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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책은 일본의 現代思想 , 2009년 7월 <특집 : 인간/동물의 분할선>에서 ‘특집’
관련 글 중에서 12개만 번역했다.
∙ 황호덕의 ｢제국의 인간학 혹은 식민지동물의 주물공장 : ‘비인’의 땅, 후기식
민지로부터의 단상｣은 한국어로 입수할 수 있으므로 생략했다.

2. 원문이나 인용문이 일본어가 아닐 경우, 대체로 원문을 찾아서 대조 후 수정했
다. 또한 일본어로만 된 문헌을 제외하고 번역서의 경우 일본어 서지사항을 모
두 삭제했다.

3. 이 책은 <현대정치철학연구회>에서 하는 세미나 및 연구를 위한 보조 자료로
만들었다. 본문의 좌우에는 현대사상 의 쪽수를 표기했으므로, 인용에 참고 바
란다.

4. 1장인 데리다의 글의 경우 다른 글들과는 표기법이 다르다. 데리다가 인용한 텍
스트에 [ ]가 있는 것은 데리다의 추가이며, 〔 〕가 옮긴이의 것이다. 나머지 글들
은 경쟁하는 번역어나 구절의 경우 〔 〕에 집어넣었고, 삽입하는 번역 구절은 [ ]
에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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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뢰즈에게서
인간의 초월론적 ‘어리석음’과 동물-되기 *
자크 데리다

050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모든것은 무엇보다 우선 질 들뢰즈의 작

업에 대한 헌사일 것입니다. 〔제가〕 오래 전부터 품고 있던 지속적
인 경의, 존경, 우정의 징표일것입니다.1) 하지만 저는 들뢰즈에관
한 학문적 작업을, 영어권에 한정되지 않은 작업을 해온 폴 패튼에
게도 역시 오마주를 바치고 싶습니다. 그의 다른 숱한 공헌 중에서
도 특히 저는 차이와 반복 의 번역을 거론하고 싶네요.2) 여기서
* [옮긴이] “The Transcendental “Stupidity”[bêtise] of Man and the Becoming-Animal
According to Deleuze”, in Derrida, Deleuze, Psychoanalysis,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7. 이글은일본어를 중역한 것이 아니라 위의 영어본으로재번역했다. 따라
서데리다의세미나 짐승과주권자1권 의5장및6장과내용이겹치지만미세
한번역에서는다를수있음을미리적어둔다. 또데리다가인용한들뢰즈등의
텍스트도프랑스어원본(및국역본)과다르다는점도지적해둔다. 한편, 본문이
나인용문안의[ ]는데리다의것이며, 〔 〕는옮긴이의것이다.
1) [영어판편집자] 여기에채록된텍스트는2002년4월12-13일에캘리포니아대학
교어바인캠퍼스에서개최된심포지엄｢데리다/들뢰즈: 정치, 정신분석, 영토
성｣에서의강연이다. 본고는데리다의의향을따라엘린펠리스가녹음하고편
집한기록을전사(轉寫)한것에바탕을두고데리다본인이약간수정한것이다.
2) [옮긴이] 차이와반복 은이하DR로약칭한다. 독자의편의를위해불어본/영
역본의 순서로 표기한다. Gilles Deleuze, Différence et répétition, PUF, 1993. 국역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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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 책의 번역을, 특히 ｢사유의 이미지｣라는 제목의 장을 참조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번역서의 특
정한 페이지를, 폴 패튼의 경계심이 그토록 도드라지는 페이지를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가 신중하고 조심스
러운 방식으로, 제한 시간 내에 이 강의에서 두 개의 프랑스어를
둘러싸고 전개될 모든 것을 담아내려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제
가 번역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두 개의 프랑스어 어휘 말입니다.
그것은 bête와 bêtise입니다.3) 〔번역 불가능하다고 제가 생각한〕 이유들
을 몇 시간이든 주야장천 얘기할 수 있는데요, 특히 bête와 bêtise를
적절하게 번역할 영어 단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 특히 stupid〔우둔
한〕나

stupidity〔우둔함〕가 아니고, 심지어 dumb〔멍청한〕이나 dumb-

ness〔멍청함〕는 더더욱 아닙니다.4) 프랑스 관용어idiom의 경계 내부
로는다음을참조. 질들뢰즈, 차이와반복 , 김상환옮김, 민음사, 2004년.
[영어판편집자] 데리다는종종프랑스어원본을번역해말했지만, 이글에서는
그가인용한영역본을바탕으로기재했다.
3) [옮긴이] 프랑스어의명사・형용사bête는인간과대립하는동물일반을가리키
는라틴어bestia에서유래한다. 문맥에따라서bête는폭넓은의미를갖고, 인간
에게위험을가하는사나운‘야수’, 소나양등의길러진‘가축’, 사냥의대상으로
서의‘조수(鳥獸), 사냥감’, 곤충이나해충등의작은‘벌레’, 상상상의‘괴수, 괴물’
을 의미한다. 이런 “지성이나 이해력을 결여한 짐승의 상태”라는 함의로부터,
형용사 bête는 “어리석은, 바보의, 섣부른, 경솔한”을 의미하며, 어리석은 행위
나말, 상태를부정적, 경멸적으로지시한다. 그파생어인 명사bêtise는“어리석
음, 우둔함”을 추상적으로 의미하는 것과 더불어, 구체적으로 “어리석은 언동,
경솔한 언동”, “쓸데없는 짓, 하찮은 것”도 의미한다. 진위의 기준이 들어맞지
않은가치없는얘기라는함의로“여담, 우스갯소리”라는의미로도사용된다.
4) [옮긴이] stupidity는 라틴어 stupid(감각이 없는 상태)에서 유래하며, “정신이 우
둔하고반응이매우둔한상태”를내포하기때문에, “우둔한, 어리석은, 머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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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어떤 주어진 맥락에서 실제로〔화용론적으로〕 사용된 ‘bête’와

‘bêtise’를 다른 맥락으로 무난하게 번역하려고 해도, 이를 일의적
으로 보증할 수 있는 안정된 의미론적 맥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를 깨달은 패튼은 들뢰즈의 다음 구절을 번역할 때, 프랑스어의

‘bête’와 ‘bêtise’를 두 번 꺽쇠괄호에 남겨둡니다. “어리석음stupidity(bêtise)은 동물성이 아니다. 동물을 ‘어리석은stupid’[bête] 존재로
부터 막아내는 특유한 형식들에 의해 동물은 보호되고 있다”(DR

196/150). 그리고 들뢰즈 자신은 bête라는 말을 인용부호 안에 넣습
니다. 물론 꺽쇠괄호[« »] 안에 집어넣으면서 패튼은 stupidity라는
말을 사용하고, 그 다음부터는 bêtise〔라는 원어〕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독자들도 stupidity가 bêtise를 번역한 것이라는 주의사항
을 전달받았기에, 〔읽을 때〕 더 이상 불편을 겪지 않을 겁니다. 이런
것이 들뢰즈가 던진 주요한 물음인 “(오류가 아니라) 어리석음은
어떻게 가능한가?”(DR 197/151)와 관련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것〔들뢰즈의 이 물음〕이 제 출발점일 겁니다.
오늘 저는 이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어바인 캠퍼스에서 진행하
고 있는 세미나 ｢짐승과 주권자｣(2002년 봄)에서 몇 군데를 발췌하
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많은 전개를 건너뛰어야겠
지만 말입니다.5) 성적 차이를 넘어서, 〔프랑스어의 남성/여성〕 정관사

전이더딘, 비상식적인, 흐리멍텅한, 몹시하찮은” 등의의미를지닌다. dumb는
“언어를결여한상태”를내포하며, 말을할수가없는동물을지시하며, 파생적
으로 “어리석은, 바보인, 멍청한, 머리가 나쁜” 등의 의미를 지닌다. 둘 다 동물
과구별되는“짐승beast”의의미도 포함하지않는다는 점에서 프랑스어bête와
는함의에간극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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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la ─ la bête(짐승)와 le souverain(주권자) ─ 는 관사가 보통명칭
들, 보통명사들과 관련되어 있으며, 따라서 형용사나 속사와는 아
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잘 드러냅니다. 이 구별은프랑스어의 관
용적〔특유한〕 용법과 필경 연결된 두 개의 증거를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더욱 더 중요합니다. “la Bête〔짐승〕란 〔정관사 없이〕 짐승bête
이다, 〔형용사, 속사로서〕 짐승적bestial이다”라고는 결코 〔일부러〕 말하
지 않을 겁니다. bête〔어리석은〕, bestial〔짐승 같은〕, stupid〔우둔한〕,

dumb〔멍청한〕 등의 형용사나 속사는 동물이나 짐승에 고유한appropriate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어리석음bêtise은 인간에게, 혹은

인간으로서의 주권자에게 고유한proper 것입니다. 인간에게 본질
적인, 혹은 인간에게 고유한 것으로서의 어리석음이라는 주제에
관해서는, 들뢰즈의 차이와 반복 의 해당 대목을 나중에 재론하
기로 하죠. 물론 여기에 계신 여러분은 모두 천 개의 고원 의 멋
진 장인 ｢1730년 : 강도-되기, 동물-되기, 지각 불가능하게-되기...｣6)
는 아실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늑대 ─ 늑대는 제 세미나의 핵
심에 있습니다 ─ 와 〈늑대남자Wolf Man〉, 늑대들이 닮은 것 같은
남자에 대한 참조뿐 아니라, 늑대인간werewolf, 아이-늑대/늑대-아
이의 현상, 모비 딕 에서의에이하브 선장의고래-되기에대한참
조도 발견합니다.7) 또우리는 거기에서, 천 개의 고원들속에서, 분

5) “The Beast and the Sovereign/La Bête et le Souverain,” spring 2002.
6) 이하 MP로 약칭. [옮긴이] 이 글에서는 불어본/영어본의 순서로 적는다. Gilles
Deleuze, Felix Guattari. Mille plateaux. Minuit 1980.
7) [옮긴이] 데리다는 loup-garou, homme-loup, Homme aux loups 등의 용어를 매우
엄밀한 구분하여 방식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별반 구별되지 않고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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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학과 분류의 물음을 포함해, 동물적 형상들의 물음을 포함해 다
른 많은 것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면서 들뢰즈는 정신분
석을 건드립니다. 정신분석이 동물들에 대해 말할 때, 그는 정신분
석을 비웃습니다. 그는 그것을 비웃습니다. 그는 종종 웃습니다.
─ 제게, 때때로 약간 재빨리 배시시 웃습니다. 그는 정신분석을
웃을 뿐 아니라, 심지어 그게 더 우스운데요, 정신분석이 동물들에
대해 말할 때 동물들 자신이 정신분석을 비웃는다고 우리에게 말
합니다. “우리는 세 종류의 동물들을 구별해야 한다. 첫째, 개체화
된 동물들, 가정용〔길들여지고 가족적인〕 애완동물, 감상적인 동물들,

‘내’ 고양이, ‘내’ 개 등 사소한 이야기에 등장하는 오이디푸스적 동
물들. 이 동물들은 우리를 퇴행으로 초대하며, 나르시시스적 관조
로 끌어들인다. 그리고 이 동물들은 정신분석이 이해하는 유일한
종류이다〔정신분석은 이런 종류의 동물밖에는 이해할 수 없다〕. 〔그리하여 안
심하고〕 이것들의 배후에서 아빠, 엄마, 어린 동생을 더 잘 발견한다

(정신분석이 동물들에 대해 말할 때, 동물들은 웃는 법을 깨닫게
된다)”(MP 240). 그러고 나서 그는 이탤릭체로〔강조하여〕 이렇게 덧
붙입니다. “고양이들과 개들을 좋아하는 자는 모두 바보〔어리석은
자〕이다.” “바보〔어리석은자, 멍청이〕”는 con을번역한 것입니다만, 이

것은 bête와 마찬가지로 번역 불가능합니다. “Tous ceux qui aiment

les chats et les chiens sont des cons.”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된점에이의를제기하기위해순서대로 ‘늑대인간’, ‘인간늑대’, ‘늑대남자’로
옮긴다. 특히 Homme aux loups는 프로이트의 Wolfmann의 프랑스어 번역어인
데, 프랑스어에서aux에주목하면이는‘늑대가된남자’, 혹은위의본문에있듯
이‘늑대들이닮은것같은남자’라는의미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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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종류가 있다. 성격 혹은 속성을 지닌
동물들. 유genus, 분류〔로서의 동물들〕 혹은 국가적 동물들. 위대한 신
적 신화들에서는 이런 동물들이 다뤄지며, 이런 식으로 동물들을
계열들이나 구조들, 원형들이나 모델들로부터 뽑아낸다(아무튼
융은 프로이트보다 훨씬 더 심오하다).” 또한 이것이야말로 들뢰
즈의 절대적인 독창성입니다. 프랑스에서는 프로이트보다 더 융
을 칭송합니다. 그는 이렇게 계속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체를, 생성변화를, 군집을, 이야기

tale를 형성하는〔만들어내는〕 좀 더 악마적〔다이몬적〕인 동물
들, 무리를 짓거나 정서를 나누는 동물들이 있다. … 혹은
또 다시 말해서, 어떤 동물이든 모두 세 가지 방식으로 다뤄
질 수는 없을까? 이虱, 치타, 혹은 코끼리 같은 어떤 주어진
동물은 애완동물로, 내 귀여운 짐승으로 다뤄질〔전락할〕 가
능성도 항상 있다. 그리고 정반대 극에서는, 어떤 동물이든
무리나 떼의 양태를 따라 다뤄질 수도 있다. 우리의 동료 마
법사에게 유리한 양태를 따라서. 심지어 고양이, 개도 그렇
다. 그리고 양치기, 동물 조련사, 〈악마〉가 무리 중에 좋아
하는 동물이 있을 수 있다. 비록 방금 우리가 논의한 것과
전혀 같지 않는다고 해도 말이다. 그렇다, 모든 동물은 〔실제
로〕 무리이고 무리를 〔잠재적으로〕

이룰 수 있지만, 〔그러나 동

물이 무리를 이룬다고 해도,〕 그것은 가변적인 적성의 정도에 따

라 [무리를 이룬다는 것이며, 또 그런 정도에 의해,] 경우에 따라서는
동물이 현실적으로나 잠재적으로 담고〔내포하고〕 있는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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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발견하거나 다양체-농도를 발견하는 것이 좀 더 쉬워
지거나 좀 더 어려워진다. 어군〔魚群, schools〕, 집단bands, 떼
herds, 군집populations 등[의 다양한 무리들]은 열등한 사회적 형태

가 아니다. 이것들은 인간이 동물과 더불어 실행하는 생성
변화에 나으면 낫지 못하지 않을 만큼 강력한 생성변화에
모든 동물을 빨아 넣는 정서와 역량이며, 즉 퇴화〔involutions,
역행〕인 것이다(MP 294-295/241).

물론 제 세미나 전체를 명시적 또는 간접적으로 가로지르고 있는
물음은 인간에게 고유한 것, 인간의 고유성le propre de l’homme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도착이나 성적 일탈, 동물성애 ─ 짐승들

과 성교할 수밖에 없게 하는 충동 ─ 로 특징지어지든, 혹은 잔혹
함으로 특징지어지든, 이런 짐승성, 이런 이중의 짐승성 ─ 동물성
애적이거나 잔혹한 ─ 은 또한 인간의 고유성일 겁니다. 이것은 이
세미나의 또 다른 부분에서 라캉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연구〔검토〕
한 것입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 bête와 bêtise라는 단어들의 프랑
스적 사용에 관한 일련의 긴 성찰을, 그리고 짐승성에 관한 라캉의
중요한 독해를 건너뛸 겁니다. 〔여기서〕 짐승성은 본질적으로 인간
적이며, 법과 관련되어 있으며, 반작용reaction이 아니라 책임=응답
가능성responsibility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요구하는 것으로 고찰되고 있습
니다〕. 여기서 저는 간단하게 지적해둡니다만, 라캉은 반작용을 본

질적으로 동물적이고 응답response과 책임=응답 가능성을 인간적
이라고 하면서, 책임=응답 가능성responsibility과 반작용을 대립시킵
니다. 그러므로 이런 전통에서 보면, 짐승이나 동물에 고유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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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승성도 bêtise〔어리석음〕도, stupidity〔우둔함〕도 dumbness〔멍청함〕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짐승성은 어떻게 가능한가”, “bêtise〔어
리석음〕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 의문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 이러저러한 형태로 제기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좀 전에 언급한 텍스트인 차이와 반복 에서
들뢰즈는 이 물음에 확고한 형태를 부여했습니다. 천 개의 고원
보다도 12년 전에 출판된, 방금 전에 읽은 ｢강도-되기, 동물-되기,
지각할 수 없게 되기｣라는 장보다 오래된 텍스트입니다. 동물-되
기에 대해 그토록 많은 분석이 바쳐진 천 개의 고원 에서 들뢰즈
는 자신이 차이와 반복 에서 했던 방식으로는 ‘la bêtise〔어리석음〕’
을 더 이상 지시〔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제가 찾아본 한에
서, ‘bêtise〔어리석음〕’이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등장하는 것은 바로
정신분석의 어떤 어리석음bêtise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신분석〔가〕이 마조히즘의 물음을 내뱉을 때, 그리
고 좀 더 일반적으로는 동물들에 관해 말할 때 정신분석이 말하는
것은 정신분석의 어리석음, 어리석음 혹은 bêtise입니다. 들뢰즈는
말합니다. “우리는 정신분석에 관해 아주 간단한 지적을 하고 싶
다. 정신분석은 시작부터 인간 존재의 동물-되기라는 물음과 종종
조우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저는 다음과 같이 주석을 달기 위
해 〔인용을〕 중단합니다. 정신분석이 보기에,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정신분석에 대해 반박할 때의 들뢰즈가 보기에, 그것은 항상 그것
의 혹은 그들의 동물-되기에 있어서 인간성, 인간, 인간의 동물-되
기, 역사, 인간의 역사와 역사들의 물음입니다. 달리 말해서, 그것
은

인간의

인간의-모습을-한-동물-되기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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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oming-anthro-

pomorphically-animal of man의 물음이지, 이렇게 말해도 좋다면, 동물 혹

은 짐승 자체의 물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신분석에 관해 아주
간단한 지적을 하고 싶다. 정신분석은 시작부터인간 존재의동물되기라는 물음과 종종 조우했다. 이런 종류의 되기들을 계속해서
〔쉬지않고〕 겪고 있는 아이들에 있어서. 그리고 이 문제와 계속해서

대면하고 있는 물신주의와 특히 마조히즘에 있어서. 최소한 말해
질 수 있는 것은, 정신분석가들이, 심지어 융도 〔되기의 문제를〕 이해
하지 못했다, 혹은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다”(MP 317/259).
들뢰즈는 이 모든 정신분석가들이 [이 문제를] 부정했거나 이해를
폄하해 왔다〔과소평가해 왔다〕고 넌지시 말합니다. 그들은 결국에는
자신들이 잘 이해한 것을 마치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이해하고 싶
어 하지 않은 것처럼 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이 이
해한 것을 추정하지 않는 데에, 고백하지 않는 데에, 선언하지 않
는 데에 얼마간의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치 자신들
이 이해하고 있지 않은 것 마냥, 자신들이 이해한 것과 이해하고
싶지 않은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지nonknowledge 이상의 징후입니다. 이것은 이른바 무의식적 지식을 배경

으로 한 징후적 오인misrecognition입니다. 이 적극적active 착오miscognition,

오인misrecognition, 혹은 징후적 오인은 학대mistreatment입니

다. 이것은 인간의 동물-되기에 대한, 그리고 아이에 대한 잔혹하
고 폭력적인 학대인 것입니다. 잔혹한 폭력. 들뢰즈는 계속 말합니
다. “그들은 어른의 경우도 아이의 경우도, 동물-되기를 말살했다

[‘그들은 살해했다they killed’ ─ 영역본은 이렇게 말합니다만, 사실
‘그들은 말살했다they massacred’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못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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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이 나오면〕

그들은 동물을 충동들의 대표자로, 혹은 부모의 대

표자로 본다. 그들은 동물-되기의 현실reality을 보지 않으며, 동물되기가 정서 그 자체이고 인칭〔인격〕에 있어서 충동이며, 아무것도
표상하지 못한다. 아상블라주〔배치물〕 자체와는 다른 충동이란 실
존하지 않는다.” 이 정서 개념은 ─ 기계나 아상블라주 개념과 평
면 개념, le plan 개념과 마찬가지로 ─ 여러분도 알다시피, 들뢰즈
의 이런 분석과 전략 전체의 중심 개념입니다.
프로이트에게 한스 소년의 말馬-되기, 페렌치에게 아르파드Arpad
의 닭-되기에 대해 몇 줄 언급한 뒤, 들뢰즈는 마조히즘 해석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bêtise〔어리석음〕’라는 단어는 정신
분석적 유형의 담론을 특징짓기 위해 중요해집니다. “정신분석은
비자연적 분유unnatural participations도, 아이에게는 모든 출구가 잠겨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가 조립할〔올라탈〕 수 있는 아상블
라주〔배치물〕들도 전혀 실감할 수 없다.” 여기에서 들뢰즈는 자연
적인 대리표상체representative로서의, 더 깊고 자연적인 충동drive의
지시indication로서의 환상phantasm이라는 관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평면le plan이라는 좀 더 기술적이고, 그다지 자연적
이지 않으며, 좀 더 기계적인mechanistic 형상으로 대체하고 싶어 합
니다. 배치물〔아상블라주〕과 평면, 평면의 평평한 형상은 항상 연루
되어 있습니다involved. 들뢰즈는 바로 ‘어리석음stupidity’이라는 단어
로 논의를 전개하지만, 여기서 어리석음bêtise의 본뜻은 평평한 평
면에서만 환상의 심원함, 깊이를〔깊이가 있다고〕 믿는 데 있습니다.
정신분석은 비자연적 분유unnatural participations도, 아이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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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출구가 잠겨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가 조립
할〔올라탈〕 수 있는 아상블라주〔배치물〕들도 전혀 실감할 수
없다. 이것은 계획이지 환상이 아니라니까. 마찬가지로, 동
물-되기가 마조히즘으로 이어지는 것이지 그 반대는 아니
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마조히즘에 나타나는 고통, 굴욕, 불
안이라는 화두에 관해 그토록 어리석은 것[moins de bêtises]을
떠들 수는 없을 것이다. 마조히즘에는 항상 기구apparatuses,
도구나 보조기구engines가 쓰이며, 〈자연〉을 가장 완전하게
이르게 하는 데 사용되는 인위적 수단과 강제적 수단이 있
다〔인위적수단과 강제적수단이연루되어있지만, 이것은매우 〈자연〉에
봉사하고 있을 뿐이다〕.

즉, 기관의 구성요소가 해방되어 새로

운 관계에 들어서고, 이로부터 동물-되기가 생겨나고, 기계
적 아상블라주 내부에서 정서가 순환하도록 만들어내려면,
기관을 말소하고, 기관을 이른바 가둬버리는 것이 필요하
다.

(MP 317/259-260)
달리 말해, 어른이나 아이를 동물-되기로 이끄는 이 모든 기계화
machinations에도 불구하고, 구속으로 남아 있는 인공물〔인위적수단, artifices〕에도 불구하고,

정신분석가들은 정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

니다affect the affect. 오히려 그들은 정서를 임의로voluntarily 계산합니
다. 고통, 굴욕, 불안이라는 주제에 관해, 만일 정신분석가들이 그
들 나름의 지식을 갖고 있었다면, 그들은 그렇게까지 어리석은 것
을 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까지 우둔한 것을 말하지는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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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을 겁니다. 들뢰즈는 정신분석가들이 우둔하다고는, bêtes〔어리
석다〕라고는 말하지 않으며, 기계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진술 자체

가 우둔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런 주제에 대해 어리석은 것을 말
합니다, ils disent des bêtises. 그들은 어리석음을 성격이나 특징, 상
태로서, 즉 그 사람의 본질로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이
나 말하는 것의 정서로서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사건들이
고 심지어 작동들이며, bêtises이며 우둔함이지, 현상적 본질이 아
닙니다. 〈어리석음〉, La Bêtise. 그래서 정신분석가들이 어리석은
것을 말할 때,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을, 그들이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분석되어야 할 이유들 때
문에, 자신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은
지에 관한 지성을 갖고 있습니다.
천 개의 고원 에서 “어리석음”이라는 단어는 바로 이 대목에서
만 유일하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리석음의 몸짓과 계기,
어리석음에 대한 비난은 가장 의미심장합니다. 또 이것은 욕망하
는 기계의 논리에, 안티-오이디푸스의 논리에 기입되어 있을 뿐
아니라, 리좀과 탈영토화 개념을 둘러싼 천 개의 고원 의 바로 그
쪽수들에서 그 필연성이 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천 개의 고
원 에서 전략적으로도 결정적입니다. 리좀과 탈영토화 개념은 말
벌이나 난초 같은 예들 ─ 말벌 자체가 일종의 생식기구apparatus of
reproduction,

난초의 생식기구가 되어감으로써 말벌이나 난초는 리

좀들을 이른바 이질적으로 만듭니다 ─ 혹은 개코원숭이와 바이
러스의 예, [즉] 개코원숭이와 고양이와 악어 등등의 DNA의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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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대에 올립니다.
천 개의 고원 의 2장 ｢1914년 : 늑대는 한 마리인가 여러 마리인
가?｣에서, 들뢰즈의 빈정댐은 프로이트에 의한 〈늑대남자Wolf Man〉
의 취급에퍼부어집니다. 거기에서는카프카의 소설 ｢자칼과 아랍
인｣도 참조됩니다. 저는프로이트가 기소되는 처음 문장들과 결론
들을 인용하면서 지체할 것입니다. 프로이트는 그가 위선적이게
도 믿는 척하는 장치이기도 한 것인, 자신이 말한 것을 믿었다는
혐의를 받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프로이트는 정신분석이 환자에
게 말한 것을 환자더러 믿게 만들고 환자가 그것에 동의하도록subscribe 노력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있는온갖수를 다썼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그리고 이 경우 기소는 윤리적이며 심지어 정치
적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통용되지 못하고, 환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 만들어낸, 그가 도용한 새로운 이름, 완전히 새로운brand-new
이름이 사용될 때, 또 다른 이름, 자신의 이름과는 다른 이름, 또 다
른 사람의 이름이 되어가는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되어가는 이름,
아버지에게서 유래하는 이름patronym이 되어가는 이름으로 동의하
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문제되는 것은 정신분석〔가〕에
의해 누군가의 고유명이 도둑맞고 대체된다는 것을 승인recognizing
하는 것입니다. [이런이름의] 박탈dispossession은 〈늑대남자〉의 이름으
로 들뢰즈의 편에 서서, 그리고 정신분석에 맞서서 고소complaint와
역기소counterindictment의 스타일과 논리에 동기를 부여합니다. 이것
은 앙토냉 아르토가 그의 퍼스트네임, 새로운 고유명을 도둑맞았
다는 이야기discourse와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르토는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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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organless고, 기관을 갖지 못한다without organs고 간주된 자신의 신
체도 도둑맞았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정신분석의 이른바
어리석음이 지식의 빈곤의 기호, 즉 무지nonknowledge나 몰이해incomprehension의 기호일 뿐 아니라, 윤리적인 폭력, 기계, 전쟁기계의

기호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열정을 더욱 어리석게 만들고, 본래의
열정을 “더 얼이 빠진stupefied” 것으로 만드는 방식을 종속시킵니
다 ─ 아니 이른바 얼이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2장의 서두에는 날짜가 있고, 서사의 시작에 일련의 사건들이
있으며, 당시에, 즉 제1차 세계대전 전이나 도중에 〈늑대남자Wolf
Man〉에 대한 프로이트의 분석이 있습니다. ｢1914 : 한 마리 혹은 여

러 마리｣라는 이번 장은 풍자로 시작됩니다. “그날 〈늑대남자〉는
특히〔전에 없이〕 피곤한 채로 소파에서 일어났다. 그는 알았다. 프로
이트가 진실에 살짝 스치고는 〔옆으로〕 지나쳐 버렸고, 그리하여 공
백을 연상들associations로 채운다는 점에서 천재라는 것을. 그는 알
았다. 프로이트는 늑대들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고, 그 점에 대해서
는 항문도 마찬가지임을. 프로이트가 이해한 유일한 것은 개가 무
엇인가였고 개의 꼬리가 무엇인가였다”(MP 39). 이것은 프로이트
의 잘 알려진 개뿐 아니라, 라캉의 개에 대한 암시이기도 합니다.
두 사람은 개를 기른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라캉”의 이름
은 정신분석의 계보에서 조만간 등장할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충
분치 않았다. 충분하지 않았을 것이다. 〈늑대남자〉는 알았다. 프로
이트는 그가 치료되었다고 조만간 선언할 테지만, 그러나 결코 그
런 게 아니었고, 자신이 브룅슈빅, 라캉, 르클레르 등에게서 영원
히 계속 다뤄진다는 것을” ─ 이것은 정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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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알았다. 자신이 진정한 고유명인 〈늑대남자〉라는 이름을, 그의
본명보다 훨씬 더 고유하게 그의 것인 이름을 획득하는 과정에 있
다는 것을 ─ 이 이름은 늑대라는 속屬의 다양체generic multiplicity를
즉시 파악함으로써 최고의 특이성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이 새롭고 고유한 이름이 훼손되고 철자가 틀리게 되
고, 아버지에게서 유래하는 이름patronymic〔성〕으로 재전기〔再轉記, retranscribe〕될 것임을”(MP 39/26-27).

차이와 반복 으로 돌아가기 전

에, 이번 장의 결론을 봅시다.
고유명이란 하나의 강도의 장에서 그런 것으로서 포착된
순수한 부정사의 주체이다. 프루스트가 퍼스트네임에 대
해 말한 것 ─ 내가 질베르트의 이름을 말했을 때, 나는 내
입 속에 그녀의 벌거벗은 온몸을 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늑대남자〉, 진정한 고유명, 다양체화되고 비인칭화
된 한 개인의 생성변화, 부정사, 강도와 연결된 친밀한 퍼스
트네임. 〔하지만〕 정신분석은 다양체화multiplication에 대해 무
엇을 알고 있을까? 단봉낙타가 하늘 아래에서 낄낄거리며
웃는 몇 천개의 단봉낙타로 될 때의 사막의 시간. 몇 천 개
의 구멍이 대지의 표면에 나타나는 저녁 시각. 거세, 거세라
고 정신분석의 허수아비는 외친다. 이 허수아비는 늑대들
이 있는 곳에서 하나의 구멍, 한 명의 아버지, 한 마리의 개
밖에는 본 적이 없으며, 야생의 다양체들이 있는 곳에서 길
들여진 한 명의 개인밖에는 본 적이 없다. 우리는 정신분석
이 오로지 오이디푸스적 진술〔언표〕들만을 선별해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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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런 진술〔언표〕들은 어떤
한도까지는 역시 기계적 아상블라주〔배치물〕의 일부이며,
이 아상블라주와 관련해서 바로잡아야 할 지표로서 도움
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치 계산 착오에서처럼. 우리는
정신분석이 오이디푸스적 언표행위enunciation를 사용해 환
자들더러, 자신들은 개인적, 인칭적 진술〔언표〕을 산출할 것
이라고, 그리고 마침내 자신들의 이름으로 말할 것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덫은 처음부터 설
치되어 있었다〔모든 것이 처음부터 덫에 걸려 있었다〕 ─ 〈늑대남
자〉는 결코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늑대들에 대해 얘기
하더라도, 한 마리의 늑대처럼 짖더라도, 프로이트는 심지
어 듣지도 않고, 자신의 개를 흘낏 보면서 ‘그것은 아빠다’
라고 대답한다. 이런 일이 지속되는 한, 프로이트는 그것을
신경증이라고 부른다. 이것이 위태로워지면cracks, 그것은
정신병이라고 부른다. 〈늑대남자〉는 대의를 위해 봉사를
했기 때문에 정신분석의 명예의 훈장을 받을 것이다. 그리
고 심지어 상이군인한테 지급되는 수당까지 받을 것이다.
그〔프로이트〕에게서 개별적 진술들을 산출하는 기계적 아상
블라주가 분명해졌을 때에만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신분석에서는 그런 물음이 없
다. 즉, 그 혹은 그녀가 가장 개인적인 진술들을 발화한다고
주체〔환자〕가 설득당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 혹은 그녀는
언표행위의 모든 토대를 박탈당한다. 사람들을 침묵하게
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막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말

20 현대사상 2009년7월호<인간/동물의분할선>

할 때 그들이 마치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던 것인 양 구는 것
─ 이것이 저 유명한 정신분석적 중립성이다. 〈늑대남자〉
는 계속 울부짖는다 ─ 여섯 마리 늑대! 일곱 마리 늑대!〔라
고〕. 〔그러자〕

프로이트는 말한다, 뭐라고? 염소들이라고 말

하는 건가? 재미있는 말이네. 염소들을 치우면, 늑대 한 마
리가 남는다, 그게 네 아버지다 …. 이 때문에 〈늑대남자〉는
그토록 피곤해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목 안의 모든 늑대
들과 함께, 그의 코의 모든 작은 구멍들과 함께, 그리고 그
의 기관들 없는 신체의 그 모든 리비도적 가치들과 더불어
놓여 있다. 전쟁이 시작될 것이고, 늑대들은 볼셰비키가 될
것이며, 〈늑대남자〉는 그가 말해야 했던 모든 것에 의해 질
식할 것이다. 우리가 듣게 될 모든 것은 그가 행실이 바르
고, 정중하고, 또 다시 체념하고, ‘정직하고 세심해’질 것이
라는 점이다. 요컨대 치료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정신분석
이 진정으로 동물학적 비전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
하는 것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대꾸할 것입니다.]

“한 명의 젊은이한테 자연에 대한 사랑, 자연과학, 특히 동
물학에 대한 파악보다 더 귀중한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MP 51-52/37-38)
그러니까 이것이 천 개의 고원 에서 “어리석음들”이라는 단어가
─ 복수형으로 ─ 등장하는 유일한 대목이었습니다. 이보다 12년
전인 1968년에 차이와 반복 에서 들뢰즈는 1페이지 이상에 이르
는 긴 단락으로 시작합니다. “La bêtise n’est pas l’animalité. L’ani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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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 garanti par des formes spécifiques qui l’empêchent d’être ‘bête’”(“어
리석음은 동물성이 아니다. 동물을 ‘어리석은’ 존재로 만들지 않는
〔‘어리석은’ 존재이기를 방해하는〕 특정한 형식들에 의해 동물은 보호되

고 있다”(DR 196/150). 똑같은 단락은 이번에는 어떤 물음으로 끝
을 맺습니다. 그 물음은 “(오류가 아니라) 어리석음은 어떻게 가능
한가”(DR 197/151)입니다. 혹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들뢰즈는 이
단락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철학은 어리석음을 결코 타자
들의 것이 아니라 고유하게 초월론적인 물음의 대상이라는 사실
을 고려함으로써, 자신의 고유한 수단으로, 그리고 필수적인 신중
함으로 [이어리석음이라는] 문제를다룰수 있었을 것이다. (오류가 아
니라) 어리석음은어떻게가능한가?” “Comment la bêtise [et non l’er-

reur] est-elle possible?”)
이제 바로 이 지점에서 이런 들뢰즈의 질문의 형태 자체와 그 첫
번째 함축에 관해 두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이 질문의 커다란 관
심, 그 아이러니, 이 아이러니한 진지한 질문의 웃음 ─ “(오류가
아니라) 어리석음은 어떻게 가능한가?” ─ 은 무엇보다 우선 괄호
안의 문구인 ‘et non 1’erreur(오류가 아니라)’가 여는 간극gap과 관련
됩니다. 이 간극은 가능성에 관한 초월론적 질문, 매우 중요한 질
문의 거대한 전통과 관련됩니다. 이 간극은 무엇보다 우선 칸트적
질문의 형태로 이뤄지는데, 들뢰즈는 이 형태 속에 어리석음의 물
음을 재기입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물음입니다.
그것은 어떤 조건 하에서 가능한가? 이미 사실인 것, 이미 가능한
것에 대한 가능성의 조건이란 무엇인가? 어떤 조건 하에서 학science은 가능한가? 등등. 어떤 조건 하에서 선험적인a priori 종합적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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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은 가능한가? 그러나 칸트적 유형의 초월론적 물음의 전통을 어
리석음의 물음에 적용하기 위해, 물론 놀랍게도, 도발적이게도, 들
뢰즈는 이 물음을 ─ 매우 정당하게도 ─ 인식론적 에코노미로부
터 떨쳐냅니다. 즉, 인식론적 에코노미의 통상적인 영토, 이른바
진리와 오류에 관련된 지식이나 판단의 영토로부터, 그리고 이렇
게 말해도 좋다면, 객관성의 영토로부터 떨쳐내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를 대상으로서 규정determination하는 것에서 출발해, 칸트뿐 아
니라 심지어 후설과 더불어서도, 가능성의 초월론적 물음이 항상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항상 대상 일반에 관련된 물음
입니다. 대상 일반은 어떻게 가능한가? 대상의 객관성은 어떻게
가능한가? 〔같은물음말입니다.〕 그러니까들뢰즈는 자신의 물음을 이
런 인식론적 체제로부터, 그의 지식 이론으로부터 떨쳐내는 것입
니다. 그리고 그가 ‘la betise (et non l’erreur)’, 즉 ‘(오류가 아니라) 어
리석음)’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할때, 그가 오류의물음을어리석
음의 물음으로부터 배제할 때 그는 이를 괄호 안에서 행하고 있습
니다. 이것은 어리석음이 어떤 판단과의 관계도, 지식의 양태도 아
니고, 앎 일반에 있어서의 오류도, 혹은 환상illusion도, 혹은 환각hallucination도,

혹은 실수mistake도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참

일 수 있고, 진리 속에 있을 수 있고,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극한에 있어서
는, 절대적인 지속 속에도 어리석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음에 대해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의 사례를 꼽
는다면, 필경 플로베르의 부바리와 페퀴셰Bouvart et Pécuchet 에서, “존
재의 전체에 관한” 백과사전적 지식일 수도 있는 절대적 지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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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석은 형태를 꿈꾸는 것입니다(cf. DR 353). 극도의 어리석음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든 ─ 그리고 의미하는 것으로 일이 해결되
는 것은 아닙니다 ─ 진위에 대한 규정적 판단의 지식이나 적합과
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는 어느 정도 근접해 있습니다. 들뢰즈는 이를 말하지 않지만,
그가 어리석음을 오류와 판단으로부터 조심스럽게 구별하는 것
은, 설령 양자가 동일화로 환원될 수 없다고 해도 이런 근접성은
매우 성가시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어의 ‘bêtise〔어리석음〕’는 오류나 잘못된 판단이 아니라 오
히려 판단의 무능함inability to judge, 판단에 있어서의 결함, 판단의 결
점을 내포합니다. 그것은 “돌은 판단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말하
는 방식의 판단과의 무관계성조차도 아닙니다. 그것은 무디고 둔
화된 능력faculty, 무능력nonfaculty이며, 이 “무”란 얼마간의 단점fault,
어떤 능력의 얼마간의 숨겨진 도착입니다. 그것은 방향이 잘 잡히
지 않은 도착, 판단을 약화시키거나 판단을 다른 곳으로 돌려버리
는 도착입니다. justesse〔올바름, 정확함〕과 justice〔정의〕라는 의미에서,
정의, 법jus, 여기에서는 사법적인 것the juridical, 법률적인 것the judiciary
에 대한 참조가 어리석음에 대한 이 모든 재판trial, 기소 뒤에 있습
니다. 어리석다고 불리는 자는 판단을 결여하고 있고, 판단력 비판
─ 어리석음의 재판 자체입니다 ─ 의 견지에서 보면, 판단하기의
능력이, 판단력이 변질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변질되어 있다
고 해도, 이는 백치〔idiocy, 저능〕와는 구별되어야 할 영구적인 특징,
특이체질idiosyncrasy로서의 어리석음이라는 의미에서 변질되었다
는 것입니다. 데카르트가 적고 있듯이, 판단이 지각과 오성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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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ing을 내포할 경우,

이것은 판단의 어떤 성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판단은 지각과 오성을 의미하는 동시에, 지성intelligence,
의지의 개입, 자발적 결정도 내포합니다. 그러므로 데카르트의 용
어법에 따르면, 어리석음은 지성intellect의 유한성과 의지의 무한성
의 교차점에 위치되겠죠. 그래서 판단하라는 재촉precipitation, 오성
과 지성에 대한 의지의 초과는 인간에게 고유한 것이며, 어리석음
으로 통할 겁니다. 즉, 어리석음은 의지의 재촉의 밖에 있으며, 오
성의 유한성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disproportionate〕. 이 때문에 어리석음에는 심연의 내포, 현기증 나는 내포가

있습니다. 이 경우 어리석음은 데카르트적 의미에서 자유의 모종
의 유한성을 항상 건드리거나touches, 혹은 이것에 의해 건드려지고
움직여집니다.
물론 들뢰즈는 이를〔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음의
기반〔ground, 바탕〕, le fond에 대해 그가 최종적으로 뭐라고 하는지는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그러나 어리석음과 기반〔바탕〕의 모종의 심
연적 깊이를 관련시키는 것은, 아마 데카르트에 입각해 자유에 관
해 제가 방금 말한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판단이 참이
나 비-참으로 이어지는 규정적 판단뿐아니라 판단자의판단 ─ 이
로부터 얼마간의 올바름, 즉 justesse〔정확성〕뿐만 아니라 얼마간의
정의justice를 기대하는 판단 ─ 이기도 할 경우, 판단에 있어서의 착
오mistake라는 이런 내포가 시사하는 바는 [이런 자유의 무한성에 대한]
참조 없이는 어리석음을, 혹은 적어도 ‘어리석음’이라는 단어의 화
용론적pragmatic 사용 ─ 이것이 제 현재의 관심사입니다 ─ 을 사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jus, 즉 법에 대한 얼마간의 모호한 참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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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하지 않을 ‘어리석음’이라는 단어의 화용론적 사용은 없기 때
문입니다. 즉, 이 단어를 공허하게 만드는hollow 광대한 의미론적
심연에 대한, 법jus, 정의, 판단자 등등의 의미론적 가족어 등에 대
한 참조 말입니다. 이 경우, 어리석음이라는 범주의 또 다른 사용,
또 다른 의미, 또 다른 내포는 사건뿐 아니라 행동도 건드립니다.
우리가 악행misdeed을 저지르거나 행할 때의 행위 방식, 이른바 우
리가 행하는 비행misdoing이나 어리석음의 모종의 방식도 건드리는
것입니다. 이 경우의 어리석음은 하나의 존재방식, hexis ─ 아리스
토텔레스라면 habitus라고 말할 것입니다 ─ 으로서의 특유한idiosyncratic

특질로서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행하는/저

지르는 것의 우연성accident을 가리킵니다. “j’ai fait une betise”, “나는
어리석음을 행한다/저지른다make”는 식입니다.8) 그 경우에 그것
은 내가 어리석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내가 어리
석지 않다고 생각해도, 내가어리석은어떤것을저질렀다/행했다
는 것에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목상으로〔nominally, 문자 그대
로〕,

혹은 주변적으로, 그렇지만 씻을 수 없는 방식으로ineffaceably,

8) [옮긴이] 프랑스어 동사 faire는 영어로 do(하다)와 make(만들다)의 의미를 지닌
다. “어리석음”은 참/비-참의 인식론적 범주의 영역 바깥에 있으며, 단순한 오
류나 환상과는 구별되는 한에서, 사실로서 미리 확인될 수 없으며 우연적으로
창출된다는계기도품고있다. 데리다는동사faire(행하다, 만들다)를그사실확
인적이고 행위수행적인 양의성에 입각해 사용함으로써 “어리석음”을 행위와
사건의두차원에서고찰하려한다. faire의양의성을사용한마찬가지의논의는
진실의 고백에 관하여 «Circonfession», Jacques Derrida, Seuil, 1991, pp.46-50 등에도
보인다. 그렇지만여기서는한국어의맥락에맞게영어의make를‘만들다’ 대신
에‘저지르다’로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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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 대한 인식knowledge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의미의 파악이 집
요하게 참조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지식이나 학이 아니라, 의미나
지성intelligence의 모종의 열림이 완고하게 참조되고 있습니다. 이것
은 어리석음을, la bêtise를 오류 및 착각〔illusion, 환상〕과 혼동하게 되
는, 항상 현존하고 항상 위협하고 있는 위험을 설명해줍니다. 어리
석음은 오류 및 착각으로 환원될 수 없는 겁니다. 그 때문에 들뢰
즈는 “(오류가 아니라) 어리석음은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괄호를
사용한 것입니다.
자, 이런 전통에 저항하는 위험을 무릅쓰는 프랑스어의 사용법
에서 ─ 프랑스어 관용구idiom의 화용론pragmatics에 있어서 ─ 어떤
기반 위에서, 어떤기반 없는 기반에 있어서 어리석음은 열려 있기
도 하고 닫혀 있기도 할까요? 제가 말하는 것은, 형용사 ‘bête’와 명
사 ‘bêtise’가 여전히 의미의 진리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의미의
이러한 진리, 이러한등장appearing, 이러한 계시가 대상에 관한 객관
적 인식knowledge으로 결코 환원될 수 없다고 해도, 이런 단어들은
의미의 진리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어리석음은 항상 이해할 수 없
는not understanding 모종의 방식, 우리 자신을 설명할 수 없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것은 의미의 분석적 파악의 차원에서, 적어도 프랑스
회화체의 속어로 ‘la comprenure〔이해〕’라 불리는 것의 차원에서는
이해할수 없는 방식인것입니다. 어리석음은지성intelligence이나이
해comprehension가아니라, 즉어떤것에대한접근방식, 현상해야 할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la comprenure의 박탈deprivation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의 예비적인 지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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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음은 결코 타자의 것이 아니다”(la bêtise n’est jamais celle d’autrui)
라고 말함으로써, 철학을 신중함modesty으로 불러들임으로써 ─

“철학은 〔이 어리석음이라는〕 문제를 철학의 고유한 수단, 필수적인
신중함으로 다룰 수 있었을 것이다”(DR 197)라고 들뢰즈가 말할
때 ─ 그는 어리석음이 철학의 핵심에 있으며, 철학을 신중함으로
초대한다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들뢰즈가 넌지시 내
비치는 바에 따르면, 우둔함, 어리석음의 가능성이 결코 타자의 것
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이 항상 나의 것이나 우리의 것이
라고, 항상 우리 쪽에, 나와 가까운 것 쪽에, 내게 고유한 것 쪽에,
혹은 나와 닮은 것 쪽에, 내 이웃 쪽에, 나의 동류mon semblable 쪽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리석음’이라는 말은 기소indictment의 언
어에 속합니다 ─ 그것은 고발accusation의 범주이며, 타자를 범주화
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리스어에서 카테고리아
katêgoria는 고발, 비난을 뜻했습니다.9) 그리고 들뢰즈의 텍스트로부

터 얼마간의 거리를 두고 ─ 그는 ‘범주’를 가리키지 않으니까 ─
저는 어리석음bêtise, 어리석음의 어리석음la bête de la bêtise이 재미있
는 범주라고 덧붙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고발, 욕설denigration,

유죄선고incrimination, 비난을 위해 이용되곤 하는 ‘어리석음’

은 지성intelligence이나 지식에 있어서의 실수mistake뿐 아니라 악행
misdeed,

범법행위offense, 윤리적 비행misdeed, 준-사법적인 혐의accusa-

9) [옮긴이] 그리스어 katêgoria는 “비난, 고발”을 의미하고, 어원적으로는 kata-(반
대)와 agoreuein(집회 agora 등에서 공적으로 말하는 것, 선언하는 것)으로 이루
어진다. 아리스토텔레스에있어서는“어떤대상에부여된성질”의내포로사용
되며, 칸트에게서는오성의근본개념을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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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n도신빙성을 없애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이 범주는 바로 그

의미작용이 결코 보증되지 않는 범주입니다. 프랑스어로는 ‘범주
없는 범주’입니다 ─ 이것은 프랑스어 자체 안에서도 번역 불가능
합니다. 저는 이를 괄호에 넣어서 덧붙일 것이고, 들뢰즈의 텍스트
에 직접 관련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혹은 들뢰즈가 어리석음의 고
유하게 초월론적 물음을 언급할 때 그의 의도와 직접 관련시키지
는 않을 겁니다. 한편으로, 어리석음의 범주가 있다면, 그것은 그
의미가 결정될 수 없는 범주이며, 어떤 경우든, 그 자체로서의 뜻
〔의의〕이나의미를결여합니다. 이때의 의미란 그개념적이념성ide-

ality이 번역 가능하고,

그것이 운용occurrences되는 관용어적이고 화

용론적인 맥락body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말보다
더 ‘어리석음’은 화용론적 특이성들pragmatic singularities에 따라서, 그
때마다 매번, 상이한 어떤 것을 뜻합니다. 그 사용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 화용론적 특이성들이 ‘어리석음’이라는 말을 사
로잡고〔구속하고, engage〕, 혹은 이것에 의해 사로잡히거나〔구속되거
나〕 연루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어리석음은 단순히 다른 범주들

중의 한 범주인 게 아닙니다. 혹은 어리석음은 초범주적transcategorial
범주입니다. 프랑스어의 관용어법과 더 이상 줄일 수 없을 정도로
연결되어 있기에, 어리석음이라는 개념의 일의적 의미를 결코 따
로 떼어낼 수는 없을 겁니다. 이제, 어리석음이 하나의 범주라면,
그러니까 어리석음이 고발로서 그리고 속성화attribution로서, 속성
attribute,

술어predicate, 술어화predication로서 사용되는데, 만일 이 [어리

석음이라는]

범주가 범주들의 정상적normal 계열들의 체제에 속하지

않는다면, 예외적 범주, 초범주적 범주라고 한다면, 그것은 중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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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초월론적인 것의 최초의 문자 그대로의 정의에 상응〔합치〕합니
다. 칸트보다 훨씬 오래 전에, ‘초월론적’은 “quid transcendi omni ge-

nus〔모든 종을 초월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10) 그것은 모든 범주들
을 초월하는 범주이며, 범주들의 계열이나 일람표에는 속하지 않
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은 초범주적 범주, 즉 초월론적인 것의 지
위에 있을 겁니다. 어리석음은 그런 점에서 초월론적, 혹은 준-초
월론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로부터 따라 나오는 모든 귀결들
을 끌어내야 합니다. 시간이 있었다면, 여기서 하이데거와 범주적
인 것에 관한 전개를 덧붙이고 싶지만, 다시 들뢰즈로 돌아가야 할
겁니다.

“어리석음은 결코 타자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들뢰즈는
어리석음이야말로 철학의 핵심에 있으며, 그것이 철학을 신중함
modesty으로 이끈다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되풀이합니다만, 들뢰즈

는 어리석음의 가능성은 결코 타자의 것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음은 나의 것, 우리의 것이며, 우리 쪽, 인간 쪽, 동
류the semblable 쪽, 〈유사Similitude〉 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음은
나를 닮았으며, 그것은 내 쪽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동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적어도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우선 첫째로 ─
그리고 이것은 매우 고전적인 모티프인데요 ─ 어리석음은 항상
인간적인 것, 항상 내 동료 피조물들 중 하나, 내 이웃 중 하나입니
다. 그래서 어리석음은 인간적이지 짐승적이지 않으며, 동물적이
10) [옮긴이] 중세 스콜라철학에서 transcendentia(초월)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
의구별을넘어서, 모든존재자에게똑같이들어맞는보편개념(존재, 선, 미등)
을가리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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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습니다. 또한 필요한 부분만 약간 수정하여mutatis mutandis, 동
류the semblable, 유사한 것the similar, 동료 피조물이라는 모티프, 항상
인간에게 고유한 어리석음이라는 모티프와 더불어, 어리석음은
짐승성의 문제와 유비적인 ─ 동일하다고는 하지 않더라도 ─ 문
제를 찾아낼 것입니다. 저는 라캉에 관한 세미나에서 짐승성의 문
제를 다뤘습니다만, 라캉은 짐승성이란 고유하게 인간적이며 동
물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뢰즈의 몸짓은
특종적인specific 것으로 남습니다. 그로 하여금 “어리석음은 인간
에게 고유한 것으로, 결코 타자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게 한 이
치reasoning를 뒤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리석음을 세 가지 모
티프와 결부시키는 궤적을 뒤따라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제
〔專制, tyranny〕라고 불리는 주권의 형상이며,

두 번째는 잔혹함입니

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리석음을 인간의 속성으로 삼고 어리석음
과 철학의 연결을 이해하는 데 불가결한 것, 즉 사고나 사유의 문
제, 인간이라는 사고하는 존재의 문제로서의 어리석음입니다. 이
는 어리석음이 동물성이나 짐승에 고유한 것이 아님을 내포합니
다. 그러니까 어리석음은 사유입니다. 어리석음은 사고입니다. 그
것은 사고이며, 사유의 자유입니다. 사유와 개체화의 이런 연결에
서 들뢰즈는 어리석음의 원천을 동정〔同定, identify〕할 것입니다. 어
리석음은 들뢰즈가 ‘기반le fond’이라고 부른 것과의 관계를 항상 전
제합니다. 그것은 셸링의 전통에 있어서의 ‘기반ground’입니다만,
들뢰즈는 각주에서 셸링의 인간적 자유의 본질(혹은 본성)에 관
한 철학적 탐구

11)를 언급하고 있습니다(DR 198).

어리석음이라는 주제에 관한 들뢰즈의 논점은, 개체화와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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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있어서 인간적 자유로서의 사고를, 즉 기반ground에 있어서,
기반의 배경〔background, 뒷바탕〕에 있어서 결정〔규정〕되는 개체화,

Vereinzelung의 현상으로서의 사고를 내포합니다. 생각건대, 자유
와 인간의 악에 관한 셸링의 담론 전체를, 특히 셸링이 “기반〔바
탕〕”,

시원적인 기반, Urgrund라고 부른 것 ─ 이것은 무기반non-

ground,

기반 없는 기반, Ungrund이기도 합니다 ─ 을 재구성할 수

없다면, 들뢰즈의 논점은 무엇 하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곧바로
저는 들뢰즈가 인용하지 않은 셸링의 몇 구절을 인용할 작정인데
요, 들뢰즈가 인용하지 않지만 그것은 분명히 여기서 그의 논점의
원천이며, 각주에서 그는 인용하지 않고 셸링을 언급하고 있습니
다. 들뢰즈가 어리석음은 “사유와 개체화 사이의 연결 덕분에 가
능하다”고 말할 때, 그는 인간에게 고유한 것, 인간에게 고유한 것
으로서의 어리석음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혹은 다음과 같이 말할
때입니다.
모든 형식 아래에서 작동하는 개체화 자체는, 그 개체화가
표면으로 데려오고 이와 더불어 끌어오는 어떤 순수한 기
반fond으로부터 분리 불가능하다. 이 기반을, 혹은 이 기반
이 야기하는 공포와 매력attraction을 서술하는 것은 어렵다.
기반을 뒤집는 것은 무디어진obtuse 의지의 얼이 빠진stupefied
계기들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직업이지만, 또한 가장 구미
11) Friedrich Wilhelm Joseph Schelling, Philosophische Untersuchungen über das Wesen der
menschlichen Freiheit und die damit zusammenhāngenden Gegenstānde, Hamburg : F. Meiner,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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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기는 직업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이 기반은, 개체와 더
불어, 표면에 부상하지만, 형식도 형상도 취하지 않기 때문
이다. 기반은 거기에 있으며, 눈이 없는 데도 우리를 지그시
쳐다보고 있다. 개체는 기반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하지
만, 그러나 기반은 스스로를 구별하지 않으며, 그 기반으로
부터 스스로 연을 끊은 개체와 계속해서 동거한다. 기반은
미규정적인indeterminate 것이지만, 기반〔지면, ground〕이 구두에
대해 하고 있는 것처럼, 규정〔결정, determination〕을 계속 포용
하는 한에서, 미규정적인 것이다(DR 197/152).
동물은 어리석을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들뢰즈는 저번에 “어
리석음bêtise은 동물성이 아니다. 동물을 ‘어리석은bête’ 존재로부터
막아내는 특유한 형식들에 의해 동물은 보호되고 있다”(DR

196/401/150)고 쓴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동물이 bête, 어리석을
수 없다는 것은, 그것이 자유롭기 때문이 아니라, 의지를 갖지 않
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물에 모습이나 형식을 부여하는 개체화가,
자유 자체인 기반의 배경에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금 제
가 언급한 개체화에 관한 구절의 바로 뒤에서, 들뢰즈는 “동물들
은 어떤 의미에서 이 기반에 빠져들지 않도록 미리 경계를 받고 있
고, 그 명료한 형식들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DR 197/152)고 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동물들은 어리석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투가 너무 막연하고 경험적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
다. ‘en quelque sorte’, 즉 ‘어떤 의미에서’라는 표현 ─ “les anima-

ux sont en quelque sorte prémunis contre ce fond par leurs formes 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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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icites〔동물들은 어떤 의미에서 그 명료한 형식들에 의해 이 기반으로부터 미리
지켜지고있다〕” ─ 은 형식의 명료함에 대해, 뭔가 모호한 것, 초점이

나간 것을 도입합니다. 일단 어떤 계기에서, 형식은 “어떤 의미에
서” 명료해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뢰즈가 이렇게도 일반
적이고 미규정적인 방식으로 ‘동물들’이라고 지칭할 때, 그가 여기
서 염두에 두는 형식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인간도 또한 기반에 대해, 즉 어리석음에 대해 ‘어떤 의미에서’
자신을 지켜주는 명료한 형식을 갖는다고는 말할 수는 없을까요?
저는 기반에 관한 셸링의 구절 ─ 인간적 자유의 본질(본성)에 관
한 철학적 탐구 에서 발견되는 것 ─ 을 인용하고 싶었습니다만,
그 원리는 이 들뢰즈의 담론 전체를 지탱하거나 지속시키는 것이
라고 제게는 생각됩니다. 셸링은 기반(Grund)으로서의 〈존재〉

(Wesen)와 실존하는 것(Existenz)으로서의 존재자 사이의 그의 구
별을 설명하고 있고 정당화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문제를 논하면
서, 그는 온갖 기반 혹은 실존에 앞서는 〈존재〉(Wesen), 즉 온갖 대
립이나 이원성에 앞서서 〈존재자 일반〉이 필연적으로 있을 것이
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 “이를 원-기반(Urgrund),
혹은 오히려 무기반(Ungrund)” 혹은 기반 없는 기반 “말고 달리 뭐
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것은 모든 대립들에 앞서기 때문에, 이
런 대립들은 그 자체로는 식별될 수 없거나, 또 다른 방식으로 현
전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그것은 [양자의] 동일성으로서 특징지어
질 수 없으며, [양자의] 절대적인 무차이(die absolute Indiferenz)로서
만 특징지어질 수 있다.”12) 이런 셸링적이면서도 들뢰즈적인 논리
내부에서, 인간은 이 기반의 배경 위에서, 그것과의 관계를,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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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자신의 모습을 이루며, 그 형식에 있어
서 규정〔결정〕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자유, 기반 없는 기반
에 대한 관계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지켜지고 있는”, “en

quelque sorte prémunis contre ce fond par leurs formes explicites〔어떤 의
미에서 그 명료한 형식에 의해 이 기반으로부터 미리 지켜지고 있는〕”

동물에

게는 부정될 것입니다. 우리는 셸링을, 셸링에 대한 하이데거의 논
의를, 특히 셸링이 어리석음(Blödsinn)이라는 인간의 병에 대해 말
한 것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Blödsinn은 아비탈 로넬에 의한 주목
해야 할 책 어리석음

13)의

핵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Stupidity와

bêtise는 정확히 똑같은 것일까요?
이제 들뢰즈로 돌아갑시다. 인간적 자유로서의 어리석음 자체
인 이런 자유의 경험, 기반 없는 기반과 관련된 이런 자유만이 다
음의 사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어리석음은 ‘동물들’한테 낯
설 뿐만 아니라, 방금 전에 제가 지적한 세 가지 모티프, 즉 주권,
잔혹함 ─ 셸링이라면 악, 병, 아픔이라고 말할 텐데요 ─ 그리고
사유, 사고에 연결될 것입니다.
첫째, 폭군tyrant이라는 형상에 있어서의 주권입니다.
들뢰즈는 어리석음에 대한 구절에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 때

12) “Wie können wir es anders nennen als den Urgrund oder vielmehr Ungrund ? Da es vor
allen Gegensätzen vorhergeht, so können diese in ihm nicht unterscheidbar, noch auf
irgend eine Weise vorhanden sein. Es kann daher nicht als die Identität : es kann nur als
die absolute Indifferenz beider bezeichnet werden”(ibid. 78).
13) [옮긴이] Avital Ronell, Stupidity,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2002. ; 아비탈로넬, 어
리석음 , 강우석옮김, 문학동네,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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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폭군tyrants은 짐승의 머리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배, 양배추,
감자의 머리도 하고 있다. 누구도 자신이 이용하는 상대보다 뛰어
나거나, 그 상대에 외적이지〔무관하지〕 않다. 즉, 폭군은 어리석음을
제도화하지만, 그러나 그는 자신의 시스템의 첫 번째 하인이며, 그
내부에 최초로 심어진〔설치된〕 것이다. 노예들은 항상 다른 노예에
의해 명령을 받는다”(DR 196/151). 폭군이 노예라고 하는 것은 매
우 고전적인 모티프, 플라톤적인 모티프입니다.
둘째로, 어리석음과 본질적으로 연결되는 악이나 잔혹함입니다.
여기서 들뢰즈는 매우 웅변적이고 집요합니다. 그가 말하는 것
은, 어리석음을 인간적 자유로서의 자유의 현상으로 만드는 몸짓
과 일치합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어리석음과 오류 사이의 구별이
이 해석과 이 문제틀〔문제계〕에 본질적인 조건으로 남아 있다는 점
입니다. 들뢰즈는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또한 세상의
추이way를 이중화하는 어리석음과 잔혹함의, 기괴한grotesque 것과
전율케 하는terrifying 것의 이런 통일을 오류의 개념이 어떻게 설명
할 수 있을까? 비겁, 잔혹함, 비열, 어리석음은 단순히 육체적 능력
capacities일 뿐 아니라,

혹은 성격이나 사회의 특질일 뿐 아니라, 사

유로서의 사유의 구조이다”(DR 196/151, 강조는 인용자). 이런 철
학적이고 초월론적인 사유의 구조로 돌아가기 전에, 몇 가지 인용
을 통해서, 어리석음과 잔혹함, 그러니까 어리석음과 악, 어리석음
과 자유, 어리석음과 책임=응답 가능성의 연결 ─ 이 모든 특질은
동물적이 아니라 인간적이라고 상정된다 ─ 에 들뢰즈가 부여하
고 있는 본질적인 중요성을 강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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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규정determinations이 이것들을 발명하고 관조하는 사유
에 의해서만 파악될 수 있고, 이것들의 산 형태로부터 날가
죽처럼 벗겨지고 분리되었고, 이런 척박한 기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을 때, 모든 규정은 나쁘고 잔혹하게 된다〔생성
변화한다〕.

모든 것은 이런 수동적 기반 위에서 폭력이 된다

〔생성변화한다〕.

여기에서는 어리석음과 악의malevolence의 사

바트가 발생한다〔거행된다〕.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얼굴들에
드리우는 것은 아마도 멜랑콜리의 기원일 것이다. 즉, 인간
얼굴의 특이한 소름끼침의, 어리석음의 밀물의, 사악한 기
형evil deformity의, 혹은 광기에 의해 지배된 사유의 예감presentiment일 것이다.

왜냐하면 본성의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광기는 개인이 이 자유로운 기반에서 스스로를 관조하는
─ 그리고 그 결과로 어리석음에서 어리석음을, 잔혹함에
서 잔혹함을 관조하는 ─ 바로 그 지점에서, 개인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떠받칠 수 없는 바로 그 지점에서 발생하기 때
문이다. ‘그때 하나의 가련한 능력faculty이 그들의 정신 속에
서 출현한다. 어리석음을 볼 수 있다는, 그리고더 이상어리
석음을 참을 수 없다는 능력이 …’(DR 198/152, 강조 추가).
바로 이 지점에서, 들뢰즈는 셸링을 언급하는 각주를 삽입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플로베르의 부바르와 페키셰 . 악(어리석음과
악의)에 관해서, 또한 (본질적으로 개체화와 관련된) 자율적이 된
〈근거Ground〉로서 존재하는 악의 원천에 관해서, 그리고 이로부터
뒤따라 나오는 역사 전체에 관해서, 셸링은 인간적 자유의 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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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철학적 탐구 에서 멋진 대목을 썼다”(DR 198/321-322

n.15). 삽입된 각주 뒤를 이어서, 들뢰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
장 가련한 능력faculty은 마음의 철학으로서의 철학에 활기를 불어
넣을 때 ─ 달리 말해서, 개체, 배경, 사유 사이의 폭력적 화해를 가
능케 하는 저 초월적 행사로 다른 모든 능력들을 이끌어갈 때, 왕
도의 능력이 된다는 것은 참말이다”(DR 198/152).
그러면 세 번째로 사유입니다.
어리석음과 사유 사이에서 들뢰즈가 보고 있는 이런 구조적 연
결에서, 그가 사고의 구조 자체, ‘la structure de la pensée comme telle’
라고 부른 것에 있어서, 흥미롭게도, 그는 이 어리석음의 사유를
전혀 사고할 수 없다고 고발합니다. 여기에서 그가 고발 또는 기소
하는 것은 사유의 약점 또는 결함입니다. 그것은 똑같은 죄, 똑같
은 잘못, 똑같은 범죄가 취하는 이중적 형상, 유죄의 형상입니다.
즉 한편으로는 나쁜 문학, 사이비 문학과 다른 한편으로는 철학이
라는 유죄의 형상인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개의 잘못, 두 개의 흠결
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사유의 문제로서의 어리석음의 본질,
우둔함의 본질을 놓쳤을 것입니다. 들뢰즈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
다. 만일 철학과 사이비 문학이 사유의 사태thing로서 어리석음을
놓치고 있다면, 이른바 가장 좋은 문학(‘la meilleure littérature’ ─ 이
것은 들뢰즈의 문구입니다)은, 설령그것이 사유의어리석음을, 사
유의 구조로서의 어리석음을 주제적으로 혹은 체계적으로 제기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가장 좋은 문학은 어리석음에 의해 ‘신들
려〔빙의되어〕’ 있습니다 ─ 이것도 들뢰즈의 말입니다. 그것은 ‘어리
석음의 문제’에 신들려 있습니다. 이리하여 들뢰즈는 신들림〔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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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유령적 어휘를 도입하는데요, 이것은 한편으로 사이비 문
학과 철학과 다른 한편으로 가장 좋은 문학 사이의 차이에 대해 애
매한 혐의를 씌울 것입니다.
이런 신들림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요? 그 기호〔표시〕는 무
엇일까요?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중상모략적일까요, 부인
하는 것일까요, 증상의 현전일까요, 증상의 부재일까요, 명시적이
거나 암묵적인 테마화일까요, 어느 정도의 것일까요, 등등? 들뢰
즈는 이렇게 씁니다.
초월론적인 풍경landscape은 활기에 넘친다. 그 내부에서 폭
군tyrant, 노예, 얼간이imbecile의 장소가 발견되어야 한다 ─
하지만 장소는, 그 장소를 차지하는 형상과 유사하지 않으
며, 초월론적인 것은 결코 그것이 가능하게 해주는 경험적
형상들로부터 추적될 수 없다. 그것은 우리가 어리석음을
초월론적 문제로 만드는 것을 막는 〈사고Cogitatio〉의 공준
들을 항상 믿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리석음은 심리학
이나 일화anecdotal를 ─ 혹은 더 나쁘게는 논전과 매도를 ─
그리고 특히 명사들의 우언집sottisier이라는 극악무도한 사
이비 문학 장르를 다시 가리키는 하나의 경험적 결정determination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누구 잘못〔fault, 책임〕

일까? 그 책임〔잘못〕은 우선 철학과 연결된 것 아닐까? 왜냐
하면 철학은 오류의 개념 자체를 사실들로부터, 그것도 상
대적으로 무의미하고 자의적인 사실들로부터 빌려왔는데
도 이 오류 개념에 의해 납득을 당하고〔개념의 꼭두각시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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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기 때문이다. 최악의 문학은 명사들의 우언집을 산출

하는 것인데, 그러나 최선의 문학은 어리석음의 문제에 신
들려〔빙의되어, haunted〕 있었다. 이 문제에 그 우주적, 백과사
전적, 인식형이상학적gnoseological 차원을 부여함으로써, 최
선의 문학은 그 문제를 철학 자체의 입구까지 이끌고 올 수
있었다(플로베르, 보들레르, 블루아)(DR 196-197/111).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어리석음은 결코 타자의 어리석음이 아니
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음은 항상 인간 존재로서의 나의 동
포 피조물, 나의 동류들semblables을 위해 비축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한 명의 철학자로서, 이론가로서든
그렇지 않든, 내가 항상 어리석음을 나 자신에게 귀속시킬 수밖에
없는 위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내가 나 자신을 참조하고,
자동적으로 어리석은 방식으로, bêtement, 어리석음에 대해 생각하
고, 이 어리석음을 타자 속에서 동정同定한다는 식으로. 이런 것을
더욱 추적하고 들뢰즈의 의도를 해석하기 위해, 들뢰즈와 마찬가
지로, 여기서 플로베르의 궤도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나름의 결론으로 향하게 됩니다.
제가 이런 것을 말한 것은, 짐승성(라캉)이나 어리석음(들뢰즈)
의 인간성, 이런 것들의 고유하게 인간적인 성격을 가능한 한 특정
할 수 있게 안간힘을 쓴 담론의 신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가 아닙
니다. 인간과 동물을 혼동하기 위해서가 아니며, 인간적인 동물과
비인간적인 동물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여기서 작동하고 있는 개념과 논리의 어떤 부적절함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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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tinence을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산출하는 개

념들을 세련되게 다듬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짐승성, 인간의 어
리석음으로서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의 특권을 유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고유하게 인간적인 동물성은 자유라는 것, 반응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응답할 수 있다는 것, 선악을 분간할 수 있
다는 것, 악을 위해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것 등등이라고 가정됩니
다만, 이런 가정을 유보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동물론의] 전통은
들뢰즈에게서 독창적인 형태를 취하는데, 저는 이에 대한 제 나름
의 독해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들뢰즈는 이
전통에 속하면서, 동시에 이 전통을 배경으로 하면서 절대적으로
독창적이기를 계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소환한셸링의문맥vein에서, 들뢰즈가 “la bêtise n’est pas l’an-

imalité〔어리석음은 동물성이 아니다〕”, “동물들은 어떤 의미에서 그 명
료한 형식들에 의해서 이 배경에맞서서 미리 지켜지고 있다”14)고
말할 때, 그는 이렇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즉, 심지어 인간의 형식
이, 그 개체화의 규정determination이 기반 없는 기반, Ungrund〔무기반〕
로서의 Urgrund〔원기반〕으로부터 그 자신을 보호하고 있을 때조차
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미규정적인 자유로서 이 기반 없는
기반과 계속 관계하고 있으며, 인간에 고유한 안정성은 이로부터
유래하는 것이라고. 그러나 이것을 이런 형식으로 말하도록 허용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음의 진술을 재검토합시다. “Les animaux

sont en quelque sorte prémunis contre ce fond par leurs formes explicités〔동물들

14) [옮긴이] 여기서는‘기반ground’이아니라‘배경’으로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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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어떤 의미에서, 그 명료한 형식들에 의해, 이 기반으로부터 미리 지켜지고 있
다〕”(강조는 인용자). 동물들이 prémunis, 미리 지켜지고 있다면, 이

는 동물들이 이 기반과 관계하고 있다는 것, 이 기반과 얼마간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기반의 위협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많은 동물들과 관련해서, 기반 없는 기반에
의 관계를, 좀 더 매혹시키고 매혹되는 관계, 불안케 하고 심연적
인 관계, 인간과 똑같은 심연적 관계를 자주 보고 싶어 할 수도 있
습니다. 심지어 동물을 미리 지키거나 보호할 수 있는 것에 있어서
도, 우리는 동물들이 ─ 그러나 인간처럼 ─ 그로부터 스스로를 보
호하고 있다는 이 기반의 근접성, 강박적이고 위협적인 근접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들뢰즈가 매우 날카로운 방식으로, 어
리석음에 관해서 인간을 동물로부터 분리하고 싶어 할 때, “la bê-

tise n’est pas l’animalité〔어리석음은 동물성이 아니다〕”라고 결연한 방식
으로 말할 때, 왜 그는, 날카로운 대립에 그토록 저항하는 ‘en quel-

que sort’, 즉 ‘어떤 의미에서’ 같은 구절을 도입할까요? 혹은 ‘미리
지켜지고 있다’, 즉 ‘prémunis’도 항상 정도degree를 내포하는 통념입
니다 ─ 또 다시 면역의 문제입니다. 정도라는 것은 항상 많다, 적
다이며,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어떤 것에 맞선 보호의 많다, 적다
입니다. [예를 들어] 몇몇 동물들이 인간은 지각할 수 없는 지진이 오
고 있다는 것을 감각할 때의 보호의 많다, 혹은 적다처럼. 특히, ‘명
료한 형식들’이라는 구절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그렇다면
암묵적인 형식들에 대해서는요? 이리하여, 암묵적인 것이라는 문
제, 암묵적/명료적이라는 차이의 문제는 정도의 차이gradations, 어
떤 대립도 없는 차이성, 많거나 적거나의 그라데이션에 열려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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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아니라, 무의식의 물음에도 열려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저는 정신분석에서부터 얘기를 시작했던 겁니
다. 정신분석은 물론, 제가 들뢰즈를 찬양하는 공간〔분야〕이며, 또
한, 들뢰즈에게 얼마간 저항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무의식의 물
음은 이 맥락에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지만, 그러나, 라캉이 “짐승
성은 동물적이지 않다, 동물은 무의식을 갖지 않는다”고 말하며
물리쳤듯이, 들뢰즈도 역시 이 물음을 금세 옆으로 치워버리죠.15)
어리석음에 관한 들뢰즈의 분석에서는 인간의 무의식, 억압repression, 저항도 고려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 정신분석

에 대한 들뢰즈의 아이러니한〔비꼬는〕 경계심과 풍자가 때때로 아
무리 유쾌하고 필요하다고 해도 ─ 저는 들뢰즈와 더불어 그렇게
오랫동안 웃고 있기 어렵네요. 정반대로 말해서 “인간도 또한 개
체화의 명료한 형식들을 지닌 한에서, 인간은 기반 없는 기반으로
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다”고 왜 인정해서는 안 될까요, 왜 그
렇게 말해서는 안 될까요? 그런 한에서, 적어도 들뢰즈의 논리를
따른다면, 인간은 동물이 그렇게 하듯이, 순수한 어리석음을 무시
할까요? 사태를 동질화하지 않고, 차이들을 지우려고 싶어 하지
않고, 바로 여기에서 분석된 개념성은 “la bêtise n’est pas l’animalité
〔어리석음은 동물성이 아니다〕”라고,

게다가 인간만이 어리석음에 노

출되어 있다고 결정적인 방식으로 언명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보
증된 기준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15) 라캉의 동물론에 관한 데리다의 분석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And Say the
Animal Responded”, in Zoontologies : The Question of the Animal, ed. Cary Wolf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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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들뢰즈 텍스트에 있는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저는, 기반
ground

혹은 배경〔기반 아래, underground〕, 파들어가기minage의 작동, 변

질travail의 작동, ~에 의해 작동되다, 즉 travailler par〔~에 의해 괴롭히
다〕 등과 같은 파들어가기minage와 관련된 애매한 형상들이 도대체

왜 동물들에 적용될 수 없는지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동물이 하
나의 ‘나’로서 스스로를 구성할 수 없다고 데카르트 및 칸트와 더
불어 상정하지 않는다면 [들뢰즈의 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동물과 인
간의 차이, 동물성과 인간성의 차이를 “동물은 ‘나’라고 말할 수 없
다”는 점에서 찾아내는 것은 철학자들에게 항구적으로 우세한 믿
음입니다. 또 인류학에서는, 인간에게 고유한 것의 본질은 ‘나’라
고 말하는 것의 가능성에 의해서, 심지어 ‘나는/나를’이라고 말하
는 것의 능력이나 권력에 의해서 한정됩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개
진하고 싶어 한 질문이지만, 지금 당장은 이것도 옆에 치워둘 수밖
에 없으며, 이 물음에 제가 어떻게 접근할 작정이었는지를 소묘하
는 것에만 머물고자 합니다.
그런데 동물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 기반에 빠져들지 않도
록 미리 경계를 받고 있고, 그 명료한 형식들에 의해 보호되
고 있다. 하지만 나와 자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나와 자아는, 이것들을 괴롭히는travailler 개체화의
장들에 의해 침식되고 있기〔mines,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며, 어
떤 기반의 대두에 맞서, 즉 형태를 일그러뜨리거나 왜곡하
는 거울을 나와 자아에 들이대고, 현재적으로 사유된 모든
형식들을 와해시키는 기반의 대두에 맞서 전혀 방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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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기 때문이다. 어리석음은 기반도 아니고 개체도 아니며,
오히려 이 관계이다. 이 관계 속에서 개체화가 기반에 형식
을 부여할 수 없는 채로 기반을 표면으로 데려가는 그런 관
계인 것이다(이 기반은 ‘나’에 입각해 대두하며, 사유의 가
능성의 가장 짚은 곳까지 침투하고, 모든 승인에 있어서 승
인되지 않은 것을 구성한다)(DR 197-198/152).
이 대목은 즉, 어리석음이란 ‘나’이다, ‘나’라는 것the thing, 자아ego라
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반이라고 부를 수 있든
없든, ‘나’라는 형상을 갖고 있지 않을 ‘어떤 것’을 심적인 삶의 형
식에 있어서 명명하는 것을 회피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축된 프
로이트적인 메타심리학적을 신용하지 않는다면, 심리학적 혹은
메타심리학적인 경험 전체를 그 자아론적 형식으로 환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것을 자아로 환원하고 모든 자아론적
구조를 “의식을 지닌 나the conscious I”로 환원할 수는 없습니다. 심
리적 내지 현상학적인 경험에는, 즉 살아 있는 존재의 자기-관계,
살아 있는 존재의 그것자신에 대한 관계에는 한편으로 우리가 비자아nonego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으며, 심지어 프로이트
가 말하듯이 무의식적 자아ego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프로이
트적 담론의 권위에 의지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살아 있는 존재
가 분할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아상블라주들〔배치물들〕, 심급들, 힘
들, 상이한 강도들의 다양체에 의해 구성된다는 것, 그리고 때때로
긴장과 심지어 모순에 의해서도 구성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
로 충분합니다. 저는 여기서, 차이화하는〔differential, 미분적〕 강도들,

1. 자크데리다, ｢들뢰즈에게서인간의초월론적‘어리석음’과동물-되기｣ 45

힘들에 대해 말하면서, 들뢰즈에게 좀 더 받아들이길 쉬울 니체의
언어들을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나’, 〈자기〉, 자아의 이런 자아
론을 둘러싸고 모든 것이 펼쳐집니다.
이 자아의 물음에 대해서는 더 논하고 싶은 바가 있었습니다. 물
론 인간과 짐승의차이를 이루는 응답response과 반작용〔reaction, 반응〕
의 구별에 대해서도 모조리 더 말을 해야 했습니다 ─ 이 구별은
데카르트 이후, 라캉과 하이데거를 포함해 레비나스에 이르기까
지 계속되는 헤게모니적 전통의 일부를 이루거나 혹은 그것에 속
합니다. 또한 역시, 책임을 동반하는 응답responsible response과 책임을
동반하지 않는 반응irresponsible reaction, 주권과 비-주권, 자유와 부자
유의 구별에 대해서도 더 논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물음을 던지는
들뢰즈의 방식은 분명히 독창적이지만, 그러나 차이와 반복 의
해당 구절은 역시 헤게모니적 전통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놀랄 겁니다만, 이런 응답과 반응의 구별은, 라캉 편에서
는 프로이트로의 회귀라는 정신분석의 이름으로 산출되는 담론
에서, 들뢰즈 편에서는 무의식의 생산을 얘기하는 담론에서 등장
하는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에서, 적어도, 그들은 무의식의 가능
성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어리석음의 철학이 무의식에 대
한 이런 참조와는 일관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무의식’이라는 단어는, 혹은 모든 이론적이거나 메타심
리학적 구축은 필요치 않습니다 ─ ‘나’, 이드, 초자아, 이상적 자아
the ideal ego, 자아이상the ideal of the ego, 또한 라캉에게서의 ‘나’의 실재

계, 상징계, 상상계 같은 것은 필요치 않습니다. 최소한의 조건으
로서, 어떤 것이든 살아 있는 존재에 있어서의 분할 가능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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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multiplicity, 힘들의 차이를 고려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즉, 인
간이건 비인간이건, 이런 힘들의 미분differential에 의해 구조화되지
않을 유한한 살아 있는 존재는 없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합니
다. 힘들 사이의 긴장 ─ 모순이 아니더라도 ─ 은 상이한 심급들
이나 장치들apparatuses 속에서 자리 잡거나 자리 잡혀지지 않을 수
가 없습니다. 이 상이한 심급들은 서로 저항하며, 한쪽이 다른 쪽
을 억압하거나 진압하면서, 라퐁텐이 ｢늑대와 〔새끼〕양｣에서 “la

raison du plus fort”, 즉 “the reason/right of the strongest〔가장 강한 자의
이성/올바름〕”라고 부른 것을 제출하려고 하거나 이를 만연케 하려

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유한한 살아 있는 존재에 있어서 가능해지
는, 힘과 강도들의 차이에 의해 가능해지는 이런 적대antagonisms에
있어서, 어리석음은 항상 필연적으로 두 쪽에, 즉 누구라는 쪽과
무엇이라는 쪽에 있습니다. 누구라는 쪽 ─ 인간, 자아 ─ 과 무엇
이라는 쪽 ─ 자기 자신을 주권적, 자유롭다 등등으로 설정하는 사
람에게 일어나는 것 쪽, 혹은 자유로운 자아나 주권자가 타자의 어
리석음이라고 고발하거나 공격하는 것 쪽 ─ 에 있는 것입니다. 시
간이 좀 더 있었다면, 저는 들뢰즈에서 플로베르로, 그리고 발레리
와 [발레리의] 테스트 씨 로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발레리는 “la bê-

tise n’est pas mon fort” ─ 또한 번역 불가능한 문구입니다 ─ 라고
말합니다만, 이것은 “I’m not strong on stupidity〔나는어리석음에 있어서
강하지 않다, 어리석음은 내 강점이 아니다, 나는 어리석은 짓을 도무지 못한다〕”

으로 번역됩니다. ─ 그리고 “la bêtise n’est pas mon fort”라고 말해
야 할 것이라면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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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석음’과 동물로의 생성변화｣는 주1에 적혀 있듯이, 2002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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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에서의 기조강연을 기록한 것이다. 이 심포지엄의 기록집은

Derrida, Deleuze, Psychoanalysis(ed. Gabriele Schwab. Columbi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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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morphism never will pervert Childhood »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
거의 동세대인 데리다와 들뢰즈는 현대 프랑스의 대표적인 철학
자인데도, 두 사람은 텍스트 상에서 명시적인 사상적 대화를 나눈
적은 거의 없었다. 그래서 본론은 ‘어리석음’이라는 특이한 물음을
놓고 데리다가 남긴 몇 안 되는 들뢰즈론으로 귀중하다.
이 강연은 데리다의 말기 세미나 ｢짐승과 주권자｣의 발췌를 바
탕으로 한다. 사회과학고등연구원(EHESS)에서 진행된 2001-2002
년도의 이세미나는이미 출판되었으며(Jacques Derrida, Séminaire La

bête et le souverain Volume I(2001-2002), Galilée, 2008), 이 강연은 이것의
주로 그 5장 및 6장에 해당한다. 1991년 이후, 데리다는 ｢책임의 물
음｣이라는 전체 제목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비밀, 증언, 환대, 위
증, 용서, 사형 같은 주제를 매년 논했는데, ｢짐승과 주권자｣는 이
를 발전시킨 논의이다(그 이듬해 세미나는 생전의 마지막 세미나
가 되었다).
짐승과 주권자 에서는 주권 개념과 그형상들의 정치적이고존
재-신학적인 역사가, 인간의 고유성에 대한 동물의 규정성이라는
개괄적인 물음과 교차되면서 탐구된다. 동물의 물음은 우선, 동물
적인 생명이 어떤 식으로 다양한 영역(수렵, 가축화, 사육, 동물원,
동물실험 등)에서 다뤄지는가라는 생물에 관한 정치적 사고, 생물
학적인 것이나 동물학적인 것을 둘러싼 정치성의 물음으로 분석
된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라는 전통적인 정식을 따라 말한
다면, 짐승을 정치적 주권성에 종속시키는 정치적 과정은 어떻게
조직되는가? 또한 짐승과 주권자는 법이나 권리의 공간에 대해 외
재적이고 예외적인 장소를 차지하기 때문에, 법의 기원과 근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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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는데, 데리다는 짐승과 주권자의 고전적 대립을 탈구축적
으로 독해함으로써, 정치적인 주권의 전통적인 규정을 되묻고자
하는 것이다.
세미나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 홉스의 리바이어
던 ,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 루소의 사회계약론 과 고백 , 슈
미트의 정치적인 것의 개념 , 장 보댕의 국가론 , 라캉의 에크
리 , 들뢰즈의 차이와 반복 , 발레리의 ｢테스트 씨｣, 첼란의 ｢자
오선｣, 라 퐁텐의 ｢늑대와 어린양｣, D. H. 로렌스의 ｢뱀｣, 하이데거
의 형이상학 입문 , 루이 머랭의 왕의 초상 , 아감벤의 호모 사
케르 등이 꼼꼼하게 주석되며, 정치적인 것의 동물적 형상들이
소묘된다. 인간과 동물의 한계 위에서, 즉 인간의 고유성이 동물성
에 의해 규정된 문턱에 있어서 힘과 권리, 정의, 법이 고찰됨으로
써, 정치적 주권의물음을 파고드는 이 세미나는 데리다 말년의 정
치-철학적 사색의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짐승과 주권자 는영역본이 제프리 배닝턴과페기카무프의공
역으로 시카고대학교 출판부에서 이미 출판되었고, 한국어 번역
은 황재민 등의 번역으로 출간될 예정이며, 현대정치철학연구회
세미나를 위해 일부 내용이 사전에 공개될 예정이다. (김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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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간의 소실, 동물의 소실 *
고이즈미 요시유키

073

보르헤스의 동물분류표

푸코의 말과사물 ｢서문｣에는 “이 책의 탄생 장소lieu는 보르헤스
의 어떤 텍스트에 있다”고 쓰여 있다. “〈같음〉과 〈다름〉에 관한 수
천 년 동안의 관행을 뒤흔들고 자주 불안에 빠뜨렸다”고 평가되고
있는 이 텍스트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1)
보르헤스의 텍스트에 인용된 “어떤 중국 백과사전”에는

“동물이 a) 황제에게 속하는 것, b) 향기로운 것, c) 길들여진
것, d) 식용 젖먹이 돼지, e) 인어, f) 신화에 나오는 것, g) 풀려
나 싸대는 것, h) 지금의 분류에 포함된 것, i) 미친 듯이 나부
대는 것, j) 수없이 많은 것, k) 아주 가느다란 낙타털 붓으로
그린 것, l) 기타, m) 방금 항아리를 깨뜨린 것, n) 멀리 파리
처럼 보이는 것”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것이다.2)

* 小泉義之, ｢人間の消失、動物の消失｣
1) Michel Foucault, Les mots et les choses : archéology des sciences humaines (Gallimard, 1966)로부
터의인용은, 인용대목에번역쪽수/ 원서쪽수를표기한다.
2) [옮긴이] 미셸푸코, 말과사물 , 이규현옮김, 민음사, 2012, 7쪽. b)의경우기존
번역본등에서‘사체방부처리가된것’이나‘향료로처리하여방부보존된동물’
로번역된이유는embaumer라는동사에1) 향기롭게하다, 2) 냄새가나다, 3)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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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류는 알 수가 없다. 동물에 대해 무엇을 행하는지 알 수가 없
다. 그래서 이 분류표는 “사고의 불가능성”을 가리키게 된다. 그러
나 여기서 “무엇을 사고하는 것이 불가능한가, 어떤 불가능성과
관련되어 있는가?”
하지만 보르헤스의 분류표는 까닭을 모르는 것만 있는 게 아니
다. 사실 실재의 동물과 가공의 동물은 주의 깊게 구별되고 있다.
가공의 동물에는 실재의 동물과는 다른 장소place가 주어지고, 전
자가 후자에 미칠지도 모르는 “감염력”이 국지화되어 있으며, 양
자가 뒤섞이는 것은 배척되고 있다. 따라서 이 분류표에서 “기형
성=괴물성monstruosité”은 그것으로서 장소를 부여받기에 “기형성
이, 실재의 신체를 변질시키는 것도, 상상상의 동물지를 변양시키
는 것도 아니다.” 기형성은 아무튼 분류표의 여백에 미끄러져 들
어갈 수 있으며, 그런 한에서 일정한 장소를 차지할 수도 있기 때
문에, 기형성이 “심층의 이상한 힘 속에 숨어 있다”고는 생각하게
하지도 않는다(14/7). 보르헤스의 분류표에서 기형성은 074 사고의
불가능성을 가리키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는 “천년 동안의 관행”
을 따라, 기형성을 충분히 사고할 수 있게 된다. 가공의 동물이 상
부처리를하다등의 의미가있기 때문이다. 게다가이 동사는 1)과3)의의미가
같이있기때문에, 위의국역본처럼‘향기나는것’이라고번역하는것은무리가
있고오히려 기존번역본이맞다. 또 d)의 ‘식용 젖먹이 돼지’의 경우 ‘식용’이라
는단어를탈락시키는게낫다. cochons de lait가프랑스가아니라중국에서식용
으로만 한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 f)의 경우 fabuleux라는 단어
를 감안하면, 우화나 전설이라는 의미를 새겨두는 게 낫다. 즉, ‘우화의 것’이나
‘전설상의것’. g) 역시chiens en liberté를‘풀어두고기르는개’로옮기는게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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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가능하듯이, 기형성의 동물도 얼마든지 상상 가능하고 사고 가
능하며, 더욱이 현재에서는 제작 가능하기도 하다.3) 그러면 푸코
가 보르헤스의 분류표에서 감지했던 사고 불가능성이란 무엇인
가?

