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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동국학(東國學)” 탐구로부터 시작

된 한국학은 개항후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 이루어진 한반
도에 대한 “오리엔탈리즘”적 이해를 극복해왔고 일제 강

점기에는 일제의 식민주의 담론에 기초한 한반도 연구에

맞서 “조선학” 운동을 전개해왔다. 이처럼 근대 이후 한국
학은 외세의 침략과 식민주의 담론에 맞서 민족적 정체성

을 확보하고 민족문화의 고유성을 확인하려는 “민족학”,

“국학”으로서 학문적 전통을 면면히 계승해 왔다. 그러나
한국전쟁과 분단 이후 미국과 소련 주도로 전개된 해외한

국학은 미국과 소련의 한반도에 대한 지정학적 전략 수립

과 대응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치외교적 정책 연구에 집
중되었고, 한국 국내에서도 군사 독재 정권은 한반도 분단

체제를 고착화시키는 가운데 한국학을 배타적 국가주의·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뒷받침하는 도구적 학문으로 전

락시키기도 했다. 민주화와 경제적 번영을 동시에 성취한

1990년대 이후 한국학은 질적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고
한국보다 경제·지정학적 열세에 있는 몇몇 국가들에서 한

국문화와 학술의 “문화제국주의”적 침략을 우려하는 목
소리까지 나오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21세기 한국학은 서구 주요 국가들이 앞서 이룬
성취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문화제국주의적 침략의 혐의

를 벗어야 하는 이중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이

중 도전에 직면한 한국학이 “공존과 상생”의 글로벌 한국

학으로서 그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여 세계시민의 삶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한국인에 의한, 한국인만
을 위한 한국학이 아니라 세계인에 의한, 세계인을 위한 글로벌 한국학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필자

는 한국학이 민족학, 비교지역학 그리고 세계(보편)학이라는 세 개 층위의 개념을 포괄해야 하며, 각
층위가 양가(兩價Ambivalence)적으로 공존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 아이디어는 한국학뿐만 아
니라 중국학이든 일본학이든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는 지역학들에 공히 해당된다. 곧, 민족국가 단위

의 지역학은 필연적으로 민족학, 국학이라는 정체성을 벗어날 수 없으나 만약 지역학이 민족학적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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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만 머문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배타적 민족주의나 국가주의로 귀결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한

지역의 지역학은 상호주의 혹은 다원주의적인 비교지역학의 입장에서 여타 지역학과 더불어 재고(
再考)될 때에만 비로소 고유성과 보편성을 온전하게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세계 속

지역학들의 총체(Total)는 인류보편가치에 대한 내포(內包Connotation)적 함의들을 범주화시키
면서 세계학으로 수렴되어야 하고 동시에 지역학의 총체로 수렴된 세계학은 한국학을 포함한 각 지
역학들을 외연(外延Extension)으로 발산하면서 그 다양성과 고유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획 아래 민족학으로서의 한국학이 한반도 분단체제를 극복하여 새로운 한반도 평화체제
의 비전을 제시하고 남북 민족 공동체의 혼성(混成 Hybridity)적인 문화 통합을 남북 공유의 전통

문화 계승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이루어내면서 동시에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보편세계사적 시각
에서 여타 민족국가 단위의 지역학과의 연대적 연구를 통해 다원주의적 비교지역학의 전망을 이끌

어내는 가운데 인류보편가치의 이상태(理想態)와 가능태(可能態)의 정당한 조화를 고민하는 인
류보편주의에 대한 탐구로 확장해 갈 수 있다면, 현재 한국학이 직면한 이중 도전은 부당한 과제가

아니라 보편세계사에서 한국학이기에 가능한 세계학으로의 잠재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주제어: 글로벌 한국학, 해외한국학, 민족학, 국학, 비교한국학, 세계학

Abstract

Korean Studies, which began with as “Studies on the Nation of the East” by the scholars of Shilhak (Realist School of Confucianism) in the late Joseon Dynasty, and has

overcome the “Orientalist” understanding on the Korean peninsula made by Western
missionaries after opening of the port and developed the “Chosun Studies” movement

against the research on Korean Peninsula based on Imperial Japan’s colonial discourse.
Korean Studies began as “Studies on the Nation of the East” by the scholars of Shilhak
(Realist School of Confucianism) in the late Joseon Dynasty. Its course was to overcome

the “Orientalist” understanding on the Korean peninsula made by Western missionaries
after opening of the ports. The “Joseon Studies” movement against the research on Ko-

rean Peninsula was developed based on Imperial Japan’s colonial discourse. Likewise,
Korean Studies of the postmodern era has continuously inherited academic traditions
as “ethnology” and “national studies” to confirm national identity and the uniqu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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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national culture against foreign invasions and colonial discourse. However, Korean
Studies abroad, led by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after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Korean War, focused on political and diplomatic policy research to help the U.S. and the Soviet Union establish and respond to geopolitical strat-

egies on the Korean Peninsula. In Korea, the military dictatorship degenerated Korean
Studies as an academic field to support the ideology of exclusive nationalism and ethnicism while solidifying the division.

