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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사, 그것도 한편은 종주국이고 다른 한편은 종속국으로 연계
된 사대관계를 돌아보면 종속적인 국가에는 지울 수 없는 비탄의 내재성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멀리는 그만두고라도 조선왕조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조선왕조
는 개창된 1392년부터 중국에의 종속적인 사대체제로 임했으며, 이것이 뒷날에는 회
한으로 남는 한계점을 남겨주었다.
조선왕조는 이성계 중심의 역성혁명, 즉 변방 무신세력과 신진사대부의 연대로 이룩
된 통치체제였기에 그 체제의 정당성을 중국의 명에 대한 사대종속에서 확보하려했
다. 그로부터 명과 조선 사이의 종속관계는 의례적인 것을 넘어 실제적인 종속성의
제도화와 정신사적 심화현상을 가져오게 되었다. 따라서 이는 독립왕조의 주체적인
한계성을 드러내는 것이 되고 말았다.
조선왕조의 대명 사대종속은 특정 통치세력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강대국 연대의 차
용논리의 의미를 갖고 있다. 다시 말하면 강대국의 이름을 빌려서 조선왕조의 정당성
을 확보했기에 사대종속관계의 실제화에 따른 종속적 정치구조를 조성했다. 즉 대명
사대종속은 통치세력의 명분론 그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는 그 이후도 중국에
대한 “대국의존 의식의 정치문화”로 지속되는 일면을 보여주게 되었다.
이를 전제로 이글에서는 다음 몇 가지 사실을 밝히는데 그 중점을 두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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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중관계사에서 사대종속의 시작과 그 뒤의 변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조선왕조의 사대종속론이 한국정치문화의 한 속성으로 자리 잡았으며 뒤에도 영향
력을 미쳐왔음을 살펴보려고 한다.
3. 오늘의 시대상황에서도 한국의 대외관계는 조선왕조의 사대 종속관념의 내화적 변
용과 그 지속성을 생각해 보려고 한다.
4. 마지막으로 사대종속적 변형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
찰해 보려고 한다.
흔히 그렇듯이 이글에서도 실증적인 논의나 가설적인 전제를 입증하기 위한 논리화와
는 다른 관점에 서서 문제를 접근하게 된다. 그것은 논리적 서술, 즉 다음의 사실의
인식으로 이어질 것이다. 즉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지향과제는 중국을 비롯한 일본, 미
국 등과의 완전 대등한 주체적 정치체제의 정립이며 이것만이 근대 100년간 유예된
민족적 국민국가의 실체화를 완성하게 될 것임을 의미하게 된다.
거듭 말하거니와 중국 등 주변국가와의 대등한 국민 국가적 주체성의 확보라야 비로
소 국제사회에서 자율적이고도 주체적인 지향성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
에서 여기에서 먼저 지난날 치욕적인 한중관계사의 시대종속의 몇 가지 성격부터 살
펴보기로 한다.
2. 관계사의 몇 가지 단면
조선왕조의 명에 대한 사대종속성은 이성계의 조선왕조의 개국에서 구체적으로 시작
되었다. 조선개국을 인정받기 위해서 1392년 책봉주청사 조림(趙琳)이 명으로 부터
이성계를 권지고려국사(權知高麗國事)로 봉한다는 명제(明帝)의 조서를 받아왔다. 이
를 위한 조선왕실의 표문은 아래와 같다.
“삼가 황제 폐하께서는 건곤(乾坤)의 넓은 도량과 일월(日月)의 총명으로써 여러 사람
의 뜻을 어길 수 없음과 미신(微臣)이 마지못했던 일임을 살피시어, 성심(聖心)으로
제가(裁可)하여 백성들의 뜻을 안정하게 해 주소서”1)
이 표문에 명 황실의 예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부를 조선왕조에 전했다.
“삼한(三韓)의 신민이 이미 이씨(李氏)를 높이고 백성들에게 병화(兵禍)가 없으며 사람
마다 각기 하늘의 악(樂)을 즐기니, 곧 상제(上帝)의 명령인 것이다. 비록 그러하나,
금후로는 봉강(封疆)을 조심하여 지키고 간사한 마음을 내지 말면 복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그대 예부(禮部)에서는 짐(朕)의 뜻을 알리라.’ 하므로, 더욱 이를 공경히 받
들어 지금 황제의 칙지(勅旨)의 사의(事意)를 갖추어 먼저 보낸다."2)

1) 伏望皇帝陛下, 以乾坤之量, 日月之明, 察衆志之不可違, 微臣之不獲已, 裁自聖心, 以定民志.[太祖實錄]
원년 8월 29일조.
