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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21세기’를 점쳐보는 서방지성의 목소리를 배경으로 근대화 과정에서 서방지성의 눈에 비친 아시아의 후진적 특

성을 개관하고, 20세기 후반부터 등장한 오리엔탈리즘 비판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의 아시아관에 대한 자가성찰을 살펴본 

다음 근대화에 성공한 아시아에 대한 서방의 재평가를 고찰한다. 다음으로 아시아 내부에서 바라본 아시아의 모습에 대해 

논한다. 아시아의 지식인들은 근대화 초기에 유행하던 오리엔탈리즘적 시선을 수용하여 자기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나, 이

후에는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결론 부분에서는 아시아란 무엇인가를 아시아의 사회문화적 다양성, 

아시아 자체의 내재적 아시아 이해, 아시아의 대안적 담론의 성격에 대한 성찰, 21세기 전지구적 무대에서 아시아의 역할, 

신문명 시대의 도래와 관련한 아시아의 역할, 아시아 자체의 자아정체의식, 소위 ‘아시아의 21세기’를 위한 아시아의 과제 

등 다양한 시각에서 점검한다.

주제어  아시아의 세기, 근대화, 서방지성의 아시아관, 아시아의 자아정체의식, 대안적 담론, 아시아의 역할

I. 서론

“우리는 근대성의 역사적 경과를 진실로 역동적인 과정으로 인식해야만 한

다. 말하자면 근대성의 중심이 어떤 특정 지역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동아시아

가 전 지구적 근대성의 새로운 무대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Tiryakian, 1990: 20). 이

것은 1989년 필자가 한국사회학회 회장 자격으로 서울에서 개최한 “21세기 아

시아: 도전과 전망”(Kim and Lee, 1990)이라는 주제의 국제회의에서 티리야키안 교

수가 한 말이다. 티리야키안 교수는 이미 그 전에도 근대화의 ‘진원지’가 북아메

* 이 글은 2009년 9월 23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가 주최한 국제학술회의, “What is Asia? 

Retrospect and Prospect”에서 개회강연으로 발표한 것을 우리말로 축약 수정한 내용임을 밝혀둔

다. 이 모임에서 강연할 기회를 제공해준 아시아연구소 소장 임현진 교수를 비롯한 관계자 및 발표

에 대한 도움말을 아끼지 않은 회의 참가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뜻을 전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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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카에서 동아시아로 이전 중에 있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고(1984; 1985), “우리는 

현재 전 지구적 중심축이 이행하는 시대에 있다”고 선언한 일도 있다(King, 2002: 

147). 그 후 1990년대에 홍콩에서 열린 어떤 국제회의에서도 ‘21세기의 아시아’

라는 주제를 내걸었고 거기서 제기한 주요 쟁점은 “과연 21세기는 ‘아시아의 세

기’가 될 것인가?”라는 것이었다(Chow and Chow, 1997: 170).         

다만 이 두 모임은 21세기를 목전에 둔 시점, 아시아에 금융위기가 닥치기 

전, 그러니까 이러한 낙관적 전망이 가능했던 시기에 개최되었다는 점을 염두

에 둘 필요가 있다. 그런데 신세기를 맞이하고 나서는 ‘유교적 동아시아의 상승’

(Tu, 2002) 혹은 ‘아시아의 상승’(Mahbubani, 2008)이라는 오히려 더 적극적인 언급

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이 중 마부바니는 근대 자본주의의 중핵인 월 스

트리트발 지구적 금융파탄의 쓰나미가 휩쓸기 전에 이 저서를 출간했을 개연성

이 높아서 그런 낙관적 상념이 가능했겠지만 다음과 같은 언명을 하였다. “서방

의 상승이 전 세계를 송두리째 변용시켰다. 아시아의 상승도 그와 똑같이 의미 

있는 변용을 가져다 줄 것이고 … 세계에도 유익한 결과가 올 것이다”(Mahbubani, 

2008: 1).

이제 2008년의 전 지구적 불황을 지나는 사이 세계 열강이 특별히 주목하기 

시작한 나라가 우뚝 서기 시작하였다. 예컨대, 2009년 8월 10일자 주간지 『타

임』은 “중국이 세계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표제하의 특집을 실었다(Elliot, 2009: 

22). 『타임』지의 주간 격인 이 필자는 언론인 특유의 신중함을 유지하면서 자신

의 견해 대신 『중국이 세계를 통치할 때: 서방세계의 종식과 새로운 지구적 질서

의 탄생』이라는 책을 저술한 학자 자크(Martin Jacques)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중

국은 더욱 강성하게 성장하여 궁극에는 앞으로 반세기, 아니 오히려 더 이른 시

기에, 세계의 지도급 강대국으로 변신할 것이다.” 이런 견해는 오바마 대통령의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21세기의 틀을 짜게 될 것”이라는 담화문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기사는 미국이 중국뿐 아니라 인도와 일본 같은 아시아의 강대국

과도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사족을 달았다(사실 한국처럼 근자의 경제위기를 

거치며 비교적 굳건히 견뎌낸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도 그 명단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배경적 관찰을 염두에 두고 과연 가까운 미래에 실지로 21세기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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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의 세기’가 될는지는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가질 필

요도 있다.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시아가 성취해야 할 사항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닐 것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구체적인 노력도 따

