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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째동풍흑톱옐빽I 1:뼈흔~<2l쩍뿔 웰뼈 

박지향 교수의 『제국주의 : 신화와 현실~(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의 기본적 

인 문제의식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근대 유럽의 제국주 

의를 정치적 혹은 경제적 측면에서 해석하는 것은 제국주의에 대한 올바르고 폭 

넓은 이해와 그것이 미친 장기적인 영향의 분석을 방해하므로 그것을 문화적인 

현상으로 인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제국주의의 지배와 그에 대한 대 

응의 문제를 단순히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와 식민지민들의 저항이라는 이분법으 

로 파악하는 것은 제국주의의 작동기제를 단순화하는 것이므로 그 문제를 제대 

로 이해하기 위해선 제국주의(자)와 식민지(민)의 상호관계/작용의 측변에서 바 

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지적이 틀린 것이 아니라면 처자는 이 책 

을 통하여 지금까지의 제국주의에 대한 우리의 협소한 이해 흑은 그것에 대한 

우리의 문제화 방식과 범위를 확장시켜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른바 

세계화 혹은 골로별리즘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우리의 삶의 얼마나 많은 부분과 

영역이 여전히 제국주의 시대의 유산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iii 쪽) 

제국주의가 이미 지나가 버린 역사가 아니라 현실에서 ‘여전히’ 혹은 ‘아직도’ 작 

동하고 있는 문제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점이 그 

입장의 차이와 상관없이 이 책에 대해 학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유일 것이 

다. 필자도 저자의 그같은 새로운 문제제기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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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이 책에서 드러나고 있는 제국주의에 관한 저자의 

문제의식 혹은 견해에 관해서는 몇 가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없. 제혹주외， 석막종의， 식면톰톰 

우선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개념의 구분 및 그와 연관된 용법에 관한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책의 제목은 ‘제국주의’이고 저자도 “주로 제국주의자 

의 논의와 행위를 다루고"(ψ쪽) 있다고 말하면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는 어원 

도 다를 뿐 아니라 용법도 다르고 그것들이 출현한 시기와 그것들이 포괄하는 

범주도 다르지만， 이 책이 다루고 있는 시기인 19세기 이후 20세기 전반까지 유 

럽의 “제국주의는 대채로 식민주의의 형태를 띄고 있었고， 따라서 이 책에서 두 

개념은 거의 구분없이 사용될 것’'(22쪽)이라고 말하고 있다. 앞의 시기에 유럽의 

제국주의가 식민주의의 형태를 띄고 있었다는 저자의 지적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이드(E. Said)는 제국주의란 ‘멀리 떨어져 있는 영토를 지배하는 본국의 태도 

와 그 지배의 실천 및 그 지배에 관한 이론’을 말하며， 식민주의란 ‘멀리 떨어져 

있는 영토에 정착지를 건설하려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둘을 구분하고 있다1) 

여기에서 문제는 저자와 달리 사이드는 그 두 가지를 구분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사이드의 구분법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만일 사이드와 같은 식으로라도 

그 두 개념을 구분하지 않으면 중요한 문제가 가리워지게 된다는 점이다. 

저자가 이 책에서 거륭 주장하고 있듯이 제국주의를 그저 식민지 지역의 정치 

적 주권의 침탈이라는 면에서， 또는 금융자본주의 단계의 유럽 자본의 운동방식 

이 동반한 식민지 경제의 일방적 수탈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은 흔히 그러 

한 해석이 보여 준 사실의 과장이나 왜곡에 - 다시 말해 이 책의 부제처럼 ‘신 

화’에 - 빠질 우려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만 해석하게 되면 식민지 본국민이건 

식민지민이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인 삶과 의식에서 제국주의로부터 깊 

1) Bill Ashcraft, Gareth Griffiths and Helen Tiffin, Key Concepts in Post-Colon따l 

Studies (Routledge, 1998), 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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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처를 입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소홀히 하게 된다. 저자가 제국주의에 대 

한 종래의 해석을 비판하면서 최근의 새로운 이론들과 견해들을 끌어와 제국주 

의에 대한 문화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하는 것도 그 점을 상기시키고자 하기 때 

