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동북아 ‘중심’ 국가인가?
- 현실 중국과 우리 안의 중국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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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로운 국제정치적 삶
한반도에 새로운 국제정치적 삶이 열리고 있는가. 노무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 동북아라는 개
념이 국가적 비전으로 부상하면서, IMF 이후 우리를 가위눌리게 만들었던 국제화 세계화라는
용어만큼이나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한국의 미래를 아시아적 차원(동북아
이기는 하지만)에서 구상하고 그 구체적인 정책을 입안한 경우는 없었다. 지식계 일부에서 서구
의 제국주의적 침략을 받던 근대시기에 동양 3국 연대론이나 90년대 이후 동아시아 담론이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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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는 하지만 국가적 수준으로 확장되지는 못했다. 오히려 그보다는 “국가가 세계”라는 일국적
시각에서 한국 사회를 바라보거나 국제정치적 인식이 한중, 한일, 한미 등 양자적 관계 속에 한
정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한 국가의 국제정치적 인식은 자국의 정체성 문제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가령, 몇 년 전 ‘중
국에 아시아가 있는가’라고 논란이 되었던 중국의 아시아 관념은 전방위적으로 아시아와 관계 맺
고 있는 지리적 인접성, “중국이 세계”라는 전통적 천하관, 현대화된 국민국가 건설을 위한 국가
정책 등의 문제와 연계된 것으로, 중국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 독특한 문화지리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체된 아시아에서 탈피하여 근대화된 서구세계를 추구하고자 했던 일본의 탈아입구
(脫亞入歐)의 경우도 중국 중심의 아시아 문명과 지역질서에서 벗어나 자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아시아 질서를 구상하려는 국가적 정체성 문제와 관련된 구호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시각은 표면적으로 볼 때 아시아 부정론적 색채를 띠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아시아라는 국제정
치적 인식틀 속에서 자국의 비전을 구상하는 지극히 아시아 ‘내부’적인 사유방식이라고 할 것이다.
아시아에 대한 실감 차원에서 볼 때 한국은 민족해방과 남북분단이라는 거대한 내부 문제에
봉착해 있었기 때문에, 아시아와 접촉하며 아시아 속에서 문제를 사유할 수 있는 역사적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해방 이후 한국은 민족감정으로서 일본, 죽의 장막으로서 중국, 베트남 전
쟁, 중동 특수 등과 같이 이념적이거나 단편적인 정보로 인해, 민간에서 국가에 이르기까지 아시
아를 바라보는 국제정치적 인식이 미숙하거나 협소한 측면이 노출되어 왔다. 최근에 이르러 이러
한 경험 부족은 일상 속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의 문제로 드러나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노무현 정권의 동북아 ‘중심’론 속에 나타나고 있다. 주지하듯이 노무현 정권의 국정지표인 동북
아 경제중심은 본래 동북아 중심국가로 구상되었다가 중국 쪽의 항의를 받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선회한 용어이다. 국민국가 내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라는 국제관계 속에 위치한 정책
이라면 관련 국가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말았어야 했을 것이다.1) 동
북아에 대한 구체적 인식이 없는 동북아 중심론은 우리 안에 굳어있는 일국적 사고에서 비롯된

1) 이에 대해 중국 쪽의 항의를 굳이 수용할 필요가 있었는가 라는 입장과 아울러, 중국의 대국주의적인
간섭이라고 비판하는 입장도 있었다. 그러나 ‘중심’이라는 말의 사용 여부를 두고 민족적 국가적 갈등
을 부각시키기에 앞서, 한반도의 미래를 구상하는데 있어 동북아 ‘중심’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어떠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지에 대해 먼저 물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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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일 수 있으며, 국제적 해프닝이 돼버린 이번 사건은 한국의 국제정치적 인식의 현주소가 어
떠한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할 것이다.
자기중심적인 국제정치적 인식 속에는 타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자리잡고 있다. 타자에 대
한 실감이 결핍되어 있는 이러한 사고들은 국가정책, 언론 매체, 현실 속의 접촉, 텍스트 등 국민
국가 내부에 위치하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형성되며 일상적 무의식적 차원에서 타자에 대한 ‘상
상적’ 이미지를 재생산한다.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에 대한 반성적 비판 없이는 새로운 국제정치
적 삶을 열어갈 수 없으며, 국민적 차원의 소통적 개방적 인식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타자와의 관
계 속에서 우리 문제를 사유하는 실감을 축적하기가 힘들다.
주지하듯이 중국은 한국의 동북아 거점경제를 가능케 하는 국제적 조건이자 이에 도달하기 위
하여 협력․경쟁해야 하는 국가이다. 거점경제의 건설이 인프라의 구축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처럼, 한국에 대한 중국의 의미 역시 시장으로서의 중국에 국한되어서는 안된다. 6자 회담을
주선하여 중국의 국제적 공신력이 급속히 부각된 면에서 보여지듯이, 앞으로 중국이라는 존재가
한국의 국제정치적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안의
중국’을 들여다보면 현실 중국의 변화상을 제대로 따라잡지 못하는 실정이며, 우리 내부의 욕망
에 의해 그 편차가 심해지는 경직성이 드러나고 있다. 필자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현
재 중국에서 재구성되고 있는 문화지리 개념과 정체성 확립의 문제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
안의 중국 및 국제정치적 인식에 대해 반성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2. 동방의 중국적 의미
한국이 동북아 개념을 통해 미래적 비전을 구상하는 것과 달리, 중국에서는 동양 최고의 높이
를 자랑하는 상하이의 ‘동방명주’ 타워가 상징하듯이 ‘동방’이라는 개념2)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2) 동방 개념은 사용 맥락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데, 전통적인 지역개념으로서 동방, 근대적
지역개념 혹은 오리엔탈리즘 속의 동방 그리고 본문에서 필자가 사용하는, 최근 중국에서 흥기하고
있는 학술경향 혹은 지역문화개념으로서 ‘동방’을 구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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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립하려는 경향이 출현하고 있다. 어떠한 지역 개념은 물리적이고 고정적인 영역이 아니라 그
지역의 인간활동에 따라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과정 속에서 재구성되는 범주이기 때문에,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한국과 중국에서의 그 의미내용은 상당한 차이를 지니고 있다. 한국에
서 동방은 주로 동방예의지국으로 자신을 지칭하거나 서방과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동방을 지시
할 때 사용된다. 그러나 중국은 ‘동방’이라는 개념을 통해 역사, 국제관계, 문화교류, 인간활동 및
동방문화와 현대화의 관계 등에 관련된 지식을 재해석하고 자신의 지역적 문화적 정체성을 ‘발견’
하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적으로 볼 때, 미국 중심의 세계자본에 대항하여 이 지역의 자
본주의 발전 및 상호무역에 유리한 국제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지식적 요청이다. 또한 문화적 차
원에서 볼 때, 근대 이후 서구중심주의적인 세계질서에 의해 낙후되고 야만적 지역으로 재편된
상태에서 탈피하여, 지역문화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발견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
이후 중국에서는 서구와 상대되는 이 지역을 지시하는 용어로 동방과 아울러 동양, 아시아라는
개념을 혼용해 왔다. 동방이란 개념의 중국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하여 세 가지 개념의 차이에 대
해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먼저 동양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자. 주지하듯이 동양은 근대 이후 일본이 자신의 근대적 정체
성 및 일본 중심의 아시아 질서를 창안하기 위하여 사용한 지역개념으로 알려져 있다.3) 그러나
중국에서는 이보다 훨씬 이전에 바다를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의 지역을 지시하는 동양/서양이라
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중국인들은 남해를 비롯한 인도양에 대한 지식이 깊어짐에 따라 송대 말
에 처음으로 바다를 지리적으로 구분하기 시작하였다. 당시는 중국 광주로부터 인도네시아 수마
트라 이동의 바다를 동남해로, 그 이서의 바다를 서남해로 지칭하면서 그 영내에 있는 나라들을
지리적 범주 속에 소속시켰다. 그러다가 원대에 이르러 이러한 지리적 구분이 보다 세분화됨으로
써 그에 상응하는 ‘동양’과 ‘서양’이라는 용어가 출현하였다. 명대 초에 이르러 정화의 7차 서양
사행을 계기로 서양의 개념이 더욱 확대되고, 명대 중기에 오면 광주-보르네오가 동서양의 분수
령이 되면서 동양과 서양의 범위가 더욱 넓어진다.4) 중국에서의 동양과 서양은 어디까지나 ‘큰
바다(洋)’를 기준으로 한 ‘동쪽 바다(the Eastern Ocean)’와 ‘서쪽 바다(the Western

