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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어 초 록

탈냉전기 동아시아 담론의 형성과 이행에 관한 지식사회학적 연구

본 논문은 1990년대 초반의 탈냉전기부터 2000년대 중반의 참여정부기에 이르

기까지의 동아시아 담론에 관한 지식사회학적 연구다. 담론분석의 대상으로서 여

느 담론과 비교하건대 동아시아 담론은 뚜렷한 구획을 갖는다기보다 여타의 논의

들이 뒤섞이는 지적 구성체라는 특징을 지닌다. 이 점은 동아시아 담론이 여느

담론과 달리 구체적 지향성이 모호한 데서 기인한다. 즉 동아시아 담론은 ‘동아시

아’라는 핵심어에서 담론의 목적도 주체도 드러나지 않는다. 실제로 동아시아 담

론은 고정된 의미와 일률적 용법을 갖는다기보다 어떤 객관적 조건과 주체적 모

색이 결부되느냐에 따라 함의가 크게 달라졌으며, 동아시아 담론에는 동양문화론

부터 대안체제론, 지역주의론까지가 뒤섞여 있다. 또한 동아시아 담론에서 동아시

아라는 개념은 지리 범주를 가리키는 단순한 지역명에 머물지 않고 지역지평, 지

역질서, 경제권역, 문명권, 사유공간, 연대의 장 등 다양한 용법으로서 거론되었

다. 이러한 동아시아라는 개념의 탄력성은 한편으로 동아시아 담론에서 풍부한

쟁점을 낳는 토양으로 기능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동아시아 담론의 정체성이

모호해지거나 동아시아 담론이 여러 갈래로 분기하는 이유로 작용했다.

동아시아 담론을 한국지식계에서 학술적 전통으로 자리매김하고 동아시아 담론

의 현실적 용법을 신장시키려면 그 혼란상을 정리하기 위해 동아시아 담론 자체

의 인식론적 토대와 배치를 되묻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혼종하는 동아시

아 담론들의 내적 논리를 규명하고 그 사이의 쟁점을 도출하며 동아시아 담론의

전반적 이행 과정을 추적한다. 즉 동아시아 담론 일반을 뭉뚱그려 성쇠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양상의 논의들이 제기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것들 사이의 차이를 섬세하게 가려내 동아시아 담론을 단수가 아닌 복수의 담론

들로 계열화하고, 분화를 초래한 사회적 요인을 포괄적으로 조사하고, 담론들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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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길항관계ㆍ경합관계를 밝혀내고, 동아시아 담론의 이행 중에 도태된 것과 지

속되는 것을 변별해내고, 그로써 동아시아 담론의 현실적 기능성과 앞으로의 가

능성을 재구성해내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2부 ‘동아시아 담론의 형성과 이행’에서는 1990년대 초반

부터 200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 담론의 추이를 분석했다. 학술지에서

기획된 특집과 동아시아 관련 논문들을 조사해 동아시아라는 개념이 어떠한 위상

에서 어떠한 지향으로 활용되는지를 살펴보고, 국면에 따른 이행과 분화의 과정

을 확인한 것이다. 개괄하자면 동아시아 담론이라 부를 만한 논의가 등장한 데는

1990년대 초기 창비 진영의 역할이 컸다. 직후 인문학자들, 특히 한중일 삼국의

문학ㆍ역사학ㆍ철학을 전공하는 논자들이 동아시아의 정체성에 관한 논의에 불을

지폈다. 그리고 1990년대 중반에는 사회학ㆍ경제학ㆍ정치학 분야의 사회과학자들

이 가세해 동아시아 경제발전의 특수성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이어졌으며, 1990년

대 후반의 경제위기 이후로는 동아시아 지역협력체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외교

학자,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고조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국민의 정부 시기에

국제정치학, 국제관계학 연구자들이 동아시아공동체론을 본격화했으며, 2000년대

중반 참여정부기에 이르러서는 한국의 전략적 단위로서 동북아라는 지역명이 부

상하며 동아시아 담론은 정책적 담론으로서 입지를 굳혔다. 그리고 이렇듯 지향

성을 달리하는 담론들이 시기를 달리해 등장하고 부상하면서 기존의 담론과 길항

관계에 놓이고 담론의 정치가 펼쳐졌다.

3부 ‘동아시아 담론의 계열화와 지식계 내외의 조건들’에서는 동아시아 담론들

의 배치 양상과 경합 논리를 보다 명료하게 규명했다. 이를 위해 먼저 담론의 지

향성이라는 기준에 근거해 동아시아 담론을 네 가지 하위담론으로 분류했다. 그

것은 대안체제론, 문화정체성론, 발전모델론, 지역주의론이다. 그리고 이처럼 상이

한 계열의 동아시아 담론들이 지식계 내외 요소들의 변화에 대해 각기 어떻게 달

리 반응하며 혹은 어떠한 사회적 변동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며, 아울러 어떠한

학술적 논의를 전유하며 차별화되었는지, 그로써 동아시아 담론들 사이에서 무엇

이 쟁점과 상호 비판점으로 부각되었는지를 검토했다. 여기서 지식계 내적 요인

들로는 지적 조류의 변화, 지식인상․지식정책․대학사회의 변화, 잡지매체의 변

화를 중시했으며, 지식계 외적 요인들은 다시 세계적-지역적 차원의 요인과 지역



- iii -

적-한반도적 차원의 요인으로 구분해 전자에서는 탈냉전․세계화․지역화를 다

루고, 후자는 안보․경제․사회문화 영역으로 나눠서 조사했다.

4부 ‘동아시아 담론의 동아시아화 - 외연과 내포’에서는 한국 동아시아 담론의

동아시아화의 과제를 탐구했다. 즉 동아시아 담론이 그 지향성에 비추어 기능할

수 있는 동아시아의 외연과 내포를 분석하고 도출해내고자 한 것이다. 여기서 동

아시아의 외연을 둘러싼 주요 쟁점은 세 가지다. 동아시아를 동북아와 등치시킬

수 있는지, 동아시아의 지역 범위를 동남아로까지 확장해야 하는지, 역외 국가인

미국 등을 동아시아 안으로 포함시켜야 하는지다. 먼저 이런 각각의 쟁점을 검토

하며 동아시아 지역상의 중층성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중국과 일본의 동아시아

구상을 참조해 한국의 동아시아 구상을 상대화하고 역사화하고자 했다. 한편 동

아시아라는 지역상은 너비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도 갖는다. 다시 말

해 국가 단위의 병렬적 나열로서는 드러나지 않는 층위가 있다. 따라서 외연이

아닌 내포의 측면에서 동아시아라는 지역상에 국가 형태의 이질성, 국가 간ㆍ국

가관계 간 비대칭성 등의 역내 지정학적 조건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를 탐구

했다. 끝으로 이에 기반하여 한반도분단체제의 동아시아적 규정성과 한반도평화

체제 구축의 동아시아적 의의를 규명해 동아시아 담론의 대안적 이론화를 모색했

다. 특히 현재 북한 문제에는 국가 형태의 상이성, 국가 간ㆍ국가관계 간 비대칭

성, 탈냉전의 추세에도 불구한 동아시아 분단체제의 지속 등의 동아시아적 조건

이 집중되어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동아시아 담론은 북한 문제를 한반도 문제로

옮겨내고 그것을 동아시아의 과제로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동아시아화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거머쥘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동아시아 담론, 비판적 담론분석, 담론의 정치, 담론 형성과 이행, 동아시

아 담론의 동아시아화, 비대칭성

학번: 2005-3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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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제기

2006년 『오늘의동양사상』봄호는 ‘근 10년, 동아시아 담론은 어떻게 되었는가’

라는 동아시아 담론 총괄 특집을 마련했다. 이 기획은 다양한 갈래로 분기해온

동아시아 담론들을 망라하고 가늠하려는 시도였는데, 총론 「동아시아 담론의 어

제와 오늘」에서 편집위원 홍원식은 이런 소회를 밝히고 있다.

다시 몇 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급전하고 말았다. 열기는 고사하고 기억마저 가

물거린다. 마치 ‘거품’이 빠져버린 것과 같다. 거기에는 거품처럼 될 수밖에 없었던

연유가 나름대로 있었을 것이란 짐작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그냥 거품이라고 인정

하기에는 너무나 열을 올렸고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하였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허상을 바라보고 떠들어댄 것만은 아니리라는 기대도 든다.1)

‘열기’에서 ‘거품’으로 ‘급전’한 동아시아 담론의 쇠퇴상을 대하는 회고조의 발언

이다. 그러면서 왜 거품처럼 되어 버렸는지, 정녕 거품이었는지를 자문한다.

확실히 동아시아에 관한 학술적 논의는 동아시아 담론으로 회자될 만큼 활성화

되고 확산된 시기가 있다. 동아시아 담론은 20세기 말부터 적어도 인용문이 작성

된 200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10여 년 동안 한국지식계에서 이어져왔다. 그 시

기의 학술잡지를 살펴보면 동아시아 내지 그에 준하는 지역상을 동반하는 특집이

한해도 거르지 않고 꾸려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1) 홍원식, 2006,「동아시아 담론의 어제와 오늘」,『오늘의동양사상』14호, 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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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특집호명

1990 동양철학과 마르크스주의(『현상과인식』)

1991 동북아 신국제질서에 대한 각국의 관점(『중소연구』)

1992

동북아경제권 시대의 도시발전(『도시문제』)

아태지역에서의 경제 문화협력(『중소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 통합의 논리와 현황(『동향과전망』)

1993
동아시아 민족학연구의 현황과 과제(『민족과문화』)

세계 속의 동아시아, 새로운 연대의 모색(『창작과비평』)

1994

동아시아 문화 제대로 보기(『상상』)

동아시아 문화 제대로 보기2(『상상』)

동아시아 경제권의 향방과 통일 한국(『역사비평』)

동아시아 근대와 탈근대의 과제(『창작과비평』)

1995

동아시아 소수민족의 문화(『민족과문화』)

한중관계와 동북아평화(『중소연구』)

동아시아 시대와 신문명 창조의 비전(『광장』)

21세기 물결과 동양 문명의 특징(『포럼21』)

탈근대 문명의 도래와 동아시아의 가능성(『포럼21』)

격변하는 동북아와 한반도의 선택(『역사비평』)

동서양 문명ㆍ문화의 충돌과 공존(『외국문학』)

동양과 모더니티(『상상』)

서양제국주의의 형성과 동아시아(『역사비평』)

1996

동양적 사유의 틀로서 서구 문학 읽기(『상상』)

격변하는 동북아와 한반도의 선택(『역사비평』)

21세기 동아시아의 경제 발전(『포럼21』)

동아시아의 담론을 바로 읽는다(『문학과사회』)

변화하는 동아시아와 현대 중국 문학의 길 찾기(『실천문학』)

서양 제국주의의 형성과 동아시아(『역사비평』)

1997

대점검, 동아시아 담론의 전개와 그 본질(『상상』)

동아시아 경제발전의 역사적 조건(『경제사학』)

동아시아 성장론의 검토(『경제와사회』)

동북아 국제관계의 변화와 경제협력 방안(『동북아연구』)

한러 협력과 신동북아체제(『동북아연구』)

동북아 경제협력과 한중조 관계(『통일한국』)

1998

동아시아의 성공과 좌절(『비교사회학』)

동양학, 글쓰기와 정체성(『상상』)

아시아적 가치의 21세기적 함의, 아시아와 서구 가치의 비교분석(『사상』)

아시아적 가치는 있는가?(『전통과현대』)

위기 속의 아시아, 국가 민족을 넘어 연대는 가능한가(『당대비평』)

1999

동아시아의 샤머니즘(『비교문화연구』)

변화하는 동북아 안보환경을 점검한다(『통일한국』)

아시아적 가치란 무엇인가(『오늘의동양사상』)

[표 1-1] 소련 해체 이후 참여정부기까지 동아시아, 동북아, 아시아태평양, 동양, 극동 등을

주제어로 담은 학술잡지 특집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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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동아시아 지성의 고뇌와 모색: 지구화와 내셔널리티 사이에서(『당대비평』)

동아시아 예술의 현재를 묻는다(『황해문화』)

동아시아담론을 찾아서(『오늘의문예비평』)

서양문학과 동양사상의 만남(『인문학 연구』)

동북아시아 다자간 협력과 한반도 평화(『통일시론』)

2001

동아시아의 근대화와 종교(『아시아연구』)

동아시아 기층문화에 나타난 생사관(『인문학연구』)

동북아의 미래를 점검한다(『통일한국』)

2002

동아시아를 찾아서(『사상』)

동아시아 서사학의 전통과 근대(『대동문화연구』)

냉전해체와 동아시아평화(『아세아연구』)

2003

동아시아 근대 발전의 대안적 역사 경험(『황해문화』)

동아시아 민주주의의 현재와 미래(『기억과전망』)

동북아경제중심의 가능성과 문제점(『창작과비평』)

2004
21세기 동아시아와 중화패권주의(『오늘의동양사상』)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와 각국의 대응(『인문사회과학논문집』)

2005

동아시아의 변화, 한국사회의 대응(『창작과비평』)

유교와 동아시아 근대(『동아시아문화와사상』)

동아시아 근대 지성의 동아시아 인식(『대동문화연구』)

근대 동아시아 세계의 상호인식과 자의식(『사림』)

동아시아 근대지식의 형성에서 문학과 매체의 역할과 성격(『대동문화연구』)

아시아인에 의한 동북아 평화는 가능한가(『창작과비평』)

동북아시아와 민족 문제(『문화과학』)

동북아의 재편과 일본의 선택(『역사비평』)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북한』)

동북아시대와 중국(『한국과 국제정치』)

격변기 동북아 4강의 신 군사전략과 안보(『전략연구』)

동북아 신질서 어디로 가는가(『통일한국』)

중국의 동북진흥과 동북아의 평화번영(『통일한국』)

동북아 질서 재편되는가?(『북한』)

동북아시아와 민족 문제(『문화과학』)

포스트모더니즘과 동서융합의 가능성(『철학과현실』)

2006

근 10년, 동아시아 담론 어떻게 되었는가(『오늘의동양사상』)

동아시아 근대와 문화; 동아시아 근대와 영토, 문학(『인문연구』)

동아시아의 사회변혁과 신종교 (『신종교연구』)

한국인의 동아시아 인식과 구상: 역사와 현재(『역사비평』)

동북아 역사분쟁,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사림』)

2007

한국과 동아시아의 평화(『문화과학』)

탈중심의 동아시아 쓰기(『역사비평』)

동아시아 근대 어문 질서의 형성과 재편(『대동문화연구』)

동아시아 상상력, 오늘의 비평에도 유효한가?(『중국어문학지』)

동아시아 종교학의 현재와 미래(『종교연구』)

한국과 동아시아 평화(『문화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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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특집 목록을 살펴보면 동아시아 담론 일반의 성쇠를 논하는 식으로는

놓치고 말 몇 가지 특징이 눈에 들어온다. 첫째, 동아시아, 동북아, 아시아태평양,

동양, 극동 등을 주제어로 담은 특집호를 모두 모아놓고 보면 동아시아 관련 특

집호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동아시아를 주제어로 담은 특집호는 조사

기간 내내 꾸준히 등장한다. 동아시아 다음으로는 동북아를 주제어로 사용한 특

집호가 많은데 2000년대에 들어 빈도가 높아지며, 특히 동북아시대구상이 제기된

참여정부기에 증가세가 뚜렷하다. 반면 아시아태평양, 아태는 1990년대 초기에 특

집호명으로 이따금 등장하지만, 동아시아가 학술 공간에서 주된 지역명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후 관련 특집호는 찾아보기 어려워진다.

둘째, 여러 지역명이 비중을 달리해 특집호에서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각

지역명의 인접어가 다르다. 동북아의 인접어는 국제질서, 국제관계, 경제권, 경제

협력, 안보환경, 다자간 협력, 군사전략, 평화, 번영, 한반도, 정세다. 즉 동북아는

주로 지정학적ㆍ지경학적 차원에서 거론되는 지역명이다. 동양의 경우라면 지문

화적 속성이 뚜렷하다. 문화, 문명, 모더니티, 정체성, 융합, 철학, 사상 등을 인접

어로서 동반했다. 아시아태평양의 경우는 특집호 자체가 적어서 일반화하기 어렵

지만 경제협력, 지역통합처럼 경제적 지역주의 맥락에서 거론되는 양상이다.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동아시아의 경우는 지정학적ㆍ지경학적ㆍ지문화적 차원에서 두

루 활용된 지역명임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연대, 민주주의, 패권주의 등 가치

함축적 개념들이 인접어로 사용되기도 했다. ‘동아시아 담론’, ‘동아시아론’이라는

형태로 담론적 지위를 부여받아 거론된 지역명 역시 동아시아가 유일하다. 즉 지

역명으로서는 가령 아시아태평양과 비교하건대 지리적 외연이 비좁은 하위 범주

겠으나 용례를 살펴본다면 가장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이상이 사용 빈도와 인접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특집호의 주제가 이행한다는 것 역시 주목할 대목이다. 1990년대 초중반에

자주 출현하던 문화, 문명 등의 주제어는 2000년대로 접어들면 찾아보기 어려워

지고 대신 정세, 질서 등 국제정치학 개념이 늘어난다. 특집호를 꾸린 잡지의 면

면을 보더라도 1990년대 초중반에는 인문학 영역의 잡지들이 다수지만, 2000년대

에 이르러서는 사회과학 영역의 잡지 비중이 커진다. 그중에서도 국제정치학 내

지 정책학 분야의 잡지들에서 동북아라는 지역명의 사용빈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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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렇듯 학술지의 특집호만을 훑어보더라도 동아시아 담론 일반의 성쇠라고 뭉

뚱그리기 어려운 담론의 이행과 분화가 감지된다. 그렇다면 위의 발언에서 ‘열기’

란 어떤 양상의 동아시아 담론의 부흥을 가리키며 ‘거품’은 또 어떤 양상의 동아

시아 담론의 쇠퇴를 지시하는지, 더 나아가 그 ‘연유’가 무엇인지를 따져봐야 할

필요성이 생기는 것이다.

실상 앞서 정리한 특집호들에 실린 여러 편의 글들을 읽어보면 동양문화 예찬

론부터 대안체제 건설론, 지역공동체 추진론까지가 뒤섞여 있다. 동아시아라는 담

론공간은 일관된 내적 논리 위에 펼쳐졌다기보다 거기서 생산된 논의들을 보면

모순적이기조차 하다. 논자에 따라 동아시아는 국민국가 단위의 자국중심주의를

극복하는 장으로 모색되기도 하지만, 국익을 지역 수준에서 확대재생산하기 위한

논리로도 활용된다. 또한 동아시아공동체는 서구편향적 근대화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맞서는 탈근대적 대안으로서 지향되지만, 지역협력체를 구축해 지역화

추세에 부응하고 경제적 근대화를 달성하기 위한 틀로도 고안된다. 아울러 동아

시아라는 지역상은 지역적 경제통합과 다자적 안보협력을 모색하는 정책적 관점

만이 아니라 탈국경화에 따른 아시아 지역화를 주목하는 문화연구, 미국 중심의

금융자본주의 공세에 대항하는 사회운동, 일본 제국주의의 상흔을 성찰하는 탈식

민주의 연구에서도 활용된다.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는 지역 범위를 넘어선 문명

권으로 주목받아 국민국가의 틀로 구획되기 이전 이 지역에서 공유한 문화적ㆍ정

신적 양식에 대한 발굴 작업이 진척되기도 했다. 이처럼 동아시아 담론은 단수로

부르기 어려울 만큼 여러 양상의 논의가 뒤섞여 있으며, 내실을 들여다보면 그

사이에 갈등과 긴장이 엿보인다.

그렇다면 중요한 과제는 동아시아 담론 일반을 뭉뚱그려 성쇠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양상의 논의가 담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그것들 사이의 차이

를 섬세하게 가려내 동아시아 담론을 단수가 아닌 복수의 담론들로 계열화하고,

분화를 초래한 사회적 배경을 조사하고, 담론들 간의 길항관계ㆍ경합관계를 밝혀

내고, 동아시아 담론의 이행 중에 도태된 것과 지속되는 것을 변별해내고, 그로써

동아시아 담론의 현실적 기능성과 앞으로의 가능성을 재구성해내는 작업일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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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검토

(1) 연구대상

동아시아 담론은 일단 동아시아를 비롯한 동북아2), 아시아태평양 등의 지역명

을 사용해 한반도와 세계 사이의 중범위적 수준에서 지역상을 설정하고 그로써

특정한 담론적 효과를 이끌어내려는 언어적 실천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언어적 실천에는 학술논문뿐 아니라 신문, 텔레비전, 영화 등 일상에서 접

하는 언어적 코드를 지닌 모든 텍스트가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학술적 정련을 거쳐 잡지 등의 매체에 발표된 텍스트를 분석

대상으로 한정한다. 아울러 동아시아(내지 동북아, 아시아태평양 등)를 단순히 지

역명으로 언급한 텍스트가 아니라 그 지역명에 특정한 시각 내지 논리를 접목해

어떠한 지향성을 꾀한 텍스트를 분석대상으로 삼는다.

담론분석의 대상으로서 여느 담론과 비교했을 때 동아시아 담론은 뚜렷한 구획

을 갖는다기보다 여타의 담론들이 뒤섞이는 지적 구성물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이 특징은 동아시아 담론이 여느 담론과 달리 구체적 지향성이 모호한 데서 기인

한다. 즉 동아시아 담론은 ‘동아시아’라는 핵심어에서 담론의 목적도 주체도 드러

나지 않는다. 따라서 동아시아 담론을 분석할 때는 동아시아라는 지역명을 누가

어떤 위상에서 어떤 방향으로 사용하는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동아시아 담론에서 동아시아는 지리 범주를 지시하는 데서 머물지 않는다. 동

아시아라는 개념은 지역지평ㆍ지역질서ㆍ경제권역ㆍ문명권ㆍ연대의 장 등의 여러

위상에서 다양한 문제의식과 접속되었고, 그렇기에 동아시아에 관한 논의는 풍부

2) 오세아니아와 더불어 북미, 남미의 일부 국가를 아우르는 아시아태평양은 지리적 외연이 동아
시아와 비교적 뚜렷하게 구분되지만, 동북아는 때로 동아시아라는 지역명과 호환되어 사용되기
도 하는 까닭에 동북아라는 지역상에 근거한 논의는 동아시아 담론 안으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동북아는 냉전기에는 주로 아시아의 사회주의권을 지시하는 지역명으로 사용되다가 
노태우 정권기부터 안보적 차원에서 한반도와 주변 4대 강국을 표상하는 정책적 용법이 심화되
었다. 탈냉전기에는 학술지만을 보더라도 1993년 연합통신의『동북아』, 1995년 동북아문화연
구원의『동북아』, 1996년 한국동북아학회의『한국동북아논총』, 2000년 동북아평화센터의
『동북아평화』, 2001년 동북아시아문화학회의『동북아문화연구』, 2004년 동북아역사재단의
『동북아역사논총』이 창간되는 등 동북아는 동아시아와 더불어 중범위적 수준의 지역명으로서 
학술계에서 활발히 거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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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쟁점들을 산출하며 담론화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동아시아 담론의

정체성이 모호해지기도 했다. 다양한 학문 분야가 기존의 연구주제를 동아시아

등의 지역상과 결부시켜 연구의 확장을 꾀한 까닭에 논의가 양적으로 팽창했지

만, 동아시아 담론은 내적 논리가 모호해져 질적 축적이 더뎌지는 문제점도 따랐

다. 단적으로 동아시아라는 지리 범주가 어디인지에 관한 기초적 합의도 이뤄지

지 않았다.

하지만 각도를 달리한다면 지향의 부정형성이야말로 동아시아 담론의 생산성을

이끌어냈다고도 말할 수 있다. 동아시아 담론의 모호성은 다양한 학술적 논의가

동아시아에 관한 담론 공간으로 유입되어 가중된 측면이 크지만, 한편으로는 동

아시아 담론이 현실사회의 변동과 연동했기에 초래되었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한

다. 동아시아 담론은 경제상황, 남북관계, 정권교체 등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부터

문제의식과 동력을 공급받으며 변모했다. 그 점에서 동아시아 담론은 한국사회의

변동, 한국지식계의 수요에 따라 조정되어왔으며 모호성에는 그런 탄력성이 반영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동아시아 담론의 이행과 분화에 관한 분석

은 해당 시기 지식계의 다양한 학술적 쟁점을 되짚어보고 그 논의들 간의 교착관

계를 밝혀낸다는 의의와 더불어 한국사회의 변동에 지식계는 어떻게 반응하고 대

처했는지를 일정 정도 점검한다는 의의도 갖게 될 것이다.

(2) 선행연구 검토

담론은 재현적 역할만이 아니라 구성적 역할도 수행한다. 동아시아 담론은 사

회적 환경의 변화에서 파생된 지적 구성물이지만 현실 사회를 대하는 시각을 조

형하기도 한다. 더욱이 현실의 어떤 요소를 중시하고 어떤 각도에서 바라볼 것인

지를 두고 동아시아 담론은 복수의 계열로 분기한다. 따라서 동아시아 담론에 관

한 연구는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가로질러 전개된 동아시아 담론의 전체상을 밝혀

내는 동시에 문제의식과 지향성에 따라 분화해나간 담론들의 윤곽도 보여줘야 할

것이다.

그 각도에서 동아시아 담론에 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자면, 기존 연구는 대체

로 특정 영역, 즉 안보ㆍ경제ㆍ문화ㆍ역사 등 개별 영역 안에서 등장한 논의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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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사례
이철승, ｢‘동아시아 담론’과 중심주의 문제｣3)

임우경, ｢비판적 지역주의로서 한국 

동아시아론의 전개｣4)

분류 

양상

1. 동아시아는 실재하지 않으며 모호하고 임의적인 범

주에 불과하다는 논의

2. 동아시아는 지역성에 기반한 실제적 지역권이며 본

질적 범주를 탐구하자는 논의

3. 동아시아는 서구가 만든 타자이므로 동아시아성을

재주체화하여 근대정신의 대안으로 삼자는 논의

4. 탈냉전시대에 한반도의 적대적 분단상태를 해소하

기 위해 지역연대로서의 동아시아 담론이 필요하다는

논의

5. 동아시아 정체성이나 지역권은 상상의 산물이라면

서 동아시아에 대한 연구는 상황적이고 역사적이어야

한다는 논의

1. 유교자본주의론

2. 정치경제적 지역통합론

3. 탈근대적 문명론

4. 비판적 지역주의

문제점
각 담론들의 내용이 언급되어 있을 뿐 분류기준이 무

엇인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론적 전거에 해당되는 내용과 담론적 지향에

해당되는 내용이 혼재해 있다. 3과 4를 가르는

분류기준이 모호하다.

연구 

사례
김희교, 「한국의 동아시아론과 상상된 중국」5) 허정, 「동아시아론의 재검토와 정전 연구」6)

분류 

양상

1. 유교자본주의론처럼 ‘아시아적 가치’에 주목한 부류

2. 국가권력 차원의 동아시아론

3. 민간 차원의 연대

4. 지적 실험으로서 동아시아

1. 유교자본주의론

2. 변혁이론으로서의 동아시아

3. 문명적 대안론

4. 동아시아 공동체론

 문제점
담론의 주체와 담론의 지향 등에서 차원을 달리하는

것들을 나열하고 있다.

분류기준이 모호하다. 그 결과 2와 3은 중첩될

수 있다.

연구 

사례
전형준, 「동아시아 담론의 비판적 검토」7)

박승우, 「동아시아 지역주의 담론과 

오리엔탈리즘」8)

분류 

양상

1. 근미래의 동아사아 사회의 역할 강화를 점치는 새

로운 동아시아 헤게모니론, 동아시아 허브론(유교자본

주의)

2. 동아시아적 특수성을 자본주의 극복의 계기로 보는

대안 담론

1. 경제공동체 담론

2. 지역패권주의 담론

3. 동아시아 아이덴티티 담론

4. 대안체제담론

정리하는 방식이 주종이었다. 그 결과 동아시아 담론의 전체상을 보여주는 데도

상이한 담론들 간의 차이점을 드러내는 데도 성공적이지 못했다. 더욱이 영역별

로 개진된 논의들을 따로따로 살펴보는 식이라면 그 논의들이 분화해간 계기와

이유를 밝혀내지 않은 채 분화된 추세의 일부를 사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기에

결과론의 성격을 띠고 만다. 물론 동아시아 담론의 내적 분화 양상을 주목해 동

아시아 담론을 단수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계열화하려는 메타 연구도 시도되어

왔다. 하지만 대체로 분류방식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표 1-2] 선행연구에서 드러나는 동아시아 담론 분류방식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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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1에서는 지역주의론(구성적)과 유교자본주의론(설명적)

이라는 상이한 담론이 하나로 묶였다. 다양한 동아시

아 담론을 포괄하지 못한다.

포괄적이지만 영역에 따른 구분인지 지향에 따

른 구분인지가 불분명하다.

연구 

사례
장인성, 「한국의 동아시아론과 동아시아 정체성」9) 김광억, 「동아시아 담론의 문화적 의미」10)

분류 

양상

1. 동아시아 정치경제의 발전과 위기를 가치의 관점에

서 설명하는 아시아적 가치론, 유교자본주의론, 유교민

주주의론

2. 세계경제의 지구화와 신자유주의적 경향, 그리고 지

역주의에 대응하는 동아시아/동북아 공동체론

3. 국민국가의 권력성에 대항하여 민간 차원의 협력을

주장하는 연대론

4. 동아시아 자체의 존재방식을 따지는 성찰적 동아시

아론

1. 동아시아 공동체와 같은 지역적 실체의 건

설을 주장하는 사회과학적 논의

2. 학문의 주체성을 모색하는 인문학적 논의

3. 동아시아의 문화적 실체와 본질을 규명하려

는 문학적 논의

문제점

2와 3은 주체(국가/민간)에 따른 구분인지 지향성(대

안세계화/국가주의 비판)에 따른 구분인지가 불분명하

며, 4의 ‘성찰적’은 분석적 용어가 아니다.

영역별로 나눴기에 중첩되지 않는다. 다만 유

교자본주의론, 아시아 가치론 등을 포괄하지

못한다.

선행연구의 문제점을 개괄하자면 첫째, 분류기준이 일관되지 않거나 영역별 분

류에 그치고 있다. 분류기준에 일관성이 없으면 분류의 결과 누락되는 담론이 생

기거나 유사한 담론을 자의적으로 나눠놓을 수 있다. 또한 정치ㆍ경제ㆍ문화 등

의 영역별로 분류한다면 담론으로서의 본질, 즉 담론적 지향을 선명하게 보여주

지 못하며 담론들 간의 길항관계를 밝혀내기도 어려워진다.

둘째, 동아시아 담론의 분화 과정을 추적하거나 분화 요인을 해명하지 않은 채

지향성이 다른 담론들을 평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동아시아 담론이 어떤 사회

적 배경과 지식계의 수요에 따라 이행하고 분화했는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해내지

않은 까닭에 결과론적 서술에 그치고 마는 것이다.

다만 박명규의 「한국 동아시아 담론의 지식사회학적 이해」는 동아시아 담론

의 발생과 분화를 통시적ㆍ공시적 각도에서 해명하려고 한 드문 시도다. 그는 공

3) 이철승, 2005, ｢‘동아시아 담론’과 중심주의 문제｣, 중국학보 52집,  505~506쪽.

4) 임우경, 2007, ｢비판적 지역주의로서 한국 동아시아론의 전개｣, 『중국현대문학』40호, 2~6
쪽.

5) 김희교, 2000,「한국의 동아시아론과 ‘상상된’ 중국」,『역사비평』53호, 35쪽.

6) 허정, 2010,「동아시아론의 재검토와 정전 연구」,『동북아문화연구』23호, 200~223쪽.

7) 전형준, 1997,「동아시아 담론의 비판적 검토」,『인문학지』15호, 23~25쪽.

8) 박승우, 2008,「동아시아 지역주의 담론과 오리엔탈리즘」,『동아연구』54호, 23쪽.

9) 장인성, 2005,「한국의 동아시아론과 동아시아 정체성」,『세계정치』26집 2호, 6쪽.

10) 김광억, 1998,「동아시아 담론의 문화적 의미」,『정신문화연구』70호,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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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 각도에서 동아시아 담론의 등장과 전개의 시대적 환경과 사회경제적 배경으

로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냉전의 종언이라는 세계사적 전환, 한국의 정치경제적

발전에 관한 대내외적 자각, 사회주의권과의 국교 수립, 경제의 세계화를 꼽고 이

에 조응하는 지적 배경으로 마르크시즘의 퇴조, 자본주의적 발전론의 부상, 민족

주의 비판론의 등장을 짚어내고 있다.11) 그리고 통시적 각도에서 동아시아 담론

의 전개를 담론의 등장, 전개와 분화, 논쟁과 비판이라는 세 가지 국면으로 정리

해냈다.12)

따라서 선행연구들의 성과를 계승하고 약점을 보완하려면 동아시아 담론의 전

체적 윤곽을 밝혀내되 나열식이어서는 안 되며, 일관된 기준에 따라 하위 담론들

간의 차이점을 밝혀내야 하며, 담론을 의미론적 수준에서 주목할 뿐 아니라 담론

의 생산을 둘러싼 사회적 요인을 포착해 담론의 이행과 분화를 공시적ㆍ통시적

각도에서 분석해야 할 것이다. 특히 방법론적 측면에서 동아시아 담론의 자료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한 상태인 만큼 동아시아 담론의 형성과 부흥 그리고 이

행과 분화를 이끈 매체들의 발간주체, 출판실태, 편집방향 등을 본격적으로 다뤄

야 할 것이다.

11) 박명규, 2005,「한국 동아시아 담론의 지식사회학적 이해」,『동아시아학의 모색과 지향』, 
2005, 성균관대학교출판부, 74~75쪽.

12) 위의 글, 74~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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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계 외부의 배경

지역적 요인 국내적 요인

⇘ ⇙
한국 지식계의 

다른 논의와의 

접합

⇔
동아시아 담론 

형성ㆍ이행ㆍ분화
⇔

타국 지식계와의 

교류

⇑
지식계 내부의 조건

지적 조류, 대학사회, 매체 등의 변화

3. 연구의 목적

동아시아라는 지역상과 결부된 지적 모색은 문학ㆍ역사ㆍ철학ㆍ문화 연구로부

터 지역학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전개되었고, 동아시아라는 지역상은 인문학

영역에서는 주체 구성의 지평으로 사회과학 영역에서는 긴박한 분석 범주로서 조

명을 받았다. 그리하여 서양중심적 근대관을 성찰한다는 비판의식이 강하게 투영

되어 출발한 동아시아 담론은 전개 과정에서 다양한 함의가 혼재되었다. 세계자

본주의 체제의 극복을 주장하는 논자가 있는가 하면, 자본주의적 발전의 필요성

을 전제하는 유교자본주의적 관점도 있다. 동아시아 지역의 문화적 동질성을 강

조하며 탈서양화를 꾀하는 논자가 있는가 하면, 그런 시도가 문화를 화석화하는

방식임을 비판한 위에서 서양중심적 사회질서에 대한 대안체제를 모색하는 논의

도 존재한다.

따라서 동아시아 담론을 한국지식계에서 학술적 전통으로 자리매김하고 동아시

아 담론의 현실적 용법을 신장시키려면 그 혼란상을 정리하기 위해 동아시아 담

론 자체의 인식론적 토대와 배치를 되묻는 작업이 필요하다. 즉 정치ㆍ경제ㆍ문

화 등 개별 영역으로 파편화된 동아시아 담론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담론이 움터 나오고 성장하고 분기하게 만든 변인들을 검토하고 종합적이고 중층

적인 분석틀에 입각해 동아시아 담론의 지평과 전체상을 구성해내는 것이다. 그

작업은 동아시아를 지리적 인접성에 기초한 지리 범주 이상의 의미로 활용하되

그 개념의 신축성에 기대어 추상적인, 즉 분석불가능한 수사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는 동아시아라는 지역상의 사회학적 용법을 발굴해내는 일이기도 하다.

[그림 1-1] 동아시아 담론의 형성ㆍ이행ㆍ분화의 변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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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가 해명해야 할 물음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동아시아 담론의 이행과 분화의 양상은 무엇인가? 동아시아 담론의

이행과 분화 과정에서 어떤 쟁점들이 산출되었는가? 동아시아 담론의 이행과 분

화의 배경이 된 사회적ㆍ학술적 요인은 무엇인가? 다양한 양상의 동아시아 담론

은 어떤 목표와 논리로써 다른 계열의 동아시아 담론과의 차별화를 꾀했는가? 동

아시아 담론은 왜 사회과학자가 아닌 인문학자들에 의해 먼저 개진되고 활성화되

었는가? 동아시아 담론은 왜 한국지식계에서 분과의 구획을 넘어 빠르게 확산했

는가? 동아시아 담론은 왜 담론적 확산에도 불구하고 실체가 모호한 채로 남겨졌

는가? 동아시아 담론은 1990년대 초 한국지식계에서 무엇의 공백을 메우고 어떤

용법을 지녔기에 부상했으며 또한 이후 지식계의 어떤 조건이 동아시아 담론의

이행을 추동하고 쇠퇴를 초래했는가? 동아시아 담론은 지식계 외부의 사회적 변

동에 대응하며 사회적 파급력을 낳았는가, 지식계 내부의 일시적 논의에 그치고

말았는가? 어떤 계열의 담론이 지속되고 역으로 무엇이 도태되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결국 이 물음들은 동아시아 담론의 신축성, 변동성, 다원성에서 연원한다. 지향

과 논리가 불분명한 채로 동아시아 담론이 갖가지 논의와 접목되며 확산될 수 있

었던 것은 무엇보다 동아시아라는 개념이 지니는 실체성과 신축성이 모순하지 않

은 채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는 여느 학술적 개념과 달리 물리적 실체성

을 함유하기에 이 개념과 접속되면 마치 현실성과 역사성을 띠는 듯한 효과가 생

겨난다. 그런데 그렇게 동아시아를 가져다 쓴 논의들 가운데 일부는 “왜 동아시

아여야 하는가”라는 본질적 물음을 누락한 채 동아시아를 모호한 지역 지평으로

삼고 그 개념의 신축성에 기대어 논의의 확장을 꾀한 탓에 동아시아 담론의 모호

성을 가중시키고 말았다. 그러한 논의들은 구체적 현실과 마주하면 담론의 물질

성이 휘발되고 추상성, 관념성을 노출했다. 그런 식으로 동아시아라는 지역상과

결부된 여러 학술적 시도가 등장하고 사라져갔으며 그 과정에서 동아시아 담론은

빠른 양적 팽창과 더딘 질적 축적이라는 양면성을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동아시아 담론을 뭉뚱그리는 것이 아니라 혼종하는

동아시아 담론들의 내적 논리를 규명하고 그 사이의 쟁점을 도출하며 동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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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대상 비고

어디서
한국지식계의 담론장

(학술지를 중심으로)

인문학(문학, 역사학, 철학 등)과 사회과학(사회학, 경제학, 국제정

치학 등)을 가로질러 동아시아 관련 논의가 전개되었다.

언제

국면별 이행 과정

(1990년대 초반 탈냉

전기~2000년대 중반

참여정부기)

- 한국사회의 변동, 동아시아의 역학관계의 변동에 따라 담론의 논

리와 지향성이 변화한다.

- 해당 시기 한국지식계의 어떤 논의와 접목되느냐에 따라 담론의

논리와 지향성이 변화한다.

누가
담론 참가자의 변화,

확장, 축소

- 담론의 참가자가 여러 학문 영역과 다양한 정치적 입장의 논자를

아우른다.

- 다양한 영역에서 논자들이 참가했을 뿐 아니라 국면의 변화에 따

라 담론의 참가자가 변하고 확장/축소되며 담론의 주도 진영도 바

뀐다.

무엇을 동아시아라는 지역상

- 동아시아라는 지역상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

- 동북아, 동양, 아시아태평양 등의 지역명이 호환/차별화되어 사

용된다.

- 동아시아 담론에서 ‘동아시아’는 단순히 지역 범위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술적 시각, 이념적 가치, 제도적 권역 등의 이차적

용법을 갖는다.

왜 담론의 지향성

- 담론명에서 담론의 지향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cf : 여성주의론,

민족주의론, 근대화론 등)

- 담론의 대상이 개별 사회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어떻게
담론의 이론적 전거

와 피설명 대상

담론의 지향성이 모호한 만큼 어떤 이론적 전거를 활용하느냐, 어

떤 사회적 현실과 결부되느냐에 따라 전개 양상이 달라진다.

담론의 전반적인 이행 과정을 추적할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을 보다 구체

적으로 분절한다면 다음과 같다.

[표 1-3] 동아시아 담론의 형성ㆍ이행ㆍ분화에 관한 분석 대상

또한 본 연구는 현실을 특정한 방식으로 인식하고 명명하고 해석해 지지를 유

발하는 담론의 구성적 속성을 주목한다.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담론들이 복수로

존재하면서 현실에 대한 해석권을 둘러싸고 길항하는 지점을 탐구한다. 동아시아

담론들 사이에는 주류 담론에 맞선 대항관계도 성립하며, 친화력 있는 담론들 간

에는 연합관계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각각의 동아시아 담론이 어

떤 지향과 논리로써 다른 동아시아 담론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어떻게 입지를

다지는지에 관한 ‘담론구성체’를 분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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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이론적 자원, 분석틀, 자료

(1) 이론적 자원과 분석틀

1) 지식사회학적 담론이론의 문제의식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동아시아 담론이다. 담론의 사전적 의미는 ‘담화하고 논

의함’이다. 언어학적 시각에서 보자면 담론이란 일반적으로 문장보다 긴 의미의

집합체(textual unit), 예컨대 문단을 의미하거나13), 형성되어 유통되는 크고 작은

종류의 이야기, 발화의 집합을 가리킨다.14) 하지만 언어학적 시각만으로는 놓치

고 마는 대목이 있다.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정치담론, 사회담론, 문화담론, 미

디어담론 등 사회적으로 회자되는 주장, 입장, 시각들은 공적 소통의 기능을 수행

하고 쟁점 사안에 관해 해석틀을 제공하는데, 여기에는 특정 이해관계가 투사되

기도 한다. 그리하여 로와스와 토핑은 “언어의 의미론과 화용론적 측면을 묶어주

는 의미화의 연쇄 고리들로 짜인 관계망”이라며 담론을 확대해 정의했다.15)

특히 지식사회학적 관점에 근거한다면 담론을 담론 외적 조건, 즉 사회적 환경

과의 관계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16) 기든스의 경우 담론은 고립된 텍스트만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사회적 맥락도 포함시킨다.

담론은 텍스트와 사회를 매개하며 사물과 사건에 관한 일정한 인식과 주장, 재현

을 담으며, 따라서 역사적으로 구성되며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적

행동의 한 형태인 것이다.17) 그렇다고 이런 접근방식이 담론의 자율성을 부정하

13) Crossley, N. & Roberts, J. M., 2004, After Habermas : New perspectives on the 
public sphere, Oxford : Blackwell.

14) Phillips, L. & Jorgensen, W., 2002, Discourse analysis as theory and method, London 
: Sage.; Barker, C. & Galasinski, D., 2001, Cultural studies and discourse analysis : A 
dialogue on language and identity. London : Sage. 

15) Howarth, D. & Torfing, J., 2005, Discourse theory in European politics, Palgrave, p. 
14.

16) 전태국, 1997,『지식사회학』, 사회문화연구소, 3쪽.

17) Giddens, A., 1984, The Constitution of society: Outline of the theory of structuration. 
Polity. [한국어역] 황명주ㆍ정희태ㆍ권진현 옮김, 2002,『사회구성론』, 자작아카데미; 
Fairclough, N. & Wodak, R., 1997, "Critical discourse analysis", van Dijk Teun A. eds., 
Discourse as social interaction. Sage. van Dijk TA, 1980, Textwissenschaft: E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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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아니다. 이 각도에서 접근해야 담론의 형성과 유통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동아시아 담론은 고정된 의미와 일률적 용법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객관적 조건과 주체적 모색이 결합하느냐에 따라 함의가 크게 달라

지니 지식사회학적 담론이론은 쓸모가 크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하여 좀더 상술하자면 지식사회학적 담론이론은 거시적 요인에 집중해 담

론을 현실추수적 산물로 바라보는 기존의 사회이론들과 달리 담론의 사회성과 물

질성을 주목한다.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주류적 방법론에서 언어는 이미 존재하는

사물 내지 사건을 재현하는 부수적 매개물 정도로 간주되었다. 구조기능주의, 실

증주의, 정치경제학 등으로 대표되는 주류이론은 제도적이고 물질적인 수준만을

중시한 나머지 하부구조, 체계, 생산양식과 같은 메타적 개념들을 운용하며 담론

이나 텍스트, 상징, 기호 같은 언어적이고 문화적인 요소를 주변화하곤 했다. 그

러나 지식사회학적 담론이론은 사회현상에 개입하고 변화를 초래하는 언어의 ‘수

행성(performativity)’을 주목한다.

언어는 주체가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단순한 표현과 소통의 도구가 아니다. 언

어를 파생하는 구조와 무의식에 의해 주체가 형성되고 행동이 유발되며, 담론이

형성하는 질서 안에서 사고의 지평이 결정되고 경험이 실현된다. 이런 각도에서

지식사회학적 담론이론은 담론을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변동에 내재하는 주요 구

성요인으로 간주해 사회학, 문화연구, 여성학, 문화사, 정치사상사 등의 분야에서

정체성, 근대성, 공론장, 다문화주의 등을 분석하는 데서 유용한 분석틀로 사용되

고 있다.

동아시아 담론에 관한 본 연구도 예외는 아니다. 지식사회학적 담론이론의 관

점에 근거한다면 동아시아 담론의 의미와 목적, 나아가 효용과 한계에 관한 검토

는 사회적 조건을 규명해가며 이뤄져야 하며, 동아시아 담론에 관한 분석은 문면

주의적(textualist) 접근과 더불어 사회적 맥락 속에서 텍스트를 재구성하는 맥락

주의적(contextualist) 접근도 병행해야 한다.

interdiszipilinare einfuhrung, Niemeyer. [한국어역] 정시호 옮김, 2001,『텍스트학』, 아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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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푸코의 지식의 고고학

미셸 푸코는 지식사회학적 담론이론의 형성에 지대한 공헌을 남겼다. 푸코는

담론이 사회적 실재를 만든다는 일종의 구성주의적 입장에서 특히 담론이 주체와

자아, 사회관계와 지식체계를 형성하는 조건에 천착했다. 흔히 ‘지식의 고고학’으

로 불리는 전반기 연구에서 푸코는 한 시대에서 인식지평ㆍ지식체계ㆍ문화구조를

가능케 하고 결정하는 일종의 하부구조인 에피스테메(épistémè)를 탐구했다. 여기

서 ‘지식의 고고학’이란 고고학자가 겹겹이 쌓인 지층을 탐사하듯 지식의 지층,

풀어 말하자면 역사적으로 지식이 출현하는 조건과 담론이 형성되는 규칙들을 파

고드는 방식을 가리킨다.

푸코의 ‘지식의 고고학’ 작업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저작은 『말과 사물』,『지

식의 고고학』,『담론의 질서』다. 먼저 『말과 사물』은 ‘인간과학에 대한 하나

의 고고학’이라는 부제를 달고 1966년에 발간되었다. 푸코에 따르면 시대마다 앎

의 출현을 가능케 하는 조건, 즉 역사적 아프리오리(a priori historique)로서 각

시대에 상응하는 하나의 인식론적 장, 곧 에피스테메가 존재하는데18) 『말과 사

물』은 16세기 이래 서구의 인간과학을 형성한 에피스테메를 분석한 저작이었다.

에피스테메는 표상들을 가능케 하나 결코 표상되지 않는 외부, 사유를 제한하며

그 안에서 사유를 전개시키는 사유 속의 비사유다.

그러나 1969년 발표한 『지식의 고고학』은 에피스테메 대신 언표(énoncé)를

주요 방법론적 개념으로 취하고 있다. 푸코에 따르면 언표란 특정 방식으로 현실

화된 기호 혹은 기호들의 계열을 뜻한다.19)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언표란 실체가

아닌 하나의 기능, 즉 ‘언표 기능(fonction énonciative)’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담

론(discours)은 ‘동일한 형성의 계열(série)에 속하는 언표들의 집합’20)으로 정의된

다. 이 계열이 있기에 특정한 언표들의 배치는 다른 배치들과 구별되며, 주체는

자신의 위치를 규정하고 기술할 수 있다. 이 계열은 언표적 수행을 위치짓고 마

침내 반복가능한 물질성을 띠게 된다.21)

18) Michel Foucault, 1966, Les mots et les choses, Gallimard, pp. 12∼13.

19) Michel Foucault, 1969, L’archéologie du savoir, Gallimard, p. 117.

20) 위의 글, pp. 141, 153.

21) 위의 글, pp. 140∼141.



- 17 -

바로 『지식의 고고학』은 이 계열들의 구성을 문제 삼아 담론적 사건들을 기

술하는 작업이었던 셈이다. 일련의 언표들 사이에서 분산의 체계를 기술할 수 있

고 대상들, 언표작용의 유형들, 개념들, 주제의 선택 사이에서 규칙성(질서ㆍ상관

관계ㆍ기능ㆍ변형)을 정의할 수 있다면, 담론의 형성규칙(régles de formation)을

포착할 수 있다. 이 형성규칙이 곧 담론 분배에서 실존(공존ㆍ존속ㆍ수정ㆍ소멸)

의 조건이다.22) 이처럼 『지식의 고고학』에 이르러 담론 연구의 대상과 과제는

그 윤곽이 보다 분명해졌다.

1970년 12월 푸코의 콜레주 드 프랑스 취임 강연인 『담론의 질서』는 이듬해

저작 형태로 발표되었다. 강연의 전제는 이러했다. “모든 사회에서 담론은 담론의

힘과 위험을 추방하고, 우연적 사건을 통제하고, 그 무겁고 의심스러운 물질성을

제거하려는 일련의 절차에 따라 통제ㆍ선별ㆍ조직ㆍ재분배된다.”23)

담론은 ‘말이 되는 말’, 즉 언표의 출현을 통제한다. 언어가 허용하는 무수한 문

장이 모두 언표가 되지는 못한다. 예를 들면 정신병리학이란 담론 형성체에서는

반복해 출현하는 언표가 있는가하면 결코 언표화될 수 없는 것도 있다. 그런데

언표들을 담론적 공간 안에서 배분하고, 어떤 언표가 다른 언표와 상이한 가치를

갖도록 정의하고, 그로써 어떤 담론을 다른 담론과 구별해 특정 담론 형성체를

구성하고 제한하는 것은 담론의 내부에서 작동하지만 담론의 내부에 속하지 않는

다. 푸코는 이를 ‘외부’(dehor)라고 개념화한다. 정신병리학은 그 자체로는 정신병

자 내지 광인들의 행동을 통제하고 그들의 실천에 담론적 일관성을 부여할 수 없

다. 적어도 수용소 내지 정신병원이라는 제도적 조건과 그들을 다루는 기술적 조

건이 필요하다. 나아가 정신병리학이라는 담론 자체가 근대 초의 ‘대감금’이라는

사건 없이는 성립될 수 없었다. 담론은 담론만으로 존립하고 작동하는 완결체가

아니라 비담론적인 것과의 이질적 복합체인 것이다.

이러한 ‘담론의 질서’에 관해 푸코는 「진실과 권력」이라는 제목의 인터뷰에서

보다 간명하게 발언한 적이 있다.

우리 사회와 같은 곳에서 진실의 정치경제학은 다음의 다섯 가지 주요한 특성

22) Michel Foucault, 1971, L’ordre du discours, Gallimard, p. 10.

23) 위의 글, pp.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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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습니다. 첫째, ‘진실’은 그것을 생산하는 기구와 과학적 언술 행위의 형태를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둘째, 진실은 정치적·경제적 자극에 끊임없이 예속됩니다(진

실에 대한 수요는 정치적 힘만큼이나 경제적 생산을 위해 생겨납니다). 셋째, 진실

은 다양한 형태로 엄청나게 확산되고 소비됩니다(즉 엄격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사

회적 유기체 속에서 비교적 광범위하게 걸쳐 있는 교육과 정보 장치를 관류한다

는 말입니다). 넷째, 진실은 몇 가지 커다란 정치적ㆍ경제적 장치(대학, 군대, 저술,

대중 매체)에 독점된다고는 할 수 없더라도 이 장치의 지배적인 통제 하에 생산되

고 전파됩니다. 끝으로 진실은 모든 정치 논쟁과 사회적 충돌(이데올로기적 투쟁)

의 이슈가 됩니다.24)

베넷은 담론이 특정 주제나 현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틀을 제공해 일종의 진

실효과(truth effects), 혹은 ‘담론화된 진실’을 생산한다고 주장했는데25) 인용구에

비춰 풀이해보자면 담론은 어떤 이데올로기나 이해관계에 따라 해당 사안을 두고

특정한 방식으로 발언하고 해석해 지지를 유발하고자 한다. 이러한 진실과 권력

의 관계로부터는 동아시아 담론 역시 자유롭지 않았다. 다만 동아시아 담론을 둘

러싼 이데올로기와 이해관계가 복잡했던 만큼 동아시아 담론이 양산하는 진실효

과도 몹시 불균질했다.

그렇다면 인용구를 참조해 동아시아 담론의 혼란과 분화상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조감도를 얻을 수 있다. 즉 각 계열 논의의 생산기구와 논리구조를 들춰야

하며, 정치적ㆍ경제적 수요에 반응하는 양상을 살펴야 하며, 계열에 따라 유통되

고 소비되는 양상을 조사해야 하며, 그것이 대학기관ㆍ매체 등의 장치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파악해야 하며, 계열 간의 분기점은 무엇이고 각 계열의 논의는 어

떤 논점을 낳아서 확산되거나 혹은 그렇지 못한 채 도태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3) 비판적 담론분석

푸코의 ‘지식의 고고학’은 언어를 자기충족적 체계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사

24) 미셸 푸코, 1985,「진실과 권력」,『외국문학』4호, 이성원 옮김, 155~56쪽.

25) Bennett, T., 1998. Culture : A reformers science, London : 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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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이고 물적인 다양한 제도, 즉 비담론적 층위에 속하는 관계망과의 접합과정

속에서 탐구해 담론이론의 형성을 촉진했다. 이런 푸코의 문제의식을 전유해 페

어클라우를 비롯한 유럽의 미디어학자는 20세기 말에 비판적 담론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을 체계화했다. 쿡은 비판적 담론분석의 관심사를 다음처럼

정의한다. “비판적 담론분석은 언어 자체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비판

적 담론분석은 다음 같은 물음에 근거해 언어를 통한 소통의 맥락을 살핀다. 누

가 누구와 어떤 이유로 소통하며, 어떤 사회적 상황에서, 어떤 매개물을 이용해

소통하며, 각기 다른 유형의 소통들은 서로 어떤 관계를 맺으며 진화하는가?”26)

필립스와 조겐슨은 비판적 담론분석의 이론적 전제를 다음처럼 제시한다.27)

· 언어는 이미 존재하거나 선행하는 실재의 단순한 혹은 가치중립적인 반영물이

아니다.

· 언어는 담론으로 구조화되는데, 이 과정은 소쉬르의 구조주의적 접근처럼 사회

내에서 하나의 일반적 의미를 만들어내는 언어적 체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일련의 그리고 복수의 담론들의 체계로써 이뤄진다. 동시에 사회

적으로 배분되거나 순환되는 의미들은 특정 담론에 따라 그 의미가 변한다.

· 담론의 유형들과 이것들이 변화하는 양상에 관해서는 이것들이 특정한 사회적

효과를 이끌어내는 특정한 맥락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탐구할 수 있다.

보다 분석적으로 페어클라우와 우닥은 비판적 담론분석의 전제와 지향을 여덟

가지로 정리한 바 있다. 첫째, 담론은 사회문제를 설명한다. 둘째, 권력관계는 담

론적이다. 셋째, 담론은 사회와 문화를 구성한다. 넷째, 담론은 이데올로기적 기능

을 지닌다. 다섯째, 담론은 역사적이다. 여섯째, 담론은 텍스트와 사회를 매개한

다. 일곱째, 담론분석은 해석적이면서 설명적이다. 여덟째, 담론은 사회적 행동의

한 형태다.28)

동아시아 담론 분석이라는 목표에서 이상의 비판적 담론분석으로부터 얻을 수

26) Cook, G., 1992, The discourse of advertising, New York : Routledge, p. 1. 

27) Phillips, L. & Jorgensen, W, 2002, Discourse analysis as theory and method, London : 
Sage, p. 12.

28) Fairclough, N and Wodak, R., 1997, "Critical discourse analysis", van Dijk Teun A. 
eds., Discourse as social interaction, Sage, pp. 258~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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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시사점을 정리한다면, 첫째 텍스트와 사회를 가교하는 담론의 매개적 속성

을 중시해야 한다. 담론은 사회 현상을 해석하는 틀을 제공해 ‘담론화된 현실’을

구성하며 일종의 ‘진실효과’를 양산한다.

둘째, 담론의 통시적 차원, 즉 비담론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성을 주목해야 한다.

담론은 비담론적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고 유포되고 힘을 발휘하거나

잃는다. 담론 생산자는 개인일지라도 그 담론이 어떤 사회적 추세와 결부되고 어

떤 매체를 통해 유포되느냐에 따라 힘의 세기와 폭이 달라진다.

셋째, 담론의 공시적 차원을 주목해야 한다. 담론은 역사적이다. 즉 담론은 맥

락을 벗어나서는 생산되지 않으며, 맥락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다. 또한

담론은 생명체처럼 시간성을 지닌다는 점에서도 역사적이다. 담론 구성체는 항구

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ㆍ사회적 맥락과 조건을 통해 유지되고 활성화되고 쇠퇴

한다. 따라서 담론의 형성ㆍ이행ㆍ분화 과정을 분석하려면 담론의 주도권이 어떻

게 옮겨가는지, 어떤 사안이 분기점으로 작용하고 새로 등장하는 담론은 무엇을

차별화의 근거로 내세워 기존 담론으로부터 스스로를 변별해내는지를 밝혀야 한

다.

넷째, 담론 간의 권력 투쟁과 권력 이행을 주목해야 한다. 담론은 사회적 맥락

에서 구성될 뿐 아니라 사회적 현실을 구성하기도 한다. 그처럼 담론이 가지는

권력으로 말미암아 담론을 둘러싼 권력 투쟁이 벌어지는데, 따라서 담론 속에서

권력이 행사되고 조정되는 방식, 즉 ‘담론 속에서 작동하는 권력’(power in

discourse)과 함께 ‘담론을 지배하는 권력’(power over discourse)의 문제를 다뤄

야 한다.

4) 비판적 담론분석의 틀

본 연구를 위한 연구방법론으로 이상의 비판적 담론분석을 채용한다. 이로써

텍스트 자체가 지니는 의미를 드러내는 데 주력할 뿐 아니라, 특정한 사회적 맥

락 속에서 담론의 생산과 유통까지를 포착해 해석적(interpretative)일 뿐 아니라

설명적(explanatory)인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비판적 담론분석은 개별 텍스트의

특정 내용을 주목할 뿐 아니라 그 담론의 사회적 역할, 목표, 이와 관련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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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제도 기술(텍스트 분석)

생산, 분배, 

해석

텍스트 해석(담론분석)

담론적 관행

사회적 관행 설명(사회분석)

상황, 제도 
2단계

담론 생산

텍 스 트 에 서 

담론 추출 
1단계

담론 유통 담론 분석
2단계

사회 분석

⇓

담론 비판

3단계⇓
담론 재구성

적 지식, 규범과 가치, 제도적 혹은 조직적 구조, 나아가 담론전략 등 구조적 맥

락에 대한 분석을 수반한다. 따라서 비판적 담론분석은 텍스트 자체의 분석, 텍스

트의 생산ㆍ유통ㆍ소비 과정의 분석, 담론 사례의 정치ㆍ사회적 맥락 분석이라는

세 차원을 통합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비판적 담론분석의 틀을 활용해 담론비판

과 담론재구성까지 시도할 것이다.

[그림 1-2] 담론 분석의 층위

[그림 1-3] 비판적 담론분석의 틀

1단계는 텍스트 분석이다. 텍스트를 분석해 담론을 추출하는 과정이다. 이를 위

해 텍스트의 표현, 지향성 등을 검토한다. 무엇에 관한 것인지, 지향이 무엇인지

등을 의미론적 수준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아울러 분석 자료에서 동아시아 이외

의 주제어를 뽑는 방법으로 지우기(deletion), 일반화(generalization), 재구성

(reconstruction)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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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는 담론분석과 사회분석이다. 담론분석은 담론의 성격, 지위, 관계를 규명

하는 과정이다. 담론의 성격 분석에서는 담론의 표면적 지시, 내포적 지시, 사실

성 등을 조사한다. 담론의 지위 분석에서는 담론이 대변하는 입장을 분석한다. 담

론의 관계 분석에서는 담론 주체와 지시대상과의 관계, 담론의 이해관계, 상대 담

론과의 관계 등을 해명한다. 또한 사회분석으로는 담론의 이데올로기적 속성, 담

론 생산과 권력성 혹은 헤게모니, 담론의 유통과 사회적 관계성, 담론의 질서, 담

론 형성의 지식을 밝혀낸다.

3단계는 기존 담론의 비판을 통한 담론의 재구성이다. 담론의 비판은 기존 담

론을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담

론의 수용성, 현실성의 실태를 밝혀낸다. 담론의 재구성은 담론의 비판을 거쳐 드

러난 기존 담론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담론의 철학, 내용, 표현, 정체성, 비전

등에 관한 대안적 실천을 모색하는 것이다.

(2) 연구 자료

1) 연구 자료의 시기

본 연구는 1990년대 초반의 탈냉전기부터 2000년대 중반의 참여정부기에 이르

기까지의 동아시아 담론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많은 연구자는 『창작과비평』

1993년 봄호 특집인 ‘세계 속의 동아시아, 새로운 연대의 모색’을 동아시아 화두

의 기점으로 꼽는다. 그리고 1990년대에 활성화된 동아시아 담론은 국민의 정부

를 거치고 참여정부기에 이르는 동안 정책 담론으로서 입지를 구축했다. 국민의

정부는 햇볕정책을 대북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동아시아협력체와 동아시아포럼을

제안하며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기반을 닦았으며, 참여정부기에 들어서는 한국의

전략적 단위로서 동북아라는 지역명이 부상했고 동북아시대구상이라는 종합적 지

역구상이 제기되었다.

한편 2007년에 집권한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와 동북아 중심의 좁은 시야를 탈

피하겠다며 ‘신아시아 구상’을 제시했는데29) 신아시아 외교가 신냉전적 양상을 연

출하는 동안 정부 차원의 동아시아 지역주의 구상은 퇴조했다. 이명박 정부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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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 ‘신아시아’는 동북아 4국, 아세안의 동남아, 인도 등의 서남아, 키르기스스탄

등의 중앙아,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등의 남태평양 지역을 포괄했다. 이처럼

광활하고 모호한 ‘신아시아’라는 지역상 속에서 동아시아 구상은 동력을 잃고 만

것이다.30) 뿐만 아니라 지식계에서도 주요 학술지의 폐간 등과 맞물려 동아시아

에 관한 논의 자체가 활력을 잃어갔다. 동아시아 담론은 1990년대처럼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가로지르는 화두가 되지 못한 채 사회과학 영역에서, 특히 국제정치

학 분야의 개별 연구 형태로 고착되면서 담론적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2) 연구자료의 출처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동아시아 담론의 이행에 관한 공시적ㆍ통시적 분석을 목

표로 삼는다. 이를 위해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의 학술

지에서 기획된 동아시아 관련 특집 그리고 발표된 개별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삼

는다. 아울러 동아시아 내지 그에 준하는 지역명을 표제어로 취한 문헌도 분석대

상으로 포함한다.

조사할 학술지로는 『동향과전망』『문화과학』『전통과현대』『창작과비평』

『황해문화』등의 종합적 성격을 지닌 학술지, 『사상』『상상』『역사비평』

『역사학보』『오늘의동양사상』『인문연구』『인문학논총』『중국현대문학』등

의 인문학 학술지, 『경제와사회』『비교사회』『비교와전망』『사회과학연구』

『사회와이론』『세계지역연구논총』『한국사회학』『한국정치학회보』등의 사회

과학 연구지, 『대동문화연구』『동아시아문화와사상』『동아연구』『동양사회사

상』『신아세아』『아세아연구』『아시아리뷰』『한국동북아논총』『아태연구』

등의 아시아 연구 관련 학술지, 『국제문제』『국제정치논총』『국제지역연구』

『세계정치』『전략연구』『평화연구』『한국과국제정치』『한국정치외교사논

총』등의 국제정치학 관련 학술지가 포함된다.

다양한 매체 가운데 학술지를 중시하는 이유는 첫째, 동아시아 담론은 여러 지

29) 통일연구원, 2010,『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기획조정실.

30) 김기석은 신아시아 외교구상은 새로운 지역주의의 구상이라기보다 한국외교의 지평을 4강 외
교를 넘어 아시아태평양으로 확대하겠다는 선언적 언표에 가까웠다고 이해한다(김기석, 2010,
「신공동체 구상과 신아시아 외교」,『Jpi정책포럼』13호, 104~1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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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진영의 참여로 확산될 수 있었는데, 각 진영은 기존의 특정 잡지 매체를 활용

하거나 새로운 잡지를 창간해 자신들의 문제의식을 제시하고 경합하는 경우가 많

았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담론은 여느 학술 담론에 비해 폭넓은 학술지에서 특집

으로 기획되었을 뿐 아니라 학술지의 인적 구성과 성향에 따라 특집의 방향도 크

게 달라지는 양상을 보였다. 둘째, 동아시아 담론이 한국 사회의 변동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이행했음을 감안한다면, 문헌의 발표 시점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단행본

의 경우 기존에 발표된 논문들을 모아 간행한 것이라면 발표의 시점과 맥락을 드

러내기 위해 단행본보다 해당 학술지를 출처로 삼을 필요가 있다. 물론 학술회의

발표문이라면 거꾸로 학술지에 게재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학술지를

거치지 않은 발표문들은 총괄적 추적조사가 어렵고, 지적 유통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학술지에 발표된 문헌들을 중시하기로 한다.

한편 신문도 중요 매체지만 본 연구에서는 제외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동

아시아’로 검색된 신문기사는 부지기수이나 태반이 단순 지역명으로 동아시아를

거론한 경우라서 분석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 또한 사실 보도가 주종이며, 신간

소개 기사가 다수를 점한다. 관련 사설을 검색해도 동아시아가 단순 지역명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을뿐더러 사설인 까닭에 논자를 확인하기도 어렵다. 다만 동

아시아 담론의 이행과 분화에 영향을 미친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 신문 자

료는 중요하게 참고할 것이다.

아울러 2000년대 이후 동아시아 담론이 지역구상론으로 활성화되었음을 감안해

『국가전략』『국방연구』『세종정책연구』『통일정책연구』등의 정책연구지와

더불어 정부 기관에서 발간된 동북아 구상,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에 관한 문헌, 정

책기관 연구물도 활용할 것이다. 이 자료들의 제작처로는 국가안정보장회의, 국가

정보원, 동북아시대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통일부, 통일연구원, 외교안보연구원,

외교통상부, 새천년준비위원회, 한국국방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이 포함된

다.

끝으로 본 연구는 한국지식계와 한국정부의 동아시아 시각, 특히 동아시아 지

역상의 현실성을 검증하기 위해 중국과 일본의 지식계와 정부의 동아시아공동체

에 관한 인식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차적 분석대상은 아니지만 『讀

書』『書林』『外交評論』『國際政治硏究』『當代亞太』등의 중국어 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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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央公論』『世界』『情況』『思想』『現代思想』『國際問題』등의 일본어 학

술지를 검토하고, 아울러 양국 정부에서 발표된 동아시아공동체 구상과 관련된

문헌과 기사를 참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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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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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문의 구성

[그림 1-4] 논문의 구성

본문은 담론 분석, 사회 분석, 담론 비판과 담론 재구성이라는 세 단계로 진행

되며, 이에 따라 세 부가 배치된다. 첫째, 2부에서는 통시적 분석으로서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 담론의 이행 과정을 추적한다.

이는 담론 분석에 해당한다. 연구 대상에 해당하는 학술지들에서 기획된 특집과

해당 논문들을 조사해 동아시아라는 개념이 어떠한 위상에서 어떠한 지향으로 활

용되는지를 살펴보고, 국면에 따른 이행과 분화 양상을 확인할 것이다. 이 작업을

거친다면 10여 년에 걸친 이행과 분화를 통해 지식계 내부의 수요와 사회적 변동

에 조응하며 지속되는 담론과 그렇지 못한 채 퇴조하는 담론의 윤곽이 드러날 것

이다.

둘째, 3부에서는 공시적 분석으로서 동아시아 담론들의 배치 양상과 경합 논리

를 규명할 것이다. 여기서 사회 분석이 요구된다. 즉 지향성을 달리하는 동아시아

담론들이 지식계 내적 요인들의 변화, 지역적 차원과 한반도적 차원, 그리고 한국

사회 차원의 변동에 대해 각기 어떻게 달리 반응하며 혹은 어떠한 사회적 변동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며, 아울러 어떠한 학술적 논의를 전유하며 차별화되었는지,

그로써 동아시아 담론들 사이에서 무엇이 쟁점과 상호 비판점으로 부각되었는지

를 조사할 것이다.

셋째, 4부에서는 한국 동아시아 담론의 동아시아화 과제를 검토할 것이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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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론 비판과 재구성에 해당한다. 한국지식계에서 동아시아 담론은 한국의 지정학

적 위치에 기반해 지역구상론으로서도 육성되었지만, 한국의 수요가 짙게 투영한

결과 역으로 지역 인식이 제약된 측면도 있다. 그리하여 은연중에 한국을 중심으

로 하는 상상된 지도로 동아시아를 표상해 지역구상의 당위성을 강조하더라도 그

것이 역내의 지정학적 조건에서 얼마나 실천력을 가질 수 있을지, 역내의 타국으

로부터 얼마나 공감을 끌어낼 수 있을지가 의문에 부쳐졌다. 4부에서는 동아시아

담론이 동아시아화되기 위해 그 지향성에 비추어 기능할 수 있는 동아시아의 외

연과 내포를 탐구할 것이다. 여기서 동아시아의 외연, 즉 지역 범위를 둘러싼 주

요 쟁점은 세 가지다. 동아시아를 동북아와 등치시킬 수 있는지, 동아시아의 지역

범위를 동남아로까지 확장해야 하는지, 역외 국가인 미국 등을 동아시아 안으로

포함시켜야 하는지다. 또한 외연이 아닌 내포의 측면에서는 동아시아라는 지역상

에 국가 형태의 이질성, 국가 간ㆍ국가관계 간 비대칭성 등의 동아시아적 조건을

어떻게 주입할 수 있는지를 고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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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동아시아 담론의 형성과 이행

1990년대 초 탈냉전의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한국지식계에서 동아시아는 하나의

화두로 부상했다. 냉전의 종언 이전 이 지역에서는 소련, 중국이라는 대륙의 사회

주의권과 미국, 일본으로 이어지는 해양의 자본주의 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해 역

내 국가들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 사고하기가 어려웠다. 더욱이 한반도는 체제 대

립의 분절선이자 최전선, 냉전의 발원지이자 냉전의 고도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세계적인 탈냉전의 추세는 역내의 분단체제를 이완시켰고 한국은 중국, 러시아,

몽고, 베트남과 같은 과거 ‘적성국가’들과 국교를 맺어 한국지식계는 결여하고 있

던 동아시아라는 지역적 전망을 마련했다. 이후로도 동아시아 담론은 세계화, 지

역화, 탈국경화 등의 추세에 반응하며 한국지식계에서 확산되었고 동아시아 경제

위기, 중국의 부상, 일본의 군국주의화, 북핵 위기, 한류의 확산에 이르기까지 현

실 사건들과 맞물려 현실감을 더하며 담론 효과를 발휘했다.

그러나 동아시아 담론은 확산을 거듭하는 동안 그 담론적 성격이 모호해진 측

면이 있다. 애초 동아시아 담론에서 동아시아는 지리 범주를 지시하는 데서 그치

지 않았다. 동아시아라는 개념은 유동성을 띠고 다양한 문제의식과 접속해 풍성

한 담론공간을 일궈냈다. 지식계의 동아시아 관련 연구를 보면, 동아시아는 문제

의식을 전개하기 위한 전제로 오기도 하며, 문제상황을 갈무리하는 결론에 위치

하기도 한다. 문화연구에서는 현실의 면모를 새롭게 들추는 분석틀로서 쓰이며,

비판이론적 문헌에서는 마르크스주의가 힘을 잃으면서 생긴 공백을 대신하며 이

념의 위상에 서기도 한다. 영역별로 보아도 동아시아 담론은 경제ㆍ정치ㆍ역사ㆍ

문화연구, 사회운동, 지역정책 등 어디서 가동되느냐에 따라 지향이 갈라지며 동

아시아에 관한 지리적 정의마저 달라졌다.

이처럼 다양한 위상과 영역에서 지향을 달리하며 전개된 동아시아 담론(들)을

섬세하게 가려내기 위해서는 먼저 전단계로서 통시적 각도에서 동아시아 담론의

전개 양상을 국면별로 나눠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담론은 지향성과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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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관되지 않으며, 시기에 따라 문제의식도 이행해갔다. 가령 동양의 문화적 정

체성과 유대감을 강조하는 담론과 아세안+3의 수준에서 경제협력을 모색하는 담

론은 모두 동아시아 담론으로 거론할 수 있겠으나 지향성과 지역상이 상이하며

발생시기나 절정기 또한 달랐다.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볼 테지만, 미리 개괄하자면 동아시아 담론이라 부를

만한 논의가 등장한 데는 1990년대 초기 최원식을 비롯한 창비 진영31)의 역할이

컸다. 직후 인문학자들, 특히 한중일 삼국의 문학ㆍ역사학ㆍ철학을 전공하는 논자

들이 동아시아의 정체성에 관한 논의에 불을 지폈다. 그리고 1990년대 중반에는

사회학ㆍ경제학ㆍ정치학 분야의 사회과학자들이 가세해 동아시아 경제발전의 특

수성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이어졌으며, 1990년대 후반의 경제위기 이후로는 동아

시아 지역협력체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외교학자,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고조

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국민의 정부 시기에 국제정치학, 국제관계학 연구자들

이 동아시아공동체론을 본격화했고, 2000년대 중반 참여정부기에 이르러서는 한

국의 전략적 단위로서 동북아라는 지역명이 부상하며 동아시아 담론은 정책 담론

으로서 입지를 굳혔다. 그리고 이렇듯 지향성이 상이한 담론들이 시기를 달리해

등장하고 부상하면서 기존의 담론과 길항관계에 놓이고 담론의 정치가 펼쳐졌다.

31) 진영은 엄밀한 학술적 용어일 수 없으나 창비 편집위원들이라고 부르기에는 특히 최원식, 백
영서, 백낙청의 역할이 두드러졌고, 창비측 논자들이라고 부른다면 셋의 상호연관성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을 우려가 있기에 진영으로 명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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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아시아 시각의 출현 : 1990년대 초반

동아시아 담론에 관한 연구들은 태반이 “1990년대 초 소련과 동구권의 붕괴로”

라는 문구로 시작한다. 동아시아 담론의 출현 배경으로 거론할 요인은 많지만 탈

냉전은 어느 연구에서나 빠짐없이 강조되는 항목이다.

냉전체제 아래서 한국 사회는 휴전선 너머뿐 아니라 서해 건너로도 이동과 교

류를 제약당해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노태우 정권기의 북방외교를 거치

며 러시아,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권과의 국교가 열리면서 지역적 시야가 확장

되었다. 1990년 소련과 수교하고, 1991년 소련과 공산권의 몰락으로 진영 대립이

이완된 가운데 북한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이듬해 중국과 수교했다. 노태

우 정권기에 새로 수교한 나라는 45개국에 이른다. 분명히 탈냉전은 지역분단 상

태를 완화하고 동아시아라는 지역 지평을 회복 내지 획득하는 계기인 동시에 새

로운 지역질서를 모색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이런 전환의 감각을 대변하는 선구적 논문이 1993년 『창작과비평』봄호의 특

집 ‘세계 속의 동아시아, 새로운 연대의 모색’에 수록된 최원식의 「탈냉전시대와

동아시아적 시각의 모색」이다. 동아시아 담론에 관한 많은 연구는 이 논문이 동

아시아 담론의 포문을 열었다고 평가한다. 애초 동아시아는 냉전의 도래와 함께

바깥에서 명명되고 분절된 지역으로서 등장했지만 탈냉전기 한국지식계는 내적

요구를 주입해 동아시아의 지역상을 새롭게 조형하고자 했으며, 제목이 시사하듯

이 논문은 그런 지향성을 명시적으로 드러냈다.

「탈냉전시대와 동아시아적 시각의 모색」이라는 논문의 선구성은 발표 시점이

단지 빨라서가 아니라 이후로도 지속되는 중요 쟁점들을 함축했다는 데 있을 것

이다. 이 논문은 첫째, 동아시아 시각의 의의를 천명했다. 먼저 ‘탈냉전시대’라는

시대 배경과 ‘동아시아적 시각의 모색’이라는 시대과제를 선명하게 접목하며 제목

만으로도 담론의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본문을 살펴보면 1절 ‘사고의

쇄신’으로 시작하는데 ‘변방적 경직성’에서 초래된 반소/친소, 반미/친미, 자본주의

/사회주의와 같은 이분법을 경계하자고 촉구하며 자신이 속한 장에 착근할 수 있

는 시각의 마련을 역설한다.32)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조형된 동아시아 시각이란



- 31 -

한국 지식인의 역사관과 현실관, 심지어 변혁론에도 침윤된 서양중심성을 자성해

자신의 문제와 마주하고 자신의 조건을 직시하는 지적 주체성에 바탕한 것이어야

했다. 이처럼 지적 주체성 회복이라는 각도에서 동아시아 시각의 의의를 천명한

것은 구체적 논리와 지향은 다르더라도 곧이어 전개되는 인문학 영역의 여러 동

아시아 관련 논의의 문제의식과 공명하는 바가 컸다.

둘째, 동아시아 시각의 방향을 제시했다. 마르크스주의에 근거한 사회변혁이라

는 전망을 상실한 이념 부재의 상태에서,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 구도 위에서 가

설된 기존 변혁론의 한계를 지적하며 일국적 변혁을 넘어선 대안문명 건설을 동

아시아 시각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즉 동아시아적 시각이란 “소비에트 사회주의

도 아메리카 자본주의도 그리고 동아시아의 민족해방형 사회주의도 낡은 모델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그 동안 역사적 경험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협량한 민족주의를

넘어선 동아시아 연대의 전진 속에서 진정한 동아시아 모델을 창조적으로 모

색”33)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맹목적 근대추구와 낭만적 근대

부정’34)을 동시에 극복해야 한다며, 근대 비판의 각도에서 동아시아 시각을 가다

듬었다. 이로써 동아시아 담론은 탈이데올로기화되면서도 이념적 속성을 담지할

여지가 마련되었다.35)

셋째, 동아시아 시각의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한반도 통일 운동인 것이다. 그

러나 한반도 통일 운동은 협량한 민족주의의 표출이 아니라 민족주의를 넘어서는

전망을 내포해야 하며, 남한 자본이 북한을 시장경제로 흡수통일하는 식이어서도

안 되며 민중적 시각에 근거해야 함을 역설했다.36) 즉 한반도 통일 운동은 자본

주의ㆍ국가주의에 대한 비판적 실천이어야 하는 것이다. 나아가 한반도 통일에

세계사적 의의를 부여했다. 동아시아는 세계사의 향방에 관건적으로 작용할 가능

성을 지닌 지역이며, 중국과 일본, 미국과 러시아가 착종하는 그 중심에 한반도가

32) 최원식, 1993, ｢탈냉전시대와 동아시아적 시각의 모색｣, 『창작과비평』79호, 204쪽.

33) 위의 글, 212쪽.

34) 위의 글, 224쪽.

35) 같은 특집에서 백낙청 역시 대담 「미래를 여는 우리의 시각을 찾아서」에서 자본주의 생산
양식에 대한 대안 모색에 머무르는 사회주의적 사고의 한계를 극복하고 동아시아에서 대안적 
문명을 건설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은‧백낙청, 1993,「미래를 여는 우리의 시각을 
찾아서」,『창작과비평』79호, 26쪽).

36) 최원식, 1993, ｢탈냉전시대와 동아시아적 시각의 모색｣, 『창작과비평』79호, 2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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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작동하는 분단체제를 해체하는 작업은 동아시

아에서 탈냉전 시대를 여는 단서가 되며, 나아가 서구적 근대의 진정한 대안을

모색하는 작업이기도 하다는 것이다.37) 이로써 동아시아 시각의 실천 과제가 한

반도 통일 운동으로 구체화되고 그 과제의 의의와 더불어 한반도 통일의 지역사

적ㆍ세계사적 중요성에 관한 논리가 마련되었다.

이처럼 이 논문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동아시아 시각을 천명했을 뿐 아니라 동

아시아 시각의 의의, 방향, 과제를 제시해 논의의 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동아시

아 담론의 전개에서 선구적 역할을 맡았다. 물론 최원식의 주장은 충분한 논증을

거쳤다기보다 선언적 진술에 가까웠는데, 그렇기에 이후 현실성 여부 등을 두고

다양한 논의가 촉발된 측면이 있다.

사실 이 논문은 1990년대에 들어 처음 등장한 동아시아 관련 논문이 아니다.

1990년부터 1992년까지만 조사하더라도 동아시아를 표제어로 사용한 논문은 29

편, 동북아는 더 많은 83편이 확인된다. 더군다나 냉전기까지를 포함한다면 동아

시아 내지 동북아에 지리범주 이상의 의미를 담으려는 시도는 이미 등장한 바 있

다. 그러나 몇몇 지식인의 파편되거나 일시적인 주장이 아니라 여러 논자의 입에

오르내리며 지속력을 갖는 담론으로 부상한 것은 1990년대 초반이며, 이때는 역

시 최원식의 논문제목에서 드러나듯 ‘탈냉전’이라는 시대배경이 주효하게 작용했

다.

한편 최원식 자신이 동아시아 시각을 제시한 것도 이 논문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이미 10년 전인 1982년 「민족문학론의 반성과 전망」에서 ‘동아시아적 양

식’의 계발을 촉구한 바 있다. 이는 1970년대 말 제3세계론이 한국지식계에 유입

됨에 따라 민족문학론이 폐쇄적 민족주의로 경사될 위험을 딛고 또다른 형태의

보편적 세계상을 모색할 참조체계를 획득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38) 그리하

여 최원식은 이 글에서 서구중심적 담론 체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상을 모색하

는 단초로서 ‘동아시아적 양식’을 주목했으며, 1985년에는 『전환기의 동아시아

문학』39)을 공편하기도 했다.

37) 위의 글, 219쪽.

38) 최원식, 1982,「민족문학론의 반성과 전망」,『한국민족문학론 연구』, 창작과비평사.

39) 최원식‧임형택 편, 1985,『전환기의 동아시아 문학』, 창작과비평사. 공편자인 임형택은 『전
환기의 동아시아 문학』을 엮은 동기를 이렇게 회상한다. “휴전선으로 가로막힌 한반도의 북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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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980년대에 발표한 논문은 1993년의 「탈냉전시대와 동아시아 시각의

모색」에서 개진한 논지와 유사하지만 동아시아 담론의 형성에서 시초적 역할을

맡은 문헌으로 거론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단적으로 말해 ‘탈냉전 시대’가 도

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80년대는 냉전 체제에 따른 인식적 제약으로 중국을

아우르며 온전한 동아시아상을 구도해내기가 어려웠다. 한편 진보적 지식계에서

는 남한사회 변혁의 방향과 방법, 주체를 두고 사회구성체론 등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보적 지식계의 시야가 동아시아라는 지역 지평으로

확장되기는 어려웠고, 이념적ㆍ실천적 방향성이 불분명한 동아시아 시각이 담론

화될 토양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탈냉전의 시대 상황은 한국지식계에서 동아시아 담론이 부흥하는 최소

한 두 가지 조건을 제공했다. 첫째, 철의 장벽, 죽의 장막을 넘어선 지역 지평이

마련되었다.40) 둘째, 마르크스주의의 영향력이 퇴조하는 지적 혼돈 가운데서 변

혁론, 운동론이 재구성되어야 했다. 물론 동아시아 담론은 이론 부재와 지적 혼돈

의 와중에 등장하고 성장한 담론이기에 이후 다양한 논의가 유입되고 뒤얽히면서

한국지식계의 혼란상을 반영하게 되는데, 오히려 그렇기에 여러 방향으로 뻗어나

가며 담론적 지위를 얻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최원식의 논문은 동아시아 시각을 제시했으나 ‘왜 동아시아 시각인가’는

구체적으로 해명하지 않았다. 3절이 ‘왜 동아시아인가’지만 이 물음에 대한 대답

보다는 ‘어떠한 동아시아 시각이어야 하는가’라는 주장이 개진될 따름이다. 그리

하여 불분명한 채로 남겨진 ‘왜 동아시아인가’라는 물음은 이후 ‘문명권’ ‘발전모

델’ ‘경제권역’ 등의 다양한 대답들과 조우하며 동아시아 담론을 분화시키는 계기

과 불구대천의 원수로 대립하면서 지내고, 결국 그것이 남한의 정치ㆍ사회ㆍ문화 전반에서 질
곡을 낳았지요.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 동아시아 담론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임형택‧한기형‧홍
석률, 2009,「대화: 한국학의 역정과 동아시아 문명론」,『창작과비평』146호, 339쪽).

40) 1990년에 발표된 논문들 중 동북아를 표제어로 취한 25편 가운데 논문명에서 소련이 등장한 
경우는 9편에 이른다. 한편 같은 해 동아시아를 표제어로 취하는 논문은 그 수가 9편으로 적고 
소련이 논문명으로 등장한 경우는 없다. 이는 당시 동북아가 동아시아보다 유력한 지역상이었
으며 동북아라는 지역명이 아시아의 사회주의권을 가리키던 냉전기의 관성으로부터 아직 벗어
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같은 해 미국과 일본이 동북아 표제어 논문명에서 언급된 경
우가 한차례밖에 없었음을 감안한다면 당시 소련과의 수교가 지역정치에서 관건적 사안이었음
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과 수교를 맺은 1992년 동북아 표제어 논문 33편 가운데는 1/3에 해
당하는 11편에 중국이 논문명으로 포함되어 있다. 탈냉전으로 접어들며 학계에서 특정 시기에 
소련과 중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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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은 한반도를 둘러싼 지역으로서 동아시아의 지역 범

위를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표1-1]을 보면 1993년의 『창

작과비평』봄호의 특집 ‘세계 속의 동아시아, 새로운 연대의 모색’이 나오기 전에

기획된 학술지의 특집들은 대체로 동아시아가 아닌 아시아태평양 혹은 동북아라

는 지역명을 사용하고 있다. 가령 당시 유력한 매체였던 『동향과전망』은 1992

년 봄호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통합의 논리와 현황’을 특집으로 꾸렸다. 하지만

이 특집을 탈냉전 시대의 새로운 지역상 모색의 시발점으로 간주하는 연구는 보

이지 않는다. 그 까닭은 주로 경제협력에 치중한 내용이었을 뿐 아니라 냉전기부

터 지속되어온 아시아태평양이라는 지역상이 유지되었기에 ‘전환 시대’임을 명시

적으로 부각하지 못한 탓도 있을 것이다. 그 특집에 수록된 논문 중 전창환의

「아시아태평양지역통합과 ‘동아시아경제지역구상’」은 동아시아라는 지역명을 담

고 있으나 그때의 지역 범위는 “미국, 일본, 아시아닉스(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

르), 아세안 국가(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태평양경제권”41)이라는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아시아태평양의 하위 범주이

자 경제 발전을 성취한 아시아 일부 국가들의 병렬적 집합이며, 중국 등이 언급

되지 않은 데서 확인되듯이 냉전 구도를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다. 탈냉전

초기에 동아시아보다 빈번이 거론된 동북아 역시 사회주의권의 아시아 국가를 가

리켜온 관성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다. 따라서 당시 문헌을 보면 가령 일

본은 대체로 동북아라는 지역상 속에 포함되지 않았다. 즉 최원식이 제시한 동아

시아라는 지역상은 대안문명 내지 대안체제를 모색하기 위한 사고의 쇄신장으로

조형되었으며, 아울러 한반도 상황에 집중하되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을 아우르며

이후 동북아로 명명되곤 하는 지역 범위의 윤곽을 그려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

다.42)

41) 전창환, 1992,「아시아태평양지역통합과 ‘동아시아경제지역구상’」,『동향과전망』15호, 45
쪽.

42) 최원식의 논문이 담긴 ‘세계 속의 동아시아, 새로운 연대의 모색’에는 아리프 딜릭의 「아시
아태평양권이라는 개념」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 아리프 딜릭은 환태평양, 아시아
태평양이라는 지역명의 서구중심적 속성을 지적한다(아리프 딜릭, 1993,「아시아태평양권이라
는 개념」,『창작과비평』79호). 유일한 국외 필자의 글로서 이 논문이 수록된 것은 특집 기획
자들에게 동아시아상이 어떤 의의를 지녔는지를 짐작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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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논문의 선구성은 논문 내용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창비 진영이

지닌 집단적 역량과도 무관하지 않음을 짚어둬야 할 것이다. 첫째, 최원식뿐 아니

라 다른 논자들의 공동생산을 거쳐 창비식 동아시아론이라고 부를 만한 지적구성

물이 형성되었다. 먼저 최원식의 논문이 수록된 1993년 특집호에 이어 이듬해 겨

울호에서 『창작과비평』은 ‘동아시아 근대와 탈근대의 과제’를 특집으로 내놓았

으며 이후로도 문제의식을 꾸준히 이어갔다. 논자의 활동을 살펴본다면 백낙청은

최원식의 논문을 전후해 『창작과비평』을 통해 「세계 속의 분단체제를 알자」

(1992년 가을호), 「분단체제의 인식을 위하여」(1992년 겨울호), 「분단시대의 최

근 정세와 분단체제론」(1994년 가을호), 「민족문학론, 분단체제론, 근대극복론」

(1995년 가을호) 등 분단체제에 관한 자신의 문제의식을 지속적으로 개진하며 창

비식 동아시아론의 장력을 형성했다. 최원식이 「탈냉전시대와 동아시아 시각의

모색」에서 제시한 실천 과제는 백낙청을 비롯해 창비 진영이 이미 마련한 민족

문학론과 분단체제론의 기조 위에서 제출되었고 그로부터 이론적 자원을 얻고 있

었다. 또한 백영서는 1993년 봄호 특집기획에 편집자로서 참여했으며 같은 해

「한국에서의 중국현대사 연구의 의미: 동아시아적 시각의 모색을 위한 성찰」을

필두로 동아시아 시각을 조형하는 논문들을 지속적으로 발표했다.43) 분단체제론

만이 아니라 민족문학론, 제3세계론 등에 기반한 창비식 동아시아론은 백영서가

힘을 더하며 주변으로서의 동아시아, 복합국가론, 소국주의론 등으로 이론화를 진

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창비식 동아시아론은 이후 ‘변혁이론으로서의 동아시아’

‘비판적 지역주의’ ‘성찰적 동아시아’ 등으로 명명되며 동아시아 담론의 한 축을

이룬다. 최원식의 「탈냉전시대와 동아시아 시각의 모색」은 창비식 동아시아론

이 지속되고 한국지식계의 동아시아 담론에서 중요한 입지를 점했기에 시간이 지

나서도 꾸준히 회자될 수 있었던 것이다.

둘째, 문학적 상상력과 경세론적 진단을 아우르려는 창비 진영의 지적 특성이

창비식 동아시아론에도 반영되어 인문학적 모색과 사회과학적 분석이 접맥되었고

이것이 동아시아 담론의 촉진 요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 인문학적 모색은 기

존의 인식틀을 개조하려는 시도로서 드러나며, 사회과학적 분석은 역내 지역질서

43) 백영서, 1993,「한국에서의 중국현대사 연구의 의미: 동아시아적 시각의 모색을 위한 성찰」,
『중국현대사연구회회보』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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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편 등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해나가려는 면모로서 드러난다. 이

로써 창비식 동아시아론은 현실 변동에 반응하면서도 긴 생명력을 갖고 지속될

수 있었고, 최원식의 논문은 창비식 동아시아론의 긴 생명력에 힘입어 선구성을

재조명받을 수 있었다. 아울러 『창작과비평』은 1995년 봄호에 와다 하루키의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과 조선반도」를 수록한 것을 비롯해 한국지식계의 동아

시아적 시야를 넓혀줄 인국 논자들의 문헌을 소개하는 데서도 공헌이 컸다.44)

아울러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시기에 창간된 『문화과학』과 『황해

문화』의 역할도 기록해둬야 할 것이다. 1992년에 창간된 『문화과학』은 창간

이후 문화적 실천을 모색하며 공간ㆍ자본ㆍ욕망ㆍ육체ㆍ언어ㆍ교류ㆍ소통ㆍ통치

등에 관한 이론적 시각을 조형하고 쟁점을 마련하는 데 분주했다. 비록 2005년

겨울호 특집 ‘동북아시아와 민족문제’에 이르기까지 『문화과학』이 동아시아 관

련 특집호를 전면으로 내놓은 적은 없지만, 동아시아 담론에서 사용되는 개념과

이론의 제공 측면에서 큰 역할을 맡았다고 말할 수 있다.

1993년에 창간된 『황해문화』는 창간사에서 ‘전 지구적 시각, 지역적 실천’을

모토로 밝혔다. 창간호 특집은 ‘국제경제 질서의 재편-지역주의의 부상’이었는데

북미자유무역협정, 아태평양경제협력체, 확대 EC를 검토하는 한편 「환황해 경제

권의 형성」이 한 꼭지로 들어가 『황해문화』의 지향성이 잘 드러난다. 『황해

문화』 역시 2000년 여름호 특집 ‘동아시아 예술의 현재를 묻는다’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 관련 특집을 꾸린 적이 없지만 인천을 기반으로 삼아 동아시아의 지역

정치, 도시 간 연대의 실천상을 제시했으며 문화지형ㆍ대안운동ㆍ세계체제ㆍ미국

패권ㆍ일본의 국가주의ㆍ중국의 개혁개방ㆍ신자유주의ㆍ민족주의ㆍ재일조선인 등

을 특집 주제로 선정해 동아시아 시각의 구체적 용법을 보여줬다.

한편 부산을 거점으로 삼는 까닭에 서울 중심의 지식계에서는 매체로서의 파급

44) 또한 출판사업도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1995년 서남동양학학술총서가 문학과지성사에서 제
1권 『동아시아, 문제와 시각』을 출간하기 시작해 지금껏 가장 오래되고 종수가 많은 동아시
아 관련 시리즈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특히 이 가운데 한국지식계의 동아시아 논의에서 주요
하게 회자된 공저 제1권 『동아시아, 문제와 시각』, 제4권 『동아시아인의 ‘동양’ 인식』, 제
10권 『발견으로서의 동아시아』, 제20권 『주변에서 본 동아시아』는 최원식과 백영서가 공편
자로서 역할을 맡았다. 또한 창작과비평사에서는 여러 종수의 동아시아 관련 서적이 출간되었
고, 특히 ‘동아시아의 비판적 지성’ 시리즈는 번역을 통해 인국 학자의 주요한 사색을 소개했을 
뿐 아니라 번역 논문 선택과 대담에서 한국지식계의 주체적 요구를 반영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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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약하지만 그런 만큼 지역성이 뚜렷한 『오늘의문예비평』은 이에 앞서 1991

년 봄호로 창간되었다. 창간사에서는 “우리 사회가 모든 영역에서 제갈길을 향해

진전하지 못하고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각영역마다 살아 있는 비평정신에

기초한 비평풍토가 조성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비평전문 계간지로서의 방

향성을 명확히 밝혔다. 창간호는 ‘1990년대 한국문학의 쟁점-포스트모더니즘’이었

는데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소개가 아닌 기능과 폐해에 대한 고찰에 무게가 실

렸다. 동아시아 관련 특집호는 2000년 봄호 ‘동아시아담론을 찾아서’에서야 마련

되지만, (동)아시아에 관한 기획에 꾸준히 지면을 할애했다.



- 38 -

2. 동아시아 담론의 형성 : 1990년대 중반

하지만 사실상 동아시아 담론의 등장은 그 이후라고 말해야 한다. 최원식이 ‘동

아시아 시각’을 제출했지만 그것이 개별 논자의 독창적 사색에 그치지 않고 이후

논의가 확산되었기에 동아시아 담론이라고 명명할 만한 지적 구성물이 출현할 수

있었던 것이다.

1993년 『창작과비평』봄호의 특집 이후 거의 즉각적으로 다른 잡지에서도 동

아시아를 주제어로 삼은 특집들이 연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학문영역별로 관심사

별로 논의가 빠르게 확산되고 분화되었다. 이처럼 빠른 전개 양상은 『창작과비

평』특집호의 여파라기보다 마르크스주의라는 거대담론의 쇠퇴 이후 담론의 공백

으로 인한 지적 갈구가 컸으며, 동아시아 담론은 여느 담론과 견주어보건대 지향

성이 뚜렷치 않아 여러 논의와 접목될 여지가 많고 이론적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아 진입장벽이 낮은데다가 ‘동아시아’라는 지역상과 결부된 까닭에 현실성과 역

사성을 담보하는(담보한다고 여겨지는) 매력에서 기인하는 바가 컸다고 하겠다.

아울러 중국과의 교류가 복원되자 전통적 사상 자원들을 반추할 지적 공간이 마

련되었고, 진영 논리를 넘어 동양 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것도 한몫했다. 거

기에 동아시아 담론은 오리엔탈리즘 비판론, 탈근대론, 탈식민주의론 등 이 시기

에 대폭적으로 유입된 이론들의 적용 사례로서 활용된 측면이 있다. 특히 이런

이론들을 먼저 도입한 인문학 영역에서 동아시아 담론은 활성화되었는데 담론의

지향성이 모호한 만큼 역사ㆍ문학ㆍ철학 등의 영역에서 양상을 달리하며 전개되

었다.

다만 확산기로 명명할 수 있는 이 시기에 여러 논자와 영역을 가로질러 확인되

는 공통된 특징은 동아시아 담론이 지적 보편성을 독점하는 서구적 지식권력에

대한 비판의식, 한국의 지적 식민주의에 대한 문제의식 가운데서 확산되었다는

점이다. 사실 한국 학문의 대외 종속성, 특히 대미 종속성을 개탄하는 목소리는

1980년대에도 존재해 민족적ㆍ민중적 학문 운동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의 민족적ㆍ민중적 학문 운동은 학문 종속성 탈피보다 이것의 토대가 되는 정치

경제적 종속성을 극복하는 사회변혁에 관심을 집중해 학문 종속성 탈피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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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 전략을 구체화하지는 못했다.45)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 마르크스주의의 공

백을 메우는 각종 포스트 담론들로 서구적 근대 이성주의에 대한 비판의식이 심

화되고, 특히 오리엔탈리즘 비판론이 여러 학문 분야에 뿌리를 내리자 동아시아

담론은 그 추세 속에서 서구중심적 보편주의를 되묻는 지적 각성의 한 가지 양식

으로서 기능했다.

1993년과 1994년에 이어서 출간된 경상대학교 인문학연구소의 인문학 총서 두

권에 실린 서문은 이러한 당시 분위기를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1980년대의 격심한 사회 변화를 겪으면서 자신의 학문에 대해 헤아릴 수 없이 많

은 물음을 던져왔다. 물음은 대개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론이나 학

자, 그리고 그러한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학문의 자기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

력들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했던 인문학의 현실이나 인문학의 정체성에

대한 반성을 주조로 한 것이었다. 나아가서 이러한 반성적 물음은 실천하는 지식

인이라는 이름 앞에서의 자괴심, 현실을 통해 확보된 이론 앞에서의 무력감으로

이어 졌고, 우리는 이러한 자괴감과 무력감을 되돌아보고 이를 실천적으로 극복

하는 작업을 시도해보고자 하였다.”46) “우리는 과거 우리가 주체적으로 겪어내지

못한 19세기말과 20세기 초반의 체험을 아픈 마음으로 기억한다. 바로 그 세기

전환기의 수동적 시대 체험으로 인해 우리는 금세기 내내 세계사적 흐름의 뒷전

에 밀려나서, 항상 우리를 제어하는 거대한 힘의 중심을 의식하는 변방 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지금 또 다른 세기말에

서서 다음 세기의 벽두를 주체적으로 맞이할 수 있기 위한 진지하고도 주체적인

작업에 대한 절박한 필요를 느낀다. 금세기 우리 학문의 역사가 우리 것의 논의

를 위한 토대의 상실과 새로운 논의를 위한 근본 없음으로 인한 고난의 그것이었

음을 우리는 뼈저리게 되새기고 있기 때문이다.”47) 2권이 나온 1994년에는 『모

더니티란 무엇인가』48)가 출간되고 지식계에서 근대성 논의가 전면적 화두로 떠

오르기도 했다.

45) 신정완, 2006,「학문 주체화로 가는 향해 길에 배를 띄우며」,『우리 안의 보편성』, 한울아
카데미, 5쪽.

46) 경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993,『새로운 인문학을 위하여』, 백의, 3쪽.

47) 경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994,『현대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인문학』, 백의, 3쪽.

48) 김성기 편, 1994,『모더니티란 무엇인가』, 민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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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 서양에서 전래된 시각과 규범에 의지하지 않고 동아시아의 특질을 발

굴하는 방향으로 동아시아 담론을 육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잡지는 『상

상』이다. 『상상』은 1994년 여름호 특집 ‘동아시아 문화 제대로 보기’, 겨울호

특집 ‘동아시아 문화 제대로 보기2’를 통해 그동안 서구적 가치체계 아래서 평가

절하되거나 왜곡폄하된 ‘동아시아 문화’를 제대로 볼 것을 촉구했다. 특집은 서구

문화의 주변화 책략에 맞서 동양 고전을 재해석하고 전통 사상을 현대화하는 방

안을 강구하는 내용이었다. 『상상』의 동인 정재서는 이 방면의 대표적 논자였

다. 그는 1994년 『불사의 신화와 사상』에 이어 1996년 『동양적인 것의 슬픔』

을 출간했는데, 여기서 그동안 근대 시기 서구 문학론의 잣대로 고전을 포함한

동아시아 문학을 비평해왔음을 지적하며 ‘문학상의 지배론’을 들춰냈다.49) 그러면

서 동아시아인으로서 동양을 대하는 주체적 시각의 모색을 역설했다.

지적 주체성 회복이라는 이러한 문제의식은 앞서 살펴본 최원식의 논문 가운데

첫째 논점과 닿아있다. 하지만 차이도 존재한다. 먼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바로

서 최원식 논문의 둘째, 셋째 논점은 『상상』의 특집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즉

동아시아 담론을 변혁이론으로 조형하는 데 힘을 기울이거나 한반도 분단 상황에

천착하지 않았다. 『상상』의 기획에서 동아시아란 사회 변혁의 모색처가 아니라

정체성의 거점을 의미했던 것이다.

여기서 파생되는 또다른 차이로서 『상상』의 기획에서 동아시아는 때로 동양

과 호환가능한 개념으로서 등장했다. 1994년의 특집호에 수록된 논문들 다수가

동양을 주제어로서 삼고 있을 뿐 아니라 이후 특집을 살펴보면 ‘동양과 모더니

티’(1995년 겨울호), ‘동양적 사유의 틀로서 서구 문학 읽기’(1996년 여름호), ‘대점

검, 동아시아 담론의 전개와 그 본질’(1997년 여름호), ‘동양학, 글쓰기와 정체

성’(1998년 여름호)처럼 동아시아와 동양이 주제어로서 번갈아가며 사용되었으며,

그것들의 인접어는 근대성ㆍ서구성ㆍ정체성 등이었다. 즉 『상상』은 서구적 근

대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혹은 서구적 근대성에 맞선 동양적 정체성에 관한 모색

을 꾸준히 이어갔다. 따라서 1993년과 1994년 『창작과비평』의 특집호에서 동아

시아가 탈냉전을 시대 배경으로 삼아 구도되는 지정학적 개념의 성격이 강했다

49) 정재서, 1996,「다시 서는 동아시아 문학」『동양적인 것의 슬픔』, 살림, 44~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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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상상』에서는 서양 문명에 대응하는 문명 지평으로서 동양이라고도 옮길

수 있는 지문화적 개념에 가까웠다. 동아시아 담론의 확산과 함께 분화의 조짐이

감지되는 것이다.

물론 이 시기 동아시아 담론의 확산과 분화는 『상상』만의 몫이 아니었다. 역

사연구 영역에서는 『역사비평』이 1994년 가을호 특집 ‘동아시아 경제권의 향방

과 통일 한국’, 1996년 여름호 특집 ‘격변하는 동북아와 한반도의 선택’, 1996년

겨울호 ‘서양제국주의의 형성과 동아시아’를 이어갔다. 『역사비평』의 특집에서

는 동아시아와 더불어 동북아라는 지역명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후 여러 잡지에서 지경학적ㆍ지문화적 각도에서는 동아시아, 지정학적 각도에서

는 동북아가 선별적으로 사용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런 대응관계가

엄밀한 것은 아니다. 다만 『상상』에서 동아시아가 동양과 호환가능한 개념이었

음을 감안한다면, 동북아는 서양 대 동양의 구도로는 다루기 어려운 역내의 문제

를 포착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1995년에는 『동

북아』가 창간되어 창간호와 2호에 걸쳐 한중일 개국의 차이, 19세기 세계질서와

동북아 정세, 삼국의 근대화 운동과 영토 문제 등을 주목했다. 이 경우 동북아는

주로 한중일 삼국을 가리키는 지역명이었다. 그런데 『상상』에서도 동양은 대체

로 삼국을 일러 부르는 개념이었다. 그렇다면 이들 지역명 간에 동양 > 동아시아

> 동북아라는 포함관계로는 섣불리 갈무리할 수 없는 길항관계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감할 수 있다. 즉 지역명의 용법을 살펴보려면 그 지역명이 지시하는 지

리 범주만이 아니라 그 지역명이 함축하는 문제의식과 지향성을 주시해야 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동아시아 담론의 확산을 위한 물적 토대 역할을 할 잡지들이 이 시기

에 다수 창간되었다. 『전통과현대』,『아시아적 가치』,『동아시아문화와사상』,

『동아시아 비평』등이 모두 1990년대 중반에 등장했다. 기성 잡지에서도 『광

장』1995년 봄호 특집 ‘동아시아 시대와 신문명 창조의 비전’, 『포럼21』1995년

여름호 특집 ‘21세기 물결과 동양 문명의 특징’, 이어 가을호, 겨울호 특집 ‘탈근

대 문명의 도래와 동아시아의 가능성’이 기획되는 등 동아시아 관련 논의가 활발

했다. 『외국문학』은 1995년 가을호 특집으로 ‘동서양 문명ㆍ문화의 충돌과 공

존’을 꾸리며 에드워드 사이드의 「문명의 충돌인가, 정의의 충돌인가」와 에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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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사이드와의 대담 「‘문화와 제국주의’에 대한 성찰」을 수록해 이론적 자원을

제공했다.

확산기에 동아시아 담론은 세계화와 지역화, 근대와 탈근대, 종속과 탈식민, 민

족주의와 탈민족주의, 전통과 현대, 문명의 충돌과 동양적 정체성, 우리의 글쓰기

와 현대에 고전 읽기 등 한국지식계에서 논의 중이던 문제군들과 폭넓게 접목되

었다. 동아시아 담론은 이미 일관된 내적 논리를 지닌 단수의 담론이 아니라

1990년대 초중반의 다양한 지적 흐름이 수렴되거나 거쳐가는 담론장에 가까웠다.

그리하여 불과 1996년에 이르면 『문학과사회』겨울호 특집 ‘동아시아의 담론을

바로 읽는다’, 이듬해에는 『상상』여름호 특집 ‘대점검, 동아시아 담론의 전개와

그 본질’이라는 메타비평이 필요해졌다.50)

잠시 시간대를 옮겨 처음에 인용한 2006년 『오늘의동양사상』봄호 특집 ‘근

10년, 동아시아 담론 어떻게 되었는가’를 살펴보자. 그 특집은 동아시아 담론을

총괄하며 일곱 가지 세부 주제를 선정했다. 그 면면을 살펴보면 유교자본주의, 공

동체주의, 여성주의, 해체주의, 생태주의, 깨달음 및 동아시아공동체론이다. 이 가

운데 유교자본주의론은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비약적 경제 성장을 문화론적 각도

에서 설명하려는 시도로서 1990년대 후반의 동아시아 경제위기가 도래하기 전까

지 활발했으며, 동아시아공동체론은 오히려 동아시아 경제위기 이후에 부상한 것

으로서 이 두 가지를 동아시아 담론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어색하지 않

다. 그러나 공동체주의, 해체주의, 생태주의, 깨달음이라는 항목은 동아시아 담론

의 하위 범주로 간주해야 할 필연성이 약하다. 이것들은 『오늘의동양사상』이라

는 매체의 특징을 감안했을 때 개인주의, 서구중심주의, 기계론적 세계관, 인간의

사물화 경향과 같은 서구 근대의 특정한 면모의 역상으로 도출해낸 동양문명론의

항목들임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여성주의는 그것을 기치로 내건 동아시아 담론

이 제기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항목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이런 식의

분류가 얼마나 타당한지를 차치하고 동아시아 담론의 탄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

50) 『상상』여름호는 특집명에 걸맞게 동아시아 담론을 다각도에서 입체적으로 접근했다. 특집
호에는 「동아시아 상생 구조의 가능성」(공성진), 「동아시아 담론의 실체」(김광억), 「같은 
것과 다른 것: 방법으로서의 동아시아」(성민엽), 「동아시아 문화, 그 초월적 기의로서의 가능
성」(정재서), 「90년대 동아시아 담론의 개관(조병한), 「동아시아 담론들이 만나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는 자리」(진형준), 「동아시아 담론의 철학적 해명」(최종덕)이 수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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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러나 역시 이 항목들을 ‘동양 담론’이 아니라 굳이 ‘동아시

아 담론’에 포함시켜야 할 필연성은 확인하기 어려우며, 실제로 이 특집이 기획된

2000년대 중반 무렵에 이르러서는 동아시아 담론에서 관련 논의를 찾아보기 힘들

어진다. 그리고 [표1-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00년대 중반, 특히 2005년에는

동아시아공동체 관련 특집이 대거 기획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오늘의동양

사상』의 편집위원이 “거품이 빠졌다”며 동아시아 담론의 쇠퇴상을 안타깝게 토

로했을 때, 그것은 동아시아 담론 일반이라기보다는 주로 동양문명론을 두고 한

발언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그가 “너무나 열을 올렸고 너무나 많은 이

야기를 했다”고 묘사한 것은 바로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확산기의 풍경이었

다.

이처럼 동아시아 담론이 여러 갈래로 뻗어갔지만 지속되지 못하고 사그라든 계

열이 있다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문제의식은 동아시아 담론 일반을 뭉뚱그릴

것이 아니라 어떤 계열이 외적 수요에 반응하고 동아시아 담론이어야 할 내적 논

리를 충족해 생산적 논점을 제시하며 지속되었는지, 어떤 계열이 일시적으로 부

상하고 명멸했는지, 그 차이는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밝혀내야 한다는 점일 것

이다.

한편 확산기에는 다수의 잡지가 동아시아 관련 특집을 기획하고, 많은 지식인

이 나름의 관점으로 특집들에 글을 실었다. 그러나 동아시아 관련 특집호에 글을

발표하거나 동아시아 시각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고 해서 그 필자들을 섣불리 동

아시아 논자로 분류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달리 말해 그들 개개인의 지적 모색과

행방에서 동아시아적 시각이 지속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을 공산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많은 지식인, 특히 인문학자가 당시 동아시아를 거론했던 것은

이 시기에 동아시아 담론은 학문적 탈식민, 즉 기존의 공식화된 세계관과 인식체

계, 문화해석의 틀에 대한 문제제기의 장으로서 기능했기 때문이다. 그 문제의식

을 공유하는 지식인들이 대거 동아시아를 논했기에 동아시아 담론은 빠르게 확산

될 수 있었다.

가령 근대문학 형성과정의 규명을 연구과제로 삼아온 조동일은 “보편적인 원리

의 인식과 실현”51)을 목표 삼아 『동아시아 문학사 비교론』(1993)으로써 유럽중

심주의적 세계문학사 서술을 비판하고 동아시아 각국의 문학사 서술과 전개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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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해 고찰했으며, 『세계문학사의 허실』(1996)을 파헤쳐 “여러 문명권, 많은 민

족의 문학을 대등하게 다루는 제3세계의 대안”52)을 마련하고자 동아시아 문학에

관한 관심을 심화시켰다. 그것은 한국 소설의 이론에 천착해 동아시아 소설 일반

의 원리를 해명하고, 이를 제3세계 문학론과 세계소설 일반에 투사해 “진정한 세

계적 보편성”을 찾아나서는 노정이었다.53) 특히 그는 동아시아 문학사를 서술하

려면 “무리한 주장을 되풀이 하는 마르크스주의, 수입한 이론이나 되씹고 있는

사회학, 개별적인 사실 고증에 매몰되어 있는 역사학”과 같은 인접학문의 세 가

지 기존 학풍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54)

일찍이 1985년에 최원식과 함께 『전환기의 동아시아문학』을 펴낸 임형택은

조동일과는 다른 각도에서 동아시아 시각을 국문학으로 도입하고자 했다. 국문학

가운데서 한문학을 전공한 그는 자생적 틀을 갖추지 못해 빚어진 “고전문학과 현

대문학의 단층, 한문문학과 국문문학의 괴리, 그리고 남한문학과 북한문학의 단

절”을 극복하기 위해 동아시아 시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55) 이후로도 그는 동아

시아를 단위로 삼아 삼국에서 각기 존립한 국학, 특히 국학운동의 의미를 아우르

며 역사적 공통성을 포착해내고자 시도했다.56) 최원식 역시 비슷한 시기에 일국

적 사유틀인 내재적 발전론과 제국주의적 시각인 비교문학론에서 벗어나 진정한

국제주의적 시각을 확보하고자 동아시아 문학론을 주창했다.57) 한편 중문학 연구

자인 정재서는 서구의 이성중심주의적 논리틀을 해체하고자 동아시아 문화의 내

재적 원리에 천착하되 동아시아 안에 잠류하는 중화주의라는 ‘내부적 억압’으로부

터도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58)

이들 이외에도 고재광은 「동아시아 담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에서 조한혜정

51) 조동일, 1993,『동아시아 문학사 비교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3쪽.

52) 조동일, 1996,『세계 문학사의 허실』, 지식산업사, 10쪽.

53) 조동일, 1992,「소설이론의 방향 전환과 동아시아 소설」,『세계의 문학』63호; 조동일, 
1991,「중국ㆍ한국ㆍ일본 ‘소설’의 개념」,『한국문학과 세계문학』, 지식산업사.

54) 조동일, 1995,「동아시아근대문학 형성과정 비교론의 과제」,『한국문학연구』17권, 8쪽.

