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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교통·정보통신 수단의 발달, 국제적 인구 이동의 증가
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사이의 직·간접적 접촉이

증가함에 따라 세계정치에 있어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 글은 이처럼 최근 중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에 주목하여 이의 다양한 양상이 오늘날 세계정치에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
는지 그리고 그 이론적 함의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문
화 개념과 탈냉전 이후 문화의 정치적 중요성이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한 배경에
대해 살펴본 후 뒤이어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양상을 “지배”, “충돌”, “공존”, “공진
화”, “혼종” 등 다섯 가지로 나누어 이러한 양상이 오늘날 세계정치에 어떠한 형태
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론적 함의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
의를 통해 이 글은 문화의 정치적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세계정치가 행위자와
이슈 측면에서 더욱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B

y increasing exchanges and contacts between different cultures,
globalization, the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increase of international migration, combined together,
serve to increase the political significance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in today’s world politics. This paper thus purposes to examine theoretical
implications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on world politics. Specifically,
it surveys various definitions of culture, and examines why culture matters
politically, in particular, following the end of the Cold War. Then, it suggests
five types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 “domination,” “clash,” “coexistence,” “coevolution,” and “hybridization” — and examines how these
types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ppear in today’s world politics. 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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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lly, discussing theoretical implications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it
reminds us of the complexity of today’s world politics, especially, in terms
of issue area and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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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culture, 커뮤니케이션 communication, 세계정치 world politics,

지배 domination, 충돌 clash, 공존 coexistence, 공진화 coevolution, 혼종
hybrid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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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최근 세계화(globalization)와 교통·정보통신 수단의 발달, 국
제적 인구 이동의 증가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사
이의 직·간접적 접촉이 증가함에 따라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intercultural communication)의 중요성이 인류학, 문화연구
(cultural studies), 언어학, 커뮤니케이션학 분야는 물론 사회학, 경

영학, 정치학, 국제정치학 등 여타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크게 주목
받고 있다(정현숙 2002, 65-6; 박기순 2003, 7). 특히 탈냉전 이후 문
화가 집단 간 분쟁의 주요 원인으로 부상함에 따라 그리고 국제적
인구 이동의 증가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 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이질적 문화 집단
간 커뮤니케이션의 세계정치적/국내정치적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
고 있다.
실례로 1990년대 이후 발생한 캐나다의 퀘벡(Quebec) 지역,
스페인의 바스크(Basque) 지역과 카탈로니아(Catalonia) 지역, 영
국의 북아일랜드(Northern Ireland) 지역, 중국의 티베트(Tibet) 지
역의 분리주의 운동, 터키와 이라크에서의 쿠르드족(Kurd) 독립
운동, 아프리카 르완다에서의 투치족(Tutsi)과 후투족(Hutu) 사이
의 종족 분쟁, 보스니아에서의 종족 분규와 인종 학살, 스리랑카에
서의 타밀족(Tamil) 학살, 러시아에서의 체첸(Chechen) 반군 독립
운동 등 탈냉전 이후 발생한 다양한 민족/종족 분규와 분리주의 독
립운동은 문화(특히 종교)가 집단 간 분쟁의 주요 원인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다양한 종교적, 역사적 배경을 가진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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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즉 이질적 문화 집단 간 커뮤니케이션의 정
치적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주었다. 또한 국제적 인구 이동의 증가
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 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
가지 않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주요 선진국가들의 경우 이질적 문화
집단 간 커뮤니케이션이 국내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이슈로 부상
하고 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012, 28-41) 자료에 의하면

지난 수십 년간 계속된 국제적 인구 이동의 결과 주요 선진국의 경
우 전체 인구의 10% 이상이 외국에서 출생한 이민자로 구성되는
등 인구 구성비가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문화적 배경
을 가진 집단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즉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이 정
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1
이 글에서는 이처럼 최근 그 중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문
화 간 커뮤니케이션에 초점을 맞춰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이 오늘
날 세계정치에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론
적 함의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2 구체적으로는 우선 문화

1

OECD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여 년간 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정착할 목적으로 모국을 떠났다. 실례로 2010년의 경우 OECD 소속 23개 국가
와 러시아 연방으로 영구 이주한 사람들 숫자는 약 410만 명에 이르며 여기에 약
190만 명의 단기 이주노동자와 약 260만 명의 유학생을 포함할 경우 2010년 한
해에만 약 76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모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 정착하였다. 이
러한 국제적 인구 이동의 결과 OECD 국가 전체 인구에서 외국에서 출생한 이민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이 비율은
OECD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 평균 약 13%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룩셈부
르크, 스위스, 호주, 이스라엘 등의 경우는 이 비율이 각각 37.6%, 26.6%, 26.8%,
24.5%에 달하는 등 외국에서 출생한 주민(foreign-born population)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OECD 2012, 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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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과 탈냉전 이후 문화의 정치적 중요성이 새롭게 주목받기 시
작한 배경에 대해 살펴본 후 뒤이어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양상
을 1) 특정 문화가 다른 문화를 “열등하고(inferior)”, “저급하고
(low)”, “야만적인(barbarian)” 문화로 규정하고 억압하는 “지배
(domination)”, 2) 이질적 문화가 서로 대립하는 “충돌(clash)”, 3)

이질적 문화가 서로 차이를 인정하는 “공존(coexistence)”, 4) 이
질적 문화가 서로 독립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상호작용을 통해 변
해가는 “공진화(co-evolution)”, 5) 이질적 문화가 섞이고 혼합되
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내는 “혼종(hybridization)” 등 다섯 가
지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러한 다양한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양상
이 오늘날 세계정치에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이론
적 함의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3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위
의 논의를 간단히 정리한 후 문화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세계
정치가 행위자와 이슈 측면에서 더욱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우선 문화의 개념부터 살펴보자.23
2

여기서 “국제정치(international politics)”라는 용어 대신 “세계정치(world
politics)”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문화 또는 문화 집단 간 상호작용이 문화 집
단과 문화 집단 사이(예를 들어 다수 문화 집단과 소수 문화 집단 사이 또는 문명
과 문명 사이 등), 문화 집단과 국가 사이(예를 들어 문명과 국가 사이 또는 국가
와 소수 민족 집단 사이 등), 또는 문화 집단과 여타 집단 사이 등 어원적으로 “국
가와 국가 사이의 정치”를 의미하는 “국제정치”로 포괄할 수 없는 다양한 정치 현
상을 포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글에서는 세계정치라는 용어를 전통
적 의미에서의 국제정치뿐 아니라 국제정치와 국내정치를 모두 포괄하는 다양한
정치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3

커뮤니케이션이란 일반적으로 개인 또는 집단 간에 말과 문자, 또는 기타 기호와
상징, 행동 등을 통해 정보, 사상, 메시지, 감정 등을 교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커뮤니케이션은 기본적으로 송신자, 메시지, 수신자를 필요로
하며 송신자와 수신자 간의 관계, 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하는 상황 등에 따라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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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화와 세계정치
주지하듯이 문화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다. 실례로 문화 개념에 대한 고전적 연구 가운데 하나인 크뢰버와
클루콘(Kroeber 외 1952)의 연구는 문화에 대한 정의를 묘사적, 역
사적, 규범적, 심리학적, 구조적, 발생적(genetic) 정의 등으로 구
분하여 160여 개에 달하는 문화 정의를 소개하고 있다. 이처럼 문
화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기 어려운 이유는 문화가 사회적 관계 속
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총체를 지칭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19세기
문화 연구의 선구자 가운데 한 사람인 타일러(Edward B. Tylor)
는 문화를 “지식, 신념, 예술, 법률, 도덕, 관습과 사회 구성원으
로서 인간이 습득한 모든 능력과 습관들을 포함하는 총체”로 정
의하고 있다.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위슬러(Clark Wissler)는 문화
를 “언어, 결혼, 재산 체계, 에티켓, 산업, 예술 등과 같은 가장 넓
은 의미에서 (인간의) 모든 사회적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딕
슨(Roland B. Dixon)은 문화를 인간의 “모든 활동과 관습, 신념
의 총합”으로, 소로킨(Pitirim Sorokin)은 “여러 명의 개인들이 서
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활동을 통해 창조
한 양상으로 이루어진다(맥퀘일 외 2001, 21). 이 글은 이처럼 개인 또는 집단 간
에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 가운데 이질적 문화를 가진 집단 사이의 커뮤니케이
션, 즉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에 초점을 맞춰 이러한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이 오늘
날 세계정치에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질적 문
화 간 커뮤니케이션을 단순히 언어적 상호작용에 국한하지 않고 비언어적 상호작
용을 포함하는 광의의 의미로 해석하여 이의 양상을 “지배”, “충돌”, “공존”, “공
진화”, “혼종” 다섯 가지로 나누어 오늘날 세계정치에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
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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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변형시켜온 모든 총체”로 정의하고 있다(Kroeber 외 1952, 81,
126). 이 밖에 베네딕트(Ruth Benedict), 버킷(Miles C. Burkitt), 보

