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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책은자크랑시에르가‘정치와미학’의 관계에대해 논한글들을 중몇개를선
별해서 옮긴 것이다. 각각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 Jacques Rancière, “Contemporary Art and the Politics of Aesthetics”, Beth Hinderliter
et al. (eds.), Communities of Senses : Rethinking Aesthetics and Politics, Duke University
Press, 2009, pp.31-50. (2003년 4월 발표)
∙ Jacques Rancière, “The Thinking of Dissensus : Politics and Aesthetics”, Paul
Bowman and Richard Stamp (eds.), Reading Rancière, Continuum, 2011, pp.1-17.
(2003년 9월 발표)
∙ Jacques Rancière, “Does ‘Democracy’ Mean Something?”, C. Douzinas (ed.), Adieu
Derrida, Palgrave, 2007. (2005년 5월 발표)
∙ Jacques Rancière, “Should Democracy Come? : Ethics and Politics in Derrida”, Pheng
Cheah, Suzanne Guerlac eds., Derrida and the Time of the Political, Duke University
Press, 2009, pp.274-288. (2006년 2월 발표)
2. 표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원문의 이탤릭체는 단순한 라틴어일 경우 ‘ ’로 묶었고, 강조의 의미가 뚜렷한
경우에는 굵은 글씨로 표시했다.
∙ 인용은 대체로 “ ”로 묶었으나, 단어 등은 단순 라틴어 표기와 마찬가지로 ‘ ’
로 적었다.
∙ 옮긴이가 문장이나 내용을 추가한 경우, 그리고 이탈리아어 원문을 병기한
경우에는[ ] 안에넣고작은글씨로표시했다. 그러나같은단어나구절을 다
르게 번역할 수 있음을 보여줄 경우에는 〔 〕 안에 넣고 작은 글씨로 표시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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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대예술과 미학의 정치 *1)

31

나는 “의미〔감각〕의 공동체”라는 문구를 몇몇 공통의 감정에 의해

형성된 집단성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나는 이 문구를
사물이나실천을똑같은의미 아래에서 묶어내는, 그러니까 공동체
의 어떤 의미〔감각〕을 형성하는 가시성과 이해 가능성의 틀〔프레임〕
로 이해한다. 의미〔감각〕의 공동체는 가시성의 실천들, 가시성의 형
태들과 이해 가능성의패턴들을 함께묶는공간과시간의 잘라내기
이다. 나는 이런 자르기와 이런 연결〔붙이기〕을 감각적인 것의 나눔
이라고 부른다.
그림 그리기, 공연, 춤추기, 음악 연주 등과 같은 무수한 기술의
산물들이 가시성의 특정한〔종별적〕 형태 속에서 포착되는 한에서
(이형태는 이런 기술들을 공통〔공동〕 속에집어넣으며, 이런 연결로
부터 공동체의 특정한〔종별적〕 의미를 틀 짓는다), 예술이 존재한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조각가, 춤꾼, 혹은 음악가를 알고 있었다. 인

* Jacques Rancière, “Contemporary Art and the Politics of Aesthetics”, Beth Hinderliter et
al. (eds.), Communities of Senses : Rethinking Aesthetics and Politics, Duke University Press,
2009, pp.31-50. 이 책은 2003년 4월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발
표된 글을 모아 나중에 간행되었다.

4 정치와미학: 랑시에르와데리다

류가 단수이자 대문자 <예술> 자체를 알게 된 것은 고작 2세기밖에
되지 않았다. 인류는 그것을 공간의 어떤 분할partitioning로 알았다.
먼저 <예술>은 회화, 시, 멜로디 등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무엇보
다 그것은 극장, 기념물, 혹은 박물관 같은 어떤 공간적 무대설정setting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대예술에 관한 논의들은 노동의 비교가

치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 논의들은 모두 공간화의 문제에 관한 것
이다. 즉, 그림을 벽에 거는 대신에 바닥에 흩어져 있는 조각품들이
나 아이템들의 컬렉션을위해비디오모니터들을 설치하는 것에 관
한 것이다. 이 논의들은 그림의 프레임이 전달하는 현존presence의 의
미〔감각〕에 관한 것이자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스크린이 전달하
는부재의의미〔감각〕에관한 것이다. 32 이논의는벽이나 바닥, 프레
임이나 스크린에서의 사물들의 분배를 다룬다. 그것은하나의공간
적 무대설정과 다른 공간적 무대설정 사이, 혹은 현전과 부재 사이
의 그런 변동shifts에서 관건인 공통〔공동〕적인 것의 의미를 다룬다.
물질적인 분할partition은 언제나 동시에 상징적인 분할이다. 극장
이나 미술관〔박물관〕은 주어진 어떤 것과 주어지지 않은 어떤 것 사
이의 공존과 양립 가능성의 형태들을 형성한다. 이것들은 가시적인
것과 이해 가능한 것 사이의, 혹은 공동체의 형태들이기도 한 현전
과 부재 사이의, 안과 바깥 사이의, 또한 그 공간에서 세워진 공동체
의 의미와 다른 경험 영역들에서 틀지어진 공동체의 다른 의미 사
이의 공동체의 형태들을 형성한다. 예술과 정치 사이의 관계는 의
미〔감각〕의 두 공동체들 사이의 관계이다. 이것은 예술과 정치가, 이
자크랑시에르, ｢현대예술과미학의정치｣ 5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야하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논의해야 할 수도
있는 두 개의 영구적인 리얼리티들realities이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
사실 예술과 정치는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공
통적인 것의 우발적 짜임새configurations이다. 예술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듯이(비록 항상 음악, 조각, 춤 등등은 있지만), 정치가 항상 있
는 것은 아니다(비록 항상 권력과 동의consent의 형태들이 있겠지만).
정치는 의미〔감각〕의 특정한 공동체들에서 존재한다. 그것은 인간
군집gathering의 다른 형태들에 대한 불일치적 대체보충으로서, 대상
들과 주체들의, 장소들과 정체성들의, 공간들과 시간들의, 가시성
들과 의미들meanings의 논쟁적재분배로서 존재한다. 이런점에서우
리는 그것을 ‘미적 활동aesthetic activity’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때의
‘미적 활동’은 국가 권력이 집합적 예술작품에 병합〔incorporation, 탑
재・체내화〕되는

것, 발터 벤야민이 정치의 심미화aestheticization라고

불렀던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므로 예술과 정치의 관계는 감각적인 것의 두 가지 나눔partitions 사이의 관계이다. 그것은두 용어가그 자체로 동일시된다는것

을 전제한다. 예술은 그 자체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가시성의 실
천들, 가시성의 형태들과 이해 가능성의 패턴들을 함께 묶는 특정
한 식별identification 체제 내에서 식별〔同定〕되어야 한다. 예술이 그 체
제 아래에서 우리에게 존재하는 이 식별 체제는 하나의 이름을 갖
는다. 2세기 동안 그것은 미학이라고 불렸다. 예술과 정치의 관계는
더 정확하게는 정치의 미학과 미학의 정치 사이의 관계이다. 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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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치라는 이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 수있을까? 이 질문은 앞의 질
문에 의존한다. 즉, 미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무엇을 이해하는
가? 미학이라는 이 용어는 어떤 종류의 의미의 공동체를 정의할까?
이 화두에 관해서는 저명한 주인 서사master narrative가 있다. 모더니
즘적 패러다임으로 알려진 그 주인 서사에 33 따르면, 미학은 자율
성의 영역의 구성을 의미한다. 그것은 예술작품들이 다른 경험 영
역들에는 이질적인 제 나름의 세계 속에 고립되어 있다는 것을 뜻
한다. 이 세계에서 예술작품들은 형식, 미라는, 혹은 매체에의 진리
라는 기준을 통해 유효성validity의 내적 규범에 의해 가치 평가된다.
이로부터 예술의 정치성politicalness에 관해 다양한 결론들이 끌려나
올 수 있다. 첫째, 예술작품들은 아무런 정치적 관련성relevance도 갖
고 있지 않은 순수 미의 세계를 형성한다. 둘째, 예술작품들은 정치
적 갈등을 넘어서 설정된 의미의 공동체들이라는 공상적인fanciful
꿈을 키우면서 일종의 이상적 공동체를 틀 짓는다. 셋째, 예술작품
들은 근대적 기획의 핵심에 있는 것이자 민주적 혹은 혁명적 정치
에서 추구되는 것과 똑같은 자율성을 제 나름의 영역에서 성취한
다.
이런 서사에 따르면, 예술, 자율성, 근대성 사이의 식별 규정identification은 20세기의 지난 몇 십 년 동안 붕괴했다. 그것은 사회생활과

상품문화의 새로운 형태들이 제작・재생산・의사소통의 새로운
테크닉들과 더불어, 예술적 제작과 테크놀로지적 재생산〔복제〕, 자
율적인 예술작품과 상품문화의 형태, 고급 예술과 저급 예술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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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계선을 유지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붕괴했다.
경계선의 이런 흐릿해짐은 ‘미학의 종언’에 해당되어야 한다. 그 종
언은 예를 들어 80년대에 핼 포스터Hal Foster가 편집한 반미학 2)이
라는 책에서 강력하게 주장되었다. 이 책에 수록된 중요한 논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더글러스 크림프Douglas Crimp가 쓴 ｢미술
관의 폐허에 관하여On the Museum’s Ruins｣라는 논문이다. 여기서 폐허
가 된 ‘미술관’이란 앙드레 말로Andre Malraux의 ‘벽 없는 미술관museum
without walls’을 가리킨다.

크림프는 말로의 미술관에서 사진을 이중

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분석에 의존해서 논증을 펼친다. 한편
으로, ‘벽 없는 미술관’은 사진적 복제에 의해서만 가능해졌다. 사진
만으로도 카메오〔cameo, 바탕색과 다른 색깔로 보통 사람의 얼굴을 양각한 장
신구〕가 채색된 톤도〔tondo, 원형 그림〕와 조각된 양각sculpted relief의 다

음 페이지에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되었고, 혹은 말로가 앤트워프의
루벤스의 세부사항을 로마의 미켈란젤로의 세부사항과 비교할 수
있게 되었다. 사진은 작가가 작품의 경험성을 ‘예술의 정신’의 현전
으로 대체하는 것을 가능케 해주었다. 불행하게도, 크림프는 말로
가 치명적인 오류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말로는 책〔 벽 없는 미술관
〕의 끝부분에서 사진이 더이상 예술작품의복제가 아니라 그자체

로 예술작품이라고인정했다. 이렇게 함으로써말로는미술관의동
질성을 구성했던 동질화하는 장치를 그 이질성으로 다시 던져버렸

2) [옮긴이] 할 포스터 편, 윤호병 외 옮김, 반미학 , 현대미학사,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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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술관의핵심부에서이질성이재수립되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술관의 감춰진 비밀은 열림 속에서 전시될 수 있었다. 34 이것이
로버트 라우센버그Robert Rauschenberg가 몇 년 후에 했던 것이다. 라우
센버그는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거울 보는 비너스Rokeby Venus≫를
모기와 트럭 그림을 담은 캔버스의 표면에, 혹은 헬리콥터 무리나
급수탑에, 혹은 심지어 조지 워싱턴의 동상의 꼭대기와 자동차 열
쇠에 실크 스크린으로 인쇄했다. 사진을 통해서, 라우센버그의 모
든 작품의 표면을 가로질러 미술관이 퍼져나갔다. 말로의 꿈은 라
우센버그의 농담이 되었다. 약간 골치 아픈 것은 라우센버그 자신
은 분명히 농담을 알아듣지 못했고, <인간>의 의식이라는 보고〔寶
庫, treasury〕에 대한 말로의 구식 믿음을 도리어 긍정했다는 사실이었

다.

디에고 벨라스케스, ≪거울 보는 비너스(Rokeby Venus)≫[1647~1651년 사이에
완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비너스의 단장’으로 통칭되기도 한다.]

자크랑시에르, ｢현대예술과미학의정치｣ 9

Robert Rauschenberg: Persimmon, 1964.
크림프의 글에 수록된 도판

Robert Rauschenberg: Break-Through, 1964.

크림프의 글에 수록된 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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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우리가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면, 더 골치 아프게 할 수 있다
고 생각한다. 논증이논증〔증명〕한것은 정확히 무엇인가? 만일 말로
의 꿈이 라우센버그의 농담이 될 수 있다면, 왜 그 반대는 안 될까?
즉, 라우센버그의 농담은 말로의 꿈이 될 수 있을까? 실제로, 이런
역전turnaround은 몇 년 후에 나타날 것이다. 즉, 80년대 말에, 저명한
우상파괴자 영화감독인 장-뤽 고다르는 포스트모던적 실천의 원형
archetype이라고 격찬했으며, 모든 것everything을 아무거나anything와 혼

합했다. 그가 영화사(들) 에서 실행한 것은 말로의 종이 미술관의
정확한 등가물이다.
요점을 말하자. 즉, [말로의] ‘상상의 미술관’에는 모순이 있다. 그
리고 그 모순은 다음과 같을 때에만 포스트모던적 단절에 대한 증
언이다. 첫째, 미술관이 동질성과 등가를 이룬다고, 미술관이 예술
작품의 유일무이함에 바쳐진 사원이라고 주장할 때이다. 둘째, 이
와 반대로 사진은 이질성을 뜻한다고, 사진은 무한한 복제의 사소
함triviality을 뜻한다고 주장할 때이다. 셋째, 사진만으로 우리는 카메
오, 스키타이식 명판名板, 미켈란젤로를 똑같은 페이지에 놓고, 이
와 동시에 ≪거울 보는 비너스≫를 자동차 열쇠나 급수탑과 나란히
캔버스 위에 놓을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할 때이다. 만일 이 세 가지
진술이 참이라고 입증된다면, 사진을 통한 ‘상상의 미술관’의 실현
이 또한 미술관의 붕괴를 뜻한다고, 이런 실현이 미학적 동질성을
산산조각내는 이질성의승리를 표시한다고 결론내릴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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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요점들이 모두 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까? 우선 미술
관이 동질성을 뜻한다는 것을, 미술관이 예술작품의 유일무이함과
아우라적 고독에 바쳐진다는 것을 어떻게 알까? 이 아우라적 고독
이 19세기와 20세기에 예술관을 길러냈다는 것을 어떻게 알까? 이
쟁점을 고급 <예술>에대한최고의찬양의시대인대략 1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추적하자. 그 당시에 G. W. F. 헤겔의 제자들은 그의
미학강의 를 출판했다. 동시에 35 프랑스에서는 ≪마가쟁 피토레
스크Magasin Pittoresque≫ 같은 대중잡지들이 세계 예술의 보물들을 더
넓은 독자층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석판인쇄술에 의한 복제를 사용
하기 시작했다. 또한 동시에 오노레 드 발자크는 그의 이름을 담은
첫 번째 소설 야생 나귀 가죽(The Wild Ass’s Skin)

3)을 출판했다. 소

설의 도입부에서 주인공인 라파엘은 골동품 상점의 전시실에 들어
가는데, 그가 본 것은 이런 것이다.

스테인드글라스에 비친 악어, 원숭이, 박제된 보아뱀은 조
각된 흉상을 덥석 물거나, 옻칠한 제품 뒤를 쫓아다니거나
샹들리에로 기어오르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다. 자크토
Jaquetot 부인이 나폴레옹을 그려 넣은 세브르의 꽃병은 세소
스트리스4)에게 바쳐진 스핑크스 옆에 세워져 있었다. … 라

3) [옮긴이] 1906년에 처음 번역됐을 때의 영역본 제목으로, 1949년에는 숙명의
가죽(The Fatal Skin) 으로 번역됐다가 최근 펭귄 클래식 총서에서 다시 앞의 것
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오노레 드 발자크, 나귀 가죽 , 이철의 옮김, 문학동네,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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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르가 그린 뒤 바리 부인은 머리 위에 별이 있고, 벌거벗은
채 구름에 감싸여 있는데, 인도인의 긴 담뱃대를 욕정에 휩
싸여 물끄러미 쳐다보는 것 같았다. … 위풍당당하고 미동도
않던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눈앞에 공기 기계가 쑥 내밀어졌
다. 평생 동안 지금처럼 무감각한 잉글랜드 부시장과 네덜란
드 시장의 여러 초상화들은 골동품들이 자아내는 이 혼돈〔이
토록 엄청나게 많은 골동품들〕에 굴하지 않고, 이것들을 냉담하고

탐탁찮게 쳐다봤다.5)

이 묘사는 라우센버그의 컴바인 페인팅6)을 완벽하게 예견한 것처
럼 보인다. 묘사는 상점과 미술관, 민속 박물관과 예술미술관, 예술
작품과 일상적 소재들materials 사이의 비구별의 공간을 틀 짓는다.
그 모든 경계선들을 흐릿하게 하기 위해서 그 어떤 포스트모던적
단절도 필요치 않다. 그것에 의해 산산조각 나기는커녕, 미학은 정
확하게 이런 흐릿함을 의미한다. 문학이 상상의 미술관을 성취하도
록 사진이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은 사진이 나중에 캔버스 위에서 섞

4) [옮긴이] Sesostris, 그리스 전설에서 아시아-아프리카의 여러 지역을 정복했다
고 전해지는 고대 이집트 제12왕조의 왕.
5) Balzac, The Wild Ass’s Skin, p.15.
6) [옮긴이] Combine painting. “콜라주의 확대된 개념으로서, 이차원 또는 삼차원
의 물질을 회화에 도입하려는 미술상의 시도. 컴바인 페인팅에서는 보통 이러한
물질들을 캔버스, 벽, 기타 다른 표면에 덧붙인다.” 이상 ≪월간미술≫ 사이트에
서 인용.
https://monthlyart.com/encyclopedia/%EC%BB%B4%EB%B0%94%EC%9D%B8-%E
D%8E%98%EC%9D%B8%ED%8C%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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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을 문학이 이미 그 페이지 위에서 섞었기 때문이다. 사진의 이
‘문학적 과거’야말로 사진과 회화의 결합이 캔버스를 ‘인쇄’로 전환
시켰을 때 일어난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요점이다. 즉, 사진이 이질성, 무한한 복제 가능
성, 아우라의 상실과 등가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아는가? 크림프
가 논문을 발표했던 것과 같은 해에는 사진에 관한 중요한 논문이
출판되었다. 롤랑 바르트의 밝은 방Camera Lucida 이 그것이다. 이 논
문〔책〕에서 바르트는 사진에 관한 주류의 논거를 공개적으로 뒤집
었다. 그는 사진을 유일무이함에 대한 증언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다음 해에 사진은 포스트모던콜라주에 가장 적합한 인공물로 받아
들여진 후에, 일종의 성 베로니카의 상징으로, 순수하고 유일무이
한 현전의 아이콘으로 간주될 수 있었다.
36

이것은 논거가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미술관은 동질성

과 이질성을 동시에 뜻한다. 사진은 복제 가능성과 유일무이함을
모두 의미한다. 사진적 복제 가능성은 제 나름의 힘으로 의미의 새
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더 넓은 가시성의 형태
안에서, 더 넓은 이해 가능성의 플롯 안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그것
은 현전의 한 형태나 의미의 한 절차의 향상이나 저하에 그 가능성
을 부여해야 한다. 라우센버그의 사진 활용은 예술의 새로운 시대
를 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저 ‘평평함’을 자율적 예술과 동일시
하는 모더니즘적 동일시에 맞서는, 회화의 자족성self-containment에
맞서는 부가적인증거를제공할 뿐이다. 그것은 스테판 말라르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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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시의 독자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강조한다. 즉, 평평함은 매
체의 종별성〔특정성〕을의미하지 않으며, 그것은 교환의 표면을, 시
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의 선긋기〔회화적드로잉〕 사이의, 행위와 형식
사이의, 텍스트와 드로잉이나 춤 사이의, 순수 예술과 장식 예술 사
이의, 예술 작품과 오브제 사이의, 혹은 개인적 삶이나 집단적 삶에
속하는 퍼포먼스 사이의 교환을 뜻한다.
그린버그 식의 평평함의 패러다임에 맞선 새로운 증거의 산출이
한 시대의 종결closure로 보일 수 있다면, 그것은 명백히 또 다른 이유
때문이다. 그것은 그런 ‘형식적’ 패러다임 속에 미학의 명확한〔한정
된〕 정치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정치는 미학의 또 다른 정치