3) 이에 대해서는 스테판 다나까 ｢근대 일본과 ‘동양’의 창안｣, 동아시아 문제와 시각, 문학과지성사,
1995 참고.
4) 정수일, 고대문명교류사, 사계절, 2001. 1.동양과 서양의 구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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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ean)’란 뜻으로서 오늘날의 동양과 서양의 개념과는 다르다.
동양/서양이란 용어가 중국이 바다를 장악하여 이에 관한 지식이 축적되기 시작하는 송원대
이후부터 사용된 것이라면, 동방/서방이란 용어는 문자기록이 시작되는 선진시기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해뜨는 곳과 해지는 곳이라는 자연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로 쓰였으나, 중원
중심의 세계질서가 확립되면서부터는 동이, 서융, 남만, 북적이라는 정치지리적 개념이 중첩되어
사용되었다.5) 송원대 이후에는 동방/서방, 동양/서양의 지리개념이 공존하게 되지만, 역사적으
로 중국이 해양보다는 영토의 확장을 중시하며 내륙의 길을 통한 대외교류에 익숙한 것으로 볼
때, 일상적인 방위를 표시하는데 있어서도 바다(洋)보다는 땅(方)을 기준으로 하는 개념이 쉽게
수용되었다. 18세기 이후 선교사 및 서양 상인들과의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바다를 건너온 사람
들(洋人)과 그들의 나라(西洋)에 대한 개념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기는 했지만 동방/서방
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을 역전시키지는 못하였다. 그래서 근대시기에 서구의 지역개념인 the
Orient(East)/the Occident(West)의 번역어로 정착되는데 있어서도 한국이나 일본과 달리
동양/서양보다는 동방/서방의 개념이 경쟁력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이다.
아시아 개념이 유럽중심주의적 사고 속에서 파생되었듯이 초기에 근대 중국인에게 아시아는
단순한 지리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제국주의 식민지 국가 혹은 피억압 민족이 집합되어 있는 낙후
된 지역으로 인식되었다. 이것은 문명/야만, 진보/낙후라는 진화론적 세계질서를 승인하며 서구
를 문명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거울로 인식하던 그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 전후 유럽문명의 위기가 도래하고, 아시아 소속국가인 일본, 터키 등이 민족국가를 건
설하고, 아시아 식민국가의 민족해방운동 및 연대 등이 진행되면서 아시아의 지위에 일정한 변화
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초기의 부정적인 이미지 위에 아시아 문명, 아시아 민족해방, 아시아
주의 등의 적극적인 이미지가 중첩되면서 맥락에 따라 아시아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함축성
을 지니게 되었다. 2차 대전 이후 중국은 소련 중심의 사회주의 체제에 편입되고 아시아․아프
리카․남미와의 제3세계 동맹론 및 국제주의를 표방하면서 지역으로서의 아시아에서 탈피하게
된다. 그러다 70년대에 이르러 동서화해 무드가 성립되자 중국은 78년에 중일평화조약을 체결
하고 79년에는 중미 국교를 수립하면서 냉전체제에서 탈피한다. 중국의 개혁개방은 세계사적으

5) 동방개념의 중국적 의미에 대해서는 張三夕, ｢東方文化與現代化關係問題鳥瞰｣, 東方文化與現代
文明, 湖北人民出版社, 200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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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볼 때 전지구적 자본주의체제 속으로 재편입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지역적으로 볼 때 아시아
국가들과의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하여 새로운 지역질서를 기획해나가는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
다. 중국은 냉전체제 속의 아시아 관계에서 벗어나 일본, 한국, 대만, 홍콩 및 동남아시아와 경제
적 지역 연대를 구축해나간다. 80년대 이후 중국인들에게 아시아(구체적으로는 동아시아, 동남
아시아)는 더 이상 낙후된 지역의 대명사가 아니라 현대화의 꿈을 앞서 실현한 신흥 부강 지역의
이미지로 재생된다.
현재 중국에서 아시아라는 용어는 세계지리를 구분하는 일반명사로 상용되고 있다. 이것은 서
구적 지리개념(세계질서)이 보편성을 획득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근대 이후 지역
내부의 상호 교류와 활동을 통해 외부로부터 주어진 수동성에서 벗어나 지역의 독자적인 정체성
을 만들어나가는 역사적 과정 속에서 정착된 현상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식민지로서 아시
아, 민족해방운동으로서 아시아 그리고 지역으로서 아시아로의 위상 전환은 비록 서구중심주의
적 세계체제 속의 변화이기는 하지만 새로운 창조적 가능성으로서의 아시아를 발견해나가는 과
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시아란 용어의 일상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에게 지역개념으로서
더 친숙하게 다가오는 것은 바로 동방이다. 이것은 아시아 개념이 정치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그
유효성을 획득했지만 문화적 범주로서 지역을 총칭할 수 있는 상징성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동방이라는 용어는 오랜 시간 사용해 온 관용어로서 중국 자신을 지시하기도 하고 서방과
상대되는 지역 전체를 통칭하기도 하며, 무엇보다도 동방문화의 중심으로서 중국의 문화적 정체
성을 상징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동방이라는 말은 중국중심적인 문화지리 개념이지만, 중국인
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들의 정치적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을 가장 잘 함축하고 있는 용어라고
할 것이다.

3. 중국의 정체성 찾기
어떠한 국가 및 지역과의 자본, 상품, 정보, 인적 자원의 교류는 쌍방간에 새로운 국제관계 및
사회문화를 창출하기 마련이다. 중국의 개혁개방은 특정 지역이 아니라 ‘세계의 공장’의 차원에서
교류를 진행하여 그 변화의 폭이 더욱 광대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변화에 의해 수많은 새로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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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들이 파생되었다. 그래서 기존의 사유체계로 해석할 수 없는 영역이나 관계가 생성됨에 따라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지식체계가 요청되었다. 물론 이것은 경제적 관심의 차원에서 비롯된 것
이기는 하지만 그에 국한되지 않고 점차 정치, 사회, 역사, 문화 및 상호관계사 전반에 걸친 총체
적 지식에 대한 요청으로 확장되고 있다. 가령 한국에 대해 중국이 관심을 가지는 과정을 보면,
80년대부터 한국에 관한 각종 도서와 정기 간행물이 출간되고, 한국학 연구기관들이 신속하게
설립되는데, 처음에는 관심이 경제적 방면에 집중되었으나 90년대부터는 정치, 역사, 사회, 문
화, 한중관계사 전반에 대한 지식이 요청되고, 최근에는 한류 현상으로 인한 대중문화산업에 이
르기까지 점차 관심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개혁개방의 성과가 가시화되는 90년
대 이후 중국이 새로운 관계정립을 시도해야하는 전 영역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중국
의 정체성 확립의 문제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우리는 이러한 관심이 어떠한 범주적 차원에서
재구성되고 있는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 중화민족의 역사를 통합적으로 바라보려고 한다. 이것은 개혁개방 이후 대륙과 홍콩․
대만의 경제관계가 확대되고, 동남아시아의 화교자본이 유입되며, 홍콩과 마카오의 영토가 반환
됨에 따라, 중국 내부에서 민족적 동질성을 확립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대만, 홍콩, 마카오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에 대해 (이 지역을 국외의 범주로 인정하지 않
기 때문에) 대만동포, 홍콩동포, 마카오동포 라고 부르며, 해외에서 거주하더라도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중국인에 대해서는 ‘중국 공민(公民)’으로 간주하여 화교라고 칭하며, 거주국의 국적
을 취득한 중국인은 화인(華人)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문화대혁명 시기부터 중단되었던 이들에
대한 연구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하여, 화교사학회, 남아연구소, 대만연구소, 화교연구소 등을 설
립하고, 화교자본의 대중국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중국국제투자신탁공사 등을 설치한다. 중화
경제권 형성 및 민족 통합의 요청 속에서 이데올로기적 역사 서술이 지양되고, 문화공동체로서
중화민족의 정체성․중화민족 문학사, 화교의 해외 유동에 관한 역사 등을 정리하고 있다6). 하
지만 대륙 중심으로 민족을 통합하거나 역사를 서술하려는 경향성이 강하여, 정치 체제 및 역
사․민족의식이 상이한 대륙 밖의 중국과 어떠한 관계를 정립할 수 있을지가 난제로 남겨져 있다.
둘째, 지역적 관점에서 중국과 아시아의 관계를 바라보려고 한다. 중국은 개혁개방이후 일본,

