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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1. 이�책은�일본의�잡지�atプラス 15호(2013년�2월)에�수록된�글들�중에서�특집인�｢

�哲学の起源�を読む｣, 3-74頁을�옮긴�것이다.

2. 책�제목과�잡지명은�� �로. 논문은�｢ ｣로�묶었다. 또�본문�속의�인용문은�“ ”로, 단

순�강조는�‘ ’로, 대문자는�< >로�표시했다. 인용문�속의�( )는�원문에�있는�것이고, 

필자의�추가는�[ ]에, 번역자의�추가는�〔 〕에�넣은�후�글자를�작게�표시했다. 

이�책의�한국어판�저작권은�없습니다. 

저작권법에�의해�보호받지�않습니다. 

무단�전재와�복제를�허용합니다. 

가라타니�고진의��철학의�기원�읽기

1판�1쇄. 2020년�06월�01일

지은이. 가라타니�고진, 오다케�코지�외�

옮긴이. 김상운

비매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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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모크라시에서�이소노미아로�

    : 자유-민주주의를�넘어서는�철학

가라타니�고진�+ 고쿠분�고이치로

(2012년�12월�6일, 오오다출판�회의실에서)

004 질문�: 가라타니�고진�씨는�2012년�11월에��철학의�기원�을�출판했습

니다. �철학의�기원�은�고대�이오니아1)의�자유롭기에�평등하다는�이소노

미아(무지배)2)에서�철학의�기원을�보고�있는�책입니다. 그러나�그�이소노

미아의�사상은, 소크라테스를�마지막으로�망각되어�버렸다고도�쓰셨습

니다. 실제로�오늘날�우리는�자유와�평등이�서로�배반하는�것이라고�생각

하고�있으며, 현대의�자유-민주주의는�그�딜레마에�빠져�있습니다. 

   또�고대�이오니아에서는�탈레스3)를�시조로�하여�자연철학이�무르익었

습니다만, 그�망각된�사상을�계승한�철학자의�한�명으로�이�책에서는�스

피노자를�언급하고�있습니다. 고쿠분�고이치로�씨는��스피노자의�방법�

1) [편집부] 아나톨리아�반도(현재의�터키) 남서부�및�에게해�동부의�섬들에�고대

에�존재했던�지방. 고대�그리스의�식민도시. 

2) [옮긴이] no rule은�비지배, 무지배로�모두�번역가능하다. 필립�페팃�등과�같은�

신공화주의자들이�자유를�논할�때�<지배�없는�자유>와�<간섭�없는�자유>를�구

별하여�언급하듯이, '아니다'라는�의미는�물론이고�'없다'는�의미도�가능하기에�

‘무-지배’가�꼭�잘못된�번역이라고�보기는�어렵다.  

3) [편집부] 기원전�6세기�전반기의�인물. 고대�그리스의�기록에�남겨진�가장�오래

된�자연철학자이며, 이오니아의�밀레토스학파의�시조. 만물의�시원물질을�물

이라고�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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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쓰고, 데카르트와�비교하면서�스피노자의�방법을�탐구하고, 비-스피노

자적인�방향으로�진행된�17세기�이후의�철학에�맞서�다시금�스피노자의�

가능성을�제기하셨습니다. 

   오늘은�두�분께��철학의�기원�에�관해, 또�이�책이�제기하는, 자유-민주

주의를�넘어서는�철학=사상에�관해�말씀을�듣고�싶습니다. 

피타고라스와�철학의�기원

고쿠분 : 가라타니�씨는�이��철학의�기원�에서�소크라테스�이전pre-socrates의�

철학자에�관해�논하고�계십니다. 완전히�우연입니다만, 사실�저도�3·11 이

후에�소크라테스�이전의�철학에�관해�공부를�시작했습니다. 제�경우는�하

이데거가�계기입니다. 하이데거는�원자력�기술에�관해�철학적으로�고찰

한�유일한�철학자입니다만, 그�전제에는�그의�‘기술(테크네)’론이�있습니

다. 그리고�당연히�‘자연(퓌지스)’의�문제를�다시�생각하지�않으면�005 ‘기

술(테크네)’의�문제는�본질적으로�알�수�없습니다. 저는�하이데거가�그랬

듯이, 이오니아의�자연철학까지�거슬러�올라가�자연�개념에�관해�생각하

려�했습니다. 그래서�기묘하게�생각될지도�모릅니다만, 저는�원자력�발전

의�문제를�경유해�소크라테스�이전의�철학자에게�관심을�갖게�됐습니다. 

2011년부터�그�공부를�시작해, 2012년의�전반기에는�대학에서, 하이데거

를�이용하면서�｢전-소크라테스�시기의�철학과�원자력�발전｣이라는�테마

로�수업도�했습니다. 아마�이런�제목의�수업은�별로�없다고�생각합니다만

(웃음). 

   이런�셈이어서, �신조新潮�를�드문드문�보고�가라타니�씨의�‘철학의�기원’

의�연재를�봤을�때는�정말�놀랐습니다. 아, “나만�이런�게�아니잖아!”라고�

생각했던�것입니다. 외람되지만, 거기서�공통되는�시대정신을�느꼈다고

나�할까, 왠지�“나는�지금�시대의�파도에�올라타�있다!”는�기분이�들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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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웃음). 

   그런데�이렇게�시작한�프리소크라테스의�공부인데, 처음에�느꼈던�것

은�“어떤�책을�읽어도�같은�것이�써져�006 있구나”라는�것이었습니다. 가

령�저는�처음에�프리소크라테스의�고전적�연구인�존�바넷의��초기�그리

스�철학� 등을�읽었습니다. 그�후�다른�책과도�맞춰봤지만, 물론�자세한�

해석의�차이는�있지만, 대체로�어디에든�같은�것이�써져�있습니다. 하지

만�그것은�당연하더군요. 이�시기의�철학에�관해서는�원래�자료가�적고, 

말할�수�있는�것이�상당히�한정되어�버릴�것이라고�생각합니다. 

   소크라테스�이전의�철학에�관해�초보적인�것을�확인해�두면, 그들이�기

록한�책이�남아�있지�않고, 후세의�철학자에�의한�증언이나�인용밖에는�

존재하지�않죠. 가령�탈레스가�만물의�시원물질을�물이라고�생각했다는�

것은�아리스토텔레스의�글�때문에�알려지게�된�것입니다. 이런�증언이나�

인용으로�남겨진, 소크라테스�이전의�철학자들의�말을�하나하나�주워�담

아�재구성했던�것이�헤르만�딜스가�편찬하고�나중에�발터�크란츠가�수정�

증보한��소크라테스�이전의�철학자�단편집�(초판은�1905년, 수정증보판

은�1951년)입니다. 이것이�현대의�프리소크라테스�연구의�출발점이�되어�

있고, 아까�이름을�언급한�바넷의��초기�그리스�철학�에서도�이�딜스-크

란츠의��단편집�이�전제에�있습니다.4)

4) 딜스-크란츠의�작업은�앞으로도�계속�프리소크라테스�연구의�출발점이�될�것

이다. 다만�당연하게도�비판도�있다. 버넷은�가령�헤라클레이토스의�단장의�나

열방식에�이의를�제기하고�있다(�초기�그리스�철학�, 以文社、191頁). 딜스는�

주제에�따른�배열의�시도를�일체�버리고�있다는�것이다. 또한�버넷은�아낙시만

드로스의�말이라고�전해지고�있는�단�하나의�단장에�관해, 그�단장의�첫�부분은�

단장�자체를�전한�심플리키오스(Simplicius of Cilicia: c.490-c.560)에�의한�패러프

레이즈라고�말한다(같은�책, 83頁). 하이데거는�버넷의�설에�동의하면서, 같은�

이유�때문에, 아낙시만드로스�본인의�말이라고�생각되는�것은�말미의�12 말에�

불과하다고�한다(하이데거, ｢아낙시만드로스의�잠언｣, �숲길�, 신상희�옮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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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프리소크라테스적�철학은�자료가�아주�한정되어�있고, 말할�수�

있는�것도�한정되어�있는�셈입니다만, 거기에�커다란�전환을�가져왔던�것

이�하이데거죠. 그는�소크라테스�이전의�철학자로�돌아갈�필요를�강하게�

주장하고, 아주�독창적인�독해를�보여줬습니다. 그리고�헤라클레이토스5)

나�아낙시만드로스6) 등이�남긴�단편을�독특한�방식으로�독해했습니다. 

   이것은�정직한�감상으로�말하는�건데요, 소크라테스�이전의�철학을�하

나의�강력한�전체적인�비전을�따라�독해해�낸�사상가는�하이데거�이후에�

가라타니�씨로�단숨에�날아든�것은�아닌가�생각합니다. 무슨�말인지�설명

하겠습니다. 

   단편밖에�남아�있지�않은�사상을�해석한다는�것은, 이른바�몇�개만�남은�

퍼즐�조각을�통해�퍼즐�전체에�그려져�있는�그림을�상상하는�것과�같습니

다. 가령�하이데거가��헤라클레이토스�에서�시도했던�것은�그와�같은�작

업입니다. 하이데거는�“결코�사라질�일이�없는�것을�앞두고�인간은�어떻

게�스스로를�숨길�수�있겠는가’”(단장�번호�16)라는�단편에�이상하리만치�

집착합니다. 그는�“결코�몰락하지�않는〔사라질�일이�없는〕 것”이란, 달리�말하

면�“줄곧, 바꿔�말하면�007 부단히�나타나는�것”이며, 따라서�이것은�요컨

대�‘자연(퓌지스*)’을�가리킨다고�단언합니다.7) 퓌지스는�원래�‘나타나다, 

남, 2010). 아마�이것�외에도�다양한�비판이�있을�수�있다. 그러나�딜스=크란츠

의�작업의�의의는�향후에도�퇴색되지�않을�것이다. 

   [옮긴이] 김인곤�외�옮김, �소크라테스�이전의�철학자들의�단편선집�, 아카넷, 

2005, 218－266쪽.

5) [편집부] BC535년�무렵~475년�무렵. 에페소스의�귀족의�가문에서�태어났다고�

일컬어지는�자연철학자. 만물의�시원물질을�불이라고�생각했다. 

6) [편집부] BC 610년�무렵�~ 547년�무렵. 만물의�시원을�‘무한정한�것’이라고�했던�

밀레토스학파의�자연철학자. 

7) ハイデッガー, ｢ヘラクレイトス｣〔ハイデッガー全集第五五巻〕, 創文社, 九九頁 

이하. (고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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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하다’를�의미하기때문이라는�것입

니다. 그리고�이로부터� ‘자연(퓌지스*)’ 

개념�자체의�해석에�씨름합니다. 확실

히�하이데거의�독해에는�지나친�점이�

있습니다. 다만�거기에는�압도적인�매

력이�있다는�것도�확실하지�않을까요? 

   그러면�왜�이런�독해가�가능했는가? 

그것은�하이데거�안에�‘존재’나�‘자연(퓌

지스*)’에�관한�강렬한�퍼스펙티브가�있

었기�때문이라고�생각합니다. 그�퍼스

펙티브�속에�다양한�단편을�던져�넣으면, 선명하게�하나의�그림이�떠오르

게�되는�것은�아닐까요? 그래서�단편밖에�없는�철학자를�전체적으로�논할�

수�있었던�게�아닐까요? 이런�독해는�실증적인�연구와는�구별해야�하지

만, 거듭�말하지만, 역시�매우�매력적인�것이라고�생각합니다. 

   음, �철학의�기원�을�읽으면, 가라타니�씨에게도�하이데거와�마찬가지

로�강렬한�퍼스펙티브가�있음을�알�수�있습니다. 그�퍼스펙티브의�구성요

소�중�하나가�이�책의�중심적�테마인�이소노미아(무지배)라는�정치체제

죠. 가라타니�씨의�강렬한�퍼스펙티브�안으로�단편이�던져�넣어졌을�때, 

하이데거에�필적하는�듯한, 그러나�하이데거와는�다른�독해가�선명한�그

림처럼�나타나는�것이�아닐까요? �철학의�기원�이라는�책의�일관성과�전

체성은�여기서�유래한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하이데거�이후에는�소크

라테스�이전의�철학에�관해�그런�독해상의�사건이�일어났던�적은�없었다

고�생각합니다. 

   가라타니�씨는�본서에서�철학의�기원을�이오니아에서의�이소노미아�─ 

‘자유롭기에�평등하다’는�‘무지배’의�자치적�사회�─ 의�위기에서�찾았습

니다. 현재에서는�“진정한�의미에서의��철학�은�아테네에서�시작됐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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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니아에서는�단순히�그�싹이�있었을�

뿐이라고�생각됩”(�철학의�기원� 19頁)

니다만, 사실은�그렇지�않다고�합니다. 

008 “그리스에�특징적이라고�생각되는�

것은�거의�모두�이오니아에서�시작됐

다”(20頁)고�하면서, 이오니아의�몰락�

과정에서�잃어버렸던�이소노미아의�부

활을�목표로�하는�것으로서�철학은�시

작됐다(“이소노미아의� 위기에서� 철학

이�시작됐다”, 49頁)고�적혀�있습니다. 

   게다가�아테네에서�시작된�데모크라시도�이오니아에�있었던�이소노미

아를�재건하려고�했으나�재건하지�못한�기획이라고도�말합니다. 이오니

아에�존재했던�이소노미아(무지배)는�아테네에서�‘지배(크라시*)’의�한�형

태인�데모크라시(다수자�지배)로�변질되고, 그것과�더불어�철학의�참된�

기원인�이오니아는�망각되고, 철학은�아테네서�기원했다는�통념이�만들

어지게�됐다는�것이죠. 

   제가�하이데거에서�가라타니�씨로�단숨에�날아들었다고�한�것은�바로�

이런�의미입니다. 강렬한�퍼스펙티브를�갖고�소크라테스�이전의�철학의�

독해로�향함으로써, 아주�매력적인�그림을�부상시켜주고�있습니다. 

가라타니 : 저도�소크라테스�이전의�철학에�관해서는, 흔하게, 누구나�쓰

고�있는�것밖에는�몰랐어요. 이렇게�말해도, [전에는] 그것에�관해�특히�생각

한�적도�없었습니다. [그러다가�이렇게] 생각하게�됐던�것은�철학�자체에�대한�

관심에서�나온�게�아니에요. 제�관심은�보편종교에�있었습니다. 보편종교

에서�처음으로�교환양식�D가�제시됐다고�생각했기�때문입니다. 다만, 

2010년에��세계사의�구조�를�다�썼을�무렵, 이른바�보편종교가�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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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형태로�교환양식�D가�제시되는�것�아닐까라는�생각이�있었습니다. 

그리고�그것은�이오니아의�자연철학이�아닐까�생각했습니다. 그것을�쓰

고�싶다고�생각했는데, �세계사의�구조�에는�이를�위한�지면이�없었습니

다. 이번의��철학의�기원�에서는�거기서�쓰지�못했던�것을�썼습니다. 

※ 질문�: 가타라니�씨는�전작인��세계사의�구조�에서�세계사를�네�가지�

교환양식, 즉�A 호혜, B 약탈과�재분배, C 상품교환, A를�고차원에서�회복

한�D 등으로�설명하고, 각각이�지배적인�교환양식의�사회로서, 씨족사회

(A), 국가사회(B), 009 근대자본제사회(C)를�그려냈습니다. 그리고�D의�강

박적�회귀로서�보편종교가�있다고�적혀�있습니다. �철학의�기원�은�그�D

가�사실은�철학의�기원이기도�한�이소노미아라고�간주하는�거네요. 

B
약탈과�재분배�

(지배와�보호)

A
호혜

(증여와�답례)

C
상품교환

(화폐와�상품)

D
X

교환양식

가라타니 : 그렇습니다. �세계사의�구조�에서는�보편종교를�꽤�상세하게�

썼습니다. 일반적으로�철학과�종교는�별개로�나눠져�생각되어�왔습니다

만, 보편종교의�경우는�그런�구별이�쉽게�성립하지�않습니다. 저는�베버

의�윤리적�예언자와�모범적�예언자라는�개념을�빌려�생각했던�것인데, 윤

리적�예언자는�예수나�무함마드처럼, 신의�신탁을�받고�그�의지를�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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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매개자입니다. 반면, 모범적�예언자는�모두가�생각하고�있는�‘예언자’

가�아닙니다. 붓다나�노자나�공자처럼, 모범적�인간으로서�자신의�범례를�

통해�다른�사람들에게�구원의�길을�가리키는�자입니다. 즉, 모범적�예언

자란�사실은�철학자�같은�자입니다. 이것은�거꾸로�말하면, 철학자라고�

일컬어지는�사람도�예언자�같다는�겁니다. 원래는�철학자였던�것이�나중

에�종교의�교조처럼�간주된�경우도�있습니다. 

   가령�구약성서의�예언자는�“신의�말”을�이야기합니다만, 그것은�무함마

드처럼�신들린�말이�아닙니다. 나미키�고이치並木浩一가��구약성서에서의�

문화와�인간�에서�쓰고�있는데요, 사실은�예언자의�말이란�지식인들이�

공동으로�음미한�지식을�“신의�말”이라고�쓴�것입니다. 여기서는�종교와�

철학이�판연히�구별되지�않습니다. 그래서��세계사의�구조�에서�제가�보

편종교에�관해�썼던�것은�철학에도�들어맞을�것입니다. 보편종교가�그�기

원에�있어서�교환양식�D의�차원을�개시하는�것이라면, 철학의�기원에서

도�같은�일이�일어났을�것이라고�생각한�셈입니다. 

   하지만�2011년�1월까지, 소크라테스�이전의�철학에�관해서는�저도�버넷

과�별반�다를�게�없을�정도의�이해밖에�010 없었습니다. 또�하이데거의�논

의에�관해서는, 예전부터�읽기는�했지만, 감을�잡지�못했습니다. 다만�아

까�고쿠분�씨의�하이데거에�관한�얘기를�듣고서, 한�가지�생각해�본�적이�

있습니다. 하이데거는�원래�신학과�출신입니다. 그래서�그가�소크라테스�

이전의�‘자연철학’에서�찾아내고자�했던�것은, 본질적으로�유대·그리스도

교에�의해�제시된�사항과�유사한�것이�아니냐는�생각이�들었던�것입니다. 

그는�보편종교의�문제가�다른�형태로, 즉�철학으로서�발견된다고�생각했

던�것이�아닐까요? 그�자신은�결코�그것을�인정하지�않겠죠. 저도�그것을�

주장할�생각은�없지만, 만일�이런�시각이�옳다면, 그것은�제가�보편종교

의�문제로부터�이오니아�철학으로�향했다는�것과�어느�정도�평행하게�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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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그것은�지금이니까�[이렇게] 말할�수�있는�것이고, 2011년�1월까지, 

저는�소크라테스�이전의�철학에�관해, 그때까지의�틀을�넘어서는�생각을�

갖고�있지�않았습니다. 가령�철학자의�역사적�순서는�책을�읽어�알고�있

었지만, 진정한�순서, 즉�그들의�구조적�연관을�몰랐습니다. 그것이�급격

하게�보이게�됐던�것이�그�무렵으로, 인도에�2주일�정도�체류한�이후입니

다. 그�이유는�몇�가지�있습니다. 하나는�인도가�지리적으로�이오니아에�

가깝다는�것입니다. 일본에서�보면�그리스는�아주�멀리�느껴집니다만, 인

도에서�보면�비교적�가깝죠. 인도는�역사적으로�페르시아와�연결이�강하

고, 언어에도�페르시아어가�많이�들어가�있습니다. 페르시아�제국을�제패

한�알렉산더�대왕이�인도까지�원정하려�했던�것도�자연스럽습니다. 

   다만�제가�거기서�문득�생각했던�것은�인도까지�찾아온�것으로�알려진�

이오니아�출신의�철학자입니다. 그것은�피타고라스입니다.8) 일반적으로�

피타고라스의�사상은�아시아, 특히�인도에서�갖고�돌아간�것이라고�합니

다. 초기�그리스�철학의�역사에서�피타고라스는�그렇게�자리매김�되어�있

습니다. 그러나�그렇게�보는�한, 피타고라스의�수수께끼뿐�아니라�‘초기�

그리스�철학’의�수수께끼가�풀리지�않습니다. 

   저는�인도에서�이렇게�생각했습니다. 피타고라스의�생각은�인도가�아

니라�그가�젊은�시절에�머물렀던�이오니아에서�비롯된�것은�아닐까라고�

말입니다. 피타고라스의�사상은�이오니아적인�것의�부정이지만, 이오니

아를�매개체로�하지�않으면�나오지�않을�성질의�것입니다. 예를�들면, 피

타고라스가�만물의�시원에�수를�뒀던�것은�명백히�이오니아�자연철학의�

발상입니다. 피타고라스는�이오니아의�정치�혹은�이오니아�자연철학에

8) BC 570년�무렵�~ 사망년도�불명확. 이오니아의�사모스�섬에서�태어난�철학자이

자�수학자. 만물의�시원을�수라고�봤다. 또한�음악에서의�화음의�발견자로도�알

려져�있다. 사모스�섬을�떠나�각지를�방랑한�후, 남부�이탈리아에서�피타고라스�

교단을�설립하고�플라톤�등에게도�큰�영향을�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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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나와서�더욱이�그것들과�결정적으로�대립되는�사상을�가져왔습니다. 

그것은�단순히�인도에서�수입한�게�아닙니다. 예를�들면, 피타고라스가�

윤회전생의�생각을�그리스에�가져왔다고�얘기되지만, 이것보다�훨씬�전

에�오르페우스교9)로서�그리스�전역에�퍼져�있었습니다. 게다가�이오니

아인은�오히려�그것을�받아들이지�않았습니다. 그런�이오니아의�풍토에

서�나온�피타고라스가�윤회전생을�말했다면, 011 그것을�인도에서�가져왔

다고�말하면서�처리해버릴�수는�없습니다. 그것은�이오니아의�정치(이소

노미아)와�철학(자연철학)과�깊은�연관이�있을�것입니다.

   제�생각으로는�파르메니데스10)와�헤라클레이토스는�피타고라스에�대

항하여�이오니아적인�정치와�철학을�옹호하려고�했습니다. 하이데거는�

파르메니데스와�헤라클레이토스에�대해�심오한�해석을�부여했지만, 제

게는�감이�오지�않았습니다. 그런데�그들이�무엇에, 또�누구에게�대항하

는지�알았을�때�수수께끼가�풀렸습니다. 피타고라스에�대항한다는�것이�

파르메니데스와�헤라클레이토스�등의�목표였습니다. 하이데거는�파르메

니데스�등에게서�반-소크라테스=플라톤적인�사고를�보고자�했습니다만, 

플라톤은�소크라테스의�후계자가�아니라�피타고라스의�후계자입니다. 

소크라테스는�오히려�이오니아적인�것을�회복하고자�했던�사람입니다. 

그래서�이러한�사상가들의�관계를�보려면, 피타고라스로�거슬러�올라가

지�않으면�안�됩니다. 피타고라스를�무시해서는�아무것도�알�수�없습니

다. 피타고라스라는�존재의�수수께끼가�풀렸을�때, 제게는�그�언저리의�

사상가의�관계를�일순간�알게�됐습니다(웃음).

9) 고대�그리스의�밀교密敎로, 기원전�6세기에�각지로�번졌다. 음악이나�계율에�의

해�깨끗하게�정화된�혼만이�윤회전생의�고리�바깥으로�나가�천상으로�돌아갈�

수�있다고�믿었다. 

10) BC515년�무렵�~ 사망년도�불명확. 남부�이탈리아의�엘레아�출신�철학자. 알레

아파의�시조로�일컬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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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쿠분 : 저도��철학의�기원�을�읽다가�가장�인상적이었던�것이�피타고라

스�얘기였습니다. 피타고라스는�이오니아의�사모스�섬에서�폴리크라테

스와�함께�정치�개혁을�행하고, 그것에�좌절합니다. 그리고�사모스�섬을�

떠났고, 그�후�40년�정도�방랑을�하고, 인도까지�갔다고�합니다. 최종적으

로는�남부�이탈리아에서�교단을�만들지요.

   �철학의�기원�에서는�피타고라스가�사모스�섬에서�실현하려�한�것도, 

이오니아에서�상실되고�있었던�이소노미아의�회복이었다고�합니다. 그

러나�피타고라스와�폴리크라테스가�실시한�정치�개혁은�결과적으로�이

소노미아와�언뜻�보면�비슷하나�실제로는�다른�‘데모크라시(다수자�지

배)’(114頁)를�만들어버렸습니다. 게다가�폴리크라테스는�민중�자신의�요

청에�의해�민중을�지배하는�참주가�되어�버리고, 피타고라스는�그것에�절

망해�사모스�섬을�떠나고, 그리고�40년의�방랑�생활과�교단�설립에�이르

는�것입니다.

   피타고라스의�교단에서는�피타고라스의�가르침이�절대적이었다고�전

해집니다. 그것은�이른바�절대적인�규율에�의해�절대적�평등을�실현한�공

동체였습니다. 피타고라스는�즉, 자신을�절대선=절대악의�위치에�둠으로

써�절대적�평등을�실현했습니다. 가라타니�씨는�피타고라스가�과거�실패

한�012 정치�개혁을�교단에서�다시�하려고�했다고�적으셨는데, 여기에�있

는�것은�하나의�매우�엄격한�정치적�진리군요. 민중에�지배를�맡기는�민

주제는�최종적으로�참주제로�귀결될�수밖에�없다. 자신의�동지인�폴리크

라테스도�참주가�되고�싶어서가�아니라�민중의�요구에�의해�그렇게�됐다. 

그렇다면�민중의�평등을�위해서는�절대자를�둬야�한다�…. 

   피타고라스는�또�이오니아의�지적�전통을�매개하면서도�이오니아�자연

철학과는�완전히�다른�관념론�철학을�만들었습니다. 자연(퓌지스*)의�근

원(아르케*)을�탐구했다는�의미에서는�이오니아적이었지만, 그것을�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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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관계에서�구함으로써�이오니아�자연철학에�있던�자연(퓌지스) 관념

을�한없이�멀리하고�말았습니다. 피타고라스는�이런�의미에서, 정치에서

도�철학에서도�이오니아에�대해�뒤틀린�관계에�있습니다. 가라타니�씨는�

이것에�대해�“이소노미아를�추구하는�것이�어떤�의미에서�가장�이소노미

아에�반하는�정치형태, 혹은�가장�자연철학에�반하는�철학으로�귀결됐

다”(123頁)고�쓰셨습니다. 이는�매우�설득력이�있고, 실제로�저는�이�책을�

읽어�버려서�더�이상�그렇게밖에�생각할�수�없게�되어�버렸습니다만(웃

음), 피타고라스에�대한�가라타니�씨의�이�설은�역시�독창적인�것이�아닐

까요?

가라타니 : 초기�그리스�철학이라는�것은�자료가�제대로�없으니�추정할�수

밖에�없습니다. 그런�의미에서는�저처럼�전문적�지식을�갖고�있지�않은�

자에게는�유리합니다만(웃음). 피타고라스의�위치가�정해지면, 파르메니

데스나�헤라클레이토스뿐�아니라�플라톤의�위치도�정해집니다. 

고쿠분 : 어떤�의미에서는�피타고라스야말로�우리가�알고�있는�‘철학’의�

기원이라는�것이군요. 피타고라스가�감성적�세계와는�구분되며, 감성적�

세계를�관장하는�수학적인�관계를�실체화하고�플라톤이�그것을�이데아

론으로서�정치화精緻化했다고�말입니다. 반면, 이오니아�자연철학은�그런�

관념적인�이중세계를�인정하지�않는�것을�특징으로�하고�있었다고�가라

타니�씨는�쓰고�있습니다. 

   바로�그래서�하이데거는�이�플라톤적인�철학을�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철학(필로조피아)’과�구분하는�의미에서�소크라테스�이전의�앎의�방식을�

“앎을�사랑하는�것(필레인�토�소폰)”이라고�말합니다.11) ─ 물론�하이데

11) 하이데거는�‘철학(필로소피아)’ 이전의�지적�노력을�그로부터�구별하기�위해�

‘필레인�토�소폰(φιλείν τό σοφόν)’이라고�부르고, 예를�들어�그�담지자에�관해�



가라타니�고진,�고쿠분�고이치로,�｢데모크라시에서�이소노미아로��19

거에게�낭만주의적�믿음이�있었다는�것은�말할�것도�없습니다만. 

가라타니 : 이�책에서도�인용했지만�헤겔이�이오니아에�대해�매우�시사적

인�것을�말해서�저는�사실�놀랐습니다. 헤겔은�“이오니아의�아름다운�세

상이�끝날�때�철학이�시작된다”고�말했습니다. 그는�이오니아�철학은�이

오니아적�세계가�끝나고�있을�때�나왔다고�말하는�겁니다. 그�점에서�현

재의�학자와는�다릅니다. 다만�그는�“이오니아의�공화국”, “아름다운�세

계”라고�말하지만, 그것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는�아무것도�말하지�않습

니다. 헤겔이�그것을�013어떻게�생각했는지, 이것은�하이데거의�경우보다�

더�모르겠네요.