아스(Franz Boas) 등 20세기 초중반 문화를 연구한 많은 인류학자
와 사회학자, 언어학자들이 문화를 사회 구성원으로 인간이 습득
하고 창조한 “복합적 총체(comprehensive totality)”로 규정하고 있
다(Kroeber 외 1952, 85). 한편 파크와 버지스(Robert E. Park and
Ernest W. Burgess), 사피르(Edward Sapir), 린튼(Ralph Linton), 미

드(Margaret Mead), 파슨즈(Talcott Parsons) 등은 문화를 특정 사
회가 세대에서 세대로 전승한 “사회적 유산(social heritage)”과
“전통(tradition)”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클루콘과 레이튼(Clyde
Kluckhohn and Dorothea Leighton) 등은 문화를 다른 집단과 구

별되는 특정한 공동체 또는 사회 집단이 공유하는 삶의 양식(the
mode of life) 또는 삶의 방식(the way of life)으로 정의하고 있다
(Kroeber 외 1952, 85, 95-8). 이 글은 문화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정의를 참고하여 문화를 특정 집단이 자신들의 역사적, 종교적 경
험에 근거하여 주변 사물과 세계에 부여한 독특한 의미(meaning)
와 가치(value), 신념(belief) 체계로 정의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이처럼 특정 집단이 공유하는 독특한 의미와 가
치, 신념 체계로 정의되는 문화가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무
엇인가? 왜 특정 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의미와 가치, 신념 체계
가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가? 이에 대해 우선 특정 집단이 공유
하는 의미와 가치, 신념 체계가 이러한 의미와 가치, 신념 체계
를 공유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내부자(insider)”와 “외부
자(outsider)”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활용됨으로써, 즉 특정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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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내부자로 규정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을 타자(Others)인 외부자로 규정함으로써 문화가 특정 집단의 자
아(Self) 형성과 집단 정체성(group identity) 형성에 중요한 역할
을 수행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실례로 레이틴(Laitin 1998)
의 연구는 카자흐스탄(Kazakhstan), 에스토니아(Estonia), 라트비
아(Latvia), 우크라이나(Ukraine) 지역에 거주하던 러시아어 사용
자들이—비록 인종적, 혈통적으로는 러시아인(Russians), 벨라루
스인(Belarusans), 우크라이나인(Ukrainians), 폴란드인(Poles), 유
대인(Jews) 등으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소
련 붕괴 이후 직면한 정체성 위기 속에서 러시아어 사용 여부를 근
거로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집단을
구분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들 내부의 인종적, 혈통적 차이를 넘
어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Russian-speaking populations)”
이라는 새로운 공통의 집단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을 필드 리서
치와 서베이 자료 분석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량(Ryang
1997)의 연구는 자신의 개인적 경험과 필드 리서치를 바탕으로 일

본 거주 “재일조선인” 2세, 3세, 4세들이 비록 일본에서 태어나 일
본인과 같이 교육받고 일본인처럼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특히 “조선어” 사용과
“조선 학교”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 거주 북한인(North Koreans
in Japan)”이라는 집단 정체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과정을 잘 보

여주고 있다.4 이외에도 레이몽과 몰너(Lamont 외 2002), 네이겔
4

이들 “재일조선인”들은 일제시기 일자리를 찾아 또는 강제 징용되어 조선에서 일
본으로 이주한 사람들 가운데 1945년 일제 패망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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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gel 1994), 스톨키(Stolcke 1995) 등의 연구도 문화가 집단 정

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처럼
문화는 문화 공유 여부에 따라 내부자와 외부자로 피아(彼我)를 구
분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슈미트(Schmitt 1976)가 “정치적”인
것의 의미로 규정한 “친구”와 “적”을 구별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이러한 점에서 정치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와 더불어 문화가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유로 문화에 관한
담론이 다양한 문화 가운데 특정 문화를 “우월한(superior)” “고
급(high)” 문화로 그리고 여타 문화를 “열등한(inferior)” “저급
(low)” “원시적(primitive)” “야만(barbarian)” 문화로 규정함으로

써 인간 집단 사이에 우열 관계를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
을 지적할 수 있다. 실제로 문화 개념이 오늘날과 같이 특정 집단
이 공유하는 특성 또는 속성의 의미로 18세기 말, 19세기 초 독일
지식인들에 의해 처음 사용되기 시작할 때부터 문화는 한편으로는
“문명(civilization)” 개념으로 대변되는 프랑스 우월주의를 반박하
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독일 민중(Volk) 문화의 우수성을 드러

에 계속 남아 있던 조선인들의 2세, 3세, 4세들로 상당수가 아직도 외국인 등록 서
류의 국적 또는 출신지 기입란에 “조선”이라는 명칭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외
국인 등록 서류에 “조선적”을 유지하고 있는 이들 “재일조선인”들은 자신들의 실
제 의도와 상관없이 일본 내에서 법적으로는 사실상 북한 국민으로 대우받고 있
으며 북한 또한 이들을 북한 국민으로 대우하여 북한 여권을 발급해주고 있다. 그
러나 “조선적”을 유지하고 있는 “재일조선인” 가운데 일부는 자신들이 북한을 지
지하기 때문에 조선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단지 한반도의 분단을 인정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조선적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북한 국민으로 대우
받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일본 정부 또한 공식적으로는 조선적이 국적을 의미하
는 것이 아니라 단지 외국인 등록상의 행정적 편의를 위한 범주 가운데 하나일 뿐
이라고 주장한다(Japan Times 27 December 2002; 25 January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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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최정운 1998, 46-7).5 이처럼 문화
가 인간 집단 사이의 우열관계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작동한
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러한 우열관계가 위에서 언급한 집단 자아
정체성 형성 및 피아 구분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문화는 그 자체가
정치는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성격을 갖는다.
문화의 이러한 정치적 성격은 근대 이후 민족주의와 결합하면
5

“문화”라는 우리말은 영어와 불어의 culture, 독일어의 Kultur를 번역한 일본어
“분카(文化)”에서 유래한 말로 그 어원은 16세기 유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주
지하듯이 culture는 프랑스어에서는 16세기부터 그리고 영어에서는 17세기부터
“땅을 갈다”라는 원래적 의미에서 추상화되어 인간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양
육하고 교육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18세기 프랑스에서 문화
는 계몽주의의 보편주의 이데올로기와 연결되어 새로운 정치적 의미를 갖게 되
었다. 즉 인류의 보편 이성과 역사 진보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당시 프랑스 계
몽주의 지식인들은 프랑스 문화가 다른 여타 문화보다 우월할 뿐만 아니라 “원시
적(primitive)” “야만(barbarian)” 문화가 궁극적으로 따라야 할 보편성을 가진
“문명(civilization)”이라고 주장하였다(홍성민 1998, 26). 이러한 프랑스의 보편
주의적 “문명론”을 반박하며 18세기 말, 19세기 초 독일의 지식인들은 Kultur를
자신들의 특수성을 표현하기 위한 용어로, 즉 프랑스의 보편주의적 문명과 다른
독일 민중의 소박하지만 특수한 문화를 표현하기 위한 용어로 사용하기 시작하였
다. 특히 Kultur를 단순히 개인 차원이 아니라 특정 집단, 즉 민족(Volk)의 속성
을 표현하기 위한 용어로 사용하면서 문화 개념은 이제 다양성을 전제하는 가운
데 특정 집단이 가진 고유한 특성을 표현하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러
나 점차 시간이 지나며 독일의 Kultur 개념 또한 단순히 독일 민족의 고유한 특성
을 표현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독일 민족의 “높은 교양 수준”을 뽐내기 위한 용어
로 변질되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정운(1998, 47)은 문화 담
론이 공식적으로는 “문명과 야만을 구별”하는 것을 부정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문
명과 야만을 구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최정운에 의하
면 이러한 점에서“개인들 간의 문제이건 집단들 간의 문제이건 문화에 대한 담론
은 평화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늘 점잖기는 해도 ‘목에 칼이 들어오는’ 살벌한 이
야기”였던 것이다.” 즉 19세기 독일에서 발전한 문화 담론이 겉으로는 모든 문화
가 그 자체로서 고유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처럼, 다시 말해 좋은 문화와 나쁜 문
화, 고급 문화와 저급 문화, 우월한 문화와 열등한 문화 등과 같은 가치판단과 상
관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항상 이러한 판단을 내포하고 있다고 최정
운(2007, 52-4)은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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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주지하듯이 정치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
의 “경계(boundaries)”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 특히 오늘
날 가장 중요한 정치공동체인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nationals)”
의 범주에 누구를 “포함(inclusion)”하고 누구를 “배제(exclusion)”
할 것인가의 문제는 전근대에서 근대로의 전환 시기 대부분의 정
치공동체가 직면했던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였다. 이 문제
에 직면하여 근대 국가는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에 기대어—즉, 동
일한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독립된 주권을 가진
정치 공동체(민족국가)를 형성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에 기대어—
공통의 문화, 언어, 역사 등을 공유하는(또는 공유하는 것으로 “상상”
되는)6 사람들을 “국민”으로 재편하여 공동체 구성원으로 포함하