55) 임형택‧한기형‧홍석률, 2009,「대화: 한국학의 역정과 동아시아 문명론」,『창작과비평』146
호, 332쪽.

56) 임형택, 2004,「20세기 동아시아의 ‘국학’ - 동아시아적 시야를 열기 위한 반성」,『창작과비
평』124호, 364쪽.

57) 최원식, 1997,「동아시아문학론의 당면과제」,『생산적 대화를 위하여』, 창작과비평사; 최원
식, 2001,『문학의 귀환』, 창작과비평사. 

58) 정재서, 1996,『동양적인 것의 슬픔』, 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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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동아시아 담론의 주요 논자로 거론한 바 있다.59) 분명 조한혜정은 한국지식계

에 침윤된 식민지성을 적출해내는 데 공을 들인 지식인이다. 그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자. “나는 여기서 자신의 문제를 풀어 갈 언어를 가지지 못한 사회, 자신의

사회를 보는 이론을 자생적으로 만들어 가지 못하는 사회를 식민지적이라 부르고

자 한다.”60) 그러나 조한혜정이 동아시아적 시각을 적극 개진한 적은 없다. 이후

아시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등에서 활동하기는 하지만, 오히려 유교자본주의, 아

시아가치론 등 근대화 편향의 동아시아 담론에는 여성적 시각이 부재하다는 게

그가 동아시아 담론을 두고 꺼낸 주된 발언이었다.61) 그러면서 동아시아 담론이

변형된 문화적 우월주의에 기댄 데다가 권력지향적이이어서 지적 허영에 그치고

말지 모른다는 경계심을 내비쳤다.62)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시기에 광의의

동아시아 논자로 분류되었다는 것은 그 분류가 얼마나 타당한지를 떠나 당시 동

아시아 담론의 탄력성 그리고 동아시아 시각의 용법이 무엇인지를 전해준다. 인

문학자들이 주도한 이 시기의 동아시아 담론은 한국지성사에서 근대 이성중심주

의에 대한 비판이라는 점에서 탈근대적 기획이며, 서구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이라

는 점에서 탈식민적 모색이라는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확산과 동시에 분화가 진행되었다. 『오늘의동양사상』의 특집이 공동

체주의, 해체주의, 생태주의, 깨달음 등을 동아시아 담론의 세부 항목으로 꼽은

데서 알 수 있듯이 동아시아 시각은 문학ㆍ철학ㆍ역사 영역에서 서구산 지식과

논리틀이 우세를 점하는 지적 식민화 상태, 냉전시기에 길들여진 이분법적 사고

방식, 권위주의 개발 독재체제 속에서 경제개발에 매달려온 근대화 노선, 생태 파

괴를 초래하는 기계론적 세계관과 도구적 자연관, 물질주의에 사로잡힌 왜곡된

인간관, 폐쇄적 집단주의 이면의 파편화된 개인주의 등 층위와 속성을 달리하는

여러 문제 상황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데 쓰였다. 이렇듯 다양한 문제 상황과 상

대하면서 동아시아 담론은 확산될 수 있었으나 다른 한편으로 상대해야 할 문제

59) 고재광, 1999,『동아시아 담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 서강대학교대학원 정치학석사학위논문.

60) 조한혜정, 1995,『글읽기와 삶읽기1』, 또 하나의 문화, 5쪽.

61) 조한혜정, 2003,「아시아 지역의 페미니스트, 왜, 그리고 어떻게 만날 것인가?」,『당대비
평』5호, 2003.

62) 조한혜정, 1998,「페미니스트들은 부상하는 ‘아시아’ 담론에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성찰
적 근대성과 페미니즘』, 또하나의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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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너무나 다양했기에 담론의 지향성이 모호해지고 분화가 초래되었다.

가장 중요한 분기점으로서는 이상 나열한 문제 상황이 서양적 산물인지 근대적

산물인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탈서구주의냐 탈근대주의냐는 방향으로 갈라졌다.

물론 두 노선은 ‘서구중심적 근대화에서 대안적 근대성으로’라는 기치 아래 합류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느 쪽에 방점을 두고 진단하느냐에 따라 처방을 내리는

방식도 탈서구주의의 방향에서 동양의 원형 내지 전통 자원을 재활용할 것인지,

탈근대주의의 방향에서 인식틀과 세계관을 재구성할 것인지로 갈렸다. 앞서 살펴

본 『창작과비평』과 『상상』진영의 분기점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 즉 주체

성의 재건이라는 입지점을 공유하더라도 담론의 지향에 따라 논리, 자원 그리고

동아시아라는 지역상조차 차별화되었던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상상』진영은 서구중심주의 극복에 초점을 맞췄으며, 주

로 문학 연구자들이 동아시아 담론의 사상적 자원을 동아시아적 원형 내지 전통

속에서 발굴해내는 데 주력했다. 이러한 지향성은 『포럼21』에서 보다 두드러지

는데, 『포럼21』은 1995년에 ‘탈근대문명의 도래와 동아시아의 가능성’이라는 주

제로 ‘아시아 포럼 2005’를 개최해 역량을 과시했으며, 여기에는 문학 연구자뿐

아니라 이른바 문명론자가 가세했다. 이어령은 「탈근대문명과 동북아시아의 선

택」(1994), 「아시아 문명의 카오스 도형」(1995)을 잇달아 『포럼21』에 발표하

며 한국문화론과 동아시아문명론을 개진했다. 한국의 장구문화는 상생의 원리로

써 상극과 모순을 결합할 수 있으며, 동양 문명은 음양의 조화, 태극사상에 기반

해 서양 문명을 변혁할 수 있다는 논지였다.63)

같은 시기 김용운도 『포럼21』에 「한중일의 원형과 미래」(1994), 「동양 문

명의 기원과 특징」(1995)을 발표했다. 제목만으로도 한중일(그리고 인도)이라는

범위의 동양 문명에서 ‘원형’과 ‘기원’을 발굴해 그 ‘특징’을 규명하고 ‘미래’를 개

척하려는 시도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 글들에서 김용운은 모든 민족은 고유한

문화를 갖는다는 ‘민족원형론’을 제시하고 한중일 삼국은 민족 원형이 유사해 공

통의 문명을 건설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때 그가 원형으로 꼽는 것은 융

합성, 조화력, 중화력, 포용성이었다.64)

63) 이어령, 1994,「탈근대문명과 동북아시아의 선택」,『포럼21』봄호; 이어령, 1995,「아시아 
문명의 카오스 도형」,『포럼21』가을, 겨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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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연구자와 문명론자들의 이러한 주장은 김광억과 조한혜정 같은 인류학자

들로부터 서구적 근대를 피상적이고 도식적으로 이해한 나머지 역오리엔탈리즘의

편향에 빠져 동아시아의 문화를 화석화한다는 비판을 샀다.65) 하지만 이 공방을

학문 분야의 차이로 갈무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가령 문학 진영 내부에서도 미

묘한 분화가 일어났다. 앞서 언급한 조동일과 정재서는 모두 서양중심주의를 공

박하며 동아시아 문학에 대한 관심을 피력했지만 논의의 전개 과정에서 차이점도

드러났다. 조동일은 한국적 요소를 전제하고 그러한 요소를 인국의 문화 항목에

서 발견해낸다면 한국 문화의 보편성을 입증하는 동아시아적 형태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동아시아 문화를 요소주의의 시각에서 접근하고 한국적 요소의

확장태를 동아시아 문화로 상정한 것이다. 하지만 정재서는 서구인들이 오리엔탈

리즘에 기대어 구축한 동양학을 문제 삼는 동시에66) 동양학 내부의 중화주의적

편견을 걷어내고 중심과 주변이라는 인식의 허구성을 직시하자고 설파한다. 이를

위해 “문화적 정체성의 문제를 근원주의가 아닌 대위법적인 조화의 차원에서 이

해해야 한다”67)고 강조했다. 그는 구심적 문화사관에 입각한 동아시아 문화론의

허구성을 벗겨내는 방향에서 동아시아 문화에 관한 이해를 진척시키고자 했던 것

이다. 한편 최원식은 앞서 논문에서 ‘동아시아 시각’을 제시하며 “동아시아적 시

각이 아시아의 다른 지역은 물론이고 아프리카ㆍ라틴아메리카 등 기왕에 제3세계

로 포괄되었던 지역들에 대한 성찰을 포기해서도 아니된다”68)고 주장했다. 즉 동

아시아를 고유문화를 공유하는 특수 지역으로 설정하기보다 세계체제 주변부의

근대 경험에 대한 수평적 관심을 넓혀가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이렇듯 서양중심적

근대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여러 논자가 지리범주 이상의 의미를 동아시

아에 주입해 동아시아 담론이 확장될 수 있었지만, 확장기의 동아시아 담론은 전

제, 논리, 전거, 지향 등 여러 위상에서 복잡한 분화를 겪었다.

64) 김용운, 1994,「한중일의 원형과 미래」,『포럼21』여름호; 김용운, 1995,「동양문명의 기원
과 특징」,『포럼21』겨울호.

65) 조한혜정, 1998,「페미니스트들은 부상하는 ‘아시아’ 담론에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성찰
적 근대성과 페미니즘』, 또하나의문화.

66) 정재서, 1996,『동양적인 것의 슬픔』, 살림, 17쪽.

67) 위의 책, 114쪽.

68) 최원식, 1993,「탈냉전시대와 동아시아 시각의 모색」,『창작과비평』79호, 2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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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아시아 담론의 정치 : 1990년대 후반

동아시아 담론의 형성기에는 입장을 달리하더라도 주로 인문학자들에 의해 논

의가 주도되었다. 사회과학 영역의 연구자들도 폭넓게 참가하고 저널리즘도 가세

해 논쟁이 활발해진 것은 1990년대 중후반이었으며, 그 계기는 동아시아 발전모

델론으로 명명할 수 있는 담론 계열의 부상이었다.

동아시아 발전모델론은 아시아 여러 국가의 경제발전 현상에 대한 관심에서 비

롯되었으며 그 원인을 설명하는 데 주력한다. 이 계열에는 유교자본주의론, 아시

아적 가치론, 동아시아 발전국가론 등이 포함되는데 공통점만큼이나 차이점도 존

재한다. 논의가 활성화된 시기에서도 시차를 보였고 이것들 사이에는 담론의 정

치가 벌어졌다.

한국지식계에서 먼저 부상한 것은 유교자본주의론이었다. 유교자본주의론은 자

본주의를 경유한 경제 성장을 불가피한 역사 경로로 받아들이되, 이를 성취한 비

서구 국가들이 동아시아에 집중해 있음을 주목해 동아시아의 공통적 문화기반인

유교라는 가치체계와 자본주의라는 경제양식 사이의 친연성을 주장하는 논의다.

20세기 초 막스 베버는 유교가 자본주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견해를 밝혔는데, 자

본주의적 발전을 이뤄냈다는 현상에 근거해 유교의 자본주의적 기능성에 관한 이

론을 확립해내고자 한 것이다.

동아시아 발전모델론이라고 부를 만한 학술적 경향은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일부 국가들이 빠른 성장세를 보인 1970년대 이후부터 존재해왔으며, 문화적 요

소로써 발전 현상을 설명하려는 시도 역시 서구학계에서는 이미 1980년대에 등장

했지만, 한국지식계에서 유교자본주의론이 본격적으로 부상한 것은 1995년 무렵

이다. 뚜 웨이밍의 「유가철학과 현대화」가 이 해에 『동아시아, 문제와 시각』

에 실려 소개되었으며69), 같은 해 한국정치학회의 연례학술대회는 두 패널을 ‘유

교와 자본주의’ ‘유교와 민주주의’라는 주제에 할애했다. 이 자리에서 김석근은

「유교자본주의의 선택적 친화력?: 한국의 경험과 비판 그리고 전망」을 발표한

이래 1998년 유교자본주의, 아시아적 가치, 그리고 IMF: ‘세기말’ 한국과 ‘철학

69) 뚜 웨이밍, 1995,「유가철학과 현대화」,『동아시아, 문제와 시각』, 문학과지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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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빈곤’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대회 발표 논문), 1999년 유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베버 테제의 재검토 (『동양사회사상 2호), 아시아적 가치의 계보학: 기

원과 함의 그리고 전망 (오늘의동양사상 2호)을 통해 유교자본주의와 아시아적
가치에 관한 논의를 이어갔다. 김석근이 유교자본주의론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학술적 의의를 따져갔다면, 유석춘은 유교자본주의론의 대표적 논자라고 불릴 만

하다. 유석춘 역시 1997년 「유교자본주의의 가능성과 한계」(『전통과현대』창

간호), 1998년 「동양, 서양, 그리고 자본주의」(『사상』봄호), 「‘유교자본주의’

와 IMF의 개입」(『전통과현대』가을호), 「동아시아 유교자본주의 재해석: 제도

주의적 시각」(『전통과현대』겨울호)을 통해 꾸준하게 유교자본주의론을 쟁점화

시켰다.70) 또한 구종서도 한국을 동아시아모델의 전형적 사례로 보며 그 내용은

유교주의, 개발독재체제, 국가주도형 수출지향공업화, 선경제ㆍ후정치형 사회발전

등 네 요소로 구성된다고 주장했다.71) 논문명에서 유교가 동아시아와 함께 등장

한 경우를 보더라도 1990년부터 1994년까지의 5년간은 한 차례에 불과하나 1995

년부터 1999년까지의 5년 동안에는 열다섯 차례로 늘어난다. 주로 동양이라는 지

역명에 기대온 유교가 경제적 시각을 매개로 동아시아라는 지역상과 결부된 것이

다. 그 열다섯 편의 논문은 대부분 유교자본주의론에 관한 내용이었다.

유교자본주의론은 논자마다 논지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유교가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측면으로 미시적 차원과 거시적 차원을 강조

한다. 첫째, 미시적 차원에서 유교문화의 전통은 교육열과 노동윤리를 끌어올려

경제발전에 필요한 인적 자본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둘째, 거시적 차원에서 유

교적 정치질서와 사회제도의 전통은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경제정책을 펼칠 수

70) 『동아시아문화와사상』,『오늘의동양사상』,『전통과현대』는 유교, 특히 유교자본주의론을 
매개해 협력관계를 도모했다. 2003년 4월 『동아시아문화와사상』측이 주최해 성균관대학교 유
학ㆍ동양학부장실에서 열린 좌담회 「동아시아 담론의 오늘과 내일」에는 『동아시아문화와사
상』편집인 겸 주간인 송하경, 『전통과현대』편집위원인 유석춘, 『오늘의동양사상』측의 홍원
식이 참가하고 사회는 『동아시아문화와사상』편집장인 최영진이 맡았다. 토론 내내 발언자들
은 세 잡지 간의 유기성을 강조했는데, 홍원식이 문학에서 ‘문학과지성파’ ‘창작과비평파’ 등의 
학파가 형성됐듯이 세 잡지를 중심으로 한 학파를 형성하자고 제안하자 송하경과 최영진은 공
동세미나 개최와 공동의 네트워크 구축 제안으로 화답했다(송하경‧유석춘‧홍원식, 2003,「동아시
아 담론의 오늘과 내일」,『동아시아문화와사상』10호, 127~128쪽). 인적 연계도 뚜렷해 최영
진은 『오늘의동양사상』편집위원을 겸하고 이승환은 『전통과현대』편집위원을 겸했다.

71) 구종서, 1996,「아시아 발전모델과 한국」,『한국정치학회보』, 30집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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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환경을 조성해 경제발전의 근간을 다질 수 있었다.

그러나 유교자본주의론은 1997년 동아시아 경제위기로 직격탄을 맞는다. 동아

시아 경제위기를 바로 앞두고 『전통과현대』창간호에 발표한 글에서 김석근은

1990년대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유교에 대한 관심은 “지난 시절에 대한 반작용

혹은 보상심리인가, 아니면 이념이 바랜 시대를 일거에 점령해버리려는 ‘보수’ 혹

은 ‘복고’의 단수 높은 전략인가, 아니면 또 무엇인가?”라고 물었다.72) 그리고 같

은 지면에 실린 글에서 함재봉은 1990년대에 유교가 부상한 이유를 두 가지 측면

에서 설명했다. 첫째, 국내적 차원에서는 ‘성공의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 사회를

읽어내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했다. 즉 한국 사회는 민주화와 산업화의 성취에도

불구하고 가치관의 혼란과 정치적 이상의 상실ㆍ물질만능주의ㆍ무질서ㆍ이기주의

로 피폐해지고 있는데 여기에 유교적 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국제적 차

원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유교권 국가들의 비약적 경제발전으로 유교가

세계사적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따라서 유교에 관한 논의는 유교의 특수성에 국

한되는 것이 아니라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 관한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재검토의

기회를 제공한다.73)

그런데 동아시아 경제위기가 닥치자 유교는 국내적 차원에서도 국제적 차원에

서도 그 의의를 상실하고 만다. 유교적 속성은 족벌주의ㆍ연고주의ㆍ온정주의ㆍ

정경유착ㆍ정실인사ㆍ부패ㆍ관치금융 등 부정적 양상들과 계열화되었고 유교적

사회 풍토는 오히려 위기의 주범이자 문화적 결함으로 지목당했으며 유교자본주

의는 ‘정실자본주의’로 폄하되었다. 그리하여 저널리즘에서는 유교자본주의에 대

한 기존의 관심이 급속히 식어버렸다.

하지만 학계에서 유교자본주의론 자체가 바로 떠내려가지는 않았다. 여기서는

학계의 고유한 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해당 주제에 관한 학술적 작업이 진척

되던 중이라면 저널리즘처럼 시류 변화를 재빨리 좇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역

할을 한 잡지는 1997년 여름에 창간된 『전통과현대』다.74) 잡지명에서 분명하게

72) 김석근, 1997,「자유주의와 유교: 만남과 갈등 그리고 화해」,『전통과현대』창간호, 129쪽.

73) 함재봉, 1997,「유교의 세계화: 특수성과 보편성의 문제」,『전통과현대』창간호, 26~28쪽.

74) 서명훈은 『전통과현대』의 등장을 이렇게 평가한다. “1997년에는 좌파연(然)하지 않고서는 
발도 붙이기 힘들었던 사회과학 잡지계에 전혀 새로운 잡지가 하나 생긴다. 『전통과현대』가 
그것이다. 계간으로 출발한 이 잡지는 ‘전통을 긍정하는 새로운 담론’의 정립을 목표로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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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듯 전통과 현대의 연관성을 주목하고 융합을 지향했던 이 잡지는 ‘유교와

21세기 한국’을 창간호 특집으로 꾸린 이래 동서양 가치 문제와 결부된 정치ㆍ경

제ㆍ사회ㆍ문화 특집을 이어갔다. 특히 동양학 영역에 국한되던 유교 연구를 확

장시켜 정치학ㆍ사회학ㆍ경제학 분야에서 유교를 현대 한국사회의 문제들과 결부

지어 탐구하는 데 공을 들였다. 유교자본주의론의 매체적 둔덕도 『전통과현대』

였다.

그런데 『전통과현대』는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번져나간 1997년에 창간되었다.

동아시아 외환위기는 1997년 6월 말 태국에서 촉발되었으니 시간적으로 보았을

때 여름호로서 발간된 창간호에서 유교자본주의론에 관한 비판론을 개진할 이유

는 없었다. 2호인 가을호도 ‘한국의 권력’을 특집으로 삼았으며 동아시아 외환위

기를 다룬 논문은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공간적으로 보았을 때도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의 위기 상황을 ‘유교’적 가치의 퇴조로 받아들여야 할 필요는 없었다.

3호인 겨울호에는 유석춘의 「유교자본주의의 재해석」이 수록되지만 유교자본주

의를 기각하는 내용이 아니며, 4호의 특집은 ‘다문화주의 시대의 전통문화’이고

함재봉이 편집자의 말로서 「경제위기와 문화」를 쓰고 박홍규가 「IMF 시대의

반성」을 발표했지만, 같은 호에 함규진의 「유교문화와 자본주의적 경제발전」

이 수록되는 등 유교자본주의론이 곧바로 쇠락하지는 않았다. 유석춘은 외환위기

상황에서 유교자본주의에 관한 글을 지속적으로 발표하며 IMF 구제금융은 동아

시아 발전모델 혹은 유교자본주의의 실패를 뜻하지 않는다는 논의를 개진했다.75)

더불어 동아시아의 외환위기는 동아시아의 경제구조 탓이 아니라 서방 각국의

정부와 금융기관 및 기업체들이 의도적으로 동아시아의 은행과 기업의 자산가치

를 부풀려 놓은 다음 갑자기 떨어뜨린 탓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런 음모론

은 IMF가 지원의 조건으로 시장자유화를 강요해 기업과 금융기관을 외국자본에

다. 한국적인 것과 동양사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또 때맞춰 동아시아 경제모델에 대한 재
평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을 타면서 사회과학계의 한 틈새를 나름대로 차지했다는 평가
를 받는다”(서명훈, 1999,「학문과 시장-사회과학 학술잡지의 번민」,『사회비평』20호, 122
쪽). 『동아시아문화의사상』편집장이었던 최영진의 발언도 확인해두자. “『전통과현대』가 나
왔을 때 우리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유학은 우리의 전유물인 줄 알았는데, 사회과학자들이, 그
것도 기독교 대학인 연세대학교 교수들이 주체가 됐다고 하는 사실이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
로는 당황하기도 했습니다”(송하경‧유석춘‧홍원식, 2003,「동아시아 담론의 오늘과 내일」,『동
아시아문화와사상』, 120쪽).

75) 유석춘, 1998,「유교자본주의와 IMF 개입」,『전통과현대』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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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시키는 등 서방의 자본이 지배권을 확보하는 데 맞서자는 시장실패론으로 이

어진다.76) 카지노자본주의와 시장만능주의를 향한 이런 비판론은 동아시아 외환

위기에 대해 IMF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아닌 동아시아적 처방을 내놓았으며,

여기서 유교자본주의론도 운신의 여지를 마련할 수 있었다. 경제위기로 삶이 피

폐해진 상황에서 전통적 문화자산인 유교를 현대적으로 해석해 한국적 도덕 자산

의 재생을 도모하자는 주장도 간헐적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추세로 보건대 유교자본주의가 설득력을 유지해 지속되기란 어려웠다.

유교에 근거한 문화론적 설명 방식은 경제성장기에도 논리적 인과성을 결여했다

는 비판을 샀으며, 경제위기에 직면하자 그 설득력을 빠르게 잃어갔다. 유교자본

주의론이 쇠퇴하자 그 공백을 메운 것이 아시아적 가치론이다. 전통의 현대적 쓰

임새라는 문제의식은 이어나가되 자본주의라는 경제 영역으로부터 아시아적 요소

를 분리해내 그 가치를 논하는 주장으로 전환된 것이다.

실상 동아시아 외환위기 직후 미국 학계에서는 유교자본주의론만이 아니라 아

시아적 가치론에도 공세가 심화되었다. 주요 매체를 보더라도 『이코노미스트

지』는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재고: 이제 공자는 뭘 말할 것인가?」라는 기사

를 통해 “아시아적 가치는 4마리 용의 놀라운 경제적 성공을 설명해주는 요인이

아니었다. 그리고 아시아적 가치는 그들의 놀라운 경제적 쇠퇴의 이유 또한 아니

다”라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즈』 역시 아시아의 금융위기는 근면, 성실, 가족으

로 대변되어온 아시아적 가치가 허풍 내지 속임수에 지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는

기사를 실었다.77)

그러나 한국지식계에서는 동아시아 경제위기가 서양의 물질만능주의를 추종하

다가 일어난 폐단이기도 했다는 각성에서 오히려 동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

주의적 시장경제질서가 보급되는 가운데 아시아적 가치를 재고한다는 방향 전환

76) 모하메드 마하티르는 소르스 같은 투기 자본가와 IMF를 앞세운 미국의 시장만능주의가 동아
시아 경제위기를 초래했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리고 1998년 9월 통화투기자, 헤지펀드, 
기타 투기적 약탈자들이 말레이시아로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며 고정환율제를 시행하고 외
환거래를 통제했다(『한겨레』1998년 9월 3일). 한국에서도 이교관 등은 미국 재무부-IMF-월
가의 초국적 금용자본들 간의 연대, 이른바 ‘삼자 복합체’가 한국의 자본시장을 개방시키기 위
해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강요했다며 음모론을 제기했다(이교관, 1998,『누가? 한국 경제를 
파탄으로 몰았는가 : 3자복합체의 정체와 그 음모』, 동녘).

77) 설한, 2008,「‘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재소고」,『국제지역학논총』1집, 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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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어났다. 또한 위기 국면에서 가족은 위기 극복의 최후 보루로 담론화되었는

데 가족윤리의 복원이라는 차원에서 아시아적 가치는 활용의 여지가 있었다. 더

불어 외환위기가 아시아권에 집중되었으니 유럽권이나 미주권처럼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인적ㆍ물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통화가치를 안정시켜 아시아의 번영을 재

창출하자는 바람도 아시아적 가치론이 회자되는 배경이 되었다.78) 그리하여 ‘유

교자본주의’라는 일부 국가의 경제양식을 대신해 ‘아시아’라는 지역상을 부각시키

고 그 지역상을 아우를 수 있도록 유교라는 단일의 문화적 요소를 ‘가치’로 확장

한다는 식으로 아시아적 가치론이 전용되었다.79)

이처럼 유교자본주의론과 아시아적 가치론은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부각되었

다.80)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본다면, 첫째 유교자본주의론은 경제 영역에서의 발

전 현상을 유교라는 문화적 요인으로써 설명하지만, 아시아적 가치론은 서구와의

대비를 보다 강조하는 대신 경제만이 아닌 정치도 담론 영역으로 삼는다. 실상

아시아적 가치론은 인권 문제를 둘러싼 서구적 시각과 아시아적 시각의 충돌에서

촉발된 측면이 크다. 둘째 유교자본주의론은 유교를 단일의 설명변수로 삼지만,

아시아적 가치론은 보다 포괄적인 문화적 요인을 끌어들인다. 셋째 그 결과로서

유교자본주의론은 유교문화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한중일과 타이완, 싱가포르를

지역 범위로 삼지만, 아시아적 가치론의 지역 범위는 보다 넓어진다.81) 특히 싱

가포르의 리콴유와 더불어 아시아적 가치론의 실질적 주창자라고 할 마하데드 마

하티르는 말레이시아의 총리였으며, 말레이시아는 유교문화권보다는 이슬람문화

권에 가까웠다.

78) 강수돌, 1999,「아시아적 가치와 경영경제 현상」,『오늘의동양사상』2호, 77~78쪽.

79) 이후 동아시아 경제가 회복세에 들어서면 한국과 싱가포르ㆍ홍콩 같은 국가와 지역이 태국ㆍ
말레이시아ㆍ인도네시아 등과 비교하건데 혼란도 크지 않았고 경제위기로부터도 빠르게 벗어나 
‘우등졸업’했다는 데서 아시아적 가치론은 다시 조명을 받기도 했다(박홍기, 2005,「아시아적 
가치 논쟁: 논쟁의 추이와 주요쟁점에 관한 비판적 검토」,『비교경제연구』12권 1호, 182쪽).

80) 물론 아시아적 가치론은 유교자본주의론의 연장선상에서 등장한 측면도 있다. 1999년 함재봉
이 발표한 글의 제목은 「아시아적 가치논쟁의 정치학과 인식론」이지만 논지는 유교의 현대적 
재해석을 도모하며 부국강병ㆍ위민사상ㆍ도덕정치를 실현하는 유교적 국가의 역할에 주목해 유
교사상에 입각한 ‘강력, 청렴, 투명한’ 정부의 재건을 주장하는 것이었다(함재봉, 1999,「아시아
적 가치논쟁의 정치학과 인식론」,『아시아적 가치』, 전통과현대, 232~234쪽).

81) 함재봉은 아시아적 가치론을 정치학의 주제와 접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함재봉, 
1998,『탈근대와 유교: 한국정치담론의 모색』, 나남; 함재봉, 1998,「아시아적 가치논쟁의 정
치학과 인식론」,『전통과현대』가을호; 함재봉, 1999,「아시아적 가치와 민주주의: 유교민주주
의는 가능한가?」,『철학연구』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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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동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유교자본주의론이 쇠락하고 아시아적 가치론이

힘을 얻는 것은 유교자본주의론의 거점이었던 『전통과현대』를 보더라도 1998년

가을호에 유석춘의 「유교자본주의와 IMF 개입」이 실린 것과 나란히 편집주간

인 함재봉이 「아시아적 가치 논쟁의 정치학과 인식론」을 발표하며 방향 전환을

시사한 데서도 확인된다. 함재봉은 이듬해 『철학연구』44호에 「아시아적 가치

와 민주주의: 유교민주주의는 가능한가?」를 발표해 유교라는 역사 자원을 경제

영역에 국한시키지 않고 정치 영역에서도 활용하고자 했다. 한편 아시아적 가치

론과 관련해서는 이승환의 역할이 눈에 띄는데 여러 편의 개별 논문을 발표했을

뿐 아니라 1999년에는 여러 논자와 함께 『아시아적 가치』라는 단행본을 출간하

는 데서도 주요 역할을 맡았다. 다만 이 책은 아시아적 가치를 주창하려는 기획

이라기보다 아시아적 가치의 타당성을 다각도에서 검증하려는 기획에 가까웠다.

이렇듯 한국지식계에서 아시아적 가치론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3, 4년간 활

발했는데, 실상 리관유와 김대중 사이에서 벌어진 아시아적 가치를 둘러싼 대표

적 논쟁은 이보다 앞선 1994년에 있었다. 1994년 리콴유는 『포린어페어스

Foreign Affairs』지 3ㆍ4월호에 「문화는 숙명이다Culture is Destiny」를 발표

해 서구 사회와 아시아 사회의 문화적ㆍ정치적 차이를 부각하며 서구식 제도를

무차별적으로 아시아 국가에 강요하는 것을 비판했다. 이를 위해 서구의 개인주

의와 다른 동아시아의 특성을 강조했다. “사회와 국가에 대한 서구적 개념과 동

아시아적 개념의 근본적 차이점은 바로 동아시아 사회들에서는 개인이 가족 속에

존재한다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동아시아라고 할 때는 중국문화

와 인도문화가 혼합된 동남아시아와는 대별되는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을 의미

합니다.”82)

이 글을 두고 김대중은 같은 학술지 11ㆍ12월호에 「문화는 숙명인가? 아시아

의 반민주적 가치의 신화Is Culture Destiny? The Myth of Asia's

Anti-Democratic Values」를 기고해 정면으로 반론을 폈다. 리관유의 주장과 달

리 서구식 민주주의는 아시아에도 적용해야 할 가치이며, 또한 아시아는 서구적

인권과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사상적 토대를 갖고 있다는 것이 논지였다.

82) 리관유 외, 1999,「문화는 숙명이다」,『아시아적 가치』, 전통과현대, 22~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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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가족 중시는 아시아 정부들이 개인의 일상에 간섭하는 현실을 정당화하려

는 논리에 불과하며, 새로운 경제질서 하에서 성공하려면 개인이 창의력을 발휘

할 수 있고 정보 유통이 자유로운 사회적 토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83)

리관유는 싱가포르의 초대 총리로서 1959년부터 1990년까지 역임했으며 글을

발표한 시점에도 수석 총리였다. 김대중은 당시 아태평화재단의 이사장으로서 국

제적으로는 가장 명망 있는 한국의 정치인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주고받은 논쟁

은 동아시아 담론이 부상하던 해당 시기 한국지식계에서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

다. 이 논쟁에 대한 분석글이나 소개글조차 찾아보기 힘들다. 한국지식계에서 아

시아적 가치에 관한 논의는 3년 정도 지난 1997년 동아시아 경제위기를 맞닥뜨리

며 본격화되었고, 리관유와 김대중이 『포린어페어스』지에 발표한 글들은 1999

년 『아시아적 가치』가 출판될 때 번역문이 수록되었다. 이 점은 아시아적 가치

에 관한 한국지식계의 논의가 아시아를 향한 지역적 시야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

한국지식계 내부의 ‘담론의 정치’ 가운데서 파생된 것임을 짐작케 한다. 아시아적

가치론만이 아니라 형성기에 인문학자들이 지적 주체성의 문제의식에 기반해 동

아시아 시각을 조형한 경우도 한국지식계의 동향에 따른 것이지 동아시아 담론을

지역적 담론으로 육성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인국의 비판적 지식인들과 잡

지의 특집호, 동아시아 관련 출판시리즈, 국제학술대회 등을 통해 활발히 교류하

는 것은 2000년대 초반부터의 일이다.

이 시기 잡지를 살펴보면 『사상』1998년 봄호 특집이 ‘아시아적 가치의 21세

기적 함의, 아시아와 서구 가치의 비교분석’84), 『포럼21』1998년 가을호 특집이

‘아시아적 가치는 있는가?’, 1999년에 나온 『동아시아비평』2호의 특집이 ‘아시아

적 가치론을 어떻게 볼 것인가?’, 마찬가지로 1999년에 나온 『오늘의동양사상』2

호의 특집이 ‘아시아적 가치를 말한다’였다. 아울러 1998년에는 『동아시아문화와

사상』과 『동양사회사상』이 창간되어 아시아적 가치를 조명할 매체가 늘어났

83) 김대중, 1999,「문화는 숙명인가?」,『아시아적 가치』, 전통과현대, 51~64쪽.

84) 1999년 『사상』여름호 특집은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였다. 권두언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이른바 ‘아시아 가치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권위주의가 민주주의를 향해 가는 역사적 발전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아시아적 가치, 가령 공동체적 윤리, 가족 중심주의, 연령
에 따른 위계질서 등은 민주주의가 내세우는 가치들, ‘개인주의, 합리주의, 지적 자유’ 등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다고 믿는다”(『사상』1998년 여름호,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 특집을 내면
서」, 4쪽). 전호에 이어 아시아적 가치에 관한 논의를 경제와 정치 영역에서 구체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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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련 학술회의도 빈번해 1998년에 개최된 것만 기록해보아도 5월 한신대학교

철학연구소 심포지엄 ‘아시아적 가치?’, 6월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과 『전통

과현대』주최 국제학술회의 ‘Liberal, Social, and Confucian Democracy’, 9월 한

백연구재단이 주최하고 중앙일보가 후원한 국제심포지엄 ‘아시아적 가치는 존재

하는가’, 10월 한국철학자 연합학술대회 ‘경제위기와 철학적 대응’, 11월 서울대학

교 사회발전연구소가 개최한 심포지엄 ‘동아시아의 근대화와 유교: 아시아적 가치

에 대한 재론’, 11월 철학연구회 심포지엄 ‘아시아적 가치는 있는가?’가 이어졌다.

이렇듯 빼곡한 일정 속에서 아시아적 가치론은 빈번히 회자되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으로 뻗어나갔다. 가령 11월에 열린 철학연구회 심포지엄의 발표문들

은 이듬해 『철학연구』44집에 수록되었는데 정치학(함재봉), 경제학(조혜인), 여

성학(김혜숙), 철학(정인재) 등 다방면을 아우른다.

김석근은 이러한 아시아적 가치론의 부흥이 거둔 성과를 세 가지로 요약한다.

첫째, 서구 중심의 보편주의를 상대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둘째, 서구 지식인

들이 만들어낸 부정적 이미지, 예컨대 아시아적 전제, 아시아적 공동체, 아시아적

생산양식에 관한 편향된 이해방식을 상당히 불식시켰다. 셋째, 아시아인 스스로가

콤플렉스를 벗어던지고 자기주장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85)

그러나 1995년부터 본격화된 유교자본주의론과 아시아적 가치론을 두고 옹호론

만이 비등했던 것은 아니다. 1999년에 출판된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86)

의 대중적 반향에서 확인할 수 있듯 비판론의 토양도 만만치 않았다. 유교자본주

의론부터 가해진 비판을 살펴보자면, 유용태는 유교자본주의론의 방법론적 오류

로서 자본의 본원적 축적과정에 대한 오해, 환원론적 단순화의 오류, 역사적 맥락

을 무시한 비교방법상의 오류를 꼽았으며87), 이수훈은 유교자본주의론이 문화론,

내인론, 결과론이라고 가치절하했고88), 최배근은 유교와 자본주의라는 개념의 결

85) 김석근, 2000,「아시아적 가치와 불교： 새문명의 모색과 지적 유산의 재발견」,『전통과현
대』14호, 161쪽.

86) 김경일, 1999,『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바다출판사.

87) 유용태, 2001,「집단주의는 아시아 문화인가: 유교자본주의론 비판」,『경제와사회』49호, 
266~271쪽.

88) 이수훈, 1998,「동아시아 자본주의와 유교」,『동아시아비평』창간호, 89~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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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은 그 자체가 모순이어서 동아시아에서 시장과 국가의 결합 양상, 동아시아의

역동성과 한계를 파악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89)

아시아적 가치론도 비판을 면치 못했다. 강수돌은 아시아적 가치의 허구성을

꼬집었고90), 최장집은 ‘공동체주의’라는 명분 아래 권위주의적 위계질서와 반민주

적 가치가 잠복한다고 경계했으며91), 김영명은 아시아적 가치론의 공동체주의는

‘지도자=집권당=정부=국가’라는 왕조시대적 발상에 따라 시민사회의 정부 비판을

원천봉쇄하고 국익을 명분으로 내세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자의적으로 박탈하

는 데 쓰이며 이승만ㆍ박정희ㆍ김일성ㆍ김정일ㆍ장개석ㆍ리관유ㆍ수카르노ㆍ수하

르토 등 아시아 지도자들이 장기 집권과 권위주의 체제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악

용했다고 지적했다.92) 한편 임반석은 「아시아적 가치와 유교자본주의 담론의 함

정」에서 유교자본주의론과 아시아적 가치론을 구분하기보다 함께 비판했다. 둘

다 첫째, 일본의 경제발전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혀 그 요인과 과정에 대한 이해

를 그르쳤고, 둘째 도덕결정론이라서 현실성이 떨어지며 판단력을 마비시킨다는

것이다.93) 이러한 공세 가운데 1999년 무렵부터 기세 좋게 부상한 아시아적 가치

론은 2002년 이후로는 적어도 학술지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어진다.

한편 이 시기에는 유교자본주의론, 아시아적 가치론 이외에도 유사한 기능을

맡았던 논의로서 동아시아 발전국가론이 있었다. 동아시아 발전국가론은 유교자

본주의론처럼 동아시아의 경제성장을 출현 배경이자 설명 대상으로 삼지만, 유교

라는 문화적 요소보다 국가의 전략적 시장 개입이라는 정책적ㆍ제도적 요소를 주

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발전국가론은 신고전경제학의 시장중심적 접근법,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사회중

심적 접근법(도구주의적 국가론)에서 드러난 단선적 설명방식과 환원주의를 넘어

국가주도형 개발모델을 경로화하려는 시도였다. 이를 위해 국가 자율성(state

autonomy), 국가 능력성(state capacity), 지도 자본주의(guided capitalism), 관리

89) 최배근, 1998,「유교자본주의론의 위기와 상상력의 빈곤」,『경제와사회』39호.

90) 강수돌, 1999,「아시아적 가치와 경영경제 현상」,『오늘의동양사상』2호.

91) 최장집, 1998,「아시아적 가치는 대안인가」,『중앙일보』12월 1일.

92) 김영명, 2001,「유교적인 것이 동아시아와 한국의 자본주의를 설명할 수 있는가?」,『동향과
전망』48호, 68~74쪽. 

93) 임반석, 1999,「아시아적 가치와 유교자본주의 담론의 함정」,『동향과전망』43호, 248~258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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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시장(governed market)과 같은 분석적 개념 도구들이 마련되었다. 간단히 정

리하자면, 국가주도형 개발 모델은 국가가 경제성장을 최우선시하여 시장에 적극

개입해 다양한 정책도구로써 자원을 계획적으로 할당하고, 산업정책을 통해 전략

산업을 지정하고 육성해 산업기반을 구축하며, 무역장벽을 설치하고 이자율ㆍ환

율ㆍ원자재가격ㆍ농산물가격을 억제하며, 수출지향적 전략을 수립해 국부를 창출

해낸다는 것이다.

다만 동아시아 발전국가론은 유교자본주의론이나 아시아적 가치론처럼 특정 시

기에 특집호가 잇달아 이어지며 부상했다기보다 동아시아의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일종의 경향성으로 존재해오다가 경제위기에 직면해 사회과학자들의 사정권 안으

로 들어온 경우다. 1998년 한국비교사회학회는 ‘동아시아의 성공과 좌절’을, 한국

정치연구회는 ‘동아시아발전모델은 실패하였는가’를 학술 의제로 삼았다.94) 개별

논자의 주장을 살펴보면 조희연은 1997년 『경제와사회』겨울호에 발표한 「동아

시아 성장론의 검토 - 발전국가론을 중심으로」에서 발전국가론은 국가를 사회

로부터 분리된 자율적 실체인양 물신화했으며, 국가권력 담당자 내지 국가엘리트

의 이해를 옹호하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비판했다.95) 박은홍은 「발전국가론 재검

토」에서 발전국가론이 다분히 결과론적이며, 국가 기구를 동일한 목표와 이해관

계를 지닌 단일행위자(monolithic entity)로 간주할 위험성이 있으며, 계급정치가

부재하며, 권위주의 체제를 옹호할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96) 또한 동아시아 발

전국가론 역시 동아시아 국가들이 보인 성장의 예외성만을 주목할 뿐 예외적 성

장의 이면에 잠복한 내부 결함은 간과하고 있었다. 더구나 발전국가론이 전제하

는 경제성장 방식은 1990년대의 한국에는 더 이상 적용되기가 어려웠고 더 이상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았다. 한국의 국가 주도 추월전략은 이미 1987년 전후로

타격을 입었다.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세계시장 여건이 개선되자 이에 편승해

한국의 재벌은 외형을 확대했고 국가의 조정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또한

94) 후자는 책으로 출간되었다. 한국정치연구회, 1998,『동아시아 발전모델은 실패했는가』, 삼
인.

95) 조희연, 1997,「동아시아 성장론의 검토 - 발전국가론을 중심으로」,『경제와사회』36호, 
59~60쪽.

96) 박은홍, 2000,「발전국가론 재검토 : 이론의 기원, 구조, 그리고 한계」,『국제정치논총』39
호, 126~1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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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의 진전으로 종래 자원 유출 혹은 수탈의 대상이었던 노동ㆍ농업ㆍ환

경 부문의 정치력이 크게 성장해 국가가 나서서 요소가격을 낮추고 자본-노동관

계를 조절하던 종래 방식은 한계에 부딪쳤던 것이다.

이상의 유교자본주의론, 동아시아 발전국가론은 내적 논리야 다르지만 모두 경

제성장을 배경으로 삼아 현실추수적 설명에 치중하며,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서 입

지를 다지는 것을 유일한 경로로서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대

안체제, 대안적 근대화의 경로를 모색하거나 서양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의 색채가

짙었던 초기 동아시아 담론에 비해 비판적 문제의식이 크게 무뎌졌다고 말할 수

있다. 유교, 공동체성, 국가 주도성에 대한 강한 긍정은 자칫 ‘개발독재 근대화의

문화론적 재포장’으로 변질될 위험성마저 지니고 있었다.

다만 이상의 논의들은 동아시아 담론의 이행 과정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사회과학자들이 동아시아 담론으로 대거 진입하는 계기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물

론 1990년대 초부터 일부 사회과학자들이 동아시아의 신흥발전국가들을 분석하고

자 발전국가론을 원용한 적은 있었으나 1990년대 중후반에는 이상의 논의들을 개

진하거나 비판하는 양면에서 사회과학자들의 역할이 컸다. 동아시아 경제의 발전

과 침체가 분석대상인 만큼 설명변수가 문화적 요인이든 제도적 요인이든 사회과

학자들이 개입할 여지가 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1998년 3월 『동아시아문화와

사상』창간특집으로 마련된 좌담회 「동아시아 담론의 현주소-유교는 제3의 대

안이 될 수 있는가」에는 구태훈(일본사), 정재서(중문학), 김홍규(국문학) 이외에

도 강정인(정치학), 이대근(경제학)이 참석했다. 그리고 이 시기 『국제정치논

총』,『경제와사회』,『비교사회학』,『한국정치학회보』,『한국사회학』등의 사회

학과 정치학 분야의 학술지에는 동아시아 경제와 관한 논문들이 대거 실렸다.

또한 이 시기에는 저널리즘에서 ‘동아시아 경제위기’ ‘동아시아 경제협력’라는

형태로 동아시아라는 개념이 빈번히 회자되면서 학계를 넘어 사회적 신분을 갖고

유통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동아시아라는 개념에는 경제적 색채가 짙게 드리웠다

는 사실도 기록해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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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아시아 담론의 지역(주의)화 : 2000년대 초반

지금 동아시아에서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만 해도 우리는 한국이 이 지역에서 가장 반미적인 정서를 가진 나라로 인식

되리라 예상하지 못했으며, 일본 경제가 가장 침체한 경제가 되리라고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리고 중국의 경제성장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지만 다른 어느 나라보다

도 가장 역동적인 고속성장 경제를 이룰 것이라 생각한 사람도 많지 않았다. 또한

놀라울 정도로 활동적이었던 아세안이 그렇게 쉽게 무기력하게 되리라고도 예상

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 밖에도 “아시아적 가치”라든지 “네 마리의 호랑이” 같은,

한때 널리 유행했던 아시아적 개념들도 지금은 아시아 지역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서도 오늘의 담론에서 사라진 지 오래다. 무엇이 이와 같이 예상하

지 못했던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우선 우리들 자신이 경솔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97)

2002년 『사상』겨울호에 실린 「동아시아 특집을 내면서」의 일부다. 인용구

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2002년 6월 미군 여중생 장갑차 압사사건으로 한국

사회에서 반미정서가 고조되었으며, 일본이 장기침체의 늪에 빠져 있으며, 아세안

과 한국을 비롯한 신흥발전국가들은 경제 위기의 여파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으

며, 하지만 중국은 고속성장을 구가하고 있으며, 그리고 한국 지식계에서는 아시

아적 가치론이 퇴조했다는 것이다.

실상 인용구가 작성된 2002년에도 아시아적 가치론에 관한 논문이 여전히 학술

지의 지면을 채우고 있었음을 감안한다면 “아시아적 개념들도 … 오늘의 담론에

서 사라진지 오래다”라는 표현은 아시아적 가치론 등의 몰락세가 그만큼 뚜렷했

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확실히 1990년대 말의 경제위기로 말미암아

유교자본주의론과 발전국가론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경제위기 상황을 전유해

잠시 부흥한 아시아적 가치론 역시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 그렇게 1990년대 중

반부터 1990년대 말에 이르는 동아시아 담론의 한 국면이 마감되고 있었다.

돌이켜보면 소련의 해체 이후 1990년대 말까지 동아시아 담론을 추동해온 요소

는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탈냉전으로 동아시아라는 지역 지평이 복원되고 역내

97) 편집부, 2002,「동아시아 특집을 내면서」,『사상』55호, 3~4쪽.



- 61 -

질서의 변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둘째, 다양한 포스트 담론과 오리엔탈리즘 등이

지식계로 유입되고 서양중심적 근대관과 세계관에 대한 비판이 심화되고 반사적

으로 동양에 대한 복권 풍조가 조성되었다. 셋째,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동아시아적 특수성에 관한 탐구열이 고조되었다.

그런데 둘째와 셋째 견인 요소는 1990년대 말에 이르자 변질되거나 효력을 잃

는다. 먼저 둘째 요인과 관련해 세기말에는 근대 비판론이 다수 등장했지만, 1990

년대 초중반처럼 서구적 근대성이 아닌 한국사회의 압축적ㆍ모방적 근대화를 겨

냥하는 논의들이 많았다. 몇 가지 사례만 분야별로 나눠서 살펴보자면 1996년 역

사문제연구소가 편찬한 『한국의 ‘근대’와 ‘근대성’ 비판』은 한국의 근대화가 주

체적 측면도 있지만 근대화의 전형에서 일탈된 혹은 변형된 근대화라는 논지를

전개했다.98) 1997년 철학자 송두율은 「우리에게 근(현)대는 무엇을 의미하는

가」에서 한국사회는 식민지기에는 일본적 근대를 주입받고 냉전 체제 아래서는

미국적 근대를 이식받으면서 근대화가 왜곡되었다며 그 역사적 내력에 관한 성찰

을 촉구했다.99) 1998년 사회학자 장경섭은 「압축적 근대성과 복합위험사회」에

서 한국이 추구해온 급속한 물질적 확대재생산 중심의 압축적 근대화가 지닌 치

명적 약점이 경제위기, 정치민주화의 한계,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등 일련

의 충격적 안전사고를 통해 치명적 허점을 드러냈다고 진단했다.100)

이처럼 세기 말에는 중앙집권적 근대국가의 형성, 자본주의적 산업화, 대의민주

주의 실현이라는 과제를 따라잡기 식으로 추진해온 한국의 근대화에 대한 성찰적

목소리가 비등했다. 즉 근대의 부정적 속성은 서양에 배분하고는 동양의 전통을

긍정하는 방식으로 동아시아 담론을 이끌어가기는 어려워진 상태였다. 한국의 근

대가 이식된 근대, 모방적 근대, 압축적 근대인 까닭에 한국 근대화의 성과도 한

계도 서구 근대의 그것들로부터 섣불리 가려낼 수 없었던 것이다.

또다른 견인 요소였던 동아시아 경제발전은 세기말에 동아시아 경제위기로 바

98) 이 책은 두 부로 구성되는데 제2부 ‘한국의 근대와 근대성’에 무게가 실려 있다. 여기에는 
「사회과학에서의 근대성 논의」(임현진), 「사상의 전개를 통해 본 한국의 ‘근대’ 모습」(김동
춘), 「근대화 프로젝트와 한국 민족주의」(박명림) 등 한국적 근대에 대한 다각도의 비판적 접
근이 담겨 있다(역사문제연구소 편, 1996,『한국의 ‘근대’와 ‘근대성’ 비판』, 역사비평사).

99) 송두율, 1997,「우리에게 근(현)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현대사상』1997년 여름호, 
103~107쪽.

100) 장경섭, 1998,「압축적 근대성과 복합위험사회」,『비교사회』2호, 1998, 373~3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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뀌었고 국내에서는 1997년 여름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환율폭등과 주가급락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한보철강 등 대기업의 부도사태가 이어지며 경제위기를 예고

하고 있었다. 이리하여 경제발전에 기대온 논의들은 입지가 크게 약화되었다. 더

욱이 경제위기의 여파는 유교자본주의론, 동아시아 발전국가론 등 일부 논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담론적 자신감을 떨어뜨렸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담론 전반에

미쳤다. 따라서 동아시아 담론은 방향 전환을 겪지 않을 수 없었고, 지속되려면

새로운 견인 요소가 필요했다.

여기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사회적 배경이 1997년 아세안+3 체제의 출현과

1998년 국민의 정부의 출범이었다. 동아시아 경제위기는 일국의 무역수지 악화,

성장률 저하와 같은 형태가 아니라 외환위기ㆍ금융위기의 형태로 들이닥쳐 동남

아를 포함한 동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동남아발 쇼크를 입은 지 두 달여

만에 원화가치도 폭락했던 것이다. 이로써 경제위기를 계기로 동아시아는 밀접한

경제적 연관성을 지닌 실체처럼 인식되었다. 그리고 경제위기에 대한 처방으로

IMF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위력과

위험성이 명시적으로 드러났는데, 그것이 한편으로는 한국지식계 내에서 한국의

근대화에 대한 성찰을 불러일으켰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 차원의 공동 대응을

고심하도록 이끌었다. 더욱이 아세안+3 체제가 출현하자 사회과학자들은 지역주

의의 시각에서 국가간 협력체를 모색하는 데 힘을 기울여 동아시아 담론은 지역

주의론이라는 형태로 활로를 마련한다.

물론 이전에도 환발해만경제권, 황해경제권, 환일본해경제권 같은 국지적 협력

구상이나 아태지역을 포괄하는 광역 단위의 협력 논의가 등장한 바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 경제위기를 겪고 아세안+3 체제가 출현하자 동아시아라는 지역상이 경

제적 지역주의의 핵심 단위를 맡게 된다.101) 더욱이 1998년 국민의 정부가 출범

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주의론은 현실적 둔덕을 얻는다. 경제위기와 IMF 구제금융

이라는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김대중은 무엇보다 경제위기를

탈출하고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았으며, 이를 위해 대

101) 이미 1993년 『동향과전망』19호에서는 두 번째 특집으로 ‘범세계화인가, 지역주의인가’가 
다뤄진 적이 있다. 그렇다고 동아시아라는 지역 권역이 구체화되지는 않았다. 다만 당시 지역주
의론이 세계화론의 대항물이자 파생물임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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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정책으로서는 경제위기를 지역 차원에서 극복하기 위한 협력의 제도화를 모색

했다.

이 시기 동아시아 담론에서 일어난 중요한 변화로 꼽아야 할 것은 지역주의론

의 부상 말고도 그로 인해 동아시아의 지역상이 동남아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

장되었다는 사실이다. “지난 1997년 태국에서 시작된 경제위기가 인도네시아 한

국 등으로 확산된 예에서 보듯이 이제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의 구분은 의미가

없습니다.”102) 아세안+3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한 발언이다. 외

환위기를 계기로 동아시아의 상호연관성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은 단지 외교적

수사로서 꺼낸 이야기가 아니며, 김대중 대통령은 임기 내내 동북아와 동남아를

아우르는 동아시아 경제협력에 관한 구상과 정책화를 이어갔다.

1998년에 개최된 비공식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동아시아 국

가들 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동아시아비전그룹(EAVG)을

제안했다. 그리하여 결성된 동아시아비전그룹은 최초로 동아시아공동체(EAC)의

형성을 제안하고 그 비전을 평화(Peace), 번영(Prosperity), 진보(Progress)라는 세

단어로 압축하는 보고서 「동아시아 공동체를 향하여 - 평화ㆍ번영ㆍ진보의 지

역」을 2001년 5차 정상회의에 제출했다.

그리고 2000년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동아시아비전그룹 보

고서가 제안한 방안들을 실무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동아시아연구그룹(EASG)의

설립을 제안했다. 2001년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는 동아시아 국가 사이의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고 아세안+3 정상회의를 동아시

아정상회의로 격상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와 비정부기

구를 망라하는 동아시아포럼을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그런 주도적 역할에 힘입

어 2002년에는 서울에서 제1차 동아시아포럼이 개최되고, 2004년에는 아세안+3

국가들이 전격적으로 동아시아정상회의를 조기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 동안 이렇듯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모색과 더불어 제도화

가 꾸준히 진행되면서 학계에서 동아시아는 유럽과 북미의 지역통합에 대응하는

제도적 권역의 성격이 강해졌고, 그 지역 범위는 아세안+3의 형태로 확장되어 동

102) 김대중, 2002,「2001년 아세안+3 정상회의 기조연설」,『김대중 대통령 연설문집 제4권』, 
대통령비서실, 5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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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가 시야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는 한반도를 중심에 두고 중국과 일본, 미국과

러시아를 주요 행위자로 상정하던 창비 진영의 동아시아 표상, 서양과 대비되는

동양 혹은 유교문명권, 한자문명권으로 동아시아를 구도하던 일부 인문학자들의

동아시아 표상, 중국보다 일본을 중심에 두고 아시아의 신흥개발국을 아우르던

유교자본주의론자, 발전국가론자의 동아시아 표상과 사뭇 다르다.

한편 국민의 정부 시기에는 햇볕정책을 대북정책의 기조로 삼고 동북아 다자협

력을 적극 추진했는데, 이 또한 동아시아상의 구체화에서 중요하게 작용했다. 특

히 2000년에 6ㆍ15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5개항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것은

안보평화공동체의 단초를 제공한 역사적 사건이다. 한반도에서 냉전적 대치구도

가 완화되지 않는 한 역내에서 안보평화공동체를 형성하기란 요원하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과 개성공단 건설, 금강산 관광사업

등의 구체적 성과를 냈고, 남북 간의 다양한 협력사업이 진전되면서 한반도를 하

나의 전략적 단위로 사고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협력사업이 워싱턴, 동경,

베이징, 모스크바로부터 다자적 국제지원을 약속받으면서 안보평화공동체를 구성

하는 것이 21세기 한반도 발전전략의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이리하여 지경제학

측면에서는 아세안+3라는 수준에서 동아시아가, 지정학적 측면에서는 6자회담의

틀과 포개지는 동북아가 차별적으로 거론되는 양상이 점차 정착된다.103)

이렇듯 정책 과제로서 동아시아 경제협력, 동북아 다자주의가 추진되자 학계에

서 사회과학자들의 관련 연구도 활발해진다. 다만 이때는 사회학, 정치학 분야의

연구보다는 국제정치학, 외교학 분야의 연구가 주종을 이룬다. 2001년 발족한 한

국동북아지식인연대(NAIS Korea)는 동북아시대의 도래에 발맞춰 동북아공동체의

결성이 필요하다며 333인의 지식인들이 역내 지역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창립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104) 그리고 이 무렵부터 ‘동아시아공동체’ ‘동북아공동

103) 당시 신문 기사에서도 동아시아와 동북아라는 지역명의 차별적 사용을 어렵잖게 확인할 수 
있다. 가령 『문화일보』2000년 1월 5일자는 김대중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00년 1
월 5일 NSC 회의에 관해 “냉전종식을 위한 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동북아 다자안보대화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아세안(ASEAN)과 한ㆍ중ㆍ일 3국을 포괄하는 동아시아 공동체 의식을 강화
해 나가기로 했다”고 보도하고 있다(「올해 ‘한반도 평화정착 원년으로’」,『문화일보』2000년 
1월 5일).

104) 한국동북아지식인연대는 결성 직후 국제회의를 열고 동북아 지식인연대의 국제적 조직 결성
을 꾀하는 ‘2001 인천선언’을 선포했으며, 2002년 10월에는 ‘동북아공동체’ 실현전략을 모색하
기 위한 한중일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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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경제통합’ ‘안보협력’ 등을 표제로 하는 단행본이 비약적으로 늘어난다.

반면 잡지계를 살펴보면 2000년대에 들어서는 지역주의론을 제외한 동아시아

관련 특집이 줄어드는 양상이다. 기본적으로 경제위기 이후 출판계가 위축되고

잡지들이 한파를 맞아서기도 하지만, 외부의 정치적ㆍ경제적 변동과 학술계 내부

의 다기한 지적 모색에 반응하며 확산되고 분화되었던 동아시아 담론의 탄력성이

떨어졌음을 보여준다고도 말할 수 있다. 특히 정책 담론으로 육성되는 동아시아

지역주의론에 인문학자들이 참여할 여지는 거의 없었다. 점차 인문학자들이 주도

하는 논쟁적 특집호는 줄어들고 대신 사회과학적 분석기법에 근거한 개별 논문이

부지기수로 늘어났다. 양적으로 보았을 때 동아시아 관련 연구는 여전히 증가세

였지만, 지식인들 사이에서 화두가 되고 논의가 오가는 담론적 속성은 약화된 것

이다. 이는 정부의 학술지원책과도 무관하지 않은데, 특히 2000년대에 들어 국제

정치학과 외교학 분야에서 발표된 동아시아 지역주의 관련 논문에서는 “이 논문

은 ○○○○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이라는 문구가 자

주 눈에 띈다. 특히 동아시아공동체 관련 연구는 정책적 수혜를 크게 입었고, 그

런 와중에 논쟁적인 비평보다는 정형화된 논문이 동아시아 관련 문헌의 주류 형

태를 점하게 된다.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에 이르는 이 시기 동아시아 담론의 특징은 한

마디로 ‘동아시아 담론의 지역주의화’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는 서

양중심적 근대성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거나 동양적 문명을 대안적으로 조명하기

위한 문제의식의 장이라기보다 지역협력과 다자주의로써 다져가야 할 제도적 권

역인 것이다. 10년도 지나지 않아 동아시아 담론은 비판담론에서 후원담론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그러나 국가 단위의 지역협력을 구상하는 지역주의론이 위로부터 육성되는 것

이라면, 이 시기에는 아래로부터의 대안적 지역화 움직임도 일어났다. 여기서 지

역주의와 지역화를 구분해둘 필요가 있겠는데, 국가 수준의 협력을 의미하는 지

역주의(regionalism)가 제도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라면, 아래로부터의 민간

연대를 의미하는 지역화(regionalization)는 분산적이고 비조직적이다. 그리고 지

역주의의 이슈가 경제와 안보 영역에 집중된다면, 지역화는 문화ㆍ역사ㆍ사회운

동 등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전개된다.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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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봤듯이 1990년대 후반 한국지식계에서는 한국적 근대화에 관한 비판

적 성찰이 이어졌고 국가주의ㆍ민족주의ㆍ집단주의 등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

다. 동아시아 담론이 지역주의적 시각을 장착해 국익을 지역 수준에서 확대재생

산하는 논리 마련에 부심하던 무렵, 역방향에서는 국가주의를 비판하고 국경을

넘어선 아래로부터의 연대를 향한 문제의식이 심화된 것이다. 국민국가가 주도하

는 지역주의 추세는 국민국가 내부에서 주변화된 소수자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생

활세계의 표준화를 강요할 공산이 크다. 아울러 역내 타국과의 교류는 경제와 안

보 이슈를 둘러싼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뒤얽힌 과거사와의 조

우, 탈민족주의적 연대의 모색, 패권주의적 국가주의의 극복을 위해서도 요청되었

다. 2002년 ‘신자유주의의 패권적 지배로 절대적 피해 현실에 처한 동아시아의 소

통과 상생의 창을 열기 위해’ 한중일의 학자와 문화예술인이 모여 ‘동아시아 문화

공동체 포럼’을 출범시킨 것은 이러한 문제의식의 발로였다.

이 시기 이 방향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잡지는 『당대비평』이다. 사실 『당

대비평』이 동아시아 시각과 관련된 이슈를 주로 다뤘다고 보기는 힘들다. 차라

리 『당대비평』의 비판적 문제제기 가운데 동아시아 시각의 지역적 용법이 드러

났다고 하는 편이 맞겠다. 『당대비평』은 1997년 창간해 2005년 휴간하기까지

29호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사회 문제를 검토했고 다양한 분야의 논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당대비평』이 조명한 사회 문제를 분야별로 가늠한다면 탈식민주의

ㆍ위안부 문제ㆍ친일파ㆍ역사주의ㆍ역사갈등ㆍ교과서의 국민화 책략 등 민족주의

와 역사인식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고 박정희 시대의 폭력ㆍ80년 광주ㆍ친일파ㆍ

민간인 학살 등의 한국의 과거사 문제를 들춰내고, 대북정책ㆍ통일전략ㆍ반공주

의ㆍ북핵ㆍ탈북자 등 분단체제의 현실을 조명하고, 세계화ㆍ신자유주의ㆍ금융자

본ㆍ시장질서ㆍ재벌개혁ㆍ노사관계ㆍ실업문제 등을 쟁점화해 경제민주화의 방향

을 모색하고, 가부장주의ㆍ가족주의ㆍ군사주의ㆍ학력주의ㆍ관료주의ㆍ지식권력ㆍ

언론권력ㆍ종교권력 등 한국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파헤치고, 인문학의 위기ㆍ생

명공학ㆍ한류ㆍ월드컵 열풍 등을 주목해 당대 한국사회를 비평하고 시민운동ㆍ노

동운동ㆍ평화운동ㆍ장애운동ㆍ동성애운동ㆍ병역거부운동 등을 주목해 실천의 방

105) Pempel, T. J. ed., 2005, Remapping East-Asia: The Construction of Region. Cornell 
University.



- 67 -

향을 탐구했다.

이렇듯 주제들을 나열해본 까닭은 『당대비평』이 여느 학술지보다 사회비평적

성격이 강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 시기에는 『당대비평』이외에도 『이

론』을 계승해 1999년 창간된 『진보평론』처럼 학계와 현장을 잇는 운동적 성격

이 잡지들이 등장했다. 그러나 2005년 『당대비평』의 휴간을 비롯해 2000년대

중반에는 『사회비평』,『전통과현대』,『아웃사이더』,『인물과사상』등의 휴간,

종간, 폐간과 함께 한국지성사에서 잡지 운동이 크게 쇠퇴한다. 그리고 1990년대

좌파 학술운동 진영을 대표하던 『경제와사회』,『동향과전망』등이 제도권 학술

지로 변모하고, 문학 이외의 비평지는 점차 사라지고, 대신 전문연구지ㆍ학회지만

이 늘어나면서 횡단적 소통이 일어야 할 잡(雜)지 세계는 크게 위축된다. 동아시

아 관련 연구가 양적으로 줄지 않았는데도 2000년대 중반을 동아시아 담론의 쇠

퇴기라고 진단하는 것도 동아시아 담론의 특성상 지식계의 활발한 논의로부터 다

양한 문제의식을 꾸준히 공급받아야 하는데, 논쟁적 지식 공간이 축소되자 그로

인해 동아시아 담론 역시 활력을 잃고 담론적 속성이 약화된 이유가 크다.

다시 『당대비평』으로 돌아오자면 그 등장과 소멸은 시기적으로 국민의 정부

와 겹치는데,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동아시아 지역주의가 진전되었다면 『당대비

평』은 아래로부터의 대안적 지역화를 견인하는 한 축을 맡았다. 경제위기가 고

조되던 1997년 가을에 창간된 이래 창간호 특집 ‘자유와 평등을 넘어 사회적 연

대로’, 2호 특집 ‘새로운 공화국을 꿈꾸며’, 3호 특집 ‘다가온 신질서 축복인가 재

앙인가’, 4호 특집 ‘거대 금융 군단과 난쟁이들의 저항’을 연이어 기획하며 신자유

주의적 세계화에 맞선 지적 거점으로서 기능했으며, 5호인 1998년 합본호 특집으

로 ‘위기 속의 아시아, 국가ㆍ민족을 넘어 연대는 가능한가’를 기획해 경제위기에

따른 사회질서 변화를 일국 단위에서 대처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른바 세계화

의 함정에 맞서 지역적 연대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제3세계 민중 간의 연대를 도

모하고자 부심했다. 10호인 2000년 봄호에서는 ‘동아사아 지성의 고뇌와 모색: 지

구화와 내셔널리티 사이에서’를 특집으로 꾸려 저항적 민족주의도 예외일 수 없

는 민족주의에 잠재된 권력욕구를 추궁했는데, 임지현 외에 다른 필자들은 모두

인국의 지식인이었다.106)

특집호가 아니어도 『당대비평』은 인국의 지식인, 활동가의 목소리를 한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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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계의 공론장으로 전달하며 역내로부터 다원적 참조체계를 끌어들이려는 시도를

이어갔다. 특히 탈민족주의, 탈식민주의의 문제의식으로부터 일본에서 활동중인

지식인들에게 많은 지면을 할애했는데 김석범, 서경식, 강상중, 이효덕 등의 재일

조선인 지식인, 나카노 토시오, 도미야마 이치로, 사카이 나오키, 와다 하루키, 요

시미 순야, 우에노 치즈코, 우카시 사토시, 이와사키 미노루, 이타가키 류타 등의

비판적 지식인들이 『당대비평』에 글을 실었다. 이들 중 다수는 『당대비평』을

통해 한국어 잡지에 글을 처음 발표했다.

반면 『당대비평』의 창간부터 휴간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지식인으로서 글을

발표한 경우는 왕후이가 유일한데, 이 사실은 『당대비평』의 인적 네트워크를

반영하기도 하겠지만 당시 한국의 비판적 지식계에서 동아시아 담론이 어떤 사회

적 의제를 주목했고 어떤 지향성을 지녔는지도 짐작케 한다. 『당대비평』만이

아니라 2000년대 초중반부터 그린비, 논형, 동북아역사재단, 문학과지성사, 삼인,

소명출판, 역사비평사, 이산, 창작과비평사, 푸른역사 등의 출판사는 다양한 동아

시아 관련 시리즈를 기획했는데, 전반적으로 일본어 번역서가 중국어 번역서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또한 언어체계의 인접성으로 인해 일본어 번역이 보다 수

월하며, 일본 지식인들과의 학술 교류가 보다 활발했다는 사실 말고도 탈민족주

의, 탈식민주의의 문제의식에서는 제국-식민지의 역사 관계를 가진 일본의 지식

계와의 접점이 보다 넓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동아시아 관련 시리즈로 소개된

일본어 문헌은 국제정치, 경제, 문화 분야의 연구서보다는 역사서, 사상서, 비판이

론서가 주종이었음도 짐작할 수 있다.

『당대비평』에서도 8호 ‘우리 안의 파시즘’, 9호 ‘우리 안의 파시즘2’, 13호 ‘근

대와 식민주의 인식의 전복을 위하여’, 16호 ‘국민 만들기로서의 교과서’ 등은 중

국지식계보다 일본지식계와 논의 교환이 활발할 수 있는 주제였다. 그 중에서도

한국과 일본 지식인 간의 중요하고도 지속적인 의제는 역시 민족주의였다. 민족

주의 문제는 식민화와 근대화, 역사주의와 국민주의 등과 얽혀 있는 학적 난제이

며, 위안부 문제ㆍ친일파 청산ㆍ영토 분쟁ㆍ역사 분쟁과 닿아있는 현실상의 논제

106) 이 특집에는 임지현의 「한반도 민족주의와 권력 담론: 비교사적 문제 제기」 외에 왕후이
의 「세계화 속의 중국, 자기 변혁의 추구: 근대 위기와 근대 비판을 위하여」, 강상중의 「혼
성화 사회를 찾아서: 내셔널리티 저편으로」, 우카이 사토시의 「국민이란 무엇인가: ‘시민 캘리
번’ 혹은 에르네스트 르낭의 정신의 정치학」이 수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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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2001년 후소샤판 역사교과서 검정과 발행 그리고 이를 둘러싼 양국

시민사회 차원의 교과서 불채택운동처럼 사회적 동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논의의

동력을 공급받는다.

후소샤판 역사교과서 검정 문제가 비화되자 『당대비평』은 2002년에 ‘기억과

역사의 투쟁’이라는 특별호를 꾸려 발 빠르게 대응했다. ‘비판과 연대를 위한 동

아시아 역사포럼’의 명의로 「전유된 기억의 복원을 위하여」라는 머리글이 실렸

고, ‘한일 지식인의 대화: 죄의식과 부끄러움 사이에서’ ‘특집: 역사교과서 비판 -

내셔널 히스토리의 해체를 향하여’ ‘좌담: 동아시아 역사학의 반성 - 국민국가의

담 밖에서’가 이어졌다.

여기서 등장한 ‘비판과 연대를 위한 동아시아 역사포럼’은 일국사적 민족주의

사학을 비판하고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선 새로운 연대의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기치 아래 2000년 1월에 결성된 모임으로 한국과 일본의 비판적 역사 연구자들이

주축이었다. 이 포럼은 취지문에서 “국가에 의해 전유된 기억을 비판적으로 성찰

하고 해체하여 자율적 개개인의 밑으로부터의 연대를 구축하는 기억을 복원해야

겠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며 지향성을 뚜렷하게 밝혔다.107)

이 포럼의 주창자기도 한 임지현은 여러 논문을 통해 탈민족주의, 탈국사주의

에 관한 자신의 문제의식을 개진했다. 그의 기본적 논지는 민족주의를 국민 통합

과 동원의 이데올로기로 사용하는 동아시아의 국가권력은 겉보기에는 적대적이나

실상 내연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었다. 민족주의를 떠받치는 국사의 이론적 지

주는 공히 역사주의이며, 그로 인해 각국의 국사, 특히 제국의 국사와 식민지의

국사는 자국중심적 기술에도 불구하고 ‘적대적 공범관계’를 이루며, 동아시아의

민족주의는 서로를 배제하고 타자화하면서 동시에 서로를 강화하는 역설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108) 물론 이런 견해는 제국과 식민지가 겪는 역사 경험의 차이를

간과하며, 따라서 과거의 제국과 식민지였던 일본과 한국에서 역사 갈등이 지니

는 의미와 위상이 다르다는, 즉 비대칭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등의 비판을 받았

지만, 상호연관된 지역 단위로서의 동아시아 역사를 서술하는 시각을 제시했다는

107) 임지현‧이성시 편, 2004,「비판과 연대를 위한 동아시아 역사포럼 취지문」,『국사의 신화를 
넘어서』, 휴머니스트, 474쪽.

108) 임지현, 2004,「국사의 안과 밖-헤게모니와 ‘국사’의 대연쇄」,『국사의 신화를 넘어서』, 
휴머니스트, 22~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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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아울러 윤해동은 국민국가가 전유한 과거의 기억을 전복하고 민족주의를 넘어

선 민중 연대에 나설 것을 역설했다. 2002년 『당대비평』의 특집호에 발표한

「억압된 ‘주체’와 ‘맹목’의 권력 - ‘동아시아역사논쟁’과 국민국가」에서는 “민족,

국민, 국민(민족) 국가, 계급이 아닌 인간의 존재, 그 모든 것을 포괄하고 보편적

인간의 존재를 사유”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며 “각국의 시민사회 내에

서 의사소통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통하여 공공적 역사를 구성하려는 시도를

통하여, 인권과 평화에 기반한 동아시아 시민연대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109)

이러한 모색들은 분명히 인국으로 시야를 넓혔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일ㆍ한중과 같은 이항적 틀을 넘어 지역의 역사와 현실을 다각도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서 동아시아를 조형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뒤얽힌 역사로 말미암아 오히

려 각 사회 사이에 초래된 간극과 단절을 직시해야 할 필요성이 확인되었으며,

동아시아는 그 작업을 위한 인식적ㆍ방법적ㆍ실천적 지평으로 요청되었던 것이

다.

물론 동아시아 지식인들이 연대해 제국이 남긴 상흔, 국민국가가 가한 폭력을

성찰하려는 시도가 이때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니다. 가령 ‘동아시아평화인권 국제

회의’는 1997년 2ㆍ28사건 50주년을 기념해 타이완에서 ‘동아시아의 냉전과 국가

테러리즘’이라는 주제로 처음 개최된 이래 1998년에는 제주 4ㆍ3사건 50주년을

맞이해 제주도에서 제2회를 이어가 결과물이 『동아시아의 평화와 인권』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110) 그리고 1999년 제3회는 오키나와 나하에서, 2000년 제4

회는 광주항쟁 20주년을 맞이해 광주에서 개최되었으며 두 차례에 걸친 국제회의

의 결과물 역시 『동아시아와 근대의 폭력 1, 2』로 나뉘어 출간되었다.111) 이 국

제회의는 2002년 일본의 교토, 2003년 한국의 여수로까지 이어졌으며 동아시아의

비판적 지식인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함께 일궈낸 소중한 성과로 남았다.

109) 윤해동, 2002,「억압된 ‘주체’와 ‘맹목’의 권력 - ‘동아시아역사논쟁’과 국민국가」,『당대비
평』2002년 특별호, 41, 52쪽.

110) 제주4‧3연구소 편, 1999,『동아시아의 평화와 인권』, 역사비평사.

111) 정근식‧하종문 편, 2001,『동아시아와 근대의 폭력1』, 삼인; 정근식‧김하림‧김용의 편, 2001,
『동아시아와 근대의 폭력2』, 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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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러 출판사의 동아시아 관련 시리즈 등을 통해 다카하시 테츠야, 서경식,

서승, 고야스 노부쿠니, 니시카와 나가오, 고모리 요이치, 강상중, 요시미 순야, 마

루카와 테츠시, 이와부치 고이치 등 일본에서 활동중인 비판적 지식인들의 저작

들이 소개된 것도 탈민족주의ㆍ탈식민주의를 매개로 한 동아시아 담론의 지역화

에 자양분이 되었다.

아울러 이 시기에는 동아시아 관련 국제학술회의도 활발했다. 분야별로는 역사

학계에서 회합이 특히 빈번했다. 1993년 한림대학교에서 ‘17~19세기 동아시아 각

국에서 신국가 질서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회가 열렸을 때만 해도 역사학계

에서 드문 사례였으나 이 무렵에 이르면 동아시아라는 이름을 내건 관계사ㆍ비교

사 관련 토론회는 끊이지 않는다. 역사학계에서 동아시아는 공간적 차원만이 아

니라 시간적 차원에서도 다종의 연구과제와 결부되어 있다. 이 지역의 국가들은

한자·한문, 유교, 불교, 호적(율령) 등의 전통 자산뿐 아니라 19세기 후반부터 서

구적 근대에 강제적으로 편입된 역사 경험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분명 임진왜란,

조선통신사, 청일전쟁, 러일전쟁, 일본제국주의, 만주국, 중일전쟁, 8 15, 한국전쟁

등 조선근세사와 한국근대사의 주요 사건은 일국 단위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주제

다. 유용태는 동아시아 시각이 역사학계에서 갖는 유용성에 관해 국가사로 포착

하기 어려운 부분을 동아시아사의 틀에서 보완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112), 특히

한중일 범위에서 교류ㆍ대응ㆍ교역 등을 기본개념으로 하는 관계사 관련 학술대

회에서는 동아시아(내지 동북아)가 어김없이 키워드로 등장했다.

이처럼 역사학계에서 동아시아라는 키워드가 범람하게 된 것은 일단 1990년대

에 들어 민중사학이 퇴조하고 민족사의 학적 권위가 약화된 징후로 간주할 수 있

다. 또한 1990년대 역사학계에서 식민지 근대(성) 및 식민지 근대화를 둘러싼 논

의가 고조된 사정도 동아시아라는 지역 수준의 분석틀이 도입되는 데 기능했다.

1980년대 말까지는 기존 내재적 발전론의 연장선상에서 식민성과 근대성 또는 식

민화와 근대화의 논리적ㆍ역사적 양립불가능성을 주장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

나 1990년대에 들어 근대의 다종성을 인정하는 ‘복수의 근대’(multiple

modernities) 개념이 유효성을 획득하며 식민지 근대(성)론은 일부 경제사학자와

112) 유용태, 2006,『환호 속의 경종: 동아시아 역사인식과 역사교육의 성찰』, 휴머니스트, 
481~482쪽.



- 72 -

소수 해외 한국학자들의 논의를 넘어 한국근현대사 연구의 주요 쟁점이 되었다.

더불어 1990년대 역사연구의 대상과 방법의 전환도 기록해둘 사항이다. 사회사

학계와 서양사학계에서 논의되던 새로운 역사학 방법론은 1990년대 중후반에 이

르자 한국사 연구에도 본격 도입된다.113) 이것이 한편으로는 ‘식민지 근대(성)’론

과 결부되어 식민지 수탈론에서 벗어나 문화사적 관점에서 식민지기를 다루려는

연구가 대거 등장했으며114), 탈식민주의ㆍ하위주체성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기억 연구는 구술사 등의 방법론을 전유해 디아스포라, 여성 주체, 식민화, 전쟁,

폭력, 분단 등의 주제들과 결합되며 시야를 지역으로 확장해갔다.115)

이처럼 동아시아라는 지평에서 한국사를 되돌아보는 데서 큰 역할을 맡은 잡지

는 『역사비평』이다. 『역사비평』은 1987년 창간된 이래 국수적 한국사를 반성

하고, 한국근현대사에 대한 학문적 논쟁을 제기하고, 역사문제 인식의 사회적 저

변을 넓히고자 애써왔다. 이는 『역사비평』을 발행하는 역사문제연구소의 한국

사 연구자들 가운데 근현대사 연구자가 다수고, 역사문제연구소가 사회학ㆍ정치

학ㆍ문학 등 다양한 전공자로 구성되었다는 특징과 무관하지 않았다.

1990년대 들어 『역사비평』이 동아시아 차원의 역사와 현실에 특집 형태로 관

심을 내보인 첫 번째 주제는 1994년의 ‘동아시아 경제권의 향방과 통일한국’이었

다. 여전히 통일이라는 민족 차원의 과제를 앞세우기는 했지만 대동아공영권, 중

화경제권, 동북아경제권 등을 분석단위로 삼아 통일한국의 의의를 지역 차원에서

조명했다. 이후 『역사비평』은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 정치환경의 변화를 지

속적으로 시야에 두면서도 식민ㆍ제국ㆍ냉전체험 등의 동아시아 근현대사에 관한

접근을 이어갔다.116) 비록 특집명에 동아시아가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제국주의의

113) 일상사·심성사·문화사 언어로의 전환 등 사회사 이후 구미 역사학의 동항을 한국에 소개한 
대표적 서적으로는 안병직 외, 1998,『오늘의 역사학』, 한겨레신문사 참조.

114) 김백영, 2004,「대중의 눈을 통한 ‘근대’의 재발견」,『창작과비평』125호 참조.

115) 하지만 하세봉은 역사학계에서 동아시아를 무대로 등장한 연구들과 동아시아 담론은 큰 관
련이 없다고 평가한다. 동아시아에 관한 역사학 논문이 동아시아 담론 관련 문헌을 인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동아시아사에 관한 연구가 동아시아 담론에 파급 효과를 낳았다는 흔적을 
찾기도 어렵다는 것이다(하세봉, 2008,「동아시아 역사상, 그 구축의 방식과 윤곽」,『역사학
보』200호, 7쪽).

116) ‘특집l: 격변하는 동북아와 한반도의 선택’(33호), ‘특집: 서양 제국주의의 형성과 동아시
아’(35호), ‘특집: 21세기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선택’(53호), ‘기획1: 동아시아의 성과 씨’(53호), 
‘쟁점: 동아시아의 신식민주의’(63호), ‘특집2: 동북아의 재편과 일본의 선택’(72호), ‘기획: 동아
시아의 지식인’(87·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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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통치의 성격 비교’(30호), ‘사회진화론 수용의 비교사적 검토’(34호) 역시 동아

시아를 비교의 장으로 도입한 시도였다. 그리고 1998년부터 2001년에 이르기까지

는 ‘일본 내셔널리즘과 한국인식’(46호), ‘일본 천황제와 과거청산’(50호), ‘일본 우

경화의 재해석’(55호)을 배치해 현실적 문제의식이 강하게 투영된 일본 관련 기획

을 이어갔다. 2000년대 중후반에 이르면 ‘탈중심의 동아시아사 글쓰기’(79호), ‘동

아시아 속의 변경’(83호)을 특집으로 삼아 한중일이라는 국가 단위의 동아시아상

에 함몰되지 않고 주변의 원심력을 시야에 두고는 다원적 동아시아상을 구상했

다.

이 시기에는 역사연구만이 아니라 문화연구의 활성화도 동아시아 담론의 지역

화를 촉진했다. 2000년대에 들어 한국의 대학에서는 문화컨테츠학과, 문화예술경

영학과, 문화관광학과, 문화철학학과, 문화엔터테인먼트학과처럼 소위 ‘문화’를 이

름으로 내건 학과가 다수 개설되었다. 하지만 유사 학부의 범람 자체는 문화연구

의 상업적 붐을 반영할 뿐 문화연구가 애초 지향하던 비판적인 통합학문적 실천

과는 거리가 멀다. 권경우는 이런 현상을 두고 “한국에서 문화연구의 제도화는

인문학의 분과학문의 위기를 모면하는 포장술로 사용되거나,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대학의 상업적 전략으로 선택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117) 그리고 이

시기 문화연구의 활성화는 영미권의 최신 이론을 재빠르게 가져다 사용하는 식민

지적 아카데미즘과 대중문화의 소비와 유희적 요소로 관심이 치우친 포퓰리즘에

기인한 바도 크다.

그러나 문화 연구는 비판이론의 현장이자 지적 식민주의에 가장 민감한 영역이

기도 하다. 특히 동아시아 담론의 견인 요소였던 학문적 주체성에 관한 문제의식

은 동아시아 담론과 문화연구의 가교 역할을 했다. 동아시아 문화연구에서는 동

아시아를 일종의 문화구성체로서 포착해 미국 중심의 전지구화ㆍ문화적 균질화에

맞서 동아시아의 특수한 근대성을 주목하거나 평화 공존을 위한 동아시아 문화교

류의 다원화 방향을 모색하는 시도들이 이어졌다.118)

또한 이 국면에서는 국내학술계의 매체만이 아니라 다국어 잡지의 역할도 거론

해야 할 것이다. 아시아 학자들이 주축이 되어 1993년부터 듀크대학에서 발간하

117) 권경우, 2005,「한국 문화연구의 제도화와 과제」,『문화사회』창간호.

118) 백원담, 2006,『아시아 문화연구를 상상하기』, 그린비, 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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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작한 『포지션스Positions』는 아시아 각국의 문화정체성을 조명하는 특집

들을 이어갔다. 2000년 창간된 아시아 문화연구자들의 공동학술지 『인터-아시아

문화연구Inter-Asia Culture Studies』는 창간취지문에서 “비판적인 아시아 주체

(성)들의 구성 및 재구성을 향한 부단한 운동의 일부로서 자리매김한다”고 선언

했으며 여성주의, 섹슈얼리티, 대중문화, 중화주의, 미디어 같은 아시아의 정치적

ㆍ경제적ㆍ문화적 쟁점들을 폭넓게 다뤘다. 1999년 창간된 다언어 국제저널인

『흔적Traces』은 창간호 서문에서 “지정학적으로 특수한 장소들에서 생산되는

지식 내부의 초국적 연계성과 지구적 흔적들에 주목하고, 이론들이 다른 지점들

에서 실행될 때 어떻게 그 실질적 효과들이 바뀌는지 탐구하는 것이다”라며 활동

방향을 천명했으며, 이후 아시아를 비롯한 주변부의 식민지 근대를 관통하는 언

어와 폭력, 이주와 기억의 문제들을 다루며 ‘번역의 연대’를 모색했다.119)

실상 문화연구는 동아시아의 문화적 동질성에 기반하던 문학과 철학 분야에서

의 논의가 위축된 이후 역사학과 더불어 인문학에 남아있는 얼마 안 되는 동아시

아 담론의 영토였다. 그 지점에서 동아시아 문화연구가 지니는 중요한 의의라면

문학, 철학 분야와 달리 국가 단위 혹은 문명권으로 표상되던 동아시아라는 지역

상을 분절해 주체의 단위, 문제의 단위로 재구성하려 했다는 점을 거론할 수 있

다. 아울러 기존의 동아시아 담론에서는 간과하기 십상이었던 타이완ㆍ홍콩ㆍ싱

가포르ㆍ태국 등의 지역을 아시아 문화의 혼성성이라는 각도에서 조명했다는 점

도 주목할 대목이다.

정리하자면 이 시기는 동아시아 담론의 위로부터의 지역주의화와 아래로부터의

지역화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한국지식계에서 생산되고 유통되고 소비되는 내수

용에 머물지 않고 동아시아 담론이 지역적 담론으로서 기능성을 갖추고 또한 현

실성을 검증받아야 하는 때에 이른 것이다.

119) 위의 책, 94~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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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아시아 담론의 쇠퇴 : 2000년대 중반

국민의 정부에 이어 2003년 참여정부가 출범했다. 이 시기 동아시아 담론의 성

격을 결정하는 관건적 요인은 동북아시대구상을 비롯한 참여정부의 지역주의 정

책이며, 그런 점에서 이 시기는 동아시아 시각의 정책화기로 명명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리고 후술하겠지만 그 이유에서 역설적으로 동아시아 담론의 쇠퇴기이기

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남북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한반도의 차원을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으로 넓혀야 한다”는 목표 아래 대통령선거 캠페인에

서 한국을 “동북아의 질서를 주도하는 중심국가”로 만들겠다는 핵심공약을 내걸

었다.120) 햇볕정책을 기조로 한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지

역구상을 제시한 것이다.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을 8대 주요국정과제의 하나로 확정했으며121), 2003년 2월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국정토론회에서 노무현 당선자는 동북아중심국가건설이

“단순히 경제적인 차원 이상의 것”으로서 “적극적으로 지역질서를 주도하고, 수

평적으로 대등하게 참여하는 ‘주도의 역사’, ‘자주의 역사’를 만드는 측면이 있다”

고 강조했다.122) 그리고 2003년 3월의 대통령 취임사 「평화와 번영과 도약의 시

대로」에서 ‘동북아시대’를 참여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이자 국가발전의 장기전략으

로서 제출했다.

이러한 참여정부의 동북아시대구상은 국민의 정부 시기의 지역주의 구상과 비

교하건대 먼저 지역상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참여정부의 지역주의 구상에서는 동

아시아가 아닌 동북아가 핵심 개념으로 등장했다. 국민의 정부기에는 아세안+3라

는 지역 범위로서 동아시아가 빈번히 거론되었지만, 참여정부기에는 국익의 심화

와 확장을 위한 전략적 단위로서 동북아가 부각되었다. 한반도를 탈피해 행동반

경을 넓히되 한국의 국가안보에 실질적이고도 일차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

120) 2002년 9월 10일 노무현 후보의 아시아 유럽 프레스 포럼 연설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워한 새로운 질서」,『문화일보』2002년 9월 10일.

121) 「인수위, 8대 국정과제 사실상 확정」,『한국일보』2003년 1월 6일.

122) 「노당선자 仁川토론회 ‘동북아시대는 한국주도의 미래’」,『서울신문』2003년 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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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들을 아우르는 범위에서 지역상을 설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동북아시대

구상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학술계의 담론을 적극 흡수해 동북아시대위원회와

동북아역사재단을 설립했다.123)

이 시기 동아시아 담론은 사회과학자들이 주도했는데, 이전 시기와 달리 지식

계에서 새로운 동아시아적 시각이 제기되기보다는 정부가 선도적으로 제시한 지

역구상의 현실성을 검증하는 내용들이 주종을 이뤘다. 특히 참여정부의 지역구상

명이 ‘동북아중심국가’ ‘동북아경제중심국가’ ‘동북아시대’를 오가며 혼란을 빚는

동안 학자들 사이에서는 해석이 분분했다. 잠시 통계적 추이를 살펴보면, 2002년

부터 2003년까지 동북아를 표제어로 취한 논문들 가운데 경제중심, 비즈니스중심

의 형태로 ‘중심’이라는 개념이 논문명에 등장한 경우는 2002년 53편 중 9편,

2003년 86편 중 22편, 2004년 78편 중 10편에 이른다. 반면 같은 시기인 2002년부

터 2004년까지 동아시아를 표제어로 취한 논문들 가운데 경제중심, 비즈니스중심

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경우는 한 차례도 없다. 여기서는 당시 동북아 연구가 참

여정부의 지역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았으며, 동북아라는 지역상 역시 지역정책을

구현하는 취지를 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005년 이후로는 참여정부가

끝나는 2007년까지 동북아 표제어 등장 논문들에서 경제중심, 비즈니스중심이 논

문명으로 함께 거론된 경우는 단 두 차례에 불과하다. 양상은 달라졌지만 여기서

도 당시 동북아 연구가 지역정책에 크게 좌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참여정부기의 전반부에 논란이 된 것은 동북아균형자 구상이었다. 이를

두고 학계, 논단, 저널리즘에서 타당성과 현실성을 두고 논의가 오갔으며 시민단

체들 사이의 충돌로 비화되기도 했다. ‘자유지식인선언’은 “동북아균형자론은 한

미동맹을 해체시킬 위험이 있다”며 강력히 경고했지만,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한국의 균형자 역할이 동북아 평화정착의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 표출되었다.124) 특히 동북아균형자론을 둘러싼 논의가 이

념적 공방의 양상으로 치달은 것은 동북아균형자 구상과 한미동맹의 양립성이 쟁

123) 동북아시대위원회는 대통령자문위원회로서 신설된 것이지만, 동북아역사재단은 동북공정 등 
한중간의 역사갈등에 대처하기 위해 2004년 3월 설립되었던 고구려역사재단을 일본과의 역사
갈등 등을 아우르며 동북아 역사에 관한 전문연구와 정책연구를 병행하도록 2006년 8월 확대
개편한 것이다.

124) 「‘동북아 균형자론’ 시민단체서 찬반논란」,『문화일보』2005년 4월 8일.



- 77 -

점으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가령 김영호는 동북아균형자론이 한미동맹에 부정

적 영향을 끼칠 테니 오히려 한미안보공동선언을 채택하자고 제안했고125), 김우

상은 한미동맹에 기대어 한국이 중국, 일본, 러시아와 대등한 협력외교를 펼 수

있었는데 참여정부의 자주외교론은 한국을 고립으로 내몰 것이라고 비판했다.126)

반면 김기정은 동북아균형자론이 세력균형체제의 재편을 꾀하는 균형자론이 아니

라 동북아 협력질서의 창출을 위한 균형외교론이기 때문에 동북아균형자론과 한

미동맹은 양립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보였다.127) 박영준은 동북아균형자론에 근거

해 한국이 동북아에서 평화번영질서를 창출하는 데서 적극적 역할을 해내려면 한

미동맹과 함께 협력적 자주국방정책을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128) 문

정인은 동북아균형자론과 한미동맹은 모순관계가 아니라 보완관계가 되어야 한다

며, 이를 위해서는 다자안보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129)

이밖에도 참여정부 초기에 논란이 되었던 동북아중심국가의 개념적 모호성으로

부터 중반기의 동북아시대구상과 한미FTA의 양립가능성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제시한 지역구상을 두고 학계에서 논란이 뜨거웠는데, 그로써 동아시아 담론의

문제의식이 구체화될 수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문제의식이 제약된

측면도 있었다. 아울러 이 시기에는 지역 수준에서 국익의 최적화를 꾀하는 국가

론도 정책학 연구로서 대거 제출되었는데, 이 또한 동북아균형자론이 지닌 문제

의식의 자장 안에서 펼쳐진 시도였다. 그 연구들은 대체로 강국들의 주변에 위치

한다는 한국의 지정학적 특징으로부터 한국의 입지를 다지는 논리를 취하고 있었

다. 그리하여 정책학적 관점에서 동아시아 담론이 흡수되었을 때 한국은 동아시

아에서 가교 역할을 맡는 국가로서 상정되곤 했다. 중추교량국가(hub bridge

state), 가교국가(bridge building state), 중견국가(middle state), 거점국가(hub

state), 협력국가(cooperation-promoting state) 등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중간자 내지 가교 역할의 발상에서 제출된 국가상들이다.130)

125) 김영호, 2005,「동북아균형자론 이렇게 본다」,『조선일보』2005년 4월 6일.

126) 김우상, 2005,「무모한 탈3국 동맹론, 고립만 부른다」,『조선일보』2005년 3월 24일.

127) 김기정, 2005,「동북아 균형자론의 국제정치학적 의미를 중심으로」,『국가전략』34호.

128) 박영준, 2006,「‘동북아균형자’론과 21세기 한국외교」,『한국정치외교사논총』28집 1호, 
186쪽.

129) 문정인, 2005,「동북아균형자역할론」,『조선일보』2005년 4월 11일.

130) 최영종, 2003,『동아시아 지역통합과 한국의 선택』, 아연출판부, 181쪽.



- 78 -

그리고 이 시기에는 학진을 통한 연구 지원, 동북아시대위원회ㆍ통일부 등 정

부기관의 연구 수주, 외교안보연구원ㆍ국방연구원ㆍ대외경제정책연구원ㆍ통일연

구원 등 정부 산하 연구기관의 프로젝트 등을 통해 동아시아 관련 연구가 정책적

으로 육성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학들과 소속 연구소들은 동아시아 연구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었고 수많은 프로젝트가 기획되고 국제회의가 열렸다.131)

대표적 수혜자는 한류 담론이었다. 참여정부는 2003년 출범과 함께 ‘문화산업

강국의 실현’을 12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문화산업을 대폭적으로

지원한다는 정책구상을 발표했다.132) 그리하여 같은 해 한국 대중문화의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 문화행정혁신위원회 산하에 ‘한류문화 TF팀’이 구성되어 중화

권에 거점별 한류기지를 구축하고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을 설립하는 등의 정책

방안이 마련되었다.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은 매해 한류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문화산업포럼을 개최하고 한류 관련 각종 현지조사사업도 담당했다.133) 또한 문

화관광부 중심의 한류자문위원회를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100여명으

로 구성되는 한류확산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여기에는 문화산업 종사자들과

더불어 문화연구자, 지역연구자가 다수 참여했다. 이 자문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2006년에는 『한류의 세계화 전략』이라는 보고서가 작성되었고, 여기에 국가정

보원까지 가세해 『한류의 경제적 활용실태 및 보완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내놓

기도 했다.

한류 담론은 이와 같은 정부의 지원책으로 빠르게 성장했으며 정부의 지원책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한류 관련 논문을 찾아보면 참여정부의 등장과 시기를 함께

해 2003년부터 대거 등장한다. 정책에 따라 연구 영역이 구축된 대표적 사례다.

그리하여 일각에서는 문화의 상품가치를 극대화하려는 경제주의적 관점이 창의성

과 자율성을 근간으로 하는 문화의 근본적 속성과 배치된다며 한류 담론, 한류

131) 이동연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정부로부터 참여정부에 이르는 1999년부터 2006년까지 학
술진흥재단에서 지원한 국내대학중점연구소지원현황을 보면 총 55개 지원연구소 가운데 동아시
아와 연관된 명칭을 사용하는 연구소는 12개에 이르고, 동아시아(아시아 포함) 관련 주제에 지
원한 과제들은 55개 지원연구소 중 15개나 차지했다(이동연, 2007,「동아시아 담론 형성의 갈
래들」,『문화과학』52호, 99쪽).

132) 김정수, 200,「‘한류’ 현상의 문화산업정책적 함의: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해외진출과 정부의 
정책지원」,『한국정책학회보』11호, 9쪽.

133)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 2005,『한류확산을 위한 동남아 한국문화상품 소비자 및 정책조사 
보고서』.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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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시야를 넓혀보면 한류 담론뿐 아니라 동아시아 담론 전반이 후원담론화의 폐해

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 참여정부 시기에 등장한 지역 정책은 장기적 구상보다

단기적 과제에 무게가 실렸으며, 그 여파로 학계에서는 짧은 호흡으로 비슷한 내

용을 찍어내다시피 양산한 연구들이 쏟아졌다. 또한 재정적 지원을 받기 위해 자

율적인 연구주제를 후순위로 미루거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동아시아 연구의

방향을 설정해 동아시아 담론이 관변화되는 부작용이 따랐다. 그러나 이보다 본

질적인 문제도 겪게 되었다. 첫째, 한국중심적 한류 담론이 타국에서는 기대만큼

의 호응을 거두지 못하고, 동북아 관련 정책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사실상 용도

폐기된 사례에서 드러나듯 ‘현실주의적’ 동아시아 담론은 한국의 현실을 벗어나면

현실성을 상실하는 내수용 담론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생겼다. 둘째, 동아시아를

국가간 전략이 충돌하는 공간으로 상정하고 그 안에서 국익을 확보하고자 경합한

다는 관념에 기반한 동아시아 시각은 담론을 현실화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동시에

국가에 대한 비판적 거리를 상실케 만드는 이중적 작용을 했다.134)

동아시아 담론이 소위 거점론으로 수렴되어간 양상은 이러한 두 가지 폐단을

압축해 보여준다. 거점론은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의 경계국가나 중진

국이 공통으로 욕망해온 관문이다. 거점론은 국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자국을

중심에 위치시키는 지역상을 구도해내지만, 그 지역상이 타국으로부터 공감을 이

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렇다면 거점론은 지역적 현실로부터 유리되어

현실성을 잃고 말 것이다.

그런데 참여정부기의 후반으로 접어들면 동아시아 담론의 정책화 경향이 수그

러든다. 그것은 학계에서 동아시아 담론의 변질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힘을 입어

서라기보다 정계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 탓이었다. 먼저 2004년 3월 야당의원

들이 국회에서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며 5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기까지 국정 공백이 발생했다. 국정으로 돌아온 노무현 대통령은 동북아구

상의 중심축을 경제중심구상에서 지역협력구상으로 되돌려놓기로 결심해 6월 동

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는 동북아시대위원회로 개편되고 동북아시대구상은 추진

134) 이정훈, 2007,「비판적 지식담론의 자기비판과 동아시아론」,『중국현대문학』41호,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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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회복한다.

그러나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2005년 5월 동북아시대위원회의 진로에 치명적

타격을 입히는 소위 ‘행담도 사건’이 발생한다. 행담도 사건이란 행담도라는 서남

해안의 휴양지 개발에 투자 의향을 보인 싱가포르 국유기업의 자회사를 지원했다

는 이유로 외국인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던 위원회의 위원장과 기조실장이 기소

된 사건이다. 1심에서 둘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기조실장은 직

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미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

다. 그러자 보수언론은 이 사건을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비리로 몰아갔으며, 마땅

한 단서가 드러나지 않자 비난의 화살은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위원회로 옮겨가

위원회가 월권을 행사한다며 참여정부를 ‘위원회 정부’ ‘로드맵 정부’라고 비판했

다. 동북아시대위원회도 이 사건의 여파로 동력을 잃게 된다. 집권 초 해당 우수

인력을 파견했던 부처들이 파견공무원을 복귀시켜 동북아시대위원회는 부처들과

의 효율적 협력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졌다.

행담도 사건이 동북아시대위원회라는 조직의 와해를 야기한 계기였다면, 한미

FTA는 동북아시대구상의 근간을 뒤흔들었다. 2005년 9월부터 한미FTA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동북아시대구상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그리고 2005

년 11월 경주에서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을 전후로 한미FTA 추진 움직임이 탄력

을 받더니, 2006년 1월 워싱턴에서 열린 장관급 전략대화에서 한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양해해준 이후 2월 워싱턴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롭 포

트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한미FTA 협상개시를 공식선언했다. 주한미군의 전

략적 유연성에 대한 전격 수용과 한미FTA 협상은 한국 외교정책의 중점이 동북

아균형자에서 한미동맹으로 급격하게 전환되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이후 참여 정부의 동북아시대구상은 추진력을 잃고 동아시아 담론 역시 후원담

론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자 방향을 잃고 표류한다. 동아시아 관련 학술연구가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참여정부기에는 국제정치학 분야의 연구물로 편중되는 경

향이 뚜렷했으며, 1990년대 중후반처럼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가로지르는 논의를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물론 전공을 달리하는 지식인들이 잡지를 매개해 벌이는

논쟁이 줄어든 것은 동아시아 담론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소위 인문학의 위

기와 잡지 매체의 퇴조가 겹쳐진 데 따른 지식계의 일반적 풍경이었으나 동아시



- 81 -

아 담론의 경우는 1990년대에 그 확산이 빨랐던 만큼 퇴조 양상이 도드라졌다.

한편 2005년은 동아시아 담론과 관련해 특기할 만한 해였다. 우선 [표1-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관련 특집이 가장 많이 기획되었다. 여기에는 논란이 뜨거웠던

동북아시대구상의 여파가 크다. 또한 2005년에는 9ㆍ19공동성명을 통해 6자가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공약”하고 “동북아의 안

보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과 수단을 모색하기로 합의”한 해이기도 하다.135) 하지

만 매스컴에서는 주로 ‘동아시아 역사 갈등’ ‘동아시아 영토 분쟁’이라는 형태로

동아시아가 ‘충돌의 장’으로 묘사된 해였다. 한국 근현대사에 비춰봐도 을사조약

100주년, 해방 60주년, 한일조약 40주년 등 일본과의 관계를 되돌아볼 국면이었는

데 이 해에는 반일시위가 격발했다. 역사교과서 문제와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

로 한국과 중국에서 반일정서가 격앙되었는데, 일본 언론은 이를 괜한 내정 간섭

처럼 보도해 사태를 악화시켰다. 그리고 한동안 일본과 한국, 중국 사이에서는 역

사인식의 시각차, 온도차를 실감케 하는 사건이 이어졌다. 한편 2005년에는 한중

일 삼국의 역사 연구자들이 협력해 동아시아의 근현대사를 다룬 『미래를 여는

역사』136)가 간행되기도 했다. 비록 국가 단위의 기존 기술방식으로부터 자유롭

지 못했지만, 동아시아 학술 연대의 실질적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컸다.

그리고 2006년에는 ‘동아시아의 연대와 잡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창작과비

평』창간 4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이 열렸다. 취지문은 “중국, 대만, 일본과 한

국의 주요 비판적 잡지 편집인들이 참석하는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동아시아 질서

의 변화와 자국 개혁의 연관성, 평화와 공동번영의 동아시아공동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의 과제를 고민하고, 상호 연대와 협력을 통해 실천적 네트워크를 구축

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137)라고 밝히고 있는데, 네 나라의 비판적 잡지 편집진

들이 모여 동아시아 지역통합, 평화구축, 진보적 시민사회 형성, 지식인 연대 등

을 두고 논의를 주고받았다. 이것은 창비 진영이 1990년대 초반부터 견지해온 대

안적 동아시아 시각이 비판적 잡지 간의 연대라는 형태로 일단의 결실을 맺은 자

리라고 말할 수 있다. 이후로도 ‘비판적 잡지 회의’라는 명칭으로 동아시아의 잡

135) 「6者합의 이행案 마련 착수」,『한국일보』2005년 9월 29일.

136) 한중일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 2005,『미래를 여는 역사』, 한겨레신문사.

137) 창비‧세교연구소, 2006,「창작과비평 창간 4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취지문」,『동아시아의 
연대와 잡지의 역할』,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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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간 교류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2006년에는 문예예술인이 주축이 된 최초의 아시아 문예지 『아시아』(도

서출판 아시아)가 창간되었다. 『아시아』는 한중일 중심의 기존 동아시아상에서

탈피해 동남아와 중동 등지로 시야를 넓혔으며, 특히 문학과 주변성에 초점을 맞

췄다는 점에서 당시 늘어가던 동아시아 관련 전문학술지와는 뚜렷하게 차별화되

었다. 한글 원고와 영어 원고를 함께 수록하는 점도 특징이다. 그리고 같은 해 동

아시아 연대운동 관련 백서가 처음으로 발간되기도 했다.138)

그러나 이 시기는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지식계에서 잡지의 영향력이 퇴조하고,

특히 운동색이 짙던 잡지들이 하나둘씩 사라진 시기기도 했다. 1990년대에 등장

해 담론적 실천을 펼쳐나가던 계간지들은 갈수록 재정난이 심각해지고 온라인 포

퓰리즘의 위력에 밀려 입지를 잃어갔다. 몇몇 잡지는 재정난의 돌파구로서 제도

권 학술지가 되는 길을 택했지만, 그 길로 향할 수 없던 비평지는 점차 명멸해갔

다. 1997년 창간된 『현대사상』은 3년 만인 2000년 봄호로 종간했다. 1988년에

창간된 『사회비평』은 이후 휴간과 재창간을 거친 끝에 2003년 종간했다. 『전

통과현대』도 창작 6년 만인 2003년에 종간했다. 1999년에 창간되어 소위 ‘전투적

글쓰기’에 기반해 전체주의와 국가주의를 비판하고 사회적 소수자를 주목하던

『아웃사이더』는 20호를 끝으로 2004년 종간했다. 이듬해인 2005년 1월에는

『인물과사상』이 33호를 끝으로 종간했다.139) 그리고 『당대비평』도 2005년 봄

특별호 ‘불안의 시대, 고통의 한복판에서’를 끝으로 잠정 휴간했다.

강준만은 『인물과사상』종간호의 머리말 「인터넷시대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인터넷 시대의 명암을 조명해 종간사를 대신했다. 거기서는 “인터넷이 활자매체

의 목을 조르고 있다”며 “신속성과 영향력, 만족도 등 모든 면에서 책은 인터넷

의 경쟁상대가 되질 않는다. 지난 몇 년 간 그 이전과는 달리 시사적인 이슈를

다루는 책이 대중의 호응을 얻은 건 거의 없다. 특히 정치 분야가 그렇다. 『인물

과사상』은 그런 세상의 변화에 순응하기로 했다”며 쓰라리게 토로했다.140) 『인

물과사상』의 초판 발행 부수는 1만부에 육박했으나 종간호에 이르러서는 2천부

138) 서남포럼 엮음, 2006,『2006 동아시아 연대운동단체 백서』, 아르케.

139) 『인물과사상』은 이후 월간으로 재발행되지만 “성역과 금기에 도전한다”는 문제제기적 성
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140) 강준만, 2005,「인터넷시대의 커뮤니케이션」,『인물과사상』33호, 인물과사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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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못 미쳤다.

동아시아 담론은 1990년대 초중반의 ‘잡지의 계절’에 부흥했다. 그 계절의 끝과

운명을 함께하지는 않았지만 활력을 잃고 지향성도 변해갔다. 물론 다른 여러 학

술적 논의도 잡지계의 위기와 함께 침체를 겪었지만, 동아시아 담론은 지향성이

모호하고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특징으로 인해 부침이 더욱 뚜렷했다. 즉 지식계

의 활발한 논의로부터 문제의식을 공급받고 조정되어가야 담론적 생명력을 유지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후원담론으로 육성되는 과정에서 담론적 탄력성을

잃고 담론의 지향성이 굳어가더니 후원담론의 자리에서 밀려나자 담론적 지위마

저 잃게 될 위기에 놓였다.

물론 담론적 파급력이 약화되었다고 해서 동아시아 시각의 시효도 만료된 것은

아니다. 특히 이 시기 이후로도 한반도 문제와 결부된 동아시아 시각은 한반도

문제와 더불어 지속되었고 이론적 진전을 거듭했다. 그 동향에 관해서는 4부에서

다루기로 하자. 또한 이 시기는 오히려 동아시아 시각이 학계에서 뿌리내린 시기

였다고도 평가할 수도 있다. 참여정부기에 동아시아를 잡지명으로 내건 학술지는

『동아시아 : 비교와 전망』(동아대학교 동아시아연구원, 2003년 창간), 『동아시

아문화학회』(동아시아문화학회, 2004년), 『동아시아물류동향』(부산발전연구원,

2003년), 『동아시아브리프』(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지역연구소, 2006년), 『동아

시아불교문화』(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07년) 등 다섯 종이 창간되었다. 동북아

내지 아시아, 아태와 같은 지역명을 포함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나 『동북아관광

연구』(동북아관광학회, 2004년), 『동북아법연구』(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07년), 『동북아역사논총』(동북아역사재단, 2004년), 『동양문화연구』(영산대

학교 동양문화연구원, 2007년), 『동양정치사상사』(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02

년), 『아시아문화연구』(경북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05년), 『아시아아동복지연

구』(대한아동복지학회, 2003년), 『아태시대』(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타,

2002년), 『아태연구』(위덕대학교 아시아태평양연구소, 2002년), 『아태쟁점과 연

구』(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타, 2006년) 등 열다섯 종에 이른다. 이 가운데

『동북아역사논총』과 『동아시아물류동향』을 제외하면 모두 대학 연구기관이나

학회가 발행한 것들이다. 동아시아 담론의 전개를 이끌어온 계간지가 힘을 잃었

지만, 학계에서는 동아시아 관련 전문연구지가 부쩍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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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기에 창간된 동아시아 관련 전문연구지는 대체로 사회과학계의 산물이

었다. 한편 인문학계에서는 동아시아학 설립을 제창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004년

임형택은 동아시아학부의 제도화를 거론했고141), 2007년에는 한기형이 동아시아

적 시각에 근거한 한국학을, 백영서가 동아시아한국학을 주창했다.142) 이들의 문

제의식은 단지 지역학의 하위 영역으로서의 동아시아학이 아닌 분과학문 간의 경

계를 극복하는 대안적 학문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아시아공

동학위과정 건설을 위한 인터아시아문화연구학회 컨소시엄 구성이 합의된 결과

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에 인터아시아 문화학과가 신설되었다.143)

그러나 전문연구지가 다수 등장하고 관련 논문이 대거 양산되고 학과가 신설되

었더라도 동아시아 담론이 부흥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동아시아 담론은 지향

성이 불분명한 까닭에 학제적 성격을 띠고 논쟁적 요소를 지닐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그 점이 1990년대에 담론화의 촉진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서면 관련 매체와 논문의 종수는 늘어나지만 동아시아 시각의 사정권은 되레

좁아지고 정치성도 약화되고 논쟁도 사라진다. 국제정치학과 국제경제학에 치우

친 연구의 활황은 연구 주제의 전문화, 방법론의 도식화, 인문적 성찰의 부재를

대가로 치르고 있었다. 달리 말해 ‘담론의 기술화’(technologization of discours

e)144)가 진행되며 특정 목적에 따라 전문가 집단만이 담론을 가공해내는 양상이

심화되었다. 그리하여 학계 일부에서 동아시아 관련 논문은 늘어났지만 학제간

논의는 형성되지 않고 사회적 반향도 크게 줄었다. 동아시아론ㆍ동아시아 담론을

주제로 삼은 특집 기획도 계간지에서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141) 임형택, 2004,「한국문학연구자는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고전문학연구』25호.

142) 한기형, 2007,「대동문화연구원의 현재와 미래:동아시아적 시각에 의한 한국학의 재정립」,
『대동문화연구』60호; 백영서, 2007,「인문학국학이 나아가야 할 길: 이념과 제도」,『한국학
연구』17호.

143) 인터아시아문화학과는 2014년 국제문화연구학과로 개칭되었다.

144) Fairclough, N., 1995, Media discourse, London, Edward Arn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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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담론 이행의 결과 - 내포와 외연

(1) 동아시아 연구의 추이

이상으로 동아시아 담론의 형성, 이행, 분화 과정을 살펴봤다. 이제 그 윤곽을

시각적으로 선명하게 통계 조사를 시행해보자. 먼저 동아시아 내지 동북아가 표

제어로 들어간 논문을 토대로 양적 추이를 살펴보겠다. 이제까지 동북아론을 동

아시아 담론 안에 포함시켜 다뤘지만 여기서는 동아시아라는 지역상의 용례를 보

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동북아와 견줘보려는 것이다. 물론 동아시아와 동북아

가 표제어로 들어간 논문만을 취한다면 동양, 동아, 아태가 표제어로 등장한 논문

처럼 동아시아 담론의 반경 안으로 들여야 할 데이터가 누락될 소지가 있다. 다

만 동아시아, 동북아를 표제어로 사용한 논문의 표본수는 그것들에 비해 압도적

으로 많기 때문에 이 작업은 동아시아 담론, 적어도 동아시아 연구의 추이를 살

펴보는 데는 유용하다고 말할 수 있다.

먼저 다음 그림은 1990년부터 2007년까지 동아시아/동북아 주제어 포함 합계

논문 편수의 추이를 보여준다. 여기에 사용된 데이터는 1990년부터 2007년까지

동아시아, 동북아라는 개념이 표제어로 등장하는 논문 전체의 논문명인데 동아시

아의 경우는 1010편, 동북아의 경우는 887편의 논문명을 확보했다. 다만 「동아시

아에서의 기후 변동」처럼 동아시아 내지 동북아가 단순한 지리범주로 사용된 논

문은 포함시키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그림 2-1] 동아시아/동북아 표제어 포함 논문 편수 합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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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을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아시아/동북아 표제어 포함 합계 논문

편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동아시아, 동북아가 지역상 내지 지역 시각으로서

학계에서 수요를 키우고 입지를 다져갔음을 의미한다. 다만 조사 기간의 마지막

해인 2007년에는 논문 편수가 크게 줄어드는데 잡지계의 전반적 위축에 따른 동

아시아 담론의 쇠퇴와 함께 참여정부의 말기에 이르러 한미FTA 협상이 개시되

는 등의 이유로 동북아시대구상의 정책적 동력이 떨어지자 그 영향이 학계의 연

구 동향에도 반영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제 연구 동향을 보다 분석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동아시아/동북아 표제어 포함

논문 편수 추이를 구분해서 비교해보자.

