 몽골족 학교 교육체계의 구축 정도를 감안하면 ‘몽골어’ 대한 ‘한어’
로 수업을 하고, 학교의 수가 대폭 증가하였다가 다시 폐교하는 이변은 민족교
육 정책의 부재로 인한 민족경계의 와해로 밖에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다.

[표 8] 사례2: 가설2 검증 결과

가설2

증거

2-2-1
‘한어’수업
비중
증가, ‘몽골어’ 대
민족교육 정책
신
‘한어’로
수업
부재
→
2-2-2
민족경계 와해
몽골족 학교의 대폭 증가와 폐교,
몽골어 수업 취소

필요
성

충분
성

검증
유형

검증
결과

신뢰
성

높음

높음

4

통과

+++

높음

높음

4

통과

+++

3. 1978년부터 2000년대 초반: 경계 재건
1980년 6월, 자치구 교육국은 「민족교육을 회복하고 발전할 데에 관한 의
견 보고(关于恢复和发展民族教育的⼏点意见)」를 제정하여 “민족 언어로 교육하는
것을 강화하고, 몽골어를 할 줄 아는 학생들은 몽골어로 수업을 하도록 하며 몽
골어를 모르는 몽골족 학생은 한어로 수업하되 몽골어를 추가로 수강하여야 한
29

홍위(红卫)는 군복을 입고 왼쪽 팔에 붉은 색 완장을 두르고 자본주의를 반대하여 혁명에 참가
하는 좌파 민간단체를 지칭하는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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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라고 규정하였다.
1980년 자치구 전체 몽골족 초, 중, 고등학생 가운데서 82.1%가 몽골어로
수업을 하였으며, 1981년에는 이 비례가 84.3%를 차지하면서 내몽골자치구 역
사상 가장 높은 비례를 유지하였다. 1982년 자치구에는 몽골어로 수업하는 대
학이 8개 설립되었고, 18개의 전업이 몽골어 수업을 개설하였으며 전체 몽골족
대학생 가운데 57.7%의 학생이 몽골어 수업의 전공을 선택하였다30. 또한 “도시
의 몽골족 초등학교에 다니는 몽골족 학생은 목장지역에서 언어연수를 하도록
기회를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나아가 “몽골족 중,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
생들의 대학 입학 기회가 적은 것을 감안하여 내몽골대학 등 자치구 내 대학의
일부 학과는 몽골어로 수업하는 과목을 개설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시기 몽골족 학교 교육은 자치구 전체 평균 수준보다 낮은 것을 감안하
여 몽골족 교육 수준을 제고시킬 일련의 정책을 제정하였다. 대학입시 정책에
서 몽골족 학교 졸업생들이 이공계 전공으로 지원을 할 경우 문과 전공보다 점
수선을 낮추어 모집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사범대학에 지원할 경우 시험을 치르
지 않고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의 비례를 늘리는 등 조치를 취하였다31.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내몽골자치구의 몽골족 학생이 몽골족 학교에
다니는 비례, 즉 몽골어로 수업을 하는 학생의 비례는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였
다. 특히 1990년 내몽골자치구의 2399개의 몽골족 초등학교에 38만 622명의
몽골족 학생이 있었으며, 265개의 중, 고등학교에는 8만 384명의 학생이 다니
고 있었다. 내몽골자치구의 전체 초등학교 가운데서 몽골어로 수업하는 초등학
교는 60%, 중학교는 58.5% 그리고 고등학교 59.53%를 차지하였다32. 1991년

30

沙景荣. (2014). 西北地区少数民族教育发展口述史研究. 北京：科学出版社. p165.

31

关于印发提⾼民族教育质量的意见和’一九八六-一九九〇年普通教育民族师资培养、培训实
施规划的通知.内教民⼦[86]9号.

32

沙景荣.(2014).西北地区少数民族教育发展口述史研究. 科学出版社. P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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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몽골족 초, 중, 고등학생 가운데 60.93%가 몽골족 학교에 재학하고 있었
다.
[표 9] 사례2: 가설3 검증 결과

가설3

이중
언어
교육
정책
발단
→
민족
경계
재건

증거

필요
성

충분
성

검증
유형

검증
결과

신뢰
성

2-3-1
초, 중, 고 ‘몽골언어’ 개설, 몽골어 수업
전공 설치

높음

높음

4

통과

+++

2-3-2
80년대 몽골족 학교의 수, 재학생 수가
증가

높음

낮음

2

통과

+

2-3-3
민족학교와 학생 수 : 90년대부터 몽골
족 학교 재학생이 전체 몽골족 학생 가
운데서 비율 하강

높음

낮음

2

실패 - - -

상기의 데이터는 이 시기는 몽골족 민족경계가 재건되는 시기라고 확증하
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1980년대 초기에는 민족교육체계가 무너진
상황에서 다시 민족학교를 세우고 ‘몽골언어’ 수업을 개설하며 나아가 한어에
익숙하지 않은 몽골족 대학생들이 몽골어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전공을 개설하
는 등 이중언어 교육정책이 민족교육 체계 및 경계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
다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이런 추세는 얼마 못되어 1980년대 후반부터 민족학
교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몽골족 학생들의 학교 선호도도 한족 학교에 집중되었
다는 데서 가설검증에 실패한다. 이중언어 교육정책이 민족경계를 재건하는 데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정책의 목표와는 다른 방향으로 몽
골족 경계가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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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0년대 중반부터 현재: 경계 흐림
2004년에는「내몽골자치구 몽골 언어문자 사업 조례(内蒙古⾃治区蒙古语⾔⽂字
⼯作条例)」를

제정하여 “몽골 언어와 문자로 수업하는 학생의 수를 늘리고, 관련

대학에서 몽골어로 수업을 하는 새로운 전공을 개설할 것”을 규정하였다.
「2005년 내몽골 대학교 학생 모집 규정(2005年内蒙古普通高校招生规定)」에
따르면 “몽골어로 수업을 하는 전공에 지원하는 수험생은 ‘한어’ 시험 외의 다른
과목의 시험지는 반드시 몽골어로 답안을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나아가 “몽골족, 조선족 등 학생들은 ‘민족 예과반’에 지원할 수 있으며 시험 성
적에 따라 일정 수준 점수선을 낮추어 모집할 수 있다. 또한 몽골족 등 소수민족
은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여러 가산점의 최종 점수는 20점을 초과하면
안 된다. 자치구 밖의 대학에 지원할 경우 최대 30점의 가산점을 부여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내몽골자치구내 몽골족 학생들의 대학입시에서 받게 되
는 가산점 혜택과 자치권에 입각한 민족 언어로 시험을 치르는 등 사항을 명시
하였다.
대학입시와 관련하여 2012년에는 두 가지 유형의 이중언어 교육을 받는 학
생들의 대학입시 성적 계산 방법에 대하여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였는 데, 첫 번
째 유형, 즉 몽골어를 주요 언어로 하고 한어를 추가로 배우는 유형의 수험생의
대학성적은 먼저 두 가지 유형의 계산 방법에 따라 모두 계산한 후, 높은 성적을
대학성적으로 계산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는 첫 번째 유형, 즉 몽골어로 수업을
하는 학교에 대한 몽골족 학생들의 선호도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두었다.
1999년부터 2005년 사이 자치구 전체 몽골족 학교의 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몽골족 초등학교는 1638개에서 572개로 줄어들었
으며, 몽골족-한족 민족연합학교도 416개에 213개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변화
는 내몽골자치구의 농촌 지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내몽골자치구의 메인 도
시인 후허하오터시(呼和浩特市)의 몽골족 초등학교도 199년의 18개에서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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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는 14개로, 자치구 전체 초등학교에서 몽골족 초등학교가 차지하는 비례
가 5.32% 감소하였다. 몽골족 학교의 감소는 자치구 정부가 ‘의무교육 공정’, ‘위
험건물 개조 공정’ 등 사업을 펼치면서 농촌지역과 목장지역의 몽골족 초, 중,
고등학교를 향, 진 지역과 도시지역의 학교로 통합하고, 작은 규모로 분산되어
있는 몽골족 학교들에 대하여 구도 조정을 실시한 것이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
로 꼽힌다33.
몽골족 초등학생의 절대수는 1999년부터 2005년 사이 38만 3337명에서
32만 8894명으로 감소하였으나 몽골족 초등학생이 전체 초등학생 가운데서 차
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17.94%에서 20.60%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민족학교에 다니면서 몽골어를 주요 언어로 수업하고 한어를 따로 배우는 몽골
족 학생의 수는 19만 4471명에서 13만 1033명으로 감소한 대신, 한어를 주요
언어로서 수업하는 학생 수가 증가하였다. 몽골족 중, 고등학교의 경우 1999년
부터 2005년 사이 289개에서 172개로 감소하였고, 몽골족-한족 민족연합학교
는 98개에서 74개로 감소하였다.
나아가 자치구 전체에서 몽골어로 수업을 하는 몽골족 중학생의 비율은 전
체 중학생의 9.64%에서 7.88%로 감소하였고, 몽골어 수업 고등학생의 비율 역
시 9.63%에서 8.36%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몽골족 중학생의 수는 오히려 19
만 3709명에서 21만 8780명으로 증가하였고, 고등학생의 수도 마찬가지로 2
만 1803명에서 4만 3746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수치의 변화는 몽골족 학교
의 감소는 몽골족 학생 수의 감소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몽
골족 학생들이 몽골족 학교에 가기보다는 한족 학교로의 진학을 더 많이 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자료에서 볼 때, 1999년부터 2005년 사이 몽골족 전체 재학생의 비
례는 큰 변화가 없으나, 몽골족 학교의 재학생 비례는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났
33

