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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중혼혈의 역사적 추적
근대인의 통념 속에 자리한 민족에 대한 정의는 혈통, 지역, 언어, 경제생활 및
해당 집단의 정신적 동질성 등의 조건을 가지고 역사적으로 형성된 객관적 실체
이며 동시에 타 민족과의 경쟁을 수행할 주체였다. 어떠한 개인도 특정 민족의
울타리를 벗어날 수 없었던 근대시기, 민족의 흥망과 성쇠는 곧바로 개인의 운
명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민족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되는 최고의 가치로 인정받
았고, 이러한 시대 분위기 아래 한 치의 양보도 용납되지 않았던 각 민족간, 국
가간의 배타적 구도가 탄생하였다. 민족간의 갈등과 파쇼의 출현은 이 세계적
구도의 필연적 산물이었다.
한민족에 대해 우리의 이해는 100년 전 신채호 선생이 정의한 타자와의 대결,
특히 중국민족과의 교전에서 비롯되었으며, 동시에 일본과의 투쟁을 새로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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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명으로 짊어진 집단적 자아라는 개념에서 출발하였다. 우리의 근현대사
를 되짚어볼 때, 이러한 민족의식은 “위대한 한민족”의 탄생에 충분히 긍정할만
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이 의식이 결국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위대
해야 한다는 근대의 배타적 구도에 근거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는 이 또한
파쇼의 또 다른 판본이 될 수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최근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는 국경에 묶여 있던 개인적 삶에 근본적 변
화를 가져왔고, 이에 따라 자민족의 위대성만을 강조하던 배타적 민족론은 전면
적 수정을 요구받기에 이르렀다. 이미 100만 이상의 외래 민족을 품고 있으며,
더불어 600만의 한민족을 해외로 떠나보낸 한국사회 또한 최근 과거의 단일민족
론을 넘어설 새로운 한민족을 구상하기 시작하였다. 학계를 중심으로 영속적 민
족론에 대한 비판이 시작되었고, “방법으로서의 동아시아”등 담론을 통해 한민
족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며, 정부와 방송매체는 다문화가정, 혼혈
인 등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면서 우리 민족의 미래성에 대한 전방위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성적 논의는 여전히 담론의 차원에만 머물러
있을 뿐 이미 우리의 의식 속에 규범으로 자리 잡은 “위대한 한민족”의 논리에
발목이 잡혀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본, 중국, 미국 등 주변국가와의 불협화음이
국내의 정치적, 경제적, 혹은 심리적 이해와 연관될 때 한민족에 대한 이성적 접
근의 태도는 외면되거나, 심지어 賣國賣族의 불순한 논의로 매도된다.
일본에 문화를 전파했던 백제의 왕인이나 고구려의 담징은 위대한 한국인의 표
상이지만, 5세기 영산강 유역에 다수 남겨져 있는 일본계 귀족의 무덤에 대해서
는 아는 이도 별로 없다.1) 한국에 유입되었던 箕子나 衛滿의 출신은 의심받지
만, 중국으로 흘러간 고선지나 장보고가 한국인임은 각별히 부각된다. 광개토대
왕의 遼東 장악은 “위대한 한민족”의 증거이지만, 漢武帝의 四郡 설치는 중국의
호전성을 증명한다. 역사에 대한 자기중심적 이중태도는 집단적 자아에 대한 나
르시스 콤플렉스일 뿐이다. 민족에 대한 자기중심적 사고는 주변민족과의 마찰
을 야기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내의 인종적 소수자마저도 소외시키는 결과를 가
져온다. 자기중심적 사고에 따른 인종적 소수자에 대한 접근은 결국 주관적인
은혜로 이어지는데, 여기서 시혜는 주체의 불변성을 전제로 진행되고, 인종적 소
수자는 불변하는 주체에 대한 완전동화만을 강요받는다. 이는 이미 은혜가 아닌
1) 한반도에 남겨진 일본의 흔적들, 특히 영산강 유역에서 다수 발견되는 일본식 前
方候圓墳에 대해서는 박천수의 《새로 쓰는 고대 한일교섭사》(사회평론, 2007
년)249-297쪽 참조.

폭력이다.

韓中混血考 1: 근대이전 한국의 중국계 정착민에 관한 연구 - 최승현 175

우리는 현재 기존의 민족론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 한계를 넘어서 개방적이며
역동적인 미래형 한민족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나아가 민족 사이의 대
결과 경쟁구도를 극복하고 서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초국가공동체의 방안
을 모색하고 있다. 이의 구체적 실천을 위해 필요한 첫걸음은 기존의 민족론이
가진 배타성을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로 귀결된다. 이에 필자는 한민족의 종족적
문화적 DNA에 녹아있는 수많은 외래 민족의 성분 가운데 고대 중국계 정착민
의 그것을 추적하여 우리에게 그들이 있고, 그들에게 우리가 있음-我中有你, 你
中有我-의 역사적 실체를 제시코자 한다.
“우리”와 “그들”의 살아온 모습이 결국 “우리”의 삶인데 누가 누구를 배척할 수
있을 것인가?

2. 이민과 정착의 흔적: (고조선~17세기)
민족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역사를 도구화 했던 신채호 선생은2) 혈연적으로 단
일한 민족의 원형을 발견코자 했겠지만, 실제 그가 발견한 것은 오히려 상당히
다양한 모습의 “東國民族”이었다. 그는 <讀史新論>에서 우리민족을 鮮卑, 夫餘,
支那, 靺鞨, 女眞, 土族의 6종류로 구분하고 있는데, 흥미롭게도 여기에서 지나족
(중국족)은 三韓과 濊貊을 포괄하고 있는 토족의 규모를 뛰어넘어 부여족 다음
으로 최대규모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3)
箕子 및 그를 따른 3천 여 명에 대해 尙書, 漢書, 魏略, 史記 등이 남긴 기록은
중국계의 한반도 이민이 이미 기원전 11세기부터 전개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4)
이후 중국 측의 각종 사서는 지속적으로 중국대륙의 정치, 사회, 경제적 변동에
따른 중국계의 한반도 이민 실태를 기록하고 있다. 秦漢교체기, 수 만 명에 달하
는 燕, 齊, 趙의 유민이 조선으로 유입되었고, 특히 천여 명을 이끌고 조선으로
이주해 온 衛滿은 조선의 準王으로부터 왕위를 탈취하여 역사적으로 衛滿朝鮮이
2) “금일 민족주의로 전국의 어리석음을 깨우치며, 국가관념으로 청년의 새로운 머리
를 만들며, 적자생존의 십자로에 서서 국맥을 보존코자 할진대 역사를 버리고는 불가
하다.” 신채호, 〈讀史新論〉, 《申采浩全集》上, 丹齋申采浩先生記念事業會, 1975年
版, 472쪽.
3) 《申采浩全集》上, 같은 책, 473-474쪽.
4) 이의 진실에 대한 공방은 이 연구의 방향과는 무관하기에 논외 한다. “武王勝殷,
繼公子祿父, 釋箕子之囚, 箕子不忍爲周之釋, 走之朝鮮, 武王聞之, 因以朝鮮封之.” 《尙
書大傳》卷12

