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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베트 해외 이주민 사회의 형성과 정체성 인식

박 장 배(인천대학교 인문학연구소 HK연구교수)

I. 머리말

이 글은 티베트 해외 이주민 사회가 어떤 원인과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는가, 또 그들의 정체성 인식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하는 점을 조망하려고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적된 바가 있으나, 일방의 입장에서 정리된 

경향이 없지 않다. 우선 이 글에서는 티베트 해외 이주민 사회 형성의 

맥락과 이주민들의 정체성 인식의 형성 맥락을 재구성해보는 작업을 

진행해보려고 한다. 이것은 차후의 깊이 있는 분석을 위한 기초 작업의 

일환으로 맥락 이해에 주력하는 작업이다. 

이런 맥락을 밝히기 위해서는 단순히 티베트 해외 이주민 사회만을 

보면 안 된다. 해외 이주민 사회의 형성 과정, 그리고 티베트 본토의 

상황과의 연동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물론 시야를 넓게 설정해야 

하지만, 해외이주민 사회의 형성과정 중에서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 이 글의 주된 과제이다. 

전통시대에도 티베트에 들어온 이주민이 있었다. 한족의 이주도 

있었지만, 특히 현재의 칭하이성 일대를 중심으로 한 몽골족의 이주는 

16~17세기에 파상적으로 이루어져 그 지역의 인구구성을 바꾸었다. 

티베트에서 외부로 유출된 이주민도 있었다. 그러나 1959년만큼 

대량의 이주민이 발생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 이들 이주민들은 

정치적∙종교적 이유로 티베트를 떠난 ‘피난민들(refugees)’인 셈이다. 

통칭 13만 명의 국외 티베트인들은 인도를 중심으로 한 여러 나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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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공동체를 이루었다. 또한 티베트 권역에도 대량의 이주민이 

들어와 티베트의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티베트인 

인구보다 한족 등 외래 이주민의 인구비중이 토착인보다 높아지기도 

했다. 

인구 재구성은 현재 티베트의 변화를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국경선으로 보자면, 티베트에는 국외 이주민과 국내 

이주민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티베트의 국내 이주민은 티베트인의 

중국 본토 진출과 타민족의 티베트 본토 진출로 이루어져 있다.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한 이후 티베트, 특히 도시지역에는 외래 이주민의 

진출이 두드러졌다. 지난 2008년 3월의 티베트 봉기는 티베트 지역에 

이주한 외래 이주민의 역할에 대한 티베트인들의 부정적인 평가를 

반영한 것이라고 하겠다. 

티베트에서는 규모가 큰 봉기로 1959년 3월, 1987년에서 1989년 초엽 

사이의 일련의 시위, 2008년 3월의 티베트의 각지의 항의시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대규모 저항들은 티베트 지역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주민 공동체의 형성과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의 

전개를 위해 잠정적으로 티베트 해외 이주민 공동체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시기 구분을 한다면, 대략 네 시기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시기는 1950년 10월의 동부티베트 참도 상실에서 ‘민주개혁’ 

시기까지이다. 민주개혁은 지역에 따라 다소 시기가 달랐다. 그 정점은 

1959년 3월 라싸 봉기라고 할 수 있지만, 티베트 본부에서 ‘민주개혁’은 

1961년에 완수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두 번째 시기는 1961년 

1970년대말까지 무장독립투쟁과 티베트 해외 이주민의 정착 시기, 

티베트 내부적으로 문화대혁명 시기이다. 세 번째 시기는 1970년대 

말에서 1989년까지의 티베트 망명정부의 독립노선과 티베트 본토의 

경제적∙문화적 해빙기이다. 네 번째 시기는 1990년대 이래 현재까지 

티베트 망명정부가 독립노선을 유보하고 고도 자치 노선을 표방하고 

티베트 해외 이주민 공동체에 세대 교체의 흐름이 생겨난 시기이다. 

티베트 본토인과 티베트 해외 디아스포라 사이에는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정신적, 문화적, 정치적 유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이것은 국제정세의 변화 뿐만 아니라 티베트 사회의 변화에 따라 티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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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주민 공동체가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티베트 

해외 이주민의 정체성 형성과 변화에는 상수로서 티베트 불교 문화, 

그리고 티베트어 등을 들 수 있겠지만, 그밖에 다양한 대내외적 요인을 

들 수 있다. 

티베트 해외 이주민에 대한 연구가 영어권 연구가 비교적 많이 축적되어 

있으며, 미국 학계의 연구와 인도 학계의 연구, 그리고 중국학계의 

연구에는 연구자별 관점의 차이도 있지만, 국적별 관점의 차이도 

엿보인다. 인도나 미국 등의 영어권 연구에서 두 가지 정도의 특징을 

잡아보면 다음과 같다.1) 

첫째, 티베트 해외 이주민을 지칭하는 용어가 다양하다는 것이다. 

Migrant Tibetans, Immigrant Tibetans, Tibetan diaspora, Tibetan 

refugees 등의 용어가 보인다. 대다수의 저술은 ‘Tibetan refugees’를 

핵심어로 한다. 둘째, 중국본토의 연구보다 훨씬 깊이가 있고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인도, 네팔, 미국 등 해외 이주 티베트들이 

정착한 지역의 티베트인 사회에 대한 전문연구서들도 출간되었다. 이들 

연구서들은 피난민 다수가 정착한 인도에 국한되지 않고 티베트인들이 

정착한 전 세계 여러 지역의 사례를 다루고 있다. 

1) 미국의 Library of Congress(http://www.loc.gov/) 사이트의 소장목록을 검
색하여 개략적으로 티베트 이주민 관련 단행본을 추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Claes Corlin, The nation in your mind : continuity and change among 
Tibetan refugees in Nepal (Göteborg: University of Göteborg, 1975) 
② Margaret Nowak, Tibetan refugees : youth and the new generation 
of meaning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1984) ③ 
Dagmar Bernstorff, Hubertus von Welck, ed., Exile as challenge : the 
Tibetan diaspora (Hyderabad, India: Orient Longman, 2003) ④ Rajesh 
S. Kharat, Tibetan refugees in India (New Delhi: Kaveri Books, 2003) ⑤ 
Monu Rani Gupta, Social mobility and change among Tibetan refugees 
(New Delhi: Raj Publications, 2005) ⑥ Honey Oberoi, Lives in exile : 
exploring the world of Tibetan refugees (New Delhi & London: Rout-
ledge, Taylor & Francis Group, 2007) ⑦ Clint Rogers, Where rivers 
meet : a Tibetan refugee community’s struggle to survive in the high 
mountains of Nepal (Kathmandu: Mandala Book Point, 2008) ⑧ Julia 
Meredith Hess, Immigrant ambassadors : citizenship and belonging in 
the Tibetan diaspora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9) 
이 문헌 목록은 정밀하게 추적한 목록도 아니고 아마존(http://www.amazon.
com/)으로 검색되는 목록과도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간편한 검색만으
로도 몇 가지 사항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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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중국본토의 티베트 이주민 관련 연구와 보도에서는 티베트 

이주민을 다룬 단행본을 찾기 어렵다고 주로 귀환티베트인에 대한 

기사와 해외망명 티베트인의 생활에 대한 기사가 주요 내용이다. 

중국측의 자료 중에서 인도나 미국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요소는 

‘해외 이주’를 접고 귀환한 ‘귀환 티베트인들’에 대한 기사들이 다수 

있다는 점이다.2) 중국측의 연구는 망명 티베트들을 대략 삼세대로 

구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도와 미국의 분석의 입장은 다양하지만, 중국본토쪽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티베트망명정부쪽과 중국정부쪽의 