‘内蒙古⾃治区教育机会和双语教育⽅⾯的政策’.中国西部地区少数民族教育的发展.P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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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내몽골자치구에서 몽골어로 수업을 하는 몽골족 초, 중, 고등학생이 줄
어드는 현상이 보편화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기도 한다. 즉 몽골족 학생들은 몽골
족 학교 또는 몽골어로 수업을 하거나 몽골어를 추가로 배우는 이중언어 교학
학교를 선택하기보다는 한족 학교, 즉 일반 학교로 진학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1980년대 중, 후반부터 나타나다가 200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 보편화
되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와 같은 내용은 이중언어 교육정책의 심화가 민족경계 공고화를 이끌었
다는 가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을 설명한다. 물론 증거 2-4-1처럼 대학입시
에서 소수민족 학생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우대정책을 넘어 대학입시 성적을
계산할 때 두 가지 계산 방법 가운데서 높은 성적을 적용하는 등 교육정책의 심
화를 통하여 몽골족 민족교육 체계를 구축하려는 하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시
작된 몽골족 학교의 감수 추세는 이 시기에 들어서 더욱 심화되었다. 이는 가설
에서 주장한 민족경계의 공고화가 아닌 민족경계가 흐려지는 현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중언어 교육정책의 심화는 민족경계를 공고화 하는데 긍정
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표 10] 사례2: 가설4 검증 결과
가설4

이중언어 교육정책
심화
→
민족경계 공고화

증거

필요
성

충분
성

2-4-1
첫 번째 모식의 이중언어 교
육을 받은 학생들의 대학입시
성적 혜택

높음

높음

2

실패

+

2-4-2
민족학교와 학생수: 몽골족
학생 수 증가, 몽골족 학교 감
소

낮음

낮음

1

실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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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검증 신뢰
유형 결과 성

제3절 위구르족 사회의 경계 변화
본 절에서는 위구르족의 경계변화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신강위구르족
자치구(이하 신강자치구)’는 민족인구의 분포에 다라 북신강(北疆)과 남신강(南
疆)으로 구분된다. 남쪽은 위구르족, 카자흐족 등 소수민족의 집거 지역이고 북
쪽은 한족 인구가 보다 집중된 지역이다. 신강 지역의 민족교육 정책의 실시 과
정도 인구분포의 이러한 특징에 따라 시기 별로 그리고 정책 별로 추진 방식과
일정이 다르게 적용되었다.
1. 195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중반: 경계 형성
1955년 7월, 신강성정부34는 향후 몇 년 신강 지역 초등학교 교육의 주요
발전 대상은 남신강의 민족학교이며, 민족초등학교의 규모를 확대하여 민족교
육을 발전시킬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1955년 10월 1일 ‘신강위구르자치구(이하
신강자치구)’가 설립되었다. 신강자치구의 교육제도와 위구르족 사회의 변화단
계는 조선족 사회나 몽골 사회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바
로 자치구의 성립 시간이 앞의 두 민족에 비해 늦기 때문이다. 1955년에 중국
의 민족교육은 6년 가까이 진행한 민족교육 정책의 경험을 기반으로 소수민족
의 교육을 강조하던 데로부터 중국 공민으로서 의무교육과 민족교육의 성질을
결부하는 단계로 진입하기 시작한 시점이다. 따라서 1955년부터 시작된 신강자
치구의 민족교육제도는 몽골자치구나 연변자치주의 초기 제도처럼 소수민족 교
육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민족교육에 대한 지지와 더불어 한어 교육에 대한 강
조, 그리고 민족교육에 대한 부정의 시기로 이어졌다.
1950년대부터 60년대까지 신강자치구는 ‘위구르어를 중심으로 한어를 겸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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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강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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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가르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민족학교 설립 초기부터 ‘한어’와 ‘민족언
어’ 교육이 함께 진행되었다. 1956년 ‘신강인민교육출판사’가 성립되고 위구르
어 교과서 출판이 가능해지면서 위구르족 학교는 수입한 소련 교과서의 사용을
중지하였다35. 1958년 신강교육출판사는 위구르어로 편찬된 ‘한어’ 교과서와 ‘위
구르어’ 교과서를 출판함과 동시에 다른 과목은 전국 통일 교과서를 위구르어
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36. 1972년부터 민족 초, 중학교 한자 교과서는 북경인
민출판사에서 출판한 교재를 사용하고 ‘민족언어’와 ‘한어’ 교과서는 자체 편찬
하여 사용한 외의 나머지 민족 문자로 된 교과서는 모두 북경인민출판사의 교재
를 번역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다37.
교과과목의 설정에 있어서 1959년 6월, ‘신강위구르족자치구 교육행정회
의’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한어 수업을 필수과목으로 개설하도록 하였다.
1960년 7월에는 「민족초등학교 한어수업 개설 방법」을 제정하여 현(县)급 및
시급 이상의 도시지역의 초등학교는 3학년부터 한어 수업을 개설하고 3-4학년
은 매주 3시간, 5학년은 매주 4시간의 한어 수업을 수강할 것을 규정하였다. 또
한 교육조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우루무치 등 직역은 초등학교 2학년부터 한어
수업을 개설할 것을 요구하였다. 중학교의 경우 1956년 ‘자치구 제2차 중등교
육회의’에서 중학교부터 한어 수업을 설치하여 매주 4시간 이상의 수업시간을
보장하여 3년의 학습을 마치면 간단한 일상대화가 가능하게끔 요구하였다.
1956년 위구르족 중학교 ‘한어’ 수업과 ‘위구르어’ 수업 배치를 보면, 중학교 12학년은 매주 3시간의 ‘한어’ 수업과 ‘위구르어’ 수업을 개설하였고, 중학교 3학
년은 매주 2시간의 ‘한어’ 수업과 ‘위구르어’ 과목을 배치하였다38. 1958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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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까지 ‘한어’와 ‘민족언어’ 수업 배치를 보면, 중학교 1학년은 6시간, 2-3
학년은 5시간 그리고 고등학교는 3시간의 민족언어를 배우고, 중학교는 매주 4
시간과 고등학교는 매주 5시간의 한어수업을 개설하였다. 1961년부터 1962년
사이 중학교 1, 2학년은 매주 6시간,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는 매주 5시간
의 위구르어 수업이 배정되었다. 한어수업의 경우 중학교는 매주 4시간, 고등학
교는 매주 5시간의 한어수업을 수강하였다.
이 시기 신강자치구에서 민족교육에 한어 교육을 결합하려는 의지는 강력
하였다. 1962년에는 먼저 교육자원이 상대적으로 나은 우루무치 지역의 중학교
를 대상으로 ‘한어 강화반’과 ‘한어 수강반’을 설립하였다39. 1963년에는 ‘한어’
를 민족학교의 필수시험과목으로 지정하여 한어를 주요 과목으로 하는 교과체
계를 형성하였고, 1964년 9월부터 10개의 ‘한어 교학 실험반’을 설립하여 중,
고등학교의 학제를 1년 추가하여 한어를 배우는 데에 사용하도록 하였다40.
1950년 교육부는 「1950년 고등학교 여름방학 학생 모집 규정(1950年高等
学校暑期招生工作的规定)」을