“우화”의 동물이, 풀려나 싸대는 것〔주인 없는 개〕이나 멀리〔서는〕
파리처럼 보이는 것과 병치되는, 그런 양자 사이의 사소한 거리
étroile distance가 불가능한 것이다.

모든 상상을, 모든 가능한 사고를

침범하는 것은 각 범주를 다른 범주에 결부시키는 알파벳 계열(a,

b, c, d)에 다름없다(14/8).
알파벳 계열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영문을 모른다는 것이다.
보르헤스의 분류표는 미리 성립된 분류를 순서대로 늘어놓고 있
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알파벳 계열은
그저 늘어서 있다. 늘어선 것들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성도 미리 성
립해 있는 것은 아니기에, 그저 늘어서 있다. 이것이 무엇이냐는
게 영문을 모르는 것이다.
보르헤스가 그 집계에 의해 순환시키는 기형성은 [각 항의 :

3) 말과 사물 의 퀴비에론이나 생물학의 고고학은 사실 수육론(受肉論)이나 개
체화론의 고고학이기도 하다. 이 점을 디디-위베르만의 작업과 대비시켜 보는
것은중요하다. George Didi-Huberman, L’image ouverte : motifs de l’incarnation dans les arts
visuels (Gallimard, 2007). 그러나 말과 사물 의 관점에서 보면, 수육론이나 개체
화론은기형성=괴물성을키워내고있는논법의일종이라고말할수있다. 이것
에 대해서는 괴물론을 전성설∙후성설 논쟁에 관련시킨 뛰어난 연구가 있다.
Patrick Tort. L’ordre et les monstres : le débat sur l’origine des déviations anatomiques au XVIII
siècle (Syllepse, 1980, 2ed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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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자] 마주침의 공통 공간이 거기서는 붕괴하고 있다는
것이다. 불가능한 것은 사물들의 인접성이 아니라 사물들
이 인접할 수 있는 지형=자리(site) 자체이다(14-15/8).
사물들이 늘어서야 할 공통 공간은 불가능해진다. 사물들이 늘어
서는 순서가 뒤따라가야 할 지형도 불가능해진다. 그리고 알파벳
계열이 미리 설정된 공통 공간에서의 지형을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그런 공통 공간도 지형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 그럼에
도 불구하고 알파벳 계열이 지면 위에 동물들을 나란히 늘어서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사고 불가능성인 것이다. 푸코는거기서 기형성

=괴물성을 감지한다.
여기에서 염색체 지도 내지 유전자 지도의 예를 드는 편이 좋겠
다. 노랑초파리의 제1염색체에서는 일련의 형질의 유전자가, 노란
색, 굵고 뻣뻣한 털을 지닌 부족, 백안, 소안이상小眼異常 … 이라는
순서로 매핑되어 있다. 이런 형질과 유전자는, 공통 공간에 배분되
어 있는 것도, 공통공간에서의 지형〔자리〕을 따라 순서가 부여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그저 늘어서 있다. 노란색의 유전자 자리와 굵
고 뻣뻣한 털을 지닌 부족의 유전자 자리는 인접해 있으나, 그 인
접을 뒷받침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공통공간에서의 지형=자리는
해당 염색체에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노랑초파리 개
체에 내재해 있느냐 하면, 교배실험 등의 매핑의 경위로부터 그렇
다고는 말할 수 없다. 결국 유전적 형질은, 염기수를 지표로 하여,
그저 지면에 나열되어 있다. 그리고 인간의 제18염색체에서는 형
질유전자와 구조유전자가 멜라민, 암유전자, 부신피질 호르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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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체, N-cadherin〔농축항체〕, 다발성 경화증 … 과 매핑되어 늘어서
있으나, 이것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유전자배열이나 염기배
열의 〈같음〉이나 〈다름〉을 통해, 혹은 마스터 유전자의 〈같음〉이
나 〈다름〉을 통해 동물들의 멀고 가까움이나 같고 다음이나 계통
을 말한다는 최근의 관행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감지할 수 있
다.

075

실어의 경험, 치매의 경험

보르헤스의 분류표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인지도 모른다.
그저 차례로, a, b, c, d라고 순서를 매겨 발상을 늘어놓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것들은 자의적으로 나열된 말에 불과하다, 혹은 타이
핑된 순서에만 따른 말에 불과하다고. 맞는 말이다. 그렇지만 성가
신 것은, 그런 말들이 “사고 불가능한 공간”을 열어버린다는 것이
다(15/8). 우리는 보르헤스의 분류표와 비슷한 방식으로, 차례대
로, 천황가가 계통을 조사한 닭,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어 살해당한
새, 돼지의 피창,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작은 물고기인〕 포뇨, 무두의 마
우스〔머리 없는 쥐〕, 화이트가족의 아버지 … 등의 식으로, 길모퉁이
에 서서 소리를 내는 사람을 상상해 볼 수 있다. 까닭 모를 것에 현
혹된 사람을 상상해볼 수 있다. 아니, 그런 상상을 할 것도 없다. 텔
레비전 채널을 이리저리 돌려보거나 잡지를 뒤적이면 금세 깨닫
게 되듯이, 우리 자신이, 까닭 모를 것을, 집단적으로 협동하여 현
혹하고 있다. 그러면, 그때, 그 어떤, 까닭 모를 것이 열리는 것일
까? 푸코는 그것을 묻고 있다.
2. 고이즈미요시유키, ｢인간의소실, 동물의소실｣ 55

푸코가 몇 번이나 확인하여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 보르헤스의
분류표에는 “(h) 이 분류에 포함된 것”이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
으며, 이것은 러셀의 역설을 상기시킨다. 분류표에 그러모아진 동
물의 집합은, 자기속에 자기를 포함하는 집합이 되고 있다고 느끼
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열거되는 동물들이 분배
되는 곳 ‘속에서’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열거의 ‘와’를 붕괴시킨
다”(15/9)는 것이다. 즉, 보르헤스의 분류표는 동물들이 그 속에 들
어서는 공통 공간은 없다는 것, 동물들이 그 속에서정렬되는 장소
는 없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한다. 푸코는 이 사태를 “혼재향hétérotopies”4)이라고 부른다.

“혼재향은 몰래 말을 무너뜨리고, 이것‘과’

저것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막고, 공통의 이름을 부수고, 혹은 헝
클어지게 하고”, “말과 사물les mots et les choses”을 함께 뒷받침하는

“통사법”을 붕괴시키는 것을 재확인한다(15/9). 그리고 실어증자
aphasiques의 경험을 끌어들인다(16-17/10).

보르헤스를 읽었을 때 웃음을 자아내는 당혹gêne은, 아마도,
말이 붕괴되어 버린 자들이 품고 있는, 저 깊은 불안malaise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17/10).
동물을 사고하려면 동물을 분류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모든 동물
을 늘어세우기 위해서는 현재의 동물뿐 아니라, 과거의 동물도 열
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과거에 가능했던 동물도, 미래에
4) [옮긴이] ‘혼재향’은 좀 이상한 번역어이다. ‘헤테로토피아’로 음차하는 게 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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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할 동물도 열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더욱이 현재에 가능한 동
물도 열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들은 몇 가지는현실적인 양상
을 띠고 있는 것과 더불어, 몇 가지는 상상적이고 공상적인 양상을
띨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동물의 표상도 열거하지 않으
면, 동물을 사고하는 것이게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가능적인
동물을 모두 열거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너무도 혼탁하기에, 이
번에는 대분류나 중분류나 소분류를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
다면,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동물 집단과 076 교과서에 기재되는
동물 집단이 병렬된다. 보르헤스적 분류표는 필연이다. 그렇다면,
동물을 진지하게 사고하려 하면 할수록, 또한 강조해 두고 싶은데,
개별 자연과학이나 개별 인문사회과학보다도 진지하게 사고하려
고 하면 할수록, 동물들이 분류되고 순서 있게 늘어서는 공통 공간
은 불가능하다는 것, 동물들은 혼재향으로 산란할 뿐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이 경험은 말의 경험이며, 말이 붕괴해버린
자들의 경험으로 통한다. 실어증의 경험, 혹은 또한 치매의 경험,
인지병의 경험으로 통한다. 오히려 “천년 동안의 관행”에서 탈락
하고 있는 실어증이나 치매 노인이야말로 진지하게 동물에 대해
사고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동물/식물
그런데 보르헤스는 그 분류표를 중국La Chine의 백과사전의 일부로
제시했다. 즉, 보르헤스는 혼재향을, 가공의 중국이라는 비재향utopie

속에 수장收藏 가능한 것으로 제시했는데, 우리에게 그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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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될 수 있을까?
우리가 반성적인 분류를 설정할 때, 즉, 개와 고양이는 설령
둘 다 키워지고, 혹은 사체방부처리를 받고, 둘다 미쳐서 어
슬렁거리고, 방금 항아리를 깨뜨린 것이더라도, 두 마리의
그레이하운드만큼 유사하지 않다고 우리가 말할 때, 어떤
토양sol에서 출발해서 우리는 그 분류를 확실한 것으로서
설립할 수 있을까?(18/11).
우리는 동물을 분류한다. 어떤 시대에서도, 어떤 문화에서도, 우리
인간은 동물을 분류한다. 그 분류의 지반은 무엇인가? 그런 지반
은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어떻게 존재하는가? 우리는 경험적으
로 시행착오하면서, 동일성・상사성・유사성을 따라동물에 순서
나 질서를 넣는데, 거기에 일관성=간섭성cohérence은 있는가? 있다
면 어떤 일관성=간섭성일까?
분명 우리는 동물을 분류한다. “모눈方眼5)의 공백의 바둑판 모
양”(18/11)에 동물을 던져넣는 방식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서 “경험적 질서”를 인지하는 것인데, 이 경험적 질서를 가
능케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동물이 던져 넣어져 있는 모눈에 미
리 선을 긋는 “문화의 기본 코드”라고 말하면 좋을까. 혹은 경험적
질서를 가능케 하는 바의 가능적 모눈이라고 말하면 좋을까. 요컨
대 초월론적 철학을 문화론으로 감축하고, 혹은 문화론을 초월론
5) [옮긴이] 모눈이란 가로와 세로로 일정한 간격의 직선을 그어 생겨난 (정)사각
형을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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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철학으로 확장하여 답하면 그것으로 좋을까. 그것으로는 전혀
불충분하다. 그런 식으로는 동물에 얽힌 불안도, 동물의 사고에 얽
힌 불안도 증발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피터 싱어를 언급해두는 것이 좋겠다. 싱어는 인간이 특
권화하는 분할법을 고발해마지 않는다. 만일 인간의 특권성이 계
산 능력에 있다고 해보자. 그런데 인간 속에는 계산하는 것 등을
결단코 할 수 없는 자가 존재한다. 그리고 동물 속에는, 잘 조련된
다면 초보적인 계산을 하게 되는 자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동등하게 인간에게 077 특권성을 부여한다면, 그것은 종차별주
의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인간과 동물 사이에 그어진 선
을 다른 장소에 다시 그어야만 한다. 그리고 싱어는 쾌고(快苦)를
느끼는 능력을 분할 기준으로 채용한다.6) 공통 공간을 무비판적
으로 전제하는 싱어의 범용적인 분할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싱어적인 분류표는 이런 식일 것이다. (a) 쾌고를 느끼는 것, (그 중
에서) (b) 인격 (c) 정상적이고 건강한 고양이, (d) 의식이 있는 말기
환자, (e) 실험동물의 일부, (f) 다운증후군 유아, (g) 쾌고를 느끼지
못하는 것, (그 중에서) (h) 뇌사자, (i) (아마도) 랍스터, (j) (아마도)
모든 식물, (k) 식물상태인 자, (l) 수정란, (m) 무뇌증아, (n) 태아의
일부, (o) 기타, (p) 애매하기 때문에 뇌신경계 측정을 요하는 것, (q)
유전자 조작의 효과를 입는 것 ….7) 이런 종류의 분류표에 대해, 그

6) Peter Singer, Unsanctifying Human Life : Essays on Ethics, ed , Helga Kuhse, Blackwell,
2002 참조.
7) 참고로벤담은죽임을당하는것/ 먹을수있는것/ 학대당하는것이라는대분
류하에, 고통을느끼는것을다른방식으로배분하며, 싱어의분류와는원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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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쾌고를 느끼는 능력의 유무를 분류기준으로 하거나, 공리주
의를 분류 원리로 하거나라고 말한 곳에서, 혹은 모종의 전통문화
나 서양생명윤리에 의해 규정된다고 말한 곳에서, 더 이상 아무것
도 사고할 수 없게 된다. 우선, 우리는 이런 종류의 분류표를 비웃
어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는 분류표에서 혼재향을 인정해야만 한
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싱어 그 사람이 “말을 붕괴시킨 자”의 한
명이며, 치매노인과 공통의 불안을 느낀다고 파악해야만 하며, 그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불안을 느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
리는 불안을 느끼는 점에 있어서, 다시 인간으로서의 특이성 혹은
특권성을 손에 넣는 것과 같은 식일까? “싱어의 분류에 포함되어

으로 다르다. Cf. Jeremy Bentham, An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Morals and
Legislation(ed J. H. Burns and H. L. A. Hart, with a New Introduction by F. Rosen,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pp.282-283. 물론그렇다고해도그이유는모를것
이다. 동물 애호법에내포되어있는분류가그렇듯이, 일반적으로, 인도적인동
물애호에 있어서 분류의 질서의 존재 자체가 정체모를 수수께끼이다. 그런데
인간과 동물의 분할선을 침범하는 것은 빈번하게 일어나며, 이를 눈여겨보고
인간과 동물의 관계성을 사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우선은 지적할수 있다. 이
점에서20세기에등장한인간질환의모델로서의실험동물은중요하다. 다음은
혈우병에 걸린 인간과 실험동물의 관계를 논하고 있어서 유익하다. Stephen
Pemberton, “Canine Technologies. Model Patients : The Historical Production of
Hemophiliac Dogs in American Biomedicine,” in Susan R. Schrepfer and Philip
Scranton (eds.) Industrializing Organisms : introducing evolutionary history (Routledge, 2004).
역시 인간과 동물의 분할선을 침범하는 싱어 등은 “식물” 상태를 열거하는 관
행을따르고있다. 현재는동물과식물의구분선도침범되고있는것이다. 이점
에서다음은중요하다. Catherine Malabou, Les nouveaux blessés : De Freud à la neutrologie.
penser les traumatismes contemporains (Bayard. 2007). 푸코는생물의전형이식물에서동
물로이행하는것에서근대의특질을봤다(297/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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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라는 분류항을 분류표에 삽입한다면 곧바로 감지할 수
있는데, 혹은 또한, 유전자 개념은 자기를 포함하는 개체 자체를
자기 속에 포함하는 것인 양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곧
바로 감지할 수 있는데, 그런 길은 막혀 있다.
푸코에 따른다면, 경험적 질서의 영역région과 (준)초월론적 영역
사이에는, 어떤 분야domaine가 확장되고 있다(19/12). 이 분야에서
경험적 질서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현실적이라
는 양상을 잃으며, 그것은 확실한 것도 가장 좋은 것도 078 아니라
는 것이 분명해지는데, 바로 그것에 의해, 해당 질서가 존재한다는

“산 사실〔fait brut, 날것의 사실〕”이 출현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사물
이 존재한다는 “산 사실”도 출현하게 된다. “이미 코드화된 시선
과 반성적 인식 사이에는 질서를 그 존재 자체에 있어서 해방시키
는 중간영역이 있다”(19/12).
그렇다면 동물이나 사물의 사고의 문제는, 분류 질서를 긍정하
는 것도 부정하는 것도 비판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 공
통 공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물들이 늘어서 존재한다는 중간
영역에 대한 “벌거벗은 경험expérience nu”(20/13)을 사고하는 것이
다. 이 경험에 입각한다면, 뇌사자가 최근의 발명인 것과 마찬가지
로, 인간도 동물도 최신의 발명이라는 것이 “깊은 불안”과 더불어
명확해질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진통제가 초래하는 것과는 다른
진정apaisement도 경험될 것이다.
인간은 최근의 발명에 지나지 않으며, 2세기도 지나지 않은
형상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 지식 속의 단순한 주름에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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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으며, 지식이 새로운 형태를 찾아내기만 하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얼마나 깊은 위안이
자 진정鎮静인가(22/15).
인간/동물/식물에 대해 치매노인이 행하듯이 사고하고 경험하는
것, 그리하여 “침묵한 부동의 지반에, 분열, 불안정성, 균열을 회복
시키는” 것, 그리하여 “지반을 새로운 불안으로 부르르 떨게 하
는”(23/16) 것….8)

8) 보드리야르를 좇아, 공통 공간의 비존재에 있어서 투명하게 비쳐 보이는 것은,
돌발적으로출현하고, 언젠가 돌발적으로소실하는 바이오매스와 불가능한교
환을행하는분신을날조하기위해인간/동물/식물에구애되는것이라고, 더욱
이비유기체/광물/기계에구애되는것이라고말하고싶어진다. 장보드리야르,
불가능한교환 (Jean Baudrillard, L’échange impossible (Galilée, 1999)) 참조. 그러나보
드리야르를 좇아, 말의 존재도 버린다면, 우리 인간의 불가해함은 놓쳐버릴 것
이다. 말과 사물 은 생사・노동・말을 대등하게 취급하기 시작하면서 생사・
노동에 비해 말에 특별한 지위를 할애하지만, 이번에는 이로부터 되돌아서서,
생사와 노동을 다시사고하는것이푸코 자신의 과제였던 것이다. 그런데푸코
는, 인간이소실하고동물이소실한끝에〈동물〉에대해무엇을생각한것일까?
푸코의 텍스트로부터 동물을 언급하는 몇 안 되는 표현을 골라내도 별 소득이
없을것이다. 그보다는푸코의｢위반에대한서문｣(바타유론)이나｢바깥의사유
｣(블랑쇼론)를필두로, 말의존재그자체를〈모델〉 삼아다시사고하는것이, 또
한 푸코의 생물학의 고고학이 빼어나게 죽는 것에 대한 지식의 고고학이기도
하기때문에(290), 공통공간의비존재를생명과죽음의경험으로서사고하면서,
푸코가말하는바의생명과죽음을〈모델〉 삼아재사고하는것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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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물의 인간화, 인간의 동물화
: 생명정치의 한 단면 *9)
이치노카와 야스타카

080

G. 아감벤은 열림 에서 하이데거의 말을 따라 이렇게 말한다.

“동물의 완전한 인간화는 인간의 완전한 동물화를 가리킨다.”
이 말의 의미를 그의 진의나 함의에 너무 사로잡히지 않고 내 나
름대로 조금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고 싶다. 바꿔 말하면 동물의 인
간화라는 것 또는 인간의 동물화라는 것을 푸코가 말했던 생명권
력이나 생명정치라는 문제틀을 따라 다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다.

1. 동물의 인간화
1) 피터 싱어 사건(1989년)
20년 전의 일인데, ‘피터 싱어 사건’이 독일, 더 정확하게는 오스트
리아나 스위스를 포함한 독일어권에서 일어났다. 주지하듯이 싱
어는 (생명)윤리학자로, 문제의 사건은 그가 “자기의식이나 쾌락
의 감각의 획득을 미래에도 전망할 수 없는 중상의 장애 신생아에
대한 적극적 안락사는 도덕적으로도 옹호될 수 있다”는 견해를 독
* 市野川容孝, ｢動物の人間化、人間の動物化 : バイオポリティクスの一断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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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서 전개하고자 했고, 이에 대한 맹렬한 항의와 반대 운동이 있
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의 강연을 중지하라는 항의가 다방면에
서 일어났으며, 실제로 중지되었고 나아가 매스미디어가 이 소동
을 다루면서 정말로 ‘사건’이라고 말해도 어색하지 않는 양상을 띠
었다. 이 사건에 관해서는 당시 싱어의 주장을 가토 슈이치加藤秀一
씨와 함께 일본어로 번역하고, 이에 덧붙여 독일의 비판자들이 말
한 것도 해설에 붙여 발표했다.
적어도 영어권에서는 싱어와 같은 주장은 물론 반론이나 이의
제기도 있겠지만, 공공장소에서 말을 하고 논문이나 책으로 발표
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 그러나 그것을 독일에서 하게
될 경우, 싱어의 입 그 자체를 얼어붙게 하는 081 것이다. 싱어는

“이것은 언론탄압에 다름 아니다, 독일인은 나치시대와 전혀 바뀌
지 않았다”와 같은 취지로 말을 하면서 독일인을 비난했지만, 싱
어를 비판했던 독일인은 “싱어의 안락사 긍정론이야말로 나치 그
자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신을 나치라고 부르는 것, 더욱이 독일인이 그렇게 하
는 것은 싱어에게 절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다. 왜냐하면 싱
어는 유대인이고, 그의 조부모 중 세 명이 강제수용소에서 죽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독일에서도 싱어는 생명윤리학자로 알려지
기 전에 동물의 권리의 옹호자로 소개되었으며, 그의 동물의 해
방 (1975년)은 새로운 윤리(학)으로서 그 나름대로 지지를 받았다.
그를 그런 사람으로 이해하고 수용했던 독일인들도 89년의 사건
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워했다고 생각한다.
유대인이라는 것, 동물의 권리 옹호, 나치즘, 안락사 계획. O.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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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닝거와 같은 사람의 일을 생각해 보면, 유대인이라는 것과 나치
즘도 서로 완전히 물과 기름과 같다고 단언할 수 있는데, 알 수 없
게 된 부분도 있지만, 그 사이에 동물의 권리 옹호와 안락사 계획
을 놓으면, 둘의 거리는 훨씬 좁혀진다고 생각한다. 싱어의 주장은
요컨대 동물이 인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인간에 가깝고, 그렇
기 때문에 그 권리를 옹호해야만 한다는 것인데(동물의 인간화),
다른 한편으로 인간이라고 일컬어지는 존재 속에는 그러한 권리
를 인정할 수 없는, 인정할 필요가 없는 사례가 있다(인간의 동물
화)는 것이다. 그리고 이 동물의 인간화, 인간의 동물화라는 논리
는 유대인이라는 것과 나치즘 둘 다에 대해서 똑같이열려 있는 것
처럼 보인다. 즉, 유대인도 나치도, 그러한 논리 속에서 일치할 수
가 있다. 유대인에대한 그 논리가 펼쳐지는 방식은나치에 대해서
도 더 한층, 그 정도가 강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즉, 한스 요나스
처럼, 독일인의 히스테릭한 반응을 엄격하게 비판하면서도 싱어
의 주장에 관해서는 “완전히 틀렸다”고 말했던 유대인도 있기 때
문에,1) 동물이 인간화와 인간의 동물화라는 논리에 유대인이 주
어지는가 여부는 완전히 열린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한 차이나 다
양성을 무시하고 유대인을 그저 생물학적 이유만으로 괄호에 넣
었던 것이 나치즘이었다.
그러나 동물의 인간화와 인간의 동물화라는 논리를 나치와 유
대인이 공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며, 그러한 논리
속에 푸코가 말했던 생명권력이나 생명정치의 한 가지 모습을 발

1) H. Joans, Dem bösen Ende näher. Suhrkamp, 1933, S.59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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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논리는 그 무엇도 나치에 특
유한 것이 아니며, 광범위하게 침투하고 공유될 수 있으며, 생명권
력이나 생명정치도 그것을 아우슈비츠에만 가둬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어쨌든 싱어 사건은 그러한 것을 사람들에게 생각하게끔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2) 도살에 관한 법률
동물애호와 안락사 계획의 연결에 관해서는 싱어를 둘러싼 논쟁
에서도 이미 언급되었다.2)
나치 정부는 정권탈취 직후인 1933년 4월 21일, ｢동물의 도살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3) 4개조로 이뤄진 짧은 법률이지만, 이것
은 한 마디로 말해서 유대교의 전통적 도살 082 방법인 ‘쉐히타schechita’

─ 독일어로는 schächten이라고 말하며, 일반적으로 도살을

의미하는 schlachten과는 구별된다 ─ 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도살방법과 쉐히타의 차이에 관해서 당시 나치의 해
설서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4) 쉐히타의 경우는 “우선 첫
째로, 동물을 기절betäuben시키지 않는다.” 기절시킨다고 말하더라
도, 그 방법은 총으로 머리를 쏘는 등의 방식으로 동물의 뇌를 파

2) E. Klee, “Von Menschen und Tieren” in : T. Bastian (Hg.) Denken-Schreiben-Töten :
Zur nenen “Etdhanasie” Diskussion und zur Philosophie Peter Singers. Stuttgart, 1990.
S.135-7.
3) Gesetz über das Schlachten von Tieren, in : Reichsgesetzblatt, 1933 (Teil 1). S203.
4) H. Frank, Nationalsozialistisches Handbuch für Recht und Gesetzgebung. 2. Aufl.
München, 1935, S.890-900. S.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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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하는 것이 당시로서는 일반적이었는데, 전기를 사용하여 기절
시키는 방법도 시도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쉐히타의 경우 그것을
전혀 하지 않고 동물의 의식이나 감각이 분명하게 있는 상태 그대
로 동물의 신체에 칼을 집어넣는다. “둘째로 쉐히타를 행하는 사
람은 경혈관을 절단하는 목 자르기를 모든 동물에 대해 행하는데,
이때 척수혈관(척수동맥)은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기에, 척수동맥을 통해 뇌에 혈액이 계속 순환한다.” 쉐히타는
경동맥만을 잘라 동물을 죽이는데, 그렇기에 척수동맥을 거쳐 뇌
로 혈액이 계속 흘러가며, 따라서 뇌의 기능은 정지되지 않고, 따
라서 잘게 잘려진 동물은 계속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러한 도살 방법은 야만의 극한이며, ‘문화민족’, ‘문화국가’는
한시라도 빨리 이것을 금지해야 하는데도, 유대인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치당의 손에 의해 그것이 이
제 가능해졌다고 해설서는 서술하고 있다. 이 법률의 1조는 “온혈
동물을 도살할 때에는 출혈시키기 전에 그 동물의 의식을 잃게 만
들어야만 한다”고 규정되었다. 왜 이렇게 했을까? 동물에게 고통
을 느끼게 하지 않기 위해서다.
나치의 안락사 계획에 그 근거를 부여했다고 간주되는 ｢살만한
가치가 없는 생명의 말소의 해금｣(1920년)을 형법학자 K. 빈딩과
함께 쓴 정신과의사 A. 홋헤는 1934년 출판한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한다. “나는 사형에 관한 어떤 논문에서 주관적인 고통이라는
점에서 보면, 치과의사는 기요틴보다 심하다고 썼던 적이 있는데,
이런 생각은 과학적으로 보면 극히 올바르다. 기요틴에 의한 죽음
은 전혀 고통을 수반하지 않는다. 범죄자는 기요틴의 칼의 일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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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의식은 뇌동맥이 절단되
고 뇌 안의 혈액이 급속하게 저하함으로써 일격을 느낄 사이도 없
이 상실되어 버리기 때문이다.”5) 쉐히타를 둘러싼 위의 논의를 따
른다면 홋헤의 설명은 아직 부정확하다. 기요틴에 의한 죽음이 전
혀 고통을 수반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요틴이 뇌동
맥뿐만 아니라 동시에 척수동맥을 완전히 절단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야만 할 것이다.
다른 한편, 홋헤는 이 대목 바로 앞에서, 다음과 같은 사건을 떠
올리며, 의료윤리의 전환을 추구했다. “하이델베르크의 어린이병
원에서 9살 난 여자아이가 원인 모를 뇌장애로 인해 죽었다. 이 아
이는 전혀 의식이 없으며, 맥박이나 그 밖의 것에서 보더라도, 1시
간 이내에 죽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이 질환이 어떻게 진행되는
가를 해부에 의해 확인하는 것이 학문적으로 봐서 필요하지 않는
가라는 얘기가 일었다. 그때 이 아이의 부모가 와서, 극히 정당한
것인데, 병의 상태로 봐서 더 살 수 있는 기미가 없다면, 아이를 넘
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1시간이 지나 아버지가 왔을 때, 아이
가 살아 있다면 나는 이 아이를 그대로 넘겨주겠지만, 만일 그 전
에 죽었다면 우리는 해부를 할 수 있었다. 아직 어리고 의욕에 찬
우리는 모르핀을 소량 주사함으로써 083 아직 명멸하는 생명의 불
씨를 완전히 꺼버릴까 생각했다. 간호사가 식사를 하고 있는 사이
에, 나는 충진된 주사기를 손에 넣고 아이의 침대 곁에 앉아서 동
요했다.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때 비로소 직면했던 문제를 나

5) A. Hoche, Jahresringe: Innenansicht eines Menschenlebens. München, 1934, S.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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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나중에 빈딩과 더불어 어떤 논고에서 논했다. 의사는 어떤 경우
에든 연명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을 나는 거부한다.”6)
고통을 느끼지 않는 죽음을 논하는 것. 그리고 ‘맥박’은 분명히
뛰고 있더라도 ‘전혀 의식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고통도 느끼지
않는 여자아이를 ‘살만한 가치가 없는 생명’이라고 보는 것. 뇌의
기능을 중시하면서 홋헤는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고 있는데, 이런
연결은 나치즘에 있어서도, 도살에 관한 법률과 안락사 계획이라
는 형태로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33년 4월의 도살에 관한 법률이 반유대주의와 겹치는 것은 분명
하지만, 동물을 가능한 한 고통에 빠뜨리지 않는 도살방법이라고
말하는 주장 자체는 나치에 고유하고 특유한것이 아니다. 앞의 해
설서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스위스에서는 1839년 8월에, 연방헌법
의 25조로 “사전에 동물의 의식을 잃게 하지 않는 도살은 모든 동
물에게 예외 없이 금지한다”는 규정이 만들어졌으며, 동 법률은

1929년 6월에 노르웨이에서도 제정되었다. 독일 국내에서도 바이
에른주에서 1930년 5월에 제정되었는데, 이때에는 사회민주당의
의원의 대다수가 이것에 찬성했다.7) 한편, 현대로 눈을 돌리면, 구
서독에서 1972년에 제정된 ｢동물보호법｣(Tierschutzgesetz)은 역시

4조에서 도살을 할 때 사전에 기절조치를 하는 것을 원칙적인 의
무로 규정했다. 피터 싱어와 같은 동물의 권리 옹호자에게서도 이
러한 규정은 결코 틀린 게 아니었다.
동물에게도 인간과 동종의 감각이 있으며, 그 중핵은 뇌에 있으
6) a.a.O. S289-90. (강조는인용자).
7) H. Frank, a.a.O. S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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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뇌(신경계)를 관통하여 감각을 상실하게 만들지 않으면 죽일
수 없다. 이것이 1933년 4월에 나치정부가 제정한 ｢도살에 관한 법
률｣의 골격인데, 이 논리는 무엇보다도 나치에 고유한 것이 아니
었으며, 반유대주의로 가둬질 수도 없다. 반유대주의와 연동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그것을 초과하는 것이기도 하다.

3) 동물애호법
또 하나, 같은 해인 1933년 11월 24일, 나치정부는 ｢동물애호법｣이
라는 법률을 제정했다.8) 1972년의 독일 법률은, 물론 차이점이 있
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법률을 계승한 것이다.

1871년에 제정된 독일제국형법은 360조에서 “공공 장소에서 또
는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형태로 동물을 악의를 가지고 학대
하는 자 또는 난폭하게 다루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했다. 동물학
대는 이미 형법에서 금지되고 있었지만, 나치는 일부러 동물애호
법을 새롭게 제정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동물에 대한 인간
의 사고방식 그 자체를 기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다. 나치의 해설
서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형법의 360조는 “인간을 위해서인가
여부만을 유일한 가치기준으로 삼는 생명관”을 전제하고 있는, 즉
동물학대를 금하는 이유가 그것을 보는 인간의 불쾌감 등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생명관은 “다른 북방계 민족과
마찬가지로, 동물을 사랑하고 동물을 사물로서가 아니라 … 영혼
을 갖고 감각을 지니며 자비와 애호를 추구할 권리를 가진 피조물

8) Tierschutzgesetz, in : Reichsgesetzblatt, 1933 (Teil 1), S.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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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084 간주하는” “독일 민족의 도덕 감정”에 본래적으로 반하는
것이라고.9) 동물을 사물로서가 아니라 인간에 가까운 일개 권리
주체로 위치짓는 것이 이 법률의 목적이었다.

33년의 동물애호법의 1조 1항에는 “동물을 불필요하게 괴롭히
는 것, 또는 잔악하게 학대하는 것을 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형
법 360조는 “악의를 갖고” 있는가 여부가 처벌의 대상이 될 학대
인가 아닌가의 기준이 되고 있지만, 악의가 없더라도 ‘불필요’하다
고 생각된다면 그것은 이미 처벌을 받을 학대라고보는 점이 이 법
률의 새로운점이다. 이어서 1조 2항은다음과같이규정해 놓았다.

“동물을 괴롭힌다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또는 반복적으로 현저
한 고통이나 아픔을 동물에게 초래하는 것을 일컫는다. 그 고통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것은 이성적이고 근거가 있는 목적
이 아무것도 없는 경우다. 동물의 학대란 동물에 현저한 고통을 가
져다준다는 것을 일컫는다. 그 학대가 난폭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냉혹한(무감정의) 심성에서 유래하는 경우이다.” 이
법률이 처벌의 대상으로 삼은 학대에서 동물과 인간의 관계는 역
전되어 있다. 동물은 인간과 비견되어야 할 일개의 주체이며, 고통
등의 감각을 인간과 마찬가지로 갖고 있다. 그 동물을 학대하는 인
간은 동물 이하로 감정을 상실한 것이라는 얘기이다.
아우슈비츠 등의 수용소에서 나치가 유대인에 대해 저질렀던
것은 나치가 스스로 동물에 대해 금지했던 학대 전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동물을 인간화하는 동물에 대한 독특한 사랑에 의해

9) H. Frank, a.a.O. S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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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민족”은 유대인으로부터 분리된다. 또는 유대인이 인간이라
는 범주의 바깥에 놓이고, 그 유대인에 대해서는 동물에 대해 금지
된 것이 거꾸로 허용되었다. 이러한 구도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2조는 금지된 동물학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4항에서 금지되고 있는 것은 “쇠약한, 또는 질병에 걸린, 또는 초
췌한, 또는 나이든 가축이며, 계속 살아있는 것이 그 가축에게 고
통을 의미하는 경우에 그 가축을 고통 없이 즉시 죽이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양도 또는 취득하는 것”이다. 뒤집어 해석하면 이러한
가축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 학대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는 셈이
며, 안락사야말로 동물애호라고 간주되는 셈이다.

2. 인간의 동물화
안락사 계획 : 고통으로부터의 해방, 죽음에 이르는 연민
나치의 안락사 계획은 동물애호의 하나로 간주되었던 (적극적) 안
락사를 불치의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인간에 대해 행하는 것이었
다고 말할 수 있다. 그때 나치는 그런 사람들을 엄밀한 의미에서

‘동물’로서 죽였다. 즉, 도살에 관한 법률이나 동물애호법에서 규
정되었듯이, 고통으로부터 가능한 한 해방되어야 할 존재로 간주
해 죽였다. 적어도 죽이는 쪽의 논리로서는 그렇다.
안락사 계획의 책임자 중 한 명으로, 그 때문에 전후에 처형당한

V. 브라크(Viktor Hermann Brack, 1904-1948)는 살해 방법으로 일산화탄소
(CO)가 이용되었던 것에 관해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이렇게 설명
했다. “이 방법은 전혀 고통을 수반하지 않는다고 나는 이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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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는 것은 말해두고 싶습니다. 이 방법에 의해 환자들은 자신들
이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한 채 죽어간다는
것을 나는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가스실 안에는 벤치와 의자가 있
었습니다. 가스가 주입되고 몇 분이 지나면, 085 환자들은 잠을 자
거나 피곤해지고, 더 나아가 몇 분 안에 죽어갔습니다. 환자들은
자신이 잠에 빠지고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한 채 잠이 들었던 것입
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명령을 받은 것 중에
서 가장 중요한 하나였습니다.”10)
살해하는 쪽의 논리는 안락사계획을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으로
서 관철시키고자 했다. 안락사계획의 대상은 불치병이나 장애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인간이다. 동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인
간을 더 살게 만드는 것은 학대나 다름없으며, 고통으로부터 해방
하기 위해서는 안락사를 시행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런 살해도 본
인의 고통을 무화하는 것이어야만 한다는 얘기다.
크라우스 두르너가 말하듯이 “죽음에 이르는 연민tödliches Mitleid”
이라는 심성이 안락사계획의 근간에 있었으며, 그것과 마찬가지
의 것을 두르너는 피터 싱어 속에서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11)
그러한 죽음에 이르는 연민에 의해서 정초된 생명정치는 동물애
호와 마찬가지로, 반유대주의에만 가둬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것은 훨씬 더 큰 외연을 갖고 있었다.

10) Trials of War Criminals before the Nuernberg Military Tribunals under Control
Council Law No. 10. Vol.1, p.877.
11) K. Dōrner, Tōdlieches Mitleid, 2, Auff, Gütersloh,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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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샤비에 비샤 : 동물적 생명과 유기적 생명
동물의 인간화와 인간의 동물화가 아감벤이 말하듯이 상호참조
적이라고 하더라도, 무엇이 어떻게 변함으로써 그러한 사태가 초
래되었을까?
아감벤은 아우슈비츠의 남은 것 에서 X. 비샤에 대해 언급하면
서 비샤가 확인했던 ‘동물적 생명’(외적 생명)이 종언하더라도 계
속 잔존하는 ‘유기적 생명’(내적 생명)이야말로 수용소의 ‘무젤만’
의 모습이며, 오늘날에도 소생을 위한 의료기술과 생명정치의 기
술이 그러한 “식물적 생명이라는 악몽”, “인간으로부터 아득히 분
리할 수 있는 비-인간이라는 악몽”을 계속 산출하고 있다고 말한
다.(일본어판 205쪽 이하).
비샤가 동물적 생명이 상실되더라도 유기적 생명이 계속 유지
된다고 말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을 ‘악몽’으로 형용하는
것은 아감벤이지 비샤가 아니다. 무엇이 어떻게 변함으로써 동물
의 인간화와 인간의 동물화가 초래되었는가를 생각하기 위해서
도 여기서 비샤를 재독해할 필요가 있다.
삶과 죽음에 관한 생리학연구 에서 비샤는 다음과 같이 말한
다. “뇌일혈, 뇌진탕 등에 빠진 생명 개체는 그 외적인 생명이 이미
정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는 며칠이든 계속 살아있는 경
우가 자주 있다. 여기서 죽음은 동물적인 생명에 있어서 시작되고
있다. 다른 한편, 예를 들어 외상이나 심장동맥류의 파열에 의해
혈액순환이, 또는 질식에 의해 호흡이 정지한 경우처럼 죽음이 개
개의 중요한 유기적 기능에 영향을 미칠 때, 이러한 기능은 곧 정
지하며, 동시에 또한 동물적 생명도 마찬가지로 곧 정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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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적인 생명이 정지함에도 불구하고 그 외적인 생명이 유지되
는 혈액(또는 적혈)동물 등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유기적인 현상
들의 상실이 어떤 경우든 죽음 일반의 확실한 징후인 것이다. 죽음
이 현실에서 생겨나는가 여부에 관해 무엇인가를 말하고자 한다
면, 그것은 이런 관점에 기초하고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외적인
생명과 관련된 현상들의 정지는 거의 언제나 086 신용할 수 없는
징후이기 때문이다.”12)
비샤가 말한 “동물적 생명vie animale”은 외부로부터 다양한 자극
을 감각하여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토대로 또한 외부에 대해 작동
하게 하는 생명활동으로, 그 때문에 그것은 ‘외적 생명vie externe’이
라고도 일컬어진다. 이에 반해 ‘유기적 생명vie organique’은 외부로부
터는 확인할 수 없더라도 소화나 혈액순환처럼 신체의 내부에서
전개되는 생명활동으로, 오늘날 말하는 호메오스타시스homeostasi
s13)에 상당하는 것이며,

‘내적 생명vie interne’이라고도 불린다. 후자

의 ‘유기적 생명’을 A. 콩트 등은 ‘식물적 생명vie végétative’이라고 바
꿔 말하며, 나는 그다지 사용하지 않지만, 오늘날 ‘식물상태’라는
말로 표현되는 것은 동물적 생명을 확인할 수 없고 유기적 생명만
이 유지되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비샤 자신은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에게서도 근간을 이루는 생명활동, 동물과 식물 둘 다
에 공통적인 생명활동이기 때문에 ‘식물적’이라고는 말하지 않고

12) X. Bichat, Recherches physiologiques sur la mort. Quatriéme édition, augmentée de notes par
F. Magendie, Paris, 1822, p.250-1.
13) [옮긴이] 생물이 온갖 환경에 있더라도 체내의 상태는 대략 일정한 상태로 유
지되는현상. 항상성(恒常性)이라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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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적’ 생명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싶다고 말한다.14)
그리고 비샤는 ‘동물적’ 생명의 중추를 뇌에서, ‘유기적’ 생명의
중추를 심장과 폐에서 각각 찾았다. 이것을 토대로 위의 대목을 읽
어보면, 심장과 폐의 죽음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유기적 현상들의
상실이 어떤 경우든 죽음 일반의 확실한 징후이지, 뇌의 죽음에 의
해 초래될 수 있는 외적인 생명의 정지는 거의 언제든 신용할 수
없는 징후라는 것이 비샤의 생각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비샤는

‘뇌의 죽음mort du cerveau’이라는 개념 ─ 물론 그것을 오늘날의 뇌사
개념과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 을 이미 제시하고 있지만, 그에게

‘뇌의 죽음’을 가지고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빠르며,
그것은 죽음의 판정기준으로서는 ‘거의 언제든 신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악몽’이라는 말이 설령 비샤의 텍스트에도 들어맞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감벤이 상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악몽’이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비샤에게 18세기 후반 이후 유럽 각국에서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었던 너무도 신속한 매장이라는 악몽이었
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신속한 매장이란 비샤의 말로 표현하자
면, ‘동물적’ 생명이 상실되더라고 ‘유기적’ 생명은 확실하게 존재
하며, 그 때문에 전자의 재생이 전혀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장됨으로써 후자의 ‘유기적’ 생명이 문자 그대로 질식
되어버린 사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악몽을 막기위해서라도 비
샤는 사망판정을 둘러싸고 위와 같은 것을 기술했던 것이다.

14) Ibid.,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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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중요한 것은 생명의 기체基體는 식물이든 동물이든 인간
이든, ‘유기적’ 생명에 있는 것이며, 그것이 종언할 때까지는 죽었
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비샤가 생각했다는 점이고, 이것은 비샤
뿐만 아니라 당시와 그 후의 서양의학 전반의 기본원칙이었다는
점이다.
이 기본원칙을 180도로 전환시켰던 것이 A. 홋헤이며, 비샤더러
말하라고 한다면, 홋헤는 ‘유기적’ 생명이 아니라 ‘동물적’ 생명으
로 생명의 중심을 이동시키고자 했다. 그 때문에 ‘동물적’ 생명을
상실하고 그저 ‘유기적’으로만 계속 살아있는 인간은 더 이상 살만
한 가치가 없는 생명이라는 얘기가 된다. 그리고 이런 중심의 이동
또는 상승과 더불어 동물이 인간과 마찬가지로 고통을 느낄 수 있
는 존재로서 발견되며, 인간화된다. 동물의 087 인간화도, 인간의
동물화도, 동물이든 인간이든 그 생명의 기체(또는 존엄)를 ‘유기
적’ 생명이 아니라 ‘동물적’ 생명으로 이행 또는 상승시켜 가는 것
으로부터 귀결되는 두 가지, 그러나 서로 연동된 현상으로 생각될
수 있는 게 아닐까? 고통이라는 현상이 동물의 경우든, 인간의 경
우든 크게 부각되는 것, 이런 이행 또는 상승과 깊이 관련되어 있
다. 고통은 ‘유기적’ 생명이 아니라 ‘동물적’ 생명에 귀속하는 것이
기 때문이다. 생명에서의 이러한 이행 또는 상승을 생명정치의 한
단면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시 안락사 계획에 관해 : 아사라는 방법

“어떤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존엄과 품위를 잃어버리는 것,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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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零落의 극에 있어서도 여전히 삶이 영위된다는 것 ─ 이것이 살
아남은 자들이 수용소에서 인간의 나라로 갖고 돌아가는 잔혹한
소식이다”고 아감벤은 그렇게 적고 있는데,15) 그러나 어떤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존엄과 품위를 잃어버리는 영락의 극치란 실제
로 어떤 것인가?
아감벤이 반복해서 언급하는 프리모 레비는 이렇게 말한다. “라
거〔수용소〕란 굶주림이다. 우리는 굶주림 자체, 삶아 있는 굶주림이
다.”16) 그 어떤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존엄과 품위를 잃은 영락
의 극치인 것도, 이 굶주림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을 것이
다. 가까이 다가온 러시아 군을 무서워해서 1945년 1월에는 관리
자 독일인이 아무도 없게 되고, 더 이상 수용소로서도 기능하지 못
하게 된 그 장소에서, 레비는 여태까지보다 더 굶주림에 시달리고,
그 때의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인간이며, 부정의를 행하고, 그것에 굴하는 것도 인간이다. 하지만
억제가 모두 없어지고, 사체와 침대를 함께 쓰고 있는 것은 더 이
상 인간이 아니다. 이웃에게서 4분의 1의 빵을 빼앗기 위해 그 죽
음을 기다리는 것은, 그것이 자신의 죄가 아니더라도, 가장 야만적
인 피그미나 가장 잔인한 사디즘보다도 생각하는 존재로서의 인
간의 규범에서 벗어나 있다”(같은 책, 215頁, 강조는 인용자). 이런
경험과 상황에 대해, 레비는 “이것이 인간인가”라고 자문해야 했
다. 극도의 굶주림 때문에, 타인의 죽음을 바라고, 죽은 타인의 음
15) 아우슈비츠의남은것 , 90頁.
16) 아우슈비츠는 끝나지 않는다(アウシュヴィッツは終わらない)』, 竹山博英 訳,
朝日新聞社, 87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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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동물처럼 먹어치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영락의 극치’였던 게
아닐까?
그런데 배고픔이라는 것은 생명의 어떤 차원에 귀속하는가? 비
샤는 인간이나 동물의 경우는 ‘동물적’ 생명에 에워싸여 있지만,
식물에 있어서는 벌거벗음으로 나타나는 ‘유기적’ 생명의 본질 중
하나를 nutrition(영양 섭취)에 찾았다.17) 그 결여형인 굶주림도 ‘유
기적’ 생명에 귀속된다고 말할 수 있다.
나치의 안락사 계획에서는 나중의 블랙이 말한 일산화탄소에
의한 살해뿐 아니라,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취해졌지만, 1943
년 이후에 취해진 것은 아사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이미 다른 곳에
서도 말했지만,18) 제1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의 정신병원에서는 생
활물자의 궁핍 때문에, 합계 약 7만 명의 환자가 영양실조를 직접,
간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했다고 하며, 나치의 안락사 계획은 이 경
험을 인위적으로 반복하는 것이었다는 측면이 있다. 42년 이후에
는, 088 독일에서도 다시 생활물자가 고갈됐기 때문에, ‘건강’한 사
람들에게 더 많은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서라도 ‘가치가 낮은 자’로
간주된 사람들의 식량을 줄여서 죽게 하는 방법이 합리적 선택이
라고 생각됐다.
제2차대전직후에, 뮌헨근교의 에글핑Eglfing에 있는정신병원의
원장이 된 게르하르트 슈미트는 전쟁 중에 그 병원에서 실시된 안
락사 계획의 실태를 조사했는데, 아사라는 방법이 실제로 어떤 것
인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환자에게 전혀, 아무런 음식도 주지
17) Ibid., p.5.
18) 졸고, 「生-権力再論｣, 現代思想 2007년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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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즉각적으로 죽게 하는 사례는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전시
의 식량사정’을 이유로 병상에 있는 ‘반사회적 인간들’에게 칼로리
가 적은 식사를 주면서, 그들, 그녀들을 살아 있지도 죽지도 못하
는 상태로 만들어, 최종적으로는 결핵이나 수면제가 거기에 보태
지고, 신진대사 중독을 일으켜 그들, 그녀들은 죽어갔다. … [영양실
조를 가속화하기 위해]

환자들에게는 수면제가 지속적으로 투약됐다.

어떤 여성 환자는 졸음이 늘어날수록 식욕도 감소했다고 말했지
만, 환자 본인으로서는 주관적으로 고통이 누그러들면서도, 객관
적으로는 마취제의 효과에 의해 환자들의 의지는 점점 더 쇠약해
지고, 이 처치는 바로 독을 추가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었다. … 쇠
약이 진행됨에 따라, 자연이 인간에게 준 자기 방어의 수단인, 고
통을 느낄 능력조차도 빼앗겨버렸다.”19)
일산화탄소를 사용한 살해는, 33년의 도살에 관한 법률이 의무
화했던 기절조치와 일치하는 것으로, 그것들은 우선 ‘동물적’ 생명
을 소실시키고, 하강하면서 ‘유기적’ 생명을 정지시킨다. 이에 반
해 아사라는 살해는 우선 ‘유기적’ 생명을 쇠약하게 만든다. 수면
제를 병용하면서 ‘동물적’ 생명도 마비시키지만, 그것은 유기적 생
명(=식욕)을 가속적으로 쇠약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렇게 유기
적 생명을 쇠약하게 만들면서 동물적 생명에 귀속하는 “고통을 느
끼는 능력”을 최종적으로 소멸시킨다.
동물의 인간화와 인간의 동물화를 배후에서 지탱하는 것은 비
샤의 용어법에 의거해 말하면, 생명의 중심을 ‘유기적’ 생명에서
19) G. Schmidt, Selektion in der Heilanstalt 1939-1945. Stuttgart, 1965, S132-5(강조는인용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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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적’ 생명으로 이행 혹은 상승시키는 논리라고 아까 말했지만,
그런 논리가 정당화한 안락사는, 특히 아사에 의한 살해의 경우,
실제로는 ‘유기적’ 생명의 말소를 첫 번째 과제로 삼았다. 푸코가
생명권력의 특징으로 본 “죽음 속으로의 폐기”라는 것도, 그렇게
해서 이뤄진다고 나는 생각한다. 생명권력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
게 하는” 것이 아니다. 즉, 노골적인 외상을 인위적으로 가함으로
써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 ‘유기적’ 생명
을 쇠약하게 하고, 이것이 이른바 내인內因이 되어 “죽게 내버려둔
다”는 형태를 취하는 게 아닐까?

뇌사를 둘러싸고

2006년에 장기이식법의 개정을 생각한 어떤 심포지엄에 참가했을
때, 이런 의견교환이 있었다. 플로어에서 “뇌사는 왜 사람의 죽음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라는 매우 소박한, 그러나 지금도 중
요한 질문이 나왔다. 이식추진파의 어떤 의사는, 그 질문에 조금
신경이 곤두 선 것처럼 보였는데, “뇌사는 사람의 죽음입니다. 왜
냐하면 인공호흡기가 없으면 호흡을 못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 의사도 즉각적으로 “해버렸다”고 생각한 것이
다. 왜냐하면 인공호흡기를 단 뇌사상태의 사람을 “살아 있다”고,
뒤집어서 표현해버리기 때문이다.
비샤는 ‘유기적’ 생명의 본질을 nutrition(영양섭취)에서 찾았지
만, 그것에는 산소 등의 섭취, 즉 호흡도 포함된다. 그리고 비샤는
모든 죽음의 진짜 원인을 호흡의 정지(질식)에서 찾았다. “질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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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기관에서 동시에 생기는 일반적 현상이
며, 어떤 특정한 기관에서 장소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다.”20) “질환
은 죽음 일반의 단순히 간접적인 원인일 뿐이다. 질환이 폐의 죽음
을 초래하고, 그 결과 다른 모든 기관의 죽음이 초래될 것이다.”21)
심장은 중요성으로서는 이차적인 것이라고 간주되고 있다. anima

(호흡)가 있기에 animal(동물[적 생명])이다.
아까의 의사처럼 “자발호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
각하든, 그 반대로 “인공적이긴 해도 호흡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
에 살아 있다”고 생각하든, 비샤의 논리는, 이 두 가지에 대해 동일
한 근거를 제공한다. 우리는 지금도 비샤가 연 바이오폴리틱스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 게다가 그 속에서, 이것인지 저
것인지의 결단을 해야만 한다. ‘동물적’ 생명과 ‘유기적’ 생명 중 어
느 쪽에서 생명의 중심을 찾는가? 일본의 장기이식법이 어찌될지,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지만(2009년 9월 1일 현재), 이 물음은 지
금도 계속 열려 있어야 한다. 아니, 이 물음을 계속 열 자유를, 제도
적으로도 계속 열어 나가야만 한다.22)

20) X. Bichat, ibid., p.421.
21) Ibid., p.457.
22) 이번의 법률개정의움직임에 대해 고마츠 요시히코小松美彦 씨가불러서, 나
를 포함한 총 71명의 연구자가 발표한 ｢생명윤리회의｣의 성명을 참조.
(http://seimeirinrikaigi.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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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저 살아서 존재하기 위해
: 동물의 해방과 동물화된 인간 *23)
마토이바 미즈키

107

동물과 인간

영미권에서 ‘동물의 권리 운동’ 또는 ‘동물의 해방 운동’과 생명윤
리가 거의 동시기에 수립된 것은 (모두 1970년대 중반이다) 우연이
아닐 것이다.1) 전자의 목적은 특정한 동물을 보편적인 배려의 대
상으로 간주하고, 그 생존권을 옹호하는 것이다. 후자는 의료 현장
에서 생사의 선택의 윤리 기준을 정할 때, 인간이 단순히 생물학적
으로 인간일 뿐이고 도덕적 배려의 대상이 되며 생존권을 인정받
는다는 것을 거부한다. 모두 경계선이 문제가 된다. 한편으로 인간
과 동물 사이의 경계선을 없애고 다른 한편으로 인간의 내부에 경
계선을 설정한다.

“동물의 권리 운동”에서도, 생명윤리에서도, 인간은 그저 인간
으로서 도덕적으로 특권적 입장을 독점하는 존재라고는 간주되
지 않는다. 인간의 도덕적 지위가, 인간이 동물과는 구별된다는 것

* 的射場瑞樹, ｢ただ、生きて在るために : 動物の解放と動物化される人間｣
1) 일반적으로현대의‘동물해방운동’은피터싱어의 동물해방 (Animal Liberation,
1975)의 출판을 효시로 한다고 간주된다. 의료현장에서의 생사의 결정과 관련
된학으로서의생명윤리의성립에대해서는香用, 2000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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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근거지어졌다고 한다면, 이제 동물은 더 인간적이며, 인간
은 더 동물적이다.

해방
현대의 자연과학은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과거 데카르트가 상정
한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폭로하
고 있다. 영장류학은 언어사용, 도구제작, 자기의식 등 이성적 존
재로서의 인간을 특징짓는다고 간주된 다양한 능력이 다른 영장
류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인다는 수많은 증거를 제시했다. 생물학
과 고인류학은 생물종의 분류가 생물의 본질적이고 보편적인 형
질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분류자의 주관을 따른
다는 점을 밝혀냈다. 즉, 화석인류 및 다른 영장류로부터 인간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인간에게 고유한 생물학적 특질 따위는 존재
하지 않으며, 또한근접하는 종과 종 사이에는 반드시 중간종이 상
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에도 종의 차이는 정도에의한 것일 뿐
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더욱이 분자생물학은 인간의 DNA와 침팬
지의 DNA의 차이가 침팬지와 고릴라의 그것보다도 작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인간과 침팬지의 계통적인 가까움을 더 눈에 보이게
만들었다.2)
다른 한편으로, 세계에서 인간의 특권성 상실은, 인간의 세계에
중심과 방향을 부여하고 인간의 삶에 초월적인 의미를 주는 성스

2) アルメスト, 1-9頁 외, シンガー, 1998, 216-225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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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운 것의 상실이기도 하다. 종교학자 엘리아데는 종교적 인간과
비종교적 인간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논했다.

108

어떠한 역사 연관 속에 있든, 종교적 인간은 항상 절대

적 실존, 즉 우리 세계를 초월하면서, 이 세계 속에 계시되
고 그것에 의해 세계를 정화하고 진실하게 만드는 성스
러운 것의 존재를 믿는다. 그는 생명이 성스러운 것에 기
원을 갖는다는 것을 믿고, 인간 존재가 그 모든 가능성을
전개하는 것은 그것이 종교적 존재며, 따라서 실재성에
관여하는, 그 정도에 따른다는 것을 믿는다(엘리아데,

1969, 192).
그러므로 종교적 인간의 생존양식은 신화 속에 보존되어 있는 신
들에 의한 세계와 인간의 창조의 “성스러운 역사를 재현함으로써,
신들의 행동을 모방함으로써 신들의 가까이로, 그러므로 실존과
의의가 있는 것 속으로”(193) 이행하려고 하는 것에 의해 특징지어
진다. 거기에서 인간은 그가 “우주 속에서 인식하는 신성성을 …
자기 자신 안에 재발견하는”(155) 것이다.
이에 반해 “근대 유럽 사회에 이르러 처음으로 완전한 발달을 이
룬” 비종교적 인간은 “초월성을 부정하고 〈실재〉의 상대성을 인
정하고 … 생존의 의미를 의심하기조차 할 수 있다”(상동). 이러한
인간은 “다양한 역사적 상황 아래에서 인식되는 인간의 상태 이외
에는, 그 어떤 종류의 인간성도 인정하지 않는다”(상동). 세계에는
인간의 삶과 경험을 존재론적으로 정초짓는, 성스러운 것이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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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질적으로 상이한 공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무한하게
다수의, 많든 적든 중성적인 〈장소〉의 무정형한 모임”(15) 속에서,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만든다”(193)는 사명을 짊어진다.
하지만 바로 “인간이 본질적으로는 그 자신에 의해 산출된다”

(블랑쇼, 1997, 12)는 것, 즉인간이 스스로를 “절대적으로 내재적인
존재”(11)로 간주함으로써, 인간은 “일체의 권위와 조건으로부터
해방된 완전히 고립된 존재로서 자기를 확립하고, 이 존재는 스스
로의 존엄, 새로운 인간의 존엄을, 다른 것보다 높은 포괄적인 질
서와는 무관하게 자기 자신 속에서 찾아낸”(아렌트, 1972, 272) 것
이다. 인간이 스스로의 이름에 있어서 스스로에게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부여하고, 그것에 의해서 향후에는 인간이 옳음과 그름(정
의와 부정의)의 기준을 이룬다고 선언할 수 있던 것은, 인간이 초
월적 권위로부터 자기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인간은 세속화된 세계에서 확고한 발판을 잃고, 인간성을 규정
하는 것도 그것을 보증하는 것도 인간뿐이라는 불안정한 상황에
자리 잡음으로써 비로소, 자신 이외의 그 무엇에도 기원을 갖지 않
는 권리와 도덕적 지위를 획득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들을 근거
짓는 인간성이 초월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인
간성을 특징짓는다고 간주되는 자기의식3)이나 감각성 등의 특성
들은 인간 이외의 동물에도 발견되기 때문에, 인간만이 도덕적 배
려의 대상이며 권리의 주체라는 주장이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게
된다. 살아 숨 쉬는 것은 거기에서 인간성이 발견되는 한, 모조리

3) 싱어에따르면, 감각성이란고통이나기쁨그리고행복을느끼는능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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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배려의 대상이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권리의 주체도 될 수
있다. 동물의 해방이란 인간의 해방이 초래한, 동물의 동물적이라
는 것으로부터의 해방이다.

‘인간학기계’
그러나 인간이 다른 동물로부터 구별되는 고유한 본성을 결여한
다면, 애당초인간은어떻게 스스로를인간으로 인식할수 있을까?
조르조 아감벤은 인간의 자기인식 메커니즘을 ‘인간학기계’라고
부르고, 그것은 근대 109 분류학의 선조인 린네에 의한 인간이라는
종의 정의에서 이미 작동한다고 논했다.
인간은 인류homo에게 ‘사피엔스’라는 형용사가 부가된 것으로
표현되는데, 그것은 “하나의 소여가 아니라, 하나의 명령을, 종으
로서의 차이에 등록하고 있다”(아감벤, 2004, 44)고 아감벤은 말한
다. 즉, 린네가 인간이라는 종에 기입한 것은, 인간을 다른 동물로
부터 구별하는 고유한 특징이 아니라 “너 자신을 알라”는 고래의
철학적 격언이다.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를 인간이라고 인식함으
로써 비로소 인간이 되는 동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인류 그
자체는 “인간의 모습을 한” 혹은 “인간과 유사한” 것으로서 구성
된 동물이며, “이 동물이 인간적일 수 있기 위해서는 인간 아닌 것
속에서 스스로를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46). 그러므로
호모 사피엔스는 실질적인 종차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을
발생시키는 하나의 기계이며, “인간이 응시하면 자신의 모습이 항
상 이미 왜곡되어 원숭이의 용모로 보이는 일련의 거울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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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하나의 광학기계이다”(상동).
그렇다면 인간이 자기를 인식할 때 참조하는 인간적인 것은 어
떻게 산출될까? 아감벤은 인간을 언어를 가진 동물이라고 정의하
려고 할 때 생기는 모순을 분석함으로써, 인간의 인간화를 가능케
하는 조건을 제시하려고 한다.

19세기의 고생물학에서, 동물에서 인간으로의 진화 과정의 마지
막 조각은 언어를 갖지 못한 유인원을 인간의 전단계의 동물로서,
즉 원인遠人으로서 상정함으로써 메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
나 언어를 갖지 못한 유인원은 실제로는 동물종이 아니라 이미 인
간종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언어를 사용하는 존
재로서의 인간이 미리 전제된 다음에, 인간에서 언어라는 요소를
뺄셈함으로써 초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인간이 그로부터 진
화했다고 간주되는 원인遠人인 “말하지 못하는 인간”(57)에 다름
아닌 것이다.
즉, 아감벤은 이렇게 말한다. 거기에서 인간을 만들어내는 ‘인간
학기계’는 “인간을 동물화하고, 인간 속에서부터 비인간적인 것,
즉 말을 갖지 못한 인간, 혹은 원인遠人을 분리함으로써 작동하고
있는”(59) 것이다. 더 일반화하면, ‘인류학기계’는 “이미 인간인 것
을 (아직도) 인간 아닌 것으로서 자기로부터 배제함으로써 작동하
는 것이다”(상동).
다음에 보듯이, 현대라는 시대는 이 비인간과 인간, 혹은 동물화
된 인간과 인간을 나누는 경계선이, 고생물학의 발굴 자료에서가
아니라 인간 자신의 삶에서 그어진다는 것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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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분할
인간의 해방은, 의료 윤리에 있어서는 곤경을 초래하는 것일 수밖
에 없었다. 서양의 의료윤리는 전통적으로 가톨릭의 교의를 그 주
된 원천으로 삼고 있었지만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 걸쳐 사회
의 세속화와 의료의 탈전문화가 진행됨에 따라, 의료 윤리는 그 확
고한 기초를 잃고 있었다. “1960년대 중반에 대부분의 의료윤리는
실제로 윤리의 모랄리티, 즉 윤리적 정당화나 논증의 형식적 원리
가 결여된 일련의 주장이나 도덕적 지침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
졌다”(Pellegrino, 2003, 4)는 증언이나, “1960년대에는 … 의료윤리의 공
식이론 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Veatch, 2003, 67)는 증언이
그 곤경을 110 나타냈다. 그러므로 이 상황에서 의료윤리를 “다양
한 종교적 혹은 세속적 윤리의 전통에서 서로 맞춰보려고 한다면,
〔의료에 관한〕

도덕적 딜레마에 대해 근원적으로 상이한 해답들이

생기게 될 것”(ibid.)이라는 점은 명백했다.
의료에서의 윤리적 문제들을 다루는 학으로 새롭게 생명윤리가
호출된 것은 바로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며, 거기에서 필
요했던 것은 세속화에 의해 도덕적으로 다원적이게 된 세계에서
의미의 고정점이었다. 신을 대신해 향후 그것을 짊어지게 된 것이

‘인격’이다.
신의 죽음과, 속수무책인〔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는〕 도덕적 다
양성을 앞에 두고, 유의성meaning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특정한 서사, 어법discourse, 그리고 문화의 간인격적
인interpersonal 틀 내부에서 인격에 의해 담당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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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은 언뜻 보기에 의미를 잃은 우주에서 인간 삶의 가장
중요한 길을 의미 부여한다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Engelhardt 2003, 94).
따라서 생명윤리는 인간의 인격의 승인과 존중을 그 기본 원리로
삼게 된다. 인격적주체인 개인의 자율이나 자기 결정권의 존중 같
은 생명윤리의 원칙들은 이 기본 원리로부터 도출된다.
그런데 인간의 삶이 인격에 의해 의미 부여된다면, 즉 인간의 삶
이 의미를 갖는 것은 그것이 인격의 삶이라고 간주된다면 그 전제
조건으로서, 그 자체로는 의미를 갖지 못하는 비인격적인 삶이, 인
간적 삶과 대비되는 의미에서의 동물적 삶으로서 존재해야 한다

(그때, 인격적이라는 것의 요건으로무엇보다중시되는 것은, 거기
에 자기의식이 갖춰져 있다는것이다). 다음의인용은이를말하고
있다.
사람은 감정이나 (아마 의식의) 주체이면서도 자기의식적
이라는 징후를 보이지 않는 유기체와, 자기의식의 주체인
인격으로서의 유기체를 구별한다. 즉, 인격인 이성적인 동
물과, 인격이 아닌 야만적인 동물을 구별하는 것이다

(Engelhardt 1974, 219).
이성적 동물과 야만적 동물을 구별하는 지표로 간주되는 인격은,
그렇지만 생명윤리에서는 인간과 인간 이외의 동물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게 아니다. 그것은 인간 자신의 삶을, 인격인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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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삶과, 인격이 아닌 동물의 삶으로 구별하기 위해사용되는 것이
다. 인격적인 삶이 인간적인 삶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이미 인간
의 삶이라는 것을, 비인격적이고 동물적인 삶으로서, 즉 동물화된
인간의 삶으로서, 인간의 삶의 내부에서 분리시켜야 한다.
생명윤리가 필요한 것은 인격의 존중이라는 세속적이고 일견
보편적인 도덕원리를 그것이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인 동시에, 이
렇게 인간의 삶의 내부에서 동물적인 삶을 추출하는 것이 가능했
기 때문이기도 하다. 동물적인 삶은 의미 없는 삶이기 때문에 가치
없는 삶이며, 그러므로 도덕적인 배려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도 없
이, 그것을 파괴하는 것이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 삶이다. 거꾸로 인간적인 삶 즉 인격의 삶을 살아가는 한에서
인간은 도덕적 배려의 대상이 되며, 생존을 권리로서 허용받고 있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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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이, 낙태에 대한 생명윤리의 논

의이다. 태아의 삶을 파괴하는 것은 살인인가 아닌가, 즉 윤리적으
로 허용되어야 하는가 아닌가 하는 문제에 대해, 생명윤리가 부여
한 해답은, 태아는 자기의식을 갖지 못하는 이상, 인격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생존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었다. 즉 태아가 인간인 것은 틀림없다고 해도, 태아의 삶은 동물
화된 삶이며, F. F. 아르메스트더러 말하게 하면, ‘인간 이하’(아르
메스트, 2008, 6)의 범주에 포함되는 삶이기 때문에, 태아의 살해는
살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뇌사자로부터의 장기적출이 용인되는 것도, 환자
의 ‘삶의 질’을 근거로 한 연명치료의 정지나 여사与死가 주장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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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인간의 삶이 그 내부에서 분할되고, 그것에 의해서, 인간에
게서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삶과, 의미가 없고 가치 없는 삶이 구
별된다는 상정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종교적 의미부여뿐 아니
라, “세습적인 관습도덕의 일부”로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
던 “생명의 신성설”(쿠제, 2006, 5)은 붕괴한다.
생명의 가치는, 그 자체로서의 생명(‘단순한 생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당 개인에게서 생명이 갖는 가치에
있다는 것에 우리가 동의한다면, 생명은 무조건의 선이 아
니고, 그 소유자에게 가치 있는 한에서만 선이게 될 것이다

(278).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원고
를 바꿔서 쓴다고 해도, 그 ‘소유자’(그것이야말로 인격에 다름 아
니다)에 의해 의미가 부여됨으로써 가치 있는 것으로서 여겨지는
삶과, ‘소유자’가 아직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
다고 간주됨으로써 가치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삶이, 단순히 그

‘소유자’의 유무에 의해서만 구별되는 동일한 삶이 아니라는 것이
다.

그저 살아 있는 것의 가치
그렇다면 인간적인 삶과 동물적인 삶은 어떻게 구별될까? 영어의
라이프는 일본어로 말하면 생명, 목숨, 생활, 인생 등을 함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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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의적인 개념이며, 그것은 프랑스어의 vie 혹은 독일어의 Leben,
그리고 라틴어의 vita 등에도 공통되는 특징이다. 그리고 어떤 기
준에 의해 가치 부여되거나 가치를 박탈당하는 삶이라는 것이, 생
물학적인 의미에서의 삶, 즉 생물학적 인식의 조건이 되는 “그 본
질에 있어서 접근하기 어렵고, 이곳으로부터 스스로를 현현하고
유지하기 위해 행하는 노력에 있어서만 파악되는, 수수께끼 같은
하나의 힘”(푸코, 1974, 293)으로서의 삶, 혹은 전체로서 파악되는
유기체적 실존의 ‘형태들의 형태화’(캉길렘, 2002, 7)로서의 삶과는
상이한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그러므로 몇몇 논자들은 살아서 존재하는 것being alive과 삶을 보
내는 것having a life을 구별한 다음, 전자는 생물학적biological 삶이며,
후자는 전기적biographical 삶이며,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에서의 조
에와 비오스의 대비와 겹친다고 논하고 있다.4) 그러므로 더 이상
인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삶의 분할은 가능해진다.
… 태아의 뇌가 아직 의식을 가질 때까지 발달하지 않은 단
계에서는, 단순한 조에에 불과한 그 삶의 보호에 대해서, 태
아는 아무런 112 고유 권한도 갖지 않는다. … 태아의 뇌가의
식을 가질 때까지 발달하면, 그것에 의해 태아는 삶(비오스)
의 주체가 되며, 그 삶의 보호에 대한 고유한 권한을 획득하
는 것이다(Kushner, 1984, 7).

4) ドゥオキン, 135頁 및Rachels, 24-27頁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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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이 용어법은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다. 아리스토텔레스
가 비오스와 조에라는 말을 나눠 사용함으로써 제시하려고 한 삶
의 상이한 양상의 실제 의미는, 정치적 공동체인 폴리스란 “단순
히 살아가기 위해 생겨났지만, 그러나 좋게〔잘〕 사는 것을 위해 존
재한다”(1252b30)는 정치학 의 구절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조
에란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고, 비오스란 폴리스에서 좋게〔잘〕 살
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앞의 아감벤은, 조에란 “살아 있는
모든 존재(동물이든 인간이든 신이든)에 공통의, 살아 있다는 단
순한 사실을 표현”하며, 이에 반해 비오스는 “각각의 개체나 집단
에 특유한 살아가는 형식, 삶의 방식”을 의미한다고 말한다(아감
벤, 2003, 7).

‘단순한 사실로서의 삶’(조에)을 생물학적인 삶(이 개념 자체는
18세기 말의 산물이다)과 안이하게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
면 인간에게서의 조에란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영혼론 에서
제시한 그 넓은 의미의 정의인 “자기 자신에 의한 영양 활동과 성
장과 감쇠”(412all)와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인간
의 ‘살아가는 형식’(비오스)이, 폴리스라는 공적 영역에서 잘〔좋게〕
사는 것, 즉 공적 생활을 의미했듯이, 인간이 단순히 살아간다는
것도 또한, 집이라는 사적 영역에서의 사적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
다. 즉, 식물이나 동물의 조에처럼 필연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
과, 인간의 조에처럼 필요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구별되어야 하
는 것이다.5)

5) アレント(1973), 33頁 외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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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생명윤리에서의 인격적 삶이 의미하는 것은, 비오스
와 조에의 아리스토텔레스적 구분에서 보면, 바로 ‘단순히 살아있
다는 것’(조에)에 다름 아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봤듯이, 어떤 존재
가 인격이기 위한 요건은, 그것이 자기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그치기 때문이다(그렇기에 일부 동물에도 인격을 인정하고, 그 생
존권을비호해야 한다는주장이생긴다). 특유의형식을 가진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의식의 주체여야 할지도 모르지만, 자기
의식의 주체라는 것 그 자체는, 단순히 살아 있다는것과 동의어이
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적 영역에서 살아가는 것, 즉 여성이나 노
예의 생활(조에)에서 어떤 가치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생명윤리에
있어서는, 자기의식의 주체의 삶(조에)이야말로 가치의 절대적인
척도가 되고 있다. 즉, 인간은, 그 어떤 외재적인 혹은 초월적인 가
치의 척도를 더 이상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의 생존을 갖
고서 가치의 원천으로 삼을 수밖에 없지만, 인간으로서 살아서 존
재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삶(조에)의
내부에서 분리할 수없는것을분리하고, 그것을비인간적인삶(조
에), 동물의 삶(조에)으로서 배제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름 아닌 인간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즉 단순히 살아서
존재한다는 것이, 살아갈 권리를 갖고서 살아간다는 것과 등치되
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 속에서 찾아낸 동물화된 삶을, 살아갈 권
리 없는 삶으로서 계속 부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태아나 뇌사자나
식물상태에 있는 환자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만들
어진 새로운 ‘인간학기계’이며, 이 장치는 향후 한층 더 그 변주v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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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tion을 늘려서 계속 작동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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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살장의 비탈길 위에서 *
야콥 로고장스키

114/F056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은 도살자입니다! 라고 요

이네 메이어 안에서 어떤 목소리가 외쳤다. 당신은 도살자입니다,
죽음의 천사입니다! 이 세계 전체는 도살장입니다!”1)
중편소설 희생집행인 에서 아이작 바셰비스 싱거는 독실한 유
대인 요이네 메이어Yoineh Meir의 이야기를 얘기해준다. 요이네 메이
어는 자신의 뜻과는 반대로 쇼헤트〔shohèt, 유대인의 전통에서 육식을 위
해 동물을 도살하는 인물〕라 불리며,

일찍이 슈테틀〔shtettl, 20세기 이전 동

구의 유대인 거리〕에서 의례의 도살자를 역임했다. 그 프랑스어 번역

판 sacrificateur〔희생집행인〕에서는 잘못 언표〔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서는 쇼헤트가 그려져 있다. 〔로마 시대에 예루살렘의〕 신전이 파괴된
이후, 유대인은 더 이상 희생제의를 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쇼헤
트의 직무는 의례적인 의미작용을 계속 간직했다. 이 소설이 제시
하는 물음은 바로 희생제의의 물음, 살해를 통해 신성한 것을 행한
다는 창설적 장치의 물음이다. 엠마뉘엘 레비나스에 따르면, 이교
도의 신성함le sacré ─ 늘 희생제의를 수반하는 폭력적 신성함 ─ 과
* Jacob Rogozinski, « Sur la rampe d’abattage », Lignes, 2009. 〔ジャコブ・ロゴザンスキ,
｢屠殺への勾配路の上で｣, 現代思想 , 西山雄二 訳, 2009年 7월月.〕
https://www.cairn.info/load_pdf.php?ID_ARTICLE=LIGNES_028_0056&download=1
1) 1. I. B. Singer, « Le sacrificateur », Le Blasphémateur, Paris, Stock,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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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법과 신의 거룩함la sainteté 사이에는 심연이 존재한다
는데, 정말로 그럴까? 거룩함〔성결함〕은 희생제의 없이, 이것이 수
반하는 살해의 폭력 없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을까? 지성소至聖所
에서는 희생자의 피가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 유대교 전통에서
는 순교자 ─ 이단심문〔종교재판〕이나쇼아의 희생자를포함해서 ─
가 ‘〈이름〉의 신성화sanctification du Nom’로 지칭된 것은 우연일까? 콜
로미르Kolomir의 쇼헤트가 공포horreur와 더불어 발견하는 것은, 이런
거룩함에 있어서의 신성함의 차원, 즉 유혈의 차원이다. 랍비는 요
이네 메이어에게 “모든 동정〔compassion, 연민〕의 원천인 신보다도 동
정적일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지만, 그는 자신의 동정으로부
터, 희생된 동물과의 자신의 동일시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 “도
살된 짐승의 창자의 끓음과 요이네 메이어의 끓음이 그때마다 반
응했다. 크든 작든, 짐승을 죽이는 것은 마치 그가 자기 자신을 도
살하는 것과도 같은 정도로 그를 고통스럽게 했다.” F057 그의 동정
은 마침내 생명의 모든 형태로 확장되고, 학살된 동물들을 부활시
킬 메시아를 꿈꾸기 시작했다. “동물에 그토록 오랫동안 불의가
행해지는 한, 메시아는 세상의 죄를 대속할 수 없었다. 115 모든 송
아지, 물고기, 박쥐, 나비 … 등등의 모든 동물들에는 죽은 자들 사
이에서 일어날〔부활할〕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마치 유대인의
하시디즘〔hassidisme, 유대교도의 경건주의적・신비주의적 신앙 운동〕이 불교의
극단적 변종이나 그노시스적 분파로 변환된 것 같다. “풀 위에서
꿈틀거리는 벌레 속에도 신의 불꽃은 빛난다. 임의의〔무엇이 됐건〕
살아있는 피조물을 도살하는 것은, 신을 도살하는 것이다.” 그가
보기에, 이런 모든 생명의 신성화sanctification는 극히 상이한 몸짓,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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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인간화 ─ 아니 오히려 유대인화judaïsation ─ 를 수반한다. 그
에게 들러붙은 악몽 속에서, “이러저러한 소는 수염, 곱슬머리, 두
개관〔頭蓋冠, calottes sur leurs cornes〕과 더불어 인간의 형태를 취했다.” 그
가 죽이려고 하는 산양〔염소〕은 히브리어로 그에게 욕설을 퍼붓기
시작한다…. 의례적인 도살은 예기치 못한 의미작용을 갖게 되며,
요이네 메이어의 세계가그 안에 잠기게 될 재앙의 전조 신호가 된
다. 그렇지만 기도에서 피난처를 찾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의 성구
상자〔phylactères, 기도할 때 사용하는 작은 상자〕는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어
졌으며, “토라조차도 동물의 피부로 장정되어 있는” 이상, 그의 신
앙을 지탱하는 모든 것은 살해로 얼룩져 있는 것이다. 도살된 각
피조물이 품고 있는 신에 대한 동정은 이때 도살자 신에 대한 필사
적인 반란으로 바뀐다. 그리고 그는 강에 몸을 던져 죽기 전에 마
지막으로 신에게 욕설을 퍼붓는다. 신년축제를 위해 고기viande가
부족할까봐 “공동체는 새로운 희생집행인을 찾아 두 명의 전령을
부랴부랴 파견했다” ─ 이것이 이야기의 결말이다.

