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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복잡성과 복합성의 세계정치

국제
관계학(IR)에서 비주류에 ‘위치되어(situated)’ 있으면서도 상대

적으로 더욱 주변부에 머물고 있는 탈식민주의 이론을 전면에 내

세우고 이들의 복잡한 이론적 층위와 인식적 함의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

다. 이를 통해 현재 IR 주류이론의 편협성/패권성이 갖는 인식적, 실천적 문제

를 환기시키고 나아가 대안적 접근을 모색하는 데 공헌하고자 한다. 이는 푸코

(Foucault)의 1969년 저서 『지식의 고고학(Archaeology of Knowledge)』에서 

말하는 ‘담론’의 정치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담론적 ‘폐쇄(closure)’를 문제시

하는 작업이며, 신시아 엔로(Cynthia Enloe), 쉬라 엘-말릭(Shiera S. el-Malik) 

등의 페미니스트 IR 이론가들이 설파하는 ‘적극적 기억(active remembering)’을 

대응수단으로 차용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달리 말해, IR의 지배적 이론(가)들의 

폐쇄적이고 정형화된 담론 속에서 ‘상시적’으로 망각되는 비주류 이론을 ‘적극적’

으로 기억함으로써 새로운 대안을 인식과 실천의 장으로 복귀해내고자 하는 것이

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논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억된 주변부 이론을 ‘렌

즈’로 삼아 한국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국제정치문제를 관통시켜보고 문제해

결을 위한 대안적 시각과 방법을 제시한다. 

Drawing on the insights from discourse advanced in Foucault’s 1969 

work, Archaeology of Knowledge, this paper first problematizes the 

current sta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IR) theory in which a few theoretical 

perspectives dominate the epistemic terrain of the field, by serving as a 

‘political’ yardstick of judging what counts as ‘scientific’ knowledge and 

‘good’ research. Then this paper undertakes an “active remembering” of 

a theoretical perspective that is casually forgotten in the theoretical 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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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sion about international politics, namely postcolonialism. The aim of 

“active remembering” is to illustrate epistemic and pratical benefits that 

postcolonialism can bring to us and to broaden the parochial status of 

IR scholarship. Furthermore, this paper puts on a postcolonialist lens to 

look at Korea’s international political issues in different ways to generate 

alternative approaches. In conclusion, this paper shows that although 

postcolonialism remains at the margins of contemporary IR scholarship, 

it can still make significant epistemic contributions to the study of IR and 

practical contributions to addressing the challenges that South Korea and 

East Asia face. 

keywords 국제관계학 IR, 비주류/주변 marginalized, 탈식민주의 postcolonialism, 

담론 discourse, 푸코 Foucault, 상시적 망각 casual forgetting, 적극적 기억 active 

remembering, 신시아 엔로 Cynthia Enloe, 성찰 reflexivity, 한국외교 Korean foreig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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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복잡성과 복합성의 세계정치

I  국제정치학(IR) 비주류이론과 “적극적 기억”

본고는 IR의 ‘비주류’ 이론에 주목한다. 달리 말해, IR의 이론적, 

실천적 ‘담론’에서 주변화되어 있는 이론들을 “적극적”으로 기억

하여 담론의 중앙무대로 복귀시키는 데 공헌하고자 한다. 왜인가? 

이 질문은 본고의 목적이자 존재 이유를 묻는 중요한 질문이다. 따

라서 논의의 시작부터 명료히 밝힐 필요가 있다. 즉, 왜 비주류 이

론에 대한 “적극적 기억(active remembering)”인가? 이 질문의 답

을 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반문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비주류 

이론에 주목한다는 것은 주류(mainstream)이론을 부정한다는 의

미인가? 달리 말해, 주류이론의 존재는 부정과 비판의 대상인가? 

주류이론의 학술적 이득은 미비한 것인가? 

물론 그렇지 않다. 학술적 논의에서 ‘주류’이론은 어디서나 존

재한다. 그리고 그것은 진리탐구 (혹은 적어도, 특정한 역사맥락적 상

황에서 발생한 사회정치현상의 이해와 설명)에 실질적 기여를 해 왔다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적(epistemic) 기여가 없었다면 주류의 

위치를 처음부터 갖지 못했을 것이다. 나아가 주류의 위치를 ‘유

지’하고 있다는 것은, 라카토스(Lakatos)의 시각으로 보자면 하나

의 지식/연구프로그램으로써 “진보”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볼 수

도 있다(Lakatos 1970, 116-122). 비단 학계만이 아니다. 기실 주

류-비주류의 관계는 인류사와 늘 공존해 왔다. 남녀관계든, 가족

관계든, 사회관계든, 국제관계든, 어떤 형태의 관계에서든 권력게

임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주류-비주류’의 관계는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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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관계 자체가 아니라 그 관계가 ‘지배-피지배’ 혹은 ‘맞

고-틀림’이라는 위계규율적 가치판단의 도구로 전환되고 고착화되

는 것에 있다. ‘관계’ 혹은 “관계성(relationality)”이라는 개념이 근

본적으로 맥락적이고 비결정적 속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

기한다면 더욱 그렇다. 즉 관계에서 주류가 (주류의 지역, 학자, 이론, 

사상, 가치, 제도 등이) 유일한 혹은 정의로운 판단자의 역할을 (자)

행하면서 관계 전체를 위계적으로 규율(discipline)하는 것에 문제

가 있는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비록 명시적으로 보이지 않아도) 

이론체계에서 더욱 구조화된다. 이론은 고도로 체계화된 규칙을 

갖는 일종의 담론으로써,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한

다. 따라서 우리의 행동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실천’의 문제는 내가 무엇을 볼 것이냐는 ‘선

택’의 문제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복잡한 세상에서 무엇을 볼

지 혹은 무엇이 보이는지에 활용되는 도구가 바로 이론이다. 어떤 

이론을 통해 보느냐에 따라 보이는 세상이 달라진다. 달리 보이는 

세상에서 행동이 달라지는 것은 자명하다. 그렇다면, 어떤 학술분

야의 이론체계에서 ‘지배-피지배’의 위계규율적 질서가 견고하게 

형성/유지되어 비주류에 대한 배제와 주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면,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시각은, 따라서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요컨대 인식행동체계의 ‘획일

성’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파생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IR은 그 어느 학술분야보다 이 문제를 잘 보여준다. IR이 독

립된 학문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제1차 세계대전부터 이른바 “대

논쟁(Great Debates)”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이론적 시각들이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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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되었으나, 결국 구조적 현실주의, 신자유제도주의, 그리고 (웬트

류의) 구조적 구성주의가 ‘주류’로써 IR의 이론적 지형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21세기 IR의 현 주소다(Jackson 2011; Reus-Smit 2013). 

더욱이, 이들 모두가 동일한 실증주의적 인식론 ‘내부’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은 앞서 언급한 인식행동체계의 획일성이라는 문제에 

더 큰 경고음을 울린다(Kurki and Wight 2013; 은용수 2015). 물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4차 대논쟁에서 다양한 탈

실증주의 이론들이 ‘등장’하였으나, 이것이 출판, 특히 교육행위에

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거나 ‘실천’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간단한 사례를 보자. 트립(TRIP: Teaching, Research and 

International Policy)이라고 불리는 설문조사가 있다. IR을 가르

치고 연구하는 전 세계 학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는 설문조

사다. 최근 진행된 여러 차례 조사에서 무려 75% 이상의 응답자

가 IR은 서양(미국)중심적 학문이라고 답했다. 비록 지난 10여년

간 “비서양” IR 이론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중국을 중심으로) 매

우 활발히 진행되어 왔고, 그보다 먼저인 1980년 후반부터 탈실증

주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IR의 ‘이론적 다원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

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IR=서양(미국)의 사회과학”이라는 스

탠리 호프만(Stanley Hoffmann)류의 판단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

다(Hoffmann 1977, 41). 특히 아이켄베리(Ikenberry 2009: 203)는 

“연구프로그램 설정과 이론적 논쟁에서 미국은 21세기에도 여전

히 ‘중심지(epicenter)’”라고 말하고 있고, 유사한 맥락에서 앤 티

크너(Tickner 2011, 609)도 “과학적 정당성(scientific legitimacy)”

이 미국의 IR에 의해 지배되고 있음을 비판적으로 논한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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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주류’인 미국 국제정치학계의 인식 및 방법론적 지

형이 매우 협소하다는 점이다. 미국에서 IR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학자 4,126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트립(TRIP) 조사에서 70%가 스

스로를 “실증주의자”라고 답하고 있다(TRIP 2011). 이러한 이유

로 ‘IR 이론의 이해’와 같은 기초필수과목에서 대표적인 탈실증주

의 이론인 페미니즘을 가르친 경우는 2004년까지 거의 없었던 것

으로 조사되었다(Maliniak et al. 2011: 437-464). 나아가 탈식민주

의나 비판이론 등의 여타 탈실증주의 이론들이 IR 수업시간에 ‘등

장’하는 비중은 페미니즘보다 훨씬 적다(Mead 2010; Hagmann and 

Biersteker 2014). 미국 대학에서 IR 교과서로 널리 사용되는 저서 

18권을 상세 분석한 매튜와 캘러웨이(Matthews and Callaway)의 

2015년도 연구논문에 따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론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현실주의 이론이며 그 뒤를 자유주의와 

구성주의가 멀찌감치 따르고 있고, 나머지 10% 이하의 비중에서 

마르크시즘, 페미니즘 등이 언급되고 있다(Matthews and Callaway 

2015, 197-200). 요컨대 탈실증주의에 속하는 이론들, 그중에서도 

탈식민주의는 IR에서 매우 주변화되어 있는 것이다. 