제정하여 “신강의 민족학교에 지원하는 소수민족은

점수선을 낮추어 모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1961년부터 신강지역의 대
학은 두 가지 유형의 시험지를 사용하였다. 한족 학생들은 전국 통일 시험문제
로 시험을 치렀고, 위구르족 학생들은 자치구에서 전국 통일 시험보다 난이도
가 낮게 자체 출제하는 방식으로 시험을 치렀다41. 동시에 대학교에 입학한 소수
민족 학생은 1년 동안 ‘한어 예과반’에 다니면서 한어를 배우도록 결정하였다.
그러나 신강자치구 설립 초기, 위구르족 사회는 민족학교를 운영할 자원이
부족하였다. 경제적 비용은 제치고 보더라도 당장 학생들을 가르칠 교사도 부족
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부족한 교사 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신강자치구는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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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부터 1963년까지 우루무치, 카스, 허턘 등 사범학교는 ‘위구르어 연수반’
을 개설하여 북경, 천진, 난징, 상하이 등 지역으로부터 학생을 모집하여 졸업
후 신강 지역의 위구르족 학교에서 위구르어-한어 이중언어 교학을 진행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고자 하였다42.
비록 이 시기 중국 정부와 신강자치구 정부는 위구르족 학생들의 한어 사용
능력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위구르족 학교에서는 여전히 민족 언어를 민
족학교의 주요 언어로 가르치고 사용하였으며 한어를 부차적인 과목으로 여기
고 가르치는 분위기가 짙었다. 특히 1960년대 중반부터 한어 교육에 대해 중시
하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한어 수업을 개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지만, 신강
의 민족학교는 1990년대까지 한어 교육을 진행할 여건이 부재한 관계로 이 규
정을 따르지 못하였다43. 위구르족 학생들의 한어 교육의 부재는 위구르족 사회
의 경계가 외적으로 확장되거나 다른 문화를 받아들임으로 하여 흐려지는 현상
이 다른 민족에 비해 늦게 시작되는 원인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 위구르
족 학생들의 한어 능력은 여전히 일상 대화가 어려운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1965년 중앙민족학원은 “1년 동안 ‘한어 예습반’에서 한어 공부를 한 학생들의
대다수가 한어 성적 미달로 대학과정에 진학할 수 없다”는 내용의 편지 문서를
신강교육청에 보내기도 하였다44(廖冬梅, 2008).
한 마디로 신강위구르자치구 성립 초기 국가적 차원의 민족교육 정책의 추
진은 위구르족 학생들이 체계적인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증
거3-1-1은 높은 신뢰도로 가설을 입증한다. 이 증거는 필요성과 충분성 모두
높다. 신강자치구 성립 이전 위구르족의 민족교육체계는 잘 구축되지 않았다.
위구르족은 학교 교육보다는 경전 교육이 더욱 보편화되어 있었다. 이러한 이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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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때문에 자치구 성립 초기 위구르족 교과서도 소련의 교과서를 사용하기도 하
였다. 이러한 배경을 감안할 때 민족교육 정책이 없었다면 위구르족의 학교 교
육의 발전 가능성을 매우 낮았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즉 증거 3-1-1이 발
견되지 않을 경우 가설이 존재가 불가능한 것, 즉 가설이 강하게 기각됨으로 높
은 충분성을 갖고 동시에 가설이 참일 증거 3-1-1이 발견될 가능성이 거짓일
경우에 발견될 가능성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필요성도 높다. 동시에 증거 3-12은 필요성은 높고 충분성은 낮은 증거로서 가설의 상관성을 확인한다. 이 증거
는 정책의 지지가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구르족의 민족교육 체계를 스스
로의 자원으로 형성하기는 여전히 부족하였다는 것을 나타냄으로서 민족경계
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증거의 필요성을 볼
때, 위구르족 학교에 부족한 교사 자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한족 교사를 양성하
였다는 증거는 가설이 주장하듯이 민족경계 형성을 위한 정책의 지지를 뒷받침
한다.

[표 11] 사례3: 가설1 검증 결과

가설1

민족
교육
지지
정책
→
민족
경계
형성
기초

증거

필요성

충분성

검증
유형

검증
결과

신뢰성

3-1-1
소련 교과서 사용 중단;
‘위구르어’교재와 ‘한어’교재 동
시 편찬 출판;
‘위구르어’수업과 ‘한어’수업 비
중 비슷;
‘한어강화반’, ‘한어교학실습
반’의 설립

높음

높음

4

통과

+++

3-1-2
위구르족 교사 결핍→위구르어
를 할 줄 아는 한족 교사 양성

높음

낮음

2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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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70년대 중,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경계 확장
1977년 2월 신강자치구교육청은 「10년제 중소학교 교학 계획(全日制十年
制中小学教学计划)」을

세워 ‘한어’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초등학교 3학년부

터 개설하며 매주 4시간의 수업시간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였다. 1978년에는 한
어 수업 개설 학년을 초등학교 3학년으로 조정하였다. 1978년 위구르족 중학
교 1-2학년은 매주 6시간, 3학년은 매주 2시간 ‘민족언어’를 배우며, 고등학교
1, 2학년은 매주 5시간의 ‘민족언어’를 수강하였다. 동시에 이 시기 중학교 1학
년은 5시간의 ‘한어’ 수업을 듣고,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매주
4시간의 ‘한어’ 수업이 배정되었다. 1981년 위구르족 중학교는 매주 6시간의 ‘민
족언어’와 4시간의 ‘한어’ 수업이 배정 되었고 고등학교는 매주 4시간의 ‘민족언
어’와 ‘한어’수업이 배정되었다45.
1982년 3월, 신강자치구 교육청은 민족언어와 한어를 모두 능숙하게 구사
하는 것을 민족학교의 교육 목표로 삼고, 10년 안에 위구르족 학생들의 한어 능
력을 제고할 것을 요구하였다. 여기서 한어 구사능력에 대한 요구는 고등학교
를 졸업하면 2500개에서 3000개의 한자를 익히고 4500개에서 5000개의 단어
를 장악하며, 한어 사용능력이 한족 학생의 중학교 2학년 수준과 같으며, 대학
교에서 한어 예과반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한어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수준이
다46. 따라서 이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1985년 전까지 모든 도시지역의 위
구르족 초등학교는 4학년부터 ‘한어’ 수업을 개설하여야 하고 농촌지역의 초등
학교는 1990년 이전까지 이 계획을 완수하여야 했다.
그 외에도 1992년부터 민족 중학교의 수학, 물리, 화학 등 과목은 한어로
수업을 하고 기타 과목은 민족언어로 수업을 하는 ‘이중언어 교육’ 구상이 제시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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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위구르족, 몽골족 등 일부 민족 중학교에 시범운영하였다. 이때부터 신강
지역의 ‘이중언어 교육’이 실험 개혁 단계에 진입하였다. 1992년부터 ‘이중언어
실험반’을 설립하여 이과 과목은 한어로 수업하고 다른 과목은 민족언어로 수업
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나아가 1999년 9월 30일, 교육부는 「내지 일부 도시에서 신강반을 실시할
데에 관한 의견」을 반포하여 북경, 상해, 천진, 대련 등 12개 동부 지역의 고등
학교에 신강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반급을 설치하도록 결정하였다. ‘신강반’은
그해 중학교 졸업생 가운데 소수민족 학생과 한족 학생을 9:1의 비례로 모집하
며 전체 학생 가운데 농촌과 목장 지역의 학생이 80% 이상을 차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였다. 2004년 신강자치구는 내지의 신강반 모델을 따라 신강반으로
지원할 학생 자원을 미리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신강자치구의 농촌, 목장 지역
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우루무치, 하미(哈密) 등 8개 도시에 구내 중학반을 설
치하고 모든 수업은 한어로 진행하며, 중학반은 그해 초등학교를 졸업한 농촌
과 목장 지역의 학생을 대상으로 소수민족 학생과 한족 학생을 9:1의 비례로 모
집하였다.
1970년대 초반부터 80년초까지 대학입시 모집정책은 ‘최저점수선을 제정
하고, 비례에 따라 모집’하는 정책을 적용하였다. 「1976년 대학입시 학생모집
사업 지시 보고」에 따르면 신강자치구 소속의 대학은 전체 모집 학생 수의 60%
는 소수민족 학생을 모집하여야 하고, 자치구 밖의 대학이 신강에서 학생을 모
집할 때 신강지역 모집 정원의 50%이상은 소수민족 학생이어야 한다고 규정하
였다. 1980년대 중반부터는 대학입시에서 소수민족 학생들에게 가산점을 부여
하는 정책을 제정하였다. 1986년 「신강위구르자치구 1986년 고등학교, 중등
학교 학생모집 규정」을 제정하여 “한어로 시험을 치르는 위구르족, 카자흐족
등 11개 민족의 수험생은 모집할 대 한족 학생에 비해 100점 낮추어 모집한다.
부모 중 한 쪽이 한족일 경우 30점늘 낮추어 모집한다.”고 규정하였다.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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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이후부터는 앞에서 앞에서 언급한 위구르족 등 학생에게 100점 가산점을 추
가하던 데로부터 70점으로 조정하였고, 부모 한 쪽이 소수민족일 경우 10점을
추가한다고 규정하였다. 당시 민족언어로 시험을 치르는 소수민족 학생들이 더
많았다. 그러나 민족언어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은 가산점을 받지 못하였다.
정책의 조정을 통하여 이 시기 위구르족 초, 중, 고등학교는 부단히 양적 증
가를 이루었다. 1974년 전체 신강지역에는 1691개의 중학교 위구르어 반급,
420개의 고등학교 위구르어반, 그리고 7346개의 초등학교 위구르어 반급이 있
었는데, 이는 각각 전체 반급의 20.9%, 21.5%, 10.9%를 차지하였다. 1975년에
는 2143개의 중학교 위구르어반과 491개의 고등학교 위구르어반 그리고 7352
개의 초등학교 위구르어반이 존재하였는데, 각각 22.1%, 20.7%, 11.1%를 차지
하였다47.
1981년에는 민족연합 초등학교는 165개로 증가하였다가 연합학교를 해체
하고 단일민족학교를 설립할 것이 강조되면서 1984년에는 전체 자치구에 44개
의 민족연합학교만 남게 되었다. 그후 90년대에 이르러 또 다시 연합학교 합병
을 추진하여 2000년에는 461개, 2004년에는 656개, 2005년에는 707개, 그리
고 2009년에는 778개가 되었다48. 중, 고등학교의 경우, 1984년 신강자치구 위
구르어 중학교는 366개, 고등학교는 164개가 설립되었다49. 1986년 신강자치구
의 위구르족 초등학교는 3507개, 중학교는 362개 그리고 고등학교는 170개가
설립되어 있었고, 1988년에 이 수치는 3558개의 초등학교와 522개의 중, 고등
학교로 증가하였다50.