입장은 대개 크게 상반된다.3) 그렇지만 이들 자료들도 보완적인 

견지에서 활용될 여지가 있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이하에는 

티베트 디아스포라의 발생 맥락과 그들의 정체성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작업은 기존 연구의 개황을 파악함과 동시에 그 빈틈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2) 치밀한 목록은 아니지만 망명 티베트인들과 관련된 중국본토의 보도와 연구
의 일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朗杰, 「“鸟老思巢,人老思乡”—归
国藏胞话归国」, 『瞭望』, 1991(20) ② 次旺东久, 「国外藏胞的生活见
闻」, 『西藏民俗』, 1994(02) ③ 年河, 「国外藏胞的文化反应」, 『西
藏民俗』, 1994(03) ④ 泽仁, 「阿坝归国藏胞安居乐业」, 『四川统一战
线』, 1995(02) ⑤ 年河, 「国外藏胞的新风俗」, 『西藏民俗』, 1995(02) 
⑥ 朗杰，「多穷. 众望所归─三位归国藏胞访谈录」, 『中国西藏(中文版)
』, 1996(04) ⑦ 朗杰∙多穷, 「三位归国藏胞访谈录」, 『今日中国(中文版)
』, 1996(12) ⑧ 嘉任, 「他们遥望山那边的家乡─旅印藏胞印象记」, 『中
国西藏(中文版)』, 1997(02) ⑨ 嘉任, 「“生存才是最重要的”─旅尼藏胞
印象」, 『中国西藏(中文版)』, 1997(03) ⑩ 洛桑坚赞, 「“走遍天下还
是家乡好!”—甘肃省归国藏胞心声」, 『中国西藏(中文版)』, 1998(05) ⑪ 
解玉泉, 「流亡印度的藏胞想回家」, 『华人时刊』, 1999(02) ⑫ 朗杰, 「
在祖国温暖的怀抱里─归国藏胞访谈录」, 『中国西藏(中文版)』, 1999(03) 
⑬ 马林, 「第二代流亡藏胞状况及达赖集团对他们的影响和控制」, 『青海
社会科学』, 2000(05) ⑭ 杨志立, 「中央政府对国外藏胞的政策」, 『四川
统一战线』, 2000(11) ⑮ 江亚平, 「流亡藏人在印度的生活」, 『四川统一
战线』, 2006(11) ⑯ 江亚平, 「流亡藏人在印度的生活与担忧」, 『党政论
坛(干部文摘)』, 2007(111) ⑰ 郑克岚, 「“西藏流亡政府”概况」, 『四
川统一战线』, 2009(03) ⑱ 편집부, 「流亡藏人让印度大感头痛」, 『共产
党员』, 2009(04) ⑲ 王志彬, 「50年流亡藏人没有未来」, 『东北之窗』, 
2009(07)

3) 이런 점에 주목한 연구도 있다. John Powers, History as Propaganda : Ti-
betan Exiles versus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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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티베트 디아스포라의 발생 

티베트 해외 디아스포라의 발생은 1959년 3월 라싸 봉기가 분수령을 이

루었다. 라싸 봉기의 원인과 과정은 티베트인 해외 이주민∙망명자 공동체

의 처지와 정체성에 밑그림을 그려주었다. 이 점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이 

대체로 유사한 분석 결과를 내놓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1959년 3

월의 라싸 봉기가 민족 간의 돌발적인 물리적 충돌이 아니라 오랜 역사

적 인식의 차이와 민족적∙종교적∙정치적 이해관계의 상충에서 온다는 점

이다. 이 점에서 티베트 디아스포라의 문제는 상이한 역사적 인식의 형성 

배경과 맥락을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1720년대 이래 티베트 지역은 청조의 분할지배 정책에 따라 달라이 라

마-판첸 라마-주장대신이 관할하는 티베트 본부와 쓰촨성에 편입된 동

부티베트 지역, 간쑤성에 편입된 동북부티베트 지역 등으로 나뉘어 있었

다. 티베트 전역은 티베트 불교라는 종교적 유대를 갖고 있었고 달라이 라

마의 종교적∙정치적 권위가 컸지만, 달라이 라마의 직접 관할 구역 이외에 

티베트 각 지역의 실제 통치자는 사뭇 다양했다. 그러한 사정은 쓰촨성이

나 간쑤성 등도 마찬가지였다. 청대에 티베트 지역은 기본적으로 청조의 

직∙간접 통치를 받는 처지였다고 할 수 있다. 

청조의 티베트 지배 정책은 1895년 13대 달라이 라마의 친정 이후 달라

지기 시작하였고, 특히 1904년 영국-티베트 2차 전쟁 이후에 직접 통치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영국의 티베트 장악에 대한 청

조의 대응이자 제국에서 민족국가로의 전환을 도모한 기획이라고 하겠

다. 1905년 티베트와 영국 사이에 라싸조약이 맺어지고 티베트에서 영국

의 영향력이 증대되었다. 사실상 영국은 제2차 영국-티베트 전쟁을 통해 

티베트를 영국의 세력권으로 편입하였다. 

티베트 본부가 영국의 세력권으로 편입된 상황에서 청조는 자신의 관할

권이 행사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해 개토귀류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1905년에서 청조가 멸망할 때까지 자오얼펑(趙爾豊) 등에 의해 추진된 

동부와 동북부 티베트의 개토귀류 정책이 그것이다. 동부 티베트는 티베

트인의 지역명으로 캄이고, 동북부 티베트는 암도 지역이다. 캄과 암도 지

역은 청조가 군사적 점령을 통해 관할권을 갖고 있었지만, 실제 토착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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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로 토사)들이 지배를 해오고 있던 지역이었다. 캄과 암도의 개토귀

류 정책은 실제로는 토착 지배층의 해체와 구축 과정이었다. 직접통치를 

도모한 개토귀류 정책은 동시에 이민실변 정책을 동반하는 것이기도 했

다. 전국적인 통일성을 갖고 일사불란하게 추진된 정책이었다고는 볼 수 

없고 또 현실적인 한계를 크게 노출하고 있었지만, 19세기 말 이래 청조

와 중화민국은 ‘하나의 중국’ 기획을 추진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티베트도 나름대로 20세기 불교국가를 창출하려는 ‘하나의 티베트’ 기획

을 음양으로 추진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청조의 티베트 확보 노력은 1910년에는 육군 병력을 파견하여 라싸를 포

함한 티베트 주요 지역을 점령하는 작전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청조의 

군사행동, 캄과 암도의 티베트 지배층의 반발은 1913년 13대 달라이 라

마가 티베트 본부에서 독자노선에 따라 사실상의 독립국가를 운영하게 

된 계기를 만들었다. 1912년에서 1949년까지 티베트국가는 중화민국과 

국가적인 차원의 갈등과 교섭을 벌였다. 다소간 형식논리적으로 말하자

면, 그것은 ‘하나의 중국’ 기획과 ‘하나의 티베트’ 기획이 부딪치는 것이었

다. 중화민국은 자신들이 제정한 법규로는 티베트 영토를 관할하는 중앙

정부였지만, 실질적으로 티베트 본부는 엄연히 사실상의 독립국가가 유

지되고 있었고, 중화민국 정부는 이러한 현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발휘

하지 못했다. 

1913년에서 1951년까지 티베트인들은 티베트 본부 지역에서 사실상의 

독립국가를 유지하고 있었고, 티베트 정부는 자신들의 국가 판도를 쓰촨

성과 칭하이성과 간쑤성에 편입된 티베트인 집중거주지역까지 확대하려

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것이 중화민국시기에 발생한 1912년, 1917년 무

렵, 1930년 무렵의 세 차례의 티베트-중국 전쟁의 핵심적인 원인이었다. 

티베트 고원 전역을 포함하는 250만㎢ 지역에 통합티베트 국가를 수립하

고자 하는 티베트 민족주의와 티베트 전역을 청조로부터 계승한 자신의 

영토로 인식하는 중화민국 사이에는 커다란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 이러

한 인식의 차이 속에서 티베트 본부를 지정학적 판도로 확보한 영국세력

은 티베트의 독립노력에 힘을 보태주기보다는 티베트의 현상유지, 즉 티

베트의 완충지대화를 도모하고 티베트를 통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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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후반 이래 청조와 그를 이은 중국, 영국, 러시아, 인도, 미국 등이 

크고 작건 간에 티베트 문제에 개입하여 티베트에 대한 지정학적 게임에 

참가하였다. 1947년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여 영국의 티베트 기득

권을 계승한 것으로 인식하고, 중국공산당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기

도 전에 내몽골에서부터 ‘민족구역자치제’를 실시하였다. 

1950년 중국 인민해방군이 티베트에 진주하기에 앞서 중국에는 이미 ‘민

족구역자치제’라는 제도적 장치, ‘티베트는 중국의 일부’라는 티베트 인

식이 관변에 정치적으로 확립되어 있었다. 애국적인 중국인들이 기대하

는 ‘하나의 중국’에는 티베트도 포함되어 있었고, 마오쩌둥과 저우언라이

는 원칙적으로 현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티베트 통합을 추진해야 한

다는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식과 정책, 실제 시행내용 사이에는 간

극이 있는 법이다. 특히 중국공산당의 티베트 정책 적용 과정에는 자신들

의 공적을 확대하려는 중국공산당 서남국과 서북국의 경쟁도 중요한 부

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1950년대초에 

거의 티베트 전역을 군사적으로 장악한 중화인민공화국도 잠정적으로는 

티베트 본부와 캄∙암도를 분할 지배하는 모양새를 갖추었다. 현지 티베트

인들에게 캄과 암도는 티베트 본부와 분리하여 존재하는 지역이 아니었

다. 티베트 각지는 독자성과 함께 연계성을 갖고 있었다. 특히 티베트 본

부와 캄과 암도는 강한 정신적∙종교적 유대와 연동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티베트 민족이 지역감정과 지역의식을 극복하고 하나의 티베트인 

의식을 가졌는지 하는 것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연동성이었다. 티베트에

서 한 지역의 현상 변화는 연동성을 가지고 티베트의 다른 지역에 큰 영

향을 주고 있었다. 1950~51년의 상황, 1956~1958년의 상황은 캄과 암

도에서 현상 변화가 티베트 본부에 충격을 주어 티베트 지배층의 의구심

과 반발을 야기했다. 