176 새로운 조선을 개창하였다.5) 조선과 더불어 한반도 남부에 자리 잡
라 칭해지는
고 있던 여러 韓國에 또한 적지 않은 중국계 유민이 유입되었다. <後漢書>나
<三國志> 등은 중국대륙의 정치적 혼란으로 발생한 수만의 이민이 한반도로 유
입되었고, 특히 秦의 유민은 馬韓으로부터 특정 지역을 양도받아 辰韓을 구성하
였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6) 辰韓의 언어와 풍속이 다른 지역의 그것과 다소
달랐다는 내용으로 보아 辰韓의 중국계 유민은 상당기간 스스로의 종족적 정체
성을 견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7)
四郡의 설치로 요동 및 한반도 북부가 漢의 직접적 통치구도로 편입되면서 중
국계의 한반도 이주는 더욱 확대되었고, 이어 네 개 郡의 점진적 와해는 중국계
이민의 한반도 정착을 유도하였다.8) 漢의 四郡이 와해되는 과정에서 그 주요 영
역을 장악한 고구려는 중원 국가와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성장하였다. 고구려는
중국계 기술자 등 값비싼 “전리품”뿐 아니라 소위 生口를 대대적으로 노획하고
유랑민을 적극 유치하였는데, 이는 고구려의 성장이 곧 중국계 이민의 유입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9) 고구려에 유입된 중국계 이민은
고구려의 발전을 위한 노동력을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고구려의 정치, 외교에도
참여함으로서 고구려 내부의 여러 계급에 포섭되었다. 336년 前燕에서 고구려로
망명하여 樂浪相이란 직함을 가지고 있었던 冬壽는 두 나라 사이의 외교에 참여
5) “韓初의 대 혼란기에 燕, 齊, 趙 나라 사람으로 그 지역(조선)으로 피난 간 사람이
수 만 명이나 되었다.”《後漢書 東夷列傳 濊》; “(衛滿은) 무리 천여 인을 모아 북상
투에 오랑캐의 복장을 하고서, 동쪽으로 도망하여⋯, 왕이 되었다.” 《史記 朝鮮列
傳》
6) “辰韓은⋯, 진나라의 망명한 사람들로써 고역을 피하여 한국에 오자, 馬韓이 그들
의 동쪽 지역을 분할하여 주었다. ⋯, 秦韓이라고도 부른다.” 《後漢書 東夷列傳 韓》
7) “그들의 말은 馬韓과 달라서 國을 邦이라 하고, 弓을 弧라 하고 賊을 寇라하고,
⋯, 秦나라 사람들과 흡사” 《三國志 魏志東夷傳 韓》
8) “韓과 濊가 강성하여 (漢의) 군현이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니, (군현의) 많은 백성
들이 韓으로 유입되었다.”; “우리들 漢나라 사람⋯, 1천5백 명은 목재를 벌채하다가
韓의 습격을 받아 포로가 되어 노예가 된지 3년이나 되었다.” 《三國志 魏志東夷傳
韓》
9) “현도, 요동의 2군을 공격하여 그 성곽을 불 지르고 2,000여명을 살획하였다.”
《三國史記 高句麗本紀》大祖大王69年春; “요동과 현도를 함락하고 남녀 1만 명을 사
로잡아 돌아왔다.” 《三國史記 高句麗本紀》故國壤王2年6月; “幽州, 冀州의 유민이 많
이 항복하므로⋯, 위무케 하였다.” 《三國史記 高句麗本紀》故國壤王2年11月; “中國이
대란하여 漢人으로 피란해 오는 자가 매우 많았다.” 《三國史記 高句麗本紀》故國川
王19年; “漢나라의 平州 사람 夏瑤가 백성 1,000여 호를 이끌고 의탁해 오니, 왕이 받
아들여 柵城에 안치하였다.” 《三國史記 高句麗本紀》山上王21年8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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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사회에서 이민이란 노동력의 유출이고 세수원천의 고갈이며, 공