After the 1990s, as South Korea achieved both democratization and economic prosperity, Korean Studies grew significantly in quality and quantity, and some countries less

developed than Korea in terms of economics and geopolitics began to express concerns
over the “cultural imperialism” aggression of Korean culture and academics.

As such, Korean Studies in the 21st century is facing the challenges of pursuing the
achievements previously made by major Western countries while escaping the charges
of cultural imperialist aggression at the same time. To contribute to the lives of the
World’s citizens by fully fulfilling its role as a global studies of “coexistence and co-pros-

perity”, Korean Studies must be an academic field not only by and for Koreans but also
by and for people of the World. Therefore, I propose that Korean Studies should encom-

pass the concept of Ethnology, Comparative regional studies, and World (universal)
studies, and that each level must coexist in an ambivalent manner. This idea applies

to not only Korean Studies but also regional studies at a nation-state level, whether it
is Chinese Studies or Japanese Studies. Although regional studies at the nation-state
level inevitably cannot escape the identity of ethnology and national studies, if regional

studies stays only on ethnological studies, this will inevitably lead to exclusive nationalism or ethnicism. Hence, the regional studies of one region can fully acquire uniqueness

and universality only when it is reconsidered along with other regional studies from the
standpoint of reciprocity or pluralistic comparative regional studies. Further, regional
studies of the World must converge to global studies while categorizing connotational

implications on the universal value of mankind; extending the reach of regional studies,
including Korean Studies while ensuring its diversity and uniqueness.

Under this plan, Korean Studies as an ethnology must overcome the division of Korean
Peninsula, present a vision for a new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s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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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sfully achieve the hybrid cultural integration of the inter-Korean national community
based on the succession of the traditional culture shared between the two Koreas. At
the same time, it is hoped that Korean Studies, based on reciprocity, elicits the prospect

of pluralistic comparative regional studies through joint research with a regional study
on a nation-state level from the perspective of universal World history. Korean Studies

should expand into a study on the universalism of humanity toward the legitimate harmony of the ideal state and possible state of the universal values of mankind. Then, the

two challenges facing Korean Studies at present will not be unreasonable tasks, but will
serve as opportunities to confirm its potential to become a global study in universal
World history.

Keywords: Global Korean Studies, Korean Studies abroad, Ethnology, National Studies,
Comparative Korean Studies, Global Studies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동국학(東國學)” 탐구로부터 시작된 한국학은 개항후 서양 선교사들에 의

해 이루어진 한반도에 대한 “오리엔탈리즘”적 이해를 극복해왔고 일제 강점기에는 일제의 식민주

의 담론에 기초한 한반도 연구에 맞선 “조선학” 운동을 전개해왔다. 이처럼 근대 이후 한국학은 외
세의 침략과 식민주의 담론에 맞서 민족적 정체성을 확보하고 민족문화의 고유성을 확인하려는 “민

족학”, “국학”으로서 학문적 전통을 면면히 계승해 왔다. 그러나 한국전쟁과 분단 이후 미국과 소련
주도로 전개된 해외한국학은 미국과 소련의 한반도에 대한 지정학적 전략 수립과 대응에 도움을 주
기 위한 정치외교적 정책 연구에 집중되었고, 한국 국내에서도 군사 독재 정권은 한반도 분단 체제
를 고착화시키는 가운데 한국학을 배타적 국가주의·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뒷받침하는 도구적 학
문으로 전락시키기도 했다.