에 의해 타협된 정치적 자유와 평등의 약속을 자율적인 작동에 맡
겼다. 집단적 삶의 새로운 형태의 창조에 있어서 스스로를 억누르
라는 과제를 예술에 준 미학의 또 다른 정치에 의해.
요점은 ‘예술적 자율성’의 급진성이 미학적 자율성을 공동체의
모종의 정치적 ― 아니 오히려 메타정치적 ― 실행implementation과 연
결하는 더 넓은 플롯의 일부라는 것이다. 미학이라는 말은 내게 <예
술>의 미학적식별체제를 의미하는 것인데, 아무튼 미학은 제 나름
의 정치를 수반한다. 하지만 정치가 스스로를 두 개의 경쟁하는 가
능성들로 분할한다는 것, 미학의 두 개의 정치로 분할한다는 것은
또한 의미의 두 공동체들을 뜻한다.
잘 알려져 있듯이, 미학은 프랑스혁명의 시대에 태어났으며, 태
초부터 평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지만 요점은 미학이 평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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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경쟁하는 형태와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미학은 예술의 재현적 체제를 구성했던 구속constraints과 위계의 시
스템의 붕괴를 뜻한다. 미학은 예술의 영역에 들어갈 가치가 있는
오브제나 그럴 가치가 없는 오브제를 분리시키는, 고급 장르와 천
한 장르를 분리시키는 주제, 장르, 표현형식의 위계가 와해되었음
을 37 뜻한다. 이것은 예술 분야의 무한한 개방을 내포하며, 궁극적
으로는 예술과 비-예술, 예술적 창조와 익명적 삶 사이의 경계선의
말소를 뜻했다. 예술의 미학적 체제는 ― 많은 이론가들이 여전히
주장하는 것처럼 ― 유일무이한 예술작품을 산출하는 유일무이한
천재의 찬양과 더불어 시작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와 반대로, 예
술의 미학적 체제는 18세기에, 원형적 시인인 호메로스는 결코 존
재한 적이 없고 그의 시는 예술작품이 아니며, 예술적 경전의 실현
도 아니며, 여전히 유치한 사람의 느낌과 사고방식을 표현한 짜깁
기patchwork된 우화 모음집이라는 주장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미학은 프랑스 왕의 머리 자르기 및 인민의
주권과 나란히 이뤄지는 그런 종류의 평등을 의미한다. 이제 그런
종류의 평등은 궁극적으로 예술과 삶의 식별 불가능성indiscernibility
을 뜻한다. 다른 한편으로 미학은 예술작품이 그 자체로 경험의 특
정한 영역에서 포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칸트의 용어로 하면, 이
영역에서 예술작품은 지식의 대상이거나 아니면 욕망의 대상이거
나 이것들에 고유한 감각적sensory 연결 접속connection의 형태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예술작품은 그저 지적인 능력faculties과 감각적sens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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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사이의 비위계적 관계를 뜻하고 자유로운 놀이에 응답하는
‘자유로운 등장appearance’이었을 뿐이다. 프리드리히 실러는 인간의
미적 교육에 관한 편지 에서 그런 탈위계화의 정치적 귀결을 끌어
냈다. ‘미적상태aesthetic state’는감각적평등의 영역을정의했는데, 여
기서 수동적인 감수성sensibility보다 능동적인 이해〔오성〕가 우위에
있다는 주장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 이것은 두 인류를 분리함으
로써 전통적으로지배에그 정당성을부여했던 감각적인 것의 나눔
을 이것이 기각했다는 것을 뜻한다. 상층 계급들의 권력은 수동성
에 대한 능동성의 권력, 감각작용sensation에 대한 오성의 권력, 날것
의 의미에 대한 교양 있는 의미의 권력 등등이어야만 했다. 그런 권
력을 포기함으로써 미학적 경험은 지배의 역전reversal일 평등을 틀
지었다. 실러는 프랑스 혁명에서 실행되었던 정치적 혁명에 그런
감각적 혁명을 대립시켰다. 정치적 혁명은 실패했다. 바로 혁명 권
력이 ― 대중을 의미하는 ― 감각작용의 문제에 대해 자신의 법을
부과하는 ― 국가를의미하는 ― 오성의 전통적인 몫을 수행했기 때
문이다. 유일하게 진정한 혁명은 수동적 감수성sensibility에 대한 능
동적인 오성의 권력〔힘〕을, 수동성과 미확정inchoateness의 계급에 대
한 지성intelligence과 능동성의 계급의 권력〔힘〕을 전복시키는 혁명일
것이다.
그러므로 미학은 예술의 경계선들의 억제suppression를 뜻하기 때
문에, 38 미학은 평등을 뜻한다. 그리고 미학은 인간 경험의 별개의
형태separate form로서의<예술>의구성을뜻하기 때문에, 미학은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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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뜻한다. 이 두 개의 평등은 대립되지만, 또한 함께 묶여 있다. 실
러의 『편지』에서 그리스 여신의 조각상은 해방의 미래를 약속한다.
왜냐하면 여신은 ‘게으르고’ ‘자족적self contained’이기 때문이다. 조각
상은 우리의 지식 및 욕망과 분리되어 있고separateness [우리의 지식 및
욕망에]

이용할 수 없기unavailability 때문에 이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조각상은 그 ‘자유’ ― 혹은 ‘무관심’ ― 가 다른 자유
나 무관심을, 즉 그것을 창조한 그리스 인민의 자유를 체현하기 때
문에 이것을 약속한다.7) 이제 이 자유는 첫 번째 자유의 대립물을
뜻한다. 실러에 따르면, 삶의 자유는 스스로를 실존의 분리되고separate

차이화된differentiated 형태로 찢어버리지 않으며, 인민의 자유를

뜻한다. 이들에게 예술은 종교와 똑같고, 종교는 정치와 똑같으며
정치는 윤리와 똑같다. 즉, 함께 있음의 방식이다. 결과적으로 예술
작품의 분리성separateness은 대립물을 약속한다. 즉, 예술을 경험의
분리된 실천과 영역으로 알지 않을 삶을 뜻한다. 미학의 정치는 이
런 원초적인 역설에 의존한다. 두 개의 대립된 평등들의 역설적 연
결은 정치의 두 가지 주요 형태들을 만들 수 있고, 역사적으로도 만
들어왔다.
첫 번째 형태는 두 개의 평등들을 연결 접속하는 것을 목표로 한

7) Schiller, Friedrich. On the Aesthetic Education of Man: In a Series of Letters. Translated
by Elizabeth M. Wilkinson and L. A. Willoughb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2, p.109. [프리드리히 폰 실러, 미학 편지 : 인간의 미적 교육에 관한 실러의
미학 이론 , 안인희 옮김, 휴먼아트, 2012 ; 프리드리히 실러의 미적 교육론 , 윤
선구 외 옮김, 대화문화아카데미, 2015.]

18 정치와미학: 랑시에르와데리다

다. 그러므로 ‘의미〔감각〕의 공동체’는 미학적 경험에서 경험된 평등
과 자유의 종류가 공동체의 실존 형태 자체로 전환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형태와 외양appearance의 문제가 더 이상 아니라 오
히려 살아가는 태도에, 일상적인 감각적 경험의 물질성에 체현될
집단적 실존의 형태로 전환되어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공통적인 것은 산 세계의 구조fabric로 짜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미
학적 평등과 자유의 분리성separateness이 이것의 자기-억제self-suppression에 의해 성취되어야한다는것을뜻한다. 그것은 예술과정치,

노동과 여가, 공적 삶과 사적 삶이 똑같은 곳인 공통적 삶의 미분리
된inseparate 형태 속에서 성취되어야 한다. 그것은 정치적 불일치dissensus와 미학적 향유enjoyment가 외양 속에서만 성취할 수 있는 것을

실생활에서성취하는, 미학적혁명의프로그램이다. 이프로그램은
2세기 전에 ｢독일관념론의 가장 오래된 체계 프로그램The Oldest
System Programme of German Idealism｣에서 처음 언급되었다. 이것은 국가

권력의 죽은 메커니즘을신화학으로 전환된 철학에 의해 생기가 불
어넣어진 인민의 살아 있는 신체로 대체하자고 제안한다. 이 프로
그램은 (정치의 자기-억제를 뜻하는) ‘인간 혁명’으로서 인식된 혁
명과, 스스로를 분리된 실천으로서 억제하고 스스로를삶의 새로운
형태의 정립과 동일시하는 예술이라는, 혁명과 예술 둘 다의 기획
에 있어서 계속 부활했다. 그것은 39 19세기 영국의 아츠 앤 크래프
츠Arts and Crafts의 고딕적 꿈만이 아니라 20세기 독일의 공작연맹
Werkbund이나 바우하우스Bauhaus의 테크놀로지적 성취물에도,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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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축제를준비하는’ 시poetry라는 말라르메의 꿈만이 아니라 소비에
트 혁명에서의 초현실주의적, 미래주의적, 구성주의적 예술가들의
구체적인참여에도생기를불어넣었다. 그것은상황주의적 건축프
로젝트만이 아니라 기 드보르의 『표류dérive』나 요제프 보이스Joseph
Beuys의 ‘사회 조각social plastic’에도 생기를 불어넣었다.

나는 그것이

<제국>의 경계선들을 폭파시키는 전지구적 네트워크의 거스를 수
없는 힘을 통해 실행된 다중multitudes의 프란체스코적 코뮤니즘이라
는 마이클 하트와 안토니오 네그리의현대적 비전에도 여전히 살아
있다고 생각한다. 이 모든 경우에서, 정치와 예술은 비분리적inseparate 삶의 새로운 형태에 도움이 되도록 그들의 자기-억제를 성취

해야 한다.
이와 반대로 두 번째 형태는 두 개의 평등을 분리〔탈접속, disconnec
t〕시킨다. 이것은 미학적 경험의 자유롭고 평등한 공간을 예술과 삶

의 무한한 등가성의 장으로부터 분리시킨다. 이것은 의미의 공통성
들이라는쟁점을의미의두 공통성들사이의 환원불가능한 대립으
로서 무대에 올린다. 즉, 접속의 공통성들인 동시에 분리〔탈접속〕의
공통성들을. 한편으로, 산 경험의 공통성이 있다. 이것은 소외된 삶
의 공통성을 뜻한다. 이 공통성은 의미(감각작용sensation)와 의미(뜻
meaning)의 원초적 분리에 기초하고 있다.

막스 호르크하이머와 테

오도르 아도르노의서사에서, 이것은 세이렌들의노래와항해의노
동 둘 다로부터의 율리시스〔오뒷세우스〕의 이성의 분리이다.8) 소외
된 삶의 그런 공통성은 그 대립물의 기만적인 외양appearance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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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된다. 그것은 미학화된 삶과 상품 문화의 동질적인 외양 속에
서 성취된다. 가짜 평등과 가짜 의미의 공통성은 미학적 경험의 자
율성에 의해, 다른 모든 경험 형태들에 대한 그 이질성에 의해 틀지
어진 공통성과 대조를 이룬다. 표준적인 모더니즘적 패러다임은그
런 공통성에 관한 부분적이고 피상적인 해석일 뿐이다. 그 정치적
내용을 망각한 공통성. 예술의 정치적 행위는 예술의 자율성과 그
해방의 역량의 핵심인 이질적인 감각적인 것을 구해내는 것이다.
미학의 그런 정치에서작동하는 의미의 공통성은 의미와 의미의 접
속과 분리〔탈접속〕 둘 다에 기초한 공통성이다. 그 분리성separateness
은, 그것이 순수 형태의 피난처가 아닌 한에서 ‘이해할 수 있다〔감각
할 수 있다, makes sense〕.’ 오히려 그것은 분리성과 비분리성의 관계 자

체를 무대에 올린다. 작품의 자율적 완전성은 자신의 고유한 모순
을 탈은폐해야 한다. 소외의 표식이 화해의 외양 속에 등장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은 율리시스의 이성을 40 세이렌의 노래와 화해시키
고, 그것들을 동시에 화해 불가능한 채로 유지한다.
이 정치에서 관건은 고급 예술과 저급 예술 혹은 대중 예술 사이
의 경계선을 보존하는 것도 아니고, ‘의미’ 자체의 두 세계들의 이질
성을 보존하는 것도 아니다. 이 때문에 포스트모더니즘적 논객들

8) Horkheimer, Max, and Theodor Adorno. Dialectic of Enlightenment: Philosophical
Fragments. Translated by Edmund Jephcott.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6. [데오도르 W. 아도르노, M. 호르크하이머, 계몽의 변증법 : 철학적 단상 ,
김유동 옮김, 문학과지성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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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라우센버그가 벨라스케스의복제품과자동차열쇠를똑같은캔
버스에 묶어 두었을 때 모더니즘적 ‘정치성’ 패러다임이 붕괴했다
고 이들이 생각한다면, 그 표적을 잃어버린다. 패러다임은 의미의
두 세계들을 분리시키는경계선이붕괴할때에만위협받는다. 아도
르노는 언젠가 다음과 같은 굉장한 단언을 했다. 즉, 우리는 19세기
살롱 음악의 몇 가지 화음을 더 이상 들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더 이
상 참을 수 없을 것이라고. 물론 그는 이렇게 말한다. 모든 것이 사
기가 아닌 한에서라고. 장-프랑수아 리오타르는 하나의 캔버스 안
에 조형적인 모티프와 추상적인 모티프를 섞을 수 없다고, 이런 혼
합물을 느끼고 높이 평가하는 취미는 더 이상 취미가 아니라고 말
할 것이다. 잘 알다시피, 때때로 그런 화음이 여전히 들릴 수 있고,
똑같은 캔버스 안에 혼합된 조형적인 모티프와 추상적인 모티프를
여전히 볼 수 있고, 심지어 일상생활에서 인공물을 빌려와 이것들
을 재전시하는 것만으로도 예술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하지만 이것은 모더니티에서 포스트모더니티로의 그 어떤 급진적
이행도 표시하지 않는다. 패러다임은 그런 계시revelation에 의해 산
산조각나지 않는다. 그것은 일종의 황급한 도주로 이어진다. 그것
은 온갖 의미의 정치적 공통성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대가로 할
뿐 아니라, 예술 자체의 자율성을 억누르고 예술을 순전한 윤리적
증언으로 변형시키는 것을 대가로 하여 감각적sensory 경험의 근본
적 이질성을 재천명〔재확인〕해야 한다. 이 변동은 80년대 프랑스의
미학적 사유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롤랑 바르트는 죽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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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의 사진의 유일무이함uniqueness을 기호학자의 해석적 실천에도
대립시킬 뿐 아니라 사진술 자체가 예술이라고 자처pretension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립시킨다. 고다르는 낡은 서사적 플롯뿐만이아니
라 예술작품 자체의 자율성도와해시키는 것을 대가로 이미지의 아
이콘적 힘이나 문장phrase의 리듬을 강조한다. 리오타르에게서 붓놀
림이나 음색은 타자의 힘에 의한 정신의 노예화enslavement에 대한 순
전한 증언이 된다. 타자의 첫 번째 이름은 ‘아이스테톤aistheton’이다.
두 번째 이름은 법이다. 궁극적으로, 정치와 미학은 둘 다 윤리 속으
로 사라진다. 예술의정치성이라는 모더니즘적패러다임의 이같은
역전reversal은 하이데거적인 신만이 그로부터 우리를 구할 수 있을
뿐인 예외와 테러의 아르케-정치로 정치적 불화성을 해소하는 사
유의 전체 조류와 조화를 이룬다.
나는 다음과 같은 것을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의미의 두 가지 공
통성들을 아주 재빨리 개괄했다. 즉, 정치화하는 예술이라는〔예술을
정치화하는, politicizing art〕 기획 ― 41 예를 들어비판적예술의 형태로 ―

은 언제나 예술을 그 자체로 식별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가시성과
이해 가능성intelligibility의 형태로 수반된 정치성의 형태에 의해 예견
된다. 우리는 그 분리성separateness 및 그 비분리성에 결부된 두 가지
형태의 평등의 상호작용 속에서 예술을 식별한다. 우리는 예술을
그 자율성과 그 타율성의 변증법을 통해 식별한다. 그렇다면 결과
적으로, 정치적 예술이나 비판적 예술을 한다는 것은, 혹은 정치적
예술관을 취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평등의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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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학적 형태들 사이의 관계에 관한 특정한〔구체적〕 교섭〔협상〕 속에
그 힘을 위치시킨다〔찾는다〕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비판적 예술은
미학의 두 가지 정치 사이의 일종의 제3의 길이다.
이 협상〔교섭〕은 미〔학〕적 경험을 집단적 삶의 재짜임〔재구성, reconfiguration〕으로 향하도록 떠미는 긴장을,

다른 경험 분야들로부터

미〔학〕적 감각 가능성sensoriality의 힘을 끌어내는withdraw 긴장 중 무엇
인가를 유지해야 한다. 예술과 삶 사이의 미구별 지대로부터 그것
은 정치적 이해 가능성을 유발하는 연결접속connection을 빌려와야
한다. 그리고 예술작품의 분리성으로부터 그것은 정치적 에너지들
을 증강시키는 감각적 낯섬foreignness의 의미를 빌려와야 한다. 정치
적 예술은 이런 대립물들의 일종의 콜라주여야 한다. 이 말의 가장
넓은 의미에서 콜라주는 비판적 예술의 주요 절차이다. 미학의 두
가지 정치들 사이에서 그 길을 내야 하는 ‘제3의 정치’의 주요 절차
인 것이다. 벨라스케스와 자동차 열쇠를 섞기도 전에, 콜라주는 미
학의 대안적〔양자택일적, 서로 대립되는 두 개의〕 정치를 섞으며, 이해 가
능성의 흔들리는 형태에 그 협상의 산물을 제공하여, 정치성의 흔
들리는 형태를 조성한다〔키워낸다〕. 그것은 이질적 분야에서 빌려온
의미의 공통성을, 요소들의 공통성들을 거의 틀 짓지 않는다. 그것
은 상이한 경험분야로부터 요소를 취함으로써, 상이한 예술들이나
테크닉들로부터 몽타주의 형태들을 취함으로써 이질성의 특정 형
태들을 수립한다. 만일 브레히트가 20세기 정치적 예술의 일종의
원형archetype으로여전히 남아있다면, 그것은 그가지속적으로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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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에 헌신한 데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대립물들 사
이의 관계를 그가 협상하는 방식에서 기인한다. 정치적 가르침〔교
육〕의 스콜라적 형태들을 뮤지컬이나 카바레의 향락과 섞거나,

꽃

양배추cauliflower에 관한 운문으로 나치 권력의 알레고리를 논하는
방식 말이다. 정치적 예술 혹은 비판적 예술의 주요 절차는 이질적
요소들의 마주침을 설정하고 가능한 충돌을 설정하는 데 있다. 이
런 이질적 요소들의 충돌은 우리의 지각에 단절을 유발해야 할 것
이고, 일상의 현실 뒤에 숨겨진 사물들의 모종의 비밀스런 연결접
속을 탈은폐해야〔폭로해야〕 할 것이다. 이
감춰진 현실은초현실주의적 시학에서그
러하듯이, 부르주아적 삶의 산문에 의해
은폐된 꿈과 욕망의 절대적 힘일 수도 있
다. 그것은 위대한 이상 뒤에 42 숨겨진 자
본주의적 권력과 계급 전쟁의 폭력일 수
도 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아돌프 히틀
러의 식도에 있는 자본주의적 황금을 보

존 하트필드의 포토몽타주

여주는 존 하트필드의 포토몽타주의 전투적 실천에서처럼.
그러므로 정치적 예술은 이질적 요소들만이 아니라 감각 가능성
sensoriality의 두 개의 정치까지도 함께 묶는 변증법적 충돌이나 불화

의 형태들을 창출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질적 요소들은 하나의 충
돌을 유발하기 위해서 함께 묶인다. 이제 충돌은 한 번에 두 가지이
다. 한편으로, 그것은 계몽시키는〔enlightens, 깨어나게 하는〕 섬광이다.
자크랑시에르, ｢현대예술과미학의정치｣ 25

이질적 요소들의 연결접속은 그 가독성legibility에 대해 토로한다. 그
것은 권력과 폭력의 모종의 비밀을 가리킨다. 브레히트의 아르투
로 우이의 출세(Arturo Ui)

