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논총 제50집(2003), pp. 91~125
‘

‘

’으로서의 近 ,‘

─

國의 近

’으로서의 近 , ‘

’으로서의 近

’으로서의 近

을 위한
전인갑
(인천대 중국학과)

머리말
1840년 아편전쟁 이래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급속한 발전을 구가하고 있는
현재까지 중국의 근현대사는 충격과 변혁, 동란과 혁명, 신중국 건설을 위한
격동을 경험했으며, 지금도 강한 중국을 향한 격동적 모색은 지속되고 있다.
근현대사의 일련의 격동은 자신들의 전통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탐색을 포함
한 지난한 모색이었으며, 그것은‘근대’를 향한, 그리고‘근대성’을 획득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집약될 수 있다. 근현대 중국인들의 위기의식이
國이라는 특정 왕조나 국가 존망의 위기감을 넘어 기존의
를 포함한‘

’

혹은
價

를 본질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근대’쟁취에 대한 모색

은 절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근대가 어떤 실체인지 명확히 인식하지도 못한
채, 모호하게 그려지는 근대에 대해 강박적 원죄의식에 사로잡혀 서구라는 거
울에 비친 자신의 정체성을

하는 길만이 모던이고 근대라는 집단의식을

1)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주 제 어: 중국근대, 국민국가, 지연망, 근대성
modern China, nation state, network of native place, moder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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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체제구상으로부터 문명론에 이르기까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추
구한 근대를 향한 중국인의 강한 집착이 근현대사의 전면을 화려하게 장식한
격동의 원천-

-이었다면 그로 인한 수많은 시행착오와 희생 그리고 대극

적인 다양한 근대 모색은 그러한 전환과 현실간에 형성된 팽팽한

의산

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인장력은 지향해야 할 근대와 토양으로서의
전통이 拮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작용하게 되었던 바, 이것은
근현대 중국에서 타자에 의해 생성된 근대성이 용이하게 정의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근대성 획득이

와

의 극히 복잡한 과정을 수반하는

동시에 양자의 팽팽한 인장력 속에서 규정될 수밖에 없었음을 의미한다. 그리
고 근대/근대성의 실체는 집단적으로 기획된 근대/근대성 획득의 궁극적인 목
표가 무엇이었던가에 따라‘보편’으로 강제되는 근대/근대성과 다른 함의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근대/근대성 이해는 중국의 사회적, 문화적 토
양과 그 역사적 맥락 속에서 파악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우리의 논의는 전통에 대한 재검토 즉 우리가 전
통으로 인식하는 대상들이 서구적 근대 및 근대성의 내용과 대비하여 낙후되
1) 최근 한국사회에서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근대를 재조명하려는 움직임들
이 여러 곳에서 목격된다. 동양의 정신 문화가 앞으로의 세기를 향도할 것이
라는 막연한 관념적 문화결정론, 동아시아의 경제적, 정치적 변화에 자신감을
얻어 주관적

으로 대상을

으로 해석하는 담론, 논리적 정합성을 갖

춘 듯하면서도 여전히 오리엔탈리즘적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담론, 1980
년대 중후반에 미국에서 한때 유행했고, 현재도 중국계 미국인 학자들을 중심
─ 뚜웨이밍이 대표적 ─ 으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유교 자본주의론이
라는 일시적

으로 흘려버려도 좋을 사조를‘상전’모시는 듯 하는

일련의 경향 등이 현재 중국-동아시아의 근대성과 관련된 담론의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담론들이 중국-동아시아 사회의 역사적인 경험과 객
관적 현실에 대한 깊이 있고 철저한 실증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면 80, 90년대
우리의 지성계가 그러했듯이 뿌리 없이 한 때를 풍미하는 이론적 유행에 빠질
우려도 있을 뿐 아니라 주관적 의지나 현실의 조급한 필요에 의해 대상을 견
강부회할 염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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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비합리적인 것이었으며, 근현대 중국사회의 발전을 질곡하는 작용을 했
던가를 면밀히 분석하는데 맞추어 질 필요가 있다. 또한 변화하는 전통과 강
압되는 서구적 근대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던 중국인들의 근대 적응과 그 논리
즉 중국사회의 근대성의 실체가 과연 무엇이었던가를 동시에 분석해야 할 것
이다. 이러한 양면적 접근이

으로 조합될 때 20세기 중국인들이 만들어

갔던 근대/근대성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서구적 근대성만이
근대성의 전부로 인식되는 편견에서 벗어나 근대성의 지역적, 문화적 다양성
을 적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고는‘

과近 의

이해하고자 하는 假 을

’이라는 관점을 통해 중국의 근대/근대성을
으로

하려는 목적에서 그 동안 진행해 왔

던 혹은 진행하고 있는 필자의 연구를 종합 정리한 것이다. 따라서 분석의 대
상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향후 방법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보충되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음을 부언한다.

1. 국민국가 개념의
(1) 국민국가 건설의 본질적 목표
20세기 중국인의 화두는 부강이었고, 부강을 달성하는 방법은 근대화였다.
그런데 근대화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근대화의 방법과 중국이 만들어 가야할
근대성의 내실이 무엇인가는 각 주체들 간에 쟁론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
나 국민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대부분 일치한다. 중화제국 체제의
대안으로 모색된 국민국가 건설은 근대의 성취와 등치될 만큼 중국인이 탐색
한 근대의 핵심적 내용이었다.
20세기 전반기에 내전으로까지 비화된 중국국민당과 중국공산당의 국가건
설론의 대립은 양자 모두 근대화를 지향하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나 근대성의
내실과 그 쟁취 방법에 대한 이견과 갈등이 초래한 결과였다. 그런데 근대화
지향이라는 점을 제외하고 공통점이 전혀 없을 것 같은 양자의 국가건설론에
서 흥미 있고 매우 의미 깊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强의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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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근대적 국민국가 건설을 최고의 명제로 삼는데 일치했다는 점이다. 20세
기 전반기 중국공산당이 모색한 국민국가의 길 나아가 이들이 추구했던 근대
성은

의 말을 빌리자면‘

’
의

求였다.2)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국민당이 추구했던 근대성의 실체와 모색한 국민국가는
에‘근접’하는 방법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
의

’의

求를 통해서든 혹은

求를 통해서든 궁극적인 지향은 서구에서 발원한 근대적 국민국가의 건

설이었고, 이것이 근대와 근대성 쟁취로 인식되었다. 중국에서“근대는 특정
시기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도달해야 할 목표로 전화되게 되었고”, 국민
국가는 목표로서의 근대가 표상된 실체였다.3) 국민국가는 근대 그리고 근대성
의 동의어로 인식되고, 실천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國 國家가 근현대 중국에서 두 가지 시대적 과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개념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두 가지 과제란 부강한 중국의 재건과
보편으로서의 근대 획득이었다.‘근대적 개인’과 시민사회 그리고 국민국가라
는 세 차원의 拮

관계 속에서 정의될 수 있는 國 國家가 근현대 중국에서

는 이것이 생성된 서구의 역사적 맥락과는 달리 부강한 중국과 보편으로서의
근대 획득의 도구로 인식되고 추구되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중국에서의 국민국가 모색이 국가의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수
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국민국가가 강한 중국의
사한다. 청말 이래
서共 를
,共

로 하는

을 위한 도구였음을 시

을 둘러싸고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 왔고, 그 결실로
國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등을 포함한 다양한

君

,開 君

이 새로운 정치 체제의 구축, 나아가

쟁취하고자 했던 국민국가의 운영 시스템이라는 차원을 넘어 국가 존립의 궁
2) 왕후이 지음,『새로운 아시아를 상상한다』
, 이욱연 외 옮김, 창작과비평사,
2003. p. 48.
3) 김태승, 「중국의‘近

’논의에 나타난‘

’의 문제 ─ 1930년대와

1990년대의 논쟁을 중심으로」
,『2003년 전국역사학대회 발표집』
, 2003. p. 4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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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 정당성에 대한 그리고 그것에 의해 규정되는 국가권력의 본질적 기능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통적인 중국 국가론의 핵심은

國家의 具 과

정리할 수 있다. 양자는 왕조나 국가 존립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의

로

으로 어

느 한 쪽이라도 결여된다면 국가권력 존립은 치명적인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다. 아울러 도덕의 구현과

의

그 자체가 국가 권력이 본질적

으로 수행해야 할 지향이자 권력의 본질적 기능이기도 했다.
우선 도덕국가의 구현은 국가 좁게는 국가권력을 문화적 보편성에 이르는
수단의 하나로 보는 문화주의적 국가관념의 산물이었다. 사회유기체 혹은 마
르크스주의적 관점에 입각한 서구의 국가론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국가/
국가권력 이해이며, 국민국가론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국가/국가권력 이해라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중국의 문화전통에는 도덕적 공동체와 그 집합으
로서의 도덕적 국가를 지향하는 유교적 정치문화가 장기간 지속”되었으며,
“황제나 사대부는 공동체적 의무에 따른 통치자로서 도덕적 권위를 갖고 이
집단 권위가 전제적 지배의 근원”으로 기능했다.4) 그렇다면 황제나 사대부로
대변되는 국가/왕조의 도덕적 권위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그러한 권위가 국가/국가권력의 본질적 기능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규명
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국가는 인간의 행위 기준을 제시하고 성인의 가르침에 근거한
윤리적 원칙에 따라 지배 ─ 다시 말해

의

를 실현 ─ 하고, 사회의 조

화를 꾀하는 것이 지상의 임무였다. 국가는 정치권력만이 아니라 사회의 전
구성원이 보편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문화적, 도덕적 원리를 만들어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그러한 원리에 기반하여 사회 구성원을 단결시키는 기능까지
담당해야 했다. 말하자면 국가는 문화적 보편성을 통해 사회 구성원을 통합시
킬 수 있을 때 그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으며, 따라서 국가의 기능 역시 모든
4)

,「
6, 1999. p. 9.

