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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떠오르는 중국내 종족 정체성과 종족성: 새로운 갈등
의 원인인가?
전지구적으로 최근 10년동안 종족(種族

e야mic) 갈둥이 크게 증가

하고 있다. 종족 갈둥은 다민족국가의 국내 정치 불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전세계적인 종족 부활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역사와 관련된 갈등들도 주요원인들이다. 구소비에트 연방이나

동유럽의 예처럼， 종족 부활뿐만 아니라 역사적 경험， 이데올로기적
평가， 경제와 사회 변화 과정의 결과와 효과들은 다민족국가인 중국

에 새로운 종족문제를 낳았다. 이는 소비에트 연방과 같은 다종족 연

합국의 해체와 인접한 중앙 아시아 내 종족민족주의의 증가 뿐 아니
• Center for East Asian and Pacific Studies, Trier University, Gennany.
1) 이 글은 필자가 비교문화연구소 콜로키움에서 발표한 “ Ethnic Revival ,
Ethnic Identity and Ethnic Conflict in the Process of Social Change in China"
를번역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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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내의 정황과도 관련된다

중국의 모든 민족들에게 일어난 엄청난 변화의 과정은 50년대에 시

작되었다. 마오 시대의 정치 캠페인은 종족문화를 불구로 만들었다.
문화적 가치로부터의 소외는 많은 소수민족들의 종족적 성격을 변화

시켰다. 소수종족의 지식인들은 자신들의 문화와 그 뿌리에서 소외되
었다. 그러나 “문화 혁명 ..

(1 966-76) 시기의 강제적인 동화 정책은 종

족 정체성에 대한 의식을 고양시키기도 하였다. 최근 개혁기의 자유
정책으로 종족성이 대폭 허용되었다 (Smith

1996: 445-458). 현대화

과정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종족 정체성， 종족 통합， 그리고 생활양식
에 대한 위협으로 생각되어왔다. 따라서 경제적 변화에 따르는 사회

적 변화， 정치 자유화， 이데올로기와 가치의 변화는 소수 종족들이
정체성에 대해 새롭게 모색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사회변화가 급
속한 경우 사람들은 종족적， 사회적 보호를 위해 자신들만의 종족문
화로 되돌아간다. 동시에 자신의 문화와 생활양식의 방어를 위해 종

족문화가 동원되기도 한다. 이러한 자신의 정체성 보호는 종족민족주
의와 증가하는 종족성의 실질적인 동기이다 (RöselI995: 117-130).

George DeVos에 의해 “과거와 연속된다는 느낌”으로 정의된 종족
성의 계기 (momentum) 는 종족 집단에 대한 자아 정체성의 중요한 일
부를 형성하며， 심리적으로는 “생존에 대한 감정”을 말한다. 자신의

집단이 살아남는다면 개인적으로도 생존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DeVos & Romanucci-Ross eds. 1975: 17). 부상하는 종족성 은 한편으
로 종족집단에 대한 “보호의 기능”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위기의
징후이다 (Reiter 1991: 69). 또한 Nash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종족성의 정체성 측면은 종족 집단의 동료 생원들이 외부인과 달리 .인

간’ 이며 믿을 만하다고 생각된다는 사실에 기초한다. 종족 집단은 적대
적이고 무심한 세상에 대한 도피처가 된다. 가족처럼 종족 집단은 충성

과 희생을 끊임없이 요구한다 ... 더 넓은 세계에서 성공을 하든 실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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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든， 종족집단이 자신이 충분히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도피처라는 관념
은 종족 소속감과 연속성의 기반과 힘이다..

(Nash 1989: 128).

이러한 힘은 서구적인 맥락에서 나온 민족의식에 대한 관념을 넘어
서며 사람들이 정치적 정체성에 왜 집착하는가를 심리적으로 설명해
줄 것이다. 또한 이는 강제적인 휴은 은밀한 모든 동화 노력들이 왜
헛된 것얀지， 그리고 왜 모든 정치적 자유화가 종족성에 대한 강한
자아 의식으로 이어지는가를 셜명해 준다. 종족 정체성과 종족성에
대해 말하려면 문화적 정체성 뿐만 아니라 문화에 대해서도 언급해야

만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종족 정체성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DeVos

& Romanucci-Ross eds.1995: 349; DeVos 1995: 15). 문화는 물질적으
로 드러난 습관과 관습 체계의 한 종류라기보다는 오히려 ·‘심리적인
획득물 (psychic income)" “인간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욕구를 충족시
켜 주는 것들”이다 (Kellas 1991: 66-67).
“문화적 정체성”이란 용어는 사회과학 내에서 논쟁적으로 논의되

고 있다. 문화란 자연에 대한 전유와 변형의 역사 과정에서 진화하면
서， 사회적 조건을 개선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한 인간의 활동을 포함

하고， 사회에 의해 조직화되는 사회 제도， 관습， 사회질서 그리고 생
활양식의 총체와 실재(주로 언어， 전통， 민속 풍습， 심리적 취향 등)

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는 한 사회의 성원들에게
공유되는 가치체계이며. 이를 통해 성원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정의

하고 동시에 타인과 자신들을 구별한다. 그리하여 개인은 해당 공동
체의 성원으로 그(그녀) 자신을 규정한다. 독일의 사회학자 Niklas

Luhmann은 문화를 “사회 체계의 기억”으로 정의하고 있다. 문화， 종
족성 그리고 종족 정체성은 이런 측면에서 일시적인 연속성과 타인과
의 차별화 (Guibernan 1996: 73) , 즉 주관성의 강한 측면을 구성한다.

그리고 이는 왜 문화와 종족성이 아주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왜
문화에 대한 공격이 종족적의 정체성에 대한 공격으로 이해되는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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셜명해준다 (Luhmann

1995).

근대화이론 뿐만 아니라 자유주의와 마르크스주의의 영향 하에서
사회과학자들은 한때 경제적 발전과 근대화로 인하여 서로 다른 사회

들 사이의 종족적， 문화적 차이가 사라질 것이라는 견해를 지지했다.
즉 종족적 차이의 감소는 근대화 과정의 결과일 것이라고 예측했던
것이다 (Parsons 1971: 119; vi때tan 1967: 2).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
로 종족이 부활했다 이는 최근 10년동안 대부분의 종족 집단들 사이

에서 종족 정체성과 종족성이 떠오르고 있는 중국의 경우에도 그러하
다. 따라서 중국에서 오래된 종족 갈동을 막기 위해서는 갈등 해결의
새로운 메카니즘을 모색해야만 할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가능한 갈둥의 방향을 드러내고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다. 이러한 갈동들이 항상 공공연하고 명료한 것은 아니다 그것
들은 Walter Benjamin 이 말했듯이 ..정지 속의 변증법”의 형태로 나타
날지도 모른다. 이 글의 목적은 중국의 경제， 사회적 변화 과정에서
의 잠재적인 갈등의 지점들을 이해하고 종족 갈동을 완화시킬 수 있

는 제안을 내놓는 데 었다. 학술적인 견해의 교환을 증진시키고 논의
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치학자의 시각과 종족과 민족 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견지에서 현재 중국에서 논의되지 않거나 문제시되지
않는 측면들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다양한 종족 집단들의 존재에 대한 인정， 차별의 금지. 50년대와
80년대의 소수민족들에 대한 특별법， 소수민족 지역에 대한 원조 제
공， 특별 대표제 (special representation) 의 보장， 인구정책과 대학 입
학 시험에 관련된 특혜， 종족 정체성을 선택할 자유 등과 같은 비-한
족(非-漢族)에 대한 우대 정책은 올바르게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소
수민족들의 미래를 논의할 때 긍정적인 측면들만을 언급하는 것만으

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갈등을 발생시키고 안정에 영향을 끼칠 측면
들까지 언급해서， 가능한 해결 방법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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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 종족 갈둥의 가능성

이 글은 갈등의 네 가지 원인을 언급하면서 다원인적인 접근 (multi

causal approach) 을 취 한다 Z)
(a) 집단기억
-종족 집단의 기억 속에 있는 역사적 갈등
-다른 집단들에 대한 역사적 평가

(b) 정치적 갈등
-진정한자율성의 결여

종족성을 거의 고려하지 않는 정당과 다민족 국가 사이의 모순

(c) 경제적 갈둥
-종족 정체성에 대한 위협으로 생각되는 근대화

-소수민족이나 그 지역에 대한 경제척 등한시
-토지와 자원의 사용에 대한 갈동

(d) 문화적 갈둥
-각 문화에 대한 불공평한 대우
-국가와법에 대한서로다른관념
-서로 다른 문화적 혹은 종교적 기대와 목표에서 비롯된 결과

최근 중국 국민에 대한 여론 조사(응답자 중 약 80% 가 소수 종족

2)

종족갈등에 관해서는

Gurr and Harff(1994) , Lake and Rothchild(1996) ,

Es man(l 994) , Wimmeκ1995)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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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 속한다)는 중국에서 종족 갈등의 증가를 보여 준다. 여론조사
결과에서 몇 개의 예를 들어 보겠다 (Weng，

]ieming/Zhang, Tao/Qu,

Kemin et al. eds. 1995: 202-219):

CD

5 1. 7% 가 한족과 소수민족 사이의 관계가 조화롭다는 것을 믿지

않았으며， 소수민족 지역에서 소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았다.