47
48

‘新疆维吾尔族⾃治区教育统计资料’에 근거하여 재계산.
祖⼒亚提·司马义.(2012).民族政策在教育中的实践:新疆“⼆元教育体系”分析. 社会科学战线
(04),174-183.

49

新疆通志･教育志. P232.

50

新疆通志･教育志. PP576-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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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초반이 되어, 신강자치구에는 위구르족 초등학교가 3628개, 중
학교가 396개 그리고 고등학교가 195개가 있었으며 각각 초등학생 879463명,
중학생 20만 5455명과 고등학생 6만 882명이 재학하였다51. 이 숫자는 2000년
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신장자치구에는 50개의 위구르족 고등학교가 설립
되었고 6만 2240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데 자치구 전체 고등학생 수의
31.4%를 차지하였다. 중학교는 485개로서 48만 9570명의 위구르족 학생이 다
니고 있었으며 자치구 전체 중학생의 52.4%이고, 초등학교는 3727개로서 자치
구 전체 초등학생의 54.42%가 다니고 있었다.
앞서 제시한 자료를 종합해보면, 비록 2000년대까지 위구르족 학교와 재학
생 수가 부단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평균 교육수준은 다른 지역의 소수민
족에 비해 높지 않았으며 한어를 원활하게 구사하는 데에도 다소 어려움을 겪
었다. 위구르족 학생들의 이러한 특성은 이들의 신강 외의 타지로 이주가 어렵
게 하였으며, 신강자치구 안에서도 위구르족의 집거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하게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민족경계가 자원의 제한성에 의하여 내적 강화 또는 재
생산이 형성되는 한 가지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논의를 종합하여 가설과 연관시키면 증거 3-3-1을 볼 때, 가설3이 참일 경
우 발견될 가능성이 거짓 일 경우보다 훨씬 높으므로 증거 3-3-1은 높은 필요
성을 갖고 있다. 즉 민족경계 재건을 목표로 추진한 민족교육 정책에는 위구르
족의 교육 수준을 감안하여 대학입시에서 높은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포함
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가설3이 참이라고 하여 증거가 반드시 발견되는 것
은 아니므로 충분성은 낮다. 다시 말하자면, 이중언어 교육정책의 발단을 통한
민족경계의 재건이 ‘대학입시 가산점’ 부여의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이
다. 더불어 정책을 통하여 다른 소수민족 보다 위구르족 학생에게 더 많은 가산

51

维吾尔族教育･教育⼤辞典. (1998). 上海教育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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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부여하는 것은 경계 재건의 결과가 아닌 수단52이라고 보아야 적절하기 때
문에 가설이 참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가산점의 부여는 민족교육이 발전했다
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발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가설3은 검증에 실패하였고, 가설을 기각한다.
두 번째 증거 유형은 가설3이 참일 경우 발견될 가능성, 즉 충분성이 높다.
민족교육이 국가 교육체계의 한 부분으로서 소수민족의 ‘한어’ 능력 제고에 대
한 강조는 반드시 발견되어야 하는 증거이다. 그러나 역으로 이 증거의 발견이 ‘이
중교육 정책의 심화로 인한 민족경계 공고화’라는 가설만 입증하지는 않는다.
중국에서 소수민족의 한어 능력에 대한 강조는 어느 시기에나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증의 통과 여부를 본다면, 한어 능력에 대한 강조, 특히 그 정책 강
도가 몽골족이나 조선족 사회에 비해 높은 것을 감안한다면 ‘민족교육이 발전’
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없으므로 검증에 실패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
설의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표 12] 사례3: 가설3 검증 결과

가설3

필요 충분 검증 검증
성
성 유형 결과

증거
3-3-1 민족혜택:
대학 입시 높은 가산점 부여

이중언어 교육정 3-3-2 교과과목:
‘한어’ 능력 제고 강조
책 발단
→
민족경계 재건 3-3-3 학교와 학생수:
- 위구르족 학교의 수와 학생
수는 증가 추세
- 신강반의 설립

52

높음 낮음

2

실패 - - -

낮음 높음

3

실패

-

높음 높음

4

통과

+++

수단이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경계재건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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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성

마지막으로 증거 3-3-3은 높은 필요성과 충분성으로 가설3의 신뢰도를 높
이고 가설을 입증한다. 위구르족 학교와 학생 수가 증가하고 기타 민족과 다른 ‘신
강반’ 모식을 도입하였다는 증거는 가설3을 강하게 입증한다. 동시에 가설3이
참이라면 앞서 논의 바와 같이 증거 3-3-3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
3. 2000년대 중반부터 현재: 경계 유지
2004년「이중언어 교학을 추진할 데에 관한 결정(关于⼤⼒推进双语教学⼯作
的决定)」에서는

