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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는 객관적 현실을 단지 기술하기만 하는 도구로서의 존재가치만을 가 

지는 것이 아니다. 언어는 개인적인 특성을 넘어서는 사회적 소통기제인 까 

닭에 인간에게 특정한 사회적 의미를 부여해 준다 언어의 은유적 표현과 언 

어가 가지는 모호성은 각기 다른 사회적 상황을 접하고 있는 인간들로 하여 

금 자아와 타자 사이의 관계 ， 행위 및 이들의 삶의 조건을 규정하게 한다. 

달리 표현하면， 언어의 내용은 사회적으로 구조화되고 구성된다. 따라서 언 

어는 의미맥락적 차원에서 해석될 때 비로소 그 언어가 지니는 의미를 제대 

로 파악할 수 있겠다 본 글에서는 언어에 대한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언 

어와 정치의 상호작용 및 언어의 정치화(계급성 ， 이데올로기성 및 정치담 

론)에 관해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 맑스와 맑 

스주의자들이 볼 때 ， 언어는 일정한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을 담지하고 있다. 

둘째 ， 맑스와 맑스주의자들에게 있어 언어는 단지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니 

라 헤게모니의 장악을 위한 도구로 이용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언어는 특정 

한 계급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 셋째 맑스가 사용하고 있는 어휘들은 사회 

적 관계들 속에서 규정된 단어로서 구체적인 정치담론을 담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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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언어는 객관적 현실을 단지 기술하기만 하는 기호 내지 도구로서의 존재가치만 

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언어는 사회적인 관계와 더불어 생성하고 발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가지게 되고， 나아가 인간으로 하여금 특정한 대상을 상징화하여 

사고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해준다. 언어의 은유적 표현과 언어가 가지는 모호성은 

각기 다른 사회적 상황을 접하고 있는 인간들로 하여금 그러한 환경을 합리화하는 

사건을 통해 자신과 타인 사이의 관계， 행위 및 이들의 삶의 조건을 규정 한다 

(Edelmann 1996, 201). 달리 표현하면， 인간은 의미의 그물망이라는 사회구조 속에서 

타자와 접촉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까닭에 언어의 사전적 해석은 특정한 화자의 언 

어가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파악해 주지 못한다. 요컨대， “일반화된 타자” 혹은 “중 

요한 타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언어가 지니는 의미는 단지 원자화되고 고립된 개 

인의 상상 속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타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난다 

(Mead 1934; Vygotsky 1962). 노람 츰스키(N. Chomsky)의 주장처럼， 언어의 내용은 

“사회적으로 구조화되고 구성된다 따라서 언어는 의미맥락적 차원에서 해석될 

때， 비로소 그 언어가 의도하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겠다. 정치담론에 

서의 설득력과 호소력은 인간의식의 표출인 언어가 가지는 합리성보다는 수용자 

의 사회적 상황을 얼마나 감각적으로 합리화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Ede빼때n 1988, 212). 이러한 점에서 사회언어학에서의 언어에 관한 논의는 규범적 

체계로서의 언어(langue)의 상정체계가 아니라 실제로 일상에서 행해지는 개인의 

언어행위 ， 즉 발화(parole)의 상징체계로서의 언어행위들이 어떻게 사회관계의 구조 

를 구체화하고 규제하는가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언어는 모든 형태의 발화행위에 대한 일련의 규칙이다. 하지만 어떤 특정한 언어 

및 발화가 실현될 것인가는 특정한 맥락 속에 놓여 있는 사회관계를 통해 규정되 

며， 언어는 생활과 이데올로기에서 추출된 내용과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B빼htin 외 1988， 96-7). 달리 표현하면 언어의 참된 실체는 언어규범이라는 추 

상적 체계，분리된 독백적인 발화 그리고 언어를 만들어내는 심리적 · 생리적 작용 

에 의해서가 아니라 발화들을 통해 형성되는 언어적인 상호작용이라는 사회적 현 

상으로 구성된다. 요컨대 ， 발화는 사회적으로 조직된 개인들의 상호작용의 산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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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이를 통해 자아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사회적 존재를 규정한다. 

맑스는 언어와 정치 사이의 관계，혹은 언어의 계급적 · 이데올로기적 성격에 관 

한 체계적인 연구를 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역사에 대한 유물론적 개념’의 입장 

에서 해석해 볼 때，그는 언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견지했다고 할 수 있겠 

다.첫째，언어 1 )의 본질적인 기능인 의사소통이 추상적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할지 

라도 언어행위，즉 발화는 개인적인 실재가 아니라사회적 관계들의 구체적인 형태 

로부터 발생한다.즉 언어활동 및 발화는 이데올로기적 내용 및 가치를 반영한다. 

둘째， 그렇다고 해서 언어가 지배계급의 이해관계를 위해 일방적으로 봉사하는 

것은 아니다.권력의 정당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발화가 사용되는 경우는 특정한 사 

회적 관계의 맥락과의 관계 속에서이다. 에너지가 물리학의 근본개념인 것과 같 

이 사회과학의 근본 개념은 권력 이며， 이 권력은 언어로 표출된다. 맑스가 사용하 

고 있는 언어는 ‘권력’ 의 본질을 대변해 주고 있다 

셋째， 언어는 개인이 펼연적으로 수용해야 할 의문의 여지가 없는 일종의 규범으 

로서 개인의식에 선행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즉 언어란 의식만큼이나 오래 

전부터 존재해 왔으며，언어는 타인에 대해 존재하며，나 자신에 대해서도 역시 존 

재한다요컨대，언어는 타인과 나 자신에 대해 존재하는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의 

식”이다 2) 언어와 의식은 불가분의 관계，혹은 하나의 통합성 속에서 존재한다. 

본 글에서는 언어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맑스의 사유체계 속에서 등장 

하는 언어가 지니는 계급성， 이데올로기성 및 정치담론에 관해 탐색하고자 한다. 

특히 맑스가 『독일이데올로기』와 “정치경제학비판”에서 맑스가 사용하고 있는 특 

정한 어휘 및 용법이 특정한 정치담론으로 구조화되는 방식，사회통합 및 지배이데 

올로기로서 기능하는 방식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이 글에서는 소쉬르의 언어분류에 의거한 언어가 지니는 규범체계나 혹은 어떤 단어가 

지니는 사전적 의미는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이 글에서 필자가 논의하고자 하는 점 

은 특정한 언어로 구성된 문장이나 언어적 행위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사회적 규정 

성의 차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2) K. Marx and F. Engels, Deutsche Ideologie(I846). MEW 3, 30. 이 하에 서 는 Dl로 약칭 하여 표 

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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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언어와 이데옳로기 

헤르더(Johann Gottfried He때)는 인간을 언어적 존재로 규정하면서， 언어의 발생 

을 인간의 ‘이성적 성향’ (Besonnenheit) 혹은 ‘성찰’ (Ret1e잉on)에서 찾고 있다. 그는 

『언어기원에 관한 논문J(Abhandlung über den Ursprung der Sprache)(l 772)에서 ’‘인간 

에게 고유한 이성적 성향의 상태에 있고， 이 이성적 성향을 처음으로 자유롭게 작 

동시키는 인간이 언어를 고안했다 고 주장한다(이성준 1999， 23에서 재인용). 나아 

가 그에 있어 언어는 인간의 사상을 표현하는 도구 및 형식이자 사상 자체의 내용 

을 구성하며， 인간의 사상이 표.출된 사상의 영역으로 규정된다. 간단히 말해， 언어 

란 “사고(Denken)와 발화(Sprechen)의 동일성”에서 비롯된다고 하겠다. 인간의 사상 

은 내면적인 세계 혹은 “내적인 언어형식 .. (innere Sprachforrn), 즉 영혼이며， 언어라 

는 수단을 통해 구체화된다. 훔볼트(Wilhelm von Humvoldt) 역시 언어를 “사고형성 

의 기관 “이성의 지적인 본능 “내적인 존재의 기관”으로 규정하면서 ‘인간정신 

의 산물’ 로 간주하고 었다. 즉 인간정신은 인간의 욕구에 적합하게 언어를 통해 자 

신에게 알려져 있지 않는 미지의 것을 획득한다는 것이다.이러한 맥락에서 훔볼트 

에게 있어 “언어의 상이성은 소리나 기호의 상이성이 아니라 세계관 자체의 상이 

성”을지시한다. 

본 논문의 연구주제와 관련해 볼 때，훔볼트는 언어가지니는 이데올로기화의 문 

제를 직접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언어의 상이성이 곧 세계관의 상이 

성을 반영한다. 고 한다면， 이 상이성은 분명히 이데올로기적 구조를 지니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덧붙이자면， 이 상이성의 결과 현실의 존재가 어떻게 언 

어를 규정하고 있는가 하는 점과 언어가 생성 및 발전을 거륨하고 있는 현실을 어 

떻게 반영하고 굴절시키고 있는가 하는 문제와 대면하게 된다. 언어가 개인의 언어 

행위，즉 발화들의 사회적，언어적 상호작용 속에서 실현되는 지속적인 생성과정이 

라면，이러한 생성과정 속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변수는 과연 무엇일까? 

