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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부 마을에서의 이혼 분쟁과 소유권,
그리고 법적 다원주의

자오 슈동
인민대학교

[...] 결혼을 두 당사자 외에 누구도 관심을 가질 수 없는 프라이버시로 여기는 곳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Fei Xiaotong 1981, 33).

서론
중국 인민의 역사는 일종의 순환으로 보일 수 있다. 현재의 많은 사회적 현상들도 그러한 순환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 그 중 결혼 문제도 예외는 아니다. 근현대 중국의 이데올로기는 한때 혁명의
기본 원칙이 지배했다. 혁명은 어떤 질서나 관습들이 일부 계급의 이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그것들을
‘악습(lousu)’이라는 이름하에 합법적으로 폐기했다. 이런 점에서 성공적 혁명이란 상징적으로
과거 관습을 새로운 유행으로 치환하는 것에 불과한 것일 때도 있다. 혁명의 급진적 변혁으로 인해
사회의 결점들이 드러날 때, 낡은 관습이라 불리 우는 것들은 재평가되고 설령 사회구조 내에서의 그
역할이 정당하더라고 그 지위는 탈환된다. 중국 근현대사의 발전 경로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과정은
사회인류학에서 ‘진동 모델(Model of Oscillation)’(Leach 1954)이라고 불리는 개념과 유사하다. 이는
중국 지방에서의 결혼과 이혼에 대한 나의 관심사와도 관계되는 것으로, 중국에서의 혼인법에 대한
모든 개정은 아마도 이러한 부류의 혁명 사상의 결과물로 여겨진다.
이런 유형의 혁명적 전환은 도시지역에서 시작해 이후 지방으로 확산되었다. 혼인 풍습은
동시간대의 도시지역에 비해 촌락 공동체에서 보다 서서히 변했을 것이다. 이러한 가설은 중국
하북성(Hebei) 리(Li)마을에서 진행한 필자의 4개월에 걸친 이혼사례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곳에는 결혼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법이 있는 한편 결혼과 소유권 문제를 규제하는 토착관념에
기반한 지역적 관습이 공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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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서약과 풍습
필자가 원래 지명과 다르게 리 마을이라고 이름붙인 곳은 하북성 내 차오(Chao) 지역 동부에
위치하고 있다. 1997년 필자가 연구할 당시 마을에는 약 1,100가구, 5,000명이 거주하고 있었다(Zhao
2003, 31). 필자의 정보원에 의하면 마을에서 결혼이란 그들이 아주 어릴 때 했던 약혼을 성사시키는
것이다. 가령 아이의 어머니는 자녀가 두세 살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마다 아이의 배우자를 찾으려 한다. 아이의 어머니는 어떤 집안의 아이가 자기 아이에게 딱 맞는
배우자라는 것을 파악하는 즉시 그 상대 아이 집안과 약혼을 도와줄 중매인을 찾아 나선다. 상대가족이
그러한 약조를 맺는 것에 동의하면 아이의 어머니는 상대가족의 부모와 첩(tie, 결혼 약속에 대한
증명)을 교환한다. 그 첩은 종종 한 장짜리의 붉은 종이로 작성되었으며 길일을 선택하여 교환된다.
첩에 기입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소위 말하는 사주팔자(四柱八字)인데 이는 양가 아이들이
태어난 시간을 의미했다.
일반적으로 각 마을에는 태어난 시에 따라 아이의 장래를 가늠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으며 선생이라 불렸다. 리 마을에서 그들은 ‘능인(能人,
nengren)’이라고 불렸고, 2001년 돌아가시기 전까지 리 마을의 관습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주신
리청강(Li Qinggang) 선생 역시 그런 사람 중 하나였다. 그는 남아와 여아 사이의 태어난 시로 보는
궁합에 전통적인 명리학을 적용하곤 했다. 한번은 그가 시와 같은 형식으로 쓰여진 『남녀 결혼 궁합의
남녀의 금(金), 목(木), 화(火), 토(土)와 같은 다양한 성질들이 지닌 가상적인 관계의 조화를 표현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여덟 종류의 조합으로 요약될 수 있다.
남성 목(木) 여성 목(木)
나무에 나무를 더하면 숲

나무는 바람이 불면 스러짐

배우자간의 다툼이 많음

이들의 자녀는 교육받아야 함

서로 받들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관계

병고, 나약함, 슬픔에 빠지기 쉬움

남성 목(木) 여성 화(火)
나무와 불은 서로에게 생명을 부여할
수 있음

의무를 다할 때만 조화를 이룬다

다툼이 잠시 한번씩 생길 수 있음.