라야 한다. 물론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 “아시아란 과연 무엇인가?”라

는 질문부터 우선적으로 제기해야 할 것이다. 다만 여기에 답하기 위해서는 역

사, 문명, 문화, 사회, 정치, 경제 기타 여러 측면에서 아시아가 의미하는 바 실체

를 규명해야 할 것이나 본고의 취지는 거기에 있지 않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지금으로서는 공식적으로 지칭하는 지리적 대륙의 하나인 아시아라는 것 말고

는 아시아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일이 그리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아시아가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 의미 있는 담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유용한 생각의 틀이 있을지를 탐색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의 주목

적은 그러한 생각의 틀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권역 내외에서 그 

동안 아시아를 어떤 눈으로 보아 왔는지를 일단 검토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는 편의상 아시아 밖의 세계를 유럽과 북미로 한정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따라

서 이 글에서 말하는 외부의 관점이란 서방의 것을 가리키고 내부의 자가인식 

또는 자아정체의식이란 아시아 사람들 자신의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비교 

고찰은 주로 근대화와 전 지구화라는 인류문명사의 두 가지 큰 흐름의 맥락에

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 특별히 근대화에 관한 필자 나름의 이론적 관

점을 간략하게나마 소개하고자 한다. 

II장에서는 서방세계의 사회과학 및 인문과학이 아시아를 어떻게 인식해왔는

지를 개관하고, 그러한 관점에 대한 아시아 자체의 반응과 자가인식을 살펴보기

로 한다. 이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III장에서 이어질 것이다.   

II. 서방지성의 눈에 비친 아시아

1. 차이의 부각

첫 번째로 주목할 사항은 서방지성계가 서방과 아시아 사이의 주요한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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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각시키고 이를 설명하려는 시도다. 이를 위해서 유럽의 학자들은 하나의 뭉

뚱그려진 문화적 실체로서 유럽의 자가정체의식을 의미 있는 방식으로 설정하

는 과업을 수행해야만 하였다. 적어도 역사적 시각에서 볼 때 최초의 이러한 시

도는 기독교적 세계관에 기초하고 있는 서양이 동방의 이슬람 세계관을 압도하

려는 종교적 쟁투에서 비롯하였다. 16세기경에 이르러 유럽의 세력이 무슬림 세

력과 벌인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유럽이라는 단일한 정체의식을 수립하게 되었

다. 이에 앞서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함으로써 해외원정을 시작하였

고 이 과정에서 서방과는 사뭇 ‘다른’ 인종과 문화에 접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그

처럼 미개한 사람들과 자신들을 차별화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시초에 기

독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성립한 유럽의 정체의식은 이제 이교도적인 원시인

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문명세계’라는 세속적 정체의식으로 새로이 정립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1 

계몽주의 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유럽은 문명, 진보, 과학기술의 발달 그리고 

근대자본주의를 바탕으로 부를 축적하게 되면서 세계의 모든 문화권보다 우수

하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으며 이를 공개적으로 밝히기 시작하였다. 그 후 산

업혁명으로 경제적, 군사적 역량을 갖추게 되면서 유럽은 아시아를 포함하는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를 제국주의 침탈의 대상으로 삼고 식민지로 복속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이로써 서방은 이제 세계 모든 지역이 미개하고 야만적인 데 비

해 자신들만이 ‘문명한’ 족속들임을 공공연히 주장하기에 이른 것이다. 20세기

로 접어든 다음,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는, 미국이 경제, 군사 및 과

학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함으로써 서방문명의 중심이 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

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종전 후 미국이 주도한 근대화-개발의 과업은 당시 ‘미개

발, 저개발, 개발도상’ 상태(undeveloped, underdeveloped, less developed, developing)에 놓

여 있었던 이른바 ‘후진 상태의(backward)’ ‘제3세계’를 ‘우리(US, 즉 ‘우리’를 의미하면서 

혹은 the United States의 약자를 암시하기도 함)’와 같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한 마디

로, 이들이 생각한 근대화는 명백하게 ‘서구화(westernization)’ 아니면 매우 특정하

1　이 부문의 논의는 주로 다음의 문헌에 의존하였다. Chirot(1994); Delanty(1995); Duara(2002); 

Eisenstadt(2003); 강정인(2004); Katzenstrin(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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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미국화(Americanization)’라는 것이었다.2

이제부터 소개하는 것은 유럽인들이 간파한 동서양 간의 차이에 대한 논의 

중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사례들에 대한 개략적 서술이라 하겠다.

첫째, 계몽주의 시대의 몽테스퀴외(Montesquieu)는 아시아의 제국들을 특징지

을 때 토지를 독점적으로 전유한 통치자가 일반국민들에게 재산소유권을 인정

하지 않았던 사실에 주목하여 ‘동양적 전제정치’라 지칭하였다. 그 뿐 아니라 그

는 유럽이 자유로운 사회인 데 비해 아시아는 ‘복속(subordinate)’ 사회로서 피부색

이 다른 인종을 노예로 인정한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강정인, 2004: 164-165).3 한편, 

동인도 회사의 관료였던 제임스 밀( James Mill)은 인도의 전통과 문화를 완전히 

원시적이며 미개한 것으로 멸시하고 그처럼 야만적인 나라를 대영제국의 자비

롭고 개혁적인 행정으로써 한 단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갈파하였다(Mahbubani, 

2008: 128). 제임스의 아들 존 스튜어트 밀( John Stuart Mill)은 중국이 과거에는 수많

은 업적을 쌓았지만 전제적인 관습의 장애로 인하여 중국인들의 심성이 마치 저

들의 편족처럼 오그라들고 삐뚤어져, 보수성은 강해지고 개인의 가치를 잃어버

리게 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서방의 식민지 정책이나, 상업 및 교회 등의 힘

을 빌어 그와 같은 낡은 사회구조를 파괴하고 유럽의 원리대로 재건하는 것이 

동방에게 남은 최선의 희망이라고 주장하였다(Ringmar, 2005: 1-12).  