이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먼저 이 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데올로기 개념을 맑 

스적 관점에서 정의하고자 한다. 맑스에 있어 ‘이데올로기 라는 개념이 자주 하나 

의 ‘허위의식’ 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이 개념이 지니는 적극적인 측면이 간 

과되는 경우가 있다.하지만 맑스가 이데올로기를 하나의 ‘허위의식’으로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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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해서 이것이 곧 이데올로기라는 개념이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그가 이데올로기와 관련하여 염두에 두었던 점은 현실 

이 왜곡，굴절되고 있다는 하나의 부정적인 측면에 그 논의를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상부구조 속에서 등장하는 이데올로기는 분명히 현재 기능하고 있는 

현실세계를 표상하며， 그런 까닭에 현실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개인들이 “자신의 

위상을 의식하며，투쟁하는 영역”인 것이다.또한 역사에 대한 유물주의적 개념의 

관점에서 볼 때 물적 토대에서 비롯되는 이데올로기는 정신적 현실들의 총합 속에 

서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 을 통해 구체화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체 및 주체성은 사회적 실천의 산물이다. 요컨대， 이데올로기 

는 ‘주체를 생산하는 실천’ 이라는 적극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이러한 ‘주체를 

생산하는 실천’ 을 지시하는 이데올로기는 특정한 화법을 통해 표출된다. 

다시 앞서 제기한 문제로 돌아가자. 맑스의 ‘역사에 대한 유물주의적 해석’ 에 따 

르면，아마도 이러한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으리라!생산관계와 이 생산관계에 의 

해 구조화된 사회 및 정치체계가 인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언어적 접촉의 가능한 

범위를 규정하고， 인간들 사이의 언어적 의사소통의 모든 형태와 방식을 규정한다. 

맑스는 『독일이데올로기』에서 이렇게 진술하고 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진 인간에 

도달하기 위해 사람이 말하고，상상하고，생각한 것으로부터 혹은 서술되고，생각되 

고，상상되고，관념화된 인간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을 것이다.오히려 우리는 현실적 

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간으로부터 그리고 이들의 현실적인 생활과정으로부터 출 

발하여 이 생활과정의 이데올로기적 반영과 반향들을 설명하려 한다"(Dl， 2이 인간 

의 언어행위와 관련하여 이 문장이 담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보면， 인간의 언어 및 

언어행위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삶의 토대를 객관적으로 반 

영하고 있는 언어로서의 색채，즉 언어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담지한다는 점이다. 

달리 표현하면，이러한 삶의 토대들은 이데올로기적 투입，굴절 및 반사과정을 거 

쳐 언어의 정치화 내지는 정치적 언어로 표현된다. 

주지하다시피 맑스에 따르면，이념，개념，의식의 생산은 무엇보다도 직접적으로 

인간의 물질 활동 및 물질적 교류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또한 인간의 물질 

활동 및 물질적 교류는 곧 현실생활의 언어”이며，이것은 개인들의 발화를 통해 

표현된다. 인간은 그들의 개념， 관념， 그 밖의 것들의 생산자이다. 의식이란 의식되 

어진 존재일 뿐이며，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곧 실제의 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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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DI， 26). 그러한 의미에서 “의식이 생활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이 

의식을 규정한다" (DI， 2이. 이 명제는 ‘언어가 생활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이 

언어적 행위를 규정한다’ 로 치환할 수 있으며， 동시에 언어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의 사회적 환경을 표현해 주고 있다는 의미이다. 

사실상 맑스는 언어에 관해 체계적인 연구를 행하지는 않았지만 언어를 의식과 

의 통일성 혹은 의식의 표출이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진술하고 있다. 

인간들의 욕구 및 생산양식에 의해 규정되는 인간 상호 간의 유물적 관계가 이 

전부터 존재해 왔음은 얘초부터 명백하다. 이러한 연관은 언제나 새로운 형태를 

취했으며 .. 하나의 역사를 보여 주고 있다. … 우리는 인간이 의식을 지니고 있음 

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애초부터 ‘순수한’ 의식은 아니다. “정신”은 처 

음부터 물질에 “묶인” 채 있으며，물질은 진동된 공기층，소리，간단히 말해 언어의 

형태로 퉁장한다. 언어는 의식만큼이나 오래된 것이며，언어는 타인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나 자신 자체에 대해서도 존재하는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의식이다. 의식과 

같이 언어는 다른 인간과 교류하고 싶은 욕구， 즉 절박한 필요성으로 인해 발생한 

다. 어떤 관계가 존재하는 곳에서， 그 관계는 나에 대해 존재한다 .. 그러니까 의 

식은 처음부터 사회적 산물이며 ， 인간이 존재하는 한에서 그렇다(DI，3O-1). 

밝스의 진술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인간의 언어 및 언어행위는 항상 토대를 

지니며 ， 이러한 토대에 대한 의식은 언어로 표출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언어 및 발 

화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일정한 이데올로기적 굴절현상을 보이며 ， 이 굴절현상은 

공동체 내에서 존재하는 사회적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의식 

은 사회적인 상호과정에서 조직펀 집단에 의해 산출된 기호를 통해 형태를 지니며 

존재한다 ... 의식의 논리는 어디까지나 이데올로기를 주고 받는 의사소통의 논리” 

를 반영하며， “사회집단 내의 기호를 매개로 한 상호작용의 논리”인 것이다(송기한 

옮김 ， 1988, 21). 의식의 “사회적 의사소통의 역할이 가장 병료하고 완벽한 형태로 

나타나는 곳은 언어에서이다 . 이는 곧 언어가 사회적 상호관계의 가장 순수하고 

가장 민감한 매개체”라는 점을 의미한다.사회적 맥락을 사상시킨 단어 ， 발화가 어 

떠한 의미를 지닐 수 있을까? 맑스는 인간의 의식(이념 혹은 사상)의 굴절과 지배 

와의 상호연관성을 이렇게 진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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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시대에서 지배계급의 사상은 지배적인 사상이다. 즉 사회의 지배적인 물 

질적 힘인 계급은 동시에 사회의 지배적인 정신적인 힘이다. 물질적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는 계급은 동시에 정신적인 생산수단 역시 관리한다 그리하여 정신적인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의 사상은 일반적으로 그 지배사상에 예속 

당한다.지배적인 사상이란 지배적인 물질적 관계들의 관념적인 표현，사상으로서 

파악된 지배적인 물질적 관계， 그러니까 한 계급을 지배계급으로 만들어 주는 관 

계들의 관념적 표현이고，결국 그 계급 지배의 사상일 뿐이다(DI， 46). 

맑스의 관점에서 이해해 볼 때，지배계급，혹은 계급적 지배는 언어에 대해 초계 

급적 성격을 부여하려 하며， 언어의 탈정치화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가치평가에 관 

한 투쟁을 근절시키려 한다 왜냐하면， 언어 및 언어적 행위는 언제나 보편성 내지 

는 보편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형식으로 구성되고 표출되어야 하며， 동시에 가능 

한 한 언어의 정치화를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맑스에 있어 언어는 의식과 동일한 것으로 이 의식이 자신만의 

고유한 내용을 지니는 것은 다름 아닌 언어적 행위를 통해서이다. 하지만 이것으로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 이러한 언어 및 언어행위의 토대는 물질적 생산과 교류를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간’ 인 것이다. 이러한 인간이 자신의 생 

각을 언어로 표출할 경우，언어는 특정한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담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맑스는 모든 의식과 언어 및 발화를 물질세계로부터 분리하여 언어를 구 

상하는 관념론적 사유체계를 거부한다.그의 관점에서 볼 때，물질적 세계(하부구 

조)는 ‘내용’ 이며， 이 내용은 특정한 이데올로기라는 형태’ 를 취하며， 이 ‘형태’ 는 

언어활동 및 언어적 행위를 통해 사회 속으로 침투해 간다. 맑스에 있어 언어의 이 

데올로기적 성격은 계급적 성격으로 이어지며，특정한 계급의 지배 및 권력을 구조 

화하고 정당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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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 역사에 대한 유물론적 개념’과 언어적 헤게모니 투쟁 

언어: ‘계급투쟁의장’ 

언어현상의 진정한 핵심 및 존재양식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제기와 관련하여 맑스와 맑스주의자들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문제 

는 하부구조와 상부구조의 상관관계，즉 상호작용 내지 변증법에 관한 문제로 귀착 

된다. 맑스는 『정 치 경 제 학비 판윤 위 하여 .JJ (Zur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의 서 문 

에서 “자본주의사회의 해부는 정치경제학”의 문법에서 해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토대와 상부구조의 관계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인간생활의 사회적 생산에서 인간들은 특정하고， 필연적이며 그들의 의지와는 

독립적인 관계들 속으로 들어간다. 이 관계는 물질적 생산력의 특정한 발전단계에 

상응하는 생산관계들이다. 이 생산관계들의 총합이 사회의 경제적 구조를 형성한 

다. 이 구조가 곧 현실적 토대이다. 이 토대 위에서 법률적 정치적 상부구조가 일 

어나며，특정한사회적 의식형태들은 이 토대에 상응한다 3) 

이 인용문은 이미 『독일이데올로기』에서 논의되었던 역사에 대한 유물주의적 

개념을 되풀이하고 었다 하지만 밝스는 여기에서 언술의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 

그는 계속해서 진술하기를 “생산력의 일정한 단계에서 사회의 물질적 생산력들은 

기존의 생산관계들과 모순에 빠지거나 혹은 이에 대한 단지 법률적인 표현인 소유 

관계들과 .. . 모순에 빠진다”고 주장하고 있다.이 지점에서 언어는 “형식들의 체계 

로서의 언어(langue)" 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력과 생산관계들에 의해 조건지 

워지는 상이한 계급들에 그 기반을 둔 계급투쟁의 장으로서의 언어활동(language) 

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4) 그리고 밝스의 언어에 대한 이해의 맥락에서 볼 때，이러 

3) K. Maα， Zur Kritik der Politischen Okonomie. MEW 13, 8-9. 이하에서는 Zur Kritik으로 약칭. 