@ 한족과 소수민족 지역 사이의 증가하는 불균형이 비한족에게 미
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평가되었다: 불평등에 대한 감정이 증가할

것이다 (63 .3%) ; 종족 소요로 이어질 것이다 (35.6%) ; 불만이 커질
것이다 (33.0%).

@ 30.3% 만이 한족과 비한족 사이의 완전한 정치적 평등이 실현되
었다고 대답했다.

@

응답자의 9.7% 만이 자율성에 만족했다.

이와같은 여론조사의 결과(나는 여기서 중국 내 여론 조사가 갖는

문제점을 논하고 싶지는 않다)는 갈동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종족 갈등은 독일의 사회학자가 말했듯이 철저한 “치료를 위한 개
입”을 필요로 하는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뿌리”에서 나온 결과이다

(Senghaas 1996: 77) . 세계의 어느 곳에나 결코 피할 수 없는 민족 갈
등이 존재한다. 민족 문제가 정치적으로 부적절하게 처리되면 그 결
과로 공개화된 갈둥이 나타난다.
다음에서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앞에서 언급했던 갈등의 네 가지
방향을설명할것이다.

1) 집단 기억
Ross Stagner는 민족 갈등은 민족의 마음 속에 그 기원을 갖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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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지적하며 “민족은 사랍들의 마음 속에서 시작한다 .. 라고 말했다

(Stagner 1967: V]D. 타자에 대한 스테레오타입과 편협한 시각은 타자
에 대한 태도를 결정짓는다. 그리고 이것이 종족 갈둥에 대한 논의를
그러한 심리적 상태에서 시작해야 하는 이유이다.

(1) 비한족에 대한 한족의 역사적 평가
거의 대부분의 사회에서 자신의 집단을 세상의 중심으로 선언하고

인접 집단들을 “그림자， 유령들， 신화적 존재들의 신화적인 영역”이
시작되는 주변부에 사는 것으로 간주하는 자민족중심적인 세계 이미
지 가 발견된다 (Koh1 1979) . 알 수 없는 이 방의 “타자” 는 “야만” 으로
처리된다 (Magill 1989: 41) . 중국이 비록 그러한 세계 이미지를 특별

히 정교화해서 발전시켰다 하더라도， 그런 인식이 결코 중국에만 해
당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세계에 대한 이미지는 집단과 종족을 초월

하는 보편주의적인 권한과 일반적인 문화 의식에 대한 관념을 형성하
므로 그러한 문화 외부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과 집단들은 문화적으

로 열둥한 것으로 평가된다.
오늘날에도 이민족(소수민족)에 대한 태도와 소수민족들이 권력 중
심부에 대하여 어떻게 행통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대가 전통적인 관념
속에서 발견된다. 이는 중국의 중앙 권력과 문화가 2 천년 이상 지속된

것과 관련이 있다. 중국 제국은 자신을 세계의 문화 중심지로 보았고
자신들의 문화 자체가 인류의 문화라고 생각했다. 전통적인 신념에서
도 명확한 거주 지역을 가진 다양한 민족의 존재가 받아들여졌다; 그
러나 하늘이 부여한 전인류를 책임질 소임을 맡은 민족은 하나밖에 없
었다. 따라서 세계의 중심으로 생각한 자신의 나라를 “중국 (Zho
ng밍10)" 으로， 황제들을 “천자 (Sons ofHeaven)" 로 보았던 것이다 3)

3) 전통적인 중국의 세계관에 대해서는 Forke(1925)와 Fairbank ed，(1975)을 참
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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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중화 사상은 사회 위계에 대한 유교적 관념과 결합되었다:
사물들이 같지 않다고 여겼으므로 평등 사상은 존재하지 않았다. 두
사람을 예로 들면， 한 사람은 항상 더 연장자이거나， 지위가 높거나
성별이 달랐다. 그러한 개념은 중국 제국을 위계의 제일 꼭대기에 둔

채 외부와의 관계에도 적용되었다. 세계의 나머지는 베트남， 한국，
일본과 같이 제국에 복종하는 경계지역으로 이루어졌다. 제국의 주변
부를 “내 부 오랑캐 inner barbarians" 라 하고 중국 외 부 바깥 지 역 을
“외부 오랑캐 outer barbarians" 라 하였다.
고대 하천문화를 발전시켰던 이들은 자신들을 둘러싼 사람들을 “오

랑캐”로 분류했다. 이러한 분류는 세계의 중심에 대한 태도 뿐만 아
니라 세계의 중심(황실)으로부터의 방향과 거리에 따른 것이기도 했

다. 황실은 정기적인 공물을 요구하며 이민족의 통치자나 지도자를
공물을 바치는 신하로 여겼다. 주로 정치적으로 약하고 문화적으로

열둥하다고 평가되는 민족과 이런 관계가 지속되었다. 수세기 동안
고립되어 있는 조건에서 우월성에 대한 관념은 항상 확고했다. 농민

이었던 한족은 수렵， 채집， 유목을 하는 주위의 민족들을 경멸했고，
그들이 문화적으로 기술적으로 열등하다고 믿었다.

수세기동안 국가유지 이데올로기였던 유교는 “오랑캐들”을 경멸하
는 이데올로기적 기초였다. 위대한 중국의 역사학자인 사마 천 (Sima

Qian , 기원전 약 145-86) 이 말했듯이 그들은 “삶의 합당한 유교적 인
법칙인 禮(li) 와 삶의 의무인 義 (yi)" 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에 경멸받
았다 (de Groot 1921: 3) . 고대 중국인들은 다르다는 것을 적절한 사회

관계와 유교 의례에 대한 무지의 표현으로 이해했다 그들은 ”오랑캐

들”은 그들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고 기분내키는 대로 “금수처럼”
행 동한다고 결론내 렸다(Wìckert 1983: 10, Granet 1985: 311).

금수와의 동일시는 공식적인 역사기록에서 뿐만 아니라 이름을 붙
이는 데서도 발견된다. 중화 인민 공화국을 설립할 때까지 종족 집단
들을 명명하는 글자들은 금수와 연결되는 부수를 포함하였다. 몇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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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예를 들어보자: “북쪽 오랑캐”인 秋 (Di) 자는 “개”를 의미하는 부

수를 갖고 있고， “남쪽 오랑캐”를 나타내는 蠻 (Man) 이란 글자는
“벌레”를 뭇하는 부수를 갖고 있으며. 서쪽 부족을 나타내는 或
(Qiang) 은 “양’·을 의미하는 부수를 갖고 있다.

이러한 범주화는 중국에만 독특한 것은 아니다. 전세계의 많은 사
회들에서 이에 상응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고대 그리스에 대한

기술과(예를 들면 Herodotus) 고대 중국에 대한 기술은 놀랍게도 서
로 비슷하다. 플라톤조차 야만인들을 짐숭의 영역에 두었다. 두 가지
예를 더 언급해 보자: 칸트는 인류의 역사를 동물의 존재로부터 인격

을 가진 인간으로 발전하는 단계로 보았다. 칼 맑스는 인간은 식량을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동물과 달라지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했다. “야

만인들”이 문명의 기본 특정을 갖추지 못한 채 동물의 영역에 속한다
는 것은 자명해 보였다. 많은 경우 인간에 대한 생각은 자신의 문화
내에서만 유의미하고 타문화나 이방의 문화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

는다. 자신과 다른 공동체나， 열둥하다고 여겨지는 문화를 가진 공동
체는 동물이나 반수반인의 이미지로 연결되었다 (Le꺼 -sσans

1993:

26 , Perrig 1987 , Ri tvo 1995). 중국의 역사학자 사마 천의 평가와 비
슷하게 유럽에서도 유럽적인 문화와 행동 규범을 가졌느냐가 그러한
분류의 기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교는 이민족들을 섬멸하려고는 하지 않았다.
대신 중국 제국에 통합시켜 황제에게 복종하기를 요구했다. 유교의
목적은 유교적 가치로 “교화’하는 것이었다. 즉 문화적， 비폭력적인
동화가 목표였다. 중국연구가 Wolfgang Fr때ke가 말했듯이 “오랑캐”
조차도 “중국의 체계에 적응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함으로써 중
국 황제가 될 수 있었다..

(Franke 1962: 22). 오늘날까지 이러한 태도

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유교 원리에 바탕을 둔 이 “교화”라는 원칙은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의 중요한 요소로 남아 있다: “어떤 민족이 I중

국 황제에게] 인정받느냐 받지 못 하느냐에 따라 우월한가 열등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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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말할 수 있고. 어떤 민족이 I 한족에게]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선하거나 악하다고 할 수 있다; [한족에게 l 복종하느냐 반항하
느냐에 따라 그 민족은 존중받거나 응정받을 것이다 .. 찌 이익， 도움，
원조는 “그 보답으로 복종을 요구하는 가부장적 권위의 조치”로 부여
되었다. 유교 원리에서 그러한 국가 규정은 수혜자의 의무를 요구하
는 “사탕” 이 었다 (He

1996).