6) 이에 관해서는 費孝通 주편 中華民族多元一體格局(중앙민족대학출판사, 1999) 및 陳遼 曺惠民 주
편 百年中華文學史論(1898-1999)(화동사범대학출판사, 199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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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동남아시아 등과의 경제교류를 통해 냉전시대의 소원한 관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지역관계
를 모색해나간다. 아시아 지역은 서구의 식민지 정책 및 냉전체제에 의해 배타적으로 지역질서가
재구성되어 상호 인식을 위한 정보가 부재한 상태이며, 아시아 국가 내부의 발전주의 및 민족주
의에 의해 형성된 상호 편견은 새로운 지역관계를 만들어나가는데 있어 커다란 장애물로 작용하
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새로운 지역관계를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지역의 상호 역사, 국제
관계, 문화교류, 인적 활동 등에 대한 정리 작업이 요청되고 있다. 이 가운데 주목할만한 것이 일
본과 동남아시아에 대한 관심이다. 일본에 대한 중국의 관심은 현대화 기획과 아시아 시각의 접
목 가능성을 일본의 근대적 경험 속에서 모색하려는 데에 있다. 그래서 중국의 근대적 경험과의
비교 하에서 일본의 근대화의 길에 대한 역사적 접근을 시도하며, 문화교류사의 측면에서 일본의
근대적 지식체계가 중국의 근대적 지식체계 생산과 어떠한 관계를 지니는지의 문제에 깊은 관심
을 지닌다. 특히 탈서구적 역사 서사의 입장에서, 근대자본주의체제 성립 이전 동아시아에 중국
중심의 조공무역체제 및 해양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아시아적 자본주의 발전의 기초가 되었다는
일본의 ‘아시아 시각’에 호응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해상무역을 통한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상
호 관계의 역사 및 화교자본을 매개로 한 중국과 동남아시아와의 지역연대에 관한 연구로 이어져
소위 ‘동남아시아’ 담론7)이라고 부를만한 경향성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서구 중심의 아시아 질
서를 극복하기 위하여 중국과 ‘동방’ 국가(이 속에는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남아시
아, 서아시아 지역이 포함된다) 사이의 문화 교류사를 복원함으로써 ‘동방’문화 형성에 기여한 중
국의 역할을 부각시키고 있는데8), 이것은 중국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동방’ 속에 남아있는 자신
의 흔적을 찾아가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이 아시아와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기 위
해선, 대국화 및 신중화주의를 경계하는 주변 국가의 위협감을 해소하고 지역 협력 및 평화 정착
차원에서 어떻게 국제적 공신력을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셋째, 중국(동방)과 서방의 관계를 상호관계의 역사 속에서 재정립하려고 한다. 근대 중국인
의 사유방식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중국/서구, 전통/근대의 이분법 속에서 사유한다는 점

7) 이에 대해서는 劉宏, 中國-東南亞學, 중국사회과학출판사, 2000 참고.
8) 季羨林이 주편한 東方文化集成 (천진인민출판사) 기획시리즈를 보면, 동방문화종합연구편, 중
화문화편, 일본문화편, 조선, 한국, 몽고문화편, 동남아문화편, 남아문화편, 이란, 아프카니
스탄 문화편,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문화편, 중앙아시아문화편, 고대동방문화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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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것은 중국의 근대가 제국주의 침략으로 인한 민족의 위기에서 시작되어 중국의 전통에서
벗어나 서구의 근대성을 따라가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유틀 속에서 중국
과 서구는 상호 대비적인 관계 속에 존재하는 유기물이 된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이러한 대비가
사유공간의 확장과 문화 창조를 위한 소통의 원리로 기능하지 않고 현실적인 권력관계에 따라 실
용화되는 경향성을 지니고 있다. 서구와의 관계가 우호적일 때 서구는 중국이 따라가야 할 대상
으로 설정되어 전반서화론과 반전통주의가 득세하며, 반서구적인 분위기가 주도적일 때 서구는
중국이 저항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어 중국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민족주의 담론이 흥기한다. 이
러한 사유 속에서 서구는 구체적인 역사가 탈각된 <이해되어진> 서구에 가깝다. 이것은 주체의
성숙과 확장을 위한 타자와의 소통적 관계라기보다는 사회 역사적인 조건과 주체의 정치적 관심
에 따르는 실용적 사유라고 할 수 있다. 국가간 문화교류에 있어 ‘오독’은 불가피한 현상이지만
상호간의 소통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창조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권력적이고 실용적인 이해방
식을 통해서는 새로운 문화 창조의 가능성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최근 동/서방 관계에 대한 중국
지식계의 시각 가운데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과는 다른 비판적 지향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
론 사이드가 말하는, 서방에 의해 구성된 식민지 타자에 대한 이미지들이 어떻게 제국주의 지배
의 도구로 이용되고 식민지인의 관점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한
다. 그러나 사이드 이론에 내재하고 있는 동방에 대한 서방의 일방적 지배 및 지역적 국한성 등
을 비판하며, 오히려 중국의 담론권력이 어떻게 역사적 맥락에서 서방을 정치 문화적으로 활용하
는가에 주목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서방의 제국주의적인 중국 지배방식이 아니라 정치 문화적
목적을 위해 서방이라는 타자를 ‘오독’ 혹은 ‘조작’하는 중국의 담론방식을 비판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러한 비판을 통해 오리엔탈리즘이나 옥시덴탈리즘의 경계를 넘어 구체적인 상
호관계의 역사 속에서 동방과 서방의 관계를 재구성하며, 나아가 동서 회통적인 사유를 통해 탈
근대적인 문명가치를 발견하고자 욕망한다.9)
최근 중국에서 흥기하는 이러한 정체성 찾기의 경향은 ‘동방’이라는 지역적 문화적 개념과 긴
밀히 연계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동방’은 전통적 지역개념이나 서구적 지역개념 속의 그것이
아니라 현재의 역사적 조건 속에서 생성되고 있는 개념이다. 그것을 ‘동방’에 대한 지식 혹은 ‘동