4) 소쉬 르(Saussure)는 언어 를 세 가지 양상， 즉 언어 활동(Ianguage) ， 형 식 들의 체 계로서 의 언 

어(Iangue) ， 개인의 언어행위 -발화(parole)-로 구별한다. 그런 다음 그는 언어활동은 언어 

학의 연구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언어활동이 본래 자립적인 실재가 

지녀야 할 내적인 통일성과 적합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즉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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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언어활동의 변화는 모순의 메카니즘에 의해 형성되는 데， 그 이유는 이 변화가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 내에서 대립하는 사회적 이해관계에 의해，즉 계급투쟁에 

의해 조건지워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각기 상이한 계급적 이해관계를 지닌 인 

간들 사이의 소통과 그 형태는 생산력과 생산관계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 

다”는 말이다.이는 곧 “사회적 상호관계를 통해 발생하는 모든 이데올로기 기호는 

주어진 시대와 사회집단의 사회적 관점에 의해 규정”되며，동시에 발화행위는 곧 

계급투쟁의 장을지시하는것으로전환된다.예를들어，밝스의 관점에서 볼때， ‘생 

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 혹은 ‘생산력과 소유관계들의 모순’ 은 “지 금까지 존재 

한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다”라는 언술행위를 통해 청자에게 전달된다. 

맑스에 따르면 언어는 개인의 의식 및 사회와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는 까닭에 언 

어의 사회적 의미 내지 사회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관건이 되며，언어를 통한 인간 

의식의 표출행위 속에는 계급적대적인 내용，즉 언어의 권력화를 답지하게 된다 

언어행위는 ‘나의 경험’ (i-experience )과 ‘우리들의 경험 ’ (we-experience)이라는 복 

합적인 상황을 대변해 주고 있다. 나의 경험 이 일반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이 

경험은 소멸되고，특정한 언어행위로 나타나지 못한다 반면， ‘우리들의 경험’은 이 

데올로기적 분화와 의식의 성장과 함께 사회에서 일정한 위상을 점하게 된다. 예를 

들어， ‘개인주의’ ， ‘경쟁’， ‘시장’ 등은 자본가계급 일반이 지니고 있는 ‘우리들의 

경험 ’ 의 이데올로기적 형태 내지는 표현방식이다. 자신에 대한 개인주의적 확신， 

스스로의 개인적 가치에 대한 인식(의식)은 자신의 내부나 자신의 개성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세계에 대한 인식의 결과 발생한 산물이다.이 ‘우리들 

의 경험 ’ 은 개인적인 경제활동이 사회적 승인， 법적 승인， 정치적 승인 등에 의해 

보장받고，강화되는 그러한 이데올로기적 해석이며，이러한 승인절차를 통해 그 정 

당성을 확보한다. 자본주의 사회질서는 자기 조절적 기제인 시장，개인에 대한 ‘우 

리들의 경험’ 이 하나의 보편화된 이데올로기적 체제이며，이 체제 속에서 ‘우리들 

무엇보다도 언어의 토대 위에 서야 하고， 언어를 언어활통의 다른 모든 현상의 규범으 

로 받아들여야 한다 ... (24)(83) 소쉬르의 논점은 규범적으로 통일한 형식들의 체계인 언 

어가 출발점이 되어야 하고， 언어활동의 모든 현상은 이러한 확고하고 자율적인 형식들 

의 관점에서 조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언어체계라는 것은 모든 개인의식 

으로부터 독립해 있고， 그 의식의 외부에 존재하는 객관적인 현상이다. 이 글에서는 이 

러한 소쉬르의 관점을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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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험’ 일반은 각 개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계급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 

겠다.이러한맥락에서 

우리가 역사과정을 파악할 경우에 지배계급의 사상을 지배계급 그 자체에서 분 

리하여 이 사상들을 독립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그 어떤 시대에는 이러 

저러한 사상이 지배했다고 그저 말하기만 하고，이 사상들이 형성되게 된 조건과 

그 생산자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다면， 또는 이 사상의 원천인 각 개인 

들과 세계의 상태를 생략해버린다면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귀족이 지배 

했던 시대에는 명예，충성 등의 개념이，부르주아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에는 자유， 

평등 등의 개념이 지배적이었다고 말이다. 일반적으로 지배계급은 이렇게 믿어 버 

린다(Dl， 47) . 

요컨대 ， 

지배적인 사상들이 지배적인 개인들과 특히 주어진 생산양식의 단계에서 비롯 

되는 관계들로부터 분리되어 역사는 언제나 사상들이 지배한다는 결론에 일단 도 

달하게 되면， 이 다양한 사상들로부터 이념이나 생각들을 추상화하여 각각의 모든 

개별적인 사상들과 개념들을 역사 속에서 발전하는 개념의 “자기규정”으로 이해 

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Dl， 48). 

이렇듯 맑스에게 있어 토대가 존재하지 않는，혹은 토대에 대한 과학적 인식이 

없는사상은생각할수없으며，마찬가지로인간의 언어 역시 일정한역사발전단계 

와 함께 변화 및 발전하는 역사를 가진다. 

맑스의 관점에서 언어를 고찰해볼 경우，언어활동은 언어형태들의 추상적 체계 

도，독립적인 독백적 발화도，그리고 이것을 수행하는 생리적인 행위가 아니다.언 

어활동은 하나의 발화 혹은 여러 다양한 발화들 속에서 수행되는 언어적 상호작 

용의 사회적 사건이다 다시 말해 특정한 사회형태 속에서 언어적 상호작용은 언 

제나 특정한 사회집단의 가치평가적 관점의 발생 및 계급들의 갈등상황과 깊은 

연관성을 맺고 있으며，이것들은 경제적 토대의 발전 및 확장에 의해 규정받는다 

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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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헤게모니와언어 

언어가 이데올로기적 계급적 성격을 담지하고 있다면，그것은 곧 언어를 통한 

지배담론의 헤게모니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헤게모니를 위해 언어의 정치화가 

창출해내는 현상은 인간들을 지속적인 위협과 안도의 교차 속에서 살아가게 한다 

는점이다. 

맑스에 따르면 “인간의 물질적 활동”이자 “인간의 물질적 교류 .. (Dl, 26)인 언어 

는 조직적으로 통합되고，조정되어 있는 다양한 실재이며，이러한 다양한 실재는 

‘시 민사회’ (bÜfgerliche Gesellschaft)라는 문법 속에서 응축된다. 요컨대 시 민사회 는 

다양한 사회집단의 헤게모니 쟁탈을 위 한 하나의 투쟁무대 혹은 특정 한 계급적 이 

해관계가 다양한 언어적 코드로 소통되고 있는 사적인 유기체의 총화인 것이다. 

“시민사회는 어떤 일정한 생산력의 발전단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개인들 사이의 

모든 물질적 교류를 포함하는 의미를 지닌다. 또한 시민사회라는 용법은 “대외적 

으로는 자신을 민족으로서 표출하고， 대내적으로는 자신을 국가로서 조직”하고 

있기는 하지만 “민족과 국가를 초월”한다(Dl， 36). 다시 말해 부르주아 사회에서 시 

민사회는 그 사회의 지배계급이 특수적인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하나의 보편성을 

추구하는 담론의 광장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맑스에 있어 시민사회의 문법은 “오 

로지 부르주아와 함께 발전”했으며，동시에 계급에 기반한 권력투쟁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푹 시민사회는 “사변이 끝나는 곳，실제 생활이 시 

작되는 곳， 이곳으로부터 현실적이고 실증적인 과학이， 인간의 실제 활동 및 그 발 

전과정에 대한 서술” 이며(Dl， 27)， 이 서술은 헤게모니 투쟁을 지시하는 언어로 표 

현된다. 

시민사회는 합의에 의해 “지배계급의 사상이 어느 시기에서나 지배적인 사상” 

으로 정착 및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회구성원들의 의식，행위 등을 형성시키며 ， 이 

들을 기존의 사회생활에 순응시키는 하나의 장치로 기능한다.이러한 의미에서 시 

민사회는 “사적 유기체의 총화”라는 용법으로 나타남과 동시에 이미 권력구조의 

보편적 확립을 위한 의사소통적 기제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왜냐하면， “부 

르조아적 생산관계들”은 “개인적인 적대의 의미에서가 아니라 개인들의 사회적인 

생활조건에서 비롯되는 의미에서” 적대적이기 때문이다(Zur Kritik, 9). 이는 곧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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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계들이 “사회적 생산과정의 적대적 형태”를 담지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 

며，그런 까닭에 이로부터 발생하는 의사소통은 적대적일 수밖에 없다.시민사회는 

이 적대적 관계를 하나의 조회로운 일반적인 관계로 치환하며，이를 위해 또 다른 

문법， 어휘 그리고 발화를 도입한다. 이러한 도입을 통해 국가는 지배계급이 자신 

의 지배를 정당화하고 유지 및 확대함과 동시에 피지배자의 동의를 획득하는 실천 

적 · 이론적 활동의 복합체로서 작용한다(Gramsci 1971). 

