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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東에서 태어나 東에서 道를 받았다. 내가 받은 도는 하늘로부터 받았
기 때문에 天道라고 할 수 있지만, 學이라는 입장에서 말한다면 東學이다.
하물며 땅은 東과 西의 구분이 분명히 있는데, 西를 東이라 할 수 있으며
東을 西라 할 수 있겠는가!” - 崔水雲, 「論學文」, 『東經大全』

“사람은 곧 자신이 살고 있는 장소이고, 장소는 곧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다 .” - E. 렐프 , 『장소와 장소상실』.

“보편적인 것은 돌출된 것이 아니다. 혼종적이고 하위주체적인 것보다 우월
한 것도 아니다. 보편적인 것은 역동적인 것(dynamique)이다. 그것은 공적
공간 (l’espace public)에서 새로운 정치적 주체의 출현, 이 주체들의 토대,
비역사적인 것(de l’infra-monde, de la non-histoire)으로부터의 탈출을
허용하는 〔저항〕운동(반드시 선형적이지도 점진적일 필요가 없는)을 나타낸
다 . 〔이러한 주체들이 활동하는〕 공통 공간 (l’espace commun)에서 새로운
주체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공통 공간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고 공통 공간을
재창안함으로써만 가능하기 때문에 출구, 해방은 필연적으로 충돌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 〔어쩌면 이런 까닭에〕보편적인 것은 ‘우리’는 누구인가(de ce
que nous sommes)라는 물음에 대한 재발명 , 재창조 (r éinvention,
recréation)인지 모른다.” - E. Delruelle, “Le temps des tribus et des
ghet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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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세계권에서 학문하기의 ‘ 슬픔 ’
오늘날 만일 누군가가 서구의 근대화론이나 세계화론에 대해 딴지를 걸고 나선다면 ,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를 두고 시대의 인식을 역행하는 것이라 비난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세인들
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제4 차 산업혁명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는 것도 마찬가지 경우일
것이다 . 그런데 이렇게 주도적인 글로벌 담론들은 예외 없이 지구촌 전체 국가와 시민들을 상
대로 해서 그것이 마치 ‘글로벌 공공선’을 추구하는 것인 양 과대 포장돼 있다는데 문제가 있
다 . 그 본래 의미를 주어진 로컬의 상황에 따라 주체적으로 해석해내는 것이 중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로컬에 의해 주체적으로 해석되어 토착화되지 못한 외부에 의한 개입 담론들은
‘유령 ’과 하등 다르지 않다 . 즉 십중팔구 로컬의 눈과 정신을 혼탁하게 하는 악령 (惡靈)일 가
능성이 높다. ‘자유’ 도 ‘인권’도, ‘ 인본주의’도 ‘민주주의’도 그 본의와 정반대로 악용되는 사례
가 얼마나 많은가? 글로벌 거대담론 속에는 이렇듯 은폐된 간계(奸計)가 있다. 이것들을 발신·
유포하는 국가, 지식인 그룹은 대체 어느 로컬민인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도 이 때문이
다. 이와 같은 불순한 담론들을 아무런 저항 없이 순수하게 수용하는 로컬은 어디이며 반대로
이에 저항하가나 반발하는 로컬은 또 어디인가?
지구촌의 로컬 현실은 각이 ( 各異) 하다. 북반구 생활수준은 남반구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호화판이다. 하루에 한 끼 정도를 먹는 사람에게 디저트를 골라먹는다는 것은 사치에 해당한
다. 동반구는 경제적으로 성장의 기미가 보이지만, 서반구는 기울고 있다. 그러니 국가마다 현
안도 , 이를 푸는 해법도 다를 수밖에 없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대외제재용이지만, 중국의 민주
주의는 인민들의 인권 보호막이다 . 프랑스의 인권은 티벳이나 북한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 .
심지어는 개명천지에 카스트제도가 가동되는 인도 같은 나라도 있다.
이렇듯 로컬 국가마다 정치· 경제적 상황은 물론이거와 문화적으로도 , 기술적으로도 주어진
현실적 환경이 너무도 다르다. 그런즉 근대화론과 세계화론이 지구촌의 ‘보편 담론’ 이 되기에
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경제성장의 재점화
를 꿈꾸는 다보스주의자들도 있지만 , 아직 전기의 혜택도 누리지 못하는 국가의 입장에서 보
면 이는 화중지병(畵中之餠 )에 불과하다. 1) 이들에게 매일 ‘글로벌 뉴스 ’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는 AI, IIoT, 자율전기자동차 등은 그저 먼 나라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겠는가 ? 아니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세상은 글로벌 공공선을 실천하기 위해 이성적 ·이타적으로 운영되기보다 여전
히 강대국 중심의 야만적· 이기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남북반구 간
의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 사회경제적 부정의의 만연 , 정치적 타락 등이 언제나 그랬듯 오늘
날에도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과 양심이 과연 작동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결코 근대였던 적이 없다”고 반발하는 한 철학자의 외마디가 공감되는 것도
이 때문인지 모른다.2)
‘ 근대’를 자율적으로 성취한(아니면 그렇게 믿고 있는 ) 국가들에서는 탈근대 , 소비자본주의 ,
1) 세계적으로 약 15 억 명이 아직도 전기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
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강조해두고자 한다 - <스미트 그리드>(한국전력공사,
http://blog.kepco.co.kr/172) 참조.
2) B. Latour, We have never been modern, trans. by C. Porter,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3 참조. J.-L. 낭시도 같은 맥락에서 인류가 ‘이상적 공동체’를 현실에서 실현
한 적이 없다고 못 박고 있다. 그런즉 이제 공동체에 대한 구상을 새롭게 ‘하나의 물음’으로 가질 때
라는 것이다 – J ean-Luc Nancy, La Communauté désœuvrée , Par is: Chr istian Bourgois,
1986(『무위의 공동체 』, 박준상 옮김, 인간사랑 , 2010)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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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를 소리 높여 외칠 수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러한 그들의 담론이 마치 저개발
로컬국가가 저개발 상태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이라도 되는 것인 양 포장·광고할 수 있다. 하지
만 아직 저개발 상태, 전근대 상태에 머물고 있는 국가들에게 이들의 실지고 육기( 肉氣) 로 넘
치는 장밋빛 청사진은 무용지물에 가깝다. 따라서 근대화론자들, 경제성장론자들 , 세계화론자
들이 주창하는 것들은 모두 제3 세계권의 입장에서 보자면 ‘충분히 상대적인’이고 ‘의도적으로
왜곡한 ’ 세계관이라 할 수 있고, 타자를 고려하지 않은 절름발이 세계기획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의 ‘ 일반론’ 이 제3세계권에서 ‘저항’ 의 표적이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자신들의 세계경
영철학 (자유시장주의, 과학적 합리성, 개인주의 등) 안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전혀 반성하
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 3 세계권에서 ‘탈서구 (de-western)’, ‘ 탈자본 (de-capital)’, ‘탈식민
(de-colonial)’를 외치는 것이며 , 이를 누가 ‘야비한 행동 (barbare)’이라고 비난할 수 있겠는
가 . 역사를 돌이켜보면, 야비하고 무지한 것은 되레 비서구 제3세계가 아니라 서구 , 서구인이
었다는 것은 부연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3)
J. 로블렝이 『 노에시스』 특집호 서문에서 정확히 적고 있듯, “ 야만은 서구가 〔그들의 필요에
의해 〕 발명한 것이다.” 4) 그렇게 서구가 발명한 야만은 “유럽의 관점에서 그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로컬문화들을 정의한 것으로써 , 이성과 자유의 형식을 가진 유럽문화만이 보편적 차원
(dimension universelle)의 것이라는 〔 억지 〕주장과 다르지 않다 . 그러나 1914 년 소위 ‘전쟁
의 세계화(monialisatio n de la guerre)’ 와 식민지화 그리고 20 세기의 극심한 독재의 역사는
유럽의 야만적 이미지와 분리되지 않는다.” 이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유럽적 사고의 위계 구
조에 의문을 제기케 한다. 이는 곧 보편적인 것으로 여겨진 것(l’universel censé)이 결과적으
로는 특수한 것으로 정의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 (… ) 이것이 바로 보편적인 것의 야만 (une
barbarie de l‘universel)이 아니고 무엇인가.” 5)
이렇듯 서구에서 발신하는 모든 담론은 ‘ 보편’으로 무장돼 있다. “‘보편’의 갑옷” 을 입고 지
구촌을 제멋대로 활보한 것이다 . 로블렝의 서구 ·서구인의 야만성에 대한 일침은 J.-F. 마테이
의 논문 제목에서도 그대로 재연되고 있다. 마테이에 따르면, “문화의 야만이 야만의 문화” 를

<그림 1>: Pablo Picasso, 《Massacre en Corée》 , 1951년 作

구축한다 . 그러니 무지하고 야만적인 것은 비서구가 아니라 서구라는 논리가 정당화된다 . E.
사이드의 『 오리엔탈리즘』 의 불어판 부제 (“서구에 의해 만들어진 동양 ”)에서도 정확히 암시하
고 있듯, 비서구(‘동양 ’, 더 구체적으로는 ‘중남미 ’, ‘아프리카’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음)는 이