   만약�한마디�해�둔다면, 저는�이�책에서�피타고라스를�비판적으로�썼지

만, 최종적으로�피타고라스를�부정하지�않습니다. 왜냐하면�우리는�아직

도�피타고라스로�하고�있기�때문입니다. 예를�들면�물리학자는�궁극적으

로�피타고라스파라고�할�수�있습니다. 소립자론의�근원적�물질은�수학적

으로밖에는�존재하지�않습니다. 수학적으로�설명할�수�있다면, 실재한다

는�것이�되고�있습니다. 아마�그것이�실증되지는�않겠죠. 왜냐하면�그를�

위해서는�막대한�비용이�드니까요. 저는�옛날부터�말했습니다. “돈이�떨

어지면�진리도�떨어진다”고(웃음).12) 수학적으로�맞다면, 그것은�존재한

다음과�같이�말한다. “헤라클레이토스와�파르메니데스는�아직�‘철학자’가�아니

었습니다. 왜�그럴까요? 그들은�보다�위대한�사유자였기�때문입니다”(하이데

거, �철학이란�무엇인가�, 理想社, 一九頁). 또한�디오게네스�라에르티오스

(Diogenes Laërtius)에�따르면, ‘철학(필로스피아)’이라는�말을�최초로�사용하고, 

스스로를�‘철학자’라고�불른�최초의�인물이�피타고라스라고�한다. (고쿠분). 

12) [옮긴이] 원문은�金の切れ目が真理の切れ目이다. 일본어에서�切れ目는�돈의�

경우에는�떨어지다, 끊기다�등의�의미이지만, 진리의�경우에는�(효력이) 다�하

다, (의미가) 없어진다�등의�의미이다. 따라서�“돈이�떨어지면�진리도�소용없

다” 정도의�의미이다. 



20 �atプラス� 2013년�2월호�:�특집�<가라타니�고진,��철학의�기원�>

다는�생각은�피타고라스가�들여온�관념입니다. 이것은�플라톤이�말한�‘이

데아’와는�다릅니다. 즉, 이데아는�물리칠�수�있지만�수학은�쉽게�물리칠�

수�없거든요. 

   베르그손의��도덕과�종교의�두�원천�을�읽으면, 그는�그리스에서의�종

교의�기원을�디오뉘소스교나�오르페우스교에서�보고�있습니다. 베르그

손은�닫힌�사회를�여는�‘특권적�개인’을�그리스에서�찾으려�했지만�못했

죠. 그래서�디오뉘소스교나�오르페우스교에서�그것을�보고자�한�것입니

다. 그러나�이것들은�분명히�아시아에서�기원한�것이고, 원래�보편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에서�보편종교의�출현을�보고�싶다면, 그것을�오히려�

‘철학’에서�찾아내야�합니다. 즉, 모범적�예언자로서의�철학자에게서�말

입니다. 그러나�베르그손은�종교와�철학이라는�통속적인�구별을�넘지�못

했습니다.

   앞서�말했듯이, 피타고라스가�윤회전생의�관념을�그리스에�전했다는�

설은�난센스입니다. 피타고라스의�문제는�‘이중세계론’에�있습니다. 인도

에서는�윤회전생이라는�생각이�옛날부터�있었습니다. 붓다가�말한�것이�

아닙니다. 붓다는�그것을�부정도�긍정도�하지�않았습니다. 윤회전생이라

는�관념에서�끄집어내는�종교적·정치적�태도를�비판했을�뿐입니다. 그것

은�‘이중세계론’을�비판하는�것과�같습니다. 붓다가�비판한�것은�이중세

계입니다. 붓다는�종교인이�아니라�당시의�자유사상가의�한�명입니다. 그

의�주변에는�무신론자도�있고�논쟁을�벌였습니다. 인도에도�중국과�마찬

가지로�‘제자백가’ 시대가�있었습니다. 붓다의�생각은�나중에�종교가�되

었습니다만, 014 원래�그런�것은�아닙니다. 노자나�공자의�철학이�후에�유

교나�도교가�된�것과�비슷합니다.

   다른�한편, 그리스에서는�피타고라스가�가져온�이중세계론에�헤라클레

이토스와�파르메니데스가�저항했습니다. 그것은�중국과�인도의�‘제자백

가’ 시대와�거의�평행합니다. 게다가�이스라엘의�예언자의�시대와도�말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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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종교와�철학, 아시아와�그리스�같은�구별에�기초하면, 그런�연결이�

안�보이지요. 저는�이오니아에서의�사건을�바빌론에서의�사건과�비교해�

생각했던�것입니다만, 동시에�중국과�인도에서의�사건을�염두에�뒀습니

다. 

고쿠분 : 철학의�기원을�이오니아에서�본다는�것도�매우�재미있지만, 이�

책의�서두에서�바빌론�유수13)에�관해�언급하는�대목도�아주�흥미로웠습

니다. 바빌론�유수에서�끌려간�유대인들은�바빌로니아의�압도적인�문화

나�종교에�에워싸여, 자신들의�종교를�재고하게�됐습니다. 그로부터�엄격

한�계율을�기초로�한�훗날의�유대교가�나옵니다. 그러나�유대교의�진정한�

‘기원’으로서의�바빌론�유수는�철학의�참된� ‘기원’으로서의�이오니아와�

마찬가지로�잊혀지고�말았습니다. 

가라타니 : 바빌론�유수란�유대교의�역사에서�오랜�시련의�한�컷으로�취급

되고�있지만, 사실은�거기서�진정으로�유대교가�시작됐다고�해야�할�사건

이군요. 지금까지의�종교에서는�어떤�초월적�신도, 국가가�멸망하면�신이�

패한�것이�되며, 인간의�버림을�받았습니다. 그런데�이때�미증유의�일이�

일어났습니다. 신을�버리지�못하고�반대로�인간의�책임을�묻게�됐습니다. 

이때�신과�인간의�관계가�반전됐다고�해도�좋습니다. 즉, 주술적�사고에�

있는�인간중심주의가�부정된�셈이죠. 그러나�바로�이로부터�유대교가�나

왔음에도�불구하고, 그�후�제사장들은�그것을�모세의�옛날에�투사하고, 

13) [옮긴이] 일본에서는�바빌로�유수(幽囚)가�아니라�捕囚라고�부른다. 바빌론�유

수는�기원전�587년�유다�왕국이�멸망하면서�시드기야왕을�비롯한�유대인이�바

빌로니아의�수도�바빌론에�포로로�잡혀간�것을�말하며, 기원전�538년에�바빌로

니아를�정복한�페르시아�제국의�키루스�2세에�의해�풀려날�때까지�약�50년�동

안의�기간을�뜻하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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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이후의�유대인의�시련의�한�에피소드로�바빌론�유수를�보게�됐습니다. 

물론�바빌론의�일을�숨기지�않습니다. 매우�중시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

고�그렇게�함으로써�바빌론에서�일어났던�것을�감춰버립니다. 

   저는�그�부분이�그리스�정치�및�철학에�있어서�이오니아의�위상과�비슷

하다고�생각했어요. 바빌론�유수에�관해서도, 이오니아에�관해서도, 누구

나�피하는�것은�아니다. 가령, 어떤�책에도�아테네�이전에�“이오니아에는�

고도의�경제�발전, 기술적�발전, 정치적�발전이�있다�…”고�적고�있습니다. 

그러나�그것뿐입니다. 그래서�어느새�이오니아가�뚝하고�사라지고, “아테

네에�민주주의가�성립했다”는�얘기가�됩니다. 저로서는�“이오니아는�어

떻게�된�거야!?”라고�말하고�싶어지죠(웃음). 즉, 조금도�숨어�있는�것은�아

니기에, 오히려�그�때문에�가장�감춰져�있는�것이�이오니아와�바빌론인�

것입니다. 늘�논하고�있으면서�실질적으로는�아무것도�논하지�않았습니

다.

015 고쿠분 : 마치�애드거�앨런�포의�추리소설�｢도둑맞은�편지｣ 같아요(웃

음). 숨기지�않고�거기에�뒀기�때문에, 누구도�찾아내지�못했다는�거죠. 

가라타니 : 바로�그런�거예요. 이런�문제에�관해�그때까지�탐정이�없었습

니다(웃음). 

이소노이마와�이동성

고쿠분 : 또�하나, 제가��철학의�기원�을�읽으면서�줄곧�생각했던�것은�‘이

동’의�문제입니다. 가라타니�씨는�이소노미아의�근간에는�‘이동의�자유’

가�있다고�말씀하시고, 거기서�정주혁명이라는�사고방식이�언급되고�있

습니다.14) 지금까지는�농업�등�식량�생산�기술의�발전에�의해�정주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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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해졌다고�여겨졌지만, 식량을�생산할�수�없어도�정주는�가능합니다. 오

히려�인류는�약�1만년�전, 기후�변동이라는�외적�요인�때문에�정주하도록�

강제되고, 어쩔�수�없이�몇�백�만년이나�익숙해졌던�유동�생활을�버리고�

정주생활을�시작하고, 그러던�중에�식량�생산�기술을�획득했던�것이�아닌

가라는�생각입니다. 사실�저도��여가와�퇴굴의�윤리학�이라는책에서�마

찬가지로�이�정주혁명을�언급했습니다.15) 저도�이�생각을�취했던�것입니

다. 정주혁명의�사고방식은�우리들의�견해를�일신하는�매우�중요한�것입

니다. 

   가라타니�씨는�이�정주혁명의�관점에서�이소노미아의�이념을�고찰하고�

계십니다. 정주�이전에는�사물을�많이�소유할�수�없었기에, 사유재산이라

는�생각이�거의�없고�빈부격차도�발생하지�않았습니다. 그러면, ‘자유롭

기에�평등’이라는�이소노미아의�원리는�정주혁명�이전의�수렵채집민이�

지녔던�순수증여, 공동기탁(풀)의�원리의�반복이�아닌가�생각됩니다. 마

르셀�모스16)는�호혜성에�의해�증여를�특징지었지만, 사실�그것은�인류에

게�보편적인�현상이�아닙니다. 그것은�태초부터�있었던�유동적인�수렵채

집민의�무리band사회에는�존재하지�않습니다. 오히려�증여의�호혜성은�유

동민이�정주한�후에야�비로소�처음�형성됐습니다. 

   저는�정주혁명에�대한�가라타니�씨의�해석을�읽으면서, 아무래도�자유

의�근간에�016 있는�것은�‘이동의�자유’가�아닐까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 

푸코가��감시와�처벌�에서�말했듯이, 18세기에는�다양한�종류의�형벌이�

14) 西田正規, �人類史のなかの定住革命�, 講談社学芸文庫를�참조. (고쿠분). 

15) 国分功一郎, �暇と退屈の倫理学�, 朝日出版社의�2장을�참조. [고쿠분�고이치

로, �인간은�언제부터�지루해했을까?�, 최재혁�옮김, 한권의책, 2014년](고쿠분)

16) 1872-1950년. 프랑스의�사회학자・문화인류학자. �증여론�에서는�미개사회�

속에�있는�'증여'가�자본제�사회�속에�있는�'교환'과는�다른�원리에�기초하고�있

음을�발견하고�이것을�인류의�경제적�사태事象의�기초에�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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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안되었지만, 최종적으로는�이동의�자유를�제한하는�감옥이�형벌의�중

심이�됩니다.17) 베를린�장벽이�붕괴한�데에도�이동의�자유를�요구한�민중

의�목소리가�컸습니다. 

   무엇보다�흥미로운�것은�철학이�과거에�크게�논했던�자연상태와의�관

계입니다. 자연상태�개념을�골똘히�생각한�것은�루소입니다만, 루소가�생

각하는�자연상태란�인간이�궁극적인�자유�속에�있는�상태입니다(�인간불

평등기원론�). 거기서는�확실히�사람의�물건을�빼앗을�수�있습니다. 그러

나�사람을�복종시킬�수는�없습니다. 가령�주거지인�움막을�누군가가�빼앗

을�수�있습니다. 그러나�빼앗긴�당사자는�다른�곳으로�이동하면�됩니다. 

이동의�자유가�있으면�지배가�발생하지�않습니다. 루소가�말하는�자연상

태는�궁극적인�자유의�상태입니다만, 그것을�보증하는�것은�실은�이동의�

자유입니다. 

   그런데�루소는�자연상태에�관해�“더�이상�존재하지�않고, 아마�존재한�

적이�없으며, 다분히�앞으로도�존재하지�않는다”고�말했습니다.18) 저도�

루소의�자연상태론은�이념적인�모델이라고�생각했습니다. 그런데�가타

라니�씨의�논의를�읽다가�깨달은�것은, 특정한�조건이�충족되면�루소가�

말하는�자연상태와�근사한�상태가�현실에서�발생할지도�모른다는�것입

니다. 가령�새로운�토지에�간�콜론이�있고, 이동할�수�있는�프런티어가�충

분히�남아�있는�경우에는�그런�상태가�있을�수�있습니다. 이�대목은�정말

로�놀랐습니다. 

가라타니 : 알랭�테스타르(Alain Testart)라는�인류학자가�루소를�흉내�내��

신불평등기원론�이라는�책을�썼는데요,19) 그도�불평등의�원인을�정주에�

17) 미셸�푸코는�18세기에�고안됐으면서도�채택되지�않았던�무수한�형벌의�방법

을��감시와�처벌� 2부�2장�｢유순해진�형벌｣에서�소개하고�있다. (고쿠분)

18) 루소, �인간불평등기원론�, 김중현�옮김, 웅진클래식코리아, 2015. (고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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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변화에서�찾습니다. 저는�2012년�10월에�베이징의�중앙민족대학에

서�‘정주혁명’을�주제로�강연을�했는데요, 제가�강연하기�2년�전에�마샬�

살린스20)가�왔다고�해요. 그�기록이�대학에서�소책자로�출판됐습니다. 제�

강연과�질의응답도�그렇게�됐습니다. 그런�탓도�있어서, 저는�살린스의�

생각을�의도적으로�비판했습니다. 

   살린스는�수렵채집사회에�관해, 그것이�풍요로운�사회임을�보여줬습니

다. 그것은�획기적인�인식입니다. 그러나�이때, 그는�수렵채집사회가�정

주적이냐�유동적이냐에�주의를�기울이지�않았습니다. 살린스는�풀링

(pooling, 공동기탁)과�호혜성을�구별합니다. 그런데�전자가�유동적인�사

회에�의해, 후자가�정주에�의해�생긴다는�것을�생각하지�않았습니다. 그�

이유는�그가�맑스주의자이며, ‘생산양식’에�집착했다는�데�있다고�생각합

니다. 즉, 교환양식이라는�관점이�없었습니다. 예를�들어, 살린스는�‘가족

제�생산양식�017 domestic mode of production’이라는�개념을�창안했습니다. 

그리고�가족제적�생산은�과소생산(underproduction)이�된다고�하는데요, 

원래�호혜교환이�과소생산을�초래한다고�해야�할까요. 다른�한편, 마르셀�

모스는�호혜성을�태고부터�있는�원리라고�생각하므로, 역시�그것이�정주

혁명의�산물이라고는�생각하지�않습니다. 비역사적인�시각이�됩니다. 

   앞에서�고쿠분�씨가�지적하셨듯이, 호혜성(교환양식�A)은�처음부터�있

는�것이�아니라, 정주하면서�시작됐다는�것이�제�생각입니다. 근친상간의�

금지도�그�시점에서�시작됐습니다. 그것은�증여를�강제하는�것입니다. 그

런�변화를�저는�‘정주혁명’이라고�부릅니다. 정주혁명이라는�단어를�처음�

사용한�것은�니시다�마사키西田正規씨입니다만, 저는�다른�의미로�사용합니

다. 정주혁명이란, 정주�후의�곤란을�해결하기�위해�호혜�시스템이�시작

19) [옮긴이] アラン・テスタール『新不平等起源論』, 法政大学出版局.

20) 1930년~. 미국의�문화인류학자. 저서로��석기시대의�경제학�등石器時代の経

済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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됐다는�것을�의미합니다. 

   그러나�일반적으로�유동적인�사회와�정주한�사회의�구별은�중시되지�

않았습니다. 예를�들어�유동적인�수렵채집민�사회와�씨족적인�수렵채집

민�사회의�차이는�경시됐습니다. 맑스주의에서�말하는�‘원시공산제’도�그�

차이를�무시하고�생각되고�있습니다. 그래서�공산주의는�유동적이라기

보다는�오히려�씨족사회의�이미지로�생각되기�쉽습니다. 즉, 평등하지만�

자유가�없는�사회로서�말입니다. 그리스로�말하면, 스파르타적인�사회가�

됩니다. 플라톤은�스파르타를�동경했던�것이�아닐까요? 아테네에서는�자

유가�있으나�평등이�없습니다. 평등을�실현하려고�하면�자유가�희생될�수

밖에�없습니다. 그러나�자유롭기에�평등이라는�사회가�있을�수�있습니다. 

그것이�이오니아입니다. 그리고�그런�자유는�근본적으로�이동성이�없으

면�성립되지�않습니다. 

고쿠분 : 그러네요. 자유의�조건으로서의�이동성이라는�것에서�또�하나�생

각나는�것은�칸트의��영구평화를�위하여�의�논의입니다. �영구평화를�위

하여�는�6개의�예비조항과�3개의�확정조항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만,21)

21) 예비조항은�다음과�같다. 첫째�조항. “장래의�전쟁의�씨앗을�몰래�보유하여�체

결된�평화조약은�결코�평화조약으로�간주되어서는�안�된다.” 둘째�조항. “독립

해�있는�모든�국가(소국이든�대국이든, 이�경우�문제가�아니다)도�계승, 교환, 

매수, 또는�증여에�의해, 다른�국가가�이것을�취득할�수�있다는�것이�있어서는�

안�된다.” 셋째�조항. “상비군은�때와�더불어�완전히�폐지되어야�한다.” 넷째�조

항. “국가의�대외분쟁에�관해서는, 그�어떤�국채도�발행되어서는�안�된다.” 다섯

째�조항. “어떤�국가도, 다른�국가의�체제나�통치에, 폭력을�통해�간섭해서는�안�

된다.” 여섯째�조항. “어떤�국가도�타국과의�전쟁에�있어서�장래의�평화시에서

의�상호간의�신뢰를�불가능하게�하는�행위를�해서는�안�된다.” 확정조항은�다

음과�같다. 첫째�확정조항. “각�국가에서의�시민적�체제는, 공화제이어야만�한

다.” 둘째�확정조항. “국제법은�자유로운�국가들의�연합제도에�기초를�둬야�한

다.” 셋째�확정조항. “세계시민법은�보편적인�우호를�가져오는�조건들에�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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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확정조항의�세�번째가�‘방문권’의�얘기입니다. ─ “제3조항�: 세계시민

법은�보편적인�우호를�가져오는�조건들에�의해�제한되지�않으면�안�된다/

세계�시민법은�보편적�우호의�조건들에�국한되어야한다.”22) 이�조항은�

굉장히�급진적입니다. 018 ‘세계시민법’ 같은�것이�실현됐다고�해도, 그�내

용은�“각국을�자유롭게�방문할�수�있고, 발문했다는�이유만으로�배제되지�

않는다”는�규칙만으로�좋다고�말하는�거예요. 요컨대�자유롭게�사람들이�

서로�이동한다면, 세계는�저절로�진보된다고�말입니다. 왜냐하면�이동은�

“저�나라에서는�이러고�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이렇게�되어�있다니�이상

하다”라는�감정을�야기하기�때문입니다. ‘보편적인�우호’라는�대목에는�

라틴어의�‘hospitalitas’라는�단어가�사용되고�있고, 즉�‘환대’라는�것이죠.23)

�영구평화를�위하여�의�결론은�‘환대’입니다. 칸트가�평화의�문제를�이렇

게�이동의�문제로부터�생각했던�것은�매우�흥미롭고, 가라타니�씨의��철

학의�기원�의�논의로�직결된다고�생각합니다. 

가라타니 : 환대의�문제는�데리다가�했기�때문에, 저는�그에�대해�쓰는�것

을�그만뒀어요(웃음). 다만, 그것에�대해�조금�말하면, 사람은�유동하고�있

제한되어야�한다.”

22) 임마누엘�칸트, 영구�평화론�: 하나의�철학적�기획�(개정판), 이한구�옮김, 서광

사, 2008.

23) 또한��영구평화를�위하여�의�예비조항과�확정조항에는�각각�한�개씩의�라틴

어�단어를�붙인�조항이�있다. 확정조항에서의�그것은�여기서�소개한� ‘환대

(Hospitalitas)’를�규정하는�셋째�조항이며, 예비조항에서의�그것은�‘상비군(miles 

perpetuus)’을�규정한�셋째�조항이다. 라틴어가�사용됐다는�것은, 그�단어를�절대

로�오해하지�말아�달라는�것을�의미한다. 칸트는�상비군을�부정한다. 그러나�그

것은�군대�자체는�부정하지�않는다는�것이다. 군사력�자체의�폐기는�무리일지

도�모르나, 상비군은�폐기할�수�있다. 그리고�세계에서�방문권이�인정된다면, 

‘영구평화’는�무리가�아닐�것이다. … 이것은�현대에서도�여전히�의미가�있는, 

현실적인�제안이�아닐까? (고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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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때에는�자연스럽게�환대가�성립하거든요. 정주하지�않으면, 사유私有라

는�것에�집착하지�않기�때문에, 자신이�갖고�있는�것을�사람들에게�나눠

주는�것입니다. 제가�이것을�베이징의�칭화대학교�강의에서�얘기했더니, 

“알고�있습니다. 저는�빈번하게�이사를�하기�때문에, 소지품은�거의�다른�

사람들에게�줍니다”라고�말한�학생이�있더라구요(웃음). 

   반면, 정주하는�것은�축적하는�것이�되기�때문에, 축적한�것을�강제적으

로�증여하라고�하지�않으면, 격차가�생기고, 권력자가�생겨버리게�됩니

다. 유동하고�있을�때는, 원래�그런�것을�말할�필요가�없습니다. 어떤�의미

에서�“이동한다”라는�조건�자체가�평등을�산출하는�것이죠. 즉, 유동민에

게서는�“환대해야�한다”는�규칙만�있는�게�아니라, 원래�축적을�할�수�없

게�됩니다. 따라서�손님이건�누구건�간에, 서로의�것을�나누는�일이�생겨

납니다. 환대하지�않으면�안�된다고�하는�것은�어디까지나�정주�혁명�이

후에�나타나는�문제로, 그�이전에는�그것�자체를�의식하지�않는다고�생각

하거든요. 

   현재에도�유목민에게는�그런�규칙・법掟이�있습니다만, 같은�것이�어민

에게도�있습니다. 어민도�수렵채집민을�계승한�사람들이기�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어민의�사회에서는�바다에서�조난된�사람들이�있다면, 돕기�

위해�전력을�다�해야�한다고�합니다. 제대로�보살펴주고, 안전한�곳에�도

달하게�하지�않으면�안�됩니다. 옛날부터�자연스럽게�그렇게�되고�있습니

다. 이는�어부의�철칙�같기도�합니다만, 그것은�물론�이들이�칸트를�읽었

기�때문이�아닙니다(웃음). 반대로�말하면, 칸트적인�‘환대’의�원리는�그가�

제멋대로�생각한�것이�아니라, 유동적인�시대의�원리가�고차원에서�회귀

한�것이라고�간주해도�좋다고�생각합니다. 

고쿠분 : 이동이�있으면�지배가�생겨나지�않는다는�것은�매우�재미있는�이

야기네요. 물건을�축적할�수�없으니까�사유私有가�생겨나지�않고, 타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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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하려고�생각해도�쉽게�달아나버립니다. 

019 이에�관해서는�맑스도��자본�에서�재미있는�것을�썼습니다. 이것은��

여가와�지루함의�윤리�에서도�인용한�것인데요, 맑스는�경제학자인�E. G. 

웨이크필드라는�사람이�소개한�영국인인�“필�씨”의�에피소드를�다루고�

있습니다. 

   필�씨는�5만�파운드의�생활수단과�생산수단을, 잉글랜드에서�서부�오스

트레일리아의�스완강으로�가지고�가, 거기로�이주했습니다. 그러나�그가�

노동자를�거느리고�이주하자마자, 다들�곧바로�달아나버렸습니다. 그것

에�대해�맑스는�“필�군은�그�밖에도�노동자�계급의�남녀와�아이들도�3천명

을�동반할�정도로�주도면밀했다. 목적지에�도착했을�때, ‘필�씨에게는�그

를�위한�잠자리를�마련하거나�물을�긷거나�할�한�명의�하인도�없었다.’ 무

엇이든�준비했으면서도�잉글랜드의�생산관계를�스완강으로�수출하는�것

만은�잊었던�불행한�필�군!”24)

   가엾은�‘필�군’(웃음). 그건�그렇고, 이동�가능한�토지가�있는�오스트레일

리아에는�“잉글랜드의�생산관계”를�수출할�수�없습니다. 이로부터�봐도, 

이동의�자유가�막혔을�때�지배가�생긴다는�것은�틀림없다고�생각합니다. 

가라타니 : 저는�미국의�타운십을�가능케�한�조건은�그것이라고�생각합니

다. 맑스가��자본�의�어딘가에서�썼다고�생각합니다만, 19세기의�미국에

서는�산업노동자가�없었기에�산업자본이�발달할�수�없었다고�합니다. 이

민은�대거�왔지만, 타인에게�사역당하는�것을�싫어하고, 프론티어로�이동

하기�때문입니다. 그러나�020 이�현상은�산업자본주의�이전부터�있었습니

다. 미국에서는�토지가�많았기에�대토지소유는�성립되지�않았습니다. 그

것이�금지됐기�때문이�아닌�것입니다. 노동하는�사람이�없었기�때문입니

24) 칼�맑스, �자본� 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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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남의�토지에서�노동하기보다는�서부로�가서�자기의�토지에서�노동합

니다. 그런�상태에서�18세기�미국�동부에서�타운십이�성립됩니다. 이것은�

이소노미아적입니다. 

   그러나�점차�토지가�부족해졌습니다. 하지만�이동할�수�없었습니다. 이

동하려고�해도, 영국이�미국의�선주민과�협정을�맺었기�때문에, 서부로�

향할�수�없었습니다. 그래서�영국으로부터�독립하려고�했습니다. 미국의�

독립혁명은�칭송을�받고�있으나, 내실은�그런�것이�아닙니다. 아무튼�미

국이�‘민주주의’를�말하는�시기에는, 이미�타운십(이소노미아)은�유명무

실해졌습니다. 원래�선주민으로부터�토지를�빼앗는�것으로는�타운십(이

소노미아)은�성립되지�않습니다. 

   저는��신조新潮�에서의�연재�원고에서는�도널드�A. 그린데(Jr.,Donald A. 

Grinde)와�브루스�E. 요한센(Bruce E. Johansen)의��미국건국과�이로코이�민

주제�25)라는�책을�인용해�썼습니다만, 미국의�타운십에�영향을�줬던�것

은�북미의�선주민이�형성한�이로코이�연방입니다.26) 미국의�연방제는�몽

테스키외의�영향을�받았다고�말해지지만, 원래�몽테스키외�자신이�이로

코이�연방의�영향을�받았습니다. 그래서�미국의�연방제는�직접·간접으로�

북미의�선주민으로부터�배운�것이고, 유럽의�이론으로부터�배웠다는�것

은�거짓말이에요. 

   또�한�가지, 이�책에서�18세기의�북미와�더불어�예로�든�것은, 10~13세기

의�아이슬란드입니다. 이�시기의�아이슬란드도�북미와�마찬가지로, 차례

차례�이주한�이민자들에�의해�이소노미아적�자치사회가�성립됐습니다. 

25) [옮긴이] Jr.,Donald A. Grinde & Bruce E. Johansen, Exemplar of Liberty: Native 

America and the Evolution of Democracy, American Indian Studies Center, UCLA, 1991. 

26) 뉴욕주�북부의�온타리오�호수�남쪽�연안과�캐나다에�걸쳐서�보유지를�영유하

는, 6개의�미국�선주민족에�의해�구성된�부족국가집단. 17세기-18세기의�전반

기에�성립됐다. [옮긴이] Iroquois Confederacy, 이로코이�연맹으로�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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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이�아이슬란드라는�장소의�이질성을�깨달았던�것은, 사실은�제�첫�

책인��두려워하는�인간�(1971년�출판)27)에�수록된�서평, 즉�W. H. 오든

(Auden)의��제2의�세계�라는�책의�서평을�썼을�무렵입니다. 

   �제2의�세계�라는�책에서�오든은�아이슬란드�사가(Icelanders’ sagas)28)에

는�보통의�유럽의�서사시와는�다른�특징이�있음을�강조했습니다. 한마디

로�말하면, 리얼리즘입니다. 그러나�일반적으로�사람들이�말하는�리얼리

즘과는�다릅니다. 예를�들어�아이슬란드�사가의�‘니얄(Njáls) 전설’에서는�

영웅을�묘사하는�데�이런�표현을�합니다. “머리카락은�곱슬이고�밤색이

며, 눈도�아름다웠다. 021 얼굴빛은�아주�파랗고, 날카로운�이목구비를�하

고�있었다. 매부리코에다, 뻐드렁니�때문에�입가는�보기�힘들었다. 그는�

철두철미한�전사였다.”