3 맑스주의에 있어서의 언어와 정치 

맑스의 사유체계에서의 언어의 역할처럼，맑스주의에 있어서도 언어는 독립적인 

위상을 지니고 있지 않다. 왜니하면， 다양한 맑스주의 경향이 존재하기는 하나 기 

본적으로 맑스주의는 ‘역사에 대한 유물론적 개념’ 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 

리가 맑스에 있어 ‘이데올로기 ’ 라는 용어가 단지 하나의 ‘허위의식’ , 현실의 왜곡 

된 표상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한다면，또한 ‘이데올로기’를 하부구조의 단순한 반 

영， 반사일 뿐으로 단언한다면， 그리하여 ‘이데올로기’ 에 대해 “상대적 자율성”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의식 및 그 표출형태인 언어의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도 

논의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경제 환원주의에 반대하여 헤게모니와 관련하여 이데올로기에 적 

극적인 의미를 부여했던 맑스주의자가 바로 안토니오 그람시였고， 이를 더 체계화 

했던 맑스주의자는 알뛰세였다고 할 수 있다. 그람시는 이데올로기를 ‘허위의식’ 

혹은 ‘부수현상적’ 의미로 치부해 버리는 입장들에 단호히 반대하여 이렇게 적고 

있다. 

사적 유물론의 자명한 원리로 제시되는 요구 -모든 정치학과 이데올로기의 변 

동은 하부구조의 직접적인 표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는 이론적으로 저급하고 

유치한 것과는 구별되어야 하며，구체적으로 정치적，역사적 작업을 수행한 맑스의 

진정한 선언과는 실천적으로 투쟁해야 한다(Gramsci 1971,407). 

무페의 분석처럼，이데올로기는 행동을 조직하며，물적 존재로서 정신적 현상들 

의 총체 속에 내포된 것이 아니라 실천 안에서 구현된다는 것이다(권유철 편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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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들의 실천인 현실개입에 대한 사회적 메카니즘인 이데 

올로기가 어떻게 굴절되는지에 관해 탐색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핵심적인 과제로 

등장한다. 이에 대한 시도가 담화분석의 형태로 퉁장하며， 담화는 타인과 의사소통 

하려는 욕망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 또한 사회관계의 욕구 속에서 비롯되었다는 

언어 속에서 담화의 인식주체들，즉 화자와 청자 및 이들에 의한 담화의 대상이 형 

성된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답화분석은 연관성을 맺고 있는 하나 이상의 문장을 

가진 언어 속에서 전체 담화나 그 일부를 특정지우고 있는 전체구조를 도출하려 

한다. 아래의 절에서는 맑스의 이데올로기 개념을 정교화했던 그람시의 언어를 통 

해 인간의 의식 혹은 언어(어법，용법 및 발화행위를 포함)가 이데올로기적 과정과 

장치，헤게모니 장악을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 지배권력 구조화에 기여하는지를 간 

단히 살펴보려 한다. 

1) “역사적 블록" (histo끼C bIOC)5): 

헤게모니와 이데올로게“작동하는 유효한 현실")의 투쟁영역 

그람시의 입장에서 볼 때，언어는 본질적으로 집합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현실 속에서 조직적으로 통합 및 조정되는 다양한 실재인 것이다(이병혁 편저 

1986, 42). 언어적 행위를 하는 존재는 자신만의 특유한 개인적인 언어를 가지고 있 

을 것이다 하지만 각 개인들이 구사하고 있는 특유한 개인적인 언어는 하나의 공 

동체 안에서 그 사회적 성격을 부여받게 되거나 아니면 소멸해 버린다. 이 절에서 

는 그람시의 “역사적 블록” 안에서 언어적 행위가 어떻게 재편성 및 구조화되고 

있는지를 헤게모니와 이데올로기 사이의 관계를 통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에 대 

한 분석을 위해 먼저 그람시의 역사적 블록，즉 구체적인 사회구성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같다. 

5)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그랍시는 이 개념을 계급과 계급적 분파들이 사회 속에서 연관 

을 맺고 있는 복합적인 상태와 현실의 경제적 정치적 · 문화적 측면의 사회의 복잡한 
관계를 기술하기 위해 도입하고 있다(권유철편 198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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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톨륙 

(구체적사회구성체) 

기계론적인 

인과성부정 
「폐」



빼
 縣
-

정치사회영역 

(혐의의 국가) 

강제권의기능 

행정부 

국기기구 

군대 ， 엄정/판료 

의회 

정당 

여흔 

그림 그림시의 사회구성처|히 

사회계급 

시민사회영역 

(국가의토대) 

합의의기능 

1)기본계급 

2) 보조계급 

3) 종속및 하흥계급 

4) 론짚적인 하흥계급 

생산엌 

1) 이 I]!을로기둘 

(경져1. 업 ， 예솥， 과학) 

2) 기펀계글의 셰겨|관 

훌씩， 종교， 상식 ， 민속 

3) 이[]!율로기 저|도 

(1) :~!배이데율로기 

링재제도(교회 ， 학교， 언론) 

(2) 1그론 이더|롤로기 

중재재|도(이더|율로기 투쟁) 및 

전파 기슬적 도구(서적 ， 심문. 

건혹톨률) 

주지하다시피 그람시의 역사적 블록 개념은 지배계급의 주변에서 조직화되는 

것으로 물적 토대인 사회경제적 토대(하부구조)와 상부구조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상태를 지시한다. 또한 이 개념은 하나의 계급동맹을 지칭함과 동시에 이 동 

맹 내에서의 하부구조와 상부구조가 맺는 관계를 의미한다.도식에서 보는 바와 같 

6) 이 그림은 이병혁(1986)에서 가져온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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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역사적 블록은 두 개의 구조，즉 정치적 · 이데올로기적 상부구조와 사회구조로 

나누어진다. 그람시의 ‘역사적 블록’ 문법과 관련하여 중요한 분석 대상은 사회계 

급과 생산력으로 구성된 사회구조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체계 내지 

이 정치체계를 유지하고 확대하는 이데올로기의 운동성에 관한 것이다. 인간들의 

의사소통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공동체 속에서 과연 언어는 어떠한 의미와 기능 

을담당하고 있을까? 

위에서 제시한 도식을 통해 이 점에 관해 알아보기로 하자. 

이해관계들을 쟁취하기 위한 정치 전략에서 중요한 요소는 언어의 의미를 재창 

출하는 것이다.강제와 위협이 모든 정치체계에서 저항을 저지하는데 유용한 도구 

로 작용하기는 하지만 핵심적인 전술은 사람들이 지지하거나 혹은 침묵하도록 하 

기 위해 호의적인 행위과정을 정당화해서 이들을 위협하거나 아니면 안심시키는 

데 있다(Edelmann 1988,202-3).1) 

언어와 정치담론의 관계를 설정 및 규명하고자 할 경우， 중요한 연구대상은 그람 

시가 제시하고 있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상부구조이다. 정치적 · 이데올로기적 

상부구조는 강제권을 담당하고 있는 정치사회의 영역과 설득을 통한 합의”를 바 

탕으로 작동하고 있는 시민사회의 영역이다. 그람시에 따르면 자본주의사회의 지 

배양식은 곧 강제력과 합의의 복합체이며，선진자본주의사회가 가지는 국민적 조 

직화의 능력으로 인해 소수의 지배계급이 직접적인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피지 

배계급에 대해 사회 · 문화적 가치체계들의 무의식적인 수용을 통해 지배체제를 

안정화한다는 점이다.또한 언어와 정치담론의 관계규정성에 있어 중요한 부분으 

로 작동하는 것은 정치적 · 이데올로기적 상부구조의 한 부분이자 정치적 다원주 

의에 기초하여 “억압적 관용”을 행사하는 시민사회의 영역과 사회구조의 한 부분 

을 구성하고 있는 사회계급 중에 기본계급과 보조계급이 행하는 역할 및 기능인 

것이다. 이 부분들과 관련하여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헤게모니’ 문법이다.시민사 

회의 역사적 · 정치적 언어의 이데올로기성과 관련하여 그람시는 “지식인들이 그 

들의 특정한 역할을 하는” 담론의 장인 “시민사회 내에서” 다양한 이데올로기들 

사이의 투쟁과 지배 이데올로기의 중재제도들 및 도구들，즉 “국가의 이데올로기 

적 장치”들이 지배계급의 사상을 지배적인 사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작동한다고 

7) 쪽수 표시는 번역본에 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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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한다. 

그람시에 따르면，의식은 원래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개인이 연관되어 있는 이데올 

로기 관계들이라는 체계의 결과물인 것이며，따라서 주체를 창조하고 주체의 행동 

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바로 이데올로기 8)이다. 즉 모든 가능한 유형의 ‘주체’ 는 이 

데올로기를 통해 만들어지며，그런 까닭에 이데올로기적 실천은 물적，제도적 특성 

을소유하게 된다(권유철 편 1984, 104). 이러한물적，제도적 특성을토대로 이데올 

로기의 실천은 이 실천의 담지자，즉 지식인을 요구하게 된다.그람시에 있어 하나 

의 이데올로기가 역사적，정치적 언어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첫째，지식인의 역할， 

둘째， 이데올로기의 치밀화와 확산에 필요한 물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Gramsci 

1971). 이것은 곧 지배계급의 언어로 표현되는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적 지배양식 

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그람시에 있어 헤게모니와 이데올로기 지배를 통일시하는 경향이 지배 

적이었다(권유철 편 1984, 108). 하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적 

어도 그람시의 헤게모니 문법에 관한 더 정교한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말이 

다. 그람시에 있어 헤게모니 문법은 단순히 계급통맹의 구상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서 정치적 지도력과 지적 · 도덕적 지도력의 확고한 결합을 의미한다(Gramsci 1971 , 

57). 덧붙이자면，헤게모니 문법은 단순한 정치적 동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이 

데올로기가 전체 사회로 확장되어 경제적，정치적 목표들의 통일을 결정할 뿐만 아 

니라 지적 · 도덕적 통일을 결정할 경우에，이데올로기의 중재를 통해 하나의 기본 

집단과 그 동맹집단들이 성취해야 할 경제적，지적，도덕적 목적들의 완전한 융합 

의 문제로 등장한다.특히 그람시의 헤게모니 문법에 있어 ‘지적 · 도덕적 개혁’ 11) 

은 기본계급의 헤게모니가 통맹집단과 결합하여 ‘집합적 인간’ 을 형성하는 ‘집합 

의지’ 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부여되고 있다(권유철 편 1984, 97; 108). 