*

*

*

“모든 피조물〔생물〕에게 모든 인간은 나치이다. 동물들에게 이것은
영원한 트레블린카 절멸수용소Treblinka이다.” ─ 싱어는 다른 글에
서 이렇게 확언하는데, 희생집행인 의 숨겨진 진실을 여기에서
볼 수 있다. 이 문구는 최근 어떤 책의 제목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는 나치에 의한 유대민족Juifs의 절멸의 원형으로서, F058 모체로서
동물의 도살이 제시되고 있다.2) 짐승에 대한 잔혹함, 공장형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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élevage en batterie과 산업적 도축 같은 ‘근대적’ 기술, 동물에 대한 생체

해부와 실험실의 실험 등이 인간과는 다른 생명체에 가해지는 고
통(또는 고통을 가하는 것의 은밀한 희열jouissance)에 대한 무감각이
나 무관심을 조장했다는 것. 살해의 합리적인, 순수하게 기술적인
계획화planification는 수백만 명의 인간의 계획된 말살〔절멸〕을 예시한
다는 것 ─ 이를 누가 감히 의심하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동물들은
우리의 형제일 것이며, 현대의 대학살grands massacres에서의 첫 번째
비밀 순교자일 것이다. 하지만 시카고의 도축장과 절멸수용소를
동일시하려고 의지할 때, 우리에게는 무엇이 참기 어려운 것처럼
보일까? 이 책의 저자는 쇼아와 산업용 도축에서 “유사점은 엄청
난 수의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메커니즘이다”라고 선언함으로
써, 독특한 실수를 범하고 있다. 왜냐하면 동물을 순진하게도 사람
들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사실상 인간과 동물 사이의 모든 경계선
을 지워버린다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꾸로, 이 삭제
야말로 인간 존재를 동물로 다룰 수 있게 해준다. 트레블린카 수용
소의 이름으로 동물을 향한 우리의 일상적인 잔혹함에 낙인을 찍
음으로써, 결국 트레블린카를 암묵적으로 진부〔평범〕한 것으로 만
들어버리는 것이다.
자주 잊고 있는데, 나치에게 유대인은 동물이 아니다. 적어도 짐
을 싣는 짐승이나 식용 동물 같은 ‘유용한’ 동물이 아니다. 유대인
은 적이며, 무한하게 위험한 라이벌, 없애야 할 치명적인 위협이
다. 해를 끼치지만 부득이하게 동물이며, 혐오스러운 기생충이다.
2) C. Patterson, Un éternel Treblinka: des abattoirs aux camps de la mort, Paris, Calmann-Lévy,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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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그레고르 잠자의 가족이 어느 봄날 아침, 죽을 지경에 처한
것을 보고 기뻐했던 그 ‘괴물 같은 해충’처럼(하지만 그 ‘늙은 바퀴
벌레’, 그레고르야말로 우리의 형제〔동포〕, 우리의 친척이다. 116 이
러한 형제의 증오를 카프카는 연출하려고 했을까? 은폐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증오를 부추기는 이런 증오를?). 산업화된 사육과
도살은 몹시 역겹지만, 기술적이고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완전히
합리적이다 ─ 그래서 F059 더욱 더 역겹다. 이것들은 〈자본〉의 논
리에 속하며, 혹은 이렇게 말해도 좋다면, 〔하이데거의〕 Gestell〔조립, 몰
아세움〕에 속한다.

그것은 인간, 생명체, 〈대지〉를 차별 없이 처분

가능한 물질적 축재stock로 간주하고, 최대한으로 착취하는 논리이
다. 사육esclavage, 매춘, 몇 가지 강제노동수용소(모든 수용소인 것은
아니다. 바를람 샬라모프Chalamov가 보여주었듯이, 콜리마Kolyma는
아우슈비츠처럼 ‘수익성’은 없었다)는 똑같은 논리를따른다. 그러
나 쇼아는 투치족이나 아르메니아인의 몰살extermination처럼, 완전
히 쓸모없는 범죄이다. 여기에서는 식용을 위해서나 더-높은-가치
를 추출하기 위해서 죽이는 게 아니다. 향락jouissance을 으뜸으로 여
기기 때문도 아니다(파졸리니한테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만, 트레
블린카에서의 ‘행정관리된 죽음’은 소돔의 난교파티와는 전혀 공
통점이 없다). 요이네 메이어의 망상délire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고
헤맨다. 도살자인 쇼헤트는 나치 친위대가 아니고, 가스실은 희생
제의의 제단autel이 아니다. 이는 도살장, 광산, 면화 플란테이션〔대
농장〕에서 대량의 ‘유용한’ 죽음과 비교해서, 착취나 희생의 논리가

기입된 셀 수 없을 정도의 살육과 비교해서, 절멸수용소가 더 (혹
은 덜) 잔혹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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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헤겔이 논한 ‘무의미한 죽음’, ‘가장 냉혹한
죽음’, 즉 “양배추의 머리를 자른다든가, 물을 한 잔 마신다든가 하
는 것 이상의 의미작용을 갖지 않는” 죽음이다.3) 죽음에 관해서

“교환해야 할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는” 죽음이다.
*

*

*

수백만 명의 절멸과 동물의 죽음〔살해〕을 동일시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잘못이며, 패배자와 죽은 자의 기억을 모욕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물의 고통이 인간의 고통의 전조préfiguration가 되는 것에
대해 무감각한 채, 두 가지를 전면적으로 구별하는 것도 또한 잘못
이다. 그리고 이 잘못은 첫 번째 잘못과 대칭적이지만 서로 통한
다. 누구에 대한 잘못일까? 익명적인 어떤 삶에 대한 잘못일까, 결
코 망각되지 않는 어떤 기억에 대한 잘못일까? 동물의 죽음, 그 살
해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동물의 죽음에 관한〕 서양철학의 라이
프모티프는이렇다 F060 ─ “동물은죽지않는다. 동물은 그저 세상
을 떠나고 숨을 거두는 것일 뿐이다. 동물은 자신의죽음을 죽음으
로서 예견하고 반성하고 언어, 노동, 예술, 신앙으로까지 드높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세기 동안의 편견에 대해서는 자크
데리다와 다른 사람들이 이미 지적하고 있다. 고대 그리스에서 기
원한 이후, 형이상학은 동물을 결핍태로de manière privative 끊임없이
정의했다. 인간과는 달리, 이 생명체〔동물〕에는 로고스, 정치적 실
3) Hegel, Phénoménologie de l’Esprit, « La liberté absolue et la Terreur » (1807), Paris,
Aubier-Montaigne, 1947, p. 13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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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생활〕, 손, 웃음, 혼, 죽음, 신들 … 등등이 결핍되어 있다는 식으
로. 동물을 휩쓸고 있는 이런 결핍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대하
고 가장 본질적일까? 자신의 죽음을 예견할 수 없으니까, 동물은
말을 할 수도, 기도할 수도, 웃을 수도 없는 것일까? 하지만 로고스
를 갖춘 생명체인 인간은, 정말로 자신의 죽음을 예견할 수 있을
까? 나는 죽었다고 언표할 수 있을까? 동물의 죽음에 대해, 각각의
동물이 죽음을 경험하는 특이한〔단독적인〕 방식에 대해 우리가 아
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이제는 인정할 때이다. 죽어가고 있는 갓난
아기를 품고 울부짖는 암컷 침팬지한테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
을까? 자신의 어미나 형제의 해골을 발견하고, 오랫동안 계속해서
코를만지는코끼리는무엇을생각하는것일까? 117 이침팬지나코
끼리는 자기 자신의 죽음을 예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 이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조르주 바타유는 희생집행인이 희생된 제물과 스스로 동일시하
고, 살아있는 채로 자신이 죽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
만 곧바로 덧붙일 것이다, 그것은 분명히 코미디이다”, 혹은 적어
도 “만일 생명체에게 죽음의 침입을 명시할 어떤 다른 방법이 실
존〔존재〕한다면, 그것은 코미디일 것이다.” 이러한 방법이 존재하
지 않는 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은 희생제의의 ‘속임수subterfuge’뿐이고,

이것 없이는 “아마 우리는 죽음과 마주해, 십중팔구

짐승들이 그러하듯이, 낯설고 무지한 채로 머물 것이다.”4) 십중팔
구, 바타유도 또한 고대의 편견에 빠져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또

4) « Hegel, la mort et le sacrifice » (1955), Deucalion n° 5, p. 33. 강조는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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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글에서 그는 도살장에 끌려가는말에 대한 감정이입empathie을
적고 있다. “정육점에서 이 말은 1킬로그램 당 얼마로 팔리는 고기
의 양(감수성을 차단하고, 가공할opérer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
나 내게는 거꾸로, F061 ‘인간에게 사육되어, 수레에 연결되는 동물’
이 사라지고, 심연(부재에 다름 아닌 구멍)의 가장자리에서 현존
을 느낀다. … 여기서그것은 이제나와똑같은 것chose이다. 나와 똑
같이 부재의 가장자리에서의 현존인 것이다.”5) 하지만 말과 인간
사이의 공통된 불가능한 것의 시련에 노출되고, 양자 사이의 “장
벽이 허물어지는 것”은 코미디 아닐까? 우리는 아무리 가까운 사
람일지라도 다른 사람의 죽음을 겪을 수 없으니까, 도살자의 쇠망
치 아래에서 말이나 소가 느끼는 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영원히 금지된 것 같은 이 경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템플 그랑뎅Temple Grandin이라는 이름의 ‘박식한 자폐증 환자’의 일
상적인 운명이다.6) 소한테 강하게 감정이입하는 재능을 타고난
그녀는 가축이 도축되는 조건에 격분한다. 그녀의 눈 덕분에 발견
된 유일한 방식démarche, “동물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유일한 방식은
의례적 또는 희생제의적 살해이다”(하지만 왜? 희생제의적 살해
는 죽음의 무의미함에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일까? 〈의미〉
에 의해 살해를 속죄하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속임수subterfuge나 불
길한 희극 아닐까?). 이리하여 그녀는 도살 기술의 개선 ─ 그 인도

5) G. Bataille, « De l’âge de pierre à Jacques Prévert », Œuvres complètes, t. XI, Paris,
Gallimard, 1987, p. 103.
6) 다음의 매우 빼어난 설명을 참조. Olivier Sacks, Un anthropologue sur Mars, Paris,
Seuil, 1996. Temple Grandin, Ma vie d’autiste, Paris, Odile Jacob,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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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humanisation라고 해야 할까? ─ 에 일생을 바쳤다. 사슬에 묶인 동
물이 〔도살장〕 비탈길의 끝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녀는 탄력성이 좋은 조임 벨트, “동물에 평온하고 안
락하고 무의식적인 죽음을 보장하는” 곡선의 비탈길을 고안했다.
그녀는 동물들을 진정시키면서 죽을 때까지 동물들과 동행하려
고 애썼다. 그녀에게 “천국으로 가는 계단”으로 동물을 지원하는
것은 “신성한 의무”이다. 그러나 이런 감정이입은 기묘한 맹목이
라는 대가를 치른다. 즉, 사람들은 낯선 공간을 관찰할 때 순전히
머릿속에서만intellectuelle 관찰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녀는
인간의 행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여러분들 사이에
서 저는 저를 화성에 살고 있는 인류학자처럼 느낍니다”라고 그녀
는 말하고, 자신이 햄릿 이나 로미오와 줄리엣 의 줄거리를 전
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마찬가지로 그녀는 우리 종
〔인간〕과 가장 가까운 것임에 틀림없는 원숭이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다.

F062

전통주의자bien-pensants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만,

그녀의 예는 인간의 경험과 동물의 그것 사이에는 뛰어넘을 수 없
는 심연이 놓여 있음을 확증해준다. 즉, 우리가 인간의 세계를 포
기할 때에만 비로소 동물의 세계(그러한 세계가 있다면 …)에 이
를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셰익스피어의 비극과 도살장의 비탈
길 위에서의 소의 불안을 동시에 이해하게 되는 것은 동물도 인간
도 아닐 것이다 ─ 어쩌면 신일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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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 의 한 구절에서 인간의 코가 점진

적으로 변모déformation하는 모습을 그려낸다. 약간 납작코나 메부리
코가 되어도, 코는 “보기에도 더 예쁘고 마음에 들 것이다.” “이런
경향이 과도하게 강조되면, … 결국 변모는 그렇게 되어, 코의 모
습조차도 없을 것이다.”7) 그리하여 인간의 표정에서 동물의 안면
으로 이행하게 된다. (그리스적인?) 아름답고 곧은 코와 볼품없는
코나 부리 사이에는 양적인 차이만 있을 뿐이겠지만, 여기서 아리
스토텔레스는 인간성과 동물성 사이에 모종의 연속성을 수립하
려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은 여전히 부정적인 방식으
로, 인간성의 불완전한 밑그림ébauche이나 그 변종une variante anormale으
로 사고되고 있다. 인간의 코는 불충분한 곡률에 의해 주둥이〔짐승
의 코〕가 되고,

곡률의 과잉excès에 의해 부리가 된다(심하게 메부리

코인 사람은 곡률의 정도에 따라 인간 이하sous-homme의 존재가 되
는 것일까? 알려져 있듯이, 이것은 몇몇에게는 목숨을 건 문제가
되었다…).8) 여기에서도 또한 동물은 그 자신으로부터가 아니라,
7) Aristote, Politiques V-9, 1309 b. 〔“코가 이상적인 직선에서 조금 이탈하여 약간 매
부리코나 사자코가 되어도 여전히 아름답고 매력적일 수 있지만, 그런 경향이
극단으로 흐르면 균형이 무너져 결국 코가 어느 한쪽으로는 너무 치우치고 다
른쪽으로부터는 너무멀어져 전혀코 같아 보이지 않으리라는 것을모르고 있
는것이다.”〕 눈에의해지배된인간의표정visage을동물의안면face에대립시키
는 이주제는 헤겔에게서도발견된다. “실제로이마front는사고에 결부되어 있
다. 정신의 반성의 내실l’intérieur은 눈 속에서 좀 더 명료하게 드러나고 집약된
다. 입과 턱은 쑥 들어가 있으나, 이마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인간의 표정
figure은 정신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다”(Cours d’esthétique, t. III-l, Paris, Aubier,

1945, p. 128).
8) 〔옮긴이〕 나치 시대에 유대인의 외모를 특징짓기 위해 “유대인은 메부리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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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의 대립에 의해, 즉 참조의 유일한 중심, 로고스의 유일한
소유자, 유일신의 이미지, 유일한 본래적 〈주체〉의 대립에 의해 사
고되고 있다. 인간의 인간성을 그 핵심으로 하는 우리 서양문명은
동물성에 대한 헐뜯기, 이것의 망각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이것은
존재나 〈타자〉의 망각보다도 F063 더 근원적인 망각이며, 더 망각
적인 망각이다. 왜냐하면 철학자들은 존재를 그 망각에서 떼어내
고, 〈타자〉에 대한 우리의 알레르기를 치유하려고 애썼다고 해도,
동물성의 물음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오늘날, 이런 망각
은 악화되고 돌이킬 수 없게 되어가는 것 같다. 수많은 동물종이
멸종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또한 다른 동물종이 축산물 가공산
업industrie agroalimentaire이나 가정용 애완동물 같은 처분 가능한 재료
로 변형됨으로써만 생존하는시대〔현재상황〕에서, 동물성이전면적
으로 소멸될 가능성은 이미 어렴풋이 보인다. 그것은 동물들이 결
핍된〔존재하지 않는〕 세계의 가능성이며, 이는 서양 형이상학에서 지
배해온, 결핍에 의한 동물의 규정détermination의 궁극적인 귀결이다.
동물성의 망각은 서양의비극(그것은 전세계의비극, 세계의 서양

-되기의 비극이 된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의 본질적인 구성요
소일 것이다. 하지만 ‘비극tragédie’이라는 단어에서 그 애당초의 의
미작용을 다시 포착하고, 거기에서 ‘숫염소(tragos)의 노래(ôdia)’라
는 울림을, 숫염소의 희생제의를 수반하는 디오뉘소스를 찬양하
는 격정적인 찬가dithyrambe를 들어보자. 또한 거기에서 아마 숫염소
자신의 노래도 들어야 할 것이다. 제우스의 아들에게 〔제물로〕 바쳐

다”라는근거없는이미지가선전으로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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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동물, 욤 키푸르의 날〔유대교의 속죄제 대축제일〕에 사막에서 죽도
록 보내지는 속죄의 숫염소〔bouc émissaire, 속죄양〕의 비통한 신음소리
를. 서양의 비극에서는, 실제로, 동물성의 망각과 실재하는 동물의
살해 사이에 본질적인 관계가 맺어져 있다. 동물들의 살해는 우선
첫째로 신성하고 희생제의적인 것(혹은 사냥에 연결된 것)이며,
그 후 사육〔목축, élevage〕과 도살 같은 산업기술에 그 자리를 내주는
것이다.
확실히 동물성의 가치를 격하시키고 배제하려는 이 경향은 우
리〔서양의〕 철학자가 취하는 방향성orientation 중 하나일 뿐이다. 라이
프니츠에서 들뢰즈까지, 동물과 인간 사이의 모종의 연속성을 긍
정하는 철학자들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 데카르트에서 하이데거
까지, 이 연속성을 부인하는 철학자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이
에서 우리의 공감은 오히려 전자로 향한다. “동물은 실존하지 않
는다” 그리고 “동물은 죽지 않는다”(이 두 가지 언표는 똑같은 것
을 지시한다)고 설정하고, 어떤 ‘심연’이 동물적인 생명을 인간의

‘탈-존적 본질essence ek-sistante’9)로부터 분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F064 동물에 가해지는 비인간적인 취급을 정당화하는 것 아
닐까? 하지만이것은 정말로확실할까? 동물의타자성alterité을 수호
하고 그 다름성étrangèreté을 존중하려고 한다면, 119 동물과 우리를분
리시키는 경계선을 존중하고, 양자의 불연속성이나 거리를 강조
해야 하는 것 아닐까? 다른 동물에는 결핍되어 있는 성질을 갖춘
동물zoôn이나 생명체(말하는 동물, 정치적 동물, ‘가장 능숙하게 모
9) M. Heidegger, « Lettre sur l’humanisme » (1947), Questions, t. III, Paris, Gallimard, 1980,
p.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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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하는’ 동물…)로 인간을정의하는 것은, 인간성이 본질적으로 동
물성에 속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의 대체보충적supplementaire 속성에 의해 인간성을 동물성과 구분하는 것일 뿐이다.

이런 성질이 일관되지 않게 비치고, 로고스에서 동물zoôn로 강조점
이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인간성이 그 동물성의 기반fond을 드러내
고, 그 고귀한 속성 뒤에 감추고 있던 야생적인 짐승성을 드러내게
하는 데 충분하다. 이때 인간의 동물화로의 길이 트이고, 사육, 선
별, 도살이라는 목적이 계획된 ‘인간원人間園’10)에서 그 정점에 이
른다. 하이데거가 니체적인 〈초인Surhomme〉 숭배에서 고발한 것은
이런 동물화이다. 인간을능가하기는커녕, 〈초인Übermensch〉의 고지
告知는

‘형이상학적 인간주의’의 근본적인 기획을 완성시킬 뿐이

다. 니체는 금발의 야수brute blonde를 찬양하는데, 그 미쳐 날뛰는 힘
에의 의지volonté de puissance에 있어서 ‘이성적 동물’로 간주되는 인간
의 인간성은 동물성animalitas으로서 성취되는 것이다.11) 그러나 하
이데거는 반대의 몸짓도 동시에 비난한다. 릴케가 동물 속에서 탁
월한 〈열림Ouvert〉의 양태를 찬양할 때, 철학자〔하이데거〕는 “동물의
제한도 근거도 없는 인간화, 인간을 넘어선au-dessus 지점에 위치되
고, … 이른바 초인의 대열로까지 높여진 동물의 인간화”12)를 포

10) 〔옮긴이〕 ‘인간동물원’이라고하지않은이유는의미를정확하게전달하지못
하기때문이다. 아무튼‘동물원’처럼인간을다루는것을가리킨다.
11) M. Heidegger, « La métaphysique de Nietzsche » (1940), Nietzsche, t. II, Paris,
Gallimard, 1971, p. 234-246.
12) M. Heidegger, Parménide (이 세미나는 1942년의 것인데, 이 날짜는 하찮은 게 아
니다), Gesamtausgabe, t. 54, Klostermann, 1982, p.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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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repérer하고 있다고 믿는다. 인간의 동물화, 동물의 (초)인간화 ─
이 두 경우에는 똑같은 ‘니힐리즘적 부정’이 작동하고 있으며, “사
고를 동물성에 봉사시킨다.” 가장 잔혹한(가장짐승적이라고 말해
야 할까) 예증을 들어보자. 강제수용소에서, 나치친위대는 개를

‘인간Mensch’이라고 부르고, 수용자들의 목으로뛰어들도록훈련시
켰다 ─ “저리가, ‘인간들’아! F065 그 ‘개들’을 공격해!” 그자신이 나
치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하이데거는 이런 무자비한 논리를 기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명석함은 이중적 맹목을 동반했다. 하
이데거는 인간(그리고 동물)의 본질에 대한 고대적 오해가 지닌
불가피하고 궁극적인 귀결을 바라보고, 히틀러를 서양 형이상학
의 최후의 계승자라고 함으로써 형이상학을 모욕한다. 그는 나치
즘의 괴물 같은 특이성singularité을 지워버리고, 그 나름의 방식으로
트레블린카 절멸수용소를 범용화하는banalise 것이다. 근대 시대의
야만으로 인간의 동물화를 고발하면서, 그는 동물한테도 또한 상
처를 입힌다. 왜냐하면 아무리 흉폭한 야생적 짐승도 인간만큼 야
수적bestiale이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어떤 생물한테서도 인간이 보
여주는 만큼 냉혹한 잔학성cruauté은 찾아보기 힘들다. 셰익스피어
리처드 3세 의 한 구절을 읽어보자. 아무것도 모르는 글로스터
공 리처드에 대해, 안 부인이 “당신이 한 짓은 어떤 짐승인 것이
냐?”라고 꾸짖었을 때, 그는 “짐승이 아니라서 그랬던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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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동물화를 반드시 수반하는 동물의 인간화에 어떻게 저항
하면 좋을까? 창세기 의 서사는 종종 동물성의 가치를 폄하하는
주된 원천 ─ 서양문명을 특징짓는 원천으로 여겨져 왔다.13) 하지
만 인간을 조물주Créateur를 ‘본뜬à l’image et à la ressemblance’ 유일한 피조
물로 만든다는 점에서, 성서에서 유래한 전통은 인간을 동물 ─ 다
만 로고스를 갖춘 동물 ─ 로 정의하는 그리스적 정의와 정면에서
대립한다. 이 전통은 그리스인들보다 더 우리 인간을 동물에서 떼
어놓는 간극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성서의 전통은 동물의 다름성
étrangeté을 더 존중할 것이다 ─ 또 동시에 동물을 지배하고, 유보 없

이착취하는 것도인가할것이다. 하지만성서의 120 전통은자신이
그은 인간과 동물의 경계선을 충분히 존중하고 있을까? 동물과 인
간에 피조물이라는 똑같은 조건을 할당하는 것은 아닐까? F066 토
마스 아퀴나스에 따르면, 창조된 모든 것에는 신과의 ‘모종의 유사
성une certaine ressemblance’이 있지만, 이성을 가진 인간만이 ‘이미지에
의해par mode d’image’ 직선적으로 신과 유사하다ressembler. 이 경우, 그
리스의 형이상학과 기독교 신학은 형제처럼 친하다. 즉, 결여에 의
해 동물을 규정하는 것과 창조에 있어서 동물을 하위 대열로 확언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통일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
미에서 동물이 신과 닮았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이 천사 박사에

13) “신은자신을본떠사람을창조하셨다. 신을본떠창조되었다. … 바다의물고
기, 하늘의 새, 땅 위를 기어 다니는 생물을 모두 지배하라고 신은 말씀하셨다”
( 창세기 I : 27-28).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내셨다. 하느님의 모습대로
사람을지어내시되… ‘바다의고기와공중의새와땅위를돌아다니는모든짐
승을부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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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동물은 간접적으로, 즉 이미지〔닮은 모습〕가 아니라 ‘흔적의
양상에의해〔par mode de vestige, 흔적으로서〕’ 신과 닮았다. 그가 ‘흔적vestigium’이라고 부르는 것은, 동물이 신과 불완전한 방식으로 닮았다는

지표이다. “발자국empreinte이 동물이 다니는 통로〔길〕에 남겨지듯
이, 재가 불의 흔적으로 불리듯이, 혹은 한 나라의 황폐화가 적군
의 흔적으로 불리듯이.”14) 꺼져버린 불꽃의 단순한 흔적, 부재한
신이 남긴 몹시 가슴 아픈 발자국인 동물은 신을 닮지 않았기에,
신의 이미지로서 학살되고 봉헌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창조주〔조물주〕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인간만이 “신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
고 한다.15) 어떤 〔서양인〕 여행자가 인도에서 가네샤Ganesh, 즉 코끼
리 머리를 한 시인으로서의 신〔dieu-poète, 지혜와학문의 신〕의 제사에 참
석했다. 제사에서는 신성한 코끼리 행렬이 방울을 울리며 코로 신
자들을 축복한다. 이 여행자는 코끼리가 상아 때문에 살해되는 모
습, 동물원에 붙잡혀 있는 모습, 서커스의 어릿광대 역할을 하는
모습을 떠올리며, 서양문명의 비열한 차원을 갑자기 깨닫게 되었
다.

*

*

*

우리는 감히 헤아릴 수 없는데, 히브리인뿐 아니라 그리스인(그들
에게 신적인 것은 인간의 형태를 한 아름다움 속에서 보인다)이나
14) Thomas d’Aquin, Somme théologique, I-1, 3° section, qu. 93, art. 6.
15) Augustin, De la Trinité, livre II, ch.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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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시아인들은 이집트에서의 신성한 동물의 제례와 짐승적 형
태의 신성성divinités thériomorphes과접했을 때 얼마나분노나 혐오감을
느꼈을까? F067 이집트에서는예를들어, 매의머리를한호루스, 따
오기〔혹은 개코원숭이〕의 머리를 한 토트, 사자의 머리를 한 세크메트,
악어의 아가리나 독수리의 부리, 하마의 콧방울을 하고 있는 신들
을 숭배했다. 헤로도토스는 이집트인의 색다른pittoresques 의복을 비
아냥거리면서, “이집트인들은 쇠뿔을 쓴 여신 이시스를 수호하는
소를 숭상하기 때문에, 결코 소를 먹지도 않고 희생제의에 사용하
지도 않는다”고 비꼰다. 그는 고양이의 사체를 방부 처리를 하고,
고양이의 여신 바스테트의 사원에서 이것의 미라를 숭경하는 광
경을 보고 놀라고 있다. 일설에 따르면, 아케메네스 왕조의 페르시
아의 왕 캄비세스 1세는 이집트 정복 후, 소의 신인 아피스 숭배를
종식시키기 위해 신성한 소를 도살해 제물로 바치라고 곧바로 명
령했다(그러나 이 소의 신의 보복이 그를 덮쳐 그가 이 신성한 동
물에 입한 것과 똑같은 상처로 죽고 만다). 이집트의 신성한 동물
들에 대해 갈피를 잡고 싶다면, 힌두교 사원을 방문해야 할 것이
다. 특히 가네샤의 코끼리나 시바의 황소처럼, ‘고귀한’ 동물에 봉
헌되지 않은 사원으로 가는 게 좋을 것이다. 생쥐 숭배로 유명한
여신 카르니마타Karni-Mata 사원(라자스탄 주)으로 순례 가는 것을
추천한다. 힌두교도는 신에 관한 고도의 관념을 갖고 있기에, 피조
물〔동물〕한테서 가장 불쾌하거나 가장 피비린내 나는 것을 배제
하기를 거부했다. 호랑이의 격분, 상어의 흉폭함은 인간의 말, 원
숭이의 교활함, 코끼리의 강력함만큼이나 동등하게 신적인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아무리 보잘 것 없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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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 딱 한번만 인간의 형태로 구현〔화신〕될 뿐이다! 카오스의 힘
forces에 의해 위협을 받은 대우주le Grand Ordre를 구해내기 위해, 비슈

누 신은 거북이, 물고기, 멧돼지, 난쟁이, 전사, 피리 부는 목동 121
등, 열 개의 모습으로 화신했다. 가장 암울한 시대인 이 시대의 끝
에, 이 구세주Sauveur는 말의 머리를 한 인간의 형태로 돌아올 것이
다. 이리하여 메시아는 요이네 메이어가 꿈꿨듯이, 살육당한 동물
들을 부활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형태와 동물의 형태를
합치시킨다épouser. 그것은 마치 고대적 분할partage이 극복되고, 두
개의 계règnes가 신의 신체 속에서 화해하는 것 같다. 이러한 동물성
의 신성화sacralisation는 인도의 다양한 지혜 속에서 발견된다. F068 그
중 가장 대담한 사상가는 자이나교jaïnisme의 설립자 마하비라
Mahavira일 것이다. 생명의 모든 형태에 대한 그의 숭상은 눈에 보이

는 종들만이 아니라, 생명 물질 중에서도 가장 미생물infi particules로
까지 확장된다. 우리가 밟고 있는 흙, 우리가 들이마시는 공기에도
미생물이 침투해있다. 그래서 자이나교 성직자는 입에 마스크를
쓰고, 발 앞을 끊임없이 쓸어냄으로써, 미생물을 삼키거나 짓밟지
않으려고 한다.
서양이 그로 인해 비난을 받는 동물성의 헐뜯기와 망각에 대해,
동물의 조롱하거나 잔혹한 인간화에 대해, 인도는 동물의 신격화
라는 다른 방도를 대립시킬 것이다. 이것은 하이데거가 염려했던
것 같은 인간의 동물화로 통하는 것이 아니다. 이 경우 인간도 동
물도 역전될 수 있는 어떤 특권을 누리는 게 아니며, 둘 다 신적인
것의 다면적인 현현manifestation multiforme을 마찬가지로 분유하고 있
다. 그래서 요이네 메이어가 엿보았을 뿐인 수수께끼, 즉 도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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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과 도살되는 신이라는 참을 수 없는 자기 동일성이 인도에서는
매우 이른 시기에 나타났다. “나는 희생제의를 완수한다 …. 모든
생명 존재는 나를 위해 희생제의를 완수한다. 생명 존재들은 나의
희생제의의 동물이다. 그리고 나도 또한 우주를 가득 메우면서, 밧
줄에 묶인 희생제의의 동물이다.”16) 단, 생명의 모든 형태를 신성
시하는 것은, 동물에 대해 특별히 동정을 보내는 것은 아니다. 그
어떤 생명체도 특이한 안면〔얼굴〕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인간도
동물도 자기를 향유하는 것이 아니며, 그 유일무이한unique 개체성
은 생명의 익명적인 광대한 원환 속으로 전면적으로 녹아들지는
않는다. 이를 깨닫기 위해서는, 시인 미쇼처럼 서양의 야만인이어
야 했을 것이다. “힌두교도는 소를 죽이지 않는다. 분명하다. 하지
만 여러분은 소가 옛날 신문지, 쓰레기통, 심지어 똥을 먹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볼 것이다. … 힌두교도가 소의 취향을 모른다고 생각
하는가? 설마! 그들은 가죽처럼 완고할 뿐이다. 유럽인들이 동물
들을 돌보는 것을 보았을 때, 힌두교도는 어안이 벙벙해진다. 개가
부엌에 들어오면, F069 그들은 즉각 음식을 밖으로 내던지고 냄비
를 씻어야 한다. 개는 불결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결하든 불결하
든, 힌두교도는 동물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박애심〔형제애, fraternité〕을 갖고 있지 않다.”17)

박애심의 결여는 인간들 사이의 관계에 더 깊게 스며들고 있으
며, 인도사회를 계속해서 분할하는 수많은 계층질서적 카스트들
사이에도 깊게 스며들고 있다. 브라만은 불가촉천민을 형제라고
16) Taittiriya Aranyaka, I-11 (3-4).
17) H. Michaux, Un barbare en Asie (1933), Paris, Gallimard, 1967, 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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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느끼지 않을 것이다. 브라만은 이들과 악수를 하거나,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거나 같은 우물물을 마시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
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인도의 몇몇 지역에서는 불가촉천민을 살
해하는 것은 소를 도살하는 것보다도 중요하지 않다(또 모든 것이
시사하듯이, 파라오가 통치한 이집트에서 노예의 목숨은 신성한
황금벌레 스카라베scarabée의 목숨보다도 못했다). 즉, 생명의 신성
성의 원리는 여기서는 또 다른 원리, 즉 생명체를 두 개의 극으로
나누고 이를 위계적으로 분할하는 정결한 것과 불결한 것이라는
원형적인primordiale 이원론과 교차하고 있다. 힌두교의 논리에서 이
두 가지 원리는 모순되지 않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 아무리 불
결하더라도, 불가촉천민인 122 ‘파리아’도 어떤 의례들에서는 성스
러운 기능을 맡는다. 그리고 가장 불결한 동물조차도 신성하기 때
문에, 이것들을 동물화함으로써 인간성의 바깥으로 내던질 이유
는 전혀 없다. 불가촉천민은 박해받거나 추방되거나 근절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 그들도 대우주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 내부에
서 배제되며 항상 비하된다. 이처럼 모든 생명체들과의 연대는 수
억 명의 인간의 예속화asservissement라는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
거꾸로, 서양에서 동물성의 헐뜯기가 인간의 박애심, 즉 신의 모든
이미지들 사이의 원리상의 평등 ─ 사실상의 평등은 아니더라도
─ 의 가능성을 가져온다. 이런 가차 없는 이중구속으로부터 인간
성이 드디어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생명체도 비하
되고, 배제되지 않는 공동체로의 길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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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한테는 그 귀결이 아무리 고약한 것일지라도(힌두교도

들은 서양인들의 육식습성zoophagie을 매우 혹독한 눈으로 판단한
다), 힌두교의 길은인간성과동물성의 엄격한대립에대한대안을
제공한다는장점을 갖고 있다. 인간과 동물이라는 두 개의 항에 참
여하고, 이 이분법을 상대화하는 세 번째 항은 신성성divinité이다.

Homo homini deus ─ homo homini lupus. 〔인간은 인간에게 신이다 ─ 인
간은 인간에게 늑대다〕. 서양의 인간은 (적어도 이론상) 인간에게 신이

며, 또한 동시에, 늑대와 다른 동물에게는 사나운 늑대이다. 인간
과 늑대와 신이 생명체의 같은 공동체에 모이기 위해서는 늑대가
인간에게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충분할 것이다. 모든 인간사회
가 이런 가능성을 지각한 것 같다. 〔 정글북 에서 늑대한테서 자라난〕 모
글리는 인도인이며, 서양에서는 제국〔로마〕을 건설한 것은 늑대의
아들〔로물루스와 레무스〕이었다. 오늘날에는 민족학자에 의해 논박
되고 있다고 해도, ‘시초적primitif 토테미즘’의 이론은 동물의 신성
화를 설명하려고 노력한 것이었다. 프로이트는 이 이론에 입각해,

“토템과 터부”라는 장대한 신화를 구축했다. 즉, 반항하는 아들들
에 의해 시초적primitif 아버지가 살해되고 (짐승처럼?) 먹힌다는 신
화이다. 이것은 모든 인간사회의 토대를 마련했을 창설적인 사건
이며, 세 가지 금지가 중요하다. 즉, 살인의 금지(유죄 표시emprise de
la culpabilité 아래에서, 형제적〔동포적〕 무리집단은 원형적primordial 살인

을 그 구성원들에게 반복하는 것을 포기한다), 근친상간의 금지

(부권적인 법에 복종함으로써 아들들은 어머니와의 향락을 스스
로 금지한다), 신성화된 죽은 아버지의 숭배(이는 아들들이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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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죽음 이후에아버지와 화해하는것을가능케 한다)이다. 역설
적이게도, 이 원초적originelle 종교는 우선 토테미즘의 형태를 띤다.
거기에서 아버지는 신성한 동물(씨족의 토템)의 형태로 숭배되고,
이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하지
만 이 금지는 엄숙한 제전fête 때 위반되는데, 이때 토템-동물은 그
부족에 의해 희생되고 잡아먹힌다. 마치 공동체를 정초하는 최초
의 살해를 의례적으로 반복해야 하는 것처럼. 희생된 동물이 희생
이 바쳐질 신과 동일시된다면, 그것은 “원초적 희생에 있어서 이
중의 모습으로 형상화되는” 아버지의 두 가지 판본과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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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템그 자체는 아버지의대체substitutive 표상일뿐이다. 그것은

아버지의 대체물Ersatz의 최초 형태일 것이며, 거기에서 아버지는
인간적 특징을 재발견한다 ─ 신은 이것의 가장 발전된 형태일 것
이다.”18) 이런 가설이 지닌 설명력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지구
상에 가장 널리 퍼진 종교는 신자들에게 희생된 신의 신체를, 123
자신의 죽음으로 세계의 죄를 속죄하는 어린양Agneau의 고기와 피
를 매주 일요일에 집단적으로 먹도록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하고 싶은데, 서양의 사상가 프로이트는 동물이 ‘대
체물’, 원초적이거나 유아적인 ‘대체물’과는 다른 것이 될 수 있다
고는, 따라서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다고는 조금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는 동물이 그 자체로 숭배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다. 동물과 신의 수수께끼 같은 근접성proximité은 반드시 아버지라
는 인간적인, 이 너무도 인간적인 형상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18) Totem et Tabou (1913), Payot, 1976, p. 16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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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핑크스의 질문에 대한 답은 언제나 ‘그것은 인간이다’, 즉 아버
지일 것이다. 꼬마 한스를 그토록 겁먹게 하는 저 말馬은 아빠다.
깊은 꿈속에서 미동도 없이 꼬마 세르게이를 염탐하는 늑대도 역
시 아빠다(그것이 엄마와 성교하는 아빠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
이다).19) 하지만 왜 무리의 살해된 아버지 ─ 유치한 난폭자terreurs
의 상상적인 아버지 ─ 는 우선 신적 동물의 가면 아래에서 제시되
어야 할까? 동물성을 통한 이 불가피한 우회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예기치 못한 귀결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대의 가설(프로
이트의 가설만큼이나 자의적인 가설)을 금지하는 것은 잘못이다
─ 반대로, 아버지야말로 원초적인 숭고한 동물Grand Animal의 대체
물ersatz이라면? 토템 숭배가 아버지의 살해에 선행했다면? 동물이
항상 이미 신이었다면? 동물과 신이 아버지처럼 단순히 대체물이
아니라면 … 하지만 도대체 무엇의 대체물일까? 나의 육신chair 속
에 감춰진, 어떤 미지의 〈사물Chose〉의 대체물일까?

*

*

*

모든 짐승적인 것이 제외된 종교, 동물의 모든 신성화로부터도 가
장 거리가 먼 종교조차 동물의 자취empreinte를 은밀하게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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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의 이야기를 조금 풀어보면, 그리고 좀 더 최근의 레이어

19) 〔옮긴이〕 지그문트프로이트, ｢다섯살배기꼬마한스의공포증분석｣, 프로
이트전집 (개정판) 8 , 김재혁, 권세훈 옮김, 열린책들, 2020. ; ｢늑대인간: 유아
기 신경증에 관하여｣, 프로이트 전집 (개정판) 9권 , 김명희 옮김, 열린책들,
2020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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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ches

아래에서 토템의 뿔들을 아주 빠르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전례 도구에서, 쇼파르〔shofar, 나팔의 일종〕는 숫양의 뿔로 만
든 도구로, 유대교의 주요 기념식 때 사용된다. 모세가 시나이 산
으로 올라갔을 때, 모여든 사람들은 쇼파르의 소리son가 마치 엘로
힘Elohim의 목소리voix인 것처럼 산꼭대기에서 울려 퍼지는 것을 들
었다. 여기서 신의 목소리는 희생된 숫양의 신음소리plainte와 동일
시된다. “유대계 그리스인은 그리스계 유대인”20) ─ 디오뉘소스
의 종교처럼, 희생제의에 바쳐진 동물의 ‘노래’를 읊어주는résonner
모세의 종교는 역시 서양의 비극〔=염소의 노래〕에 속한다. 출애굽
기 에 따르면, 모세는 성스러운 산에서 내려올 때, 뿔을 보란 듯이
내세웠다.21) 마치 자신의 역량을 나타내는 휘장insignes을 움켜잡음
으로써 토템의 숫양 ─ 아니 여기서는 오히려 황소 ─ 과 동일시된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의 백성이 숭배하던〕 〈황금 송아지〉〔의 동상〕를
파괴하고, 자신의 초상화〔effigie, 신에게서 받은 계율의 판〕을 깨뜨렸다.
그는 희생된 희생집행자로서 자기 자신을 죽이고, 틀림없이 아버
지-신, 신적인 황소의 권위를 실추시키려고 시도함으로써 저질러
진 잘못을 갚으려고 하는 것이다.22) 쇼파르에 대해 탈무드는 모리
20) 〔옮긴이〕 Jewgreek is greekjew. 제임스조이스, 율리시즈 인용. 데리다가레비
나스론인｢폭력과형이상학｣( 에크리튀르와차이 수록)의말미에서인용했다
고알려져있다.
21) Exode, 29, 19. 성 피에르-오-리앙 교회Saint-Pierre-aux-Liens의 유명한 조각상에
서미켈란젤로는이모세의모습을재현하고있다.
22) 여기에서 나는 Theodor Reik, Le rituel, psychanalyse des rites religieux (1928), Denoël,
1974, p. 339-382에의해제공된위험한해석을참조하고있다. 이해석이유일하
게가능한것인지, 심지어이것이가장진실한것인지도나는아직확신하지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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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산에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대신해 희생시킨 숫양의 뿔에서 유
래한다고 가르친다. 이것은 세 개의 일신교를 정초하는 서사 중 하
나인데, 이 전설적인 사건을 기념하여, 이슬람교는 희생제의 축제
일Aïd에 양의 죽음〔제물〕을 바친다. 족장〔개조開祖 아브라함〕에게 신이
내린 시련의 의미에 대해서는 그 동안 여러 차례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거꾸로, 불운한 숫양의 운명을 걱정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 같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는 대신 동물을 희생시키기로 결
정한 바로 그 순간에, 서양의 비극이 결정된 것이다.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은 천사는 왜 두 번째 숫양의 희생 때에는 나타나지 않았
을까? 지중해의 반대편에서는 아가멤논이 똑같이 할 것이다. 딸
이피게네이아를 대신해 제우스가 바꿔치기 한 암소가 희생되는
124

되는것이다. 서로수렴되는이두개의서사는 F073 유대교-그리

스-기독교 문명의 주요한 방향성orientation을 규정한다. 그것은 (인
간 희생의) 살인의 금지와 (동물-토템의) 살해의 수용 사이의 타협
에 근거하고 있다. 피비린내 나는 희생〔제의〕은 전면적으로 금지되
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상으로, 이른바 처벌되지 않고 살해될 수
있는 생명체로 자리가 옮겨질 뿐이다. 서양이 동물에 마련해둔 하
위적 장소la place subalterne, 단순한 대체물의 장소(아버지나 아이, 신
등 무엇이든 간에)를 규정하는 것은 희생제의의 이런 전이transfert
이다. 이 대답이 유일하게 가능한 대답이었을까? 아브라함이나 아
가멤논은 희생의 논리와의 모든 타협을 거부할 수 없었을까? 숫양
이나 암소의 도살을 포기했다면, 그들은 살해의 금지를 동물로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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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 그리고 모든 생명으로까지 확장했을 텐데. 수세기 동안 인도
는 이 길을 걸어왔다. 관행적으로 ‘비폭력’으로 번역되는 산스크리
트어 아힘사ahimsa라는 용어는 실제로 폭력의 어떤 형태, 희생적 폭
력과 그것에 대한 대체물의 폭력 ─ 서양이 포기할 수 없었던 폭력
─ 의 절대적인 거부를 가리킨다. 그러나 이미 봤듯이, 인도는 또
다른 형태의 폭력에 굴복함으로써만 이런 폭력에서 탈피하게 되
었다. 그렇게 끔찍한 양자택일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은
메시아뿐일 것이다(그것이 〔비쉬느 신처럼〕 말의 머리를 하고 있는지
여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

*

*

우리의 영웅들과 신들은 동물이 우리를 대신해 죽도록 명령함으
로써 우리가 동물과 세계를 분유하는 것을 명확하게 금지했다. 우
리가 죽음의 똑같은 경험을 분유하지 않는다면, 줄리엣이나 오펠
리아의 번민agonie이 똑같은 세계에 속해 있지 않다면, 도살장의 비
탈길 위에 있는 식용 동물의 운명과 똑같은 의미의 지평에 속해 있
지 않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23) 명확히 해두고 싶은
데, 동물과 인간은 결코 죽게 마련인 존재들mortels의 유일한 공동체
의 일부가 될 수 없다. 하지만 언어가 증명하듯이, 인간이 동물과
운명을 공유하고 있다고 믿었던 시대가 있었다. 독일어나 그리스
23) [옮긴이] 일역본은약간다르다. “우리가죽음의똑같은경험을공유[분유]하지
않는다면, 도살장의비탈길위에있는식용동물의운명과똑같은세계, 의미의
똑같은지평에속해있지않다면, 어떻게그렇게할수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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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로 죽음(Tod, thanatos)과 짐승(Tier, thêrion)을 지칭하는 용어는
F074

모두 인도-유럽어족의 어간 dheu, ‘호흡하다, 숨을 내쉬다’에서

유래한다. 라틴어에서 anima는 우선 생물의 숨결을 가리킨다. 동
물이 원래 생명체로, 생명의 숨결의 담지자porteur로 여겨졌다는 것
은 어려움 없이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가족어에서 죽음은 무
엇을 하고 있을까? Thanatos〔죽음〕는 애초에 내쉬는 숨결, 마지막
숨을 가리켰을까? 그러면 동물은 내 생명의 숨결을 공유하는 것,
즉 나와 마찬가지로 죽을 수 있는 것이리라. 짐승Tier과 죽음Tod의
기이한 혈연관계parenté를 다른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즉, 동물
이란 나의 희생물, 즉 내가 벌을 받지 않고 죽일 수 있는 것이다. 동
물성에 대한 서양의 헐뜯기는 여기에서 그 궁극적인 의의를 드러
낸다. 살해의 금지를 위반하는 것이 허용되고, 그리하여 우리 자신
을 죽음에서 구출하는 것이다. 아브라함 이후, 우리 역사가 그로부
터 시작된 희생제의를 둘러싼 그 중재 이후, 동물은단순히 우리의
희생물인 것만이 아니다. 동물은 어떤 다른 인간을 대신해, 우리를
대신해 우리가 죽음으로 보내는 것이기도 하다. 이른바 우리의 인
질이다.
레비나스에 따르면, 인질의 조건은 윤리적인 책임을 정의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조건은 내가 존재하는 바의〔내가 그것인〕 주체의
조건, 대체substitution를 받아들이는 자기의 조건이다. 그것은 타자를
대신하게 될 가능성, 자기 자신이 타자의 인질이 될 가능성이며,
더 나아가 타자를 위해 자신이 희생되는 것을 수락하고 타자를 대
신해 죽는 것을 수락할 가능성이다. 그래서 진지하게 생각하면, 레
비나스의 윤리는 서양이 125 인간과 동물 사이에 설립한 관계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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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고〔뒤집고〕, 동물을 우리의 인질로 만드는 것을 멈추도록, 우리
자신을 이 타자의 인질이 되도록 요구할 것이다(그러나 짐승을 대
신해 죽는 것을 누가 받아들일까). 이 전도는 희생적 폭력을 충분
히 끊어낼 수 있을까? 대역substitution의 논리와, 이를 떠받치는 타자
를-위해-죽다의 논리와 단절하는 데 충분할까? 그럴 가능성은 무
척이나 희박하다. 어쨌든 이 윤리의 가장 근본적인 요구는 아브라
함에서 더 멀리 나아갈 것을, 숫양을 우리의 살해 욕망의 핑계거리
로 만드는 것을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 레비나스에게 타자란 우선
내가 살해할 수 있는 자이다(단 타자를 돌보지 않음〔내게서 떼어냄〕
으로써, 타자를 환영하기를 거부함으로써). 타인autrui이 나를 살해
의 금지에 직면하게 하고, 나의 살해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 이런
타인의 무한한 상처받기 쉬움을 레비나스는 〈얼굴visage〉이라고 명
명한다. 서양이 동물에 대해 유보해둔 운명을 감안하면, F075 동물
은 이런 의미에서 탁월하게 〈얼굴〉일 것이다. 극한에 있어서, 동물
만이 〈얼굴〉을 가질 것이다. 물론 이 결론을 레비나스는 받아들이
기를 거부할 것이다. 즉, 윤리적 책무가 다른 인간을 넘어서 확장
되고, 짐승의 면상mufle이 〈얼굴〉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받아들
이지 않을 것이다. 다만 아주 특이한 텍스트에서, 그는 포로수용소
에서의 경험과 거기에 있는 보비라는 개를 떠올린다. 보비는 “친
구로서 짖는 소리”로 포로들을 환영하는 “나치 독일의 마지막 칸
트주의자”로 표현된다. 어떤 인간들이 다른 인간들을 절대적인 적
─ 짐승보다 더 나쁜 존재 ─ 으로서 다루는 세계에서, 이 개한테,

“논란의 여지가 없다 ─ 우리가 인간이었다는 것은.”24) 서양의 비
극이 초래하는 고통의 외침을 아주 잠깐씩 끊으면서, 삽시간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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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비는 우리에게 메시아적인 짖는 소리를 선사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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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번역한 자콥 로고장스키의 논고 ｢도살장의 비탈길 위에서
｣는 현대사상 다음 글로 번역 수록되어 있는 보얀 만체프의 논
고 ｢야생의 자유 : 동물적 정치를 위한 가설｣과 더불어, 리뉴Lignes
의 28호 특집 ｢인간성/동물성｣(Lignes, février 2009)에 게재된 것이
다.
포유류의 체세포로 만들어진 양의 복제 성공, 소해면상뇌증

(BSE)25)의 감염을 둘러싼 사회적 문제, 지구온난화가 수반하는 기
후변동에 의한 생물다양성의 상실과 동물종 절멸의 위험성 등, 인
간과 동물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이 끊이지 않는 최근 10년, 프랑스
에서는 수많은 철학적 동물론이 간행되고 있다. 이번의 리뉴 에
서 참조되는 것은, 특히 Elisabeth de Fontenay, Le Silene des bêtes

(Fayard, 1988), Jacques Derrida, L’animal que donc je suis(Galilée, 2006), 127
Michel Surya, Humanimalités(Léo Scheer, 2004), J.-C. Bailly, Le Versant animal (Bayard, 2007)이다. 이 밖에도, 인간과 동물이 짜내는 미결정적

24) E. Levinas, « Nom d’un chien ou le droit naturel », Difficile liberté, Albin Michel, 1976, p.
202.
25) 소해면상뇌증(BSE ;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이란 일명 광우병 또는
프리온질병(Prion Diseases)으로불리는것이다.
https://www.qia.go.kr/animal/prevent/ani_bse.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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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예외상태’의 문턱을 생명정치의 물음과 얽혀서 계보학적으로
저술한 아감벤의 열림 도 중요한 참조항이다. 특집의 취지는 동
물성만을 탐구함으로써 신비주의적인 해석에 빠지는 것이 아니
라, 또한 동물에 대한 폭력적인 착취의 관계성을 배척하면서, 인간
과 동물의 관계를 다른 방식으로 고찰하는 것이다(이 밖에도 프랑
스에서의 잡지 특집으로는 현상학 연구의 잡지 Alter 3호가 1995년
에 동물론 특집을 편성하고, 짐승에 관한 후설의 텍스트의 불역과
주석을 게재했다).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운동에 막대한 사상적 영향을 미친 피
터 싱어의 동물의 해방 (1975년)이 프랑스어로 번역된 것은 93년
이 되어서였는데(La libération animale, Grasset, 1993), 이후 동물보호
와 채식주의에 관한 그의 작업은 프랑스로 침투한다. 플로랑스 뷔
르가Florence Burgat는 동물보호에 관한 법률, 야생 및 가축 활동에 관
한 규제를 역사적으로 분석하면서, 동물의 소유와 보호에 관한 입
문서 La protection de l’animal (Que sais-je?, PUF, 1997)을 간행한 이후,
동물에 관한 정력적인 연구를 거듭 축적하고 있다. Liberté et in-

quiétude de la vie animale (Kimé, 2006)에서는 기계론과 생기론을 동시
에 배척하려고 하는 현상학을 비판하면서, 동물에서의 생명의 자
기 현현이 고찰된다.
인간과 동물을 대립관계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양자의 공존이
나 연속성에 입각한 연구도 눈에 띈다. 현대사상 이번호에 번역
게재된 도미니크 레스텔Dominique Lestel은 독창적인 동물행동학자
로, 철학과 동물행동학의 상호 비교를 통한 영역 횡단적인 ‘동물행
동-생태학étho-écilogie’을 제기한다. 그는 Les amis de mes amis(Seui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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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상호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동물과 인간의 우애를 고찰하는
데, 최근에는 더 나아가, 과학기술의 발달에 동반하여 발전하는

‘동물화하는 기계’와 인간의 공존의 물음에 씨름하고 있다. 또한
콩디약의 동물론 이 문고화되는 동시에, 프랑수아 다고니에
François Dagognet가 L’animal

selon Condillac : Une introduction au Traité des ani-

mauxx de Condillac(Vrin, 2004)에서 재평가를 시행한다. 콩디약은 데
카르트나 뷔퐁에 의한 동물의 기계론적 규정에 반론하고 동물의
감각 인식 능력을 지지함으로써 동물과 인간을 연속적으로 이해
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 글에서 로고장스키는 고대 그리스의 형이상학과 기독교 신학
에 의한 동물의 개략적인 규정 사이에서 철학적 동물론을 전개한
다.
고대 그리스 이래 인간/동물/식물의 세 구분이 생물을 분류하
기 위해 사용됐지만 그 내실은 단순하지 않다. 그리스어에는 삶을
표현하는 단어가 두 개 있는데, 개인이나 집단이 살아가는 고유한
형식을 언표하기 위해 bios가 사용되고, 죽음과 대립하는 zōē는 모
든 존재와 관련해 살아 있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zōon politikon(정
치적 동물)’이라고 표현되는 경우의 zōon은 더 넓은 의미에서 사용
되고, “‘생명’이 부여된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더할 나위 없이 정
확하게 ‘생물zōon’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다)(플라톤, 티마이오스

, 77b).26) 동물학과 식물학은 아직 우주론과 분리되지 않았고, 생
26) [옮긴이] “물론 삶에 관여하는 모든 것은 무엇이든 당연히 생물(zōon)이라 불
리는것이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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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학은 넓은 의미의 물리론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자율적인 원리
를 갖지 못했던 것이다.
그 후, 무생물과 생물을 구별한 다음, 생물종의 연속적인 단계설
을 제기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였다. “자연은 무생물로부터, 생물

zōntōn이기는 하지만 동물zōa이 아닌 것을 거쳐, 동물에 이르기까
지 연속적으로 변모한다”( 동물부분론 , 681a12 ; 동물지 8권 1
장). ‘생물zōon’은 영양과 생식의 능력을 가진 식물, 감각과 이동의
능력을 가진 동물, 사고하고 말을 하는 능력을 가진인간으로 구별
된다. 다만 그리스어의 zōon은 살아 있는 것의 총칭으로서 사용되
기 때문에, 우리가 특수적인 범주로서 사용하는 듯한 ‘동물’에 일
치하는 말은 그리스어에는 부재하다.
확실히 그리스어 ‘thērion’은 짐승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이는 순
종적인 가축동물과는 대립하는 야성을 지닌 동물, 인간에 적대하
는 맹수를 가리킨다. ‘thēriotés(짐승성)’에 있어서는, 인간의 윤리적
상태에서의 덕/악덕, 128 억제/무억제의 일체의 대립이 존재하지
않는 반면, 짐승성의 반대를 이루는 고귀하고 탁월한 신성에 있어
서는, 거꾸로 이런 대립들이 초월된다고 여겨진다( 니코마코스
윤리학 7권 1장). 인간이 ‘zōon logon ekhon(이성적 동물)’이나

‘zōon politikon(정치적 동물)’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thērion(짐
승)’의 사나움이나 야성성을 상실한 zōon(생물)이 됨으로써이다.
단순한 쾌/불쾌를 나타내는 ‘울음소리’가 아니라 현실의 적확한
인식을 위한 ‘말’을 사용함으로써, 인간은 동물과는 달리, 선악이
나 옳고 그름에 관한 지각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국가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동으로 할 수 없는 자이거나, 혹은 자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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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에 공동하는 것을 적어도 필요로 하지 않는 젊은이는 결코 국
가의 부분을 이루지 못하고, 따라서 짐승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신
이다”( 정치학 1253a28).27) 이리하여 zōon(생물)에 특정한 속성을
부가한 형태로 인간이 규정되고, 거꾸로, 동물은 혼, 이성, 의식, 언
어, 세계 같은 속성을 결여한 존재로서 규정된다.
기독교에서 동물은 정신이 결여된 생물로서 인간과는 구별되지
만, 그러나 동물과 인간은 둘 다 똑같은 피조물이다. 창세기 서
두에서, 신의 닮은꼴인 인간은 동물보다도 귀한 존재이며, 모든 생
물을 지배하는 것이 확인되고(1 : 28), 실제로 인간은 모든 생물에
게 이름을 주는 특권적인 역할을 맡는다(2 : 20). 인간을 속인 뱀에
대해 “모든 가축, 모든 들짐승 속에서 저주받은 것”(3 : 14)이라고
선고되고, 노아의 방주의 삽화에서도 신은 “깨끗한 동물, 깨끗하
지 않은 동물”(7 : 8)이라는 차별화의 말을 남기고 있다. 다만 다른
한편으로, 노아의 축복과 계약 때에는 동물도 또한 인간과 마찬가
지의 취급을 받고, 신은 “너희들과 함께 있는 모든 생물과, 또한 너
희들과 함께 있는 새나 가축이나 땅의 모든 짐승 등, 방주에서 나
오는 모든 것뿐 아니라, 다른 모든 짐승과 계약을 수립한다”(9 : 9).
또한 베드로가 야파 마을에서 본 환상 속에서는, “모든 짐승, 땅을
기는 것, 하늘의 새”가 신이 깨끗이 한 것으로서 똑같이 존중된다

( 사도언행록 , 10). 기독교신학에서는 동물animal은 영혼psyché, anima
을 갖춘 가동적인 생물로 여겨지고 무생물과는 구별된다. 다만 동
27) [옮긴이] “공동체안에서살수없거나, 자급자족하여그럴필요를느끼지못하
는 자는 국가의 부분이 아니며, 들짐승이거나 신일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 천병희옮김, 숲, 2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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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인간과 달리, 종교적 정신성인 영pneuma, spiritus을 가진다고는
볼 수는 없다. 기독교에 의해 인간과는 구별된 통일 범주로서 spiri-

tualis/animalis 동물이 규정되었다.
이 글에서 로고장스키는 삶과 죽음의 경계와 관련된 희생제의
행위에 착목하고, 고대 그리스의 형이상학에서의 동물의 결여 규
정과 기독교에서의 피조물의 지평에서의 동물의 비하야말로, 동
물의 희생제의를 가능케 하는 동시에 인간의 살해의 금지를 초래
한다고 본다. 즉, 희생제의를 통해서, 동물이 인간의 종교적 행위
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시에, 인간이 사나운 야수성을 띠
는 것이 억제되는 것이다. 이러한 동물의 인간화와 인간의 동물화
가 서로 얽혀 있는 에코노미에서야말로, 인간은 동물로서, 나아가
동물 이하의 짐승으로서 공동체로부터 배제된다. 로고장스키는
서구의 문맥을 벗어나, 동물의 신화에 의해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
는 힌두교의 세계를 참조한다. 단, 이 질서에서 불가촉천민은 공동
체의 바깥으로 배제되지 않지만, 그 세계 속에서 계속해서 비하되
기 때문에, 배제의 문제에 명쾌한 해결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어쨌든 동물과 짐승, 인간과 짐승의 식별 곤란한 문턱을 주시하는
것은, 배제된 타자의 대신이라는 섬세한 물음을 우리에게 부과한
다. 이러한 계보학에서 부각되는, 짐승-동물-인간-신(포스트휴먼?)
같은 다층적인 확대가 철학적 동물론의 현대적 사정거리를 구성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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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야생의 자유
: 동물적 정치를 위한 가설 *28)
보얀 만체프

129/F076

동물들의 해방과 권리에 관한 현재의 논쟁 및 인간에 의한

동물의 잔인한 사용에 대한 급진적 비판은, 모든 해방의 담론과 마
찬가지로, 보편적 정의로부터의 배제에 대한 비판으로서 제시되
고 있다. 이 전제들에 따르면, 근본적인 문제는 확장의 문제이다.
그 목표는 동물을 보편적인 것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곧바
로 다음의 물음이 제기된다, 즉 이 보편적인 것(보편적 권리들)의
가능성의 조건이 다름 아닌 이 배제가 아니냐는물음이다. 이 텍스
트의 원천적d’origine 직관은 다음과 같다. 즉, 동물의 권리들을 둘러
싼 논쟁, 나아가 그 관념 자체를 철학적, 비판적 분석에 제출할 필
요성, 동물과 권리의 연관lien에 관한 철학적 기초fond에 도달할 필
요성이 있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만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기
획의 기반들fondements을 파고 들어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획의
구축 전체를 약화시키는 균열faille을 이동물과 권리의연관이 열지
않는 한, 이 연관에는 애매함이 없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틀림

* Boyan Manchev, « La liberté sauvage : Hypothéses pour une politique animale », Lignes,
2009. https://www.cairn.info/revue-lignes-2009-1-page-76.htm
https://journals.openedition.org/leportique/2439?la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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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어떤 것보다도 급진적인 것이 필요하다. 즉, 원리들의 적용
가능한 범위champ뿐 아니라, 기준도 바꿔버린다는 것이. 달리 말하
면, 동물적 지평은 법적, 그리고 더 넓은 의미에서의 정치적 원리
들에 대한 모든 급진적이고 비판적인 성찰의 첫 번째 지평에 동반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지평이어야 한다.

*

*

*

인간은 살기 위해 동물을 이용한다, 이것이 동물의 이용을 변호하
는 데 있어서 첫 번째이자 ‘초보적primaire’인 (즉 동물을 원재료matière première로 환원하는)

논의이다. 확실히 인간이란 아리스토텔레

스의 유명한 정의에 따르면, F077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옳은 것과
그른 것을 판단하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닐까?, 왜냐하면 인간
은 언어langage를 통해서 무엇이 유용한지를 표명할 수 있기 때문이
다 …. 그렇다면, 인간은 동물을 좋은 것=재산bien이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간주함으로써 그에게 좋은 것=행복bien-être을 결정하는, 뛰
어난 의미에서의 이용자이다. 음식을 먹다, 추위로부터 자신을 지
키다, 130 생명을 지키다 ─ 이런 논의는, 물론 완전히 시대에 뒤진
것이다. 그런데 사람은 자신의 미완성inachèvement 때문에 〔완성을 목표
로 한〕

끝없는 준비 작업chantier 속에서 동물을 이용한다(잘 알려져

있듯이, 자연법의 기반(Fondements des principes du droit) 에서 피히테
의 유명한 정식에 따르면, 인간은 유일하게 미완성된 존재이다.1)
1) “모든동물이완료되고나서만들어진것에반해, 인간은단순히윤곽만이그려
지고, 구상된것에지나지않는다. … 어떤동물도그것인바의것으로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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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피히테는 미완성을 실체화함으로써,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유
래하여 홉스와 루소를 경유한 논의를 철저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
렇게 함으로써, 미완성은 인간의 자기-발생auto-génération이라는 무
한한 준비 작업을 여는, 인간에 의한 무한 자체를 여는 실체적 성
질이 되는 것이다 ─ 〔인간은〕 필연성을 넘어서 자유로-생성변화하
는 존재이며, 자연〔본성〕의 완성〔achèvement, 멸망〕이며, 정신의 왕국règne이다).

강제수용소 같은 농장에서, 괴물 같은 실험실에서, 그리

고 고통으로 헐떡거리는 이 세계의 들판champs에서, 사바나에서,
숲에서, 수백만과科의 동물을 멸망시킴achever으로써, 동물의 절멸
achèverment을 몇 번이나 확인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 …. 우리는 우리

의 미완성, 우리의 변형, 그래서 우리의 욕망에서 유래하는 준비
작업에서 동물을 이용하는 것이다. 〔동물의 이용은〕 영양분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탐욕〔폭식, gourmandise〕의 매력에
굴복시키고 있고, 그 어둑어둑한 밑바닥fond에는 형언할 수 없고
상상을 초월한 동물적 공포horreur가 있다. 그것은 추위로부터 우리
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름답고 매력적이기 때문에 존재
하며, 우리 욕망의 순수한 기관이기 때문에 존재한다. 좋은 냄새를
내기 위해, 더 섹시해지기 위해, 항상 더 유기적이지 않게 되기

인간만이 근원적으로 전혀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은 그러해야 할 것이어야 한
다. 게다가인간은뭐니뭐니해도대자적존재자여야하기때문에, 자기자신에
의해그렇게되지않으면안되는것이다. 자연은그작품의모든것을완성했지
만, 단지인간한테서만손을떼고, 바로그것에의해인간을인간자신에게맡겼
다”( 자연법론 §19, C-(6), 藤澤賢一郞, 渡部 壮一, 杉田孝夫 訳, フィヒテ全集第
六巻, 哲書房, 1995年, 103-104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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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ins organiques : 동물적인 것이기, 신체의 생활 기능을 은폐하기〕 위해 ─ 이

것이 셀 수 없는 〔동물의〕 신체의 다수성multitude이 신음한, 이루 말
할 수 없는 고통을 대가로 한, (벤야민-페르니올라의 정식을 상기
한다면) 비유기적인 것의 섹스어필이다 ─ 모피를 입은 비너스 혹
은 가죽코트와 부츠를 신은 도시의 카우보이 ─ 그래, 이것이 남자
다움virilité이다 ─ 가 되기 위해, 그래서 또한 더 남자다워지기 위해

(최음제로 사용되는 뱅골 호랑이의 운명을 생각하라), 미용을 위
해, 우리의 신체에 남은 동물적 잔재를 정화하는 이 지옥 같은 낙
원을 위해.
물론 이 모든 것은 이른바 기본적primaire 차원 ─ ‘자연적’ 욕구besoin, 즉 필요nécessité의차원 ─ 이아니라, F078 욕망의차원을가리킨

다. 만일 헤겔적 목적론에 의거한다면, 이 차원은 더 이상 자연적
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차원은 동물의 욕망과는 달리, 더
이상 직접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동물이라는 이 직접
성의 기계는 인간의 욕망의 생성변화devenir, 일반화된 인간제작적
인anthropotechnique 것의 생성변화의 중개역할로서 도움이 될지도 모
르는 불확실한 호기chance를 갖게 되는 것이다.

I. 동물의 권리들
철학에서 동물의 권리들 : 피히테
동물의 권리들에 관한 논쟁은 법학 분야에서 현재 화제가 되고 있
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 혹은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되어야 한다. 이 텍스트의 관점에서 주요한 관심은 동물의 권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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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옹호론자가 그들의 기획을 그 위에 정초하는 개념적 논의이다.
그러나 이런 논의들을 논하기 전에, 정의와 정치적인 것의 영역에
서 동물을 배제하는 주요한 철학적 논의를 확인해 두는 것은 쓸모
없지 않을 것이다. 물론 탁월한 논의는 ‘본질주의적’인 « 동물에는
혼이 없다»라는 논의이다(아리스토텔레스부터 아우구스티누스
를 거쳐, 성 프란체스코라는 다행스러운 예외를 빼고, 아퀴나스에
131

이르기까지, 이어서 홉스, 데카르트에서 칸트, 헤겔을 거쳐 라

메트리, 쇼펜하우어, 니체의 부분적 예외를 빼고, 하이데거에 이르
기까지). 도덕적 논의는 ‘본질주의’적 논의의 자연스러운 귀결이
다. 즉, 동물은 도덕적 주체가 아니므로, 권리의 주체일 수 없다(칸
트)는 것이다. 주체가 아니기에, 달리 말하면, 대자적인pour soi 것은
아니기에, 동물은 자기 자신에 있어서의 목적을 갖지 않는다. 이것
에 의해서 자연의 목적finalité의 독점적 존재인 인간은, 자신의 고유
한 목적의 수단으로서 동물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헤겔).
그리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사물로서의 동물의 소유에 이르는 것
이다.
근대철학의 맥락에서, 피히테의 자연법의 기반(Le Fondement du

droit naturel) 은 동물이 권리에 있어서 철학적으로 차지하는 장소를
─ 물론 권리의 대상으로서이지 주체로서가 아니다 ─ 철학적으
로 논하고자 하는 한에서, 특별한 관심사를 갖고 있다. F079 피히테
는 동물의 소유권의 문제를, 더 복잡한 문제, 특히 야생동물의 소
유권의 문제, 사냥의 권리에 연결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다루고
있다. 이 저작의 해당 대목에서 피히테는 자유의, 그러므로 권리의
영역의 목적론이 겨냥하는 목적fin으로 이해된 문화〔경작, cultur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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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자연의 동화에 대한 징후적symptomatique 테제를 전개하고 있
다. “야생적 상태는 아무래도 도처에서 문명 앞에서 뒷걸음질을
칠 수밖에 없으며, 마찬가지로, 불규칙한 사업 ─ 그 산물은 인구
〔주민〕의 부양에 있어서 고려해서는 안 되지만 ─ 은 규칙적인 사

업 ─ 그 산물은 미리 고려될 수 있다 ─ 앞에서 뒷걸음질을 칠 수
밖에 없다.”2) 피히테에게서 일반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은 동물이
그의 논점에 집요하게 포함된다는 것이다 ─ 그리고 곧 알게 되겠
지만, 피히테에게 동물은 유일한 권리 주체로서의 인간의 장소를
논하기 위한 필수적인 부정적 근거fond인 한에서, 이 포함은 배제
를 목적으로 삼고 있을 뿐이다. 이 점에서, 분명히 피히테는 역사
상 가장 위대한 인간제작적anthropotechnique 서사, 즉 정신의 생성변
화le devenir에 대한 헤겔적 서사의 결정적인 선구자인 것이다.
피히테에 의해 제안된 권리의 영역으로부터 동물을 배제하는
동기는 무엇인가? 권리의 적용 영역은 이성적 존재êtres raisonnables로
한정된다. 거기서 제기되는 것은 이성적 존재와 비이성적 존재를
구별하는 원리의 물음이다. “합리성 개념을 어떤 감각적 세계의
특정한 대상에는 적용시키고transférer, 또 다른 대상에는 그렇게 하
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서인가? 두 개의 부류classes를 구별하는 특
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 대답은 역설적이지는 않지
만 단정적tranché이다. “자연은 오래 전에 이 물음에 종지부를 찍었
다tranché.” 틀림없이 문제는 이 논점이 지닌 악순환이다, 왜냐하면
자연은 사실, 주체와 술어의 위치position에 동시에 있기 때문이다.
2) J. G. Fichte, Fondement du droit naturel selon les principes de la doctrine de la science, trad. Alain
Renault, Paris, PUF, 1984, p. 239-240. フィヒテ 前掲書 270-271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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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어반복의 장소lieu 자체, 그것이 도덕이다. 도덕은 이 절단
coupe,
F080

이 재단tranchage의 결과이다. 즉, 자유에 맞선 자연의 필연성,

윤리적인 법〔률〕을전개할 가능성에 맞선 불가능성, 즉 자연의

종언이다. ‘도덕적’ 기준은 그때 도덕적 격률의 유효성에 연결된
상호성과 관련된다(이는 칸트와 반대된다. 칸트에게 의무는 상호
성의 가정에 기초하지 않는다). 피히테에게 동물과의 상호적 관계
는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말할 필요는 없다. “나는 몇몇 존재자들
을 어떤 방식으로, 즉 그들이 나를 똑같은 격률을 따라대우해주기
를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상호적으로 대우해야 한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제기된 물음을 심각하게 다루지 않고 매일 동물과 무생물
을 다루고 있다”(ibid., p. 95). “권리 개념에 의해 규정되고 권리 개념
을따라판단되어야할 132 것의가능성도 증명된다. 그것은자유롭
고 이성적인 존재자들이 서로에 대해 미치는 상호적인 영향이다.
이런 존재자들은 그들의 고유한 성격을 구성하는 자유를 훼손하
지 않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진다”(ibid., p.

106).
인간 종과 모든 동물 종 사이에 생물학적 대립을 도입하는, 강력
한 인간학적 테제가 이런 명확한tranchées 대립들의 기초를 구성한
다. 피히테에 따르면, 동물은 자연〔본성〕으로부터 볼 때 완성되었
다. 거꾸로 인간은 공백의 존재un être vide이다, 즉 미한정적이며 열
려 있다 ─ 그리고 그 본질적인 공백 속에서, 자연의 노고travail를
성취하기 위해 열리는 것이 의지, 자유, 그리고 권리이다. 피히테
의 인간학적 테제에 따르면, 인간의 자연적 미완성inachèvement은,
그것이 지닌 형성적 역량puissance formatrice을 수반한다. 이 역량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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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가지로 수정modification과 자기-수정의 역량이다. 인간은 그 형태
를 ─ 그 형상eidos을 ─ 끊임없이 수정함으로써만산출되는 존재이
다. 그러나 피히테의 테제는 해결 불가능하게 보이는 몇 가지 역설
에 불가피하게 봉착한다. 도덕적 이유로 권리의 영역에서 동물을
배제하면서(동물에는 상호적 관계에 들어서는 것이 불가능하다),
피히테는 다만 권리에만 기초되어 있는 인간들의 상호 승인이, ‘인
간적 형태’의 승인을 근원적-도식archi-schème으로서 갖고 있다고 확
언한다. “어떤 감각적 존재자들에게 권리가 할당되어야 할지 그렇
지 않을지를 결정하기 위한 확실한 기준이 확립되어 있다. 인간의
형태를 한 모든 존재는 같은 형태를 한 다른 모든 존재자도 이성적
존재자로승인하도록, F081 그리하여권리의가능한주체로서승인
하도록 내적으로 강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형태를 소유하고 있
지 않은 것은 모두, 이 〔권리의〕 개념의 영역으로부터 배제되며, 그
권리들에 대해 말할 수는 없다”(ibid., p. 106).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물음이 여기에서 제기된다. 자유롭게 변환 가능하고protéique 미규
정적인 존재, 수정 가능한 형태를 가진3) ─ 즉 무-형태의, 복수의
형태를 가진pluriforme ─ 존재는 자신의 닮은꼴semblable 속에서 그 형
태를 어떻게 승인할 수 있을까? 이 수정 가능성이 도덕의 등가물
자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도덕의 기원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어떻게 승인할 수 있다는 것인가?〕. 여기에서 역설을 접하게 된
다. 혹은 그것은 변모métamorphose 그 자체의 형태, 형성 역량la puis3) 인간의신체를정의하는적절한개념을찾으면서피히테는이렇게말한다. “이
개념은한정된자유운동의개념일수있으리라. 그리고그런한에서, 인간은동
물이리라”(피히테, 앞의책, 103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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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ce de la formation의 형태 ─ 그 현실화가 그 잠재성puissance의 유지rétention-표현인 형태 ─ 인가.

그렇다면 삶의 형태의 복수성pluralité은

어떻게 인간이라는 형태 하에 모아지는 것인가?

‘현대적’ 확장주의
동물의 권리의 사례 (The Case of Animal Rights, 1983)의 저자이며, 틀
림없이 ‘동물의 권리’의 관념의 옹호자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강한
톰 리건Tom Regan의 기획을 예로 들어보자. 이 기획은 보편적 인권
의 유효성과 적용의 영역을 확대 및 확장하고, 거기에 동물을 통합
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4) 중요한 것은 권리의 영역에
동물을 포함하고, 이어서 그들이 가진 기본적 ‘인격권들droits moraux’
을 ‘보편적 인권’이 기초를 두고 있는 것과 똑같은 권리들을 승인
하는 것이다.5) 그러나 실제로 이 기본적 ‘인격moral’권, 승인을 받을

4) “그러나인간의신체는이전제에의해서도개념적으로파악할수있다고는말
할수없다. 그러므로신체의분절은애당초하나의한정된개념에있어서개념
적으로파악되는것이아님에틀림없다. 분절은동물의경우처럼수의운동随意
運動의한정된영역을시사하는게아니라, 무한에걸쳐생각할수있는모든운
동을시시할것이다. 인간에존재하는것은, 분절의규정성이아니라, 형성적합
성에 지나지 않는다. ─ 요컨대 모든 동물이 완료되고 완성된 데 반해, 인간은
단순히 윤곽만이 그려지고, 구상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성적 관찰자는 자신
과동류의것의개념, 즉자신의자기의식에의해자신에게주어져있는자유라
는개념에있어서만, 부분들을합일할수있는것이다. … 인간성의특징은형성
적합성 그 자체이다. 어떤 인간도, 〈인간의 모습에는 자기 자신의 개념 이외의
어떤개념도들어맞을수없다〉는불가능성에의해서, 타자를자신과동류의것
으로보도록내적으로강요되고있다”(피히테, 앞의책, 103-104頁).
5) 이처럼 톰리건은칸트적 윤리의 영역을동물로도 넓힐 것을 제안함으로써, 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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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는 인권 개념에서 연역된다. 이것은 우선, 인권의 본질적 실체
entité,

즉 그 주체를 확장하는 것, 따라서 주체성의 확대를 전제로

한다. 사실, 동물의 권리 옹호자가 주장하는 것은, 인격personnalité을
동물로도 확대하는 것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다(이 관념은 하버드
133

로스쿨의 앨런 더쇼비츠Alan Dershowitz 혹은 로렌스 트라이브

Laurence Tribe 같은, 법학 분야의 최첨단에 서 있는 인물들에 의해서

도 지지되고 있다). 이 요구는 인격만이 도덕성을 담지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승인받을 수 있다는 추정 속에 기입되어 있다. F082 동
물의 해방과 권리들이라는 기획들에 공통적인 이 전제를 ‘확장주
의extensionnisme’ 혹은 ‘포함주의inclusionnisme’라는 단어로 지칭하자.
그렇게 하면 ‘확장주의’ 혹은 ‘포함주의’는 권리의 영역 속에 동물
을 포함시키는 기획이게 될 것이다.
만약 동물에 권리를 승인하는 것이 그 논리적, 심지어 유토피아
적 귀결에 이른다면, 특히 권리 영역에 동물을 포함하기에 이른다
면, 그것은 명백하게, 권리의 영역을 근본적으로 격변시키는 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양적인 방식으로만 그러할 것이다, 왜냐하
면 (이른바 인간의) 권리의 원리들은 전혀 의문에 부쳐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일, 권리 영역에 동물을 포함하는 것이 너무도
문제적으로 보이고, 일견 해결 불가능한 아포리아들과 직면하고
있다면(이아포리아는 ‘동물의권리’라는기획에대한비판에 의해
일찍이 악용된 것인데), 그 이유는 바로 인권의 영역이 사실상 인
간이라는 척도 위에서 ‘자연스럽게’ 구축되어 있으며, 그런 까닭에
트의기준에의거하지만, 다른한편으로, ‘동물의해방’이라는기획의유명한개
척자인피터싱어는공리주의적논리에기초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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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다른 형태들에는 적응〔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권리, 그것
은 이미 인간의 속성이다, 그것은 인간적 실체substance humaine의 실
존이 보여주는 본질적 양태들 중 하나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동물의 권리는 이성에 대해서는 견지할 수 없는 일탈démesure이다,
라는 반론이 아마 정당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
도, 정치적, 윤리적, 법적인 가장 긴급한 ─ 시의 적절하지 않지만
절대적으로 정언적인 ─ 요구는, 이성이 한계에 이르고 이성이 결
코 이성이 아니게 되는 이 황혼의 지대로부터, 이성의 일탈로부터
우리에게 도래한다.
그런데 내 가설은 이렇다. ‘확장주의’적 경향과는 반대로, 동물의
권리를 생각하는 것은 근대적 권리의 기반 그 자체와, 그 보편적
원리와 관련된 근본적 비판의 참여를 불가피하게 도입한다는 것
이다. 생명존재〔동물êtres vivants〕가 그 영역의 바깥에 방치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 원리들이 보편적이지도 않다고 완벽하지도 않
다는 것의 첫 번째 징표이다. 확장은 근대적 권리의근본적 원리에
대한 비판적 문제화 위에서만 정초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확장
이라는 ‘최소한의’ (비록 그것이 거대할지라도 ─ 그러나 본질적으
로 불가능한) 요구에재정초refondation라는최대한의 요구를대립시
켜야 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F083 그것은 보편적 원리의 적용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동물을 포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
로, 이런 원리들에 대한 동물적 저항을 출발점으로 삼음으로써, 이
런 원리들에 대한 초-비판적인sur-critique 성찰을 개시하는 것이다.6)
6) 〔일역자〕 ‘초비판’은만체프의철학적방법론의조어이기도하다. 최신판 세계
의타성화 에서는critique의어원인그리스어의krinein(‘구별하다’, ‘판단하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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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판적 성찰은 무엇보다도 동물의 권리들 혹은 무조건의 자
유를 가정하기postuler 위한 기준과 관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기준
이 더는 동물의 신적 기원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하다. 그렇다고는
해도 생기론적 경향처럼, 삶의 형태들을 신성화하는 위험은 틀림
없이 존재한다. 그리고 실제로, 채식주의라는 관념에 결부된, 동물
의 권리를 옹호한다고 생각되는 운동들은 자주 생명의 신성함sacralité이라는 관념을 주장한다.

하지만 이 관념의 기원들을 추적하

기 위해 인도로 갈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문제가 되는 신성화는
수세기 동안 삶의 모든 구조가 그 위에 정초되어 있는 근대(‘유럽
적’) 법철학의 사실〔작업〕이기 때문이다. 신의 초월의 장소에〔초월을
대신해, à la plcae de〕, 바로 성스러운 보편적 인권들이 오는 것이다. 그

리고 이 신성화의 첫 번째 134 전제가 바로 삶〔생명〕의 신성화이다.
생명의 권리는 성스럽다. 그리고 이 성스러운 권리가 기본적 권리
이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적 세계의 가장 거대한 제도〔기구〕들에
의해 승인되기를 항상 기다리고 있는, 저 유명한 “동물의 권리들
에 대한 보편적 선언”의 전제이다. 이 선언은 그 전문前文의 첫 문
장부터 〈생명Vie〉을 도입하고 있다. “〈생명〉을 하나라고 생각함으
로써, 모든 생명존재가 공통의 기원을 갖고, 종의 진화 과정에서

이로부터 파생된 프랑스어 crise(‘위기’, ‘발작’)의 양쪽을 종합하는 단어로서 ‘초
비판’이 제시된다. “초비판은 판단과 구별의 철저화일 뿐 아니라, 위기의 경험
을초래할위험에노출된이름을줄것이다. 초비판은위기의사상이며, 위기의
균열을뛰어넘으려고하는, 즉위기를환원해버리는것이아니라, 그근본적경
험을하게만드는것이다”(L’altération du monde : pour une esthétique radicale, Ligne, 2009,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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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차이화됨으로써 … 조항 2 : 모든 동물적 생명vie animale은 존중
받을 권리를 가진다.” 알다시피 ‘선언’은 ‘모든 동물’에 대해서가
아니라, ‘모든 동물적 생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하나이며, 존중
받을 권리를 가진 거대한 주체는 그 때문에 생명, 〈생명〉이다. 성
스러운 생명이 동물의 권리라는 기획의 기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 원리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이것들의 논리적 귀결, 애매하지
않다고 하기에는 거리가 먼 귀결이 즉각적인 방식으로 증명하고
있다. 이 경우, 다음의 것은 명백하다. 즉, 생명의 신성함의 원리는
다른 ‘기본적’ 권리들에, F084 그리고무조건적 자유에간섭할수 있
다는 것이다 ─ 특히 생명의 자유 선택의 권리에. 그런데 이것이
보편적으로 승인되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만약 생명이 성스
러운 것이라면, 낙태의 권리, 나아가 사례의 대부분은 법적 관점에
서 말하면 정당하지 않더라도 윤리적으로는 정당한légitime, 안락사
의 권리를 무효로 하는 것을 즉시 제안할 수 있다).7) 따라서 보편
적 권리의 기반을 재고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생명 개념
을 재고하는 것이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생명의 ‘세속적
profane’ 신성함sacralité은 권리의 기반으로서, 신적 법의 거룩함sainteté

7) 피터싱어는특히, 그의공리주의이론에일치한, 안락사나낙태에유리한논의
를전개하려고시도했는데, 그의논리는마찬가지로, ‘동물의해방’에유리한그
의개척자적작업도정초짓고있다. 그자체에의해그는, 안락사나낙태에대한
반대파의분노를사고, 우생학같은큰죄를저질렀다고얘기되었다. 결국그의
공리주의적기준은유지불가능하지만, 그것은엄밀하게철학적인이유때문이
다(비록 그가 권리들과는 관계가 없는 도덕적 기준을 제안하려고 한다고 해도.
리건과싱어에서는어느쪽이이관점에서봐서급진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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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신한 것이다.