國의

과 國家∙共

∙個 」,『동아시아역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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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이 공유할 수 있는 문화적 동일성을 추구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
을 수 없었다. 그리고 통치 행위는 단순히 인민에 대한 통제와 국가의 합목적
성에 부합하는 인민 동원 및 그 시스템의 운영이라는 차원을 넘어 그 자체가
도덕적 행위가 되며, 국가는 그러한 도덕적 행위에 의해 비로소 보편적 통치
체로서 기능할 수 있었던 것이다.5) 여기서 국가는 정치권력의 구현체이자 동
시에 문화의 담지자로서 유일무이한 가치를 지낸 보편성을 획득하게 됨으로
라는 등식이 성립되게 된다.6)

써 왕조/국가 그 자체가

국가권력을 문화적 보편성을 구현하는 수단으로 삼음으로써 국가권력의 속
성이나

의 형태와는 무관하게 국가의 본질적 기능인 문화적 보편성을 구

현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국가의 정당성은 이미 확보되는 결과가 된다. 이 지
점에서 법과 제도는 문화적 보편성 구현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며,
)보다 문화적 보편성 즉 도덕에 준거한

(

의 우위가 가능해 진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위력을 발하고 있는

은 부강과

즉 근대

화를 일체화하여 추진했던 자강 운동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본격적으로 제기
되었다. 이것은‘

’의 문명론적 가치를 상대화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서

제시된 불가피한 대안적 모색이었지만 결코 중화가 내포하고 있던 문화적 보
편성을 포기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는 전통적으로 담지

해 왔던 문화적 보편성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고, 그 위에 도구적 의미로 근대
화를 접목시킨 논리가
따라서

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은 근대와 전통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를 기저로 제시된

근대화 방법론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은 근대 혹은 근대화라는 수단을 매개로 국가의 본질적 기능이라 할 문
5) 이렇게 됨으로써 논리적으로 국가 권력과 도덕이 대립되지 않고 오히려 일체
화되게 된다.
6) 이와 같은 전통은 중국인의 중화주의적 천하관 및 유교적 국가관의 산물인
바, 이에 대해서는

珪,「

과

」,『동아시아, 문제와 시

각』
, 문학과 지성사, 1995와 최명,「유교적 전통과 유산」
,『현대중국의 이해』
,
현암사, 1984를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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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했던 목적론적 담론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

고 문화적 보편성의

는 수단으로서의 근대를 통해 달성하고자했던 부강

한 중국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인식이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고 하에서 원
론적 의미에서의 국민국가에서 탈각된 중국 특유의 국민국가론이 등장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 이것이 근현대 중국에서 모색된 國 國
家 담론에서‘근대적 개인’과‘시민사회’가 배제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문화적 보편성의 구현과 함께 국가 기능의 또 다른 핵심적인 요소는
의

였다.

은“중국과 그 주변의 공간적 통일이라는 의미 외에

정치와 사회∙경제, 문화가 하나의 구조로 통합을 이루는 구조적 통일을 의
미”한다.7) 중국의 국가권력과 엘리트들은 중국이라는

,

를 유지

하고, 보존하며, 이를 발전시키는 것에 상당한 가치를 부여하였다. 중국의 엘
리트들은“천지를 위하여 마음( )을 세우고,
난 성인을 위하여 끊어진

을 위하여

을 계승하고, 만세를 위하여

을 세우고, 지
을 연다(

,

8)

『近

』卷 )”는 이상을 뼈 속 깊숙이 의식하고 있었다. 이것은 역사의 연

속성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설정하고,‘

’라는 보편적 가치의 영속성을 보

장할 수 있는 실천적 행위를 소명으로 삼았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그러한 문명론적 영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제는 무엇이었던가?
� 가 초래한/할 분열과 혼란 상황에서는 그러한 영속성을 기대할 수 없으
며, 천하의 안정이야말로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불가결한 전제였다. 그러므
로 중국이라는 거대한

國이

되는

의 상황을 만들어내고 지속시

키는 것은 국가 혹은 엘리트의 본질적 사명이자 국가와 엘리트의 존재 근거였
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의

─ 현재적 의미로는 강력한‘하나

, 앞의 글, p. 26.

7)

8) 사대부 엘리트의
는
119와

珪,「
珪,「

─
國
의

1994. pp. 21-24를 참고하라.

─ 의 본질과 그
의

기반에 대해서

」
,『지역연구』
(서울대) 5권 1호, 1996. p.

係와 그

念」,『현대의 학문체계』, 민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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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국’─ 을 달성하여 인민의 행복과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국면을 조성
하는 것이 국가의 도덕적/현실적 의무였다. 여기서는 권력의 형태, 근대적 용
어로 말하자면
을

는 그리 중요한 요소는 아니고 어떠한

였던간에
9)

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서 정당성을 가질 수 있었다.

근현대 중국에서‘성공’한 국민국가 건설 방책이었던 손문과 공산당의 국
가 건설 구상은 대일통의 유호라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 수행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묘한 일치를 보여준다. 20세기 전반기에도 여전히 군벌체제와 국공 대
립에 의한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의 중국을 만드는 것은 당위였다. 국민국가는
그러한 상황을 달성하고 유지하는 새로운 시스템이었던 것이다. 그 방법은 당
을 국민국가 건설의 주체로 설정했던
계 ─ 군정과 훈정 ─ 는

國이었다. 헌정에 선행하는 두 단

覺 와 그 집체로서의 국민당이 주도하는 국

가건설 단계였으며, 공산당 역시 본질적으로 전위 정당의 속성을 내포하였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공 양당에서 제시한 당이란 선지선각자 혹은 전위
적 엘리트의 집단의지가 응결된 치국의 주체였다고 할 수 있다. 치국의 주체
로서 당이 강력한 리더쉽을 발휘하여 대일통의 상황을 조성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기도 했다.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사회의 저류로부터 강력한 리더쉽이 강하게 요구되
었다는 점일 것이다. 중국 근현대사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보수주의적 정
치사상 ─ 예컨대

啓 의開 君

,

江의 신식독재론,

의 전면

독재론 등 ─ 은 강력한 리더쉽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 가능한 사조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반복되
는 보수적 사조의 등장은 전통과 근대가 엮어내었던

의 산물이었다고

10)

생각된다.

여하튼 중국의 국민국가 담론과 그 실천 형태 그리고 건설을 주도한 엘리트

9) 태평천국 때의

國 ,

을 비롯한

서는 개인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데, 이것은

은 천하의 안정과 보전을 위해
과

의 표현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된다.

을 보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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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의 연장선에서 국민국가로의
전환을 모색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전통적 인식의 철저한 부정이 결여된 상태에서 국민국가로의 전환을 모색했
던 것만은 분명한 듯 하다. 다시 말해 중국에서 국민국가는 국가의 본질적 기
능을 담지할 수 있는 부강한 중국을 창출하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국민국가 건설 노력은 문화적 보편성의 실현 즉 도덕국가 ─ 현대적으로
해석하자면 이념 국가 ─ 의 구현과

의

로 집약되는 국가의

기능을 근대적 체제라는 외피를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중국적 근대 적응의 한
형태였다고 잠정적으로 결론 지울 수 있을 것이다. 중국에서 국민국가 건설이
지향하는 본질적 목표가 이러하다 보니 서구적 의미의 국민국가와 중국인들
이 모색한 국민국가간에 개념상의 부정합성이 노정되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
았을까 한다.
(2) 국민국가 구성 요소의
천하 개념과 국가 개념의 괴리 역시 국민국가 개념의 부정합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유럽에서와는 다른 맥락에서 중국의 국민국가가 이해되어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기도 하다. 막스 베버는『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에서 합리성과 서양의 고유 창조물들의 보편성(과학, 자본주의, 법, 관료주의,
종교 ─ 기독교, 문학, 인쇄술, 조형미술, 서양 음악 ─ 대위법, 화음, 교향악
단 등)을 근대성의 핵심개념으로 제시하였다.11) 그 후 베버리안들은 논의의

10) 開 君

등 상기한 제 흐름은 정치적 보수주의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의 전체적인 개설과 각 논의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과 그 의미에
대해서는 姜

,「 0 紀 國

國』
,勁
구상, 그리고

の

, 1996을 참고하라. 또한

」,『
國

참고하라.

