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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6년 9월 29일(목) 19:30~21:30
▸장소: 국민TV 지하카페(합정동)
▸주최: 사단법인 다른백년

발제자 이병한은 연세대학교 학부에서 사회학을, 대학원에서 역사학을 전공
했다. <중화세계의 재편과 동아시아 냉전: 1945~1991>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중국 상하이 자오퉁(交通)대학교 국제학대학원, UCLA 한국학연구소, 베트남
하노이 사회과학원, 인도 네루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등에서 공부하고 연구했
다.

토론자 김상준 교수는 <맹자의 땀 성왕의 피> <미지의 민주주의> 등 저서를
통해 동ㆍ서양을 넘어서서 인류역사에 보편적으로 관통하는 민주적 뿌리와 새
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 학자로서, 현재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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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병 한*

1. 진보의 종언, 역사의 소생
《전환시대의 논리》의 부제를 기억하는 이는 드물 것이다. ‘아시아, 중국, 한국’
이었다. 일찍이 한-미-일의 조합을 허물고 아시아-중국-한국이라는 새 구도를 펼쳐
보였다. ‘죽의 장막’ 너머를 재인식함으로써 그 반대편에 자리했던 한국의 성찰을
촉발한 것이다. ‘반공’(反共)의 우상에 도전하는 이성의 모험, 국시(國是)를 갈아엎
는 정명(正名)의 출현이었다. 한 세대의 세계인식을 극적으로 전환시킨 리영희 선
생은 ‘시대의 은사’로 모자람이 없었다.
그 분의 말마따나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그의 사상적 후예들이 왼쪽 날개
를 맡기 시작했다. 1987년을 전후로 한국의 ‘민주화’도 이끌었다. 허나 그로부터
30년, ‘반동의 세월’에 봉착했다. 왼쪽 날개는 재차 부러졌다. 여야를 막론하고 우
경화가 우심하다. 그러나 좌우의 균형을 다시 맞추는 것만으로는 ‘역사의 반복’에
그치고 말 것이다. 반동도 반복도 아닌, 반전(反轉)을 궁리하는 까닭이다. 후학의
고민이다.
좌우의 날개만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다. 관건은 양날개짓으로 날아가는 방향이
었다. 개발파도 개혁파도 서쪽으로 내달렸다. 한쪽은 산업화로, 다른 쪽은 민주화
로 전력으로 질주했다. 정작 당도하여 목도한 것은 아뿔싸, ‘서구의 황혼’이다. 겨
우 따라잡았나 했더니, 근대문명 자체가 저물고 있다. 진보(Progress)의 막다른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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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는다. 좌도 우도 100년의 북극성을 상실하고 망연자실
이다. ‘다른 백 년’의 논리를 갈고 닦는 것이 후학의 책무일 것이다. 좌우
(Left-Right) 합작만큼이나 동서(東西) 합작, 고금(古今) 합작을 연마한다.
그 소산으로 제출한 것이 天下, 德治, 東學이었다. <천하>는 중화세계의 원리를
바탕으로 ‘국가 간 체제’(Inter-state system)를 회고한다. 중화질서와 국제질서의 대
차대조표를 그려본다. 동아시아의 전국(戰國)시대를 마감하고 태평(太平)천하를 회
복하는 방편으로 옛 질서의 갱신을 강구한다. <덕치>는 동방형 정치의 이상에 비
추어 서방의 ‘민주주의’(Democracy)를 회감해본 것이다. 일국적으로도 지구적으로
도 혼미해진 ‘새 정치’의 출로를 찾는 데 일조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동학>은 동
방의 옛 학문과 서방의 새 학문을 아우른 회심을 도모한다. 오래된 유학(儒學)을
고집하지도 않고, 최신의 서학(西學)을 맹종하지도 않으며, 조선에서 솟아났던 개
신(改新)유학=동학의 계승을 표방한다.
천하의 회고(回顧), 덕치의 회감(回監), 동학의 회심(回心), 이 삼합을 통하여 꾀
하는 것은 역사의 회향(回向), 동방의 귀환(U-turn)이다. 반전(反轉)시대의 도래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마중물이고 싶다. 그럼에도 나의 독창은 조금도, 어디에도 없
다. 하늘 아래 새 것은 없다고 하셨다. 옛 말씀 가운데 살릴 것은 살을 붙이고, 덜
어낼 것은 도려냈다. 새 말이 지나친 곳에는 옛 말을 보태었고, 옛 말이 낡았다
싶으면 산뜻한 말로 업데이트했다. 20세기를 지배한 선전선동은 음소거로 지워내
고, 침묵을 강요당한 낮은 목소리에는 스피커를 달아 볼륨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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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노이에서 : 동아시아에서 유라시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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