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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 개의 층위
1) 배 경(01-03장) : 동아시아 근대의 맥락 속에서, 華商(광동상인) 및 그들의 자
본은 어떻게 형성되고, 또 조선에 유입되었는가?
2) 담걸생(04-09장) : 동순태호 및 담걸생은 조선에 어떻게 진출하고 입지를 다졌
으며, 결국 쇠퇴에 이르게 되었는가?
3) 후일담(10-11장) : 철수 뒤, 담걸생의 후예를 비롯해 화교자본의 환류상황은
추후 어찌 전개되었는가?
⇩
・매트릭스 및 네트워크 상 교차점으로서의 ‘담걸생’
・광동상인들과 가로세로 교차하는, 중국 근대사상의 주요 인사들의 ‘네트워크’
・근대 동아시아를 무대로 한 화교들의 ‘매트릭스’

2. ‘담걸생’ 층위와 관련된 세 가지 의문
1) 매트릭스 상의 전형성과 담걸생의 예외적 행태 ⇒ 조선에서의 화상(광동상인)
에 대해 이해하는 데 담걸생이 갖는 의의?

“...동아시아의 광동 상인들은 각국 개항장에서 국제무역을 주업으로 하고,
비즈니스도 각국, 각 지역의 시장과 가격 상황을 보아...시세차익 위주로 장
사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담청호나 양륜경이 무역항인 인천분호를 중시하고,
조선에 대한 애착이 별로 없는 것도 일반적인 광방의 사고방식이다. 그런
데...인천분호의 형 담청호와 의견 대립이 잦았던 담걸생은...한성의 내수시장
을 중시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이고 있다. ...청일전쟁 이후 한일합방 전까지
대자본의 광방상점이 대부분 조선을 떠난 것에 비해, 담걸생은 조선 체류를
선택했을 뿐 아니라, 상해 동태호로부터 독립의 길을 걸어가게 된 데에는 담
걸생이...안전 위주보다는 과감한 수익 추구형의 기업가였다는 점...등이 복합
적으로 작용했으리라 생각한다.” (본서, pp.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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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교가 조선에서 받은 영향, 화교가 조선(상인)에 끼친 영향?
“한국에 있을 때 나는, 한국인들을 세계에서 제일 열등한 민족이 아닌가 의
심했던 적이 있고, 그들의 상황을 가망이 없다고 여겼다. 그러나 이곳 프리
모르스키에서 내 견해를 수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곳
에서 한국인들은 번창하는 부농이 되었고, 근면하고 훌륭한 행실을 하고, 우
수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로 변해갔다. 이들 역시 한국에 있었으면 마찬가지
로 근면하지 않고, 절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토착
한국인들의 특징인 의심과 나태한 자부심, 자기보다 나은 이에 대한 노예근
성이, 주체성과 독립심, 아시아인이라기보다 영국인의 그것에 가까운 터프한
남자다움으로 변했다.” (이사벨라 버드,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
3) “국민”?
“그 사람은 조금도 이상스러운 빛이 없이 흔연한 낯으로, 지금 일본과 지나
양국에 전쟁이 열리려 하나, 그것은 나라나라 사이에 관계를 접고자 함이오,
우리는 국민 된 터에 아무 까닭이 없은즉, 장사하는 사람은 마땅히 안심하여
영업을 할 일이오. [중략] 싸움은 싸움이오 장사는 장사인즉, 족히 놀라울 것
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이 때를 쫓아 행할 바이라, 하며 자꾸 웃[더라.]”
(『毎日新報』 1915, 05/09)
3. 제언을 둘러싼 또 하나의 질문
“현재 우리는 지난 반세기의 노력으로 얻은 ‘강자’의 입장에서 사회적 약자
인 화교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만약 화교가 반세기 이래로
한국의 정치와 경제를 장악하는 주류층이 되었다 한다면, 그래도 여전히 현
재의 화교문제에 똑같은 잣대를 댈 수 있을까?” (본서, p.407)
// 강자와의 “전략적인 제휴”로서, 중국과의 “공존”의 모색 (본서, p.406)
⇒ 화교, 그리고 한국
⇒ ‘어중간함’과 관련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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