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와 함께 우리가 또 잊어서는 안되는 것은 그 같은 상혼을 남기고 있 

는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향해서 지배담론 - 제국주의에 대한 문화적 접근에서 

주요한 연구대상이 되고 있는 ‘식민담론(coloni머 discourse) ’ 을 끊임없이 ‘생 

산’하여 왔다는 사실이다. 사이드가 『오리엔탈리즘』에서 푸코(M. Foucault)의 계 

보학적 담론분석의 방법을 원용하여 이미 밝혔듯이 그 식민담론은 오랜 기간동 

안 유럽에 ‘의해서’ 유럽의 타자인 비유럽을 상대로 그 타자를 묘사하고 전유하 

고 통제하기 위하여 생산되어 왔다. 그것의 생산은 기본적으로 권력관계， 즉 지 

배/종속관계의 생산이었고， 그것의 목적은 비유럽 지역에 대한 유럽의 문화적 헤 

게모니의 확립이었다. 그러한 목적으로 생산된 지배 이데올로기로서의 식민담론 

은 제국주의의 식민주의적 지배를 통해 식민지 영토에 전달되어 식민지민들에게 

유통되고 소비되었다 제국주의 국가들에 의한 식민지에서의 근대적인 법과 제 

도의 이식과정， 또는 철도 · 항만 。 통신 o 전기 。 학교 · 의료기관 등의 설치과정은 

그 지배 이데올로기로서의 식민담론이 물질화되는 과정이었을 뿐이다 그리고 

식민담론의 소비자들은 그것들을 이용(소비)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생산자들이 

강제한 식민담론의 지배/종속구조에 펀입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제도， 법， 

시설， 기관들 자체가 생산자와 소비자의 불평등한 관계를 지시하는 것이다. 그것 

은 마치 자본주의 시장에서 노동자와 자본가가 겉으로 보기엔 동등한 권리를 갖 

는 상품(노동력)판매자와 구매자인 것처럼 대변하고 소비자와 생산자(상품판매 

자)로서 서로 대등하게 만나는 것 같지만， 일단 시장에서 노동력을 판매하거나 

상품을 구입하여 소비하는 과정 에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 노동자는 자본가와의 

불평등한 종속관계에 들어가고 따라서 시장에서의 유통과 소비는 그러한 관계의 

(재)생산을 실현하는 과정이 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자본가들이 항상 시장에서 초과이윤을 얻는 것이 아니듯이， 식민 

담론이 유통되고 소비되는 식민지 시장에서는 그 담론의 물질화 과정에서 그것 

을 시행한 제국주의 국가들의 경제적 손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자본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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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적 시장 자체가 모든 이들을 자본주의적인 

규율권력 에， 말하자면 부르주아의 헤게모니적 문화에 종속시키는 문화적 틀로서 

작동함으로써 자본주의적 권력관계의 재생산을 위한 자율적 메카니즘을 형성하 

듯이， 비록 개별 제국주의 국가들의 경제적인 손해에도 불구하고(이 책의 제 5 

장) 제국주의 국가에서 생산된 식민담론이 유통되고 소비되는 식민지 시장은 유 

럽의 제국주의의 권력관계가(설령 나중에 그 식민지를 상실하게 되더라도) 그것 

의 재생산을 위한 문화적 헤게모니의 자율적인 메카니즘을 형성/확보하는 장(場) 

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2) 그러므로 식민주의란 바로 제국주의의 식민담 

론의 생산과정에서 생산되었던 지배/종속이라는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식민지라 

는 시장(7)에서 식민지민들에게 소비시켜 식민지에 대한 제국주의 국가의 문화 

적 헤게모니를 직접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실현시켰던 하나의 방식이었다. 따 

라서 제국주의가 문화적 헤게모니를 위한 식민담론의 ‘생산’과 관련된다면， 식민 

주의는 그것의 ‘유통’이나 ‘소비’에 관련되는 개념이다. 그리고 생산의 공간으로서 

의 제국주의가 권력관계에서 지배의 위치를 설병해 주는 것이라면 소비의 공간 

으로서의 식민주의는 종속의 위치를 설명해 준다.3) 이 과정에서 식민담론이 소 

2) 아마도 이 책의 내용 중에서 가장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제국주의 국 
가의 식민지 경영이 결코 이익을 낸 것이 아니었다는 저자의 주장일 것이다 그러나 

