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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기존 교육학 분야에서는 정치·경제·사회의 발전에 종속된 교육

논의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왔다. 이것은 주로 근대 민족국가 및

그 발전에 종속된 개인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도 나타났다. 한편, 주

로 문학비평가로서 알려져 온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 Kojin

Karatani. 1941～)은 스스로 문학 분야를 탈피하여 교환양식론이라

고 명명될 수 있는 독자적인 사상체계를 제시함으로써 제반 사회

과학 및 관련 실천 분야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그 중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서 교육학에서는 상대적으로 가라타니에 대한 관심이 부

족하였다. 연구자는 가라타니의 사상체계가 앞선 문제들에 대한

하나의 고유한 이론적 답변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

아래, 기존 교육학 및 관련 분야에서 이뤄진 가라타니 관련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가라타니의 사상체계에서 살펴볼 수 있는 정치·경제·사회의 발전

양상은 어떠한가? 둘째, 가라타니의 사상체계에서 살펴볼 수 있는

주체의 의미는 무엇인가? 셋째, ‘첫째’와 ‘둘째’가 갖는 교육론적 의

미와 의의는 무엇인가? 이에 따라 연구자는 주로 가라타니의 원전

번역 텍스트들에 대한 해석적 문헌연구를 통해 밝힌 답을 제시하

였다.

가라타니에게서 살펴볼 수 있는 발전론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발전과 관련하여 기존에 정치·경제·사회로 나누어 고찰된 것

들에 대해 가라타니는 각각 ‘약탈과 재분배(B)’, ‘상품교환(C)’, ‘증

여와 답례(A)’라고 하는 넓은 의미의 질적인 경제적 교환양식들로

의 전환적인 관점을 제시하였다. 둘째, 그의 교환양식들은 각각 별

개가 아닌 하나의 통합적 체제로서 제시되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

로서 그 근대의 양상으로 제시된 것이 ‘자본=네이션=스테이트’라는

체제다. 셋째, 그가 제시하고 있는 칸트의 통정적·규제적 이념 및

초월론적(선험적) 가상의 관점에서, 그의 교환양식적 세계체제는

일종의 특수한 발전의 계열을 이루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것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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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으로 칸트의 세계공화국을 그 이념적 지향점으로 하는 발전의

단계들을 갖는다.

다음으로 가라타니에게 있어서 주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라타니에게 있어서 주체는 어디까지나 특수한 개인

이다. 이 개인은 교환양식A와 B의 유닛들인 공동체, 국가, 네이션

등에 종속된 개인도, 그것들로부터 자본주의(교환양식C)적으로 해

방되어 상대적인 자유를 획득한 개인도 아닌, 집단적 권위로부터

자유로우면서도 평등한 결사를 이루기도 하는 교환양식D의 맥락

의 개인이다. 가라타니는 교환양식D의 역사적 사례로서 자연철학

및 이소노미아와 이 맥락에 놓여있는 자립화된 개인으로서의 소크

라테스 및 그의 교육활동과 그 주체적 의미를 예시하고 있다. 둘

째, 이 개인이 갖고 있는 ‘자유’의 의미는, 칸트에 따라 명령과 책

임(responsibility), 타자에 대한 응답(response) 등으로 제시된다.

여기서 가라타니는 이 자유를 억압하는 자연적 현실의 지양의 과

제를 자유의 의미에 포함시킨다. 그럼으로써 앞선 연구문제의 발

전의 과제가 이 주체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가라타니는 기존에 이 개인을―국가를 공적인 것으로 보는

것에 대비하여―사적인 것으로 보는 관점을, 마찬가지로 칸트를

통해 뒤집고 있다. 즉, 개별 국가를 사적인 것으로, 그것에 일방적

으로 종속되지 않고 보편적 지평에 놓인 개인을 공적인 것으로

‘관점전환’한다. 따라서 이 개인주체는 ‘코즈모-폴리턴

(cosmo-politan)’의 맥락에 놓여있는 공적인 존재로서 분석되었다.

앞서 분석한 발전과 주체의 특징들이 갖고 있는 교육론적 의의

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라타니의 전기 사상과 관련하여 교환양식

D는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으로서 성립한다. 전기 사상에서 교육은

그 공동체(국가)적 기준을 달리하는 ‘타자’와 관계를 맺거나 공동

체들 사이에 놓여있는 개인주체의 관계방식이자 그러한 ‘시점’으로

서 제시되었다. 이 교육은 이후 교환양식D의 개념으로 발전해 간

다. 그 단적인 양상이 소크라테스 사례 분석의 구체화과정이다. 이

‘첫째’의 논의가 이후 논의들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둘째, 가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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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의 발전론은 교육과 발전의 변증법적 관계양상이라고 하는 교육

발전론의 한 사상적 관점으로 분석된다. 가라타니에게 있어서 발

전은 교환양식D가 우위가 되는 세계공화국을 이념적으로 지향하

고, 교환양식D는 매 시대 변혁적 발전에 기능하기 때문이다. 가라

타니는 근대세계체제의 지양 방법으로서 ‘순수증여’를 통한 UN시

스템의 개혁론을 제시하기도 한다. UNESCO를 포함시킬 수 있는

UN시스템의 ‘제3섹터’가 갖는 그 순수증여의 속성으로 인해, 가라

타니의 사상은 일종의 교육적 개혁론이자 UNESCO의 한 교육론

으로서 제시될 수도 있다. 셋째, 가라타니의 사상에 있어서 발전의

이념적 목적인 ‘세계공화국’은 교육이 그 중심원리가 되고, 그와 같

은 교육이 세계공화국 실현의 방법이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세계

시민교육론’으로도 고찰 가능하다. 이때의 세계시민교육은 ‘프로젝

트로서의 제3세계’의 맥락에 놓여있기도 하다. 세계시민은 세계공

화국의 개인에 대한 이념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다. 여기서 교육

의 주체이자 목적이기도 한 세계시민은 자본=네이션=스테이트를

동시에 지양하는 맥락에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와 같은

세계시민의 ‘덕’은 공(public)과 사(private)의 구별을 넘어선 공통

적인 것(the common)이기도 하다. 아울러 UN과 UNESCO 등이

갖고 있는 이 교육론의 제도적 의미 또한 논의하였다.

이렇듯 가라타니에게 있어서 발전은 교육과 변증법적 관계를 가

지며, 교육은 주체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다. 가라타니에게 있

어서 주체의 자유에는 발전의 책임이 포함되고, 주체가 놓여있는

세계시민적 지평은 발전의 이념적 목적이 된다. 따라서 여기서의

교육발전은 세계시민교육과 연결된다. 이와 같은 인식들은, 주지하

듯, 교육과 교환양식D의 관련성에 대한, 가라타니의 전·후기 사상

을 함께 고찰했을 때 가능해지는 일이기도 하다.

주요어 : 가라타니 고진, 교환양식, 교육과 발전, UN시스템, 개인주

체, 세계시민교육

학 번 : 2012-2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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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UNESCO의 평생교육 관련 초기 네 보고서에 대해 윤여각(2015)은 다

음과 같은 사실과 통찰들을 제시하고 있다.1) 첫째, 교육은 하나의 독자

적인 영역이라고 하기보다는, 정치·경제·사회 등과 맞물려있는, 그것들에

대한 통합적인 관점과 대안적인 전망이 요구되는 것이다.2) 둘째, 교육은

바로 이와 같은 통합적 ‘지양’에 대한 ‘지향’을 갖고 있는 ‘이념’이다. 셋

째, 평생교육은 어떠한 별도의 교육이라고 하기보다는, 교육 그 자체에

대한 논의다.3)(윤여각, 2015: 31, 49) 이와 같이 교육을 목적으로 정치·경

1) “여기서 네 보고서가 유네스코라는 국제기구의 맥락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점

을 다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유네스코는 시대적 도전과제에 정치, 경제, 사

회, 문화, 학문 등이 맞물려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것들이 개입되어야 그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랑그랑도 지적하고 있듯이

(Lengrand, 1970: 28-32), 이것들은 각자 고유한 힘을 발휘하면서 시대적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데 저항하면서 장애가 되기도 한다. 이 저항은 기득권 유지를

포함한 당사자들의 이해(利害)와 관련이 있다. 교육도 여기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근대 이후 제도화된 학교교육이 결정적 걸림돌이 되기도 하였

다. … 시대적 도전과제는 정치를 통해 제도를 바꾸거나 경제적으로 투자를 하

거나 사회적 관계와 문화적 관행을 바꾸거나 학문의 새로운 발견을 반영하거나

교육방법을 바꾸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시대적 도

전과제는 성격상 거의 모든 부문이 맞물려 있어서 중층적이며, 따라서 그 과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시각과 접근이 필요하다. … 여기서

교육은 그러한 이념적 지향을 갖는 교육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이념에 해당하

는 것을 네 보고서에서는 ‘평생교육’으로 제시하고 있다. … 유네스코는 평생교

육을 하나의 이념으로서 강조하고 있다.”(윤여각, 2015: 44. 강조는 인용자)
2) 이것은 특히 교육학을, 교육이 정치·경제·사회 등과 사회구성체(social

formation)적으로 맞물려 있는 사회과학의 관점으로 고찰하는 것이기도 하다.
3) 평생교육에 관한 한 본 연구는 바로 이 관점에 입각하여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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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회 등의 개선을 논의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교육발전론’의 문제의

식과 내용에도 부합한다.

“1990년에 들어서는 시점에 정범모는 자신의 이전 발전론을 비판하고 성

찰하고 있다. ‘탈발전론’이라고까지 명명되는 그의 이론적 변화는 오천석

과 달리 국가발전에 교육의 수단적 기능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교육학

연구영역으로서 교육발전연구의 새로운 관점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Yoo & Lee, 2014; 유성상․유은지․박인영, 2016: 25에서 재인용)

“‘2000년을 향한 국가 장기발전 구상 중 교육부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에서 역자들은 교육과 국가 발전의 관계모형을 설정하는 일에 상당히 고

심을 한 바 있다. 이 계획에서 역자들은 국가 발전의 주요 부문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타부문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교육의 수단적 가치보

다는 개인의 자아실현과 인격 완성이라는 교육의 내재적 가치의 실현을

강조하면서 교육 자체도 국가 발전의 한 부문이며 목표이기 때문에 타부

문들과 상보적(相補的)인 관계를 견지해야 한다는 모형을 제시한 바 있

다.” (Fägerlind & Saha, 1989/1990: 3. 「옮긴이의 말」 中)

즉, ‘정치·경제·사회 등을 위한 교육’의 수단과 목적의 관계를 전도시

키고자 하는 교육발전론의 문제의식4)은, 앞서 교육을 이념적 지향점으로

하여 정치·경제·사회 등을 지양하고자 하는 ‘평생교육’의 문제의식과도

맞닿아 있는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교육발전론적 문제의식은 위 Fägerlind & Saha5)의

역자들의 언급과 같이 기존의 발전교육론적 담론에서 ‘개인’을 국가 등에

종속시키는 ‘주체’에 관한 문제의식과도 관련된다.6) 그런데 지금 시대는

4)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편의상, ‘발전교육론’에 대비되는 ‘교육

발전론’이라는 구도로서 표현하고자 한다.
5) 본 연구에서 외국인명표기 방식은 한국어로 표기한다. 한국어 표기방식이 불

명료하거나 상대적으로 생소한 학자나 사상가의 경우, 혹은 특별한 경우에만,

원어나 영문명으로 표기하거나 괄호 또는 각주로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관련하여 김덕영(2014)은 학문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제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

있어서도, 국가와 양적인 경제발전으로 환원된 개인과 교육 등의 문제를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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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 이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자본주의에 종속되는 발전론적 논의

에 대한 문제의식도 필요하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이 국가와 자본 등에

종속되지 않는 ‘보편적 개인’에 대한 문제의식이, ‘세계시민교육’의 문제

의식으로서 제시되기도 한다.

“국제사회의 인권적 개발을 목표로 하든, 신자유주의적 금융자본주의를

해체하기 위한 공동체주의적 대항 담론과 비판적 시민성을 목표로 하든,

세계시민교육은 교육이 국민국가와 국경을 넘어선 개인적 수준의 권리와

의무를 천부적 인권에 토대한 교육 활동으로 전개되어 왔다.” (유성상,

2015a: 183)

이렇게 정치·경제·사회 등의 사회과학적 발전 문제와 주체의 문제는

교육과 관련하여, 그 우선순위와 주체의 단위에 관한 문제와 관련하여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지금까지의 문제제기와 같이, 첫째, 교육에 있어서 정치·경제·사회 등

의 발전을 통합적으로 고찰하고, 교육과 개인을 그것들에 일방적으로 종

속시키지 않는 하나의 체계적인 사상적 관점을 제시해줄 수 있는 학자로

“글로벌하게 일본을 대표하는 지식인”(김정운, 2014: 8) 가라타니 고진

(柄谷行人, Kojin Karatani. 1941~)을 언급할 수 있다. 그는 칸트와 맑스7)

의 노선에서 헤겔의 국가주의 등의 체제에 대한 비판을 철저히 하고 있

다. 그는 근대의 자본과 국가의 세계체제에 대한 통합적 비판으로 잘 알

려진 월러스틴(Wallerstein, I.)의 세계체제론적 노선 또한 계승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월러스틴이 결여하고 있는 ‘네이션’에 대한 문제의식을

또한 보완하고 있다.8) 그렇게 하여 그는 『세계사의 구조』로 대표되는

근대’라는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7) 이 두 사상가의 부제가 붙은 그의 저서로 『트랜스크리틱』을 언급할 수 있다.
8) 그것은, 첫째, 근대 네이션-스테이트의 형성에 관한 ‘상상의 공동체’ 담론을

제출한 앤더슨(Anderson, B.)과, 둘째, 고대의 부족공동체 등 또한 세계체제의

관점에서 해석하여 고대의 ‘미니세계시스템’에 관한 논의로써 월러스틴을 비판

적으로 보완하고 있는 체이스-던(Chase-Dunn, C.)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

네이션의 문제는 바로 앞선 인용에서의 ‘공동체주의’ 등과도 관련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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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사상체계에서 세계사를 일관된 세계체제의 관점에서 고찰할 수 있

게 만들었다. 여기에 가라타니가 제시하는 칸트의 목적론적 역사관에서

살펴보면, 가라타니의 이와 같은 사상체계는 근대의 국가·자본·네이션 등

으로 대표되는 정치·경제·사회의 체제를 고대로부터 일관된 ‘발전’의 관

점에서 고찰할 수 있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교육과 발전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우선 이 ‘발전’의 측면에서 가라타니의 사상체계를 면밀히 고찰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면서도 가라타니는 그의 교육과 주체에 관한 전기의 『탐구』 연

작의 논의에서부터 앞서 언급한 『세계사의 구조』에서의 그의 세계체제

비판에 대한 일종의 대안적인 역사적 사례로서 고찰된 『철학의 기원』

에 이르기까지, 어디까지나 개인주의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앞선 거시

적인 담론과 일견 모순되어 보이는 그의 이와 같은 입장이 그의 세계체

제비판에 대한 일종의 대안과 교육론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만큼

그가 말하는 주체에 관한 논의 또한 앞서 발전의 측면에서 고찰할 그의

사상체계와도 관련하여 교육론적으로 고찰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가라타니는 사실 그의 본격적인 사회과학적 전향 이전에 문학비평가

로서 세간에 알려진 사상가이기도 하다. 그는 “최근 20년간 한국문학연

구자들이 가장 많이 인용한 외국학자”였다(황호덕, 2012; 가라타니 고진,

2010/2012: 475. 「옮긴이 후기」에서 재인용).9) 하지만 그의 네이션 비

9)

[표 1-1] 문학 분야 가라타니 인용 현황 예시

한국에서의 그에 대한 관심은 그의 한국에 대한 관심에 상응하기도 한다. 그는

세계체제론적으로 오리엔탈리즘을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여느 일본 사상

가들이나 서구사상가들과는 달리 일본과 역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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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과 동시에 이루어진 ‘근대문학의 종언’ 테제와 사회과학으로의 본격적

인 전향은 그에 대한 문학연구자들의 외면을 불러일으켰다고 한다. 반면

에 그것들은 여타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학자들과 또한 실천가들에게 그

에 대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켜 왔다는 것이다.10) 하지만 아직 교육학 분

야에서 그에 대한 관심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과학으로서의 교육학의 관점에서 그의 사상체

계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어느 특정한 기존

교육학의 이론에서 그의 사상체계를 외재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다만, 첫째, 기존 교육학 및 유관 분야에서 이뤄진 가라

타니 관련 선행연구의 한계와, 둘째, ‘체계화’ 이전의 그의 전기사상의 교

육론적 논의, 셋째, 앞서 문제 제기된―평생교육과도 관련된―교육발전과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중요한 접점이자 문제가 되고 있

는 ‘발전과 주체’의 측면에 국한하여 가라타니의 사상체계를 고찰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절 연구문제

이에 따른 본 연구의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1. 가라타니 고진의 사상체계에서 고유하게 살펴볼 수 있는 발전의 양

상은 어떠한가?

국에도 큰 관심을 가져왔다. 이것은 일본을 곧바로 중국과의 관계에서 고찰하는

것과도 다른 태도였다. 이는 근대 서구의 기원을 고대 그리스가 아닌 중동, 이

집트, 이슬람으로부터 근본적으로 고찰하는 태도와도 상응한다.
10) 이는 칸트의 ‘비판론’을 일면 계승하고 있는 그의 ‘비평론’이, 월러스틴의 통

합과학적 입장과 같이, 비단 문학을 대상으로만 하지 않고 철학과 사회과학 등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입장과도 관련된다(가라타니 고진, 1997a/2002;

1997b/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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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문제에서는 발전의 양상에 초점을 맞추어 가라타니의 사상체

계의 특징들을 탐색한다. 여기서의 ‘발전’은 교육과 발전에 관한 주제에

있어 앞 절의 윤여각(2015)과 특히 Fägerlind & Saha(1989/1990)의 역자

들이 말한 것과 같은 ‘정치·경제·사회의 발전’에 해당한다. 교육이 목적이

되는 방식으로 발전과의 관계방식을 구상하기 위해서도 발전 자체의 고

유한 양상에 대한 고찰이 한 조건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조건에 대한 탐색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에 대한 고유한 관점을 제시

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된 가라타니의 사상체계를 고찰한다. 그 발전의

양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그 조건이 되는 특징들이 이 문제에서 함께 탐

색될 것이다.

2. 가라타니 고진의 사상체계에서 주체의 의미들은 무엇인가?

마찬가지로 발전의 문제는 교육뿐 아니라 주체와의 관계양상에도 적

용된다. 가라타니는 그의 발전론적 논의의 대안적인 역사적 사례로서

『철학의 기원』을 제시하였다. 이 후기의 대안적인 논의와 사례를 통해

가라타니의 사상체계에서 주체가 갖는 의미들을 살펴볼 수 있다. 다만

마찬가지로 앞 절의 Fägerlind & Saha(1989/1990)의 역자들의 서술방식

처럼, 주체의 문제는 발전보다도 교육과 보다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다.

본 연구문제에서는 가라타니에게 있어서 주체가 가지는 의미들을 관련된

몇 가지 하위주제들로 나누어 고찰해보고자 한다.

3. 발전과 주체의 측면에서 살펴본 가라타니 사상체계의 교육론적 의

의는 무엇인가?

본 연구문제에서는 앞선 연구문제들을 교육론적으로 고찰하기 위한

조건 및 그에 따른 의의를 살펴본다. 그것은 우선 가라타니의 전기 사상

에 나타난 교육론적 측면을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교육론적’

측면 외에 이 전기의 사항을 본 연구문제에서 살펴보는 추가적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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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타니의 전기 사상이 그의 후기 사상‘체계’와 일단 구별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논의를 근거로 하여, 본 연구에서 서로 관련되는 발

전과 주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가정한 교육-발전론과 세계시민교

육론적 의의를, 앞선 연구문제들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마찬가지

로 이 두 교육론들 또한 가라타니의 사상과 관련하여, 서로 관련될 것으

로 가정한다.

제 3 절 연구방법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가라타니에 관한 1차 문헌들에 대한 분석을 통

한 문헌 연구로 이루어진다. 사실 ‘문헌 연구’라고 하는 것은, ‘질적 연

구’, ‘양적 연구’ 등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연구 자료

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이렇게 봤을 때 본 연구는

보다 정확히는 한 사상가의 사상과 그 체계를, 첫째, 교육과―또한 서로

―관련된 ‘발전과 주체’라는 측면에 국한하여 탐색하고, 둘째, 그의 사상

안팎에 걸쳐 있고 ‘첫째’의 주제와도 밀접한, 교육에 관한 논의를 시도하

는 것으로서의 ‘이론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질적’의 의미를 특정

자료의 성격이 아니라 그 자료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자료들로부터 구성

하는―또는 구성되는―의미의 차원, 즉 이론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

다면, 본 연구는 질적 연구로서의 문헌 연구라고도 볼 수 있다.11)

11) 조용환(2012)은 기본적으로 질적 연구를 양적 연구가 아닌 ‘문적 연구’와의

대비 속에서 고찰한다. 이에 따라 질적 연구와 문적 연구의 ‘해석학적 순환’ 또

는 상호작용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질빈빈’을 강조한다. 이를 쉽게 말하여―체

험적 연구를 포함한―경험 연구와 이론 연구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본 연구 또한 이와 같은 의미에서의 질적 연구로서의 문헌 연구라고 할 수 있

다. 이 과정에는 비단 문헌·텍스트라고 하는 경험 자료와 저자·연구자의 이론적

관점과 이해뿐만 아니라 연구자의 앞선 학문적이고 생애사적 과정이 모두 그

상호작용과 순환에 게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그 모든 요소들을 하나

의 연구로서의 본 연구에 모두 다 드러낼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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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문헌 연구는 특히나 기본적으로 ‘해석적인 작업’이다

(Schwandt, 2007: 266-267). 문헌 연구로서의 본 연구의 방법은 개별 자

료를 통한 지식의 ‘축적’ 및 ‘일반화’(ibid. 266)가 이루어지는 실증주의적

방법과 대치된다. 본 연구에는 모든 해석적인 문헌 연구와 같이 “특정

주제의 이해와 특정 관계의 설명을 위한” “분석과 종합”이라는 기본 요

소가 포함된다(ibid.).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다. Eisenhart(1998;

Schwandt, 2007: 267에서 재인용)에 따르면 해석적 문헌 연구에는 ‘담론

세계, 이해 방식, 의미 관점을 확장하고 풍성하게 하는 것’(Schwandt,

2007: 267)이 포함된다. 이에 따르면 본 연구는 가라타니의 사상체계를

통한, 기존의 발전과 주체와 관련된 교육 담론의 확장으로서, 정확히

Eisenhart가 말하는 해석적이고 대안적인 문헌 연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발전과 주체에 관련된 교육 담론으

로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가라타니의 사상체계와 관련하여 서로 관련될

것이라고 가정하는 교육발전-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

다.12) 여기에 가라타니의 사상 자체를 교육론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추가

된다.

본 연구에는 기본적으로 두 단계의 해석적 작업이 서로 순환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가라타니의 사상체계에 있어서 발전과

주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특징 그리고 그 양상을 해석하고 분석하는

과정이다. 둘째는 그것들을 가라타니 사상체계 안팎의 교육담론과 관련

하여 해석하는 과정이다. 이 두 과정은 선형적인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단적인 예를 들어 ‘첫째’에서 ‘발전과

주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한 특정한 관심은 이미 앞서서 ‘둘째’를 전제로

해석 및 선택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가라타니의 사상 ‘체계’를 고찰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의

사상이 ‘체계적으로’ 확립된 그의 ‘후기 사상’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가

12) 물론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기존 교육 담론과 가라타니의 사상체계의 ‘접점’

에 국한되어있다. 결론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이것은 본 연구의 한계와도 관련

된다.



- 9 -

라타니의 사상적 시기구분 관련, 가라타니에 대한 국내의 대표적인 2차

문헌인 박가분(2014)을 언급할 수 있다. 그는 『세계사의 구조』까지의

가라타니의 사상적 시기를 세 시기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중

기에 해당하는 『트랜스크리틱』을 중심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뉜다. 본

연구에서도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시기구분을 따르기로 한다.

이와 같은 시기 구분을 따라 가라타니의 사상‘체계’에 해당하는 ‘후기’

텍스트들의 구조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때의 가라타니

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세계사의 구조』를 들 수 있다. 이 텍스트에는

이후 보충적 성격의 텍스트들이 추가로 제시된다. 그것들이 『『세계사

의 구조』를 읽는다』, 『철학의 기원』, 『자연과 인간』등이다.13) 이

시기 그의 전체적인 사상체계를 조망하는 데 있어서는 국내의 인디고 연

구소(Ink)(2015)가 직접 가라타니를 인터뷰하여 변역·출간한 『가능성의

중심』 또한 유효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어디까지나 『세계사의 구

조』를 중심으로 한 가라타니의 주저들을 중심으로 그의 사상체계가 고

찰된다. 이 『세계사의 구조』는 중기의 『트랜스크리틱』의 초판 이후

약 10년에 걸쳐 쓰인 텍스트이다. 그에 따라 가라타니는 먼저 그 골자에

해당하는 내용을 추려 먼저 『세계공화국으로』를 출판한 바 있다. 따라

서 이 텍스트 또한 가라타니의 사상체계를 다루는 데 있어서 주요한 분

석 대상이 된다.

본 연구의 앞선 두 연구문제는 이 가라타니의 후기 사상체계가 중심

이 되어 분석·고찰된다. 그런데 특히 첫 번째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가라

타니의 후기 사상체계를 일종의 ‘발전’에 관한 하나의 관점으로서 고찰하

는 일 자체가 연구자의 해석에 근거한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가라타니

의 생각에도 반하여, 가라타니의 사상을 근거로 그의 사상을 연구자가

해석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연구문제의 주제에 해당하는 ‘주체’

에 관한 주요 분석텍스트는, 마찬가지로 그의 후기 사상체계에 해당하는

『철학의 기원』이다. 소크라테스에 대한, 가라타니 자신의 ‘해석적이고

13) 이 중 『철학의 기원』을 제외한 앞의 두 저서는 본래 일본어 원전으로 한

권인 저서가, 한국어 번역시 다소 수정되어 두 권으로 나뉘어 출판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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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체험적인 문헌 연구’로도 볼 수 있는14) 이 『철학의 기원』은, 앞

에서도 언급했듯이 『세계사의 구조』에서 제시된 대안적 세계체제 또는

‘자본·네이션·스테이트’ 등의 대안적 ‘유닛’―가라타니의 용어에 따라―에

해당하는 역사적 사례로서 제시된 것이다.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가라타니의 ‘주체’

와 나아가 교육에 대한 인식은 그의 후기 사상체계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결고리를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다. 사실 역설적이게도 가라타니의 사

상적 시기를 단계적으로 나누는 것은 그의 사상적 내용에 다소 위배되기

도 한다. 물론 그와 같은 구별은 가라타니 자신에 의해서도 그의 사상의

질적 변화가 언급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와 같은 사상적 시기구

별은 편의상 부분적으로 가능할 수는 있지만, 그 시기 구별을 뛰어넘어

그에게서 이어져오고 있는 문제의식에 초점을 맞춰 그의 사상을 일관되

게 고찰할 필요도 있다. 왜냐하면, 첫째, 베르그송(Bergson, H.)의 ‘시간성’

에 관한 그의 논의(가라타니 고진, 2012/2015: 163)와, 둘째, 무엇보다도,

맑스의 사상적 시기의 구별을 알튀세르의 ‘인식론적 절단

(epistemological rupture)’(Althusser, 1965/1997: 199)과 같은 방식으로

나누는 것에 대한 그의 비판과, 셋째, 그에 따른 그의 맑스 재해석 방식

등을 근거로 봤을 때, 이와 같은 내용은 가라타니 자신에게도 메타적으

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결국 가라타니의 후기 사상

체계를 그의 이전 시기의 사상적 문제의식과의 관련성 속에서 고찰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15) 본 연구가 가라타니의 사상체계를 고찰하는 방식

14) 그 ‘체험적인 계기’로 2011년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가라타니의 반원전 시

위 데모에의 참여 경험을 들 수 있다(가라타니 고진, 2012/2015: 13-15).
15) 이는 선행연구에 대한 한계적 고찰과도 관련된다. 즉, “… 그의 사상의 궤적

전체에 주목하고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적다”(박가분, 2014: 8)는 것이다. 다만

본 연구의 범위는, 가라타니의 전·중기 사상과도 관련하여, 주로 그의 교육론에

대한 관심으로 국한된다. 물론 서로 관련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박가분

(2014)이, 특히 가라타니의 전기 사상 중 ‘고유명’에 관한 사항에 초점을 맞춰 가

라타니의 사상체계를 고찰한 것과도 구별된다. 하지만 그에 비해 본 연구가 가라

타니의 전·중기 사상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고찰을 하지 못한 것 또한 본 연구

의 한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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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이와 같은 관점 또한 적용된다.

이렇게 봤을 때 특히, 주체와 교육에 관한 문제의식이 그의 전기 사상

과의 관련성 속에서 고찰된다. 그 주요 텍스트가 『탐구』다. 이를 통해

가라타니의 후기 사상체계의 발전과 주체에 대한 ‘교육론적’ 고찰이 세

번째 연구문제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이를 매개로 하여 발전과 주

체의 주제 관련, 가라타니 사상체계 밖에 있는 관련된 교육담론적 의의

가 ‘논의’될 것이다. 따라서 그의 ‘전기’의 교육론과 ‘후기’의 사상체계 등

은 그 편의상의 구별을 넘어 통합적으로도 고찰된다. 여기에 또한 가라

타니의 사상 ‘체계’에 대한, 가라타니의 사상적 시기를 뛰어넘어 이뤄지

는 연구자의 해석적 작업이 적용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어디까지나 서로 관련되는 발전·주체·교육의 측면에 국한하

여 가라타니의 사상체계를 고찰하는 연구다. 즉, 가라타니의 사상체계의

전체·전모를 밝히는 일은 가능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와 관련하여 적어도 그의 사상체계의 기본 골격은, 특히 발전의 주

제와 관련하여 다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가라타니의 사상체계 밖에서,

본 연구에 문제의식을 던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설정된 교육관련 담

론은, 주지하듯, 교육발전론과 세계시민교육론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

구와 관련된 그 담론들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앞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서 제기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해, 이후 관련 주제를 다루는

부분에서 더욱 다루게 될 것이다. 다만, 가라타니의 사상체계를 떠난, 발

전·주체·교육에 관한 담론뿐 아니라 교육발전론, 세계시민교육론의 전모

가 본 연구에서 다루어질 수도, 필요도 없을 것이다. 본 연구는 어디까지

나 가라타니의 사상체계를 교육학적으로 다루는 데 있어서 상호 접점이

되는 관련 문제의식과 주제에 국한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본

연구의 한계인 동시에 후속 연구과제를 제시해주는 지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16)

분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되는 1차 문헌의 한국어 번역 텍스트들의 범

16) 미리 언급하면, 본격적으로 교육발전론과 세계시민교육론 등의 관점에서 가

라타니의 사상체계를 고찰하는 연구가 이 후속 연구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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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다음과 같다.17)

17) 기타 아티클들은 생략한다. 그 외 가라타니의 전체 한국어 및 영어 번역본

현황은 [부록1] 및 [부록2] 참조. 본 연구의 가라타니의 사상과 그에 대한 해석

은 미처 그 세부인용을 밝히지 못한 것들을 포함하여 [표 1-2], 나아가 [부록1]

의 텍스트의 범위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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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역자 출판사
한국어

출간년
비고

탐구 1 송태욱 새물결
1998

탐구 2 송태욱 새물결
마르크스 그 가능성의 중심 김경원 이산 1999
윤리 21 송태욱 사회평론 2001
근대 일본의 비평(1868-1989) 송태욱 소명출판

2002 공저
현대 일본의 비평(1868-1989) 송태욱 소명출판
언어와 비극 조영일 도서출판 b 2004
일본정신의 기원:

언어 국가 대의제 그리고 통화
송태욱 이매진 2003

세계공화국으로 조영일 도서출판 b 2007
역사와 반복 조영일 도서출판 b 2008
네이션과 미학 조영일 도서출판 b 2009
문자와 국가:

강연집2
조영일 도서출판 b 2011

세계사의 구조 조영일 도서출판 b 2012
트랜스크리틱:

칸트와 맑스
이신철 도서출판 b 2013

자연과 인간:

세계사의 구조 보유
조영일 도서출판 b 2013

『세계사의 구조』를 읽는다 최혜수 도서출판 b 2014
철학의 기원 조영일 도서출판 b 2015

가능성의 중심

(가라타니 고진 인터뷰)

인디고

연구소

(InK)

궁리 2015

인디고 연구

소(InK) 기

획, 편,

저.18)

제국의 구조:

중심 주변 아주변
조영일 도서출판 b 2016

헌법의 무의식 조영일 도서출판 b 2017

[표 1-2] 가라타니 사상체계 분석 텍스트 범위

본 연구의 문제의식에서 가라타니의 사상체계를 다루는 것은 교육과

18) 이 저서는 인디고 연구소(InK)에 저작권이 있지만, 가라타니에 대한 직접적

인 인터뷰 내용을 번역 정리한 것이라는 점에서 가라타니 저작군에 포함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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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그 선행연구를 제외하고 모두 위 표에 제시된 텍스트들의 범위

안에서 다루어진다.