1990년대 이후, 냉전 체제가 해체되면서 세계화가 급속히 진전되었고 이에 이른바 “선진국”이라 불

리는 세계 주요 국가들은 세계화 시대에 발맞춰 자국 문화를 해외에 널리 전파하고자 자국의 언어
와 문화를 교육하는 기관을 해외에 앞다투어 설립하였고, 이와 더불어 자국 학술·문화의 고유성과

독자성을 정립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국의 학술·문화를 연구·진흥하는 기관을
정책적으로 확장해 나갔다. 그런데 민족 문화의 진흥과 국가 학술의 고유성·독자성 확립이라는 대
의적인 명분에도 불구하고 세계 주요 국가들이 민족 국가를 단위로 하는 지역학을 정책적으로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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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일은, 문화와 학술도 한 국가의 정치·경제적 역량의 일부분으로 간주하는 이른바 “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전개되어 나갔고, 이는 필연적으로 경제·지정학적 우위에 있는
국가가 경제력-문화산업에 대한 상업적 투자뿐만 아니라 학술진흥이나 유학생 장학 지원 등 비영리
사업을 포함하여-을 앞세워 경제·지정학적 열세에 있는 국가에 대해 일종의 “문화제국주의”적 침략

을 행한다는 혐의를 불러일으켜 왔고 일정부분 실제로 그러한 결과를 야기하기도 했었다. 민주화와
경제적 번영을 동시에 성취한 90년대 이후 한국학은 질적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고 한국보다 경

제·지정학적 열세에 있는 몇몇 국가들에서 한국문화와 학술의 “문화제국주의”적 침략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21세기 한국학은 서구 주요 국가들이 앞서 이룬 성취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문화제국주의적

침략의 혐의를 벗어야 하는 이중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학에 주어진 이러한 이중의 도전은
어느 정도 부당한 면이 있음도 사실이다. 한국은 서구 제1세계 국가들처럼 제국주의 침략과 식민지

약탈이라는 세계사적 부채를 진 적이 없으며 일제의 민족문화 말살 정책으로 인해 단절된 전통문
화는 여전히 복원과 진흥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존재하고 있으며 외세에 의해 강요된 한반도 분단
체계로 인해 지금도 한민족 공동체는 시대사적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어느 정도 부당

한” 이중 도전에 직면한 한국학이 세계 속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문화제국주의적 침략의 혐
의를 벗고 “공존과 상생”의 글로벌 한국학으로서 그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여 세계시민의 삶에 기여

하기 위해서 이제 글로벌 한국학은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연구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인 질문에 답해야 한다.

필자는 한국학을 연구하는 중국인 학자로서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으로서 한국학을 연구한다는 것
의 의미를 오랜 기간 고민해 왔다. 그 오랜 고민의 결과로 필자는 한국학이 한국인에 의한, 한국인만

을 위한 한국학이 아니라 세계인에 의한, 세계인을 위한 이른바 글로벌 한국학이라고 한다면, 한국

학은 민족학, 비교지역학 그리고 세계(보편)학이라는 세 개 층위의 개념을 포괄하고 있으며, 각 층위
가 양가(兩價Ambivalence)적으로 공존할 경우에만 온전한 한국학이 성립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물론 한국학이 지니는 이러한 세 가지 층위의 개념은 한국학 뿐만 아니라 중국학이든 일본
학이든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는 지역학들에 공히 해당되는 아이디어이다. 곧, 민족국가 단위의 지역

학은 필연적으로 민족학, 국가학이라는 정체성을 벗어날 수 없으나 만약 지역학이 민족학적 연구에
만 머문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배타적 민족주의나 국가주의로 귀결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한 지역의

지역학은 상호주의 혹은 다원주의적인 비교지역학의 입장에서 여타 지역학과 더불어 재고(再考)될
때에만 비로소 고유성과 보편성을 온전하게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세계 속 지역학들

의 총체(Total)는 인류보편가치에 대한 내포(內包Connotation)적 함의들을 범주화시키면서 세계
(보편)학으로 수렴되어야 하고 동시에 지역학의 총체로 수렴된 세계(보편)학은 한국학을 포함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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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학들을 외연(外延Extension)으로 발산하면서 그 다양성과 고유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족국가 단위의 지역학이 지니는 이러한 세 가지 층위 개념을 한국학에 대입시켜보면, 글로벌 한국

학이 직면한 “어느 정도 부당한” 이중 도전의 상황은, 뒤집어 생각하면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는 여타
지역학이 이제껏 보여준 한계들을 세계보편사적 차원에서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 곧, 민족학으로서의 한국학이 제국주의 침략과 식민지 약탈, 강대국들의 지정학적 대리전의 역
사적 유산이자 상처인 한반도 분단체제를 극복하여 새로운 한반도 평화체제의 비전을 제시하고 남