3) 이에 대해서는 Noesis, n° 18(“Barbar ie” 특집호), 2011 참조. 참고로 이 특집호는 프랑스 니스대학
의 이념역사연구소(Centre de Recherche en Histoire des Idées)에서 2009 년 1월 28일부터 1월
30 일까지 개최한 학술대회 결과를 엮은 것이다 .
4) J. Robelin, “Préface: L’inhumanité de l’humanité”, Noesis, n° 18, 2011, p. 7.
5)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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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서구에 의해 임의로 (아니 서구의 필요에 의해 ) 야만이란 꼬리표를 달게 된 것이다 .6) 이
렇게 ‘야만의 비서구’를 조작해냄으로써 서구는 ‘문화’, 나아가 ‘문명’이라는 인류 보편의 개념
을 전유( 專有) 하게 된 것이며, 결국 그렇게 ‘바르바리(barbarie, wild, uncivilized, savage)’,
즉 야만은 서구, 서구인에게 그들이 ‘세계의 중심’이란 거짓믿음으로 고착된다.
이렇게 ‘야만’이라는 ‘ 비서구’가 구획되고, ‘차이’가 생산되면서 세계는 ‘ 근본적 이타성
(altérité radicale)’에 의해 서로 나뉘고 서로 금이 간다 . 서구 /비서구 ,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
백인 /유색인이 서로 더는 건널 수 없는 이분법적 관계(t axionimie binaire infranchissable)
로 굳어져 대화· 교류가 막히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작적 분류·차별은 결과
적으로 ‘야만 ’을 아예 “절대적 차이 (leur absolue différence)”로 과죄 (科罪)하기 위해 “개인
이나 특정민(des individus ou peuples)을 지목하게 되는데7), 사이드가 직접 분석하지는 않
았지만 , 세계지도를 펼쳐놓고 볼 때 ‘아프리카인’이 바로 대표적인 서구식민지배, 근대적 전체
주의의 희생양이라 할 수 있다.
야만인 = 아프리카인 ?8) 그런데 서구에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들의 헤게모니 장악이 마
치 온 인류를 위해 공공선을 실천하는 것이라도 되는 양 선전하면서 지구촌을 계속 지배·관리
하려는 욕념 (欲念) 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 몰염치하게 지배 ·관리의 정당성까지 스스로 부여하
며 전쟁도 불사하는 그들이다 . 그리하여 21 세기인 오늘날에도 소위 ‘비인도적 ·폭력적 식민주
의 ’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 아닌가 . 문제는 이러한 서구의 야만적 행위가 냉전체제 붕괴 이
후 ‘하나의 자본주의 (dans le capitialisme mondialisé)’로 통합되면서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로컬들에서는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내재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허나 재삼 강조하지만 야만적 자본과 신기술을 동원한 서구의 세계 지배력 강화는 제3세계
권의 입장에서 보면 신제국주의, 신식민주의라는 탈인본적 악령을 부활시키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 제 3세계권에서의 탈서구 , 탈자본 , 탈식민의 움직임은 이런 점에서 보면 더는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과 같은 ‘본능적 정당방어 ’라 할 수 있다 . 500 여년이나 지속된 서구의 제국
주의와 식민주의에 의해 대를 걸쳐 희생양이 되어야 했던 이들이 21 세기에 접어들어 새롭게
전개되는 억압적· 폭력적 상황을 두 눈 뜨고 지켜볼 수 없지 않겠는가? ‘ 워싱턴 컨센서스’의 발
동과 거의 동시에 제 3세계에서 탈서구, 탈자본 , 탈식민에 대한 관심이 비례해서 증폭되기 시
작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이제는 ‘ 서구의 관점(view from no where9))’, 즉 ‘ 글로벌 - 보편 ’의
관점에서 벗어나 ‘ 로컬의 상대적 관점(view from somewhere)’을 세워야 한다는 로컬 의식의
자각에서

발원된

것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이들의

로컬

의식은

분명

반서구적

관점

(un-thinking the West)으로 표출되고 있다 .10) 하지만 반서구적 관점은 야만적 서구의 관점
을 바로 잡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문자 그대로 ‘反 -서구’가 목표는 아니다. 무편(無偏 )하지 않
았던 서구의 관점을 , M. 메를로 -퐁티의 용어를 차용해 말하자면 , 세계에로 (au monde) 되돌
려 놓기 위해 서구식으로 사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다.
6) E. Saïd, L'Orientalisme. L'Orient créé par l'Occident, trad. de C. Malamoud, pr éface de T.
Todorov, Le Seuil, 1980 참조 .
7) S. Snoussi, “La Barbarie ou l’Orient: cr itique de certaines idées or ientales”, Noesis, n° 18,
2011, p. 145.
8) 아프리카에 대한 인류의 편견은 다음 책 참조 : 엘렌 달메다 토포르 , 『아프리카 : 열일곱 개의 편견 』,
이규현·심재중 옮김, 한울아카데미, 2010.
9) T. Nagel, The view from nowher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참조.
10) V. S. Vellem, “Un-thinking the West: The spirit of doing Black Theology of Liberation in
decolonial times”, HTS Teologiese Studies/Theological Studies, n° 73, 2017(https://doi.
org/10.4102/hts.v73i3.4737)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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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제 3세계권 학자들이 로컬의 관점에서 세계를 ‘ 다시 보기 시작했다 ’는 것은 서구의
왜곡된 세계 인식과 구획짓기, 즉 서구중심적 관점 , 백인중심적 관점에 대한 단순 비판에 그
치지 않고 모든 로컬의 관점이 반영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보자는 것이고 , 이러한
그들의 제안은 공공성에 기초한 민주적이고 정당한 권리주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신학문
운동은 ‘교차 문화 패턴 연구(cross-cultural patterns studies)’ 를 비롯해 ‘ 초국가 및 초식민
연구 (transnatio nal and transcolonial studies)’로 확장되면서 H. 바바의 ‘ 문화의 장소성
(localité de la culture)’ 개념이 주목받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11)
전 세계적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와 같은 신학문운동을 이렇게 길게 소개한 것은 필자
스스로에게 “ 나는 어디서 , 무엇을 하고 있는가 ?” 를 되돌아보기 위한 물음장치이면서 동시에
동학 (同學)들에게 한국과 같이 제3세계권에서 학문하기의 ‘슬픔’이 어떤 것인지12) 를 함께 반성
하면서 주체적 학문운동을 전개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제의를 해보기 위해서다. 이런 문제의식
과 취지하에 제2장에서는 아프리카에서의 신학문운동을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지면을 할애
할까 하며, 제3장에서는 일본, 중국, 서구에 맞서 ‘조선의 주체적 근대의 길’을 연 동학(東學 )
의 현대적 의미를 부여해볼 계획이다.13)

2. 로컬문화에 대한 자기인식과 아프리카의 ‘철학적 독립선언’이 주는 교훈
V. S. 벨렘은 자신의 논문 「서구식으로 사유하지 않기」 라는 글에서 아프리카철학은 “비서구
(un-West)”,

“반서구 (anti-white)”, “ 적대적 서구 (against whiteness)” 의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고서는 출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다소 ‘강하다’ 할 수 있는 전략을 편다.14) 아프리카철학
자들의 로컬문화 인식은 굳이 벨렘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이 이렇게 다소 ‘극단적이고
상대적인 ’ 입장을 취하는 편이다 . 하지만 이는 자신들의 인종 ·민족지적 존재의 항변이자 식민
화된 로컬문화에 대한 자기인식에 근간한 일종의 자기방어이자 정당성에의 호소이기 때문에
제 3자인 필자가 극단적이고 치우친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는 말할 자격은 없는 것 같다 .
사실 그들이 이렇게 사고의 극단성까지 노출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 “아프리카에는 역사
가 없다 ”는 헤겔 류의 아프리카의 역사 왜곡에 대해 더는 이성의 자제력이 발동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 더더욱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물결로 인해 아프리카대륙이 탈영토화 ·재식민화되는