가라타니의 1차 문헌들의 원전이 대부분 일본어이지만, 본 연구는 주

로 그의 한국어 번역본에 대한 분석으로 이루어진다. 박가분(2014) 또한

그의 저술이 그 번역의 성과 또는 한계 안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역자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19) 그것은 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

다. 가라타니에 대한 번역이 한국어와 일본어의 상대적 근친성과, 역자들

에 의해 그 질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기반이기도 하다.20)

하지만 일본어 원전을 직접 다루지 못한 것은 어쩔 수 없는 본 연구의

한계임에는 틀림없다.

한편, 다음 절에서 이뤄질 선행연구에 관한 조사 및 분석은 다음과 같

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본 연구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은 기존 교

육학 및 관련분야에서 이뤄진 가라타니 고진 관련 연구에 한정하였다.

또한 그 고찰의 범위는 국내 및 영어권의 자료에도 한정된다. 선행연구

들은 주로 국내 및 영어권의 주요 학술데이터베이스들을 통해 ‘가라타니

와 교육 또는 학습’, 그리고 ‘Karatani와 education, teaching, learning’

19) “이 책은 가라타니의 저작 다수를 번역한 조영일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

(박가분, 2014: 9) 하지만 ‘도서출판 b’에서 ‘가라타니 고진 컬렉션’을 출판하기

이전 시기, 그에 대한 주요 역자였던 송태욱과 기타 역자들에게도 모두 가치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역자의 말을 음미해 볼 필

요와 가치가 있다. “지적 작업이란, 칸트의 표현을 빌리자면, ‘번역의 한계 내에

서’만 가능한 것이다. … 자국어 번역본 인용으로 가득 찬 가라타니 고진의 저

서가 아시아만이 아니라 서구에게까지 읽히는 데에 반해, 원서 인용으로 가득한

우리의 저서들은 역설적으로 내수용으로만 소비되고 있”(가라타니 고진,

2014/2016: 349, 옮긴이 후기 中)다.
20) 이후 검토될 교육학 및 유관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는 가라타니 관련 선행

연구들 또한 국내와 영어권의 연구들의 경우 각 언어권의 번역본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관련하여, 가라타니가 “글로벌하게 일본을 대표하는 지식인”(김정

운, 2014: 8)이 된 이유 중 하나는 그가 푸코와 데리다 등 다른 여느 현대의 세

계적인 사상가들과 마찬가지로 영어권, 특히 미국에서의 번역과 활동이 그 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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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키워드 조합으로 검색된 자료들 중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는 방식으

로 고찰되었다. 그 플랫폼 또는 데이터베이스는 대략 다음과 같다.

RISS
Google Scholar
OCLC WorldCat
EBSCO host: Academic Search Complete,

Education Source, ERIC 등
JSTOR
SAGE Journals Online
Taylor & Francis Journals
Springer Link
Wiley Online Library
기타

[표 1-3] 선행연구 검색 플랫폼 및 DB

그렇게 해서 검색된 주요 선행연구들을 대략 다음과 같은 자료유형

및 국가 및 분야를 기준으로 1차적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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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국가(분야)

주요 기타
학술저서

및 저널
학술대회

학술저서

및 저널
학술대회

국내
김영철

(2017)

최석환

(2015)
일본

(교육철학)

Yano

(2012)

Maruyama

(2006)

Hirose

(2011)

캐나다

(성인교육

및 국제교육)

McGray

(2010)

Plumb

(2009)

McGray

(2008)

Plumb, et al.

(2010)

(활동이론)

Engeström

(2017)

Ueno, at al.

(2017)

Kawatoko

(2017)

[표 1-4] 선행연구 1차 분류

이 선행연구들21)을 주요한 것과 기타로 나눈 기준은, 각 연구에서 다

뤄지는 본 연구주제의 중요성, 본 주제와 관련된 참신한 논평, 학자의 인

지도 등이었다. 하지만 선행연구물의 전체적인 양으로나 학술대회 논고

의 비중 등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본 주제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아직

많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조사방식에 따라 추가적인 선행연구물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22) 또한 조사범위가, 주지하듯, 언어를

21) 이것들 외에, 교육 관련 직접적인 선행연구는 아니지만, ‘발전’과 관련하여

지리학 분야의 Wainwright(2008)의 연구를 추가해 볼 수 있다.
22) 실제 ‘네이션’의 주제와 관련하여 Tsutsui(2007) 등에서 다뤄지고 있는 가라타

니에 관한 논의와, 위 표의 Maruyama가, 『탐구』에서 가라타니의 교육론의 중요

한 전거인 비트겐슈타인(Wittgenstein, L. J. J.)에 관해 연구한 박사논문 등을 포

함시키지 못한 것이 본 선행연구고찰의 한계적 사례들이다. 하지만 이것들이 본

연구의 직접적인 선행연구들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한편, 사회학 분야의 선행연구이

긴 하지만 본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가라타니의 ‘주체’에 관한 논의를 하

고 있는 김홍중(2009)의 연구를 본 선행연구 고찰에서 빠뜨린 것은 본 연구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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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국내와 영어권에 한정된다는 한계 또한 있다. 또한 가라타니와

같이 아직 일본 출신 학자들의 연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바

꾸어 말하면 교육학 분야에 가라타니가 소개되는 것은 이제 시작 단계라

고 할 수 있다.

다음 절에서 분석할 선행연구들이 갖는 한계와 의의는 본 연구에서

고찰한 것들 이외에도 많을 수 있다. 하지만 해석적인 문헌 연구로서 본

연구에서는 이미 본 연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

선행연구들의 의의와 한계 또한 살펴보게 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선행연구들의 한계들은 직접적으로 본 연구의 문제와

순환적인 관계를 가질 것이다.23)

제 4 절 선행연구

교육학 분야에서 이뤄진 가라타니에 대한 국내의 선구적인 연구로서

김영철(2017)의 연구를 언급할 수 있다. 그는 이후 본론에서 다룰 가라

타니의 교환양식들24)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교육들을 교환양식

의 교육적 측면과 다시 그 측면의 측면이라는 이중, 삼중의 층위로 나누

어 제시하고 있다. 그것을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접적인 한계가 될 수 있다.
23) 이것은 본 연구의 선행연구 고찰과 관련된 의의이자 한계이기도 할 것이다.

관련하여, 가라타니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이다 보니, 가라타니의 사상과 관련하

여 이후 본론에서 다뤄질 내용들이 어쩔 수 없이 다소 우선적으로 언급되는 점

또한 배제할 수 없다.
24) 각각의 교환양식에 대한 설명은 ‘제 2 장, 제 1 절’의 칼 폴라니 관련 인용

(p.34) 및 같은 장 ‘제 3 절’의 [그림 2-5] 이하 참조(p.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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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교환양식

교육양식

(교환양식의

교육적 측면)

교육의 양상

(교육양식의

측면들)

호수적 교환양식(A) 증여교육
신화교육
감각교육

재분배적 교환양식(B) 권력교육
문자교육
무예교육

상품적 교환양식(C) 화폐교육
시민교육
직업교육

연합적 교환양식(D) 연합교육
자율교육

학문교육
도덕교육

평화교육
종교교육
심미교육

[표 1-5] 교환양식에 따른 교육양식들과 교육의 양상들

김영철은 이 교환양식들이 어느 시대에나 공존하고 있고, 다만 시대에

따라서 우위를 이루는 교환양식의 차이에 따라 시대가 구별됨을 잘 얘기

하고 있다. 김영철은 또한 가라타니가 말하는 칸트의 ‘규제적 이념’을

“우리가 표류하지 않고 이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지남(指南)의 역할

을 해”(김영철, 2017: 543)주는 것으로서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교육에도

적용하고 있다.

“교환양식DX에 상응하는 미래의 교육은 무엇일까? 세계공화국은 규제적

이념일 뿐이기에 우리가 거기에 도달하려고 노력할 뿐, 그 미래의 결과는

예단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에게 지금 요청되는 교육은 세계공화국을 이

루기 위한 교육이지, 세계공화국에서의 교육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세계공화국을 이루기 위한 교육은 세계공화국에서의 교육과 다른

것일 수 없다.”(김영철, 2017: 554)

이후 본론에서 다룰 내용이지만, 이와 같이 가라타니-칸트의 ‘규제적

이념’은 가라타니의 사상체계를 그 이념을 향한 끝없는 ‘발전’의 관점에

서 볼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된다. 하지만 김영철의 연구에는, 첫째, 교환

양식들이 공존하고 있는 체제 자체를 발전론적으로 고찰하고, 둘째,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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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발전론적 맥락 자체를 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짓는 관점은 부재하

다. 대신 김영철의 연구에서는 교육이, 교환양식들의 원리와 그것과 관련

된 소재를, 교육의 소재로 하는 것으로 제시된다. 즉 가라타니의 사상체

계와 관련하여 교육 그 자체의 원리와 맥락을 발전과 관련짓는 논의가

부재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발전론적 주제에 대한 언급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선행

적 연구가 Engeström(2017)의 연구다. 사실 그의 연구는 그의 활동이론

과 관련하여 Ueno의 사상적 유산을 비평하는 연구다. 여기서 Ueno,

Sawyer & Moro(2017)의 연구가, 그가 Ueno를 비평하고 있는 세 가지

주제 중 한 주제에서도 다뤄진다. 그것이 ‘모순 없는 역사성(historicity

without contradiction)’이라는 주제다. Engeström은 Ueno, Sawyer &

Moro가 다루고 있는 가라타니를 직접 인용하며, 앞서 김영철의 인식과

같이 그에게 있어 교환양식들이 어느 시대에나 공존하고 있는 구조적 관

점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그는 이 관점에서 ‘모순을 통한 발

전’에 관한 논의를 할 수 없음을 비판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가라타니에 대한 다소간의 몰이해에 따른 것이다. 가라타니에

게 있어서는 앞서도 언급한 칸트의 ‘규제적 이념’의 관점에서, 그와 같이

교환양식들이 공존하고 있는 체제적 단위 자체에서의 발전을 얘기할 수

있다. Engeström 등이 가정하고 있는 것은 개별 교환양식들이 변화하고

발전해 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는 개별 교환양식의 차원에서 그

양식들이 변화하여 가는 것을 그의 ‘활동의 변형’에 대한 관심에 관련하

여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그는 모든 교환양식들이 매 시대 공존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서 가라타니에게 있어서 발전에 관한 논의가 불

가함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가라타니에게 있어서 매 시대 공

존하고 있는 교환양식들의 체제는, 앞서 김영철이 지적하듯, 그 중 어느

교환양식이 우위를 점하고 있느냐에 따라 시대적으로 구별될 뿐 아니라,

언급했듯이, 칸트의 규제적 이념에서 그와 같이 우위가 되는 교환양식이

달라지는 교환양식들의 체제적 단위에서의 발전을 얘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교환양식들은 매 시대 그것이 구현되는, 가라타니의 용어를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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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그 ‘유닛’들이 달라진다.25) 이것은 하나의 교환양식의 관점에서도 시

대에 따라 그 유닛이 달라진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보면 하나의 교환

양식의 관점에서 보아도 그 변화하는 유닛의 차원에서 발전을 얘기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가라타니 스스로도 언급하듯 그의 사상은 ‘실질

적’인 발전에 관한 논의는 아니다(가라타니 고진, 2010/2012: 57, 61). 하

지만 그의 사상은, 주지하듯, 칸트의 ‘규제적 이념’의 관점에서 ‘이념적’으

로 발전론적으로 다뤄질 수 있다.26)

실제 국제 발전 및 교육 담론과 관련하여서도, 가라타니를 다루고 있

는 선행연구자가 McGray(2008, 2010)다. McGray(2010)는 노벨상을 수상

한 Muhammad Yunus와도 관련하여 국내에도 잘 알려져 있는, 방글라

데시에서 일종의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는 Grameen bank, Microcredit과

관련된 공동체 내지 지역적 실천을 가라타니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고

찰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McGray는 여기서 비판의 초점을 학습 개

념 자체보다는 그것이 수행되는 공동체 내지 지역적 실천의 맥락에 맞추

고 있다. 그는 신자유주의적 세계에서 심각한 빈곤을 겪고 있는 세계에

서, 일종의 ‘제3의길’과 같은, 공동체적이고 지역적인 일종의 대안적인 시

도가, 그 겉모습과는 다르게 어떻게 근본적인 차원에서 신자유주의의 맥

락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논의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Grameen

bank의 Microcredit은 그것이 갚아질 신념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

본주의의 자본축적에 관한 ‘충동적’ 성격에 부합한다(McGray, 2010:

26-27). 이것은 특히 노동과 그 생산물의 종류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에

관한 고려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러하다(ibid. 15).

이것은 모든 것을 그 상환(repayment)에 충동적인 초점을 맞추게 함으

로써, Microcredit과 관련된 일상생활의 무형식 학습의 초점을 경제적인

것으로 환원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ibid. 15, 26-27). 즉, 이와

같은 공동체 내지 지역적 실천은, 예를 들면, 프레이리(Freire, P.)에서와

같이, 세계적인 사회적 실천을 위한 비판적 교육공간을 제공하지 못한다

25) ‘제 2 장, 제 3 절’의 [표 2-1] 및 [그림 2-4] 참조(p.41, 46).
26) 이는 본 연구의 방법으로서의 ‘해석적 문헌 연구’가 적용되는 대표적이고 핵

심적인 지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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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이는 결국 공동체와 지역이 가라타니가 말하는 ‘네이션(nation)’의 맥

락에 있는 것으로서, 그것이 자본과 연결되어 있는 맥락이 비판적으로

고찰된 것이다. 이는 결국 자본에 대한 대안적 맥락과 같은 공동체 및

지역과, 그곳에 이뤄지는 것으로 제시된 ‘무형식 학습’과 같은 것이 어떻

게 네이션과 연결된 자본의 맥락에 종속되어 있는지를 비판하는 것이다.

그는 결국 무형식 학습이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비판하

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27)

McGray와 같이 캐나다의 성인교육 분야의 Plumb(2009)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기존 성인교육분야의 대표적인 개념들인 형식, 비형식, 무

형식 학습 개념들을 체계적으로 비판한다. 즉 그는 앞서 McGray가 비판

했듯, 무형식 학습 개념이, 가라타니가 말하는 네이션과 교환양식A의 맥

락에 있음으로 인해, 이것과 연결된 자본과 교환양식C의 맥락에서 벗어

나는 것이 아님을 비판한다. 나아가 그에 따르면 이 개념들, 즉 형식·비

형식·무형식 교육 및 학습은 각각 가라타니가 말하는 스테이트·자본·네

이션의 맥락에 놓여있는 것들이다.28)

이는 앞서 교환양식들이 매 시대 공존하며 ‘체제’를 이루고 있다는 인

식과 관련된다. 가라타니에 따르면 특히 교환양식A, B, C가 그러하다.29)

McGray와 Plumb이 기존의 성인교육 개념들을 비판하고 있는 맥락은

특히 근대의 자본의 교환양식에 해당하는 교환양식C가 우위를 이루고

있는 체제, 즉 가라타니가 월러스틴의 논의를 이어받고 있는 근대세계체

제의 맥락이다. 가라타니의 문제의식이 결국 어떻게 근대세계체제를 극

복하고 지양할 것이냐에 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도 주로 이 체제, 즉

27) 이는 ‘제 1 절’의 문제제기에서 인용한 “신자유주의적 금융자본주이를 해체

하기 위한 공동체주의적 대항 담론”(유성상, 2015a: 183)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

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28) 이것을 관련된 교환양식의 관점에서 말하면, 그것들은 각각 교환양식B·C·A

의 맥락에 놓여있는 것이다.
29) 가라타니에 따르면, 교환양식D 또한 마찬가지이나 이것은 기존 체제에 균

열을 내는 것으로도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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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타니의 용어로는 ‘자본=네이션=스테이트’라고 하는 맥락에서의 교육

을 비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경향이 있다.30)

이와 같은 비판의 다른 사례로는 국내 사회과교육에서 이뤄진 최석환

(2015)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는 기존의 사회과교육의 세 가지 대표적

인 전통적 목표설정의 기반을 이루는 담론들이 각각 어떻게 이와 같은

근대세계체제의 맥락에 놓여있는지를 다음과 같은 그림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

[그림 1-1] 교육목표 설정의 세 가지 차원과 사회과교육의 전통

이 그림은 이후 본론에서 다뤄질, 가라타니가 특히 교환양식A, B, C

의 근대적 유닛들이 서로 어떻게 ‘삼위일체’적으로 결속되어 있는지를

‘보로메오의 매듭’ 그림을 통해 나타내고 있는 것을 사회과교육에 관한

논의에 비판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31)

앞서 McGray와 Plumb이 교환양식A의 맥락이 되는 공동체나 지역에

30) 지리학 분야의 Wainwright(2008: 35)는 가라타니의 이 근대 자본=네이션=

스테이트의 ‘삼위일체(trinity)’를 변형하여 ‘네이션-스테이트=자본=영토

(territory)’의 삼위일체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때의 ‘영토’와 이 삼위일체는

“특정한 네이션-스테이트-자본의 결합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적(spatial)이고 영

역적(territorial)으로 관계된 힘”이라는 것이다.
31) ‘제 2 장, 제 2 절’의 [그림 2-1] 참조(p.37). 이 그림은 ‘실재계, 상상계, 상

징계’에 관한 라캉(Lacan, J.)의 사상과도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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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학습개념을 비판했듯이, Yano(2012)는 마찬가지로 교환양식A의 근

대적 맥락이 되는 네이션의 관점에서 이뤄져온 일본의 현대교육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 그의 논의가 인상적인 것은 이것을 직접적으로 발전

에 관한 논의와 관련짓고 있다는 것이다.32) Yano는 2차 세계대전 전후

일본의 예를 들어, 그 교육의 핵심개념이 “사회화로서의 발전

(development as socialization)”이었다고 비판한다(Yano, 2012: 23). 이것

은 교환양식A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교

육에서 핵심적인 것이 전몰자에 대한 부채감(the sense of indebtedness)

이다(ibid. 227). 이것은, 교환양식A로서, ‘증여에 대한 답례’를 강제하는

메커니즘이다.33) 그리고 이 증여와 답례의 소재로서 소속감과 정체성 그

리고 부채감과 감사(the sense of appreciation) 등이 포함된다고 한다.34)

교환양식A는 이와 같은 소재를 통해 직접적으로뿐만 아니라 세대를 거

쳐 그리고 죽은 자와 산 자 그리고 태어날 자 사이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이다.35) 이와 같이 전몰자들에 대한 부채감이라고 하는 감정을 소재로

한 교환양식A의 원리는 전후 일본의 학교에서 반복되어 가르쳐진 교육

32) 물론 그것은 네이션이라고 하는 ‘한 시대 안에서의 발전’에 대한 관점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다. 이것은 가라타니가 발전에 관한 논의를 비판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33) 관련하여 Yano는 니체(Nietzsche, F.)의 도덕론이 이 부채감이라고 하는 경

제적 기원으로부터 설명되는 것이라고 언급한다(ibid. 223. 227) 그런데 이 인식

은 가라타니가 먼저 직접 제시한 통찰이기도 하다.
34) 이 논의는 교환양식A에 관한 논의의 원천인 모스(Mauss, M.)로부터 다른

선행연구들인 Plumb(2009: 226-227)과 Ueno, Sawyer & Moro(2017: 101, 105),

Kawatoco(2017: 92) 등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항이다.
35) Yano는 이것을 레비-스트로스(Levi-Strauss, C.)를 통해 “일반화된 형태의

교환”(Yano, 2012: 224)이라고 설명한다. 이와 같은 감정, 정서, 상상력이 이후

[그림 2-1]에서 ‘네이션’을 뒤받치고 있는 인간적 속성임을 미리 언급할 수 있

다. 이것은 또한 스미스의 ‘도덕감정론’과, 보다 직접적으론, 가라타니와

Yano(2012: 226)에 의해서 언급되는 앤더슨의 “상상된 공동체(imagined

communities)”의 원리이기도 하다. 이것은 네이션의 ‘미학화(aestheticentrist

way)’(가라타니 고진, 2004c/2009; Wainwright, 2008: 99-100, 138)와도 관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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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리임과 동시에 전후 일본의 네이션을 형성한 원리였다고 Yano는

주장한다.36)

McGray(2010), Plumb(2009) 그리고 Ueno, Sawyer & Moro(2017)는

모두 가라타니에게 있어서 대안적인 교육 논의의 원리가 되는 그의 교환

양식D와 그것이 실현되는 맥락을, 중기의 가라타니 고진(2002/2006;

2004a/2013)이 그와 같은 교환양식이 실현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한

대안화폐와 그것을 매개로 한 맥락들로서 제시하고 있다. McGray와

Plumb이 그것들을 모두 가라타니와 같이 Michael Linton의

‘LETS(Local Exchange Trading System)’로 제시하고 있다면 Ueno,

Sawyer & Moro는 그것을 일본의 지역 및 대안화폐 maayu 공동체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논의들은

중기의 가라타니의 논의에 머무르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것은 가라타

니가 그 이후 ‘국가는 본질적으로 다른 국가에 대해 존재한다’는 통찰을

철저하게 밀고나가, 국제적이고 세계체제적인 맥락에서 그의 사상을 제

시하고 있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국제적이고 세계체제적인 맥락에서, Hirose(2011)의 연구는

가라타니의 대안적 논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칸트의 코즈모폴리터니

즘의 맥락에서의 교육을 논의하고 있는 연구에서 가라타니를 언급하고

있다는 의의가 있다. 이는 앞서 김영철(2017)이 말한 “세계공화국에서의

교육”이라고 하는 ‘규제적 이념’과도 관련된다. 가라타니가 말하는 칸트

의 규제적 이념은 김영철이 말하는 것보다도 적극적인 것이다. 그것은

이념(또는 이성)의 사용방식을 기준으로 ‘구성적 이념’37)과 달라지는 것

이지, 이념적 내용의 유무(有無)를 기준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

서 “세계공화국에서의 교육”은 보다 적극적으로 구상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Hirose는 가라타니의 단순 인용에 그칠 뿐 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로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한편 최석환(2015)은 이와 같은 맥락에

36) 이와 같은 전후 일본의 네이션과 교육의 원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한국의

새마을운동과 국민교육헌장 등을 또한 생각해볼 수 있다(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 1974).
37) 이념의 즉각적이고 폭력적인 사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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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회과교육의 목표가 새롭게 제시되어야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

고 있다.

“비록 현실태로서 민족과 국가의 압도적인 영향력은 그 어떤 것보다 크

지만 시민성의 규정이 민족국가의 한계를 넘어 글로벌 시민성을 요구받

는 현실에서 사회과교육 교육목표의 상위 목표 설정의 대안적 접근논리

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최석환, 2015: 2)

하지만 여기서 “글로벌 시민성”과 관련하여 주의해야할 것은, 가라타

니의 관점에서, 그것이 “민족과 국가”뿐 아니라 ‘자본’의 맥락을 동시에

지양하는 것으로서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글로벌

시민성”은 국제적인 자본주의에 종속되어, 결국 가라타니가 말하는 ‘자본

=네이션=스테이트’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게 되는 한계를 갖게 되기 때문

이다.

이 “글로벌 시민성”에 관한 문제는 본 연구의 문제제기에서와 같이

‘주체’의 문제와 관련된다. 가라타니의 사상체계에서 세계체제적인 발전

의 문제는 그 대안과도 관련하여 이와 같이 주체의 문제와도 관련되는

것이다. Plumb(2009)과 특히 McGray(2010)는 이 주체에 관한 문제 관

련, 네이션과 그 맥락에 있는 공동체가 가라타니의 관점에서 대안적인

주체가 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Yano(2012) 또한

마찬가지다.

그런데 Yano의 논의가 또한 인상적인 것은 그가 그 ‘대안적인’ 교육

원리와 사례로 드는 것이 가라타니가 제시하는 대안적 세계체제에 관한

사례적 논의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다. Yano는 이와 같이 교환양식A의

원리와 네이션을 배경으로 하는 교육에 대한 대안으로서 교환양식D의

원리를 담고 있는 교육을 본래적인 교육으로서 사례를 통해 주장하고 제

시하고 있다. 그것은 “교육의 계보학(the genealogy of education)”에 현

존하는, 공동체 원리의 ‘밖’에서부터 비롯된, ‘인류의 스승(the teacher of

humanity)’이자 ‘본래적 교사(the original teacher)’로서의 소크라테스, 붓

다, 예수, 차라투스트라 등이 행했던 교육의 사례라는 것이다(Y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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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30). 이와 같은 사례들은 사실 가라타니(2012/2015)가 교환양식D

의 원리를 담고 있는 고대의 사례로서, 자연철학과 소크라테스 그리고

그 배경인, 그리스 아테네의 데모크라시(democracy)에 대비되는 이오니

아의 이소노미아(isonomia)라는 정치체제를 고찰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

다.38) 가라타니의 논의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그의 논의를 통해

가라타니의 대안적 교육 논의와 그 원리 그리고 그 의미를 직접 살펴봐

야할 필요성이 또한 제기된다. 하지만 그는 이와 같은 논의를 직접적으

로 ‘주체’의 문제와 관련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듯하다.

앞서 Engeström(2017)의 연구에서 그의, 개별 교환양식들의 ‘모순을

통한 발전’에 관한 관심이, 각 교환양식의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변형’에 대한 관심과 관련되는 듯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관련하여

Ueno, Sawyer & Moro와 그/녀들의 연구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Engeström과 Kawatoco(2017) 등은, 그/녀들이 활동이론과 라투르

(Latour, B.)의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을 관련시

키는 맥락에서, 그/녀들이 얘기하는 대안화폐와 나아가 가라타니의 교환

양식 자체를 일종의 행위자(agency)로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

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주체는 발전에 종속되지 않고 그 대안이 되며 나

아가, 따라서, 발전에 능동적인 작용을 하기도 하는 주체를 말하는 것이

다. 한마디로, 본 연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주체는 교환양식D의 맥락

에 있는 주체다. 이와 같은 주체는 발전과 교육에 관한 주제에 있어서

교육과 직결된 맥락에 놓여있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주체는

ANT이론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행위자’의 문제와는 일단 관련이 없어

보인다.

다만 주체를 교환양식D뿐 아니라 여러 교환양식들의 맥락에 따라 그

성격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에 따라 ‘변형’되는 ‘주체’에

관한 문제와는 그/녀들의 연구가 다소 관련이 있어보인다. 그럼에도 불

38) 가라타니는 여기서 고대 각 문명권에서 소크라테스, 예수, 붓다, 공자 등이

B.C. 6세기경에 평행해서 등장한 사건을, 베르그송이 그것을 상부구조의 정신적

혁명과 같은 것으로 설명한 것을 비판하며, 교환양식의 원리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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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각 교환양식의 맥락에 따라 변형되는 주체의 특성이 어떻게 다른

지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선행연구들에서 찾아볼 수 없다.