저자가 원용하고 있는 통계의 사실여부 혹은 그 계산법의 옳고 그름 여부를 떠나서， 
저자의 그같은 주장은 제국주의를 식민지에 대한 경제적 수탈의 측면에서 해석하려 
는 주장에 대해서만 논박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식민지는 수탈당했으므로 제국 

주의 국가는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얻었다는 것을 강조한다거나， 식민지 수탈로 이 

익을 얻지 못할 것이라면 왜 식민지를 침탈했겠느냐고 반박하는 것은 저자의 그러한 
주장 자체에 대한 논박으로만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 문제는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 
배를 어느 지반 위에서 인식하는가 하는 점이다 그것을 경제적 손익을 가늠하는 ‘대 
차대조표’ 차원에서 보는 것은 자본주의의 문제를 자본주의적인 개별 기업의 ‘경영’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3) 이 문제와 관련하여 룸바(A. Loomba)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차이를 구별하기 위 
한 유용한 방법 중의 하나는 그것틀을 (가령 이 책에서 저자가 그러하듯이) 시간적 

으로 구분하지 말고 공간적으로 구분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제국주의를 ‘본국’에 
서 기원하는 현상 즉 지배와 통제에 이르는 과정으로 그리고 식민주의를 그것의 결 
과， 즉 제국주의 지배에 따라 식민지에서 벌어지는 일들로 이해할 것을 제안하고 있 

다. 다시 말해 제국주의 국가란 권력이 ‘흘리나오는’ 본토이며， 식민지란 그것이 ‘침 
투하고 지배하는’ 장소라는 것이다 그렇게 구분하면 제국주의는(가령 오늘의 미국 
제국주의처럼) 공식적인 식민지 없이도 작동할 수 있으나， 식민주의는 공식적인 식 

민지없이는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이 이해된다는 것이다. Ania 1ρomba， Colon따lisn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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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되는， 따라서 그 권력관계와 문화적 헤게모니가 실현되는 식민지는 확실히 고 

정된 시장이지만， 자본주의적 상품생산이 특정하게 고정된 소비자를 상대로 이 

루어지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상품의 유통이 민족 국가의 정계를 넘어서 

듯이， 식민담론(이라는 상품)은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통해 그 자태를 바꾸면서 

생산되고 또 식민지라는 영토적 경계를 넘어서까지 유통되고 소비되는 것이다. 

따라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식민담론의 ‘제국 

주의적 생산’과 ‘식민주의적 소비’가 권력관계의 끊임없는 재생산과정， 타자에 대 

한 문화적 헤게모니의 지속적인 재생산과정이라는 점율 놓치게 될 수 있고， 그 

럴 경우 “타자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타자를 함께， 제대로 인식할 수 

있을 때 바람직한 상호관계가 형성되는 것"(11쪽)이 애당초 불가능한데도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저자는 그 두 가지를 위와 같은 식으로 

인식하지 않으띤서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더 이상 제 

국주의의 굴레 속에 살고 있지 않다"(229쪽)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아 

마도 그 문장은 이렇게 고쳐 써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는 더 이상 식민지의 

굴레 속에 살고 있지 않다. 그러나 여전히 제국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3 。 혔혈흉뿔 폼뼈〔활〉 

위의 문제와 관련하여 야른바 식민지에서의 협력이라는 둔제도 저자와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다. 식민지민들의 협력이란 식민담론의 성공적인 소비， 즉 

제국주의 지배 이데올로기의 효과적인 작동이자 식민지적 권력관계의 실질적인 

관철이자 제국주의의 문화적 헤게모니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자는 

“협력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었다. 협력체제는 반드시 식민지 지배자들이 원하는 

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협력자들도 아무런 생각없는 제국주의의 도구가 아니었 

고， 자신의 이익을 알지 못한 사람도 아니었다"(142쪽)고 말하변서 협력자들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 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즉 “많은 경우 협력 엘리트는 근 

Postcolonialism (Routledge, 1998), p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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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를 추구한 사람들로서 유럽의 요구를 수락하면서 동시에 조국의 근대화를 