서로에게 관대하다면 행복이 올 것

말띠 해에 아들을 출산하면 재물운이
있음

긴 생애 동안 덕을 쌓고 살 것

남성 목(木) 여성 토(土)
나무는 흙으로부터 나온다

꽃이 지면 씨앗을 맺는다

남편과 아내가 더없이 조화롭다

부와 재물이 집안에 그득하다

아들이 병약하다는 작은 불운이 있음

선행에 따른 운이 있을 것

남성 목(木) 여성 금(金)
쇠는 나무를 이기고 유용한 자원이
된다

걸을 때 조심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성실과 절약이 중요

진정성을 갖고 선의를 배풀 것

해마다 평화와 행운이 있다

자손의 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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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흉』(nann nayin mingpei jixiong biao)이라는 서적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서로 다른 시에 태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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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목(木) 여성 수(水)
나무가 물에서 태어나는 것이 순리

물에 물이 맞서면 일이 어긋난다

가족의 부를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함

말년에 번창할 것

농장에 부엌에서 나는 연기가
가득하고 마소(馬牛)가 불어날 것

자손을 많이 볼 것임

남성 화(火) 여성 목(木)
출생의 기운이 성별을 거스르고 있어
운이 반감됨

아내가 강하고 남편이 약함

명예와 재물 운이 있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신뢰

아들, 딸을 많이 보게 됨

남편이 악행하면 아들운이 없음

남성 화(火) 여성 화(火)
불에 불을 더하면 불이 거세진다

부부 간에 많은 다툼이 있다

가족 간에 불화가 있을 것

서로 양보할 것

그래야 화를 피할 수 있을 것

자손의 교육에 치중할 것

남성 화(火) 여성 토(土)
불이 흙을 만드는데서 오는 조화

부부 간에 조화와 행복

소나무같이 장수

부와 재물이 가정에 충만

아들, 딸을 많이 보게 됨

서로가 서로를 받듦

생시를 통해 맞춘 남아와 여아간의 궁합이 혼인하기에 적합하다는 판단으로 이어졌다. 청혼의 첩은
보통 남성 쪽에서 작성한다. 그 첩의 일반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다. “삼가 이 천금과도 같은 언약을
청합니다―신랑 부모 배.” 1 여자 쪽에서 첩을 받을 때는 생시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하다. 두 아이
사이에 화근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이후 혼인에 동의하는 첩이 요구된다. 답을 하는 첩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작성되었다. “청하신 바를 존중하여 삼가 그 말씀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신부 부모
배.” 2 환첩(huantie)이라 불리는 첫 번째로 교환된 첩은 양가 부모들이 각각 보관한다. 자녀들이
결혼할 나이로 성장하였을 때 남자 측에서 먼저 약혼을 성사시킬 중매인을 찾아야 한다. 약혼도 역시
남자 측에서 하첩(xianie)이라고 불리는 첩을 보내는 것으로 시작된다. 여성 측은 남성 측의 첩이
전해지고 나면 사첩(Xietie)이라는 감사의 첩을 보내야 한다. 남성 측이 보내는 첩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작성된다. “삼가 견결한 마음으로 이 천금과도 같은 언약을 청합니다. 신랑부모 배.”3 여성 측의
감사의 첩은 또한 다음과 같이 작성된다. “청하신 바를 존중하여 삼가 그 말씀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 부모 드림” 4 마지막으로 양가의 친척들과 중매인이 함께 하는 연회가 남성 측의 준비로
이루어지고, 연회에서 결혼날짜를 정한다.
일반적으로 모든 마을에는 이러한 혼인 첩지를 쓰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 리 마을에서 이러한 일은
리청강 선생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에게 맡겨졌다. 그는 아이의 출생부터 관혼상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의 매뉴얼에 해당하는 『첩지의 관례(tiepu)』를 갖고 있었다.

1
2
3
4

敬求: 金諾 眷 李文中拜.
謹遵: 台命 姻眷 岳中泰拜.
謹請 議敬求: 金諾 姻眷晩生某姓名頓首拜.
幸蒙不 謹遵: 台命 姻眷侍生某姓名頓首拜.