11) ‘문화의 장소성’은 개념은 H. 바바의 전문 용어로, “삶의 형식 (forme of life) 은 공동체의 그것보다
복잡하며, 사회보다 상징적이고, 국가보다 함축적”이라는 게 핵심이다. 돌려 말해 문화적 차이화나 동
질화와 같은 전래의 ‘이데올로기’로 작금의 사회적 갈등을 이원화시키거나 위계적 구조로 해석하는
것은 현대의 문화적 혼종 현상을 이해하는데 주효한 관점일 수 없다는 것이다 – H. Bhabha, The
Location of Culture, Routledge, 1994, p.140.
12) 한국에서 중국의 신화를 연구한 한 학자는 자신의 학문하기가 ‘슬프다’고 술회한 바 있다. ‘우리’-학
문의 정체성이 서구의 동양에 대한 억압구조와 더불어 중화주의에 대한 억압이라는 이중의 억압 때문
이라는 것이다. 이 ‘슬픔 ’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당연 서구의 관점과 중국 중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우리 고유의 문화적·학문적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묻고 답할 때 시발될 수 있을 것이다 - 정재서, 『동
양적인 것의 슬픔』, 민음사, 2010 참조. 그런데 문제는 인문학자들마저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
지 않는다는데 있다.
13) 동학(東學)의 비서구적·주체적 근대의 길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는 이미 박맹수 교수가 여러 편의 논
문에서 작업을 해놓은 상태다. 본고에서 필자는 탈식민적 관점에서 동학을 어떻게 세계철학계에 소개
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떠오른 생각들을 시론적으로 정리해보았다. 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
연구는 발표 후 시간을 내어 완성해볼 계획임을 밝혀둔다 - 박맹수, 「韓國近代 民衆宗敎와 非西歐的
近代의 길 : 東學과 圓佛敎를 중심으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제33호, 2006 참조.
14) V. S. Vellem, op. cit.,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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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두 눈 뜨고 지켜볼 수만 없는 양심과 양식이 발동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다. 중
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철학은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 거주했던 그리스에서 발원한 것이 아
니라 에티오피아에서 시작된 것 ”이라는 인류학적 성과를 비롯해 현대철학의 중심 무대 위해
‘아프리카 ’를 올려놓았다는 점이다 . 아프리카철학자들의 이와 같은 신학문운동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와는 직접적 연관이 없기 때문에 두 눈을 질끈 감아버리면 그만인가? 그건 아니다. 이
를 지켜본 우리는 필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정상적인 태도다: “Korea 에서는 과연 로
컬 -한국문화 , 로컬 -한국인문학 , 로컬 -한국철학이 연구 ·실천되고 있는가 ?”, 라고 말이다 .
그런데 Korea의 학문 풍토는 과연 어떠한가? 불행히도 한국의 인문학자, 철학자들은, 소수
의 한국학 전공자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 스스로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지 않는
다 . 한국에서의 인문학과 철학의 연구 경향이 ‘ 서구적 보편성’에 경도되어 있는 게 일차적 원
인일 것이다. 솔직히 외국학을 전공한 필자도 예외가 아니며 , 이 글을 쓰면서도 내내 이점이
고민이었다. 단적으로 말해 ‘서구적 보편성 ’을 ‘한국의 보편성 ’으로 착각하는 학자들이 태반이
란 뜻이다. ‘서구적 보편성’ 이 한국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 로컬들 중 ‘특수한 로컬의 보
편성 ’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할 자신감이 없는 것이다. 15) 한국의 인문학자, 철학자가 이와 같이
서구적 보편성에 대해 의심을 갖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만일 이를 질문하게 되면 곧 자신의
현존재와 자신이 그동안 공들여 쌓아온 학문의 근간이 뒤흔들리기 때문에 아마 물음 자체를
회피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허나 그렇게 고개만 슬 돌리고 나면, 이와 같은 근본물음이 사라
지는 것일까 ? 하지만 전 세계가 ‘경제 ’를 중심으로 회돌이 하면서 이런 직문 (直門 )은 이제는
연구자 내부에서 제기되지 않아도 외부에서 밀어닥치고 있다. 심지어는 인문지식을 시장에 내
놓고 저울질하며 줄을 세우는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 단적으로 말해 인문학 , 철학의 용도 자
체를 의문시하며 모든 것을 자본과 시장이 좌지우지하는 전대미문의 사태에 직면해 있지 않는
가.16) 니체가 일찍이 ‘문명의 의사(le médecin de la civilisation)’라고 했던 ‘철학자’의 역할
을 한국에서는 영원히 기대할 수 없는 풍토인지...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필자에게 최경섭의 「엄밀한 학이 아닌 지역학으로서 철학」 이란
논문은 울림이 아주 큰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보편학’의 마지막 보루라고 해도 과언이 아
닌 훗설의 현상학을 감히 ‘지역학 ’이라 평가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7) 데리다의
표현을 빗대자면18), 최경섭의 주장은 현상학은 보편학도 엄밀학도 아닌 “‘ 독일’의 한 철학”일
15) 이런 상황에서 외국학을 전공한 필자는 본능적으로 서구의 보편주의에 대한 비판 작업을 눈동냥하고
있다. 담론을 생산해내지 못한 국가에서 인문학, 철학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는
것을 최근에야 절감하고 있다. 보편주의에 대한 서구에서의 비판 작업은 다음 특집호 참조: Revue
de métaphysique et de morale의 “L’universalisme(보편주의)” 특집호(n° 61, 2009), Esprit의
L’universel dans un monde post-occidental(탈식민주의 세계에서 보편적인 것 ) 특집호 (fév.
2009), Pardès 의 “Face à l’universel: la pensée juiv e(유대적 사유, 보편적인 것과의 대면)” 특집
호(n° 49, 2011), Revue des sciences ph ilosophiques et théologiques의 “Singulier, pluriel,
universel(특이성, 다수성, 보편성)” 특집호(t. 95, n° 3, 2011), Insistance 의 “Questions sur
l’Universel et la div ersité. Psychanalyse et politique(정신분석학과 정치학의 관점에서 보편적인
것과 다양성에 대한 의문들)” 특집호(n° 8, 2012), Diogène의 L’universalisme dans un monde
multiculturel(다문화 세계에서 보편주의) 특집호(n° 237, 2012) 등. 이처럼 많은 유수의 학술지들이
거의 매년 보편주의 논쟁 특집호를 발간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인문학, 철학, 문화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이 서구의 보편주의에 대한 비판과 재해석을 통해 시도되고 있는 증거라 할 수 있다.
16) 박치완, 「기술 - 경제 세계화 시대의 지식과 인간」, 『인문콘텐츠』 제44 호, 2017 참조.
17) 『철학』 제103 호, 104 호 , 2010 참조.
18) J. Derrida, De l'esprit, Galilée, 1990 참조 . 이 책에서 데리다는 헤겔의 정신(Geist)을 ‘독일 정
신’, ‘히틀러의 정신’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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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이라는 논리다 . 이를 더 확대해석하자면 , 철학자들의 자유영혼을 좀먹는 ‘보편철학 ’은 존재
하지 않는다는 말이 성립된다. 돌려 말해, 모든 철학은 지역(철)학이라는 것이다.
모든 철학이 지리- 지역철학이라면, ‘ 보편적인 것’은 당연 외부에서 날아든 것이 아니라 지역
에서 발원하고 솟은 것이어야 한다. 이는 곧 모든 철학에는 ‘땅
의 정령 (genius lo ci)’이 배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 19) 서구가
오판했던 것처럼, 철학이 모든 로컬 지리와 문화를 초월해 무시
간 ·무공간적으로 , 보편적으로 타당한 것을 추구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것!
인문학 , 철학은 수학이나 기하학처럼 탈시간적 ·탈공간적 무대
위에 전시된 ‘놀이·감상거리’가 아니다. S. 하딩의 책 제목이 정
확히 짚고 있듯, 실제로 인문학이나 철학도 그리고 과학도 마찬
가지지만 결코 만인(everyo ne, all human beings in t he
global village)을 대상으로 생산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망각
해서는 안 되다 . 이것이 최근 지식의 역사에 대한 새로운 해석
이다 . 해서 우리는 , 서론에서도 제기했듯 , 대체 ‘어떤 로컬 ’에서
‘보편담론 ’을 발신하는지 정확히 인식하고 해부할 필요가 있
다.20)

<그림 2>: S. Harding, Whose
Science? Whose Knowledge?
- 책표지.