티베트 해외 디아스포라의 발생은 직접적으로 1959년 3월의 라싸봉기라

고 할 수 있지만, 라싸봉기의 배경에는 1950~51년의 인민해방군의 티베

트 접수, 1956~58년 사이의 캄과 암도의 ‘민주개혁’과 티베트에서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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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개혁’ 시도 등이 있었다.4) 특히 ‘민주개혁’과 일련의 티베트 봉기는 티

베트 해외 난민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5)

티베트의 군사적 장악은 중국에서 ‘평화적 해방’이라는 용어로 통용된다. 

티베트 접수를 담당한 것은 장궈화(張國華)가 지휘하는 제18군이었다. 

1950년 10월 25일 인민해방군의 동부티베트 중심지인 참도 장악은 티

베트를 사실상 무장해제시켰다. 티베트군은 주력을 참도 지역에 배치해 

두고 있었으나, 인민해방군의 공격으로 1만명의 포로를 내며 참패했다. 

위협을 느낀 14대 달라이 라마 일행은 티베트 남부의 야둥으로 피신했다. 

그곳은 여차하면 인도로 피난할 수 있는 지역이었다. 티베트 정부는 유엔

과 영국, 인도, 미국 등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도움을 얻지 못했

다. 이것은 한국전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에 비하면 크게 다른 점이었

다. 한편, 무력 점령에 부담을 느낀 중국측은 티베트 정부를 설득하여 베

이징에 협상단을 파견하도록 했다. 그 결과 맺어진 것이 ‘시짱의 평화적 

해방에 관한 17개조 협정’이었다. 1951년 5월 23일 체결된 이 협정에 대

해 라싸 정부는 비준을 미루다가 최후 통첩을 받고 1951년 10월에야 수

용한다는 전보를 베이징에 보냈다. 

왕치메이가 지휘하는 인민해방군 선발대 500~600명은 장궈화가 지휘하

는 18군 주력보다 한달 앞서서 1951년 9월 9일에 라싸에 들어갔다. 그

들은 마오쩌둥과 주더의 초상화를 앞세우고 거창하게 라싸에 입성했다. 

18군 주력 부대가 라싸에 도착한 것은 1951년 10월 26일이었다. 이어

서 “간쑤 성과 칭하이 성을 관할하는 서북군정위원회 소속으로 판밍(范

明)이 지휘하는 1,000명 규모의 부대가 12월 1일에 라싸에 도착했다. 이

4) 중국 집권세력의 티베트 정책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박장
배, 「‘新中國’의 티베트 정책」, 『中國近現代史硏究』, 39집 (2008.9), 
pp.153~175.  

5) ‘민주개혁’의 배경에는 중국 내지에서 진행된 두 개의 운동이 있었다. “중국의 
발전 방향을 완전히 역전시킨 것은 1953년에서 1958년까지 ‘사회주의 개조’
의 이름으로, 또한 1957년 ‘반우파’의 이름으로 추진된 두 개의 운동이었다. 
양자는 서로 도와가며 일을 완성했다. 전자는... 사유제와 시장경제 소멸의 목
적을 달성한다는 결정이다. 후자는... 민주와 법제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 자오쯔양∙바오푸 지음,『國家的囚徒 : 趙紫陽的秘密錄音』 장
윤미∙이종화 옮김, 『국가의 죄수 : 자오쯔양 중국공산당 총서기 최후의 비밀 
회고록』(서울: 에버리치홀딩스, 2010),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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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서북국과 서남국 양쪽에서 여러 부대와 당 간부들이 합류한 것이다.”6) 

중국공산당 서북국과 서남국을 중심으로 하여 시짱공작위원회가 구성

되었다. 장징우가 시짱군구 사령관과 동시에 제1서기가 되었고, 장궈화

와 판밍은 제1부서기와 제2부서기를 맡았다. 티베트인으로서는 유일하

게 푼초 왕계(보통 ‘푼왕’이라고 약칭함)가 시짱공작위원회 위원이 되었

다. 시짱공작위원회의 위원은 모두 11명이었다. “그중 8명은 서남국 출

신이고, 3명은 서북국 출신이었다. 그러나 서북국 출신들이 요직을 맡아

서 일상적인 활동에서는 실권을 쥔 셈이었다. 예를 들어 판밍은 통일전

선공작부장으로 임명됐다. 티베트족과의 관계를 담당하는 자리여서 핵

심 요직이었다. 서북국 출신의 고위급인 무셴종과 야한장도 중요한 직책

을 맡았다.”7)

 

티베트에서 시짱공작위원회를 설치하면서 티베트 본부는 사실상 시짱공

작위원회와 티베트 정부라는 이중권력의 형태를 갖게 되었다. 티베트의 

시짱공작위원회는 시간이 갈수록 효율성에 경도되었다. 판밍을 중심으로 

한 서북국 출신자들이 보다 더 강한 조급증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

지만, 이 점은 아직 충분하게 밝혀졌다고 볼 수 없다. 아무튼 티베트의 안

정을 중시한 중국 중앙정부는 ‘점진전략’을 통해 티베트를 보다 탄탄하게 

확보하고 현지 사정에 맞게 티베트 내정 개혁을 추진한다고 누차 밝혔다. 

그러나 14대 달라이 라마가 베이징을 방문하고 돌아온 1955년 라싸의 분

위기는 매우 급진화되어 있었다. 시짱공작위원회의 분위기는 하루 빨리 

티베트에서 개혁을 시작하자는 열망이 들끓고 있었다. 이런 분위기에 기

름을 부은 것은 1955년 여름 이후 마오쩌둥 주석의 사회주의적 개조 촉

구였다. 판밍은 1956년 후반 티베트 본토 시범개혁 실시 계획을 짜고 개

혁 추진을 위한 인원을 주로 서북국 지역에서 끌어왔다. 판밍은 “새로운 

사회주의 변혁 촉구를 급격한 개혁 조치를 밀어붙이라는 신호로 받아들

였다. 그 시점에 판밍은 티베트 최고 실세였다. 장징우와 장궈화는 출타

하는 일이 잦았다. … 일상적인 업무처리는 판밍과 그의 서북국 출신 보

좌관들이 좌지우지했다. 중국을 개혁하라는 마오 주석의 촉구를 티베트 

6) 골드스타인∙셰랍지벤슈,『티베트의 별-푼왕 자서전』(서울: 실천문학, 
2009), p.279. 

7) 골드스타인∙셰랍∙지벤슈, 같은 책, p.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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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을 위에서부터 밀어붙이라는 승인으로 받아들였다. 특히 쓰촨 성 제

1서기인 리징촨은 현지에서 이미 개혁에 착수한 터였다. 칭하이 성에서

는 가오펑이 보조를 맞췄다.”8) 1912년 티베트 독립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캄에서 자오얼펑이 개토귀류 조치를 추진했는데, 그 자오얼펑의 역할을 

대표적인 극좌파로 손꼽히던 리징촨이 수행한 것이었다. 

판밍과 리징촨의 조치는 어떤 측면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17개조 

협정은 형식적으로 티베트측과 중국공산당측의 협의에 의해 티베트를 중

국에 통합한다는 약속이었다. 이 협정은 중국정부측의 티베트 정책에 일

정한 제약을 가하는 것이었다. 실질적으로 인민해방군이 티베트를 무력

으로 정복한 것이지만, 중국관방측은 무턱대고 “정복자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없었다.9) 17개조 협정은 티베트인들의 기존질서와 관습과 입장을 

존중하여 속도 조절을 하면서 중국-티베트 합방을 추진해야 하는 기준이

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점령군이 절제하고 피점령지 주민과 기존 지배층

의 입장을 일관되게 존중하여 자제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

지 않았다. 