즉 “역사적 행위는 ‘집합적 인간’ 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여기에는 이질 

적인 목표들을 지닌 분산된 다양한 의지들이 하나의 목표로 수렴되어 동등하고 보 

편적인 세계개념을 기초로 하여 ’문화적 · 사회적’ 통일체를 달성한다는 전제가 

8) 그람시는 이데올로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즉 ”예술， 법률，경제행위 ， 생활의 모든 

개별적，집단적 표현 속에서 암암리에 드러나는 세계개념"(G때nsci 1971 , 328). 

9) 그랍시의 논술구조에 있어 ‘지적 도덕적 개혁’ 이라는 용법은 기존의 이데올로기 요소 

들을 재접합하고 새로운 형태의 산출을 목표로 하는 변형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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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 (Gramsci 1971 , 349) 예를 들어 봉건시대에서 영주와 농노에 기반한 이데올로 

기가 보편적인 세계관의 역할을 담당했던 반면，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개인’ , ‘자 

유’ , ‘경쟁 ’ , ‘평등’ , ‘민주주의 ’ , ‘시장’ 등의 문법들을 통해 하나의 새로운 보편적 

인 세계관을 주입시키고 있다. 이 점은 헤게모니 계급이 지도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는 헤게모니 대상이 되는 사회집단들의 이해관계에 진정으로 관심을 보이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람시의 용법을 빌려보면， “ · 특정집단의 발전과 확장은 

‘국가 전체의 보편적인’ 에너지의 발전이라고 할 보편적 확장의 동력으로 인식되 

고표현되어야한다지배집단은부수집단의 보편적 이익과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야 한다(Gramsci 1971 , 182). 

이러한 맥락에서 헤게모니는 보편적인 세계관，즉 유기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결 

합된 헤게모니 체제 안에서 지도력의 정치적，도덕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본계급의 

수중에 었다 동시에 헤게모니 관계는 단지 계급적인 이데올로기적 강제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이며，헤게모니 체제 안에서 지배집단과 피지배집단간의 

민주주의라는 문법 속에서 이루어진다. 하버마스의 지적처럼 여기서 민주주의 문 

법은 집합적 동의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소통형태로 이해될 수 있다(Habermas 

1978). 물론 이 교육적인 담당기능은 자유로운 의사표출，공개적인 경쟁 및 마르쿠 

제가 “억압적 관용”으로 묘사하였던 정치적 다원주의라는 문법에 기초하여 합의 

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시민사회의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2) 헤게모니원칙의 보편적 언어: “민중종교 .. (popular religion) 

그렇다면，헤게모니의 장악은 어떠한 언어로 표출되는가?다시 말해 어떠한 언어 

및 발화를 통해 헤게모니 원칙이 승리를 확보하게 되는가?그람시의 관점에서 보 

면， ‘민중종교’ 는 통치담론의 토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기본계급에 의한 사회통합 

은 대중교화의 직접적인 산물이다. 대중교화 및 대중적 동의는 시민사회 내에 존재 

하는 제도들에 의해 그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제도들은 현존하는 권력과 

특권들을 인정하는 사상과 가치관을 유포하며，결과적으로 지배계급의 무기로 기 

능한다 10) 

10) 알뛰세 역시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국가제도를 억압적 국가 

장치와 이데올로기적 장치로 구분한 다음 자본주의체제의 유지 여부는 지배계급의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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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람시는 특정 헤게모니 원칙의 승리는 헤게모니 원칙 자체의 고유한 논리적 특 

성에 의해 우세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원칙이 “민중종교”의 문법으로 지향 및 

접합될 경우라고 주장하고 있다(Gramsci 1971) 동시에 그는 헤게모니 계급이 되고 

자 하는 계급은 “그 자신을 국민주의화”한다고 한다. 즉 그는 “국가와 민중의 양태 

에서 헤게모니의 윤리 · 정치적 요소가 드러내는 그 특수한 형태는 ‘애국심’ 과 ‘민 

족주의 ’ 로서， 이것은 지도자와 피지배자의 통일을 가져오는 ‘민중종교’ ” 라고 역설 

하고 있다. 민중종교는 통치 및 지배기술적 언어로서 ‘애국심’ 과 ‘민족주의’ 의 형 

태로 통치담론의 화두로 동장한다.실례로서 이 두 가지 언어는 특히 히틀러지배 

밑에서 대중의 동의， 권력유지 및 확대를 창출하기 위해 1933년 1월 30일 이후의 

연설문들에서 아주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그람시가 채택한 정치적 수사어인 민중종교 라는 용법을 사용한 의도를 파악 

하기 위해 그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민족-민중 (na디onal-pop비ar)이라는 어휘사용 

을 살펴봄이 순서일 것이다. 그는 모든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표상은 지식인과 인 

민들 사이에 유기적 관계가 존재할 때， ‘민족-민중 의 성격을 지닌다고 주장한다. 

사실 그람시에 있어 ‘인민-국민’ (people-nation)이라는 개념은 당파적 이해관계를 

지양하는 범국민적인 정치적 언어이며，정치가 단지 껴리석은 자들의 거래”가 아 

니라고 한다면，헤게모니가 성공적으로 창출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수사인 “집합적 

인 민족-민중의지”의 이데올로기 요소를 만들어 내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 

람시는 지배자와 피지배자와의 단결을 초래하는 연결고리로서 ‘민족주의’ 와 ‘애 

국심 ’ 이라는 단어가 ‘민중종교’ 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권유철 면 

1984, 113). 그람시에 있어 탈정치적 언어를 의도하고 있는 ‘민중종교’ 는 ‘적과 통 

지’ 개념에 근거하고 있는 패쇄적 언어 혹은 ‘파시즘적 언어’ 를 초월하여 모든 사 

회구성원들에게 하나의 보편적 언어로서 정치적 수사학의 차원과 더불어 하나의 

실질적인 의사소통체계를 투영한다. 

가지 능력에 의존한다고 주장힌다. 즉 기존의 질서규범에의 복종，요컨대 노통자계급을 

지배 이데올로기에 복종시키는 능력과 지배 이데올로기를 억압과 착취의 매체로서 조 

작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 두 가지 능력은 주로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가 행하는 다원 

주의적 기능을 통해 이루어진다. L. Althusse미 197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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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 몬법과 정치담롤: 계굽， 모순， 
얘체의 정:tl 

계급적 권력의 토대률: ‘현실에서 활동하고 있는 개인툴’ 과 ‘생산력’ 및 

‘생산관계’ 의접합 

이 절에서는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휘들의 접합을 통 

해 구성되는 정치적 성격을 분석함으로써 자본주의사회에 내재적인 정치체의 특 

징 및 권력구조화의 문제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 분석을 위해 등장하는 개념들 

로는 예를 들변 ‘현실에서 활동하고 있는 개인들’ , ‘생산력’ , ’생산관계’ , ‘상품’ , 

‘가치 ’ , ‘사용가치’ ‘구체적 노동 , ‘추상적 노동’ , ‘사회적 필요노동시간’ , ‘산 노 

동’ , ‘죽은 노동’ , ‘잉여노동’ , ‘잉여가치’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소렐(G. Sorel)은 

말스를 “간결하고 상징적인 공식”으로 자신의 사상을 표현하는 인물로 평가하였 

다. 방금 예시하였던 어휘들은 맑스 사상의 결합 구조를 잘 드러내고 있는 단어들 

이라고 할수 있겠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맑스는 언어와 의식의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언어 

를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의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언어의 발생이 타인과 교류， 

즉 소통하고 싶다는 욕구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다(DI，3O). 맑스의 “정치경제학 

비판” 문법은 “현실적인 개인들， 이들의 활동 그리고 이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고 

이들 자신의 활동을 통해 생산된 이들의 물질적 생활조건들"(DI， 21)에서 출발하고 

있다.맑스에 따르면， 인간은 의식，종교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을 통해 동물과 구별 

된다. 다시 말해， 인간은 자신의 생활수단을 생산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동물과 

그 자신을 구별하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인간은 “생산한다"(p때uzieren)는 행위를 

통해 의사소통이 시작되었고， 인간의 의식은 이 행위를 언어적 행위로 나타낸다. 

‘생산’은 ‘인간과 자연’ 사이에 이루어지는 소통행위이며，이러한 점에서 역사적 

으로 특정한 ‘인간들 사이의 관계’ 를 형성하는 사회적 질서의 재생산과 같은 것과 

는 대비된다(Savan and Tonak 1999 113-152). 현실에서 활동하고 있는 개인들’ 은 우 

선은 생산의 주체로서 소통의 욕구를 표현한다. 생산의 방식은 단지 개인들의 육체 

적 존재의 재생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생산방식은 이러한 개인들의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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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의 방식이며，이는 곧 자신들의 삶을 표출하는 일정한 방식，즉 특정한 생활양 

식인 것이다.그 자신을 생산주체로 표현한 개인들은 상호 간의 교류관계를 통해 

자신들의 구체성을 표출한다. 개인들이 어떻게 존재하는가는 ‘무엇을’ , ‘어떻게’ 

생산하는가와 일치한다.즉 개인들이 어떠한 존재인가는 이들의 생산의 물질적 조 

건에 의존한다는 것이다(Dl， 21). 주체들의 ‘생산’ 이라는 의사소통은 이제 ‘생산력’ 

과 ‘생산관계’ 와 접촉하면서 개별적인 생산 주체의 의미는 점점 더 희석화되고，주 

체들의 사회적 의미가 부각된다. 다시 말해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의 집단간의 의사 

소통이 지배적인 현상으로 등장하며，동시에 일정한 방식으로 생산적으로 활동하 

는 개인들은 일정한 사회적， 정치적 관계들을 맺는다(Dl， 25). 요컨대， 맑스에 있어 

‘생산한다’ 는 동사는 인간들 사이의 소통을 위한 전제조건인 셈이다. 