II. 동물적 정치를 위한 테제들
가설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정당한légitime 물음일까?
실체로서의 생명vie-substance은 없다, 생명의 형태들만이 있다, 또
는 더 말한다면, 생명의 양태들만이 있는 것이다. [생명, 그것은 물
질〔질료, matière〕의 양태화이다. 생명,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차이를
산출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자기를 양태화할 수 있는 ─ 다른 것
으로 되면서도 같은 것일 수 있는 ─ 물질〔질료〕이다. 자기와 동일
한 생물에 대해서는 전혀 말할 수 없다. 그런데 ‘동일성’은 바로 이
변형의 동적 상태를 가리킨다. 각각의 형태의 형태론적인 안정성
stabilité morphologique은 변성적 잠재력〔역량〕의 증거이며, 목적론적-형

성적 감옥이 아니다. 즉, 자기로 돌아가라고, 즉 자기를 완전히 현
실화하라고 잠재력한테 강요하는 폭력적인 형상eidos이 아니다.]8)

지평
이 가설의 지평, 그것은 물론 정치적 지평이다. 정치외적인extra-politique

권리들이라는 게 있을까? 아니, 없다. 정치적인 것과 별

도로 권리를 얘기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정치적인
물음, 넓은 의미에서의 (도래할) 생태정치écopolitique가 문제이기 때

8) [옮긴이] 이문단의[ ]에있는문장은가필수정하면서첨가한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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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정치적인 것의 확장된 개념, 동물의 권리들을 포함하는 개
념은, 그 한계를, 그 무력함impuissance이 보여주는 한계에서 출발해
현재의 정치적 개념들을 재고할 것을 요구한다. 생태정치에 135 대
해 말하는 것은 결국 역설적이게도 동물적 정치에 대해 말하는 것
과도 같다.
일견 문제로 보이는 것은 용어상의 모순이다. 우리의 사상적 전
통에서 정치는 분명히 자연적 세계, 즉 동물적 세계와 대립된 용어
이다. 이 대립은 ‘존 폴리티콘’,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적 동물이
라는 구성적 모순어법〔당착어법〕으로 이어진다. 이 당착어법이 균
열, 오히려 휴지césure, 정치적인 휴지를 여는 것이다. 왜냐하면 알
다시피, 이 ‘동물’, 정치적 동물은
plus-qu’un-animal

F085

훨씬 동물 이상으로

혹은 훨씬 동물 이하로moins-qu’un-animal, 어쨌든 동물

의 근본적 타자이기 때문이다(정치를 휴지시키는 것은, 바로 정치
적 동물이라는 관념의 도입이다). 동물적정치는삶의형태들과 관
련되며, 그 형태들 사이의 환원 불가능한 공백le vide에서 유래한다.
즉, 삶의 유일한 보편성인 모든 연속성을 중단하는 것이다. 생태정
치의 제1원리는 따라서 다음과 같을 것이다.
생태정치는 인간이 아니라 삶의 형태들의 정치이다. 결과로서,
정치란 자연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 공간, 그것은 존재의
양태들의 다수성multitude의 환원 불가능성의 공간이다.
이 가설적(그리고 또한 유토피아적) 시각에서 동물의 권리들의
물음으로 돌아가려면, 출발점이 되는 두 개의 물음은 다음과 같다.
─ 근본적으로 표상의 바깥에 있는 것을 ‘표상’할 수 있는가, 그
리고 그때 어떻게 그 권리들을 제시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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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적 원칙이 없는 어떤 권리를 상상할 수 있을까? 상호적
이지 않은 원칙들이란 무엇을 의미할까? 분명히 그것들은 원칙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보편적인 성격을 갖지 않기 때문
이다. 예를 들어 동물에 비폭력의 원칙〔동물적이지 않은 것 : 일역본〕을
요구할 수는 없으나, 동물을 향한 비폭력의 원칙을 창설하고 싶을
수 있을까?
이런 물음은 물론, 정치적인 것의 근대적 논리에, 표상성représentativité(지고성)의 상정présomptions에, 보편성에, 그리고 상호성에, 한마

디로 말하면, 실체의 논리에 기초한 논리를 따라서 제기된다. 이
관점에서 보면, 표상représentation은 정의상 다양하며, 하나의 보편화
가능한, 따라서 표상 가능한 형태로 환원 불가능한 삶의 형태들을
모두 환원한다는 것을 뜻한다. 표상의 저편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그래서, 근대적 권리의 기반들fondements을 재고하는 것 이상도 이
하도 아니다. 원리들에서가 아니라 ‘성좌constellation’로부터, 혹은 상
황으로부터 보편화 가능한 어떤 권리를 생각할 수 있을까? 이것이
도래할 모든 (동물적) 정치를 앞에 뒀을 때 제기되는 첫 번째 질문
이다.

F086

저항. 테제들

만일 고차적 가치로서의 생명이 아니라면, 동물의 권리가 그 위에
정초될 수 있는, 동물의 기본적 권리란 무엇일까? 그들의 존엄성
을 존중하는 것일까?
테제 I

148 현대사상 2009년7월호<인간/동물의분할선>

지고한 권리란 저항에의 권리이다.
136

동물 ─ 혹은 생명의 모든 양태 ─ 은 순수한 저항 가능성이다.

동물은 저항의 ‘순수한 물질matière’인 동시에, 저항의 바야흐로 ‘순
수한 정신’이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테제 II
만약 근대적 정치 ─ 혹은 지고성souveraineté의 ‘인간주의적’ 정치 ─
가 저항〔권〕의 양도déposition와 더불어 시작된다면(이것이 홉스의
근본적 테제이다), 동물적 정치는 우선 저항에의 기본적 권리, 법
에 저항할 권리를 상정한다.
동물적 정치는 지고성의 인간적 정치가 그 한계에 부딪치는 그
지점에서 시작된다.

(표상에 저항하는 것들은 마찬가지로 구성적constitutive 폭력에도,
즉 지고성의 기원에도 저항해야 할 것이다(그렇지 않으면 아노미
─ 표상 없는 폭력 ─ 의 경우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테제 III
동물은 사고의, 정신의, 세계의 ‘바깥hors’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하는 것이다. 동물은 사고에, 표상에, 혹은 세계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다. 동물은 추이성〔타동사성, transitivité〕 속에 있는 게 아니
다. 동물은 비추이적〔자동사적〕인 방식으로 저항한다. 동물은 저항
한다. 생명의 각 양태는 생명의 양태들이 가진 환원불가능한 다양
성multiplicité을 긍정한다, 즉 각 양태가 생명의 보편화-실체화에 저
항한다. 이것은 저항으로서의 생명의 양태화이다.

6. 보얀만체프, ｢야생의자유: 동물적정치를위한가설｣ 149

테제 IV
표상에 대한 저항으로서 사람들이 표-상〔재-현, re-présente〕하는 것은,
우선 생명의 양태들의 존-속per-sistance으로서 현존된다.

F087

∙ 비고Scolie : 인간의 ‘판명한〔변별적, distinctif〕 특질’의 물음

‘변별적 특질’의 물음, 이것은 불가피하게 우리의 것인 인간중심적
인 관점에서 관련되어 있다고 해도, 이 물음을 단번에 끝낼 필요성
이외의 다른 어떤 것을 증언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뛰어나게 인간
중심적인 것인 인간/동물의 구별에 대한 논의를 끝내야 한다. 그
로테스크하다고는 말할 수 없더라도, 생물학 분야에서 이토록 많
은 진보가 있은 후에도, 철학 분야에서는 인간과 동물이라는 거의
관련성 없는 문제와 범주에, 특히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변별적
특질에 아직도 중심이 놓여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만약 꿀
벌, 해파리, 그리고 오랑우탄이 모두 인간의 언어능력의 초보적
primaire(원형적primordiale이고 시초적primitive)인 분류법과 일치하는 동

물이라면, 존재들의 모든 다양성multiplicité과, 존재들 사이에서 근본
적으로 분기되어 있는 삶의 양태들과 대립하는 것으로서 인간을
말하는 것은, 적어도 조잡하고, 그렇지 않으면 난폭하며, 심지어
범주적으로 불성실한 도착이다(존재들 중 몇 가지는 관습적으로
인간이라는 이름의 외연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반면, 상상적인 〔종
적〕

연쇄chaîne ─ 왜냐하면 연쇄 따위는 존재하지 않기에 ─ 의 또

다른 끝부분에는 식물과 경계를 접한 ‘시초적’ 형태론morphologie이
있다). 어떤 이름이 발생되는 지평은 개념적 논의가 아니다. 개념
이란 바로 이름의 타자발생hétérogenèse을 시추하기sonder 위한, 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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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벡터를 137 식별하기 위한 도구인 것이다.
그런데 이 분야에서 종의 생물학적 논리를, 생명의 형태들의 윤
리적 혹은 생태정치적 논리로 대체하는 것보다 더 긴급한 것은 없
다.
실체로서의 불충분성에서 오는 귀결로서, 인간의 실존양식이 환
경milieu과의 변형적 관계에 정초되어 있다는 인간제작적anthropotechnique 테제를 이 문맥에서 상기하는 것이 필요하다.9)

미완성이

고 미규정적 존재인 인간은, 자신의 변형에 있어서 그 삶의 양태들
을 극단에까지 다양체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적 운명론’이
라는 전제를 넘어선다. 따라서 변형은 F088 인간의 실체적 자유를
가동하는 것이다. 말해야 할 것은 이 변형이 우선 삶의 새로운 양
태들을 산출하는 데 있으며, 실체의 확장을 산출하는 데에는 없다
는 것이다(도구는 기관들의 확장, 즉 외부화extériorisation, 인간에 내
재적인 실체의 표현이라는 인간제작적인 테제의 암묵적인 전제
가 이것이다). 삶의 다양한 형태가 빛을 보는 것은 인간제작적인
과정 속에서이다. 그러나 이 경우, 인간의 인간-되기devenir-homme는
절대자가 하나의 완벽한 형태, 인간적 형태 ─ 순수한 표현성으로
서의 얼굴visage과 언어 ─ 로 향해가는 목적론적 운동이 아니라, 아
마 어떤 목적론도 없이, 삶의 형태들의 다수자-되기le devenir d’une multitude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견 헤겔적이고 강력한 표적을 폐

9) 실체로서의 불충분함에 대한 홉스의 명제는 ─ 반전되면서도 ─ 루소로부터,
피히테, 헤겔, 그리고 바타유, 겔렌, 슬로터다이크에 이르기까지 전개되었다는
것을, 적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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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가정에서도, 인간이 분명히 동물과
차이화되는 한, 인간중심주의의 잔재가 존속하고 있다. 이 경우 명
백해지는 것은, 인간이 삶의 형태들의 다수자multitude의 이름인 반
면, 동물, 각각의 동물은 자신의 고유한 형태만을 재현할 뿐이며,
자신의 형태 속에서 응고되고 피히테가 말하듯이 ‘완성’되고 있다
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변형, 혹은 더 정확하게는 양태화가 생명의 규정적
déterminante 성질이라고 가정한다면, 인간은 자연-외적인extra-naturel 존

재가 아니게 된다. 인간이 표현하는 것은 생명/자연의 내적intrinsèque

양태화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이 자연에 대립하는

것은 그 경우, 자연의 고유한 역량〔잠재력〕이다. 인간도 생명체의 질
서를 벗어나는 예외를 이루지 않는다, 왜냐하면 생명의 각 양태는
환경과 변형적 관계에 있으며(이것이 관계의 특징 그 자체이다),
환경을 변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은 그 미완성〔을 완성시키기 위한〕 작업대, 〔즉〕 환경의 변
형, ‘자연자원’의 고갈, 수만 개의 동물종의 절멸 같은 작업대 위에
서, 자연의 공간을 축소하고, 세계의 파괴 속에서 매일 전진할 뿐
인 존재가 아닐까? 그렇다면, 인간이란 생명의 양태화를 실제로
그 종점에 이르게 하는, 혹은 생명의 양태화가 그 부정적 항terme으
로 변형되는 존재가 아닐까?
F089

이테제의관점에서는,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물음 ─ 훨씬

더 어렵고 힘겨운 물음 ─ 이 제기된다. 즉, 환경의 근본적 변형, 용
어의 강한 의미에서 파괴적인 변형이 ‘자연적’ 변형의 일부를 이루
고 있는 게 아닌가 ─ 마찬가지로, 특히 오늘날의 도착적인 자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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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 의한 변형 가능성의 전유appropriation의 일부를 이루는 게 아닌
가 ─ 라는물음이. 그런데 동물은 ─ 만일 그들이세계를 (무néant로
환원함으로써) 변형하는 게 아니라면 ─ 자유롭지 않다고 138 말할
수 있을까?
∙ 야생적 자유
따라서 야생적sauvage 자유는 무조건적인가?, 이것이 내 궁극적 물
음이다. 우선 ‘동물의 해방’이 자유를 전제로 하는지를 자문해야
할 것이다. 이 물음은 생태론적인 관점에서 제기된다. 실제로 자연
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생태론적 이념은 필연성, 자연과 자유 사
이의 갈등을 전달〔확산〕하지 않을까? 급진적 생태론적 사상의 에코
노미에 있어서 자유를 어떻게 사고할까? 생태론은 자유에 제한을
가하는 에코노미를 부과하는가? 생태론은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가?
주체가 가진 실체로서의 자유를 필연성(결정론의 왕국royaume)으
로서의 자연에 대립시키는 테제는 틀림없이 뉴턴적인 유형의 근
대과학에 닻을 내리고 있다(칸트 철학의 코페르니쿠스적이고 ‘혁
명적’인 가치에 대해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은유는 필경 이 ‘과학
적’ 논리에서 유래한다). 그러나 이 ‘과학적’ 배경을 뒷받침하던 비
전은 오늘날 무용지물이 되었고, 아인슈타인 이후에는 실제로 유
사과학적para-scientifique이다. 따라서 자연/자유의 관계를 자연에 대
한 초-비판적인surcritique 개념에서 출발해 다시 생각해야 한다. 따라
서 자연의 결정론에, 자연적 필연성에 대립된 항으로서가 아니라,
자연의 힘으로서 자유를 생각해야 한다. 자연 쪽에 있는 자유,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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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거꾸로 자유 쪽에 있는 자연을 생각해야 한다.10)
그러니까 야생적 자유에 대해 말하자. 야생적 자유는 잃어버린
기원적originaire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홉스적 자연상태status naturalis
를 도덕 가치론적으로axiologiquement 전도하거나, 만인의 만인에 대
한 전쟁을 ‘야생적 자유’로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다. F090 페데리코
페라리Federico Ferrari가 벌거벗은 인간성humanité nue11)이라는 매혹적
인 이미지를 도입할 때 확언했듯이, 벌거벗은 인간성은 기원의 인
류humanité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헤겔이라면 동물적 인간성은
동물성과는 전적으로 다른 것이며, 우리는 동물성이라는 개념을,
오히려 삶의 형태들의 다양성multitude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싶다
고 말할 것이다). 야생적 자유는 벌거벗은 세계의 자유이다(혹은
그 안에서 서식하고 있는 세계의 자유이다, 왜냐하면 벌거벗은 세
계만이 서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칸트적인, 심지어 초sur-칸트적인 조작opération이 중요해진
10) 생명의 진화와 다양성에 대한 성찰이라는 맥락 속에서, 한스 요나스는 생명
의원리 에서살아있는물체와자유의관련을세우려고시도하지만, 그것은헤
겔식의 목적론적 관점 속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최종적으로
는, 그것은자유를인간의정신으로환원하기위한것일뿐이다. 요나스는인간,
혹은 오히려 인간에 있어서 동물을 넘어서는 것의 ‘초동물적’인 것을 가리키기
위해, 더 이상 암시적이지 않은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Cf. Hans Jonas, Evolution et
liberté, Paris, Rivages, 2005). (헤겔식의) 인과성과목적론에대한급진적인비판은
이어서, 니체에의해인정된다. 과학에서의혁명적인변화를생각하는데, 철학
은크게뒤쳐져있다.
11) 국제철학학교에서2006년2월, 장-뤽낭시와보얀만체프가참가해서행한, 낭
시의 탈폐역(La Déclosion) 을둘러싼토론회에서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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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야생의 자유는 야생의 윤리를 요구한다. 야생의 윤리는, 자연
의 변형에 의해 야생의 자유가 파괴되는 것을 저지할 힘의 이름이
될 것이다. 그런데 변형은 자신의 〔변형의〕 역량을 축소할 수 없다,
마치 자유 그 자체가 그것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그렇게 해서 변형 가능성의 궁극적인 현실화actualisation는 세계의 종
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윤리는 ‘압류retenue’, (가정상의) 타고난 약동élan inné을 억누
르는, ‘사소하고mineure’ 억압적인repressive 힘으로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자유도 마찬가지로, 정신분석적 의미에서의 ‘충동pulsion’이 아
니다). 윤리는 긍정적인 힘 자체la이며, 그것으로서는 자유와 모순
되지 않으며, 오히려 자유의 힘 그 자체이다. 윤리란 자유의 힘이
며, 따라서 넓은 의미에서 자연의 힘이다. 윤리는 자연의 〔무로의〕
환원을 저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윤리가 환원을 저지하는 것
이라면, 그것은 힘으로서 저지하는 것이다. 윤리는 (자유의, 따라
서 자연의) 공백le vide의 과잉〔초과〕을 긍정하면서도, 흘러넘치는 과
잉l’excès du trop-plein139(무한한 형태의 포화)을 만류한다. 이것은 형태
혹은 형태론적 안정성의 보존이아니라, 삶의 다양성multiplicité, 다수
성multitude, 형태변형métamorphose의 긍정이다.
∙ 인간 혹은 ‘~을 위한・대신한pour’ 저항
자유로운 존재로서의 인간의 책임은 따라서, 우선은 저항하는 것,
즉 삶의 형태들의 다수성multitude을 긍정하는 것이자 형태들 사이
의 공백le vide을 보호하는 것이다. 저항은 F091 자유와 윤리의 합치
점이 될 것이며, 이 합치점에서 출발함으로써 양자를 모순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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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저항한다는 것은 자유의
공간을 증가시킨다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자유, 그것은 자유
의 공간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 공간이란 수정modification의 공간
─ 삶의 형태들의 다양체화multiplication, 단독화singularisation의 공간 ─
이다. 자유, 그것은 항상 더 많은 자유를 발명하는 것이다.
인간은 그때 ‘짐승들’의 모든 저항을 위해・대신해 저항해야 한
다. 이것이 야생의 자유를 앞에 둔 책임이다. 중요한 것은 표상의
새로운 형태 혹은 더 고차적인 정도가 아니라, 자유에의 참여이다.
그렇지만 이어지는 다음의 물음을 제기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만
약 삶의 다른 형태들을 위해・대신해 ‘말하는’ 것이, 그들의 ‘목소
리’가 되는 것이 인간이라면, 이 표상적인 기능은 인간중심주의적
입장에서 새롭게 유출되고 긍정되는 것 아니냐는 물음이다. 인간
중심주의적 논리가 기입되는 종의 논리에서 벗어나는 것 외에는
이 물음에 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저항하는 데 있어서, 인간
은 저항하기 위해・대신해 저항한다. 이것이 말하려는 것은, 인간
의 ‘~을 위해서・대신하는 것’은 ‘자신의’ 저항과 다른 것이 아니
다, 저항의 어떤 실체도 없는 실체이다, 라는 것이다(그것〔이 저항〕
에 있어서는 ‘~을 위해서・대신하는 것’은 주체의 ‘대자pour soi’의
양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양태이다, 설령 그 논리적 정식이 통사
적으로 전도된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해도). ~을 위한・대신한 저항
은 삶의 형태들의 다수성multitude을 위한・대신한 저항이며, 결과
적으로 또한 동물을 위한・대신한 저항이기도 하다(왜냐하면 우
리는 종의 형이상학 혹은 메타생물학적 논리에는 더 이상 들어가
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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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제 V
삶의 형태들에는 위계구조가 없다.
이 테제는 진화론과의 대립을 함의하지 않으며, 목적론적인 모
든 부가가치valeur ajoutée,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진화론적인 표적visée
을 가진 도덕 가치론적인 모든 부가가치를 폐기할 필요성을, 매우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저항을위해・대신해저항한다는것은삶의형태의
다양체multiplicité를 보증하는 공백le vide을 지켜본다는 것을 의미한
다. 그러니까 F092 이 공백을 포화시키는 힘들에 맞서 저항하는 것
을, 즉 다양체의 축소에 맞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항이란, 그래
서 ~에 맞서는contre이 아니라, ~을 위해・대신해pour 저항하는 것
이다. 역설적이게도, 독단적인doxique 관점에서 보면, 저항은 부정
성의 질서에는 속하지 않는다. 저항은 부정적 변증법에 기입되지
않는다, 저항은 지양되지 않는다. 저항은 긍정적이며, 그것은 ‘네

oui’의 힘 그 자체이다.
결국 저항이란 순수한 긍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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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번역한 ｢야생의 자유 : 동물적 정치를 위한 가설｣의 저자
보얀 만체프(Boyan Manchev)는 신불가리아대학교 문학철학이론
학과의 조교수 및 파리국제철학학교의 부의장을 맡고 있는 젊은
불가리아인 철학자이다. 잡지 Ligne (www.editions-lignes.com)을
필두로 하여, 최근 정력적으로 논고를 발표하고 있으며, 잡지 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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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artes (프랑스), 잡지 Altera (불가리아)의 편집위원도 역임하
고 있다. 또 이 글은 Ligne 28호 ｢동물성/인간성｣에 게재된 논고
를 바탕으로, 만체프 자신이 가필 수정을 가한 판본이다.
그의 연구는 강연이나 댄스의 사례를 바탕으로 하면서, 표상이
나 이미지, 신체의 이론과 주체나 공동체의 현대적 의의를 추구하
는 것으로, 그 성과는 불가리아어로 상상 불가능한 것 : 이미지의
철학 시론(The unimaginable. Essays in Philosophy of Image) (Sofia, NBU,

2003), 신체의 변모(The Body. Metamorphisis) (Sofia, Altera, 2007)로
출판되었다. 2009년 초 출판된 프랑스어로 쓴 최초의 저작 세계
의 타성화 : 급진적인 미학을 위해(L’altération du monde : Pour une esthé-

tique radicale) (Paris, Mouvelles Editions Lignes, 2009)에서는 바타유의
급진적인 유물론을 중심으로, 동시대의 현상학의 성과(후설, 하이
데거, 레비나스, 메를로-퐁티), 나아가 블랑쇼나 라캉과 대화하게
만들면서, 실존의 논리 붕괴 이후의 철학의 지평을, 미감적 경험에
서의 변용, 양태화, 벌거벗음, 그리고 타성화라는 이 글에서도 공
통되는 주도적인 개념을 벼려내면서제시하고 있다. 현재 세계의
타성화 에서 제시된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차기작 변신과 순간

(La Métamorphose et l’instant) (Strasbourg, La Phicide, à paraitre)을 준비
중이다. 또 만체프는 조르주 디디-위베르만이나 장-뤽 낭시의 불
가리아어 번역자이기도 하며, 그 발전적 계승의 구체적인 예는 위
의 최신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동물의 권리를 둘러싼 최근의 논의를 개관하고, 그 철학적 전제
를 피히테의 자연법론 의 비판적 검토를 출발점으로 삼아, 근본
에서부터 재고하려고 하는 이 글에서 제시된 다양한 논의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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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한 이론적 활동 속에서 그것이 차지해야 할 장소를 갖고 있다.
이 글에서 볼 수 있는 다소 특수한 용어군이나, 비약을 포함한 논
의는, 최신간 세계의 타성화 에서의 철학적 기획과 분명히 관련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독자는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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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탈구축은 어떻게 생명정치를 개시하는가?
: 데리다의 동물론에서의 ‘이론적 퇴행’에 관해 *12)
미야자키 류스케

“우리는 우리가 고양이와 놀아주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고양이가 우리와 놀아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 몽테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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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의 위대한 사상가라면 누구든 “인간이란 무엇인가?”(칸

트)라는 문제설정의 시급함을묻지않은사람이없을것이다. 인간
의 본질이나 고유성에 던지는 물음은 적극적으로 인간을 규정하
기보다는 우선 ‘인간이 아닌 것’이라는 소여에서 출발한다는 점에
서 실제로는 소극적인 규정에 의존한 물음이다. 근대 이후의 인간
이란 결국 그 자체로는 본질을 결여한 공허한 형식(니힐리즘의 근
거/까닭으로서의)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인간이 아
닌 것’을 찾아냄으로써 자신을 부정적으로 정의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러한 것으로서 인간은 자신의 타자를 자기와 관련지으
면서 자기의 외부로 배제하는 구조를 필요로 한다. 즉, 인간은 이
른바 그러한 희생의 구조 속에서 바로 그러한 부정적 관계를 통해

* 宮崎裕助, ｢脱構築はいかにして生政治を開始するか : デリダの動物論における
「理論的退行」について｣, 現代思想 , 2009年 7月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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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자신의 ‘본질’을그때마다 계속 확인해야만 하는 것이다(그것은
예를 들어 ‘인권’이라는 근대적 권리의 경계획정이 보편성을 표방
하면서도 역사적으로는 얼마나 자의적이고 배타적인 것이었는가
라는 점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인간(이라는 물음)은 끊임없이 비인간의 희생을 요구한다.
그러한 구도의 재물음이 특히 하이데거 이후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으로서 현대사상의 주요한 문제이길 계속했음은 잘 알
려진 대로이다. 이 글에서 다루는 자크 데리다의 사상 역시 일찍부
터 ‘에크리튀르(글자)’나 ‘차연’ 등과 같은 일종의 탈-인간적 모티
프에 주목함으로써 ‘인간/비-인간’의 구조에 재고를 강요하는 ‘인
간중심주의의 탈구축(해체)’을 수행해 왔다.1)
그러한 경위를 감안하면서 이하에서는 인간중심주의 비판으로
시작되었던 데리다의 사상이 단순한 비판에 머물지 않고 나중에
더 명백한 형태로 ‘동물에의 물음’으로서 들이밀어졌다는 것의 의
미에 143 관해 생각해보고 싶다. 무엇보다 데리다 본인에 따르면,
처음부터 “‘동물에의 물음’에 대해 나는 거의 모든 책에서 대체로
직접적이고 명확한 방식으로 매달려 왔다.”2) 그러나 적어도 그 겉
보기에는 나중에야, 특히 80년대 중반 이후, 그리고 유고를 정리하
여 최근 출판된 동물 때문에 나는 있다 3)에 이르면서 ‘동물’의 테

1) 특히 68년의 「人問の目的=終焉｣(『哲学の余白 上巻, 高橋允昭・藤本一勇 訳,
法政大学出版局, 2007년)을참조.
2) Jacques Derrida et Elisabeth Roudinesco, De quoi demain... Dialogue (Paris: Flammarion,
2001), p.107n. 책 제목은 DQD로 약칭한다. 이하 외국어 문헌을 인용할 때 괄호
안에아라비아숫자로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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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가 전면에 나서게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처음부터
밝혀둘 것은 방대한 페이지의 텍스트에 복잡하게 파고들어갔던
데리다의 동물론의 전모를 한정된 지면에서는 도저히 고찰할 수
없으나, 그래도 이 글은 그러한 데리다의 동물론에 어떻게 접근해
야 하는가에 관해 일정한 답변을 제시하려고 한다.

1.
도대체 왜 동물일까? 정말 일반적으로 ‘인간/비-인간’의 경계가 문
제될 경우에 ‘비인간적인 것’의 범례적인 형상으로서 ‘동물’을 끌
어들이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말할 것도 없이 인간은 생물
학적으로는 그러한 동물의 일종으로 설명될 수 있는 육체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이며, 그러한 동물 속에서 특권적인 한 종으로서 인
간은 자신과 다른 동물을 구별해 왔기 때문이다. 이때 동물은 인간
과 비교될 수 있는 공통성을 갖고 있으며, 그러나 인간과는 반드시
구별되어야 하는 형상으로서 끄집어내지게 된다.
그렇지만그렇게 하여 ‘인간’과는 정반대의 극으로서 ‘비-인간’으
로 발견될 수 있는 ‘동물’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어디까지

3) Jacques Derrida. L’animal que donc je suis (Paris : Galilée. 2006), 본서의 제목은축어적
으로번역하면“그래서내가그렇다[내가쫓는다]는것의동물”이되며, 제목으
로는 아주 알기 어려운 것이 되어버린다.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
재한다 를 반향하고 있는 이 제목은, 사실상 다의적이며, 이하에서는 임시로
동물때문에나는있다 로번역한다. 쪽수의표기는Animal이라고약기한다.
[옮긴이] 최근에는 ‘나는 쫓는다, 고로 나는 동물이다(존재한다)’로 옮기는 경우
가 많지만, 이렇게 정착(?)되기 전의 다양한 번역을 생각해보자는 차원에서, 기
존의번역을그대로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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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간/비-인간’의 이항대립 속에서 물어져야 하는 한에서의 ‘동
물’, 인간에 의해 매개되고 대립물로서 인간으로부터 의미를 부여
받는 대로의 ‘동물’, 마침내 인간이 자기 확인을 하기 위해 이른바
공물로서 바쳐는 ‘동물’이다. 그러나 미리 그러한 것으로 간주되었
던 ‘동물’이란 정말로 동물인 것일까? 도대체 ‘동물적인 것’ 일반은
일찍이 존재했던 것일까? 존재하는 것은 이러저러하게 살아 있는
것들, 각각 특이하게 살아 있는 것들뿐 아닐까? 그래도 일견 인간
같지 않은 살아 있는 것을 ‘동물’로 총칭하지 않을 수 없다면, ‘인간

/비인간’과 같은 이항대립을 들여오지 않고서 어떻게 ‘동물 자체’
를 사고할 수 있을까? 인간화되기도 하고 비인간화되기도 하는 가
능성과는 전혀 무관한, 그저 있는 그대로의 것일 뿐인 이 동물들
을?
인간중심주의 비판으로서 ‘동물’이 들먹여질 수밖에 없다면, 바
로 이러한인간에 의한 동물의전유〔수탈〕 또는 희생의 구조를 중단
시킬 수 있는 형상으로서가 아니면 안 될 것이다. 즉, 결단코 인간
적인 의미로는 환원될 수 없는 형상으로서이다. ‘인간/비인간’에
매달린 모든 대립 이전에 ‘동물 그 자체’를 찾아낸다고 하는, 그러
한 사고는 어떻게 가능한가? 그렇지만 도대체 그것은 가능한 것일
까?
예를 들어 ‘동물의 권리’론. 이것에 따르면 인간을 정점으로 한
막대한 동물의 희생 속에서 성립된 근대사회의 존재방식에 이의
를 제기하고 동물에게도 또한 그것에 걸맞은 ‘동물의 권리’를 주자
는 주장이 나왔다. 이 논의는 동물도 고통을 느낄 수 있다(벤담)는,
인간과 동물 사이의 연속성을 근거로 제창되고 있다. 즉, 144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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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는 동물도 고통스러워한다는 감정에 있어서 동물은 사람
들의 공감이나 동정을 불러일으키며, 그런 한에서 도덕적으로 존
중되어야 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얘기다.
현대사회에서의 동물의 취급 ─ 산업화된 사육, 도축, 소비나 동
물실험 방식 등 ─ 에 반대하여 ‘동물의 권리’를 제창하려는 사고
방식을 둘러싸고 데리다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점에 관해서
데리다의 자세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엘리자베스 루디네스코와의
대담집에 수록된 ｢동물에 대한 폭력Violences contre les animaux｣이라는
제목의 장(DQD pp.105-127)을 참조하는 것이 간편할 것이다. 거기
서 데리다는 루디네스코의 안내에 따라 ‘동물의 권리’론에 대해 일
정한 비판적 답변을 제시한다. 그 요점은 다음과 같다.
원래 동물의 권리는 노예해방운동이나 여성의 권리옹호와 같은
방식으로, 법률적 개념으로서의 인권에 근거하여 주장할 수 없다.
동물의 권리와 관련해 “인권개념 같은 법률적 개념을 동물들로 복
제하거나 확장하는 것”이 문제라면, “그것은 잘못이며, 그래서는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공감에 가득 차 있지만, 유지할 수
없는 소박함에 빠져 버립니다”(DQD 109).4) 왜 그런가?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상정하는 인권개념의 기초에는 데카르트
이후를 지표로 삼았던 여러 가지 인간적 주체성의 계기 ─ 코기토,
자유, 자율, 주권 등 ─ 가 포함되어 있으며, 거기에는 당연하게도

4) [옮긴이] “It is too often the case—and I believe this is a fault or a weakness—that a
certain concept of the juridical, that of human rights, is reproduced or extended to
animals. This leads to naive positions that one can sympathize with but that are
untenable.” Chap. 5, “Violence Against Animals”, 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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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바로 질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동물과 인간을나누는 사고양
식 ─ 예를 들어 동물의 언어는 응답 없는 기호체계이며, 응답réponse이 아니라 반응réaction이 있을 뿐이다 등등 ─ 이 편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권리 개념 자체가 갖가지 인간중심주의적 전제들에 빼
내기 어려울 정도로 사로잡혀 있다. “몇몇 법철학과 인권의 철학
은 이〔동물에 대한 억압적 장치라는〕 공리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동
물’들에게 〔어떤〕 권리들을 수여하거나 인정하는 것은 인간 주체에
관한 어떤 해석을 확고하게 하는 은밀하거나 암묵적인 방식입니
다. 그리고 인간 주체에 관한 이 해석은 인간이 아닌 생명체에 대
한 최악의 폭력을 발동시키는 지렛대였습니다”(DQD 110).
이 맥락에서 대화상대인 루디네스코는 “인간이 아닌 유인원”에
게 인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피터 싱어와 파올라 카발리에리의 주
장( 거대 유인원의 권리선언 )을 비난의 대상으로 삼고, 데리다의
발언도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동물들 전반이 아니라 동물들의
이런 범주에 인권과 등가적인 권리를 절대적으로 부여하고자 하
는 것은 파멸적 모순이 될 것입니다. 이는 기계적인 철학 및 법학juridique을 재산출할 것이며,

그러한 기계에 의해서 식료나 노동이나

실험 등을 위해 동물이라는 재료matériau가 (전제專制적으로, 바꿔 말
하면 권력의 남용에 의해서) 착취되는 일이 자행될 것입니다”(상
동).
즉, 동물의 권리란 언제나 동물로 지시되는 생물의 외연이 불분
명하며, 모든 동물 ─ 도마뱀, 지네, 벼룩 등도 포함한 ─ 에 인간과
동일한 권리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어야만 한다면, 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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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원의 권리가 상대적으로 향상되더라도 결국 그 권리의 내실
에 있어서는 종차별에 의한 위계질서(인간과 나란히 유인원을 정
점으로 한 계층질서)가 동물 사이에 다시금 들여오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실제로는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이라고 145 칭하
면서 거기서 인간중심주의를 이른바 밀수입하는 것이며, 그 권리
를 부여받지 못한 동물들의 산업적 사육, 도축, 소비라는 폭력, 훨
씬 대규모적이고 항상적인 폭력에 대해 법적인 알리바이를 제공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의 선결문제는 인권과 유사한 권리를
동물들에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 또는 (인간중심적으로밖에
는 만들어지지 않은) 권리 개념 그 자체를 질문해야만 한다. 데리
다는 동물에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 우선 계속 검토에 부쳐져야 하는 것은, 권리 개념 그 자체
라는 것, 동물에 대한 폭력과 표리를 이루고 있는 인권개념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인권과는 다른 방식으로 권리 개념을 정립할 수는
없을까? 예를 들어 의무나 책임 주체가 없는 권리 개념은 있을 수
없을까? 그렇다기보다 바로 그렇게 새로운 권리 개념으로서 우리
는 ‘동물의 권리’를 발명해야 하지 않을까?
데리다는 과거의 인권 개념의 중요성을 존중한다고 강조하면서
도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 오히려 “그 역사, 그 전제, 그 진화, 그 개
선 가능성을 질문하는, 바로 그러한 권리를 지키고 싶습니다”라고
말한다. 따라서 “인간과 동물의 관계라는 이 문제틀을 현존하는
법적 틀에 집어넣지 않는 편이 바람직합니다”(DQD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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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물을둘러싼 담론은인간/비인간의 대립 이전에 있으며, 인간과
동물의 연속성 ─ 살아 있는 것으로서의 권리나 고통 등 ─ 을 근
거에 둔다고 칭하면서 자주 그러한 근거를 미리 인간적으로 실체
화된 의미로 간주하며, 실제로는 도리어 인간중심주의적 전제들
을 강화해버리는 사태를 초래한다. “동물의 권리”론의 상당수는
데리다에게서 이러한 점에서 탈구축의 대상이 될 것이다. 즉 그것
들은 동물을 인간들의 폭력으로부터 지킨다고 주장하면서 그러
한 대의 아래서 오히려 인간과 동물이라는 위계질서를 계속 온존
시킨다.
동물론에 한정되지 않고 데리다는 인간이나 문화의 타자로서
발견되는 ‘외부’를, 어떤 ‘자연’ ─ 생물학이나 생태학적으로 찾아
낸 자연 등 ─ 으로 실체화(자연화)하는 본질주의를 엄격하게 배
척한다. 예를 들어데리다에게 부모가 아이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이가 아프리오리하게 사생아성私生兒性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
지,5) 부모와 아이의 생물학적 끈(혈통이나 유전자)에 의한 것이 아

5) ジャック・デリダ, 他者の言語 , 高橋允昭 編訳, 法政大学出版局、1989년,
124-126頁. [자크 데리다, 타자의언어: 데리다의 일본 강연 , 다카하시노부아
키편역, 현대정치철학연구회, 2021년, 205-206쪽.] “마무리를위해한마디더. 저
는 마지막 말을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고, 이어서 그것을 방치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혹시 다음과 같은 인상을 준 것은 아닐까요? 즉, 내가 사랑하는 것
은… 내가사랑할수있는것은어떤방식으로… 뭐라말할까… 사생아들뿐이
다, 라는 그런 인상을 말입니다(장내에 웃음). 이것은 정말인 동시에 잘못입니
다. 제 생각에 우리는 자녀가 비적출인 한에서만, 아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즉, 제가말하고싶은것은이런겁니다. 누군가가자기자신의아이들을사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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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것은, 물론 그 아이들이 그에게 자신의 이미지를, 그 자신의 이름을 돌
려보내는한에서라는것, 그아이가그의아이이고, 그아이가재귀하는한에서
라는것입니다. 사람들이부모의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설명하는것 역시 이런
식으로말이죠. 즉, 아이는재귀할것이기때문이라고. 하지만만약아이가재귀
하는것에지나지않았다면, 만약아이가부모의이름을가지는것에, 부모를닮
은이미지로요약된다면, 만약아이가떠나가는자, 자발적으로말하는자, 그의
이름보다이상인자, 그리고그의이름과는다른자, 그리고재귀하지않는자가
아니라면, 사람들은아이를사랑할수없을것입니다. 따라서사람들은자기자
신의아이들에있어서조차, 뭔가비적출적인것만을사랑합니다. 즉, 계보에, 이
름에, 내지 그 이름이 되돌려보내는 나르시시즘적인 이미지에, 이제는 요약되
지 않는 그 무엇만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사람
들이똑같이또사랑할 수있는 것은 적출성을무너뜨리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
다. 자기자신의아이들에있어서도그렇습니다. 아마특히자기자신의아이들
에게있어서그렇겠죠. 아이도또한다른것으로부터오는것인한에서, 사람들
은 자기 자신의 아이들에 있어서, 이른바 사생아성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우선첫째, 사람들은결코자기혼자서아이를낳는것이아니기때문입니
다. 아이, 그것은 다른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아이를 사
랑할수있는것은, 그가비적출이기도하는한에서라고, 아이에대해서그렇게
말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거기에 증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떤
흔적에대해서도, 또한어떤텍스트에대해서도말할수있습니다. 우리가, 자신
이 말하는 것, 행하는 것, 쓰는 것, 혹은 자신이 주는 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재귀하지 않는 한에서일 뿐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비적출이며, 그것으
로인지되지〔reconnait(그렇게알지)〕 않는한에서일뿐입니다. 비적출자라는것
은 바로 인지되지 않는 아이입니다. 프랑스어에서는 인지되지 않은 아이를 비
적출자〔un enfant illégitime(비합법의 아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텍스트또는어떤담론을자신에게서온것으로서사랑할수있는것은, 그
것이비적출인한에서일뿐입니다. 즉, 재귀하지않는한에서, 따라서그것이다
른것에대해, 타자의언어속으로이행하는한에서일뿐입니다. 그텍스트나담
론을우리가아직사랑할수있는것은, 그것이타자의언어속으로이행하는한
에서입니다. 저로서는 ─ 저는 제가 하고 있는 것을 그다지 사랑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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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대체로 가족의 혈통과 같은 ‘사실’은 자연화한 환상의 효과
를 매개로 하여 비로소 그 가치가 발견되는 것일 뿐이다.6)
탈구축의 이러한 자세stance는 대국적으로는, 특별하게 데리다에
게 특유한 것은 아니다. 철학에서의 자연주의에 대한 비판은 후설
의 심리학주의(신칸트주의) 비판이나 하이데거의 생물학주의(니
체) 비판으로까지거슬러갈 것도 없이, 초월론철학의계보에 속한
철학자들의 기본적인 과제였다. 또한 애당초 146 자연주의는 일단
남용되면 인종・민족의 차이나 인간의 다양성에 관해, 유전자 정
보나 해부학적 사실 등에 기초하여 그 가치나 우열을 결정하고자
한 우생사상의 이데올로기로 언제든 전환되어버리며, 거기서는
그 어떤 철학적 입장을 넘어서 경계해야 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지만 초월론 철학의 이런 사고는, 세련된 것이기는 해도, 자
주 답답한 논의로 빠지기 십상이고, 적어도 동물의 지위향상이라
는 관점에서는 그다지 적극적인 실천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된
다. 데리다라 해서, 단순히 철학자로서 기준의 동물론에 대한 이론
적 비판으로 시종일관되는 것은 아니다(굳이 고른다면 그것은 대
화상대인 루디네스코이다). 데리다의 주장의강조점은, 사실상, 그
만, 그러나제가그것을사랑하고있는 한에서는 ─ 타자의 언어에있어서만큼,
즉제게는전혀모르는언어에있어서만큼, 제가하고있는것을사랑하는것은
결코없습니다. 예를들어저는제가일본어로말하는모든것을프랑스어로말
하는것보다도훨씬더많이사랑하고있습니다. 이런것이내가말하고싶었던
것입니다(장내에웃음).”
6) Jacques Derrida, Politiques de l’amitiésuivi de L’oreille de Heidegger, Galilée, 1994,
pp.1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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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동물해방론의 기획이 “명확하게 분절되지 않거나 철학적으로
는 일관되어 있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공감한다”(DQD 108)
라는 점이며, “다소간 장기적으로도, 동물들에 대한 폭력을 가능
한 한 제한하는 것”(DQD 122)을 목표로 하는 한, 언제든 연대할 용
의가 있다는 점이다.
이런 데리다의 발언은 자칫하면, 한편으로는 철학적 엄밀함에
있어서 동물해방론의 소박함을 비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것이 초래하는 부정적인 효과를 우려하고(대담이라는 장을 빌려)
말해진, 단순한 마음씨 좋은 양심적 지식인의 이중잣대double standard
처럼 보인다. 실제로 다음과 같은 발언을 유보 없이 말할 때, 데리
다는 놀라울 만큼 직설적인 동물애호론자이다.
… 제가 자주 인용하기를 좋아하는 제레미 벤담의 말이 있
습니다. 그것은 대략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즉, ‘문
제는 그들이 말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고통스러워할 수 있
는가이다’(The question is not : can they speak? but can they suf-

fer?).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으며, 누구도 감히
그것을 의심할 수 없을 겁니다. 동물은 고통스러워합니다,
동물은 그 고통을 표명합니다. 동물을 실험실의 실험에 이
용하거나 심지어 서커스의 조련에 따르게 할 때, 동물이 고
통스러워하지 않는다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습니다. 호로
몬제로 사육되고, 트럭에 빼곡하게 몰아넣어지고 외양간에
서 도축장으로 직접 보내지는 셀 수 없이 많은 송아지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송아지들이 고통스러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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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고 어떻게 상상할 수 있을까요? 동물의 고통이 무
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으며, 감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산
업적 도축 탓에, 이전보다 훨씬 많은 동물들이 고통스러워
하고 있습니다(DQD, 118, 강조는 인용자).
동물은 고통스러워할 수 있다 ─ 벤담으로부터의 인용은, 데리다
의 동물론의 집대성인 동물 때문에 나는 있다 에서도 출발점이
되고 있는 중심적 명제다(Animal 48ff). 그리고 이것은 이미 언급했
듯이, 공리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한 동물해방론에서도 일종의 공
리가 되는 명제이다.7) 하지만 이런 “동물의 고통”에 대한 공감을
고찰의 출발점에 두는 것은, 데리다가 한편으로 견지했을 터인

“자연”에 관한 탈구축의 초월론적 입장에서 보면, 철학적으로 소
박한 것 아닐까?
왜냐하면 이런 고통에서 “동물에 대한 폭력”이라는 의미를 찾아
낸 147 방식은, 결국인간의 감정을척도로하여자의적으로 느끼거
나 느끼지 못하거나 하는 일방적인 인간적 동정에 그칠 우려가 있
기 때문이다. 폭력에 노출된 동물을 “불쌍하다”고 느끼는 마음가
짐은, 물론 작은 아이들에게도 생기는 감정이며, 확실히 당장은 만
인에게 공통의 감각이라고 말해도 좋겠지만, 그러나 그렇다면 거
기에는 어떤 비판적인 자연적 태도가 포함되어 있는가를 초월론
적 반성에 의해 음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7) 예를 들어 ピーター・ シンガー, 『実践の倫理 , 山内友三郎・ 塚崎智 監訳, 昭
和堂, 1999년, 69頁. Peter Singer, Practical Ethics (Third Edition), Cambridge, p.50. [피
터싱어, 실천윤리학 , 철학과현실사,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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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고통”에 기반을 둔 “동물의 권리”론의 주요한 방향 중 하
나는 동물의 고통에 따른 도덕적 지위를 정하기 위해 계통발생적
척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귀착된다. 예를 들어 “원숭이의 괴로움은
인간의 괴로움보다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쥐의 괴로움은 문제가
되며, 쥐의 괴로움은 닭의 괴로움보다 문제가 된다”는 식인 것이
다.8) 이것은 결국 이른바 고통의 도덕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인
간을 정점으로 한 종별적 위계질서를 다시 들여오게 된다. 데리다
는 이런 공리주의적 귀결에 과연 동의할까? 설령 공리주의적 논리
에 곧바로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이런 ‘공감’을 동물론의 출발점으
로 삼는 것은, 아무튼, 다른 한편으로, 데리다가 끊임없이 강조하
고 있는 인간중심주의 비판의 입장에 어긋나는 것 아닐까.
앞서 인용한 발언은, 아마 6, 70년대의 데리다라면 하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여기에서 데리다가 보여주는 소박한 동물에 대한 애
착은, 루디네스코와의 미묘한 거리감에서 나타나고 있다. 다른 기
회에도, 데리다와 오랫동안 동지인 장-뤽 낭시부터가, 데리다와의
대담에서, 데리다가 동물을 들고 나오는 방식에 대해 위화감을 드
러내고있다. “그는 어땠을까, 도대체 무엇이 …, 조금너무한거 아
닌가?” … “좀 더 절박한 것이 있는데.”9)
8) David DeGrazia, Animal Rights: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a monkey’s suffering matters less than a human’s suffering but more than a rat’s
suffering, which matters more than a chicken’s suffering.”
9) Jacques Derrida & Jean-Luc Nancy, “Responsabilité ― du sens à venir”, in Sens en tous
sens, edité par Francis Guibal et Jean-Clet Martin, Paris, Galilée, 2004, p.198. 또한데리
다와 낭시의 또 다른 대화로는 « “Il faut bien manger” ou le calcul du sujet »,
entretien avec J. L. NANCY, paru dans Cahiers Confrontation, 20, hiver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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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술하듯이 동물 때문에 나는 있다 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것
은, 데리다가 그의 사랑하는 고양이와의 사이에서 생긴 사적인 체
험이다. 또한 영화에 나오는 길렀던 고양이의 무덤에 대해 말하기
도 하고, 사냥이나 투우 문화에 대해 놀랄 만큼 솔직하게 반대 의
사를 표명하기도 하는 데리다(데리다는 가장 만년에 투우폐지협
회의 회장까지도 맡았다)로부터 받은 인상은, 어찌할 수 없는 한
명의 동물애호가로서의 철학자의 모습이다. 인간중심주의의 탈
구축을 배경으로, 기존의 동물론에 대한 엄격한 비판을 보내는 철
학자로서의 얼굴과는 달리, 만년의 데리다에게는, 그런 이미지가
동거하고 있다. 물론 한 철학자의 개인적 관심에서 “동물애호”를
내세우는 것 자체에 아무런 문제도 없다. 결백하다. 다만, 여기서
멈춰 서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런 데리다의 동물에 대한 애착이,
데리다의 동물론에 불가결한 적극적 요소로 끄집어내어질 때, 데
리다의 탈구축의 사고 전체를 관통하는, 놀라운 엄밀함과 일관성
에 비춰보면, 뭔가 기묘한 이론적 퇴행 같은 것이 보인다는 점이
다.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면 좋을까.

3.
데리다는 동물에 대한 폭력을 가능한 한 감축〔축소〕하려고 하는 점
에서는, 기존의 동물해방론에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그
https://redaprenderycambiar.com.ar/derrida/frances/derrida_manger.htm.가 있는데,
이 글에서의 낭시의 질문(“왜 동물에 한정하는가pourquoi te limiter à l’animal?”)
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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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기는커녕, 기본적 방향에 관해서는, 스스로의 동물애호적 측면
을 감추지 않고, 다양한 철학적 입장의 차이를 넘어서 적극적인 지
지를 148 표명하기도 할것이다. 그러나주의 깊게데리다의 발언을
따라가 보면, 동물을 존중하고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바꾸기 위해
데리다가 실질적인 가능성을 찾아내는 것은, 동물권리선언 같은
법이나 권리의 성급한 변혁이 아니라, 보다 완만한 변화 쪽이다.

“저는 법제도législation에 의한 기적 따위는 믿지 않습니다”(DQD
111). “오히려 점진적이고 느릿하게 이뤄지는 접근법을 믿고 있습
니다”(DQD 124). 낭시와의 대화에서도 데리다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믿는 바로는, 우리는 길고 완만한 궤적의 끝에서야 장소를
얻을 수 있는 무엇인가에 작동하는, 또한 그런 것에의해서 작동되
도록 맡겨져 있는 인간이다.”10)
서두에서 말했듯이, 근대 이후, 인간과 동물의 관계는 도식적으
로는 인간이 비-인간의 존재를 찾아내면서도 부정함으로써 스스
로의 의미를 재확인하기를 계속한다는 일종의 “희생의 구조”에
의해 파악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대에서 이런 희생의 구조에 의한
휴머니즘은 인간 삶의 세계사적인 의미의 변형과 테크놀로지의
가속도적 발전을 배경으로 이미 효력을 잃기 시작했다는 것도 지
금까지 자주 지적되어 왔다. 헤겔-코제브적 관점을 꺼내지 않더라
도, 인류는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쳐 냉전체제의 붕괴에 이르며,
드디어 서방의 가치관이 전지구화된 “역사의 종언” 이후에 더 이
상 인간의 이념적 본질로서 확인하고 달성해야 할, 그 어떤 보편적

10) Jacques Derrida, « “Il faut bien manger” ou le calcul du suj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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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명도 갖지 않게 됐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논의 자체가 모종
의 “서사의 종언의 서사”로서 그럴싸하게 말해졌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인류가 보편적으로 담지해야 할 역사적 사명이라는 거대
서사를 더 이상 우리가 믿을 수 없게 됐다는 것만은 오늘날 누구에
게나 분명하다.
그렇다면, 스스로의 본질의 추구에 지치고, 삶의 인간적 의미를
잃은 역사 이후의 인간에게 남겨진 유일한 정치적 과제란, 스스로
의 삶의 의미를 “희생의 구조”를 통해 재인간화하는 것보다는, 이
른바 “동물적 삶” 자체로서 어떻게 통치하고 관리하느냐이다. 말
할 것도 없이, 푸코가 “생명권력”이라고 부른 것에 의해 캐물은 것
은 바로 이것이었으며, 들뢰즈가 푸코의 권력론을 통해 “관리사
회”의 도래를 강조한 것도 마찬가지의 것을 문제 삼기 위해서이
다. 90년대 이후에서는, 이런 “생명정치”의 문제설정을, 특히 아감
벤이 정력적으로 전개했던 것은, 여기서 자세하게 지적할 필요조
차도 없을 것이다.
동물윤리학은 동물의 세계로 휴머니즘을 확장하고, 새롭게 법
과 권리를 제정하고 인간의 규범적 의식에 호소함으로써,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향상시키려 한다(산업화된 육류소비를 앞두고 할
수 있는 한 어류소비나 채식을 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더 ‘자연스럽게’ 자라난 동물 고기를 먹으려고 해야 한다 등등). 그
러나 테크놀로지에 의해 “동물적 삶”을 직접적으로 포착하는 생
명정치의 전개는, 그런 윤리적 노력을 아주 간단하게 능가하고 밀
려나게 한다(도축이 잔혹해지거나 동물에게 고통을 주지 않도록
축산기술이 훨씬 발달하고, 도축은 보다 철저하게 위생주의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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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비가시적으로 관리된다 등등).
그렇다면 “동물에 대한 물음”으로서 더욱 긴급한 과제는 윤리의
재확립에 의한 동물의 인간화보다도, “역사 이후의” 인류를 “동물
적 삶”의 수준에서 일원적으로 관리하고 에워싸는 생명권력의 테
크놀로지의 해명과 비판에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아감벤은 그런
생명권력을 담지하는 이데올로기로서 “게놈, 전지구적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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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의” 세 가지를 들고, 이 세 가지가 서로 연동함으로써, 현대
의 생명정치의 진행을 탈정치화하면서도 인류에게 받아들여지도
록 만들어내고 있다고 한다.11)
데리다의 동물론은 푸코의 생명권력 개념을 떠맡고 있는 것도,
생명정치의 분석임을 자임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언뜻 소
박하게 보이는 데리다의 동물에 대한 애착을 계기로 분명해진다
고 생각하는 것은, 데리다의 동물론도 단순한 동물옹호론이 아니
라, 다른 방식에 있어서, 인간의 삶 자체를 관통하는 “동물적 삶”
의 수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거기서 물어보고 싶은 것
은 다음의 것이다. 후기 데리다의 약간 과도한 “동물애호”는 이른
바 “전략적 소박함”이라고 부르고 싶어지는 것으로 작용함으로
써, 데리다의 동물론을 하나의 독특한 생명정치적 고찰로 읽는 것
을 가능케 하지 않을까? 그 결과, 그것은 언뜻 그렇게 보이지 않는
데리다의 사상 전체를, 새로운 생명정치적 사정거리에 있어서 재
독하는 것으로 이끄는 것 아닐까.

11) ジョルジョ・アガンべン, 『開かれ』, 岡田温司・多賀健太郎 訳, 平凡社, 28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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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데리다의 동물론이 재차 지적해 마지않는 논점 중 하나는 “인간/
동물”의 경계가 단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 대립은 자주 사용
되는 가운데, 마치 “인간”과 “동물”이 각각 자명한 동질적 단위를
이루는 것처럼, 또한 생물마다의 다양한 종차와도 무관하게 “동물
이라는 것”이 “비인간”의 극으로 통틀어 정리되고 있듯이, “동물”
은 단수형의 개념으로 감축〔축소〕되고 만다.
이에 반해 데리다가 강조하는 것은 “몇몇 생명체가, 몇몇 동물이
존재한다는 사실”(DQD 108)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동물들’과

‘인간들’ 사이에 경계가 없다는 어리석은 것을 우기기 위해서가 아
니라, 하나 이상의 경계가, 즉 많은 경계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기 때문입니다”(DQD 111). 다종다양하고, 복수의 동물이 있다.
각각 상이한 복수의 삶이 있다. 인간/동물 같은 경계는 오히려 척
도에 따라 변양하는 그라데이션gradation을 이루면서, 다양한 동물
사이에 복수로 뻗어 있는 것이며, 오히려 인류 사이에서도, 한 인
간의 삶 속에서도 복수로 뻗어 있는 것이다.
생명권력의 표적이 인간적 삶 자체에 깃든 “동물적 삶”의 수준
이라고 한다면, 데리다의 “생명정치 분석”이 목표로 하는 것은 인
간적 삶 속에 그런 “동물적 삶”의 수준을 표정標定하면서도, 거기
에서 단일이 아니라 복수의 경계선을 판독하는 것, 그리고 해당

“동물적 삶”을, 언뜻 인간적인 의미로 환원할 수 없는 타자성과 특
이성으로 다시 위치시키는 것이다. 이로부터 나오는 가설은 다음
과 같을 것이다. 현대사회의 생명권력의 테크놀로지는 확실히 삶
의 동물적 차원에 직접 작동을 가하려고 하겠지만, 바로 그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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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서 동시에 “동물적 삶”의 타자성과 특이성을 반복하고 증
폭하고 있는 것 아닐까? 즉, “동물적 삶”은 인간의 삶을, 생명권력
에 열려 있으면서도 바로 그런 한에서 그로부터 일탈시킬 수 있는,
양가성의 장을 가리키고 있지 않을까?
이런 방향에서, 데리다의 동물론을 읽기 시작하기 위해서, 해당

“동물적 삶” 내지 “동물들”이, 어떤 방식으로 데리다의 텍스트 150
속에 출현하게 되는가, 아직 예비적이기는 하지만, 두 가지 수준을
명확하게 하고 싶다.

(1) 동물=패션passion. 우선 데리다의 “동물에 대한 애착”을 부각시
켰던 벤담의 명제로 돌아가자. “문제는 그들이 말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고통스러워할 수 있는가이다.” 이것은 단순히 동물들의
고통을 환기하고 인간의 공감이나 동정을 불러일으키는 명제일
뿐만이 아니다. 공감이나 동정이라고 말해도, 인간이 그런 의미를
동물이라는 비인간에 투영하여 찾아내는 바인 연민의 정으로서
끄집어내는 것은 아니다. 동물 때문에 내가 있다 에서 데리다는
벤담의 “Can they suffer[그들은 고통스러워할 수 있는가]?”라는 명제 속에
서, 하나의 자기 모순된 삶의 방식을 지적하고, 그것을 명시하기
위해 이 물음이 “그들은 〈할 수 없다ne pas pouvoir〉는 할 수 있는가”라
는 명제로 바꿔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suffer[고통스러워하다]”라는,
저항력을 빼앗긴, 어디까지나 수동적인 삶의 방식에 대해서, 적극
적인 능력을 시사하는 단어인 can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기묘하기
때문이다(Animal 48-49).
데리다는 벤담의 어법의 잘못을 왈가왈부하고 있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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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기는커녕 그와 정반대로, 이 명제는, 하나의 자기모순으로서
지시될 수밖에 없는 삶 일반의 미니멀한 수준, 그런것으로서 인간
과 동물이 서로 통저하는 본질적으로 수동적 내지 수고적受苦的인
삶의 방식을 제대로 알아맞히고 있다는 것을 데리다는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고통스러워 할 수 있다는 능력은 더 이상 하나의 능력이 아
니다. 그것은 능력 없는 가능성이며, 불가능한 것의 가능성
이다. 우리가 동물들과 서로 나눠 갖고 있는 유한성을 사고
하는 가장 철저한 방식으로서, 거기에 깃들어 있는 것은, 죽
어야 할 존재에 있어서, 바로 삶의 유한성 자체에, 동정=공
고共苦의 경험에 속해 있는 가사성可死性이며, 그것은 이 〈할
수 없음〉의 가능성, 이 불가능성의 가능성, 이 피상성被傷性
의 고민苦悶, 이 고민의 피상성을 나눠 가질 가능성에 속해
있는 것이다(Animal 49).12)
동물의 고통이 사람들을 자극하는 것은, 사실상 바로 인간의 삶 자
체가 그 존재에 있어서 원래 겪고 있는 바의 패션passion(수고受苦=

12) [옮긴이] 고통스러워 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역능이 아니다, 그것은 역능 없
는 가능성[possibilité sans pouvoir], 불가능한 것의 가능성이다. 우리가 동물들과
분유하고 있는 유한성을 사고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식으로서, 삶의 유한성 그
자체에, 공고共苦의경험에속하는가사성可死性은깃들어있는것이다, 이비-역
능의가능성을, 이불가능성의가능성을, 이가상성의불안및이불안의가상성
을, 분유할가능성에속하는가사성은. 일역본, 59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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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인 것이며, 그런 방식으로 개시되는 것은, 인간의 삶이 그것
에 의해 타자에게 폭로되어 스스로를 잃는 바의, 무방비하고 벌거
벗은 삶의 절대적으로 수동적인 수준인 것이다.13)
데리다에 입각해 그런 삶을 관통하는 패션에 관해 생각하려고
할 때, 그 동물론의 서두에 나오는 에피소드, 욕실에서 알몸인 자
신을 자신이 사랑하는 고양이가 문득 지켜보고 있는 순간에 깨달
았다고 데리다가 말하고 있는 “부끄러움”의 경험만큼, 적절한 예
는 없을 것이다. 이것도 “동물의 괴로움/고통”과 마찬가지로, 인
간과 동물의 관계의 한복판에서 생기는 정서이지만, 이번에는 반
대로, 동물(고양이)의 시선에 의해 인간인 ‘나’가 스스로의 존재를
묻게 된다는 정서이다.
종종 나, 이 나는, 시험에 자문한다, 나는 누구인가[누구를
쫓는가]라고 ─ 그것도 어떤 동물의 눈빛, 예를 들어 한 마
리의 고양이의 시선에 의해, 침묵 속에, 알몸으로 있는 〔상태
에서〕 허를 찔렸을 때, 그 거북스러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렇게, 고생하고 있는 그 때, 나는 151 누구인가[누구를 쫓는가]라
고 자문한다.
13) 이런논점은아도르노의 한줌의도덕 에나오는‘토끼’에도인상적인방식으
로 나타나 있다. 이것을 선명하게 끄집어낸 것으로 알렉산더 가르시아 뒤트만
의 논고를 꼽고 싶다. Alexander Garcia Düttmann, So ist es. Ein philosophischer
Kommentar zu Adornos 〉 Minima Moralia〈 (Frankfurt am Main : Suhrkamp, 2004),
116ff. 또 이 점에 관한 뒤트만의 일본 방문 때의 강의 해설로다음의 졸고가 있
다. ｢水の上のユートビア── デュットマンのアドルノ講義についてのノート｣,
[本]のメルマガ』, 169호, 2004년2월26일. URL=http://www.aguni.com/hon/back/16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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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고생을 하는가?
나는 부끄러움의 움직임을 억누르기 위해 고생한다. 자기
집의, 늑대들에 대한 항의의 목소리를 침묵하게 하기 위해
고생하고 있는 것이다(Animal 18).14)

‘나’는 어째서인지, 알몸의 수치를 모를 터인 동물의 눈빛 앞에서,
그럴 필요도 없을 텐데도 ‘부끄러워한다.’ 그리고 그 기묘함에 있
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더욱 부끄러워한다. 억누르기 힘든 부끄
러움의 연쇄. 결국 ‘나’는 도대체 무엇을 부끄러워하고 있을까? 그
리고 그런 부끄러움에 사로잡혀 있는 ‘나’는 원래 누구인가? 이런
물음에 넋을 잃고, 약간 꺼림칙하기도 한 부끄러움의 정서에 사로
잡혀 있는 ‘나’에게 생기는 것은, 스스로의 인간으로서의 내적인
고유성이 흘러나오고, 자신의 존재의 바닥이 꺼져버린다는 경험
이다. 여기서는, 말하자면, 알몸이라는 게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고 느낀다. 즉, 인
간인 그 존재가 캐물어지고 벌거벗음에 노출되는 그 노정이 부끄
러운 것이다. 그것은 더 이상 대타적인 심리적 감정이 아니라, 특
14) [옮긴이] 일역본의 중역 : 자주 나는, 이 나는, 시험 삼아〔보기 위해 pour voir〕
자신에게묻는다, 나는누구인가=누구를쫓는가 qui suis je ──그것도, 어떤동
물un animal의 눈빛, 예를 들어 어떤 고양이의 시선에 의해, 침묵 속에서, 벌거
벗은깜짝놀랐을〔알몸인데불시습격을받았을〕 때, 어떤어색함을극복하기위
해, 고생du mal을, 그래, 고생을 하는 순간, 나는 누구인가=누구를 쫓는가라고.
/ 왜 이런 고생을 하는가? / 나는 어떤 수치스러운 운동을 억제하는 데 고생을
한다. 내 안의, 무례함에 대한 항의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데 고생을 한다〔애를
먹는다〕. 일역본, 17-18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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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대상도 지향성도 결여한, 하나의 존재론적 패션으로서의 부
끄러움일 것이다.15)
동물의 시선은, 알몸이라는 것의 부끄러움 그 자체를 무한하게
반성하게 하는 부끄러움을 불러일으키는 한에서, 그것 자체로서
는 비가시인 절대적 타자의 시선이다. 그것은 데리다가 그렇게 하
듯이, 신의 시선에도 비견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런 특별한 것도 아니며, 어디까지나 친밀한 존재에 있어서, 자신의
가장 내밀한 삶 속에서 느껴지는 시선이다. “그[고양이]는 나를 쳐
다보는 시점을 갖고 있다. 절대적인 타자의 시점이다. 그리고 고양
이의 시선 아래서 자신이 알몸이라는 것을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볼
때만큼, 옆 사람 혹은 저 절대적인 타자성을, 내게 생각하게 해주
는 것은 대체로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Animal 29).16)
이리하여 그것이 시선을 던짐으로써 주고 있는 것은, 내 속에서,
인간인 나의 삶의 한복판에서, ‘나’가 그러하면 할수록 쫓아가더라
도 결코 쫓아갈 수 없는, 동물들의 삶의 비밀인 것이다. L’animal

que donc je suis. 나는 동물을 쫓는다, 그러므로 나는 있다 = 동물은

15) ‘부끄러움’을둘러싼문제와데리다의동물론에서의‘부끄러움’의해석에대해
서는, 내글은우카이사토시의매우풍부한함의를담고있는풍성한분석에빚
지고 있다. 鵜飼哲, ｢ある情動の未来──〈恥〉の歴史性をめぐって」(『主権のか
なたで』, 岩波書店, 2007년) 및 「〈裸〉の師｣(『思想』, 2005년 1월호). 특히 “사람으
로서”와“사람이다”의구별에대해서는전자의논문50頁을참조.
16) [옮긴이] 일역본의중역: 그것〔고양이〕은나의위에시점視點을가진다. 절대
적 타자의 시점〔눈높이〕, 그리고 어떤 고양이의 시선 아래서 내가 벌거벗은 것
을보이고있는것을볼때만큼, 옆의것, 혹은 가까운것의 그절대적타자성을
내게생각해보게해주는것은결단코, 아무것도없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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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7)

(2) 동물=에크리튀르. 동물적 삶의 패션은 인간과 동물의 경계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그 장소에서, 생명정치가 개입할 가능성을 열
고 있다. 그것은 테크놀로지가 매개하는 장이다. 원래 데리다에게
는 일관되게 테크놀로지의 사상이 있으며, 초기 시절부터, 인간/
17) 인간의 삶을 관통하는 동물적 수고受苦로서의 존재론적 정서에 대한 물음은,
데리다도동물론의최초에서 창세기 를다루듯이(당연히지혜의열매를먹고
알몸이라는 것의 의미를 알게 된 아담과 이브의 ‘부끄러움’이 문제가 된다), 유
대-기독교적문맥으로부터검토되어야만할것이다. ‘원죄’를둘러싼죄책감자
체는 니체, 프로이트, 하이데거, 벤야민, 아도르노 등등, 도저히 여기서는 다룰
수 없는 거대한 사상적 계보가 있다. 또한 그런 도덕 감정과는 별개로, 더 순수
하고감성적(esthetic) 관점에서, 이런존재론적패션에대한물음의계보를다시
추적해볼 여지가 있을 것이다. 동물론과 관련해서는, 하이데거의 ｢형이상학의
근본개념들｣에서의“권태〔지루함〕”론을피할수가 없다. 데리다도 아감벤도이
문제에 씨름하고 있다(또한 동물을 둘러싼 하이데거의 소론에 대한 데리다의
씨름에관해서는하나의동물론으로서도광대한영역이개척되고있으며, 이것
을 고려하여 데리다의 “생명정치 분석”을 논하는 것은 다음을 기약하고 싶다).
심지어 이런 동물=감성론적 관점에서 아리토텔레스의 영혼론 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내적 감각”의 기원을 독해한 최근의 주목해야 할 시도로 Daniel
Heller-Roazen, The Inner Touch : Archaeology of a Sensation (New York: Zone Books, 2007)
을 특필해둔다. 덧붙여 둔다면, 명시적인 동물론으로서는 아니지만, ‘구역질’이
라는생리학적인부정적정서를칸트의 판단력비판 의미적-정치적판단의문
제계속에서다시벼려내는시도로, 이하의졸고가있다. 『판단과숭고: 칸트미
학의 폴리틱스(判断と祟高──カント美学のポリティクス) , 知泉書館, 2009년,
4장. 본서에서 제기된, 미도 아니고 숭고도 아닌 파라사브라임パラサブライ厶
의 물음은, 말하자면, 미적 판단의 미니멀한 감정을 구성하는 “동물적 패션
passion”의 수준에위치지어져야 할것이며, 본론의관심에 입각해재차전개할
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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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과 같은 대립구조로도, 인간적인 의미로도 환원될 수 없는 테
크놀로지의 물질성을 탐구했다. 이 물질성이야말로 원래 데리다
에게서, 에크리튀르나 흔적이라는 이름 아래서 캐물어졌던 것이
다. 그것에 따르면, 테크놀로지는 끊임없이 인간=주관의 의도에
의해 조작할 수 있는 것이면서, 그러면 그럴수록, 그런 의도로부터
일탈하면서 작동하는 “불가능한 것”을 그때마다 끌어들일 수밖에
없다. 이 ‘불가능한 것’은, 사실상 테크네 자체에 깃든 잉여(에크리
튀르)로서 기입되어 있는 것이며, 이것은 데리다의 저작에서는 간
극화, 차연, 놀이, 여백, 결정 불가능성 등등으로 다양하게 패러프
레이즈되어 왔다.
152

반복하자. 데리다에게 동물이란 일반 개념으로서 단순히 “동

물적인 것l’animal”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비인간, 인
간/동물과 같은 대립조차도 도망치는 절대적 타자를 지시하려는
것이다. 데리다는 그것을 animot〔아니모〕라는 조어에 의해 지목했
다(Animal 65ff). 이 기묘한단어는, 단수형인 채로 animaux〔아니모〕라
는 animal의 복수형과 똑같은 소리를 내는 동시에, animal이 바로

mot〔말〕로서 기입되는 말임을 나타낸다. 동물적 삶은, 테크놀로지
에 의해 매개됨으로써, 오히려 테크네 자체가 품고 있는 타자, 즉
에크리튀르로서, 인류의 역사(로서의 휴머니티즈) 속에서 읽혀질
수 있는 것이며,18) 그런 한, 다양한 텍스트의 기억으로서 기입된

18) 데리다의동물론에 대한관심의 높이에 있어서 이른바배경을이루고있다고
해도좋을 동물론의역사적 탐구의 역작을 최근에일본어로도읽을 수있게 됐
다. エリザべート・ド・フォントネ, 『動物たちの沈黙 , 石田和男・小幡谷友
二・早川文敏 訳, 彩流社, 2008년[Elisabeth de Fontenay, Le silence des bêtes: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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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mot로서의 “동물들animot”도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19)
마지막으로 그런 animot의 형상 중 하나를 ｢시란 무엇인가｣(1988
년)이라는 데리다의 단편에서 다뤄지고 있는 “고슴도치”의 형상
속에서 찾아내보자. 데리다에 따르면, 시란 어떤 의미에서 기억을
명한다. “나의 문자를 먹어라, 마시고 삼키고, 그런 문자를 익히고,
너의 내부로 운반해 들어가고, 마치 어느 하나의 에크리튀르, 너의
신체가 된 에크리튀르의 법과 같이 ─ 이른바 자기 속의 에크리튀
르(즉자적인 에크리튀르)이다”(CCP 305/251).20)
그만큼 시는 분석되고 해석되어 “의미”에 의해 이해되자마자,
그 자체로서는 운산무소21)하는 뭔가이다. 여기서 “암기하다appren-

philosophie a l’épreuve de l’animalité, Fayard, 1998].
19) 인간의동물적삶을둘러싼오늘날의현저한생명정치적장에, 뇌과학분야가
있다는 것은 의심을 허용하지 않으나, 이하의 논문은 고전적 계산주의와 결합
설connectionism의 대립 속에서, 데리다의 에크리튀르 개념을 후자에 위치시키
고, 뇌과학의관점에서데리다의에크리튀르론의사정거리에새로운빛을던진
다. 이것은 데리다의 “생명정치 분석”을 독해하는 흥미로운 시도 중 하나이다.
小泉義之, ｢뇌의에크리튀르: 데리다와결합설(脳のエクリチュール──デリダ
とコネクショニズム)｣, 現代思想 , 2005년2월호.
20) Jacques Derrida, «Che cos’é la poesia?», in Points de suspension (Paris: Galilee, 2006), pp.
303-308〔ジャック・デリダ, 「詩とはなにか｣, 湯浅博雄・鵜飼哲 訳, 現代詩手
帖 , 1990년 6월호, 思潮社, 251頁〕. 이하 CCP로 약칭. 이 단편에 나오는 ‘고슴도
치’에관해서도, 역자인우카이사토시는다양한기회에, 다채로운독해를제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슴도치 앞에서(ハリネズミの前)｣( 抵抗への招待 , み
すず書房, 1997년), ｢고슴도치의 흼 : 환대하는 저항(ハリネズミの白──歓待す
る抵抗 : デリダ 『弔鐘 と吉増 『ごろごろ への道」( 國文学 2009년 2월 임시증
간호) 등. 본론은 이 단편의 해석에 관해서도 우카이 사토시 씨의 작업에 많은
것을빚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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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 par cœur”(영어로는 learn

by heart)라는 말투는 하나의 이디엄idium

을 이루고 있으며, 축어적으로는 ‘마음을 통해 배우다’는 것이다.
그것은 이른바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며, 말의 의미를 이해하거나
납득하거나 하는 내면화가 아니다. 오히려 내면인 한에서의 ‘마음’
을 잊는 경험에 의해, ‘마음을 통해 배우는’ 것은 가능해지는 것이
며, 더욱이 마음이란 무엇인가를, 마음이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마음은 ‘것chose’이었게 될 것이다.
이것[사물]은 고슴도치라고 데리다는 단언한다. 즉, 시란 고슴도
치이다. 평소 자동차로 파리까지 출퇴근하던 데리다는 차도에 아
무렇게나 몸을 던지고 웅크리고 있는 고슴도치들을 자주 봤을 것
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마침 고속도로 위에서 공처럼 둥
글게 몸을 마는 한 마리의 동물 같은 고슴도치의 교묘함, 틀어박힘
〔은둔형 외톨이〕이다”(CCP 305).

시의 말들은, 분주하게 일상 속에서,

혹은 문학인의 술책에 의해서, 곧바로 알기 쉽고 잘게 씹히고 소비
되어 버린다. 그것은 고속도로의 교통=커뮤니케이션 같은 것이
다. 고속도로에는 차에 치인 고슴도치의 사체가 버려져 있다.
고슴도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모하게 길바닥에 뛰어든다.
그리고 고속으로 오가는 자동차로부터 자신을 지키려고 하고, 몸
을 둥글게 말고, 그래서 눈이 멀게 되고, 언제라도 차에 치이는 무
방비 자체의 존재가 된다. 사람은, 그것을 사랑한다 ─ 즉, “그것을
그 독특한 형태에 있어서 유지하는 것을 사랑한다 …, 말의, 그 둘
도 없는 문자 그대로의 엄밀함에 있어서.” 하지만, 그것을 사고事故
21) [옮긴이] 雲散霧消 : 구름이나안개가흔적없이사라지듯 산산이 흩어져사라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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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지키려고 하고, 의미를 해석하듯이 집어삼키려고 하고 내
면화하려고 하는 순간, 그것은 격렬하게 가시를 곤두세우고, 사람
은 상처를 받지 않은 채 내버려두는 게 아니다. “사고 없이는 시가
없다. 상처처럼 열려 있지 않은 153 시는 없다. 너로부터 내가 마음
을 통해서 배우고 싶다고 욕망하는 무언의 주문, 목소리 없는 상처
를 시라고 부르게”(CCP 307).
시는 “마음으로 배우는” 것이며, 언젠가, 고슴도치가 죽을 때에
상흔을 남기기라도 하듯이, 마음이라는 “것=말” 자체에 의해 사
람의 마음을 관통한다. 그렇게 해서 마음에아로새겨지는 “것=말”
에 의해, 사람은 자신의 내면성을 이른바 “마음으로부터〔진심으로〕”
깨뜨리는 것이다. 시의 경험, 시를 접한다는 사건은, 이렇게 해서
생기는 사고accident인 것이다.
우리 내부인 타자로서의 동물들은, 한편으로 패션passion이 작동하
는 장으로서 바로 생명정치의 테크놀로지에 스스로를 열면서, 다
른 한편으로 에크리튀르로서는, 해당 테크네 자체에 잠복한 맹목
이나 우발사accident 내지 결정 불가능성도 개시한다. 그것들은 이
맹목 속에서 우리를 사건의 장으로 보내고 있는 것이며, 그때, 비
록 일순간이더라도, 우리를 인간이라는 것으로부터 ─ 그리고 인
간의 동물화(생명권력에 의한 파악)와 동물의 인간화(휴머니즘의
회귀)로부터 ─ 해방할 것이다.
자유 개념이 모든 의미에서 인간 주체에 고유한 권리이기를 계
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의인화도 인간화도 없이 “동물
의 자유”가 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가능할까?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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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이 불충분하면서도 보여주려고 한 것은 데리다의 탈구축이라
기보다는 그 에크리튀르가, 다양한 동물들의 이름 아래서, 바로 그
런 자유의 표현이려고 해 왔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데리다의
동물론의 전체는, 그 자신은 무방비이면서 그 어떤 인간적인 삶에
숨겨진 무한한 타자로서의 동물들, 그런 그들이 남긴 몇몇 흔적을
묘사하는 것이다.
그들 저편의 동물들, 우리가 내부인 동물들 ─ 그런 것으로서 동
물들은, 새로운 생명정치의 개시를 위해 독해되기를 기다리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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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아브라함에서 숫양으로
: 동물들 쪽으로 향하는 데리다 *
고하라 카이

156

“나로서는 또 한 명의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 수 있다.”1) (카프

카)

“세계는 멀리 떠났다, 나는 너를 맡아야 한다.”2) (첼란)

복수이자 단독인 동물들
데리다에게 동물의 문제는 후기에 이르러 나타났다. 1997년의 콜
로케 ｢자전적 동물｣에서의 강연 ｢내가 그것이다 = 그것을 따라가
는 동물｣3)로부터 말년의 세미나 ｢짐승과 주권자｣에 이르는 일련
의 ‘동물론’을 부각시키면서 만일 인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 郷原佳以, ｢アブラハムから雄羊へ : 動物たちの方を向くデリダ｣, 現代思想 ,
2009年7月号.
1) Franz Kafka. Gesammelte Werke. Briefe 1902-1924, S. Fischer Verlag. 1966, S.333. 이하,
본고의 인용 번역문은 번역이 있는 경우는 해당 쪽수를 제시했으나, 적절하게
번역을수정했다.
2) Paul Celan, «Grosse, Glühende Wölbung/Grande voüte incandescente», in Renverse du
souffle, Seuil, 2003, p.113.
3) [옮긴이] “나는 쫓는다, 고로 나는 동물이다(존재한다)”로 옮기는 게 좋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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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리다는 즉각 적어도 이중의 유보를 덧붙일 것이다. 첫째, 데리다
에게 ‘동물의형상’4)은후기에 이르러 처음 등장한게 아니며, 초기
부터 풍부하게 볼 수 있는 것이다. 97년의 데리다 자신의 바람을
따라, 저작과 거기서 나타난 동물 및 관련 주제를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프로이트와 에크리튀르의 무대｣(거미, 꿀벌, 뱀,

1966), ｢백색신화｣(同前 및 스펀지/해면, 1972), 조종 (말, 뜸부기,
1974), 시네퐁주 (스펀지/해면및 퐁주에서의동물들, 1975), ｢Fors
｣(늑대, 1976), 衝角 - 니체의 문체 및 耳傳 (말 및 니체에게서의
동물들, 1978, 1984), 회화에서의 진리 (말, 소, 양, 돼지, 당나귀, 물
고기, 1978),

그림엽서 (다람쥐, 1980), ｢하이데거의 손｣(늑대,

1984-85), 정신에 관하여 (하이데거의 동물론, 1987), ｢시란 무엇
인가｣(고슴도치, 1988), ｢할례고백｣(닭, 1991), 마르크스의 유령들

(두더지, 1993), 우정의 정치학 (산토끼, 흑고니, 1994), ｢개미｣(개
미, 1994), ｢지렁이｣(지렁이, 1997). 나아가 삶과 죽음, 동물과 식물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도 정해지기 힘든 키메라나 바이러스가 다
수의 저작에서 모습을 보여준다. 우리로서는 ‘인간이 아닌 것’에
대한 데리다의 시선을 결정적으로 인상지었던 텍스트로서 이 목
록에 낭시와의 대담 ｢‘올바르게〔잘〕 먹어야 한다’, 또는 주체의 계
산｣(1988)을 덧붙이고 싶다. 그러나 데리다가 이리하여 자신의 저
작 속의동물들을상기시키는것은단순히그 157 빈도의높음을강
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러한 저작을 집필하기
훨씬 전부터 ─ 말하자면 청년시절, 또는 유년시절부터 ─ 자신은

4) Jacques Derrida, L’Animal que donc je suis, Galilée. 2006(이하A), 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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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어딘가 낙원적인 동물지를 만들고 싶다는 오래된 강
박관념”을 품고 있었다, 즉 동물들에 대한 애착은 오랜 기간에 걸
친 것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다.5) 따라서 ‘후기에 이
르러’라는 한정은 적절하다고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보
다 본질적인 유보는 다음의 것이다. 즉, 데리다에게 ‘동물의 문제’
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동물의 문제’야말로 데리다가
그 정당성을 의심에 부치는 바로 그것이다. 인간 이외의 동물들이
모두 ‘동물일반’으로 환원되는 것을 자명시하는 ‘동물l’animal’이라는
호칭을 물음에 부치는 것, 지금까지의 철학자가 한 명의 인간으로
서 건드리지 않았던 ─ 어쩌면 눈치도 못 챘던 ─ 이 문제제기를
한다는 것에야말로 ‘동물지’를 계속 그려냈던 90년대의 데리다의
정열이 기울어져 있다. 이제 다시, 이 철학자는 탄식한다. “동물이
란 무엇인가라고 말하자!”, 그리고 “이 말에 늘 따라다니는 일종의
위화감에 관해서야말로, 나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6)
따라서 “동물이라는 말의 문제”는 있었더라도, 데리다에게 원칙
적으로 “동물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동물과의 사이에 어떤
경계선을 인정함으로써 ‘인간’이라는 것의 고유성을 정의하고자
하는 유혹으로부터 철저하게 몸을 떼어내는 데리다의 입장에서
보면, 그의 글에서 묘사된 동물들은 모두 ‘동물’이라는 총칭 정관
사가 붙은 단수 명사를 벗어나는 성격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그
개별 동물의 단독성은 후기에 이르러 보다 높아지며, 때로는 귀속
하는 종의 이름도 벗어나 텍스트로부터 자연스럽게 배어나오게
5) A., pp.58-62.
6) A., pp.43, 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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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그럼 도대체 한 마리 한 마리(머리, 깃털)의 단독성, 유일성은
어떻게 얘기될 수 있는가라고 물어보면 즉각 다음을 깨닫는다. 데
리다 자신도 인정하듯이,7) 데리다의 저술에서 동물들은 텍스트의
자전적인 성격이 강해짐에 따라, 달리 말하면, ‘자키 데리다’라는
아이가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과 평행하여 ─ 동물의 형상과 아
이의 형상은 결코 무관하지 않다8) ─ 그 존재감을 늘려온 것이다.
왜냐하면 동물들의 단독성은 데리다라는 단독자가 단독의 동물
들(한 마리의 고슴도치, 한 마리의 누에, 한 마리의 고양이)과 함께
묶이는 유일한 관계성에서 가장 잘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76년의 강연에서 데리다가 털어놓은, 궁극적이라고
도 말할 수 있는 사적인 상황에서의 일화는 상징적이며, 그 충격은
압도적인 것이었다. 왜냐하면 데리다는 거기서, 집의 욕실에서 나
왔을 때 자신의 알몸을 ─ 사실은 성기를 ─ 〔자신이〕 키우고 있는
고양이가 보게 되었을 때 깨달은 ‘부끄러움’에 대해 얘기했기 때문
이다. 우선, 여기서 재현된 시선의 교차의 드라마는 그 절박감에
있어서도, 인간이 고양이에게 보인다는 “시선의 반전”에 있어서
도, ‘수치’라는 그 모티프에 있어서도, 사르트르가 존재와 무

(1943) 3부에서 묘사되는 시선의 상극相克의 드라마9)를 연상시키
7) A., p.58.
8) 鵜飼哲, 「〈裸〉の師｣, 思想 , 2005년 1월호, 14頁. 拙稿, 「ブロブレム───デリ
ダのへ〈前〉に」, 『現代思想 , 2005년7월호.
9) Jean-Paul Sartre, L’Être et le néant, Gallimard, 1943, «tel», pp.292-348. 사르트르에게‘수
치’란 내가 타자에게 보이는 그 대상인 것의 지향적 의식이며, 그래서 “근원적
실추의 감정”이며, 동시에 타자 존재로서의 주체성의 증명이다. 아감벤은 아
우슈비츠의남은것 (1998) 3장｢부끄러움혹은주체에대해｣에서‘수치’를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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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그러나 “검은 오르페”(1949)로 백인이 흑인에게서 받은
시선에 주의를 환기하게 되는10) 사르트르도, 나를 단순한 하나의
대상으로 떨어뜨리는 시선의 주인을 동물로 상정하지는 않았던
것 아닐까? 아무튼, 사르트르의 수치는, 그 주체와 원인과 대상이
명확하며, 그 구도에는 아무런 애매함도 없다. 부끄러움은 〈내가
타자 앞에서 나에 대해 부끄럽다〉는 차원의 통일적 이해이며, 158

“이 세 가지 차원 중 하나가 소실한다면, 수치도 또한 소실한다”11)
는 것이다. 반면, 데리다에게서 문제가 되는 것은 두 마리의 알몸
의 동물이 서로를 바라볼 때, 그 적어도 한 쪽에 생기는 뭐라 말할
수 없는 편치 않음이겠지만, 다른 쪽의 동물은 ‘부끄럽다’는 그 감
각이 기묘하게도 무한하게 자기에게 되돌려져 연쇄해간다(부끄
럽다는 것이 부끄럽다는 것이 부끄럽다…)는 것을 자각하고, 그것
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색다른 경험”12)이라고 부른다. 말할 것
도 없이, 전위轉位되는 것은 사르트르뿐 아니라, 사르트르도 논급
하고 있으나,13) 서양문화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기독교적 구조의
전제이다. 즉, 아담과 이브라는 “최초의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선
악을 알게 되자 이와 동시에 익히게 된, ‘인간’의 단서端緖를 이루는
감각으로서의 ‘부끄러움’이다. 한 마리의 고양이에게 보여진 데리
싼레비나스, 하이데거, 켈레니등의논의를통해, ‘수치(aidos)’는자기촉발같은
능동성과수동성의상호작용인한에서, 동시에탈주체화이기도한주체성의가
장고유한정서라고한다. 上村忠男・廣石正和 訳, 月曜社, 2001년.
10) Sartre, «Orphée noir», in Situations III, Gallimard. 1949, 1976, p.229.
11) L’Être et le néant, op. cit., p.329/509頁.
12) A., p.18.
13) L’Être et le néant, op. cit., p.328/508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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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의 연쇄적인 ‘부끄러움’은 원죄 이후의 이 인간적인 ‘부끄러움’
과는 어딘가 다른 위상에 있다. 그것은 자기에 대한 앎에 의한 ‘부
끄러움’이면서도, 역설적이게도, 아직 인간적인 수치를 알기 이전
의 시간, 신과 신이 만든 조수鳥獸들이 아담을 ‘보고 있는’ 시간에
들어서는 것이다. 그리고 우카이 사토시鵜飼哲가 지적하듯이,14) 이

“시간 이전의 시간”을 상기시킨 후에 자신의 고양이로 돌아갈 때,
데리다는 지나가며 하는 말인 양 “그 고양이 혹은 신”15)이라고 바
꿔 말한다. 한 마리의 고양이에게 알몸을 보였을 때, 사르트르에게
서처럼 시선을 더욱 반전시켜 “수치를 넘어서고 극복하는”16) 것
이 아니라, 데리다는 절대적인 수동성에 있어서 신 같은 타자성을
받아들인다〔수취한다〕. 그리고 ‘부끄러움’의 심연을 이렇게 질문하
면서 데리다가 강조하는 것은 자신을 바라보는 그 고양이 ─ 아마
이름이 있을 텐데 ─ 의 “대체 불가능한 단독성”17)인 것이다.18)
그렇다면 여기서 제시된 고양이에 대한 관계성은, 이삭 봉헌을
둘러싼 90년대의 강연 ｢죽음을 주다｣에서 제시된 정식 “모든 타자
는 전적인 타자다”19)를 연상시키는 것이다. 이 말은 기독교인 키
르케고르의 이삭 봉헌 독해에 대해 데리다가 제시한 거의 유일한
─ 그렇지만 그 전체를 뒤흔들고 또한 잠재적 가능성을 끌어내는
14) 앞의논문, 13頁.
15) A., p.36.
16) L’Être et le néant, op. cit., p.329.
17) A., p.26.
18) 도미니크 레스텔은 동물행동학자의 입장에서 데리다와 고양이의 단독적인
관계성에주목한다. 이하의강연보고를참조. http://utcp.pu,tokyo.ac.jp/from/blog/2s8/02/post-55/
19) Derrida. Donner la mort, Galilée, 1999(이하DM), pp.98, 110, 114 et 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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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화감의 표현이다. 두려움과 떨림〔전율〕 의 저자에게서는 “전
적인 타자”란 신이며, 신과의 단독적 관계를 위해서는 다른 타자
들에 대한 윤리적 책임은 희생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데리다는 반
박한다. 타자들은 각각 모두 대체 불가능한 단독자, 절대적 타자인
것이며, 우리는 모두 타자들 앞에서 절대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것
이다. 그러나 그 책임에 응하기 위해서는, 역시 다른 타자들을 희
생시키지 않을 수 없다 ─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아브라함적인 상
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며, 그래서 희생제의는 원리상 불가피하
며, 책임은 원리상 담당될 수 없는 것이다. 이로부터 74년의 강연
을 다시 본다면, 연쇄하는 부끄러움 속에 내내 서 있는 데리다의
앞에 있는 것은, 단독자로서의 절대적 타자이다. 신에게서 한 마리
의 고양이로, 이것은 “모든 타자는 전적인 타자이다”의 한 가지 실
천적 제시라고 말하자. 데리다가 “정열=수난”20)을 품는 상대는,
따라서 “동물”이 아니라 단독적 동물들이다.