   보통의�서사시에서�영웅의�육체는�그�정신의�정확한�외화이며, 육체적

으로�완벽할�것입니다. 하지만�아이슬란드�사가에서는�영웅인�것과�흉한�

것, 아름다운�것과�흉한�입가가�모순을�구성하지�않고�양립하고�있습니

다. 근대의�리얼리즘이란�이른바, 그는�“영웅이었으나�흉했다”고�쓰는�것

입니다. 아이슬란드�사가는�그렇지�않습니다. 이�점을�오든이�지적했고, 

당시�저는�감명을�받았습니다. 이후�저는�아이슬란드�사가의�수수께끼를�

풀어보겠다고�생각했는데, 설마�이오니아를�경유해�풀�수�있을�줄은�몰랐

네요. 

   아이슬란드�사가�혹은�사회사�연구서를�읽어봐도, 이것은�여전히�수수

께끼입니다. 동시기의�유럽�혹은�북유럽에�비해, 아이슬란드�사회는�생산

27) 柄谷行人, �畏怖する人間�, 講談社, 1990.

28) [옮긴이] 아일랜드인이�자국어로�쓴�기록·이야기의�총칭. 사가는�‘이야기된�것’

이라는�뜻이다. 원래�바이킹족은�기록을�문자로�남기는�관습이�없었으며, 아이

슬란드에서는�법률조차도�구전되고�낭송시인들의�기억에서�기억으로�계승됐

다. 모든�사가는�원래�이런�구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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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라는�점에서�보면�압도적으로�낮았습니다. 하지만�이�수수께끼가�풀

리지�않은�것은, 모두�아이슬란드의�것만을�봤기�때문이라고�생각합니다. 

개개의�사례를�고립시켜�보면, 문제의�공통성을�이해할�수�없습니다. 예

를�들어�아이슬란드를�보기�위해서는�이오니아를�보면�됩니다. 실제로�아

이슬란드�사가는�이오니아에서�태어난�호메로스의�서사시와�유사합니다. 

호메로스에�의해�묘사된�‘영웅’은�유럽�중세의�영웅무훈시의�그것과는�다

릅니다. 오히려�아이슬란드�사가와�비슷합니다. 그리고�아이슬란드와�이

오니아를�잇는�것은�뭐냐고�하면, 그것은�동시에�이동성에�의해�생겨난�

자치사회이라는�것입니다. 호메로스의�서사시와�아이슬란드�사가는�022

이소노미아적인�사회에서�태어났다고�말할�수�있습니다. 

억압된�것의�회귀로서의�이소노미아�

고쿠분 : 가라타니�씨는�이�책에서�“이소노미아=타운십의�존립은�내적�및�

외적�조건에�의해�존립한다. 따라서�그런�조건이�없어지면, 소멸�내지�변

질되어�버린다”(같은�책, 47頁)고�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는�이동�가

능한�프론티어가�있고, 상공업이�발달하고�주위에�이소노미아=타운십을�

위협하는�국가가�없는�것�등이죠(같은�책�47頁). 

   이소노미아라는�것이�이처럼�매우�한정된�역사적�조건에서만�나타난다

면, 우리는�그것을�의식적으로�목표로�한다고는�할�수�없는�셈이죠. 그러

면�우리에게는�민주주의만�남아�있다는�것인가요? 그�점은�어떻게�생각하

시는지요?

가라타니 : 이소노미아는�매우�한정된�역사적�조건�속에서만�나타난다는�

것은�분명합니다. 그것은�바빌론�유수�시기의�유대인�사회에도�해당됩니

다. 그때에는�제사·율법학자의�지배가�없었습니다. 사람들은�어떤�의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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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소노미아적�사회를�형성했던�것입니다. 하지만�유수로부터�해방되

자마자, 곧바로�제사·율법학자가�지배하는�집단으로�바뀌었습니다. 그러

나�이소노미아�같은�상태는�실제로�일어났던�것이며, 향후에도�일어날�수�

있다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그�기원은�특정한�역사적�조건이�아니라, 

훨씬�앞에�있기�때문입니다. 

   저는��세계사의�구조�에서�교환양식�D를�교환양식�A의�고차원에서의�

회귀라고�썼습니다. 그리고�그것을�프로이트가�말한�‘억압된�것의�회귀’

라는�개념으로�설명했습니다. 그�경우�몇�가지�주의할�게�있습니다. 첫째, 

교환양식�A 자체가�어떤�의미에서�‘억압된�것의�회귀’로서�있다고�하는�것

입니다. 예를�들면, 호혜성�원리는�정주하여�부의�격차가�생겼을�때, “그것

은�좋지�않아, 모두와�나누자”라고�상담해서�나온�것이�아닙니다. 그것은�

맞은편에서�왔습니다. 증여의�명령은�정령과�같은�힘에�의한�것입니다. 

마찬가지로�교환양식�D도�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바람직하다, 훌륭하

기�때문에, 해보자고�하는�것에서�생기는�것이�아닙니다. 역시, 맞은편으

로부터�강박적으로�옵니다. 말하자면, 신의�힘입니다. 교환양식�D를�보편

종교라는�관점에서�생각했던�것은�그�때문입니다.

   물론�교환양식�D, 즉�종교적이라는�것은�아닙니다. 그�증거로, �철학의�

기원�에서는�그것을�철학에�있어서�생각하려�했던�것입니다. 아무튼�중

요한�것은�D가�이쪽의�소망과�의지에�의해�생기는�것은�아니라는�것입니

다. 그것은�거꾸로�말하면, D의�도래를�저지할�수�없다는�것입니다. 저는�

맑스도�공산주의에�관해�그렇게�생각했다고�봅니다. 맑스는�미래�사회에�

대해서�말하지�않았습니다. 그것은�말하지�않아도�오도록�정해져�있기�때

문입니다. 오히려�자신이�설계한�것�023같은�것은�안�된다고�생각합니다.

고쿠분 : 확실히�이소노미아라는�것은�“이것이�이소노미아이다”라고�지목

하는�것은�할�수�없으며, 만일�향후�이소노미아가�있다고�해도, “혹시�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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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노미아였는지도�모른다”라는�식으로, 사후적으로�깨달을�수밖에�없

는�것인지도�모르겠네요. 

   가라타니�씨는��철학의�기원�에서도�소크라테스�자신이�이오니아라는�

억압된�것의�회귀였다고�쓰고�있죠. 

가라타니 : 소크라테스는�자신의�행동에�대해�“다이몬(정령)로부터의�신

호”를�따른�결과라고�합니다. 소크라테스는�아테네의�민주주의의�배후에�

있는�이중�세계, 공인과�사인을�나눈�계급대립을�부정하며, “사인(=자유)

이면서도�공적(=평등)이다”라는�이소노미아의�원리를�들여왔습니다. 그

것에�의해�그는�재판을�받고�스스로�죽음을�선택하게�되지만, 그가�왜�그

런�행동을�하지�않으면�안�되었는지, 사실은�본인도�잘�모르는�것�같아요

(웃음). 

고쿠분 : �철학의�기원�의�마지막�주(5장�주38)에서�데리다의�탈구축을�소

크라테스적인�실천이라고�쓰셨잖아요? 저는�2000~05년까지�프랑스에서�

유학을�했고, 2004년에�데리다가�사망할�때까지�그의�수업을�받았는데요, 

그때�느낀�것은�역시�그는�매우�소크라테스적인�인간이라는�것입니다.

가라타니 : 그렇군요. 또�한�가지, 제가�거기서�언급했던�것은�푸코의�최후

의�강의(�진실의�용기�)입니다. 거기서�푸코는�소크라테스를�파르레시아

(진실을�말하기)에�대한�용기를�지닌�인간이라고�말했습니다. 각각의�동

기가�다르지만, 데리다나�푸코가�소크라테스로�향했다는�것은�제게�아주�

든든한�일입니다(웃음). 

고쿠분 : 만일�‘이오니아적’인�사상이라는�것을�생각할�수�있다면, 그것은�

철학의�역사�속에서�소수자적인�것으로서�있으면서도, 그러나�단속적으

로�끈질기게�출현하는�사상이라고�말할�수�있을�것�같습나다. 조르다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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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노29)나�스피노자는�그렇고, 아마�한�시기의�셸링30)도�그렇죠. 나중

에는�들뢰즈. 데리다와�푸코도�그렇다고�말할�수�있을지�모릅니다. 그들

의�공통점은�철학사�속에�꼭�들어맞지는�않지만�망각할�수도�없으며, 024

왠지�어금니에�계속�걸려�있는�존재라는�것입니다. 

   제�전문인�스피노자가�바로�그렇습니다. 스피노자의�사유는�몇�번이나�

살펴보더라도, 아무래도�철학은�스피노자의�일을�잊어버릴�수�없습니다. 

게다가�근대�철학�속에다�그를�잘�자리매김�할�장소가�보이지�않습니다. 

저는�스피노자에�대해�강의를�자주�하는데, 스피노자의�사고방식을�들으

면�모두�놀랍니다. 그리고�“도대체�이�사유는�어디에서�왔는가?”라고�질문

을�받습니다만, 저도�영원히�어디서�왔는지를�잘�모르겠어요(웃음). 그것

을�‘이오니아적’인�것의�회귀로서�파악한다는�것은�매우�재미있다고�생각

합니다.

가라타니 : 이�책에다�썼는데, 스피노자는�신인동형론을�비판하고�“만약�

삼각형이�입을�연다면, 신은�뛰어난�의미에서�삼각형적일�것이다”라고�비

아냥댑니다. 이것은�이오니아의�크세노파네스31)가�말했던�“만일�소나�말

이나�사자가�손을�갖고�있다면, 혹은�손으로�그림을�그리고, 인간들과�같

은�작품을�만들었다면, 말들은�말들과�비슷한�신의�모습을, 소들은�소와�

비슷한�신의�모습을�그리고, 각자가�자신들이�지닌�모습과�같은�몸을�만

들�것이다”라고�야유한�것과�거의�같습니다. 

29) 1548~1600년. 우주의�무한성을�주장하고, 코페르니쿠스의�지동설을�지지한�

이탈리아�출신의�철학자. 이단판결을�받고도�자기의�설을�철회하지�않았기�때

문에�화형에�처해졌다. 저서로��무한자와�우주와�세계�외�(강영계�옮김, 한길

사, 2000년) 등이�있다. 

30) 1775~1854년. 독일관념론을�대표하는�철학자�중�한�명. 저서로�Vom Wesen der 

menschlichen Freiheit (1809) 등이�있다. 

31) 기원전�6세기의�인물. 신인동형설을�비판하고, 유일신을�제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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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는�이오니아�사람들은�신들을�단순히�부정했다고�일컬어지

지만, 사실은�그렇지�않습니다. 이오니아의�자연�철학자는�‘유일신’이라

는�것을�근저에�갖고�있었기�때문에, 그런�것을�말했다고�해도, 신의�부정

의�차원이�다르다고�생각해요. 그곳이�스피노자와�평행하는�바가�아닐까�

생각합니다. 

고쿠분 : 역시�“신을�갖지�않고�있지�않으면�신을�부정할�수�없다”는�역설

이�있다고�생각합니다. �탐구�2�무렵의�가라타니�씨는�스피노자의�‘무한’

의�이야기를�강조했습니다만, 이것을�이오니아의�이야기로�연결하면, ‘무

한으로서의�자연’이라는�사고방식이�된다고�생각합니다. 헤라클레이토

스의�단장에도�그런�생각이�발견됩니다만, 인간은�자연으로부터�벗어날�

수�없다, 이�자연의�바깥은�존재하지�않는다는�사고방식이죠. 

가라타니 : 이오니아�자연�철학에�관해서는�모두�그런�견해를�갖고�있더군

요. 단순한�자연학이라고�생각되고�있고, 윤리나�자기의�문제와도�관련된�

사회철학이라고는�생각하고�있지�않더군요. 어떤�의미에서는�이오니아�

자연�철학을�높이�평가하는�사람도�단순히�“이오니아�자연철학은�신들을�

부정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어떤�인식에서�신들을�부정했느냐는�문

제는�생각하고�있지�않더군요. 

철학과�정치

고쿠분 : 얘기를�바꾸겠습니다만, �철학의�기원�에서�제시된�소피스트�상

像도�대단히�흥미로웠습니다. 소피스트라고�하면�모두, 025단순히�“심술궂

고�싫은�녀석들”이라고�생각했습니다. 그런데�가라타니�씨는�전혀�다른�

소피스트�상을�내놨습니다. 아테네에�의해�이오니아의�도시들이�정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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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시민권을�갖지�못한�외국인들이�소피스트가�됐습니다. 그래서�아테

네�시민들에게�정치적인�변론기술을�가르치면서도�자신들은�정치와�거

리를�두는�형태로만�폴리스에서�살아갈�수�있었다고�하시더군요. 

   헤라클레이토스에�관해서도�그런데, 그는�자주�대중을�멸시하는�귀족

주의자라고�여겨집니다. 실은�저도�조금은�그렇게�생각한�바가�있었습니

다. 예를�들면�플라톤이��국가�의�‘동굴의�비유’에서�말하는, 지상으로�나

와�다시금�동굴(민중의�아래)로�내려가지�않은�철학자들의�전형이�헤라클

레이토스라고�생각했던�겁니다. 그러나�가라타니�씨가�말씀하신�것처럼, 

헤라클레이토스가�살았던�당시의�에페소스의�정치사회�상황을�생각하면�

완전히�다른�헤라클레이토스�상이�나타납니다. 그�당시�다른�이오니아�도

시들이�페르시아�정복에�대해�‘이오니아�반란’을�일으켰는데도, 에페소스

의�민중은�정복을�감수했고�예종�속에서�평온한�나날을�보냈습니다. 헤라

클레이토스가�민중을�매도한�맥락에는�그런�사회배경이�있었던�것�아니

냐는�것입니다. 마찬가지로�“전쟁은�모든�것의�아버지이며, 모든�것의�왕

이다”(단장�53)라는�그의�말도�이런�맥락에서�이해할�수�있습니다.32)

가라타니 : 나는�소피스트의�기분을�조금�알겠더군요(웃음). 저는�미국에

서�오래�가르쳤는데요, 미국에�있는�외국의�지식인은�소피스트인�것�같습

니다. 제가�처음�미국에�간�것은�1975년으로, 그�때�폴�드�만33)과�서로�알

게�됐습니다. 또�드�만을�통해�데리다�등과도�알게�됐습니다. 이른바�예일

학파는�이후�미국�전체의�지적�세계를�석권했는데요, 드�만의�사후, 곧바

32) 혹은�다음의�단장을�보라. “민중은�성벽을�지키고�싸우듯이, 법을�지키고�싸우

지�않으면�안�된다”(단장�44). (고쿠분)

33) 1919~1983년. 벨기에�출신의�비평가. 자크�데리다의�영향을�받고, 미국에서�탈

구축�비평을�수립한�예일�학파의�대표적�비평가. 저서로��맹목과�통찰�, �읽기

의�우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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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가�스캔들에�의해�매장되는�일이�일어났습니다.34)

   그때�절감한�적이�있습니다. 드�만은�미국�시민권을�갖고�있었지만, 어

차피�외국인입니다. 미국인에게는�없는�지적�능력이�있기�때문에�애지중

지되지만, 그것이�어떤�선을�넘으면, 곤욕을�치릅니다. 026 아테네에�있던�

소피스트도�그랬습니다. 그럼, 왜�그들은�아테네로�왔을까요? 그것은�아

테네가�헤게모니�국가가�됐기�때문입니다. 그들이�있던�폴리스에서는�충

분한�활동을�할�수�없게�됐습니다. 드�만이든, 데리다든, 그들이�미국에�온�

것은�미국이�다양한�의미에서�중심적이게�됐기�때문입니다. 제�자신도�그

렇습니다. 맑스가�런던에�있었던�이유도�마찬가지겠지요. 그는�귀국할�수�

있었는데도�하지�않았습니다. 맑스도�영국에서의�정치활동은�신중하게�

했습니다. 외국에서�온�지식인들은�그럴�수밖에�없습니다. 그래서�아테네

로�온�소피스트도�그와�똑같은�것�아니냐고�생각했습니다. 

   저는�이�책에서�정치적(political)이라는�것을�‘폴리스적’이라는�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견유학파나�스토아학파의�단계에서는, 철학은�폴리스에

서�벗어나고, 개인주의적인�것이�됩니다. 현재도�철학이라고�하면�그런�

이미지가�강하다고�생각합니다. 사적·자의식적인�묻기를�철학이라고�생

각하는�식입니다. 그러나�그것은�오히려�폴리스들이�무화되고�있는�상황

의�결과라고�생각합니다. 그렇기에�정치적인�것(폴리스적인�것)에�집착할�

필요가�있습니다.

※ 질문�: 마지막으로�시사적인�질문을�드리겠습니다. �철학의�기원�에서�

소크라테스가�아고라(광장)에서�사람들과�문답하는�모습은�이오니아의�

사상과�정치를�아테네(광장)에서�회복하려�한�실천이었다고�쓰셨습니다. 

이�모습은�현재�탈핵운동으로�확산되고�있는�시위나�광장에서의�집회를�

34) 사후에�나치�독일�통치�하의�벨기에에서�드�만이�쓴�반유대적인�정치적�문장

이�발견되고, 비판받은�사건. 



가라타니�고진,�고쿠분�고이치로,�｢데모크라시에서�이소노미아로��39

방불케�하는데요, 이�점에�대해�말씀해�주시겠습니까? 

가라타니 : 저는�처음에�말했듯이, 2011년�1월에�인도로�가서��철학의�기

원�에�대해�구상을�다졌는데요, 얼마�후�3․11 지진이�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4월부터�탈원전�시위에�나가게�됐습니다. 이�책의�토대가�되는�잡지�

연재�논문은�시위하러�가면서�쓴�거예요. 하지만�논문과�시위는�직접�결

합되지�않았습니다. 그�후�2012년�1월에�오사와�마사치大澤真幸가��문학계�

에�｢소크라테스가�광장에�나가듯이�가라타니�고진은�시위를�하러�가다｣

라는�에세이를�썼습니다.

   이것을�읽고�정말로�생각했는데요, 제�자신이�진정으로�그것을�실감했

던�것은�오히려�2012년�6월, 총리관저․국회�앞에서의�집회가�시작됐을�때

부터입니다. 의회도�시위․집회도�영어로�말하면�‘어셈블리’이죠. 그래서�

국회�앞에서의�집회라는�것은�거기에서�두�개의�어셈블리가�대치하고�있

다는�것입니다. 국회에도�어셈블리가�있겠지만�이쪽에도�어셈블리가�있

습니다. 어느�쪽이�진정한�어셈블리인지는�명백하죠. 실제로�국회�측에서�

이쪽의�어셈블리에�인사하러�왔습니다(웃음). 

   아테네의�경우�민회라는�어셈블리에는�들어가지�못한�사람들이�많이�

있었습니다. 노예, 여성, 외국인은�민회에�들어가지�못했습니다. 페리클

레스가�외국인은�시민이�될�수�없다는�법률을�만들었습니다. 그것이�아테

네�민주정의�전성기라고�불리는�시기입니다. 이�민회에�의한�지배가�027

민주주의(다수자�지배)입니다. 그에�반해, 아고라(광장)에는�누구든�들어

갑니다. 그리고�여기에�존재하는�것은, 이소노미아(무지배)라고�말해도�

좋다고�생각합니다. 처음부터�그런�일을�생각하고�쓴�것은�아니지만, 다�

쓰고�난�후에, 아니�오히려, 이듬해의�국회�앞의�집회에서�그것을�실감했

습니다. 이런�어셈블리는�의도한�것이�아니라�갑자기�일어났어요. 원래�

지진․원전사고가�있었기�때문이에요. 이렇게�말해도, 이것뿐인�것은�아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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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이것은�“억압된�것의�회귀”로서, 맞은편에서�강박적으로�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그때까지�시위에�관해�몇�번인가�썼습니다만, 이론에서�시위가�일

어나리라고는�생각조차�못했습니다. 실제로�그것은�아무리�설득해도�일

어나는�것이�아닙니다. 그것은�역시�‘도래’하는�것입니다. 그러나�도래했

다면, 제대로�그것에�대답하지�않으면�안�된다고, 저는�그렇게�생각합니

다. 

고쿠분 : 저는�국회�앞의�모임을�봤을�때, “아, 21세기의�일본은�어떻게�될

까라고�지금까지�모두가�다양하게�상상했지만, 지금�여기에�실제의�21세

기의�일본이�있다”고�느꼈어요. 그�시위는�예전의�일본의�질서�정연한�모

습은�그대로�유지되어�매우�예의가�바른�것임에도�불구하고, 제대로�말한

다는�자세가�관철되어�있습니다. 그것에�저는�강한�감명을�받았습니다. 

그때까지의�일본�사회와의�연속성을�유지하면서도�거기에�비약이�있습

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하나�더�덧붙이겠습니다. 제가��철학의�기원�의�연

재를�읽고�줄곧�마음에�간직했던�것은�헤라클레이토스였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그는�예종�속에서�평온한�나날을�보냈던�에페소스의�민중을�비

판했습니다. 그러나�가라타니�씨가�강하게�강조하셨듯이(같은�책�141頁), 

헤라클레이토스는�결코�에페소스를�떠나지�않았습니다. 그는�코스모폴

리탄이었고�이소노미아를�지향하고�있었지만, 그것은�폴리스에서, 이�에

페소스에서, 실현되지�않으면�안�된다고�생각했습니다. 이런�헤라클레이

토스�상은�제�마음을�강하게�두드렸습니다. 

   저는�지금�고향인�도쿄도�코다이라�시에서�도로건설(지방도로�3.2.8호

선)의�반대운동을�응원하고�있는데요, 항상�헤라클레이토스를�생각합니

다. 여기, 제가�살고�있는�코다이라�시에서�운동을�할�수�없으면�도대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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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서�할�수�있단�말인가. 제게�코다이라�시는�녹음이�우거지고�가라타니�

씨가�말씀하신�‘이소노미아’ 같은�것입니다(웃음). 저도�이를�위해�할�수�

있는�한에서의�일을�하고�싶습니다.

가라타니�고진(柄谷行人)

1941년�생. 평론가. 저작으로��정본�가라타니�고진집

(定本 柄谷行人集)�(총5권, 岩波書店), �트랜스크리

틱�: 칸트와�맑스에�관해(Transcritique : On Kant and 

Marx)�(The MIT Press), �세계공화국으로�: 자본-네이

션-국가를� 넘어서(世界共和国へ 資本=ネーション=

国家を超えて)�(岩波新書), �세계사의� 구조(世界史

の構造)�(岩波書店) 등�다수. 

고쿠분�고이치로(國分功一郎)

1974년�생. 高崎経済大学経済学

部准教授. 전공은�철학. 저서로�

�스피노자의� 방법(スピノザの

方法)�(みすず書房), �(暇と退屈

の倫理学)�(朝日出版社), 번역

서로�자크�데리다, �맑스와�아들

들�(岩波書店), 질�들뢰즈, �칸트의�비판철학�(ちくま学芸文庫)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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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스

2. 중국에서의�‘철학의�기원’

     : 억압된�후스(胡適)의�노자기원설

나카지마�다카히로

028 1. 다윈-듀이적인�방법

가라타니�고진의��철학의�기원�에�이끌리면서, 

그리스�철학의�기원으로서�이오니아의�이소노미

아를�떠올릴�때, 아무래도�이중사진이�되는�것이�

후스(胡適, 1891~1962)가�묘사한�노자이다. 

   후스는�근대�중국에서�철학을�시작하려고�했

던�인물이다. 이런�후스에게는�중국에서�철학의�

기원을�어떻게�말할�것인지가�지극히�중요했다. 

왜냐하면�기원을�어떻게�말하느냐에�따라서, 철

학의�존재방식이�크게�변용되어�버리기�때문이

다. 미리�말해두면, 노자를�기원으로�두느냐, 공자를�기원으로�두느냐에�

따라, 중국�철학이�이오니아적이�되느냐, 아테네적이�되느냐로�달라진다. 

전자를�선택한�것은�후스요, 중국철학의�주류가�된�것은�후자이다. 

   후스는�존�듀이에게�사사를�받고, 프래그머티즘을�철학으로서�중국에�

도입했다. 이것은�동시대의�일본과�대조적이다. 일본의�경우는�쿠와키�겐

요크桑木厳翼와�다나카�키이치田中喜一 사이에서�벌어진�프래그머티즘�논쟁에�

의해, 프래그머티즘은�“철학의�취미를�이해하지�못한�철학연구자가�창도

한�가짜�철학”35)이라며�배척당했다. 그것은�프래그머티즘이�문제�삼은�

35) 桑木厳墨, ｢田中君に答ふ｣, 『哲学雑誌』 237号, 1906년�2월, 932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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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 또는�‘실천’의�계기를�잃고�사변적인�강단철학이�전개되었다는�것

일�뿐만이�아니라, 일본의�철학이�크게�목적론으로�기울어졌다는�것이다. 

요컨대�헤겔�철학을�진정한�철학으로�간주함으로써�절대정신에�이르는�

목적론을�받아들인�것이다. 

   이와�달리�후스는�중국의�철학을�목적론으로부터�해방하기�위해�프래

그머티즘에�호소했다. 그�중에서도�듀이의�프래그머티즘에�호소했던�029

것은�듀이가�반헤겔주의를�내걸고�목적론으로부터�자유로워지려고�했기�

때문이다. 

   여기서�주의하고�싶은�것은�듀이가�다윈을�높이�평가한다는�것이다. 다

윈의��종의�기원�이�출판된�1859년에�태어난�듀이는�50년�후인�1909년에�

�종의�기원� 출판�50주년을�기념하여�｢다윈주의가�철학에�미치는�영향｣

이라는�강연을�했다. 여기서�듀이는�다윈주의가�아르케(원인)와�텔로스

(목적)의�강고한�결합�위에서�세계를�이해한�기존의�철학을�비판하고�원

인과�목적으로�환원되지�않는�구체적이고�우연적인�변화나�변천을�생각

하는�것을�가능케�해준다고�말했다. 다윈은�고정된�형식�또는�최종�원인

으로�간주되어�온�‘종�species〔그리스어로는�eidos〕’의�기원을�물음으로써�이른바�

‘종’ 개념의�탈구축을�행한�것이다. 

   이러한�다윈주의적�방법이�가라타니의�방법과�겹친다는�것은�흥미롭다. 

가라타니도�아르케와�텔로스로�환원되지�않는�구체적이고�우연적인�변화

나�변천을�생각하려고�하기�때문이다. “다윈의�획기적�의의는�우연성을�밑

바탕에�두고�일체의�목적성을�배척하는�데�있었다. 그때�다윈은�아리스토

텔레스파에�의해�오랫동안�억압되었던�이오니아파의�사상을�자신도�모르

게�회복한�것이다”(�철학의�기원�, 일본어판�109頁)라는�지적은, 가라타니

가�‘철학의�기원’을�‘종의�기원’처럼�묻고�있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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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자의�자연학

자, 후스로�돌아가자. 후스도�다윈-듀이적�방법을�자신의�‘철학의�기원’에�

적용하고�있다. 그리고�가라타니가�말하는�“이오니아파의�사상”에�상당

하는�것으로서�소환한�것이�노자였다. 

  후스가�‘철학의�기원’으로서�쓴�최초의�저작은��선진제자�진화론先秦諸子進

化論�(1917년)이다. 이것은�중국�고대의�철학자들의�모든�담론에서�진화론

을�읽어내려고�한�실로�야심찬�논고이다. 여기서�후스는�공자가�아니라�

노자를�중국에서의�철학의�기원에�두고, 다음과�같이�말했다. 

030노자는�말한다. “천하�만물은�있음에서�생기며, 있음은�없음에

서�생긴다”(�노자�일본어판�40頁)

이것은�진화론의�‘개종명의장제일開宗明義章第一’〔�孝経� 首章 즉�첫

머리에서�의의를�밝히는�것〕이며, 철학의�기점이다. 노자의�완전

히�철학적인�말투에는�조금도�신화적인�어조는�없다. 

(후스, 『先奏諸子進化論』, 『胡適全集』 제7권, 胡適全集編委会, 安

徽教育出版社, 2003년, 9頁, 胡適 번역은�저자・이하�동일)

후스에게서�노자는�신화에서�벗어나�철학을�개시한�최초의�철학자이다. 

가라타니는�이오니아의�자연학에�대해서, “신들에�의해�설명한�세계의�생

성을, 신을�제치고�자연에�의해�설명하려고�했다”(가라타니�고진, �철학

의�기원�, 일본어판�64頁)고�정의하는데, 후스가�묘사하려고�한�노자는�바

로�그런�자연학을�전개한�것이다.