기존의 두 가지 모델 외에 세 번째 모델을 도입하였다. 이는 모

든 수업은 한어로 진행하고 ‘민족언어’를 추가로 수강하는 방식이다. 나아가 소
수민족 초, 중, 고등학교는 이중언어 수업 모식에서 모든 과목을 한어로 배우고
민족언어를 추가로 배우는 세 번째 모델로 점차 과도할 것을 결정하였다. 같은
해 우루무치 등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소수민족 초등학교는 1학
년부터 ‘한어’ 수업을 개설하고 2010년에는 민족언어 외의 모든 수업을 한어로
진행할 것을 규정하였다.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의 초등학교는 2010
년 전까지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한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할 것
을 명시하였고 2016년부터 민족언어 외의 기타 수업은 한어로 진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였다. 또한 2004년부터 소수민족 대학생들도 민족언어 수업 외의 모
든 수업은 한어로 수강할 것을 요구하였다.
2007년 신강자치구 교육청은 「의무교육 이중언어 교학 과정 설정 시행방
안(义务教育双语教学课程设置⽅案)」을 제정하여 기초교육 단계에서 이중언어 교
과모식을 분명히하였다. 이 방안에 따르면 신강자치구의 학교는 세 가지 모식
의 이중언어 교육체계를 실행하여야 한다. 첫 번째 모델은 이과 과목 등 일부 과
목을 한어로 수업하고 나머지 과목은 민족언어로 수업하는 모델이다. 두 번째
모델은 민족언어, 음악 등 민족 문화와 관련된 과목은 민족언어로 수업하고 나
머지 과목은 한어로 수업하는 모델이다. 세 번째 모델은 모든 과목을 한어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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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하고 민족 언어를 추가로 배우는 모델이다. 여기서 첫 번째 모델과 두 번째 모
델은 민족언어로 수강할 과목의 차이가 있을 뿐 ‘민족언어’와 ‘한어’ 과목의 수
업 시간은 모두 매주 4시간으로 동일하다. 첫 두 모델과 세 번째 모델의 차이는
‘민족언어’ 수업의 매주 수강 시간이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바뀐 것 외에 큰 변화
가 없다.
2007년의 시행방안을 토대로 2011년에는 「의무교육 단계 이중교육 과정
설정방안(义务教育阶段双语教育过程设置⽅案)」을 제정하였다. 2007년의 시행 방안
과 비교하면 2011년부터 세 가지 모델에서 두 가지 모델로 바뀌었다. 첫 번째
모델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한어’, ‘수학’, ‘과학’, ‘정보기술’ 네 가지 과목을, 중
학교와 고등학교는 ‘한어’, ‘외국어’,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정보기술’ 과
목을 한어로 수업하고 나머지는 민족 언어로 수업한다. 두 번째 모델은 모든 과
목을 한어로 수업하고 민족 언어를 추가로 배우는 모델이다. 첫 번째 모델에서 ‘한
어’는 매주 7시간의 수업 시간이 배정되고 ‘민족언어’는 매주 5시간이 배정되며,
두 번째 모델에서는 ‘한어’ 수업이 매주 7시간 배정 되었고 ‘민족어문’이 5시간
배정되었다. 여기서 ‘어문’ 수업에서 사용하는 교재는 ‘한어’교재가 아닌 한족학
교에 사용하는 한어교재를 사용하게 된다.
2011년 신강자치구는 중, 장기 교육개혁 계획을 발표하여 2012년까지 유
치원은 한어를 주요 언어로 가르치고 민족언어를 보조 용어로 사용하는 모델을
보편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구체적으로 이중언어 유치원의 숫자가 전체 위구르
민족 유치원의 85%이상이 되어야 하며, 2015년까지 초중학교는 이중언어 교육
을 보편화시키고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소수민족 학생은 75%이상이 되어야 하
며, 2020년까지 고등학교 졸업생은 한어를 능숙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하며 이
중언어를 사용하는 학생은 90%이상이 되는 것이다.
2004년 교육부는 칭화대, 북경대 등 100여개 대학과 「내지 대학교의 신강
지원 5차 합작 모집계획」을 제정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신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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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만 명의 학생을 모집하고 국가 민족사무위원회 소속의 민족대학은
500명의 소수민족 예과반의 학생을 모집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위
구르족 학생의 대학입시 성적 가산점을 70점에서 50점으로 낮추었다53.
위구르족 학교의 변화를 보면 2004년 말, 신강자치구는 726개의 위구르족
중학교와 3297개의 초등학교가 설립 되었으며 각각 전체 학교의 37%와 61%
를 차지하였다. 2009년에는 초등학교가 2433개로서 전체 초등학교의 66.6%를
차지하였고 478개의 중학교가 전체 중학교의 39.9%를 자치하고 112개의 고등
학교가 27.1%의 비율을 차지하였다54.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위구르족의 민족학교 교육은 이중교육체계
로 대부분 바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모델 가운데 위구르족이 80%
이상 집거하여 사는 지역의 학생들은 첫 번째 모델, 즉 일부 이과 과목만 한어로
수업하고 나머지는 위구르어로 수업하는 학교를 더 많이 선택한다. 2012년 카
스지역과 허턘지역에 첫 번째 모델을 적용한 초등학교는 지역 전체 초등학교의
77.06%와 93.05%이고 중학교는 86.68%와 98.67%에 달하며, 고등학교는
91.57%와 84.18%를 차지하고 있다55.
2014년 카스시에는 37205명의 학생의 두 번째 모델의 이중교육을 받고 있
는데, 전체 학생의 64.87%이다. 일반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17223명으로서 전
체 학생의 30.17%이다. 2017년 7월까지 카스시의 74개 초, 중, 고등학교 가운
데 64개의 민족학교가 설치 되었으며 3개의 민족연합학교가 설립되었다56
이상의 내용으로부터 보면, 2000년대 이후 민족학교 교육을 통한 위구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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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민족경계는 부단히 공고해지는 과정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원인이 곧 가
설에서 제기한 이중언어 교육정책의 심화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그 첫
번째 이유로 이 시기 위구르족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교육정책의 핵심이 한
어 교육을 강조하고 한어 사용능력을 제고할 것을 과제로 삼는 것이기 때문이
다. 물론 소수민족의 ‘한어’ 능력 제고를 위해 도입된 이중교육 체계가 위구르족
학교에서 ‘한어’ 수업 보강을 강조한 것은 충분성이 아주 높은 증거이다. 그러나
이 증거의 발견이 반드시 민족경계 공고화라는 결과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논리적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표 13] 사례3: 가설4 검증 결과
가설4
이중언어 교육정책 심
화
→
민족경계 공고화