는 한편 여타의 사람들을 “이방인(strangers)”으로 “타자(Others)”
화하고 배제함으로써 자신의 경계를 설정하였다(김범수 2008, 1778). 특히 이 과정에서 문화는 민족주의에 기반한 근대 국가의 “국

민 만들기(nation-building)” 프로젝트의 핵심 고리 역할을 수행하
였다. 홉스봄과 랑거(Hobsbawm 외 1983) 등의 연구가 잘 보여주
듯이 근대 국가는 국민을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새로운 문
6

앤더슨(Anderson 1983)의 연구는 국민의 “창조” 과정에 있어 “상상(imagination)”의 중요성에 대하여 잘 설명해주고 있다. 앤더슨에 의하면 전근대에서 근
대로의 전환 시기 “인쇄 자본주의(print capitalism)”의 발전은 직접적 상호작용
과 대면접촉이 없던 사람들 사이에 신문, 소설, 잡지 등의 미디어를 매개로 의사
소통을 가능하게 해주었으며 “동시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상상”을 부여함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소속감과 정체성을 공유하는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y)”로서 “민족(nation)”의 등장을 가능하게 해주었
다. 민족의 등장 이후 근대 국가는 공통의 혈연, 언어, 문화, 역사, 그리고 무엇보
다 공통의 소속감과 정체성을 공유하는 것으로 “상상”되는 민족 구성원을 “국민
(nationals)”으로 재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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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적 전통을 “발명(invention)”하거나 또는 기존 문화를 새롭게 활
용함으로써 “민족(nation)”을 만들고 이를 통해 기존의 전근대적
정치 질서 하에 살아가던 사람들을 근대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
(nationals)”으로 재편해 나갔다. 또한 국가는 문화를 “국민”과 “비

국민(non-nationals)”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활용하였을 뿐만 아니
라 “국민”들 사이에 연대감(solidarity)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불
러일으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였다(후지타니 2003).
문화가 갖는 이러한 정치적 성격은 그러나 국제정치/세계정치
분야에서 상당 기간 동안 경시되어 왔다. 이는 기본적으로 20세기
들어 체계를 갖춘 학문 분야로 발전한 전통적 국제정치학이 국제
관계를 군사력, 정치력, 경제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인식하였
기 때문이다. 특히 국제정치학 분야에서 지난 수십 년간 지배적 위
치를 차지해온 현실주의는 국제관계를 개별 국가의 생존과 안보를
보장해줄 상위 권력체가 부재한 무정부 상태로 보고 이러한 무정
부 상태에서 자국의 생존과 안보를 위해 개별 국가들이 군사력과
정치력, 경제력으로 정의되는 권력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Morgenthau 1948; Waltz 1979). 히라노 겐이치로(平野健一郞 2007,
11)가 언급한 바와 같이 이처럼 정치와 군사, 경제를 중시하는 전

통적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의 관점에서 볼 때, 문화는 국제관계와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군사력, 정치력, 경제력으로 설명
이 불가능한 부분을 설명하는 “주변적” 존재로서의 의미만을 가지
고 있었을 뿐 국제관계를 설명하는 주요 변수가 될 수 없었다. 현
실주의 국제정치학에 있어 국제관계는 기본적으로 주권 국가들 간
의 관계였고 그것도 기본적으로 군사력, 정치력, 경제력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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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루어지는 관계였다. 이러한 이유로 문화는 냉전 시기 동안 국
제정치/세계정치 분야에서 국가의 생존, 안보와 직결되는 정치와
군사 중심의 “상위정치(high politics)”와 대비되어 “하위정치(low
politics)”로 폄하되고 무시되었다(조윤영 2004, 52; Rengger 1992,
94-5).

이처럼 한동안 하위정치로 폄하되고 무시되었던 문화의 중
요성이 국제정치/세계정치 분야에서 새롭게 부각되기 시작한 것
은 1990년을 전후로 냉전이 종식되면서부터이다. 특히 미-소 간
냉전이 종식되고 강대국 사이의 정치적·군사적 긴장이 완화되
는 가운데 이질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민족(nation) 간 또는 종족
(ethnicity) 간 분쟁과 소수 민족 집단(minority ethnic groups)의 분

리주의 운동이 증가함에 따라 그 이전까지 하위정치로 인식되던
문화의 정치적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기 시작하였다.7 특히 1990
년대 초반 탈냉전과 함께 유럽과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서
문화 또는 문화적 정체성이 다른 민족 간, 종족 간 분쟁으로 수십
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함에
따라 많은 학자들이 문화의 정치적 중요성에 새롭게 주목하기 시
작하였다.8
7

“민족(nation)”과 “종족(ethnicity)”을 명확히 정의하고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
려운 일이다. 이 글에서는 민족을 “특정 영토에 집중적으로 거주하는(territorially
concentrated)” 문화와 정체성을 공유하는 집단으로 정의하고자 하며 종족은 특
정 사회 내에 영토적 기반 없이 존재하는 문화와 정체성을 공유하는 집단으로 정
의하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구분이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며 때로는 종족이 민족
으로 또는 민족이 종족으로 변화할 수도 있다.

8

실례로 중앙아시아에서는 소련 붕괴 이후 독립한 아르메니아(Armenia)와 아제
르바이잔(Azerbaijan) 사이의 민족 분규로 수만 명의 양측 주민들이 학살당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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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경하에 헌팅턴(Samuel Huntington)은 잘 알려
진 바와 같이 1993년 Foreign Affairs에 기고한 “The Clash of
Civilization?”라는 제목의 논문과 1996년 이를 발전시켜 『문명의
충돌(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이라는 제목으로 출판한 책에서 냉전 종식 이후 문화가 집단 간 분
쟁의 주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여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고 또한 다양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헌팅턴(1997, 1821)은 “탈냉전 세계에서 사람과 사람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

은 이념이나 정치, 경제”가 아니라 “문화”라고 주장하며 냉전 시기
강대국 사이의 경쟁이 탈냉전 이후 일곱 내지 여덟 개에 이르는 주
요 문명 사이의 충돌로 바뀔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물론 헌팅턴의
이러한 주장은 그 주장의 단순성과 도발성, 비과학성, 자기 충족적
예언의 성격 등으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구춘권 2000; 뮐러
1999; 양준희 2002; 최정운 1999),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냉전 이후

문화의 세계정치적 중요성에 새롭게 주목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하겠다.
한편 최근 국제적 인구 이동과 이민의 증가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 사회 안에서 싫든 좋든 함께 살아가지
며(Wikipedia 2013a) 유럽에서는 유고연방공화국 해체 이후 보스니아(Bosnia)
와 헤르체고비나(Herzegovina) 사이 약 3년 9개월에 걸친 전쟁(1992년 3월~
1995년 12월) 과정에서 인근 세르비아공화국의 지원을 받은 그리스 정교회를 믿
는 보스니아의 세르비아계가 약 10만 명에 달하는 무슬림 주민들을 학살하는 사
건이 벌어지기도 하였다(Wikipedia 2013b). 또한 아프리카 르완다(Rwanda)
에서는 1994년 후투족(Hutu)과 투치족(Tutsi) 사이의 분규 과정에서 50~100
만 명에 이르는 투치족 주민이 학살당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Wikipedia
201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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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문화적 차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북미,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문화의 정
치적 중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
럽의 주요국에서는 무슬림 이민자들의 증가와 함께 문화가 사회
갈등의 주요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실례로 프랑스에서는 학교에
서 무슬림 학생들의 히잡(hijab) 착용을 허용할 것인가 금지할 것
인가의 문제, 또한 공공장소에서 무슬림 여성들의 부르카(burqa)
또는 니캅(niqab) 착용을 허용할 것인가 금지할 것인가의 문제 등
을 두고 지난 몇 년간 심각한 사회 갈등을 경험하였으며 영국에서
도 무슬림의 문화적 전통을 어디까지 허용하고 관용할 것인가의
문제를 두고 무슬림 이민자들과 “주류” 백인 집단 간에 심각한 사
회 갈등을 경험하였다(김남국 2005). 또한 2005년 9월 30일 덴마
크의 일간지 율란츠-포스텐(Jyllands-Posten) 신문이 폭탄을 터번
위에 올리고 있는 무하마드의 만평을 게재한 이후 벌어진 유럽과
전 세계 무슬림들의 반발은 문화가 특정 사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 정치적 갈등의 주요 축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
었다.9
9

덴마크의 일간지 율란츠-포스텐 신문은 2005년 9월 30일 만평가에게 의뢰하여
이슬람 창시자 무하마드가 폭탄을 터번 위에 올리고 있는 만평을 게재하였는데
이는 유럽과 전 세계 무슬림들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유럽의 무슬
림들은 이 만평 내용이 이슬람을 테러와 연결시키는 동시에 무슬림에 대한 편견
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많은 이슬람 국
가들도 이 만평이 이슬람 창시자인 무하마드를 모독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만평
을 게재한 율란츠-포스텐 신문사에 사과를 요구하였고 덴마크 정부에게는 사건
의 재발 방지를 요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57개 이슬람 국가들이 모인 이슬람 회
의체(the Orgniz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e; OIC)도 이 사건에 대한 우려
를 표명하며 덴마크 정부가 즉각적으로 율란츠-포스텐의 만평 게재를 비판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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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문화가 탈냉전 이후 국제적 또는 국내적 갈등의 주
요 축으로 부상함에 따라 최근 많은 연구자들이 “문화로의 회귀
(Cultural Turn)”라는 표현까지 써가며(Jameson 1998; Nash 2001)