이 주체에 관한 문제는 특히 전기 가라타니에게 있어서 교육과 직결

된 문제이기도 하다. Maruyama(2006)는 교육학 분야에서 이에 관한 논

의를 하고 있다. 그것은 전기 가라타니의 ‘가르치다(teaching)’와 ‘말하다

(telling)’의 개념맥락적 차이에 대한 주목으로부터 시작한다. Maruyama

는 가라타니의 그 구별의 초점이, Scheffler의 문법학적인 구별에서와 같

이, ‘가르치기’가 ‘말하기’에 선행하는 것이라는 논리적 순차성에 있는 것

이 아니라고 말한다(Maruyama, 2006: 94). 가라타니의 교육론은 비트겐

슈타인을 따라서 ‘타자’에 대한 태도상의 윤리적인 차이에 초점이 있다는

것이다(ibid. 94-95).39) 그렇지 않고 ‘말하기’의 관점에 섰을 때, 전기 비

트겐슈타인의 유명한 ‘언어의 그림이론’과 같은 오류(traditional false

pictures of language)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ibid. 95). 이것은 타자를

타자로서 바라보고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커뮤니케이션 상의 윤리적인

문제를 낳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교육은 단순히 말하기에 선행

한다기보다는, 말하기가 실패한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임

을 그는 역설하고 있다(ibid. 96). 하지만 Maruyama는 이와 같은 가라타

니의 전기 사상을 후기의 사상체계와 관련짓지는 못하고 있다. 이는 앞

서 가라타니의 중·후기 논의에 국한된 선행연구들이 그 내용을 가라타니

의 전기 사상과 관련짓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말 해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가라타니의 대안적 교육논의를 가라타니의 교환양식D와 관련

지어 언급하고 있는 Yano(2012)에게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가라타니에게 있어선 Maruyama와 같이 논리적 차원과 윤리적 차원이

이분법적으로 구별되지 않는다. 전기 가라타니에게 있어서 교육은 서로

다른 규칙, ‘언어게임’, 공동체와 그것들에 근거한 ‘타자’를 바라볼 수 있

게 하는 논리적 ‘시점’이자 윤리적 문제로서, 양자의 구별 없이 고찰되는

39) 이는 Maruyama가 인용하듯, 가라타니와 같이 교육을 ‘팔기’에 비유하고 있

는 듀이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팔기의 성패는 소비자에 달려있는 것과 같

이, 교육의 근거는 타자의 학습 여부라는 ‘윤리성’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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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들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라타니의

세계체제적 논의들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발전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있지 못하다. 언급했듯 가라타니의 교환양식들이 매 시대 공존하고 있다

는 인식들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지만, 그것들을 매 시대 일관되게

적용하고 발전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있지는 못한 것이다. 둘째, 이 발전

과 그 대안에 관한 문제와 관련하여 가라타니의 사상체계에서 주체가 갖

고 있는 의미를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고찰하고 있는 연구 또한 찾아보

기 힘들다. 또는 교육과도 관련된 가라타니의 대안적 논의를 주체에 관

한 문제와 관련짓거나 이에 입각하여 해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셋째, 이 주체의 문제는 가라타니의 전기 사상에서 교육과도 직결되

는 바, 가라타니의 전·후기 사상을 관련지어 그 의의를 살펴보고 있는

연구 또한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첫째’와 관련하여 그와 같은 발전과

지양의 맥락 자체를 교육론적으로 고찰하고 있지도 못하다. 가라타니의

사상체계에 있어서 이와 같은 발전과 주체의 문제를 ‘교육과 발전’, 그리

고 최근 ‘세계시민교육’과 관련하여 그 의의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연구도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의 한

계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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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가라타니 사상체계에서 발전의 양상

제 1 절 정치·경제·사회에 대한 관점

가라타니에게 있어서 발전에 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선 우선 그가 정

치·경제·사회 등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한다. 물론 이것

은 직접적으로 교육의 발전에 관한 논의는 아니다. 하지만 사회과학에

있어서 사회구성체(social formations)적으로 교육과 특정한 방식으로 관

계되는 정치·경제·사회 등과 그것들의 발전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왜

냐하면, 첫째, 이 논의들을 통해, 말한 대로 그것들과 특정한 관계를 맺

고 있는 교육과 그 발전의 양상을 드러낼 수 있는 조건이 성립한다. 나

아가, 둘째, 그와 같은 정치·경제·사회 등의 발전과 교육의 발전이 서로

수단과 목적으로서 변증법적으로 기능하는 양상에 대한 탐구조건이 성립

하기 때문이다. Fägerlind & Saha(1989/1990)는 그와 같은 교육과 발전

의 변증법적 관계를 주장하는 데서 더 나아가, 교육 자체가 정치적이라

고 하는 주장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본 장에서는 그와 같은 주

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라도, 즉 교육과 정치 등이 관계되는 방식을 얘기

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양자를 구별하여, 정치 등에 관한 후자를 중심으

로, 가라타니의 사상체계 안에서 그것들이 조명되는 방식에 대해 고찰하

기로 한다.

우선 얘기해야할 것은 가라타니에게 있어서, 사실, 정치·경제·사회 나

아가 교육 등의 구별은 서구 근대적인 것으로서 비판받는다는 것이다.

근대의 사회과학이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그리고 시민사회의 성립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

도 앞선 경제적 변화들에 따라 형성된 부르주아 시민사회이기도 하다.

그런데 근대의 시민사회를 형성시킨 대표적인 사건이었던 프랑스혁명조

차도 가라타니에게 있어선, 당시 세계 경제의 패권을 장악한 대영제국에

대한 프랑스와 유럽 대륙권의 대항혁명이었다(가라타니 고진, 2006/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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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그만큼 근대에 있어서 얼마나 ‘경제’가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었는지를 알 수 있다. 이와 평행하여 사회과학에 있어서도 주류 경

제학이 그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해왔다. 그것에 대한 대표적인 대항담론

으로서 기능해온 맑스주의조차도 그와 같은 경제적인 차원을 중심으로

대안을 제시해왔다. 특히 맑스주의와 관련하여, 그와 같이 경제를 근본적

인 토대로서 사고하는 방식이 ‘경제결정론’으로서 불려왔다. 학문적으로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사회와 국가 그리고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주로 양적인 지표들로 대표되는 자본주의적 경제발전에 초점이 맞춰진,

경제적 ‘환원근대’였다는 점 또한 사실이다(김덕영, 2014)40).

근대의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자본의 증식을 위해 필요한 노동자와

소비자의 확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국내를 넘어 국제적인 확장과 지

배의 제국주의적 속성을 명시적으로든 암묵적·구조적으로든 내포한다.

그 귀결이 과거 그와 같은 지배적 국가들 사이의 세계대전이었다. 냉전

시기를 지난 현재에도 그와 같은 위험이 상존한다.41) 과거 그와 같은 자

40) 특히 서구에서 수백 년에 걸쳐 이루어진 근대화과정을 몇 십 년 안에 겪어

야 했던 한국과 같은 나라들에서 그와 같이 양적인 경제로 환원된 근대화현상

은 더욱 두드러졌다고 할 수 있다.
41) 세계대전과 냉전의 종식 등 세계적 규모의 사건들 배후에는 늘 강대국들의

대리적 성격을 갖는 국지전들이 있었다. 1차 세계대전 전에는 대한제국을 배경

으로 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 있었을 뿐 아니라 실제 발칸반도의 국지적 사

건이 그 촉발의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2차 세계대전 전에는 스페인내전이 있었

다. 냉전의 붕괴 전에도 10년여에 걸쳐 이뤄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이 있

었는데, 당시 미국이 간접적으로 소련에 대항하는 지원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현대의 이슬람, 중동 등의 문제의 한 기원이 여기서부터 비롯되기도 한다

(정의길, 2015). 특히 과거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등은, 대략 경제의 60년 주기에

대한 ‘콘트라티예프 파동’을 2배수로 고찰한 가라타니의 ‘120년 주기설’에 따라

다시 현재의 한반도의 상황을 생각하게 만든다. 물론 당시가 해양세력으로의 패

권 이동기였던 반면에 현재는 대륙세력으로의 패권 이동기라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과 북미 사이의 평화적 기류의 국제

적 배경은 오히려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물리적이고 경제적인 갈등이라고 하는

불안한 정세에 대한 남북의 대응이라는 성격 또한 가지고 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시리아내전은 과거 세계적 전쟁의 전조적 성격을 갖고 있던 국지전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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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주의의 파국에 대해 맑스주의 또한 경제적 차원에서의 대항의 주요 원

천이 되어왔다. 하지만 가라타니에 따르면 전통적인 경제결정론적 맑스

주의는 특히 두 가지 지점에서 발목을 잡힌다. 국가주의적이었던 소련의

스탈린 체제와 ‘국가사회주의’를 표방하며 민족주의와 인종주의가 극단으

로 치달은 나치 독일의 히틀러 현상이 그 대표적인 것들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도식적 사고와 관련된다.

“… 마르크스가 국가를 문학이나 철학과 나란히 상부구조에 위치시켰다

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두 가지 견해가 생겨납니다. 하나는 국가와 네

이션은 경제적 하부구조가 변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소멸된다는 견해입니

다. 다른 하나는 국가와 네이션은 오직 이데올로기로서만 존재하는 공동

환상 혹은 상징체계일 뿐이기에, 계몽을 통해 해소될 수 있다고 보는 견

해입니다./ 이런 견해들이 마르크스주의 운동을 곤경에 빠지게 한 주요한

원인입니다. 국가의 문제를 경시한 것이 스탈린주의를 불러일으켰으며,

다른 한편으로 네이션의 문제를 경시한 것이 파시즘(민족주의적 사회주

의)에 의한 패배로 귀결되었습니다.” (가라타니 고진, 2015/2015: 183-184)

이와 같이 경제결정론적인 시각의 실패, 즉 경제적인 차원에서의 대안

이 실현되어도 그 ‘상부구조’로서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여겨졌던 국가

와 민족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또 다른 문제나 더 큰 문제

를 일으켰던 현상이 벌어졌던 것이다. 이에 따라 맑스주의를 중심으로

한 사회과학 담론도 이와 같은 현상에 대응하게 된다. 그것이 이른바 알

튀세르(Althusser, L.)로 대표되는 상부구조의 ‘상대적 자율성’론이다

(Althusser, 1965/1997).42)

하지만 가라타니는 이와 같은 상대적 자율성론이 오히려 경제를 경시

하게 되었다고 비판한다. 특히 그 담론의 극단적 발전으로 볼 수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은 냉전 이후의 신자유주의와 평행하여 등장하고 진행되

격을 갖고 있다.
42) 이미 이 입장이 위 인용의 ‘이데올로기’에 관한 내용과 관련된다. 특히 가라

타니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요시모토 다카아키(吉本隆明, Takaaki Yoshimoto)의

‘공동환상론’이 이에 대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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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왔다. 그만큼 상대적 자율성론은 근대 이후 등장한 사회과학으로서의

비판적 성격을 상실할 가능성을 내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가라타니의 관점에서 더욱 큰 문제는 상대적 자율성론과 경제결정론

이 공통으로 전제하는 경제적 토대와 상부구조라고 하는 관점이다. 이

담론들은 이 중에서 어디에 보다 무게중심을 두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토대와 상부구조’라고하는 관점 도식 자체를 공유한다. 특히 상대적 자

율성론이 경제적 토대보다 상부구조를 중시한다고 하더라도, 경제결정론

과 동일한 경제에 대한 관점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한계라

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 근대 산업자본주의로서의 경제관일 뿐이라는 것

이다.43)

가라타니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경제관은 특히 ‘생산(production)’ 또

는 ‘생산양식(modes of production)’의 관점에 서있는 것이다. 주류경제학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비판적 담론으로서의 맑스주의조차도 ‘생산력’

과 ‘생산관계’라고 하는 생산으로서의 경제관에 터하고 있다. 이것은 ‘노

동가치설’에 입각하여, 자본이 초과 노동에 대한 착취(exploitation)로서

증식한다는 비판적 관점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가라타니에 따르면

이 자체가 사실 맑스에 의해서 새롭게 제시된 것이 아니라, 이미 대표적

인 주류경제학자 중 한 사람이었던 리카도(Ricardo, D.), 그 중에서도 리

카도 좌파에 의해 제시되었던 것이다.

기존 사회구성체 및 사회과학 담론에 대한 가라타니의 비판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경제결정론에 대한 비판으

로서 상대적 자율성론이 거꾸로 경제를 경시하게 된 문제다. 둘째는 양

담론이 모두 근본적으로 근대 산업자본주의적인 생산으로서의 경제관에

국한되어 있는 문제다. 가라타니는 이 문제들을 다음과 같이 획기적인

방식으로 해결한다. 그것은 우선 경제를 생산이라는 근대산업자본주의적

‘협의’의 관점이 아닌, 보편적인 차원의 ‘광의’의 관점으로서 ‘교환

43) 이것은 김덕영(2014)에 있어서 ‘양적 경제관’으로도 볼 수 있다. 물론 근대

사회과학 자체가 이와 같은 산업자본주의를 그 주요 시대적 배경으로 하기는

한다. 이렇게 보면 가라타니는 앞선 담론들에게 결여되어 있는, 사회과학으로서

의 존재 자체에 대한 근본적 반성을 촉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 33 -

(exchange)’ 또는 ‘교환양식(modes of exchange)’으로 보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생산으로서의 근대산업자본주의적 경제 또한, ‘상품교환’으로서, 단

지 하나의 교환양식에 기반하고 있는 ‘상부구조’와 같은 것에 지나지 않

게 된다. 이와 같은 비판적 인식을 가라타니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

다.

“일반적으로 국가나 네이션은 경제와는 다른 정치적, 문화적 또는 이데올

로기적 차원에 있다고 간주된다. 그러나 나는 국가나 네이션을 넓은 의미

의 경제적 문제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국가나 네이션을 상품교환

과는 다른 양식의 교환에 뿌리를 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그것은 마

르크스주의의 일반적인 견해, 즉 경제적 하부구조(토대) 위에 국가나 네

이션과 같은 상부구조가 있고, 그리고 상부구조는 하부구조에 의해 규정

되면서도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갖는다는 견해와 다르다. 그런 견해는 산

업자본주의의 결과로서, 즉 상품교환 경제가 압도적이 된 시점에서 발견

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교환에는 다양한 양식이 있다. 그러나 산업자본

주의 경제하에서는 상품교환만이 ‘경제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그와는 다

른 양식의 교환은 정치적 또는 문화적인 것으로 간주되어버린다.” (가라

타니 고진, 2004c/2009: 13)

이와 같이 그는 기존에 ‘토대’로서 비춰졌던 생산으로서의 산업자본주

의 경제 자체도 하나의 교환양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

은 그 산업자본주의 자체 또한 다른 영역들과 마찬가지로 단지 하나의

‘상부구조’와 같은 것일 뿐이라는 주장이기도 하다. 자본주의가 아닌 다

른 영역들, 가라타니가 대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스테이트’와 ‘네이션’

등에도 가라타니는, 자본과는 다른, 교환양식들로서의 ‘뿌리’가 있는 것으

로 보고 있다. 가라타니가 이와 같이 서구 근대적인 경제를 단지 하나의

경제적 교환양식으로서, 그것을 포괄하는 다양한 경제적 교환양식을 제

시하는 것은, 일종의 ‘경제인류학’적 관점으로도 볼 수 있다. 그의 이와

같은 인식은 실제로 폴라니(Polanyi, K.)44)의 경제인류학적 관점을 일면

44) 그는 교육학 분야에서도 지식의 개인성(인격성)과 암묵성 등에 대한 주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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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인 것이기도 하다.

“경제인류학자 폴라니의 얘기인데, 나는 그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교환양식을 교환양식A(증여-답례), 교환양식B(강탈-재분

배), 교환양식C(상품교환)로 나누어 생각한 것은 원래 폴라니의 영향 때

문입니다.” (가라타니 고진, 2009/2009: 52).

여기서 가라타니가 말하는 교환양식C, 즉 ‘상품교환’과는 다른 교환양

식A. ‘증여와 답례’와 B, ‘강탈과 재분배’가 각각 가라타니가 말하는 ‘네

이션’과 ‘스테이트’의 경제적 뿌리이자 교환양식이다.45) 이에 따라 네이션

과 스테이트는 자본과 마찬가지로 각 교환양식들의 ‘근대적’ ‘유닛’들이

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교환양식들은 비단 근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

다. 이와 같은 교환양식들은 고대로부터 세계의 어느 시점이나 지역 또

는 문화를 막론하고, 현상을 설명하는 관점으로서 가라타니에 의해 활용

된다. 가라타니는 이 세 가지 교환양식에 추후에 설명할 교환양식D를 포

함하여 네 가지의 교환양식으로서의 관점을 갖고 있다. 그의 이론은 이

에 따라 ‘교환양식론’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에 따라 서구 근대에 있어서 정치·경제·사회 등으로 분화되어 보편

적으로 인식된 관점은 가라타니의 관점에 따라 각각 교환양식B, C, A를

그 배경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교환양식들을 담지하고

있는 근대의 대표적인 ‘유닛’으로서 가라타니가 제시하고 있는 것이 각각

스테이트, 자본, 네이션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가라타니에게 있어서 자

본뿐만 아니라, 기존에 각각 정치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또는 정치와 사

회의 영역들로서 인식되었던 스테이트와 네이션 등도 모두 넓은 의미의

경제적인 것으로서 인식된다.

이 교환양식론이 전통적인 ‘경제결정론’과 다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라타니에게 있어서 경제는 전통적인 것에서처럼 단일한 것이 아

로 잘 알려진 마이클 폴라니(Polanyi, M.)의 형제이기도 하다.
45) 각각의 교환양식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제 2 장, 제 3 절’ [그림

2-5] 이하(p.46-4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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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복합적인 것이다. 둘째, 관련하여 이것은 ‘양적 경제’에 대비되는

‘질적 경제’로의 관점전환으로 볼 수도 있다. 셋째, 그에게 있어서 경제는

서구 근대적으로 여타의 영역들과 구별되는 영역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보편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하여 가라타니는

상식적으로 또는 전통적으로 정치·경제·사회 등으로 인식되는 것들에 대

한 그만의 독자적인 교환양식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46)

제 2 절 통합적 관점

가라타니에게 있어서 본격적인 발전에 관한 논의를 하기 전에, 그가

정치·경제·사회 등을 바라보는, 앞 절에서와 같은 교환양식의 관점에 대

해 추가적으로 언급해야할 사항이 있다. 그것은 그가 그 교환양식들을

‘통합적인 것’으로 바라본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가 어느 시대를 막론하

고 교환양식들이 모두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특히

‘근대’의 예를 들어 교환양식들이 긴밀히 관계되고 결속되고 있다는 것

을, 그 유닛들을 통해 그는 ‘자본=네이션=스테이트’라고 하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표현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대에 있어서, 자

본의 경제적 뿌리에 해당하는 교환양식C, 즉 상품교환이 상대적 우위를

차치한 채로 교환양식들이 결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자본이 가장 앞세워

진다. 둘째, 보통 네이션 스테이트, 또는 네이션-스테이트라는 표현방식

으로 근대에 있어 네이션과 스테이트가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것은 잘

인식되고 있는 반면에, 그것들과 자본이 또한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것

을 간과하는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린다. 사실 네이션과 스테이트는 현대

에 들어 그 구별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결속되어 있다. 쉽게 말

하면 네이션이 일종의 ‘국민’이라고 하는 ‘의식’과 ‘감정’ 등에 관한 것이

라면, 스테이트는 국가가 그 대내외적으로 기능하는 측면에 대한 것이라

46) 각 교환양식들에 해당하는 중세와 근대의 유닛들은 ‘제 3 절’의 [표 2-1] 및

[그림 2-4] 참조(p.41,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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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다.

한편, 현대의 글로벌한 자본주의와 네이션-스테이트는 서로 상반되는

것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글로벌 자본주의에 의해 ‘국경이 사

라진다’거나, 네이션-스테이트에 의해 그 폐해를 극복하고 보완해야 한

다는 인식 등이 그러하다. 하지만 가라타니에 따르면 애초에, 네이션-스

테이트가 자본주의에 의해 성립한 것이며, 자본주의 자체도 글로벌한 것

이었다. 즉, 글로벌한 자본주의에 의해 네이션-스테이트가 사라지는 것

이 아니라 ‘형성되었던’ 것이다.

“1990년경부터 자본주의의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이 이야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구(舊)소련이 붕괴하고 자본주의적 시장경제가 글로벌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 글로벌라이제이션에 의해, 국민국가(네이션=스테

이트)의 존재가 위태롭게 되었다고들 합니다. 상품만이 아니라 자본이나

노동력이 자유롭게 이동하게 되면, 확실히 국민국가의 윤곽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하는 것은 근대국민국가가 원래 자본주의의 세

계화 속에서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라타니 고진, 2006/2007: 15-16)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근대 자본주의의 전제입니

다. 원래 그것은 세계시장의 생성에 의해 시작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유럽이나 인도나 중국 등 그때까지 분리되어 있던 각지의 ‘세

계제국’ 교역권이 결합되었습니다. 그것이 세계시장입니다. 소위 ‘세계제

국’은 사실상 로컬한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근대의 세계시장에 이르러

서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의 세계, 더 이상 외부가 없는 세계가

성립한 것입니다.” (ibid. 15)

역사적으로 근대 자본주의의 형성은 세계제국으로부터 독립한 절대왕

정의 형성과 평행한다. 세계제국에 의해 교역로가 제한되었던 상인자본

은, 세계제국으로부터 독립적이었고 또 그것을 바란 절대왕정의 지원으

로 신항로를 개척할 수 있었다. 부르주아와 결탁한 절대왕정 또한 기존

의 신분질서를 철폐하고 국가의 모든 구성원을 자신의 신민(subject)으로

만들 수가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절대왕정에서 근대 국가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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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근대의 상비군과 관료제가 자리를 잡는다. 이것이 근대 ‘주권국가’의

시작이다. 하지만 이후 부르주아 혁명에 의해 절대왕정은 타도되고 국민

주권(subject)이 주장되고 실현된다. 이것이 근대 ‘네이션’의 기원이다. 하

지만 이와 같은 ‘혁명’에 의해 근대 국가의 속성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

은 아니라고 가라타니는 말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절대왕정

에서 기틀이 잡힌 상비군과 관료제와 같은 근대 국가의 본질적 체제에는

변함이 없다. 오히려 그것들은 ‘혁명’ 이후 강화되고 체계화되는 측면 또

한 있다. 둘째, 국가가 ‘대외적으로’ 기능하는 주권의 측면에 있어서도 절

대왕정과 근대 민주주의 국가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 참고로 현

대에 과거 절대주의 왕정이 했던 역할의 대부분을 개발독재나 사회주의

독재 정권이 수행을 해오고 있다.47)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대왕정, 민주주의, 사회주의 등의 정치체제 사

이의 차이가 아니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어떠한 외양을 띠든지 간에, 근

대의 네이션-스테이트는 자본과 함께 마치 다음과 같은 ‘보로메오의 매

듭’처럼 ‘삼위일체’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가라타니 고

진, 2004c/2009: 32; 2006/2007: 179).

[그림 2-1] 자본=네이션=스테이트

이 그림에서의 ‘시민사회’는 근대 부르주아 시민사회로서 자본에 해당

한다. 이와 같은 근대 자본=네이션=스테이트는 인간학적으로 좌측의 인

47) 이상 본 문단의 내용은 가라타니 고진(2004b/2008)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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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적 속성들에 대응되기도 한다.48)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상상력’에

관한 것이다. 이것이 ‘감정’ 또는 ‘정서’ 등과도 관련된다. 대표적으로 근

대 경제학의 시작인 스미스(Smith, A.)의 『국부론』은 애초에 그의 전

작인 『도덕감정론』에서부터 이어지는 ‘윤리학적 기획’ 안에 있었다. 그

런데 이 도덕감정이라고 하는 게 결국 타인에 대한 공감력으로서 상상력

과도 관계되는 것이다. 이것을 위 그림에 입각하여 살펴보면, 이렇게 근

대 경제학의 기원에서 보여주고 있는 자본주의의 속성은 근대의 네이션

의 형성과도 긴밀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49)

한편, 자본과 결속되어 있는 네이션-스테이트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것들은 자본주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국민국가는 세계자본주의 안에서 그것에 대응하며 또 그것이 초래한 모

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자본제경제는 그대로 내버려두면

반드시 경제적 격차와 대립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네이션은 공동체와 평

등성을 지향하기 때문에, 자본제가 초래하는 격차를 해결하도록 요구합니

다. 그리고 국가는 그것을 다양한 규제나 세(稅)의 재분배에 의해 실현합

니다.” (가라타니 고진, 2006/2007 15-16)

이와 같이 자본주의의 폐해를 네이션과 스테이트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

근현대의 복지국가와 사회민주주의 등의 모델이기도 하다. 그리고 소위

‘제3의 길’은 여기에 다시 자본주의의 속성을 더 가미한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최근에 이것들은 ‘착한 자본주의’ 등의 외양을 띠고 있기도 하다. 이

것들은 모두 근대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하기보다는, 근대

자본주의를 영속화시키는 기제, 또는 자본주의의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이

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가라타니에 따르면 그 생산뿐만

아니라 소비라고 하는, 전 프로세스와 순환구조로서의 ‘상품교환’에 기반을

두는 것인데, 결국 이와 같은 네이션-스테이트의 재분배 등의 기능은 그

48) 여기서 감성은 감각으로도 볼 수 있다.
49) 선행연구의 각주35 참조(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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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를 진작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는 현대의 선

진적 국가들 안에서의 ‘진보와 보수’ 논쟁은 그것이 어떠한 외양을 띠든지

간에 결국 다음과 같은 자본=네이션=스테이트 안의 ‘진자운동’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림 2-2] 자본=네이션=스테이트의 진자운동

50)

한편, 생산의 측면에서도 자본주의는 국가와 함께, 네이션의 높아진

욕구와 요구에 따라, 값싼 노동력과 소비시장을 찾아 근본적으로 해외로

의 제국주의 정책을 취하게 된다. 이 제국주의 정책은 명시적인 모습으

로뿐만 아니라 현대의 ‘금융자본’ 등의 형태로 암묵적으로나 구조적으로

도 기능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적인 자본주의는 다시 곳곳에 네이

션-스테이트를 만들어내는 순환적 기능을 하는 것이다.

가라타니가 이렇듯 자본=네이션=스테이트를 근대 자본주의의 본질적

속성으로 보는 것은, 그가 정치·경제·사회 등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와 같

이 “삼위일체”이자 “보로메오의 매듭”으로서 ‘통합’되어 있음을 뜻한다.

본 절에서는 이를 주로 가라타니의 주된 문제의식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근대의 예를 통해 살펴보았다. 가라타니에 따르면 이렇게 근대의

유닛들을 삼위일체로 파악한 것은 그가 처음이 아니다. 바로 근대 국가

50) 출처의 그림에 대한 수정본. 여기서 네이션을 스테이트와 같은 쪽에 놓아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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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속성을 가족-시민사회-국가라는 방식으로 파악했던, 『법철학』을 중

심으로 한, 헤겔(Hegel)이 그 대표적인 사상가다.

하지만 다음 절에서도 살펴볼 것이듯이, 이와 같은 체제의 통합성은

비단 근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가라타니는 이와 같은 통합적 관점

을 세계사에 일관되게 적용한다(가라타니 고진, 2012/2015). 그것은 이와

같이 통합적인 유닛들과 그 교환양식들의 ‘세계체제적 속성’ 또한 역사적

으로 일관되게 고찰됨을 뜻하기도 한다.

제 3 절 발전론적 고찰

가라타니의 사상 자체의 중심적 문제의식은 결국 바로 근대의 자본=

네이션=스테이트를 ‘동시에 지양’하는 데 있다. 따라서 그것은 사상적으

로는 헤겔을 극복하는 일이었다. 그는 중기의 주저『트랜스크리틱』에서

칸트와 맑스를 통해 헤겔에 대한 비판을 시도한다. 나아가 그와 같은 비

판을 세계체제적으로 보다 철저히 하는 동시에 그 자체의 사상‘체계’를

세우게 된다. 그 후기의 주저가 『세계사의 구조』다. 그는 근대의 자본

=네이션=스테이트를 지양하는 문제의식에서 그가 제시한 교환양식들이

세계체제적으로 통합적인 차원에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작동해왔는지를

고찰하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자본=네이션=스테이트’가 어떻게 지양

가능한지 알기 위해서는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어왔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51) 예를 들어 가라타니는 그가 말하는 교환양식들과 그것

에 대응하는 근대의 유닛들 밑, 마찬가지로 그것들에 대응하는 근대 이

전의 중세의 유닛들의 예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기도 한다(가라타니 고

진, 2004a/2013: 424).

51) 가라타니에 따르면 그 지양은, 자본=네이션=스테이트가 그 이전에 억압한

것을 ‘고차원적으로 회복’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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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중세의 교환양식 유닛들

가라타니의 이와 같은 교환양식적 세계체제론은 주지하듯 비단 근대

와 중세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여기서 이를 통해 언급할 수 있

는 것은, 가라타니의 이와 같은 역사적인 고찰을 일종의 ‘발전’의 과정과

관점으로 포착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념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52) 가라타니에게 있어서 발전은 근대 계

몽주의와 진보주의, 헤겔의 역사철학, 맑스주의에서와 같이 선형적이고

필연적이며 현실적인 단계와 같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

타니가 제시하는 시대구별과 역사적 단계들을 발전이라고 볼 수 있는 근

거는, 그가 일관되게 칸트를 통해 제시하는 ‘규제적(regulative) 이념’ 또

는 ‘통정적(統整的) 이념’과 ‘초월론적(선험적, transcendental) 가상’ 등의

개념에 따른다.

가라타니는 칸트를 통해 역사에는 실질적으로는 목적과 같은 것이 없

지만, 그것이 있다고 생각해도 좋고 또 그와 같은 생각이 필요하다는 주

장을 한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이 역사와 개인의 삶에 ‘의미’를 부여

52) 이것은 앞선 문제제기에서 윤여각(2015)이 유네스코의 평생교육에 대해서

말했던 것과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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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신이란 것은 없지만 있다고 생각

해도 좋고, 필요하기도 하다는 사고방식과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칸트에 따르면 그와 같은 사고방식은 ‘요청’되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근

대 경험론에 비추어 일관된 자아는 없지만, 그와 같은 자아가 있어도 좋

고 또 필요하다는 생각과도 같은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이 일관된 자아를 생각하지 않고, 또 없다면, 인간은 ‘통합실조증’

에 빠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가라타니에 따르면 칸트에게 있어서 가상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감성적인 가상으로서 그것은 이성에 의한 정정이 가능하다. 둘째

는 이성적 가상, 즉 ‘초월론적(선험적) 가상’으로서, 전자인 ‘초월적

(transcendent) 가상’과 구별된다. 이 초월론적 가상은 이성이 필요에 따

라 요청한 가상으로서, 따라서 이성에 의한 정정이 불가하다. 그리고 이

와 같은 가상은 역사와 개인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 이와 같

은 점에서 초월론적 가상은 칸트와 가라타니에 의해 긍정된다.

가라타니에 따르면 이념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것은 첫째, 구

성적(constructive) 이념과, 둘째, 규제적 또는 통정적 이념이 그것이다.

전자는 이념이나 이상을 곧바로 실현시키려고 하는, 이념의 구성적 사용

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이 이념은 폭력적이 되기 쉽다. 그 대표적인 사

례가 프랑스 혁명의 로베스피에르다.53) 후자는 결코 완전히 실현될 수

없는 그와 같은 이념과 이상에 다가가고자 끝없이 노력하는 것에 관계되

는 것이다. 이것은 초월론적 가상과 같다. 그것의 기능을 정리해보면, 첫

째, 역사와 자아에 의미를 부여하고, 둘째, 끝없는 추구의 지향점이 되는

동시에, 셋째, 현실에 대한 비판의 준거점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념으로서의 발전’의 관점에서 가라타니의 사상체계의 특

징을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우선 얘기해볼 수 있다.

첫째, 그에게 있어서 발전은 근본적으로 한 시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시대를 구분하고 뛰어넘는 매우 장기적인 차원의

발전에 관한 논의다. 물론 앞 절에서 자본=네이션=스테이트가 자본주의

53) 가라타니에 따르면 러시아 혁명 또한 마찬가지의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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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메커니즘을 담지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했듯

이, 그의 사상 안에서는 한 시대 안의 발전에 관한 논의 또한 가능하다.

이것은 앞서 근대의 전통적인 사회과학담론들이 전제하고 있던, 근대산

업자본주의의 생산으로서의 경제의 양적 발전을 중심으로 한, ‘근대의 발

전’으로 예시할 수 있다.54) 예를 들어 가라타니는 한 시대 안, 그 중에서

도 근대 자본=네이션=스테이트가 지속되고 있는 역사적인 단계를 다음

과 같이 더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있다(가라타니 고진, 2012/2015: 388;

2013/2013: 80; 2016/2017: 144).