9)에서 채소와 미사여구high rhetorics의 연

결접속은 정치적 메시지를 전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충돌은
요소들의이질성이의미의동질성에저항하는 한에서 산출된다. 꽃
양배추들cauliflowers은 미사여구와 병치되지만, 여전히 꽃양배추로
남는다. 이것들은 아무런 메시지도 전하지 않는다. 이것들은 이것
들의 불투명함opaqueness 자체로부터 정치적 에너지를 증강시켜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불규칙 변화를 하는heteroclite 요소들의 단순
한 병치는 정치적 힘을 부여받는다. 고다르의 영화 ≪메이드 인 유
에스에이≫에서 주인공은 이렇게 말한다. “험프리 보가트가 연기
한 월트 디즈니 영화에, 그러니까 정치적 영화에 있다〔출연하고 있다〕
는 인상을 받았어.” 불규칙 변화를 하는heteroclite 요소들의 단순한 관
계는 그러므로 갈등의 정치적 현실을 증언하는 변증법적 충돌로서
나타난다.
정치적 예술은 정치와 예술 사이가 아니라 미학의 두 개의 정치
사이의 일종의 협상이다. 이 제3의 길은 예술과 비-예술의 경계선
및 경계선의 부재 위에서 계속해서 놀아남으로써가능해진다. 알레
고리와 알레고리의 폭로debunking에 관한 브레히트적 동일성은 여러

9) [옮긴이] 베르톨트 브레히트, 아르투로 우이의 출세 , 이원양 옮김, 지만지,
2008(2011) ; 아르투로 우이의 집권 , 김기선 옮김,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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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 예술과 꽃양배추, 정치와 꽃양배추 사이의 접속〔연결접속〕과
탈접속〔분리접속〕 위에서 놀 수 있다고 가정한다. 그런 놀이는 채소
자체가 이중의 실존을 갖는다고 가정한다. 하나는 채소가 예술 및
정치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채소가 이미 정치
와 예술 둘 다와 강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 예술, 채소
의 관계는 네덜란드의 전통을 되살리는 인상파의 정물화뿐 아니라,
문학에서도 브레히트 전부터 실존했다. 에밀 졸라의 소설 중 하나
인 『파리의 배(Le ventre de Paris)』는 채소를 정치적 상징인 동시에 예
술적 상징으로 사용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 소설은 두 등장인물들
의 양극성에 기초를 두고 있다. 한편으로 국외추방을 당했다가 파
리의 새로운 중앙시장으로 돌아온 가난하고 늙은 혁명가가 있다.
이곳에서그는 양배추의홍수에 압도당한다. 이것은 소비의 홍수를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 양배추의 서사시epics를, 모더니티의 서사
시를, 43 중앙시장의 유리와 철로 된 건물을, 채소 더미들을 노래하
는 인상파 화가가 있다. 이 모든 것들은 근처에 있는 고딕식 교회로
상징된 낡은/옛날의 애처로운 미와 대조되는 근대적 미를 알레고
리화한 것이다. 꽃양배추의 정치적 알레고리는 예술, 정치, 채소의
연결접속이 ― 다시 말해서 정치, 예술, 소비의 연결접속이 ― 이미
일군의 움직이는 경계선들로서 실존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것들
은 예술가들이 경계선을 가로지를 수 있게 해주며, 이질적 요소들
의 연결접속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며, 그 이질성의 감각적sensory 힘
위에서 놀 수 있게 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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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고급 예술과 저급 예술의 혼합, 혹은 예술과 상품의 혼합
이 60년대, 즉 근대예술과 그 정치적 역량potential을 실현한 동시에
무너뜨렸을 60년대의 발견이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 반대로, 정치
적 예술은 이미 그런 혼합에 의해, 고급 예술과 저급 예술 사이의,
예술과 비-예술 사이의, 예술과 상품 사이의 경계선 가로지르기의
연속적 과정에 의해서 이미 가능해졌다. 이 과정은 예술의 미학적
체제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급 예술을 찬양하던 시대를 고
급 예술이 진부해지거나 패러디되는 시대와 대립시킬 수는 없다.
19세기 초에 예술이 실존의 특정 분야로 구성되자마자, 그 산물들
은 재생산, 상업, 상품의 진부함으로 추락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렇게 하자마자, 상품 자체는 반대 방향으로 여행〔이동〕하기 시작했
다. 즉 예술의 영역으로 진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졸라의 양배추cabbages의 서사시에서 일어났듯이, 상품의 힘은 근대적 삶의 압도적인

힘 및 미와 직접적으로 동일시되었다. 그것들은 쓸모없고 소비할
수 없게 됨으로써 예술의 영역으로 떨어질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미〔학〕적인 ― 무관심한disinterested ― 쾌락이나 편치 않은 흥분uncanny
excitement의 오브제로 전환되었다.

벤야민의 알레고리 이론이나 브

레히트의 서사극만이 아니라 초현실주의자들의 시작(詩作, poetics)도
이러한 경계선 가로지르기를 잘 해냈다. 그리고 많은 현대 설치미
술에 이르기까지, 예술과 상업의 애매한 관계를 이용한〔가지고 논〕
비판적 예술의 모든 형태들도 그렇게 했다. 그것들은고급예술이나
정치가 자본주의적 지배와 맺는 연결접속을 폭로하기〔탈은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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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예술적전통, 정치적 수사학, 상품 문화, 상업 광고 등등에서
빌려온 이질적 재료들을 섞었다. 하지만 그것들은 이미 이러한 경
계선들을 지우고 있던 진행 중인 과정들 덕분에 그렇게 할 수 있었
다. 비판적 예술은 이런 연속적인 경계선 가로지르기를, 시적인 것
의 산문화prosaicization와 산문적인 것의 시화(詩化, poeticization)라는 이
이중적 과정을 잘 해냈다.
이를 이해할 수 있다면,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논
의에 연루된 정치적 쟁점들을 44 좀 더 확고한 뿌리 위에서, 바라건
대 다시 틀 지을 수 있을 것이다. 현대예술에서 관건은 모더니즘적
패러다임의 운명이 아니다. 그 유효성validity은 전보다 더 약하지도
더 강하지도 않다. 내 견해로는, 그것〔모더니즘적 패러다임〕은 항상 예
술의 미학적 체제의 변증법에 대한 아주 제한적인 해석이었다. [그
러니까]

관건은 [오히려] 미학의 제3의 정치의 운명이다. 질문은 다음

과같은것이 아니다. 즉, 우리는 여전히모던한가? 이미포스트모던
한가? 혹은 심지어 포스트-포스트모던한가? 등이 아닌 것이다. [오히
려] 질문은다음과 같다. 즉, 변증법적충돌에는정확히무슨 일이 일

어났는가? 비판적 예술의 공식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저는 지
난 몇 년 동안 60년대 혹은 70년대의 예술과 비교할 점을 제공한 전
시회들을 참조하면서 가능한 답변을 위한 몇몇 요소들을, 따라서
변동의 중대한 몇몇 표식들을 제안할 것이다.
첫 번째 예. 3년 전〔2000년〕에 파리 국립사진센터는 ≪배경음/잡음
Bruit de fond≫이라는 전시회를 열었다. 전시회는 최근 작품들과 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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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작품들을 병치시켰다. 60
년대의 작품들에는 마르타 로
슬러Martha Rosler의 ≪전쟁을 가
정에 가져오기Bringing the War
Home≫

시리즈가 있었는데, 이

작품은 미국 가정의 행복을 담
은 광고 이미지들과 베트남 전
쟁의 이미지들을 하나로 합친
포토몽타주들이다. 이 작품 부
근에는 미국의 정치와 관련된
또 다른 작품이 있었는데, 이 작

Bringing the War Home
(전쟁을 가정이 가져오기)

품은 두 요소들의 대면confrontation이라는

똑같은 형태를

취했다. 왕 뒤가 만든 ≪세계의
시간Les temps du monde≫이라는 작
품은 두 개의 오브제들로 이루
어져 있다. 왼쪽에는 밀랍 인형
관의 한 쌍의 형상들처럼 팝적
인pop 방식으로 재현된 클린턴
부부가 있었다. 오른쪽에는 쿠
르베Courbet의 ≪세계의 기원

Bringing the War Home
(전쟁을 가정이 가져오기)

Origine du monde≫이라는 거대한 조각상이 있었는데, 잘 알다시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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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여성의 성sex을 재현한다.
그래서 두 사례 모두에서 미국
식 행복의 이미지는 그 감추어
진 비밀과 병치된다. 즉, 마르타
로슬러의 경우에는 전쟁과 경제
적 폭력이, 왕 뒤의 경우에는 성

Wang Du, Les Temps du Monde (1998)

과 신성모독profanity이. 하지만 왕 뒤의 사례에서는 정치적 갈등성뿐
만 아니라 낯섦strangeness의 의미도 사라진다. 남았던 것은 탈정당화
의 자동기계적 효과였다. 즉, 성적인 신성모독은 정치를 탈정당화
하고, 왁스의 형상은 고급 예술을 탈정당화한 것이다. 하지만 거기
에는 더 이상 탈정당화해야 할 어떤 것도 없었다. 메커니즘은 자기
자신의 반대 방향으로 확 돌아선 것이다. 그것은 사실상 이중의 놀
이를 수행했다. 탈정당화하는 효과의 자동기계성과 자기자신의반
대 방향으로 휙 돌아서는 것에 대한 깨달음.
두 번째 예. ≪여기 : 머릿속의 세계Voilà: Le monde dans la tête≫라는
제목으로 3년 전(2000년)에 파리에서 열린 또 다른 전시회가 있다.
이 전시회는 상이한 설치작품들을 통해서 한 세기를 기록하자고 제
안했다. 그 작품들 중에는 크리스티앙 볼탕스키Christian Boltanski의 설
치작품인 ≪전화번호부Les abonnés du telephone≫가 있었다. 이 설치작
품의 원리는 아주 단순하다. 즉, 화랑의 양 편에 있는 두 개의 선반
에는 세계 각지의 전화번호부가 놓여 있으며, 그 사이에는 두 개의
탁자가 있는데, 여기에 앉아서 관람자는 원하는 어떤전화번호부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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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독할 수있다. 이설치작품은90
년대의 또 다른 정치적 작품인 크
리스 버든Chris Burden의 작품 ≪또
다른 베트남 기념비The Other
Vietnam Memorial≫를

떠올리게 한

다. 그 ‘다른 기념비’란 물론 무명

Christian Boltanski,
≪Les abonnes du telephone≫

씨인[익명의] 베트남인 희생자들
을 위한 기념비이다. 크리스 버든
은 전화번호부에서 베트남식 이름
을 무작위적으로 골라서 기념비에
쓰인 이름들을 선택했다. 볼탕스키
의 설치미술은 여전히 익명성의 문
제를 다룬다. 하지만 그 익명성은

Chris Burden,
≪The Other Vietnam Memorial≫

논쟁을 야기하는 플롯에 더 이상 탑재되지embedded 않는다. 그것은
더 이상 승리자들이 무명인 채로 남겨두었던 사람들에게 이름을 부
여하는 문제가 아니다. 무명씨들〔익명인 자〕의 이름들은 볼탕스키가
말하듯이, ‘인류의 견본specimens of humanity’이 된다.
세 번째 예. 2003년에 뉴욕의 구겐하임미술관은 ≪동영상Moving
Pictures≫이라는 전시회를 열었다.

목적은 현대예술에서 복제 가능

한 미디어를 광범위하게 사용하는데, 이런 사용이어떻게60년대와
70년대의 비판적 예술 실천에 뿌리를 두었는지를 조명하는 것이었
다. 이것은 주류의 사회적 혹은 성적 스테레오타입들과 예술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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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성 둘 다를 의문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원형 홀을 빙 둘러싸고 전시된 작품들은
그런 직선으로부터의 중대한 변동을 조명했
다. 가령 바네사 비크로프트Vanessa Beecroft의
비디오는 미술관이라는 무대에 서 있는 벌
거벗은 여성들을 보여주는데, 이 작품은 예
술에서의 여성적 스테레오타입들에 대한 비판으로 제출되었다. 하
지만 명백하게, 그 벌거벗은 무언의 신체들은 또 다른 방향을 따랐
다. 모든 의미작용으로부터도주하는, 혹은의미작용의갈등으로부
터 도주하는 것이다. 또 이 작품은 그 어떤 종류의 페미니즘적 비판
보다 훨씬 더 조르조 데 키리코Giorgio de Chirico의 형이상학적 그림을
떠올리게 한다. 구겐하임의 둥그런 경사면을 올라가면, 많은 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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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사진, 설치작품, 그리고 비디오 설치물들
이 일상생활의 진부한 재현에 수반된 새로
운 종류의 낯섦을, 신비의 의미를 비판하기
보다는 증대시키고 있다. 당신은 그것을 [성
정체성이]

애매한 10대들을 찍은 리네커 딕스

트라Rineke Dijkstra의 사진들은 물론이고, 일상
적 사건들의 낯섦을 영화처럼 재현한 그레
고리 크루드슨Gregory Crewdson의
작품들, 혹은 거기에 포함된 크
리스티앙 볼탕스키의 작품들에
서 감지했다. 볼탕스키의 작품
은 사진들, 전기조명, 전구로 이

Rineke Dijkstra의 사진들

루어져 있으며, 이것은 작품에
따르면 아마도 홀로코스트의
죽은 자들이나 유년기의 덧없
음[손쌀 같이 지나가는 유년기]을 상
징할 수도 있다. 전시회의 꼭대

Gregory Crewdson의 작품들

기에는 충돌의 변증법적 예술
에서 신비의 상징주의적예술로의일종의되돌아가기가 있다. 이것
은 빌 비올라가 만든 비디오 설치물인 ≪매일 앞으로 나아가기Going
Forth by Day≫에서 정점에이른다. 비올라의작품은탄생과삶과죽음

과 부활의 순환만이 아니라 불과 공기와 흙과 물의 순환을 포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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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프레스코화의 순환으로 이
루어져 있다.
많은 가능한 다른 것들 중에
서 선택된 이 세 가지 예들로부
터, 우리는 오늘날 미학의 정치
라는 물음 ― 비판적 예술

Christian Boltanski의 작품

의 불화적 형태에 무슨 일
이 일어났는가? ― 에 대한
답변을 개괄적으로 소묘
할수있다. 나는미학적불
화의 변증법적 형태가 네
가지 주요 형태로 쪼개졌

Bill Viola, <Going Forth by Day>
https://youtu.be/zRRAZIXce-U

다고 말하고 싶다.
첫 번째 형태는 농담일 것이다. 농담에서, 이질적 요소들의 통합
접속conjunction은 여전히 긴장이나 양극성으로서 무대에 올려진다
〔상연된다〕. 이것은 몇몇 비밀을 지적하지만, 그러나 더 이상 비밀은

없다. 변증법적 긴장이 한편으로는 권력의 비밀을 벗겨내는 절차들
과 다른 한편으로는 미디어, 상업적 오락이나 광고에 의해 권력 그
자체에 의해 산출된 탈정당화의 절차들 사이의 식별 불가능성 자체
를 이용하는 게임으로서 되돌아온다. 그것이 바로 내가 앞에서 언
급했던 왕 뒤의 작품의 사례였다. 오늘날 많은 전시회가 똑같은 결
정 불가능성을 이용한다. 가령, 파리에서 상황주의적 제목인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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펙터클을 넘어서Beyond the Spectacle≫로 재활용되기 전에 팝아트식
popesque의 제목인 ≪즐기자Let’s Entertain≫라는 제목으로 어떤 전시회

가 미네아폴리스에서 열렸다. 이 전시회는 세 가지 수준들을 이용
한다. 고급예술에대한 팝아트적 조롱, 자본주의적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비판적 고발, 그리고스펙터클의대립물로서의 놀이라는드보
르 식의 관념을.
두 번째 형태는 콜렉션일 것이다. 콜렉션에서 이질적 요소들은
여전히 똑같이 취급되지만, 그것들은 더 이상 비판적 충돌을 유발
하기 위해서도, 심지어 그것들이 지닌 비판적 힘의 미결정성undecidability을 이용하기 위해서도 모아진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어떤 공

통의 세계와 어떤 공통의 역사의 흔적과 증언을 콜렉션〔수집〕하려
는 긍정적인 시도가 된다. 콜렉션은 또한 리콜렉션〔추억, 회상〕이기
도 하다. 모든 아이템 ― 예술작품, 개인 사진, 사용된 오브제, 광고,
상업 비디오 ― 의 평등은 그러니까 한 공동체의 삶의 문서고적 흔
적들의 평등으로 만들어진다. 나는 [앞에서] ≪여기 : 머릿속의 세계
≫라는 전시회를 언급했다. 이 전시회는 하나의 세기를 리콜렉션
〔추억〕하려고애썼다. 볼탕스키의방을 떠나면, 예를 들어한스-페터

펠드만Hans-Peter Feldmann이 찍은 백여 장의 사진들을 볼 수 있다. 이
사진들은 한 살에서 100살까지 나이별로 한 명씩을 재현한다. 다른
많은 설치작품들도마찬가지로 공통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조류에 속한 다른 많은 예들을 찾아낼 수 있다. 그것은 명백히 오늘
날 점점 더 자주 듣게 되는 어떤 모토와 장단이 잘 맞는다. 즉,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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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Peter Feldmann의 사진 중 일부

는 ‘우리의 세계를 잃어버렸다’, ‘사회적 유대’는 깨졌다, 예술가들
은 공유된 인간성을 증언하는 모든 흔적들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47

사회적 유대나 사회적 구조를 개선하려는 투쟁에 참여해야만 한

다는 것이다.
세 번째 형태는 초대invitation일 것이다. 나는 [앞에서 볼탕스키의] ≪
전화번호부Les abonnés du telephone≫가 방문자들이 선반 위의 전화번
호부 한 권을 무작위로 집어 들고 이를 열어보도록 어떻게 초대했
는지를 언급했다. 이 전시회의 다른 곳에서도 관람자들은 책 더미
에서 한 권의 책을 집어 들고 카펫 위에 앉도록 초대되었다. 아이들
의 일종의 동화 속 섬을 재현하는 카펫에. 다른 전시회에서 관람자
들은 수프를 먹고 다른 이들과 접촉하도록, 새로운 형태의 관계에
참여하도록 초대된다. 그런 시도는 전에 니콜라 부리요Nicolas
Bourriaud의 관계 미학relational aesthetics이라는 개념을 통해 체계화되었

다.10) 즉, 예술은 더 이상 작품이나 오브제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10) Bourriaud, Relational Aesthetics. Translated by Simon Pleasance and Fronza Woods.
Dijon: Les Presses du reel, 2001. [니콜라 부리요, 관계의 미학 , 현지연 옮김, 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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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재촉하는 일시적인ephemeral 상황을창
출한다는 것이다. 부리요가 말하듯이, 예술가는 어떤 소소한 서비
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유대의 간극을 메우는 임무에 기여한다.
네 번째 형태는 미스터리mystery일 것이다. 미스터리는 수수께끼
enigma를 뜻하는 것도 아니고, 신비로움mysticness을 뜻하는 것도 아니

다. 말라르메 시대 이후, 미스터리는 이질적 요소들을 함께 묶는 특
정한 방식을 뜻한다. 예를 들어 말라르메의 경우, 시인의 사유, 댄서
의 스텝, 부채의 펼침, 혹은 담배의 연기 등. 적대antagonisms에 의해
틀지어진 현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소들의 이질성을 강조하는 변
증법적 충돌과는 대립되게, 미스터리는 유비analogy를 ― 낯선 것의
친숙함을, 공통의 세계에 대한 증언을 ― 제시한다. 여기서 이질적
인 현실들은 똑같은 구조로 짜여 있으며, 은유의 우애fraternity에 의
해 서로 항상 관련될 수 있다.
‘미스터리’와 ‘은유의 우애’는 장-뤽 고다르가 ≪영화사(들)≫에
서 사용한 두 용어이다. 이 작품은 흥미로운 사례이다. 이는 고다르
가 이질적 요소들의 콜라주를 자신이 항상 해 왔던 것처럼 사용하
지만, 자신이 20년 전에 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의미를 이 콜라주가
산출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영화사(들)≫의 어떤 놀
라운 구간passage에서 고다르는 세 개의 이미지들을 하나로 융합한
다. 첫 번째 이미지는 조지 스티븐스George Stevens의 영화 ≪젊은이의

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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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A Place in the Sun≫에 나오는 샷이다.11) 이 영화는 엘리자베스 테
일러가 분한 젊고 부유한 연인의 행복을 보여준다. 일광욕을 하고
있는 그녀 옆에는 연인 몽고메리 클리프트가 있다. 두 번째 이미지
는 바로 이 조지 스티븐스가 몇 년 전에 찍은 영화인, 라벤스브뤼크

Giotto di Bondone, ≪Scenes from the Life of Mary Magdalene≫의 일부

에서 죽은 자들의 이미지이다. 그리고 세 번째 이미지는 파두아에
있는 지오토의 프레스코화에서따온막달라마리아이다. 만일 20년
전에 만들어졌다면, 이 콜라주는 변증법적 충돌로만 이해되어고급
예술과 미국인의 행복의 뒤에 숨겨져 있는 죽음의 비밀을 비난할