주변화의 원인은 이론들의 학술적, 인식적 가치가 없거나 미

비하기 때문이 아니다. 1980년 후반의 4차 대논쟁 이후 출판된 수

많은 저술에서 이미 논증됐듯, 탈실증주의는 국제정치영역을 학제

적 차원에서 확장하고, 성찰적 개념을 제시하며, 철학적 기반을 견

고하게 만드는 등, 가시적인 공헌을 해 왔다. 성찰(reflexivity), 실

재주의(Realism), 안보화(securitization), 화행(speech act), 실존적 

위협(existential threat), 젠더(gender), 오리엔탈리즘, 세계시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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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cosmopolitanism) 등등, 유용한 지적자원을 IR에 제공해준 것

이다. 이와 함께 기존의 소수 (실증주의적) 주류이론들이 갖는 한계

는 지속적으로, 무수히 많은 저술을 통해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실증주의에 속하는 이론들이 여전히 주

변부를 맴돌고 있는 이유는 왜일까?

이와 관련하여 푸코(Foucault)가 일찍이 자신의 저서 『지식

의 고고학(Archaeology of Knowledge)』을 통해 논한 담론의 폐쇄

적 속성과 그에 따른 정치적 결과를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1  푸코

의 담론이론은 앞서 언급한 IR 이론 간의 위계적 관계와 탈실증주

의 이론의 주변화 현상이 형성 및 유지되는 동학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통찰이기도 하다. 이를 간략히 요약하자면, 담론 (특히 지

배적 담론)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발휘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가

능성(대안)의 범위를 협소하게 하고, 둘째, 특정한 발화자와 언표

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셋째 이를 통해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담

론의 “무대(stage)”를 규정한다. 요컨대 담론은 무엇이 발화되는지

1　 이 책은 1969년 프랑스어로 최초 발간되었으며, 그 뒤 영어와 한국어 등 많은 

언어로 번역되었다. 여기서는 다음의 영어판을 참고하였다. (Archaeology of 

Knowledge, Routledge Classics. London: Routledge, 2001. 물론, 푸코의 담론

에 관한 이론은, 상기 저서를 포함하여 푸코의 다른 저작들을 통해서도 매우 다양

하게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지식의 고고학’에 담긴 푸코의 “담론

적 폭력”(discursive violence)의 생성과 결과에 관한 통찰을 논의의 중심에 둔

다. 이는 푸코의 이론을 다양하게 해석한 많은 학자들 가운데서도 특히 사라 밀

스(Sara Mills)가 자신의 저서(Michel Foucault, Routledge Critical Thinkers. 

London: Routledge, 2003)에서 제시한 푸코에 관한 해석에 동의하는 것이다. 

즉, 담론 그 자체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파악

하는 것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그러한 담론의 생성 및 유지 메커니즘과 그것에 내

재된 정치권력적 속성에 주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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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언표들의 집합을 통해) 보여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언표

들의 형성하는 체계와 규칙(“formation discursive”)을 생산함으로

써 일종의 규범적 도구가 된다. 무엇이 발화될 수 있으며, 어떻게 

발화되어야만 하며, 따라서 무엇이 수용 가능한(acceptable) 발화

행위인지에 대한 “경계(boundary)”를 만든다는 것이다(Foucault 

2001: 215-229). 이렇게 구성된 담론경계로 인해 이른바 “정당한

(legitimate)” 것으로 여겨지는 언표와 이를 반영하는 정책과 행위

는 그 종류와 범위에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담론경쟁이 곧 

정치 권력투쟁과 연동되는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다. 담론경쟁에

서 승리하여 주류/지배적 담론이 되면, 그 담론을 사용하는 발화

자와 그들의 언표는 정당성을 갖게 되고 이는 곧 타자에 대한 규

율의 논리로 이어지게 된다. 즉, 주류 담론에 속하지 않거나 이에 

상응하지 못하는 시각/이론은 정책적 고려의 대상에서 배제되고 

따라서 실천의 무대에서 사라진다. 푸코가 말하는 “담론적 폭력

(discursive violence)”의 정치적 결과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

정과 결과가 고착되면서 주류와 비주류의 경계는 더욱 위계적으

로 구조화되고 비주류의 시각과 이론은 “상시적으로 망각(casual 

forgetting)”되며, 이는 다시 기존 이론 중심의 담론 유지 및 재생산

으로 이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Enloe 2007; el-Malik 2015). 

IR도 마찬가지다. 소수의 (서양중심적, 실증주의적) 이론(가)들

이 “과학적” vs. “비과학적”이라는 언표/상징을 중심으로 담론형

성 규칙을 만들고, 이를 따르지 않는 이론과 그들의 언표들은 결국 

배제되어 주변부에 남게 된다. 이러한 담론적 “폐쇄(closure)”에

서 “과학적”이라는 언표는 경험적 검증과 반증으로 상징되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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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주의”라는 언표와 상응되어 이해된다. 그리고 이러한 ‘언표적 

규칙’은 오랫동안 IR의 이론적, 방법론적 담론에서 진리값을 부여

해 주는 준거틀로 작동해 왔다. 합당하다고, 따라서 수행될 수 있

다고 여겨지는 이론과 방법론은 위의 규칙을 따라야만 하는 것이

다. 그렇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담론의 장에서 배제되거나 혹은 무

시된다. 예컨대 대표적인 주류이론가인 로버트 코헤인이 국제정치

학회(ISA) 회장연설에서 한 다음의 발언을 보자. “[실증주의에 기

반을 둔]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성찰

주의적 [탈실증주의적] 이론들은 경험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 경

험적 검증의 가능성(testable)을 갖고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

우 학계에서 도태될 것이다”(Keohane 1989, 173-174). 탈실증주의

의 “도태”를 예상한 코헤인의 근거는 다름 아닌 실증주의에 기반

을 둔 “경험적 검증”이다. IR 이론은 경험적 검증이 가능한지 아닌

지의 여부만으로 평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탈실증주

의는 바로 그 경험적 평가, 나아가 경험 자체의 불완전성을 출발점

으로 삼고 있는 이론이다. 

달리 말해, 실증주의에 기초한 소수의 이론들(구조적 현실주

의, 신자유제도주의, 그리고 웬트류의 구조적 구성주의이론)이 IR의 주

류 패러다임으로 담론을 지배하면서 이들 (실증주의) 이외의 ‘다른’ 

인식론에 기초한 접근들은 ‘비과학적’이라는 언표로 “낙인”찍히

게 되어 결국 담론의 장에서 배제되거나 “망각”되어 가는 것이다

(Epstein 2012; Zarakol 2014, 311). 소수의 (서양중심적, 실증주의적) 

이론을 중심으로 경계지어진 담론적 폐쇄로 인해 다수의 (비서양, 

탈실증주의적) 이론, 경험, 시각들은 “상시적 망각”속에 머물러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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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그럼에도 특정한 담론은 특정한 발화자와 언표에 정당성

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것에 속하지 않는 이론의 주변화나 망각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되곤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기존의 주류

이론을 중점으로 하는 협소한 지식생산체제의 ‘공고화’로 이어지

게 된다.

이와 같은 배제와 망각의 현상은 당위적 차원은 물론이거니

와 지적진보의 경험적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지적외연의 

확장과 진리추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이론, 인식론, 방법

론이 학술적 담론의 장에서 논쟁되어야만 한다. 1975년, 파이어

벤트(Feyerabend)가 이미 주창한 “아나키스트 진리론(anarchistic 

theory of knowledge)”을 굳이 거론할 것도 없이,2  다양한 이론 간

의 열린 경쟁과 열린 비판을 통해 진리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

음은 자명한 사실이다(Popper 2002[1959]: 16).3  과학의 진보를 

연구하는 과학철학분야에서 이미 실증주의의 패권은 무너졌으며, 

이제는 실재론과 반실재론에 속한 다양한 시각들이 과학을 정의하

는 담론의 무대에서 등가적으로 논쟁되고 있는 사실은 IR에 시사

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뿐만이 아니다. 주지하듯, 무엇을 안다는 

것(knowing)은 그 앎에 상응하는 행동(acting)을 수반하게 된다. 

2　 이론적 단일주의와 방법론 중심의 통합주의를 거부하는 파이어벤트에 관한 자세

한 해석은 John Preston의 저서 Feyerabend: Philosophy, Science and Society 

(특히 7장)를 참조할 것. 

3　 물론 포퍼 역시 경험적 접근을 중시했으나, 그것은 반증의 ‘방법’으로써 강조된 

것이다. 지적진보와 진리추구에서 그가 근원적으로 중요하게 여긴 것은 이론과 

가설에 대한 반증의 수단(방법)이 아니라 목적으로써 반증이라는 “비판적 행위” 

자체였으며, 이러한 이유로 패러다임의 정상과학을 주창하는 쿤의 사상을 매우 

위험하게 생각하며 거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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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배이론의 담론적 “폐쇄”로 인해 앎의 범위가 협소해졌다

면, 그 범위 ‘밖’에 존재하는 (좀 더 정확히는 그 범위 밖으로 ‘내몰린’) 

새로운 실천의 가능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는 급변하는 21세

기 국제정치경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용주의적 시각에서 

보아도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요컨대 진리에 한걸음 더 근접한 

지식을 생산하고, 복잡한 현실의 정치문제에 대한 실용적 해결을 

위해서라도 이론의 다양성과 지식생산체계의 다원주의는 필수요

건이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인

식적 편협성이 지속되는 것과 이를 극복하려는 다원주의가 생성

되는 기제에는 앞서 언급한 담론의 형성 및 유지 메커니즘을 비

롯해서 매우 복잡한 지식사회학적 측면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하

고 있기 때문이다.4  본고와 같은 비교적 짧은 글에서 이와 같은 지

식생산의 사회적 과정과 정치적 결과에 수반되는 문제들을 모두 

다 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여기서 간략히 정리하자면 지식

자원적 층위, 제도와 담론적 층위, 그리고 정치적 층위라는 세 가

지의 측면에서 관련 요인과 상호역학을 살펴볼 수 있다. 이는 올

리 웨버(Ole Waever)가 사회학자 피터 바그너(Peter Wagner)의 통

찰을 원용하여 자신의 1998년 논문 “The Sociology of a Not So 

International Discipline”에서도 사용한 지식사회학적 분석틀이

기도 하다. 