희생제의적 구조
이상의 유보를 받아들인 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반문할 수 있
다. 과연 저작을 돌이켜 보면, 동물의 형상은 초기부터 159 나타나
있었을 것이다, 단수 정관사가 붙은 동물 개념이 무자각적으로 사
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초기 저작에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동물의 형상”, 97년 강의의 어휘로 말하면

20) A.,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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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어animots”21)인 것이지 동물 그 자체가 아니며, 단독적인 동물
이 등장하여 동물 개념에 대한 비판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역시 후기에서이라고. 설령 데리다 자신이 오랫동안 애착을 얘기
하면, 동물들이 전경화되는 것은 역시 후기가 되고 나서이다. 그렇
다면, 그 전기轉機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 그리고 그런 중점의 이동
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아까의 ｢죽음을주다｣
에서 확인한 “희생제의의 불가피성”에 대한 시선(눈빛)이다. 그리
고 이 시선은 80년대 후반부터 ｢죽음을 주다｣의 90년에 걸쳐, 특히
눈에 띄게 부상된 것 같다.
그러나 “희생제의의 불가피성”에 대해 검토하기 전에, 우선 “희
생제의”라는 말에 대해 확인해두자. 원시종교의 제의를 둘러싼 모
스나 바타유의 고찰에 따르면, 희생제의는 인간의 노동이나 합리
적 행위, 생산활동의 에코노미 ─ ‘한정경제’ ─ 를 침범〔위반〕하는
무익한 축제 ─ ‘일반경제’ ─ 이다. “희생제의란 장래를 지향하여
행해지는 생산의 안티테제이며, 시간 그 자체에만 관심을 갖는 소
진이다. 이런 의미에서 희생제의는 증여이며, 포기이지만, 그렇게
증여된 것은 그것을 받은 사람에게서 보존의 대상인 것은 있을 수
없다. 봉물〔捧物, 제물)〕이 증여된다면, 그 봉물은 바로 신속하게 소
진의 세계로 통과되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바타유는 이해에 기
반한 전쟁을 희생제의로부터 구별한다.22) 그에게 희생제의는 인
간에게 지고성을 가져다주는 것이며, “지고한 것은 정의상 쓸모없
기[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23) 때문이다. 또 그는 ｢헤겔 : 죽음과 희
21) A., p.60.
22) Georges Bataille,Œuvres complètes, t. VII, Gallimard, 1976, pp.310-311, 31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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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제의｣(1955) 등에서 보이듯이, 인간에게 표상예술에서의의사적
擬似的 죽음의 경험이라는 형태에서의 상징적 희생제의가 불가결

하다는 것을 지적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그는 희생제의에 의한 침
범〔위반〕이, 그것이깨려고 한 생산의 에코노미로거둬들여지고, 단
순한 의례로 변해 침범〔위반〕의 힘을 잃어가는 것도 충분히 인식하
고 있으며, 그래서 니체의 뒤를 이어, 현재의 종교를 철저하게 해
체한 끝에 원초적 희생제의의 계기를 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희
생제의’가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다음에서 보는 데리다의 ‘희생제
의의 불가피성’에 대한 시선은, 얼핏 보면, 차원이 다른 희생제의
를 문제로 삼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희생제의의 불가피성”라는 문제의 부상에 관해서는, 첫머리에
서 데리다의 목록에 덧붙인 텍스트 ｢‘올바르게〔잘〕 먹어야 한다’,
혹은 주체의 계산｣이 매우 시사적이다. 88년의 이 대담에서, 데리
다는 낭시도 조금 놀라게 하는 어조로 “주체” 개념을 의문에 부치
면서, 탈구축이 그 대상을 삼았던 “남근로고스중심주의”는 동시
에 “육식=남근로고스중심주의”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전년도에
출판된 하이데거론을 토대로 하면서 하이데거에게서의 “피투 존
재”로서의 현존재도, 레비나스에서의 “인질”로서의 주체도, 최종
적으로는 “생물 일반”이 아니라 “인간”에게만 인정되고 구상되며,
그들의 담론은 “깊은 인간주의”라고 갈파한다. 그러면 이런 담론
들은 도대체 무엇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기에 인간주의인가?

“희생제의적 구조”이다. 하이데거나 레비나스는 “희생제의를 희
23) Bataille, «Hegel, la mort et le sacrifice» in Œuvres complètes, t. XII, Gallimard, 1988,
p.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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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지 않는 한에서, 모두 인간주의인 것이다”라고 그는 말한다.
동물들에대한시선은서양문화를 160 지배했던이 “희생제의적구
조”의 문제시와 동시에 데리다 속에서 형태를 이뤄온 것이다. 따
라서 데리다는 일부러 거부하고 있지만, 동물에 대한 시선이, 단순
하게 채식주의나 동물애호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
하다. 왜냐하면 설령 채식주의자라고 해도, 상징적으로 “동물을,
더욱이 인간조차 먹고 있는” 것이며, “또한 다른 양태로 부인을 하
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오히려 이 “부인” 쪽이다. 데
리다는 “희생제의적 구조”를 다음과 같이 명쾌하게 설명한다. “문
제는 이런 담론들 ─ ‘문화들’이기도 하지만 ─ 의 구조 자체 속에,
범죄가 아닌 살해를 위해 어떤 장소가 취해져 놓여 있다는 것을 인
정하는 것이다 ─ 사체의 삼킴, 체내화 혹은 받아들임〔거둬들임〕도
포함해. 이 사체가 ‘동물’인 경우에는 조작은 현실적이지만, 사체
가 ‘인간’인 경우에는 상징적이다. 그러나 ‘상징적인 것’이란 이 경
우, 범위의 획정이 매우 어렵고, 실제로 불가능하며, 때문에 해야
할 것은 막대하고, 본질적으로 척도를 넘어서 있으며, 여기서 져야
할 책임이나 응답해야 할 대상(누구? 무엇?)은 모종의 비규범성 내
지 괴물성을 나타내고 있다.”24) 현실에서, 혹은 상징적으로, “범죄
가 아닌 살해”가 인정되고 있으며, “범죄가 아니다”라는 구실 아
래서 “살해”가 “부인”되고 있는, “희생제의 적 구조”란 이런 것이
다. 그렇다면, “희생제의적 구조”는 일견, 바타유가 추구한 “순수
한 증여”로서의 희생제의와는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원시
24) Derrida, «“Il faut bien manger” ou le calcul du sujet», Cahiers Confrontation, n°20, hiver
1989, pp.107-110.
200 현대사상 2009년7월호<인간/동물의분할선>

종교에서 희생제의는 현실적으로도 상징적으로도, 대상을 부정
하고 유용한 것으로서 스스로에게 받아들여간다는 헤겔적 부정
성의 운동의 바깥으로 벗어나는 경험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데
리다는 결코 종교적인 차원을 사상하여 “희생제의적 구조”를 얘
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서양의 담론 혹은 문화는 “희생
제의적 구조”에 침식되고 있다고 지적할 때, 거기서 암묵적으로
시사되고 있는 것은 서양문화의 근저에 있는 유대-기독교의 구조
이다. 왜냐하면 유대-기독교는 희생제의의 경험을 근원에 두며 ─
그렇지만 이삭 봉헌은 희생제의라기보다 그 변증법적 부정성이
라고 풀이할 수 있으며,25) 그리스도의 수난은 희생제의가 바쳐져
야 할 신의 죽음이기 때문에, 기원의 희생제의를 둘러싼 문제는 복
잡하기 짝이 없으나, ─ 그것을 교리의 핵심에 둠으로써 에코노미
의 외부를 재차 에코노미의 내부에 거둬들여 제도로서 확립해온
것이며, 그런 종교와 불가분한 것으로서 발전된 서양문화는 희생
제의를 정당화하는 “희생제의적 구조”에 침식되고 있기 때문이
다. 그래서 데리다는 ｢죽음을 주다｣에서 “희생제의의 에코노미”
를 “스스로가 포기하는 것을 보존하는” 운동이라고 정의한 후, 그
것을 지양이나 억압, 체내화라는 개념과 상동적으로 간주하는 것

25) Guy Rolosato, Le Sacrifice, Reprères psychanalytiques, PUF, 1987, pp.83-95. 정신분석적
관점에따르면, 이삭봉헌은아버지인신의명에의한현실의아버지에의한자
식의 살해하는 형태로 부인된 “아버지=신의 살해”의 판타슴이며, 때문에 신은
대역의숫양을주는것이다(pp.85-88). 이방향에서분석을전개한것이 Theodor
Reik, Das Ritual : Psychoanalyt. Studien, Wien: Internationaler Psychoanalytischer Verlag,
192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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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26)
물론 서양문화에 대한 이런 진단은 데리다의 독창이 아니다. 서
양문화, 특히 기독교의 희생제의적 구조를 “허무주의”의 이름 아
래 고발하는 데 실혈을 기울인 것은 니체이다. 니체에게 희생제의
가 ‘허무주의’인 것은, 그것이 희생제의에 보답하는 초월적 세계를
위해 희생제의를 한다는 교환의 에코노미 속에서 이뤄지기 때문
이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해서는, 교환관계를 일탈한 절
대적인 용서가 주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니체더러 말하게
하면, 과잉된 용서란 계산에 기초한 정의의 필연적 귀결인 것이
다.27) “‘모든 것이 변상될 수 있다, 모든 것이 변상되어야 한다’는
것에서 시작된 정의는, 지불 무능력자를 너그러이 보고 방임하는
것으로 끝난다. ─ 말하자면 161 이 정의는, 지상의 모든 좋은 사물
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지양하는 것에 의해 끝난다. ─ 이 정
의의 자기 지양, 이것이 어떤 아름다운 칭호로 불리는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다 ─ 즉, 그 이름은, 사면=은총[Gnade]. 말할 것도
없이, 이것은 항상 최강자의 특권이며, 한층 더 적젏나 말투를 하
면, 그의 법의 피안이다.”28) 데리다는 ｢죽음을 주다｣의 마짐가 장
26) DM, p.24/24-25頁. “희생제의의 에코노미”에 대해서는湯浅博雄, 聖なるもの
と〈永速回帰〉 [유아사 히로, 성스러운 것과 〈영원회귀〉 ], ちくま学芸文庫,
2004년, 4장, ｢供犠=祝祭の〈意味〉───純粋な贈与というアポリア｣[희생제의
=축제의〈의미〉 : 순수한증여라는아포리아]를참조.
27) 니체의 희생제의론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Dennis King Keenan, “Nietzsche
and the eternal return of sacrifice”, Research of Phenomenology, n°33, 2003.
28) Friedrich Nietzsche, Zur Genealogie der Moral in KSA, Band 5, Deutscher Taschenbuch
Verlag, 1988, S.309. ; DM, p.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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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기독교를 성립시키는 것은 등가교환의 에코노미가 아니라

“희생제의의 무한하고 비대칭적인 에코노미”29)라는 취지에 맞춰
서 이 니체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제공된 것에 대해 등가가 아니
라 과잉 보수를 준다고 하는 비-에코노미 자체가 기독교의 에코노
미를 이루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희생제의의 구조로부터 도출되
는 ‘정의의 자기지양(Selbstaufhebung)’인 것이다.
그런데 희생제의와 서양문화의 불가분성으로부터 ‘책임’의 터
무니없음을 이끌어내는 앞서의 데리다의 발언은, 그가 서양문화
의 한복판에서 태어났다고 간주된 재앙을 염두에 두는 것을 엿보
게 해준다. 그리고 이로부터 상기되는 것은, 이 대담의 전년도,

1987년에, 라쿠-라바르트가 국가박사학위 부논문으로 하이데거
의 나치 관여 문제를 논한 정치라는 허구 를 발표하고, 그 공개
심사의 자리에서 데리다가 희생제의를 둘러싸고 어떤 의문을 내
뱉은 적이 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출판된 정치라는 허구 에서
몇 차례 암시되고 있는데, 그 계쟁은그 후 10년을거쳐, 바로 “자서
전적 동물” 콜로케의 석상에서 이른바 끝장을 보게 된다. 경위를
간단하게 정리하자. 정치라는 허구 의 라쿠-라바르트에게 나치
의 유대인 섬멸에는 “희생제의적인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유대인 섬멸은 당시의 그 어떤 사회적 대립도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최종적 양상에 있어서는 군사적이지도 경
찰적이지도 않고, 순수하게 기술적인 수단에 의해 실행됐기 때문
이다. 이런 의미에서 유대인 섬멸에 관해서, 원래 유대교에서 전소

29) DM, p.145/216頁. 강조는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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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燒의 제물을 바치는 번제를 가리키는 데 사용된 “홀로코스트”라

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이 예외적 사건을 종교적, 신학적으로 해
석하려고 하는 유혹에 기초한 “이해타산적인 오해”에 다름 아니
다. 라쿠-라바르트의 이 견해에 대해 데리다는 의문을 던진다. 그
리고 이것에 라쿠-라바르트는 당혹을 감추지 못한다.30) 그러나 97
년, 그는 ｢충실함｣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끝맺으면서, 데리다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하고 있다. “제가 지금 여기에 온 것은 어떤 때 네
가 말한 것을 이해했다고 네게 알리기 위한 것도 있었습니다.”31)
그 뒤의 토론에서 데리다는, 라쿠-라바르트의 태도 변경을 질문하
는 질문자에 대해, “희생제의야말로 오히려 기술적인 것의 필두에
오는 것은 아닙니까?”라며, 10년 전의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한
다.32) 희생제의는 종교적인 것으로서 서양의 기술문명의 외부에
있기는커녕, 기술문명의 필두에 있으며, 기술문명은 희생제의적
구조에 침식되고 있다, 거꾸로 말하면, 희생제의는 에코노미 그 자
체이다, 이것이야말로 데리다가, 이른바 “하이데거 논쟁”의 비등

30) Philippe Lacoue-Labarthe, La fiction du politique, Christian Bourgois Éditeur, 1987, 1988,
pp.61-62, 80-81.
31) Lacoue-Labarthe, «Fidélités», in L’animal autobiographique, Autour de Jacques Derrida,
Marie-Louise Mallet (dir.). Galilée. 1999. p.230.
32) 環 제29호, 2007년 봄, 「ハイデガーとの対決」(인터뷰), 346頁. 라쿠-라바르트
는이인터뷰에서기독교나유대교는희생제의적이지않다는지라르등의담론
에대해의문을드러낸다(346-349頁). 라쿠-라바르트에게서의‘희생제의’ 재고의
배경에 대해서는 上田和彦, 「フィリップ・ラクー=ラバルト───神話、供
犠、自伝｣, 『外国語外国文化研 XIV, 関西学院大学法学部外国語研究室, 2007
년을참조. https://kwansei.repo.nii.ac.jp/?action=repository_uri&item_id=18286&file_id=22&file_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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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87-88년에 이미 확립했던 관점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데리다에게서 동물들의 전경화의 기연機縁을
희생제의적 구조에 대한 착목에서 발견하고, 그 배경에, 하이데거
논쟁을 통해 부상했던 유대인 섬멸의문제를 지적했다. 특히라쿠라바르트의 1건을 참조하면, 희생제의적 구조의 뿌리 깊음을 데리
다가 강하게 확인했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구조의 기원
을 이루는 이삭 봉헌의 일화에 데리다가 주의를 기울이게 된 것은
아무런 신기함도 없다. 이미 되풀이하여 언급됐듯이, 대담의 2년
162

후, ｢죽음을 주다｣에서 데리다는 이 일화를 본격적으로 논하게

된다.

네 개의 이삭 봉헌론
다시 확인하면, 이삭 봉헌은 유대의 족장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
을 ‘홀로코스트’에 바치라고 하는 신의 명을 받고, 누구에게도 상
담하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야 산에 오르고, 칼을 내려치려 한
순간에 천사가 나타나 이삭 살해를 모면하고 그 대신 숫양을 바친
다고 하는 ｢창세기｣ 22장의 얘기이다 ─ 그렇지만 나중에 문제 삼
는 것인데, 일견 객관적으로 보이는 이 최저한의 요약조차도 하나
의 해석 관점의 제시인 것을 면할 수 없다. 이 일화에 대해 ｢죽음을
주다｣의 데리다는 키르케고르의 두려움과 떨림 에 최대한 바싹
달라붙은 독해를 하고, 아브라함과 신의 관계성을 “단독성”이라
는 개념에 의해 파악하고, 단독적인 것에 응하는 책임은 윤리적=
사회적=언어적인 책임을 딛고 넘어서 침묵과 비밀에 있어서만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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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을 수 있을 것이며, 아브라함은 아무런 진실도 모르고, 아무런
결정도 할 수 없다고 논한다. 그때, 두려움과 떨림 을 답습하여,
절대적 책임을 위해서는 윤리적으로 무책임해야 한다는 역설적
구조가 강조된다. 이로부터 끌어내지는 것은 아브라함의 신에 대
한 “에코노미 없는 증여”, “비-교환의 관계”33)라는 바타유의 “희
생제의”에 있어서의 관계성이다 ─ 이것이 신의 요구이다. 이렇게
해서 단독적인 관계성을 제시한 뒤, 데리다는 다음으로, “모든 타
자는 전적인 타자이다”라는 명제를 제시한다. 그리고 절대적인 책
임은 종교적인 신가의 관계성에는 한정되지 않고, 무수한 타자 ─
인간, 동물, 언어 ─ 와의 윤리적인 관계성에 있어서도 생기는 것
으로서, 종교와 윤리의 경계를 애매하게 하고, 이로부터 돌이켜서,
키르케고르를 비판하는 레비나스의 윤리의 종교성도 지적하는
것이다.34) 이리하여 ｢죽음을 주다｣는 책임, 결정, 비밀, 정의, 의무,
그리고 무엇보다 증여가 품고 있는 아포리아적 구조를 아브라함
이 놓인 극한상황을 통해 겉으로 드러나게 하는 박력으로 넘치는
논고이다. “결정의 순간은 일종의 광기이다”35)라는 키르케고르의
명제는 ｢코기토와

광기의 역사 ｣(1963),

법의 힘 (강연은

1989-90, 출판은 1994)을 거쳐, 죽음을 주다 그리고 시간을 주다
(1991)에서 전개되는 것이며, 결정 불가능성에 있어서 타율적 결

33) DM, p.132.
34) 레비나스와 데리다의 『두려움과 떨림 독해의 차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へント・デ・ヴリース(Hent de Vries), 暴力と証し (2002) 河合孝昭 訳, 月曜社,
2009년; John Llewlyn, “Stay!”, Research in Phenomenology, n°33, 2003.
35) DM, 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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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둘러싼 논의는 데리다의 일관된 사고의 범례라고 말할 수 있
다.
이상의 것을 충분히 인정한 뒤, 그러나 그 후의 데리다의 저작을
염두에 두고 이 논고를 다시 읽어보면, 여기에 제시된 이삭 봉헌
독해는, 성서의 이야기를 너무 그대로 받아들여서, 의문의 여지 없
는 사건의 묘사로서 읽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오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말하면, ｢죽음을 주다｣의 데리다는, 칸트처럼 아브라함의 침
묵을 비판하는 것도, 레비나스처럼 아브라함이 윤리적 목소리를
듣는 장면에서 드라마의 정점을 벗어나지 않고,36) 키르케고르와
함께 성서에 묘사된 채의 이삭 봉헌을, 달리 말하면, 신이 기대하
고 승인한 대로의 아브라함 상을 받아들인 뒤에, 거기에 사람들이
매일 직면하고 있는 사태 ─ 어떤 단독자에 대한 응답 책임을 위해
다른 단독자들을 희생으로 하는 것 ─ 의 작은 모형을 간파한다.
그리고 그 작은 모형을 통해, ｢ 올바르게 먹어야 한다 ｣에서 주장
된 희생제의적 구조의 불가피성을 확증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말
할 것도 없이, 유대-기독교에서는, 이삭 봉헌이란 163 아브라함이
백성을 이끌고 가는 것에 걸맞은 그릇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이 준 시련이며,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칼을 휘두르는 순간까지
나감으로써, 훌륭하게 그 시련을 타개한 것이며, 이른바 여기서 출
발해 아브라함과 이삭은 유대민족의 시조가 되는 셈이다 ─ 그리
고 이삭 봉헌은 그리스도의 수난의 예고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
36) カント, 『カント全集18 , 角忍・竹山重光 訳, 岩波書店, 2002년, 89頁. Emmanuel
Lévinas, Noms propres (1976), Le livre de poche, 1987, p.86. 固有名 , 合田正人 訳, み
すず書房, 119-208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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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봉헌에서의 아브라함의 행위에 우리의 행위의 원형을 보는 것
은 유대-기독교의 내부에 희생제의적 구조의 근거를 찾아내는 동
시에, 유대-기독교의 틀 안에서 희생제의적 구조의 불가피성을 긍
정하는 것이다. 확실히 데리다처럼, 아브라함과 신의 단독적 관계
를 다른 타자들과의 관계로도 확대하는 것은, 신의 특권성을 부정
하는 한에서 기독교에는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또 그때 데리다는

‘타자’ 속에 인간뿐 아니라 장소나 동물, 언어까지 들어가 있으며,
“당신이 몇 년 동안 매일처럼 기르고 있는 한 마리의 고양이 때문
에 세계의 모든 고양이들을 희생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정당화
할 수 있을까?”37)라고 질문하고 있다. 더욱이 이삭 봉헌에 여성이
부재하다는 것을 지적하기도 한다.38) 다만 이 단계에서는, 그것들
은 아직 지적에 그치고 있으며, 이로부터 출발해서 이 기원신화를
고쳐 쓰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왜냐하면 90년대 말이 되어서
야 데리다는 이삭 봉헌의 바람직한 다른 판본에 관심을 나타내게
되기 때문이다. 앞서 시사했듯이, 97년의 강연에서의 고양이의 일
화는 신과의 단독적인 관계의 전위(轉位)인 한에서 그 하나의 판
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동물들에 대한 시선을 쫓는 우리는, ｢죽음을 주다｣ 이후의 이삭
봉헌의 판본에 주목하고 싶다. ｢죽음을 주다｣ 이후의 판본 등이라
면, 의문을 품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다지 주목받지 못
하면서, 데리다는 강연 ｢죽음을 주다｣ 이후, 적어도 세 번에 걸쳐
이삭 봉헌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 첫 번째는 99년에 강연 원고와
37) DM, p.101.
38) DM, p.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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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단행본 죽음을 주다 에 수록된 문학론 ｢비밀의 문학｣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비밀을 문학의 기원에서 찾아내는 것이며, 나
중에 보여주는 변화는 있지만, 죽음을 주다 의 1부를 이루고 있
는 것에서도 헤아릴 수 있듯이, ｢죽음을 주다｣의 연장선상에서 읽
을 수 있다. 더 주목할 만한 것은 그 뒤의 두 가지이다. 그 첫 번째
는 2000년 12월에 파리의 유대인공동체 센터에서 행한 콜로케 ｢데
리다에게서의 ‘유대성’｣에서의 강연 ｢아브라함, 또 한 명의｣39)이
며, 두 번째는 2003년 2월에 하이델베르크대학에서 행한 가다머
추도 강연 ｢숫양들｣40)이다. 이 후자의 강연의 제목 ｢숫양들｣은 말
할 것도 없이 이삭봉헌의 “마지막 장면”에서 이삭을 대신해 등장
하는 숫양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복수형으로 한 것이다. 이 제목
만으로 봐도, 이삭 봉헌에 대한 데리다의 눈빛이 ｢죽음을 주다｣의
시점에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강연이 행해진
것은 파리의 사회과학고등연구원에서 ｢짐승과 주권자｣를 둘러싼
세미나가 행해진 시기이며, 거기에는 말년의 데리다의 동물들에
대한 눈빛이 비쳐지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단숨에 ｢숫양들｣로
향할 수 없다. 왜냐하면 ｢죽음을 주다｣와 ｢숫양들｣ 사이에는 동물
들은 등장하지 않지만, ｢아브라함, 또 한 명의｣가 확실히 개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데리다는 이 강연에서 이삭 봉헌에 대한 다른 시각
을 발견한 것이며, ｢숫양들｣은 그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164

39) Derrida, «Abraham, l’autre», in Judéités., Questions pour Jacques Derrida, Joseph Cohen et
Raphael Zagury-Orly (dir.). Galilée, 2003 (이하A.A.).
40) Derrid, Béliers. Le dialogue ininterrompu : entre deux infinis, le poéme, Galilée, 2003(이하 B).
林好雄 訳, ちくま学芸文庫,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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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시각, 왜냐하면 이 두 개의 강연이 초점을 맞추는 것은, 더 이
상 아브라함의 결정의 아포리아가 아니기 때문이다. ｢죽음을 주다
｣에서는, 이렇게 말해도 좋다면 데리다는 아브라함의 “떨림〔전율〕”
에 너무도 가까웠다. 말년의 데리다는, 이로부터 한걸음 물러서 보
는 것이다. 그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보겠지만, 그 배경
에, “유대적인 것”을 둘러싼 데리다의 사고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우선 지적해두자. ｢아브라함, 또 한 명의｣는 “데리다에게서 ‘유대
성’”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면서, 데리다가 자신이 생각하
는 “궁극적으로 유대적인 사고”41)를 제시하는 강연인 것이다. 그
리고 “유대적인 것”의 심화와 더불어, 이삭 봉헌을 함께 읽는 파트
너도 변화한다. 이것은 아마 결정적이다. 죽음을 주다 의 기독교
인 키르케고르를 대신해, 말년의 데리다에 바싹 다가서 있는 것은
카프카, 그리고 첼란이다.

이삭봉헌의 고쳐 쓰기(1) : 다른 아브라함들(카프카)
먼저 단행본 죽음을 주다 에 수록된 ｢비밀의 문학｣은 ｢죽음을 주
다｣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했는데, 이 논고에도 이미 ｢아브라함,
또 한 명의｣를 예고하는 듯한 요소가 있다. 왜냐하면 이 문학론은
키르케고르가 두려움과 떨림 본론 앞에 둔 네 개의 ｢악장[조율]｣
을 검토하는 것에서 시작하며, 또한 아브라함적인 비밀의 가까운
예로서, 키르케고르의 작품과 같은 제목의 카프카의단편 ｢아버지

41) A.A.,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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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보낸 편지｣를 거론하고 검토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
면 네 개의 ｢악장｣이란 무엇인가? 네 개의 ｢악장｣이란, 키르케고
르가 성서의 기술을 자유롭게 변주하여 창출해낸, 이삭 봉헌의 네
가지 판본인 것이다. 이런 픽션 ─ 하지만 도대체 성서는 사실일
까? ─ 에서는,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모리야 산에 오르는 도중에
이삭에게 얘기를하지만, 이삭은 이해할 수없다(제1악장), 혹은사
건 후, 아브라함은 아무런 기쁨도갖지 못하게 되는(제2악장), 혹은
아브라함은사건 후에도 혼자서 몇 번이나 산에오르고, 신에게 용
서를 청한다(제3악장), 혹은사건후, 이삭은 아브라함의 절망을봤
기 때문에 신앙을 잃는다(제4악장)는 것이다.42) ｢죽음을 주다｣에
서는, 이런 픽션이 돌이켜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어떤 의미에서
는, 그것도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앞의 요약에서 깨닫
게 됐듯이, 이 픽션들은 두려움과 떨림 본론에서 제시되는 해석
과 그다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밀의 문학｣에서 데
리다는 “이런 우화들은 아마 문학이라고 불릴 권리가 있는 것에
속해 있다”43)고 말하고, 네 가지 픽션에 눈을 돌린다. 그렇지만 이
로부터 도출되는 것은 곧 본론과 모순되지 않는 요소로서의 “아브
라함의 침묵”인 것이다.44) 데리다가 이삭 봉헌의 다른 가능성을
42) キルケゴール, 『おそれとおのむき』, 『キルケゴール 著作集5』, 桝田啓三郎
訳、白水社, 1962년, 16-25頁.
43) DM, p.166/281頁.
44) 그러나 데리다의 제1악장 독해에는 의문이 남는다. 데리다는 제1악장에서 아
브라함은 “이삭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DM, p.166/282頁)고 하지만, 아
브라함은 “이 여행이 이삭을 어디로 이끌 것인가를, 나는 그에게 감추고 싶지
않다”고말한뒤, 이삭에게축복을주면서얘기를하는것이다. “그의말투는꽤
8. 고하라카이, ｢아브라함에서숫양으로: 동물들로향하는데리다｣ 211

정면에서 내다보게 되는 것은 가장 나중의 것이다.
｢아브라함, 또 한 명의｣의 첫머리에서, 데리다는 하나의 글을 인
용한다. “저로서는 또 한 명의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카
프카의 글이다. 이 글을 제시한 다음, 데리다는 이렇게 말한다. “따
라서 아마, 어쩌면, 한 명 이상의 아브라함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야(denken) 할 것이다. 아마도.” 한 명 이상의 아브라함이 있
을지도 모른다는 것, 그 가능성이 이 강연을 통해 생각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여기에서 선언되고 있는 것이다. 데리다는 강연의 몇
주 전에, 아비탈 165 로넬의 시사에 의해 이 우화에 주의하라고 촉
구했다고 한다.45) 그러나 이 우화에서 묘사되는 아브라함에는, 이
미 1934년에 벤야민이 흥미로운 방식으로 언급하고 있으며,46) 또
한 40-50년대에는 아도르노나 블랑쇼도 카프카의 키르케고르 비
판을 바탕으로 글을 썼다. 이 건에 관한 데리다의 주목은 약간 늦
었긴 하지만 부당하지는 않다.
데리다가 제공하지 않은 정보를 여기서 보충하자. 앞서 언급한
타이르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가 말하는 것을 알 수 없었다. … 이
삭은 아브라함의 무릎을 껴안고 발밑에 엎드려서 애원했다. 이삭은 그의 젊은
생명때문에, 그의아름다운희망때문에애원했다. 이삭은아브라함의집의즐
거운것을떠올리게했다”(앞의책, 18頁). 데리다는이대목을인용하지않으나,
이 기술로부터는,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진상을 얘기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게
아닐까? 이삭은 진상을 듣지만, 아버지가 말하는 것을 물론 믿을 수 없다. 지상
의 수많은것을 생각하게해서 아버지를망설이게만들려 하지만, 아버지는 들
어주지않는것이다.
45) A.A., p.11.
46) Walter Benjamin, «Franz Kafka───Zur Zehnten Wiederkehr seines Todestages», in
Gesammelte Schriften, Band II-2. Suhrkamp, 1977, S.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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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은 카프카가 1921년 6월에, 두려움과 떨림〔전율〕 을 빌려준 친
구 로베르트 클롭슈토크Robert Klopstock에게 보낸 편지의 한 구절이
며, 이편지속에서 아브라함에 관한 부분은, 1935년에 ｢우화｣의한
편으로 발표됐다.47) 카프카의 키르케고르에 대한 근친 증오 같은
감정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다. 약혼 문제 등을 둘러싼 자신의
처지가 키르케고르의 그것과 기분 나쁠 정도로 흡사했기 때문에,
카프카는 키르케고르를 의식할 수밖에 없었고, 1910년대에 일련
의 저작을 탐독한 것이다. 두려움과 떨림 에는 특히 강한 인상을
받았다고 보이는, 일기나 편지에 감상이나 반론을 기록하고 있는
데, 종합하면, 그 반론은 대체로 다음의 두 가지 점으로 요약된다.
우선 아브라함이 정말로 절대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면, 신의 명령
은 원래 역설로 느껴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것이 첫 번째 반론이
며, 키르케고르의 도식을 그 전제부터 의문에 부치는 것이다. 두
번째 반론은, 레비나스의 그것과 유사하며, 키르케고르는 윤리적

=보편적인 차원을 경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카프카에게서는 보편
적인 차원이야말로 무엇보다 불가해하고 다의적인 것이다.48) 이
상의 두 가지 점에 의해,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의 인격으로서는 상
상하기 어렵게 되고 있으나, 이 비판에서 출발해, 카프카는 다양한
아브라함들을 공상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문제의 우화는 그 일부
이다. 아무튼 막스 브로트가 주석을 달고 있듯이, “또 한 명의 아브

47) Kafka, Parables and Paradoxes, bilingual edition, Shocken Books, 1935, 1961, pp.40-45.
전집해당대목은각주(1)을참조.
48) Kafka, Gesammelte Werke, Hochzeitsvorbereitungen auf dem Lande und andere
Prosa aus dem Nachlaß, S. Fischer Verlag, 1953, S.12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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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함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카프카가 쓸 때, 거기에는 “키르케고
르의 아브라함에 대해”라는 함의가 있다.
데리다가 지적하듯이, “또 한 명의”라고 말하면서, 카프카는 이
우화에서 적어도 두 명의 ─ 더욱이 다른 아브라함들 에 대한 언
급도 있다 ─ “다른 아브라함”을 묘사하고 있다. 둘 다 도저히 유
대의 족장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은 놀라운 아브라함인데, 첫 번째
의 다른 아브라함은, 이삭 봉헌의 명령을 곧바로 실행할 생각은 있
으나 집안일에 쫓겨서 나가지 않는다고 한다 ─ 지상의 가정(오이
코노미아)=에코노미가 신의 명령을 너무도 간단하게 능가해버린
다는 스캔들. 데리다가 주목하는 것은 두 번째의 다른 아브라함이
다. 두 번째의 다른 아브라함도, 역시 희생을 바치려고 하는 생각
은 있으나, 그러나그는 신에게 부르심을 받은 것이정말로 자신인
지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잘못 나가서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고 자신과 아들이 더욱 비참하게 되어버리는 것이 무
서운 것이다. 그것은 마치 열등생이, 선생님이 표창하기 위해 부른
우등생의 이름을 잘못 듣고 교실 맨 뒷줄에서 앞으로 나가서 부끄
러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기 때문이라고 한다.49) 도대체 이런
소심한 자를 과연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실제로, 데리
다도 여기서 “카프카의 광기”50)을 보고 있다. 그런데 데리다는 이
강연에서, 즉 자신을 “마지막 유대인”51)이라고 지목하고 있는 데
리다의 “유대성”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의문에 대답하기 위한
49) Kafka, Briefe 1902-1924. op. cit., S.334.
50) A.A., p.12.
51) Derrida, «Circonfession», in Jacques Derrida, Seuil, 1991, p.145.
214 현대사상 2009년7월호<인간/동물의분할선>

강연에서, “유대인”의 형상으로서, 이 두 번째의 166 다른 아브라함
을 내미는 것이다. ｢아브라함, 또 한명의｣라는 제목은, 이런 “두 번
째의 다른 아브라함”을 가리킨다. 이 아브라함에 데리다는 자신을
포개서 보고 있는 것이다. 왜?
왜냐하면 데리다에게 ｢유대인성들 : 자크 데리다에 대한 물음｣
이라는 제목의 콜로케에서 응답한다는 것은, 다른 어떤 콜로케에
서보다도, 자신이 “어울리지 않는 장소”에 있다는 생각을 강하게
품게 하기 때문이다. 자신은 “유대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걸맞
지 않지만, 요청[부름]은 당연히 자신에게 향해진 것일까라고 카
프카의 아브라함처럼, 교실의 맨 뒷자리에서 앞으로 나갈지 어떨
지 망설이고 있는 열등생처럼, 의문을 품어버리는 것이다.52) 그러
나 그 상태를 벗어나지 않고, 데리다는 우선, “유대인(의)[juif/Juif]”
라는 얘기에 얽힌 여러 가지 구별을 거론하고, 이어서 이 문제에
관련된 고전인 사르트르의 ｢유대인 문제에 관한 고찰｣(1946)의 비
판적 검토에 들어간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일관되게, ‘응답’이다. 유
대인에 대해 항상 3인칭으로 얘기하는 사르트르와는 달리, “네, 저
는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유대인입니다”라고 1인칭으로 얘기하
는 것의 의미를 묻는다. “저는 유대인입니다”라는 언표에서는, 사
르트르가 제시한 “본래적/비본래적 유대인”이라는 구별도, 프로
이트나 예루살레미가 보유한 “유대교judaîsme/유대성judéité”이라는
구별도 유효하지 않다.53) 이와 동시에 그 언표는, “탈구축의 초범
례적인, 궁극적인 혹은 종말적 혹은 도착적으로 범례적인 경험”54)
52) A.A., p.14.
53) A.A., pp.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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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한다. 무슨 말인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 자신이라는 것에
확신이 서지 않은 채, “네,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응답하는
것이, 응답 가능성으로서의 책임의 조건을 이룬다는 것이다. “네,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란, 말할 것도 없이, 레비나스와 함께 데리
다가 조명을 한 아브라함의 신에 대한 응답이며, ｢죽음을 주다｣에
서는 이 응답에, “책임=응답 가능성의 근원적인 순간”55)을 찾아
냈다. ｢아브라함, 또 한 명의｣에서도, 그것은 마찬가지이다. “네, 여
기 있나이다”라는 응답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아브라함
이 “두 번째의 다른 아브라함”에 거리를 두게 됨으로써, 아브라함
의 수동성은 단순히 맹목적인 신앙에 의한 것이아니라, 더 복잡한
것이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키르케고르의 아브라함은 데리다
가 아무리 그 가능성을 확대하더라도, 역시 절대적인 신앙에 뒷받
침됨으로써 자신과 신의 단독적인 관계성을 확신한 것이 아닐까?
그러나 카프카의 아브라함은 데리다에게 다음의 것을 다시금 생
각하게 해줬다. “저 또한 명의, 두번째의 다른 아브라함과는 달리,
교실의 주요 자리에 불린 것은 나 자신이다, 나 자신분이다, 우선
나 자신인 것이라고 확인을 갖고 믿고 있는 자는, 책임=응답 가능
성과 선택이라는 무섭게 애매한 경험을 교조적인 캐리커처로 변
용시키고 추락시키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특히 정치에 있어서, 금
세기의 매우 무서운 귀결들이 초래된것입니다.”56) 그리고 데리다
는 “유대적인 사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며 강연을 끝맺고 있다.
54) A.A., p.37.
55) DM, p.102.
56) A.A.,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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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또 한 명의 아브라함이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제가 아
는 한, 가장 위협당하고 있는 동시에, 가장 현혹적이며, 가장 궁극
적으로 유대적인 사고인 것입니다.”57)
그래도 데리다는 카프카의 수많은 아브라함들 중에서도, 교실
의 맨 뒷자리에 앉아 있는 열등생에게 유달리 마음이 끌린 것 같
다. 이듬해인 2001년에도, 그는 프랑크푸르트에서의 아도르노상
수상 167 강연의 첫머리에서 수상에 대한 감사를 표하면서, 자신을
그 열등생에 비유한다. “카프카의 이야기 속에서, 제가 아브라함
처럼 교실의 주요 자리에 앉도록 명령받았다고 믿고 있는 열등생
처럼, 이 노상강도이자 밀수업자[데리다 자신]가 자신의 몸에 일어나
는 것[수상]에 걸맞지 않더라도, 그의 꿈은 행복하게 보입니다. 저처
럼 말입니다.”58) 어디 하나 아브라함답지 않은 아브라함, 그것이
이 열등생, “유대적인” 열등생이다. 아브라함을 여기까지 변용시
켰다면, 아브라함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니게 되는 것도 시간의
문제이다.

이삭 봉헌의 고쳐 쓰기 (2) : 숫양(첼란)
아도르노상 수상 강연보다 2년 후인 2003년의 가다머 추도 강연에
서는, 이삭 봉헌의 주인공은 더 이상 아브라함이 아니며, 이삭도
아니다. 선정된 텍스트에 등장하는 것은, 그저 숫양, 신이 이삭을

57) A.A., p.42.
58) Derrida, Fichus, Galilée, 2002, pp.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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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역으로 내민, 저 숫양뿐이다. 데리다가 독해하는 것은 자신과 가
다머가 함께 찬양할 생각을 품은 시인, 첼란이 남긴 ｢커다란, 빨갛
게 달궈진 둥근 천장｣이라는 시이다. 이 시에서 이뤄지는 것은, 더
이상 희생제의적인 구조의 불가피성의 확인이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희생제의적 구조에 대한 근저적인 질문이다. 더 중요한 것
은, 주인공이 바뀜에 따라, 성서로부터의 ‘이삭 봉헌’을 잘라내는
방식 자체가 바뀐 것이다. ｢창세기｣ 22장에서 지금까지 별로 주목
을 받지 못했던 대목이 여기서 끄집어내지고, 그리고 변형을 겪는
다. 성서 그 자체가 우선 하나의 텍스트인데, 이로부터 하나의 장
면을 어떻게 잘라내기 시작하느냐는, 결코 순진무구할 수 없는 하
나의 조작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키르케고르로부터 훨씬 먼 곳으
로 가고 있다. 다음이 시 전체이다.
커다란, 빨갛게 달궈진 둥근 천장
바깥으로 ─ 그리고 맞은편으로
스스로를 뚫는 검은 별-무리를
아로새기고
숫양의 돌처럼 된 이마에,
나는 이 상像을 아로새긴다,
뿔과 뿔 사이에, 그 속에,
소용돌이치는 노래 속에서,
응고된 마음의 바다
속이 부풀어 오른다.

218 현대사상 2009년7월호<인간/동물의분할선>

무엇을
향해서
그는 돌진하지 않을까?
세계는 멀리 떠났다, 나는 너를 짊어져야 한다(Die

Welt ist fort, ich muss dich tragen).59)
인칭대명사(sich, ich, er, dich)의 배치, 동사의 시제와 구두법에 의
한 시의 비틀어짐, 현재형의 병치에 의한 시제 착오 등등, 이 시에
대한 데리다의 섬세한 독해를 일일이 따라갈 수는 없다. 여기서는
그저, 168 무한한 독해를 부르는 이 시를 통해 데리다가 대역의 숫
양에 시선을 돌리고, ‘이삭봉헌’을 다른 각도에서 다시 읽는 모양
을 확인해 두고 싶다. 첼란과 데리다와 함께, 키르케고르가 잘라낸
후의 성서의 서술(13-19절)을 떠올려보자.
숫양에 의한 대역. 불에태움. 이삭의 붙잡아묶음. 아브라함
이 두 번째로 ‘네,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말한 후에, 이
삭의 목을 베기 위해 치켜든 칼을, 신이 보낸 천사가 멈추게
할 때, 아브라함은 뒤를 돌아보고, 수풀 속에서, 두 개의 뿔
을 붙잡힌한 마리의 숫양을 본다. 그는 그것을아들대신불
태워 제물로 바친다. 그때 신은,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그의

59) B, pp.26-27/24-26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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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늘리겠다고 약속하지만, 그것은 또
한, 이 시의 첫 번째 연의 별인지도 모른다. 그 별은 또한, 시
안에 도달하고, 무서운 노란색 별이 될지도 모른다.60)
계속해서 데리다는 이삭 봉헌 이후에 희생된 숫양들을, 또한, 이런
홀로코스트들을 담당하고 유대인의 기억 속에 울려 퍼지는, 숫양
의 뿔로 만든 피리소리를 상기시킨다. ‘홀로코스트’가 유대인 자신
의 재난을 암시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으리라. 그리고 3연을 읽는
다. 숫양들은 “무엇을 향해 돌진하지 않을까?” 데리다는 이 글이
부정의문문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대역의 동물들은, 희생제의를
바치는 사제를 향해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사제에게 부탁해 희생
제의를 바치는 모든 자들을 향해서, 돌진하지 않은 것일까? “왜 나
인가?”라며. 이리하여 데리다는 “모든 홀로코스트의 숫양”이, “모
든 대역의 산양, 모든 대역substituts”61)이, 상처 입은 뿔과 불에 탄 이
마를 불쑥 내밀고 전 방위로 돌진해가는 장면을 상상한다. 범죄가
아닌 살해를, 유용성의 에코노미를 깨기 위해 필요한 살해를, 유용
성의 에코노미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살해를 행하는 모든 자를
향해서, 숫양들은 달려나갈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여기서 행해지
는 것은 희생제의적 구조의 불가피성의 확인이 아니다. 이 시로부
터 들리는 것은 희생제의적 구조에 대한 질문이며, 저항이다. “왜
나인가?”라고. 그리고 “무엇을 향해 돌진하지 않을까?”라는 물음
의 있어야 할 응답으로서,62) 마지막에 심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
60) B, p.62/67頁.
61) B, p.65/78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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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계는 멀리 떠났다, 나는 너를 맡아야 한다.” 데리다는 이 시
구를 구성하는 두 개의 문장을 반전시킨다. “만일 너에 대해 필요
성이나 의무가 있다면(있는 곳에서는), 만일 나, 이런 내가, 너, 이
런 너에게 의무를 맡고 있다면(있는 곳에서는), 그런데 그 경우에
는, 세계는 사라지려고 하며, 더 이상 거기에도 여기에도 없다, 세
계는 멀리 떠났다(die Welt ist fort)”63)고. 이제 세계는 사라져 없어
지고(fort), 나와 너를 잇는 그 어떤 지면도, 그 어떤 구실도, 그 어떤
중개도 없는 곳에서, 나는 혼자서 네게, 네게만 의무를 맡는다. 이
제 세계가 사라져 없어지고, 에코노미로부터 해방된 곳에서, 나는
너와의 단독적인 관계에 있어서 너를 담당할=맡을(tragen) 의무를
짊어진다. 그것은 에코노미의 외부에 있는 부채, 결코 깨끗이 갚을
길이 없는 부채이다. 그러나, 세계가 멀리 떠난 곳에서 너를 짊어
져야 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무인가? 이미 다른 곳에서 논했
는데,64)

데리다는

마지막

장에서

“담당・담지하다=맡다

(tragen=porter)”라는 단어가, 그 다양한 용법 중에서도, 169 앞으로
생겨날 생명을 자기 안에 맡는 것(“아이를 맡다=임신하다”)과, 이
세상을 떠난 죽은 자를 자기 안에 맡는 것(“상을 맡다=애도하다”)
의 양쪽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에 주의하라고 촉구한 뒤, 프로이트
의 애도의 이론에서의 애도의 ‘규범성’에 이의를 제창한다. 프로이
트는 애도의 작업을, 자기의 안으로의 타자의 ‘체내화, 받아들임

62) B, p.67/73頁.
63) B, p.68/73-74頁.
64) 拙稿 「証言───記億しえないものを忘れないこと(증언 : 기억할 수 없는 것
을잊지않는것)」, ブランショ政治論集 1958-1993 , 月曜社, 2005년, 359-366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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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둬들임〕, 기억의 내화, 이상화’로서 제시했다.

“그러나 내가, 타자

에게 충실하기 위해, 그 단독=특이한 타자성을 존중하기 위해, 타
자를 내 안에 맡지 않으면 안 된다(그것은 윤리 그 자체이다)고 해
도, 그래도 여전히 모종의 멜랑콜리가, 규범적인 애도에 항의할 것
임에 틀림없다.” ｢ 올바르게 먹어야 한다 ｣에서 “체내화 혹은 받
아들임〔거둬들임〕”이, “희생제의적 구조”의 예로 꼽혔다는 것을 생
각해보자. 타자를 자기에 받아들임〔거둬들임〕으로써 타자를 내화하
고, 타자의 타자성을 망각하여 자기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것, 그것
이 애도의 ‘규범’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건망증의 결백의식 = 양
심의 아픔 없음(la bonne conscience d’une amnésie)에 다름 아니
다”65)고 데리다는 말한다. “희생제의적 구조”란, 혹은 “희생제의
적 구조”의 “부인”이란 바로 이런 “건망증의 결백의식”일 것이다.
이런 “결백의식”에 맞서, 데리다는 동물들로 향한다.

“멜랑콜리”를 불식하지 않고, 타자를 타자로서, 그 단독성에 있
어서 ‘맡고/짊어지고’, “희생제의적 구조”에 휘말리지 않도록, “결
백의식”에 만족하지 않도록, 저항하는 것. 말년의 데리다가 동물
들로 향한 시선의 의미는, 이 저항에 있다.

65) B, p.74/80-81頁. 또한 일역본에서는 “bonne conscience”가 ‘양심’으로 번역되어
있으나, 오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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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탈억제된 생명의 충박들
: 초월론적 형이상학과 생물의 문제 *
쿠시타 준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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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형이상학의 근본개념들 은특이한텍스트다. 그것은 존

재와 시간 을핵으로 하는 이른바 전기 하이데거 사상이 도착했던
하나의 정점, 또는 오히려 심연이라는 의미에서, 또한 ‘향수鄕愁로
서의 철학’이나 철학의 ‘근본 기분으로서의 깊은 지루함’, ‘기투에
있어서의 에워쌈〔울타리치기〕’ 등과 같은 그의 다른 저작을 포함하
여 전후에 유례없는 주제들이 서서히 나타난다는 의미에서도 특
이하다. 이 책은 이후에도 오랜 기간에 걸쳐 다양한 발상과 지적
운동의 풍부한 원천이길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가능
성 중에서도 일찌감치 표면화한 것이 ‘동물’에의 물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1) 다만 이 텍스트는 강의라서 반드시 완전하게 정
* 串田純一, ｢脱抑止される生命の衝追たち : 超越論的な形而上学と生物の問題｣,
現代思想 , 2009年7月号.
[옮긴이] 이글의 제목에 사용된 ‘충박衝追’이라는 단어는 독일어 ‘Drang’(영어로
는 대체로 impulse)의 번역어인데, 이 단어는 보통 ‘열망’이나 ‘충동’으로 옮겨진
다. 그런데도이둘중하나를택하지않은이유는충동인Trieb와혼동될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열망으로옮기지않은이유는Drang에는반성이따르지않는순
간적・무의식적충동이라는의미가있는데도 이단어가이를 제대로짚지 못한
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게다가 Drang에는 ‘압력’, ‘몰아붙임, 밀어닥침’이라는 의
9. 쿠시타준이치, ｢탈억제된생명의열망들: 초월론적인형이상학과생명의문제｣ 223

리된 구조나 일관된 서술을 갖추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고, “동
물은 세계가 가난하다”라는 잘 알려진 중요 명제의 지위에도 애매
함이 남아 있다. 이것이 무엇보다 문제적인 이 명제와 그것에 의거
하는 논의들을 새로운 혼란에 빠뜨리는 일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논리학의 형이상학적 시원근거들 (이하
시원근거들 )이나 칸트와 형이상학의 문제 (이하 칸트론 ) 등
을 포함한 이 시기의 하이데거 철학을 ‘초월론적 형이상학’으로 성
격 규정한 다음, 동물 혹은 생물 일반의 문제가 이 틀 속에서 지닌
의미와 가능성에 관해 생각하고 싶다.2)

미도 있다. 이때문에국내에서는거의사용되지 않는 ‘충박’이라는단어를 우선
그대로두기로결정했다.
1) 이런 ‘존재론적 동물론’의 효시로서 저명한 것이 Jacques Derrida, De l’esprit, Paris,
1987〔자크 데리다, 『정신에 대해서』, 박찬국 옮김, 동문선, 2005〕이다. 그 후,
David Farrel Krell, Daimon life, Bloomington, 1992 등이이어지고, 특히최근의미국
을 중심으로 한 연구의 활황은 주목받는다. Matthew Calarco, Zoographies, New
York, 2008. ; Brett Buchanan, Onto-Ethologies, New York. 2008 등을 참조. 또한 일본
에서 ‘동물’을 하나의 키워드로 유통시킨 아즈마 히로키도 하이데거에게 많은
것을 빚지고 있다. 東浩紀, ｢私とハイデガー｣, 思想読本3 ハイデガー , 作品社,
2001年, 66-68頁.
2) 이하에서하이데거의저작중에서빈번하게인용・참조하는세가지에대해서
는전집의권수및쪽수만을본문속에표시한다. 원문의이탤릭체는굵은글씨
로표시하고, 인용자의보충등은〔 〕 안에적었다. 일역본은『ハイデッガー全集
(創文社)에기재된원문쪽수로부터검색했으면한다. 〔옮긴이: 그러나번역본
에서는일역본의쪽수를모두삭제했다.〕
Martin Heidegger, Gesamtausgabe, Frankfurt am Main.
3권 : Bd.3. Kant und das Problem der Metaphysik, 1992. 마르틴 하이데거, 칸트와 형
이상학의문제 , 이선일옮김, 한길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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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월론적 형이상학의 구상
하이데거는 평생 동안, 서양철학이란 형이상학에 다름없으며, 그
리고 그 형이상학은 존재-신-론Onto-Theo-Logie이라는 이중성을 띠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6권 1
장에 의거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a) 존재 자체, (b) 전체로서의
존재자이다”(26, S. 33)3)라고 하는데, 이 끊임없는 분기 중 ‘존재 자
체’의 의미에 관한 물음이 존재론, ‘전체로서의 존재자’의 존재방
식의 탐구가 신론(신학)이라고 불린다. 나중에는, 이와 같은 형이
상학과는 별개의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이 사고에 있어서 최대의
과제로 간주되지만, 지금 문제로 삼고 있는 1920년대 후반 무렵의
하이데거는 오히려 스스로를 이 전통 속에 적극적으로 위치짓고
새로운 형이상학을 전개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 형이상학이 ‘초월
론적’이라고 말해질 수 있는 것은, 그 분절과 통일이 일관되게 ‘현
존재의초월’에 기초하여 173 생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가장
명확하게 제시되는 1928년의 강의 시원근거들 을 중심으로 살펴
보자.
형이상학은 우선 존재론 쪽에서시작될 것으로 생각된다. 신론神
論이 전체로서의 존재자를 다루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존재자의

존재가 그 일반성 및 상이성과 관련해 어느 정도 이미 해명되어 있

26권: Bd.26. Metaphische Anfangsgründe der Logik, 1978. 마르틴하이데거, 논리학의
형이상학적시원근거들 , 김재철, 김진태옮김, 길, 2017.
29/30권 : Bd.29/30, Die Grundbegriffe der Metaphysik, 1983. 마르틴 하이데거, 형이
상학의근본개념들 , 이기상, 강태성옮김, 까치, 2001.
3) [옮긴이] 국역본: 중요한것은1) 존재자체, 2) 존재자전체이다. 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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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다만 하이데거에 따르면, “존재가 주
어지는 것은 현존재가 존재를 이해하고 있을 때뿐이다”(26, S.219

).4) 즉, 존재 일반의 의미를 묻기 위해서는, 우선 그 존재가 실제로
[現하게] 이해되고 있는 방식을 물어야 하며, 이것을 묻기 위해서
는 존재 이해를 갖추고 있는 ‘현존재’로서의 인간이라는 특별한 존
재자의 존재양식이 해명되어야 한다. 이 현존재의 분석론은, 존재
론 일반의 더 한 층의 기초로서 ‘기초존재론’이라고 불린다. “문제
의 발단을 형성하는 것은 현존재의 실존의 분석론으로서의 기초
존재론이다. 이 분석론은 기초존재론적인 의도 속에서, 게다가 그
안에서만 생기하는 것이다. 이로부터 착수, 수행, 한계 및 특정한
현상들의 양식이 규정된다. 첫째로 우선 실존하고 있다는 현존재
의 존재양식으로부터, 존재의 이해는 밝혀져야 한다”(26, S.171).5)
이와 같이, 현존재가 개개의 존재자를 넘어서 그 존재를 이해하기
에 이르렀다는 것, 그리고 그것에 의해 해당 존재자가 존재자로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하이데거에게서의 ‘초월’이다. “초월은 주
관을 곧바로 내부 공간에 가둬버리는 울타리 같은 것을 넘어선다
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런 게 아니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주관의 초월을 근거로서 주관에대해 열릴 수 있는 존재자 그
4) [옮긴이] 국역본은물론이고하이데거의책에서도이펴이지(쪽)에서는해당대
목을찾을수없었다.
5) [옮긴이] 국역본: 문제의단초를현존재의실존분석론으로서기초존재론이형
성한다. 이분석론은기초존재론적의도에서만생겨나고오직이것에서만가능
하다. 그로부터단초, 수행, 한계그리고특정한현상을구체화하는방식이규제
된다. 일차적으로 실존인 현존재의 존재방식으로부터 존재이해가 밝혀진다.
2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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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이다. 넘어섬超出이 현존재와 함께 실존하고, 그것에 수반해
현존재가 아닌 존재자가 넘어설 수 있는 것에 의해, 그런 존재자는
그것으로서, 즉 그 자신으로서, 나타나 오게 된다”(26, S. 212).6) 그
리고 현존재가 거기로 향해 초월하는 그 끝先이며, 또한 존재자가
나타나는 장이기도 한 것이 ‘세계’이다.
이리하여 현존재의 초월과 존재이해의 구조에 기초되고 제약되
면서, 존재 일반의 의미에 대한 물음이 존재론으로서 수행될 것이
다. 그러나 이 현존재의 초월의 구조에는, 해당 현존재 자신도 또
한 자연이라는 전체로서의 존재자의 한 가운데로 내던져진 일개
의 존재자이다, 라는 사실이 필연적으로 속해 있다. 이와 같이, 현
존재가 자연(퓌시스)에 속하면서도 그것을 이해한다고 하는 방식
인 의미에서 자연을 초월하고 있다, 혹은 ─ 같은 것의 이면인데
─ 자연을 초월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애당초 형이-상학

(메타-퓌시카)이라는 것의 생기〔발생〕를 가능하고 필연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존재의 초월에 근거한 존재론은, “전체로서의
존재자의 한 가운데에서 초월 같은 것이 가능해지고 있는가”라는
문제로 송환될 수밖에 없다.

6) [옮긴이] 국역본: 초월은주체를우선어떤 내부공간속에가두고있는빗장을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초월되는것은 주체에게개방될 수 있
는것, 정확하게는주체의초월이라는근거위에서만그렇게될수있는존재자
자체이다. 넘어감이 현존재와 함께 실존하고, 현존재가 아닌 존재자가 초월된
다는 사실과 함께 그런 존재자가 그 자체로, 즉 그 자신에서 출현한다. 245-246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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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의 이해에는 동시에 존재와 존재자의 구별의 수행이
있으며, 존재가 주어지는 것은 현존재가 존재를 이해하고
있을 때뿐이다. 바꿔 말하면, 존재가 이해에 있어서 주어질
가능성은 현존재의 실존을 전제하고 있으며, 이 실존이 더
나아가, 자연의 사실적 사물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다. 〔원문에서 줄바꿈〕 이로부터 전체로서의 존재자를 주
제로서 가진 독특한 문제의 필연성이 생긴다. 이 새로운 문
제 설정은 존재론 그 자체의 본질 안에 포함되며, 그 전화με
ταβολή에서 생긴다. 이 문제성을 나는 메타존재론

Metontologie이라고 명명한다. 그리고 이 메타존재론적-실
존적 물음의 영역 안에, 실존의 형이상학의 영역도 또한 존
재하는 것이다(여기에서 174 비로소 윤리의 물음을 세울 수
있다). (26, S.199)7)

7) [옮긴이] 국역본 : 존재에 대한 이해는 동시에 존재와 존재자의 구별을 위한 수
행이놓여 있다. 현존재가 존재를 이해할 때에만 존재의 현사실적 실존을전제
하며 이것은 다시금 자연의 현사실적 눈앞에 있음을 전제한다. 바로 철저하게
제시된 존재물음의 지평에서 다음과 같은 것이 제시된다. 즉 존재자의 가능한
전체성이 거기에 이미 있을 때에만 모든 것은드러날 수있고 존재로서이해될
수있다.
이로부터 이제 존재자 전체를 주제로 하는 독특한 문제상황의 필연성이 밝혀
진다. 이러한새로운문제제기는존재론자체의본질에놓여있으며그것의변
혁, 즉 ‘메타볼레(μεταβολή)’에서 제시된다. 이 문제상황을 나는 초존재론
(Metontologie)이라고 특징짓는다. 그리고 여기 초존재론적-실존적 물음의 권역
에는 실존의 형이상학을 위한 권역이 있다(여기에서 비로소 윤리학의 물음이
제기될수있다). 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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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존재론과 메타존재론은 그 통일에 있어서 형이상학의
개념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표현되는 것은, 제1
철학이자 신학으로서의 철학이라는 이중 개념에 의해 이미
앞의 서론에서 언급했던, 철학 자신의 어떤 근본 문제의 변
형에 지나지 않는다(26, S.202).8)

‘윤리의 물음’이라고 함으로써 하이데거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지는 흥미로운 대목이지만, 당장은 이것 이상의 언급은 없다. 아무
튼, 이렇게 해서 형이상학의 일반적 구조를 현존재의 초월을 축으
로 재구성한 다음, 그는 이 초월 그 자체의 궁극적인 근원이 ‘시간
성’이라는 존재와 시간 이래의 전망을 다시 한 번 표명한다. “초
월의 기원은 바로 시간성 그 자체이며, 게다가 시숙(時熟,

Zeitigung[최근에는 ‘시간화’라고 번역됨])과 함께 또한 이미 초월
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시간성의 시숙[시간화]과 더불
어서만, 세계에의 진입의 사건과 더불어서만, 통속적인 의미에서
의 시간이 주어지고, 그리고 세계에의 진입이 일어나고, 그래서 세
계 내의 존재자가 현존재에 대해 밝혀지는 한에서만, 시간 내의 존
재자 즉 ‘시간 속에서’ 경과하는 것, 주어지는 것이다”(26, S.272). 이
시간의 문제로는 또한 나중에 되돌아가자. 지금은 우선, 기초-메
타-존재론의 복합으로서 정리된 초월론적 형이상학에 있어서 동

8) [옮긴이] 국역본 : 기초존재론과 초존재론은 그것들의 통일성에서 형이상학의
개념을 형성한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철학 자체가 지닌 근본문제의 변화만 표
현될 뿐이다. 이는 이미 위의 서론에서 ‘제일철학’과 ‘신학’이라는 철학에 대한
이중적개념으로다루어졌다. 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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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생명의 문제가 어떻게 취급되어야 하는가를 물어야 한다.9)

형이상학의 근본개념들 에서 동물・유기체론의 문제점
애당초 이 1929-30년의 강의에서 동물・유기체와 관련된 존재론
적인 문제가 다뤄지게 되는 것은, ‘세계’라는 ─ ‘유한성’, ‘ 단독화’
와 나란히 ─ ‘형이상학의 근본개념’의 해명의 일환으로서였다. 하
이데거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이 해명의 길 안에서 자신은 세
가지를 실천한다고 말한다. 그 첫째는 논문 ｢근거의 본질에 대해
서｣ 등의 ‘세계’ 개념의 역사의 탐구, 둘째로 존재와 시간 에서 행
하는 세계 안에 있는 일상적 현존재의 행동의 해석, 그리고 셋째가

‘비교 고찰’, 즉 인간적 현존재와 그것 이외의 존재자들이 각각 세
계라는 것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의 고찰이다. “돌은 세계를
갖지 않는다”, “동물은 세계가 가난하다”, “인간은 세계를 형성한
다”라는 세 쌍의 테제는, 이 고찰을 이끄는 선행적인 전망으로서
제출되었다.
그런데 하이데거 자신이 말하듯이, 이 비교는 바로 비교를 초월
하는 곤란이다. 왜냐하면 세계란 애당초 무엇인가가 무엇인가로
서 나타나는 장[소]인 이상,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비교되어야 할

9) 이 글에서는 하이데거가 동물에 대해 말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식물 등을 포함
하는전체생물에일반화할수있다고생각한다. 예를들어그는아메바등의단
세포생물을동물로취급하는데(29/30, S.327), 5계설이후의현대적분류로는이
것들은동물도식물도아니거나그쌍방을포함할수있는‘원생생물계’에속한
다고여겨진다(그리고원생생물자체도다계통多系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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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무엇인가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그 나타나기 방
식 자체의 비교이기 때문이다. 이 곤란을 앞에 두고 하이데거는,
예를 들어 동물에 대해 그 자신 이외의 존재자가 나타나는 방식은,
그 동물에로 자신을 옮겨둠으로써 ‘경험’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존재자에게로 자신을 옮겨둔다는 것은 이 존재자가 그것으로 있
고 또한 그렇게 있는 그 방식에 동행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 이
동행 때에 우리는 자신이 그러한 방식으로 동행하고 있는 그 존재
자의 사정을 직접 경험하고, 그 존재방식에 대해 정보를 주고, 일〔
경우〕에 따라서는 이 동행을 통해서, 그것 자신에게가능하다기보
다도 더 날카롭고 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자를 꿰뚫어볼 수도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29/30, S.296-297).10)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다소 놀랄 만한 소박함과 또한 불온한
자부심을 간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11) 그러나 지금은 이런

‘동행’이 175 어떻게, 그리고 애당초 가능한가는 굳이 묻지 않는다.
다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인간

10) [옮긴이] 국역본: 우리가이러한존재자속으로자신을옮겨앉혀본다함은, 우
리가그존재자가 무엇인바로 그것과어떠하게그것인 바로그것과 함께가본
다는것을일컫는다 ─ 이렇게 함께 같이 가보는가운데에서는그것과 함께 우
리가그렇게같이가보는그존재자에대해서우리는그 존재자가어찌 되어가
고 있는지를 직접 경험하며, 그 존재자 자체의 사정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정보
를주며, 더군다나함께같이가보는가운데어쩌면우리는그다른존재자가몸
소그리할수있는것보다도더날카롭게그리고더본질적으로그다른존재자
를꿰뚫어보는지도모른다. 333-334쪽.
11) 물론한편에서Calarco(앞의책)처럼이“상대방의몸이되어보기”라는시도에
모종의적극적인의미와가능성을인식할수도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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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른 존재자로서의 동물에 관해 무엇을 아는가이지, 동물이 그
것 자신으로서 어떤 세계를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는 점이다. 혹은

‘경험’이라는 다소 폭넓은 단어를 존재론적으로 바꿔 말하면, 우리
들 현존재는 세계에로 초월할 때에 그 세계 안에 나타나는 동물 혹
은 생물 일반의 존재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어떤 존재 이해를
기투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문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하이데
거 자신은 이 점에 관해서 종종 불철저하다.
그는 논의의 단서端緖에 있어서, 문제의 “동물은 세계가 가난하
다weltarm”라는 명제가 “동물성 그자체에 관해서, 즉 동물의 본질에
관해서 무엇인가를 입언(立言)하려고 하는 하나의 본질 입언(立
言)이다”(29/30, S.275)12)라는 것을 반복한다. 그것은 이 명제가 생
물학 등의 실증과학의 성과로부터 도출된 것이 아니라, 거꾸로 그
런 과학들이 자신의 대상을 동정(同定)하기 위해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이 명제는 “동물학 및 생
물학 일반에 입각한 어떤 특정한 지침이 없이는 유지할 수 없으나,
그러나 또한, 그 진리를 나타내기 위한 방향을 이것들 안에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29/30, S.275).13) 그러나 여기서도 역시 물어야
할 것은 동물의 ‘본질’ 자체라기보다는, 동물의 본질에 관한 선행
적이고 잠재적인, 말하자면 역사적으로 변천할 수 있는 우리의 이

12) [옮긴이] 국역본 : … 동물성 그 자체에 대해서, 즉 동물의 본질에 대해서 어떤
것을발언하려고하기때문이다─ 그것은일종의본질발언이다. 310쪽.
13) [옮긴이] 국역본 : 저명제는 동물학과생물학일반에 특정하게방향잡지않고
서생겨나온것이 아니면서도 스스로에대한보증 방향을그안에가지고있지
않다. 311쪽.
232 현대사상 2009년7월호<인간/동물의분할선>

해 아닐까? 그리고 근현대의 일상적 존재자 이해는 일반적으로 그
형이상학적 기반을 과학과 공유하고 있으며 그것에 깊이 침투되
어 있는 이상,14) 하이데거가 이뤄야 할 것은 “동물학 및 생물학 일
반”이 의거하는 선행 이해의 초월론적인 해석・기술記述이 아닐
까? 혹은 그 자신, 점차 이것을 분명히 의식하게 되었기 때문에, 강
의의 막판에 그의 명제는 “동물성의 본질에 대한 고유한 해석이
아니라 일종의 비교 해설에 지나지 않는다”(29/30, S.393)15)고 인
정하게 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하에서는 그에 의한 동물・유기
체의 구체적인 해석을, “우리는 이러한 존재자들을 향해서 어떤
존재 이해를 기투하고 있는가”라는 초월론적인 물음에 대한 응답
으로서, 실제로 재해석해보자.

자연 전체의 한복판에서 탈억제의 연관에 사로잡혀 있는 것
으로서의 생물이라는 이해
동물・생물의 존재론적 구조를 해석하기 위해 하이데거 자신이
제시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은 생물학적 식견이다.
먹잇감이 있는 곳으로 온 꿀벌을 곧바로 잡아서, 어두운 상
14) “오늘날 우리의 사실적인 현존재는 어떤 과학적인 wissenschaftliches(학적인)
것이며, 우리는 이 과학성을 더 이상 자신들의 현존재로부터 말소할 수 없다.”
Heidegger, Einleitung in die philosophie, Gesamtausgabe, Bd.27, 2001, S.161.
15) [옮긴이 ] 국역본 : 그렇다면 동물의 세계 빈곤에 관한 논제는 동물성에 대한
본질에는 고유한 해석이 결코아니며, 오히려 그것은 그저일종의 비교하는 예
시에불과하다. 4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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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가둬두었다가, 몇 시간 후에 놔두자. 이 몇 시간 동안에
하늘의 태양의 위치는 이미 상당히 변했다. 그렇다면 놓아
진 꿀벌은 잘못된 방향에서 둥지를 찾는다. 단 꿀벌은 방향
을 잃자마자 무턱대고 어디론가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것이 날아가는 방향과 날아온 방향 사이의 각도 차이는, 그
사이에 움직인 태양의 위치와 정확하게 대응한다. (29/30,

S.357)16)
이 일련의 조작과 관찰에 의해 밝혀지는 것은, 우선꿀벌은 태양의
각도와의 어떤 관련성을 따라서 날아다닌다는 것이다. 자연 조건
에서는 둥지와 먹잇감이 놓인 장소 사이의 왕복에 몇 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고, 그 사이에 태양의 위치는 거의 바뀌지 않기에, 꿀벌
은 이 날갯짓에 의해 둥지로 돌아갈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동시
에, 꿀벌은 둥지 자체를 향해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애당초 ‘둥지’
라는 176 존재자 그 자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도 의미한다.
꿀벌은 태양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하이데
거는 꿀벌이 하나의 구조 전체에 얼빠져〔사로잡혀〕 있으며 태양을
개별 존재자로서 지각하는 것도 결코 아니라고 말한다. 즉, “동물
16) [옮긴이] 국역본: 먹이터에도착한한마리의꿀벌을사람들이즉각붙잡아다
가어두운작은상자속에감금했다가몇시간이지난뒤태양의자리가하늘에
서 이미 결정적으로 변경되었을때에 다시 날려보내줄 경우, 이때 상자 속에서
풀려난그꿀벌은벌통을틀린방향에서찾아나서게된다. 하지만그꿀벌은갈
피를못잡은채제멋대로어디론가날아가버리는것은아니다. 오히려그꿀벌
이날아오르는방향은도착당시의방향으로부터정확히태양의변경된위치에
상응하는각도만큼벗어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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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얼빠져 있음Benommenheit은 그러므로 우선, 무엇인가로서의 무엇
인가에 대한 모든 이해Vernehmen가 본질적으로 박탈되고 있음을 의
미하며, 이어서, 바로 이런 박탈에 있어서 무엇인가에 의해 압도되
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29/30, S.360-361).17) 태양 혹은 태양광
은 꿀벌 안에 미리 충동적으로 준비되어 있던 어떤 행동양식과 그
것에 필요한 에너지를 해방할 뿐이며, 이런 관계는 “태양이 꿀벌
을 ─ 또는 꿀벌의 어떤 행동에의 충동을 ─ 탈억제enthemmen〔억제
해제〕한다”고 표현되어야 한다.

“~에 유능한 것이, 그러므로 또한

행동이 열려 있는 것은, 충동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기에 대해
서, ~에 유능하다는 것을 그때마다 각각 직접 기동시키는 것에 대
해서, 즉 탈억제하는 것에 대해서이다. 동물의 행동이 관계해가는
것은, 이 행동이 그것에 대해 열려 있다, 라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
다. 이 다른 것은, 우리가 탈억제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방식으로
동물의 열림Offenheit 속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29/30, S.369).18)

17) [옮긴이] 국역본: 이렇듯동물의얼빠져있음이라 함은첫째로, ‘어떤것을어
떤 것으로서 인지할 수 있는 개개의 모든 가능성이 본질차원적으로 박탈되어
있음’을뜻하며, 둘째로그와같은박탈되어있음속에서바로무엇인가에의해
압도되어있음을뜻한다. 404쪽.
18) [옮긴이 ] 국역본 : 어떤것을해낼수 있는 능력이 있음과그리고 이로써댓거
리는 부추김들에 열려 있고, 구실들에 열려 있으며, 어떤 것을 해낼 수 있는 능
력에게 각기 그때마다 이러저러한 구실을 주는, 다시 말해서 그런 능력을들뜨
게하는바로그와같은것에열려있다. 그것에동물의댓거리가자신을관련짓
는바로그러한것에댓거리가열려있는만큼, 바로그것에동물의댓거리가자
신을관련짓는다. 바로그러한타자가동물의이같은열려있음안으로받아들
여지는데, 그것은우리가들뜸(Enthemmung)이라고지칭하는그런방식으로일
어난다. 4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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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생물 안에는 이미 여러 가지 활동의 방식이 미리 가능성으로서
준비되어 있는 동시에, 보통은 오히려 그 발현이 적극적으로 억제
되고 있는 것이며, 외부에 존재하는 것은 단순히 일정한 질서를 따
라서 이 억제를 제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 작용의 방
식은 기계적인 것이라고도 보이며, 생물은 자신을 억제하고 있는
것도 탈억제하는 것도, 존재하는 것으로서 지각・인식할 필요는
없다.19)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리하여 무엇인가에 탈억제될 수 있
는 유기체의 능력을 ‘열림’이라고 부르면서, 이것을 세계 형성하는
인간적 현존재의 ‘개명성(開明性,

Offenbarkeit)’20)과

엄격하게 구별한

것이다. 이에 덧붙여, 탈억제가 해당 생물의 생존에 있어서 의미를
갖는 것은, 어떤 특정한 전체적 조건을 갖춘 환경에서만 가능하며,
여기의 예에서는 “태양의 위치와 둥지의 방향이 안정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이 그 조건이다. 그리고 생명체들의 여러 가지 탈억제
는 개체를 횡단하여 상호 복잡하게 연관된 ‘고리’를 이루면서 전체
적인 환경을 구성한다. “유기체의 전체성은 동물의 몸의 전체성에
의해 소진되는 것이 아니며, 그 몸의 전체성 자신이, 탈억제의 고
리라고 우리가 명명한 것을 틀로 삼는 근원적인 전체성이라는 기
초 위에서 비로소 이해되는 것이다”(29/30, S.383).21)
19) 이탈억제라는기구는개체수준뿐만아니라, 세포또는생체고분자의수준에
서도찾아볼수있다. 예를들어생물의모든세포는최초의수정란과거의같은
유전정보를갖고있지만, 이것들이실제로각조직세포로분화하는것은불필
요한정보의 발현이억제되기때문에 다름 아니다. 이른바종양이란이 억제가
어떤원인으로효력을잃고세포의비정상적인기능이탈억제되어버린상태이
다.
20) [옮긴이] 이단어는‘개방성’으로번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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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요약하면, 우리는 동물 그리고 생물 일반을 ‘전체로서의
존재자인 자연의 한복판에서 탈억제의 연관에 사로잡혀〔얼빠져〕
있는 존재자’로서 이해하고 있다는 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음의 점이다. 이 존재 이해의 구조는 현존재로서의 인간이
천연 환경과는 다른 어떤 특정한 조건을 전체적으로 갖추어 생물
을 거기에 존재하게 함으로써, 지금의 예에서는 “꿀벌을 어두운
상자 속에 몇 시간 동안 가둬둔다”는 조작에 의해 증명되고 있는
데, 그것만이 아니라, 애당초 이런 실험이라는 행위 자체가 문제의
존재 이해를 선취하면서 그것에 입각해 설계되고 그 타당성을 검
증하기 위해 실행된다는 것이다. 과학자는 생물이 자신의 환경을
세계로서 인식하는 것 없이 그저 탈억제에 사로잡혀〔얼빠져〕 있을
뿐이라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탈억제된 생물의 행동이 적응성
에서 일탈한 채로 되고 있는 모습을 관찰하려고 시도한다.
그런데 한편으로, 과학자를 포함한 우리는 모두, 이런 사태 전부
를 177 해당생물자신에는결코할당할 수없는 ‘태양’이나 ‘둥지’ 같
은 존재자 개념을 사용해 기술할 수밖에 없다. 즉, 인간은 당장은
생물에 세계를 이른바 빌려주고〔대출해주고〕, 그들이 존재자 그 자
체를 마주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과학적・이론적 기투에
있어서는 이 세계를 다시금 빼앗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명목적

‘채권’의 회수와 더불어, “동물(생물)은 세계가 가난하다”는 가상
21) [옮긴이] 국역본: … 유기체의전체성은동물의신체전체성에의해서길어올
려지지 않는다. 오히려 신체 전체성이 근원적인 전체성의 바탕 위에서 비로소
그자체로이해되는데, 이러한근원적전체성에서의전체가곧, 우리가‘들뜸태’
라고지칭했던바로그것이다. 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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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생기게 된다.22) “세계의 가난함은 얼빠져 있음의 가능성의 조
건이 아니라, 거꾸로 얼빠져 있음이 세계의 가난함의 가능성의 조
건이다. 이 글 자체도 약간 어조를 약하게 하고, 더 조심스럽게 이
렇게 말해야 한다. 즉, 동물성의 본질로서의 얼빠져 있음은 세계
형성이 귀속하는 인간 쪽으로부터 동물을 볼 수 있는 한, 동물성을
세계의 가난함으로서 단순히 비교적으로 특징짓는 것의 가능성
의 조건인 것이다”(29/30, S.394).23) 따라서 이 명제는 애당초 세계
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동물・생물에 있어서의 어떤 결여라기보다
는, 오히려 생물에 대해 세계의 대출〔빌려줌〕과 회수를 항상 되풀이
하지 않으면 그 존재를 이해할 수 없다는, 인간적 현존재 쪽의 유
한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문제는 역시 현존재의 세계형성 즉 초월에로 수렴한
다. 게다가 이 지점은 기초존재론이 메타존재론으로 되짚어가는
데 적절한 장소 중 하나이기도 하다. 즉 우리는 “인간이 세계 안에
현존재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생물로서이다”라는 근본 사실에 입
각해, 이제 이렇게 묻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생물을 이렇게 이해
하면서 세계를 기투하고 있는 현존재의 유한적인 초월 그 자체는

22) 이때 어떤 ‘이자利子’가 얼마나 생기는지는 또 다르게 다뤄야 할 중요한 문제
일것이다.
23) [옮긴이] 국역본: 세계빈곤이곧 ‘얼빠져있음’의 가능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이와는거꾸로‘얼빠져있음’이곧세계빈곤의가능조건이다. 이명제조차도우
리는좀더완화시켜보다적절히다음과같이말해야한다. 즉동물성의본질로
서 얼빠져있음은, 세계형성이 귀속하고 있는 바로 그런인간에서부터 동물이
고찰되고 있는 한, 동물성을 세계 빈곤을 통해서그저비교하기만 하면서 특정
규정할수있기위한그런가능성의조건이라고말이다. 4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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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전체의 한복판에서의 생물 일반의 존재방식의 어떤 구조에
근거하여 가능해지는가?”24) 물론 하이데거 자신은 결코 이런 물
음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는 존재의 열림에 마주친 인간과 다른 생
물 사이에는 무한한 심연이 가로놓여 있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했
다.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이 깨닫기 시작하고 있듯이, 이 생물로
서의 인간에 대한 물음이야말로 그에게서 〔걸려 넘어지는 돌인〕 돌부
리인 것이며, 그 자신의 텍스트는 실제로, 그 저자의 신념을 절반
은 배반하고, 역시 인간적 현존재를 그 생물성에 있어서 생각하도
록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실제로 착수한 메타
존재론적 연구가 라이프니츠의 모나드론의 해석이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의 필연적 귀결인 것이다. 알다시피, 모나드란 무
엇보다 우선 유기체를 그 전형으로 하는 것이니까.