위해 유럽으로부터 자원을 획득하려는 세력이었다"(123쪽)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협력행위는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의 초점은 협력이 일방적이지 않았다거나 협력자들이 생각없는 제 

국주의의 도구가 아니었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자도 말하고 

있듯이 어떠한 권력 하에서든지， 그리고 그 권력에 대한 저항운동에서도 협력자 

와 배신자들은 있게 마련이고， 또한 그들이 처해 있었던 역사적 상황에 대한 고 

려도 필요하다(143쪽).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였던 이른바 ‘조국의 

근대화’에 대한 인식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하는 점이다. 앞에서의 저자의 진술과 

문맥에 따르자면 협력자들이 추구하였던 조국의 근대화란 결국 유럽과 같은 선 

진 자본주의 국가들과 같이 되는 것을 말한다. 물론 아예 서구의 국가들과 똑같 

이 되자는 것이 아니라 ‘조국’의 고유한 전통이라든가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제적이고 봉건적이고 비합리적인 정치체제， 경제구조， 사회제도， 문화양식， 사 

고방식 등을 합리화하고 근대화하자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식의 근대화 

의 내용들은(혹은 근대성은) 분명히 유럽에서 생산된 것이고 또 인종주의적， 가 

부장적 담론틀과 함께 제국주의적인 지배를 통해 식민지에 대한 제국주의 국가 

들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식민담론의 일부로서 유통， 소비된 것이었다. 

식민지 사회를 근대화해야 한다는 생각은 식민지 사회가 여전히 ‘전근대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인데， 바로 그러한 역사인식 자체가 서구의 제 

국주의의 식민담론이 가져다 준 것이었다. 다시 말해 근대와 전근대라는 시대구 

분 자체， 그리고 그러한 구분에 따라 두 시기를 각각 뒤떨어진 시대와 진보한 

시대로 본질화하여 계서화시키는 것 자체가 서구적인 역사인식이었고 서구적 계 

몽주의의 사유방식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구분이 근거하고 있던 일직선적이고 

단일한 시간관념이나 역사발전의 과정에 관한 상(像) 자체도 서구의 근대에서 

형성되어 제국주의 지배를 통해 식민지에 유입되고 식민지민들의 의식 속에 기 

업된 것이었고， 그러한 시간관념 및 그것에 기초한 세속적인 역사세계에 대한 

서구적 관념의 확산과 내면화는 특히 오랫동안 식민지 민중들이 유지하여 왔던 

다른 시간관념， 다른 역사관념을 파괴하고 제압하고 배제하는 과정이었다 4) 식민 



서평/제국주의의 새로운 문제화를 위하여 219 

지의 지배 엘리트들이 근대(화)를 생각했다는 것， 그리고 근대(화)라는 것을 앞 

에서와 같은 내용으로 생각했다는 것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서 근대(화) 이외에 

는 달리 생각할 수 있는 상상력이 없었다는 것은 오히려 그만큼 그들이 다른 누 

구보다도 일찍부터， 그리고 충실하게 식민담론을 소비하였음을 보여 주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그 엘리트들은 조국이 근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민중들에게 

전파하고 그 근대화 담론을 유통시킴으로써 제국주의적인 식민담론을 재생산하 

였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식민지 엘리트들은 본국에서 생산된 식민지 담론의 

선구적인 소비자였을 뿐 아나라， 일종의 하청업자와 같이 그것을 식민지 조국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재생산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요컨대 그들(의 

사고방식)이야말로 식민담론의 헤게모니적 지배효과， 제국주의 문화의 이데올로 

기적 지배효과를 가장 성공적으로 입증해 주는 사례였던 것이다. 