246

중국의 시골지역에서는 여성 측에 값비싼 약혼 선물(caili)이 요구되곤 한다. 근방 촌락들이 모두
그러하지만, 리 마을의 처녀들은 약혼 선물을 준비하지 않는다. 정확히 말하자면, 약혼일에 남성 측이
여성 측에 약 500위안에서 2,000위안정도의 약소한 돈을 전달하면, 혼례일에 여성 측은 다시 남성
측에게 대략 10,000위안 정도의 값어치가 담긴 함을 돌려주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여성이 시집에
들어가 무시를 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정도 값비싼 관습이 오히려 신부 측에 훨씬 이로운 것으로
여겨졌다.
함을 받는 일은 중국 촌락의 공식적 이벤트가 되곤 했다. 일반적으로 함은 결혼식 전날 아침에 신부
측에서 보내야한다. 함이 도착하면 신랑 측에서 함을 받으러 나올 동안 신부 측에서는 불꽃놀이를
벌인다. 신랑 측 마을사람들은 신랑의 집으로 함이 들어가는 것을 생생히 보기위해 모두 나와 함의
내용물이 어떤지 확인하고는, 신부가 부자인지 아닌지 온 마을에 소문을 퍼뜨린다.
시골지역에 혼례가 있는 날이면 누구나 완벽한 전통 의례를 볼 수 있다. 아직 해가 뜨지도 않은 이른
아침, 신랑은 마을 사람 몇 명과 함께 차를 타고 신부의 집으로 간다. 신랑이 신부의 집에 도착하면
신부는 이제 부모의 곁을 떠나게 되는 것을 주저하는 듯이 일부러 시간을 지체하기도 한다. 그 동안
신랑의 친지들과 신부의 친지들은 서로 대화를 나눈다.
신랑이 신부를 문밖으로 데리고 나오기 전에 신부 측 친지들은 신랑의 얼굴에 검은 재를 칠한다.
이후 신랑은 신부의 친지들이 타고 갈 차량행렬 중 첫 번째 차에 신부를 태우고, 차량행렬이 신랑의
마을 초입에 들어서면 폭죽을 터뜨린다. 동시에 신부 가족들은 먼저 신부와 그녀의 가족들이 함께할
참석한다. 물론 의례에서는 신랑 측 마을 사람들 모두가 환대를 받는다. 하루 종일 행해지는 행사는
바이티안디(bai tiandi, 천지신명에 대한 경배)와 렌다시아오(ren daxiao, 친척어른들에 대한 소개)와
같은 의례들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신랑과 신부 양측에서 모두 행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의례들을 통해
혼인 관계는 단순한 서류형식을 넘어 공적인 의례로 모두에게 인식되는 것이다. 즉, 그러한 의례와
행사 이후에는 마을의 모든 이들이 신부가 그 마을 어느 집의 새댁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양가의 만남
후에는 양가 친지들을 후하게 대접하는 잔치를 벌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전통적 중국에서의 이혼
결혼은 가족을 형성하는 일종의 사회적 결속이다. 일반적인 가족은 위의 꼭짓점에 부부가, 하위
두 점에 부부의 아이나 아이들이 위치하는 역삼각형으로 표현될 수 있다(Radcliffe-Brown 1926,
160). 페이 샤오통(Fei Xiaotong)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계약관계로 볼 수 있다고 단언한다. 그것은
일부일처제 사회뿐만 아니라 일부다처제나 일처다부제의 사회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 모든 사회가
둘 혹은 그 이상의 개인들 간에 이루어지는 혼인이라는 계약관계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Fei 1981,
77). 따라서 우리가 결혼을 일종의 계약이라 본다면 그것은 해당 계약을 성사시키거나 취소할 수 있는
모종의 조건들과 원칙들을 가져야만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건과 원칙들은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와 결합된 문제일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결혼에 연관된 도덕성의 변화들에 대해 반드시
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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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례들을 준비한다. 의례에는 신랑의 친척들 5촌까지 참석하며, 신부 측은 가까운 친지 몇 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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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맥락에서 현대에는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결혼제도도 고대사회에서는 당연한 것이었을 수
있기에, 우리 문화에서는 승인되는 결혼이라도 타 문화에서는 비난받을 수 있다. 혼인이라는 계약을
성사시키거나 해약할 때 작동하는 각 문화에 내재한 상이한 원칙들을 전제하지 않고는 결혼문화의
다양한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 가령 고대 중국에서 부인과의 이혼은 추(chu, 보내다), 치(qi, 버리다),
팡(fang, 쫓아보내다), 슈(xiu, 내몰다) 등으로 불렸는데, 이러한 행동이 결코 비난 받아야한다고
여겨지지 않았다. 유교 고전 중 하나인 대대예기(Dadai Liji, 大戴禮記)에 따르면 남편은 아내가
시부모에 대한 불효, 아들을 낳지 못함, 간음, 질투, 심각한 질병, 수다, 도벽 중 하나의 칠거지악을
행하면 그녀를 내쫓을 권리가 있었다(Tai 1978, 85; Tao and Ming 1994, 254-61).5 통상적으로는
쫓겨난 아내의 집안에서는 남편 측에 그녀가 왜 소박을 맞았는지 따져 물을 수도 없었다고 한다.
그런가하면 누군가 그녀의 상황에 대해 질문이라도 한다면 가족들은 결혼한 여자가 다시 돌아왔다는
의미인 다귀(dagui)나 라이귀(laigui) 같은 수사로 가까스로 둘러댈 뿐이었다. 당시 사람들은 여자가
소박을 맞으면 그 책임이 대개는 여자 쪽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Dong 1995, 277-85).6
중국 전근대 시기에 부부관계는 국가의 법이 아닌 개인들의 가문과 혈통에 따라 규제되었다. 그
결과 부인의 지위는 가문의 사원과 혈통이 갖는 권력, 모계의 형제들이나 부계의 자매들이 갖는
권력, 그리고 남편의 권력, 세 가지에 영향을 받았다(Tao 1934, 48). 따라서 남편이 아내를 깊이
사랑했더라도 시부모를 잘 모시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박을 맞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7
하지만 그러한 사고방식들도 필연적으로 일정부분 변하기 마련이다. 최소한 현대 중국사회에서는
결혼이라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권리가 어느 한편에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종류의
권한들은 모든 이혼 분쟁을 중재나 판결이라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기관에 이양되었다. 제도적 권위를
갖는 정부기관은 다양한 심급의 법원들이다.