54) 시대를 뛰어넘어 이루어지는 발전은, 이렇게 한 시대 안에서 이루어지는 양

적 발전에 대비되어, 질적인 발전이라고 볼 수 있다. 가라타니가 윤리적으로 부

정하고 있는 발전은 바로 이와 같이 한 시대 안에서의 체제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가라타니 고진, 2012/2015: 61). 뿐만 아니라 그는 시대를 뛰어넘어 이

루어지는 ‘역사적인 단계’와 같은 것을 ‘현실적인 발전’으로 보는 것 또한 부정

한다(가라타니 고진, 2012/2015: 57). 그 대표적인 사례가 맑스주의의 잘 알려진

역사적 단계에 관한 것이다. 이에 다라 미래의 ‘공산주의’를 ‘구성적으로’ 현실에

성급하게 실현시키려고 했던 사례들은 오히려 ‘국가’를 강화하는 결과만을 초래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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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세계자본주의(근대세계시스템)의 역사적 단계

물론 여기서 자본주의의 속성에 관한 ①은 순환구조를 갖는다. 이에

따라 ②도 헤게모니 국가의 유무 여부에 관한 한 ①에 따른 순환구조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55) 이 외에는 모두 단계적인 변화와 발전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가라타니에게 있어서 시대 구분은 다층적인 것

이라고도 할 수 있다.56)

둘째, 가라타니에게 있어서 발전은 기본적으로 교환양식들이 통합되

55) 이에 따라 ‘자유주의’란, 가라타니에 따르면, 사실 하나의 제국주의 국가가

지배적인 패권적 위치를 점한 상태를 뜻한다. 실제 자유주의란 패권국가의 지배

적인 군사력을 배경으로 행해지는 국제 경제체제라는 것이다.
56) 따라서 시대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양적 발전과 질적 발전의 차이도 층위

에 따라 상대적인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즉, 세계자본주의의 역사적 단계는, 전

(全)시대적 관점에서는 근대라는 시대 안에서의 양적인 발전을 이루는 것이지만,

근대라는 시대 안에 국한에서 놓고 보면 질적인 발전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위 시대 안에서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양적인 것이 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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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있는 차원에서의 전체적인 구조의 발전으로 생각되어야 한다.57) 그 통

합적 구조의 대표적인 예시로서, 근대의 자본=네이션=스테이트가 한 국

가의 차원을 넘어 ‘세계체제’에 관한 것이듯이, 근대 이외의 서로 다른

그 통합적인 구조들도 모두 세계체제적인 것이다. 시대에 따른 그 구조

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김영철(2017)도 잘 지적하고 있듯이, 교환양식들

의 통합적인 구조에 있어서 그 중 어떤 교환양식이 우위를 점하고 있느

냐에 있다. 예를 들어 근대의 자본=네이션=스테이트는 교환양식C에 해

당하는 자본이 우위를 점한 세계체제임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가라타

니는 각 교환양식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교환양식들의 통합구조에 따른

세계체제를 각 사분면의 순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가라타

니 고진, 2010/2012: 66).

B 세계=제국 A 미니세계시스템

C 세계=경제

(근대세계시스템)

D 세계공화국

[그림 2-3] 네 가지 세계시스템

이 사분면 그림은 가라타니의 사상체계를 발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것이 되기도 한다. 즉, 각각의 교환양식이 우위가 되

는 제 1, 2, 3, 4 사분면의 순서는 그대로 이념으로서의 발전의 과정과

단계를 나타낸다.

나아가 교환양식D와 함께 나타낸 이 사분면의 구조를 통해 가라타니

의 사상체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해볼 수 있다. 그것을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 사분면은 그가 교환양식들과 그 유닛들을 나타내

57) 물론 한 교환양식의 유닛들의 변화와 발전, 예를 들어, 교환양식A를 기준으

로 전근대적인 농업 공동체에서 네이션으로의 변화발전을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는 앞서 선행연구 중 Engeström(2017)에 대한 논평에서 언급한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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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에도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ibid. 41).

B 약탈과 재분배 A 호수 B 국가 A 네이션
(지배와 보호) (증여와 답례)

C 상품교환 D 방기 C 자본 D 어소시에이션
(화폐와 상품) (순수증여)

[그림 2-4] 교환양식과 근대의 유닛들

가라타니가 교환양식들을 이와 같은 사분면에 위치시키는 것은 교환

양식들의 다음과 같은 각 좌표축에 해당하는 속성들과 관련되어 있다(가

라타니 고진, 2006/2007: 35)58).

통제

불평등

B 약탈과 재분배 A 호수

평등
(지배와 보호) (증여와 답례)

C 상품교환 D 방기
(화폐와 상품) (순수증여)

자유

[그림 2-5] 교환양식의 좌표와 사분면

이 그림에 나타난 교환양식들의 속성들을 따라, 교환양식들을 다음과

같이 부연해 볼 수 있다.

교환양식A는 포틀래치(potlach)의 사례와 같이 ‘증여와 답례’라고 하는

교환에 따라 공동체나 사회의 평등이 유지되는 속성을 갖는다. 하지만

이 교환양식은 그와 같은 교환이 이루어지는 특정 공동체나 사회 외부에

대해 배타적이고, 그 안의 구성원들을 종속시킨다는 점에서 통제적 성격

을 띠고 있다.

교환양식B는 하나의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를 지배하게 되었을 때를

그 기원으로 하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속성을 나타내는 교환양식이다. 이

때 지배적인 공동체는 피지배적 공동체를 약탈, 강탈, 수탈하지만 그 ‘지

58) 가라타니의 그림에 내용을 추가하여 다소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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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을 위해, 육성하고, 다른 공동체의 지배로부터 보호하기도 한다. 또

피지배 공동체의 입장에서는 그 안녕을 위해 지배적인 공동체에 대한 복

종을 한다. 이와 같은 강점(强占)의 속성이 전도되어, 지배가 일종의 은

혜와 같은 것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 또한 이와 같이

안녕을 위해 복종을 하는 등의 ‘교환’이라는 것이다. 특히 근대의 이 양

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세금과 재분배’다. 즉 이것 또한 교환양식B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환양식C는 화폐와 상품의 교환으로서, 교환양식A와 B에 비해 공동

체나 국가의 통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개인들에 의해서도 이루어

진다는 점에서 다소 자유로운 속성을 띠고 있는 교환양식이다. 당장 근

대의 자본주의가 탄생한 전근대의 서구 도시는 그 구성원들에 당시 공동

체와 국가로부터 이탈한 개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에서도, 이와 같

은 교환양식C의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속성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교환양식C는 화폐소지자와 상품소지자 사이에 경제적인 계급

편차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교환양식B와 같이 불평등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맑스가 『자본』을 ‘가치형태’에 대한 논의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이유기도 하다고 가라타니는 설명한다. 즉, 화폐는 생산양식의 관점

을 따르는 노동가치설에서와 같이 노동의 단순하고 투명한(transparent)

반영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화폐는 그것 또한 일종의 ‘상품’으로서 다른

모든 상품과의 교환가능성을 갖는 ‘힘’을 지닌다. 이것은 근대 부르주아

의 형성과 평행했던 절대왕정에서, 절대군주 아래서 모든 구성원이 기존

의 신분을 떠나 신민(subject)으로 재편되었던 것과 같은 양상을 띤다(가

라타니 고진, 2004b/2008). 즉, 화폐가 모든 상품과의 교환가능성을 갖는

것과 동시에 거꾸로 화폐는 모든 유무형의 산물을 상품으로 만들어버린

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품은 화폐 없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것의 또 다른

이유는, 상품은 ‘팔리지 않으면’ 사실상 상품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

다. 이렇게 해서 화폐는 상품세계의 ‘절대군주’가 된다. 이처럼 화폐는 모

든 상품과의 교환가능성이라는 ‘등가형태’를, 상품은 화폐와의 비교를 통

해 가치부여가 되는 ‘상대적 가치형태’를 띠게 된다고 한다. 자본주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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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화폐, 즉 자본을 축적하고자 하는 충동은 바로 이 ‘교환의 힘’에 대한

충동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화폐소지자와 상품소지자 사이에는 근본적인

힘의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경제적 계급편차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전근대의 상인자본이 공간적으로 서로 다른 가치체계의 차이

에서 이윤을 얻는다고 하면, 근대의 산업자본은 기술발전에 따른 시간적

인 가치체계의 차이로부터 이윤을 얻는다고 한다. 즉 산업자본은 전체적

으로 봤을 때, 상품을 생산한 노동자에게 그/녀의 다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소비자로서의 그/녀들에게 상품을 되팖으로써 이윤을 획득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여기서 개별 자본들은 자체의 노동자들에게는 최대한

낮은 임금을 주면서, 다른 모든 자본들이 그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임금

을 줌으로써 자체의 충분한 소비자가 되어주기를 바란다는 역설이 존재

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총자본의 관점에서 국가는 세금과 재분배를 통

해 소비자의 구매력과 노동자의 재생산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본과 국가에 의해 농업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온 동시에 집

단적 정체성을 상상적으로 회복한 ‘네이션’의 요구에 따라서도 행해진다

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본과 노동자=소비자의 불평등한 계급 구조에서

후자는 점점 더 빈곤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가는 값싼

노동력과 소비시장의 확보를 위해 국내외적으로 제국주의 정책을 쓰게

된다. 이것은 국가의 군사력을 배경으로 자본의 해외진출로도 이루어지

고 해외의 값싼 노동력의 국내진출로도 이루어진다. 여기까지가 주로 근

대의 예를 통해 살펴본, 교환양식A/B와도 결부되는 교환양식C의 속성이

라고 할 수 있다.

교환양식D는 가라타니에 의해 교환양식A의 ‘고차원적 회복’으로서 설

명된다. 바로 이 교환양식D와 가라타니에 의해 그 유닛에 해당하는 ‘어

소시에이션’, 그리고 특히 이 교환양식D가 중심이 되는 ‘세계공화국’의

체제가 가라타니의 사상체계에 있어 궁극적인 ‘초월론적 가상’에 해당한

다. 즉 교환양식D는 교환양식B와 C처럼, 근대의 예를 들어, 자본과 국가

의 불평등한 구조를 지양하면서도, 교환양식A와 근대의 네이션에서와

같은 집단적 배타성과 구속성을 동시에 지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 49 -

교환양식이다. 이것은 증여를 하되 그 답례를 명시적으로나 암묵적으로

나 강요하지 않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증여는 교환양식A와

비교되는 ‘순수증여’인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심리적이거나 종교적인

‘보람’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교환’인 것이라고 가라타니는 설

명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증여와 답례의 선순환구조를 특정한 집단의

한계를 넘어 전 인류의 보편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

는 것이 가라타니의 교환양식D의 의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

으로 교환양식D는 교환양식A의 고차원적 회복이자 지양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교환양식D는 또한 교환양식C에 의해 기존의 공동체나

국가로부터 자유로워진 개인들이 교환양식C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회계

약’을 이루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이 교환양식D의 유닛으로서 ‘어소시에

이션’이 갖고 있는 의미 중의 하나다.59)

가라타니가 이렇게 교환양식들을 각각의 속성들에 따라 사분면에 나

타내게 된 계기는 촘스키(Chomsky, N.)가 “1970년 「미래의 국가」라는

강연에서” 제시한 “산업적 선진국에서 취할 수 있는” 네 가지의 국가형

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 것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가라타니 고진,

2006/2007: 18).

59) 이 어소시에이션은 프랑스의 ‘어소시아시옹’의 전통 또한 가지고 있다(윤형

근, 2017). 이 전통에는 근대 자본주의에 대한 상호부조적 대응의 의미와, 외부

의 타자에 대한 환대의 의미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ibid. 144-145). 가라타니 고

진(2009/2009)과 윤형근은 모두 ‘협동조합’을 이와 같은 어소시에이션의 관점에

서 고찰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또한 이 어소시에이션은 기존의 교환양식A나 B

와 잘 구별되지 않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의 개념과의 구별을 위해 사용된 개

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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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제

불 평 등

B 복지국가자본주의 A 국가사회주의

평 등
(사회민주주의) (공산주의)

C 리버럴리즘 D 리버테리언 사회주의
(신자유주의) (어소시에이션)

자 유

[그림 2-6] 네 가지 국가형태

그는 이 국가형태에 해당하는 19세기의 사례를 그 대표적인 사상가나

정치가 그리고 학문분야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ibid. 22).60)

통 제

불
평
등

B 복지국가자본주의 A 국가사회주의
평
등

(보나파르트, 비스마르크) (생시몽, 라살)
C 리버럴리즘 D 리버테리언 사회주의
(고전경제학) (마르크스, 푸르동)

자 유

[그림 2-7] 19c 사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시 [그림 2-3]으로 돌아가면, 가라타니가 교환

양식들의 체제를 그것들 중 우위를 차지하는 교환양식에 따라 단계적이

고 발전론적인 관점으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환양식D가 교환

양식A의 고차원적인 회복인 것처럼, 세계체제적으로도, 교환양식D가 우

위를 차지하는 ‘세계공화국’이 교환양식A가 우위를 차지하는 고대 ‘미니

세계시스템’의 고차원적 회복인 것으로 생각해볼 수도 있다. 실제 맑스나

맑스주의에서는 미래의 이상적인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의 모델을 고대의

원시공산제에서 찾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가라타니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그것은 원시공산제를

다시 두 가지 단계로 나누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라타니에 따르

면 교환양식A가 우위를 점한 사회는 ‘정주혁명’ 이후의 사회다(가라타니

60) 이 국가형태와 특히 19세기 사례에 대한 자세한 부연은 생략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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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진, 2010/2012). 이것이 맑스와 맑스주의의 정확한 원시공산제 모델이

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정주혁명 이전에 유동적 수렵채집민

사회가 있었고, 여기서는 교환양식A와 같은 것이 우위가 아닌 풀링

(pooling, 공동기탁)이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능력에 따라 생산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는 맑스주의의 이상을

보다 잘 담고 있는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것은 순수증여인 교환

양식D에 가깝다. 그/녀들은 계속 이동을 했기 때문에 산물을 축적할 수

도, 필요도 없었으며 불평등이 발생하려고 하면 그 집단은 분화되어 또

이동하여 나갔다고 한다. 따라서 가라타니에게 있어서 교환양식D가 우위

를 점한 사회는 맑스주의에서와 같은 원시공산제가 아닌, 그 이전의 유

동적 수렵채집민 사회의 고차원적 회복에 따른 것이라고 가라타니는 말

한다. 생산양식의 관점에서, 유동적 수렵채집민 사회와 정주혁명 이후의

부족공동체 사회는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점 등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교환양식의 관점에서 양자는 근본적인 차

이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라타니에게 있어서 이상상회의 모델은 맑

스주의보다 한 단계 더 거슬러 올라간 유동적 수렵채집민 사회의 고차원

적 회복이 되는 것이다. 이 사항을 포함하여, 가라타니에게 있어서 세계

체제적인, 이념으로서의 발전의 과정, 또는 단계들을 다음과 같은 표로

나타내볼 수 있다.

① ⇒ ②고대 ⇒ ③중세 ⇒ ④근대 ⇒ ⑤탈근대
유동적

수렵채집사회
미니세계시스템 세계제국 세계경제 세계공화국

[표 2-3] 세계시스템의 이념적 발전 단계

여기서, 가라타니에게 있어서 이념적인 발전의 ‘목적’이 되는, 교환양

식D가 우위를 차지하는 세계체제인 ‘세계공화국’에 대해 더 살펴볼 필요

가 있다. 이 또한 ‘이념과 가상’에 대한 논의와 함께 칸트의 사상과 관련

된다고 한다. 이는 그의 말기의 작품인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에서

제시한 이념에 따라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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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대 자본=네이션=스테이트의 필연적 파국이었던 과거 세계양차

대전에 따라, 그것들을 반성하며 형성되었던 국제연맹(the League of

Nations)과 현재의 국제연합(the United Nations)은 모두 이 칸트의 영구

평화론과 세계공화국의 이념을 배경으로 하는 현실적인 타협물이라고 한

다. 실제로 칸트는 이념적 차원뿐 아니라 이것들과 같은 현실적 차원에

대한 것까지 제시하였다. 따라서 현실의 국제연합은 직접적으로 이와 같

은 칸트의 논의를 배경으로 한다.

“서로 관계하고 있는 국가들에 있어서는 이성에 따라 그들이 바로 개별

적인 인간들처럼 그들의 야생의 (무법칙적인) 자유를 포기하여, 공공의

강제법칙들에 대해 익숙해지고, 그래서 하나의 (물론 계속해서 성장하는)

국제국가Völkerstaat(civitatis gentium), 즉 종국에는 지상의 모든 민족들

을 포괄하게 될 국제국가를 형성하는 것 외에는 전쟁이 포함하고 있는

순전히 무법칙적인 상태로부터 헤어날 어떠한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이 이러한 것을 국제법에 대한 그들의 이념에 따라서는 전연

원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명제적으로in thesi 옳은 것을 현시적으로는

in hypotesi 폐기하기 때문에 하나의 세계공화국eine Weltrepublik이라는

적극적 이념 대신에 (만약 모든 것을 잃고 싶지 않다면) 전쟁을 막으며

존속하는 그리고 계속해서 확장되는 연맹이라는 소극적 대용물만이 법을

회피하는 적대적인 경향성, 더군다나 지속적인 그 분출의 위험을 가진 경

향성의 조류를 저지할 수 있다.” (Kant, 1796/2011: 35-36. 「옮긴이 후

기」 103-104에서 재인용. 강조는 본문)

하지만 가라타니는 이와 같은 현실적 구성물을 지양하여 세계공화국

이라고 하는 이념에 다가가는 것을, 현재의 자본=네이션=스테이트라고

하는 세계체제를 근본적으로 극복하는 탈근대의 발전목표로서 제시하고

있다.61)

61) 가라타니-칸트의 그 끝없는 추구라는 ‘이념과 가상’에 대한 논의를 통해 봤

을 때, 여기서 ‘목표’ 보다는 ‘목적’이라고 하는 개념이 보다 어울리기는 할 것이

다. 여기서의 인용맥락과 관련하여 ‘제 4 장, 제 3 절’의 ‘각주110’ 참조(p.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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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의 칸트를, 무엇보다도 이 저작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성실한 칸트

주의자가 있다. 가라타니 고진이다. 그는 그의 『세계공화국으로』에서

“국제연합(UN)이 칸트의 ‘국제연맹’Völkerbund 구상에 기초한 것은 확실

하지만, 그는 딱히 그런 것을 목표로 삼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

것을 제기한 것은 현실주의적 타협안에 지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칸

트가 목표하고 있는 것은 ‘세계공화국’임을 주장 … 하고 있다.” (Kant,

1796/2011: 103. 「옮긴이 후기」 中)

가라타니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발전 이념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 자본=네이션=스테이트는 그 근본적인 속성으로 인해, 과거

의 세계대전과 같은 물리적인 양상으로든 아니면 경제적 차원 등에서의

암묵적 양상으로든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은 그 존립을 위해 세계의 노동자=소비자들을 점점 더 가혹한 상황

으로 내몰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라타니에게 있어서, 현재의 자본=

네이션=스테이트에 대한 각국에서의 ‘아래로부터의 혁명’뿐 아니라, ‘현실

적 타협물’인 UN시스템의 개혁이라고 하는 ‘위로부터의 혁명’이 그의 구

체적인 ‘발전목표’로서 제시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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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가라타니 사상체계에서 주체의 의미

제 1 절 개인주체

가라타니의 사상‘체계’를 고찰한다는 것은, 연구방법에서도 밝혔듯이,

기본적으로 그 범위가 그의 후기 사상에 국한되는 것이다. 앞장에서 분

석 및 해석한 가라타니의 발전론적 사상은 바로 이 후기 사상에 국한된

다. 이 발전의 문제는 서론에서 문제제기하였듯이, 교육뿐 아니라 주체의

문제와도 관련된다. 예를 들어, 주체의 단위와 주체와 발전 사이의 관계

가 그 주된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62)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에 관

해서도 마찬가지 형식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제기한 교

육발전론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교육과 주체가 여타의 발전에 종속되는

문제에 관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교육과 주체는 보다 긴밀

한 관련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가라타니에게 있어서도 교육과 주체의 문제는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

는다. 그런데 그것은 주로 그의 전기 사상에서 그러하다(박가분, 2014;

가라타니 고진, 1986a/1998; 1986b/1998). 따라서 가라타니의 사상‘체계’에

관한 한 그것은 이후 ‘교육론적 고찰’에 있어서 관련지어 ‘논의’될 사항이

라고 할 수 있다. 즉, 본 장에서는 어디까지나, 주로 가라타니의 후기 사

상에서의 주체의 문제가 분석된다. 하지만 앞서 말했던 교육발전론적 문

제와 관련하여 주체와 교육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긴밀히 연관되듯이, 가

라타니의 후기 사상에서도 양자의 관계는 그러하다. 또는 그와 같은 작

업가설 하에 가라타니의 사상체계에서 주체가 갖는 의미가 탐색되기도

할 것이다. 그것은 단적인 예를 들어 가라타니의 사상체계에서 제시된

소크라테스의 사례에 있어서 그 ‘문답’과 ‘대화’ 등을 일종의 ‘교육활동’으

62) 가라타니에게 있어서 발전과 주체 사이의 관계는 본 장 ‘제 3 절’의 [그림

3-3](p.75)을 통해 나타내본 것과 같이, 교환양식의 유닛과도 관련된 ‘정체성’의

문제와도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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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전제하는 것이다. 이 소크라테스의 사례는 가라타니에게 있어서 앞

장에서 제시된 발전의 체계에 있어서 일종의 그 대안에 해당하는 사례로

서 제시된 것이기도 하다.63) 하지만 이것은 고대적 사례로서, 모든 교환

양식들이 매 시대 공존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 시대에서의 대안적인 교

환양식적 사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김영철(2017: 554)의 언급과 같이,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세계공화국의 양상이 “추리”될 수도 있을 것이

다.

하지만 연구방법에서도 밝혔듯, 가라타니의 후기 사상‘체계’는 그의 전

기 사상의 문제의식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이 ‘주체’의 문제는 그 직접

적인 연결고리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도 이 문제가 그러한 연

관성 속에서 탐색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와 같은 연관성

속에서, 주로 가라타니의 후기 사상체계의 대안적 사례를 통해 주체의

의미들을 분석 및 해석하되, 전기 사상과 그 관련성에 대한 보다 심층적

인 교육론적 고찰은 이후의 장에서 진행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한다.64)

우선 가라타니의 후기 사상체계에 있어서 주체의 문제와 긴밀하게 연

관된 것으로 가정된 교육과 그 사례로서 소크라테스의 ‘문답’의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크라테스의 문답은 통상 ‘대화’라고 불리는 것과는 이질적이다. … 소

크라테스의 문답법은 플라톤의 저작을 통해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플

라톤의 <대화>에 쓰여진 것과 같은 것은 없었다. 플라톤에게서 문답은

일정한 끝(목적)을 향하여 나아간다. 그런데 그와 같은 대화란 실제로는

자기대화, 즉 내성(內省)이지 타자와의 대화가 아니다. 타자와의 대화가

그처럼 좋은 모양으로 완결될 리 없다. 예를 들어, 디오게네스 라에르티

오스는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에 대해 이렇게 쓰고 있다. “그와 같은 탐구

를 할 때, 그의 논의는 점점 강제적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주먹세

63) 텍스트의 측면에서, 연구방법에서도 언급했듯, 이 소크라테스의 사례가 제시

된 『철학의 기원』은 『세계사의 구조』의 대안적인 사례로서 제시된 것이기

도 하다.
64) 이미 가라타니의 전기 사상과 관련하여 Maruyama(2006)의 선행연구를 간

단히 살펴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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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를 받거나 머리끄덩이를 잡혀 끌려가는 일이 종종 있었으며, 또 많은

경우 바보 취급을 받고 조롱을 당했다. 그래도 그는 이 모든 것을 꾹 참

고 견디었다. 이렇게 발길질을 당해도 참는 것을 보고 누군가가 어처구니

없어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만약 당나귀가 나를 걷어찼다고

하면, 내가 당나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하겠는가”라고.” (가라타니 고

진, 2012/2015: 208-209. 강조는 인용자)

이렇게 가라타니에게 있어서 교육의 사례로서 소크라테스의 문답은

위 인용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타자와의 대화’의 양상을 띤다. 이때 가

라타니에게 있어서 ‘타자’라고 하는 것은 주체와 그 공동체적 기준을 달

리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앞 장에서 제시

된 교환양식A를 배경으로 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 공통의 사고방식과

관점을 공유하고 있는 집단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라타니에

게 있어서 교환양식A와는 달리 교환양식B, C, D는 모두 서로 다른 공동

체 사이의 관계에서 성립하는 것들이다.

하지만 가라타니에게 있어서 주체와 타자라고 하는 존재들의 단위는

기본적으로 집단이 아닌 ‘개인’ 수준에서 성립한다. 이 ‘개인’은 기본적으

로 앞 절의 [그림 2-5]에서와 같이, 집단이나 국가의 ‘통제’적 구속을 받

지 않는 교환양식C에서부터 성립한다. 교환양식C에서는 기존의 공동체

나 국가의 통제를 받던 개인들이 그와 같은 공동체나 국가로부터 독립하

여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교환양식C가 우위가 된 사회나 체

제 안에서의 발전의 특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드는 지점

이기도 하다. 즉 여기서의 발전은 다음과 같이 사회와 개인의 발전이 위

배되지 않는 방식으로 정당화된다.

“잘 알려진 것처럼, 스미스는 사적 이익의 자유로운 추구를 긍정했습니

다. 그것은 각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전체의 이익이 되고, 따

라서 결과적으로 개개인의 이익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이

해하는 데에는 제로섬zero-sum게임과 플러스섬plus-sum게임을 예로 드

는 것이 적절합니다. … 스미스의 생각은 산업자본주의의 발전을 전제하

고 있습니다. 산업자본주의 이전 단계에서 유토피아 사상은 … ‘단순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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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사회를 모델로 합니다. 그것은 사회적 생산의 총체가 거의 변하지 않

는다고 구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빈곤의 평등’이 됩니다. 19

세기 전반 프랑스나 독일에서 생각되었던 ‘사회주의’는 대체로 그런 것입

니다. 그에 반해 산업자본주의는 플러스섬게임입니다. 아담 스미스가 각

자의 에고이즘 추구를 긍정한 것도 이런 경제에서입니다.” (가라타니 고

진, 1994/2011: 66-67)

하지만 이미 살펴봤듯이 교환양식C에서의 개인은 그 상품교환의 본질

적 속성상 그 자유가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계급편차를 발생시키는 방식

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가라타니는 개인들의 자유가 보장되면서도 경

제적인 계급편차가 발생하지 않는 방식의 교환양식을 교환양식D와 그

유닛인 ‘어소시에이션(association)’으로서 제시했던 것이다. 즉 가라타니

에게 있어서 교환양식D를 그 관계방식으로 하는 주체 또한 바로 개인인

것이다. 하지만 이때의 개인이 교환양식C가 우위가 된 체제를 배경으로

한 개인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조금 더 살펴봐야 한다.

가라타니는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 Maruyama, M.)를 통해 개인

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가라타니 고진, 2013/2013: 206).

[그림 3-1] 개인의 유형

이는 정치적 권위에 대한 원심-구심력에 따라 좌-우로 나뉘고, 결사

를 이루는 여부에 따라 위와 아래로 나뉘는 사분면이다. 이때 기존의 교

환양식C의 맥락에서 자본주의적 개인에 대한 비판은 바로 이 ③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화(私化, privatization)된 개인의 예는 결사를

이루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래쪽에, 국가나 공동체의 정치·사회적 권위와

통제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에서 왼쪽에 놓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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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가라타니가 대안적으로 말하는 교환양식D의 맥락에 놓인 개인

은, 기존 정치적 권위에 대해 자유롭다는 점에서 왼쪽에 위치하면서도,

결사=어소시에이션을 이루는 ②와 같은 자립화 유형의 개인이라고 할

수 있다.65) 그 외 ①과 ④는 각각 교환양식A와 B의 개인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이것들을 앞 절, [그림 2-5]의 ‘교환양식의 좌표와 사분면’에 반

영해보면 다음과 같다.

통제

불평등

B ④ 원자화 A ① 민주화

평등
atomization democratization

C ③ 사화(私化) D ② 자립화
privatization individualization

자유

[그림 3-2] 개인 유형의 교환양식적 맥락

가라타니는 ②와 같이 ‘개인들’의 자유와 평등이 위배되지 않는 방식

의 교환양식D와, 그것의 유닛을 ‘어소시에이션’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것은 ①과 같이 개인이 환원되어버리는 공동체나 네이션과 대비되어, ②

의 개인을 전제로 이루어지고 또 그와 같은 개인의 존립 근거가 되기도

한다. 여기서 이 어소시에이션의 사례에 대해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

라타니는 이 근대 또는 탈근대의 어소시에이션의 원리에 해당하는 교환

양식D의 역사적 사례를 ‘보편종교’66)와 ‘자연철학’ 등을 통해 제시하였다.

특히 이 자연철학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가라타니가 이것과 결부시켜 언

급하고 논의한 ‘이소노미아(isonomia)’라고 하는 정치체제는 직접적으로

65) 선행연구에서 Engeström(2017) 등의 활동이론가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교

환양식에 따른 활동의 변형과 행위자에 관한 문제를 이 개인의 유형들 및 그

성격들과 관련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66) 이 또한 후기 칸트의 『이성이 한계 안에서의 종교』의 이념적 배경을 추

론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때의 보편종교는 공동체, 국가, 자본 등을 배경으로

하는 종교, 특히 세계제국을 배경으로 하는 ‘세계종교’와는 구별되는 보편적인

차원에서, 교환양식D의 원리를 배경으로 하는 종교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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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소시에이션의 사례가 되는 것이기도 하다.67)

“실제 이오니아의 자연철학자는 자연학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쓰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윤리나 정치에 대해 사

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오니아의 사상가는 윤리나 인

간에 대한 인식을 ‘자연학’의 관점에서 이야기했다. 그것은 인간과 세계를

일관되게 자연(physis)으로 보는 것이다. 그들은 그와 같은 보편적 시점

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나는 바로 이런 태도를 ‘자연철학’이라고 부르고

싶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이오니아의 정치(이소노미아)와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가라타니 고진, 2012/2015: 78)

이 이소노미아라고 하는 것은 ‘무지배(no rule)’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으로서 ‘데모크라시’와도 구별되는 것이다. 이것을 [그림 3-1]의

개인의 유형과도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대비해 볼 수 있다.

정치체제 데모크라시(democracy) 이소노미아(isonomia)

지방 아테네 중심의 고대 그리스 이오니아

학문 철학 자연철학

개인유형 ① 민주화(democratization) ④ 자립화(individualization)

[표 3-1] 데모크라시와 이소노미아

가라타니에 따르면 이때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지배

(‘-cracy’)의 한 형식으로서 ‘다수자에 의한 지배’일 뿐이었다고 한다. 이

것은 고대 그리스의 부족적 전통에 기원을 둔다. 즉 잘 알려져 있다시피

민주주의의 기원으로서의 고대 그리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아테네의

사례는 어디까지나 그 전통적인 ‘시민’에 의해 이뤄진 하나의 지배형식으

로서의 데모크라시를 보여줄 뿐이라는 것이다. 즉 아테네 인구의 대다수

67) 가라타니의 관점에서 이 데모크라시와 이소노미아의 문제는 물론 비단 ‘정

치’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즉, 정치·경제·사회 등 전(全) 체제에 관계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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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차지하고 있었던 여성, 노예, 외국인이 그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담당

하고 있었을 뿐더러 피지배 계층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아

테네에서는 기술과 구별되는 지식의 가치가 우위를 점하게 되기도 한다.