저자는 식민지 하의 인도와 한국의 지식인들을 비교하면서 인도 지식인들은 

처음에는 영국의 식민지 지배에 공감하다가 오히려 1900년 이후 영국이 식민지 

지배에 대해 회의하변서 민족 독립운동에 나섰지만 한국의 지식인틀은 처음에는 

일본 제국주의에 강력히 저항하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협력하는 태도로 변했다고 

지적하면서? 그 두 사례에서 드러나는 차이의 배경으로서 인도에서의 영국의 식 

민지 지배정책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유주의화하는 방향으로 나갔던 반면， 일본 

의 통치는 그 반대 경향을 보여 종속민들이 더 심하게 압박감을 느꼈기 때문이 

라고 해석하고 있다(139-140쪽). 이러한 해석은 일면 타당하지만， 그럼에도 불 

구하고 그같은 해석은 식민지 엘리트들의 저항/협력의 문제를 - 그 문제에 관 

한 저자의 새로운 제안과는 달리 - 외부의 압력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대응하 

는 엘리트 지식인들의 행위나 의지의 차원으로 오히려 퇴행시키고 있을 뿐만 아 

니라， 또한 그 문제를 주로 정치적인 섬급에서 다룸으로써 저자가 시도하고자 

하는 제국주의에 대한 문화적 접근에서도 후퇴시키고 있다. 중요한 문제는 그들 

이 식민지 권력에 도전하였거나 저항하였더라도 일관되게 근대화를 지향하였던 

식민담론의 선구적인 소비자였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그들은 유럽과 같이 정치 

4) 이에 관해서는 Dipesh Chakrabarty, “The Time of Historγ and the Times of Gods," 

in The Politics of Culture in the Shadow of Capital, eds. Lisa Lowe and David 
Lloyd <Duke Univ. Press, 1997), pp. 35~60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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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는 민족-국가 형태의 권력을 수립하고자 하였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를 확립하고자 하였으며， 사회적으로는(가부장적인) 시민사회를 제도화하고자 하 

였으며， 서구식의 합리주의적인 사유방식과 관념체계를 자국민들에게 각인시키 

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식민지 권력이 물러나게 되었을 때， 그래서 과거의 

식민지에 독립적인 민족-국가 권력이 수립되었을 때에도 변함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정치적인 독립이 이루어진 시기에도 여전히 제국주의의 문화적 헤 

게모니는 과거의 식민지 지역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식만지 권력의 

저항과 협력은 제국주의 국가의 억압의 정도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는 식민지의 

엘리트 지배층인 그들이 제국주의의 문화적 헤게모니 하에서 독자적인 민족-국 

가권력을 수립하려는 프로젝트에 대중들을 계몽하여 동원할 수 있었는가의 여부 

에 따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 협력자 문제와 관련하여 확인해야 하는 문제는 저자가 근대(화)라든 

가 근대적인 민족 국가의 수립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점인데， 특히 인 

도의 통일적인 민족-국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저자는 인도에 대한 영국 제국주의 

의 지배가 남긴， 의도하지 않은 공헌 중의 하나로 무굴제국조차 실현하지 못하 

였던 인도의 통일적인 민족국가의 수립이라는 결과를 가져다 준 것을 틀고 있다 

(133쪽， 144쪽). 여기에서(도) 저자는 통일적인 민족 국가의 수립을 인도사의 발 

전과 진보를 지시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민족 국가라는 것은 분명 

근대 서구의 역사(정치)가 낳은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것은 소수 지배집단에 의 

한 거대한， 그리고 체계화된 지배권력기구라는 점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우리는 

이렇게 되물을 수 있다. 그 통일적인 민족-국가권력이라는 프로젝트의 역사적 

출처는 어디이며 그것의 이데올로기적인 효과는 무엇인가? 그것은 역사발전의 

당연한 표지이며 그것이 수립되면 인도의 민중들의 사회적인 삶은 해방되는 것 

인가? 왜 꼭 인도에서는 통일적인 민족-국가가 수립되어야만 하는가? 바로 그런 

것이 서구의 근대 정치사와 식민담론이 만들어 낸 ‘신화’가 아니던가? 이러한 질 

문이 문제화하는 것은 민족-국가라든가 큰대(화)라는 것이 서구에서 생산/구성/ 

담론화되어 식민지 지배의 담론으로 작통하였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서 

구의 제국주의적인 식민지 지배하에서 식민지민들에게 소비되면서 마치 식민지 

에서도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할 ‘원래의 (natural)’ 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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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현하는 것이 역사적인 진보이자 필연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사실 바로 그것 

이다 그 사실은 오히려 그만큼 과거의 식민지민들의 사유방식과 의식체계에서 

민족 국가권력에 관한 서구의 식민담론이 지속적으로 헤게모니를 행사하고 있음 

을 입증해 주는 것이 아닐까? 