[그림 2-2] 동아시아/동북아 표제어 포함 논문 편수 추이

1990년대 초기에는 동북아 표제어 포함 논문 편수가 동아시아 표제어 포함 논문

편수를 상회한다. 동북아는 이미 냉전기에도 아시아의 사회주의권을 가리키는 맥

락에서 학술적 입지를 다져놓은 지역상이었으며, 탈냉전기 초기 국면에는 지적학

적 용법이 심화되고 지경학적 용법이 더해지고 있었다. 따라서 비교적 신생의 지

역상인 동아시아보다 자주 회자될 수 있었다. 비록 1993년에 최원식은 「탈냉전

시대와 동아시아 시각의 모색」에서 주로 한반도와 주변 4강의 반경으로서 동아

시아라는 지역상을 제시했지만, 그 지역 범위를 감당하는 유력한 지역명은 여전

히 동아시아가 아닌 동북아였다. 살펴보았듯이 1990년대 초기 동아시아는 지문화

적 시각에서 쓰임새가 컸으며, 동북아만큼이나 동양이라는 지역상과 경합관계였

다. 그 경우 동아시아의 실질적 지역 범위는 한중일 삼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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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1997년부터는 동아시아 표제어 포함 논문 편수가 동북아 표제어 포함 논

문 편수를 앞지른다. 이 결과는 1997년의 경제위기는 동북아가 아닌 동아시아 수

준에서 표상되었고, 더불어 이 시기에 등장한 국민의 정부가 동아시아 수준에서

지역정책을 추진한 것이 이유로서 크게 작용했다. 이 무렵에는 경제 관련 동아시

아 연구가 대폭 증가한다. 그런데 2003년 일시적으로 재역전이 일어난다. 이는 참

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동북아구상이 등장해 관련 연구가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으

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부터는 동아시아 표제어 포함 논문 편수

가 동북아 표제어 포함 논문 편수를 줄곧 상회하는데, 이 국면에 이르면 동아시

아라는 지역상은 지문화적 용법만이 아니라 지정학적․지경학적 용법도 다져진

터라 동북아에 비해 거론될 여지가 많았던 것이다. 동북아의 지역 범위는 주로

지정학적 차원에서 한반도와 주변 4강으로 고정되어 있으나 동아시아는 지문화적

시각에서는 한중일 삼국, 지정학적 시각에서는 동북아 수준의 지역 범위, 지경학

적 시각에서는 동북아와 동남아 지역을 아우르는 식으로 탄력적으로 활용되었다.

그 탄력성이 한편으로는 동북아 담론이 아닌 동아시아 담론의 부상을 가능케 했

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동아시아 담론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들었다.

동아시아/동북아 표제어 포함 논문 편수를 빈도가 아닌 비율로서 그려본다면 동

아시아라는 지역상의 입지가 공고해지는 추세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3] 동아시아/동북아 표제어 포함 논문 편수 비율 추이

1990년대 초기에는 동북아 표제어 포함 논문 편수의 비중이 압도적이지만,

1995년에 이르러 동아시아 표제어 포함 논문 편수의 비율이 50%에 육박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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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로는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을 제외하고는 줄곧 50%를 상회한다. 1995년은

학계에서 발전모델론이 본격화된 해다. 이를 계기로 사회과학자들이 동아시아 관

련 연구에 대거 뛰어들자 동아시아 표제어 포함 논문에서는 경제, 정치, 사회 연

구가 고루 늘어났다. 그리고 1997년 동아시아 경제위기를 거치면서는 경제 연구

가 크게 증가했다.

이상의 그림들로부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아시아라는 지역상의 용법이 동

북아의 경우보다 다양해지거나 긴요해졌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이를 확인하고자

키워드네트워크를 그려보자. 다음 두 그림은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키워드 네

트워크와 동북아를 중심으로 한 키워드 네트워크다.

[그림 2-4]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키워드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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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동북아를 중심으로 한 키워드 네트워크

일단 두 그림 모두 동시출현 횟수 상위 15%에 해당하는 키워드만을 추출한 것

인데도 동아시아의 경우가 동북아보다 키워드가 많다는 사실이 한 눈에 들어온

다.145) 단지 키워드가 많을 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경우 정치안보, 경제 영역만이

145) 키워드네트워크를 작성한 방식은 다음과 같다. 한 논문에서 동시에 사용된 키워드, 가령 
「동아시아 지역의 정치적 전망」이라면 동아시아, 정치, 전망이라는 키워드는 서로 연결된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동아시아(동북아)의 키워드네트워크를 그리기 위해 동아시아(동북아)가 표제
어로 나오는 논문에서 논문명으로 등장하는 키워드들의 전체 네트워크를 그리고, 그 중 연결의 
강도, 즉 동시출현 횟수가 상위 15%에 포함되는 키워드들 간의 연결만 추출했다. 그리고 뒤에
서 나오는 가령 ‘중국을 중심으로 한 키워드네트워크’는 이렇게 추출된 상위 15%의 키워드네트
워크에서 ‘중국’이라는 키워드와 연결된 키워드들 간의 연결을 다시 추출한 것이다. 노드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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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특집호명

1991 동북아 신국제질서에 대한 각국의 관점(『중소연구』)

1992 동북아경제권 시대의 도시발전(『도시문제』)

1995 한중관계와 동북아평화(『중소연구』)

1996 격변하는 동북아와 한반도의 선택(『역사비평』)

1997 한러 협력과 신동북아체제(『동북아연구』)

아니라 사회문화 영역에 걸쳐 키워드가 두루 분포되어 있다. 전통ᆞ근세ᆞ예술ᆞ

한류ᆞ기억ᆞ환경 등의 키워드는 동북아의 경우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또한 사상

ᆞ철학ᆞ인문학ᆞ한국학ᆞ근대성ᆞ민족주의ᆞ기억ᆞ신화ᆞ아시아적 가치 등의 키

워드도 발견되어 동북아와는 다른 학술적 용법이 있음을 짐작케 한다.

한편 동북아를 중심으로 한 키워드네트워크는 동아시아의 경우와 비교하건대

키워드가 정치안보, 경제 영역에 국한되어 있지만 동아시아의 경우에는 발견할

수 없는 키워드들 가령 경협ㆍ레짐ㆍ환황해ㆍ물류ㆍ비즈니스ㆍ중심ㆍ허브 같은

경제협력 관련 개념과 다자주의ㆍ다자안보ㆍ한반도통일ㆍ한반도평화체제 등 정치

외교협력 관련 개념이 눈에 띈다. 이는 동북아라는 지역상이 지정학적ㆍ지경학적

속성이 강하다는 사실과 함께 그 지역 범위가 대체로 한반도를 둘러싼 4강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동아시아의 경우에는 존재하는 키워드인 대만이 동북아의 경우에는 나오지 않

지만, 동아시아의 키워드네트워크에서 한반도는 등장하지만 동북아의 경우에는

존재하는 남북ㆍ남북한이 키워드로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한반도와 남북한은 동일한 지시 대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한반도가 한 단위

로서의 표상이라면 남북한은 양자 간 관계를 보다 부각시키는 개념이다. 즉 남북

한의 관계는 동아시아가 아닌 동북아라는 지역상을 동반해 표상되는 양상인 것이

다.

여기서 학술계에서 동북아라는 지역상의 용도가 무엇인지를 보다 분명하게 확

인하고자 탈냉전기의 학술지 특집 가운데 동북아를 표제어로 삼은 것만을 모아보

겠다.

[표 2-1] 소련 해체 이후 참여정부기까지 동북아를 표제어로 담은 학술지 특집 목록

이의 링크 굵기는 동시출현 횟수에 비례하며, 노드들의 위치는 Kamada & Kawai 방식으로 결
정되었다. 사용 프로그램은 넷마이너(Netminer)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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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안보 사회문화

시장, 산업, 투자, 수출, 물류,

환율, 통화, 금융, 주식 등

외교, 안보, 정세, 평화, 국제

질서, 군사, 군비, 다자주의 등

민족주의, 민주주의, 정신, 전

통, 생활, 인권, 문학, 인문학,

음악, 교육 등

동북아 경제협력과 한중조 관계(『통일한국』)

1999 변화하는 동북아 안보환경을 점검한다(『통일한국』)

2000 동북아시아 다자간 협력과 한반도 평화(『통일시론』)

2001 동북아의 미래를 점검한다(『통일한국』)

2003 동북아경제중심의 가능성과 문제점(『창작과비평』)

2004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와 각국의 대응(『인문사회과학논문집』)

2005

아시아인에 의한 동북아 평화는 가능한가(『창작과비평』)

동북아의 재편과 일본의 선택(『역사비평』)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북한』)

동북아시대와 중국(『한국과 국제정치』)

격변기 동북아 4강의 신 군사전략과 안보(『전략연구』)

동북아 신질서 어디로 가는가(『통일한국』)

중국의 동북진흥과 동북아의 평화번영(『통일한국』)

동북아 질서 재편되는가?(『북한』)

동북아시아와 민족 문제(『문화과학』)

2006 동북아 역사분쟁,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사림』)

이 표를 보면 동북아의 인접어로는 국제질서ㆍ국제관계ㆍ체제ㆍ경제권ㆍ경제협

력ㆍ안보환경ㆍ다자간 협력ㆍ군사전략ㆍ평화ㆍ번영ㆍ한반도ㆍ정세 등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동북아는 지정학적 시각이 농후한 지역상으로서 정치안보적

차원에서 주된 용법을 갖는다. 또한 동북아 관련 특집에서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도 중국이 빈번히 거론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즉 동북아는 진영 대결이 해

소되어 대륙을 향하는 한국의 지역 관념을 반영하는 지역상인 것이다.

이제 동아시아와 동북아의 용례 차이를 보다 선명히 드러내고자 논문 영역의

비율을 살펴보겠다. 이를 위해 동아시아/동북아가 표제어로 포함된 논문 가운데

나머지 키워드가 무엇인지에 따라 논문의 해당 영역을 구분했는데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2-2] 키워드에 따른 논문 영역의 분류

먼저 동아시아 표제어 포함 논문 중 주제별 논문 비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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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동아시아 표제어 논문 중 주제별 논문 비율

사회문화 연구 논문 비율은 전 시기에 거쳐 높게 형성되며, 정치안보 연구와

경제 연구가 1990년대 말까지 유사한 등락의 추이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사회

문화 연구 논문 비율은 북한의 1차 핵위기가 고조된 1993년을 제외하면 줄곧

30%를 상회한다. 동아시아라는 지역상이 지문화적 시각에서 활용되거나 사회문

화적 논제와 긴밀히 결부되어 거론되었다는 점은 이미 확인한 바다. 경제 연구와

정치안보 연구는 중국과 수교한 1992년에 높아졌고, 다시 WTO가 출범하고 발전

모델론이 부상한 1995년, 그리고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높아졌다가 2000년대 이

후로는 사회문화 연구의 비율에 비해 낮게 분포되어 있다. 물론 사태의 성격에

따라 연구로 반영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다를 수 있으니 비율의 등락을 해당

시기에 발생한 사태로 환원해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이 그림은 비율

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논문 편수는 2003년, 2007년 말고는 줄곧 늘어나고 있었다.

[그림 2-7] 동북아 표제어 논문 중 주제별 논문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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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동북아의 경우로 시선을 옮긴다면 먼저 동아시아의 경우와 비교하건대 사

회문화 연구 논문 비율이 가장 낮게 머무는 것이 눈에 띈다. 그러다가 2003년 참

여정부가 들어선 이후로는 증가세이며 특히 역사교과서 문제, 영토 문제 등으로

반일시위가 격발한 2005년에 크게 올라간다. 비율상으로는 2007년이 2005년보다

높지만 2007년에 논문 편수가 크게 줄어들었음을 감안한다면, 2005년이 사회문화

영역에서도 동북아라는 지역상이 가장 활발히 거론된 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정치안보 연구 논문 비율을 보자면 조사시점의 첫 해인 1990년에는

83%에 이른다. 이처럼 수치가 극단적으로 높은 것은 그해에는 동북아 표제어 논

문이 24편에 불과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소련과의 수교가 특히 정치안보상의

전기로 간주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해 논문들을 살펴보면 한소 정상회담, 한소

접근, 한소 수교 등에 변화, 정세, 질서 등의 개념이 어우러져 다수의 논문명이

만들어졌다. 한편 1992년에는 정치안보 연구 논문 비율과 경제 연구 논문 비율이

동률을 이루는데 탈냉전의 여파가 먼저 정치안보 연구에, 이윽고 경제 연구에 미

쳤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한중수교 관련 논문에서는 경제협력, 경제권, 경제

공동체라는 키워드가 속출한다. 즉 소련과의 수교가 정치안보상의 커다란 전기로

인식되었다면, 중국과의 수교는 경제협력의 전망을 밝히는 계기로 작용했던 것이

다. 그렇지만 북한 1차 핵위기가 고조된 1993년에는 해빙 무드가 주춤하고 지역

정세가 불투명해지면서 정치안보 연구 논문 비율이 올라간다. 1997년의 경제위기

도 동북아 표제어 논문 중 경제 연구의 논문 비율을 끌어올리지는 못하는데, 경

제위기가 동아시아라는 지역상을 동반해 표상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신

1998년에 정치안보 논문의 비율이 치솟는데 논문들은 대체로 다자안보, 지역안보

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 시기에 이르면 ‘동아시아 경제협력, 동북아 안보협력’이라

는 구도가 공고해진 것이다. 한편 경제 연구 논문 비율은 2003년 참여정부가 출

범한 해 정점을 그리고 이후로는 줄어드는 추세다.

그런데 이상의 비율을 주제별로서 정리하면 흥미로운 양상이 포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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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동아시아/동북아 표제어 논문 중 정치안보 연구 논문 비율

[그림 2-9] 동아시아/동북아 표제어 논문 중 사회문화 연구 논문 비율

먼저 동아시아/동북아 표제어 논문 중 정치안보 연구 논문의 비율을 보자면 참

여정부의 등장이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반대 양상을 그린다. 동북아 표제어 논

문 중 정치안보 연구 논문의 비율이 높을 때 동아시아 표제어 논문 중 정치안보

연구 논문이 낮은 비율로 머물러 있는 것이다. 각각 동아시아와 동북아라는 다른

범주에서 비율을 정리한 것이기에 제로섬 관계일 이유가 없는데도 추이가 대조적

이다. 반면 동아시아/동북아 표제어 논문 중 사회문화 연구 논문 비율을 보면, 동

아시아의 경우가 동북아의 경우에 비해 비율이 줄곧 높게 형성되지만 동조 양상

이 확인된다.

이는 연구 영역에 따라 동아시아, 동북아라는 지역상이 선택적인지 아니면 호

환적이거나 병행적인지를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다. 가령 북한의 1차 핵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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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가 아닌 동북아라는 지역상으로 표상되었다. 정부의 지역구상 역시 특정

지역명을 동반했다. 따라서 정치안보 연구에서 동북아가 자주 거론되는 시기에는

동아시아가 등장하는 비율은 줄어든다. 어느 시기에나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

만, 사회문화 연구 논문 비율과 견준다면 그 차이는 분명하다. 사회문화 연구의

경우는 가령 그 비율이 가장 높게 형성된 2005년의 반일 문제는 동아시아라는 지

역상으로도 동북아라는 지역상으로도 표상할 수 있는 것이었다. 즉 ‘동북아냐 동

아시아냐’라는 논제는 특히 정치안보 영역에서 유의미했던 것이다.

한편 동아시아/동북아 표제어 논문 중 경제 연구 논문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10] 동아시아/동북아 표제어 논문 중 경제 연구 논문 비율

이 경우는 동아시아에서의 추이와 동북아에서의 추이 사이에서 특별한 상관성

이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1997년 경제위기와 2003년 참여정부의 출범기에는 한

쪽이 높을 때 다른 쪽은 낮게 머무르고 있다. 1997년 경제위기의 여파가 연구 동

향에 확실하게 반영된 1998년에는 동아시아 표제어 등장 논문에서 경제 연구 논

문의 비율이 급증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경제위기, 금융위기, 통화위기라는 형태

로 ‘위기’라는 표현이 논문명으로 등장한 사례가 1998년 동아시아 표제어 등장 논

문 74편 가운데 14편, 1999년 71편 가운데 18편에 이르고 있다. 반면 동북아 표제

어 등장 논문의 경우에는 1998년 31편 가운데 1편, 1999년 79편 가운데 2편이 불

과하다. 당시 경제위기가 동아시아라는 지역상을 동반해 표상되었음을 다시금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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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동북아 표제어 논문 중 경제 연구 논문 비율은 참

여정부의 집권 초기에 높아지지만 동아시아의 경우는 낮아지는 추세다.

이상으로 살펴본 정치안보 연구, 경제 연구는 내용을 확인해보면 대체로 지역

의 현황을 분석하거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즉 현재와 미래를 시간대로 취하

며, 과거더라도 근 수 십년 동안의 추세를 다룰 뿐이다. 반면 사회문화 논문에는

역사 연구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동아시아와 동북아 표제어 논문 중 역사 연구

논문의 비율을 비교해보면 동아시아와 동북아라는 지역상의 용도 차이가 보다 뚜

렷하게 드러난다.

[그림 2-11] 동아시아/동북아 표제어 논문 중 역사 연구 논문 비율 비교

동아시아의 경우 1998년을 제외한다면 역사 연구의 비율이 전체 연구 가운데

20%를 꾸준히 상회한다. 반면 동북아의 경우는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해가 태

반이다. 역사 연구는 한중일 삼국이라는 지역 범위에서의 비교사ㆍ관계사 연구가

대부분인데 동아시아와 동북아 공히 한중일 삼국을 표상할 때가 있지만, 역사 대

상으로서의 삼국에 관해서라면 동아시아가 주된 지역상으로 거론된 것이다.

동아시아와 동북아라는 지역상의 용도 차이는 관련 연구지의 표제에서도 확연

하게 드러난다. 다음은 1990년부터 2007년 사이에 동아시아, 동북아를 표제어를

취해 발행된 연구지의 목록이다. 계간만이 아니라 반년간, 연간, 부정기간 연구지

를 망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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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명 발행처 발행기간

동아시아 : 비교와 전망 동아대학교 동아시아연구원 2003-2014

동아시아경제연구 한성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1998

동아시아문화연구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09-2014

동아시아고대학 동아시아고대학회 1999-2014

동아시아문화와사상 열화당 1998-2003

동아시아문화포럼 동아시아문화포럼 1998-2005

동아시아문화학회 동아시아문화학회 2004-2010

동아시아물류동향 부산발전연구원 2003-2014

동아시아불교문화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07-2014

동아시아브리프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지역연구소 2006-2014

동아시아비평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8-2001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동아시아식생활학회 1991-2014

동아시아역사연구 동아시아역사연구회 1996-2000

동아시아연구 조선대학교 동아시아경제연구소 2008-2009

동아시아연구논총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1990-2005

잡지명 발행처 발행기간

동북아문화연구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01-2014

동북아 동북아문화연구원 1995-1998

동북아경제연구 한국동북아경제학회 1997-2014

동북아관광연구 동북아관광학회 2004-2014

동북아발전연구 인천대학교 동북아발전연구원 1998-2014

동북아법연구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07-2014

동북아역사논총 동북아역사재단 2004-2014

동북아연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5-2014

동북아연구 조선대학교 동북아문제연구소 1995-2014

동북아연구 중앙대학교 동북아연구소 1997-2002

동북아연구 홍익대학교 동북아연구소 1997-2003

동북아연구논총 관동대학교 동북아평화연구소 1995-2002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학회 1996-2014

[표 2-3] 동아시아 표제어 연구지

* 발행기간이 2014인 경우는 조사시점인 2014년에도 발행되었음을 의미하며 이하도 마찬가지임.

[표 2-4] 동북아 표제어 연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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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명 발행처 발행기간

동양문화연구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2007-2014

동양미술사학 동양미술사학회 2012-2014

동양예술 한국동양예술학회 2001-2014

동양음악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회 1996-2013

동양정치사상사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02-2014

동양종교학 원광대학교 동양종교학과 1991

동양철학 한국동양철학회 1990-2014

동양학연구 동양학연구학회 1989-2001

동양한문학연구 동양한문학회 1991-2014

오늘의동양사상 예문동양사상연구원 1998-2011

동아시아 표제어 연구지와 동북아 표제어 연구지를 비교하면 연구지명에서 동

아시아 표제어 연구지가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동북아

표제어 연구지 가운데 문화연구를 명시적으로 표방한 것은 『동북아문화연구』

한 종뿐이다. 발행처를 보더라도 동북아 표제어 연구지는 대부분 사회과학계에서

발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동북아라는 지역명이 지정학적ㆍ지경학적 시

각에서 입지가 공고하던 1990년대 중반에 창간된 것들이 다수로서 대부분 정치안

보ㆍ경제 영역의 연구지다.

여기서 동양 표제어 연구지의 면면을 살펴보면 동북아 표제어 연구지와는 차이

가 확연하다.

[표 2-5] 동양 표제어 연구지

동양 표제어 연구지는 모두 인문학계에서 발행되었고 문화ㆍ역사 영역의 연구

지가 주종이다. 그리고 동아시아, 동북아 표제어 연구지의 경우와는 달리 절반 가

량이 1990년대 초반에 창간되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후술하겠지만 이

연구지들은 1990년대 초중반에 문화정체성론 계열의 논의가 활성화되는 물적 토

대 역할을 맡는다.

다음으로 아시아/아세아 표제어 연구지와 아태/아시아태평양 표제어 연구지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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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명 발행처 발행기간

Global Asia 동아시아재단 2006-2014

신아세아 신아세아연구소 1994-2014

아세아민속연구 국제아세아민속학회 1997-1999

아세아여성법학 아세아여성법학연구소 1998-2014

아세아연구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58-2014

아시아 도서출판 아시아 2006-2014

아시아교육연구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00-2014

아시아리뷰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11-2014

아시아문화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86-2014

아시아문화연구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6-2014

아시아문화연구 경북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05-2014

아시아민족조형학보 아시아민족조형학회 2000-2014

아시아아동복지연구 대한아동복지학회 2003-2014

잡지명 발행처 발행기간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 전남대학교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소 1998-2001

아태 아세아태평양문제연구소 1987-2004

아태시대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타 2002-2012

아태연구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1994-2014

아태연구 위덕대학교 아시아태평양연구소 2002-2005

아태쟁점과 연구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타 2006-2008

아태지역동향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1990-2006

[표 2-6] 아시아/아세아 표제어 연구지

[표 2-7] 아태/아시아태평양 표제어 연구지

아시아/아세아 표제어 연구지가 문화 연구 중심이고 대체로 인문학계에서 발행

된 데 비해 아태/아시아태평양 표제어 연구지는 발행처를 보건대 지역학ㆍ국제정

치학ㆍ국제경제학 연구지임을 알 수 있다. 실상 냉전기에 아시아태평양은 동아시

아보다 중요한 위상의 지역상으로서 거론된 바 있다. 냉전기 한국 정부의 지역구

상을 돌이켜보면 동아시아를 핵심 개념으로 내세운 경우는 없으며, 이승만 정권

기의 ‘태평양동맹’, 박정희 정권기의 ‘아시아태평양각료이사회’, 전두환 정권기의

‘태평양지역국가 정상회담 제안’처럼 태평양을 핵심 개념으로 삼아 한국을 해양세

력의 일부로 설정하는 식이었다. 냉전기 한국발 지역구상은 미국으로부터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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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명 발행처 발행기간

대동문화연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64-2014

동아문화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1963-2014

동아연구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1985-2014

자율성을 획득하기보다 확고한 지원을 끌어내려는 목적이 컸고, 장기적인 국가

전략의 관점에서 독자적 발상과 논리를 마련했다기보다 강대국 간의 역학관계가

규정하는 국제체제를 추수하는 방안에 가까웠다. 지역구상의 명칭과 지역 범위

또한 미국친화적이어서 아시아태평양, 환태평양처럼 ‘태평양’이라는 지역명이 빠

짐없이 등장했다. 냉전기에 대륙으로의 진출로가 차단되어 있던 한국에게 태평양

은 세계와 연결되는 통로였으며, 미국에게는 아시아로 들어가는 입구였던 것이다.

그러나 냉전기 동안 한국 정부의 지역구상에서 줄곧 핵심 개념을 차지했던 태

평양ㆍ아시아태평양은 냉전의 종언과 함께 위세를 잃고 동아시아와 동북아에 자

리를 넘겨준다. 탈냉전기로 접어들어 아시아태평양은 반공적 색채가 희석되고 대

신 경제지향적 성격이 짙어졌으나 학계에서 동아시아ㆍ동북아처럼 주요한 지역상

으로 거론되지는 못했다. 위의 표들을 봐도 동아시아ㆍ동북아ㆍ동양ㆍ아시아 등

다른 표제어의 연구지들이 조사 시점인 2014년에도 과반수 이상 지속되고 있는데

반해 아태/아시아태평양 표제어 연구지는 단 한 종만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아태/아시아태평양라는 지역상의 상대적 쇠퇴를 시사하고 있다. 표 안에는 들어

가지 않았지만 1988년 창간된 『환태평양 연구』 역시 매해 한 호씩 발행되다가

1992년 폐간되었다.

[표 2-8] 동아 등 기타 표제어 연구지

끝으로 동아 표제어 연구지인데, 이것들 모두 문화 연구지의 성격이 강하다. 모

두 냉전기에 창간되었고 종수는 적지만 모두 현재까지 지속되는 것이 특징이다.

동아는 오래되고 끈질긴 지역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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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 범주

↗
학술적 시각

학술적 용법

→
이념적 가치

인문학적 용법

↘
제도적 권역

사회과학적ㆍ정책학적 용법

(2) 동아시아 용법의 변화 - 내포

동아시아 연구, 나아가 동아시아 담론은 10여 년에 걸친 이행과정 동안 다양한

문제의식과 접속하고 풍부한 논점을 생산했다. 그동안 동아시아 담론에서 동아시

아라는 개념은 지리 범주를 가리키는 단순한 지역명에 머물지 않았다. 동아시아

담론이 여러 갈래로 분기한 필연적 이유는 방금 확인했듯이 동아시아라는 개념이

중의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는 사회문화, 정치안보, 경제 영역에서

지리 범주, 사유 지평, 문명권, 경제권역 등 다양한 용법으로서 거론되었다. 2부에

서 살펴본 동아시아 담론의 이행 과정에서는 크게 세 가지 차원의 동아시아의 용

법이 확인된다. 동아시아는 일차적으로 한중일, 동북아와 동남아처럼 지리 범주를

가리키지만, 이차적으로는 세 가지 용법으로 분기하고 이러한 이차적 용법들이

동아시아 담론의 형성과 전개에서 보다 중요하게 작용했다. 그 세 가지 용법이란

학술적 시각, 이념적 가치, 제도적 권역을 말한다.

[그림 2-12] 동아시아라는 개념의 이차적 용법들

첫째, 학술적 시각이다. 학술적 시각으로서의 동아시아는 일국적 수준과 세계체

제적 수준의 매개항으로 기능하며 그 사이의 중범위적 과제에 관한 인식을 유도

해냈다. 이로써 국가를 단위로 하는 기존의 국제관계 틀에 근거하던 시각을 전환

시켜 탈경계적 동향과 다자간 상호연동 관계를 주목하도록 이끌어냈다.

동아시아를 이와 같은 학술적 시각으로 조형하는 데 특히 의식적인 노력을 기

울인 논자는 백영서다. 백영서는 동아시아 담론이 범하기 쉬운 편향인 자민족중

심주의와 국가주의를 경계하고자 ‘지적실험으로서의 동아시아’를 제시하며 “‘지적

실험으로서의 동아시아’는 동아시아를 어떠한 고정된 실체로도 간주하지 않고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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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자기성찰 속에서 유동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사고와 그에 입각한 실천의 과정

을 뜻”146)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아시아로 일단 한정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

가 일상적으로 하나의 문명 단위로 간주하는 지역범위이기도 하지만, 한민족 공

동체가 자기 속의 타자(즉 동아시아)와 타자 속의 자기를 돌아보는 성찰적 주체

로 성장하는 데 적절한 범위이기 때문”147)이라며 동아시아 시각의 효용도 밝혔

다.

사회학자인 박명규는 오늘날 주된 인식 단위인 국민국가적 시공간을 절대화하

지 않으면서도 곧바로 ‘장기적-지구적’ 시공간으로 옮겨가지 않는 중간적 시공간,

곧 ‘국면적-지역적’ 시공간으로서 동아시아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이러한 시공

간 범주는 국민국가중심적 사고로부터 일정한 전환을 가능케 하는 동시에 추상적

인 세계사ㆍ장기사의 흐름으로 환원되지 않도록 기여하며, 역사적 현실을 과도하

게 개별화함으로써 구조적 측면을 간과하는 오류를 피하는 데도 보탬이 되리라고

전망했다.148)

인문학계에서도 역내의 교류사를 연구할 때 한중, 한일, 일중이라는 양국 간의

비교연구가 전형적인 국민국가 단위의 발상인 까닭에 일국사와 세계사를 잇는 중

간 단위의 지역사적 시각을 통해 다자간 상호연동에 관한 이해를 심화하려는 노

력들이 이어졌다. 문학연구자인 임형택은 역내 문학들 간의 단계적 공통성을 포

착하고 근대문학의 전환 과정을 살피고자 동아시아적 시각의 유용성을 강조하며,

서구의 모방이라는 관점을 은연중에 내포하는 제국주의적 시각인 비교문학과 국

제적 고리를 망실한 내재적 발전론을 동시에 극복하고자 했다.149) 문화연구에서

는 동아시아 시각을 매개ㆍ중간항ㆍ참조틀ㆍ간언어적 실천 등의 개념과 접목해

문화교류상에서 일어나는 복잡다기한 현상들을 포착하려는 연구들이 시도되었다.

또한 인하대학교 BK한국학사업단은 『동아시아 한국학입문』을 엮어내면서 동아

시아 시각이 “서구적 근대와 보편의 논리, 일국 사회주의의 변종 계급 논리, 고립

146) 백영서, 2000, ｢중국에 ‘아시아’가 있는가?｣, 『발견으로서의 동아시아』, 문학과지성사, 58
쪽.

147) 백영서, 1999,「20세기형 동아시아문명과 국민국가를 넘어서」,『창작과비평』106호, 28쪽.

148) 박명규, 2000,「복합적 정치공동체와 변혁의 논리-동아시아적 맥락」,『창작과비평』107호, 
10~11쪽.

149) 임형택, 2002,「한국문학 연구의 동아시아적 시각과 세계적 지평」,『국어국문학』131호, 
국어국문학회, 49~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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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민족주의의 내재적 발전 논리, 중심과 주변의 차별적 인식 논리 등 숱한 편향

된 논리를 극복하고, 그 그늘에 가려져 있던 실체적 진실과 가능성을 다시 조명

할 수 있는 가능성”150)을 제시해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동아시아를 학술

적 시각으로 조형하려는 시도는 그 자체가 국민국가 단위의 인식틀을 상대화하려

는 것이니만큼 국민국가주의 비판이라는 이념적 가치의 성분도 일정하게 포함한

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 이념적 가치다. 동아시아 담론은 서구중심적 근대화 도식, 서구편향적 지

식체계에 대한 성찰의 거점으로 기능해 동아시아에는 지리 범주 이상의 의미가

주입되었다. 탈냉전의 시대 조류에 걸맞은 인식틀과 실천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

서 가치함축적 속성을 갖게 된 것이다. 다만 그 가치가 무엇인지는 논자의 지향

성에 따라 달라진다. 최원식은 마르크스주의의 쇠퇴로 인한 변혁론의 위기 속에

서 자본주의는 물론이거니와 사회주의를 포함한 서구 근대체제의 대안상을 모색

하는 거점이라는 의미를 동아시아에 부여했고, 이어령과 김용운은 왜곡되고 폄하

된 동아시아 전통의 복원을 강조하며 세계문명의 조화를 이뤄낼 문명사적 가능성

을 동아시아로부터 발굴하고자 했다.

동아시아 시각을 사회운동과 접목해 ‘아래로부터의 동아시아’를 기도한 경우도

이념적 가치로서의 용례로 볼 수 있다. 이남주는 민주주의, 사회정의, 평화, 인권,

생태주의와 같은 지역 의제를 논의할 틀로서 동아시아를 주목했다. 지역화에 의

해 긴밀하게 연결된 상황에서 가령 생태문제나 노동문제를 일국 차원에서 대처해

도 그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닌 문제의 이전이 될 소지가 높기에 기층 차원의 지

역 협력의 틀로서 동아시아를 강조하는 것이다.151) 탈식민주의 역사 연구의 경우

라면 지역 정책을 통해 확보할 미래의 국익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역사

적 상흔을 중시한다. 윤해동은 국민국가를 넘어선 민중연대의 시각에서 동아시아

라는 지역 지평을 설정해 “민족, 국민, 국민(민족) 국가, 계급이 아닌 인간의 존

재,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보편적 인간의 존재를 사유”하자고 역설했다.152)

셋째, 제도적 권역이다. 1990년대 후반 동아시아 경제위기와 아세안+3의 성립

150) 인하 BK한국학사업단, 2008,『동아시아 한국학입문』, 역락, 38쪽.

151) 이남주, 2005,「동아시아 협력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창작과비평』127호, 81쪽.

152) 윤해동, 2002,「억압된 ‘주체’와 ‘맹목’의 권력-‘동아시아역사논쟁’과 국민 국가」,『당대비
평』2002년 특별호, 삼인, 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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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유하면서 동아시아는 지리적 범주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 권역으로서의 의미

가 짙어졌다. 특히 사회과학자들은 국가와 자본이 주도하는 정치ㆍ경제 영역에서

날로 상호의존도가 높아지는 지역적 현실(지역화)과 그것에 기반한 지역협력체제

의 제도화(지역주의)를 분석하고 모색하는 데 치중했다. 그리하여 등장한 지역주

의 계열의 동아시아 담론은 동아시아를 다중적 상호연결망이 가동되는 제도적 권

역으로 부각시켜냈다. 이때 동아시아는 해당 구성국들이 경제적ㆍ안보적 공통 의

제를 다루기 위한 다자주의적 협력틀과 지역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짜여진다. 이러한 제도적 권역으로서의 동아시아는 지정학적인지 지경학적인지라

는 관점에 따라 그 지역 범위가 달라진다.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중반에 이르는 담론의 이행 과정 동안 이차적 용

법의 무게중심도 옮겨갔다. 단적으로 1990년대 초반 ‘변혁이론으로서의 동아시아’

에서 1990년대 중후반 ‘아시아적 가치’를 거쳐 2000년대 초반 ‘동아시아 경제공동

체’에 관한 논의로 이전된 데서 드러나듯 이념적 가치로부터 제도적 권역으로 이

차적 용법의 무게중심이 옮겨갔다. 한편 학술적 시각으로서의 용법은 동아시아

담론의 성립 조건으로서 시기마다 영역마다 논자마다 용례는 조금씩 달라졌으나

동아시아 담론의 지속과 함께해왔다고 말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1990년대 초기에는 인문학자들이 동아시아 담론

을 주도했다. 그들은 1989년 이후 변화한 나라 안팎의 상황, 즉 국내의 민주화 진

전과 세계적 탈냉전의 추세에 맞춰 새로운 이념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를

주체성 재구성의 지평으로 삼았다. 창비 진영의 논자들은 냉전체제의 이념적 대

립에 근거한 반공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지향 간의 낡은 구도를 깨는 새로운 전망

을 동아시아에서 구하고자 했으며, 문사철 영역의 인문학자들은 서구중심주의 비

판과 동양의 복원이라는 지향을 동아시아에 주입했다. 1990년대 중반에는 유교자

본주의, 동아시아 발전국가론 등을 거치며 정치학자와 사회과학자들이 가세했고,

1997년 동아시아 경제위기와 아세안+3 체제의 출범 이후에는 주로 외교학자ㆍ국

제정치학자들이 지역주의 문제에 천착해 지정학적ㆍ지경학적 차원에서 기획되는

국가 간 협력체를 뜻하는 방향으로 동아시아는 제도적 권역이라는 용법이 심화되

었다.

이처럼 이차적 용법의 무게중심이 이동해간 것은 지식계 내부의 논의를 거친



- 105 -

결과기도 하지만 국가에 의한 정책적 지원도 크게 작용했다. 이로써 동아시아 담

론은 초기의 혼란상에서 벗어나 지향성이 구체화되고 정책적 의제의 생산 역할도

맡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 차원의 주도권, 국익 확보라는 이슈로 관심이 수

렴되면서 서양중심주의ㆍ자본주의ㆍ근대주의ㆍ국민국가주의에 대한 초기의 비판

의식은 무뎌지고, 신자유주의적 사회질서ㆍ패권주의적 지역질서를 극복하기 위해

주입되었던 이념적 가치 역시 약화되었다.

(3) 동아시아 지역 범위의 변화 - 외연

동아시아 담론에서 동아시아의 지역 범위는 물리적 실체로서 고정되어 있지 않

았다. 애초 지역이란 고정된 외연을 갖는 지리적 실체라기보다 지역을 논하는 주

체의 문제의식과 환경의 변동에 따라 유동하고 재구성되는 사회적 산물이다. 그

리하여 학술적 시각인지 이념적 가치인지 제도적 권역인지라는 용법에 따라 동아

시아의 지역 범위에 관한 이해방식이 달라지고, 문명 논의인지 역사 논의인지 경

제 논의인지 안보 논의인지라는 시각에 따라서도 지역 범위는 달라졌다. 그 결과

동아시아의 지역 범위는 한중일 삼국으로 제한되기도 하며 동남아시아와 미국으

로까지 확장하기도 했다. 이렇듯 동아시아의 외연에 관한 상이한 접근방식에는

동아시아의 내포에 관한 인식의 차이가 반영되어 있다.

동아시아 담론의 이행 과정에서 동아시아 지역 범위가 어떻게 변해갔는지를 개

괄하자면 초기에는 ‘서양 대 동아시아’ 구도로서 때로 동양과 호환될 만큼 동아시

아의 지역 범위가 탄력적이었지만, 역내의 주도권을 둘러싼 동아시아 지역주의

모색 가운데 동아시아의 지역 범위는 구체화되었고, 동아시아는 동양은 물론이고

동북아, 아시아태평양 등의 지역명과도 차별화되어가는 양상이었다.

앞서 살펴본 최원식의 「탈냉전시대와 동아시아적 시각의 모색」에서 동아시아

의 지역 범위는 한반도와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까지를 아우르고 있었다.153)

153) 사실 「탈냉전시대와 동아시아 시각의 모색」에서는 동아시아의 지리적 외연이 분명히 드러
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시기를 돌아보며 최원식은 “우리는 왜 동아시아를 말하는가? 그것은 
남북의 적대적 공존을 화해적 공생으로 바꾸는 일을 선차적으로 고려하는 공동의 과업을 통해
서 세계 4강이 겯고트는 동(북)아시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염원에 기초하고 
있다. 탈냉전 시대의 입구에서 제기된 ‘동아시아론’은 한반도(남과 북) ㆍ 중국(그리고 타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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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한반도분단체제를 둘러싼 지정학적 역학구도를 조명하기 위한 외연이었

다. 직후 지적 주체성의 문제의식에 기반해 인문학자들이 대거 동아시아 담론을

전유하면서는 반서양주의의 색채가 강해서 동아시아의 지역 범위는 구체적 외연

을 갖는다기보다 동양, 비서구로 호환될 수 있는 탄력성을 지녔다.

한편 지문화적 관점에서 동아시아에 접근하는 인문학자들은 한자를 사용하고

유교의식 등의 문화습속을 공유하는 한자문화권ㆍ유교문화권 혹은 중화문명권이

라는 수준에서 동아시아의 지역 범위를 설정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특히 문화 교

류에 관한 역사 서술의 범위는 삼국으로 제한되곤 했다. 가령 정규복은 「동아시

아 문화의 동질성과 이질성」에서 “동아시아 문화는 유ㆍ불ㆍ도 삼교가 주축이

되어 이루어졌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동아시아 문명권의 지역은 삼교사상을 중심

으로 지정학적으로 중국대륙을 시발점으로 하여 그 대륙문화가 陸接된 한국으로

유입되고, 이것이 다시 일본으로까지 전파된 소위 삼국문화를 지칭한다”154)고 명

시적으로 밝혔다. 이 발언에서 동아시아는 삼국으로 치환되고 있다.

동아시아의 지역 범위를 이렇게 설정하는 방식은 국제정치적 역학관계를 그다

지 중시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은 물론 지리적으로는 유라시아 대륙에 속하지만

문화가 이질적인 러시아를 누락시킨다. 또한 한국과 함께 한반도에 존재하는 북

한은 문화적 교류가 단절되었고 이데올로기적 장벽 너머에 있기에 좀처럼 거론되

지 않는다. 대신 지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한자문화와 유교사상의 영향이 남

아있는 베트남과 싱가포르는 시야에 들어오기도 한다. 그러나 회교ㆍ불교 등 문

화적 요소가 복합적인 동남아 일반은 빠진다.

이후 유교자본주의론에서는 경제적 성취에 힘입어 타이완의 존재가 거론되지만

대신 베트남은 빠지는 양상이다. 이윽고 전개된 아시아적 가치론에서는 아시아적

가치론의 진원지인 싱가포르와 더불어 말레이시아가 거론되며, 동아시아 발전국

가론은 비슷한 외연을 취하되 ‘날아가는 기러기 모델(flying geese model)’의 선두

홍콩, 마카오), 일본(그리고 오키나와)을 하나의 사유단위 또는 분석단위로 설정함으로써 민족주
의와 국제주의(또는 세계주의)를 횡단하는 중도(中道)로서 비판적 지역주의를 실험한다”고 밝힌 
바 있다(최원식, 2009,「동아시아 공동어를 찾아」,『제국 이후의 동아시아』, 창비, 55쪽). 한
편 창비 진영은 동아시아를 동남아시아까지를 포함한 지역상으로 확대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기
도 했다(최원식‧백영서 외, 2010,『교차하는 텍스트 동아시아』, 창비; 유용태‧박진우 외, 2010,
『함께 읽는 동아시아 근현대사 1, 2』, 창비).

154) 정규복, 2002,「동아시아 문화의 동질성과 이질성」,『동아인문학』1집, 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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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일본과 더불어 고도경제성장의 대열에 합류한 소위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인

한국ㆍ타이완ㆍ홍콩ㆍ싱가포르의 존재감이 부각된다.

이를 앞선 국면과 비교하자면 한중일 삼국 중심에서 그 밖의 나라들로 외연이

확대되었다는 점보다는 한중일 삼국만을 거론하면서도 동아시아 문화, 동양 문명

을 운운할 만큼 외연의 구체성이 문제시되지 않다가 경제발전 현상을 둘러싸고

유교자본주의론ㆍ아시아적 가치론ㆍ동아시아 발전국가론이 차별적으로 제시되며

지리적 외연이 구체화되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유교자본주의론ㆍ아시

아적 가치론ㆍ동아시아 발전국가론은 설명지향적 논의이며, 여기서 거론되는 지

역 범위는 곧 피설명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유교자본주의론의 지역 범위는 유교라

는 문화 요소를 공유하며 자본주의적 성취를 일궈낸 나라들로 한정되어야 하지

만, 아시아적 가치론이라면 유교 이외의 설명변수를 포함하기에 지역 범위가 동

남아시아의 일부 나라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 그리고 동아시아 발전국가론은 국

가주도형 근대화로써 성과를 낸 나라들을 아우른다. 그 결과 이러한 계열의 동아

시아 담론은 다른 계열에서라면 핵심적 위치를 점하는 중국의 존재감이 미미했

다. 중국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취해왔으며,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비약적 경제

성장을 설명하려면 별도의 이론적 접근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후 1990년대 후반에는 동아시아 경제위기, 아세안+3 출범, 김대중 정부의 동

아시아 지역주의 구상 등을 배경으로 지역주의론 계열의 동아시아 담론이 본격화

되는데 거기서는 동남아의 존재가 아세안이라는 형태로 부각되었다. 물론 김영삼

정부 시기에는 세계화를 기치로 내걸고 ‘아태시대’의 도래를 예견하기도 했다. 그

러나 1997년 동아시아 경제위기에서 APEC이 제구실을 못하고 아세안+3가 출범

하자 아시아태평양이라는 지역상은 한국지식계의 지역 담론 속에서 제 역할을 하

지 못하고 동아시아가 주된 지역상으로 자리잡는다. 그리고 동아시아는 동북아와

동남아를 아우르는 지역이라는 인식이 확산된다.

그 점은 다음의 김대중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제 과거에 있었

던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간의 어떤 차별도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동

아시아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서로 협조해야 한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외환위기를 겪었을 때만 해도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동아시아 전체에 어려움이 있었을 뿐입니다.”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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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외환위기는 동남아에서 시작되어 동북아로 번졌으며, 더욱이 아세안

이 아시아의 지역주의에서 가장 실체적인 주도세력이었기에 지역주의론에서 동남

아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이다. 그 결과 때로 동아시아와 호환되어 사용되던 동북

아라는 지역상은 동남아와 더불어 동아시아의 하위 범주가 되고, 동아시아가 한

중일 삼국이나 중화문명권의 다른 이름으로 간주될 여지는 줄어든다.

한편 동아시아가 동북아와 동남아의 상위 범주라는 인식이 자리잡으면서 동북

아의 지리적 윤곽도 보다 뚜렷해졌다. 여기에는 앞서 정리했듯이 참여정부의 동

북아시대구상이 주효하게 작용했는데, 그와 함께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에 6

자회담이 처음으로 개최되었다는 사실도 특기해둬야 할 것이다. 2003년 1월 북한

이 NPT를 다시 탈퇴하며 제2차 북핵위기가 발생하고 역내 안보상황이 긴장되자

이를 관리하고자 주요 당사국 간에 6자회담이 개최되었다. 2003년 4월 베이징의

북ㆍ중ㆍ미 3자회담에서 북핵 문제의 다자적 해결이라는 새로운 실마리가 마련되

었으며, 중국의 적극적 중재 하에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참가를 요청하고 북한도

러시아의 참가를 요청해 6자회담이 성사되었다. 6자회담의 진행과정은 줄곧 동북

아라는 지역명을 동반했으며, 6자회담의 성사는 동북아 지역 최초의 정부간 다자

회담을 뜻했다. 그리고 6자회담 참여국은 참여정부의 동북아 지역 범위에 관한

이해방식과도 일치해 동북아는 한반도와 주변 4강이라는 인식이 점차 정착해갔

다.

이렇듯 10여 년에 걸친 동아시아 담론의 이행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역

범위의 변화 양상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동아시아의 지역상이 확대 일로였다고

는 말할 수 없지만 확장되는 추세였다. 동아시아라는 지역상의 관건적 요소가 문

화적 동질성에서 경제적 연계로 바뀌어갔기 때문이다. 둘째, 동아시아의 지역 범

위가 보다 명료하게 구획된 외연을 갖추게 되었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주의론에

서 지역 설정은 일차적 사항이다. 그것은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ㆍ지향ㆍ제도화

수준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155) 김대중, 1999,「1998년 베트남 방문 및 아세안 정상회담 참석 귀국기자회견」,『김대중 대
통령 연설문집 제1권』, 대통령비서실, 6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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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아시아 연구에서 각국별 표상의 차이

이상으로 동아시아의 유동하는 외연을 기술했으니 끝으로 거기에 포함된 각국

은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거론되고 어떻게 다르게 표상되었는지를 확인해두기로

하자. 여기서도 일단 동아시아 표제어 포함 논문과 동북아 표제어 포함 논문을

구분해 국가별 등장 빈도부터 살펴보겠다.

[그림 2-13] 동아시아 표제어 포함 논문 중 국가별 등장 빈도

[그림 2-14] 동북아 표제어 포함 논문 중 국가별 등장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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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동북아 표제어 논문 중 국가별 등장 빈도를 보면 어느 경우나 중국과

일본이 높고 다음이 미국순이다. 그런데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수위이나 동북아

에서는 중국이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한다. 이것은 중국과 일본이 정치안보ㆍ경

제 영역에서는 모두 높은 빈도로 거론되어 동북아 표제어 논문에서 큰 비중을 차

지하지만, 사회문화 영역의 논문 비중이 큰 동아시아 표제어 논문에서는 중국 관

련 연구가 일본 관련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런데도

동북아 표제어 논문 중 국가별 등장 빈도에서 중국이 일본을 앞지르는 것은 지정

학적ㆍ지경학적 차원에서 지역구상을 수립할 때 중국이 일본보다 중요한 위상을

점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편 역전 현상은 러시아와 대만 간에서도 일어난다. 러시아는 동북아 표제어

논문에서는 대만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표제어를 동아시아로 바꾸면 적게 등장한

다. 또한 동북아 표제어 논문의 경우 러시아는 미국에 버금가는 정도로 거론되는

데, 특히 동북아 경제협력구상에서 러시아가 주요국으로 거론되기 때문이다. 동북

아 표제어 논문에서는 같은 맥락에서 러시아와 더불어 북한ㆍ남북한ㆍ한반도도

비교적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한반도의 등장 빈도가 미국을 상회한다.

반면 동북아라는 지역상에서 대만은 좀처럼 포착되지 않는다. 대만은 동아시아

라는 지역상과 결부해야 연구의 시야 속으로 들어온다. 반면 이 경우 러시아는

빈도가 낮아진다. 더구나 동아시아 표제어 논문에서는 북한ㆍ남북한ㆍ한반도를

모두 합쳐봐야 대만과 등장 빈도가 비슷할 만큼 북한에 대한 시각은 결여되어 있

는데, 이 점에 관해서는 4부 5장 1절 ‘동아시아 담론에서 북한의 누락’에서 자세

히 다룰 것이다.

이상의 통계적 경향성은 키워드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먼저 중국, 일본, 미국을 중심으로 한 키워드네트워크를 보자. 다음 그림들은 동

아시아 표제어 포함 논문의 키워드와 동북아 표제어 포함 논문의 키워드를 합치

고 상위 15%의 키워드를 추려낸 뒤 거기서 각국별로 키워드네트워크를 그려본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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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중국을 중심으로 한 키워드네트워크

[그림 2-16] 일본을 중심으로 한 키워드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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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미국을 중심으로 한 키워드네트워크

키워드를 대거 동반하는 국가는 역시 중국과 일본이다. 두 국가의 키워드들은

다양할 뿐 아니라 정치안보ㆍ경제ㆍ사회문화 영역에 두루 걸쳐 있다. 또한 질서

ㆍ정세 등의 국제정치 관련 용어가 키워드로서 등장하는 경우도 두 국가뿐이다.

동아시아, 동북아 수준의 지역구상에서 두 국가는 핵심적으로 거론되는 것이다.

이제 중국과 일본의 차이를 살펴보자면, 중국의 경우는 경제 영역에서 경제위

기, 경제권이 키워드로 등장하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찾아볼 수 없다. 일본의 경우

에도 협력이 키워드로 확인되지만 경제권역으로서의 동아시아, 동북아를 표상할

때는 중국이 관건적 국가로 상정되어 있는 것이다. 한편 일본의 경우는 키워드가

사회문화보다 정치안보ㆍ경제 영역에 치우쳐 있으나 사회문화 영역에서는 중국의

경우에는 등장하지 않는 고대, 문학이 눈에 띈다. 이 또한 언어적 인접성, 지적

조류의 유사성 등의 이유로 역사, 문학 등의 인문학 연구에서는 중국보다 일본

관련 연구가 활발했던 까닭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한편 미국의 키워드는 군사ㆍ동맹ㆍ안보ㆍ전략ㆍ정책 등으로 오로지 정치안보

영역에 국한되어 있다. 상위 15%에서는 경제 영역의 키워드도 사회문화 영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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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도 확인되지 않는다. 그 맥락에서 미국이 표상될 때는 한반도와 북한이 인

접어로 등장하는 사례가 많으며 그것들을 매개하는 개념이 다자안보, 평화 등이

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키워드네트워크의 대상을 바꿔보자. 중국, 일본, 미국이 어떤 맥락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띠고 거론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먼저 경제위기의

키워드네트워크다.

[그림 2-18] 경제위기를 중심으로 한 키워드네트워크

위의 키워드들을 문장으로 이어본다면 경제위기는 특히 금융 분야에 관한 경제

적ㆍ정치적 협력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그리고 관건적 국가는 중국이었다. 동아

시아/동북아 표제어 포함 논문 가운데 경제위기가 논문명에 등장한 경우 미국이

함께 나온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다.

경제위기를 거치며 동아시아 담론에서 부상한 또하나의 키워드는 공동체다. 동

북아 표제어 논문 가운데 공동체라는 키워드가 등장하는 경우는 1990년부터 1996

년까지 6차례에 불과했으나 1997년부터 2007년까지는 46차례 등장한다. 동아시아

표제어 논문의 경우는 1996년까지 한 차례밖에 등장하지 않던 것이 1997년부터는

57회로 늘어난다. 경제위기의 키워드네트워크에서 확인되는 협력의 경우도 1996

년까지 두 차례밖에 나오지 않던 것이 1997년부터 2007년까지는 69회로 늘어난

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논문 편수가 늘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유의미한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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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차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림 2-19]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키워드네트워크

공동체의 키워드네트워크를 살펴보면 정치(안보), 경제, 문화 영역의 순으로 키

워드들과의 관련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런데 여기서도 중국이 주요 국가로서

자리잡고 있으며 다음이 일본 순이지만, 유럽은 비교의 맥락에서 등장하는데도

미국은 등장하지 않는다. 한편 북한 역시 나오지 않으며, 아세안 같은 동남아 지

역 역시 키워드로 등장하지 않는다. 상위 15%에 한정되어서기도 하지만 동아시

아(동북아)공동체 형성에서 중국 변수가 가장 중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동체 형성의 핵심 요소인 정체성은 문화와 관련해 표상되고 있음도 눈여

겨볼 대목인데, 문화라는 키워드 역시 중국, 일본과 관련되고 있다.

이번에는 질서의 키워드네트워크다. 공동체가 정치안보ㆍ경제ㆍ사회문화 영역

에 걸쳐 활용되고 사회과학계만이 아니라 인문학계에서도 사용되는 키워드라면,

질서는 정책학적 성격이 뚜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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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0] 질서를 중심으로 한 키워드네트워크

신질서, 국제질서, 정치질서, 경제질서 등의 형태로 등장하는 질서의 키워드네

트워크에서는 역시 정치, 경제가 인접어로 위치하며 중국과 일본은 주요하게 거

론되지만 미국은 빠져 있다. 물론 이 데이터는 논문명을 취한 것이니 본문 내용

에서는 언급되었을 수 있겠으나 동아시아 신질서 구상에서 중국, 일본에 비해 미

국에 적극적 의미가 부여되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있다.

이제 협력의 키워드네트워크로 옮겨가보자. 예상할 수 있듯이 협력으로 키워드

네트워크를 설정하면 공동체나 질서의 경우에 비해 키워드의 양과 범위가 늘어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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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협력을 중심으로 한 키워드네트워크

협력의 경우에도 정치안보ㆍ경제ㆍ사회문화 순으로 키워드들이 분포되며 중국,

일본이 중요하게 거론된다. 같은 정치안보 영역이라도 중국은 안보, 정책이라는

키워드와 일본은 평화라는 키워드와 함께 등장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도 특징이

다. 그리고 양국에 이어 러시아와 함께 미국이 등장한다. 미국은 여기서도 한반도

라는 키워드와 인접해 등장하고 있다. 한편 북한, 남북한, 한반도는 모두 상위

15% 안에서 등장하지만 외곽에 분포되어 있다.

이제 중국, 일본, 미국 이외의 국가로 옮겨가보자. 먼저 러시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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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키워드네트워크

러시아는 사회문화 영역의 키워드가 없고, 소수의 키워드는 경제와 정치안보

영역에 국한되어 있다. 키워드들을 문장으로 조합해본다면 러시아는 경제와 정치

안보상의 정책적 협력의 대상으로 표상되고 있다. 그리고 타국의 경우에는 찾아

볼 수 없는 키워드인 에너지가 러시아를 협력대상으로 시야에 들이는 주된 이유

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러시아가 표상될 때 중국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거대한 대륙은 함께 표상되며 동북

아 지역의 특히 경제협력에 관한 한국지식계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그림 2-23] 대만을 중심으로 한 키워드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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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키워드 자체가 적다. 대만의 키워드네트워크를 통해서는 눈에 들어오는

것이 별로 없다는 점이 눈에 띄는 사실이다. 정치가 거론되지만 상위 15%에서는

다른 키워드들이 포착되지 않아서 함의를 가늠하기 어렵다. 다만 다른 국가의 경

우와 확연히 다른 것은 비교연구가 주요 키워드로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또한 대

만의 키워드네트워크에 포착된 불과 네 개에 불과한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중국

이고 하나가 일본이다. 즉 대만은 동아시아라는 지평 속에서는 일본과 중국을 매

개한 비교연구의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식민지기와 냉전기로 나눠본다

면 식민지기 대만에 대한 관심은 실은 제국 일본에 대한 관심인 경우가 대부분이

다. 신중국 성립 이후의 대만 연구 역시 결국 대륙 중국 연구의 파생물인 경우가

많다. 이는 제국 일본과 대륙 중국을 거치지 않고서는 한국 쪽에서 타이완이 보

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으로, 그렇다면 주변과 주변은 어떻게 해야 마

주볼 수 있는지가 문제로 남을 것이다.

이제 북한으로 시선을 옮겨보자. 여기서는 대만이 아닌 북한조차 동아시아 시

각에서 외면당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그림 2-24] 북한을 중심으로 한 키워드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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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역시 상위 15%의 경우 등장하는 키워드는 아홉 개에 불과하며, 그 중 세

개가 중국ㆍ일본ㆍ미국이다. 동아시아 연구에서 북한이 독자적으로 거론되는 경

우는 많지 않으며 주요 삼국을 대동하고서야 등장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경제ㆍ경제권이라는 키워드에 비해 정치와 안보가 인접해 있으며, 타국에서는 찾

아볼 수 없는 핵이 키워드로 등장한다. 즉 북한은 협력의 대상인 동시에 안보적

불안요인으로서 거론되고 있다. 북한을 대하는 몹시 일면적인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상 북한을 대하는 시각이 일면적일 뿐 아니라 북한에 관한 연구 자체가 몹시

적다. 그나마 동북아 표제어 논문 중 국가별 등장 빈도를 보면 북한은 38회이나

동아시아 표제어 논문에서는 다섯 차례밖에 등장하지 않는다. 이제껏 살펴보았듯

이 동아시아 담론의 여러 경향 가운데 가령 문화정체성론은 한중일 삼국을 일러

동아시아라고 표상하곤 하는데 여기서는 이미 북한의 존재가 누락되어 있다. 발

전모델론도 근대화가 지체된 혹은 근대화가 이질적인 북한은 논외로 친다. 지역

주의론조차 북한을 시야 바깥에 두든지 종속변수로 다루는 경향이다. 핵이 주요

키워드인데서 확인되듯이 북한은 안보환경을 저해하는 제약요소로 묘사되곤 한

다. 동아시아는 북한과의 관계라는 난제를 천착하기보다는 우회하거나 혹은 회피

하는 매개일 수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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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동아시아 담론의 계열화와 지식계 내외의 조건들

동아시아 담론은 속성상 20세기 말과 21세기 초에 걸치는 과세기(跨世紀)적 담

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 20세기에 대한 반추와 더불어 21세기에 대한 전망 가운

데서 동아시아 담론은 시대 변화의 과도기적 혼란상을 반영하며 이행하고 분화했

다.

2부에서 확인했듯이 동아시아 담론은 일관된 지향성을 갖는 게 아니라 국면에

따라 여러 갈래로 분기했다. 자본주의, 민족주의, 문화전통에 대한 논자의 입장에

따라, 인문학과 사회과학, 정부와 민간, 학술과 운동, 진보와 보수 등 논자의 위치

에 따라 논의들은 갈라지고 복잡하게 교차했다. 가령 유교자본주의론과 신자유주

의 비판의 각도에서 등장한 대안체제론을 비교하자면 근대화에 대한 인식, 한국

현실에 대한 진단, 대안 마련의 방향에서 거의 극단적으로 대조된다. 따라서 동아

시아 담론을 단수로 뭉뚱그리기는 어려우며, 하위담론들 그리고 그것들을 파생시

킨 담론장을 밝혀내야 할 필요성이 생기는 것이다.

지금까지 통시적 각도에서 자료들을 조사해 동아시아 담론의 이행 과정을 확인

했다. 이제 공시적 각도에서 동아시아 담론의 분화상을 정리하고 해석할 차례다.

즉 담론의 이행기 동안에 등장한 이질적 경향들을 체계적으로 분별해내고 상이한

계열의 동아시아 담론은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어떻게 달리 반응하고 학술적 논

의들과 어떻게 접목하며 분화했는지, 그리고 어떤 쟁점을 두고 충돌했는지, 그러

한 담론의 정치를 조사하려는 것이다.

사회적 파급력을 갖는 담론이 등장하면 그것을 어떻게 전유할 것인지를 둘러싸

고 세력이 형성되고 교착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동아시아 담론이 그러했다. 동아

시아 담론은 개념(동아시아), 표현매체(문헌), 지시대상(역사적 현실)이 자율적으

로 존재한다기보다 담론의 정치 가운데서 계열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동아시아라

는 같은 개념을 사용하더라도 매체 내지 진영에 따라 용법을 달리해 복수의 논의

로 갈라진 것이다. 물론 이런 계열화가 매체 내지 진영의 내적 필요성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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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발생하고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동아시아 담론은 지향성이 불분명한 까

닭에 지식계 내외의 환경 변화에 따라 담론의 전개 양상이 크게 달라졌고 그 과

정은 계열화를 동반했다.

동아시아 담론의 형성과 이행 그리고 분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여러 가

지를 거론할 수 있다. 지식계 내부 요인으로서는 마르크스주의의 위기, 오리엔탈

리즘과 포스트주의의 부상, 근대성 논쟁, 민족주의 비판, 문화연구의 부흥 등과

같은 지적 조류의 변화뿐 아니라 인문학의 위기, 학술진흥재단의 전면화, 등재지

의 부상, 비평지의 쇠퇴와 결부된 지식정책의 변화도 동아시아 담론의 이행과 성

쇠에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지식계 외부의 사회적 요인으로는 국제적으로는 현

실사회주의권의 해체, 동아시아 경제위기, 9 11 테러, 역사 영토 분쟁, 국내적으로

는 1987년 민주화, 1990년대의 자유화ㆍ세계화, 2000년대의 신자유주의화 그리고

정권교체 등이 특정 계열의 동아시아 담론이 부흥하거나 쇠퇴하는 배경으로 작용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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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아시아 담론의 네 가지 계열

동아시아 담론은 인문학과 사회과학 영역을 망라하는 학제적 담론이다.156) 그

리고 영역에 따라 담론의 지향성이 갈렸다. 인문학 영역에서는 문학ㆍ역사ㆍ철학

해석에 사용되는 서구에서 유입된 이론, 이념, 개념, 논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

고 서양중심적 지식체계에 맞서려는 언술들이 도드라졌으며, 그러한 지식체계에

의해 망각되거나 가치절하되었던 사상적 전통을 복원하려는 논의들이 힘을 얻었

다. 사회과학 영역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발전 혹은 쇠퇴를 설명하거나

정치ㆍ경제 영역에서 지역협력체제의 제도화를 모색하는 데 치중하는 경향이었

다.

하지만 인문학과 사회과학 영역 내부에도 편차는 존재했다. 인문학 영역에서는

동아시아의 동질성 내지 정체성을 추구하는지, 서구추종적 근대화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되 동양문화본질주의 역시 경계하는지 등에 따라 입장이 갈렸다. 사회과학

영역에서도 기존의 현상을 설명하려는 시도인지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려는 시

도인지 등에 따라 입장차를 보였다. 이 차이가 불분명한 형태로 잠재적 대립 상

태에 머물러 있더라도 특정 국면에서는 관점과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세력 간의

움직임과 맞물려 표면화될 수 있다. 그리고 그 경우 담론공간은 합리적 의사소통

의 장으로 기능할 수도, 당파성에 근거한 각축장으로 변모할 수도, 소통은 유실된

채 ‘담론들의 게토’로 변질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러한 차이를 감안해 동아시아 담론을 네 가지 계열로 구분할 것이다.

바로 동아시아 문화정체성론, 동아시아 대안체제론, 동아시아 발전모델론, 동아시

아 지역주의론이다.157) 이때 분류 기준은 담론의 지향성이다. 담론을 분류할 때는

156) 박명림과 지상현은 동아시아 담론에서 인문학과 사회과학 간의 통합적 연구가 부족했다고 
지적한다. “인문학의 시도가 과거 역사와 문화담론에 주로 천착하고, 정책논의가 미래 전망과 
정책제시에 그치는 동안, 양자를 연결하는 한국의 동아시아 인식과 구상에 대한 통합적 연구는 
결락되었다”(박명림‧지상현, 2009,「탈냉전기 한국의 동아시아 인식과 구상： 김대중 사례연
구」,『한국정치학회보』43집 4호, 152쪽). 다만 이러한 지적은 동아시아 담론이 학제간 담론
이어야 한다는 전제 위에서 나왔다고 말할 수 있다.

157) 장인성은 「한국의 동아시아론과 동아시아 정체성」에서 이와 유사한 분류를 내놓고 있다
(장인성, 2005,「한국의 동아시아론과 동아시아 정체성」,『세계정치』26집 2호, 6쪽). 그는 한
국지식계의 동아시아 담론을 ‘문명론적 아시아론’, ‘동아시아/동북아공동체론’, ‘동아시아 민중연
대론’, ‘성찰적 동아시아론’이라는 네 가지로 분류했다. 이러한 분류는 선행연구 검토에서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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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론의 주체, 담론의 영역, 담론의 매체 등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지만 가장 본

질적인 분기점은 담론의 지향과 목표다. 더욱이 동아시아 담론은 특성상 담론명

에서 지향성이 드러나지 않으며, 그로써 담론의 분화가 가속화되고 담론의 정체

성이 모호해진 측면이 있으니 담론의 지향성에 근거해 계열화하고 혼란상을 수습

할 필요가 있다. 결국 ‘어떤 동아시아 담론’인가를 궁극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왜

동아시아인가’ ‘무엇을 위한 동아시아인가’다.

그리고 이러한 네 가지 계열의 동아시아 담론에는 이행 과정에서 등장한 여러

논의가 하위 범주로서 포함된다. 가령 동아시아 문화정체성론에는 동아시아 한자

문명권론, 유교문명권론, 동아시아 문학론 등이, 동아시아 대안체제론에는 동아시

아 탈근대주의론, 동아시아 탈민족주의론, 동아시아 탈국민국가론 등이, 동아시아

발전모델론에는 유교자본주의론, 동아시아 발전국가론 등이, 동아시아 지역주의론

에는 동아시아 안보공동체론, 경제공동체론 등이 포함된다.

(1) 동아시아 문화정체성론

동아시아 담론이 갖는 지성사적 주요 의의의 한 가지는 이식된 근대, 모방적

근대화에 관한 성찰에 있다. 동아시아를 지리 범주를 넘어선 지적 지평으로 삼으

려 했던 논자들은 서구추종적 근대화가 초래한 국가주의의 억압과 동원, 자본주

의의 독점과 착취 문제에 관한 비판적 시각을 조형하는 데 역점을 뒀다. 따라서

이식된 근대ㆍ모방적 근대화로 역사적 상흔과 현실적 갈등이 축적된 이곳에서 동

아시아 담론은 근대 이해의 성찰적 계기를 마련했으니 그 지성사적 가치는 쉽게

저버릴 수 없는 것이었다.

특히 한국지식계의 식민성 문제를 두고 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초기에는 인문

학자들이 논의를 주도했다. 서구 제국주의가 세계를 분할한 이후 ‘서구=보편, 비

본 다른 연구들에 비해 다양한 논의를 포괄하면서도 체계적이다. 그러나 ‘문명론적 아시아론’은 
원형적 동질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문명’이 아닌 ‘문화’라는 개념으로 바꾸는 편이 적절하며, 
‘동아시아/동북아공동체론’은 주로 사회과학자들이 제기되는 지역주의론임을 강조하고자 공동체
라는 모호한 용어 대신 ‘지역주의론’이라고 명기했으며, ‘동아시아 민중연대론’은 이 논의가 국
민국가와 자본주의적 질서의 극복을 지향한다는 점을 감안해 ‘동아시아 대안체제론’에 포함시켰
으며, ‘성찰적 동아시아론’은 ‘동아시아 대안체제론’으로 그 지향성을 분명히 밝혔다. 그리고 누
락된 ‘동아시아 발전모델론’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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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특수’라는 표상체계는 비서구 지식인의 정신세계를 옥죄는 인식틀로 기능했

다. 동아시아 사회를 이해하는 데 쓰이는 범주 내지 기본개념, 가령 국가ㆍ국민ㆍ

개인ㆍ주체ㆍ시민사회ㆍ시민권ㆍ민주주의ㆍ인민주권ㆍ인권ㆍ공적영역ㆍ사적영역

ㆍ합리성 등은 대체로 서유럽과 미국의 사회구성체로부터 파생되었거나 유럽의

지성사에 기대어 고안된 개념들이다. 초창기 인문학자들이 주도한 동아시아 담론

은 이러한 서구중심적 근대의 표상체계로부터 벗어나려는 의지를 추진력으로 삼

고 있었다.

그러나 탈근대ㆍ탈서구ㆍ탈식민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더라도 동아시아를 어디에

어떻게 위치지을 것인지를 두고 인문학자들 사이에서 분화가 일어났다. 일군은

고유의 가치ㆍ문화ㆍ사상 등 ‘동아시아적인 것’을 재발굴해 ‘하나의 동아시아’를

구축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이러한 시도는 “동아시아에는 동아시아만의 정체성

(identity)이 있다”고 전제한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정체성론이라고 부를 수 있으

며, 그 정체성을 삶의 양식인 문화로부터 마련하려는 특징을 지닌다는 점에서 동

아시아 문화정체성론이라고 부를 수 있다.

동아시아 문화정체성론은 동아시아 역내의 국가, 민족과 같은 구성단위들은 문

화적 특성을 공유하며, 그 특성은 서구 문화와 달리 독자적인 것이며, 그로써 공

동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특수성에 기반한 동아시아 정

체성에는 서구 문화에 맞선다는 의미에서 주체성의 함의가 부여되기도 한다.158)

물론 이러한 지적 입장이 탈냉전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등장한 것은 아니다. 동

양문화주의ㆍ동양문명론이라고 부를 만한 논의들은 ‘서양의 충격’에 직면한 19세

기 말부터 존재해왔다. 다만 당시 그것은 서세동점에 대응하는 수세적 담론에 가

까웠다. 물질문화가 우월한 서구와 정신문화가 우월한 동양을 대비시키고 그것들

158) 1996년 『문학과사회』겨울호 특집 ‘동아시아의 담론을 바로 읽는다’ 편집의 말에서 강진아
는 동아시아 담론의 등장 배경을 다음처럼 정리하는데, 이는 동아시아 담론 일반보다는 문화정
체성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의 담론은 후기 구조주의 이후 
근대적 이성에 대한 비판 경향의 확산이라는 사상적·문화적 맥락 속에서 한층 활성화 되고 있
다. … 즉, 동아시아의 근대 사상과 근대 문화는 서구중심주의·이성중심주의에 함몰된 가운데 
형성되고 전개되어왔다, 서구중심주의와 이성중심주의는 동아시아적인 것을 부당하게 평가절하
했으며 부당하게 부정적으로 착색했다, 그것은 일종의 이데올로기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우리
가 그 이데올로기에 함몰되어 우리 자신을 서구적 근대의 시각으로 왜곡되게 바라보아왔다는 
점이다, 그 이데올로기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동아시아적인 것의 정당한 복권이 요청된다, 라는 
것이다”(강진아, 1996,「동아시아의 담론을 바로 읽기 위하여」,『문학과사회』36호, 
1713~17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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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절충ㆍ융합하려는 형태로 제시된 동도서기론ㆍ중체서용론ㆍ화혼양재론 등은

논지의 차이는 있지만, 열세의 상황에서 서양 문물의 수용을 전제로 한 방어적

논의였다. 그러나 탈냉전기에 등장한 동아시아 문화정체성론은 동아시아의 경제

적 발전에 대한 자신감에 근거해 억압된 자기인식을 회복하고 나아가 서양문명에

관한 대안을 제시한다는 적극적 면모를 갖추기도 했다.

동아시아 문화정체성론은 동양의 재발견 나아가 복권을 기도했다. 국민국가의

틀로 구획되기 이전에 이 지역에서 공유되었던 문화적ㆍ정신적 연계를 중시하고,

그러한 동양의 전통 내지 원형 속에서 오늘날의 사상 자원을 발굴하고자 노력했

던 것이다. 동아시아를 문화 단위로 상정하고자 할 때 전통적 요소로는 다양한

것들이 거론되었다. 한자라는 의사소통수단이자 인식체계, 유불도라는 사유체계,

부계율을 근간으로 하는 가족제도와 혈연조직, 조상숭배 등의 문화전통과 관료제

같은 사회제도가 문화권, 나아가 문명권으로서의 동아시아를 성립시키는 구성 요

소로서 주목받았다.

그 중에서도 단연 중시된 것은 유교였다. 유교는 단지 일개 사조일 뿐 아니라

태극(太極)의 원리에 기반하고 음양오행(陰陽五行)의 생성변화작용에 바탕한 우

주론이고, 천리(天理)를 숭상하는 세계관이며, 인의예지신(仁義禮智信)을 강조하는

인생관이자, 공도정치(公道政治)를 추구하는 정치론이다.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중국 전한의 무제 때로 소급한다면 2000여 년 간 지속되어온 사회사조이며, 공간

적으로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삼은 관료제도는 동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통치의 근

간을 형성해왔다.

가령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은 개원하며 동아시아의 지리적 외연을 이렇게

획정했다. “동아시아는 실질적으로 한ㆍ중ㆍ일 삼국을 의미하고, 하나의 문화권,

즉 동아시아문화권으로 묶어서 불리는 것이다. 동아시아문화권은 곧 한자문화권,

특히 유교문화권으로 특징지어진다. 그 이유는 종교적 기능을 수행한 불교와는

달리 유교는 고대로부터 전장제도(典章制度)와 정치문물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세와 근대 시기에 그 정도와 방향의 차이가 존재하였어도 역

사적으로 동아시아는 유교문화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역사적 배경 하에 동아

시아학은 서구문화권(기독교문화권)이나 중동문화권(회교문화권)과 구분하여 유

교문화권을 대상으로 하는 학(學)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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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교만이 동아시아 문화정체성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요소로 거론된 것

은 아니다. 특히 유교자본주의론이 위축된 이후 세를 얻은 아시아적 가치론은 특

정 문화 요소를 중시한다기보다 서구 문화와 다른 동아시아의 문화적 속성을 강

조하는 경향이었다. 즉 자연과 인간의 일체화, 유기체론적 시각, 공동체 윤리, 순

환적 사고방식 등을 동아시아의 문화적 특징으로 내세웠다.

(2) 동아시아 대안체제론

동아시아 문화정체성론이 탈냉전의 추세를 탈서구의 시대상황으로 진단하고 논

의를 전개해갔다면, 동아시아 대안체제론은 탈근대 내지 근대 비판에 보다 역점

을 두었다. 동아시아 대안체제론은 1980년대 말 이래 사회주의권의 몰락, 미국 주

도의 자본주의 세계화라는 세계 질서의 급격한 변화 가운데서 서구중심적 근대체

제를 대신할 대안적 사회원리를 모색하는 입론으로 등장했다. 그런 의미에서 동

아시아 문화정체성론이 19세기 말 서세동점 하에서 출현했던 동양문화주의를 오

래된 연원으로 삼는다면, 동아시아 대안체제론은 1970, 80년대 냉전기의 한국 사

회변혁 운동을 비판적으로 계승한 것이라고 하겠다. 백영서의 표현에 따르면

1990년대 초반 냉전적 대립관계가 완화되고 지구화와 신자유주의의 진전으로 전

지구적 자본의 획일화 논리가 횡행하는 와중에 “1970년대 민족민주운동 진영이

1990년대 이후 변화한 나라 안팎의 상황에 맞춰 새로운 이념을 모색하는 과정에

서 …… 일국적 시각과 세계체제적 시각의 매개항”160)으로 동아시아가 주목을 받

았던 것이다.

1970, 80년대 변혁운동의 지향점은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라는 ‘근대(화)’ 과제를

한반도에서 실현하는 것이었고, 이것이 반자본주의적 노동해방운동과 함께 존재

했다. 그런데 이러한 변혁운동은 1980년대 말 현실사회주의의 몰락, 냉전의 종식,

동아시아의 경제적 도약이라는 역내 환경의 변동으로 변화를 요구받았다. 현실사

회주의권의 몰락으로 진보진영 담론의 현실적 준거가 사라진 지적 공황의 상황에

159) 이우성, 2005,「동아시아와 한국」,『동아시아학의 모색과 지향』,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3
쪽.

160) 백영서, 2000,「중국에 ‘아시아’가 있는가?」,『동아시아의 귀환』, 창비, 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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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일군의 논자들이 새로운 활로를 동아시아에서 찾는 가운데 대안체제론은 등장

할 수 있었다. 그들은 전환기의 시대 상황을 사회주의의 몰락이라기보다는 기존

근대질서의 전반적 위기로 규정하고 대안 마련에 부심했기에 그 노력의 산물인

대안체제론은 이념적ㆍ운동적 속성이 강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전개과정에서 대

안체제론은 탈국가주의, 소수자주의 등과 접목되면서 양상이 조금씩 변화하기도

했다.

동아시아 대안체체론에서는 먼저 창비 진영의 논자들이 포진해 있다.161) 최원

식은 「탈냉전시대와 동아시아 시각의 모색」에서 “서구적 근대를 넘어설 새로운

세계 형성의 원리”162)로서 동아시아적 특수성을 탐색한 바 있다. 그리고 백낙청

은 자본주의 문명을 대신할 대안 문명의 모색이 긴박하다면서, 국가 단위(분단체

제 극복)로부터 지역 단위(동아시아 민중 연대)로, 나아가 세계 차원(새로운 전지

구적 문명 건설)에서 기존 근대질서를 타파한다는 사고를 전개했다.163) 백영서

역시 동아시아 담론의 지적 실천을 통해 “전지구적 자본의 획일화 논리에 저항하

는 커다란 과제를 실현할 거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164)했다. 그러면서

도 창비 진영의 동아시아론은 ‘미완의 근대’로 인해 남겨진 분단 극복의 과제를

중시했기에 탈근대를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근대적응과 근대극복’이라는 이중과

제론을 견지했다.165)

창비 진영만이 아니라 대안체제론으로 분류할 수 있는 논자들은 ‘미완의 근대’

161) ‘동아시아의 비판적 지성’ 시리즈에 공동으로 수록된 기획의 말 「비판적 지성이 만드는 동
아시아」는 동아시아에 다음 같은 의의를 부여한다. “제국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지역연대를 꿈
꾸는 상상력의 근거”(19세기), “세계경제의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거점으로서의 자부심을 표상하
는 기호”(20세기 후반), “세계의 번영과 쇠퇴, 평화와 전쟁을 갈음하는 핵심적 지역”(21세기 초
입)

162) 최원식, 1993,「탈냉전시대와 동아시아 시각」,『창작과비평』79호, 224쪽.

163) 백낙청 1995,「민족문학론, 분단체제론, 근대극복론」,『창작과비평』89호, 16~18쪽.

164) 백영서, 2000,「중국에 ‘아시아’가 있는가?」,『동아시아의 귀환』, 창비, 66쪽.

165) 백낙청, 1999,「한반도에서의 식민성 문제와 근대 한국의 이중과제」,『창작과비평』105호; 
최원식, 1998,「세계체제의 바깥은 없다」,『창작과비평』100호; 백영서, 2008,「동아시아론과 
근대적응ㆍ근대극복의 이중과제」,『창작과비평』139호. 김성보는 근대가 내포하는 억압과 해
방의 양면성에 천착한 창비 진영의 ‘근대적응과 근대극복의 이중과제’라는 문제의식에 동의하면
서도 ‘적응과 극복’이라는 용어는 서유럽을 근대의 생산자로 보고 비서유럽을 수용자로 보는 비
주체적 시각이 전제되어 있다며, 근대성 자체가 고정적이지 않고 끊임없이 변동ㆍ확장되고 있
음을 강조하고자 ‘확장과 지양’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김성보, 2007,「탈중심의 세계사 인식과 
한국근현대사 성찰」,『역사비평』80호, 2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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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발목 잡힌 현실 속에서 ‘강력한 근대’(세계화)에 직면해 이론적으로는 ‘탈근

대’(포스트모더니즘)를 공급받는다는 한국 근대구조의 중층성으로 말미암아 서구

추종적 근대화에 대한 비판의식을 견지하면서도 전면적 근대의 초극을 내세우기

보다는 대안적 근대 인식을 도모해야 하는 과제를 끌어안고 있었다. 그리하여 대

안체제론은 성찰적 근대화(reflexive moderization), 다중적 근대성(multiple

moderities)의 방향으로 전개되는 양상이었다.

또한 근대 비판이라는 문제의식은 자본주의체제와 국민국가질서 비판으로 그

구체상을 드러내기도 했다. 먼저 조희연과 박은홍은 자본이 주도하는 아시아의

지역통합이 아닌 ‘사회적 아시아’를 지향한다. 사회적 아시아란 미국 중심의 시장

질서가 자의적으로 분절한 아시아의 분단을 넘어선 ‘아시아의 저항적 재구성’이되

중국의 중화주의나 일본의 대동아공영권과 같은 ‘패권적 아시아주의’와도 차별화

되는 ‘아래로부터의 아시아’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아시아는 시장 자율이 아

닌 시장에 대한 공적ㆍ정치적 규율, 국가 안보가 아닌 인간 안보, 경제정책에 의

한 사회정책의 희생이 아닌 사회적 관심에 의한 경제정책의 조정, 생태적 지속가

능성 등 시민사회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이념형으로 제시된 개념이다.166)

또한 대안체제론의 시각에서 국민국가는 지상 과제인 근대화를 견인하기 위한

강력한 이념적 결정체였다. 근대화에 뒤처진 후발산업국가들은 근대화의 실현을

위해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를 활용해 국민을 동원했다. 특히 제국주의와 독재체제

를 경험한 20세기 동아시아사에서는 국민국가의 억압기제로서의 면모가 두드러졌

다. 그리하여 국민국가의 폐해를 극복하는 정치구성체에 관한 모색이 시도되었고,

그것이 창비 진영에서는 복합국가론으로서 제출되었다. 한편 백원담은 국민국가

들의 동아시아가 아닌 동아시아적 문화지역화를 구상했다. “우리가 상상하는 문

화지역화란 미국식 패권주의가 가상화한 문명의 충돌, 그 문화적 지역 블럭의 추

상이 아니다. 또 국가주의로의 전화 가능성을 담지한 중화질서나 대동아공영권에

의 편입도 아니다. 그것은 … 또 다른 문화적 패권의 관철이 아닌 차이를 바탕으

로 한 다원성의 공존, 진정한 평화와 상생이라는 지향을 분명히 하는 문화적 가

치 생산, 문화 민주주의 참다운 실현 공간”이라는 것이다.167)

166) 조희연‧박은홍, 2007,「사회적 아시아를 향하여」,『동아시아와 한국』, 선인, 295~296쪽.

167) 백원담, 2005,『아시아 문화연구를 상상하기』, 그린비, 3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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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동아시아 대안체제론은 동아시아 문화정체성론과 탈근대ㆍ탈서구라는

입지점을 공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차이점도 뚜렷하다. 지향성의 차이는 이제껏

확인했으며, 방법론을 봐도 동아시아 대안체제론은 원형적 문화를 재발굴한다는

식의 접근은 꾀하지 않는다. 동아시아 대안체제론으로 분류할 수 있는 논자들 가

운데 동아시아의 전통적 사상을 비교적 중시하는 창비 진영의 경우도 가령 ‘동아

시아의 비판적 지성’ 시리즈를 기획하면서 작성한 취지문 격인 글 「비판적 지성

이 만드는 동아시아」에서 “동아시아란 고정된 경계나 구조를 가진 실체가 아니

라 이 지역을 구성하는 주체의 행위에 따라 유동하는 역사적 공간”168)이라고 밝

히고 있다. 이들에게 동아시아란 문명권이 아니라 한반도의 정치안보적 교착과

긴장의 원인인 분단체제, 국가주의, 패권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 지평이자 지

적 지평인 것이다.

물론 백낙청과 최원식은 동아시아의 전통 내지 ‘문명적 유산’으로부터 분단체제

를 극복하고 패권주의를 견제하는 데 참고할 지혜를 구하지만, 백낙청은 “문명

유산 및 문화적 연속성의 유지는 그 창조적 활용을 통해서만 가능한 법”169)임을

분명히 밝히며, 최원식 역시 동아시아적 시각이란 “서양의 모방도 아닌, 그렇다고

전통으로서의 복귀도 아닌, 전통사상에 근거해서 서양 철학과 대결하면서 현대의

철학적 과제에 창조적으로 부응한”170) 것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동아시아 문화정

체성론에 속하는 논자에게도 전통이란 변치 않는 소여가 아니라 현대적 쓰임새를

갖도록 재구성한 산물일 것이다. 그러나 백낙청과 최원식이 활용하는 동아시아의

전통은 유교와 같은 문화 요소가 아니라 오늘날의 전환기를 이해하는 데 역사적

참조항이 될 만한 전근대사의 사건 혹은 고전문학과 사상이다. 그리고 그들의 동

아시아 지역상은 유교문명권이라고도 할 한중일 삼국이 아니라 20세기의 지정학

적 변동을 겪으며 형성된 한반도와 주변 강국들의 정치지형으로 상정된다.

보다 뚜렷하고도 중요한 차이점으로서 창비 진영의 동아시아론은 제3세계론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제3세계론은 서구중심주의를 상대화하고, 냉전체제 아래의

동서 진영 논리에서 비어져 나온다는 의의도 갖지만, 근대 이래 아시아에서 뿌리

168) ‘동아시아의 비판적 지성’ 기획위원, 2003,「비판적 지성이 만드는 동아시아」,『여럿이며 
하나인 아시아』, 창비, 6쪽.

169) 백낙청, 1996,「새로운 전지구적 문명을 향하여」,『창작과비평』92호, 13쪽.

170) 최원식, 1993,「탈냉전 시대와 동아시아적 시각의 모색」,『창작과비평』79호, 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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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었던 동서문명 담론을 혁파한 공적도 있다. 최원식은 예의 논문에서 냉전기에

는 제3세계가 친소와 친미의 양극단 사이에 다양한 편차대로 도열해 있어 진정한

통일성의 성취가 어려웠으니 탈냉전기에야말로 제3세계론의 시각을 복원해야 한

다고 힘주어 말했다.171) 아울러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을 전범으로 삼는 제3

세계주의는 서구중심주의 못지않은 ‘타자애’의 표출이니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로 우회하지 말고 ‘제3세계론의 동아시아적 양식’을 창출하자고 주창했다.172) 이

러한 시각은 동양 속의 동아시아가 아닌 세계체제 주변부로서의 동아시아를 사고

하도록 이끌고, 서구사회가 독점한 보편성을 전제하지 않고도 주변부 간의 소통

을 기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하지만 이러한 제3세계론적 시각이

동아시아 대안체제론에서 지속적으로 전개되거나 창비 진영에서조차 실효성 있게

계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동아시아 발전모델론

동아시아 발전모델론은 동아시아 국가, 특히 신흥발전국가들의 경제적 성공을

동아시아 국가들만의 사회적 특성으로부터 설명하려는 지적 입장이다. 그런데 동

아시아 발전모델론은 다른 계열의 동아시아 담론에 비해 외생성이 강하다. 한국

지식계에서 부상한 것은 1990년대 중반이었지만, 발전모델론 자체는 1970년대에

이미 존재했다. 1960년대 이래 동아시아 몇몇 국가가 고도성장을 거듭하자 독특

한 경영구조 및 경제정책 등의 제도적 측면 말고도 고유한 문화적 요소가 큰 기

여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1970년대 말 서구 언론에서 점화된 동아시아 경

제발전에 대한 논의는 1980년대 일본이 세계경제 무대에서 미국에 버금가는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고 한국ㆍ타이완ㆍ홍콩ㆍ싱가포르 등 소위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역시 중남미를 비롯한 여타 지역에 비해 빠른 속도로 성장하자 지리적 인접성 이

상의 공통 요인을 찾는 과정에서 유교자본주의론이 출현했으며, 1990년대에 들어

서는 긍정적인 문화 요소들을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라는 용어로 집약하기

도 했다. 하지만 유교자본주의론이나 아시아적 가치론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171) 최원식, 1993,「탈냉전 시대와 동아시아적 시각의 모색」,『창작과비평』79호, 213~214쪽.

172) 최원식, 2009,「천하삼분지계로서의 동아시아론」,『제국 이후의 동아시아』, 창비, 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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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 동아시아 경제위기를 거치며 서구 학계에서는 학술적 의제로서의 입지를 점

차 상실해갔다.

그러나 한국지식계에서는 크루그만 등의 경제학자가 동아시아 발전모델론을 공

박하던173) 시기인 1990년대 중반에 관련 논의가 집중적으로 전개되었다. 1980년

대 말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는 올림픽ㆍ북방외교ㆍ세계화ㆍOECD 가입 등 외양

적 성과가 도드라졌는데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발전모델론이 세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유교자본주의론이 아시아적 가치론보다 여러 잡지에서 특집으로 먼

저 다뤄졌는데, 두 논의가 보완관계만큼이나 경합관계를 띤 점도 특징이다. 그러

나 유교자본주의론, 아시아적 가치론 그리고 동아시아 발전국가론은 논지의 차이

는 있지만 한국의 동아시아 담론 안에서 동아시아 발전모델론으로 계열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담론들은 서구 학계에서 경과한 양상과는 달리 한국지식계에서

는 사회주의권이 몰락해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이 위축되는 가운데 오히려 1990년

대에 이르러 부상할 수 있었다. 물론 경제주의적 성격이 탈색된 아시아적 가치론

이라면, 동아시아 발전모델론보다는 문화정체성론의 하위 항목으로 분류하는 것

이 타당할 것이다.

동아시아 발전모델론으로 계열화할 수 있는 논의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먼저 유교자본주의론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고도성장은 공동의 문화적 기반인 유

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김석근은 유교자본주의론을 “유교의 덕목,

구체적으로 가족중심주의, 사회기강 유지, 건전한 노동정신, 교육존중, 성취의욕,

근면절검, 가족 및 소속 단체에 대한 귀속충성, 개인에 대한 단체의 우선, 질서서

열의 존중 등이 경제성장과 발전을 가져온 것으로 설명”하려는 논의라고 정리한

다.174) 이승환 역시 유교적 가치로서 “강한 리더십, 검약과 절제의식, 높은 교육

열, 가족적 인간관계, 협동과 근면 등”을 거론한다.175)

173) Krugman, P., 1994, “The Myth of Asia's Miracle”, Foreign Affairs. vol. 73 
no.6(Nov/Dec). 물론 1990년대가 동아시아 발전모델론에 대한 비판론 일색이었던 것은 아니
다. 가령 1990년대 중반 에반스는 연계된 자율성(embedded autonomy)론을 주장하며 유교적 
연고주의ㆍ학연ㆍ지연ㆍ혈연 등 비공식적 네트워크가 올바른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비용과 
거래비용을 절감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었다고 주장했다(Evans, P., 1995, Embedded 
Autonomy : States and Industrial Transforma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74) 김석근, 2006,「유교자본주의？ 짧은 유행과 긴 여운 그리고 남은 과제」,『오늘의동양사
상』14호, 69쪽. 

175) 이승환, 1999,「‘아시아적 가지’의 이론학적 분석」,『아시아적 가치』, 전통과현대, 314쪽.



- 132 -

아시아적 가치론은 서구와 대비되는 아시아적 문화 풍토를 경이적인 경제 발전

의 추동요소로 제시하는 주장이다. 아시아적 가치 논쟁의 주요 당사자이기도 한

리콴유에 따르면 “근면과 성실에 대한 믿음, 대가족 속에서의 효도와 충성, 또 무

엇보다 학문과 배움에 대한 존경” 등은 서구와 구별되는 동아시아의 독특한 문화

풍토로서 이 지역의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끌어냈다.176)

개발국가론으로 대표되는 동아시아 발전국가론은 경제 개발에서 강력한 정부의

역할을 중시한다. 서구 시장주의자들의 우려와 달리 동아시아의 신흥공업국가들

이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경제질서에 적극 개입하고 사회통

합과 질서유지에 나섰으며, 관료가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국가의 의지를 구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들은 경제발전을 추동해낸 (동)아시아적 요소가 문화인지 제도인지,

문화라고 한다면 유교가 주된 것인지에 따라 분화가 이뤄졌다. 또한 의도적인 차

별화도 진행되었는데 유교자본주의론이 경제위기에 맞닥뜨려 쇠퇴하자 아시아적

가치론은 유교라는 단일변수에 얽매이지 않고 서구문화와의 대비 가운데서 아시

아적 가치의 외연을 넓히는 동시에 경제주의적 색채를 희석시켜 정치와 문화 영

역에서 활로를 모색했다.

한편 유교자본주의론과 아시아적 가치론은 문화적 요소에 근거해 지역적 정체

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문화정체성론과 유사한 논리를 취한다. 그러나

문화정체성론과 발전모델론은 두 가지 지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첫째, 주도한 학

자군이 다르다. 동아시아 문화정체성론이 문사철을 중심으로 하는 인문학자의 영

역이었다면 동아시아 발전모델론에는 사회과학자들이 대거 가세했다. 이로 인해

논리의 전개 양상도 달라졌다. 동아시아 문화정체성론에서 문화적 동질성은 전제

에 가까웠다. 그러나 동아시아 발전모델론에서는 설명변수이자 그 자체가 피설명

대상이다. 즉 문화적 요인만으로 동아시아의 특수성을 상정하려는 문화결정론적

속성이 약화된 것이다. 대표적인 유교자본주의론자로 알려진 유석춘도 “한ㆍ중ㆍ

일 3국에서 발생한 경제의 역동성은 각각의 국가가 모두 자본주의라는 경제의 작

동방식을 나름대로의 유교적 사회관계와 조화시키면서 제도적 동형화에 성공하여

176) 리콴유 외, 1999,「문화는 숙명이다」,『아시아적 가치』, 전통과현대, 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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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의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능한 일이었다”177)

며 동아시아 경제발전을 해석할 때 문화적 요소만이 아니라 제도적 요소도 고려

한다. 더욱이 동아시아 발전국가론이라면 유교와 같은 문화적 요소가 아닌 정책,

관료제와 같은 제도적 요소를 관건으로 삼는다.

둘째, 여기서 파생되는 차이로서 동아시아 문화정체성론은 유교문화권ㆍ한자문

화권 혹은 중화문명권처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방사형 공간으로 동아시아를 표

상하지만 동아시아 발전모델론은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ㆍ타이완ㆍ홍콩ㆍ싱가포르

등을 아우르는 식이다. 이미 언급했지만 동아시아 발전모델론에서 중국의 존재감

은 크지 않다. 한국에서 동아시아 발전모델론이 부상하던 1990년대 중후반은 중

국모델론보다 중국위협론이 횡행하던 시기다. 더욱이 정치체제ㆍ경제체제의 이질

성으로 말미암아 중국을 동아시아 발전모델론의 시야 안으로 들이기는 어려웠다.

동아시아 발전모델론에서 중요한 국가는 1960년대부터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인

일본이었다. 실상 유교자본주의라는 개념은 1978년 모리시마 미치오가 일본식 자

본주의를 수식하기 위해 처음 사용했으며178), 동아시아 발전국가론은 1982년 찰

머스 존슨이 일본의 발전을 통산성이라는 독특한 제도를 통해 설명한 이후 여러

연구자에게 주목받았다.179)

동아시아 발전모델론을 동아시아 대안체제론과 비교하자면 차이는 보다 뚜렷해

진다. 무엇보다 지향성이 확연히 다르다. 한국지식계에서 근대를 둘러싼 인식의

스펙트럼은 다양하다. 근대 달성을 이념형으로 세워두고 거기에 근접해가려는 근

대화론이 있다면, 미완의 근대와 근대 극복 사이의 이중과제론도 있으며, 반근대

주의적 근대초극론도 있으며, 기성의 근대를 대체하려는 대안적 근대론도 있다.

동아시아 발전모델론은 (변형된) 근대화론에 입각해 있다. 서양과는 다른 문화적

요소를 강조하는 유교자본주의론 역시 유교자본주의라는 개념을 자본주의의 하위

범주로 자리매김해 자본주의적 발전의 동아시아적 특수성을 해명하려는 시도다.

반면 동아시아 대안체제론은 논자에 따라 다르지만 근대화가 아닌 이중과제론,

177) 유석춘, 1997,「동아시아 ‘유교 자본주의’ 재해석 : 제도주의적 시각」,『전통과현대』1997
년 겨울호, 136쪽.

178) 김홍경, 1999,「유교자본주의론의 형성과 전개」,『동아시아문화와사상』2호, 15쪽.

179) Johnson, Chalmers, 1982, MITI and the Japanese miracle : the growth of industrial 
policy, 1925-1975, Stan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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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초극론, 대안근대론 가운데 어디엔가 해당한다. 그 까닭은 근대를 경제발전과

부국강병이라는 혜택이 아닌 착취ㆍ억압ㆍ지배ㆍ동원ㆍ독점ㆍ차별의 폐해로 계열

화하기 때문이다.

(4) 동아시아 지역주의론

지역주의란 복수의 정치단위가 새로운 지역질서의 창출을 의도해 지역 내의 정

책협력에 나서고, 나아가 새로운 정치ㆍ경제ㆍ사회의 공동체를 추진하려는 시도

와 동학을 뜻한다. 그리하여 지리적으로 인접해 상호의존도가 심화되는 추세인

지역화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동아시아 지역주의론은 역내 국가들의 공조, 나아

가 지역 통합의 추진을 통해 공동의 경제적ㆍ안보적 이익을 제고하려는 지적 입

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른 계열의 동아시아 담론과 비교하자면 탈냉전 이후에

야 등장한 새로운 논의다. 물론 냉전기에도 이승만 정부의 태평양동맹 추진, 박정

희 정부의 아시아태평양각료이사회 창설 주도와 같은 사례가 있긴 하지만, 이것

들은 반공(反共) 연대의 성격이 강해 동아시아 지역주의론보다는 반(反/半)지역주

의론에 가까웠다.

동아시아 지역주의론은 목표와 지향이 뚜렷해 다른 계열의 동아시아 담론에 비

해 내부 편차가 덜하다. 다만 지역주의의 적용 영역, 협력체의 제도화 수준, 구성

주의냐 정부간주의냐 등의 이론적 전거 등에 따라 변별될 수 있다.

한국지식계에서 동아시아 지역주의론은 주되게는 경제 영역과 정치안보 영역에

서 가동되고 있다. 물론 사회문화 영역에서도 지역주의 모색의 시도가 있지만, 현

재 수준에서 사회문화적 유대는 지역주의의 과제라기보다 지역화에 따른 부산물

에 가깝다. 동남아와 동북아는 문화적 이질성이 크고, 동북아 내에서는 각국 간에

긴장과 갈등이 여전해 사회문화적 공동체의 추진은 미래, 더군다나 가깝지 않은

미래의 과제로 남겨져 있다.

경제 영역에서 동아시아 지역주의론은 특히 1990년대 말의 동아시아 경제위기

로 경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며 부상했다. 가속화되는 세계경제의

지구화, 신자유주의화, 지역화 추세 속에서 일국 단위의 경쟁을 통해서는 발전의

한계에 이른 동아시아 국가들은 경제통합을 통해 안정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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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이 힘을 얻은 것이다. 먼저 동북아 지역으로 좁힌다면 1990년대 초부터 동북

아 지역의 경제 협력에 대한 논의가 국제경제, 국제통상 분야의 경제학자들에 의

해 제기된 바 있다.180) 대체로 역내 국가 간 양자간ㆍ다자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을 경제공동체 구축의 관건으로 간주해 역내에 자유무역지대의 구축을 제안하

고181) 동북아 경제협력체의 구성을 주장했다.182)

하지만 점차 동아시아의 지역 범위를 동남아로까지 확장하고 아세안+3의 틀에

서 경제협력과 경제공동체 구축을 논하는 연구의 비중이 높아졌다. 먼저 동아시

아 경제위기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의 형태로 찾아왔기 때문에 초기에는 통화 및

금융협력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으며183), 점차 무역과 투자 등 전반적인 경제

협력, 나아가 지역의 경제적 통합을 주장하는 연구들도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

회의의 발전과 궤를 같이하며 제기되었다.184)

정치안보 영역에서도 탈냉전 이후 가속화하는 세계질서 변화에 대응하고 역내

국가들의 공조로써 안보협력체를 구축한다는 구상이 대두되었다. 영토 분쟁, 해양

분쟁, 자원 경쟁, 초국가적 범죄, 국제 테러 등 제반 인간 안보에 대한 위협에 공

동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북핵 문제 등 지역의 안보사안에 공동으로

대처하거나 미국의 일방주의, 중국과 일본의 패권 지향을 견제하기 위해 다자주

의적 안보협력이 모색된 것이다.

정치안보 영역의 연구는 동아시아보다는 동북아라는 지역 범위에서 다자간 안

보협력과 안보공동체의 필요성을 거론하는 사례가 주를 이뤘다.185) 이들은 동북

180) 손병해, 1992,『동북아경제협력권 형성을 위한 선형자유무역지대 구상과 그 기대효과 : 동
북아 무역개발의 신 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창재, 1994,『러시아 경제개발의 지역별 파
급영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81) 박상진 외, 1995,「동북아 자유무역지대 구성에 관한 연구」,『기업경영연구』4호; 정인교 
외, 1997,「동아시아내 자유무역시대 창설의 경제적 효과」,『국제경제연구』3호 등.

182) 정행득, 1995,「동북아지역 경제협력에 관한 연구」,『인문사회과학논문집』24호; 정현철, 
1997, 「동북아 경제협력 전망과 협력방안」,『경영경제연구』20호; 이덕무, 1998, 「동북아권 
국가의 경제현황과 경제협력 증진방안」,『한국동북아논총』9호 등.

183) 문우식 외, 2000,「아시아 위기 및 유로화 출범에 대비한 동아시아 통화 · 금융협력」,『경
제분석』6집 2호; 조종화, 2001,『동아시아의 통화협력 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84) 박인원, 2001,「동아시아 경제통합의 경제적 타당성 연구」,『국제경제연구』7집 2호; 권율, 
2005, 「최근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성과와 과제」,『동남아시아연구』15집 2호 등.

185) 류재갑, 2003,「동북아지역 평화ㆍ안보와 한미안보협력체제 개선을 위한 양자-다자주의적 
접근」,『국제정치논총』43집 3호; 김유은, 2004,「동북아안보공동체를 위한 시론: 구성주의적 
시각을 중심으로」,『국제정치논총』44집 4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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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에서 안보공동체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6자회담 참여국 중심으로 평화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고186), 안보레짐의 구축을 제안하기도 했다.187)

이제 다른 계열의 동아시아 담론과 비교해보자. 먼저 동아시아 문화정체성론이

공동의 문화유산ㆍ사상자원 등 지속되는 과거를 중시한다면, 동아시아 지역주의

론은 현실의 문제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미래의 전망 수립에 치중한다. 담론의

주체를 보더라도 두 계열은 인문학자와 사회과학자로 확연하게 갈린다. 아울러

동아시아 지역주의론은 서양중심성 비판이라는 문제의식이 약하고, 문화적 요소

보다 정책적ㆍ제도적 요소를 중시하며, 동아시아의 지역상도 중국을 중심으로 한

유교문화권에 머물지 않고, 안보 영역에서는 역외 국가인 미국을 중시하고 경제

영역이라면 동남아시아로까지 시야가 확장된다.

다만 동아시아 지역주의론은 동아시아 문화ㆍ동아시아적 가치 등을 동아시아공

동체의 정체성 형성을 위한 보완물로서 중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동

아시아 문화정체성론은 유교 등의 문화적 요소를 재해석해 동아시아적 정체성 확

인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문화에 대한 실체론적 관점에 서있지만, 동아시아 지역

주의론은 이미 존재하는 문화적 정체성을 재발견하기보다 미래지향적으로 함께

추구해야 할 공동의 가치ㆍ규범ㆍ관념을 창안하려는 점에서 문화에 대한 구성론

적 관점에 입각해 있다.

한편 동아시아 지역주의론과 동아시아 발전모델론은 모두 경제 영역에서의 발

전을 중시한다는 유사성을 갖지만, 동아시아 발전모델론의 동아시아는 경제발전

이라는 현상, 그것을 추동한 문화적ㆍ제도적 요인을 공유하는 몇몇 국가를 결과

론적으로 범주화한 것이지 지역주의적 개념이라고 볼 수 없다. 사실 설명기법상

동아시아 발전모델론은 지역주의보다 일국주의적 시각에 가깝다. 담론의 등장 순

서를 보건대도 일국 단위의 경제발전이 한계에 직면하자 동아시아 발전모델론은

위세를 잃고 동아시아 지역주의론이 부상했다. 또한 동아시아 발전모델론이 현상

설명에 치우친 현상추수적 담론이라면, 동아시아 지역주의론은 청사진을 제시하

186) 조명현, 1994,「통일정책의 과제와 전망」,『사회과학연구』4호; 최영관, 1994,「동북아안
보협력체의 예상모형에 관한 연구 : 한반도를 중심으로」,『전략논총』3호 등.

187) 김유남 외, 1999,「동북아 안보레짐의 형성 및 가능성 : 다자간 안보협의체와의 상호보완성 
연구」,『국제정치논총』39호; 정경영, 2006,「동북아 다자간 군사안보협력 제도화 방안 연
구」,『전략연구』13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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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구성지향적 담론이라는 점에서도 차이가 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발전모델론은 동아시아를 경제적 범주로서 표상해내 동아시아 지역주의론이 성립

하는 한 가지 계기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동아시아 대안체제론과는 유사점이 보다 많아 보인다. 동아시아 지역주의론과

동아시아 대안체제론은 모두 구성지향적 담론이며, 따라서 문제의식의 초점에 따

라 동아시아의 지역 범위가 유동한다. 그러나 담론의 방향이 다르다. 동아시아 지

역주의론은 동아시아 대안체제론처럼 근대 비판ㆍ자본주의 비판ㆍ국민국가 비판

으로 향하지 않는다. 동아시아 지역주의론 역시 동아시아 발전모델론처럼 근대

자본주의체제를 전제한 담론이며, 국민국가를 넘어선 지역공동체를 구상하더라도

사고의 기본 단위는 여전히 국민국가다. 현재 한국지식계에서 제시되는 동아시아

공동체론도 대체로 ‘국가의 초극’이 아닌 ‘국가 간 협력’에 무게가 실려 있다. 반

면 동아시아 대안체제론은 ‘위로부터의 동아시아’가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동아시

아’를 꾀하며, 행위 주체로서 국가만이 아니라 시민 내지 민중의 역할을 강조하

고188), 국가와 시민 간의 공치를 모색하기도 한다.189) 아울러 국민국가 단위로만

동아시아를 표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키나와ㆍ제주ㆍ금문도 등 뒤틀린 근대화, 뒤

얽힌 지역사의 주요 현장들을 주시해 대안적 동아시아상을 구상하기도 한다.

188) 김민웅, 2003,「아시아의 새로운 길, 밑으로부터의 연대와 그 대안」,『당대비평』5호; 조희
연‧박은홍, 2007,「사회적 아시아를 향하여」,『동아시아와 한국』, 선인.

189) 백영서는 정부 차원의 국제적 협력과 시민사회 차원의 초국가적 연대라는 두 가지 층을 민
주적 책임을 매개로 연결하고자 ‘공치’(共治)를 제안한다. 공치란 국가ㆍ시장ㆍ시민단체 등 행위
자들이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성해 공동의 목표를 향해 파트너쉽을 형성하는 과정과 이것의 제
도화를 의미한다(백영서, 2008,「동아시아론과 근대적응ㆍ근대극복의 이중과제」,『창작과비
평』139호, 43~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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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아시아 담론 형성ㆍ분화의 지식계 내부 요인

이리하여 동아시아 담론을 말끔하게 정의하기란 어렵다. 서두에서 동아시아 담

론은 동아시아를 비롯한 일련의 지역명을 사용해 한반도와 세계 사이의 중범위적

수준에서 지역상을 설정하고 그로써 특정한 담론적 효과를 이끌어내려는 언어적

실천이라고 정의해뒀는데, “일련의 지역명” “특정한 담론적 효과”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듯 범박하고 잠정적인 정의일 뿐이다. 동아시아 담론의 지향성이 불분명한

데서 빚어진 궁여지책이었다. 동아시아 담론을 정의하기가 어려운 까닭에 역으로

정의를 어렵게 만드는 동아시아 담론의 다양한 계열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것

이다.

그렇다면 다른 정의 방식은 어떤지 보자. 정종현의 정의는 이렇다. “동아시아

담론은 동아시아라는 권역을 설정하고, 이 지역의 특수성을 매개로 새로운 세계

질서와 문화를 설명, 모색하려는 90년대 이후의 일군의 새로운 지적 흐름이다

.”190) 이런 정의라면 한층 뚜렷하다. 대신 놓치고 마는 논의가 생긴다. 먼저 동아

시아를 단순한 지역 범주 이상으로 상정하되 지역주의론처럼 ‘권역’이라는 응집된

틀로 간주하지는 않는 계열도 존재하며, 문화정체성론처럼 지역적 ‘특수성’이라는

공통항을 중시하지는 않는 계열도 존재하며, 대안체제론처럼 ‘새로운 세계 질서와

문화’를 기획한다는 문명사적 전망을 내세우지는 않는 계열도 존재한다. 그밖의

다른 정의 방식들도 구체화하려 들면 빠뜨리는 계열이 생기고 포괄하려다보면 모

호해지는 딜레마를 면치 못한다. 다만 저 정의에서 마지막 항목인 “90년대 이후

의 새로운 지적 흐름”이라는 표현은 어느 계열이든 공통적으로 들어맞는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새로움 역시 1980년대의 담론과 견줘봤을 때 무엇

을 계승하고 또 단절한 산물인지, 또한 동아시아 담론의 각 계열마다 새로움의

양상이 어떻게 다른지는 검토할 과제로 남아있다.

동아시아 담론은 분명 1990년대의 산물이다. 왜였던가. 그 이유는 얼핏 자명해

보인다. 1980년대 말부터 이어진 지정학적 전환의 여파 속에서 동아시아 담론은

등장한 것이다. 그러나 그 해석은 결과론의 소지가 다분하다. 동아시아 시각이 제

190) 정종현, 2002,「‘동아시아’ 담론의 문제와 가능성 - 30년대 ‘동양’ 담론과의 비교를 중심으
로」,『상허학보』9집, 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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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된 배경은 설명하지만, 그것이 담론적 지위를 차지할 만큼 빠르게 확산되고 십

여년 간 지속된 까닭은 설명하지 못한다. 동아시아 시각이 제기된 이후 확산되고

분화된 이유를 밝히려면 사회적 배경만이 아니라 그것이 담론화될 수 있었던 지

식계 내부의 조건도 시야에 둬야 한다. 즉 동아시아 담론은 한국지식계에서 무엇

의 공백을 메우고 어떤 용법을 지녔기에 부상했으며, 또한 지식계의 어떤 요소가

동아시아 담론의 이행을 추동하고 나아가 쇠퇴로 이끌었는지를 검토해야 하는 것

이다.

이를 위한 밑그림으로서 동아시아 담론을 전시기에 등장한 사회구성체론과 견

줘보자. 하세봉은 1980년대 쟁점적 담론이었던 사회구성체론과 1990년대 부상한

동아시아 담론의 차이를 이렇게 정리한다. 첫째, 사회구성체론은 진보진영 내부의

이론투쟁이었으나 동아시아 담론에서는 진보와 보수를 구분하기 어렵다. 둘째, 사

회구성체론은 한국 내부에 국한된 논의였으나 동아시아 담론은 국경을 넘어 국내

외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셋째, 사회구성체론에서는 뚜렷하게 대립되는 논점이

있었지만 동아시아 담론은 논쟁적 성격이 약했다. 넷째, 동아시아 담론은 사회구

성체론에 비해 학계 외부와의 관련성이 그다지 높지 않지만, 학계 내부에서는 인

문사회과학의 전 분야가 개입했다고 할 정도로 전형적인 학제간 담론이었다.191)

그런데 하세봉의 비교 역시 동아시아 담론의 하위계열들 간의 차이를 면밀하게

고려하지 않은 결과 동아시아 담론을 단순화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첫째,

가령 『포럼21』과 『당대비평』측에서 개진한 동아시아 시각은 정치적 지향의

차이가 뚜렷했다. 둘째, 1990년대 중반의 발전모델론처럼 지역의 경제 동향, 인국

의 학술 동향과 유리된 채 펼쳐진 논의도 존재한다. 따라서 셋째, 동아시아 담론

은 사회구성체론의 경우처럼 뚜렷한 논점을 둘러싸고 전개되지는 않았더라도 여

러 층위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논점들이 산재했으며, 그 점이 사회구성체론과는

전개 양상이 달라진 요인으로 작용했다. 넷째, 대안체제론과 지역주의론의 경우라

면 학계 외부의 사회적 변동에 반응하거나 대응한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학계 외부의 사회적 변동은 동아시아 담론 자체의 이행과 성쇠를 크게 좌우했다.

그리고 이상의 이유들로 하세봉이 진단하듯 동아시아 담론은 인문사회과학의 여

191) 하세봉, 1999,「한국학계의 동아시아 만들기」,『부대사학』23호,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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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분야에 걸친 복합적 담론일 수 있었다. 하지만 분과적 구획을 넘어 학제간 담

론으로 발전했는지, 아니면 상호소통이 부재한 채 각 영역에서 상이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말았는지는 따져볼 대목이다.

다만 여기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사회구성체론이 1980년대산 담론이듯

동아시아 담론은 1990년대의 산물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2부에서 확인했듯이

동아시아 담론은 지향성이 불분명한 까닭에 담론의 전개 양상이 지식계 내부의

변화에 크게 좌우되었다. 따라서 1980년대와는 구분되는 1990년대 지식계의 담론

장을 정리해 그 안에서 동아시아 담론의 행방을 살펴볼 필요가 생긴다. 그 맥락

에서 이제부터 담론장의 구성요소로서 지식계 내부의 지적 조류, 지식계를 둘러

싼 지식정책, 그리고 담론의 물적 기반이 되는 잡지 매체의 변화를 나눠서 고찰

하겠다.

(1) 지적 조류의 변화

동아시아 담론은 1990년대의 산물이나 1980년대의 지적 축적 그리고 1980년대

로부터의 지적 전환이 있었기에 출현할 수 있었다. 동아시아 담론은 1980년대 지

식계의 계승과 단절의 산물이라는 양 측면을 지니며, 그 까닭에 1990년대에 접어

들어 동아시아 담론은 대안체제론 내지 지적 주체성 모색과 결합된 비판 담론으

로 출발하고 곧이어 문화정체성론이 부상할 수 있었다.