동체에 대한 배신을 의미하였기 때문에 한반도에 유입된 중국계 이민자는 종종
두 정권 사이에서 충돌의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하고, 혹은 적극적인 협상 카드
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예로 北齊의 사신 崔柳는 중국계 이민자의 송환을 거절
했던 陽元王을 폭행하면서까지 고구려로부터 5천 호의 중국계 이민을 돌려받아
갔으며,11) 隋에 이어 唐이 세워질 당시, 고구려의 榮留王은 唐에 대한 화친의 의
지를 표명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중국계 이민 1만 명을 중국으로 송환시켰다.12)
백제와 신라는 중국대륙과 격리되어 있어 중국계 유민의 규모가 고구려의 그것
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지만, 아래의 자료는 막연하게나마 백제와 신라에 정착하
였던 중국계 이민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 “(백제) 나라 말에는 중국의 말이 뒤
섞여 있으니, 이는 또한 秦나라와 韓나라의 유습이 남은 때문이다.”13); “(백제에
는) 신라, 고구려, 왜 등이 섞여 있고, 또 중국 사람도 있다.”14); “(신라에는) 중
국, 고구려, 백제 족속들이 뒤섞여 있다.”15)
唐 멸망 이후 중국대륙이 새로운 분열의 국면에 휩싸인 반면 한반도에는 적극
적인 대외개방정책과 실리주의 외교를 표방한 고려가 등장하였다. 이민의 추세
를 생산할 방출과 흡수의 에너지가 서로 호응하면서 바다를 통해서는 吳越 및
宋의 漢人이, 그리고 대륙으로부터는 거란계 및 여진계의 유민이 한반도로 대거
유입되었다. <高麗史>나 <增補文獻備考>등에 나타난 “來投”, “來奮”, “投化”
“向化”등에 관한 수 많은 기록은 모두 이들 외래 민족의 한반도 유입 및 정착을
가리키고 있다. 특히 거란계와 여진계의 활동범위가 한반도 북부에까지 연결되
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들과 한민족과의 교류, 혼혈, 정착, 동화는 매우 자연스
10) 冬壽나 鎭 등 고구려에 유입된 중국계 인물에 대해서는 이인철의 〈덕흥리벽화
고분의 묵서명을 통해 본 고구려의 유주경영〉(역사학회, 《역사학보》158집(1998년
6월)) 및 공석구의 〈4-5세기 고구려에 유입된 중국계 인물의 동향〉(《한국고대사연
구》, 서경문화사, 32집(2003년 12월) 참조.
11) “北齊의 사신 崔柳가 눈을 부릅뜨고 나무라면서 주먹으로 成(陽元王)을 쳐 용상
밑으로 떨어뜨리자, ⋯, 사죄하고 복종하였다. 崔柳는 5천호를 돌려받아 복명하였다.”
《北史 東夷傳 高句麗》
12) “朱建武(榮留王)가 망명한 중국 사람을 모두 찾아서 해당 관사로 돌려보냈는데,
그 수가 무려 1만 이었다.” 《新唐書 東夷列傳 高句麗》
13) 《梁書 東夷列傳 百濟》
14) 《北史 東夷列傳 百濟》
15) 《北史 東夷列傳 新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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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이었으며, 그중 상당수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한 채 고려의 지배계
층으로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16) 여진, 거란의 유입 및 이에 따른 정착은 대개
병란이나 기근을 피한 자연적 현상이 주류를 차지하였지만, 한족계와 몽골계 이
민에게서는 한반도 제 정권의 유인정책이나 정치적 망명, 범법 도피, 유배 및 정
략결혼 등 인위적 이민의 특징이 발견된다. 예로 <宋史>에는 “王城에는 중국
사람이 수백 명 있었는데 閩 지방 사람들이 상업 때문에 배로 건너간 자가 많았
다. 고려에서는 비밀리에 그들의 재능을 시험해 보고 벼슬을 주어 유혹하거나
강제로 체류시켜 일생을 마치도록 하기도 했다.”17)는 기록이 남아있다.
<高麗史>와 한국의 각종 족보 등을 살펴보면 한반도 정권의 지배계층으로 편
입된 漢人의 수가 결코 적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다. 後周의 雙冀은 翰林學士로
서 과거제도를 고려에 이식하였고,18) 宋의 문사 周佇은 거란을 물리치는데 공을
세워 禮部尙書에 직에 올랐다.19) 宋의 吳仁裕는 檢校軍器監으로서 五廟, 社稷,
國子監의 건립을 추진하였고,20) 宋의 사신으로 고려에 귀화한 愼修는 參知政事
에, 그의 후예 愼承善은 조선시대 領議政에 올랐으며,21) 宋의 고위직을 역임했던
牟慶은 고려에 들어와 정착, 일등공신을 제수 받고, 牟平君으로 봉해졌다.22) 훗
날 위 세 명은 각기 海州吳氏, 居昌愼氏, 咸平牟氏의 시조가 되었다. 또한 光祿
大夫 池宗海, 杜陵君 杜慶寧, 門下侍中平章事 郭鏡, 驪陽君 陳寵厚, 壽城君 賓於
光 역시 고려의 관직을 받아 관료계급으로 성장하여 각기 忠州池氏, 杜陵杜氏,
玄風郭氏, 達城賓氏의 문을 열었다. 고려시대 漢人계열의 이민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성씨는 趙氏가문이다. 宋나라의 시조 趙光胤의 장자인 德昭의 셋째 아들
之遴, 趙光胤의 차남 趙德芳의 후예 天赫, 趙光胤의 7대손 趙廙와 趙廣은 모두
고려에 이민, 정착하면서 귀족으로 봉해졌고, 훗날 楊洲, 百川, 林川, 平埌을 본
적으로 삼는 趙氏 가문을 형성하였다. 이외에도 孔子의 53대손 紹를 시조로 하
는 昌原孔氏, 周熹의 증손인 潛을 시조로 하는 新安周氏, 岳飛의 7대손 蘭를 시

16) “여진에서 난리를 피하여 온 무리를 모두 구휼하였고, 또 관직도 준 경우도 있는
데 현재 우리나라에 머무르고 있소. 직위가 높은 사람으로는 勿屈尼于, 元, 尹能達,
老正, 衛迦耶夫 등 수 십 명이 되오.” 《宋史 外國列傳 高麗》
17) 《宋史 外國列傳 高麗》
18) 《高麗史 雙冀傳》
19) 《高麗史 周佇傳》
20) 한국민족문화진흥회, 《韓國姓氏寶鑑》中, 1992년, 275-277쪽.
21) 《韓國姓氏寶鑑》上, 같은 책, 1566쪽.
22) 《韓國姓氏寶鑑》上, 같은 책, 10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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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州邊氏, 原州邊氏, 瑞山鄭氏, 咸從魚氏, 淸州陽氏, 谷山延氏, 昌原黃氏, 密陽唐
氏, 商山李氏, 尙州方氏, 豊川任氏, 牙山蔣氏, 寶城宣氏 및 몽골계인 延安印氏와
淸州左氏, 回族계인 慶州偰氏와 德水張氏, 몽골에 의해 제주도에 유배되었던 趙,
李, 石, 肖, 姜, 鄭, 張, 宋, 周, 秦씨, 명나라에 의해 중국 雲南으로부터 강제 이주
된 元, 梁, 安, 姜, 對 등은 모두 고려시대에 한반도에 이주, 정착한 중국계 성씨
로 기록되어 있다.23)
14세기 후반, 중국대륙을 漢人의 明이 장악하면서 중국내부의 정치적 혼란은 종
식되었지만, 여전히 요동 여진계의 조선 귀화는 끊이지 않았고, 더불어 왜구와
결탁된 중국 연해의 어민은 해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조선에 이주, 정착하였다.
明은 중국계의 해외 이민을 상당히 불쾌하게 여겼다.24) 이에 조선은 明에 의해
이미 인지된 이민자, 위험스러운 이민자, 혹은 외교적 홍보 효과가 있는 이민자
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본국에 송환시켰지만,25) 다른 한편으로는 면세, 면역,
사면 등 다양한 특혜를 통해 오히려 중국계 이민자의 한반도 정착을 조심스레
유도하였다.26) 肅宗實錄에는 “向化人 가운데⋯, 포구에서 사는 자는 수군에 충당
하고, 육지에서 사는 자는 육군에 충당하면 수만의 병사를 만들어 낼 것이다”27)
라는 상소가 수록되어 있다. 이 기록은 당시 明으로 송환되지 않고 한반도에 정