가라타니에 따르면 고대 그리스는 당시 중동의 페르시아나 아프리카

의 이집트 등의 ‘제국’의 주변(월러스틴), 또는 아주변(亞周邊)(비트포겔

(Wittfogel, K. A.))에 위치한 지역이었을 뿐이다(가라타니 고진,

2014/2016)68). 지금의 터키 서부 연안에 해당하는 당시의 이오니아는 고

대 그리스의 식민도시들로 이루어진 지역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중동과 아프리카의 제국들과의 교차=교역지대이기도 했다. 그리스의 입

장에서 보면 당시 이오니아는 그리스의 부족적 전통으로부터 떨어져 나

간 ‘개인들’에 의한 연합, 즉 ‘사회계약’에 의해 이루어진 사회들과 도시

들이 성립해 있었다고 한다. 이 개인들은 주로 상공업에 종사한 상공인

들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기술이 중시되었다고 한다.69) 바로

여기서 개인들의 자유와 평등이 위배되지 않는 이소노미아라고 하는 정

치체제가 성립하였다. 여기서 평등이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사회

안에 계급편차에 따른 불평등이 생겨나려고 하면, 개인들은 그곳을 떠나

다른 곳에서 다시 사회계약을 맺고 사회를 형성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다.70)

68) 이 개념들은, 반주변(월러스틴) 또는 주변(비트포겔)이 중심의 문화와 체제

를 직접 받아들이게 되는 영향관계에 있는 것과 대비되어, 그 문화적 체제적 영

향으로부터 선택적 수용의 관계에 위치한 지역을 뜻한다.
69) 철학의 기원이기도 한 자연철학과 알파벳의 기원인 페니키아 문자 그리고

히포크라테스 등 서양의 기원적 의술 등이 생겨난 곳도 모두 바로 이 이오니아

지방에서였다.
70) 이것은 앞 장에서 유동적 수렵채집민 사회를 설명할 때와 마찬가지다.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졌던 또 다른 예시로 가라타니는 11세기 유럽, 그 중에서도 북

유럽 사회의 이주로 형성됐던 아이슬란드의 사례와, 아렌트(Arendt, H.)와 토크

빌(Tocqueville, A.) 등이 설명하고 있는 초기 미국의 ‘타운십(township)’ 등을

아울러 소개하고 있다(가라타니 고진, 2012/2015).

또한 이와 같은 지리학적 고찰 및 ‘장소’는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Wainwright(2008: 35)의 ‘삼위일체적 영토’에 대한 대안적 의미를 갖고 있다. 각



- 61 -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자연철학이 이와 같은 이소노미아의 원리와

직결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탈레스를 시작으로 밀레토스의 자연철학자가 신 없이 세계를 설명하려

고 한 것은 … 폴리스가 신들이나 씨족적 전통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

계약에 의해 존재한다는 것을 재확인시키려고 … 그것은 지배-피지배관

계가 없는 사회를 세우는 것, 즉 이소노미아를 재건하려는 시도와 연결되

었다. ‘자연철학’은 이런 의미에서 근본적으로 ‘사회철학’이다.” (가라타니

고진, 2012/2015: 108)

그리고 놀랍게도 가라타니는 바로 이러한 자연철학과 이소노미아를

아테네에 실현시키고자 했던 인물로서 소크라테스를 언급하고 있다. 이

것은 기존의 상식, 즉 소크라테스가 철학의 관심을 인간과 사회로 돌림

으로써 자연철학으로부터 ‘인식론적 단절’을 이룬 철학의 시조로 보는 관

점을 뒤집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소크라테스를, 상식적

으로, 그의 대표적인 제자의 계보로서 인식되어온,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아테네의 철학자’인, 플라톤-아리스토텔레스 등과 차별화시키는 것이기

도 하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크라테스의 획기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그처럼 보이는 것은 소크라테스가 이오니아적 사상과 다른 무언가를 가

져왔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그가 이오니아적 사상을 처음으로 받아들

이고 실행에 옮겼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에서 처음으로 ‘개인’

으로서 살려고 한 사람이었다.” (ibid, 74-75)

즉, “소크라테스는 이오니아의 철학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것을 회복하려고 했던 것이다. 환원하자면, 그는 아테네의 데모크라시 안

에 이오니아적인 이소노미아를 회복시키려고 한 것이다.”(ibid. 14) 그리

고 “소크라테스의 본령은 플라톤보다도 오히려 소크라테스의 직계 제자

주30 참조(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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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키니코스학파를 창시한 안티스테네스나 그 제자 디오게네스와 같은

개인주의적 … 사상가에 의해 계승되고 있다.”(ibid, 75-76) 플라톤이 실

질적으로 계승하고 있는 사람은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다음과 같이 ‘피타

고라스’였다.

“플라톤은 그의 대화편에서 이데아론에 대해서도, 철인왕의 관념에 대해

서도 소크라테스의 의견으로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들은 소크라테

스의 생각이 아니라 명백히 피타고라스의 생각이다. … 그는 … 피타고라

스처럼 각지를 방랑하다 마지막으로 남이탈리아의 탈라스에 있는 피타고

라스학파 학원에 견학을 갔다. 그가 설립한 아카데미아가 피타고라스학파

의 학원에 근거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것만이 아니다.” (ibid,

136-137)71)

개인으로서의 소크라테스의 면모는 그의 교육활동과 교육방법이었다

고 할 수 있는 문답법과 산파술에도 다음과 같이 그대로 드러난다. 여기

에서도 또한 그가 자연철학의 흐름을 이어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크라테스는 일찍이 누구도 한 적이 없는 방법을 선택했다.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과의 문답이다. 아마 소크라테스의 문답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청중 전체를 향해 말하는 일은 결코 없

었다. … 하지만 이와 같은 문답법은 소크라테스가 창시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연철학에 속하는} 엘레아학파의 논법을 답습한 것이었다. {엘

레아학파의 학자들이었던} 파르메니데스나 제논72)의 경우, 피타고라스의

이중세계(초감성적 진리세계와 감성적 가상세계)를 부정하는 것이 과제였

다. 그들은 그와 같은 전제에 서면 모순에 빠진다는 것을 간접증명을 통

71) 이렇게 서구 근대의 철학과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대학의 그리스적 기원이

라고 할 수 있는 플라톤의 아카데미아 조차도, 가라타니에 따르면, 소크라테스

와 이오니아의 자연철학 그리고 이소노미아와는 이질적인 아테네의 ‘공동체적

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72) 제논은 “파르메니데스의 충실한 제자, 양자, 애인”의 관계에 있기도 했다(가

라타니 고진, 2012/2015: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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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여주려고 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에서 같은 것을 행했다. … 소

크라테스가 개시한 것은 … 자유민과 노예라는 구별을 넘어서 존재하는

‘덕’이다. 이런 ‘덕’은 외부로부터 배운 지식이나 기술이 아니다. 각자가

… ‘자기’임을 깨닫는 것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씩에게만 전달가능하다. 소크라테스는 적극적인 것은 아무

것도 가르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그저 내버려두면 자연스럽게 자각

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자각은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허위전제를 파괴함

으로써만 가능하다. 이런 의미에서 가르치는 것이 불가결하다. 소크라테

스의 ‘산파술’은 이와 같은 패러독스를 품고 있다.” (ibid. 208-209. 강조

및 {}는 인용자)

이와 같은 ‘교육의 주체로서의 개인’은, 앞서 얘기했듯이, 그 공동체적

기준을 달리하는 타자와의 관계에서, 또는 서로 다른 공동체 사이에 놓

여있는 존재로서 직접적으로 성립하는 것이다(가라타니 고진,

1986a/1998; 1986b/1998)73). 소크라테스가 행했던 교육도 주로, 아테네

공동체에 있어서 그 타자의 위치에 있었던 여성·노예·외국인과의 관계에

서 이루어졌다. 그 ‘장소’로서 아테네 공동체의 ‘민회’가 아닌, 또는 그곳

으로의 진출을 위한 것이 아닌, ‘타자들’과 ‘개인들’의 장소였던 아고라,

즉 광장에서 소크라테스의 교육이 행해졌던 것이다. 이 광장은 당시 제

국의 아주변(亞周邊)으로서, 고대 그리스와 아테네에 있어서, 이오니아와

같이, 공동체들의 ‘사이’에 놓여있었던 장소라고 할 수 있다.74) 이와 같은

교육은 당시의 정치·경제·사회체제를 지양하는 ‘정의’의 문제, 즉 앞 장에

서 분석한 ‘발전’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었다.

“부자의 자제들이 소피스트에게 돈을 주고 배운 것은 민회에서 훌륭히

행동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소크라테스의} 다이몬은 민회에 가지 말고

정의를 위해 싸우라고 명령한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택한 것이 아고라

(광장․시장)에 가는 것이었다. …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오늘날 직접민주

73) 이와 같이 이 논의는 다음 장에서 분석될 가라타니의 전기 사상과 직결되

기도 한다.
74) 각주70 참조(p.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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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로 불리며 종종 대의민주주의를 넘어서는 것으로 간주된다. 민주주의

란 바로 데모스=시민의 지배이다. 그런데 여성, 외국인, 노예는 민회에 참

석할 수 없었다. 그리고 ‘데모스’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대거 광장에

있었다. ‘정의’는 오히려 거기서 발견되어야한다. 소크라테스가 광장에 나

간 것은 그 때문이었다.” (가라타니 고진, 2012/2015: 12-13. {}는 인용자)

이렇게 발전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가라타니에게 있어서 ‘주체’는 어

디까지나 ‘광장의 개인’으로서 고찰되었던 것이다.75)

75) 사실 가라타니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개인 주체의 형성은 서구의 근대적

주체의 기원으로서 많은 오해와 비판을 받는 데카르트(Descartes, R.)에 대한

그의 전기 사상에서 이미 해명(解明)된 바 있다(가라타니 고진, 1986a/1998;

1986b/1998). 데카르트적 주체인 ‘코기토’는 이후 심신이원론이라고 하는 데카르

트적 이원주의(Cartesian Dualism)의 기원이자 온상으로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

다. 하지만 가라타니에 따르면 이것은 ‘데카르트주의’로서의 상식에 따른 것으로

서, 데카르트 자체에 대한 독해나 인식이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방법

서설』과 『성찰』 등에 나타난 데카르트는 당시 종교개혁에 따른, 유럽의 30년

전쟁이라고 하는 아비규환의 상황 속에서, 그가 전통적으로 속해있던 스콜라철

학과 프랑스를 떠나 유럽 각지의 다양한 풍습을 가진 공동체들로의 인류학적인

여행과 탐사를 함을 알 수 있다. 그 저작들에는 그의 이와 같은 자전적인 기록

들이 담겨 있다. 그리고 그가 한동안 활동했던 곳은 당시 국제적인 중심도시였

던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이다. 이곳은 유대공동체를 포함한 모든 공동체들로부

터 파문당하고 망명하여 있던 스피노자가 있던 곳이기도 하다. 그만큼 당시 암

스테르담은 국제적인 곳으로서 다양한 공동체들이 교차하고 있던 교역지대였다.

데카르트에게 있어서의 주체성과 정신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다양한 공동체

들 사이에 놓여있던 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데카르트의 ‘코기토’는 내성적인 동시에 내성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그는 어떤

기묘한 ‘장소’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이 장소는 현실적으로는 네덜란드이다./

“나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8년 전에 아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 모든 장소

에서 멀리 벗어나 이곳(네덜란드)에 오기로 결심했다. 오래 지속된 전쟁 덕분에

훌륭한 질서가 세워져 있는 이 나라의 군대는 사람들이 아주 안심하고 평화의

결실만을 즐길 수 있도록 봉사하는 듯이 보였다. 여기서 나는 남의 일에 호기심

을 갖기보다는 자신의 일에 열중하는 아주 활동적인 위대한 국민들과 더불어

대도시의 편리함을 만끽하면서도 가장 먼 황야(사막)에 있는 것처럼 유유자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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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자유의 의미

가라타니에게 있어서 개인주체와 함께 살펴보아야할 것이 자유에 관

한 것이다. 다시 소크라테스에 관한 논의로 돌아가 보면, 앞 절에서 소크

라테스의 행위와 실천이 ‘다이몬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소크라테스에게는 매번 다이몬(정령)이 나타나 지시를 한 것으로 알

려져 있다.”(가라타니 고진, 2012/2015: 12) 이렇듯 앞 절에서 살펴본 소

크라테스의 실천들의 “수수께끼”는 “소크라테스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ibid. 14)

“소크라테스는 젊은 시절 이오니아의 자연철학을 공부했다고 이야기된다.

그것은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 『구름』에도 풍자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이오니아적 정신을 그처럼 이어받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의 의식을 넘어서 다이몬의 지령이라는 형태로 상기된 것이다.

그것은 프로이트의 말로 이야기하자면 ‘억압된 것의 회귀’로서 강박적인

것이다. 그 결과 소크라테스는 말하자면 아테네에 이오니아의 이소노미아

를 회귀시키려고 했다.” (가라타니 고진, 2012/2015: 14)

이것을 이른바 소크라테스의 ‘상기설’에 대한 가라타니의 해석으로 생

각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것은 앞 장에서 교환양식D가 교환양식A의 ‘고

차원적 회복’이었다는 것, 보다 정확하게는 가라타니가 말하는 어소시에

는 은둔 생활을 할 수 있었다(『방법서설』, 182~83쪽).”/ 데카르트는 당시 가장

발달한 상업 도시에서 살았다. 이곳이 ‘시장’이었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

는 그곳에 속해 있지 않았다. 네덜란드는 ‘가장 먼 황야’와 같았다. 프랑스에도

속하지 않고 네덜란드에도 속하지 않은 ‘장소’. 정말 이것은 지리적인 공간이 아

니라 바로 담론적 시스템의 공空 = 간間이다. ‘코기토’는 이 ‘장소’ 없이 존재할

수 없다.”(가라타니 고진, 1986b/1998: 82-83) 가라타니뿐만 아니라 월러스틴 등

의 세계체제론자들에 따르면 당시 네덜란드는 영국 이전, 세계의 ‘헤게모니 국

가’ 였다. 당시, 이미, 일본(혹은 중국)을 항해하던 네덜란드인 하멜이 자연재해

상의 표류로 조선(제주도)에 상륙했을 정도로 당시의 상황은 ‘우리’와도 무관하

지 않은 세계체제적인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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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과 세계공화국 등이 정주혁명 이전의 유동적 수렵채집민 사회를 고

차원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라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다. 왜냐하

면, 소크라테스의 실천은 고대 그리스의 부족적 전통이 억압한 그 이전

의 유동적 사회의 속성을, 그 식민도시이자 교역지대였던 이오니아 사회

를 통해 간접적으로 회복하는 것과 관련된 일이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

이다. 이것이 가라타니가 프로이트를 통해 얘기하는 ‘억압된 것의 회귀’,

그리고 ‘지양(aufheben)’의 의미이기도 하다. 그리고 가라타니는 소크라

테스의 실천이, 마찬가지로, 프로이트가 말하는 것과 같이, 이렇듯 “강박

적인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소크라테스의 실천은 다이

몬의 “명령”에 의한 것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소크라테스라는 개인주체

에게는 그 주체성으로서의 자유가 없었다는 뜻일까?

하지만 가라타니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소크라테스의 실천은 철저하

게 자유로운 것이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라타니에게 있어서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개념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가라타니는 이 자유에 관한 설명에 있어서 다시 칸트로 거

슬러 올라간다. 가라타니에 따르면 칸트에게서 자유의 문제는 곧 도덕의

문제이기도 하다.

“도덕이라는 말은 보통 선악의 문제라고 생각되고 있다. 그리고 선악을

결정하는 것은 공동체의 규범이다. 한편 선을 쾌락(행복)의 실현으로 보

는 시각이 있다. 현재 영미 계열의 윤리학에서는 이것이 지배적이다. 칸

트는 … 둘 다를 비판하려고 했다. 그의 생각에 보편적인 도덕성의 문제

는 자유인가 아닌가에 있다. 자유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과 다르

다. 자유란 다른 데에 원인이 없고 순수하게 자발적, 자율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사람이 공동체의 규범에 따른다면 그것은 타율적이지 자

유는 아니다. 또 따른다는 의식조차 없이 그것을 당연한 듯이 생각하여

그렇게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자유는 순수하게 자발적인 행위가 아니

면 안 된다. 한편 공리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행위는 신체적 욕구나 타자

의 욕망에 따라 규정되는 것이므로 자유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순

수하게 자발적이라는 의미에서 자유일 수 있을까? 사실 그것은 불가능하

다. 내가 자유롭게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도 실제로는 의식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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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러 요인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그것은 자율적이 아니라 타

율적이다. 가령 ‘자유로운 사회’라고 불리는 곳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행

동하는 것같이 보여도 실제로는 다양한 교육76)이나 선전 등에 의해 주입

된 욕망을 충족하고 있을 뿐이다. 자유롭게 생각한다고 해도 결국은 이미

알려진 패턴을 덧쓰고 있을 뿐이다. 정말로 자유로운 행위나 자유로운 주

체가 있을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없다, 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원인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 행위나 주체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유 혹은

주체는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칸트는 실천적(도덕적)인 차원에서만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것은 의무 혹은 지상명령을 따르는 데

에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이상하다, 명령에 따르는 것이 어째서 자유인

가? 이러한 의문 때문에 칸트를 비판한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칸트가

말한 지상명령이란 ‘자유로워지라!’는 명령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

한 명령 혹은 의무에 의해 비로소 ‘자유’라는 차원이 나온다.” (가라타

니 고진, 2000/2001: 6-7. 강조는 인용자)

이렇게 칸트에게 있어서 도덕의 문제가 되는 자유는, 이것들의 원천을

생물학적 쾌락이나 행복 등으로 보는 영미 계열의 공리주의적 전통이나,

“공동체의 규범”이나 관습 등으로부터 보는 전통 및 구조주의적 담론 모

두와 차별화되는 지점에 서있다. 이것은 결국 칸트에게 있어서 제1비판

서인 『순수이성비판』이 해명하려고 하는 ‘자연’의 영역과 대비되는, 제

2비판서인 『실천이성비판』이 해명하고자 하는 자유의 영역에 대한 설

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기존의 도덕이나 자유에 대해 설명하는 담론들

은 칸트에게 있어서 자유가 아닌 자연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칸트에게 있어서 자유가 명령에 의해 성립하는 것은, 앞서

소크라테스의 실천이 무조건적 명령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 즉 자유로운

개인의 주체적 행위였다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또한 소크라테스의 ‘다이몬’과 관련하여서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그것은 가라타니가 철학과, 종교 나아가 도덕 또는 윤리 등의 영역

76) 여기서의 ‘교육’은 다음 장의 ‘제 2 절’에서 논의될 것이듯이, 근대의 예를

들어 ‘자본=네이션=스테이트’와 같은 체제적 맥락에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교육

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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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구별을 다음과 같이 베버(Weber, M.)를 통해 폐기하고 있는 것에 따

르는 것이다.77)

“그(베버―인용자)는 예언자를 윤리적 예언자와 모범적 예언자라는 두 가

지로 나누었다. 전자의 경우, 예언자는 구약성서의 예언자, 예수, 무함마

드처럼 신의 위탁을 받아 그 의지를 고지하는 매개자가 되어 이 위탁에

근거하는 윤리적 의무로서 복종을 요구한다. 후자의 경우, 예언자는 모범

적인 인간으로서 붓다, 노자, 공자처럼 자신의 범례를 통해서 다른 사람

들에게 종교적 구원의 길을 가리켜 보여준다. 즉 베버는 통상적으로는 예

언자로 간주되지 않은 사상가를 예언자로 간주함으로써 기존의 세계종교

구분을 괄호에 놓은 셈이다./ 그런데 그것은 철학과 종교의 구분을 괄호

에 놓는 것이기도 했다. 통상적으로 철학은 종교와는 이질적인 것으로 간

주된다. 철학은 이성이고 종교는 비이성 내지 이성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식으로 말이다. 또 철학은 그리스적인 것이고 종교는 헤브라이적인 것이

라고 말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구별은 철학만이 아니라 종교에 관한 인

식도 방해한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예언자는 ‘신의 말을’을 말한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인간의 말’이었다. 즉 그것은 신들린 말이 아니라 지

식인들이 음미한 인식을 ‘신의 말’로 쓴 것이다. 한편 그리스철학의 기원

에 관해 말하자면, 그것은 통상 이오니아의 자연철학에서 시작된 것으로

간주된다. 올림포스의 신들에 대한 이성적 비판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오니아의 자연철학은 무신론이 아니었다. 그들은 의인화된 신 관념을

비판했는데, 그와 같은 비판은 역으로 말해 의인화되지 않은 ‘유일한 신’

이라는 관념을 얻음으로써 가능했다. 자연철학은 보편종교와 마찬가지로

‘탈주술화’에 의해 가능했다. 따라서 그것은 협의의 자연학 범주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오니아의 자연철학자를 모범적 예언자로

볼 수 있다.” (가라타니 고진, 2012/2015: 29-30)

여기서 가라타니는 철학자를 일종의 “모범적 예언자”로서 설명하고

77) 이것은 앞 장에서 가라타니가 정치, 경제, 사회 등의 구별 또한 서구 근대적

인 것으로서 파악하고, 교환양식적 관점을 통해 그와 같은 구별에 대한 일종의

‘해체’를 한 것과 같은 것이다. 즉 가라타니는 전반적으로 서구 근대적인 영역

구별들을 폐기하는 사상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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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하지만 다이몬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 소크라테스에 대해서는 그를

“윤리적 예언자”로서 설명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유명한 ‘너 자신을 알라!’는 명령이 델포이 신전의 신탁 글귀였다는 것도

바로 이 ‘윤리적 예언자’의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78)

자유의 문제는 비단 이와 같이 주체만의 문제가 아니기도 하다.

Maruyama(2006)와 앞 절을 통해 가라타니에게 있어서 주체가 공동체적

기준을 달리 하는 ‘타자’와 관계되는 것임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소크라

테스의 교육활동 자체도 이와 같은 타자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개인적

실천인 것 또한 살펴보았다. 이렇듯 주체에게 있어서 자유의 문제 또한

이와 같은 타자와 관계되는 윤리적 문제임을 다음을 통해 알 수 있다.

“‘자유로워지라’는 명령은 동시에 타자도 ‘자유로운’ 주체로 취급한다는

것을 포함한다. 칸트는 스스로 ‘자유롭다’는 것, 나아가 ‘타자를 수단으로

서만이 아니라 동시에 목적(자유로운 주체)으로 대하라’, 라는 것을 보편

적인 도덕법칙으로 삼았다. 실제로는 자유로운 주체라는 것은 없다. 구조

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주체는 항상 상상적인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구조적으로 강요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주체는

있다. 그것은 윤리적인 차원에서, 타자에 대한 응답․response = 책임․

responsibility에서만 나타난다.” (가라타니 고진, 2000/2001: 7-8)

이렇게 주체의 자유는 ‘명령’과 함께 ‘타자에 대한 책임’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여기서 타자를 자유로운 주체이자 목적으로 대하라는 칸트의

무조건적 정언명법에 있어서 가라타니가 강조하는 그의 어법은 타자를

‘수단으로서‘만’이 아닌 목적으로‘도’ 대하라’는, 즉 ‘~만이 아닌 ~도’라는

것이다. 칸트의 정언명령은 그 자체가 ‘무조건적’이라는 ‘비자연적 자유’

의 속성을 가지고는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칸트가 현실적으로 타자를

78) 그런데 이 당시의 철학이 다름 아닌 학문의 대명사였다는 점에서, 가라타니

의 소크라테스와 철학에 관한 논의는 학문론적으로도, 특히 서구 근대적인 학문

론에 대한 비판적인 논의로서도 고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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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으로 대하게 만드는 ‘자연적’ 현실을 무시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그것이 이른바 앞 장에서 다룬 정치·경제·사회 등의 구조의 문제다. 따라

서 가라타니에게 있어서 칸트의 자유의 문제는 바로 이와 같이 타자를

수단으로 대하게 만드는 구조적 조건을 지양하는 문제, 즉 ‘발전’의 문제

와 연결된다.

“칸트의 윤리학은 개인주의적이며 주관주의적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만약

‘타자를 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동시에 목적(자유로운 주체)으로 대하라’

는 명제를 철저히 관철하면 국가의 전쟁 혹은 국가 자체를 지양(止揚))하

라, 는 말이 될 것이다. 칸트는 말년에 『항구적 평화를 위하여』라는 책

을 썼다. 그것은 20세기에 국제연합을 탄생시킨 이념이다. 그러나 칸트가

말하는 이념은 현재의 국제연합(국가의 연합)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

다. 더욱 철저한 것이다. 또 자본제 경제에서 타자는 단지 수단으로 취급

된다. 타자를 ‘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기’ 위해서는 자본제

경제를 지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칸트의 윤리학으로부터 필연적

으로 나오는 것이다.” (ibid. 8)

즉, 가라타니에게 있어서 개인주체의 자유는, 정치·경제·사회적 발전과

구조의 지양이라는 의미를 포함하여, 이것과 변증법적인 관계와 맥락에

있는 일임을 알 수 있다. 바로 이와 같은 미시적 차원과 거시적 차원이

가라타니에게 있어서 칸트의 자유라고 하는 문제를 매개로 하여 결합하

는 것이다.

가라타니에게 있어서 이 자유의 문제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살펴보

아야 할 것은 바로 이 변증법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가라타니에게 있어

서 이 변증법은 플라톤-헤겔과 같이 ‘사후적으로 회고’하는 데서 비롯되

는 것이 아니다. 가라타니에게서 변증법은 모든 일을 사후적으로 반성하

는 태도, 즉 거꾸로 말하면 현실이 곧 이성적이라고 하는 헤겔의 테제와

같이 현실을 긍정하는 태도에 상반된다.79) 그것은 역으로 ‘운동’의 한가

79) 이와 같은 헤겔의 인식은 앞 장에서 논의한 칸트의 ‘이성의 규제적 사용, 즉

규제적 이념, 통정적 이념, 초월론적 가상’ 등과 상반되는 ‘구성적인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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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데에 서는 태도, 즉 그와 같은 책임을 지는 사전(事前)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가라타니에 따르면 그것이 다음과 같은 변증법의 본래적 의

미이기도 하다.

“베르그송은 『시간과 자유』에서 공간은 가분적인 데에 반해 사건은 불

가분한 지속이다, 그런데 시간을 공간처럼 다루는 관점이 지금까지 철학

을 지배해왔다고 주장한다. … 베르그송이 ‘시간의 공간화’라고 말한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운동을 완료한 후에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지금(현재)은 과거와 미래 사이에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

을 사후적으로 보는 것이다. ‘지금’이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그것은 과거

가 된다. 진정한 지금에서는 미래나 과거만이 아니라 ‘지금’조차도 없다.

그것이 파르메니데스가 말하는 ‘하나의 유(有)’이다. 그것은 운동이나 생

성변화를 그것의 한가운데에서 보는 것에 다름 아니다./ 헤겔은 제논에게

서 ‘변증법의 원조’를 보았다. 하지만 제논의 변증론은 어떤 명제를 받아

들이고 나서 그것을 음미할 때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운동을 사

후적으로 보는 태도를 반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

로 헤겔적인 ‘변증법’은 사후적인 관점에서 운동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그

리고 그와 같은 사고는 피타고라스학파․플라톤학파의 말류(末流)이며,

따라서 헤라클레이토스나 파르메니데스와는 소원한 것이다.” (가라타니

고진, 2012/2015: 163)

가라타니에게 있어서 주체의 자유는 이렇듯 본래적 의미의 변증법 또

한 그 의미로서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제 3 절 코즈모-폴리턴(Cosmo-politan) 공공성

할 수 있다. 즉, 이 이념들과 가상 또한 발전과 관련된 ‘자유’의 의미에 포함되

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와 자본의 지양이 서서히라도 실현되기까지는 칸

트의 도덕 법칙은 ‘통정적(統整的) 이념’ (초월론적 가상)으로 계속 존재하는 것

이다.”(가라타니 고진, 2000/200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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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타니에게 있어서 주체와 관련하여 또한 살펴보아야할 것은 주체

의 공공성에 관한 것이다. 이미 앞 절에서 자유의 문제를 매개로 하여

교육의 주체와 개인의 문제가 단지 사적인 영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발전’이라고 하는 공적 영역과 연결되어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렇

듯 가라타니에게 있어서 주체와 발전의 문제는 마치 뫼비우스의 띠와 같

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가라타니에게 있어서 이 공공성의 문제는 이와 관련되면서도

다소 다른 뉘앙스를 띠고 있다. 이 또한 다음과 같이 칸트로 거슬러 올

라가는 통찰이자 관점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소크라테스가 가져온 가치전도를 이해하기 위해 참조해야 하는 예는 칸

트가 「계몽이란 무엇인가」에서 한 말이다. 그는 국가의 입장에서 생각

하고 행동하는 것은 사적인 것이며 보편적(세계시민적)인 것이 공적인 것

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것은 진정으로 공적이기 위해서는 국가를 넘어선

사인(私人)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라타니 고진, 2012/2015:

199-200)

즉 칸트는, 현재 보통 개인적인 것이 사적인 것이고, 사회적인 것 또

는 국가에 관한 것이 공적인 것이라고 하는 상식을 뒤집는 통찰을 보여

주고 있다. 물론 이 때의 ‘보편적 개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글로벌한 자

본주의적 개인’도 지양한 차원의 개인, 즉 가라타니에게 있어서 교환양식

D의 원리를 담지한 개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그림 3-1]에서

나타난 ‘사화’된 개인에 대한 ‘자립화’된 개인이다.80) 이 칸트의 관점전환

80) 하지만 모든 교환양식이 매 시대 공존하듯, 모든 개인의 유형들도 시대에

따라 전면화 되는 주된 유형의 차이가 있을 뿐, 매 시대 공존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본 장에서 분석되고 있는 가라타니의 대안적 논의로서의 소크라테스의 사

례는 바로 그와 같이 고대에 존재하는 자립화된 개인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김영철(2017: 554)의 방식대로, 세계공화국에서 전면화 되는 개인은 바로 이와

같은 역사적 사례들로부터 ‘추리’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소크라

테스와 같은 사례는 ‘극단적=전형적인 것’으로서, 그와 같은 개인유형이 우위가

되지 못하는 당시대의 상황에서 핍박을 받고 죽음으로 귀결된 것이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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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결국, 개별 사회나 국가에 있어서 개인을 기본적인 단위로 생각하는

것을, 국제사회에 유비(類比)하여 다음과 같이 생각해볼 수 있게 한다.