둘째, 19세기의 유력한 사상가들인 헤겔(G. W. F. Hegel)이나 맑스(Karl Marx) 등

도 이전의 몽테스퀴외가 제시한 동양적 전제정치의 관념을 기본적으로 이어갔

다. 헤겔은 아시아는 일반적으로 전제정치를 실천하는 곳으로서 역사주의 철학

의 관점에서 볼 때 거대한 역사적 기획의 유아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나아가 아무런 진보도 이룩하지 못하는 비역사적 역사로 동양을 간

주하였다(강정인, 2004: 165-166). 맑스가 비록 헤겔의 역사관을 유물론으로 뒤엎기는 

2　여러 학자들 중에서도 아이젠슈타트(Shmuel N. Eisenstadt)가 바로 이와 같은 ‘서구화’ 및 ‘미국

화’ 논지를 주창한 대표적 인물로 다음과 같은 언명을 한 바 있다. “역사적으로, 근대화란 17세기부

터 19세기 사이에 서부 유럽과 북미주에서 전개하기 시작하여 다른 유럽 국가로, 그리고 19세기에

서 20세기에는 남미, 아시아 및 아프리카 대륙으로 번져나간 사회, 경제, 정치적 체제의 형태로 변화

해가는 과정이다”(Eisenstadt, 1966: 1).  

3　이 동양적 전제정치(Oriental Despotism) 개념은 추후 20세기에 와서 Wittfogel(1967)이 더욱 

확대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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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지만, 아시아에 대한 견해에 있어서는 헤겔의 역사주의에 기초한 편견을 그대

로 답습하여 “인도는 알 수 있는 역사가 없다”라든지 “중국은 흐르는 시간의 의

식이 없는 나라다”라는 식의 언급을 하고 있다. 물론 그의 유명한 ‘아시아적 생

산양식’론 역시, 그것이 정상적 자본주의 이행을 저해하는 세계역사의 보편적 

발전의 ‘일탈적’ 사례로서 동양적 전제정체를 영속시키는 물질적 토대임을 강조

하고 있다. 그가 보기에 중국은 전제군주와 보수적 관료 엘리트집단이 지배하는 

봉건사회로서 바로 이와 같은 아시아적 생산양식의 영향 아래 있었던 것이다. 

맑스는 인도에 대해서도 전제정치와 미신과 나태를 종식시키고 근대적이고 세

속적인 사회가 생성하도록 해준 점에서 심지어 영국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기

조차 하였다(Ringmar, 2005: 12; 강정인, 2004: 169).

셋째, 이 문제를 다루면서 막스 베버(Max Weber)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베

버의 거대한 학문적 작업 중 하나는 서구에서 발흥한 근대 자본주의가 어찌하

여 동방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서 아

시아 주요국의 사회구조와 제도, 그리고 문화와 그 기저에 깔린 상징들을 유럽

과 비교하였다. 그의 방대한 업적을 요약하는 것은 이 글의 범위를 넘는 것이므

로 그 요점만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베버의 아시아관은, 중국과 인도에서 과학, 법률, 도덕 및 윤리의 영역을 

포함하는 모든 문화가 보편화와 보편성의 방향으로 사회적 친교관계 맺기

(fraternalization)를 이행하는 데 결정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경험 결여를 강조하고 

있다. 사회관계와 거기에 관여하는 문화의 보편화 현상이 동방사회에서는 성립

하지 않았던 것, 이것이 베버의 아시아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Nelson, 1991: 101). 

이를 뒷받침하는 현상으로 베버가 지적한 것은 아시아 사회에서 합리적 근대자

본주의 형성에 필수적인 합리화와 합리성의 전개를 방해하는 요소들이다. 사회

영역에서는 가산제적 국가관료제와 카스트 신분제, 문화 부문에서는 세속세계

와 초월적 세계 사이의 실존적 긴장의 결핍이 그것이다(Ringmar, 2005: 12).

넷째, 에밀 뒤르껨(Emile Durkheim)은 아시아 연구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으나, 

그의 가까운 동료 중에 두 사람, 셀레스뗑 부글레(Célestin Bouglé)와 마르셀 그라

네(Marcel Granet)는 각기 인도와 중국에 대한 상당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부글레

는 인도의 카스트 신분제도는 분업의 혁신과 개인의 자유를 위한 조건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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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이동을 저해함으로써 근대성의 성립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본다. 한편, 

그라네는 특히 한자에서 개발과 근대화를 차단하는 요인을 찾으려 하였다. 한

자는 구상적인 대상을 형상화한 표의문자인 까닭에 그 기본적인 표현은 과거지

향적인 특성을 띨 수밖에 없으며, 근대적 이론이나 근대 과학의 창출에 적합하

지 못하다는 것이 그라네의 견해다(Tiryakian, 1990: 19-20). 