11) [옮긴이] 이미지의 운명 에서도 지적했듯이, 원래 제목 A Place in the Sun으로
직역하면 ≪햇볕 잘 드는 곳≫, ≪태양 아래≫이다. 그러나 국내에 소개된 제목
은 ≪젊은이의 양지≫이다. 원래의 제목을 알아야 이미지의 운명 의 118쪽을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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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영화사(들)≫에서 비난의 이미지는 48
구원redemption의 이미지로 바뀐다. 나치의 절멸, 미국인의 행복, 지
오토의 ‘비역사적인’ 그림으로 이루어진 이미지들의 통접conjunction
은 이미지들이 구원의 힘을 갖고 있음을 증언한다. 산 자와 죽은 자
에게 ‘세계 속의 자리a place in the world’12)를 부여하는 구원의 힘을. 변
증법적 충돌은 공현존co-presence의 미스터리가 된다. 미스터리는 상
징주의의 핵심 개념이었다. 상징주의의 회귀는 분명히 의제에 있
다. 이 용어를 사용할 때, 나는 상징주의적 신화의 스펙터클한 부활
의 형태를, 매튜 버니Matthew Barney의 작품에서처럼 종합예술작품
Gesamtkunstwerk의 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또한 나는 앞에서 언급

했던 비올라의 작품 같은 상징주의의 효과적인 사용만을 지적하는
것도 아니다. 나는 좀 더 겸손하고 거의 지각 불가능한 방식을 지적
하는 것이다. 우리의 미술관과화랑에 모이게 된 오브제, 이미지, 기
호의 콜렉션이 점점 더 불일치의 논리에서 미스터리의 논리로, 공현존의 증거로 변동shift하는 방식을.
변증법에서 상징주의로의 변동shift은 분명히 내가 정치의 미학이
라고 불렀던 것에 있어서 일어난 현대적 변동과 연결되어 있다. 이
때 정치의 미학이란 정치가 공통의 무대를 틀 짓는 방식을 뜻한다.
이 변동은 하나의 이름을 갖고 있다. 그 이름은 합의consensus이다. 합
의는 단순히 공동체의 공통적 이해관계에 관한 정치정당들의 동의

12) [옮긴이] 이 구절 역시 위의 A Place in the Sun과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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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적 파트너들의 동의를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공통적인 것
의 가시성의 재짜임〔reconfiguration, 재편〕을 의미한다. 그것은 어떤 집
단적 상황의 주어진 것이 스스로를 더 이상 논쟁에 빌려줄 수 없는,
주어진 세계 내부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세계의 논쟁적 틀에 스
스로를 더 이상 빌려줄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객관화됨을 의미한
다. 그런 방식으로 합의는 ‘정치의 미학’의 기각을 의미한다.
정치적 무대〔stage, 장면・상연〕와 불일치의 정치적 개입의 그런 소
멸 또는 약화는 미학의 정치에 모순적인 효과를 미친다. 한편으로,
그것은 정치적 실천으로서의 예술의 실천에 새로운 가시성을 제공
한다 ― 내가 말하는 실천이란 공간과 시간, 공통적인 것의 가시성
의 형태, 사물들 사이의, 이미지들 사이의, 의미들 사이의 연결접속
의 형태의 재분배의 실천을 뜻한다. 예술적 퍼포먼스〔공연〕는 불일
치적 무대의 구축에 있어서 정치의 대체물로 등장할 수 있고 때로
는 그렇게 등장한다. 하지만 합의는 정치적 장소를 텅 빈 채로 두는
것이 아니다. 합의는 제 나름의 방식으로 그 대상의 분야를 다시 틀
짓는다. 또한 그것은 제 나름의 방식으로 예술적 실천의 공간과 임
무를 형성한다. 가령, 계급갈등의 문제를 포함과 배제의 문제로 대
체함으로써, 그것은 ‘사회적 유대의 상실’을 걱정하게 만들며, 49 ‘벌
거벗은 인류’에 관해 우려하게 만들며, 혹은 정치적 우려를 대신해
위협당한정체성들의 힘을키우는임무에열중하게한다. 그러므로
예술은 공동체의 의미를 다시 틀짓고 사회적 유대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그 정치적 역량potentials을 발휘하도록 소환된다. 내 견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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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판적 패러다임에서 농담, 콜렉션, 초대, 미스터리의 형태로의
변동〔이동〕은 정치적인 것이 윤리적인 것의 형태로 재짜임된다는
것을 증언한다.
예술에서 정치를 이렇게윤리로대체하는 것에 맞서서, 오늘날어
떤 기획들은 예술에 대해 정치적 역할을 추구한다. 이 기획들은 공
간의 분배라는 문제를, 상황의 재서술이라는 쟁점을 다룬다. 전통
적으로 정치에 속했던 문제들이 점점 더 중요해진다. 이런 상황은
예술을 직접적으로 정치적으로 만들려는 새로운 시도로 이어진다.
최근 많은 예술가들이 이미지들을 생산하거나 재활용하기보다는
실제 오브제를 만드는, 혹은 단순히 ‘예술적’ 설치작품보다는 실생
활에서 실제 행동에 착수하는 예술의 기획을 되살리는 데 착수했
다. 그러므로 정치적인 헌신commitment은 실재적인 것the real을 찾아
내려는 것과 등치된다. 하지만 정치적인 것은 예술이 도달해야만
할 ‘실재’의 ‘바깥’가 아니다. ‘외부’는 항상 ‘내부’의 다른 쪽이다. 그
차이를 산출하는 것은 지형학topography이다. 그 지형학에서 안과 밖
의 관계를 틀 짓는 것이 협상된다. 실재적인 것 자체는 단순하게 실
존하지 않는다. 실존하는 것은 현실의틀 짓기framing나 픽션이다. 예
술은 실재적인 것에 도달함으로써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
은 실재적인 것과 허구적인 것의 실존하는분배에도전하는 픽션을
발명함으로써 그렇게 한다.
픽션을 제작한다는 것은 스토리를 말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현실의 실존적 의미를 틀 짓는 기호와 이미지 사이, 이미지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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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 혹은 기호와 시간 사이의 [기존의] 연결접속을 해제하고 재분
절한다는 것을 뜻한다. 픽션은 의미〔감각〕의 새로운 공통성들을 발
명한다. 즉, 보일 수 있는 것, 말해질 수 있는 것, 행해질 수 있는 것
사이의 새로운 궤적들을 발명한다. 픽션은 자리와 능력의 [지금까지
의] 배분〔나눔〕을 흐릿하게 만드는데, 이것은 또한 픽션이 그 고유한

활동을 정의하는 경계선 자체를 흐릿하게 만든다는 것을 뜻한다.
예술을 한다는 것은 예술의 경계선을 자리 옮김displacing한다는 것을
뜻하며, 마찬가지로 정치를 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것의 영역으로서
인정되는 것의 경계선들을 자리 옮김한다〔이동시킨다〕는 것을 뜻한
다. 오늘날가장 흥미로운몇몇 예술작품들이영토들과 경계선들의
문제와 씨름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미학의 정치가 지닌 궁극적
역설일 수 있는 것은 미학적 거리distance나 무관심의 새로운 형태들
을 발명함으로써, 오늘날 예술이 합의에 맞서서 의미의 새로운 정
치적 공통성들을 틀 짓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예술은
단순히 정치적 갈등의 약화로 인해 남겨진 공간을 차지할 수는 없
다. 예술은 자신의 고유한 정치의 한계를 시험에 부칠 위험을 무릅
쓰고 그것을 재형성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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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일치를 사고하기 : 정치와 미학 1)

정치와 미학을 불일치2)라는 개념 아래에서 사고한다는 것은 무슨 303
뜻일까? 분명히 불일치는 정치와 미학이 무엇에 관한 것인가에 관
한 개념이다. 뿐만 아니라 불일치 개념은 정치와 미학 자체를 사유

* Jacques Rancière, “The Thinking of Dissensus: Politics and Aesthetics”, Paul Bowman
and Richard Stamp (eds.), Reading Rancière, Continuum, 2011, pp.1-17.
1) 이 텍스트는 2003년 9월 16-17일 런던의 골드스미스 칼리지에서 영국정치학회
의 “포스트구조주의 및 급진정치와 마르크스주의” 전문가 집단이 조직한 컨퍼
런스인 ｢불화에 충실하기 : 자크 랑시에르와 정치적인 것(Fidelity to the
Disagreement: Jacques Rancière and the Political)｣에 발표된 글을 약간 수정하여 옮
겨 적은 것이다. 나는 이 컨퍼런스를 조직한 Benjamin Arditi, Alan Finalyson, James
Martin에게 감사드린다.
2) [옮긴이] 주요 번역어에 대해 미리 알려둔다. ① dissensus(불어도 dissensus)와
disagreement(불어로는 mésentente)는 각각 불일치와 불화로 옮긴다. 두 개념의 차
이에 대해서는 옮긴이의 말을 참조. ② sense와 sensory, sensible, sensibility 등에 대
해 : 하나의 글에서 sense와 sensation이 같이 쓰일 경우, 전자는 대체로 의미, 후자
는 감각(작용)으로 옮겨질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랑시에르가 사용하는 sense
는 대체로 의미와 감각이라는 두 가지의 의미를 모두 가지면서도 의미를 포괄하
는 감각이라는 뜻이 강하다. 따라서 sense를 일관되게 ‘감각’으로 옮긴다. 그리고
다소 편의적으로, sensory는 감각적, sensible는 감성적, sensibility는 감성능력(감수
성) 등으로 옮긴다. sensory는 감관적, sensible는 감각적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
③ distribution과 partition : distribution은 partage의 영어 번역어인데, partage는 공
유와 분할이라는 뜻을 둘 다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 distribution은 대체로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갖고 있는 ‘나눔’으로 일관되게 옮긴다. 반면 partition은 ‘분할’
로만 옮긴다. 그리고 영어의 division은 seperation과 마찬가지로 ‘분리’로 옮긴다.
④ (re)framing은 ‘(다시) 틀을 짜다’라는 의미에 준하여 다양하게 번역했다.
(re)configure, (re)configuration은 (재)배열하다, (재)배열형태, 배열을 다시 하다, 배
열을 다시 짜다 등으로 옮겼다. ⑤ place(s)는 일관성 때문에 ‘자리’로 옮겼지만, 때
로는 ‘장소’라는 말이 더 어울릴 수 있다. 읽을 때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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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이론적 무대를 설치하는 동시에, 정치의 대상과 미학의
대상들을 한데 묶는 관계의 종류도 설치한다. 가장 추상적인 수준
에서 불일치란 감각과 감각 사이의 차이를 뜻한다. 즉, 동일자 안에
서의 차이를, 대립자의 같음을 뜻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정치를 불
일치의 한 형태라고 간주한다면, 이것은 여러분이 불일치를 공동체
의 어떤 본질에서도 연역해낼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여러분이 이
본질을 의사소통적 언어와 같은 공통적 특성의 성취〔발휘〕에 입각
304

해 긍정적으로 연역하든(아리스토텔레스), 아니면 만인에 대해 만
인이 설정하는 파괴적본능에대한응답에입각해부정적으로 연역
하든(홉스) 말이다. 공통적인 것이 분리〔분할〕됐기 때문에, 정치가
있다. 이제 이 분리[분할]는 수준의 차이가 아니다. 감각과 감각 사
이의 대립은 감성적인 것과 지성적인 것 사이의 대립이 아니다. 정
치적 불일치는 기저에 깔린 사회적·경제적 과정을 현시하는 외양이
나형태가아니다. 마르크스주의적인개념규정을참조한다면, 계급
전쟁은 정치의현행적실재actual reality인것이지그 감춰진원인이 아
니다.
첫 번째 점에서 시작하자. 나는 불화 에서 정치적 동물이란 말
하는 동물이라는 저 오래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를 재검토했다.
어떤 비판가들은 이를 ‘고전으로의 복귀’라고 봤다. 그들에게 이것
은 데리다의 탈구축이나 리오타르의 ‘쟁론differend’3)을 무시하고 낡

3) [옮긴이] 이 단어는 대체로 ‘분쟁’으로 번역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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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언어관과 낡은 주체 이론으로 회귀했음을 뜻했다. 하지만 이런
견해는 우리를 오도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하는 동물’에서 출
발한다는 것은 인간들이 정치적 삶에 대한 기질을 갖고 있다는 인
간학적 정의로 회귀한다는 뜻이 아니다. 정치는 말하고 토론하는
인간 능력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관념으로 회귀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아리스토텔레스는이런능력을쾌락과고통을표현하는목
소리라는단순히동물적인능력에대립시켰다. 아무튼이와 반대로
나는 이 ‘공통의’ 능력이 아주 처음부터 균열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일러주는 바에 따르면, 노예는 언어를 이해하고
있으나 이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 불일치가 뜻하는 게 바로 이것이
다. 말하는 것이 말하는 것과 똑같지 않기 때문에, 한 감각이 뜻하는
바에 관한 합의조차도 없기 때문에 정치가 존재하는 것이다. 정치
적 불일치는 자신들의이해관계와 가치를 놓고 대결하는 말하는 인
간 사이의 토론이 아니다. 정치적 불일치는 말하는 자와 말하지 못
하는 자에 관한 갈등이며, 고통의 목소리로서 들려야 하는 자와 정
의에 관한 논증으로서 들려야 하는 자에 관한 갈등이다. 그리고 이
것은 또한 ‘계급전쟁’이 뜻하는 바이기도 하다. 대립된 경제적 이해
관계를 지닌 집단들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가에 관한 갈등, 스스로를 사회적 이해관계를 경영[관리]할 수 있는
자로서 수립하는자들과그들의 생명을 재생산할 수 있을 뿐이라고
추정된 자들 사이의 투쟁인 것이다.
나는정치란공동체를 향한 인간의 소질을 발휘하는 것이라고정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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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는 철학자들로부터 [논의를] 시작했다. 왜냐하면 나는 이런 식
으로 연역해내는 것이 불가능함을, 이 ‘공통’의 감각적 성질이 이미
불일치의단계임을보여주고싶었기때문이다. 이것은내가 방법론
적 언급을 하도록 이끈다. 즉, 불화는 내 이론화의 대상일 뿐만 아니
라 방법이기도 하다. 내게 어떤 저자나 어떤 개념을 제시한다는 것
은 우선 불화를 위한 무대를 마련한다는 것을, 차이의 조작자[연산
자]를 검증한다는 것을 뜻한다. 또 이것은 나의 이론적 조작이 항상

어떤 문제의 배열형태configuration의 틀을 다시 짜는 것을 목표로 한
다는 뜻이기도 하다. 내가 고전으로 ‘복귀’한다고 의심하는 똑같은
비평가들은 내가 불화 나 ｢정치에 대한 열 가지 테제｣4)에서 정치
와 치안을 구별한 것이 정치의 순수성에 대한 탐구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정치와 치안의 구별을 조직화 대자
발성이라는‘포퓰리즘적’ 대립의 잔여물로 간주하고, 해체론자들은
이 구별을 동일성의 낡은 형이상학으로의 무비판적 복귀라고 간주
한다. 하지만마르크스주의자나해체론자들은 모두 내논증이갖고
있는 논쟁적 맥락을 놓치고 있다. ‘정치’란 무엇인가에 관한 내 분석
은 그런 순수성 관념에 도전하고 이것을 전복하는 것을 전적인 목
표로 삼고 있었다. 내가 한 분석은 1980년대의 프랑스에서 우리를
거의 압도했던 이른바정치적인 것의복귀나 정치로의 복귀에 대한

4) [옮긴이] 자크 랑시에르, ｢정치에 대한 열 가지 테제｣,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
에서 , 양창렬 옮김, 도서출판 길, 2013(전면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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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이었다. 이 당시 우리는 도처에서 다음과 같은 모토를 들을 수
있었다. 즉, 우리는이제 정치적인 것이 사회적인 것에, 사회적 이해
관계에, 사회적 갈등과 사회적 유토피아들에 종속되는 것으로부터
잘 빠져나왔다고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의 진정한 의미란 공
적 무대에서의 행위이다, ‘함께 있음’의 현시이다, 공동선에 대한 탐
구이다 등등으로 보는 견해로 복귀했다. 이런 복귀의 철학적 기반
은 주로 두 명의 철학자들, 즉 레오 스트라우스와 한나 아렌트에게
서 나왔다. 이 두 사람은 모종의 방식으로 그리스 철학의 유산을 근
대의 통치적 실천에 끌어들였다. 두 이론가들은 공적 행동과 공적
말하기의 정치적 영역과 경제적·사회적 필연성[필요]의 영역 사이
의 대립을 강조했다. 이들의 논점은 강력하게 부활했다. 심지어 이
들은 ‘경제주의’와 ‘자생주의’라는 낡은 마르크스주의적 대립을 진
정한 혁명적 실천으로 대체할 수 있었다.
이런 결합은 프랑스의 1995년 파업 동안에 명백해졌다. ‘노동조 306
합주의’에 대한 낡은 마르크스주의적 비난과 정치적인 것과 사회적
인 것 사이의 혼동에 대한 아렌트적 비난이 한데 합쳐졌고, [이런 결
합은] 파업가담자들이 옹호했던 낡은 특권에 맞서공동선과 공동체

의 미래를 담당하는 정부의 ‘정치적 용기’에 대한 하나의 동일한 지
지의 담론이 되었다. 그러므로 정치적인 것의 ‘순수성’으로의 복귀
는 사실상 정치적인 것을 국가 제도와 정부[통치]적 실천과 동일시
하는 것으로 복귀를 뜻한다는 게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내가 정치
의 특정성[종별성]을 정의하려고 시도한 것은, 무엇보다 우선, 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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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로의 복귀라는 주류의 관념에 도전하려는 시도였다.
‘순수’ 정치란 없다. 나는 ｢정치에 대한 열 가지 테제｣(이하 ｢열 가
지 테제｣)를주로 특정한 정치적 영역과정치적삶의방식이라는아
렌트적 관념을 비판하기 위해 썼다. ｢열 가지 테제｣는 정치에 관한
그녀의 정의가 악순환을 이루고 있음을 증명하려 했다. 하지만 궁
극적으로 볼 때, 이것은 그네들의 삶의 방식이 그네들을 정치로 이
끌 운명에 처해 있던 자들의 삶의 방식을 정치와 동일시한다는 것
을 뜻한다.5) 그것은 아르케의 순환이며, ‘시작의 권력’에 있어서, 권
력을 행사할 소질이나 자격에 있어서 권력의 행사의 예상이다. 문
제의 핵심은 바로 ‘소질’이나 ‘목적지’라는 관념에 놓여 있다. 정치
적 삶과비-정치적삶 혹은 ‘벌거벗은생명’ 사이의 대립이라는관념
에 놓여 있는 것이다. 내가 치안이라고 부른 것의 전제가 바로 이런
나눔[분배]이다. 즉, 집단과 개인에게 특정한 능력에 따라할당된자
리와기능들을갖고서집단적신체로서의정치공동체를배열configuration하는 것이다. 권력은 지배할 자격이라고는 아무것도 갖지 못

한 자들에게 속해 있다고 단언함으로써 이런 전제가 깨질 때, 거기
에 정치가 있다. 이것은 권력의 행사를 위한 기반이란 전혀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정치를 위해 태어난 자들과 경제적·사회적 필연
성의 ‘벌거벗은’ 생명을 위해 태어난 자들을 분리하는 경계선이 의
문에 부쳐질 때, 거기에 정치가 있다.