먼저 지적 조류의 변화라는 각도에서 1980년대와 1990년대 지식계의 차이점과

연관성을 살펴보자. 1980년대는 관념적 급진성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국지

성사에서 특기할 시대였음이 분명하다. 1980년대에는 이전 시대와 비교하건대 중

대한 지적 전환이 일어났다. 1940, 50년대 인문사회과학계는 해방ㆍ건국ㆍ전쟁을

거친 터라 국가주의ㆍ반공주의ㆍ자유민주주의적 기치에 속박당해 있었다. 1960년

대에는 근대화론을 필두로 한 미국의 주류 학문이 사회과학계에 만연했고 사회과

학계는 발전주의 이데올로기의 재생산 역할을 맡았다. 1980년대의 특징을 부각시

키기 위한 투박한 정리이기는 하나, 이처럼 반공 이데올로기의 제약, 미국 이론의

무비판적 수용, 그리고 과거사를 덮어두려는 반역사적 세력의 영향력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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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균이 지적하듯 1970년대까지의 사회과학계는 ‘몰역사성’을 띠었다.192) 인문학

계 역시 1950, 60년대에 『사상계』,『청목』,『창작과비평』등이 창간되며 어렵

사리 비평공간이 개척되었지만, 주류 학계는 영미 중심의 실증주의의 영향권 안

에 있었다.

그런데 1970년대 말부터 사회과학계 일각에서 장기적 군사독제체제와 비자주적

경제구조에 관한 비판적 접근이 일어나 종속적 자본주의, 주변적 자본주의라는

인식틀이 도입되고 마르크스주의에 관한 이론적 접근이 모색되었다.193) 또한 근

대화론과 구조기능주의 패러다임 등 몰역사적 사회학 이론에 반발해 사회사 연구

가 태동했으며 1980년에는 ‘한국사회사연구회’가 발족했다.

특히 1980년 광주민중항쟁은 인식론적 전환의 계기였다. 적어도 진보적 지식계

에서 1980년대는 광주민중항쟁 이후의 시간대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광주민중항

쟁의 실상과 함께 계급모순과 민족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한국사회에 관한 철

저한 해부가 요구되었다. 하지만 기성의 지식체계로는 거기에 부응할 수 없었기

에 급진적 소장학자와 대학원생들은 새로운 이론적ㆍ방법론적 탐색에 나섰다. 그

리하여 서구 맑시즘과 종속이론 연구가 부상하기도 했지만 서구 맑시즘은 종속적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빚어내는 착취와 억압을 분석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종속

이론은 사회변혁에 대한 이론화가 취약해 정치적 실천을 유기하는 약점을 드러냈

다. 이렇게 판단한 젊은 지식인들은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분석하고 변혁하기

위한 지적 원천, 나아가 군사독재에 대한 저항의 방편으로서 금기시되었던 마르

크스주의로 대거 향했다. 한편 국사학, 국문학을 비롯한 인문학계에서는 식민사관

에서 벗어나 이른바 ‘내재적 발전론’에 입각해 독자적 민족사를 구성하는 것이 중

심 과제로 설정되었다.

하지만 1980년대라는 시간대는 국내적으로는 진보 세력이 집중한 1987년 대선

에서 노태우 정권이 집권하고, 국제적으로는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며 마무리된다.194) 그 사이에 있었던 1988년 서울올림픽은

192) 김진균, 1983,「한국사회학, 그 몰역사성의 성격」,『한국사회연구』1호.

193) 김진균, 2003,「지식인과 한국사회」,『진보평론』15호, 18~19쪽.

194) 한편 김원은 ‘장기 80년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즉 80년 광주민중항쟁의 이념ㆍ사상ㆍ주
체의 파급효과는 1980년 5월에 시작되었다기보다 1979년 파시즘의 붕괴에서 기원하며, 80년
대는 1991년 사회주의권 붕괴로 종결된다기보다 1990년대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이다(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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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이후 북방외교, OECD 가입, 세계화론 융성에서 IMF 사태로 이어지는

1990년대라는 시간대의 초기 사건으로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1980년대 끝자락

에서 사회변혁 지향의 패러다임은 급속히 퇴조하고 지식계의 조류는 크게 변화한

다.

지식계에서 1990년대는 이리하여 비판적ㆍ실천적 사고의 거점이던 시간과 공간

의 범주가 무효화된 채로 맞이한 시간대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주의권

해체는 마르크스주의 같은 특정 이론의 쇠퇴를 초래했을 뿐 아니라 인식틀로 기

능하던 거대 범주의 상실을 뜻했다. 사회주의는 진보서사 가운데 가장 전위적인

신념을 대표했는데, 인간해방의 노정이라는 시간관이 사회주의권 해체라는 현실

에 배반당한 것이다. 또한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사회주의권의 몰락만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의 거점이었던 공간적 범주, 즉 제l세계-제2세계-제3세계라는 관념의

붕괴도 뜻했다. 대항헤게모니 담론이 기대왔던 제2세계가 소멸했으며, 신흥공업국

이 부상하자 제3세계도 더 이상 균질한 것일 수 없었다. 비판적 지식계로서는 역

사적ㆍ지정학적 자기인식의 근거가 무너진 셈이다.195) 그리하여 1990년대 지식계

에서는 위기와 종언 그리고 변화와 새로움이 현실을 규정하는 수사들로서 빈번히

등장했다. 1980년대 지식 조류와의 단절이 내세워졌고, 1980년대와의 단절만이 아

니라 근대적 시간대로부터의 탈각이 주창되기도 했다.

현실사회주의권의 해체로 대안적 사회모델의 원상이 사라지자 진보적 사회과학

자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마르크스주의가 용도폐기되고 계급론에 기반한 사회

이론이 가치절하된 상태에서 일군은 침묵에 들어갔고, 일군은 동요하면서도 민중

과 민족 개념에 정초한 변혁운동에서 ‘신사회론’에 입각한 시민운동으로 모색을

이어갔다. 같은 시기 문학계에서는 민족ㆍ민중문학론에 대한 비판이 일고 소위

신세대론이 부상했다. 한편 주류 지식계에서는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라는

화두가 한동안 유행어가 되었으며, 심지어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최종적 승

리를 선언하는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언』같은 묵시적 사고가 침윤되

기도 했다.196)

2013,「‘장기 80년대’ 주체에 대한 단상: 보편, 재현 그리고 윤리」,『실천문학』111호, 15쪽).

195) 황종연, 2011,「황종연: 종언 없는 비평」,『인터뷰 한국 인문학 지각변동』, 그린비.

196) 이명원, 2009,「진보적 학술운동의 비판적 성찰과 전망」,『나는 순응주의자가 아닙니다』, 
난장, 102~1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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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990년대 초기에는 ‘포스트’라는 접두어가 붙은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구

조주의, 포스트식민주의, 포스트마르크스주의 등과 같은 일련의 담론들이 대거 수

입되고 유통되며 지적 풍토가 갑작스레 변모했다. 불과 몇년 전만 하더라도 생경

했던 사상ㆍ담론ㆍ개념들이 쇄도하더니 이윽고 자명시되었다. 포스트 계열의 담

론들은 마르크스주의가 퇴조해 발생한 지적 공백을 얼마간 메웠지만, 한편으로

담론의 급진성을 훼손한 측면이 있다. 당시 민족민주운동연구소 측은 포스트주의

의 활성화를 ‘포스트 증후군’이라 부르며 “제국주의의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침

투”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특히 포스트모더니즘은 자본주의 시장논리를 대

중화해 계급적 특성과 경제적 토대를 인식 속에서 지우는 이데올로기적 역할을

맡는다며 “정신적 타락”으로 일축했다.197) 적어도 기존의 이론적 패러다임이 무

력화된 자리에서 성행한 포스트 계열의 담론이 이론의 부재를 해결하지는 못했

다. 대신 포스트 담론은 한동안 사회과학의 위기, 인문학의 위기, 문학의 위기, 비

평의 위기 등 각종 위기론의 논거로 쓰였다. 그리고 위기론은 담론 생산과 주체

형성에 관한 이론을 재구축하지 못한 조건에서 이론의 부재라는 난제를 드러내면

서도 빗겨가는 회로로 기능했다.

이론ㆍ주체ㆍ지향의 부재, 그로 인한 담론의 위기로 빚어진 1990년대 지식계의

혼돈 가운데서 동아시아 담론은 특이한 한 가지 출로였다. 이론적이지 않은 이론,

주체성에 관한 새로운 문법, 지향성을 다시금 찾아나서는 창구로 기능했기에 동

아시아 담론은 1990년대 초에 출현하고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다. 동아시아 담론

이 지식계에 활기를 불어넣었던 것은 기존의 이론틀, 특히 서양의 사회구성체에

서 연원한 이론틀을 그대로 차용하지 않고도 이 지역의 현실과 역사를 파악하는

시각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를 동반했기 때문이었다. 물론 기원의 서사를 끌어

들이고 ‘동양적’ ‘민족적’ ‘독자적’이라는 형용어구를 사용해 정체성을 제시하는 논

197) 민족민주운동연구소 문학분과, 1992,「지식인의 위기와 90년대 민족문학의 진로」,『정세연
구』37호, 114쪽. 최근의 접근으로서 진태원은 1990년대 포스트 담론의 수입과 급속한 수용을 
지난 20세기 세계해방운동의 지적·정치적 근거였던 역사적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일종의 애도라
고 파악한다. 그러나 이 애도는 현실사회주의의 몰락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라는 명목으로 새
로운 종류의 갈등과 적대ㆍ계급투쟁ㆍ예속을 낳았음을 감안한다면 정치적ㆍ사회적 추세에 얼마
간 맹목이었으며, 따라서 포스트 담론은 내장하던 전복적 함의를 거세당한 채 한국사회에서는 
점차 이데올로기화되어갔다고 지적한다(진태원, 2012,「‘포스트’ 담론의 유령들 애도의 애도를 
위하여」,『민족문화연구』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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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라면 이론의 부재 상황을 수습하기보다는 이론에 대한 초극을 시행한 경우에

가까웠지만, 대안체제론은 시간적ㆍ공간적 축의 전환 가운데서 진보적 전망을 재

구성하려는 시도였으며, 따라서 이론과의 결별이 아닌 재구축에 나선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현실사회주의의 붕괴가 곧 자본주의의 승리를 뜻하지는 않으며 전세

계적인 부의 양극화, 에너지 고갈과 환경파괴, 군산복합체의 발전과 전쟁의 지속

으로 자본주의의 모순이 노골화되었기에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닌 제3의 길을

동아시아라는 지평에서 개척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포스트 계열의 담론

가운데서도 대안체제론은 포스트식민주의론 정도를 지적 자원으로 취하는 양상이

었다.

한편 1990년대로 접어들며 공간관이 재편되는 가운데 서구중심주의를 극복하고

다원적 세계관을 지향하는 흐름이 확산되기도 했는데, 이는 문화정체성론이 출현

하는 배경이 된다. 여기에 문화 담론의 활성화가 문화정체성론의 부상을 촉진했

다. 1980년대가 사회과학의 시대였다면 1990년대는 문화의 시대로 불린다. 1980년

대 대학 안팎에서 사회 동향에 적극 개입한 학술운동의 중심에는 사회과학이 있

었다. 그러나 1988년 서울올림픽을 거치며 대중소비문화가 퍼지고 (형식적ㆍ제한

적) 민주화를 성취하자 이제는 문화를 말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문화 관

련 매체들이 늘어나면서 문화 담론은 빠르게 확산된다.198) 동아시아 담론 역시

문화 담론으로부터 담론의 동력을 공급받은 바가 컸으며, 1990년대 초에 급성장

한 문화 담론은 1980년대부터 지속되어온 민족문학론 등의 문학 담론과 더불어

인문학계에서 동아시아 담론이 퍼져가는 지적 자양분으로 기능했다. 그리고 탈냉

전으로부터 이어진 세계화의 파고 속에서 자타관계의 재설정이 요구되자 오히려

한국의 문화ㆍ전통ㆍ역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는데, 이 또한 인문학계에서 특

히 문화정체성론이 세를 얻는 배경으로 작용한다. 1990년대 초기에는 『우리문화

의 수수께끼』,『나의 문화유산답사기』를 필두로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

록』,『이야기 한국사』,『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등이 대중적으로

198) 하상일은 1980년대를 주도했던 사회구조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시각으로부터 1990년대 문
화담론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진행된 것은 우선 문화적 실천을 수반하지 않는 정치경제적 변
혁은 공허하다는 사실을 경험했고, 1980년대 후반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문화 관련 이론
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하상일, 1999,「90년대 문화담론을 둘러싼 세 가지 질문 - 
문화잡지에 대한 비판적 점검」,『오늘의문예비평』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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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혔고 영화 「서편제」, 방송 「KBS 역사스페셜」 등도 ‘우리 것 찾기’에 동참

했다.

그러나 단절만이 아니라 계승도 거론해야 한다. 동아시아 담론의 경우 확산 이

전에 형성은 분명 1980년대의 지적 유산에 크게 빚지고 있다. 1990년대 지식계가

1980년대와의 단절을 내세웠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역으로 1980년대가 1990년대의

인식준거로 작용했음을 의미한다.199) 그런 의미에서 이해영은 1990년대를 이러한

1980년대의 유산으로부터 형성된 시대로 파악한다.200) 현실사회주의의 붕괴와 사

회운동의 퇴조 속에서 1980년대에 마련된 계급적ㆍ민족적 주체상이 힘을 잃자

1990년대에는 1980년대 주체상에 대한 비판적 계승으로써 시민ㆍ대중 등 ‘다른

주체상’을 구성하고자 부심했다. 하지만 이런 동향 역시 1980년대 주체성에 대한

전면적 단절이라기보다 대안적 주체성 모색의 연장이라고 읽을 수도 있다.201)

동아시아 담론은 1990년대의 산물이지만 동아시아 담론장은 1980년대의 지적

토양 속에서 마련되었다. 동아시아 담론의 형성을 이끈 지식인군과 매체에 관해

서는 뒤에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지적 조류를 살펴보자. 먼저 1980년대의 학

문적 자생화 노력이 있었기에 1990년대 동아시아 시각은 담론적 지위에 오를 수

있었다. 1960년대 이후 역사학계에서는 식민사관 극복을 위한 방법론적 논의가

등장했고 사회과학계에서도 중간층 논쟁, 사회과학 토착화 논쟁이 일었지만 영향

력은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1980년대의 학술운동은 한국사회의 현실에 천착해 제

국주의, 친미, 계급갈등, 민족통일 등의 문제를 지적 사정권 안으로 들였고, 나아

가 대학강의와 커리큘럼 개정 운동, 진보적 학술연구, 학술연구의 대중화작업과

매체 발행 등으로 학문적 자생화를 위한 현실 토대를 마련했다.202) 사회구성체론

199) 한편 2000년대는 1990년대와의 관계가 무엇인지, 1990년대로부터 무엇을 계승하고 단절했
는지가 불분명한 채이며, 그 시대적 성격을 밝혀내려는 노력도 문학계를 제외한다면 찾아보기 
힘들다. 더구나 2010년대는 그 표현조차 사회적으로 성립하지 못했다. 십년 단위의 연대기적 
기술은 그 한계가 분명하지만, 성찰대상조차 되지 않은 채 2010년대가 그저 나쁜 지속, 그조차
도 아니라면 퇴행의 시간대라는 씁쓸하고 모호한 인상으로 남겨진다면 그 폐해가 더욱 클 것이
다.

200) 이해영, 1999,「사상사로서의 1980년대: 우리에게 1980년대란 무엇인가」,『1980년대 혁
명의 시대』, 새로운세상, 31쪽.

201) 김원, 2013,「‘장기 80년대’ 주체에 대한 단상: 보편, 재현 그리고 윤리」,『실천문학』111
호, 16쪽.

202) 이이화‧안병욱‧장하진‧정태헌‧김동택‧김동춘, 1996,「좌담 학술운동 10년 회고와 전망」,『역
사비평』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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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한국사회가 지닌 동적 측면을 사회학적 이론틀로 단순화한 혐의가 있지만, 기

능주의적 사회분석과 구조주의적 접근법을 극복해 주체적 사회분석의 길을 개척

했다는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203)

현실사회주의권이 무너진 뒤에도 이런 기조는 이어졌다. 오히려 동구권 해체를

겪으면서 진보적 지식계의 현실분석능력이 한계를 드러낸 만큼 한국사회의 현실

에 천착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는 더욱 강한 어조를 띠기도 했다. 김동춘은

1990년대 초기의 시점에 이렇게 토로한다. “사회과학의 위기, 마르크스주의 사회

과학의 위기는 현실의 위기 이전에 현실과 진지하고 성실하게 대면하지 않았던

바로 ‘사회’ 과학자들의 게으름 때문이 아니었을까. … 정말 심각한 위기는 철학

의 부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 한국사회의 구체적인 사실을 … 자기의 학문의

중심과제로 여기면서 논의를 진행하기보다는, 그것을 끊임없이 대상화하고 이제

는 거기서 출발했다는 사질조차 망각하는 모습에서 유래하지 않을까. … 강단 밖

의 세계를 오직 관념으로만, 자신을 빛나게 할 대상으로만 인식하게 만들고 급기

야는 강단이 진짜 현실인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 공허한 가절과 주장, 턱없는

논리를 양산하고 그에게 기대를 가진 많은 사람들을 좌절시킨다.”204) 이처럼 교

조성에 매여 현실에서 유리되고 만 지식계의 무능에 대한 질타는 1990년대 초입

에 나온 1980년대 지적 풍토에 대한 비판이지만, 1980년대의 지적 풍토를 거쳤기

에 가능한 비판이기도 했다. 2부에서 살펴보았듯이 1990년대 초중반 동아시아 담

론은 한국사회에 착근하는 지식, 지적 주체성 모색에 관한 문제의식이 지식계에

널리 공유되어 있었기에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다.

또한 동아시아 담론, 특히 대안체제론이 계승한 1980년대의 중요한 지적 유산

으로 분단시대론을 빠뜨려서는 안 되겠다. 분단이 한국학계에서 학술 개념으로

정착한 것은 분단된 지 거의 한 세대가 지난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였다.

1978년에 나온 강만길의 『분단시대의 역사인식』이 그 시발점이었으며205), 1980

년대에 들어서는 그때까지 선망의 대상이었던 ‘혈맹’ 미국이 광주 살육의 배후세

력이었음이 드러나자 분단현실에 관한 시급한 각성이 요청되었고 비판적 지식인

203) 최형익, 2003,「1980년대 이후 한국 마르크스주의 지식 형성의 계보학: 사회구성체논쟁과 
민중민주주의(PD)론을 중심으로」,『문화과학』34호, 205쪽.

204) 김동춘, 1992,「산사연 칼럼 : 사막을 건너는 법」,『경제와 사회』14호, 277~280쪽.

205) 강만길, 1978,『분단시대의 역사인식』, 창작과비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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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중심으로 ‘분단시대’의 문제의식이 확산되었다. 구중서의 『분단시대의 문

학』(1981), 이영일의 『분단시대의 통일논리』(1981), 이효재의 『분단시대의 사

회학』(1985), 송건호 등의 『민주공화국 40년: 분단시대의 한국사』(1985), 성래

운의 『분단시대의 민족교육』(1989) 등에서 엿보이듯이 ‘분단시대’는 인문사회과

학계의 여러 영역에 걸쳐 화두로 설정되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진행된 한국사

회 변혁론, 즉 사회구성체론의 핵심 문제는 한국사회의 자주적 주권과 계급적 불

평등 그리고 민주주의의 상호관계가 무엇인지였는데, 이 논제 역시 한국의 국민

국가형성과 민족주의 그리고 분단시대에서의 남북한 관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

가라는 물음을 내포하고 있었다.206)

분단시대론은 1980년대 민주화 과정과 사회구성체론을 거치며 남북한의 상호관

계를 사회분석의 중심에 두는 분단체제론으로 발전했다. 1980년대 한국사회의 변

혁운동은 한국 내지 한반도에서 미완의 민주주의와 민족주의적 과제를 실현하는

데 목표가 놓였고, 여기에 반자본주의 노동해방운동이 공존하고 있었다. 분단체제

론은 ‘자주ㆍ민주ㆍ통일’로 압축되는 변혁의 과제를 두고 선민주후통일(People's

Democracy, 민중민주)과 선통일후민주(National Liberation, 민족해방)가 대립해온

내력을 비판하는 한편, 각각의 생산적 의의를 통합하고 그간의 변혁운동노선을

비판적으로 계승하고자 조형되었다. 그리고 분단체제론을 선구적으로 제시한 백

낙청은 이미 1992년에 「분단체제의 인식을 위하여」에서 “효과적인 동력형성을

위해서는 세계체제와 분단체제에 대한 인식의 구체화 과정에서 동아시아 내지 동

북아시아라는 중간항에 대한 체계적 인식이 함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분단체제

론을 지역적 시각과 접목시키고자 했다.207) 비록 이 시기에 백낙청이 동아시아

시각을 조형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는 않았지만, 분단체제론에 기반해 지

역적 시각을 확보하고자 한 시도는 대안체제론의 방향설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했

다.

또한 1980년대는 냉전 체제에 따른 인식적 제약으로 북한과 중국을 아우르는

온전한 동아시아상을 구도해내기가 어려웠다. 사회구성체론도 남한사회 변혁의

206) 정근식, 2014,「동아시아 냉전ㆍ분단체제의 형성과 해체」,『한국학의 학술사적 전망』2권, 
46쪽.

207) 백낙청, 1992,「분단체제의 인식을 위하여」,『창작과비평』78호, 3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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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과 방법, 주체에 관한 논의였지 지역적 시야는 결여하고 있었다. 하지만 1980

년대에는 1990년대의 동아시아라는 지평으로 이어질 우회로가 존재했다. 소위 제

3세계다. 1980년대의 민중적 민족주의는 서구중심주의를 경계하고 민족과 민중의

생활에 근거해 대안 세계를 모색하는 이념으로서 제3세계에 대한 관심과 연대의

식을 내포하고 있었다. 비록 객관적 조건의 열악함으로 말미암아 제3세계의 상이

구체화되지는 않았으나 모호한 형태로나마 제3세계는 미국의 제국적ㆍ패권적 속

성에 대한 비판 범주로서 기능했으며, 1990년대 초에 동아시아 역시 미국의 정치

적ㆍ학문적 일방주의에 대한 비판 범주로서 상정되었다.

아울러 1980년대에 민족해방과 사회변혁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제3세계로 시선

을 돌리고 여기에 세계체제론이 장착되어 중심/반주변/주변이라는 범주로 세계체

제를 파악하는 인식틀이 마련되었다는 것도 대안체제론의 지역상 설정에서 중요

한 의의를 갖는다. 최원식이 1993년에 발표한 「탈냉전시대와 동아시아 시각의

모색」은 스스로가 밝히듯이 1980년대 말에 ‘제3세계론의 동아시아적 양식의 창

출’208)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말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아시아ㆍ아프리카ㆍ라틴아메리카의 연대를 기본으로 하면서 제3세계주의로 미끄

러지지 않는 현실적 대안으로서 세계로부터 한국으로 내려 먹이는 제국주의적 시

각과 한국으로부터 세계로 나아가는 아제국주의적 시각을 넘어서는 제3의 선택이

동아시아 시각임을 주장했던 것이다.209) 백영서 역시 동아시아 시각이 부상한 것

은 1990년대의 변화된 상황에서 민족민주운동을 성찰할 때 민족주의 폐쇄성를 극

복하는 한편 가까운 지역과 문명에서부터 제3세계적 문제의식을 관철하려던 귀결

이었다고 후술한다.210) 한편 1980년대에는 마르크스주의의 역사적 현상인 현실사

회주의권 국가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소련과 중국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접근이 이

뤄지고 관련 연구자들이 양성되었는데, 이 또한 1990년대에 동아시아를 구도해내

는 밑거름으로 작용했다.

이상이 1990년대에 접어들어 동아시아 담론의 등장을 가능케 했던 1980년대의

208) 최원식, 1988,「민족문학론의 반성과 전망」,『민족문학의 논리』, 창작과비평사, 368쪽.

209) 최원식, 2009,「천하삼분지계로서의 동아시아론」,『제국 이후의 동아시아』, 창비, 75~76
쪽.

210) 백영서, 2014,「연동하는 동아시아, 문제로서의 한반도: 담론과 연대운동의 20년」,『핵심현
장에서 동아시라를 다시 묻다』, 창비, 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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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유산이라면, 1990년대 동아시아 담론의 이행에는 1980년대와는 차별화되는

1990년대의 지적 조건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할 수 있다. 먼저 1980년대 중후

반부터 힘들게 형성된 진보적 학문실천의 장은 1990년대에 들어서자마자 균열되

기 시작했다. 형식적 민주화라는 정치사회적 변화와 함께 공업화의 성숙에 따른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을 이론적으로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에 대해 진보적 학술진

영은 체계적인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 독재정권 시기에는 변혁이론으로서 유효해

보였던 신식민지국가자본주의론은 1990년대 공업화가 심화된 한국 자본주의의 국

제적 성격을 분석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211), 진보적 학술진영의 자본주의 성격

이론 모델은 ‘낡은 과거’(20세기 초반의 소비에트)에서 온 것이었거나 ‘특수한 민

족경제 모델’(북한의 주체사회주의)에 기대고 있었기 때문이다.212) 이런 와중에

안병직 등은 종래의 문제설정에서 급격히 우회전해 한국 자본주의를 ‘중진자본주

의’로 규정했으며213), 1995년 무렵부터는 동아시아 담론장에서도 대안체제론과는

지향성을 전혀 달리하는 발전국가론이 세를 얻는다.

더욱이 1990년대 중반에 이르자 동아시아 담론은 당시 지식계에서 가장 확고한

담론권력을 발휘하던 세계화론과 맞닥뜨리며 담론적 성격이 크게 바뀐다. 담론의

주도권이 인문학계에서 사회과학계로 옮겨가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다. 1980년

대와 비교했을 때 1990년대 지식계의 지식생산은 지향성ㆍ기능성ㆍ특징ㆍ생산방

식ㆍ소유관계 등에서 큰 변화를 겪었다. 현실사회주의가 붕괴된 이후 한국이

WTOㆍOECD에 가입하고 신자유주의적 공세가 한국사회 그리고 한국지식계에

본격화되었기 때문인데 이런 변화를 압축하는 것이 바로 세계화 담론이다.

그런데 세계화라는 개념은 그토록 빈번이 회자되었으나 정작 의미는 명료하지

않았다. 일례로 1994년 『창작과비평』여름호는 ‘국제화 특집’을 꾸렸는데, 좌담회

에서는 국제화보다 세계화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했다. 이듬해 열린 좌담회 「근

대성의 재조명과 분단체제 극복의 길」에서도 세계화가 중심 화두였는데, 이 자

리에서 김호기는 국제화는 인터내셔널라이제이션(internationalization)의 번역어,

211) 이명원, 2009,「진보적 학술운동의 비판적 성찰과 전망」,『나는 순응주의자가 아닙니다』, 
난장, 101~102쪽.

212) 김동춘, 2006,「21세기에 돌아보는 1980년대 한국사회성격논쟁」,『1997년 이후 한국사회
의 성찰』, 길.

213) 안병직, 1989,「중진 자본주의로서의 한국경제」,『사상문예운동』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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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는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의 번역어라며 국제화는 국경을 넘어 국

제경쟁이 치열해지는 동시에 국제협력과 분업이 정착되는 과정을 뜻하지만, 세계

화는 개별 민족국가가 약화되면서 세계가 하나의 단위체로 통합되어가는 과정을

가리킨다고 구분했다. 그러자 손호철은 그런 세계화라면 현실 추세에 비춰볼 때

가상에 불과하며 더구나 정부 측의 용법과도 어긋난다며 이견을 피력했다. 정부

는 국제화든 세계화든 별다른 의미상의 차이를 두지 않고 사용하되 국제화는 경

제 영역에 한정하고 세계화로는 정치ㆍ문화ㆍ사회 영역까지를 아우르는 경향이라

는 것이다.214)

실상 세계화 담론은 동아시아 담론만큼이나 모호하고 그 이상으로 확산된 담론

이었다. 그리고 동아시아 담론은 내용상 세계화 담론의 경쟁 담론으로, 형식상 세

계화 담론의 모방 담론으로 기능한 측면이 있다. 먼저 내용을 살펴보자면, 특히

문화정체성론의 경우 세계화 담론과의 경쟁의식이 뚜렷했다. 『동아시아문화와사

상』의 창간사 「동아시아담론의 장을 열며」를 보면 정작 동아시아보다 세계화

라는 표현이 더 자주 눈에 띈다. 이 글은 “지난 백 년의 한 세기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또 한 세기로 진입해 가는 세기말의 격동 속에서 21세기적 ‘세계화시대’가

활짝 열려가고 있다”로 시작해 “대망의 세계화시대를 마지막 열어가는 즈음 아시

아적 사유와 가치를 거론하는 것은, 오늘의 세계화시대를 일관하며 뒷받침하고

있는 정체성이 과연 무엇이고, 지금 우리 인류가 어디를 향해 치달아가고 있는가

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감 때문이기도 하다”를 거쳐 “지금 우리가 열어가고 있

는 세계화시대가 그 방향감각을 상실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로 마무리된

다.215) 창간사에서는 세계화 추세가 창간의 배경이고, 그로 인한 정체성의 동요에

동아시아를 방편 삼아 대처하겠다는 것이 창간의 취지임을 알 수 있다. 대안체제

론이라면 세계화 담론에 대한 비판적 성격이 보다 뚜렷하다. 세계화 담론은 키워

드로 신자유주의ㆍ국가경쟁력ㆍ유연성ㆍ무한경쟁ㆍ지식기반사회ㆍ구조조정과 같

은 정치경제 용어를 동반했는데, 대부분 대안체제론의 시각에서는 비판적 검토의

대상이었다.

214) 백영서‧손호철‧유재건‧김호기, 1995,「좌담: 근대성의 재조명과 분단체제 극복의 길」,『창작
과비평』87호.

215) 송하경, 1998,「동아시아담론의 장을 열며」,『동아시아문화와사상』1호, 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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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체제론, 문화정체성론이 세계화 담론과 경쟁적ㆍ대립적 양상이었다면, 발전

국가론은 세계화 담론과 병행해 등장했으며, 경제위기 이후 부상한 지역주의론은

보완적 성격이 강했다. 더구나 정부가 담론 확산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세계화 담

론과 유사한 행보를 보였다. IMF 사태에 직면해 김동춘은 「한국의 지식인들은

왜 오늘의 위기를 읽지 못했는가」를 발표해 김영삼 정부가 세계화론을 과도하게

부추겼다고 비판한 적이 있다. “한국 경제의 구체적 현황, 기업의 축적 조건과 금

융의 상황, 남북한 관계 등 이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수많은 내용은 생략된 채,

오직 바람몰이식으로 세계화, 정보화론이 제기되었다.”216) 이는 IMF 사태를 겪고

서 등장한 국민의 정부, 특히 이후의 참여정부기에 동아시아(동북아) 담론이 전개

된 양상을 두고도 통하는 진단일 것이다.

김영삼 정부기에 세계화추진위원회는 세계화 시대의 국가과제를 53항목이나 제

시했다. 아울러 세계화 정책은 사회과학자들에게 정부나 기업 발주의 연구프로젝

트에 참여할 기회를 대거 제공했다. 1980년대까지는 생각지도 못한 규모의 예산

이 관련 연구자들에게 집행되었으며, 세계화 바람을 타고 증액된 지역연구 관련

프로젝트로 많은 사회과학 연구자들은 지역전문가로 변신해 대통령자문정책기획

위원회 등에서 수많은 연구보고서를 쏟아냈다. 김동춘은 이를 두고 “오늘의 지식

사회의 붕괴와 무관하지 않”은 “학자들의 체제포섭 과정”이었다고 지적한다.217)

IMF 사태를 겪고 김영삼 정권이 물러나자 정부발 세계화 담론은 위축되었는데

그 자리를 대신한 정책담론 가운데 유력한 것이 지역주의론이었다. 이에 관해서

는 이미 2부에서 정리해뒀다.

한편 IMF 사태는 국제정치학ㆍ경제학 중심의 지역주의론이 부상하는 계기였으

나, 일군의 사회학자들에게는 사회비평적 문제의식이 심화되는 계기이기도 했다.

1997년 급격한 신자유주의화에 제동을 걸고자 총파업이 일어났지만 실패하고 이

윽고 IMF 사태가 발발하며 한국사회는 신자유주의의 강화된 공세에 노출되었다.

한국정부는 초국적 자본의 압박 아래 미국, 일본, 칠레 등과 투자협정협상을 진행

하고 국민경제의 틀 속에서 보호해오던 금융ㆍ공공부문을 초국적 자본에 개방하

216) 김동춘, 1998,「한국의 지식인들은 왜 오늘의 위기를 읽지 못했는가」,『경제와 사회』37
호, 165쪽.

217) 위의 글, 1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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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기업구조조정ㆍ노동유연화에 박차를 가했다.

IMF 사태가 한국사회에 가한 충격은 지식계에도 큰 당혹감을 안겼다. 송호근

은 ‘IMF 사태를 겪는 한 지식인의 변명’을 부제로 단 책에서 “IMF 사태와 국가

부도의 위기를 아무런 예측과 준비 없이 맞게 되었음은 ‘한국 사회과학의 대실패’

일 뿐 아니라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의 존재 이유까지도 무너뜨리는 엄청난 일”이

라고 자괴했다.218) 손호철은 “한국의 사회과학은 외환위기로 표상되는 최근의 위

기의 친단 예측에 실패함으로써 비판을 통한 사회의 ‘조기경보장지’로서의 제 구

실을 전혀 하지 못했다”면서 1990년대의 한국 사회과학은 “사회의 건강한 부위보

다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 비판을 통해 사회에 자기정정의 기회를 제공

하는 일종의 의사적 임무”를 포기해 왔다고 반성했다.219) 김동춘 역시 “자본주의

의 승리에 도취된 경험분석적 사회과학은 비판의 능력을 상실”했으며, 여기에 주

류 지식인사회 특유의 이론적 “식민성”과 “공리공론성”이 더해져 ‘조기경보장치’

가 미작동했다고 진단했다.220)

1980년대와 비교하건대 1990년대 사회과학계에서는 노동, 계급, 국가 등의 화두

에 대한 접근능력이 약화되고 있었다. 손호철은 그런 주제들을 거론하면 거대담

론이라고 죄인시되는 분위기라고 토로하기도 했다.221) 한국 자본주의의 성격에

대한 총체적 분석은 1993년 김수행이 한국 자본주의 성격을 분석한 기존 자본주

의 이론들을 비판한 이후 좀처럼 등장하지 않았다.222) 그런데 IMF 사태는 1990

년대에 들어 문민정부 출범, 경제성장, WTOㆍOECD 가입 등을 거치며 무뎌진

비판력의 쇄신을 요구하는 사건이었으며223), 이런 맥락에서 1990년대의 마지막

해에 조희연은 「비판성과 실천성의 2000년대적 회복을 위하여」를 작성해 1990

218) 송호근, 1998,『또 하나의 기적을 향한 짧은 시련： IMF 사태를 겪는 한 지식인의 변명』, 
나남, 10~11쪽.

219) 손호철, 1998,「위기의 한국, 위기의 사회과학」,『경제와사회』37호, 157~158쪽.

220) 김동춘, 1998,「한국의 지식인들은 왜 오늘의 위기를 읽지 못했는가」,『경제와사회』37호, 
162~172쪽.

221) 손호철, 1998,「위기의 한국, 위기의 사회과학」,『경제와사회』37호, 152~153쪽.

222) 김수행, 1993,「한국사회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사회비평』9호.

223) 임현진은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국제분업 속에 내재한 위계적 불평등성과 지배ㆍ종속현상이
라는 현실을 설명하고 분석하는 현실분석모형으로서 종속이론의 문제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종속이론은 죽었는가”라는 도전적 물음을 내놓았다(임현진, 1997,「종속이론은 죽었는가?」,
『경제와사회』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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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지식인의 탈민중화’를 청산하고 ‘비판성’과 ‘실천성’을 회복한다는 지향성을

제시했다.224) 하지만 IMF 사태 이후 2000년대로 들어서며 ‘비판성’과 ‘실천성’을

겸비하는 지식인상의 퇴조는 가속화되었고, 동아시아 담론 역시 비판담론적 성격

을 빠르게 상실해갔다.

(2) 지식인상, 지식정책, 대학사회의 변화

김진균은 1980년대를 “위대한 각성의 시대”라고 불렀다.225) 1980년대는 민중을

계급주체로서 재발명한 시대였으며, 민중과 함께하고 민중을 대변하고 반독재ㆍ

민주화에 헌신하는 ‘비판성’과 ‘실천성’을 갖춘 지식인상이 입지를 굳힌 시대였다.

이른바 저항적 지식인은 경제개발에 기능하고 정권에 편입해 체제를 옹호하는 과

거의 기능적 지식인과 대척적인 존재였다.

1980년대에 저항적 지식인 집단은 복수의 경로를 통해 형성되었다. 먼저 1970

년대 유신체제에서 자유언론실천을 주창하다가 『동아일보』,『조선일보』등에서

해직당한 다수 언론인이 투쟁위원회를 조직했다. 1974년에는 문학탄압 속에서 ‘자

유실천문인협의회’가 결성되었다. 그리고 역시 결정적 사건은 광주민중항쟁이었

다. 광주민중항쟁은 1980년대 지적 조류의 향방을 결정했을 뿐 아니라 지적 주체

형성의 모태가 되었다. 1980년 5월 광주민중항쟁의 여파로 70여명에 이르는 교수

가 해직당했다. 1970년대 중반 유신체제에 반대한 교수들의 l차 해직사태 이은 두

번째 대량해직사태였다. 해직교수들은 해직교수협의회를 설립했고 1984년 복직

이후에는 복직교수협의회로써 활동을 이어가다가 1987년에는 시국교수협의회를

만들어 힘을 결집했다. 또한 저항적 지식인은 노동현장에 몸담았거나 노학연대에

헌신했던 학출 활동가,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거치며 형성된 재야인사로부터도 공

급되었다.226) 한편 해직언론인이 생계를 위해 운영한 출판사는 진보적 담론의 확

224) 조희연, 1999,「비판성과 실천성의 2000년대적 회복을 위하여」,『동향과전망』41호, 
43~52쪽. 이런 지향성이 동아시아 시각과 접목된다면 동아시아 민중 간 연대, 지역기구 설립을 
통한 신자유주의 극복이 주된 문제의식으로 설정되었다(조희연‧박은홍, 2007,「사회적 아시아를 
향하여」,『동아시아와 한국』, 선인).

225) 김진균, 1999,「1980년대: 위대한 각성과 새로운 주체 형성의 시대」,『1980년대 혁명의 
시대』, 새로운 세상, 20쪽.

226) 김원, 2012,「민족-민중적 학문공동체의 변화와 대안적 지식공동체」,『지식의 현장 담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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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위한 물적 토대를 제공했다.

대학 바깥에서 저항적 지식인은 민중론ㆍ민중사ㆍ민중사회학ㆍ민중신학 등 민

중주의적 학문을 개척하고, 개인의 업적주의를 지양해 공통된 목적의식에 기반하

는 학문공동체를 만들기도 했다. 1984년에는 한국 사회의 변혁과 한국 사회과학

의 혁신을 표방하는 한국산업사회연구회가 창립되었다. 1986년에는 역사문제연구

소가 만들어지고, 1987년에는 진보적 교수들의 직능공동체라 할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민교협)가 설립되고, 1988년에는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진보적 학술단

체의 연합체인 학술단체협의회가 출범했다. 학단협 회원들은 당시로서는 학위과

정에 있거나 이제 갓 대학에서 자리를 잡은 소장 연구자들이 대부분이었고, 민교

협은 직능단체였던 만큼 회원들이 모두 교수였다. 그러나 학단협이건 민교협이건

간에 민족적ㆍ민중적 관점에서 현실에 대한 실천적 개입을 지향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227) 1988년 6월 학술단체협의회가 출범하는 자리에서 기조발제를 맡

은 김진균은 민족적ㆍ민중적 학문공동체의 성격을 지배적ㆍ소시민적 세계관과의

단절, 이론적 보수성과의 단절, 서구 이론의 맹목적 도입에 몰두하거나 한국의 현

실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학문적 비주체성과의 단절이라고 규정했다.228)

1980년대 학술운동의 주요 인적자원은 미국 학문의 이식적 풍토에 비판의식을

견지한 대학원생과 국내 박사였다. 이들 중 1990년대에 대학에서 자리를 잡은 40

대 소장학자는 한동안 동아시아 담론의 논자군으로 활동했으며, 따라서 초기 동

아시아 담론에는 1980년대에 형성된 그들의 문제의식, 특히 지적 주체성 모색에

관한 문제의식이 강하게 투영되었다. 아울러 사회주의권 해체, 민중운동 퇴조, 민

간정부 등장 등으로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서 겪고 있던 이들의 지적 혼돈 역시

초기 동아시아 담론에는 짙게 반영되었다.229)

하지만 지식인상의 각도에서 접근하건대 1990년대 지식인의 자기규정은 1980년

풍경』, 한길사.

227) 이명원, 2009,「진보적 학술운동의 비판적 성찰과 전망」,『나는 순응주의자가 아닙니다』, 
난장, 100~101쪽.

228) 김진균, 1988,「민족적 · 민중적 학문을 제창한다」,『한국인문사회과학의 현 단계와 전
망』, 역사비평사, 25쪽.

229) 한편 1990년대의 교수들은 교수시장의 최대 호황기였던 전두환 정권 시절과 세계화 정책의 
수혜자기도 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하세봉, 1999,「한국학계의 동아시아 만들기」,『부대사
학』23호, 4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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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지식인상과의 결별을 일정하게 내포하고 있었다. 현실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파고드는 이론의 적합성에 관한 믿음이 꺾이고, 그에 기반한 이론적 실천을 지속

하기가 어려워진 상태에서 이론과 실천의 유기적 결합을 지향하던 저항적 지식인

상은 고전적 지식인상이 되어 퇴조해갔다. 이에 더해 1980년대 학술운동을 주도

했던 구성원이 점차 제도권 학계에서 자리를 잡아가며 지식인의 ‘전문성’이 강조

되는 경향이 심화되었다.230) 특히 김영삼, 김대중 정부를 거치면서 정부의 고등교

육정책은 ‘시장화’와 ‘경쟁력’이라는 구호 아래 재편되었는데, 특히 세계화ㆍ정보

화의 흐름을 타고 IMF 사태를 겪고 나자 정부 차원에서 ‘신지식인’이라는 이름의

지식인상이 제시되었다.

‘신지식인’이라는 개념은 1998년 12월 4일 열린 제12차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신지식인의 필요성과 사례」가 보고되며 사회적으로 회자되었다. 김태동 청와

대 정책기획수석은 신지식인을 “지식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능동적으로 활용하

는 사람, 기존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발상으로 자신의 일하는 방식을 개

선·혁신한 사람”으로 규정했으며231), 김대중 대통령은 보고된 신지식인 사례를 높

이 평가해 이를 적극 홍보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12월 8일에는 대통령 정책기획

비서실 정책 3비서관이 반장, 정부 각 부처의 담당 국장이 구성원, 정보통신정책

연구원이 전담기관이 되는 범정부 차원의 ‘신지식인운동추진반’이 구성되어 정부

통신부를 중심으로 ‘신지식인 운동’을 추진했다.232)

지식계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았다. 김동춘은 신지식인론은 통치 헤

230) 이이화·안병욱·장하진·정태헌·김동택·김동춘, 1996,「좌담: 학술운동 10년, 회고와 전망- 역
사문제연구소 창립 10주년에 즈음하여」,『역사비평』34호, 371~399쪽.

231)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실, 1998,「‘신지식인’의 필요성과 사례」, 제12차 경제대책조정회의 자
료, 1998. 12. 4.

232) ‘신지식인’이라는 개념 자체는 매일경제신문사가 펴낸 「두뇌강국보고서」와 「지식혁명보고
서」에서 처음 등장했다. 매일경제신문사는 1997년부터 ‘비전코리아’라는 이름으로 ‘한국재창조
를 위한 범국민운동’을 시작하고, 1998년부터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방안을 모색하는 ‘지식포
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경제개혁의 방향을 제시했다. 1997년 이후 매일경제신문사가 주도
해 발간한 주요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한국보고서」(1997),「한국재창조 보고서」(1998), 
「두뇌강국 보고서」(1998),「신지식인 보고서」(1998),「지식경영전략 보고서」(2000),「학습
혁명 보고서」(2000),「우먼코리아 보고서」(2001),「비전 2010 한국경제 보고서」(2001),「지
식수출강국 보고서」(2001),「세계 초일류 대학의 조건 보고서」(2001),「정치재창조 보고서」
(2002),「기업하기 좋은 나라 보고서」(2003),「글로벌 Top 10 키우자 보고서」(2003),「우리 
경제, 체질을 바꿉시다 보고서」(2004). 이상의 보고서는 ‘국민보고대회’란 이름의 이벤트를 통
해 발표되었고 정부의 각종 기획과 정책, 제도 설립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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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모니가 국가에서 자본 측으로 이전되었음을 보여준다며 “신지식인운동은 ‘지식

인’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함으로써 ‘이성’과 ‘계몽’과 ‘공동체’를 압박하려는 신자

유주의의 공세”라고 규정했다.233) 전상인도 신지식인론은 “비판적 이성이 거세된

‘전문가 지식인’ 양성으로 지식사회를 순치시키려는 거시적 사회기획’의 일환”이

라고 판단했다.234) 문성학 역시 “관제 국민가요”라고 일축했다.235)

신지식인론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지식인상을 들이밀고, 앞장서서 지식인 집단

의 상징적 지위를 끌어내린다는 혐의가 있었기에 지식계에서는 반발의 목소리를

거셌고, 심형래 감독을 1호 신지식인으로 선정해 화제가 된 것 말고는 달리 구체

적 성과를 거두지도 못했다. 하지만 되돌아보자면 이 소요는 지식인 사회가 재편

되는 서막으로 간주할 수 있다.236) 1980년대의 저항적 지식인은 경쟁력을 상실한

집단이며 지식인의 가치는 시장경쟁력이 결정한다는 사고방식이 점차 굳어간 것

이다.237) 비록 신지식인 운동은 길게 이어지지 않았으나 병행해서 추진된 지식정

책은 지식인상의 변화를 돌이킬 수 없는 추세로 만들었다.

애초 신지식인 운동은 두 가지 대형 국책프로젝트와 연관되어 있었다. 하나는

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CYBER KOREA21(창조적 지식기반 국가 건설을 위한

정보화 비전)이며, 다른 하나는 교육부가 주도하는 BRAIN KOREA21(두뇌한국

21)이다. 전자는 ‘국민의 정부 임기 내에 21세기 지식ㆍ정보화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2002년 지식기반산업의 GDP 비중

233) 김동춘, 1999,「왜 아직도 지식인인가」,『동향과전망』41호, 39~40쪽.

234) 전상인, 2000,「세기말 한국의 지식인 담론 및 지식인사회에 대한 비판적 성찰」,『비교사
회』3호, 15쪽.

235) 문성학, 2000,「우리 사회의 관제 국민 가요, 신지식인」,『비평』하반기, 생각의 나무.

236) 서동진은 신지식인운동이 이데올로기적 동원에 실패하고 지식인 집단으로부터 경멸을 샀지
만 지식기반경제의 주체성이란 무엇인가를 표상하는 담론 공간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이후 다
양한 통치 프로그램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터전을 닦아놓았다고 평가한다(서동진, 2009,『자유
의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 돌베개, 79쪽).

237) 1990년대 후반 한국의 지식인 사회에 나타난 또 한 가지의 새로운 조류는 게릴라 지식인이
다. ‘게릴라 지식인’이라는 개념은 『현대사상』의 주간이었던 김성기가 ‘지식 게릴라’를 작명한 
데서 비롯된다(김성기, 1999,「길은 끝나고 탈주가 시작되었다」,『지식인 리포트3: 한국의 지
식게릴라』. 현대사상 특별증간호, 8~9쪽). 이들은 개성과 상상력을 밑천 삼아 개별적으로 분투
하는 아웃사이더 혹은 언더그라운드 지식인인데, 『인물과사상』,『아웃사이더』등의 매체를 통
해 ‘전투적 글쓰기’로써 한국사회, 특히 지식사회의 식민지성을 비판했다. 그러나 그들의 호전성
은 지식인 사회에서 외면당했으며, 속성상 게릴라 지식인을 시대의 대표적 지식인상으로 명명
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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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OECD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2002년 세계 10위권의 지식ㆍ정보화 선진국으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후자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 대비 고등인력양성

사업’이라는 확장명을 갖는데 제도교육을 바꿔 기업형 주체를 양성한다는 목표가

저변에 깔려 있었다.

두뇌한국21 사업은 1996년 한국이 OECD에 가입하며 이 기구가 한국 지식생산

기반의 취약성을 지적한 보고서를 내고 나서 시행되었다. 해당 보고서는 지속적

성장과 저물가ㆍ저실업이라는 1990년대 미국의 경제적 발전을 이상화해 얻어진

결론을 향후 다른 사회가 쫓아야 할 성장 모델로서 제시했으며238), 이 보고서에

서 빈번이 강조한 개념은 ‘지식기반경제’였다.239) 즉 두뇌한국21 사업은 OECD 소

속 국가 주도의 자본주의 세계체제가 요구하는 신자유주의 질서를 한국 지식계에

도입하는 정책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당시 정부가 확산시킨 지식기반경제론은 동

종 담론들의 네트워크가 통합되고 수렴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1990년대 중반

부터 지식기반사회ㆍ디지털 경제ㆍ네트워크 경제ㆍ무한경쟁 시대의 경제ㆍ정보화

경제 등 다양한 개념이 자본주의의 변화를 분석할 목적으로 등장해 나름의 서사

를 마련하고 있었는데 지식기반경제론은 그 종합판이라 할 만한 것이었다.240)

서동진은 1990년대 중후반에 회자된 지식기반경제론의 전사를 ‘신경제’론에서

찾는다. 1993년 김영삼 정권은 ‘신경제5개년계획’을 발표하고 잇달아 ‘세계화 선

언’을 발표하며 지식기반경제를 지식정책의 슬로건으로 내세우는 길을 닦아뒀다.

그러나 신경제 패러다임은 1990년대 후반 IMF 사태 이후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

를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고자 국내의 각종 기업연구소, 경영컨설팅 기업 그리고

국가 연구기관 등이 보고서와 각종 발간물을 통해 디지털 경제, 지식기반경제라

는 논의들을 쏟아내며 전면으로 부상했다.241) 그리고 1999년에는 재정경제부ㆍ한

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 『새천년의 패러다임: 지식기반경제 발전전략』이 발표되

어 산업자본 시대에 형성된 경제구조와 패러다임을 지식 중심의 경제구조와 패러

238) 서동진, 2009,『자유의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 돌베개, 38쪽.

239) OECD, 1996, The Knowledge-based Economy, OECD. 이 문서는 OECD가 매년 발표하
는 과학기술전망이란 이름의 보고서 “1996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Outlook”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었으나 그 부분이 별도의 문서로 간주되고 광범하게 인용되어 독립적 텍스
트로 받아들여졌다.

240) 서동진, 2009,『자유의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 돌베개, 55~56쪽.

241) 위의 책, 57~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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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임으로 전면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기에 이른다.242)

두뇌한국21 사업은 이런 정책 기조를 배경으로 시행되었는데, 이 사업에서는

수혜 대학이 지원금액에 상응하는 재정을 부담해야 했던 까닭에 지원에서 밀려난

학과와 분야는 대학 내에서도 차별을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경쟁력을 잣대 삼은

지원의 선택과 집중으로 지식생산에서 부익부빈익빈이 가속화되었다. 또한 두뇌

한국21 사업은 정부가 대학사회를 통제하는 수단으로도 기능했다. 교육부는 두뇌

한국21 사업에 선정된 대학에 대해 교수업적평가제도의 의무화를 요구했다. 이에

반발해 1998년에는 1000명이 넘는 전국의 교수들이 모여 두뇌한국21 사업을 ‘무

뇌한국 사업’이라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으나243) 제도의 시행을 막지는 못했다.

이에 앞서 1995년 5월 31일 발표된 ‘교육개혁방안’은 이미 대학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예고했다. 1994년 2월 세계화ㆍ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정책을 마련

한다는 취지로 교육개혁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 전담기구로 설립되었고,

1994년 9월 교육개혁위원회는 ‘신한국 창조를 위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보

고하는 자리에서 교육재정의 확충, 대학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 사학의 자율과

책임 제고 등을 우선 추진 3대과제로 설정했으며, 1995년 5월에는 ‘신교육체제 수

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이 발표되었다. 그 취지는 교육을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

자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것이었으며, 대학평가 및 재정지원 연계강화, 대학교육의

국제화 등이 방침으로 제시되었다.244)

이처럼 실용성 제고라는 명목 아래 상업주의 물결이 대학사회를 휩쓸자 1996년

11월 7일, 전국의 인문대 학장들은 제주대에 모여 ‘인문학제주선언’을 채택해 “전

쟁에 임하는 군인과 같은 각오로 우리 사회의 중병을 치료”해야 한다며 인문학의

242) 재정경제부‧한국개발연구원, 1999,『새천년의 패러다임: 지식기반경제 발전전략』, 재정경제
부‧한국개발연구원, 311쪽. 이 보고서는 십여 개의 정부 및 민간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작성했는
데 총괄 연구기관은 한국개발연구원, 참여 연구기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ㆍ국토연구원ㆍ매일
경제연구소ㆍ정보통신정책연구원ㆍ한국교육개발원ㆍ한국노동연구원ㆍ한국문화정책개발원ㆍ한국
전산원ㆍ한국조세연구원ㆍ현대경제연구원ㆍLG경영개발연구원이었다. 이 보고서는 지식기반경제
로의 이행을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수행된 여러 연구와 기획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서동진, 
2009,『자유의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 돌베개, 383쪽).

243) 노순동, 1999,「거리로 나선 교수들 그들은 왜 분노하나 : 대학 서열화 조장·자율성 침해 이
유로 ‘두뇌한국 21’ 반대」,『시사저널』508호, 70~72쪽.

244) 오창은, 2005,「메마른 들판에서 한국 학문의 개나리는 피는가： 학문후속세대 정책의 문 제
점」,『해방60년의 한국사회』, 한울, 4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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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를 역설하고 국가적 지원을 촉구했다.245) 그러나 소위 인문학의 위기

가 운운되는 가운데 HK, BK 등이 인문학에 대한 일시적 지원을 반복하자 인문

학 연구의 국가 의존도는 높아졌다. 한편 학부 수준에서는 교육부가 교육 당사자

의 저항을 무시한 채 학부제 도입을 강요해 인문학을 더욱 위축시켰다. 학부제

시행은 학생의 교육 선택권을 강화한 측면도 있지만, 비인기 학과에 대한 외면과

실용 학과로의 쏠림을 부추긴 폐해가 더욱 컸다. 아울러 대학 정원을 감축하는

총량적 구조조정, 대학 내 학과통폐합, 경영마인드를 지닌 CEO 총장 도입, 연구

실적 이외에 대학발전기금 모금 실적ㆍ외부연구비 수주액ㆍ산학협동 실적ㆍ신입

생 모집ㆍ취업알선 실적 등 요소요소마다 점수로 환산하는 교수평가제가 시행되

며 대학사회의 풍토는 크게 변질되었다.246)

1990년대 말의 경제구조와 교육제도의 변화는 단순히 시기적으로만 일치했던

것이 아니다. 2000년 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인적자원정책을 논의하고 이를 효

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출범시켰다.247) 2001년에는 정부

조직법을 개정해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명칭을 바꾸었으며, 교육인적자원부

는 ‘시장반응형 인력’ 형성에 주력해 지식기반경제 패러다임에 따른 ‘산학연 협력

강화’가 가시화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매년 2천억원 규모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하

는 기존의 두뇌한국21 사업에 더해 기초학문의 보호육성이라는 명목으로 매년 1

천억원 규모의 ‘기초학문지원사업’이 시행되었다.248)

이렇듯 대규모 재원에 기반한 지식정책이 추진되며 대학사회에 대한 규율화도

심화되었다. 과거에 정부는 학문과 지식에 대한 통제와 검열에 역점을 두었으나,

점차 연구자의 연구능력, 지식의 생산성과 경쟁력 등에 관한 수행평가로 초점을

옮겨갔다.249) 정부 출연 연구소, 중앙 및 지방 정부, 국공립 기관 등이 수주하는

프로젝트에 대학의 전문가들은 타당성 조사, 연구보고서, 자문, 심사 등 다양한

245) 「인문학 제주선언」,『서울신문』1996년 11월 12일.

246) 홍덕률, 2004,「대학평가·학문평가를 평가한다」,『창작과비평』126호, 64쪽.

247) 인적자원개발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nhrd.net.

248) 이로 인해 학술진홍재단의 지원 예산은 급증해 2년 후인 2003년이 되면 2,364억원에 이르
렀다(최갑수, 2003,「학술진홍정책의 현황과 개혁방향： ‘한국학술진흥재단’을 중심으로」, 문화
연대‧민교협‧교수노조‧학술단체협의희 등 공동주최『‘노무현 정부의 학문정책 개혁과제 토론회’ 
자료집』, 48쪽).

249) 강내희, 2003,「한국 지식생산의 현 상태」,『문화과학』34호, 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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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참여해 경제적ㆍ상징적 수익을 보장받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연구자가 독

창성보다는 정합성에만 준하여 연구업적을 만들어내 연구비를 수령하는 논문작성

노동자로 변모하고, 학술활동은 연구비 수령 목적으로 변질되는 폐해가 발생했다.

연구비를 수월하게 받을 수 있는 학술 의제로 연구자들이 몰리고 연구사의 내재

적 필요성보다는 수령 목적으로 연구주제를 설정하는 사례도 늘어났다.

동아시아 관련 연구는 변화된 학진 체제에 비교적 부합하는 연구 영역이었다.

그렇다기보다 동아시아 연구가 학진 체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해갔다. 1990년

대 초중반 인문학자들이 펼쳐낸 동아시아 담론이 당대의 지적 조류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면, 1990년대 후반부터 사회과학자들이 주도한 동아시아 연구는 지식정

책에 크게 좌우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중점연구소 지원사업과 인문한국사업 등 정부가 지원하는

거액의 공동연구에서 동아시아 연구는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동북아역사재단,

서남학술재단 등이 공동연구를 대대적으로 지원했다. 거액의 연구비 지원체계에

서는 지역학 연구, 정책 연구, 학제간 연구가 주요 수혜 분야였는데 동아시아 연

구는 여기서 강점을 갖고 있었다. 동아시아라는 범위에서 진행되는 연구는 각국

연구자들의 협력, 아울러 역사학ㆍ문학ㆍ철학ㆍ사회학ㆍ정치학ㆍ경제학 등 각 분

야 연구자들의 연계를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수혜를 받은 동아시아 연구는 다양했다. 지원사업에 선정된 동아시아 관련 주

제를 보면 동아시아 서적과 지식의 문화사, 동아시아 시각을 통한 한국인문학의

창신, 동아시아 문화 전통의 상호소통, 동아시아학과 한국학, 로컬리티 인문학, 해

양도시의 문화교섭학 등에 이른다. 하지만 학진 체제에서 동아시아 연구는 국가

가 앞장서서 의제화하고 연구자들은 학진이 짜낸 프레임 속에서 논문을 써내는

경향이 심화되었는데, 따라서 계열로 보자면 지역주의론이 연구지원의 가장 큰

수혜자였으며, 동아시아 연구는 세분화ㆍ전문화되었으나 외연이 확장되었다고 말

하기는 어렵다. 적어도 1990년대 지식계에서처럼 동아시아라는 시각 내지 화두가

다양한 논의와 결부되고 여러 영역으로 뻗어가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동아시아 관련 프로젝트와 개별연구 가운데는 정부의 지식정책ㆍ지역정책에 편

승해 연구지원을 받고자 그럴듯하되 모호한 ‘동아시아’라는 말로 장식해 급조한

것들이 많았으며, 문제의식이 부실한 연구물도 늘어났다. 다종의 논문을 생산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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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논문을 쪼개 쓰는 관행, 그로써 논문의 질이 떨어지는 부작용으로부터도 학진

체제 이후의 동아시아 연구는 자유롭지 않았다.

(3) 잡지 매체의 변화

동아시아 담론의 형성과 이행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잡지 매체다. 동

아시아 담론은 지향성이 불분명한 까닭에 매체에 따라 전개 양상이 달랐을 뿐 아

니라 동아시아 담론 자체가 잡지 매체의 성쇠에 크게 좌우되었다.

동아시아 담론은 1990년대의 산물이다. 1990년대는 학술잡지가 유례없이 번창

하고 담론 생산에서 중심적 역할을 맡았던 시대다. 학술잡지는 학술적 주제를 사

회적 의제로 발신하고 사회적 의제를 학술적 주제로 수용하는 매개로서 기능한

다. 따라서 지식과 사회의 연계 양상을 살펴보고자 할 때 학술잡지는 관건적 대

상이다. 특히 학술잡지의 특집은 일반 학회지와는 차별화되는 학술잡지의 특징을

보여준다. 학회 구성원이나 전문 연구자만이 아니라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술잡지는 특집을 기획할 때 상업적 구속으로 인해 대중의 수요를 고려하면서도

발간주체들은 특집으로써 자신들의 문제의식을 사회로 발신한다. 지식계 내부로

시야를 좁히더라도 특집은 분과 구획을 넘어선 논점을 생산해 담론 공유의 장으

로 기능한다. 따라서 학술잡지의 동향을 조사하고 특집 기획의 추이를 검토한다

면 동아시아 시각이 학술적ㆍ사회적 공론장에서 어떻게 운동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동아시아 담론은 1990년대의 산물이었으며, 1990년대 잡지계는 1980년대와의

계승과 단절의 산물이었다. 이 각도에서 먼저 문학잡지를 주목해보자. 초기 동아

시아 담론은 1980년대와는 달라진 1990년대 문학잡지의 새로운 동향으로 인해 촉

발된 측면이 컸기 때문이다. 1980년대에 문학잡지는 정권의 압력으로 인해 창간

과 폐간, 무크지로의 재창간과 재폐간의 악순환을 견뎌야 했다. 1984년 『외국문

학』의 창간사는 당시 현실을 이렇게 증언한다.

우리는 잡지의 시대에 살고 있다. 허구적인 소비욕망을 자극하는 많은 여성잡지로

부터 이웃과 사회에 대한 무관심한 개인의 세계관을 더욱 편협하게 만드는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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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취미잡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잡지들이 날마다 달마다 쏟아져 나온다. … 우

리가 처해 있는 현실에서 우리의 정신적 좌표를 분명히 일깨워주어야 할 잡지들

은 물질적으로 안락하기만을 바라고 정신적으로 태만한 시민들의 취향에 맞게끔

안이하고 화사하게 꾸며졌을 뿐이다. 70년대의 『창작과비평』과 『문학과지성』

등의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했던 계간지들이 80년대의 벽두에 폐간됨으로써 현격

히 심화된 문화적 공백은 단순히 비어있는 자리로 남아 있기는커녕, 이 혼탁한 시

대의 탁류에 휩쓸려 그 자리의 순수성을 되찾고 회복시키기 어려울 정도로 변질

되어 버렸다.250)

창간사는 1980년대 중반의 당대를 ‘잡지의 시대’라고 부르지만 거기에는 비판과

자조의 어감이 깔려있다. 문학잡지이면서도 사상지 성격이 강하던 『창작과비

평』,『문학과지성』등은 폐간되었으며, 꾸준히 늘어나는 소비용 잡지들은 그 “문

화적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창작과비평』과 『문학과지성』은

둘 다 1980년 여름에 강제 폐간되었다. 1980년 1월 자유실천문인협의회가 주관해

『실천문학』이 창간되어 『창작과비평』 대 『문학과지성』이라는 구도에서 벗

어나 제3의 문학을 모색하려 했으나 두 잡지가 폐간되는 외부적 조건으로 인해

뜻을 이룰 수 없었다.

진정한 ‘잡지의 시대’는 1980년대 말에야 펼쳐졌다. 『창작과비평』은 1985년

잡지사 폐쇄, 1985년 부정기간행물 『창작과비평』 간행에 이어 1988년 계간지로

복간되었다. 『문학과지성』은 1982년부터 무크지 『우리 시대의 문학』을 매년

한 권씩 발행하다가 1988년 계간 『문학과사회』로 전환했다. 『실천문학』 역시

1985년 여름까지 부정기간행물로 발행되다가 폐간당해 1987년 부정기간행물로 복

귀한 이후 1988년 계간지로서 재출발했다. 여기에 지속되어온 『현대문학』등을

포함해 문학계간지의 진용이 갖춰졌다. 또한 1988년에서 1991년 사이에는 『녹두

꽃』,『노동해방문학』,『사상문예운동』,『노동자문화통신』등의 문학운동지가

대거 합법 출판물의 형태로 등장했다. 『녹두꽃』은 민족해방운동 진영의 문학운

동 잡지였고, 『노동해방문학』,『사상문예운동』,『노동자문화통신』은 노동해방

을 기치로 내건 진영의 문학운동 잡지였다. 이윽고 비평지가 속속들이 출현했다.

1991년 한 해 동안 창간된 비평지만 꼽아도 『오늘의문예비평』,『비평의시대』,

250) 편집부, 1984,「『외국문학』을 내면서」,『외국문학』창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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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비평과이론』,『현대예술비평』,『한길문학』등 다섯 종에 이른다. 1993년

무렵에 이르면 문화계간지 역시 유례없는 붐을 타면서 『문화과학』,『문학동

네』,『현실문화연구』,『상상』,『리뷰』,『오늘예감』,『이다』,『또 하나의 문

화』등이 창간되어 문화담론을 번성케 했다. 동아시아 담론은 매체에 따라 논조

는 달랐지만 잡지의 시대였기에 피어날 수 있었다.

이 가운데 동아시아 담론의 형성과 이행에서 주목할 문학ㆍ문화잡지라면 2부에

서 구체적으로 다룬 『창작과비평』과 『상상』일 것이다. 그런데 앞서는 『창작

과비평』과 『상상』이 개진한 시각차를 평면 비교했지만, 두 잡지의 운동 궤적

이 상이했던 만큼 이제는 잡지사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두 잡지가 동아시아

시각을 제시한 것은 1990년대 초기로 비슷한 시기였지만, 창간된지 30년 가까운

시간을 지나오며 폐간과 복간을 거친 『창작과비평』은 1990년대의 전환 국면에

서, 『상상』은 창간 국면에서 동아시아를 지적 지평으로 삼은 것이었다.

먼저 『창작과비평』에게 동아시아 시각이 갖는 의의를 살펴보자. 권명아는

1980년대와 1990년대 문학잡지의 성격 변화에 관해 1980년대에는 사상지화로의

욕구가, 1990년대에는 문화지로의 욕구가 표출되는 경향이었으나 『창작과비평』

은 오히려 1990년대에 사상지적 면모를 현격하게 강화했다고 평가한다.251) 이는

오랫동안 『창작과비평』과 동반하고 마주해온 『문학과지성』과 비교하건대도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1988년 『창작과비평』은 계간지로 돌아온 반면 『문학과

지성』은 복간이 아닌 『문학과사회』창간의 형식을 빌어 재개되었다. 『문학과

사회』는 창간하며 “문학을 문학만으로 보던 관점은 적어도 우리의 1980년대에는

사라져야 하고, 문학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우리 생활세계와의 조망을 통해

접근”252)하겠다고 밝혔으며, 1980년대 말에는 ‘문학적 실천의 방법과 지향’(1988년

겨울호), ‘현대의 사회 변혁운동’(1989년 가을호) 등을 특집으로 삼아 현실과의 유

기적 연관성을 중시했다. 그러면서도 무게중심은 문학의 사회적 존재론에 두었으

며, 1990년대 초에는 인문학적 위상을 강화해 ‘지금 문학이란 무엇인가’를 화두로

제시하며 문학을 중심으로 하되 문ㆍ사ㆍ철의 폭넓은 통합을 지향했다. 1996년

251) 권명아, 2002,「사상ㆍ문학ㆍ문화, 조화와 불화 또는 분화의 현장」,『문학의 광기』, 세계
사, 99~100쪽.

252) 김병익, 1998,「문학과사회를 창간하면서」,『문학과사회』1988년 창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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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호에서 ‘동아시아의 담론을 바로 읽는다’ 특집호를 내놓았지만, 이 또한 다양

한 인문학적 각도에서 동아시아 담론에 접근한 시도이지 문학과사회식 동아시아

론의 개진은 아니었다.

한편 『창작과비평』은 1990년대 들어 사상지적 성격이 짙어졌다. 1993년 봄호

특집 ‘세계 속의 동아시아, 새로운 연대의 모색’에 이르기 전까지 1990년대의 특

집과 좌담을 살펴보면 ‘1990년대 민족문학을 위한 제언’(1990년 봄호) ‘오늘의 사

회주의와 맑스주의의 위기’(1990년 여름호), ‘새로운 년대의 문학을 위하여’(1990

년 가을호), ‘생태계의 위기와 민족민주운동의 사상’(1990년 겨울호), ‘우리 민족ㆍ

변혁운동론의 어제와 오늘’(1991년 봄호), ‘냉전시대 이후의 평화운동’(1991년 여

름호), ‘농업해체의 위기와 한국사회의 진로’(1991년 가을호), ‘소련ㆍ중국의 상황

과 민주주의의 문제’(1991년 겨울호), ‘사상적 지표의 새로운 모색’(1992년 봄호),

‘리얼리즘, 포스트모더니즘, 민족문학’(1992년 여름호), ‘변화하는 정세, 통일 운동

의 전망’(1992년 가을호), ‘임진왜란, 민족의 어제와 오늘’(1992년 겨울호)이 이어

져 문학에 관한 성찰보다 당대 사회현실에 관한 분석과 전망 수립에 치중했음을

알 수 있다. 문학 관련 특집 역시 1980년대적 문제의식에 관한 1990년대적 검토

라는 맥락에서 문학의 사회적 역할에 초점이 모아졌다. 그리고 이어진 1993년 봄

호의 특집 ‘세계 속의 동아시아, 새로운 연대의 모색’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지역

수준으로 확장하려던 시도였다. 문학잡지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분단체제와 민족

문학이라는 문제틀의 확대구축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겠으나, 1990년대의 변화된

세계ㆍ지역ㆍ한반도의 현실 속에서 정신적 좌표를 제시하는 사상지로서의 정체성

을 굳혀가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풀이하는 편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상상』은 1993년 가을호로 창간되자마자 이듬해에 ‘동아시아 문화 제대로 보

기’를 두 차례에 걸쳐 특집으로 내놓았다. 후발주자인 『상상』 역시 『창작과비

평』 대 『문학과사회』라는 구도에서 벗어나 문화론ㆍ문학론을 펼치고자 노력했

으며, 그 과정에서 민족문학론을 비판하고 신세대론을 부각시켰다. 『상상』은

1990년대라는 변화된 시대의식이 선명한 잡지였다. 그 점에서는 『상상』보다 한

해 늦게 출발한 『문학동네』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문학동네』는 그 이름,

그리고 창간호 특집을 ‘문학, 절망 혹은 전망’으로 내건 데서 드러나듯 철저히 문

학잡지로서의 정체성을 추구했지만 『상상』은 문예지와 문화지적 성격이 혼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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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었다.253) 그리고 『문학과사회』에 비해 사상지로서의 면모가 강한 『창작

과비평』에서 동아시아 시각이 개진되었듯이, 『문학동네』와 견주자면 문화지로

서의 성격이 짙은 『상상』에서 동아시아라는 지역상의 활용도가 컸으며, 또한

그 점이 『창작과비평』과 『상상』식 동아시아론의 차이로 이어졌다. 『상상』

이 1990년대적 시대의식을 표출하는 방식은 『창작과비평』과 달리 과거지향적이

고 (대중)문화친화적이었다. ‘동아시아 문화 제대로 보기’는 서구근대문학의 엘리

트성을 비판하고자 조선문화의 비엘리트성을 조명했는데, 이는 『상상』의 ‘전통

론’과 ‘(대중)문화론’의 연장선상에서 펼쳐진 기획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상

상』에게 ‘(대중)문화’는 세대론적 인정투쟁을 위한 전략상의 입각점이자 주체성

의 새로운 문법이었고, ‘전통’이란 주체성의 오래된 거처였던 것이다.

이제 인문사회과학 계통의 학술지로 시선을 옮겨가자. 다만 인문사회과학 학술

지는 1990년대 중후반에 이르기까지 문예지, 비평지에 비해 동아시아 담론의 전

개 과정에서 맡은 역할이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동아시아 담론이 다양한 문제의

식을 공급받으며 성장하고 이행했음을 감안한다면, 인문사회과학 학술지의 추이

를 살펴보는 것은 동아시아 담론을 둘러싼 문제의식의 동향을 확인한다는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아울러 문예지나 비평지와 달리 학술지는 1990년대 후반부터 등

재지로 대거 옮겨가는데, 이러한 형식 전환이 동아시아 담론의 내용상에서 어떤

변화를 초래했는지도 주목할 대목이다.

인문사회과학 계통의 학술지 경우도 1980년대 말이 전기였다. 1987년 역사문제

연구소가『역사비평』, 1988년 한국산업사회연구회가『경제와사회』, 한국사회경

제학회가『사회경제평론』, 1989년 한국역사연구회가『역사와현실』, 민주주의법

학연구소가『민주법학』, 1990년 한국철학사상연구회가『시대와철학』, 한국여성

연구회가『여성과사회』, 1991년 민족문학사연구소가『민족문학사연구』, 한국공

간환경연구회가『공간과사회』, 1992년 역사학연구소가『역사연구』를 창간했다.

1988년의『사회비평』, 1989년의『계간 사상』은 학회나 연구모임이 아닌 출판사

(나남출판사), 재단(대우재단)이 발행주체가 되어 창간한 경우였다.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에 등장한 주요 학술지는 ‘이론과 실천의 결합’을 내

253) 권명아, 2002,「사상ㆍ문학ㆍ문화, 조화와 불화 또는 분화의 현장」,『문학의 광기』, 세계
사, 103~1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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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웠다. 1987년 『역사비평』창간호를 보면 윤대원이 「시론: 실천적 지식인상 정

립을 위한 제언」에서 비판적 지식인의 임무는 사회운동을 이론적으로 해명하고

지배 이데올로기에 맞서 운동 이념을 전파해 기층 민중운동의 즉자적 저항을 대

자적 저항으로 전환해내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254) 이듬해 산업사회연구회도

『경제와사회』창간호를 내면서 연구회의 목표로서 보수적 학계가 외면한 연구주

제에 대한 과감한 접근, 한국 근대사의 총체상을 정립하기 위한 거시이론틀 확립,

분과학문의 경계를 뛰어넘는 긴밀한 학제적 연계 등을 제시했다.255) 『동향과전

망』을 펴낸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역시 발족선언문에서 “이론과 실천은 하나이며,

연구와 운동은 하나라는 신념”에 기반해 “학문은 현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원칙, 운동의 과학화와 과학의 운동화를 연구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한다고 천명

했다.256)

특집을 살펴보면 『경제와사회』는 1988년 창간호부터 1991년까지 지속적으로

대안이념, 사회구성체, 사회운동의 이론적 쟁점 등에 관한 기획을 이어갔다. 『동

향과전망』도 창간호 이후 1991년까지 잡지명에 걸맞게 정치ㆍ경제ㆍ사회ㆍ노동

ㆍ통일 등 분야별 정세분석을 빠뜨리지 않았다. 그러나 1991년 현실사회주의가

해체되자 특집기획은 방향 수정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경제와사회』에 초점

을 맞춘다면 이미 1990년 봄호에서 ‘사회주의 개혁의 이론과 현실’이 특집으로 다

뤄져 현실을 외면한 채 원칙만을 고수할 수는 없다는 논조가 개진되었고, 이후로

는 특집으로 ‘사회민주주의 연구’(1991년 가을호), ‘포스트주의의 도전과 마르크스

주의’(1992년 여름호),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회고와 전망’(1992년 겨울호), ‘한국사

회의 노동자와 중산층의 정치의식’(1993년 봄호), ‘한국사회의 소비문화와 신세

대’(1994년 봄호), ‘정보사회의 공간과 시민운동’(1995년 가을호), ‘신사회운동과 시

민적 주체’(1995년 겨울), ‘문화적 일상성과 비판적 이성’(1996년 봄호), ‘한국의 민

주화와 시민사회’(1997년 여름호)를 꾸리면서 문제의식의 지평을 확장해갔다.257)

254) 윤대원, 1987,「시론： 실천적 지식인상 정립을 위한 제언」,『역사비평』1호, 28~45쪽.

255) 경제와사회 편집위원회, 1988,「책을 내면서」,『경제와사회』1호, 7~10쪽.

256)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편집자, 1992,「한국사회과학연구소 발족선언문」,『동향과전망』16호, 
16쪽.

257) 더불어 1992년과 1993년을 전후로 편집방향에도 가시적 변화가 일었다. 1988~1991년 사
이에 『경제와 사회』의 구성은 책머리, 특집 기획논문, 일반논문, 연구노트, 서평, 특별기고 순
이었으나 1991년 하반기 이후에는 산사연 칼럼, 쟁점 토론, 조사연구, 연구동향, 기획연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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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중에 1993년 민간정부가 출범하자 진보적 학술잡지는 국가에 대한 전략과

전술에서 수정 내지 분화를 겪게 되었다. 그해 유팔무는 「새로운 보수와 새로운

진보의 움직임」라는 머리말을 통해 진보의 기치를 내려놓지 않되 유연성을 발휘

해야 한다며 향후 『경제와사회』의 지향성을 제시했다. “교조주의의 낡은 모습

은 버리되 한국 자본주의의 고통스런 본질을 개혁하는 진보성을 지키는 ‘신진보’

로 진보하는 것 … 현실성 있는 다단계 변혁전략과 운동방식, 대중에게 위화감을

주지 않는 진보의 면모 등을 통해 이제 진보 세력도 새로운 전략과 운동방식으로

무장해야 한다.”258) 한국사회과학연구소측은 개혁에 대한 비판적 지지론을 내세

워 “진보 세력은 현 정부의 개혁정책이 기존 질서 속에서 지배구조를 재편, 보완

하여 총체적 위기를 극복해보고자 하는 보수적 개혁이란 점에서 개혁비판적 입장

을 견지해야 하지만, 개혁을 반대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구조적이

고 인간적인 개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현재의 개혁이 제한된 범위에서라도 더

철저하고 광범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채찍을 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

다.259) 역사문제연구소측 역시 “현재 상황에서 극우반공체제, 극우반공이데올로기

를 무력하게 하고, 기본 민주주의가 지켜지고 법치주의와 제도화가 실현되는 것

이 극우세력을 제외한 모두에게 바람직하다면, 그것이 일견 부르주아적으로 보이

는 것을 강화시키더라도 진보진영은 그것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260)

이렇듯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에 창간된 사회과학계 학술지는 곧바로 현실사

회주의권 해체, 민간정부 출범을 거치며 지향성을 수정하거나 적어도 논조를 조

정해야 할 상황에 맞닥뜨렸다.261)

이 시기에 일어난 방향 수정이 시간이 지나 어디에 이르렀는지를 살펴보고자

십여년이 지난 뒤에 나온 글을 잠시 끌어오자. 이른바 ‘87년체제’를 성찰하기 위

구단체 현황 등이 배치되고 현실정세 및 거대이론 중심의 기획 구성이 축소된다(서병훈, 1999,
「학문과 시장: 사회과학 학술잡지의 번민」,『사회비평』20호, 128~129쪽).

258) 유팔무, 1993,「새로운 보수와 새로운 진보의 움직임」,『경제와사회』18권, 6~12쪽.

259) 박병호, 1993,「김영삼 정부의 개혁정책과 진보세력의 과제」,『동향과 위망』19호, 9~15
쪽.

260) 서중석, 1993,「문민화시대로의 변화와 개혁의 논리」,『역사비평』22호, 17~23쪽.

261) 한편 현실사회주의의 몰락이라는 상황을 마르크스주의의 위기로 받아들여 마르크스주의를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의 몰락 이후 마르크스주의의 가치와 이상을 어떻게 실현할 것
인지를 고민하며 마르크스주의의 공백을 채우고자 했던 자들은 1992년 창간된 『이론』지로 
많이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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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2008년 『경항신문』은 『민주화 20년, 지식인의 죽음』을 기획출간했는데 서

문에서 편집자는 ‘지식인의 죽음’을 선언하며 네 가지 현상을 사례로 들었다.

1. 군사정권의 소멸과 현실사회주의권의 동시 몰락으로 선악이분법의 전선이 사라

졌다. 이에 따라 ‘반체제’로 상징되는 저항적 지식인 역시 역사의 물결에 휩쓸려

사라졌다.

2. 지식인은 민주화 과정을 통해 공고하게 구축된 지배질서를 전복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체제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보루가 됐다.

3. 지식인은 그들의 어깨를 짓눌렀던 시대적 소명의식 혹은 도덕적 의무감으로부

터 벗어나 ‘지식의 해방’을 만끽하고 있다.

4. 아이러니컬한 것은 지식인의 죽음조차도 이제는 사회적 논란거리가 아니라는

점이다. 지식인의 자기배반, 혹은 자기모멸 행위는 한국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다.262)

현상은 네 가지가 나열되었지만, 1과 2는 1990년대 초반부터 지식계가 재편되

는 양상이며, 3과 4는 1990년대 중후반부터 드러난 그 귀결로 봐야 할 것이다.

‘지식인의 죽음’은 과도한 수사적 카피지만 저항적 지식인상이 점차 소멸해갔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민간정부를 거치며 지식인들이 정권에 직접 참여하거

나 각종 위원회의 위원 등으로 관여하며 ‘대항지식’은 ‘정책지식’의 형태로 일정하

게 변모했으며 국가 및 시장논리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약화되었음도 부정하기

어렵다. 1990년대 초반 지식계의 조정 과정은 결과적으로 통치에 적합한 지식생

산체제의 성립에 지식인 자신이 내부적으로 협력하는 메커니즘을 만들어낸 것이

다.263)

다시 잡지계의 동향으로 돌아오자. 1980년대 지식계를 연구한다면 소위 불온서

적을 포함한 사회과학서와 삐라 같은 비공식적 유인물을 빠뜨려서는 안 될 것이

다. 그리고 1990년대 지식계에 관해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출현하고 확산된 잡지

에 관한 연구가 필수항목일 것이다. 창간선언문만을 모아도 묵직한 자료집이 나

262) 이대근, 2008,「서문」, 경향신문 특별취재팀 엮음, 『민주화 20년, 지식인의 죽음』, 후마
니타스, 11~13쪽.

263) 이명원, 2009,「진보적 학술운동의 비판적 성찰과 전망」,『나는 순응주의자가 아닙니다』, 
난장, 106~1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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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정도다. 하지만 창간호가 난무하던 상황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안 읽히는

잡지는 시장의 벽을 넘지 못해 명멸하고 영역마다 소수의 잡지가 살아남아 대표

성을 띠게 되었으며, 특히 IMF 사태를 겪으면서 잡지계 전반이 크게 위축되었다.

IMF 사태에 직면하자 일군의 사회과학자가 쓰라리게 자기비판의 언사를 꺼내

야 했듯이 IMF 사태를 거치며 비판성을 재장전한 잡지도 출현했다. 앞서 자세히

살펴본 『당대비평』은 IMF 사태가 출현 배경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1997년

가을에 창간되어 비판적 기획을 이어갔으며, 『진보평론』은 IMF 사태를 겪고

난 뒤 1998년 ‘진보의 새 장을 열기 위해’ 창간되었다. 창간호에서 김진균, 손호

철, 최갑수는 새로운 진보를 “자본주의 극복을 포기하지 않는 입장. 계급적 착취

와 억압만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억압과 착취 및 배제에 반대하는 입장. 모든 사

회적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과 해결을 지향하는 입장”이라고 요약했

다.264) 『진보평론』은 종래의 사회변혁론이 대중적 설득력을 상실했으며 사회적

관계의 변혁을 계급정치로 환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는 적대의 복수성을 승인해

지적ㆍ성적ㆍ민족적 관계 등 다양한 사회적 층위로 연구영역을 확장했다. 이밖에

도 1997년에만 『현대사상』(민음사), 『정치비평』(푸른숲), 『열린지성』(교수신

문), 『세계사상』(동문선), 『신인문』(한길사) 등 인문사회과학 전문잡지가 잇따

라 창간호를 선보였다.265)

그러나 1990년대 말부터 잡지계에서는 내용상의 급진화가 아닌 형식상의 등재

지화가 두드러졌다. 등재지 정책은 1998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연구시스템의 체계

화와 수량화, 검증시스템의 도입이 그 골자였다. 이후 1998년 57개에 불과했던 등

재지는 2001년에는 등재지 109개, 등재후보지 428개로 늘어났으며, 2006년에는 등

재지 902개, 등재후보지 533개로 25배 증가했다.266) 경제위기 상황에서 생존을 도

모해 여러 학회지가 등재지화의 길을 걸은 것이다.

그런데 등재지가 되는 경우 형식적 지위만 바뀌는 게 아니었다. 등재지 정책이

도입되기 이전 인문사회과학 영역에서 학회지는 대학원생이나 신참연구자의 논문

을 싣는 것이 관행이었다. 하지만 등재지 정책이 도입되고 연구업적평가가 교수

264) 진보평론 편집부, 1998,「현장에서 미래를」,『진보평론』1호.

265) 「인문사회과학 잡지 제2전성시대 오나」,『한겨레』1997년 7월 8일.

266) 김원, 2008,「1987년 이후 진보적 지식생산의 변화」,『경제와사회』77호, 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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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의 주요 기준이 되자 지면 확보 경쟁이 치열해졌다. 한편 학술연구비 지원을

주관해 주요 지식권력 기관으로 자리잡은 학술진흥재단은 등재지와 등재후보지를

선정하는 권한마저 갖게 되어 학계에 대한 장악력을 키웠다.

등재지 정책의 도입 이후 비제도권으로 분류되어온 여러 학술공동체도 등재지

화의 흐름에 합류했다. 민주법학연구회의 『민주법학』은 2002년, 산업사회학회의

『경제와사회』는 2003년, 한국사회경제학회의 『사회경제평론』은 2004년, 역사

문제연구소의 『역사비평』은 2005년에 잇달아 등재지가 되었다. 한편 등재지로

옮겨갈 수 없던 비평지나 무크지는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2000년대 중반에 이르

면 대다수 소멸된다. 이런 상황을 두고 김보경 전 『당대비평』상임편집위원은

“사회비평 잡지는 대학교수들의 학술논문을 주로 취급하는 학술지와 달라 학술진

흥재단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음은 물론 문예진흥원의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처

지”라며 “질 좋은 사회비평지가 재정 문제로 폐간하는 게 아쉽다”고 토로했다.267)

재정적 여건만이 문제는 아니었다. 등재지가 아니면 투고해도 연구실적이 오르

지 않으니 비등재지는 필자 섭외조차 힘들어졌다. 특히 특집기획을 중시해온 계

간지는 그 틀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졌다. 특집은 대개 청탁 원고로 꾸려지고 시의

성이 있는 특집은 단기간에 구성되어야 하는데, 등재지용 학술논문에 힘을 쏟는

연구자는 그런 글을 써낼 여유도 의지도 없는 것이다.268) 그리하여 등재지로 개

편된 학술지는 특집란이 크게 줄고 그 자리는 심사를 거친 투고논문이 대신 채웠

다. 학술지가 전문화되고 특집이 사라지자 일반 독자는 당연히 줄어들었다. 특집

의 부재는 특정 화두를 둘러싼 다각적 접근을 통해 학계 내부에서 소통하는 기회

가 줄어들었음을, 그리하여 논쟁을 형성해 담론을 사회화하는 잡지 고유의 기능

이 저하되었음을, 결국 잡지가 대중에게서 유리되었음을 의미했다.269)

이처럼 등재지 정책은 학술잡지계를 포섭해 제도권 외부의 비평공간을 위축시

켰을 뿐 아니라 제도권 내에서도 전공 분야 이외의 영역에 대한 연구자의 무관심

267) 「당대비평 폐간, 사회비평지 수난 이어져」,『경향신문』2005년 8월 1일. 

268) 서병훈, 1999,「학문과 시장 - 사회과학 학술잡지의 번민」,『사회비평』20호, 133쪽.

269) 일례로 「진단 인문사회과학 잡지 편집인들의 좌담」에서 강내희는 문학예술분야에서의 ‘재
현’이라는 개념, 철학에서의 ‘표상’, 정치에서의 ‘대의’의 개념은 영어로 모두 representation인
데 잡지는 이렇듯 다양한 영역에 걸친 문제의식을 특집 주제로 배치할 수 있지만, 학회지에서 
분과의 경계를 넘어 ‘가치’ ‘대의’ ‘표상’ ‘재현’의 문제를 한데 다루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강내
희 외, 1999,「진단 인문‧사회과학 잡지 편집인들의 좌담」,『사회비평』20호, 1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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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장한 측면이 있다. 등재지 형태를 취하는 학술지는 점차 학문영역별로 세분

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등재지 정책 하에서 기존의 연구회나 비제도권 연구

소가 제도권 학회로 변모하자 연구단체로서의 정체성은 점차 약화되었다.

학술지의 전반적 편집방향에서 개별 논문으로 시선을 옮겨보더라도 여러 문제

점이 드러난다. ‘논문작성지침’을 준수해 작성되고 ‘심사규정’에 따라 걸러진 글들

은 정형화된 문체가 대부분이었다. 자기 경험에 비춰보거나 내적 동요를 담아내

는 소위 잡글은 등재지에서 지면을 얻을 수 없었다. 실험적 사유가 관건인 인문

사회 분야에서 정합성을 중시하는 자연과학 분야의 글쓰기가 보급되자 새로운 문

제의식을 모험적으로 추구하는 시도는 줄어들고, ‘학문의 기대효과’라는 항목에

기재하기 어려운 문제의식은 연구자가 자기검열했다. 학술잡지는 잡(雜)스러움이

라는 고유성에서 비롯되는 활력을 잃어갔다.

다시 말하지만 동아시아 담론은 잡지의 시대에 부흥했다. 그 지향성이 모호한

까닭에 여러 잡지에서 기획된 의제들에 반응하고 그 논의들을 전유하며 운동했

고, 비판과 논쟁을 동력으로 삼았다. 그렇기에 소수 논자가 개진하는 동아시아 시

각에 머물지 않고 담론적 지위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대학 연구기관과 전문

연구단체들이 발간하는 학술잡지들이 제도화되고, 그로써 잡지의 주요 역할인 사

회적 의제의 생산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자 동아시아 시각 역시 공론화되는 담론으

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러한 침체기에도 동아시아 시각을 견지해온 잡지를 꼽는다면 역시 『창작과

비평』일 것이다. 창비 진영은 동아시아 시각을 선구적으로 제시했을 뿐 아니라

꾸준히 이어가며 창비식 동아시아론을 지식계에 유통시켰다. 창비 진영의 동아시

아론이 지식계에서 오랫동안 거론될 수 있었던 이유를 정리한다면, 동아시아 담

론의 지속 조건을 해명하는 데도 얼마간 보탬이 될 것이다. 창비의 사례를 일반

화한다면 동아시아 담론의 지속 여부는 해당 계열이 상정한 동아시아상의 정합성

과 활용가능성, 관련 매체의 지속성, 지적 조류 변화와의 병행성, 지식계 내에서

논의 생산 능력, 지식정책과의 조응 정도, 지정학적 환경 변화ㆍ경제 양상 변화ㆍ

정부 교체 등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처 능력 등에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창비 진영의 동아시아론이 등장 이래 오랫동안 지속된 것은 최원식, 백영서, 백

낙청 같은 논자들이 집념 어리게 논의를 이어가고 문제의식을 심화한 공로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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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한반도를 둘러싼 4강이라는 동아시아상의 학술적ㆍ정책적 용도가 높았고(외

연), 동아시아 시각을 한반도분단체제 극복이라는 과제와 결부시켜 논제의 지속

성을 확보하고 이중적 비대칭성이라는 한국의 조건에 천착해 이론적 쟁점을 만들

어냈으며(내포), 분단체제론ㆍ민족문학론ㆍ이중과제론ㆍ근대극복론 등 자신들의

논의를 전개할 때 가용한 담론 자원들을 확보하고 있었고(가용 논의), 이로써 다

양한 영역의 논자들로부터 지지와 비판을 얻어 지식계에서 논의가 오갔고(이슈

화), 『창작과비평』이라는 안정화된 매체를 통해 상업적 구속과 지식정책의 구

속에 그다지 매이지 않고 자신들의 논의를 펼쳐갈 수 있었고(가용 매체), 인국의

지식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자신들의 논의를 지역화한 데서(지역화 시도) 기인하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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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아시아 담론 계열화의 지역적-세계적 수준의 요인

2부에서 확인했듯 동아시아 담론은 이행 과정을 거치는 동안 모호함을 대가로

지불하는 대신 풍부한 환기능력을 얻었다. 동아시아 담론은 당면한 시대적 맥락,

사회적 변동에 따라 논점이 신축적으로 조정되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지역화

에 따른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동요, 동아시아 경제위기,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조

정, 중국의 부상, 미일동맹의 변화, 일본의 군국화, 남북 간 교류의 활성화와 같은

정치적ㆍ경제적 동향으로부터 한류 확산, 반일 시위와 같은 문화적ㆍ사회적 사건

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 담론은 동시대 여느 학술담론과 비교하건대 현실 쟁점들

에 탄력적으로 반응했다. 그리하여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모색이 어떻게 결합하

는지에 따라 담론의 함의가 크게 달라졌다.

이처럼 동아시아 담론의 형성과 이행 배경으로 거론할 수 있는 사회적 요소로

는 탈냉전, 세계화, 신자유주의 전지구화, 지역화, 정보화, 중국의 경제 개혁, 일본

의 보통국가화, 동아시아 경제위기, 탈국경화, 역내 교류의 활성화, 북핵 위기, 6

자회담, 남북정상회담, 중국의 동북공정론, 일본 우익의 준동, 영토 분쟁 등 다양

한 것들을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계열을 달리하는 동아시아 담론들은

각 사항에 반응하는 양상이 달랐다.

김광억은 동아시아 담론의 형성 배경으로 첫째 동아시아 정체성 추구의 욕구,

둘째 정치적ㆍ경제적 성취의 현실에 대한 설명의 필요성, 셋째 서구중심적 세계

체제의 확산에 맞서 자위적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동양 사회들의 욕구와 자신감을

꼽는다.270) 그러나 이것들은 동아시아 문화정체성론, 동아시아 발전모델론, 동아

시아 대안체제론 내지 동아시아 지역주의론의 형성 배경임이 분명하지만, 각 담

론의 등장을 전제한 결과론적 추론에 가깝다. 각 담론은 그보다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길항하고 분기하고 성장하고 쇠퇴해왔다.

다만 동아시아 담론의 형성과 분화에 영향을 미친 사회적 배경을 모두 거론하

기란 불가능에 가깝고, 모두 거론해본들 그것들의 경중을 가려내지 못한다면 나

열식이 되어버려 전체적인 조감도를 얻는 데 실패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270) 김광억, 1999,「동아시아 담론의 문화적 의미」,『정신문화연구』78호, 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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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두 자료에 근거해 여섯 가지 사항을 주된 사회적 요소로서 추출하고 각 담론

이 어떤 반응의 양상을 보이며 차별화되었는지를 살펴보겠다.

첫째는 세계적-지역적 차원의 요소다. 스탈링은 「세계적 변화, 지역적 대응

Global Change, Regional Response」에서 1990년대에 나타난 국제적 환경의 변

화로서 냉전의 종식, 선진자본주의 국가 간의 경쟁 관계, 무역과 생산의 세계화,

개발 금융의 새로운 유형, 새로운 이데올로기적 조류 등 다섯 가지를 큰 흐름을

꼽는다.271) 동아시아 담론은 분명 스탈링이 거론한 국제적 환경의 변화에 대한

지역적 대응 내지 반응으로서 출현했다. 그리고 그가 거론한 네 번째 요소인 금

융 관련 항목을 경제적 세계화에 포함시키고, 마지막 항목인 새로운 이데올로기

적 조류는 사회적 요소가 아닌 학술적 요소로서 따로 처리한다면, 위의 다섯 가

지 흐름은 탈냉전, (선진자본주의 국가 간의 경쟁에 따른) 지역화, 세계화로 정리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역적-한반도적 차원의 요소다.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에서 새로 개편된

동북아시대위원회는 2004년 8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구상』을 발표하며

동북아시대구상의 실현을 위해 역내에서 고려해야 할 도전 과제를 안보ㆍ경제ㆍ

사회문화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 정리했다. 안보적 고려사항으로는 “9ㆍ11 테러

이후 미국의 대세계전략 변화와 동맹관계의 재조정, 중국의 급부상과 중미, 중일

관계의 불안정성, 일본의 군사력 증강, 북핵문제, 양안위기, 영토분쟁 등 역내의

안보적 불안 요소”를, 경제적 고려사항으로는 “중국의 급부상에 따른 수평적 경

합구도의 심화, 동북아 경제협력의 제도화 미비, 지역통합 과정을 주도할 구심점

과 합의구조의 결여”를, 사회문화적 고려사항으로는 “상호불신의 역사적 관성, 동

북아 역내국간 폐쇄적 민족주의의 충돌 가능성 증대, 세대교체에 따른 역내 인적

연계망의 노후화와 과도기적 공백, 韓流, 漢風, 和風의 확산과 이들 간의 문화적

경합의 심화”를 꼽았다.272) 이러한 분류는 한국의 동아시아 담론의 촉진 요소와

제약 요소를 거의 망라하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담론의 확산과 분화의 사회적

요소로서 세계적-지역적 차원에서는 탈냉전ㆍ세계화ㆍ지역화를, 지역적-한반도적

271) Barbara Stallings, 1995, "Introduction: Global Change. Regional Response," Barbara 
Stallings ed., Global Change, Regional Respons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72) 동북아시대위원회, 2004,『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구상』, 동북아시대위원회,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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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는 안보ㆍ경제ㆍ사회문화 영역을 나눠서 여섯 가지 항목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1) 탈냉전

1989년에 개최된 미소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냉전 종식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탈냉전화는 1980년대 후반에 들어

동유럽과 중유럽 공산주의 국가들에서 탈공산화의 대변혁이 일어나면서 가속화되

고 1991년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이 해체되면서 정점을 그렸다. 그리하여 베를

린 장벽의 붕괴, 소련의 몰락,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의 해체는 세계의 지정학적

구도를 바꿔놓았고 동아시아에서도 지역 인식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했다.

탈냉전은 분명 동아시아 담론이 움터 나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배경이었다.

동아시아 시각을 제시하는 논문의 대다수는 탈냉전을 시대 배경으로서 거론하며

시작된다. 탈냉전이라는 시대 배경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그로써 동아시아라

는 지역상이 부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냉전기에 이 지역은 소련과 중국을 중

심으로 하는 대륙의 사회주의권과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의 자본주의

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해 역내 국가들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 생각하기가 어려웠

다. 그런데 탈냉전으로 역내의 분단 구조가 동요하고 중국이 대외개방에 속도를

내자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사이의 장벽에 균열이 생겼다.

최장집은 냉전이 한국사회의 지역적 시야를 어떻게 제약해왔는지를 이렇게 표

현한다. “냉전기 한국의 대외관계, 특히 한미관계, 한일관계, 그리고 남북한관계는

전일적, 일괴암적, 또는 총체적 관계로 특징된다. 이 관계에서는 양자택일, 흑백논

리, 모든 것과 모든 것이 아닌 것이 핵심이 된다. 거기에는 두 개의 선택만이 존

재할 뿐이다. 한미공조냐 민족공조냐, 친미냐 반미냐, 친미-반북이냐 친북-용공이

냐 등이 그것이다. 그동안 우리에게는 자동반사적 선택만이 있었기 때문이 이성

적 추론, 사고의 전개란 존재하기 어려웠다. 사실상 선택이라는 것도 성립할 수

없었다.”273)

273) 최장집, 2004,「동아시아 공동체의 이념적 기초」,『아세아연구』118호, 1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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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탈냉전으로 인해 가시화된 동아시아라는 지역상은 그동안 미국과 일

본을 위시한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배타적 관계에 매몰되어 자의반 타의반으로 상

실하고 있었던 지역적 전망을 일면 회복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그런 까닭에 탈냉

전 국면에서 동아시아는 단순한 지리 범주를 넘어서 변혁가능성이 깃든 공간으로

표상될 수 있었으며, 인문학자들은 지적 주체성 회복의 장으로 조성하는 데 많은

힘을 들였다.

이리하여 동아시아라는 지역 지평이자 지적 지평이 마련되었지만, 그 공간을

탈근대로 채울 것인지 탈서구로 채울 것인지를 두고 동아시아 대안체제론과 동아

시아 문화정체성론은 입장을 달리했다. 탈냉전이 지정학적 추세라면 탈근대와 탈

서구는 가치판단과 지향성의 영역이다. 만약 비판의 초점이 근대에 맞춰진다면

자본주의적ㆍ국민국가적 질서를 극복하기 위한 탈근대적 대안 모색이 동아시아

담론의 지향처가 될 것이다. 한편 비판의 초점이 서구중심주의에 놓인다면 동아

시아 담론은 동양적 가치의 복원 내지 다원주의적 문화의 공존을 향할 것이다.

동아시아 발전모델론은 탈냉전의 국면 이전에 이미 존재해왔다. 다만 한국 경

제의 발전을 실감할 수 있었던 1980년대에는 변혁지향적인 진보학계의 목소리가

강해 한국의 사회과학계에서 동아시아 발전모델에 관한 논의가 세를 얻기 어려웠

다. 그러나 사회주의권이 붕괴되어 이념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지자 자본주의

적 근대화를 전면에 내세운 유교자본주의론이 동아시아 발전모델론 가운데 먼저

학술적 수요를 얻었다.

동아시아 지역주의론은 1990년대 말의 동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부상한 담론이

니 탈냉전을 직접적인 사회적 배경으로 꼽을 수는 없다. 그러나 동아시아 지역주

의론이 부상할 수 있었던 실질적 기반은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비약적 성장과 그

러한 중국을 포함하는 지역상이 마련되었다는 것인데, 이 점에서 탈냉전은 동아

시아 지역주의론이 자라날 토양으로 기능했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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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화

세계화라는 추세 역시 동아시아 담론의 형성 작용을 일으킨 중요한 사회적 요

인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정작 세계화의 개념은 혼란스럽고 논란이 많다. 세계화

는 보통 국제전화 및 통신위성을 통한 원격통신이 가능해진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간주되지만, 1980년대 말부터 세계화의 추세는 냉전의 종언, 우루과이라운

드에서 무역자유화 타결, 세계무역기구 설립 등의 우호적 조건과 합류해 기술 영

역을 넘어 생산ㆍ무역ㆍ금융의 영역에서 자본ㆍ기술ㆍ노동력ㆍ상품ㆍ정보가 초국

적으로 이동하는 전지구적 시장화, 그리고 거기에 동반하는 미국적 질서의 확산

을 가리키게 되었다.

그리하여 세계화의 의미도 복합적인데 숄트는 지식인들이 사용하는 세계화에

대한 정의를 조사해 상호중첩적인 다섯 가지 내용으로 분류한 바 있다.274) 첫째,

세계화는 국제화, 즉 국경을 가로지르는 관계의 증대를 지칭한다. 둘째, 세계화는

자유화, 즉 개방된 또는 국경 없는 세계경제를 창출하기 위해 국가 간 물적ㆍ인

적 요소의 이동을 제약하는 정부의 규제(무역과 투자 장벽, 외환규제, 자본통제,

비자 등)를 제거해가는 과정을 지칭한다. 셋째, 세계화는 보편화 과정, 즉 다양한

사물과 경험이 전 세계의 모든 인간에게 확산되는 과정을 지칭한다. 넷째, 세계화

는 (특히 미국식의) 서구화 또는 근대화를 의미하는데, 기존에 존재해온 문화나

지방적 자율성을 파괴하면서 근대적 사회구조(자본주의, 합리주의, 산업주의, 관

료제 등)가 전세계로 확산되는 과정을 지칭한다. 다섯째, 세계화는 탈영토화, 즉

사회공간이 더 이상 영토적 장소에 구속되지 않고 지리의 재편성이 일어나는 과

정을 지칭한다.

세계화의 이러한 복합적 속성으로 인해 세계화를 담론에 반영하거나 세계화에

대응하는 방식도 여러 편차가 있다. 먼저 동아시아 대안체제론에는 세계화를 자

본의 세계화로 받아들이는 논자들이 많다. 여기서 세계화란 재화시장뿐 아니라

투자와 금융, 노동의 영역마저도 단일시장으로 통합해가는 추세이자 미국과 영국

을 필두로 하는 전지구적 신자유주의 체제의 확산 경로로 간주된다. 워싱턴 컨센

274) Scholte, Jan Aart, 2000, Globalization: A Critical Introduction, St. Martin's Press, pp.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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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스에 부응하는 일련의 탈규제화 정책, 민영화, 작은 정부, 금리의 시장연동성

증대, 복지 축소, 생활기본재의 상품화 등이 그 징후다. 그리하여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세계화 가운데” “세계화에 따라 만연하는 신자유주의적 경향”이라는 식

으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라는 개념이 한 문장 안에서 조합되곤 한다.

이러한 자본의 세계화에 맞서는 저항적 틀을 지역 차원에서 마련하려는 시도가

동아시아 대안체제론에서 한 가지 흐름으로서 존재했다. 조희연과 박은홍이 패권

적 아시아가 아닌 민주적 아시아, 자본의 아시아가 아닌 사회적 아시아로의 저항

적 재구성을 꾀했음은 앞서 언급했다. 그들은 세계화에 직면한 아시아의 노동운

동은 일국적 노동문제에만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범아시아적 차원의 노동규

범과 사회규약을 마련하기 위한 초국경적 실천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는 아세안+3 차원에서 치앙마이이니셔티브로 불리는 투기적 금융자본

에 대한 지역 차원의 방어조치가 마련되었지만, 아시아 시민사회가 토빈세운동을

펼치고 있는 AUAC 등과 연대해 카지노 자본주의의 확산 방지에 보다 적극적으

로 나서는 등 기존의 국가 주도적 지역협력과 자본 주도적 지역협력을 뛰어넘는

‘참여지향적 지역협력(participatory regionalism)’을 주창한다.275)

동아시아 문화정체성론은 정치경제적 차원보다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전개되는

양상에 주목해 세계화를 미국의 세계화 내지 서구화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다.

실상 세계화는 지역적 정체성과 관련해 이중적 영향을 미친다. 한편으로는 국가

의 경계를 전면적으로 개방시키고 서구적 사회구조와 문화를 전세계로 확산시켜

지역 단위의 문화적 정체성을 위협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가별ㆍ지역별 차

이와 특성을 내세우려는 움직임을 부추기기도 한다. 가령 한국에서 세계화를 국

정 전면에 내걸었던 김영삼 대통령의 집권기는 한국 문화, 한국인의 정체성 등이

전사회적으로 회자된 시기기도 하다. 1990년대 초에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시

리즈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한국사ㆍ동양사상에 대한 출판물이 대중적 관심을

모았으며,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WTO 가입으로 미국의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이

거세지자 ‘신토불이’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기업의 세계화 전략조차 적어도 수사

로서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를 표방했다. 1990년대 초중

275) 조희연‧박은홍, 2007,「사회적 아시아를 향하여」,『동아시아와 한국』, 선인, 2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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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동아시아 문화정체성론이 부상한 것도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 힘입었다. 동아

시아 문화정체성론은 세계화를 서구화의 각도에서 파악하고 그에 맞서 동아시아

정체성의 수호를 내세우며 담론의 입지를 다질 수 있었다.

더욱이 아시아적 가치론이라면 정체성 수호에 머물지 않고 아시아적 특수성에

세계적 가치를 부여했다. 그 점에서 아시아적 가치론은 유교자본주의론이나 동아

시아 발전국가론처럼 경제 영역에만 치중한 논의가 아니었다. 1990년대 아시아적

가치론이 촉발된 배경은 서구의 경제침체 및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대비되는 동아

시아의 급속한 경제성장이었지만, 그 직접적 계기는 인권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동아시아 정치지도자들 간의 공방이었다. 아시아적 가치론은 탈냉전기에 미국이

인권외교를 앞세워 무역마찰을 일으키는 아시아 국가를 압박하자 이에 대한 반발

로서 본격화되었다. 냉전기에 미국은 전략적 필요에 따라 아시아 정부들의 인권

탄압을 묵인해왔다. 그러나 탈냉전기에는 아시아의 부상에 따른 견제의 필요성이

커져 자유민주주의ㆍ자유무역주의를 내세워 그간 묵인해오던 불공정한 무역관행

과 장벽을 제거하라고 요구했으며, 권위주의 체제를 흔들기 위해 인권 공세를 곁

들였다. 이러한 미국의 공세에 반발해 일부 아시아의 정치지도자들은 미국의 인

권 외교를 무실화하고자 서구중심적 세계화가 전제하는 서구적 가치의 보편성을

부정하며 아시아적 가치의 우월성을 역설했다.276) 그리하여 아시아적 가치론은

1990년대 초반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정부 차원에서 본격화되었으며, 한국에서

도 김영삼 정권이 세계화에 열을 올리는 동안 지식계에서는 아시아적 가치론이

부상했다. 즉 아시아적 가치론을 비롯한 동아시아 문화정체성론은 세계화에 대한

응전적 성격을 갖는다고 풀이할 수 있다.277) 하지만 이렇게 수호되는 동아시아

정체성은 순수하지도 자명하지도 않으며 세계화와 반세계화의 복잡한 교합과 전

치 가운데 재구성된 산물이었다.

276) 전제국, 1999,  「‘아시아적 가치’ 관련 동서논쟁의 재조명」,『한국과국제정치』30호, 
191~193쪽.

277) 김기봉, 2001,「동아시아 담론,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가」,『동아시아문화와사
상』6호,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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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화

지역화는 지역주의와 달리 비제도적 차원에서 아래로부터 일어나는 분산적이고

비조직적인 교류의 활성화를 뜻하며, 모든 계열의 동아시아 담론에 토양이 되었

다. 그러나 세계화와 나란히 거론되는 지역화란 대체로 블록화와 같은 경제지역

화를 가리키며, 이러한 경향은 특히 동아시아 지역주의론이 구동하는 동력으로

작용했다.

냉전체제에서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초강대국의 대치를 축으로 종주국과 동

맹국들의 진영 간 결속이 공고했다. 그런데 냉전체제가 동요하자 세력관계가 재

편되며 양극에서 일극으로, 그리고 일극 중심의 다원화로 집중과 분화를 겪게 되

었다. 소련이 무너지자 쿠바와 북한을 제외한 구소련의 모든 동맹국이 자본주의

세계에 포섭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냉전이 쇠퇴하자 미국과 미국 경제의 라이벌인

유럽, 일본의 자본주의 모델 사이의 차이점이 부각된 것이다. 앞서 스탈링이 말했

듯이 냉전의 종언은 오히려 선진자본주의 국가 간의 경쟁관계를 가중시켰고, 자

본주의 체제는 북아메리카, 유럽, 아시아라는 3대 경제권으로 분화되는 양상을 보

였다.278)

지역 결집체들은 경제적 결속을 강화하고 정치ㆍ군사ㆍ사회ㆍ문화 등의 범위로

협력과 교류를 확대ㆍ심화하며 세계화가 동반하는 균질화에 대항적 성격을 드러

내기도 한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지역블록화는 자본주의적 세계체제의 하위 단위

라는 성격을 지니며, 이러한 경제지역화를 뒷받침하는 보완물로서 다자간ㆍ양자

간의 투자협정 등이 늘어나는 추세다.

다음 그림은 GATT 설립 이후 GATT와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의 수치

로서 경제지역화의 흐름을 살펴보기에 유용하다.

278) 싱가포르의 외상 키쇼어 마부바니를 비롯한 여러 논자는 21세기는 전세계가 유럽ㆍ북미ㆍ
동아시아라는 세 가지 세력권을 중심으로 재편되리라고 예견했다. 19세기에는 유럽, 20세기에
는 유럽과 북미가 권력 중심이었지만, 21세기에는 동아시아가 세계 문명에 전면으로 등장하는 
세계사적 전환이 일어난다는 것이다(Mahbubani, Kishore, 1995, "The Pacific Way", Foreign 
Affairs 74:1, pp. 100~111; Gamble, Andrew and Anthony Payne, 1996, "Conclusion: The 
New Regionalism", Gamble and Payne, pp. 24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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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1948년 GATT 설립 이후 GATT/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의 수치

자료: WTO, 2001, Regional Trade Agreements notified to the GATT/WTO and in

Force, in; http://www.wto.org/english/tratop_e/region_e/type_250901_e.xls.

그림에서는 1970년대와 1990년대에 지역무역협정 수가 확연하게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특히 WTO 설립 이후인 1995년부터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그러나 이

그림으로부터 지역주의의 강도를 바로 연역한다면 해석이 과장될 수 있다. 1970

년대에 지역무역협정이 급증한 것은 1968년 EC가 관세동맹으로 발전하면서 유럽

자유무역연합(EFTA)의 개별 회원국과 자유무역지대협정을 체결한 데서 기인한

바가 크다. 1990년대 초반의 높은 수치에는 1980년대 말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동구권 국가들이 체제전환을 겪으면서 EC가 이 국가들과 개별적으로 준회원국협

정(Association Agreement)을 체결한 사례들이 반영되어 있다.279) 그렇더라도 전

반적 추세를 본다면 1990년대 초반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의 종결과 더불어 다자간

무역체제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의가 번창해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공존 현상이 본격화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지역별로 개괄하자면 1986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시작되었으나 진통을 겪는

동안 1987년에 유럽시장조약이 체결되며 시장통합을 진전시켰다. 이후 EU는 부

침을 겪었지만 가장 성공적인 경제 지역화의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1989년에는

미국과 캐나다 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고 1992년에는 멕시코로까지 확장되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성립했다. 미국은 이어 아메리카자유무역지대

(FTAA) 설립을 추진해 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경제적으로 편입하려 하고 있다.

279) 박성훈, 2001,「동아시아 경제통합과 지역주의」,『국제통상연구』6권 2호, 189~1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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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로 눈을 돌리면 동남아 지역에서는 1967년 아세안이 창설되었으나 동북

아 지역은 경제규모에 비해 경제지역화가 크게 뒤처져 있었다. 동북아는 냉전의

종언에 이르기까지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역무역협정이 전무한 지역주의의 불모지

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세계적인 지역블록화 추세에 대응해 1990년 말레이시아

수상인 마하티르는 동아시아경제지역그룹을 제안했고, 이것을 원형으로 한 지역

주의 모델이 1997년 아세안+3 형태로 등장했으며 2005년에는 동아시아정상회의

가 설립되었다.

다만 동아시아경제지역그룹으로부터 동아시아정상회의에 이르는 과정을 단선적

경로로 간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동아시아의 지역화 추세에는 상이한 방향성이

존재한다. 먼저 세계화에 맞선 대응책으로 지역주의를 모색하는 흐름이다. 마하티

르의 동아시아경제지역그룹, 리관유의 아시아적 가치 논쟁, 일본의 미야자와플랜

에 이은 아시아통화기구(AMF) 구상, 중국의 상하이협력기구(SCO), 그리고 넓게

는 아세안+3가 여기에 속한다. 이 사례들은 문화적 유대를 중시하며 서구적 가치

에 대항하거나(아시아적 가치론), 유럽과 미국의 경제블록에 대한 대결적 자세를

견지하거나(동아시아경제지역그룹),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 안에서 자율성을 확보

하려거나(아시아통화기구), 워싱턴 컨센서스에 따르지 않고 새로운 지역질서의 구

축에 힘을 기울이거나(상하이협력기구),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역내 국

가들의 협력을 우선시한다(아세안+3).