역사가 있는 곳에 문화가 있고, 문화가 있는 곳에 철학이 존재한다는 명제를 받아들인다면,
지리 -역사가 존재하듯, 지리 - 철학이 존재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다 . 21) 그리고 이 ‘ 지리-철
학 ’은 동일한 사회와 국가 내에서도 (인도나 중국 , 미국 , 베트남 , 인도네시아 , 프랑스 등 다인
종 ·다문화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긴 하지만 ), 문화 ·역사적으로 볼 때 동질성보다
는 이질성이, 같음보다는 차이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과 괘를 같이 한다 . 글로컬 시대인 오
늘날은 이질성, 차이(더 나아가 다양성과 복합성), 즉 보편주의 하에서 침묵했던 것들이 철학
의 무대 위로 올라와 동질성, 같음과 함께 새로운 무대를 구성하는 것이 화두다.22) 같은 맥락
에서 인문학, 특히 철학은 글로벌 보편성이 아닌 지역의 특수성을 세계지식계에 소개하는 기
회를 초대받았다. 어느 로컬 할 것 없이 철학은 존재하고, 그래서 각기 ‘고유한 것’ 이다. 그렇
게 로컬에서 장기간에 걸쳐 축적된 지식(지혜)은 인류의 자산이다.
지리철학, 지역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 서구철학’이란 용어도, 마치 ‘동양철학’이 그렇듯, 사
실 어폐 (語弊 )가 있는 조합이다 . 왜냐하면 영국철학 , 프랑스철학 , 독일철학은 각기 뿌리도 지
향점도 엄연히 다른데, 이를 대괄(大括 )하여 ‘ 서구철학’이라 호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훗
설의 현상학을 예로 들었듯 , H. 스피겔버그가 ‘현상학적 운동의 세계지도 ’ 를 그린 것도 이런
19) 나카무라 유지로, 『토포스 - 장소의 철학』, 박철은 옮김, 그린비, 2012 참조.
20) 이러한 세계지식계의 새로운 연구 경향을 읽어낸 필자도 2013 년 「지역과 세계, 상대성과 보편성의
경계에 선 철학」을 발표(『철학과 문화』 제26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문화연구소, 2013, pp. 41~75)
한 바 있고, 이 논문에서 < 철학 = 지리철학 = 지역학으로서 철학> 이란 개념을 나름 정립해보았다. 이
는 고백컨대 로컬에서의 자기인식만이 인문학, 철학의 출발점이자 종착지라는 확신을 갖고서 진행한
연구였다. 재삼 강조하건대 자기인식에 기초한 인문학, 철학은 탈장소적 관점(point of nowhere), 서
구의 식민지배의 관점에서 벗어나 자신이 몸담고 있는 로컬의 관점에서 세계를 인식해야 한다. 아프
리카의 철학이 존재하듯, 한국철학이 존재하는 것은 따라서 당위(Sollen, de droit)의 문제이자 사실
(Sein, de fact)의 문제라는 것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
21) 보편성과 역사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른 논문으로는 C. G. Ryn, “Universality and History: The
Concrete as Normative”, Humanitas, vol. 6, n° 1, 1992 참조.
22) 이에 대해서는 박치완, 「글로컬 시대의 지역서사 : 체탄 바갓의 『투스테이즈』를 중심으로」, 『세계문학
비교연구』 제42 호, 2013, pp. 5~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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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에서 보면 아주 상식적인 발상이라 할 수 있다. 23) 현상학이 그 기점인 독일을 벗어나 프
랑스 , 미국에서 문화지리, 즉 ‘사유전통’을 반영해 변용된 것은 너무도 당연한 지리 중심의 해
석이라 할 수 있다 . “ 철학이 장소 , 지리를 반영한다 ” 는 것은 20 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거의
‘요설 ’이나 ‘억견’처럼 치부되었다. 아니 아무도 이런 발상 자체를 하지 못했던 것 같다. 하지
만 20 세기 중후반에 접어들면서 해체주의, 후기구조주의 , 페미니즘 , 탈식민주의 연구가 부상
하면서 ‘문화지리 ’, ‘경제지리’, ‘ 정치지리 ’ 개념에 대한 연구들이 후속되었고 , 아프리카철학의
독립선언도 바로 이러한 배경 하에서 출현한 것이다.24)
아프리카철학은 이렇게 아프리카의 안과 밖에서 독립·자존의 길을 모색했고, 현재에도 계속
모색 중이라는 데서 타산지석(他山之石 )을 삼아야 할 것이다 . 한국의 인문학계, 철학계도 한국
고유의 로컬 지식의 논의 무대를 안팎으로 활성화할 때가 되었다 . 이를 위해서는 한류를
<Korea> 고유의 “불가해한 문화 ”로 세계에 수출 (?)하려고 착각할 것이 아니라 25), 다스 굽타
의 표현대로라면, 한류는 언제든 변할 수 있는 “물질문화”에 불과하기 때문에 , 세계적 브랜드
가치가 있는 Ko rea의 정신문화가 ‘무엇’인지부터 학계의 공의를 모아야 할 것이다. 한류를 수
출(?)한답시고 ‘떡볶이 ’를 내세워 문화수출국이란 표장을 한다
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26) 정신문화는 수출되고 수입
되는 매매의 대상이 아니다 . 동일한 형태로 생산되는 상품에
‘ 문화’라는 이름표가 붙을 수 없다. 널리 대중적으로 소비되는
문화(la culture généralisée)란 , 앞서도 로블렝과 마테이를
언급하며

지적했듯,

“문화의

야만 (une

barbarie

de

la

culture)” 을 대변할 뿐이며, 그러한 야만이 ‘인류의 고귀한 문
명을 파괴 (T. W. Adorno)’하는 주범이라는 것은 잊어선 안
된다.
무엇보다도 문화는 시장에서의 ‘ 거래품 ’과 구분되어야 한
다. 27) 재삼 강조하지만 , 문화는 시장에서 소비되는 그런 물건
과 같은 유 (類 )의 존재가 아니다 . 인류의 공적 문화유산이라
< 그림3>: Roger-Pol Droit의 저작
표지(Seuil, 2008)

할 인문학 , 철학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은 따라서 성급한
시장주의자들의 판단일 뿐이기에 우리가 이에 부화뇌동(附和
雷同)할 필요가 없다 . 현금의 인문학- 철학의 위기는 시장의

효율성과 디지털 신기술이 삶터, 일터, 꿈터에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불거진 일종의 ‘거짓 문제
(faux problème)’와 같다 . 역설적으로 말해 이제야 비로소 비서구적으로 , 아프리카철학자들이
그랬듯 , 한국로컬 고유의 주체적 시각으로 한국인문학 , 한국철학을 연구할 때가 도래했는지
모른다 . 한국인문학 , 한국철학을 가꾸고 일구는 주체는 당연 우리자신 (Korean)이다 . 서구의
23) 허버트 스피겔버그, 『현상학적 운동 2』, 이론과실천, 1991, 제8장의 제목임.
24)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인문학, 철학과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글이 발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아프리카’에 관한 것이다. 영어권, 불어권에서 활동하는 아프리카 지식인들이 많기에 가능
한 일일 것으로 추측된다. 물론 그들 간에는 가나나 세네갈 등 아프리카 내에서 활동하는 철학자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유럽에서 활동하는 아프리카계 철학자로 구분하며 서로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
기도 한다 .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영어권, 불어권에서 아프리카철
학에 관한 저서들이 지난 반세기 동안 수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출간되었다는 점이며, 그만큼 자
신들의 로컬을 세계지식계에서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5) 최광식, 『한류로드』, 나남, 2013 참조 .
26) 이오성, 「국밥처럼 말아먹은 한식 세계화」, 『시사in 』(2018.04.20.) 기사 참조 .
27) H. Arendt, La crise de la culture, Gallimard, 1972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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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 문명은 , 아프리카철학자들에게 그랬듯28) , 우리에게도 존재의 식민성을 강요하는 악령일
뿐이다 . 불행히도 우리에게는 이에 더해 중국과 일본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
이다 . 이러한 3 중의 식민성 하에서 그렇다면 한국인문학, 한국철학의 자주독립을 외친다는 것
은 문자 그대로 ‘요원’하기만 한 것인가?
솔직히 고백컨대 필자는 한국인문학 , 한국철학의 자주독립이 가능한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
한국인문학, 한국철학의 자주독립이 요원하기만 하다는 것은 ‘슬픔 ’ 정도에 그치지 않고 ‘비
극 ’ 그 자체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한반도의 정령은 아예 무시·간과하고 근 100여 년간이
나 서구적 개념과 이론틀에 기대 인문학 , 철학이란 것을 해왔으니 한국에서 인문학 , 철학이
오늘날 국적 없이 떠도는 신세를 면하기 어려운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정상적으
로 인문학 , 철학이 유령들의 유령들과 함께 강의되고 학습되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 아닌가 ?
제 땅에서 ‘이상한 이방인(l’étrange étranger)’29)이 되지 않으려면 반- 서학( 反西學 )으로서 동
학 (東學)을 연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3. 제각연동성에 기초해 본 동학(東學)의 세계철학적 가치와 함의
근대성 , 진보 , 계몽 , 성장, 발전 등과 동의어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서구적 보편주의
(european universalism)에 대한 제3 세계권에서의 비판 · 저항 움직임은 ‘보편성 ’, ‘보편적인
것 ’의 개념 속에 인권에 대한 서구의 억압 , 폭력 , 학살 및 식민주의, 제국주의 등을 통해 그들
(le Blanc)이 저질렀던 폐악이 오롯이 반영되어 갱신되지 않고서는 거대담론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라는 ‘사형선고 ’ 나 다름없는 것이다. 탈식민주의와 탈근대성 이론의 영향을 받은 Y. 물
리에 부탕과 E. 델리웰이 기본적으로 타자를 용인하지 않는 ‘유럽적- 보편적 이성’을 비판하면
서 ‘혼종적 이성(raison méttise)’ 개념을 거천(擧薦)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30)
요인즉 서구적 보편주의는 이제 더 이상 문명, 역사, 근대를 주도하는 사유의 나침반일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혼종적 이성’ 이 아니라 어떻게 서구적 타자- 배제의 논리
를 어떻게 극복하고 타자- 포함의 논리를 통해 인류에게 희망의 미래를 선물할 것인지에 있다.
서론에서 우리는 제 3세계권 학자들의 신학문운동의 목표가 “ 모든 로컬의 관점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언급하면서 , 이야 말로 “ 공공성에 기초한 민주적이고 정당한 권리” 라
강조한 바 있다 . 이는 서구적 보편성 , 서구적 보편주의에 대한 비판 ·저항이 아프리카의 로컬
문화나 동양(중국, 인도 등)의 로컬문화를 또 다시 배타적으로 돋을 세워서는 결코 문제가 해
결될 수 없다는 뜻과 다르지 않다.
아래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가서보려고 하는 동학(東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동학의 보
편성 (또는 특수성 )을 서구의 보편성 ( 또는 특수성) 과 어떤 논리와 인식론으로 풀어내야만 동학
이 갖는 현대적 의미를 널리 서구에도 알릴 수 있을까가 필자의 고민이라고나 할까. 앞서 누