9) 중국 동방담론의 지형도에 대해서는 張興成, ｢跨文化實踐中的東方主義話語｣, 二十一世紀 2002년
6월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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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이것은 아직 학술적 개념으로 정립되지 않았지만, 서구적 개념인 아시아학이나 일본적 개
념인 동양학과 대비하기 위하여 사용한다)이라고 부른다면, 중국의 ‘동방학’은 서구가 제국주의
지배전략의 일환으로 동양을 왜곡한 오리엔탈리즘이나 일본이 동양 침략을 위해 창안한 동양학
에 대한 중국적 대안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오리엔탈리즘이나 동양학 속에 내포되
어 있는 서구중심주의를 해체하고, 역사적 상호 관계에 기반하여 ‘동방’의 새로운 상을 정립하려
는 시대적 전략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동방학’적 시각 속에 서구 중심주의를 극복
하려는 ‘저항성’과 아울러 ‘21세기는 중국의 세기’를 꿈꾸는 ‘중화성’의 두 얼굴이 감추어져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4. 우리 안의 중국 이미지
이상으로 우리는 중국에서 새롭게 정립되고 있는 문화지리 개념과 정체성 문제에 대해 살펴보
았다. 중국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현실 중국의 이러한 변화상을 얼마나 포착하고 있는지 묻는
다면 그 대답은 그리 긍정적이지 못하다. 중국에 대한 정보 제약의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무엇
보다 이것은 우리 안에 선입견으로 굳어진 중국의 이미지를 통해 현실 중국을 바라보는 경향성이
강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안의 중국에 대한 비평 작업은 이러한 이미지가 형성된 역사
적 맥락과 생성경로를 들춰내어 반성하는 일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우리 안의 중국에 대한 이
미지를 들여다보면 시간에 따라 퇴적된 문명층처럼 몇 가지 결을 지니고 있다. 필자는 그 결을
문화대국의 이미지, 비하적 이미지, 적대적 이미지, 대중문화적 이미지, 신흥 부강국의 이미지로
정리하고자 한다.
문화대국의 이미지 우리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 천년 동안 중국과 상호관계 및 문화교류의
역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근대 이전 시기 한중관계는 주로 한국이 중국 중심의 조공책봉체제에
조공국으로 위치하고, 중국은 한국에 선진화된 문화를 전해주는 전파자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이 반드시 한중 관계사의 실제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조공국
은 근대 식민지와 같은 종속적인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근대 이전 한국과 중국은 서로 책봉
과 조공이라는 예의를 교환함으로써 상호관계를 유지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내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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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에 간섭하지 않음으로써 상호 독립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하였다. 중국은 언제나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지향하였으며, 중국과 한국은 비록 국력의 상대적 우열은 있었으나 독립적인 국가체
제를 서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국의 외교적 관계는 차등적이지만 독립적인 성격을 유지하
고 있었다.10) 하지만 이러한 역사적 관계는 지적 차원에서 인식되고 있을 뿐이며, 한국 사회의
의식과 생활방식을 지배하는 유교문화의 종주국으로서 중국의 지위는 쉽사리 허물어지지 않는
다. 가령 한국 사회의 진보를 저해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서 유교문화를 비판하거나, 탈근대적
사회를 지향하는 대안적 가치로서 유교를 모색할 때 소위 ‘공자가 죽어야/살아야’ 라는 논제를 내
세운다는 점은, 공자로 대표되는 중국의 원형적 이미지가 한국 사회에 얼마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반증하고 있다. 그리고 논어, 맹자와 같은 유교 텍스트 뿐만 아니라 삼국지, 서유기 등
의 문학 텍스트 및 이를 소재로 한 드라마, 만화, 애니메이션 등의 문화 매체를 통해, 문화대국으
로서 중국의 이미지가 일상적 차원에서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 사회에서 유지되고 있는 문화대국으로서 ‘중국’은 현실
속에 존재하는 대륙, 대만, 홍콩의 중국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 속에 보존되어 있는 중국, 문화 텍
스트 속의 중국, 현실 중국 속에 남아있는 거대한 규모의 문명을 만든 전통 중국이라는 사실이
다. 이것은 근대 이후 중국의 몰락, 사회주의 실험의 실패, 낙후한 경제 수준과 한국의 상대적 우
월감이 민족적 문명적 차원에서 발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한중 수교 이후 여행, 방문, 인
적 문화적 교류를 통해 중국(인)의 실제를 직접 접촉하게 되면서, 오히려 한국에 가족제도, 인간
관계, 예절 등의 전통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고 중국은 이미 다른 세상으로 변화되었다는 인식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현실 중국을 왜소하게 평가함으로써 변화하는 중국의 실제를 포착
하지 못하거나, 문화대국의 명맥이 이제 중국이 아닌 한국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내적 우월감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문화대국으로서의 중국의 모습은 고전 텍스트나 현존하는 상징
물 속에서만 보존되어 있을 뿐이며, 현실 공간 속에서는 그 자리를 한국이 대신하고 있다는 이중
적 인식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대중문화로서 한류가 중국에 열풍을 일으켜 한
국이 문화수출국의 지위에 오르면서 암묵 중에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비하적 이미지 대인으로만 상상하던 중국인을 한국의 일상 속에서 접촉하기 시작한 것은 19세
기 말 이후의 일이다. 1882년 임오군란을 계기로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이 체결되면서 중국의

10) 김한규, 한중관계사 Ⅰ, 아르케, 1999, 머리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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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이 한반도에 밀려오게 되었다. 1894년 청일전쟁에서 중국이 패배한 이후 그 수가 잠시 주
춤하기는 했지만 증가 추세가 꺾이지는 않았다. 중국인들은 무역, 상업, 농업, 하층노동 등에 종
사하면서 한국의 상권 및 노동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중국 상인들의 배타적 경영방
식, 중국 노무자의 노동시장 점유로 인한 한국인 실업의 증가, 민족적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문제 등이 겹치면서, 중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감정이 날로 악화되었다. 일본인의 중국인에 대한
멸시와 맞물리면서 거리를 지나가는 중국인을 보고 저기 짱꼴라 지나간다고 손가락질하는 풍경
은 당시에 이미 일반적인 것이 되었다. 이러한 일상적 경험을 통해 한국인의 의식 속에서 중국인
은, 김동인의 ｢감자｣에 등장하는 왕서방 같이 돈만 아는 이기적인 인간, 동족 동향 동업 조직만
의 배타적 관계를 지니는 폐쇄적 인간, 단순한 육체 노동에 종사하는 가난하고 비위생적인 인간
이라는 등의 비하적 이미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비하적 이미지는 해방 이후 화교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차별구조가 고착되면서 일상적
인 것으로 굳어져 갔다. 소위 중국집으로 상징되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음침한 세계가 숨어있
는 것 같고, 불난 호떡집 같이 시끌벅적하고, 비위생적이며 지저분한 공간 및 그 속에서 만들어
진 짱게이 같은 비속어를 통해 현실 속의 중국인을 상상하게 되었던 것이다. 근 반세기 동안 이
러한 이미지가 지배한 가운데, 한중 수교 이후 한국 사회에서 사라졌던 중국인 이주민(주로 조선
족)이 다시 일상 속에 등장하게 되었다. 공교롭게도 자본주의적 경제성장을 이룩한 한국에서 이
들이 종사한 일은 백년 전 중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몸담은 분야와 유사한 3D 업종이었다. 한국
인들은 오랜 시간 단절되어 왔던 조선족과의 동포애를 확인하면서도 그들을 통해 현실 중국인을
값싼 노동자로 상상하게 되었다. 그리고 중국 여행을 통해 한국에 비해 가난하고 낙후된 현황(주
로 한국의 6.70년대라고 비견되는)을 목도하면서, 이것이 한국인의 뇌리 속에 내재되어 있던 상
상과 현실 속의 실체를 결합하는 계기로 작용하여 중국에 대한 비하적 이미지가 지속되었다. 한
국 시장에 널려있는 메이드인 차이나의 저급한 상품을 보고 중국의 경제 수준을 가늠하거나, 최
근 사스가 발발했을 때 그 주된 원인으로 중국의 비위생성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은, 이러한
이미지가 우리의 무의식 속에 깊게 자리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적대적 이미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아시아는 미국과 소련 중심의 냉전체제로 변환되어, 한
반도는 남북한으로 분열되고 중국은 대륙과 대만으로 갈라졌다. 그리고 미소 이념 대결구도로 인
해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인민해방군이 참전하게 되면서 한중관계는 적대적 관계로 전환하였다.
물론 해방 이전에도 화교배척운동(1927년)이나 만보산 사건(1931년) 등과 같이 한중간의 민족