티베트 본부에서 추진하는 개혁은 시짱자치구 준비조직을 구성한 것 이

외에는 기본적으로 유보되었지만, 학교와 광역 도로의 개설 등 티베트 개

혁 준비는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 특히 캄과 암도에서는 티베트 본부와는 

달리 급속한 개혁이 계속되었다. 이미 1956년 초에 캄에서는 개혁에 반

대하는 민중봉기가 일어났다. ‘민주개혁’이라는 이름의 개혁은 토지개혁, 

즉 사원과 영주들이 가진 토지를 몰수하여 농노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으

로 진행되었는데, 이것은 기존의 지배층을 혁명적으로 해체하는 작업이

었다. 캄과 암도에서는 기존의 지배층은 물론이고, 급격한 개혁에 불안을 

느낀 민중의 봉기가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1956년 12월 달라이 라마는 붓다 탄생 2,500주년 기념행

사에 참석해달라는 인도 정부의 초청을 받고 인도를 방문하게 되었다. 달

라이 라마의 망명을 우려한 시짱공작위원회는 반대했지만, 인도와의 관

계를 고려한 중앙정부는 달라이 라마의 출국을 허용했다. 1956년 12월 

8) 골드스타인∙셰랍∙지벤슈, 같은 책, p.344.

9) 이종욱, 『춘추 : 신라의 피, 한국인을 만들다』 (파주시: 효형출판, 2009), 
p.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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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뉴델리를 방문한 달라이 라마는 이듬해 4월 1일에야 라싸로 돌아왔

다. 달라이 라마는 6년 동안은 티베트에서 개혁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마

오쩌둥의 약속을 받고 돌아왔다. 

그러나 “17개조 협정은 티베트 본토에만 적용되고 캄과 암도의 티베트족 

거주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게 돼 있었다. 그러나 세 지역의 티베트족은 종

교와 정체성과 언어가 같은 한 민족이었다. 따라서 지추 강 동쪽에서 벌어

지는 일은 서쪽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다.”10) 캄과 암도

에서 인민해방군에 밀린 반란자들은 티베트 본부로 도피했다. 특히 1957

년과 1958년 초에 무장한 캄 지역 난민들이 라싸로 밀려왔다. 1957년 5

월 라싸에서는 추니강주(四水六崗)라는 각 지역 무장조직 연합체가 조직

되었다. 캄과 암도에서는 1957~1959년에 심각한 반발과 봉기가 연이어 

발생하게 되었고, 이것은 라싸 지역에까지 파급되었다. 

‘티베트 개혁’을 놓고 높아가던 긴장감은 마침내 1959년 3월 10일 라싸

에서 폭발하여 티베트인들은 무장봉기를 일으키고 달라이 라마는 인도로 

망명하게 되었다. 티베트 정부 상층부와 함께 수 만명의 티베트인들이 달

라이 라마와 티베트 정부 관리들을 따라 인도로 망명하였다. 이것은 티베

트 해외 디아스포라가 발생한 직접적인 원인이자 과정이었다. 

티베트인들은 내부적으로 티베트의 낙후성을 느끼고 있었고 개혁의 필요

성도 느끼고 있었다. 물론 귀족과 상층라마와 영주계층은 개혁을 추진하

되 자신들의 기득권을 침해받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다. 자체의 무력도 빈

약하고 국제적인 지원도 없는 상황에서 티베트 상층부는 중국 집권세력

과의 관계가 파탄나는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었다. 이러한 보수적 심리와 

진보적 심리의 균형은 리징촨 등이 ‘민주개혁’을 민족지역에 대한 배려 

없이 단호하게 추진하면서 깨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캄과 암도에서 ‘민주

개혁’을 몸소 겪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라싸로 밀려온 민주개혁 체험자들

은 라싸를 기지로 하여 티베트에서 중국군을 축출하고자 했다. 미국 중앙

정보국은 이러한 티베트인의 움직임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기도 했다. 

중국군의 티베트 점령과 그에 이어진 ‘민주개혁’은 티베트인 기득권층의 

반발과 그에 부응한 민중의 저항을 야기했다. 여기에서 달라이 라마의 티

10) 골드스타인∙셰랍∙지벤슈, 『티베트의 별』, p.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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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 정부는 완충역할을 할 수도 있었지만, 달라이 라마 정부 자체가 근

본적으로 ‘민주개혁’의 대상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는 ‘정복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측에서 그런 역할을 허용하지 않았다. 역사적으로 보면 정복자

에게 정복자의 권리가 있다면, 티베트 영역을 넘는 티베트 불교의 수장인 

달라이 라마에게는 크건 작건 종교적 차원의 ‘정복자의 권리’, 곧 ‘법주’의 

권리가 있었다. 중국관방측은 이 법주의 권리를 인식하고 허용하는 데 일

관성을 갖지 못했다. 결국 1959년 3월의 라싸 봉기는 달라이 라마의 인

도 망명과 함께 수만 명의 티베트 피난민의 발생, 무장봉기와 무장조직의 

발생, 그리고 인도에서의 티베트인 정착지의 형성 등을 낳았다. 

티베트는 토번 제국 시기에는 강력한 무력을 자랑했다. 이에 대한 자부심

은 티베트 민족 정체성의 일부를 이룬다. 하지만, 11세기, 12세기 무렵 티

베트 사회는 급속히 불교화되었다. 불교는 티베트 사회를 ‘정복’하고 ‘정

복자의 권리’를 시행하여 티베트 사회를 불교적 색채와 제도로 구성하였

다. 불교와 관련되지 않은 티베트의 전통은 사실상 주변화되었다. 티베트 

사회가 불교화된 이후 지역정치체로 나뉘어 있었고, 대개 강력한 정부군

을 갖지는 못했다. 18세기 후반 네팔의 침공에 대항하기 위해 첸롱 황제

가 3천 명 규모의 티베트군을 허용한 이후 티베트군은 그 규모로 유지되

었다. 사실상의 독립을 유지한 20세기 전반기에는 병력 규모가 5~6천명

으로 늘어나기도 했지만, 티베트군은 경제력이 약한 상황에서 대규모로 

확대되기는 힘들었다. 1950년대에 중국 치하에서 새로운 형태의 시민군

이 형성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기존의 티베트

군이나 사원경찰 바깥에 형성된 유격대 형태의 무장조직이었다. 

1959년 3월 16일 라싸를 떠나 3월말 인도로 망명한 14대 달라이 라마

와 티베트 정부 내 자주자결파는 인도의 네루와 협상하여 다람살라에 정

착지를 설치한다는 협의를 이루었다. 달라이 라마의 힘은 종교적 권위와 

‘시주’의 도움을 받는 협상력이었고, 달라이 라마는 이 힘을 포기한 적이 

없었다. 다람살라 정착지의 확보는 물론 네루와 인도 정부의 이해관계와

도 관계가 있었다. 인도 정부는 티베트에서 가진 영국의 기득권을 계승하

기를 원했으나, 중화인민공화국의 발빠른 대응에 밀려 티베트라는 거대

한 완충지대를 상실했다. 

달라이 라마와 티베트인들의 인도 망명과 이주는 워낙 황급하게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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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기 때문에 망명 귀족들은 자신들의 재산 등을 충분히 챙겨 가지고 티베

트를 떠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04년 이래 지속된 인도와

의 무역경험과 무역망은 인도 망명의 경로 결정과 이후의 인도 내의 정

착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망명 티베트인들은 라싸의 

귀족들만 아니라 캄과 암도 출신의 귀족과 상인, 민중들이 골고루 포함되

어 있었다. 이 점은 티베트인들이 불교문화를 공유하고 있었으면서도 ‘하

나의 정치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점에서 새로운 도전

을 제기하였다. 망명 티베트인들은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지역출신자들

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로 묶는 작업도 쉬운 것은 아니었

다. 단순히 중국세력의 티베트 점령에 대한 반발만으로는 충분한 응집력

을 발휘하기 힘들었다. 

1959년 3월 이후 수만 명의 티베트 피난민과 망명자들이 인도에 모여든 

계기는 티베트에서 ‘민주개혁’을 둘러싼 정치적, 종교적, 민족적 갈등이 

1950년 5월 17개조 협정 체결 당시와는 달리 물리적 충돌로 치달은 라

싸 봉기였다. 티베트 사회가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의 ‘민주개혁’의 충격

은 라싸 봉기로 표출되었던 것이다. 일련의 봉기가 티베트 사회의 ‘민주

개혁’에 대한 저항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난민 발생의 가장 중요한 요

인은 티베트의 기존 체제와 문화의 급속한 변경을 티베트인들이 받아들

이지 않으려 했다는 점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959년 3월 이후 수 년 동

안 티베트인들의 봉기를 진압한 중국 관방측은 걸림돌이 사라졌다고 인

식하여 티베트 본부에서도 ‘민주개혁’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였다. 중국 

관방측은 ‘점령자의 권리’를 유보하지 않고 시행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티

베트 난민이 발생했다. 