이와 달리 세계화를 보조하는 지역화 흐름도 있다. APEC과 같은 광역 지역주

의 시도를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다. APEC은 회원국을 동아시아 국가로 제한

하지 않고 높은 수준의 제도화를 꾀하지도 않는 까닭에 APEC이 동아시아 블록

화를 추동할 가능성은 낮다. APEC은 지역블록화보다는 무역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구로서 기능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APEC 같은 노선의 경제 지역화

추세를 지지한다. 하지만 앞선 사례들은 모두 미국을 제외한 역내 통합을 지향하

며, 미국은 대체로 사업 추진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그로써 동아시아경제지역

그룹이나 아시아통화기구는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따라서 경제지역화에 반응하는 동아시아 지역주의론에서도 분화 양상이 나타난

다. 지역 범위를 두고도 아시아태평양으로 확장할 것인지 동북아로 한정할 것인

지 등을 두고 입장이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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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아시아 담론 계열화의 한반도적-지역적 수준의 요인

(1) 정치안보적 변동

이상 거론한 탈냉전ㆍ세계화ㆍ지역화는 1990년대에 세계적-지역적 차원에서

거론되는 지정학적ㆍ지경학적 변화의 핵심 동인이며, 한국지식계의 동아시아 담

론이 형성되고 분화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하지만, 세계적-지역적

차원의 요소들이 동아시아 담론에 반영될 때는 지역적-한반도적 차원의 요소들

과 결합해 복잡한 굴절을 거치기 마련이었다.

먼저 세계적 차원의 탈냉전 추세가 동아시아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한 독특한

안보질서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는 못했다. 탈냉전 이후 동아시아는 복합변환

을 겪고 있다. 냉전의 양극 구도는 탈냉전의 다자관계로 변화하고 중국이 부상해

세력전이가 일어나고 러시아의 국력 강화, 일본의 보통국가화도 진행중이다. 그에

따라 진영대결 구도에서 벗어나 동아시아 국가들 간에는 국익에 따른 복잡한 네

트워크가 형성되어 동맹, 연합, 적대의 복잡한 연쇄가 일어나고 있다.

한편 미소 양극 체제는 와해되었지만 동아시아에는 냉전적 질서가 잔존해 정치

군사적 기본 골격은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이 북중동맹과 중러 및 북러의 우호협력

조약과 양립하고 있는 상태다. 그리하여 탈냉전 추세 가운데 냉전기부터 잠재해

온 안보 갈등들이 새로운 양상으로 분출했다. 동아시아에는 북핵 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일본의 안보대국화, 양안관계, 자

원충돌 등 갈등 요인이 산재해 있다. 거기에 군비경쟁이 빠르게 심화되어 국가안

보의 강화가 지역안보의 긴장과 해체를 초래하고 다시 국가안보를 해치는 역설적

악순환구조에 놓여있다. 그리하여 탈냉전기에 동아시아에서 군비지출증가율은

3~4% 수준인 다른 지역을 크게 상회하는 8% 이상에 달하며 세계 군사비 지출

총액의 65% 정도를 점하게 되었다.280) 한반도에서는 비무장 지대(DMZ)가 실상

최첨단 무기들로 무장한 병력이 세계에서 가장 근접해 대치하는 세계 최고의 무

장지대(MMZ, Most Militarized Zone)로 남아있다.

280) 이상현, 2008,「동아시아 안보공동체」,『동아시아 공동체 신화와 현실』, 동아시아연구원, 
2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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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기의 국제질서를 개괄할 때 헌팅턴의 ‘일극적 다극체제’(uni-multipolar

system)281)라는 개념은 얼마간 유용할 것이다. 헌팅턴은 이 개념을 통해 다극체

제였던 식민주의 시기나 양극체제였던 냉전기와 비교하건대 탈냉전기 국제정치에

서 단일 행위자로서 미국이 갖는 자율성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음을 강조했다.

그리고 탈냉전기 미국이 추구하는 일반적 이익은 세계자본주의체제의 분업구조

유지, 신자유주의 확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지역패권국가의 출현 저지, 유라

시아에서 강대국들 간의 안정 확보, 중동지역의 평화와 지역 내 영향력 확보, 민

주주의와 자유주의의 전파 등으로 보고되고 있다.282) 미국은 국익 실현을 위한

세계주의 전략으로서 ‘민주적 평화’의 논리에 입각한 ‘개입과 확장’의 방식을 채택

하고 있다.

탈냉전기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은 이러한 상위 수준의 세계전략에 조응한다.

미국은 적극적 지역균형자로서의 역할을 자임해 안보이익ㆍ경제이익을 확보하고

자 하며, 이를 위해 중국의 성장에 대한 안정적 관리, 일본ㆍ한국 등 역내 동맹국

과의 관계 강화, 북핵 문제ㆍ대만문제 등의 지역분쟁 해결, 역내 국가에 대한 적

극적인 민주주의 확산 등을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283) 따라서 중국의 빠른 부상,

양자동맹관계의 동요,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대두, 역내 다자주의 외교의 활성화,

동아시아적 정체성의 공고화 등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국가이익을 훼손할 수 있

는 요소들로 간주된다.284)

사실 탈냉전기 초기에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정책 혼란을 겪었다. 1989

년 천안문 사태 이후 미국은 중국에 대한 외교적 제재를 지속했으며 중국에 대한

견제와 협력 강화 사이에서 중국위협론으로 대변되는 혼선이 빚어졌고, 일본과는

심각한 무역수지적자에 따른 경제마찰을 겪고 일본이 북한과 수교를 추진하고

1994년 8월 『방위문제간담회 보고서』에서 드러나듯 미일안보로부터 이탈하려는

281) Huntington, S., 1999, "The Lonely Superpower", Foreign Affairs 78-2.

282) Joseph S. Nye, Jr, 1999, “Redefining National Interest”, Foreign Affairs 78-4; 
Condoleezza Rice, 2000, "Promoting the National Interest", Foreign Affairs 79-1.

283) 박인휘, 2006,「미국의 동아시아 인식과 전략」,『동아시아와 지역주의： 지역의 인식, 구
상, 전략』, 지식마당, 206~208쪽.

284) Joshua Kurlantzick, 2007, "Pax Asia-Pacifica? Eats Asian Integra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The Washington Quarterly 30-3, pp. 67-77; Thomas 
J. Christensen, 2006, "Fostering Stability or Creating Monster?: The Rise of China and 
U.S. Policy toward East Asia", International Security 31-1, pp. 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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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을 보이자 대일정책도 혼선을 빚었으며, 1993년부터 북핵 문제가 불거지자

동아시아 정책의 자율성이 크게 제약당했다.

미국의 정책 혼란은 동아시아 전략에 대한 보고서에서 잘 드러난다. 탈냉전기

에 접어들어 동아시아 전략에 대한 보고서는 1990, 1992, 1995, 1998년 네 차례

발간되었는데 1995년 이후의 보고서는 이전 것들과 내용이 크게 다르다. 특히 미

국의 전진 배치에 관한 사항에서 차이가 두드러진다. 1990년에 발간된 동아시아

전략구상Ⅰ(EASIⅠ)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 감축을 위한 3단계 철군안을

제시했고, 실제로 1992년 12월까지 주한 미 육군과 공군 병력 6,987명을 감축했

다. 1992년 5월에 간행된 동아시아전략구상Ⅱ(EASIⅡ)은 미군의 동아시아 전진배

치는 국익과 일치하며 의회 역시 이에 동의한다는 견해를 제시하며 2단계 주한미

군 철수를 보류시켰다. 북한의 핵개발이라는 돌발 변수의 등장이 주요 배경이었

다.285)

이러한 혼란 상태는 1995년 2월 일명 나이보고서로 불리는 국방성의 동아시아

전략보고서(EASR'95)가 발표되고 1996년 클린터 행정부 2기가 출범해 보고서의

전략을 실천에 옮기며 완화된다. 이 보고서는 동아시아에 대한 적극적 관여정책

을 천명하고 미국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 미군을 지속적으

로 전진배치해야 한다는 동아시아판 ‘개입과 확대 정책’을 명시했다.286) 구체적으

로는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 개입을 보증하기 위해 최소한의 전방전개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동아시아 지역안보의 중심축으로서 미일동맹을 중시하되

일본의 군사적 역할분담을 늘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견제와 더불어 대화와 협력

을 통해 중국의 국제적 태도 변화를 유도해 지역안보질서를 안정화한다는 것이

다.287)

그리고 1998년에 발간된 동아시아전략보고서(EASR'98)는 ‘4개년국방검토

-1997’(QDR-1997)의 포괄적 개입이라는 기조 전략에 입각해 ‘미군의 단순배치

이상의 개입’(Presence Plus) 개념을 제시했다. 동아시아에서 미국은 동맹국ㆍ동

285) 임혁백, 2002,「동아시아 지역통합의 조건과 제약」,『아세아연구』47권 4호, 138쪽.

286) 홍현익 2003,「부시 행정부의 한반도 전략과 한미 동맹의 장래」,『남북화해 시대의 주한 
미군』, 세종연구소, 16~17쪽.

287) Joseph S. Nye, Jr., 1995, United States Security Strategy for the East Asia-Pacific 
Region, Department of Defense, pp. 9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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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I I('90) EASI II('92) EASR('95) EASR('98)

대외정책

기조

미국의 리더십 +

다자협력 (봉쇄전

략 종식)

지역별 선택적 개

입 (서유럽→아태

지역)

개입과 확대 포괄적 개입

동맹정책 재조정(병력 축소) 동맹 유지 동맹 강화 동맹기능 확장

중국정책
안정적 미중관계

유지

중국의 핵ㆍ미사일

확산 관련 정책 ‘우

려’

중국의 군사현대화

는 초기 단계/장기

목표 불분명(우려

표현 삭제)

대중국 ‘포괄적관

여’ (미중 군사교류

증대)

역내 미군

방침

1 9 9 0 - 1 9 9 2 년에

15,200명 감축

1992. 12까지 필리

핀에서 철수 완료

당분간 10병력 주

둔 유지

10만 병력 주둔 재

확인

주한미군

방침

1990-1992 주한미

군 7,000명 철수

북핵문제로 추가감

축(6,500명) 연기

한반도 억지/북한

의 위협 잔존

통일 이후에도 한

국 주둔 희망

반자ㆍ수혜자로서 역내 분쟁 억지라는 차원을 넘어 미국에 우호적인 지역안보환

경을 조성하는 적극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288)

[표 3-1] 미국 국방부 동아태전략보고서 내용 변천

참고: 김성한, 2005년, 『미국의 동아태전략: 변화와 지속성』, EAI 국가안보패널 NSP 보고서, 11쪽.

동아시아전략보고서에 따른 대일정책과 대중정책 가운데 신속하게 현실로 반영

된 쪽은 대일정책이다. 보고서는 일본과의 ‘세계적 동반자관계’(global

partnership)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는데, 1996년 4월에 이르면 탈냉전기의 안

보환경에 대응하는 미일동맹의 재정의와 더불어 미일신안보공동선언이 발표된다.

미일신안보공동선언은 양국 간 동맹체제를 재확인하고 미일동맹이 양국관계뿐 아

니라 지구적 차원의 제반 문제에 대해서도 관여한다는 내용을 기조로 삼고 있다.

미일동맹을 국지적 지역동맹에서 동아시아 내지 세계 차원의 동맹으로 재구성하

는 시발점이 마련된 것이다. 후속조치로서 1997년 군사협력 범위의 확대에 따른

효율적 협력을 위해 미일신가이드라인이 발표되고, 1999년 미일방위협력지침을

개정완료해 미일군사동맹의 범위를 일본 유사에서 일본 주변사태로까지 확대했

다. 이러한 미일동맹의 조정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 유지와 함

께 잠재적 대결자로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대응체제의 정비를 뜻하는 것으로서

중국은 이에 대응해 북중동맹을 유지하고 중러협력관계의 복원을 추진했다.

288) 임혁백, 2002,「동아시아 지역통합의 조건과 제약」,『아세아연구』47권 4호, 139쪽.



- 187 -

2000년대에 들어서는 2001년 9ㆍ11 테러와 뒤이은 대테러전쟁, 그리고 비확산

ㆍ반확산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세계전략이 동아시아 안보질서에 지대한 영향

력을 행사했다. 미국은 탈영토화ㆍ탈집중화된 비국가적 행위자, 특히 테러집단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방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존의 동맹체제를 재편했

다. 소위 군사변환과 이를 뒷받침할 전지구적 동맹체제의 변화다. 우선 미국은 일

본ㆍ한국과의 동맹을 조정해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그리고 중국과는

테러집단에 대한 공동 대처를 위해 선택적 협력을 모색하는 한편, 중국을 국제규

범에 따르는 국가로 유도하고자 노력했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는 것을

지지했으며, 미사일기술통제협약(MTCR)을 준수하고 나아가 국제레짐의 설립시

발기인 자격으로 참여하도록 이끌었다.

동시에 중국에 대한 견제책도 시행했다. 미국에게 중국은 ‘세계의 공장’인 협력

파트너이자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잠재적 대결자라는 양면적 평가가 공존하며 상

황과 사안에 따라 저울질이 달라진다. 그리하여 중국과의 협력과 경쟁이라는 양

방향에서 미국은 경제협력과 반테러협력을 심화하면서도 장기적 전략이해의 충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중국을 상(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하(베트남, 인도와의 관

계 강화, 동남아 테러 대응체제 확립), 좌(중앙아시아 미군 주둔 유지), 우(미일동

맹 강화, 한미동맹 조정)로부터 견제해갔다. 이에 중국은 9ㆍ11 테러 이후 대테러

전을 명분으로 하는 미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해 미국과의 대립을 피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상하좌우에 걸친 차별적 지역협력을 추진했다.

탈냉전의 세계적 추세와 동아시아 분단구조의 온존이라는 간극, 동아시아의 정

치안보적 변동 가운데서 동아시아 대안체제론과 동아시아 지역주의론은 역내의

대안적 지역질서에 관한 모색을 심화했다. 다만 동아시아 대안체제론이 동아시아

분단체제, 미국의 일방주의, 역내 대국의 패권주의에 관한 비판적 시각을 조형하

는 데 역점을 두었다면, 동아시아 지역주의론은 다자주의적 협력체의 형성과 제

도화에 관심을 기울였다고 말할 수 있다. 즉 동아시아 대안체제론은 분단구조, 일

방주의, 패권주의처럼 냉전기, 더 소급하면 전근대기부터 지속되어왔으나 탈냉전

에 접어들어 양상을 달리해 표출되는 문제에 주목한다면, 동아시아 지역주의론은

탈냉전 국면에서 불거진 역내 문제에 주목하는 경향이다.

동아시아 대안체제론의 경우 김민웅은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을 겨냥해 미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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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의 패권을 지속하려고 동아시아 국가들을 고도로 분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

다.289) 최원식은 탈냉전 이후에도 지속되는 동아시아의 적대관계와 내부패권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동아시아 담론의 등장마저 일본의 패권주의가 운신할 수 있는

무대를 열어줄지 모른다고 경계하며 “일본의 지배층이 전전의 노골적인 제국주의

침략은 아닐지라도 새로운 형태의 지역 패권을 추구한다면 이는 대단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290)라고 경고했다. 백영서는 중국에서 ‘문명으로서의 동아시아’와

‘지역연대로서의 동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표출된 적은 있지만 모두 국민국가 중

국으로 회수되어간 역사적 내력을 상기시키고 중국은 오늘날에도 인국에 대한 수

평적 관심이 희박하다고 지적하며, 이중적 주변성에 근거한 동아시아 시각을 가

다듬었다.291)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방향에서 작성된 다자주의 협력체에 관한 연구들에 관해

서는 이미 앞서 언급했다. 다만 여기서 다시금 확인해둘 대목은 동아시아의 정치

안보적 변동이 동아시아 지역주의론에 어떤 측면에서 동력을 공급했는지다. 냉전

기에 동아시아 지역질서, 특히 동아시아의 자유주의 진영은 미국이 단일 중추

(hub)를 맡고 동아시아 국가들이 부챗살(spokes)이 되는 ‘일방적 양자주의’로 짜

였으며 수직적ㆍ위계적ㆍ비대칭적 속성이 강했다.292) 그리고 미국의 일방적 양자

주의는 김민웅의 지적처럼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교류와 소통을 방해하고 분할을

심화시켰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탈냉전으로 접어들며 이러한 구도는 이완

되었다. 물론 그보다 앞서 1960년대 중반 이후 이미 일방적 양자주의는 점진적으

로 약화되었다. 미중수교가 그 핵심적 사건이었으며, 미중수교를 전후로 한일국교

정상화와 중일수교가 성립했다. 그러나 미국 중심의 ‘중추와 부챗살 망’에서 벗어

난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교류와 협력은 몹시 제한적이었다. 특히 안보협력은 진

영 간 결속을 다지기 위한 것이 주종이었다. 그러나 국제적 냉전체제의 해체 여

289) 김민웅, 2003,「아시아의 새로운 길, 밑으로부터의 연대와 그 대안」,『당대비평』5호, 
111~112쪽.

290) 최원식, 1993,「탈냉전시대와 동아시아 시각의 모색」,『창작과비평』79호, 213~214쪽.

291) 백영서, 2000, ｢중국에 ‘아시아’가 있는가?｣, 『동아시아의 귀환』, 창작과비평사, 50쪽.

292) Cumings, Bruce, 2002, "Historical, Economic and Security Realms in East Asian 
Community Buildings: Regional Regimes in Search of a Future." paper presented a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uilding an East Asian Community: Visions and Strategies, 
Asiatic Research Center, Korea University, December 11, p.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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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는 기존의 동아시아 안보구조에 균열을 초래했다. 역내 안보의 위협요인이 냉

전기처럼 일관된 형태로 존재하지 않으며, 특히 부상하는 중국과는 미국, 일본,

한국, 타이완 등이 접근법을 달리해서 미국 중심의 동심원적 지역안보구조를 그

대로 유지하기가 어려워졌다. 이에 더해 앞서 거론한 지역안보 위협요인들에 공

동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높아지며 동아시아 지역주의론에서는 동맹전략에 근거한

역내 세력균형을 유지하면서도 다자주의에 입각한 안보협력체제의 모색이 심화되

었다.293)

(2) 경제적 변동

동아시아라는 지역명은 냉전체제가 성립한 이후 미국의 지역정책 속에서 극동

을 대신해 등장한 것으로서 외생적인 산물이다. 미국이 구획한 지역 범위, 혹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제2전선, 혹은 근대화에 뒤처진 유라시아의 변방을 의

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가 지역 단위로서 존재감을 키운 계기는 1970년대

이래의 역동적 경제성장이었다.294)

단적으로 신흥공업경제국(NIEs)이라는 호칭을 동아시아 국가들이 독점하게 된

사례를 들 수 있다. 1979년에 발표된 OECD 보고서 『제조 부문의 생산과 무역

에서 신흥공업국의 영향력The Impact of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 on

Production and Trade in Manufactures』에 등장한 신흥발전국가 혹은 신흥공업

국(NICs,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이라는 호칭은 이후 매스컴만이 아니라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널리 사용되었다. 그런데 이 보고서가 신흥발전국가로 포함

시킨 나라는 아시아에서는 한국ㆍ대만ㆍ홍콩ㆍ싱가포르, 중남미에서는 브라질ㆍ

멕시코, 그리고 남유럽의 포르투갈ㆍ스페인ㆍ그리스ㆍ유고슬라비아 등 모두 10개

국이었다. 그런데 1988년 런던 정상회담에서 신흥공업경제국(NIEs, Newly

293) 그러나 구성주의의 시각에서만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경향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패권이론적 시각을 취하자면 동아시아 지역주의는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의 헤게모니를 
두고 각축을 벌이는 등 중국과 일본에 의한 신패권주의 대두라고 볼 수 있다. 세력균형론의 시
각에서 동아시아 지역주의는 중국의 부상에 대해 주변국들의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양상이라고 
읽을 수 있다.

294) 김경일, 1998,「동아시아와 세계체제이론」,『정신문화연구』21호, 32~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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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ializing Economies)이라는 호칭이 사용될 무렵 거기에 해당되는 나라는

실질적으로 동아시아 4개국으로 한정되어 있었다.295) 1980년대 이르면 사회과학

계에서도 유교자본주의론, 발전국가론 등에서 동아시아라는 지역명이 빈번이 거

론되며, 경제적 색채가 짙은 지역명의 쓰임새는 1993년 세계은행이 발간한 『동

아시아의 기적The East Asian Miracle』으로 이어진다. 이미 1990년대에는 한중

일 삼국만으로 전세계 생산의 20%, 전세계 저축의 30%를 차지하고 전세계 산업

노동력의 30%를 고용하기에 이른다.296)

헌팅턴은 1980, 90년대에 부각된 동아시아의 자기주장은 이처럼 빠른 경제성장

을 배경으로 한다고 진단한다. 동아시아인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성공이 사회적ㆍ

문화적으로 타락한 서구보다 우월한 문화에 힘입었다고 믿고, 자신들의 모델은

비서구사회가 서구를 따라잡을 때 취할 대안이자, 서구의 자기쇄신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자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297)

이처럼 타지역을 상회하는 동아시아의 경제적 역동성과 잠재성장률을 배경으로

등장한 논의들 가운데 일부가 동아시아 발전모델론으로 정착하고, 한국지식계에

서는 탈냉전기에 들어 본격화되었다. 1990년대 한국 자본주의는 중공업 부문을

넘어 반도체 등 첨단산업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으며, ‘세계화’ ‘선진화’의 구호

로 드러나듯 자부심이 도저했다. 한국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을 필두로 동아시아

가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며, 국제질서의 중심축이 옮겨와 서양의 시대가 기울고

아시아의 세기가 도래하리라는 낙관적 전망도 등장했다.

한편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은 지역주의론의 전개에도 밑거름이 되었다. 일

본ㆍ한국ㆍ대만 등이 포진한 동북아 지역에 이어 동남아의 선발 개발도상국이라

할 싱가포르ㆍ말레이시아ㆍ인도네시아ㆍ태국ㆍ필리핀 등이 높은 성장률을 보이

고, 베트남도 개혁개방 이후 경제 개발에 뛰어들며 동아시아 지역 전체가 경제적

으로 활성화되었고, 이에 따라 투자제공자ㆍ 무역파트너로서 상호관계가 심화되

었다. 이미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 기업은 동남아시아로 대거 진출했으며,

중국은 개혁개방이 본격화되면서 ‘세계의 공장’ 이전에 ‘아시아의 공장’으로 자리

295) 정장연, 1992,「‘NIEs' 현상과 한국자본주의」,『창작과비평』77호, 355쪽.

296) Calder, Kent, 2004, "U.S. Foreign Policy in North Asia", Samuel S. Kim de, The 
International Relations in Northeast Asia, Rowman and Littlefield. p. 225.

297) 사무엘 헌팅턴, 1997,『문명의 충돌』, 이희재 옮김, 김영사, 140~1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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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아 역내 경제통합의 추진체가 되었다. 이처럼 동아시아인에 의한 재아시아화는

역설적으로 동아시아의 경제가 세계화되면서 가능했던 것이다.

이러한 상호연계로 인해 동아시아에는 고수준의 경제협력체가 부재함에도 불구

하고 역내무역집중도(intra-regional trade intensity)가 크게 높아졌다. [그림 3-2]

는 동아시아 9개국의 수출을 중심으로 한 역내무역집중도를 보여준다. 이 지표는

한 국가 또는 지역의 역내 무역이 그 국가 또는 지역 전체의 무역에서 어느 정도

의 비중을 차지하는가를 보여주는 까닭에 지역경제의 통합 정도를 평가하는 데서

널리 활용된다.

[그림 3-2] 동아시아 국가 수출의 역내무역집중도

주: 1. 아세안4개국: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2. 아세안5개국: 아세안4개국+싱가포르

3. 동아시아9개국: 아세안5개국, 한국, 홍콩, 일본, 중국

자료 :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Yearbook, 2001;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2001.

위의 표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첫째, 역내무역집중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동

아시아 9개국의 수출은 평균 40% 이상이 동아시아 역내 국가로 향하고 있다. 해

당 시기 유럽의 63%, NAFTA의 47%와 비교할 때 자유무역협정이나 관세동맹

등의 제도적 통합장치가 없음에도 시장력에 의한 경제통합이 진전된 상태라고 평

가할 수 있다. 둘째, 역내무역집중도의 국가별 편차가 크지 않다. 역내무역집중도

가 가장 큰 나라는 53.8%를 기록한 인도네시아이고 가장 낮은 나라는 32.3%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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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한 일본이다. 셋째, 중국에 대해 예외적으로 수출의존도를 높은 홍콩을 제외

하고 동아시아를 동북아 3개국과 동남아 5개국의 두 가지 소지역으로 구분한다면

동북아와 동남아의 역내무역집중도는 각각 17%와 22%를 기록하는데, 이는 두

소지역의 역내무역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동북아

국가들은 동남아 국가들에게, 동남아 국가들은 동북아 국가들에게 중요한 교역상

대국임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소지역의 구획을 넘어 동아시아 전체에 걸쳐 무

역관계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298)

그러나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실질적으로 가속화한 것은 동아시아 경제발전이나

높은 역내무역집중도가 아닌 경제위기였다. 1997년 단기자본의 과잉유동성으로

인한 외환위기는 동아시아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실체처럼 여겨지도록 만든 계

기였다. 또한 위기 상황에서 미국이 상황 수습에 소극적이자 자본의 초국경화에

대응하기 위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논의는 현실적 필요성을 더하게 되었다.

동아시아 경제위기에 직면하자 한국지식계에서는 그 원인으로서 자본주의의 구

조적 모순으로부터 정책적 실패에 이르기까지 차원을 달리하는 여러 요인을 짚어

냈는데, 크게는 국내적 요인과 국제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국내적 요인으로는

정경유착을 초래한 권위주의적 발전 모델이 질타를 받았다. 더불어 문어발식 경

영, 차입경영으로 특징지어지는 재벌체제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보다 단기

적인 요인으로는 김영삼 정권의 세계화 정책 실패가 거론되기도 했다.299)

이러한 경제위기의 국내적 요인들은 동아시아 발전모델론을 기각하는 근거로서

쓰였다. 전에는 경제기적의 동력으로 칭송되던 국가주도형 경제전략이 이제 경제

위기를 초래한 원인으로 낙인찍혔으며, 더욱이 정경유착ㆍ연고주의ㆍ정실인사ㆍ

뇌물 등은 더 이상 거래비용 절감과 같은 긍정적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사라졌

다.

한편 경제위기의 국제적 요인으로는 세계체제 수준에서 자본의 과잉축적과 신

자유주의화 경향이 거론된다. 세계자본주의는 1970년대 이후 자본의 과잉축적이

누적되어 막대한 양의 화폐자본이 수익성 있는 실물투자처를 찾지 못한 채 투기

적 금융자본이 되어 세계시장을 교란시켰다. 그리고 미국을 위시한 선진 자본주

298) 박성훈, 2001,「동아시아 경제통합과 지역주의」,『국제통상연구』6권 2호, 195~196쪽.

299) 손호철, 1999,『신자유주의 시대의 한국정치』, 푸른숲, 2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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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가들은 1970년대 이후 지속되어온 구조적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1990년대 초

부터 신자유주의적 공세에 나서 경제 국경 허물기를 가속화했고, 그로 인해 유동

성 자본이 빠르게 돌아다니자 대응력이 약한 개도국들이 주로 공략에 시달렸

다.300)

이렇듯 크나큰 사회적 희생을 동반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위험성이 드러

나자 경제위기를 전후해 사회과학계에서 동아시아 담론의 무게중심은 동아시아

발전모델론으로부터 동아시아 지역주의론으로 급격히 옮겨간다. 무역ㆍ금융ㆍ외

환ㆍ자본 등 경제의 여러 분야에서 역내의 정책적 공조가 절실해진 것이다. 아세

안+3가 그 대표적 사례인데, 3에 해당하는 한중일 삼국을 보더라도 경제블록화

추세에 대응하고 잠재성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역내의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위

한 삼국 간 자유무역협정 추진이 과제로서 설정되었다. 1999년부터 아세안+3 회

의를 계기로 한중일정상회의가 매년 개최되고 장관급회의(외무ㆍ통상ㆍ재무ㆍIT

ㆍ환경 등)의 정례개최 등으로 삼국 간에는 경제협력체제의 기본틀이 마련되었

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공동이익의 창출을 목표로 하는 경제협력체 논의가 지식

계에서 활성화되었고, 동아시아라는 지역상은 경제권역의 의미를 점차 더해갔다.

한편 동남아 지역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지역주의론이 아닌 동북아에 초점을 맞

추는 지역주의의 시각도 존재한다. 동북아 경제협력 구상은 동아시아 지역주의론

에 앞서 탈냉전기에 등장했다. 1991년 9월 남북한은 유엔에 동시가입했는데, 그보

다 앞서 1991년 7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된 UNDP 회의석상에서 북한측 대

표는 두만강개발계획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그리

고 그해 말 선봉ㆍ나진ㆍ청진의 자유경제무역지대화 계획이 발표되었다. 두만강

개발계획뿐 아니라 이후로도 시베리아 공동개발, 금강산 공동개발, 황해 대륙붕

공동개발, 중국 동해안과 한반도 서해안의 합작투자 등 북한이 참여할 명분과 실

리가 갖춰진 사안에서 협력 논의가 등장했고 일부 성과도 거뒀다.

또한 동북아를 거점으로 하되 반경이 보다 넓은 지역협력체 구상도 존재한다.

중국의 동북부, 일본, 남북한, 러시아 연해주와 시베리아 그리고 몽골을 한데 아

우르는 지역구상은 현존하는 어느 경제지역 블록보다 넓은 면적(1,600만㎢)과 많

300) 위의 책, 25~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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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인구(5억 이상), 그리고 유네스코의 표현대로 세계의 마지막 남은 ‘최대 자원

보고’라는 현실적 토대로부터 등장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협력사업에

적극적이었다. 러시아는 1992년 대 블라디보스토크 개발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내

용은 중국 자본과 노동력의 지원 아래 중국 연변의 훈춘과 연해주 핫산지구의 크

라스키노를 잇는 32km의 철도를 부설하고, 포시에트 및 자루바노 항구를 국제항

으로 개발하며, 그 대가로 중국에 항구사용권을 부여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중

국과 러시아 간 국경분쟁이 해소된 이후 흑룡강성과 길림성 등의 접경지역에서는

변경무역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동북아 대륙에서 떨어져 있고 냉전대결ㆍ국경분쟁ㆍ역사갈등으로 중국, 러시아

와 소원했던 일본도 탈냉전기에 접어들자 동북아 지역개발에 동참하려고 민간기

업을 앞세워 연해주 일대와 중국 동북3성에 진출하고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시도

했다. 또한 동북아의 주변부라는 일본의 지정학적 위치를 역전시켜 중심성을 획

득하고자 환일본해경제권 운동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처럼 동북아 경제협력, 나아

가 동북아 지역주의는 현실성과 잠재성 사이에서 주도권과 방향을 둘러싼 경합을

이어가고 있다.

(3) 사회문화적 변화

경제 영역에서의 교류 활성화는 사회문화 영역에서의 상호작용을 촉진한다. 투

자ㆍ생산ㆍ교역 등 경제활동 종사자들의 접촉과 이동이 빈번해지고, 노동자와 기

술자들의 이주로 현지 교민 사회가 형성되고, 방문객ㆍ관광객ㆍ유학생이 늘어나

고, 역내 국가를 이해할 목적으로 정보 유통이 증가하고, 나아가 문화의 전파와

이식ㆍ혼성화가 진행된다. 이미 일본, 한국, 타이완, 홍콩, 싱가포르처럼 상대적으

로 임금 수준이 높은 지역으로 다른 아시아 지역의 노동자들이 합법적ㆍ불법적

경로를 통해 대거 유입했으며 이주자 커뮤니티가 정착했다. 이러한 인구 유입은

사회적 갈등과 문화적 충돌을 낳기도 하지만,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본

다면 일국에서는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하고 역내에서는 문화적 유대감을 제고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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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점차 늘어나는 국제교류행사도 지역 내의 소통을 촉진시킨다. 2002년 한

일월드컵은 대표적 사례다. 2002년 한일월드컵은 동아시아에서 열린 최초의 월드

컵이자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제컨소시엄형 월드컵이었다. 또한 한

국, 중국, 일본의 축구팀이 모두 월드컵에 참가한 최초의 대회였다. 이를 계기로

스포츠ㆍ관광ㆍ상품ㆍ문화ㆍ언어 교류에서 한중일 간의 삼각벨트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조성되기도 했다.301)

하지만 자본의 흐름에 따른 인간ㆍ상품ㆍ정보 등의 교환 및 이전, 지역 간의

교류 증대라는 지역화 추세가 곧장 지역주의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

역화의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역주의를 가로막고 있는 사회문화적 요인들을 보다

주목해야 할 것이다. 앞서 참고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구상』에서는 사회

문화적 도전 과제로서 “상호불신의 역사적 관성, 동북아 역내국간 폐쇄적 민족주

의의 충돌 가능성 증대”를 주된 내용으로 꼽았다. 이것은 역내의 사회문화적 갈

등이 안보 현안보다 오래된 연원을 갖는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역내의 안보 현안은 세계적인 탈냉전의 추세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는 냉전회

귀적 지체를 겪는다는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그런데 실상 동아시아에서는 냉전

자체가 과거 지역질서에 대한 역사적 총괄을 유예한 채 성립되었다. 동아시아는

과거 대동아라고 불린 일본 제국주의의 역사적 판도와 겹치며, 냉전기에 들어서

는 일본 제국주의가 식민지배 내지 군정지배를 해왔던 그 판도 안에서 인도차이

나전쟁ㆍ한국전쟁ㆍ베트남전쟁ㆍ베트남-캄보디아 전쟁ㆍ중국-베트남 전쟁 등 40

여년에 걸쳐 전쟁들이 일어나 식민과 전쟁의 기억은 복잡하게 뒤얽혔다. 일본제

국에 의한 식민지배와 아시아태평양 전쟁은 냉전체제가 성립하고 냉전의 분단선

이 깔리자 아시아적 해결을 거치지 않은 채 역사 속으로 봉인되었다. 한국과 일

본은 적대성을 유지한 채 같은 진영에 편입되었으며, 일본과 중국은 중일전쟁을

해결하지 못한 채 ‘죽의 장벽’을 경계로 다른 체제로 갈라섰고, 북한은 여전히 일

본과 국교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 남아있다. 그 역사적 상흔에서 기인하는 기억

의 정치가 지금껏 지속되고 있으며, 과거사 처리나 영토 분쟁 등의 현안을 매개

해 간헐적으로 분출한다.

301) 임혁백, 2002,「동아시아 지역통합의 조건과 제약」,『아세아연구』47권 4호, 1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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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사회문화의 차원에서는 ‘기획의 동아시아’만이 아닌 ‘기억의 동아시아’

도 거론해야 한다.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미래의 청사진을 가지고서 당면 과제의

해결을 꾀하는 지향을 ‘기획의 동아시아’라고 한다면, 착종되고 쓰라린 역사로서

마주해야 할 ‘기억의 동아시아’도 존재한다. 탈냉전의 도래와 함께 억압된 것은

회귀하고 ‘기억의 동아시아’는 망령처럼 떠돌며 현실에 엉겨 붙었다. 그 징후가

‘기억 담론’의 폭발이다. 냉전체제가 동요하면서 기억이 공론장에서 주요 화두로

부상했다. 특히 제국-식민 경험과 전쟁 체험을 매개로 한 민족 간 기억의 충돌이

격화되었다. 그리하여 탈냉전에 회귀한 억압된 과거가 도리어 탈냉전을 지체시켰

다.

특히 일본과의 관계에서 현안으로 꼽히는 문제들 다수는 과거로부터 흘러들어

온 것들이다. 즉 역사 인식(근대 한일관계사 이해, 역사교과서 기술, 야스쿠니신

사 참배 등), 과거사 처리(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원폭 피해자, 징용ㆍ징병 피해

자, 사할린 거주 한인, BC급 전범, 재일조선인의 참정권, 유골 반환, 문화재 반환

등), 영토 분쟁(독도 영유권)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유예되어온 과거사 문제가 표면화되고 그것을 둘러싼 아래로부터의 연

대가 성사될 수 있었던 사회적 배경으로는 탈냉전, 아시아의 민주화, 증언의 등장

을 꼽을 수 있다. 먼저 냉전체제가 동요하며 동아시아 여러 지역의 탈식민화 문

제가 부각되자 냉전체제로 봉인되었던 아시아태평양전쟁기의 기억들이 공론장으

로 표출되었다. 탈냉전기에 일본 정부가 동아시아 각지에서 제기되는 과거사 문

제를 덮어두고 수수방관했던 것만은 아니다. 일본 정부는 근린외교의 발전을 도

모하고자 과거사에 대한 사죄의 태도를 취한 적도 있다. 1993년 8월 고노 담화를

통해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했고, 1995년 8월 무라야마 담화를 통해

식민지 지배와 침략 행위에 대해 사죄했다. 그러나 정치세력이 교체되면 사죄 입

장이 번복되고, 사죄 입장을 실질적 행동으로 옮기지도 않고, 정치가들이 국내 정

치용으로 인국의 감정기억을 자극하는 망언을 내뱉거나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강

행하면서 일본과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과거사는 오늘의 문제로서 지속되고 있

다.

그러나 탈식민화의 움직임을 탈냉전이라는 세계적 추세의 효과로 환원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불어 중요한 계기는 동아시아의 민주화였다. 냉전기 동아시아에



- 197 -

서 일본 이외의 자본주의 진영 국가들은 대부분 우익군사독재정권 아래 놓여 있

었다. 각국의 독재정권은 자국민의 반일감정을 활용하기도 했지만 대체로 일본으

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았으며, 더구나 미국에 의존적이었다. 따라서 미국이 동

아시아에서 일본 중시책을 유지하는 한 각국 정부가 과거사 문제로 일본을 전면

적으로 비판하기란 어려웠고 국내정치와 외교적 필요성에 따라 비판의 수위를 조

절했다. 그런데 1980년대에 이르면 한국과 타이완, 나아가 필리핀,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일본의 침략 내지 식민 지배를 겪은 국가들에서 민주화가 진척되었다. 이

처럼 각국 내부의 힘겨운 민주화를 거쳐서야 식민 지배와 아시아태평양전쟁기 피

해의 실상이 개인의 입 바깥으로 흘러나오고 사회가 귀 기울일 수 있었다.302)

그리하여 기억의 항쟁은 국가 대 국가 구도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대

민중이라는 구도에서도 일어나며, 그러한 민중 간 연대에 의해 ‘아래로부터의 동

아시아’가 형상화되었다. 거기서 중요한 계기였던 것이 구일본군 위안부의 증언이

다. 김학순 할머니가 스스로 구일본군 위안부였음을 증언하자 한국ㆍ북한ㆍ중국

ㆍ타이완ㆍ인도네시아ㆍ필리핀 등 곳곳에서 피해자들이 자기 존재를 드러냈다.

위안부만이 아니라 강제징용자ㆍ원폭피해자ㆍBC급 전범 등 침묵해온, 침묵을 강

요당해온 여러 피해자가 목소리를 냈다. 물론 그 목소리는 과거에도 존재했다. 그

러나 1980년대까지 일본에서 전후 보상재판이 두세 건에 불과했으나 1990년 이후

70여 건 이상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탈냉전기는 묻혀 있던 역사기

억이 사회적으로 되살아난 시기임이 분명하다. 이들의 증언은 과거를 소환했고

이들의 증언이 매개가 되어 국경을 넘어선 연대가 시도되었다. 특히 1992년 이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시아여성연대회의가 꾸준히 개최되었으

며, 그 결과 2000년 12월 도쿄에서 열렸던 여성국제전범재판에서는 일본천황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이 사례는 트라우마의 흔적을 매개로 한 아래로부터의 연

대의 견본이 되었다.

안보적ㆍ경제적 사안을 둘러싼 국가 간 협력은 ‘위로부터의 지역주의’를 가동시

302) 피에르 노라는 탈식민화의 세 가지 기제로써 ‘역사의 민주화’를 설명한다. 식민지배의 압제 
속에 있던 자들의 ‘세계적 탈식민화’, 또는 성적ㆍ사회적ㆍ종교적ㆍ지역적 소수자들의 ‘내부적 
탈식민화’, 20세기 전체주의 독재체제에서 해방된 인민들의 ‘이데올로기적 탈식민화’를 거쳐 역
사에서 시민권을 갖지 못했던 민중이 권력자 내지 학문적 권위자로부터 역사서술의 권한을 되
찾는다는 것이다(피에르 노라, 2006, ｢기억의 범세계적 도래｣, 프랑스사연구 14호, 1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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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가능성이 크며, 이처럼 국경을 넘어선 사회문화적 주제들은 ‘아래로부터의 지

역연대’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하지만 이 두 층위가 선명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

다. 특히 2000년 이후에 떠오른 한류 현상은 위 그리고 아래에서 동시에 전개된

사회문화적 논제였다. 그 점에서 한류는 문화의 지역화 추세를 가늠하고 아시아

적 문화의 구성 가능성을 전망하는 데 유용한 표본이 된다. 한류는 문화 교류의

차원에서는 수평적인 근친화와 성층적인 서열화의 방향성을 모두 지니며, 문화적

지역화의 차원에서는 동질화와 혼종화의 가능성을 모두 갖고 있다. 한류 현상은

분명히 서구중심성 비판, 미국에 대한 모방, 횡단적 소통, 정책적 육성, 감각의 공

유, 자국중심성 등 동아시아 담론의 여러 쟁점이 집약된 논제다.

만약 한류에서 ‘류’에 방점을 찍는다면, 그것은 대안적 지역화의 가능성을 시사

하는 듯하다. 한류는 타율적 근대화 경험을 공유하는 이 지역에서 문화적 동질성

에 기대지 않으면서도 배타적인 문화민족주의를 넘어서는 전향적 지역화의 사례

다. 반면 ‘한’에 방점을 둔다면, 자국의 문화상품을 선전하고 보급하겠다는 국민국

가적 사고방식에 기반한 경제 논리로 비쳐진다. 더욱이 미국식 문화산업전략을

모방해 역내의 문화시장을 변질시키고 문화적 고유성을 파괴하는 문화제국주의의

국지적 반복일 수 있다. 이로써 한류는 횡단성과 동시에 수평성을 담지한 전에

없던 동아시아의 문화 자원인지, 아니면 한국의 정부와 기업이 세속적 욕망을 자

극하려고 만들어낸 문화 상품인지를 두고 논의가 분분했다.303)

한류는 복합적 속성을 지니는 까닭에 동아시아 담론 내에서 한류 현상에 대한

일관된 판단은 존재하지 않지만, 오히려 한류 현상이 동아시아 담론을 저널리즘

의 이슈로 부각시키고 동아시아 문화연구자들에게 국제학술교류의 기회를 제공하

는 등 담론의 확산이라는 측면에서는 순기능을 맡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한류의 세계화’를 정책 과제로 선정하고 한류의 잠재력을 국가경쟁력으로

흡수하려는 기관 및 연구단체가 한류 담론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동안 동아시아

담론의 관변화가 부추겨진 측면도 있다.304)

303) 백원담의 경우는 한류에 내재된 문화민족주의를 비판하면서도 한류가 품은 문화적 소통의 
가능성은 중시하는 양가적 입장을 취한다(백원담, 2005,「동아시아에서 문화지역주의의 가능
성」,『동아시아의 문화선택, 한류』, 팬타그램, 302쪽).

304) 이동윤‧안민아, 2007,「동아시아에서 한류의 확산과 문제점」,『세계지역연구논총』25호, 
114~1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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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아시아 담론의 차별화와 한계

동아시아 담론은 속성상 지향성이 불분명하며 사회적 변동에 탄력적으로 반응

했는데, 어떠한 사회적 배경을 중시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복수의 계열

화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계열을 달리하는 담론들은 한국지식계 내

의 여러 논의를 전유하며 차별화를 꾀했다.

동아시아 담론은 1980년대 진보주의의 중요한 이론적 준거였던 마르크스주의의

지적 영향력이 퇴조한 이후 부상했다. 냉전의 종언으로 한국지식계를 옥죄던 이

념적 억압, 지적 족쇄가 상당히 풀렸지만, 역설적이게도 탈냉전기에 마르크스주의

는 상대화되어 정치적 영향력을 상실했다. 1980년대의 뜨거웠던 사회구성체론도

동력을 잃었다. 진보적 지식계로서는 전망의 상실이라고도 할 지적 공백과 혼돈

속에서 동아시아 담론은 등장했다. 그리고 동아시아 담론은 1990년대에 한국지식

계로 유입된 여러 이론을 전거로 삼고, 한국지식계에서 펼쳐진 논의들과 접목되

어 빠르게 확산되었다. 그렇게 동아시아 담론과 접목될 수 있는 논의군으로는 세

계체제론, 분단체제론, 동양문화론, 문명충돌론, 탈근대론, 탈구조주의론, 탈식민주

의론, 탈민족주의론, 오리엔탈리즘, 지식권력론, 공동체주의론, 생태주의론, 유교자

본주의론, 아치아적 가치론, 발전국가론, 지역통합론, 다자주의론 등 다양한 것들

이 존재했으며, 계열을 달리하는 동아시아 담론들은 다른 논의들을 전유해갔다.

이제 그 내용을 정리해보자.

(1) 대안체제론이 전유한 논의

동아시아 담론의 한 가지 계열을 대안체제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 계열

이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와 국민국가중심적 국제질서에 대한 비판의식을 견지했

기 때문만이 아니라 체제 분석에 관한 이론을 학술적 전거로 삼고 대안상 마련에

공을 들였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대안체제론, 특히 창비 진영의 동아시아론은 세계체제론, 분단체제론

을 바탕으로 기성체제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고 대안체제에 관한 전망을 마련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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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먼저 세계체제론의 활용 방식을 확인해보자. 세계체제론은 개별 국민국가를

단위로 삼아서는 드러나지 않는 세계체제의 동태적 발전과 특징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시각이다. 세계체제론은 세계체제가 정치ㆍ경제ㆍ문화적 하부체제들 간의

상호의존으로 구성된다고 전제하며 중심부와 주변부의 비대칭적 관계, 경제적 팽

창과 수축, 헤게모니의 경쟁 등을 주목한다. 세계체제론 자체는 월러스틴이 1974

년 『근대세계체제1』을 발간하며 등장했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인데 한국지식계

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한 시기는 1990년대였다. 그 까닭은 세계체제론에 따르면

사회주의 체제도 자본주의 체제의 일부인 까닭에 세계체제론은 사회주의의 종언

을 자본주의의 승리 내지 역사의 종언으로 추인하지 않을 수 있는 이론적 시각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박상현은 세계체제론의 시각에서 동아시아를 분석한다면 주되게 세 가지가 논

점화된다고 정리한다. 첫째 동아시아의 역사를 포함한 근대세계체계의 형성에 관

한 이해, 둘째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역사에서 동아시아의 성장이 갖는 의미, 셋째

중국을 위시한 동아시아 지역의 내적 잠재력에 대한 평가다.305) 하지만 동아시아

대안체제론에서 세계체제론이 활용되는 양상은 이와 달랐다. 먼저 세계체제론은

국가를 단위로 하고 근대화를 도식으로 삼는 편향된 기존의 인식틀을 넘어 세계

체제와 개별 국가들 사이에 자리하는 중범위적 공간으로서 동아시아를 구도해내

기 위한 이론적 전거로 활용되었다. 그리하여 “일국적 시각과 세계체제적 시각의

매개항으로 ‘동아시아적 시각’이 제기되었다.”306) 엄밀히 말해 동아시아 대안체제

론은 세계체제론을 방법론이 아니라 국민국가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동아시아라

는 확장된 시공간 범주에 관한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한 발상으로 전유했다고 볼

수 있다.

방금 언급했듯이 세계체제론은 사회주의를 자본주의 체제의 일부로 파악해 사

회주의 해체 이후에도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거리감을 유지하고 대안적 전망을

모색하는 시야를 제공해준 측면이 있다.307) 최원식은 “세계체제의 바깥은 없다”,

즉 자본주의 세계체제 안에서 비자본주의적 발전의 길은 없다면서 미완의 근대성

305) 박상현, 2011,「동아시아와 세계체계 연구」,『사회와역사』92호, 96쪽.

306) 백영서, 2000,「중국에 ‘아시아’가 있는가?」,『동아시아의 귀환』, 창비, 66쪽.

307) 구모룡, 2002,「한국 근대문학과 동아시아적 맥락」,『한국문학논총』30집,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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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온전히 성취하는 근대 적응의 중요성을 강조한다.308) 아울러 동아시아의 조건

에서 근대 적응이란 서구추종적 근대화가 아닌 국민국가적 질서를 넘어선 대안적

근대 창출이어야 함을 역설한다. 백영서는 동아시아를 “세계체제 수준과 적절한

국지화인 국민국가 수준을 동시에 감당하는 팽팽한 긴장을 유지해”주는 매개항이

자, 나아가 “자본의 획일화 논리에 저항할 수 있는 거점”으로 간주한다.309) 여기

서 주목할 대목은 ‘반주변부’로서 동아시아에 부여되는 의의다. 월러스틴은 ‘중심

부-반주변부-주변부’라는 세계체제의 삼중 구조를 제시했는데, 거기서 반주변부

는 중심부와 주변부 사이의 갈등을 완화시키며 주변부의 도전에 대한 방패막이의

역할을 한다고 밝히고 있다.310) 그러나 창비 진영의 동아시아론에서 반주변부의

의의는 다르게 각색되어 세계체제의 반주변부인 동아시아에는 세계체제에 변혁을

일으킬 만한 역동적 가능성이 부여되고, 동아시아 안에서 “반주변부” 내지 “소중

심”311)인 한국은 중재자적 역할을 맡을 수 있다고 묘사된다.312) 더구나 “한국의

동아시아론은 기존의 중심주의를 비판하고 새로운 중심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중심주의 자체를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중심 바깥에, 아니 ‘중심’들 사이에 균형점

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313)이라는 최원식의 발언을 들여다본다면, 세계체제론이

활용되고는 있지만 그것으로써 동아시아를 분석하기보다는 동아시아 시각을 조형

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박상현이 제기한 세 번째 논점, 즉 중국의 부상과 역량이 세계체제의 변

동에서 차지하는 의미에 관한 분석이 동아시아 대안체제론에서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세계체제론 역시 일관된 논리로 전개되는 단

수의 이론적 시각이라기보다 거기에는 여러 갈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탈냉전

기에 나온 프랭크의 『리오리엔트ReOreient』314)와 아리기의 『장기 20세기The

308) 최원식, 1998,「세계체제의 바깥은 없다」,『창작과비평』100호.

309) 백영서, 1997,「진정한 동아시아의 거처」,『동아시아인의 동양 인식』, 문학과지성사, 15
쪽.

310) Immanuel Wallerstein, 1979, The Modern World-System, San Diego: Academic Press, 
pp. 95~118.

311) 백영서, 2004,「주변에서 동아시아를 본다는 것」,『주변에서 본 동아시아』, 문학과지성사, 
19~20쪽.

312) 위의 글, 33~34쪽; 최원식, 2004,「주변, 국가주의 극복의 실험적 거점」,『주변에서 본 동
아시아』, 문학과지성사, 321쪽.

313) 최원식, 「한국발 또는 동아시아발 대안?」,『문학의 귀환』, 창작과비평사, 2001, 381쪽.



- 202 -

Long Twentieth Century』315) 같은 저작들은 포스트-월러스틴적 세계체계론으

로 일컬어지는 기획이다. 프랭크의 시도가 월러스틴이 분석한 세계적 분업구조의

역사를 고대로까지 소급하는 것이었다면, 아리기의 시도는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역사를 세계 헤게모니의 역사로 정교화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 시

도는 공히 중국을 중시한다. 중국은 산업혁명 전까지 유럽을 능가하는 경제적 발

전을 이룩했고, 유럽 근대가 세력균형 속에서 끊임없는 상호 경쟁과 전쟁을 거치

는 동안에도 조공체제를 통해 비교적 평화로운 공존의 국제질서를 구축했다. 프

랭크는 『리오리엔트』에서 20세기에 중국을 위시한 동아시아의 성장이 18세기까

지 존재했던 서양에 대한 동양의 우위를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으며, 아리

기는 『장기 20세기』와 뒤이은 『베이징의 아담스미스Adam Smith in Beijing』

에서 세계 헤게모니가 중국으로 이행하리라고 전망하고, 나아가 ‘세계제국’의 전

통을 보유한 중국은 전쟁으로 점철된 불평등한 자본주의적 발전 경로를 수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316) 물론 이러한 포스트-월러스틴적 세계체제론은 1990년대

중반에야 등장했으니 초기의 동아시아 대안체제론이 그 논의들과 접목되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후로도 세계체제론을 활용하되 중국에 초점

을 맞추기보다는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역량을 주목하는 경향이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쇠퇴가 병행하는 자본주의의 새로운 국면에 대한 분

석은 약화되었다. 대신 한국 내지 한반도가 반주변부로서 갖는 역량에 관심이 집

중되었는데, 이 과정에서는 분단체제론이 긴요하게 활용되었다.

그렇다면 이어서 동아시아 대안체제론이 분단체제론을 전유한 방식을 살펴보

자. 백낙청은 분단체제를 “남북한의 기득권 세력들이 적대적 대치관계뿐 아니라

일정한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상당한 자기 재생산 능력을 지닌 독특한 체제 - 좀

더 엄격히 말하면 세계체제의 한 독특한 하위체제”317)라고 설명하며 분단체제의

314) Frank, Andre Gunder, 1998, ReOreient: Global Economy in the Asian Ag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315) Arrighi, Giovanni, 1994, The Long Twentieth Century: Money, Power, and the 
Origins of Our Times, Verso Press.

316) Arrighi, Giovanni, 2007, Adam Smith in Beijing, Lineages of the Twenty-First 
Century, Verso Press. [한국어역] 강진아 옮김, 2009,『베이징의 애덤 스미스』, 길.

317) 백낙청, 1999, ｢한반도에서의 식민성 문제와 근대 한국의 이중과제｣, 『창작과비평』105호, 
14쪽. 남한에서 치러진 주요 선거를 놓고 보더라도 북한의 테러나 심리전이 빈번해 ‘북풍’이라
는 표현이 일반화되었으며, 정치세력은 보수주의적 투표를 유도하기 위해 이를 활용하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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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성과 함께 세계체제와의 연관성을 짚어둔 바 있다. 그는 한반도의 분단 상황

은 남북한 간의 대립만이 아니라 적대적 상호의존에 의해서도 지속되며, 거기에

는 세계체제 수준의 외부적 조건도 작용하고 있는 까닭에 이러한 분단 상황의 복

잡성을 정리하고자 분단체제라는 개념을 도입했다.318)

이러한 분단체제론은 세계체제론과 조합되어 한반도 분단 상황을 동아시아 지

역질서와 결부해 파악하고 한반도분단체제의 해소가 지니는 동아시아적 의의를

산출해내는 데서 활용된다. 즉 분단체제의 형성ㆍ유지에는 남북한의 능력 범위를

초과하는 외적 조건, 즉 미국ㆍ중국의 역학관계와 일본의 유제가 반영되어 있으

며, 분단체제의 해체 역시 남북한의 역량만으로는 불가능하니 동아시아적 조건을

외부 여건으로 밀쳐놓기는 어렵다. 나아가 한반도분단체제의 해소는 탈냉전ㆍ탈

식민ㆍ탈제국의 방향에서 지역질서의 변화를 초래하리라는 것이다.319)

아울러 동아시아 대안체제론에는 제3세계론의 문제의식도 관류하고 있다. 백낙

청은 일찍이 “민중의 입장에서 볼 때 - 예컨대 한국 민중의 입장에서 볼 때 -

스스로가 제3세계의 일원이라는 말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당면한 문제들이 바로

전세계ㆍ전인류의 문제라는 말로서 중요성을 띠는 것이다. 곧, 세계를 셋으로 갈

라놓는 말이라기보다 오히려 하나로 묶어서 보는 데 그 참뜻이 있는 것이다”320)

라며 서구중심적 시각이 짜낸 보편/특수구도, 세계의 분할구도를 제3세계적 시각

으로써 극복하자고 촉구한 한 바 있다. 창비 진영의 동아시아론은 이러한 제3세

계론을 사상적 지류로서 수용해 동아시아를 주체성 형성의 장으로서 옮겨내고자

했다. 그리하여 최윈식은 1990년대에 민족민주운동을 성찰하며 인접 지역과 문명

으로부터 제3세계적 문제의식을 흡수해 한국 민중이 당면한 과제가 바로 전세계

의 과제임을 자각한 데서 동아시아 담론은 싹 틔울 수 있었다고 풀이한다.321) 하

지만 앞서 지적했듯이 제3세계적 시각이 동아시아 대안체제론에서 각성과 자각의

계기 이상으로 구체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세계체제의 다른 주변부

에 관한 의식을 견지한다면 그것은 여타의 동아시아 담론과 뚜렷하게 분별되는

318) 백낙청, 1994,『분단체제 변혁의 공부길』, 창작과비평사; 백낙청, 1998,『흔들리는 분단체
제』, 창작과비평사.

319) 이동연, 2007,「동아시아 담론형성의 갈래들-비판적 검토」,『문화과학』52호, 101쪽.

320) 백낙청, 1979,「제3세계와 민중문학」,『창작과비평』53호, 50쪽.

321) 최원식, 2010,「천하삼분지계로서의 동아시아론」,『제국 이후의 동아시아』, 창비, 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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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제3세계적 시각은 동아시아 지역주의론처럼 폐쇄적

ㆍ패권적 지역주의가 아닌 개방적ㆍ비판적 지역주의를 구동할 수 있는 계기로 남

아있다.

끝으로 동아시아 대안체제론은 탈냉전기에 대두한 일부 포스트 담론과도 접목

되었다. 포스트 담론은 탈근대주의, 탈서구주의, 탈식민주의, 탈국가주의, 탈민족

주의 등 그 갈래가 여럿이며 용법은 조금씩 달랐다.

20세기 말 한국지식계로는 후기구조주의 저작들이 대거 유입되어 근대성의 기

원과 체계를 전복적 시각으로 파헤치는 지적 실천을 불러일으켰다. 후기구조주의

자로서 소개된 사상가들, 가령 푸코, 레비스트로스, 라캉, 데리다는 저마다 사유의

특이점이 있지만, 인간의 주체성과 역사주의를 심문하고, 거대담론을 해체하고,

탈중심성과 다원성을 중시한다는 방향에서 독해되었다. 이러한 독해방식은 이 사

상가들의 문제의식을 오롯이 포착해낸 것이라기보다 한국지식계의 당시 동향과

수요에 따라 편집된 측면이 크다. 그런데 동아시아 대안체제론에서는 사회주의

붕괴가 야기한 대안 부재의 상황에서 거대담론 해체 풍조를 마냥 반길 수는 없었

으며, 따라서 포스트 담론은 주로 서구중심적 역사관과 근대관에 대한 비판의식

을 심화시키는 각도에서 활용되었다.

또한 동아시아 대안체제론의 탈(post)적 지향성이 탈서구주의의 방향만을 향한

것은 아니었다. 포스트 담론은 민족이 자연적 소여가 아닌 인위적 구성물이라는

시각도 제공했다. 민족주의는 민족의식과 문화양식을 재발명하고 역사주의를 도

입해 특정 경계 내에서 거주하는 자들을 민족이라는 동일한 정체성 안으로 포섭

하고 동원하는 이데올로기적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탈민족주의ㆍ탈

국가주의의 문제의식이 심화된 사례로는 가령 ‘동아시아역사포럼’이 동아시아 국

가권력의 적대적 상호의존의 기반인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의 연쇄 고리를 끊어내

고자 ‘국사라는 신화’의 해체를 목표로 내세운 바 있다.322)

이러한 탈(post)적 지향성에 이르면 동아시아 대안체제론과 다른 계열의 동아

시아 담론 사이의 차이는 더욱 뚜렷해진다. 동아시아 문화정체성론은 동서이원론

을 전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내부로도 타자화 기제를 가동할 여지가 있으며, 동

322) 임지현, 2004,「‘국사’의 안과 밖-헤게모니와 ‘국사’의 대연쇄」,『국사의 신화를 넘어서』, 
휴머니스트, 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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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발전국가론은 서구발 발전도식을 기각하는 듯 보여도 여전히 근대화 논리

의 사정권 안에 머물러 있으며, 동아시아 지역주의론 역시 국민국가적 근대체제

의 대안을 모색하는 듯 보이나 현상황에서는 국민국가를 사고의 기본 단위로 삼

고 있을 뿐 아니라 국익을 지역 차원에서 확대재생산하는 논리 개발에 분주하기

때문이다.

(2) 문화정체성론이 전유한 논의

동아시아 대안체제론의 궁극적 물음이 “어떤 동아시아여야 하는가”라면 동아시

아 문화정체성론의 경우는 “동아시아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가”일

것이다. 이 물음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동아시아 내지 동양의 정체성을 가다듬으

려는 시도는 이미 한 세기 전 ‘서구의 충격’을 경험한 이래 서구의 가치와 문물이

유입되고 수용하고 융합되고 반발하는 과정에서 지속되어 왔다.

다만 1990년대에는 한국지식계로 유입된 포스트 담론들을 비롯한 여러 논의에

힘입어 문화의식이 심화되고 확장되었다. 특히 서구중심성 해체를 꾀하는 사조의

확산은 이른바 ‘정체성의 정치’를 가동하는 이론적 전거로 활용되었다. 서구 근대

와의 패러다임 투쟁에서 수세에 처해 있었던 동양문화론자에게 서구 근대의 태내

에서 그것을 전면 비판하며 등장한 포스트 담론의 계열들은 전략적 제휴의 대상

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무엇보다 오리엔탈리즘 비판론이 동아시아 문화정체성론의 이론적 체계화에서

주효했다. 동양에 대한 서양의 지배는 적나라한 폭력적 강제도 동원하지만, 문화

적 헤게모니를 동반해 동양에 대한 편협한 사고방식을 주조해 유포하며 지배를

정당화한다. 바로 오리엔탈리즘이란 서양인들이 동양을 미개하고 후진적이며 야

만적이고 원시적이라고 평가하는 편견에 근거한 사유양식이자 지식체계를 가리킨

다. 1978년 에드워드 사이드는 『오리엔탈리즘』을 통해 동양학은 “동양에 대한

유럽의 사고와 지배의 양식”으로서 유럽 대 동양이라는 배타적 이항대립 도식에

기대어 정체ㆍ적대ㆍ흉포ㆍ비합리 등 부정적 표상을 동양에 덧씌워 서양의 우위

를 유지하며 식민주의ㆍ인종차별을 정당화하는 기제로서 활용되어 왔다고 비판한

바 있다.323) 더욱이 문제적인 것은 정치적 권력과 학술적 권위가 결탁한 산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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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탈리즘이 동양인의 무의식 속으로 침투해 동양인들의 근대 이해, 나아가

자기 이해마저도 속박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리엔탈리즘』은 1991년에 한국어로 번역출간되었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개정판이 나왔다. 냉전기에도 한국지식계에서 오리엔탈리즘 관련 논의가 부재했

던 것은 아니지만, 1990년대에는 정치ㆍ경제 영역의 거대이론이 위축된 가운데서

문화 영역이 경제ㆍ정치 영역으로부터 구성되는 산물이자 경제ㆍ정치 영역을 떠

받치는 심급이기도 하다는 점을 밝혀내고 동시에 서구편향적 지식권력을 전면적

으로 문제화했기에 인문학 영역에서 활용폭이 컸다. 더불어 동아시아 담론에서도

지적 종속 상태에 관한 비판의식을 확산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그 중에서도 동

아시아 문화정체성론에서는 평가절하된 동양 문화에 대한 재평가라는 용법을 더

하게 되었다. 그리고 서양 문화의 주객분리와 기계론적 세계관, 분석주의와 환원

주의적 방법론, 인간 대 자연이라는 이분법적 논리, 과학기술 맹신주의 등에 역공

을 가했다.324) 그러나 동아시아의 문화적 고유성과 우수성에 근거한 서구중심주

의 규탄은 오히려 서구 문화의 역상으로 동아시아 문화를 형상화해 자기오리엔탈

리즘의 함정에 빠질 위험성을 안고 있었다.

둘째, 문명충돌론도 빠뜨릴 수 없다. 오리엔탈리즘 비판론이 동아시아 문화정체

성론의 학술적 시각을 가다듬는 데 사용되었다면, 문명충돌론은 현실적 입지를

다지는 데 활용되었다. 아울러 오리엔탈리즘 비판론이 유럽중심적 지식체계를 공

박하는 데 쓸모가 있었다면, 문명충돌론은 세계화 추세에 따른 미국중심적 문화

균질화를 견제하는 데 유용했다. 다만 문명충돌론의 시발점이 된 새무얼 헌팅턴

의 『문명의 충돌』은 논문 형태로는 1993년에 발표되고, 책으로는 1997년에 출

간되고 그해에 한국어로도 출간되었는데325), 동아시아 문화정체성론 전반에 걸쳐

뚜렷하게 영향을 미쳤다기보다 1990년대 말 부상했던 아시아적 가치론에 곁들어

323) 에드워드 W. 사이드, 2008,『오리엔탈리즘』, 박홍규 옮김, 교보문고, 569쪽.

324) 중국 지식인의 사례를 확인하자면 양한칭은 「유학과 현대 동아시아의 가치관」에서 유학의 
의의를 다음처럼 정리한다. 주객이분법에 기초하는 서양의 공업문명은 생태불균형ㆍ환경파괴ㆍ
자원위기 및 인간소외를 조장했지만, 천인합일의 세계관에 바탕하는 유가문화는 환경보호와 지
속가능한 발전을 꾀하며 집단적 가치와 협동 정신을 중시해 공업화와 도시화가 양산한 병적 인
관관계와 도덕적 타락상을 치유할 수 있다. 그리고 유가윤리의 가치관인 수기애인ㆍ경로효친ㆍ
신용중시 등은 공동체의 유대관계를 긴밀하게 만든다(양한칭, 2005,「유학과 현대 동아시아의 
가치관」,『동아시아 민족주의의 장벽을 넘어』, 372쪽).

325) 새무얼 헌팅턴, 1997,『문명의 충돌』, 이희재 옮김, 김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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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문명충돌론의 부상 역시 탈냉전을 시대 배경으로 삼고 있다. 사회주의권의 해

체 직후 세계정치에서 종래의 이념적 대립이 퇴조하고 비서구세력이 부상하자 후

쿠야마는 ‘역사의 종언’을 제기해 이들 역시 근대화의 경로를 따라 서구화될 것이

라고 전망했으며, 헌팅턴을 비롯한 미국의 일부 서구문명론자들은 ‘문명의 충돌’

을 전망했다.326) 문명충돌론은 국가 간 혹은 진영 간 대립의 시대가 끝나고 이질

적인 문명 간 대결구도로 세계정치가 재편되리라고 전망한다. 실제로 냉전의 종

언 이후 신자유주의적 전지구화가 가속화되었지만, 한편에서는 비서구권의 각국

지도자가 이해관계를 문명적ㆍ문화적 용어로 정의하는 추세가 심화되기도 했다.

그리하여 서구문명론자들은 비서구문명의 도전을 예의주시하며 충돌의 위험성을

경고해 서구 문명의 단결을 촉구했다.

그런데 문명충돌론 역시 논지 그대로 동아시아 문화정체성론에서 활용되지는

않았다.327) 실상 헌팅턴은 세계가 기독교ㆍ이슬람교ㆍ유교라는 삼대 문명을 축으

로 뭉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문명충돌론 자체는 9ㆍ11 테러 이후 부시 정권이

테러와의 전쟁을 기독교세계와 이슬람세계의 문명 간 충돌로 포장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아시아적 가치론을 비롯한 동아시아 문화정체성론에서는

다른 비서구지역, 특히 이슬람권에 관한 인식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것은 아랍권

출신인 사이드가 주로 중근동 지역에 초점을 두고 『오리엔탈리즘』을 서술했지

만, 그 문제의식은 차용하면서도 그 문제의식의 출현배경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는 사정과 닮아있다. 또한 헌팅턴이 『문명의 충돌』에서 동아시아가 부상해 21

세기에는 미국과 각축을 벌일 것이라고 예견한 것은 동아시아 문화의 위대함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번영을 지속시키려는 것이 저변의 목적이었으

나 헌팅턴의 예견은 대체로 동아시아의 자부심을 고무하는 데 쓰였다.

한편 헌팅턴은 『문명의 충돌』에 앞서 『제3의 물결』을 출간하며 유교와 민

주주의의 양립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헌팅턴에 따르면 유

326) Mahbubani, Kishore, 1995, "The Pacific Way", Foreign Affairs 74:1(Jan./Feb.), pp. 
101~102.

327) 이충훈은 유교를 내세워 문화정체성을 강조하는 담론은 이미 헌팅턴이 제시한 문명충돌론의 
기본전제를 수용하고 있다고 진단한다(이충훈, 1998,「유교정치론, 유교자본주의론 비판」,『정
치비평』4권, 2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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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는 “개인보다는 집단을, 자유보다는 권위를, 권리보다는 책임을 강조하는 사상”

이며 이런 사상이 지배적인 문화는 “민주적 규범의 확산을 방해하고 민주적 제도

의 정당성을 부정하며, 그 결과 그러한 제도의 출현 및 그 효과적인 운영을 방해

하거나 적어도 대단히 복잡하게 만든다”328)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헌팅턴만의

것이 아니다. 학자들만의 것도 아니다. 미국 정부의 정치외교 차원에서도 아시아

견제를 목적으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이 등장했으며, 그에 대한 반발로서 아시아

적 가치론이 쟁점화되기도 했다.

그리하여 셋째, 아시아적 가치론이다. 헌팅턴의 논문 「문명의 충돌Clash of

Civilization?」은 1993년 『포린어페어스』여름호에 처음 게재되었다. 이후 가을,

겨울호에서 문명충돌론에 관한 논문이 이어졌는데, 이에 대해 1994년 『포린어페

어스』봄호에 리콴유가 「문화는 운명이다Culture is Destiny」를 발표하며 반론

을 제기했다. 여기서 개진된 주장과 이어진 김대중의 반론은 앞서 살펴봤다. 그리

고 이듬해에 마하트리의 말레이시아발 아시아적 가치 논쟁이 본격화되었다.329)

그러나 아시아적 가치론의 등장배경이 되는 국제적 사안은 이보다 앞서 있었

다. 1993년 4월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유엔 아시아지역 인권위원회에서 한국을

포함한 40여개 아시아 국가는 ‘방콕인권선언’을 채택했다. 방콕인권선언은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화를 두고 서양의 정부, 지식인과 아시아의 정부, 지식인이 벌인 공

방에서 촉발되었다. 일군의 서양 지식인은 아시아의 정부들이 민주주의의 성장을

가로막고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미국 등 서양 국가의 정부

는 그러한 아시아 국가에 대해 무역과 경제 원조에 제한조건을 내걸겠다며 인권

외교에 나섰다. 이에 맞서는 아시아의 정부와 지식인은 인권이란 의식주를 충족

하는 생존권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는 안보권을 근간으로 하는데, 아시아

의 정부들은 이러한 기본권을 증대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성숙도

사회경제적 발전과 병행하는 것이라며 서방 정부의 조치들은 불공정한 내정 간섭

328) S. Huntington, 1991, The Third Wave,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p. 301.

329) 그러나 김상일은 「아시아적 가치와 문명충돌론」에서 아시아적 가치론과 문명충돌론 사이
의 논리적 유사성에 초점을 맞췄다. 헌팅턴과 리콴유는 모두 문명숙명론을 취해 상이한 문명들
은 상충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다는 것이다. 차이는 헌팅턴이 오리엔탈리즘으로 무
장하고 있다면, 리관유는 오리엔탈리즘의 이분법을 소박하게 역전시켜 개명군주독재를 미화하
려는 옥시덴탈리즘의 함정에 빠져 있을 뿐이라고 지적한다(김상일, 2008,「아시아적 가치와 문
명충돌론」,『뇌와 문명의 충돌』, 지식산업사, 41~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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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비판했다.330)

이러한 공방의 와중에 방콕인권선언은 서구적 가치를 아시아 사회에 그대로 적

용하려 들어서는 안 된다며 아시아적 인권 개념을 제시했던 것이다. 방콕인권선

언에 따르면 인권은 본질적으로 보편적이지만 그 적용은 국가와 지역적 특성, 아

울러 다양한 문화적ㆍ역사적ㆍ종교적 배경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정치적 권리

이외에도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 역시 중요하며, 특히 개발권은 인권의 핵

심이기 때문에 경제적 발전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신장시킨다.331)

이처럼 방콕인권선언은 서구중심적 보편주의를 기각한다고 천명했고, 바로 이

어진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발 아시아적 가치론은 아시아적 가치의 우월성을 강

조하며 한 걸음 더 내디뎠다. 얼마간의 시차를 두고 한국지식계에서도 아시아적

가치론은 서구화에 대한 지역적 대응으로서 부각되었다. 전제국의 간명한 요약에

따르면 아시아적 가치론은 “질서정연하고 건강한 사회를 창출함에 있어서 아시아

의 유교문화적 공동체주의가 서구의 개인주의에 비해 훨씬 우월하다”는 주장을

가리킨다. 아시아적 가치론자들은 개인주의에서 파생되는 서구 사회의 퇴행 현상

인 가족의 붕괴, 청소년 비행의 급증, 마약ㆍ폭력ㆍ범죄의 확산, 기강 해이와 방

종이 시민사회를 좀먹는다면서 아시아적 가치에 입각한 “아시아 사회는 가족중심

주의와 충효사상, 개인보다 사회를 앞세우는 공동체주의, 권위에 대한 존중과 사

회질서 기강의 중시, 경쟁ㆍ대결보다 합의ㆍ조화의 존중 등 문화전통과 가치규범

이 있었기 때문에 질서정연하고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332)

이처럼 아시아적 가치론은 동아시아 문화정체성론에게 이론적 자원이자 현실적

용례로서 기능했다.

넷째, 반세계화론도 거론할 수 있겠다. 동아시아 문화정체성론에서 반세계화 언

설이 전면으로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세계화 담론과 경쟁관계였던 만큼 근저에

흐르는 경향성으로는 존재했다고 말할 수 있다. 흔히 세계화는 서구화ㆍ미국화ㆍ

맥도널드화 등의 표현이 시사하듯 미국을 필두로 하는 서양 문화의 확산 과정으

로 간주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세계화가 불가역적이고 일방적인 과정인지를 두

330) 함재봉, 2000,『유교 자본주의 민주주의』, 전통과현대, 76쪽.

331) 위의 책, 77쪽.

332) 전제국, 1999,「‘아시아적 가치’ 관련 동서논쟁의 재조명」,『한국과국제정치』30호, 
195~1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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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반론도 대두되었다.333) 홀턴의 분류에 따르면 세계화가 초래하는 문화적 효과

로는 동질화(homogenization), 양극화(polarization) 및 혼성화(hybridization) 세

가지를 전망할 수 있다.334)

동질화 명제에 따르면 세계화는 곧 미국화이며, 즉 신자유주의적 워싱턴 컨센

서스의 처방에 따라 세계질서가 재구성되는 것이다. 더욱이 미국의 지배는 경제

질서 장악에서 그치지 않고 미국식 문화규범이 일상의 구석구석으로 침투해 전세

계 문화가 미국식 문화를 닮아가게 된다. 양극화 명제에 따르면 현대 세계의 동

학은 단일 논리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맥월드(Mc World) 대 지하드(Jihad)의 대

치처럼 지구적 소비자본주의 세력 대 재종족화(retribalization) 세력의 대결로 진

행된다. 헌팅턴의 경우는 세계정치의 근미래를 문명 간 충돌, 특히 서구 문명과

부상하는 이슬람-유교 연합 문명 간의 대결로 전망했다는 점에서 양극화의 입장

에 가깝다. 혼성화 명제는 문화교류의 혼성성(hybridity), 크리올화(creolization),

싱크레티즘(syncretism), 비결정성을 강조하는데 세계화는 문화 간의 상호참조와

교차에 따른 융합으로 전개된다는 것이다.

1990년대 초중반의 세계화 추세는 한국 사회에서 문화적 정체성에 관한 위기의

식을 자극해 반세계화론ㆍ대항세계화론을 불러일으켰고, 문화적 동질화의 위험성

을 경계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동아시아 문화를 복권시키자는 목소리는 힘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문화제국주의론, 문화종속이론, 문화수탈론

등을 차용해 논리를 보강할 수 있었다.

(3) 발전모델론이 전유한 논의

한국지식계에서 동아시아 발전모델론은 고속성장을 경험한 1980년대가 아닌

1990년대 중반에 부상했다. 1980년대 중후반 한국 자본주의의 성격 규정을 둘러

싸고 치열하게 전개된 이른바 사회구성체론이 내적으로는 이론 과잉과 구체성 결

여, 외적으로는 동구권 사회주의의 몰락으로 퇴조한 다음에야 사회과학계에서는

333) Colin Hay and David Marsh, 2000, Demystifying Globalization, Palgrave MacMillan, 
pp. 7~12.

334) Holton, Robert J, 1998, Globalization and the Nation-State. Macmillan, pp. 16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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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적 발전국가론으로 대거 눈을 돌렸던 것이다. 그러나 동아시아 발전모델

론 자체는 이미 오랜 동안 이론적 축적을 거쳐 왔다.

1950, 60년대에 공산주의의 확산을 저지할 목적으로 미국은 제3세계에 막대한

원조를 실시했지만 기대와 달리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정착과 이를 통한 정치적ㆍ

경제적 발전은 순조롭지 않았다. 그리하여 미국 학계에서는 신생국가들의 발전

문제를 다방면에서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는데, 그때 이중경제이론, 확산이

론, 경제성장단계론, 심리문화이론 등이 만들어졌다.

이중경제이론은 제3세계가 근대적 생산요소를 갖춰 생산성이 높은 근대 부문

(도시)과 그렇지 못한 전통 부문(농촌)으로 이중구조화되어 있는 탓에 저개발에

머문다고 진단한다. 확산이론은 이중구조에 기인하는 제3세계의 저개발은 선진국

으로부터 자본ㆍ기술ㆍ제도 등 근대적 생산요소를 도입하면 극복할 수 있다고 처

방한다. 경제성장단계론은 모든 사회는 전통 단계, 도약준비 단계, 도약 단계, 성

숙 단계, 풍요로운 소비사회 단계라는 다섯 단계를 거쳐 발달해가며 제3세계도

이 경로에서 예외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심리문화이론은 제3세계 저개발의 원인

을 근대적 에토스를 지닌 근대인의 결여 탓으로 돌리고 교육 등을 통해 서구적

근대 문화를 공급해 근대인을 육성해내야 한다고 본다.

이상의 이론들은 비서구국가의 저개발 현상에 대해 진단과 처방을 조금씩 달리

하지만 논리가 동형적이다. 첫째 전통과 근대를 이분법적으로 가르고, 둘째 분석

단위를 일국에 국한시켜 세계체제적 연계성을 등한시하고, 셋째 사회 발전을 단

선적으로 조망하며, 넷째 발전의 척도를 미국 내지 서양 사회가 거쳐간 경로로부

터 도출해낸다. 이상의 이론들은 비서구세계가 자신의 전통과 현재를 부정하고

서양 근대의 경로를 따를 것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근대화론이라고 통칭할 수 있

다. 그리고 근대화론은 ‘아시아적 가치’처럼 해당 지역에서 축적되어온 고유한 문

화사회적 요소들은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물로 간주한다.

그런데 1960년대 후반에는 서양학계 내부에서 기존의 근대화론에 대한 비판이

본격화되고, 1970년대 중반에 이르면 역사적 접근과 구조적 접근, 그리고 세계체

제적 조망을 내세우는 여러 입론이 등장해 근대화론은 쇠퇴한다. 또한 1970년대

는 서양의 경제적 패권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동아시아의 경제적 성장이 두드러

졌다. 그리하여 기존의 근대화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동아시아의 탈선적 현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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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이론의 각축장이었으며, 그 와중에 발전국가론 등이 유력한 이론으로서 떠올

랐다.

이상의 맥락에서 접근하자면 동아시아 발전모델론은 근대화=서구화라는 도식

을 추궁하려는 입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근대화는 보편성의 범주에 속하나 서구

화는 특수성의 범주에 속하니 비서구사회가 자신의 고유문화를 포기하고 서구의

가치를 전면적으로 수용하지 않고도 근대화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

다. 아울러 동아시아 발전모델론은 종속이론이나 세계체제론의 관점과도 다르다.

종속이론은 ‘저발전의 발전’이라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사례에 근거해 중심부

와 주변부의 양극화를 예상했지만 1960년대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은 산업발전이

가속화되었다. 한편 세계체제론의 시각에서 반주변부인 동아시아의 발전을 설명

한다면, 이 지역의 내적 역량에 힘입은 것이 아니라 냉전체제 속에서 미국의 ‘자

비로운 헤게모니’(benevolent hegemony)의 수혜를 받은 결과가 될 것이다. 즉 냉

전의 최전선이었던 동아시아 지역의 태평양 연안 국가인 한국ㆍ타이완ㆍ홍콩ㆍ싱

가포르 등 동아시아의 네 마리 용은 ‘초대에 의한 상승’을 경험한 것이며335), 특

히 ‘발전의 쇼케이스’로서 일본은 세계 경제의 호황기에 반주변부에서 중심부로

상향이동한 것이다.336) 그러나 동아시아 발전모델론은 ‘기회 포착을 통한 상승’을

가능케 했던 동아시아 국가의 능력을 높이 평가한다. 이처럼 동아시아 발전모델

론은 자유방임적 신고전파와 대조를 이루면서도 한편으로는 종속이론과 같은 서

구비판적 이론의 힘을 빼고 사회주의 혁명론에 대한 반론으로 기능한 측면이 있

다.

동아시아 발전모델론은 세계체제론과 같은 거시적 분석틀에 입각하기보다는 일

국 단위의 내적 요소를 강조하는데 여기서 문화적 요소를 중시하면 유교자본주의

론과 같은 해석틀이 나오고, 제도적 요소를 중시하면 발전국가론이 등장하기도

한다. 그런데 유교자본주의론에서도 유교라는 문화적 토양으로부터 국가의 주도

성이 연원한다는 논의라면 발전국가론과 구분하기가 어려워진다. 가령 유석춘은

335) Pempel, T. J., 2002, "Revisiting the East Asian Economic Model", Young Rae Kim, 
Hoh Chul Lee and In Sub Mah eds. Redefining Korean Politics: Lost Paradigm and New 
Vision, KPSA, p. 28.

336) 윤상우, 2006,「동아시아 발전국가와 세계체제」, 2006년도 한국사회학회 전기사회학대회, 
2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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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자본주의는 전통적 유교질서를 따르는 국가가 효과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필요와 계획에 따라 민간 부분을 동원해 역동적이며, 관료와 기업이 혈연ㆍ지연

ㆍ학연이라는 연결망으로 짜여 있어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었기에 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337) 결국 정경유착을 유교적 전통과 자본주의의 결합기제로 간주하는

셈인데, 발전국가론에서도 이러한 착상은 낯설지 않다.

하지만 발전국가론은 문화주의적 설명법을 그다지 채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역시 유교자본주의론과 차별성을 갖는다. 발전국가라는 개념을 공식적 논의의 대

상으로 제시한 논자는 일본 자본주의를 연구한 찰머스 존슨으로 알려져 있다. 그

는 계획합리적(plan rational) 국가인 발전국가를 소비에트형 지령경제체제에 근

거한 계획이데올로기적(plan ideological) 국가, 규제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사민주의 국가와 구별했다. 그리고 발전국가의 특징으로 국가가 주도하는 계획중

심적 시장경제, 공공-민간부문 내 엘리트 간의 협력, 수출과 연계된 경제성장 등

을 꼽았다.338) 찰머스 존슨 이후 발전국가론은 ‘규율된 시장’(disciplined marke

t)339), ‘지도된 시장’(guided marker)340), ‘통치된 상호의존’(governed

interdependence)341) 등의 개념들을 통해 이론적 진화를 거쳤다.

발전국가론은 일본과 한국, 타이완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발전 현상을 분석하

는 데 주로 사용되어 왔다.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를 두고는 암스덴이 몰락하는

사회주의체제와 대비해 “한국의 성장은 후발 산업화의 고전적 사례로서 이러한

나라들에 공통된 모든 특징들을 보여준다”342)며 주목한 바 있다. 좀더 옮겨보자

면 한국의 사례는 “성장에 대한 단선적 견해를 지닌 고전적 입장과 자유시장을

성장의 열쇠라고 규정하는 입장을 반박한다. 이들 후발 산업화 국가들은 새로운

337) 유석춘, 1997,「‘유교자본주의’의 가능성과 한계」,『전통과현대』창간호, 81~84쪽.

338) Johnson, Chalmers, 1982, MITI and the Japanese miracle : The Growth of Industrial 
Policy, 1925-1975, Stanford University Press.

339) Amsden, Alice, 1989,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p. 5.

340) Wade, Robert, 1990, Governing the Market: Economic Theory and the Role of 
Government in East Asian Industrializa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341) Weiss, Linda and John M. Hobson, 1995, States and Economic Development: A 
Comparative Historical Analysis, Polity Press.

342) Amsden, Alice, 1989,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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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의 경제법칙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343) 그 새로운 패러다임이란 강력한

국가체제가 성취목표를 정하고 사회경제적 자원을 우선적 분야에 효율적으로 분

배해 경제 성장의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지식계에서 동아시아 발전모델론은 지적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했

던 한국의 현대사를 냉전적 논리나 정치적 수사 없이도 옹호할 수 있는 학술적

시각을 제공했다. 결과적으로 세계체제론은 미국이나 중국, 기러기 모델론은 일본

을 중시하게 되지만, 동아시아 발전모델론, 특히 발전국가론은 한국을 전형적 사

례로 간주하는 드문 이론이었다. 그리하여 1990년대 중반 경제적 성장과 정치적

민주화를 거치며 조성된 한국 사회의 낙관적 분위기 속에서 짧은 봄을 맞이할 수

있었다.

(4) 지역주의론이 전유한 논의

동아시아 지역주의론은 지향성이 뚜렷하고 논문 형식으로 발표된 글이 대부분

인 만큼 어떠한 논의를 전유했는지도 비교적 쉽게 포착할 수 있다. 경제적 차원

에서는 지역통합론, 안보적 차원에서는 다자주의론과의 관련성이 뚜렷하다. 그리

고 한국지식계에서 자생적으로 등장한 논의를 활용하기보다는 국제정치학ㆍ외교

학ㆍ경제학 등의 학문 분야에서 유입한 이론을 전거로 삼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

만 활용방식은 한국의 조건을 반영하고 있다.

한국의 조건이란 무엇보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중견국가라는 점을 가리킨다. 일

반적으로 중견국가는 지역통합과 다자주의 제도의 마련에 적극적이라고 평가된

다.344) 지역 제도의 형성에 관해 강대국은 자율성 상실에 대한 우려가 크고 약소

국은 강대국의 지배수단에 불과하다는 피해의식을 가진다. 반면 제한된 국력을

지닌 중견국가는 제도적 구속에 수반되는 기회비용이 강대국보다 적으며 강대국

의 전횡을 막거나 다자주의적 협상에서 협상력을 제고하는 등의 이익이 약소국보

다 크다. 한국지식계의 동아시아 담론 가운데 한 가지 주요한 계열이 지역주의론

이며, 지속성을 갖는 계열도 지역주의론이라는 사실은 한국의 지정학적 조건을

343) 위의 책, p. 140.

344) 최영종, 2003,『동아시아 지역통합과 한국의 선택』, 아연출판부, 1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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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한다고 말할 수 있다.

동아시아 지역주의론은 무엇보다 지역통합론을 주요한 이론적 전거로 끌어온

다. ‘통합’(integration)이란 “각 국가가 독자적으로 그들의 외교정책이나 기타 주

요정책을 수행하려는 의욕과 능력을 제어하고 공동으로 정책을 수립하거나 새로

운 중앙기구에 의사결정과정을 위임하는 과정”345)으로 풀이된다. 여기서 지역통

합이란 하나의 지역공동체를 수립하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 개념이라고 이해할 수

있으며, 흔히 지역통합의 선행과정으로서 역내 국가들 사이의 정치ㆍ경제적 협력

단계를 의미하는 지역협력(regional cooperation)이 상정된다.

하지만 지역통합에 관한 이해 방식은 논자마다 다를 수 있다. 가령 허렐은 지

역통합의 제도화란 ‘지역적 응집력(regional cohesion)’, 즉 “응집력 있고, 공고화

된 지역적 단위의 출현”을 의미한다고 보지만346), 크래스너는 “원칙, 규범, 규칙

과 행위의 일치”347)까지를 요구한다. 종합하면 지역통합의 제도화란 행위의 수렴

을 촉진하는 원칙ㆍ규범ㆍ규칙에 조응해 역내 행위자들이 집합적 의지를 형성함

으로써 개별 국가주권의 경계를 넘어서는 응집력 있는 지역 단위를 출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중에서 경제통합은 일반적으로 지리적으로 인접한 두 국가 또는 그 이상의

국가가 상호 간 동맹을 결성해 동맹국 상호 간에는 자본ㆍ상품ㆍ노동력 이동에서

자유화를 꾀하고 비동맹국에 대해서는 차별적 조치를 취하는 지역적 경제협력을

일컫는다. 그리고 그 통합수준에 따라 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통

화동맹 및 완전한 통합이라는 다섯 단계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348)

동아시아 지역은 [표 3-2]에서 확인한 것처럼 1990년대 초반에 이르면 역내 무

역과 투자의 상호의존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일련의

쌍무적 혹은 준지역적 기구들이 형성되어 지역통합론이 힘을 얻는 추세다. 그러

345) Leon N. Lindberg, 1963, The Political Dynamics of European Economic Integration, 
Stanford University Press, p. 6.

346) Hurrell, Andrew, 1995, “Explaining the Resurgence of Regionalism in World 
Politics.”,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21, Hurrell, pp. 337~339.

347) Krasner, Stephen D, 1999, Sovereignty, Organized Hypocrisy, Princeton University 
Press, p. 56.

348) Edward D. Mansfield and Helen V. Milner, 1999, "The New Wave of Regionalism", 
International Organization 53-3, p.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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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성주의적 관점에 따른다면 경제 교류의 활성화만으로 지역통합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역통합은 상호인식과 집단정체성과 같은 관념적 요소를 포함하는 사회

적 관계의 산물이다. 이러한 관념적 요소가 행위자들의 행동 양식을 촉진하고 구

속하는 구성적ㆍ규제적 효과를 갖는 것이다. 그러나 동아시아 지역은 집단정체성

과 공동규범 형성이 무척 더디다. 더욱이 지역통합론 자체가 각국 국민경제의 성

장을 위한 도구적 관점에서 제출되고 있다.

한편 경제적 차원이 아닌 정치안보적 차원에서는 다자주의론의 쓰임새가 크다.

다자주의는 인접국가 혹은 국제적ㆍ지역적 안보문제에 대한 공통의 목표나 이해

관계를 갖고 있는 셋 이상의 국가들이 전략적 차원의 정책 조율을 통해 상호신뢰

를 구축하고 전통적 안보위협이 분쟁으로 비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비전통

적 안보 위협에 공동대처하고 국제사회 및 지역 내의 분쟁해결과 안전보장 및 평

화증진을 제도화해가는 과정이라고 정의된다.349) 다자주의가 거론되는 것은 여러

이유에서다. 다수의 관련 당사국이 참가해 보다 완전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으며,

협상참가국 간에 다양한 이해연합이 출현할 수도 있다. 당면한 현안을 풀기 위한

공동의 노력으로 협상당사국들 간에 협력과 이해의 문화를 조성할 수도 있다. 그

리고 현안을 넘어 장기적 과제까지 다루면서 신뢰구축과 이해증진을 바탕으로 지

역의 불안정성ㆍ불확실성 요인을 줄이거나 제거할 수도 있다. 나아가 공통관심사

를 함께 다루며 대화 관습을 축적하고 공통규범을 마련해 국가 간 행동양식의 예

측가능성을 높이고 구조적 군비통제의 실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수도 있다.350)

이러한 다자주의의 제도화는 장기적으로 안보공동체로 발전할 가능성을 갖는데

안보공동체는 안보이슈와 관련해 다자간 제도나 지역적 국제기구가 창설되는 초

기단계, 국가 간 상호거래의 양ㆍ속도ㆍ다양성이 크게 증가하고 보다 긴밀한 군

사협력을 위한 새로운 제도와 기구가 등장해 타국의 위협에 대한 우려가 감소하

는 도약단계, 그리고 집단정체성이 확립되어 공동체 내 전쟁의 개연성이 거의 사

349) Robert Keohane, 1990, "Multilateralism: An Agenda for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vol. 45, p. 731; John Gerard Ruggie, 1992, "Mulitilateralism: the Anatomy of an 
Institu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6, p. 568;  이신화, 2006,「동북아안보공동체 
구축에 관한 소고」,『전략연구』36호, 2006, 11쪽.

350) 전재성, 2007,「동북아다자안보체제: 전망과 과제」,『한반도군비통제』41집, 128~130쪽; 
Michael Brenner, ed., 1995, Multilateralism and Western Strategy, Macmillan Press, p.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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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지는 성숙단계로 나눠진다.351)

탈냉전기의 동아시아 지역은 유럽과 달리 다자주의적 협력체제를 마련하지 못

하고 있다. 냉전기에도 동아시아 지역은 유럽보다 양극체제가 유동적이었고 안보

환경이 불안정했다. 양극 사이에는 회색지대가 존재하고, 중소분쟁이 보여주듯 공

산진영 내 주요 행위자 사이에 갈등이 상존하며 동맹을 탈퇴하려는 동향조차 있

었다.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반공진영에서도 상호 협력을 심화해야 할 당위성

과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여기에 침략과 식민지배의 감정기억으로 인한

일본과 인국 사이의 간극 등이 작용해 다자주의적 협력체제는커녕 지속적인 다자

적 협의체조차 구성하지 못했다. 이러한 조건에서 탈냉전으로 접어들며 양극 구

조가 무너지고 힘의 분포가 다극화되자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불확실성이 증대되

고 있다. 따라서 증대되는 불확실성과 이에 수반되는 위험을 줄이고자 다자주의

가 거론되며 지역주의론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다자주의는 최소한 상호의사소

통을 원활히 하고 투명성을 높여 국가들 사이에서 상대의 의도를 오인하거나 오

판할 위험성을 줄이는 데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

해 만들어진 6자회담은 동북아 지역 최초의 정부간 다자회담으로 기능하고 있다.

(5) 동아시아 담론의 차별화와 한계

탈냉전기 동아시아 담론은 1990년대 초 일군의 인문학자들에 의해 동아시아 대

안체제론의 형태로서 등장했으며 직후 동아시아 문화정체성론이 비등했다. 1990

년대 중반에는 사회과학자들이 가세하며 동아시아 발전모델론이 부상했고 1990년

대 후반부터는 동아시아 지역주의론이 본격화되었다. 이렇듯 계열을 달리하는 동

아시아 담론들은 동일한 사회적 배경에 달리 반응하거나 다른 학술적 논의를 전

유하며 차별화되어 갔다.

그 내용을 표와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51) 김유은, 2004,「동북아 안보공동체를 위한 시론」,『국제정치논총』44집 4호, 78~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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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네 가지 계열의 동아시아 담론의 특징

담론 계열 대안체제론 문화정체성론 발전모델론 지역주의론

담론의 

영역
사회, 정치 문화, 정치 경제 경제, 안보

인식론적 

시각
지정학적 지문화적 지경학적 지정학적ㆍ지경학적

주도 학문

영역
인문학 사회과학

담론의 

등장 배경

탈냉전, 사회주의

체제 몰락, 중국의

개혁개방, 신자유주

의 확산, 역내교류

증가, 민족주의 갈

등 고조, 과거사 문

제 부각

세계화, 탈냉전,

중국의 체제 개방,

역내교류 증가, 동

아시아 경제 성장,

중화권의 성장, 한

류

동아시아 경제성

장,

신자유주의 확산,

지역화

[경제영역] 세계화,

지역화, 동아시아 경

제위기, 중국의 부상

[안보영역] 탈냉전,

미국의 전략적 유연

성, 중국의 굴기, 일

본의 재무장, 북핵 위

기

담론의 

지향

동아시아평화공동체

한반도평화체제

동아시아 시민/운동

네트워크

동아시아 문명권

동아시아 문화권

구성적이지 않고

해석적임.

동아시아자유무역지

대

동북아안보협력체

동아시아공동체

담론의 

주요 대상

국가

미국, 중국, 북한,

일본, 러시아
중국, 일본

일본, 타이완, 싱

가포르, 말레이시

아

[경제영역] 아세안+3

[안보영역] 미국, 중

국, 북한, 일본, 러시

아

[그림 3-3] 네 가지 계열의 동아시아 담론과 접목된 주요 논의

아시아적

가치론

대안체제론

발전국가론

탈식민주의

세계체제론

분단체제론

탈근대주의

오리엔탈리즘론

공동체주의

문명충돌론

제3세계주의

유교자본주의론

지역통합론

다자주의론탈민족주의

발전모델론

지역주의론

문화
정체성론

     생태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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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지 계열의 담론들은 지향도 논리도 전거도 달랐기에 가해진 비판 역시 달

랐다. 가령 동아시아 문화정체성론은 서양중심주의ㆍ미국화 경향 등에 맞서 동아

시아의 문화적 독자성ㆍ정체성ㆍ우수성을 상정하는 까닭에 역오리엔탈리즘, 문화

의 물신화 혐의 등이 비판 지점으로 거론되었다. 반면 동아시아 대안체제론은 동

아시아를 문화적 고유성에 기반하는 단위로 간주하지 않으니 역오리엔탈리즘이나

문화의 물신화라는 비판은 피해갈 수 있지만, 그렇다면 왜 혹은 무엇이 동아시아

인가라는 물음에 어떤 식으로든 대답을 내놓아야 한다. 이처럼 각 계열의 동아시

아 담론에는 다른 비판이 가해졌고, 그 중에는 각 계열 간의 상호비판도 존재했

다.

이제 각 계열에 가해진 비판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동아시아

문화정체성론은 방금 언급했듯이 크게 두 가지 비판에 직면했다. 첫째, 역오리엔

탈리즘적 편향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즉 서양과 동아시아를 이항대립적으로 가

르고 서양 문화가 노정하는 문제 양상의 반대형상으로 동아시아의 문화적 특성을

도출해낸 까닭에 표면적으로는 동아시아의 문화적 우수성을 내세우는 듯 보이지

만 실제로는 여전히 오리엔탈리즘에 주박당해 있다는 것이다.352) 서양중심주의

비판에 매달린 나머지 비판대상으로부터 거꾸로 사고를 제약당하고 만 것이다.

앞서 확인했듯 일군의 인문학자는 서구적 근대의 폐해, 즉 이성중심주의ㆍ인간

중심주의ㆍ물질중심주의ㆍ역사주의ㆍ개인주의 등을 극복하는 대안상으로서 동아

시아 문화를 형상화했다. 그리하여 자연과 인간의 일체화, 세계에 대한 유기체론

적 시각, 개인주의에 앞서는 공동체 윤리, 선형적 사고방식이 아닌 순환적 사고방

식 등이 동아시아 문화와 정신세계의 특징으로 강조되었으며, 동아시아 문화는

더 이상 열등ㆍ낙후ㆍ미개 등의 언어로 묘사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양 문화보

다 우수하다는 평가의 전환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항대립구도는 서구와 동아시아를 단일체로 간주해 내적 다양

성과 비균질성을 무시하고, 각 문화의 내용을 단순화하고 실체화하고 만다. 홍성

준과 임춘성은 이러한 접근법은 “문화 자체를 화석화”한다고 경고하며 “가족주

의, 혈연 및 지연의 강조, 음양의 조화, 관용, 인간주의 등”의 항목들을 동아시아

352) 박승우, 2008,「동아시아 담론의 현황과 문제」,『동아시아 공동체와 한국의 미래』, 이매
진, 325~3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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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특질로 간주하는 시도는 “주관적인 해석과 기대,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결여한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 방식으로서 긍정 일변도의 해석이 이루어지는 경

우가 많”다고 꼬집는다.353) 더욱이 조화, 관용, 인간주의 등 동아시아 문화의 특

질로 거론되는 항목들은 양상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서양을 비롯한 어느 지역에나

존재하는 법이다. 보다 일반화해서 전형준은 ‘동양은 도덕, 서양은 기술’이라고 할

때의 도덕이나 ‘동양은 정신, 서양은 물질’이라고 할 때의 정신으로 동아시아 문

화를 특징화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면서 그 차이는 동서의 차이가 아닌 고금의 차

이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354) 이처럼 동아시아 문화정체성론은 암묵적 대립항이

자 내면화된 필수 근거로서 서양 문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355) 그리하여 동아시

아 문화정체성론은 서양 문화가 노출하는 문제점들을 선택적으로 보정하려는 노

력에 불과할지 모른다는 비판이 가해지는 것이다.356)

둘째, 동아시아 문화라고 부를 만한 실체가 과연 존재하는가다. 동아시아 문화

정체성론은 문화적 동질성에 근거해 동아시아를 유교문화권ㆍ한자문화권과 같은

문화 단위로 상정하는데 과연 설득력이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유교문화권의 경

우 실상 유교만으로는 오늘날 중국의 문화적 구성조차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유

교라며 거론될 수 있는 대상은 원시유학, 주자학과 양명학, 고증학, 그리고 현대

신유가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층적이고 불균질하다. 더욱이 삼국의 유교는 토착화

과정에서 많은 변형을 거쳤기에 유교를 공통의 문화 요소로 간주하려면 유교 전

통을 역사적 실상으로부터 고도로 추상화해야 한다.

한자문화권 역시 근대 이전에는 한자가 이 지역에서 보편화된 문어였으며 한자

를 매개로 한 언어적 유대가 존재했고 정신적 소통이 가능했다고 하더라도 오늘

날 한자를 문화적 공통분모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대륙 중국은

간자를 사용해 타이완과 표기법이 다르고, 일본은 이중표기체계를 취하는데다가

문법상 이질적이며, 한국은 1990년대에 들어서는 문어에서도 한자를 좀처럼 노출

353) 홍성준‧임춘성, 2009,『동아시아의 문화와 문화적 정체성』, 한울, 32쪽.

354) 전형준, 1997,「같은 것과 다른 것」,『동아시아인의 동양 인식』, 창작과비평사, 288쪽.

355) 장인성은 동서문명 간의 대결론과 융합론의 성쇠는 세력관계가 변화할 때 현상유지 국가(서
구 국가)와 현상변경 국가(비서구 국가)의 역학관계를 반영한다고 분석한다(장인성, 2001,「아
시아적 가치와 일본적 정체성」,『신아세아』8호, 167~170쪽).

356) 고미숙, 1995, 「‘새로운 중세’인가 ‘포스트모던’인가,『상상』의 동아시아 문화론에 대한 비
판적 검토」,『문학동네』, 1995년 가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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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지 않으며, 북한은 이미 1949년에 한자 사용을 폐지했으며, 베트남은 로마자

로 표기하고 있다. 통역을 거치지 않는 한 역내 교류에서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언어는 차라리 영어일 것이다. 천(天), 기(氣), 예(禮) 등 타언어로는 좀처럼 번역

하기 어려운 고유의 관념어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들이 현대사회의 정신

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대체로 2음절로 짜이

는 한자식 조어법은 오늘날에도 중요하게 기능하지만 근대, 시민, 자본, 계급 등

오늘날의 사회구성체를 다루는 데서 핵심적인 추상명사는 적어도 한국에서는 서

양의 언어를 일본어로 번역한 것이 한국어(조선어)로 유입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교문화권ㆍ한자문화권을 상정하는 사례가 드러내는 약점을 줄이고자 유교ㆍ한

자와 같은 특정한 문화 요소를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적 가치라는 식으로

확장하더라도 의문은 남는다. 아시아적 가치론은 동아시아 각국의 역사적ㆍ사회

문화적 실체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들의

사회경제적 지표상의 상승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문화적 속성에 선택적

으로 의미부여를 한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어떠한 문화적 요소를 공유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공통의 문화적 정체

성이 도출된다고 보는 것은 사회적 사실이라기보다 관념적 가설에 가깝다. 문화

란 일상의 실천양식이다. 즉 어떠한 문화적 요소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곧 그

러한 문화를 일상에서 실천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이 점은 유교와 한자 이외

에 공통된 문화적 요소를 더 찾아내고 늘린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

다.357) 문화란 고정불변한 실체가 아니라 시대적 환경과 사회적 맥락 속에서 변

화를 거듭하는 구성물이니 이 사실을 홀시하고 문화적 전통을 내세운다면 되레

몰역사적일 수 있다. 따라서 김광억은 강한 어조로 비판한다. “인류학자로서 나는

동아시아 담론 만들기에서 정제되지 않은 문화결정론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을 발견한다.”358)

이어서 동아시아 발전모델론에 가해지는 비판을 살펴보자. 이미 자세히 다뤘지

357) 고병익은 한국ㆍ중국ㆍ일본 간의 역사적 교류를 통해 문화적 동질성이 마련되었다는 시각을 
재고하라고 권한다. 삼국은 각자 폐쇄적 역사 단위로서 존재하기를 고집해 삼국 간 교류에 소
원했다는 것이다(고병익, 1995,「동아시아 나라들의 상호 소원(疏滾)과 통합」,『동아시아, 문제
와 시각』, 문학과지성사, 23~40쪽).

358) 김광억, 1998,「동아시아 담론의 문화적 의미」,『정신문화연구』70호,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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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간단히 되짚어본다면 먼저 시야가 일국 단위로 비좁아 경제 현상에 대한 설명

기법으로서 치명적 결함을 안고 있다. 세계적 경제 주기, 대외적 여건 변화 등에

관한 고려가 약해서 설명력이 제한적이다. 또한 동아시아 발전모델론 가운데서도

유교자본주의론처럼 문화주의적 논의라면 동아시아 문화정체성에 가해지는 비판

을 피해가기 어렵다. 아울러 과거에 서구의 일부 학자들이 중국, 북한, 베트남의

사회주의를 ‘유교사회주의’로 유형화한 적이 있었음을 상기한다면 동일한 유교가

일견 대립되는 경제체제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유교자본주의론이든 유교사회주의론이든 현상추수적 논의에 그치고 말 공산이 큰

것이다. 한편 발전국가론의 논지는 개발독재를 미화하고 정부ㆍ관료ㆍ정당세력ㆍ

기업ㆍ금융기관 간의 유착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359) 또한 정경유착을 통한 거

래비용의 감소는 거래비용의 감소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사회적 부수비용을 초

래했다는 점도 지적해야 할 것이다. 특혜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뇌물

과 정치자금이 동원되며, 그 자금은 정경유착에 반대하는 세력들에 대한 억압비

용으로 사용되었다.360) 따라서 백낙청은 유교자본주의론이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는커녕 서구형 자본주의의 일정한 덕목마저 유실한 열악한 유형이 아닌

가 의심한다.361)

동아시아 발전모델론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면 근대화론의 안티테제로 등장했

으나 결국 근대화론의 각색된 논리에 머물렀다는 점일 것이다. 지향하는 가치는

동일하고 도달하는 방법에서만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 중 유교자본주의론은 동

아시아에서 유교는 자본주의적 발전의 장애물이라는 막스 베버의 주장에 대한 반

박의 의미를 지녔지만, 유교를 프로테스탄티즘의 기능적 등가물로서 제시하는 데

그쳤다고도 볼 수 있다. 결국 경제적 근대화라는 역사주의적 도식에 매인 나머지

월러스틴의 표현처럼 ‘반유럽중심적 유럽중심주의’362)라는 역설적 방식으로 비서

구의 다중적 근대성을 무화하고 마는 것이다.

동아시아 대안체제론은 동아시아 문화정체성론처럼 문화적 동질성을 전제하지

359) 조희연, 1997,「동아시아 성장론의 검토」,『비교사회』36권, 67~68쪽.

360) 이충훈, 1998,「유교정치론ㆍ유교자본주의론 비판」,『정치비평』4권, 298쪽.

361) 고은‧백낙청, 1993,「대담 : 미래를 여는 우리의 시각을 찾아서」,『창작과비평』79호, 
22~23쪽.

362) 이매뉴얼 월러스틴, 1997,「유럽중심주의와 그 화신들」,『창작과비평』95호, 4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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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기 때문에 동아시아 문화정체성론에 가해진 비판들, 즉 (역)오리엔탈리즘의 혐

의가 있다, 문화를 화석화한다, 동아시아를 자명한 문화 단위로서 간주하기 어렵

다 등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러나 역으로 동아시아라는 지역 단위를 실체

화하지 않는 까닭에 “왜 혹은 무엇이 동아시아인가”라는 물음에 직면한다. “동아

시아란 고정된 경계나 구조를 가진 실체가 아니라 이 지역을 구성하는 주체의 행

위에 따라 유동하는 역사적 공간”363)이라서 동아시아를 ‘방법’으로 삼고 ‘지적 실

험’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그 모색의 거처가 왜 동아시아여야 하는지가 해명되어

야 할 과제로 남는다. 동아시아 시각을 제시한 선구적 논문인 최원식의 「탈냉전

시대와 동아시아 시각의 모색」도 ‘왜 동아시아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구체적 해

명을 내놓지 않았다는 것은 앞서 지적했다. 또한 백영서는 ‘지적 실험으로서의 동

아시아’라는 명제를 제기하며 이러한 모색이 현실에서 추진력을 얻으려면 “동아

시아인들의 일상생활에서 변화 가능성이 나타나야 하고”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국민국가에 흡입당한 ‘20세기형 문명’을 넘어서려는 문명론적 차원에서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364), ‘지적 실험으로서의 동아시아’와 그것이 현실화되

기 위한 ‘일상생활에서의 변화’, ‘문명론적 차원의 변화’가 어떻게 결부되는지를

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그런 까닭에 동아시아 대안체제론은 서구중심적 근대화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거점으로서 동아시아라는 지적 공간을 제시했지만 실천성에 관한 비판에 맞닥뜨

린다. 한상일은 “동아시아 공간에 대한 상상력을 추동하는 기본틀을 구성할 뿐,

동아시아 맥락에서 어떻게 기능하고 지역주체의 행동과 관계망에 어떻게 연루되

는지를 보여 주지 못하였다. 창비의 성찰적 동아시아론은 … 동아시아를 ‘상상’할

따름이다”365)라고 비판했으며, 장인성은 “동아시아의 새로운 상상은 … 공간적

상상만이 아니라 경험과 전망이 응축된 시간축에 대한 상상이며, 목적론적 당위

성이 아니라 역사적 과정의 사실 관계에 기반을 둔 비전으로서 제시되어야 한

다”366)고 제언했다.

363) ‘동아시아의 비판적 지성’ 기획위원, 2003,「비판적 지성이 만드는 동아시아」,『여럿이며 
하나인 아시아』, 창비, 6쪽.

364) 백영서, 2000,「중국에 ‘아시아’가 있는가?」,『동아시아의 귀환』, 창작과비평사, 63~66쪽.

365) 한상일, 2005,「동아시아 공동체론 : 실체인가, 환상인가?」,『동양정치사상사』4호, 19쪽.

366) 장인성, 2005,「한국의 동아시아론과 동아시아 정체성」,『세계정치』26집 2호, 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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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서구중심적 근대 극복’을 실현할 만한 조건ㆍ자원ㆍ역량을 해명하지

않은 채 동아시아를 서구중심적 근대에 맞설 대안적 공간으로 조형한다면 서구적

근대에 관한 인식은 단순화되고 동아시아는 물신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근대의 이

식성ㆍ국민국가의 억압성ㆍ민족주의의 배타성ㆍ자본주의의 착취적 속성을 비판하

는 데서 그치지 않고, 더구나 동아시아의 동질성에 기대지도 않고 대안체제를 모

색하려면 거기에 걸맞는 논리와 방법이 요구될 것이다. 이에 창비 진영은 내적

성찰과 외적 비판 가운데서 동아시아 시각을 다듬어나갔는데 이 점에 관해서는

다음 부에서 검토하자.

동아시아 지역주의론은 다자주의ㆍ지역통합 등을 모색하는 논의로서 정책 담론

으로 육성되기도 했던 까닭에 동아시아 문화정체성론에 가해진 문화본질주의 등

의 지적뿐 아니라 동아시아 대안체제론에 가해진 추상적이라는 비판으로부터도

비교적 자유롭다. 그러나 역으로 동아시아 대안체제론이 견지하는 비판의식이 약

하기에 그 지점에서 비판받곤 한다. 동아시아를 권역으로 삼으려는 시도는 동아

시아를 역내 국가들 간 이해관계의 각축장으로 만들 공산이 크다. 현재 동아시아

지역주의론은 국민국가적 질서의 초극과 지역 패권주의의 해소라는 높은 수준의

초국가적 공동체를 지향한다기보다 개별 국가의 국익을 우선시하며 그것을 지역

차원에서 확대재생산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국가 간 협력이라는 기치 이면에서는

협력 방향을 자국에 유리한 쪽으로 이끌고가려는 경합이 치열하다. 그런 맥락에

서 송주명은 지역 정체성을 설정해 경쟁하려는 것은 세계체제에서 분열을 초래하

며, 역내에서는 국가의 경제발전 정도에 따른 수직적 계층화를 가중시킬 수 있다

고 경고한다.367)

아울러 동아시아 지역주의론은 대내적으로는 정책 결정 세력을 제외한 하위주

체들을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시키고 지배질서를 공고화할 위험성이 있다. 그리

하여 제기되는 또 한 가지 비판은 ‘아래로부터의 시각’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다.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 APEC, ASEM 등 지역적 연계조직은 경제협력

을 축으로 삼아 국가 간 공조를 지향하지만, 그 주체가 국가 단위로 설정되어 있

어 지향성과 사업과제, 제도화 방안 등에 관해 각국의 사회운동세력ㆍ노동자ㆍ여

367) 송주명, 2000, ｢탈냉전기 동아시아 태평양의 안보〮경제체제와 한반도｣, 『역사비평』53호, 
72~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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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ㆍ농민ㆍ빈민과 같은 하위주체가 발언 기회를 갖기란 어렵다. 국가 간 공존 논

리의 배후에서 국가 내의 억압과 배제가 정당화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강내희는

“동아시아라는 시야가 국가와 엘리트에 의해 독점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동아시아

에 연대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해방보다는 지배의 효과를 낳을 공산이 크다”며

동아시아 지역주의론으로 수렴되어가는 동아시아 담론 일반에 대해 비관적 전망

을 내놓는다.368) 그 처방으로서 여러 논자는 국민국가가 지역협력을 하향적ㆍ일

방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수준의 행위자가 참여하는 초국가적 교류

의 활성화와 국제조직의 형성을 강조하지만, 논문의 말미에서 제언으로 반복되고

있을 뿐 이를 실행으로 옮길 구체적 방안에 관한 연구는 아직 축적되지 않았다.