증거

필요
성

충분 검증 검증 신뢰
성 유형 결과 성

3-4-1
‘한어’ 수업 보강 강조

낮음

높음

3

실패

-

3-4-2
집거지역 모델1 학교 재학
학생이 다수

높음

낮음

2

통과

+

둘째로 증거 3-4-3, 즉 이중교육 체계에서 첫 번째 모델을 적용하는 위구
르족 학교의 재학생 수가 다수라는 것은 높은 필요성으로 가설을 확인한다. 여
러 가지 교육모델 가운데서 민족언어를 주요 언어로 하는 교육과정을 선택하는
학생이 다수라는 것은 위구르족 민족경계 자체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나 그 선택이 이중언어 교육정책의 심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
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는 신강자치구 성립 초기부터 다른 민족에
비해 보다 뚜렷하게 형성된 경계의 연장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이다. 왜
냐하면 앞서 논의한 조선족이나 몽골족의 경우처럼 민족경계가 희미해지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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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겪었다가 다시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거 3-4-2가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가지는 충분성이 낮으므로 가설을 직접적
으로 입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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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검증 결과 종합 및 토론
앞의 세 개 절에서는 국가의 교육제도와 소수민족경계(민족학교의 수, 민족
학교 재학생의 수, 민족학교 교과과정 등)에 간의 관계를 네 가지 가설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본 절에서는 앞서 검증한 결과에 대하여 토론하고 분석할 것이다.
나아가 세 사례 간 비교분석을 통하여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 제기한 네 가지
가설의 신뢰 가능성에 대해 종합하고 가설의 신뢰도가 높지 못할 경우 대안적
인 해석에 대해서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1. 가설1 검증 결과 종합
[가설1: 민족교육 지지 정책은 민족경계 형성의 기초로 작용하였다.]
세 사례에 대하여 가설1을 각각 검증한 결과, 세 사례 모두 가설1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구체적인 검증 과정에서 차이를 보인다. 조선족과 몽골족의 경우
모두 가설의 상관성을 확인하는 증거가 발견된 동시에 높은 신뢰도로 가설을 입
증하는 증거도 발견되었다.
1952년 연변조선족자치구의 설립은 비단 조선족 사회의 지리적 범주가 그
어진 것뿐만 아니라 ‘조선족’이라는 상징적 경계에 사회적 경계를 더한 민족사
회 범주가 확립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민족구역자치제도’에 따라 각 소수민족
은 자치지역 내에서 민족문화를 발전시킬 권리, 자신의 언어와 문자로 교육받
을 권리가 합법화되었다. 그에 따라 중국 건국 초기 조선족 학교를 통한 민족교
육 체계의 구축과 발전은 조선족 집단의 사회적 경계가 형성되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연변 지역 조선인의 학교 교육은 조선인의 이주 역사와 함께 시작되
고 또 지속되었다. 특히 조선인의 학교 교육이 중국 교육체계의 한 부분으로 편
입되면서부터 조선족의 학교교육은 비단 조선족의 민족교육 문제일 뿐 아니라
중국의 공민교육 문제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조선족 민족교육의 역사는 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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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민족교육 정책의 역사에 따라 변화 및 발전해왔다고 볼 수 있다.
위구르족 사례의 경우 비록 가설의 신뢰성을 조금 약화시키는 증거도 발견
되었지만 전반적으로 가설을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증거 3-1-2, 즉 신강자치
구의 교육정책에 따라 위구르족 학교에서는 ‘한어’ 수업을 개설하여야 하였으
나, 위구르족 교육체계가 잘 구비되지 않았고, 교육자원이 부족한 원인으로 위
구르족 학교에서는 정책을 집행할 수 없는 증거가 발겨되었다. 따라서 신강자치
구 성립 초기 위구르족 학교는 민족교육과 의무교육을 결합한 교육체계의 형성
보다는 ‘위구르어’ 수업을 위주로 한 민족교육 체계가 먼저 발전하게 되었다. 이
와 반대로 조선족과 몽골족의 민족학교에서는 비록 ‘민족언어’ 수업 비중이 ‘한
어’ 수업보다 많았지만 함께 진행되었다.
2. 가설2 검증 결과 종합
[가설2: 민족교육 정책의 부재는 민족경계의 와해를 낳았다.]
두 번째 가설에 대해서는 조선족과 몽골족 집단의 사례로만 검증하였다. 위
구르족 사례의 경우 증거의 불충분으로 가설2를 검증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
의 두 사례에 관한 증거를 찾고 분석한 결과 두 사례 모두 높은 신뢰도로 두 번
째 가설을 입증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으므로 가설이 위구르족 사례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측한다. 이는 가설2에 대한 각각의 증거들로부터 원인
이 되는 변수가 결과를 낳는 필요성과 충분성이 모두 충족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보다 잘 구축된 민족사회의 경계가 짧은 시간 내에 파괴되고 무너지는 것은
외부의 강제력, 즉 국가 차원의 강제력만으로 충분히 해체될 수 있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중국에서 소수민족 집단의 사회적 경계는 제도의 초기
설정에 의하여 형성되고 그 해체 역시 제도적 강제력에 의한 원인이 크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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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설3, 가설4 검증 결과 종합
[가설3: 이중언어 교육정책의 발단은 민족경계의 재건을 촉진하였다.]
[가설4: 이중언어 교육정책의 심화는 민족경계의 공고화를 이끌었다.]
가설3과 가설4에 대한 검증은 세 사례 모두 가설을 확실하게 입증할 수 없
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조선족 집단의 경우, 가설3을 강하게 입증하는 증거가
발견된 반면 가설3과 가설4를 기각하는 증거들도 발견되었으며 나아가 가설의
상관성만 보여주는 증거도 확인되었다. 몽골족의 경우 역시 가설을 부정하는 증
거2-3-3, 2-4-2가 발겨되었다. 위구르족은 가설3에 대한 검증에서 가설을 기
각하는 증거3-3-1과 3-3-2가 발견되었고, 가설4에 대해서는 상관성만 확인
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었다. 가설3과 가설4에 대한 이러한 검증 결과는 가설
1과 가설2와 달리 중국의 70년대 중, 후반 특히 80년대 후반부터 민족의 사회적
경계변화를 낳는 인과적 기제는 제도적 작용력 외에 상징적 경계와 각 민족의
자원 상황이 경계변화를 이끄는 데 더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설명한다(그림
3 참조).
조선족의 경우 가설의 기각은 자원 요인과 상징적 경계 요인이 모두 작용하
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설을 기각한 증거를 살펴보면 국가의 교육체계가 다
시 구축되면서 민족교육을 발전시킬 데에 관한 정책도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조선족 학교의 수와 학생 수는 감소하고, 조선족 학교보다는 한족 학교를 선
호하는 학생의 수도 점차 많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가설이 기각되는 이
러한 증거가 발견되는 원인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
는 농경생활, 즉 제1산업을 위주로 하던 조선족 사회의 경제산업은 농기계의 투
입과 경작 방식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농촌 지역에 대량이 잉여노동력이 발생하
게 되었다. 둘째는 개혁개방과 잇따른 한중 수교와 함께 연변자치주를 비롯한
조선족 집거 지역의 인구 유실인데, 그 가운데서도 대량의 잉여노동력으로 분류
된 농촌지역의 조선족 인구가 내지로 이동하면서 초기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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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된 조선족 학교가 가장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인 것이다.