23) 《韓國姓氏寶鑑》, 같은 책; 한국문화연구소, 《韓民族大姓寶》, 1993년; 중앙일보
사, 《韓國姓氏大百科 성씨의 고향》, 1989년; 안정복의 《東史綱目》忠烈王篇 참조.
24) “근년에 연해지방의 간민들이 금법을 어기는 일이 많은데, 福建 지방이 더욱 심
하여 때때로 외국에 잡히어 나라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일이 있다. ⋯, 단속하라.”
《明史 外國列傳 朝鮮》
25) “峘(명종)이 사신을 보내어 바다로 온 외국인 6백여 명을 이송하여 변방에 이르
렀다.” 《明史 外國列傳 朝鮮》; “(중국)福建人이 종래에는 바다를 건너 본국에 온 적
이 없었는데 일본으로 무역을 하면서 표류한자를 붙잡은 것이 이제까지 모두 1천명
이 넘는다. 이들은 모두 무기와 화물을 휴대하고 심지어 중국 火礮까지 가지고 있었
으며, 왜인 역시 그러하니 병란을 일으키는 실마리가 될까 두렵다.”《明史 外國列傳
朝鮮》;“왜구 25척이 해안을 침범, 이를 전멸, 중국사람 등 3백 명과 왜구 등을 모두
바친다.”《明史 外國列傳 朝鮮》
26) “向化人은 10년 동안 復戶한다.” 《經國大典 兵典 復戶條》; “向化人의 여자 12
세 이상은 半朔의 料米를, 6세 이상은 반삭 料米에 또 반을 감하여 주는 것이 어떠한
가?”《朝鮮王朝實錄》成宗5年閏6月26日; 向化人의 살인사건을 저자에 세워놓고 죽이
려는 것처럼 하였다가 눈감아 주다. 《朝鮮王朝實錄》成宗10年9月25一; 도망간 向化
人일 지라도 돌아오면 죄를 면한다. 《朝鮮王朝實錄》成宗13年
27) 《朝鮮王朝實錄》肅宗26年10月12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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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계 이민의 규모가 최소 수만에 이르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적어도 기원전 11세기부터 16세기까지 진행되었던 한반도를 향한 중국계 이민
의 역사는 중국의 해외 이민 역사에서 시대적으로 가장 이르고, 가장 지속적이
었으며, 가장 큰 규모였다. 그런데 동일한 시기 동남아에 이주한 중국계 이민이
“唐人”, “漢人”, “華人”등으로 불리며 종족적 문화적 정체성을 향유했던 것에 반
해, 한반도의 중국계 이민은 각종 기록에 흔적만을 남긴 채 한민족의 일부로 완
전히 동화되어 갔다. 그 원인으로서 중국계 이민자에 대한 한반도 제 정권의 강
제 소개정책도 거론될 수 있겠지만,28) 우선은 異化의 필요성이 부재했던 상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의 문화적 수준과 이민자에 대한 개방적 태도, 그
리고 “中華”로 대변되는 보편적 가치의 공유는 한국에 정착한 중국계에게 심리
적 안정감을 제공하였고, 이는 결국 중국계 정착민의 자연스러운 동화과정을 유
도해 내었다.29)