啓 의

敎 의 체제 구상 비교를 통해 중국 정치 문화에 뿌리깊게

根된 정치적 보수주의의 지속성을 분석한 글로는
と

의 구상과

のなかの

の

」
,『

國 -

と

宏 ,「
の 剋」
,

國の
, 1996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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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을 국가와 사회로 확대하여 유럽의 국민국가(nation state) 및 유럽 역사의
산물인 국가와 사회의 관계 즉 시민사회(civil society)의 성장 그리고 공공영역
(public sphere)의 존재를 근대성의 주요 개념으로 보았으며, 그러한 정치 체제
로의 전환은 유럽만의 독특한 역사 과정이었다고 설명하였다.
근대성의 핵심적 지표로 설정된 국민국가는 이처럼 시민사회 ─ 공공영역
─ 의 존재, 국민국가 그리고 시민사회의 기반이 되는 합리성과 주체성을 갖
춘 소위‘근대적 개인’이라는 세 영역의 유기적 조합에 의해 태동된 역사적
산물로서 근대이래 보편으로 인식되는 정치체제라고 정리할 수 있다. 근대이
래 보편적 정치체제로서의 국민국가는 다음 4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다.12) 고
정된 경계의 존재,

國

(interstate system), 국민적 통합, 주권이 미치는 영

역을 지배하는 권력의 집중성(제한된 영역 즉 국경 안의 지역에 대한 배타적
지배)이 그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다음 두 가지 문제가 존재한다. 그 하나는 전술한 바 있듯
이 근현대 중국에서는 국민국가의 본질적 구성 요소인 시민사회와‘근대적 개
인’그리고 국민국가 간에 존재하는 유기성은

된 채 정치체제(시스템)로

서의 국민국가 건설에 편향되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정치체제적 측면에서
규정된 국민국가의 4가지 특징 중 국민적 통합을 제외하고는 적어도‘근대’적
이라 할 수 없는 통시적 요소로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후자의 문제와 관련하여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국민국가

11) 서구적 근대성의 중국 적용이 유럽적 편견에 의한 것으로서 근대성 개념의 중
국적 재해석과 근대성 개념의 확장을 주창한 꼴레쥐 드 프랑스의 석좌교수 삐
에르 에띠엔느 빌의 관점은 미국 중심의 중국 연구와는 또 다른 차원의 성찰
의 계기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천착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막스 베버가 정의한 근대성 개념은 삐에르 에띠엔느 빌,「근대 중국과 중국
학」
,『지역연구뉴스레터』26, 1996. pp. 3-4 참고.
12) 국민국가의 4가지 특성은 백영서,「20세기형 동아시아 문명과 국민국가를 넘
어서 ─ 한민족 공동체의 선택」
,『동아시아의 귀환: 중국의 근대성을 묻는
다』
, 창작과비평사, 2000. p. 37에서 정의된 바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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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고정된 경계와 배타적 지배영역은 적어도 전
국시대 이후 중국사 전체에 걸쳐 실질적으로 존재했다. 물론 전통적으로 중국
인은 國을

의 하위 단위로, 고정된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 천하를 왕조의

지배 영역으로 인식했다. 또한
적으로 지배했던 전 영역을

觀이 상대화된 근대이후에는 왕조가 실효
의 建 을 통해 국가의 영토 범위로 편입시킴

으로써 비로소 천하의 범위와 국가의 범위가 실질적

을 획득하게 되었

다. 그러므로 근대 국민국가의 영토 개념에 의거하여 왕조의 영토적 경계를
주권이 배타적으로 행사되는 범위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천하(의 범위)는 중국적 가치의 보편성을 토대로 한 상상된 그리고
이념화된 경계였을 뿐이며, 중국의 각 왕조는 자신의 왕조를 포함한

國의

배타적 지배영역(고정된 경계)을 실질적으로 인정하였다. 그 직접적인 증거가
곧

이다.

은 주변 국가들 ─ 소위

國 ─ 의 존재를 중국의 황제

가 인정하는 것으로 천하의 지배자로서의 권위와 천하의 무경계성를 확인하
는 이념적 행위였을 뿐이지 중국의 실효적 지배 영역을 주변 속국으로 무한히
확대하고자 하는, 따라서 중국 판도의 무경계성을 확정하려는 행위는 아니었
다. 말하자면 이것은 천하질서 의식과 현실의 고정된 경계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메우는 이념적 실천행위로 기능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렇게 해석할 수 있다면 국민국가의 주요 특징인

國

를이

와 고정된 경계는 국

민국가 개념 생성 이전부터 존재했고, 천하의 주재자인 중국의 각 왕조들 역
시 이를 인정했음을 의미한다.
천하의식과 표리를 이루는

관념도 영토관념과 관련해서 따져 보면

중국의 영토적 완결성 즉 배타적 지배 영역의 최대 확장과 그 통일적, 배타적
지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1790년대 이후

의

이념과 실질이 부합되고, 영토적 완결성이 갖추어지면서 오늘날의 영토적 판
도가 확정됨으로써 소위‘하나의 중국’인
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중국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관념 역시 배타적이고 고정된 판도를 전제

로 한 영토 관념을 내포하고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청말, 민국시기
에 간접통치에 의존했던 번부와 동북∙몽골 지역에 建 을 추진한 것은 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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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관념이 단순한 이념형이 아니라 언제든지 배타적 영토관념으로 전환될 수
있었음을 실례로 보여준다. 다시 말해 청말의 建
된建

과

疆 을 필두로 진행

過 은 천하의 지배 영역을 국민국가의 지배영역으로 재편하는 과정

으로 이해 가능하며, 천하관에 입각한 영토관념이 국민국가론에 의거한 영토
관념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국민국가의 또 하나의 특징을 지배 영역에 대한 권력의 집중성이라고 한다
면 이것은 관료제도를 통해 구현될 수밖에 없고, 막스 베버를 비롯한 베버리
안들은 관료제를 근대성의 핵심적 지표로 활용하였다. 그런데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국에서 관료제는 그 어떤 역사체 보다 일찍 그리고 완비된 형태로 운
영되었다.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중앙의 정교한 관료체계 뿐 아니라 중
앙에서 적어도

단위에 이르는 지방행정 관료체계가 제국의 각 지방을 효율

적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었다. 또한 관료의 재생산 구조를 도덕
적, 문화적 가치체계와 연결시켜 관료제도의 안정성과 영속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과거제도를 통해 학문과 관료제를 일체화시킴으로써 통치와 문화적 가
치를 결합시킨 완결적인 관료제도를 유지해 왔던 것이다. 이러한 관료제도를
통해 지배 영역에 대한 권력의 집중성은 유효하게 발휘되었다. 물론 청 중엽
이후 관료제가 경직되면서 권력의 집중성이 얼마나 유효하게 발휘되었던가는
상당한 의문이다. 신정에서부터 전통적 관료제를 본격적으로 개편하게되면서
관료제의 경직성을 혁파하는 한편 권력의 집중성을 보다 강화하려는 구상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다. 그런데 신정에서 시작된 근대적 관료제로의 전환도
따지고 보면 중앙집권적 관료제를 근대적 시스템에 의해 강화하려는‘

’을

본질로 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국민통합의 특수성
국민의 창출을 전제로 하는 국민통합은 국민국가를 실질적으로 가능케 하
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런데 여기서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는 국민통합의 논리가 무엇인가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원론적 의미에서의 국
민통합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중국에서 진행된 국민통합의 복잡성을 이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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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점이다. 셋째, 국민통합의 주요한 부분인 지방통합에 작용하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첫 번째 문제와 관련하여 유교적 정통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르
면“국가의 정당성은 도덕성과 통일”에 있었고, 현대 중국에서도 이와 같은
“이념적 (도덕적) 권위”와“

지배”는 중국 공산당의 관료체제와 마르크

스∙레닌주의∙모택동 사상의 일원적 지배로 계승되고 있다고 한다.13) 그런데
의 지배는 권력에 의한 강압적 통합에 의해 실현되지만 지배 영역에 대
한 그리고 인민에 대한 문화적, 도덕적 통합을 전제로 한다.
강력한 권력에 의한

은 문화적 보편성의 확보에 의해 완결성을 갖출

수 있었다. 따라서 국가권력은 정치적으로는 절대적 권력을 안정적으로 확보
함으로써

을 통합해야 했고, 문화적으로는‘보편’적이고‘유일한

화’를 통해

14)

을 통합해야 했다.