한국은 동북아 ‘중심’ 국가인가?(李琮敏) 351

충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국가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차원에서 적대적 관계에 접어든 것은
한국전쟁 이후의 일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이후 미국-대만-한국의 남방삼국 동맹체제를
통해 소련-중국-북한의 북방삼국 동맹체제에 대항하고,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논리가 고착화되
어 중국은 공산주의 적성 국가로 규정된 채 우리의 관심 밖으로 추방돼 버렸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로 인해 중국에 대한 지적 관심은, 한학전통에 기반하여 텍스트 해석과 문헌학을 위주로
하거나, 고대의 한중교섭사나 문화교류사를 연구하는 분야에 한정되었다. 이 시대에 현실 중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로는 언론매체였다. 주로 해외 통신사나 2,3차 자료를 통해서 들어온 정
보(서구적 시각)를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보도하는 형식이었지만, 경향신문에서는 김병도라는
기자를 대륙에 파견하여 장강 도하 사건을 취재하고 국내에 돌아와 신문기자가 본 중국이란
책을 발간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관심의 금기 및 객관적 자료의 부재와 정보 통제로
인해 현실 중국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전문가가 부재하여, 60년대에 동아방송국에서 문혁에 대한
좌담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대상자를 찾지 못하여 무산되는 일이 벌어질 정도였다.11)
당시 한국 사회가 중국에 대해 알고 있던 정보는, 중국과 자본주의 국가 사이에 놓인 장벽을
중국의 특산물인 대나무에 비유한 ‘죽의 장막’이나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정식 국명을 부정하는
(중국이란 실체를 부정하는) ‘중공’이라는 말 정도였다. 한국 사회에서는 북한에서 벌어지는 일
만큼이나 죽의 장막 안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에 대해서 무관심과 침묵이 강요되었다. 가령, 세계
사 교과서에 있어서 근대 이전의 중국의 역사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지만, 공산화된 대륙에
대한 내용은 간략히 처리되고 있으며 그 대신 장개석 정권과 대만에 서술의 중점이 두어졌다. 70
년대 들어 7.4공동성명, 6.23 선언이 이어지고 홍콩을 통해 중국에 간접수출을 하면서 중국 연
구의 금역에 약간의 틈새가 열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대학 내에 중국관련 부
설 연구소(한양대 중국문제연구소, 단국대 중국문제연구소,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연세대 동서
문제연구소 등)가 설립되어 저널이 발행되고, 고려대, 숙명여대, 연세대 등에 중국문학과가 설립
되어 대학 내에 중국 관련과목이 개설되었다. 그러나 연구 영역이 ‘불온 문서 취급인가증’의 검열
을 거친, 대만 홍콩에서 입수한 일부 자료에 한정되고, ‘공산 정권의 실체 파악’과 같은 정치적 방
면에 국한되었다.12)

11) 이에 대해서는 리영희․백영서 대담 ｢비판적 중국학의 뿌리를 찾아서｣ (중국의 창 창간호, 200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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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적 이미지 중국에 대한 비하적이고 적대적인 이미지가 팽배하던 시절, 그 이완지대로
서 우리의 감성을 적셔 주던 것이 (대륙이 아닌) 홍콩 혹은 홍콩과 관련된 대중문화적 이미지였
다. 해방 이후 한국 신사들은 태평양 전쟁 막바지에 이르러 강요당했던 일제의 군복이나 국민복
에 염증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1930년대 말-40년대 초의 신사복을 꺼내 입게 되었고, 미국이
진주하여 그 영향을 받게 되면서 신사복의 경향은 곧 아메리칸 스타일 쪽으로 쏠리게 되었다. 이
런 경향과 더불어 홍콩, 마카오 등지에서 수입되기 시작한 영국제 고급복지가 부유층에 애용되기
시작하면서 소위마카오 신사라는 말이 만들어졌다. 아메리칸 스타일과 마카오 바람은 당시
멋쟁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식민과 전쟁이 만든 폐허화된 한국 사회에 자본주의적인 풍요로운 물질문화와 향락성 그리고
외국에 대한 동경이 몰아치던 50년대, ｢샌프란시스코｣, ｢아리조나 카우보이｣, ｢럭키 모닝｣, ｢아
메리카 차이나타운｣ 등 아메리카 중심적이고 영어 과시적인 대중가요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
러한 풍토 속에 중국적 색채를 지닌 ｢홍콩아가씨｣가 경쾌하면서도 끈적끈적한 리듬을 타고 시대
의 슬픔을 감질나게 들려주었다. “별들이 소곤대는 홍콩의 밤거리/나는야 꿈을 꾸는 꽃 파는 아
가씨/… 이 꽃을 사 가세요 홍콩의 밤거리/ 그 사람 기다리며 꽃 파는 아가씨”. 가사를 들어보면,
식민의 근대도시 홍콩의 밤거리에 꽃 파는 아가씨를 등장시켜 향락적이고 퇴폐적인 분위기를 조
성하는 듯 하지만, 극한적 절망 상황 속에서도 허구적일 망정 삶의 욕망을 잃지 않으려는 애절한
심정이 한국 남성들의 가슴을 적셔 주었다. 이러한 호소력 덕분에 홍콩 혹은 홍콩아가씨는 당시
남성세계의 은밀한 욕망을 발산하는 상징어가 되었다.
무엇보다, 홍콩(중국)의 대중문화적 이미지가 우리 일상 속에 깊숙이 침투한 시기는 70년대라
고 할 수 있다. 급격한 TV 보급과 함께 대중문화가 우리 삶 속에 융해되기 시작하고, 유하가 ｢이
소룡 세대에게 바친다｣는 글에서 한국의 대중문화 제1세대가 탄생한 시대라고 말한 70년대, 그
첫머리를 장식한 별이 바로 이소룡과 자장면이었다. 홍콩 출신 할리우드 배우인 이소룡 특유의
괴조음(怪鳥音) 지르고 코 만지는 행위, 쌍절곤 묘기, 절곤도 등은 지금의 연예인 흉내내기처럼
당시 청소년들이 곧잘 따라하던 개인기였으며,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어깨 파진 러닝셔츠는 당시

12) 적대적 이미지와 아울러, 진보적 지식인 중심으로 한국 사회체제 비판의 기제로서 중국사회주의의
이상적 이미지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한중 수교 이후 중국 사회주의의 현실을 접촉하게 되면서 이러
한 이미지가 약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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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행 복장이었다. 그들에게 이소룡은 근대화를 향한 규격화되고 통제된 삶에서 벗어나, 일상
의 무료함을 달래 주고 마음 속에 억눌려 있던 해방감을 만끽하게 해주는 ‘탈출구’였다. 산업화의
성과로 경제수준이 향상되어 아버지의 주머니에 소박한 여유가 생기면서 외식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중국집은 어린이날, 생일, 졸업식 그리고 아버지 승진한 날 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갈
수 있었던, 서민들의 거의 유일한 외식 장소였다. 그곳에서 맛보았던 자장면의 달짝지근한 맛은
그들이 향유할 수 있는 최상의 기쁨이었다. 자장면은 경제성장에 동원되어 피곤해진 아버지의 애
환을 달래주고, 아이에게 풍요로운 세상의 꿈을 키워주던 ‘보상’의 존재였던 것이다.
그후 이소룡의 강력한 후원 하에서 와룡생, 김용의 무협지가 번역되기 시작하고, 성룡, 주윤
발, 장국영, 이연걸, 주성치 등이 홍콩 영화의 계보를 이어나가고, 사대천왕(유덕화, 장학우, 곽
부성, 여명)의 대중가요가 강력한 카리스마로 청소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최근에는 등려
군, F4의 노래가 각광을 받고 있다. 대중문화적 이미지로서 중국은 주로 대륙이 아닌 홍콩, 대만의
문화콘텐츠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대륙의 대중문화가 우리에게 소개된 것은 80년대 말 장예모
감독의 ｢붉은수수밭｣이 상연되면서부터이며, 90년대 들어 첸카이거, 공리, 조미 등이 친숙한 이
름이 되었지만, 아직은 홍콩 이미지를 뛰어넘을 정도로 강력한 문화권을 생성하지는 못하고 있다.
신흥 부강국의 이미지 21세기 벽두부터 한국의 언론은 일제히 중국이 ‘2020년에는 일본을,
2050년에는 미국을 따라 잡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2001년, ‘부강의 꿈’을 증명이라도 하
듯 중국은 자신의 숙원인 2008년 올림픽 유치, WTO 가입, 월드컵 본선 진출의 과업을 동시에
완수하였다. 2002년, 후진타오 체제가 출범하면서 ‘붉은 중국’의 이미지를 해소시킴으로써 경제
뿐만 아니라 정치적 차원에서도 국제적 수준에 맞추어 변화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공표하였다.
2003년 7월 노무현 대통령은 ‘동양의 파리’의 옛 명성을 되찾고 있는 상하이 푸동 지역과 중국의
실리콘 밸리인 베이징의 중관춘, 칭화대학을 방문하여 중국의 성장 속도를 실감하였다. 그리고
중국의 경제개혁이 한국보다 앞서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제 중국은 한국이 배워야 할 대상으로 승
격되었다. 실제로 지역혁신 체제, 대학 산학협력, 산업 집성단지(클러스터)를 구상할 때 몇 년
전만해도 미국이나 유럽, 일본을 성공 사례로 조사하였는데, 이제는 중국이 주요한 연구 모델이
되고 있다.
일상 속에서도 중국의 성장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한국 사회를 방문하는 중국 유
학생, 연구원, 사업가 및 여행객이 부쩍 증가하여 주로 조선족을 통해 중국인을 상상하던 90년대
와는 확연히 달라졌다. 특히 신입생 감소로 위기에 봉착해있는 대학들은 중국 유학생 유치에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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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류를 체험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매니아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언론매체를 통해 들려오는 이야기들--중국이 마이카시대에 진입했다, 상하이의 물가가
세계 최고다, 중국 인구 3% 가량의 부자가 있다, 상하이가 부산의 물류량을 초월했다, 자동차,
조선, IT를 제외한 전 업종을 중국이 따라잡았다, 중국은 제품 생산 세계의 공장이 되었다, 가격
이 몇 천 위안대인 애니콜 핸드폰을 학생들이 가지고 다닌다, 교외의 초호화 골프장에 빈자리가
없다, 10만 위안짜리 월병이 등장했다는 등--이 낯설지 않을 정도로 중국의 신흥 부강국의 이미
지가 우리의 의식 속에 급속히 자리잡고 있다.