북 민족 공동체의 혼성(混成 Hybridity)적인 문화 통합을 남북 공유의 전통문화 계승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고, 비교지역학으로서의 한국학이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세계보편사적 시각에

서 여타 민족국가 단위의 지역학과의 연대적 연구를 통해 다원주의적 비교지역학의 전망을 이끌어
내며, 세계학으로서의 한국학이 인류보편가치의 이상태(理想態)와 가능태(可能態)의 정당한 조화

를 고민하는 인류보편주의에 대한 탐구로 확장해 갈 수 있다면, 한국학이 현재 직면한 이중 도전은

부당하게 부과된 과제가 아니라 세계보편사에서 한국학이기에 가능한 세계(보편)학으로의 잠재력
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라고 생각한다.

민족학에서 비교한국학으로 – 외국인학자로서 한국학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필자는 앞서 한국학이 이른바 “공존과 상생”의 글로벌 한국학이고자 한다면 민족학, 비교한국학, 세

계학으로서 세 가지 층위가 양가적으로 공존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여기서 민족학으로서의 한국

학은 주체를 한국인으로 외국인과 외국학을 타자로 상정하는 것으로 한국인이 민족학으로서 한국

학을 연구한다면 이는 주체의 정체성에 대한 탐구가 된다. 만약 외국인이 민족학으로서 한국학을 연
구한다면 한국학은 타자로, 외국인은 주체로 전환된다. 이 경우 주체로 전환된 외국인이 타자인 한

국학을 대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주체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타자인 한국학을
주체의 관점에 따라 대상화하여 수용하는 폭력적인 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주체의 욕망을 개입시키
지 않고 타자인 한국학과 주체의 충돌을 용인하면서 타자인 한국학을 거울에 비추듯 수용하는 방식

이다. 일제의 조선 민족 말살을 위한 반도학 연구가 전자에 해당할 것이고 “공존과 상생”을 지향하
는 한국학은 후자에 해당될 것이다. 그런데 후자인 경우라도 주체인 한국학과 타자인 외국학의 경

계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민족학으로서의 한국학 연구가 깊어질수록 둘 사이의 경계는 오히려

더욱 뚜렷해질 것이다. 물론 둘 사이의 경계가 뚜렷해질수록 주체로서의 한국학, 타자로서 외국학과
의 차이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학 연구가 지향해야할 목표 가운데 하나임이 틀림
없다. 그러나 이 경우 외국인학자에게 한국학은 영원히 타자의 학문일 따름이니 “도대체 왜 외국인

학자가 타자인 한국학을 연구해야 하는가?”라는 회의적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역으로 주체인 한민
족을 위한 학문인 한국학을 “왜 해외에 보급하고 해외연구자가 연구하도록 장려해야 하는가?”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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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을 한국인에게 반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민족학으로서의 한국학은 또한 비교한국학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비교한국학이란 한국
학의 근원적 발생과 그것의 민족적 혹은 지역적 전파, 수용이라는 수수(授受)-영향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중국학자에게 비교한국학은 바로 비교중국학이 되어야 하며 역으로 한
국학자에게 비교중국학은 바로 비교한국학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폭을 넓혀 말하면, 한국

학자, 중국학자, 일본학자에게 비교한국학, 비교중국학, 비교일본학은 각각 비교동아시아학과 동의
어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곧, 비교한국학이란 한국학과 비교되는 여러 지역학들-최소 하나

의 민족국가 단위 지역학에서부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세계 속 수많은 민족국가 혹은 공동체 집
단 단위의 지역학까지 확장될 수도 있는–이 각각 주체가 되어 다원적인 중심을 이루면서 동시에 공
통의 본질과 공유의 가치를 확인해 나가는 학문으로 정의된다.

앞서 필자가 제안한 바와 같이 현재 민족학으로서 한국학의 과제를 한반도 분단체제의 극복과 새로
운 한반도 평화체제의 비전 제시 및 남북 민족 공동체의 혼성적인 문화 통합으로 가정해 본다면-이

가정의 타당성과 유효성에 대한 논의는 일단 논외로 해두고- 이러한 과제는 비교한국학으로 확장될

경우에만 유효하고 의미있게 검토될 수 있다. 곧, 한반도 평화체제의 비전과 남북 민족 공동체의 혼
성적 문화 통합의 문제는 한국과 인접한 중국과의 비교한국학(=비교중국학 혹은 비교한중학)적 연

구, 동아시아 각국과의 비교한국학(=비교동아시아학)적 연구, 더 나아가 유럽, 미국 등 세계 각국과
의 비교한국학(=비교지역학)적 연구를 통해서만 유효한 전망을 도출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