문화의 정치적 중요성과 이의 세계정치적 함의에 대해 연구하고 있
다(Huntington 1996; Mazrui 1990). 이 글 또한 이들 연구들과 마찬
가지로 문화의 정치적 중요성에 주목하여 이질적 문화 사이에 나타
나는 커뮤니케이션이 오늘날 세계정치에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의 이론적 함의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III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양상과 세계정치
이질적 문화가 서로 접촉하고 교류할 경우 자신들에게 특수한 의
미와 가치, 신념 체계를 어떻게 상대 문화에 전달하고 또한 상대
문화에 특수한 의미와 가치, 신념 체계를 어떻게 전달받는가? 그
리고 그러한 의미와 가치, 신념 체계를 전달하고 전달받는 과정에
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본 절에서는 이처럼 이질적 문화가 서
로 접촉하고 교류하는 가운데, 즉 커뮤니케이션 하는 가운데 나타
나는 상호작용 양상을 크게 “지배”, “충돌”, “공존”, “공진화”, “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덴마크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해 불간섭 입장을 표명하면
서 기본적으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유럽평의회
(Council of Europe)와 유럽연합(European Union), 그리고 유럽 및 전 세계의
언론단체들도 덴마크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며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Wikipedia 2013d).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은 문화가 특정 사회 내에
서뿐만 아니라 국경과 지역을 넘어 다양한 행위자들 사이에서 갈등의 축으로 작
동할 수 있음을 잘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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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등 다섯 가지로 나누어 오늘날 세계정치에 어떠한 형태로 나
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지배”의 양상에 대해 살펴
보자.

1. 지배

문화 간 “지배(domination)”는 이질적 문화가 서로 상호작용하
는 가운데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특정 문화가 상대 문화
를 “열등하고”, “저급하고”, “야만적인” 문화로 규정하고 일상 속
에서 억압하고 탄압하고 말살시키려 하거나 지배 문화에 동화
(assimilation)시키려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문화 간 상호작용

양상을 지칭한다.
이러한 문화 간 상호작용 양상은 19세기부터 20세기 중반에
걸친 제국주의 시기에 극명하게 드러났는데 주지하듯이 당시 서
구 열강들은 비서구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비서구 지역의
문화를 사라져야 할 운명에 처한 “열등하고” “저급하고” “야만적
인” 문화로 규정하고 억압하고 탄압하는 동시에 “우월한” 서구 문
화, 즉 기독교 문화 전파를 통해 비서구 지역을 “문명화(civilize)”
하고자 하였다. 실례로 프랑스는 알제리, 서부 아프리카, 인도
차이나 지역에서 세력을 확장하면서 이 지역에 거주하는 “후진
(backwards)” 민족들을 문명화하는 것이, 즉 이들 민족의 “후진

적”이고 “야만적”이며 “열등한” 전통 문화와 관습을 말살하고 이
들에게 “우월한” 프랑스 문화를 전파하고 동화시키는 것이(예를
들어 일상생활에서 이들이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서구식 복장을 착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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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기독교를 믿도록 하는 것이) “문명” 국가 프랑스의 문화적 “사명
(mission)”이라고 간주하였다(Conklin 1998). 마찬가지로 영국 또

한 19세기 후반 이후 1947년까지 인도를 공식 지배하면서 인도 고
유의 힌두교 전통과 이슬람 문화의 상당 부분, 그리고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던 수많은 토착 문화와 언어를 말살하고 탄
압하는 동시에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도록 하고 기독교를 전파하
며 영국식 생활방식을 인도에 이식하였다(Gopal 2007). 한편 동아
시아 지역의 경우 이러한 문화 간 지배 양상은 19세기 후반 근대화
에 성공한 일본이 주변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가운데 동일하
게 나타났다. 실제로 일본은 1869년과 1879년 현재의 홋카이도(北
海道)와

오키나와(沖縄) 지역을 각각 일본 영토로 공식 병합한 이

후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아이누인과 류우쿠우인(琉球人)을 문
화적으로 “일본인”으로 “문명화”하기 위해 일본식 교육제도를 도
입하였고 또한 이들의 전통 문화와 생활방식을 말살하기 위해 “홋
카이도 원주민 보호법(北海道旧土人保護法)” 등과 같은 다양한 억압
정책을 실시하였다(小熊 1998, 35-54).10 또한 1910년 조선을 강제
병합한 이후 조선의 고유문화를 말살하기 위해 일본식 교육제도를
도입하여 학생들에게 일본 문화를 전파하였고 더 나아가 일상생활
에서의 한글 사용을 금지시키고 황국신민화, 창씨개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식민지 문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10

아이누인에 대한 보호를 명목으로 1899년 메이지 정부에 의해서 제정된 이 법률
은 아이누인의 공통 토지를 수탈하고, 수렵 민족인 아이누인의 농경민화를 강요
하였으며 더 나아가 아이누 문화를 열등한 문화로 간주하여 일본 문화로의 동화
를 강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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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제국주의 시기 국가 권력을 매개로 극명한 형태로 드
러났던 문화 간 지배 양상은 1960년대 서구 제국주의가 막을 내
린 이후에도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사이드(Said 1978)의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 연구는 직
접적인 제국주의 국가 권력의 개입 없이 서양 문화가 어떻게 오늘
날까지 동양의 이미지를 왜곡하고 이를 통해 동양에 대한 서양의
우위와 지배를 정당화하는지 보여준다. 사이드에 의하면 근대 이
후 “서양(Occident)”의 정치지도자, 지식인, 학자, 예술가 등은 문
학 작품이나 역사 서술, 기행문, 학문 연구 등을 통해 서양과 “다
른” 그리고 서양보다 “열등한” “타자(Other)”로서 “동양(Orient)”
의 이미지와 표상(representation)을 때때로 왜곡된 형태로 구성
(construct)해 왔고 이러한 왜곡된 이미지와 표상은 다시 비서구

세계에 대한 서양인의 편견과 지배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
실례로 사이드에 의하면 중동 역사 연구로 유명한 루이스
(Bernard Lewis)의 이슬람 연구는 이슬람을 다양성도 없고 내적 역

동성도 없는 종교로 묘사함으로써 이슬람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데 기여해 왔다. 사이드에 의하면 루이스는 “이슬람을 격정과 본
능, 무반성적 증오를 통해 무슬림을 통치하는 비합리적 군중 현상
으로” 묘사했으며 더 나아가 이슬람을 “기독교인과 유대인에 대
한 증오로” 가득한, 종교라기보다는 일종의 “반유대인 이데올로
기(anti-Semitic ideology)”에 가까운 것으로 묘사함으로써 이슬람
과 무슬림에 대한 서구인의 편견을 조장하는 데 기여해왔다(Said
1978, 317-8). 이러한 맥락에서 사이드(Said 1994)는 그의 저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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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제국주의(Culture and Imperialism)』에서 서구 제국주의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고 대부분의 식민지들이
독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경제적 수단 대신 “문화”를 통해
오늘날에도 비서구인들을 계속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영(Young 1990)은 이러한 문화 간 지배 현상이 서양과
동양 사이의 관계에서뿐 아니라 그녀가 “문화적 제국주의(cultural
imperialism)”라고 부르는 형태로 특정 사회 내부에서도 계속되

고 있다고 주장한다. 영에 의하면 특정 사회에서 지배적 위치를
점한 집단이 그 사회의 “해석 수단(the means of interpretation)”
과 “커뮤니케이션 수단(the means of communication)”에 대한 배
타적 또는 우선적 접근을 통해 자신들의 경험과 문화, 가치, 관점
을 일반화하고 사회 규범(norm)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다른 소수
자 집단의 경험과 문화, 가치, 관점을 “일탈(deviance)” 또는 “열
등함(inferiority)”으로 재구성할 때 “문화적 제국주의”로 불리
는 억압이 나타난다. 이 경우 소수자 집단은(예를 들어 여성, 아메
리카 인디안, 흑인, 유대인, 동성애자 등은) 자신들의 의도와 상관없

이 지배 집단에 의해 “타자”화되며 이들이 보여주는 지배 집단과
의 차이는 “부족하고 부정적인” 것으로 그려진다. 또한 소수자 집
단에 대한 부정적 “스테레오타입”은 이들을 “열등하고” “타락한
(degenerate)” 이미지와 결부시킴으로써 이들에 대한 억압을 당연

한 것으로 정당화하는 데 기여한다(Young 1990, 58-60).
이러한 사이드와 영의 논의는 특정 문화가(그리고 그 문화를 공
유하는 집단이) 국가 권력을 매개로 또는 이미지나 표상, 담론, 상징