[그림 3] 중국 소수민족 경계 변화 과정

동시에 가설의 상관성만 확인하고 가설을 입증할 수 없는 증거 1-3-3도 발
견되었는데, 이 증거는 조선족 사회의 일종의 상징적 경계라고 할 수 있는 ‘교육
열에 대한 믿음’으로 설명할 수 있다. 조선족은 민족종교가 없다. 그러나 그들이
기타 민족과 구분되는 또는 스스로를 구분하는 종교에 버금가는 상징적 경계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교육열에 대한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조선족 사회가 교육에 대한 중시 정도 또는 조선족 구성원의 교육 수준이 다른
민족에 비해 높다는 것을 “기타 민족에 비해 훨씬 낮은 문맹율과 높은 대학입학
률”이라는 수치만으로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지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조선
족 사회의 구성원들이 이러한 수치를 바탕으로 스스로가 그런 집단이라고 믿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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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각각의 조선족 가정이 자식 교육에 대해 정성을 쏟으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상징적 경계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징적 경계는 스스로 소위 ‘교육
받은 민족’이라 자칭하고 나아가 그것을 자긍심으로 여기면서 다른 민족과 구분
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구분은 그들로 하여금 상징적 위계 의식을 지니
게 하고 스스로가 그 위계질서 속에서 높은 위치에 머무르고 있다고 판단함으로
써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교육열의 재생산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교육
열에 대한 믿음’이라는 상징적 경계는 교육과 민족교육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담고 있다. ‘교육’이라는 행위에 대한 믿음은 외적으로 쉽게 표현된다. 그
러나 ‘교육열에 대한 믿음’의 기저에 깔려있는 민족교육에 대한 믿음은 민족자
치지역을 떠나 공식적인 민족교육이 불가능해질 때 나타난다는 것을 조선족 민
족학교 교육의 사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상징적 경계가 아주 강하고
뚜렷할 경우 사회적 경계가 사라져도 상징적 경계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과, 상
징적 경계가 사회적 경계를 강화시키고 유지되도록 한다는 라몽의 논의와 맞물
리기도 한다.
다음으로 몽골족의 경우 제도적 요인 외에 자원의 역할이 경계변화에 미치
는 영향이 크고 상징적 경계의 작용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몽골족 학생 수의 절
대치는 매년 증가하지만 몽골족 학교의 수는 감소하였다. 그 이유는 1980년대
계획경제체제 아래 내몽골자치구의 농촌지역과 목장지역에 있는 몽골족 학교들
을 도시 학교와 합병하거나 붕괴위험이 있는 교사(校舍)를 철거하였기 때문이
다. 그 탓에 농촌지역이 목장지역에 있는 몽골족 학생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도
시의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해야 했다. 그러나 도시에 있는 몽골족 학교는 학
비가 많을 뿐만 아니라 어린 초등학생이 스스로 자립하기에도 어려운 문제였
다. 결과적으로 부모들은 자식의 한어 능력도 키울 겸 근처에 있는 한족 학교로
보내게 된 것이다.
몽골족 학교 교육이 쇠퇴하는 또 다른 원인으로 중국의 경계체계가 19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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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계획 경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꼽을 수 있다. 80년대
초반과 중반 계획 경계 체제 아래, 내몽골자치구 내 대학의 몽골족 학생은 ‘계획
초생’의 방침에 따라 국가가 지정한 비율에 따라 소수민족 학생을 모집하였는
데, 몽골족 학생의 모집 비율은 전체 학생의 10.4%-13%를 차지하였다57. 80년
대 후반 개혁개방이 심화되고 각 대학들은 국가 계획 지표 외에 학생을 모집할
수 있는 자주성이 커지면서 대학생의 수가 늘어나게 되었고 따라서 대학 졸업생
의 수도 많아졌다. ‘계획초생’으로 대학에 간 학생들의 입학 조건은 다른 학생들
에 비해 낮은 기준을 적용하여 지정된 대학에 입학하기는 쉬운 반면 지정된 몇
개의 대학에만 지원할 수 있으므로 자비생들이 지원하는 다른 대학에는 갈 수
가 없었다. 나아가 대학의 학생 모집 자주성이 커지고 대학 졸업생들이 많아지
면서 소수민족 학생들의 한어와 외국어 사용능력이 취직 과정에서 중요한 경쟁
력으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몽골자치구에서 ‘계획 초생’ 방식으
로 대학에 가는 학생의 비례는 점차 줄어들어 6%에서 7%까지 되었다58. 몽골족
의 사례를 통하여 위머의 주장, 즉 “제도는 개인이 민족경계를 선택할지 여부에
인센티브를 마련해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구르족 역시 자원과 상징적 경계 두 가지 측면에서 가설3과 4의 기각을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증거 3-4-3, 즉 첫 번째 모델을 선택하는 학생 비례가 높
다는 것은 상징적 경계가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대학입시에
서 두 번째 모델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받게 되는 혜택과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범위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모델, 즉 위구르어로 수업하고 ‘한어’를
따로 배우는 모델을 선택한 학생이 더 많다는 것은 위구르족의 상징적 경계로
서 종교가 경계 밖으로의 이동보다는 안에 머무르는 것을 선호하게 한다는 것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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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 신강자치구의 대학입시 가산점 정책을 살펴보면, 첫 번째 모델
모다는 두 번째 모델, 즉 소수민족 학생이 한어로 시험을 치를 때 받게 되는 혜
택이 더 많고,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범위도 더 넓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위구르족의 집거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자원의 측면에서 볼 때, 위구르족의 학
교 교육체계는 몽골족이나 조선족 사회에 비대 구축 시기가 늦고 그 정도도 낮
다. 신강의 이중교육은 두 가지 언어로 수업할 뿐만 아니라, 두 가지 언어로 수
업하는 학생들이 각각 서로 다른 언어체계, 생활 체계, 대학입시 모집 체계 등
두 세상에서 살고 있다. 그들의 경계는 잘 흐려지지도 섞이지도 않는다. 즉 ‘이
중교육’은 ‘이중교육체계’를 낳았다59.
흥미로운 것은 소수민족, 특히 위구르족 인구가 집중된 ‘카스’, ‘허턘’ 도시
는 신강자치구 안에서도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지역으로서 전체 신강지역의
국가지정 빈곤현의 68%, 빈곤인구의 90%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다60. 또한
이 지역의 노동 이주 인구는 전체 노동력의 9.14%로서 전체 신강의 이주노동자
의 평균보다 더 적은 비율을 갖고 있다. 교통이 불편하고 위구르족은 널리 분산
된 오아시스 지역에 주로 모여 살기 때문에 타민족과의 교류가 적다. 이런 지역
에 사는 학생들은 한어를 대개 모르기 때문에 정부가 이중언어교육을 추진하려
고 해도 쉽게 추진되지 않는다. 즉 자연자원과 경제적 자원 나아가 위구르족 인
구의 밀집 등 요인은 위구르족의 사회적 경계 쉽게 흐려지지 않고 지역 안에서
재생산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위구르족 농민들도 노동이주를 하고자 하는
욕망은 있으나 다른 지역과의 거리가 멀고, 교통이 발달하지 못한 탓에 현실적
으로 이주기회가 적고 실현 가능성도 낮아진다. 자원과 사회적 경계 간의 관계
를 두고 볼 때, 이 지역은 소수민족 인구가 밀집된 지역으로서 소수민족의 인구
수로만 볼 때 그 자원 또는 파워는 큰 지역이다. 그러나 물질적 자원의 결핍은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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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집된 인구가 그 지역 내에서 세세대대 모아 살면서 외부와 접촉하거나 외부
로 이동할 기회마저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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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결론
우리가 국가를 단위로 살아 온 시간은 결코 길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 국민국가는 그 안에 누가, 어떤 민족이 살고 있는지 보다는 ‘동질적’인 공
동체라는 인식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깊이 남아있다. 그 동질성을 무너뜨리는 것
이 그 속에 사는 이질성을 띠는 여러 민족이다. 국가를 다시 분해하면 그 안에
있는 더 작은 집단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들의 움직임을 통합하려
는 ‘민족정책’이라는 거대한 힘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민족사회의 변화는 끊임
없이 엇갈린다. 본 논문은 그 엇갈리는 지점을 주목하여 민족사회의 시각에서
변화하는 과정을 다루었다.
질적방법론을 사용한 선행연구는 민족의 문화적 특징에 집중되어 있거나,
하나의 민족을 중심으로 다루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본 논문은 그
틀을 벗어나고자 민족 경계라는 개념을 차용하여 제도, 상징 그리고 자원 등 요
인들의 복합적 작용 하에 각기 다르게 변화하는 민족사회의 모습을 그려내고자
하였다. 특히 연구대상으로 삼은 조선족, 몽골족 그리고 위구르족은 중국에서
소수민족으로 불리우는 범주에 있다는 점에서 연구가치가 있다. 그 이유는 한
켠으로 ‘중화민족’이라는 추상적인 동질적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국가의 노력
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공동체를 이루어 살고 있는 소수민족의 경계는 여전히
그 형태를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아래로부터 시작되는 일상생활에서의 민족경계의 변화와 위로
부터 실행되는 제도적 요인의 상호작용의 결과가 상황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
는지를 보여주었다. 본 논문은 중국의 소수민족 사회가 동일한 민족정책 아래
서로 다른 모습으로 경계를 형성해 온 원인, 즉 차이를 낳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민족집단의 경계가 어떤 요인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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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어떻게 변화하는가?’라는 질문을 둘러싸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중국의 조선족, 몽골족 그리고 위구르족 세 소수민족 집단을 연
구대상으로 삼고 국가의 민족교육제도와 민족사회의 민족학교 교육의 변화 상
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과정추적방법을 적용하여 네 가지 가설을
설정하고 민족경계가 변화하는 메커니즘을 밝히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결
과는 아래와 같다.
우선, 가설1과 가설2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제도는 경계의 형성과 해체에
직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초기설정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가설3
과 가설4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1980년대부터 특히 90년대 이후부터는 이중언
어 교육정책의 심화가 결코 민족교육체계의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는 것과 동시에 민족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상징적 경계가 보다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가운데서 조선족의 경우 자원과 상징적 경계가 함께 작용하여, 기존의
집거지역에서 경계 해체와 새로운 집거지에서의 경계 형성의 양상을 보여주었
다. 몽골족의 경우 상징적 경계 보다는 자원에 의한 경계 변화가 주로 확인 되었
으며, 이러한 변화는 위머의 주장⎯“제도는 개인이 민족경계를 선택할 지의 여
부에 인센티브를 준다.”⎯도 확인할 수 있다.
위구르족은 상징적 경계와 자원의 영향이 경계 변화에 함께 작용하였다. 그
러나 조선족 사회는 상징적 경계와 사회적 경계 간의 상호 작용 및 강화가 확인
되었다면, 위구르족은 상징적 경계와 자원이 상호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
였다. 즉 위구르족은 뚜렷한 상징적 경계와 자원의 제한으로 인하여 민족경계
안에 머무르게 되고 경계 안에 머무르다 보니 집거율이 높아지면서 그 지역에
서 갖고 있는 파워가 강화되고 이것이 경계를 강화하는 패턴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조선족과 몽골족 두 사회의 민족경계는 교육을 둘러싸고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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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공고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와 반면 신강의 위구르 사회가 ‘중국어’ 범주
에 들어가게 된 시기는 많이 늦다. 민족대학의 성격을 띠고 세워진 연변대학은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선족 학생들의 수업언어가 모두 중국어로 바뀌었다.
그러나 위구르족 대학생의 경우, 민족대학이 아닌 일반 대학에 입학 하였을 지
라도 2002년까지 민족언어로 수업을 하였다. 그러나 역설적이게 조선족 사회
와 몽골족 사회는 초기에 구축된 사회적 경계의 시스템이 훗날 그 개인이 경계
를 넘고 경계가 흐려지는 데 주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다민족 나라들이 안고 있는 민족문제는 비슷한 경우가 많다. 주류민족과 소
수민족의 자원 분배 갈등이나 국가의 주권 유지와 소수민족의 독립국가 건설 욕
구는 다민족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중국의 민족문제도 그
본질을 찾다보면 유럽이나 미국의 민족문제와 접목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
다. 하지만 중국만 갖고 있는 독특성도 분명 존재하며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중
국의 소수민족 사례는 이주민 또는 난민을 받아들임으로써 다민족 사회가 된 유
럽의 일부 나라와 조금 다른 결에 있다는 것이다. 동유럽의 여러 민족에게는 국
가보다는 문화, 언어, 종교적 일치성을 보이는 민족에 대한 충성도가 높게 나타
나고 ‘국가’와 ‘민족’의 분리가 가능하며, ‘국가’란 단지 민족들 간의 연결을 위
한 중간자적 조직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서유럽보다 강한 편이다(김철민, 2007).
이는 중앙집권제의 나라에서 민족문제가 유럽이나 미국의 다민족 문제와는 다
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암시한다. 민족의 경계가 국가의 경계 보다 강하게 작용
하는 유럽에서 민족국가는 곧 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근대 국민국가의 색채를 띠
는 반면, 중국은 ‘민족국가’ 보다는 ‘국민국가’의 개념과 가까운 형태를 유지하
여 왔다. 따라서 ‘중화민족’이라는 개념의 발상은 어찌보면 온전히 ‘민족국가’가