5) [옮긴이] 이 문장은 랑시에르가 곧바로 얘기하듯이 ‘순환논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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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정치적 삶이란없으며정치적무대가있다는 것을뜻한다.
정치적 행동은 ‘사회적’, ‘경제적’ 혹은 ‘가정적’이라고 간주되었던
것이 정치적임을 보여주는 데 있다. 정치적 행동은 경계선들을 흐
릿하게 만드는 데 있다. ‘가정적’ 행위자들(가령 노동자나 여성)이
자신들의다툼quarrel을공통적인것과관련된다툼으로재배열할reconfigure 때마다, 즉 어떤 자리가 그것에 속하는지 속하지 않는지에 307

관련된 다툼으로, 그리고 누가 공통적인 것에 관해 언표행위를 하
고 시위를 할 수 있는지 혹은 없는지에 관련된 다툼으로 재배열할
때마다, 정치적 행동은 일어난다. 그러므로 분명해져야 하는 것은,
정치란 무엇인가에 관한 불화가 있을 때, 정치적인 것을 사회적인
것에서 분리하거나 공적인 것을 가정적인 것에서 분리하는 경계선
이의문시될때, 정치가있다. 정치는정치적인 것을비-정치적인것
으로부터 재-분할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정치는 일반적으로 “자
리를 벗어나서”, 정치적이라고 간주되지 않았을 터였던 자리에서
일어난다.
이 분석에서 몇 가지 귀결들을 끌어내보자. 첫째, 이것은 나의 정
치관이 ‘가치중립적’이라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6) 확실히, 이것은
정치를 공통적인 것의 윤리적 관념 위에 정초하기를 거부한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은 행동 일반의 가치나 원리를 선언하는 심
급으로 간주된 윤리가 일련의 실천들로서의 정치를 규제해야 한다

6) 이 점에 관해서는 Thomson, 2003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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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관념을 의문에 부친다. 이런 관념에 따르면, 정치를 윤리 속에 정
초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재앙과 공포가 생겨날 것이라고 한다. [그
러나] 나는 거꾸로 말하고 싶다. 조지 부시와 오사마 빈 라덴의 시대

에는 윤리적 갈등이 정치적 갈등보다 훨씬 더 폭력적이고 훨씬 더
과격하게일어났다. 그러므로 정치는 윤리적 갈등의 폭력을 누그러
뜨릴 수 있는 적대antagonism의 특정한 실천이라고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정치를 단순한 경합적 도식agonistic schema으로 환원
하지 않는다. 이 도식에서는 ‘내용’이 뭔가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
이다. 나는 적대에 관한 슈미트적 정식화와는 멀리 떨어져 있다. 정
치는 자신의 보편을, 자신의 고유한 척도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바
로 평등이라고 나는 주장한다. 척도는 결코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그것은 잘못wrong의 상연 · 연출7)을 통해서만 적용된다. 하
지만 모든 잘못이 필연적으로 정치적인 건 아니다. 내가 제시한 테
제에 맞서서, 피압제자들 사이에는 종교적 광신이나 민족적 동일성
주의ethnic identitarianism와 불관용에 의해 형성된 반-민주적인 시위
형태들도 있다고 주장된다. 에르네스토 라클라우는 이것이 불일치
에 관한 나의 개념규정이 갖고 있는 맹점이라고 지적했다(Laclau,
2005, p.246~). 하지만내 견해에따르면, 잘못이정치적 행동의토대

7) [옮긴이] 이하 enactment는 상연·연출, enact는 상연·연출하다로 옮긴다. 이 영어
단어는 불어의 acte(r)에 해당된다. 따라서 법적 인정이나 법의 제정 등을 뜻한다.
그러나 랑시에르가 이 단어를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다.
이는 특히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의 영역본에 자주 등장하는데, 대체로
상연, 공연이라는 뜻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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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상연·연출할 때, 잘못이 정치적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이때의 정
치적 행동이란 평등의 단순한 우연성이며, 이것은 분명히 피의 순
수성이나 종교의 권력 등등을 요구하는 ‘포퓰리즘적popular’ 운동에 308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그 어떤 형태의 시위에 대해서도 ‘포
퓰리즘populism’이라는 이름의 낙인을 찍으려는 널리 퍼진 경향을
거부한다. ‘포퓰리즘’이라는 개념은 구-마르크스주의자들과 젊은
자유주의자들이 복지[국가]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투쟁과 인종적
혹은 종교적 폭동을 한 바구니 안에 한꺼번에 집어넣을 수 있게 해
주는 꿀꿀이단지이다.
‘인민’은 두 개의 대립된 것들, 즉 데모스demos 혹은 에트노스ethnos에 대한 이름이다. 에트노스는 똑같은 기원을 갖고 똑같은 땅에

서 태어나거나 똑같은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살아 있는 신체와
동일시된 인민이다. 다른 신체들에 대립된 신체로서의 인민이다.
데모스는 공동체의 부분들parts에 대한 보충supplement으로 이해된
인민이다. 즉, 내가셈해지지 않은 것의 셈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데
모스는 여기나 저기에서태어났다는단순한우연성의 기입이다. 이
기입은 지배하기 위한 그 어떤 ‘자격부여’와도 대립된다. 또 데모스
는 그런 평등의 입증 verification 과정을 통해, 불일치의 형태들의 구
축을 통해 출현한다. 이제 분명한 것은, 차이가 단번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점이다. 데모스의 삶은 에트노스로부터의 그점증적인분
화 differentiation의 과정이다.
둘째, 이것은 내가정치를봉기라는예외적이고 사라지는 순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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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환원한다는 뜻이 아니다. 정치적 원칙의 단순한 상연 · 연출은
(순수성이 설령 있다손 치더라도) 그 순수성으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정치는 많은 ‘혼동된’ 문제와 갈등 속에 존재하며,
정치는 기억, 역사 쪽으로 향해간다. 정치의 역사적 동학이라는 것
이 있다. 즉, 시간의 ‘정상적’ 과정을 깨뜨리는 사건들의 역사, 주체
화의 기입과 형태들의 역사, 약속의 역사, 기억의 역사, 반복의 역
사, 예견과 시대착오의 역사가 있다.8) 예외를 과정에 대립시키는
지점은 하나도 없다. 과거를어떻게개념규정할 것인가가 논란거리
이다. 내가 그렇게 보듯이, 정치의 역사는 경제적·사회적 발전과 더
불어 진행되는 연속적인 과정이 아니다. 정치의 역사는 그 어떤 ‘운
명적인[이정표적인]’ 플롯이든, 이런 플롯들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
다.
셋째, 정치와 치안의 대립은 정치가 그 어떤 ‘고유한’ 대상도 갖고
있지 않으며, 정치의 모든 대상은 치안의 대상과 뒤섞인다는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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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딱 들어맞는다. 예전에 쓴 어떤 텍스트에서 나는 정치의 과정과
치안의 과정의 마주침(과 ‘혼동’)의 장에 ‘정치적인 것’이라는 이름
을 부여하자고 제안했다(Rancière 1995를보라). 내가명백하다고생
각하는 것은, 어떤 상황의 틀을 다시 짜는 정치적 개입의 가능성은
그런 식으로 이해된 정치적인 것의 일정한 설정으로부터 취해져야

8) ｢열 가지의 테제｣에 관한 논의에서 내가 믹 딜런(Mick Dillon)에게 한 응답을 보
라(Rancière 20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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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이다. 이때문에나는 마르크스주의가 실질적 민주주의와
형식적 민주주의를대립시키는 것에맞서서, 민주적 과정이 기입되
어 있는 모든 것들, 즉 헌법전들에, 국가의 제도들에, 여론 기구들
에, 언표행위의 주류 형태들 등등에 기입되어 있는 이 모든 것이 행
하는 몫[부분]을 강조했다. 이것이 나를 몇몇 급진적인 정치사상가
들과 명확하게 변별시켜주는 한 가지 점이다. 이들은 [정치를] 국가
제도의 운용과 혼동하는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정치의 근본성을 따
로 떼어내고 싶어 한다. 민주주의를 우리네 서구 사회의 국가 형태
와 삶의 방식으로 간주할 뿐인 알랭 바디우는 내가 그런 합의적 견
해를 고수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슬라보예 지젝은 ‘급진
적인 정치적 행위’의 리스크를 다수파의 민주적 법에 의해 제공된
‘초월론적 보증인의 법률주의적 논리’에 대립시킨다.9) 하지만 나는
민주적 과정을 우리 국가들의 기능과 결코 동일시하지도, 혹은 다
수파의 법에 의해 제공된 ‘기회주의적인 보험’(지젝)과 동일시하지
도 않았다. 나는 민주적 과정을 정치적 보충과 동일시했는데, 이 보
충은 이런 기능을 ‘아무나anyone의 권력’과 대결시킨다. 국가의 기
능을 와해시키는대가를치르더라도 국가의 기능을 정초하는‘아무
나의 권력’과 말이다. 불평등한 질서는 그 평등주의적 전제 없이는

9) 알랭 바디우는 메타정치 (Metapolitics, 2005)에서 나에 대해 이렇게 지적했다.
‘민주주의적 덫’이라는 지젝의 비판은 ｢정치에서 생명정치로 … 그리고 되돌아
가기(From Politics to Biopolitics . . . and Back)｣(2004)라는 글에서 가장 명료하게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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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할 수 없다. 거꾸로 평등주의적 투쟁 자체는 종종 공통적인 것
에 관한 치안의 서술을 무기로 사용한다. 예를 들어 페미니스트적
투쟁에서 성적 상호보완성complementarity이라는 의학적·도덕적·교육
적 표준이 맡았던 역할을 생각해보자. 혹은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노동의 ‘소유’에 대한 참조가 했던 역할을 생각해보자. 평등은 자신
의 고유한 어휘나 문법을 갖고 있지 않으며, 그저 시학만을 갖고 있
을 뿐이다.
정치는 치안의 바깥에 있는 자리에서 유래하지 않는다. 이 점에
서 나는 나에 대한 몇몇 반론가들과 견해를 같이 한다(Thomson
2003 참조). 치안의 바깥에는 [정치가 들어설] 그 어떤 자리도 없다.
하지만 그것이 할당하는 ‘자리들’을 가지고 뭔가를 행하는 갈등적
인 방식이 있다. 자리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재형성하거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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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는 것이 그것이다. 내가 ｢열 가지 테제｣에서 상기시켰듯이, 그
리스에서 민주주의의 공간은 이런 자리 옮김displacement에 의해 열
려지게 됐다. 처음에는 ‘구역’을 의미했던 데모스가 정치의 주체의
이름이 되었을 때 말이다.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었던 세 개의 ‘데
모스들’을 클레이스테네스가 하나로 합쳐서 아테네 부족들을 재형
성했을 때, 그렇게 됐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것은 두 가지를 한꺼
번에 하는 조치이다. 즉, 그것은 정치적 공간의 자율성을 구성했던
동시에 귀족계급에게서 지역 기반의 권력을 빼앗았다.
여러논평가들이강조했듯이, 이것은내가 공간적 범주들이나은
유들을 사용한 것에 관해 더 말할 기회를 제공한다.10) 민주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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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 관해 말하는 것은 단순한 은유가 아니다. 데모스의 경계획
정은 물질적인 문제인 동시에 상징적인 문제이다. 더 정확하게 말
하면, 그것은 물질적인 것과 상징적인 것 사이의 (분리)접속의 새로
운 형태이다. 민주주의의 설립이란 새로운 위상학의 발명을 의미한
다. 토지소유자의 물질적 특권을 전통의 상징적 권력과 접속시켰던
귀족제적공간에맞서서, 분리접속된 자리들로이루어진공간의창
출을 의미한다. 이런 분리접속이 정치와 치안의 대립의 핵심에 놓
여 있다. 그러므로 공간이라는 쟁점은 나눔[분배]에 입각해 사유되
어야 한다. 자리들의 나눔, 안에 있는 것이나 바깥에 있는 것의 경계
선의 나눔, 중심적이거나 주변적인 것의 경계선의 나눔, 가시적이
거나 비가시적인 것의 경계선의 나눔이 그것이다. 이것은 내가 감
성적인 것의 나눔이라고 부른 것과 관련된다(Rancière 2004b를 보
라). 이 말은 내게 위계의 상징화의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형태들이
지각적인 소여로서 구현되는 방식을, 사회적 목적지가 지각적 우
주, 존재방식, 말하기와 보기의 명증성에 의해 예견되는 방식을 가
리킨다. 이런 나눔은 시간과 공간에 관한 어떤 틀짜기이다. 누구나
자신의 고유한 자리에 있기를 원한 플라톤의 국가 의 ‘공간적’ 폐
쇄는 시간적인 분할 자체이다. 즉, 장인은 애초부터 그들의 자리와
는 다른 곳에 있을 시간을 갖고 있지 않은 자들로 형상화되었다. 나

10) 2003년에 열린 골드스미스 컨퍼런스에서 Mustafa Dikec와 Michael Shapiro의
기고문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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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해방의 핵심이 사회적 종속을 떠받치는시간의분할자체로부터
이탈하려는시도였음을 강조하기 위해, 노동자의해방에관해내가
쓴 책을 프롤레타리아의 밤

11)이라고

불렀다. 노동자들은 낮 동

안에는 노동을 하고 밤 동안에는 잠을 잔다는 명백한 분할이 존재
했다. 그러므로 밤을 정복하는 것은 사회적 해방의 첫 단계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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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의 주어진 상태를 재배열하기 위한 최초의 물질적이고 상징적
인 기초였다. 노동자들 자신이 공통의 세계를 공유하고 있고 그런
공통의 세계의 대상이자 참여자를 명명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개인적’ 생활을 재배열해야 했다. 모
든 개인들에게 공통적인것을돌보도록 예정된 사람과 예정되지 못
한 사람 사이의 분할을 예견했던 낮과 밤의 분할을 재배열해야 했
다. 그것은 역사가들이 주장하듯이 ‘재현’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
은 감각경험의 문제였으며, 지각 가능한 것의 분할의 한 형태였다.
달리 말해서, 내가 ‘공간’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내가 ‘미학’에 관
심을 가진 것과 똑같다. 나는 이미 역사와 정치에 관한 내 작업과 미
학에 관한 내 작업 사이에서 일어났던 이동, 몇몇 논평가들이 지각
했던 이동이 하나의 장에서 다른 장으로의이동이아님을 설명하려
고 노력했다. 내가 정치에 관해 작업한 것은 정치를 ‘미학적 사태’로
서 보여주려는 시도였다. 이 말로 내가 말하려는 것은 벤야민이 ‘예

11) [옮긴이] 영어판은 노동의 밤 (The Nights of Labor, 1989)이라는 다소 모호한
제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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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의 정치화’에 대립시켰던 ‘정치의 미학화[심미화]’와는 아무런 관
계가 없다. 내가 말하려는 바는 권력의 행사나 권력을 위한 투쟁이
라기보다는정치가특정한세계, 특정한 경험형태의배열형태라는
것이다. 이런 특정한 것들 속에서 몇 가지는 정치적 대상으로 보일
수 있고, 몇 가지 질문은 정치적 쟁점이나 논점으로 보일 수 있으며,
몇몇 행위자는 정치적 주체로 보일 수도 있다. 나는 정치를 특정한
하나의 세계가 아니라 갈등적 세계로 설정함으로써 정치의 이런
‘미학적’ 본성을 재정의하려 노력했다. 즉, 경쟁하는 이해관계나 가
치의 세계가 아니라 경쟁하는세계들의 세계로서 재정의하려한 것
이다.
만일 내가 [먼저] 했던 작업의 그런 부분이 ‘정치의 미학’을 다뤘
다면, 내가 나중에 한 작업은 미학의 정치를 다뤘다고 말할 수 있을
지 모르겠다. 나는 미학의 정치라는 말로 예술과 정치의 관계에 대
한 물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각 가능한 것의 정치적
나눔에 있어서 어떤 특정 영역(미학의 영역)의 배열형태가 지닌 의
미와 중요성을 이해한다. 내가 한 ‘정치적’ 작업에서 이미 나는, 정
치적인 것의 실존과 미학적인 것의 실존이 어떻게 강하게 상호 연
결되어 있는지를 증명하려고 노력했다. 플라톤의 국가 에서는 공
적인 무대로부터 데모스의 배제와 연극적 형태의 배제가 엄격하게
상호 연결되어 있다. 자주 말해지는 것과는 달리, 이것은 플라톤이
정치에 이익이 되도록 예술을 배제했다는 뜻이 아니다. 플라톤은
정치와 예술을 배제했다. 플라톤은 장인들이 그네들의 ‘고유한’ 작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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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장과는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관념과 시인이나 배
우들이 그네들의 ‘고유한’ 정체성과는 다른 정체성을 수행할play 수
있는 가능성, 이 둘 다를 배제했던 것이다.
또 나는 근대 민주주의와 근대 혁명이 어떻게 감성적인 것의 이
새로운 나눔과 연결되어있는지를보여주려고 노력했다. 이 새로운
나눔은 예술에 특정한 자리를, 미학적 감정이라고 불리는 특정한
감정을 묘사한다. 이것은 프랑스 혁명 당시에 미술관을 출현하게
만들었던 것과 단순하게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그것은 특정
한 ‘미학적 상태’라는 실러의 관념에서 새로운 감각혁명이라는 횔
덜린의 관념으로, 더 나아가 마르크스주의적인 생산자들의 혁명으
로 나아가게 했던 단순한 현사실적 영향도 아니다. 근대 민주주의
는 미학적인 것의 출현과 동시대적이다. 내가 미학적이라고 부른
것은, 다른 경험 영역들을 통치하는 지배의 형태들을 중지시키는
어떤 특정한 경험 영역을 가리킨다. 즉, 그들의 감각경험의 구성 자
체로부터 변별되는, 지배의 근거를 두 인류의 대립에 두는 형상과
질료, 이해와 감성sensibility의 위계를 가리키는 것이다. 경험 영역들
의 이런 재-분할은 자리들과 몫들 일반의 물음을 재형상화하는refiguring 가능성들의 부분part이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것은 애매

한 방식으로그렇게 했다. 즉, 인과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 미학의 예
외성 때문에 정치의 역설적 ‘예외성’을 복제했던 것이다.
정치의 예외성은 그 어떤 특정한 자리도 갖고 있지 않다. 정치는
사회적 쟁점, 치안 문제 등등을 고쳐 말하고 무대에 다시 올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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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치안의 공간에서 ‘발생한다.’ 반대로 미학적 자율성은 특정한 자
리들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 특정한 자리가 무엇인가에 관한 정의
는 예술의 어떤 형태와 삶의 어떤 형태를 등치시키는 것과 밀접하
게 관련되어 있다. 미학적 경험의 고독은 예술이나 정치가 더 이상
분리된 경험 영역들이지않을미래의공동체의 약속과 처음부터 묶
여 있었다. 이것은 미학이 처음부터 자신의 정치를, 내 용어로 말하
면 메타정치를, 정치가 하는 것과는 다르게 ‘정치를 하는’ 방식을 갖
고 있다는 뜻이다. 미학은 정치적 불일치의 실천과 국가권력의 변
혁을 감각공동체의 메타정치적 기획과 대립시킨다. [메타정치로서
의] 미학은 ‘단순한 정치적’ 혁명에 의해서는 항상 놓쳐지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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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속에, 살아 있는 태도 속에 병합된incorporated 자유와 평등을 성
취하는 것이다.
이 기획은 아주 다양한 형태를 띠었으며, 결국에는 그 역전으로
이어졌던 많은 변형들을 겪었다. 이런 변형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
이 포함된다. 실러의 미학교육, 헤겔과 셸링과 횔덜린이 꿈꿨던 새
로운 신화, 청년 마르크스의 인간혁명, 소비에트 예술가들과 건축
가들의 구성주의적 기획, 뿐만 아니라 초현실주의적 전복, 아도르
노의 근대작품의 변증법, 68년5월이 ‘수동’혁명이라는 블랑쇼의 관
념, 드보르의 ‘표류’, 혹은 리오타르의 숭고한 것의 미학 등.
여기서 나는 내가 리오타르의 후기 저작을 논할 때 무엇이 관건
인지를 분명히밝혀야겠다. 어떤 점에서 이것은 불화 에서는 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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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제시되지 않았고, 그래서 후속 글들에서 이를 좀 더 개진하려
고 했다(Rancière 2003b, 2004a, 2004d를 참조). 관건은 불일치에 관
한 이해이다. 리오타르는 숭고한 것의 범주를 통해 불일치를 절대
적 잘못의 새로운 형태로 전환시켰다. 쟁론 Le différend

12)에서는

그런 절대화가 드러나지 않지만, 그 다음에 발표된 책들에서는 이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진다. 리오타르를 포스트구조주의와 포스트모
더니즘 개념을 통해 수용한 영미권에서는 이런 전회가 모호해졌다.
분쟁과 잘못에 관한 리오타르의 사고는 포스트구조주의적 주체 비
판은 물론이고, 거대서사의 종언이라는 포스트모던적 지각과 너무
도 쉽게결합되었기에, 결국언어와문화의다양성이라는 상대주의
적 관점으로 귀결되었다. 그런 지각은 리오타르의 이론에서, 그리
고 불일치를 사고하는 방식에 있어서 무엇이 관건인지를 감춰버린
다. 리오타르의 후기 책들이 이런 점들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데
도 말이다. 물론 그의 후기 책들은 내가 미학과 정치의 ‘윤리적 전
회’라고 부른 것을 훨씬 더 폭넓게 특징짓고 있다.13)
잘못의 절대화는 프롤레타리아가 보편적 희생자, 거대서사의 주