28) Nelson Maldonado-Torres, “On the Coloniality of Being”, Cultural Studies, 21:2-3, 2007, pp.
240-270 참조.
29) 이 표현은 캐나다에서 활동하는 아이티계(Haïti) 출신 작가 조나셍의 것으로, 자신은 “흑인 야만인
(Nègre barbare, Negrobarbaricus)으로 문화적 정체성의 혼돈을 심히 겪었다고 술회하는 장면에
등장한다 - Jean Jonassaint, La Déchirure du (corps) texte et autres brèches, Montréal:
Éditions Dérives/Nouvelle Optique, 1984, p. 54.
30) Y. Moulier-Boutang, “Raison métisse”, Multitudes, n° 6, 2001, pp. 9~14; E. Delruelle, “Le
temps
des
tribus
et
des
ghettos?”,
Noesis,
n°
18,
2011(http://journals.openedition.org/noesis/1772), p. 11~15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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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강조했듯 , 보편성 , 보편주의는 서구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공동체가 존재하는 곳이면 어디
에나 실재(de facto)한다 . 자연과 인간 그리고 세계를 대상으로 한 철학은 모든 로컬에서 ‘보
편적으로 ’ 실천되었다 . 인도에는 인도적 보편성이 있고, 중국에는 중국적 보편성이 있는 것이
다.31) 그리고 당연 한국에는 한국적 보편성이 존재하며, 또 실재한다.
문화연구(cultural studies)가 영국에서 닻을 올린지가 반세기가 훌쩍 넘었음에도 근년 들어
다시 문화 간의 대화의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는 이유는 , 글로벌 역사 (La World/Global
History )의 집필 운동이 그렇듯32), 역설적으로 로컬문화(특히 식민화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필요성과 괘를 같이 한다. ‘보편적인 것 ’이 서구에 의해 획일화의 길을 걸어옴으로써 문화들
간의 교류 및 대화가 오히려 차단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로컬의 관점에서 문
화가 교류하고 대화하는 길을 모색해보자는 것이다. 인류의 공통 세계(le monde commun)는
공공선 , 공공성이 지렛대가 되어야 함에도 이를 실천궁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이를
실천하려면 모든 로컬이 제 목소리를 내고, 이를 담아낼 수 새로운 인식론이 마련되어야 한다
는 것이다.33)
모든 로컬이 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서구의 헤게모니적 세계관에서 탈피해 ‘ 다중심적 세
계(monde polycentrique)’를 새로운 세계의 상으로 세워야 한다는 요구와 맞물린다. 주지하
듯 , 세계가 ‘다중심적’이라는 것에 대해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가. 인종도 언어도 문화도
마찬가지다. 한글은 미어 (美語 )가 아니다 . 다중심적 세계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모름지기
학문 /철학이란 서구적 보편성에 이르러야 한다” 는 오래된 편견부터 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다
중심적 세계는 기실 모든 문화적 로컬리티가 세계의 중심이라는 논리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
다 . 말을 바꾸면 ‘하나의 중심(서구)’ 이 있고, 이를 둘러싸고 ‘많은 다른 주변(비서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구를 포함해 모든 로컬이 세계의 중심이란 뜻이다.
이러한 필자의 생각을 이미 구체적 고민한 학자가 바로 탈식민주의연구로 정평이 나 있는
라틴계미국인 W. 미뇰로(1941~) 교수다. 그렇다면 그는 서구의 획일적 보편성의 대안으로 무
엇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다중심적 세계관에 기초한 <diversality(諸各連動
性)>이다 .34) 그의 제각연동성은 서구의 비장소적 관점(zero-point of no where), 즉 자신들만
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허황된 보편적 시각이 인식론적 토대가 아니라 항상 어떤 장소 -로컬
(point of somewhere)이 인식의 출발점이며 , 바로 이 로컬이 세계의 중심이란 의미로 , 미뇰
로는 이를 “그 어떤 추상적 보편자 (any abstract universals) 나 식민적 권력 (managerial
power)을 극복한 , 하지만 식민지배를 받았던 하위주체적 관점 (subaltern perspective)에서
촉발된 지역들간의 상호 연결 프로젝트( a project of inter-connectio ns)”라고 정의하고 있
다.35)
제각연동성은 이런 관점에서 ‘ 보편적인 것’을 이중으로 새롭게 보완· 대리하고 있다고 해석할
31) F. Jullien, De l’universel, de l’uniforme, du commun et du dialogue entre les cultures,
Fayard, 2008 참조.
32) 자세한 언급은 Chloé Maurel, “La World/Global History. Questions et débats”, Vingtième
Siècle. Revue d'histoire , n° 104, 2009, pp. 153-166 참조 .
33) 필자는 일찍이 이러한 고민을 다음 글에서 담아보았다: 「글로컬 공공철학을 위한 문화인식론」, 『동
서철학연구』 제75호, 2015;
34) W. Mignolo, The darker side of western modernity , Durham: Duke Univ ersity Press,
2011, p. 235 참조 . 김용규는 <diversality> 를 ‘다양한 보편성 ’이라 번역하고 있다(김용규 , 「트랜스모
더니티와 문화의 생태학: 식민적 차이와 유럽중심주의적 근대성 비판」, 『코기토』 제70 호, 2011,
p.127). 하지만 필자는 그 의미를 적극 살린다는 취지로 감히 ‘제각연동성’이라 번역해본다.
35)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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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 하나는 로컬문화의 각자성(各自性), 즉 특수성이 문화의 고유성이라는 것이고, 다
른 하나는 각자성 ( 특수성, 고유성) 이 상호연동성 ( 또는 상호연계성 )과 결합해 ‘세계 ’를 새롭게
디자인한다는데 있다. 제각연동성은 그 윤곽이 서구의 추상적 보편성에서처럼 미리 주어져 있
는 것이 아니다. 제각연동성은 모든 지역의 각자성이 발현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는데 제일
의 (第一義)이다. 서구의 보편성이 비역사적이고 무국적인데 기초한 것이라면 제각연동성은 모
든 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각자성을 담아내는 ‘자연- 풍경화’이다. 그런 지적 풍경화는 E. 모랭
식으로 표현하면 ‘복합적 사유’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6)
역사적 존재, 문화적 존재로서 인간은 자신의 보편성을 바로 자신의 로컬역사와 로컬문화에
서 자양분을 받아 완성해간다. 로컬역사와 로컬문화는 공동체 구성원에게 세계관의 토대를 제
공하며

우주관의

원형질(hylé)이기도

하다 . 그런즉

세계의 극 ( 極)은

당연

서구적

하나

(uni-centric)가 아니라 지역적 여럿 (multi-pluri-centric) 일 수밖에 없다 . 이러한 새로운 세
계 인식론이 바로 로컬 존재론과 형이상학의 바로미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미뇰로의 제각연
동성의 요체다. 제각연동성은 이런 점에서 특정 종족(또는 민족) 또는 특정 국가를 위한 지식
체계가 아니라 , 제사에서 델리웰을 인용하며 암시했듯 , 진정으로 인류를 위한 공적 공간
(l’espace

public)을

예비하기

위해 ,

모든

지구촌

시민들을

위한

공통

공간 (l’espace

commun) 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 중심의 새로운 세계철학의 밑그림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새로운 철학적 디자인이 담아내고자 하는 것은 ‘나’ 또는 ‘너’ 가 아
니라 ‘우리 (Nous, We)’라는 점이다 . ‘우리 ’는 당연 서구인 , 동양인 , 아프리카인 , 한국인 등을
모두 포괄한