이러한 전통적인 세계관은 서구의 영향과 침투로 19세기 중엽 약해
졌다. 그러나 그 기본 관념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Benjamin

Schwarα는 이러한 전통적인 세계관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촌락에 강하게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중화 인민 공화국에서 전통 사상과 마르크스주의는 중요한 점에서
유사하고 공통의 기반을 가졌으므로 융합될 수 있었다. 이는 문화적，
경제적 .. 발전”에 의한 한족과 비한족의 제휴라는 관념과 “소수”문화

에 대한 경제적 우위에도 연관된다. 경제적 발전으로 한족과의 차이
와 동화의 퉁급을 매기는 것이 궁극적으로 요구되었다. 이는 더 나아
가서 의무에 대한 중화주의적 관념에 관련된 것이다: 이전 시대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한족의 문화가 여전히 가장 우월한 문화로 여겨진다

(이전 시대에는 유교로 대표되었으나 오늘날은 사회주의 문화로 대표

된다) . 반면에 과거나 현재나 모든 민족들이 문화적， 이데올로기적으
로 한족에 제휴되어 있다는 인식에서(이전시대에는 황제로 대표되고，
오늘날에는 공산당으로 대표되는) 최근의 발전이 추구되었다. 전통적
인 관념 뿐 아니라 현재의 관념에서도 비한족들은 한족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할 후진적인 민족들로 간주된다.

비한족에 대한 황실의 전통적인 명가는 역사적인 사실일뿐만 아니
라 비한족들이 한족에 대해 갖고 있는 역사적인 경험에 속한다. 각

4) 이 원리는 1980년 8월에 열린 중국 종족에 관한 학술 회의에서 설명되었고，
당시 큰 반향올 일으켰다. Wen (l 981) 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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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족의 집단 의식에 표현되는 이러한 경험들은 중국에서 과소평가되

고 있다. 공식적인 기록에서 비한족의 역사는 주로 세 가지로 요약
된다:

@

중국과의 오래되고 밀접한 관계

@지배자에 대항한착취받고억압당한사람들의 투쟁

@ 제국주의에 대한 투쟁과 조국의 통일을 깨려는 자들에 대한 투쟁
(Ya 199 1)
중국 역사에는 반란을 일으킨 경우 먼 지역으로 추방하고 가혹한

처벌을 한다는 사실도 발견된다. 묘족(짧族)이나 회족(回族)의 역사

와 그들에 대한 황실의 대우가 전형적인 사례이다. 역사의 이런 면들
은 중국 역사 책에 거의 혹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러

한 일반적인 역사 인식으로 인해 참변들(추방과 가혹한 처벌과 같은)
을 비판적으로 재평가하거나 극복하기는커녕 종족 집단의 집합 의식

속에서 재생산하는 방식으로 국가적 모순이 영구화되고 있다. 이러한
참변은 중국 왕조의 시대나 중화민국 시대 뿐만 아니라 중화 인민 공
화국의 시대에도 존재했다. 서로 다른 정치적 운동들(대약진 운동

Great Leap Forward: 50년대 지 역 민족주의 에 반대 하는 운동이 나 문
화혁명)은 종족 집단의 기억에서 간단히 지울 수 없는 국가적인 탄압
의 절정이었다. 문화혁명이 중국 거주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었다. 한족에게 이 운동은 그들 자
신의 정치적 지도의 책임 아래 행해진 운동이었으나， 비한족에게는
한족과 그들의 정당이 책임진 운동으로 보였다. 한족에게 문화 혁명

은 정치 투쟁으로 여겨졌지만 벼한족에게는 종족적인 갈둥으로 비춰
졌다. 모든 종족적이고 종교적인 속생들은 적대적이고 반동적인 것으

로 간주되었던 이 시기의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80년대
초 義(Yì)족의 일원은 이러한 한족과 비한족 사이의 서로 다른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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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분명히 표현했다

‘’50년대에 당은 가오강(高康)과 라오슈시가 나쁜 사랍들이고 비판받아

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했다: 60년대에는 류샤오치(劉少奇)가 비판받아

야 한다고 말했다. 마오(毛)의 측근인 린비아오(林修)가 처읍에는 훌륭
한 사람이었지만 나중에는 나쁜 사람 (huaidan) 이 되었다. 우리는 공자

까지 비판해야 했다. 이 모든 사람들은 한족이었고， 그들이 좋은 사랍인
지 나쁜 사랍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우리는 그들과 아무 상관이
없다

..

문화혁명은 정신적이고 몰리적인 탄압이기도 했지만 기억말살

(memoricid) 이기도 했다. 그것은 위협적인 의식과 함께 역사적인 기
록을 없애는 것이었는데. 이는 중국 역사 해석의 독점권을 누가 가졌

는가를 입증해 보이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기억말살은 오늘날까지 잊
혀지지 않고 있고. 다양한 소수민족들의 대표자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재평가하고 재해석하려 애쓰고 있다. Harrell은 중국의 종족 분류에

세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한다: 한 종족이나 지역의 역사에 대한 학문
적인 담론인 종족역사 (ethnohistory) ; 중국 당국에 의한 공식적인 분
류인 종족 역사화에 대한 국가의 담론; 종족 자신의 인식인 종족 정
체성. (Harrell 1995) 종족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역사를 생각하는 유

형의 차이， 종족의 집단 기억 속에 살아 있는 잔영， 그리고 한족과 비
한족이 사이의， 역사적 사건에 대해 내리는 재평가의 차이는 오늘날

까지도 충분히 이해되고 있지 않다. 이는 소수민족들 사이의 종족성
이 증가하는 또 다른 요인이기도 하다.
중화중심적인 세계관 외에도 비한족인 “오랑캐”를 인식하는 또다
른 원리가 있다. 그것은 비한족의 자연성과 단순성에 대한 이상화이
다. 예를 들어 공자는 “동쪽의 아홉 오랑캐족들 사이에서 살고” 싶다

고 말했다. 그는 그의 국가에 대한 철학이 그 지역에서 더 쉽게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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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낼 것이라고 믿었다 5) 도교는 오랑캐들의 세계에서 조화롭고
자연스러우며 위계가 없는 사회의 원초적인 상태를 보았고， 불교의

교리는 중국인과 “오랑캐”를 동등하게 취급했다 (Hsias ibid. , Hilder

brand 1987). 이러한 이상화는 80년대에 “뿌리”로， 자신들만의 전통
으로， 고유 문화로 돌아갈 것을 선전한 ‘캘根 (Xungen) 문학”에서 나
타나고 있다.

이는 벽지와 소수민족들 사이에서만 발견되었

다. (Kojima 1994) 최근 한족 예술가들에 의해 상상된 소수민족의 자

연성과 이국성에 대한 발견도 이와 유사한 경향이다.
유럽의 역사에서도 이러한 양면성을 발견할 수 았다: 한편으로 원
시적이고(미개나 고귀한 야생)

다른 한편으로는 이국적이다(고귀하

거나 잔인하고 음흉한 이교도 )(Loiskardl 1966). 중국과 마찬가지로
“야만”에 대한 이상화는 사회적. 문화적 위기 현상의 결과이다. “고

귀한 야만”은 자신의 사회에서 잃어버린 “순수한” 성격을 갖는 것으
로 가정되었다 6) 중국과 마찬가지로 유럽에서도 초점은 “타자”를 이
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었다.

“타자”와 “오랑캐”에 대한 차별이나 이상화된 분류， 전형화는 “야
만인”에 대한 유럽의 인식과 명행을 이룬다. “오랑캐”는 거철고， 미
숙하고， 난폭한 성격이거나 “후진적”이거나 “문명화되지 않은” 것으

로 분류된다. 자기 자신의 문화와 정반대되는 것으로 “타자”를 가치
절하하거나 사회문화적 위기의 상황에서 .. 타자”를 이상화하거나 비

교문화적으로보는 또다른 타자에 대한 평가도 가능할 것이다 (Bitterli

1976; Kohl 1981).
5) 공자는 i미개한” 민족 사이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해 질문하는 그의
제자에게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교육받은 자가 있으면 미개합은 나타날
수 없다 .. 공자의 이러한 태도는

Hsiao (1 979: 13 7 )에

서술되어 었다.

6) “소수 문화”에 대한 양면적인 이미지는 ”식민담론의 양면성 ..
를 원시적임과 동시에

Bhabha (1 984:

이상적인

125-133) 을 참조하라.