이와 유사한 예로 로버트 로건(Robert Logan)의 문자 표기법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는데, 그는 문자 표기법의 차이가 문명의 진화에 미치는 극적인 영향에 주

목하였다. 중국의 구상적인 상형문자 표기법은 총체적이고 직관적이며 다신론

적인 문명을 산출한 데 비해, 선형적이고 추상적이며 비상형문자인 서방의 알파

벳 체계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유일신적인 문명을 자아내었다는 것이다. 또 

사람 이름이나 주소를 적는 법에서도, 한, 중, 일, 동아시아 삼국에서는 봉투에

다 나라, 시도, 주소지 거리, 번지 다음 이름의 순으로 기록하며 사람 이름도 성 

다음에 각 개인의 이름을 적는다. 이러한 표기법의 문화적 함의를 살펴보면, 동

방의 사유는 무언가 거대한 것에서 시작하여 가장 작은 단위로 끝나는 순서를 

밟는 데 반해, 서방의 사고순서는 그 반대라는 것이다(Logan, 1997).

다섯째, 철학, 종교 및 과학 분야의 지식이 지닌 성격에서 동서양의 대조를 지

목한 사례는 노스롭(F. S. C. Northrop)의 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대체로 동양

에서는 사물을 탐구할 때 심미적 구성요소에 주목하였고, 서양에서는 이론적 구

성요소에 주안을 두었다”는 것을 정식화하고 있다(Northrop, [1946] 1979: 375). 이러

한 그의 인식론적 추론을 이 자리에서 깊이 검토할 수는 없으나 다음에 인용하

는 문장에서 집약적으로 표현한 것이 실은 동방학문에 있어서 격물치지의 방법

론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Northrop, [1946] 1979: 315). 

 

구체적인 경험적 지식은 체험에서 얻어야 한다. 이 명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문

화의 공통적 진리다. 그런데 이는 동방에서는 매우 특이하고 훨씬 더 근본적인 방

법으로 얻어지는 진리다. 동방의 천재적인 통찰에서는 특별한 형태의 지식을 발견

했는데, 서방과는 달리 오로지 즉물적 경험으로만 알 수 있는 사물의 본성의 한 부

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주의를 지속적으로 경주한 것이다(Northrop, [1946] 1979: 315).



44
아시아리뷰  제1권 제1호, 창간호, 2011

서양에서는 항상 관찰 이상의 것, 단순한 경험으로 직접 검증할 수 없는 것

을 주장한다. 오히려 선험적으로 가설을 제시하고 적어도 부분적이나마 실험적

으로 검토한 연역적 결과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검증하기가 일쑤다. 이런 과정은 

심지어 종교적 지식과 예술에도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가령 동양의 

화가에게는 어떤 대상을 그리는 과정 어디에서도 어떠한 지식 혹은 이론적으로 

형성한, 과학적으로 검증한, 공리적으로 규정한 이론의 응용을 요구하지 않는

다. 삼차원적인 물리적 대상이라는 주제의 상식적 개념조차도 불필요하다. 동양

의 화가가 습득해야 할 첫 번째 숙제는 공리적으로 삼차원적이라 규정한, 상식

적인, 외재적 대상에 대한 어떠한 조회도 필요 없는, 순수하고 총체적인 모습으

로 즉물적으로 체득한, 심미적 연속체(삼차원적 공간에 일차원적인 시간을 더한 

사차원)의 심미적 요인들을 즉각적으로 터득하여 포착하는 역량이다(Northrop, 

[1946] 1979: 294; 317).

여섯째, 1960년대를 전후한 근대화와 발전론의 문헌에서는 한 가지 공통적인 

사고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 소위 서방(the West)과 기타지역(the rest)이라는 이분

법적 대비에서 전자는 선진적이고 발전한, 근대화한 사회인 반면, 후자는 후진

적이고 저개발 상태의, 비근대화 사회라는 관념이 지배적이었다. 이런 이분법은 

근대와 전통이라는 대비로 전이하여 비서방 세계의 전통을 발전과 근대화의 대

표적인 저해요인으로 지목한 것이다. 아시아에 있어서 이러한 방해꾼은 물론 유

교, 불교, 힌두교, 회교 등 종교적 전통의 보수적 지향, 권위주의적·위계서열적 

사회구조, 특히 가산제적 특성을 띤 중앙집권적 권력구조, 경직한 사회제도, 특

수주의적 사회관계, 집합주의적 개인 경시, 지위와 특권의 귀속적 부과, 정의적 

인정주의, 분산된 사회적 역할, 그리고 기타 주로 파슨스류의(Parsonian) 구조기능

주의적 논지를 반영하는 것들이었다(Parsons, 1951; 1977; Eisenstadt, 1966; Hall et al., 2006; 

Harrison, 1988; So, 1990; Kim, 2008). 

2. 서방지성의 성찰: 오리엔탈리즘과 기타 유사 논지

가령 노스롭이나 아마도 베버 정도의 예외는 있었으나, 위에서 언급한 아시

아와 서방의 대조 속에는 아시아에 대한 서방지성의 경멸과 편견이 깃들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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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러한 선입관에 대한 서방지성의 자성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은 흥미

롭게도 서방이 수세기 전에 개시한 전 지구적 근대화의 부산물이었다. 지금쯤

은 그들 스스로가 말하는 소위 ‘성찰적 근대화’라는 말이 꽤나 익숙해진 셈이다

(Beck et al., 1994).     