2) 其三韓臣民, 旣尊李氏, 民無兵禍, 人各樂天之樂, 乃帝命也。 雖然自今以後, 愼守封疆, 毋生譎詐, 福
愈增焉。 爾禮部以示朕意。" 欽此, 今將聖旨事意, 備云前去。[太祖實錄] 원년 10월 22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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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왕실은 명 황실이 내린 이 차부에 대한 사은의 깊은 표시로 정도전(鄭道傳)을
명나라로 보내어 다음 표문을 예를 다해 올렸다.
”신은 삼가 시종을 한 결 같이 하여, 더욱 성상을 섬기는 성심을 다하여 억만년(億萬
年)이 되어도 항상 조공(朝貢)하고 축복하는 정성을 바치겠습니다."3)
이어 조선왕실에서는 명의 황제에게 조선(朝鮮)과 화영(和寜) 둘 중에 국호를 골라달
라고 간청했으며 명은 조선으로 통보해 주었다. 이렇게 시작된 조선왕조의 중국에 대
한 사대종속의 의례는 조선왕조 전 기간 동안 그대로 지속되었다. 물론 사대종속의
관계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중국 대륙에서 명으로부터 청으로 이어져도 그대로 계
속되었다. 여기서는 그 흐름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구분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1) 조공책봉체제
조선왕조의 명에 대한 사대 종속의례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조공과 책봉이다. 조공
은 말 그대로 소국이 강대국이 요구하는 물품의 진상공여를 의미한다. 강대국은 이것
에 상응하는 다른 물품의 하사 형식을 취하기도 했다. 조공은 연례적으로 행해졌으며,
어느 면에서는 조공무역이라는 말을 사용할 정도였다.
여기에 덧붙여 소국은 군왕의 승계를 대국으로부터 책봉받음으로써 그 정당성을 확보
하려했다. 책봉은 소국이 군왕의 새로운 승계가 일어났음을 중국에 알리고 중국으로
부터 이를 인정받는 형식이었다. 중국이 인정해야 비로소 올바른 군주로서의 통치권
을 갖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그 때문에 명으로부터 조공과 책봉을 받은 국가는 동아
시아의 여러 나라와 이슬람 국가 등 다수였지만 지속적으로 그 의례를 반드시 지켰던
나라는 조선과 유구로 알려졌다.4)
2) 재조지은과 존주대의
사대종속의식의 심화과정의 또 다른 하나가 재조지은(再造之恩)이었다. 재조지은은 말
그대로 나라를 다시 살려준 고마운 은혜에 감사한다는 뜻이다. 임진왜란으로 조선왕
조는 국망의 위기에 놓여 있었다. 명의 숭정제에 의한 조선으로의 명군의 파병이 선
조를 비롯한 조선왕조의 조야 모두를 깊이 감사하게 했고 이는 곧 “조선왕국을 다시
일으켜 새워준 은혜”라고 여기게 되었다. 실제로 이여송의 명군이 1593년 1월 평양성
전투에서의 승리는 패배로만 이어진 왜군과의 전세를 역전시키는 한 계기가 되었다.
16세기에 임진왜란이 끝나자 선조를 비롯한 조선의 사대부는 명나라에 대한 고마움은
또 다른 사대종속의 정신사적 표현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명을 상국으로 받들어야 한
다는 존명적(尊明的)인 의리론(義理論)의 전개였다.
17세기 중국대륙에서 명청의 교체와 이어서 청군의 조선 침탈이 자행된 또 다른 국난
을 겪었지만 재조지은은 멸망한 명나라에 대한 보은 그 이상의 사상사적인 의미로 표
3) 臣謹當終始惟一, 益殫事上之誠, 億萬斯年, 恒貢祝釐之懇。[太祖實錄] 원년 10월25일조.