의문

중국의 국가권력이 이러한 통합을 정통성

의 원천으로 그리고 자신들의 도덕적 의무로 인식하고 행동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또한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사회주의적 국민통합의
기제가 갈수록 대폭 약화되는 현 시점에서 중국은

國

의 高 을 통해 국

가 통합을 강조하고 있는 바, 애국주의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중국 문명과 문
화에 근거한

과 애착 그리고 그것에서

하는 강한 자부심을 핵심적

기제로 한다는 점에서 이 역시‘중화의 문화’를 기제로 한 인민 통합의 현대
적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손문의 삼민주의나 마르크스∙레닌주의∙모택동 사상이 국민국가 건설 도
상에서 끊임없이

혹은

의 기제로 원용되었다.15) 국민당 정권과

13) 조병한, 앞의 글, pp. 35-36.
14) 전통적인 천하관념에 따르면 중국은 정치적 우월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문화
를 단순한 최고가 아닌‘유일한 문화’
로, 정치권력은 단순한 초강대국이 아닌
지상의 모든 국가와 민족을 포괄적으로 지배하는 유일한 보편적 통합질서 그
자체라는 인식을 내포하고 있다(

珪,「

과

」
, p. 108 참

고). 따라서 정치와 문화를 아우르는 보편적 질서에 의해 천하가 통합되는 것
은 당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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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 정권은 동아시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국가 주도의 위로부
터의 국민통합을 강제할 만한 권력을 만들어 가고 있었거나 소지했음에도 불
구하고 통합의 도덕적 정당성을 삼민주의 혹은 마르크스∙레닌주의∙모택동
사상에서 구했다. 그것은 강력한 권력과 함께 문화적, 도덕적 차원에서의 통
합을 통해 완결될 수 있었던 전통시대의

의 통합 경험과 묘한 일치를

보여준다. 결국 근현대 중국에서의 국민통합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 대한 문화적 통합을 지향했던 전통적인 통합 논리의 연장선에서 國共
이 제시한 국민통합의 논리를 분석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문제인 국민통합의 복잡성은 전통과 근대가 중층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의 반영이다. 중국 사회는 오랜 동안 고도의 안정을 구가했다. 그런데 고
도의 안정성을 가능케 했던 요인들은 근대 사회로 전환되면서 정체의 표상 때
로는 부패와 퇴락의 원천, 위기의 진원으로 지목되었다. 그리하여 그러한 요
인들은 전통이라는 미명으로 부정하고 해체하거나 극복의 대상이 되었다. 그
런데 전통, 보다 구체적으로는 본 고에서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지연망, 출신
지별로 형성된 이질적인 문화와 그 정체성은 비록 고질적인 분열을 조장하여
국민통합을 가로막기는 했으나 20세기 중국사회에서 각종 사회적 자원을 유
통시키면서 이 사회 나름의 안정성을 유지하게 했다. 그러므로 국민통합은 그
러한 요인들을 전면적으로 극복하면서 진행되기란 원천적으로 가능하지 않았
으며, 원론적 의미의 국민통합과는 구별되는 방식과 내용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 없었다. 비록 낙후하고, 발전의 장애로 비칠지언정 삶의 일부로 구조화된
전통을 내포하면서 국민통합이 진행되어야 했던 것이다. 비록 수많은 시행착
15) 국민국가를 건설했다고 할 수 있는 오늘날에도 중국의 공식 문건이나 식자들
의 글 속에서 국민이라는 용어가 그리 상용되지 않음에 비해 인민 혹은 公
이라는 용어가 상용되며, 민국 시기에도 국민보다는 전민 혹은 인민이라는 개
념을 주로 사용하였다. 물론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손문의 이론에 근거하다
보니 그러한 개념을 사용하게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민이라는 개념의
는 어쩌면 극히 지엽적 현상으로 치부할 수도 있으나 매우 흥미 있는
현상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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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와 곤란을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길을 배제한 국민통합의 길
은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위험성이 농후했기 때문이다.
강한 동향관념과

시 중시, 그리고 언어와 문화의 심각한 이질화로 인해

야기된 사회적∙계층적 분열이 국민통합의 심각한 장애물이었다. 그러한 네
트웍과 문화는 오랜 동안 사회적 자원을 안정적으로 유통시키는 역할을 했지
만 근대 이후에는 분열의 토양이 되어버렸다. 분열의 원천으로 지목된 전통
특히 지연 중심의 생존방식이 극복되어야만 국민통합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
었으나 그 가능성은 전통의 무게만큼이나 가늠하기 어려운 문제였다. 게다가
지연망으로 대표되는 전통이 부정적으로만 기능했다면 오히려 국민통합은 비
교적 손쉽게 진행될 수 있었겠지만 순기능도 엄연히 존재했다. 또한 20세기
중국에서 지연망은 여전히 주요한 사회적 자원이었다. 문화적 이질감이나 격
렬한 시장 경쟁에 내몰린 사람들에게 생존의 안정성, 문화적, 심리적, 경제적
안정성을 부여했으며, 심지어는 사회계층의 형성에도 적지 않을 영향을 미쳤
다. 이러한 현상은 지연망이 중국인의 생존방식의 하나였음을 의미한다. 국민
통합은 이러한 현실과 유리된 채 진행될 수 없었다. 이 점에서 국민통합이 극
히 복잡한 양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국민통합이라는 근대는 전통과의 접
목이 불가피했다.
셋째, 국가 영역 내에 존재하는 지역 ─ 지방 ─ 의 통합 역시 국민통합의
주요한 측면이다. 중앙에 의한 지방 통합이 동아시아 각 국에서 진행되었던
국민통합의 일반적 과정이었다. 그런데 중앙에 의한 지방의 통합 과정의 해명
은 예상 이상으로 훨씬 복잡하며, 섬세한 접근을 필요로 한다. 최근 사회과학
계를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의 문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
는 중국사 전체를 관통하는 문제였다.

의 중국에서 지방의 통합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긴장관계는‘중국’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요소였다. 郡

과

建 은 중앙집권의 논리와 중앙집권에 대한 견제-분권의 논리로 일찍이
에서부터 논란이 되었다. 또한 민국 시기만 하더라도
등의 구호가 드높이 주창되었으며,

南 의 경우에는

,
을 제정

하기도 했다. 지방 단위를 넘어 전국적 규모에서의 분권적 국가 구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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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집권적 체제의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의 사회사 연구 성과에 의하면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는 지역에
따라 극히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되었으며, 모순되게 보이기 조차하는 다양한
양상과 특정 시점에 한정하여 정태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복잡한 동태성을 띠
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공적인 권력 차원에서 중앙과 지방의 문제도 있지만
비공적인 지방권력과 중앙권력 ─ 국가 ─ 의 관계, 비공적 지방권력간의 관
계도 복잡한 양상으로 존재한다. 비공적인 지방권력이란 哥
,

,

,

등 지역사회에서 강력한 비공식적인 권력을 가졌던

각종 종교 비밀결사 그리고

,
과

등을 지칭한다. 이것을 두고 국가와 사

회의 관계라고 할 지 모르나 비공적인 지방 권력은 공적인 지방 권력과 때로
는 필적할 만한 세력으로, 때로는 상당한 잠재적 위협으로 잠복하면서 명확히
지방 권력의 주요한 구성요소로 존재했다. 이 점에서 비공적인 지방권력의 문
제는 국가와 사회의 관계라는 차원과 중앙과 지방의 문제라는 양면성을 띠고
있었다.
바로 이 점에서 지방의 통합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비공적인
지방권력은 세력의 크기나 권력행사의 양상이 극히 다양하며, 지역적으로도
심한 편차를 보인다. 따라서 중앙과 지방의 긴장 나아가 지방통합은 그 만큼
복잡하고 다양해 질 수밖에 없으며, 중앙의 지방에 대한 포섭과 수용 그리고
배제도 지역에 따라, 중앙 권력 혹은 공적 지방권력의 강약에 따라 그리고 다
양한 형태의 지방권력과 지방권력간의 역학 등 여러 가지

에 따라 다양하

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2.‘

’
의

(1)‘근대’의 중국적

탐색

근대의 보편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이 내포하는 보편성을 일정 부
분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중국에서 탐색된 근대의 중국적

을 이해하려

는 방법론적 시도의 일환으로 본고의 논의가 진행됨을 먼저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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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 이후 전통의 부활이 학계의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특히 개혁개
방이 질적 전환을 하게 된 90년대 이후 사회주의적 인민 보호/통제 시스템이
심각히 동요 혹은 해체되는 현상과 함께 전통의 부활이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
다. 인민공사와 단위 체제의 해체, 내외부적으로 강요되는 국유기업 중심 경
제체제의 구조 조정 등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초래한 급속한 사회변동의 결과
그 동안 국가가 제공하던 각종 사회적 보호기제들이 급속히 해체되었다. 게다
가

工 로 대표되는 중국 사회의 엄청난 인구 유동 그리고 시장 경제의 진

척과 비례하여 심화되는 생존 경쟁은
욱 증폭시켰다.