예를 들어, IR이 특정한 이론/패러다임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4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저자의 최근 저서(Eun 2016)에서 다룬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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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그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 있다. (지식자원적 층

위에서) 특정 패러다임의 내적 타당성에 맞게 지식이 생산되고 그

렇게 생산된 지식과 생산방식은 (제도 및 담론적 층위에서) 고등교

육기관, 연구소, 학술단체 등 학계의 제도화된 기구와 조직을 통해 

확산 및 구조화되며, 이것이 (정치적 층위에서) 사회와 정치 현실에 

반영되며 또다시 그 지배적 패러다임 내부의 지적자원과 상응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상호구성적’ 메커니즘으로 이해될 수 있다. 여기

서 가장 큰 문제는 지배적 패러다임의 지적자원에 분명한 한계가 

있더라도, 제도 및 담론적 층위에서 이미 형성/유지되고 있는 기

존의 지식생산체제에 대부분의 IR 지식생산자와 소비자들은 의식

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편승한다는 사실이다. 본고는 여기서 의도

적으로 탈주한다. 나아가 주류이론의 지식자원적 층위와 제도 및 

담론적 층위를 흔들어 구조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고자 한다. 달

리 말해 본고에서는 현재 IR에서 감지되는 이론 간의 위계규율적 

관계와 폐쇄적 담론형성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를 해소

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써 다음의 작업

을 할 것이다. 

우선 IR에서 비주류에 위치된 이론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더

욱 주변부에 머물고 있는 탈식민주의 이론을 전면에 내세울 것

이다. IR의 협소한 담론 속에서 “상시적”으로 망각되는 비주

류 이론을 “적극적”으로 기억함으로써 지배 담론이 “폐쇄”해놓

은 대안의 가능성을 명료히 보여 주고자 한다. 이는 신시아 엔로

(Cynthia Enloe), 쉬라 엘-말릭(Shiera S. el-Malik), 매리시아 잘뤼

스키(Marysia Zalewski) 등의 페미니스트 IR 이론가들이 남성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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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담론적 폭력”의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설파하는 “적극적 기

억(active remembering)”이라는 행위를 탈주의 수단으로써 차용

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Enloe 2001; 2004; 2007; Zalewski 2013; el-

Malik 2015). 달리 말해, IR의 지배적 이론(가)들의 폐쇄적이고 정

형화된 담론 속에서 “상시적”으로 망각되는 비주류 이론을 “적극

적”으로 기억함으로써 새로운 대안을 인식과 실천의 장(field)으로 

복귀해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논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억된 주변부 이론을 ‘렌즈’로 삼아 한국에 큰 영향

을 끼치고 있는 국제정치문제를 관통시켜 보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적 시각과 방법을 제시한다. ‘배제’되어 있는 이론으로 동일한 

현실의 문제를 재구성할 경우 어떤 인식적, 실행적 이득을 획득할 

수 있으며 또한 어떤 대안적 접근이 가능한지를 명료하게 보여 주

는 것은 ‘지배-피지배’라는 위계규율적 지식생산의 문제를 해소하

기 위한 첫걸음이자 필수적인 작업이라 할 수 있다. 

II  주변부로 내몰린 IR이론들: 탈식민주의

IR, 특히 한국의 IR에서 가장 망각되어 있는 이론은 아마도 탈식민

주의일 것이다. 일례로 한국의 주요 IR학술지라고 할 수 있는 한국

국제정치논총, 한국정치학회보, 한국과 국제정치에 실린 지난 30

년간 논문들 전체 중에서 탈식민주의를 국제정치의 맥락에서 직접

적으로 다룬 연구는 구갑우의 논문 단 1편에 불과하다. 이는 탈식

민주의 이론의 ‘주변화 문제’가 한국 IR에서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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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 주는 사례다. 피식민의 역사를 선명하게 갖고 있으며 그것에 

대한 ‘기억의 정치’가 현재 진행형인 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

러한 주변화는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그럼에도 앞서 언급했

듯이 이러한 주변화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

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난관은 탈식민주의가 우

리에게 제공하는 학술적, 실천적 이득은 무엇인지 명확히 다가오

지 않는다는 데 있다. 따라서 이를 알아내는 것이 본 논문의 주된 

목적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무엇보다 먼저 답을 찾아야만 하는 질

문이 있다. 탈식민주의는 무엇인가? 

주지하듯 탈식민주의를 단순히 하나의 입장으로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그러므로 이것을 문자 그대로의 의미

로써 “주의(ism)” 혹은 학파(school of thoughts)로 칭하는 것 역

시 부적절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부 학자들은 통일된 하나의 

인식틀로 묶여 있는 “주의(ism)”라는 용어보다는 탈식민적 “관

점(perspective)”이라는 단어의 사용을 선호하기도 한다(Epstein 

2014:294). 물론 IR을 포함하는 사회과학의 어느 분야에서든 개념

의 모호성 혹은 중첩성이란 문제는 늘 따라다닌다고 할 수 있으나 

탈식민주의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그 이유는, 아래에서 상술하듯 

탈식민주의의 매우 복합적인 속성과 그것이 갖는 다면적인 함의에 

기인한다. 

거칠게 요약하자면 탈식민주의는 피지배자의 경험과 시각으

로 지배세력에 의해 형성 및 유지되는 모든 형태의 위계적이고 차

별적인 인식체계, 역사(기록), 질서 및 제도를 비판하고 해체/극복

하여 불평등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주체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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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담론, 그리고 실천운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

게 정의되는 탈식민주의는 ‘문제의식’의 측면, ‘논리적 근거와 전

개’의 측면, 그리고 ‘지향점’의 측면으로 다시 세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1. 탈식민주의 ‘해체’하기

첫째로 탈식민주의를 ‘문제의식’의 측면에서 살펴본다는 것은, 과

거 식민주의의 유산이나 지배이데올로기가 해체/극복되었는가, 아

닌가를 논의의 출발점에 둔다는 의미이다. 탈식민주의의 ‘탈’(脫, 

post)이란 접두어는 무엇 ‘다음에 오는(coming after)’ 시간적 의미

와 동시에 무엇을 ‘넘어서 가는(going beyond)’이라는 주체적 극

복의 의미를 동시에 지닌다. (서구의) 제국주의가 ‘외형적’으로 종

식된 현재, (비서구의) 우리는 어느 지점에 와 있는가에 대한 판단 

혹은 성찰은 다양한 차원에서 다르게 이뤄질 수 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을 기점으로 식민주의가 ‘물리적’으로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지속성이 정치 및 경제(제도)의 차원, 특히 인식/

정신적 차원에서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탈식민주의라는 

용어 대신 ‘신’식민주의(neo-colonialism)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서구(미국과 유럽)의 금융자본 독점과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인해 21세기에도 여전히 서구에 의한 “글로벌 사

우스(Global South)”의 착취가 계속되고 있음이 강조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식은 사미어 아민(Samir Amin)이 말하는 “리버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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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스(Liberal Virus)”라는 개념과(Amin 2004), 존 스미스( John 

Smith)가 말하는 “21세기 제국주의”와 자본의 “초착취(Super-

Exploitation)”에 관한 논의에서 잘 감지된다(Smith 2016). 특히 안

토니오 네그리(Antonio Negri)는 신자유주의 금융 권력이 민족국

가라는 틀을 넘어 인간 개개인의 삶 속까지 규율하고 있고 이는 자

유주의라는 이름에 기대고 있기에 더욱 은밀하고 전방위적일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큰 우려를 나타낸다(Negri 2008). 다른 한편 월

터 미뇰로(Walter Mignolo), 아니발 끼하노(Aníbal Quijano), 엔리

케 두셀(Enrique Dussel) 등, 라틴아메리카의 탈식민주의 학자들

은 “지식의 식민성/유럽중심성” 혹은 “권력의 식민성(coloniality of 

power)”이란 개념을 성찰적으로 사용하면서, 서구의 식민지배를 

겪은 피지배지의 연구자들이 ‘스스로’를 배제하고 타자화하고 있

음을 문제시 한다(Mignolo 1992; 2011; Dussel 2003). 즉 여전히 라

틴아메리카 지역의 연구자들이 토착 지식과 문화를 열등하게 인식

하고, 서구의 지식생산체계를 지식발전의 가장 타당한 토대로 받

아들이는 경향이 남아 있음을 강하게 비판하는 것이다.5  이런 맥

락에서 탈식민화를 “포스트콜로나이징(postcolonising)”으로 쓰기

도 하지만, “식민성(coloniality)”의 극복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해체’식민화 즉 “디콜로나이징(de-colonising)”이란 용어를 선호

하기도 한다(Epstein 2014:295-300). 나아가 탈식민주의가 갖는 용

어의 양가적 속성 때문에 한국의 일부 문화비평학자들은 아예 ‘포

5　 이러한 경향이 비단 라틴아메리카에만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성찰적 문제제기

가 한국 IR 학계에서 더욱 거세게 제기되어야 할 것이며, 이런 측면에서 강정인, 

김학노 등의 연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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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콜로니얼리즘’이라는 영어단어를 그대로 옮겨 쓰기도 한다(이

만식 1999; 박진임 2005). 이와 같은 용어의 중첩성은 개념적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측면에서 비판 받을 수도 있으나, 오히려 탈식민

주의가 문제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욱 일관되게 보여 주는 측

면도 있다고 할 수 있다. 탈식민주의든, 신식민주의든, 해체식민주

의든, 혹은 “포스트콜로나이징”이든 “디콜로나이징”이든, 다양한 

용어가 중첩되어 사용되기에 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 무엇인

지에 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며, 결국 어떤 용어를 사용하

든 차별적 억압, 착취, 위계적 타자화로 이해될 수 있는 “식민성”

의 해체가 이뤄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붙을 수밖에 없다. 이 질문을 고민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탈식민주의의 두 번째 측면인 ‘논리적 근거와 전개’를 살

펴보는 작업이기도 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탈식민주의는 피식민

자의 경험과 시각으로부터 출발한다. 오랜 기간 비서구는 서구 식

민주의의 ‘착취’나 문화연구의 ‘대상(object)’에 불과했다. 이에 대

한 대응과 극복으로써 탈식민주의는 식민주의의 사고체계를 끊

고, 지배규율적 현상과 질서를 해체하여 ‘여기-나’의 시각으로 재

구성하려 한다. 탈식민주의를 흔히 “위치 지워진(situated)” 시각

으로 부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Shiva 1997). 김은중 (2011, 

27; 2014, 21)의 표현을 빌리자면, 핵심은 나의 “삶(몸)과 터에 뿌리

내린” 지식이고, 관점이며 비평인 것이다. 이는 추상적 이성이 아

닌 주관적 경험과 장소에서 비롯되는 관점의 중요함을 극명히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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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는 수사이며 동시에 실천기법이다. 세상을 알기 위한 첫걸음

으로써 ‘이성’이 아닌 당사자의 주관적 ‘감정’과 역사적 ‘경험’에 

착근된(embodied) 관점을 이론과 지식(생산)의 중심에 놓는 것이

다. 따라서 이러한 접근을 통한 앎은 부분적이며 특수적이고, 지역

적이며 역사 맥락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도나 해러웨이(Donna 

Haraway)가 강조하듯, 탈식민주의는 이러한 “부분적(파편적)” 이

해와 접근이 더욱 “객관적”인 것이며, 진리추구에 더 적합하다고 

본다(Haraway 1988, 583). 