이혼 분쟁에서의 재산분할
가장 기초심급의 법원은 촌락사람들의 이혼 분쟁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그러한 법원이
기반으로 삼는 원칙들은 무엇인가? 이 원칙들은 일상에 대한 지역적 논리들과 어떻게 부합하거나

5 이
 일곱 가지의 조건들은 이후에도 거의 변하지 않았다. 그것들은 당대의 법령에도 다음과 같이 유지되고 있었다 :
아들을 못 낳음, 간음과 음탕, 시부모에 대한 불효(그들에 대한 보살핌을 다하지 못함), 수다, 절도, 질투, 심각한 질
병(Tai 1978, 85).
6 물론 남성 측에게 있던 이혼의 권리가 그에게 무제한적 자유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아울러 이 세 가지
제약조건(三不出)과 같은 규칙도 있었는데 이로 인하여 아내 쪽의 권리들이 제한적으로 보호받기도 하였다. 이 세 가
지 제약조건도 대대예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내가 돌아갈 곳이 없을 경우. 둘째, 돌아가
신 시부모를 위한 삼년간의 애도를 수행하는 것을 목도하였을 경우. 셋째, 결혼 당시 남편이 매우 가난하거나 미천
하였는데 결혼 후 부유해지고 출세를 했을 경우”(Tai 1978, 85).
7 중국 고전인 예기의 내칙(內則)편에는 이혼의 원칙들이 기록되어 있다. 며느리와 시부모 간의 갈등에 대한 몇몇 구절
은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남편이 아내를 매우 아꼈음에도 그의 부모가 기쁘지 아니하니 이에 그녀는 쫓겨나게 되
었다(Tao 1934, 4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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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딪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나의 주 관심사이고, 리 마을에서 내가 수행했던 현지조사와 자료
수집은 그러한 질문들에 답하기 위한 시도였다.
간단히 말해 촌락에서 이혼이란 쉬운 일이 아니다. 부부 간에 있는 사소한 다툼이 항상 가정불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여러 부부들이 이혼에 이르기까지 심하게 다투기도 했으나, 그러한 일들도
결국에는 마을 내의 다양한 중재로 해결되었고, 이후 다시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실제의 이혼은
부부싸움이 전혀 중재되지 않을 때 발생한다. 슈오헤(shuohe, 함께 살도록 설득하는 것)라 불리는
법원의 중재가 성공하지 못하였을 때 최종적으로 판리(panli, 판결을 통한 이혼)에 이른다. 즉, 이혼
분쟁은 중재를 통해 다시 화해하게 되거나, 중재가 실패했을 때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하게 되거나
둘 중 하나다. 전자가 ‘슈오헤(shuohe)’이고 후자는 ‘판리(panli)’라고 불린다.

슈오헤(함께 살도록 설득함)
양가가 사돈을 맺은 이후에 계속 행해지는 의례들이 있다. 그러한 의례들은 양가가 처음만난 이래로
결혼이 유지되는 한 계속 행해진다. 물론 부부가 더 이상 함께 살지 않으면 그러한 의례들도 사라지게
된다. 어떤 경우들에는 양가 사이에 나름 이유 있는 분쟁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부부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 사용되는 가장 흔한 전략은 아내가 구사하는 것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친정으로 되돌아가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부부는 각기 가정을 원상태로 돌리기 위해 개인적인
어려워진다. 이 때 마을중재위원회(cunmin tiaojie weiyuanhui)의 주요 인사들이 갈등에 개입한다.
하지만 한 위원회의 인사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제한적이라고 했다. 어느 가정에서 동네가
떠나가도록 시끄러운 싸움이 생긴 경우 이웃과 마을 어른들의 중재가 충분할 경우도 있지만 헤어지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다툴 경우에는 법원이 최종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단지 갈등이 있다 해서 충동적으로 법원 행을 결정하지는 않지만, 결국 이혼에 이르는
경우에는 결단을 내리기 위해 해당 의뢰인이 법원에 가게 된다. 촌락 수준에서의 중재자들은 분쟁이
해결되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나면 곧바로 더 이상의 개입은 피하려든다.
아내가 친정에 가있는 동안 슈오헤와 같은 여러 단계의 중재를 거치고도 더 이상 같이 못살겠다는
판단이 선다면 둘 중 하나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법원이 다른 한 쪽에 소송에 응할 준비를
하라고 통보한 후 ‘주오공주오(zuo gongzuo, 이혼에 대한 재숙려)’라 불리는 일련의 법원 중재
과정이 뒤따른다. 주오공주오 절차는 법적 제도부터 중재를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 양가의 어른들과
종친이나, 마을위원회의 공식 중재자와 같은 민간의 힘도 분쟁해결에 동원되곤 한다. 중재의 여지는
법원, 의뢰자의 가정, 혹은 마을위원회처럼 힘 있는 제도적 장치 모두에 있는 것이다.
주오공주오로 문제가 해결되면 가정이 다시 화목해져 더 없이 좋을 것이다. 하지만 실패했을
경우에는 배우자 양측의 소유물들을 확인하고 분배하는 것이 법원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 많은
법원판결문에는 “원래의 소유자가 자신의 것을 가지고 갈 수 있다”8고 적혀있었지만, 많은 경우 바로