그런데 이와 같은 ‘성찰성(reflexivity)’ 자체가 실은 서방이 창출한 근대성의 본

질로 이미 작용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등장한 것이 더 흥미롭다. 이러한 논조의 

대표적 인물이 다름 아닌 아이젠슈타트라는 사실도 주목을 요한다. 서부 유럽에

서 출발한 근대화가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다고 말했던 아이젠슈타트는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다(이에 대해서는 각주 2 참조). “여러 상이한 중심부와 엘리트들이 

선포한 각양의 해석들 사이의 대결은 근대성의 문화적 과업 속에 내재하는 모

순과 거기에 이미 배태해 있던 개방성과 성찰성이 제공하는 잠재적 가능성들에 

대한 의식을 일깨워 주었다”(Eisenstadt, 2002: 37). 이는 1960년대의 아이젠슈타트와

는 그야말로 천양지차를 보여주는 언명이다. 

이런 식의 자가성찰의 대표적인 보기가 이른바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 비

판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속하는 지성인은 다수지만 대표적인 인물은 역시 에

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이다. 사이드는 오리엔탈리즘이 정치적으로, 사회적

으로, 군사적으로, 이념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리고 상상으로 어떻게 오리엔트

(동방세계)라는 실체를 만들어내었는지 검토하고 있다(Said, 1978; Eisenstadt, 2003; 강정

인, 2004; Alatas, 2006). 오리엔탈리즘의 비판을 요약하면, 그 전의 서방 학계가 동양

(아시아) 사회를 분석할 때에 서방에서 전개한 근대성의 문화적 프로그램에 뿌

리를 둔 개념과 범주들을 그대로 부과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역사관에서

는 근대국민국가야말로 진보의 극치라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었다(Eisenstadt, 2003: 

402). 서방사상과 서방의 특유한 역사적 경험에서 유래한 개념들을 아시아 사회

의 분석에 그대로 옮겨 적용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동양적 전제정체 및 

아시아적 생산양식 등이 아시아 사회의 지체현상, 즉 아시아의 발전을 저해했다

는 관점과 관련이 있다. 

오리엔탈리즘의 두드러진 특성은 사회, 문화, 종교, 언어, 과학기술 및 경제 

모든 면에서 서방사회가 동방보다 우월하다는 이념적 신념이 그 속에 암묵적으

로 담겨 있다는 점이다. 이런 식의 우월주의는 서양문명의 예외성과 특이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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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신념과 뒤섞여서 결국 여러 형태의 서방 ‘민족중심주의(ethnocentrism)’로 표

출하였다.4 이러한 논지를 상세하게 검토할 수는 없겠지만, 대표적인 보기 하나

만 살펴보고자 한다. 

사이드가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개념을 제시한지 10년여 후에 사미르 아민

(Samir Amin)이 『유로센트리즘(Eurocentrism)』이라는 제목의 저서를 출간하였다(Amin, 

1989). 아민이 규정한 이 개념은 주로 하나의 이론적 구성체로서 유럽은 ‘자명한 

운명(the Manifest Destiny)’이라든지 아니면 ‘백인종의 짐(the white man’s burden)’과 같

은 이념을 내세워 유럽의 팽창주의와 잉여의 중앙집권화를 정당화하고 스스로

의 특이성과 우월성을 세계역사 속에 위치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풀이하

지만, 사실은 그것이 다름 아닌 자본주의의 이념적 구성체이기도 하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러한 문맥에서 아민은 특히 근대자본주의가 유럽 밖에서는 등장하

지 않은 것을 동양에서는 희랍의 합리적 철학의 유산이 결여했다는 것과 연결시

킨다. 그러니까 서방에서는 중세기의 종교적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정직한 

부르주아지를 창출할 수 있었지만 동양은 형이상학으로부터 스스로를 구출하

지 못했다는 것이다(Amin, 1989; Alatas, 2006: 44-45).        

3. 아시아에 관한 재고찰

오리엔탈리즘이나 유로센트리즘 같은 성찰이 서방지성계 자체의 편견과 오

해를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면, 또 다른 맥락에서 아시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대두하고 있다. 그러한 관점은 특이하게도 근대화의 한 부산물 내지 결과로 등

장하게 되었다. 가령 근대화에 대한 서방 지성계의 성찰이 근대화 및 전지구화

의 부정적 결과에 맞춰져 있었던 데 비해,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 성찰은 아시아

의 성공적 근대화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이때 서방세계가 보여준 반응에는 일말

의 감성적 요소가 배태해 있다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자신들

4　이런 관념을 지칭하는 표현은 다양한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Eurocnetrism, Europocentrism, 

Western-centered, Westocentrism, Western/European Exceptionalism or Uniqueness, American 

Exceptionalism, the American Way 등이다(Eisenstadt, 2003; 강정인, 2004). 



47
아시아란 무엇인가? | 김경동

이 동양에 대해서 지녔던 잘못된 인식과 해석을 자각하면서 곤혹감을 감출 수

가 없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그토록 멸시했던 아시아 나라들이 새

로운 산업강국으로 등장하면서 언젠가는 서방이 그동안 점유했던 세계무대의 

우위를 위협당할 수도 있다는 일종의 방어적 대응이라는 모습을 띠고 있는 것 

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서방지성계의 반응과 유사한 성찰이 아시아 내부에서도 일

기 시작하였는데, 이 문제는 곧이어 다시 논급하기로 한다. 하여간 서방세계의 

관점에서는 일본을 위시하여 차례로 동아시아 나라들이 성공적으로 근대화와 

발전을 성취했다는 사실이 새로운 각성을 불러일으켰다. 그토록 후진적으로 지

체하고 전제적이고 빈곤하던 아시아가 하루아침에 경이로운 변신을 한 데 대해

서 이제는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설명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시도에서 

크게 두 가지 흐름을 포착할 수 있다. 