즉, 개별 국가와 개별 국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을 사적인 것으로, 그

것에 귀속되지 않는 보편적인 국제사회를 공적인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

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보편적 국제사회는 궁극적으로 곧 앞 장에서 이야

기한 칸트의 세계공화국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다. 즉, 근대적 개별 국

가가 개인을 자체에 귀속시키는 속성을 갖는다면, 탈근대의 세계공화국

은 개인의 개인성의 존립 기반이 되는 것이다.81)

가라타니에 따르면, 본 장의 ‘제 1 절’에서 분석한 소크라테스의 주체

적 교육활동도 사실은 바로 아테네에서 자명하게 된 이 공적인 것과 사

적인 것이라고 하는 가치의 전도, 나아가 그와 같은 가치구별의 폐기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고 한다. 소크라테스는 바로 아테네 시민의 권리이

자 의무였던 민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공적인 것인 반면, 아고라에서 행

해진―상공행위를 포함한―개인들의 활동들을 사적인 것으로 구별하는

가치인식의 폐기를 의도했었다는 것이다. 그것이 소크라테스의 다이몬이

명령한 내용이기도 했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민회가 아닌 광장, 즉 아

고라를 자신의 활동 무대로 삼았으며, 그와 같은 가치 구별이 없었던 이

소노미아를 아테네에 실현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특이한 것은 다이몬이 명령한 사항이 특이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에게 공인(公人)으로 활동하는 것을 금

지한 점이다. 간단히 말하면, 그것은 민회에 가지 말라는 것이었다. 민회

에 가는 것은 아테네 시민의 의무이자 특권이다. 그런데 다이몬이 그것을

방기하라고 하는 것이었다. 아테네 시민들에게 그것은 매우 힘든 일이 아

닐 수 없다. 민회에서 활약할 때에야 비로소 어엿한 시민으로 간주되었기

수 있다.
81) 이는 ‘개인으로 환원되지 않는 사회’(뒤르케임(Durkheim, E.))의 가치인식을

뒤집는 ‘완전한 개인이 되는 사회’(최인훈, 2010)와 같은 가치인식이다. 이는 ‘국

가를 위한 개인’이 아닌 ‘개인을 위한 국가’라고 하는 김덕영(2014)의 가치인식

이기도 하다. 이는 따라서 개인을 국가에 종속시키지 않는 교육발전론적 문제의

식과도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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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가라타니 고진, 2012/2015: 12)

“민회가 공적인 장(場)인 데에 반해 광장(아고라)은 사적인 장이다. 하지

만 그곳이 그저 사적인 곳만은 아니다. 민회 이상으로 보편적으로 열린

장소이다.” (ibid.)

“민회와 광장.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이들의 가치서열은 아테네에서는

명백했다. 그런데 다이몬은 소크라테스에게 공인(公人)으로서 활동하는

것을 금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폴리스나 정치로부터 몸을 빼지 말고 사인

(私人)으로서 정의를 위해 활동하라고 말한다. 다이몬의 지령은 바꿔 말

해 폴리스를 공인과 사인의 구별이 없는 곳으로 만들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이몬의 요구는 공소(空疏)한 것이 아니다. 공인과 사인의 구별이 없는

사회, 즉 민회와 광장의 구별이 없는 사회가 일찍이 이오니아에 있었다.

그것이 바로 이소노미아(무지배)이다.” (ibid. 13-14)

이와 같이 가치의 전도와 구별을 폐기하는 문제는 철학적으로 피타고

라스-플라톤적인 이중세계를 반증하는 과제와도 맞물려있었다. 왜냐하면

아테네에서 이렇게 공인과 사인을 나누는 철학적 바탕에 바로 이와 같은

이중세계적 담론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와 같은 교

육활동을 통해 형성되는 가치가 ‘덕’이다. 이 덕이라고 하는 가치는 다시

개인의 주체성이라고 하는 문제와 선순환적인 연결고리를 이루기도 한

다.

“그(소크라테스―인용자)가 간접증명을 통해서 부정하려고 한 것은 아테

네사회에서 자명한 것이 된 공인과 사인을 나누는 ‘이중세계’라는 사고였

다./ 소크라테스가 개시한 것은 공인과 사인, 자유민과 노예라는 구별을

넘어서 존재하는 ‘덕’이다. 이런 ‘덕’은 … 각자가 공인도 사인도 아닌 ‘자

기’임을 깨닫는 것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ibid. 208-209)

끝으로, 가라타니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개인주체는 일종의 ‘세계시민’

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제 2 장’에서 이뤄진 발전론적 고찰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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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음과 같이, ‘정체성의 고차원적 회복’의 관점에서 나타내 보았을 때

나타나는 지향적 이념이기도 하다.

부족 또는 

농업공동체

(집단적)

세계시민

(개인적)

유동적 

수렵채집민

(개인적)

네이션

(집단적)

[그림 3-3] 정체성의 고차원적 회복으로서의 발전

이와 같은 ‘세계시민’은 곧 가라타니의 발전론적 이념에 있어서 ‘세계

공화국적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다. 가라타니가 말하는, 자립화된 개인의,

공공성과 덕은 전형적으로, 바로 이 차원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런데 이 세계시민을 뜻하는 ‘코즈모-폴리턴’의 어원 자체가, 마찬가

지로, 고대 그리스를 그 기원으로 하는, 폴리스에 접두어 코스모스

(cosmos)가 붙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가라타니 고진(2012/2015)이 분

석하고 있는 소크라테스는 바로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들 사이에서 보편

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 존재임을 알 수 있다. 이 소크라테스의 코즈모

폴리터니즘이, 소위 말하는 ‘글로벌리즘’과는 다른 이유는, 그것이 글로벌

한 자본주의의 지양의 의미를 포함하는 것과 더불어, 그가 어디까지나

아테네에서 회피하거나 도피하지 않았다는 것, 즉 글로컬리즘(Glocal)을

실천한 존재였기 때문이다.83)

“그(소크라테스―인용자)는 아테네공동체로부터 독립한 코즈모폴리턴이었

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아테네라는 폴리스의 일원이라는 것을, 그곳에서

태어났다는 이유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선택한 최초의 인물이기

도 했다. 그러므로 그는 처형을 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아테

네에 머물면서 죽음을 선택한 것이다.” (가라타니 고진, 2012/2015: 75)

82) 특히 [표 2-3] 참조(p.51).
83) 다음 장에서 고찰하겠지만, 이것은 이경한·김현덕·강순원·김다원(2017)이 ‘세

계시민교육’과 대비하여 ‘국제이해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근거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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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타니에 의해, 앞 절에서와 같이, 그의 직계제자로서 소개된 안티

스테네스(Antisthenes)와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Diogenēs Laertios)

또한 그리스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정복당한 후 활동한, 실질적으로 코즈

모폴리턴한 사상가들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이 ‘글로컬’한 차원에

서 소크라테스는, 그들과도 차이가 난다고 가라타니는 설명한다. 즉, 소

크라테스는 플라톤-아리스토텔레스와 견유학파 ‘사이’에, 또한, 놓인 ‘코

즈모-폴리턴’한 존재였다는 것이다.84)

84) 이와 같은 고대의 ‘코즈모-폴리턴’의 의미는 ‘근대’의 ‘인터-네셔널’의 의미

와 상통한다. “영어의 ‘international’이라는 용어를 벤담이 처음 쓴 이래 겨우 두

세기가 흘렀으며, 영국에 첫 국제정치학과가 설립된 지 한 세기가 채 못 되었

다. …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이 1870년대에 처음으로 ‘international’을 ‘國際’로 번

역하여 사용하기 시작했”(Baylis, et al.(2014/2015: 704, 제2판 번역의 말 中)다.

‘사이’를 뜻하는 際자를 쓴 근대 일본의 이와 같은 번역은 적절했다. 하지만 이

미 nation과 國(state)의 구별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또한 알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분석이 가라타니에게 있어서 학문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제시

되는 방법론으로서의 ‘트랜스-크리틱(trans-critique)’의 의미이기도 하다. 가라타

니에게 있어서 이 방법론의 연원 또한 칸트로 거슬러 올라간다. 칸트는 당시 국

제적인 도시였던 쾨히니스베르크를 한 번도 떠나지 않은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

런데 칸트 자체가, 또한, “공간적으로는 전혀 이동하지 않았지만, 이동에의 유혹

을 거부한 점에서, 그리고 계속해서 코즈모폴리턴이었다는 점에서 일종의 망명

자였다. … 그와 같은 이동에 칸트의 ‘비판’이 존재한다”(가라타니 고진,

2004a/2013: 25)는 것이다. 즉, 칸트 또한 소크라테스와 같은 일종의 글로컬한

코즈모폴리턴 개인 주체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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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교육론적 고찰

제 1 절 전기 사상의 교육론적 고찰

지금까지 가라타니의 사상‘체계’를 ‘발전’과 ‘주체’에 관한 측면에서 살

펴보았다. 앞 장의 ‘주체’에 관한 주요 분석 텍스트 중 하나인 『철학의

기원』 또한 그의 후기 사상체계의 한 대안적 사례로서 분석 및 제시된

것이었다. 하지만 가라타니의 사상체계의 시기구분은 구조주의적으로 ‘인

식론적 절단’과 같은 것이 아님을 언급하였다. 이 부정은, 알튀세르나 그

의 학파와 달리, 가라타니가 맑스의 사상을 파악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이 방식은 맑스의 자본비판을 청년 맑스의 종교비판의 연장선상에서 파

악하는 것이다. 이것은 가라타니가 그의 ‘교환’의 개념을, ‘제 2 장, 제 1

절’의 칼 폴라니와 더불어, 청년 맑스의 ‘교통(Verkehr)’의 개념으로부터

가져오는 측면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가라타니의 ‘방법’은 가

라타니의 사상체계 자체를 그의 전기 사상과 관련지어 ‘교육론’적으로 파

악하는 방법과도 관련된다. 그만큼 본 절에서는 전기 사상의 교육론적

연원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해보고자 한다.

가라타니가 맑스의 전후기 사상을 연결하는 방식은, 그가 자본 또한

그것이 ‘토대’라고 하기보다는 네이션, 스테이트, 종교 등과 같은 일종의

‘상부구조’라고 보는 데서 단적으로 드러난다.85) 더구나 그것은

McGray(2010)도 인용하고 있듯이, 자본이, 상품과 화폐의 교환, 특히 ‘팔

기’에 존재하는 곤란함을 ‘종교적’ 신용=신앙의 체제로 치환하는 방식으

로 운동한다는 데에도 집약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교통=교환

에 대한 문제의식을 매개로 하여 맑스의 전후기 사상을 연결하는 것이기

도 하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이 청년 맑스와 일부 헤겔 좌파 사상가들이

공유하는 문제의식이 매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85) 자본 또한 다른 ‘상부구조’들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교환양식을 그 뿌리로 한

다는 것임을 ‘제 2 장’에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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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제창한 것은 모제스 헤스(Moses Hess)입니

다. 그는 마르크스보다 조금 연장인 청년 헤겔파(헤겔좌파) 철학자로 포

이어바흐의 종교비판(자기소외론)을 국가나 자본에 대한 비판으로 전

환․확장시킨 최초의 인물입니다. 그는 「화폐체론」이라는 논문에서 교

통이라는 개념을 제기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헤스는 첫째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물

질대사(Stoffwechsel)’라는 관점에서 파악했습니다. 독일어로 대사

(Wechsel)는 교환을 의미하기 때문에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교환 또는

교통이라는 것이 됩니다.” (가라타니 고진, 2006/2007: 37-38. 강조는 인용

자)

이와 같이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생산’이 아닌 ‘교환’의 관점에서 파

악하는 것이야말로 가라타니의 관점에서는 ‘유물론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생산의 관점에서 맑스를 파악하는 것은 오히려

관념적이라고 할 수 있다.86)

“예를 들어 포스트구조주의의 이론가는 ‘생산’이라는 말을 좋아했습니다.

의미생산이라든가, 텍스트적 생산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

면 유물론처럼 들린다고 생각했던 것이겠지요. 하지만 관념적 생산과 실

제의 생산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실제의 생산에는 폐기물․폐열廢熱 등

이 반드시 수반되는데, 관념적인 생산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가라타니

고진, 2011/2014: 19)

“마르크스는 … 『자본론』에서 토양화학의 창시자라고 이야기되는 독일

의 농업화학자 리비히87)가 화학비료에 의해 자연계의 에코시스템이 파괴

될 것이라는 것을 지적한 것에 주목, 그 작업을 칭찬하며 … 마르크스는

여기서 산업자본이 노동자를 착취할 뿐만 아니라, 말하자면 자연을 착취=

86) 이것은 교육과 발전에 관한 ESD(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나 SDGs(Sustainabel Development Goals)에 공통되는 ‘지속가능 발전’의 문제

와도 밀접한 인식임을 알 수 있다.
87) Justus von Lie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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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exploit)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에 의해 ‘토양과 인간’이라는 자연을

파괴해버린다는 것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가라타니 고진, 2006/2007:

41-42)

하지만 가라타니에게 있어서 보다 근본적인 교통=교환의 관계는 주지

하듯 인간들 사이에 놓여있다. 사실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인간과 인간

의 관계를 통해 매개된다는 것이다. 그가 그 단적인 예로 드는 것이 근

래의 사막화 문제다. 그 한 원인은 사실 고대의 인간관계 양식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지금으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

들 정도의 막강한 권력, 즉 교환양식B를 전제로 한 관개농업이었다는 것

이다. 이와 같은 인간과 인간의 교통=교환의 문제가 헤겔 좌파와 청년

맑스로 매개되는 본질적인 문제의식이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이어서 헤스는 인간과 인간의 교통형태로 … 진정으로 공동적인 교통

형태는 자본주의경제 이후에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본제생산

에서 이미 사람들은 자본 밑에서 협업하고 있지만, 자본을 폐기하고 자신

들이 공동으로 일하도록 만든다면 ‘유기적 공동사회’가 참으로 실현될 것

이라고 말입니다. … 실은 마르크스도 이와 같은 생각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 그것은 그가 『자본론』에서 교통의 한 형태 즉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서 생겨난 교역(상품교환)이 확대됨으로써 성립한 자본제

경제 연구에 전념했다는 것과 분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국

가나 공동체, 네이션이라는 영역에 관한 고찰을 이차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렸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교

통이라는 개념으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교환이라는 단어를

넓은 의미로 사용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입니다.” (ibid. 38-39. 강조는 인

용자)

이와 같은 교통=교환의 개념이 바로 전·후기 맑스뿐만 아니라 맑스-

가라타니로도 이어지는 다음과 같은 핵심 개념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교통(Verkehr)이란 마르크스․엥겔스가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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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쓴 … 그것은 교역․커뮤니케이션․생산관계를 의미하지만, 문자 그

대로 교통의 의미도 있다. ‘교통’이란 번역어는 변했는데, 영어권에서도

같은 고민을 갖고 있어서인지 traffic이라 하지 않고 intercourse라고 번역

한다. 이 말에는 traffic이라는 구체적인 뉘앙스는 없어도 한 가지 훌륭한

점은 ‘교통’이 inter-course임을 명확히 한다는 것이다.” (가라타니 고진,

1990/1999: 194)

이렇듯 가라타니가 맑스의 후기 『자본』을 그의 전기 사상의 문제의

식으로부터 재고찰하는 방법은, 그 내용과도 함께, 가라타니의 사상 자체

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88)

이렇게 봤을 때 바로 가라타니의 사상체계를 직접적으로 교육론적으

로 고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것은 그의 사상체계를 전기의 교육론으

로부터 재고찰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와 같은 문제의식은 그가 중기로

넘어가기 이전에 작업한 『탐구』, 그 중에서도 『탐구1』에서 주로 제

시한 것이다. 여기서 제시된 ‘교육’이라고 하는 하나의 ‘시점’은 바로 맑

스-가라타니의 ‘교통=교환’의 개념과도 같은 맥락적 의미를 지니기도 한

다. 그것은 가라타니에게 있어서 교육이 교통=교환과 같이 서로 다른 공

동체 사이의 관계방식 중 하나라는 것이다. 그것은 교육이 그와 같이 공

동체들 사이의 차이를 바라보게 하는 관점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교육의 시점에서, 앞 장에서와 같이, 서로 다른 공동체를 사이

에 두거나 그와 같은 공동체들 사이에 놓여있는 주체와 타자, 그리고 타

자의 타자성이 성립 가능하다는 것이다. 가라타니의 이와 같은 교육론은

특히 그의 비트겐슈타인에 대한 고찰로부터 비롯된다. 『탐구』는 다음

과 같이 시작된다.

“비트겐슈타인Ludwig F. Wittgenstein은 말에 대해 ‘가르치다’라는 관점

에서 고찰하려고 했다. 이러한 시도가 처음은 아니라고 해도 획기적인 태

도 변경임은 틀림없다. 아이에게 말을 가르친다는 것 또한 외국인에게 말

88) 뿐만 아니라 맑스와 가라타니 사이에는 그와 같은 핵심 개념 자체의 다소

직접적인 전수의 관계도 성립한다.



- 81 -

을 가르친다는 것. 다시 말해 우리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말을 가르친다는 것. … 비트겐슈타인에게 ‘우리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

람, 예컨대 외국인’은 단지 설명을 위해 선택된 많은 예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언어를 ‘말하다 ― 듣다’라는 차

원에서 생각하는 철학·이론을 무효화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되

는 타자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언어를 ‘가르치다 ― 배우다’라는 차원이나

관계에서 이해할 때 비로소 그러한 타자가 나타난다. 나 자신의 ‘확실성’

을 잃게 하는 타자, 그것은 데카르트와는 반대 방향이지만 일종의 방법적

회의의 극한에서 나타난다./ 오해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말하자면 그것은

먼저 피아제나 촘스키처럼 아이가 언어를 ‘습득하는’ 측면에서 본 것과는

전혀 다르다. 그 경우 ‘가르치다 ― 배우다’라는 관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커뮤니케이션도 문제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가르치다 ― 배우다’

라는 차원이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를 사상함으로써 구조론적 생성 모델

을 추상적으로 조립할 수 있는 것이다” (가라타니 고진, 1986a/1998:

11-12. 강조는 본문)

가라타니에게 있어서 교육, 즉 ‘가르치다 ― 배우다’의 관계는 피아제

등의 “구조론적 생성 모델”과 같이 ‘종(縱)적인 차원’이 아닌, 서로 그 규

칙은 전혀 공유하지 않는 규칙, 언어게임, 공동체 사이의 ‘타자’와의 관계

라는 ‘횡(橫)적인 차원’에 놓여있다. “‘가르치는’ 입장은 일반적으로 생각

하는 것과는 달리 결코 우월한 위치가 아닌 것이다.”(가라타니 고진,

1986a/1998: 12) 즉, 이와 같이 ‘횡적인 타자’를 전제하지 않는 교육은, 아

무리 그것이 ‘구조론적 생성 모델’에 입각해 있다고 하더라도 ‘말하다 ―

듣다’의 관계에 놓여있는 “내성內省, monologue”(ibid. 13)일 뿐이라고 가

라타니는 말한다.

‘타자’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가라타니의 교육론은 일반적으로 소

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도 다르다. 그는 교육적 활동과 관계를,

많은 경우, 경제의 그것들에 유비(類比)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가 계속

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교육에 있어서의 ‘타자’와, ‘관계’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다음과 같은 변별적 속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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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용어법을 확실히 하기 위해 타자가 ‘타자성’으로서 존재하는 ‘서로

마주보는’ 관계를 ‘대관계’라고 부르고 상대방이 한 사람이든 여러 사람이

든 ‘서로 이웃하는’ 관계를 ‘일반적 관계’라고 부르기로 하자.89)/ 예컨대

누구를 설득할 때 ‘진리’ 또는 반박할 수 없는 논리로 설득할 수 있는 경

우와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구체적으로 말해 설득할 수 없는

경우는 연애와 관련된 경우이다. 그러므로 레비나스는 ‘타자성’을 ‘여성적

인 것’ 혹은 ‘에로스적 관계’에서 찾는다. 물론 그것은 ‘에로스적 관계’에

만 한정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정신병자를 상대할 때 나는 그를 설득

할 공동의 규칙을 전제할 수가 없다./ ‘파는 입장’이나 ‘가르치는 입장’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다. 가게에 가면 판매자와 구매자의 관계가

간단히 성립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가게에서 나타나는 관계는 가격

(규칙)에 따른 것으로 ‘서로 이웃하는 관계’밖에 없다. 학교에서는 교사가

학생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교사는 단지 공인된 ‘진리’를

말하고 있을 뿐이며, 따라서 그들에게도 역시 ‘서로 이웃하는’ 관계밖에

없다. 여기에는 ‘서로 마주보는’ 대관계가 거의 없다. 대관계는 공동 규칙

의 위태로움이 노출되는 장소이다. 오히려 사람들은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반적인 진리에 매달린다. 이는 공황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상품

이 아니라 화폐에 매달리는 것과 똑같다.” (ibid. 213-214)

이렇듯 가라타니에게 있어서 근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는 근본

적으로 ‘교육’ 보다는 ‘말하다’의 관계에 해당한다.

이미 앞 장에서 가라타니가 말하는 교육의 속성을 주로 그 주체가 갖

고 있는 속성들에 관한 소크라테스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것은

주로 가라타니의 후기 사상체계의 대안적 사례로서 제시된 『철학의 기

원』을 통해 고찰된 것이었다. 하지만 이미 26년 사이의 간극을 두고 그

는 소크라테스에 대한 문제의식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던 것이다.

89) 여기서 ‘마주보는(face-à-face)’ 관계와 ‘이웃하는(côte â côte)’ 관계는 이 인

용맥락에 앞서, 레비나스가 하이데거의를 비판하는 맥락을 가라타니가 인용하고

있는 데서 사용된 표현이다(가라타니 고진, 1986a/1998: 213). 가라타니의 맥락

에서 ‘마주보는’ 관계는 ‘교육적’ 관계에, ‘이웃하는’ 관계는 ‘말하는’ 관계에 해당

한다. 즉 전자에서만 엄밀한 의미의 ‘타자’가 성립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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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여기에서 대화를 둘로 나누어야 할 것이다. 하나는 일반 관계90)

속에서 이루어지는 타자와의 대화이다. 이를 변증법91)이라고 한다. 그것

은 내적 대화(내성)을 통해 사상事象의 근거나 본질을 향해 나간다. 거기

에 철학 또는 형이상학이 존재한다. 또 하나는 대관계에서의 ‘타자’와의

대화인데 나는 이를 아이러니라고 부른다./ 당연히 그것은 소크라테스의

아이러니에 근거하고 있다.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이 묘사한 그런 인물은

아닐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쓰지 않았던’ 인물이다. 그는 대관계에서 타

자와의 대화로 일관하고 플라톤처럼 그것을 초월한 ‘실재’(이데아)로는 결

코 나아가지 않았다. 바로 그 때문에 그는 ‘공동체’의 규칙을 위태롭게 하

는 자로서 처형되었던 것이다. 헤겔은 소크라테스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소크라테스가 일반적인 견해를 받아들이고 또 제시하게 하는 방

식은 스스로가 무지를 가장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입을 열게 하는 형태를

취한다 ― 그는 그것을 모른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도록 하기 위해 순

진함을 가장한 채 묻는다. 그리고 가르쳐주도록 사람들에게 간청한다. 바

로 이것이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아이러니이다./ 소크라테스에게 아이

러니는 변증법의 주관적 형태이다. 아이러니는 교제에서 취하는 행동 방

식이다. 변증법은 사상事象의 근거이지만 아이러니는 인간이 다른 인간에

게 취하는 특수한 행동 방식이다. 그는 아이러니를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언표하게 하고 자기의 근본 견해를 제시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했다. 그리고 모든 특정한 명제로 하여금 각 명제가 표현하고 있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전개하도록 했다. 즉 명제 또는 정의에 대해 반대의 것을

주장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그 규정을 그대로 들어, 즉 규정 자체에 근거

해 어떻게 자신과 반대의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가를 지적했다 ―

이런 식으로 소크라테스는 교우들에게 그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도록 가르쳤다(『철학사 강의』).”/ 헤겔은 소크라테스의 아이러

니가 변증법의 ‘주관적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만일 변

증법이 플라톤에게서 이미 그런 것처럼 ‘사상事象의 근거’에 그리고 ‘철학

90) 앞선 인용에서의 “일반적 관계”를 말한다.
91) ‘제 3 장, 제 2 절’에서 논의했듯 이 변증법은 플라톤-헤겔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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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에 이른 것이라면 아이러니는 철학의 맹아적 단계이기는커녕 철학에

대립하는 언어 형태라고 해야 한다. 여기에서 헤겔은 낭만적 아이러니(슐

레겔)를 암암리에 비판했지만 키르케고르가 헤겔 비판에서 도입한 것 역

시 이 아이러니이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아이러니도 이런 의미이다./ 아

이러니란 이를테면 ‘대화로서의 언어’(바흐친)이다. 헤겔은 소크라테스의

아이러니를 ‘교제에서 취하는 행동 방식’이며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취하

는 특수한 행동 방식’이라고 했다. 이러한 지적은 헤겔의 비난에도 불구

하고 소크라테스의 말이 항상 ‘타자’와의 대관계라는 위상에 있었다는 것

을 의미한다. 그것은 결코 내적인 대화(변증법)로 전환될 수 없는 것이

다./ 그런데 헤겔이 말한 대로 일단 어떤 명제를 받아들인 다음 거기에서

반대 명제를 도출하여 ‘결정불가능성’으로 몰아넣고 그 명제를 스스로 무

너뜨리는 아이러니는 바로 오늘날 우리가 탈구축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탈구축론자는 아이러니라는 말을 피함으로써 스스로의 새로움

을 과시해온 것에 지나지 않는다./ 형이상학, 즉 플라톤적 변증법이 초래

하는 체계적 지知는 소크라테스의 아이러니로부터 생긴 것이 아니라 오

히려 그 아이러니를 은폐함으로써 확립된다. 아이러니란 바로 변증법이

배태된 ‘타자성’의 회복인 것이다.” (ibid. 229-231. 강조는 인용자)

가라타니의 교육론의 사례로서 소크라테스에 대한 문제의식이 26년

후 『철학의 기원』으로 구체화되기까지, 그는 주로 ‘제 2 장’의 발전론

에 관해 살펴본 그의 중·후기의 정치·경제·사회 등에 관한 교환양식론적

체제론에 천착한 듯하다.

그가 하나의 공동체 또는 그 근대적 구성물인 네이션의 교환양식으로

제시한 교환양식A, 즉 증여와 답례를 제외한 교환양식들은 모두 이렇게

서로 다른 공동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교환양식들이었다. 하지만, 첫째,

약탈 또는 근대의 세금과 재분배에 해당하는 교환양식B는, 가라타니에

따르면 주로 국가의 기원이 되는 한 집단에 의한 다른 집단의 지배라고

하는 집단들 사이의 관계방식으로서 고찰된다. 즉, 거기에는 개인으로서

의 주체와 타자라고 하는 문제가 성립하지 않는다. 둘째, 이 집단으로부

터 해방된 개인은 교환양식C에서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해진다. 근대

적 의미에서의 이와 같은 ‘경제’는 가라타니의 전기 사상에서 교육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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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서로 다른 공동체 사이의 관계방식으로서 언급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때의 개인은 자유로우나92), 화폐와 상품의 비대칭적 속성상, 개인 간에

나 그/녀들이 담지 하는 집단 사이에나 불평등한 관계에 놓여있는 ‘사화

(privitization)’된 개인임을 살펴보았다. 셋째, 이렇게 불평등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자유를 담지 하는 교환양식이 ‘순수증여’로서의 교환양식D임

또한 살펴보았다. 이것이 가라타니-맑스-헤스가 말하는 “진정으로 공동

적인 교통형태”(가라타니 고진, 2006/2007: 38)에 해당한다. 이 교환양식

D는 교환양식A가 고차원적으로 회복된 것으로서, 그것은 결국 후자를

한 번 부정하는 프로세스를 거치는 것이라고 후기의 가라타니는 말했음

을 또한 언급하였다. 이는 결국 전기의 가라타니의 ‘말하다 ― 듣다’에

대비되는 ‘가르치다 ― 배우다’의 관계에 있는 교환양식이라고 할 수 있

다. 이 후자의 교육적 관계에서 비로소 공통의 규칙을 공유하지 않는 비

대칭적 개인들 사이의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이 관계에서 ‘순수하게 증여’되는 것이 바로 소크라테스의 사례에서의

‘덕’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가르쳐‘주는’ 방식으로만 증여

가 가능한 것이다.93)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순수증여에는 ‘보람’과 같은

것이 따르기 때문에 이미 교환인 것이라고 가라타니는 말했음을 언급하

였다. 즉 이와 같은 교육적 순수증여는 일종의 “자아실현”과 같은 내재

적 가치를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Fägerlind & Saha, 1989/1990: 3.

옮긴이의 말 中).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타자’를 전제로 한다. 교육

은 그와 같은 타자들과의 ‘어소시에이션’의 관계방식인 것이다.

가라타니의 이 전기의 시점들과 후기의 교환양식들을 비교해 보면 다

음과 같다.

92) 이때의 ‘자유’는 ‘제 3 장, 제 2 절’에서 분석한 자유의 의미와 구별되어야

한다. 그것을 전통적인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구별해볼 수도 있을 것

이다.
93) 그와 같은 고유하고 특정한 덕은 그것과, 주로 양적으로, 같은 가치 값을 갖

는 대상물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답례가 불가하다고도 볼 수 있다. 다

음 절에서 논의하겠지만 덕의 순수증여의 소재로서의 근거는, 그것의 ‘플러스섬

(plus-sum)’한 속성에 기인하기도 한다. 각주101 참조(p.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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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의

교환양식 유형

전기의 시점 또는

커뮤니케이션 유형

발생

맥락

주체의

속성

관계

양상
교환양식A 말하다-듣다 공동체 내 집단적 평등
교환양식B 공동체 간 집단적 불평등
교환양식C 팔다-사다 공동체 간 개인적 불평등
교환양식D 가르치다-배우다 공동체 간 개인적 평등

[표 4-1] 가라타니의 교환양식론과 전기 사상의 관련성

이렇게 전기 사상과의 관련성 속에서 가라타니의 후기 사상체계를 고

찰해봤을 때, Yano(2012)와 같이 교환양식D를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으

로 내세우는 일이 엄밀한 의미에서 가능해진다. 이것은 ‘제 2 장’의 ‘제 1

절’에서 교환양식B, C, A를 각각 근대의 정치, 경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

점으로 고찰했던 것에 대응하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가라타니가 말하는

‘가르치다 ― 배우다’의 관계가 ‘근대적’ 의미의 교육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가라타니가 말하는 교환양식D와 그 근대의 유닛인 어소

시에이션은 근대의 ‘자본=네이션=스테이트’를 해체 및 지양시키는 역설

적 기능과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즉 그것들에는 ‘탈근대’의 의미 또한

동시에 있다.94) 따라서 가라타니에게 있어서 ‘교육’을 교환양식D의 관점

에서 바라보는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는, 첫째, 앞 장에서 소크라테

스의 주체적 활동을 교육으로 바라보게 하는 근거가 되는 동시에, 둘째,

이후의 교육론적 논의들에 대한 근거가 될 것이다.

제 2 절 교육-발전론적 의의

앞 절의 논의를 근거로 하여, 본 절에서는 주로 ‘제 2 장’에서 분석한

가라타니의 발전론에 대한 교육론적 고찰을 하고자 한다. 이 논의는 ‘제

2 장, 제 3 절’에서 언급한 가라타니의 UN시스템 개혁론을 조금 더 자

94) 이 의미가 다음 절의 ‘교육-발전’의 변증법적 양상에 포함되는 것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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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히 들여다보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에게 있어서 UN은 단일한 조직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이다. 현재

UN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조직들에는 사실 그 이전부터 각 분야에서

활동해오던 단체들이 UN시스템으로 편입된 경우들이 있다. 또한 UN에

는 각 정부들뿐 아니라 NGO와 NPO 등이 독자적인 자격으로 참여하기

도 하는 등 그 대안적인 성격을 담지하고 있다.