개념이다 . 이

‘우리’를

인식론적· 존재론적으로 재발명, 재창조(réinvention,

recréation)해야만 과거처럼 ( 아니 현재처럼 ) 더는 서구의 주도적 지배담론으로 인해 고립되고
희생된 종족·민족· 집단·국가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동학(東學)의 현대적 의미도 바로 이와 같
은 새로운 인식틀 , 즉 “ 인류공생 (le vivre ensemble)의 물음 ” 을 제일 철학의 기치로 했을
때 37) 비로소 세계철학과의 연동 ·연계되면서 그 각자성 (특수성 ), 고유성은 물론이고 보편성를
인정받게 될 것이라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아래에서는 우리는 지면 관계상(더 정확히는 필자
의 공부의 부족으로 인해 ) 서학 (西學 )과의 학문적 자주독립에서 출발한 동학 ( 東學) 의 제일 각
자성이 ‘민본주의 ’에 있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논의의 초점을 맞추어 볼까 한다. 38)
36) E. Morin, On Complexity, Translated by Robin Postel, Hampton Press, 2008. 모랭에 따르면
‘복합적 사유(complexe thought)’는 다양한 사건, 행동, 상호작용, 반작용, 결정성과 우연성, 불확실
성과 모호성, 질서와 무질서 등을 모두 포괄하며, 현상세계에 대한 설명에서 뿐만 아니라 인간- 세계
에 관한 인식론의 차원에서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Unitas Mu ltiplex)’ 담아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
느냐는 것이다. 요는 그동안 서구의 ‘단순 사유(pensée simplifiée ey simplifiante)’에서는 “사유의
규칙이나 확실성을 추구한다는 미명하에 모호성을 제거하고 위계화에만 몰두했다는 것이다”(ibid.,
p.5). 한마다로 실체, 원자 등 단순성(simplicité)이 사유의 절대성, 영원성을 전유하며 권좌를 차지하
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단순성은 모랭에 따르면 ‘분리환원적인 일차원적 사유패러다임(the
disjunction-reduction-unidimensionality paradigm)’과 다르지 않다 .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서구철
학은 “여전히 ‘인간’에 대해 선역사(prehistory)에 머물고 ” 있는 것이다. 모랭이 “오로지 복합적 사유
만이 우리(complex)가 우리의 지식 (complex)을 따르게 할 것”(ibid., p.6)이라고 강조한 이유가 여기
에 있다.
37) In-Suk Cha, “Vers une prise de conscience asiatique de l'identité multiple”, Diogène, n°
228, 2009, p. 5. 결론에서 차인석은 인류공생을 위해서는 국제적 윤리(l’éthique internationale)와
같은 것이 필요한데, 이 윤리는 특수주의(particularismes)의 이해와 수용이 “보편적으로 수용된 목
표”일 때 가능하지 않느냐고 묻고 있다(ibid ., p. 25).
38) ‘생명사상’, ‘다시 개벽 사상’, 유무상자(有無相資)의 정신에 기초한 아래로부터의 혁명사상, 보국안민
사상 등 동학(東學)에 대한 동아시아사상사적 접근 및 해석은 박맹수, 『개벽의 꿈 동아시아를 깨우
다』, 모시는 사람들, 2011 참조 – 이 책은 그간 저자의 동학 연구를 집대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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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860년에 창도된 동학의 각자성( 세계철학의 무대를 전제할 때 한국철학의 독립성, 자주
성이라 할 수 있는)은 교조 최제우(崔濟愚)의 ‘ 東學’ 에 대한 명명에서부터 그 토양이 어디인지
가 명시적으로 표현돼 있다 . 즉 동학은 서교 (西敎, 천주교 ) 의 도래에 대항하여 “동쪽 나라인
조선의 도(道 )”를 학문으로 일으켰다는데 있다. 제사 「 論學文 」 에서도 이미 확인했듯, ‘조선의
도로서 동학’은 비록 수운(水雲)이 하늘로부터 받은 깨달음이라면서도, 그가 깨달은 장소( 지역)
가 조선반도이기 때문에 동학이라 명명하지 않을 수 없다 (學則東學) 고 적고 있다 . 이를 앞장
에서의 논의와 이를 연결시켜보면 동학은 < 로컬 (조선 )에 대한 자기인식에 기반한 한국철학
(Korianoly)> 이라는 새로운 정의가 정당화된다 .
단적으로 말해, 동학, 즉 동도( 東道) 는 서학, 즉 양학(洋學 ), 양도(洋道)와 자연 풍토 및 지적
인 토양을 달리하고 있는 만큼 세계·우주· 인간· 사회에 대한 이념이 다를 수밖에 없고, 바로 이
‘다름 ’을 담아 ‘東學 (朝鮮學 )’이라 공표했다는 것이며, 이는 분명 학문적으로 ‘완전한 자주독립
선언 ’과 같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동학의 각자성이다.39)
이러한 동학의 각자성 , 독립성 , 자주성은 W. 미뇰로 등이 최근 서구철학에 정면도전하며
‘탈식민적 사유(de-colonial thinking)’를 전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그 선도성( 先導性 )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미룔로는 2008 년 한 포럼에서 “나는 내가 있는 곳(I am Where
I think)”이라는 강조한 바 있다.40) 그가 이렇게 장소를 강조한 것은 철학이란 모름지기 인간
주체가 거하는 곳에서 시발된다는 점을 환기시키고 있다. 철학은 메시아가 베푸는 은혜가 아
니란 뜻이다 . 미뇰로가 이렇게 세계의 지성계를 향해 ‘탈식민적 전환 ’을 요청하고 있는 것은
탈서구 , 탈자본 , 탈식민 없이는 지리 -철학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41) 제 2장에
서 언급한 바 있듯 , 지리 - 철학은 역사가 있고 문화가 있는 곳이면 어디나 존재한다 . 철학은
결코 서구의 전유물이 아니다.
지리 - 철학을 다시 세우는 일은 서구에 의해 식민화된 지리- 영혼을 탈식민화하는 일과 같다.
따라서 그 시급성과 필요성은 , 특히 제 3세계권의 입장에서 , 최소한 문화적 자존심이 있는 국
가라면 ,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것이라 할 수 없다. 게다가 탈식민의 문제는 단지 제3세계권
의 문제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방위적이라 할 수 있다 . G2, G7 을 제외한 지구촌의 많은
국가들이 같은 처지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학은 제3세계권 학자들처럼 서구- 자본식민 ‘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만을 목표로 삼지 않았다는데 있다 . 동학은 세계철학사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종의 “’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학문 운동’ 을 일찍이 전개한 것이다. 수
운의 동학에는 이렇게 ‘글로벌 비전과 디자인’ 이 포함돼 있었던 것이다. 특히 공맹의 사상으로
부터 자유롭지 않았던 조선에서 공맹은 물론이고 서학까지도 품고 극복하는 천학(天學), 천도
(天道)42)를 학문적 기틀을 세웠다는 것은 동학이 단지 로컬 - 한국철학에 그치지 않고 ‘세계철
39)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동학을, 기존 연구에서처럼, 동아시아 또는 서구와의 근대적 연관성 하에
서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조성환, 「한국적 근대의 시작과 동학이 추구한 문명」, 『근대
문명 수용 과정에서 나타난 한국종교의 공공성 재구축 제2차 년도 연구방향 세미나 자료집』, 2017,
pp. 2~3 참조) 세계철학적 의미를 부여하려는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한다.
40) 이 내용은 미룔로의 다음 논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W. Mignolo, “I am where i think:
Epistemology and the colonial difference”, Journal of Latin American Cultural Studies, vol.
8, n°2, 1999.
41) R. Grosfoguel, “The Epistemic Decolon ial Turn”, Cultural Studies, vol. 21, n° 2-3, 2007,
pp. 211-223 참조 .
42)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조성환, 「< 天道>의 탄생: 동학의 사상사적 위치를 중심으로」, 『韓國思想史
學』 제44집 , 2013, p. 368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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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의 꿈을 , 포부를 오롯이 담고자 했다는 의미와 통한다 . 때문에 동학은 , 김용휘의 책 제목이
시사하듯 , 후손인 모두가 우리가 더 갈고 다듬어 우선 그 각자성을 전 세계에 전파해야 할 책
무가 있다. 동학이 “세계철학적 차치와 함의를 가진 ‘우리 학문’”43)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때가
된 것이다.
2) 동학은 유럽-기독교의 지령(地靈)을 받아 탄생한 서학과 달리 동양, 조선의 지령(地靈 )을
수령해 탄생한 것이지만 , 세계철학을 단극 (unipolar) 중심에서 다극 (multipolar) 중심으로 세
계철학의 지형도를 새롭게 그릴 수 있는 길을 예비했다는데 또한 의의가 있다 . 뿐만 아니라
당시 조선사회의 지배담론이었던 유교, 불교, 도교를 통합해 그 체용( 體用) 을 인학(人學 , 人間
學, science of Human, H umanities), 민학 (民學 , 民衆學, science of populace, civilians)
으로 삼았다는 것은 서구철학에서는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값진 것이라 할 수 있다.
학문 , 제도, 종교가 인간을 압살한 것이 서학이 역사다. 반면 수운의 동학은 학문, 제도, 종
교가 인간(백성)에게 봉사하며 백성이 세계의 주인이라는 것이 둘 간의 가장 큰 차이라 할 수
있다 . 앞서 우리는 세계화 , 신자유주의 ‘탈인본적 악령 ’의 위험과 폭력에 대해 언급한 바 있
다 . 서구의 헤게모니가 제각연동성을 통해 거듭나야 하는 것 중에서 최상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뭐겠는가 ? 그것은 바로 휴머니즘이란 개념
(주의 ) 속에 간과된 ‘비서구인 ’이다. 19세기말 20세기
초중반에 휴머니즘을 그렇게 온 세계가 들썩이게 주장
했음에도 정작 서구인들은 그들 백인을 제외한 ‘인간’을
철저히 ‘비인간 ’, ‘ 동물 ( 짐승 )’으로 취급했다 . 이는 용서
받을 수 없는 죄악 중 죄악이라 비판받아 마땅하다. ‘인
종학살 ’이며 ‘ 인종청소’ 이란 용어의 사용 주체가 ‘누구 ’
인가 ? 그런데도 버젓이 ‘휴머니즘’ 개념 안에 똬리를 틀
고 들어 앉아 있는 자 또 ‘누가 ’ 인가 ? 이에 대해 더는
부연이 필요할까?
심지어는 그들의 무고한 식민지배시민을 원숭이와 함
께 ‘전시’했던 자들이다. 현대의 자본주의에서는 같은