12) [옮긴이]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 쟁론 , 진태원 옮김, 경성대학교출판부,
2015.
13) 2003년 골드스미스 컨퍼런스에서 한 발표문에서 Sam Chambers는 리오타르적
분쟁에 맞서서 내가 아리스토텔레스적 언어관을 지지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언
어관을 취했기 때문에 나는 리오타르를 이해할 수 없게 됐을 뿐 아니라, 정치를
재사유하려는 나 자신의 기획도 완성할 수 없었다고 한 것이다. 하지만 내가 아
리스토텔레스를 언급한 것은 인간/말하는 동물/정치적 동물이라는 고전적 등식
의 핵심부에 놓여 있는 간극 혹은 잘못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전체 문제는 우
리가 이 잘못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이다. Chambers, 2005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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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였던 근대 시대와 미시서사 혹은 국지적 서사라는 포스트모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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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시작됐다. [그러나] 이 단절에는 역사적 증거가 결코 없다. 나의
모든 역사적 탐구가 목표로 삼은 것은 이런 전제를 파괴하고, 사회
적 해방의 역사란 항상 작은 서사들, 특수한 발화행위 등으로부터
만들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거대서사와 보편적 희생
자의 시대로부터단절해야 한다는 논점은 내가 보기에 요점을 벗어
난 것 같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이 사실상 절대적 잘못의 또
다른 서사 속에 내장되지 않는 한, 요점을 벗어난 것이었다. 그리고
내가 추정하기에 이렇게 내장시키는 것이 [리오타르의] 요점이었
다. 리오타르가 했던 것은 희생자의 거대 서사로부터 단절하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희생자의 거대 서사를 새롭게 활용하기 위해 회
고적인 방식으로 희생자의 거대 서사의 틀을 다시 짜려는 것이었
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리오타르의]

하이데거와 ‘유대인

들’Heidegger and “the jews” (1990)은 어쩌면 거기에 없었을 수 있고 확
실히 시작에서는 명백하지 않았던 어떤 의미, 즉 서사의 대체라는
의미와 희생자의 대체라는 의미를 이른바 포스트모던적 논증에 제
공하는 전환점으로 사고될 수 있다. 이 텍스트에서 <유대인들>은
근대성의 새로운 서사의 주체, 서구 세계의 새로운 서사의 주체가
되었다. 그것은 더 이상 해방의 서사가 아니었으며, 약속의 완수라
는 일방통행식의 플롯도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또 다른 일방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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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식의 플롯이었다. 즉, 절대적 범죄의 서사인데, 이 서사는 서구사
유의 변증법 전체의 진리로서, <타자>, <길들여질 수 없는 것> 혹은
<갚을 길이 없는 것>14)과 관련된 사유의 근원적 부채를 잊으려고
하는 거대한 시대의 최종 결과로서 나타난다.
갚을 길이 없는 부채라는 관념은, 우리도 알다시피, 미학적 상태
의 예외성의 변형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이다. 리오타르는 미학적
예외성을 칸트적 숭고의 격자를 통해 해석한다. 즉, 무능의 경험으
로서 해석하는 것이다. 미학적 상태의 예외성은 감각과 사유의 근
본적 불화를 뜻한다. <이성>의 관념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상상
력>이 무능하다는 칸트의 견해는 사고의 힘을 탈피하고 원초적 ‘재
앙’을 증언하는 감각 aistheton의 힘으로 뒤집힌다. 타자성의 법칙에
대한 정신의 먼 옛날부터의 의존, 정신의 ‘노예화.’ 이 <타자성>의
처음 이름은 ‘<사물>’, 즉 프로이트-라캉적 의미의 <사물 Das 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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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 두 번째 이름은 <법>이다.
이런 식으로 <법>에 대한 유대인의 복종은 정신의 ‘재앙’이나 ‘무
기력화’의 원초적 경험에 대한 복종과 똑같다. 그러므로 나치가 유
럽의 유대인들을절멸시키려 한 것은원초적 재앙을 부인하는 데서
귀결되는 재앙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사물 Das Ding> 혹은 <법>을 제

14) [옮긴이] ‘길들여질 수 없는 것’은 ‘the Untameable’의 번역어이다. 한편, ‘the
Unredeemable’은 속죄할 수 없는 것,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없는 것, 따라서 어떤 부
채나 빚에 대해 갚을 길이 없는 것, 그리하여 구원될 수도 없는 것 등등을 의미한
다. 이미지의 운명 에서와는 달리 여기서는 ‘갚을 길이 없는 것’으로 일관되게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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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하려는, 타자성에 대한 먼옛날부터의 의존을 제거하려는 기획의
최종적인 달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적합하게 말하면 이것
은 미학적 경험을 윤리적 경험으로 해석한다는, 해방의 모든 과정
을 금한다는 뜻이다. 이런 플롯에서는, 해방의 모든 과정은 정신을
타자성에 예속시키는 재앙을 부인하려는 재앙적인 시도라고 지각
된다. 새로운 종류의 근본악에 관한 이런 사고는 오늘날 (적어도 프
랑스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정치와 관련된 두 종류의 태도로 이어
진다. 하나는 기권이고 다른 하나는 잘못의 다른 종류의 절대화를
지지하는 것, <선>의 군대가 <악>의 축에 맞서 벌이고 있는 현재의
전쟁을 지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치에 관한 내 연구에서 관건이고 또 이 관건을 미학
에 관한 연구와 묶어주는 것은 불화로서의정치의특정성을 사고하
려는 시도이며, 불일치를 잘못이나 재앙으로 절대화하려는 것에서
벗어나는 미학적 이질성의 특정성을 사고하려는 시도이다. 이것은
그런 예외성을 순수성의플롯 바깥에서 사고하려는시도이다. 리오
타르의 마지막 작업에서관건은 분명히 미학적 분리성에 관한 아도
르노의 해석의 변형이다. 아도르노에게서미학적경험은미학적약
속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분리되어야만 했다. 리오타르에게서
작품의 미학적 순수성의 본질은 <길들여질 수 없는 것>의 순전한
증언이라는 지위에 있다.
마찬가지로 정치적 삶과 벌거벗은 생명의 분리라는 아렌트적 관
념은 ‘예외상태’에 관한 아감벤의 이론화에서 거꾸로 뒤집혔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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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태는 정치적 삶을 ‘벌거벗은 생명’ 아래로 포섭하는 <근대성>
의 거대서사가된다. 이 포섭은 홉스의 이론뿐만 아니라 <인간의권
리들>에 대해서도, 프랑스 혁명의 인민의 주권이나 인종청소도 설
명한다. 정치의 순수성이라는 관념은 그 반대로, 즉 그 애매한 행위
자들을 일소함으로써 정치적 개입의 무대를 텅 비게 만드는 것으로
나아간다. 그 결과, 정치는 압도적인 역사적-존재론적 운명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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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하는 권력의 행위와 동일시되기에 이른다. 즉, 우리 모두는 처
음부터, 수용소의 동질적이고 편재하는 공간 속에 있는 난민들이
며, 벌거벗은 생명과 예외의 상호보완성 속에 사로잡혀 있다
(Agamben 1998; Rancière 2004c를 참조).
만일1990년대 초에 내가 정치적인 것의 복귀라는 표준적인 이론
들을 제기했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나는 예외의 논리의 이런 무한
화에, 정치적인 예외성과 미학적 예외성의 이런 이중적인 역전reversal에 점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예외성의

결합이 “윤리적” 추세를 구성한다. 나는 이런 윤리적 추세에 대해,
순수성 관념과는 별개로 미학적·정치적 불일치성을 사고하는 하나
의 방식을 대립시키려고 한다. 정치의 예외성이란 [정치가] 자신의
고유한 장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치안의 장에서 자신의 무대
를 건설하는 실천의 예외성을 뜻한다. 그리고 미학적 체제에서 예
술의 자율성은 그만큼 타율성이다. 즉, 예술은 특정한 경험에 귀속
되는 특정한 영역으로 설정되지만, 그 대상과 절차를 다른 경험 영
역에 속하는 대상과 절차로부터 분리시키는 경계선은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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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작업의 전반적 논리는 순수 정치와 순수 미학이 무한한 잘못
이나 무한한 악의 급진화 속에서 함께 전복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
주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나는 불화를 해소될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도처리될수 있는 잘못이라고 사고하려고노력한다. 이것은
내가 예외, 잘못 혹은 초과에 관한 개념규정을 그 어떤 종류의 존재
론과도 별개로 유지하려고노력한다는 것을뜻한다. 정치의 원리를
존재론적 원리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 한, 정치를 사고할 수 없다
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이다. 이런 것이 하이데거적인 차이, 네그리
가 개념규정한 스피노자적인<존재>의 무한성, 바디우의사유에있
어서 존재와 사건의 극성polarity, 아감벤의 이론에 있어서 잠재성과
현실성 사이의 관계의 재분절 등등이다. 내가 취하는 가정은, 이런
요구사항들이 어떤 역사적-존재론적인 운명적 과정을 위해서 정치
의 해소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이것은 상이한 형태를 띨 수도 있다.
정치는 존재의 법칙에서 해소될 수도 있다. 마치 형식이 그 내용의
현시에 의해 찢겨져버리듯이 말이다. 하트와 네그리의 제국 에서
<다중>은 제국을 폭파하게 될 제국의 진짜 내용이다. 공산주의는
승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존재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즉,
<존재>는<공산주의>이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정치적잘못은기원
적 잘못의 결과로서 등장할 것이며, 그리하여 <신>만이, 혹은 어떤 317
존재론적 혁명만이 우리를 구할 수 있다.
처음부터 내가 가진 첫 번째 관심사는 형이상학적 목적지[이정
표]에 입각해 정치적 문제들을 분석하는 모든 분석들을 옆으로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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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버리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기 위해 나는 그 어떤 시간적 목적론
도, 차이·초과 혹은 불일치의 그 어떤 기원적 결정도 일축해버리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나는 항상 초과, 차이, 혹은
불일치의특정하고제한된형태를정의하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나
는 그 어떤 셈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 <존재>의 초과에 정치적
불일치를정초하지않는다. 나는 정치적 불일치를 특정한 계산착오
와 연결한다. 데모스는 <존재>의 초과를 구현하지 않는다. 데모스
는 무엇보다 우선 텅 빈 이름이다. 한편으로, 데모스는 어떤 필연성
도 갖고 있지 않은 보충적 셈에 대한 이름이며, 다른 한편으로 이
‘자의적인’ 셈은 불평등의 정당화 자체에 고유한 ‘평등주의적’ 조건
을 상연·연출한다. 그 어떤 존재론적 간극도 없고, 평등의 우연성과
불평등의 우연성을 하나로 묶는 교착twist이 있다. 데모스의 역량은
존재의 그 어떤 원초적 초과도 상연·연출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 어
떤 명명의 과정에도 고유하게 있는 초과를 상연·연출한다. 즉, 이름
들과 신체들을 한데 묶는 관계의 자의성을 상연·연출한다. 이름을
부여받고 공통적인 것에 관해 말하도록 ‘운명’지어지지 않은 자들
이 이름과 신체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름들의 초과를 상
연·연출하는 것이다. 내게 차이란 항상 특정한 관계성, 통약 불가능
한 것의 특정한 척도를 뜻한다.
바로 이 때문에 나는 분명히 데리다가 씨름했던 것과 똑같은 종
류의 쟁점과 씨름해야만 했지만, 데리다의 유령성spectrality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게 된다. 예를 들어 유령들과 유령성이라는 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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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문제틀은 두 개의 쟁점을 함께 묶는데, 이렇게 묶여진 매듭은
내게도 중요하다. 두개의쟁점이란탈정체화와 시대착오의 지위이
다. 그것은 내가 직면한 것과 똑같은 문제를 다룬다. 즉, 우리는 ‘비
실존자the inexistent의 실존’을 어떻게 사고하는가, 우리는 ‘초감성적
인 것-감성적인 것’을 어떻게 사고하는가? 하지만 내가 보기에, 데
리다는 비실존자에 너무 많은 현존을 부여하고 너무 많은 육신flesh
을 부여한다. 정체성[동일성]을 탈구축하면서도 그는 항상 ‘이타성
異他性의 동일성’이나 부재의 현전을 과장함으로서 동일성을 복귀

시키려고하기직전에 있다. 그가 마르크스의 유령들 에서 말했듯 318
이, 우리는 유령의 실재성reality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하지
만 우리는 유령이 우리를 쳐다본다는 것, 유령이 우리를 보고 있고
우리에게 말을 한다는 것을 안다. 우리는 유령의 정체성은 모르지
만, 유령의 시선을 견뎌내야 하고 유령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나는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분리시키는 ‘타자성’의 무게를
충분히 깨닫고 있다. 내가 거부하는 것은 ‘타자성’에 어떤 시선을 부
여하는 것이고, 그 목소리에 어떤 윤리적 명령의 힘을 부여하려는
것이다. 더정확하게 말하면, 나는이타성의 형태들의 다양체를 <타
자성>의 인격화를 통해 실체로 전환시키는 것을 거부한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초월의 한 형태를 복귀시킨다. 똑같은 것이 시간적인
분리-접속dis-junction이라는 쟁점에도 해당된다. 또 나는 시대착오,
반복 등등의 쟁점도 다루었다. 하지만 나는 이런 쟁점들을 ‘이음매
에 어긋난 시간’이라는 관념으로 통일시키는 것을 거부한다. 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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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나는 이것들을 시간성의 형태들 및 선線들의 다양체들에 입각해
사고한다. 내가 그렇게 보고 있듯이, 불화의 논리에서 여러분은 분
리-접속의 존재론을 구축하는 대신에 분리-접속을 접속junction의
특정한 형태로서 사고한다(그리고 접속을 분리-접속의 한 형태로
서 사고한다).
나는 이 논점의 이면裏面을 잘 알고 있다. 만일 시간적 ‘분리접속’
의 원초적 구조가 없다면, 어떤 해방적 완수의 지평을 생각하기란
어렵다. 달리 말하면, 만일 유령이 없다면, 메시아도 없다. 내가 메
시아적 명제를 세속적prosaic 용어로 번역한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
이 뒤따를 것이다. 즉, 정치를 그 고유한 논리 위에 정초하는 것이
가능한가? 우리는 정치적 주체화의 과정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서 특정한 시간성의 틀을, ‘비실존적인 것의 실존’의 시간성의 틀을
짜야 하지 않는가?
나는어떤미래의틀을짜는 것이 미래의 가능성의조건이라기보
다는 정치적 개입에 뒤이어 일어난다고 말함으로써 논점을 뒤집고
싶다. 혁명가들은 인민의 미래를 발명하기 전에 ‘인민’을 발명했다.
게다가 우리의 논의 맥락인 ‘정치적인 것의 윤리화’라는 맥락에서
우리는 우선 ‘미학의 정치’의 특정성에, 정치적 개입의 특정성에 초
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데리다가 유령들을 ‘효과성’과 ‘이념성’의 이항대립과
대립시키면서 유령들에 관해 말했을 때, 나는 픽션[허구]에 관해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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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를 더 좋아한다. 내가 보기에 픽션이라는 이 용어는 똑같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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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하지만‘비실존자’의부분[몫]을실체화하는것을막는다. 내게
비실존자는 무엇보다도 말들, 텍스트들, 픽션들, 서사들, 등장인물
들이다. 즉, 유령들의 삶이나 정신 Geist의 삶이 아니라 ‘종이의 삶paper life’이다. 그것은 눈에 안 보이는 것the unapparent의 현상학이라

기보다는특정한외양의시적인 틀짜기이다. 그러므로데리다가존
재론ontology보다 더 넓고 더 강력할 수 있는 ‘유령론hauntology’의 틀
을 짜자고 제안할 때, 나는 시학에 입각해 말하기를 더좋아한다. 존
재론 혹은 ‘유령론’은 어떤 정치적 개입이나 한 편의 시poem만큼이
나 픽션적이다. 존재론은정치, 미학, 윤리 등등에 어떤 기반을 제공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유령론’은 이런 포부pretension를 탈-구축한
다고 칭한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유령론’은 근본주의적 기획을
무너뜨리는 ‘타자성’을 실체화하는 것을 대가로 그렇게 한다. 이제
<타자성>의 실체화는 ‘윤리적’ 기획enterprise의 핵심에 있다. 나는
주류의 윤리적 추세와 이것의 명백히 반동적인 정치로부터 데리다
를 분리시키는 거리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추세에서 [진정으로] 탈출하길 원한다면, 나는 ‘타자성’이 탈-실체
화, 탈-존재론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 덕분에 나는 내 작업의 의미나 내 담론의 지위를 둘러싼 몇
몇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게 됐다. 정초하거나 탈구축하는 대신에 내
가 언제나 하려고 노력했던 것은 담론의 장르와수준들을 분리시키
는 경계선들을 흐릿하게 하는 것이다. 나는 역사의 이름들 (1992
년)15)에서 ‘지식의 시학’이라는 개념을 제안했다. 지식의 시학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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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지식(역사, 정치학, 사회학 등등)을 시적인 조작(묘사, 내레이
션, 은유화, 상징화 등등)으로 거슬러 올라가 추적하여 이런 조작의
대상을 나타나게하고이런 조작의명제에의미와적실성을 부여하
려고 하는 한에서, 지식의 시학은 일종의 ‘탈구축적 실천’으로 보일
수도 있다. 과학적 담론을 시적인 계기로 이렇게 ‘환원’한다는 것은
과학적 담론을 말하는 존재들의 평등으로 환원한다는 것을 뜻한다
는 점이 내게는 중요하다. 내가 자코토에게서 빌려온 ‘지능의 평등’
이 지닌 의미가 이것이다. 그것은 지능의 모든 현시가 다른 무엇인
가any other와 평등하다는 뜻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똑같은
지능이 시적 픽션을, 정치적 개입을, 혹은 역사적 설명을 행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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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뜻한다. 똑같은 지능이 문장들 일반을 만들고 이해한다는 것
을 뜻한다. 정치사상, 역사, 사회학 등등은 그들의 대상을 가시적으
로 만들기 위해, 그리고 그 대상들 사이의 연결을 창출하기 위해 언
어적 혁신이라는 공통적인 힘을 사용한다. 철학도 그렇게 한다.
내게이것은철학이란 담론의 다른 형태나 합리성의 다른 영역을
정초하는담론이아니라는것을 뜻한다. 모든분과학문들은 경계선
내부에서 자신들의 객관성의 장의 특정성에 걸맞은 특정한 방법론
이라는 가정 위에서 자신들의 권위를 진술하는데, [내게] 철학은 이

15) Jacques Rancière, Les noms de I'histoire: Essai de poetique du savoir, Paris: Seuil, 1992.
[The Names of History: On the Poetics of Knowledge, H. White & H. Melehy (trans.).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4. ; 역사의 이름들 , 안준범 옮
김, 울력,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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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경계선들을 해체하는 담론이다. 나의 철학 실천은 정치에 관한
내 생각과 나란히 이루어진다. 그것은분과학문들과 담론적 능력의
특정성을 언어적 능력과 시적 발명의 ‘평등주의적’ 수준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의미에서, 비-아르케적이다. 이런 실천은 내가
철학을 특정한 전쟁터로받아들인다는 것을함축한다. 즉 아르케의
아르케를 탈은폐하려는 힘겨운 노력이 단순히 그 반대로 이어지는
장, 다시 말해 모든 아르케의 우연성이나 시적 성격을 탈은폐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그런 장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내포한다. 만일
내가 한 작업의 상당수가 플라톤에 대한 재독해로서 정교화됐다면,
그것은 플라톤의작업이이 전쟁터의가장정교화된 형태이기 때문
이다. 국가 는 목적지의 불평등이 ‘고귀한 거짓말’이라고 말하며,
장인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을 막는 ‘시간의 부족’이 다른 곳 자체의
금지임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파이드로스 는 기록의 금지와
민주주의의 금지가 연결돼 있음을 보여준다. 그것은 매미-철학자
들의 공간-시간과 노동자들의 공간-시간을 분리하는 근본적인 선
을 그으며, 우리에게 <진리>에 관한 진리를 말해주겠다고 약속한
다. 하지만 <진리>에 관한 진리는 신화로서 말해질 수 있을 뿐이다.
우화의 평등이 담론들과 입장들의 위계 전체를 뒷받침한다. 만일
철학의 특권이라는 게 있다면, 그 특권은 <진리>에 관한 진리가 허
구임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또한 철학이 세우는 바로 그 위계를 해
소하는 그런 솔직함에 놓여 있다.
내가 이해하는 바로는 철학의 평등주의적 실천이란 아르케의 아
72 정치와미학: 랑시에르와데리다

르케를, 권위의 권위를 구성할 수 있는 시적 행위의 필연성인 정초
의 아포리아를 상연·연출하는 실천이다. 나는 내가 이 과제에 헌신
한 유일한 사람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내 입장의 종별성
[특정성]은 무엇일까? 그것은 내가 아포리아의 원리를 존재론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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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거부한다는것이다. 어떤 사상가들은 초월이라는유령을떠올
리게 할 위험을 무릅쓰고 그것을 차이라고 말한다. 다른 사상가들
은 그것을<존재>의 무한성이나<존재>의 다양체와 동일시한다. 나
는 지금 하트와 네그리의 다중 이나, <존재>란 순수 다양체라고
하는 바디우의 이론을 염두에 두고 있다. 네그리와 바디우 둘 다 권
위의 해체unbinding16)를 해체unbinding로서의 <존재>의 법칙에 정
초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지점에서, 내가 보기에 이 두 사람은 권
위의 원리를 회복하는 몇 가지 교묘한 속임수를 대가로 해서야 실
천의 특정한 영역들에서 해체하는unbinding 권력의 상연·연출을 완
수할 수 있다. 나는 아포리아의 원리를 수립하거나 <평등>을 아르케
로 삼고 싶은 것이 아니라, <평등>을 계속해서 입증되어야 하는 전
제로 삼고 싶다. 즉, 평등의특정한 무대를 여는 입증이나 상연·연출
로 삼고 싶은 것이다. 이 무대는 경계선들을 가로지름으로써, 그리
고 담론의 형태 및 수준과 경험의 영역들을 상호 연결함으로써 세
워진다.