8 이혼과 관련하여 1950년대에 작성된 다수의 최종 판결문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한 쪽은 그가 원래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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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를 시도하겠지만, 그래도 한 쪽이 이에 만족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결혼생활을 유지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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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원래의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그 마을의 여러 의뢰인들이 재산분할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어떤 면에서 불공정하다고 여겼다. 하지만 대부분 소유권 증빙이 될 만한
증거물이 거의 없는 만큼 법원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이이다. 어느 부부도 결혼할 당시에 각자의 소유를
명확히 기록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에 둘이 갈등을 겪어 법원에 오게 된다면 판사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재산 중 어느 것이 누구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일이었다. 판결은 부인 측의 물건들에
대한 소유권 문제가 많은데, 예를 들어 부인이 10벌의 옷을 함에 들여왔다고 주장하면 남편 측에서는
부인측이 말한 데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다고 부정하는 것이다. 이혼에 대한 재산분할 문제는
이혼 소송에 늘 뒤따르는 문제이고, 이런 맥락에서 이혼소송에 있어 소유권의 문제는 다른 종류의
소유권 분쟁과는 다른 것이다.
상기한대로 리 마을에서의 결혼은 그 관계가 성립되기까지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페이(Fei 1981)의 설명대로 이러한 과정은 사적이기보다는 공적인 과정이다. 부부 관계에서 각자의
권리와 의무는 선물의 교환이라는 방식을 통해 서로에게 인지된다. 신부가 함을 보내도록 하는 것은
공적인 사회의 요청인 셈이다. 그 세부항목들은 양측 친지들이나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깊이 각인되고
기억된다. 그러나 부부가 갈등을 겪어 법원에 가게 되었을 경우 소유권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법정 증거물로 사용될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 반면 법정에서의 판결은 오직 증명 가능한 증거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소유권 개념은 혼란스러운 것이다. 국법에 따르면 소유권은 그것이 법률적으로 확인될 수 있을
때만 인정받는다. 하지만 결혼과정에서 옮겨 다니는 재산은 일련의 전통의식을 통해 사람들에게
인지된다. 재물이 옮겨 다니는 과정이란 첩들의 교환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호
신뢰의 교환이다. 중매인 앞에서의 공적인 첩의 교환은 양가의 상호관계를 상징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대략적 상호인지로 여겨진다. 약혼한 아이들이 장성한 이후에도 첩은 중매인 앞에서 교환된다.
이로써 양가의 공식적인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며, 상호간에도 그렇게 인지된다. 중매인과 양가 부모가
함께 식사를 하는 일도 필수적이다. 음력 길일로 잡는 결혼식 날짜는 남자 측에서 정하고, 결혼날짜에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며 함은 전날 들어온다. 결혼식 전후의 모든 전통의식들은 아직 생소한 양가를
한데 이어주며 하나의 작은 가족의 탄생을 기원한다. 전통적 사고방식에서 이혼재산분할 따위의
문제는 결혼 의례가 있는 날이라면 결코 언급되어서는 안 될 말이다. 신부가 신랑에게 “이런저런
물품들은 내가 함을 들여올 때 가져온 것들이다”라는 증명서를 작성하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신랑과 신부는 어느 것이 신랑의 것이고 신부의 것인지를 잘 알고 있다. 판사가 함에 들어갔던
목록들을 작성하라고 요구할 경우 아내는 그러한 것들을 쉽게 기억하고 다 적어낼 수 있겠지만, 그
증인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소위 ‘입증된 증거’에 의해서만 판결을
내린다.
우리는 1990년 리 마을에 있었던 이혼 분쟁을 살펴볼 것이다. 이 사례의 고소인 쉬윤카이(Shi