즉 소수 문화

것으로 이중 평가함을

보여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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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진민족의 가장(家長)과 교육자로서의 지배민족(한족)

소수민족에 대한 기술은 지배 집단의 집합적인 잠재의식에 영향을

준다. 그것은 독일 역사학자 Berhard Waldenfels가 합리적인 것의

.. 전 (前) 형 식 (Vorformen)" (Waldenfels 1990: 62)

혹은 ·‘허 위 형 식

(Fehlformen)" 이라고 불렀던 것을 만들어낸다. 문화적 원시성은 이
국성과 사회주의적 행복과 결합된다. 신비주의， 여성적이고 어린이

같은 측면이 우위를 가지고 아버지와 선생님으로서 한족의 가부장적
기능을 강조한다. 그러한 이미지에서 중국 사회의 서열과 위계의 존
재를 보여주는 정치적인 상정과 메시지를 찾을 수 있다.

(1) 소수민족과 이국주의
프랑스의 인류학자 Michel Leiris는 “이국주의”에 대해 다음과 같
이 말한다.
“미지의 이방인을 용감한 ’야만인’ 혹은 ‘정글의 멋진 사냐이’ 혹은 투

사 대상으로 강둥하는 왜곡이다. 이방인과의 대변은 타자나 자신에 대
한 어떤 것을 배우려는 관심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 이국주의는 자민족
중심적인 장식물이거나 진기한 모험이다."

(Leiris 1979: 4Of)

이러한 이국주의는 중국에서 “소수민족”에 대한 공식적인 이미지

를 특징짓는 듯하다. 대부분 그들은 알록달록한 의상을 입고， 야자나
무 아래나 높은 산악지방 혹은 기묘한 풍경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웃
는 것으로 묘사된다. 춤은 거철고， 불꽃은 활활 타오른다. 여기에， 신

화적인 이미지가 더해져서 구경꾼들은 낯셜고 가끔은 괴이하고 놀라
운 느낌을 갖는다. 한편 젊은 여자들은 주로 한족의 미의 이상형에
가까운 특징， 외모， 행동을 가진 것으로 묘사된다. 그러한 이미지 모

두가 중국에만 전형적인 것은 아니다. 이미 고대 이집트와 로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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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만인들”을 자제력 없고 에로틱한 존재로 기술했다.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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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iskandl

금세기에 전형화된 ‘·타자”에 대한 묘사는 고귀한 야만인을 닮

은 “우편엽서에 있는 인도인 ..

(Valaskakis

1993) 과 관찰자의 낭만주의

적인 마음에서 찾을 수 있다.

(2)

친족에 대한 가부장적인 신화

가부장적인 친족 신화는 한족과 소수민족 관계에 대한 공식적인 기
술의 특정이다

한족은 아버지 혹은 형으로 그려진다. 소수민족들에

게 둘러싸여 한족은 그들에게 충고하고， 가르치고 인도한다. 그들은

선생님이자 우상여다. 이는 소수민족에 대한 관계에서 자기 스스로에
게 부여한 ‘’맏형(lao

da ge)" 이란

이룸으로 표현된다.

아버지나 형은 자식이나 아우들과 누이들을 교육시켜야 할 임무를
갖는데， 이것은 다른 지역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유교의 원리이다.
이러한 가부장적인 개념은 “아버지 종족..

즉 한족의 가장 선진화된

문화 관념 안에서 이데올로기적인 표현으로 나타난다. 전체 사회는

동질적인 종족 공동체. 가족과 같은 밀접한 단위로 간주되며 그 내부
에서는 우월한 자와 열퉁한 자 사이의 노동분업만이 존재할 뿐이다.
가족의 가장(한족)은 가족을 보호하고， 그 성원들을 가르치고， 인도
하고， 충고할 의무를 가지며， 자식들(소수민족들)은 가족의 아버지와
그의 교육 이념을 존경하고 충성을 바쳐야 한다.

소수민족들을 자식들이나 더 어린 세대로 동격화시키는 가부장적

태도는 역사 기록에서도 찾을 수 있다. 18세기의 연대기에 다음과 같
이 쓰여 있다.
“티뱃인들의 풍습은 친절하게 훈육되어야 한다. 정의가 그들 사회의 기
초가 되어야 한다… 그들은 낭비하지 말고 타인을 사랑하는 것을 배워
야 한다. 또한 그들에게 정직과 존경을 가르쳐서 진실하게 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야만 오랑캐로서 [우리에게] 감사와 존경의 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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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기를 바란다

..

미지의 “타자”에게 “후진성”을 부과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발전

시키는 것을 돕고 동시에 힘과 권력에 대한 주장을 정당화하며 위계

적인 질서에 대한 관념을 성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그러한 부과는
유럽 뿐만 아니라 중국의 세계 인식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Boehm

1992) . 전통이나 “미발전 이

‘근대성 의 반의어나 대립어로 표현되

는 모든 문화에서 나타난다.

(3)

역사적 후진성과 위계화

전통적인 개념들은 30년대 Josef Stalin 에 의해 주창된 역사유물론

적인 개념과 아주 잘 상응한다. 그의 “사회경제적 구성체의 원칙”에
따르면 역사상의 모든 민족들의 사회는 5 개의 범주로 분류될 수 있
다: 원시， 노예， 봉건， 자본주의， 사회주의 사회. 유럽 사상사(예를

들면 Turgot) 에 그 기원을 갖는 이러한 개념은 위계에 대한 전통적인
중국적인 사고에 잘 맞아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모든 종족은 민족들
의 위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민족인 한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자

신의 고정된 위치를 갖는다. 사회주의 하의 한족은 비한족에 대하여
전통적인 위치와 기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소수민족 사회가 한족 사

회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족의 문화가
가장 높은 서열을 유지했다. 소수민족 사회를 문명화하고 근대화하는
것은 한족의 의무였다. 문화적

전위 이자 문화와 문명의 대표자이고

수호자는 이제 더 이상 황실이나 그 관료， 귀족， 전통적인 과거 제도

가 아니라 공무원과 교육체계를 가진 공산당이다. 모든 민족의 의무
는 최대한 빨리 한족을 따라잡는 것이며 경제와 사회의 방향을 한족
의 그것에 맞추는 것이었다. 가부장적 국가는 적절한 조치와 정책을
모색해야 했다. 국가는 소수민족에게 무엇이 유용한가. 무엇이 앞서
있는가 혹은 뒤처져 있는가， 무엇이 문명화되었는가 혹은 미개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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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풍습이나 관습이 유익한가 아니면 해로운가， 그리고 그에 따라
없애야 할지 개혁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했다.
이민족에 대한 유교와 서구의 관념 사이에는 차이점이 하나 었다.
유교의 세계관에 따르면 이민족도 필요한 지식(물론 한족의 문화적

지식이었다)을 갖고 있으면 롱등하게 관료 시험에 응시하여 정치적
서열이 올라갈 수 있었다. 이것은 오늘날의 중국에서도 달라지지 않
고 그대로이다

한족의 우월감은 인종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문화적인

것에 의해 결정되었다. 서구에서 문화들 사이의 분화가 인종적인 요
소에 연관된 것인 반면 중국에서는 사회적인 행위에 더 크게 연관되
었다 (Harrell

1995).

“오랑캐”로의 분류 기준은 유교 의례에 따른 것

이었다. 유교 의례를 지키지 않으면

오랑캐 로 분류되었던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전형화는 한족과 비한족 문화 사이의 담

론과 논쟁의 장애물이다. 미지의 이방인인 “타자”에 대한 탈신비화와
이국주의적 편견 및 전형화에 대한 분별력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
다. 그러한 전형화를 결정하는 것은 위계에 대한 개념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평둥과 한족의 명령을 영구화시키고 용인하기 때문이다. 철
학자 Michael'얘lzer는 문화적 위 계에 대 한 관념 은 가치 절하되 는 문

화를 가진 민족들에게 항상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위계는 차별 정
책이 되곤 하므로， 결코 “무죄’가 아니다 (Walzer

1996: 186).

열등으

로 분류되는 것은 진정한 자율성이나 자치행정에 장애가 된다. 왜냐
하면 열등한 민족들은 일을 처리하고 스스로를 관리할 수 없는 것으
로간주되기 때문이다.

3)

갈등의 정치적 유형

(1 ) 자치와 법
80년대 초 중국 지도층은 비한족 지역의 불만을 해소하고 그 지역
의 경제적 개방과 근대화를 위하여 온건정책을 취했다. 문화혁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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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비한족에 대한 통합은 무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광범위한
합의에 기초한 조치로만 가능하다는 것이 자명해졌다. 1982 년의회는

소수민족의 화폐가치를 재회복시켰고 1984년의 “자치법”은 공식적으
로 중화 인민 공화국 설립 이래로 가장 광범위하게 자유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자치지역의 구체적 상황에 맞지 않는 상위기관의 결정과
지시는 이제 더 이상 이행하지 않아도 되었다; 자치를 실행하고 있는

민족 출신이 지도 기관원이 되었다; 기획， 경제 발전， 자원의 보호와
채취， 외국과의 무역， 교육， 재정， 공공 보건과 다른 분야들에 관한
권리를 자치 지역에 이양하였다 (Heberer

1984: 609).