<그림 4>: 1910년 당시 파리의
< 인간동물원> 의 한 장면

논리로 ‘인간 ’을 ‘매매의 대상’으로 여기기까지 한다 . “ 팔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상업화하
고 산업화하여 사유화(私有化) 하는 것이 서구-미국식 세계화의 본령이다.” 44)
이렇게 서구는 인간을 문명인(백인) 과 야만인(유색인)으로 구분해 과거에도 차별을 일삼아왔
지만 현재에도 그 차별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 식민적 권력 매트릭스(the colonial mat rix
of power)’는 ‘ 글로벌 식민성’으로 강화돼가고 있다. 45) 인간을 , 백성을 지고의 가치로 섬긴 동
학이 , 타자의 윤리학이 ‘제일철학 ’으로 운위되는(E. Levinas) 오늘날, 민학 (민본주의)의 가치를
통해 세계철학을 ‘다시 개벽’할 때가 되었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46)
43) 김용휘, 『우리 학문으로서의 동학』, 책세상, 2007 참조.
44) A. J. Marsella, “’Hegemonic’ Globalization and Cultural Diversity. The Risk of Global
Monoculturalism”, Australian Mosaic , n° 13, issue 11, 2005, p. 2.
45) W. Mignolo, “Global Coloniality and the world Disorder. Decoloniality after D ecolonization
and Dewessternization after the Cold War”, World Public Forum: “D ialogue of
C iv il izat ions” (h ttp:/ / wpf dc .org / imag es/ 20 1 6_ blog /W.Mig n olo_D ec olon iali ty_ after _
D ecolonization_D ewesternization_after_the_Cold_War.pdf) 참조.
46) 여기서 ‘다시 개벽’은 동학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신을 되살려 ‘새 문명(생명살림의
문명) 창조’를 꾀하자는 함의가 포함돼 있다 - 박맹수, 「동학의 공공성 실천과 그 현대적 모색」,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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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 동학은 현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휴머니즘의 모태와 기틀을 제공
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는 물론이고 실천적 강력까지도 구유 ( 具有)하고 있는 ( 「동학농민군의
12 개조 군호(軍號 )-기율( 紀律)」 )47) 최상의 도덕철학이요 윤리학이다. 현대의 자본주의에서처럼
인간이 매매되는 곳에서, 신자유주의에서처럼 국민이 사라진 곳에서 이제 서구철학은 효용성
을 물을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다. 서구철학은 그들의 자초한 세계의 무질서를 방관하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다 . 역설적으로 말해 그러하기에 “ 사람 섬기기를 한울같이 ( 事人如天)한 ”,
“사람이 곧 한울 (人乃天)” 이라고 가르쳐온 동학이 현대의 기술 - 자본 문명의 치유철학으로서
배역을 맡아 역할을 수행을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3) 주지하듯, 창도 당시부터 동학은 이미 한울( 하늘) 에 대한 공경인 경천(敬天 )과 시천주( 侍
天主 ) 신앙을 중심으로 모든 백성이 내 몸 안에 천주( 한울님)를 모시는 입신(入信 ) 과정을 통
해 백성이 군자 (君子 )가 되고, 나아가 보국안민 (輔國安民)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쳤다 .
그리고 <事人如天 > 사상은 단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의 산천초목에 이르기까지 한울에
내재한 것으로 보는 물물천 사사천(物物天事事天)의 범천론적 사상으로 확대되어 조선 백성들
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다. 또한 < 人乃天 > 사상은 동학이 서민층의 탐관오리의 혁파, 반
왕조적인 사회개혁운동, 외세 배척(반세계화)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배경이 되기도 했다. 48)
어떤가 ? 이보다 더 인간을, 백성을 사랑하고 섬기며 사회 변화를 꾀한 종교가, 철학이 지구
촌에 존재하는가? 서론에서 “우리는 결코 근대였던 적이 없다”는 책을 펴낸 라투르의 외마디
가 공감이 간다고 했다. 이 책을 통해 라투르가 제동을 걸고자 한 것은 후기구조주의자들, 탈
근대론자들, 해체주의자들의 수사학이었다. 라투르가 주목한 ‘근대 ’는 이성 , 계몽 , 과학 , 진보
와 동의어라 해도 무방하다. 그렇다면 라투르가 이 책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뭐겠는가? 그것은
이성 , 계몽 , 과학 , 진보가 말뿐인 허구라는
것이다 . 이를 동학의 교의 (敎義)에 맞추어
재해석하면 ‘다시 개벽’ 이 필요하다는 말이
될 것이다 . <다시 개벽 >은 어디 Korea만
그

대상국이겠는가?

‘근대’가,

‘전통’ 이,

‘역사 ’ 가, ‘문화’가 제자리를 잡아야 하는
지구촌 전체가 ‘다시 개벽 ’의

대상이란

뜻이다 . 동학의 개벽사상이 다시 개벽될
때 ‘동학의 유토피아’는 서구화, 자본화,
식민화에 짓눌린 로컬들이 재영토화의 길
로 들어서는 참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림 5>: 녹두 장군 전봉준을 기린 구전민요 ‘새야 새야
파랑새야’

이렇게 ‘다시 개벽 ’을 맞은 로컬들이 각자
세계의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극 (polar)을

이룬다면 (諸各性), 그렇게 되찾은 제작성이 연동성(連動性)으로 활성화된다면 , 바로 그것이 평
등과 자유, 정의와 인권이 구현된 ‘멋진 신세계’ 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를
함께 건설하는 일, ‘동학하는’49) 일이 어렵지 않은 까닭이 여기 있다.50)
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제72, 2017, pp. 90-91
47) Ibid., pp. 93-98 참조 ,
48) 이러한 사상은 동학혁명군의 다음 표어에도 잘 나타나 있다: 제폭구민(除暴救民)·축멸왜이(逐滅倭夷)·
진멸권귀(盡滅權貴). 동학운동이 개항·개화기에 갑진개혁운동, 신민회운동, 3·1운동으로 연계되면서 자
주독립, 민족(주의)운동의 토대가 된 것은 이런 점에서 것도 결코 우연이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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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각연동성의 관점에서 재평가할 때 동학은 이상과 같은 각자성 , 고유성에 바탕하고 있
으면서도 동시에 초지리· 초로컬적 이념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미 보편적 ·세계적인 철학의 면
모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며 51), 관건은 전근대 , 근대의 늪과 절망에 빠진 모든
로컬에서 이를 ‘ 글로벌 공공선 (global public good)’ 의 모델로 받아들여 실천하는데 달려 있
을 것이다. 이를 제 로컬에서 나서 실천하기만 한다면, 인류는 더 이상 지금처럼 얼굴색으로,
종교로 , 신분으로 , 직업으로 , 재산으로 나뉘어 상살 (相殺) 하는 일은 최소한 막을 수 있을 것이
다 . 동학은 “ 아래로부터의 혁명” 52)의 대표적 모델이다 . ‘민본동학철학 ’을 실천은 식민의 그늘
이 있는 로컬이면 모두가 필요한 사상이다 . 글로벌 식민성을 조장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
안이 동학이다. 이를 친행(親行)할 때, 그렇게 모두가 ‘동학을 공공할’ 때 19세기말 조선의 동
학의 이상은 ‘제각현실’에서 뿌리를 내려 문자 그대로 ‘신세계’를 지구촌 시민들에게 선물하게
될 것이다.