모나드에서의 초월과 시간의 탈억제
하이데거에 따르면, 얼빠져 있음은 세계의 가난함의 가능성의 조
건이며, 그 얼빠져 있음은 탈억제의 연관에의 사로잡힘〔얼빠져있음〕
이다. 하지만 이것은 탈억제라는, 생물에 있어서 일반적인 기제가
세계 형성과 초월을 가능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은 조금도 아니다. 실제로 시원 근거들 은 우선, 모나드의 본질을
이루는 코나투스conatus를 ‘충박Drang’으로 해석한 다음, 이 충박
24) 이런 입론이 일종의 순환을 이루는것은 분명하지만, 형이상학으로서의 철학
의 논증은 연역적이지도 귀납적이지도 않고, 따라서 겉보기의 순환은 아무런
하자가되지않는다, 등과같은설명을새삼되풀이할필요는없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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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작동양식을 탈억제에 의해 설명하는 것이다.
충박이란 바로 그 본질에 의해 그 본질 자체로부터 발-동되
는 충동이다. 충박이라는 현상 안에 존재하는 것은, 그것이
그 자신 쪽으로부터 이른바 원인을, 이것을 풀어낸다는 의
미에서 수반할 뿐 아니라, 충박은 그러한 것으로서는 항상
이미 풀어져 있으며, 게다가 충박은 그때에도 더욱 축적되
고, 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에대응하여, 충박은 그 충
박함에 있어서 확실히 억제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
고 해서 충박은 단순한 정지된 작용 능력과 동일한 178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억제의 제거가 처음으로 충박
하는것을 자유롭게할 수 있다. 충박은그러므로, 여전히 덧
붙여져야 할 외부의 원인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반대로, 어
떤 현전적인 억제의 소실, 혹은 막스 셸러의 절묘한 표현을
사용한다면, 탈억제를 필요로 하는 것뿐이다.25) 라이프니
츠는 말한다, 〈그리고 이렇게, 그것은 자기 자신에 의해서
작용에 초래되며, 그 어떤 보조도 필요로 하지 않고, 단지,
방해를 제거하는 것sublatione impedimenti만을 필요로 한
다〉.(26. S.103).26)

25) Max Scheler, “Philosophische Weltanschauung”, Spāte Schriften, Gesammelte Werke,
Bd.IX, Bonn, 1976, S.100-101.
26) Die philosophischen Schriften von Gottfreid Leibniz, Hersg. von C. I. Gerhardt Bd.4, Berlin,
1875-1860, S.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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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데거에 의한 ‘탈억제’라는 말의 사용은 이것이 최초라고 생각
하지만,27) 앞에서 본 형이상학의 근본개념들 에서의 생물의 존
재론적 해석은 분명히, 충박과 탈억제로 이루어진 이 모나드 이해
의 반복이다. 그렇다면 그는 모나드가 인간 이외의 생물의 존재방
식만을 특징짓는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물론 그렇지 않다. 라이프
니츠 자신이 모나드를 실체 일반의 본질적인 존재양태라고 한 것
과 마찬가지로, 하이데거도 또한 “존재자는 모두 충박의 성격을
가지며, 그 존재에 있어서 충박하고 있는 것으로서 규정된다. 이것
이 모나드의 형이상학적인 근본 특징이다”(26, S.103)28)라고 말하

몰리게 된다(an-getrieben). 그러나 충동의 현상에는 충동이 분리된다는 의미에
서자신으로부터원인을동반한다는사실뿐만아니라또한충동이그런것으로
서항상이미분리되어있다는사실도놓여있다. 그러나충동은거기에서항상
여전히 담지되어 있고 긴장되어 있다. 충동이 자신의 충동적 작용에서 억제될
수있지만, 또한그것은단순히쉬고있는작용할수있음과동일한것은아니라
는 사실이 그에 상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제의 제거는 첫째로 충동작용
을자유롭게할수있다. 충동은그에따라그것에접근하는낯선원인을필요로
하는것이 아니라반대로어떻게든지눈앞에있는억제의소멸을필요로 할뿐
이다. 또는셀러의절묘한표현을사용한다면탈억제(Enthemmung)를필요로할
뿐이다. 라이프니츠는같은곳에서다음과같이말하고있다. “그러므로그것은
그자체에 의해활동속으로옮아가고장애물의제거외에는어떠한 도움도 필
요로하지않는다.” 132쪽.
27) 하이데거는나중인1932년에도, 아리스토텔레스의가능태와현실태를해석할
때 탈억제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Heidegger, Aristoteles, Metaphysik Gesamtausgabe,
Bd.33, 1981. S.138.
28) [옮긴이] 국역본: 모든존재하는것들은이러한충동의성격을가지며, 자신의
존재에서 충동하는것으로서규정된다. 이것은단자의형이상학적 근본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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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일반적으로 존재자는 모두 모나드라고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
된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는 논술의 진행에 따라, 특별히 짚어
두지도 않고서 모나드를 오로지 초월하는 현존재의 규정으로만
사용하게 된다.
모나드들은 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이미 모든 것을 자신의 내부에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라이
프니츠는 말할 수 있었다. 우리는 거꾸로 이렇게 말할 것이
다, 모나드들은 창을 갖지 않지만, 그것은 그것들이 모든 것
을 안에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는 안도 밖도 없기
때문이다, 라고 ─ 왜냐하면 초월이 이미 그 자신에 있어서,
세계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적인 존재자를 넘어설 가능적
인 도약인 이상, 시숙(충박)이란 그 자신에 있어서, 세계로
의 진입이라는 탈자적인 사건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
므로 시간은 〈집중된 세계〉가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시간
이란 본질적으로 어떤 세계 안으로의 자기-개방이며 탈-긴
장인 것이다. 이것 이상으로 나는 비교에 들어가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 모나드론이 존재자의 총체성으로서 해석되
고 있듯이 ─ 시간성으로서의 현존재의 해석이 얼마나 보
편적-존재론적으로파악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는 들어가
지 않는다 ─ 그것은 나자신이 결정할 수없고, 아직 완전히
어두운 채의 물음이다. (26, S.271)29)
다. 132쪽.
29) [옮긴이] 국역본 : 그 때문에 라이프니츠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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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드의 적용 범위와 관련된 ─ 존재자 일반, 현존재, 생물 일반,
현존재가 아닌 생물 등의 사이에서의 ─ 이 끊임없는 흔들림은, 이
곳이 미혹의 어둠이라는 그의 말을 바로 뒷받침하고 있는데, 지금
은 우선, ‘시숙〔시간화〕’이 괄호를 통해 충박과 등치되고 있는 것의
결정적인 의의를 확인해두자. 시숙〔시간화〕이란 근원적인 시간성
이 저절로 무르익어서현재・과거・미래의지평으로이루어진 감
성적 시간으로 전개되고 그 내부에서 여러 가지 존재자의 출현이
가능해진다는 것인데, 우리 현존재는 이런 시간 지평의 형성을 거
부할 수는 없다. 그것이 인간적 현존재에 고유한 충박이기 때문이
다. 그리고 앞서 봤듯이, 충박이란 탈억제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간은 바로 무엇인가가 탈억제됨으로써 형성된다고 결론짓지

즉단자들은모든 것을 이미자신의 내부에 가지고있기 때문에어떠한창문도
필요치않다. 우리는반대로말할수도있을것이다. 즉단자들이창문을가지지
지않는것은그것들이모든것을그안에가지고있기때문이아니라오히려어
떤 내부나 외부가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초월이이미자기자신
안에서세계에로진입할수있는가능적인존재자를넘어서는가능적인뛰어넘
음으로 있는 한 시간화(충동)는 그 자체로 세계진입의 탈자적인 생기
(Geschehen)를 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간은 결코 결집된 세계가 아니며 오
히려 그반대이다. 즉 시간은 본질적으로 ‘자신을-개방하는 것’(Sich-öffnen)이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Ent-spannen)이다. 나는 이러한 비교를 깊이 다루지 않
을 것이다. 특히 사람들이 ─단자론이 존재자들의 전체성에 대한 해석으로 여
겨지는것처럼─ 현존재를시간성으로해석하는것을보편적-존재론적으로얼
마만큼이나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더이상관여하지않을 것이다. 왜냐
하면이물음은내자신이결정할수없으며, 나에게전적으로어두운것이기때
문이다. 305-3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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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수 없다. 즉, 인간이란 “자연의 한복판에서 시간 지평을 형성
하면서 세계로 초월하는 탈억제되고 있는 생물”인 것이다. 이때

‘자연’과 ‘세계’는 조화와 어긋남을 함께 품은 긴장으로 가득 찬 관
계를 형성할 것이다. 179 물론 이 세계로의 초월은 여전히 인간과
다른 생물들을 구별시키는 큰 차이이기는 하다. 그러나 우리는 오
히려, 생명 일반의 존재양식 쪽을, 초월과 동물적인 좁은 의미의
얼빠져 있음의 쌍방을 가능성으로서 포함하도록, 이해하지 않으
면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면, 뇌과학을 필두로 하는 향후
의 ‘인간의 생물학’ 등도, ‘마음의 자연화’라는 소기의 성과를 얻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이 새로운 존재 이해를찾아내기 위해
서는, 탈억제라는 ─ 적어도 ─ 생명에 있어서 일반적인 기제가 가
능한 한 깊고 풍부하게 해명되는 것이 불가결한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의 실마리로서, 지금 예를 들어 칸트서 에서의
시간과 관련된 잘 알려진 논의를 다뤄보자.
시간은, 그 자신으로부터 계기繼起의 형관形観을 미리 형성
하고, 또한 형성적 수용으로서 이 형관 그 자체를 자기 자신
이 보유하고 있다는 방식으로만, 순수 직관이다. 이 순수 직
관은 이 직관에 있어서 형성되는 직관되는 것을 통해서 스
스로에게 관련되며, 게다가 그때 경험의 도움을 필요로 하
지 않는다. 시간은 그 본질상, 자기 자신의 순수한 촉발
Affektion이다. (3, S.189)30)

30) [옮긴이] 국역본 : 시간은 단지 순수직관이기에, 스스로 계기(繼起)의 상을 미
리형성하여이상그자체를[그것을] 형성하면서수용하는활동인자신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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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발이란 촉발하는 것이 촉발되는 것에 어떤 변화를 가하지도 않
고, 그저 후자의 있는 그대로의 작동을 촉진하는 작용인데, 이는
사항으로서 탈억제와 한없이 가깝다, 혹은 바로 동일하다. 또한 탈
억제 개념의 주안점 중 하나는 탈억제되는 것에 내재하는 한 탈억
제하는 것은 결코 스스로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렇기에
동물은 세계가 가난하다고도 일컬어지지만, 시간이 ‘자기 자신의
순수한 촉발’이라고 일컬어지지 않을 수 없는 것도 똑같은 이유 때
문이다. 즉, 시간이란 모든 직관이 거기에서 성립되는 지평인 이
상, 이 지평 그 자체의 형성을 촉발하는 것은 더 이상 해당 지평의
내부에서 직관적으로 나타날 수는 없다. 이 점에서도 촉발, 특히
자기 촉발은 탈억제로 해석할 수 있는데, 실제로 예를 들어 들뢰즈
는 하이데거가 생물이 겪는 탈억제로 해석하는 현상을 바로 촉발

(affect, 정서)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는 하이데거도 크게 의거하
는 윅스퀼과 그의 진드기에 관한 연구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31)
그는 이 생물을 세 가지 정서〔촉발〕로부터 규정한다. 우선 빛
에 반응하는 정서(나뭇가지 끝부분까지 기어오른다), 둘째
로 감각적인 정서(포유동물이 나뭇가지 밑을 지날 때 그 위
로 낙하한다), 셋째로 열에 반응하는 정서(털이 없고 열이

향-하게 한다. 이 순수직관은 자신 안에서 형성되어 직관된 것에 자기 스스로,
좀더정확히말하자면경험의아무런보조없이관계한다. 시간은본질상자기
자신에의한순수촉발이다. 267쪽.
31) 하이데거에의한윅스퀼에대한언급은29/30, S.284 ; 29/30, S.382-38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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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부위를 찾는다). 광대한 숲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일,
그 모든 것 속에서 단 세 개의 정서로 구성되어 있는 세계.
배가 불러서 얼마 안 가 죽어가는 진드기, 또한 매우 장기간
공복인 채로 있을 수 있는 진드기, 이 동물이 가진 촉발되는
힘은 이리하여 최고 강도의 문턱, 최저 강도의 문턱을 가진
다. 동물이든 인간이든, 그신체를 그것이취할수 있는정도
들로부터 규정해가는 이런 연구에 근거해 오늘날 에톨로지
라고 불리는 것은 구축되었다. 그것은 동물에도 우리 인간
에도 그대로 통용된다. 취할 수 있는 정서를 누구든 미리 알
지는 못하기 때문이다.32)
이렇게 들뢰즈는 매우 간단하게 동물과 인간을 연속적으로, 또한
쌍방을 정서〔촉발〕의 연관들에 던져 버리지만, 하이데거는 이렇게
할 수 없었다. 양자의 태도를 나누는 것과 그 득실을 논하는 데에
는 대규모 논고가 필요하겠지만, 아무튼 하이데거에게서는 180 전
체로서의 존재자에 대해 열려 있는 현존재의 초월은 환원 불가능
한 것이었다. 우리는 이 점을 다시 물음에 부치려고 하지만, 그러
나 “이러한 전체성에의 열림이 가능해지는 것은 그때마다의 〈기
분〉을 통해서이다”라는 그의 관점은 여전히 매우 유효하고 중요
하다고 생각된다. 또 이 점은 들뢰즈의 ‘정서’와도 밀접하게 관련
될 것이다.
32) ジル・ドゥルーズ, スピノザ・実践の哲学 , 鈴木雅大 訳, 2002年, 平凡社,
240-241頁. [질 들뢰즈, 스피노자의 철학 , 박기순 옮김, 민음사, 2001.] 〔 〕 안은
어구의통일을위한인용자의보충. 이하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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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권태
하이데거는 존재자의 전체성의 개시라는 기분 일반의 형이상학
적 기능을 특히 명료하게 보여주는 특정한 기분들을 ‘근본 기분’이
라고 부른다. 존재와 시간 에서는 불안이 이것에 해당되지만,
형이상학의 근본개념들 의 전반부에서는 우리들의 시대에 특유
한 근본 기분으로 ‘깊은 권태’가 다뤄지고, 200쪽 가까이에 걸쳐 분
석・해석되고 있다. 이것은 ‘기분’(및 감정)이라는 아직 학문적인
취급방식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기본적 현상에 관한 논고로,
규모・정밀도・심도 중 어느 것에서든 출중하다. 논의해야 할 점
은 많지만, 지금은 관련된 사항만 약술해둔다.
모든 기분은 존재자의 전체성을 개시하는데, 다만 일상적으로
우리는 바로 이 전체의 한복판에서 개개의 존재자들과 끊임없이
교섭하고 행위하기 때문에, 해당 전체성 그 자체를 확실하게 의식
하지는 못한다. 그런데 지루함〔권태〕은 바로 개개의 존재자가 아무
래도 좋은 것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때마다 존재자 전
체 속에 헛되이 방치되고 심지어 거기에 얽매여 있다는 자기의 상
황이 어쩔 수 없이 성큼 다가오는 것이다. 다만 이것은 예를 들어
시골 역에서 수십 분 동안 열차를 기다리는 통상적인 지루함 ─ 하
이데거는 이를 더 나아가 두 종류로 나누는데 ─ 에서는, 그 우연
적인 기연機緣이임시적인 원인으로이해되기때문에, 아직순수하
게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다. 오히려 별다른 이유도 없이, 문득

“어쩐지 지루하다”는 느낌이 들 때야말로, “전체로서의 존재자의
존재”가 문제가 되는 기회가 생긴다. 그래서 그는 이 세 번째 형식
의 ‘깊은 권태’가 형이상학으로서의 철학의 근본 기분이라고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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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게다가 그는 지루함에 해당되는 독일어 〈Langeweile〉가

‘오랫동안’을 의미하는 것으로부터, 여기에 시간성의 관점을 도입
한다. 강의로부터, 정리해서 인용해두자.
이 세 번째 형식에서의 공허 〔속에〕 방치〔되어 있음〕를 우리는
전체에 있어서 말을 듣지 않는(Versagend, 거부하는) 존재자
에 양도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 거부는 ─ 우연이 아니라
거부로서의 그 본질에 입각해 ─ 그 자신에 있어서, 현존재
의, 즉 존재자의 한복판에 이렇게 양도된 자신을 정상적으
로〔情状的, 실제있는 바 그대로〕 찾아내는 현존재의 휴한休閑이 되
어 있는〔일정 기간 동안 묵혀 있는〕 가능성들의 어떤 제언인 것이
다. (29/30, S.214)33)
이렇게 전체에 있어서 말을 듣지 않는 존재자에 의해 묵살
되고-방치되고 있는 것에는 동시에 현존재 그 자체를 본래
적으로 가능케 하는 극한적 첨단으로의 강제적 인입〔끌어들
임〕이 속해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세 번째 형식 특유의 붙

잡혀 있음을 규정하게 된다. 즉, 그 자체로서의 현존재를 가
33) [옮긴이] 국역본: 권태의이세번째형태를이루고있는‘공허속에버려져있
음’을 우리는 ‘전체에서 자신을 거부하고 있는 존재자에게 넘겨져 있음’이라고
파악했다. 이러한거부함이란 ─ 그것은우연적으로그렇게‘거부’라파악된 것
이아니라오히려그본질에상응해서그리파악된것이다─ 그자체에서볼적
에는 현존재의 묵혀 있는 가능성들을 말해 알리기인데, 거기에서 현존재는 전
체에서 자신을 거부하고 있는 존재자에게 넘겨진 채 존재자 한가운데에 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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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케 하는 것으로의 강제적인 인입〔끌어들임〕. (29/30, S.21

6)34)
시간이야말로, 이 권태〔지루함〕에 있어서 현존재를 자신의
얽어맴Bann으로 몰아넣는 것이다. 이 얽어맴〔속박〕을 통해
서 시간은 전체로서의 존재자에, 속박되어 있는 현존재를
거부할 가능성을 준다, 바꿔 말하면 이런 존재자의 한복판
에서 이 존재자와 관련되는 현존재의 181 거동의 가능성들
을 휴한休閑되고 있는〔일정 기간동안 묵혀 있는〕 것으로서 이른바
들이댈 가능성을 준다. (29/30, S.223)35)

형이상학의 심연을 앞에 둔 물러섬
현존재는 깊은 권태에 있어서, 현실화로의 방도가 없어진 가능성
들로 가득 찬 세계에 얽어 매이고〔속박되고〕, 이에 반해 그 밖의 생물
34) [옮긴이] 국역본: 전체에서자신을거부하고있는존재자에의해서이렇게위
험 속에 던져짐에는 동시에 현존재를 그 자체로서 본래적으로 가능케 해줌의
이런극단적인날끝이속한다. 이로써우리는권태의세번째형태를이루고있
는 특수한 ‘붙잡혀 있음’을 다음과 같이 규정지은 셈이다. 즉 현존재를 하나의
그자체로서근원적으로가능케해주는데에로밀쳐져있음. 246쪽.
35) [옮긴이] 국역본: 시간은이러한권태속에서현존재를낚아채어옭아매는바
로그것이다. 시간이현존재를이렇게옭아매어놓음으로써시간은전체에걸친
존재자에게그렇게옭아매인현존재에대해서자신을거부할수있는가능성을
준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존재자 한가운데에서 그리고 이러한 존재자와 관련
해서 현존재가 행위하고 방임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묵혀 있는 가능성들로서
현존재에게이를테면제안할수있는가능성을준다. 2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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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항상, 가능성에서 현실성으로의 이행에 무매개적으로 사로잡
혀 있다. 이런 견해에 근거해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한다.
이 근본 기분과 그것에 포함되는 모든 것이, 동물성의 본질
로서우리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 즉 얼빠져 있음에대해, 얼
마나 부각되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얼빠져 있음
이라는 동물성의 본질이 바로 외견상, 우리가 전체로서의
존재자 안에서의 얽어맴〔속박〕이라고 명명하면서 깊은 권태
에 특징적인 것으로 부기해두는 것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만큼, 이부각은 우리에게 더결정적이게된다. 물론 양
자의 본질 기제의 이 한없이 가까움은 단순히 외견상으로
만 그럴 뿐이다, 그런 물음에는 어떤 의미에서의 매개에 의
해서도 가교할 수 없는 하나의 심연이 가로놓여 있다는 것
이 머지않아 나타날 것이다. (29/30, S.409)36)

36) [옮긴이] 국역본: 다음과같은점이드러나게된다. 어떻게이러한근본기분과
그리고이근본기분속에포함되어놓여있는바로그모든것이우리가동물의
본질로서주장했던바로그것에비해서, 즉‘얼빠져있음’에비해서, 두드러지게
보여질수있는가하는점말이다. 동물의본질에비해서이렇게근본기분을두
드러지게 부각시키는 일은, 우리가 깊은 권태의 한 특색으로서 특징지었던 그
리고전체에서의존재자내부에현존재의옭아매어있음으로서지칭했던바로
그것하고의가장 가까운 가까이에 동물의 본질을, 즉 얼빠져 있음을 언뜻 밀어
놓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때에, 우리에게 더욱더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물론
다음과같은점도드러나게된다. 즉그두본질구성들사이의이러한가장가까
운가까이는단지착각에불과하다는것, 즉그두본질구성들사이에는어떠한
의미에서의매개를통해서도 결코 다리를 놓을 수없는 그런하나의 심연이 가
로놓여있다. 4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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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하이데거는 인간적 현존재가 다른 생물들에 한없이 접근하
여 거의 접속되려고 하는 장소에까지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장
소는, 확실히 그가 말하는 대로 ‘심연’이며, 그 접속을 명석하게 판
별하는 것은 매우 곤란, 혹은 결국은 불가능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접속의 유무를 실제로 검증하는 과제를 앞에 둔
하이데거가 ─ 초월의 고유성을 확보하려고 시도하면서 ─ 이것
에 손을 대지 않고 물러나 철수해버렸다는 인상을 불식할 수는 없
다. 그리고 지금 굳이 “그는 물러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허락
된다고 생각되는 것은, 이것이 하이데거 자신이 다른 장소에서 보
인 행동거지를 그 자신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
이다. 그는 이 강의의 1년 정도 전에 출판된 칸트서 에서, 이미 본
시간의 형성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했다.
칸트에 의한 형이상학의 정초는 초월론적 상상력에 도달한
다. 초월론적 상상력은 감성과 오성이라는 두 가지 근간〔기
둥의 뿌리〕이다.

이런 뿌리로서 초월론적 상상력은 존재론적

종합의 근원적 통일을 가능케 한다. 그렇지만 이 뿌리는 근
원적 시간에 뿌리박고 있다. 근거지어짐에 있어서 드러나
게 되는 근원적인 근거는 시간이다. (3, S.202)37)

37) [옮긴이] 국역본 : 칸트의 형이상학의 정초작업은 초월적 상상력으로 나아간
다. 초월적상상력은존재론적종합의근원적통일을가능케한다. 그러나이뿌
리는근원적 시간에뿌리 박고 있다. 정초작업에서 명백히드러난 근원적근거
는시간이다. 2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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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는 그 자신에 의해 명확하게 밝혀진 초월론적 상상력
이라는 근저를 앞에 두고 ─ 순수 이성의 구조救助를, 즉 고
유한 지반의 확보를 시도하면서 ─ 물러나고 있는데, 이것
은 지반의 돌파〔무너뜨림〕임과 동시에 형이상학의 심연의 현
현이기도 한, 철학하는 것의 그 운동이다. (3, S.215)38)
게다가 하이데거는 스스로가 지적한 ‘물러난다’라는 칸트의 행동
을 단순히 반복하는 것만이 아니다. 양자가 그것을 앞에 두고 물러
나고 되돌아가는 것은 바로 완전히 똑같은 지점, 즉 시간의 탈억제
에 사로잡힌〔얼빠져 있는〕 인간이 존재자에 얽어매어지면서〔속박되면
서〕 초월하는 지점인 것이다.39) 실제로 하이데거는 어떤 것에 있어

서도 ─ 이것이 사고에 있어서의 말의 자율성이겠지만 ─ ‘심연
Abgrund’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즉, 이 심연이란, 단순한 수사修辭

따위가 아니고, 182 존재-신론으로서의 형이상학, 특히 초월론적인
성격을 가진 근대 형이상학에 구조적으로 내재하는 것이며, 형이
상학의 이중화와 통일의 운동의 전부가 근거Grund를 찾아서 거기

38) [옮긴이] 국역본: 그런데이제비로소다음의사실이밝혀진다─ 순수이성을
구해내려는, 즉 고유한 지반을 고수하려는 의도에서 ─ 칸트가 자기 자신에 의
하여개현된근거앞에서, 즉초월적상상력앞에서후퇴한것은 [도리어] 그지
반의붕괴및형이상학의심연을드러내주는철학활동의저운동이다. 294쪽.
39) 칸트와 마찬가지로 하이데거 자신도 초월론적 상상력이라는 심연을 앞에 두
고철수하고 있다는 견해는 드물지 않다. 예를들어スラヴォイ・ジジェク, 厄
介なる主体 , 鈴木俊弘・增田久美子 訳, 200-2007年, 靑土社. [슬라보예 지젝,
까다로운주체 , 이성민옮김, 도시출판b,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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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흘러드는 무한하게 깊은 연못인 것이다. 그리고 이 연못의 가장
자리에 다다르더라도, 그것에 삼켜질 것인지 아니면 그 앞에서 물
러설 것인지 외에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아직 잘 모른
다.
혹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과 그 밖의 생물 사이에
심연이 있는 게 아니다. 생물이라는 것 자체가 심원한 것이다 ─
적어도 메타 존재론이 충분하게 전개되지 않는 한. 그리고 현존재
로서의 인간이란 심연의 어둠에 떠오르는 어슴푸레한 빛 같은 것
이며, 빛과 어둠 사이가 어떤 방식으로도 ‘가교할’ 없는 것은 당연
할 것이다. 이것은 아감벤의 다음과 같은 해석과도 통한다.
권태〔지루함〕 속에서 문제인 것은 인류창생, 즉 산 인간이 현존재〔거기에-있음〕가 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렇지만 이 이
행, 이 살아 있는 인간의 현존재화diventare Dasein(혹은 하이
데거가 강의록에서도 썼듯이, 현존재라는 무거운 짐을 인
간으로서 떠맡는 것)는 동물의 환경의 경계를 넘어서는 곳
에서, 그것과는 무관하게 획득되는, 한층 더 광대하고 광휘
로 가득 찬 새로운공간을 향해 열려 있는 것이 아니다. 거꾸
로 이 이행은 억제해제〔탈억제〕하는 것과의 동물적인 관계를
중지하고 비활성화하는 것을 통해서만 열려 있다. 억제해
제〔탈억제〕하는 것을 비활성인 채로 둠으로써(휴경지로 경작
하지 않은 채 방치해둠으로써) 비로소 동물의 방심〔얼빠져 있
음〕과 드러나지 않는 것에 노출되어 있는 것 그 자체를 파악

할 수 있다. 열림, 존재의 자유는, 열려 있지도 닫혀 있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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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동물의 환경과 근원적으로 상이한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40)
단, “탈억제하는 것과의 동물적인 관계를 중지하고 비활성화하는
것”은 이른바 초월의 최초의 전제이며, 현존재의 세계형성에는 그
다음의 단계가 속해 있다. 즉 인간에게는 ─ 아마 기분 일반을 통
해서 ─ 임시동안 비활성화된 자연의 가능성들을 어떤 방식으로
다시 활동시키는 것으로, 충박이 갖춰져 있다. 하이데거는 이 가능
성의 활성화를 ‘기투’라고 불렀다. 탈억제 개념의 확대를 지켜보기
위해서도 이 점을 언급해 두어야 한다.

40) ジョルジョ・アガンベン, 『開かれ』, 岡田温司・多贺健太郎 訳, 平凡社, 2004年,
105-106頁. [조르조아감벤, 열림 , 김상운옮김, 난장, 2021 근간.]
[옮긴이] * 이탈리아어판(김상운번역)에서번역. “여기서쟁점은권태가인간발생
〔인류창생〕, 즉 살아 있는 인간의 현-존재〔거기에-있음〕 되기에 다름 아니다. 하지

만 이 이행, 이런 살아 있는 인간의 현존재-되기diventare-Dasein(혹은 하이데거가
강의록에도 썼듯이, 인간이 현존재라는 무거운 짐을 받아들이는 것)는 동물적
환경의한계를 넘어서 이것과무관하게 획득되는더 나아가고더넓고더 밝은
공간을 향해 열려 있는 것이아니다. 반대로 이런 이행은 탈억제자와의 동물적
관계맺음을중지하고비활성화하는것을통해서만열려있다. 탈억제자의이런
중지에 있어서, 이런 비활성적인-채로-머물기(휴경지brachliegend, 경작하지 않
고방치해둠)에서, 동물의방심〔얼빠져 있음〕과드러나있지않은것non rivelato에
노출되어있음이처음으로그자체로서파악될수있다. 열림과존재-의-자유는
동물적 환경의 열림도-닫힘도-아닌 것과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다른 어떤 것을
명명하는〔지목하는〕 것이아니다.”(96-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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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투에 있어서의 탈억제와 울타리치기〔에워쌈〕
여기서 조금 길어지지만 두 개의 문장을 그대로 인용한다.
우리는 어떤 비틀림을 대가로, 세계에서 주체로 옮겨가는
것이다. 이 비틀림에 의해 세계는, 현행적으로는 주체들 속
에서만 존재할 뿐 아니라, 또한 주체들은 모두, 그것들이 현
행화하는 잠재성virtualité에 다름 아닌 이 세계와 관련된다. 하
이데거가 지향성이란 주체-세계 관계의 아직 너무도 경험
적인 한정〔determination, 결정〕이라고 하며, 이를 뛰어넘으려고
애쓸 때, 창이 없는 모나드라는 라이프니츠의 정식은, 이를
뛰어넘는 길을 나타내고 있다고 예감하고 있는 것이다. 현
존재Dasein는 항상 이미 열려 있는 것이며, 그것을 열림ouverture에도 가져오는 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그는 말하

는 것이다. 그러나 이리하여 그는 라이프니츠가 언표한 울
타리clôture와 폐쇄fermeture의 조건을, 즉 하나의 〈세계내존재un
être-dans le monde〉

대신에 183 하나의 〈대세계존재un

monde〉라는 한정〔결정〕을

être-pour le

간과하고 있다. 울타리〔담장〕은 세

계에 대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인 것이다. 울타리라는 조건
은 유한한 것의 무한한 열림에 있어서 중요하다.41)
기투의 빼냄〔데려감〕은 가능한 것의 안으로의 풀어줌[Entheben]
이라는 성격을 가진다, 게다가 ─ 주의하자 ─ 가능케 할 수
41) Gilles Deleuze, Le pli, Paris, 1988, pp.36-37. ジル・ドゥルーズ, 『襞』, 宇野邦一 訳,
1998年, 河出書房新社, 46-47頁. 원어의보충은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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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가능적인 것의 안으로의, 즉 가능인 현실적인 것 안으
로의 풀어줌〔해방, 해제〕이다. 기투는 그것을 향해 풀어내는
〔해방하는, 해제하는〕

그것 ─ 가능하게 하고 있는 가능적인 것

─ 은 바로 기투하고 있는 자를 차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
라 기투에 있어서의 기획을, 가능인 현실적인 것 쪽으로 강
제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기투는 속박한다 ─ 가능적인
것으로도 아니고 현실적인 것으로도 아니고, 가능케 하는
것으로, 즉 기투된 가능성에 있어서 가능인 현실적인 것이
자신의 현실화를 위해 가능성에 대해 요구하는 것으로, 속
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투란 그 자체에 있어서, 어떤 가능화를 항상
전제로 하는 한에서의 구속성 그 자체를 발현시키는 사건
이다. … 가능적인 것이 스스로의 가능케 하는 가능성과 능
력에 관련해 성장하는 것은 울타리치기〔에워싸기〕을 통해서
이다. 모든 가능성은 그 자신에 있어서 스스로의 울타리를
수반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가능적인 것의 울타리란 여기에
서는 그때마다 바로 현실적인 것, 충실될 수 있는 확장성이
며, 즉 우리의행위가 그때마다 그로부터행위를 하는 저 ‘전
체 속에서’인 것이다. … 모든 기투는 모두 가능적인 것으로
풀어주면서, 이것과 한 몸으로서, 이 기투에 의해 가능해지
는 것의 확장된 확대 안으로 다시 데려온다. 29/30, S.528)42)
42) [옮긴이 ] 국역본 : 그 까닭은 기획투사함이라는 이러한 ‘빼냄’은 ‘가능적인 것
에로끌어올림(Entheben in das Mügloche)’이라는성격을, 그것도─ 잘유의해서
보자면 ─ ‘가능적인 것을 가능케 해주는 그런 가능적인 것 안에서의 가능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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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뜻 보면, 양자의 서술에는 유사성이 있다. 특히 ‘울타리’라는 공
통의 주제가 눈길을 끈다. 우선, 전자는 1988년에 출판된 들뢰즈의
라이프니츠론 주름 에서의 인용인데, 여기에서 그가 ‘하이데거
의 라이프니츠 이해’로서 참조하는 것은 1927년의 강의 현상학의
근본문제들 에서의 것으로, 거기에서는 역시, 이미 본 1928년의
시원 근거들 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모나드로서는,
현존재는 바깥에 있는 것을 보기 위해 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것은 라이프니츠가 믿고 있듯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이미 상자
것에로, 즉 하나의 가능적인 현실적인 것에로 끌어올림’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
기 때문이다. 기획투사가 기획투사하는 자를 그리로 끌어올리는 바로 그쪽 ─
가능케해주는가능적인것쪽─ 은[기획투사하는자를] 곧바로휴식에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획투사 속에서 기획투사된 것은 [기획투사하는 자
를] 가능적인현실적인것앞으로강요한다. 다시말해기획투사는[기획투사하
는자를] 가능적인것이나현실적인것에붙들어매지않고오히려‘가능케해줌’
에다 붙들어맨다. 다시 말해서 기획투사된 가능성의 가능적인 현실적인 것을
따로그자체로가능성으로부터그것의실현에로요구하고있는바로그것에다
기획투사는[기획투사하는자를] 붙들어맨다.
이렇듯기획투사는그자체내에서보면구속력그자체를발원하게해주는그
런일어남인데, …. … 오히려가능적인것은그것의가능성과가능케해줌의힘
안에서는울타리치기(Einschränkung)를통해서자라나기때문이다. 개개의모든
가능성은 그 자체 내에 자기의 울타리(Schranke)를 함께 지니고 오게 마련이다.
그런데 가능적인 것의 울타리가 지금 여기 이 경우에서는 그때그때마다 각기
바로 현실적인 그것, 즉 충족가능한 ‘펼침의 여지(Ausbreitsamkeit)’, 다시 말해서
그것에서부터그때그때마다각기우리의행동관계가태도를취하는그런‘전체
에서’이다. … 개개의모든기획투사는[기획투사하는자를] 가능적인것에로끌
어올리며 그리고 이와 아울러 그 가능적인 것에서부터 가능하게 된 것의 펼쳐
진폭안으로[그기획투사하는자를] 다시데려온다. 583-5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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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에서 획득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 그런 게 아니라 모나드,
즉 현존재는 이미 자기 고유의 존재를 따라서 바깥에 있기 때문이
다.”43) 그리고 이에 반해, 들뢰즈는 어떤 ‘간과’를 지적하는데, 그
렇다면 실로 놀랍게도, 강의 형이상학의 근본 개념들 을 매듭짓
고 있던 1930년의 하이데거는 마치 60년 후의 들뢰즈의 지적에 미
리 응하고 있는 것처럼, 기투에 있어서의 ‘울타리〔에워쌈〕’의 중요성
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것이 후자의 인용인데, 강의 전반을
통해서 현존재의 규정을 ‘세계내존재’보다도 오히려 ‘세계형성존
재’라고 한 것도, ‘대세계존재’라는 단어의 제안을 받은 것처럼 보
인다. 이 강의는 원저 1983년, 불역본 1992년의 출판이며,44) 기본적
으로는 불역을 사용하는 들뢰즈가 주름 집필 시에 이것을 이미
읽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불가사의한 호응은 사
항 자신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 ‘해
방’과 ‘울타리〔에워쌈〕’에 의해 구성되는 기투라는 사항을, 우리는
일단 간략하게 이렇게 해석해두자.
하이데거는 “이 〔기투의〕 행위와 생기에 가장 독자적인 것은, 말에
있어서는 〈Ent〉 안에 표현되어 있다”(29/30, S.527)45)고 말하지만,
그렇다면, 이 ‘Ent(~를나와서, ~를벗어나서)’라는 184 ‘독자적인사

43) Heidegger, Grundprobleme der phânomenologie, Gesamtausgabe, Bd.24. 1975, S.427.
44) Martin Heidegger, Les concepts fondamentaux de la métaphysique : monde, finitude, solitude,
traduit de l’allemand par Daniel Panis, Paris, 1992.
45) [옮긴이 ] 국역본 : 이러한 행동함과 일어남이 띠고 있는 그 나름의 가장 고유
한 것이 언어적으로는‘기획(떨쳐)-’(ent)이라는 말에서 표현되어나오고 있는 바
로다음과같은점이다. 582쪽.
258 현대사상 2009년7월호<인간/동물의분할선>

항’은 ‘기투Entwurf’에 있어서의 ‘풀어줌〔Entheben, 해방, 해제〕’일 뿐 아니
라, 그 ‘탈억제Enthemmung’에도 공유되어 있을 것이다. 즉, 기투란 무
엇보다 우선, 자연이라는 ‘전체로서의 존재자’ 안에 잠재해 있는
가능성들을능동적으로 탈억제하고, 풀어주는〔해방하는, 해제하는〕 것
에 다름 아니다. 다만 이렇게 탈억제되는 ‘알몸의’ 가능성은, 그것
만으로는 너무도 무규정적이고, ‘세계’를 유의미로 구성할 수가 없
다. 그 때문에 기투는 동시에, 탈억제된 특정한 가능성을 방향짓거
나 또는 이 가능성을 저지할 수 있는 다른 가능성들을 억제된 채로
해두는 ‘울타리〔에워쌈〕’을, 전체로서 형성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인간 이외의 생물은, 이 “불용한 가능성들의 배제”라는 기능 자체
를 환경에 맡기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말하자면 거꾸로,
울타리〔에워쌈〕을 형성할 수 있다면, 비록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모종의 동물도 또한 초월하고 세계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는 가능
성도 나온다).
하지만 물론 현존재는 이 울타리〔에워쌈〕을 전적으로 새롭게 창
조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가능적인 저해의 억제로서 작
동하고 나아가 다른 ─ 이미 환경 내에서 주어져 있는 ─ 가능성을
해방한 채로 두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이른바 상호 대항시킴으로
써 구축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인간적 현존재의 초월이란, 가능성
들 및 그 억제와 탈억제의 전체적 disposition(배치, 경향성)을 형성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초월과 형성 자체도 또한, 탈억제된 생명
의 충박인 것이다.46) 하이데거는 이런 일련의 사태를 ‘가능(할 수
46) 拙論, 「冒険は生を何処へ投げるのか｣, 表象・第二号 〔表象文化論学会・月
曜社, 2008年〕에서는 충박에의 순수한 응답이라는 관점에서 시가詩歌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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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이라는 하나의 단어에 풍부한 의미를 갖게 함으로써 기술하
려고 하지만, 이것은 역시 ‘잠재성’이나 ‘현동화’ 같은 더 상세한 어
휘를 사용하는 들뢰즈를 교차시킴으로써, 더 명석하고 풍부한 논
의가 가능해질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가장 중요한 대목을 하나 꼽
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라이프니츠는 역량〔가능태, puissance〕과 현실태acte 사이
의 모든 이원성을 뛰어넘자고 제안하지만, 그것은 몇 가지
수준에서이다. 제1종의 모나드는 현실태이며, 현실태에 있
어서의 역량〔가능태〕이다. 그것이 작용시키는 현실화actualisation와 그것은 불가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2종의 모나드

도 ‘벌거벗은’ 역량〔가능태〕이 아니라, 하나의 유대vinculum 하
에서 정제整除되는 한에서 배치disposition이며, 관습이다. 그리
고 제3종의 모나드는 그것이 바깥dehors에 기대하는 것이 현
실태로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억제를 제거하는seule
suppression de l’empêchment〉 것인 한에서, 경향인 것이다.47)

맺으며
이상의 논의로부터,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이 분명히 밝혀졌다. 기초

-메타-존재론이라는 이중성 아래에서 구상된 초월론적인 형이상
학에 있어서, 동물 혹은 생물 일반의 문제는 우선 “인간적 현존재
를고찰했다.
47) Deleuze, Le pli, pp.157-158. 邦訳 201頁. 단번역어를일부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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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세계로 초월할 때 이러한 존재자에 대해서 그 어떤 존재 이해를
기투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으로서 나타난다. 이에 반해 하이데거
의 텍스트 재해석은, “생물은 자연 전체의 한복판에서 탈억제의
연관에 사로잡혀〔얼빠져〕 있는 것으로서 이해된다”는 대답을 제공
했다. 이런 이해의 기술 자체의 한계로부터 파생된 것이 “동물은
세계가 가난하다”라는 명제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여기서 문제가
반전되어, 그러면 “인간이라는 일종의 생물이 이런 존재 이해를
기투하면서 세계로 초월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인가”라는 물
음이 생긴다. 이 물음은 아직 어두운 채이지만, 초월에는 적어도
두 가지 운동성이 185 인정되었다. 즉, “시간 지평의 형성이 탈억제
되는 것”과 “자연・환경에 잠재하는 가능성들을 배치하면서 그
억제와 탈억제를 전체로서 통제하는 것”이다. 인간이란 탈억제하
도록 탈억제되고 있는 생물이다. 그리고 이 인간이 탈억제하는 가
능성들은 바로 억제를 벗어나는 이상, 어떤 면에서 무제한성을 띠
고 있으며, 여기에서 개체의 유한성, 즉 죽음과의 긴장관계나 더
나아가 역사성의 문제 등도 생기는 것인데, 이런 인간적 현존재에
가장 고유하다고 생각되는 사항도 또한, 결코 생명 일반의 이치 바
깥에 있는 것은 아니다.48) 이런점에 대해서는 머지않아 다른 기회
48) 이렇게 이 글을 일관되게 이끌어온 ‘탈억제’라는 개념 혹은 착상도 그 역사적
내력, 구조적세부, 이론적사정거리모두에있어서충분히해명되고있지않다.
여기에서는향후의 폭넓은연구의 전개를 기하고, 이 기제의 일반적인구성 계
기를 생각나는 대로 열거하고 싶다. 즉, 탈억제하는 것. 탈억제를 겪는 것. 탈억
제를겪는 것에 있어서 억제되는 방식과 그조건들. 탈억제하는것에의 수용성
이 탈억제를 겪는 것에 있어서 유지되는 방식과 그 조건들. 탈억제가 생기는
장・계・환경. 탈억제되는 운동이 그 장 안에서 더욱 더 탈억제하는 작용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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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논하게 될 것이다.

연관. 장내에서 탈억제된 작용연관이 최초로탈억제를겪는 것에 있어서 가지
는 의미. 문제의 운동과 의미의 결부를 가능케 하는 조건들. 문제의 의미 및 조
건들과 최초로 탈억제하는 것 사이의 재귀적 관계. 이상의 관계들이 밝혀지는
방식. 이상의관계들이실조失調하는(다양한) 방식.
262 현대사상 2009년7월호<인간/동물의분할선>

10. 종과 집단의 개체성에 관한 노트 *49)
사와노 마사키

188

늘 자동차로 지나다니는 길에 ‘스낵 紋〔몬〕’라는 간판이 세워져

있는데, 어째서인지 나는 눈에 들어온 그 간판을 ‘스낵 蚊〔모기〕’라
고 읽고 만다. 자세히 보면 ‘紋〔몬〕’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것도 충
분히 인지하고 있고, “아, 紋〔몬〕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도, 역시
눈에 들어온 순간에는 ‘蚊(모기)’인 것이다.
그리고 내 실수를 망상으로 전개하는 것을 억제할 수 없게 된다.

‘스낵 모기(蚊)’에 들어가면, 아마 ‘엥엥’이라는 그 싫은 날개 소리
가 귀 근처에서 끝없이 스치며 날 것이다. 순간적으로 눈앞에 어른
거리는 모기의 모습이 포착되지만, 가게 내부의 조명이 어두워서,
금방 눈에서 놓치고 만다. 물을 섞은 술을 주문해 홀짝 거리며 마
시지만,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온몸이 간질간질해지고, 어
딘가가 이미 물린 것 같아서 허벅지와 팔뚝을 찰싹 쳐보고, 의미도
없이 팔뚝을 긁어본다.
덧붙여서 ‘스낵 모기’는 단골이 ‘마마’라고 부르는 암컷 괴물이
경영하고 있다. 거대화된 암컷 모기이다. 언제부터인가 굴러 들어
온 수컷의 거대한 모기가 가게를 돕고 있었다. 매우조용하고 겸손
한 모기로, 여주인인 암컷의 지시에 따라, 부지런히 일하고 있다.

* 澤野雅樹, ｢種と集団の個体性に関する覚え書き｣, 現代思想 , 2009年7月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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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가끔 물을 탄 술을 권해보지만, 그때마다 매번 그는 손을
저으며 정중하게 거절한다. 후지코 후지오藤子不二雄의 만화에 나
온 모기 요괴는 드라큘라가 토마토주스에 만족하는 것을 비웃고,
닥치는 대로 사람을 덮쳐 생피를 빨고 있었다. 그래서 나도 그에게

“피가 아니면 안 되나요?”라고 물어보는데, 역시 고개를 끄덕이지
않고 손을 저을 뿐이었다.
픽션은 여기까지 하자. 모기 수컷은 피를 빨지 않는다. 하지만 이
들은 암컷과 마찬가지로 피를 빨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인다. 암컷
의 날개 소리에 끌리고, 어쩌다 사람 가까이로 다가가기도 한다.
사람의 피를 빠는 암컷은 산란기가 있고, 반대로 수컷의 날개 소리
를 싫어하지만, 저녁때가 되면 둘 다 초조감이 흘러넘친다. 쫓아버
리거나, 닥치는 대로 죽이거나,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 근처
를 계속 배회한다. 수컷의 경우 중요한 능력이 처음부터 없는데도
불구하고…. 189 암컷이 흡혈하는것은, 체내에서 알을 키우고 산란
하기 위해 단백질을 더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수컷
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고, 그저 흡혈하고싶다는 소망만
남게 된다. 그것이 정말이건 정말이 아니건 잔혹한 얘기다. 정말이
라면, 소망은 있으나 능력만 생략된 셈이며, 정말이 아니라면 미리
미움을 받도록 정해져 있는 데도 가까이 가는 것을 멈출 수 없는
셈이기 때문이다.
수컷의 모기에 흡혈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충격
적이었다. 그때까지 모기라는 종은 동물의 혈액만을 마시며 살아
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수컷에 감정이입하고, 진심
으로 안쓰러웠다. 갈팡질팡하며 드럼통 속을 배회한 끝에, 겨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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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이 되었다고 생각한 순간, 동물 근처에서 날아올라, 그때마다 뭔
가에 이끌려, 그 뭔가를 자기 몸에 담고 싶다고 간절히 바라지만,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을 전혀 모른다 …. 이렇게 수컷 모기는 교
미보다도 강하게 흡혈을 바라며, 결코 이룰 수 없는 욕망을 품에
안고 “정말 나는 피를 빨 거다. 아, 피를 빨 거다”라고 한탄하면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후, 모기가 반드시 피를 빠는 것만이 아니고, 꽃이나
나무의 꿀 등을 에너지원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알고, 과장된 감정
이입을 후회하고, 조금 손해를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동물이든 식물이든, 생물인 한에서 보편적인 테마는 대략 두 가지
로 압축된다. 하나는 생존이고 다른 하나는 번식이다. 게다가 이
두 개의 테마에는 과연 엄밀하게 나눌 수 있는지 여부가 판명하지
않은 점이 있다. 개체의 생존을 뺀 번식 따위는 생각할 수 없을 것
이다. 다른 한편, 종의 번식을 위해 개체의 생명이 매우 간단하게
희생되고 마는(적어도 그렇게 보이는) 사례도 결코 적지 않다.
후자의 예로 말하면, 〔비디오 게임인〕 마메시바의 CM을 끄집어내
지 않아도, 사마귀수컷이 짝짓기 후에 암컷의 먹이가 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실제로 개체의 생명이 종의 번식을위해 희생되는
절호의 사례인 것 같다. 그러나 사마귀 수컷은 종족의 번영을 축복
하고, 미래에 대한 찬가라도 부르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까?
암컷은 사랑을 나누면서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살을 뜯어 먹는 것
일까? 물론 아니다. 사마귀의 짝짓기는 말하자면 사투死鬪이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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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 같은 따스한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단순한 사실로서, 거대한
암컷의 체구에 비하면 수컷의 신체는 보기에도 빈약한 먹잇감으
로 비칠 것이다. 그 수컷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암컷의 허를
찔러, 화재 현장의 도둑처럼 재빨리 일을 해내야 한다. 암컷의 빈
틈을 타서 모든 것을 마쳐야 하는 것은, 수컷이 덮치려고 노리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 암컷 사마귀는 짝짓기를 허락하는지 여부
에 대해서는 특별히 구애받지 않는다(그렇게 보인다). 그러나 식
량으로서의수컷에는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짝짓기 도
중에 수컷이 머리를 물어뜯기는 일도 결코 드물지 않다. 머리가 없
어도 짝짓기만은 해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짝짓기용구로서의 수
컷의 기능은, 암컷에게 잡아먹힐 것을 미리 안에 품고 있는 것이리
라 ─ 물론 개체로서의 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그러나 때로는 뛰
어난 능력을 갖고, 행운이 따르는 수컷은 암컷의 허를 찌르고 짝짓
기를 시작하며, 암컷의 〔낫 모양으로 된〕 집게를 비켜가면서 일을 끝
마치고, 집게와 송곳니의 빗발침을 190 피해 도주하는데 성공한다.
추격하는 암컷의 공격을 피해, 보기 좋게 도망친 수컷의 좀 한심
한 모습을 기록영화인지 뭔가에서 봤을 때, 나는 생각지도 않게,
감동의 눈물을 머금고 작게 승리의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개체의
수준에서는 아무리 빈약한 수컷이라도, 자신을 불쌍한 먹잇감이
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생식의 능력과 전투에 관한 무력함
이 결과적으로 그들을 절호의 먹잇감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지만,
개체로서의 수컷 사마귀는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고 발
버둥 친다. 즉, 희생이라는 교훈적인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고, 수
컷도 종을 위해 목숨을 바칠 생각은 털끝만큼도없고, 미래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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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순히 죽을 생각도 없다. 자신을 산 미끼로 여기고세상을 살아가
는 기특한 수컷도 없다. 수컷은 일부러 잡아먹히기 위해 어슬렁어
슬렁 교미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교미로 내달리고, 결과적으
로 먹혀 버리는 일이 많을 뿐이다.
만약 개체의 수준에서 뭐가 할 말이 있다면, 수컷이 먹히게 되는
것보다 수컷을 먹는다는 암컷의 행동일 것이다. 아무튼 먹힌다는
것은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므로, 수컷에는 아무런 잘못도 없다. 그
러므로 만일 문제 행동을 찾아낸다면, 적극적으로 먹고, 먹기 위해
연인(혹은 남편)을 가차 없이 사냥하고, 사냥에 실패하면 추적하
는 것마저 불사하는 암컷일 것이다. “왜 너는 애인을 잡아먹어?”,

“자신의 남편을 잡아먹으면서 아무 생각이 없어?”라고 물어봐도,
암컷 사마귀는 큰 낫 같은 다리를 들어 위협할 뿐일 것이다. 그 공
격성은 에누리 없이 존경할 만하다. 예전에, 아스팔트 중앙선 근처
에 우뚝 서서, 달리는 자동차 무리를 위협하는 암컷 사마귀를 본
적이 있는데, 나는 그때, 그저 ‘저 놈 대단한데’라고 감탄했다. 어떤
수컷 모습보다도 자랑스러운 암컷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암컷 모습’을 어떻게 읽을지는 모르겠지만 ….
그러니까, 아마 암컷 사마귀한테 말을 사용할 능력이 있었다고
해도, 우리의 질문은 도착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 왜 먹는지 물어
도, 돌아올 대답은 “뭐, 저 녀석이 움직이니까”라거나 “어쩌면, 저
사람이 눈에 거슬렸기 때문이야”라거나, 그런 정도 밖에 없을 것
이다.
수컷 모기나 사마귀를 보면, 수컷이 얼마나 어설프게 만들어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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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인지를 잘 알 수 있다. 혈액에 끌린다는 욕망이 심어져 있으면서
도, 피를 빨아들인다는 중요한 사치에 빠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손가락을 깨물어 최상의 음식을 먼발치에서 바라보며 죽어가는
수컷 모기든, 혹은 사랑하는 사람, 아니 사랑하는 벌레한테서 미움
을 받을 것이 뻔한 데도 일부러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곳을 ‘엥엥’
날아다닐 수밖에 없는 수컷 모기든, 어쩌면 사랑스러운 사람, 아니
사랑스러운 벌레한테 머리를 물어뜯기고, 얼굴을 쥐어뜯기면서
교미에 매달리는 수컷 사마귀든, 모두 그곳에서 사는 기쁨 같은 것
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 기쁨은 곧다기보다는 어찌할 수 없이 굴절
된 것일 수밖에 없으며, 여하튼 마조히스틱한 수상쩍은 광채를 띠
게 될 것이다.
생식 행동에 대해 말할 때, 우리가 뭔가 일반적인 것을 화제로 삼
으려고 하면, 그 순간에 말문이 막히거나, 혹은 극히 개괄적인 무
엇인가를 말하는 것밖에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말해도
말하지 않아도 똑같은 것을 말해도 어쩔 수 없고, 그러므로 성에
관한 191 플라톤주의적인 논의는 거의 쓸모가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고 말하면, 그렇지 않고, 거
꾸로 이념적인 세계를 재빨리 탈출해, 이번에는 지상에서 사례에
서 사례로 옮겨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꿀벌에서는 수컷이 어중간한 것은 물론이고, 암컷조차
도 대부분 어설픈 암컷일 뿐이다. 수컷이 왜 어중간하냐고 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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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의 경우, 단위생식으로 태어난 개체는 모두 수컷이 되고, 그
수컷은 소임이 끝나자마자 죽게 되며, 살아남은 것들도 추위와 혹
독한 계절이 되면, 이혼장을 받게 되어 둥지에서 방출되어 길가에
서 죽는 것이 운명이기 때문이다. 존재가 어중간한 것은 물론, 취
급마저도 어중간한 것이다. 다른 한편, 대부분의 암컷은 유성생식
에서 태어나지만, 알다시피 생식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은 여
왕벌뿐이고, 결국 그녀를 제외한 모든 암컷은 일벌로 천수를 누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도, 암컷으로 태어난 이상, 여왕벌한테
무슨 일이 있었을 경우에는, 아버지가 왠지 매우 좋아하는 그 로열
젤리를 대량으로 섭취하고, 어느 한 개체가 여왕벌로 변하여 다른
벌들을 거느리고, 군림하게 되는데, 그런 종류의 영고성쇠의 이야
기는 또 다른 이야기이다.
다른 한편 흰개미를 보면, 상당히 상황이 다른 것 같다. 마찬가지
로 여왕이 군림하고, 그 아래에서 일개미나 군대개미 등 그 밖의
많은 흰개미가 무리를 이루어 생활한다. 예를 들어 일본의 재래종
인 야마토 흰개미의 경우, 여왕개미만이 단위생식에 의해 그 자리
를 계승해간다. 유성생식은 그녀에게 굴복하는 대다수의 개미를
산출하기 위한 것이며, 여왕은 그녀 자신을 정확하게 재생산해간
다. 이런 의미를 생각해보면 흥미롭다. 여왕개미의 단위생식은 단
순하게 불순물이 없는 개체를 영원히 존속시켜가기 위한 방법이
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야마토 흰개미 떼는 종의 수준에
있어서는, 단 하나의 개체에 의해 전체가 지탱된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것을 반대 측면에서 보면, 유성생식은, 단 하나의 개체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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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하기 위해 사용되며, 그 결과 재생산되는 종 그 자체가 한 마리
의 영원불멸의 개체에 복종하게 된다.
꿀벌에서는, 단위생식이 매우 손쉬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이미 사용되어 버린 수컷은 쓰레기처럼 버
려진다(그렇게 보인다). 흰개미에서는, 반대로 단위생식은 신성한
수단으로서 극히 드물게만 행해지므로, 개체로서의 여왕을 영겁
에 걸쳐 존속시키기 위한 특별한 기법이다. 우리는 이 차이를 벌과
개미의 차이라고 생각해야 할까? 물론 그런 것은 아니다. 흰개미
는 개미의 동류가 아니라 바퀴벌레의 동류이며, 개미는 벌의 동류
이기 때문이다. 바퀴벌레도 매우 흥미로운 생물로, 어떤 가련한 여
학생이 바퀴벌레 ‘조니’를 논문의 테마로 삼은 이후, 나도 매료되
었지만, 지금은 그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말자.
꿀벌의 경우, 흥미로운 것은 수컷은 단위생식으로부터 탄생하
면서, 생식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게다가 그 능력은 오로지 암컷을
산출하기 위해서만 행해지는 것이다. 여왕벌한테는 마음에 드는
수컷 따위는 없고, 한 번뿐인 교미의 계절에, 가능한 한 많은 수컷
으로부터 가능한 한 정자를 축적한다. 옥좌로 돌아온 여왕은 이후
비축한 정자만을 재료로 번식에 힘쓴다. 한편, 짝짓기에 성공한 수
컷들은 192 그 자리에서 슬프게도 쓰러지고 만다. 정자라고하지만,
모든 수컷이 여왕벌의 단위생식에서 출현한 반수체半數體에 불과
한 이상, 유전자의 다양성 따위는 실질적으로는 없는 것이나 마찬
가지다. 즉, 꿀벌의 단위생식이란 여왕의 유전자를 계승한 한 종류
의 수컷의 대량생산이라는 의미부여가 강하고, 수컷의 유전 정보
를 새롭게 작성한다는 요소는 거의 전무에 가깝다. 왜냐하면 수컷

270 현대사상 2009년7월호<인간/동물의분할선>

의 유전정보는 암컷을 만들기 위한 유성생식에만 제공되는 것이
지, 그것 이외의 용도는 없기 때문이다. 모든 개체가 여왕벌로부터
산출되는 이상, 유성생식으로의 이행을 수행했다고 해도, 생식을
행하는 수컷과 암컷은 사실상 한 종류의 정자를 가진 수많은 수컷
과, 단 한 마리의 암컷일 뿐이기 때문에, 다양한 개체가 산출될 가
능성에 대해서는 미리 현저하게 제한되어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마치 꿀벌에 있어서는, 다양한 개체를 산출하는 것이 집단을
존속시키는 데 있어서 오히려 장애물인 것처럼 현상하고 있는 것
이다.
다른 한편, 흰개미의 세계를 보면, 사소한 모습이 다르며, ‘종’과

‘개체’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의 상식을 뒤엎는 사태가 생기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여왕개미의 관점에서 보면, 일본에 널리 분포하
는 야마토 흰개미라는 ‘종’에 있어서는, 태곳적부터 단 하나의 개
체가 옥좌에 군림해 왔다. 생식에 종사한다는 의미에서는, 수컷의
왕도 역시 특권적인 지위에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생식이라는 관
점에서 보면, 여왕과 그 이외는 확연하게 다르며, 왕조차도 ‘그 밖
의 대부분’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여왕개미는 순수하고 단순하
게 개체이며, 집단의 중심에 앉아서 움직이지 않은 영원불변의 개
체인 것이다. ‘그 밖의 대부분’은 여왕을 포위하고, 영원히 변함없
이 개체를 지탱하며, 소진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왕가의 순혈이라는 의미에서, 이 흰개미만큼의 결벽주의는 좀체
없을 것 같다. 그 천착에 대해 질문할 수 없는 것이 유감이지만, 단
위생식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에서 보면, 결국은 유성생식에 의존
할 수밖에 없는 ‘핏줄’이니 ‘혈족’이니 하는 것은 탁한 구정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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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를 바 없다. 다른 한편, 종의 관점에서 보면, 여왕의 단위생식은,
생식 능력의 계승 그 자체이며, 종의 번식과 존속을보장하는 의례
나 다름없다. 여왕개미라는 개체는, 모든 흰개미가 그로부터 출현
한다는 의미에서는 분화구 같은 것이며, 소굴과 한 몸을 이룬다고
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그녀는 전성기가 되면
하루에 5만개의 알(개체)을 낳는다고 한다. 그런 경악스러운 사실
을 듣고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여왕개미라는 것은 더
이상 어머니라기보다는 공장이며, 단순한 개체가 아니라 대량제
조 거점으로 간주하는 것이 사태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은 아닌
가 하는 점이다. 이 점은 꿀벌의 여왕도 마찬가지이며, 그녀도 전
성기에는 하루에 2천개에서 3천개의 알을 낳는다고 하며, 이제 그
누구의 어머니 같은 규모가 아니라는 게 명백할것이다. 만약 번식
의 외연이 둥지라면, 내포는 영락없이 여왕이며, 우리가 만약 그녀
의 개체성이나 단독성에 여전히 집착한다면, 마찬가지로 도요타
나 혼다 등의 자동차산업의 단독성이나, 도시바나 소니 등의 가전
산업의 개체성도 묻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이다.
평범한 사회학적 상상력은 이 언저리에서 뒤르켐의 분업사회론
으로 달려들어, 유비에 치닫고 싶은 충동에 몰려서 이를 억제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즉, 인간의 사회와 곤충의 사회를 유비하고, 거기
에서 비슷한 질서를 찾아내는 식이다. 그것이 안 된다는 193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는 편이 좋다고 하더라도,
역시 그 전에 해결해야 할 포인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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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의 상식을 확인해두자. 어떤 생물종이 분열생식에서 유성
생식으로 도약한 순간에, 죽음의 프로그램이 각인되었다. 달리 말
하면, 부모한테서 태어난 개체는 모두 죽는 것이다. 수명이라는 이
름의 시계가, 탄생의 순간부터 남은 시간을 단조롭게 세기 시작했
다. 아마 코끼리의 시간, 쥐의 시간 1)이라는 베스트셀러였다고
생각하는데, 이 책에서 포유류의 경우는 코끼리이건 사람이건, 혹
은 생쥐이건, 평생 동안 새겨져 있는 심장의 박동 횟수는 거의 비
슷하다고 한다.
어째서 죽음의 프로그램이 그 안에 편입되었는가라는 이유에
대해서는, 유성생식의 성질상, 새로운 개체를 만들어내고, 그것에
의해 종의 다양화를 목표로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실제로 유성생식이 암수의 결합을 의미하고, 그것만으로 번식
하는 종이 전부라면 그 설은 납득이 간다. 그러나 유성생식으로 이
행한 종의 상당수가 아직도 여전히 단위생식을 하고 있고, 종에 따
라서 두 개의 생식 방법을 교묘하게 구사하고 있다는 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꿀벌이나 흰개미는 꽤 고도의 사회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그 사
회성의 높음과 긴밀한 질서를 유지하는 개체군은, 말하자면 다양
화를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있다. 그것은 예를 들어, 꿀벌의 수컷이
모든 여왕에 의해 단위생식으로부터 태어나고, 그들이 거의 균일
한 유전 정보를 담지하고 있다는 것에서도 엿볼수 있다. 흰개미에
이르러서는 여왕 자신이 단위생식의 산물이며, 그녀가 존재하면

1) 本川達雄 , ゾウの時間、ネズミの時間―サイズの生物学 , 中央公論新社,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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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터 다양화에 제동이 걸리고 마는 것이나 다름없다.
다양화에 대한 브레이크라고 말해야 할 것은, 단위생식 등이라
는 진기한 기법이 끊어지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소중하게 보존되
고 있기 때문이다. 꿀벌에서는 수컷의 전체이며, 또한 흰개미에서
는 여왕이며, 모두 생식과 관련된 한쪽이 단위생식으로부터 태어
난다. 수컷 꿀벌은 한 번뿐인 교미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앞
다퉈서 여왕을 뒤쫓지만, 여왕더러 말하게 하면, “앞을 다툴 필요
는 없다. 어차피 너희는 반수체半數體이고 결국은 함께니까”라는
게 될 것이다.
단위생식을 보존하고 교묘하게 이용하는 종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이 ‘결국은 함께’라는 상태를 가능한 한 무너뜨리지 않고 지
속하는 것이다. 이는 예를 들어 분업의 질서를 곤충의 세계에서 재
인하는 것보다도 먼저, 생식reproduction을 생산production의 용어로 생
각하면 더 명백해질 것이다.
되풀이해두자. 꿀벌이나 흰개미한테, 생식의 외연이 둥지라면,
내포는 여왕이다. 그리고 생식은 그들한테서는 사랑과 성의 문제
가 아니고, 번식이라는 이름의 생산 및 재생산의 문제이다.
사랑의 기술로서의 생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제조공정
이 있으며, 쉴 새 없이 알을 낳는 거대한 공방工房이 있으며, 제품의
품질관리를 맡은 담당부서가 있으며, 애벌레를 돌보는 양육 부분
이 있는 것이다. 거기에서 구축되는 것은 가혹한 계급질서가 아니
라 종의 존속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공정이다. 꿀벌이나 흰개미는 카
스트제도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곤충의 바쁜 사회는 타
성적인 계급사회나, 체념과 허탈감이 널리 퍼진 사회와는 무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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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오히려 그들은 여러 가지 부문으로 나뉘고, 여러 가지 공정에
서의 숙련과 세련을 194 갈고 닦고 있으며, 일상 활동에 분주히 전
념하면서 그 평생을 불태운다고 말하는 게 적절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생산거점으로서의 여왕을 다시 한 번 중시하기
로 하자.
어째서 그것들은 유성생식의 장점이라고 생각되었던 다양성 내
지 다양화를 사전에 미리 제한하려고 하는 것일까?
여왕벌이나 여왕개미를 생산거점으로서 생각할 때, 그녀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단순하게 말해서 대량생산이다. 여왕은
생산라인의 요체이다. 자동차산업도 좋고, 가전산업도 좋지만, 대
량생산을 맡은 공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제품의
품질이 한결같이 고르다는 것이며,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리라.
바꿔 말해, 그들 «참 사회성真社会性 »을 골자로 하는 종은, 정밀도
가 높은 개체성을 완성하고, 그 양산체제를 완벽하게 구축・확립
할 수 있는 사회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대량생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품질의 유지이며, 그것을 더 바꿔말한다면 불량
품이나 결함품의 수를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며, 그것이 대국적으
로는 비용절감으로 연결된다. 높은 수준으로 품질을 유지하기 위
해서는 쓸데없이 다양화를 초래하는 요소를 원인의 수준에서 차
단하는 것이 필요해질 것이다. 꿀벌이나 흰개미에 있어서 현행의
생식 방법이 초래한 다양화가 이미 참 사회성真社会性을 구성하는
개체 차差를 만족하고 있으며, 그것 이상의 다양화는 집단의 질서
는 해치는 저해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런 여분의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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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에 있어서의 잉여가치)는 최소해두는 편이 리스크가 적고,
또한 생산과정에 있어서 결함품을 낳는 계기도 적게 할 것이다.
그러면 여왕은 다른 개체한테서 빼앗은 특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되지 않을까? 여왕은 그녀한테만 허용된 생식의 특권
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 여왕이란월등한 생식능
력을 부여받아 생산을 도맡아 하는 거대설비인 것이다.
어느 단계에서 그들은 정밀도가 높은 생산시스템에 도달했을
것이다. 그 시스템이란 개개의 암컷이 생식을 행해서 적은 개체를
낳는 것보다도, 혼자 도맡아서 생식을 맡는 장치를 갖고 있고, 거
기에서 막대한 수의 알을 생산하는 편이 품질이높고, 일정한 정밀
도를 유지한 개체를 산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함의한다. 꿀벌
과 흰개미 모두한테서, 만일 여왕이라는 거대한 생산거점을 철폐
하고, 모든 암컷으로 재생산의 거점을 이동하고, 생식의 기회를 분
산시켰다고 한다면, 개체 차의 확대라는 의미에서는 다양화에 박
차를 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때의 다양화는 제품의 품질을 종
으로서 보증하기 어려워지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만약 그들한테
이미 도달한 품질에 대해 향후에도 일정 수준을 유지한다는 브랜
드 내지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다양화로의 벡터는 가장 중요한 점
에 있어서 굳이 리크스를 무릅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단순재생산을 고집스럽게 사수하는 것도 아니다.
단위생식만으로 번식하는 것이 아니라, 유성생식의 기회를 교묘
하게 이용하고 복수의 방법을 나눠서 구사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은
다양화의 길을 역행하거나, 변화에 대해 완전히 외면하는 것도 아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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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 차를 최소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은 각각의 개
체에 있어서 실현될 개성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195 그러나 그렇게 눈에 비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이념을 그
들에게 떠넘기는 것일 뿐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들 쪽에서 보
면, 중요한 것은 개체들을 관통하는 고도의 품질이며, 그 정밀도에
있어서 높은 품질이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것은 한
마리의 개체를 얕잡아보는 것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 반대로 한
마리라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 현재의 생식방법을 짜내
고〔직조하고〕, 지금도 유지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단
한 마리의 개체가 살해된 것만으로도 강렬한 복수심을 불태우는
말벌 떼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거대한 둥지와 무리를 붕괴로 이끌
수 있을 만큼의 열의가 넘친다고도 말할 수 있다.
우리는이제 개체성에대해, 기존의 자기 편〔아군〕과는 다른곳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즉, 개체성은 유전자의 개체성이 아니
고, 성행동에서의 이기성도 의미하지 않는다. 애당초 행동에서의
이기성이나 이타성을 구별하는 것에는 거의 의미는 없는 것 같다.
애당초 그들은 극단적인 다양화에 이르지 않는 제조공정을 구축
하고, 그것을 완벽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자
기의 유전자를 남기고 싶다는 개체의 욕망을 갖고 있다고 상정하
는 것 자체가 사실상 문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왕으로서 자기
의 의지를 관철하기는커녕, 일대 제조거점으로서 막대한 알의 제
조를 의무로서 도맡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기 때문이다. 여왕이
혼자서 도맡아 하는 제조라인이 보증하고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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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에게서의 개체성에 다름 아니다.
그러므로 단위생식에 의해 계승되는 흰개미 여왕이라고 해도,
거기에 있는 것은 불로불사의 여왕이라든가, 순진무구한 왕가의
핏줄 따위가 아니라, 오히려 별반 바뀐 게 없는 단조로운 공장의
풍경이며, 단위생식이라는 방법이라 해도 정기적인 설비투자나,
혹은 거대설비의 유지보수(자기 점검) 이상의 아무것도 아닌 것이
다.
정말로, 다양화를 억제하고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는 데 단위생식
이 한몫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그렇다고 하자). 그렇다면 왜
두 가지 생식방법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일까? 차라리 긴급 시
이외에는 단위생식만을 한다고 하는, 많은 종에서 행해지고 있는
수단을 어째서 선택하지 않는 것인가? 계산 외의 다양성을 실현할
수 있는 유성생식을 항상적으로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달리
말하면, 월등한 다양화가 초래할 위험성을 알면서도 그 위험한 방
법을 버리지 않으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단위생식은 유성생식으로부터의 철수가 아니며, 반反-유성생식

(유성생식의 부정이나 거부, 이의제기 비슷한 것)도 아니다. 단위
생식은 유성생식으로 이행한 종이 채용하는 선택지 중 하나이며,
말하자면 큰 틀로서의 유성생식에 포함되고 그 틀 안에서 채용되
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유성생식이 분열생식이 아닌 한에서,
설령 반-분열생식이었다고는 해도, 결단코 반-유성생식은 아니다.
말할 것도 없이, 꿀벌이든 흰개미이든, 분열생식에 의해 증식하
는 생물들과 비교하면, 분명히 복잡하기 짝이 없는 구조를 갖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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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들이 획득하고, 또 달성한 복잡한 구조나, 참 사회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집단이 조립되고 나서 유성생식으로 이행한 것으로
부터 도달할 수 있었던 정묘한 복잡함을 갖추고있다. 복잡한 생식
의 과정이 그들의 복잡한 집단의 구성과 나누기 힘들게 결부되어
있다는 것으로부터도, 196 그들의 복잡함이 어떤 세련의 끝에 달성
된 것이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리고 지금도 유성생식을 버리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 것
은, 다양화의 씨앗을 항상 껴안고, 그것에 의해 다가올 변화에 대
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우리는 모순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왜냐하면 다양화를 최소한으로 억제하
기 위한 전략이 동시에 다가올 변화에 대비한 행동과 일치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즉, 다양화 없이 세련은 없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가올 변화는 단순하게 개체
차의 확대나 증가를 함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미 실현되고
있는 개체 차를 더 강조하게 될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공업화에 의해, 숲에 무성한 수목의 줄기 색이 점점 검
게 변하면, 그때까지 흰 날개에 의해 알려진 나방이점차 줄어들게
되고, 같은 종의 나방 중에서도 검정 날개를 가진 개체가 늘어난
다. 이를 공업암화工業暗化라고 부르는듯한데, 흰 날개 나방이 감소
하고 검은 날개 나방이 늘어난 것은 완만한 변화로서의 자연도태
〔자연선택〕가

작동하기 때문이 아니라, 급격한 변화로서의 인위도

태〔인위선택〕가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후지와라 하루히코藤原晴彦에
따르면, 회색가지 나방peppered moth이라는 그때까지 흰 날개로 알려
졌던 나방은 수십 년의 공업화를 거쳐, 검게 변한 날개로 알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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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방이 되어버렸다. “50년 동안에 흰 나방이 검은 나방으로 변화
한 것이 아니라(검은 색소를 만드는 유전자가 돌연변이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원래 흰 종류와 검은 종류의 두 종류의 나방이 있었
던 것이다. 산업혁명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검은 나방 쪽이 흰 수
목에서는 오히려 눈에 띄기 때문에, 그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았
다. 그런데 산업혁명 후에는 검은 수목에 의태한 검은 나방 쪽이
유리해졌던 것이다.”2) 결과를 보면, 흰 나방이 검게 되었다. 그러
나 종의 수준에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실제로는 흰 나방이
감소하고 검은 나방이 증가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얼마 안 가 흰 나방이 남김없이 멸망해버렸는가 하면, 아
마 그렇게 되는 날은 오지 않을 것이다. 때마침 흰 나방에 유리한
환경에서도 검은 나방이 약간 서식했듯이, 환경이 검은 나방에 유
리한 방향으로 바뀌어도 흰 나방이 그것 때문에 사라지지는 않는
다. 예를 들어 불경기나 무엇인가 때문에 공장이 폐쇄되고 주위에
서 인기척이 사라지고 예전 같은 숲이 되면, 수목의줄기도 예전의
흰 색을 되찾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환경은 다시 흰 나방한테 유
리하게 작용하고, 검은 나방은 거꾸로 천적의 이목을 끌게 되므로,
전자는 증가하고 후자는 감소할 것이다. 이처럼 회색가지 나방peppered moth이 종의 수준에서 개체 차를 보존하고,

더 하얗게 되는 경

향과 더 검게 되는 경향의 두 쪽 경향을 보존하려고 하는 이유는
번식지에서 번식하는 나무의 줄기의 색채의 변화에 대비하는 것
이다. 줄기는 나방한테 대지로서의 평면이며, 그 색채의 변화율이
2) 藤原晴彦, 비슷하게 속이는 의태의 이상한 세계似せてだます擬態の不思議な
世界 , 化学同人, 2007, 34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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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 차의 함수가 되어, 종 안에 끼워 넣어져 있는 것이다.
물론 나방에 있어서는 어떤 개체가 어떤 때에는 하얗게 되고, 어
떤 때에는 검게 된다는 식으로 자유자재로 날개의 색채를 변화시
킬 수는 없다. 회색가지 나방peppered moth의 전술로서는, 더 하얗게
되는 경향을 가진 개체도 있다면, 더 검게 되는 경향을 가진 개체
도 있다는 식으로, 개별적으로 색체의 변주variation를 실현시켜 둘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한 마리일지라도 자유자재로 신체의 표면의
색을 변화시키는 생물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베란다에 놓인 화분
에 심은 식물에 머무르고, 지금 막 수컷의 머리를 뜯어먹은 암컷
사마귀는, 197 초록의 잎 위에 있기 때문인지, 선명한 녹색을 띠고
있다. 다른 한편, 정원에 나가보면, 암컷의 거대한 낫질을 피해 대
단히 빠르게 정원 나무줄기에서 실종된 수컷 사마귀는 죽고 마른
잎처럼 갈색으로 물들어 있다.
신체의 표면 색깔을 바꾸는 생물로서는, 아마 그 빼어남에 있어
서 카멜레온이 너무도 유명하지만, 사마귀는 물론, 우리가 일상적
으로 보는 생물종 중에서도 그런 특수 능력을 가진 것은 결코 드물
지 않다. 청개구리 역시 사마귀와 마찬가지로, 뛰어나게 녹색과 갈
색 사이를 오가면서 각각의 삶을 영위하고 있으며, 도롱뇽의 일종
도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몸 색깔을 변이시키는 것이 있다고 한다.
생물에 있어서도, 만일 생식보다도 우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생존이며, 그것 이외에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살아남기 위
한 책무가 무엇이냐 하면, 교묘하게 몸을 숨기는 것이다. 초식동물
의 무리는 육식동물의 습격에 대비해, 다양한 형태로 몸을 숨긴다.
때로는 거리 속에서 소멸하려고 꾀할 것이며, 때로는 거대한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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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어서 그 자유롭게 변환하는 위용 속에서 새끼들이 잠적하는
시스템을 채택할 것이다. 육식동물은 접근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풀숲과 나무숲 속에 몸을 담근다. 그리고 낌새를 챌 까봐 미세한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주변의 모습을 일일이 배려하면서 최종적
인 가속지점으로 이동한다. 최종단계에 이르렀다고 확신하면, 단
숨에 근력의 제어를 풀고, 이제 표적으로 달려들 뿐이다.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나, 혹은 픽션이 되지만, 톰 클랜시Tom Clancy
의 붉은 10월The Hunt for Red October 에 등장하는 핵잠수함처럼, 상대
로부터 잠적하는 데 성공하면, 거리를 자유자재로 조종할 수 있다.
참고로 스텔스 도장塗裝의 도료塗料는 도쿄 변두리에 있는 동네
공장의 아버지가 손에 막대기를 들고 드럼통으로 저어서 만들고
있다고 한다. 미군의 고위 관리자거나 정부 수뇌부가 스텔스의 너
무도 수수한 색에 화가 나서 “더 화려한 색깔로 만들라”고 지령을
내린 적이 있다고 한다. 높은 분이 설마, 일본의 변두리에서 장인
이 혼자서 섞은 도료일 줄은 몰랐으니까, 자신의 지령에 뼈아프게
만족한 것 같지만, 결과는 엉망이었다. 아마 아버지는 “나는 모르
니까”라고 내뱉으면서 도료를 섞은 게 틀림없다. 신형 스텔스도,
물론 레이더에는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 결과 신모델의 선명한 스텔스는무참하게도 밤
하늘에 흩어져 버렸다. 그런 종류의 이야기를 동네 공장의 아버지
는 마치 즐겁다는 듯이 얘기하는 것 같다….
인간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신경이 쓰이는 것을 조금 건드리
고 싶다. 물론 언어라든가 사상 같은 것은 묻지 않는다. 어쩐지 신

282 현대사상 2009년7월호<인간/동물의분할선>

경이 쓰이는 구나, 라고 하는 것이다.
갓난아이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되면, 왜 구석으로 가는 것일
까? 왜 어린아이는 음식이나 장난감을 방구석으로 가지고 가고 싶
어 하는 것일까? 왜 쌓고 몰래 모아두려고 하는 것일까? 어째서 아
이들은 벽장을 좋아할까? 뭐가 즐거워서 벽장에 틀어박히려고 하
는 것일까?
그러고 보니, 나 자신도 어릴 적에, 벽장의 좁고 어두운 공간에
엄청나게 매력적인 확장을 느끼지 않았던가. 어린 시절의 나 자신
을 포함해, 왜 아이는 움막穴蔵에 끌리는 것일까? 아이의 행동을 198
왠지 모르게 관찰하면서, 인간은 수만 년 동안이나 이렇게 구석진
곳을 향해서 걸어가고 모퉁이에 다다르면 기분이 안정되게 된다
고, 그렇게 생각했다. 구석이나 모퉁이, 움막 같은 곳에 가면, 겨우
안전한 상태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안심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리
고 수만 년의축적이 유전자 수준에 새겨지고, 지금도 보전감保全感
을 준다고 그렇게 믿고 있다.
그러나 내 기억을 열심히 더듬어 보니, 아무래도 그렇지 않은 면
이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아이들은 뭔가가 겁을 먹거나, 혹은
일부러 안심감을 얻기 위해 구석으로 가는 게 아니다. 보전감을 찾
아 벽장으로 향하고, 거기에 과자나 장난감을 반입하는 것도 아니
다. 안전하다는 점에서는, 집 안에 있는 시점에서 안전하며, 움막
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방 안이나 움막 안에 있으면서도, 그
구석으로 가는 것에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고, 벽장이나
땅굴横穴에 끌린다면 더욱 그렇다. 아이는 단순하게 좁은 곳을 좋
아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새끼고양이나 강아지가 배수구나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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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프에 끼여서 경찰관이 출동하는 지경이 되는 이유는 뭘까? 아이
는 자신의 신체가 들어가는 아슬아슬한 ‘구멍’에 끌린다. 그리고
아이는 벽장이나 장롱의 좁은 어둠에도 끌리는 것이다. 물론 그들
은 그 어둠을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끌리기도 한다. 두려움
이란 허무가 좁거나 넓은 것의 구별을 철폐해버리기 때문이며, 우
회적으로 손을 뻗거나 하면 다른 세계로 연결될지도 모른다는 위
험한 가능성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테이블 아래나 의자 아래에 뚫
린 공간은 벽장이나 장롱 속과 마찬가지로, 생활공간에 뚫린 어두
운 구멍이다. 우리가 어두운 구멍에 끌리는 것은, 그 구멍에서 펼
쳐지는 어둠이 이미 비밀이며, 그 숨겨진 어두운 부분이 우리를 두
렵게 하고 동시에 매료하기 때문이다. 나니아 연대기 에서 아이
들은 어디에서 다른 세계로 여행을 떠났을까? 도라에몽 에서 노
비타의 방 벽장에는 무엇이 살았고, 책상 서랍은 어디로 이어져 있
었을까?
물론 나는 모태 회귀 환상 같은 신화에 동조할 생각은 없다. 면역
학적으로 말하면, 자궁은 전쟁터이고, 아이는 어머니의 최종 공격
을 피해 자궁에서 탈주하는 것이며, 출산의 현장은 추격과 도주의
싸움에 다름없다. 그리고 그 전투의 격렬함이 HLA 항원의 이질성
에서 기인하며, 또한 모자母子 사이의 차이가 클수록 아이가 건강
하게 자란다는 역설적인 진리도 동시에 확인해 두어야 한다. 즉,
적어도 대형 포유류에 대해 말한다면, 차이를 예찬하고 다양화를
극단까지 추진하는 방향에 있어서 생식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다른 한편, 구멍의 이마주는 전혀 다른 세계로 연결되어 있다. 다
른 세계는 아이를 매료시키는 이마주인데, 이 글에서 내가 고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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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고 하는 사항과는 약간 방향성이 다르다. 우리의 신체는 음식의
시각에서 보면 하나의 통이고, 입에서 항문을 관통하는 하나의 구
멍이다. 이 구멍은 영양을 흡수하는 표면을 가지고, 인간을 최종
숙주로 하는 기생충한테는 장이야말로 대지이며, 생명활동을 성
립시키는 평면이다. 다만 그 대지는 멀리 떨어진 곳이며, 수많은
중계 지점을 경유해서만 최종 숙주에 도달할 수 있다.
기생충은 숨는 일의 프로이며, 눈치 채지 못하게 공생을 실현하
는 데 있어서, 거의 견본과도 같은 존재이다. 그 중에는 중계지점
에서 최종숙주로, 그리고 다시 … 라는 경로를 터무니없이 악마적
인 아크로바트를 이용해 걸어가는 종도 있다. 무서운 것은 중간숙
주의 199 신경이나 행동을 지배해버리는 기생충이다. 그들 중에는
중간숙주를 천적의 눈에 띄기 쉬운 장소로 이동시키고, 심지어 포
식의 어시스트까지도 행한다. 달팽이에 기생하는 류코클로리디
움〔Leucochloridium, 레우코클로리디움〕은 잎이나 가지의 끝부분 등, 눈에
잘 띄는 장소로 이동시키면, 달팽이의 촉각으로 이동하고, 미용실
앞에 놓인 빨간색이나 파란색 선이 빙글빙글 돌아가며 상승하는
것이 특히 눈길을 끄는 선전용의 묘한 움직임을하는 것이다. 우리
와 마찬가지로 눈길이 끌리게 된 새가 불쌍한 달팽이를 쪼아서 먹
고 나면, 류코클로리디움은 최종숙주로 무사하게 도달하게 된다.
이 경우 기생하는 숙주를 주위로부터 돋보이게 함으로써, 자신의
의도를 실현한 것이다. 왜냐하면 중간숙주를 포식하는 것이야말
로 최종숙주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위장된 의도
이며, 달팽이가 얼핏 보면 멍청한 행동을 연출하고 그 멍청함의 배
후로 미끄러지면서, 흐지부지하게 되는 의도이다. 그렇다면 의도

10. 사와노마사키, ｢종과집단의개체성에관한노트｣ 285

적으로 돋보이게 하는 행동의 지배 그 자체가 의제(擬制)에 다름
아니다.
생물에 따라서는 천적이 싫어하는 것의 색채나 무늬를 훔쳐서,
그 싫어하는 모습을 감쪽같이 보여줌으로써 거꾸로 도망간다는
전략도 있다. 약한 아이가 자신을 괴롭히는 아이가 싫어하는 벌레
를 손에 들고 쫓아가는 격이다. 힘센 사내아이가 싫어하는 생물은
무엇일까? 벌레라는 벌레는 모두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빌라드 라는 B급 공포영화를 우리에게 상
기시켜주었다. 방을 가득 메우는 쥐의 영상만으로도 우리를 전율
시키기에 충분한 힘을 갖고 있었다. 크세나키스는 찌르레기가 무
리를 지어 비상하는 광경을 촬영하고, 그 영상을 해석하면서 심포
니를 만들었다고 한다. 뉴스 영상 속에서도 메뚜기의 대발생이나
진홍색 게가 대이동하는 것을 정성스레 촬영한 것이 있고, 보도 프
로그램에도 싫어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전율시키기도 한다. 스필
버그의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에서는 어떤 순간에 대지가 쑥 꺼
지고, ‘구멍’에 빠지면, 거기에는 꼭 인디가 싫어하는 뱀 소굴이 그
를 기다리고 있다. 빽빽하게 지하세계를 메우고 뒤엉키고, 꿈틀거
리는 뱀의 무리는 역시 인디의 공포에 우리를 포개고, 심신을 얼어
붙게 하기에 충분한 힘을 갖고 있다. 인간의 집단이든, 동물의 집
단이든, 혹은 곤충의 큰 떼大群이든, 개체 차를 잃고, 무리 그 자체
가 개체화를 이룩한 집단은, 그것과 만나는 것을 모두 위장하고 경
악케 하는 것이다. 개체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에까지 도달하는 것
은 모든 집단에 있어서, 즉 동식물을 서로 떼어놓는 종의 벽을 어
렵지 않게 초월하고, 보편적으로 “지각할 수 없게 되기”를 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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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지각하지 못한 것이 되는 것, 개체화를 수행한

‘떼’를 온화한 눈으로 바라볼 수는 없다.
쓰레기 더미에서 우글거리는 구더기 떼는 우리를 얼어붙게 만
든다. 새가 하늘에서 배설하고 낙하한 똥 속에, 만일 류코클로리디
움의 알이 꽉 들어차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도 역시 냉정할 수
가 없다. 집 기둥에서 수만 개의 알이 뚝뚝 떨어지면, 역시 정신을
차릴 수 없게 될 것이다. 정원의 식물에 물을 주면, 사마귀 알에서
이쑤시개 머리만한 사마귀 새끼가 와글와글 분출하는 것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과일박쥐는 과일의 씨앗을 운반하고, 코끼리
나 기린도 씨앗을 운반한다.
동물이 이동하고 배설함에 따라, 식물은 번식하고, 기생충도 그
200

자체로는 불가능한 이동을 성취한다. 병원체도 마찬가지이다.