5. 자기 중심적 중국 이해
대체로 우리 안의 중국은 이상의 다섯 가지 이미지들이 중층화된 형상을 띤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근대, 한국전쟁, 한중 수교를 전후하여 국제적 환경과 국내 정치적 상황이 급
속하게 전환됨에 따라 중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근대 이전 시기에 문화대
국적 이미지를 지니고 있던 데에서, 근대 전후로 비하적 이미지가, 한국전쟁 전후로 적대적 이미
지가, 한중 수교 전후로 신흥 부강국의 이미지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으며, 해방 후에는 대중매체
를 통해 홍콩의 대중문화적 이미지가 일상 속에 자리잡고 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이미
지들은 복잡하게 얽힌 상태에서 공시적으로 존재하며, 문제적 상황에 따라 특정 이미지가 부각되
어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홍콩문화를 통한 대중적 친숙성이나 최근에
형성된 긍정적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근대 이후 근 백년간 우리 사회를 지배해 온 비하적인 이미
지가 여전히 인식 근저에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과거에 부정적 인식이 자라난 역사적 맥락
은 사라졌지만, 자기 중심/우월적인 입장에서 타자를 바라보는 사고방식은 잔존하여 시대의 변화
에 따라 새롭게 재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정치적 차원에서 볼 때 타자에 대한 시각은 자국의 정체성 문제 및 국내 정치적 상황과 긴
밀히 연계되어 있다. 한국전쟁 이후 한중관계가 적대적으로 전환한 것이나, 탈냉전 이후 북방정
책, 한중 수교 그리고 동북아 경제 중심에 이르는 과정은 국제적 환경의 변화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지만, 그것을 국내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측면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점이다. 국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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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타자 자체보다 타자와 어떠한 관계를 정립할 것인가가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된다. 노무현
대통령의 7월 방중을 계기로 한중관계가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으며, 중국은 한
국이 구상하는 동북아 협력과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
디까지나 중국의 국가발전 전략--중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주변국의 안정과 재정 확보, 아시아 지
역의 새로운 관계 설정-- 안에서의 동의라는 점과, 중국 언론이 한국의 동북아 ‘중심’론을 겨냥하
여, 대국이 결집하고 있는 동북아에서 중등강국 정도인 한국으로서는 미․중․일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보도한 점을 되새겨보아야 한다. 또한 노 대통령은 중국이 우리보다 진일보한 사
례로 ‘국민적 협조’와 ‘경제개방’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이점이 우리 사회에서 불거져 나오는 개혁
과 생존의 목소리를 원칙 너머에서 통제하거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우선하여 사회복지 및
민생 문제를 후퇴시키는 근거로 작용하는 것에 대해 경계해야 할 것이다.
한국 지식계의 중국담론에서도 현실 중국에 대한 실감의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근래 한국 동
아시아 담론의 명의로 중국 지식계에 보낸 질의에 대해 그 회신이 속속 날아들고 있다.13) 주지
하듯이 그 질의서의 주요 내용은 (동)아시아에 대한 중국의 수평적 사고의 부재, 대중화 기획에
내재된 신중화주의 혐의, 전지구적 신자유주의에 저항할 지역적 문화적 연대의 필요성 등에 관한
것이다. 중국 지식계는 공식적인 통로(논문, 국제학술대회, 포럼, 좌담회 등) 및 사적인 만남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러한 질의를 받으면서, 자신들의 문제적 상황과 역사적 맥락의 상이함에서 빚
어지는 차이들에 대해 곤혹스러워하였다. 주로 중국/서구, 전통/현대 라는 문제틀 속에서 사유하
는데 익숙하던 이들에게 동아시아라는 지역공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질문해나가는 방식 자
체가 수월하게 다가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19세기 이래 한국, 일본의 지식계에는 아시아
에 대한 서술이 비교적 풍부하게 존재하는데 반해 중국 지식계에는 중국중심주의로 인해 내세울

13) 한국의 동아시아론이 중국에 공식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1998년 창작과비평 편집진이 북경대
학과 독서 편집부를 방문하여 아시아, 전지구화 및 민족주의 등에 대해 토론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999년 독서 8기에는 백영서의 ｢世紀之交再思亞洲｣가, 2000년 동방문화에는 최원
식의 ｢한국발 또는 동아시아발 대안?--한국과 동아시아｣가 실리면서 중국 지식계에서 한국의 동아시
아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중국에 소개된 한국의 동아시아론은 주로 창비 편집진의 논리이기 때
문에 한국 전체를 대표하는 담론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 지식인들이 접한 정보가
창비 논리에 국한되기는 하지만 그들이 중국적 (동)아시아론을 구상할 때 그것을 한국의 대표적 동
아시아론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별다른 구분을 하지 않고 창비의 동아시아론을 한국
의 동아시아론이라고 명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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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한 저술이 부족하다는 점을 승인하고14), 자신들의 사유틀 속에서 어떻게 동아시아적 시각을
접목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중국에서 온 회신들은 바로 이러한 고민들
의 흔적에 다름 아니다.
그중 주목할만한 것이 시계(視界) 2002년 제8집에 실린 왕후이(汪暉)의 ｢아시아 상상의
계보(亞洲想像的譜系)｣와 순꺼(孫歌)의 ｢주체의 확장과 변방의식(主體的弥散與邊界意識)｣이다.
순꺼의 글은 새로 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논문집 주체 확장의 공간(主體弥散的空間)의 서문인
데, 편집자가 중국인의 아시아 상상에 대한 ‘공식적’ 입장표명을 위해 왕후이의 글과 동일한 공간
에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두 글은 서술 시각이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왕후이가 신아시아
담론 정립을 위한 시각의 문제에 대해 성찰하고, 순꺼는 (신)아시아 담론을 실천할 수 있는 주체
의 문제를 사유한다는 점에서 두 글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
우리는 이러한 중국의 회신을 중국의 ‘동아시아로의 귀환’ 혹은 한국의 동아시아 담론의 성과
라고 자족해서는 안된다. 중국의 담론은 한국 및 일본의 동아시아 담론을 타자로 삼아 그것의 취
약한 지점을 비판하는 가운데 중국적 맥락에서 재구성한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담론은 동아시
아적 시각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재의 한국의 담론으로 포용할 수 없는 이질적인 사유공간
을 지니고 있다.
중국의 담론 속에는 기본적으로 ‘중국은 동아시아적 시각으로 인식 가능한 것인가’ 라는 반문
이 내포되어 있다. 이것은 동아시아를 하나의 지역으로 묶어서 사유해야하는 역사적 현실적 필연
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다시 말하면 동아시아론이 실천적 담론으로 정립되기 위해 반드
시 토론해야할 문제들인 전지구적 자본주의 체제와 동아시아, 동아시아 속의 개별 민족국가들의
관계, 동아시아의 상호 역사 및 인간 활동 등에 대한 문제가 동아시아 지역연대 혹은 동아시아
문명론을 제기하기에 앞서 선결되어야 할 조건이라는 입장인 셈이다. 이것은 지역 연대 혹은 문
명론으로서 동아시아론을 제출하기 이전에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정치적, 사회적, 역사적, 문화
적 조건에 대한 성찰--지역학으로서 (동)아시아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15) 이