1959년의 티베트 반란 직후 몇 년 동안 히말라야 산맥을 넘는 탈출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8만 명이었고, 현재 13만 5천 명이 망명 생활을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인도에 사는 티베트 난민의 20%는 1986~1996년에 도

착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아직도 매해 2500명가량이 히말라야를 넘어 티

베트를 탈출하고 있다.11)

11)  Thomas Laird, The Story of Tibet: Conversations with the Dalai Lama, 
황정연 옮김, 『달라이 라마가 들려주는 티베트 이야기』(서울: 웅진지식하
우스, 2008), p.421. 



Homo Migrans Vol. 2(June 2010)

64

티베트 탈출 이후 망명 티베트인들은 새로운 조건 속에서 자신들의 불교

문명을 지속시키고 삶을 영위해야 했다. 

티베트 불교는 지진이나 우박과 같은 천재지변과 전쟁과 같은 인재가 빈

발하는 상황에서 민중의 심리적 의지처였으며 티베트 민중의 구심점이었

다. 물론 티베트의 불교문명의 지배세력에게는 분명 많은 결함이 있었고 

이 점에서는 ‘새로운 중국’, 곧 사회주의적 평등 사회와 선진공업문명 사

회를 건설하려고 했던 중국의 집권세력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우선 평

등한 민주사회에 주된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인지 효율적인 관료체제를 전

제로 할 수밖에 없는 선진적인 공업 사회를 만드는 데 주된 목표를 두고 

있는지 기본 목표에 대한 혼란이 있었다. 1966년의 프롤레타리아 문화

대혁명 운동의 등장은 이러한 국가적 목표의 혼란에 기인한 것이기도 했

다. 이 점에서 티베트 불교문명의 주도세력들은 형식적으로 민중의 안위

를 위로하는 일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티베트 불교문명의 내용은 시

대마다 크건 작건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III. 티베트 디아스포라의 정체성 인식  

현대민족의 형성기에 티베트인들은 강한 불교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하여 민족적∙국가적 정체성을 발전시켰다. 어떤 역사체의 정체성은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그 구성요소들이 동시에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회의 정체성을 인식하는데 정체성의 다중성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일 것이다. 거칠게 말하자면, 현대 티베트 사회의 

정체성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종교적 정체성과 민족적 정체성, 국가적 

정체성이 삼위일체를 이루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 대해 14대 달라이 

라마는 다름과 같이 설명하였다. 

“송센 감포와 5대 달라이 라마는 첸리시가 세운 ‘원대한 계획’의 

일부라고 하셨습니다. 포탈라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하고 질문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달라이 라마가 대답했다. 

“포탈라는 ‘원대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티베트의 

상징입니다.”12) 

티베트의 정체성은 다양한 요소로 이루어진 것이다. 사실 티베트 

12)  Laird, The Story of Tibet: Conversations with the Dalai Lama, p.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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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정체성의 근저를 이루는 것은 티베트언어와 함께 토번이라는 

고대국가의 경험, 토번제국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티베트문자라고 할 

수 있다. 표면적으로 불교적 정체성이 가장 두드러지지만, 토번제국의 

역사적 경험과 티베트언어와 문자의 토대 위에서 티베트 사회의 

불교적 정체성은 구축되었다. 티베트의 불교적 정체성은 몽골제국의 

지배하에서 몽골제국의 제국적 정체성과 만나게 된다. 티베트 사회는 

‘법주와 시주’의 단월관계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종교제국의 정체성을 

유지해 왔다. 티베트는 청 제국에 복속되어 있는 과정에서도 그러한 

측면을 부분적으로 보존하고 있었다. 

19세기말 이래 티베트의 국가적 독립추진은 티베트가 종교제국적 

정체성을 벗어나 20세기 국가적 정체성을 확보해 가는 과정이었다. 이 

과정은 중국이 제국적 정체성을 벗어나 국민국가로 변화해 가는 과정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었다. 티베트의 다중적 정체성은 각각의 구성요소의 

발전 정도가 매우 불균등하였지만, 전반적으로 ‘불교문명’을 기반으로 

하는 ‘불교국가’라는 국가적 정체성을 구축하고 있었다. 폴 인그램은 

중화인민공화국 당국이 1949년 이후 티베트의 국가적 정체성을 

지워버리려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고 본다. 그는 “1949년 이후 6천 

개 이상의 사원이 파괴되고 1백만 이상의 티베트인이 살해되었다는 

언급”을 하면서 “티베트의 풍부한 문화적 유산은 티베트의 국가적 

정체성을 지워버리려는 지속적인 노력 가운데 실제적∙물리적으로 

파괴되었다.”고 평가하였다.13) 

그렇다면 티베트인들이 인도로 망명하여 망명정부라는 형식으로라도 

국가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은 자주독립지향적인 티베트인들의 

입장에서는 국가적 정체성의 지속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008년 3월의 티베트 시위가 망명정부의 직접적인 격동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티베트 망명 정부는 티베트 자결운동의 

상징적인 구심점이라고 볼 수 있다. 달라이 라마는 네루 수상의 

도움으로 다람살라에 망명정부를 수립하였는데, 시기별로 다소 조정이 

있지만 망명정부 조직에는 주택, 외무, 종교와 문화, 교육, 재정, 경호 

등 6~7개의 부서가 설치되었다. 또한 1960년 인민대표자위원회를 

13)  Paul O. Ingram, Tibet, the Facts, 홍성녕 옮김, 『티베트 말하지 못한 진
실』(파주시: 알마, 2008), p.260., p.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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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고 1963년 4월 10일에는 ‘티베트 헌법’을 공포하였다. 티베트 

인민대표자위원회는 망명 전에 살던 지역을 대표하기도 하는데, 이점은 

티베트 망명자 사회의 지역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망명정부는 인도 

뉴델리에 사무소를 개설하였고, 뉴욕과 제네바, 카트만두, 모스크바, 

토쿄, 런던 등에 비공식 대표사무소를 두었다. 해외 지역의 대표 

사무소는 국제적인 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이렇게 1950년대 이래 해외로 망명한 티베트인들은 티베트의 독립을 

꿈꾸며 1970년대 초까지는 무장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냉전 

질서가 변화를 겪고 또 티베트 불교의 세계화에 성과가 보이면서 

해외 티베트인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달라이 라마를 수반으로 하는 

망명정부는 비폭력노선을 표방해 왔다. 결국 달라이 라마의 비폭력 

평화주의 노선은 1959년 라싸 봉기의 대표적인 유산 중의 하나인 

무장투쟁세력을 적극적으로 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국제 

관계가 탈냉전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는 그러하였다. 물론 현재까지 

티베트 망명자 사회에는 달라이 라마의 상징자본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무장투쟁을 공개적으로 추구하는 집단이 등장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사실 정치적인 지향이나 지역적 배경이 무엇이냐 하는 것보다도 

해외이주 티베트인들에게 당장 중요한 것은 나날의 생존이었다. 티베트 

보리를 재배하거나 야크나 양을 키우던 티베트 농목민들에게 해외 

이주는 매우 심각한 생존 기술의 전환을 요구했다. 해외 이주민들은 

각각 낯선 생존 환경에 적응해야 했다. 1959년의 티베트 탈출자들은 

귀족계층만이 아니었고, 다수의 농목민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 모두를 

묶어준 것은 티베트 불교라는 구심점이었다. 

티베트 디아스포라 공동체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서구인들의 

티베트 이미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구성해 

왔다. 보노짓 후세인이 지적한 바와 같이, “티베트인은 본성적으로 

영적이며 평화스럽다는 식의 낭만화한 ‘티베트다움’의 이미지는, 모두 

강력한 중국 민족주의와 티베트 디아스포라 공동체 양자가 서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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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하며 만들어낸 최근의 합작품이다.”14) “‘자유 티베트 운동’의 

중추에는 13만 명의 티베트 디아스포라(그중 95%가 인도에 거주)가 

자리잡고 있다. ‘자유 티베트 운동’의 활동가와 지지자들과 관련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티베트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하면서 또 그 내적 동학에 따라 만들어낸 정체성 형성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다.”15)

그런데 티베트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본질주의적인 티베트다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티베트의 현실적 요소를 포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일면 타당하지만, 정체성이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하게 마련이고 현재까지 형성된 티베트다움의 이미지는 현실의 

조건에 따라 형성된 것이라는 점을 좀더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959년 이래 티베트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은 티베트라는 

고향의 상실이라는 아픔에도 불구하고, 티베트불교와 티베트학의 

세계화라는 의외의 결과를 낳았다. 물론 티베트불교가 서구에 수용되는 

상황을 보면 티베트불교의 전통적인 맥락과는 매우 다른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불교적 의례와 격식을 중요시하던 티베트불교는 

서구로 진출하면서 서구인들이 선호하는 명상과 정신수양의 방법론, 

죽음에 대한 배려 등을 강조하였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지 

도널드 로페즈(Donald Lopez)처럼 티베트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종교적이고 평화롭고 이국적인 공동체라는 이미지에 갇힌 ‘샹그릴라의 

수인들’이라고만 지적하는 것도 편향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티베트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정체성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떻게 변화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가. 