4. 오늘, 우리의 연구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한국철학의 뿌리에 대해 고민을 하다보면, 대개 조선을 경유해 고조선으로 시대를 훌쩍 뛰
어넘는 것이 일반적이다. 몸통이 비어 있다는 것은, 기점이 ‘신화’라는 것은 “철학의 ‘역사’”를
논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말과 같다 . 게다가 기록이 충분한 조선의 경우도 또 다른 벽과
직면하게 되는데, 중국과의 관계 설정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버젓한 ‘한국철학
사 ’ 한 권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에서 우리는 100여년이 넘도록 ‘철학을 가르치며 또 배우고’
있다 .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한국의 역사, 한국문화의 전통은 세대를 거칠수록 점점 잊혀져가고
있는 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세계화 물결로 인해 서구적 사고방식과 생활 패턴과 서구
적 대중문화가 한국인의 정신까지 물들이는 세태가 되었다.
한국에서 학문의 식민성 문제가 제기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건만 인문학자, 철학자들
은 자기비판은 뒷전이고 서구의 신경향적 연구라면 두 손을 들고 맞이하기에 여념이 없다. 도
시계획자들이 도시를 ‘ 경제 관계(economic relations)’ 의 장(場)으로만 인식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노동과 생산의 관계로만 도시를 계획하기 때문에 구성원인 시민을 간과하고 역사와 문화
를 진공 상태로 치부해버리듯53), 서구적 세계인식은 각 로컬을 역사와 문화를 중심으로 접근
49) 조성환, 「동학이 그린 공공세계」, 『근대 한국 개벽종교를 공공하다』,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편, 모시는 사람들, 2018 참조.
50) 박맹수, 「동학이 꿈꾼 유토피아」, 『조선의 멋진 신세계』, 김양식·박맹수 외, 서해문집, 2017 참조.
51) 동학에 대한 국외의 평가로는 다나카 쇼조의 「朝鮮雜記」(1986); 趙景達『異端の民衆反亂: 東學と 甲
午農民戰爭』(東京: 岩波書店, 1998) - 직접적 설명은 박맹수(2017), op. cit., pp. 94-95 참조. 그리
고 최근 일본학자가 리(理)와 기(氣)로 한국사회를 해석한 책이 출간돼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 오
구라 기조 ,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 리와 기로 해석한 한국 사회』, 조성환 옮김, 모시는 사람들,
2018.
52) 박맹수(2016), op. cit., p. 170.
53) 오늘날에도 여전이 도시공학 (an urban spatial science)은 경제학이 중심이론으로 통하며, 1970년
대 마르크스주의적 접근이 시도되었을 때조차도 경제주의적 접근은 계속되었다. 1970 년대에 1950년
대와 달라진 점은 도시 연구에 ‘문화’가 포함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물론 1990 년부터 본격화된 비교
문화연구, 포스트모더니즘과 같은 외부 이론의 부상과 인문지리학, 도시지리학과 같은 새로운 연구
경향의 등장으로 도시공학도 내적 변화를 꾀한 게 사실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새로운 연구
가 봇물처럼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며, 이로 인해 바른스의 지적대로 “문화가 농촌에서 탈출해 도회
지를 강타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시민들이 농촌문화를 체험하며 삶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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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고 오로지 정치·경제적 타산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중대한 문제인 것이다. 다시 벨렘을
통해 강조하건데, ‘ 서구식으로 사유하지 않기’는 이런 점에서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 500
년이 넘도록 서구의 식민 지배를 받아온 제3세계권에서는 탈식민적 사유 운동이 전개되고 있
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 벨렘도 미뇰로도 결국 로컬의 관점에서 철학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54)
로컬의 관점에서 철학을 다시 세우는 일은 거의 ‘불가능 ’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하지만 필자는 이번에 동학을 접할 기회를 통해 확신을 갖게 되었다, 동학이라면 세계철학계
에 도전장을 던져볼만 하다고! 본 연구를 통해 필자가 재삼 확인한 것은 ‘땅의 정령’이 사유의
지도에 반영될 뿐만 아니라 사유지도에도 땅의 정령이 반영되며, 백성들은 그렇게 자신의 삶
터를 문화 ·문명화해간다는 사실을 깨달은 점이다 . 그렇다 . 동학에는 조선의 , Korea의 사유의
지도에는 , 오로지 백성, 시민을 위한 민본주의의 전형이 살아 꿈틀대고 있다. Korea의 사유의
지도에서 동학(Koreanology)이 그 중심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은 한국인의 자부심이다 . 동학의
대상이 조선민중이었던 것처럼, 한국철학은 당연 한국, 한국인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폭을 넓
히고 깊이를 심화해가야 한다. 이것은 ‘당위’이다. 이제 더는 ‘ 보편’이라는 서구의 유령과 씨름
할 필요 없이 동학 고유의 정신과 비전을 몸에 익혀 열매를 맺게 해야 하다. 아프리카철학자
들이 그랬듯, 오늘 우리에게도 탈서구, 탈자본, 탈식민은 “ 보편적인 것의 야만”에 대한 정당방
위라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 조선의 동학은 21세기 한국철학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배아를 이
미 품고 있다. 한국철학은 우선 먼저 한국인의 학이며, 한반도학이다. 각자성 , 독립성, 자주성

전봉준 장군 동상제막식 (2018.04.24.)

없이 세계철학을 넘볼 수 없다. 그것은 넌센스(沒意義 )다.
필자는 한 논문에서 이차함수 y=f(x)까지 끌어들여 한국철학의 세계성(보편성 = y)은 한국의
지역성 (x) 이 결정한다는 주장을 편 바 있다.55) 필자의 이 주장은 우리는 바로 ‘이곳- 한국’에서
철학을 하고 있다는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다. 역설적으로 말해 우리는 상식적으로
철학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Can Ko reans Think?>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56)
그 단적인 예라 하겠다 - T. J. Barnes, “The 90s Show: Culture Leaves the Farm and Hits
the Streets”, Urban Geography, vol. 24(Issues 6), 2003, pp. 479~492 참조.
54) 이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박치완, 「로컬의 관점에서 본 (서구)철학의 헤게모니, 어제와 오늘」, 『인문
학연구』 제110 호,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8, pp. 165-174 참조.
55) 박치완, 「지역과 세계 , 상대성과 보편성의 경계에 선 철학」, 『철학과 문화』 제26 집 , 한국외대 철학과
문화연구소, 2013, pp. 41-75 참조.
56) “Can Koreans Think?”는 싱가포르 외무부장관을 엮임한 바 있는 현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인 인도
계 마부바니가 쓴 다음 책 제목에서 차용한 것임 - Kishore Mahbubani, Can Asians Th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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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을 사랑하고 정의를 위한 길 ” 57)을 열어젖히기 위해 지금으로부터 124 년 전 반봉건 ,
반침략 , 척왜양 ( 斥倭洋 ), 반근대 , 반세계화를 외쳤던 동학혁명군은 꿈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에
게 ‘역사 ’로 남게 되었다 .58) 조선팔도의 온 백성들로부터 사랑을 받은 동학의 숭고한 정신은
온데간데없고 정신 ·물질적으로 , 정치 · 경제적으로 제식민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한반도다 .
최근 남북통일회담을 한다며 미국을 끌어들이고 , 그것도 모자라 중국 , 일본까지 끌어들여 우
리 스스로에게 식민의 족쇄를 채우고 있다. 조선의 그때와 오늘, 하등 다르지 않는 상황이 전
개되고 있다. 동학혁명군의 후손된 것이 부끄러울 뿐이다 . ‘역사 ’를 다시 불러내 이런 우리의
현실을 반추해보아야 할 때이다 . 우리가 사는 곳에 유령이 있다 .(“‘나 ’는 곧 내가 사는 곳의
주인이다 !” 를 함께 외치며 이 발표를 마쳤으면 한다.)

Understanding Between East and West, Steefforth, 2001. 이 책을 통해 마부바니는 스타가 되었
는지 모르지만 다음 관련 논쟁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 “Asians can think: A time for Asian
Leadership at the G20”(East Asia Forum , 2010); “Why ‘Can Asians think?’ is still a
r elevant question”(The Nation , 2014); “Can Asians think? Yes, and no”(On Twitter
worldethics, 2014); “ Asians can and must think strategically, not to be dominated by the
West”(Rightway , 2014); “‘Can Asians Think?’, and other nonsense”(Myanmar TIM, 2018) “아시아인도 철학을 하는지?” 묻는 마당에 “한국에서 철학을 한다”는 것은 세계인이 조후(嘲詬)할 일
이다. 그 정도로 한국의 인지도는 낮다. 한국철학은 더 말할 것도 없다. 해서 필자는 감히 제안해본
다, 동학을 관례대로 ‘동아시아(극동아시아, 동북아시아)’라는 지리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탈식민주
의 연구 그룹과 어깨를 같이해 동학의 세계철학적 가치와 함의를 <Kor eanology>로서 널리 지구촌에
알리는 것이 어떨까? 한국인문학자들의 상상력이 세계(지구촌)를 대상으로 하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
문에 그 존재 가치와 역사를 지구촌 차원에서 인정받고 세계시민들에게 관심 갖게 하는 일이 요원하
기만 한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기에...
57) 전봉준의 다음 절명시(絶命詩)에서: “時運이 다하니 영웅도 스스로 어쩔 수 없다/ 백성을 사랑하고
正義를 위한 길이 무슨 허물이랴/ 나라를 위한 붉은 마음 그 누가 알아줄까”
58) 이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박맹수 (2006), pp. 166-167 참조 . 특히 동학혁명군의 <폐정개혁안 >을 ‘반
세계화운동’의 차원에서 평가하고 있는 점이 새로운 해석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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