그런데 사회적인 힘，즉 분업에 기초하여 개인들 간의 의사소통형태인 협업을 통 

해 이루어진 생산력은 개인들에게는 자신들의 단결된 힘으로 감지되는 것이 아니 

라 그들 밖에서 존재하는 하나의 소외된 힘으로 느껴지고， 따라서 이 힘은 인간의 

의지와 행동을 무대 위에서 지휘한다(Dl， 35). 그리하여 생산과정에 참여한 인간들 

사이의 주체성은 상실되고， 나아가 의사소통에 있어 균열이 발생하게 된다. 간단히 

말해， ‘현실에서 활동하고 있는 개인들’ 혹은 ‘현실적인 개인들’ 이 ‘생산력’ 과 ‘생 

산관계’ 라는 사회적 의사소통체계와 접합체를 구성하면서 현실적인 개인들의 의 

사소통은 하나의 계급 및 권력체계로 변이하며，이 변이는 인간의 소외양식，즉 언 

어의 정치화로 연결된다고 하겠다. 

2 상품， 적대적 관계의 구체적 표상: 모순의 정치 

밝스는 “정치경제학비판”의 문법，즉 자본주의사회의 내재적 운동 법칙성을 규 

명하기 위해 ‘상품’ 에 대한 분석에서 찾고 있다.과연 ‘상품’ 이라는 용법은 어떠한 

정 치적 성 격 을 담지 하고 있는가? 맑스는 『정 치 경제 학비 판요강J (Grundrisse der Kri.μk 

der Politischen konomie)에서 “일정한 사회형태 내에서 그리고 이 형태를 매개로 하 

여 자연에 대한 개인의 점유인 .. (GR, 9)") 생산의 관점에서 자본주의사회의 내재적 

운동논리를 논의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덧붙이자면， 생산주체인 인간들의 사 

11) K. Marx, Grundrisse der Po /itischen Okonomie. MEW 42, 9. GR로 표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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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생산관계에 대한 연구(Lκ407-8)12)가 쟁점인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은 하 

나의 사회적 관계를 지시하는 자본의 생성과 발전을 파악하고자 자연과 인간노동 

의 대화의 산물인 상품분석을 화두로 등장시키고 있다 그는 이렇게 적고 있다. “나 

의 출발점은 현재 사회 속에서 노동 생산물이 표현되는 가장 단순한 사회적 형태 

이며，이것은 “상품” 이다.나는 상품을 분석하며，무엇보다도 상품이 나타나는 형태 

속에서 상품을 분석한다 .. (Randglossen, 368-9)13) 맑스 자신이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가 주목하고자 했던 사실은 단지 상품만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상 

품이 나타나는 형태 속에서 상품” 이었다. 

그렇다면， “상품이 나타나는 형태 속에서 상품”의 분석은 어떠한 종류의 정치적 

발화 및 문법을 의미하는가? 말스에 따르면， 자본주의사회의 기본세포인 상품은 

“사용가치와 가치의 복합체”이다. 하지만 이 복합체는 대립적인 소통관계를 형성 

하고 있다 인간들이 일차적으로 사용가치만을 담지하고 있는 노동 생산물들에 만 

족한다면，상품은 존재하지 않으며，또한 대립적 소통관계 역시 존재할 수 없다 왜 

냐하면， 인간은 노동행위를 통해 자신의 욕구만을 충족하기만 하면 그만이고 타자 

와의 대화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태의 노동행위는 권력관계적 의 

사소통 및 발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용가치 생산을 위한 인간노동이 일정한 사회조직，즉 시장 

조직원리 속으로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함몰됨으로써 “생활세계”로부터 분리 

되고 시장법칙에 예속당함으로써 노동은 하나의 또 다른 조직형태 속에서 대화하 

게 된다. 이는 곧 인간노동이 원자화된 개인주의적 형태인 “특별한 상품”으로 대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의 노동 생산물에 가치가 부여되는 이유는 이 생산물이 

특정한 사회형태와 소통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하버마스의 표현을 빌면， 이는 

곧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지화를 명령한다. 간단히 말해，자본에 의해 구조 

화된 노동만이 생산물에 가치를 부여하며 ， 이는 곧 사회구성체의 기본적인 문법을 

형성한다 자본주의사회의 기본세포이자 운동논리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 상 

품이며， 이 복합체가 대립 및 모순의 소통구조를 구성하고 있다면， 이로부터 비롯 

12) K. Marx, “μhnarbeit und Kapitaf' , νIEW 6, 407-408. LK로 표기 함. 

13) K. Marx, Randglossen zu Adolf Wagners ‘1찌lrbuch der Politischen Ökonomie", MEW 19, 368-

369. Randglossen으로 표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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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사회구성체는 모순의 정치를 내포해야 하지 않겠는가! (교환)가치는 타자와의 

권력관계적 대화를 필요로 한다. 거기에는 수요자와 공급자라는 탈정치적 색채의 

대화상대자들이 동장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이것은 판매와 구매의 발화 속에서 발 

생하는 소통인 것이다. 특히 공급자의 입장에서 볼 때， ‘자본축적’ 이라는 본질적인 

문법이 존재하게 된다. 물론 아담 스미드적인 문법으로 보면， 자기 조절적 체계인 

‘시장’ 에 기반한 자본주의 문법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이며 ， 자연스러 

운 형태일지는 몰라도 말이다. 그에 있어 시장법칙은 곧 자연법칙으로 작통한다. 

이러한 아담 스미드의 문법은 인간노동을 단지 하나의 경제적 범주로서 간주하는 

도구적 소통구조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맘스의 문법은 다르다. 왜냐 

하면，맑스는 인간노동의 도구적 소통행위에 주목하기보다는 그것의 창조성의 변 

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자본J 1권， 1 장， 4절， ‘상품의 물신적 성격과 물신적 성격 

의 비밀’ 에서 상품의 내재적 · 대립적 모순의 현상형태인 “자본의 변증법” 속에 함 

몰된 고립화되고 원자화된 독립적 생산자로서 활동하는 인간들의 물신적 관계를 

논의하고 있다. 맑스의 논술구조에 있어 상품세계의 물신적 성격은 사회적 의식의 

현상이 아니라 자본에 의한 생산이라는 문법이 지배하는 사회형태가 발산하는 펼 

연적인 논리적 구조이다. 맑스는 상품의 물신적 성격이 상품이 지니고 있는 사용가 

치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생산물이 취하는 사회적 형태， 즉 (교환)가치 

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설파하고 있다(Kl， 87-8).1씨그런 까닭에 맑스가 주장하고 있 

는 혁명은 일차적으로 상품의 이중적 성격에 대한 부정을 지양하는 정치적 실천 

문법을 지시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 문법은 기본적으 

로 모순의 정치에 대한 성찰에서 비롯된다. 

3. 구체적 노동과 추상적 노동: 개별성의 해채툴 툴한 획잃성의 정치 

밝스에 있어 ‘노동’은 “인간의 본질”이며，사회의 토대를 형성한다. 인간은 노동 

하는 동물이며，인간이 유적 존재가 되는 이유는 “인간이 대상세계를 상대로 노동 

한다는 점” 에 있다. 앞서 언급한바와같이 이 소통，즉 노동을통한자연과의 대화 

14) K. Marx, D따 Kapital 1, MEW 23, 87-8. K1로 표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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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생산”은 “인간의 유적 삶”이다. 인간이 통물과 구별되는 이유는 “의식적 생명 

활동” 즉 언어로 자신의 의지와 의식을 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본지배 

적 언표가 핵심적 위상을 부여받고 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자연과 인간을 소통시 

키는 노동이라는 언표는 그 원래의 의미를 상실하고 소외된다. 

맑스의 논술구조에 있어 구체적 노동과 추상적 노동은 노동과정，생산과정 그리 

고 그 완결적인 발화형태인 상품의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와 그 연관을 맺고 있 

다.맑스는 『자본.1 1권 ， 1 장， 2절， ‘상품 속에 표현된 노동의 이중적 성격’ 이라는 주제 

로 자본주의사회의 노동의 성격에 관해 논의하고 있는데(KI， 56-61)， 상품 속에 표 

현되는 노동의 이중적 성격이란 어떤 발화를 내포하고 있는가? 

인간존재의 기본적 조건을 구성하는 구체적 노동과정에서 언어는 그 자체로 표 

현된다. 즉 언어는 자연과 노동을 매개하는 하나의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기능한다. 