그러나 조항의

대부분이 너무 모호한 단어로 되어 있어서 첨부 법률이 없는 경우에
는 이행되지 않는 편이었다. 그것은 국가 정책에 의해 가능한한 준수

해야 할 목표를 설정한 “뚜렷하지 않은 법 50ft law" 으로， 자치를 보호
할 효과적인 체계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다. 또한 이 법을 이행할 아
무런 법적 조치도 없다. 따라서 지방 당국이 이를 지키지 않는다는
불만이 많다.

이 법이 더 광범위한 실질적인 자치를 요구하는 많은 소수민족 지

도자들의 요구를 잠재우지는 못했다(요구의 최대치는 황제가 그랬던
것처럼 북경은 티뱃이나 신강(新體) 같은 넓은 지역의 국제관계와 군

사문제만 관여하고 지방 정치는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맡기자
는 것이다) . 특히 규모가 큰 종족집단들 사이에는 실망감이 팽배했
고， 젊은 세력들은 급진화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북경이
문제를 해결해 주리란 것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존하는 권리들은 대부분 문서상으로만 존재한다 그것들은 실행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결국 당과 무관한 법률， 의회， 행정부는 가능
하지 않다) . 권리가 실현될 수 있는 정도는 현재의 당 노선에 달려 있
고， 따라서 매우 유동적이다. 1980년에 이미 하이난성(海南省)의 리
족(젖族) 대표는 이러한 권리의 볼분명함에 대해 신랄히 비판했다:
50 년대에도 이 법이 있었다. 그러나 1958년에 이 법이 비판받고 리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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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묘족(짧族)의 자치편이 없어졌다. 그리고 1962 년에 다시 복구되었

다. 1966 년에 또다시 자치지역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 뒤，
그 뒤에 해체된 자치지방을 다시 한번 더 복구했다. 말 그대로 “오늘
당 비서가 와서 자치지방을 없애면， 내일 다음 당 비서가 와서 그것

을 다시 만든다. 여러 면에서 자치지역과 그 발전은 당 노선에 달려
있다." (Minzu Tuarjie 1980) 이러한 과정이 지속되었다는 것은 1988

년에 자치 현이 다시 없어졌다는 사실로 입증된다. 주단위로까지 격
상되었던 하이난섬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큰 자치현이 방

해가 되자 아무런 설명없이 자치가 폐지되었다.
중국 사회의 기본 갈등은 이데올로기적으로 단일 종족 정당과 다종
족 사회 사이의 모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구의 다수에 해당하는 한
족에 의해 점유되어 있는 당은， 최후에 호소할 법정이다. 당의 조직

구조는 모든 종족적 차이들의 등급을 매기는 데 맞춰져 있으며 법률
체계나 자치권에 종속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모든 자치 형식은 당에

서 제한이 가해진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적이고 실행가능한 자치법을
막고있다

이처럽 실행가능한 자치법의 결여， 이주로 인한 점진적인 와해， 자
치를 실행하고 있는 종족들이 아무런 영향력도 가지지 못하는 상황이
비한족 지역 불만의 핵심이다 (Herberer

1987) . 이러한 불만에 한족이

행한 것을 추가한다면 부패를 들 수 있다. 소수민족은 부패를 소수민

족에 대해 한족이 저지르는 부당한 행위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2)

이주와 환경 파괴의 사례에서 자치의 문제

자치를 실현하고 싶어하는 종족집단은 자치단위 내에셔 인구의 다
수를 차지한다는 보장 아래 일차적인 권리를 갖는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자치단위 내에서도 또다시 “소수”가 될 뿐이다. 따라서 자치
권은 외부로부터 자신의 영역 내로의 이주를 통제할 권리를 포함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자치법은 이러한 문제에 관한 조항을 전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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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문화적 영역에 제한된 자결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법적이고 정치적인 실행가능성의 조건과 함께 정치

적， 경제적， 생태적 권한에 대한 요구가 있어야 한다 이주와 환경 파
괴의 사례를 통해 자치를 위한 조치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내몽고와 신장지방으로의 이주에 대해 살펴보자: 1958 년과 1968 년
사이에 내몽고 지역의 한족 대 몽고인의 비율은 6:1 에서 12: 1 로 높아
졌다 (China

N ews An alysis 1986). 신장 위구르 자치지역에서 한족의

비율은 1953 년의 6.1% 에서 1973 년에 거의 40% 로 증가했다 (Tien

Hurg-mao 1974). 약 12 ， 250，000 명의 한족이 다른 지방에서 북서쪽으
로 이주해 간 것으로 보고되었다 (Orleans

1972: 758) 이러한 이주는

인구밀집 지역이며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동부 중국의 중심부로부터
의 재정착과 이 지역 도시의 중등학교 졸업생들의 이주， 비공식적인

이주를 통해 일어났다 (Du 1985: 109)

북서부와 북동부에 재정착한

15 ， 000，000명의 이주민 중 3 분의 1 은 당국의 허가없이 “몰래” 이주해

왔다. 1959-61 년의 기근 동안 대규모 인구가 동부의 인구과다 지역에
서 기근의 영향을 덜 받은 신장으로 이주해 왔다 (Tian &

292)

Lin 1986:

이 이주민들은 주로 목초지역이었던 북서부 지방의 목초지를

경작지로 바꾸고 계획 경제에 입각하여 생산성이 높은 고원지대를 자

연에 대한 고려없이 억지로 개발했다. 그 결과 이 지역은 극심한 손
상을 입었다. 경작지의 무분별한 개발과 농업에 필요한 용수 개발로

강과 호수는 말라버렸으며 목초지를 부족하게 만들고 사막화했다. 염
분의 증가와 초목의 소멸은 부적절한 경제정책과 규모 위주의 성장

이데올로기가 빚어낸 결과였다 (Weggel 1984: 110; Dirk

& Hoppe

1987) .
생태파괴는 산업화와 이주에서만 비롯된 결과가 아니다 예를 들어
신장의 상당한 지역이 Lop Nor에 있는 핵실험 지역의 핵무기 실험에

서 발생한 방사선 낙진에 오염되었다. 신장에서의 암환자와 기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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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는 이러한 실험과 관련이 있다.

귀주성(貴州省)의 남서부에 있는 빡東南짧族洞族 자치현에 대한
보고서는 소수민족 지역의 환경과 생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
여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환자들(1 987 년대

인구의 20% 가 “심한” 병으로 쓰러졌다고 보고되었다) .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 예상 수명， 그리고 어린이와 아동의 빈약한 체격은 산업에
의한 환경 오염과 연관된다. 지표수의 86% 와 수원지의 90% 이상이
산업 폐수에 의해 오염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다른 비한족 지방에 대한 유사한 보고서들도 있다. 자치지역들은
이주나 생태 파괴에 개입할 아무런 가능성이나 권리도 가지지 못했으
며 현재도 가지고 있지 않다 (Herberer

(3)

1989) .

소규모 종족 집단의 운명

10，000 명 이하의 소규모 종족 집단들은 전세계적으로 소멸하거나
동화될 위기에 처해 있다. 중국 북동부와 남서부의 수렵 채집민들도
그러하다. 19세기 이래로 풍토병과 알콜중독으로 종족집단의 10 분의

1 이 감소했다. 인구 수가 그 후 약간 증가하기 시작했지만 문제가 근
본적으로 변하지는 않고 있다 60년대와 70년대의 강제 정착과 강제

농경 경제로의 전환， 샤머니즘과 그 의례의 금지로 비롯된 생활조직
과 사회조직의 파괴와 “문화적 충격”이 그 원인이다. 대홍안령산맥
(大興安짧)에 살고 있는 에웬키족 (Ewe따i) 을 예로 들어보자 80년대

초반 이들의 사망율은 출생율을 초과했다. 돌연사 비율이 50% 에 달
했다 .(Lu 1986) 1965 년내몽고에 186명의 에웬키족 유목 수렵민이 정
착한 이래로 80년대에 이르기까지 5 명이 술취한 동족원에게 맞아 죽

고 2 명이 술을 마시고 자살했으며 13 명의 유아가 태어난지 얼마되지
않아서 알콜중독으로 인해 사망했다. 게다가 8 명의 에웬키족이 알콜
과 관련된 살인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ibid.: 84; Gao 1986) 이러한

현상은 다른 소규모 소수민족들 사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9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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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1986년 3 월 사이 오로춘 (Orogen) 족의 자치구 내에서 발생한

112

건의 돌연셔 중에서 90 건은 알콜과 관련된 것이다: 자살. 살인 혹은
사고로 90년대 초에 흑룡강성 지방의 오로춘족 인구의 45% 가 “병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3 .3%가 결핵에 걸려 있었다(그 지방 전체 인구
중 결핵 감염자 비율은 0.6% 였다 ).(Shu

1992: 8)

이러한 사실들은 정부가 60 년대와 70년대에 다와르족， 에웬키족，

오로춘족을 위해 시행했던 정책들과 관련이 있다. 그 정책들은 다음
과같다

-수렵과 채집의 유복 생활을 그 중단함으로써 생활 조건 향상

-전통적인 민간치료를 대신해서 국가의 의료 지원

-

친척끼리의 결혼을 금지하여 다른 민족과의 상호결혼 장려

-전통적인 사회조직과 제도를 없애고 당과 행정기관으로 대체
-전통적인 종교 관습과 샤머니즘에 대한 금지 뿐만 아니라 풍습과
관습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국가가 도입한 산아제한 방법 보급 (Zhang

1986: 19)

알콜중독과 “고향상실증 (der:와'cination ).. 은 위와 같은 정책들의 결

과였다. 이는 강제 정착， 친척간의(예를 들어 교차 사촌흔) 결혼 금
지， “미신”을 이유로 한 종교 활동의 금지， 즉 이들의 문화와 풍습에

대한 철저한 간섭을 통해 그들의 문화와 사회 조직은 파괴되었다. 그
들의 전통 문화와 생활양식이 파괴되고 풍습과 관습이 금지되자 이들
은 사라질 운명에 처해졌다. 특히 이들이 수적으로 소수였기 때문에
더욱그러하였다.