4 。 훌홉영농훌챔맑뽑21뽑 왜뿔뿔빽 

이 책에서 저자는 ‘포스트(post)’를 일관되게 ‘탈(脫)’로 번역하면서 ‘postcolo

nialism’을 ‘탈식민주의’로 번역하고 있다. 그렇다면 ‘decolonialism’은 어떻게 번역 

할 것인가? 사실 이 번역문제는 사소한 것일 수 있고， 또 어떻게 번역하는가는 

번역자 개인의 언어관습이라든가 취향일 수 있는 문제이지만， 그러나 굳이 ‘post’ 

를 ‘de-’의 번역어와 구별되지 않는 ‘탈’로 번역하고 있는 것은 포스트식민주의에 

관한 저자의 문제의식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5) 

그렇다면 ‘포스트’라는 접두어는 무엇을 지칭하는가? 룸바(A. Loomba)에 의하 

면 ‘포스트’는 두 가지 의미에서 ‘이후(aftennath)’를 가리킨다. 즉 시간적인 

(temporal) 의미에서 ‘뒤에 오는 것 (coming after) ’,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의미에 

서 ‘대체하는 것 (supplanting)’을 뜻한다 6) 다시 말해 포스트식민주의는 식민지 

이후에도 식민주의의 흔적이 여전히 이전의 식민주의 이데올로기를 대체한 다른 

이데올로기에 의해 그 지배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인식하면서， 따라서 식민주 

의의 종언을 선언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premature)’라고 보변서， 그 식민주 

5) 가령 최근 역사학계에서 ‘언어학적 전환(Jinguistic t따n)’을 ‘언어로의 전환’이라고 번 
역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언어로의 전환’은 ‘(re)tum to 
language’이지 ‘linguistic tum’이 아니다 서구의 역사학계에서 언어학적 전환의 문제 
제기를 수용하고 있는 가렛 스테드만 존스(Gareth S뻐dman ]ones)라든가 패트릭 조 
이스(Patrick ]oyce). 조앤 스코트(Joan W. Scott). 페터 쇠틀러 (Peter Schöttler) 등의 
글을 읽어보면 ‘언어학적 전환’을 꼭 ‘언어로의 전환’으로 번역해야 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그 번역은 소쉬르(F. Saussure) 이래 일부 언어학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 
제의식， 즉 세계에 대한 인간의 인식활통과 사유방식은 언어/담론체계로 구성된다는 

‘언어학적인 문제의식의 전환’을 부담스러워 하여， 그 문제의식을 그저 현실과 사물을 
그대로 반영하고 묘사하는 수단에 불과한 ‘언어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 

6) Ania Loomba. 앞의 책 •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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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와 식민주의의 역사가 과거의 식민지 지역의 (뿐만 아니라 식민지 본국의) 사 

회와 문화에 남긴 광범한 영향과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이론/연구인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견해는 포스트와 포스트식민주의에 대한 정설은 아니다. 가령 릴라 

간디 (Leela Gandhi)는 포스트식민주의란 “식민 직후의 신비화 효과를 갖는 기억 

상실에 대한 이론적 저항 ... 식민 과거를 다시 방문하여 기억하고， 특히 따져 

물으려는 학문적 입무를 맡은 하나의 학문분과적 기획 "7)이라고 말하고 있다. 어 

쨌거나 이러한 견해틀은 ‘포스트’가 결코 ‘탈’로 번역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포스트식민주의의 주요한 분석대상은 식민지 이후의 사회와 문화와 

의식을 지배/구성하고 있는 식민담론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따라서 포스트 

식민주의의 제국주의 역사에 대한 연구대상은， 사상사의 연구대상이 결국 사상 

을 표현하고 있는 언어나 개념 혹은 담론인 것과 마찬가지로， 식민담론 자체일 

수 있다. 그러므로 포스트식민주의는 저자가 비판하고 있듯이 “제국주의라는 엄 

연한 역사적 사건과 상황을 분석하면서 역사를 제쳐놓음으로써 엄청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것’'(49쪽)도 아니고， “담론분석과 역사연구는 아직 바람직한 결합 