위와 같이 피지배자의 주관적 감정과 경험을 인식과 실천의 

중심에 두는 탈식민주의는 곧 서구(근대서양철학)의 이성중심주의

와 그것의 ‘보편화’에 대한 강한 거부라고 할 수 있다. 탈식민주의 

입장에서 볼 때, 식민주의의 근거가 되는 근대서양철학의 이성주의

와 자유주의, 그리고 이에 대한 보편화는 식민지배자의 착취와 지

배를 정당화하는 정치적 프로젝트에 불과한 것이다. ‘근대’의 서양

은 ‘이성적’ 행위자이며 ‘과학’을 발전시킨 ‘계몽’된 문명 주체라는 

믿음에 서구 식민주의는 기반을 둔다. 이성적이고 근대화된 서구에 

비해 비서구는 ‘열등’하고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인 객체로 타자

화된다. 그러므로 이들은 ‘계몽해야 할 대상’, 즉 ‘식민의 대상’으로 

합리화되는 것이다. 달리 말해, 근대서양=이성=정상=보편이라

는 도식에 따라 위계적으로 타자화된 비서양은 전근대적이고 비이

성적인 ‘객체’이며 계몽의 대상이 되어 결국 식민주의로 이어졌고, 

이는 심지어 서구가 비서구를 위해 이행해야만 하는 일종의 “도덕

적 책무(moral responsibility)”처럼 합리화되고 정당화되기도 했다

(Jabri 2013, 18-24). 서양의 합리적 근대성이 곧 해방적 근대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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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되어) 이해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두셀 2011:230-240). 

이렇게 볼 때, 근대성과 식민(성)은 깊게 엉기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대를 위한 식민, 식민에 의한 근대가 동면의 양면처럼 서

로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흔히 근대는 “객관적인 과학, 보편적

인 도덕과 법, 자율적인 예술을 … 발전시키고자 했던 18세기 계몽

주의 철학자들에 의해 정식화”된 것으로 이해된다(Habermas 1980, 

1-7). 하지만 이는 계몽과 근대기획의 기저에 흐르는 수탈적 자본

주의와 서구식민주의의 비서구 인종에 대한 착취, 정복, 억압, 지

배행위, 그리고 이것의 정당화 논리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한 것이

다(Mignolo 2011). 서양의 철학과 정치학(그리고 이것을 무비판적으

로 수용하는 시각)에는 근대성에 은폐된 식민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

다. 이를 문제 삼고 극복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바로 라틴아메리카 

탈식민주의 학자들이 진행하고 있는 “근대성/식민성/탈식민성 기

획”이다. 이 프로젝트의 주요 참가자인 끼하노는 “식민성과 근대

성/합리성(Coloniality and Modernity/Rationality)”이라는 제하의 

논문에서 근대(성)의 시작은 18세기 계몽주의 철학이 아니라, 16

세기 초 유럽의 라틴아메리카 정복으로부터 비롯된 식민과 자본주

의체제였음을 밝히고 있다(Quijano 2007, 168-178). 근대는 전근대

의 탈주술적 기획으로써 인간의 이성에 기초한 보편타당한 논리가 

아니라 식민주의라는 규율, 지배, 그리고 폭압의 논리라는 것이다. 

근대서양철학에 내재된 인간 이성에 대한 ‘보편적’ 믿음과 그

것에 기초한 인간행동에 대한 ‘보편화된 설명’은 곧 인류는 반드시 

그렇게 (서양이 이해하는 이성의 방식으로) 행동해야만 한다는 ‘규율

적’ 기능을 발현하게 된다. 근대서양의 이성주의가 곧 “인식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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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epistemological ideal)”이 되는 것이다(Epstein 2014, 299). 예

를 들어, 무엇이 타당하고 과학적인 지식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성적이며 계몽된’(것으로 여겨진) 근대서양에 의해서 규정되고 

따라서 이러한 규정에서 벗어난 지식은 폐기나 거부의 대상이 된

다(Shiva 1997). 이는 과학 이전이 이미 과학을 ‘보증’하는 ‘정치’가 

작동했음을 잘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서구식민주의는 근대

서양의 사상과 규범의 확산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서구제국주의자들은 ‘서양의’ 철학과 과학을 ‘지구 보편

적’인 것으로 (잘못) 인식하게 하고 수용시켰다는 점에서 핀모어와 

시킨크(Finnemore and Sikkink)가 말하는 대표적인 “규범 주창자

(norm entrepreneurs)”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1998:893). 이

는 ‘서구 중심적’ 사상이 인간의 인식과 행동체계에 관한 ‘보편적’ 

판단 잣대가 되어 서구 식민주의에 정당화를 부여하는 논리로 활

용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피식민자와 피식민

지의 주관적 역사 경험과 관점은 소거 및 삭제된다. 서양근대철학

의 이성주의와 이에 대한 지구 보편적 믿음, 그리고 이를 정치적, 

물리적으로 행사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속에서 지역적 경험과 주

관적 감정은 그저 배제, 계몽, 삭제의 대상이 될 뿐이다. 

결국 이것은 ‘순수이성’ 철학이 아닌 지배 권력의 정치적 프

로젝트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당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

연스러운 문제의식으로써 탈식민주의는 “식민성”의 해체 혹은 극

복을 주창하는 것이다. 그리고 해체와 극복을 위한 첫 단추가 바

로 탈식민주의에서 강조하는 “위치 지워진”, 즉 나의 “삶과 터

에 뿌리내린” 시각으로 수행하는 비판적 성찰이다. 이것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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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해서 식민주의 사고체계를 해체하여 지배 논리로부터의 해방

(liberation)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탈식민주의는 식민주의 지배 

논리나 규범의 내용보다는, 그러한 논리와 규범의 ‘기원’과 ‘재생

산’의 메커니즘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에 집중한다. 어떻게 (서구

의) ‘특정한’ 사고체계가 지역과 문화의 차이를 넘어 ‘보편화’ 되었

는가라는 질문에 천착하게 된다. 요컨대 규범의 내용 그 자체보다

는 규범‘화’ 과정과 정치적 기제를 연구의 중심에 두는 것이다. 물

론 해방의 목적은 ‘서양=이성=보편’이란 도식을 통해 지워진 혹

은 소거된 지역적, 특수적, 부분적인 경험과 지식을 ‘여기-나’의 

시각으로 성찰하면서 되살려내는 일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탈

식민주의는 다양한 측면에서 현재진행형인 규율, 억압, 착취, 불평

등으로부터의 해방과 ‘지배-피지배’ 구조의 해체를 시도한다. 예

를 들어 신자유주의 경제시스템과 서구금융권의 자본독점에 의

한 양극화와 21세기형 경제적 식민화로 불리는 이른바 “엑스트

라 액티비즘(Extra-activism)”의 해체할 것을 강조할 수도 있으며

(알바로 리네라 2015; Kidd 2016) 혹은 푸코(Foucault)의 언어를 빌

리자면, 우리의 생활세계에서 일상적, 그리고 미시적으로 작동하

고 있는 감시와 검열이라는 “생체권력(bio-power)”과 “육체에 각

인된” 내 안의 순응성으로부터 해방될 것을 우선시할 수도 있다

(Foucault 2006). 무엇보다 정신과 (무)의식에 깊게 침윤된 ‘식민

성’의 해체를 ‘근대성’에 대한 저항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을 강조

할 수도 있다(Quijano 2007; Mignolo 2011). 그리고 해체, 해방, 저

항의 방식으로써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가 말하는 “논 세

르비암(Non-Serviam)”, 즉 자기성찰과 주체적 저항정신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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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될 수도 있고(Said 1996, 32-47), 호미 바바(Homi Bhabha)가 논

했던 것처럼 식민지배자를 “흉내내기(mimicry)”함으로써 지배자

의 정체성 분열을 유도하여 지배자(논리)가 전복될 수 있음을 상

징화시킬 수도 있다(Bhabha 1994, 47-55). 혹은 가야트리 스피박

(Gayatri Spivak)처럼 헤게모니 권력에 종속되어 있거나 권력의 

접근을 거부당한 하위주체(농민, 노동자, 여성 등), 이른바 서발탄

(subaltern)에게 “말을 걸고” 그들의 목소리를 중심에 두는 서술

작업이 강조될 수도 있다(Spivak 1999, 110). 나아가 프란츠 파농

(Frantz Fanon)처럼 지배 권력의 해체와 식민성의 극복을 위해 무

력투쟁과 폭력이 수반되는 행동이 가장 우선시될 수도 있다(Fanon 

2008 [1952]).  