조작 등을 통해 다른 문화를(그리고 그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을) 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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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저급하고 야만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억압하고 탄압하고 말
살시키려 하고 동화시키려 하는 문화 간 지배 현상이 오늘날에도
다양한 형태로, 즉 “오리엔탈리즘”과 같은 형태로 또는 “문화적 제
국주의”의 형태로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충돌

문화 간 “충돌(clash)”은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다양한 양상 가
운데 하나로 이질적 문화 간 상호작용이 서로를 적대시하고 갈등
하고 충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지칭한다. 이 경우 상
호작용하는 이질적 두 문화는 상대 문화가 가진 독특한 의미, 가
치, 신념 체계를 인정(recognition)하기보다는 부정(negation)한
다. 그러나 지배의 경우와 달리 충돌에서 나타나는 부정은 지배적
위치를 점한 특정 문화가 상대 문화를 일방적으로 부정하는 방식
이 아니라 상호작용하는 이질적 문화 가운데 어떠한 문화도 지배
적 위치를 점하지 못한 채 양방향에서 서로를 상호 부정하는 방식
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문화 간 충돌 양상은 오늘날 세계정치에 다양한 형태
로 나타나고 있는데 위에서 언급한 헌팅턴(Huntington 1993; 1996)
의 “문명 충돌론”은 탈냉전 이후 세계정치에 나타나는 문화 간 충
돌에 대해 의미 있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헌팅턴에 의하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이 시작되
면서 세계정치는 양극화되었고 세계는 세 부분으로 갈라졌다. 즉,
미국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진영은 소련이 이끄는 공산주의 진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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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군사적으로 경
쟁하였고, 이 두 진영 바깥에서는 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
한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국가들이 비동맹 노
선을 추구하며 제3세계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냉전 체제는 1980년
대 말 공산세계가 무너지면서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탈냉전 이후 세계에서는 이념이나 정치, 경제가 아니라 문화가 사
람과 사람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물론 국민국가가
탈냉전 이후 세계정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탈냉전 이
후 세계정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갈등은 국민국가가 아니라 일곱
내지 여덟 개의 문명 사이에 나타난다.
헌팅턴에 의하면 키신저가 21세기 국제체제의 6대 열강으로
언급한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는 다섯 개의 아주 상
이한 문명에 속해 있으며 이 밖에 이슬람 국가들이 전략적 위치,
방대한 인구, 석유 자원을 등에 업고 세계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새로운 세계에서 강대국의 경쟁은 문명의 충돌로 바뀐
다. 세계정치는 문화와 문명의 경계를 따라 재편되고 있으며 문화
적 동질성과 이질성이 국가들의 이익, 대결, 협력 양상을 규정한
다. 그리고 가장 전파력이 크며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갈등은 사
회적 계급, 빈부, 경제적으로 정의되는 집단 사이가 아니라 상이
한 문화적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 사이에 나타난다. 물론 종족 전
쟁이나 민족 분쟁이 한 문명 안에서도 여전히 발생할 것이지만 확
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쟁은 문명과 문명이 만나는
단층선에서 발생할 것이다. 사람들은 언어, 종교, 가치관, 제도,
문화를 공유하고 있어 신뢰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 집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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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는 별다른 위협을 느끼지 않지만 문화가 달라서 서로 잘 이
해할 수도 신뢰할 수도 없는 집단으로부터는 쉽게 위협을 느낀다.
이러한 이유로 헌팅턴은 탈냉전 이후 세계정치의 주요 갈등이 서
구 문명과 비서구 문명 사이에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였다. 즉 서
구 문명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가장 강력한 문명의 위치를 고수하
겠지만 상대적으로 쇠퇴하는 반면 비서구 문명(특히 동아시아를 중
심으로)이 경제력, 군사력,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며 서구 문명에

저항함에 따라 서구 문명과 비서구 문명 사이의 충돌이 탈냉전 시
기 세계정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될 것이라고 헌팅턴(1997, 1938)은 예측한다.

한편 조금 다른 맥락에서 바버(Barber 1995)는 탈냉전 이후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세계정치가 경제적, 문화적 세계화 과정
을 통해 하나로 통합된 시장 중심의 다국적 기업이 통제하는 “맥월
드(McWorld)”와 극단적 민족주의, 근본주의(orthodoxy) 또는 신
정(theocracy)의 형태로 맥월드에 저항하는 “지하드(Jihad)” 사이
의 충돌과 투쟁으로 특징 지워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바버에 의하
면 신자유주의에 기반 한 시장 논리가 탈냉전과 함께 1990년대 이
후 전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면서 세계는 점점 더 통합되고 획일
화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다국적 기업이 지배하는 맥월드가 형
성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맥월드는 한편으로는 국가 주권
을 약화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주의 제도를 약화시키면서 더
욱더 세계를 시장 논리가 지배하는 획일화된 세계로 이끌고 있다.
그러나 바버에 의하면 이러한 맥월드의 전 세계적 확장에 저항하
는 지하드 또한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바버에 의하면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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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는 처음에는 정치적 정체성, 문화적 다양성을 회복하기 위한 순
수한 목적의 사회 운동 차원에서 시작되었으나 점차 정체성 회복
을 통해 맥월드의 획일적 문화에 저항하고자 하는 성격을 띠게 되
었다. 그리고 맥월드가 전 세계로 확장하면 할수록 지하드 또한 전
세계 곳곳에서 나타난다. 이 결과 오늘날 세계에는 이 두 가지 상
반된 흐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으며 양자 사이의 충돌과 투쟁이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세계정치를 규정할 것이라고 바버는 주장
한다(Barber 1995, 3-20). 이러한 바버의 주장은 경제적 세계화로
시장이 통합됨에 따라 획일화된 자본주의 대중 소비문화가 전 세
계로 확대되는 가운데 세계 곳곳에서 “지방 문화(local cultures)”
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이러한 소비문화에 저항하며 충돌
을 일으킬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문화 간 충돌의 관점
에서 오늘날의 세계정치를 바라보고 있다.11
이처럼 전 세계적 차원에서 문화 간 충돌이 헌팅턴이 주장하
는 문명 간 충돌 또는 바버가 주장하는 맥월드와 지하드의 충돌로
나타난다면 일국적 차원에서 이러한 문화 간 충돌은 때때로 헌터
(James D. Hunter)가 1960년대 이래 미국 정치의 가장 중요한 특

징 가운데 하나로 지적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가치관과 이념 사이
의 “문화 전쟁(culture war)”으로 나타난다. 헌터에 의하면 미국에
11

그러나 헌팅턴과 달리 바버는 9・11 사태 이후 다시 발간한 책의 서문에서 이러한
충돌이 문명과 문명 사이의 충돌, 특히 서구와 비서구 사이의 충돌은 아니라고 주
장한다. 바버에 의하면 맥월드로 대표되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획일화된 문화
와 지하드로 대표되는 지역 문화 사이의 충돌은 “문명의 충돌이 아니라 단일한 전
지구적 문명권에서 발생한 변증법적 긴장의 시현이다.” “우리가 직면한 것은 문
명 간 전쟁이 아니라 문명 내의 전쟁이며”, “각 문화권 내에서의 양면성을 드러내
는 투쟁”일 뿐이라고 바버는 주장한다(바버 2003,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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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이러한 문화 전쟁은 1960년대 이래 전통적 또는 보수적 가치
관과 이념을 지닌 집단과 진보적 또는 자유주의적 가치관과 이념
을 지닌 집단 사이의 충돌로 나타났는데 이 충돌에서 보수주의자
들은 진보주의자들의 가치관과 이념이 미국의 기독교 전통과 가정
의 가치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진보주의자들은 보수주의
자들의 가치관과 이념이 낙태, 동성애, 종교 등의 이슈에 있어 지
나치게 기독교 교리에 입각하여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Hunter 1992).
한편 유럽의 경우 이러한 문화 전쟁은 낙태, 동성애 문제를 두
고 “세속주의자들(secularists)”과 카톨릭교도를 포함한 “기독교주
의자들(Christians)” 사이에, 그리고 최근 이민자, 특히 무슬림 이
민자가 급증하면서 이민 문제를 두고(즉 이민자를 계속 받아들일 것
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이민자들, 특히 무슬림 이민자들의 문화적 차이
를 어디까지 허용하고 관용할 것인가의 문제를 두고) 외국인 혐오증
(xenophobia)을 조장하고자 하는 “극우주의자들”과 무슬림 이민

자 사이에 정치사회적 갈등과 충돌로 나타나고 있다(Weigel 2006).
특히 이민 문제를 두고 프랑스에서는 르펜( Jean-Marie Le Pen)이
이끄는 국민전선(National Front Party)이,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는 북부지역 주요 정당 가운데 하나인 북부연맹(Lega Nord)이, 또
한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에서는 극우정당인 스위스인민당(Swiss
People’s Party)과 자유당(Freedom Party)이 외국인 이민자, 특히

무슬림 이민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며 정치사회적 갈등을 불러일
으키고 있다(Kimmelman 2010). 이러한 사례들은 문화 간 충돌이
“문명의 충돌” 또는 “지하드 대 맥월드”의 충돌 같은 전 세계적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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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뿐 아니라 일국적 차원에서(또는 유럽이라는 지역적 차원에서)
“문화 전쟁”의 형태로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공존