상태에 도달하지 못한 것 "(199쪽)도 아니다. 식민담론의 분석 자체가 제국주의의 

역사에 대한 문화적 연구인 것이다. 이 책에서 저자가 소개하고 있는 제국주의 

의 남성중심적 담론과 젠더의 문제(제7장)라든가， 식민지 본국민과 식민지민 모 

두의 의식에 상처를 남기고 있는 인종주의 담론의 문제(제8장， 제 11장) 등은 오 

히려 저자 자신이 포스트식민주의적인 역사연구의 모범을 훌륭하게 보여주고 있 

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포스트식민주의의 대표적인 연구자들은 저자가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듯이 사이드를 비롯하여 호미 바바(Homi K. Bhabha)라든 

가 가야트리 스피 박(Gayatri C. Spivak)과 같은 사람들이다. 필자는 이들 포스트 

식민주의 이론가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이들에게 이론적인 자양분을 제공 

한 것은 마르크주의와 포스트모던이즘/포스트구조주의였다고 알고 있다. 가령 사 

이 드는 그람시 (A. Gramcsi)의 헤 게모니 론과 푸코의 담론분석의 영 향을 받았고， 

호미 바바는 알튀세(L. A1thusser)의 이데올로기론과 라캉(J. Lacan)의 정신분석 

7) 릴라 간디포스트식민주의란 무엇인가~ (이영욱 옮김， 현실문화연구， 2000),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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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으로부터， 그리고 스피박은 데리다(]. Derrida)의 해체주의 이론으로부터 영 

향을 받았던 것이다.8)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들의 이름을 들먹인 것은 그들의 

지적인 족보를 제대로 따져보자거나 서구의 이론사에 대한 현학적인 과시욕구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이론적인 계보의 맥락에서 형성된 포스트식민주의가 역 

사에 대한 진화론적， 목적론적 사유방식， 주체에 대한 본질주의적， 근본주의적， 

역사주의적 관념을 거부하변서 자아(서구)와 타자(비서구)의 굴절되고 불균등하 

게 절합되고 억압적이고 공모적인 관계를 문제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필자의 과문인지는 몰라도 식민담론/권력을 분석하는 포스트식민주의 

의 연구가 결코 “제국의 시대를 살아 온 지배자와 피지배자민을 동등한 관계에 

위치시키고， 식민지 주민들을 일방적으로 종속되고 지배된 사람들이 아니라 보 

다 적극적인 ‘행위자’로 되살리려는 의도"(9쪽)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 

한다. 오히려 아직도 식민담론의 지배효과에 의해 종속되어 있는 과거의 식민지 

민들의 종속상태에 주목하면서 그들이 지배자들과 결코 동등하게 될 수 없는 그 

불가능성의 조건들과 그것들의 역사적 형성과정을 분석하는 것， 식민지민들을 

민족이나 계급이나 시민 등 ‘적극적인 행위주체’로 되살려 놓더라도 그들의 적극 

적인 주체행위가 실은 단지 ‘주체효과’에 불과하다고 보면서 그 주체효과를 생산 

하고 있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작동의 흔적들과 그것이 역사적으로 관철되어간 

다양한 형태들을 분석하는 것 이런 것들이 포스트 식민주의의 기본적인 연구과 

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식민주의가 남겨놓은 의식체계와 담론으로부터 탈 

식민화하고 탈중심화하는 그것이 가능해졌을 때 동양과 서양， 중심부와 주변부 

는 진정 동등하게 서로를 바라볼 수 있을 것 "(300쪽)이라는 저자의 회망은 바람 

직한 것이지만， 문제는 과거의 식민지민들이 오늘날 어떻게 ‘탈식민화(decolo 

nization)'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지금의 세계 자본주의의 지배권력이 

그것의 이데올로기적， 문화적 헤게모니의 효과를 통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의 탈식민화의 소망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일까? 저자 

의 이 책은 다시 한번 그 문제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 

다는 점에서 대단히 소중한 공헌을 하고 있다. 

8) Bill Ashcroft, Gareth Griffiths and Helen Tiffin, 앞의 책， pp. 186-1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