14) 視界 2002년 제8집 卷首語 참고.
15) 김은실은 왜 지역으로서의 동아시아가 하나의 범주가 되는지, 왜 한국 사회의 연대 가능한 지역으로
동아시아가 선택되는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당면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대인지,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대의 주체는 누구인지. 국민국가와 동아시아의 관계, 국민국가 내의 이질적
인 집단과 동아시아 혹은 동아시아 각국의 집단들은 어떻게 만나는가, 동아시아론이 구체적이고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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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문제의식은 앞에서 언급한 중국의 독특한 문화지리 개념 속에서 파생된 것이다. 중국은 시
대에 따라 지역을 구성하는 원리나 구성원은 다르지만,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중국중심의
전방위적인 대외개념을 지닌다는 점에서는 역사적으로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이 바
로 중국의 회신들이 동아시아에 국한되지 않고 ‘아시아 시각’ 속에서 문제를 사유하거나, 나아가
“아시아 문제는 아시아의 문제일 뿐 아니라 세계 역사의 문제”라는 논리로 확장되는 중국적 맥락
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지식계는 중국에 대한 구체적 인식 없는 동아시아 담론이 자칫 자기
중심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중국을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욕망이 가장 명징하게 드러나는 곳이 출판계이다. 한중수교 이
후 한국 사회에서 중국에 관한 정보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2000년 이후 출간된 중국 관련서적
만 하더라도 7백여 종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관련 서적의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대형서점마
다 중국 서적 전문 코너가 설치되어 있으며, 출판계에서는 이러한 중국 특수현상에 편승하여 몇
년 전만 해도 외면해버렸던 중국 관련 서적들을 출판하려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 관련 서적들의 홍수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제공하는 정보 분야가 단조롭고 중국을 바라보
는 시각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한국 사회가 중국에 관한 정보를
어떠한 관심 차원에서 요청하고 있는가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주지하듯이 현재 한국 사회가
요청하는 중국에 대한 정보는 대체로 경제적 관심에서 비롯되는 <시장으로서의 중국>에 관한 것
이다. 차이나 쇼크, 중국은 지금, 13억 중국 시장의 이해등과 같이 중국의 경제 및 시장
현황 그리고 중국시장 공략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도서들이 주류를 이룬다. 최근에는 출판
분야가 확대되어 중국 사회구조, 중국인과 그 문화에 관한 대중 도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서들이 다루고 있는 내용은 중국 사회문화에 대한 역사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라기보다는 현실 속의 중국인들이 지니고 있는 문화나 습관, 성격, 행동방식, 사고방식 등을 이
해하기 위한 처세론에 관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도서 역시 중국을 경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읽을거리를 제공하고 있지만, <시장으로서의 중국>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는 중국 사회문화에 관
한 다양한 정보는 결핍되어 있는 실정이다.

사적인 문제들에 대한 논의들을 실질적으로 다룰 수 있는 담론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동아시아 담론의 문화정체성에 대한 문제제기｣, 발견으로서의 동아시아, 문
학과지성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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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국은 가짜다, 중국의 몰락, 헤게몬등과 같이 중국을 바라보는 서구의 시각을 번역
한 저작들이 한국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텍스트들은 중국 사회를 바라보는 거
시적 시각 및 사회시스템에 대한 분석적 정보를 제공하여, 중국 사회의 지형도를 전략적으로 이
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 속에는 소위 ‘중국위협론’의 시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
며, 시장경제, 민주주의, 인권 등의 서구적 가치기준에 따라 중국의 발전 가능성을 소극적으로
평가하는 ‘편견’이 내재되어 있다. 서구의 중국위협론은 중국과 서구가 교류하기 시작한 이래, 우
리에게도 널리 알려진 동방견문록, 로빈슨크루소, 대지, 인간조건, 문명충돌론 등의
텍스트를 통해 끊임없이 이어져 온 것이다. 출판계에 공존하고 있는 시장으로서 중국과 중국위협
론의 텍스트가 중국에 대한 기대/경계의 모순적 태도를 형성하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
서는 안될 것이다.
중국에 대한 관심과 정보의 홍수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민간에 이르기까지 중국에 대한 우리
의 이해는 그다지 깊어 보이지 않는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 중국의 경제정책과 지역관계, 한류
의 중국적 맥락, 2002 한일 월드컵에 대한 중국의 반응 등 여러 차원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에 대
해 공정한 해석과 현실적 대응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해의 ‘빈곤’은 중국에
대한 욕망만으로 충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한국 사회의 중국 전문가 ‘부재’의 역사에서 비롯
된 뿌리깊은 현상이라고 할 것이다.
타자에 대한 이러한 시선은 비단 중국을 향해서만 그러한 것이 아니다. 인식 내용의 차이는 존
재하더라도, 미국, 유럽, 일본, 동남아시아 등을 바라보는 시각 역시 동질적인 역사적 맥락과 생
성경로를 통해 형성된 것이며, 그 내부에서는 한국 사회의 자기 중심/우월적인 의식이 짙게 배어
있다고 할 것이다. 이것은 중국에 대한 시각이 한국의 국제정치적 인식의 한 부분이라는 점을 의
미한다. 따라서 우리 안의 중국에 대한 비평은 한국의 국제정치적 인식에 대한 반성 속에서 진행
되어야 한다. 이것은 이론의 문제이기에 앞서 오랜 시간 동안 국가적․문화적․일상적으로 지속
되어온 민감한 삶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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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동북아 ‘중심’과 중국
이제 글 제목으로 던진 한국은 <동북아 ‘중심’ 국가인가>의 문제로 되돌아가, 이것을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보자. 한중은 7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지
만, 그것이 선언 이상의 의미를 갖기 위해선 상호 이해와 협력의 수준을 높여가야 할 것이다. 한
중관계의 현실을 놓고 볼 때 지금 양국이 ‘전면적’ 관계로 진입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성급하다.
더욱이 한국의 동북아 ‘중심’ 구상에서 볼 때, 한중 사이에는 충돌 가능한 지점들이 심각하게 가
로놓여 있다고 할 것이다.
첫째, 국가적 정체성의 문제이다. 중국의 동방은 한국의 동북아에 비해 지리적 규모 면에서 훨
씬 광범위할 뿐 아니라, 그것을 실현해나가는 방식에 있어서도 국가 주도적인 응집력을 지니고
있다. 한국이 동북아 ‘중심’을 구상하기 이전부터 중국은 베이징, 상하이, 선쩐 같은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금융, 연구개발, 물류운송, 인프라 구축, 인재양성, 외자 유치 등의 방면에서 세계 자본
주의체제에의 적응 준비를 하고 있었다. 물론 정치권의 부정부패, 국유기업의 구조조정, 빈부격
차, 지역불균형, 사회복지 등의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지만, 이것을 개혁하려는 국가적 의지와 속
도로 볼 때 성장의 발목을 잡을 만큼 비관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부상하는 중국의 ‘규모’
속에서 그 위상이 좁아져 가는 한국의 정체성을 어떻게 찾아나갈 것인가가 더 큰 문제로 다가온
다. 중국의 산업경쟁력이 한국과 대등해 가고, 아시아 경제권이 점차 중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
는 상황에서, 중국 행/발 물류운송 거점만을 구상하는 것은 자칫 중국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결과
를 초래할 수 있다. 시장으로서 중국의 크기는 한국에게 말할 나위 없는 전략적 가치를 지니지
만, 중국 일변도로 흐르는 동북아 ‘중심’은 중국의 그늘에 갇혀버리는 협소함과, 중국의 성패가
한국에 직결되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동방 속에 전방위적인 네트워크를 포
용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 역시 특정국 위주에서 탈피하여 다변화된 관계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한국은 중국과의 전면적 관계 정립과 아울러, 유기체적 활력과 창조력
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자력구조를 정비하고 나아가 한반도 차원에서의 경제공동체를 구상
하여, 중국 세력권에 흡수되지 않는 독자적인 거점을 구축해야 한다. 중국과 이러한 관계를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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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동북아 속에서 한국의 정체성을 찾아나가는 관건적인 사안이 될 것이다.
둘째, 상호 이해의 문제이다. 한중 수교 이후 10여 년의 시간이 흐르고 경제적 방면에서 많은
교류와 협력이 있었다. 하지만 전면적인 상호관계가 정착되었다기보다는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인식이 여전히 지배적이다. 이것은 근대 이전에 중국 중심의 책봉조공 체제와 천하사상의 세계관
이, 근대 이후에 제국주의 침략 및 민족주의적 경쟁체제가,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 이념 갈등과
미국의 아시아 분열정책으로 인해, 상호 이해와 연대의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족
주의와 연계될 수 있는 민감한 사건이나 역사 문제가 돌출할 때 상호 불신의 감정이 증폭되기도
한다.16) 역사를 보는 시각에 있어서, 중국은 만청(晩淸) 시기에 확정된 ‘영토’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민족의 활동을 중국사로 규정하여, 특정한 영토보다는 ‘민족’의 활동을 중심으로 역사를 바
라보는 한국의 시각과 충돌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잠재되어 있다. 특히 동북지역을 둘러싼 고조선,
고구려, 발해의 역사 및 조선족 문제는 민감한 외교적 사안과 연계되어 있어서 자칫 민족갈등으
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최근 ‘고구려는 중국의 민족정권’, ‘조선족의 조국은 중국’으로 규정짓
는 중국의 동북 프로젝트가 기사화되면서 한국의 고구려 역사에 대한 관심 및 재외동포법의 문제
와 갈등을 빚고 있다. 또한 2002년 한일월드컵 때 발생한 한중갈등은 중국언론의 편파보도 및
일부 중국인의 반한(反韓) 감정에서 빚어진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건이 발생한 중국적 맥락
을 이해하지 못한 채 중국 전체를 비난하며 민족 갈등을 부각시키는 한국의 대응 역시 공정한 태
도라고 볼 수는 없다. 상호 애증이 교차하는 이러한 문제들은 근대 이후 한중 상호이해의 ‘공백’
및 자기 중심적 이해방식이 빚어내는 불가피한 현상이며, 새로운 한중 관계가 정립될 때까지 당
분간 지속적으로 출현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동북아 ‘중심’이란 용어를 임의적으로 사용한 것