368) 강내희, 2007,「동아시아의 지역적 시야와 평화의 조건」,『문화과학』52호, 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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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동아시아 담론의 동아시아화

이제까지 동아시아 담론의 이행 과정을 살펴보고 그로부터 동아시아 담론을 네

가지 계열로 정리하고 그것들이 지식계 내외의 어떤 사회적 맥락을 거치고 학술

적 전거를 마련하며 차별화되었는지를 확인했다. 즉 동아시아 담론에 관한 공시

적ㆍ통시적 분석을 마쳤다. 이제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비판적 담론분석의 세 번

째 단계인 담론 비판과 재구성에 나설 차례다.

그러나 동아시아 담론에는 여러 계열이 존재하며 방금 살펴보았듯이 각 계열마

다 노정하는 한계도 다르다. 다만 동아시아 담론은 일관된 담론의 목표도 이론적

전제도 존재하지 않지만, 최소한의 공통성으로서 동아시아 내지 거기에 준하는

지역상을 활용하고 거기에 지리 범주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거나 지리 범주에 입

각해 특정한 지향성을 꾀한다. 따라서 지금부터의 담론 비판은 계열을 달리하더

라도 동아시아 담론으로서 지니는 공통성, 즉 중범위적 수준의 지역상을 전제하

거나 구상한다는 사실에 착목해 그 지역상의 외연과 내포를 검증하고 재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동아시아는 분명 지역의 한 가지 이름이다. 따라서 지리적 인접성이라는 물리

적 속성이 중요하다. 그런데 동아시아 담론을 들여다보면 동아시아의 지리적 범

위에 대한 규정은 논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그 까닭은 동아시아는 물리적 공

간일 뿐 아니라 사회적 공간, 정신적 공간이라는 속성을 함유하기 때문이다. 펨펠

이 강조하듯이 지역은 “끊임없는 재창조와 재정의의 과정에 있는 물리적, 심리적,

행태적 특성들의 유동적이고 복합적인 혼합물”로서 그 지리적 경계는 “사회학적

결과를 갖는 지리학인 사실이 아니라 지리학적 형식을 갖춘 사회학적 사실”로 보

아야 하는 것이다.369)

동아시아 담론에서 동아시아란 단지 지역 범주만을 가리키지 않았다. 그것은

탈냉전을 거쳐 복원된 ‘지역지평’이자, 미국을 위시한 강대국들의 지역전략이 관

369) Pempel, T. J ed., 2005, Remapping East Asia: The Construction of a Region, Cornell 
University Press,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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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는 ‘지역질서’의 단위이자, 역내의 국가 간 협력을 도출해내기 위한 ‘지역구

상’의 외연이자, 역내에서 식민주의와 패권주의를 극복하고 공존과 상생으로 나아

가기 위한 ‘지역연대’의 장이기도 했다. 지역지평ㆍ지역질서ㆍ지역구상ㆍ지역연대

라는 네 차원은 동아시아라는 지역상을 입체화했다. 그리고 이러한 네 차원이 동

아시아 담론이 활성화된 배경이자 분화하는 계기이며 모호해진 원인이었음은 이

제껏 확인한 바다.

아울러 이러한 네 차원은 동아시아의 지역 범위를 유동화한다. 동아시아의 지

역 범위를 두고 연구자 사이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오갔지만, 어떤 차원에서 동

아시아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그 외연은 달라지기 마련이니 합의점이 도출되기보

다는 문제의식의 차이를 확인하는 쪽으로 귀결되곤 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지역

범위에 관한 논의가 무용한 것은 결코 아니다. 해당 담론이 설정하는 지역 범위

의 현실성을 검증한다면 해당 담론이 지역적 담론으로서 설득력을 갖는지 규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동아시아라는 개념의 이차적 용법인 이념적 가치, 제도적 권역을 대표하

는 대안체제론과 지역주의론은 지역연대 내지 지역협력을 꾀하는 구성적 논의인

만큼 그 지역 범위가 얼마나 설득력을 갖는지는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두 계열

의 담론은 문화정체성론이나 발전모델론처럼 문화적 요소, 경제적 발전에 근거해

동아시아의 지역 범위를 획정할 수는 없으니 지역연대와 지역협력을 추구해야 할

필요성과 그것이 가능하다는 현실성 사이에서 지역 범위를 설정해내야 하는 것이

다. 역내외의 타국이 수용할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한국의 상황에 근

거해 실천의 당위성을 과도하게 주장한다면 그것은 지적 모색일 수는 있겠으나

지역 담론으로서는 실격이다. 어떤 동아시아상이 바람직한가라는 규범적 물음은

어떤 동아시아상이 가능한가라는 현실적 조건 위에서 던져져야 한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유념할 점이 있다. 동아시아라는 지역상은 너비로서만 존재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도 갖는다. 다시 말해 국가 단위의 병렬적 나열로서는 드

러나지 않는 층위가 있다. 단적으로 한국측 지역구상이 상정하는 지역 범위가 중

국과 일본처럼 광역 동아시아에 이르지 못하는 까닭은 지리적 위치ㆍ지정학적 조

건의 차이만이 아니라 규모와 국력의 비대칭성이 반영된 결과다. 중국과 일본이

광역 동아시아를 상정하지만 그 양상이 크게 다른 것은 양국의 대외관계가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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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동아시아의 외연을 어디까지로 정할지만이 아니라 이러

한 규모와 국력의 차이, 대외관계의 차이라는 동아시아적 조건을 어떻게 동아시

아상에 반영할 수 있을지도 중요 과제가 된다.

외연이 아닌 내포의 측면에서는 동아시아라는 지역상에 국가 형태의 이질성,

국가 간ㆍ국가관계 간 비대칭성 등의 역내 지정학적 조건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

는지를 모색할 것이다. 끝으로 한반도분단체제의 동아시아적 규정성과 한반도평

화체제 구축의 동아시아적 의의를 규명해 동아시아 담론의 대안적 이론화를 시도

할 것이다. 이것은 여러 계열의 동아시아 담론이 산출해낸 다양한 쟁점이 집약되

며, 역내 타국의 지역구상과 더불어 국가 간ㆍ국가관계 간 비대칭성 등 역내의

지정학적 조건에 관한 고찰을 요구하는 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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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아시아 지역상의 유동성

‘무엇이 동북아냐’라는 범주 설정의 문제가 있어 왔다. 어떤 개념적 차원을 중시하

느냐에 따라 지리적 범주, 가치지향적 범주, 인식적 범주 등등 범주 설정에 있어

여러 잣대가 있을 수 있고, 실제 이런 잣대들을 두고 논란이 있어 왔다. 범주 설

정에 있어 현실적 어려움은, 외연을 넓히면 원래 취지가 무색해져 초점이 흐려지

는 등등의 자명한 문제가 발생하고, 좀 분명하게 하기 위해 좁히면 ‘협소한 것 아

니냐’ 이런 문제제기가 나온다.370)

동북아시대위원회가 작성한 『참여정부의 동북아시대구상』에 나오는 문장이

다. 동북아의 지역 범위 설정에 관한 문제제기에 답하는 대목인데 논란과 난점을

저렇게 정리하고는 답변을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과 난점은 당연히도 동북아가 아닌 동아시아라는 지역상을 두고서

도 생겨난다. 인용구에 따르자면 동아시아는 동북아보다 외연을 넓힌 경우로서

“초점이 흐려지는” 문제가 따르게 될 것이다. 확실히 다양한 가치지향의 각축장

이 되고 있는 동아시아는 동북아시대위원회가 한반도와 주위 4대 강국이라고 상

정한 동북아에 비해 지역 범위가 불분명하고 유동적이다.

그런데 지역 범위의 유동성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동아시아에만 국한된

특징도 아니다. 지역(region)을 지대(area)와 구분하자면 지역은 같은 지대에 속한

다는 지리적 연관을 가질 뿐 아니라 정치적ㆍ경제적ㆍ사상적ㆍ문화적으로도 긴밀

하게 연관된 공간이다. 분명 지역의 경계는 지리적 경계일 뿐 아니라 지정학적ㆍ

지경학적ㆍ지문화적 경계이며, 때로는 가치판단의 경계이기도 하다.371) 따라서 동

370) 동북아시대위원회, 2006,『참여정부의 동북아시대구상』,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17
쪽.

371) 미일동맹에서 지역 범위(관할 범위)는 군사 개입의 영역을 뜻하기도 했다. 2005년에는 미육
군 제1군단의 일본 이전을 두고 논란이 뜨거웠다. 미육군 제1군단은 인도양과 중동, 중앙아시아
까지를 관할하는 부대인데 미일상호방위조약의 ‘극동구’ 조항과 충돌할 여지가 있었던 것이다. 
미일상호방위조약은 미군 주둔의 목적을 “극동 지역의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기여할 것”이라
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일본 정부의 공식 해석은 극동이 일본과 일본 주변 지역, 필리핀 이북 
지역까지를 의미한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미육군 제1군단의 일본 이전을 두고 일본 정부 내
에서는 미일동맹의 재조정이 상호방위조약, 특히 ‘극동’ 조항의 범위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려면 ‘극동’을 보다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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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는 지리ㆍ역사ㆍ정치ㆍ경제ㆍ문화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지정학적ㆍ지경학적ㆍ지문화적 개념으로 사고해야 하며, 그 지역 범위는 응

당 유동적일 수 있다.

그러나 지역 범위를 확정할 수는 없더라도 사회학적 사실로서 공유할 수 있을

만한 윤곽과 논리를 갖추지 못한다면 지역 개념으로서 실격이라는 점 또한 자명

하다. 따라서 동아시아라는 지역 범위의 윤곽을 그려내기 위해 자의적이지 않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참고로 삼을 만한 것이 러셋의 『국제지역과

국제체제』에서 제시된 지역 정의의 세 가지 기준이다.372) 세 가지 기준이란 물

리적 근접성, 상호연계성, 동질성인데 간단히 살펴보자면 첫째, 물리적 근접성에

서는 강ㆍ산ㆍ바다 등이 일반적으로 경계의 지표 역할을 한다. 그 경계 안에 속

하는 근접한 공간을 같은 지역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통ㆍ통신 수단의

발달로 물리적 경계의 중요성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둘째, 상호연계성, 특히 경

제 영역의 상호연계 정도로써 지역을 정의하는 것이다. 그 경우 지역이란 무역ㆍ

생산ㆍ관광ㆍ노동의 흐름 등 경제 거래의 밀도가 높게 형성되는 지대를 가리킨

다. 냉전기에는 유럽의 동구권과 서구권, 동아시아의 대륙세력권과 해양세력권처

럼 그 경계가 비교적 뚜렷했다. 그러나 냉전의 종언 이후에는 경계가 회색지대의

양상을 띠곤 한다. 셋째, 동질성을 기준으로 지역을 정의하는 것이다. 이 경우는

문화가치ㆍ경제체제ㆍ정치체제ㆍ삶의 양식 등이 중요 변수로 거론된다. 다만 변

수가 많고, 어떤 변수를 보다 중시할 것인지에 관해 합의를 도출해내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남는다.

이제 러셋이 제시한 세 가지 기준을 동아시아에 적용해보자. 첫째, 물리적 근접

성에 따라 동아시아를 구획해볼 수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상위 범주인 아시아

가 유라시아 대륙에 속한 까닭에 그 외연이 모호한데다가373) 동아시아는 동쪽으

로는 태평양을 경계로 두지만 대륙 쪽에서는 거대한 산맥이나 강으로 경계를 가

르기가 어렵다. 개념상으로는 동아시아를 서아시아의 맞은편으로 간주할 수 있지

만, 그러면 외연이 지나치게 넓고 내부가 이질적이어서 설득력이 약해진다. 한편

372) Bruce Russett, 1967, International Regions and the International System, Greenwood 
Press.

373) 이 난제는 지리적으로는 대체로 아시아가 아닌 유럽에 속한다고 간주되는 러시아가 안보적 
시각의 동북아 구상에서는 포함되는 식으로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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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의 구분법에 따르면 동아시아란 동쪽으로는 일본으로부터 서쪽으로는 미얀마

에 이르며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몽골, 타이완이 포함된다. 이

러한 동아시아의 외연이라면 동북아와 동남아가 동아시아를 양분하는 하위 단위

가 된다. 그러나 한국지식계의 동아시아 담론에서는 여러 계열이 이런 구분법에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확인했다.

둘째, 상호연계성에 따라 동아시아를 구획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동아

시아가 냉전기에 양분되어 있었으며, 자유주의 진영에 속하는 한국ㆍ일본ㆍ타이

완 등은 산업구조의 특성으로 미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과도해 기형적 형태를

띠게 된다. 탈냉전기에는 중국과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내 국가들 사이에

서 높아졌지만, 북한과 일본을 비교하면 금방 알 수 있듯이 경제 규모가 차이나

고 동맹관계도 달라서 역내 국가들 간 상호의존의 양상과 강도 역시 크게 달라진

다. 그리하여 동아시아 담론에서는 지수화할 수 있는 현재의 상호연계 정도보다

앞으로 추구하려는 관계 설정이 동아시아의 지역상을 구상할 때 보다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물론 이 경우 관점에 따라 지역 범위는 달라진다.

지경학적 관점에서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이 분명히 인식되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개별 국가가 아닌 아세안이라는 지역연합의 형태로 들어온다. 그리고

막대한 자원을 보유한 러시아의 존재가 부각된다. 한편 북한의 존재감은 줄어든

다. 이렇게 구도되는 동아시아는 세계 GDP의 20%를 점하는 거대 지역이다.374)

APEC의 경우라면 그 외연이 보다 넓어진다. 거꾸로 황해권의 동아시아도시회의,

환동해도시회의처럼 보다 구체적인 경제 목표에 입각해 지역을 한정하는 지경학

적 관점도 존재한다.375)

지정학적 관점에서는 정치ㆍ군사ㆍ안보의 측면에서 영향력이 크고 이해관계가

긴밀한 국가들이 포함되는데, 그 경우 동아시아의 범위는 광활해진다. 중국과 일

본은 물론이고 유럽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가 포함되며, 다른 대륙에 속한

미국이 동아시아의 주요 국가로 부상한다. 또한 정치안보 영역이라면 경제 영역

에서는 그다지 언급되지 않던 북한이 존재감을 더한다.

374) 안충영, 2004,「동북아경제통합의 비전과 FTA추진」,『외교』69호, 74쪽.

375) 이철호, 2007,「동아시아 국제관계의 공간적 변용과 해양아시아 : 대륙-해양의 역학에 대한 
비판지정학적 이해」,『동아연구』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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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동질성 내지 응집요소를 기준으로 동아시아를 구획할 수 있다. 이러한 응

집요소로서는 문화적 전통처럼 이미 존재하는 것이 있다면, 국제협약처럼 앞으로

만들어낼 것도 있다. 먼저 지문화적 관점에서는 앞서 확인했듯이 한자를 사용하

고 유교 등의 문화습속을 공유하는 지역을 동아시아로서 표상하곤 한다. 그 경우

는 한국ㆍ북한ㆍ중국ㆍ일본ㆍ타이완과 동남아 국가들 가운데는 한자문화권에 속

해 있던 베트남과 화교의 비율이 높은 싱가포르가 들어올 수 있다. 그러나 기본

적으로는 한중일 삼국 중심의 표상방식이어서 삼국 중심주의, 동북아중심주의라

는 비판을 사기도 한다. 유엔의 기준에 따라 동아시아를 동북아와 동남아의 상위

범주로 간주한다면, 동아시아에서는 문화적 동질성을 추출해내기가 어려워진다.

공통언어가 존재하지 않고 유교ㆍ불교ㆍ회교ㆍ기독교 등의 문화적ㆍ종교적 차이

로 인해 이질성이 크다. 다만 역사적으로 중화 제국질서의 자장 안에 있었고, 일

본제국주의의 판도에 포함되었다는 역사적 공유점과 특히 오늘날에는 아세안+3

이라는 협력체가 존재한다는 것이 응집요소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러셋이 제시한 세 가지 기준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동아

시아 지역상의 특징이 있다. 동아시아는 역내 정치 단위의 역학관계에 따라 유동

한 산물이자 역외 세력이 구획한 타율적 소여였던 것이다. 실상 물리적 근접성ㆍ

상호연계성ㆍ동질성이라는 기준보다 이러한 내외의 힘관계가 동아시아라는 지역

상을 형성하는 데 관건적으로 작용해왔다.

동아시아라는 지역상에는 여러 전사가 있다. 역사적으로 이 지역을 서양 진출

의 시기(19세기 후반), 내부 침략의 시기(20세기 전반), 냉전의 시기(20세기 중반),

탈냉전기(20세기 후반 이후)로 구분해본다면 각각의 국면마다 지역명도 달라졌다.

단지 이름만 바뀐 게 아니다. 지역의 구획과 지역명의 변화는 광의의 지적ㆍ전략

적 활동의 산물이다. 그리고 공간은 시간의 퇴적 위에 존재한다. 동아시아라는 지

역상에는 동양, 아시아, 동아, 극동 등 지나간 과거의 지역상들이 새겨져 있다. 각

각의 지역상은 새로운 지역상이 등장한다고 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뒤이어

등장하는 지역상 속으로 스며들고 누적된다.

동양과 아시아는 이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한 공간을 지시하는 데 사용

되었으니 동아시아라는 지역상의 역사적 모체로는 동아와 극동을 꼽아야 할 것이

다. 두 가지 지역상은 이 지역을 두고 각축을 벌였다. 그 각축은 군대를 동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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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충돌도 초래했다. 범박하게 말해 동아는 탈아를 기도했던 일본이 지역의

패권자로 귀환하며 제시한 지역상이었다. 지역상으로서 동아가 갖는 의미는 두

가지다. 일본적 오리엔탈리즘에 기대어 중화문명권을 대체하려고 내놓은 지역상

이자, 극동이라는 유럽중심적 지식권력구조에 맞서기 위한 지역상이었다. 그리고

1941년 대동아전쟁의 발발과 함께 일본 제국주의의 전략적 시야가 동남아와 남태

평양으로 확대되자 동아에서 대동아라는 광역권 개념이 파생되어 나왔다.

그러나 일본은 패전했고 그것은 동아라는 지역상의 패배이기도 했다. 동아가

무너진 자리에 극동이라는 지역상이 귀환했다. 일본을 격파하고 점령한 미군은

극동군사령부(Far East Command)였고, 일본의 점령관리는 극동위원회(Far

Eastern Committee)가 맡았으며, 일본의 전쟁범죄는 극동국제군사재판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에서 심리되었다. 그리고 극동

군사령부는 ‘대동아전쟁’이라는 명칭을 금지되고 ‘태평양전쟁’이라고 부른다고 선

포했다.

한편 동아시아라는 지역상은 전후 미국의 정치적ㆍ학술적 구획의 필요에 따라

극동에서 분식되어 나왔다. CIA는 전후에 극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그것을

“이란 동쪽, 소련 남쪽의 아시아와 주요 열도들”로 정의했다.376) 그러다가 1966년

국무부 지역국의 명칭이 ‘극동국(Bureau of Far Eastern Affairs)’에서 ‘동아시아

태평양국(Bureau of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으로 변경되었다.377) 전자의

‘극동’은 ‘동아시아(일본, 한국, 타이완), 동남아시아(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타

이, 베트남), 남서태평양(오스트레일리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필리

핀, 남태평양제도) 및 ‘아시아 공산권(홍콩, 마카오, 중국)’을 포괄하고 있었다. 그

런데 후자의 동아시아태평양국은 동아시아와 태평양을 의식적으로 구분했다. 따

라서 그때의 동아시아란 극동에서 태평양 제국을 뺀 지역, 즉 동남아시아와 동북

아시아를 합친 범위에 가까웠음을 알 수 있다. 즉 동아시아의 지역 범위가 확장

376) CIA, "ORE 69-49 Relative US Security Interest in the European-Mediterranean Area 
and the Far East" 12 Sept 1949, PSF: Intelligence File, HSTP, box 257, HSTL.

377) United States Government Organization Manual, 1965-1966(Washington, D, C : 
Federal Register Division,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Service,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1965), p. 87 United States Government Organization Manual, 1968, 1969, 
p.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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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이다.

학술적 접근을 살펴보자면 1950, 60년대 미국의 아시아연구는 ‘아시아연구 협

회’(Association for Asian Studies)가 주도했는데 이것의 전신은 1948년 창설된

‘극동협회’(the Far Eastern Association)였다. 극동협회는 1956년 아시아 연구협

회로 재편되었고, 아시아연구 협회는 미국 정부의 아시아 정책에 발맞춰 아시아

를 ‘동아시아’(East Asia), ‘동남아시아’(South-East Asia), ‘서남아시

아’(South-West Asia)로 구획해 전문화된 연구체계를 정비해냈다.378) 그리고

1957년 하버드 대학은 ‘동아시아학센터(Center for East Asian Studies)’를 발족시

켜 현대중국사 전문가인 존 페어뱅크를 초대소장으로 영입했다. 1년 뒤에는 하버

드 동아시아학센터가 그 하위분과로 한국학과 관련된 강좌를 신설하고 한국학 정

규교수직(tenure)을 마련해 ‘중국-일본-한국’의 삼 분과로 이루어진, 현행의 미국

내 동아시아학 모델이 등장했다.379)

이처럼 동아시아는 서구의 식민주의적 확장을 역사적 밑그림으로 전후 초강대

국 미국이 지역 정책의 필요성에 따라 구도한 지역상이다.380) 그것은 동아라는

일본제국의 지역상이 패배했으며 극동이라는 지역상으로 대변되는 유럽중심적 지

식권력구조가 미국중심적 지식권력구조로 전이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간과해

서는 안 될 것은 동아라는 지역명은 대동아전쟁의 패전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

378) Mark T. Berger, "Decolonialisation, Modernization, and Nation-Building: Political 
Development Theory and the Appeal of Communism in Southeast Asia, 1945-1975", 
Journal of Southeast Asia, 34(3), pp. 421~448, 432.

379) 그러나 미국 동아시아학 내에서 일본ㆍ중국ㆍ한국의 학문적 지위는 결코 등가적이지 않았
다. 동아시아가 학술 용어로 널리 사용된 것은 페어 뱅크와 라이샤워의 공저인 『동아시아: 위
대한 전통East Asia : The Great Tradition』(1960)이 출간되면서인데, 여기서는 일찍이 근대
화를 달성한 일본 문화가 동아시아의 전범처럼 기술되었으며, 중국이나 한국 문화에 대한 서술
에도 일본 동양학의 입장이 다분히 반영되었다. 또한 한국 전문가들은 그 전신이 많은 경우 일
본통이었다(장세진, 2012,「라이샤워, 동아시아, ‘권력/지식’의 테크놀로지」,『상허학보』36집).

380) 황동연은 ‘동아시아’란 지역민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을 정신적ㆍ물리적으로 정
복하기 위해 미국의 지역연구가 창안한 지역 개념이니 ‘동부아시아’로 대체하자고 제안한다(황
동연, 2009,「지역시각, 초국가적 관점, ‘동부아시아’ 지역개념과 ‘동부아시아’ 급진주의 역사의 
재구성 시론」,『동방학지』145호, 274쪽). 그러나 지역명은 사회적으로, 나아가 국제사회적으
로 통용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동아시아라는 지역상에 기입된 타율성은 지역명을 바꾼다고 
지워지지 않으며, 그 타율성의 흔적이야말로 지역에 관한 사고를 심화하는 데서 요긴한 역사적 
자원이다. 그리고 동아시아라는 지역명의 용례에는 미국식 지역학의 지역 분할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담겨 있으니 동아시아라는 지역명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기보다는 그 지역명의 복합성을 
유념하며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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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고 동아시아는 극동에서 파생되어 나왔지만, 동아라는 지역상은 동아시아 속에

서 살아남았다는 사실이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미국은 일본 범아시아주의의 부활을 경계했지만,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미일안보조약을 통해 미국에 대한 독소는 제거

하되 일본 중심의 위계적 지역분업체계의 골격을 갖춘 대동아공영권의 경제적 연

계망을 부분적으로 복원시켰다. 그리하여 전후에 등장한 동아시아라는 지역상은

제국의 지형과 냉전의 대립이라는 이중적 조건으로 뒤틀린 것이었다. 동아시아는

동아에 대한 아시아적 해결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로 미국과 소련의 각축 속에서

분할되었다. 그리하여 위쪽의 동아시아에서는 과거 러시아제국과 중화제국의 잔

영을 간직한 대륙의 사회주의권이 형성되었고 아래쪽의 동아시아에서는 유럽의

‘극동’과 대결하며 일본 제국이 추구했던 ‘동아’라는 지역상이 ‘거대한 초승

달’(Great Crescent) 지역을 확보하려는 미국의 지정학적 구도 안에서 온존되었

다. 아래쪽의 동아시아는 군사적으로는 한미일 삼국 관계가 골격을 이루고 경제

적으로는 일본 중심의 수직적 경제구조가 짜여 그렇게 일본은 동아시아로 복귀했

던 것이다.381) 한편 비동맹노선으로부터 제3세계주의에 이르는 연대 운동의 대두

와 발전 가운데 진영 간 대립구도를 넘어선 인터내셔널리즘의 지향도 존재해왔음

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전후 중국의 지역 인식을 이해하려면 결락해서는

안 될 지점이다.

이렇듯 동아시아는 국민국가체계가 도입되면서 발생한 내부의 침략과 피침략,

그리고 서양과의 유착과 대항, 냉전체제의 성립에 따른 분단의 지역상이었다. 동

아시아는 문명권ㆍ제국ㆍ진영ㆍ권역 등 다양한 층위에서 표상되었으며, 차라리

그렇듯 다양한 표상들이 경합하는 부지가 동아시아였기에 일관된 지역상으로 정

립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냉전의 종언으로 인해 동아시아라는 지역상은 내

적 분단을 극복할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나아가 한국지식계는 동아시아를 대안

적 지역상으로 조형해내려 했으며, 한국 정부는 동아시아 지역주의 구상을 제출

하기에 이른다.

381) 백원담, 2007,「전후 아시아 사회주의권에서의 아시아주의」,『문화과학』52호, 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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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아시아 지역상의 동아시아적 외연 

   : 중국과 일본 정부의 지역구상과의 비교를 통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는 아시아태평양시대라는 새로운 시대가 전개되

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인 신 기운을 조성함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담당했

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사에 객체적 위치에서 그 주체적 위치로 올랐다는 사실

을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서구와 접촉하기 시작한지 백 년, 은둔과 쇄국을 고집하

여 역사의 권외에 떨어져서 아시아적 정체와 후진의 구관을 탈피하지 못했던 우

리 민족이 이제 국제사회의 새로운 기운을 조성하여, 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방

향과 질서를 주는 길잡이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민족적인 긍지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382)

지금 우리는 다시 세계사적 전환점에 직면해 있습니다. 도약이냐 후퇴냐, 평화냐

긴장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 우리의 역사는 도전과 극복의 연속이었습니

다. 열강의 틈에 놓인 한반도에서 숱한 고난을 이겨내고, 반만년 동안 민족의 자

존과 독자적 문화를 지켜왔습니다. … 이제 우리의 미래는 한반도에 갇혀 있을 수

만은 없습니다. 우리 앞에는 동북아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근대 이후 세계의

변방에 머물던 동북아시아가 이제 세계 경제의 새로운 활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

다. … 우리 한반도는 동북아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 21세기 동북아 시

대의 중심적 역할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383)

첫째 발언은 박정희, 둘째 발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연설로부터 취한 것이다.

첫째 발언은 아시아태평양시대의 개막을, 둘째 발언은 동북아시대의 도래를 역설

한다. 각각 냉전기와 탈냉전기에, 그리고 아시아태평양과 동북아라는 지역상으로

써 한국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지역구상의 시대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과 동북아라는 지역상은 외연과 내포가 크게 다르다. 그러나 위의 인용구

들은 아시아태평양과 동북아라는 지역명을 호환해도 될 만큼 논지와 논조와 논리

가 닮아있다. 인용구들은 공히 새로운 시대를 아시아태평양시대, 동북아시대처럼

특정 지역명과 결부해 표상하며, 그 지역에서 한국을 중심에 위치시켜 새로운 시

382) 대통령비서실, 1968,『박정희대통령 연설문집』4집, 동아출판사 공무부, 41쪽.

383) 노무현 대통령 취임사, 2003,「평화 번영 도약의 시대를 열자」2003년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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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는 한국이 그간의 핍박을 극복하고 지체로부터 벗어나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

리라고 전망한다.

발언이 나온 시대도 맥락도 다르고, 발언자의 정치적 지향도 지극히 다른 두

인용구가 이처럼 닮아 보이는 데는 국정책임자의 연설문이라는 인용구의 성격과

닮아 보이는 일부만을 취한 인용자의 편집방식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언 내용의 시대 인식과 지역 인식에서는 한국 중심주의가 공히 확인

된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또한 발언자가 기대한 모습의 아시아태평양시대

도 동북아시대도 도래하지 않았다는 역사적 사실도 또하나의 중요한 공통성일 것

이다.

지역상 모색은 필요성과 현실성 간의 긴장관계 사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한

국지식계의 동아시아 담론, 한국 정부의 동아시아 구상은 한국 측의 필요성이 짙

게 투영한 나머지 지역상이 협소해진 측면이 있다. 즉 은연중에 한국을 중심에

두는 상상된 지도로 동아시아를 그려낸 것이다. 그러한 동아시아상은 그 범위 안

에 들어가는 타국으로부터 공감을 얻어낼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그렇다면 그러

한 동아시아상에 기반한 지적 담론이나 정책 구상도 지역화(=동아시아화)되지 못

한 채 자칫 국내에서만 통용되는 내수용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그렇지 않으려

면, 즉 동아시아 담론이 그야말로 동아시아적 담론이 되기 위해서는 역내 타국과

의 공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며, 아울러 한국의 동아시아 담론이 지니는 특징을

탐구하려면 중국과 일본의 동아시아 담론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이제 한국발 동아시아 구상의 현실성을 따져보기 위해 역내 주요 타국인 중국

과 일본 정부의 동아시아 구상으로 향하겠다. 2부 6장에서 확인했다시피 양국은

한국의 동아시아 구상이 유인하려는 핵심 국가이며, 대별되는 동아시아 구상을

수립하고 있는 만큼 양국의 동아시아 구상은 한국발 동아시아 구상의 현실성을

검증할 때 중요하고도 유용한 참조점이 될 것이다.

중국과 일본 역시 한국처럼 동아시아라는 지역상에 자국의 기획을 투사하고 있

다. 그런데 지정학적 조건, 대외관계의 양상과 경제정책의 방향이 이질적이어서

양국의 동아시아 구상은 주도권ㆍ규범ㆍ지향ㆍ활동방안ㆍ제도화 수준에 관해 입

장 차이가 크다. 지역구상에서 가장 기초적인 내용인 지역 범위에 대해서조차 의

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 상태다. 그러나 지역 범위는 지역구상의 주도권ㆍ규범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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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ㆍ활동방안ㆍ제도화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기초적이

자 관건적이다. 달리 말해 지역 범위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도출되었다는 것은

해당 지역구상의 주도권ㆍ규범ㆍ지향ㆍ활동방안ㆍ제도화 수준에 관한 입장 차이

가 상당 부분 해소되었음을 뜻한다. 양국의 동아시아 구상은 뚜렷하게 다른 특징

을 보이고 있으며, 그런 만큼 양국의 동아시아 구상을 비교하고 그것을 다시 한

국의 동아시아 구상과 견준다면, 한국발 동아시아 구상이 동아시아적 구상으로서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1) 중국 정부의 동아시아 지역상의 특징

한국지식인들은 종종 중국이 동아시아 의식을 결여하고 있다고 평한다. 그리고

그 이유로 뿌리 깊은 중화주의를 거론하곤 하는데 중국인은 자국을 중심에 두고

사고하거나 중서구도로써 세계를 대하는 식이어서 동아시아 인국에 대한 수평적

시각이 결여되어 있고 인식 자체가 희박하다는 것이다.384)

그러나 동아시아적 의식, 수평적 시각을 강조하는 논자들은 규모의 차이를 간

과하고 국민국가라는 일률적 전제 아래 한중일이라며 중국을 동아시아의 일국으

로서 등가적으로 병렬하곤 한다. 그런데 쑨거가 말했듯이 중국인이 중국을 아시

아의 중심, 최소한 동아시아의 중심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대국이라는 지리적 실

체성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385) 왕후이 또한 중국을 인식할 때는 내부적 문화

의 다양성과 외부적 국제관계의 다자성이 주목하라고 당부한다.386)

확실히 중국은 대국이다. 일본처럼 국력 수준을 보여주는 여러 지표상의 대국

일 뿐 아니라 문자 그대로 큰 나라다. 중국의 지리적 규모는 중국 지식인의 시각

이 국경의 동부, 즉 동아시아에 국한될 수 없는 중요한 이유로 작용한다. 중국은

북동쪽으로 한반도ㆍ러시아, 서쪽으로는 카자흐스탄ㆍ키르기스스탄ㆍ타지키스탄

ㆍ아프가니스탄, 남서쪽으로는 인도ㆍ파키스탄ㆍ네팔ㆍ부탄, 남쪽으로는 미얀마ㆍ

베트남ㆍ라오스, 북쪽으로는 몽골ㆍ러시아연방과 각각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 한

384) 고성빈, 2009,「중국의 동아시아담론」,『국제지역연구』18권 3호, 64~66쪽.

385) 쑨꺼, 2013,「아시아를 말한다는 딜레마」,『사상이 살아가는 법』, 윤여일 옮김, 돌베개, 
301쪽.

386) 왕후이, 2003,『아시아 상상의 계보』, 이욱연 외 옮김, 창작과비평, 2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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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식계의 동아시아 담론은 어떤 계열이든 중국을 동아시아의 일국으로 표상하

지만 중국은 한국ㆍ일본과 함께 동북아시아, 남쪽의 태국ㆍ미얀마ㆍ말레이시아ㆍ

싱가포르ㆍ인도네시아 등 아세안에 속한 국가들과 함께 동남아시아, 북쪽의 우즈

베키스탄ㆍ타지키스탄 등과 함께 중앙아시아, 서쪽의 인도ㆍ네팔 등과 함께 남아

시아라는 권역을 구성할 수 있다. 현실이 이렇다면 한국에 비해 중국은 동아시아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추궁은 중국중심주의를 겨냥하는 진술처럼 보이지만 실

은 한국을 척도로 삼아 중국을 대하는 한국중심주의를 드러내는 진술일 수도 있

다.

더구나 중화주의가 중국 사회에서 사고양식으로 존재하고 기능하더라도 그것이

그대로 대외관계관에 반영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렇다면 동아시아 의식의 결

여와 중화주의를 단선적으로 관련짓기보다는 중국의 동아시아 의식이 어떠한 특

징을 지니는지, 중앙아시아ㆍ남아시아 등에 비해 중국은 동아시아라는 지역상을

얼마나 중시 혹은 경시하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물론 중국은 동아시아 의식이 부족하다는 자성의 목소리는 중국지식계 안에서

도 존재한다. 방금 언급한 쑨거와 왕후이의 진술도 중국지식계가 동아시아 시각

을 결여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대목에서 나온 것이었다.387) 중국사회과학원 근대

사연구소 소속의 쉬슈리는 「중국의 동아시아 의식과 동아시아 서술」을 통해 중

국에서 동아시아 의식이 부족한 이유로 네 가지를 꼽는데 참고할 만하다. 첫째,

전근대에 중국은 오랫동안 천하의 중심임을 자처해온 까닭에 명확한 지역 구분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다. 둘째, 근대에 중국은 강대한 민족국가 수립이라는 급선

무로 인해 지역 인식에 큰 비중을 두지 못했다. 셋째, 서구의 충격에 대한 동아시

387) 한국지식계에서 나온 중국의 동아시아 의식에 관한 논문들을 보면 한국어로 번역된 몹시 제
한적인 중국어 문헌, 그것도 중국의 비판적 지식인들이 작성한 문헌 안에서 중국지식계의 동아
시아 의식의 결여를 지적한 대목(왕후이, 2003,『아시아 상상의 계보』, 이욱연 외 옮김, 창작
과비평, 247쪽; 쑨거, 2003,『아시아라는 사유공간』, 류준필 외 옮김, 창작과비평, 32쪽 등)을 
전거 삼아 중국의 동아시아 의식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동아
시아 의식의 결여 원인으로 꼽은 중국의 지리적 규모ㆍ지정학적 조건ㆍ역사적 경험에 관한 고
찰은 게을리 한다. 한편 일본의 비판적 지식인들이 자국의 민족주의를 비판한 논의가 한국지식
계에서는 오히려 (저항)민족주의를 강화하는 회로 또한 존재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회로는 서
로를 보완해 한국지식계의 동아시아 시각이 한국의 민족주의에 대한 자성 없이 중국과 일본의 
패권주의를 규탄하는 데 활용되기도 한다. 이런 편향은 중국과 한국, 일본과 한국 사이에 존재
하는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류준필, 2005,「우리에게 중국이란 무엇인
가」,『문학과사회』69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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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각국의 대응이 달랐고 이후 근대화의 행보도 달라 동아시아를 운명공동체로서

간주하기가 어려웠다. 넷째, 중국은 근대에 들어 가장 커다란 상처를 동아시아에

속한 일본으로부터 입었고 그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다.388)

쉬슈리의 이러한 분석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아시아를 분열시켰던 냉전대립

과 동아시아를 초과하는 제3세계주의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쉬슈리는 중국인의 심상지리에서 동아시아 의식을 빈약하게 요인들로 전근대기

내지 개혁개방 이전의 것들을 꼽고 있다. 그렇다면 역의 시각에서 개혁개방과 탈

냉전 이후에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국제관계의 심화, 지역화 추세 등으로 중국이

근린외교에 적극 나서고 지역 인식을 구체화해야 할 필요성이 늘어났으리라고 예

상할 수 있다.

또한 쉬슈리가 거론한 네 가지 요인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영향력이 약화되

거나 꼭 동아시아 의식을 빈약하게 만드는 방향으로만 작용하지는 않는다고 보아

야 할 것이다. 쉬슈리가 꼽은 첫째 요인인 천하관이 19세기 중반 이후 중국의 세

계인식과 지역감각을 좌우해왔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 또한 천하관과 구분해

서 접근해야 할 중화주의는 ‘중국 대 서구’라는 이원론적 세계인식의 저변을 이룬

다고 지목되지만, 중화주의가 중국의 사회심리적 토양으로서 얼마나 깊게 자리잡

고 있는지, 또한 그것이 대외외교에서 어느 정도의 강도로 반영되는지는 간단치

않은 분석을 요구하는 논제일 것이다. 일례로 미국과 중국을 세계의 초강대국으

로서 묶어 지칭하는 G2라는 개념은 한국의 담론장에서만큼 중국의 담론장에서,

특히 공적 개념으로는 자주 사용되지 않는다. 중화주의의 존재와 부정적 기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389) 그에 관한 해석에는 중국위협론과 같은 한국 측의 중국

관이 반영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천하관, 중화

주의와 구분해서 접근해야 할 대국의식은 인국에 대한 경시 풍조의 원인으로 거

론되곤 하는데, 그러한 대국의식이 국제관계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는 다른 대국

388) 쉬슈리, 2010,「중국의 동아시아 의식과 동아시아 서술」,『역사적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의 
아이덴티티와 다양성 』, 동북아역사재단, 119~124쪽.

389) 이동연은 중국의 학계에서는 중화중심주의로 인해 자본주의 근대화에 대한 반성과 해체에서 
기원한 오리엔탈리즘ㆍ탈식민주의ㆍ해체주의ㆍ제3세계론 등의 담론들이 자본주의화된 중국 현
실에 대한 분석과 비판보다는 서구 문화의 패권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기능한다고 지적한다(이
동연, 2007,「동아시아 담론 형성의 갈래들」,『문화과학』52호, 1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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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특징 내용

1949년 - 

1960년대 말
상대적 고립

1949년 신중국 성립 이후 냉전 초기에는 소련 일변도의 대외정

책을 고수했다. 국제기구로부터 고립되어 중국이 아닌 대만(중화

민국)이 국제기구에서 대표성을 가졌다. 하지만 반둥회의를 주도

하는 등 제3세계에서는 입지를 구축했다.

1970년대 초 - 

1980년대 말
부분적 참여

소련과의 갈등을 빚고 관계가 이완되었으며 미국과 수교를 맺었

다. 이후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대표성을 확보했다. 다자외교에

참여했으나 의제 제안의 역할은 거의 맡지 않았다.

1990년대 초- 

1990년대 말
참여 확대

냉전의 종식 이후 지속적 경제발전 및 국내정치의 안정을 위해

다자외교에 주력했다. WTO에 가입해 국제체제로의 편입이 심화

되고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지역주의 행보에 적극 나섰다.

과의 비교를 거쳐야 그 속성과 정도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천하관과

중화주의를 섣불리 대국의식의 인식틀과 토양으로 단정하고 대국의식을 곧장 패

권주의와 등치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런 식의 접근은 동아시아가 직면

한 여러 과제에 대한 분석적 접근에도 실천적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

다.

탈냉전기에 중국 정부는 기존의 비동맹주의를 청산하고 다자주의와 동반자유대

정책을 양축으로 삼아 다극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네 가지 권역(四環)에서 협력권 구상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동아시아에서는 아세

안+3, 아세안+1, 동아시아정상회의, 6자회담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중앙아

시아에서는 상하이협력기구(SCO)를 결성해 주도하고 있으며, 남아시아에서는 남

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에 옵저버로 참여하고 있으며, 북아시아에서는 러시

아ㆍ몽고와의 삼자 협력을 통해 자원 개발을 시도하는 중이다. 만약 천하관이나

중화주의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현재 지역 인식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지역 인식을 사방으로 전개시켜 중국적 지역상을 구축하는 데서 기능한다

고 봐야할 것이다.

쉬슈리가 거론한 둘째 요인은 민족국가 건설기에는 지역적 시야를 마련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중국의 외교적 행보를 장기적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점차 지역 협력을 중시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1] 신중국 성립 이후 중국 정부의 다자외교 정책



- 242 -

2000년대 초 

이후
주도적 참여

9ㆍ11 테러 이후 비전통적 안보 이슈를 중심으로 미국과 협조하

며 주변 국가들과의 다자협력체제 구축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상하이 협력기구, 아세안안보포럼, 아세안+3, APEC 등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거나 그 기구들을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참고 : 이태환, 2008,「동아시아 공동체와 중국」,『동아시아 공동체 신화와 현실』, 동아시아연구원, 141쪽

마지막 국면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2003년 후진타오 체제가 등장하며

대외정책의 방침은 기존의 도광양회(韜光養晦)390)에서 유소작위(有所作爲)와 화평

굴기(和平崛起)로, 다시 2006년에는 화자위선(和字爲先)으로 조정되었다. 방침과

실질 간에는 괴리가 있기 마련이나 대외정책의 기본 방향은 국가 이익과 긴밀히

관련된 주변 지역 문제에 대해 적극적 역할을 맡고 책임을 진다는 쪽으로 조정되

었으며, 여기에 걸맞는 여러 지역협력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쉬슈리가 거론한 셋째 요인은 서구의 충격 이후 동아시아 삼국의 행보가 달라

서 유기적 관계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확실히 삼국은 서구의 충격 이후

중국을 포함해 탈중국화를 거치며 국가를 재형성했고, 냉전기에는 진영을 달리해

적대관계에 놓였으며 근대화 방식의 차이도 간극을 키웠다. 문화적 동질성에 근

거해 동아시아적 정체성을 호소한들 한 세기에 걸쳐 축적된 단절과 괴리는 좀처

럼 좁혀지지 않는다. 그러나 탈냉전기로 접어들며 역내 교류가 비약적으로 늘어

나자 삼국의 관계는 몹시 긴밀해지고 있다. 그리고 중국지식계에서도 1997년 동

아시아 경제위기는 지역주의론이 부상하는 촉매제가 되었다. 또한 1998년에는 나

토가 베오그라드 중국대사관을 오폭하는 사건이 발생해 중국의 언론공간에서 미

국 패권주의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했는데, 이 사건 또한 미국 주도의 세계화

속에서 국가주권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간주되어 지역주의 노선에 힘을 실

어줬다.

이처럼 탈냉전기에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추진에 힘을 쏟는 이유로는 크

390) 예즈청은 도광양회에 관해 이렇게 설명한다. “도광은 자신의 명성, 자질, 능력을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며, 양회는 온거하며 때와 기회를 기다리는 것을 뜻한다. 이는 덩샤오핑-장쩌민 시대
에 내정불간섭을 강조해 서방 세계의 중국 내정 간섭을 배제하고 동시에 중국이 다른 나라의 
문제에 개입하는 것도 회피하는 정책을 통해 중국이 국제사회의 강대국과의 정면 대결이나 갈
등을 회피하는 소극적이고 조심스러운 대외정책이라 말할 수 있다”(葉自成, 2003,『中國大戰
略』,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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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세 가지가 거론된다.391) 첫째, 역내에서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제어하고 중국

의 리더십을 확보해 전략적 목표인 ‘조화세계(和諧世界)’를 이룩하기 위해서다. 둘

째, “화목한 이웃, 안정된 이웃, 부유한 이웃”(睦隣, 安隣, 富隣)으로서 이웃국가와

의 신뢰를 증대시키는 선린우호 정책을 기조로 삼아 중국의 부상에 따라 확산되

는 중국위협론을 불식하기 위해서다. 셋째, 주변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중국

에 대한 투자와 주변국과의 무역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공동시장을

창설해 자국뿐 아니라 역내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다. 비록 상

이한 근대화 노정으로 인한 괴리가 지워지지 않고 역사적으로 축적된 관계의 적

대성이 해소되지 않았지만, 추세로 보건대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대한 중국 정부

의 관심과 노력은 심화되고 있으며, 중국과 인국과의 관계도 더욱 긴밀해지고 있

다.

쉬슈리가 거론한 넷째 요인은 일본이 남긴 역사적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고, 동

아시아라는 권역이 대동아공영권을 떠올리게 만든다는 심리적 거부감이었다. 이

것은 동아시아라는 지역상의 심상지리를 결정하는 사회심리적 토양을 짚어낸 중

요한 지적이다. 그러나 중국과 더불어 일본은 동아시아라는 지역상에 실체감을

부여하는 핵심 국가다. 더구나 중국의 지역주의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진출

을 두고 일본과 경쟁하며 구체화된 측면이 크다. 안보적 차원에서도 미국의 미사

일방어체제 추진, 신가이드라인에 기초한 일본의 재무장은 중국의 국방현대화를

가속화하는 동시에 다자주의적 모색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범박하게 말하자면 일본의 존재는 중국으로 하여금 동아시아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라 동아시아로 다가오게 만든다. 일본(과 배후의 미국)의 존재로 말미암아

중국에게 동아시아는 남아시아, 중앙아시아보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대일 수 있

는 것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에 비해 경제

규모가 크고 중국의 교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는

안보 위기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타이완과 북한이 속해 있으며 미국과 동맹관계

로 얽혀 있는 일본과 한국 등 잠재적인 대중국 견제세력이 포진해 있다. 따라서

391) 하도영, 2008,「중국대외정책의 전환에 관한 연구 ‘조화세계(和諧世界)’의 제기와 전략적 의
도를 중심으로」,『동아연구』54집; 한상희, 2002,「동아시아공동체에 대한 한ㆍ중ㆍ일의 인식
과 전략」,『안암법학』15호; 唐世平, 2001,「再論中國的大戰略」,『戰略與管理』4期; 楚樹龍, 
1999,「中國的國家益, 國家量和國家戰略」,『戰略與管理』4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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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차원에서나 안보적 차원에서나 일본이 속해있는 동아시아는 공동협력이

성사될 가능성은 낮은 대신, 공동협력의 인센티브는 타 지역보다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동아시아 의식의 결여 요인이라며 쉬슈리가 거론한 것들은 적어도 중국

정부의 대외정책 차원에서는 그 영향력이 약화되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동아

시아에 대해 정책적 관심을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그 동아시아가 어디를 가리키는

지는 분명치 않다. 한국지식계에서 동아시아의 지역 범위에 관한 논의가 분분하

고 정책적 차원에서도 혼란을 빚듯이 중국지식계와 정부의 용례에서도 동아시아

의 지역 범위는 유동적이다. 중국 정부의 문서나 연구자의 논문을 보면 동아시아

(東亞) 이외에도 동아시아와 포함관계를 갖는 중범위적 수준의 지역 개념으로는

동북아시아(東北亞), 원동(遠東), 아시아태평양(亞太) 등이 등장한다. 한국이 그러

하듯 중국도 자국을 동북아 국가이자 동아시아 국가이자 아시아태평양 국가로서

자리매김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지정학적 자기인식이 이러한

세 층위를 오간다면 중국은 남아시아ㆍ중앙아시아 등의 다른 지역 단위에서, 나

아가 G2나 BRICs처럼 세계적 수준에서 또다른 위상을 가지며, 그렇다면 이렇듯

복잡한 요소들로 구성되는 지정학적 자기정위(定位)의 방정식은 (한국과는 다른

양상으로) 고차원일 테고 천하관이나 중화주의로는 간단히 풀어낼 수 없을 것이

다.

그 중에서 본 연구의 관심사에 따라 동아시아(東亞)의 지역 범위에 관한 인식

을 주목해보자. 1998년 당시 중국의 국가 부주석이었던 후진타오는 아세안+3 정

상회의 연설에서 “동아시아의 일원으로서 중국은 줄곧 동아시아 협력을 강조”해

왔으며 “중국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개발도상국”으로서 “동아시아 발전에서 매

우 커다란 공헌”을 하고 있다고 발언했다.392) 중국이 동아시아에 속하고 또한 중

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은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 등의 대화 자리에서 지도부

등의 입을 통해 종종 등장한다.393) 하지만 중국 정부는 동아시아의 지역 범위에

관한 공식적 규정을 내놓은 적이 없다. 만약 중국 정부가 동아시아의 지역 범위

392) 胡錦濤. 1998. 「胡錦濤副主席在東亞ㆍ導人非正式會晤上的講話」, 1998年 12月 16日, 
(http://my.china-embassy.org/chn/zt/dyhzzywj/dmxlfh18/t299304.htm).

393)  장쩌민 전 주석 역시 중국이 “지리적으로 아시아 중부에” 있으며 “동아시아의 일원”임을 
강조하고 있다. 江澤民, 2006,『江澤民文選』三卷, 人民出版社, 3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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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정한다면 동아시아정상회의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미국, 일본 등과 갈등을

빚을 뿐 아니라 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의 지역 범위에 대한 규정과도 맞물려 지

역 차원에서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한편 중국지식계에서는 동아시아의 지역 범위를 둘러싸고 논의가 분분했다. 하

지만 탈냉전기로 접어든 이래 확인되는 유의미한 경향성으로서 지리적 인접성에

기반하되 지문화적ㆍ지정학적ㆍ지경화적 관련성을 중시하면서 동아시아의 지역

범위가 확장되었다고는 말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동아시아공동체와 같은 지역기

구에 역외 국가인 미국 등이 참여하는 것은 거부하고 있다. 이후 확인하겠지만

이 지점은 일본의 경우와 크게 다르다.

먼저 1990년대 중후반에 나온 논문들을 몇 편 살펴보자. 슝하이탕은 동아시아

를 아시아 동부의 중국(타이완 포함), 한국과 북한의 한반도, 일본 열도와 러시아

의 연해주인 극동 지역 일부를 포함해 ‘5개 국가와 지역’이라고 보았다.394) 관스

제는 동아시아를 중국(타이완, 홍콩 포함), 일본, 한국, 북한과 싱가포르를 포함한

다고 정의했다.395) 뤄롱취는 동아시아가 지리적으로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이

맞닿는 지대라고 정의하며 중국(타이완, 홍콩 포함), 일본, 한국, 북한, 아세안을

포함시켰다.396) 이페이창은 동아시아를 아시아 동부 대륙과 태평양 서부의 섬으

로 간주해 중국 대륙과 타이완ㆍ홍콩ㆍ일본ㆍ한국ㆍ북한ㆍ몽골ㆍ베트남ㆍ라오스

ㆍ캄보디아ㆍ말레이시아ㆍ싱가포르ㆍ인도네시아ㆍ타이ㆍ미얀마ㆍ필리핀ㆍ브루나

이 등의 국가와 지역을 포함시켰다.397)

여기서는 동아시아 지역 범위의 설정 방식과 관련해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중국ㆍ타이완ㆍ한국ㆍ북한ㆍ일본이라는 5개국은 반드시 포함되고 있

다. 한국지식계에서 종종 한중일 삼국만을 일러 동아시아라고 부르는 경우와는

달리 타이완과 더불어 북한이 동아시아 지역 범위 안으로 확실히 들어와 있다.

다만 이것은 5개국을 모아놓았다기보다 중국 대륙(타이완 포함)과 한반도, 일본

열도라는 지리 공간을 밑그림으로 삼은 결과라고 봐야할 것이다. 그리하여 타이

완을 포함하는 경우는 국가 단위로 거론하기보다는 홍콩ㆍ마카오 등과 함께 동아

394) 熊海堂, 1995,『東亞窯業技術發展與交流史硏究』, 南京大學出版社.

395) 關世傑, 1996,「試論21世紀東亞發展中的文化問題」,『國際政治硏究』2期.

396) 羅榮渠, 1997,『現代化新論繼篇 : 東亞與中國的現代化進程』, 北京大學出版社.

397) 易培强, 1998,「關於‘東亞模式’的思考」,『湖南師範大學社會枓學學報』4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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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국가와 지역(東亞國家和地區)에 포함시켜 문제적 대목을 덮어두곤 한다. 한

편 아시아의 동부에 위치하며 중국과 인접한 몽골은 종종 누락되는데, 이는 경제

규모에 따른 미약한 존재감, 동쪽이 아니라 북방에 위치한다는 지리감각, 문화적

이질성으로 인한 심상지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 아울러 동아

시아 정치와 안보 영역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지리적으로 다른 대륙에

속한 미국을 동아시아의 일원으로 거론한 경우는 거의 없으며, 유라시아 대륙에

속하고 있으며 거대한 국경을 마주하는 러시아에 대해서도 극동 지역만이 아닌

러시아 전체를 동아시아의 일부로 간주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대국인 양

국과의 관계에서는 중미관계ㆍ중러관계와 같은 별도의 양자틀이 가동되는 경향이

다. 또한 동남아 지역은 아세안이라는 단위로 포괄되기도 하지만 일부 국가만이

동아시아라는 지역 범위로 들어오기도 한다.

그렇다면 북한과 타이완 포함, 몽골 누락, 미국과 러시아 배제, 동남아 지역의

선별적 취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 시각은 지문화적인 것임을 짐작할 수 있

다. 그리하여 동남아의 여러 국가가 이슬람 문화권에 속하는 까닭에 누락되는 경

우에도 유교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화교들이 많은 싱가포르는 거의 빠짐

없이 포함된다. 보다 분명하게 양구이얀은 문화적 유사성을 기준 삼아 동아시아

를 중국ㆍ일본ㆍ한국ㆍ북한ㆍ홍콩ㆍ마카오ㆍ타이완ㆍ싱가포르 등 여덟 개의 국가

와 지역이라고 한정한 바 있다.398)

하지만 지식계의 지역 표상 방식이 그대로 정부 차원의 지역구상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 역도 아니다. 지역구상에서는 지경학적 시각이 중요성을 더

하며, 따라서 일본과 한국 이외에 아세안이 확고하게 자리매김한다. 특히 1990년

대 말의 동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중국지식계에서도 동남아시아 지역을 아세안이

라는 단위로 포괄하는 경향이 강해졌다.399) 더욱이 아세안은 동아시아의 일부일

뿐 아니라 중국 정부의 동아시아 지역구상에서 주도적인 추진세력으로 설정된다.

398) 楊貴言, 2002,「東亞槪念辨析」,『當代亞太』2期.

399) 邵峰, 2008,「東亞共同體的可能性分析與中國的戰略」,『世界經濟與政治』10期; 劉少華, 
2007,「東亞區域合作的路徑選擇」,『國際問題硏究』5期, 39~45쪽; 劉少華, 2007,「論東盟在東
亞區域合作中的領導能力」,『當代亞太』9期; 劉昌黎, 2007,「東亞共同體問題初探」,『國際問題
硏究』2期; 王聯合, 2006,「東亞共同體: 構想, 機遇, 挑戰」,『世界經濟與政治論壇』2期; 王聯
合, 2006,「東亞共同體 : 構想, 機遇, 挑戰」,『世界經濟與政治論壇』2期, 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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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바오는 중국ㆍ아세안 대화관계 건설 15주년 기념 정상회의에서 “아세안이 동

아시아 협력에서 핵심 지위를 갖고 아세안+3이 협력 과정에서 주요 채널 역할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으며400), 외교부 부장 왕이 역시 “아세안은 오늘날 동

아시아 협력에서 주요한 추동 역할을 발휘하고 있으며, 아세안은 ‘10+3’ 회의의

조정자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동아시아 협력의 특징이며 각 국가이익이 부합하는

원만한 타협의 산물이다. 앞으로도 아세안의 주도적인 역할이 지속되기를 희망한

다”401)는 메시지를 밝힌 바 있다.

이 발언들은 단순한 외교적 언사가 아니며, 탈냉전기에 중국 정부는 아세안 국

가들과의 협력관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990년대 초부터는 적극적 선린우호

전략을 실시해 타이완 정부가 추진한 남진정책(南向政策)의 파급력을 약화시켰다.

특히 1997년 동아시아 경제위기에 직면해서는 태국에서 금융위기가 시작해 동남

아 여러 국가로 번져나가자 중국은 동남아 국가들이 통화가치를 안정시킬 수 있

도록 위안화를 평가절하하지 않았다. 그리고 1998년부터는 해마다 아세안 국가들

과의 지역 협력에 대한 발의를 진행하며 ‘이웃과의 선린과 동반자’라는 기조 하에

빠른 속도로 협력수준을 높여나가고 있다. 2001년 중국-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을 공식 제안하고, 2002년 중국-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중국-아세안

전면적 경제합작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해 아세안 6개국과는 2010년까지 자

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베트남ㆍ미얀마ㆍ캄보디아ㆍ라오스 등 나머지 국가들과는

2015년까지 체결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협의를

순조롭게 풀어나가기 위한 조치로서 조기수확계획을 통해 일부 상품에 대해 우선

적인 관세인하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 계획에 따라 중국과 아세안 6개국은

2004년 1월부터 약 600여 종의 농산품 관세율을 2006년 1월까지 0%로 낮추는 조

치를 실시했다. 이 계획은 농산품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지닌 아세안 국가들의 요

구를 반영한 것으로서 중국이 아세안 국가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양보조치로 해

석되었다.402)

400) 中共中央文獻硏究室 編, 2007,『十五大以來重要文獻選編』(上), 人民出版社, 743쪽. 

401) 王毅, 2004,「副外長在外交學院‘東亞共同體’硏討會發言摘要: 全球環進程中的亞洲區域合作」, 
4月21日(http://www.fmprc.gov.cn/chn/zxxx/t87474.htm).

402)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을 두고 일본은 중국과 경쟁을 벌이지만 개발도상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는 부담을 안고 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시 개발도상국들은 농산물 시장개방에서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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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는 동아시아공동체 건설에서 아세안의 주도적 역할을 공

식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사실상 아세안 국가들의 시장 규모는 일본은 물론 한국

과 비교해도 작으며, 정치안보적 영역에서도 동아시아의 대표성을 갖는다고 말하

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아세안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하는 것

은 동아시아공동체 추진과정에서 타국들이중국에 대해 갖는 견제심리를 자극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403)

또한 중국 정부는 동아시아정상회의의 회원국 구성에 관한 입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아세안+3을 동아시아공동체의 기본적 지역 범위로 상정하는 경향이다. 아

세안+3 수준의 지역 범위는 중국의 활동을 제약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다

른 회원국이 참여하는 경우보다 실현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1997년 아세안+3 비

공식 정상회담을 시작한 이래 타이완 이슈 등으로 논의과정에서 정책적 불이익을

받은 적이 거의 없다. 또한 아세안+3 내부에도 발전 정도의 차이에 따른 시각차

가 존재하지만 동아시아정상회의처럼 미국ㆍ오스트레일리아ㆍ뉴질랜드ㆍ인도 등

으로 확장된 범위에서 입장 차이를 조정해야 하는 어려움에 비하건대 아세안+3

이라는 지역 범위가 동아시아공동체 구성의 현실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말

할 수 있다.404)

(2) 일본 정부의 동아시아 지역상의 특징

이제 일본으로 시선을 옮겨보자. 냉전기에는 일본 역시 지역구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에는 제약 조건이 컸다. 아시아태평양전쟁에서 패배해 동아ㆍ대동아라는

아시아 구상에 유죄판결이 내려진 이래 일본지식계에서는 아시아 침략과 군국주

의에 대한 반성이 한 가지 흐름으로 이어졌고, 일본 정부가 전후책임을 회피해

인국의 역사적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아시아주의는 금기시되어 왔다. 한

편 냉전기 미국의 우산 아래 있던 일본 정부로서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전향적 관

유보기간을 갖지만 선진국인 일본은 GATT 제24조 관세철폐조항에 따라 농산물 시장을 전면개
방해야 한다. 일본이 아세안 국가들 가운데 싱가포르와 첫 경제연계협정(EPA)을 체결한 이유의 
하나도 농산물시장 개방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403) 鄭先武, 2007,「東亞共同體願景的虛幻性析論」,『現代國際關係』4期, 5쪽.

404) 劉少華, 2007,「東亞區域合作的路徑選擇」,『國際問題硏究』5期, 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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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개선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으며, 경제적으로도 GATT가 주도하는 포괄적이고

다각적인 자유무역체제의 혜택을 누렸기에 지역주의에 나설 동기가 충분치 않았

다.

그러나 탈냉전기로 접어들며 먼저 지식계에서는 동아시아라는 지역상이 점차

봉인에서 해제되었다. 아시아주의를 고찰하고 ‘방법으로서의 아시아’를 제시했던

다케우치 요시미에 관한 재해석, 전전기의 아시아 구상에 대한 히로마쓰 와타루

의 재해석 등을 거치면서 동아시아 논의가 복권되더니 1990년대에 들어서는 담론

적 지위를 얻었다고 할 만큼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적어도 중국지식계의 학술지

동향과 비교하건대 보다 다양한 입장의 학술지가 동아시아 관련 논의에 참여했

다. 『현대사상現代思想』,『정황情況』,『임팩션Impaction』,『전야前夜』와 같은

진보 성향의 잡지는 동아시아의 뒤틀린 관계사에 관한 역사적 성찰ㆍ비판적 연대

론을 개진했고, 『사상思想』,『중앙공론中央公論』,『세계世界』와 같은 시론지

는 동아시아 구상과 관련된 현실적 진단ㆍ아시아의 세기에 관한 예측을 제시했

고, 『쇼군諸君』,『세이론正論』과 같은 우익 계열의 잡지에서는 대동아전쟁ㆍ대

동아공영권ㆍ대동아공동선언 등 역사적인 부(負)의 유산을 재조명하고 재평가하

는 시도들이 잇달았다.

또한 중국지식계와 비교하건대 한국지식계와의 지적 교류도 더욱 활발했다. 냉

전기에는 진영논리에 속박당했던 반제국적ㆍ탈식민적 지적 실천이 탈냉전기에는

일본지식계에서 담론화의 공간을 얻었고 이것들이 ‘기억의 정치학’을 매개해 한국

지식계로 유입되었다. 냉전체제가 덮어둔 전전의 가혹한 기억을 전 일본군 위안

부들이 소환해 ‘기억의 항쟁’이 발생하고, 역사교과서 논란 등으로 드러나는 네오

내셔널리즘 추세 속에서 ‘기억의 국민화’를 둘러싼 공방이 비등했다. 아울러 탈근

대주의ㆍ탈구조주의ㆍ오리엔탈리즘 등 이 시기에 양국 지식계가 공유했던 이론들

도 교류의 접점 역할을 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창비, 문학과지성사, 이산, 그

린비, 소명출판, 논형, 삼인, 역사비평사, 동북아역사재단, 한길사, 휴머니스트, 푸

른역사 등 여러 출판사는 동아시아 관련 시리즈를 기획했는데, 중국어 번역서에

비해 일본어 번역서의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소개된 일본어 번역서의 주제는 제

국주의와 식민주의, 인종주의와 국가주의, 전쟁ㆍ폭력ㆍ학살의 기억, 재일조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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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처럼 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적 쟁점뿐 아니라 냉전체제의 성립, 발

전 만능주의와 근대화 이데올로기의 지배, 지구적 자본주의의 전개, 자본주의 불

평등구조의 심화, 신식민주의의 도래, 생활양식의 균질화, 가부장제와 성차별주의

의 지속,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억압 등 한국사회의 주요 현안과도 맞닿은 것들

이었다.

하지만 역시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민족주의와 국가주

의에 관한 비판적 시각을 담은 저작들이었다. 그 면면을 살펴보면 제국 일본의

아시아 구상에 관한 계보학적 고찰(고야스 노부쿠니), 오리엔탈리즘과 연동된 일

본 근대의 ‘식민지적 무의식과 식민주의적 의식의 이중구조’에 대한 성찰(고모리

요이치), 동아시아적 시각을 통한 냉전문화의 재인식(마루카와 테츠시), 일본 문

화에서 아메리카니즘의 내재화에 관한 분석(요시미 순야), 문화의 지역화를 통한

대안적 지역주의 모색(이와부치 고이치), 내셔널리즘 동학에 관한 이론적 분석(니

시카와 나가오), 내셔널리즘 극복 시도(다카하시 테츠야), 총력전체제의 시각에서

제국ㆍ식민지체제로부터 냉전ㆍ분단체제로의 이행에 관한 고찰(나카노 토시오),

내셔널히스토리 극복 작업(고지마 기요시), 재일조선인의 시각에 근거한 식민주의

와 국가주의 비판(서경식), 평화와 인권을 지향하는 아시아 연대의 기도(서승), 탈

냉전의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구상(사카모토 요시카즈) 등이 있다.

그리고 이들이 구도하는 동아시아 지역상은 제국 일본의 판도에 속했던 한반도

와 중국 및 타이완, 그리고 동남아시아를 아우르고 있어서 한국지식계에서 낯설

지 않았다. 강상중과 와다 하루키의 경우라면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과 같은 비

판적 연대론을 제기해 한반도를 매개로 한 동북아 지역연대의 시각을 보다 또렷

하게 제시했다. 그들은 한반도를 동북아 전체의 운명을 가늠하는 긴장과 대결의

장으로 상정하고, 따라서 한반도에서 평화와 화해가 확립되면 동북아 전체의 평

화와 협력이 가능해지리라고 전망했다. 더욱이 중국ㆍ구소련권ㆍ일본ㆍ미국 등에

거주하는 600만에 가까운 한인 디아스포라가 ‘공동의 집’을 만드는 과정에서 중요

한 역할을 맡는다면 동북아의 국가주의와 패권주의를 상당한 정도로 제어해내리

라고 내다봤다.405) 한동안은 한국과 일본의 지식인들만이 모인 지적 회합인데도

405) 와다 하루키, 2004,『동북아시아 공동의 집』, 이원덕 옮김, 일조각; 강상중, 2002,『동북아
시아 공동의 집을 향하여』, 이경덕 옮김, 뿌리와이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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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이나 양국 대신 ‘동아시아’를 내걸고 있는 것도 낯설지 않은 풍경이었다.

그러나 중국어 문헌에 비해 일본어 문헌은 훨씬 많은 양이 번역되어 한국지식

계로 유입되었지만 동아시아에 대한 일본 사회의 심상지리, 특히 일본 정부의 동

아시아 구상을 이해하기에는 역시 제한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서가에서

등장하는 비판적 시각과 정부가 수립하는 정책적 방향을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

이다. 일본 정부의 지역구상은 윤리와 사상의 차원이 아니라 국익이라는 현실주

의의 차원에서 마련된다. 그것은 대미관계ㆍ대중관계 등의 국제관계와 일본의 역

량에 따라 고안되고 조정된다. 따라서 기본적인 방향은 미국의 이해와의 조화를

중시하면서도 지나친 미국 경사를 피하고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되 이해의 접점

을 늘려나가는 것이다. 한반도와의 관계는 동아시아 구상에서 일차적 고려사항일

수 없다. 또한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론은 해양네트워크론ㆍ아시아교역권론ㆍ환일

본해경제권론 등 한국의 동아시아 지역주의론과는 다른 종류의 각론들이 형성되

어 있다. 따라서 일본의 지역구상을 살펴볼 때 한국지식계의 수요에 따라 소개된

번역서만을 참고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일본 외교관이자 논객이었던 오구라 가즈오는 정치적 독립과 경제적 번영을 달

성한 아시아는 ‘전제와 복종의 상징’, ‘군사적 위협의 원천’, ‘서양문명에 대한 야

만적인 무력의 대명사’ 등의 부정적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서구를 향해 적극적으

로 ‘아시아의 목소리’를 발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406) 또한 하라 요노스케는 지

구화와 동아시아 경제발전의 측면에서 ‘새로운 동아’와 ‘동아 문명의 지역학’을 구

축할 것을 지향했다.407) 새로운 동아, 동아시아에 관한 전망은 분명 탈냉전기 일

본지식계에서 한 가지 주요한 흐름이었다.

그러나 동아시아에 관한 지역구상은 결코 균질하지 않았다. 먼저 일본의 지역

구상이 지니는 중층성을 보여주는 세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일본 외무성의 관료

이자 OECD의 사무차장을 역임했던 다니구치 마코토는 동아시아공동체 건설을

역설한 대표적 논자인데 『동아시아공동체』를 작성한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21세기 세계 경제에서는 1980, 90년대의 일본ㆍ미국ㆍ유럽에 의한 낡은 삼각구

조가 붕괴되고, 그 대신 확대되는 EU와 NAFTA, 그리고 약진하는 아시아에 의

406) 小倉和夫, 1995,「アジアの復權のために」,『戰後日本外交論集』, 中央公論社, 491~492쪽.

407) 原洋之介, 2002,『新東亞論』, NTT出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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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새로운 삼각구조가 출현할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경제 발전의 절정기에 갖게

된 일ㆍ미ㆍ유럽 삼각구조의 일익이라는 과거의 엘리트의식을 버리고 장기간의

경제 정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먼저 동아시아 경제권을 구축해 아세안ㆍ중

국ㆍ한국과 함께 발전함으로써 동아시아의 발전과 안정에 공헌하는 길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했다.”408) 여기서 동아시아공동체 추진의 필요성은 장기불황 탈출이

라는 경제적 이유에서 마련되며, 동아시아공동체의 틀은 아세안과 삼국이라는 범

위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정치학자 와타나베 아키오는 일본 외교의 지향점과 지역 개념을 달

리 설정한다. “일본 외교의 견지에서 본다면, 미국 등 경제선진국과의 관계를 기

축에 둔 ‘환태평양’과 인도네시아 등 바다의 아시아와의 관계를 기축에 두며 아시

아와의 선린외교를 하나의 구조에 포함하는 아시아태평양이 위치해 있다.”409) 이

발언에서는 동아시아 대신에 환태평양과 아시아태평양이라는 지역상의 중요성이

확인된다. 비록 아시아태평양을 아시아중시적 지역상으로 제시하고 있기는 하나

환태평양 지대가 북아메리카의 서부 연안으로부터 유라시아의 동부 해안까지를

연속적 공간으로 삼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결국 양자는 태평양을 기본 단위로

삼되 아시아 지역을 취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차이를 보여줄 뿐이다.

이처럼 두 인용문은 지역구상의 상이한 방향성을 선명히 보여준다. 각각의 방

향성은 동아시아와 태평양이라는 지역상으로 대변되고 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인용문을 확인하자. 이것은 동아시아공동체평의회의 창립취지문이다.

일본은 지금껏 동아시아의 지역 통합 문제에 대해 이율배반적 대응을 해왔다. 그

것은 일본이 선진국의 일원인 동시에 일미 관계를 기축으로 한 태평양 국가이며

또한 동아시아 국가라는 복수의 정체성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아시아

공동체’는 불가역적인 물결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이러한 전

망을 정면에서 파악하고 우리 일본이 어떠한 전략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물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우리는 ‘동아시아공동체평의회’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

다.410)

408) 谷ㅁ誠, 2004,『東アジア共同體-經濟統合のゆくえと日本』, 岩波新書, 2쪽.

409) 渡辺昭夫, 2005,「二一世紀のアジア太平洋と日米中關係」,『アジア太平洋連帯構想』, NTT
出版, 5쪽.

410) 미야지마 히로시, 2005,「일본 동아시아 공동체론의 현주소」,『역사비평』72호, 22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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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태평양 국가이자 동아시아 국가라는 이중적 정체성에도 불구하고 앞으

로 동아시아 지역 통합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대목은 ‘불구하고’의 뒷부분이 아닌 앞부분일 것이다. 왜냐하면 동아시아공동

체에 무게가 실린 것은 추세 때문이지 이중적 정체성이 해소되었기 때문은 아닌

까닭이다. 즉 추세가 변화한다면 동아시아공동체가 아닌 태평양공동체로 기울 수

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동아시아공동체평의회의 창립 이후 일본 외교의 행보를

보면 “동아시아 국가”로서의 정체성이 “일미 관계를 기축으로 한 태평양 국가”로

서의 정체성을 능가했다고 말하기 어렵다.

분명히 이러한 이중적 정체성은 일본의 지역구상이 한국과도 중국과도 다른 지

역상을 상정하는 근본적 이유로 작용한다. 일본은 아시아에도 태평양에도 속한

열도의 경계 국가다. 따라서 그 경계성으로 인한 일본의 이중적 정체성과 “이율

배반적” 지역구상은 오랜 연원을 갖고 있다.411) 역사적으로 거슬러 오르자면 서

세동점 이후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가장 빠르게 근대화 궤도에 올라탄 일본은 외

부의 정세와 자국의 역량에 따라 ‘흥아/탈아’, ‘아시아주의/탈아입구’를 오갔다.412)

지리상 아시아에 속하지만 서구 문명국의 일원이 되려고 분주하는 동안 정체성은

이중화되었다.

그러다가 패전 후에는 미일기축주의와 아시아중시주의라는 형태로 이중적 정체

성이 전이되었다.413) 패전 후 일본은 10년이 지나자 전전의 경제수준을 회복해

1956년 『경제백서』는 “이제 전후는 끝났다”며 ‘전후의 종언’을 선언했다. 그리

고 1957년 『외교청서』는 일본이 ‘아시아의 일원’이자 ‘서구민주주의의 일원’임을

표방했다.414) 다만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이 아닌 아시아 대륙에 속한 일본의 지

역구상에서는 ‘아시아 대 서구’가 아닌 ‘아시아 대 태평양’이 보다 실질적인 의미

를 지니는 대립축이었다.

그런데 1960년대에 이르면 이러한 이중적 정체성이 아시아태평양이라는 개념

쪽에서 재인용.

411) 大庭三枝, 2004,『アジア太平洋地域形成への道程』, ミネルヴァ書房, 25~75쪽.

412) 쑨거, 2003,「아시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아시아라는 사유공간』, 창비, 106쪽.

413) 손열, 2007,「일본의 국제정치인식: 지역공간 설정의 사례」,『일본연구논총』26호.

414) 武田康裕, 1995,「東南アジア外交の展開—アジアの一員と先進民主主義諸の一員」,『現代日
本外交の分析』東京大出版; 渡昭夫, 1992,『アジア太平洋の國際關係と日本』, 東京大出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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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서 통합된다. 1964년 당시 참의원이었던 가시마 모리노스케에 의해 최초의

일본발 지역주의 구상인 아시아태평양공동체론이 제출되었고, 1967년 외상이었던

미키 다케오의 아시아태평양외교구상, 이듬해 고지마 기요시의 태평양자유무역지

역구상 등이 잇따라 발표되었다. 특히 1967년 발표된 미키 구상은 ‘海의 아시아’,

‘陸의 아시아’, ‘반도의 아시아’를 향해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동시에 미국 등 태평

양 선진 5개국을 포함해 아시아와 태평양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도모한다는 내용

이었다. 이 구상은 1966년 동남아시아개발각료회의, 1967년 태평양경제협력위원

회, 1968년 태평양무역개발회의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로 뒷받침되었다.415) 그

리하여 아시아태평양이라는 지역상은 일본 외교의 기축인 미일동맹과 아시아 외

교를 통합하는 가능성을 제공했으며, 이후 일본 외교의 기본적 지역상으로 자리

잡았다.416)

하지만 아시아와 태평양을 향한 일본의 접근방식이 동일할 수는 없었다. 먼저

아시아 외교를 살펴보면 일본은 전후에 경제적으로 부흥하면서 아시아 국가들과

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한 바 있다. 1957년 『외교청서』에서 ‘아시아의 일원’

임을 표방한 이후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배상을 본격화하고 기술을 원조하며

경제개발을 도왔다. 1966년에는 동남아시아 유대정책의 결실로서 아시아개발은행

이 설립되었다. 그리고 1977년에는 아세안과 처음으로 정상회의를 개최했으며, 정

상회의를 마친 뒤 이른바 후쿠다독트린을 발표했다. 후쿠다독트린은 일본이 다시

는 군사대국화하지 않고 같은 아시아인으로서 전신적인 유대를 중시하며 아세안

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후쿠다독트린은 적극적인 아시아 외

교의 의지 표명으로 간주되는데, 중국이나 한국이 아닌 아세안을 향해 발화되었

다는 점에서 일본의 아시아 외교가 지닌 편향성을 드러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전후에 일본은 태평양 국가로서의 입지도 착실히 쌓아왔다. 미일동맹을 외교의

기축으로 삼아왔음은 물론 오랫동안 오스트레일리아와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특

히 아시아 지역을 상대로는 부진했던 다자간 협력틀을 오스트레일리아와 함께 추

진했다. 1964년 일본은 기존의 일호경제협력위원회를 다자간 기구로 발전시키자

415) 末廣昭, 2005,「アジア有限パートナシップ論:日本の東アジア関与の新しいかたち」, 渡邊昭夫 
編, 『アジア太平洋連帯構想』, NTT出版, 143쪽.

416) 최희식, 2008,「60년대 일본의 아시아 지역정책: 미일동맹과 자주외교 사이의 협곡」,『일
본연구논총』28호, 160~1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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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오스트레일리아에 제안했으며, 1965년에는 태평양자유무역지대안을 내놓았다.

이를 계기로 1967년 비정부 차원의 지역협력추진체인 태평양경제협의회가 창설되

었으며, 태평양경제협의회가 본궤도에 오르자 1979년 오히라 마사요시 수상은 환

태평양연대구상을 제안하고 오스트레일리아와 협력해 1980년 산ㆍ학ㆍ관 공동의

태평양경제협력회의를 결성한다. 이로써 지역적 경제협력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

고 1989년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창설로 결실을 본다.

탈냉전기로 접어들어서도 아시아중시주의와 미일기축주의는 일본 외교의 양축

이었다.417) 따라서 아시아태평양이라는 통합적 지역상이 일본의 기본적 외교 무

대였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탈냉전기에는 동아시아 분단체제의 이완, 동아시아

경제성장, 중국의 부상, 아세안의 세력화, 미일경제마찰, 한국 정부의 동아시아ㆍ

동북아 구상 등으로 인해 동아시아의 인력이 강해졌다.

특히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는 일본의 아시아 외교에서도 하나의 전기였다.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발발하자 당시 하시모토 내각은 아시아통화기금 구상을 제

안했고, 1998년 오부치 내각은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미야자와 구상을 발표

해 아시아 각국에 300억 달러를 공여했으며, 2000년에는 이른바 치앙마이이니셔

티브를 주도했다. 그리고 일본은 1997년부터 정례화된 아세안+3 회담에 참여하고,

1998년에는 한일파트너십과 중일파트너십을 선언했다. 20세기 말 이러한 적극적

행보는 일본 외교의 무게 중심이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로 옮겨갔음을 보여준

다.418)

그런데 20세기 말은 일본 외교가 구상하는 아시아의 지역 범위가 확대된 시기

기도 했다. 1997년 하시모토 수상은 유라시아 외교 구상을 수립해 자원외교의 각

도에서 중앙아시아를 아시아 외교에 포함시켰으며, 1998년 설치된 오부치 수상의

자문기구였던 ‘21세기 일본의 구상’ 간담회는 아시아 외교가 서남아시아로 확장되

417) 최희식은 이를 내재적 접근과 외재적 접근으로 명명한다. 내재적 접근이란 자국을 아시아 
국가의 일원으로 인식하고 아시아 국가와의 유대관계를 강조하는 것이며, 외재적 접근이란 자
국을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일원으로 인식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와의 협력
을 강조하며 아시아 국가를 포섭 대상으로 상대화하는 정책을 말한다. 또한 내재적 접근에서는 
동북아 혹은 동아시아 지역 개념이 채택되는 경향이 강하며, 외재적 접근에서는 해양 아시아 
혹은 확대 아시아 등의 지역 개념이 채택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분석한다(최희식, 2009,「현대 
일본의 아시아 외교 전략 : 내재적 접근에서 외재적 접근으로」,『국제정치논총』49집 2호).

418) 송주명, 2001,「탈냉전기 일본의 동아시아정책과 한반도정책: ‘아시아주의’와 ‘친미 내셔널
리즘’의 동요」,『일본연구논총』14호, 9~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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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고 제언했다.419)

보다 중요한 동향으로서 이 시기에는 미일동맹의 역할이 재정의되고 미일동맹

의 투사영역이 확대되었다. 세부적 조정은 거쳤지만 냉전기 동안 미일동맹은 기

본적으로 미국이 군사적 부담을 지고, 일본이 경제적 비용을 대는 전략적 거래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탈냉전기에 접어들며 군사적 부담을 분담하자는 미국 측의

요구가 강해지고 일본이 이를 수용하면서 그간 누려왔던 일국주의적 호헌평화주

의에 입각한 경제성장주의의 궤도를 수정하게 되었다.

1996년 미일안전보장공동선언에서 주일미군의 역할은 기존의 “일본의 안전과

극동의 평화ㆍ안전”을 대신해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주둔으로 바뀌고,

1997년에는 미국과 일본의 방위협력지침인 신가이드라인이 작성되어 극동의 범위

를 넘어선 지역에서 일본이 미군을 지원한다고 명시했다. 그리고 1999년 제정된

주변사태법은 ‘주변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미군에 대한 지원 활동에 나설 수 있

도록 허용했고, 비록 한시법이기는 하나 반테러특별법과 유사법제 3법안은 자위

대가 기존의 비무장평화주의 틀을 벗어나 군대로서 해외 활동을 하는 길을 터주

었다. 그리고 2000년 일명 아미티지보고서는 아시아에 핵전쟁을 포함한 대규모

군사충돌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삼아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며, 아울러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초래하는 불안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미일동맹을 미영동맹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처럼 미일동맹이 재정의되면서 일본의 행동반경이 확장되는 가운데 2001년

고이즈미 내각이 등장했다. 고이즈미 내각은 아시아 외교의 범위를 ‘확대 아시아’

로 넓혀나갔다. 특히 2005년 1월에는 통상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동아시아공동

체의 구축을 목표로 한다고 선언한 이후 인도를 방문해 ‘아시아신시대’를 구가했

는데, 이때 가진 양국정상회담에서 동아시아정상회의에 인도가 참가하는 것을 지

원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인도를 ‘확대 아시아’라는 지역 개념에 포함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리하여 그해 12월 출범한 동아시아정상회의는 동아시아라

는 지역명을 달고 있지만 회원국은 아세안+3(한국ㆍ중국ㆍ일본)+3(오스트레일리

아ㆍ뉴질랜드ㆍ인도)으로 확장되어 아시아태평양이라는 지역 범위와 유사해졌다.

419) 北岡伸一, 2004,『日本の自立: 米協調とアジア外交』, 中央公論新社, 1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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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미일동맹 조정 일본 정부의 아시아 정책

2002년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에서 ‘21세기의 새로

운 안보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미국과의 동반

변환에 합의

‘일본-아세안 포괄적 경제연휴구상’ 발

표

2004년

신방위대강을 통해 일본의 안보를 국제사회의

안정과 직결시키고 지구적 수준에서 미일안보

체제를 강화한다는 ‘통합적 안보전략’ 수립

고이즈미 총리가 유엔총회 연설에서

아세안＋3을 바탕으로 한 동아시아공

동체 구상 제창

2005년
양국 ‘공통의 전략목표’를 제시. 반테러, 비확

산을 공통의 과제로 삼아 기본적 인권, 민주

동아시아정상회의가 출범되는 과정에

서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인도

한편 2005년은 야스쿠니 신사참배, 교과서 문제 등으로 한국과 중국에서 반일

시위가 격발한 해이기도 했다.420) 이 해에 고이즈미 내각은 동아시아공동체 구축

을 선언했지만 정작 한국, 중국과는 외교적 갈등이 심각해져 역사 문제로부터 상

대적으로 자유로운 아세안과의 외교 관계에 공을 들였다. 아세안과의 포괄적 경

제협력협정의 교섭을 2005년에 시작해 2008년에는 타결에 이르렀다. 또한 해양세

력을 결집해 2006년 3월 미일호전략대화(TSD) 개최를 성사시켰다. 미일호전략대

화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문제를 토론하는 장으로서 미일동맹과 미호동맹

의 기능적 통합을 목표로 삼는다. 그리고 중요한 특징으로서 민주주의와 시장경

제라는 가치를 전면으로 내걸고 있다.421) 이러한 아시아 외교 범위의 확대, 해양

세력 결집, 가치외교로의 이행과 같은 동향은 전반적으로 중국견제적 성격을 지

니고 있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미일동맹은 재조정을 거쳤다. 그렇다면 여기서 미일동맹

조정과 일본 정부의 아시아 정책 변화의 연관성을 정리해둘 필요가 있겠다. 2001

년은 미국에서 9ㆍ11 테러가 발생한 해이자 일본에서는 고이즈미 내각이 등장한

해다. 2001년부터 고이즈미 내각의 집권기 동안 미일동맹 조정과 일본 정부의 아

시아 정책 변화를 시기순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표 4-2] 2001년 9ㆍ11테러 이후 미일동맹 조정과 고이즈미 내각의 아시아 정책 변화

420) 2005년 2월 19일 미국과 일본 정부가 발표한 「안보공동성명」에는 대만해협 문제가 ‘공동
전략목표’로 포함되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에 대한 내정 간섭이며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강력히 반대한다”며 크게 반발했고, 3월 14일에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대만 독립
을 저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반분열국가법’을 공식적으로 통과시켰다.

421) 外務省, 「日米豪戰略對話共同ステ一トメント」, 2006년 3월 18일, 
http://www.mofa.go.jp/mofaj/kaidan/g_aso/australia_06/jua_sm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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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자유, 법치 등 가치의 확산을 공통의 목

표로 설정
의 참가를 주창해 관철

2006년
2002년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 소집 이후 논

의된 변환동맹의 로드맵 확정

제1차 미일호전략대화 개최

‘자유와 번영의 호’ 구상 등장

미일동맹 조정과 일본의 아시아 정책 변화는 큰 틀에서 볼 때 유기적으로 진행

되었다. 그 추이에서는 세 가지 경향성이 확인된다. 첫째, 아시아 외교의 외연이

확장된다. 2004년 고이즈미 총리가 유엔총회의 연설에서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을

밝혔을 때는 아세안+3의 수준이었지만, 2005년 개최된 동아시아정상회의는 오스

트레일리아ㆍ뉴질랜드에 인도까지를 포함하는 ‘확대 아시아’로 확장되었고, 2006

년 ‘자유와 번영의 호’ 구상에서는 중앙아시아가 중요한 전략 지대로 포함되었

다.422) 이리하여 동쪽의 미국ㆍ오스트레일리아, 중앙의 인도, 서쪽의 EUㆍNATO

등과 긴밀히 협력한다는 밑그림 위에서 동아시아ㆍ중앙아시아ㆍ서남아시아ㆍ남태

평양 국가를 아우르며 아시아의 해양 세력과 대륙의 외곽 지역을 결집하고자 한

것이다.

둘째, 확장된 지역상의 내포로서 보편가치의 공유가 강조된다. 2006년 11월 당

시 아소 외상이 제기한 ‘자유와 번영의 호’는 민주주의ㆍ자유ㆍ인권ㆍ법의 지배ㆍ

시장경제 등의 보편가치를 확산시켜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정치적으로 안정된 지

역을 만들겠다는 외교 구상이었다. 이처럼 소위 보편가치로서 제시된 것들은 실

상 미국이 전통적으로 강조해온 가치들인 바, 이는 미일동맹이 가치동맹으로 조

정된 연장선상에서 일본의 아시아 외교가 추구되었음을 보여준다.423)

422) 아소 타로 외상은 자신의 책 『대단한 국가 일본』에서 ‘자유와 번영의 호’ 형성에서 핵심적 
전략 지대는 중앙아시아라고 주장했다. 특히 자원외교의 관점에서 상하이협력기구에 대응해 중
앙아시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麻生太郎, 2007,『とてつもない日本』, 新潮社). 이 
무렵 일본의 수상으로는 처음으로 2006년 8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수상은 카자흐스탄ㆍ우즈베
키스탄ㆍ몽골 등 중앙아시아 3국을 방문했다.

423) 2006년과 2007년에 수상이었던 아베 신조는 당시 미일기축주의의 입장을 선명하게 내세웠
다. “일본은 미국을 동맹국으로서 삼아야 했다. 왜냐하면 일본은 독자적 힘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지금도 바뀌지 않았다. 자국의 안전을 위한 최대한의 자조노
력, 자국은 자신이 지킨다는 기개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나 핵 억지력이나 극동 지역의 안정을 
생각하면 미국과의 동맹은 불가결하며 미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경제력, 그리고 최강의 
군사력을 고려한다면 미일동맹은 최선의 선택이다”(安倍晋三, 2006,『美しいへ』, 文芸春秋, 
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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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중국 견제적 성격을 띤다. ‘확대 아시아’는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는 북

부아시아를 제외한다면 중국을 동남아시아ㆍ중앙아시아ㆍ서남아시아에서 에워싸

는 지역상이다. 일본 외무성이 전면에 내건 가치외교도 중국의 의도와 행위를 일

정하게 통제해 독자적 행동에 고비용을 부과하려는 것이었다.424) 일본이 오스트

레일리아ㆍ뉴질랜드ㆍ인도를 동아시아정상회의의 회원국으로 끌어들이고자 공을

들인 이유의 하나도 위의 가치들을 공유하는 세 나라가 역내에 존재한다면 가치

동맹으로써 중국을 압박하기에 유용하기 때문이라고 풀이된다.

그런데 미국에 편향된 일본의 지역 전략은 동아시아의 전환기적 상황에서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위와 같은 특징을 보이는 일본의 동아시아 정책

은 이른바 동아시아의 ‘불안정의 호(弧)’를 따라 중국ㆍ북한이라는 적대세력과 일

본ㆍ한국ㆍ타이완ㆍ동남아시아라는 친화권역을 가르고 후자로써 전자에 대한 ‘광

역 포위망’을 형성한다는 구도를 취한다. 이로써 잠재적 주적(主敵) 관념의 설정

여부와 양상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이 크게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처럼 신냉전적

양분 구도로 회귀할 위험성이 잠재하는 것이다.425)

(3) 중국과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상의 차이

중국은 1990년대 중반부터 자국의 부상에 따르는 주변국의 불안감을 완화하고

미국의 견제에 대처하고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을 넓히고자 다자주의와 지역통합의

제도화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일본 역시 지역 차원에서 국익을 확보하고자 행동

반경을 넓히며 다자주의와 지역통합의 추세에 커다란 정책적 관심을 할애하고 있

다. 그러나 지금껏 살펴보았듯이 양국의 동아시아 구상에서는 차이점도 드러난다.

이제 그 차이점을 정리해보자. 다음 표는 탈냉전기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주요 사

424) 가치외교는 중국에 대한 우위를 확보하는 데 사용된다. 2001년 고이즈미 정권의 외교자문
회의였던 대외관계태스크포스팀의 일원이자 2002년 11월 「21세기 일본 외교의 기본전략」이
라는 정책조언보고서 작성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았던 키타오카 신이치는 가치외교의 필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것은 전후 및 메이지 이후 일본이 달성해온 
성과이며, 중국에 대해 일본이 우위에 선 것 중 하나다. 이것은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서도 중요하다”(北岡伸一, 2004,『日本の自立: 米協調とアジア外交』, 中央公論新社, 195쪽). 

425) 송주명, 2005,「일본의 민족주의 국가전략: ‘경제대국’을 넘어 ‘안보대국’으로」,『황해문
화』48호, 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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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동아시아 지역주의 추이와 중국, 일본의 동아시아 구상

1989년 APEC 결성

1990년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총리가 동아시아경제그룹 결성 제창

1991년 소련 해체

1992년
아세안정상회의에서 아세안자유무역지역(AFTA) 형성을 위한 싱가포르선언 발표

마하티르 총리가 동아시아경제협의체 형성 제창

1993년 미국 클린턴 대통령 신태평양공동체 구상 제창과 함께 APEC의 중요성 강조

1994년 아세안지역포럼(ARF) 제1회 각료회의 개최

1995년

WTO 정식출범

미국 국방성 동아시아전략보고서 발표

일본 정부 무라야마 담화를 통해 식민지 지배와 침략 행위 사죄

1996년 아시아 유럽정상회의(ASEM) 첫 개최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발생

아세안정상회의가 한중일 삼국의 정상을 초대해 동아시아정상회의 개최. 1998년 이후

정례화

1998년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일본 정부가 미야자와구상 발표. 아시아 각국에 300억 달

러 공여

아세안＋3정상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동아시아비전그룹 설치 제안

1999년

마하티르 총리가 중국을 방문해 동아시아공동체 건설 제안

아세안＋3정상회의에서 최초의 공동성명인 ‘동아시아에서의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 발

표. 안보 문제도 포함해 논의하는 것에 대해 일본은 거부

2000년

아세안+3재무장관회의에서 치앙마이이니셔티브 채택. 중국이 적극 참여해 한국ㆍ일본

ㆍ태국ㆍ말레이시아ㆍ필리핀ㆍ인도네시아와 양자간 통화스왑협정 체결

북한이 아세안지역포럼에 처음으로 참가

아세안+3정상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동아시아연구그룹 설립 제안

중국이 아세안과의 자유무역지역 창설 제안

2001년

동아시아비전그룹이 제5회 아세안＋3 정상회의에 보고서 「동아사아공동체를 항하여

- 평화, 번영, 진보의 지역」 제출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동아시아포럼 설립 제안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맹

중국-아세안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협정 공식 제안

2002년

고이즈미 총리가 동아시아의 ‘함께 걷고 함께 나아가는 커뮤니티’ 구축을 항한 결의

표명

중국-아세안정상회의에서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 설립 합의

고이즈미 총리의 자문기관인 대외관계테스크포스가 ‘21세기 일본 외교의 기본 전략’을

제출해 대미 일변도 외교에서의 탈피 제안

서울에서 제1회 동아시아포럼 개최

건들과 함께 중국과 일본 정부의 주요 동아시아 정책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놓은

것이다.

[표 4-3] 탈냉전기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추이와 중국, 일본의 동아시아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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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아세안＋3외상회의에서 중국이 동아시아싱크탱크네트워크의 설립을 제안해 승인.

말레이시아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제창한 제1회 동아시아회의 개최

중국과 인도가 국경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대표급 회담 진행

중국과 아세안이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에 관한 공동선언’ 발표. 2010

년까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것을 선언

일본과 아세안 특별수뇌회의 개최. 동아시아 지역의 창조에 공헌하며 동아시아공동체

를 위한 동아시아 협력의 심화에 노력한다는 도쿄선언 발표

서울에서 동아시아포럼 제1회 회의 개최

2004년

일본에서 동아시아공동체평의회 결성. 회장으로 나카소네 전 총리 취임

제2회 동아시아회의 개최

아세안＋3외상회의에서 동아시아정상회의 개최 합의

고이즈미 총리가 유엔총회 연설에서 아세안＋3을 바탕으로 한 동아시아공동체 제창

아세안정상회의에서 2005년 동아시아정상회의 개최에 합의

2005년
제1차 동아시아정상회의 개최. 아세안과 한중일 삼국 이외에 오스트레일리아ㆍ뉴질랜

드ㆍ인도 참가

참고: 미야지마 히로시, 2005,「일본 동아시아 공동체론의 현주소」,『역사비평』72호, 224~228쪽.

위의 표에서 중국과 일본의 행보를 주목한다면 양국이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주

도권을 놓고 경합하고 있으며, 특히 아세안에 접근하기 위해 경쟁을 벌인다는 사

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면 아세안에 대해 중국이 선제

적 행보에 나서면 일본이 후속 조치를 내놓는 양상임도 알 수 있다. 중국이 2000

년부터 아세안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적극 나서고 자유무역협정의 조기 타결

을 위해 선행조치를 취하자,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에 소극적

이었던 일본 역시 경제협력협정(EPA)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나섰다. 2003년에는

중국 정부가 역내 국가 간의 동아시아싱크탱크네트워크 구축을 주도하자 이듬해

일본에서는 정계ㆍ재계ㆍ학계ㆍ관료가 함께 전략적 구상을 제시하는 싱크탱크로

서 동아시아공동체평의회가 출범했다. 2004년에는 중국이 말레아시아와 함께 동

아시아정상회의의 개최를 적극 추진하자 곧바로 고이즈미 총리는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을 공식 제창하고 동아시아정상회의 회원국의 확대를 위해 중국과 외교 경쟁

을 벌였다. 이렇듯 일본의 동아시아 구상은 동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중국이 동남

아 지역에 대한 접근을 가속화하며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구심력을 발휘하자 이에

대응하는 측면이 컸다.

장기불황에 빠져있는 일본에게 동남아는 경제적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몹시 크

다. 1970, 80년대 일본은 직접투자를 통해 일본과 동남아 사이에서 생산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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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짜내고 이른바 기러기 모델의 선두로서 역내의 고도성장을 주도하며 일본 또

한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1990년대에 접어들며 일본의 경제발전을 견인해온 정

치경제 제도들이 문제점을 드러내며 불황에 접어들자 기러기 모델도 해체 조짐을

보였다. 동아시아 분업구조의 상위였던 일본과 중위에 자리잡고 있던 한국ㆍ타이

완 사이의 격차가 줄고, 하위 영역에서도 중국이 아세안을 추월하며 큰 변화가

일어났다. 불황이 장기화되자 일본은 동아시아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맡기가 어

려웠으며, 점차 중국에게 동남아 시장을 잠식당했다. 경기침체가 길어지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일본은 잠재성장률이 높은 동남아 국가들과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

해야 할 필요성이 크며, 그것이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추진하고 또한 중국과 경쟁

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426)

아울러 주요 관심사인 지역상의 차이를 확인하자면, 특히 동아시아공동체의 지

역 범위를 두고 중국과 일본은 큰 이견을 보였다. 양국 모두 역외 국가에도 문호

를 개방한다는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하지만 ‘개방적’에 부여하는 의미가 달랐

다. 중국 정부가 견지하는 개방적 태도란 역외 국가가 동등한 자격으로 동아시아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자적 기제를 통해 동아시아공동체의

회원국과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427) 따라서 중국 정부가 동아시

아공동체의 실질적 회원국으로 상정하는 대상은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과 경제적

ㆍ안보적 이익을 공유한다고 간주되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로 제한되었다.428)

반면 일본은 동아시아공동체의 회원국으로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 인도와 같

은 역외 국가를 참가시키려 했다. 일본의 외교 정책은 아시아중시노선과 더불어

태평양을 매개로 한 서구 선진국, 특히 미국과의 협조노선이 양대축이다. 그리하

여 태평양과 아시아라는 지역상은 외적 환경과 내부 역량에 따라 강약의 차이는

존재했지만 병렬적 혹은 중층적으로 추구되어 왔으며 그것들은 아시아태평양이라

426) 양국 간 경쟁 가운데 아세안 국가들은 아세안의 응집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 ‘10+3’이 아니
라 ‘아세안+3’을 만들어 동아시아 지역통합에서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아세
안 국가들은 2003년 발리에서 개최된 제9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안보공동체ㆍ경제공동체ㆍ사
회문화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아세안 공동체를 구축한다고 결의했으며, 2007년 세부에서 개최
된 제12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당초보다 5년 앞당겨 2015년까지 아세안 공동체를 구축하기
로 결의했다.

427) 王聯合, 2006,「東亞共同體: 構想, 機遇, 挑戰」,『世界經濟與政治論壇』2期.

428) 劉貞曄, 2008,「‘東亞共同體’不可能I是‘開放的地區主義」,『世界經濟與政治』10期, 41~42쪽; 
兪新天, 2007,「東亞認同的發展與培育」,『當代亞太』4期, 3~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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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역상으로 수렴되었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는 동아시아라는 지역명을 사

용하더라도 동북아와 동남아 지역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세아니아와 남아

시아 국가를 일부 포함하는 ‘확대 아시아’로 확장시켰다. ‘확대 아시아’는 미국을

직접 포함하지는 않더라도 미국친화적인 지역상으로서 아시아태평양과 외연이 상

당 정도로 포개진다.

이러한 양국 간 입장 차이는 2005년 제1차 동아시아정상회의 개최를 향하는 과

정에서 뚜렷하게 드러났다. 동아시아정상회의의 위상ㆍ의제ㆍ형식ㆍ빈도 등 핵심

이슈 전반에서 양국은 이견이 컸는데, 그 중에서도 회원국 구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물론 회원국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위상ㆍ의제ㆍ형식 등은 윤

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아세안+3 수준에서 동아시아정상회의를 개최

하자는 입장이었고 일본은 동맹관계를 중시해 미국은 물론 중요한 수출시장인 오

스트레일리아ㆍ뉴질랜드ㆍ인도 등을 회원국으로 부르자고 주장했다.

결국 제1차 회의를 앞두고 아세안 회원국들이 아세안과 실질적 관계가 있으며,

아세안과 완전한 대화국가이며, 동남아시아우호협력조약(TAC)의 가맹국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동아시아정상회의의 회원으로 인정하겠다는 합의점이

마련되었다. 인도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고,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도

동남아시아우호협력조약에 가맹해 조건들을 만족시켜 결국 일본의 주장대로 아세

안+3 참가국 외에 오스트레일리아ㆍ뉴질랜드ㆍ인도가 포함되었다.429) 그리고 제1

차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쿠알라룸푸르선언은 아세안을 동아시아 지역협

력의 핵심적 추진세력(the driving force)으로,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에서 아세안+3

을 주된 추진체(the main vehicle)로, 동아시아정상회의를 중요한 역할(a

significant role)을 수행하는 주체라고 규정해 모호한 타협에 머물렀다. 그리고

‘공동체 구성’에 관한 이슈는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동아시아정상회의의 설립 결과는 양면적이었다. 동아시아 협력의 심화라는 상

징적 의미를 지니지만, 결과적으로 동아시아정상회의를 추진하던 역내 국가들이

공유해온 공동의 위기의식에 기반한 협력 분위기를 냉각시키고 말았다. 회원국이

확대되어 외연이 APEC과 중첩되었으며 APEC처럼 낮은 수준의 협의체에 머무

429) 최희식, 2009,「현대 일본의 아시아 외교 전략: 내재적 접근에서 외재적 접근으로」,『국제
정치논총』49집 2호, 45~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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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공산이 커져 동아시아공동체 건설에 대한 회의적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실제

로 제1차 동아시아정상회의 이후 중국은 향후 러시아ㆍ미국ㆍEU와의 협력도 환

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동아시아정상회의는 높은 수준의 공동체가 아닌 대화의

장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430) 또한 아세안+3과 동아시아정상회의가 병존

하고 중국과 일본의 선호 형태가 갈리자431) 아세안 내부에서도 말레이시아ㆍ태국

등은 아세안+3 중심의 지역협력을 선호하는 반면 인도네시아ㆍ싱가포르 등은 동

아시아정상회의를 선호하는 대결구도가 나타나는 등의 폐해가 따랐다.

(4) 한국중심적 지역구상의 실패와 원인

지역구상을 둘러싼 입장차는 당연히도 중국과 일본 사이만이 아니라 양국과 한

국 사이에도 존재한다. 그리고 양국 간의 차이가 마찰을 초래했다면, 양국과의 차

이는 번번이 한국 정부의 지역구상을 좌절에 빠뜨렸다.

물론 냉전기에는 양국의 지역구상과의 접점보다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의

정합성이 한국발 지역구상의 성패에서 관건이었으며, 이 사정은 탈냉전기에도 본

질적으로는 바뀌지 않았다. 냉전기에 한국발 지역구상은 아시아 대륙이 아닌 태

평양을 무대로 삼았다. 그때의 태평양은 맞은편에서는 미국, 아래쪽에서는 오세아

니아 지역이 감싸고 있으며, 아시아 쪽에서는 한국ㆍ일본ㆍ타이완ㆍ필리핀이 도

열한 반공의 바다였다. 그리하여 이승만 정권이 주창한 태평양동맹과 박정희 정

권이 추진한 아시아태평양각료이사회는 동아시아 지역을 반분하는 지역구상이었

으며, 반공 이외의 다른 긍정적 공통분모를 마련하지 못했다. 결국 태평양동맹은

미국의 일본중시책으로 인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으며, 아시아태평양각료이

사회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관계정상화가 이뤄지자 존재의 명분을 잃게 된다. 반

면 탈냉전기 한국발 지역구상은 한국과 중국의 관계정상화를 주요 배경으로 삼는

다. 탈냉전기에 노태우 정권 이래로 한국 정부가 줄곧 중시해온 지역상은 단연

동북아였다.

430) 2010년부터 동아시아정상회의에는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하여 18개국으로 확대되었다.

431) 중국사회과학원 국제관계 선임연구원인 장윈링은 일본 등이 주장하는 동아시아정상회의를 
기초로 한 동아시아공동체 건설에 대해 중국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힌다
(張蘊嶺, 2008,「對東亞合作發展的再認識」,『當代亞太』1期,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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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탈냉전기 한국 정부의 동북아 구상의 좌절

1988년 11월 노태우 정권은 동북아평화협의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432) 냉전

대결구도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변국의 한반도 교차승인 및 평화통일의 기

반을 마련하기 위한 포석이었다. 1992년 9월 노태우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

에서 동북아평화협의회 개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제안에 대해 러시아는 아

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발언권 확보라는 차원에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433) 하

지만 북한은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현상 유지를 원하는 미국과 중국의 미온적 반

응으로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북방정책의 결실이 동북아 구상의 현실화라는 성

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한 것이다.

김영삼 정부는 노태우 정부가 거둔 북방정책의 결실 위에서 상대적으로 폭넓은

선택지를 갖고 출범했다. 하지만 지역 협력의 흐름을 주도하지 못했다. 동북아안

보대화의 창설을 제안했지만 국가 간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특히 북한이 다자간

안보대화에 반대 의사를 밝혀 답보상태를 면치 못했다. 사실상 김영삼 정부는 정

책 기본 방향을 지역화보다 세계화에 맞춰 놓고 있었다. 또한 ‘버르장머리’ 발언

이 보여주듯 일본과는 심각하게 갈등하고, 미국과는 북핵 문제 대응을 두고 마찰

을 빚는 등 관건적 시기에 동북아 협력구도를 만드는 데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434)

김대중 정부는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 구성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고,

국제사회에 발휘되는 대통령의 카리스마도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강했다. 그리하

여 동북아평화 구상에 관해서는 역내 국가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그러

나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 구상은 제도화 단계로 이행하지 못했다. 이번에도 북

한의 반대가 강했다. 또한 샹그릴라 대화 같은 경쟁구도의 대화체가 등장한 것도

장해요인이었다. 김대중 대통령 자신도 남북ㆍ한미ㆍ한중관계와 같은 전통적 양

432) 한동만, 1998,『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현황과 전망』, 외무부집무자(98-2), 83~84쪽. 

433) 예를 들어 1992년 11월 19일 한국을 방문한 옐친 대통령은 국회연설에서 아시아태평양 지
역에서의 협력과 새로운 정치 환경의 전개를 촉진하기 위한 다자간 대화 메커니즘의 구성을 제
안하고, 동북아시아의 안보 강화 문제에 대한 다자간 전문가 협의 시행, 위기관리체제 마련, 지
역 분쟁방지센터 설립, 전략문제연구센터 창설 등을 제안했다(박광섭, 2006,「노무현 행정부의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상과 그 실현 가능성」,『한국동북아논총』41집, 42쪽).

434) 임동원, 2008,『피스메이커』, 중앙북스, 354~3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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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접근방식을 중시하고 다자회담을 정례화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435) 그리하여

미국에서 클린턴 행정부의 임기가 끝나고 부시 행정부가 등장하자 동북아평화 구

상에 관한 우호적 분위기는 가라앉고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 구상은 추진력을 잃

고 만다.

사실상 김대중 정부의 한반도 문제 해결 노력 중 가장 중요한 성과물인 남북정

상회담과 6ㆍ15공동선언은 동북아 지역질서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계기였다.

그러나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436)고 명시한 정상회담합의문에서는 동북아

4대국 협력과 공조에 관한 내용이 등장하지 않는다. 남북정상회담은 ‘민족’과 ‘자

주’를 강조하는 대신 국제 협력, 지역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 원칙은 배제해 지역

적 의의를 확립하는 데 한계를 지녔다. 김대중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가 갖는 국

제문제, 지역문제로서의 본질을 천명하고 한반도 평화를 통한 지역적ㆍ국제적 기

여를 강조하는 동시에 지역적ㆍ국제적 협력을 호소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으나

그리하지 않았다. 한반도 문제에 접근하면서 국제-지역 방식과 민족-남북 방식을

분리하고 후자를 우선시했던 것이다.437) 결국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ㆍ지역화를

우려한 이 선택은 동북아 다자주의의 제도화를 이끌어내지 못해 한반도 문제를

접근하는 데서 양자주의와 개별의제 중심의 방식을 고착시키고 말았다.438)

참여 정부는 한국의 역대 정권들 가운데서 동북아 구상에 가장 많은 역량을 할

애했다. 그런 만큼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참여 정부의 동북아 구상은 ‘동북아중

심국가’라는 개념으로부터 출발했다. 노무현 후보자는 2002년 대통령선거캠페인에

435) 박명림‧지상현, 2009,「탈냉전기 한국의 동아시아 인식과 구상-김대중 사례 연구」,『한국정
치학회보』43집 4호, 169쪽.

436) 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 2000,「남북공동선언원문」

437) 10년 전 소련의 해체로 지역질서의 변화 조짐이 있던 시기에 노태우 정권도 비슷한 선택을 
한 적이 있다. 1991년 제임스 베이커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이 남북 대화를 지원하고 남북한 간
의 협상결과를 보장하며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안보이해를 조정하기 위한 ‘2+4’ 형식의 6자
회담을 주선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James A. Baker, 1991, “America in 
Asia: Emerging Architecture for a Pacific Community”, Foreign Affairs(1991, Winter). 그
러나 노태우 정권은 베이커 장관의 제안인 ‘2+4 형식의 6자회담’이 동북아질서 전반을 다루기 
위한 것이라면 찬성이지만 한반도 문제만 논의하는 회담이라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성사되
지 못했다.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ㆍ지역화가 한국 주도의 한반도 문제 해결에 이롭지 못하리라
는 소극적 판단이 있었던 것이다.

438) 박명림‧지상현, 2009,「탈냉전기 한국의 동아시아 인식과 구상-김대중 사례 연구」,『한국정
치학회보』43집 4호, 169~1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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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햇볕정책을 기조로 한 김대중 정부의 대외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고 약

속하며 ‘동북아의 질서를 주도하는 중심국가’로 만들겠다는 핵심공약을 내세웠

다.439) 그리고 대통령 당선 직후 인수위원회는 동북아중심국가 건설을 8대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확정했다.440) 2003년 2월 6일 동북아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국

정토론회에서 노무현 당선자는 동북아중심국가건설이 “단순히 경제적인 차원 이

상의 것”으로서 “적극적으로 지역질서를 주도하고, 수평적으로 대등하게 참여하

는 ‘주도의 역사’, ‘자주의 역사’를 만드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441)

하지만 동북아중심국가의 의미와 정책 영역은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다. 애초

동북아중심국가는 경제 영역에 치중한 구상으로서 금융 및 물류 허브 구축, 외국

인 투자 유치, 동북아철도연결망 구축 등이 주요사업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인

수위는 경제협력뿐 아니라 평화협력체 창설도 포함시켜 동북아중심국가 구상은

사실상 외교안보 분야의 활동을 아우르는 포괄적 구상으로 확장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사는 이를 잘 보여줬다.

그런데 동북아중심국가 구상에 대해 중국과 일본, 미국 등 주변 국가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자 노무현 정부는 동북아중심국가 개념이 동북아에서 중심국가가 되

겠다는 국가의지를 담는 것이 아니라 “인프라, 물류, 생산, 금융 면에서 동북아

지역의 경제 중심축으로서 세계 경제에 이바지하자는 뜻일 뿐”이라고 해명했

다.442) 그리고 경제중심적 성격을 강조하고자 출범 직후 ‘동북아경제중심국가’로

명칭을 바꾼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구상은 곧 경제중심적 성격에서 벗어났다. 2003

년 광복절경축사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은 “동북아에도 협력과 통합의 새로운 질

서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어느 쪽에 기

댈 것인가를 놓고 편을 갈라서 싸우다가 치욕을 당하는 그런 역사를 다시는 반복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동북아시대구상의 핵심입니다”443)라고 연설하

439)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 「불신과 분열의 시대를 넘어 개혁과 통합의 
시대로」, 2002년 4월 27일.

440) 「인수위, 8대 국정과제 사실상 확정」,『한국일보』2003년 1월 6일.

441) 「노당선자 仁川토론회 ‘동북아시대는 한국주도의 미래’」,『서울신문』2003년 2월 7일.

442) 「中 盧당선자의 동북아중심국가 발끈」,『국민일보』2003년 l월 18일； 「廬공약 ‘동북아
중심국가계획’ 中등 주변국 거부반응에 개칭」,『동아일보』2003년 4월 2일.

443) 노무현, 「제58주년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 2003년 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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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같은 해 12월에 작성된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의 보고서는 동북아 구상을

“미소 양극체제의 와해와 중국의 급부상으로 격변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동북아

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통해 우리경제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수립된 국가전

략”444)이라고 규정했다. 정부 출범 첫해에 동북아 구상은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

평화구축 등 외교안보 영역을 포괄하는 성격으로 확대되었다.445)

그리하여 동북아 구상의 핵심 개념은 ‘동북아경제중심’에서 다시 한 번 ‘동북아

시대’로 변경된다. 2004년 6월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가 동북아시대위원회로

명칭이 바뀌고 신임위원장에는 문정인 정외과 교수가 임명되었다. 동북아경제중

심추진위원회가 경제 영역에 무게중심을 두었던 반면 동북아시대위원회는 경제

영역은 물론 북한 핵문제와 한미동맹재편 및 동북아평화체제구축 등 외교안보 사

안도 포괄적으로 다루는 대통령자문기관으로 개편되었다.

그리고 2005년 3월 육군3사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처음으로

동북아균형자론을 꺼낸다. 동북아 지역에서 전통적 평화세력인 한국이 종합적 국

가역량에 기반해 장기간 지속되어온 갈등을 화해로, 대립을 협력으로 전환하는

모멘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핵심내용으로서 특히 중국과 일본의 양자관계가 갈

등과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한국이 균형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

북아균형자론은 한국이 강대국 간의 패권경쟁에 휘말리지 않을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지역의 안정을 위해 적극적 역할을 모색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이 발언이 나오자 보수 색채의 일간지는 즉시 격한 비판을 쏟아냈다. 요지는

동북아균형자론이 한미동맹을 이완 내지 부정한다는 것이었다.446)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의 대표 박근혜를 비롯해 야당 의원들도 동북아균형자론은 비현실적이며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만든다고 비판했다.447) 급기야 동북아균형자론은 보혁단체

444)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참여정부의 국정비전: 동북아경제중심의 비전과 과제』, 2003
년 12월 17일, 8~10쪽.