있던 것들을 가져갈 수 있다. 아울러 남성 측은 침구류와 양육비를 합하여 여성 쪽에 두 차례에 걸쳐 16위안을 주어
야 한다. 태음년 여덟 번째 달 15일에 한 번, 다섯 번째 달 5일에 한 번, 이렇게 8위안씩 주어야 한다”(The Divorce
Archives of Zhao County’s Archives Bureau, Vol, 2, July, 1956. 이런 형태의 결정은 많은 판결문에서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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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cai)는 당시 38세였다. 그녀의 친정은 동주앙(Dongzhuang)지역의 동주앙(Dongzhuang)
마을이었고, 피고인 남편 펭징샨(Feng Jingshan)은 리 마을 사람이었다. 원고는 지방법원에 “남편
과의 이혼 승인” 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녀의 요구항목은 “1) 이혼의 승인, 2) 2남2녀 중 차남과
차녀의 양육권 양도, 3) 재산의 동등한 배분, 4) 토지와 나무들에 대한 동등한 배분”이었다. 많은 마을
주민들은 그녀가 왜 14년이나 같이 살다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원고가
제시하는 이혼 사유는 그녀의 소장에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1978년 원고와 결혼하였다. 결혼 후 피고와 원고는 네 명의
자녀를 두었다. [...] 결혼 후 상호 간의 애정은 평범하였고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그러하였다.
결혼 첫 해 동안 원고는 피고와 그럭저럭 함께 살면서 지낼 수 있었으나 이후 둘은 종종
가사문제로 인해 갈등을 겪게 되었다. 이는 시어머니와의 관계악화로까지 이어졌다. 피고는
어머니가 원고에게 어떤 말을 하건 때리든 모욕을 주든 그 때마다 그녀의 말만 따랐다. 이로
인해 부부사이의 감정에도 깊은 골이 생겼다. [...] 원고는 상기 기재한 재산의 목록들을
피고에게 동등하게 분배할 것을 요청한다.
이혼에 이르게 된 이 민사사건의 주원인은 고부갈등이었다. 1990년 9월 3일 동주앙 지역 지방법원의
자오춘치(Zhao Cunzhi)라는 판사는 피고 펭징샨을 소환하였다. 법률적 절차에 따라 판사는 민법 제
15일, 약 한 달 반 정도 후 판사가 피고와 원고의 법원출석을 명령했다. 그때까지 피고의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아, 판사는 펭징샨에게 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는지 물었다. 그는 장인과 대화를
나누었고 이에 자신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판사는 그가
이로써 피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당시 판사는 그들에게 법정조사와 증거수집 등에 대해 설명했는데, 이 역시도 법정 중재의 한
부분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원고였던 아내가 여전히 피고와의 이혼을 원했기 때문에 중재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틀 후 판사는 원고 쉬윤카이에게 두 번째 중재를 행사했다. 지방법원의 기록에 따르면
법원의 중재는 세 차례에 걸쳐 행해졌다. 중재에 대한 합의는 판사가 양가 부모들을 설득하기 위해
직접 집으로 방문하면서 마침내 성사되었다. 중재에 참여한 사람들은 가족들과 양측 마을위원회의
주요 인사들이었다. 여기에는 법원이라는 공적 권력만이 영향력을 미쳤다기보다는 마을의 정치적인
힘과 양가 어른들의 비공식적 힘이 함께 작용한 것이었다. 부부간의 분쟁에 대한 중재는 종종 양가
측에 대한 주오공주오(이혼에 대한 재숙려)를 통해 성사된다. 중재가 성공하면 피고와 원고 사이의
분쟁은 법원 기록에서 삭제된다. 양가의 남성들이 법원의 관료들, 가령 국가의 공식적 법률 기관을
대표하는 인물 중 하나로 여겨지는 자오춘치 판사에게 감사를 표한다. 법원의 중재 하에서 원래의
사회적 규범이 회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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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조와 77조에 대해 설명하고, 15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고지하였다. 199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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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오춘치 : 두 분에 대한 중재를 오랜 시간 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양가 모두를 방문하였고요.
마을 어른들 또한 양측에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양측의 상호간의 이해를 통해 쉬윤카이씨를
이 달 22일 리 마을로 돌려보낼 예정입니다. 저는 쉬윤카이씨가 부부간의 사랑, 보호, 관용,
그리고 이해의 마음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명의 아이들, 그리고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더 잘 사세요. 상호간의 배려심이 필요합니다. 두 분 가정의 행복과 만사형통을 기원합니다. 더
하실 말이 있나요?
쉬윤카이 : 법원에서 우리 가족을 도와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정말 같이 살 수 없다고
생각했고, 끝까지 이혼을 주장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조정 절차를 겪다보니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판단이 들더군요. 이제는 미래의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요. 싸우지도 않을
것이고요. 애들을 봐서라도 더 잘 살아야죠.
펭징샨 : 가족이 깨질 뻔 했는데 이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여러
모로 신경 써주신 점에 대해서도요. 법원이 그리 깊게 관여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가족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둘 다 더 잘 살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죠.
위의 사례에서 아내는 법원에 가기 전까지 네 달 이상을 친정에 가 있었다. 가정불화를 겪을 때
친정에 가버리는 일은 리 마을이나 인근 마을에 종종 있는 일이다. 중국의 가계에 대한 모리스
프리드먼(Maurice Freedman 1966, 60)의 연구에 따르면 친정으로 돌아가 버리는 아내의 목적은
친정부모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이다. 필자의 경우 현지조사를 통해 친정으로 돌아가는 아내의
행위는 시댁에 대한 항의를 드러내는 일종의 상징적 행동이라고 믿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마을
사람들의 중재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내가 방문했던 한 가족의 사례도 그러하였다. 남편의 괴롭힘
때문에 친정으로 돌아간 여성이 있었는데, 남편 쪽 이웃이 남편의 어머니를 방문해 말했다. “이게
뭔 일입니까? 애한테 마누라 달래라고 하고 다시 집에 데려오라고 하세요.” 그 마을에서 발생하는
결혼생활의 위기 중 많은 사례가 이런 방법을 통해 성공적으로 중재된다고 한다. 반면 법정에서
가정불화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여성의 경우라면 친정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남편 측의 방해를
피하는 방편이 될 수도 있다. 그 기간 동안에 최종판결을 아내 측에 유리하게 이끌어줄 친정과 친분이
있는 변호사를 구할 수도 있다. 위 사례의 전 과정을 통해 우리는 이혼의 중재과정에 대해 알 수 있다.
중재과정에서 제3자인 법원의 권위는 피고와 원고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다. 물론 그들도 각자의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원고 쉬윤카이는 정말 이혼을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단지 시댁식구들을 혼내주고 싶었을 뿐이다. 그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밑에서 시집살이를 했던
것인데, 국법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줄 수 없다. 때문에 원고는 문제를 지방법원으로 가져가고자 했고,
이혼소송이라는 과정을 통해 그녀의 문제가 공식적 법률기관에 받아들여진다. 다음의 세 가지 원칙이
그녀의 이혼소송을 뒷받침하는 정당성의 논리가 된다. 1)시댁을 그녀의 친지로 간주하지 않는다.
2)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을 우선시 한다. 3)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경우의 공동 재산은
이혼 시 동등하게 분배한다. 피고 남편은 결혼생활을 유지하고자 노력할 것이라며, 부인이 돌아와
다시 한 번 생각해주기를 청했다. 남편이 제시하는 논거는 다음과 같았다. 1)가족이 가장 소중하다.
2)공동 소유의 재산을 정확히 배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 제3자로서의 판사는 국법에 따라 중재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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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중재의 원칙은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가족의 유지가 중요하다. 2)분쟁 처리는
합리적이어야 하며 합법적이어야 한다. 여기서 ‘합리적인(heli)’은 관습을 의미하며 ‘합법적인(hefa)’은
법조항을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3)남성이 이혼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라면 분쟁의 해결을 위해 더 좋은
방법은 그들의 결혼생활을 다시 유지시키는 것이다.
가족의 유지는 서로 다른 세 행위자의 의사를 모두 만족하는 공통의 원칙이며, 또한 중재가 성사될
수 있는 기반이기도 하다. 사법 기관의 대표자로서 판사는 ‘가족의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을
실현 하기 위해 도덕적 설득을 선호한다. 이를 통하여 세 사람이 공통의 도덕에 의해 조화를 이룰 수
있다.