무엇을 강조하고 우선시하든, 탈식민주의가 공통으로 중시하

는 것은 피지배자 자신의 삶과 장소에 착근된 시각을 통해 (서구중

심적) 이성주의/보편주의가 해체되고, 지배 정당화 논리체계에서 

해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주변부의 (삭

제/소거되었던) 주관적이고 지역적이며 따라서 부분적인 경험과 감

정을 전면에 (재)등장시켜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는 작업으로 이어

지게 된다. 파농의 다음과 같은 발언을 보자. “태생적으로 지닌 열

등감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난 스스로를 흑인이라 단언

하기로 했다. 다른 사람들이 날 인정하길 주저하기에 단 하나의 해

결책만이 있다. 그것은 자신을 알리는 것이다”(Fanon 2008 [1952], 

11).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식은 탈식민지적 민족주의 운동, 예컨

대 에메 세자르(Aimé Césaire)가 주도했던 흑인 정체성 회복 운

동이자 범아프리카 민족주의 담론이라고 할 수 있는 “네그리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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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ritude)”에서도 잘 감지된다.6  

하지만 여기서 고민이 필요한 질문이 있다. 그렇다면, 탈식

민주의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지점은 토착 주의인가? 이 질

문은 서두에서 소개한 탈식민주의를 이해하는 세 번째 측면과 연

결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논한 탈식민주의의 문제의식

과 그것의 논리적 근거 및 전개가 최종적으로 가리키는 지점은, 이

미 언급한 바와 같이 주변화되거나 억눌린 자기 정체성(주체성)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탈식민주의의 지향점을 모

두 포괄한다고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자기 정체성의 회복

만을 강조할 경우, 탈식민주의에 대한 오독으로 이어질 수도 있

다. 물론 탈식민주의는 (서구중심적) 이성/보편주의와의 “연결고

리를 끊어내고(delinking)” 대항 담론과 저항운동으로써 (비서구

의) 주관적이고 지역적인 경험과 감정을 되살려내려고 한다(Amin 

1990). 하지만 이와 동시에 ‘되살려낸’ 지역적 시각으로 또다시 ‘보

편화/타자화’하지 않는 것이 탈식민주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해

진다. 달리 말해 지배자 중심의 정형화, 혹은 들뢰즈(Deleuze)의 

표현을 빌리자면, “코드화” 혹은 “영토화”라는 기제를 통해 만들

어진 “차이”와 “구별짓기”의 경계에서 “탈주”하고(들뢰즈, 가타리 

2003), 주변부의 삭제된 경험, 감정, 관점의 회복을 추구하지만, 그

것의 보편화를 추구할 경우 결국 해체하려는 “구별짓기” 구조가 

그대로 유지/재생산되고 따라서 또 다른 형태의 차별과 배제가 수

반될 수밖에 없으므로 자기 중심적 보편화에 대한 강한 거부를 하

6　 ‘네그리튀드’에 대한 좀 더 깊은 논의는 오생근(2007)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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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는 것이다.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을 넘어 옥시덴탈리즘

(Occidentalism), 그리고 이것을 다시 넘어 ‘포스트’옥시텐탈리즘

이 탈식민주의 논의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Coronil 1996; Fernando 1996; 천 2001; 마갤릿, 부루마 2007; 김은

중 2014). 즉 동양을 서양의 시각으로 타자화하고 왜곡시켜 재현

(representation)하면서 서양의 우월성을 보편화시키는 오리엔탈

리즘과 마찬가지로 옥시덴탈리즘(Occidentalism) 역시 그 대상만 

뒤바뀔 뿐 자기중심적 보편화, 타자화, 권력관계 속에서 왜곡되는 

타자에 대한 재현 등의 문제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사고체계이기 

때문에 탈식민주의 시각에서는 경계해야 할 대상인 것이다. 

2. 탈식민주의의 ‘공감적 다원주의’

이처럼 탈식민주의는 인식적 보편화를 거부한다. 그렇다고 그 대

응으로써 특수성만을 강조하거나 혹은 일반화에 기초한 이론의 유

용성을 부인하는 것 또한 아니다. 이론에는 다양한 ‘기능’이 있으

며(Guzzini 2013), 탈식민주의는 여기서 이론의 설명과 예측의 기

능이 아닌 비판과 성찰적 기능을 강조한다. 나아가 이론, 관점, 설

명의 ‘부분성(partiality)’을 단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강조함으로써 이른바 사회과학 이론이 추구하는 ‘보편성

(universality)’의 한계를 들춰내고 이론(관점)의 범위를 의도적으

로 제한하려 한다. 그러므로 탈식민주의의 시각에서는, 이론적 논

의의 ‘일반화’가 ‘보편화’로 혼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반화가 동화(同化, homogenization)로 오인되어 마치 동의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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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적용되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해진다. 이와 함께 

탈식민주의는 이론화 과정에서도 이론(가)의 주관적이고 부분적인 

경험과 시각을 잃지 않는 일반화를 강조한다. 이런 맥락에서 ‘무엇

을’ 설명하는 이론이냐라는 질문은 ‘어디서’, ‘누구에 의해’ 이론화

가 되었는가라는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로 인식된다. 이러한 인식

을 바탕으로 탈식민주의가 그 무엇보다 중시하는 것은 바로 상대

방에 대한 공감(共感, empathy) 혹은 공감적 사유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자명하다. 보편적인 것으로 (잘못) 여겨지는 역사나 사

상을 나의 ‘삶과 터’의 맥락에서 해체하고 재구성하여 나의 세계를 

만들어간다는 것은, 하나의 세계, 하나의 사상, 하나의 이성, 하나

의 근대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는 

곧 나의 세계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세계를 평등한 주체로 인정하

는 것이며, 다양한 세계, 다양한 역사, 다양한 문화와 사상이 ‘동등

하게 공존’함을 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상대방의 세계

를 그들의 주관적인 경험, 시선, 감정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공감’

의 사유행위가 매우 중요해진다. 탈식민주의가 궁극적으로 지향하

는 곳도 바로 이 지점이다. 

물론 여기에서 공감은 ‘예외’를 인정하는 행위와는 차원이 다

르다. 타자의 어떤 경험과 시각을 특수한 것, 예외적인 것으로 이

해하고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의 시각’이 이미 주류로써 존재하고 

이것이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판단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

한다. 탈식민주의는 이를 해체하려는 담론이며 운동이다. 따라서 

탈식민주의의 입장에서 공감은, 타자를 나와 ‘동등한’ 존재로 받아

들인 상태에서 타자가 느끼는 감정과 특수한 경험을 이해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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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사유 및 실천행위라고 할 수 있다. 즉 낯설게 보이고, 비정

상적이며 특수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에 대한 자동반사적인 거부

나 외면이 아니라 그러한 것에 대한 적극적 받아들임이며 나아가 

“되어보는” 것이다. 공감의 기저에는 근대서양의 추상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존재론과 윤리의식이 아닌, 내 이웃의 고통과 아픔에 대

한 책임을 통감하는 “타자 윤리학”과 이러한 공감을 통해 차별, 구

별, 경계를 ‘초월’하려는 “타자의 변증학(analectics)”이 놓여있으

며(Dussel 2003: 5-8),7 이는 결과적으로 정치적, 그리고 인식적 차

원의 다원주의와 맞닿게 된다.8  

이렇게 종합해 보면, 서두에서 논한 탈식민주의의 ‘탈(脫, 

post)’이라는 용어가 갖는 의미의 중첩성, 즉 무엇 ‘다음에 오는

(coming after)’ 시간적 의미 + 무엇을 ‘넘어가는(going beyond)’

이라는 극복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 있다. (서구중심의) 

보편주의를 ‘초월’하여 다원주의를 ‘공감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이

론이며 실천. 이처럼 탈식민주의가 지향하는 다원주의 (혹은 본고에

7　 앞서 언급한 들뢰즈와 가타리가 “코드” “영토”, “탈주”의 개념과 병행시켜 자신들

의 논의 후반부에 제시하는 “되어보기(becoming)”라는 개념은 탈식민주의 학자 

두셀의 “타자의 윤리학” 개념과 인식적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되어보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개념적 해설은 이정우(2008)을 참

조할 것.

8　 여기서의 다원주의는, 서양철학의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에 기반한 다원주의를 가

리키는 것이 물론 아니다. 민주주의나 자유 등 사양중심적 (서양기원적) 사상이 

보편적 기준으로 작동하는 가운데 다양성을 인정하는 자유주의 서양철학에는 사

상, 문화, 사회 간의 차별적 구조와 위계적 권력관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및 해체

에 대한 시도가 논외로 되어 있다. 이에 비해 탈식민주의의 (공감적) 다원주의는 

문화, 사상, 정치경제체제, 이데올로기 간의 ‘동등한 주체성’을 강조하고 배제와 

차별적 타자화와 이분법을 ‘해체’하고 ‘초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상

이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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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공감적 다원주의’라고 명하는) 인식적 태도가 주는 함의와 공헌

은 우선 학술적 차원에서 명료하게 드러난다. 

예를 들어 서구 중심적으로 규율과 배제의 기능을 발현하는 

보편성(universality)이 아니라, “복수보편성(Pluri-Versality)”, “복

수 중심적 세계(Polycentric World)”와 같은 대안적 개념들이 두셀

과 아민 등의 탈식민주의 학자들에 의해 사용되면서 진보, 진리, 

과학에 관한 기존의 편협했던 서구 중심적 논의가 더욱 확장되고 

풍부해질 수 있었다(Amin 1990; Dussel 2003). 문화연구에서도 마

찬가지다. 일례로 문화다양성에 대한 연구만 하더라도 기존의 ‘다

문화주의’를 넘어 ‘상호문화주의’가 강조되고 있다(안태환 2009: 

112-121; 양운덕 2001: 48). 탈식민주의 시각에서 보자면, 다문화주

의는 지배문화의 해체가 아닌 문화적 다양성을 문화상대주의적 입

장에서 인정하여 결국 현상유지의 성격을 내재하고 있으며 또한 

문화와 21세기 신자유주의 자본과의 결탁을 비판적으로 고찰하

지 못하고 있다.9 따라서 ‘지배-피지배’라는 문화 간 권력관계를 들

춰내고 그것을 초월하여 문화 “주체들 사이의 ‘평등한’ 대표 가능

성을 지향”하는 ‘상호문화주의’가 새롭게 대안으로써 논의되고 있

는 것이다(안태환 2009: 116).10  더불어 탈식민주의는, 근대서양의 

9　 이에 대한 다층적 비평은 슬라보예 지젝(Slavoj Zizek)의 연구(Zizek 1997)에서 

찾아볼 수 있다.