될 수 없는 사회가 그 길에 들어가려는 하나의 시도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 다룬 사례는 오늘날 민족문제로 갈등과 불
안정을 일삼는 다민족 나라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힌트를 제시할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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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모르겠다. 특히 민족교육 분야에서 국가의 교육체계 속에 민족교육을 포함시
킬 것인지, 포함시킨다면 민족교육의 자주성은 얼마나 부여하는 것이 적당한지
나아가 자치권의 이름으로 실천하는 민족교육이 민족성 유지와 국가 건설 목표
와 어느 정도 접접을 이룰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 다룬 세 집단의 사
례가 갖는 의의가 크다.
중국의 민족문제는 다문화사회로 전향을 앞둔 한국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
가 있다. 특히 근 년에 와서 이주민의 증가와 함께 다문화 사회로의 전향을 고민
하게 되는 한국 사회에서 중국의 이중언어 교육 정책이 한국에 사는 이주민 자
녀들의 학교교육 등 문제에 주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다문화 또는
다민족 문제와 중국의 소수민족 문제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그것은 중
국은 건국 이전부터 오늘날 소수민족으로 불리는 집단이 변방지역에 터를 잡고
살았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의 창건 과정에도 참여하였다는 것이다. 이 역사적 사
실로 인하여 중국이 ‘민족구역자치제도’를 도입하고, 민족교육을 실천할 수 밖
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사례를 차용하는 경우 중국은 역사적으로 다
민족 사회를 이루어 왔다는 사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비록 본 논문은 세 집단의 경계가 다르게 변화 해 온 원인 및 과정에 대하여
해석을 제시 하였으나 중국의 민족집단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에서도 보편적으
로 적용할 수 있는 경계변화의 패턴으로 확장시키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남아있
다. 또한 분석의 마지막 부분에서 가설검증이 실패 하였을 때의 대안적 해석으
로서 제시한 분석틀은 자원과 상징적 경계가 사회적 경계 미치는 과정에 집중
한 탓에 제도를 포함한 세 변수의 상호 작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루지 못하였
다는 아쉬움도 남는다. 아울러 추후 연구에서 보다 체계적인 이론화 작업을 위
해서는 집단 간 차이가 발생하는 각각의 원인을 찾아내는 것과 동시에 제도를
포함한 세 변수들의 서로 다른 방식의 조합을 통한 사회적 경계 변화 과정을 분
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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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of Chinese Ethnic Boundary Changing
- Focusing on the Ethnic Education of the Korean,
Mongol, and Uyghur 김리향(Lixiang Jin)
Department of Soci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started with a sense of question about the cause of China's
minority society forming boundaries in different forms under the same
national policy, that is, the cause of the difference. To answer this, the three
ethnic minorities of the Korean, Mongolian, and Uighur ethnic groups in
China were studied, and the process tracking method was used to examine
how ethnic school education changed according to the national education
system. Furthermore, phenomena that cannot be interpreted only by
institutional factors, especially situations that change differently from the
direction of policy, were seen as the result of complex actions of symbolic
boundaries and resources (economic level, network with home country, and
regional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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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entering the main body, the relationship between institutional
and boundary changes by period was set as the following four hypotheses.
Hypothesis 1: The policy of supporting national education served as the
basis for the formation of national boundaries. Hypothesis 2: The absence
of the national education system caused the collapse of the national
boundary. Hypothesis 3: The onset of bilingual education policy promoted
the reconstruction of national boundaries. Hypothesis 4: The deepening of
bilingual education policies led to the solidification of national boundaries.
Hypothesis verification verified the degree to which the found evidence
supported the hypothesis according to sufficiency and necessity.
Chapter 2 introduces China's national education policy, which is the
institutional background of this thesis. The policy change was introduced in
four stages: the formation of the policy from 1949 to 1956, the absence
from 1957 to 1976, the restoration of the national education policy from
1977 to 1992,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national education policy from
1992 to the present. . The stage of policy formation was a period in which
each ethnic group prepared the basic right to conduct national education
within the autonomous region under the macro-national policy of the
‘national regional autonomy system’. In the second stage, the absence of
policy refers to the denial of the ethnicity of ethnic minorities as a result of
two social and political changes, the ‘Great Leap Forward’ and the ‘Cultural
Revolution’, and the collapse of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national
education. After the “Cultural Revolution” is over, and as Chinese society
finds stability, the national education policy also enters a period of recovery.
The Chinese government has made clearer policies and regulations on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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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h as the curriculum of ethnic schools and the extra points for minority
students in college entrance exams. Lastly, from 1992 to today, the ethnic
education policy has been applied in a somewhat different way from the
previous stage. In particular, with the inception of the ‘bilingual education
system’,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setting of ‘Korean’ and ‘ethnic language’
classes at ethnic schools, changes in the content of textbooks, and changes
in the ‘Korean language’ test in the university entrance exam.
In Chapter 3, after classifying the period when ethnic boundaries
change according to the period of policy change, evidence related to each
hypothesis is presented, and the proof value of evidence in terms of
sufficiency and necessity according to the social and historical context of
each ethnicity was analysed. Finally, the verification of the four hypotheses
was comprehensively discussed, and how the analysis results interlocked
with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what kind of differentiation was
shown. The detailed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Through the verification of the first hypothesis, 'the policy to support
ethnic education served as a basis for the formation of ethnic boundaries'
and the second hypothesis, 'the absence of an ethnic education system
disintegrated ethnic boundaries', the system formed boundaries in all three
groups. And by confirming the direct impact on dissolution, it was
concluded that the institution is the initial setting for changing ethnic
boundaries. This suggests that the system of ethnic school education can be
established only with the political influence of the state, regardless of
whether the ethnic education framework has already been established in the
early days of China's founding (Korean, Mongolian) or not (Uyghurs).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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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ame time, it showed that it was the state's policy that laid the
foundation and that it was also the system that could break it down in a
short period.
Through the verification of the Hypothesis 3 and Hypothesis 4, it was
verified that changes in ethnic social boundaries vary according to the
resources and symbolic boundaries possessed by the ethnic society in
addition to institutional factors. Among them, in the case of the KoreanChinese, resources and symbolic boundaries work together, and the
boundary in the existing residential area is dismantled, and at the same time,
the boundary is formed again in the new residential area. In the case of the
Mongols, the change in the boundary by resources rather than a symbolic
boundary was confirmed, and this change can also be confirmed by
Wimmer's argument: “The system provides an incentive for individuals to
choose the national boundary”. In the case of the Uyghurs, the influence of
symbolic boundaries and resources also acted on the boundary change.
However, while the interaction and reinforcement between symbolic
boundaries and social boundaries were confirmed in the Korean-Chinese
society, the Uyghurs showed that symbolic boundaries and resources were
mutually reinforcing. In other words, Uyghurs stayed within ethnic
boundaries due to the limitation of symbolic boundaries and resource, and
as they stayed within the boundaries, the degree of dwelling continued to
increase, increasing the power they had in the region, and this showed a
pattern that made the boundaries more distinct.
Taken together, China's minority society was greatly influenced by
institutions from 1949 to 1976, when the Cultural Revolution 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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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 changes in national boundaries during this period were more
directly related to institutional changes. However, since the 1980s, especially
with reform and opening up, as national society's independence has
expanded,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results of choices by symbolic
boundaries, economic levels, or networks with their home countries are the
main causes of boundary changes.

Keywords: Ethnic Boundaries, Ethnic Policy, Institution, Symbolic
Boundaries, Social Boundaries, Resources
Student Number: 2019-22791

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