“다른 민족과의 상호결혼 장려” 덕분으로 소수민족 집단들은 아주
빨리 한족과 동화되고 있다. 상호결혼 뿐만 아니라 한족이 우위를 차
지하는 촌락에 남아 정착한 경우도 이런 과정이 가속화되고 있다. 중
국사회지(中國社會誌)에 따르면 상호결혼 덕분에 오로춘족과 에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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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왜냐하면 상호결혼으로 태어난

아이들도 소수민족의 성원이기 때문이다 (Lü

1986: 84).

그러나 그런

아이들은 한족의 풍습에 따라 양육되고 중국어만을 말하고 자기 자신

들을 한족으로 느끼고 생각한다. 그들은 서류상으로만 소수민족이다

(Herberer 1986: 90) .
이러한 개편과정은 소수민족들에게 결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
지 않았다. 급속한 사회 변화 뿐만 아니라 소수민족 지역으로의 무제

한적인 한족의 이주는 엄청난 결과를 낳았다. 中央民族學院의 저널에
실린 한 기고문은 오로춘족을 예로 들어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 보였

다. 오로춘족은 원래 내몽고 북부의 흥안령 산악 지역에 사는 인구
4，000명 정도의 수렵민이었다. 50년대 말 오로춘족의 수렵 지역이었

던 이 지역에 대한 개발이 시작되었고. 1958년과 1982 년 사이에
386 ，000 명의 한족 정착민들이 이 지역으로 쇄도해 들어왔다. 그 중

106 ，000 명은 “오로춘의 자치구”로 들어왔다. 새로 온 이들은 건축용
목재와 앨감을 얻기 위해 거대한 삼림 지역을 파괴하였고， 식량을 위

해 사냥을 했다. 그 결과 숲과 사냥감이 급격히 감소했다. 오로춘족
에게 이제 더 이상 사냥이 생계의 기본이 되지 못했다. 동시에 그들
은 강제로 정착해야 했다. 북경에서의 정치적 변화는 계속해서 새로
운 경제 정책들을 만들어냈다. 1954년에서 1986년 사이에 오로춘족

은 사냥에서 임업으로， 그 다음에는 목축으로，그리고 농업으로 경제
적인 변화를 겪어야 했다. 이런 식으로 오로춘족의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기초는 무너졌고 에웬키족에서와 같이 알콜중독과 질병확산

의 결과가 나타났다. 위 글의 저자는 산업화를 위해 이 지역의 자연
자원에 대한 급속한 착취를 제안했다. 그의 모텔은 19세기 북미와 브
라질의 인디언 정착 지역이었고， 그 지역에서는 아무런 문제없이 아
주 빠르게 산업화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Hong

1990: 54-60)

인디언

들의 운명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소수민족들의 예는 다시 한번 자치의 문제를 제기한다. 자연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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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중국전체에서 자치지역의 총생산 가치량이 차지하는 비중

Total(%)
연

도

1952

1978

1990

1994

7.1

6.5

7.2

6.2

산업/농업
산

업

3.3

5.0

5.4

4.4

농

업

10.1

11.1

12.8

12.6

출처 : 중국 통계 연감에 따른 계산 (Zhonguo tongji chubanshe) 1995: 20ff., 47.

의 착취는 자치나 해당 소수민족의 이익보다 더 심각한 문제이다 자

치를 실행하고 있다고 선전되는 오로춘족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마디 상의도 받지 않았고 말 한마디 할 권리도 없었으며 개입할 여지

도 없었다. 땅은 빼앗겼고， 문화의 기반은 사라졌으며 이런 식으로
사람들도죽어갔다.

4)

경제적 갈등의 유형

최근 중국의 경제 발전은 자치 행정의 실질적인 권리의 실현이 경
제적 기초를 요구한다는 점을 입증한다. 한 지역의 경제가 커질수록

중앙에 대한 협상의 여지가 커진다. 어떤 한 지역이 중앙이나 지방에
의존할수록 협상의 여지는 작아진다. 자치는 정치적 결정 뿐만 아니

라 경제력과도 관련된다.
소수민족들의 지역은 중국에서 가장 가난하고 발전이 되지 않은 지
역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자치행정의 조건도 좋지 않다. 중국의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취약한 그들의 경제와 기술은 역사적인 데서 기인한

다. 비한족들의 대다수는 척박한 지역으로 쫓겨났다. 이들은 점점 토
지를 침식해들어오는 한족에게 정복당하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외부

와 차단했다. 다른 한편으로 60년대와 70년대의 전국적인 발전이 이
들 지역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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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민족 지역은 발전의 서자로 남아 있다. 따라서 비한족 민족들

의 자치지역과 한족 사이에 발전의 격차는 개혁 정책에도 불구하고
커졌다. 중국에서 공식적인 기록상 빈곤선 밑의 생활수준에 있는 것

으로 파악되는 8천만명 중에서 6 천4백만명. 즉 80% 가 소수민족 지역
에산다.
상당한 물자가 중앙에서 소수민족 지역으로 유입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빈곤한” 곳으로 분류되는 省의 절반 가까이가(1 993 년도에 592
개 성 중에서 257 개

=

43.4%) 소수 민족 지역이었다 (Weng， Zhang

& Qu et al. 1995). 물론 이에 대한 책임이 당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들 중 일부는 최근 몇 세기 동안 한족의 팽창을 피
해 비한족들이 도망갔던 멀리 떨어진 도피 지역이기 때문이다. 그러

나 중화 인민 공화국을 설립한 이래로 이 지역들에 적합한 어떠한 발

전 정책도 취해지지 않은 점 또한 분명하다. 개혁 정책들은 국가의
개입을 현저하게 감소시켰다. 그러나 이것이 소수민족 지역들에 이익

을 주지는 않았다. 중국의 보고서에 의하면 많은 자치지역이 충분한

신용 대출， 국가 보조금， 해외 차관， 물자를 중앙이나 지방으로부터
받지 못했다. 인구 l 인당 국가의 재정 보조금은 부분적으로 감소했
다. 자치지역(전체 중국 영토의 60% 정도)에 대한 투자는 1993 년 전
체 투자량의 1 1. 7% 였고 1994년에는 8.9% 였다.
중국의 발전 사회학자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수민족 지역”들
의 발전이란 목표를 믿는다고 말했다:

서부 지역[대부분 벼한족들이

거주한다l 의 원자재와 에너지는 중국 동부지역의 재정과 기술로 이용
되어야 하며， 서부로부터의 원자재와 에너지는 동부의 시급한 수요에
맞춰져야 한다 .. 서부의 (싼) 자원은 동부의 이익으로 취해져야 한
다. 반면에 서부는 동부의 (비싼) 완제품을 살 위치에 있지 않다. 그
렇다면 당연히 이것이 서부에 무슨 소용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의견은 소수가 지배적인 다수에 의해 경제적으로 착
취당하는 체계로서의 “내부 식민주의

이론을 생각나게끔 한다. 게다

156 T. Heberer
가 실업율의 증가는 소수민족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킨다. 왜냐하면
소수민족 지역의 대기업들은 한족을 우선적으로 고용하기 때문이다.

기업들에 종업원의 변동이 생길 경우(일반적으로 임시 고용 계약 지
역에서) 기업들은 우선 소수민족 출신 고용인들을 한족으로 바꾼다.

이와 함께 소수민족은 임금에서도 차별을 받는다. 많은 경우 소수민
족 출신 노동자들은 한족보다 더 적은 봉급을 받는다.
1990년 봄의 전국 인민 의회 회의에서 소수민족의 대표자들은 중국

내 “새로운 제

4 세계”의 출현올 경고했다. 이들은 이를 통해 많은 소

수민족 지역에서의 놀라운 발전을 지적하고자 했다.