로 한반도 평화체제의 비전은 동아시아 평화체제의 비전와 가치에 대한 공유적 인식에서 온전히 도

출될 수 있고 남북 민족 공동체의 전통문화의 계승에 바탕을 둔 혼성적 문화 통합은 전통시기로부

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 문화권 내 공동체들 사이에 공유된 혼성적 정체성에 대한 탐구로부
터 온전히 기획될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명청교체기 조선 사신들의 사행록을 비교한국학의 입장에

서 연구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일차적으로 해상으로 사행을 와서 유교문화의 본고장인 중국 산동지
역을 경유한 조선 사신들의 사행록을 전수조사하여 중국문헌과의 대조, 사행로 현지조사, 현지 연구

자와 주민 인터뷰 등을 통해 사행의 노선과 지명을 현재의 중국 공간에 재구하고 이를 통해 조선 사
신의 사행록이 저술된 인문지리학적 맥락을 정확히 파악해보고 있다. 이러한 일차적 작업을 통해 조

선 사행록의 기록이 중국 명청 시기 지방지의 교통로에 대한 기록보다 더욱 자세한 경우가 많아 중

국역사지리학에 상당한 문헌적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명청시기 조선 사신들이 이용한

관도(官道)가 진한(秦漢)시기 처음 개통된 산동지역 도로망을 거의 그대로 답습하고 역사적으로 노

선의 변경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조선 사신의 산동지역 사행노선은 고려나 삼국시대 왕
조의 사신들도 이용한 사행로라는 점에서 한국사 연구에 시사하는 바도 크다. 이러한 명청교체기 조
Section 5-4 세계시민의 삶 개선에 기여하는 한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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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사행록에 대한 일차적인 인문지리학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이차적으로 서브텍스트(Subtext)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명청교체기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청나라 발흥과 명과의 전쟁 등이 일어난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적 격동기였다. 당시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록은 명, 청, 조선, 일본 각국의 정치

적 국익, 민족적 입장, 문화적 정체 의식 등에 따라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각국의 텍스트가 서
로에게 서브텍스트로서 기능하고 있다. 특히 조선 해로 사행록은 앞서 인문지리학적으로 재구된 중

국 역사 문화 공간 내에서 기행문적 속성을 띠면서 작성되었기 중국 역사 문헌에 대한 역사적 서브
텍스트(조선왕조실록 등이 여기에 해당)이자 문학적 서브텍스트, 문화예술적 혹은 민속적 서브텍스

트로서 중층결정(重層決定Overdetermination)적인 해석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동아시아의 격

동기에 벌여졌던 역사적 사건의 실체 규명을 위한 문헌학적, 실증적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당시 사

건을 직접 체험했던 사람들-조선사신과 이들이 중국 공간에서 접촉한 수많은 중국문인과 중국의 민
간인들을 포함하여-의 느낌과 감정까지 현재의 중국 공간에서 체현하여 현재 시점에서 공감할 수

있게 한다. 이처럼 조선 해로 사행록을 인문지리학적으로 재구된 중국 문화 공간에서 서브텍스트적

으로 연구하는 것은 한중 두 나라가 공유하는 역사 사건을 주제로 한다는 점에서, “중국” 문화 공간
내에서의 “조선” 사신의 활동 기록이라는 점 등에서 필자가 앞서 제안한 비교한국학(=비교중국학)
적 연구의 실례가 될 수 있다. 곧, 조선 해로 사행에 대한 이러한 서브텍스트적 연구는 바로 비교한국

학적 연구로서 한국학자와 중국학자가 각각 주체로서 다원적인 중심을 이루면서 동아시아 역사의
본질에 대해 공유된 인식을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 된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러한 비교한국학(=비교동아시아학)적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동아시아 역사에

대한 공유적 인식이 확장된다면 동아시아의 역사를 세계보편사적 시각에서 다중심이 상호 연결된
세계체제 내에서 정당하게 재인식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서구도 제2세계도 동아

시아 혹은 제3세계 여타 지역도 여러 다중심 가운데 하나로서 보편세계사를 구성하는 크고 작은 범
위의 지역사(地域史)로 정당하게 이해될 것이고 민족학으로서의 한국학도 비로소 한반도 분단체제
를 극복하고 새로운 한반도 평화체제의 비전을 유효하게 제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비교