   그렇다면�노자의�자연학은�어떤�것이었을까? 후스는�말한다. “만물이�

생성된�후, 모든�변천�진퇴變遷進退는�모두�만물이�스스로�취하여�스스로�다

스린�것이�되었다. 모든�것은�자연으로�돌아가고, 그�안에�하늘의�뜻이라

고는�조금도�없다”(胡適, 「先秦諸子進化論」, 10頁). 즉�노자는�생성�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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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의�운동을�하늘의�뜻이�없는�자연, 즉�물체의�자기�운동이라고�생각

했다는�것이다. 이것은�가라타니가�다음과�같이�말하는�이오니아의�자연

학에�있어서의�자연에�의한�설명과�정확하게�부합한다. 

   그러나�자연철학에�관해�중요한�것은�무엇이�시원�물질인가가�

아니라, 오히려�그것이�스스로�운동한다는�것이다. 여기에서는�

물질과�운동은�불가분리이다. 신화에�있어서�물질에�운동(변화)

을�불러일으키는�것은�신들이다. 신들을�몰아낼�때, 운동의�원인

을�물질�그�자체에서�봐야�한다. 탈레스는�‘물’이�스스로�운동한다

고�생각한다. 그�배후에�운동의�원인은�없다. 탈레스가�찾아내는�

시원�물질은�스스로�운동하는�것이다. (가라타니�고진, �철학의�

기원�일본어판�97頁)

게다가�흥미롭게도, 이오니아의�자연학이�“신들을�배척했을�때, 모종의�

신을�생각했다”(같은�곳, 일본어판�102頁)고�하듯이, 후스도�또한�노자가�

목적론적이고�주의主意적인�하늘天, 즉�“미신적인�사람들이�상상하는�‘하

늘’”을�배척하면서도, “하늘의�법망은�눈이�성긴�것�같지만�악인은�빠짐없

이�걸려든다” 같은�하늘을�설정했음을�강조하고�있다(胡適, 「先秦諸子進

化論｣, 11頁). 

3. ‘소국과민’과�공자에�의한�구제

그렇다면�이런�노자의�자연학은�어디로�향하는가? 후스는�그것이�윤리학-

정치학으로�향한다고�말한다. 정확하게는�“개인주의와�방임주의로�031완

전히�귀착된다”(같은�곳, 11頁)고�말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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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위란�곧�방임이며, 방임의�극치이다. 자연이란�무정부�무사회

라는�것이다. (같은�곳, 11頁)

이�‘무정부�무사회’에서�“사람들은�전적으로�자유롭고, 급기야�위에�어떤�

정부가�있는지조차�모른다”(같은�곳, 11~12頁). 가라타니가�말하는�“이소

노미아(무지배)”의�가능성이�노자에게는�있었던�것이다. 

   그런데�가라타니와�달리�후스는, 아니�이�단계에서의�후스는, 이런�노자

의�철학을�긍정할�수�없다. 그�최대�이유는�노자의�‘소국과민小國寡民’론이다. 

그것은�다음과�같은�디스토피아이다. 

작은�나라에�적지�않은�백성. 문명의�이기利器가�있어도�쓰지�않게�

하고, 사람들에게�목숨을�소중히�하여�멀리�옮겨가지�않게�한다. 

배나�차가�있어도�타지�않고, 무기가�있어도�그것을�사용하지�않

는다. 백성에게�〔태고의�옛날처럼〕 줄을�묶어�약속하게�하며, 그�

음식이�맛있고, 그�옷이�훌륭하고, 그�주거가�안락하고, 그�습속이�

즐겁다는�것이�한다. 이웃나라는�보이는�곳에�있으며, 닭이나�개�

짖는�소리가�간간이�들리지만, 사람들은�늙어�죽을�때까지�서로�

왕래하는�일이�없다. (�노자�일본어판�80장)

교통, 이동, 유동이야말로�이노소미아의�조건이라고�한다면, 이�대목은�

그것에�정면으로�반한다. 젊은�후스도�또한, 이�대목을�용인할�수가�없었

다. 후스의�비판은�이렇다. 

이러한�노자의�논의는�‘퇴화’를�‘진화’로�간주하는�것으로, 대부분�

폐해가�있다. 나중에�공자나�순자가�그것을�온�힘을�다해�구해내

려고�했지만, 끝내�완전하게는�노자�학설의�불량한�영향을�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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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릴�수가�없었다. 이것이�노자의�결점이었다. (胡適, �先泰諸子

進化論�, 12頁)

가라타니와는�달리, 후스는�교통을�강조하여�비판하는�것이�아니라, 노자

의�‘퇴화’를�거론하면서�비판한다. 그러나�만일�다윈-듀이적�방법을�철저

하게�한다면, ‘퇴화’가�‘진화’여도�상관이�없는�것이기�때문에, 이�비판은�

들어맞지�않게�된다. 사실�후스는�다소�불철저했고, 목적론적인�자세를�

그�프래그머티즘에�은밀히�도입했다. 

   그나저나�후스가�여기에서�공자를�평가하고�있는�것에�주목해�보자. 공

자는�노자를�계승하면서도, 그�“불량한�영향”을�약화시켰다. 그것은�공자

가��역易�, 즉�변화의�서적을�바탕으로, 만물의�변화를�그것으로서�설명할�

수�있었기�때문이다. 

근대의�물리학은�역학(mechanics)에서�시작된다. 역학이�연구하는�

대상의�032 대부분은�동(動, dynamics)과�정(精, statics)과�관련되는�

현상이다. 공자는�‘동과�정’을�변화의�원인으로�삼음으로써, 중국�

고대의�과학을�정초했다고�말할�수�있다. (같은�곳, 14頁)

즉, 공자는�노자의�자연학을, 근대과학에도�통할�수�있는�방식으로�구출

해냈다는�것이다. 

   그렇다고�해도, 후스는�공자를�수수방관하며�긍정할�수는�없었다. 왜냐

하면�후스가�근대철학의�이름으로�극복해야�했던�것은�공자로�대표되는�

유교였기�때문이다. 유교는�그�생명력을�잃은�지�오래이며, 송학宋學의�격

물치지格物致知나�왕양명의�치량지致良知에�의해�한순간�빛을�되찾았다고�해

도�불충분하다. 설사�근대�철학을�도입해�유교를�본래의�위치로�되돌린다�

하더라도�그것만으로는�중국에서의�철학의�미래는�없다. 필요한�것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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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와는�다른�철학의�전통을�발견하여�중국에서의�철학의�미래를�열어젖

히는�것이다. 노자가�공자�앞에�놓여야�했던�것은�바로�이�때문이었고, 동

시대의�학자들이�시대고증에�기초하여�공자가�노자보다�선행한다고�반

박해도, 후스가�결코�귀를�기울이지�않았던�것도�이�때문이었다.

4. ‘혁명가�노자’로�격상하기

그렇다면�후스는�노자를�‘소국과민’론으로부터�어떻게든�구출해내야�했

다. 여기에서�후스는�다음과�같은�단계step를�밟았다. �선진명학사先秦名學史

�(1917년�4월)을�살펴보자. 우선�후스는�노자의�철학에서�“건설적인�요소”

를�읽어내고, 그것을�공자에�접속시켜나간다. 

노자의�사상은�파괴적이고�허무주의적이지만, 그�철학에는�우상

파괴와�허무주의를�뛰어넘는�무엇인가가�있었다. 그리고�아마도�

그것이�후대의�철학자, 특히�공자가�그�건설적�체계를�건립하는�

데�기초를�부여했던�것이다. 그�건설적인�요소�중에서�우선�꼽을�

수�있는�것은�노자의�시간과�변화의�개념이다. (胡適, 『先秦名学

史�, �胡適全集�, 第五巻, 29頁)

즉�노자는�기원에�‘무명’ 또는�간단하고�소박한�상태를�두고, 그것이�변화

해서�‘유명’하거나�복잡한�문화가�되었다고�생각했는데, 변화의�결과를�

거부하고, 원초의�상태로�돌아가는�것을�주장했다. 그에�반해�공자는�그

런�단순한�파괴를�넘어서, 노자의�개혁의�의도를�계승하고, 재구축으로서

의�‘정명正名’을�행하고, ‘간단에서�복잡으로’라는�진화를�강조했다고�말하

는�것이다. 후스는�이렇게�해석함으로써, 노자의�철학의�“불량한�영향”을�

미리�지워버리고, 공자의�역할을�제한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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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동반하여, ‘소국과민’의�해석도�더�긍정적인�것이�된다. 즉, ‘소국과

민’을�‘우�토포스’(없는�장소) 즉�인간의�작위作爲를�033 인정하지�않는�것이�

아니라, ‘에우�토포스’(좋은�장소) 즉�‘지치至治’의�‘이상국’으로서의�유토피

아로�변경한�것이다(같은�곳, 26~27頁). 

   그리고�후스의�이름을�세상에�알린�저작이며�바로��철학의�기원�으로

서�쓰인��중국철학사대강中國哲學史大綱審(上)』(1919년)에서는�노자의�위치는�

더욱�높아질�뿐�아니라, 노자는�‘혁명가�노자’가�되며, 공자는�‘수구파’로�

꼽히게�되었던�것이다. 

5. ‘소피스트’와�‘수구파’

후스가�노자를�‘혁명가’로�재정의했을�때�참조한�것은�그리스이며, 그�중

에서도�탈레스였다.

그�시대의�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니�3주의�오래된�나라들, 예를�

들어�이집트, 바빌론, 유대�같은�나라들의�종교관념과�과학사상

이�그리스�고대의�신화적�종교와�서로�접촉하는�바람에�저절로�

충돌이�빚어졌고�거기서�“우주만물의�근원은�도대체�무엇인가” 

하는�문제가�생겨났다. 탈레스의�놀라움이�홀연�갑자기�이�철학�

문제를�꺼낸�것은�아니었다. 중국에서도�최초의�철학사상은�순전

히�그�시대의�사회의�정치적�현주소가�환기시킨�것에�대한�반응

이었다. 사회의�계급질서가�파괴되고�혼란스러워졌고�정치적�조

직이�유지�보수될�수�없게�되었을�뿐�아니라�마찬가지로�부패하

고�혼란스러웠던�것이다. 그�시대의�분별�있는�사람들은�그런�현

황을�보고�구제의�방법을�구상하고자�했는데, 여기에�노자의�정

치사상이�출현한�것이다. 그러나�노자가�모종의�혁명적�정치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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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갖고�있는�것이라면, 근본적인�해결이나�철학이라고는�말할�

수�없다. 노자는�034 정치사회의�상태를�관찰하고�근본적으로�구

상하고�근본적인�해결을�요구했기�때문에�중국철학의�시조가�된�

것이다. 그�정치적�주장은�근본적�관념의�응용이나�다름없다. (胡

適, �中国哲学史大綱(巻上)�〔�中国古代哲学史�〕, �胡適全集�, 第

五巻, 240~241頁)

여기서�후스는�노자의�철학과�그�귀결로서의�정치학설의�출현을, 텔라스

의�아르케에�대한�물음이�교통으로부터�생겨난�것에�포개고�있다. 초나라

에서�온�노자는�중원에서는�외국인이며, 소피스트다. 따라서�공자에�대해

서는�다음과�같이�언급한다. 

그리스의�‘소피스트(철인)’가�말한�것은�모두�노자�같은�격렬한�것

이며, 그�행적도�왕왕�〔공자가�사법수장일�때�주살한〕 소정묘少正卯나�〔명가

名家의〕 등석鄧析 같은�기피해야�할�행위를�했다. 그리스의�수구파, 

예를�들어�소크라테스나�플라톤�같은�사람들은, 이런�‘소피스트’

를�매우�증오했다. 그리고�중국고대의�수구파, 예를�들어�공자�같

은�사람들은�이런�‘사설邪說’을�저절로�매우�증오했다. (같은�곳, 259

頁)

즉, 공자는�소크라테스나�플라톤과�마찬가지로�‘수구파’에�속하며, 노자�

같은�‘사설邪說’을�내뱉는�‘소피스트’를�중오했다는�것이다. 

   그러면�‘소국과민小国寡民’은�어떻게�되었을까? 후스는�그것을�노자의�‘무

명’ 관념의�실천적인�응용이라고�해석하고, “〔사람들이〕 무지무욕無知無欲

하며�늙어�죽을�때까지�왕래하지�않는�유토피아”라며�긍정한다(같은�곳, 

249頁). 게다가�이�‘무지무욕’을�노자의�‘인생철학’(즉�기존에�윤리학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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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말했던�것을�바꿔�말한�것)의�핵심에�두고(같은�곳, 250頁), 이로부터�

‘부쟁주의不爭主義’(같은�곳, 252頁)를�이끌어낸다. 

   그에�반해�공자는�‘이름’에�기초한�‘정명주의正名主義’를�주장하고, 현재의�

질서를�파괴하는�것이�아니라, 보수하는�것으로�간주된다. 그러므로�공자

에서�유래하는�유가의�‘인생철학’ 즉�윤리학은, 노자가�체현한�‘소국과민’

의�유토피아인�‘대동주의’와�‘극단적�개인주의’를�‘윤리적이지�않은�인생철

학’으로서�배척한다(같은�곳, 294頁). 그것은�“사람들은�단독으로�존재할�

수�없고, 모든�행위는�사람과�사람�사이의�상호관계로�구성된�행위이며, 윤

리적�행위이다”(같은�곳, 294쪽)라고�생각하는�‘윤리’의�출현이다. 

6. 노자의�은폐

이상으로�젊은�후스가�어떻게�노자와�공자를�논했는지를�살펴보았는데, 

후스가�묘사하는�‘철학의�기원’이�가라타니의��철학의�기원�과�틀을�공유

하고�있음을�알�수�있을�것이다. 전자의�노자�대�공자, ‘소국과민’ 대�‘정명

주의’, 개인�대�관계가�후자의�이오니아�대�아테네, 035 자연철학�대�플라

톤・아리스토텔레스, 이소노미아�대�데모크라시는�완전하지는�않더라도�

겹치는�것이다. 그런데�중국에서는, 그리고�후스�자신에�있어서도, 젊은�

후스의�그리스�철학에�기반한�고대�중국�이해는�배척되고�있다. 

   우선�그것은�노자가�아닌, 텍스트로서의��노자�가�실증적으로는�공자�

후에�편찬된�것이라고�생각할�수밖에�없다는�게�있다. 현재에는�그�작성�

연대는�더욱�새로운�것으로�여겨지고, �장자�이후가�아닐까�여겨질�정도

이다. 그것은�그렇다�치고, 후스�외의�중국철학사�서술에서�노자는�공자�

이후로�자리매김된다. 그�중에서도�가장�대표적인�펑유란馮友蘭(1895~1990)

의��중국철학사�(상권, 1931년, 상하권, 1934년)는�공자를�중국의�철학의�

기원에�둔다. 그�이유는�그리스적, 아니�아테네적인�것이었다. 즉�공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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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크라테스와�닮았기�때문이다. 왜냐하면�공자는�

소크라테스와�마찬가지로, 생산활동에서�벗어나�

학생들에게�강학講學을�하고, 스스로는�쓰지�않고�

말할�뿐이었고, 그�후�그�학설이�정통철학이�되었

기�때문이다. 정통철학이�되기�위해서는�좋은�제

자를�가질�필요가�있는데, 공자는�플라톤에�비견

되는�맹자와, 아리스토텔레스에�비견되는�순자를�

얻었다고�한다. 이것은�철학의�기원의�아테네적인�

담론을, 중국에서�반복한�것이다. 

   그렇다면�노자는�어떻게�됐는가? 펑유란은�노자가�그랬던�신흥민족으

로서의�초나라�사람은�원래�고도의�문화가�없었기에, 주나라�문화에�구속

되지�않고, 당시의�전통적인�정치사회�제도에�반대할�수�있었다고�말한

다. 그리고�노자는�공자가�여전히�계승하던�유의지有意志적인�하늘을�부정

하고, 형이상학적인�원리로서�‘도’를�세울�수�있었다. 이것은�철학을�형이

상학화하는�태도이다. 펑유란은�노자의�부정의�정신을, 아테네의�철학을�

더�철학화하는�것에�사용했던�것이다. 젊은�후스가�봤던�것처럼, 아테네�

이전의�이오니아적인�노자는�여기로부터는�지워지고�있다. 그�후, 노자�

그리고�노자를�중심으로�한�도가사상은�유가사상의�보완으로서�독해되

어가는�것이다. 

   그런데�후스는�어떻게�했는가? 그�후에도�후스는�노자를�공자의�앞에�계

속�둔다. 그렇지만�후스는�그리스로부터�노자와�공자를�이탈시킨다. 그�

배경에는�후스가�유교를�재평가하고, 근대의�기독교에�필적하는�근대적

인�신종교라는�기능을�읽어내려고�했던�것이�있다. �설유說儒�(1934년)를�

보면, 후스는�공자를�그리스도로�비정比定하고�종교개혁을�행한�메시아라

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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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의�이야기도�역시�이런�예수의�이야기와�매우�036 흡사하다. 

… 과연�망국�후의�6백년, 한�명의�위대한�‘배움을�마다하지�않고, 

남을�회유하여�권하지�않고’〔�논어�〕의�성인이�등장했다. 이�위

대한�사람은�곧바로�많은�사람의�숭앙을�모았고, 그들은�그�사람

을�자신들이�기대했던�성인이라고�인정했던�것이다. (胡適, �說儒

�, �胡適全集�, 第四巻, 56頁)

공자는�이제�새로운�윤리를�도입한�메시아다. 그것은�개인의�독립과�평등

을�바탕으로�전�인류에게�책임을�지는�윤리이다. 그렇다면�노자의�위치는�

당연히�크게�바뀐다. 놀랍게도�노자로부터는�혁명의�요소가�지워지고�전

통적인�유교를�보수하는�유가가�되었다는�것이다. 

노자는�유가儒의�정통을�대표하고, 공자는�일찍부터�그런�정통의�

유가儒를�초월했다. 노자는�여전히�순종적이고�허용적인�망국의�

유민遺民의�심리를�대표하고, 공자는�일찍부터�‘천하는�나를�근본

宗으로�삼는다’는�동주東周의�건국의�큰�웅심雄心을�품고�있었던�것

이다. (같은�곳, 82頁)

그리스�철학에서�기독교로. 후스의�이행은�‘철학의�기원’에�대한�물음의�

효력을�잃게�하고, ‘종교의�기원’에�대한�물음으로�대체하는�것이었다. 그

것은�‘철학의�기원’을�묻는�다윈-듀이적인�방법에�반하는�가장�아이러니

한�은폐다. 그것은�노자에게서�찾았던�자연학에서의�신의�가능성을�신들

에�대한�미신으로�폄훼할�뿐�아니라, 이소노미아의�가능성을�철저하게�억

압하기�때문이다. 이�배경에는�근대과학과�민주주의를�중국에�도입하기�

위해, 후스가�유교를�신종교로서�재정의하는�것이�있다. 가라타니가�이소

노미아를�통해, 신과�과학�그리고�정치의�결합을�보고�있었듯이, 후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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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근대�중국에�필요한�신학을�모색했던�것이다. 그러나�그것은�아테네

적이지도�않은, 기독교적인�방식으로�이뤄졌다. 여기에는�중국의�그리고�

일본의�근대가�품고�있던�근본적�문제가�노정되고�있는데, 그것은�또�다

른�기회에�논하고�싶다. 

7. 마치며

아무튼�젊은�후스의�‘철학의�기원’에�대한�물음이�억압된�오늘날, 가라타

니�고진의��철학의�기원�을�중국철학에�포개어�읽는�것은, 실로�스릴�넘

치는�시도가�될�것이다. 그러기�위해서는�특정한�윤리나�종교의�시스템으

로�노자나�공자를�환원하지�않는�세심한�주의가�필요하다. 노자나�공자를�

그�가능성의�중심에서�재독해하는�것. 그것은�목적론에�감염되지�않은�철

학을, 크로놀로지를�벗어난�‘기원’에서�찾아내는�것이다. 철학은�시대와�

더불어�진보하는�것이�아니다. 그것은�후스라는�철학자를�봐도�그렇다. 

‘철학의�기원’에�대한�물음은�다른�‘진화’(변천)의�가능성을�여는�것이다. 

나카지마�다카히로(中島隆博)

1964년�생. 도쿄대학교�동양문화연구소�조교수. 

중국철학. 저서로��악의�철학(悪の哲学)�(筑摩書

房), �장자(荘子)�(岩波書店), �잔향의�중국철학

(残響の中国哲学�(東京大学出版会), 번역서로� �

중국사상사(中国思想史)�, �세효력의�역사(勢効

力の歷史)�(모두�知泉書館)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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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소노미아와�다원주의

     : 엠페도클레스의�회귀

사이토�다마키

들어가며

037대작��세계사의�구조�에�비하면�본서는�아주�작지만, 내용의�응축도에

는�압도된다. 요약을�할라치면�전문을�인용하게�돼�버릴�정도다. 다만, 본

서를�읽어나가는�전제로서, 가라타니의�전작인��세계사의�구조�를�이해

해�두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한다(본서에도�저자�자신에�의한�｢해설｣

이�있지만). 그래서�우선�최소한의�‘복습’을�해두자. 

   가라타니는�국가나�네이션�등의�상부구조에�대해, 하부구조로서의�(‘생

산양식’이�아닌) ‘교환양식’에�주목한다. 교환양식은�네�가지�유형으로�분

류된다. 

   교환양식�A : 증여와�답례라는�호혜교환. 미개사회에서�우위.

   교환양식�B : 수탈과�재분배, 또는�복종과�안도安堵. 국가사회에서�지배

적. 

   교환양식�C : 상품교환. 근대�자본제�사회에서�지배적. 

   교환양식�D : A의�고차원에서의�회복. 도래할�미래에서�지배적. 

   어떤�사회에서든, 네�가지�교환양식의�조합을�볼�수�있으나, 어떤�교환

양식이�우위가�되느냐에�따라�사회의�모습은�달라진다. 

   이어서�세계시스템의�역사가�네�단계로�나뉜다. 

   ① 미니세계시스템�: 교환양식�A에�의해�형성된다. 

   ② 세계=제국�: 교환양식�B에�의해�형성된다. 

   ③ 세계=경제�: 교환양식�C에�의해�형성된다. 여기서�자본=네이션=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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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일반적으로�된다. 

   ④ ③을�넘어선�새로운�시스템�: ‘세계동시혁명’ 아래서, 교환양식�D에�

의해�형성된다. 칸트는�이것을�‘세계공화국’이라�038불렀다. 

나는��세계사의�구조�의�서평(�atプラス� 6호)에서, 가라타니가�자주�‘보

로메오의�고리’를�언급하면서�라캉은�전혀�언급하지�않는�점에�주목하고, 

굳이�라캉적�독해를�시도했다. 결론만�말한다면�다음과�같다. 

   라캉�용어와의�대조관계를�생각한다면, ‘네이션’은�‘상상계’에, ‘국가’는�

‘상징계’에, ‘자본’이�‘현실계〔실재계〕’에�해당된다. 여기서�“현실계〔실재계〕-

상징계-상상계”와�“자본-국가-네이션”이라는�하나의�보로메오의�고리가�

대조관계에�놓인다. 라캉적으로는�보로메오의�고리를�묶어�연결하는�네�

번째의�일그러진�고리가�요청되는데, 바로�이것이�‘증상(생톰*)=전쟁’이

다. 칸트도�말했듯이, 전쟁이라는�‘자연의�간지狡知’가�국가들의�연방諸國家連

邦을�강고하게�해�왔다. ‘신경증’의�증상이, 어떤�차원에서�주체를�정신�차

리게�하고, 광기로부터�보호하는�기능을�갖듯이, ‘전쟁’에도�국가나�국민

을�정신�차리게�하고, 광기를�절단하는�기능을�갖는다. 

   가라타니는�“교환양식�D(어소시에이셔니즘)”가�억압된�“교환양식�A”의�

고차원에서의�회귀라고�하며, 의식적으로�되돌아오게�하는〔소환시키는〕

변화가�아니라, 변혁을�목표로�한�운동�속에, ‘억압/회귀’로서�생각지도�않

게�출현한다고�한다. 

   “교환양식�A”가�‘억압/회귀’로서�반복되는�이유는, 호혜성�안에�잠복해�

있는�«증여의�외상성» 때문이다. 호혜성의�반복�회귀는�“죽음충동”에�기

초하여�이뤄진다. 그�때문에�전쟁상태를�극복하기�위해, 증여의�힘을�들

고�나오는�것에는�정합성이�있다. 왜냐하면�그것은, 보로메오의�고리를�

깨뜨리지�않고, ‘네번째�고리’로서의�‘증상=전쟁’을, 같은�유래를�지닌�‘증

상=증여’로�치환하는�것에�다름�아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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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타니가�말하는�증여란�“병기의�자발적�포기”, 즉�“헌법9조”의�완전

한�실행에�해당된다. 그것은�이른바�«전쟁이라는�광기» 대신�«증여라는�광

기»의�옹호에�다름�아니다. 이�광기에는�감염성이�있다. 왜냐하면�거기에

는�‘향락’이�있기�때문이다. 향락(주이상스)은�인간에게�있어서�파괴적인�

동시에, 인간의�행동의�최종�목적이기도�하다. 라캉이�도출하는�윤리적�

공준, 욕망에�있어서�양보하지�않는�것은, 쾌락�원리에�의한�평화가�아니

라, “향락으로서의�평화”에�대한�욕망으로�접속된다. 세계동시혁명은, 이

런�윤리적�광기의�전이�혹은�반복�회귀에�의해�달성돼야�한다. 그것은�욕

구냐�욕망이냐, 쾌락이냐�향락이냐, 제정신을�차릴�것인가�윤리를�취할�

것인가라는�궁극적인�질문이기도�하다. 

   이상이�내�나름의��세계사의�구조�의�정신분석적�각색이다. 조금�주석

을�달아둔다면, 가라타니�자신은�“제�이론에�«향락»은�없어요”라고�분명

히�말한다(담화). 그런�의미에서는�“향락으로서의�평화”라는�해석이�어디

까지�적절할지는�유보가�붙지만, 본고에서는�이런�이해에�기초하여�독해

를�진행하고�싶다. 

039이소노미아와�교환양식�D

�철학의�기원�에서의�테마는�이소노미아=이오니아의�정치와�사상이다. 

본서의�서두에서�가라타니는�이렇게�말한다. “기원전�6세기�무렵, 에제키

에르로�대표되는�예언자가�바빌론의�포로�안에서�나타나고, 이오니아에

는�현인�탈레스가�나타나고, 인도에는�붓다와�마하비라(자이나교의�시조)

가, 그리고�중국에는�노자와�장자가�나타났다. 이런�동시대적인�평행성은�

놀라온�것이다”(�철학의�기원�, 3頁). 

   가라타니는�이들�사상가의�출현을, 인류사에�있어서의�‘교환양식�D’의�

출현이라고�생각한다. 그가�이오니아에서의�‘철학’의�기원을�검증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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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이�관점視座에서이다. 

   그러면�왜�이소노미아에서는, 종교라는�형식을�취하지�않고�교환양식�

D가�실현되었을까?

   과거에는�이오니아의�자연철학은, 자연과학의�선구로�평가됐으나, 사

상으로는�간주되지�않았다. 그러나�그것은�아테네의�철학자인�아리스토

텔레스나�플라톤에�의해�형성된�편견이라고�한다. 실제로는, 아테네의�사

상은�그�모든�것이�이오니아에서�시작되었던�것이다. 아테네인은�이오니

아의�사상이나�정치의�영향을�받으면서, 필사적으로�그것을�억압했던�것

이다. 

   민주주의의�기원은�아테네에�있다고, 누구나�“알고�있다.” 그러나�아테

네의�직접민주주의에서조차, 근대의�민주주의가�품고�있는�문제가�모두�

노출됐다. 가령�‘자유’와�‘평등’의�상극. 자유를�지향하면�불평등이, 평등

을�사고하면�자유가�훼손된다는�모순. 이�딜레마는�원리적인�것이기�때문

에, 민주주의�국가는�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와�사회민주주의라는�양

극�사이에서�진동한다. 그러나�자유-민주주의는�정치의�최종형태이며, 처

칠이�말하듯이, 최악의�정치형태이지만�다른�어떤�정치형태보다�낫다고�

간주돼�왔다. 가라타니는�그렇지�않다고�한다. “자유-민주주의는�최후의�

형태�따위가�아니다. 그것을�넘어서는�길은�있다. 그리고�이를�위한�열쇠

를�고대�그리스에서�찾아내는�것이�가능하다”(27頁). 다만�그것은�아테네

가�아니라�이오니아라고�한다. 거기서는�자유이기�때문에�평등이�실현되

고�있었다. 아테네의�데모크라시는�이소노미아의�성공하지�못한�재건�기

획이다. 

   이소노미아(무지배)가�이오니아�도시들에서�시작됐던�이유는�“식민지

인들이�그때까지의�씨족·부족적�전통을�일단�단절하고, 그때까지의�구속

이나�특권을�포기하고, 새로운�맹약�공동체를�창설했기�때문”(25頁)이라

고�간주된다. 이�점에서�과거의�씨족적�전통을�간직하고�계급대립이�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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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테네나�스파르타와는�다르다. 이오니아에서는�화폐경제가�발달했으나, 

사람들은�경제적으로도�평등했다. 