農을 막론하고 생활의 불안정성을 더

工 와 자본주의적 경쟁의 주무대인 도시에서는 그 정도가

훨씬 심각하다.
전통적인 사회제도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부활하여 그 존재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정이며, 이는 사회주의를 통한 근대적 국민국가
및 근대성의 추구 노력과 배치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적어도 중
화인민공화국 성립이래 가족주의, 종족조직, 종교와 민간 신앙,

및

를 비롯한 각종 임의단체 등 뿌리깊게 장기지속된 전통은 봉건주의의
잔재 그리고 근대적 사회질서 구축의 장애물로서‘사회주의 혁명이념과 과학
의 담론에 의하여 전면 부정’16)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흐름의 퇴조와 함께

사회 전 영역에서 부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전통적 생활
문화의 영역이 사회경제적 자원으로 재생산되고 있다’고 적극적인 의미를 부
여하기도 한다.17)
도시의 경우 특히

중심의 關係 이 국가의 인민 보호 시스템의 약화에

따라 민간의 자위 기제로 자연스럽게 부활하였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인류
학, 정치학, 사회학적 연구가 최근 유행처럼 진행되고 있다.18) 이것은 지연망

16) 김광억,「중국연구를 위한 방법론: 공식영역과 비공식영역의 관계」
,『아시아
태평양지역연구』제2권 제2호, 2000. p. 137.
17) 위의 글, p. 136.
18) 미국의 중국학계를 필두로 중국, 한국, 일본 등에서 이와 관련한 연구들이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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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현재의 도시 사회가 운영되는 핵심적 하부 시스템의 하나로 기능하고 있음
을 반증한다. 지연은 혈연과 함께 근대 사회로의 발전을 저해하는 따라서 극
복되어야 했던 대표적인 舊 이었다. 지연망의 부활은 그간 억압되었던 전통
의 재등장이라는 단순한 차원을 넘어 전통적 네트웍이 근대성의 확충에 역동
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중국적 토양이며, 중국적 토양을 배제한 채 서구
적 지표 혹은 사회주의적 지표에 준거하여 모색되었던 근대성은 이상일 뿐 현
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지연망을 전통의 대표적인 사례로 삼아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
워보고자 한다. 지속되는 전통은 근대성 획득에 있어 배제할 수 없는 자원이
자 토대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현실에서 형성되고 있는 근대성은 매우 복잡한
구조를 내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구조는 전통과 근대가 중층적으로 결합
되는 형태였다. 그리고 중국의 근대성은 전통과 근대가 만들어 낸 팽팽한 인
장력의 산물일 수밖에 없었다.
지연망이 도시 사회의 제반 사회적 자원을 유통시키는 기능을 담당한 것은
최근의 특이한 현상은 아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특정 시기를 제외하고 적어
도

이래 지속된 현상이었다. 모든 영역에서 근대적 질서와 가치체계

를 혁신적이고 역동적으로 만들어갔던 20세기 전반기 만 하더라도 지연망은
근대적 질서를 구축하는데 역동성을 갖고 개입하였다.
지연은 전근대적인 인적 결합원리로써 근대적 발전에 따라 지양되어야 할
부분으로 인식된다. 그런데 이 문제를 자세히 추적해 보면 근대의

라고

할 수 있는 도시가 발전할수록 지연망의 사회적 기능이 오히려 강화되는 현상
을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의 경우 도시 발전의 초기에 해당하는

嘉慶

年間부터 지연망이 사회화된 동향단체는 동향인의 단순한 친목 모임 차원을
넘어 경제적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즉 公 로 그 성격이

18) 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바, 국내의 연구로는 정종호,「중국의‘유동인구’
와국
가-사회 관계 변화; 북경‘ 江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6-2,
200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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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였다. 지연망이 단순한 인적 네트웍에서 경제 활동의 사회적 자원으로
기능을 확대했던 것이다.19)
그러한 기능은

,

國 시기로 접어들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동향동업단

체의 수도 크게 증가하였고, 그 규모도 확대되었다. 이는 지연망이 급속한 사
회, 경제적 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응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연망과 동향∙
동업단체는 이미 상해라는 근대적 국제 도시의 구성원들이 생활을 영위하는
시스템의 하나로 고착되기에 이른다. 사실 지연망은 도시 사회 적응에 있어
생활의 불안정성에 직면해 있던 사람들이 비교적 용이하고 문화적, 경제적 충
격과 곤란을 최소화하면서 도시 생활에 적응하도록 하는 역할을 했고, 타 지
역으로부터 끊임없이 유입되는 이주민을 흡수하는 주요한 사회적 메카니즘으
로 작용하였다. 이것은 지연망이라는 전통을 통해 근대적인 도시사회에서 생
존의 안정성을 확보함과 더불어 20세기 전반 중국의 도시민들이 근대에 적응
했음을 의미한다.
실제 중국에서 근대의 상징이자 전 중국이 성취해야 할 모델이었던 상해에
서 지연망은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발휘하면서 근대성을 획득하는데 역
동적으로 개입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국내외의 많은 연구를 통해 확인되
었듯이 근대적 조직으로 새로이 등장한 각종

특히

근대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내부구조는 舊 의 公

公 ,

는그

을 흡수하여 구축

되는 등 지연망에 크게 의존해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 활동에서 매우 전
형적으로 나타나지만 혁명을 지향하는 학생운동 조직 역시 지연망의 영향으
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했다.20) 또한 지연망은 근대 사회의 꽃이라 할 수 있
는 자본주의적 경제활동에도 깊숙이 작용하여 오히려 자본의 축적과 경쟁을
19) 지연망의 작동 실태에 대한 본고의 내용은

,『20세기 전반기 상해 사회의

지역주의와 노동자 ─ 전통과 근대의 중층적 이행』
,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의 제1편「상해사회와 지연망」중의 주요 내용을 재정리한 것이다.
20) 정문상의 일련의 연구는 그러한 사실을 실증적으로 분석해내는데 성공을 거
두었다고 평가된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글로는
의 전개와

」
,『 國

,「1920년대 전반기
究』5, 1998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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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하는 등 자본주의적 경제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작용을 하기도 했다. 그
리고 지연망은 사회계층 형성에도 개입함으로써 근대적 사회 질서가 구축되
는데 적지 않은 작용을 하였다. 예컨대 20세기 전반기
,廣

,

에서는

南 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사회적 지위를 확보한 반면

,

등은 상대적으로 하층민의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지연
망이 사회, 경제 생활 뿐 아니라 사회계층 형성에도 중요한 변수의 하나로 작
용했음을 말해 준다.
계층적으로 보아 자본가, 지식인 등 상층에 비해 하층에 해당하는 노동자
사회에서 지연망의 작용이 훨씬 현저했다. 노동자 사회에서 지연망은
,關

,

등의 명칭으로 조직화되었는데,

口,

이라는 명칭의

口가 대표적이었다.
노동시장과 생산현장도 지연망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지연망은 노동자
들이 노동시장에 접근하는 가장 일반적인 매개였으며,

口는 노동시장에 편

입된 노동력을 관리하는 비공식적인 시스템으로 기능했다. 그 결과 특정 업종
의 노동시장이 특정 몇몇 방구에 의해

∙寡 되거나 방구간 충돌이 격심해

지기도 했다. 그러나 지연망이 동일 지역 출신자들에게 생존의 안정성을 부여
하고 자본주의적 경제 시스템에 적응하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사실조차 부정
할 수 없다. 20세기 전반기 중국의 고용관행과 노무관리제도 등 생산현장을
작동시켰던 각종 시스템 역시 지연망을 정점으로 운영되었다. 포공제와 공두
제가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방구를 생산현장의 노무관리제도로 전환시키는 기
능을 하면서 지연망을 생산현장으로까지 긴밀히 연결시켰다. 이러한 구조 하
에서 노동자는 물론이고 근대적 생산체제를 갖춘 기업도 지연망에 의해 유지,
운영, 재충원되는 노동시장으로부터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1930년대에 들어 남경국민정부는 근대적 국가 운영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사회 각 부문의 제도화를 강력하게 추진하였다.21) 노동문제의 제도화도