이점을 파악하기는 물론 간단치 않겠지만, 우선 특징적인 점을 시기별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그 첫 번째 시기는 1950년 10월의 동부티베트 참도 상실에서 

‘민주개혁’ 시기까지이다. 티베트 사회의 정체성은 이미 1950년대 

14)  보노짓 후세인, 츠지모토 도시코 옮김, 「비판적인 눈을 통해 본 티베트 : 
지정학, 디아스포라 그리고 정체성의 형성」, 『아시아저널』, 창간준비호 
(2009년 봄), p.83.

15)  후세인, 같은 논문,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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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군의 티베트 진입과 함께 심각한 도전을 받았다. 1951년 5월 23일 

체결된 ‘17개조 협정’의 체결과정에서 먼저 문제가 된 것은 ‘중국정부’와 

‘티베트정부’라는 표현이었다. 티베트정부는 이러한 두 개의 용어를 

사용하고자 했고, 중국대표들은 ‘중국중앙정부’와 ‘티베트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려고 했다. 성하지맹과 유사한 상황에서 티베트정부 

대표단은 ‘티베트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수용하였고, 이로써 티베트의 

국가적 독립성은 빛을 잃었다. 

그러나 티베트인들에게 정치적∙행정적인 문제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종교적·문화적 문제였다. 티베트인들은 티베트에 대한 중국측의 

군사적 점령을 마지 못해 수용했지만, ‘민주개혁’이라는 이름의 급격한 

사회개혁에는 강하게 저항했다. 민주개혁은 기존의 기득권층을 

해체하고 농노계층의 해방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진보적인 일면이 

있었다. 그러나 티베트인들은 그것이 티베트 사회의 종교적·민족적 

구심점을 파괴한다는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특히 달라이 라마의 

권위와 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가 위협받는다고 느꼈을 때 달라이 

라마와 그 측근들은 인도 망명의 길을 택했다. 망명 1세대의 대표적인 

작품은 망명정부와 인도와 네팔 등지의 디아스포라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시기는 1961년 1970년대 말까지 무장독립투쟁과 티베트 

해외 이주민의 정착 시기, 티베트 내부적으로 문화대혁명 시기이다. 

이때 티베트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본격적으로 형성되었고, 1970년 

티베트청년회의도 성립되었다. 이에 뒤이어 무장유격대의 무력투쟁도 

네팔 정부의 진압을 거쳐 끝났다. 

티베트 정부 핵심부의 인도 망명은 중국측에게는 티베트에서 

‘민주개혁’을 거침없이 추진할 수 있는 호기로 간주했다. 이로 

인해 달라이 라마의 망명정부와 중국당국 간에는 건너기 힘든 

간극이 생겼으며, 이것은 문화대혁명의 발동으로 인해 심화되었다. 

문화대혁명은 제어와 통제를 벗어나기 쉬운 운동이었고, 특히 광대한 

소수민족 사회에는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었다. 이 시기에 중국의 

민족정책은 점진적인 궤도를 벗어나 소수민족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전통과 풍습을 배척하는 강압적인 동화정책의 형태를 보였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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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하여 망명 티베트인들도 무장투쟁을 불사하는 양상으로 보였다. 

그러나 힘과 힘의 대결에서 인구와 자원이 빈약한 티베트측은 매우 

불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게다가 티베트 디아스포라 공동체는 비용과 대가가 크고 효과가 제한된 

무장투쟁을 지속할 만한 물리력과 경제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미국 중앙정보부 등의 외부 지원으로 이어지던 무장투쟁은 1974년 

네팔 정부의 진압, 미국의 대외정책의 변화와 달라이 라마의 비폭력 

입장의 강화 등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네팔의 무스탕 무장유격기지의 

폐쇄는 티베트인 디아스포라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티베트 디아스포라 공동체는 지역과 종교분파 등에서 여러 경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무장투쟁 노선의 종결은 상대적으로 달라이 

라마측의 입지가 강화되었다는 측면도 갖고 있었다. 사실 티베트 

디아스포라 공동체에서 최대의 문화자본은 티베트 불교이기도 했다. 

티베트 불교가 전적으로 무력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승려들은 

기본적으로 무기가 아니라 불경을 들었다. 무장투쟁은 여러 지역을 

포괄하고 있었지만, 캄 지역 출신자의 역할이 컸다. 

무장투쟁이든 독립투쟁이든, 그것은 망명 티베트인 공동체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현재 인도 전역에는 10만 명이 넘는 망명 티베트인들이 

있다. 망명 티베트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인도 북부의 다람살라는 

해발 1800m로 ‘작은 라싸’를 형성하고 있다. 소도시의 중심도로는 

‘라싸로’라고 불린다. 티베트인들은 여기에서 전통적인 문화풍속과 

음식습관을 유지하고 있다. 이 소도시는 국제관광도시가 되어 주민들의 

수입도 관광업에서 나온다. 중국 상품은 판매가 금지되었으나 

2003년부터 금지령이 완화되어 상점에 나타나고 있다. “만일 

티베트인의 집에서 중국 물건을 모두 치우도록 한다면, 남아 있는 

것으로는 옷도 제대로 챙겨 입을 수 없을 것이다.”16) 이들에게는 

여권도 없고 현지 신분증도 없고 어떤 부동산도 없다. 작은 지방도시의 

수용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망명 티베트인들은 인도 각지에 

분산하여 거주하고 있다. 

16) 王志彬, 「50年流亡藏人没有未来」, 『东北之窗』, 2009(07),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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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기타 지방에서 티베트인들은 장사를 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작은 

상점을 생업으로 한다.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이 인도에서 출생했지만 

영원히 난민 신분일 뿐이다. 인도의 티베트 이주민들은 영구적으로 

토지와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소유할 없고, 빌릴 수 있을 뿐이다. 2007년 

인도 “히마찰 주 정부는 달라이 라마의 망명정부가 다람살라의 토지를 

다시 50년 동안 조차하는 것을 비준하여 망명 티베트인들이 잠시 몸을 

둘 땅이 유지되었다.”17) 디아스포라 공동체의18) 초기 건립 과정에 대해 

젯슨 퍼마는 다음과 같이 전했다. 

1965년 8만 5천 명에 이르는 망명자들이 인도에 도착했다. 달라이 

라마는 인도 정부에 그들을 위해 장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렇게 해서 몇 백 명의 티베트인들이 정해진 장소를 찾아 인도 

각지로 떠났다. 그들은 우선 울창한 정글로 둘러싸인 땅을 몇 헥타르씩 

개간해야 했다. 그들은 그곳에 우물을 파고 집을 지었다. 초기 몇 년간 

망명자들은 식량을 배급받았다. 다섯 명씩 임시 가족을 구성하고 각 

가정마다 세 칸짜리 집과 이 헥타르에 해당하는 땅을 배급받았다. 

망명자들은 이렇게 가족과 어울리는 삶을 살았다. 19)

이렇게 정착지는 확보했으나, 심리적인 문제가 남아 있었다. 티베트인 

망명자들은 빨리 티베트로 돌아가고 싶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고 

망명지에서 보내는 삶을 윤택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20) 이처럼 망명자들은 처음부터 장기 계획을 가지고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구성한 것은 아니었다. 

1966년 기부금으로 티베트 망명자 어린이 마을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에 확보된 기부금을 

17)  江亚平, 「流亡藏人在印度的生活与担忧」, 『党政论坛(干部文摘)』, 
2007(111), p.28. 

18)  “1960~1970년대에 인도에 서른다섯 곳, 네팔에 열 곳, 부탄에 일곱 곳의 
티베트 난민 재정착 마을이 세워졌다. 각 단위의 정착지에서 티베트 사람들
은 학교, 공방, 채소밭, 병원 등을 운영했다.”, Laird, The Story of Tibet: 
Conversations with the Dalai Lama, p.422

19)  Pema, Tibet, Mon Histoire, 김은정 옮김, 『달라이 라마 이야기』(고양시: 
자작, 2000), p.193. 인도와 네팔에 분포되어 있는 망명자 사회에 대해서는 
같은 책 384쪽에 간단한 지도가 있다. 

20)  Jetsun Pema, 같은 책, p.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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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하고 인도 정부의 지원을 받아 티베트 학교가 문을 열었다. 