5) 문화적 갈등
정치， 사회， 경제적 발전에 대한 불만은 풍습과 관습에 대한 간섭으

로 더 고조될 수 있다. 문화 정책의 주요 문제점은 1950년대 이래로
“건전”하고 “불건전한n 풍습과 관습이 구별되었다는 것이다. 불건전

한 것들은 폐지되거나 “개혁되어야”하고 건전한 것들은 보존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의는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풍습지
역에 대한 간섭으로 이어졌다.
소수민족 이론에 대한 학술적인 글에서 시용시유엔 풍습을 세가지

범주로 구별하고 있다: (a) 이롭고 해롭지 않으며 소수민족의 사회적，
물질적， 문화적 생활을 위한 건전한 풍습; (b)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영향올 미치는 풍습; (c) 후진적이고 해로우며 소수민족의 발전에 장
애가 되어 개혁되거나 없어져야 할 불건전한 풍습αing 1994: 140).
Fan과 Lis 는 이와 비슷하지만 경제적인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

고 었다. (a) 생산 발전， 소수민족의 진보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풍습
(건전한 풍습);

(b)

(a) 에서 언급된 요소들에 아무 영향도 주지 않는

풍습; (c) (a)의 요소들에 해롭고 후진적인 풍습. 그러나 후진적인지

아닌지， 이로운지 해로운지를 누가 결정하는가 (Fan and Li s 1994:

216-217)? 그것은 상부로부터 결정되는 규칙에 의한 것이었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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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입는 이들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분류의 기준은 지배 집단
인 한족의 기준이자 잣대였다.
많은 비한족 성원들은 이러한 구분을 내면화해 왔다. 와(個)(중국

과 버마의 경계지역에 사는 민족)의 한 일원은 과거의 머리사냥 풍습

은 “국민당(國民寬)에 의해” 그들에게 강제되었던 것이라고 나에게
말햇다. 이는 70년대 후반 中央民族學院에서 그가 받은 학습의 결과

인 것 같았다. 비슷한 사례로 두중족(雲南省의 토착민)의 여성들 사
이에 얼굴문신은 “티뱃의 강요”의 결과로 알려져 있다.
“불건전”과 “건전”의 문제점은 다음의 두 사례를 통해 더욱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Luo 1995)

Lian뿜han yì 자치현(사천성)의 이중언어(중국어 αï) 일간 신문인

Liangshan Bao는 한 늙은 부부의 죽기 전 장례식이 금지되었다고 보
도했다. 이 전통 의식에 모든 친지들이 모여서 선물을 가져오고 며철
간 잔치를 연다. 지방 당국에 의해 발표된 금지의 이유는 Yi족 농부
들이 자신들의 돈과 재화를 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낭비”라는 것이

었다.(Lian맑han Ri bao 1986) 그러한 금지가 금지를 당한 이들에게
어떤 종류의 감정을 느끼게 하려는 것인지를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

다. 1996년에 서북민족학원학보는 많은 소수민족 지역의 그러한 “낭
비”에 대해 불명하는 기사를 실었다. (Lü 1996)
또 다른 사례는 80년대 후반 북경의 민족궁(民族宮)에서 열린 하이
난성에 살고 있는 리(驚)족에 대한 전시회이다. 전시회가 열리기 하

루 전에 국가민족사무위원회의 주도적 인물이 리족의 종교에 대한 전
시물을 치울 것을 명령했다. 그러한 전시물은 ·‘미신”을 보여준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다음날 전시회가 열혔을 때 그 자리에는 국무원총
리가 해남성을 방문하는 사진이 놓였다.
풍습과 관습은 한 종족의 문화의 일부이다. 따라서 풍습과 관습은
외부인이 아니라 해당 종족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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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관념이 종족들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1980년대 초 이래로 풍습， 관습， 축제는 공식적으로는 존중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의회에서 “모든 소수민족들은 ‘불건전한 자신들의 풍
습과 관습’ 을 유지할지 개혁할지에 대해 자유롭다 .. 라고 표명되었다.

이와 동시에 “불건전한 풍습”과 “미신”에 대한 반대란 이름으로 풍습
체계에 개입해 들어왔다. 지방 당국들은 자신들이 소수민족들의 대표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제로 소수민족들이 그러한 조치에 저항할
가능성은전혀 없었다.
1980년대의 개혁정책은 소수민족 정책에서 근본적인 개선을 가져

왔다. 그러나 기본적인 문제， 즉 비한족의 문화를 아주 미미한 것으
로 만들어 그것을 한족의 이해나 문화로 대체하려는 완강함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이런 시도들은 “진보”와 “근대화”로 이해되어 다른
소수민족들에게 시행되었다. 소수민족들의 사회， 경제적 측면에 대한
간섭이 70년대에는 “계급 투쟁”의 필요로 정당화되었고， 현재에는
“발전”이나 “근대화” 같은 슬로건으로 정당화하고 있다. 민족학자

QiuPu에 따르면 종족 집단의 발전에 장애가 되는 풍습과 관습은 종
족 집단이 반대하더라도 “개혁”되어야 한다 (Qiu

1989).

이러한 “불

건전”하거나 “구시대적인” 풍습과 관습이라는 다모클레스의 칼로 종
족 집단들의 사회생활에 대한 모든 간섭이 합리화되었고， “불건전”이

나 “구시대적”이란 것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고의적인 간섭
이 더 쉬워졌다. 전통적인 관념에서 “우수한 한족 문화”가 소수민족
문화와 비교되어 기준으로 취해졌다. 따라서 소수민족에 의해 스스로

결정된 변화는 없었고， 그보다는 “불건전”하고 ”구시대적인” 것을 결
정하는 한족에 의해 “개혁”되었다.
모든 종족 문화는 고유하게 존립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행위의 규

범은 보편적이지 않고 특정 문화와 민족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이해해
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위를 점하는 종족은 자신의 문화
뿐만 아니라 소수종족들의 문화를 보호해야 할 도덕적 책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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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erndürfer 1996) . 핵심은 한 문화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집단이 자신의 독특한 문화적 특정을 개발하고 배양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기본적인 조건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긍정
적인 소수민족 정책은 원조와 적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성의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다(M퍼ler 1993: 11).

3.

결론: 갈둥의 유형 전망 그리고 7}능한 대책

1980년대 초반에 비한족들은 북경에 의존했다. 처음에는 북경으로

부터 많은 것이 약속되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거의 건드리지
않았다. 경제와 교육 영역의 수치가 높아지고 문화적인 영역에서의

자유를 어느 정도 다시 허용하면서 기본적인 문제는 은폐되었다: 문
화적 정체성은 경제를 대충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고(“발전")， 한족의

정체성과 문화의 중요성을 중대시킴으로써 한족을 위해 대체되
었다.
경제적， 사회적 퇴보와 후진성에 대한 불만은 소수민족들을 그 지

역에서도 소수로 만들어버리는 한족의 이민과 종교적， 문화적 생활에

대한 관료의 개입. 수십 년에 걸친 자연과 환경 파괴에 대한 불만으
로 번져갔다. “진보”란 이 지역들에 한족들이 새로 유입해들어오는
것이었다. 지역의 싼 자원을 사용해서 생산물을 만들어내어 한족 지
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이 껄립되었고， 이 기업들은 지역 주민들에
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환경 오염， 산림 벌채， 경관 파괴， 질병만

을 가져왔다. 이러한 불만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 그 결과 규모
가 큰 집단들은 급진화되었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소규모 종족

집단들은 굴복하고 었다.
신강과 티뱃에서의 종족 분쟁이 가장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곳 종족들이 자신들 스스로를 역사적으로 한족과는 다른 종족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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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각하며 인구 밀집 거주지역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 혁명

동안의 강제 동화 노력은 종족 정체성에 대한 의식을 증진시켰다. 개
혁기의 자유 정책은 종족성에 커다란 자유를 부여했다. 그리고 동시
에 이러한 종족성은 중앙 정부에 대한 정당한 요구의 표현으로 이해

되어야한다.
대규모 종족 집단들 사이의 종족 정체성에 대한 의식 증대는 광적

인 종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티뱃에서 사원은 저항의 중심
이 되었다. 왜냐하면 티뱃 문화에 대한 위협이 사원에서 가장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무슬립 지역에서(중국내 무슬림

인구는 약

17 ， 000，000명 정도이다) 이슬랍은 급진화되었다. 이란， 파키스탄， 터

키， 그리고 중앙 아시아의 새로운 국가들로부터의 근본주의가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구 소비에트 연방의 경우처럼 중앙 권력의 약화될 때
에 마이크로 민족주의 (rnicronationalism) , 즉 소규모 종족의 민족주
의 운동이 발생할 것이다.

