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 熱帶學 공부인가 

I. 

서구적 근대가 만들어놓은 동양 대 서양의 이분법 틀에 

갇혀 있으면, 

어떻게 

열대의 대지를 만질 수가 

열대의 질감을 맛볼 수가 

열대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열대의 빛과 색을 볼 수가 

열대의 냄새를 맡을 수가 있을까?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에서 출발하여 합리성의 정점에 

도달한 이성 중심의 서구 세계관은 열대의 생물지리적 탐험을 통한 

시각적 공간화, 공간적 시각화와 맞물려 

근대적 욕망을 발명했다. 

책머리에 향료, 설탕, 커피, 차, 담배 등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한 

욕망과 충족의 대위법은 

열대의 무역과 통상, 식민화, 그리스도교화, 문명화, 청결화의 

다섯 층위를 통해 서구적 근대의 매트릭스에 내장되었다. 

고대 그리스-로마로부터 젖줄을 이어받으면서 

인류 문명의 이름으로 발달시켜갔던 

근대 학문과 예술은 열대를 은폐시키면서 

서구적 근대의 형식과 내용을 더욱 정교한 방식으로 정당화했다. 

과학혁명, 산업혁명, 프랑스혁명, 미국혁명. 

서구 인류사 중심의 혁명 이야기는 목청껏 노래를 부르면서도 

아이티혁명은 기껏해야 바람처럼 스쳐지나 갈 뿐이다. 

더욱 근본적으로 ‘자연사혁명’은 서구 히스토리오그라피에서 

찾아볼 수 없다. 열대 자연사가 은폐되었기 때문이다. 

서구 인류사의 혁명적 전환기에서 

뷔퐁, 칸트, 헤르더, 뱅크스, 괴테, 알렉산더 훔볼트는 

자연사와 인류사가 분리되어갔던 시기에 

낭만주의와 어우러진 역사지질학적 상상력을 통하여 

양자를 소통시키려고 절치부심했지만 

열대 자연사의 본질을 꿰뚫을 수 없었다. 

1808년 성탄절을 앞두고 두 교향곡이 한 장소에서 초연되었다. 



6번 : 5번 = 자연사 : 인류사 

베토벤은 서구의 사상가들과 역사지질학의 문제의식을 공유했기에 

〘전원교향곡〙을 먼저 연주했으며 

베를린 필의 지휘자 푸르트뱅글러도 베토벤을 좇아 

전원을 먼저 연주하면서 불멸의 음반을 남겼다. 

제국주의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던 시기에 

오감의 열대성을 문학과 미술로 형상화했던 

조셉 콘라드, 폴 고갱, ‘세관원’ 루소의 작업은 

서구 정체성의 경계를 넘어서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은 서구적 근대의 지적 소산이다. 

태생적으로 서구적 근대는 열대 자연사를 통해 형성되었지만 

근대 학문과 예술은 열대를 은폐시켰다. 

그 이유와 과정을 탐구하게 되면, 

인류세에 관한 문제의식을 풀어갈 수 있는 

해법이 열대 자연사에 있음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II. 

‘조선의 태양은 중국에서 떠서 중국으로 진다.’ 

중화(中華)와 소중화의 그물에 얽매여 있으면, 

‘문화융합’이 

열대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인도양, 대서양, 태평양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 턱이 없다. 

광활한 바다를 열대 해양력의 힘으로 건너온 

네덜란드동인도회사가 무역과 통상의 손길을 건넸을 때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있으니 필요한 것은 하나도 없다.’ 

조선왕조는 그렇게 말했다. 

‘모든 길은 옌칭으로’ 향했던 사회에서 

유럽과 미국의 무역회사들이 

광저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강남갔던 제비가 어떻게 소식을 물어오겠는가! 

조선통신사는 네덜란드가 나가사키에서 

무역을 한다는 것에 대해 들어서 알고는 있었다. 

그러나 조선왕조는 그것이 열대 해양무역 네트워크에서 

빙산의 일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황사영 백서’의 핵심은 천주교가 아니라 예수회이다. 

전지구적으로 열대에서 ‘한 손에 성경, 



다른 한 손에 무역’ 행위를 했던 

예수회의 본질을 간파하지 못했다. 