판리(판결에 의한 이혼)
위에서 언급된 사례는 법원의 중재를 통하여 문제가 성공적으로 해결된 경우이다. 위의 경우는
법원의 원칙이 가정의 위기를 다시 일상으로 되돌려 놓으려는 사회문화적 풍습과 대체로 일치했던
경우이다. 그러나 이혼소송에 있어서 중재가 실패할 경우 사적인 재산소유의 정의와 관련하여 국법과
지역문화 간의 불일치, 심지어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
1991년 한 지방법원에 리다쥬(Li Dazhu)라는 리 마을 주민이 작성한 고발장 사본 하나가
접수되었다. 결혼 전에 같은 자오(Zhao)지역 게다토우(Ge Datou) 마을에 살던 그의 아내
만나 동거했기 때문에 의뢰자의 이혼청구는 신청도 어려웠다. 필자는 이들의 파경 과정에 있었던 원본
문서를 참고하고 있다. 먼저 필자는 리다쥬의 소장을 제시하고 그의 아내가 제시한 답변, 그리고 그 둘
모두와 판사의 대화록을 확인했다.
이혼소송의 과정 중에 판사의 질문은 사실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제기되는 것들이다. 피고와 원고
양측 모두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 중 최대한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위하여 각자의 답변서에서
이를 부풀리려 했다. 해당 재판에서 판사 장 핑(Zhang Shunping)은 원고 리다쥬와 세 번, 피고
야오쉥화와는 다섯 번 면담을 했다. 뿐만 아니라 판사는 증거 수집을 위해 양쪽 마을 모두를 방문했다.
그는 원고의 아버지 리젠죵(Li Zhenzhong)과 마을의 목격자 야오지아쥬앙(Yao Jizhuang)과
야오하이준(Yao Haijun)에게도 진술을 받았다. 아래에서 필자는 판사가 제기한 질문들과 고소인
그리고 목격자의 답변을 요약하려 한다. 장 핑 판사가 리다쥬와 나눈 두 번의 대화 중 하나는 원고가
했던 초혼의 뒷이야기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부 측에서 보내온 함에 대한 것이었다.
법정 대화를 통해 우리는 많은 이혼 소송이 재산 분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판사와 야오쉥화 사이에 있었던 다섯 번의 대화는 모두 재산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판사는
신부 측의 함에 들어가 있던 품목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공동 소유물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를 보다 명확히 조사하고자 했다. 나아가 판사는 재산 분할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있게 해줄
중요 증거를 찾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양측 모두 소유권과 관련하여 자신의 이해를 극대화하려 하였다. 과정에서 남성 측은 공동의
소유물들을 붙잡고 늘어지고 있었고 여성 측에서는 그녀의 혼수에 들어있지도 않았던 컬러텔레비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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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오쉥화(Yao Shenghua)와의 동거관계를 청산하고 싶다는 요구였다. 그들은 법적 결혼 연령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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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수물품에 포함시키는 일도 있었다. 판사의 입장에서는 어느 것이 누구 것인지에 대해 근거를 찾는
게 불가능해보였다. 몰론 원고의 아버지와 같은 증인에 대한 심문이 있었지만, 이는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기 어려웠다. 혼수물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더욱
어려웠다. 판사는 검증 가능한 사실에만 기반해 판결을 내려야 했다. 최종 판결문에서 판사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1. 원고와 피고사이의 혼인관계를 끝낸다.
2. 부부의 딸, 리메이(Li Mei)는 피고가 키운다. 원고는 리메이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매년 10월 1일 전에 양육비 150위안을 제공한다.
3. 1,300위안의 은행 예금은 피고와 원고가 동등하게 나눈다. 원고는 판결문이 효력을 발휘하는
날로부터 15일 내에 650위안을 피고에게 제공한다.
4. 다른 쟁점들은 기각된다.
판결문에 따르면 판결을 내린 판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본 원칙을 따랐다. 1)재산분배는
검증된 사실에만 기반을 둔다. 2) 검증된 재산에 대해서는 동등하게 분배한다. 3) 아이는 양측 모두가
양육한다. 4) 검증되지 않은 사실에는 법적 비중을 적게 둔다.
판결의 원칙 중 세 가지가 법률적 개념인 ‘검증된 사실(kechayan de shishi)’이라는 표현을
언급하였다. 그것은 또한 판사가 원고와 피고로부터 제공된 확실한 증거와 사실에 의거해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근대적 법률의 주요 특징이기도 하다. 법률적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생각에는 국가와 민간사회 간에 차이가 있다. 시골지역에서는 원고나 피고가 재산을 두고 그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결국 그들은 공적
권력을 행사하는 지방법원에 따른 최종판결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 중 일부가 판결에 불만을 드러내며
시 법원과 같은 고등법원에 재기소 한다 해도 대부분은 ‘원심을 유지한다(weichi yuanpan)’는 판결을
받곤 했다. 시 법원은 법원들 간의 원만함을 위해서라도 지방법원의 판결을 충분히 존중했고, 또한
법률적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도 원심을 유지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내려야할 판결을 서두르거나 원심을 유지하는 것이 에너지나 시간을 절약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뿐이다.
시골지역에서는 민사사건에서 있어 법률적 판결에 요구되는 검증된 사실을 찾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판결을 피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검증된 사실이라는 법률상의 맹점을 통해 더 많은
이득을 보기 위해서라면 법률적 제도 운영 과정에서 민간사회의 인맥을 활용하기도 한다. 리 마을에서
필자는 리뤼윤(Li Ruiun)이라는 중년 남성을 만났는데, 그는 주법원에 상고하기 위해 자신의 건물을
팔고자 했다. 우리는 아래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필자 : 왜 건물을 팔려고 하시죠?
리뤼윤 : 당신 같으면 상고할 때 돈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뇌물을 보낼 필요도 있어요.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상고가 기각되면 더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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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 뇌물을 주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나요?
리뤼윤 : 우리가 뇌물을 준 이후에 그들이 우리를 위해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필자 : 주법원에 상고하면서 뇌물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까?
리뤼윤 : 당신도 뇌물을 주지 않고는 승산이 없다고 여기는군요.
필자 : 양쪽 모두가 뇌물을 주면 어떻게 되죠?
리뤼윤 : 누구의 뇌물이 더 많은지, 누가 더 중요한 인맥을 잡고 있는지 경쟁하는 거죠.
위의 인터뷰는 내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만약 당신이 소송의 당사자, 특히 이혼소송을 하는
사람들을 인터뷰할 기회를 갖게 된다면 유사한 답변을 들을 가능성이 많다. 실질적으로, 특히 법률적
사실이란 것을 발견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렇게 하려면 해야 할 것도 많고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지방법원이 이를 수행하기는 쉽지가 않다. 많은 수의 소송이 제기되고 심리된다. 하지만 지방법원들도
지역 경제나 사회적 관계에 얽혀 있고 그에 따른 제약이 있기 마련이라,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와
관계없이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He 1995, 255-61). 결과적으로 판사들은 선례에
따라 쉬운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고, 그런 판결은 편향적일 수도 있다. 국법은 재산이 개인에게
속해있음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할 때에만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는 일련의 추상적 지식
체계이다. 그것이 증명될 수 없을 때, 판사의 편견이 개입되기 마련이다.