첫째, 일부 학자들은 주로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하여 주목해야 마땅한 특별

한 발전의 ‘모델’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Berger and Hsiao, 

1988). 또 다른 이들은 아시아의 근대화에서 ‘전통’의 기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하다는 주장을 내어 놓았다. 특히 동아시아에서 이런 특징들이 속속 나타났으므

로 결국 유교가 중요한 요소로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다. 과거에는 근대화의 걸

림돌이었던 유교를 논의의 중심으로 새로이 부각시키게 된 것이다. 이처럼 유

교가 지닌 긍정적 역할에 대한 논의는 로드릭 맥파쿠하(Roderick MacFarquhar)가 소

위 ‘유교 후 가설(post-Confucian Hypothesis)’이라는 것을 제시하면서 불을 당겼고

(MacFarquhar, 1980), 그것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Kreiger and Trauzettel, 1991; Kim, 

1994; 1996b; Tu, 1996; Bell and Hahm, 2003). 흥미롭게도 이 논의의 중심에서는 베버의 

유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말하자면 베버의 개신교적 윤리와 기능적 등가성을 지

니는 것으로 동아시아의 유교를 풀이하려는 논리가 지배적이라는 것이다.  

둘째, 최근에는 동아시아를 넘어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포함하는 논의가 나

타나고 있다. 바로 ‘다원적 근대성(multiple modernities)’론이 그것이다. 아이젠슈타

트가 이끌다시피 하는 이 담론에서는 동남아시아, 남아시아는 물론 이슬람 지

역까지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이 한 가지 특징이다. 여기에 이러한 담론의 개요

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 논의는 초기 근대화 이론과 연구에 대한 성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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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시작하여 이제는 전지구적 근대화 과정이 다양한 경로로 전개한다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내용은, 이들이 오로

지 현재의 근대화 과정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의 아시아 국가들

이 유교, 불교, 힌두교, 회교 등 다양한 종교의 영향 아래 사실은 자기들 나름의 

역동적 변화를 시도한 바 있었다는 것을 부각시키려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서, 역사를 재검토해보면 서방지성이 포착한 동양적 전제정치, 아시아적 생산양

식, 가산제 국가, 지속적 정체 등이 반드시 올바른 인식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

다(Eisenstadt, 2002; Sachsenmaier et al., 2002; Eisenstadt, 2003). 

III. 내부에서 바라본 아시아

그러면 이제부터는 아시아 내부에서 학자와 지식인들이 아시아를 어떻게 인

식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시도 역시 동서양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아시아의 자가관찰

근대화 초기에 아시아의 학자나 정책 수립가들이 일관되게 지녔던 생각은 신

속한 발전을 위해서는 서방의 문물을 그대로 모방해야 하고, 그러자면 근대화

를 저해하는 전통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동아시아 삼국에서 유교를 근대화

의 장애요소로 지목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였다. 실제로 전통을 얼마나 효과적으

로 탈피하였는지는 재검토의 대상으로 남아 있지만, 적어도 당시의 분위기는 그

런 쪽으로 흐르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Korea University, 1965; Pyle, 1969; Tu, 1997). 

시간이 흘러 상당한 성공을 거두게 된 1970년대에 이르면 이러한 태도에 변

화가 일기 시작한다. 정치경제 부문에서는 정치와 기업 활동에서 토착적 형식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학계에서도 학문의 토착화 논의가 서서히 고개를 

들었다.5 학계의 동향만 간략히 살펴보자면, 초기의 아시아 사회과학자들은 서

5　이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는 Alatas(2006) 참조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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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의 학문을 일종의 ‘죄수의 심성(captive mind)’으로 무조건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

대로 자기 사회에 적용하려 하였다. 이러한 심성은 창의성이나 독창적인 문제의

식이 결핍하고, 파편화된 관점을 갖는다는 한계가 있으며, 결국 사회적 쟁점이

나 자기 나라의 전통과는 동떨어질 수밖에 없다(Alatas, 1972: 9-10; Alatas, 2006: 30-31). 

식민지적 경험에서 유래한 이런 심성은 일종의 학문적 제국주의와 종속성을 표

상한다(Kim, 1996a; Alatas, 2006).  

여기서 우리는 서방이 아시아를 바라볼 때 지녔던 우월감과는 대조적으로 아

시아에서는 토착화나 대안적 담론을 추구하면서도 일종의 자기비하적 자세를 

탈피하지 못한다는 점을 외면할 수 없다. 이런 현상은 아직도 세계적 학문공동

체의 구조가 서방중심적, 서방지배적 특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과 동시에 서방학계에 대한 아시아 학계의 ‘정치적 종속’의 불가피성을 암시

한다 할 것이다(Kim, 1996a).