동아시아학의 확립에 따른 동아시아 각국의 동아시아 역사에 대한 공유적 인식은 한반도 분단체제
가 한국과 북한이 서로 대립하면서 기술적 근대성(modernity of technology)을 극적으로 추구한
반면,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와 서구 각국의 지정학적 대립으로 해방의 근대성(modernity of
liberation)을 구속한 결과 탄생한 과도기적 상태임을 확인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학으로서의 한국학 – 이중의 도전과 잠재력
이상에서 논의한 비교한국학적 연구는 비교동아시아학을 넘어 세계 각 지역학의 총체로까지 확장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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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동시에 인류보편가치에 대한 연대적 인식을 내포적으로 수렴하는 세계학에 대한 탐구로 이어

져야 한다. 민족학으로서 한국학의 배타성은 한국학이 지역학의 총체로서 인류보편가치를 담보하는
세계학의 외연이 될 때에만 유효하게 극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세계학으로서

의 한국학은 어쩌면 상상 속 이상태(理想態)인 아르키메데스의 점을 찾는 영원한 여정에 비유될 수

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보편세계사적 시각에서 보면 그 어떤 민족단위의 지역학보다
도 한국학은 세계학이라는 이상태에 가장 가깝게 다가갈 잠재력을 가진 현실적 가능태(可能態) 중
하나임에 틀림 없다. 한국과 한민족은 다른 서구 제1세계 민족국가들과는 달리 타민족에 대한 보편

세계사적 빚을 지지 않았고 이른바 근대적응과 근대극복이라는 이중과제를 의미있게 수행해왔기에,
앞서 모두에서 지적한, 한국학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부당하게 부과된 이중 도전의 과제는 한국학이
기에 가능한 세계학으로서의 잠재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은 일제의 식민담론을 해체시켜 비주권적 상태에서도 민족의식을 면면히 지켜 왔으며 동시에

일제의 기술적 근대성을 혼성적으로 수용하여 근대적응의 과제를 의미있게 수행해왔다. 또한 한국

전쟁의 유산으로 남겨진 한반도 분단체제라는 민족사적 상처를 평화체제로 치유해내기 위해 근대
적응과 근대극복이라는 이중과제의 해결에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한민족 공동체가 보

여준 과거 식민지배 극복의 경험과 현재 한민족에 지워진 이중과제에 대한 극복의 노력은 인류보편
가치에 대한 공유적 인식으로 수렴한다는 점에서 세계학의 주제로 전환될 수 있다. 이것은 민족학으

로서의 한국학이 현재 시점에서 이중의 도전에 직면할 수 밖에 없었던 바로 그 부당함 때문에 얻어
지는, 세계학으로 근사(近似)할 수 있는 우선권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일제 강점기 재만(在滿) 한국인 이주 문학을 반식민주의적 민족문학이면

서 동시에 문화다원주의를 옹호하고 다민족간 혼성적 정체성을 공유하는 세계시민주의적 이념을
원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서사로 이해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곧, 일제의 강압적 통치 아래 이

민자였던 한국인과 피식민 주민으로 전락한 중국인들이 미개척지-원시적 순수성(Authenticity)을

가진 만주라는 공간에서 이민족간 문화 충돌과 대립을 넘어서 혼성적 정체성을 인식하며 문화다원
주의적 공존을 모색했다고 보는 것인데, 이 경우 한국인 이주민이 인식한 혼성적 정체성은 바로 문
화적 다양성이 실현된 혼성적 공동체 건설을 긍정하는 공존의 정체성, 연대의 정체성이 된다. 그런데

재만 한국인 소설 속 한국인 이주민들은 혼성적 정체성을 인식하며 원주민과의 연대를 통해 다원주
의적 공동체를 건설하면서도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생존해 나갈 수 있는 대안적 이념

으로서 ‘농민도(農民道)’와 ‘북향정신(北鄕精神)’까지 제안하고 있다. 이처럼 이문화(異文化) 사이
의 문화충돌의 위기를 극복하면서 혼성적 정체성을 인식하고 다문화주의적 공동체를 건설하여 이

민족 집단간 조화로운 공존을 모색하면서도 “농민도”와 “북향정신”이라는 민족적 이념과 실천 방안
을 제시하고 있는, 일제강점기 재만 이주 한국인에 대한 사실주의적 서사는, 다문화와 국가간 이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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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화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디아스포라’ 집단과 원주민 집단 간의 충돌과 대립을 어떻게 해소
하고 조화롭게 공존시킬 수 있을지에 관한 세계학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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