3. 이민과 정착의 기억(17세기~조선 말기)
17세기 이전까지 중국계의 한반도 이민과 정착의 과정은 한중 양국의 각종 사
료에 화석화된 흔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것에 비해 17세기 이후의 그것은 한국
사회의 일부가 된 여러 성원의 의식 속에 기억으로 남겨져 해당 가문의 정체성
형성에 근간을 제공하고 있다.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중반까지 동아시아는 총체
적인 혼란에 휩싸인다. 이 시기 한반도에는 각기 두 차례의 倭亂과 胡亂이 발생
하였고, 중국대륙에는 정통왕조인 明이 무너지고 이민족왕조인 淸이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은 명분의 明과 현실의 淸을 동시에 받아들여야 하는 이율배반적
환경에 휩싸이게 되었고, 더불어 급격히 증가하는 망명객을 환영할 수만은 없는
불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우선 임진왜란 당시 출병하여 조선에 정착한 이민을 살핀다. 浙江施氏의 시조인
施文用은 명대 兵部侍郞 施允濟의 아들로써 정유재란 때 입국하였고, 浙江徐氏
의 시조인 徐鶴는 정유재란 당시 都摠管이었으며, 浙江張氏의 시조인 張海浜은
28) “向化人을 변방에 거주치 않게 하고 내지에서 살도록 하라.” 《朝鮮王朝實錄》成
宗25年4月28日; “경기 근처에 살고 있는 종족을 점차로 딴 곳으로 옮기라.” 《光海君
日記》光海君1年8月25日
29) 崔承現은 《韓國華僑史硏究》에서 無意識的同化와 有意識的異化의 개념을 통해
이민수용국의 사회분위기와 同化 및 異化의 상관관계를 논하였다. 《韓國華僑史硏
究》, 香港社會科學出版社, 2003年, 182-1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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氏의 시조인 千萬里는 임진왜란 당시 東征提督李如松과 함께 조선에 들어와 전
공을 세우고 明에 청하여 귀화 허가를 획득, 조선에 남았다. <東征將士遺后錄>
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天朝의 수많은 장수가 본국의 여인을 취해 아들
이나 딸을 낳고 데리고 가지 않은 자 참으로 많다”고 기록하고 있고, <亂中雜
錄>은 전쟁이후 남겨진 천 여 명의 明軍이 각자 조선의 여자를 취해 가족을 꾸
려 사는데 그 수가 수만에 이른다고 전한다.30) 왜란에 이어 明과 後金의 충돌은
요동거주 중국계의 조선이민을 더욱 자극하였다. 특히 毛文龍이 요동에서 後金
과 대치하고 있던 1622년, 요동에 거주하던 중국인들은 병란을 피해 한반도로
몰려 들어왔다. 이 상황에 대해 <明史>는 昌城, 義州 이남에서부터 安州, 肅川
이북까지 전체 주민 가운데 중국계 이주민이 6-7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기록한
다.31)
본격적인 중국계의 한반도 이민은 1644년 明이 멸망하면서부터 진행되었다. 여
진계인 淸의 지배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수많은 漢人계 이민은 조선과의 전통적
우호관계와 왜란에서 조선을 구해주었다는 기억에서 출발하여 조선에 몸을 의탁
하고자 하였다. 물론 이미 淸에 충성하기로 약속한 조선은 공개적으로 이를 받
아들일 수는 없었지만, 당시 朝野에 형성된 親明反淸의 분위기는 明의 유민을
오히려 은근히 환영하고 있었다. 당시 중국계의 한반도 이민 상황에 대해 중국
과 조선의 기록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오랑캐에게 복종하기를 달가워하
지 않는 많은 군사와 백성들이 변경을 넘어 왔다.”32); “산길을 걷고 배에서 자면
서 잇따라 동쪽으로 건너왔다.”33) 明朝의 翰林學士 胡克己, 吏部尙書 花光新, 兵
部侍郞 浪礎, 그리고 임진왜란 당시 조선에 대한 파병을 주장했던 兵部尙書 石
星의 자제, 李如松의 손자 李應仁, 東征提督 麻貴의 손자 麻舜裳, 東征總兵 李如
梅의 손자 李成龍, 文天祥의 17대손 文可尙 등은 모두 이 시기에 조선에 망명,
정착하였다.34)
明과 淸의 대결이 막바지에 이르렀던 시기, 淸은 조선으로 흘러 들어간 중국계
30) 牟元珪, 〈明淸時期中國移民朝鮮半島考〉, 復旦大學韓國硏究中心編, 《韓國硏究論
叢》第4輯, 1998年, 334쪽.
31) 《明史 外國列傳 朝鮮》
32) 《光海君日記》光海君13年5月12日
33) 《朝鮮王朝實錄》正祖22年7月27日
34) 《韓國姓氏寶鑑》, 앞의 책; 《韓民族大姓寶》, 앞의 책; 《韓國姓氏大百科 성씨
의 고향》, 앞의 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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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강력히 요구하면서 중국계 이민사회는 크게 동요하였다.35) 이에 조선
의 송환을
정부는 조심스럽게 소수의 明 유민만을 다수의 여진계 向化人과 함께 송환하면
서 淸의 요구를 모면하였고,36) 대신 明 유민에게는 거주지를 옮기게 하거나 개
명케 하여 송환을 피하도록 안내하였다.37) 李如松과 조선인 奉化琴氏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李天忠, 李如松의 차남 李性忠의 아들 李應仁 등은 이 시기 각기
天根과 應祖로 개명하면서 송환을 피하였고, 그 외의 明 유민 또한 개명하거나
조선인 사회로 스며들어 자신의 종족적 속성을 은폐시킴으로서 淸의 송환령을
모면할 수 있었다.
1644년 崇禎帝의 자살로 明이 멸망하고, 중국대륙의 지배권은 완전히 淸에게 넘
어갔다. 자신감을 획득한 淸은 과거 조선을 난처한 처지로 몰아넣었던 중국계
이민자의 송환령을 철회하고, 소현세자와 봉림대군 및 조선인 인질을 귀국시키
는 등 조선에 대한 화해의 제스처를 내비쳤다. 조선은 공식적으로 淸에게 감사
를 표시하였다.38) 이로써 언제 송환될지 모르는 중국계 이민자의 긴장된 생활은
잠시 여유로움을 되찾았다.
현실의 지배자인 淸의 공세가 누그러지고 명분의 상징물인 明이 다시 부각되면
서 漢人계 이민의 지위는 다시금 제고되기 시작하였다. 더군다나 효종이래 형성
된 尊華攘夷의 분위기가 義理와 名分이라는 이데올로기로 굳어지면서 漢人계 정
착민은 조선이 “中華”을 실현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로써 기능하기 시작하였
다.39) 小中華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고,40) 이를 뒷받침할 이론적 주장
이 속속 제기되었다. 송시열은 堯舜禹-孔子-朱子-李珥-金長生이라는 道統의 계
35) “(淸 사신의 임무는) 그 첫째는 向化人을 쇄환하는 일이고, 그 둘째는 漢人을 잡
아 보내는 일이고, 그 셋째는 잡혀갔다가 달아나 돌아온 자를 잡아 보내는 일이다.”
《朝鮮王朝實錄》仁祖15年11月22日
36) “(여진, 거란)向化人은 저들이 같은 무리로써 요구하니 수색하여 보내는 것이 어
렵지 않지만, 도망쳐 돌아온 사람은 정상의 애처로움이 차마 말할 수 없고 실로 인심
의 거취에 관계되니, 결코 가볍게 허락할 수가 없다. 먼저 약간의 向化人으로 책임을
때운다.” 《朝鮮王朝實錄》仁祖18年11月3日
37) 《朝鮮王朝實錄》仁祖18年10月15日
38) 《朝鮮王朝實錄》仁祖22年4月27日
39) 논문에서 논의되는 “中華”에 대해서는 최승현의 〈‘중국’의 역사적 심상공간〉
(《중국인문과학》제35집, 2007년 4월)참조.
40) 《朝鮮王朝實錄》은 조선의 “中華”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여준다. 조선왕조실
록전체에 小中華를 언급한 전체 19건의 기록이 나오는데, 그중 13건이 17세기말이후
출현한다. 17세기이전의 “小中華”에 대한 6건의 기록은 모두 “중국이 조선을 小中華
라 불렀다”라는 피칭이었으나, 17세기말 이후의 그것은 모두 자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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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시켰다.42)