왜냐하면，이 과정에서 존재하는 것은 루소식의 자연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 

어의 정치화 내지 정치적 언어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추상적 노동이다.이 

노동과 관련하여 맑스는 자본에 의한 상품생산사회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독립적 

인 개별 상품생산자들 상호간에 소통을 통한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는가에 주목하 

고 있다(Rubin 1973). 즉 그는 개별적 상품생산자의 사적 · 구체적 노동이 사회적(추 

상적)노동으로 전환하는가의 문제에 논의를 집중하고 있다.자본을 통한 상품사회 

에서 독립적 상품생산자들의 구체적 노동은 이 노동이 사회적 총노동의 구성원임 

을 입증하기 위해 다른 구체적 노동과의 담화를 통해 사회적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체적 노동은 이것이 생산한 생산물의 의사소통문법인 구매와 판매라는 발화행 

위를 지시하는 교환과정을 통해 차별성을 상실하는 한에서 사회적 노동으로 전환 

하게 된다.다시 말해 인간존재의 기본적 조건이라는 노동의 성격을 벗어나 경제적 

이성이라는 문법을 의미하는 교환과정 내에서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개 

별적인 구체적 노동들은 “동등한 가치대상성”을 지닌 추상적 노동으로 그 자신을 

표현한다(KI， 87) 덧붙이자면，추상적 노동은 ‘부정적’ 규정성，즉 구체적 노동 속에 

포함되어 있는 질적인 차이의 추상과 ‘긍정적’ 규정성，즉 노동 생산물 속에서 그 

리고 노동 생산물들의 교환을 통한 모든 노동형태들의 동등성이라는 두 가지 문법 

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노동생산물의 교환이라는 사회적 소통행위가 존재하지 않 

는다면， 구체적 노동들은 사회적 노동의 성격을지닐 수 없다는 말이다.이는 곧 구 

체적 노동의 소외적 형태 ， “인간의 자기소외의 경제적” 발화(HF， 44)15)가 바로 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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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노동이라는 점을 지시한다. 달리 표현하면， 자본주의에서의 의사소통은 소외된 

노동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소외된 인간들의 의사소통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맑스는 『임금，가격， 이윤』에서 추상적 노동이 지니는 특성에 관해 이렇게 진술하고 

있다. “모든 상품들의 공통된 사회적 실체는 무엇인가?그것은 노동이다. … 동시에 

나는 단순히 노동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 라 사회적 노동을 말하고 있다"(LPP， 453-

4).16) 

만약 개별적인 사적 · 구체적 노동이 사회적 의사소통의 언어로서 작용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사회적 형태를 취해야 하며，이러한 사회적 형태의 담지 속에서 비 

로소 사회적 문법으로 기능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맑스가 사용하고 있는 추상적 노 

동이라는 언어는 자연에 대한 목적 합리적 활동으로서 인간들의 욕구들을 충족시 

키는 사용가치를 창조하는 노동에 반대되는 범주로서의 그 특수한 사회형태(혹은 

사회적 언어)를 담고 있다. 이 특수한 형태란 다름 아닌 개별적인 구체적 노동이 

지니는 개별성 혹은 특수성의 문법을 삭제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동질성 내지는 획 

일성의 영역을 지시하며 ， 관념의 세계 속에서 단지 표현되는 “정신적 일반화” 

(Colletti 1972)나 관념적 언어가 아니다.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 문법에서 ‘사용가 

치로서의 사용가치. 는 그 연구대상이 될 수 없는데 ， 그 이유는 자본주의사회의 문 

법은 ‘자유’ , ‘경쟁’ , ‘소유’ 그리고 ‘시장’ 을 통한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 이 라는 

언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교환가치로서의 가치생산에 그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이 

다. 결론적으로 말해 맑스에 있어 추상적 노동이라는 문법은 개별성을 부정 및 해 

체시킴으로서 그 자신을 표현하는 자본지배적 논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획일성의 

정치를 상징화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자본주의 생산과정과 잉여가치의 생산: 노동의 정치화와 경제적 합리성의 정치 

맑스가 사용하고 있는 문법 및 어휘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고 있으며， 그 

런 까닭에 일정한 언어의 정치화 내지는 정치적 언어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즉 

15) K. Marx and F. Engels, Die heilige Familie, MEW 2, 44. HF로 표기 함. 

16) K. Marx, M와X， “Lohn, Preis und Profit" , Ausgewahlte Schriften 1. 431 -487, 453-454. LPP로 표 

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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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코식의 표현을 빌면， 상황을 정의하는 화자인 ‘자본’ 이 이 상황에 의해 통제당하 

는 청 자인 ‘노동’ 을 통제 한다(Foucault 1977). 이 러 한 점 은 맑스의 ‘존재의 사회 적 

구속성’ 이라는 명제에서 표현되고 있다. 

맑스의 『자본.1 1권은 자본의 생성문법，즉 “자본의 생산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그는 5장에서 9장까지 ‘절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에 관해 ， 10장에서 13장까지 ‘상대 

적 잉여가치’ 의 메카니즘에 관해， 그리고 14장에서 16장까지 절대적 · 상대적 잉여 

가치의 생산에 관해 자세하게 논의하고 있다.이 절에서는 잉여가치의 문법은 어떠 

한 소통행위를 담고 있는가?또는 잉여노동을 통해 발생하는 자본주의 이윤의 본 

질을 형성하는 ‘잉여가치’는 어떠한 사회적 의미를 정초하고 있는가에 관해 고찰 

하려 한다. 자본주의 질서가 자본의 증식을 이루지 못한다면， 자본주의는 분명히 

유지 및 확대될 수 없다.그런 까닭에 이 질서의 유지 및 확대가 어떠한 성격을 지 

닌 메카니즘에 의해 이루어지는가?에 관한 물음은 분명히 의미 있는 물음일 것이 

다.왜냐하면，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사회구성원들의 발화를 

통한 의사소통 및 발화에서 사용되는 어휘가 아주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맑스의 언술행위는 원래 자연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생산한다’ 는 행위로써 시작된다. 이 점은 맑스가 자본주의의 의사소통 메카니즘 

의 일환으로 잉여가치에 관해 말할 경우에도 변함없이 적용된다.이러한 점에서 그 

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생산의 정치’ 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생 

산한다’ 는 소통행위는 자본주의 질서에서 중심적인 지축을 담당하고 있다. 맑스는 

『자본J l권의 3부(Abschnitt)(5-9장)의 첫 번째 장인 5장에서 ‘노동과정’ 이라는 소통 

행위와 ‘생산과정’ 이라는 소통행위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잉여가치의 

생산이라는 관점에서 ‘노동과정’ 은 어떠한 문법 및 언어적 행위를 담고 있으며， 반 

면에 ‘생산과정’ 이 내포하고 있는 언어는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가? 

먼저 ‘노동과정 ’ 이라는 문법과 관련하여 맑스가 내리고 있는 ‘노동’ 의 성격에 

관해 알아보자.그에 따르면， “노동과정은 일차적으로 그 어떤 특정한 사회형태와 

는 독립하여 고찰 .. (Kl, 192)할 수 있다고 역설한다. “노동은 .. 인간과 자연 사이의 

하나의 과정이며，이 과정 속에서 인간은 그 자신의 행위를 통해 자연과의 물질대 

사를 중재하고，조정 및 통제한다 .. (KI, 192). 이렇듯 맑스에 있어 노동은 자연과 인 

간 사이에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언어적 행위이며， 이 행위를 통해 자연과 인간 

사이에 교감이 이루어진다. 동시에 노동과정의 단순한 계기들은 목적 합리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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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노동 그 자체인 것이다(Kl， 193). 노동과정은 인간의 욕구들을 충족하기 위한 

삶의 기본조건을 형성하며，그 자체로서 특정한 사회적 문법을 담지하는 것은 아니 

다. 반면에 잉여가치의 생산은 또 다른 작동방식 및 의사소통체계를 필요로 한다. 

인간과 자연 사이의 발화행위인 노동은 그 자체로 창조적인 행위였지만 노동력 

의 상품화 현상으로 인해 특정한 사회적 형태 속에서 특정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이라는 문법과 더불어 인간과 자연 사이의 발화행위인 노동 

은 이 노통이 생산과정에 투하하여 잉여노동을 통해 잉여가치를 생산할 때， 비로소 

담론의 한 장을 구성하게 된다.여기서 등장하는 문법이 곧 자본17)의 증식，즉 ‘가 

치 증식과정’ (Kl， 200-213)이며， 이 문법 은 이 른바 ”사회적 필요노동시 간” 의 단축이 

라는 ‘경제적 이성’ 에 입각한 소통체계를 도구로 취한다.왜냐하면，자연에 대한 인 

간의 소통기제인 노동이 단지 사용가치를 위한 생산에 한정될 경우， ‘사회적 필요 

노동시간’ 이라는 개념은 의미를 지니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필요노동시간’ 

이라는 소통기제는 우선은 노동자에 대한 적대적 소통을 의미하며，동시에 자본 사 

이의 경쟁을 지시한다. ‘사회적 필요노동시간’ 의 단축은 곧 잉여노동의 증대와 다 

른 한편으로는 자본가 사이의 경쟁에서의 승리를 의미한다. 하지만 ‘사회적 필요 

노동시간’ 이라는 문법은 또 다른 보편적 언어를 요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화 

폐’ 인 것이다. 자본주의체제 내에서의 발화행위의 종결점은 ‘화폐’ 인데 ， ‘화폐’ 는 

“상품가치들의 서로 다른 양” 이 “사회적 노동의 구현체로서 존재하는 하나의 형태 

로 표현되는 것”을 뜻한다. 인간의 노동은 이 소통적 명령자에게 복종해야 하며，이 

지시를 거부할 경우，사회적 변동이라는 또 다른 발화적 행위가 도입하게 된다.결 

국 잉여가치의 생산과정은 사용가치와 가치의 적대적 발화를 경제적 이성이라는 

발화행위 속에 함몰시킴으로써 모순의 정치를 자연적이고 조화로운 이성에 근거 

한 정치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언술행위로 간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7) 밝스의 논술구조에 있어 ‘자본’ 은 자본과 노동을 포함하는 어휘이다. 덧붙이자면，자본 

은 ’죽은 노동’ (tote Arbeit, vergangne Arbeit)이 며 , 노동은 ‘산 노동’ (Iebendige Arbeit)이 다. 