4) 具都暎,“ 조선 전기 朝明외교관계의 함수, ‘禮義之國’”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대동문화연구]
89권, 2015 p. 16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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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되고 있었다. 이것의 구체적인 논의가 바로 존주대의(尊周大義)였고 이를 위한 현창
도 행해졌다. 존주대의는 송시열(宋時烈)이 효종에 올렸던 [기축봉사(己丑封事)]에서
강하게 주장되었다. 천하의 의리를 밝히는 춘추대의를 기본으로 삼아야 하며 중화 대
륙의 정통을 명으로 여겨야 마땅하고 명을 패망시킨 청을 물리치는 것이야말로 지난
날 청으로 부터 당한 수치를 되갚는 복수설치(復讐雪恥)의 길이라고 강조했다.5) 물론
이러한 논의는 중국대륙에서 청의 발전과 위용을 전제한다면 현실성이 결여된 비 실
체적인 한낱 관념론에 불과한 주장이었을 뿐이다.
3) 소중화와 순망치환
청에 의한 두 차례나 침탈당한 조선의 조야에서는 청에 대한 원한을 강하게 지니게
되었다. 특히 삼전도(三田渡)의 치욕을 되갚기 위해서라도 이념적으로 존주대의를 지
켜야 한다고 확신했다. 이런 흐름의 하나가 성리학의 유자들이 주장한 소중화(小中華)
의식의 표현이었다. 중국에서 청의 침략으로 명이 멸망함으로써 성리학의 중화문명의
정맥은 단절되었고, 여기에다 중국문화는 만주족의 야만적인 침탈을 받고 있다고 생
각했다. 따라서 중국의 전통적인 성리학의 문화, 즉 중화사상의 정맥은 이제는 명으로
부터 조선으로 이어졌고 또 이어져야 한다고 자부했다. 즉 조선은 이제 성리학적 중
화문화의 정통적인 적자이자 계승자로 자처했으며 스스로를 소중화의 위치의 점유자
로 행세했다.
여기에 덧붙일 사실은 중국과 한국의 관계를 순망치한(脣亡齒寒)으로 인식하는 논리
가 청대 말, 정확히는 서구 제국주의의 침탈이 자행된 18세기부터 중국과 한국의 지
식인 사이에 논의되었다는 사실이다. 중국과 한국은 마치 운명적인 일체성을 갖는 것
처럼 주장됨으로써, 서구 제국주의 세력의 중국 침탈의 여파는 한국에도 미치고 한국
이 서구의 제국주의 영향권으로 들어가면 중국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논리였다.
특히 한국전쟁 시기에 중국의 마오쩌둥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지원 참전하면서 “순망
치한”으로 이를 논리화했음도 알려진 일이다. 엄격한 의미에서 중국과 한반도는 별개
의 영역인데도 이를 순망치한으로 여겼음은 한반도가 중국의 영향권에 속한다는 사실
을 강조하기 위한 주장이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중국은 중국이고 한반도는 한
반도인데도 이를 마치 중국의 한 영역처럼 인식하는 주장이었다.
3. 자존을 위한 연대의 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중관계사, 특히 조선왕조 이후 600여년은 중국대륙으로부터
직간접의 영향력 아래에 놓인 역사였다. 양자의 관계는 서로가 대등적이고도 호혜적
인 연대관계를 보여준 것이 아닌, 지배, 종속, 침탈, 점령의 역사로 점철되었다. 중국
5) 이 문제를 연구한 다음의 글을 인용할 수 있다. “송시열이 기자 이래 조선이 예의의 문화를 갖추어
고려가 원나라에 동화되지 않았고 조선에서도 왜나 청등의 이적에 굴하지 않고 중화문화를 지켜온 것
을 강조하였다는 점이다.---문묘 사전의 이정 작업에서 송시열은 상소를 통해 ---새로 종향될 송조
의 삼현(三賢; 楊時, 羅從彦, 李侗)을 비롯하여 송대의 도통과 관계되는 인물을 재정리하는 작업을 시
도”했음을 적어 놓았다. 鄭在薰, “17세기 우암 송시열의 정치사상” [韓國思想과 文化] 42집, p.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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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에서 정권교체가 일어나면 그 여파는 곧장 한반도로 밀려왔다. 이는 한반도에 대
한 중국 대륙의 무력행사로 이른바 “중원으로의 무력적 잠재성”을 사전에 차단해야한
다는 주장을 내걸면서 이런 일들을 버젓이 전개했다. 그런가하면 한반도에 새로운 정
치적 변화가 일어났을 때도 중국 대륙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하는 것으로 여겨왔다. 결
국 이는 앞에서 적었지만 주체적인 자주 독립성의 문제 즉 “주변부적 종속체제”로서
의 비극적인 한계를 보여주게 되었다.