생물의 번식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어떤 종의 번식이 다른 종의
번식의 조건을 형성하고 배경을 이룬다. 그러므로 각각의 생물종
이 각자의 구역〔땅덩어리〕을 가지며, 그 구역〔땅덩어리〕은 다른 생명
의 대지에 얼마간은 겹쳐 있고 얼마간은 떨어져 있으며 다른 생명
이 그 삶을 영위하는 평면으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아까 배설물이 씨앗을 실어 나른다고 말했는데, 그것
만으로도 배설물은 응분의 영양가가 높은 물체임을 보여준다. 우
리는 비틀즈라는 말을 들으면, 그 네 명의 영국 청년의 얼굴을 떠
올리며, ‘Beatles’의 바탕이 된 ‘beetle’를 딱정벌레라고 생각하기 십
상이다. 그러나 이때 딱정벌레는 아무래도 투구벌레〔투구풍뎅이〕라
고 표기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 게다가 아오링고青林檎의 마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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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되는 것처럼 과즙에 끌려 꼬여드는 투구벌레〔투구풍뎅이〕보다
도, 오히려 쇠똥구리라고 부르는 종류의 것을 가리키는 것이 일반
적이라고 한다. 올해는 아무래도 비틀즈의 본격적인 리마스터 음
원이 발매될 것이라고 들었는데, 우리는 CD를 계산대로 실어 나
르면서, 네 명의 비틀즈는 마치 무시킹3)하고 화려한 전투를 벌이
는 저 뿔이 난 생물이 아니라, 똥을 매끈한 원형으로 동그랗게 말
아, 뒷발로 능숙하게 운반하는 저 멋진 스카트로 놈을 떠올려야 한
다.
물론 나는 존경과 애정을 담아서 “멋진 스카트로 놈”4)이라고 불
렀다. 그 신경을 의심하는 자는, 나탈리 앙제의 미움 받는 사람일
수록 아름답다 5)를 펴서 읽고, 똥딱정벌레〔쇠똥구리〕에 할애된 아
름다운 몇 페이지를 훑어보기 바란다. 우리의 대지가 악과 부정汚
濁에 젖어 병원체로 오염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들처럼 기특한 생

물이 오물을 지하로 운반하고 분해를 촉진하고 번식을 위해 불가
결한 자원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앙제는 코끼리 배설물에
몰려드는 크고 작은 다양한 딱정벌레의 모습을 뉴욕의 맨해튼이
라고 말했는데, 우리라면 긴자나 시부야에 비유하는 것이 적절하
지 않을까.
지하란 대지에 뚫린 ‘구멍’에 의해 연결되는 세계이다. 다윈은 지

3) [옮긴이] 비디오게임 숲속의전설무시킹 에서따온말같다.
4) [옮긴이] 원문의 ‘スカトロ野郎’에서 スカトロ는 scatology, 즉 분변학 등을 가리
키는단어이다. 그래서‘똥오줌놈’이라고옮길수있다.
5) [옮긴이] ナタリー アンジェ(Natalie Angier), 嫌われものほど美しい―ゴキブリ
から寄生虫まで , 草思社,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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렁이한테 푹 빠져서 구멍 안팎을 꼼꼼하게 관찰하면서 치밀한 고
찰을 했다. 지하에 사는 지렁이들이 대지를 일구고, 비옥한 흙을
만들고, 그들의 생명활동이 지평을 아래에서부터 떠받치고, 밀어
올리고 있는 것이다. 땅 속은 지렁이나 똥딱정벌레〔쇠똥구리〕한테
대우주이며, 동물의 똥糞은 그들에게 자원인 동시에 소우주이다.
그들이 지상에서 사라지면, 곧 땅 속의 생태는 멸망하고, 그 여파
는 지상 세계에도 괴멸적인 타격을 초래할 것이다. 아마 우리 인간
의 식생활 등은 순식간에 성립하지 않게 되어 버릴 것임에 틀림없
다. 지나치게 유명한 에피소드이기는 하지만, 그들의 번식이 인간
한테도 빼놓을 수 없는 일대 사업을 담당해주고 있음을 증명하는
문장을 앙제의 책에서 따와, 다소 장황한 이 글을 덮기로 하자. “똥
딱정벌레〔쇠똥구리〕의 유용성은 현대에서도 인정되고 있다. 똥딱
정벌레〔쇠똥구리〕의 에콜로지 에는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의 야심찬
시도가 소개되어 있다. 이 정부는 소와 양의 산더미 같은 똥을 처
리하기 위해 외국산 똥딱정벌레〔쇠똥구리〕를 수천 마리나 수입했다.
소나 양 등의 가축이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에 들여온 지 100년밖에
되지 않아서, 캥거루나 코알라의 작은 알갱이 똥에 익숙한 오스트
레일리아 원산의 똥딱정벌레〔쇠똥구리〕는 이런 동물의 거대한 똥을
처리하지 못했다. 1960년대에는 똥 문제가 더 이상 방치해둘 수 없
을 정도로 심각해졌다. 배설물 속에서 번식하는 무서운 덤불파리
bushfly가 늘어나고,

파리를 쫓기 위해 얼굴 앞에서 손을 흔드는 몸

짓을 해 ‘호주 식 인사’라는 말이 생겨났을 정도이다. 하지만 아시
아, 유럽, 아프리카로부터 20종 정도의 딱정벌레를 수입하자, 똥
문제는 해소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오스트레일리아 남부와 서

10. 사와노마사키, ｢종과집단의개체성에관한노트｣ 289

부의 많은 지역에서는 똥 속에서 번식하는 파리는 거의 보이지 않
게 되었고, 예전에는 소의 똥으로 덮여 있던 목장에도 생기가 넘치
는 녹음이 되살아나고 있다”(122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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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트랜스어딕션
: 동물과 성의 생성변화 *
지바 마사야

202

이 글은 질 들뢰즈와 펠릭스 가타리가 말한 ‘동물-되기’〔deve-

nir-animal, 동물로의 생성변화〕와 섹슈얼리티의 관계에 관해 생각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이들의 천개의 고원 (1980)을 참조하면서 네 개
의 토픽을 거기에 접목한다. (1) 자크 라캉의 정신분석에서의 ‘여
성’, (2) 카트린 말라부의 뇌 신경철학에서의 ‘파괴적 가소성plasticité
destructrice’, (3) 아즈마 히로키가 말하는 ‘동물화’, (4) 하이데거에게서

의 ‘동물은 세계가 가난하다’라는 테제.

‘되기/생성변화’란 늘 소수자적인 것으로 변용하는 것이다. 다수
자성을 탈중심화하고 소수자성으로 변용한다. 들뢰즈・가타리에
따르면 생성변화〔되기〕‘들’ 속에서 동물-되기는 ‘중간지대région médiane’를 이룬다고 간주된다.

그 바로 앞에는 “다른 모든 되기로 이

끄는 특별한 힘”을 가진다는 ‘여성-되기devenir-femme’ 및 이것과 연동
하는 ‘아이-되기devenir-enfant’가 있다. 그리고 동물-되기의 뒤에는 ‘식
물’, 그리고 ‘광물’, 나아가 ‘분자’나 ‘미립자’라는 식으로 서서히 물
질 그 자체로 향하는 생성변화〔되기〕가 이어진다. 그 끝은 ‘지각 불
가능하게 되기devenir-imperceptible’이다(MP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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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동물-되기는 그 차안과 피안으로부터 끼워 넣듯이 해서
빛을 쪼이게 될 것이다. 물어야 할 것은 우선 “다른 모든 생성변화
로 이끄는 특별한 힘”을 가진다고 하는 여성으로의 생성변화, 그
것에 의해 수행되는 인간=남성homme으로부터 도주이며, 그리고
생성변화의 진전에 따라 어느덧 근본화radical되어가는 유물론화이
다. 이런 벡터가 서로 교차하는 곳에서, 동물로의 생성변화가 재차
발견된다.

203

1.

들뢰즈・가타리에게 여성이란 어떤 것인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세 가지 ‘비밀’의 양태라는 테마이다. 우선 ‘아이의 비밀’이란 ‘상자’
속에 숨겨져 있는 듯한 ‘유한한 내용’이다. 이에 반해 ‘남성의 비밀’
은 “무한의 형태로 향상되고〔높아지고〕 있다”고 여겨진다 ─ “유아
기에 현저한 히스테리성 내용으로서의 비밀에서, 지극히 남성적
인 파라노이아성의 형태로서의 비밀로”(MP353 : 332). 남성은 전부
헤아릴 수 없는 비밀을 둘러싸고 겉돌기를 계속하며, 들뢰즈・가

1) 이글에서는 천 개의 고원 을 MP라고 약칭하고 (원전 : 일역본)이라는 형식으
로 쪽수를 표시한다. Gilles Deleuze et Félix Guattari, Mille Plateaux, Paris, Minuit,
1980. ジル・ドゥルーズ+フェリックス・ガ夕リ, 『千のブラト— , 宇野邦一+小
沢秋広+田中敏彦+豊崎光一+宮林寬+守中高明 訳, 河出書房新社, 一九九七年.
또한이 글은 졸론, 「죽음을 아는 동물 : 질들뢰즈의 생성변화론에서의 전체성
의

문제(死を知る動物—ジル・ドゥルーズの生成変化論における全体性の問

題)」( UTCP研究論集 第二号수록, 東京大学21世紀COE ｢共生のための国際哲
学交流センター」, 2005年)의연장선상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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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리에 따르면, 그것이 정신분석의 행위〔영위〕 그 자체였다 ─ “끝
이 없는〔끝나지 않는〕 정신분석. 어쨌든 무의식은 단순히 비밀을 가
득 담은 상자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무한한 형태라는, 점차 가중
되는 책무를 짊어지게 된 것이다”(MP353 : 332). 그 위에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여성의 비밀’을 특징짓는다. “어떤 종류의 여성은 반
대로, 무엇이든 모조리 이야기하고, 말할 때 고도의 기교를 부린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가 끝난 시점에서, 이야기가 시작되
기 전보다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성들은 신속함
과 투명성에 의해 모든 것을 감춘 것이다. 여성에게는 비밀이 없
다. 자신이 하나의 비밀이 되었기 때문이다”(MP354-355 : 333). 여
성에게서 ‘모든 것’은 오히려 드러남으로써 비밀이 되어 버린다 ─
모든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지만 여전히 비밀이다. 이 이율배반
을 해석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자크 라캉의 정신분석을 이용하고
싶다.2)
그래서 라캉파의 대전제를 일단 받아들이기로 하자. 즉, 인간은
무엇보다도 ‘말존재 parlêtre’이며, 또 인간은 말할 수 없는 것, 들뢰
즈・가타리가 말하는 비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다(말존재의
유한성). 말할 수 없는 것은 특히 ‘성’이라는 비밀이다. 언어, 라캉
2) 사사키 아타루(佐々木中)는 들뢰즈가 말하는 여성으로의 생성변화를, 후기 라
캉에서의 여성의 개념과 공명시킨다. Cf. 佐々木中, 『夜戦と永遠──フー
コー・ラカン・ルジャンドル , 以文社, 2008年, 162頁〔사사키 아타루, 야전과
영원: 푸코, 라캉, 르장드르 , 안천옮김, 자음과모음, 2015〕. 그렇지만사사키아
타루는동물로의 생성변화에대해서는 고려하지않는다. 여성으로의생성변화
에 있어서 들뢰즈를 라캉처럼 만든다면, 또한 동물론에서 두 사람을 연결하고,
라캉을들뢰즈처럼만들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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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용어로 말한다면 ‘상징계 le Symbolique’와, 말할 수 없는 ‘실재계le
Réel’ 사이의 문턱에서 성을 표식하는 것이 ‘팔루스’이다. 그런데 그

작동은, 라캉에 따르면 남녀 각각 다르다(아니오히려그런차이를
가진 두 존재를 남녀로서 구별하는 것이다). 라캉의 세미나 12권
앙코르 (1972-73년)는 이를 〈그림 1〉의 논리 도식에 의해 설명한
다.3) ‘Φ’란 ‘팔루스 함수’라 불리는 것이며, ‘x가 팔루스의 작용을
받고 있다’ ─ x는 말존재로서, 말할 수 없는 것과의 문턱에서 성을
표식하고 있다 ─ 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림 2. 성별화의 도식

3) Jacques Lacan, Le séminaire XX : Encore, Paris, Seuil, 1975, p.73. 이 ‘성별화性別化의
도식’을 둘러싼 선행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참조했다. 전반적인 해설로는
立木康介, 「性関係はない—男の享楽と女の享楽｣, 大航海 , 第59号 수록, 新書
館, 2006年. 칸트철학에서의이율배반과의비교를행하는것으로는ジョアン・
コプチェク, 「性と理性の安楽死｣. 鈴木英明 訳, わたしの欲望を読みなさい
수록, 靑土社, 1998年〔Joan Copjec, “Sex and the Euthanasia of Reason”, Read My
Desire: Lacan Against the Historicists, The MIT Press, 1994, pp.201-236〕. 또한 モニク・
ダヴィド=メナール, 普遍の構築──カント、サド、そしてラカン , 川崎惣一
訳, せりか書房, 2001年〔Monique David‐Ménard, Les constructions de l’universel
Psychanalyse, philosophie, PUF, 1997, 2009〕. 수학과의관계를둘러싸고는Alain Badiou,
« Sujet et infini », in Conditions, Paris, Seuil, 1992. 라캉및푸코를연구하고있는사쿠
라이 코헤이(柵瀬宏平) 씨(東京大学大学院総合文化研究科博士課程)로부터도
많은조언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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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이 남성의 포지션이다 ─ ‘팔루스의 작용을 받지 않은 204 x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상단), 또한 ‘모든 x가 팔루스의 작용을 받
고 있다’(하단). 이를 하단에서 상단으로 다음과 같이 해석하자. 즉,
모든 x가 팔루스의 작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 때문
에 팔루스의 작용을 받지 않는 예외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즉,

‘예외’가 존재함으로써 ‘모든 것’이라는 덩어리가 성립된다. 들뢰
즈・가타리의 문맥으로 연결하자. 남성은 말할 수 없는 것, 즉 무
한한 형태로서의 비밀을 ─ 적어도 하나의 x에 있어서, 예외자로
서 ─ 다 퍼낸다는 불가능한 것에 몰리게 된다. 그래서 남성의 모
든 것은 예외자가 되는 것의 불가능성에 의해, 하나의 무한 집합으
로서의 윤곽을 부여받고, 이른바 (비-)전체화된다.
그런데 다나카 준田中純은 이런 “적어도 하나의 불가능성…으로
부터 불완전한 시스템 ‘전체’…를상정하는논리”,4) 그것이 아즈마
히로키의 존재론적, 우편적 (1998년)이 말하는 ‘부정신학 시스템’
이라고 간주한 다음, 이하에서 논하는 여성의 존재방식을, ‘우편
적’이라고 형용되는 후기 데리다의 문제계에 포개고 있다. 본고에
서는 이 다나카 및 아즈마의 생각에 동의하고, 우편적인 것으로서
의 여성을, 들뢰즈・가타리가 말하는 여성으로의 생성변화에 있
어서 묻는다.
그런데 오른쪽은 여성의 포지션이다 ─ “팔루스의 작용을 받지
않은 x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상단), 또한 “모든 x가 팔루스
4) 田中純, 「ポスト郵便都市──手紙の来歴、手紙の行方」, 都市表象分析 I 수
록, INAX出版, 2000年, 226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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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작용을 받는 것은 아니다”(하단). 이번에는 상단에서 하단으로
다음과 같이 해석하자. 한편으로, 지금 팔루스의 작용을 받지 않은

x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즉 여성에 있어서, 말할 수 없는 것을
전부 헤아리는 예외자 따위는 없다. 그렇다면 여성은 말존재言存在
의 유한성에 있어서, 말할 수 있는 것만을 말하는 것일까? 그러면
서도 그렇지 않다. 다른 한편으로, 모든 x가 팔루스의 작용을 받는
것은 아니다, 즉 여성은 말할 수 없는 것으로 예외자를 경유하지
않고, 비예외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성은 남성과는 달
리, 예외자에 의해 조건지어진 “전부가 아니다pas tout.” 라캉에 따르
면, “여성이라는 것(La femme)은 없습니다, 이 관사는 전칭全稱을 나
타내는 것이니까요. 여성이라는 것이 없는 것은 … 그 본성에 있어
서 여성은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5) 그래서 들뢰즈+가타리
로 돌아가면, “무엇이든 전부 털어놓음”으로써 비밀에 부쳐지는
모든 것(이 아닌 것) ─ 으로서의 여성 자신 ─ 는 하나의 무한 집합
을 이루지 않는다, 즉 (비-)전체화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여성의 수다=‘편지’라고 본다면, 다나카에 따르면, “…발송되지
않는 편지는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편지가 도착하는
것은 아니다.”6) 아즈마의 논의로 연결하면, 여성의 장소란 “오배
송 가능성이 가득 찬 우편 공간”이며, 그것은 “메시지의 순수한 통
과를 정의상 막아버린다.” 폭로되어 비밀은 아니지만 비밀이라는

5) Lacan, op. cit., p.68.
6) 田中, 앞의 책, 같은 頁. 이에 반해 남성의 경우는, 적어도 또 하나의 보낼 수 없
는 예외로서의 (초월론적인) 편지가 있다는 것에 의해, 모든 (경험적인) 편지가
도착한다는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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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희박한 기복을 느끼는 것. “따라서 그 공간을 가로질러, 목소리의식 속으로 침입할 수 있는 것은 울림=우표, 바꿔 말하면 리듬뿐
이다.”7)

‘몰적인’ 남성이라는 것과 보완적인 관계를 이루는 여성이라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의 비관계 ─ 라캉이 말하는 ‘성관계는 없다’

/라
/는
/ 것
/ (L
/ /a femme)8)으로의 이
─ 에 있어서의 ‘분자적’의 여성이
행 ─ “여성조차 여성이 될 필요가 있다”(MP 357 : 335). 게다가 거
기에서 여성이
/라
/는
/ 것
/ 은 성인으로서의 남녀(비)관계로부터 철수
하고, “아이로의 205 생성변화”에 뛰어들어, 이른바 “소녀”가 되고
있는 것이다 ─ “…여성으로의 생성변화나 분자적 여성은 소녀 그
자체이다. … 소녀들은 모든 이원적 기계를 자유자재로 가로지르
며, 또한 이 기계와의 관계에 있어서, 도주선상에 n개의 분자적 성
을 산출하는 것이다”(MP 339 :319). 소녀의 비밀이란, 상자의 내용
이 열린 채로 무한정하게 ─ (비-)전체화되지 않는 모든 것이 아닌

n개로서 ─ 난립하는 것이다. 적어도 하나의 구멍을 경유하는 것
은 아니다. 여기서 펼쳐져 있는 것은 ‘다공多孔 공간’이다(MP 515 :

469).9)
7) 東浩紀, 存在論的、郵便的──ジャック・デリダについて , 新潮社, 1998年,
190頁. 〔아즈마 히로키, 존재론적, 우편적 : 자크 데리다에 대하여 , 조영일 옮
김, 비, 2015.〕
8) [옮긴이] 원래는 ‘

’으로 적어야 하지만 편집상의 문제 때문에 본문에

는이렇게표시했다.
9) 구멍의수, 그성질을어떻게파악할까? 아즈마는 존재론적, 우편적 에서그의
논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우리는 ‘두 개의 탈구축’을 wissen〔=지식〕의
외부, Da〔=현존재의 현〕로부터 배제된 것을 둘러싼 두 개의 사고방식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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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라캉에 따르면, 이런 남녀(비)관계에 대응하여 남녀의

‘팔루스 향락 Jouissance phallique’과는 다른, 또 다른 향락이 있다고 한
다. “…바로 그녀는 전부가 아니다, 라는 것에 있어서, 팔루스 기능
의 향락에 대해, 초보적(超補的, supplémentaire)10)인 향락을 가지는 것입
니다.”11) 그것이 “여성의 향락”=“대타자의 향락Jouissance de l’Autre”이
라고 불리는 것이다.
세미나 23권 생톰 (1975-76년)에서 채취된 〈그림2〉는 실재계・
상징계・상상계(RSI)의 뒤얽힘을 보여준다.12) 한편으로 팔루스
향락(JΦ)이란 상징계와 실재계 사이의, 즉 언어와 말할 수 없는 것

리했다. … 논리적-존재론적인 탈구축은 그것을 단수이자 관념적으로, 그리고
우편적 탈구축은 그것을 복수이자 물질적으로 파악한다 …”(299頁, 강조는 인
용자). 아즈마는오로지정보미디어론에서‘우편적탈구축’의리얼리티를물어
왔다. 하지만 그 전략과는 다른 방식으로 데리다이후를 생각하는 것이 카트린
말라부이다. 말라부는 ‘흔적trace’ ─ 편지 ─ 의 ‘이동déplacement’ ─ 배달 ─ 에
의해생기는차이화─ 오기誤記 ─ 는결국초월화를면할수없다고생각하고,
흔적 그 자체가 내재적으로 ‘변형transformation, métamorphose’한다는 차이화를,
생체의 가소성을 모델로 생각하려고 한다. 아즈마에 의해 질문된 ‘wissen의 외
부, Da로부터 배제된 것’의 복수성의 문제를, 말라부처럼 배척하지 않고 다시
받아들이면서, 또한 그것을 말라부적인 유물론에 있어서 재고하려고 한다. Cf.
カトリ一ヌ・マラブー, ｢ハイデガー、資本主義の批判──経済という隠喩の
運命(하이데거, 자본주의 비판 : 경제라는 은유의 운명)｣, 千葉雅也 訳, SITE
ZERO/ZERO SITS 第〇号, メディア・デザイン研究所, 2006年. 또한 Catherine
Malabou, La plasticité au soir de l’écriture. Dialectique, destruction, déconstruction, Paris, Léo
Scheer, 2005, p.89.
10) [옮긴이] 보통대체보충적이라고옮긴다.
11) Lacan, op. cit.
12) Jacques Lacan, Le séminaire XXIII : Le sinthome, Paris, Seuil, 2005,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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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턱에 있어서의 향락이다. 그
러나 다른 한편으로, 대타자의 향
락(JA
/ )은 ‘상상계l’Imaginaire’, 즉 ‘이
미지’의 차원과 실재계 사이에 있
다. 그것은 사사키 아타루의 해석
에 따르면, “이미지로는 겨우 되지
만 언어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그림 2

만, 무엇보다도 ‘신비주의’의 향락
으로서 체험되고 증언될 수 있는

것이다.13)
그러나 이 글에서는, 이제부터 다른 방향으로 조타를 잡기로 하
자. 소녀로의 생성변화에 있어서 대타자의 향락은 (비-)전체화된
인간=남성적 언어로부터 벗어나는 모든 것이 아닌 이미지의 즐거
움enjoyment이며, 그것은 사실상 동물적인 즐거움에 가까워지고 있
는 것은 아닐까 생각되기 때문이다. 1950-60년대의 중기 라캉에 따
르면, 정상적인 인간(의 성)에 있어서, 이미지의 ‘거울상 단계’는 언
어 ─ 가 그 한계limit, 말할 수 없는 것에 의해서 (비-)전체화된다는
논리logic ─ 에 의해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것이 인간(=남

13) 佐々木, 앞의책, 155頁. 라캉에따르면, “신비적인 것은 정치적이지 않은모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뭔가 진지한 것이며, … 대부분은 여성들이었습니다만,
십자가의 요한 등 축복받은 자들이었습니다. … 사람들은 전부가 아닌 쪽에 몸
을 둘 수도 있습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 그들은
피안의 향락이 거기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언뜻 보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것
이신비가라고불리는사람들입니다.” Lacan, Le séminaire X X : Encore, p.70.
11. 지바마사야, ｢트랜스어딕션: 동물과성의생성변화｣ 299

성)과 이미지에 현혹되는 동물들과의 결정적인 차이였다. 그러나

1970년대의 후기 라캉에서 206 여성의, 대타자의 향락이라는 문제
는, 어쩌면 과거의 ‘인간주의’를 흔들고 있는지도 모른다.14) 이 흔
들림을 들뢰즈+가타리와 함께 과장해 보자.
물론 여성은 라캉파의 틀에 머무는 한, 남성과는 다른 방식을 채
용해도 모조리 언어화된 존재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존재言存在
로서의 인간이라는 것을 일단 그만두는 것을 생각하자 ─ 그런 다
음, 근본적으로 이화異化된 다른 언어를 재출발restart시키는 것이다.
14) 라캉에있어서실재계와상징계의관계는말존재言存在로서의인간성을성립
시키는초월론적조건으로서형식화되어있지만, 다른한편으로상상계는동물
성으로부터인간성으로이어지는저차의경험적영역으로간주되고있다. 이것
을아즈마는하이데거에의한인간/동물의차별화와비교하고, 양자가같은유
형의‘인간주의’를갖고있다고판단한다. Cf. 東浩紀, 「想像界と動物的通路──
形式化のデリダ的諸問題(상상계와 동물적 통로 : 형식화의 데리다적 문제들)」,
文学環境論集 , 講談社BOX, 2007年. 거기에서 아즈마는 데리다의 ‘에크리튀
르’ 개념이하이데거/라캉적인인간성의조건부─ 아까의남성의팔루스향락
으로서고찰된, 초월론적말할수없는것의정립에의해경험적세계를(비-)전
체화하는 부정신학 시스템 ─ 를 일탈한다는 생각에 기초하여, 에크리튀르의
장이란, 실재계와 상징계의 관계를 불순화하는 상상계를 경유한 ‘동물적 통로’
라고주장한다. 이아이디어는후기라캉에서의실재계와상징계의관계, 즉여
성 혹은 대타자의 향락을어떻게 파악할것인가와관련되지만, 오로지중기 라
캉에의거하는아즈마는그것을시사하는데그치고있다( 存在論的、郵便的 ,
120-121頁). 이 글에서는아즈마가말하는동물적통로를후기라캉으로부터다
시끌어낸 다음에, 그것을 들뢰즈+가타리에게서 여성 그리고 동물로의생성변
화와 접속하려고 시도한다. 또한 중기 라캉에게서 ‘거울상’으로서의 상상계와,
들뢰즈에게서의 ‘영화’로서의 이미지=사건의 차이에 대해서는 美馬達哉, 「構
造主義の臨界──ドゥルーズ・ラカン・ガタリ(구조주의의 임계 : 들뢰즈, 라
캉, 가타리)」, ドゥルーズ/ガタリの現在 수록, 平凡社, 2008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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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향락이라는 용어는 남녀 둘 다에 있어서 말할수 없는 것과
불가분이기 때문에, 동물의 즐거움을 그것 자체로서 긍정하는 데
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과 정반대의, 단순히 본
능적인 방식으로만 갈망되고, 일단 채워지면 진정되는 것이 문제
인 것도 아니다. 소녀로의 생성변화에 있어서 대타자의 향락을 모
델로서, 언어적 향락과 본능적 갈망의 중간지대에 있는 즐거움을
상상하고 싶다.
동물로의 생성변화는 이른바 인간성 이후post-humanity로의 이행이
며, 단순한 자연 회귀가 아니다. 들뢰즈+가타리에 따르면, “자연
에 반한 융즉融即과 혼례야말로, 모든 계界를 횡단하는 진정한 대
자연이다”(MP 295 : 279). 반자연주의로서의 대자연주의는, n개의

‘반反’을 섞어 넣어 짠 자연으로, 전부가 아니다를 유물론화한다.15)

15) n개의‘반反’을품고있는자연이라고말하면, 그것은한없이헤겔주의에가까
운것아닌가, 그러나들뢰즈는반헤겔주의가아니었나, 라는의문이있을수도
있다. 그러나들뢰즈는반(半)헤겔주의이다. 천개의고원 에따르면, 동물로의
생성변화는 ‘마조히즘’의 조건을 이룬다(MP 317 : 299). 그런데 마조흐의 모피
를입은비너스 는헤겔을읽고있는도중에잠이들어버렸을때의꿈에서시작
된다. 마조히스트가수동受動하는폭력은절대지로향하지않는중단된헤겔적
부정이다. 이것은바로여성적부정으로서해석할수있다─ 부정되지않은것
은존재하지않는다, 그러나전부가부정되는것은아니다. 절대지로향하는변
증법은팔루스향락이지만, (비-)전체화되지않는변증법으로서의여성의, 대타
자의 향락을 즐기는 퀴어한 헤겔=들뢰즈가 있을 수 있다. 들뢰즈와 헤겔의 만
남(만나지 못함)에 대해서는 Catherine Malabou, “Who’s Afraid of Hegelian
Wolves?”, in Deleuze. A Critical Reader (ed. Paul Patton), Oxford & Massachusetts,
Blackwell,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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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여기서 동물로의 생성변화를 건너뛰고, 그 끝에 대해 생각해보자.
즉, 분자로의, 지각할 수 없는 것으로의 생성변화이다. “어떤 의미
에서 끝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모든 생성변화가 이미 분자적인
것임을, 먼저 짚어두어야 한다”(MP 334 : 314). 어떤 사태인가? 이
글에서는 이것을 유물론적 방식으로 이해해둔다.16) 들뢰즈+가타
리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약의 문제를 이해
하려면, 욕망이 지각에 대해 직접 투자備給를 행하고, 지각이 분자
적이게 되는 동시에 지각할 수 없는 것이 지각되는 데 이르는 수준
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면, 마약은 생성변화를 촉진하는
동인動因이라는 것을 이해할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정신분석과
비교하여 대치해야 할 약독분석pharmaco-analyse이 있다”(MP 347 :

326). 생성변화의 끝이란, 욕망과 ‘지각’을 “직접투자”에의해 결선
結線하고,

분자적인 지각, 지각할 수 없는 것의 이미지를 지각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약독분석’이 다뤄야 할 욕망=지각은, 더 이상
정신분석이 말하는 무의식의 아카이브에 기입되지 않는다. “무의
식이라는 말이 나타내는 것은 더 이상 초월적인 조직 평면을 지배
하는 원리가 아니라, 구축됨에 따라 스스로의 표면상에 나타나는,
내재적인 존립 평면의 과정이다. 무의식은 만들어져야 할 것이지,
발견되어야 할 것이 아니다. … 마약은 정신분석이 항상 잘못 파악

16) 이글이전개하는유물론적들뢰즈+가타리해석은고이즈미요시유키(小泉義
之)의작업에서큰영향을받았다. Cf. 小泉義之, 「來るべき民衆──科学と芸術
のポテンシャル」(도래할 민중 : 과학과 예술의 포텔샬), 『ドゥルーズ/ガタリの
現在 수록, 平凡社, 2008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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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왔던 내재성과 평면을 무의식에 주는 것이다(이어서 역사에서
저명한 코카인의 삽화는, 프로이트에게 무의식에 대한 직접적 접
근법을 단념시키는 전기轉機였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MP

348 : 327). 들뢰즈+가타리가 말하는 “내재적인 존립 평면”이란 오
로지 유물론적으로 트리거된 욕망=지각으로서 ‘만들어지는’ 무의
식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마약에 의해 이끌린 ‘도주선’은 종종 “죽
음과 소멸의 선으로 변하고 만다.” 때문에 들뢰즈+가타리는 다음
과 같이 고쳐 말하고 있다. “철저하게 취하는 것, 그러나 207 그냥
물로(헨리 밀러). 마약을 하는 것, 단 절제하여, ‘마약을 하고, 마약
을 끊고, 특히 마약을 끊는 것.’ 나는 물밖에 마시지 않는 것이다(미
쇼). 더는 ‘마약을 할 것인지 아닌지’는 문제가 아닌 지점에 도달하
는 것이다. … 마약이 내재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마
약의 내재성l’immanence de la drogue이 있으면, 마약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MP 350 :329). “마약의 내재성”을 다른 수단으로 획
득하는 것, 그것은 모든 욕망의 가정을 ‘중독=의존’으로서 체험하
는 것이 아닌가.
들뢰즈는 스피노자 : 실천의 철학 개정증보판(1981년)에 있어
서, “악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스피
노자에 따르면, 초월적 선악 따위는 있을 수 없으며, 다만 신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부분의 ‘구성관계’와 적합한 것이 ‘좋은’ 것이며,
그것을 분해해버리는 것이 ‘나쁜’ 것이다. 스피노자에게서 나쁘다
는 것은, 신체의 ‘중독empoisonnement’이다.17) 그러나 또한 스피노자
17) Gilles Deleuze, Spinoza, philosophie pratique, Paris, Minuit, 1981, pp.48-50. ジル・ドゥ
ルーズ, スピノザ──実践の哲学 , 鈴木雅大 訳, 平凡社, 2000年, 54-56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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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살면서신체의 구성관계가 분해/재구성되고, 다른사람이 되는
것을 인정했다. 윤리학 4부 정리 39의 비고이다 ─ “즉, 혈액의
순환 그 밖의 신체가 살아 있다고 하는 특징들이 지속되고 있는 경
우에도, 인간 신체가 그 본성과 전적으로 상이한 다른 본성으로 변
화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나는 믿는다. 왜냐하면 인간
신체는 시체로 변화하는 경우에 한해서 죽었다고 인정해야 하는
그 어떤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 왜냐하면 인간이 거의 동일인이
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변화를 겪는 일이 자주 일어나기 때
문이다.”18) 즉, 생성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중독에서 죽거나 살아
남는 것.
여기서 카트린 말라부의 논의로 돌아가는 길을 걷고 싶다. 최근
말라부는 알츠하이머병이나 뇌손상 같은 뇌 그 자체의 이변(異變)
을 둘러싼 철학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으로, 정신분석에 있어서 외
상이란 개인의 무의식의 연속성을 (비-)전체화하는 초월론적 사건
인데 ─ 라캉이 말하는 실재계 ─ 다른 한편으로, 신경과학이 묻는

18) スピノザ, 『エチカ , 下巻, 畠中尚志 訳, 岩波文庫, 2006年, 53頁. 이대목의해석
에 있어서는, 에가와 타카오江川隆男의 작업에서 힌트를 얻었다. “죽음이, 모든
인간에게 모든 경우에 항상 똑같이 무익하고 유해하거나, 혹은 반대로 무력이
나 결함상태로부터 해방이거나 하지는 않는다. 즉, 하이데거처럼 ‘죽음과 관련
된 존재’라는 의미에서의 인간 존재의 일의성에 대해서 주장하는 모든 언명은
전적으로 기만이라는 것이다. 동일한 인물이어도, 죽음에도 똑같다, 혹은 죽음
과완전히등가적인그본성의변화에대한실재적가능성이긍정되고, 더나아
가그죽음을넘어서동일한본성을전면적으로전개하기위해, 가장많은것에
유능한 다른 신체로의변화, 즉분신이주장되는 것이다.” 江川隆男, 死の哲学
, 河出書房新社, 2005年, 113-114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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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개인의 무의식의 연속성이, 오로지 유물론적인 사건에 의해
절단되어 버리는 사태이다. 거기에서 말라부는, 라캉이 말하는 3
계에 덧붙여 ‘물질계 le Matériel’라는 용어를 제기한다.19) 마테리얼matériel한 ‘파괴적 가소성’에 의해 변신하는 것 ─ “만일 뇌손상을 거

친 자기동일성의 창조가 있다면, 그것은 즉 형태의 파괴에 의한 창
조이다. 거기서 작동하는 가소성이란, 고로 바로 파괴적 가소성인
것이다.”20) 기억을 마테리얼하게 절단되면서도 여전히 그 사람이
기를 계속하며, 그러나 상이한 정서의 에코노미를 갖게 되는 뇌손
상자의사례. 이것에 주목하는 말라부는 마음의 내면/외부의 임계
를 ‘사후성’의 논리에 의해 트라우마의 초월론성으로 회수하는 정
신분석을 비판한다. 그것은 들뢰즈+가타리의 기본적 입장인 안티
오이디푸스와 상당히 친화적이라고 생각된다. “생성변화는 반-기
억이기” 때문에(MP 360 : 338).
그런데 ‘마약의 내재성’, 즉 욕망=지각으로서의 어딕션addiction은

19) “실재계・상징계・상상계라는 소프트웨어에, 그것이 포함되지 않는 네 번째
심급을도입하기위해, 굳이‘물질계’라고말해볼필요가있을것이다. 물질계란
스스로를 보지 않고 자기 촉발하는 정서적 에코노미économie affective일 것이
다.” Catherine Malabou, Les nouveaux blessés. De Freud à la neurologie, penser les traumatismes
contemporains, Paris, Bayard, 2007, p.235. 섹슈얼리티는 프로이트/라캉 정신분석에
있어서 마음의 ‘소프트웨어’를 달리게 하는 최대의 동인인데, 말라부에 따르면,
뇌신경 수준에서의 자기의 ‘세레블라리테(腦性, céréblarité)’는 정신분석이 말하
는 섹슈얼리티에 ‘저항’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섹슈얼리티의 개념을
확장하고, 세레블라리테및스피노자가말하는신체의구성관계에기초한유물
론-성을통째로섹슈얼리티라고부르고싶다.
20) Ibid., p.49. 말라부에 따르면, 가소적인 것은 바로 ‘플라스틱 폭탄’으로서 폭발
하고변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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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극한에 있어서는 뇌신경이나 신체의 파괴에 이르게 되
지만, 그러나 그 임계에는 파괴적 가소성에 의한 생존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또한 긍정적인 극한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물만을 즐기는 것이라고 해도 그것은 잠재적인 방
식으로 파괴적 가소성의 경험인 것이다. 이리하여 지각할 수 없는
것으로의 208 생성변화의 위험한 극한limit으로부터 생환하게 된다.

“물의 분자, 혹은 수소의 분자, 헬륨 분자 등, 적절한 분자를 뽑아
내고, 선별할 필요가 있다”(MP 350 : 329). 적절한 분자로의 어딕션
에 의해 신체를 ‘영토화’하고 ‘탈영토화’하면서 ‘재영토화’하는 과
정, 그것은 분자로의 생성변화 및 광물로의 생성변화에 기초한 ‘영
양적 삶’의 긍정, 즉 식물로의 생성변화이다 ─ 살 수 있는 ‘마약의
내재성’으로서의 식물적 즐거움.21)
인간=남성으로부터 소녀로. 그리고 분자, 지각할 수 없는 것으로
부터 식물로. 즉 한편으로는, 인간=남성의 (비-)전체화된 언어로
부터 소녀의 전부가 아닌 성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욕망=지각의

‘직접 투자’에 의해 만들어진, 마테리얼하고 비연속적인 무의식의
삶으로. 이러한 두 가지 벡터가, 중간지대인 동물의 삶/성에 있어
21)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듯이, “…영양을 섭취하는 능력은 다른 능력으로부터
분리되는것은가능하지만, 죽어야할것에있어서는, 다른능력이이능력으로
부터 분리될 수 없다. 식물의 경우를 보면 이 점은 분명하다. 실제로 혼의 능력
들 중에서, 식물에는 이것 이외의 능력은 무엇 하나 갖추고 있지 않다. 그래서
살아있다는것이여러 가지 생물에 성립하는것은이영양섭취라는 시원에 기
초하는 것이다.” アリストテレス, 魂について , 中畑正志 訳, 京都大学学術出
版会, 2004年, 67-68頁.
306 현대사상 2009년7월호<인간/동물의분할선>

서 교차하게 된다.

III
아즈마 히로키의 동물화하는 포스트모던 (2001년)에 따르면, 우
리의 세계상을 정리하는 ‘큰 이야기〔거대서사〕’는 1970년대에 상
실되고, 그 후에 80년대에는 “잃어버린 큰 이야기를 조작하는 단
계”를 거쳐, 90년대가 되면 “그 날조의 필요성조차 포기”되고, “큰
비-이야기”로서의 ‘데이터베이스’를 욕망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한다.22) 그 예증이 되는 것은, 오로지 남성의 ‘오타쿠계 문화’에 있
어서, 만화나 애니메이션, 게임 등의 ‘캐릭터’가 데이터베이스화된

“싹트기 요소”의 “조합”으로서 생산/소비된다는 상황이다. 거기
에서 아즈마는 알렉상드르 코제브에 의거하여, 동물적 욕구란 심
플한 “결핍-만족의 회로”인 반면에, 인간적 욕망은 “타자의 욕망
을 욕망한다”는 ‘간주관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고 말한 다음에,23)
싹트기 요소의 조합은, 동물적 욕구의 대상으로서 소비된다고 주
장한다(데이터베이스적 동물). 아즈마에 따르면, “…그러한 오타
쿠들의 행동 원리는, 굳이 연상을 발휘하면, 냉정한 판단력에 기초
한 지적인 감상자(의식적 인간)와도, 페티시에 탐닉하는 성적 주
체(무의식적 인간)와도 달리, 가장 단순하고 즉물적으로, 약물의
22) 東浩紀, 動物化するボストモダン──オタクから見た日本社会 , 講談社現代
新書, 2001年, 78頁. [아즈마 히로키, 동물화하는 포스트모던 , 이은미 옮김, 선
정우감수, 문학동네, 2007.]
23) 同書, 126-127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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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자의 행동원리에 가까운 것 같다.”24) 또한 “그들은 10대 무렵부
터 방대한 오타구계 성 표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샌가,
소녀의 일러스트를 보고, 고양이 귀를 보고, 메이드 복장을 보면,
성〔기〕적으로흥분하도록 훈련되고있다. 그러나이러한 흥분은본
질적으로 신경의 문제이며, 훈련을 쌓으면 누구든 제어할 수 있을
뿐이다. 그에 반해 소아성애나 동성애, 특정한 복장에 대한 페티시
즘을 자신의 섹슈얼리티로서 떠맡는다는 결단에는, 또한 전적으
로 상이한 계기가 필요하다고 한다.”25) 즉 아즈마가 말하는 동물
화란 ‘훈련’에 의해 ‘신경’ 수준에서 획득되는 어딕션인데, 이와 동
시에 중요한 것은 싹트기 요소가 페티쉬하지않는 것, 동물화와 섹
슈얼리티가 확실하게 절단되어 있다는 것이다.26)
그물망적인 언론F개網状言論F改 (2003년)에서 아즈마는 근년의

‘미소녀 게임’(갸루게)에서는 남성의 “…주인공 등은 아무래도 좋
고, 완전히 여자 아이들만의 세계만으로 완결되어 있다”, “게다가
성적인 묘사조차 필요 없게 되었다”고 지적한 다음, 이 경향에는
209

“0개의 성이라는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한다. “…갸루게-오타

쿠들은, 뭐랄까, 거의 기계적인 성 같은 데로 가려고 하는 느낌이
든다. 여자 아이는 귀엽다, 보고 있으면 성적으로 흥분된다, 그러
24) 同書, 129頁. 또한“…오타쿠계문화에서의싹트기요소의작동은, 사실은프로
작이나향정신성약물과별반다르지않다”(同書, 229頁).
25) 同書, 130-131頁.
26) 아즈마는 ｢Addictionの3つの層」이라는 텍스트에서, ‘신경생리학적’ 수준에서
의 어딕션과, 정신분석적 수준에서의 페티시즘 사이에, ‘인지심리학적’ 수준에
서의 어딕션을 위치시키고, 이것이 오타쿠적 동물화의 원리라고 주장한다.
http://www.hirokiazuma.com/texts/addicti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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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담담하게 수행되고 있는 듯한….”27)
이 견해를 일단 인정한다고 해도, 그러나 ‘0개의 성’이라는 조사는
너무 나이브하지 않을까? 갸루게나 캐릭터 키우기 애니메이션 같
은 것은, 그 대부분이 이성애의 헤게모니를 승인하고, 남성의/남
성에 대한 시선 ─ 보든, 보게 하든 ─ 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고
타니 마리小谷真理는 아즈마의 자세stance를 비판하고, “섹슈얼리티
를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며 제외하고, 그것을 다른 말로써 권력적
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호모 소셜28)의 기본이다”라고 말한다.29)
또한 정신과의사인 사이토 다마키斎藤環는 오타쿠계 문화의 욕망
도 또한 뒤틀린 섹슈얼리티의 발로이며, 그것은 라캉파의 개념 장
치에 의해 해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30)
한편으로 아즈마는 캐릭터 키우기 같은 욕망을 유물론적인 어
딕션으로서 이해함으로써, 섹슈얼리티가 무화된다고 본다. 이에
반해 사이토는 섹슈얼리티를 중시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
신분석의 틀 안에서 다뤄진다. 이 대립을 감안하면서, 동물화와 섹
슈얼리티의 관계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싶다. 한편으로 아즈
마가 말하는 동물화와, 들뢰즈+가타리가 말하는 동물로의 생성변
화는, 욕망의 유물론화라는 점에서는 아마 일치한다. 다른 한편으
27) 東浩紀+永山薰+斎藤環+ 伊藤剛+竹熊健太郞+小谷真理, 『網状言論F改──
ボストモダン、オタク、セクシュアリテイ , 青土社, 2003年, 184頁.
28) [옮긴이] homosocial은동성사회성으로도옮겨지는데, 동성애의범주에들어가
지않지만같은성sex끼리의강한유대관계를의미한다. 다음을참조.
https://femiwiki.com/w/%ED%98%B8%EB%AA%A8%EC%86%8C%EC%85%9C

29) 同書, 134頁.
30) 斎藤環, 戦闘美少女の精神分析 , ちくま文庫, 2006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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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이토의 입장은 정통파적인orthodox 정신분석이며, 거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성일 뿐이다. 그러나 들뢰즈+가
타리에 따르면, 동물로의 생성변화는 소녀로의 생성변화, 그리고
지각할 수 없는 것으로의 생성변화로 이어진다. 그래서 이 글에서
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것을 제안한다. 동물로의 생성변화는 0개
의 성으로 향함으로써가 아니다. 그러나 정신분석적 인간-성의 권
역에서만 섹슈얼리티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을 그만두고, 유물
론적으로 가소적인 어딕션에 의해 변이하는 n개의 성으로 향하는
것이다.
아즈마는 지각 훈련에 의한 하비투스habitus 형성을 동물화라고
부르고, 그런 제2의 자연의 수준에서의 시뮬라크르의 놀이를 ─
사랑과 미움이 뒤섞인 태도로 ─ 분석하고 거기에서 탈성화脱性化
조차도 인정하는 것인데, 그 근저에 있어서, 매우 상식적인 제1의
자연으로서의 동물성을 인정해 버린다 ─ “동물로서 보면, 성에는
우선 생식의 문제가 있다. … 물론 생식이 없는 성관계도 있다. 게
이가 그럴 수 있고, 페도필〔pedophile, 소아성욕자〕도 그럴 수도 있다. 그
래서 섹슈얼리티의 수준이라면 생식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은 편
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실제로 사람
이 태어나서 죽는 현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게 되어버
린다. … 나는 그것이야말로 ‘동물적’인 차원의 얘기를 하고 싶어
요.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섹스를 해서 늘어나는 차원. 정자와 난
자가 결합하고, 자궁이 부풀어 오르고, 점점 인간이 늘어가는 차원
입니다. 이 수준을 빼고서 성은 말할 수 있을까요?”31) 생식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게이와 페도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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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판타슴적 소프트웨어로서의 섹슈얼리티라고 간주하여 탈자
연화하고, 그것을 더 하드hard한 자연과 대비한다는 구도를 새삼
의심할 수 없는 것일까? 이성애 생식의 자연성과 똑같은 차원에서
섹슈얼리티를하드하게이화異化시키면서살면서 죽을 수, 아니 죽
어가면서 살 수 없는 것일까? 그런 찬스를 격화된 동물로의 생성
변화에 의해 도래시키고 싶은 것이다.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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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금, 동물로의 생성변화에 대해 생각해보자. 우선 천 개의 고
원 이 말하듯이, 동물animal이, 변이적anomal인 것, 즉 “불균등한 것이
나 울퉁불퉁한 것을, 더욱 거칠어지거나 탈영토화의 첨단을 가리
키는” 것에 의해 교반攪拌되는〔휘저어 섞이는〕 ‘무리’인 것(MP 298 :

281-282), 그것은 동물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 동물이라는
것. 이것을 구체화하면, 동물은 ‘정서affect’의 ‘다양체multiplicité’라는
견해가 된다. 그런데 말라부의 생각을 응용한다면, 정서는 본능의

‘경직성’에 얽매여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유연성flexibilité’을 갖는 것도 아니다.

“유연하다는 것은 형태 또는 각인을 받

는다는 것이며,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이며, 주름이 쳐지는 것이며,
주름을 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유순하다는 것이며, 폭발하는 것
이 아니다.”32) 정서는 “경직성과 유연성 사이의 너무도 단순한 양
31) 網状言論F改 , 187頁.
32) カトリーヌ・マーフブー[카트린 말라부], わたしたちの脳をどうするか──
ニューロサイエンスとグローバル資本主義[우리의뇌를어떻게할까: 뉴로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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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일”에 빠지지 않는 “자기형성의 새로운 양식”인 가소성33) ─

“형태를 받을 수 있는 능력(예를 들어 점토가 ‘가소적’이라고 일컬
어지듯이)과 형태를 줄 수 있는 능력(조형예술이나 성형외과에 있
어서처럼)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34) ─ 을 가진다고 간주해야 한
다.
들뢰즈는 천 개의 고원 에서도 그렇지만, 대화 (1977년)이나
스피노자 : 실천의 철학 증보개정판, 인터뷰 영상 질 들뢰즈의

ABC (1988년 수록) 등에서, 단 세 개의 정서밖에 없는 ‘진드기’라
는 사례를 반복적으로 말한다. 천 개의 고원 에 따르면, “…진드
기는 (1) 빛에 유혹된 채 나뭇가지의 끝부분까지 기어오르며, (2)
포유동물의 냄새를 느끼면, 그것이 나뭇가지 아래를 지나갈 때 낙
하하여, (3) 가능하면 털이 옅은 곳을 골라 피부 속으로 파고든다.
이 세 가지가 진드기가 가진 정서의 전부이며, 그것이외의 기간에
진드기는 잠을 잔다. 때로는 몇 년 동안 잠만 자고, 광활한 숲에서
일어나는 일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MP 314 : 296). 야콥 폰 윅
스퀼의 ‘생태학éthologie’35)에서 취한 이 사례가 나타내는 것은, 언뜻
보기에 본능의 경직성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경주마와 농경마의 차이는 농경마와 소의 차이보다도 크
다”고도 말할 수 있듯이, 중요한 것은 동물의 “신체가 받아들일 수

언스와전지구적자본주의] , 桑田光平+増田文一朗 訳, 春秋社, 2005年, 22-23頁.
33) 同書, 26頁.
34) 同書, 10頁.
35) [옮긴이] 보통 동물행동학으로 옮겨지는 이 단어를 필자는 ‘생태학’이라고 적
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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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정서”의 가소성이다(Ibid.). 그러나 가소성이란 이른바 점도粘
度를 가진 파열이며, 유연성 같은 무저항이 아니다. 문제되는 것은

예를 들어 세 개로 한정된 어딕션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
니라, 거기에 내재한 채의 다른 어딕션으로의 이행 가능성을 긍정
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 글에서는 ‘트랜스어딕션’이라고 개념화하고
싶다.
이상의 맥락에서(들뢰즈+가타리라기보다는 단독의) 들뢰즈의
존재론은, 하이데거의 존재론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 같다. 주지
하듯이, 하이데거는 형이상학의 근본개념들 (1929-30년)에서 윅
스퀼의 생태학을 언급하면서 “동물은 세계가 가난하다”고 말했
다. 거기에서 하이데거는 존재자의 존재방식을 세 가지로 나눈다.

“돌에는 세계가 없다”, “인간은 세계를 만든다”, 그리고 그 중간에
“동물은 세계가 가난하다.” 아쉽게도 211 들뢰즈는 이 담론을 참조
하지 않은 것 같지만, 질 들뢰즈의 ABC 에는 진드기 같은 생태의

‘가난함pauvreté’에 마음이 끌린다는 발언이 있다.36) 중간지대로서
의 동물로의 생성변화는, 세계의 가난함을 구태여 긍정하기 위한
과정이다.
하이데거의 목표물은 인간적 세계와 동물적 세계를 구조적으로
구별하는 것이었다. 한편으로 ‘환경세계Umwelt’ 속에 사는 동물은
그 본능을 트리거〔격발〕하는 사태에만 관여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것은 ‘얼빠져 있음 Benommenheit〔몽롱, 방심〕’이라고 한다. 하이데
거에 따르면, 환경세계에서 얼빠져 있음〔몽롱, 방심〕의 상태에 있는
36) Gilles Deleuze et Claire Parnet, « A comme animal », in Abécédaire de Gilles Deleuze,
réalisation par Pierre-André Boutang. Vidéo Editions Montparnasse,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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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존재자를 그 자체‘로서’ 파악할 수가 없다.37) 그러나 인간
은 언어=로고스에 의해 그 자체‘로서’의 존재자들이 공존하는 ‘세
계Welt’ 전체를 항상 만들고 있다.38) 이러한 대비는, 동물을 폄훼하
는 것이 아니라고 하이데거는 강조했다. 그러나 가난하다는 형언
이 가치의 위계를 불식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자크 데리다의
정신에 대하여 (1987년)에 따르면, 하이데거는 역시 언어능력을
특권화한 인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39) 그
런데 들뢰즈는 하이데거의 인간/동물의 위계를 역전 내지 도착시
켜 버린다. 들뢰즈는 ‘단순한 동물’이야말로 ‘철학적 동물’이라고
칭찬해마지 않는다 ─ “단순한 동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들
은 소수의 정서밖에 갖고 있지 않으며, 우리의 세계에도, 다른 세
계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이 재단하고 잘라내고 봉합
37) “…동물의 얼빠져 있음이란 우선, 어떤 것을 어떤 것으로서 습득하여 받아들
이는것이본질적으로일체로다뤄지고있다는것을말하며, 이어서, 바로그러
한 취급에도 불구하고, … 에 의해 다뤄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Martin
Heidegger, Die Grundbegriffe der Metaphysik. Welt─Endlichkeit─Einsamkeit, Frankfurt am
Main, Vittorio Klostermann, 2004. S.360. 마르틴 하이데거, 형이상학의 근본개념
들 : 세계-유한성-고독 , 이기상・강태성 옮김, 까치, 2001, 404쪽. “이렇듯 동물
의 얼빠져 있음이라 함은 첫째로, ‘어떤 것을 어떤 것으로서 인지할 수 있는 개
개의 모든 가능성이 본질차원적으로 박탈되어 있음’을 뜻하며, 둘째로 그와 같
은박탈되어있음속에서바로무엇인가에의해압도되어있음을뜻한다.”
38) “말은 인간 상호 간의 본질적인합치로부터생기는 것이며, 이것을 따라 인간
들은그상호공동 존재에있어서자신들을 에워싸고있는존재자에 대해열려
있다….” Ibid., S.447. 같은 책, 495쪽. “인간들 서로간의 본질차원적인 합치에서
부터낱말들이자라나오는데, 그러한본질차원적인합치에따라인간들은함께
서로더불어존재하는가운데그들을둘러싸고있는존재자에게열려있어, …”
39) Jacques Derrida, Heidegger et la question. De l’esprit et autres essaies, Paris, Flammarion, 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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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예를 알고 있는 연합한 세계와 더불어 존재하는 것이다. 예
를 들어 거미와 거미줄, 이虱와 머리, 진드기와 포유동물의 피부 구
석 같이. 이런 것은 철학적 동물이지, 미네르바의 부엉이가 아니
다. … 거미로의 생성변화, 이虱로의 생성변화, 진드기로의 생성변
화, 미지의, 강력한, 어둠의, 불굴의 삶.”40) 그러나 동물의 사로잡
힘=어딕션은 그 한복판에서, 잠재적인 방식으로 가소성을 가질
것이다. 어떤 닫힌 환경세계는 다른 닫힘으로 열릴 수 있다. 가난
함에서 가난함으로의 생성변화 ─ 트랜스어딕션의 생태이다.
거기에는 약함이라는 문제가 있다. 들뢰즈+가타리가 말하는 ‘강
도intensité’란 아마도 가난한 사로잡힘=어딕션에 몸을 맡기는 약
함의 충실, 말하자면 약한 강도이며, 거기에 철저하기 내재함으로
써 상이한 약함으로 스스로를 재차 닫는-여는 것이 추궁된다.

“자연에 반하는 융즉〔融即, participation〕과 혼례〔결혼〕야말로 모든 계
를 가로지르는 진정한 대자연이다.” 일련의 생성변화란 자연의 한
복판에서 반자연적이게 되는 것이다. 자연을 내재적으로 열어젖
히는 도주선을 긋는 것. 섹슈얼리티에서도 자연=본성nature이기도
한 성, 그런 성에 반하여, 성에 어긋나면서 성을 더욱 더 구하는 것
이다. 나카지마 다카히로中島隆博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발정으
로부터, 혹은 정情을 발発하는 것을 기초에 두는 전달의 공동체로
부터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성을 달리 하
는 것, 심지어 무정한 것들과의 관계를 열 것이다. 그리고 그때, 마
치 유령과도 같이, 〈나〉는 타자에 홀리고, 홀린 채로 있다. 이것은
40) Gilles Deleuze et Claire Parnet, Dialogues, Paris, Flammarion, 1996, p.75. ジル・ドゥ
ルーズ, 対話 , 江川隆男+増田靖彦 訳, 河出書房新社, 2008年, 97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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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불능한 산종이다. 하지만 이것 이상으로 성적인 것이 있을
까?”41) ‘불능한 산종’으로서의 정 없는 생식, 그 미약하고 가난한
성에 의해 미래를 닫기-열기로.
소녀로의생성변화는당장은인간권圈에있어서, 전부가 212 아닌
주체들의 섹슈얼리티를 실현해준다. 다른 한편으로, 지각할 수 없
는 것으로의 생성변화는 뇌신경 그리고 신체의 어딕션에 있어서
파괴적 가소성을 살아남는 것이다. 이상이 교차하는 중간지대로
서의 동물로의 생성변화, 그것은 트랜스어딕션을 계속 다시 살고
있는 정서의 다양체이며, 복수의 세계의 가난함을 횡단하면서, 마
테리얼한 반자연적 이미지의 감응=관능-성 ─ 향락도 갈망도 아닌
─ 을 즐기는 것이다(그림3).

그림 3 생성변화의 다이어그램

41) 中島隆傅, 「性」, 『事典・哲学の樹 수록, 講談社, 2002年, 609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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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하이브리드한 공동체 *1)
도미니크 레스텔

216

동물은 단순히 영혼 없는 로봇이 아니다. 즉, 동물은 환경에서

오는 정보를 다루면서, 또 최적의 전략들을 따르면서, 혹은 단순히
자극의 연쇄에 다소간 엄밀함을 갖고 반작용하면서, 다소간 유효
한 방식으로 기능할 수 있는 존재인 것만이 아니다. 동물은 하이브
리드한 피조물이기도 하며, 인간은 이런 피조물과 더불어 매우 다
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관계에는 가장 피상적인 것부터 가장
복잡한 것까지 여러 가지가 있다. 이 관계들은 인간자신이 무엇인
가, 또 인간이 자신들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가장 깊은
부분에서 인간 자신을 연결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동물은 단순히
동물학이나 동물행동학éthologie의 대상만이 아니다.
동물성은 인간의 지평에 있다. 그것은 인간의 상실에 속하는 지
평이며, 인간의 외부hors에 결실을가져오는 지평이다. 결코자명하
지 않은 이 동물성이라는 관념은 자연사une histoire naturelle와 문화사

* Dominique Lestel, “Les « Communautés Hybrides »”, L’Animalité : Essai sur le statut de
l’humain, Hatier, Paris, 1996, pp.43-76. ドミニク・レステル, ｢ハイブリッドな共同体
｣, 現代思想 , 2009年7月号. 덧붙이면, 이글은같은저자가비슷한제목으로다
음에 수록한 것과 매우 다르다(« Les communautés hybrides », Sciences Humaines,
n°194, 2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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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 histoire culturelle가 결부된 결과로 생겨난다.

20세기 말에 문화공간

의 ‘자연화’가 주장되고, 그 결과 자연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을 “문화화하는 것acculturer”을 목표로 하는 역방향의 시도를 거리
낌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순수한 자연적 동물성’이
라는 단어는 인간 이외의hors 동물에 있어서의 생물학적 특징화가
사소한 수준이 아니라 일의적인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
한다. 우리 인간의언어 범주와 세계 범주 사이의 관계의 일의성을
주장하는 어려움과 함께, 임무task는 복잡해져간다.1) 동물성은 인
간과 동물이 함께 전개하는 관계들에 의해 규정되며, 이 관계들은
인간의 역사를 따른다. 동물성은 (분류학적 목적에서의) ‘한계limites’를 발생시키는데, 그것은 바로 (방어적인 의미에서의) ‘경계frontières’로서 나타난다. 인간과 동물 사이의 경계, 식물과 동물 사이의

경계는, 인공물과 동물에 의한 제작물 사이의 경계와 마찬가지로,
모든 문화, 특히 서양 문화에 내재한 문제제기이기를 계속한다. 수
많은 문화가 인간에 대해 말하기 위해, 동물의 다양한 형상으로 217
우회해간다.2) 그것은 마치 동물을 특징짓는 성질들이 “사유하는
제3자”를 구성하고 있고, 인간은 자신에 대해 사고하기 위해 그런

1) 프랑스에서는 심리언어학자 다니엘 뒤보아가 국립과학연구센터(CNRS)에서
‘자연적범주’ 개념자체를 되묻는다는흥미로운시도를행하고있다. 움직이는
모든것을‘자연화’하려고하는영역에대해그녀의시도는신선한바람을불어
넣고있다. 프랑스어에서는‘자연화’란‘자연으로되돌린다’는것과‘박제・표본
으로만든다’는두가지의미를모두갖추고있다는점에주목해야한다.
2) 이문제에관한레비-스트로스의주요저작으로다음이있다. 야생의사고 (안
정남 옮김, 한길사, 1996) 및 오늘날의 토테미즘 (류재화 옮김, 문학과지성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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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들에 의존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기본적으로는 동물이 아
니라 동물에 의해 참조되는 것에야말로 관심을 가질 만하다. 클로
드 레비-스트로스는 토템화된 동물이 인간과 동물 사이의 차이와
동일성을 사고하는 데 우선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잃어버린 고리
missing link’3)의 문제는 이런 의미에서 징후적이다. 이 표현은 계통발

생 속에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애매한 관계에서 유래하는데, 거기
에서는 모종의 계통 발생이 실제로 이해되기보다도 우선 환영이
되어 〔우리를〕 감쪽같이 홀리고 있다.

20세기 이후, 인간과 동물성을 함께 이해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형상의 역할을 선사시대의 인간이 담당하게 되었다. 인간
home과科의 것이 인간이 되기 위해 동물성을 피해온 여러 가지 경

과가 인간화의 시나리오에 의해 상기된다. 발굴이 진행되고, 그 엄
밀함이 증대됨에 따라, 인간과 동물 사이의 근원적인 대립이라는
관념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 인간들과 동물들 사이의 연속성
은 지금까지 이상으로 긍정된다. 인지과학이 발전함과 더불어, 인
간은 동물의 본성과 상이한 본성을 가진 존재로 특징지어지지 않
게 되고, 더 복잡한 기계장치를 부여받은 조직이라는 특징에 의해
제시된다. 인간과 동물의 상보성은 과거에 상정되었던 인간과 동

3) ‘잃어버린 고리’란 인간과 그 밖의 유인원 사이에 있는 삶의 형식을 가리킨다.
이 존재에 의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의 추이가 확신된다고 생각된다. 현실에
서발견된것은아닌문제적존재이며, 또한다윈이나헉슬리에의해항변이이
뤄졌음에도불구하고, 잃어버린고리는19세기부터20세기에걸쳐극히대중적
popular이게 되었다. Cf. Beer Gillian, Forging the Missing Link : Interdisciplinary Stor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12. 도미니크레스텔, ｢하이브리드한공동체｣ 319

물의 대립보다도 흥미로운 게 아닐까? 인간과 동물 사이의 공통의
삶이 둘의 대립보다도 훨씬 뜻 깊은 게 아닐까? 인간과 동물성을
상보성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함으로써 새로운 타당성을 획득할
수 있으며, 거기에서 ‘하이브리드한 공동체’의 관념은 인간과 동물
사이의 관계들이 가진 풍부함과 다양성을 파악하기 위한 중심적
개념이 된다. 이 관계들은 의미와 이해관심을 공유하는 것 위에 수
립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호 의무를 수반하는 사회계약에
근거한 것은 아니다.

1. 어떻게 인간은 동물성을 벗어나는가?
아마 프랑스의 저술가들 중에서도 동물성 및 동물성과 인간 사이
의 막연한 경계에 가장 강렬한 관심을 가졌던 것은 조르주 바타유
다. 네덜란드의 역사가 요한 하위징아의 저작 호모 루덴스 의 서
평에서,4) 바타유는 인간화를 파악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유희가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하나의 본질적인 판단기준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노동 없이는 유희는 없다. 아니 인간만이 노동한
다. 경작용의 동물이라는 예외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런 동물들의
활동은 대가代價가 있는 행동에 의해 규제되는 것은 아니다. 예술
은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두 번째의 큰 판단기준을 구성한다. 이
4) 조르주바타유, ｢우리가존재하는것은장난을치기때문인가, 성실하기때문인
가｣(Georges Bataille, « Sommes-nous là pour être sérieux », in Œuvres complètes, XII,
Gallimard, 1988, pp.100-125).
320 현대사상 2009년7월호<인간/동물의분할선>

로부터 바타유는 동물에서 인간으로의 이행의 유일한 흔적이 눈
에 보이는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 동굴 회화로 관심을 돌린다. 수많
은 동물의 표상에 의해, 인간의 형상의 주지하는 대로의 부재가 두
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는 데서 시작해, 바타유는 그 설
명을 대신해 이화異化와 치욕에 관한 기묘한 고찰을 전개한다. “그
〔고대의 인간〕는 자기 자신이 아닌 것의 특징들 하에서,

진정한 자신

의 모습을 감추려고 한 것이다.”5) 인간의 형태는 절반 정도밖에
인식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선사시대 사람들은 자신들로부터 도
망치는 동물의 이미지를 오히려 표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
은 동물의 시적 이미지를 내놓음으로써 동물임을 그만두었다. 즉,
인간과동물을 218 구별하는또다른판단기준은금기〔터부〕에의해
구성된다. 바타유는 인간을 충실히 재생하는 모든 것에 대해 부과
되는 금기와 선사시대 사람들이 동물성을 위해 인간을 부정함으
로써 “인간성을 회피하고”6) 있다는 사실을 동시에 검출하고 있다.
선사시대 사람들에게 동물성의 시상視像은 긍정적인 것이지만, 인
간의 시상視像은부정적인 것이다. 인간화및 동물성으로부터의 탈
출이라는 이 과정 안에는, 네안데르탈인에서 호모 사피엔스로의
이행의 본질적 단계가 표식되어 있다. 네안데르탈인이 매장하는
실천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해도, 오직 호모 사피엔스만이 예술을
실천한다. 라스코의 동굴에 대한 바타유의 관심은 이렇게 생긴 것
이리라. 그리하여 이 관심으로부터, 바타유는 라스코의 동굴에 관
5) 조르주 바타유, ｢동물에서 인간으로의 이행과 예술의 탄생｣(Georges Bataille, «
Le passage de l’animal à l’homme », in Œuvres complètes, XII, p.262).
6) Ibid., p.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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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단행본을 집필하기에 이른다.7) 금기를 아는 것이 동물성과의
단절을 이미 만들어 냈다고 해도, 예술의 실천이 인간화를 확립하
고 뒷받침하고 더 확고히 한다. 그래도 동물성은 절반은 신성한 형
태 하에서 표상되겠지만, 그 이후의 종교의 역사는 ‘동물성-신성
성/인간성’이라는 대립이 ‘동물성/인간성-성성聖性’라는 대립으로
추이했음을 은폐하는 책무를 자신에게 부과하게 될 것이다.8)
유희, 금기, 노동, 예술의 실천 혹은 에로티시즘을 통해서도(“에
로티시즘은 인간에게 고유한 것이다. 동시에 인간의 얼굴을 붉히
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지만”),9) 바타유는 인간화 과정의 특징을
고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든, 바타유는 20세기에서 동물성
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사고하는 하나의 방식을 온전히 대표하고
있다. 짐작으로는 올바르지만 정확한 날짜가 없는 선사시대를 통
해서, 인간은 스스로를 동물성으로부터 떼어낸 것이며, 인간이 자
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칠 때, 인간은 다시 그 동물성과 마주하게 된
다. 동물성이란 그런 것이라고 간주될 수 있다. 바타유는 고백한
다. “우리에게 동물적 삶 이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것은 없다. 그리
하여 우리는 동물적 삶의 연장인 것이다”라고.10) 이런 고백을 했
을 때, 바타유는 동시에, 동물적인 것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7) 조르주 바타유, 라스코의 벽화 (Georges Bataile, Lascaux ou la naissance de l’art, in
Œuvres complètes, IX, Gallimard, 1979, pp.7-101.
8) 조르주바타유, ｢선사시대의종교｣(Georges Bataule, « La religion prehistorique », in
Œuvres complètes, XII. p.513.
9) Georges Bataille, « L’érotisme, soutien de la morale », in Œuvres complètes, XII, p.467.
10) Georges Bataille, « L’animalité », in Œuvres complètes, XII, p.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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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이 본질적으로는 인간이 동물에 대해 갖고 있는 관계를 참조
하고 있다는 것을 지극히 뚜렷하게 인정하고 있다.11) 바타유의 접
근법은 어떤 특권적인 관점을 구성하는 것이며, 그 관점은 인간화
과정에서의 인간과 동물성 사이의 섬세한 관계를 밝히는 것을 목
표로 한다. 전후, 앙드레 르루아-구랑과 동시대에 쓰인 이 텍스트
는 그 시대에 사용 가능했던 고증에 입각해 있다.
오늘날에는 어떻게 될까? 인간화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 인간이 자신의 동물성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에 대해 어떤
것을 말할 수 있을까?

2. 인간화의 단계들
찰스 다윈은 인간과 침팬지가 공통의 조상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
여 동시대인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인간은 지금과 같은 외모를 하
고 있지 않았다. 그것은 진화의 결과이며, 오랜 진화의 과정을 통
해 지금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 이후, 선사시대 동안, 이런 인간
화의 주요한 과정 중 몇 가지가 제시되었다. 고생물학자 이브 코펜
스는 에르빙 시몬스가 페이움의 오아시스에서 발견한 이집트 피
테쿠스를 예외적으로 신규 생물이라고 보고 있다. 뇌는 호두나무
219

열매보다 작지만(27입방 센티미터), 뇌의 시스템은 근원적으로

새로운 조직이 되고 있다. 전두엽이 앞으로 나오고, 시각 범위는
발달하고, 후각엽은 점차 주변부로 확대된다. 35만 년 전의 연대에
11) 조르주 바타유, ｢동물에서 인간으로의 이행과 예술의 탄생｣(Georges Bataille, «
Le passage de l’animal à l’homme », in Œuvres complètes, XII, p.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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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해 있는 이집트 피테쿠스는, 그렇지만 나무를 기어오르는 것과
사바나를 달리는 것이 동시에 결합된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비
교하는 것을 곤란하게 한다. 이동이라는 점에서 보면, 이집트 피테
쿠스는 인류와 침팬지의 중간처럼 보인다. 엉덩이 및 이로부터 증
명되는 2족 보행은, 이집트 피테쿠스를 인간의 경계 쪽에 위치시
킨다. 마리 리키에 의해 발견된 탄자니아 북부의 킬리만자로 산맥
의 지맥에 있는 라에트리 유적의 발자국 흔적은, 이 시대에 세 구
의 2족 보행 동물이 30미터 정도 걸었던 길을 증언하고 있다. 요한
센 및 이브 코펜스에 의해 1975년에 발견된 루시의 해골은 행운의
선물이었다. 왜냐하면 208개의 뼈 중 52개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 아파렌 원인猿人, Australopithecus afarensis »이라고 일컬어진다.
이브 코펜스는 루시와 인류 사이의 직접적인 계통관계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루시는 특히 미디어를 통해 인류의 ‘할머니’로 알려지
게 되었다. 루시의 연대年代는 280만 년부터 370만 년 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며, 극히 오래된 것이다.
응게네오Bernard Ngeneo와 리키 부부Richard Leakey, Meave Leakey에 의한
호모 하빌리스의 두개頭蓋의 발굴12) ─ 특히 유명한 « KNM-ER

1470»의 발견 ─ 은 원인原人이 그 후의 단계로 이행했음을 보여주
고 있다. 호모 하빌리스의 뇌는 약 80 제곱미터, 즉 고릴라의 뇌보
다 2배 정도의 용적을 갖고 있으며, 그것은 실제로 오스트랄로 피
테쿠스의 것보다도 훨씬 용적이 크다. 호모 하빌리스는 아직 조야

12) 이발굴은1972년에이뤄졌다.
https://www.hani.co.kr/arti/PRINT/22802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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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형태이지만, 이미 조약돌을 가공할 수 있었다. 오스트랄로 피테
쿠스와 호모 하빌리스는 서로 접촉하여 관계를 가졌을 것이라고
상정할 수 있지만, 그 관계는 여전히 신비적인 것에 머물러 있다.
껍질이 단단한 뿌리를 영양분으로 삼기 위해 턱을 발달시킨 오스
트랄로 피테쿠스와는 반대로, 호모라는 종은 다양한 영양, 특히 고
기를 분명히 선택했다. 몇몇 선사시대 연구자들에게 고기의 이런
소비는 (작게 씹는 것과, 썩은 날고기를 먹는 것으로 아직 한정되
어 있기는 했지만), 종의 발전을 가능케 하는 자극을 만들어낸 것
으로 간주되고 있다. 200만 년 전에는 음식을 축적하는 것이 본질
적인 새로운 행위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아프리카 동부의 투르카나 호수 근처에서 호모 에렉투스의 일
부분이 최초로 발견됨으로써, 인간화로의 여정의 새로운 단계가
밝혀졌다.13) 150만 년부터 160만 년 전의 이 해골은 보존상태가 예
외적으로 좋았고, 바로 인간의 것이다. 호모 사피엔스와 똑같은 정
도의 크기를 한 호모 에렉투스는 뇌가 호모 사피엔스의 절반 정도
뿐이지만, 호모 사피엔스와 똑같이 보행을 했다. 오스트랄로 피테
쿠스에 있어서는 아직 두드러졌던 성적 양형성両形性은 호모 에렉
투스에서는 상당히 약화되었다.

7만 년 전에 네안데르탈인이 나타나, 인간화는 본질적인 단계에
도달했다. 즉 네안데르탈인이, 알려져 있는 한에서 가장 최초로 장
례를 치렀다. 이라크 북부에 있는 샤니다르 동굴에서 발견된 네 구
의 뼈에 의해, 장례가 치러졌다는 것은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는

13) 이발견은1984년9월에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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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여겨졌다.14) 랄프 솔레키Ralph Solecki는 뼈 주위에 쌓인 흙을
채취하여 현미경으로 조사함으로써, 그 220 흙에 많은 꽃가루가 포
함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 꽃가루는 미나리아재비, 해바라
기, 접시꽃, 히아신스의 것이었다. 이 미국 연구자는 시신이 꽃으
로 덮인 침대에 놓여 있었다고 생각하고, 장례가 치러졌음이 판명
되었다고 여겼다. 하이파 남부에 있는 카베라 동굴에서 발견된 머
리 없는 해골은 네안데르탈인의 사망자가 특별한 주목의 대상이
었다는 것을 확증시켜준다.15) 그렇다고 해서 네안데르탈인을 현
생 인류의 선형先形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이를 의심해 네안데
르탈인을 인간적 진화의 한 가지 ‘막다른 골목’으로 간주하는 사람
들도 있다. 거꾸로 네안데르탈인과 3만 5천년 전에 나타난 크로마
뇽인은 동시대의 인접한 영역에서 공존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분
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호모 사피엔스는 네안데르탈인과는 뚜렷
하게 구별된다. 유인원은 바로 동물성을 벗어나 인간으로 들어선
것이다.
동물과 비교할 때 인간을 구별하는 징후는 다음과 같다.
─ 자주 지적되듯이, 염색체 수가 다르다. 25만년 전, 유인원의
염색체 수는 48개(현재 침팬지의 염색체 수)에서 46개가 되었다.
─ 정강이뼈가 늘어나서, 2족 보행이 획득되었다. 침팬지에도 있
는 큰 허리 부분과 골반과 더불어, 오스트랄로 피테쿠스는 인간화
를 향한 큰 단계를 달성하게 되었다.
14) 이유물들은1960년에발견되었다.
https://thescienceplus.com/news/newsview.php?ncode=1065579660519997
15) 이해골은1983년에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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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여러 가지 변화. 즉, 시각의 개량. 발의 변형. 손의 해방.
다양한 식량을 씹을 수 있는 치열에 따라 변화된 턱뼈, 평평해진
코끝 등.
─ 도구 사용의 일반화. 도구는 부싯돌의 파편을 골라내는 것으
로 시작되며, 유명한 ‘타원형 석기’, 즉 손으로 쥐는 돌도끼 등의 제
작은 30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러한 도구들은 점
차 복잡해졌다.
─ 발화 및 상징의 사용은, 보통
은 동물성으로부터 ‘탈각’할 때의
주요한 특징으로 간주되고 있다.
호모 에렉투스는 이미 말을 할 수
있었다. 호모 에렉투스는 적어도
발화에 관련된 심리적・인지적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그들의 두
개頭蓋에 있는 구덩이는바야흐로브로카영역에 대응한다. 제프리
라이트먼은호모 에렉투스가 후두喉頭까지 갖고있는반면, 오스트
랄로피테쿠스는 원숭이와 똑같은 목의 구조를 갖고 있다고 주장
하고 있다.
상징과 관련된 문제는 특히 복잡하다. 상징을 어떻게 접했는가
는 유인원의 골격에서 읽어낼 수 없다. 그들이 환경 속에 남긴 흔
적 속에서 그것을 읽어낼 필요가 있다. 가장 오래된 기호에 관한
연구는, 사람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을 재해석하는 것과 결부
되어 있다. 이러한 시도를 철저하게 밀고 나가는 것은 불가능할지
도 모르지만, 적어도 앙드레 르루아-구랑이나 알렉상더 마샤크,
혹은 에마뉘엘 아나티 등의 사람들에 의한 동시대의 흥미로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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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앙드레 르루아-구랑은 브레유 신부에 의한 석기시대의 예술에
관한 해석을, 매우 이른 시기에 비판적으로 음미했다. 1958년부터
르루아-구랑은 사냥을 하는 사람과 사냥감 사이의 공감에 대한 연
구라는 관점에서 이뤄진 해석에 이의를 제기했다.16) 그는 반대로,
동굴 벽화에그려진선에의한형상이, 고도로 221 조직화되어배치
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이로부터 생기는 상징적 차원을 전경
화시켰다. 동굴의 회화는 우연적으로 그려지거나 조각된 것이 아
니다. 그것들은 구조주의적 접근법에 따라 보편적 방식으로 해석
되어야 한다. 이 배치 안에서는, 수컷 동물과 암컷 동물의 대치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렇지만 1972년에는 앙드레 르루아-구
랑의 전망이 크게 수정되고, 신화문법적인 접근법이 기존의 성적
모델을 대체하게 되었다. 이와 평행하여, 알렉상더 마샤크는 구석
기 시대의 공예품에 새겨진 표시를 연구하고, 이로부터 그 인지
적・기능적 측면을 추출하려고 시도했다.17) 운반 가능한 물체에
그려진 극히 미세한 표시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다양한 양식이
존재한다는 것이 증명되고, 또 이런 공예품들이 상이한 시대를 거
쳐 여러 차례나 계속 새겨졌다는 점도 드러났다. 이 흔적들의 의미
를 이해하기 위해, 마샤크는 이런 이미지 제작과 그 사용법을 지탱
하는 인지적・통사법적 전략을 재구성하려고 시도했다. 마샤크

16) 앙드레 르루아-구랑의 생각의 본질은, 다음의 두 개의 저작에서 찾아볼 수 있
다. L’Art des cavernes, Imprimerie Nationale, 1984 및 Préhistoire de l’art occidentale, Paris,
Mazenod, 1965.
17) Alexender Marshack, The Roots of Civilization, New York, McGraw-Hill,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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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작에 관한 현대의 기술이 오히려 도착된 결과임을 주장한다.
즉, 현대의 기술은 이미지의 등질화를 지향하지만, 이미지란 오히
려 Palimpsestes18)적 운명을 갖고 있으며, 거기서는 그 표면은 여러
차례나 썼다 지워지고, 몇 번이나 사용에 부쳐진다고. 이런 분석을
동굴 회화로 확장함으로써, 마샤크는 페슈 메를Pech Merle 동굴의 이
미지는 동물들의 형상이 겹쳐 쓰여 구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
다. 구석기 시대의 인간의 작업은 균질적이지도 않고 변화를 결여
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역동적이고 발전적인 것이다. 그것
은 그렇게 해서 새겨지는 동물의 표상인 동시에, 동물을 표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도 나타내는 이미지이다. 마샤크의 행보는, 이런
이유로, 동굴의 모든 이미지가 똑같은 시대에 그려졌다는 주장에
서 구조주의적 결론을 끌어내려고 했던 앙드레 르루아-구랑과 대
립하고 있다. 마샤크는 연구의 대상이 되었던 것 중에서 몇 가지는
달이 차고 이지러진 달력이며, 근본에 있어서 시간의 흐름에 의해
형성된 사고에 의해 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인공물은 매
우 복잡한 상징의 차원에 뿌리내리고 있다.