21) 1930년대 국민정부하에서 진행된 제도화 실태와 그 성격은
노동자 사회와

∙

-

國

權의 �

稿,「1930年
과 관련하

전인갑 /‘

추진되어「工

」,「工

’
으로서의 近 ,‘

」,「

」,「工 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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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契

」등

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과 생산현장의 제도적 환경의 변화는 불가
피했다. 그러나 근대적 국가 운영시스템을 지향한 국민당 정권의 정책의지의
혼선, 집행의 난맥상, 지나친

, 제도의 맹점, 제도와 현실의 괴리 등

으로 인해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그런데 자본주의 선진국을 모델로 궁극적으로 근대적 노동시장으로의 변화
를 유도하는 한편 생산현장에 근대적인 운영 시스템을 정착시키려 했던 근대
적 지향을 가로막은 가장 주요한 요인은 노동자 사회에 삼투해 있던 뿌리깊은
전통이었다. 예컨대 제도화가 강력하게 진행됨으로써 초래된 고용의 불안과
생존의 불안정성이 증대되면 될수록 關

,

口를 중심으로 작동되는 지연

망이 자위적 수단으로 오히려 활성화되었다. 이것은 제도화로 초래된 불안정
성 다시 말해 강요되는 근대에 저항/적응하는 수단으로 전통적인 네트웍과 관
성적으로 해 왔던 자위 방식이 이용되었음을 말한다. 그러므로 노동자 사회의
근대는 강요되는 제도화와 그에 대한 저항과 적응 양식으로서의 지연망이 팽
팽한 줄다리기를 통해 만들어 낸 사회적 공간이었던 것이다.
본 절의

에서 언급한 현재의 상황과 20세기 전반기의 상황은 적어도 두

가지 점에서 유사성을 보인다. 첫째, 지연망이 사회 변화의 역동성에 저항/적
응하는 기제로 기능했다. 20세기 전반기 상해에서 진행되었던 급속한 근대적
변화와 사회주의 시장경제 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변화는 본질적으로 자본주
의적 시장원리가 확산된 결과이다. 지연망으로 구체화된 전통은 자본주의적
시장원리라는 근대/근대성이 초래한 역동적 사회 변화에 직면하여 당해 시대
여」,『
1930년대

究』72, 2000와「
� 界를 사례로」
,『

過 의

와 � 界의

─

』176, 2002에서 분석한 바 있다.

두 글은 제도화로 상징되는 근대적 지향과 이에 저항하는 노동사 사회간에 형
성된 긴장관계를 통해 전통의 관성이 근대 구성의 한 요소로 개입되고 있음을
논증하고자 한 연구이다. 참고로 1930년대 국민당 정권의 노동정책을 분석한
「國
(

의 �

과

연구 역시 유용한 시사를 준다.

� 界」
,『

究』75, 200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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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황에 조응하여 끊임없이‘재구성’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의 유사성은
중국 근대/근대성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사회 영역
에서 근대/근대성 개념의 재검토 필요성을 실질적으로 제기한다는 것이다. 막
스 베버를 비롯한 많은 베버리안들이 제시한 근대성의‘

’의 각종 지

표를 기계적으로 중국 사회에 적용하게 된다면 중국은 심지어 오늘날에도 근
대성을 갖춘 사회로 평가할 수 없게 된다. 뿐 만 아니라 근대/근대성은
혹은 시장경제를 토대로 형성되고, 유지된다고 할 때, 지연망이 시장경제에
적응하는 기제로서 그리고 시장경제에 활력을 부여하는 기제로 기능하고 있
는 상황을 도외시한 채 그 부정적 기능만을 정태적으로 파악한다면‘
’으로서의 근대/근대성과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근대/근대성간의 괴리
를 해석하기 몹시 어렵게 된다.
(2)‘사회자본’으로서의 지연망22)
최근 현대 자본주의를 구성하고, 유지하는데 있어 문화의 중요성을 중시하
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중의 하나의 흐름이‘사회자본론
(social capital)’이다. 사회자본론은 모든 경제행위는 사회적 맥락을 떠나서 이
해할 수 없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경제행위에 있어 사회적 관계를 강조하는
논의들은 다양한 각도에서 이미 많이 제기되었다. 사회적 관계는 경제행위에
대한 왜곡이나 잡음이 아니라 이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므로 동일한 하나의
경제행위가 특정 사회에서는 합리적이지만 다른 사회에서는 비합리적일 수
있으며, 나아가

이란 경제적 영역이며 제도임과 동시에 정치적 영역이며

문화적 영역이고, 그 자체가 사회, 역사적 산물이라는 주장 등이 그것이다.23)
22) 이하의 서술은 2004년 상반기 중에 발표할 필자의 논문「 國 近 企 의 지
배구조와

慣

─

의‘사회자본’
화」
의 내용 중 관련 사항을 정리

한 것이다.
23) 사회자본 논의에 대해서는 박순성 외,「사회적 자본과 신뢰 위기」
,『21세기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적 자본 형성 방안 연구 ─ 행위자 유형별 전략을
중심으로』, 1999년도 협동연구지원사업 특별정책과제, 2001. 5와 Putnam,

전인갑 /‘

’
으로서의 近 ,‘

’
으로서의 近 �113

사회자본론은 사회적 관계를 경제 행위의 중요한 한 요소로 파악함과 아울러
사회적 관계에 자본의 개념을 도입하여 이를

,

자본과 비교함으로써

경제 행위를 보다 폭넓게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이와 동시에
자본주의 체제 작동에 있어 각종 한계를 노정한‘

’을 보완 혹은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 즉 사회자본을 매개로 운영되는‘共

’의 역할을 강

조하고자 한다.
사회자본의 정의는 아직 그리 명확하지 않은 듯 하나 이를 최초로 본격 제
기한 콜만에 의하면 사회자본은 물적, 인적 자본과 달리 행위자들 간에 내재
하는 관계의 구조 속에 포함되어 있으며, 한 개인에게는 없지만 그 개인이 참
여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24) 간단히 말해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윤리적 기준, 관
행, 동의(consensus), 그리고 비계약적 신뢰, 규칙, 조직, 권위의 위계 관계 등
이 사회자본에 속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자본은 다른 자본들과는 달리 개인
이나 물리적 생산시설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내에 존재하면서
경제활동과 경제조직의 물적인 기초를 이룬다.25)
Robert,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안청시 외 역,『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 박영
사, 2000)을 비롯하여 Fligstein, Neil,“Markets as Politics: A Political-Cultural
Approach to Market Institutions”
,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1 (August), 1996;
DiMaggio, Paul and Hugh Louch,“Socially Embedded Consumer Transactions:
For What Kinds Of Purchases Do People Most Often Use Networks?”
,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3, 1998; Lie, John,“The Concept of Mode of Exchang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7, 1992 등을 참고.
24) Coleman, James,“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Partha
Dasgupta and Ismail Serageldin eds., Social Capital: A Multifaceted Perspective,
Washington D.C., World Bank, 1999. p. 1990. p. 16, p. 19 참고.
25) 사회자본의 기능은 크게 정보(information), 통제(control), 결속감(solidarity)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받고, 유리한 사회적 관계 내에 위치할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

114 인문논총 제50집 (2003)
그러므로 사회자본은 본질적으로‘사회적’이며,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
될 수밖에 없다. 바로 이 점에서 중국의

시 ─ 특히 지연망 ─ 가 사회자본

으로 기능할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사회자본을 중국연구에 적용한 사례는
화교자본에 대한 연구에서 전형적으로 원용되고 있는데, 중국 近
26)

에서도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
27)

서 적지 않게 이루어졌다.

연구

자체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에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들에 대한 축적

에 비해서 필요한 정보를 더 빠르게 얻을 수 있다. 둘째, 개인이 포함된 사회
적 연결망의 구조적 특징에 따라서 그 개인은 주위의 사람들을 작은 노력으로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셋째, 사회적 자본을 가진 사람들간에 가치관,
규범, 목적의 공유를 통해서 결속감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자본의
통합 효과는 사회적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합행동을 할 수 있게 한
다(박순성 외,「사회적 자본과 신뢰 위기」
과 Sandefur, Rebecca and Edward
Laumann,“A Paradigm for Social Capital,”Rationality and Society 10, 1998 참고).
26) 예컨대

네트웍,

,

‘신뢰’
와 신용의 중요성,

∙

規 과

의 중요성, 경제활동에서의
의 강한 규제력 등.