16) [옮긴이] 이 글에서 의미가 석연치 않은 단어 중 하나가 이것이다. 영어를 최
대한 불어와 가깝게 연결한다면 탈연결이나 탈유대(déliason)를 뜻하는 것이 아
닌가라고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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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불일치를 사고하는논리를 재구축하려 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고해야하고 행동해야하는가를말하기위해서가아니었다. 나는
그저 내가 왜 그런 길을 걸었는지를 설명하려고 했을 뿐이다. 나는
나의 철학 실천이 내 작업에 대한 독해를 어렵게 만든다는 점을 깨
닫고 있다. 이 때문에 나는 이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게 나를 받아준
사람들에게 감사드린다. 마무리 할 겸, 요점은 내가 무엇을 썼는가
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오히려 요점은 오
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쟁점들에 관한 논의에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합의적 사고와 잘못의 윤리적 절대화 사
이에 새로운 길을 엮어내려고하는사람들에게는 토론의 여지가 훨
씬 더 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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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주주의’는 무언가를 의미하는가? *17)

84

데리다에게 헌정된 일련의 [연속] 강의에 내가 개입하게 된 것에

관해 먼저 몇 마디 하려고 한다. 나는 데리다의 애제자도 아니었고,
그의 사상의 전문가도 아니었다. 그가 나를 가르치던 교사 시절 ―
아주 오래 전의 일이다 ― 이후, 그와 철학적 문제들을 논의할 기회
가 전혀 없었다. 이 때문에 내가 그에게 바칠 헌사는 그의 작업에 대
한 논평이 아니다. 내가 데리다에게 경의를 표할 수 있는 방법은
1990년대 동안 점점 더 그의 사고의 전경에 나서게 된 어떤 개념과
어떤 문제를 다루는 나 자신의 방식을 제시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라는 이름은 무엇을 뜻하는가?이다.
『우정의 정치 (Politics of Friendship)에서 데리다는 페리클레스가
한 말로 알려져 있고 플라톤이 메넥세노스 (Menexenus)에서 자신
의 방식으로 풀어 쓴 유명한 구절에 대해 논평하면서 이 문제를 제

* 이 글은 코스타스 두지나스가 편집한 아듀 데리다 (C. Douzinas ed., Adieu
Derrida, Palgrave, 2007 ; 아듀 데리다 , 최용미 옮김, 인간사랑, 2013)라는 책에
수록된 것인데, 이 책은 2005년 5월 런던대학교에서의 연속 강연문을 모은 것이
다. 그러니까 2005년 글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연도가 중요한 이유는
‘정치적인 것(the political)’이 랑시에르의 문제틀이나 개념 영역에서 사라졌는지
여부, 이것이 ‘치안’과 ‘정치’에 관한 랑시에르의 개념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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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다. “아테네인들의 정부〔통치〕는 이름은 민주정이지만, 실제로
는 귀족정이다. 즉, 다수의 찬성을 받은 최고로 뛰어난 인물들로 이
루어진 정부이다.”1) 데리다는 이 진술이 기이하다고 지적한다.2)
‘민주주의적’ 정부라는 수사학 자체가 이런 거버넌스governance 유형
에 두 개의 정반대되는 이름이 부여될 수 있다고 진술한다. 그것은
민주정이라고 불리지만, 그러나 사실상은 귀족정이다. 이 ‘그러나’
를, 이름과 사물 사이의 이런 이접disjunction을 어떻게 인식할까? 우
리는 그것을 수사학적이고 정부적〔통치를 위한〕 거짓말의 문제로 간
주할 수도 있고, 이름과 ‘사물’ 사이의 차이가 좀 더 근본적인 어떤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즉 민주정을 다른 모든 정부 유형들과는 다
른 어떤 것으로 만드는 내적인 차이를 지적하는 것으로 여길 수도
있다. 이 질문은 민주주의의 아포리아적 구조에 관한 데리다의 탐
구와 내가 민주주의의역설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하는것에 대한 나
의 탐구 사이의 공통의 기반〔근거〕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다.
85

내가 ‘민주주의의 역설’이라는 말로 의미하려는 바를 상세히 설

명하기 위해, 나는 민주주의의 이름과 실재〔현실〕를 다루는 두 개의
동시대적 논쟁에서 출발할 것이다. 첫 번째 논쟁은 중동에 민주주
의를 확산〔전파〕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작전과 관련된 중대한 불일

1) Plato, Menexenus, 238c-238d.
2) J. Derrida, Politics of Friendship (London : Verso, 1997), pp.93-113 [The specific
passage from Menexenus that Rancière refers to can also be found on p.95 of Derrida’s
Book, N.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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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불화〕와 연루된다. 이라크에서선거가치러지고 레바논에서반反
시리아 시위가 일어난 직후 이코노미스트 (The Economist)지의 표
지를 장식한 글귀는 “민주주의가 중동을 휘젓고 있다〔중동에 민주주
의의 바람이 분다〕(Democracy

stirs in the Middle East)”였다. 이처럼 민주

주의가 휘젓고 있다는〔민주주의의 바람이 부는 것에 대한〕 자기만족은
그 이름과 현실〔실재〕 사이의 차이에 관한 두 갈래의 논쟁 구조에 따
라 정식화되었다. ~인데도 민주주의의 바람은 분다(Democracy stirs
though…), 혹은 민주주의의 바람이 불지만 그러나(Democracy stirs
but).
‘~인데도 민주주의의 바람은 분다’는 몇몇 이상주의자들의 논점
이었는데, 이들에게 민주주의란 인민〔민중〕의 자기-통치이다. 이는
민주주의란 힘force으로 다른 인민에게 초래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한
다. 달리 말해서,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한 실용주의적인 관점을 취
하고, 그것이 ‘민중의 힘’이라는 유토피아적인 관점을 버린다면 우
리는 ‘민주주의의 바람이 분다’고 주장할 수 있다. 두 번째 논점은
민주주의의바람은불지만, 그러나 민주주의를가져온다는 것이단
지 법의 지배, 자유선거 등등을 가져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
다는 것이다. 그것은 우선 민주주의적 삶의 엉망진창, 카오스를 가
져온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사담Saddam의 몰락 이후 나타난 약탈과
관련하여 도널드 럼스펠드Donald Rumsfeld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
라크인들에게 자유를 가져다주었고, 자유는 그러한 종류의 사물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의미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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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도’와 ‘그러나’라는 논점은 결국 다음과 같이 진행되는 일관
된 논리가 된다. 즉, 민주주의는 자기-통치의 목가收歌가 아니기 때
문에, 민주주의가 엉망진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는 초강대국superpower의 무기에 의해 외부로부터 초래될 수도 있고
어쩌면 초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초강대국’이란 단순히 절대적
인 군사적 우위를 지니고 있다고 여겨지는 나라만을 내포〔의미〕하
는 게 아니다. 이것은 또한 민주주의적 엉망진창을 제어할mastering
수 있는 힘power을 뜻하기도 한다.
이 지점에서 민주주의를 확산시키기 위한 군사작전을 지지하는
논점은 민주주의의 확산에 관해 그렇게 열성적이지는않았던더 오
래된 논점들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사실, 이 논점들은 약 30년 전
에 <3자회담Trilateral Conference>3)에서 행해진, 민주주의의 ‘위기’에 관
한 두 개의 논점들을 반복하고 고쳐 표현하고 있다.
<3자회담>에 따르면, 민주주의를 인민의 자기-통치와 등치시키
는 민주주의적 몽상가들에도불구하고 민주주의의 바람은 분다. 이
몽상가들은 ‘가치 지향적 지식인들’과 같은 부류의 인물들로, 이들

3) [옮긴이] ‘삼극위원회’로 표기되기도 한다. 1973년 10월에 미국, 일본, 유럽 세
지역의 민간조직으로서 발족. 상호의존의 심화라는 국제정세를 배경으로, 이해
관계의 조정에 기울기 쉬운 정부간 관계를 보완하고, 더 넓은 시야에서 국제사
회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75년에 도쿄와 교토에서
열린 연차총회에서는 중동평화 등과 함께 민주주의의 위기가 논의되었다. 본문
에서 나오는 ｢민주주의의 위기｣는 그 때 제출된 문서이며, 사무엘 헌팅턴, 미셸
크로졔, 죠지 와타누키 3인이 각각 미국, 유럽, 일본의 민주주의 상황(정권담당
자가 피치자의 요구에 얼마나 응하는 것이 가능하며, 또 피치자에게 얼마만큼
정부의 권위와 정통성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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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86 ‘정책 지향적 지식인들’의 실용주의pragmatism에 대립되는 ‘적대
문화adversary culture’를 양성하고 리더십과 권위에 도전하는 과도한
민주주의적 활동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3자회담>에서 비난받았다.
민주주의의 바람이 분다, 그러나 엉망진창의 바람도 또한 나란히
분다. 바그다드에서 일어난 약탈에 관한 도널드 럼스펠드의 농담은
30년 전 사무엘 헌팅턴Samuel Huntington의 논점을 투박하게 반복하는
것처럼 들린다. 민주주의는 각종 요구를 증가시켜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권위를 손상시키며, 개인과 집단이 자기-지배와 연결된 규
율과 희생의 필요성에 저항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결국 새로운 영토들에서 민주주의를 확산하기 위한 군사작전은
현재 ‘민주주의’라는 이름하에 이해되는 역설을 전면에 나서게 한
다. 좋은 ‘민주주의적 정부’는 좋은 정책을 위협하는 초과〔과잉〕를
제어할 수 있는 통치의 형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과잉〔초과〕에 이름
을 붙인다면, 그 이름이 곧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의 위기 (The
Crisis of Democracy)4)에서 언급되었듯이, 민주주의적 통치는 다름 아
닌 민주주의적 삶에 의해 위협받는다. 이러한 위협은 완벽한 이중
구속double bind처럼 보인다. 한편으로 민주주의적 삶은 민중〔인민〕에
의한 ‘자기-통치’라는 이상주의적 견해의 실행implementation을 의미
한다. 그것은 좋은 정책의 원칙과 절차, 권위, 과학적 전문지식, 실

4) M. Crozier, S. P. Huntington, J. Watanuki, The Crisis of Democracy - Trilateral
Commission Task Force Report no. 8 (New York: NYU Press,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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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주의 경험 등을 잠식하는 정치적 활동의 초과를 수반한다. 그러
므로 좋은 민주주의란정치적과잉의수위를 낮춘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이 정치적 활동의 수위 낮추기는 ‘사적인 삶’ 혹은
‘행복의추구’에 관한힘 실어주기empowerment로이어지며, 이는다시
갈망과 요구를 증가시키고 정치적 권위와 공민적 행실civic behaviour
을 저해한다. 결과적으로 ‘좋은 민주주의’란 민주주의적 삶의 본질
에 내속한 정치적 헌신commitment과 이기주의적 형태라는 이중적 초
과를 길들일 수 있는 통치의 형태를 의미한다. 동시대 ‘민주주의의
역설’은 이렇게 진술될 수 있다. 즉,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삶의 형태
로서의 민주주의는 통치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며, 또한
이 후자에 의해 억눌러져야 한다.
만약에 우리가 이 역설을 한걸음 더 나아가 이해하려고 한다면,
내가 앞에서 언급한 두 번째 논쟁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은 좀 더 사소한 불일치이지만, 주요 논쟁의 관건과 민주
주의의 역설의 핵심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미국
병사들이 이라크에서 민주주의를 추진하기 시작했을 때, 프랑스에
서는 소책자가 하나 출판되었다. 이 책은 ‘중동에서의 민주주의’라
는 문제를 매우 다른 관점에서 제시하고, 결국 ‘좋은’ 민주주의와
‘나쁜’ 민주주의 사이의 동음이의어homonymy를 해제해 버렸다. 그
책이란 87 장-클로드 밀네르Jean-Claude Milner의 민주주의적 유럽의
범죄성향 (Les Penchants criminels de l’Europe démocratique ; The Criminal
Tendencies of Democratic Europe)이다.5) 저자는 여러 이유로 잘 알려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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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주로 소위 ‘공화주의적’ 정치이론의 가장 영
향력 있는 사상가로 알려져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시민권은 오직
법의 보편성, 교육, 그리고 지식의 권위에 기반을 두고 있을 뿐이다.
그것은 다문화주의혹은차별시정조치의 모든 형태에, 그리고사회
적이거나 문화적 차이에 의한 권위와 보편성에 관한 모든 침해에
반대한다.
밀네르가 말하는 민주주의적 유럽의 ‘범죄’란 무엇인가? 그 첫 번
째사례에서, 이‘범죄’는중동에서 평화를, 즉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의 평화로운해결안settlement을밀어붙이는것에있다. 밀네르는
이 유럽식 평화란 오직 하나만을, 즉 이스라엘의 파괴만을 의미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유럽식 민주주의는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자신의 평화 안version of peace을 제안했다. 유럽식 민주주의적
평화는 홀로코스트라는 결과였다. 민주주의적이고 평화로운 유럽
과 과거 유럽전쟁의 종식은 1945년 이후에 가능해졌다. 바로 그 지
점에서, 유럽은 나치의 인종청소genocide〔집단학살〕를 통해서, 자신들
의 꿈을 방해하는 민족people, 즉 유대인들로부터 자유로워졌다. 밀
네르가 말하듯이, ‘민주주의적 유럽’이란 사실상, 제한된 총체성에
의한 지배를 그 원리로 삼는 정치가 이와 반대로 무제한성을 그 원
리로 삼는 사회로 와해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대 민주주의는

5) J-C. Milner, Les Penchants criminels de l’Europe democratique (Paris : Editions Verdier,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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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무제한성의 법적 완수accomplishment를 뜻하는데, 이 완수는 테
크놀로지에의해상징된동시에 성취되었으며, 오늘날성적 분할과
혈통filiation의 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기획에서 정점에 이르고
있다. 이 때문에 근대 유럽 민주주의는 적절한 기술적 발명의 도움
을 받아, 혈통과 전승transmission을 원리로 삼는 민족people을 몰살해
야 했던 것이다.
이런 논증은 편집증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지난 20년 동안, 민주주의란점증하는요구를만들어내고 특수주의
〔배타주의〕와 공동체지상주의communitarianism를 강조함으로써 정치적

행위agency의 형식과 공동체의 의미 자체를 무너뜨리는 나르시시즘
적인 ‘대중 개인주의mass individualism’의 군림이었다고 주장하는 사유
의 전반적인 조류와 일맥상통한다. 어떤 의미에서 밀네르는 사회적
삶에서 유래하여 좋은 정책을 무너뜨리는 욕구needs, 갈망, 요구demands의 무제한성에 대해 똑같은 지적을 하고 있다.

그의 새로움은

대립을 근본화하여 이를 논리적인 대립으로 제시한 점이다. 그가
말하듯이, 민주주의의 논리와 수학〔셈법〕은 88 모든 형태의 좋은 통
치에 대립한다. 이 때문에 민주주의적 초과를 제어할 수 있는 좋은
통치는, 밀네르에 의해 더 이상 민주주의라고 불리지 않는다. 그것
은 놀랍고도 사려 깊게 사목적 통치pastoral government라고 불린다. 이
표현은 모세를 가리키며, 예전의 좌파지식인들 사이에서 영향력이
있던 또 다른 책, 예전의 마오주의자 지도자이던 베니 레비의 목자
의 살해 (The Murder of the Pastor)를 가리킨다.6) 레비는 목자를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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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과 정치의 전통에 의해 억압된 성서적 형상figure으로 무대에 올
린다. 하지만 ‘사목적 통치’란 무엇보다도 플라톤에게서 빌려온 개
념notion이다. 레비는 플라톤이 정치가 에서 검토된 양치기에 관한
자신의 개념화에 충실하지 못했다고 고발한다. 사실 문제는 더 복
잡하다. 한편으로 플라톤은 사목적 통치를 신화적 과거에 위치시킨
다. 이때 세계는 신적인 양치기의 손에 의해 직접 인도되었다. 그러
나 다른 한편, 사목적 패러다임은 국가 에서 정교화된 수호자들의
지배라는 플라톤의 견해에서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내가 보기에 사목적 통치에 대한 참조는 민주주의를 확산하기 위
한 미국의 군사작전과이를 범죄라고규탄하는 프랑스의 고발을 모
두 포함해, 민주주의에 관한 작금의 논쟁이 지닌 이론적 핵심을 명
료하게 드러낸다. 민주주의의 이중적 초과, 즉 실용주의적 정책에
대립되는 인민의 자기-통치의 유토피아라는 초과, 혹은 관습법common law의 규율에 대립된 개인적 욕망의 아나키한 소란이라는 초과

에 관한 동시대의 논점들은 플라톤에 있어서의 민주주의의 원래적
설정setting을 다시 무대에 올린다. 플라톤에게 민주주의란 한편으로
는 성문법written law의 엄격한 체제regime로, 이것은 변화될 수 없다.
이러한 형태에서 민주주의는 [내과]의사가 치료되어야 할 질병과는
상관없이, 단 한 번 써버리고만〔확정적으로 쓸 수 있었을〕 처방전처럼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주의라는] 문자의 엄격성은 인민의 순

6) B. Levy, Le Meurtre du Pasteur (Paris : Éditions Verdier,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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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 자의성arbitrariness, 달리 말해, 공통의 규율common discipline에 무관
심한 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개인들의 무제한적
‘자유’를 표현한다. 플라톤의 논점은 민주주의가 정책의 원칙이 아
니라 좋은 정책에 저항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뜻한다. 민주주
의는 카오스로 이어진다. 더 급진적으로 말하면, 민주주의란 거기
에서는 모든 것이 물구나무 서는 삶의 방식이다. 국가 8권은 모든
자연적 관계들이 전복되는 상태를 기술한다. 민주주의적 도시국가
에서는 지배자들이 지배하는 대신에 피지배자들을 따르며, 아버지
가 아들에게 복종하며, 연장자들이 젊은이들을 모방한다. 여성과
노예는 남성과 주인들처럼 ‘자유’롭다. 그리고 심지어 길거리의 당
나귀들조차“최대한의 자유와 89 존엄성을 갖고서 자신들의 길을고
수하며, 거리에서 사람들과 부딪쳐도 비키지 않는다.”7)
사회적 삶의 방식으로서의 민주주의에 관한 포스트-토크빌적 논
점 전체와 민주주의적 개인주의의 관련된associated 위험은 오만한
proud 당나귀에 관한 플라톤식 농담을 반복한다. 농담이 지속적으로

성공을 거두는 데에는 아주 흥미로운 어떤 것이 있다. 우리는 매일
같이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다고, 거대한 국민-국가들과 세계시
장과 강력한 테크놀로지의 맥락 속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듣는