특히 이항로는 <宋元華東史合編綱目>에서 <宋

史>와 <元史>의 체계를 재정리하고, 이어 華東이라 이름 붙인 고려를 宋과 元
의 다음에 자리 매김하였다.43) 中國역사의 정통계승자로 암시된 고려의 다음 자
리는 조선이 차지하게 될 것이 분명하였다. 義理, 名分, 正統으로 포장된 小中華
의식은 사림이 장악하고 있던 서당, 서원, 향교를 중심으로 전국으로 파급되었
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계 이민자, 특히 明 유민에 대한 조선의 우대는 당연한
수순으로 이어졌다. 효종은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明 유민을 궁궐 부근에 살 수
있도록 허락하였고, 식구의 수까지 따져 양식을 내려주도록 명하였다.44) 영조는
皇朝遺民이란 명분으로 국왕의 친향에 참반케 하였고,45) 또한 明 유민만이 참여
할 수 있는 忠良科를 별설하여 벼슬을 주었으며,46) 列聖朝受敎帖을 내려 병역과
모든 부역도 면제케 하였다.47) 그리고 정조는 明의 유민을 여진계나 일본계 이
민과의 구별 없이 向化人이라 칭하는 것을 엄중히 책망하고 정식으로 이들을 皇
朝人으로 높여 부르도록 명하였고,48) 皇壇의 관리 및 明 황제에 대한 제사준비
의 직무를 明의 유민이 맡게 하는 漢旅제도를 두어 明 유민 및 그 후예를 위로
했다.49) 이 과정에서 明 유민의 종족적 정체성은 조선사회로부터 공식적으로 보
호받았고, 明 유민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견지한 채 이방인이 아닌 조선의 새로
운 문화주체로서 정착할 수 있었다.
漢旅라는 특수 신분으로 국왕의 大報壇 친향에 우선적으로 배석하였고,50) 明 황
41) 《宋子大全》附錄 卷11, 年譜; 《宋子大全》卷131, 雜著, 看書雜錄.
42) “오직 우리나라만이 箕範을 계승하고 周禮를 보유하여 의연히 변하지 않고 몇
백 년을 내려왔다. 이는 倫常의 밝음과 문물의 빛남이 중국의 堯舜三代에 비하여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바이다. 드디어 당당한 中華禮義之邦이 되어 天下萬國에 칭송받
는바 되었으니 一天地下에 우리나라가 존재함이 어찌 다행이 아니겠는가.” 柳麟錫,
〈檄告文〉, 宋秉稷, ≪尊華錄》卷5, 정옥자, 《조선중화사상연구》, 일지사, 1998년에
서 재인용.
43) 《조선중화사상연구》, 같은 책, 220-233쪽.
44) 《朝鮮王朝實錄》正祖14年3月19日
45) 《朝鮮王朝實錄》英祖50年3月21日
46) 《朝鮮王朝實錄》英祖40年1月20日
47) 《朝鮮王朝實錄》英祖34年7月5日
48) 《朝鮮王朝實錄》正祖22年9月1日
49) 《朝鮮王朝實錄》正祖14年3月19日
50) “단향할 때 明나라 사람의 자손과 충신의 자손으로 반열에 참여하는 사람은 열
천문 안에서 예를 행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 이를 정식으로 삼도록 하였다.” 《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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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각종 제향까지 주재하였던 明 유민은 민간의 일상생활에서도 특별한
우대를 향유하였다. 예로 양반끼리 인사를 나누다가 皇朝의 遺民임을 의미하는
“朝宗系出”이니 “大報系出”이니 하면, 상대방이 갓을 벗고 담뱃대까지 뒤로 돌리
며 예우를 하였다는 기사는 당시 그들의 높은 지위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51)
明 유민의 후예인 馮榮燮 선생이 <大明遺民史>의 序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
럼 조선사회의 明 유민에 대한 우대는 “유사 이래 전무후무한 특례”였다.52) 明
유민을 둘러싼 조선사회의 우호적 환경은 明 유민의 종족적 문화적 정체성을 더
욱 강화시킬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였다. 明 황제에 대한 추모 망배의 행사가
大報壇, 朝宗巖에 이어 大明壇, 望華臺으로 확대되고, 明 유민에 대한 조선사회
의 우대가 보편화되자 지방에 분산 거주하면서 조선사회에의 동화를 받아들이고
있던 明 유민의 정체성 또한 다시금 강화되기 시작하였다.53) 지방의 明 유민 후
예는 합동으로 대보단 제향에 참석케 해달라는 건의서를 조정에 올리면서 漢人
계 각 가문을 포괄한 횡적 연대를 모색하였고,54) 더불어 <皇朝人事跡>,55) <皇
朝人東來錄>,56) <皇朝遺民錄>,57) <皇朝遺民傳>58)등을 편찬하여 明 유민의 이
민, 정착, 활동의 제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면서 漢人계 각 가문의 종족 연대를
구축하여 나갔다.
明 유민 麻逢直이 <東征將相遺後錄>에서 남긴 유훈은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
었던 정체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서로 다 같은 華人으로 불행히 해외에
나온 나그네 입장에 되었으니,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과 불안히 살아가는 고생
이 너나 할 것 없는 것이니, 우리 華族은 비록 각처에 흩어져 살지라도 서로 만
나면 친척과 같이 서로 사랑하고, 비록 백 세 후라도 각 집단 자손들은 서로 다
같이 이 의리를 지켜 결혼도 함께 하고 화와 복도 같이 구제하여 한편으로 그
근본을 잊지 말고 또 한편으로 기려의 회포를 풀어보리라.”59)

鮮王朝實錄》正祖14年3月19日
51)〈경인일보〉 2003년 9월 15일
52) 馮榮燮 編, 《大明遺民史》上, 保景文化社, 1989년, 13-14쪽.
53) 《大明遺民史》上, 같은 책, 81쪽.
54) 〈石0公上趙相國書〉,《大明遺民史》下, 같은 책, 343-350쪽.
《大明遺民史》下, 같은 책, 33-58쪽.
《大明遺民史》下, 같은 책, 110-122쪽.
57) 《大明遺民史》下, 같은 책, 223-240쪽.
《大明遺民史》下, 같은 책, 766-856쪽.
59) 《大明遺民史》上, 같은 책, 80쪽.