16) 필자 개인적으로도 이러한 경험이 있다. 필자는 중국의 창 창간호(2003)에 ｢개혁개방 이후 한국을
바라보는 중국의 눈｣이란 글을 발표한 적이 있다. 문화일보 4월 29일자에 정충신 기자가 ｢반한 감정
확산--한중문화 충돌 오려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는데, 이 기사가 www.daum.net 핫이슈에 오르는
바람에 네티즌들의 리플이 천여 개에 달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문제는, 한국을 바라보는 중국의
눈이 어떻게 변화하고 한국(인)에 대해 어떠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한중
상호간의 오해와 편견을 반성하자는 취지의 글을, 정 기자는 마치 중국에 반한 감정이 확산되고 문
화충돌이 올 수 있다는 취지의 글로 왜곡 보도하여, 네티즌들의 민족감정을 부추긴 데서 생겨난 것
이었다. 필자의 의도와 완전 상반되게, 네티즌들은 한중간의 문화충돌을 또 한번 상상하게 되었던
셈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필자는 언론의 중국 만들기와 한국 사회의 강고한 민족주의를 간접 체험
하게 되었다. 이 자리를 빌어 정충신 기자에게 엄중히 항의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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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그에 대해 중국이 항의를 보낸 것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국제정치에 대한 문제이다. 이번 6자회담을 통해 국제적 공신력이 가장 상승한 나라는
바로 중국이다. 문제 ‘당사자’인 한국은 북미간의 갈등을 이완시켜주는 부수적 역할을 담당했을
뿐이며, 중국이 중재자의 위치에 서서 북미간의 문제와 아울러 회담 참가국의 이해관계를 조절하
였다. 회담의 성패는 이후의 의사일정 속에서 논의되어야 할 일이지만, 회담의 과정에서 중국의
국제적 지위가 부각된 반면 한국은 미국의 전직 고위 관계자가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을 만큼 소
극적이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노무현 정권의 성립 후 가장 기대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민족 통합의 차원에서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시정하여 남북이 자력으로 한반도 문제를 풀
어나갈 가능성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노 정권의 정책방향이 민족통합보다는 한미동맹 쪽으로 흐
르고 국내 정치적 상황에 의해 햇볕정책이 후퇴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대했던 한국의 능동성은
실종되고 그 대신 중국의 중재적 역할에 의존해야 하는 관계가 심화되었다. 2000년 이후 중국은
국제기구 가입과 활동, 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관계 정립, 다극 외교와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 모
색을 통해, 경제적 성장에 걸맞는 국제정치적 위상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점이 중국위협론의 근거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위협의 유무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보다 더 중요
한 것은, 새로운 국제관계 정립 과정에서 중국이 어떠한 실천모습을 보여줄 것인가의 문제일 것
이다. 중국 입장에서 볼 때 6자회담의 중재는 국제사회에서 도약할 수 있는 날개를 단 셈이 된
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한국의 동북아 ‘중심’은 그 운신의 폭이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 중국의 외
교적 협력에 더욱 기대야 하는 불가피성을 노출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지점들이 바로 한국의 동북아 ‘중심’과 중국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냉엄한 현실이다. 한
국에 새로운 국제정치적 삶을 열어나가기 위해선 먼저 우리의 국제정치적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
다. 한국의 미래가 일국적 차원이 아니라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나갈 수밖에 없는 조
건이라면, 우리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국제정치의 현실에 대해 민감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지
만, 국가정책으로서 동북아 ‘중심’을 제출하기 전에, 이것이 한국의 정체성과 국민적 합의 위에서
구상된 것인지, 그리고 중심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국제관계의 현실 속에서 실현 가능한 일인지
에 대해 먼저 물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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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本論文的主題是硏究在現實中國和韓國里的中國之距離的. 這樣的距離是因近代以
來形成起來的相互偏見和誤解而産生的. 一般來說, 韓國里有理解中國的幾個視角,卽文
化大國的視角,卑下的視角,敵對的視角,大衆文化的視角,新興富强國的視角. 這樣的視角
幷不是固定的, 而是隨着歷史的文化的脈絡來形成. 比如說, 近代以前文化大國的視角比
較强, 近代以後卑下的視角到現在其影響力很强, 韓國戰爭以後在冷戰時代敵對的視角
比較强, 韓中建交以後隨着中國經濟能力成長新興富强國的視角重新生成, 而且, 解放以
後因香港,臺灣等中華圈大衆文化影響力大衆文化的視角漸漸形成. 這樣的視角先入見地
限制韓國理解中國的方式. 所以, 透明的理解中國的實際情況首先必須反思韓國對中國
的誤解和偏見.
主題語: 오해와 편견, 문화대국적 이미지, 비하적 이미지, 적대적 이미지, 대중문화적
이미지, 신흥부강국의 이미지, 동방, 동북아, 정체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