문화 간 “공존(coexistence)”은 이질적 문화가 서로 상대방 문화
의 의미와 가치, 신념 체계의 차이를 “인정(recognition)”하고 상
대방의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하는 방식의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양상을 지칭한다(Honneth 1996; Taylor 1994). 이러한 커뮤니케
이션 방식은 기본적으로 이질적 문화가 서로 차이를 인정함으로
써, 즉 의미, 가치, 신념 체계상의 차이를 인정함으로써 서로 공존
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특히 자유주의자들은 이러한 문화 간 공존
이 “나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한 타인의 자유를 최대한 인정한
다”는 자유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대방의 문화적 의미와 가치, 신
념 체계가 나의 문화적 의미와 가치, 신념 체계를 침범하지 않는
한 최대한 용인하는 “관용(tolerance)”과 “호의적 무관심(benign
neglect)”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이들은 특정 국가

내에서(또는 특정 정치 공동체 내에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분
리하고 공적 영역에 있어 국가의 “중립성(neutrality)”을 강조함으
로써 공적 영역에서의 갈등에 상관없이 사적 영역에서 다양한 문
화가 공존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Walzer 1982; Glazer 1983). 반면
킴리카(Kymlicka 1995), 테일러(Taylor 1994) 등과 같은 다문화주
의자들은 좀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즉 “주류(mainstream)”의 위
치를 점하고 있는 문화가 소수 문화에 일종의 “집단 특권(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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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tiated rights)”과 “예외(exceptions)”를 인정해줌으로써 이

질적 문화 간 공존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가 어찌되었건 문화 간 공존은 오늘날 세
계정치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많은 학자들이 문화 간
공존이 탈냉전 이후 세계정치의 주요 특징이 되리라 예상하고 있
다(뚜웨이밍 2006; 뮐러 1999; 쿠르바즈와 토드 2008). 실례로 뮐러
(Müller)는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 주장을 반박하며 세계정치가

경제적 상호의존 및 세계화의 심화, 그리고 전 지구적 커뮤니케이
션의 증가로 문명 간 충돌보다는 문명 간 공존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한다. 뮐러에 의하면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 주장은
탈냉전 이후 세계정치 양상을 서구 문명과 여타 문명 사이의 대립
구도로 단순화한 것으로 수많은 경험적 결함을 내포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실 적합성도 의문시되며 유용성도 의심스럽다(뮐러 1999,
19-20). 오히려 탈냉전 이후 세계정치는 국가 세계 수준에서 경제

적 상호의존과 지구화의 심화가 “교역 국가(Handelsstaat)”12 들을
중심으로 전 지구적 협력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또한 사회 세계 수준에서 전 지구적 커뮤니케이션의 증가가 국가
와 지역, 문명을 연결해주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만들어내고 있다
12

뮐러에 의하면 “교역국가(Handelsstaat)”는 “권력국가(Machtstaat)”를 대신하
여 현대 정치 체계의 전형을 이루는 국가로 정부가 경제계의 요구에 개방적이고
외교 목표를 설정할 때 경제계를 위시한 이익 단체의 의견을 존중하며, 권력과 안
보의 문제보다 경제 관계를 우선시하고 군비 지출을 최소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국가를 지칭한다. 구체적인 교역국가의 예로 뮐러는 군사 자원의 지속
적 역할 없이 많은 권력과 영향력을 획득한 일본과 독일을 염두에 두고 있다. 반
면 군사적 패권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미국에 대해 뮐러는 “교역국가와 권력국
가의 합명제를 보여주는 화신”으로 묘사하고 있다(뮐러 1999, 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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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뮐러는 주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뮐러(1999, 273-4)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뮐러에 의하면 “경제 및 사회 세계의 세력이 확산
될수록 비서구 문명권 국가와 서구 사이의 대립은 약화된다. 이 경
우 특정한 문명권에 속하는 국가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고 통
합될 수 있다. 그리하여 얼핏 보면 ‘문명 블록’처럼 보이는 것이 생
겨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적 연계는 타 문명과 대립 관계
에 있지 않다. 오히려 전 지구적 차원의 전체 네트워크 안에서 타
문명과 동일한 결절들을 이루며 타 문명권에 속한 사회 및 국가와
강한 연계를 맺고 또 이를 발전시켜 나간다. 이러한 개혁 과정은
서구에 대한 문명적 거리를 줄여줄 것이며 ‘문명의 충돌’은 멀리
사라질 것이다. 정치・군사적 적대 관계는 사라지고 경제 차원에서
경쟁과 협조의 이중주가 울려 퍼질 것이다.” 물론 뮐러는 이러한
“문명의 공존” 시나리오를 실현하는 데 있어 테러리즘, 근본주의,
환경 문제, 인구 이동 등 몇 가지 방해 요소가 있음을 인정한다. 그
러나 이러한 방해 요소에도 불구하고 뮐러는 탈냉전 이후 세계정
치가 경제적 상호의존과 지구화의 심화, 그리고 전 지구적 커뮤니
케이션의 증가로 문명 간 충돌보다는 문명 간 공존의 방향으로 나
아갈 것으로 결론 내린다(뮐러 1999, 273-4).
한편 위에서 언급한 킴리카(Kymlicka 1995)는 자유민주주
의를 지향하는 다문화사회에서 문화적으로 “주류”의 위치를 점
하고 있는 집단이 소수 문화 집단에 일종의 “집단 특권(group
differentiated rights)”을 부여함으로써 이질적 문화 간 공존이 가

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킴리카에 의하면 오늘날 지구상 대부분
의 국가들은 과거 근대 국가 형성과정에서 소수 민족을 병합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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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또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국제적 인구 이동의 결과 정도에 차
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 다문화사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다수 문화 집단과 소수 문화 집단 사이의 평화로
운 공존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덕적으로 타당하고 정치적으로 실
현 가능한” 방안을 찾는 것이 오늘날 민주주의가 직면한 가장 중
요한 도전 가운데 하나라고 킴리카는 주장한다(Kymlicka 1995, 1).
그리고 해결책으로 킴리카는 다음과 같이 소수 문화 집단의 성격
에 따라 일종의 맞춤형 해결 방식을 제시한다. 즉 소수 문화 집단
이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며 역사적으로 자치권을 행사해
오다 국가 형성 과정에 병합된 경우, 즉 소수 문화 집단이 “소수 민
족(minority nation)”의 성격을 가질 경우 킴리카는 다수 문화 집단
이 소수 민족에게 중앙 정부의 권한 가운데 상당 부분을 이양하는
“자치권(self-government rights)”을 허용함으로써 문화 간 공존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소수 문화 집단이 자발적으로 이민
온 이민자 집단일 경우 킴리카는 다수 문화 집단이 소수 문화 집단
에게 재정 지원, 특정한 종교적 또는 종족적 관습에 대한 법적 보
호와 예외 인정 등 그가 “다종족 권리(polyethnic rights)”라 부르
는 일종의 집단 특권을 부여함으로써 문화 간 공존을 이룰 수 있다
고 주장한다(Kymlicka 1995, 6-7). 이러한 맥락에서 킴리카는 캐나
다와 같은 다문화사회가 한편으로는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퀘벡인
(Quebec)들과 캐나다 인디안 부족들에게 이민정책, 언어정책, 문

화정책 등에서 일정 정도 자치권을 부여함으로써, 그리고 다른 한
편으로는 캐나다에 이민 온 중국계, 아시아계, 아랍계 이민자 집
단이나 여타 이민자 집단들에게 자신들의 문화적 전통을 지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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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해주고 “다종족 권리”를 인정해줌으로
써 다양한 문화 간 평화로운 공존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러한 킴리
카의 논의는 문화 간 공존이 문명 간 공존의 형태로뿐 아니라 특정
국가 내에서 다문화주의에 기반한 다양한 문화 간 공존의 형태로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4. 공진화

문화 간 “공진화(coevolution)”는 이질적 문화가 서로 상호작용
하는 가운데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서로 변화해가는 문
화 간 커뮤니케이션 양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오래전부터 많은 학
자들이(직접적으로 공진화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개
념을 통해) 세계사 또는 세계정치에 나타나는 문화 간 상호작용의

주요 양상 가운데 하나로 지적해왔다.13 실례로 슈펭글러(Oswald
Spengler)의 문명사 연구는 문화 간 공진화가 지난 수천 년간 인류

역사를 관통한 주요 흐름이었음을 보여준다. 주지하듯이 슈펭글러
는 그의 주저 『서구의 몰락(The Decline of the West)』에서 지난 수