27) 최근 몇 년간 이 부분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전술한 필자의 졸고를 비롯하여
」
,『

,「1920年

의

』164, 1999를 비롯한 일련의 연구와

期
한 일련의 연구, 金
校

의

開와

,「 京

」
,『 國
期

關係와
,「1920年

究』5, 1998을 비롯

의近

과

公 」
, 서울

� , 2001 등이 있다. 이들 연구들은 노동자, 상인,

학생, 일반 시민 등 상해 사회의 각 계층이 공유하고 있는 동향관계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분석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상공업 활동에서의
동향관계 작용 문제에 대한 국외의 주요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베
르제르는 기업의 창업과 유지에 있어 동향관계의 중요성에 착목하여 기업의
경영구조가 동향관계와 가족주의에 의해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강
조하였다(Bergere, Marie-Claire, The Golden Age of the Chinese bourgeoisie, 19111937, Cambriage Univ. Press, 1990의 II 4(The social structures of the new
bourgeoisie). 또한

,

인 사회조직과 네트웍 등이

을 비롯하여

,

등도 중국의 전통적

조직 뿐 아니라 제반 경제행위에 미치는 영

향을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검토하였으며,

,

各

界

전인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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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연구를 바탕으로 기존 연구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규명된 지연망의 기능을
사회자본론이라는 틀로 재해석하여 지연망이 지속성을 갖고 유지되고, 近
일정한 효용성을 발휘했던 원인을 해명할 수 있다면 미시적 차원에서
전통과 근대의 관계 나아가 중국의 근대/근대성을

規 할 수 있는 논거가

마련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지연망은 오랜 기간 동안의 검증 과정을 거친‘신뢰’의 네트
웍이다. 20세기 전반기까지 중국 사회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이러한 네트웍
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지연망이 단순한 인적 네트웍
혹은 중국 특유의 문화현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대 기업의 물적 토대로
작용했다. 19세기 후반이래 근대적 기업제도와 경영 방법이 서서히 정착되어
갔고,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추세였다. 그 과정에서 신뢰를 최대의 기반으로
했던 전통적 합과 관행이 근대 기업의 지배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慣 을 매개로 지연망이 인적 네트웍의 차원을 넘어 자본으로 기

능했던 것으로 생각된다.28)
중국의 근대 기업이 설립, 발전하는 과정을 분석해 보면 기업 경영에 직접
투하되는 물적, 인적 자본 외에도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크게 작용했
다. 그 중에서 특히 지연망이 근대 기업의 경영구조 전체에 상당히 복잡한 양

혹은

公

등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원의 네트웍 ─ 그 중에서 동향네

트웍이 가장 핵심적 ─ 을 분석하여 그것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을 분
석한 바 있다(
,

,『

期
國 期

』
,
究』
,

』
,
, 1993;

,「
28) 그런데

經 近

,『 江

」
,
과

科

國
, 1993;

,『

究』
,

, 2000;
, 1991;

, 1991;
,

,『

究』
,

,
究

,『
,『

近

』
,
, 1996; 邱
, 1995).

慣 이 기업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과 그것

이 기업 활동의 효율성 및 기업 발전에 어떠한 역할을 했던가는 밀접히 관련
된 문제이기는 하나 분석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차원의 분석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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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영향을 미쳤다.

를 기초로 이루어진 동향 상인 및 기업가들의 유

기적인 의존관계와 협조는 기업의 설립은 물론이고, 그 발전에도 기여했다.
또한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으나 지연망은 자금을 원활히 조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영자를 안정적으로 재생산하는 등 기업 활동에 필요한 물적, 인적
자본을 제공하는 풀(pool)로 기능했으며, 동향인 기업 간에 실질적 연합 경영
을 가능하게 하는 등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한 측면도 있다. 뿐 만 아니라
에 기초한 신뢰의 네트웍 자체가 보다 직접적으로 자본으로 전환되어 경영 위
기 극복의 실질적 재원이 되기도 했다.
이처럼 근대 기업의 기업 활동은 지연망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토양에서
전개되었다. 그러한 토양에서 형성되고 그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운영되었던
전통적인 기업 형식이 합과 기업이었다.

의 성격은 기업의 조건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이지만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비교적 규모를 갖춘 경
우에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위탁형 기업 경영이 일반적이고, 股

─ 투자

자 ─ 구성의 폐쇄성, 경영층 선임의 엄격성이 두드러진 특징이었다. 이러한
특징은 무한 책임, 소유와 경영의 분리, 투자 자금의 투기적 성격, 이익 분배
(官 와
(

) 방식 ─ 특히 경영층( 計 포함)에 대한 수익(

股權) 보장 ─ 등

) 분배권

기업의 구조적인 성격으로부터 기인했다. 그러므

로 동업자인 股 을 구성하는데도 그리고 전적으로 경영을 위탁해야 하는 경
영자를 물색하는데도 다방면에 걸친 공식, 비공식적 검증을 통해 확인된 신뢰
를 필요로 했다. 생활 속에서

시를 중시하는 문화에다

에 대한 절대

적 신뢰가 중시되는 합과 기업의 구조상, 평소에 밀접한 교류를 갖고 있거나
신뢰할 만한 보증인을 통해 소개받은 사람으로 합과 기업의 지배구조가 형성
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리고 동업 투자자(股 )와 경영인(및 그 보증인)에게
부과되는 무한 책임이라는‘안전 장치’가 관행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지연
망이라는 신뢰 관계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기업 경영에 필요한 자본으로 전
환될 수 있는 잠재적 자본으로서의 성격도 내포하고 있었다. 또한 지연망이라
는 자본을 개별 기업의 경영활동과 결합시킬 수 있는 기제가 현실적으로 필요
했으므로 그러한 사회적 자본의 효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합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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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자원 구성이 이루어지는 것도 불가피했다.
20세기에 접어들어 전통적인 기업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근대기업이 등장
하였다. 주식회사(股

公 )를 비롯한 각종 공사들이 관련 법률에 의해

법인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았는데, 이것은 근대적 기업 시스템이 본격적으
로 시행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근대적인 기업 시스템의 도입에도 불구하
고

된 새로운 형식의 근대기업에서 합과 경영의 성격이 전통적인 양상

으로 혹은 근대적인 변모를 거쳐 온존되고 있었다. 그 원인은 기업 자금 조성
과 지배구조상의 요인에서 찾을 수 있다.
근대기업의 자본 조성 방식은 전통적인 자본 조달 메카니즘과 현대적인 자
본 조달 메카니즘이 혼재된 과도적 양상을 보였다. 외형상 금융기관, 주식 모
집 등을 통한 근대적인 자금 조달 방식이 이용되었으나 그 내실은 합과 기업
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났던 지연 의존,

股

등 전통적 투자 방식과 관행

이 근대적 자금 조달 방식의 외피를 쓰고 있는 경우가 허다했다. 또한 투자에
대한 관념도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근대기업에 대한 투자를 경영권과
는 무관하게 안정적인 고수익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전통적 투자 관행
의 연장선에서 이해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근대 기업의 자금 조달은 전통적인
자금 조달 방법과 근대적 자금 조달 방법이 중층적으로 공존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의 지배구조는 자본 구성의 성격을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한다고
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자금 조달 방식은 근대 기업의 지배구조에도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다.
근대기업 중 가장 발전된 형태라 할 수 있는 股 (

)公 와 股

公

의 사례를 통해 합과 관행과 근대기업 지배구조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
면 지연망이라는 사회자본이 합과 관행을 매개로 지배구조 형성에 중요한 작
용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股 (

)公 는

가 법률 규정에 의

해 명칭을 달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양자의 지배구조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이었다.
지연망이 합과 관행을 매개로 지배구조 형성에 미친 영향 다시 말해 합과
관행과 지배구조간의 상관관계는 고분(무한)공사 보다 고분유한공사에서 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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씬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최고 경영자는 소유 지분의 多

보

다는 경영 능력과 지연망이라는 자본의 다과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경향이 있
었으며, 특정 개인이 축적한 사회적 신뢰와 지연 기반이 경영자 선임의 중요
잣대였다. 또한 기업 경영에 깊숙이 개입할 수 있는 일정한 권리를 소지한 채
권자 및 투자자 그리고 경영자의 관계도 지연망을 신뢰의 기제로 삼아 형성되
었다. 당시의 기업 환경에서 이러한 신뢰의 기제는 최고경영자 선임이나 채권
자와의 관계에서 뿐 아니라