그런 까닭에 자본은 이 두 가지 노동의 복합체인 것이다. 맑스에 있어 자본지배적 사회 

구성이라는 용법은 ‘죽은 노동’ 이 ‘산 노동’ 을 지배함을 지시하고 있다. 이 말의 의미 

는 창조적 행위인 노동이 인간행위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상황은 곧 인간이 억압구조 

속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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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맺옵말 

이 글에서는 맑스에 있어서의 언어 및 언어적 행위(발화)가 지니고 있는 계급성， 

이데올로기 나아가 정치담론의 성격에 관해 논의해 보았다. 

맑스 및 맑스주의에 있어 언어는 그 자체로서 존재하기보다는 특정한 사회적 맥 

락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맑스는 언어를 의식과의 통합의 관점에서 

인간의식， 혹은 인간의 내면세계의 발화행위라는 관점에서 파악했고， 그런 까닭에 

역사에 대한 유물주의적 해석 혹은 개념 속에서 언어를 파악했던 것이다. 하지만 

맑스는 언어의 대해 체계적인 연구를 행하지는 않았다.만약 우리가 맑스의 역사적 

유물주의를 경제결정론적 시각해서 해석할 경우，언어에 대해 그 어떤 의미도 부여 

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시각 속에서는 이른바 상부구조의 자율성 내지는 

자율적 의지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그람시는 역사적 유물주의석 해석에 관한 

환원주의적 시각에 관해 반대하면서 맑스에 있어 상부구조가 지니는 의미를 재해 

석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역사적 블록 , 헤게모니 등의 용법을 사용하면서 자본 

주의체제의 소통질서가 어떠한 방식으로 유지되는가에 관해 정초하였다.그랍시의 

논술구조에 있어 언어가 지니는 자율성은 고전적 내지는 정통 맑스주의와 비교해 

볼 때，그 폭과 깊이를 한층 더 가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그는 이데올로기 

를 단지 하나의 .허위의식’으로 간주하는 시각과 절연하고，나아가 이데올로기를 

“인간이 운동하고 자신의 사회적 위상을 의식하며 투쟁하는 영역”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주체를 사회적 실천의 산물로서 규정하고 있다. 덧붙이자면 주체를 창조하 

고 주체의 행동을 일으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이데올로기라는 점이다. 이 

데올로기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계급 및 헤게모니 담론으로 연결된다.그리하여 그 

람시에 있어 헤게모니의 창출은 곧 “민중종교”라는 소통체계로 접합된다. 

마지막으로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 문법과 관련하여 이 비판적 언술 속에서 

등장하는 언어가 지니는 언어의 정치적 성격에 관해 살펴보았다. 맑스에 따르면 자 

본주의체제는 계급의 정치， 모순의 정치， 해체의 정치를 통해 언어의 탈정치화를 

시도하면서 그 자신을 유지하고 확대한다는 것이다. 

결론내리자면，모든 인간의 행위는 발화라는 행위를 통해 표출된다. 하지만 밝스 

에 있어 이 발화는 단지 언어적 표현 및 행위가 아닌 것이다. 언어적 행위는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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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적 맥락을 지니며，개인적인 실재가 아니라 사회적 상호관계의 구체적인 형 

태로부터 발생한다. 즉 언어활동 및 발화는 이데올로기적 내용 및 가치를 반영한다 

는 점이다.그렇다고 해서 이 점이 언어가 지배계급의 이해관계를 위해 일방적으로 

봉사함을 지시하는 것은 아니다. 권력의 정당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발화가 사용되 

는 경우는 특정한 사회적 관계의 맥락과의 관계 속에서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언어 

는 하나의 사회적 관행으로서 다른 사회적 관행과 마찬가지로 인간들의 사유， 소 

통，자기표현의 양식을 축적해 주는 역할을 제공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언어 

를 상부구조의 한 구성요소라고 할 경우에도 이러한 사회적 맥락과의 관계，사회적 

상호작용의 의미에서 그렇다는 점이다. 

참고문헌 

권유철 편 1984. w그람시의 마르크스주의와 헤게모니론 -역사 · 변증법 -헤게모니J . 서 

울:한울. 

이병혁 편. 1986. Ii"언어사회학 서설: 이데올로기와 언어 .1 .서울;까치. 

이성준 1999. r훔볼트의 언어철학.1 .서울:고려대학교 출판부. 

Althusser, Louis. 1971. Lenin ant1. Philosophy ant1. Other Essays. 1ρndon: New Left Books. 

Bemstein, Basil. 1974. “Class, Codes and Conσ'01." 때eoretical Studies towards a Sociology of 

Language. London: R.K.P., 이병혁 편저 1986. r언어사회학 서설: 이데올로기와 언어』 

서 울: 까치 , 214-236. 

Bichler, S. & Niαan， J. 2004. Capital As Power. 홍기 빈 역 . 2αμ i'권 력 자본론.1 . 서 울: 삼인. 

Colletti, L. 1972. From ROlμseau to Lenin. London. 

Gramsci, Antonio. 1971. Selections from the Prison Notebooks. London: Lawrence & Wishart. 

Bakhtin, M and V.N. Volosinov. Marxism ant1. The philosophy ofμ:nguage. 송기 한 역 . 1988. w마 

르크스주의와 언어철학.1 . 서울: 한겨 레 . 

Edelman, Murray. 1964. The Symbolic uses of Politics. Urbana, Chlcago , and 1ρndon: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유영옥 역 .1994. Ii"정책결정의 상정성J . 서울: 홍익제 . 

___ ' 1988. Constructing the Political Spectacle. Chlcago and London: Chlcago 때dlρndon: 

Chlcago University Press. 이 성 헌 역 . 1996. Ii"상징 의 정 치 시 대 .1 . 서 울: 고려 원. 



밝스에 있어서의 언어와 정치 317 

Fishmann. 1971. Advances in the Sociology of LangU1lge. vol. 1 꺼1e Hague: Mouton. 

Foucault, M. Discipline and Punish: The Birth of the Prison. New Y ork: Pantheon. 

Habermas, J. 1978. Knowledge and Human lnterests. London: Heinemann Eduacations. 

M없x， K. and F. Engels. 1844. Die heilige Familie. MEW 2. Berlin: Dietz. 

__ . 1846. Deutsche ldeologie. MEW 3. Berlin: Dietz 

1848. Manifest der Kommunistischen Partei. MEW4. Berlin: Dietz. 

Marx., K. Zur Kritik der Politischen Okonomie. MEW 13. Berlin: Dietz 

M따x， K. Grundrisse der Kritik der Politischen Okonomie. MEW 42. Berlin: Dietz 

---- “Randglossen zu Adolf Wagners ‘Lehrbuch der Politischen Ökonomie.’ .. MEW 19. 

Berlin: Dietz 

.1849. ‘Iρhnarbeit und Kapital. ’ MEW6. Ber피1: Dieα 

__ . 1865. '1ρhn， Preis und Profit:. Ausgewählte Schriften 1. 431-487. Berlin: Dietz 

_ _ ' Das Kapital, 1. MEW 23. Berlin: Dietz . 

. D따 Kapital lI. MEW 24. Berlin: Dietz. 

__ ' Das Kapital ill. MEW 25. Berlin: Dietz . 

. Theorien über den Mehrwert. MEW 26.1. Berlin: Dietz . 

. Theorien über den Mehrwert. MEW 26.2. Berlin: Dietz . 

. Theorien über den Mehrwert. MEW 26.3. Berlin: Dieα. 

Mead, G.H. 1934.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M비band， R. 1969. The State in Capitalist Socieη. ondon: Weidenfeld and Nicolson. 

Rubin, 1.1. 1973. Studien zur Marxschen Werttheorie. Fran없ut/M: Europäische Verlaganstalt 

Savan, S. and Ahmet E. Tonak. 1999. "Productive and Unproductive Labour: An Attempt at 

Clarification 때d Classification."' Capital & Class 68(Summer), 113- 152. 

Vygotsky, Lev. 1962. Thought and LangU1lge. Cambridge:Mit Press. 



318 한국정치연구 제 17집 제 1호 (2008) 

IfRfTRIf('T 1. 

Language and Politics in Karl Marx: 
From the Perspective of Ideology, Class and Politica1 Discourse 

Hyeon-soo Joe I Kookmin university 

Language does not just have its raison d’etre simply as an instrument to describe only the 

O비ective reality. 뼈nguage contains a specific social implication as it is a social means of 

communication beyond individual peculiarities. The metaphor and equivocality of language 

can help men regul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 and the others. In other words, the context 

of language is socially structured and constructed. So one can best peπeive the meaning of a 

language only when it is understood in consideration of the context. 

This paper will examine the interaction between language and p이itics as well as the 

political character of language. 까le sco야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in the eyes of Marx 

and Marxis잉， 1뻐gua양 involves a certain ideological character. Second, language is not just a 

means of communication, but is 외so 때 instrument used to seize hegemony. In this sense, 

language may represent the interests of a certain c1ass. 까1ird， the 피19uiStiC concepts used by 

Marx are condÌtioned by social relations, and, as a result, involve a concrete political discourse. 

Keywords: Language, Social relation , Consciousness , Class , Ideology , Politics , 

Legitimacy, Political discour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