13

“공진화”라는 용어는 원래 생물학 분야에서 공생하는 생물체, 숙주와 기생 생물
체, 포식자와 먹잇감 등 서로 상호작용하는 생물체들이 각자 유기체로서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서로 상호작용하며 진화해가는 경우를 지칭하기 위한
용어로 사용되었다(Thompson 1994). 그러나 최근에는 생물학 분야뿐 아니라
컴퓨터 사이언스, 사회학, 국제정치경제학, 천문학 등 여타 학문 분야에서도 개
별 독립체들이 독립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상호작용하며 변화해가는 현상을 지칭
하기 위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 용어를 이질적 문화들이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상호작용하며 서로 변화해가는 과정을 지칭하기 위한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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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년간 인류 역사를 약 여덟 개의 “고급문화(high cultures)”, 즉
바빌로니아, 이집트, 중국, 인도, 멕시코(마야/아즈텍), 고대(그리스/
로마), 아라비아, 서구 또는 유럽-미국 문화가 서로 독립성을 유지

하는 가운데 상호작용하며 진화와 흥망성쇠를 거듭해온 역사로 서
술하고 있다(슈펭글러 2008). 이러한 슈펭글러의 역사관은 서구 문
명을 인류 보편 문명으로, 즉 다른 문명이 궁극적으로 본받고 따라
야 할 문명으로 가정하는 서구 중심주의 역사관과 달리 서구 문명
을 세계사에 등장하는 여러 문명 가운데 하나로 상대화하고 있으
며 복수 문명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공진화가 인류 역사를 발전시
켜온 추동력이었음을 가정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토인비(Arnold J.
Toynbee) 또한 인류 역사를 21개의 주요 문명들 사이의 상호작용

과 흥망성쇠의 과정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인류 역사
는 문화와 종교 등을 중심으로 성립된 문명들이 “도전(challenge)”
과 “응전(response)”을 거듭하며 서로 상호작용하고 성장하고 쇠
퇴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토인비 1983). 이러한 토인비의 역
사관 또한 독립적 문명들 간 도전과 응전의 상호작용을 역사 발전
의 주요 동력으로 가정한다는 점에서 슈펭글러와 마찬가지로 문화
간 공진화의 관점에서 세계사와 세계정치를 바라보고 있다.14
14

이한구(2001)는 이처럼 복수 문명 간 상호작용과 공진화의 관점에서 세계사를
해석하는 슈펭글러, 토인비 등의 논의를 “다원 문명론”이란 개념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한구에 의하면 다원 문명론은 “인류의 역사가 하나의 일원적인 역사라는
것을 부정하고, 여러 개의 문명들이 전개하는 다원적인 역사라고 주장한다.” 즉,
인류 역사가 “같은 가치를 지닌 여러 문명들의 다원적인 변화 과정이며 각각의 문
명들은 하나의 독립적인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성장의 과정을 밟는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개개의 문명들은 다른 문명들과 부단히 교섭하
고 그리하여 여러 가지 이질적인 문화적 요소들을 차용하고 또 수용하기도 하지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과 세계정치

173

한편 크라머(Kramer)의 이민에 관한 논의는 문화 간 공진화
과정이 특정 사회 내부에서도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크
라머는 이민자들의 유입으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사
회에서 문화 간 상호작용이 각각 개별 문화들이 자신들의 독립성
을 유지하는 가운데 서로 상호작용하며 변화해가는 양상으로 전
개된다고 주장한다. 크라머(Kramer 2011, 388)에 의하면 “주류 사
회(host society)와 이민자들 사이의 차이는 이민자들이 주류 사회
로 통합된다고 해서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통합은 크라머
가 ‘문화적 융합(cultural fusion)’이라 부르는, 즉 이민자들이 주류
사회 문화에 직면하여 이를 흡수하고(adopt) 동시에 자신들의 문
화를 이에 추가하는(add) 과정을 포함한다. 다문화사회에서 나타
나는 이러한 융합의 사례들은 무수히 많다. 몇몇 예들을 거론하자
면 카레햄버거, 일본 전통 악기로 재즈를 연주하는 행위, 미국 대
학 축구경기 사전행사에서 폴리네시안 전사들의 춤을 추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이민자들이 자신들이 이주한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이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
음을 보여준다. 동화주의자들은 이민자들이 주류 사회의 지배적
(predominant) 사고방식과 행동방식, 그리고 지배적 감성들을 가

능한 한 최대한 흡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이민자들이
경험하는 현실은 주류 사회와 이민자들이 서로 의사소통하는 가운

만, 이들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독자적인 발전의 과정을 갖는다”고 이한구(2001,
38-9, 41)는 주장한다. 요컨대 다원 문명론은 인류 역사를 이질적 문명이 상호작
용하는 가운데 독자성을 유지하며 변화해가는 과정으로, 즉 공진화하는 과정으로
가정한다.

174

데 서로의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을 교환하고 해석하고 상대방 방
식을 빌려 따라하는 공진화의 과정으로 나타난다.” 요컨대 크라머
는 다문화사회에서의 문화 간 상호작용이 일방적으로 특정 문화가
다른 문화를 동화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서로
변해가는 방식으로, 즉 공진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을 주장한
다. 이러한 크라머의 주장은 문화 간 공진화가 오늘날 세계정치에
있어 한편으로는 슈펭글러, 토인비 등이 언급한 문명들 사이에서
뿐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다문화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
질적 문화들 사이에서도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5. 혼종

문화 간 “혼종(hybridization)”은 이질적 문화들이 섞이고 혼합되
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문화 간 커뮤
니케이션 양상을 지칭한다.15 예를 들어 이탈리아 음식과 프랑스
15

주지하듯이 원래 “혼종”이라는 용어는 생물학에서 이질적 종 사이의 결합에 의
해 새로운 종이 태어나는 경우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으나 이후 18세기, 19
세기, 20세기를 거치며 인종, 언어, 문화, 정체성 등에서 이질적 종의 결합에 의
해 새로운 종이 나타나는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이 용어는 18세기 말엽부터 서구 열강이 비서구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가
운데 유럽계 백인들과 여타 인종 간 결합에 의해 태어난 사람들을, 예를 들어 서
구인과 아프리카인, 아시아인, 아메리카 인디안, 태평양 도서지역 주민 등 여
타 인종의 결합에 의해 태어난 사람들을 경멸하는 용어로, 즉 이들이 인종적으
로 서구인들보다 열등할 뿐만 아니라 서구인의 인종적 순수성을 훼손할 수 있다
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서구 중심적 인종 담론 용어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20세
기 중반 이후 식민주의가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면서 이 용어는 점차 단순히 인
종적 결합을 지칭하는 것에서 확대되어 문학, 문화, 정체성 등에서 “근본주의
(essentialism)”에 대항하는 혼종 현상을 지칭하기 위한 용어로 폭넓게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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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이 한식과 합쳐져 새로운 퓨전 요리를 만들어가는 것과 마찬
가지로 이질적 문화가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섞이고 혼합되어 원래
개별 문화가 가진 의미와 가치, 신념 체계와는 다른 새로운 의미와
가치, 신념 체계를 만들어가는 문화 간 상호작용 방식을 지칭한다.
이러한 문화 간 혼종은 오늘날의 세계정치에 다양한 형태
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바바(Bhabha 1994)의 탈식민주의(postcolonialism) 문화이론 연구는 문화 간 혼종이 식민주의(colonialism)를 경험한 문화들에서 서구 제국주의 문화와 식민지 현지 문

화 사이의 혼합의 형태로, 또는 식민주의를 경험한 “피식민자(the
colonized)”의 정체성에서 서구인의 정체성과 식민지 현지인의 정

체성이 혼합된, 그가 “양면성(ambivalence)”으로 부르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바바에 의하면 식민주의를 경험한 피
식민자들은 “식민자들(colonizers)”의 문화와 개념을 받아들여 이
를 자신들의 전통 문화와 개념과 섞고 혼합함으로써 새로운 “혼종
문화(hybrid cultures)”와 “혼종 정체성(hybrid identities)”을 만들
어낸다. 그리고 이러한 “혼종성(hybridity)”은 식민주의가 공식적
으로 막을 내린 이후에도 계속되어 오늘날까지 식민주의를 경험
한 피식민자의 문화와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식민자들인 서구인들의 문화와 정체성에도 영향을 미치
고 있다고 바바는 주장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바바는 식민주의
를 경험한 피식민자의 문화와 정체성이 피식민자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 문화와 정체성과도 다르고 그렇다고 서구 식민자들

고 있다(Wikipedia 2013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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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화와 정체성과도 다른 “제3의 공간(Third Space)”에 위치하
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Bhabha 1994, 23-6).
한편 1990년대 이후 세계화와 국제적 인구 이동, 특히 이민
의 증가로 다양한 문화들이 섞이고 혼합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
라 많은 학자들이 혼종을 세계화 이후 문화 간 상호작용의 가
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 실례로 크레이디
(Kraidy 2005)는 “혼종성(hybridity)”이 세계화 시대의 “문화적 논

리(cultural logic)”를 대변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세계화
는 다양한 문화들 사이의 교류를 증가시킴으로써 “모든 문화들
이 그 내부에 다른 문화의 흔적들을 포함하도록” 문화 간 혼종성
을 증대시킨다. 비슷한 맥락에서 피터스(Pieterse 2004)는 혼종
성이 세계화 시대의 “문화적 근간(the rhizome of culture)”을 이
룬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문화적 측면에 있어 세계화는 세
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문화들을 섞고 혼합하여 새로운 문
화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동질화(homogenization)”, “근대화
(modernization)”, “서구화(Westernization)”라기보다는 문화의