10　 탈식민주의 학자들이 ‘상호문화주의’를 강조한다고 해서 문화적 다양성 확장에 

큰 공헌을 한 다문화주의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다문화주

의가 놓치고 있는 문화의 ‘권력관계 문제’를 좀 더 구조적인 차원에서 비판하고 

이를 해소하려는 시도에서 ‘상호문화주의’가 논의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 

점을 명료하게 할 수 있도록 “문화적 순혈주의”의 경계를 지적해주신 박건영 교

수님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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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심적 세계관과 실증적 자연주의에 의해 배제되어 왔던 공

감, 즉 ‘감정’의 영역을 사회‘과학’의 영역으로 복귀시킴으로써 새

로운 지적발견의 계기도 마련하였다. 예컨대 사회학에서는 감정의 

개념과 영향력에 관한 ‘미시와 거시’ 논쟁을 거치면서 감정과 사회

적 맥락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감정사회학’이 새로

운 연구영역으로 자리 잡았으며(Barbalet 1998; 김홍중 2013), IR에

서도 국가를 “감정적 행위자(emotional actor)”로 보고 감정의 집

단화와 정치화가 이뤄지는 매커니즘을 사회정체성과 연결시켜 파

악하는 이론적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Hutchison and Bleiker 2014; 

Holmes 2105). 물론 감정연구는 IR에서 최근에서야 본격적으로 이

뤄지고 있는 시도들이고, 아직까지 비주류로써 주변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주지하듯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등 IR 주류이론은 근대

서양철학의 이성주의와 개인주의(즉 개인주의 합리성)에 기반한 이

론이다. 더불어 실증주의 과학관을 그대로 받아들여, 보편화된 설

명과 예측 그리고 경험적 검증을 타당한 연구의 판단‘잣대’로 삼

고 있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탈식민주의를 통해 새로

운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삭제, 소거 혹은 배제되어오던) 문제와 이

슈를 사회과학의 전면에 내세워 이론적으로 혹은 경험적으로 연구

한다는 것은, 지적 외연의 확대란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

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탈식민주의의 ‘공감적 다원주의’는 기

존이론에 대한 비판적 대안을 제공하면서도 배제나 차별이 아닌 

‘공존’을 추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과학의 지적기반을 ‘견고

화’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탈식민주의에서 강조하는 당사자의 “삶과 터에 뿌리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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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과 시각으로 재조명되고, 재구성되며, 재발견된 지식은, 미뇰

로와 끼하노가 말하는 지식과 권력의 “식민성”을 극복하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며(Quijano 2000; Mignolo 2011), 압둘 잔모하메드

(Abdul JanMohammed)가 말하는 서구중심의 “인식적 폭력”에 대

항하기 위한 필수조건이기도 하다(성정혜 2012: 92).  

그렇다면, 이러한 탈식민주의의 학술적 공헌이 한반도의 ‘현

실’문제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아래 절에서는 탈식민주의

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나 외교의 문제에 어떤 대안적 시각

과 통찰을 제공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III  탈식민주의를 통해 본 한국의 대표적 

국제정치현안: 북한 문제

1. 한국의 대북정책: 현실주의 혹은 자유주의

한국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국제 및 외교 문제 중 하나는 바로 북

핵문제와 통일문제를 총칭하는 이른바 ‘북한 문제’일 것이다. 김대

중 정부를 시작으로 지난 20여 년간, 한국 정부가 취한 대북정책을 

개괄적으로 요약하자면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로 이해될 수 있다.11 

11　 한국의 대북정책을 현실주의 혹은 자유주의 (나아가 구성주의까지), IR의 주류이

론으로 분석한 연구는 상당히 많기에 본 절에서는 더 이상의 자세한 논의를 하지 

않는다. 더불어 여기서는 지난 20여 년간의 대북정책을 상술하기 보다는 그것들

의 주요특징들만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단순화의 위험성이 있지만, 앞

서 적시한 바와 같이 본고의 주된 목적은 탈식민주의와 같은 비주류 이론,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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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햇볕정책으로 일컬어지는 자유주의/기능주의 기반의 포용정책

과 호혜성을 강조하는 현실주의 강경정책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

이다(황지환 2011). 예를 들어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은 대표적인 

포용정책으로써 기능주의적 통합론 및 제도주의 협력론에 기반을 

두어 “접촉, (경제적 물자) 제공, 대화를 통한 북한의 변화 모색”을 

햇볕정책이란 이름으로 추진하였으며(구영록 2000), 노무현 정부

의 대북정책은 “평화번영정책”이란 이름으로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을 계승하면서 외연을 동북아시아로 확장시켜 적극적인 대북 

포용정책과 함께 ‘동북아경제중심’과 ‘동북아시대구상’을 국가미

래비전과 외교정책목표로 설정하여 실행한 바 있다(조찬래 2008).12 

이에 비해 이명박 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에 나

선다면 10년 후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가 되도록 지

원하겠다는 구상을 “비핵・개방 3000 정책”으로 명하면서 “엄격한 

상호주의”를 대북정책으로 실행하였다(최진욱 2008).13 지금의 박

근혜 정부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함으로

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통일기

반 구축”을 목표로 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대북정책의 기

에서 상대적으로 더욱 주변부에 위치된 이론을 렌즈로 ‘동일한’ 현실의 문제를 

‘다르게’ 보는 데 있다. 예컨대 서구중심적이며 이성주의 (합리주의)에 기반을 둔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이론이 놓치고 있는 감정의 문제와 탈식민주의가 지향하는 

‘공감적 다원주의’가 현실에서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중요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

를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세한 정책설명보다는 탈식민주의를 ‘통해’ 

그 정책의 주요한 특징들을 재조명/재구성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12　 관련된 정부문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대통령 기록관, ‘제16대 대통령 동북아시대 

구상’; 대통령 기록관, ‘제16대 대통령 청와대정책브리핑’.

13　 관련된 정부문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대통령 기록관, ‘제17 대 대통령 국정지표’; 

대통령 기록관, ‘제17 대 국정운영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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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로 내세우고 있다(통일부 2013). 나아가 청와대와 통일부는 “신

뢰란 서로 대화하고, 약속을 지키며, 호혜적으로 교류・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축적”되며, 북한의 “평화를 깨는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함으로써 [북한을] 협력

의 길로 나오게”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14  

그러나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서로 다른 정부가 추진한 대북

정책들은 결과적으로 보면 그 목표를 달성했다고 볼 수 없다. 2006

년, 2009년, 2013년, 그리고 2016년까지 이어진 총 4차례의 북한 

핵실험과 뒤이은 수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시도)는 지난 20여 

년간 진보와 보수를 망라한 한국정부들이 취한 대북정책의 실효

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더욱이 “기존 대북정책의 한계를 극

복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법을 구사해야 할 시점”(통일부 2013)이라

는 인식하에 추진된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개

성공단 전면폐쇄’라는 사건이 상징하듯 남북 간 신뢰보다는 불신

과 상호비난이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되었다. 진보적 정부와 

보수적 정부 모두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정책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왜일까? 무엇이 문제인가? 탈식민

주의 시각을 상기해 보면 문제의 원인을 새롭게 파악할 수 있다. 

2. 탈식민주의로 북한 문제 톺아보기

앞서 자세히 논의한 바와 같이, 탈식민주의의 궁극적 지향점은 “식

14　 청와대, ‘박근혜 정부 3년 정책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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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성”의 극복과 ‘공감적 다원주의’다. 이성과 서구 중심의 보편적 

접근을, 행위 당사자의 주관적이고 특수한 경험과 감정으로 해체

하고 재구성하여 삭제 및 주변화 되었던 주변부의 세계를 살려내

고 다원성을 회복하는 것이 탈식민주의의 ‘고갱이’다. 그렇다면, 

탈식민주의 시각에서 북한 문제 해결은 기존의 대북정책이 얼마나 

(서구) 이성중심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의 군사주

의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결과론적이고 현상적인 질문에 앞

서, ‘왜’ 그러한 군사 강경노선을 취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역사 ‘기

원적’ 질문을 중심에 놓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나라가 군

사 강경적이라면, 그 나라의 역사적 맥락 ‘안에서’ 군사 강경성의 

의미와 기원에 천착해야 하는 것이다. 달리 말해 탈식민주의 시각

에서 보자면, 기존의 자기중심적 보편화를 넘어 당사자 (북한)의 

주관적인 역사경험을 세밀하게 조망하여 그들의 감정과 행위의 발

생기원에 관한 이해가 중요해지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신뢰 프로세스’를 예로 먼저 

들어보자. “기존 대북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북한 핵 문제 해

결,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정착, 통일기반 구축”을 달성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는 남북 간 신뢰구축을 “최우선적” 과제로 제시하

였다.15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과제설정이었음도 불구하고, 원하

는 결과는 달성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탈식민주의 시각에서 보자

면 자명하다. 

15　  통일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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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는 ‘감정’이다. 감정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공감적’ 

감정이 신뢰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신뢰)를 얻기 위한 정부의 대

응은 이성적, 결과론적 차원의 접근이었고 엄격한 ‘현실주의’ 정책

이었다. 예컨대 박근혜 정부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 북한이 

국제적 기준과 모든 합의를 준수하는 관행을 만들고 … 북한의 무

력도발을 용인하지 않고 …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

로 견인”16 하는 것을 신뢰구축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여겼다. 이

러한 차원에서 강력한 대북억지 수단, 예컨대 사드(THAAD)배치, 

한・미・일 삼각동맹강화, 국제사회(UN)를 통한 강력한 대북압박 

및 제제는 정당화된다. 여기에는, 문제 발생의 ‘역사기원적’ 분석

과 이를 통한 행위 당사자의 ‘감정세계’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자

리 잡을 곳이 없다. 한반도와 북한의 “삶과 터에 뿌리내린” 시각에

서 보는 문제원인의 역사적 이해와 공감적 해법 모색이 빠져 있다. 