   이것�외에도�몇�가지�힌트가�있다. 

   예를�들어�이오니아에서는�독립자영농민이�주를�이루며, 대토지소유자

는�없었다. 사역�가능한�타자가�없었기�때문이다. 토지를�갖지�040못한�자

는�타인의�토지에서�일하기보다는�다른�토지로�이동했다. 그래서�노예제

도�생겨나지�않았다. 

   상공업이나�교역이�발전한�이오니아에서는�심각한�계급격차가�생겨나

지�않았다. 국가가�교역을�독점하지�않고, 사적�교역이�중심이었기�때문

이다. 이런�경우는�교역의�이윤은�평준화된다. 

   즉, 이런�것이다. 이소노미아는�사람들의�유동성을�전제로�성립하며, 상

공업의�발전이�새로운�유동성을�초래한�것이다. 상공업의�발전, 즉�교환

양식�C의�단계는, 활발한�유동성과�더불어�교환양식�D의�회복에도�기여

한�것이다. 여기서�자유와�평등이�고차원에서�일치하게�된다. 

이중세계�비판

본서에서�특히�중요하다고�생각되는�것은�‘이중세계’ 비판이다. 가령�피

타고라스는�감각에�의한�앎은�가상이며, 참된�인식은�감각을�넘어선�것이

라고�주장했다. 여기서�앎과�비-앎이�구별된다. 참된�세계와�가상의�세계

라는�이중세계의�설정은, 플라톤의�이데아론을�쉽게�연상시킨다. 

   사정이�다소�복잡한�것은, 피타고라스가�이중세계를�부정하는�이소노

미아의�사상을�거쳤다는�경력을�가진�점이다. 이소노미아는�특별한�지위

나�자격을�인정하지�않았다. 물질적�노동과�정신적�노동의�구분을�부정했

던�것과�마찬가지로. 그런�세계에서는�당연하게도, 참된�인식력을�독점하

는�철학자라는�입장도�인정되지�않고, 그래서�가상과�참된�세계라는�구분



60 �atプラス� 2013년�2월호�:�특집�<가라타니�고진,��철학의�기원�>

도�무효가�된다. 

   그래서�피타고라스가�이소노미아를�거쳐�왔다는�것은, 그가�말하는�‘이

중세계’가�아시아적인�그것과는�다르다는�것을�의미할�것이다. 수학의�실

천을�중시한�피타고라스는, 사물物의�실재와, 사물物과�사물物사이의�관계

성(즉, 수학)의�존재를�구분했다. 그리고�후자의�관계성이야말로�진정한�

실재라고�봤던�것이다. 이것은�윤회전생이나�혼의�불멸�같은�이중세계론

과는�차원이�다르다. 

   만물의�시원을�수로�본다는�것은, 이오니아�자연철학의�태도를�따르면

서도, 그것을�근본에서부터�부정하는�것이다. 관계가�실재이며, 그것을�

시원에서�찾는�것은, 관념적�실재를�참된�실재라고�하는�것이다. 헤겔과

는�달리�가라타니는, 이데아론이�피타고라스보다�앞선�사고방식이�아니

라, 오히려�수를�실재로�하는�생각에�의해�가능해졌다고�한다. 더욱이�현

대의�소립자론에서는�근원적인�물질은�수학적으로만�존재한다고�간주된

다. 그렇다면�피타고라스의�이중세계론으로부터�이데아론이�도출되는�

것은�필연일까? 

   그렇지는�않다. 여기서�가라타니가�피타고라스의�첨단적인�비판자로서�

이름을�꼽고�있는�것은�헤라클레이토스와�파르메니데스이다. 

   헤라클레이토스는�시원물질로서�‘불’을�찾아냈다. 만물의�‘일자[一]’성

은�불의�운동성에�있어서�실현된다. 즉�헤라클레이토스는�피타고라스가�

버렸던�“운동하는�물질”이라는�사고방식을�회복하고, 이오니아�자연철학

의�회복을�시도했던�것이다. 

041 다른�한편�파르메니데스는, 간접�증명의�수법에�의해�“운동하는�물질”

의�주장을�시도했다. 무슨�말인가? 그의�제자인�제논의�“아킬레스와�거북

이”의�역설이�있다. 아킬레스와�거북이�사이의�공간을�무한하게�분할할�

수�있다고�가정한다면, 아킬레스는�거북이를�따라잡지�못하게�된다. 그러

나�현실에서는�따라잡기가�쉽다. 이�역설은, 운동으로부터�분리된�물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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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라는�가정이�오류라는�것을�보여준다. 이�간접�증명에�의해, 파르메

니데스의�‘일자인�유有’의�올바름이�증명되는�것이다. 참고로�이런�간접�증

명의�수법도�이오니아�자연철학에�원래�존재했다고�한다. 

   파르메니데스가�물리치고�싶었던�것은�이성에�의해�산출된�가상이었

다. 즉, 피타고라스가�생각한�‘참된�세계’이다. 이�가상을�정정하려면, 사

유가�자기모순에�빠진다는�것을�보여주는�수법밖에�없다. 이�방법은�칸트

로�통한다. 

   흔해빠진�오류로서�칸트의�“현상과�물자체”라는�구별이�피타고라스의�

이중세계론의�재탕�아니냐는�것을�생각할�수�있다. 그러나�칸트가�표적으

로�삼았던�것은�오히려�“참된�세계”라는�가상�쪽이다. 

혹은�여기서�라캉의�3계론三界論을�연상한�사람도�있을�것이다. 물론�라캉

의�3계론도�이중세계론과는�아무런�관계도�없다. 어쩌면�라캉이라면, “참

된�세계”라는�이미지를�상상적인�것이라며�물리쳤을�가능성이�있다. 그가�

주장하는�‘실재계’란�대충�‘진위’라는�판단이�무효화되는�영역을�의미하

기�때문이다. 

아갈마(Agalma)의�위치

라캉은�논문�｢주체의�불균등에서�본�전이｣(�세미나� 8권)에서�플라톤을�

인용하여�전이를�해설하고�있다. 

아가톤, 아리스토파네스, 소크라테스�등이, 에로스를�둘러싸고�이야기를�

나누고�있던�주연酒宴에, 만취한�알키비아데스가�난입한다. 알키비아데스

는�일찍이�멋진�미소년으로�알려져�있었다. 그는�소크라테스를�그리워하

다�여러�가지�속임수를�다�썼으나, 소크라테스는�그의�유혹을�전혀�상대

하지�않았다. 알키비아데스는�자신이�왜�소크라테스를�사랑했는지를�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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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면서�그의�사람됨의�멋들어짐을�극찬한다. 그의�덕은�누구보다�뛰어

나고, 그의�말은�사람들을�황홀하게�한다. 전쟁터에서의�소크라테스의�행

동거지도�훌륭하다�등등. 

   이제부터는�라캉의�해석이다. 

   라캉에�따르면, 그것은�소크라테스가, 알키비아데스의�연모하는�마음

이�전이성의�것임을�본인이�알게�하기�위해서였다. 알키비아데스가�추구

했던�빛나는�대상�─ 라캉은�그것을�‘아갈마’라고�부른다�─ 은�사실은�소

크라테스�안에는�없다. 알키비아데스는�사실은�시인인�꽃미남�아가톤을�

사랑했으며, 아가톤을�042칭송하는�소크라테스의�말�속에서, 자신의�이상

상(아갈마)을�찾아낸�것이다. 

   아갈마에의�욕망을�고백하는�것은�사실상�욕망의�주체인�알키비아데스�

자신의�주체가�품고�있는�분열의�소재所在를�밝히는�것에�다름�아니다. 즉, 

이�에피소드에서�알키비아데스의�욕망은�소크라테스�자신에게는�향해지

지�않는다. 알키비아데스가�찾았던�것, 그것은�소크라테스의�“앎에의�욕

망” 자체이다. 즉, 알키비아데스는�“소크라테스의�욕망”을�욕망했던�것이

다. 바로�여기에�‘전이’ 현상의�한�가지�본질이�있다. 

   이�에피소드를�가라타니가�지적하는�“소크라테스의�수수께끼”와�연결

시켜�검토하는�것은�불가능하지�않다. 본서에서의�알키비아데스는�전형

적인�데마고그이자�제국주의적이�된�아테네�사회의�타락의�상징으로서�

위치지어진다. 공인이�아니라�사인으로서�“정의를�위해�싸운다”는�소크

라테스의�자세로부터는, 아테네의�배신자이기도�한�알키비아데스의�구

애를�받는다는�것은�있을�수�없는�얘기다. 왜냐하면�그는�데마고그, 즉�공

인으로서�부정의를�저지른�인물이기�때문이다. 

   그러나�문제는�그런�‘동기’ 수준에만�존재하는�것이�아니다. 

   만일�라캉의�해석이�가능하다고�한�경우, “아갈마”를�어떻게�생각해야�

할까? 여기서�앎에의�욕망의�상징으로�간주되는�아갈마는�과연�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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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할�수�있을까? 그것은�가령�플라톤의�‘이데아’ 같은�것과는�어떻게�따를

까?

   전이�현상의�해석은, 어떤�의미, 정신분석의�근간과�관련된�영역인�만

큼, 이�질문이�지닌�의미는�중요하다. 

   결론부터�말하면, 그것이�알키비아데스의�욕망인지�아닌지는�제쳐두더

라도, ‘아갈마’는�존재한다. 다만�그것은�반응이나�질량을�동반한�물질�같

은�존재와는�다르다. 그것은�가령�‘시니피앙’이, 혹은�‘관계’가�존재한다면�

동등한�차원에서�‘존재한다’고�말할�수�있다. 

   다만�주의하자. 여기서�내가�말하는�‘관계’란, 물질�사이의�관계가�아니

다. 개인�대�개인의�‘전이관계’이다. 

   그래서�재차�강조돼야�할�것은�소크라테스에게서의�‘앎에의�욕망’의�역

동성이다. 항상�계속해서�사유하는�소크라테스에게서는, ‘아갈마’도�정물

과도�같은�실체일�수�없다. 그것은�바로�파르메니데스가�시원물질로서�꼽

은�불꽃�같은�존재이다. 

   라캉의�생각을�간략하게�말한다면, 이런�전이가�가능해지는�것은, 알키

비아데스와�소크라테스가, 둘�모두�상징계의�네트워크에�진입했기�때문

이다. 그들은�둘�다�시니피앙이라는�매질�속의�존재이며, 그�속에서�‘정보’

가�아닌�‘욕망’의�전달이�가능해진다. 그렇다면�아갈마의�전달�또한�물체

를�043 주고받는�이미지일�수는�없다. 비유적으로�말하면, 욕망의�역동성

이�발진發振하는�파동에, 문자�그대로�공명·공진하는�형태로, 전이가�일어

나게�된다. 

   여기에�이르러�나는�아갈마와�다이몬의�평행성을�생각하지�않을�수�없

다. 이종의�환청으로서, 소크라테스의�행동을�말리려고�하는�«다이몬의�

목소리». 알키비아데스와의�관계를�거부한다는�판단에�있어서도, 다이몬

의�목소리가�영향을�줬다고�한다면, 양자는�소크라테스의�행동�원리에�있

어서, 액셀과�브레이크�같은�기능을�맡고�있었는지도�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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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주의�쪽으로�

헌데, 본서에서�내가�특히�흥미�깊게�느꼈던�것은�엠페도클레스의�다원론

이다. 

   그는�만물의�근원으로�네�종류의�“뿌리”를�생각했다. 즉, “불, 공기, 물, 

흙”이다. 이런�사고방식은�이오니아�자연철학에�빚지고�있다. 엠페도클레

스는�하나의�시원물질로부터�모든�것을�설명하려�했던�이오니아파와는�

다르며, 네�개의�뿌리가�독립적이며�대등하다고�했다. 다만�하나의�시원�

물질로�세계의�다양성을�환원해�버리려�하는�발상은, 공허로부터의�세계

의�생성이라는�피타고라스적�이중세계의�발상으로�이어진다. 

   중요한�것은�엠페도클레스가�4원소보다도�작은�원자를�상정했다는�것

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그는�원자론으로�향하지�않았다. 왜일까? 물질

은�분자�수준, 원자�수준에서�각각�다른�성질을�지닌다. 이�특징은�생체가�

되면�더욱�현저하다. 뇌내물질, 신경세포, 신경조직, 대뇌나�소뇌�같은�장

기의�각각의�수준에서�활동원리는�완전히�다르다. 

   사회철학의�영역에서도, 개인을�중시하는�원자론, 전체를�중시하는�전

체론�혹은�개체와�전체의�변증법을�중시하는�헤겔�등, 다양한�입장이�있

을�수�있는데, 가라타니는�이것들에�대해, 네�가지�교환양식의�결합과�분

리에�있어서�사회사를�본다고�하는, 바로�다원적�시각을�주장하고�있다. 

   내가�놀랐던�것은�바로�나의�본업인�정신의학에서도, 이런�다원주의적�

시각이�제창되고�있기�때문이다. 

   흥미롭게도�정신의학에서는�아직도�“뇌와�마음”이라는�이중세계론이�

주류이다. 더�흥미로운�것은�뇌와�마음을�대비시킨�경우, 눈에�보이지�않

는�마음은�가상이라고�간주되고, 물질로서의�뇌가�참된�세계라고�간주되

는�경향이�있다는�것이다. 

   이런�이중성�때문에, 아직도�정신의학에서는�복수의�이론적�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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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로�대립하는�상태에�놓여�있다. 특히�뿌리�깊은�대립은, 생물학주의

와�심리주의�사이에�있다고�간주된다. 둘�다�하나의�입장에서, 정신장애

의�경과・내력을�설명할�수�있다고�주장하기를�서슴지�않는다. 

   타프츠의료센터의�정신과의사인�나시아�가미는�야스퍼스의�044 재평가

를�통해�정신의학에서의�‘다원주의’를�주장한다.36) 다원주의의�설명에�들

어가기�전에, 정신의학자는�생물학과�심리학의�결합방법으로서, 과거에

는�세�가지의�사고방식을�해�왔다고�한다. 각각�‘교조주의’, ‘절충주의’, ‘통

합주의’이다. 

   교조주의는, 가장�단순한�환원론이다. 심리학이나�생물학의�단독적인�

올바름만을�확신하고, 정신장애는�모조리�생물학적으로�설명�가능하다

는�입장에�대한�고집이�이것에�해당된다. 다행스럽게도�최근에는�이렇게

까지�극단적인�주장을�하는�사람은�줄어드는�것�같다. 

   가미가�가장�날카롭게�비판하는�것은�오히려�절충주의이다. 

   근래에는�bio-psycho-social 모델로서, 많은�정신과의사가�이런�사고방식

을�채택하고�있다. 언뜻�보면�가장�온건하고�무난하게�보이는�이�입장은�

어떤�이론과도�중첩되지�않고�무비판적으로�도입하였기�때문에, 당분간

은�아니지만�유용성이�낮은�것이�되기�쉽다. 

   통합주의에�있어서도�심적�사태를�뇌의�거시적�수준의�구조․기능적�병

태에�대응시키려고�하지만, 세포�내�분자�기구와�뇌의�거시적�수준의�구

조적�혹은�기능적�관계는�거의�알지�못한다. 하지만�그래도�마음과�뇌의�

관계가�너무�희박해지지�않도록, 수준�사이를�이동할�때에는�관련이�깊은�

곳을�추적하면서, 마음과�뇌의�관계를�가급적�통합적으로�기술하려는�입

장이다.

   가미가�주장하는�‘다원주의’는�이상의�모든�것과도�다르다. 다원주의자

36) ナシア・ガミー, �現代精神医学原論�, みすず書房,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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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개별�문제의�탐구에�있어서�복수의�방법�중에서�가장�훌륭한�방법을�

선택한다. 방법의�조합이�아니라, 그때마다�단일한�방법을�이용하는�것이

다. 예를�들어, 조울증의�병태�이해․치료�방침�선택에는�생물학적․정신약

리학적�수법이�심리사회적인�접근법보다�뛰어나다. 그러나�퍼스널리티�

장애의�경우는�심리학적�접근법이�생물학적�접근법보다�뛰어나다. 모든�

환자의�치료에�있어서�생물․심리․사회의�모든�측면이�같은�정도로�중요하

다고�하는�절충주의적�주장과는�크게�다른�입장이다. 

   다원주의라는�용어는�쓰지�않았지만, 나�자신은�최초의�저작��문맥병

�37) 이후, 이런�입장을�고수했다. 그것은�인간의�주체에�관해�“PS : 정신분

석적�주체”와�“OS : 기질적�주체”라는�두�개의�측면을�구분하는�것이다. 

이것들은�모두�실체가�없다. 이른바�위상학적인�구분이지�서술을�할�때에

는�상호배제적, 즉�‘접붙이기’ 식의�채택은�허용되지�않는다. 

   실제로�이런�입장을�유지하지�않으면�“사회적�은둔자” 문제�등에는�도

저히�대처할�수�없을�것이다. 거기에는�생물학적�측면(발달�장애�등), 심리

적�측면(정신요법에서), 혹은�사회학적�측면(사회적�배제의�맥락에서)이�

있으며, 이것들은�안이한�통합을�허용하지�않기�때문이다. 

   이중성의�극복을�위해�다원주의가�필요해질�수�있다는�것. 045 여기서�

엠페도클레스의�회귀를�보는�것은�지나친�것일까? 만일�이런�추론이�맞다

면, 정신의학도�이오니아적인�것의�회복을�요구하고�있는지도�모르겠다. 

덧붙이면, 가미도�가라타니와�마찬가지로, 다윈의�사상을�중시하고�있는

데, 이�일치도�우연이라고는�생각되지�않는다. 

   본고의�맺음말을�대신해, 소크라테스에�대해�다시�한�번�언급해둔다. 

   가라타니가�묘사하는�소크라테스는�플라톤이�묘사한�인물과는�상당히�

거리가�멀다. 그는�철인왕도�아니고�이데아론의�체현자도�아니다. 오히려�

37)斎藤環, �文脈病──ラカン・ベイトソン・マトゥラーナ�, 青土社,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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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다원론의�실천자로�보인다. 

   그렇기에�그는�자신의�죽음에�임해서�다음과�같이�말한�것이다. 무가�될�

것인가, 혼이�이동할�것인가, 어느�쪽이든�횡재이다, 라고. 그는�혼의�불멸

을�부정하지도�긍정하지도�않는다. 즉, 죽음에�임해서는�법의�논리를�따

른다고�하는�사고방식이�가장�옳다고�판단한�것이다. 

   소크라테스는�또한�자신의�사상을�전개할�때�전대미문, 혹은�전무후무

한�수법을�썼다. 그는�책을�한�권도�쓰지�않고, 대신�시민�개개인과�문답을�

했다. 그의�대화�세션이�그의�사상이었다고�가라타니는�말한다. 달리�말

하면, 시민의�수마다�원리가�생겨나는�것이다. 이른바�궁극의�다원주의이

다. 

   소크라테스의�다원주의에서�이소노미아의�이상을�보는�것이�가능하다

고�해도, 그것은�이소아노미아의�또�다른�측면, ‘자유와�평등의�일치’와�어

떤�관계를�가질�수�있을까?

   개인과�개인의�연결은�개인, 양자관계, 가족, 커뮤니티, 네이션, 국가와�

같은�단계를�거쳐�확장되고�있다. 다원주의자라면, 연결의�규모나�복잡성

의�‘계층’마다�상이한�위상의�가치와�진리를�발견할�것이다. 

   반대로�이중세계론자는�모든�단계를�가상으로�간주하고�‘진정한�세계’

를�고집하기�때문에, 자유와�평등의�가치에�일관성�있는�정의를�부여하기�

어려워진다. 가족의�이해관계와�커뮤니티의�이해관계의�대립�같은�모순

을�“진정한�세계”는�해소해주지�않기�때문이다. 

   아마도�다원주의에서는�모든�계층에�있어서�추구되어야�할�가치관이�

‘자유’일�것이다. 각�계층에서의�‘자유’를�최대한으로�추구하는�것이�결과

적으로�‘평등’을�가져다준다. 예를�들면�이렇게�생각함으로써�다원주의와�

이소노미아의�이상을�연결시킬�수�있을지도�모른다.

   다만�소크라테스가�어떤�사상을�갖고�있는지는�플라톤의�저작을�믿지�

않는�것이�확실한�이상, 자세한�것은�알�수�없다. 그것은�이소노미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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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와�세부�사항에�대해서�그�전모가�밝혀지지�않았다는�답답함과�마찬가

지이다. 그러나�적어도�본서��철학의�기원�에는�수많은�조각[piece, 단편]

이�파묻혀�있다. 오히려�이렇게�말할�수�있지�않을까? 수수께끼의�사이사

이에서�보일랑�말랑하기�때문에�이소노미아는�훨씬�더�리얼한�질문으로

서�우리�앞에�있는�것이라고�말이다. 

사이토�타마키(斎藤環)

  1961년�생. 정신과�의사, 평론가. 저작에��

전투미소녀의�정신분석(戦闘美少女の精

神分析)�(ちくま文庫), �관계하는�여�소유

하는�남(関係する女 所有する男)�(講談社

現代新書), �은둔형�외톨이는�왜�‘다스리

는’가? : 정신분석적�접근법(ひきこもりはなぜ「治る」のか?──精神分析

的アプローチ�(ちくま文庫), �세계가�토요일�밤의�꿈이라면�: 양키와�정

신분석(世界が土曜の夜の夢なら──ヤンキーと精神分析)�(角川書店), 

�원자력발전�의존의�정신구조�: 일본인은�왜�원자력을�‘좋아하는’가(原

発依存の精神構造──日本人はなぜ原子力が「好き」なのか)�(新潮社) 

등�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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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소노미아의�이름, 민주주의의�이름

오오다케�고지

046이소노미아로의�회귀

민주주의가�그�역사적�역할을�끝마치는�일은�과연�있을�수�있을까? ‘평등’

의�이념을�체현하는�민주주의라는�이름은, 이제�‘자유’의�이념의�방해에�

불과한�하나의�오명이�되어가는�것처럼�보이기도�한다. 자유경쟁과�이노

베이션이�모든�것에�우선하는�오늘날의�‘슘페터의�시대’에서는, 평등이나�

사회적�공정의�이념�따위는�경제성장을�저해하는�‘정상定常’1)과�‘균형’을�

의미할�뿐인�단순한�질곡에�지나지�않을까? 이제�민주주의는�자유주의에�

의해�식민지화된�‘자유민주주의’가�되는�것�말고는�살아남을�수�없을까? 

   가라타니�고진의��철학의�기원�에서�모색되고�있는�것은�이렇게�위기

에�처한�민주주의의�대안이다. 다만�거기서�시도되는�것은�오늘날의�의회

제�민주주의와도�‘자유민주주의’와도�다른�듯한, 새로운�민주주의의�개념

을�내놓는�것이�아니다. 오히려�가라타니는�‘민주주의’보다�오래된�하나

의�그리스어, 즉�‘이소노미아’를�불러낸다. 이소노미아라는�말의�정확한�

기원은�확정할�수�없으나, 그것은�일반적으로는, 기원전�6세기�말의�아테

네에서�클레이스테네스의�민주적�개혁을�통해�실현된�국제国制2) 이념이

며, 이윽고�기원전�5세기�전반기의�페르시아�전쟁�후에�정착된�고대�그리

스어의�‘민주주의’의�선구가�된�것이라고�알려졌다. 한나�아렌트에�따르

면, 이소노미아�아래서는�시민의�자유와�평등은�결코�상반되지�않는다. 

1) [옮긴이] 定常은�항상�일정한�상태를�유지하여�변함이�없다는�뜻. 

2) [옮긴이] 정체�또는�헌정체제를�가리킨다. 국가제도나�정치제도라는�좁은�의미

로도�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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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엔�발리바르의�번역어를�빌린다면, 그것은�단적으로�‘egaliberté(평등

자유)’라고�표현할�수�있다.3) 현대에서�다시�불려내진�이�낡은�이름은, 이

제�오욕에�시달리는[악명�높은] 것처럼�보이는�민주주의라는�이름을�대신

해, 자유와�평등의�이념을�함께�구할�047수�있을까?

   사실상, 민주주의보다�오래된�이�이소노미아라는�이념이�다시�불러들

여진�것은, 그�자체로�결코�새로운�것이�아니다. 실제로�가라타니가�본서

에서�언급하고�있는�한나�아렌트나�칼�포퍼�등, 특히�20세기의�보수사상

가들의�저작에서는�자주�그�이름을�발견할�수�있다. 가령, 네덜란드의�역

사가�요한�하위징아(Johan Huizinga)도�말년의�문화비판적�저서에서�이소

노미아라는�말에�주의를�환기하고�있다. 

사람들은�본래, 그리스�고대의�기초�위에�세워진�문화들이, 데모

크라시라는�말을�대신해, 또�다른�말, 즉�‘이소노미아’(Isonomia, 법

의�평등)이라는�말을�이어받지�못한�것을�안타깝게�생각했음에�

틀림없다. 이�말은, 역사적�유래�때문에�아테네에�특별한�존경을�

환기시켰을�뿐�아니라, 좋은�정체라고�하는, 이�고찰에�있어서�본

질적인�사상을�각별히�순수하게�표현했다. … ‘이소노미아’라는�

말로부터는�‘데모크라티아’보다�훨씬�명료하고�직접적으로�자유

의�연상이�말해지고�있으며, 또�‘이소노미아’라는�표현에�포함된�

명제는�‘데모크라티아’의�경우와�달리, 실현하기�힘든�것이�아니

다. 법치국가의�본질적인�원리는�이�말�속에�명료하고�정확하게�

3) 발리바르가�이소노미아를�언급하는�것은�Étienne Balibar, “(De)Constructing the 

Human as Human Institution : A Reflection on the Coherence of Hannah Arendt’s 

Practical Philosophy,” in Social Research, vol.73(3) (2007), p.731, 734-5. ; “Historical 

Dilemmas of Democracy and their Contemporary Relevance for Citizenship,” in 

Rethinking Marxism, vol.20(4) (2008), p.525-6. 



들어가며��71

반영되어�있다.4)

하위징아가�이렇게�적었던�때는�조국�네덜란드가�나치�독일의�점령�아래�

있었던�제2차�세계대전의�한복판이다. ‘데모크라티아’의�가치를�깎아내

리는�듯한�이�발언�안에는�파시즘의�대두를�허용한�대중민주주의에�대한�

비관주의가�울려�퍼지고�있음은�쉽게�상상할�수�있을�것이다. 

   혹은�경제학자�프리드리히�하이에크가�이소노미아에�대해�언급하고�있

는�것도�유명하다. 

… [펠로폰네소스�전쟁�당시의�아테네의�장군] 니키아스(Nicias)는�

아테네를�‘자유로운�나라�중에서도�가장�자유로운�나라’라고�불

렀는데, 거기서의�자유의�주요한�특징은�무엇이었던가? … 이것

에�대한�대답은�048엘리자베스�왕조�시대의�사람들이�그리스로부

터�빌려왔던, 어떤�말에�의해�시사되고�있다. 다만�그�말은, 그�이

후�사용되지�않게�됐다. ‘이소노미아’(Isonomia)가�바로�그것이

다.5)

하이에크에게�이소노미아는�자유의�이념을�표현하는�것에�다름�아니다. 

그의�최대�관심사는�말할�것도�없이�파시즘과�사회주의의�공통의�뿌리인�

‘설계주의’에�대해�자유의�이념을�지키는�것이며, 이소노미아라는�오래된�

4) Johan Huizinga, Schriften zur Zeitkritik : im Schatten von morgen, Pantheon, Bruxelles 

1948 / Occident-Verlag, Zürich 1948. [ヨハン・ホイジンガ, �汚された世界�, 磯

見昭太郎訳, 河出書房新社, 1971년, 97頁.]

5) フリードリヒ・ハイエク, �自由の条件II 自由と法�, 気賀健三/ 古賀勝次郎訳, 

春秋社, 1987년, 47-48頁. [Friedrich A. Hayek, The Constitution of Libert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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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은�그를�위한�의지처[근거]로�간주된다. 아무튼, 20세기에서의�전체

주의의�참화를�경험한�이들�사상가들의�발언에서�간파할�수�있는�것은, 

민주주의적�평등이라는�것에�대한�보수주의�특유의�불신감이다. 그들에

게, 오늘날에는�잊혀져버렸던�태고의�이소노미아의�이념은, 민주주의의�

대안의�가능성을�지시하는�것인�양�여겨졌던�것이다. 