특히 가라타니는 UN시스템을 크게 세 가지의 부문으로 나누어 고찰

하고 있다. 그 중 ‘제1섹터’는 주로 정치부문으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로

대표된다. 여기는 2차 대전의 승전국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즉 국제적

인 제국주의적 강대국들에 의해 운영되는 부문인 만큼 이 부문은, 가라

타니의 세계체제적 단계에 있어서 ‘세계=제국’에 가까운 성격을 띠고 있

다. ‘제2섹터’는 주로 경제부문으로 IMF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 부

문 또한 국제적인 금융자본을 중심으로 강대국들과 다국적기업들에 의한

제국주의적 신자유주의의 속성을 띤다는 점에서 ‘세계=경제’의 속성에

가까운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가라타니에 의해 칸트의 세계공화국 이

념에 현실적으로나마 가장 가까운 속성을 띠고 있는 부문이 그에 의해

명명된 UN시스템의 ‘제3섹터’다. 이 부문은 앞서 제1섹터의 교환양식B의

속성과 제2섹터의 교환양식C의 속성보다는 교환양식D의 속성을 상대적

으로 더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95) 그런데 가라타니는 이 UN시스템의

제3부문에 교육의 영역 또한 다음과 같이 포함시키고 있다.

“… 이미 존재하는 유엔이라는 것, 특히 안전보장이나 경제와는 다른 유

엔의 세 번째 기능―교육이나 환경이나 인권 등에 관련된 기능―을 그대

로 활용해 나가면 어떻겠느냐는 것.” (가라타니 고진, 2011/2014: 77)96)

95) 혹은 교환양식D가 교환양식A의 고차원적 회복이라는 점에서, 그와 같은 고

차원적 회복의 가능성을 갖는 교환양식A의 속성을 상대적으로 더 갖고 있는 부

문으로 볼 수도 있다.
96) 이 인용은 정확하게는 가라타니의 대담자인 오사와가 가라타니의 논의를

언급하는 대목이다.



- 88 -

가라타니가 말하는 UN시스템의 제3섹터의 교육적 기능은 비단 꼭 어

느 하나의 조직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한 가지 생각

해 볼 수 있는 것은 UN시스템에서 교육에 관한 대표적인 기구로서의

UNESCO에 관한 것이다.97) UNESCO 헌장에는 가라타니가 얘기한 UN

시스템의 제3섹터로서의 의미가 교육과도 관련하여 잘 담겨있는 듯하

다.98)

97) 참고로 UNESCO는 UN의 전신인 국제연맹의 국제협력위원회(Bergson,

1932/2015) 또는 국제지적협력위원회(International Institute of Intellectual

Cooperation, 1924-1946)가 UN시스템으로 재편되면서 설립된 것이다. 그 본부가

프랑스 파리에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국제연맹의 산하기구로부터 이어진 연

속성을 부여받고 있기도 하다. 이 UNESCO의 전신에 의장을 맡았던 한 사람이

베르그송이기도 하다. 그는 그의 『도덕과 종교의 두 원천』의 작품을 중심으

로, 가라타니 사상의 주체에 관한 분석에 있어서도 중요한 텍스트였던 『철학의

기원』의 주요 전거이기도 하다.
98) “이 헌장의 당사국 정부는 그 국민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전

쟁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곳도 인간

의 마음속이다./ 서로의 풍습과 생활에 대한 무지는 인류 역사를 통하여 세계

국민들 사이에 의혹과 불신을 초래한 공통적인 원인이며, 이 의혹과 불신으로

인한 그들의 불일치가 너무나 자주 전쟁을 일으켰다./ 이제 막 끝난 무서운 대

전쟁은 인간의 존엄, 평등, 상호존중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부인하고, 이러한

원리 대신에 무지와 편견을 통하여 인간과 인종에 대한 불평등이라는 교의를

퍼뜨림으로써 일어날 수 있었던 전쟁이었다./ 문화의 광범한 보급과 정의, 자유,

평화를 위한 인류의 교육은 인간의 존엄에 불가결한 것이며 또한 모든 국민이

상호 원조와 상호 관심의 정신으로써 완수하여야 할 신성한 의무이다./ 정부의

정치적. 경제적 조정에만 기초를 둔 평화는 세계 국민들의 일치되고 영속적이

며 성실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평화가 아니다. 따라서 평화를 잃지 않기 위

해서는 인류의 지적. 도덕적 연대 위에 평화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

한 이유에서 이 헌장의 당사국은 교육의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고 평등

하게 주어져야 하고, 객관적 진리는 구속받지 않고 탐구되어야 하며, 사상과 지

식은 자유로이 교환되어야 함을 확신하면서, 국민들 사이의 의사소통 수단을 발

전 확대시키는 동시에,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생활을 더욱 진실하고 더욱 완

전하게 알도록 하기 위하여 이러한 수단을 사용할 것을 동의하고 결의한다./ 이

에 헌장의 당사국들은 세계 국민들 사이의 교육적, 과학적, 문화적 관계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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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UNESCO를 배경으로 하여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윤여각

(2015)이 논의한 평생교육에 관한 담론과 더불어 국제이해교육과 최근의

세계시민교육99) 등의 담론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서론에서 말했듯, 윤여

각(2015)이 논의한 UNESCO의 평생교육론은 그것이 다름 아닌 교육 그

자체에 대한 논의이고, 이때의 교육은 ‘정치·경제·사회 등의 구조를 통합

적으로 지양하는 이념’이라고 하는 점에서, ‘제 2 장’ 살펴본 가라타니의

발전론에 상당히 부합한다.

이렇게 본다면 가라타니의 발전론은 교육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고찰

해 볼 수 있다. 첫째, 윤여각(2015)의 논의에 근거하여, 가라타니의 발전

론은 그 자체가 하나의 교육론인 것으로도 볼 수 있다.100)

둘째, 앞 절의 논의를 근거로 하여, 가라타니가 UN시스템을 ‘순수증

여’의 원리로서 개혁하고자 하는 논의 또한 일종의 ‘교육적 개혁론’으로

서 고찰해 볼 수 있다. 그는 ‘위로부터의 혁명’ 이자 ‘세계동시혁명’의 방

법으로서 UN시스템을 개혁하는 희망을, 말한 대로 국가의 교환양식B의

원리에 터한 제1섹터의 물리적 폭력이나 국가의 힘, 교환양식C의 원리에

터한 제2섹터의 자본의 힘이 아닌, 교환양식D의 원리에 터한 제3섹터의

증여의 힘, 즉 교육에 걸고 있다고 볼 수 있다.101)

하여 국제연합의 설립 목적이며 또한 국제연합 헌장이 선언하고 있는 세계 평

화와 인류 공동의 복리라는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를 창설한다.”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헌장: 1-2. 강조

는 인용자) 강조 부분들 중 “정치적, 경제적”은 제1, 2섹터, 나머지는 제3섹터의

맥락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99) 이 세계시민교육론적 고찰이 다음 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100) 이러한 시각은, 예를 들어, Fagerlind & Saha(1989/1990)가 ‘교육과 발전’에

있어서 교육은 정치적인 것이라고 한 주장을 해석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식이기

도 하다.
101) 그는 주로 이 증여의 내용으로서 일본의 평화헌법 9조의 실질적 실현과

같은, 군비의 조건 없는 방기와 같은 사례를 주장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고대

의 부족사회와 같이 점점 더 명예가 중시되고 있는 현대 국제사회의 맥락에서

어느 국가도 그와 같은 국가를 침략할 수 없게 되고,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국가가 침략을 당하게 되면 다른 국가들이 가만히 있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증여는 국제적이고 보편적인 차원에서 연쇄를 일으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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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가라타니의 발전론은 궁극적으로 교육을 위한 정치, 경제, 사회

의 발전이라고 하는 ‘교육발전론’의 한 사상적 모델로서 고찰될 수 있다.

왜냐하면 가라타니가 그의 발전론의 이념적인 대안으로서 제시한 세계공

화국은 바로 이 교육에 대한 관점이 되는 교환양식D가 우위를 차지하는

체제이기 때문이다.102)

넷째, 만약 교육을 교환양식D의 맥락에서뿐만 아니라, 김영철(2017)의

연구가 전형적이듯이, 다른 교환양식들의 맥락에서도 서로 다른 양상으

로 고찰할 수 있다면, 교육은 세계체제적인 발전의 맥락 속에서 그 자체

의 발전 양상 또한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가라타니 자신이 교육을

서 국가와 자본을 지양하는 원리로서의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코스

타리카에서 군대를 폐지하여 국제사회의 존경을 받고 있는 것처럼, 일본과 같은

주요 국가에서 그와 같은 증여를 실현하게 되면 국제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일

으킬 것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특히 일본은 이미 전후 UN시스템의 이념적 배경

인 칸트의 영구평화론이 처음엔 미국의 강제에 의해, 이후 한국전쟁의 상황에서

미국이 그것을 없애려고 했을 때 일본이 그것을 자발적으로 선택함으로써 일본

헌법에 반영된 평화헌법9조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만 하면 된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원리의 실현에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가라타니 고진,

2016/2017). 이때, 순수증여의 소재를 가라타니가 말하는 것과 같이 군비의 방기

등을 포함하여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것뿐만 아닌, 앞서 네이션과 교환양식A의

소재였던 감정 등과 같이, 비물질적인 영역과 기술과 가치 등의 영역을 포괄하

는 소재로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증여의 소재는 주면 없어지는 제

로섬(zero-sum)한 속성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공유’가 되는 플러스섬

(plus-sum)한 속성을 갖게 됨으로써 어떤 면에서 그 순수증여가 보다 용이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제 3 장, 제 1 절’에서 인용한 산업자본주의의 플러스섬한

속성 또한 그것이 순수증여의 소재로서 전환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된다. 소

크라테스의 교육활동의 매체였다고 할 수 있는 ‘덕’ 또한 플러스섬 한 속성을

갖고 있다. 즉, 기술과 가치 등의 영역은 단순한 물리적 증여 이상으로 교환양

식D로서의 ‘교육적 증여’의 소재가 되는 것이다. 이는 곧 UN시스템의 교육적

개혁의 내용과 방법과 주체에 대한 의의를 갖는 것으로서, 후속연구의 과제가

된다. 이렇게 본다면 또한 앞서 언급한 UNESCO 헌장의 내용을 보다 교환양식

D의 맥락에서 교육적인 것으로 파악해볼 가능성이 커지기도 한다.
102) 이렇게 해서 가라타니 사상체계의 교육발전론적 의의는 다음 절의 세계시

민교육론적 의의와도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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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네이션의 맥락에서, 나아가 자본-스테이트의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

“프랑스혁명에서 … 우애는 어소시에이션이다. 그런데 … ‘우애’는 곧바로

‘네이션’에 흡수되어 갔다. 다른 관점에서 말하자면, 혁명 초기 ‘시민’이었

던 사람들은 이윽고 ‘프랑스인’(민족)이 되었다. 혁명 당시의 조사에 따르

면, 프랑스 어를 말하는 시민은 대략 40% 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 후 국

가에 의해 ‘국민교육’이 행해진 것이다.” (가라타니 고진, 2004c/ 2009: 26)

“노마드적 인간들을 정주시키기 어려운 것은 러시아나 중국에서 강한 국

가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유목민을 정주시킬 수 없었던 예로부터도 알 수

있다. 또 한 가지 예는 18세기 후반 영국의 섬유공업 영역에서 기계적 생

산이 시작되었을 때, 직인기질의 노동자는 그것을 싫어했다고 한다. 그

때문에 그들 대신에 여자와 아이가 고용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직인

들은 어떤 의미에서 수렵채집민과 닮아있다. 그들은 기계적 작업(routine)

을 싫어한다. 유동적이고 직장을 옮겨다닌다. 이와 같은 직인들을 기계적

인 노동에 종사시키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제와 함께

discipline(교육)이 필요하다. 많은 경우, 근대국가에 의한 의무교육과 징

병제가 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가라타니 고진, 2010/2012:

446)

이와 같은 교육=학교·스쿨링이 된 것도 근대의 서구, 나아가 자본=네

이션=스테이트라고 하는 근대세계시스템에서였다고 볼 수 있다. 이 때의

교육에는 자본=네이션=스테이트가 그러하듯 교환양식C의 맥락을 중심으

로, 교환양식C, A, B의 맥락이 체제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가라타니의 발전론적 사상체계의 교육론적 의의들은, 종합하면, 다음

과 같이 말해볼 수 있다. 즉, 가라타니의 사상체계에서, 첫째, 발전=교육

으로 살펴볼 수도 있고, 둘째, 교육은 정치·경제·사회의 발전과 변혁에

기능하고, 동시에, 셋째, 정치·경제·사회의 발전은 교육을 목적으로 하며,

넷째, 정치·경제·사회와 교육은 또한 하나의 체제로서 함께 변화·발전하

여나가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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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앞선 인용들에서도 ‘넷째’의 양상뿐 아니라, ‘둘째’의 양상 또한

일면 살펴볼 수 있다. 자본=네이션=스테이트와 이 맥락에서의 교육이 실

현되는 과정 또는 그 직전의 상황에서 교환양식D로서의 교육과 관련된

“어소시에이션”과 “노마드적 인간”, “직인”들의 기능과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곧 ‘셋째’와도 관련된다.104) 즉, 이것은 가라타니가 모

종의 대안적인 사회의 한 예시로 보고 있는 직인들의 연합으로서의 생산

자 협동조합 등의 양상이기도 하다.105) 가라타니는 탈근대의 교육이 회

복해야 할 한 양상을, 근대교육 직전의 직인들의 속성의 ‘고차원적 회복’

을 통해서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106)

103) 또는 가라타니의 사상체계가 그와 같은 관점들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Fägerlind & Saha(1989/1990)가 말한 교육=정치와 교육과 발전의 변

증법적 양상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위 인용들과 ‘넷째’에서와 같

이, 교육이 교환양식D뿐 아니라 여러 교환양식들의 맥락에서 변화·발전하는 양

상은 Engeström(2017) 등이 관심을 갖고 있는 ‘활동의 변형’에도 시사 하는 바

가 있을 수 있다.
104) 김영철(2017: 554)의 말대로 세계공화국의 교환양식D는 그 이전 시대의 사

례들을 통해 ‘추리’될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105) 이는 가라타니가 그와 같은 양상의 이념적·담론적인 기원으로 삼고 있기도

한 칸트 등의 시대적 배경으로도 설명된다. 즉 칸트의 사상에 대한 그 시대적

배경의 영향을 살펴볼 수 있는 지점인 것이다.
106) 그것은 쉽게 말해 직인들의 도제적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성인교육 분야의 Korsgaard의 논의로도 살펴볼 수 있다. “코스가드

(Korsgaard, 1997)에 의하면, 후기산업사회의 특성이 전산업사회의 특징을 부활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의 지적에 의하면 산업사회의 발달은 노동의 성격을

손의 세계(world of the hand)에서 정신의 세계(world of the mind)로 전이하도

록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필요한 지식의 형태도 경험의 맥락적인 전수에서 교

실을 통한 간접적이고 학문적인 방식의 전수로 변화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는 후

기산업사회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과거의 손의 세계가 다시 추상적인 정신의 세

계를 대체하게 될 것이며 학습의 방식도 체계적이고 학문중심적인 방식으로서

의 학교양태에서부터 경험중심적인 작업장의 양태로 변화되어 갈 것이라고 주

장한다. 그는 과감히 마스터-도제의 학습관계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특징들이 후

기 산업사회에서는 다시 부활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연구자는 코스가드의 이와

같은 주장이 쇤의 도제적 실습과 만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전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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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듯, 가라타니에게 있어서 교환양식들이 매 시대에 공존하는 것

과 같이, 이 교환양식D 또한 다른 교환양식들과 같이 매 시대에 게재하

고 있다. 물론 이 교환양식D는 이념적인 것이지만, 그것의 구성적인 사

용과는 무관하게, 매 시대에 명멸(明滅)하며 부분적으로 실현된다. 앞서

가라타니 고진(2012/2015)에서와 같이, 고대의 그 사례로서, 교환양식D가

실현되었던 자연철학의 사례를 앞 장에서 분석하였다. 하지만 가라타니

나 Yano(2012)에 의해 제시된 다른 사례들과 같이 가라타니에게 있어서

교환양식D의 대표적인 역사적 사례는 ‘보편종교’다. 이와 같은 보편종교

등을 사례로 하는 교환양식D는, ‘둘째’와 같이, 매시대의 세계체제를 지

양시키는, 변혁적인 교육적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전근대사회에서 이 이념은 보편종교라는 형태로 게시되었다. … 그것은

종래의 공동체와 대립한다. 또 종래의 공동체적 종교를 부정한다. “내가

온 것은 아들을 그 아비와, 딸을 그 어미와, 며느리를 그 시어머니와 싸

우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집안사람은 그의 적이 될 것이다. 나보다도

아비나 어미를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적합하지 않다.”(「마태복음」, 10장

35-37절.)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에게만 마음을 쓰는 자는 그가 누구

든 나의 형제이며 자매이며 어미이다.”(「마태복음」, 12장 50절)/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게젤샤프트와 상인자본주의를 부정하고 상호적 사회를 만

들려고 한다. 보편종교는 그 운동의 초기단계에 사유재산을 부정했다.

“만약 네가 완전하게 되고 싶다면, 돌아가서 네가 가진 물건을 팔아 가난

한 사람에게 베풀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쌓이리라.”(「마태복음」, 19

장 21절) 이처럼 보편종교는 상인자본주의․공동체․국가에 대항하는 운

동으로서 나타난 것이다. … 보편종교는 그 텍스트에 본래적 지향성을 남

기고 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다양한 문맥에서 다시 읽힘으로써 소생한

다. 그 결과 많은 농민운동이나 사회운동이 종교(원리주의)적 운동의 형

2000: 76) 하지만 가라타니에게 있어서 이때의 도제적 교육은 가라타니의 전기

사상과, 위 인용에서 “노마드적 인간”, “유목민”, “수렵채집민”, “유동적이고 직

장을 옮겨다닌다”는 “직인들”에 대한 언급에서와 같이, 전통적이고 수직적인 전

수에 관한 것이라고 하기 보다는, 다소 수평적인 연합과 이행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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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취하고 나타났던 것이다” (가라타니 고진, 1989/2004: 23-24)

그런데 이 교환양식D는 어디까지나 이념적인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으

로 매 시대 부분적으로만 실현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기독교의

사례를 통해 보더라도 초기 기독교의 이와 같은 보편종교의 성격은 이윽

고 로마라는 세계제국에 의한 ‘세계종교’로서 다시 흡수되었다.107) 이렇

듯 가라타니의 사상체계에 있어서 교육의 원리가 되고 있는 교환양식D

는 ‘둘째’와 같이 매 시대 정치·경제·사회의 발전에 부분적으로 기능한

다.108) 가라타니 고진(2009/2009)은 또한 그의 대안적 유닛인 어소시에이

션의 사례로서 협동조합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그것이 근대체

제에서 궁극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지만, 대안적인 사회가 어떤 것인지

를 부분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둘째’의 간접적인 양상

또한 언급하고 있다(가라타니 고진·오카모토 아츠시, 2010/2010: 128). 이

에 따라 가라타니는 이념의 섣부른 구성적 사용을 막으면서도 현실체제

로의 전적인 흡수를 방지하기 위해 ‘높은 이념을 갖되 현실과 타협하라’

는 방편을 주문하고 있기도 하다(인디고 연구소(InK), 2015). 이것은 교

육과 발전의 변증법적 양상을 전제로 한 ‘교육적 방편’일 것이다.

제 3 절 세계시민교육론적 의의

가라타니의 사상체계에서는 발전의 지향점이 결국 교육을 그 중심체

제로 하는 세계공화국이다. 따라서 가라타니의 사상체계에서 교육-발전

에 대한 논의는 세계시민교육을 지향하는 것으로서 자연스럽게 연결된

107) 이후 근대에는 루터를 시작으로 하여 자본=네이션=스테이트를 배경으로

하는 개신교로 변화하기도 하였다. 루터의 종교개혁에 있어서 핵심적인 작업이

었던 성서번역 등은 그 자체가 근대 독일어와 독일민족, 문화 등, 즉 네이션 및

네이션-스테이트를 탄생시킨 배경이었다고 가라타니는 말한다.
108) 이 ‘매 시대의 부분적’이라는 말은 결국, 교육이 발전에 기능하고, ‘넷째’와

같이 발전에 따라 교육 또한 변화한다는 변증법적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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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09) 또는 앞 절에서와 같이, 세계시민, 코즈모-폴리턴, 교환양식D의

맥락에 놓여있는 교육은 발전에 기능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자본=네이

션=스테이트를 동시에 지양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가라타니의 관점에

서, 교육발전론과 연관되어 있는 “세계시민교육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현상에 대안적인 교육활동으로 이용될 수 있다.”(유성상, 2015a: 183)

이경한·김현덕·강순원·김현덕(2017)은 국제이해교육을, 세계시민교육을

포함한 관련 개념들과 비교하는 연구에서 가라타니를 언급하며 ‘국가간

의 입장과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이경한 등, 2017: 39). 이것은

세계시민교육 등에 비해, 개별 국가들에도 기반을 두고 있다고 이해된,

국제이해교육의 개념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위 연구

에서 인용되고 있는 가라타니의 논지는, 주지하듯, 자본=네이션=스테이

트가 서로 결속되어 있다는 것, 따라서 그것을 동시에 지양해야 한다는

것임을 재차 유념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가라타니에게 있어서 칸트

가 말한 국제연맹이 ‘목적’(ibid. 25)이 아닌 세계공화국을 위한 ‘방법’이

라는 사실과도 관련된다.110) 따라서 이경한 등이 말하고 있듯이 세계시

민교육과 같은 의미와 지향을 가지고 있는 국제이해교육(ibid. 27-29, 35)

또한 가라타니의 관점에서 새롭게 이해될 필요가 있다.

109) 이것이 최근 대두된 세계시민교육과도 긴밀하게 연결된, “21세기 교육발전

론”(유성상, 2015b)에 대한 하나의 이론적 관점이 될 수 있다. UN의 Post-2015

의 발전의제로서의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네 번째 의제인

질적 교육(Quality Education)의 일곱 번째 항목에, UNESCO와도 밀접한 세계

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이 포함된 것이다. 참고로, 가라타니의

교환양식론은 일종의 ‘질적 경제관’으로서 이와 같은 ‘질적 교육’에 대한 하나의

해석체계로서도 기능할 수 있다.
110) 하지만 ‘제 2 장, 제 3 절’에서와 같이, 관련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

Kant(1796/2011)의 역자에 따르면 가라타니의 그와 같은 해석은 그야말로 가라

타니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역자에 따르면 칸트의 논지는 이경한 등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국제연맹’을 ‘유일한 대안’으로 보는 것이다(104. 「옮긴이

후기」 中.). 하지만 칸트의 본래 논지가 어떻든지 간에 가라타니의 의미부여는

그것대로 독립적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 논의는 후속적인 연구를 필요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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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맥락에서 가라타니의 세계시민교육은 또한 ‘제3세계의 교육’으로 이

해되어야 한다. 이것은 결국 가라타니에게 있어서 ‘제3세계’가 갖는 의미,

즉 세계시민주의적 의미의 맥락에서 그러하다. 가라타니는 “비자이 프라

샤드111)가 말하는 것처럼 ‘제3세계’란 지역이 아니라 하나의 프로젝트”로

서의 “글로벌한 연합체”(가라타니 고진, 2014/2016: 202)라고 말한다.

“‘제3세계’라는 말은 지금도 사용되지만, 거의 개발도상국이나 경제적 후

진국이라는 의미에 지나지 않다. 그에 대해 비자이 프라샤드는 “제3세계

는 장소가 아니다. 프로젝트다”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런 프로젝트는 단

순히 이제까지 식민지하에 있었던 나라가 독립하여 서양 선진국과 나란

히 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때까지 전근대적이라고 해서 부정되어온 것

을 고차원적으로 회복함으로써 서양 선진국문명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다. 이와 같은 이념이 사라지면, ‘제3세계’는 소멸할 수밖에 없다.” (가라

타니 고진, 2014/2016: 202, 원주6)

가라타니에게서 이와 같은 ‘제3세계’의 의미맥락은 또한 다음과 같은 사

례들을 통해서도 유·무관하게 고찰된다. 첫째, “오스만제국의 근대화를 위

해 서양으로 유학을 간 관료 나믹 케말, 지야 파샤”의 “신오스만인”(ibid.

199-200) 사상, 둘째, 중국 청조 말기 개혁사상가로서, “공자를 선구적인

진보주의자로서 해석함으로써 … 국가와 민족이 소멸하는 ‘대동세계’”(ibid.

206)를 생각한 캉유웨이(康有爲), 셋째, 중국의 사상·제도와 영향을 주고받

으며 “다수의 국가가 모나드로서 자립하면서 예정조화적으로 연관되는 체

계”(ibid. 208)로 정치적 독해가 가능한 사상을 제시한 라이프니츠112) 등이

그러하다.113) 이들은 특히 근대 자본=네이션=스테이트에 의해 분화되고

폄하된 전근대의 ‘제국’을 고차원적으로 지양하는 방식으로 가라타니-칸트

111) Vijay Prashad
112) 그는 “신성로마제국의 선제후인 하노바의 외교 고문”(가라타니 고진,

2014/2016: 207)이기도 하였다.
113) 이렇듯 가라타니의 사상에 있어서 ‘프로젝트로서의 제3세계’에 관련되는 세

계시민교육은 다양한 문화권의 전통 및 사례들로부터 해석되고 의미를 부여받

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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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말하는 ‘세계공화국’ 실현의 방법을 주장한 것으로 고찰된다.114)

특히 캉유웨이에게 있어서 공자의 사례는 가라타니와 Yano(2012)가

말한 소크라테스나 예수 등의 사례에 포함되었던 것이다. 이 사례 또한

기존의 다른 사례들과 같이 그 교육활동이 상식과는 달리 새롭게 해석될

수 있고 되어야 하는, 주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캉유웨이의 공자 해

석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논지를 따른다.

“송명대 이래 유학의 중점은 정치와 경제에 있지 않고 인간의 심성에만

치중되어 있었습니다. 본래 공자가 중심으로 삼은 것은 ‘개제改制’인데,

이를 역사와 교육에만 한정시킨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개제’란 정치제

도의 개혁을 의미합니다.” (이연도, 2016: 14)

즉, 공자에게 있어서도 교육 또한 이와 같이 정치·경제·사회의 변혁과

변증법적 관계에 있는 실천이었던 것이다. 이렇듯 가라타니에게 있어서

교환양식D를 배경으로 하는 교육이, 세계공화국과 맥을 같이 하는 ‘프로

젝트로서의 제3세계’와 ‘대동세계’ 등의 이념에 있어서도 그 중심을 이루

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캉유웨이에게 있어서 공자의 사례가, ‘제 3 장’에서 주요 분석 사례가

되었던 가라타니의 소크라테스에 비견되듯이, ‘세계시민’교육론은 이것이

곧 주체의 문제와 직결된 교육론임을 말해준다. 관련하여 ‘제 3 장’의 내

용을 교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간추려볼 수 있다. 가라타니에게 있

어서 교육의 주체는 개인이며, 이 개인은 자본=네이션=스테이트를 지양

하는 맥락에 놓여있다. 동시에 그와 같은 지양이 그/녀의 ‘자유’의 의미

가 되는 개인이다. 가라타니에게 있어선 이와 같은 보편적인 지평에 놓

여있는 개인이야말로 공적인 것이다. 이것이 그의 코즈모-폴리터니즘의

특성이기도 하다. 즉, 가라타니에게 있어서 교육은, 그와 같은 개인으로

서의 세계시민이 주체가 되고 또 그러한 세계시민의 ‘덕’을 낳는 것이다.

114) 이는 교환양식D의 중세 세계체제적 사례가 될 것이다. 이는 소크라테스,

자연철학, 보편종교 등이 주로 고대의 사례였던 것과 대비된다. 즉, 후속연구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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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때의 세계 또는 세계적(global)의 의미는 가라타니에게 있어서

코즈모-폴리턴, 인터-네셔녈, 혹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의 글로컬(Glocal)

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는 이경한 등 또한 글로컬리즘을 강조하는 데 있

어서(이경한 등, 2017: 2, 39) 긍정되는 것이다. 여기선 개인뿐 아니라―

어소시에이션과도 관련된―‘로컬’의 의미 또한 네이션·스테이트 등과는

다른 것으로써 보편적 지평에 연결되어있는 것으로 고찰된다.

사실 서론에서도 문제제기를 했듯이, 교육발전론의 문제의식 또한 교

육이 국가와 정치·경제·사회의 발전에 종속되는 문제와, 동시에, 개인이

국가 등에 종속되는 ‘주체’의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다.115) 그런데 기존의

교육발전론적 문제의식에서 대두된 교육의 주체로서의 개인은 사실 시대

적으로 신자유주의의 발흥과 평행하는 ‘사화(privatization)’된 개인으로

볼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교육 또는 학습의 주체와 단위를 공동체, 사회,

집단, 국가의 단위에서 고찰하는 일련의 연구 흐름 또한 있어왔다. 하지

만 이것은 가라타니의 관점에서 봤을 때 주로 네이션=스테이트, 또는 네

이션과 국가 각각의 맥락에서 교육·학습을 고찰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일

이었다고 볼 수 있다. 세계시민교육은 이와 같은 네이션=스테이트를 초

월하는 지평에서 교육을 생각하게끔 하는 시야를 명확히 하고 있다. 하

지만 이것은 다시 또 본질적으로 국제적인 성격을 갖는 자본주의를 상대

적으로 간과할 수 있다는 측면 또한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가라타니가 제

공하는 문제의식, 즉 자본=네이션=스테이트를 지양하는 맥락에서의 교육

발전과 세계시민교육을 동시에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즉, 개인주체와 관

련하여 이 세계시민교육의 문제는 결국 ‘사화된 개인’을 넘어 ‘자립화된

개인’으로 나아가는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김홍중(2009)은 이 문제에

대해 가라타니의 사상이 갖는 의의를 “육화된 신자유주의의 윤리적 해

체”라고 하는 논문의 제목으로써 다음과 같이 시사하고 있다.