‘홍어장수’ 문순득이 마닐라, 광저우, 마카오에서 

스페인, 아메리카, 필리핀을 연결하는 갤리언 해양무역과 

서구 ― 동남아시아 ― 중국 ― 일본을 잇는 해양무역에 대해 

정약전에게 말했지만 그는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 

소중화의 문화역사지리적 경계를 넘어서기가 두려웠고 어려웠다. 

조선 실학의 담론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성리학 대 서학이 아니다. 

문제를 자연사의 지평에서 문제화하기. 

자연사 중심의 시각적 사유가 

조선에서는 왜 억압이 되었는가. 

열대 동남아시아 문화역사지리의 중심 

아유타야왕조와 교역을 할 수 있던 힘이 있었기에 

일본은 네덜란드를 통해 서구적 근대를 배워갈 수 있었다. 

이순신의 해양군사력을 더 이상 발달시키지 못했던 한양은 

소중화의 깃발을 높이 쳐들면서 바다 대신에 대륙으로 향했다. 

서구와 열대 사이에 이루어졌던 식민적 문화융합에 대해 

조선 권력이 무감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을사늑약’ 이후 난생 처음으로 타보는 일본 기차에서 

담배를 피우며 상념에 잠겼던 《일동기유》의 김기수 마음은 

〘비 증기 속도〙를 그리면서 영국의 앞날을 고민했던 

윌리엄 터너와 어떻게 달랐을까. 

세계냉전체제에서 작동했던 

분단의 검열 장치와 근대국가 건설은 

서구적 근대를 강요했고 열대의 오감을 억압했다. 

천경자는 과학적 학습이 아닌 예술가적 직관으로 이를 감지했다. 

‘아프리카 중에서 아프리카’인 콩고에서, 

레비스트로스에게 열대 자연사의 상상력을 촉발시켰던 

콘라드의 《암흑의 심장》과 동심원의 통찰력으로, 

〘내 슬픈 전설의 49페이지〙를 그리면서 

‘아프리카를 보고 죽어라!’고 주문을 외웠다. 

‘동양화를 동양적인 것으로 합리화’하지 않으려는 그의 의식은, 

조선에 가위눌린 국악을 넘어서기 위해 

신라의 상상력을 통해 〘沈香舞〙를 작곡했던 

황병기와 공명을 울린다. 

자연사의 원리이니 기억하자. 



개체발생은 계통발생을 반복한다. 

보릿고개도 넘기 어려웠던 한국이 국제개발협력의 이름으로 

열대의 가난한 나라를 원조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5백년간 서구와 열대의 식민적 문화융합 역사에 대해 

깊이 성찰하지 않은 채로 

민주화의 역사는 배제한 채로 

산업화의 경험만으로 국제개발협력에 나선다면 

열대에 대한 신식민주의와 다를 바가 없다. 

마다가스카르의 한국 기업들이 보여준 플랜테이션 산업은 

이를 여실히 증명하고도 남지 않는가. 

 

III. 

삼백년간 서구가 열대를 은폐하면서 만들어갔던 근대를 

한국인은 삼십년간 압축 실행했다. 

어느 시인의 말대로 

“삼십년에 삼백년을 산 사람은 어떻게 자기 자신일 수 있을까.” 

역사적으로 중국과 일본에 이어 미국이 한국의 중심이 되었다. 

다음은 중국으로의 회귀인가. 

아프리카 대륙을 토목공사판으로 만들고 

라틴아메리카를 식량농업을 위한 신제국주의적 플랜테이션으로 만들고 

남태평양을 해양산업의 안보기지로 만들어가는 

중국이 통일 한국의 새로운 모델이 결코 될 수 없다. 

한국 대학의 수직적 분과 학문체제로는 

서구적 근대를 추종하는 데도 숨이 찰 지경이다. 

그런데도 지식권력은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는다. 

서구적 근대가 시작된 유럽은 융합으로 가는데 

정작 이를 허겁지겁 수용한 한국은 분과 학문의 철옹성이다. 

인류사 중심의 학문과 예술의 경계를 넘어 

열대 자연사와의 융합을 통해 숙성된 열대학으로 나아가자. 

자연사와 인류사의 관계를 혁명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열대학의 문화역사지리적 상상력으로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태평양, 라틴아메리카와 문화융합하자. 

한국 사회 전체를 옥죄면서 다가오는 ‘인구절벽’은 절박하게 외친다. 

열대와 전지구적으로 문화융합하라! 

 

 



용인 신봉동에 수령 삼백년이 된 느티나무와 함께 하면서 

저자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