   이런�시대�배경�아래서�다시�불러들여진�이소노미아의�이념에서는, 저

절로�‘평등’보다�‘자유’의�실현�쪽에�큰�가치가�놓이게�된다. 하이에크에�

의한�해석이�그�전형이다. 이소노미아는�정통적인�이해에서는, 전통적으

로�‘법�앞의�평등’을�의미하는�개념으로서�파악돼왔다. 즉, 그것은�일반적

으로는, 참주제�아래에�있었던�민주주의의�확립�이전의�고대�그리스의�폴

리스에서, 참주에�의한�자의적�권력�행사에�대항하는�이념으로서�탄생했

다고�간주된다. 하이에크는�권력자의�자의적�지배가�아니라, 만인에게�평

등한�‘법의�지배’라는�이소노미아의�이런�의의를�특히�강조한다. 바로�여

기에�그가�생각하는�이소노미아의�현실성이�있기�때문이다. 

   하이에크는�이미�17세기�영국에서�이소노미아�이념의�부흥을�볼�수�있

다는�사실에�주목한다(그�구체적인�예를�별로�들고�있지�않지만). 당시는�

바로�일련의�시민혁명을�통해�국왕의�권력에�대한�만민법common law의�

우위가�완전히�확립된�시기인�동시에, 영국의�해외식민지�무역이�본격화

된�초기�자본주의의�형성기이다. 즉, 하이에크가�주장하고�싶은�것은�이�

시대에�부활한�이소노미아의�이념이�권력의�자의적�개입을�방지하는�‘법

의�지배’에�의해�개인의�자유로운�경제활동을�보장하는�데�기여했다는�것

이다. 곧�그는�이소노미아�안에서�근대�영국의�경제적�자유주의의�한�원

천을�간파하는�것이다. 이렇게�해석된�이소노미아에서는, 자유주의의�기

초를�이루는�‘법의�지배’에�비해, 민주주의의�가치가�상대적으로�깎여�내

려진다. 그것은�법치국가적이지만, 민주주의적이지�않다(법치국가�원리

와�민주주의가�자주�대립하는�것은�말할�것도�없다). 하이에크는�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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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앞서�탄생한�‘법�앞의�평등’의�이념�쪽에�보다�높은�가치를�인정하는�

것이다.6)

   하이에크의�이소노미아는�가라타니가�비판하는�포퍼의�그것과�마찬가

지로, ‘자유민주주의’적이라고�말해도�좋다. 거기서는�분명히�049 어떤�의

미에서는�자유와�평등이�양립하고�있다. 그러나�평등은�그�자체로�지향되

어야�할�목적이라기보다는�자유를�위한�단순한�전제조건에�불과하다. 그

것은�어디까지나�자유를�위한�평등이며, 양자는�결코�등가치가�아니다. 

평등이�‘법의�지배’에�의해�보장된다고�해도, 그것은�단순히�개인의�자유

로운�활동을�가능케�하기�위한�수단으로서�존재하는�것이다. 

   자유와�평등의�이런�관계는�제2차�세계대전�후의�독일에서의�프라이부

르크학파의�‘질서자유주의’에�가깝다고도�말할�수�있다. 이것은�일반적으

로�신자유주의적이라고�거론되는�학파이지만, 결코�시장�외부적인�정책�

개입에�의한�질서형성을�인정하지�않은�것은�아니다. 시장은�만능이�아니

기�때문에, 자유를�확보하는�조건으로서, 사회적�공정을�위한�일정한�질

서�정책이�필요하다고�한다. 하지만�이런�공정에의�배려는�어디까지나�자

유경쟁을�위한�조건으로�간주되고�있을�뿐이다. 여기서�목표가�되는�것은�

이른바�‘경쟁질서’를�인위적으로�창출하는�것이다. 즉, 서로�대등하고�자

유롭게�경쟁할�수�있는�환경�정비가�중요한�것이며, 평등이나�공정의�이

념은�역시�자유를�위한�단순한�수단으로�깎아�내려지고�있다. 이런�사상

의�연장선상에�정부의�역할을�개인의�단순한�생존보장으로�축소하고, 그

것�이외의�모든�것을�각자의�자유로운�선택에�맡기는�기본소득의�신자유

주의적�판본도�나온다는�것은�말할�것도�없다. 

6) 같은�책, 48-49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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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의�이소노미아�: 자유주의적, 공화주의적�

평등이�자유를�위한�형식적�조건으로�축소된�하이에크의�050 이소노미아

는, 가라타니가�구해내고자�하는�이소노미아�이념에�비춰보면, 그저�어정

쩡한�것에�지나지�않는다. 가라타니가�아테네�민주정의�성립에�앞서�이미�

이오니아�식민도시에�존재했다고�상정하고�있는�이소노미아는, 유물론

적�수준에서의�평등까지도�포함한�이념이다. 이렇게�보면, 하이에크의�이

소노미아는�가라타니가�힐난하는�포퍼의�경우와�마찬가지로, “그�이름값

을�못한다”고�할�수�있다. 그렇지만�이런�이소노미아가�“참된” 그것이�아

니라고�정말로�잘라�말할�수�있을까? 하이에크나�포퍼의�이해는, 이소노

미아�이념을�단순히�왜곡하고�있는�것에�불과할까? ‘법�앞의�평등’ 내지�

‘법의�지배’로서�자유민주주의적으로�해석된�이소노미아는�본래의�이소

노미아로부터의�일탈이며, 그것은�(이오니아�기원이든�무엇이든) 원래의�

근거로�되돌려보내�올바르게�이해되지�않으면�안�될까? 그렇지만�이소노

미아의�어원적�유래도, 이�말이�사용되기�시작한�시기도�명확하게는�확정

할�수�없는�이상, 그런�원뜻으로�거슬러�올라갈�수�있는지는�의문의�여지

가�있다. 

   아렌트가�이소노미아를�언급할�때�자주�참조하는�고대�그리스�역사가

인�빅토리아�에렌베르크는�이소노미아에�관한�두�개의�해석을�지적한다. 

‘이소노미아(isonomia)’라는� 단어는� ‘평등’을� 의미하는� 접두사� ‘iso-’와�

‘-nomia’로�분해된다. 그리고�‘-nomia’에�관해�이것을�‘nomos(법)’이라는�말

과�결부시켜�해석하는�경우에는�‘법�앞의�평등’이라는�의미가�생기지만, 

다른�한편으로�이것을�‘nemein(분배)’이라는�말과�관련시켜서�이해하는�

경우에는�‘평등한�분배’, 즉�시민들에게의�물질적�재화나�정치적�권리의�

평등한�분배라는�의미를�읽어낼�수�있다.7) 하이에크, 포퍼, 하위징아의�

7) Victor Ehrenberg, »Isonomia«, in : Paulys Realencyclopädie der classi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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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전자의�해석을�따르는�반면, 아렌트의�이소노미아는�후자의�의미

에서�해석되고�있다고�할�수�있다. 즉, 만인이�대등하게�정치�행위에�참여

할�수�있는�자유라는�의미에서이다. 시대착오를�범할�각오로�굳이�오늘날

의�정치사상의�패러다임을�사용한다면, 한쪽은�‘자유주의적’ 이소노미아

(사적�자율로서의�‘~로부터의�자유’), 다른�쪽은�‘공화주의적’ 이소노미아

(공적�자율로서의�‘~로의�자유’)로�구분할�수�있을지�모른다. 물론, 에렌베

르크가�이렇게�나누기�쉬운�분류를�하고�있는�것은�아니지만, 이소노미아

를�둘러싼�해석의�싸움을�명확하게�하기�위해서도�이�구별은�어느�정도�

유용하다. 

   자유로운�시민의�평등한�정치참여를�중시하는�아렌트에게서는, ‘법�앞

의�평등’이라는�이소노미아�이해는�현대의�우리의�눈에서�본�편견과�관련

된�‘오해’이다.8) 그러나�아렌트가�의지처로�삼고�있는�바로�그�에렌베르크

에�따르면, 오히려�클레이스테네스에�앞서�기원전�7/6세기의�아테네에서�

개혁을�실시했던�솔론�이후의�‘법�앞의�평등’이라는�사상�쪽이�기원으로

서는�더�오래됐다. 참주의�자의적인�권력의�배제는�이미�솔론의�개혁�속

에서�추구되었지만, 그가�수립했던�질서는�반참주적이긴�해도, 반귀족주

의적이었던�것은�아니다. 귀족이�지배하는�과두제는�결코�부정되지�않았

으며, 이런�소여의�국제国制는, 유지돼야�051 할�좋은�질서로서�‘에우노미아

(Eunomia)’라고�불리고, 그�자체를�변혁하는�것은�생각되지�않았다. 언제�

탄생했는지는�알�수�없으나, 적어도�그�사용이�이것�이후에�시작된�이소

노미아�개념은, 초기에는�이런�귀족주의적�에우노미아의�함의를�남겼다. 

   이처럼�‘법�앞의�평등’은�보장되어�있었으나, 기존의�불평등한�법질서�

자체는�의심되지�않았던�에우노미아의�사상은, 마침내�모든�시민의�정치

적�동권同權이라는�의미를�띠게�되며�이소노미아�개념에�의해�기각되게�된

Altertumswissenschaft, Supplementband VII, Stuttgart 1950, S.293. 

8) ハンナ・アーレント, �政治とは何か�, 佐藤和夫訳, 岩波書店, 2004년, 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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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9) 이런�새로운�민주적�의미에서의�이소노미아가, 참주�히피아스를�추

방했을�뿐�아니라, 그것에�이어�귀족주의자�이세고라스와의�투쟁에서도�

승리한�클레이스테네스�시대의�아테네에서�실현되는�것이다. 반참주제

로부터�반귀족제로�발전했던�이런�계급투쟁을�통해, 자유로운�시민의�정

치적�평등의�이념이�정착하고, 그것은�기원전�5세기의�페리클레스�시대

에�전성기를�맞이하는�아테네�민주정으로�계승된다. 그러나�다른�한편으

로, 이번에는�이소노미아라는�말이�민주주의(데모크라티아*)라는�말에�

밀려나�점차�사라지게�된다. 

   에렌베르크의�해석을�좇아, 이소노미아�이념의�이런�전개를�따라가다�

보면, ‘법�앞의�평등’이라는�해석은�결코�왜곡이라고는�단정할�수�없으며, 

오히려�시기적으로는�선행하여�나타난�것이다. 따라서�하이에크처럼�‘자

유주의적’ 이소노미아�이해를�‘비본래적’이라고�간주하고�부정하고�떠나

버릴�수도�없다. 오래된�에우노미아의�의미를�다시�인용하고�있는�이�당

초의�이소노미아는, ‘법의�지배’에�의해�권력의�자의적�개입을�받지�않는�

자유는�보장하면서도, 기존의�정치적·사회적�불평등은�손대지�않은�채로�

남겨둔다. 즉, 그것은�평등을�실질적인�수준까지�보장하는�것이�아니다. 

이런�이소노미아�아래서는, 시민들의�물질적·경제적인�면에서의�평등은�

물론, 법권리의�면에서의�정치적�평등조차도�실현되지�않는다. 

   그러나�다른�한편으로, 이번에는�이소노미아를�아렌트처럼�‘공화주의

적’으로�해석하고, 자유로운�시민의�정치적�동권同權이라는�(클레이스테네

스�시기에�정착했다고�한다) 의미에서�이해했다고�해도, 사태는�기껏해야�

일보전진한�정도에�머물�것이다. 만일�가라타니처럼�이소노미아를�자유

와�평등의�완전한�양립을�가리키는�유토피아적인�‘규제적�이념’으로�이해

한다면, ‘공화주의적’인�이소노미아는�여전히�그것에�합치하는�것이�아니

9) Vgl. Ehrenberg, a.a.O., S.295f.; Christian Meier, Die Entstehung des Politichen bei den 

Grieche, Frankfurt a.M. 1980, S.119, 28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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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라타니가�아렌트에�대해�한�평가와는�조금�달리, 그녀�자신은�‘무지

배(no rule*)’로서의�이소노미아를, 어디까지나�‘정치적인’ 권리의�문제로

서�파악한다는�것은�확실하다. 이를�테면�발리바르는�아렌트의�이소노미

아를, �전체주의의�기원�에서�052 언급되는�“권리들을�지닐�권리”, 즉�사

람들이�법률상의�구체적인�권리들을�부여받을�것을�요구하는�근원적인�

권리를�언표한�것이라고�간주한다.10) 그것은�(난민이든�외국인�이민노동

자든) 원래�기존의�그�어떤�법질서로부터도�배제되어�있는�사람들이�자신

의�권리를�승인하도록�요구하는�권리이다. 그것은�이른바�정치적�포함을�

가능케�하기�위한�원-권리에�다름�아니다. 

   그러나�만일�배제된�사람들이�그�권리를�승인받고, 정치적�공동체�속에�

동권의�시민으로서의�지위를�얻었다고�해도, 그것만으로는�결코�실질적

인�평등이�확보되지는�않는다. 왜냐하면�법권리의�평등한�유지는�반드시�

법이�모든�사람에게�평등하게�적용되는�것까지도�보장하는�것이�아니기�

때문이다. 혹은�이것과�마찬가지의�것을�다른�측면에서�말한다면, 법권리

를�평등하게�소유하고�있는�사람들이�그것을�평등하게�사용할�수�있다고

는�할�수�없기�때문이다. 즉, 정치적�권리의�이용�기회가�아무리�평등하게�

분배되어�있다고�해도, 현실에�존재하는�사회적�권력관계에�의해�그것이�

사실상�침해된다, 즉�특정한�사람들은�실제로는�그것을�충분히�이용할�수�

없다는�것이�생길�수�있다. 

   법권리의�형식적�평등은�사실적인�사회적�불평등을�그대로�해소할�수�

있는�것이�아니다. 따라서�인권�개념은�필연적으로�각자의�행위�자유를�

형식적으로�보장할�정도의�‘자유권’부터, 보다�실질적인�사회관계로의�정

책�개입을�요구하는�‘사회권’으로�역사적으로�발달했던�것이다. 1960년대�

이후의�페미니즘의�투쟁은�형식적�평등과�사실적�불평등�사이의�이런�괴

10) Balibar, “(De)Constructing the Human as Human Institution,” p.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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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어긋남]를�메우려는�시도의�구체적인�예를�제공한다. 거기서는�남녀간�

평등이�법적으로는�실현된�뒤에도�여전히�남아�있는�사실상의�다양한�차

별을�철폐하기�위해, 기존의�사회관계(가정이나�직장�등)로까지�파고�들

어간�보다�적극적인�평등�정책이�요구됐다. 사실상의�평등이�가능해지기�

위해서는, 권리�개념이�이렇게�‘실질화’된�방향으로�진전되는�것과�더불

어, 이것을�보장하기�위한�정책�조치도�점점�더�세분화되는�것이�불가피

하다. 그런�한에서, 복지국가적�간섭주의(paternalism)의�번잡성에�짜증이�

나서[분노하고], 통치�시스템의�재단순화를�목표로�하는�기본소득의�시도

는, 아마도�사회적�권리의�이런�비가역적인�복잡화를�앞에�두고�어려움에�

직면할�것이다. 

   잠시�이야기가�빗나갔지만, 포퍼나�하이에크처럼�‘법의�지배’로서�해석

하든, 아렌트처럼�‘정치적�동권同權’으로서�해석하든, 아무튼�이소노미아는�

평등의�이념을�불충분하게만�채워왔다. 하물며�가라타니가�이소노미아�

안에서�읽어들이고자�하는�물질적·경제적�평등은, 이런�경우들에는�053전

혀�함의되어�있지�않다. 그렇다면�단순한�법�앞의�평등이든, 정치적�권리

의�평등이든, 이런�의미에서의�이소노미아는�아무튼, 이오니아에�기원을�

둔�본래의�이소노미아를�되찾으려고�해도�결국은�도중에서�좌절한�시도

에�지나지�않으며, 이소노미아의�‘이름값을�못하게’ 되는�것일까?

   하지만�원래�이소노미아라는�말이�가라타니가�기대하는�듯한�유토피아

적�내실을�담고�있는지는�불분명하다. 앞서�서술했듯이, 역사적으로�봐서�

이소노미아라는�말은�문헌학적으로�확인할�수�있는�한에서는, 우선은�(하

이에크나�포퍼로�이어지듯) ‘자유주의적’인�의미에서�사용되고, 이로부터�

(아렌트가�주장하듯이) ‘공화주의적’인�의미를�지닌�이념으로�발전했다. 

그리고�이들�대부분의�의미도�‘비본래적’이라고�간주하고�물리칠�수�있는�

더�근원적인�‘이오니아적인’ 의미에서의�이소노미아의�어법을�확인할�수�

있는�것은�아니다. 일반적으로�이소노미아의�이상적인�실현으로�간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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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이스테네스의�국제国制가�이오니아�식민도시로부터의�영향을�받았

을�가능성이�있는지도�모른다.11) 그러나�만일�과거의�이오니아에�자유와�

평등의�완전한�양립이�실현된�사회상태가�있었다고�해도, 그것을�이소노

미아라고�명명하는�것은�이미�잘못된�이름에�불과할지도�모른다. 이소노

미아에�대해서는�앞서�언급한�‘자유주의적’ 및�‘공화주의적’ 용법밖에는�

확인할�수�없다고�하면, 이것을�어디까지나�시민의�‘정치적인’ 동권의�의

미로�이해하는�것은�지극히�정통적이며, 나아가�그�‘자유민주주의’적인�

해석조차도�부당하다고는�대체로는�잘라�말할�수�없을�것이다. 이소노미

아는�(이오니아든�무엇이든) 그�‘기원’으로�회귀하는�것을�쉽게�허용하지�

않는�이름이며, 그것을�놓고�해석이�충돌하는�계쟁�중인�이름에�머물고�

있는�것이다. 

민주주의라는�이름의�종언?

전체주의의�경험에�의해�민주주의에�대한�비관주의가�확산됐던�20세기�

중반에�낡은�이소노미아라는�말이�재차�주목받았을�때, 그것은�반드시�평

등의�이념에�공정한�것이라고는�말할�수�없었다. 특히�그�‘자유주의적’ 해

석에서는, 이소노미아의�이름�아래서�평등이�이른바�자유의�희생물이�됐

다. 과연�이소노미아는�자유와�평등의�완전한�양립이라는�사명을�담당할�

수�있는�이름일까? 가라타니는�이런�양립의�실현�가능성이�일찍이�실제로�

개시됐던�역사�경험을, 보편종교�이외의�곳에서�발견하고자�한다. 하지

만, 만일�아테네�민주정에�앞선�이오니아라는�식민지�공간에�유토피아성

11) 클레이스테네스�개혁에�대한�이오니아�식민�운동의�‘back influence’를�지적한�

문헌이�있다는�것은�사실이다. 合阪學, �ギリノシア・ポリスの国家理念�, ｢第

二章 テュラニスとイソノミアの問──植民運動の‘back influence’を中心に｣, 創

文社, 1986년, 91-124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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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인정했다손�치더라도, 그�발생�시기가�고작�054 클레이스테네스�시기, 

가장�오래됐어도�솔론�시기�이전으로는�거슬러�올라갈�수�없는�이소노미

아의�말은, 그것을�명명하기에�적절한�고유명일까? 

   이소노미아는�가라타니가�말하는�‘교환양식�D’에�잠정적으로�주어진�

명칭에�불과하며, ‘어소시에이션’이나�‘평의회’라고�달리�말해도�지장이�

없는�것이며, 그�실제적�문헌학상의�어법이�어땠는지는�당분간은�부차적

인�문제인�것일까? 그러나�만일�이소노미아를�이렇게�단순하게�구조론적�

관점에서�파악하고, 오로지�그�이론적�위치값만을�중시한다면, 구태여�이

소노미아라는�이름에�민주주의를�넘어서는�특권적인�역할을�맡길�필요

는�없을�것이다. 그것은�‘어소시에이션’이나�‘평의회’라는�이름으로�불러

도�전혀�개의치�않을�것이다. 

   다른�한편, 만일�‘어소시에이션’이나�‘평의회’라는�말에는�과거의�사회

주의�운동에서�오는�일정한�역사적�편견이�걸려�있으며, 나아가�진부해진�

‘민주주의’의�말도�이제�정치적�대안을�제시하는�힘을�상실했다는�이유�

때문에, 이소노미아라는�고유명이�지닌�새로운�소구력訴求力에�기대를�건

다면, 그�이름이�수반하는�역사적�하중도�고려되지�않으면�안�된다. 즉, 이

소노미아라는�말은, 그�유래에서�봐도�‘자유주의적’인�해석을�(결코�부당

하지�않는�방식으로) 허용하고, 또한�20세기의�보수사상가에�의해�실제로�

그렇게�해석되어�왔다는�사실이다. 

   고유명이라는�것은�모름지기�어떤�특정한�역사적�맥락�속에서�탄생하

고�해석되어�왔던�경험적�명칭이다. 어떤�고유명에�호소하는�자는, 그것

에�부수되어�있는�이런�역사성에�대해서도�책임을�갖지�않으면�안�된다. 

즉, 이소노미아에�본서처럼�가능성을�찾아내고자�한다면, 그�이름은�‘자

유주의적’으로�해석된�경우에는�‘그�이름값을�못하며’, 과거의�이오니아

의�경험으로�돌려보내질�경우에만�본래의�의미를�회복한다는�것이, 뭔가�

설득력�있는�방식으로�제시되지�않으면�안�될�것이다. 고유명은�고유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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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에서, 단순히�교환�가능한�것으로�평준화되는�것이�아니다. 설령�이소

노미아는�이론적으로는�‘평의회’나�‘어소시에이션’으로�바꿔�쓸�수�있는�

이름으로서�선택됐다고�해도, 동시에�그것은�역사적으로�특이한�하나의�

사건의�이름이다. 이런�이름을�다룰�때에는�그�보편성과�더불어�그�단독

성에�대해서도�공정해야만�한다. 

   이소노미아라는�고유명에는, 이미�우리가�익숙해져�있는�민주주의라는�

이름을�대신할�정도의�강력한�소구력이�있을까? 혹은�아니면, 이제�그런�

새로운�이름에�의해�쇄신되어야�할�정도로�민주주의라는�이름이�그�힘을�

잃어버렸을까? 민주주의는�이제�현행의�의회제민주주의를�나타낼�뿐인�

제도적�개념으로�경직화됨으로써, 이미�그�어떤�유토피아적인�소구력도�

기대할�수�없게�된�것일까? 

   그렇지만�오늘날�아무리�그�이름을�불신의�눈으로�볼�수�있는�경우가�많

다고�해도, 민주주의는�아직도�계속�중인�기획이다. 설령�자유와�평등�사

이에�상반적인�관계가�있다고�해도, 055 자유주의가�오로지�자유의�이념

을�체현하는�반면, 민주주의는�단순히�평등이라는�또�한쪽의�이념밖에는�

체현하지�않는다는�것이�아니다. 민주주의의�이름�아래서�자유와�평등의�

양립을�목표로�하는�시도는, ‘자유민주주의’가�아니더라도�항상�존재했다. 

최근의�예로�말하면, 자유주의와�민주주의는�대립한다는�칼�슈미트의�테

제를�비판하고, 양자의�절차주의적�통합을�꾀했던�하버마스의�토의민주

주의, 혹은�절대적�단독성(자유)과�절대적�보편성(평등)이라는�아포리아

적�관계에�있는�두�가지�요청을�동시에�충족시키고자�한�데리다의�‘도래

할�민주주의’ 등. 이것들에�대한�찬반은�제쳐두더라도, 이것들은�모두�가

라타니와�마찬가지로�칸트의�‘규제적�이념’을�변주하면서, ‘자유민주주의’ 

등과는�전혀�다른�형태로, 민주주의에�포함된�자유와�평등의�이념에�동시

에�공정하고자�하는�시도에�다름�아니다. 이렇게�다양한�가능성이�계속�

모색되고�있는�민주주의라는�이름의�역사적�잠재력은, 여전히�다�소진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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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는�말하기�어렵다. 

   물론�이런�시도들이�넓은�의미에서는�보편종교에�의해�개시된�역사적�

지평의�한계�안에�머물러�있다는�의문은�제기돼도�좋을지�모른다. 하지만�

이소노미아라는�이름도, 그런�지평을�벗어난�이오니아적�유토피아를�정

말로�적절하게�명명할�수�있는가는�여전히�불확실하다. 이�오래된�이름에�

대한�동경이�배반당하고, 그것은�결국�‘자유민주주의’를�위한�이름에�불

과했다는�것이�분명해지는�것도�충분히�있을�것이다. 언젠가�민주주의라

는�이름이�끝나버리는�경우가�있더라도, 이소노미아라는�다른�이름을�필

요로�할�정도로�그�가능성이�소진됐는가는�의심스럽다. 민주주의라는�미

완의�이름�아래서의�실험은�당분간�계속될�것이다. 

오오다케�고지(大竹弘二)

  1974년�생. 南山大学外国語学部准教授. 

저서로��정전과�내전�: 칼�슈미트의�국제

질서사상(正戦と内戦──カール・シュ

ミットの国際秩序思想)�(以文社), 번역

서로��사유의�기억�: 하이데거와�아도르

노에� 관한� 시론(思惟の記様──ハイデガーとアドルノについての試

論)�(月曜社)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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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크라테스�이전의�철학으로

  이소노미아의�관점에서�

야기�유우지

056아리스토텔레스의�몰이해

다�읽고�나서�고대�이오니아�지방에서�철학(지혜에�대한�사랑)이�생겨난�

이유를�처음으로�생생하게�상상할�수�있는�생각이�들었다. 또�거기서�생

겨난�자연철학이�플라톤이나�아리스토텔레스로�연결되는�과정이�정말�

그런�거였다는�것이�겨우�눈앞에�열렸다는�생각이다.

   고대�이오니아�지방의�그리스인의�도시국가들이�지닌�정체政體는�‘이소

노미아’(평등제)라는�자유로운�이동을�할�수�있는�자영농민이나�자유시장

을�통해�상공업자들이�가질�수�있는�관료적�통제가�없는�정체이다. 내용

은�일종의�아나키(무정부)이다. 커다란�제국에서�조금�떨어진�아시아�주

변에서�성립하기�쉽다고�한다. 영국�식민지�시대의�미국이나�10세기부터�

12세기의�아이슬란드에서도�과거에�실재했다고�한다. 

   게다가�고대�이오니아�지방은�인근에�메소포타미아�문명과�이집트�문

명을�갖고�있다. 그�위대한�문명의�기술・문화를�자유로운�이동에�따른�

교통에�의해�고대�이오니아�사람들은�손에�쥐고�있던�것이다. 그래서�고

대�이오니아�도시에서는�사람들은�일찍부터�주술적�종교의�단계에서�탈

피하고�합리적�자연이해를�가질�수�있었다.

   아리스토텔레스가�그�지역에�살았던�지혜자들의�역사로부터�철학의�역

사를�시작하는�배경을�알�수�있다.

   지금까지�일반적으로�철학의�거두인�플라톤과�아리스토텔레스의�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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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의문을�눈치채지�못하고, 이오니아�지방에서�생긴�소박한�자연철학이�

아테네에�유입된�뒤, 소크라테스의�작용을�매개로�아테네에서�윤리학을�

포함한�위대한�철학으로�그리스�철학은�발전한�것이라고�단순히�믿어�왔

다. 그것을�묘사했던�것이�아리스토텔레스이다. 057 그러나�저자는�이�아

테네�중심주의의�관점을�의심해야�한다고�한다. 

   아테네의�민주주의는�외국인차별을�했다. 그래서�그곳에서�자란�플라

톤과�그�제자가�된�아리스토텔레스는�외국인인�이오니아�지방�출신의�철

학자들을�경멸적으로�파악했다. 그래서�아리스토텔레스의�이오니아�자

연철학의�설명에는�몰이해가�심하다고�추측할�수�있다. 그리고�실제로�몰

이해이다.

아테네의�민주주의�

저자는�한나�아렌트의��혁명에�대해서�의�구절을�인용하고, ‘이소노미아’

는�민주주의(데모크라시)를�포함해�지배의�관념을�가진�사람들로부터�‘무

통제의�사회’의�정체로�적대적으로�불렸다고�지적한다. 

   ‘평등�사회의�실현’이라고�하면�‘민주주의밖에�없다’고�생각하기�쉽지만, 

사실�이것은�편견에�불과하다. 민주주의는�데모(민중)크라시(지배)이다. 

지배�관계가�사라지는�것은�아니다. 더욱이�민주주의는�대중의�소원을�들

어주는�강력한�독재자를�바라마지�않을�위험을�품고�있다. 그것이�바로�

사실이라는�것은�제1차�대전�후의�독일에서�이상적�헌법�하에서의�민주

주의를�바탕으로�히틀러의�독재가�생겼던�역사가�명료하게�보여준다. 

   여담이지만, 한나�아렌트는�바로�이�경험에서�전체주의에�대한�방대한�

연구를�남겼으며, 다른�한편, 대전�중�영국에�도망쳐�병사한�유대인�시몬

느�드�베이유는�이소노미아를�실현하는�인간의�성격을�찾고�있었다. 즉, 

자연을�상대로�하는�자유로운�노동이야말로�인간�본래의�자유롭고�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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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인격을�만든다는�것을�말이다. 그녀의�이�인간관은�바로�이소노미아를�

구성하는�개인의�방식을�가르치고�있다고�할�수�있으리라.