2. 아시아의 자기주장

학문적 성과의 질을 평가받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서방의 중심부에 의존해야 

하는 학계의 사정에 비하면, 적어도 기업부문 혹은 경제영역에서는 서방중심의 

영향력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는 조짐을 읽을 수 있다. 물론 아직도 국제통화

기금(IMF)이라든지 미국의 연방준비은행 등 금융정책을 다루는 국제기구와 월 

스트리트라는 금융기관의 집합체가 주요 정책결정이나 자금의 흐름을 상당 정

도 좌우하고 있는 현실이기는 하지만, 중국의 경제규모나 금융권력의 상대적 위

상에 변화가 보인다는 사실도 무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를 배경으로 이제는 정치권에서도 서방의 일방적 지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예가 이른바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s)’를 둘러싼 논쟁이다. 이러한 논의의 요체는 적어도 국가의 통치

에 관한 한, 서방의 표준과 가치를 일방적으로 아시아에 강요하지 말라는 목소

리라고 할 수 있다. 아시아적 가치론의 핵심적 논지는 민주주의가 아무리 보편

가치라 해도 개개 사회의 전통적 문화지향에 따라 적용방식은 다를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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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6 아마 과격한 회교도 같으면 서방식 민주주의 자체를 즉각 배격할 지도 

모른다. 이처럼 아시아 자체가 이제는 자신의 신념을 공공연히 선포하고 있으

며, 서방의 가치에 대해 반박할 지위에 이르렀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7 

IV. 아시아란 무엇인가? 결론을 대신하여

결론을 대신하여 여기서는 우리가 제기한 질문, “아시아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탐색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서 이 장에서는 필자의 근대화에 관한 대안

적 이론을 원용하여 간략하게 논의하고자 한다. 필자의 논지는 사실 간단하다. 

아시아에 대한 인식과 정체의식의 문제는 알고 보면 근대화의 전개과정에서 드

러난 사회문화적, 정치경제적 변동의 성격에서 유래한다고 보는 것이다. 필자가 

제안하는 근대화의 대안적 담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Kim, 2008).   

우선 근대화는 어디까지나 서방, 특히 서유럽에서 16세기를 전후하여 최초로 

발생한 거대한 역사적 변동의 과정으로 이해한다. 이 점에서는 서방의 견해와 

일치한다(Chirot, 1994). 다만 그렇게 시작한 근대화는 서서히 유럽 전체 지역으로 

번져나갔고 19세기에 이를 즈음에는 전 세계로 번져나갔다. 이는 유럽의 문화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타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 문화접변(international 

acculturation)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것을 수용하는 사회에서 외래 서방문

화에 접하여 거기에 반응하면서 적응적 변동(adaptive change)을 시도하여 마침내

는 각기 토착화(indigenization)를 해나가는 변증법적 과정이기도 하다. 이때 문화

접변은 구미문화가 타 지역으로 일방적으로 흘러 들어가는 비대칭적 문화접변

(tilted acculturation)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각 사회가 외래문화를 선택

6　실지로 2010년 3월 22일자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nternational Herald Tribune)』에는 중

국의 의회관계자가 서방식 민주주의는 중국이 액면 그대로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언을 한 기사

가 실렸다. 

7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논쟁에 참여하거나 이 주제를 분석적으로 다룬 학자들 중에 대표적인 보

기는 다음과 같다. Hitchcock(1994); Zakaria(1994); Fukuyama(1998); Lim(1997); 김경동(2002); 

and Mahbubani(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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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받아들여 변화를 추구하게 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필자는 이를 ‘선택적 

근대화(selective modernization)’로 규정하였고, 그 결과로 형성한 문화는 서구적 근

대화의 대안이라 할 수 있는데 필자는 이를 ‘대안적 근대성(alternative modernities)’

이라 명명하였다.8

이런 관점에서 아시아의 인식과 정체의식을 살펴보자면, 초기 서방의 아시아

관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는 초기 근

대화 시기 과학기술, 경제, 군사, 기타 문화 등 여러 측면에서 서방의 힘이 월등

하게 우세했던 동서양 간의 비대칭적 관계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따라서 서방

이 아시아를 경멸적인 시선으로 바라본 것은 거의 당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

다. 그러나 전 지구적 차원의 근대화가 진전하는 과정에서 서방은 서방대로, 아

시아는 아시아대로 자가성찰을 하기 시작했으며, 그러는 사이 아시아의 상대적 

힘이 커짐으로써 새로운 인식과 정체의식이 싹트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위에

서 개관한 동서양의 아시아관의 변천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이를 설명하는 이

론적 틀이 바로 ‘대안적 근대화론’이다. 이와 같은 시각을 토대로 과연 아시아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라는 질문과 맞서보기로 한다.  

무엇보다도 아시아를 규정하려는 사람에게는 그 대륙의 지리적, 경제적, 정치

적, 문화적 다양성을 배제하고 논의를 펼칠 수가 없다. 실지로 아시아는 하나가 

아니라 둘, 셋, 넷 혹은 더 많은 아시아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없지 않은 형편

이다(Lim, 1997; Therborn, 2006: 282-287; Mahbubani, 2008). 이 다양성을 무시하고 아시아

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려고 할 때는 아시아적 가치론에서 보는 바와 같은 오류

를 범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아시아적 가치론이 마치 하나의 단일한 현상으

로 간주하려는 것이라면 이는 처음부터 잘못 짚은 것일 수밖에 없는 까닭이 바

로 그 다양성에 있다.