대신, 남북 간 신뢰라는 ‘감정’의 문제가 ‘이성’으로 접근되고 있다. 

신뢰(감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억지, 균형, 상호주의라는 서구중

심적으로 보편화된 ‘이성’의 수단이 현상적이고 결과론적 차원에

서 동원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여기서 북한은 이른바 ‘국제사

회’에 편입시켜야 할 대상으로 취급된다. 북한은 계몽과 교화의 대

상인데, 그 교화와 계몽의 주체는 ‘서구화된’ 한국이며 미국 중심

의 국제사회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감정의 문제를 이성의 수단으로 해결하려는 오류, 그

리고 문제해결 이후의 모습에서 자기중심적인 (즉 한국/서구중심적) 

16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취임사’; 통일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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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만을 설정하고 있는 오류는 남북 간 신뢰구축을 매우 어렵게 

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러한 오류는 비단 박근혜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 정책”의 기본 전제 역시

도 타자의 계몽과 규율, 그리고 그것의 자기중심적 접근이 깔려 있

다. 열등한(궁핍한) 타자/북한이 우월한(부유한) 자아/한국/서구사

회‘처럼’ 변하기만 하면, 경제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비핵・개방 

3000 정책”은 전형적인 서구중심주의 접근이며 “권력의 식민성”, 

즉 자기중심적 보편화가 너무도 명확히 발화되고 실행된 정책이

었다. 특히 이 정책에는 두 층위의 자기 중심성이 깔려 있다. 하나

는 나‘처럼’ 우선 변해야 한다는 전제로써의 자기중심적 층위가 있

고, 그렇게 전제를 충족시키면 ‘더욱 더’ 나처럼 될 수 있도록 개입

하겠다,라는 실천으로써의 자기중심적 층위가 있다. 물론 여기서

의 ‘나’는 서구중심적 자본주의 세계와 동일시되며, 이러한 동일시

는 다음과 같은 믿음으로 이어지곤 한다. 세계가 “자본주의 국제사

회에 편입하는 것은 ‘보편적’ 세계사의 흐름”이며 따라서 “북한을 

국제사회에 편입시킴으로써 핵 문제 해결”을 이룰 수 있고, 따라서 

한국은 북한의 행동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를 

유연하게 구사”하여 북한을 국제사회에 적극 편입시킬 필요가 있

다(서재진 2008, 20). 

이명박 정부와 달리 남북 간 대화와 교류를 강조하고 실행했

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역시도, 북한을 ‘밖’으로 끌어내어 

국제사회로 ‘편입’시키는 것을 중시한 바 있다(고유환 2005, 28-29; 

하상식 2009).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다음과 같은 발언이 이를 잘 보

여 준다. “우리정부의 대북정책목표는 남북 간 불신을 … 협력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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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환하고 … 북한이 개방과 시장경제로 전환하고 책임 있는 성

원으로 국제사회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김대중 1999). 요컨대 

북한 문제에 있어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간에 경제적이고 도

덕적인 정당성은 ‘국제사회’에 우선적으로 부여된다. 여기서 국제

사회는 물론 ‘서구화/자본화된’ 사회를 가리키며, 이곳으로 북한

을 유도하는 주체도 서구화/자본화된 한국이다. 이런 측면에서 대

화와 접촉을 중시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 역시 ‘자기중심적 보

편화’를 해체하려는 탈식민주의의 강한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특

히 경제적 지원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고 국제사회로 끌어낼 수 

있다는 믿음 (“햇볕론”)과 경제적 협력(남북경협)의 성과가 지속되

어 넘치면 정치, 안보와 같은 다른 영역에서의 교류와 협력으로 흘

러갈 수 있다는 ‘기능주의’는 전형적인 서구의 자유주의사상에 기

반한 정책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한반도에 착근된 복잡한 문

제를 기능주의, 제도주의와 같이 서구중심적으로 보편화/단순화된 

수단으로 해결하려 했다는 점에서 진보정권도 보수정권과 동일한 

종류의 오류를 범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북한의 변화는 필요하다. 하지만 그 변화가 계몽과 교화

로 인식되고, 나아가 그 계몽과 교화의 주체가 ‘서구화된’ 한국이

며, ‘미국 중심’의 국제사회라면 북한의 변화나 북한 문제의 근원

적 해결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신뢰, 대화, 협력, 교류, 지원, 햇볕, 

개혁, 개방, 비핵화, 통일(대박) 등 북한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담

론과 정책이 만들어졌지만, 여기에는 선과 악 혹은 우등(優等)과 열

등(劣等)이라는 이분법적이고 위계적인 사고체계가 공통적으로 흐

르고 있다. 탈식민주의적 시각에서 보자면 북한 문제 해결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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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바로 이러한 이분법적이고 위계적인 사고체계로부터의 ‘해방’

이다. 그리고 이것은, 신뢰나 두려움과 같은 주관적인 감정의 문

제를 추상적인 이성의 수단으로 해소하려는 서구근대성의 ‘해체’

와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해방과 해체를 기초로 하여 북한의 의

도나 행위를 그들의 주관적인 역사 경험 ‘속에서’ 파악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예컨대 탈식민주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질

문을 해볼 수 있다. 북한의 강경군사 노선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

일까? 그들의 강경군사 노선 기저에는 어떤 ‘감정’이 자리 잡고 있

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을 고민한다는 것은 자기중심적 보편화를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이다. 그리고 자기중심적 보편화의 해체는 

상대방과의 ‘신뢰’를 쌓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체제가 수립된 이후 그들이 관통한 역사적 경험과 궤적을 간

략하게나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냉전시기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북한에 미국은 북한 존립

을 위협하는 ‘항시적’ 위협이었다. 무엇보다 북한은 한국전쟁에서 

미국의 개입과 함께 체제 존립의 근간이 무너질 뻔한 경험을 했으

며, 이는 이후 북한의 대미 위협인식을 갖는 데 직접적인 원인으로 

기능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북한의 대미 위협감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것을 넘어 내면화되었는데, 대표적으로 1960년대 쿠바 

미사일 사태와 베트남전쟁, 그리고 공산권의 붕괴에 이은 미국 중

심의 국제질서와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악의 축” 발언 등은 북한

의 대미 위협감을 강화/유지시키는 큰 요인이 되었다. 

하지만 냉전시기 북한이 느끼는 위협감과 고립감에 더 큰 변

수로 작동한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중국(및 소련)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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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였다고 할 수 있다. 이른바 ‘혈맹(血盟)’으로 알려진 것과는 다

르게 북중관계에서 발생한 긴장과 갈등은 1950년대부터 시작되어 

냉전 종식 이후까지 오랜 시간 지속되었다. 냉전시기 ‘한・미・일 

남방삼각동맹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된 것과 달리 ‘북・중・소 북

방삼각동맹체제’의 결속력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매우 불안정했다. 

물론 북한은 체제수립 과정과 한국전쟁, 그리고 전후 복구과정에

서 중국과 소련으로부터 많은 원조를 제공받았지만, 중국과 소련의 

내정간섭은 북한 정권의 존립을 흔들 정도의 심각한 위협이었다. 

1956년 ‘8월 종파사건’이 이를 잘 보여준다. 한국전쟁 이후 3년 만

에 북한 내의 연안파와 소련파가 8월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을 제거

하려 했다. 결과적으로 이 계획은 사전에 누설되어 좌절되었고 관

련 인사 상당수가 비밀리에 중국으로 도피했거나 숙청됐다.17 하지

만 중・소 양국은 ‘8월 종파사건’과 관련된 인사들에 대한 북한 지

도부의 처리방식을 매우 탐탐치 않게 여겼으며, 이에 미코얀과 펑

더화이가 이끄는 양국의 공동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하게 된다. 그 

결과 양국의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9월 전원회의에서 북한 지도부는 최창익과 박창옥을 당중앙위원으

로 복귀시키고, 윤공흠, 서휘, 리필규 등의 출당조치를 취소하는 결

정을 내리게 된다. 이처럼 정권을 전복하려던 세력을 중・소 양국의 

압력으로 다시 복귀시킨 ‘8월 종파사건’은 중국과 소련에 대한 북

한의 불신과 위협감을 키운 결정적 사건이었다.

여기에 더해 1960년대 베트남전쟁에서 중국은 미국에 대한 

17　 ‘8월 종파사건’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할 것: 박영실, 

『8월 종파사건』 (파주: 백년동안, 2015), pp. 13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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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진영의 공동대응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뒤이은 문

화대혁명 이후 문혁지도자들과 홍위병들의 북한과 김일성에 대한 

노골적인 비난은 북한의 고립감과 체제안보에 대한 위협감을 더

욱 고조시켰다. 소련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다. 1962년 쿠바 미

사일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소련의 모습에 대해 북한

은 “소련이 미국에 굴복”했다고 평가할 정도로 소련에 대한 불신

을 갖게 되었다. 흔히 북한은 미국과 남한 등 자본주의진영에 대항

하여 중국 및 소련과의 공고한 연대와 협력을 과시한 것처럼 알려

져 있지만, 실제 북한과 중국 (그리고 소련)의 양자관계는 우호적인 

시기가 오히려 ‘예외적’ 현상으로 여겨질 정도로 끊임없는 긴장과 

갈등으로 점철돼있었다. 더불어 1970년대 미・소, 미・중 간의 데

탕트는 중국과 소련 양국에 대한 북한의 불신을 더 키운 사건이었

다. 실제로 최근 한국외교부가 공개한 1980년대 외교문서에 따르

면, “소련(러시아)은 믿을 수 없고(cannot rely on), 중공(중국)은 믿

지 않는다(doesn’t rely on)”는 김일성의 발언이 나오며, 이는 북한

이 중국과 소련에 대해 강한 불신을 갖고 있었으며 사회주의 진영 

내에서도 매우 큰 고립감을 느끼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연합뉴스 

2016.4.17). 더욱이 1990년 한・소 수교와 1992년 한・중 수교는 북

한의 고립과, 이에 따른 불안감을 극대화한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

다. 결과적으로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북한이 중국과 소련 

관련하여 겪은 일련의 역사적 경험들은, 미국이라는 ‘항시적’ 위협

과 더불어 북한으로 하여금 존립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 고립감을 

지속시키고 내면화시킨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역사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군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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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 관한 ‘역사 맥락적’ 이해가 가능하며 그들의 감정 세계를 파