445)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2003,『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구상』, 동북아시대위원회.

446) 『조선일보』는 3월 23일자 사설에서 동북아균형자론은 지난 50년간 한국이 생존기반으로 
삼아온 한미일 3각 안보체제로부터 사실상의 이탈을 뜻한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3월 
31일자 사설에서 동북아균형자론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미일과 등을 진다면 어떤 상황이 전개될
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동아일보』는 4월 5일자 칼럼에서 동북아균형자론의 성공은 미국의 
절대적 신뢰에 달려있으니 한미동맹부터 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447) 「박근혜 대표 “동북아 균형자론 비현실적”」,『서울신문』2005년 4월 9일; 「야 '동북아균
형자론' 일제히 비판」,『부산일보』2005년 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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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찬반 공방으로 비화되었다. 2005년 학술지에서 대거 기획된 동아시아, 동북아

관련 특집에 수록된 논문들 가운데 다수는 동북아균형자론의 개념, 현실가능성,

특히 한미동맹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주변 국가들은 공식적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냉담한 편이었다. 『뉴욕타임

스』5월 17일자는 당시 6자회담 미국측 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차관

보가 “한국인이라면 스스로에게 ‘멀리 있는 강대국과 특별한 관계를 갖기를 원한

다’고 말할 것”이라며 한미 간의 미묘한 갈등을 우회적으로 꼬집었다는 보도를

냈다.448) 이후 6월 11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동북아균형자론이 한미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노무현 대통령은 5월 31일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동북아균형

자론은 “일본의 군비를 합법화, 강화하는 논의가 진행중일 때 준비한 것”이라며

미국이 아닌 일본을 염두에 둔 발상이라고 적극 해명했다. 그리고 같은 날 『아

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설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동북아균형자론에 대한 야

치 쇼타로 일본 외무성 차관의 발언(“노 대통령의 균형자론이 일본이 수집한 북

한 관련 비밀 정보를 한국에 전해줄 수 없는 한 가지 이유”)을 옮기며 비판적 논

조를 개진했다.449)

이처럼 동북아균형자론은 안팎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으며, 논란이 뜨거웠던

2005년 5월은 행담도 사태의 여파로 동북아시대위원회의 조직력이 누수되던 시기

이기도 했다. 그리고 2부에서 살펴보았듯이 동북아균형자론이 논란 속에서 사실

상 철회된 이후 참여정부 내에서는 초기의 정부 역량이 집중되었던 동북아 구상

에 대한 강한 반편향으로 한미FTA와 한미동맹 재조정으로 기울면서 동북아 구

상 자체가 동력을 잃게 되었다.

448) 「힐 ‘동북아균형자론’ 비판」,『서울신문』2005년 5월 19일. 당시 힐은 동북아균형자론을 
둘러싼 6자 회담 참가국들 사이의 이견을 두고 “우리는 잘 협력하고 있으며 긴밀한 접촉을 유
지하고 있다”며 크게 의미부여를 하지 않았으나 ‘동북아균형자론 비판’이라는 제목을 단 것은 
미국 행정부가 아니라 오히려 언론사 측의 입장을 보다 선명히 보여주었다고 말할 수 있다.

449) 「盧 "동북아균형자론, 美 아닌 日 향한 발언"」,『프레시안』2005년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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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정부의 동북아 구상과 역내 국가들의 지역구상 간의 괴리

동북아균형자론을 둘러싼 내외의 논란을 자세히 살펴본 것은 이 사례가 한국발

동북아 구상이 직면하게 되는 문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탈냉전기에

한국 정권이 추진한 동북아 구상들이 대체로 실효를 거두지 못한 이유로는 정책

실행 기반의 취약성,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단절, 외교력의 한계, 공론화 과정과

사회적 합의의 결여 같은 국내적 요인과 더불어 미국의 세력균형 정책, 중국의

현상유지 노선, 다자협력체 추진에 대한 북한의 거부감, 일본의 견제 등의 지역적

요인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된 관심인 지역상에 초점을 맞춰 한국발 동북아 구상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를 밝혀보자면, 인접 국가들의 지역구상과 괴리가 크다는 점을 지적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각국은 지정학적 조건과 정치경제적 상황의 차이 등으

로 인해 국가이익과 전략인식이 상이하며, 따라서 지역구상도 지향ㆍ관심영역ㆍ

우선순위 등을 달리 설정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한국발 동북아 구상은 지역구상

의 핵심인 동북아라는 지역상이 인접 국가들의 주요 지역상과 불일치하거나 인접

국가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었다.

동북아는 한국 정부가 동북아 국가로 간주하는 당사국들에게 일반화된 지역상

이 아니다. 중체서용이 대변하는 중국의 대륙적 정체성과 탈아입구가 상징하는

일본의 해양적 정체성은 모두 동북아보다 광역적인 공간에 친화적이다. 중국의

중화주의 내지 조공체계의 지역상이나 일본의 아시아주의 내지 대동아공영권 같

은 조숙했던 지역통합의 논리 역시 동북아라는 지역 범위를 초과하고 있다.450)

냉전기에 들어 일본은 아시아와 더불어 태평양을 외교 무대의 양축으로 삼았고,

중국은 사회주의권에 속했을 뿐 아니라 비동맹노선ㆍ제3세계주의의 주요 행위자

였음을 상기한다면 일본과 중국의 지역구상이 동북아라는 지역상으로 수렴될 가

능성은 낮다. 앞서 확인했듯이 중국과 일본은 동북아라는 소지역이 아닌 동남아

를 포함한 동아시아 혹은 아시아태평양이라는 광역 지역을 기본무대로 삼아 지역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450) 손열, 2006,「일본의 지역인식과 전략」,『동아시아와 지역주의: 지역의 인식, 구상, 전략』, 
지식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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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저우는 아시아태평양을 세 층위로 구분한다. ‘대아태’는 서아시아를 제외한

아시아ㆍ대양주ㆍ북미와 중남미 서부 지역을 포함하며, ‘중아태’는 동북아(러시아

극동지역 포함)ㆍ동남아ㆍ대양주(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포함)와 북미 서부

(미국ㆍ캐나다ㆍ멕시코 포함)를 일컫고, 동북아와 동남아를 포함하는 이른바 동아

시아인 ‘소아태’가 ‘대아태’와 ‘중아태’의 핵심 지역이라는 것이다.451) 결국 중국은

동남아와 동북아를 합친 동아시아를 중시하며, 그보다 좁은 범위에서 지역구상이

설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중국은 6자회담에 적극 참가하지만 몇몇 안보

이슈가 아니라면 동북아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경우는 드물다. 더구나

동북아라는 개념 자체가 중국에서는 동북3성 지역을 가리키는 식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일본에서는 동북아라는 지역 개념이 좀처럼 사용되지 않는다. Northeast Asia

는 대체로 북동아시아라고 옮겨진다. 일본이 외국과 작성한 외교문서에

Northeast Asia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2002년 북일평화선언 때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북한 측은 ‘동북아시아’라고 표기한 것이 일본어 정문에서는 ‘북동아시아

北東アジア’라고 되어있다.452) 이것은 단순한 표기방식의 차이에 그치지 않는다.

동북아시아라고 표기할 경우 그것은 동아시아의 하위 범주 내지 때로 대체어로

간주되지만, 북동아시아라는 지역 개념은 동아시아와의 포함관계 내지 호환관계

가 불분명하다. 그리고 일본의 북동아시아는 중국의 동북 지역과 한반도뿐 아니

라 몽골과 시베리아 일부 지역을 포함하곤 한다.

결국 한국이 상정하는 동북아라는 지역상은 중국과 일본에서 그대로 통용되지

않으며, 그 중요성도 등가적이지 않다. 무엇보다 동북아라는 지역상이 상정하는

한국(한반도) 중심성은 재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동북아는 한국ㆍ북

한ㆍ중국ㆍ일본ㆍ러시아ㆍ미국 등 6개국을 지시한다기보다 한반도와 주위 4강을

가리킨다고 간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동북아는 한반도를 초과하지만 한반도

가 중심인 지역상이며, 거기서 한반도는 중국과 일본, 대륙과 해양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맡는다. 이러한 표상 방식에 근거한 국가론은 동북아시대위원회의 『평화

451) 王逸舟, 1995,『當代國際政治析論』, 上每人民出版社, 437쪽.

452)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취임사에서는 ‘동북아시아’ 시대, ‘동북아시아’ 공동체라는 표현이 여
러 차례 나왔는데 『아사히신문』은 이를 ‘북동아시아’가 아닌 ‘동북아시아(북동아시아)’로 번역
했다.



- 272 -

와 번영의 동북아시대구상』에서 가교국가(bridge building state), 거점국가(hub

state), 협력국가(cooperation-promoting state)로 제시된 바 있다.453) 내용은 조금

씩 다르지만 모두 매개국가라는 역할을 한국에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내지 한반도를 중심에 두고 확대재생산하듯 그려낸 지역상에 기반

해서는 실효성 있는 지역구상을 수립하기 어렵다. 타국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

지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한국의 조건에 기대어 지역구상을 수립한다면 지역

구상으로서의 성과를 내기 어렵다.454) 어떤 지역상이 필요한가라는 규범적 물음

은 어떤 지역상이 가능한가라는 실질적 조건 위에서 던져져야 하는 것이다. 따라

서 대안적 동아시아상을 마련하려면 한국측의 필요성과 함께 동아시아적 조건에

천착해야 한다.

453) 동북아시대위원회, 2005,『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구상』, 동북아시대위원회, 16쪽.

454) 중견국가 외교의 성공조건과 관련해 촉매자(catalyst), 촉진자(facilitator), 관리자(manager) 
등의 역할을 제시하는 연구가 있다. 촉매자로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의제개발과 사
전합의 도출을 통해 이니셔티브를 행사해야 한다. 촉진자로서는 연합형성(coalition-building)을 
통해 지도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해야 한다. 그리고 관리자로서는 회원국 사이의 이해관계 조정
을 통해 장기적 협력이 가능하도록 기능해야 한다(Richard A. Higgott, and Kim Richard 
Nossal, 1993, Relocating Middle Powers: Australia and Canada in a Changing World 
Order, UBC Press, pp. 24~25). 이런 역할론 역시 응당 현실성을 검증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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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아시아 지역상의 중층성

태평양권이 세계의 중심이 되고, 일본과 중국이 주축을 이루는 동아시아가 태평양

권의 주체가 될 때, 일본과 중국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이야말로 세계의 중

심 속의 중심이 될지도 모른다.455)

그때도(1971년 대선 신민당 총재 시절 - 인용자) 지금도 내가 얘기하는 것은 ‘1동

맹 3우호체제’입니다. 미국하고는 군사동맹을 해야 하고 나머지 중국ㆍ러시아ㆍ일

본하고는 우호체제를 해야 한다.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이 4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4대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외교죠. …… 세계에서 소련, 중공 그리고 일

본, 미국 이 4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에요. 세계에 없어요. 세

계에 없는 상황이면 세계에 없는 정책이 나와야 해요.456)

첫째 인용구는 어느 외교안보연구원의 발언이다. 둘째 인용구는 김대중 전대통

령의 발언이다. 대안적 동아시아상은 첫째 발언이 아닌 둘째 발언의 방향에서 모

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발언은 지정학적 지지요소로부터 역내에서 한국의 중

심성을 도출해낸다. 둘째 발언은 강대국 중심의 세력경쟁이라는 지정학적 제약요

소 속에서 현상을 돌파하는 전향적이고 진취적인 방법을 개발하자고 주장한다.

결국 대안적 지역상은 동아시아적 지지조건을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적

제약조건에 근거하되 한국 측의 필요성을 주입해서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다.

한국지식계의 동아시아 담론은 십여 년간 논의를 축적하는 동안에도 동아시아

의 외연에 관한 합의를 보지 못했다. 그것은 동아시아상과 결부된 필요성도 현실

성도 복잡하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담론이 담론으로서 존재하는 동안에는 동아시

아상 역시 고착되지 않고 유동할 것이다. 다만 십여 년에 걸친 논의를 돌이켜보

면 동아시아상의 지역 범위는 몇몇 경우의 수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각 경우의 필요성과 현실성 내지 한계를 정리해낸다면, 동아시아라는 지역

상의 지리적 외연 및 기능적 내포에 관한 규범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접근법을 마

455) 박홍규, 2002,「21세기 동아시아 질서와 한국의 대응」,『사상』14권 4호, 66쪽.

456) 김대중‧박명림, 2008,「정부수립 60주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인터뷰: 민주적 시장경제와 평화 
공존에의 여정」,『역사비평』84호, 41~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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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할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의 외연을 정의하는 데는 몇 가지 방식이 있다. 먼저 심상지리 차원에

서 혹은 지문화적 시각에서 한국ㆍ중국ㆍ일본 삼국을 일러 동아시아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지리적 구획으로 보건대 서아시아, 남아시아

등에 비해 너무나 비좁고 중국과 일본이 수용할 가능성도 낮다. 또한 한중일 삼

국, 동아시아 삼국, 동북아 삼국 혹은 문화권ㆍ문명권이라는 의미를 드러내고자

한다면 유교문화권ㆍ중화문명권 등과 같은 다른 명명법도 가능하다.

이를 제외한다면 동아시아의 외연에 관한 접근법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지정

학적 시각에서 한반도와 주위 4대 강국을 포함해 6자회담의 구성국이 되는 한국

ㆍ북한ㆍ중국ㆍ일본ㆍ미국ㆍ러시아를 동아시아로 상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외

연이라면 동북아라는 지역명이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둘째, 주로 지경학적

시각에서 동북아와 동남아를 아우르며 아세안+3라는 지역 범위를 동아시아라고

상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1990년대 후반의 동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다수 국가가

공유하는 접근법이다. 이상의 세 가지 접근법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4-1] 동아시아의 외연에 관한 세 가지 접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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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지정학적 시각에서 구도한 동아시아상이 지경학적 시각

에서 상정한 동아시아의 상보다 단순히 작지는 않다는 점이 드러난다. 흔히 동북

아로 불리는 지역상이 동남아와 동북아를 아우른다고 간주되는 동아시아라는 지

역상의 하위 범주가 아닌 것이다. 무엇보다 동아시아 지역질서에서 가장 큰 영향

력을 행사하는 미국이 동북아에는 속하지만 동아시아에서는 빠져있다.

한편 미국을 아시아와 연결하는 지역상으로는 아시아태평양이 있다. 이 지역상

을 대변하는 기구가 APEC다. 일본 정부의 지역구상은 아시아태평양을 주요 무

대로 삼으며, 광역 동아시아를 설정해 오스트레일리아ㆍ뉴질랜드 등을 그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이 국가들은 일본과의 경제적 상호의존 정도가 높고 안보협력

관계가 긴밀해 이 국가들이 광역 동아시아에 참가한다면 일본이 유리한 입지를

점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게 이들 국가는 정치경제적 협력관계

를 유지하는 주요 우방국이지만 중국의 반대를 무릅쓰면서 동아시아의 지역 범위

안으로 포함시켜야 할 현실적 이유는 크지 않다.

더구나 APEC이 보여주듯이 아시아태평양이라는 지역상의 외연은 지리적 시각

에서 보았을 때 우랄 산맥 이동의 시베리아로부터 남쪽으로 동북아ㆍ동남아가 포

함되며 오세아니아까지도 끌어안는다. 태평양 건너로는 북미 3개국과 남미의 칠

레나 페루까지를 아우른다. 이 광대한 지역은 면적과 인구가 거의 세계의 절반을

차지한다. 경제적 생산량과 무역 비중은 세계의 절반을 상회하는 지구상 가장 광

대한 광역권이다. 아시아태평양은 경제교역권으로서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지만,

그 광대함으로 말미암아 높은 수준의 지역주의가 진척되기는 어렵고, 더구나 한

국이 주요 행위자로 자리매김하기는 더욱 어렵다. 탈냉전기에 형성된 아시아태평

양 차원의 협력체에서 한국이 제안자 역할을 맡은 적은 없다.

따라서 [그림 4-1]을 보았을 때 아시아태평양을 제외하고 동아시아라고 설정할

수 있는 세 가지 접근법에서 파생되는 문제 지점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동

북아 중심의 지역상의 필요성과 한계점이다. 둘째, 동남아로 외연을 확대한 지역

상의 필요성과 한계점이다. 그리고 셋째, 역외 국가인 미국을 포함하는 지역상의

필요성과 한계점이다.457)

457) 이러한 접근법은 동아시아의 지역상 설정을 둘러싼 문제의식을 추출해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단순화한 것으로서 동북아에서 몽골을 누락해도 되는지, 동아시아에서 타이완을 누락해도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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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북아 중심의 지역상의 필요성과 한계점

한중일 삼국을 일러 동아시아로 간주하려는 사회심리적 경향은 문화적 유사성

에서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정녕 문화적 유사성의 각도에서 동아시아를 표상

하는 것이라면 중국의 중요성이 부각되어야 할 텐데, 한중일 삼국을 거론하면서

는 은연중에 한국을 중심에 둔다. 그리고 동북아 6개국으로 늘어나도 한국중심적

표상 방식은 유지된다.

동북아라는 지역상은 3개국이든 6개국이든 지문화적이든 지정학적이든 한국 내

지 한반도를 중심에 두는 심상지리적 성격이 강하다. 각국의 지역상은 자국중심

적이기 마련이나 동북아는 아세안+3 수준의 동아시아와 비교해봐도 한국중심적

속성이 뚜렷하다. 그리고 한국중심적 속성은 여러 논리로 보강된다. 가장 흔하게

거론되는 것은 지정학적 위치다. 한국이 속한 한반도는 동북아의 전략적 요충지

로서 전통적으로 대륙세력에게는 일본과 태평양으로 뻗어가기 위한 발판이었고,

해양세력에게는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였다. 역사적으로 한반

도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문화를 매개했으며, 오늘날에는 미국ㆍ중국ㆍ일본ㆍ

러시아 등 세계 4대 강국이 한데 마주하는 결절점으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여기

서는 “최전선” “십자로” “중추지역” 등이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기술할 때 자

주 사용되는 수사다.

이윽고 한국이 중국과 일본 사이, 그리고 세계 4대 강국의 한복판에 위치하면

서도 거기서 일궈낸 성과가 강조된다. 먼저 한국은 강대국도 패권국도 아니다. 한

반도는 19세기 말엽까지 중화 제국의 영향권에 속해 있었고 20세기에는 일본과

미국의 지역질서 속으로 편입되고 분단의 시련을 겪었다. 한국은 타국을 정복하

러 나선 적이 없으며 제국주의 전략을 표방한 적도 없다. 그리하여 강대국들이

패권경쟁을 벌이는 이 지역에서 약소국들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강대국들 사이에

서 중재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성공적 근대화도 지역의 자산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한국은 국가주도형 발전전략을 내세워 아시아 네 마리 용의 선두

지,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아세안으로 일괄해도 되는지, 규모의 비대칭성을 감안했을 때 국가 단
위의 표상 방식이 적절한지 등의 물음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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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가 되었고, 지금은 IT강국으로 부상하고 한류라는 문화 컨텐츠를 확산시키고

있다. 그리고 한국모델은 경제발전모델일 뿐 아니라 정치발전모델이라는 주장이

이어진다. 한국은 분단체제에 놓여 있고 군사독재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발

전(근대화)으로 정치발전(민주화)을 쟁취한 드문 사례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

은 이 지역의 개발도상국들에게 정치ㆍ경제ㆍ문화 영역에서 본보기일 수 있다는

모델론, 나아가 한국이 상이한 발전단계에 있는 역내의 국가들을 매개해야 한다

는 역할론이 제기된다.458)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지역 차원에서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는 미지수다. 가

교 역할 내지 거점론은 한국만이 아니라 타이완이나 싱가포르처럼 중소국이라면

거쳐 가는 욕망의 관문이며, 일본조차 아시아와 태평양을 매개하는 경계국가론을

내세운다. 그리고 가교국가론은 한국의 내적 역량보다 주위 강대국들의 외적 규

정력이 강하다는 것을 역으로 보여준다. 달리 표현하자면 중국과 일본이 한국에

게 갖는 중요성과 한국이 중국과 일본에게 갖는 중요성은 비대칭적이다. 미국과

는 그 비대칭성이 더욱 커진다. 미국에게 한반도는 동아시아의 중요한 전략적 요

충지이긴 하나 사활적 이해관계(vital interest)가 걸린 장소는 아니다. 냉전기에도

애치슨라인 설정, 한국정부의 지역구상 실패 등의 사례에서 미국이 한국보다 일

본을 더욱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비대칭성을 간과한 채 주위 강대국들

의 세력 균형점이라는 식으로 입지를 도출해내려 한다면, 동북아 구상은 그야말

로 ‘약소민족의 한풀이식 아시아 패권에 대한 열망’의 사전단계로 전락할지 모른

다.459)

또한 한국을 경제발전모델ㆍ정치발전모델로 가다듬는 일종의 매력국가론은 4대

강국으로 둘러싸인 동북아의 지정학적 조건을 배경으로 제시되었지만, 정작 동북

아 지역에서는 설득력을 갖기가 어렵다. 간단히 말해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등

의 국가들이 한국을 경제발전모델 내지 정치발전모델로서 필요로 할 가능성은 희

박하다. 결국 매력국가론은 경제적ㆍ정치적으로 한국보다 발전이 더디다고 한국

측에서 여기는 동남아 지역으로 눈길을 돌리게 되는데, 동남아 지역 역시 지정학

458) 손열, 2007,「동아시아의 매력경쟁, 한국의 매력 찾기」,『매력으로 엮는 동아시아』, 미래
인력연구원.

459) 백영서, 1997,「진정한 동아시아의 거처」,『동아시아인의 ‘동양’ 인식』, 문학과지성사, 1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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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조건ㆍ문화적 토양ㆍ역사적 경험ㆍ근대화 양상이 이질적이어서 한국발 매력국

가론이 통용될지는 미지수다.460)

이처럼 지정학적 지지요소로부터 한국의 중심성과 중요성을 도출해내는 언설들

은 앞서 어느 외교안보연구원의 발언이 짧지만 그만큼 노골적이고 압축적으로 그

사고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대안적 지역상은 김대중 전대통령의

발언처럼 지정학적 제약요소들에 천착하되 주체적 필요성을 담아내는 방향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가령 김희교는 「극동, 동아시아, 동북아시아의 함의」에서

동아시아와 비교해 동북아시아라는 지역 개념은 “현실과 이상의 반영물”로서 중

요성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즉 동북아시아는 자연지리가 아니라 “경제, 정치, 안

보, 환경, 식량, 평화 문제에서 실제적으로 운명 공동체적 성격을 띠”는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하며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라는 개념으로 이 지역을

분석할 때, 비로소 천꽝싱이 제안한 탈식민ㆍ탈냉전ㆍ탈제국화의 삼위일체운동도

보다 명확하게 그 대상을 설정할 수 있”으니 동북아시아라는 지역 개념은 현실중

시적이자 이상지향적이라는 것이다.461)

물론 이 진술에서 여섯 나라를 운명공동체라며 등가적으로 모을 수 있을지, 국

가 단위의 표상방식에 머무르는, 더구나 인용구에 언급된 천꽝싱에게는 발화의

거점일 타이완은 누락된 동북아시아라는 지역상이 이상지향적인지는 의문이지만,

지역상의 가치를 필요성과 현실성이라는 양 측면에서 조명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참여정부기에 제시된 동북아 구상도 외교안보전략의 필요성에서 제출된 것이며

현실성의 각도에서 검증이 이어졌다.462) 특히 큰 논란거리는 동북아라는 지역 설

정이 필요하고 또 현실적인지였다. 동북아시대위원회가 발간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구상』은 동북아시대구상에 가해진 ‘지역 개념의 협소성에 관한 비판’

460) 이처럼 한국의 중요성을 도출해내려는 동북아 내지 동아시아 지역상은 타이완을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누락하곤 한다. 지정학적 위치의 중요성, 성공적인 근대화 등 한국의 중요성
을 수식하기 위한 여러 항목들은 타이완의 중요성을 수식하는 데도 대체로 사용될 수 있다.

461) 김희교, 2005,「극동, 동아시아, 동북아시아의 함의」,『역사비평』73호, 115~116쪽. 

462) 해외시장 개척, 국제통상 및 금융기구 가입, 자유무역협정 체결, 에너지ㆍ자원 외교강화 등
은 경제통상전략으로서 외교안보전략과는 구분된다. 물론 경제통상전략 역시 큰 범위에서 외교
안보전략의 일부로 간주할 수 있으나 국가의 생존과 안보가 외교안보전략의 궁극적 목표라고 
한다면, 한국의 외교안보전략은 한반도 평화 유지가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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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동북아의 개념을 남ㆍ북한과 중국, 일본,

러시아라는 지리적 인접국들에 국한시킴으로써 폐쇄성과 배타성을 노정시키고 있

다”는 비판, 둘째 과거 한국 정부가 국제화(노태우 정부), 세계화(김영삼 정부),

동아시아공동체(김대중 정부)처럼 보다 넓은 지리적 개념들에 기반해왔던 데 비

해 동북아로 한정한 “축소지향적이며 퇴행적인 정책비전”이라는 비판, 셋째 “동

북아구상이 아시아 전 지역을 지향하는 중국이나 동아시아를 지향하는 일본과 접

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이다.463)

이렇게 비판들을 정리한 다음 ‘왜 동아시아가 아니라 동북아인가?’라는 절이 이

어진다. 여기서는 시간의 선후관계에서 동북아 문제의 해결이 우선시되며, 동북아

가 세력균형질서 속에서 한국의 정책자원인 경제력ㆍ사회문화적 역량ㆍ연성권력

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지역 범위임을 강조한다. 이어서 경제적ㆍ안보적ㆍ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동북아라는 지역 범위의 필요성과 현실성을 밝힌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한국의 수출지향적 산업구조로 인해 대외무역에서 동북아 지역이 차

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안보적 측면에서는 한반도평화체

제 구축, 역내의 안정적 안보질서 형성, 중미 간 패권경쟁 완화 등을 위해서는 동

북아다자안보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한국

이 동북아 국가들과 전통적 가치와 규범, 문화적 유산을 공유하기 때문이라고 설

명한다.464)

그러나 ‘왜 동아시아가 아니라 동북아인가’에 대한 경제적 측면의 해명은 아세

안 지역과의 경제 교류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고, [그림 3-2]에서 확인했듯이 동북

아와 동남아 지역을 아우르는 동아시아에서 역내무역집중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

음을 감안한다면 설득력이 약하다. 또한 동북아시대위원회가 설정하는 동북아라

는 지역상 안에 미국과 러시아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전통적 가치와

규범, 문화적 유산을 공유하는 까닭에 동아시아보다 동북아라는 지역상을 중시해

야 한다는 사회문화적 측면의 해명도 설득력이 약하다. 결국 동북아라는 지역상

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은 안보적 측면의 해명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세력이 상호균형점(equilibrium)을 찾을 때 한반도는 평화와

463) 동북아시대위원회, 2004,『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구상』, 2004, 12쪽.

464) 위의 책,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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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을 누릴 수 있었고, 균형점에서 벗어나면 동요와 혼란을 겪게 된다. 이처럼

한반도의 평화 정착은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조정을 전제로 하고 있으니 미

국과 러시아를 포함해야 하며, 그러한 동북아의 지역 범위가 한국이 근대적 세력

균형의 정치를 지역공동체의 정치로 변화시키는 데서 연성변환자(soft

transformer) 역할을 맡기에 적절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보적 측면에서 필요성을 제시해도 현실성 추궁이 기다리고 있다. 먼

저 동북아균형자론의 추이가 보여주듯 동북아에 포함된 국가들은 모두 세계적 강

국이어서 한국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지역 범위를

넓힌다고 해소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오히려 동북아 구상이야말로 이러한 제

약에 따른 필요성에서 제출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동북아에는 중국과 일본, 미국과 중국, 미국과 북한 및 한국과 일본 등 양

자 간에 갈등이 잠재하고, 북핵문제ㆍ양안문제 그리고 영토분쟁 등과 같은 전통

적 안보문제가 상존하고, 역내국가 간 과거사 미청산에 따른 불신과 반목이 해소

되지 않았으며, 배타적 민족주의가 기승해 충돌 우려가 있고, 역내 협력을 주도할

세력이 부재하고, 통합을 촉진할 제도가 미비해 동북아다자안보의 실현은 요원하

다는 지적도 제기되지만, 이러한 제약조건은 그대로 동북아다자안보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이유로도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동북아 구상에 가해진 첫째와 둘째

비판, 즉 과거 한국 정부의 지역구상에 비해 협소하며 패쇄적이라는 비판에 대해

서라면 동북아라는 지역 범위여야 핵심국가들을 아우르고 한반도 문제가 부각되

며 한국의 행동반경이 확보된다는 동북아시대위원회의 해명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

그러나 셋째 비판, 즉 중국이나 일본의 지역구상과의 접점이 부족하다는 비판

에 대해서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구상』도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않으

며, 이 비판이야말로 지역구상으로서의 현실성을 검증하는 데서 핵심적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앞장에서 확인했듯이 중국과 일본이 동북아라는 지역상을 기반으로

지역구상을 수립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동아시아공

동체처럼 높은 수준의 협력체가 아니라 다자주의적 틀인 6자회담에는 중국과 일

본도 참여하고 있으며, 6자회담은 북핵 문제뿐 아니라 동북아의 안보 전반을 논

의하는 유일한 기구로서 자리잡고 있다. 즉 중국과 일본도 동북아 지역에 남아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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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분단구조를 해소하고 테러ㆍ대량살상무기ㆍ국제범죄 등 증대하는 비전통안보

위협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기존의 양자협력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다자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물론 양국 간에는 온도차가 있다. 중국은 한국 정부발 동북아 구상에 일관되게

지지의사를 밝혀온 것은 아니지만 동북아다자안보협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

으며 그 형식으로서 6자회담을 선호한다. 아세안+3라는 틀에서는 중국의 외교안

보에서 핵심적 국가인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이 누락된다. 특히 6자회담은

동북아의 안보 사안을 두고 중국이 미국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유일한

창구다. 또한 6자회담은 중국의 부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견제를 완화하면

서 강대국과의 이해관계를 다자주의적 틀 내에서 조정해 중국이 발언권 및 영향

력을 유지ㆍ확대하기에 유리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6자회담을 상설화하고 확

대해서 동북아안보협력체로 발전시키고, 그 과정에서 북핵 폐기를 포함해 동북아

의 군비통제ㆍ군축에 관한 구속력 있는 규칙을 만들어내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게 동북아는 생소한 지역명이지만 중국과 러시아, 남한과 북한이

포함된 동북아라는 지역상 자체는 일본 외교에서 비중 있는 위치를 차지해왔다

(미국과는 일차적으로 태평양이라는 지역상이 중요하다). 하지만 동북아는 일본에

게 과거사 문제가 오늘날의 첨예한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동북아 지역에서는 일본 정치인사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식민정책을 미화한 역

사교과서 등으로 인한 외교마찰이 끊이지 않는다. 미래의 기획들을 함께 구상하

다가도 억압된 과거의 기억들이 회귀해 갈등이 빚어진다. 대미기축주의를 아시아

근린 외교보다 우선시하고, 한국ㆍ중국과는 영토 분쟁, 역사 인식 차이로 인한 갈

등을 빚고,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근대화론ㆍ냉전적 관성ㆍ오리엔탈리즘이 뒤섞

인 편향적 시각을 투사하는 현상황에서는 중미관계ㆍ북미관계가 일대 조정을 거

치지 않는 한 일본이 동북아 수준의 근린 외교에 전향적으로 나서고 동북아다자

안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맡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6자회담에서도 일본은

회원국 가운데서 가장 소극적이다.

또한 중국과 일본이 6자회담에 적극 참여하더라도 그것이 동북아안보협력체로

순탄하게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중국은 타이완 문제가, 일본의 오키나와 문제가

지역안보의 의제로 다뤄지는 것을, 미국은 동아시아 군사전략이 다자 대화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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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으로 놓이는 것을 반대할 공산이 크다. 그렇다면 6자회담으로부터 파생될 안보

협력체는 한국 측의 기대와 달리 한반도에 대한 공동관리체제의 성격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 간 지역구상의 차이와 국가 간ㆍ국가관계 간 비대칭성을

담아내지 못하는 이상 (현실주의적 시각에 근거해) 한국이 주도적으로 주변국들

과 협의하고 (자유주의적 시각에 근거해) 국제기구나 민간단체 등을 참여시켜 추

진동력을 얻고 (구성주의적 시각에 근거해) 관련국들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고 동

북아 정체성을 확립해 동북아공동체를 실현한다는 식의 발상은 필요성이 드높은

만큼 현실성은 반비례할 공산이 크다.

(2) 동남아로의 외연 확대의 필요성과 문제점

이 가운데 국가 간 지역구상의 차이에 관해서라면 앞서 중국과 일본의 동아시

아 구상을 비교해보았다.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아세안+3이라는 지역 범위를

선호하지만, 일본은 오스트레일리아ㆍ뉴질랜드ㆍ인도처럼 비동아시아 국가까지를

아우르며 아시아태평양이라는 지역상에 근접해간다.465) 그런데 이러한 차이 속에

서도 발견되는 공통점이 있었다. 양국 모두 동남아 지역을 중시한다는 사실이었

다.

중국에게 동남아는 인접할 뿐 아니라 화교들과의 연계망이 탄탄하게 짜여있는

지역이다. 중국의 평화로운 발전을 위해서는 동남아 지역과의 협력이 중요하며,

타지역과 비교하건대 협력의 조건도 안정적으로 갖춰져 있다. 비록 중국에 비해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일본 역시 동남아를 20세기 내내 경제적 배후지로 상

정해왔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일본은 전전에는 동남아 지역을 대동아공영경제권

의 원료공급지로, 전후에는 산업자원과 원료의 주된 수입원이자 공산품 판매와

산업인프라 구축의 주요 시장으로 삼아왔다.466)

한국은 1990년대부터 동남아 지역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제적 관여의 정도가

465) 김기석, 2007,「일본의 동아시아 지역주의 전략: 아세안+3, EAS 그리고 동아시아공동체」,
『국가전략』13권 1호, 79~80쪽.

466) 이원덕, 2005,「일본의 동아시아 형성정책의 전개와 특징」,『일본연구논총』22호, 85~86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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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높아졌다. 특히 국민의 정부기에는 아세안＋3을 기반으로 한 여러 지역협력

안을 적극 제출했다. 다음은 1998년 아세안정상회담에 참석하고 돌아오면서 가졌

던 김대중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이다.

앞으로는 모든 ASEAN 정상회의에 3국의 정상들도 공식회의든 비공식회의든 전

부 참석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역내에서 교역을 활발히 하고 문호

를 개방하고 관세를 낮추면서 적극적으로 경제를 발전시켜 상호의존성을 강화시

키기로 한 것입니다. 동남아시아는 건설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첫 번째 대상입니

다. 수출에 있어서는 두 번째로 중요한 대상국입니다. 투자에 있어서는 세 번째입

니다. 이렇게 동남아시아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경제적 상대입니다.467)

이 발언에서 선명하게 드러나듯 동남아시아는 “경제적 상대”로서 중요하다. 이

것은 냉전기 한국 정부의 지역구상에서 동남아 지역이 거론되었던 이유와 사뭇

다르다. 이승만 정권의 태평양동맹, 박정희 정권의 아시아태평양공동사회 구상에

서는 군사안보상의 이유에서 특정 동남아 국가와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했다. 이

승만의 태평양동맹은 타이완의 장개석, 필리핀의 키리노와 함께 추진한 것이었고,

박정희의 아시아태평양공동사회 구상은 베트남 전쟁 파병을 계기로 미국의 지원

을 얻었고, 박정희는 미국의 우방으로서 한국이 동남아를 포괄하는 아시아자유진

영의 맹주가 되기를 원했다. 그리고 이러한 기대는 미국의 베트남 전쟁 패전과

함께 수포로 돌아갔다.468)

탈냉전기에 동남아는 반공전선 구축과 같은 군사안보상의 필요가 아니라 경제

교역 활성화와 그에 따른 사회문화적 지역화 추세로 인해 한국의 지역구상에서

중시되었다. 경제교역 활성화는 투자ㆍ생산ㆍ무역 등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들의 빈번한 접촉과 이동을 초래하고 그로 인해 방문객ㆍ관광객ㆍ유학생 등이 늘

어나고, 특히 노동자와 기술자들의 이주로 현지 교민사회가 형성되며 문화의 전

467) 김대중, 1999,「1998년 베트남 방문 및 아세안정상회담 참석 귀국기자 회견, 『김대중대통
령 연설문집제1권』,  대통령비서실, 691쪽.

468) 실상 냉전기에는 미국과 소련 간 세계적 냉전의 중압이 동아시아의 지역적 열전으로 분출하
며 한반도와 동남아 지역은 군사안보적으로 연계되어 있었다. 한국전쟁에는 태국과 필리핀 등
이 참전하고 한국전쟁은 일본과 아울러 동남아 각국의 경제발전을 추동했으며, 베트남전쟁에는 
중국ㆍ한국ㆍ태국ㆍ필리핀 등이 참전하고 베트남전쟁은 한국ㆍ일본ㆍ대만 등의 경제발전을 촉
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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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와 이식을 동반한다. 1990년대 한국의 자본은 대거 동남아로 진출했고 직접적

인구 이동도 크게 늘었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서는 교민 수가 외국인들 가운

데 가장 많고, 싱가포르를 제외한 동남아 모든 국가에서 교민 수가 일본인 교민

수를 추월했다. 한국인의 행선지별 출국자 수를 보더라도 상위 10개국 중에는 태

국ㆍ필리핀ㆍ베트남ㆍ싱가포르 등 동남아 국가 4개국이 차지하고 있다.469) 또한

동남아로부터의 인구 이동도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동남

아 국가들로부터 합법적ㆍ불법적 경로를 통해 유입된 노동자와 이주자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해 있다. 또한 농촌 노총각 등의 결혼 상대자로서 한국으로 온 외국

인 신부들은 베트남ㆍ필리핀ㆍ캄보디아 출신이 다수이며, 많은 코시안이 태어나

곧 한국 사회 성인층의 일부를 이루게 된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지역화의 추세에 따라 한국지식계에서 동남아 연구에 대한

수요도 점차 늘어났다. 학술기관으로는 1991년 한국동남아학회가 설립되고 1992

년 동남아지역연구회가 창설되었다. 두 기관은 1990년대 한국의 동남아 연구의

허브 역할을 맡았지만 느슨한 연구조직이었다. 2004년에는 동남아지역연구회가

독립적인 연구실과 재정관리체계를 갖춘 사단법인 한국동남아연구소로 재편되었

다. 2000년대 동남아 연구는 연성조직인 한국동남아학회와 경성조직인 한국동남

아연구소를 통해 뒷받침되고 있다.

동아시아 담론의 전개 과정에서도 동북아중심적 시각의 교정을 촉구하고 동남

아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점차 등장했다.470) 박사명은 “동북아에서

동남아로 확산되는 시장경제의 발전,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개방, 냉전체제의 해체

등 역동적 정치변동과 가속적 경제성장”으로 인해 동북아와 동남아를 뚜렷하게

구획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한다.471) 신윤환은 동아시아의 지역상을

수립할 때 동남아를 품는다면 중국처럼 우월적인 문화의식에 사로잡혀 있거나 일

본과 한국처럼 획일적인 단일문화에 갇혀 살아온 동북아인들이 다원주의적 태도

469) 신윤환, 2008,「동아시아 지역통합과 한국의 선택」,『동아시아공동체와 한국의 미래』, 이
매진, 386~391쪽.

470) 신윤환, 2009,「동남아의 지역주의와 ‘동아시아 공동체’: 그 역사에 대한 재해석」,『동아연
구』56집; 황인원, 2007,「‘확대지향’의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아세안의 대응」,『동아시아 브리
프』2권.

471) 박사명, 2008,「동아시아공동체의 의의와 과제」,『동아시아공동체와 한국의 미래-동북아를 
넘어 동아시아로』, 이매진,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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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함양하고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를 상대화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한

다. 동남아인들은 수백 가지 언어와 종족이 공존하는 다원사회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서로 다른 종족들이 모여 새로운 국가와 민

족을 건설했고, 또한 이질적인 국가와 국민들이 결집해 아세안이라는 지역기구를

창설하며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472)

하지만 지역화의 추세에 발맞춰 학술적 시각을 동남아로까지 확장할 필요성이

곧 동남아를 포괄하는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필요성, 더구나 현실성으로 옮겨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분명 김대중 대통령의 저 발언이 나온 1998년부터 아세안

국가들과 한국ㆍ중국ㆍ일본 사이에서 정상회담이 정례화되었고, 한국 정부는 동

아시아비전그룹 등을 제안하며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실현을 위한 적극적 행보에

나섰고, 2000년에는 치앙마이이니셔티브가 채택되는 등 구체적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동남아를 포괄하는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은 역내 국가들의 발전 정도가

크게 다르고 분업구조가 성층적이어서 더딜 수밖에 없다. 선진국들이 존재하는

한편 중진국ㆍ발전도상국ㆍ구사회주의국 등이 존재하고 경제정책 또한 다르다.

역내 선진국들은 자유주의적 지향이 강하지만, 개발도상국과 구사회주의국은 보

호주의적 지향이 강하다. 일본 생산네트워크가 남긴 성층적 분업구조도 문제다.

1970, 80년대에 형성된 일본 생산네트위크는 역내에서 생산해 역외로 수출하는

불균형한 삼각교역구조(triangular trade structure)의 형태를 띠었다. 동남아와 중

국이 일본과 신흥공업경제국들로부터 자본재와 기술집약적 중간재를 수입ㆍ가공

해 미국과 유럽으로 수출했던 것이다. 일본 생산네트워크는 역내에서 비교우위에

따른 성층적 분업구조를 형성했고, 그 수출지향적 속성은 일본으로의 재수출이

제한적인 가운데 북미 시장을 둘러싼 과도한 경쟁과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중복

투자, 공급과잉을 초래했다. 동아시아 지역주의가 연성지역주의에 머무는 것도 이

러한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 구조를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동남아 지역의 경우 아세안 10개국의 경제규모가 한국에도 미치지 못해

협력과 통합에 따른 이익 규모가 크지 않다는 현실적 고려도 무시할 수 없다.473)

472) 신윤환, 2008,「동아시아 지역통합과 한국의 선택」,『동아시아공동체와 한국의 미래』, 이
매진, 386~3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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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세안이 지역통합의 이니셔티브를 선점한 상황에서 지역통합의 방향에 관

한 한국 측의 의견이 얼마나 관철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노무현 대통령은 동

북아시대구상에 관해 “동남아시아는 이미 저쪽에서 구조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손님입니다. 손님으로 가서 새 사람을 아무리 만나봤자 동북아시

아의 비전은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다”474)라며 그 필요이유를 밝힌 바 있다.

안보적 시각에서 접근한다면 동남아까지로 확장된 동아시아 지역상이 노출하는

한계는 더욱 뚜렷해진다. 즉 한반도 문제의 중요성이 희석되고 한반도 문제의 해

결에 관한 협력틀을 짜내기도 어려워진다. 동북아시대위원회가 개방적 지역주의

를 표방하면서도 동남아를 제외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동남아국가들과는 이렇

다 할 역사적 문제도 없고 안보적 문제도 없다. 통상적 외교관계를 통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국가들이자 지역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굳이 대통령 어젠

더로 설정할 이유가 없다.”475) 즉 확장된 동아시아는 “남북관계에 대한 적극적

관심이나 안보적 함축이 부족”476)한 지역상인 까닭에 동북아로 범위를 좁혀야 한

반도 문제가 선명하게 부각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동북아시대위원장을 지낸 이수훈은 동북아라는 지역상이 동아시아보

다 가치지향성이 뚜렷하다고 주장한다.477) 박종철도 안보 영역에서는 동북아라는

지역상에 기반하는 구상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강조한다. “적어도 경제나 문화와

는 달리 안보문제에 관한 한, 한국이 한반도 또는 동북아로부터 보장받는 것이

동아시아 차원에서 보장받는 것보다 역사적으로나 미래에 대비하더라도 설득력이

있고 타당한 접근책이 되는 것이다. 한국이 안보영역에서는 강대국이 위치하고

있는 동북아지역에서 일차적으로 보장받을 중요성이 더 확실하며 그 이상 지역으

로 확대된 보장 장치는 여분적일 수도 있다.”478)

물론 반론도 있다. 신윤환은 동북아중심적 사고에 사로잡히면 한국의 미래는

473) 동북아시대위원회, 2004,『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구상』, 동북아시대위원회, 12~13쪽.

474) 2005년 7월 22일 통일ㆍ외교ㆍ안보 관련 자문위원 초청 오찬 간담회. 박명림, 2006,「노무
현의 ‘동북아구상 연구’ - 인식, 비전, 전략」,『역사비평』76호, 177쪽 미주 29에서 재인용.

475)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2006,『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구상』, 동북아시대위원회, 
18~19쪽.

476) 위의 책, 21~22쪽.

477) 이수훈, 2004,『세계체제, 동북아, 한반도』, 아르케, 134쪽.

478) 박종철 외, 2006,『한국의 동북아시대구상』, 오름, 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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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국들에 휘둘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동북아라는 협소한 지역에 한국과 한반

도를 묶어 두는 동북아중심주의는 강대국의 담론이자 프로젝트이다. 그 속에서

한국은 약소국에 불과하여 어떤 강대국에 붙어야 하나만을 생각하거나, 기껏해야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이리저리 눈치를 보며 줄타기를 할 뿐이다.”479) 이근도 비

슷한 주장을 내놓는다. “동북아시아가 한국에 긴요한 지역임은 물론이지만 한국

의 지역적 범위를 동북아로 좁게 규정하는 것은 국익과 외교적 역량 발휘에 도움

이 되지 않는다. … 한국이 외교의 지역적 범위를 동북아에 국한시키면 알아서

이들 세계 강대국의 종속변수를 자임하는 꼴이 돼버린다.”480)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이러한 반론은 설득력이 약하다. 한반도 문제는 동북

아의 지역질서와 얽혀 있는 만큼 동남아를 포함한 동아시아로 지역 범위를 확대

한들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구도가 도출되지는 않기 때문이

다. 그리하여 동북아중심주의를 경계해 동북아가 아닌 동아시아를 중시해야 한다

는 논자들도 실상 논의는 주로 동북아 차원에서 전개한다. 가령 최원식은 동북아

보다 동아시아라는 지역 개념을 선호하는데 그 이유에 관해 “‘동아시아’라는 이름

의 선택을 통해서 나는 세계지도의 완성 과정에서 서구가 구획한 동북아와 동남

아의 경계를 일정하게 교란하는 한편, 동아시아론이 동북아 중심주의로 경사하는

것을 예방하는 이중효과를 기대한다”481)고 밝힌다. 백영서 역시 동아시아를 넓은

의미로 규정해 타이완과 홍콩을 매개로 동남아와 연결됨으로써 ‘동북아 중심주의’

또는 ‘한반도 민족주의의 확대판’으로 비쳐지는 의혹을 해소하고자 한다.482) 그러

나 이미 살펴보았듯 대안체제론자로 분류할 수 있는 이들의 동아시아 시각은 한

반도 문제를 비롯한 동북아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물론 기존 동북아 지역

상의 협소함을 의식해 타이완을 시야 안으로 들이기도 하지만, 그때의 타이완은

동남아 국가가 아니라 동북아 문제가 연장된 지역이니 결국 탈동북아중심주의가

479) 신윤환, 2004,「동아시아의 지역협력: 탈동북아중심주의적 관점」, 한국동남아연구소 월례발
표회 발표문, 삼성경제연구소, 2004년 5월 29일, 15~16쪽.

480) 이근, 2006,「한국 외교정책, 패러다임을 바꿔라: ‘약소국 현실주의’를 극복하고 ‘세계질서 
관리’ 나서야」,『신동아』2006년 1월호, 94~95쪽.

481) 최원식, 2004,「주변, 국가주의 극복의 실험적 거점」,『주변에서 본 동아시아』, 문학과지
성사, 313쪽.

482) 백영서, 2004,「주변에서 동아시아를 본다는 것」,『주변에서 본 동아시아』, 문학과지성사, 
17쪽.



- 288 -

아닌 동북아의 확장적 재구성에 가깝다. 그리고 그들이 동북아중심주의를 경계하

더라도 그들의 주된 비판 대상은 동남아에 대한 동북아의 우월주의가 아니라 동

북아에서 잠재하는 미국의 일방주의, 중국과 일본의 패권주의다. 이처럼 그들이

사실상 동북아를 입론의 공간으로 삼는 이유는 그들이 담론적 지향성을 지역통합

론에 기반한 국익 산출이 아닌 분단체제론에 입각한 한반도평화체제 실현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3) 미국의 동아시아 내재화의 필요성과 문제점

한국 정부가 참여하는 동아시아 지역협력기구 가운데 제도화가 가장 진척된 아

세안+3은 지역 범위의 원형을 1990년 말레이시아 수상인 마하티르가 제안한 동

아시아경제지역그룹(EAEG)에 두고 있다. 1987년 유럽에서 단일유럽시장조약이

체결되고 1989년 미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는 등 경제지역주의가 확산

되고, 미국이 아시아 국가들을 향해 시장개방 압력을 강화하자 마하티르 수상은

역내에서는 경제관계를 강화하고 역외로는 국제협상력을 증대하기 위해 1991년

12월 말레이시아를 방문중이던 중국의 리펑 총리에게 경제블록화 구상을 밝혔다.

참가국 범위를 구체화하지는 않았지만, 지역주의 모색이었던 만큼 북미나 유럽ㆍ

오세아니아 지역 국가들의 참가를 배제하고 아시아 국가들의 결속 강화를 꾀했

다. 그러자 미국은 마하티르의 구상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일본에 대

해서도 이 구상을 지지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으며, 일본은 찬부를 사실상 유보했

다.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제기되자 마하트리는 역내외의 우려를 불

식하고자 폐쇄적 블록 형성이라는 색채를 약화시켜 이듬해 동아시아경제협의체

(EAEC)로 명칭을 변경해 다시 제안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미국이 일본ㆍ한국ㆍ

타이 등에 불참하도록 압력을 가해 한동안 구체화되지 못했다.

마하티르의 제안은 반서구적 성향이 강했으며, 동아시아경제협의체는 싱가포르

와 말레이시아발 ‘아시아적 가치’를 정신적 기반으로 삼고 있었다. 비록 마하티르

의 제안은 현실화되지 못했지만, 1996년 ASEM 결성 당시 유럽 국가의 아시아

파트너로서 아세안과 한중일이라는 13개국이 설정되며 마하티르가 고안한 지역

범위가 활용되었다. 애초 마하티르의 동아시아경제협의체는 아세안 6개국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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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ㆍ일본ㆍ중국ㆍ타이완ㆍ홍콩을 구성원으로 상정했으나 이후 아세안이 팽창해

10개국이 되고, 홍콩은 중국에 반환되고, 타이완은 국가적 실체를 인정받지 못해

빠졌으니 아세안과 한중일의 13개국이라는 지역 범위는 마하트리의 구상이 반영

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997년 동아시아 경제위기를 거치

며 동남아와 동북아 간에 운명공동체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아세안+3이 출범하

면서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실질적 윤곽이 나왔다. 아세안+3은 출범 이후 2005년

동아시아정상회의가 개최되기까지 동아시아 차원의 지역협력기구 가운데 가장 빠

르게 성장했다.

아세안+3라는 지역 범위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결속과 더불어 미국 등 역외 국

가에 대한 배제를 의미한다. 그리하여 동아시아정상회의의 출범을 앞두고는 회원

국의 범위를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마찰이 빚어졌다. 중국은 미국의 세

계적 패권을 견제하고, 일본은 중국의 지역적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려던 것이 이

유였다. 그리하여 중국은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하면서도 미국의 참여를 꺼리며,

일본은 역외 국가인데도 미국을 끌어들이려 했다. 태평양 국가이지 동아시아 국

가는 아닌 미국이 비록 정식 가입국이 되지 못하더라도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

는 구도를 만들고자 한 것이다. 확실히 미국의 참여 여부와 양상에 따라 동아시

아 지역주의의 향방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역외 국가지만 세계적 헤게모니 국가이자 동아시아에서 가장 지대한 영

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다. 경제적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의 성장은 미국 시장을 필

요로 하며 미국의 적자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미국 채권을 매입해 메워주고 있다.

문화적으로 미국 문화는 동아시아 지역에 넓고 깊게 침투해있다. 안보적으로 미

국의 내재화는 더욱 두드러진다. 미국은 일본과 한국의 동맹국으로서 대규모의

자국 군대를 양국에 주둔시키고 있으며, 타이완의 후원자 역할을 맡고 있으며, 중

국과는 전략적 파트너십과 전략적 경쟁자 모델 사이에서 탐색과 저울질을 반복하

고 있으며, 북한과는 비대칭적 적대관계에 놓여 있다. 유대이든 적대이든 북한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대외관계에서 대미관계를 가장 중요시하며 미국을 향

해 도열해 있다.

미국은 이처럼 자국의 국가 이익에 따라 상이한 양자관계를 맺고 있는 동아시

아 지역의 전략적 이해당사자일 뿐 아니라 지역 전체의 세력균형자이기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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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83) 역외 국가인 미국의 존재는 역내 강대국의 패권적 야심을 제어해 역내 약

소국은 안보관심사를 완화시킬 수 있다. 또한 미국은 영토 분쟁을 포함한 여러

잠재적 사안이 무력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위기를 관리하는 역할도 맡는다.

1994년 소위 서울 불바다 사건, 1996년 양안의 대치 때처럼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간의 긴장 국면만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 간의 갈등 국면에서도 미국은 충돌이 일

어나지 않도록 위기관리자 역할을 해왔다.

이처럼 미국은 동아시아의 경제질서와 안보질서에 깊숙이 개입해 있는 “바깥에

머물고 있는 회원국(non-resident member state)임에 틀림없다.”484) 김대중 대통

령도 미국의 균형자 역할을 중시했다. “미국은 지리적으로는 동북아가 아니지만

정치ㆍ경제ㆍ군사 등 현실적인 면에서 어느 동북아 국가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수

행하고 있습니다. … 동북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국가적 이익은 모든 분야에 걸

쳐서 매우 큰 관계에 있습니다. 미국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균형자로

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485)

그러나 역외 국가인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질서에 행사하는 영향력이 지대하다

는 참입시스템(intrusive system)으로 인한 폐해도 적지 않다. 동아시아에서 미국

의 참입시스템은 행위자 간의 단절과 계서화를 심화시켜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

한 지역주의의 전개를 가로막고 있다. 냉전기에 미국은 서유럽에서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삼았지만, 동북아 지역에서는 양자주의를 선호하며 참입 방식을 달리했

다. 여기에 진영 간 대립이 더해져 동북아 지역에서는 양자관계가 복잡하게 얽히

게 되었다. 그리하여 유럽에서는 미소대립의 해소가 냉전의 해체를 가속화했지만,

다자주의가 취약한 동북아 지역에서는 역내 분단체제가 이완되었으나 온존했다.

그리하여 소련의 해체, 중국의 부상, 일본의 군사대국화, 북한 핵개발 등으로 안

보환경이 불안정해지자 다자안보체제가 부재한 동북아 지역에서는 세력균형자로

서 미국의 역할이 중요해지는데, 실상 다자안보체제의 부재는 미국의 참입시스템

483) 이종석, 2008,「동북아 다자안보협력과 한국의 선택」,『정세와 정책』5월호, 세종연구소, 
12쪽.

484) 장훈, 2006,「유럽의 과거는 동아시아의 미래인가： 지역통합으로 본 유럽과 동아시아의 경
험」,『21세기 동북아공동체 형성의 과제와 전망』, 한울아카데미, 338~339쪽.

485) 김대중, 1999,「1998년 아시아협회ㆍ한국협회ㆍ미국외교협회 초청 오찬연설」,『김대중대
통령 연설문집제1권』, 대통령비서실, 303~3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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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또한 북핵 문제ㆍ양안 문제ㆍ중일 간 패권경쟁은 미국

의 내재화를 정당화하는 안보사안들이지만, 미국은 이 안보사안들과 관련해 일정

부분 원인제공자이기도 하다.

탈냉전기로 접어들며 미국은 단극적 지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거부감을 완화시

키고자 변환외교(transformational diplomacy)를 통해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했다.

그러나 서구적 가치에 입각하는 국제규범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시장경제ㆍ자유

주의 등을 글로벌 스탠더드로 내세우는 방식은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포섭전략으

로 간주되어 아시아적 가치론 등의 반발도 불러일으켰다. 일본이 ‘자유와 번영의

호’ ‘민주동맹’ 등의 형태로 가치외교를 내세우는 것도 자칫 냉전회귀적 양상을

띨 수 있으며,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대리인으로 비쳐진다면 역내 타국과

지역적 정체성을 다져가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처럼 미국은 민주주의를 전세계로 확산하고 대테러ㆍ비확산을 세계적으로 정

착시키고자 지역 정치로부터 일정하게 거리를 두고 세계적 규범형성자 및 지역적

안정자 역할을 자임하지만,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예방적 봉쇄의

필요성으로 인해 미일동맹을 강화하는 등 스스로 행위자여야 하는 이중성을 지니

고 있다.486)

한국지식계의 동아시아 담론에서 이처럼 복잡한 함의를 지니는 미국의 내재화

문제는 중요 쟁점으로 존재해왔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 범위의 설정과 관련해 동

북아로 한정할지 동남아로 확장할지에 버금가는 쟁점이었다. 그리고 흥미로운 사

실로서 동아시아 담론은 이행 과정을 거치는 동안 미국의 내재화를 현실로서 받

아들이는 양상을 띠었다. 초기에는 ‘동아시아 안의 미국’보다는 ‘동아시아 대 미

국’이라는 구도가 유효했다. 초기의 동아시아 담론을 주도한 대안체제론자들에게

사회주의권 해체는 역내에서는 미국이 독점적 지배력을 갖게 될 가능성에 관한

우려를, 한반도에서는 미국ㆍ일본ㆍ한국이 긴밀히 연계해 북한을 봉쇄하고 압박

해 자본주의 체제로 흡수할 가능성에 관한 우려를 낳았다. 그래서 최원식이 조형

한 동아시아 시각은 미국의 패권주의, 자본주의로의 일원화에 관한 문제의식을

새기고 있었다.

486) 박인휘, 2006,「미국-동아시아 관계： 지리적 거리감과 지정학적 일체감」,『동아시아 브리
프』1권 2호, 117~1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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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후 동아시아 담론은 지적 주체성의 회복이라는 문제의식에서 과잉보편화된

서구적 인식틀을 해체한다는 방향으로 급속히 전개되었다. 이때 미국은 서구의

전형이었고 ‘우리 안의 미국’은 극복해야 할 대상이었다. 미국 지식계의 헤게모니

성을 비판하기 위해 유럽 지성사로부터 지적 무기를 차용할 정도였다.

지역상을 보건대도 초기에 동아시아상은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배타적 관계만을

지나치게 중시하고 친미적 통합상태에 머무른 나머지 결여해온 지역적 전망을 일

면 회복했다는 의의를 지닌 것이었다. 동아시아 대안체제론에서 미국은 동아시아

를 성립시키는 대당으로서 내재하는 외부였으며, 동아시아 문화정체성론에서는

실체적 외부였다. 이렇듯 초기의 동아시아 담론은 “미국의 확장으로서의 아시아

냐, 미국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아시아냐”487)의 각축에서 동아시아의 저

항적 재구성을 통해 친미적 세계관과 인식론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힘을 기울였

다.

하지만 동아시아 지역주의론이 세를 얻는 1990년대 후반에 이르면 미국을 동아

시아의 주요 행위자로 거론하는 양상이 강해진다. 아세안+3라는 지역 범위에서는

바깥으로 밀려나 있지만 북핵 문제와 같은 주요 안보 현안에서는 핵심적 행위자

다. 탈냉전기 동아시아의 부상은 미국의 퇴장을 뜻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냉전기

보다 복잡하고 긴밀한 양상으로 미국은 동아시아에 내재화되었다. 1990년대 말

집권한 김대중 대통령은 역내 갈등을 중재하는 미국의 균형자 역할에 대해 다음

과 같은 이유에서 지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시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에 있는 미군이 철수하면 아시아는 진공사태가 되어

일본과 중국 간에 군비 경쟁과 헤게모니 투쟁이 생길 것이다 … 그런데 미군이

주둔하고 있음으로 해서 세력균형과 현상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중국과

일본도 군사력을 강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미군을 주둔하게 함으로써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 그래서 앞으로 통일이 되더라도 미군은 우리

나라에 주둔해야 할 것이다. 미국에게도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것이 이익이

된다. 우리에게도 이익이 되고 미국에게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미군이 이곳에 있

는 것이다.488)

487) 조희연‧박은홍, 2007,「사회적 아시아를 향하여」,『동아시아와 한국』, 선인, 296쪽.

488) 김대중, 1999,「1998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운영위원 초청 다과회 연설」,『김대중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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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김대중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주둔, 즉 미국 내재화의 필요성을 북한 위

협의 방지라는 한반도 차원의 이유보다 중국과 일본 패권화의 방지라는 동북아

차원의 이유로서 설명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내재화가 군사력에 기반한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의 결과일 뿐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역내 국가의 서로 다른 요구가

복잡하게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그런데 한편으로 김대중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중국과의 관계에 공을 들이고 동아시아 지역주

의 추진에 노력했다는 사실도 상기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미국의존적 대외정책

이 지니는 제약성을 의식한 결과였다. 그리하여 미국의 내재화는 그것을 요구하

는 필요성, 그리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성,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성 사이에서 여

전히 동아시아 담론의 첨예한 쟁점으로 남아있다.

(4) 동아시아 지역상의 중층성

저는 한국ㆍ중국ㆍ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시아가 먼저 이 지역 내의 안보협력체제

의 마련에 성공하고 나아가 동남아시아까지 포함한 경제적 공동협력체제의 구성

에 성공한다면 틀림없이 21세기의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세력으로서 당당하게 등

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 이렇게나 거대한 가능성을 안고 있는 동북아

시아의 장래를 튼튼히 다지기 위해서는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지역적 경제 협력기

구의 강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더불어 한반도의 안보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안보

체제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 동북아시아에서의 공정한 경제협력과 튼튼한 다자

간 안보체계의 확립을 위해서는 미국의 적극적인 참가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489)

이 또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이다. 대통령이 되기 전 집필한 『나의 길 나

의 사상 세계사의 대전환과 민족통일의 방략』에 나오는 일구로서 동아시아 지역

주의의 방략을 압축하고 있다. 짧은 인용문이지만 동북아ㆍ동남아ㆍ미국에 관한

령연설 문집 제1권』, 대통령비서실, 217쪽. 그러면서도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의 일본 중시책을 
경계하며 미국이 일본과의 동맹관계에 집착해 역내 타국의 이해관계를 무시한다면 역내 갈등을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특히 중일관계의 갈등 국면에서 미국이 일본을 두둔해 중국
의 반작용을 불러일으키고 이것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이 자주 연출
되었다.

489) 김대중, 1994,『나의 길 나의 사상 세계사의 대전환과 민족통일의 방략』, 한길사, 
166~1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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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이 모두 등장하며, 각기 다른 역할과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동북아에서는 안보협력체제를 확립해야 하며, 동남아는 경제협력체제를 실현해야

한다. 그리고 전자가 후자에 우선한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적극적 참가가

필수적이다. 이 발언이 1994년 출간된 책에 수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김대중의 종합적 지역구상은 한국의 정치지도자 가운데서 선구적이면서도 당시

아시아 국가들의 다른 지도자와 비교한다면 차별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1994년

이라면 우르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등을 배경으로 김영삼 정부는 세계화에 열을

올리고 한국지식계에서는 동아시아 담론이 이제 막 궤도에 올랐으며, 말레이시아

의 마하트리는 서구 세력을 배제한 동아시아경제그룹을 제안하고 싱가포르의 리

관유는 아시아적 가치론을 주창하고 있었다.

그러나 김대중이 바라마지 않던 동아시아 지역통합은 이후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해 동북아의 안보협력체제, 동아시아의 경제협력체제 실현에 정부의 역량을

크게 할애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몹시 제한적이었다. 그런데 그리된 이유 또

한 위의 발언으로부터 짐작할 수 있다. 즉 동북아와 동남아는 이해관심사별로 분

화되었고, 역내 강국인 중국과 일본은 지역구상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으며,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통합에서 적극적 역할을 맡지 않았다.

20세기 미국과 동아시아 관계사는 미국ㆍ중국ㆍ일본 세 나라가 같은 편에 속하

는 삼자관계를 형성한 적이 없었음을 보여준다. 냉전의 종언 이후에도 미국의 동

아시아 정책은 일본과의 양자관계 중시와 중국에 대한 일정한 견제를 기본 방침

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지역주의적 경향이 심화될수록 중

국의 영향력이 점증한다고 판단해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추진 시도 자체를 반대하

지는 않더라도 포괄적 접근이 아닌 기능적 접근을 선호하고 있다. 즉 전지구적

군사투사능력은 유지한 채 다른 영역의 문제들은 사안별로 해결해간다는 입장이

다. 미국은 동아시아 전역은 물론 태평양 및 유라시아 대륙에 걸쳐 군사적 교두

보를 확보한 상태로서 일본ㆍ한국ㆍ오스트레일리아 등 전통적 동맹국들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베트남ㆍ필리핀ㆍ태국ㆍ싱가포르 등과 진전된 군사협력

을 추진해 동아시아에서 군사력 투사에 의한 개입 전략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안보 영역에서 확고한 우위를 점했기에 다자주의보다 양자주의를 선호하

며 다자주의를 미국 주도의 양자적 질서의 보완물로 삼는다.490) 따라서 미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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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는 경제적 지역주의에는 적극 참여하지만 안보적 지역주의가 높은 수준에

이르는 것은 견제하는 양상이다. 자국이 배제된 동아시아 경제지역그룹과 아시아

통화기구 구상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했고, APEC은 정상 간

다자회담으로 격상시켰고,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ㆍ뉴질랜드ㆍ

인도의 참여를 지지했고, 아세안지역포럼은 낮은 수준의 대화창구로 삼고 있다.

일본 역시 기능적 접근을 선호한다. 금융ㆍ통상ㆍ투자 분야의 지역협력에는 적

극적이지만 군사ㆍ안보ㆍ외교 영역에서는 미일동맹 중심의 대미기축주의를 고수

해 미일안보체제를 강화하고 미일동맹의 적용 범위를 동아시아 지역은 물론이고

지구적 범위로 확장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 지역협력에서도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해 가입국의 탄력적 수용을 가능케 하여 동아시아 국가들로만 구성되는 높은

수준의 공동체 형성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완화시키고 있다.

중국 역시 2000년대에 들어 지역협력에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의

견제와 중일 양국 간의 전략적 모순 등을 감안해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관해서는

아세안에 주도적 역할을 맡기고 있다.491) 자국이 앞장서면 미국 주도의 안보질서

에 대한 도전으로 비춰질 것을 우려해 동북아 안보협력체의 제도화에도 신중한

입장이다. 중국은 동북아 안보협력체 형성을 위해 개방성, 포용성, 협상을 통한

합의, 점진적ㆍ단계적 추진 등의 원론적이고 포괄적인 원칙을 세워두고 이해관계

를 투영하는 중이다.

한국 역시 1990년대부터 APEC, 아세안지역포럼 등에 참여하며 아시아태평양

협력정책을 추진하고 아세안+3을 통해 동아시아 경제지역주의에 힘을 보태고 6

자회담이 동북아 지역의 발전적 다자주의로 자리잡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아시아

490)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보고서는 아태 지역에서 안보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적ㆍ경제적 이슈들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미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탈냉전기로 접어들어 한동안 동아시아 정책의 혼선을 겪은 이후 1996년의 보고서는 미국이 아
태 지역에서 직면하게 될 21세기 지역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자 간의 동맹 구조와 
더불어 다자간 접근방법이 중요하다고 밝히면서도 다자간 접근방법은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
한다. 다자간 접근방법에 근거해 이 지역에서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집단안보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으며, 그것이 미일방위조약과 같은 양자동맹관계를 대신할 만한 안
보적 역할을 수행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Lee Hamilton, Zbigniew Brzezinski and Richard 
Lugar, 1996, Foreign Policy into the 21st Century : The U. S. Leadership Challenge,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pp. 53~54).

491) 鄭先武, 2007,「‘東亞共同體’願景的虛幻性析論」,『現代國際關係』4期, 59쪽.



- 296 -

태평양, 동아시아, 동북아라는 지역상은 공존하되 대체적으로 아시아태평양, 동아

시아에서는 경제 영역의 기능적 협력, 동북아에서는 안보 차원의 전략적 협력에

중점을 두는 양상이다.

이렇듯 역내 국가들이 기능적 접근으로 기우는 큰 이유는 미국의 참입시스템

하에서 미국의 이해와 배치되는 지역주의를 추구하기란 현실적이지 않으며, 역내

국가 간의 경쟁구도를 감안하건대 포괄적이고도 높은 수준의 제도화를 꾀하는 지

역주의 시도는 오히려 갈등을 불러일으킬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동아

시아 지역주의는 분화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동아시아상은 중층성을 띠게 된다.

유럽의 경우 EU 구성원이라는 범위 안에서 여러 영역의 협력사업이 진행되지만,

동아시아 지역협력은 영역과 이슈에 따라 상정되는 지역 범위가 달라진다.

가령 아세안은 동남아의 10개국으로 구성된 조직공간이고 여기에 한국ㆍ중국ㆍ

일본을 더하면 아세안+3의 지역 범위다. 여기에 다시 인도ㆍ오스트레일리아ㆍ뉴

질랜드를 더하면 동아시아정상회의의 지역 범위다. 여기에 다시 미국ㆍ캐나다 등

의 태평양 국가들을 포괄하면 APEC의 지역 범위가 된다. 한편 아세안지역포럼,

상하이협력기구, 동북아협력회담(NEACD) 등은 각각 특정 이슈를 다루는 지역기

구로서 구성원은 제각각이다. 동북아협력회담의 구성국은 한국ㆍ북한ㆍ일본ㆍ중

국ㆍ러시아ㆍ미국이고, 상하이협력기구는 중국ㆍ러시아ㆍ카자흐스탄ㆍ키르기스스

탄ㆍ타지키스탄ㆍ우즈베키스탄으로 구성되며, 아세안지역포럼은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24개국이 모인 가장 큰 규모의 지역안보조직이다.492)

이처럼 지역협력, 지역통합 기구들이 분화되어 있고 그 사이에는 경쟁관계도

존재해 단일한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은 실현이 불투명하다. 가령 동아시아정상회

의는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가장 뚜렷한 실체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가국이

비동아시아 국가로까지 확대되어 대화의 장으로서만 기능할 공산이 크다. 미국의

참입시스템뿐 아니라 경제발전수준, 문화, 정치이념, 안보정책 등의 다양성을 고

려할 때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EU와 같은 높은 수준의 통합을 지향하는 포괄적인

정치적 틀을 일거에 도입하기란 불가능하며, 당분간은 무역ㆍ금융ㆍ통상 등 경제

영역과 환경ㆍ인간안보 등 비전통적 안보 영역에서 기능적 협력을 추구할 가능성

492) 손열, 「지역, 지역주의, 동아시아」,『동아시아와 지역주의』, 지식마당, 22~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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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Ⅰ Track-Ⅱ

아시아태평양 지역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시아협력대화(ACD)

아시아 안보회의(ASC)

아태안보협력이사회(CSCAP)

동북아 지역 동북아안보대화(NEASeD) 동북아협력대화 (NEACD)

제도적 기반 관할 사항 제도적 권위의 수준

유럽 EU 포괄적(정치통합 지향) 높음(구속력 있는 결정, 국내법 수준 효력)

미주대륙
NAFTA 경제협력(자유무역지대) 중간(구속력 있는 결정, 제제조치 인정)

MERCOSUR 경제협력(관세동맹) 중간(구속력 있는 결정, 제제조치 인정)

아시아태평양 APEC 포괄적(자유무역지대 지향) 해당사항 없음

동아시아 ASEAN+3 경제협력(자유무역지대) 낮음(구속력 없는 결정)

이 높다.

[표 4-4] 주요 지역의 제도화 수준

이처럼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전망이 불투명한 조건에서 한국지식계와 한국 정

부의 지역적 관심은 동아시아로 불리든 동북아로 불리든 일차적으로는 한반도와

주위 4강국들의 공간으로 향한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하고 북한과 마주한다

는 안보적 위치로 인해 한국지식계의 동아시아 시각과 한국 정부의 지역구상은

경제 영역에만 치중할 수 없었다. 특히 동북아는 남북한과 함께 한반도 국제정치

의 중심 행위자들을 포함하고, 한국의 최우선 과제인 남북평화가 관건적 문제로

서 초점이 맺히는 공간이기에 지역구상에서 핵심적 지역상으로 존재해왔다.493)

물론 한국이 동북아 지역의 안보협력에만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광역(아시아태평양 지역)과 하위(동북아 지역) 수준에서, Track-I, Ⅱ 수준에서

안보대화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의 지역별 다자안보대화 참가 현황은 다음과 같

다.

[표 4-5] 한국의 지역별 다자안보협력체 참가 현황

493) 이수훈, 2004,「동북아시대론」,『동북아공동체를 향하여』, 동아일보사, 57~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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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광역 공간에서의 안보대화는 공통의제를 설정하기가 어려우며, 정책적

조율 내지 협력에서도 제약이 커서 낮은 수준의 제도화를 벗어나기 어렵다. 가령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최초이자 유일한 다자안보협력체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은

국가 간 신뢰구축과 예방외교 실현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총 24개국에

이르는 참가국의 면면을 보면 중남미와 아프리카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 분

포된 국가들이어서 사실상 지리적 개념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또한 아세안지역안

보포럼은 아세안을 모태로 형성된 기구인 만큼 동남아 지역의 안보협력에 일차적

관심을 기울이고 한반도 문제는 부차적이다. 결국 동북아와 동남아 지역의 상이

한 안보상황으로 인해 다자안보대화와 협력의 근간이 되는 안보공동체 인식 형성

이 미약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국의 국가 역량에 비춰보건대 의제 설정을 주

도하기도 어렵다.494)

따라서 일차적으로는 한반도에 관한 지정학적 이해관계 및 영향력이 큰 국가들

이 속한 동북아라는 지역상을 기반으로 전략과 정책을 개발하고 확장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이 동북아에 집중하더라도 미국을 비롯

한 중국ㆍ일본ㆍ러시아 등 세계적 강국들은 세계 정책을 추진하면서 동북아를 하

위 단위로 취급하고 있다. 결국 동북아는 이러한 세계적 강국들을 아우르기에는

협소한 지역 공간이며, 동북아를 단위로 한 교섭은 원칙과 규범에 기반한 다자주

의적 협력보다는 자국의 이익에 충실한 다자적 교섭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며,

다자주의의 형태를 띠더라도 사안별로 관련 국가들이 모이는 이른바 사안별 다자

주의(issue-based multilateralism)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 사안 가운데 한국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한반도 문제다. 그런데

이처럼 구체적인 사안을 상정하면 동북아라는 단위로 묶어서 표상하던 국가들이

해당 사안에 대한 관여의 정도와 양상이 크게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다음은

6자회담 참여국의 안보관련기구 참여 현황이다.

494) 최강, 2005,「동아시아 안보공동체와 다른 안보협력체간의 관계」,『동아시아 공동체: 비전
과 전망』, 한양대학교출판부, 2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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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협력체
6자회담

아세안지역

포럼(ARF)

아시아태평양안보협

력위원회(CSCAP)

동북아협력대

화(NEACD)

한반도에너지개

발기구(KEDO)

대북정책조정

그룹(TCOG)

한국 ○ ○ ○ ○ ○ ○
북한 ○ ○ ○ ○
미국 ○ ○ ○ ○ ○ ○
일본 ○ ○ ○ ○ ○ ○
중국 ○ ○ ○ ○
러시아 ○ ○ ○ ○

[표 4-6] 6자회담 참여국의 안보관련기구 참여 현황

6자회담 참가국은 모두 아세안지역포럼, 아시아태평양안보협력위원회, 동북아협

력대화에는 참여하고 있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와 대북정책

조정그룹에 중국과 러시아는 불참하고 있다.495) 즉 대북정책조정에서 핵심적 역

할을 맡아야 할 중국과 에너지개발에서 실질적 역할을 맡을 수 있는 러시아가 빠

져 있다. 이처럼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주위 4강국은 통칭가능한 동북아 국가라

기보다 동맹관계, 남북한과의 경제교역규모, 한반도정전협정 체결 당사국 여부,

한반도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가용한 자원의 종류와 양 등에서 역할과 비중이 크

게 달라진다. 여기서 동북아 혹은 동아시아라는 지역상을 외연으로만 접근할 것

이 아니라 비대칭성이라는 내포에 착목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는 것이다.

그 작업에 앞서 중간단계에서 정리하자면 한국의 동아시아 지역상은 지역 차원

에서 현실성을 획득하기까지 여러 관문을 거쳐야 한다. 동아시아라는 한국의 내

포적 지역상으로 아시아태평양을 무대로 삼는 일본, 여러 아시아에 걸쳐 있는 중

국을 유인해내야 한다. 난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동아시아에 위치하지만 머

물지 않으려는 일본과 동아시아에 속하지만 동아시아를 초과하는 중국뿐 아니라

거꾸로 동아시아에 부재하지만 현재하는 미국의 존재가 있다. 미국과 중국의 양

극적 경쟁질서가 도래하는 것을 막고 협력적 지역질서를 정착하려면 어느 쪽으로

기울 것인가라는 일차방정식이 아니라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작동원리를 변화시켜

내는 고차방정식을 풀어내야 한다.

495)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는 1994년 체결된 북미제네바합의의 이행을 위해 한미일을 중심으로 
이듬해 설립된 국제 컨소시엄이다. 대북정책그룹은 한미일 삼국이 “어느 나라가 북한과 협상을 
하든 삼자 간에 협의된 가이드라인에 따른다”는 원칙 아래 1999년 4월 대북정책에 관한 삼국
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 창설된 모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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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아시아 담론의 동아시아적 내포 - 세 차원의 비대칭성

냉전기에 동아시아는 자율적 연계를 제약당하고 분열되었다. 냉전체제에 제약

당한 가운데 탈식민화 동향 속에서 등장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민족적 구획과 영

토적 구획에 더해 역외세력(미국과 소련)의 관여에 따른 이데올로기적 대립으로

제도와 관념상의 분절이 초래되었다. 그리하여 지역적 정체성과 국제사회 형성의

자율적 기반은 생성되지 않았다. 더구나 침략과 식민주의의 역사적 유산은 지역

정체성 형성 이전에 상호인정조차 용인치 않는 심리적 토양을 낳았다. 탈냉전기

에도 냉전기의 유산은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실천을 가로막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주의는 실천의 빈곤만큼이나 이론의 빈곤도 겪고 있다. 동

아시아 지역주의에 관한 이론의 개발과 축적이 부족한 조건에서 동아시아 지역주

의론은 유럽의 역사적 사례를 주된 참조항으로 삼아왔다. 유럽의 경험은 근대국

제정치의 세력균형 조정과정에서 전쟁을 거치면서 상호협력의 필요성이 제고되어

다자협력의 길을 걷게 되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타지역에도 귀중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강대국 간 이익조정과 협력논리 개발, 경제적 상호의존의 확산과

그로 인한 정치군사적 협력 증대, 민주주의 발전으로 인한 국가 간 평화적 협상

과 협력 가능성 증가, 다자제도의 창출에서 비롯되는 경로의존성과 환류효과, 거

래비용 감소효과, 이익 조정뿐 아니라 지역적 집합정체성 창출의 중요성 등이 유

럽의 경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참조점들이다.496)

그러나 연구가 축적되면서 유럽의 경험에 기댄 분석틀과 로드맵으로는 동아시

아 지역주의를 파악하고 전망하기에 불충분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유럽의 역사

적 경험에서 도출된 지역주의 이론을 동아시아의 현실에 적용한다면 자칫 반역사

주의의 우를 범할지 모르는 것이다. 그 까닭은 당연히도 유럽과 동아시아의 지역

주의 조건이 상이해서다.

유럽의 경우를 보면 EU라는 단일기구 안에서 회원국이 늘어나 25개국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그 과정에서 프랑스-독일의 협력축이 유럽통합에 필요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왔다. 그러나 동아시아에는 여러 지역기구가 혼재해 있고 기구마

496) 동북아역사재단, 2009,『동아시아공동체 논의의 현황과 전망』, 동북아역사재단, 23~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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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성국이 다르며, 역내에서 구심적 역할을 맡아야 할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이견과 갈등이 가장 크고, 그리하여 지역통합을 아세안이라는 하위 연합체가 주

도하는 형국이다. 경제구조를 살펴본다면 EU의 핵심 회원국들인 프랑스ㆍ독일ㆍ

이탈리아ㆍ벨기에ㆍ네덜란드ㆍ룩셈부르크 등은 비교적 유사한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룩했고 1970, 80년대에 걸쳐 무역ㆍ금융ㆍ환율 등에서 국민경제의 수렴화를 거

쳤다. 반면 동아시아는 한국ㆍ중국ㆍ일본 삼국만 놓고 보더라도 발전 정도가 크

게 다르고 동남아 국가들을 포함한다면 그 격차는 더욱 커지며, 무엇보다 경쟁적

이고 위계적인 동아시아 생산구조가 경제통합을 저해하고 있다.

유럽이 지역통합을 이룩한 것은 유럽적 가능조건을 활용하고 제약조건을 극복

해나간 결과다. 따라서 유럽의 사례가 갖는 시발적 중요성과 유럽 모델의 일반화

가능성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유럽의 사례를 유용하게 참고하려면 유럽 모델을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럽적 조건을 동아시아적 조건과 면밀하게 비교해

어떤 이유로 동아시아는 유럽과 같은 행보를 보일 수 없는지를 먼저 밝혀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방금 언급한 차이 이외에 보다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차이를 주

목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 그것은 위와 같은 차이들을 낳는 차이인 국가 형태의

상이성, 그리고 국가 간ㆍ국가관계 간의 비대칭성이다.

(1) 국가 형태의 상이성

근대국가를 단위로 하는 유럽의 지역질서는 오랜 시간을 두고 진화해왔다.

1648년 베스트팔렌조약이 체결되며 신성로마제국이 사실상 붕괴되고, 주권 근대

국가가 등장하고, 복수적 주권단위들이 경합하고, 그로써 장기간의 전쟁이 축적되

고, 그러면서 근대국제체제가 형성되고,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고, 냉전적 세력

균형을 거쳤다. 그렇게 제국의 붕괴 이후 4세기에 가까운 진통 끝에 지역통합에

이르렀다. 물론 지금도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동아시아는 중화제국이 해체되는 계기였던 1840년의 아편전쟁으로부터 어림한

다면 근대질서에 편입된 시간이 2세기에 못 미친다. 그리고 19세기 후반부터는

근대국제질서가 서구 제국주의 세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그리고 기형적으로 이식

되었다. 근대국제질서가 국가의 주권성에 기반하는 것이라면 동아시아 국제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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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권적 평등ㆍ내정불간섭ㆍ영토의 보존과 같은 근대국제규범이 정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법이 아닌 불평등조약을 통해 제국주의 대 식민지라는 근대국제정

치의 특정 단계로 편입되어 국민국가로의 이행이 왜곡되었다. 강제된 개국 이후

주권국가 간 국제질서를 형성하는 데 실패하고 조선은 식민지, 청나라는 반식민

지, 일본은 제국주의의 길을 걸었다. 이후 대동아전쟁에서 패배한 일본은 전범국

이 되어 소위 1945년 체제의 질곡에 묶여 비정상국가로 남았고, 중국과 한반도는

통일된 영토국가 수립에 실패해 분단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세계적 차원의 냉전논리가 동북아에 이식되고 한국전

쟁을 거치며 냉전체제가 정착하고 미국과 소련의 주도권 아래 동북아 지역이 양

분되어 미국-일본-한국-타이완의 자유 진영과 소련-중국-북한의 공산 진영의 대

결이 반세기 동안 이어졌다. 냉전기의 안보질서는 주권국가들 간의 동맹결성과

안보경쟁으로 짜여져 불완전하나마 세력균형체제의 성격을 띠었으나 초강대국 간

의 세계적 냉전체제가 지역 내 주권 문제를 덮어두고 있었다. 그리하여 냉전체제

가 해체된 뒤에도 각국이 타국의 주권을 존중해 협력적 지역질서가 안착하고 다

자주의적 규범을 마련해내기가 어려웠다.497)

이처럼 동북아 삼국은 근대로의 편입부터 냉전적 대립까지를 외부 세력에 강제

당했고 정상적 국민국가로의 이행을 부정당했다. 탈냉전기에 이르렀지만 중국과

한국은 하나의 국민국가를 이루지 못한 채 분단상태로 남아있고, 일본은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여전히 보통국가화를 목표로 내걸고 있다. 그리하

여 탈냉전기에 동북아 지역의 안보상황에는 시간대를 달리하는 모순이 여러 겹으

로 깔리고 얽혀 있다.

동북아의 안보 현안으로 거론되는 사안들로는 독도ㆍ조어도ㆍ일본 북방도서 등

의 영토분쟁, 중일 간 가스전, 한일 간 동해 어업 및 영해 문제와 같은 해양 분

쟁, 역사교과서와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으로 불거지는 역사인식 충돌, 중국의 부

상에 따른 미중 간 패권경쟁과 중일 간 세력경쟁, 국가 간 무역 분쟁, 북핵 문제,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문제 등이 있다.

평면적으로 나열하면 여러 양상의 안보 현안이지만 실상은 층위를 달리하는 문

497) 전재성, 2008,「EU와 동아시아 공동체」,『동아시아 공동체 신화와 현실』, 동아시아연구
원, 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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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들이 뒤섞여 있다. 가령 영토 분쟁은 전근대적 영토 및 국경 개념에 의해 규정

되었던 영토적 경계가 근대적 주권국가의 논리에 맞춰 이행하지 못했거나 제국주

의적 근대질서에 의해 이중으로 왜곡되어 현재까지 남겨진 문제다. 역사 갈등도

대체로 아시아적 전후 처리가 불완전해서 남겨진 문제다. 그렇다면 다자주의적

안보협력체를 형성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다. 한편 세력경쟁과 패

권경쟁, 군사질서 문제 등은 주권국가의 확장적 국가 의지가 충돌해서 빚어지는

문제이니 다자주의적 안보협력체가 기능을 발휘할 사안이다.

이처럼 동북아 지역의 국가 간 갈등은 서양 제국주의의 침략, 역내에서 벌어진

침탈, 진영 간 대결이라는 삼중구조가 겹쳐진 위에 자리하고 있다. 중국 대륙, 한

반도, 일본 열도 간에 존재하는 비대칭적 규모의 차이와 이처럼 20세기에 부과된

삼중구조의 하중으로 인해 각국의 국가 형태는 균질하지 않다. 한국ㆍ북한ㆍ중국

ㆍ일본ㆍ타이완은 국민국가라는 동일평면에서 모아두기 힘든 정치체들이다. 분단

한반도, 양안관계 그리고 오키나와-일본 관계 등을 직시했을 때 동북아란 균질적

인 국가들의 조합이 아니라 비균질적인 정치체들의 장에 가깝다. 따라서 유럽처

럼 주권국가 간 세력과 이익을 조정하고 협력을 제고하기 위해 주권의 일부를 내

어 공동체를 만드는 ‘주권의 모아두기(pooling sovereignty)’를 시행하기가 몹시

어려운 조건이다. 주권국가로서의 성립이 지체되고 영토적 통일이 과제로 남아있

는 불완전한 주권 상태에서 주권은 오히려 지고의 가치를 지닌 신성불가침의 영

역으로 간주된다.

한국지식계의 동아시아 담론 가운데도 이 지점에 착목한 논의가 존재한다. 즉

국민국가를 단위로 더욱 큰 규모의 정치체를 지향하는 지역주의론도 있지만, 국

민국가의 불완전성이라는 동아시아적 조건에 근거해 국민국가와는 다른 정치체를

모색하는 시도도 있다. 분단체제론에 입각한 창비 진영의 복합국가론이 대표적

사례다.

복합국가론이라는 개념 자체는 1972년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자 한반도의 상황

변화에 착목하고자 천관우가 제기했다.498) 그는 단일한 국가의 단계로 가기 전

남한과 북한이 “거리를 좁히고 결합력을 굳혀가는” 과정, 즉 “한동안은 남은 남

498) 백영서, 2014,「복합국가와 ‘근대의 이중과제’」,『핵심현장에서 동아시아를 다시 묻다』, 창
비, 1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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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북은 북대로의 체제를 유지하고 그러면서도 일정한 한도 안에서나마 한 민

족이 한 덩어리로 얽히는 국가의 형태”를 ‘복합국가’라고 불렀다. 그 내용은 그의

표현대로 “전적으로 우리의 형편에 맞는 전혀 새로운 유형의 것이 될 수밖에 없

는 것”이었다.499)

백낙청은 이 구상의 중요성을 일찍이 발견하고 이를 분단체제 극복을 위한 구

체적 과제로서 정리해냈다. 백낙청이 분단체제론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이유는 한

반도가 분단되어 있다는 표면적 특징과 더불어 분단된 남한과 북한이 서로를 매

개해 자기 체제를 재생산하는 작동 방식을 들춰내기 위함이었다. 그리하여 백낙

청은 진정한 적대성은 “남북에 걸쳐 상호대결 중에서도 묘하게 공생하는 양쪽의

기득권세력들과, 기본적으로 반민주적이고 비자주적인 이 범한반도적 체제에 억

눌리는 남북의 민중들”500) 간에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오히려 분단으로

인한 정상국가의 결핍 상태는 한반도 주민들에게 단일형 국민국가에 대한 강한

집착을 불러일으키며, 이 집착은 국가주의ㆍ민족주의ㆍ개발지상주의 등에 동원되

어 다시금 분단과 대치 상태의 유지에 기여하게 된다.501) 따라서 백낙청은 분단

체제를 극복한 한반도에서의 국가 형태는 국민국가가 아닌 복합국가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복합국가란 자민족중심주의와 국가주의의 폐해를 경계하면서도 자칫

섣부른 반국가주의의 편향을 범하지 않도록 창안된 민주화된 국가구조라는 것이

다.502)

최원식과 백영서 역시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최원식도 “종래의 국민국가

의 틀을 넘어선 통일 한반도의 유연한 미래상을 구상해야 한다”503)고 역설하며,

백영서도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국민국가에 흡입당한 20세기 문명을 넘어서려는

문명론 차원에서 변화가 있어야 한다”504)고 촉구하며 “국민국가를 감당하면서도

그것을 극복하는 이중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모습이 구체화될 ‘복

499) 천관우, 1972,「민족통일을 위한 나의 제언」,『창조』1972년 9월호, 31쪽.

500) 백낙청, 1998,『흔들리는 분단체제』, 창작과비평사, 202쪽.

501) 백낙청, 1999, ｢한반도에서의 식민성 문제와 근대 한국의 이중과제｣, 『창작과비평』105호, 
15쪽.

502) 위의 글, 23쪽.

503) 최원식, 1998,「남북 통일에 관한 정치경제적 담론의 유효성과 한계」, 탈냉전시대의 한반
도 평화를 위한 대안적 패러다임의 모색, 1998년 12월 11일.

504) 백영서, 2000, ｢중국에 ‘아시아’가 있는가?｣, 『동아시아의 귀환』, 창작과비평사, 63~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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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국가’에 대한 사고가 절실한 시점”505)이라고 강조한다. 나아가 이들은 복합국가

론의 문제의식을 지역 차원에 확대적용해 한반도의 변혁을 동아시아의 변화를 추

동하는 계기로 삼고자 모색을 심화했다.

박명규 역시 비슷한 문제의식에서 ‘복합적 정치공동체’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그것은 국민국가 안팎의 변화를 착목하기 위함인데, 먼저 내부적 변화는 국민국

가의 결속원리인 경계의 고정성, 권한의 집중성 및 국민통합이 흔들리면서 그와

는 다른 대안적 원리들, 즉 경계의 유연성, 권한의 분산성 및 연대의 다층성에 의

해 새로운 결합이 이뤄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 변화는 일차적으로 기존의 국민국

가가 민주적이고 관용적인 공동체로 변화하는 데서 시작하는데, 정치적 민주화운

동과 시민세력의 활성화가 그 동력이 된다. 그리고 ‘복합적 정치공동체’의 형성

과정이 순조롭기 위해서는 지역협력을 통해 평화의 질서가 자리잡는 외부적 변화

도 이뤄져야 한다.506)

하지만 복합국가는 여전히 “구체화될” 미래형의, 가능형의 국가형태로 상정되

어 있는 상태다. 백영서는 복합국가란 “단일국가가 아닌 온갖 종류의 국가 결합

형태, 즉 각종국가 연합과 연방국가를 포용하는 가장 외연이 넓은 개념”507), “복

합국가는 국가권력에 대한 획기적인 민주적 통제의 원리를 관철시킴으로써 정당

성을 확보해, 한민족공동체를 통합할 다층적 복합구조의 정치체제를 구상하려는

‘지향으로서의 국가’”508)라고 밝히지만 이로써는 복합국가가 배타적 주권을 기반

해 한반도의 주민만을 정치구성원으로 삼는 단일형 국민국가가 아니어야 한다는

지향성을 확인할 수 있을 따름이다. 복합국가론를 구체화하지 않는 것은 도식화

를 우려해서겠지만 “온갖 종류의 국가 결합 형태” “가장 외연이 넓은 개념”으로

남겨둘 뿐이라면 지적 상상을 자극하는 이상의 기능을 해내지 못할 수 있다. 따

라서 이어진 인용문의 “획기적인” “민주적” “다층적” 등의 형용사구가 구체적인

문장으로 풀어지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복합국가론은 주권국가로서의 불완

전성, 영토국가로서의 분단 상태, 국민국가로서의 미확립이라는 동아시아적 조건

에 기반하고 있는 만큼 동아시아 담론의 중요한 모색처이며 그 문제의식을 구체

505) 위의 글, 35쪽.

506) 박명규, 2000,「복합적 정치공동체와 변혁의 논리」,『창작과비평』107호.

507) 백영서, 2000,「중국에 ‘아시아’가 있는가?」,『동아시아의 귀환』, 창작과비평사, 63쪽.

508) 백영서, 1999,「20세기형 동아시아문명과 국민국가를 넘어서」,『창작과비평』106호, 27쪽.



- 306 -

화하는 것은 창비 진영만의 몫이 아닐 것이다. 특히 북한 주민과 더불어 세계 4

강 지역에 집중해있는 해외동포와의 관계를 고려하며 국가상을 재고해야 한다는

창비 진영측 주장에 관해서는 대한국주의라는 혐의론으로 맞받아치거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회의론을 내비치는 데서 그치지 말고 공동의 논제로 삼아 고민을 축

적해가야 할 것이다. 지역적 현실에서 유리된 무지개빛 구상들만큼이나 그저 타

당할 뿐인 비판들은 동아시아 담론의 두 가지 주요 형태이자 동아시아 담론의 성

장을 가로막는 요인이었다. 양자 모두 지적 책임을 동반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동아시아 정치체들 간의 연동관계ㆍ길항관계를 주목해 동아시아를 국민국

가들의 조합과는 다른 방식으로 표상해낸 연구들이 있다. 가령 정근식은 국가와

지역을 고립되거나 파편화된 것으로 이해한 위에서 구축되는 자국중심적 시각을

해소하려면 동아시아 시각이 유용하다면서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미완의 과제

인 동아시아의 평화와 한반도의 통일을 동시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하

며, 이는 필연적으로 식민지체제와 분단체제의 연속과 단절이라는 문제를 한반도

내에서 뿐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에서 사고할 것을 요구한다”509)고 강조한다. 즉

지금껏 시계열적으로 생각해온 전쟁-점령-부흥 과정이 역내 정치체들 간의 연관

속에서 혼재되는 양상을 그려냄으로써 일국 단위의 시각에서 벗어나 제국/식민지

체제로부터 냉전/분단체제로의 지역적 이행을 포착하고 한반도 문제도 지역적 시

각에서 조망해야 한다는 것이다.

(2) 국가 간 규모와 국력의 비대칭성

동아시아의 대안적 지역질서를 모색할 때 EU의 형성 과정을 준거로 삼기 어려

운 또다른 이유는 동아시아 역내의 비대칭성 때문이다. 동아시아 국가들 간 규모

와 국력의 차이는 유럽과는 사뭇 다르다. 그런 규모와 국력에서 빚어지는 낙차는

국민국가에 대한 감각도 불균등하게 만들고, 불균등한 국가감각은 각국의 지역구

상 간에 커다란 균열을 낳는다. [표 4-7]은 아세안+3에 속하는 국가에 북한과 타

이완을 포함해 기본 지표들을 정리한 것이다.

509) 정근식, 2005,「문제설정」,『계속되는 동아시아의 전쟁과 전후』,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
소 부설 동아시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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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항목 면적（천km2) 인구（백만명) GDP(억 달러)

한국 100 48.7 8,329

북한 122.7 23.3 224

중국 9,600 1,330 56.448

일본 378 127 51,376

대만 36 23 4,332

몽골 1,564 3 47

베트남 330 89.6 1,011

태국 514 66.4 2,942

인도네시아 1,904 240.3 6,704

필리핀 300 98.0 1,896

말레이시아 330 28.3 2,298

브루나이 6 0.4 136

라오스 237 6.9 61

미얀마 677 53.4 296

캄보디아 181 14.8 117

[표 4-7] 동아시아 국가현황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2010,『2010 세계국가편람 아시아』, 한국수출입은행.

표를 보면 중국의 면적과 인구는 타국과 현저하게 다르다. 중국 다음으로 면적

이 넓고 인구가 많은 인도네시아와 비교해봐도 5배 가까운 차이를 보인다. GDP

의 차이는 90배에 이른다. 한국지식계에서는 규모와 국력의 차이를 간과하고 국

민국가라는 일률적 전제 아래 한중일처럼 나라명을 나열해 동아시아를 표상하곤

하지만, 중국은 면적을 보았을 때 한국보다 100배 가까이 큰 나라다.

동아시아의 중심에 자리한 중국은 물리적 규모만이 아니라 경제적ㆍ외교적 역

량에서도 타국들과 차별적이다. 오로지 일본만이 경제적 역량에서 중국과 견줄

만하지만 양국 간 격차는 점차 벌어지고 있다. 탈냉전기에 서구 학계가 동아시아

를 주목한 것도 중국 요인이 가장 컸다.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세계정치경제의

축이 이동하는 원인도, 21세기가 아시아의 세기 내지 동아시아의 세기가 되리라

는 전망의 근거도 중국의 부상이다. 중국은 1979년 이래 개혁개방정책을 지속하

며 연평균 10%의 고도성장을 달성했다. WTO에 가입한 2002년 이미 중국은 8%

의 성장, 세계 5위의 교역, 세계 2위의 외환보유, 세계 1위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기록하며 세계 경제의 중심국가로서 진입했음을 보여줬다.510)

510) 이수훈, 2004,『세계체제, 동북아, 한반도』, 아르케, 124~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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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계에서 동아시아 담론의 융성도 중국의 존재와 운동에 힘입은 바 크

다. 문화정체성론, 대안체제론, 지역주의론은 모두 중국으로 지역적 시야가 확장

되어 출현할 수 있었고 중국의 역동성을 주된 논거로 삼는다. 동아시아 담론 가

운데서 유독 중국의 존재감이 미약한 발전모델론은 1990년대 말 동아시아 경제위

기에 직면해 침체했으며, 이후 동아시아 경제를 진단하고 전망하는 논의들은 중

국 요인을 일차적으로 거론한다. 그리고 동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세를 모은 지역

주의론에서는 중국의 존재감이 압도적이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을 실질적으로 촉발하는 요인도 중국의 존재지만,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의 실

현가능성이 높지 않은 이유도 중국의 존재다. 동아시아를 초과하는 광활한 규모

로 인해 중국은 타국과 좀처럼 공유불가능한 지역상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동아시아는 비대칭적으로 구성된 지역이다. 각국이 국민국가로서 평등

한 지위를 갖는다는 근대국제질서의 이념만으로는 지역 현실을 제대로 포착하기

어렵다. 동아시아 담론 중 대안체제론은 대국과 소국이 공존한다는 이러한 동아

시아적 조건을 주목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일본 지식인들과의 지적 교류에 비해

중국 지식인들과는 그 폭과 양이 제한적이지만 비대칭성 그리고 거기에 결부된

위계적 인식(hierarchical perception)에 관한 비평적 토론이 오갔으며, 그것은 한

국지식계의 동아시아 담론에서 중요한 문제의식을 촉발했다.

1998년 『창작과비평』편집진은 베이징대학과 『독서讀書』편집부를 방문해 아

시아 연대, 전지구화, 민족주의 등을 주제로 토론을 가진 이후 1999년 『독서』8

기에 백영서의 「세기의 전환기에 동아시아를 다시 생각하다世紀之交再思亞洲」

가 실렸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2002년 『시계視界』8집에 왕후이의 「아시아 상

상의 계보亞洲想像的譜系」와 쑨거의 「주체의 확장과 변방의식主體的弥散與邊界

意識」이 실리면서 국민국가 극복, 중심-주변의 구도 성찰에 대한 내용으로 논의

가 심화되었다.

이 무렵 창비 진영은 탈국민국가주의와 더불어 탈중심주의를 심화해야 수평적

인 지역연대가 가능하리라는 전망 속에서 복합국가론ㆍ소국주의론ㆍ주변에서 본

동아시아론 등의 이론적 진화를 거치고 있었다. 1998년 최원식은 「세계체제의

바깥은 없다」에서 ‘소국주의와 대국주의의 내적 긴장’이라는 형태로 중심과 주변

의 문제를 제출했다. 중국의 중화주의와 일본의 동양주의에 깃든 대국주의를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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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는 동시에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대국주의(대한국주의)의 편

향을 제어하려면 중형국가인 한국은 소국주의와 결합된 복합국가를 국가 형태로

삼아야 한다는 논지였다. 아울러 한국에서 소국주의를 지향한다는 것은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주변부로서 안분하기 위함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의 소국주의 유산을

일깨워 양국의 대국주의적 발전전략을 수정하도록 이끌어 평화와 공생의 동아시

아를 형성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511)

그리고 백영서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에 대한 숙고를 거쳐 주변성에 관한

시각을 보강했다. “이제 우리는 동아시아 안팎의 ‘이중적 주변의 눈’으로 새로운

동아시아의 지도를 그리는 작업에 착수한다. 그 과정은 동아시아에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주변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여 전체 구조를 변화시키는 동력을 확보함

으로써 주변에 내재하는 비판성을 제대로 발휘하게 하는 지적ㆍ실천적 수행에 다

름 아니다.”512) 여기서 이중적 주변의 눈이란 동아시아가 세계체제의 주변부에

있으며 또한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열위에 있다는 조건에 내재한 지적 시각을 말

한다. 백영서 역시 이처럼 주변성에 관한 시각을 가다듬어 중국과 일본의 대국주

의적 성향을 경계하면서 주변부인 한국의 중재적 역할을 강조했다.513) 아울러 한

반도에서 실현되어야 할 복합국가 역시 국민국가를 극복한다는 실질적 내용을 갖

추려면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패권주의-대국주의를 해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514)

그런데 이들의 논의는 대국과 소국이 공존하는 동아시아적 조건에 기반하고 있

지만, 한국의 주변성으로부터 한국의 역할을 도출해내는 논리에 관해서는 해명되

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다. 제국주의를 자처한 적이 없고 역사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소중심의 역할을 맡아온 한국이기에 여러 중심들 사이의 균형자로서,

평화와 번영의 촉진자로서 역할하리라는 기대와 전망은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동

북아시대론처럼 현실성의 한계를 드러낼 공산이 크다. 더욱이 지적 실험으로서도

511) 최원식, 1998,「세계체제의 바깥은 없다 - 소국주의와 대국주의의 내적 긴장」,『창작과비
평』100호, 31쪽.

512) 백영서, 2004,「주변에서 동아시아를 본다는 것」,『주변에서 본 동아시아』, 문학과지성사, 
36쪽.

513) 위의 글, 33~34쪽.

514) 백영서, 1999,「20세기형 동아시아문명과 국민국가를 넘어서」,『창작과비평』106호, 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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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와 국력의 차이에서 빚어지는 비대칭적 관계를 위계적 관계로 등치시킬 수

있는지, 위계적 관계라고 판단할 때 판단기준은 근대국제질서의 원리가 아니라면

어디서 마련할 수 있는지, 위계적 관계라고 판단하더라도 극복해야 하거나 극복

할 수 있는 문제인지, 대국주의를 곧 패권주의로 간주할 수 있는지, 중소국인 한

국이 대국들 간의 균형과 완충의 역할을 맡는다면 그 자원과 방안은 무엇인지,

균형과 완충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비대칭성은 해소되지 않을 텐데 그렇

다면 국가 간 비대칭성에 근거한 대안적 지역질서는 어떠해야 하는지 등은 보다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물음들 가운데 몇 가지 항목에 대한 답변으로서 천하질서, 중화질서, 화

이질서, 조공질서, 책봉질서 등 다양한 개념들로써 전통적 지역질서를 포착해 중

심과 주변 간의 비대칭적 관계에서 구현가능한 지역질서의 참조물로 삼자는 주장

도 나온 바 있다. 이 또한 중국지식계와의 토론을 통해 형성된 중요한 논제다. 가

령 중국사회과학원 근대사연구소의 부핑은 「동아시아의 아이덴티티와 국경을 초

월한 역사 인식」에서 화이질서는 강대하고 부유한 중국과 상대적으로 열위인 주

변국 사이에서 형성된 지역질서였지만, 지배와 종속을 뜻하지 않았으며 중국이

주변국을 직접 통치하려 들지도 않았음을 강조한다. 중심부의 중국은 주변국의

군주를 책봉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며 지역의 안정을 유지했

다. 그리고 주변국은 중국과의 조공관계를 통해 안전을 보장받고 내정의 자주성

을 확보했다. 그런 의미에서 근대 제국주의 세력이 비서구 지역을 지배하고 착취

한 경우와는 판이하다는 것이다.515)

왕후이 역시 국민국가체제 이전의 제국질서와 조공체제를 재조명해 대안적 아

시아 질서의 참조물로 삼겠다는 의도를 뚜렷하게 드러낸 바 있다. 왕후이는 조공

체제를 정치ㆍ경제ㆍ문화 영역에 걸친 평등주의적 복합체라고 해석한다. 그것은

각국의 통치상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위에서 보호적 성격을 띠는 협력관계가 제도

화된 형태로서 오늘날의 신제국 형태와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현대 중국은 조공체제의 평등주의적 유산을 계승하되 주권국가의 모델에 따라 개

조했다면서, 국민국가체제가 초래하는 내외적 곤경을 초월할 가능성을 조공체제

515) 부핑, 2010,「동아시아의 아이덴티티와 국경을 초월한 역사 인식」,『역사적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의 아이덴티티와 다양성』, 동북아역사재단, 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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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발굴해내자고 제안한다.516)

이러한 발상에 대해 한국지식계에서는 비판론도 제기되었다. 대안적 지역질서

를 구상할 때 중화질서나 조공체제를 참조하자는 중국지식인들의 제안은 이면에

중국중심주의를 전제하는 까닭에 인국에 대한 수평주의적 사고를 결여해 패권주

의로 전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517) 그러나 중국 지식인으로

서는 이 제안이 동아시아에 엄연히 실재하는 역학관계의 비대칭성이 패권주의로

변질되지 않고, 중심과 주변의 관계가 위계화되지 않는 방법을 동아시아사로부터

건져 올린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중국 지식인의 발화라는 이유로 중국중심주의

라는 혐의를 씌워서는 안 될 것이다. 중국발 지역구상에서 중국중심주의를 짚어

내기란 손쉬운 만큼 안이하기 때문에, 그러한 비판은 중국 정부와 지식계의 다른

구상들과 비교한 뒤에야 가해져야 할 것이다.

오히려 중화질서 내지 조공체제와 같은 역사적 지역질서를 활용하자는 주장에

대한 지적은 중국중심성보다 현실가능성에 맞춰져야 할 것이다. 조공체제는 문명

과 세계관을 공유하는 지역 속에서 막대한 부를 창출해내는 중심과 그로부터 방

사형으로 이어지는 주변 간의 호혜적 관계가 수립되어야 기능할 수 있었다. 그러

나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서세동점 이후 동아시아의 정치체들은 근대국가질서

에 편입된 이래 한 세기에 걸쳐 상이한 양상으로 국가 형성 과정을 거쳤다. 거기

에는 중국도 예외일 수 없는 탈중화과정이 동반되었다. 또한 그 20세기에 걸쳐

일본은 중국에 우위를 점할 만큼 경제적으로 성장했다. 한국 역시 고도성장을 경

험했다. [표 4-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과 중국은 지리 면적에서는 100배 가

까이 차이가 나지만 GDP의 차이는 10배에도 이르지 않는다. 무엇보다 반세기에

걸쳐 미국의 내재화가 진행되었다. 이처럼 조공체제를 성립시켰던 역사 조건은

20세기에 변질되었다. 따라서 전통적 지역질서를 참조하려거든 오늘날의 동아시

아적 조건을 보다 면밀하게 고찰해야 한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후

술하겠지만 전통적 지역질서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국가관계, 특히 동맹관계 간

의 비대칭성이다.

516) 왕후이, 2003,「아시아 상상의 계보」,『새로운 아시아를 상상한다』, 이욱연 외 옮김, 창비, 
197쪽.

517) 고성빈, 2009,「중국의 동아시아담론」,『국제지역연구』18권 3호, 88~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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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심과 주변의 관계는 국가 간에서만이 아니라 국가 내부 혹은 지역 간에

도 존재한다. 정근식은 ‘지역’으로서의 동아시아에 접근하는 세 가지 각도를 정리

한 바 있다. 하나의 통합된 전체로서 접근하는 방식이 있다면, 이를 구성하는 국

가 간 관계와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도 있으며, 끝으로 동아시아의 주변

지역들, 즉 강력한 민족국가들 간의 경계에 자리잡고 있어 정체성이 유동적이거

나 이중적일 수 있는 장소들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다는 것이다.518)

동아시아는 중국ㆍ일본ㆍ한국 등의 국민국가뿐 아니라 대만ㆍ오키나와와 같은

국가 내지 지역들을 포함한다. 남북한관계, 양안관계, 오키나와-일본관계를 종합

적으로 고려한다면 동아시아는 평면적이고 균질적인 국가들의 조합이라기보다는

비균질적인 중심부와 주변부의 이중적이고 복합적인 구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하여 국가와 중심부의 억압이 집중된 주변부의 현장들을 연결해 탈국민국가

ㆍ탈패권적 동아시아 지형도를 그려내는 실천도 한 가지 지향성으로 존재해왔다.

이러한 세 번째 접근법을 취할 경우 채택할 수 있는 전략적 장소 가운데 한곳

이 오키나와다. 정근식은 오키나와를 관통하는 역사적 구조와 그 변화를 통해 동

아시아의 장기적 사회변동, 즉 중화체제로부터 일본 제국체제를 거쳐 전후 동아

시아 냉전체제로 이어지는 경로를 탐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법으로서의 오키

나와’를 거론한다.519) 특히 한국의 연구자로서는 일본 식민주의의 지배와 동아시

아 냉전의 억압성이라는 측면에서 오키나와로 관심이 모여 공동연구가 수행되기

도 했다.520)

또한 금문도 역시 오키나와와 함께 ‘냉전의 섬’으로 명명된다. 금문도는 역사적

으로 초국경적 지역문화의 요충이었다. 청조 때부터 동남아 등지로 향하는 화교

의 배출지이자 중계지였고, 푸젠 남부인 민난 지역 문화의 핵심고리였다. 금문도

는 1949년 이후 공산당과 국민당 사이에서 국경선을 획정하는 전투가 벌어진 끝

에 중화민국 영토로 귀속되었다. 1958년에는 중국이 금문도를 포격해 첨예한 양

518) 정근식 외, 2008,『기지의 섬 오키나와』, 논형, 6쪽.

519) 정근식, 2014,「동아시아 냉전ㆍ분단체제의 형성과 해체」,『한국학의 학술사적 전망』2권, 
43쪽.

520) 공동연구의 중요한 일례로서 총 29명의 필자들이 참여해 『기지의 섬, 오키나와』(논형, 
2008), 『경계의 섬, 오키나와』(논형, 2008)가 출간되었다. 책의 부제가 말해주듯 하나는 ‘현
실과 운동’을 다른 하나는 ‘기억과 정체성’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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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관계가 드러나기도 했다.

백영서는 금문도에 관한 연구가 일국적 시각을 넘어 동아시아를 바라보는 데서

풍부한 암시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첫째, 청조 이래 화교 송금 네트워크

로 엮인 민난 경제권과 민난 문화를 규명하는 데, 둘째 일본제국권을 이해하는

데, 셋째 동아시아 냉전의 역사를 돌이켜보는 데, 넷째 대만사를 재고하는 데, 특

히 오늘날 대만에서 주류 담론인 대만독립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대만의 정체

성 위기에 새롭게 접근하는 데 유용하다는 것이다.521) 이런 시각에서 2008년 한

국과 대만과 학자들은 ‘금문학金文學’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

다.522)

(3) 국가 간 동맹구조의 비대칭성

한 번 더 유럽적 조건과의 차이를 주목해보자. 동아시아는 유럽과는 다른 형태

의 냉전기를 거쳤다. 전간기 유럽에서는 세계주의적 안보질서와 지역주의 안보질

서 사이의 간극으로 잦은 충돌이 빚어졌다. 기존의 동맹외교는 붕괴되었고, 미국

이 주도하는 국제연맹은 유럽의 안보 현실로부터 유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세계적 차원의 냉전, 미국의 대유럽 외교정책, 국

제연합 그리고 유럽의 지역질서가 조합되어 북대서양조약기구 같은 지역다자동맹

이 성립했다.

반면 냉전기 동아시아에는 동아시아식 북대서양조약기구도 유럽안보협력회의

(CSCE)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없었다. 미국은 개별 국가에 대한 영향력

521) 백영서, 2014,「지구지역학으로서의 한국학의 (불)가능성: 보편담론을 향하여」,『사회인문
학의 길』, 창비, 83쪽. 백영서는 ‘이중적 주변부’라는 지역 설정이 중심에 의한 피동적 정의임
을 고려해 이처럼 동아시아의 시공간적 모순이 응축된 장소, 중화제국-일본제국-미제국으로 이
어지는 역사적 모순이 집중된 장소의 중요성을 부각하고자 ‘핵심현장’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백영서, 2014,「‘핵심현장’에서 찾는 동아시아 공생의 길」,『핵심현장에서 동아시아를 다시 묻
다』. 창비, 17쪽). 그는 오키나와, 금문도 이외에도 한반도 서해의 평화협력특별지대, 개성공
단, 두만강 유역 등을 핵심현장으로 거론하며, 시야를 확장한다면 분단체제하의 한반도, 대만이 
핵심현장에 속한다고 밝혔다(백영서, 2014,「연동하는 동아시아, 문제로서의 한반도: 담론과 연
대운동의 20년」,『핵심현장에서 동아시아를 다시 묻다』, 창비, 56~57쪽). 이런 ‘핵심현장’은 
모순의 집결지인 만큼 여기서의 변화는 지역 수준의 변화를 추동하리라고 내다본다.