둘째, 오리엔탈리즘이나 유럽중심주의 논의를 극복하려는 노력과 관련해서 

현재 아시아 내부의 대안적 담론을 탐색하는 사람들과 역외에서 다원적 근대

성론자들 사이에 일정한 관점의 수렴을 발견할 수 있다. 적어도 이들이 동의하

8　이러한 과정 자체를 일종의 음양변증법적 변화로 본다는 견해도 제시한 바 있으나 지면의 제약

으로 소개하지는 않는다(Kim, 199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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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바는 아시아를 연구할 때 서방의 외래적인 개념과 이론틀 및 분석법 등을 일

방적으로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Alatas, 2006; Eisenstadt, 2002; 2003). 물론 이 

점에서도 아직은 세계의 학계가 서방의 핵심국 학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

렵다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 이를 극복하고 학문의 정치적 종속에서 탈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문화적 독립성을 성취하는 과제는 추후 넘어야 할 산으로 남아 

있다(Kim, 1996a). 

셋째, 일단 아시아 학계가 대안적 담론을 제안한다 해도 신중해야 할 점이 있

다. 가령 근자에 가장 활발한 논의 중 하나가 근대화에 있어서 유교의 역할에 

관한 아시아 학계의 ‘주장’이 있다. 여기서 문제는 유교의 다중적인 성격과 내

용의 복합성을 경시함으로써 오류를 범하는 사례로 끝날 수 있다는 점이다. 마

찬가지로 아시아적 가치론에서도 ‘아시아’와 ‘가치’라는 두 개념 모두가 매우 거

대하고 모호한 것이므로 함부로 규정하는 것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 모두 특히 방법론적 명료성을 결여할 때 그 문제가 가장 심각해진다(Kim, 

1994; 1996b; 김경동, 2002).  

넷째, 아시아가 경제적 성과에 힘입어 세계무대에서 차츰 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현금의 사정에 비추어 21세기 아시아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지를 묻는 

물음에 대해서도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가령 최근의 국제적 금융위기를 맞

으면서 일부 학자와 언론인들이 중국이 세계를 구해내는 문제를 논의하기에 이

르렀을 때 서방의 지성이 내어 놓은 대답은 “그렇다 해도 너무 서두르지는 않는 

게 좋을 것이다”였다(Elliot, 2009).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러한 담론의 핵은 

아시아의 경제력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아시아의 세기, 21세기를 논하

려면 경제에만 국한해서는 그 의미가 그만큼 축소될 수밖에 없다. 결국 다른 측

면에 대한 검토를 곁들여야만 비로소 원만한 논의가 가능해진다.

이 대목에서 필자는 1990년대 초 하버드의 다니엘 벨(Daniel Bell) 교수와 나눈 

KBS TV 인터뷰 내용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대담의 주제는 21세기의 아시

아가 신문명의 진원지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벨 교수는 경

제뿐만 아니라 기술과 그 기저의 이론적 지식의 창출 그리고 민주주의를 거론

했다(오성근 외, 1994). 아마도 여기에 도덕의 문제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경제적으로 아시아가 성큼 일어설 것은 거의 자명한 듯하다. 이를 뒷받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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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보인다. 다만 기술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과학의 

이론적 지식의 창출에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노벨상 수상자의 수가 더욱 늘

어나야만 한다. 다음, 민주주의에서도 아시아는 한참 뒤쳐져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Dore, 1990). 그러면 도덕의 영역은 어떤가? 솔직히 현금의 서방세계

의 도덕성에 금이 가기 시작한 모습은 여러 영역에서 드러나고 있지만 아시아는 

그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있는가 하면 결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일부 학

자들은 아시아의 전통을 되살리는 방법으로 세계의 도덕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은 있지만 실천이 따라야 진정성과 보편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처럼 종

합적으로 볼 때 아시아의 세기로서 21세기의 꿈은 당분간은 실현시키기 어려운 

과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자면 적어도 아시아 내부의 상호교류와 

협력 및 결속이 주요 관건으로 떠오르는데, 여기에는 아직도 상당한 제약과 문

제가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끝으로 물어야 할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과연 아시

아가 하나가 되는 길이 있는가? 아시아는 ‘아시아’라는 단일한 정체의식을 공유

하는가? 아니라면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이 뒤따라야 하는가? 특히 아시아 여러 나

라, 그 중에서도 영향력이 큰 나라일수록 민족주의, 국민주의가 강렬한 것이 특

징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아시아적 정체의식을 형성할 수 있는가? 아직은 

명확한 답이 없는 현실이다. 이제부터라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와 같은 곳

에서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해야겠지만 아시아 여러 나라의 지성인들이 자

주 만나서 공동으로 이런 과제를 풀어가려는 노력을 경주하는 데, 이 글이 큰 

몫을 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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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inst the backdrop of the notion ‘the 21st century as the Century 

of Asia,’ this paper reviews the characteristics of typical Western views 

on Asia, from the incipient phase of modernization, to the stage of its 

reactions to Orientalism, and to the current period of Asia as a model of 

economic success. Then, this paper examines the views on Asia as seen 

from within, including its self-critical attitude prominent during the early 

stage of modernization that reflects its admiration for the popular ways of 

the West as well as its later attitude of assertiveness with which Asia began 

to insist on the ways of their own rather than blindly imitating the West. 

In the closing section, the central question of ‘What is Asia?’ is analyzed in 

relation to the issues of diversity within Asia, Eurocentric stereotyping of 

Asia, alternative discourses on Asia, the status and role of Asia in the 21st 

century, and the question of how Asia could make the 21st century the 

‘Century of Asia’? 

Keywords | The Century of Asia, modernization, Western views of Asia, 

Asia’s own self identity, alternative discourses, the role of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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