악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북한을 무조건적으로 악하고 비합리적인 

객체로 여기는 ‘본질주의적 타자화(essentialist othering)’에서 벗

어나는 발판이 될 수 있다. 달리 말해, 자아 (한국/서구) 중심의 ‘우

등-열등’이라는 이분법적 구분과 그 속에서 북한을 계몽의 대상

으로 전제하는 위계적 접근에서 벗어나 상대방에 대한 공감적 이

해가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공감이 동조

(同調)나 동화(同化)가 아니라는 점이다. 누군가에게 공감한다고 

그 상대방과 같아질 필요도 없으며 오히려 그래서도 안 될 것이

다. 이는 “복수보편성”과 ‘다원주의’를 지향하는 탈식민주의 시각

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 공감의 핵심은 자기중심적 구별과 차별의 

초월이다. 초월하여 타자의 존재를 하나의 세계로 인정하는 것이

다. ‘추상적 이성’이 아닌 타자의 ‘특수한 역사 경험’을 살펴봄으로

써 그들의 ‘주관적 감정’세계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과 악, 

우월과 열등이라는 이분법적이고 자기중심적 인식 행동체계를 초

월하는 것이 공감의 핵심이다. 이러한 공감이 수반될 때 비로소 

기존과 ‘같은’ 방식의 대화나 교류라 하더라도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공감은 신뢰의 필수요건이다. 박근혜 정부가 스

스로 강조하듯 “신뢰 부재 상황에서의 일시적 해법으로는 북한 문

제 해결이 어려운 만큼 신뢰를 형성하여 근원적 해결을 추구”해

야 한다. 타당한 판단에도 불구하고, 신뢰라는 주관적 감정의 문제

를 추상적 이성의 방법으로 접근한 오류를 범했다. 더욱이 한국/미

국 중심의 서구모델을 ‘보편적인’ 기준으로 삼고, 북한을 이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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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맞춰 계몽・개혁・개방시켜야 하는 악하고 열등한 타자로 전제

고 있기 때문에 대화나 교류를 하더라도 신뢰를 얻을 수 없는 것이

다. 이러한 ‘자기중심적 보편화’를 전제로 하는 대화나 교류는, 오

히려 상대로 하여금 위협을 느끼게 하는 기제로 작동할 수도 있다. 

요컨대 제제나 봉쇄 혹은 경제적 지원이나 남북대화, 그 어떤 수단

이든 그것이 ‘자기중심적 보편화’와 ‘본질주의적 타자화’ 속에서 

실행되고 있다면 북한 문제는 지속되고 악화될 수밖에 없다.18 그

렇다면 탈식민주의 시각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명확하다. 지난 

20여 년간 실행된 대북정책들에서 감지되는 한국중심(좀 더 정확히 

서술하자면 ‘서구화된 한국’중심)의 자기 보편화에서 벗어나고, 북한

의 주관적인 역사 경험과 감정의 역사 기원적 분석을 통해 또 하나

의 ‘감정’인 신뢰 쌓기를 위해 디딤돌을 놓는 것이다.19 이는 결국 

북한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걸음이기도 하다. 

18　 이러한 문제의식은 김학노, 김두현의 한국의 ‘통일담론’에 관한 연구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비록 ‘감정’ 문제를 논하진 않았으나, 한국이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는

지를 “서로주체적” 담론과 “홀로주체적” 담론이란 개념으로 구분하여 논하면서 

한국이 갖고 있는 “대북자세”, 즉 북한을 어떤 주체로 볼 것인가라는 질문이 통일

문제에 있어 매우 중요함을 설파한다(김학노・김두현 2013, 49). 

19　 북한뿐이 아니다. 이미 핵 협상 타결을 이룬 이란의 경우에도 당사자인 이란의 감

정 (예컨대 존중감, 모욕감, 체면 등)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요소임이 강조된 바 

있다(Mousavian and Shabani 2013, 21). 이런 차원에서 김성경의 남북통일에 

관한 최근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 김성경은 ‘북한 붕괴론’과 같은 북한 정권에 대

한 기존의 고정된 관점에서 벗어나 북한 사회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위해 북한주

민의 ‘마음’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이성 중심의 근대적 

사고의 비판이라는 한 층위와 북한 사회의 이해의 다원화”를 추구하는 것이다(김

성경 201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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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맺는 말

본 논문은 탈식민주의를 ‘문제의식’의 측면, ‘논리적 근거와 전개’

의 측면, 그리고 ‘지향점’의 측면으로 세분하여 살펴봄으로써 복잡

하게 얽혀있는 탈식민주의의 의미를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탈식민주의는 보편성과 팽팽한 긴장 관계를 갖

고, 추상적 이성이 아닌 주관적 감정과 지역적 경험을 전면에 내세

우며, ‘공감적 다원주의’를 추구하고 있음을 논하였다. 그리고 이

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우 큰 학술적, 실천적 함의를 갖는다

고 할 수 있다. 자세히 전술한 것처럼 “복수보편성”, “상호문화주

의”, “포스트옥시덴탈리즘” 등 탈식민주의가 제공하는 대안적이면

서도 상호병행적/공존적 개념은 우리의 이론적 논의를 매우 풍성

하고 견고하게 한다. 그리고 이는 개념 이론적 차원에만 머무는 것

이 아니다. 서두에서 언급했듯, 이론은 단순한 개념체계를 넘어선

다. 이론은 세상을 보는 렌즈의 역할을 하여 우리의 ‘행동’에 실질

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실천의 

문제는 내가 무엇을 볼 것이냐라는 선택의 문제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런 차원에서 탈식민주의라는 비주류 이론을 ‘렌즈’로 

삼아 북한 문제를 관통시켜볼 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적 시각과 

행동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대안적 접근이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국내외 정치적 구조와 비용의 차원에서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탈식민주의의 지향점인 ‘공감적 

다원주의’와 이를 바탕에 두고 있는 “타자의 윤리학/변증학”은, 동

일한 문제를 다르게 볼 수 있게 하면서 비판과 동시에 대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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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는 비단 북한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탈식민주의는 역사 왜곡, “위안부”, 사과의 진정성, 보상 등

등, ‘일본문제’로 총칭될 수 있는 한국의 또 다른 주요 국제현안에

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일차적으로,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의 외교부 장관 회담을 통해 발표된 “위안부” 문제의 ‘합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 필요하다. 신기영이 최근 자신

의 논문에서 적절히 지적하듯, 위안부 문제는 국내적 차원, 외교관

계적 차원, 글로벌 규범의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다층적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간 “양자틀” 속에서 도출된 합의로는 해결

되기 어렵다(신기영 2016, 282-285). 여기에 더해 위안부 문제는 신

기영이 강조하듯 “글로벌 수준”의 규범적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

는 문제이기도 하지만(신기영 2016, 289), 동시에 탈식민주의적 관

점에서 보자면, 한국의 ‘특수한’ 역사경험과 감정의 문제이기도 하

다. 한국여성은 일본군의 이른바 ‘위안소 제도’의 최대 피해자였

다.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등의 여타 아시아 국가의 여성들과 네

덜란드의 여성들까지 많은 여성들이 일본군 성노예제로 인한 피해

를 입었으나, 피해자의 규모와 피해 기간 및 피해정도의 차원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바로 한국의 여성들이었다. 때문에, 전

시 여성에 대한 성폭력 근절 및 해결이라는 일반론/글로벌적 규범

의 측면으로 한국의 “위안부” 문제를 접근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

을 수밖에 없다. 오히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의’ 피해여

성이라는 ‘당사자’로부터 시작되어 그들의 ‘감정’과 경험이 2015

년 한일 양국의 회담문에 과연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비판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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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짚어 봐야 할 것이다. 당사자의 “몸과 터에 뿌리내린” 매우 복잡

한 감정의 문제를 정부 간 협상과 경제적 보상이라는 이성의 수단

으로 접근하는 오류를 또 범한 것은 아닌지 비판적으로 자문해 봐

야만 한다. 다른 한편, 일본을 타자화하고, 도덕적으로 열등한 객

체로 인식하며, ‘무조건적’ 가해자로만 취급하는 한국사회의 ‘보편

화된’ 자기중심적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적 성찰이 요청된다. 한국

을 병합한 가해자로서의 일본도 있고, 20세기 강대국 정치에 의해 

굴종된 (피폭된) 일본도 있을 수 있다. 역사수정주의적 우익의 일

본도 있으며, 역사반성적 진보의 일본도 있다. 일본에는 다양한 모

습이 있기 때문에, 일본을 무조건적 가해자로만 ‘보편화’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탈식민주의 시각에서 중요한 것은, 서구제국

주의에 의해 삭제되거나 소거된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 등 비서

구 (아시아)의 문화, 경험, 역사, 사상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함

께 복원하는 시도일 것이다. 한・중・일 간 서로 다른 역사해석으로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우기에 앞 서, 서구중심적 역사(기록과 교육)에

서 주변화되어 있거나 삭제된 아시아의 역사, 문화, 사상, 감정 세

계를 되살리는 일이 먼저다.20 한・일 간, 그리고 중・일 간 서로를 

향한 깊은 불신과 ‘피해자(자아)-가해자(타자)’라는 이분법적 도식

의 해체는 “식민성”의 극복과 병행될 때 비로소 가능하며, 이는 한

중일 간 협력과 치유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앞서 강조했듯, 결국 

20　 이에 대한 체계적 저술작업이 국제정치적 맥락에서는 최근에서야 비로소 시도

되고 있다. 다음을 참조할 것: https://www.routledge.com/IR-Theory-and-

Practice-in-Asia/book-series/IRT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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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식민주의는 서구중심적 보편주의를 ‘초월’하여 다원주의를 ‘공

감적’으로 이뤄가고자 하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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