한반도에서 주체적인 독립국가, 그것도 국제사회에서 내실 있는 “자주국가로서의 체
제화”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국대륙의 일방적인 영향권에서 벗어나 대등적-자주적호혜적인 관계를 이룩해야 한다. 중국대륙의 영향력, 여기에 덧붙여 러시아와 일본 등
주변국가의 영향력-이들 국가와의 관계도 사실상 대등한 것이라기보다는 18세기적인
전통적 동 아시아적 정치구조의 재생을 연상시키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가 많
았다.- 의 극복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경제적인 교역 위주의 국제경제
적인 인식차원도 중요하지만 여기에다 정치지리학적 사유도 부가되어야 마땅하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여기서는 다음 몇 가지를 제기해 보려고 한다.
1) 비정상성의 극복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적인 접점은 강대국의 영향력, 즉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접전지로 인식되어 왔었다. 그러한 인식의 하나가 “베이징이 평화로우면 서울도 안온
하다”라는 연계논리였다. 이는 곧 중국의 정치적 상황이 한반도에도 예외 없이 투영
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러나 더는 이러한 연계논리가 적용될 수 없다. 그리고 그
러한 논리가 통용되는 상황 자체가 한반도의 국제사회의 한계상황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 즉 “베이징에는 눈이 와도 서울에는 꽃이 핀다!”라는 말로 대
치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정상성으로의 길이다. 다시 말하면 베이징과 서울은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 그 같음과 다름의 선택은 전적으로 한국의 자기결정성의
문제라야 한다.
경제적인 교류, 특히 무역수지관계를 중심으로 중국과 같은 거대 시장의 개척이 한국
발전의 명운처럼 일방적으로 주장되거나 격려되는 것이야말로 또 다른 화이론(華夷
論)의 변형이라는 비판에서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2) 새 지정학적 인식
한국을 위한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그 관계망의 정상성을 이룩하기 위한 하나의 인식
적인 대안으로 “정치 지리학적 지향”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질서를 단순히 육
지세력과 해양세력으로 양분해서 이들 사이의 선택적인 관계를 논의하는 20세기적 지
정학적 인식이 아니라 이제는 육지세력과 해양세력을 모두 포용하되 이를 상황에 따
른 변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북쪽 영역은 차단되었고 동, 남, 서
는 해양으로 연계되어 있기에 이를 통해서 북의 포용이 절실하다.6)
6) 이점에서 한국의 내일을 위한 인식으로 지정학적 인식의 원용이 요청된다. 특히 주변지역이론을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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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현재의 한-미-일- 라인의 동 태평양권 중심축일 수밖에 없
다. 이것에 대응되는 새로운 축, 즉 서남 태평양권을 구축해야 한다. 즉 오스트랄리
어, 타이완, 베트남, 타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과 연계되어야 한다. 이
양축을 기준 축으로 유럽과 아프리카 등 세계의 여타지역과 계류됨으로써 비로소 차
단된 북쪽 영역도 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4. 마침 말
한중 관계사는 오랜 역사 속에서 한국민족에게는 비극적인 회한을 더 많이 남겨주었
다. 그것은 오늘의 상황에 비치어 봐도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된다. 문제
는 이런 상황을 조성한 것이 중국에 의한 강제에 의해 이루어 진 것도 있지만 어느
면에서는 우리 역사에서 한국인 스스로의 자발성에서 빚어졌음도 상기할 수 있게 된
다. 그런 상황을 유도했던 대표적인 사유의 하나가 바로 사대종속적 의식이었다.
실로 사대종속의식은 모르는 사이에 오늘의 역사에서도 하나의 저류로 흐르고 있다.
일부 정치 지도자들이 중국을 찾는 것을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한 당연한 중요 과
제처럼 여기는 상황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거듭 말하지만 이러한 사고야말로 스스
로 재앙을 몰고 오는 것이 되고 만다.
미, 중, 소, 일의 강대국적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은 바로 한국 민족사 5천년
의 최대의 숙망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스스로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국민
적인 시민국가임을 의식해야 하고 이를 앞서서 실천해야한다. 봄날 중국 대륙에서 몰
려오는 북쪽 하늘의 황사처럼 지난날의 아픈 역사를 더 이상 지속시킬 수는 없다. 이
것에 대한 철저한 차단이야말로 지난날의 한중관계사의 비극을 뛰어 넘는 유일한 길
임을 절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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