“혼종화(hybridization)”를 가져온다. 이러한 이유로 피터스는 혼
종성이 세계화 시대 문화적 근간을 이룬다고 주장한다. 또한 파파
스터지아디스(Papastergiadis 2000), 홀튼(Holton 2000), 챈(Chan
외 2007), 호퍼(Hopper 2007) 등의 연구도 세계화가 다양한 문화의

혼합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장하며 문화 간
혼종을 세계화 시대 문화 간 상호작용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
로 지적하고 있다.
이외에도 특정 사회 내부에서 문화 간 혼종을 드러내주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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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 사례로 1970년대 중반까지 “용광로(melting pot)”로 표현
되던 미국 사회의 이민자 수용 방식을 지적할 수 있다. 주지하듯
이 용광로 메타포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민자들로 구성
된 미국 사회가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이
민자들을 미국이라는 용광로 속에서 하나로 “녹여 합쳐(melting
together)” 새로운 미국 문화와 “새로운 미국인(an American new
man)”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다

양한 문화가 섞이고 혼합되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일종의
문화 간 혼종 현상을 지칭한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다문화주
의 담론이 유행하게 되면서 최근에는 “미국화(Americanization)”
또는 미국 주류 문화로의 “동화(assimilation)”를 의미하는 용광
로 메타포 대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민자들이 자신들의
특성과 차이를 유지하는 가운데 서로 섞이고 혼합하여 새로운 문
화를 창출한다는 의미로 “모자이크”, “샐러드 그릇(salad bowl)”,
“미국 만화경(American kaleidoscope)” 등과 같은 용어를 미국
사회의 문화 간 혼종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로 더욱 자주 사용하
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다양한 사례들은 문화 간 혼종이 세계화와
국제적 인구 이동, 이민의 증가로 전 세계적 수준에서 또는 특정
사회 내부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전
세계적 수준에서 세계화가 다양한 문화들 사이의 교류와 접촉을
증가시킴으로써 문화 간 혼종을 가져오고 있으며 국제적 인구 이
동의 증가, 특히 이민의 증가가 특정 사회 내부로 이질적 문화를
유입함으로써 국내적 수준에서 문화 간 혼종 현상을 촉진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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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점에서 문화 간 혼종 현상은 탈냉전 이후 세계정치에 나타나
는 문화 간 상호작용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
겠다.

IV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세계정치적 함의
이 글에서는 최근 그 중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문화 간 커뮤
니케이션에 초점을 맞춰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이 오늘날 세계정치
에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지배, 충돌, 공존, 공진화, 혼
종 다섯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배는 특정 문화가(그리고 그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이) 국
가 권력을 매개로 또는 이미지나 표상, 담론, 상징 조작 등을 통
해 다른 문화를(그리고 그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을) 열등하고 저급하
고 야만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억압하고 탄압하고 말살시키려 하
고 동화시키려 하는 문화 간 상호작용 양상으로 오늘날 세계정치
에 사이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오리엔탈리즘”의 형태로 또는 영
이 지적한 바와 같이 “문화적 제국주의”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충돌은 이질적 문화가 서로의 차이를 부정한 채 서로를 적대
시하고 충돌하는 문화 간 상호작용 양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전 세
계적 차원에서 헌팅턴이 주장하는 “문명의 충돌” 또는 바버가 주
장하는 “지하드와 맥월드”의 충돌로 나타나거나, 일국적 차원에서
헌터가 1960년대 이래 미국 정치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과 세계정치

179

나로 지적한 “문화 전쟁”의 형태로 나타난다. 셋째, 공존은 이질적
문화가 서로 상대방 문화의 의미와 가치, 신념 체계의 차이를 인정
하고 상대방의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문
화 간 상호작용 양상으로 전 세계적 차원에서는 뮐러가 주장하는
“문명의 공존” 형태로 그리고 특정 사회 내부에서는 자유주의 또
는 다문화주의에 기반한 다양한 문화 간 공존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공진화는 이질적 문화가 각자 독립성을 유지하는 가운
데 상호작용을 통해 변해가는 문화 간 상호작용 양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한편으로는 슈펭글러, 토인비 등이 언급한 문명들 사이의
공진화로 다른 한편으로는 크라머가 지적한 바와 같이 다문화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질적 문화들 사이의 공진화로 나타난다.
다섯째, 혼종은 이질적 문화들이 섞이고 혼합되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문화 간 상호작용 양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바바가 지
적하는 탈식민주의 시대 혼종성의 형태로, 또는 크레이디, 피터스
등이 지적하는 세계화 시대의 “문화적 논리” 또는 “문화의 근간”
으로, 아니면 미국의 이민자 수용 방식을 나타내는 “용광로”, “모
자이크”, “샐러드 그릇”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다섯 가지 문화 간 상호작용 양상은 오늘날 세계정치
에서 어느 하나만 주도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몇 가지 양상이 중
첩적으로 또는 다섯 가지 양상이 모두 복합적으로 혼재하는 형태
로 나타나고 있다. 실례로 기독교 중심의 서구 문명과 유교 중심의
동아시아 문명, 그리고 이슬람 문명과 인도 문명 등은 때때로 충돌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존하면서 상호작용하고 또한 공진화하며
새로운 혼종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또한 유럽 내에서도 최근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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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림 이민자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기독교 문화가 이슬람 문화와
한편으로는 서로 충돌하면서도 동시에 상호 차이를 인정하며 공존
하고 있고 또한 공진화하면서 섞이고 뒤섞여 혼종의 새로운 문화
를 만들어내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아직 서구식 프로테스탄트
기독교 문화가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민자 문화들이 충돌하면서 공존하고 공진화하는 가운데
혼종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오늘날 세계정치에서 다양한 문화들이 지배,
충돌, 공존, 공진화, 혼종과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어떠한 이론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는가?
특히 어떠한 국제정치학적 이론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는가? 위에
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세기 들어 체계를 갖춘 학문 분야로 발전한
전통적 국제정치학은 기본적으로 국제관계와 세계정치를 주권 국
가들 간의 관계로 그것도 기본적으로 군사력, 정치력, 경제력을 중
심으로 이루어지는 주권 국가들 간의 관계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 국제정치학 패러다임은 다양한 문화 간 상호작용이
오늘날 세계정치의 주요 구성 요소로 부상함에 따라 두 가지 측면
에서 수정을 요구받고 있다.
첫째, 이슈의 측면에서 오늘날 세계정치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화 간 상호작용은 세계정치에 대한 이론화 작업이 더 이상 문화
를 “주변적” 요소로 취급할 수 없음을 드러내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는 오늘날 세계정치에서 지배의 수단으로, 또는 충
돌의 원인이자 공존의 계기로, 아니면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를 이
끌어내는 공진화의 원인으로, 또는 혼종을 통해 새로운 행위자를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과 세계정치

181

만들어내는 계기로 작동할 수 있다. 따라서 이처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문화를 고려하지 않고 세계정치를 이론화하는 작업은 한
계적일 수밖에 없다. 정치, 경제, 군사뿐 아니라 문화를 함께 고려
하는,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영역이 얽히고설키어 만들어내는 복
합적 성격을 설명하고 분석할 수 있는 복합적 세계정치 이론이 필
요하다 하겠다. 둘째, 행위자의 측면에서 오늘날 세계정치에 나타
나는 다양한 문화 간 상호작용은 세계정치에 대한 이론화 작업이
전통적 국제정치학에서와 같이 주권 국가에만, 그것도 단일성을
가정한 “당구공(billiard ball)” 모델의 주권 국가에만 초점을 맞춰
이루어질 수 없음을 드러내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세계정치에 있어 행위자는 주권 국가뿐
아니라 국가보다 규모가 크고 국가 경계를 벗어나 존재하는 문명
과 같은 “초국가적(supranational)” 행위자, 여러 국가에 걸쳐 네트
워크로 연결된 “월경적(transnational)” 문화 집단 행위자(예를 들
어 자신들의 모국은 물론 유럽 전역에서 네트워크로 연결된 무슬림 집단),

그리고 특정 국가 내에 존재하는 이민자 집단과 같은 “하위국가적
(subnational)” 행위자 등 새로운 행위자들이 주목받고 있다. 국가

와 함께 이러한 행위자들을 함께 고려하고, 그리고 이들 여러 행위
자들이 만들어내는 복합적 관계를 설명하고 분석할 수 있는 복합
적 세계정치 이론이 필요하다 하겠다.
요컨대 오늘날 세계정치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화 간 상호작용
은 이슈와 행위자의 측면에서 전통적 국제정치학 패러다임을 넘어
서는 새로운 복합적 패러다임이 필요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앞으
로 다양한 문화 간 상호작용으로 인해 나타나는 세계정치의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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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성격을 설명하고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기
를 기대한다.16

16

이러한 점에서 복합 개념을 중심으로 세계정치를 이해하고자 하는 하영선과 김상
배(2012)의 연구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앞으로 더 많은 후속 연구들이 이어지기
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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