   민주주의는�누구나�권리를�갖고�있다고�칭송하지만, 대중의�욕망을�배

경으로�한�독재자에�의한�전쟁�범죄를�멈출�수�없다. 민주주의는�이상적

인�정체가�아닌�것이다.

   민주주의의�정체를�가진�고대�그리스의�아테네에서도�독재자(참주)의�

출현을�우려해�도편추방�제도가�만들어졌으며, 몇�사람이�실제로�국외로�

추방됐지만, 전쟁에서�승리를�거둔�장군에�의해�국가가�지도되는�것을�대

중이�바라는�것까지는�막지�못했다. 그�때문에�악명�높은�미모의�인물에�

의한�선동적�연설에�의해�전쟁의�구렁텅이에�빠지고, 아테네는�펠로폰네

소스�전쟁에서�패한�것이다

058 그래서�아테네의�민주주의를�미화하는�것은�잘못이다. 오히려�아테네

의�지배계급의�사람들로부터�‘무통제의�패거리’로�간주됐던�이소노미아

의�나라(고대�이오니아의�그리스�도시들)에서�‘철학’은�발생했다. 그�철학

을�받아들이면서, 이소노미아의�실체를�모르는�아테네�문화인의�입장에

서�이소노미아의�철학에�대항한�것이�플라톤과�아리스토텔레스였다.

피타고라스의�이중세계론

실제로�플라톤의�철학도�아리스토텔레스의�철학도�신들이나�지상의�것

을�넘어선�이데아�세계를�설정하고�있다. 그것은�시각을�바꾸면�“신관이

나�주술사의�철학�즉�신학”이다. 본서는�철학의�두�거두를�거리를�두고�보

는�시각을�멋들어지게�제공하고�있는�것이다.

   저자의�관점이�되면, 소크라테스와�플라톤�시대에�아테네에서는�외국

인�차별이�법제화되고, 외국으로부터�고도의�문화를�갖고�온�지자(소피스

트)들이�사실은�얌전하게�(아테네의�법률에�저촉되지�않도록�주의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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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테네�사람들에게�지식을�가져다준�것을�보게�된다. 그리고�그것을�화려

하게�정치적�수완에�응용한�것이�아테네의�젊은이들이었다.

   그러나�플라톤�같은�지배계급의�사람들에게�그들은�‘지식의�창녀’, 혹은�

낡은�습관을�깨고�“나라를�위태롭게�하는�것”으로�보이게�됐다. 아리스토

텔레스가�이오니아�자연철학을�왜소화시켜�설명하는�이유도�그런�아테

네의�상황을�반영하고�있다고�보면�좋을�것이다. 실제로, 경제력과�함께�

군사력을�가진�아테네가�자신감을�갖게�된�결과, 외국인을�경멸적으로�취

급하게�된�상황은�현대의�일본의�위험한�상황과�비슷한�것도�없지�않다. 

이것만큼은�충분히�상상할�수�있다.

   다른�한편, 이오니아의�도시국가에�있던�이소노미아도�언제까지�평안

무사하지는�않았다. 주민�사이에�빈부격차와�지배�관계가�생기게�되고, 

탈레스도�사실은�이소노미아를�지키려고�움직였다고�추측된다고�한다. 

피타고라스는�고국故國의�이소노미아가�위기적�상황이�됐을�때에�민주주

의로�국가의�정체가�바뀌고, 이로부터�참주가�출현하는�환멸을�맛�봤다. 

그리고�그것을�계기로�각지를�방랑한�후에�이탈리아�반도에�특수한�가르

침을�갖고�교단을�만들었다. 그는�그�별천지에서�교주의�입장에서�이소노

미아를�지키려�했다고�추측할�수�있다. 

   민주주의에�환멸을�느낀�피타고라스가�이소노미아를�실현하기�위해서�

도달하게�된�정체가�“고고孤高한�철학자에�의한�통치”였다. 그리고�철학왕

이�지녀야만�하는�세계관이�진리세계와�감각세계를�분단하는�‘이중세계’

론이었다. 피타고라스가�만든�교단에서는�평등이�철저했으며, 이중세계

를�배우기�위해�수학을�가르쳤다. 이렇게�보면, 피타고라스의�철학은�그

의�인생�경험에�입각해서�정말로�그것과�일치하는�것으로�이해할�수�있

다. 

   나중에�아테네의�민주주의에�환멸을�느낀�플라톤은�이탈리아�반도의�

059 피타고라스�교단을�방문하고, ‘철학왕’의�설과�‘이중세계론’을�갖고�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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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 아테네의�아카데메이아에�학교를�열었다. 아카데메이아의�학교의�

문에는�“기하학을�배우지�않은�자는�이�문에�들어가지�마라”는�말이�내걸

렸다. 플라톤은�완전히�피타고라스로�이어지는�철학자이다.

   반복하지만, 피타고라스는�이소노미아를�부활시키려�했다. 그런데�그�

방법으로�선택한�것은�평등을�실현하는�방법이�아니라�신관(주술사)을�지

배자로�낡은�지배�체제를�실현하는�방법이었다. 이�오류가�결과적으로�플

라톤이�주창한�전체주의적�국가론을�낳았다. 칼�포퍼가�플라톤주의를�전

체주의적이라고�규탄한�것은�주지의�사실이다. 이소노미아에�대한�생각

과는�반대로�피타고라스의�택한�길이�전체주의로�통하는�것은, 평등을�요

구하는�민주주의가�독재�체제에�통한다는�아이러니와�서로�통하고�있는�

것인지도�모른다.

이오니아�철학의�전체상

이소노미아의�존재를�관점에�넣음으로써, 이오니아�출신(이오니아�도시

로부터�주민이�이동한�도시를�포함한다)의�철학자들의�철학이�피타고라

스를�포함해�생생하게�그�전체상을�상상할�수�있게�된다. 여기에는�놀랄�

수밖에�없다. 이런�사회학적�지식에서의�접근법이�철학의�이해에�이렇게

까지�유효하다고�알게�될�것이라고는�정말로�생각지도�못했다. 

   실제로�이소노미아의�관점을�도입함으로써�지금까지�천박한�종교철학

자의�인상�밖에는�갖게�하지�못했던�크세노파네스가�철학�역사에�큰�족적

을�남긴�철학자였음이�판명된다. 또한�지금까지�편협한�철학자라고만�생

각했던�헤라클레이토스가�이소노미아의�고국에서�자나라고, 무력을�앞

두고�이소노미아를�버린�고국의�사람들을�상대로�의분에�불탄�철학자였

음이�보이게�된다. 060더욱이�헤라클레이토스는�지상에서�보이는�현상을�

초월한�진리세계를�규정한�피타고라스에�반대하고, 현상�속에서�일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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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를�도출하려고�한�이소노미아의�철학자였음이�판명된다.

   나아가�아테네의�철학자이면서, 소크라테스는�이소노미아의�철학을�본

질로�삼고�있다고�추측할�수�있다. 이렇게�고대�그리스�철학자�가운데�이

소노미아의�철학자가�아닌(평등주의�아니라�귀족주의이다) 것은�플라톤

과�아리스토텔레스�정도밖에�남지�않는다. 플라톤과�아리스토텔레스�중

심으로�밖에는�보지�못했던�철학사의�상식이�완전히�변하는�것이다.

   특히�지금까지의�해석을�뒤집는�것이�돋보이는�것은�파르메니데스의�

철학-시에�관해서이다. 그는�피타고라스�교단에서�배웠다. 그리고�이소노

미아의�관점에서�보면, 파르메니데스는�피타고라스가�설정하는�진리세

계는�‘이성의�가상’임을�보여주려고�했다고�한다. 본서에�따르면�파르메

니데스는�이런�점에서�근대에�이성비판에�의해�이성의�가상(초월론적�가

상)을�파헤친�칸트의�선구자이다. 파르메니데스의�제자로, 날아가는�화살

은�날지�않는다는�역리逆理를�제시한�제논도�운동을�부정하려고�한�것이�

아니라�오히려�현실의�운동을�설명할�수�없는�이성비판을�했다고�볼�수�

있다.

   본서는�이소노미아의�체제를�알고, 이소노미아를�최고의�체제로서�생

각했던�사람들이�낳은�철학의�역사를, 이소노미아의�체제가�산출하는�인

간정신의�특질로부터�색출하고, 그�철학은�이소노미아를�잘�알지�못하고, 

들었더라도�국가�체제가�아니라고�경시했던�플라톤이나�아리스토텔레스

의�철학과는�다른�계통의�철학임을�밝혔다.

   플라톤이나�아리스토텔레스의�철학사에�의해�어둠�속에�내동댕이쳐진�

초기�철학의�역사가�본래의�장소로�돌아갔다고�말할�수�있을�것이다. 이

소노미아�계통의�철학은�소크라테스의�뒤에도�“소-소크라테스학파”라고�

불리고�경멸적으로�다뤄지면서�면면히�이어지고�있다. 그것은�플라톤의�

아카데메이아의�역사보다�오래�됐고, 수많은�걸출한�철학자를�계속�산출

하고�있는지도�모른다. 그런�추측도�반드시�틀렸다고는�할�수�없다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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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된다.

보편종교의�특질

그렇지만�초기�철학의�역사가�본서의�입장에서�완전히�분명하게�드러났

다고는�할�수�없다. 특히�궁금한�것은�본서의�처음의�논의이다. 종교가(예

언자)와�철학자의�구별을�허물어버리고, 중국의�노자나�공자, 인도의�석

가모니나�자이나교�교주, 유대의�바빌론�유수�때에�나타난�예언자와, 이

오니아�자연철학의�발생을�‘고대의�사상혁명’의�동시기의�발생으로�간주

하는�것은, 잘�알�수�있다. 

   하지만�이른바�세계종교가�됐던�예수나�석가�등의�가르침을�‘보편종교’

라고�부르면서, 그�내용의�특질이, 저자의�독자적인�‘교환의�구조’의�관점

에서�설명되는�대목은, 어떻게�해도�잘�모르겠다. 061 실제로�저자가�말하

는�네�개의�교환도식은�최후가�최초의�것을�‘지양揚棄’한�것이라고�말해지

는데, 구체적인�내용이�함께�수반되지�않았다. 

   가라타니�씨의�기본적�이해에서는�최초의�교환형식은�신에�대한�‘주술

성’이며�그것은�신과�인간�사이에�있는�호혜성에�기초하여, 신에�대한�기

도에�의해�신을�강제하여�기원祈願을�달성하는�교환이라고�한다. ‘지양揚棄’

이란�그것을�탈각하는�것이라고�한다. 그러나�탈각해서�신과�사람이�어떤�

관계가�되는지를�모르겠다. ‘순수증여’라는�말도�보이지만, 누가�누구에

게�증여하는가, 순수란�무엇인가, 나는�모르겠다. 

   나는�‘보편�종교’란�모든�것이�일방적으로�주어진�‘은혜’라고�생각하고, 

그것에�대해�‘감사밖에�없다’고�생각한다고�이해하고�있다. 신란親鸞12)이�

‘아미타불’은�간절한�감사의�생각이라고�한�것은�그�전형이다. 이는�‘교환’

12) [옮긴이] 1173~1263년. 일본�정토진종(浄土真宗)의�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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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식에�끼워넣는�것은�무리라고�생각한다. 또�그�종교정신(신과�사람

과의�관계)은�유동생활을�하는�사람이�가진�종교정신이며, 보편종교는�이�

종교정신의�회복이라고�생각한다.

   이런�생각을�고치게�할�정도의�설득력은�이�책에서는�읽어낼�수�없었다

는�것이�정직한�말이다. 

   그렇지만�이것�외에는�눈을�뜨게�해주는�것뿐이었다. 소크라테스�이전

의�철학사에서�많이�읽어내야�할�가치가�없다고�믿고�있는�연구자에게�뜻

하지�않게�끼얹어지는�아침�햇살과도�같은�것이었다. 사실상�졸린�눈을�

문지르고�싶어지는�페이지를�곳곳에서�만날�수�있었다. 본서의�문장은�저

자가�자신의�새�발견에�흥분한�나머지�약간�읽기�어려운�부분도�있지만, 

돌이켜�생각해보니�많은�것을�배울�수�있는�좋은�책임에는�틀림없다. 

야기�유우지(八木雄二)

  1952년�생. 중세서구철학자. 淸泉女子大学・早

稲田大学 비상근강사. “도쿄항�그린�볼런티어” 

대표이사(｢東京港グリーンボランティア｣ 代表

理事). 저서로��천사는�왜�타락하는가(天使はな

ぜ墮落するのか)�(春秋社), �중세철학으로의�

초대(中世哲学への招待)�, �고대철학으로의�초

대(古代哲学への招待)�(平凡社新書), �신을�철

학한�중세�: 유럽�정신의�원류(神を哲学した中世──ヨーロッパ精神の

源流)�(新潮選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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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대�그리스와�대결하기/마주�대하기

     : 최신의�역사․철학사�연구의�성과로부터�

노우토미�노부루

062 1. �철학의�기원�을�어떻게�읽을까?

�세계사의�구조�의�보론으로�집필된��철학의�기원�은�고대�그리스의�사

상으로�돌아간다. 전작부터�자신의�이론체계의�창출을�목표로�하고�있는�

가라타니�씨는�비평이라는�이재離在의�관점을�뛰어넘어, 실제�사회의�움직

임에�보다�직접적으로�관련되는�태도를�취하고�있다. ‘해석’이�아니라�현

실적인(actual) 문제로서�이뤄지는�언론활동은�현대의�일본이나�세계에�작

용을�가하고�있다.1). �트랜스크리틱�은�미국의�9․11 테러�사건�직후에, �

세계사의�구조�는�동일본대지진�후에�나왔다. 이런�저작들은�의도치�않

게�사회운동의�소용돌이에�놓여�있으며, 이번의��철학의�기원�도�현재의�

상황과�무관하지�않을�터이다. 2천�수백�년�전의�그리스라는�다른�세계로�

눈을�돌리는�얼핏�현실에서�벗어난�논고가, 어떻게�현실과�접전을�벌이는

지, 이것이�흥미를�끈다. 

   �철학의�기원�은�독립된�‘철학사’ 저작이�아니라, 저자도�그것을�의도하

지�않았다. “소크라테스�이전의�철학”(현재, 전문연구에서는�‘초기�그리스�

철학’이라는�표현이�일반적이다)부터�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나�그�후까

지, 광범위한�서양고대철학이�참조되어�논의가�전개된다. 다른�한편, 이

1) [옮긴이] 원문은�‘世界への働きかけである’인데, 다�그런�것은�아니겠지만�이는�

영어로�하면�대체로�affect the world 정도의�의미인�듯�싶다. 이런�경우�‘세계를�

촉발하다, 변용시키다’ 정도의�의미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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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사상들에�대한�철저한�고찰이�주안점이�되는�것이�아니라, �세계사의�

구조�가�제시한�‘이념’을�논구하는�작업이�진행되고�있다.2) 전문연구의�

입장에서�보면, 사실史實의�오해나�미흡한�내용�이해도�적지�않다. 고대�그

리스�철학연구의�요체는�복잡하게�뒤얽힌�전승을�거친�‘자료’의�비판�조

사에�있으며, 그런�점에서�‘단편’(후대의�저작의�일부)으로부터�디오게네

스�라에르티오스(후�3세기�무렵)의�의심스러운�일화나�헤겔의�철학사까

지�구별�없이�사용하는�본서의�저술은�‘철학사’에는�맞지�않다. 아니, 그래

도�본서의�취지에서�말한다면, 본질적인�비판에는�들어맞지�않을지도�모

르지만. 

063 다른�한편, 최근�맑스나�헤겔이나�칸트와�같은�근대의�철학자들을�집

중적으로�다뤘던�가라타니�씨가��세계사의�구조� 집필을�계기로�고대�그

리스로�관심을�돌리고, 거기서�그가�목표로�하는�‘이념’을�찾아내려고�하

는�사실을, 나는�무겁게�받아들이고�싶다. 지금까지�고대�그리스에서의�

‘철학의�성립’을�검토해�왔던�나�자신은, 도움援護을�얻은�듯�(내�멋대로) 느

끼고�있기�때문이다. 그러면�고대�그리스에서�현대에�대한�힌트는�발견될�

수�있을까? 가라타니�씨의�논의를�정면에서�검토하기보다는�그것을�실마

리로�삼아�풍부한�고대�그리스의�세계와�사색을�다시�방문하는�것, 이것

이�본고의�목적이다. 

2. ‘이소노미아’라는�근대�개념

�철학의�기원�이�제시하는�‘이념’은�고대�그리스인이�품었던�‘이소노미아’

이다. 가라타니�씨는�이�그리스어를�한나�아렌트에�의거하여�‘무지배(no 

2) 그리스�철학을�배우고�싶은�독자들에게는�최근의�연구�성과가�집약된��철학의�

역사�1, 2(哲学の歴史 1, 2)�, 中央公論新社, 2008, 2007년�; �서양철학사�I, II(西

洋哲学史 I, II)�, 講談社選書メチエ, 2011년을�소개한다. 



들어가며��93

rule)’라고�번역하고, ‘데모크라티아’(민중지배)와�구별하고�있다. 그리고�

이오니아�기원이라고�간주되는�이�이념의�배경에, ‘식민=유동성’에�의한�

‘평등’을�상정한다. 하지만�이�‘이소노미아’ 이해는�역사에�비춰서�올바른�

것일까?

   ‘이소노미아’의�설명은�아렌트에�의한�사변�─ 계발적이긴�하나, 역사에�

입각한�것은�아니다�─ 에�전면적으로�의존하고�있으며, 이�개념�자체에�

고찰은�가해지지�않았다. 인용되는�문헌에�‘이소노미아’라는�그리스어가�

등장하는�것은, 남부�이탈리아의�사상가�알크마이온의�단편�4(67頁 : 신체

에�있어서의�비유)와�헤로토투스의��역사�의�한�구절(73~74頁)뿐이다. 주

의�깊은�독자라면, 이것이�실제의�고대�그리스의�개념인지�아닌지, 의구

심을�가질�것이다. 원래�그리스어의�‘이소노미아’는�고대의�문헌에�거의�

등장하지�않는�말이며, 또한�그�의미도�결코�명료하다고는�할�수�없다. 

   ‘이소노미아’는�‘이소스’(같다, 동등하다)와�‘노모스’(법, 관습)으로�이루

어진�형용사�‘이소노모스’의�명사형이다. 이�‘이소노미아, 이소노모스’라

는�단어는�현존하는�기원전�4세기�이전의�그리스어�저작에서는�대체로�

몇�대목에서만�등장한다. 기원전�5세기�중반의�헤로토토스의��역사�에�4

대목, 기원전�5세�말의�투키디데스의��전쟁사�에�4대목, 기원전�4세기�전

반의�이소크라테스의�변론작품에�2대목, 플라톤의�대화편에�3대목, ｢서

한｣(위작의�혐의가�있음)에�2대목이다.3) 호메로스와�이시오도스의�064서

사시를�비롯해, 서정시, 비극․희극, 아리스토텔레스�저작집, 휘포크라테

스�문헌에도�한�대목에도�사용되지�않는다는�것은�크게�주목된다. 또한�

데모스테네스�등의�풍부한�변론작품에도�보이지�않는다. �그리스�비문�

3) 헤로도토스, �역사�, 3.80, 3.83, 3.142, 5.37 / 투키디데스의��전쟁사� 3.62.3, 

3.82.8, 4.78.3, 6.38.5 / 이소크라테스, �알레이오스�파고스회�연설� 20, �판아테

나이아제�연설� 178 / 플라톤, �메넥세노스�, 239A, �국가� 561E, 563B, �제7서

한� 326D, 33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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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성�에도�용례는�보이지�않고, 주제가�되는��소크라테스�이전�철학자�단

편집�에서도, 알크마이온의�단편�이외에는�전혀�등장하지�않는다. 이�단

어는�헬레니즘부터�로마시기에�걸쳐서도�산발적으로�보일�뿐, 고대�그리

스, 특히�이오니아의�철학에서�‘이소노미아’가�중심�개념이었다는�것은�

문헌학상으로는�인정되지�않는다. 

   2천�수백�년�전부터�역사의�퇴보를�거쳐�전승된�고대의�문헌이�적다고�

생각할지도�모르겠다. 하지만�그리스어의�문헌은, 그�상당수가�없어졌다

고는�하지만�전승된�부분만으로도�방대하고, 고전기까지�겨우�10번�정도

밖에는�등장하지�않는�단어는�매우�소수적이라는�것은�확실하다. 

   하지만�현대에�이�단어는�‘데모크라티아’와의�관계에서, 고대사나�철학

사�연구자의�주목을�받아�왔다. 그것은�프리드리히�하이에크나�한나�아렌

트�같은�이론가가�민주주의론의�키워드로�논해왔기�때문이다. 그러나�이�

주목은�근대의�틀에서�─ 하이에크에�따르면, 11세기의�이탈리아에서�부

흥한�개념을�16세기�말�이탈리아가�도입했다�─ 자기의�이념을�과거에�투

영한�것에�지나지�않는�게�아닐까?

   이스탄불에서�태어나�미국에서�활약한�그리스인으로, 20세기�후반의�

분석적�그리스�철학�연구를�이끈�그레고리�블라스토스Gregory Vlastos는�1953

년과�1964년에�‘이소노미아’에�관해�논고를�발표하고, 현재에도�고전적인�

성과로�간주되고�있다.4) 블라스토스는�우선, ‘이소-노미아’라는�합성어의�

의미를�논한다. ‘이소스’는�‘같다, 동등하다’라는�의미인데, ‘노모스’는�‘분

배하다’(네메인)냐�‘법․관습’이라는�의미이냐, 이�둘�중�어떤�것에�따라�‘평

등의�분배’와�‘법의�평등’이라는�원뜻의�차이가�생긴다. 전자의�해석에�반

대하고, 블라스토스는�후자의�의미라고�하며, ‘이소노미아’란�‘정치적�힘

의�평등주의적�분배이며, 책임을�갖고�법을�준수하는�통치’라는�개념이라

4) Gregory Vlastos, “ISONOMIA”, Studies in Greek Philosophy I, Princeton 및�«ΙΣΟΝΟΜ

ΙΑ ΠΟΛΙΤΙΚΗ», Platonic Studies, Princeton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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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론�내린다. 

   블라스토스의�고찰에서�흥미로운�것은, ‘이소모이리아’(배분의�평등)라

는�065 다른�단어와의�관계이다. 아테네에서는�가끔�재산의�재배분이�시

도됐는데, 재산을�평등하게�한다는�극단적인�‘이소모이리아’ 이념은, 재

산�불평등이라는�사회기반�위에�성립되는�현실의�민주정에�있어서, 그�유

지에�저촉되기�때문에, 민주정�지지자조차�정면에서�내세우지�않았다. 그�

때문에�정치�슬로건으로서�거의�용례가�없는�것이라고�한다. 거꾸로�그런�

배분의�불평등을�전제로�주창된�‘이소노미아’ 개념에는�‘이소모이리아’를�

실현할�수�없는�극빈한�민중의�패배가�담겨�있다고�블라스토스는�추정한

다. 

   ‘이소노미아’라는�단어에는�아렌트가�지적하듯이, ‘데모크라티아’나�‘올

리가르키아’가�함의하는�‘지배’(아르케, 크라토스)의�단어는�포함되지�않

지만, 이것은�특별한�것이�아니다. 아테네의�솔론�이후, 중요한�의미를�담

게�된�‘에우노미아’(좋은�법치․질서)를�비롯해, ‘아노미아’(무질서), ‘아우

토노미아’(자치) 같은�마찬가지의�합성어를�보면, 거기서�‘지배’의�요소가�

배제되고�있는�것은�아님을�알�수�있다. 따라서�‘이소노미아’를�‘무지배’라

는�단어로�번역하는�것은�부적절하다. 다른�한편, 테바이가�스스로의�정

체政體를�‘이소노모스한�과두정’이라고�불렀듯이, ‘민주정’과�동의어도�아

니다. 이런�점에서�양자에�근본적인�차이를�보는�아렌트나�가라타니�씨의�

지적은�옳다. 

   문헌�자료를�기초로�하면, ‘이소노미아’ 개념이�이오니아�기원이라는�증

거는�없다.5) 우리의�수중으로�전승된�저작�속에서�가장�오래된�용례는�이

오니아�출신의�헤로도토스에�있지만, 거기서는�페르시아인�오타네스가�

이�단어로�‘민주정’을�옹호하고�있다. 기원전�8~4세기의�이오니아�문화에�

5) 이�원리의�‘이오니아�기원’을�주장하는�추측(25頁)은�아렌트에�의한�고찰을�부

정하여�제출되고�있으나�근거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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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는�문헌자료는�한정되는데, �소크라테스�이전�철학자�단편집�의�한�

대목(알크마이온, 다만, 이오니아가�아니라�이탈리아�출신)을�빼고, 서사

시, 서정시, 휘포크라테스�문서에�일절�용례가�남아�있지�않다는�사실은, 

이오니아�기원설에는�결정적으로�불리하다. 

   이�단어는�오히려�아테네에서�기원전�508년에�시작된�클레이스테네스

에�의한�민주정에�대한�개혁과�연결되는�경우가�많다. 그�전거는�페이시

스트라토스Peisistratos 일족의�참주제가�타도됐을�때, 참주의�형제�히파르코

스Hipparchos를�암살한�하르모디오스Harmodios와�아리스토게이톤Aristogeitōn을�찬

양한�연회�음악이다. 

“천인화天人花의�나뭇가지에�검을�꽂

고�가자.

마치�하르모디오스와�아리스토게이

톤이

그렇게�독재자를�무찌르고, 

066 아테네를�만인�평등(이소노모스)

의�나라로�만들었듯이.”6)

이�암살은�‘참주정�타도’를�주목적으로�한�것이�아니며, 실제로�그것에�성

공한�셈도�아니었다. 그러나�암살�후에�죽은�두�사람은�민주정�수립의�영

웅으로�추대됐다. 그들을�기리는�연회�음악은�(엄밀한�연대�확정은�할�수�

없으나) 클레이스테네스에�의한�민주정의�이데올로기와�관련된다고�추

정되고, 아테네에서�‘이소노미아’라는�단어가�‘민주정’ 이념과의�관계에

서�일정한�적극적�의미를�담지하게�됐음을�보여준다. 그�때문에�플라톤에�

6) 아테나이오스, �食卓の賢人たち�, 15권�695A, 柳沼重剛 訳 수록. 마찬가지의�표

현을�사용한�다른�노래(695B)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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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비판의�대상이�됐던�것이다. 

   풍부한�자료가�남아�있는�고대�그리스에서�‘이소노미아’와�그�관련어가�

매우�드물게만�사용된�사실은�다음의�추측을�개연적인�것으로�만든다. 

‘이소스’와�‘노모스’라는�평범한�그리스어에서�합성된�‘이소노미아’라는�

단어는�‘에우노미아’나� ‘데모크라티아’를�포함한�개념�패밀리의�일각을�

이루고, 약간�상이한�뉘앙스를�띠면서�주변적인�장면에서�사용됐다. 하지

만�이�단어가�고대�그리스에서�중심�개념이�된�적은�없고, 명료한�구별�아

래서�특별하게�사용됐던�적도�없다. 아렌트나�하이에크나�포퍼나�블라스

토스�등�서양의�사상가들이�이�개념을�재차�다룬�것은, 주로�‘민주주의’의�

기원을�둘러싼�자기의�문제의식의�투영이다. 나�자신은, 근대의�정치이데

올로기에서�역사의�맥락을�벗어나�끄집어내진�‘이소노미아’는�고대�그리

스의�정신보다도�근현대에�구성된�이념이라고�생각한다. 

   확실히�예전의�정치학사에서는�고대�그리스에서�유래하는�‘이소노미아’

라는�이념이�추켜세워지고, 고대�그리스사의�연구자도�그것에�응하는�다

양한�논의를�벌였다(가라타니�씨의�논의도�그것에�편승한�것이리라). 하

지만�사실은�근거가�없다는�반성이�최근의�역사학에서�일고�있다. 