를 비롯한 경영층 전체의 선임에 있어서도 결

정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었다. 그 결과 고분유한공사의 지배구조가 지연망을
중심으로 짜여지게 되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연망은 합과 관행을 매개로 기업 지배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합과는 검증된 신뢰를 자본으로 하여 유지되는 기
업형식이었고, 지연망 ─ 그리고 친인척 ─ 이 그러한 신뢰를 창출하는 사회
적 토양이었다. 지연망이 신뢰를 제공하고, 신뢰가 자본으로 전환되는 구조는
근대기업 특히 고분유한공사의 경우에도 지속됨으로써 근대기업의 지배구조
에서도 지연이 핵심적인 작용을 지속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지연망이 사
회자본으로 기능하는 구체적인 양상이었다.
그런데 지연망의 효용이 사회 전반에 착근된 상황에서 개별 기업의 발전 혹
은 국가적인 경제 발전을 어떻게 추구해 나갈 것인가라는 문제를 두고 지연망
이 발전에 장애이기 때문에 극복해야 한다는 논리는 중국 근대 기업 발전 과
정의 복잡성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우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혈연과 지연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가 일정한 발전 단계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된
다면 발전을

梏하게 되며, 이 점에서 혈연,

중심의 기업 구조는 비효율

적이라는 현재의 평가는 정당하다. 그럼에도 기업 발전 단계와 중국 고유의
네트웍, 가치체계, 투자 관행 등 문화적, 사회적 토양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만들지고 있던 중국 근대기업의 內

그 자체는 동태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

다. 자본주의 발전단계를 무시하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균질적으로 모든 지역
에 강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화교 자본이나
트웍과 정체성이 발전의

係 자본에서처럼 고유의 네

으로 작용하는‘차이’를 고려한다면 그러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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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발생하게 된 연원을 해명한다는 차원에서도 지연망이 사회자본으로 기
능하여 만들어 낸 중국 근대기업의 내실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은 결코 부정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또한 사회자본이 개인적 차원에서는 거래 비용을 줄이는데 긍정적인 역할
을 하지만 사회적 차원에서는 사회자본의 폐쇄성으로 인해 사회 전체의 거래
비용을 증가시키게 됨으로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지적도 타당성이 있다.29)
사회자본은 일정한 범위에서 배타성을 띠기 때문에 사회자본 내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따라서 사회 전체
적으로 비용 과다와 그로 인해 성장 잠재력이 약화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
다. 그러나 특정 발전 단계에서 사회자본이 그렇게 작용했던가를 실증적으로
논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이 사회 전체의 성장력을 견인함으
로써 사회자본의 배타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거래 비용을 상쇄시킨 측면이 없
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앞서 소개한 비판이 타당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
이다.

맺음말
19세기 중반 이후 국가건설과 근대적 사회질서 확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앉고 있었던 중국은 사회 전 영역에 걸쳐 근대적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했다.
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각종 근대적 제도들이 시행되었으며, 시스템에 의해
국가와 사회를 운영하려는 노력은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두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근대적 시스템의 도입과 그것을 수용하는 토양간에 괴리가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며 그 과정의 복잡성을 이해해야만 근현대 중국인들이 만들어갔

29) Jun Jin,“Transaction Cost and Overcapitalization: A Negative Social Capital
Theory”
,

國

학 분야의 현황을 중심으로」
,『

, 2000. 6(

,「 國의

國 究: 사회

究』91, 2001. pp. 98-9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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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근대의 내실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근대적 시스템을 도
입하고 운영하는 주체는 자신들의 생활 깊숙이 내화되어 있던 의식과 관행 그
리고 문화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던 근현대 중국인들이었다. 비록 전통
으로부터 발원하는 그들의 의식과 관행, 문화가 때로는 근대적 사회 시스템
도입에 장애가 되거나 전면적 극복의 대상으로 인식되기도 했을 지라도 그것
은 근대적 시스템이 뿌리내려야 했던 토양이었으며,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자원이었다. 근현대 중국인들이 만들어갔던 근대적 시스템의 복잡성과 역동
성은 바로 여기서 기인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다음 몇 가지 문제를 보다 면밀히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첫째, 전통과 근대의 문제는 발전론적 관점에서 일방
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닐 뿐 아니라 역사(혹은 전통) 환원주의적 관
점에서 이해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전통과 근대가 격렬한 마찰
음을 내고 있던 시점을 과도기로 보는 인식은 극복의 대상으로서의 전통과 추
구의 대상으로서의 근대를 전제로 중국의 근대/근대성을 이해함으로써 중국
인들이 형성해 가고 있었던 근대/근대성의 실체를 왜곡할 위험성이 있다. 반
면 변화하지 않는 전통을 강조하는 환원주의적 관점 역시 전통의 다이나믹스
를 부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근대의 중국 사회를 움직이는 제반 기
제와 사회적 자원의 유통 구조를 전통과 근대가 각각 발휘했던 역동성에 주목
해서 파악해야 한다. 전통과 근대가 중층적으로 공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진행되었던 근대/근대성의 탐색과 그 실천의 성과와 한계가 규명될 때 비로소
중국에서의 근대 혹은 근대성의 실체가 보다 명확해 질 것이다.
둘째, 시민사회론이 중국 근현대사 인식의 지평을 확장했다는 점은 인정된
다. 그러나‘중국적 시민사회’혹은‘제3의 길’과 같은 모호한 개념의 도출이
불가피한 이론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할 필요는 충분히 있
다. 지연망을 비롯한 각종 인적 네트웍, 경제 행위에서의 신용,

慣

등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시민사회 확인에 주안점이 두어진 경우가 적지 않았
다. 비록 서구적 시민사회는 아니더라도 소위 중국적 시민사회의 토양이 존재
하며, 따라서 중국에도 시민사회로의 발전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전인갑 /‘

’
으로서의 近 ,‘

’
으로서의 近 �121

주장이었다.
본 고에서는 지금까지의 가설적 탐색을 통해 현실에서 작동되고 있는 전통
의 사회, 경제적 기능에 천착했다. 그 결과 지연망, 도덕적 규범, 각종 관행 등
전통적 사회 관계와 문화적 토양은 근현대 중국인에게 가장 친화력이 있는 따
라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원용할 수 있는 기제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전통적 사회 관계나 문화적 토양은 시민사회의 구성 요인으로 작용했다
기보다 실질적으로 이익을 가져다주는, 그리하여 근대가 초래한 가능성과 불
안정성에 대응하는 기제로 작용했던 것이다. 바로 이 점이‘재구성’되는 전통
의 역동적 면모이며, 보편으로서의 근대를 통해 중국을 이해하는 관점의 부적
절함을 말해 준다. 논의를 좀더 진척시키자면 본질적으로 오리엔탈리즘에 입
각한 글로벌 스탠다드가 상이한 역사적 경험과 토양을 가진 역사체에 동질적
으로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위와 같은 현상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술했듯이 화교 자본 등이 갖고 있는 고유의 네트웍과 가치체계, 정체성 등
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일익을 확
고히 담당하고 있다. 명백히 글로벌 스탠다드와의 차이가 만들어낸 결과이며,
오랜 기간동안 검증되면서 확인된 전통의 역동성이 만들어 낸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국민국가론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통해 볼 때 중국이 탐색하고 실천
에 옮겼던 근대/근대성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정치적, 문화적 보편성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재구성하는데 필요한 수단이었
다고 볼 수 있다. 전통적인 천하 관념과 국가의 본질적 기능에 대한 인식의 근
본적 전환 없이 모색된 중국의 국민국가는 유럽의 그것과 다른 맥락에서 이해
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자본주의적 근대성 그리고 자본주의적 국민국가를 추구
한 중국국민당이든 반자본주의적 근대성 그리고 사회주의적 국민국가를 성공
시킨 중국공산당이든 국가의 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을 근원적으로 대체
했다고 보기 어렵다. 국가를 문화적 보편성을 담지하고 이를 구현하는 주체로
서, 그리고 천하의 안정을 담보할

의

로 보았던 전통적인 인식에서

국공 양당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자유로웠는지는 의문스럽다. 이러한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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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들에 의해 주도되어 만들어진 국민국가는 근대적 개인, 시민사회 그리고
국민국가라는 세 차원의 길항 관계 속에서 운영되는 서구의 국민국가와는 다
른 차원의 국민국가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차원이란 다음과 같은
가설을 의미한다. 중국의 국민국가 건설 과정은 문화적 보편성의 실현과
의

로 집약되는 국가의 기능을 근대적 체제인 국민국가라는 외피

를 통해 달성하려는 과정이었으며, 국민국가는 그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
다.(이 글은 인천대학교 인문학연구소 특별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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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ゑ��“갭뭄”, ��“ㅲ�”
- 먼�ㄴ곌ゑ�㈙��총ずㅸ�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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