55)
56)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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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和而不同”의 역사적 경험
고대한국의 역사에는 중국계 이민의 유입과 정착을 사실로 인정하고 더불어 이
를 긍정했던 수많은 흔적과 기억이 남아있다. 특히 조선사회는 이의 단순한 긍
정을 넘어서 중국계 이민을 “中華”라는 이상체계의 완성을 위한 방법으로 삼고
자 노력하였다.60) 하지만 근대의 폭력은 우리에게 우리만의 “민족”을 안겨다 줌
과 동시에 “中華”를 거부토록 강제하였다. 이에 과거 중국계 이민이 남겨놓은
여러 흔적과 기억은 지워지고 외면되었고, 위정척사의 상징이면서 궁극적으로
“中華”를 지향하고 있던 대보단, 만동묘, 조종암 및 明 황제에 대한 각종 제향은
잇달아 철폐되었다.61) 이 속에서 明 유민은 “부모형제, 근친도 돌볼 여유를 갖지
못하고”,62) “각자 명맥유지에 급급”63)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은둔을 넘어 개방적인 한민족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넘쳐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금 숙고할 문제가 있다. 우리가 과
연 은둔한 민족이었는가?64) 오히려 과거 우리의 역사는 개방화된 현대인의 입
장에서도 놀라울 수준의 개방성과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현대의
한국사회는 箕子조선을 외래인의 정권으로 인식, 대체적으로 거부하는 반응을
보이지만, 하지만 불과 100여 년 전 까지만 하더라도 이는 중국과의 연대, 나아
가 선진문화의 적극적 수용이라는 자부심의 표현이었다.65) 이 외에도 阿踰陁國
60) 조선은 중국적 질서를 철저히 내재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가장 이상적으로 실현
하고 있었다. “조선학자와 관리들은 결코 가능하리라 꿈도 꾸지 못했던 수준까지 사
회정치학적 환경을 성리학 원칙에 따라 개편하는 데 성공했다.” 존 플랭클, 《한국문
학에 나타난 외국의 의미》, 소명출판, 2008년, 90쪽.
61) 오영섭, 〈위정척사의 상징물 조종암〉,《태동고전연구》제11집, 1995년, 84쪽.
62) 《大明遺民史》上, 앞의 책, 87쪽.
63) 《大明遺民史》上, 같은 책, 15쪽.
64) 존 플랭클에 의하면 조선이 은둔의 이미지를 갖게 된 것은 1882년 윌리엄 엘리
엇 그리피스가 자시의 저서에 《은자의 나라 한국(Corea-The Hermit Nation)》이라
는 제목을 붙이면서부터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정작 그리피스는 한국에 와본 적이
없이 일본에 체류하면서 한국에 대한 생각을 정리했다. 《한국문학에 나타난 외국의
의미》, 위의 책, 19쪽.
65) 19세기 후반 신재효의 판소리 - “괘심하다 서양되놈 無君無父 천주학을 네 나라
나 할 것이지 단군 기자 동방국의 충효윤리 밝았나니 어희 감히 여어 보자.” 민병수,
조동일, 이재선, 《개화기의 우국 문학》 신구문화사, 1974년, 82쪽.; “노예된 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단군, 기자 이래 4천년 국민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홀연 망하고
말 것인가.” 장지연, 〈是日也放聲大哭〉, 19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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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許黃玉은 駕洛國 왕후의 자리에 올랐고,66) 倭國 동북 1천리쯤 떨어진
多婆那國에서 온 脫解는 신라에 흘러들어 결국 제4대 왕으로 등극하였으며,67)
외국에서 온 順道, 曇始, 阿道, 摩羅難陀은 고승으로 추대 받았고,68) 노골적인 성
애의 대표적 주인공으로 아랍인이 등장할 만큼 雙花店은 고려사회에 온전히 수
용되었으며,69) 여진인 豆蘭帖木兒(李芝蘭)은 조선의 개국일등공신으로 靑海君의
관직을 제수 받았고,70) 네덜란드에서 온 벨테브레(朴淵)는 孝宗의 사위인 鄭載崙
과 친교를 나누었으며,71) 壬亂 당시 倭將이었던 沙也可(金忠善)는 수차례의 전공
을 세워 正憲大夫의 직에까지 올랐다는 수많은 역사적 기록72) 등은 모두 한국사
회의 전통적 개방성과 역동성을 증명한다.
한국에 정착한 이들은 능력으로 인정받았을 뿐 그들이 가진 종족적 문화적 정
체성은 배척되지 않았다. 李芝蘭의 장례는 그의 뜻대로 여진의 풍속에 따라 치
러졌고,73) 그에 대한 예우에 그의 사후 400년이 지난 순조시대까지 이어졌다.74)
타 종족에 대한 배타적 태도는 엄격히 억제되었을 뿐 아니라,75) 타 종족 출신의
인물을 시조로 삼은 가문들은 오히려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드러내었다.76) 金忠
善은 자신의 호를 慕夏堂으로 지었는데, 여기서 夏란 정치적 실체로서의 중국이
66) 《三國遺事 紀異篇 駕洛國記》
67) 《三國史記 新羅本紀 脫解 尼師今》
68) 覺訓의 《海東高僧傳》에서는 외국승려에 대한 별도의 장이 없이 세 명(혹은 네
명)의 외국 출신 승려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는 승려
는 372년 중국에서 고구려로 건너온 출신지 마상의 順道이다.
69) 《高麗史》를 살펴보면 1024년부터 1040년까지 대략 삼백 명의 아랍인이 고려에
입성한 것으로 보인다. 고려속요 쌍화점 첫째 구절 “雙花店에 雙花 사러 갔더니 回回
아비 내 손목을 잡더이다.”
70) 《朝鮮王朝實錄》太祖1年7月28日
71) 鄭載崙, 《閑居漫錄》
72) 金海金氏(賜姓金海金氏), 《韓國姓氏寶鑑》, 위의 책, 453-476쪽.
73) 《朝鮮王朝實錄》太宗2年4月9日
74) 《朝鮮王朝實錄》太宗2年4月9日
75) 조선인 관리가 2품 벼슬에 있던 여진족 殷阿里의 출신을 조롱하자 세종은 “네가
대신에게 무례하게 굴었으니 법으로 마땅히 죄주어야 할”것이라 꾸짖는다. 《朝鮮王
朝實錄》世宗15年閏08月18日
76) 한국의 280여개 성씨 가운데 절반정도의 성씨가 외래 인종을 해당 성씨의 시조
로 삼고 있다. 이는 곧 한국의 전통사회가 타 종족의 유입이나 이에 따른 혼혈을 부
정하지 않았음을 증명한다. 귀화성씨에 대해서는 김정호의 《한국의 귀화성씨-성씨
로 본 우리 민족의 구성》(지식산업사, 2003년)과 박기현의 《우리 역사를 바꾼 귀화
성씨》(역사의 아침, 2007년)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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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華'의 진정한 보편적 문명과 문화를 수호하는 국가가 바로 조선이라 믿었던
것이다. 이러한 예에서 보여 지듯이 당시에는 현대적 개념의 인종, 민족이 아닌
“中華”로 대변되는 보편적 가치를 받아들이고 이를 공유하는가가 조선사회의 구
성원, 더 나아가 문명세계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선결 요건이었다.
근대시기 100년 동안의 외면과 소외가 있었음에도 고대 한국 역사에는 중국계
정착민의 흔적이 수 없이 발견된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재, 이들 역사에 대한
공정한 해석과 긍정적 이해는 잊혀진 역사의 발굴이라는 차원을 넘어 한민족 자
체에 대한 시각의 수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초국가공동체 건설의 가능성을 제시
하고 있다. 和而不同의 이상을 실현했던 우리의 전통은 능동적으로 외래 이주민
을 흡수하였고, 이들 외래 이주민의 종족적 문화적 DNA는 올곧이 우리 민족의
한 요소가 되어 현재의 한민족을 형성하였다. 이는 곧 최근 논의되고 있는 다문
화가정이나 다문화국가 또는 이에 근거한 역동적 한민족의 건설이 미래의 것이
아닌 이미 우리의 역사 속에서 경험되었던 것임을 의미하고 있다.
필자는 고대 한국의 중국계 정착민의 모습을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본 본 연구
에 치명적 한계가 있음을 고백한다. 본 연구는 일반 이민자의 구체적 이민형태,
이민사회의 형성, 한국사회와의 소통 및 동화과정 등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추적
하지 못했고, 언급되었던 몇 개의 성씨나 가문에 대한 추적 또한 구체적이지 못
했다. 하지만 본 연구의 1차적 목적이 “우리” 내부에 녹아 있는 “그들” 즉 중국
계 정착민의 발견이었음을 상기할 때, 본 연구의 이러한 한계는 차후 연구의 중
심 과제가 될 수 있으리라 소망한다.
“우리”와 “그들”의 살아온 모습이 결국 “우리”의 삶인데 누가 누구를 배척할 수
있을 것인가?