3. ‘이오니아�식민지’라는�신기루

고대�그리스의�역사�연구는�최근�실증적으로나�이론적으로나�현격한�발

전을�이루고�있으며, 특히�고고학의�식견이�문헌자료에�기초한�역사학을�

쇄신시키고�있다. 또한�중세와�근대�역사학과�마찬가지로, 고대사에서도�

사람들의�생활이나�사회에�주목하는�시각과�‘역사’ 자체에�대한�급진적인�

재검토도�진행되고�있다. 서양에서�이상화되어�왔던�‘고대�그리스’ 상은�

더�이상�통용되지�않고�있다고�생각하는�편이�좋다.7)

   커다란�반성은�후대, 예를�들어�로마�시기의�모습을�그대로�그리스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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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시키는�오해로�향하고�있다. ‘노예제’는�고대�세계에�공통된�사회�시스

템이지만(이오니아도�예외가�아니다), 로마�시대에�전형이�된�대규모�노

예가�연상되기�십상이다. 고대�그리스�사회에서도�노예는�중요한�노동력

이며, 매매의�대상으로서�비정치적�존재였지만�그�사회적�지위나�규모나�

취급은�다양하며, 로마�유형과는�크게�달랐다. 아테네에서는�노예와�자유

시민이�067 나란히�농업노동에�종사했다(자유인인�농민도�솔선수범하여�

노동에�종사했다. 노예에게�떠넘긴�것은�아니다! 이번�참에�말하자면, 아

테네�시민으로�상공업에�종사하여�생계를�꾸려나갔던�자도�결코�적지�않

았다). 가내�노예에는�주인으로부터�가족과도�같은�취급을�받은�자나, 노

예에서�해방되어�가업을�맡은�자도�있었다. 스파르타에서는�‘헬롯(Helot)’

이라�불리는�별종의�농업노예가�생산을�담당했으며,8) 아테네와는�다른�

시스템이었으나�그것들을�동렬의�‘노예제’로서�후대의�이미지를�겹쳐놓

는�것은�역사를�크게�오해하는�함정으로�이어진다. 

   �철학의�기원�에서�키워드가�된�‘이오니아�식민지’도�역사적으로�뒷받

침되지�않는다. 영어의�‘콜로니’, 라틴어�‘콜로니아’의�번역어인�‘식민지’는�

그리스어로는�‘아포이키아’, 즉�‘사는�곳을�떠나다’를�의미하며, 이동성이

나�탈중심화나�관계유지를�특징으로�한다. 가라타니�씨는�로마가�국가�주

도로�행해진�대규모�식민지�활동과�그리스의�자발적이고�비조직적인�‘식

민지’의�차이를�올바르게�지적하고�있으나(37-39頁), 그것이�‘이오니아’에

서�행해졌다고�간주하는�점이�문제이다. 이오니아가�(아테네의) 식민지로�

7) 최근의�견해로는�케임브리지�대학교에서�고대사�연구를�인솔하는�로빈�오스본

Robin Osborne의�입문서(Robin Osborne, Greek History, 2004. ; 확장판은�Robin 

Osborne, Greek History: the Basics, Routledge, 2014)를�꼽을�수�있다. 그리스인의�‘식

민(지)’는�2장과�3장, ‘참주정’은�4장, ‘자유, 노예’는�6장에서�논의된다. 

8) [옮긴이] 고대�그리스의�라코니아, 메세니아�지방에서�살다가�스파르타인에게�

정복된�국가�소유의�농노. 토지에�묶여�있었으며�스파르타�시민�개개인에게�배

정되어�있는�땅을�경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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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됐다는�‘이데올로기’는�고대로부터�전승되고�오늘날에도�완전히�불

식되지는�않았으나, 최근의�역사학에서는�비판적으로�뒤집히고�있기�때

문이다.

‘이오니아’라고�불리는�아나톨리아(소아시아)의�에게해�연안�지역은�그리

스인이�일찍부터�거주한�지역이다. 북쪽에서�이주해�온�그리스인의�일파

인�이오니아인은�기원전�10세기~기원전�9세기에는, 이미�밀레토스와�에

페소스, 포키아이�같은�중심�도시에�살고�있었다고�추정된다. 고고학의�

식견에�따르면�이런�도시들은�미노아�문명과�히타이트의�영향�아래에�놓

였는데, 이오니아인은�거기에�들어가서�현지의�칼리아인들과�혼합되면

서�폴리스를�창설했다. 그것은�아테네와�스파르타가�폴리스의�형태로�성

립하기�이전이며, “아테네와�그리스�본토로부터”의�식민도시(23頁)가�아

니다.9) 이오니아의�폴리스들은�우리가�나중의�역사에서�보는�‘식민지’ 활

동에�의한�폴리스�성립과는�크게�다르다. 현재�‘대식민지�시대’로�일컬어

지는�‘식민지’ 활동은�기원전�8세기�중반부터�기원전�6세기에�걸쳐�일어

났다. 이오니아는�그때�오히려�본토의�폴리스들과�마찬가지로, 다른�지역

에�식민자를�내보내는�어머니�도시가�됐다. 

   아나톨리아는�히타이트가�철기�문화로�번영한�지역이며, 그�서부를�이

루는�이오니아는�뤼디아와�페르시아에�인접해�상업�및�문화�교류를�계속

했다. 또한�이집트와�페니키아와도�바다에서�068 활발하게�교류했던�것이

며, 선진�문명의�영향을�그리스에서�처음으로�흡수하는�최전선이었다. 그�

지역은�그리스인의�정주�이전에도�‘미개’와는�거리가�멀고, 이미�많은�민

족과�문화가�뒤섞인�선진�지대였음을�잊어서는�안�된다. 이런�의미에서�

9) 이오니아가�아테네에�기원한다는�신화(에우리피데스의��이온� 등)는�후대에�

유포된�전승으로, 고전기�아테네의�정치�정세를�짙게�반영한�유래설에�불과하

다. 허나, 이오니아가�다른�그리스�도시들에서�기원을�갖는�것도�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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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니아의�폴리스들은�후대의�‘식민지’와는�다르며, 또한�아이슬란드나�

미국의�초기�사회와�동렬도�아니다(물론�아메리카�대륙에도�많은�사람들

이�거주했다. 그것을�무시·말살하여�성립된�환상이�‘프론티어’이다). 

   초기의�이오니아에�평등한�사회와�이념이�존재했다고�생각할�증거는�

없다. 탈레스가�활약한�기원전�6세기에는�참주들이�폴리스를�지배하고�

있었지만�그것이�페르시아�지배�하의�강제라고�생각할�필요는�없다. 이오

니아�사회가�원래�근접한�뤼디아와�페르시아처럼�오리엔트의�전제체제

와�높은�유사성에�있었다는�것도�생각될�수�있다. 다른�한편, 식민�활동은�

확실히�유동성과�자유와�관련되지만, 그것은�남부�이탈리아나�그리스�북

부, 흑해�연안, 북부�아프리카�같은�땅에�대한�식민에서도�동등하거나�혹

은�그�이상으로�볼�수�있을�것이다. 하지만�이런�식민�도시들에서는�리비

아의�퀴레네가�왕정을�밑바탕으로�하고, 시칠리아�섬의�시라쿠사�등에서�

참주정이�번창하는�등, 그리스�본토와�비교해서�각별하게�자유와�평등이�

현저했던�것처럼�보이지는�않는다. ‘이소노미아’가�식민지에�수반된다는�

역사는�확인되지�않는다. 

   가라타니�씨는�이오니아의�사람들이�“전통적인�지배�관계로부터�자유”

로우며, “실제로�경제적으로도�평등했다”(25頁)고�주장한다. 이오니아의�

폴리스들의�사회구조와�역사에�대해서는�‘사료’가�극단적으로�적지만�─ 

따라서�무엇을�주장해도�반증할�수�없다�─ 현대의�고대사의�지식에서�말

한다면, 역사적으로�그런�상황은�존재하지�않았다고�생각해도�틀리지�않

다. 따라서�이것은�아마�실제로�고대에�있던�이오니아의�그리스인�사회가�

아니라�저자가�이념적으로�추측한�혹은�공상적으로�구축한�‘이오니아’라

는�이름의�신기루이다. ‘사료’의�결여를�‘이오니아의�사상’의�방증으로부

터�추측한다는�것인데(43頁), 이것은�방법론적으로�순환이며, 논증과는�

거리가�멀다. ‘이오니아적’이라고�저자가�생각하는�요소만을�추려내는�해

석은�공중의�이념에�머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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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인이�과거로�자신의�이상상을�투영하는�것은�자기�마음대로라고�

생각될지도�모른다. 그것이�현대에�의미를�가지면�그것으로�괜찮다고�말

해질�것이다. 하지만�‘역사’를�남용하는�자가�사실史實에�뿌리를�내리고, 자

신의�역사상歷史像의�왜곡을�기초를�현실에�되새기게�하는�것은�어떤�시대

에도�일어나는�경험이다. 우리는�우선�학문적으로�규명할�수�있는�한에서

의�‘사실事實’(설령�그것이�다양한�제약을�띠는�것이라고�해도)에�의거하고, 

그로부터�올바른�논의를�수립해야�한다. 그렇지�않으면�‘사실事實’에�의해�

배신당하고�만다. 만약�이�반성이�없다면, ‘역사’는�속임수나�자기�정당화

의�도구에�불과하게�된다. 

4. ‘이오니아�사상’의�낭만주의

사상사를�논할�경우�“이러저러한�사회나�문화에�살았던�사상가가�069 이

런�경향의�사상을�가진다”와�같은�종류의�환경결정론은�아무리�설득력을�

갖고�있더라도, 인과관계를�증명할�수�없다. 반대로, 이데올로기에�의해�

사상의�자립, 자율, 독립, 그리고�자유�같은�특성을�저해, 은폐하는�결과가�

된다. 예를�들어�가라타니�씨는�‘개인’의�성립이�이오니아에�있고, ‘씨족�

사회의�아테네’에는�있을�수�없었다고�논한다. 하지만�소포클레스나�에우

리피데스의�비극, 아리스토파네스의�희극은�명쾌하게�개인의�성립과�자

유(그리고�평등)를�노래하고�있지�않는가. 여기에서도�사회구조로부터�사

상을�설명하는�한계가�보인다.

   또�“이러저러한�계보에�속하는�사상가이다”라는�배정(꼬리표)은�그�일

면성�때문에�다른�풍부한�측면을�억압하는�경우가�많다. 디오게네스�라에

르티오스의��철학자�열전�에서의�‘이오니아파/이탈리아파’라는�정리는, 

종종�너무�단순한�틀에�구겨�넣는�무리하고�불모의�결과를�초래했다. 그

렇다면��철학의�기원�이�편력하는�‘이오니아의�사상’은�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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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니아�철학이�‘자연철학’이라는�견해가�아테네�철학에서�본�편견이

라는�지적(19~20頁)은�적절하다. 또한�우리가�잘�알고�있는�(있다고�생각

하는) 아테네의�철학이�“이오니아에서�유래하는�사상을�받아들이면서�그

것을�초극하려는�기획”이었다는�자리매김(23頁)도, 어떤�의미에서는�옳

다. 하지만�이오니아의�사상을�“인간을�노모스가�아니라�피지스[정확하

게는�퓌시스]를�통해�보는�태도”(66頁)라고�규정할�때, 그것을�‘이소노미

아’(‘노모스’의�합성어)의�유래라고�하는�주장은�이상하다. 원래�‘노모스’

와�‘퓌시스’를�준별했던�것은�소피스트들이며, 헤라클레이토스�등의�앞�

세대에게도�양자는�일체였다. 문화와�관습의�상대성에�대한�통찰은�─ 크

세노파네스에서�그�싹이�보이는데�─ 헤로도토스와�소피스트�사조思潮가�

기원전�5세기�중반에�도입한�것이다. 

   소피스트�사조에서는, 당초에는�인간의�제도로서의�‘노모스’에�경의를�

바쳤지만(프로타고라스의�‘인간척도설’ 등), 아테네의�소피스트�안티폰과�

플라톤의��고르기아스�의�등장인물인�칼리클레스�등�과격한�사상가들은, 

인간의�퓌시스란�“최대한�많이�취하는�욕망”(플레오넥시아pleonexia)에�있

으며, 그런�힘을�그대로�인정하는�것이라고�주장했다. 가라타니�씨가�말

하는�‘이소노미아’의�평등이나�사회계약은, 그들의�시각으로는, ‘노모스’

에�의해�날조된�‘퓌시스’의�억압이다(이런�발상은�니체의�‘노예의�도덕’론

이�계승한다). 

   기원전�6세기�초의�밀레토스에서�왜 ‘철학’이�시작됐는지에�대해서는�오

늘날에도�납득할�수�있는�설명이�없다. 가라타니�씨는�‘이소노미아의�해

체’라는�070 배경에서�그�회복이�지향됐다고�설명하며(94~95頁), 하나의�

기설로서�흥미롭다. 하지만�‘아르케’(시원)를�둘러싼�고도의�사변적�담론

을, 사회나�정치에�대한�‘규탄’으로�보는�것은�너무�나아간�것이리라. 이오

니아�철학의�매력은, 세계나�존재의�근원으로�파고�들어가는�순수한�사색

의�추진력에�있으며, 거기서는�사회나�정치�같은�배경이�사라짐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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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우주의�일부가�됨으로써�보편성이�성립한�것이다. 

   이오니아�자연철학의�기본을�“스스로�운동하는�물질”에�두는�시각은�기

본적으로�올바른�방향으로�보인다. 하지만�그런�자연론이�명료한�것은�밀

레토스�학파부터�헤라클레이토스까지이며, 피타고라스나�파르메니데스

에는�해당되지�않는다. 아낙사고라스는�‘누스’를, 엠페도클레스는�‘사랑

과�미움’을�다른�(비물질적) 운동�원리로서�도입했다. 가라타니�씨의�파르

메니데스�해석은�“생성변화” 일체를�부정했던�‘있다’의�일원론자라는�기

존의�이해에�커다란�변경을�제안한다. 그러나�파르메니데스의�시(상당�부

분이�전승)나�후세의�이해를�감안하는�한, 이�해석은�불가능하다.10) 호메

로스와�같이�6각운(헥사메트로스)의�서사시에서�‘여신’이�젊은이에게�말

하는�‘진리’는�‘있다’만을�인정하는�길途이며, 생성변화하는�다원적인�현상�

세계�─ ‘있다’와�‘없다’가�뒤섞인�상태�─ 는�결국�인간의�잘못된�(그러나�

피할�수�없는) ‘믿음’(doxa)에�불과하다. 파르메니데스는�‘진리/의견〔믿음〕’

을�구분함으로써�플라톤의�두�세계론에�존재론적�기반을�부여한다. 파르

메니데스의�충격은�아리스토텔레스가�단정한�대로�(�자연학� 1권�2장), 

“운동�변화하는�자연”이라는�이오니아�자연학의�근본적인�부정을�의미했

다. 파르메니데스와�제논은�운동과�다원성이라는, 우리가�‘현실’이라고�

믿고�있는�현상�자체를�‘존재’의�편에서부터�부정한다.11) 파르메니데스가�

물리치려고�했던�‘가상’은�우리�인간(‘죽을�자들’)이�방황하고�모순된�(‘머

리가�둘�달린’) 세계인�것이다. 

   다른�한편, 이�시대의�사상가들은�서로�공통의�문제를�놓고�대항적으로�

언론(로고스)을�제시하고�때로는�정반대로�극단적인�방법으로�자신의�이

론을�전개했다. 이�면에서�가라타니�씨가�추적하는�이오니아의�사상은�그

10) 拙論, 「パルメニデス」(諮談社メチエ「西洋哲学史I�수록)을�참조. 

11) 운동이라는�‘현실’에�기초한�‘간접증명’(귀류법)이�이뤄진다는�해석은, 그들의�

진의와는�정반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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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언론의�응수를�생생하게�파악하려�하고�있다.

   니체와�하이데거가�낭만주의적으로�‘소크라테스�이전’을�찬양한�것은�

우리가�강하게�영향을�받았던�플라톤과�아리스토텔레스를�‘제약’으로�보

고, 이를�뛰어넘기�위해�‘기원’으로�회귀하려는�시도였다. 초기�그리스�철

학자의�저작이�남아�있지�않아�얼마간�다행스럽게도�오늘날까지�전승된�

｢단편｣은�상상력과�자의성에�의해�자유로운�해석을�허용한다(이렇게�보

인다). 이오니아�철학의�복권을�071 ‘르네상스’나�맑스나�양자역학에서�보

는�가라타니�씨의�시각은�하나의�매력적인�해석이다. 하지만�그들의�진정

한�매력은�무리한�계보화나�틀, 특히�사회배경으로부터�설명하는�환원주

의에서�해방된, 인간의�사색의�가능성, 자유로운�언론의�부딪침이�산출하

는�진리와�보편성에�대한�자율적인�전개에�있다. 우리는�허심탄회하게�또

한�최대한의�학문적인�배려를�가지고�그들의�｢단편｣을�읽어�나가야�한다. 

그리고�흥미롭게도, 초기�그리스의�사색을�추적하는�가라타니�씨의�담론

은, 그�자신의�도식이나�틀을�넘어�그�자체로�우리에게�말을�건다.12)

5. 소크라테스의�혁명

가라타니�씨는�‘아테네�제국’에서�플라톤이나�아리스토텔레스와는�달리, 

소크라테스가�‘이오니아의�이소노미아’의�정신을�유지했다고�높이�평가

한다. 이�견해를�실마리로�삼아�소크라테스의�의의를�생각하고�싶다.

   순수한�아테네�시민으로�군사�원정을�제외하고�타국으로�여행한�적도�

12) ‘초기�그리스�철학’에는�딜스�크라츠�편, �소크라테스�이전�철학자�단편집�의�

일본어�번역본(岩波書店)이�있다. 가라타니�씨도�참조하는�廣川洋一, �ソクラ

テス以前の哲学者�(議談社学術文庫)는�높은�수준의�개설서인데, 세계의�표준

으로는�カーク・レイヴン・スコフィールド, �ソクラテス以前の哲学者たち(第

二版)�(京都大学学術出版会)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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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던�소크라테스이지만, 거기에서�이오니아�철학의�흐름을�보는�시각

은�고대부터�있었다. 디오게네스�라에르티오스는�그를�이오니아의�자연

학자�알케라오스의�제자로�위치시켰으며, 플라톤의��파이돈�에서의�자

전적�기술과�아리스토파네스의��구름�에서의�자연철학자로서의�야유�등

으로부터�추측하면, 아낙사고라스�등�이오니아파�철학자로부터�자연학

을�배웠을�가능성이�높다.13)

   소크라테스를�플라톤과�대비하여�찬양하는�역사상은�예컨대�칼�포퍼가�

�열린�사회와�그�적들�에서�내놓은�“소크라테스를�배반한�플라톤” 같은�

도식에서�되풀이되고�있으며, “고귀한�플라톤을�타락시킨�노예�도덕의�제

창자�소크라테스”라는�니체의�대비의�반증이�되고�있다. 하지만�양자를�

준별하여�072 대비시키는�태도는�결국, 논자들의�주장을�한쪽에�쌓아두고�

다른�쪽을�가상의�적으로�하는�편견에�불과하다. 소크라테스의�철학을�플

라톤의�대화편과�명확히�구별하는�것은�어려우며, 양자의�대립을�상정할�

근거는�없다. 

   이런�점에서�제자�중�한�명인�안티스테네스와�그�계보야말로�소크라테

스의�철학을�계승한다는�주장(59頁)은�플라톤을�비판할�때�고대부터�포퍼

까지�사용되어�왔던�클리셰(상투)이다. 안티스테네스는�부유하지는�않는�

아테네�시민으로, 소크라테스에게�심취한�나이�든�제자였다. 플라톤과는�

뜻이�맞지�않고�서로�비판하고�있었다고�한다. 다만�안티스테네스는�고르

기아스의�제자이기도�하며�변론술에�뛰어난�것으로�알려져�있고, 이런�점

에서�순수한�소크라테스파라기보다는�소피스트�사조의�후계자라는�측면

이�강하다. 그가�소크라테스의�가르침, 특히�‘노고, 덕’을�중시하는�사상을�

전개한�것은�확실하지만, 소크라테스가�“오히려�소-소크라테스학파�쪽과�

13) 가라타니�씨도�배격하고�있듯이, 소크라테스에게서�‘자연학’에서�‘윤리학’으

로라는�철학의�전환이�일어났다는�통설은�전통적인�시각이지만�부정확하다. 

拙著『哲学者の誕生 : ソクラテスをめぐる人 �々, ちくま新書, 2장�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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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하다”(187頁)고�말할�근거는�없다.14) 후세에�‘소크라테스파’라고�부

리는�제자들에는�안티스테네스�욍도�쾌락주의자인�아리스티포스, 궤변

적인�메가라파의�창시자�에우클레이데스, 파이돈, 아이스키네스�등이�있

고, 각각이�상이한�측면에서�소크라테스의�삶의�방식을�계승했다. 플라톤

도�그랬던�사람�중�한�명이다.15)

   가라타니�씨의�중요한�제안은�소크라테스가�“공인이라는�것과�사인이

라는�것의�가치전도”를�초래했으며(187頁), “공적인�것과�사적인�것의�구

별을�넘어선” 지평에서�덕을�발견했다(192頁)고�하는�시각에�있다. ‘공적/

사적’의�구별이�없는�세계는, 과거�이오니아에�있었던�‘이소노미아’이며, 

소크라테스는�‘데모크라시’가�전제하는�두�세계를�해체하는�것이라고�한

다. 억압된�‘이소노미아’가�다이몬의�의도에�있어서�‘회귀’했다고�하는�프

로이트적�해석은�너무�막�나가버린�것으로, 소크라테스가�아테네�사회가�

전제하는�근간의�통념을�뒤흔들었기에�재판에서�처형됐다고�생각하는�

것은�매력적이다. 

   나�자신은�이보다�한�걸음�더�나아가, 소크라테스의�참된�의의를, 통념

을�부정하는�역설(패러독스)의�담론, 그리고�가치기준으로부터의�초월에�

있다고�생각한다. 플라톤은�소크라테스의�본질을�소피스트와의�073 차이

에서�보고, 양자를�준별하는�기준을�“금전을�받고�가르치는” 것의�유무에�

놓았다. 하지만�진정한�철학자와�사이비�식자의�구별에�왜�‘금전수수’가�

결정적이게�됐는가? 고전학자�안드레이아�나이팅게르는�그것이�“지식과�

경제�가치�사이의�공약�가능성”을�의미하기�때문이라고�논하며, 나도�그

렇게�생각한다.16)

14) 참조되는�시노페의�디오게네스(シノベのディオゲネス), ｢나무�목욕탕의�디오

네게스(樽のディオゲネス)｣는�계보적으로는�안티스테네스로�이어지지만, 아

마�직접적인�사제지간은�아니고, 또한�소크라테스와도�일면식이�없었다. 

15) 소크라테스�파에�관해서는��철학자의�탄생(哲学者の誕生)� 2~3장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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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타니�씨는�‘교환양식�D’가�호혜성으로서의�‘교환양식A’의�고차원의�

회귀에�해당한다고�한다. 그러나�소크라테스는�오히려�‘교환’이라는�시스

템�자체를�결정적으로�뛰어넘는�시야에�서�있었던�것이�아닐까? 소크라테

스가�그런�과격한�시야에서�‘철학’을�시작했던�것은, 가라타니�씨가�시사

하는�‘보편종교’나�‘모범적�예언자’와도�겹쳐진다고�생각된다. 

   나사렛의�예수는�많은�비유를�들며�설교를�했는데, 유명한�“방탕한�아들

의�비유”나�“잃어버린�양의�비유” 등은�모두�우리의�일상생활의�‘교환’을�

부정하는�논리로�이�세계를�넘어서는�시야를�드러내는�것이다.17) 그것은�

상식에�대한�역설에�의해, 가치기준의�전도를�초래한다. “뭔가를�주면�그

만큼�답례를�받는다”는�호혜나, 지배관계와�상품교환이�부정되는�곳에서, 

예수의�가르침은�성립한다. 그것은�단적으로�‘교환양식’을�넘어서, 그런�

의미에서�사회시스템을�넘어선�영역으로�우리의�눈을�향하게�바꿔버리

는�것이다. 그것과�동등한�충격을�소크라테스는�문답에�의해�주었다. 예

수, 고타마�싯다르타, 공자, 그리고�소크라테스는�사회의�모습�자체를�넘

어�‘인간’을�발견했는데, 거기서�그들은�모두�인간의�‘욕망’을�부정한다. 

그것이�‘보편종교’에�공통되는�특징이다. 이것이�소크라테스가�시작했다

고�간주되는�‘철학’의�진수가�아닐까?

6. 고대�그리스라는�기원

16) A. W. Nightingale, Genres in Dialogue : Plato and the Construct of Philosoph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pp.47-50. 졸저, �소피스트는�누구인가(ソフィ

ストとは誰か?)�, 人文書院, 2006년, 3장도�참조. 

17) 川島重成, �예수의�일곱가지�비유(イエスの七つの譬え)�, 三陸書房, 2000년�

참조. “잃어버린�양”은��루카전� 15.1~7, “방탕한�아들”은��루카전� 15.11~32, 

“포도원의�노동자”는��마태복음� 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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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타니�씨는�피타고라스에�관련하여, 오리엔트나�인도의�고대문명에

서는�일반적이었던�“이중세계라는�시각”을�이오니아의�사상은�굳이�거부

했다(120~122頁)고�논한다. 확실히, 탈레스를�시작으로�초기�철학자들은�

사회의�실천에도�관여했으며, 신관처럼�특권계급의�지식인은�아니었다

(신관들은�굳이�말한다면�‘실천지’를�독점한�것이며, ‘관조’의�담지자가�아

니었다). 하지만�오리엔트에�있던�사회적�노동으로서의�이원성과는�달리, 

탈레스나�아낙시만드로스는�분명히�‘관조’(테오리아)라고�불리는�새로운�

이원성을�074출현시켰다. 탈레스가�자연의�지식을�이용해서�큰�내기를�벌

였다는�일화가�보여주듯이, 그들의�지식은�‘비실천적인’ 것은�아니었으나, 

사회적�성공�등은�의미가�없다고�보여준�한에서는�‘반실천적’이었다. ‘지

식’은�교환이나�경제의�가치로�환원�불가능한, 자율적이고�절대적�가치임

을�보여준�것이다.

   사회를�위해, 그�일부를�이루는�‘사상’, 혹은�이데올로기가�아니라, 그것�

자체가�추구되는�독립된�자율적�언론�─ 인간�정신의�진정한�자유와�평등�

─ 그것이�‘철학’의�시작이었다. 이런�의미에서�피타고라스에서�파르메니

데스, 플라톤으로�결실을�맺는�‘이원론’은�이오니아�이후의�고대�그리스�

철학의�정수를�이룬다. 거기에서�시작해, 정치권력이나�사회적�지위와�경

제�활동을�초월하는�‘지식’의�보편성이�드러나고�있다. 하지만�그것은�사

회나�정치라는�이�세계의�삶의�방식을�무시하는�것이�전혀�아니다. 반대로�

플라톤은�정치에서�거리를�둔�‘철학’에서�바로�진정한�정치를�기대한다. 

“정치의�일이든�개인의�일이든, 올바름은�모두�철학으로부터만�볼�수�있

다”(｢제7서한｣ 326A). 실천과�관조, 정치와�철학이라는�이원성이야말로�

현실이라는�이름의�혼돈으로�끌려�들어가지�않고, 정말로�올바르고�좋은�

삶의�방식을�이�세계에서목표로�하는�철학의�성립을�긋는다. 눈앞의�것을�

뛰어넘는�자율적인�사색, 그�수행자로서, 플라톤은�이오니아�철학의�정통�

후계자이다. 그리고�혼미하는�현대사회에서�우리가�필요로�하는�것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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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같은�철학의�시점이�아닐까? 

   그리스의�철학이�─ 가라타니�씨가�제시하듯이�─ 원초적인�이념을�부

정에�의해�고차원에서�회복하려�했다면, 그것은�인간이�경제활동이나�사

회조직이나�‘욕망’조차�뛰어넘는�존재�─ 즉�‘혼’ ─ 임을�보여주는�데�있어

서이다. 플라톤은�우리�자신이�‘혼/폴리스/우주’라는�유비에서�질서를�담

지하는�‘폴리테이아’라는�‘이념·이상’을�보여줬다. 거기서�진정�자유롭고�

평등한�‘개인’이�성립된다. 그�사상의�정수는�소크라테스와�플라톤에서�

인식할�수�있다.18) 고대�그리스에서�유래하는�다양한�제약�─ 자유와�평

등을�둘러싼�‘민주주의’의�모순을�포함한�─ 을�뛰어넘을�힌트는�실재하

지�않는�역사의�신기루�속에서가�아니라�초기�그리스�철학자들이나�플라

톤의�말�자체에서�비판적으로�찾아내야�한다. 나는�이렇게�생각한다.19)

노우토미�노부루(納富信留)

  1965년�생. 철학연구자. 게이오대학교�교수, 국제플

라톤학회�전�회장, 저서로��플라톤�: 철학자란�무엇

인가(プラトン──哲学者とは何か)�(日本放送出版

協会), �철학자의�탄생(哲学者の誕生)�(ちくま新書), 

�소피스트는�누구인가(ソフィストとは誰か?)�(人文

書院) �플라톤�이상국의�현재(プラトン理想国の現

在)�(慶應義塾大学出版会) 외. 

18) 플라톤의�‘폴리테이아’에�관해서는�拙著, ｢プラトン理想図の現在｣, 慶應義塾

大学出版会, 특히�8장, 9장에서�논했다. 

19) 초고�단계에서�고대�그리스사를�전문으로�하는�長谷川岳男, 宮崎亮, 上野慎

也, 佐藤昇 씨�등의�귀중한�조언을�받았다. 감사드린다. 다만�문책은�전면적으

로�필자에게�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