522) 林富士 外, 2008,『亞洲視野下的金文學』, 臺灣臺中中興大學, 2008년 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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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럽 동아시아

집단안보체제
유럽 방어를 위해 미국이 참여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성립
미국과 각국 간의 쌍무적 안보조약

경제협력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바탕으

로 유럽경제공동체(EEC) 성립

동남아는 아세안 성립

동북아는 경제협력기구 부재

공동의 가치

유럽안보협력회의와 헬싱키협약 등을

통해 동서분할선을 가로질러 평화공

존과 인권중시를 공동 의제로 설정

적대 진영을 포괄해 보편가치를 중시한다는

공동 인식의 결여

역내 주도국 

간 관계
독일과 프랑스의 파트너십 구축

일본의 전쟁책임 방기와 대공방위망의 공고

화로 일본과 중국은 제로섬적 적대관계 유지

을 극대화하고자 다자적 틀이 아닌 쌍무적 동맹을 중심으로 안보질서를 구축했

고, 이로 인해 동아시아 국가들은 집단적 관계를 발전시키기가 어려웠다. 물론 아

세안으로 결속된 동남아와 지역협력체를 구축하지 못한 동북아의 양상은 크게 달

랐다. 동북아 지역은 한미동맹ㆍ미일동맹ㆍ북중동맹과 같은 쌍무적 동맹관계가

안보질서의 기본틀이어서 양자안보체제를 대체할 대안적 안보체제를 형성하지 못

했다. 여기에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역사적 반목과 미국의 헤게모니를 제어할 만

한 힘의 부재로 인해 미국의 헤게모니가 서유럽보다 훨씬 강하게 작용했다. 이러

한 차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8] 냉전기 서유럽과 동아시아 지역협력 양상의 차이

탈냉전기로 접어들어 국제적ㆍ지역적 안보 상황이 변화하자 다자안보체제의 필

요성에 관한 인식이 늘어났지만, 유럽과 달리 동북아에서는 냉전이 완전히 종식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군비경쟁이 가속화되는 등 다자안보체제로의 이행이 순조

롭지 못하다. 동북아의 안보질서는 여전히 양자간 동맹관계가 기본틀이다.

한반도를 중심에 두고 이러한 안보질서를 서술하자면, 한반도동맹구조는 6개국

15개 양자관계들과 여러 형태의 다자관계들로 짜여 있다. 한반도동맹구조의 기본

논리는 한반도에서의 남북한 대립과 지역 차원의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간의 대립

이다. 이에 따라 한반도동맹구조의 핵심은 한반도 차원에서는 한미동맹과 북중동

맹이며, 지역 차원에서는 미일동맹과 중러전략협력관계다.

한반도동맹구조는 탈냉전기에 접어든 이후에도 세력균형 유지, 강대국 역학관

계의 지배, 동맹과 적대의 상호 연계를 기본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며 현상유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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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보이고 있다.523) 특히 세력균형은 한반도동맹구조의 형성배경이자 작동원리

다. 냉전기에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그리고 한일우호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남방 삼각동맹과 북중동맹ㆍ북러동맹ㆍ중러전략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북방

삼각동맹 간의 대립이자 세력균형이 지속되었다. 그리하여 한 측 세력의 결집과

확대는 반대 세력의 상응으로 이어지는 동맹과 적대의 상호연계 양상을 보여왔

다. 북한 군사력의 증강과 현대화는 한미동맹의 강화를, 한미연합사의 전력 확대

는 북한에 대한 소련과 중국의 군사ㆍ경제적 지원 확대를, 그리고 탈냉전기에 들

어서도 중국의 부상은 미일동맹의 결속력 강화를, 미국의 단극적 패권 확보는 중

국과 러시아의 상호접근과 협력강화를 불러일으켰다.524) 또한 한반도동맹구조는

강대국 역학관계에 구속된다. 한미동맹ㆍ북중동맹보다 상위 강대국인 미국과 중

국의 관계가 관건적이며, 한미동맹ㆍ북중동맹의 변천을 설명하고 변화를 전망하

려면 해당 국가의 상황이나 양자관계를 파악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상위 강대국

들의 경쟁 및 협력관계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다.

물론 냉전기에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초강대국 간 관계가 한반도동맹구조에 지

배적인 영향을 미쳤다. 미국이 한국전쟁에 참전하고 일본ㆍ한국과 동맹관계를 구

축한 것은 공산진영의 맹주국가인 소련과의 경쟁관계에서 비롯된 선택이며, 중국

과의 관계를 개선한 것도 소련 견제를 위한 포석이었다. 그런데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가 자본주의의 길을 채택하자 패권국인 미국과 잠재적 도전국가인 중국 간

의 역학관계가 한반도동맹구조의 중요 변수로 대두했다. 양국의 관계가 대립적이

면 상호 전략적 이유에서 자국의 기존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상대방 동맹관계의

균열을 선호하고 상대방 동맹국의 유인을 시도하며525), 양국의 관계가 우호적이

면 그만큼 자국동맹 강화 및 상대방 동맹관계의 균열이 지니는 효용은 약화된

다.526)

523) 김동성, 2011,『한반도동맹구조와 한국의 신대외전략』, 한울아카데미, 2011, 107~111쪽.

524) 위의 책, 108쪽.

525) 박홍서, 2007,「중국의 부상과 탈냉전기 중미 양국의 대한반도 동맹전략 동맹전이 이론의 
시각에서」,『한국정치학회보』42집 1호, 299~317쪽.

526) 중국의 대북 정책은 대국,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1993년 1차 북핵위기
와 2002년의 2차 북핵위기 때 중국이 보여준 상이한 대응은 이를 잘 보여준다. 1차 북핵위기 
시에 중국은 방관자적 자세를 취했다. 당시는 미국의 중국 견제로 인해 미중관계가 경쟁적ㆍ갈
등적이었다. 반면 2차 북핵위기 시에는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했다. 당시는 미중관계가 우
호적으로 변하고 있었다(박홍서, 2006,「북핵위기 시 중국의 대북 동맹안보딜레마 관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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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같은 동맹세력에 속하더라도 강대국과 약소국의 동맹관계는 비대칭적이

다.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의 남과 북에서 추진된 자주안보 노력은 상대의 반작용

을 초래해 오히려 대외안보환경을 저해하고 강대동맹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북한은 1960년대 중소갈등에 연루되지 않고 자주적 활로를 모

색하고자 주체노선을 적극 추진했지만 이에 위협을 느낀 한국이 국방비를 증액하

자 북한의 대남 안보환경은 악화되었다. 한국도 1970년대 들어 자주국방 정책을

추진했는데 이것은 북한의 군사력 강화라는 역풍을 불러일으켜 1980년대 초반 한

국의 대북 안보환경이 악화되었다. 1980년대 후반 한국의 방위력 개선사업과 북

방정책도 유사한 결과를 초래했다. 점점 벌어지는 남북 간의 군사력 격차를 만회

하고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하고자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집착하게 된 것이다. 결

국 한반도동맹구조의 약소동맹국들인 남한과 북한의 자주적 노력은 상호 간의 안

보모순을 초래해 각자의 상위 동맹국에 더욱 의존하는 것으로 귀결되곤 했다.527)

반면 미국과 중국의 국방력 강화는 상호 간의 안보딜레마를 야기하더라도 동맹

의존의 강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미국과 한국, 중국과 북한 간의 현격한 국력

차이로 인해 동맹관계에 의존할 필요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과 중

국의 국방력 강화는 한국과 북한의 동맹의존성을 증대시킨다. 결국 한반도동맹구

조에서 안보 경쟁은 약소동맹국들이 촉발했든 강대동맹국들 간의 경쟁에서 비롯

되었든 약소동맹국들의 강대동맹국들에 대한 의존성을 심화시켰으며, 이에 따라

약소동맹국들에 대한 강대동맹국들의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한반도동맹구조에서 약소동맹국과 강대동맹국 사이에 존재하는 이러한 비대칭

성을 먼저 한미동맹의 각도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자. 한국전쟁 이후 한국 외

교안보전략의 핵심은 북한의 무력공격에 대한 억지 및 방어였다. 냉전기 동안 한

국의 군사전략ㆍ외교전략ㆍ동맹전략은 남침 억지와 한국 방어를 전략적 핵심목표

로 삼아왔다. 한미동맹 체결, 베트남 파병, 한미연합사 군사력 강화 뿐 아니라 한

소수교, 한중수교 등 북방정책 추진과 다자간 안보협력체 구축 노력 등은 기본적

으로 한반도와 남북관계를 중점에 두는 지역 전략에서 비롯되었다.

대미관계 변화를 주요 동인으로」,『국제정치논총』, 제46집 1호, 103~122쪽).

527) 조동준, 2004,「‘자주’의 자가당착 - 한반도 국제관계에서 나타난 안보모순과 동맹모순」,
『국제정지논총』44집 3호, 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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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국의 전략은 세계 전략이며 한미동맹의 관계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에서도 일부이자 하위 영역에 해당한다. 한미동맹은 한국의 대북안보위협 인식과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따른 교두보 확보의 필요성이 맞물려 성립되었으며 ‘경

제와 안보의 교환전략(trade-off between economy and security)’이라는 형태로

한국전쟁 이후 지속되어왔다. 그런데 한국 측에게 한미동맹은 한국이 체결한 유

일한 동맹이지만,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528)뿐 아니라

미일상호방위조약ㆍ미필리핀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오스트레일리아ㆍ뉴질랜드

와의 태평양상호방위체제를 결성해 동맹벨트를 형성하고 아시아태평양 일대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한미동맹의 성립 이후 한국의 대외전략은 한미동맹의 유지를 위해 미국의 세계

및 동아시아 전략에 적극 편승하는 ‘충실한 동맹’의 기조를 유지했다. 국제무대에

서 미국을 추종하고, 국내외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정권은 베트남전에, 동

북아균형자론을 내세웠던 노무현 정권조차 이라크전에 파병해 미국을 도왔다. 물

론 수동적 자세로만 일관한 것은 아니어서 이승만과 박정희 정권기에는 태평양동

맹과 아시아태평양각료이사회를 주창해 한미동맹에 기반한 반공의 최선전으로서

입지를 다지려 했으나 미국이 또 하나의 아시아 방벽인 일본을 더욱 중시하는 등

의 이유로 실현되지 못했다. 탈냉전기에도 북방외교나 동북아균형자론 등으로 대

외전략의 다기화ㆍ독자화를 꾀했지만 한미동맹의 허용반경에서 벗어나지 않았으

며, 중국과의 관계 진전도 한미관계에 미칠 영향에 따라 속도를 조절하고 있

다.529)

528)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1953년 10월 체결되었다. 제2조는 “당사국 중 어느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
사국이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와 상호원조에 의해서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고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실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라고 규정
해 유사시 한국 방위를 위한 미국의 개입 근거를 명문화했다. 또한 제4조는 “상호 합의에 의하
여 미국의 육군ㆍ해군ㆍ공군을 한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한국은 허용하고 
미국은 이를 수락한다”라고 규정해 미군의 한국 주둔 근거를 마련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외
면적으로는 ‘상호방위조약’의 형식을 취하지만 미국의 한국 안보지원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동맹
국간 힘의 차이가 뚜렷한 비대칭적 동맹의 산물이다.

529) 불행한 가정이지만 향후 대만 해협에서 미중간 군사분쟁이 발생하는 등 미중 간의 갈등이 
고조되어 미국이 한국의 지원을 요청한다면 한국은 난처하고도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
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항에 따르면 태평양지역에서 한국과 미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했
을 때 양국은 서로에 대한 방위의무를 지게끔 되어 있다. 이런 극단적 가정이 아니더라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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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동맹에도 유사한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국제적으로 고립된 북한에게 중국

의 지원과 원조는 사활적 국가 이익에 해당된다. 따라서 외교적 선택에서 중국은

북한으로부터 비교적 자율적이지만 북한은 중국에 의존적이다. 그런데 탈냉전기

에 접어들어 북중동맹은 한미동맹과 달리 대외적 전략의 공동 추구보다는 대내적

상호통제에 중점을 두는 기형적 형태로 변화했다. 이는 냉전의 종식이 동북아에

서는 공산주의 진영의 해체, 자본주의 진영의 온존으로 이어진 데서 기인한다. 즉

북중동맹에서는 국제사회주의운동의 추진과 한반도의 공산화를 겨냥한다는 공동

의 목적이 이미 유효성을 상실하고 한미일 남방 삼각동맹에 대한 견제적 측면만

이 일부 남게 된 것이다. 냉전의 종언에 앞서 1978년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한 이래 중국은 서방국가들과 관계개선에 나섰으며 한반도의 적화통일이라는

북한의 국가목표를 수용하기가 어려워졌다.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상위 목

표에 따라 한반도 상황의 현상유지에 무게가 실렸고, 따라서 중국의 입장에서 북

중동맹은 북한에 대한 안정적 관리가 핵심기능이 된 것이다.530)

이러한 조건에서 북한은 중국에게 포기(abandonment)의 위협을, 중국은 북한에

게 연루(entrapment)의 위험을 갖게 되며, 북한과 중국은 상대의 위협 의식을 활

용하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지도부는 전통적 대외안보전략보다는 실용적

대외경제전략에 상대적 주안점을 두었고, 이에 따라 중국에게 북한의 안보전략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저하된 반면 북한의 돌출행위로 인한 연루의 위험은 높아졌

다. 북한이 중국에 대해 느끼는 포기의 위협이 커져 북한은 멀어져가는 중국을

붙들기 위해 강도 높은 돌발행위,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기 때문이다. 결국 중국은

북한의 돌출행동으로 인한 급변사태를 방지하고자 북한과의 전통우의를 강조하

며, 북한은 전략적으로 계산된 행위들을 통해 중국을 지속적으로 결박하고 경제

지원을 이끌어내고자 하고 있다.531) 이처럼 북한과 중국 간에는 ‘전통우의’라는

외양 아래 상호전략적 이해의 차이로 인한 긴장관계가 존재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대목은 강대동맹국인 중국과 약소동맹국인 북한의

의 이해관계에 따라 대중 봉쇄축에 관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은 높다.

530) 조명철, 2010,「북한의 대중국 경제의존 실태와 함의」,『제21회 한반도 평화포럼 자료
집』, 한반도 평화연구원, 32~46쪽.

531) 최명해, 2010,「북한의 대중 ‘의존’과 중국의 대북 영향력 평가」,『주요국제문제분석』
2010-15, 외교안보연구원, 1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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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칭적 관계가 중국이 우위이고 북한이 열위라는 비대칭적 양상으로만 전개되

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적어도 강대국과 약소국의 비대칭적 관계는 영토ㆍ인구

ㆍ경제력ㆍ군사력 등 경성국력의 크기에 꼭 비례하지는 않는다.532) 약소국은 강

대국 간에 협력보다 갈등이 고조될 때 우방의 강대국과의 협상에서 입지를 제고

할 수 있고, 전략적 요충지에 자리한다면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할 수도 있다. 또

한 역으로 약소국은 자신의 취약함을 무기로 우방의 강대국을 유인하거나 위협할

수도 있다.533) 중국의 항의와 저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산된 모험주

의’에 나서는 것은 북한체제의 유지와 동북아의 안정이 중국의 중요한 국가이익

이기에 중국이 강하게 제재하거나 북한을 포기하지 않으리라고 판단하기 때문이

다. 이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사례를 통해 드러났다.534) 이 사례

들은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제한적이며, 역설적으로 북한의 대중국 협상력이 작

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한미동맹의 비대칭적 관계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연루의

위험으로 인해 미국은 한국전쟁의 확전 방지에 공을 들였고 이후 이승만 정부의

북진통일 주장, 박정희의 핵개발 시도를 차단해왔고, 1968년 울진삼척지구무장공

비 침투사건,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1983년 버마 랭군 폭탄테러 등이 있었

을 때 한국 정부의 보복계획을 만류해왔다.535) 그리고 한국 정부는 북한의 남침

가능성과 국가안보위기를 강조하며 지속적인 주한미군 주둔과 한국군 군사력의

강화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이후 경제가 고도성장하면서 한국이

국가의 존립을 내거는 모험주의를 감행하기는 어려워졌다.

그런데 북한이 이러한 모험주의적 행보에 나서는 데는 북중동맹관계의 비대칭

532) Michael Hendel, 1981, Weak State in the International System, Frank Cass, p. 10.

533) Ulf Lindell and Stefan Persson, 1986, “The Paradox of Weak State Power: A 
Research and literature Overview”, Cooperation and Conflict 21-79, pp. 81~91.

534) 북한이 안보환경의 변화와 수세국면의 타개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벌인 전략적 도발은 적
지 않다. 1968년 1월 미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나포, 1969년 4월 EC-121 미정찰기 격
추는 중국의 외적 위협과 연루 위험을 자극해 북중동맹관계의 대외적 기능을 복원하고자 한 사
례다. 1976년 8월 판문점 미군장교 도끼살해사건 역시 중미 간 데탕트에 위기를 느낀 북한이 
한반도에서 긴장국면을 조성하려는 의도적 도발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1983년 버마 랭군 폭
탄테러도 당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북한에게 미국ㆍ한국ㆍ북한의 삼자회담을 종용
하자 이를 무산시키기 위한 소행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다(김동성, 2011,『한반도동맹구조와 
한국의 신대외전략』, 한울아카데미, 2011, 117쪽).

535) 김동성, 2011,『한반도동맹구조와 한국의 신대외전략』, 한울아카데미, 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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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협력 국가 내용

군사안보협력 한미, 미일 제도적이고 정례화된 합동군사훈련

군사협조 한일, 한미일 vs 북러, 북중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군사훈련

군사교류 한중, 한러, 중일, 중러 등 단순한 군사분야의 교류

성 이외에 또다른 한반도동맹구조의 비대칭성이 배경으로 자리한다. 그것은 한미

동맹과 북중동맹의 비대칭성이다. 미국은 중국에 비해, 한국은 북한에 비해 국력

이 우위이며, 한미동맹의 군사적 결속력은 북중동맹의 경우보다 훨씬 강하다. 다

자안보협력체가 부재한 동북아 군사안보질서에서는 동맹국 간 쌍무적 군사안보협

력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무척 클 수밖에 없다. 한미ㆍ미일 간 군사안보협력, 북중

ㆍ중러 간 군사협력이 대표적 사례다. 그런데 양 진영 간의 군사협력관계는 그

수준이 상이하다.

[표 4-9] 동북아 군사협력 관계

한미ㆍ미일 간에는 제도적이고 정례화되고 고강도인 군사안보협력이 진행중이

지만, 북중ㆍ중러 간 군사협력은 일시적이고 상대적으로 저강도다.536) 더욱이 탈

냉전기에는 소련의 해체와 함께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진영의 동맹체제도

와해되었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자본주의 진영의 동맹체제는 오히려 강화되며 대

상범위도 확장되었다. 한미동맹은 온존하지만 북중동맹은 이완되어 가고 있으며,

한미동맹은 미일동맹 등으로 지지받을 수 있지만 북한은 고립이 심화되는 추세

다. 한국은 중국ㆍ러시아와 수교를 맺었지만, 북한은 미국ㆍ일본과 관계정상화에

이르지 못했다. 오히려 미국과 일본은 탈냉전기에 군비 증강과 동맹 강화를 목적

으로 북한위협론을 활용하고 있다.

이렇듯 복잡하게 짜인 한반도동맹구조의 비대칭성을 배경으로 탈냉전기에 접어

들자마자 북핵 문제가 불거졌고 이후로도 해결하지 못한 채 지속되고 있다. 북핵

문제는 분명히 북한의 모험주의적 선택의 결과지만, 그 배경에는 역시 동북아의

536) 이윤식, 2011,「동북아안보딜레마와 군사협력 현황」,『동아시아, 갈등을 넘어 협력으로』, 
오름, 90~100쪽. 중러 간 군사협력은 2005년 8월 18-25일 미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실시한 
‘평화사명－2005’라는 합동군사훈련이 최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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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ㆍ국가관계 간 비대칭성이 자리하고 있다. 즉 열세에 처한 북한이 핵 문

제의 국제적 쟁점화를 통해 강대국 간의 경쟁구도를 조성해 전략적 선택지를 넓

히고 중국을 대해서는 연루의 위험을 자극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핵 문제는 ‘북

한 문제’이자 ‘동아시아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사안인 것이다.

그런데 오랜 기간 축적되어온 동아시아 담론에서도 국가 간ㆍ국가관계 간의 비

대칭성이라는 동아시아적 조건에 천착하는 논의는 아직 충분히 개진되지 않았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국가 간 규모의 비대칭성에 착목한 논의들은 존재하지만 이론

화도 구체화도 불충분한 상태이며, 국가관계 간의 비대칭성에 관해서는 단편적으

로 언급될 뿐 이에 입각한 동아시아 시각은 개발되지 않았다. 특히 동아시아공동

체 건설을 지향한다면 국가 간의 비대칭성을 주목하는 편이 중요하겠지만,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에 해결에 관심을 갖는다면 동맹관계를 포함한 국가관

계 간의 비대칭성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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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반도 문제와 동아시아 담론의 동아시아화

이상과 같은 유럽적 조건과의 차이가 빚어낸 결과, 다시 말해 국가 형태의 상

이성, 국가 간ㆍ국가관계 간의 비대칭성이라는 동아시아 조건이 반영된 결과, 미

소 냉전의 해소가 유럽에서는 냉전체제의 해체로 이어졌지만 동아시아에서는 분

단구조가 엄존했다. 유럽에서는 서독이 동독을 평화적으로 흡수통일하고 동유럽

사회주의 동맹이 해체되어 서유럽 중심의 국제질서로 빠르게 재편되었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는 휴전선을 낀 한반도의 분단과 대만 해협을 사이에 둔 중국의 분

단이 유지되었다. 이 사실은 세계적 냉전체제로 환원되지 않는 동아시아 분단체

제의 특수성을 시사하며, 동시에 동아시아의 대안적 지역질서를 형성해가는 노정

은 유럽의 사례와는 다를 수밖에 없음도 알려준다. 그리고 한반도 문제도 독일의

사례와는 접근 방식이 달라야 함을 짐작케 한다.

한국의 동아시아 담론은 탈냉전을 시대 배경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보다 정확

히 말하자면 탈냉전의 세계적 추세와 동아시아적 지체 사이에서 특히 대안체제론

의 경우는 출현하고 한반도 문제의 해결에 관한 모색을 통해 필요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 한반도 문제와 결부된 동아시아적 시각은 동아시아 담론의 출현과 함께

존재했으며 동아시아 담론이 이행과 분화를 겪고 특정 계열의 동아시아 담론이

쇠퇴하는 동안에도 한반도 문제의 지속과 함께 이어지고 있다.

동아시아 시각을 통한 한반도 문제에 관한 접근,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해 동아

시아 시각을 견지한 한반도평화체제구축론은 지속적 논제일 뿐 아니라 정책적 파

급력이 큰 동시에 정치ㆍ경제ㆍ문화 등 여러 영역의 현실적ㆍ이론적 쟁점이 중층

화되는 논제다. 거기에는 국가 형태, 민족적ㆍ국민적 정체성, 경성ㆍ연성 국력, 국

제관계와 외교전략 등 한 사회와 국가의 경로를 조건짓는 거의 모든 사항이 응축

되어 있다. 아울러 지정학적 차원과 지경학적 차원을 두루 검토해야 하며, 역내

타국의 동아시아공동체에 관한 인식ㆍ한반도 문제에 관한 인식을 정밀하게 분석

해야 하며, 국가 간 비대칭성과 국가관계 간 비대칭성을 심층적으로 파고들어야

하는 복합적 논제다.

동아시아 시각을 견지한 한반도평화체제구축론은 초기부터 대안체제론의 중심



- 323 -

주제였으며, 지역주의론이 부상하면서는 한반도평화체제 구축과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의 선순환, 공진화에 관한 연구가 대거 등장했다. 그러나 양자 간의 선순환ㆍ

공진화는 아직 기대어린 수사일 뿐 분석적 개념에 이르지 못했다. 일례로 동북아

균형자론이 불러일으켰던 논란 중 하나였던 동북아다자안보체 형성과 한미동맹

유지 사이의 복잡한 관계, 한국의 균형자 역할과 한미동맹의 약소동맹국 역할 간

의 모순적 관계는 선순환ㆍ공진화라는 수사로는 처리하기 어렵다. 보다 근본적으

로 동아시아분단체제의 한반도분단체제에 대한 규정성을 검토하고, 역으로 한반

도평화체제 구축이 동아시아공동체 건설에서 지니는 실질적 의의를 해명하는 것

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한반도평화체제론과 동아시아공동체론 사이에 존재

하는 내재적 논리가 해명되지 않고 양자를 선순환ㆍ공진화와 같은 모호한 수사로

결부지을 뿐이라면 이때의 동아시아는 그저 지리적 인접성에 기초한 지역 범위에

머물고 말며, 따라서 한반도평화체제론이 동아시아 담론에서 관건적 사항이 되어

야 할 필연성을 확보할 수 없을 테며, 더욱 큰 문제는 한반도평화체제론이 한국

적 상황과 필요에 기대어 실천의 당위성만을 과도하게 주장하는 내수용 논의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1) 동아시아 담론의 사각지대 - 북한

여기서 동아시아 담론의 형성 국면으로 돌아가 보자. 동아시아 담론의 단초가

되었던 최원식의 「탈냉전시대와 동아시아 시각의 모색」에 관해서는 동아시아

시각의 방향과 과제를 천명했음을 이미 살펴보았다. 특히 최원식은 한반도분단체

제의 해결을 과제로 설정하며 그것의 동아시아적 의의를 이렇게 강조했다. “한반

도에 작동하고 있는 분단체제를 푸는 작업은 풍부한 문명적 자산을 공유해왔음에

도 파행으로 점철되었던 동아시아가 새로운 연대 속에 거듭나는 계기로 되며, 미

ㆍ소 냉전체제 이후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종요로운 단서를 제공”537)할 것이다.

하지만 이 논문은 한반도분단체제의 해결을 위한 방법론도 한반도분단체제 해결

과 동아시아 연대 간의 연관성에 관한 구체적 분석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중요

537) 최원식, 1993,「탈냉전시대와 동아시아적 시각의 모색」,『창작과비평』79호, 2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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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동아시아론이 북한을 포위하는 반북동맹에 말려드는 것

을 무엇보다 견결히 경계하지 않으면 아니된다.”538) 동아시아 담론이 북한을 에

워싸고 시장경제로 흡수통일하는 데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후 동아시아 담론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면 최원식의 우려처럼 동아시아 담론

이 반북동맹용으로 쓰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어쩌면 보다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

다. 북한의 존재 자체가 동아시아 시각의 사각지대가 되어버린 것이다. 물론 대안

체제론의 경우는 한반도분단체제 극복이라는 지향을 견지했지만 그 주제가 동아

시아 담론에서 주된 논점을 형성하지는 못했으며, 다른 계열의 담론들은 무의식

적인 반북동맹을 결성해왔다고 말할 수 있다.

동아시아 문화정체성론은 한중일 삼국을 일러 동아시아라고 표상하곤 하는데

여기서 이미 북한의 존재가 누락되어 있다. 물론 한국 대신 한반도라고 통칭하기

도 하지만, 이 경우에도 동아시아 문화정체성이라는 각도에서 현대 북한사회를

읽어내는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정치이념이 상이한 북한은 논외인 것이다. 북

한식 사회주의에 내재된 유교주의적 요소를 포착한 연구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인국과의 문화적 유대관계를 주목하기보다 북한식 사회주의의 특수성을 도출해내

는 데 목표를 두고 있으니 동아시아 담론보다는 북한 연구로서 분류해야 할 것이

다.

동아시아 발전모델론도 근대화가 지체된 혹은 근대화가 이질적인 북한은 논외

로 친다. 남한의 눈부신 경제발전을 수식하고자 시대가 지날수록 남한과의 차이

가 벌어지는 몇몇 경제 지표들로서 북한의 존재는 간혹 눈에 띌 따름이다. 정치

학대사전편찬위원회에서 편찬한 『21세기 정치학대사전』에서 ‘동아시아’ 항목을

확인하면 이렇게 서술되어 있다. “동아시아는 한반도, 중국, 일본 등을 가리키는

단순한 지리적인 장소의 호칭뿐만 아니라, 1970년대 이후 유교 문화권 또는 한자

문화권에서 과거 경제발전을 경이적인 속도로 이룩한 지역을 가리키는 의미를 갖

는 말로서 사용되어 왔다. … 동아시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제외하

고 전지역이 유교 문화권 또는 한자 문화권으로 경이적인 속도로 경제발전을 이

룩한 지역이 되었다.”539) 여기서는 북한이 동아시아 표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로

538) 위의 글, 214쪽.

539)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2010,『한국사전연구사』, 네이버 지식백과.



- 325 -

서 문화적 이질성 말고도 경제적 낙후성이 거론되고 있다.

역으로 동북아시대위원회가 동아시아가 아닌 동북아라는 지역명을 고집한 사정

은 이러한 경제중시적 풍토, 조금 더 분명히 말하자면 북한경시풍토와 무관하지

않다. “동아시아라는 개념에는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 의미와 함축이 들어 있다.

한중일 삼국을 주로 뜻한다는 전통적 용법도 있다. 동아시아라는 개념으로 포착

하기 힘든 차원이 있는데 바로 북한 문제이다. 남북관계에 대한 적극적 관심이나

안보적 함축이 부족하다. 특히 1970년대 이후, 동아시아라는 용어가 경제발전론에

의해 집중적으로 동원됨으로써 북한이 실종되고 안보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결여

되기에 이르렀다.”540) 따라서 이때의 동북아는 단지 동아시아의 하위 범주가 아

니었다. [그림 4-1]에서 확인했듯이 동북아라는 지역상은 아세안+3이라는 범주의

동아시아에서는 빠지는 미국과 러시아만이 아니라 북한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주의론조차 북한을 시야 바깥에 두든지 종속변수로 다루는

경향이다. 아세안+3나 동아시아정상회의 같은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추진과정에서

북한은 스스로 불참하거나 소외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주의론에서

북한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환경을 저해하는 제약요소로 묘사되곤 한다. 이런

추세라면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전개가 자칫 북한을 고립된 섬으로 만들 공산이

있다.541)

역으로 한국 정부의 동북아 구상의 실패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북한의 명

시적 반대 내지 무반응은 한국의 지역구상이 실효성을 잃게 된 주요 원인이었다.

그런데 한국의 동북아 구상도 북한경시풍토를 경계한다지만 그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국의 동북아 구상이 구사하는 논리를 살펴보면 한국발 동북아 구상이 제

기되어야 할 이유로는 한반도가 동북아의 지정학적 요충지이며, 한반도 문제가

동북아에서 중심적인 안보현안이며, 한반도 통일이 동북아 지역질서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는 점 등이 거론된다. 그런데 이상의 조건들은 곧이어 역내에

서 한국의 입지를 다져주는 데 쓰이고, 한반도의 행위주체로는 한국만이 설정되

고 북한은 종속변수처럼 다뤄져 정작 한반도 관계가 가려지고 만다. 따라서 한반

540)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2003,『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구상』, 동북아시대위원회, 
21쪽.

541) 권영경, 2003,「아시아태평양 지역협력 추세에 비추어 본 남북경협의 발전방향」,『북한연
구학회보』7호, 2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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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문제를 지역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동북아 구상이 정작 북한으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이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동아시아 담론에서 사각지대인 북한이야말로 국가 형태의

상이성, 국가 간ㆍ국가관계 간 비대칭성, 탈냉전의 추세에도 불구한 동아시아 분

단체제의 지속 등의 동아시아적 조건이 겹겹이 응축된 장소이며, 따라서 북한 문

제에는 동아시아 전체 문제가 반영되어 있으며, 아울러 북한 문제는 약한 고리로

서 동아시아 전체 문제를 집약적으로 표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금 최원식의 논문이 발표된 1993년으로 돌아가 보자. 한국지식계에서 동아

시아 담론이 출현했다고 할 그해에 한반도 차원에서는 제1차 북핵 위기가 발발했

다. 이를 두고는 북중동맹이 이완되자 북한이 자위 차원에서 핵개발을 서둘렀다

는 분석이 일반적이다.542) 그런데 북중동맹의 최대 위기는 다름 아닌 1992년 한

중수교였다. 소련이 해체된 이후 자국의 유일한 동맹국인 중국이 적대국인 한국

과 국교를 수립하자 북한으로서는 동맹 포기의 위협을 강하게 느꼈다. 북중관계

는 급속히 소원해졌고 북한은 ‘주체’와 ‘선군’을 기치로 내걸고 핵개발에 주력했

다. 즉 핵개발은 냉전체제의 한축이 무너져 북한만이 홀로 남는다는 것에 관한

위기감의 발로였다. 한국지식계에서는 동아시아라는 지역상을 복원하는 계기였던

한중수교가 북한 정권에게는 북한을 포위하는 도넛형의 동아시아상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이러한 위기감 가운데 북한이 핵개발을 서두른 것은 자위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중국과의 사이에서 동맹포기의 위협에 노출되자 연루의 전략을

사용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핵무장이라는 자구책으로써 자국의 지정학적

가치를 부각시키고, 지역 차원의 불안정을 불러일으켜 중국을 안보 위기에 몰아

넣을 수도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543) 더 나아가 중국과의 군사동맹에 대한 의존

도를 줄이면서 중국의 북중동맹 포기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최후의 생

존전략이라는 성격도 지닌다.544)

542) 허문영, 2005,『북핵보유선언: 향후 정세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KINU 정책연구시리즈 
2005-01), 통일연구원, 4쪽.

543) 최명해, 2010,「북한의 대중 ‘의존’과 중국의 대북 영향력 평가」,『주요국제문제분석』
2010-15, 외교안보연구원, 9쪽.

544) 김동성, 2011,『한반도동맹구조와 한국의 신대외전략』, 한울아카데미, 1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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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국과 북한의 비대칭적 동맹관계에서 북한과 적대국들 사이의 갈등이

지속되면 중국은 그만큼 대북정책의 행동반경이 넓어질 수 있다. 즉 적대국들과

장기적이고도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군사안보환경으로 인해 북한의 동맹이탈

가능성이 크지 않은 까닭에 중국은 유연한 동맹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 것이

다.545) 실제로 제1차 북핵 위기 이후 긴 호흡으로 보았을 때 중국은 서방국가들

뿐 아니라 지구적 수준에서 대외관계를 넓히고 지역통합을 주도하고 경제발전을

이뤄냈지만, 북한은 고립화와 체제위기를 겪고 있다. 그동안 북중동맹이 해체되지

는 않았지만 북중관계는 혈맹관계로부터 정상적 양자관계로 전환했다.

그런데 간과해서는 안 될 지점은 북한 핵개발의 배경이었던 한중수교는 또한

북일관계의 개선을 배경으로 삼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1990년 9월 가네무라 방북

단은 북한 노동당과의 공동성명에서 식민지 지배에 사죄하고 북일국교정상화 교

섭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는데, 이것이 중국 정책결정자들의 경계심을 자극해 한국

과의 국교정상화를 서두르게 된 것이다. 북한과의 수교 교섭으로 한반도에서 일

본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을 우려해 중국은 한국과의 국교정상화를 조기에 마무리

했다.546) 그러나 소위 이은혜 문제547)와 이후의 북핵 문제 등으로 북일국교정상

화 교섭은 실질적인 진전을 보지 못했다.548)

그리고 북일국교정상화 교섭은 일본으로서는 탈냉전기에 대미의존 일변도의 대

545) 위의 책, 110쪽.

546) 杜攻 主編, 1992,『轉換中的世界格局』, 世界知識出版社, 38쪽; 이원봉, 1994,「한중관계 발
전의 요인과 과제」,『아태연구』1호, 138~140쪽.

547) 이은혜 문제란 1987년 대항항공 여객기 폭파범으로 지목된 김현희의 일본어 교사인 이은혜
가 납치된 일본인 다구치 야에코(田口八重子)와 동일인이라고 일본 정부가 주장하고 북한 정부
는 날조라고 항변하며 발생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1992년 12월 제8차 북일수교교섭이 
중단되었다.

548) 이후 1999년 12월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일본의 초당파 의원단이 북
한을 방문해 북일대화 재개의 전기가 마련되었다. 뒤이어 양국은 1999년 12월에 베이징에서 
북일적십자회담을 열고 북일정부 간 수교교섭 예비회담을 개최했다. 그러나 2000년 4월부터 
10월까지 열렸던 제9차~제11차 수교회담이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성과 없이 
종료된 이후 2001년 11월 일본 경찰의 조총련본부 강제수색, 2001년 12월 북한의 일본인 납
치의혹조사 중단 선언, 2001년 12월 일본 해상보안청의 배타적 경제수역 침범, 북한 공작선 격
침 등으로 북일 관계는 급격히 냉각되었다. 또한 2002년 9월 17일에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가 일본 총리로는 최초로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평양선언’에 합의함으
로써 관계가 급진전되었으나 2년 만에 재개된 2002년 10월의 제12차 수교회담에서 북한의 핵
개발과 납치피해자 8명의 사망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며 교섭이 중단되었다. 이후 일본 정부
가 일시 귀국한 납치피해자 5명을 돌려보내지 않자 양국의 대립은 심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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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정책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아시아 외교에 나선다는 시험대의 의미를 지녔다.

먼저 일본은 중국에 대해서는 1989년 천안문 사태에도 불구하고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국가가 중국에 대한 경제제재를 강화하던

때도 일본은 중국을 고립시켜서는 안 된다며 중국 관여정책을 유지했고, 1992년

천황의 중국 방문은 근린외교의 최정점을 보여주었다.549) 그리고 일본은 탈냉전

기에 접어들자 전후 처리와 한반도 영향력 확대라는 대외정책의 오랜 과제를 해

결하기 위한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판단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다. 그런데

이처럼 일본이 전향적 행보를 나서게 된 계기의 하나는 1990년대 초 남북관계의

진전이었다. 즉 일본은 남북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전에 북한과의 국교정상

화 교섭을 통해 한반도에서 입지를 확보해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일

본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서는 성과를 냈지만,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미국의 대

북정책 반경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989년 미소정상회담에서 냉전 종식이 공식적으로 선언된 이후 1993년 제1차

북핵 위기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격동했던 4년간, 중국은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

하고 한국과 수교를 맺고 국제외교무대에 성공적으로 등장했지만, 북한은 일본과

의 국교정상화에 실패하고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들로부터 고립된 채 핵개발의 길

을 걸었다.550) 이 결과에는 중국과 북한 지도부의 정치적 선택만으로는 환원할

수 없는 중국과 북한 간의 비대칭적 동맹관계와 국력 격차, 미일동맹 하에서 일

본 아시아외교의 자율성 범위 등의 동아시아적 조건이 복잡하게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북핵 문제는 북한으로만 귀속시킬 문제가 아니다. 물론 북핵 문제는 강

력한 핵보유 의지로써 핵개발을 추진해온 북한 측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 하지만

1990년대 초기 미국 정부는 동아시아 전략의 혼동을 겪는 와중에서 북한과 일본

의 국교정상화를 시행할 경우 초래될 역학구도의 변화를 우려해 제동을 걸고 변

화의 조짐을 일단 봉합시켰다. 일본 정부 역시 북한과의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납

북 문제를 국내정치용으로 활용하고 이후로도 북한혐오론을 조성해 악용했다. 한

편 한국 정부는 1993년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반응한 미국이 북한과 북미고위급

549) 田中昭彦, 2007,『アジアのなかの日本』,  NTT出版, 137~144쪽.

550) 그 이전에도 1988년 서울올림픽은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과 1984년 LA올림픽과 모스크
바 올림픽과 달리 세계적 참가가 이뤄져 중국도 참여했지만 북한은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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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을 시작하자 핵연계전략을 선언하며 미국과 북한의 직접대화에 반대했다. 중

국 정부는 북한과의 비대칭적 동맹관계에서 점하고 있는 우위를 활용해 결과적으

로 북한의 위기감을 자극했다.551) 이렇듯 역내질서의 급변을 배경으로 국제적 고

립과 경제난 심화 등으로 정상적 체제경쟁이 불가능해진 북한 내부의 사정이 주

요하게 작용해 북한은 핵개발을 핵심 국가전략으로 삼았던 것이다. 이처럼 북핵

개발은 뒤얽힌 동아시아사가 응집된 표출이었다.

따라서 북핵은 복합적 의미를 지닌다. 북핵은 북한 정권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북한 내부 정치의 수단이다. 남북관계에서는 국방력의 열세를 만회하고 나아가

군사균형을 변화시키기 위한 군사무기이자 남한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외교적 수

단이다. 북중관계에서는 중국에 대해 연루의 전략을 행사하는 동시에 중국으로부

터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이다. 북미관계에서는 냉전 종식 이후 악화된 국

제환경 속에서 직접적 위협을 가하거나 테러집단으로의 핵무기ㆍ핵기술 이전 여

지를 빌미로 대미협상력을 제고하고 국가 생존을 도모하는 안전판 역할을 한다.

또한 이란, 시리아, 파키스탄처럼 미사일과 핵을 개발하는 타국과 거래한다면 경

제적 수단이 되기도 한다. 북한의 핵은 분단국가의 핵이자, 동북아의 전략적 요충

지에 존재하는 완충국가의 핵이며, 미국 주도 세계질서에서 살아남은 공산국가의

핵이다.552)

이처럼 북핵 문제는 단순한 무기개발의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적 조건과 상황

을 집약해서 보여주는 문제다. 일부로서 전체인 그런 속성의 문제다. 따라서 규범

적 차원에서 비확산이라는 대처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북핵 문제의 해결과

정에는 북한 경제 개발, 한반도분단체제, 동북아다자안보협력, 미북 간 국교정상

화 등 정치ㆍ경제ㆍ안보 사항들이 결부되어 있다. 북핵 문제의 해결은 북미ㆍ북

일관계 개선, 북한경제 회생, 한반도평화체제 수립, 역내 다자주의 진전 등을 전

제하거나 촉진할 것이다.

이것들 가운데 한반도 차원에서는 핵심 과제인 한반도평화체제 수립을 위해서

는 먼저 정전협정 당자국 간의 적대관계가 종결되어야 한다. 한국과 중국은 이미

551) 물론 한국도 중국과 수교해 타이완은 한국과의 수교가 단절되었지만 대미관계ㆍ대일관계에
서 지원을 받고 있고 동남아시아로의 진출, 경제발전 정도를 감안한다면 한중수교로 인한 국제
적 고립화 정도는 북한보다 훨씬 덜하다고 말할 수 있다.

552) 전재성, 2011,『동아시아 국제정치』, EAI, 1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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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국교가 수립되어 외교정상화를 거쳤다. 수교 당시 경제협력에 치중되었던

한중의 ‘우호협력관계’는 1998년에 ‘21세기 한중 협력동반자 관계’, 2003년에는 ‘전

면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하면서 외교ㆍ안보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의 영역에

서 협력관계가 심화되었다. 따라서 북미 간 적대관계 해소가 중요 과제로 남아있

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서도 한반도비핵화를 강조하는 것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의지라고 읽어낼 수 있으며, 실제로도 북한은 미국을 향해 북미평화협정

을 누차 제의했다. 그런데 비핵화와 관계정상화의 관계에 대해 북한과 미국은 입

장이 다르다. 북한은 비핵화와 관계정상화를 일괄타결하려는 데 반해 미국의 입

장은 선비핵화 후 점진적 관계정상화를 고수해 협상이 공전하곤 했다.

2005년에 도출된 9ㆍ19 공동성명에 따르면 북한은 모든 핵무기를 파기하고

NPT, IAEA로 복귀하며, 거기에 부응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 한반도평화체

제로의 전환, 북한에 대한 핵무기 불공격, 북미 간의 신뢰구축 등이 명시되었다.

9ㆍ19 공동성명은 북한의 핵폐기에 대해 경제적 보상과 함께 북미관계 정상화라

는 외교적 보상, 평화체제로의 전환이라는 안보적 보상을 결합한 종합적 방안이

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비핵화와 관계정상화 문제의 상호관계ㆍ이행순서 등

에 관해 상이한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었다. 북한은 비핵화와 관계정상화가

맞교환될 수 있는 정책수단이라고 간주했다. 그러나 미국은 관계정상화를 위해서

는 비핵화 이외에 북한의 생화학 무기 및 미사일 개발, 재래식 군사적 위협, 위조

지폐ㆍ마약ㆍ위조상품 거래의 중지 같은 다른 조건들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이

다.

이처럼 비핵화와 관계정상화는 가치가 동일하지도 등질하지도 않기 때문에 교

환의 등가성 여부에는 외부 요소, 특히 북한과 미국 간의 비대칭적 역학관계가

크게 반영될 것이다. 더욱이 북핵 문제가 지닌 복합성을 감안한다면 북한과 미국

사이의 비대칭성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 간ㆍ국가관계 간 비대칭성 등 변수가

여럿인 고차방정식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하여 북핵 문제는 하나의 문제지만

일부로서 전체인 그런 문제다.

그러나 한국지식계의 동아시아 담론에서 북핵 문제는 여러 안보현안 중 하나로

서 나열되는 양상이었다. 동아시아 담론과 북핵 문제는 냉전의 종언, 한중수교 등

의 발생 배경을 공유해 같은 시기에 출현했지만 제대로 된 접점을 마련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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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이제 동아시아 담론은 쇠퇴 기미를 보이고 북핵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 현상

태라면 북핵 문제는 동아시아 담론보다 오래 지속될 전망이다. 동아시아 담론이

유동하는 현실 상황에서 문제접근력과 문제해결력을 갖추고 있다면, 응당 담론의

유통기한이 문제의 수명보다 길어야 하는데 말이다.

물론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체계적 로드맵을 작성하는 것이 동아시아 담론

의 몫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북핵 문제의 발생ㆍ지속ㆍ심화ㆍ난맥상 등에 관한

고찰을 통해 동아시아 시각을 가다듬는 노력은 부족했다고 보인다. 더욱이 북핵

문제가 아니라 북한 인식 자체가 동아시아 담론의 한계점이자 임계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동아시아 담론에서 북한 인식이 결락된 것은 북한에 대한 오리엔탈리즘

적 시선, 근대화론적 접근, 이념적 거부감, 강대국 중심의 사고방식 등에서 기인

하는데 이것들이야말로 동아시아 담론이 극복해야 할 인식론적 장애물이기 때문

이다.

거듭 말하지만 북한 문제에는 세계적 탈냉전의 추세에도 온존한 지역적 분단구

조, 국가 형태의 상이성, 국가 간ㆍ국가관계 간 비대칭성이라는 동아시아적 조건

이 집약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 문제를 한반도 문제로 옮겨내고 그것을 동아시아

의 과제로 번역해가는 과정에서 한국의 동아시아 담론은 동아시아화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북한을 한국의 동아시아 담론으로

내재화함으로써 한국의 동아시아 담론을 동아시아에 내재화하는 과정인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북한 인식을 강조한다고 해서 변형된 형태의 한반도 중심주의를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중국ㆍ일본ㆍ타이완ㆍ오키나와 등 동아시아의 국가와

지역들은 모두 일부로서 전체인 동아시아의 문제를 끌어안고 있으며, 따라서 각

문제들은 고유한 문제이자 동아시아적 조건이 집약된 문제로서 재형상화되어야

한다. 북핵 문제만이 아니라 북핵 문제처럼 일부로서 전체를 집약하는 동아시아

의 여러 현안이야말로 동아시아 담론이 맞닥뜨리고 성장의 계기를 거머줘야 할

소중한 자원들인 것이다. 그런데 각 문제는 고유한 형상과 질감을 가질 테니 그

것들 사이의 번역을 이뤄내고 접점을 발견하는 것이 동아시아 담론이 동아시아화

되는 길이다. 이를 위해 한국지식계는 시급히 자신의 문제를, 즉 한반도 문제를

동아시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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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반도 분단체제의 동아시아적 제약성

한반도 문제란 한반도에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병존하고 적

대하는 분단 상황으로 말미암아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생기는 정치ㆍ군사ㆍ경

제ㆍ사회ㆍ문화의 문제를 가리킨다. 한반도 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한반

도 분단과 적대적 정부의 수립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의 분단 고착화로 인해 발생

했다. 한국전쟁은 내전인 동시에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가 충돌한 국제분쟁이었다.

막대한 인명이 희생된 한국전쟁을 거치며 남북한의 적대상태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심화되었을 뿐 아니라 미국과 소련 간의 세계적 냉전대결이 공고해졌고, 지

역 수준에서는 항미원조에 나섰던 중국과 한국을 지원한 미국 간의 대치구도가

형성되고 일본은 재부상해서 중국과의 지역 대결구도가 고착되었다. 한반도 문제

는 남북한 양국의 문제인 동시에 지역적 문제라는 복합적 성격을 지닌다.553)

그렇다면 여기서 한반도 문제의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고자 한반도분단

체제라는 개념을 도입할 수 있다. 한반도분단체제라는 개념은 분단체제라는 중간

항을 생략하고는 남한 사회와 북한 사회의 작동 방식을 제대로 해명할 수 없기에

필요한 동시에554) 한반도 분단이 지닌 동아시아 분단의 하위범주적 속성을 포착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즉 동아시아분단체제의 규정력이 한반도분단체제를 유

지ㆍ존속하는 데서 주효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한반도분단체제는 국제적인 미소대결구도에 따라 성립되었으며 동아시아분단체

제의 하위체제다. 동아시아분단체제는 중일전쟁부터 베트남전쟁까지 이어진 동아

시아 지역의 장기 전쟁으로 기존의 식민지-제국체제가 해체되며 형성된 지역질

서로서 미소간의 냉전대립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일본과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특

수한 형태의 대립이 깔려 있다.555) 동아시아분단체제는 한반도의 분단, 중국과 타

이완의 분단, 베트남의 분단, 일본으로부터 오키나와의 분리 등으로 표면화되며,

따라서 한반도의 38도선은 대만해협, 베트남 17도선ㆍ라오스ㆍ캄보디아ㆍ미얀마

ㆍ태국 등의 국경선으로 연결되는 동아시아 분단벨트의 일부다. 그 가운데서 한

553) 박명규, 2000,「복합적 정치공동체와 변혁의 논리」,『창작과비평』107호, 20~21쪽.

554) 백낙청, 1999, ｢한반도에서의 식민성 문제와 근대 한국의 이중과제｣, 『창작과비평』105호, 
14~17쪽.

555) 정영신, 2012,「동아시아 분단체제와 안보분업구조의 형성」,『사회와역사』94집, 8~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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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 분단은 국제ㆍ지역ㆍ한반도 수준에서 소련-중국-북한 연합세력과 미국-일

본-남한 연합세력이 마주해 미소 냉전이라는 두 초강국들 간의 갈등구도, 중국과

일본이라는 두 차상위국 사이의 갈등구도, 남한과 북한의 갈등구도라는 형태로

중층화되어 있었다.

그런데 세계적 차원의 탈냉전 추세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분단체제는 이완되었

을 뿐 해체되지 않았다. 소련의 붕괴로 인해 3층 가운데 국제 수준의 냉전이 부

분적으로 해체되었으나 지역분단은 온존하고 한반도 분단도 지속하고 있다. 특히

한국전쟁을 거치며 형성된 미중대치구도와 중일대결구도는 유럽과는 다르게 소련

의 붕괴에 따른 세력공백의 여파를 약화시켜 동아시아분단체제와 한반도분단체제

가 유지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또한 동아시아분단체제가 국제분단체제로 환원되지 않듯이 한반도분단체제 역

시 동아시아분단체제로 환원되지 않는다. 탈냉전기에 중국이 자유진영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넓히자 동아시아분단체제가 이완되었지만 한반도분단체제는 해소될

조짐을 보이지 않았으며, 거꾸로 남북적대의 완화가 한미ㆍ한일ㆍ북일ㆍ북중ㆍ북

미ㆍ미중ㆍ중일 간의 종속적ㆍ경쟁적ㆍ대립적 양자관계를 크게 바꿔내지도 못했

다. 이는 한반도 문제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의 종속변수는 아니지만 남북

관계도 동아시아 지역질서로부터 독립변수일 수 없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당연하

게도 한반도분단체제는 동아시아분단체제의 하위체제인 만큼 동아시아분단체제의

한반도분단체제에 대한 규정력이 한반도분단체제의 동아시아분단체제에 대한 영

향력보다 크다. 다시 말해 한반도분단체제는 동아시아분단체제로 인해 유지ㆍ존

속되지만, 한반도평화체제 실현이 동아시아분단체제의 해체로 직결되는 것은 아

니다.

이런 맥락에서 박명림은 한반도를 ‘세계 유일의 냉전의 섬’이라는 식으로 불러

서는 분단 상황에 대한 이해를 그르친다고 지적한다. 한반도 분단은 국제분단ㆍ

지역분단ㆍ민족분단이라는 세 층위의 분단으로서 탈냉전기에도 동아시아분단체제

에 제약당하고 있으며, 역으로 한반도분단체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은 북미ㆍ

한미ㆍ북일관계 등의 지역관계 역시 냉전 상태를 온전히 벗어나지 못했음을 함축

하기 때문이다.556) 따라서 한반도 분단만을 고유한 냉전적 유물처럼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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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삼성은 냉전구조로 환원되지 않는 동아시아 분단구조의 성격을 드러내

기 위해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와 ‘소분단체제’라는 별도의 개념을 제시한다. 동아

시아의 대분단체제는 한반도의 남북분단, 대만해협을 사이에 둔 중국과 대만의

분단이라는 소분단체제를 거느린다. 소분단체제들은 미일동맹체제와 중국 사이의

갈등 구조로 형성되었고, 역으로 소분단체제는 미일동맹체제와 유라시아대륙 사

이의 갈등 구조를 유지하는 역사적 계기로서 기능했다.557)

그리고 정근식은 지구적 냉전하의 동아시아를 이해하는 한 가지 시각으로 ‘동

아시아 냉전ㆍ분단체제’라는 개념의 발전가능성을 탐색한다. 그것은 냉전과 분단

이 서로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으나 동의어는 아니어서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이

다.558) 그는 유럽의 정세와는 다르게 전개되는 동아시아적 상황에 착목하고자

1990년 무렵을 탈냉전기로 명명하는 것이 아니라 미중회담ㆍ오키나와의 반환ㆍ일

중국교회복ㆍ미중수교 등이 이어졌던 1972년 전후를 제1차 체제전환이라고 명명

하고, 1990년 전후에 탈냉전ㆍ유엔동시가입ㆍ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을 거치며

동아시아 냉전ㆍ분단체제가 장기적 해체 국면에 들어섰다고 파악한다.559)

박명림의 지적처럼 한반도를 ‘세계 유일의 냉전의 섬’이라고 불러서는 안 되겠

지만 ‘동북아에 남아있는 정전 지역’이라고 부를 수는 있을 것이다. 이 표현은 한

반도 문제와 동북아 지역질서의 긴밀한 관련성을 드러내준다는 점에서도 유용하

다. 그 관련성은 가장 직접적으로는 남북한이 주변국들과 각기 군사안보협력관계

를 유지하고 있다는 데서 확인된다. 군사동맹조약이 발효중이고 한국에는 외국군

이 주둔중이다. 남북한과 주변 강대국 간에는 세 가지의 군사동맹조약이 존재한

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조러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 조중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이다. 이들 군사동맹조약은 유사시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무력개입, 주변국

군사전략체계로의 편입, 남북한에 대한 군사적 지원, 외국군 주둔의 정당화 여지

를 남겨두고 있다. 그리하여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군사동맹조약상의 군사

556) 박명림, 2004,「한국분단의 특수성과 두 한국 : 지역냉전, 적대적 의존, 그리고 토크빌 효
과」,『역사문제연구』13호, 243쪽.

557) 이삼성, 2006,「대분단체제로 본 동아시아」,『한국과 국제정치』22권 4호, 58~60쪽.

558) 정근식, 2014,「동아시아 냉전ㆍ분단체제의 형성과 해체」,『한국학의 학술사적 전망』2권, 
44쪽.

559) 위의 글, 65~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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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조항으로 인해 주변 강대국들이 간여할 수 있다. 조중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 제2조와 조러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 제1조의 ‘자동군사개입조항’은 한반

도 내의 전쟁이 국제전화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560)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

역시 미군의 한반도에서의 군사개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다.

역으로 한반도 군비통제 및 군축 문제도 그 대상에서 남북한의 군사력 말고도

국제적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 군사동맹조약의 존속 문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으로의 대체 문제, 한반도 내의 외국군 주둔 문제, 외국에 의한 핵우산 유지 문

제, 핵무기 배치 및 핵무기 사용 문제, 무기이전 및 군사적 지원 문제 등이 그 대

상에 포함되는 것이다.561)

더욱이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은 동아시아의 군사안보뿐 아니라 정치ㆍ경제ㆍ문

화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있는 복합적 문제이자 역량과 이해가 다른 역내외의 행

위자 사이에서 합의점을 도출해내야 하는 복잡한 문제다. 냉전기에 한국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적 분단 관리를 외교안보전략의 현실적인 최고 목표로 설정해왔으

며, 외교정책은 이 목표 아래서 수립되고 추진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외교안보전

략에서 한반도 통일이라는 현상타파적 목표는 선언적 의미를 부여받았을 뿐 실질

적 추진은 지체되었다. 탈냉전기에는 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여건으로 대북화

해조치를 채택한 후 2000년에는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5개항 공동선언문을 채

택했지만,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 간의 치열한 외교 각축전이 벌어

지고 남북관계도 일진일퇴를 거듭했다. 분단된 한반도가 하나가 되려는 구심력이

강해질수록 지역 차원에서의 세력 재편을 경계하거나 한반도에서의 현상 변경을

자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려는 주변 국가들의 원심력도 강해졌다.

여기서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은 또하나의 동아시아적 조건과 맞닥뜨린다. 그것

은 동아시아 지역에 걸쳐 있는 공통성이 아니라 동아시아 각국 간의 이질성으로

나타난다. 먼저 한반도 평화라는 개념 자체가 한국과 주변국에서 의미하는 바가

다를 공산이 크다.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차원에서 보았을 때 한반도 평화 정착,

560) 옐친 러시아 대통령은 1994년 6월 러시아를 방문한 김영삼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러시아의 
자동개입을 규정하고 있는 조러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이 사실상 사문화되었음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561) 이철기, 「동북아다자간안보협력의 필요성과 가능성: 동북아안보와 한반도문제 간의 관련성
을 중심으로」,『한국정치학회보』28집 2호, 813~8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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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체제로의 전환, 그리고 이에 기반한 한반도 통일은 한국에서 가정하듯

연속적이지도 단선적이지도 않다. 주변국들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원한다고 하더

라도 그것은 한반도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지지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한국전쟁의 유산인 불안정한 정전상태와 군사적 대립구도를

청산하는 데 의의가 있지 남북한 통일의 전단계를 뜻하지 않는다. 한반도 주변국

들은 대체로 평화적인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양상이다.562) 따라서 한반도평화체

제로의 전환을 지지하더라도 현상 변경을 뜻하는 한반도 통일은 역학구도를 바꾸

고 지역정세에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 있으니 지지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한반

도 차원에서는 한반도 문제의 해결인 통일이 주변국들에게는 새로운 한반도 문제

의 등장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각국마다 한반도평화체제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이 상이하며 개입 의

지와 보유 자원도 상이하다. 이미 검토했듯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은 미국의 세계

전략 속에서 윤곽이 그려지며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동아시아 정책의 하위 단위

다. 2006년도 미국의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 따르면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국

가이익은 ‘아시아 시장에 대한 접근’, ‘역내 항구적인 군사력 유지’, ‘적대세력 혹

은 반미세력에 의한 동아시아 패권화 방지’, ‘동맹을 통한 군사기지 유지’, ‘민주적

발전 도모’ 등으로 설정되어 있다.563)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이러한 국익들에 대

한 우선순위 설정, 기회비용 검토라는 계산을 거쳐 산출될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은 우월적 영향력을 유지하며 중국의 역내 패권국가화

를 방지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564) 이를 위해 압도적 군사력 우위를 유지

하면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두 축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미국의 국가 이익은 일차적으로 주한미군을 지속적으로

562) 평화는 특정한 시기와 장소에서 무력적 충돌이 없는 상태라고 정의된다. 평화체제(peace 
regime)란 평화가 오랜 시간 지속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의미한다. 한국전쟁 종결 이후 한반
도에서는 전쟁이 발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평화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평화체제 
없는 평화는 군사적 충돌이 야기할 공포의 균형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평화체제는 전
쟁 당사자들이 해당 국가의 폭력에 호소하는 요소들을 제어하는 규범과 제도들을 발전시킨 구
조다.

563)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March, 2006 
(whitehouse gov/nsc/nss html).

564) Joseph S. Nye, Jr., 1995, United States Security Strategy for the East Asia-Pacific 
Region, Department of Defense, pp. 9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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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둔시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진지이자 미국의 유라시아 대륙 진출을 위한 교

두보로서 활용하는 데 있다. 결국 한반도 통일이 한반도에서 미국 영향력의 약화

를 초래하거나 지역 차원에서 중국과 일본 등을 자극해 세력 균형 상태를 훼손하

리라는 전망이 나온다면 한반도의 통일보다 평화적 분단 관리를 선호하게 될 것

이다.

한편 한반도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평화협정 체결 및 보장, 한반도 비

핵화, 남북한 군비통제, 북미관계의 정상화 등이 필요한데, 이 모든 사항에 깊이

관련되어 있는 미국은 북한이 요구하는 한국을 배제한 북미평화협정에는 기본적

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한국전쟁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단독으로

전쟁선포를 하지 않은 까닭에 미국 의회가 북미평화협정을 비준할 법적 근거도

희박하다. 더욱이 미국은 북핵 포기와 북미관계정상화를 등가물로 간주하지 않는

다. 따라서 미국은 여러 쟁점이 뒤얽히고 불확실성이 큰 한반도평화체제로의 전

환보다는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 보다 많은 관심을 보이며, 북핵 문제

를 풀어나가면서 소위 ‘두 개의 한국정책’(Two Korea policy)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한반도평화체제 건설과 한반도 통일에서 미국에 버금가는 중요 행위자

다. 중국은 정전협정의 당사자이며, 주변 4강 중 러시아와 더불어 남북한과 국교

를 수립한 나라이자 북한과 유대가 가장 두터운 국가다. 또한 남북한 모두 중국

과의 경제교역 비중이 가장 높고, 특히 중국에 대한 북한의 경제의존도는 상당한

수준이다. 1990년대 이후 중국은 북한에 식량과 에너지를 지원해줬다. 여기서 중

국은 북한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가다. 또한 중국은 북한

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북핵 문제뿐 아니라 조선족과 탈북자 등의 특수관계를 갖

는 국가이기도 하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한반도의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지지한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내정불간섭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한 당

사자 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1992년 한중수교 공동성명 제5조에도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적

이고 자주적인 통일을 지지한다. 중국은 한반도가 조기에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한민족의 염원임을 존중하고 한반도가 한민족에 의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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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지지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중국 정부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2007년 남

북정상선언에 대해서도 역내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된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지지가 곧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를 뜻하지

는 않는다. 한반도 평화 정착은 인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동북 3성의 경제개발,

북한 개발계획으로의 편입을 통한 대북 원조에서 대북 투자로의 전환, 타이완과

의 관계 진전 등의 측면에서 중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 그러나 중국이 한반

도의 현상 유지보다 현상 변경을 선호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중국은 한반도 통

일 과정에서 무력충돌 내지 급변사태가 발생하거나 북한의 체제 붕괴로 인해 혼

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다. 또한 한국 주도의 흡수통일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

국의 패권적 질서를 강화하고 통일 한반도가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전략의 전초기

지로 활용될 수 있으며, 주한미군의 배치 상황에 따라 미국의 군대와 국경선을

직접 마주해 안보 위협이 증대될 수 있다. 그리고 통일 한반도의 등장은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야기해 군비 경쟁으로 이어지고 지역의 안보 불안을 키울 여지가

있다. 더욱이 통일 한반도는 간도, 북중국경조약 승계문제 등 복잡한 국제법적 분

쟁을 야기하고 조선족 등 중국 내 소수민족의 민족주의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런 조건에서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한반도의 평화 유지, 북한체제의 붕괴 방

지, 한국과 북한으로의 영향력 확대, 미국의 영향력 확산 억제로 요약할 수 있

다.565) 이에 따라 남북한의 평화공존을 통한 한반도 안정은 지지하지만, 북한의

핵개발로 인한 역내 불안정도, 북한 체제의 급작스런 붕괴로 인한 주변 강대국들

의 한반도 개입도, 급속한 북미관계 개선으로 인한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상실도

원치 않는다.566) 따라서 중국이 “한반도의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지지”한

다는 입장을 표명할 때 무게는 실상 통일 자체보다는 통일에 대한 “지지”의 조건

절인 “자주적이고 평화적인”에 실린다고 봐야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한반도평화체제가 추진된다면 관여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565) 김동성 외, 2008,『한반도평화체제 논의와 구축방향』, 경기개발연구원, 72~73쪽.

566) 여인곤 외, 2003,『21세기 미ㆍ일ㆍ중ㆍ러의 한반도 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통일연구
원, 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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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워두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한반도정전협정의 체결 주체이니 평화협정 체결에

서 중국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왔다.567) 아울러 중국

은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양자 간의 평화협정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겠지만, 북

한이 주장하듯 이로써 한반도평화협정을 대체하는 것에는 반대한다.568)

일본은 정전협정의 서명국이 아니므로 한반도평화협정 체결에서 일차적 당사국

은 아니다. 그러나 한반도평화체제를 구축하려면 북한과 일본은 국교정상화를 거

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북일 간의 국교정상화는 한일기본조약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을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해오던 일본이 북한을 국가적

실체로서 인정한다는 의미와 더불어 일본의 주요한 전후처리 과제가 마무리된다

는 의미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배상 등의 형태로 일본으로부터 북한

으로 큰 규모의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북한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

을 미칠 것이다.

일본에게 한반도는 정치ㆍ경제ㆍ안보상 몹시 중요하다. 따라서 일본은 일차적

으로 한반도에서 전쟁 발생과 같은 위기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우려하며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희망한다. 또한 한반도 통일 과정은 한반도에서 영향력 확대의 계기

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569) 통일 과정은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하며, 통일

한반도의 일본에 대한 경제의존도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통일 한반도

가 중국의 동북3성 개발 및 극동 시베리아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진출할

경우 일본에도 경제적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은 우려사항이 존재한다. 한국은 중국과 국교정상화를 이뤘

지만 일본은 북한과 수교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반도 통일의 동향이 고조된다면

567) 2007년 10월 4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합의
했는데 그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지자 중국 외교
부는 중국을 배제한 3자 정상회담은 수용할 수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2007년 10월 9일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
일 뿐 아니라 정전협정의 체결 당사자이므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에 관해 중요한 역할
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朝鮮半島和平: 中國的作用不容忽視」,『人民日報海外
版』2007년 10월 10일; 중국외교부홈페이지, 
http://www.fmprc.gov.cn/chn/xwfw/fyrth/t370715.htm

568) 조자상, 2004,「조선 핵위기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역할」,『통일연구원 학술회의 총서』
04-03, 통일연구원.

569) 박영호 외, 1997,『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4국의 입장 분석』, 민족통일연구원,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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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일본보다 중국이 유리한 입지를 점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한국과 북한

의 부정적 대일감정이 결합되어 통일 한반도가 반일 민족주의 노선을 취할 것으

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일본은 한반도 통일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할 것이다.

한반도 통일이 아니더라도 남북 관계의 진전은 일본으로서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한반도가 더 이상 완충지대가 아님을 의미하며, 따라서 역설적으로 남북 긴장의

완화는 기존 일본의 경무장 ‘일국평화주의’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570)

한편 역의 각도에서 일본의 우경화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도 짚어둬야겠다. 탈냉전기에 일본 사회에서는 반북 감정과 중국에 대한 경계심

이 확산되어 북한혐오론과 중국위협론으로 표출되었다. 이는 장기불황으로 인한

위기감, 대미편승주의, 식민 지배에 대한 책임 회피와 같은 사회적 정서와 동향을

반영하는데 군사력 증강, 헌법 수정과 같은 군국주의화ㆍ우경화 추세와 맞물려

지역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 더욱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한국 측에 큰 부담으

로 작용한다. 한국에서는 일본에 대한 경계심으로 민족주의가 확산되고 군비 증

강의 여론이 고조되는 동시에 한미동맹강화론도 부상해 오히려 미일동맹체계로의

편입이 심화되어 북한에 대한 신냉전적 포위망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일본이 유사법제를 통해 북한의 위기를 직접적 군사 위협으로 간주해 선제공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핵 문제ㆍ미사일 문제ㆍ납치 문제ㆍ공작선 문제 등으로 북한

에 대한 압박노선을 강화한다면,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다자주의의 실현을 저해

하고 결과적으로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571)

이처럼 주변국들은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해 원론적인 지지 입장을 피력하지

만, 평화의 형태와 정도 그리고 평화기제 구축방식에 관해서는 입장이 다르다. 또

한 한반도 평화 정착 과정에서 개입 정도와 그때 가용한 정책 자원도 상이하다.

이것이 한반도 문제에 초점을 두는 동아시아 담론이 직면하게 되는 또 하나의 동

아시아적 조건이다.

570) 권혁태, 2004,「‘고구려사 문제’와 일본의 동북아시아 인식」,『황해문화』45호, 251쪽.

571) 송주명, 2005,「일본의 민족주의 국가전략: ‘경제대국’을 넘어 ‘안보대국’으로」,『황해문
화』48호, 32~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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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북핵문제의 해결과 평화증진 가속화

ㆍ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전기 마련

ㆍ남북화해협력 지속 및 남북 군사회담 정례화

ㆍ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한 평화정착의 토대 마련

ㆍ외교역량 강화를 토대로 동북아 평화협력의 분위기 조성

ㆍ북한 핵, 미사일 문제의 해결 합의

▼

2단계 : 남북협력 심화와 평화체제의 토대 마련

ㆍ북한 핵 미사일 해결 합의사항의 구체적 이행

ㆍ남북 실질협력 심화 및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의 추진

ㆍ동북아평화협력체 구상의 제안 및 추진

(3) 한반도평화체제 건설의 동아시아적 의의

이처럼 한반도 문제는 남북평화협정 체결과 같은 당사자 합의로 해결되지 않으

며 주변국들의 다자적 협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한반도 문제의 해결은

한반도 차원과 지역 차원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우선 한반도 차원에서는 정치

적ㆍ군사적 화해와 협력을 통해 평화공존관계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군비를 통제해야 한다. 지역 차원에서는 양자동

맹 중심의 진영대결관계로부터 벗어나 북미ㆍ북일 등의 양자관계를 정상화하고

지역안보협력체제를 구성해 상호의존 및 협력관계로 전환해야 한다.

이미 언급했듯이 동아시아 담론에서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은 초기부터 동아시아

대안체제론의 중심 주제였으며, 2000년대 동아시아 지역주의론의 부상 속에서는

한반도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안보협력체, 나아가 동아시아공동체 구성의 선순환

을 모색하는 연구가 이어졌다. 그리하여 단계적이고 중층적인 접근을 통해 한반

도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다자안보체 내지 동아시아공동체 구성의 동시추진 논리

를 만들어내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 논리는 학술계의 성과물일 뿐 아니라 정부

차원의 지역구상에서도 활용된다. 다음의 표들은 참여정부기에 통일부나 통일연

구원을 통해 제출된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다자적 협력제도 간의 교차진행단계에

관한 로드맵들이다.

[표 4-10]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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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협력 평화정착 남북연합

목표
ㆍ정치적 신뢰형성과 정치의 화해

협력 토대 구축
ㆍ정치적 화해협력의 확대 발전 ㆍ남북공동기구의 제도화

핵

심

과

제

남북

관계

차원

ㆍ북핵의 평화적 해결과정 진입

ㆍ정상회담 추진과 성사

ㆍ남북대화의 제도화와 협의기구의

상설화

ㆍ북한의 본격적 개혁개방 지원

ㆍ초보적 수준의 남북 공동기구 마

련

ㆍ북한의 체제전화 유도

ㆍ남북연합기구의 창설과 가동

ㆍ북한의 시장경제 전면화

ㆍ사실상의 통일과정 본격화

국내

차원

ㆍ대북정책 총론에 대한 국민적 공

감대 확보

ㆍ정치적 화해협력 위한 국내 인프

라 구축

ㆍ정치적 화해협력 확대 위한 남한

의 선도 조치

ㆍ화해협력 이후 사실상의 통일과정을

준비하는 국민적 합의 마련

한반도 전략 동북아 전략 주변국 외교 전략

교류

협력

단계

ㆍ북핵문제 해결 과정에로

의 본격적 진입

ㆍ남북 간의 경제

ㆍ사회ㆍ문화 교류의 심화,

확대

ㆍ평화체제논의 시작

ㆍ북핵에 관한 국제적 폐기체제 마련

ㆍ북한 경제 문제에 대한 국제적 지원체제 마련

ㆍ북미, 북일국교정상화를 위한 별도 포럼 시작

ㆍ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공조 노력

ㆍ북핵 폐기/검증체제를 위한 미중과의 협력

ㆍ평화체제를 위한 미중과의 협력

ㆍ국교정상화를 위한 미일과의 협력

평화

정착

단계

ㆍ평화공존과 교류 협력의

본격화

ㆍ북핵문제의 실질적 해결

ㆍ북한의 개혁, 개방을 뒷받침하는 국제적 지원

체제 본격화

ㆍ북한의 시장체제와 국제 경제부문 연결

ㆍ평화체제를 뒷받침하는 국제적 보장체제 완비

ㆍ북미, 북일국교정상화 완성

ㆍ동북아 다자주의 평화체제의 구체적 실행체제

마련

ㆍ평화체제를 위한 한미동맹 조정

ㆍ평화체제 보장을 위한 중국의 협조와 참여

유도

ㆍ북한의 경제개혁, 개방을 위한 동북아 국가들

의 참여 유도

ㆍ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해소를 위한 대미외교

ㆍ평화체제 마련 과정에서 동북아 국가들을 다

자안보기구에 참여시키기 위한 외교

남북

연합

단계

ㆍ통합/통일과정의 시작

ㆍ연합체제의 발전

ㆍ남북 간의 사실적 교류의 완성

ㆍ남북연합체제의 정치적 측면의 완성을 위한

노력의 본격화

ㆍ남북통일을 뒷받침하는 국제적 보장체제 마련

ㆍ동북아 다자주의 평화체제의 본격화

ㆍ한반도 통일을 위해 주변국의 동의를 유도

ㆍ한반도 통일의 지원체제를 동북아 다자자주

의 평화체제로 변화

ㆍ미중 간의 경쟁체제 방지

▼

3단계 : 남북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의 구축

ㆍ남북 평화협정 체결 및 국제적 보장 확보

ㆍ평화체제 전환에 따른 제반 조치사항 추진

ㆍ남북경제공동체 본격추진 및 운용적 군비통제의 단계적 추진

ㆍ동북아평화협력체 구축 실현

자료: 통일부, 2003,『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 15쪽.

[표 4-11] 한국의 한반도 전략과 동북아 전략 간의 선순환 관계의 성격과 전략

자료: 전재성, 2006,「동북아 구상, 남북관계, 국제관계」,『동북아구상과 남북관계 발전전략』,

통일연구원, 55쪽.

[표4-12] 한반도의 평화과정과 동북아의 다자적 협력제도 간

선순환 관계 발전을 위한 대북 정책 단계별 추진전략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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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차원

ㆍ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본격화

ㆍ북미관계 정상화와 남북미 3자

선순화 관계 정립

ㆍ동북아 다자간 평화 협력의 확대

ㆍ동북아 경제통합 가시화 및 다자

안보협력 진전
ㆍ동북아 공동체 형성

주

요

추

진

사

업

남북

관계

차원

ㆍ남북 총리급 회담 신설과 남북간

‘회담의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체결

ㆍ북한의 실리 사회주의 공식 선언

유도

ㆍ서울과 평양에 상주대표부 설치

ㆍ남북 공동으로 가칭 남북협력 공

동사무국 설립 및 가동

ㆍ북한 엘리트의 남한경제시찰단

정례화

ㆍ북한 관료 등 테크노크라트의 해

외 연수 직간접 지원

ㆍ‘남북 공동위원회’ 시험 가동

ㆍ‘남북연합 헌장’의 채택 및 비준

국내

차원
ㆍ종합적 대북정책 합의 체계 구축

ㆍ가칭 ‘분단 이후 인도적 문제 해

결 위원회’ 구성

ㆍ범국민적 ‘과거사 위원회’ 및 ‘남북

연합 준비위원회’ 구성

동북아

차원
ㆍ동북아 정치대화 제안 ㆍ동북아 정상회의 상설화 제안

ㆍ‘동북아 경제.안보 협력회의’ 남북

공동 제안

자료: 김근식, 2006,「남북관계 중장기 발전전략: 정치분야」,『동북아구상과 남북관계 발전전략』,

통일연구원, 131쪽.

세 가지 표는 남북관계가 교류협력, 평화정착, 남북연합으로 진전됨에 따라 요

구되는 대내적ㆍ대외적 전략, 과제, 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세부적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남북관계의 진전 과정에 따른 전략, 과제, 사업을 망라하고 있어 전체적

방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로 인한 한계도 뚜렷하다. 남북관계의 진전 과정을

단선적으로 설정해 놓았고, 거론한 사안은 많지만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

무엇보다 망라된 전략들이 병행 추진될 수 있는지, 각 과제와 사업들 간에 모순

이나 마찰이 일어나지는 않을지가 보다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위의 표들만이 아니라 한반도평화체제 구축과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에 관한 연

구들은 대체로 양자 간의 선순환ㆍ공진화 관계를 설정하는 경향이다. 선순환과

공진화로 묶을 대상도 한반도평화체제와 동아시아공동체뿐 아니라 한미동맹과 동

북아다자안보, 한중관계와 한미관계, 한미관계와 북미관계 등으로 다양하다.572)

그러나 가령 한미동맹과 동북아다자안보는 동북아균형자론이 초래한 논란에서 확

인되듯 선순환ㆍ병행발전이라는 표현으로는 양자 간의 길항관계를 덮어둘 공산이

크다. 남북관계 진전과 함께 추진해야 할 동북아 4강과의 관계 개선도 기초적이

지만 만만치 않은 과제다. 특히 중국과의 협력관계와 한미관계를 제로섬이 아닌

포지티브섬으로 전환해내는 논리와 방안의 마련은 중요하고도 어렵다. 그리고 역

572) 통일연구원, 2006,『동북아구상과 남북관계 발전전략』, 기획조정실, 2006, 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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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건은 세 표에서 최종 목표로 제시되어 있는 한반도평화체제와 동북아안보협

력체, 남북연합과 동북아평화체제의 관계다. 그런데 세 표를 보면 미묘한 차이가

있다. 첫 번째 표에서는 한반도평화체제 건설이 동북아평화협력체 구축과 동시간

대의 과제로 설정되어 있으며, 두 번째 표에서도 남북연합 단계에 이르러 동북아

다자주의 평화체제가 본격화된다고 가정하는 데 반해, 세 번째 표에서는 남북연

합단계의 핵심 과제로서 동북아공동체를 상정했지만 이 단계의 주요사업으로는

남북의 동북아경제ㆍ안보협력회의 공동 제안을 설정해놓아 실질적으로는 남북연

합과 동북아공동체 사이에 시차를 두고 있다.

실제로 남북연합과 동북아공동체, 한반도평화체제와 동북아안보협력체는 결코

무관하지 않지만 연속성을 가진 사안이라고도 단언할 수 없다. 시행 순서도 동시

병행하는 것인지 시차를 두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위의 세 가지 표와 같은 시

기에 작성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보고서는 한반도평화체제와 다자간안보협력의

관계에 대해 남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국제사회가 이를 지지ㆍ보장해 이로

써 동북아안보협력을 추동한다는 경로를 설정하고 있다.573) 즉 선평화체제, 후다

자간안보협력이다. 그러나 이 경로라면 동북아 지역질서의 근본적 변화 없이 민

족공조만으로 선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이 가능한지가 의문으로 남는다. 한반도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미국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미

국이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해야 하고, 그 과정은 지역 차원의 커다란 조율을

동반하게 될 것이다.574) 또한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이 동북아안보협력체 형성에

어느 정도의 추동력으로 작용할지도 미지수다. 반면 역순으로 선다자간안보협력,

후평화체제의 경우에는 한반도평화체제가 수립되지 않고 미국이 북한을 정상국가

로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자간안보협력이 진행된다면 최원식의 우려처럼 “북

한을 포위하는 반북동맹”의 양상을 띠게 될 우려가 있으며, 한반도평화체제는 다

자간안보협력의 종속변수가 되어 그 실현은 더욱 요원해질 수 있다. 그리하여 남

는 선택지는 한반도평화체제 건설과 동북아안보협력체 형성의 동시 추진인데, 양

자가 서로 다른 절차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는 딜레마를 풀기 위해

573) 국가안전보장회의, 2004,『평화번영과 국가안보』, 37쪽.

574) 이삼성, 2004,「미국의 대북한 정보평가 및 정책의 신뢰성 위기와 북핵문제 해결방향」,
『현대북한연구』7권 2호, 58~68쪽.



- 345 -

논리적으로 만들어낸 해법에 가깝다.

또한 위의 로드맵은 정치적ㆍ경제적 협력의 제고와 심화를 향해 작성되어 있으

나 정치군사적 질서와 경제협력의 질서가 다르게 배치되어있는 지역적 현실을 담

아내지 못하고 있다. 정근식에 따르면 동아시아는 반제연대ㆍ냉전연대ㆍ발전연대

ㆍ민족연대 등의 관계가 중첩되어 착종된 복합구조에 놓여 있다. 경제문제에 관

해서는 중국과 일본의 패권경합 가운데서도 지역협력 논의가 진행중이지만,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한일 냉전연대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유산문제에 관해서는

한중 반제연대가, 영토문제에서는 민족연대가 형성되어 있다.575) 목표와 과제를

대거 나열한들 이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위의 표들에서 제시된 로드맵이 결코 무용한 것은 아니다. 다만 로드

맵에 나열된 사항들 간의 우선순위와 시행순서를 가려내고 사항들 간의 보완관계

와 길항관계가 구체화되어야 한다. 가령 북핵 문제의 다층성을 감안한다면 북핵

문제 해결은 한반도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과제일 뿐 아니라 다자안보협력체

형성의 계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반도 차원과 동북아 차원에서 북핵 문제는 의

미가 다르며, 따라서 전개 양상도 다르며, 동북아 국가들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

는 정책 의지와 가용 자원도 다르다. 그렇다면 표에 적혀 있는 “북핵 문제의 실

질적 해결”이라는 표현은 여러 층위로 분절되고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 담론은 쇠퇴의 기미를 보이지만, 동아시아 담론이 감당해야 할 과제

는 저 표들에서 드러나듯이 여전히 많다. 한국지식계의 동아시아 담론은 한반도

문제에 천착하고 동아시아적 조건에 기반해 동아시아화되어야 하는 과제를 여전

히 남겨두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간의 동아시아 담론에서 이런 시도가 부재했던

것은 결코 아니다. 위의 표들이 동아시아 지역주의론에서 산출된 결과물이라면

동아시아 대안체제론, 특히 창비 진영에서는 한반도 문제를 동아시아 역학관계의

결절점으로 파악해 복합국가론, 소국주의론 등의 화두를 제시한 바 있다.

그 논지는 앞서 살펴봤는데 이 대목에서 되새겨봐야 할 것은 한반도 문제의 해

결이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변화에서 갖게 될 의의에 관한 이들의 전망이다. 최원

식은 동아시아의 주변부인 한반도에서 분단체제를 변혁한다면 탈패권적 동아시아

575) 정근식, 2014,「동아시아 냉전ㆍ분단체제의 형성과 해체」,『한국학의 학술사적 전망』2권, 
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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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체제로 향하는 출구가 열릴 것이라고 전망한다.576) 백낙청은 한반도에서 적

대적 분단상태를 해소하고 나아가 종래의 민족국가 모델을 넘어선 “다민족 사회

를 향해 개방된 복합국가”의 방향을 개척한다면 동아시아의 패권적 국민국가주의

를 극복하는 데 크게 일조하고 중국이나 일본의 연방국가화를 유도하지는 못하더

라도 티베트, 신장, 오키나와가 자치권을 갖는 지역으로 진화하는 해법을 제공하

리라고 내다본다.577) 백영서 역시 한반도에서 복합국가 건설이 동아시아에서 수

평적 사고를 촉진하는 동시에 중국에서는 홍콩ㆍ타이완이 공존하는 일국양제, 일

국삼제 등 연방제로의 모색을 자극하고 티베트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중요한 참

조가 되리라고 기대한다.578)

하지만 이런 전망을 두고는 여러 비판도 이어졌다. 그 가운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한반도중심주의라는 비판이다. 즉 한반도분단체제의 극복이 동아시아 지역

질서의 근본적 변화를 촉발하리라는 전망은 동아시아의 다양하고도 복합적인 모

순들을 한반도 문제로 환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동연은 “한국의 타자적, 주변

부적 위치가 동아시아의 균형적 세력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떤 실천적인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인식론적인 당위성만을 주장할 경우 국민-

국가주의 극복의 실험적 거점인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의미는 상상된 것에 불과하

고 자칫 동아시아론의 다양한 쟁점들을 한반도 문제로 환원시키려는 한계를 드러

낼 수 있다”579)고 비판한다. 임우경은 “동아시아 각 지역의 구체적 현실과 그 상

호 연동성에 대한 폭넓은 인식 없이 한반도 통일운동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담

론을 고집하는 것은 심지어 또 하나의 패권주의적 의식이 될 수도 있다”580)고 경

고한다.

하지만 창비 진영의 논의뿐 아니라 동아시아 담론 일반을 두고 종종 제기되는

한반도중심주의라는 비판은 보다 섬세해질 필요가 있다. 만약 한반도(내지 한국)

576) 최원식, 2004,「주변, 국가주의 극복의 실험적 거점」,『주변에서 본 동아시아』, 문학과지
성사, 321쪽.

577) 백낙청, 2006,「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새 발상」,『한반도식 통일, 현재진행형』, 창비, 
83쪽; 백낙청, 2010,「‘동아시아공동체' 구상과 한반도」,『역사비평』92호, 242쪽.

578) 백영서, 2000,「중국에 ‘아시아’가 있는가?」,『동아시아의 귀환』, 창작과비평사, 63~64쪽.

579) 이동연, 2007,「동아시아 담론형성의 갈래들: 비판적 검토」,『문화과학』52호, 110쪽.

580) 임우경, 2007,「비판적 지역주의로서 한국 동아시아론의 전개」,『현대중국문학』40호, 20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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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에 유리한 논리를 지역 수준에서 확대재생산하고자 동아시아를 그러한 논리의

적용 공간으로 삼는 식이라면 한반도중심주의로 비판받아 마땅하며 지역적 담론

으로서 공유되지도 못할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 상황으로부터 문제의식을 발굴해

그것을 지역화하는 시도라면 섣불리 한반도중심주의라고 치부해서는 안 될 것이

다. 그 경우 한반도 상황에 천착하는 것은 자신이 발 딛고 있는 장소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풀어내려는 사상적 집념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자와 후자를

가려내기란 결코 쉽지 않다. 다케우치 요시미의 표현처럼 ‘종이 한 장 차이’581)일

것이다.

그리고 그 종이 한 장의 차이를 가르는 것은 동아시아 담론이 동아시아적 담론

인지 여부다. 즉 동아시아적 조건에 착근해 있으며 동아시아 지역에서 공유가능

한지가 관건인 것이다. 그 각도에서 보았을 때 창비 진영이 제시한 한반도분단체

제 해소와 동아시아 지역질서 변화 간의 내적 논리가 해명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한반도에서 대안적 정치체를 창출할 때 그러한 한반도의 변혁이 역내 국가

들의 내부 개혁으로 연계되는 논리가 밝혀지지 않는다면, 그때의 동아시아는 그

저 지리적 인접성에 기초한 지역 범위에 머물고 말 것이며, 그러한 동아시아 담

론 역시 한반도중심주의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가령 앞서 언급했듯이 창비 진영은 한반도에서 복합국가가 형성되면 중국 내부

의 티베트ㆍ신장위구르의 문제, 중국과 타이완 간의 문제,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계기 내지 참조가 마련되리라고 전망하는데, 이

문제들은 한반도 문제와 위상이 다르기 때문에 한반도 복합국가 형성이 어떤 측

면에서 계기 내지 참조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가 보다 구체적으로 해명되어야 한

다. 가령 역의 각도에서 이렇게 물을 수도 있다. 만약 한반도 문제가 저러한 지역

사안들과 결부되어 있다면 티베트와 신장위구르 자치권의 강화, 양안관계의 평화

적 해결, 오키나와 자치권의 인정 등은 한반도 문제의 해결과 복합국가 형성에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가. 그때의 영향관계란 지적 참조항이 마련된다는 의미인

가, 아니면 현실적 파급효과를 뜻하는가.

이 물음을 가지고서 다음 문장을 봐보자. “한반도 남북주민의 서로 다른 경험

581) 다케우치 요시미, 2011,「근대의 초극」,『다케우치 요시미 선집1』, 윤여일 옮김, 휴머니스
트, 1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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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융합되면서 분단체제를 극복하는 운동이 제대로 진행된다면 복합국가는 자연

스럽게 요구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주변 국가나 민족과의 개방적인 연계도 가능

하여 동아시아 지역공동체가 출현할 수도 있다.”582) 이 문장에서 ‘한반도 통일’,

‘복합국가 건설’,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출현’은 너무나 쉽게 조합되고 있다. 방향

은 제시되었지만 발걸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떼야 하는지는 알기 어렵다. 동아

시아적 시각과 접목된 한반도평화체제 구축론이 한반도에서 적대적 분단상태를

해소하고 종래의 국민국가 모델을 넘어선 정치공동체의 새로운 방향을 개척하고,

동아시아에서는 국가 간 갈등과 내부 식민화 문제를 해결하거나 완화하는 데 어

떠한 의의를 지닐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치열한 모색과 치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과제는 동아시아 담론의 중요한 지향처인 만큼 창비 진영의 노력으로

만 남겨져서는 안 된다.

이 대목에서 주목해야 할 논문으로 류준필의 「분단체제론과 동아시아론」이

있다.583) 이 글에서 류준필은 분단체제론과 동아시아론이 내적 논리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추궁했다. 그에 따르면 분단체제론은 한반도 주민을 주체로서

전제하는 담론이니 분단체제론과 동아시아론의 내적 논리의 연관성이 해명되지

않는다면, 분단체제론과 접목된 동아시아론은 한반도를 특권화한다는 혐의에서

자유롭기 힘들다. 아울러 창비 진영의 동아시아론은 동아시아를 지역 범주 이상

의 지적 지평, 나아가 대안 문명권으로 삼기를 기도하지만, 분단국가론과 접목된

동아시아론이 과연 동아시아를 지리적 인접성에 기초한 지역 범주 이상으로 사고

하는지를 따져 묻는다. 또한 창비 진영은 한반도에서 복합국가가 형성되면 중국

과 타이완 사이의 문제나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류준필이 보기에는 중국-타이완과 일본－오키나와

의 관계가 남북한의 복합국가와는 층위를 달리하는 위계적 관계인만큼 한반도 분

단체제 해소가 지니는 동아시아적 가치는 보다 면밀하게 해명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

류준필이 생각하는 ‘동아시아적’임의 의미는 한반도에서 대안적 모델을 창출할

때 역내의 현실적 상황을 참조해야만 하며, 아울러 한반도의 변혁이 역내 국가들

582) 백영서, 2000,「중국에 ‘아시아’가 있는가」,『동아시아의 귀환』, 창작과비평사, 64쪽.

583) 류준필, 2009,「분단체제론과 동아시아론」,『아세아연구』1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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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부 개혁으로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류준필은 동아

시아 내의 비대칭적 조건을 주목한다. 즉 ‘한중일’과 같은 국민국가 단위의 착시

현상에서 벗어나 상위 단위인 각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동시에 하위 단위인 각

국 내부의 지역(타이완, 홍콩, 오키나와 등)과 연계해 이중의 위상에서 한반도의

국가상을 정립해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류준필의 문제의식에서는 1990년대 초 창비 진영의 문제제기가 회귀하

고 있다. 1993년 최원식이 제기한 동아시아 시각을 상기하며 20년이 지나 류준필

의 물음에서는 무엇이 구체화되었는지를 읽어보자.

동아시아가 유럽연합과 유사한 지역공동체를 이룰 가능성도 희박한데, 무엇보다

지역 내 정치체의 외형적 규모가 판이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남북한 복합국

가든 통일국가든, 그 기획에는 반드시 동아시아적 지역 질서의 특수성이 포함되어

야 한다. 달리 말해, 통일의 과정이 창의적이기 위해서는 서로 규모와 위계를 달

리하는 질서가 중첩되어 있는 동아시아 속에서 그 국가의 위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질문은 무엇보다 국민국가적

시각에 따른 ‘자주-종속’ 패러다임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한다. 분단체제론과 남북

복합국가(통일국가)론에 내재된 근대 적응과 근대 극복의 이중 과제는 동아시아적

차원에서 다시금 변용될 필요가 있다. 그 핵심은 한반도에 통일국가가 출현한다고

하더라도 그 국가 질서의 층위는 중국이 표상하는 (동)아시아적 질서라는 상위 질

서에 일부로 포함되는 하위 질서 단위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주성의 약화

와 종속성의 심화로 해석되지 않아야 한다. 당연히 장기적인 과제이지만, 또한 동

시에 바로 이 시점에서부터 그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584)

이것은 분명 동아시아 담론상의 지적 계승이며 동아시아 담론만이 견지해갈 수

있는 지적 과제다. 하지만 류준필의 글은 여전히 제언으로 남겨져 있다. 이 제언

에 응하는 것은 거듭 말하지만 창비 진영만의 몫이 아닐 것이다. 이 제언은 바로

한국의 동아시아 담론이 한국의 실상에 근거하되 인국 지식계와 공유할 만한 동

아시아적 가치를 지닐 수 있는가라는, 즉 동아시아화될 수 있는가라는 물음과 결

부되어 있으며, 이 물음은 한국지식계의 내부번역과 인국 지식계와의 상호번역을

584) 류준필, 2012,「동아시아 담론, 동아시아라는 사유공간」,『우리 안의 타자, 동아시아』, 글
로벌컨텐츠, 2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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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가다듬어지고 해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물음에 접근하는 한 가지 단서로서 한국지식계에는 중국을 일국으로

표상할 뿐 아니라 형성중인 동아시아 정치의 장으로 바라보고 접근하는 지적 상

상이 요구될 것이다. 중국은 오래된 나라이자 젊은 국가다. 중국의 국가형태는 아

직 굳어지지 않았으며 중국의 국가형태가 정립되어가는 과정에서 동아시아 지역

질서는 국제관계라는 시각만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중앙

집권적 형태가 되느냐 지방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분권적 형태가 되느냐에 따라

지역협력 방식도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그 경로가 무엇이건 간에 중국은 독자적

모델을 취할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의 운동은 한반도의 변혁에서 어떤 의미를 갖

게 될 것인가. 한반도 문제의 특수성과 중국 행보의 독자성은 어떻게 생산적 접

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물음들을 남겨둔 채 동아시아 담론이 소멸되어

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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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탈냉전기 한국의 동아시아 담론에 관한 박사논문을 쓰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2008년 일본에서다. 다케우치 요시미를 통로 삼아 전시기와 전후 일본사상사를

공부하고자 일본으로 향했다. 그리고 2년간 일본에서 머물며 정작 한국의 동시대

사상계 동향에 관한 이해가 너무나 엷다는 자각을 얻었다. 그래서 박사논문의 방

향을 선회했다. 동아시아 담론을 연구한다면 한국 사상계의 많은 문헌과 마주할

시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다.

이 논문은 탈냉전기부터 참여정부기까지의 동아시아 담론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다. 이는 동북아시대구상을 내세운 참여정부기가 동아시아 담론의 이행에서 중요

국면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논문 방향을 2008년에 결정했다는 사정도 반영되

어 있다. 그런데 논문 작성에 착수한 시점에는 거의 동시기의 언설들을 연구대상

으로 삼는다는 것이 큰 부담이었다. 당시만 하더라도 동아시아 담론은 마치 인문

사회과학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하나의 출구전략이기라도 한듯 많은 인적ㆍ물적

자원이 투입되었고 여러 영역에서 논의가 펼쳐져 유동중이었다. 조망하고 분석하

고 평가하기에는 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 현재진행형의 담론을 다루려다

보니 논문을 써나가는 동안 구성을 여러 차례 수정해야 했다.

그로부터 7년의 시간이 흐르고 논문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 7년 전과 견준다

면 동아시아 담론은 확실히 활력을 잃은 듯하다. 좀처럼 회자되지도 않는다. 이제

야 그 운동이 멈춰 회고의 대상, 연구의 대상으로 안착했다는 느낌마저 든다. 동

아시아 관련 연구의 명맥이 끊긴 것은 결코 아니지만, 집념어린 소수의 논자를

제외한다면 동아시아 시각을 적극 개진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어쩌면 이

제야 연구대상으로 다룰 만한 거리가 확보되었다고 할 텐데, 이제 와서는 철지난

담론이 되어버려 오히려 연구의 시의성이 불충분해 보인다. 7년 전에는 뜨거워서

손대기 어려웠으나 이제는 너무 식어버린 것이다.

반복하지만 이 논문은 탈냉전기부터 참여정부기까지 동아시아 담론이 형성되고

부상하고 이행해온 궤적을 다뤘다. 그 과정을 쇠퇴 이후에 되돌아본 것이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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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논문을 써나가는 동안 줄곧 간직했던 물음은 이런 것들이었다. 1990년대 초부

터 어림한다면 20년 정도가 동아시아 담론의 유통기한이었던 것일까. 동아시아

담론은 정녕 사상적 체력이 고갈되고 문제제기적 기능을 상실한 것일까.

그리하여 자료를 읽을 목적으로 시작된 이 논문은 다른 목적을 갖게 되었다.

동아시아 담론의 유산화다. 그러나 유산화란 과거사로서 박제화한다는 의미가 아

니다. 이 논문에서는 ‘동아시아 담론의 쇠퇴’에 한 절을 할애하고 “담론의 지위를

잃다” 등의 표현을 사용했지만 그것은 사후적 평가가 아니라 유산화를 위한 일환

이었다. 유산화란 동아시아 담론이 쇠퇴하더라도 사상사의 자원에 값할 문제의식

을 골라내고 움켜쥐려는 시도다. 동아시아 담론이 쇠퇴했다는 진단이 실상에서

벗어난 것이더라도 현재의 담론을 사상사의 유산으로 정착시키려는 노력 속에서

그 담론은 앞으로의 성장을 기약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 목적에서 이 논문은 한 가지 작업에 집중했다. 동아시아 담론의 재역사화다.

동아시아 담론은 복잡한 배경에서 비롯되었고 다양한 수요에 반응하다가 내실이

모호해졌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동아시아 담론이 외적 성장을 거듭하자 모호한

채로 점차 알만한 담론이 되어갔다는 데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담론을 다시 역

사화하고자 했다. 혼종하는 동아시아 담론을 뭉뚱그리지 않고 인식론적 토대를

분석해 십여년에 걸친 이행과 분화의 혼돈상을 정리하되, 그 속에서 내재적으로

동아시아를 필요로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상사적 함량을 갖는 것과 그렇

지 못한 것을 가려내고 실질적으로 지속되는 논점을 추출해 동아시아 담론의 필

요성을 지금의 조건에서 재구성하고자 했다. 동아시아 담론의 유산화 작업은 동

아시아 담론을 멈춰세워 포괄적 가치판단을 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재적 비판

을 통해 그 사상사적 의의를 도출해내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동아시아 담론은 일관된 내적 논리를 지닌 단수의 담론이라기보다 여러 시각이

교차하고 착종하는 담론 영역에 가까웠다. 서구적 가치체계 아래서 평가절하되거

나 왜곡폄하된 고전의 재해석과 전통 사상의 현대화 방안을 강구하는 시각, 고유

한 문화적 요소에 기반해 지역적 정체성을 탐색하는 시각, 역내 신흥발전국가들

의 경제적 성공을 사회적ㆍ문화적 특성으로부터 설명하려는 시각, 자본주의적 근

대체제를 대신할 대안적 사회원리를 모색하는 시각, 미국패권적 세계질서를 극복

하고자 민중 간 연대를 도모하는 시각, 미국의 일극체제와 거리를 유지하되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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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일본의 지역패권으로도 기울지 않도록 국가 간 협력을 기획하는 시각, 지역

통합의 추진을 통해 공동의 경제적ㆍ안보적 이익을 제고하려는 시각 등이 동아시

아 담론 안에서 복잡하게 교직했다.

다만 시각의 차이를 불문하고 동아시아 담론의 기본적 가치를 꼽는다면 서구의

경험을 일반화한 이론을 수입해 자신의 현실에 적용하고 그 이론의 결론에 자신

의 현실을 끼워 맞추려는 풍토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현실에서 지적 과제를 발굴

하고 언어를 개발해내는 데 있을 것이다. 물론 동아시아 담론만이 그 가치를 갖

는 것은 아니겠지만, 동아시아 담론은 인식론적 난제, 즉 동아시아 인식은 인식주

체가 인식대상에 포함되어 되비친다는, 그리하여 동아시아 인식은 인식주체의 자

기표상 문제로 되돌아온다는 점에서 다른 담론들과 차별화된다. 그렇기에 시각이

무엇이건 간에 주체성의 문제의식이 동아시아 담론에는 관류하며, 동아시아 담론

은 특정 영역에 국한된 전문적 논의에 머물지 않았다. 지적식민화와 공동언어의

소실 현상이 심각한 한국 지식계에서 동아시아 담론의 부흥은 분명 사상사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지녔다.

그러나 20년이 지나 돌아보건대 투하된 막대한 인적ㆍ물적 자원에 비해 산출물

이 적은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다. 그것들

이 이 연구를 놓지 않을 수 있었던 동력원이다. 하지만 연구대상인 까닭에 방대

한 문헌, 가령 동아시아나 동북아 등이 표제어로 들어가는 논문은 빠뜨리지 않고

읽어봐야 했는데, 비슷한 내용을 찍어내다시피 양산한 것도 함량미달인 것도 많

다는 인상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동아시아 내지 동북아가 표제어로 등장하는 조

사기간 내의 논문만 모아봐도 이천 편을 상회했는데, 그러한 양적 증가는 질적

저하를 대가로 치르고 있었다. 동아시아 담론은 지향성이 뚜렷치 않아 여러 논의

와 접목될 여지가 많고 이론적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아 진입장벽이 낮은데다가

‘동아시아’라는 지역상과 결부되면 현실성과 역사성이 담보되는 듯한 효과가 생기

고, 지식 정책 등에 따른 수요도 컸기 때문에 많은 논자가 동아시아 담론에 뛰어

들어 논의를 대거 쏟아냈다. 그런데 시기순으로 문헌들을 읽어가다 보니 그 많은

논자 가운데 문제의식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간 경우는 드물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끈질기게 더군다나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갱신해가는

경우는 극소수였다. 동아시아 담론은 누구나 한 번쯤 어렵잖게 손대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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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책임이 요구되지 않는 대표적 담론 영역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리하여 오랫

동안 이어져왔음에도 논의가 공동의 논점을 형성해 충분히 축적되지 못했으며,

논의는 과잉이나 생산성은 낮은 역설적인 양상을 띠게 되었다.

건설적인 동아시아 시각을 개진하는 경우도 결론부는 대체로 다음 개념들로 채

워졌다. 자기 성찰, 타자 이해, 오리엔탈리즘 극복, 자민족중심주의 극복, 민족주

의적 대결구도 해소, 공존, 교류, 화해, 협력, 연대, 통합, 균형, 조화, 소프트파워,

연성권력, 시민사회 육성, 시민사회 연계 등. 그리고 중층적, 복합적 등의 형용사

구와 “~해서도 안 되지만 ~해서도 안 된다”이라는 문장구조가 자주 동원되었다.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변해 본문 내용은 바뀌어도 상투적인 결론은 좀처럼 바뀌

지 않았다. 결론부는 차라리 지적 의욕보다 지적 나태를 드러내고 있었다. 만약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끈질겼다면 결론부에서 대기하고 있는

타자, 연대, 조화, 시민사회 등의 개념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문제제기의 장으

로 자리를 옮겨와야 했을 것이다. 다시 말해 타자, 연대, 조화, 시민사회 등의 개

념에 기대어 문제 상황에 관한 안이한 처방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그

개념들을 동아시아적 조건에서 재고했어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 담론이 한국사상

사에서 지녀야 할 의의라면 그 인식론적 난제로 인해 기존의 개념, 관념, 이론이

그 안에서 자명성을 잃고 재역사화되는 일일 것이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동아시

아 담론 자체가 그리되어야 한다.

동아시아 담론의 유산화. 이 논문의 목적이 이것 하나이듯 이 논문의 주장 역

시 하나다. 동아시아 담론은 동아시아화되어야 한다. 동아시아 담론은 다양한 영

역에서 육성되었다. 지식계와 미디어, 정부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를 욕망해 동아

시아 담론은 물신화의 함정에 빠졌고, 그 안에 새겨진 한국 중심성의 논리로 말

미암아 동아시아 담론은 동아시아적 담론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지식계에

서만 통용되는 내수용 담론으로 굳어갔다.

나는 동아시아 담론이 동아시아화된다는 것은 바깥에서 주어진 정형화된 이론

에 의존하지 않고 한국의 조건에 근거해 사고를 숙성시키되 그 사고를 다른 사회

의 타자와 공유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 각도에서 반추하자면 지금껏 동아시

아 담론은 전자에서 부분적 성과를 냈을 뿐이다. 한국산 담론에 머물지 않고 다

른 사회에도 쓰임이 있을 지역적 자산으로 가다듬어내는 것은 여전히 동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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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론의 과제로 남아있으며, 그래야 동아시아 담론 역시 한국측의 필요성에 부응

하는 현실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 담론이 동아시아화되려면, 동아시아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한국의 조

건에 철저히 착근해야 한다. 한국 동아시아 담론의 조건은, 단적으로 말해 동아시

아를 아우를만한 실체가 한국에 없다는 사실에 있다. 한국에는 일본과 같은 제국

의 역사적 경험이나 경제적ㆍ외교적 능력도, 중국과 같은 거대한 지리적 규모도

없다. 바로 이런 조건에 처해 있기에 한국 지식계는 동아시아를 지리적 실체 이

상으로 가변화시켜 여러 양상의 ‘로서의 동아시아’를 발전시켜야 했다. 때로는 지

정학적 주변성을 역전시켜 한국의 역할론을 도출해내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측의

필요성에 입각해 자신의 조건을 특권화한 동아시아 담론은 역사성과 현실성과 보

편성을 성취하지 못한 채 쇠퇴기로 접어드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한국 동아시아 담론은 한국의 조건에 더욱 천착해야 한다.

사상에게 있어 제약의 조건은 유일한 가능성의 조건이다. 자신의 환경이 지닌 제

약을 통해서만 사상은 자신의 가능성을 움켜쥘 수 있다. 한국 동아시아 담론은

으레 각국의 물리적ㆍ역사적 규모의 차이를 간과하고 국민국가라는 일률적 전제

아래 한중일처럼 나라명을 나열해 동아시아를 표상하곤 하지만,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의 역량과 규모는 비대칭적이다. 이처럼 주체의 내적 의지와 힘을 초과하

는 외적 요인과 힘에 의해 주체가 규정되는 조건일 때, 주체는 외적 변수에 가장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그러면서도 독자성과 자립성

을 유지하는 경로를 찾아내야 한다. 한국 동아시아 담론은 비대칭성에 내재함으

로써 자신의 원리성을 발굴해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이 상황에 대입할 공식

과 해답이 바깥에 없는 까닭에 한국의 구체적 조건에 육박해 원리성을 창출해내

야 한다. 그 원리성이란 외적 규정력이 내적 역량을 초과하는 만큼 현실적 조건

과 변수들에 따라 탄력적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조건

만이 아니라 동아시아적 조건에 천착해야 한다. 여기까지가 이 논문에서 감당하

고자 한 과제였다.

그리고 여기가 이 논문이 멈춘 지점이기도 하다. 한국 동아시아 담론이 동아시

아화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현실적 조건으로부터 원리성을 발굴해내는 동시에 그

것이 타자에게 가닿을 수 있도록 가다듬어야 한다. 다시 말해 보편성의 층위,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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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지평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그렇게 번역의 가치를 지닌 사상이라면, 그것이

출현한 사회에서 쓰임새를 가질 뿐 아니라 다른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야 없

겠지만 다른 사회를 해석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번역의 노력

과 시련 속에서야 한국 동아시아 담론은 내수용 담론에서 벗어나 동아시아화될

수 있을 것이다.

후원담론으로서의 지위를 잃고 표류하는 지금이야말로 한국 동아시아 담론은

어떻게 한국 사상계 내에서 자립할 수 있는지, 타국 사상계로 번역될 만한 가치

를 지닐 수 있는지가 물어져야 한다. 쇠퇴해 명멸할 것이 아니라 다시금 시작되

어야 한다. 그것은 동아시아화의 길이며, 이 논문 이후 나서야 할 나 자신의 노정

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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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Sociology of Knowledge on Formation and Transition

of the East Asian Discourse in the Post Cold War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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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s a study of sociology of knowledge on the East Asian discourse

from the Post Cold War Era in the 1990s to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in

the mid-2000s. In comparison with common discourses, the East Asian

discourse as an object of discourse analysis is characterized by being an

intellectual construction in which other discussions are mixed together rather

than having a definite division. This results from the ambiguity of a concrete

directivity in the East Asian discourse, different from other discourses. In

other words, ‘East Asia’ as a keyword in the East Asian discourse does not

reveal a purpose nor a subject of the discourse. In fact, the implication of the

East Asian discourse chang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its objective condition

and subjective search associated with, rather than having a fixed meaning and

a uniform usage. The East Asian discourse is a combination of the eastern

culture to alternative system and regionalism theories. The notion of East

Asia in the East Asian discourse did not remain simply as a regional name

but was discussed in diverse usages including regional prospect, regional

order, economic region, cultural sphere, space of thought and field of solidarity.

This flexibility in the notion of East Asia functioned as a ground for

abundant issues in the East Asian discourse on the one hand, but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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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for that reason identity of the East Asian discourse became ambiguous

and the East Asian discourse diverged into different parts.

To settle the East Asian discourse as an academic tradition in Korean

intellectual world and extend its practical usage, a work that questions the

epistemological foundation and arrangement of the East Asian discourse itself

again is required to organize this state of confusion.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nternal logic of the hybrid East Asian discourses, draws issues between

them and follows the general transition process of the East Asian discourse.

In other words, it does not intend to lump general East Asian discourse

together to discuss its rise and fall but to specifically examine the details

raised by discussions of various aspects, delicately identify their differences to

systematize the East Asian discourse in plural―not just singular―discourses,

comprehensively investigate the social causes of differentiation, reveal

antagonistic or competitive relation between the discourses, distinguish

between what died out and what continued during the transition of the East

Asian discourse, and thereby reconstruct the practical functionality and the

future possibility of the East Asian discourse.

Under this critical perspective, the transition process of the East Asian

discourse from the early 1990s to the mid-2000s is analyzed in the second

part, ‘A Study on Formation and Transition of the East Asian Discourse’. By

investigating feature articles of academic journals and papers regarding East

Asia, it examined statuses and orientations in the use of the notion of East

Asia, and inspected the process of transition and differentiation according to

phases. To summarize, the role of ‘Changbi’ in the early 1990s was important

in the appearance of discussion that could be named as East Asian discourse.

Immediately afterwards, humanities scholars, especially scholars of Korea,

China and Japan specialized in literature, history and philosophy fired

discussion on East Asian identity. In the mid-1990s, social scientists from

sociology,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joined the discussion making

attempts to explain the distinctiveness of economic development in East Asia,

and after the economic crisis of the late 1990s, discussion on the necessi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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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 Asian regional institution rose among diplomatic scientists and

economists. From the beginning of 2000s, researchers of international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regularized the discourse of East Asian community

in the period of Kim Dae-Jung Government, and by the mid-2000s of Roh

Moo-Hyun Government, the regional name of ‘Northeast Asia’ emerged as a

strategic measure of Korea, establishing East Asian discourse as a policy

discourse. As above, discourses with different orientations appeared and

emerged in different periods, competing with existing discourse and unfolding

the politics of discourses.

The third part, ‘Systematization of the East Asian Discourse and the

Conditions inside and outside the Intellectual World’, investigates the aspects

of arrangement and the logic of competition of the East Asian discourse more

clearly. To achieve this, it categorizes East Asian discourse into four

sub-discourses based on directivity of the discourse as a standard. They are

theories of alternative system, cultural identity, development model and

regionalism. Then it examines how these different systems of East Asian

discourse react differently to changes in factors inside and outside of

intellectual world, or sensitively react to certain social changes in particular,

also how they were differentiated by appropriating certain academic

discussions, and thereby what was magnified as an issue and a point for

mutual criticism between the East Asian discourses. For internal factors of

intellectual world, changes of the intellectual trend, image of intellectuals,

intellectual policies and the university community, and journal media was

emphasized. External factors of intellectual world was divided into factors of

global-regional dimension and factors of regional-Korean dimension. The

former examined Post Cold War, globalization and regionalization, while the

latter investigated security, economy and sociocultural sectors.

The fourth part, ‘The East-Asianization of East Asia – Denotation and

Connotation’, dealt with the task of the East-Asianization of Korean East

Asian discourse. Namely, it attempts to analyze and draw the denotation and

connotation of East Asia in which the East Asian discourse can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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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its directivity. There are three issues regarding extension of East

Asia; can East Asia be equivalent to Northeast Asia? Should we extend area

range of East Asia to Southeast Asia? Should we include nations out of the

area such as the U.S. in East Asia? First, each of these issues are

investigated to examine the multilayer of images of East Asia. It also

attempted to relativize and historicize the idea of East Asia in Korea by

referring to ideas of China and Japan. Meanwhile, the regional image of East

Asia does not exist only as width but has its depth. In other words, there is

a level that cannot be revealed by a parallel enumeration of national units.

From the dimension of connotation, therefore, it examines how we would be

able to reflect geopolitical conditions, such as difference in state form,

asymmetry between nations and relations of nations, in the regional image of

East Asia. Based on the above, finally it investigates the East Asian

regulation of the Korean division system and the East Asian significance of

the Korean peace system to search for alternative theorization of the East

Asian discourse. Especially, East Asian conditions including difference in state

forms, asymmetry between nations and relations of nations, and continuation

of division system in East Asia despite the tendency of Post Cold War are

concentrated in current problems of North Korea. Then the East Asian

discourse in Korea will be able to grasp important opportunity for

East-Asianization in this process of shifting the problem of North Korea to

that of the Korean peninsula, and raising it to the task of East Asia.

Key words : East Asian discourse, critical discourse analysis, politics of

discourse, formation and transition of discourse, East-Asianization of East

Asian discourse, asymmetry

Student Number : 2005-3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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