187

188

【參考文獻】

《三國史記》
《三國遺事》
《高麗史》
《朝鮮王朝實錄》
《光海君日記》
《宋子大全》
《尙書》
《後漢書》
《史記》
《三國志》
《北史》
《新唐書》
《梁書》
《宋史》
《明史》
申采浩, 《申采浩全集》, 서울:丹齋申采浩先生記念事業會, 1975年版.
明義會, 《大明遺民史》, 서울:保景文化社, 1989년.
復旦大學韓國硏究中心編, 上海:《韓國硏究論叢》第4輯, 1998年.
崔承現, 《韓國華僑史硏究》, 香港: 香港社會科學出版社, 2003年.
한국민족문화진흥회, 《韓國姓氏寶鑑》, 서울:한국민족문화진흥회 1992년.
중앙일보사, 《韓國姓氏大百科 성씨의 고향》, 서울:중앙일보사 1989년.
정옥자, 《조선중화사상연구》, 서울:일지사, 1998년.
존 플랭클, 《한국문학에 나타난 외국의 의미》, 서울:소명출판, 2008년.
한림대 태동고전연구소편,《태동고전연구》제11집, 1995년.
김정호, 《한국의 귀화성씨-성씨로 본 우리 민족의 구성》, 서울:지식산업사,
2003년.
박기현, 《우리 역사를 바꾼 귀화성씨》, 서울:역사의 아침, 2007년.
박천수, 《새로 쓰는 고대 한일교섭사》, 서울:사회평론, 2007년

韓中混血考【中文提要】
1: 근대이전 한국의 중국계 정착민에 관한 연구 - 최승현 189
大约从公元前１１世纪开始的华人迁移韩国的历史相应着韩中之间的力学关系一直
扩展到１９世纪末 尤其是１７世纪以后奉行义理和名分的朝鲜把汉人的迁移及定居
看做朝鲜即将成为中华的一个证据而对向化人采取了格外有待的政策 在此，朝鲜圆
满实现了超越国家及民族的分歧而以道德价值观为媒介的“和而不同“的社会气氛 近
代历史给我们带来了只有我们的“韩民族”，同时强迫我们拒绝中华及我中有你你中有
。
我的实体，从而旅韩汉人被忘却，并对他们的记忆也被抹掉了 现在韩国为克服过去

。

排他性的民族主义并建立开放型的韩民族乃至和平共处的地域共同体而加倍努力 实

。

现这两个课题的钥匙，就在我们的历史里

。
주제어: 중국, 한민족, 화교화인, 이민, 중국, 혼혈, 中國
China, Korean, Chinese Korean, China, Settler, Hybrid
The Review on a hybrid of Korea and China
。 1: A Study on
premodern chinese settler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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