1969년에 부임한 인도인 교장은 티베트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21) 독립적인 티베트 어린이 마을 학교는 1970년대 

초반부터 체계를 잡아 발전해 왔다. 1971년 ‘티베트 망명자 어린이들을 

위한 보육학교(The Nursery for Tibetan Refugee Children)’가 

‘티베트 어린이마을(TCV : Tibetan Children’s Village)’로 개명했다. 

교사들은 몬테소리 교육법에 따라 교육을 진행하였다.22)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경험이 쌓이고 그들의 입장을 대변할 조직들도 

생겨났다. 1970년 다람살라에서 설립된 ‘티베트청년회의’(TYC: 

Tibetan Youth Congress)는 티베트 망명정부의 핵심조직 중의 

하나이다. 티베트청년회의의 설립은 티베트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나름의 정돈된 정체성을 확립했다는 근거라고 생각된다. 이 단체는 

티베트의 독립, 문화와 전통을 발전시킨다는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으며 ‘Rangzen’이라는 잡지도 발행하고 있다. 이 단체는 달라이 

라마가 ‘고도 자치’의 중도노선을 표방한 뒤에도 독립노선을 고수하고 

있으며, 티베트 독립운동의 핵심 단체이다.23)

 

두 번째 시기에 티베트 디아스포라 공동체는 무장투쟁보다 서구인의 

취향에 맞는 티베트 이미지를 갖고 관계를 맺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점을 발견했다. 그리고 1967년 달라이 라마의 세계여행, 예일대학 

출판부에서 나온 ‘티베트 정치사’ 발간 등의 효과를 보며 티베트 사회의 

문화적 자산이 티베트의 입장과 견해를 전파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점을 알았다. 이에 따라 티베트 망명자 사회의 주류는 무장투쟁 방침을 

버리고 티베트불교의 소개와 티베트학의 발전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화적 전환에는 티베트 본토에서 진행된 

문화대혁명의 파괴적 결과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정부는 

1950~1980년에 사원은 6천 곳 이상 파괴했다. 1970년대 말에는 

남은 사원이 여덟 곳밖에 되지 않았고, 승려도 1000명 이하였다. 다른 

사원들은 파괴됐거나 비종교 용도로 변용되었다. 사원은 예술, 글쓰기, 

21)  Pema, 같은 책, p.208. 

22)  Pema, 같은 책, p.221. 

23)  이재호, 「중국의 소수민족정책과 티베트 분리독립 운동」, 『(시대의 논리)
민족연구』, 35집 (2008.9), p.35. ‘랑젠’은 티베트어로 ‘자유와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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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이 전수되던 학교였다. 사원을 절멸하다시피 한 것은 티베트 문화의 

심장부를 타격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24) 이러한 상황의 티베트문화 

절멸의 위기의식은 티베트 문화 보존의 의지를 강화시켰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티베트 디아스포라 공동체는 그다지 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했다. 국제적인 원조를 통해 망명정부와 디아스포라 공동체들을 

운영하는 실정이었다. 물론 초기의 열악한 환경을 벗어난 데는 외부의 

지원만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공동체 내부의 더부살이 의식의 탈피 

노력도 일정한 작용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티베트 디아스포라 공동체 발전의 세 번째 시기는 1970년대 말에서 

1989년까지의 티베트 망명정부의 독립노선과 티베트 본토의 

경제적∙문화적 해빙기이다. 이 시기에는 티베트 본토에서 문화대혁명 

시기의 종교적∙문화적 파괴를 넘어서 티베트에 불교 르네상스가 

나타났다. 이것은 중국 내부의 정치상황의 변화, 곧 1978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11기 3중 전회가 중국에 개혁개방이라는 새로운 

노선을 도입한 것에 따른 효과였다. 개혁개방의 핵심적인 개념은 가난을 

벗어나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자는 경제발전이었다. 이것은 티베트 

사회에서는 세속화, 곧 탈불교화를 증진하는 작업이기도 했다. 

중국 사회는 개혁개방 정책에 따라 이전의 정치와 계급투쟁 중심의 

정치적 관행을 벗어나 경제발전과 대외개방이라는 국제화 노력을 

기울였다. “시장은 중국 경제에 번영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땅에 시장경제라는 새로운 경제를 성장시켰다.”25) 그러나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서 빈부격차와 지역격차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부정부패와 

인플레가 가중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민주화 요구가 결합하여 폭발한 

것이 1989년의 6∙3 천안문 사태였다. 천안문 사태 때 티베트 본토는 

계엄령 하에서 조용한 편이었다. 그러나 티베트에서는 1987년 9월과 

10월에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나 유혈 진압으로 치달았다. 

티베트의 시위는 1989년 3월 7일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나서야 

잠잠해졌다. 당시의 시위는 라싸와 티베트 본부 일원에서 벌어졌다. 

1989년은 달라이 라마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해였다. 1987년에서 

1989년의 티베트 시위는 티베트 본토의 티베트인들이 달라이 라마의 

24)  Laird, The Story of Tibet: Conversations with the Dalai Lama, p.626.

25)  자오쯔양∙바오푸, 『국가의 죄수』, p.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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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를 여전히 크게 의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달라이 라마와 중국 당국은 1980년대에 협상을 통해 서로간의 간극을 

줄이려고 했다. 또는 자신들의 입장을 상대방에게 납득시키려고 했다. 

1980년대 말의 티베트인의 시위에 나타난 바와 같이 티베트인들의 

요구 수준은 현재의 중국의 티베트 정책이나 민족통합의 체계를 

벗어난 수준이었다. 그리고 티베트망명자 사회는 물리력이나 국제적 

영향력에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할 실력이 충분치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부상은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전례 없이 강화시켰다. 

1980년대에 티베트 디아스포라에 대한 지원은 달라이 라마의 노벨 

평화상 수상이 보여주는 것처럼 대단히 활발했지만, 그것이 티베트 

디아스포라의 귀향의 꿈을 이루게 할 수는 없었다.26)

티베트 디아스포라 공동체 발전의 네 번째 시기는 1990년대 이래 

현재까지 티베트 망명정부가 독립노선을 유보하고 고도 자치 노선을 

표방하고 티베트 해외 이주민 공동체에 세대 교체의 흐름이 생겨난 

시기이다. 14대 달라이 라마는 현실주의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제 

사회에 일어난 변화, 티베트 디아스포라 공동체 내부에 생긴 변화를 

놓칠 리가 없었다. 

1997년 9월에 티베트 임시정부와 달라이 라마는 중도정책을 

공식적인 입장으로 채택하였다. ‘중도정책’이란 외교와 국방은 중국이 

담당하되 티베트는 행정권을 완전히 가지는 ‘고도의 자치’를 요구하는 

정책이다.27) 달라이 라마가 독립이 아닌 고도의 자치의 길을 선택한 

것은 1990년대 중국의 경제발전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서방 

국가의 지원이 줄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된 대안이었다. 중국의 

위상 강화 못지 않게 티베트 망명정부 내부의 갈등과 모순이 심해진 

26)  중국정부는 1989년부터 망명 티베트인의 귀국사업을 벌였다. 파격적인 조건
에도 불구하고 15만명의 해외 거주 티베트인 가운데 이 정책의 혜택을 선택
한 사람은 2천여 명 정도였다. “[칭짱철도 개통 2개월 티베트를 가다/하] 티
베트 독립, 이상과 현실”, 『동아일보』, 2006년 9월 21일 A20면.

27)  김재원, 「중국의 대티베트 정책의 변화와 유형」, 『(시대의 논리)민족연
구』, 35집(2008.9),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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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달라이 라마의 노선 전환의 이유라고 할 수 있다.28) 다수의 망명 

2세대는 본토 의식이 희박한 형편이고, 현재는 망명 3세대가 등장하는 

상황이다. ‘티베트 청년회의’는 비폭력 중도노선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세대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의 티베트 사태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은 2006년 7월 1일 개통된 

칭짱철도, 2008년 3월 대규모 티베트 시위 사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1954년과 1958년에 티베트에 원거리 광역도로가 건설되었던 것과 

비견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티베트 사회의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반드시 티베트의 인구 구성을 

희석시키고 티베트 문화를 약화시키는 것만은 아닐 것이지만, 적어도 

중국 내지와의 경제적∙문화적 유대를 강화하는 인프라가 되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할 것이다. 

2008년 3월의 티베트 시위 사태는 1980년대 후반의 대규모 시위 사태 

이후에 가장 규모가 큰 민주화 요구 시위라고 할 수 있다. 시위는 라싸 

일원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티베트 거주 구역에서 벌어졌다. 

