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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목표
이 강좌는 라틴아메리카의 사회사를 전지구적 맥락에서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
에서는 소위 '라틴아메리카 지식의 디스카운트'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는 서구가 라틴아메리카
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미치지 못하는 열등생 취급을 해왔고, 우리가 서구 지식에 종속되어 
있어서 서구가 라틴아메리카를 바라보는 방식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다. 시대
에 따라 용어만 달라졌을 뿐이지 서구/라틴아메리카는 중심/주변, 제1세계/제3세계, 전지구적 
북(global north)/전지구적 남(global south)으로 인식되어 왔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이분법적 접근은 자신의 이해에 따라 국제질서를 유지하고자 한 서구 헤게
모니 전략의 산물일 뿐이다. 이 강좌를 통해 '또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는 세계사회포럼의 슬
로건에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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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출석: 20%
- 중간고사: 30%
- 기말고사: 40%
- 퀴즈(pass or fail): 10%

강의계획
1주 근대/세계 식민체제와 지식의 식민성

2주 서구 근대성의 어두운 이면 증 다음 챕터
- ｢한국어판 서문｣
- ｢서론: 식민성 —서구 근대성의 어두운 이면｣

3주 궁정전투의 국제화
- 1장 ｢서론｣
- 6장 ｢다원주의와 개혁의 전파｣



4주 궁정전투의 국제화
- 7장 ｢상징적 제국주의의 역설: 근대성의 폭발적인 실험실, 라틴아메리카｣
- 9장 ｢대립에서 협력으로: 새로운 보편성의 국내적 생산과 국제적 인정｣

5주 갈색의 세계사
- ｢서론｣
- ｢파리, 제3세계의 출현｣
- ｢부에노스아이레스. 경제 상상하기｣

6주 갈색의 세계사
- ｢라파스, 막사에서 풀려나온 군대｣
- ｢카라카스, 악마의 배설물 석유｣
- ｢뉴델리, 제3세계의 몰락｣

7주 포스트식민주의 또는 트리컨티넨탈리즘
- 5장 ｢라틴아메리카 I_마리아떼기, 문화 횡단과 문화 종속｣
- 16장 ｢라틴아메리카 II_꾸바: 게바라, 까스뜨로, 트리컨티넨탈｣

8주 중간고사

9주 신좌파의 상상력
- 1장 ｢신좌파, 세계사적 운동｣

10주 신좌파의 상상력
- 2장 ｢1968년의 사회운동들｣

11주 라틴아메리카 신좌파
- ｢프롤로그｣
- 1장 ｢유토피아의 재탄생?｣
- 2장 ｢브라질: 룰라 정부｣

12주 라틴아메리카 신좌파
- 3장 ｢베네수엘라: 포퓰리즘과 좌파｣
- 4장 ｢우루과이: 좌파 정권｣
- 5장 ｢콜롬비아: 신좌파｣

13주 라틴아메리카 신좌파
- 6장 ｢아르헨티나: 키르치네르 시대의 정치적 좌파와 사회운동｣
- 7장 ｢멕시코: 그리움과 유토피아｣
- 8장 ｢볼리비아: 좌파와 사회운동들｣



14주 라틴아메리카 신좌파
- 9장 ｢21세기초 라틴아메리카 좌파의 약속과 과제｣
- 10장 ｢위험이 있는 곳에...: 대의민주주의의 범람과 대안의 등장｣
- 11장 ｢소극화된 다원성, 미래의 좌파를 위한 제언｣
- 옮긴이 후기 ｢다시 기로에 선 라틴아메리카｣

15주 기말고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