중국 내 소수민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종교와 전통 문화의 영향은
또다른 종족성의 부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Haynes 1994: 150) 이러
한 맥락에서 종교와 전통은 자신들의 문화와 문화 정체성을 일깨워줄
뿐만 아니라 사회 변화를 완만하게 한다. 종교와 전통의 영향력 증가
는 또한 사회 변화 과정에 대한 반웅이다. 근대화와 변화의 과정은
종족집단의 웅집력을 약화시키기도 하지만 집단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동원되어 종족성을 강화하기도 한다. 동시에 이러한 과정은 새로
운 종족 이데올로기와 제도를 만들어낸다 (Newman

1991) . 정부 당국

에 의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종교 분파나 비밀
결사체 (h버daomen) 가 “비합법적이고 반동적인 조직”을 채생하는 과

정도 이러한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Zhou & Xia 1995) .

종족성 성장을 주도하는 층은 비한족들 중 교육받은 층이고， 그 중
고둥교육을 받은 층이 종족성의 주요 지지자들이다. 소수민족 지역을

위한 학교 제도의 구축과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된 인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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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이런 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수를 증가시켰다. 1952 년 공식 기

록에서 소수민족 지역 출신의 고둥 교육 졸업자가 255 명이었다(그해
모든 졸업자중 0.8%): 1994년에는 40 ， 742 명 (6 .4%)이었다. (Xinjiang
Sheh띠v Jingji

1995) 1990년의 통계조사에 따르면 504，455 명의 기술

전문대학과 단기 고둥교육 과정의 졸업자와 335 ，242 명의 대학 졸업자
들(소수민족들을 위한 고둥 교육 기관인 소수민족 전문학교를 포함하
여 )이 배출되었다 (Zhongguo minzu tan밍iv 띠arjian 1995). 물론 고등

교육은 비한족들을 중국어와 중국 문화 공동체로 통합시키기 위한 것
이었다(중국어의 사용과 한족 지역의 고등 교육 기관에서의 교육을
통하여) . 그러나 최근에 이런 교육받은 층이 자신들을 그들 자신이
속한 민족의 문화， 가치， 전통과 동일시하고 있다. 1979년의 자유화

는 교육받은 충 사이에 종족적 이해관계를 명료하게 했다. 많은 민족
들 사이에 이러한 “종족적 부활”은 처음에는 문화적 요구로 표명되었
다. 그러나 더 큰 규모의 종족들 사이에 그것은 이미 정치적인 것으

로확대되었다.

종족성은 경제적 영역에서도 표출되고 었다. 종족 집단을 중심으로

한 자영업과 기업가 정신으로 고용인들이 같은 종족인 곳은 경제적인
종족 네트핵과 종족 사업자원으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Light &

Karagergiz 1994). 사회적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 (Bourdieu) 은 “우리
집단"

즉 종족성에 대한 소속에 의한 것이다.

또다른 관점에서-위에서 언급했던- 구소비에트 연방의 민족갈등과

그 과정들이 중국으로도 스며들었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에서의 상황
은 구 소비에트과 기본적으로 다르다. 구소비에트 연방에서는 100개

가 넘는 비-러시아 민족들이 인구의 50% 정도를 차지했다. 반면 중
국에서는 55 개의 비한족 민족들이 (1 995 년의 조사에 따르면) 인구의
9% 를 구성할 뿐이다. 구소비에트 연방의 소수민족 지역들은 주로 18

세기와 19세기에 식민지로 정복되었다. 중국의 경우에는 수백 년간
조공을 바치던 종족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중국 제국의 일부로 여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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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종족들이었다. 구소비에트연방의 경우 규모가 큰 종족들이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 다수를 구성했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티뱃자치구들
을 제외하고 통부에서 서부

남서부， 북서부로 유업된 한족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다수가 되었다. 그리고 많은 지역에서 비한족들은 한
족이 주된 인구를 구성하는 곳에서 한족과 함께 살았다. 중국의 경우
는 인구구성(한족: 91%) 과 거주 유형(한족 다수와 혼합된 거주 지

역)으로 얀해 구소비에트연방과 다르게 질문이 제기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연방 국가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가능성이 될지

모르겠다. 연방제도의 문제는 티뱃， 타이완， 또는 모든 지방 뿐만 아
니라 비한족들이 사는 다른 많은 지역들에도 관련된다. 연방제도는

종족적 이유에서 뿐만 아니라 공간-구조상 문제 때문에 추천할 만하
다. 왜냐하면 나라의 크기와 다양성으로 인해 중앙정부가 각 업무에
적합하도록 유연한 정책을 맞추는 데 어려움이 있게 때문이다 그러

나 비한족들에 대한 근본적인 정치적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연방제도
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Karl W. Deutsch는 이와 관련하여
개발 도상국에서 연방제도는 법적인 기대를 수행하지 못했으며 “정치
언을 위한 알리바이”가 되어버렸다고 지적한다 (Deutsch 1969: 121).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연방 제도는 그것을 구성하는 민족들의 합의
와 형평성을 기반으로 해서만 구축가능하다. 그러나 한 가지 염두해
둬야 할 사실은 소수민족들의 국가에 대한 애정과 충성섬은 지배적인
종족보다 실질적으로 더 낮다는 점이다 (Connor

1987: 213). 따라서

연방 국가에서 한 소수민족 집단의 이익은 지배적인 집단의 이익과

같지 않을수있다.

앞에서 언급했던 갈등의 네 가지 원인을 완화시키고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 생각할 때 다음과 같은 점들도 고려되어야
한다

• 연방제도， 즉 권력의 수직적인 분리는 좀더 사실에 근거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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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해결할 방법을 가능하게 하고 연방정부에 대한 부담을 경감
시킬 것이다. 연방 제도는 서로 다른 풍습에 대한 의식을 더 첨예
하게 하고 더 쉽게 수용하도록 해준다(Klein 1991). 이것은 중앙

과 자치지역 사이의 권력의 분산을 포함한다. 즉 중앙 국가는 정

책의 틀， 질서의 대체적인 조정 등에 집중하는 “최소 국가”

(Komai 1988) 가 될 것이다 그러한 조건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영역은 다음과 같다: (a) 거시정책(거시경제적인 조정. 균형있는
해외 무역 관계， 지역 발전과 불균형의 조절， 전국적인 수준의 공

공 업무):

(b) 대외 업무(예를 들어 외교 정책과 안보): (c) 사회

적 불균형과 불평등의 조절. 자치 지역은 지방이나 지역의 모든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예를 들어 경제와 문화의 발전) .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자치 뿐만 아니라 이민， 공장의 셜립. 땅
과 자연 자원에 대한 통제. 환경보호와 같은 자치지역에 관련된
모든 결정을 보장하는 더 많은 법이 해당 지역과 그 주민을 위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국제적으로 토착문화가 남아 있는 곳이나

소수민족들의 진정한 자치지역에서는 땅과 자원이 온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따laya 1996: 104). 이러한 권리를 위한 효과적인 체

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자치권을 실행할 제도적 툴이 필요하다. 이것은 독자적인 법정을
필요로 한다. 다수에 맞셜 수 있는 법적인 장벽이 세워져야 한다.
당도 자치의 상위에 있어서는 안 되고 법 아래에 있어야 한다. 또

한 개인 뿐만 아니라 종족 집단들이 법에 근거하여 소송할 수 있
도록 주의가 기울여져야 한다.

• 한족과 비한족간의 불명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치와 교육적인
부분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영역에서도 우대 정책(자본， 원
자재， 숙련 노동력에 대한 우선권)이 필요할 것이다.

• 종족관계의 역사 뿐만 아니라 모든 종족의 역사와 문화는 다양한
종족들 출신인 사람들의 담론 속에서 재평가되어야 한다. 문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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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들에 대한 위계화의 개념도 버려야 한다. 모든 문화와 종족

은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평등하다는 점이 각인되어야 한
다. 동시에 문화 정책들은 자치 지역으로 이양되어야 한다(독일

을 예로 들면 연방에는 교육부와 문화부가 없다. 이것들은 각 주

들의 업무이기 때문이다) .

• 앞에서 언급했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조직화된 대의제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자치에 대한 권리는 조직화된 공동체에
의해 대표되거나 실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도시 지역의 소수민족 성원에 대한 차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강
도높은 대책이 필요하다. 공개적인 차별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만， 은밀한 일상의 차별이 존재하고 있으며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알려져야 하고 차별과 편견

올 줄이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한다. 동시에 “종족

의 적들” 이란 개념， 양쪽(한족과 소수민족들)에 대한 편견과 전
형화가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 줄어들어야 한다.

소수민족들이 종족으로 인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법에 의해 존

중되고 있고-이 법에 의해 -다수 종족과 같은 권리를 누리고 었으
므로， 중국은 이러한 대책들의 훌륭한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 나. MaxWeber가 “ ethics of minde마less" (Gesinmungsethik) 라고
했던 선한 의지

.. 소수민족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도는 정

치적으로 충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자신의 행위 결과에 대한 “책임

의 윤리”가 필요하다. 스위스의 예를 통해 한 국가의 인종적 동질성
이 국가 유지의 필수적인 선행조건은 아니며 서로 다른 종족 국가 내
에서 각 세력들의 균형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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