이것은 지난 20년 동안의 경제개발과 도시화가 티베트인을 크게 

실망시켰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경제적∙문화적 소외감은 고령의 

달라이 라마가 운명을 달리할 경우에 반드시 중국측에게 유리하지만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2008년 11월 17일부터 6일간 다람살라에서는 “특별총회(First Special 

General Meeting 2008)”라는 이름으로 560명의 티베트 지도자가 

모여 티베트의 운명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15개의 

토론 집단으로 나뉘어 열띤 논쟁을 벌였다. 15개의 집단 중에서 3개의 

집단이 만장일치로 ‘중도적 접근’을 지지했고, 8개의 집단이 다수결로 

지지했으며, 4개의 집단은 ‘중도적 접근’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서면으로 제출된 161개의 서면 의견서 중에서 103개는 만장일치로, 

28개는 다수결 표결로 중도 노선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29) 티베트 

망명 정부의 고위 관료와 사무원이 티베트 운동의 젊은 지도자들과 

28)  나영주, 「달라이 라마의 티베트 구상」, 『(시대의 논리)민족연구』, 35집
(2008.9), p.88.

29)  후세인, 「비판적인 눈을 통해 본 티베트」, pp.1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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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소통하고 논쟁을 벌인 최초의 회의는 티베트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세대간 의견 차이를 안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독립파는 소수지만 젊은 세대를 대표하고 있다. 

다람살라 회의에 제출된 서면 의견서는 50개의 티베트 정착지와 

공동체 및 20개의 남녀 사원, 44개의 교육기관과 25개의 인도 외부 

지역 티베트인 연합체 그리고 22개의 티베트 비정부 단체가 제출한 

것이었다. 이들은 티베트인의 정체성을 가진 티베트 해외 이주민 사회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 티베트 이주민 사회는 대체로 일국양제의 

‘고도 자치’를 보장하는 달라이 라마의 중도 노선을 지지하였다. 이것은 

달라이 라마가 티베트 디아스포라 사이에서 갖는 상징적∙실제적 의미를 

보여주며 동시에 티베트 디아스포라의 구심점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티베트 네트워크는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닌 만큼 일정한 

자생력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 티베트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발전을 네 시기로 나누어 그 궤적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망명 티베트인들은 제1세대 망명자, 제2세대 

망명자를 거쳐, 요즘에는 제3세대 이산자가 많아지고 있다. 사람이 

변했으니 다른 것들도 많은 것이 변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티베트 망명 정부는 헌법을 제정하고 의회격의 기구를 지역안배의 

방식으로 설치하기도 했다. 1959년 이래 티베트 디아스포라 공동체는 

무장투쟁에 기대기도 했고, 자주독립을 표방하기도 했고, 고도의 자치를 

표방하기도 했다. 중국당국의 티베트 정책도 변했고, 티베트 본토의 

정세도 크게 요동쳤다. 그 와중에서도 중국 당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티베트인들의 정체성에서 중국에 

대한 인식이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물론이다. 무엇보다도 망명 

티베트인들 사이에서 티베트 불교, 그리고 14대 달라이 라마는 전체 

시기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난다. 불교적 요소는 그 무엇보다도 망명 

티베트인들의 정체성에서 핵심적 요소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인의 정체성에서 세종대왕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티베트인들의 경우에도 달라이 라마, 구체적으로는 현재의 살아 있는 

제14대 달라이 라마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점이 달라이 라마가 갖는 

강력한 상징자본이자 영향력의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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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맺음말 

티베트 이주민 공동체의 인구 규모는 1990년대 중반에 약 13만 명으로 

인도에 10만 명, 네팔에 2만 명, 부탄에 2천 명, 스위스에 2천 명, 미국에 

1,500명, 캐나다에 500명이었다. 최근에는 한국에만도 수십 명이 거주하

고 있다고 한다. 이들 인구는 중국령 티베트에 사는 통칭 600만 티베트인 

숫자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티베트 디아스포라 공동체는 티베트의 자결권을 요구하는 민족

적 요구를 대변하고 있고, 티베트인들과 국제 사회를 연결하는 가교 역

할을 하고 있다. 티베트 디아스포라는 티베트 불교와 티베트학의 세계화

에 큰 공헌을 하였다. 티베트문제에서 발언권을 강화하고 티베트학의 중

심은 중국의 티베트학계가 되어야 한다는 구상을 가진 중국학계의 역량

과 노력을 보자면, 앞으로의 역할은 축소되겠지만, 여전히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티베트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형성과 변화 과정을 개괄적으로 

조망해 보았다. 세밀한 분석이 아니라 단면적인 특징을 살펴보는 작업이

자 이후의 보다 진전된 연구를 위한 예비작업이었기 때문에 티베트 디아

스포라 공동체의 형성의 특징과 정체성의 변화를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없

으나, 몇 가지 특징적인 점을 지적할 수는 있겠다. 

먼저 티베트 이주민 공동체는 불교적 정체성을 토대로 구성되었다. 그것

들은 중국군의 티베트 점령과 티베트 사회의 급격한 타율적 개혁에 반대

한 이들이 티베트를 벗어나 세운 망명자 공동체였다. 티베트인들의 자주

독립 욕구와 티베트 점령당국의 개혁 조급증이 충돌하면서 티베트 디아

스포라가 생겼다. 티베트 망명자들을 받아준 인도, 네팔, 부탄 등이 그들

의 새로운 정착지였다. 정착지가 있는 국가는 대개 무력항쟁의 기지로 사

용되는 것에는 반대했다. 티베트 디아스포라는 지역 연고나 계층에서 다

양한 배경을 갖고 있으나, 달라이 라마를 구심점으로 하여 문화적∙종교적 

정체성을 구축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티베트 망명정부측이 티베트 본부와 캄(동부 티베트), 암도(북동부 

티베트)를 ‘하나의 티베트’로 전제한다는 점에서 티베트 망명자들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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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적적 정체성은 변함없이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티베트 망명정부의 

정치적 정체성은 다소 변화가 있었다. 티베트 망명정부의 최고 지도자라

고 할 수 있는 14대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의 완전한 독립을 추구하는 노

력이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달라이 라마를 중심으로 하는 다

수파는 독립노선을 버리고 ‘고도 자치’를 요구하는 수준의 중도노선을 제

기했다. 그러나 여전히 청년집단을 중심으로 한 소수파는 완전독립 요구

를 견지하고 있다. 이들은 소수파라고 하지만 젊은 세대를 대변한다는 점

에서 무시할 수 있는 세력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티베트 본토에는 구심

력과 원심력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러나 젊은 티베트 디아스포라의 절망

감과 티베트 본토 주민들의 소외감이 결합되면 2008년 3월의 시위 사태

와 같은 현상은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티베트의 만년설이 녹는 문제가 티베트의 자치냐 독립이냐 하는 문

제보다 중요할 수도 있고, 티베트 망명정부측과 중국당국측의 논쟁이 티

베트의 중요한 문제를 오히려 가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도 있는 법이니, 양자의 논쟁이 반드시 비생산적인 것만은 

아닐 것이다. 티베트 디아스포라 공동체는 국제적 논쟁의 한 당사자로서 

국제사회에서 일정한 역할을 해왔다. 여러 관점이 공존하는 국제적인 티

베트 문제의 논의 속에서 다중적 정체성에 주목하는 것은 어떤 한 요소나 

측면에만 집중하면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약화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글은 티베트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형성 맥락과 그것들의 

다중 정체성 문제를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는 데서 그치므로 이후 그러

한 문제들에 대한 더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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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ormation of Tibetan Diaspora Communities and 

its Identities 

                     

Jang-Bae  Park

 Today, there are Tibetan Refugees of 130,000 persons in 

the World. Most of them, 100,000 persons live in India. They have 

the Tibetan Government in Exile in Dharamsala of India. Tibetan 

Refugees came from Lhasa Revolt in 1959 in Central Tibet ruled by 

Socialist China. At that time, Tibetan Elite and Chinese Elite have 

had very different national Identities. Tibetan have the Identities of 

the Buddhist State, but Mainstream Chinese have those of Social-

ist State. Tibetan have pursued the Ideal of the ‘One Tibet’, but 

Mainstream Chinese have seek the dream of the ‘One China’. They 

have had the different national Identities. Lhasa Revolt was not the 

Result of the different Identities, but Radical Change as ‘Democratic 

Reform’. 

 Tibetan Diaspora Communities in India have had the Ti-

betan Buddhism and Dalai Lama and Tibetan Government in Exile. 

Tibetan Diaspora Communities are a Minority Nationality of India 

and so on. Tibetan Diaspora have failed in the Return into Tibet, 

Tibetan Buddhism was spreading in the World. Living in Exile was 

reinforcing some Identities, was weakened some of them. Dalai 

Lama is the Hub of Tibetan Diaspora Communities and One Sym-

bolic Capital. But a lot of Tibetan Diaspora Communities were poor, 

the Role was not so 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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