관례에 따르면 적어도 마을 공동체의 수준에서는 부부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명확히 구분된다.
함이 들어오는 행사가 해당 공동체에서 하나의 전통 의례로 치러지기 때문이다. 결혼을 할 때 대개는
신랑 측에서 새집과 일부 새 가구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남성은 집 문제를 해결한 후 결혼을
준비해야 한다. 결혼식 전날 신부 가족들이 신랑의 마을로 함을 보낸다. 그 혼수품들은 트럭으로
신부가 지낼 신혼방으로 옮겨지는데 그 일은 신랑 가족들이 수행하며, 마을 주민들은 이 모든 일들을
지켜보게 된다. 즉, 마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혼수품이 신부 측에서 마련한 것인지 문서로
기록하는 일은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한 쌍의 부부가 더 이상 함께 살기 어려워졌을 때 부인의 소유물이었던 혼수물품들은 반환되어야만
한다. 그 배우자도 이에 대해 동의를 안 하지는 않는다. 이런 유형의 소유권이 관습적 사고의 형태로
동의를 얻고 있었으며 그러한 사고가 지역사회에서 작동해왔다. 하지만 이런 관습도 증거가 필요한
지방법원으로 가게 되면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양측이 관습을 따를 경우 문제는 없겠지만, 그러한
관습이 일부에 의해 부인되면 소유권의 문제는 복잡해진다. 때문에 이혼소송은 법원의 입장에서도
공정한 판결이 쉽지 않은 문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소유권 분쟁이라는 문제를 결과적으로
회피하거나 ‘검증된 증거’라는 절차만 계속 요구하곤 한다. 분쟁에서 일부 판사들은 자신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지인의 편에 서고자 권력을 남용하기도 한다.
우리는 국법의 대리인으로서의 법정과 민간 사회에서 작동하는 관습 사이의 갈등을 명확히 볼 수
있었다. 판사는 판결에 있어 가급적 명확하고 간결한 법률적 사실이라는 원칙을 따르고자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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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회에서의 재산 관계는 분쟁의 여지없이 명확한 법률적 사실로 환원되기에는 종종 너무나
다양한 문제들을 갖고 있다. 이는 또한 ‘아무리 공명정대한 판관(qingguan)이라도 가정사는 해결을
못한다’는 속담의 가장 적합한 사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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