“세계시민이 된다는 것(동시에 윤리적 주체가 된다는 것)은 … 온정적 관

115) 이것은, 주지하듯, 결국 교육의 주체와 단위를 누구와 무엇으로 볼 것인가

―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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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가능하게 하는 공동체들로부터 추방된다는 괴로운 체험을 배제하지

않는다. 고독 혹은 존재론적 불안감은 세계시민적 주체성의 그림자이다

(너스봄, 2003: 39～40). … 가라타니는 윤리의 의제를 개별 주체의 실존

적 결단의 차원으로부터 집합적 운동의 차원으로 전환시키고 있으며, 추

상적인 세계시민성을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 테마들(전쟁, 환경 파괴, 경

제적 격차)을 윤리적 문제 설정과 접목시키고 있다(가라타니 고진, 2006:

224). 이런 점에서 가라타니의 시도는 그 기획의 성공과 실패를 논하기에

앞서서 윤리적 주체의 명확한 실천 모델의 하나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

을 수 있으며, 신자유주의적 주체 형식을 넘어서는 새로운 주체성의 탐색

에 여러 가지 영감을 제공하고 있다.” (김홍중, 2009: 206-207)

한편, 세계시민교육의 방법이자 목적으로서 ‘세계시민의 덕’은 이와 같

이 ‘공적인 개인’의 의미를 넘어서서, ‘제 3 장, 제 3 절’의 소크라테스에

게서와 같이 공사(公私) 구별을 폐기하는 지평에 존재한다. 이는 최근

UNESCO(2015/2018)가 논의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공동재(共同財,

common goods)’의 속성들에 부합한다. 첫째, 이것은 플러스섬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116) 둘째, UNESCO는 이것을 전통적인 ‘공공재(public

goods)’와 구별하여 그 ‘제3섹터적 성격’을 보다 분명히 하고 있다. 셋째,

나아가 이것은 국제적인 속성을 가진다. 넷째, UNESCO는 교육 자체를

일종의 이와 같은 공동재로서 고찰하고 있기도 하다.117)

116) 앞 절의 각주101 참조(p. 89-90).
117) 사실 여기서 ‘공동재’로 번역되고 있는 ‘common goods’의 속성은 기존에

네그리와 하트(Negri, A. & Hardt, M.)의 사상과 관련하여 ‘공통적인 것’으로

번역되고 있다(Hardt, 2010/2012). 이것은 최근 국내에서도 실천적으로도 적용되

고 있는, ‘the common’의 속성에 대응한다. 추측컨대, 양자 사이의 사상적 연관

성 또한 추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존의 번역 현황을 고려

한다면, ‘공통재(共通財’)‘로 번역하는 것이 낳을 수 있다. 이 맥락에서 네그리와

가라타니의 사상적 관련성과 차이는 본 연구의 후속과제가 될 것이다. 한편, 평

생교육 분야에서 한숭희(2014: 26)는 “미국의 성인교육학자 카스웜”의

“intellectual commons”의 ’commons’를 “public area”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의 네그리와 하트의 ‘the common’ 개념은 ‘the public’과 ‘the private’의 이

분법적 가치구별을 지양하는 맥락에서 대안적으로 제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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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타니의 사상체계에 있어서 세계시민교육이 갖는 의미는 또한 그

‘제도적’ 차원에서 살펴보아야한다. 사실 세계시민교육이나, 교육에 있어

서의 세계시민주의적 함의에 대한 주장은 그 역사가 깊다. 이렇게 보면

최근 그것이 UN과 UNESCO의 ‘의제(agenda)’로서 다시 대두된 것은 새

삼스럽다.

예를 들어 듀이는 그와 같은 세계시민교육의 역사를 근대 유럽의 계몽

주의자들과 루소로까지 소급해 들어가고 있다(Dewey, 1916/2007). 또한

그는 가라타니와 같이 칸트를, 그의 세계시민주의와 세계시민교육 또는 교

육에 있어서의 세계시민주의적 의의에 대한 주장에 있어서, 지지하고 있

다. 그는 동시에 프랑스혁명과 그에 따른 나폴레옹 전쟁과 근대독일국가

형성에 평행했던 근대국민국가와 국민교육의 형성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있다(ibid. 164, 166).118) 마찬가지로 그 대표적인 사상적 배경을 제공했던

‘intellectuality’는 그와 같은 ‘the common’의 대표적인 사례들 중 하나다.

UNESCO는 이와 같은 ‘common’을 그 중에서도 특히 ‘public’과 구별하고 대비

시키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다양하고 난삽한 성인교육연구의 각 영역의 근저

를 관통하는 지적 공통성을 표현하려고 했던” 카스웜(Kasworm, C. E.)의 “원래

의도”에도 바로 이와 같은 맥락의 ‘common’ 개념이 놓여있었을 것으로 추정된

다. 즉, common을 public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 개념의 본래 의도에 정면으로

반대된다는 것이다.
118) “독일 사상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교육은 공공기능이 되었고, 공공기능은

곧 민족국가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과 동일시되었다. ‘국가’가 ‘인간성’을 대치하

게 되고, 범세계주의는 국가주의에 자리를 양보하였다. ‘인간’을 만드는 것이 아

니라 ‘시민’을 만드는 것이 교육의 목적으로 되었다.”(Dewey, 1916/2007:

163-164) 여기서 ‘범세계주의’는 바로 cosmopolitanism의 번역어다. 여기서 말하

는 “인간”이 곧 “시민”에 대비되는 ‘세계시민’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근대 독일

의 사상적․역사적 상황은 한국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역사적 상황’이라

는 것은 특히 독일에서의 나폴레옹 정복이 몰고 온 파급효과를 가리킨다. 독일

제국은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관심이야말로 정치적인 역량과 능력을 회복 유지

하는 최선의 수단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 사태의 진전은 이 신념이 옳았

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대외적으로 독일 제국은 취약하였고 분열되어 있었다.

프로이센 정치가들의 주도하에 독일제국은 이 조건을 자극으로 삼아 광범하고

확고한 공교육체제를 수립하였다.”(Dewey, 1916/2007: 164) “이러한 정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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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히테와 헤겔에 대한 비판적 입장 또한 그는 분명히 하고 있다(ibid.

166).119) 그러면서도 그는 당시의 세계시민교육이 근대국민교육에 대비되

어 가지고 있던 ‘제도적 결함’을 다음과 같이 적실하게 문제제기하고 있다.

“그 … 범세계적인, ‘인간주의적인’ 교육관에서는 교육을 실제로 집행하고

관리하는 기관이 무엇인가에 관한 규정이 모호하였고 또 실제로 그런 기

관이 없었다는 점에 그 결함이 있었다.” (Dewey, 1916/2007: 167)

이것은 헤겔과 프로이센에서와 같이, 근대적 국가체제를 뛰어넘어, 코

즈모폴리턴 교육론에 부합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체제적 실체와 “기관”,

즉 제도의 부재에 대한 듀이의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듀이의 『민주주의와 교육』이 1916년에 출판된 저작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때는 제1차 세계대전이 진행 중이던

때였다. 즉 이때는 가라타니가 말한 근대세계체제의 단계에서 자본주의

가 그 본질적인 제국주의적 속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던 때였다. 즉 자

본=네이션=스테이트와 그 국가들이 서로 파국으로 치닫던 때였다. 그리

고 이후 그 반성적 계기와 칸트의 영구평화론적 이념 등이 배경이 되어

독일은 초등학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공적, 보편적, 의무교육 체제를 수립하

고, 모든 사립교육기관을 엄격한 국가통제와 관리 하에 둔 최초의 나라가 되었

다.”(ibid. 166) 당시 일본이 파견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Ito, H.) 등의 유람

단은, 바로 여기서 듀이가 말하고 있는 “그 후 사태의 진전”에 포함되는 ‘보불전

쟁’에서의 프로이센의 승리를 보고, 근대 일본의 체제적 모델을 바로 이 프로이

센-독일로부터 가져오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체제가, 초대 총독

이 되었던 이토를 중심으로 식민지 조선에도 적용됨으로써, 교육을 포함한 근대

한국의 체제적 기반이 되었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119) “피히테와 헤겔은 국가의 으뜸가는 기능은 교육에 있다는 주장을 펴내었

다.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독일의 재건은 국가의 이익에 맞도록 수행된 교육에

의하여 달성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사적 존재로서의 개인은, 국가의 제도와

법의 교육적 훈육에 자발적으로 종속되지 않는 한, 필연적으로 이기적이고 비합

리적인 존재로서 그 자신의 욕망과 상황적 요구에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다.”(ibid.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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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맹과, 또 한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쳐 국제연합 등이 탄생했음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가라타니가 그 발전론적 대안과 방법으로서 이 UN시스템의 개

혁을 이야기했음을 살펴보았다. 또한 가라타니의 전기 사상과

Yano(2012) 등을 통해 그 목적과 방법을 교환양식D를 원리로 하는 교육

의 관점에서 고찰할 수 있었다. 이 때 가라타니가 말하는 UN시스템의 대

표적인 교육적 제3섹터로서 UNESCO를 언급함으로써 가라타니의 사상체

계가 대안적인 UNESCO 교육론으로서 제시될 수 있음 또한 말해볼 수

있다.

이렇듯 듀이가 위와 같이 코즈모폴리턴 교육론의 제도적 한계를 지적

한 이후의 사태에서, 그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일들이 벌어져

온 것이다. 즉 그것을 뒷받침하는 국제적 기관들이 형성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최근 세계시민교육이 다시 ‘새삼스럽게’ 대두된

맥락이, 특히 UN과 UNESCO 등이라는 점이 갖고 있는 제도적 의미, 맥

락, 배경 등에 대해 더 음미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계시민교육을 내세운 그 기관들과 주체들조차 간과하고 있는 ‘의미’일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이 맥락에서 가라타니가 주장하

고 있는 UN시스템의 개혁의 목적과 방법과 의미에 대해서 더욱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것의 목적이 칸트가 말한 ‘세계공화국’의 실현이라는 점

은 어떻게 보면 ‘세계시민교육’의 목적이자, ‘제도적인 완성’이라고 볼 수

도 있다. 이것은 UN시스템의 ‘제3섹터’의 대표적인 교육기구로서

UNESCO가 갖고 있는 위상을 재고하게 한다. 그것은 UNESCO와 UN시

스템의 제3섹터가 제도적 개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가라타니가 교환양식D를 통한 UN시스템의 개혁을 말하는 이유는, 근대

세계체제의 속성상, ‘세계공화국’은 또 한 차례의 ‘세계적인 파국’을 거치

는 ‘자연의 간지’120)를 통해 실현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현실적’ 인식에

대한 대응이기도 하다. 위와 같은 제도적 기반을 갖는 세계시민교육에는

120) 이 또한, 헤겔이 근대 국가를 긍정하는 것과 관련된 ‘이성의 간지’ 개념에

대비되는 칸트의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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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한 대응의 과제가 부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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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본 연구에서 가라타니의 사상체계를, 거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발전의

양상과 주체의 의미에 관해 그의 교육론과도 관련하여 고찰해보았다.

먼저 그의 사상체계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발전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정치·경제·사회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지만,

사실 그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구별은 서구 근대적인 것으로서 폐기된

다. 한편 그는 정치·경제·사회 등에 대한 기존의 사회구성체(social

formation) 담론에 있어서, 전통적인 경제결정론과 상대적 자율성론을 모

두 비판한다. 그는 양자의 표면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 담론이, ‘토대

와 상부구조’라고 하는 관점틀과, 산업자본주의적 생산으로서의 경제관이

라고 하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음을 비판한다. 이는 말 그대로 서구 근

대적인 경제관이기도 하다. 동시에 그는 상대적 자율성론이 거꾸로 경제

를 경시하게 됨으로써, 냉전 이후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비판적 담론으로

서의 기능을 상실했음을 비판한다. 이에 따라 그는, 첫째, 칼 폴라니의

경제인류학과 둘째, 청년 맑스의 교통(Verkehr) 개념 등을 비판적으로

계승하여, 교환(exchange)으로서의 경제적 관점을 채택한다. 이에 따라

그는 다양한 교환양식들(modes of exchange)을 제시하게 된다. 그런데

이것들은 기존에 편의상으로 활용한 표현들인 정치·경제·사회 등에 각각

대응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그의 교환양식론의 특징은 또한

그 교환양식들이 매 시대 특정한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것은 결국 정치·경제·사회 등을 각각 별개로 고찰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

이기도 하다. 이 교환양식들의 체제는 매 시대 그 중 어느 교환양식이

우위를 점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셋째, 또한 이 체제는 칸트가 말

한 세계공화국을 목적론적 이념으로 삼음으로써, 그 체제로의 끊임없는

도달을 지향하는 발전의 양상으로서 고찰이 가능해진다. 여기서 가라타

니의 본래 문제의식은, 근대의 세계체제인 자본=네이션=스테이트를 지양

하는 데에 있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가 제시하는 것이 UN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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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이다. 왜냐하면 이 UN시스템은 과거 근대세계체제의 파국이었던 양

차 세계대전에 대한 반성을 통해, 세계공화국 이념의 현실적 대응물로서

구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즉, 가라타니는 이 시스템을 그 이념의 방향으

로 보다 지양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가라타니의 사상체계에서 주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라타니

는 위와 같은 거시적 담론을 제시하면서도 어디까지나 그 주체로서 개인

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가라타니는 또한 마루야마 마사오를 통해 개

인을 유형화하고 있다. 여기서 가라타니가 제시하는 개인은 자본주의적

개인으로서의 사화(privatization)된 개인과 구별되는 자립화

(individualization)된 개인이다. 이 유형의 개인은 국가에 종속되지 않으

면서, 가라타니가 말하는 자본=네이션=스테이트의 대안적 유닛으로서의

어소시에이션을 이루는 개인이라고 할 수 있다. 가라타니는 이와 같은

개인과 어소시에이션의 고대적 사례로서 자연철학과, 그것과 관련된 정

치체제로서 이소노미아를 제시한다. 이 이소노미아는 당시 아테네의 데

모크라시와도 구별되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위배되지 않는 ‘무지배’

체제였다. 가라타니에 의해서 이 자연철학의 흐름을 이어받고 있는 것으

로 해석되는 소크라테스는 바로 이 이소노미아를 아테네에 실현하려고

했던 개인이었다. 그에 따라 그는 민회가 아닌 광장에서 활동했으며, 개

인들 및 타자들과 문답과 대화를 했다. 이는 플라톤에 의해서 그려지고

있는 것과 같이, ‘정답’을 향해 매끄럽게 흘러가고, 그와 같은 관점에서

사후적으로 고찰되는 변증법 같은 것이 아니다. 이는 오히려, 변증법의

본래적 의미로서 ‘운동의 한가운데 서는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가라타니에 의해서 자유의 의미는 또한 상식과 다른 방식으로 제시된다.

그것은 또한 칸트의 자유의 개념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그것은 생물

학적 쾌락이나 공동체의 관습과 규범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따

르는 것과 위배된다. 그것은 철저하게 자율적인 ‘명령’에 따르는 일이다.

이에 따라 소크라테스의 행위는 다이몬의 명령을 따르고 신탁을 실현하

는 일로서 자유로운 행위였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프로이트의 개념을

따라 ‘억압된 것의 회귀’로서 소크라테스의 상기설을 재해석할 수 있게도

한다. 가라타니-칸트에게 있어서 자유는 또한 타자의 자유에 대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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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으로서 존재한다. 가라타니는 이 칸트의 정언명령에서 ‘타자를 수단

으로서만이 아니라 목적으로도 대하라’는 ‘～만이 아니라 ～로도’라는 어

법에도 주목한다. 이것은 자유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타자를 목적으로

대하지 못하게 하는 자연적 현실에 대한 인식과 그 지양의 문제와도 관

련된다. 즉 이것은 다시 발전에 관한 논의로도 연결된다. 가라타니에게

있어서 자유는 이렇듯 보편적인 실천에 대한 자유이기도 한 것이다. 셋

째, 가라타니는 이 맥락에서 공공성을 재정의한다. 기존에 공동체나 국가

에 관한 것이 공적인 것이고, 개인적인 것이 사적인 것이라는 인식을, 마

찬가지로 칸트를 통해 뒤집는다. 이때의 개인은, 언급했듯, 보편적 지평

에 놓인 개인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시민이라는 공인으로서

민회에서 활동하지 않고 사인으로서 광장에서 교육활동을 할 것을 다이

몬에게 명령받는다. 이것은 공과 사의 구별을 폐기하는 것, 즉 ‘자기’를

통해 ‘덕’을 실현하고 이소노미아를 실현하는 것과 다시 관련된다. 이와

같은 보편적=공적인 지평은 곧 코즈모-폴리터니즘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개념 또한 고대 그리스를 그 어원으로 한다. 이에 따라 소크라

테스가 코즈모폴리턴한 개인 주체였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그는 동시

에 그가 서있던 아테네를 회피하지 않는 것, 즉 글로컬리즘(Glocalism)을

실천한 코즈모폴리턴이기도 했다.

발전과 주체의 측면에서 고찰한 가라타니 사상체계의 교육론적 의의

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라타니의 사상에서 교육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논의는 그의 전기 사상에서 살펴볼 수 있다. 앞서 그의 교환 개념의 한

연원인 청년 맑스의 ‘교통’ 개념에 대한 논의 또한 이 전기 사상에서 이

루어지는 것이기도 하다. 즉, 가라타니가 맑스의 사상을 파악하는 방식은

그 자체로 가라타니의 사상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나아가서

맑스와 가라타니의 사상이 내용적으로 직접적으로 연계되고 있는 것이기

도 하다. 맑스-가라타니에게 있어서 교통-교환의 개념은 가라타니의 전

기 사상의 교육의 개념과도 직결된다. 교육, 즉 ‘가르치다 ― 배우다’는

‘말하다 ― 듣다’와 대비되어 서로 다른 공동체 사이의 비대칭적

(asymmetrical) 관계방식을 바라보는 시점이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주

체와 타자, 타자의 타자성이 성립한다. 여기서 교육과 주체가 직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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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되는 양상 또한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봤을 때 가라타니의 전기

사상에서 교육은 곧 그의 후기사상체계의 교환양식D로 발전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교환양식B, C, A가 각각 정치, 경제, 사회를 바라보

는 관점으로서 성립했던 것에 대비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가라타니의

전기 사상을 통해 교환양식D를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성립시킬 수

있다. 이것은 Yano(2012)가 교환양식D를 대안적인 교육의 배경으로 고

찰한 것에 대응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논의를 근거로 하여 이후

의 교육론적 고찰이 이루어진다. 둘째, 가라타니의 사상체계에서 발전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가라타니가 칸트를 통하여 말하는 세계공화국은, 교

환양식D가 우위를 이루는 세계체제다. 이에 따라 가라타니의 발전론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발전론으로서 고찰 가능하게 된다. 한편 UN

시스템의 개혁에 관한 논의에 있어, 이것은 현실적으로 여전히 근대세계

체제에 속해 있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라타니가 말하는

UN시스템의 제3섹터는 상대적으로 칸트의 이념과 교환양식D의 원리에

가장 근접해있다. 여기에는 UN시스템의 교육부분도 관련되어 있다. 그

대표적인 하위 교육기구가 UNESCO다. 가라타니는 UN시스템을 개혁하

는 데 있어서 이 교환양식D의 원리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고 있

다. 이에 따라 교환양식D를 그 원리로 하는 교육은 가라타니에게 있어서

발전의 목적이 됨과 동시에 방법이 된다. 이렇게 하여 그의 사상체계는

UNESCO의 교육론 중 하나로서 제시될 수도 있다. 교환양식D와 그것을

원리로 하는 교육은 근대세계체제뿐만 아니라 매시대의 체제를 지양시키

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하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주체에 관해 살

펴본 고대의 소크라테스와 자연철학과 이소노미아다. 또한 발전은 교육

의 양상 자체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근대 자본=네이션=

스테이트의 맥락에 있는 교육=학교라고 할 수 있다. 즉 교육은 교환양식

D뿐 아니라 다른 교환양식들을 배경으로 하여서도 그 자체적인 발전의

양상 또한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종합하면, 이렇게 하여 가라타니의 사

상체계에서 교육과 발전의 변증법적 관계를 고유한 방식으로 살펴볼 수

있다. 가라타니는 또한, 교환양식D가 규제적 이념으로서 그 현실적 실현

이 부분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에 대한 체험의 가치와 현실체제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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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협의 필요성을 중요시하고도 있다. 이것은, 높은 이념을 이념대로 유지

하는 것과 동시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과 방법 자체

가 발전을 점진적으로 실현시키는 원리로서의 교육적 방편으로서 고찰될

수도 있다. 셋째, 가라타니 사상체계의 교육발전론적 의의는 그것의 목적

과 방법이 세계공화국 체제의 중심축을 이루는 교육이라고 하는 점에서

일종의 세계시민교육론과 직결된다. 즉, 그의 사상체계는 최근 UN 의제

로서 대두하기도 한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하나의 관점이 될 수도 있다.

가라타니의 사상체계에서 세계시민교육은 ‘프로젝트로서의 제3세계’의 맥

락에서 여러 문화권의 전통들로부터 해석될 여지가 있다. ‘세계시민’은

가라타니 사상체계의 교육론적 측면이 갖고 있는 주체의 속성을 직접 나

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그/녀는 자본=네이션=스테이트를 동시에 넘어서

는 지평 도달하는 과제를 앉고 있다. 마찬가지로 그/녀의 ‘덕’은 공

(public)과 사(private)의 구별을 넘어선 ‘공통적인 것(the common)’의 맥

락에 놓여있기도 하다. 세계시민교육은 UN시스템의 제3섹터와

UNESCO 등을 통한 UN시스템의 개혁이라고 하는 제도적인 과제 또한

부여받고 있다.

본 연구는 교육학 분야에서, 현대의 사회과학 담론에서 독자적인 사상

체계를 제시하고 있는 가라타니 고진을 살펴보고자 한 시도였다. 그에 따

라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본 연구의 작업가설에 따라 발전과 주체의 측면

에 초점을 맞추어 가라타니의 사상체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것에 대

한 교육론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가라타니의 사상체

계가 갖고 있는 발전의 양상과 주체의 의미와, 그것들이 가라타니의 사상

안팎에 갖고 있는 교육론적 의의를 각각 몇 가지 사항들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었다는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는 가라타니의 사상체계의 외재적

인 측면, 즉 교육발전론과 세계시민교육론의 관점에서 본격적으로 가라타

니의 사상체계를 살펴본 것은 아니었다. 본 연구는 어디까지나 그 접점이

되는 발전과 주체의 측면에 국한하여 그 교육론적 의의를 고찰한 시도였

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후속연구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교육발전론과 세계시민교육론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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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거쳐 가라타니의 사상체계를 고찰해보아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둘째,

교환양식D의 맥락에서 교육을 살펴볼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이론적·경

험적 후속연구의 과제가 있다. 셋째, 교환양식D를 통한 UN시스템 개혁

론에 대한, 마찬가지로, 보다 구체적인 이론적·경험적 교육학적 고찰의

과제가 있다. 넷째, 이 UN시스템과도 관련된 세계공화국뿐 아니라, 본

연구의 전 범위에 걸쳐 가라타니의 사상적 배경이 되는 칸트에 대한 직

접적 고찰 및 가라타니와의 비교의 과제가 있다. 다섯째, 전기 가라타니

의 교육론의 주요 전거가 되는 비트겐슈타인 등의 교육론에 대한, 마찬

가지의 과제가 제기된다. 여섯째, 본 연구에서 주체와 관련하여 분석된

소크라테스의 사례와 같이, 캉유웨이에게 있어서 공자의 사례에 대한 탐

구가 필요하다. 일곱째, 가라타니가 분석하고 있는 소크라테스와 자연철

학의 사례와 그 성격은 그것이 학문의 기원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학문론

적 고찰의 과제 또한 제기한다. 그것은 분과학문론에 대한 비판을 넘어

서 학문 자체 또한 서구 근대적인 영역 구별로서 비판하는 시사를 안겨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가라타니의 관점에서 하나의 분과학문으로

서의 교육학의 성격과 과제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는 일이기도 하다. 여

덟째, 가라타니가 제시하고 있는 ‘트랜스크리틱(transcritique)’이 학문과

여타 실천의 방법론으로서, 이것의 칸트의 본래적 개념과도 관련하여, 탐

구되어야 할 것이다.121)

121) 이 외에도 본 연구가 필요로 하는 후속연구 과제들을 각주들을 통해 미리

언급한 바 있다. 그것들 외에도 많은 후속 연구 과제들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

로 한 가지만 더 추가해보면, 가라타니의 사상을 또 다른 사상가 센(Sen, A.)과

비교해보는 과제 또한 생각해볼 수 있다. 그는 자본주의적 역량(competence)과

는 차별화되는 ‘토대역량(capacity)’ 개념을 제시함과 동시에(유성상·이재준·남유

진, 2015), 서로 관련되는 자유와 발전에 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역량과 자유와 발전에 대한 논의가 가라타니의 주체와 발전에 대한

논의와 어떻게 교육과도 관련하여 비교·대조되는지 살펴봐야 할 과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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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저서는 일본
어본이 아닌 영
어본이원전임.

탐구 1 송태욱 새물결 1998

탐구 2 송태욱 새물결 1998

마르크스 그 가능성의 중심 김경원 이산 1999

윤리 21 송태욱 사회평론 2001

유머로서의 유물론 이경훈 문화과학사 2002

근대 일본의 비평(1868-1989) 송태욱 소명출판 2002 공저

현대 일본의 비평(1868-1989) 송태욱 소명출판 2002 공저

일본정신의 기원:
언어 국가 대의제 그리고 통화

송태욱 이매진 2003

언어와 비극 조영일 도서출판 b 2004

트랜스크리틱:
칸트와 맑스 넘어서기

송태욱 한길사 2005

근대문학의 종언 조영일 도서출판 b 2006

일본정신의 기원 송태욱 이매진 2006

세계공화국으로 조영일 도서출판 b 2007

역사와 반복 조영일 도서출판 b 2008

네이션과 미학 조영일 도서출판 b 2009

정치를 말하다 조영일 도서출판 b 2010 인터뷰: 고아-
라시 구하치로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박유하 도서출판 b 2010

문자와 국가:
강연집2

조영일 도서출판 b 2011

세계사의 구조 조영일 도서출판 b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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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의 중심
(가라타니 고진 인터뷰)

인디고
연구소
(InK)

궁리 2015
인디고 연구
소(InK) 기
획, 편, 저.

제국의 구조:
중심 주변 아주변

조영일 도서출판 b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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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existing education field, there has been a problem of the

perspective of that education and subject has been seen as merely

means of development. On the other hand, the precedent introductions

about Kojin Karatani’s intellectual thought to areas of education has

not been sufficient. So I reviewed the previous studies related to

Karatani in the existing education and related fields and suggested

the research questions, assuming that the thought system of Karatani

could provide a unique theoretical answer to the above problem.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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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are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al appearances

that can be seen in Karatani's theory? Second, what is the meaning

of the subject that can be seen in Karatani's thought system? Third,

what are the educational meanings and significances of 'first' and

'second'? I presented the answers by the interpretative literature

research method on the texts translated from the original texts of

Karatani.

So, in advance, I analysis the development characteristics of

Karatani’s theory as follows. First, his perspective about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is based on his theory of ‘modes of exchange.’

In his words, it is the transformation of Marxian theory of modes of

production. So politics is based on the mode of exchange B, which is

‘plunder and redistribute’. Economy is on the C, ‘commodity exchange’

and Society on the A ‘the reciprocity of the gift.’ Second, his modes

of exchange were presented as unified systems. It means the three

are integrated as world systems based on the principles of modes of

exchange. Especially the modern aspect of those are integrated like

‘the Capital=Nation=State’ of which term Karatani uses. Each one is

the modern unit of economy, society and politics, and the modern

trait of relations of each others is that the capital is functioned most

powerfully. Third, this Karatanian World System Theory is seen as

that the world system would be ultimately reached to Kantian World

Republic, ‘ideally’, in terms of Kant's regulatory ideals, transcendental

illusion, etc. So we can see his world system stages through eras as

the developmental process.

Next, I also analysis the meanings of subject in Karatani’s theory.

First, the subject in Karatani’s theory, especially in education, is

individual, not community, society or state, etc. Karatani’s Individuals

are also based on the mode of exchange D, ‘pure gift’, which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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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inciples of freedom and equality at the same time, and they

form ‘social contract’, in Karatani’s term ‘association’, autonomously.

He exemplifies and reinterprets the case of Socrates, his educational

activities and the significances of those in this context. Second, the

meanings of freedom of subject are, paradoxically, the compulsory,

the ‘respons-ibility’ to ‘others’ and the sublation(Aufheben) of

structural conditions of states and capitals, etc., following Kant’s

concept. In one of the famous Kant’s ‘categorical imperatives’, “use

another person not only merely as a mean, but also treat him/her as

an end in him/herself”, following Karatani, the important usage is ‘～

not only ～ but also.’ Because it means that he did not ignore the

structural conditions which make him/her treat others ‘merely as

means.’ So, in this point, the task of development of the preceding

chapter is included in the meaning of freedom. Third, the value of

individual subject in Karatani’s thought, is public, not private, also

following the Kant’s. Kant reversed the value of ‘public state’ and

‘private individual’ to ‘private state’ and ‘public individual’. In this

point, individuals are not just belonged to one state, but on the space

between states and on the universal horizon. In this context, the

educational activities of Socrates’ case were worked on ‘agora’, not

on, and for, ‘legal assembly’, and only with individuals. Furthermore,

he intended to break the distinction between the public and the

private, and to make ‘arete’ through education, which is located

beyond this distinction as ‘the common.’ Thus, this individual subject

is analyzed as a public entity in the context of 'cosomo-politan',

which is also a word of Greek derivation. Individual subjects are not

unilaterally dependent on one police or state, but also don’t get out of

the responsibility of sublation of state, etc. on one’s local sites, like

the case of Soc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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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consideration of Karatani’s theoretical system in two aspects,

development and subject, I educationally discussed these in three

points. First, I discussed his early work’s educational implication in

depth. Like his way of looking into Marx’s theory, which is different

with ‘epistemological rupture’, his late systemic work also could be

considered being related with one of his early research questions

about education. One of Early Marx’s concepts, intercourse(Verkhehr)

comes to Karatani’s ‘exchange’. This perspective is directly related to

his early work about education. He distinguishes the communication

perspective of asymmetrical ‘teaching-learning’ relation from the one

of symmetrical ‘telling-listening’ relation by critique on Wittgenstein.

By this educational view, ‘others’ between different rules, ‘language

games’ and communities, etc. can be seen. This education relation is

different with which is in school, and the case of Socrates was

already foreshown in this context. This educational relation developed

into the concept of the mode of exchange D. That is, this mode is

established as a viewpoint of education. It is occurred between

different communities and doesn’t make inequalities, as a same way

with intercourse=exchange. This 'first' argument is the basis for

further discussions. Second, in the development aspect, education is

functioned to revolutionize each era’s world system, and the system

is oriented to Kantian world republic, ultimately, of which dominant

part is education. The key mechanism of overcoming each era’s world

system is operated by the mode of exchange D. Of course, the

modality of education also changed along world systems, like

education=schooling in modern capital=nation=state. So it can be

guessed that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itself as well as the

dialectical relation between education and development would be

occurred. Third, Karatani’s thought can be one of the theore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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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about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which lately became

one of the educational and developmental agenda by UN and

UNESCO. GCED also can be understood as an education of, or about,

‘the third word as a project.’ Global Citizen’s ‘arete’ can be method

and purpose of GCED, abolishing the Capital=Nation=State and

realizing the World Republic, at the same time, as ‘global common

goods.’ UN and UNESCO had been formed by reflection on World

Wars based on Kant’s late theory of perpetual peace. These has

meaning of ‘institution’ of GCED, which was the absent problem of

cosmopolitan education, posed by Dewey in 1916, when World War Ⅰ

was on going.

In conclusion, for Karatani, development has the dialectic

relationship with education, and education has direct relevance to

subject. Also, the freedom of subject includes the responsibility of

development, and the cosmopolitan horizon in which the subject lies

is the ideal purpose of development. Therefore, educational

development here is linked to GCED. Such perceptions are also

possible when we consider the early and the late Karatanian thought,

about the relevance of education and the mode of exchange D,

together.

keywords : Kojin Karatani, modes of exchange,

education and development, UN system,

individual subject,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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