1989년의 에마뉘엘 아나티에 의한 새로운 해석은 마샤크의 것과
가까운 방향을 향하고 있다.19) 그 역시, 구석기시대의 인간의 상징
에 관한 활동이 매우 과소평가되어 있다는 생각을 심화시켰다. 동
굴 예술이란 언어활동에 다름없다. 매우 다양한 문자소가 거기에
서는 통사법을 가진 문법으로서 조직화되어 있다. 동굴예술이란
그것을 판독할 수 있는 것에 있어서 바로 메시지이며, 그것을 사용
18) Gérard Genette, Palimpsestes : La littérature au second degré, Seuil, 1992.
19) Emmanuel Anati, Les Origines de l’art et la formation de l’esprit humain, Albin Michel,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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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의 생활과 사고에 대한 정보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회화
는 매우 강한 연상의 힘을 갖고 있으며, 그것이 오늘날에도, 수만
년 이상이나 후대에 있는 우리를 감동시킨다. 즉 동굴회화는 상징
적 사고의 전제일 뿐 아니라, 에크리튀르의 전제도 구성한다. 에마
뉘엘 아나티는 이런 에크리튀르가 세계적으로 증가하며, 그것들
은 다섯 개의 대륙에서 똑같은 기초를 가지는 대략 20개의 문자소
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시도했다.
예술, 언어, 호모 사피엔스는 함께 태어난 것일까? 이브 코펜스
가 말한 바 있는데, “양면 가공 석기, 돌망치, 르발루아 기법,20) 얇
은 칼, 농업, 에크리튀르 등의 발견은, 222 거의 전세계적으로 동시
발생한 것이며, 그것은 인류의 과거가 어떤 깊이를 가지고 있었다
고 해도, 균일한 인류라는 점에서 보면, 인간의 자연적・문화적 동
일의 진화가, 거의 피하기 힘든 형태로 커다란 단계에 접어들었다
는 것을 의미한다.”21) 그렇다고 해도, 이런 인간적인 것의 출현을
복원하기 위한 수단이 존재할까?

20) 르발루아기법은플라이스토세〔Pleistocene, 更新世, 약258만년전부터1만년
전까지의지질시대를말한다. 홍적세, 갱신세또는속칭빙하기라고도한다〕의
도구에등장한다. 그것은정해진형태를얻기위해준비된플린트스톤flintstones
〔플린트는부싯돌을의미〕에의해특징지어진다.
[옮긴이] 르발루아 기법은 구석기 시대 당시 인류가 개발한 돌 다듬기 기법의
일종으로 고고학자들이 이름붙인 것이다. 19세기 당시 프랑스 파리의 교외 지
역인르발루아페레지역에서여러점의석기가발견되었다.
21) 이브 코벤스가 쓴 E. 아나티의 저작 “Les Origines de l’art et la formation de l’esprit
humain”에붙인서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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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간화의 시나리오들을 연결시키는 상상력
인간화의 새로운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것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서 빅토르 스토크초프스키는 19세기부터 20세기 말에 걸쳐 제시
된 인간화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체계적으로 연구했다.22) 그의 결
론은 놀라운 동시에 사람을 불안하게 한다. 즉, 인간화의 개념은 2
세기에 걸쳐 실제로는 발전하지 못했고, archaïque하고 회귀적인
상상력에 종속된 것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스토크초프스키는 제시된 다양한 시나리오의 단조로움을 지적
하고, 그 결과, 가능성이 크게 확장되었다. 그는 대표적인 것이라
고 생각되는 24개의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21개의 인과관계를 상세하게 분석하는데, 이 인과관계 중에서, 의
심할 여지없이 그것에 부합하는 결과에 근거한 것은 거의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 시나리오 중 20개는 인간화 진행의 기원이 환경의
변화의 결과라는 점을 고찰하고, 이 환경의 변화에 의해 유인원은
삼림을 떠나야 했으며, 사바나 안에서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었다
고 생각한다. 플리오세〔Pliocene,

鮮新世〕에서

플라이스토세〔Pleistocene,

更新世〕에 걸친 기후변화는 아마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숲에서 사바나로의 옮겨가기를 증명하는 것은 없으며, 이런 생각
이 주는, 한쪽이 다른 쪽을, 즉 삼림이 사바나를 부정한다는 견해
도 극히 취약한 기반에 입각한 것일 뿐이다. 삼림과 사바나, 이 두
가지 유형의 환경은, 비록 양자의 비율이 변하지 않고 존재한 적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항상 함께 존재했다. 건조한 사바나는 이런

22) Wiktor Stoczkowski, Anthropolgie naïve, anthropologie savante, Paris, CNRS,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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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에서 종종 묘사되는 사막과는 다르다. 사바나에서는 영
장류에 적합한 식물성 영양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식물의 군생도
삼림과 비교 가능한 수준이다. 또한 숲에서의 생활에서 사바나에
서의 생활로의 이행도, 유인원을 위협하는 포식동물의 위협이 있
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조금도 함의하지 않는다. 한 가지만 예를 들
자면, 숲에 있는 표범은 사바나에 있는 사자만큼 위험한 존재이며,
현대의 동물행동학적인 관찰에 따르면, 그런 위험성도 결코 절대
적인 것은 아니다.
인류 탄생의 원인은 이미 17세기부터 19세기에 걸쳐, 어떤 시기
부터 다른 상이한 시기로의 이행이라는 관점에서 분석되었다. 첫
번째 시기에는 자연적이고 채식주의적인 인간이 존재했다. 이 인
간은 고통이나 피로를 느끼지 않고, 풍요로운 상황에서, 온화한 기
후 아래에서, 포식자도 질병도 없는 환경 속에서 발달하고, 자연의
감미로움과 자연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새겨진 평화로운 생활을
영위했다. 그와는 달리 두 번째 시기에서는 사회적인 인간이 나타
난다. 인간들은 육식의 체제에 따라, 궁핍에 찌들고, 추위와 자연
의 혹독함, 병에 노출되고, 노동을 강요당하고, 매우 잔혹한 기후
속에서, 동물과 싸우고, 인간들끼리 전쟁을 치른다. 낙원에서 전락
하여 추방당했을 때, 인간화가 생긴다.
빅토르 스토크초프스키는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기 위해 223 통
상 주장되는 판단 기준에 통일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인간은 확실
히 2족 보행을 한다. 그렇지만 닭이나 펭귄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되면, 인간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날개를 갖지 않은 2족 보행이
라는 게 될까? 그런데 공룡한테 날개가 있다고 지금까지 상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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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 19세기에는, 이런 반론은 “하찮은” 것으
로 간주되었다. 스토크초프스키는 인간의 2족 보행을 더 특수한
방식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류학자들이 이것을
잘 정의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들에 의한 특징 부여에는 인간화의
시나리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류학자들도 말하듯이, 제
창되어야 할 대립관계란 인간과 동물의 대립이 아니다. 또 그것은
가끔은 그들도 동의하는 인간과 침팬지 사이의 대립도 아니다. 아
이러니하게도, 설령 원숭이에 대한 현대의 시각이 아무리 정확한
관찰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해도, 그 견해는 2세기에 걸쳐 인정되
고, 이제는 그 합법적인 정확성이 의심받고 있는 견해에 가깝다.
인간과 원숭이의 대조contrast는 일찍이 인간과 동물에 대해 기술
된 대조contrast와 마찬가지로,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닌 것 같다.
고전 고대 이래, 제시된 동물의 조건의 목록은 한결같이 똑같았
다. 종교, 정부, 개인적 재산, 의복, 그런 언어의 부재가 주로 기록
되었다. 동물성이란 기본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다고 기대되는 다
양한 특징의 부정으로서 사고된다. 인간화에 관한 이 시각은, 인간
이 동물을 기원으로서 갖는다는 이미지와 자유로운 동물성이라
는 이미지가 서로 포개진 결과로 생긴다. 그때 시나리오가 만들어
진다. 원인(猿人)의 기원을 인간에서 본 다윈의 신중함이 훨씬 앞
쪽에서, 이런 시나리오는 인간의 선조는 원숭이다, 라는 관념에 스
스로를 정초시키고 있다.
이런 시나리오 속에는 근거 없는 가설이 다량으로 존재한다.
─ 오비디우스나 호라티우스, 혹은루크레티우스에의해서 이미
제시되는 생각, 즉 육식의 체제에는 인간화의 과정이 수반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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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을 끈질기게 지탱하는 논거는 아무것도 없다.
─ 연구된 시나리오의 대부분은, 2족 보행이 인간의 확연한 특징
이라고 보고 있다. 이것은 크세노폰, 아리스토텔레스, 위대한 플리
니우스,23) 비트루비우스,24) 그리고 오비디우스조차도 이미 인정
하고 있다. 18세기에는 인간성과 동물성의 대립은 항상 입상조각
과 굽은 조각 사이의 대립과 관련지어졌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인
류학자에게, 2족보행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다양한 이유를 설명하
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오클리는 직립한 상태에 의해, 사
바나를 덮고 있는 더 높은 곳에 있는 초목을 아래에서 보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지적한다.25) 터너와 질먼은 2족 보행에의해포식자
들을 피한 장소에서 음식을 모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26)
─ 인간의 속성으로 간주되는 도구는, 인간과 동물의 경계 속에
서도 탁월한 역할을 오랫동안 맡았다. 18세기는 도구의 문제를 가
장 즐겨 다루던 시대인데, 이 시대는 도구에 극히 자연주의적인 의
미를 부여했다. 유인원에 최초로 속한다고 생각되었던 것은 항상
돌이며, 나뭇가지이며, 혹은 나무 막대기이다. 루크레티우스, 그리
고 나중에 그 견해를 계승하는 볼테르는 이미 돌을 최초의 무기라
고 말했다. 도구가 항상 무기로 생각되는 것은 우연일까? 영장류
23) Gaius Plinius, Secundus. 로마 제정기(帝政期)의장군・정치가・학자(23?-79). 학
문, 특히 박물학에 관심이 깊었으며 현존 유일의 저작 ‘자연지’(37권)는 방대하
고도잘정돈된‘백과전서’와같은것임.
24) Vitruvius Pollio, Marcus. BC 100년경 로마의 건축가. 생애는 불명. 저서인 ‘건축
학(De Architectura)’은가장오랜건축이론서로서유명함.
25) 오크리의작업은1957년으로거슬러올라간다.
26) 그들의작업은1976년에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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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현재의 생태학은 이와 반대로, 도구의 평화적 사용이 있었
다고 주장한다. 자유로운 224 팔을 갖춘 2족 보행 동물에 이어서 도
구의 사용이 발생했다는 인과사슬에는 어떤 사실적인 기초 부여
도 존재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도구의 사용이 개 이빨의 퇴화를
초래하는 인과관계도 사실적 기초 부여를 결여하고 있다.
─ 언어에 〔내기로〕 걸려 있는 것은 본질적인 것이며, 그것은 또한
기술에도 속한다고 간주되고 있다. 인간의 종적인 특징으로 간주
되는 도구에서 언어로의 이행 또한 그다지 신뢰할 수 없는 가설의
영역에 의존하고 있다. 앙드레 르루아-구랑은 아마도 도구의 사용
과 언어의 실천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최초로 제창한 인
물이며, 기술적인 행동을 통제하는 뇌 부위와 언어를 명하는 뇌 부
위 사이에 연관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시작한다. 그
리하여 이 인과성은 언어학자 샤를 오케트, 이어서 인류학자 로버
트 어셔에 의해 몇 번이나 다뤄지고 있다. 어셔는 오히려, 사냥을
할 필요에 쫓겨 몸짓 언어로부터 음성 언어로의 이행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 공동작업도 종종 동물성에서 인간성으로의이행의 중요한 단
계로서 인지된다. 많은 사람들이, 공동작업은 사냥의 실천에서 유
래하며, 또한 사냥의 실천이 공동작업을 필요로 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냥의 실천과 관계가 없는 공동작업의 사례는 동물에서
도 관찰된다. 생태학자와 마찬가지로 영장류학자들도, 그것을 실
천하는 것들에 있어서 아무런 위험성도 없는 사냥의 전략이 있다
고 기술한다.
─ 공동작업은 또한 사회생활 개념으로 이끌어간다. 이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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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증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덧붙여, 스토크초프스키
는 사회생활이라는 개념이 극히 좁은 형태로 수용되고 있다는 것
에 놀라움을 나타낸다. 좁은 방식으로 제시된 사회생활 개념은 순
수하게 공리적인 것이며, 거기에는 관습이나 자의성, 계쟁 혹은 대
항 같은 것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
─ 몇몇 시나리오 중에는 성별에 따라 작업을 분담하고 사냥감
을 나누는 것이 사냥의 고전적 귀결이라고 봤다. 마치 우연하게 그
렇게 되기로 한 것인 양, 남자는 사냥감을 쫓고 여자, 그리고 아이
는 식물 채취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민족학적
인 데이터로 볼 때 이런 가설은 의심스럽다. 필리핀의 아구타, 오
지브와, 아파치, 에스키모, 오스트레일리아의 티비 등 많은 문화에
서 여자들은 거대한 사냥감을 사냥하고 있다. 앨런 테스탈은 성에
근거한 작업의 분담은 오히려 몇 가지 문화에서 발견되는 금기에
서 기인한다고 생각한다.27) 이 금기는 여성의 피가 사냥감의 피와
양립 불가능하다고 간주된다는 이유로 여성이 사냥용 무기를 취
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인간화의 시나리오가 방황하고〔헤매고〕 있는 애매한 영역을 보
여줄 수 있었던 것은아닐까? 언어발생의 원인으로서의 사회생활.
사회생활의 원인으로서의 사냥감의 분유. 도구 사용의 구실로서
의 사냥 실천. 만약 인간을 동물로부터 분명하게 구별하는 성격에
서 시작함으로써 인간의 상세한 정의를 실시하는 것에 인간화의
시나리오 중 몇 개가 성공했다고해도,28) 어느 것도 완전히 만족할
27) Alain Testard, Essai sur les fondements de la division sexuelle du travail des chasseurs-cueilleurs,
Paris, Editions de l’EHESS,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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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한 것은 아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그런 인간으로서 사고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인간은 인간화를 경유해 동물과
의 계통관계에 있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는 225 것일까? 우리가
다위니즘을 어떤 방식으로 너무 성실하게 취한 결과, 인간화라는
것이 이상적인 과정으로서 나타나버렸을지도 모른다. 즉, 어떻게
인간이 동물성으로부터 “벗겨졌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바탕이
되는 동물성을 더 잘 알기 위한 과정이 만들어졌을지도 모른다. 그
렇지만 문제는 바로 환상에 있다. 프랑스의 철학자 베르나르 스티
글레르는 인간과 동물의 근원적 구별이 과학적 접근법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29) 스티글레르는 인간의 성격의 중심에
결여라는 것을 위치시킨다. 끊임없는 구축을 통해 인간이란 항상
정의되어야 하며, 일단 정의가 이뤄지면, 인간은 더 이상 그랬던
것이 아니게 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기억 같은 지적 기능을 외재화시키는 절차 ─ 이것은 르루아-구
랑이 최초로 말했고, 스티글레르에 의해 심화된 개념인데 ─ 라는
요소가 이로부터 도출된다. 인간이란 내재적인 불안정 상태와 아
포스테리오리한 관계로부터의 강제가 서로 겹쳐져 동일화된 것
28) 스토크초프스키는 이런시나리오가 근거하고 있는 공식과는 크게 다른, 그러
나아직주변부적인또 다른공식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예를들어그는1926
년에 볼크가 제창한 테제를 거론한다. 그 테제에 따르면, 인간의 특성 중 몇 가
지는유아기가늦고길다는구조에의해설명된다.
29) Bernard Stiegler, La Technique et le Temps. La Faute d’Epiméthé, Paris, Galilée. 1994. 스티
글레르는 여기에서 인간화에 있어서 기술이 수행하는 역할에 관한 르루아-구
랑의테제를검토하고더새롭게전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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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점이 이로부터 귀결된다. 인간이란 동물이며, 인간이라는
동물의 고유한 자연본성은 고유한 자연본성을 갖지 못한 점에 있
다는 셈이다. 인간화는 동물성을 거스르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동물성과 함께 만들어졌다. 인간화란 동물성과의 단절도 아니고
유인원과 동물들 사이의 관계성의 근원적인 변화도 아니다. 인간
화의 과정 속에서 인공물의 역할이 재평가되어 왔다고 해도, 동물
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매우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해서
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동물을 완전히 무시한 인간의 정의는 역
설적으로 불완전해지는 것처럼, 인간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동
물성의 특징이라는 것을 생각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고는 인간과
동물의 관계들이 중요하지 않고 천박한 것이라고 가정하게 될 것
이다. 그러나 인간과 동물의 관계란 오히려 반대로, 서로가 서로에
게 본질적인 것이며, 게다가 그것에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다
고 생각된다. 인간과 동물이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 관계의
유형을 깊이 이해할 필요가 이로부터 생긴다.

4. 인간과 동물 사이의 ‘하이브드리한 공동체’
동물성은 거의 사고되지 않았다. 동물성은 특히 오랜 세월에 걸쳐
온갖 서사를 통해 회자되고 오염되어 왔다. 서사는 자신을 위해서
만 말하고, 인간화의 시나리오가 그런 서사를 여러 번 이용했다.
장황스런 악마주의나 감상주의, 혹은 실증적인 동물학이라는 태
도 속으로 가라앉지 않고 동물성을 사고하는 것은 가능할까? 우리
는 동물성이라는 것을 인간본성과의 대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338 현대사상 2009년7월호<인간/동물의분할선>

파악하도록 습성화되어 버렸기에, 인간 본성이 오해의 원천이 되
어 버리면, 이미 어찌할 바를 몰라 한다. 동물성의 본질 혹은 인간
성의 본질이라는 것을 정의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아마도 잘못된
경로이다. 그 밖에도 양자의 본성을 애매한 곳 없이 구별하고, 동
물 혹은 우리와 비슷한 존재와 우리 사이의 상관관계 혹은 기초부
여, 혹은 정당화할 여지는 있다.
분명한 절대적 차이화의 시도는 하찮은 차이(인간은 말하지만
동물은 단순히 전달할 뿐이라는 생각)과 의심스럽거나 혹은 명확
하지 않은 차이(인간에게는 동물이 모르는 창조성이 있다는 226 생
각) 사이에서 흔들리고있다. 양자의차이점을분명히한다고 여겨
지는 대립은 풍부하게 있다. 몇 가지만 꺼내도 자연 대 이성, 본능
대 지성, 본능 대 제도, 자연 대 역사, 자연 대 문화, 필연성 대 자유,
외침 대 언어, 신호 대 언어기호 같은 것이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들은 설득력이 거의 없다. 동물성의 개념이 동물의 특징을 담는 데
에도, 인간의 주변적 존재를 나타내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 해도, 이 동물성이라는 개념에 의해, 더 복잡한 무언가를 명확
하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인간의 동물에 대한 관계다.
동물성은 그 때 동물과 인간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과 인간
에 공통적인 것과 관련된다. 인간은, 특히 스스로의 신체를 신용하
지 않는 것에 의해서, 정신이나 합리성과 비교하여 욕망이나 정서
를 은폐한다. 동물성은 인간에 의해 은폐된 이 지평에 결합된다.
동물성은 정서나 욕망이라는, 타자 혹은 자기 자신과의 배치, 혹은
세계 속의 배치에 의해 생기는 거스르기 힘든 유인력誘因力의 토대
를 이루고 있다. 순진무구한 잔혹성이라는 관념에 의해 이런 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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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징을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동물성은 정서를 분유하는 것
이 가능한 생물과관련된다(즉, 인간은 식물과는감각도 정서도 공
유할 수 없다는 것이 된다).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려고 한, 혹은 서
로의 고유성과 특이성을 결정하려고 한 많은 시도에 관해 말하면,
양자의 관계에 관한 이해는 놀랄 만큼 성찰되지않았고, 그 관계성
이 끼친 영향이라는 것도 과소평가되었다. 인간들이 다수의 공동
체를 구성하는 것과 똑같이, 인간과 동물도 수세기에 걸쳐, 혼합적
이며 종간種間 횡단적인 공동체를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방식으로
짜냈다. 양자의 연대를 연구하고 이해하고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아
직 맹아상태에 있다고 해도, 지극히 풍요로운 것인 동물성과 인간
이라는 관념을 그로부터 끌어낼 수가 있다. 양자는 뚜렷하게 계층
구분된 대립이라는 관점에서 인지되는 것도 아니게 된다. 그것들
은 거꾸로, 항상적인 진화의 과정에 있는 상보성으로서 인식된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상기해야 한다. 첫째, 이 연대
는 설령 완전하게는 환원될 수 없다고 해도, 상호 이익과 상호 교
환에 근거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연대가 ‘하이브리드한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다. 둘째, ‘하이브리드한 공동체’에 관한 물음은, 단순
한 동물행동학적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다. 그 문제에는 고전적인
구분인 ‘가축동물/야생동물’이라는 대립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

야생동물과 가축동물
동물성이라는 개념은 가축동물도 야생동물도 함께 포함하고 있
다. 하지만 앙드레-조르주 오드리크르와 파스칼 디비는 “우리는

340 현대사상 2009년7월호<인간/동물의분할선>

가축 동물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가?”라고 자문하고 있다.30) 기
술사가 프랑수아 시고는 가축화의 개념이 애매한 것이라고 대응
하지만,31) 이 가축화라는 개념에서 인간과 동물 사이의 관계들을
재고할 필요가 생긴다. 가축화의 개념은, 실제로, 공들여 구별되어
야 할 세 가지 현실에 걸쳐 있다. 즉, (1) 인간에 의한 동물의 소유,

(2) 인간과 동물 사이의 가족화, (3) 인간에 의한 동물의 사용. 상호
봉사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가축화를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동물
에 대한 공리주의적 접근법에 의해 인간은 사회 일반, 특히 우리
문화에서의동물의 역할을 해명할 수 있는 것도아니다. 우리 문화
에서 227 동물은 ‘친밀한 존재’로서 나타나고 있다.
식민지화는 예상도 하지 못했던 귀결을 가져왔다. 가축을 본 적
도 없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가축 동물과 조우하고, 이 조우가 종종
트라우마가 되었다. 케네스 홀리만은 뉴칼레도니아의 카나카인
의 세계에 개가 침입한 사례에서, 카나카인의 수장이 ‘개들의 수
장’과 평화 협정을 체결하려고 시도한 것을 언급한다.
프랑수아 시고, 앙드레-조르주 오드리크르, 그리하여 파스칼 디
비 등은 인간들과 동물들 사이의 혼성적인 놀라운 커뮤니케이션
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 무엇을 가축화하
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미 마르셀 모스는 민족사의 안내서 에
서 “인간은 개를 가축화했다. 하지만 고양이는 인간을 가축화했

30) André-George Haudricourt et Pascal Dibie, « Que savons-nous des animaux
domestiques ? », L’Homme, 1988, 28, 4, pp.72-83.
31) François Sigaut, « Critique de la notion de domestication », L’Homme, 1988, 28, 4,
pp.5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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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말했다.32) 인간의 가축화와 동물의 가축화가 서로 연결되
고, 이 상호성이 하이브리드한 공동체의 주요한 기반이 된다. 순수
하게 유용성의 관점에서 양자의 공동관계를 기술하는 것은 거의
만족스러운 일이 아니다. 오드리크르는 양자의 관계가 ‘상호 가축
화’를 산출할 기회라는 것을 반복해서 주장한다.33) 즉, 반추동물反
芻動物은 인간이나 개,

혹은 돼지로부터의 염분이나 소변, 즉 똥오

줌이나 배설물을 좋아한다. 더욱이, 동물은 인간의 가족의 양자가
되어, 완전한 권리를 갖춘 일원이 될 수도 있다. 에릭슨은 아마조
네스에서 볼 수 있는 극단적인 예를 말한다. 그 예에 따르면, 가족
의 일원이 된 동물의 사회적 위상은 동물을 소비하는 것과는 전혀
양립할 수 없다. 오드리크르가 보여주듯이, 거기에서 동물들은

“어머니를 대하듯이” 인간과 접한다.34) 동물들은 여성들의 유방
으로부터 영양을 공급받고, 인간이 먼저 씹은 음식을 섭취하기도
한다. 이 밖에도 인류학자에 의해 관찰된 것인데, 뉴기니아에서는
인간이 돼지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돼지가 돼지를 키운 ‘어머
니’를 ‘인지’한다. 이러한 공생의 측면에서 보면, 인간과 동물을 구
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문제적이게 되는 것이다. 한편으로 사람
들의 식용으로 공급되는 인간이 존재하고, 다른 한편으로 소비되

32) Marcel Mauss, Manuel d’ethnographie, Payot 1967, p.63.
33) André-George Haudricourt, « Domestication des animaux, culture des plantes et
traitement d’autrui », L’Homme, 1962, 2, 1, pp.40-50 및 « Note d’ethnozoologie : le role
des excrétats dans la domestication », L’Homme, 1977, 17, 2-3, pp.125-126.
34) André-George Haudricourt, « Note sur le statut: familial des animaux », L’Homme,
1986, 26, 3, pp.11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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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적이 없는 동물들이 존재하는 것이라면, 동물과 인간 사이의 근
본적 구별은 주장하기 힘들다. 아무르 강 하구에 사는 니브쿠스의
사냥꾼들에게 곰은 산山의 사람이다. 니브쿠스의 사냥꾼들이 곰
을 죽였을 때에는, 사냥꾼들은 힘차게 네 번 소리치고, 곰의 공동
체에 대해 그가 승리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거꾸로 사냥꾼이 동
물에 의해 죽임을 당했을 때에는, 그 가족은 주의 깊게 사냥꾼의
시체를 곰의 가죽으로 감싸게 될 것이다. 사냥꾼은 죽음의 순간에
인간에서 곰으로 자신의 위치를 바꾼다. 더욱이 곰은 인간의 말을
이해한다고 생각되는데, 곰은 매우 현명해 인간의 말을 쓰지 않도
록 조심한다는 것이다.
가축화와 야생 사이의 대립에서 볼 때, 가축동물은 스스로의 동
물성을 잃고 물체와 다름없는 것이 된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동물
은 인간과 접촉한다고 해서 인간에 대한 특성을 없애고 물체에 대
한 특성도 잃는 것일까? 오히려 반대로 동물들도 바다사자나 물개
가 풍선을 다루는 광대처럼 자신의 잠재능력을 높여가는 성질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인간 자신 또한 가축화의 과정으로부터 손을 대
지 않은 채로 있을 수는 없다. 많은 역사가나 인류학자들이 인간과
동물에 일치하는 점과 인간들 사이의 일치하는 점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행동을 적응시켜가는 것의 의미에 대해 물은적은 너무 적
다. 우리는 행동의 상호적응이라는 현상을 문화적 전통 속에서 228
개념화할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아마 기묘하게
생각된다. 지중해 주변에서는 목축의 실천과 곡물음식 문화에 의
해, 사육자(혹은 목자)가 동물에 대해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행동
을 끼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이 행동과 병행해지도자가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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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목자〔사목〕적인 접근법도 발전한다(이 평행관계에 대해서는 미
셸 푸코의 흥미로운 텍스트가 있다).35) 이와는반대로 줄기식물〔고
구마나 감자, 토란 등〕을 먹는 문화는 부정적이고 간접적인 행동을 요

구하는 것이며, 인간은 이 행동에 의해서, 예를 들어 유교를 특징
으로 하는 중국 문명에서처럼, 원예적인 행동을 발전시킨다. 1930
년 이래로, 영국의 인류학자 에드워드 에반스-브리처드는 누에의
사람들이 동물과 영위하는 공생에 감명을 받아, 소의 계보와 인간
의 계보의 평행관계를 찾아내기에 이르렀다.

동물성 속에 편입된 인간
순수한 유용성의 관점에서, 혹은 권력이라는 관점에서 인간과 동
물 사이의 관계를 고찰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가축화나 야
생이라는 관점에서 양자의 관계를 기술하는 것도, 거기에서 작용
하고 있는 것을 불완전한 방식으로 고찰하는데 머물고 만다. 동물
은 집이나 사육장, 혹은 인간의 토지 같은 곳에서만 사는 것이 아
니다. 동물은 또한 인간의 정신이나 상상력, 혹은 두려움이나 신앙
같은 것에 사로잡혀〔홀려〕 있기도 하다. 또한 동물은 인간의 언어
속에서도 자신의 생태학적 역할을 전개한다. 다른 어떤 인간도 없
이, 어떻게 인간일 수 있을까? 동물 없이, 어떻게 인간일 수 있을
까? 동물과 인간을 묶고 있는 기묘한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
을까? 생물에 대해이른시기부터 생생한호기심을 보이는아이도,
35) Michel Foucault, « Omnes et singulaum : towards a criticism of political reason », Dits
et Écrits, III, Paris, Gallimard, 1976-1979, pp.13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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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에는 무관심하면서, 동물에는 이른 시기부터 저절로 이끌려
버린다.
인간과 동물이 깊은 곳에서 상호작용을 하기에 이르렀다는 사
실은, 그렇게 되면 실제로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놀라운 것은 동
물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양과 질 모두 풍부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인간과 동물 사이의 교환이라는 상황에 직면한 인간이 개념적으
로는 모종의 맹목성에 빠져 있다는 것도 주목해두자. 이 맹목성이
란 달리 말하면 물음에 대한 고찰이 아직 가난하다는 뜻이다. 즉,
왜 인간은 제멋대로, 동물과의 관계를 단절의 모드로 사고하고 커
뮤니케이션이나 감정의 일치라는 점에서 생각하지 않으려는 것
일까? 사실 우리가 ‘인간’이라고 할 때에는, 우리는 오히려 서양의
사상가에 대해 얘기해야 한다. 하지만 가족으로서의 동물을 소유
하는 자들의 상황에서는 공동이나 일치, 우정이나 공생이 전제로
되어 있다.
이 단절은 왜 생길까? 동물 속의 인간, 인간 속의 동물을 생각하
는 것의 어려움이 왜 생길까? 바꿔 말하면, 동물성 속에 편입된 인
간을 개념으로서 파악할 때, 왜 이러한 빠뜨리고 말하지 않는 게
생기는 것일까? 이런 경향을 거슬러, 오드리크르는 인간과 동물
사이의 친화성을 지적하고, 인간은, 인간이 동물을 다루는 것과 마
찬가지로 자신과 닮은 것을 다룬다고 지적했다. 비록 지극히 면밀
하고 정확하게 구성된 구조처럼 기술할 수 있다고 해도, 동물은 기
존의 모델에 근거한 기계가 아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은 인간의 공
동체로 통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
과 동물 사이의 관계는 대칭적이지 않다. 인간에게서, 동물을 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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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인간은 동물에 대해 말할 229 의
무가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설명을 해주며, 말하자면 정당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느끼고 있다. 동물과 인간의 차이는 그래서, 동
물들이 침묵하는 것에 비해 인간이 말하는 것이라는 점에 있는 게
아니다. 양자의 차이는 인간이 양자에게 공통의 관계성에 대해 말
하는 반면, 동물은 그것에 대해 말할 만한 것을 조금도 갖지 않은
채, 단지 그 관계성을 살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말을 하는
동물도, 그저 표면적인 방식으로만 이야기를 하는 존재가 될 수 있
다. 필요한 엄밀함과 정확성을 가지고 인간과 동물 사이의 인지
적・언어적・언어활동적 차이가 항상 연구되고 있지만, 그것들은
피할 수 없는 상수를 벗어날 수 없다. 즉, 인간은 동물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만, 영장류 쪽은 인간이라는
타자에 대한 동의 형성을 꿈도 꾸지 않고 있다는 비대칭성이 항상
남아 있다. 동물은 항상,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생물적인 공생이라
는 모드 위에서 인간과의 관계를 살아간다. 다른 한편으로 인간은
이미 진정한 공동체를 구축해야 하는 도상에 놓여 있다.

감각을 갖춘 타자로서의 동물
동물은 완구도 아니고 오브제도 아니다. 동물이란 무엇보다도 첫
째, 하나의 친근한 존재une présence이며, 그 친근한 현전 속에서 특이
성이 발견된다. 인간에게 동물은 하나의 특별한 타자성을 구현하
고 있다. 동물이란 감각을 갖춘 타자성이 구현된 것이다.
동물의 타자성은 동물을 물체와 구별하는 것에서 생길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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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결여된 것에서도 생긴다. 즉, 그것
은 인간이 스스로의 욕망과 기대에 의해 채우고 있는 근본적인 부
재에서 유래한다. 그렇지만 이것은 기묘한 가설이다. 이 가설은 부
재를 다루는 능력에 의해 동물성을 이해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 부
재에 있어서는, 인간이 스스로의 지향성에 의해 채우려고 하는 기
대를 찾아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동물은 삶의 힘, 움직이는 것
의 힘, 목적을 부여하고는 있으나 예견 불가능한 힘을 대표하고 표
상하고 있다. 이 성질에 의해 동물은 물체로부터 구별된다. 동물성
은 단순히 복잡한 현상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성과 정
서에 대한 도전에도 관련되어 있다. 이것이 요점이다. 운동하는
것, 목적을 가진 것, 예견 불가능한 것이 가진 모든 성질은 동물이
나 식물이나 마찬가지로 해당된다. 이로부터 우리의 철학적 전통
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물음이 나타난다. 즉, 동물과 식물을
구별하는 것은 무엇인가? 동물성에 대해서는 지극히 많은 것이 얘
기되는데도, ‘식물성’에 대해서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왜인
가? 그 이유는동물성의개념이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또 그 개념이 지시하는 것도 동물의 내재적인 성질이라기보다는
인간과 동물 사이의 특정한 관계이기 때문이 아닐까? 인간이 발전
시켜 온 식물과의 관계는, 동물과의 관계에 비하면, 정서를 수반한
강도가 있는 것이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적어도 서양 문화에 있어
서는 그렇다. 다른 문화권, 특히 극동에서는 분재처럼 모종의 식물
의 형식과의 관계가 인간이 동물과 자라는 것과 매우 가까운 유대
관계를 맺고 있다.
그렇다고는 해도 문제는 치환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왜 강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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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수반한 관계가, 식물이 아니라 동물과 맺어지는 것일까? 이
에 대한 하나의 대답으로서, 동물은 상호행동interactivity을 230 행한
다는 것이 있다. 생물학자들은 식물과 동물 사이의 경계를 정확하
게 기록하는 것에 관해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 경계에는 애
매한 위치의 생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식물과 동물의
차이가 무엇이든, 적어도 인간이 보기에는, 양자에게는 한 가지 큰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즉 동물의 움직임이 인간의 움직임과 상관
적인 시간성을 갖는다는 점, 그리하여 이 시간성에서 상호행동이
유래한다는점이 동물과 식물을 나누는 큰 차이다. 다른 말로 한다
면, 동물의 행동의 시간성은 인간과 똑같은 스케일에 속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설령 그것이 매우 느린 것(달팽이가 기어가는 것)이
라 하더라도, 혹은 매우 신속한 것(사냥감을 습격하는 뱀)이라고
하더라도. 그리하여 이 동물의 시간성은, 인간의 행동에 의해, 실
제의 시간의 척도 속으로 변경될 수 있다. 인간과의올바른 상호행
동이 여기에서 비롯된다. 인간은 동물과의 복잡하고 의미작용을
갖춘 연결 속에서, 조련이나 가축화, 사냥이나 의례적인 전투 등의
수단을 통함으로써, 동물의 행동을 조직화하고 조정調整할 수 있
다. 식물의 경우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물론 생물 사이의 상호작
용 자체는 막대하며, 식물과의 관계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식물의 행동에 있어서의 시간성은, 의심할 수 없이 존재는
하고 있으나, 그것은 너무도 느린 것이며,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획득시켜줄 수는 없다. 동의하냐 아니냐는 별개로 치고, 인간과의
상호적인 운동과 작용은 지성을 갖춘 주요한 속성이다. 이 견지에
서 본다면, 예를 들어 식물의 위협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항상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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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나 ‘집합’으로서 인지된다. 동물의 모드가 ‘전략’이라고 한다
면, 식물의 위협은, 전염병과 마찬가지로, ‘증식’이라는 모드로 경
험된다. 따라서 동물성은 인간과 함께 행동을 조정하는 것으로부
터 나타난다. 인간은 이 행동을 이해하고 파악하고 혹은 의미를 갖
춘 것으로서 기술하는 존재라는 게 될 것이다. 놀랍고도 풍부한 테
제이다. 동물성은 담론, 상호적인 움직임의 조정, 행동의 분유의
교점에서 발견된다. 그 기반에 있어서는 인간과 동물 사이의 비대
칭성36)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동물성에 무관심하기란 불가능하다
에콜로지스트의 운동과 반려 동물의 증가에 의해, 우리 문화 속에
는 새로운 유형의 동물과의 관계가 수립되고 있다. 사육도 아니고
길들이기도 아니고 가축화도 아닌 에콜로지스트적인 접근법은
보호와 관련된다. 즉, 그것은 야생의 사냥 이후, 가축화 이후에, 정
묘한 방식으로 동물들을 우리의 장소와 우리의 말에 거주하게 하
는 운동을 의미한다. 주거와 언어가 인간의 공동체에서 공생하기
위한 두 개의 조건이다. 우리가 동물성과의 관계를 정의할 때 사용
한 대치라는 방식은 20세기 후반에 그 심층에서부터 변형되었다.

‘가축동물/야생동물’이라는 쌍도, ‘반려동물/보호해야 할 동물’이
라는 쌍으로 대체되고 있다. 정치적인 에콜로지는 항상 취약한 이
론적 기반밖에 갖지 못한다. 절감 직전의 종 보존은 계획이 아니
36) 일찍이 데이비드흄이매우 급한 걸음이지만 동물과 인간의 관계의비대칭성
에대해말한대목을지적할수있다. 인간본성론 2권2부12절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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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것은 도덕적 정당화, 혹은 윤리적 분노여야 한다. 그때 에콜
로지가 동물성에 대해 취하는 관계는 본질적인 것이 된다. 정치적
인 에콜로지의 주요 물음은 인간이 아닌 생물의 공동체에 대해 인
간의 공동체는 어떤 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를 아는 데 있다. 코끼리나 231 돌고래, 고래나 침팬
지, 혹은 팬더 같은 종에 대한 애착에서, 인간과 생물 사이의 연대
라는 것이 표명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만일 인간의 공동체가 그
러한 연대를 둘러싸고 구성되는 것이었다고 해도, 종의 보존이란
욕구, 혹은 욕망에서 발생한 것이지, 그 자체가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종들 사이의 연대는 인간의 공동체를 수립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고래가 과연 아메리카 인디언에게서 그렇듯이 우리
사회에 있어서도 토템의 역할을 맡고 있을까? 20세기 말에 걸쳐
있는 우리 문화 속에서는 우리 스스로를 알고, 동물에 대해, 그리
하여 동물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기 위해, 인지의 존재라는 것이
옹호되어야 할 기능으로서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돌고래나 고릴
라는 ‘지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들
은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릴라나 돌고래가 보호되
어야 하는 이유가 깊고 다양하며, 어떤 의미에서는 애매하다. 실제
로 그런 것인지, 그렇게 생각할 뿐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돌고래
나 고릴라의 지성은 그 밖의 주장에 근거한 행동을 취할 때에도 충
분히 합리적인 정당성을 부여한다. 특정 동물과 특권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모든 문화에서 발견된다. 서양의 문화는 그 관계
를 정당화하기 위해 인지라는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이 기준의 발
생도, 지극히 간접적으로 체험되어 온 진화적인 연속성이라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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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에 조응하고 있다.
인간과 동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정당화하기 위한 더 윤리적
이고 합법적인 이유를 찾아낼 수 있을까? 인간의 공동체에 있어서
의 도덕 철학이나 정치 철학에 해당하는 것을 인간과 동물 사이의
공동체에 대해 찾아내고자 해도, 아직 그것은 전제의 상태에서만
찾아낼 수밖에 없다. ‘에코소피’ 혹은 ‘에콜로지의 철학’이라고 불
리는 것은 아마도 변화의 조짐을 알리고 있다. 이러한 운동 중에서
가장 영향력을 가진 사상가 아르네 네스는 에코소피를 다음과 같
이 정의했다. 즉 에코소피란 에콜로지의 기본 개념(복잡성, 다양
성, 생물적 공생)을사용하여자연에서의우리종의 역할을밝혀내
려는 시도라고 정의되고 있다. 하지만 동물성은 거기에서는 자연
개념 속에 매몰되어, 인간도 생물일반의 부속품으로밖에 볼 수 없
다. 특징적인 것이지만, 네스의 주저 에콜로지 커뮤니티 라이프
스타일 의 목차에는 ‘동물’이나 ‘동물성’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37) 하물며 ‘인류’라는 사항이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는다.
자연 속에 인간을 집어넣는 것, 그리하여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의무
를 생각하는 것이 네스라는 ‘심층 생태론’의 사상가의 관심의 핵심
에 있다. 하지만 거기서는 네스는 인간과 동물 사이의 관계의 중요
성이나 다양성, 혹은 역할이라는 것을 성찰하지 않는다. 인간과 동
물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2차적
인 것에 머물러 있다. 인간과 동물 사이에 ‘특권적인 관계’가 있다
는 사고방식 및 그러한 관계가 인간과 동물 서로에게 유익하다는
37) 1989년에간행된이책은D. 로젠버그와의공저로쓰였다. 우리는캠브리지대
학교출판국에서간행된것을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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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방식은 에코소피에 있어서는 친숙하지 않은 사고방식이다.
에코소피라는 것은 오히려 유나 종의 분리를 위한 싸움이며 ─ 즉
그것은 종 사이의 접촉을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평화협정을 맺자
는 생각이다 ─ 이른바 게토적 전략을 권장하는 사고방식이다. 에
코소피에 있어서는 가축동물도 반려동물도, 혹은 서커스 오두막
의 동물도 존재하지 않는다. 에코소피는 무엇보다도 우선 첫째로,
모종의 ‘야생wildlife’을 보호하는 데 전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의 문학이나 이야기의 전통에는 인간과 동물 사이
의 ‘특권적 관계’에 관한 풍부한 실례가 있다. 종종 그런 실례들 속
에서 놀랄 정도의 강도强度가 발견된다. 인간과 짐승 사이에 모종
의 우정 혹은 강한 정서를 동반한 관계를 전개해 나가는 것은 가능
할까? 일반인용 창작에 있어서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긍정적
이고, 그 실례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한 명의 여자와 한 마리의
침팬지 사이의 강한 사랑의 유대를 그린 오시마 나기사大島渚의 영
화 막스 내 사랑 (マックス、モン・アムール, 1986년)이나, 장 콕
토의 미녀와 야수 (1946년) 등이 있다. 실제로는 이론가가 빠진
곤란은, 하나의 강력한 논리와 관련되어 있다. 왜냐하면 동물성을
인간과의 대치에 의해 정의하고, 인간과의 상보성에 의해서는 정
의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문제가 자연스럽게 배제되어 버리기 때
문이다. 인간과 동물 사이의 하이브리드한 공동체의 힘은, 그렇지
만 막대하며, 충분히 보편적인 것이다. 그 어떤 동물과도 특권적인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았던 문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문화는 적어
도 동물의 하나의 종과 관련되면서, 성스러운 것, 유희, 가축, 정서,
경제, 야생 혹은 더 단순한 것으로서는 요리법 같은 각종 모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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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시켜왔다.

이해관심과 의미를 공유하는 것
그런데 이런 하이브리드한 공동체에서, 인간과 동물이 어떤 유형
의 ‘이해관심’을 공유하는 것일까? 첫째로, 물질적인 이해관심이
있다. 즉 각각이 다른 쪽에 대해 식량의 가능성이 된다. 안전 및 번
식에 관한 이해관심도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달리 좋은 표현이 떠
오르지 않지만, ‘지적’이라고 일컬어지는 이해관심도 있다. 상호
호기심을 품고 있다는 것인데, 서로의 이 매력은 무엇을 분명히 드
러내는 것일까? 자신들의 자연환경에 있는 동물들도, 그 밖의 동
물에 대해 마찬가지의 호기심을 보이는 것일까? 동물들의 몇 가지
행동은, 이 점에서 보면, 더욱 알아야 할 만한 가치가 있다. 예를 들
어 톰슨가젤이나 누의 행동이 그렇다. 톰슨가젤이나 누는 부치하
이에나나 치타, 혹은 사자 등 자신을 둘러싼 포식자에 가까이 다가
가, 쫓길 위험을 무릅쓰면서도 포식자에게 시선을 돌린다.
동물이 인간 공동체에 대해 나타내는 이해관심 중에서도, 단순
한 유용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의미의 발생기generator로서 나타
내는 이해관심을 또 한 번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동물
들이 갖추고 있는 동물성은 “통제된 타자성”이라고도 불러야 할
것에 의존한다. 가족적인 동물은 공동체에서의 연대와 동시에 타
자에의 열림과도 관련지을 수 있다. 가축적인 동물(그것은 반드시
가축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는 인간이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고
유한 장소를 사고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근원적인 타자와의 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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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 즉, 개념화하기가 지극히 어렵지만, 그 존재가 무엇보다
도 강하게 느껴지는 외부가 자기를 위협할 때, 동물은 그 경계선이
된다. 샤만이나 그리스의 견유학파들은 이 점에서 주목해야 할 존
재이다. 왜냐하면 하이브리드한 공동체의 현실적인 구성을, 그들
의 실천을 통해 꿰뚫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먹을 때 맛있
는” 동물들이 존재하는 것만은 아니다. 거기에는 “생각하기에 적
합한” 동물들도 존재한다.
232

하이브리한 공동체의 어려움은, 언어를 사용한 커뮤니케이션

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해관심의 공유와 의미의 공유를 조정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있다. 야생동물이란 우선 공동체와 관계없
는 존재이며, 그러한 야생동물에 대해 맺어야 할 이해관심과 의미
의 공유 사이의 연대협정은 가축이나 길들인 동물과 맺어지는 협
정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 인간 공동체가 야생동물 없
이 사는 것은 가능한가? 이 물음이 우리 문화에 신들려 있다〔출몰하
고 있다〕.

그 밖에도, 하이브리드한 공동체가 상호 의무의 생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해 두자. 만약 인간이 동물에 직면하여 의
무의 관념을 품었다고 해도(바야흐로 고통 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
존재로서의 동물에 대해서), 그 반대는 분명히 성립하지 않는다.38)
동물원이나 자연공원은 이 물음에 대한 답이 아니다. 그것들은 반
대로, 그러한 장소에서는 하이브리드한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다
는 것을 나타낸다.
38) 이 문제에 관해서는 J-Y. 고피의 논의를 참조할 수 있다. Jean-Yves Goffi, Le
Philosophe et ses animaux, Nimes, Jacqueline Chambon, 1994, pp. 270-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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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붕어Carassius auratus’를 재미로 키우는 것은 가축화 개념으로도,
야생 개념으로도 이해되지 못하는 동물/인간의 하나의 관계를 설
명하고 있다. 이 ‘붉은 물고기’에 대한 열광은 8세기 중국에서 시작
됐다. 자산가들을 위한 견본을 낚시로 낚아 키웠다. 12세기가 되자
금붕어가 황제나 궁중 사람들에게 불러일으키는 열정이 새로운
직업을 탄생시키기에 이르렀는데, 그 일은 마치 동화에 나오는 일
과 같았다. ‘금붕어 사육사’라는 이 일은 금붕어의 돌연변이를 노
리고, 또 그러한 금붕어를 양육하는 소임을 맡고 있었다. 12세기에
는 더 작은 수조가 땅에 파인 연못을 대체한다. 1772년에 존재하던
금붕어는 92종류나 되고, 1958년에는 158종류가 된다. 매미의 인공
사육도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39)
가축화와는 크게 다르긴 하지만, 길들이기도 하이브리드한 공
동체 출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인간은 무리를 짓는 심리적 성
질을 가진 다른 동물을 잡아, 그것들에 먹이들을 주거나, 때로는
보호함으로써 자연 환경 속에서 후천적으로 획득된 자율성을 그
동물로부터 제거한다. 이에 관해서는, 대부분 그것은 ‘심리적인
덫’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수립된 의존관계는, 그러나 이중의 의
미를 지닌다. 즉, 인간도 동물에 대한 진정한 애정에 사로잡힌다.
동물한테는 포식적인 의존이며, 인간에게는 정서적인 의존이 된
다는 것일까? 하지만 그것으로는 조감도가 너무도 단순할 것이다.
왜냐하면 동물들 중에는 음식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만으로는 멈
추지 않는 것도 있고, 반대로 인간들도 길들인 동물을, 예를 들어

39) Jean-Pierre Digard, L’Homme et les animaux domestiques, Paris, Fayard,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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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처럼 정서적 지원을 하는 것 외의 많은 역할에 사용하기 때문
이다. 매와의 관계처럼, 때로 기묘한 생물적 공생이 귀결하는 적도
있다. 다른 종과 혼재되어 조직화되어 있지만, 공생한다고는 할 수
없는 동물의 공동체도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공동
은 항상 실용적인 상호성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결
코 자율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상이한 종류의 동물들
이 함께 생활하고 있지만, 그것은 오로지 인간의 중개에 의한 것이
다. 그런 놀라운 공동체(예를 들어 개와 양과 인간 사이의 공동체
등이 있다)에서 인간은 ‘시멘트’로서, 즉 절대적인 매개자로서 도
움이 되고 있다.
하이브리드한 공동체의 개념에 의해 제기되는 주요 물음은 다
음과 같다. 어떤 것은 언어를 이용하고, 다른 것은 거의 233 커뮤니
케이션을 할 수 없는 생물이 있고, 그렇지만 그러한 상이한 생물
모두가 이해관심과 의미를 공유한다면, 그러한 생물들 사이의 ‘사
회계약’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인간과 동물 사이의 의미
공유는 반드시 이해를 공유하는 것으로는 환원되지는 않는다. 근
대 정치철학은 특히 평등한 것들의 사회를 사고하고, 구성원들이
본질적으로 평등할 수 없는 공동체에 대해 사고하는 것을 기피했
다. 이 본질적인 불평등은 어떤 것은 언어로 가는 길이 있고, 다른
것은 그것이 없다는 데에서 기인한다. 인간의 공동체에 동물을 수
용하는 주요 전략 중 하나는 ‘평등’의 규정을 정하는 것, 이른바 동
물들의 지적 능력에서 생기는 도덕적・법적인 평등의 규정을 정
하는 것에 있다. 이것에 주목하는 것은 흥미롭다. 최종적으로 이
하이브리드한 공동체는 실천적인 것의 배치와 공유되어야 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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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협력에 입각한다. 이러한 배치나 상호성은 협상을 통해 만들어
지지만, 논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유하는 제3자의 문제는 우리가 인간 및 동물에 대해 취하는 관
계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 형상으로는 중세의 천사, 지능을 가
진 기계, 그리고 오늘날에는 발화를 하는 원숭이 같은 것이 있다.
인간과 동물 사이의 관계에 대한 사고는 항상 제3자로 구성된다.
모든 인간 공동체는 항상 다른 살아 있는 존재와 섞여 있다. 가장
많은 경우 그것은동물이며, 때로는 식물도있다(예를들어쌀이나
환각작용을 낳는 버섯 등을 생각하면 된다). 우리 인간은 왜 이렇
게 동물을 우리 공동체로 끌어들이는 것을 필요로 할까? 왜 인간
은 동물성과 무관한 공동체를 구성할 수 없을까? 우리 문화에서는
반려 동물이 증가하고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진행되고 있다. 이
러한 현상은 우리가 공동체로서 기능하는 방식에서 본질적으로
어떤 것과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그 이해의 단
서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로 동물과의 공동성을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 동물이란 정말로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무능력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어려
운 것이다.
토머스 네이글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즉, “폐쇄된 공간에서
얼마 동안 흥분한 박쥐와 함께 지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
구나, 근본적으로 이질적인 삶의 형태를 만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
미하는지 알고 있다”라고.40) 박쥐가 되는 것, 즉 세계를 소나sona에
40)Thomas Nagel, “What Is It Like to Be a Bat?”, The Philosophical Review, Vol. 83, No. 4,
1974, p.438. ; Mortal Questions,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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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반향 정위〔소리를 쏘아 되돌아오는 소리를 통해 위치를 파악함〕를 통해
지각하고 하루의 대부분을 천장에서 거꾸로 매달려 지내는 동물
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네이글은 한 명의 인간에게 박쥐의
관점에 선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려고 한다. 네이글은 극
히 비관적으로, “모종의 사실에 관해서는, 그것을 표상하고 이해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실존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이고 있다.41) 모든 박쥐의 경험의 본질을 탐
구하는 네이글은 한 마리의 특정한 박쥐의 경험의 집합을 연구하
는 것이 아니다. 즉, 그는 적절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박쥐성’이
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 즉 박쥐의 주관적 시각에서 본 객관적인
규정을 이해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만약 인간이 전극이 달린 헬멧
을 머리에 달고, 박쥐의 뇌가 감각에 의해 자극되는방식과 마찬가
지로 자신의 뇌를 자극한다면, 그때 그 인간은 박쥐가 234 된다는
것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다! 서로 다른 다수
의 종으로 이루어진 구성원들이 수많은 물리적인 사건을 이해한
다는 것은 객관적으로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종
에 속하는 모든 구성원이 이 사건을 현상적인 수준에서 지각한다
는 것, 게다가 그것을 다른 종에 속하는 하나의 구성원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지각한다는 것을 조금도 의미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건
그만큼 사정이 나쁜 것일까?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이는 결코 성
가신 일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태의 진실을
믿을 수 없는 것일까? 네이글은 그의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

41) Ibid., p.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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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드 데이비슨을 인용한다.42) 즉, 만약 ‘심적 현상’이 물리적 인과
성에서 발견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물리적 서술에 의해 이해되어
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정신물리학적인 작용을 믿을 충
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의 진정한 정신물리
학적 이론을 결코 얻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다. 상상
력에 의지하지 않고, 이런 경험이 지닌 주관적인 성질을 생각할 수
있을까? 네이글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과 엄밀하게 대칭
적인 상황이 리처드 도킨스에 의해 서술된다.43) 이 상황도 항상 박
쥐의 반향 정위에 관한 것이다. 도킨스는 이해는 할 수 있으나(즉
박쥐의 반향 정위의 수학적 모델은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잘 상
상할 수 없는 현상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편향
된 상황을 ‘깊이 혐오해야 한다’고 느낀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특정한 현상에 대한 개념을 소유하고 있
지 않다든가, 그것들은 획득되어 자명한 것이 되고 있어서 우리가
그 개념을 잘 사용할 수 없다든가,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국 동물과의 관계에서 차단된다는 것이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
다. 다른 식으로 말한다면, 다양한 관점을 갈고 닦아서 행동을 계
획하거나, 또는 이해 불가능한 것에 대한 새로운 신뢰를 산출하고,
그러한 것의 제도화를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해 불가능한 것
은 확실히 어느 정도 닫힌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는 해도 결코

42) 특히데이비드슨의텍스트로, 네이글은1970년의논고“Mental Events”를인용
한다. Cf. Donald Davidson, “Mental Events”, in Essays on Actions and Events, Oxford
University Press, 1980.
43) 리처드도킨스, 눈먼시계공 , 이용철옮김, 사이언스북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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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바로 동물성의 사례다. 확실
히 동물성의 개념에 대해 기술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그렇다
고 해서 동물성이 배제되어야 할 개념인 것은 아니다. 동물성이 무
엇인가에 대해 인간이 명석하고 지혜롭고 솔직한 표상을 갖고 있
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자신들과 동물 사이에 본성상의 차이를 느
끼고 있지만, 그래도 인간은 양자와 관련된 하이브리드한 공동체
를 구성할 수 있고, 동물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에 대해 사고하
고 있다. 동물성에 대한 인간의 관계는 ‘인지의 해석학’ 및 ‘상상력’
이라는 두 가지 과정process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간에게서나 동물
에서나 자신들이 아닌 것을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다
시 한 번 발견된다고 하더라도(왜냐하면 인간은 동물성에 관한 정
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하물며 동물은 인간에 관한 정확
한 개념 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도 양자의 관계는
근본적인 부분에서 비대칭적인 것에 그친다. 왜냐하면 인간이 상
상력을 통해 동물성을 이해하는 것은 상호적인 것이 아니라 일방
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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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물성과 ‘기계성’

동물, 식물, 의미를 발생시키는 인공물 및 인간. 이런 것들이 하이
브리드한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실체적인 클라스class이다. 갓난아
이라는 존재는 특별한 위치 부여를 필요로 한다. 즉, 갓난아이란
언어 없는 생물이지만, 언어를 획득하도록 요구받은 존재이며, 그
상태는 일시적일 뿐이기 때문이다. 또 특히 인공물은 도래할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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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전적으로 새로운 타자성을 도입할 것이다. 그런데 동물에
대한 관계성과 똑같은 관계성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인공물
을 생각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인공물이란 살아 있는 것인가 아
닌가라는 물음으로 변환될 필요가 있다. 모순된 말이 되겠지만, 아
마 이 관점에서 인공적인 ‘생명’의 성공을 고찰해야 하며, 통상 제
시되는 생물학적 전망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즉, 공동체가
인공물의 주위에서 발전할 수 있게 된 그 지점에서 비로소, 인공물
이 의미의 발생기generator가 된 것이다. 그 밖의 그 어떤 기술도 이런
의미상의 효과를 야기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타자성을 귀속시
킬 수 있는 인공물만이 의미를 수반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
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공물이라는 사고방식을 매개로 하여, 길들
이거나 가축화하는 것이 가능한 기계라는 놀라운, 그렇지만 아프
리오리한 관념을 나타낼 수 있다. 하이브리드한 공동체에서 인간
은 동물이나 기계와 전적으로 동일한 행동을한다. 그리고 이런 공
동체에서는 공동체의 자연 그 자체가 책략을 짜내고 있다.
또 이것들 외에도, 많은 예술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인터랙티브
한interactive 기계의 존재가, 다가올 미래의 인공물의 전개에 대한 진
지한 사고를 재촉하고 있다. 이러한 인공물은 인지를 여는 것일 뿐
아니라, “의미를 부여받은” 것으로서도 존재한다. 카트린 이캄과
프랑수아루이 플루리의 〈타자L’Autre〉는 그런 사례 중에서도 가장
기획과 기획으로 가득 차 있다. 거기에서는 매우 단순한 디지털 영
상으로 비춰진 얼굴이, 그 얼굴과 함께 움직이는 사람의 신체 운동
과 상관하면서 표정을 바꿔간다. 이 기계는 단순히 정보만을 취급
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도 다루고 있다. 얼굴과의 상호작용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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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본인과 비슷하지만 그러나 근원적으로는 완전히 상이한,
철저하게 만들어낸 얼굴과의 관계에 놓여 있다. 그리하여 사람들
은 종종 이 이해 불가능한 관계 속에서 현기증에 사로잡히는 느낌
마저 든다. 종종, 아니 오히려,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도 지극히 많
은 경우, 인공물과 대치하는 인간은, 자신 안에 리얼한 정서가 증
대되는 것을 느낀다. 이 기계는 자동기계가 아니다. 오히려 전적으
로 그 반대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오히려 수용체이다. 그러나 그
런 수용체에 대해, 인간이 털어낼 수 없을 정도의 정서를 얼마나
투영하고 있다는 것일까? 우리의 정서는 매우 가난하기 때문에,
기계장치의 것조차 우리 안에 어떤 감정을 발생시킨다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는 오늘날까지, 동물성에 대한 우리의 관심의 기반이
되는 것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고 있었던 것일까?

238

옮긴이 해제

이 글은 프랑스의 동물학자 도미니크 레스텔Dominique Lestel의 저작
동물성 : 인간의 위상에 관한 시론 을 번역한 것이다. 이번의 번역
에 사용한 텍스트는 최근 새롭게 출판된 판본에근거하지만, 이 저
작 자체는 원래 1993년에 다른 판본으로 출판되었다(Dominique

Lestel, 239 L’Animalité : Essai sur le le statut de l’humain, Hatier, 1993 ; rééd.
L’Herne, 2007). 이 글에서는 이 중 2부 ｢하이브리드한 공동체 Les
Communautés Hybrides｣를 번역했다.
일본에서는 아직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은 저자 레스텔의 경력
을 간략하게 적어두자. 레스텔은 현재 프랑스고등사범학교(에콜

362 현대사상 2009년7월호<인간/동물의분할선>

노르말)의 인지연구부문의 조교수, 국립과학연구센터(CNRS)의
공동연구원 및 프랑스국립자연사박물관과 국립과학연구센터, 파
리7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생태인류학과 민족생물학연구소
Laboratoire d’Éco-anthropologie et d’ethnobiologie’의

연구원을 겸임하고 있다.

그의 전문분야는 크게 말해서 동물행동학 및 철학이라고 할 수 있
다. 약간 자세하게 말하면, 원숭이에 있어서 네크워크적 인지 실험
으로 대표되는 동물행동학적인 성과를 동물에 있어서 사회성이
나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로 확장하고, 동물행동학이나 인간-동물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철학으로 제시하는 폭넓은 범위의
연구를 하는 것이 그의 특징이다(본문을 전체적으로 살펴본 독자
라면 그 범위의 넓음을 실감할 것이다). 이미 다수의 저작이 있는
레스텔의 대표 저서로는 다음을 꼽을 수 있다.
∙ Paroles de singes : L’Impossible dialogue homme primale, La Découverte,

Paris, 1995.
∙ Les Origines animales de la culture, Flammrion, Paris, 2001.
∙ L’Animal singulier, Seuil, Paris, 2004.
∙ Les amis de mes amis, Seuil, Paris, 2007.
레스텔은 2007년 및 2008년에 일본을 방문했고, 2008년 방문 때에
는 도쿄재불회관 및 도쿄대학 글로벌 COE ｢공생을 위한 국제철
학연구교육센터共生のための国際哲学究教宵センター｣에서 강연을 했다.
레스텔이 그때 행한 논의의 자세한 내용은 도쿄대학에서 행한 강
연에 관한 고하라 카이郷原佳以 씨의 탁월한 리포트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http://utcpx.u-tokyo.ac.jp/from/biog/2008/02/post-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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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 글에서 번역한 대목에 대한 내용을 개괄하자. 레
스텔은 바타유, 이어서 루소나 볼테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철학
적 동물관을 총괄하면서, 새로운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제기하는
데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매우 응축된 형태로 설명한다. 고고학이
나 문화인류학, 혹은 르루아-구랑에서 스티글레르에 이르는 기술
의 인류학에 대한 다양한 계보가, 모종의 극히 정연하고 엄밀하게
비판적 검토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번에 번역한 대목만으로도, 인
지 및 환경의 철학이라는 현재의 하나의 커다란철학적 조류가, 프
랑스의 전통적인 인문학의 영역과 어떻게 교착하면서 전개될 가
능성이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한 조감도를 독자는 얻을수 있을 것이
다. 단적으로 말하면, 레스텔이 이 교점에 던진 돌멩이 하나가 바
로 ‘동물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특정한 스케일로 움직이는 모
든 것에 공통될 가능성의 조건을 지목한 이 개념은, 동물을 인간과
대치하는 타자성의 틀에 밀어 넣는 것이 아니다. 동물성이란 오히
려 근본적・내재적인 열림을 가리키는 개념이며, 거기에서는 언
어 없는 논리나 이해 없는 행위의 상호 간섭의 가능성을 섬세하게
음미할 것이 요청된다. 레스텔이 생각하는 이런 ‘동물성’의 사정거
리 밖에 있는 ‘식물적인 것’ 또는 ‘동양적인 것’이라는 위상도 또한,
일본의 독자에게는 도발적인 의의를 가질 것이다. 인간은 동물이
다, 라는 단순한 테제는 레스텔에게서 결코 ‘가난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동물 및 그것들과 맺게 되는 관계의 사실적복잡성을 받아
들이는 것으로부터, 철학적 의미에서의 ‘동물=인간’론이 드디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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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동물과 함께 ‘일한다’는 것
: 해러웨이가 본 노동하는 동물들 *44)
다카하시 사키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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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일단 읽으면, 도나 해러웨이의 문장만큼 재미있는 글은 없다. 몇
번이나 의자에서 떨어져 배가 아플 때까지 웃게되고, 어려운 대목
은 소리 내어 읽게 된다. 맥락과 어휘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조금씩 내용이 풀려갈 무렵에는, 이쪽의 마음도 풀려 있다. 즐겁
다.
가장첫 번째로 알고 싶었던것이나, 줄곧 마음에 걸려 있던 것과,
나보다 아주 조금 앞서서, 아주 조금 다른 상황을 골라서, 격투해
주는 선배, 그것이 해러웨이라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사반 세기 전
부터 그랬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
이것이 요 전날, 해러웨이의 신작 When Species Meet(종과 종이 만날
때)1)을 읽었을 때의 감상이었다.
해러웨이라고 하면 과학사를 하는 사람으로, 처음부터 책상 앞

* 高橋さきの, ｢動物と一緒に≪働く≫ということ : ハラウェイの見た労働する動
物たち｣, 現代思想 , 2009年7月号.
1) [옮긴이] Donna J Haraway, When Species Meet , Univ Of Minnesota Pres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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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줄곧 앉아서 작업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
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예일에서
발생학 대학원생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해러
웨이는 우즈홀 해양생물학연구소에 있었다.
우즈홀은 노벨상을 수상한 시모무라 오사무下
村脩 씨가 평면해파리Aequorea victoria 연구를 하고

있어서, 지난 해 대단히 화제가 되고 있지만,
요컨대 생물학의 필드(현장) 연구의 메카이다. 게다가 시대는, 세
포보다 작은 것을 취급하면 무엇이든지 분자생물학으로 여겨지
는 분자생물학의 흥성기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러한 날것 그대로
의 생물이 꿈틀거리는 장소에서, 해러웨이는 책 냄새를 맡으면서
발생학사와 씨름하기 시작한다.
필드라는 현장의 기분을 한껏 들이마시면서 쓰인 말이라는 현
장과도 격투하고, 책의 곰팡이 냄새를 몸에 걸치면서, 또한 필드에
나가 대화한다. 어떤 현장에서 본 광경을 다른 현장에서 본 광경과
서로 대질시킨다는 방법론은, 그 다음으로 씨
름한 영장류학사 분야에서 크게 꽃피웠다.

1990년에 나온 크고 무거운 프라이메이트
비전스 2)에서, 그녀는 다양한 영장류 학자들
의 현장에 나가 그들과 대화하면서 영장류학
의 역사를 서술하고, 그리고 인간을 포함한 영
장류라는 241 존재와 마주했다. 그리고 몇몇 영
2) [옮긴이] Donna Haraway, Primate Visions : Gender, Race, and Nature in the World of Modern
Science, Routledge,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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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류학자와는 책이 나온 후에도 계속 대화를 했다. 그리고 어느덧
한 걸음을 더 내디뎠다. 어느 샌가 인간 이외의 생물과 직접 마주
하는 장을 자기 부담으로 갖기 시작했다.
진화라는 의미에서 인간은 영장류의 다양한 동물들과 친숙한
존재일 수 있다. 그러나 일한다・생활한다고 할 때, 인간과 가장
친숙한 존재는 반려동물companion animals이라고 불리는 일군의 생물
들일 것이다. 반려종companion species이 반드시 자연상태에서 존재한
생물인 것은 아니다. 가장 오래되었다고 일컬어지는 개라면 늑대
로부터, 또 돼지라면 멧돼지로부터 ‘작출作出’된 생물이기도 하다.
반려종에는 인간과의 관계가 곳곳에 새겨져 있다. 그리고 당연한
데, 반려종과 인간의 관계는 두 가지 종만으로는 완결되지 않는다.
일례를 들면 반려종인 닭이나 돼지가 있는 생활에서 출현한 A형
신종인플루엔자는 순식간에 세계로 전파되었고, 이 신종 종에는

‘돼지’라는 이름이 새겨지며, 이집트의 돼지들은 도축장으로 보내
졌다. 인간=사람도, 반려종도, 모두 전지구화의 한복판에 위치하
고 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인간과 반려종은 함께 일하고 생활
하면서, 세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해러웨이가 마주하기 시작한 것은 그런 반려종들이었다.

II
반려종과 마주함으로써 보이는 것은 많이 있다.
하나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에서 한 가지 핵심 부
분이라고도 해야 할 존재가 되고 있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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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일 것이다. 인간도 생물이기에, 지금까지 집중조명spotlight을
받아온 (인간이나 몇 가지 종의 생물만이 가능한) 언어를 통한 커
뮤니케이션만이 커뮤니케이션인 것은 아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
연한 것이지만, 학자란 기본적으로 성숙한 상대의 글쓰기 언어에
서의 발언을 대상으로 하여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어쩌면 쌍방향
의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에 서툴기도 한다. 자신이 서툰 것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 사람이 적은 것은 무리가 아니다. 행동이라든가 표
정 같은 것 이전의 마음이 통하게 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의 축적이
그다지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자신이 서투른 것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 사람은 적다고 말했지
만, 이것은 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 마음이 통하게 한다 »
라는 양상phase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는, 자신 이외의 인간들을 관
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그 안에 내재하는 계를안에서의 시선
으로 관찰하는 방법론이 유효해지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이
다. 자신이 서툴다고 생각되는 것을 내부 관측의 대상으로 삼으려
면, 모종의 정색을 한 화해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반려종의 커뮤니케이션이라면 어떨까? 게다가 자
신이 그 커뮤니케이션을 마음껏 즐기고 있는 장면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자신도 모르게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을 내부 관측하
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인간-반려종의 커뮤니케이션의 장에
서는 언어 커뮤니케이션이 상대적으로 희박한 만큼, 자신이 한쪽
의 주체가 되는 형태의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내부 관측계가, 곧바
로 짜이게 된다. 그것이 페스트의 관측계인지 아닌지를 떠나, 눈앞
에 있는 마음의 소통방식의 이러저러한 장면을 의식적으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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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나간다는 접근법이 생물학사에서 신나는 접근법임에는 틀림없
을 것이다. 동물이나 어린이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생물학사 전문
가들은 우연한 기회에 동물들이나 어린이들을, 인간인지 242 동물
인지 분간할 수 없는 어조로 말하는 때가 있다. 그런 장면과 나는
몇 번이나 조우했다.
그리고 단지 반려종과 함께 생활하는 것만이 아니라, 항상적으
로 모종의 협동작업을 계속했다면, 깨달을 것, 말해야 할 것은 지
수함수적으로 늘어날 것임에 틀림없다.
반려종이라는 존재와 대등한 관계로 관련을 맺는 장으로서 해
러웨이가 찾아낸 것은, 참으로 깔끔한 장이었다. 찾아냈다고나 할
까, 있는 그대로 말하자면, 맞닥뜨렸다고도 보이지만, 그 «장»이란
인간과 개가 함께 참가하는 Agility 경기이다. 한 마디로 말하면, 개
와 인간이 2인3각으로 행하는 장애물 경쟁. 서로 상대의 호흡을 재
면서 행하는 육체 승부. 그래서 그녀는, 협동작업이라는 장소에서
의 커뮤니케이션에 정교・치밀한 안테나를 설치하고, 문득 의사
가 오가는 컨택트contact의 순간을 내부 관측해 왔다.
인간과 동물이 관계할 때 필연적으로 생기는 사회관계의 여러
가지가능숙하게 사상捨象되고, 게다가 지속적인협동의 장이 유지
되고 있다. 정말로, 잘 만들어진 ‘관측계’가 아닌가. 경탄할 수밖에
없다. 그런 관측계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철저하게 밝혀내어 정
리해나가면, 다른 사회관계도 관련되어 있는 «평범한normal» 장에
서도 여러 가지 깨달을 가능성이 생기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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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Agility 경기를 «협동작업»이라고 썼는데, 이것에는 의미가 있다. 인
간은 오래된 역사 속에서, 항상 반려종과 함께 일해 왔다. 여기에
서 «일하다»는 것은 노동의 재생산이나 차세대의 재생산도포함한
개념으로서의 노동이다. 마음을 통하게 하는 콘택트의 순간을 포
착하는 것이 «함께 작업하는» 현장이라는 것에는, 그래서 의미가
있다. 노동으로 이어지는 «협동작업»의 현장이라면, 신나는 내부
관측의 장이 된다.
개와 일한다고 하면 어떤 현장을 떠올릴까.
나도 모르게 파트라슈가 눈앞에 떠오르고, 가사와 멜로디가 머
릿속을 맴도는 세대의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다. “플란다스
의 개”는 어디까지나 일본적 현상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진 것은 말들이나 소들과 무거운 짐을 지는 노동에 매달
리는 일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나 말뿐만이 아니다. 개도 마찬가지다. 근대 일본 최대
의 민중반란이라고 일컬어지는 쌀 소동의 발원지는 우오즈魚津가
아니고, 교과서에 적힌 것처럼 앞치마를 두른 주부가 쌀가게로 몰
려간 것도 아니다. 단서를 연 것은 쌀 한 가마니, 사람에 따라서는
두 가마니도 짊어지는, 항구에서 출하하는 쌀 운반에 종사하고 있
던 여성들이다. 이러한 것을 듣고 글로쓴 이모토 미츠오井本三夫 씨
는, 이것은 이모토 씨가 원래 물리학자라는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
하지만, 노동의 내용이랄까, 사물이나 인간의 움직임에 매우 의식
적이어서, 그 탓일까, 노동의 내용도, 그것을 담당한 인물상도 생
생하게 전해져온다. 본문에서 “귀여운 개였다. 저걸로 얼마나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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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지”라고 얘기되는 “사할린 허스키”의

“에스”와 함께 미즈카미 히사水上ヒサ 씨가 짐
을 끄는 사진의 캡션(

北前の記憶 , 218頁)은

이런

식이다.
쌀을 10가마를 얹히면 포장까지 합쳐 700
킬로그램, 엄청난 무게를 사할린 개와 끌

사할린 허스키

어당기는 히사 씨

243

“개와 사람과 큰 짐수레가 연합된 존재”는 “목발을 짚은 사람”,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콘텍트렌즈를 착용한 사람” 같은 존
재에 대해, “인간의 외연은 어디까지인가?”, “사이보그란 무엇인
가?” 같은 것에 대해서 80년대에 실컷 논의한 자로서는, 매우 친숙
한 «생물-기계계», 이 경우라면 «인간-(인간 이외의)동물-기계계»
의 양태이다.
혹은, 이것은 해러웨이 자신이 말했는지 여부는 자신이 없으나,
해러웨이가 오랫동안 다뤘던 형상인 사이보그의 개발과 비교할
수 있는사태로서, 견종犬種의육성이 다뤄지고있었다고도생각한
다. 이런 맥락에 관해서 육종育種 관계자라면 생각날지도 모르는
것이 저먼 셰퍼드German shepherd일 것이다. 오랫동안, 개의 유전학을
연구해온 다나베 유이치 씨의 사람과 개의 인연 3)에는, 19세기
말 독일에서도 퇴역 육군 대위에 의해 육종된 이 견종이, 참호전이

3) [옮긴이] 田名部雄一, 人と犬のきずな , 裳華房,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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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일컬어지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뒤로 기운 등에 탄약이나
의약품을 메고 참호에서 참호로 적의 탄환이 빗발치는 곳을 오가
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 모습이 극장판 사이보그의 원형이 아니
라면 무엇일까? 할리우드의 명견 링칭칭도 미군 병사가 프랑스 전
선에서 가져간 독일군의 저먼 셰퍼드였다.
개라고 하면, 마타기들〔일본 토호쿠 지방의 산간에 사는 사냥꾼들〕과 함께
일하고, 다이쇼부터 쇼와 초반에 걸쳐 사라져간 수많은 견종들을
떠올리는 분도 있을지 모른다. 과거에, 이 나라에도, 다양한 워킹
도그working dog들이 있었던 것이다.
사라졌거나 사라지고 있는 것은 개만이 아니다. 말의 예를 들어
보자. 노동이라는 맥락에서 소형의 일하는 말이라면, 과거 탄광의
갱내 등에서 일하던 포니pit pony를 떠올리는 분도 많을 것이라고 생
각한다. 하지만 농업 현장에서 ‘여자아이’와 함께 일하던 마음씨
착한 소형말로 기소우마木曽馬가 있다. 그러나 메이지의 초기에 수
천 마리나 있었다고 하는 이 기소우마는 군마軍馬로서의 적성(특
히 사이즈)이 부족했기 때문에, 국책으로서 다른 대형 외래종과의
교배 대상이 되고,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멸종 직전까지 몰렸다.
하지만 인간이 반려종과 함께 일하는 장면은, 반드시 아름답거
나 서글프거나 하는 것만은 아니다. 할 말을 잃은 광경을 만나기도
한다. 탄광에서의 그것, 선산先山과 후산後山(후산은 후향이라고 하
며, 선산의 작업을 돕는 작업이다. 선산의 작업은 채탄부, 지주부支
柱夫 등이다.

선산이 채탄부일 경우, 후산은 채굴된 석탄을 막장에

서 주 갱도까지 실어 나르는 작업을 주로 맡는다. 큐슈 지방의 탄
광에 많다. 부부가 짝을 이루는 경우가 많은데, 여성의 선산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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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있었던 기록도 확인된다)이 전라全裸에 가까운 모습으로
일했던 다이쇼 시기의 갱내에서는, 채굴한 석탄의 운반에 말도 사
용되었다. 이제부터는 나카무라 마사노리 씨의 노동자와 농민

4)

에 의존하는데, 노동 내용이 존엄하게 묘사된 후에, 듣고 쓰는 소
개의 해설이라는 형태로 ‘마욕탕馬風呂’에 대한 언급이 이어진다.
그리고 “‘마욕탕’이라는 것은 1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씩, 운반을
위해 갱내에 있던 말을 데리고 나와 목욕을 시키기 위한 목욕탕을
말하는데, 피차별부락 출신인 자는, 말이 나온 후에야 이곳에 들어
갈 수 있었다”는 광경이 묘사된다(1998, 417~418頁). 이 광경은 노
동이라는 맥락에서 오랫동안 기억에 새겨져 있던 광경이었는데, «
반려종»과의 «협동작업»이라는 맥락에서 이 광경을 떠올릴 때, 마
음이 서로 통하여 함께 일한 말을 겨우 바깥의 빛으로 끌어내 몸을
씻고, 보살피는 과정이 지닌 정치성의 모습에 소름이 끼친다. 이런
광경을 동물의 존재도 시야에 넣어서 말하기 위해서는, 인간-반려
종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기초적인 논의가 불가결한 것처럼 내
게는 생각된다.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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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현대에서 쉽게 잊히기는 해도, 말이나 소나 개는 원래 워킹
애니멀working animal이었기 때문에, 일하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른다.
아주 최근까지도, 개라고 하면 파수를 보는 개, 말과 소라고 하면

4) [옮긴이] 中村政則, 労働者と農民 , 1976,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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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을 끄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일하는 것이 당연지사. 겸사겸사 말
하면, 고양이는 쥐를 잡았다.
그럼 실험실의 동물은 어떨까? 실험실에 있는 쥐나 생쥐 같은 동
물들은? 이 동물들에도 통하는 부분은 있지 않을까? 실험실은 특
별한 장소가 아닐지도 모른다. 연구자들에게 생활이 있고, 그들이
그 연장선상에서 무사히 일을 하고 있듯이, 동물들도 특별한 존재
가 아니라면 «일하다»는개념을 도입함으로써보이는부분이 있을
지도 모른다. 실험실에서 쥐나 생쥐들이 놓인 상황을 노동의 맥락
도 함께 곁들여서 파악해 보면 어떨까?
뭔가, 설레지 않을까? 지적받지 않으면 눈치 채지 못하지만, 일
단 눈치 채면 그런 것은 아주 옛날부터 있던 전제인 것처럼 느껴지
는 행복한 순간이라는 것이 세상에는 가끔 있다.
실험동물에 그동안 적용되었던 여러 개념들, 예를 들어 복지, 권
리, 윤리 같은 개념에 대해, 인간과 관련해서 조금만 생각해보고
싶다. 이런 개념은, 개념 자체의 기원은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구체적 경위는, 우선 «일하다»를 둘
러싼 공방전에서 시작한 것이 아닐까? 전전戰前의 최대 사회정책
이 공장법을 둘러싼 것이었다는 점은 가즈하야 야소지의 사회정
책사 5)에 자세하다. «일하다»라는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
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은 역사가 말하는 것 아닐까? «일하다»라는
발상이 결여된 개념은 깊이가 결여된 것 아닐까? 그것은 인간 이
외의 동물이어도 마찬가지 아닐까?

5) [옮긴이] 風早八十二, 社会政策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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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이라는 실험 장소에서 윤리 규범 같은 필터만을 통해서
논의된 많은 것들로부터, 쓰윽 안개가 걷히는 듯한 느낌을 적어도
나는 맛봤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런 많은 것들이, 다른 필드의 다
양한 사태와, 갑자기연환連環을 띠는 것들로부터 떠오른다는 느낌
마저 들었다. 실험실 안팎에 복수의 입지를 설정하고, 실험실을 둘
러싼 각종 «지식»을, 상황 속에 놓인 지식situated knowledges으로 파악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면, 실험실이라는 장소 자체가 «생물-기계계

» 혹은 «인간-(인간 이외의)동물-기계계»라는 «삶»-자본론의 1권의
하나의 현장으로 간주될 것이다. 이른바 «생물-기계계»는 해러웨
이가 원숭이와 여자와 사이보그 에서 다채롭고 다양한 젠더/섹
슈얼리티의 존재방식과 더불어 그려낸 현장에 다름없는 게 아닐
까?
실험동물의 고전적 대명사라면, 사실은 쥐도 생쥐도 아니고, 기
니피그를 꼽아야 할지도모른다. 개를대동帶同한 인간이 유라시아
대륙에서 육교를 넘어 아메리카 대륙에 도달해, 남에서 남으로 내
려가 간신히 도달한 땅에서 식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낸 생
물이다. 그 출신 자체가 연구대상이 되어버리는 이 반려종은, 사실
은 사랑해야 할 마음씨 좋은 생물이기도 하다. 우리집에도 예외가
아니어서 테셀(기니피그의 곱슬머리의 긴 털을 지닌 종) 한 마리
가 있는데, 해러웨이에게 자극을 받은 눈으로 보면, 이 기니피그
씨가, 245 기르는주인인딸을 «치유하는» 작업을하고있는것은물
론, 그 덕분에, 자신의 감정노동이 대폭 경감되는 것을 날마다 실
감하게 되었다. 게다가 내가 화를 내면, 이 주인은 기니피그 씨를
내게 살며시 데려와 내 무릎 위에 올려둔다. 기니피그 씨는 주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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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도 경감해주고 있는 것 같다.

V
자, «사이보그»이다.
약간 딱딱한 이야기가 되어서 미안하지만, 기술 전문가적인 서
술 방식을 한다면, 80년대 후반~90년대 전반기의 사이보그 상황
에 대해서는 «생체»와 «센서+CPU+작동장치actuator» 사이의 인터
페이스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는 것이 유효했다. 그러나 그 후의
테크놀로지 상황을 고려한다면, 그러한 인터페이스가 놓인/접합
된 네트워크나 웹 같은 계 전체를 건드리지 않고, «생체»와 «센서

+CPU+작동장치»라는 장면만을 말하며 끝내려고 하는 것은 더 이
상 불가능할 것이다. 참고로 이 점은 4반세기 전에 집필되었던 ｢사
이보그 선언｣( 유인원, 사이보그, 그리고 여자

6)

수록)에서 이미

간파된 바와 같다.
계 전체와 관련된 것들로서, 최근 10여년 동안, 노동이라는 장면
에서 생긴 다양한 질적 변화의 예를 든다면, 예를 들어 지금의 아
이들은, 세심하게 설명해주지 않는 한, 휴대폰이나 단말기를 소지
한 택배기사에 의한 개별 배송이라는 장면이 전부터 존재하고 있
었던 게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또 이것은 아픈 기
억인데, 휴대전화 보급이라는 상황에서 일용 파견이 급속하게 확
대될 것이라는 점을, 몇 번이나 법률이 개정된 과정을 통해 나는
6) [옮긴이] 도나해러웨이, 유인원, 사이보그, 그리고여자 , 민경숙옮김, 동문선,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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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파할 수 없었다.
인간과 기계라는 특정한 인터페이스만을 문제로 삼는다면 몰라
도, «사이보그가 위치하는 계» 전체를 문제로 삼는다면, 인간과 기
계의 경계의 변형과 동시에 진행된, 인간과 인간 이외의 동물의 경
계의 변형에도, 아무래도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 위
에서 처음으로, «생물-기계계» 혹은 «인간-(인간 이외의)-동물-기계
계»를 논의의 도마에 올리는 것이 가능해진다.
인간과 반려종의 교류는 길다. 하루 24시간이라는 눈금으로 생
각하면, 우리는 자고 있는 시간 이외의 대부분을 어떤 형태로든 일
하며 보내고 있는 만큼, 인간과 반려종의 관계를 노동이라는 맥락
에서 생각하는 것이 유용한 것은 틀림없다. 그렇다고는 해도, 인간

-반려종의 관계가 «일하는» 장면에만 수렴할리는 없고, 이번엔 언
급조차 하지 못했지만, 해러웨이가 When Species Meet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장면에 머무르는 것은 아님은 말할 필요도 없
다.
아무튼 지금까지의 사이보그나 영장류를 실마리로 삼은 고찰에,
이 새 책에서 다양한 반려종을 둘러싼 위치설정이 더해짐으로써,

‘몸’을 현장으로 하는 생활이나 노동의 조감도가 드디어 선명하게
된 것을 솔직하게 기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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