7) Plato, Republic, book VIII, 563c-d. “개들도 영락없이 속담 그대로 그들의 안주인
들로 되고, 말들과 당나귀들도 아주 자유롭고 당당하게 길을 가는 버릇을 들여
서는, 길에서 언제고 만나게 되는 자가 비켜서지 않을 경우에는, 이 자를 들이받
는데, 그 밖의 모든 것도 이런 식으로 자유가 넘치니 말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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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맥락은 여성, 노예, 혼혈인의 배제에 기초를 둔 자유를 누린
남성들로이루어진 고대의 작은 도시국가들과는더 이상 아무런 관
련이 없다고 한다. 결론은 우리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고대의 민주
주의적 촌락들〔villages, 도시국가들〕의 통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만일 이런 얘기가 받아들여진다면, 고대의 반-민주주의자
가 행한 민주주의적 촌락들〔도시국가들〕에 대한 논쟁적인 서술이 증
권시장과슈퍼마켓과 온라인 경제가 들어서 있는 우리 세계에서 민
주주의적 개인주의에 관한 진정한 초상화로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역설은 민주주의적 삶의 서
술이 민주주의의 개념화conceptualisation를 지속시키는〔지탱하는〕 그런
방식이 속임수일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결코 움츠려 들지 않
는 민주주의적 당나귀에 의해 야기된 소란은 더 깊은 문제들을 의
미할 수도 있다. 다르게 말하면, 민주주의적 역설에 관한 표준적 진
술(민주주의란 민주주의적 통치가 억눌러야 하는 삶의 형태이다)
은 좀 더 근본적인 역설, 즉 정치 그 자체의 역설을 가리킬 수도 있
다.
문제의 핵심은 민주주의가 통치의 형태도 아니고 사회적 삶의 형
태도 아니라는 점이다. 민주주의는 정치 그 자체의 설립institution이
다. 민주주의는 역설로서의 정치의 설립이다. 그것이 역설인 이유
는 정치적인 것을 설립하는 것이 공동체에서 지배의 권력의 기반을
이루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
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이 질문에 대답을 주지만, 그러나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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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악하게하는 대답이다. 즉, 지배의 권력에 대한 기반 자체는 어
떤 기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바로 이것이 법률 3권의 서두에서 플라톤이우리에게 섬광처럼
쏜살같이 지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구절은 내가 아는 한, 데리다
가 민주주의에 대해 논의할 때 주목하지 않은 부분이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이 구절이 민주주의적 아포리아 혹은 ‘역설’의 핵심을 설
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 구절에서 플라톤은 지배하는 데
필수적인 자격qualification을 열거한다. 그는 여섯 가지의 자격〔조건〕
을 열거하는데, 이것들은 무엇보다 지배자와 피지배자사이의자연
적 차이에 입각한 것이다. 그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연장자가 연소
자에게, 주인이 노예에게, 90 귀족이 농노villains에게, 강자가 약자에
게, 배운 자가 무지한 자에게 지니는 권력이다. 이 자격들은 지위의
명확한 분배를 포함한다. 플라톤이 그렇게 했듯이, 우리는 ‘더 강하
다’가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어볼〔의구심을 품을〕 수는 있지
만, 약하다가 강하다의 정반대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연장자라
는 것이 권력 행사에 충분한 자격〔조건〕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쟁
할 수 있지만, 연장자성은 부인할 수 없는 자격이다. 그것은 객관적
차이이며, 사회에서 이미 작동하고 있는 권력의 형태이다. 이런 자
격은 지배를 위한 ‘아르케arkhè’로서 기능할 수 있다. ‘아르케’는 이론
적 원칙일 뿐만 아니라 시간적 시작이기도 하다. 하나의 원칙으로
서 그것은 지위와 능력capacities의 명확한 분배를 의미하며, 지배자와
피지배자사이에권력을분배하는기반이다. 하나의 시작으로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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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지배한다는 사실이 지배하려는 성향disposition to rule 속에 이미
예견되어 있으며, 역으로 이 성향disposition의 증거는 이것의 경험적
작동이라는 사실에 의해 주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성공적인 통치를 위해 요구되는 것은 왜 몇몇은 지배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다른 이들은 피지배자의 위치를 차지하는지에 관한 이유
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처럼 보인다. 지배하기의 처음 여섯 개의 원
칙들은 이런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킨다. 하지만 [이런 요구사항들을 충
족시키지 못하는]

일곱 번째 원칙이 있다. 플라톤은 이를 ‘추첨〔제비뽑

기〕’이라고 부른다.8)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로, 두 가지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체제regime이다. 민주주의는 선취된pre-empted 역
할 분배도 아니며, 지배하려는 성향disposition for ruling으로의 권력 행
사의 배분도 아니다. ‘추첨’은 모든 ‘아르케’의 부재에, ‘자격 없는 자
격’에 해당되는 자격[조건]의 역설을 나타낸다. 이로부터 두 개의 상
이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한 가지 결과는 이런 자격이 ‘아르케’
가 전혀 아니라고 결론 내리고, 통치의 원칙들의 목록에서 치워버
리는 것이다. 우리는플라톤이 민주주의에 대해 관대하지 않았다고
비난할 수는 없지만, 플라톤은 이런 경로를 따르지 않았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실존하고, 그 ‘주체’, 민중이 그〔민주주의의〕 실존을 입증
하기 때문만이 아니다. 그것 이상의 것이 있다. ‘아르케’의 민주주의
적 결여는 ‘좋은’ 자격들, 즉 적절한appropriate ‘아르케’를 전시하는 자

8) Plato, The Laws, book III, 69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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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들에 역효과〔부메랑 효과〕를 낳는다. 실제로 ‘좋은’ 자격들에 대해
서. 이것들은 정확히 무엇에 좋다는 것일까? 연장자들의 연장자성
〔연장자라는 자격〕은 분명히 통치〔정부〕의 기반일 수가 있다.

그 정확

한 이름은 장로지배gerontocracy일 것이다. 배운 자들의 지식은 통치
의 기반일 수 있고, 그 이름은 인식지배epistemocracy 혹은 기술지배
technocracy

등등일 수 있다. 하지만 정치적 통치는 그런 통치 형태들

의 목록에서 유실될 것이다. 만일 정치적 통치가 무엇인가를 의미
한다면, 그것은 그것 이상의 어떤 것, 즉 연장자성, 아버지성fatherhood,

과학, 힘strength 등의 통치들에 덧붙여진 어떤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형태는 이미 가족, 91 부족tribes, 학교, 작업장 등에 존재하며,
인간 공동체의 더 넓고 복합적인 형태에 패턴을 제공한다. 이에 덧
붙여, 이것 이상의 어떤 것, 플라톤이 말하듯이, <천상Heaven>에서
유래하는 어떤 것이 있어야 한다. 오로지 두 개의 통치만이 <천상>
에서 유래한다. 첫 번째는 사목적인것, 신화적 시대의통치이며, 신
적인 양치기가 인간 ‘떼flock’를 직접적으로 지배할 때이다. 두 번째
는 우연의 통치이며, 추첨의 통치, 즉 민주주의이다.
이를 조금 다르게 말해보자. 그것에 입각해 인간이 통치되는 통치
에는 많은 패턴이 있다. 가장 흔한 것은 출생, 부, 힘force, 과학에 기
초를 둔다. 하지만 정치는 이것 이상의 것을, 대체보충적인supplementary

자격을, 지배자와 피지배자들에게 공통적인 자격을 의미한

다. 만일 신적인 양치기가 더 이상 세계를 지배하지 않는다면, 추가
적인 자격은 단하나만존재한다. 이것은 지배받기보다는 지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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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더 큰 자격을 갖지 못한 사람들the people의 자격이다. 이것이 민
주주의의 의미이다. ‘데모스의 힘power’이란 그 어떤 ‘아르케’도 그
힘power을 행사할 자격을 주지 않는 사람들의 힘power이다. 민주주의
란 명확하게 규정된definite 일련의 제도들도, 특정 집단의 힘power도
아니다. 그것은 대체보충적이고 정초하는grounding 힘으로, 모든 일
련의 제도들과 [인민의] 어떤 한 집단의 힘을 정당화하기도 하고 탈
정당화하기도 한다.
이것이 오만한 당나귀가 불편함〔개운치 않음〕을 야기하는 이유이
다. 좋은 정책을 방해하는 것은 이른바 대중 민주주의와 개인주의
에서 발산되는 요구의 초과〔과잉〕가 아니라 민주주의 자신의 기반
ground이다.

정치적인 것은 대체보충적인 ‘인민의 힘power’에 의존하

는데, 이것은 민주주의를 정초하는found 동시에 민주주의의 근거
foundations를
power과

철회하기도〔빼내기도〕 한다. 근거를 이루는grounding 힘

파괴하는 힘의 이런 일치는 민주주의의 ‘자기-면역auto-im-

munity’이라는 데리다의 개념보다 더 급진적이다. 이 자기-면역은 두

가지 측면을 지닌다. 그것은 우선 민주주의에 내속한 무제한의 자
기-비판을, 반-민주주의적 선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능력capacity
을 의미한다. 둘째, 그것은 민주주의에 맞서 싸우기 위해 민주주의
적 자유를 사용하는 민주주의의 적들로부터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민주주의적 정부가 민주주의적 권리들을 제한하거나 중지시
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데리다가 보기에는, 이두 경우 모
두에서, 민주주의는 여전히 자기autos 혹은 자기self의 검증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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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역량〕을 여전히 고수한다. 즉, 민주주의가 결여하는 것은 타자성
으로, 이것은 외부로부터 와야 한다. 이 때문에 데리다는 ‘코라khôra’
의 순수한 수용성으로부터 타자 혹은 신참자newcomer에 이르기까지
실타래를 꼼으로써 자기의 원환circle을 깨뜨리는 데 착수하는 것이
다. 이때 타자 혹은 신참자의 포함은 ‘도래할 민주주의’의 지평을 구
획한다demarcates.
92

나의 이의제기는 아주 간단하다. 타자성은 외부로부터 정치에

도래해서는 안 된다. 정치는 자신의 타자성을, 자신의 이질성heterogeneity의 원리를 갖고 있다. 그 원리가 바로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

는 자기의 힘〔역량〕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민주주의는 그런 힘〔역
량〕의 파열disruption이다. 민주주의는 ‘아르케’의 순환성〔원환성〕의 파

열을 의미한다. 만약 정치라는 것이 이왕 존재하려면, 이 아나키적
〔아르케 없음의〕

원리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 원리는 정치의 자기-정

초self-grounding를 방해하고, 이를 분할division의 장소로 바꿔 버린다.
나는 치안, 정치, 정치적인 것이라는 세 가지 용어의 이접적disjunctive
관계 속에서 그런 분할을 개념화하려고 시도했다.
연장자, 현자, 부자 등등이기 때문에 ―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
면 이런 역할을 하기〔부분=몫을 맡고 있기〕 때문에 ― 타인들을 지배하
는 자들이 있다. 자격, 자리places, 능력competences의 그런 분배에 입각
한 지배하기의 패턴과 절차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치안police
의 논리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러나 연장자의 권력power이 장로지배
gerontocracy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면,

배운 자가 무지한 자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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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와 빈자도 지배해야 한다면, 배운 자가 무지한 자에게 행하도
록 명령한 것을 무지한 자가 ‘알아야’ 한다면, 군인들이 자신들의 무
기를 자신들을 위해 이용하는 대신 지배자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면,
기타 등등이라면, 그때 지배자들의 힘〔권력〕은 지배자와 피지배자
둘 다에게 공통적인 대체보충적 질에 의존해야 한다. 권력은 정치
적 권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치안의 논리는 또 다른 논리에 의해, 즉 정치의 논리에
의해 좌절되어야 한다. 정치는 자격 없는 자들의 힘에 의한 모든 자
격의 대체보충을 의미한다. 지배자들이 통치하는 이유는 왜 몇몇
사람들이타인들을 지배해야 하는지에 관한 어떤 합당한 이유도 없
기 때문이다. 지배하기의 관행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이유〔reason, 근
거〕의 부재에 의존한다. ‘민중의 힘’은 그것을 정당화하는 동시에 탈

-정당화한다.
민주주의에서 ‘데모스’란 주민, 인구의 대다수, 정치적 신체, 하층
계급들 등등이 아니다. 그것은 지배하기 위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로 구성된 잉여 공동체surplus community이며, 모두everybody를 의
미하는 동시에 누구나whoever도 의미한다. ‘민중의 힘’은 어떤 집단
이나 제도의힘과 등치될 수없다. 그것은오로지 이접disjunction의형
태에서만 존재한다. 한편으로, 그것은 국가 제도 및 지배하기의 관
행을 정당화하는 동시에 탈정당화하는 내적 차이이다. 그 자체로,
그것은 그런 제도들의 과두제적 운영〔가동, running〕에 의해 계속해서
좌절되는 사라지는 차이vanishing difference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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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인민의 힘은 93 부분들〔몫들〕, 자리들 혹은 능력들의 치안적 분
배에 도전하고 정치적인 것의 아나키적〔아르케 없음의〕 기반foundation
을 다시 무대에 올리는 정치적 주체들의 행동에 의해 끊임없이 재상연되어야 한다. 이런 이접disjunction은 아포리아가 아니라 불일치
dissensus이다.

아포리아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을 그 자신의 원리 위

에 세우려고ground 하는 시도이다. 하지만 기반foundation은 쪼개져〔균
열되어〕

있다. 민주주의는 불일치의 실천으로, 지배하기의 관행이

쉴 새 없이 틀어막는 간극을 계속해서 다시 벌린다.
나는 민주주의가 일련의 제도에 있는 게 아니라고 앞서 지적했
다. 똑같은 법, 똑같은 헌법constitutions도 이것들이 그 안에서 틀지어
진 공통성commonality의 감각에 의존해, 정반대 방식으로 시행될implemented 수 있다. 이것들은정치적인것의 영역의경계를정할 수있

고, 적절한 자격을 부여받은 한정된 행위자들definite agents에 의해 수
행된 활동으로 정치적 행위agency를 제한할 수 있다. 혹은, 민주주의
적 해석과 실천을 낳을 수도 있는데, 이는 똑같은 텍스트들로부터
새로운 정치적 자리들, 쟁점들, 행위자들agents을 발명한다. 여기서
차이를 만드는것은일련의 제도들이 아니다. 그것은 감각적인〔감각
적인〕

것의 또 다른 배분〔나눔〕이며, 무대의 또 다른 설정setting이며,

말들과 말들이 가리키는 사물들의 종류들 사이의, 혹은 말들과 말
들이 힘을 부여하는 관행들 사이의 상이한 관계이다. 치안의 논리
는 정치적인 것의 영역의 경계를 정하는 데 있다. 그러나 무대의 이
런 축소shrinking는 정치적인 것의 순수성, 법의 보편성, 혹은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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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성과 사회적 특수성 사이의 구별이라는 이름으로 보통 실행된
다. 정치의 그런 ‘순수화’는 사실상 정치의 기각에 해당된다. 오히려
반대로 민주주의적 논리는 정치적인 것의 경계선을 흐릿하게 하고
자리바꿈하는데 있다. 이것이 정치가 의미하는 바이다. 즉, 정치적
인 것의 사라지는 조건으로서 아무나anybody와 나머지 모두everybody
else

사이의 평등을 재-상연함으로써 정치적인 것의 한계를 자리바

꿈〔탈구〕 하는 것이다.
도시들과 국가들의 통치가 공동체의 단순하고 명쾌한unequivocal
원리 위에 근거지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 실천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긴다는 점은 말할 것도 없다. 이것이 이중 구속, 즉 민주주
의의 이중성duplicity 혹은거짓말에대한 가차없는 비난이 쏟아진이
유이며, 플라톤에서 사무엘 헌팅턴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의 실재
reality가 그 이름과 모순된다는 점을 입증하려는 지속적인 시도가 이

뤄지는 이유이다. 이런 비난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정식화는 진정
한real 민주주의와 형식적formal 민주주의 사이의 대립에서 발견된다.
이 대립은 맑스주의 전통에 의해 강력하게 강조되었지만, 성문법의
지배로서의 민주주의와 개인적・사회적 삶의 형태로서의 민주주
의 사이의 플라톤적 구별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물론 거기에는
차이점들도 있다. 94 플라톤의 모델에서는 민주주의자들의 개인주
의적 삶은 법의 엄격함에 대한 거짓된 헌신commitment의 실제real 내
용이다. 맑스주의 전통에서 진정한real 민주주의는 형식적인 부르주
아 민주주의와 대립되는데, 후자는 민주주의의 어두운 측면, 즉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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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와 불평등이라는 ‘실제 삶real life’을 감춰버린다. 그러나 결론은 상
이한 반면, 논점〔논증〕의 구조는 똑같다. 형식적 민주주의는 불평등
의 실재reality에 대립된 평등의 외양appearance이다. 그 ‘실재reality’는 다
양한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플라톤에 따르면, 그것은 쾌락과 고통
의 계산법에 종속된 민주주의적 개인의 순전한 쾌락일 것이다. 맑
스에 따르면, 그것은 사적 소유와 이해관계의 실재reality일 것이다.
한나 아렌트가 그렇게 했듯이, ‘단순한 주어짐givenness의 어두운 배
경’에 맞서 외양의 정치적 영역의 밝음을 극찬함으로써, 심지어 항
들이 역전될 수도 있다.
이 모든경우에서, 민주주의는 외양과 실재 사이의 대립이라는여
과기filter를 통해 접근된다. 민주주의는 그러한 대립을 통해서 서술
되고 변장되며disguised 궁극적으로는 기각된다. 겉보기에 정반대의
해석이 등가적임을 드러내는 가장 유력한 예는 혁명적인 ‘인간과
시민의 권리droits de 1’homme et citoyen’에 대한 비판에서 발견된다. 요새
이런 혁명적 권리들은 ‘인권human rights’으로 진화했다. 우리가 인권
을 갖고 있는 것은 버크, 맑스, 아렌트 같은 다양한 저자들이 지난 2
세기 동안, 이런 권리들에는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고, 즉 그 이중성
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두 개의 주체들은 너무 많이 분리되어 있
어서, 몇 가지 오류추리가 몰래 끼어들었음에 틀림없다. 이 논점은
모든 저자들에 의해 이뤄졌고, 최근에 호모 사케르 (Homo sacer)에
서 조르조 아감벤이 다시 취한 바 있다.9) 맑스가 말하듯이, 시민의
권리는 사실상 재산소유자임이 판명되는 ‘인간’의 권리이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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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크와 아렌트에게 이 권리는 우리에게 어떤 딜레마를 제시한다.
이 권리는 시민의 권리이거나 인간man의 권리이다. 그러나 인간의
권리는 비정치적인apolitical 개인의 권리이다. 이러한 개인은 자기 자
신의 권리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기에, 그것들은 아무 권리도 갖지
않은 사람들의 권리이며, 이는 결국 무에 해당된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권리는 시민의 권리이며, 시민들이 현존하는 입헌국가constitutional state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소유하고 있는 권리이다. 인간의

권리는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이며, 동어반복에 해당되는
어떤 것이다.
논점의 핵심은, 만일 이 담론이 우리에게 두 개의 주체를 제시한
다면, 그것들 중 하나는 가짜여야 한다는 것이다. 94~95 그것은 정치
적 주체가 하나이자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고 전제한다. ‘진정한true’
주체는 <인간>이거나<시민>이어야 한다. 정치가신기루이거나, 아
니면 정치의 주체는 헌법 구문constitutional texts이 정의하는 것이다. 이
와 반대로 민주주의는 결코 하나의 주체가 있는 게 아님을 의미한
다. 정치적 주체들은 상이한 정체성들, 특히 인간과 시민 사이의 간
격interval에 존재한다. 정치적 주체화의 과정은 인간의 힘이나 시민
의 힘을 그 안에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사이의 연결connection과 분리disconnection의 형태를 구축한다. 이 과정에서 인간과 시

민은 정치적 이름으로서 사용되며, 그 법적 기입은 정치적 과정의

9) G. Agamben, Homo Sacer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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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물이다. 그것들은 또한 갈등적 이름들로, 그 확장과 이해comprehension는 계쟁을 유발하며litigious,

그 시험이나 검증을 위한 공간을

연다. 이것은그 이름들이민주주의적투쟁에서 사용되었고 사용될
수 있는 방식이다. 한편으로 시민권citizenship은 인간으로서, 즉 소유
권과 사회적 지배domination의 힘에 종속된 사적 개인들로서 열등하
거나 우월한 사람들 사이의 평등의 지배rule를 의미한다. 다른 한편
으로 ‘인간’은 아무나anyone의 평등한 능력의 긍정을 의미하는데, 이
는 시민권의 제한restrictions과 대립된다. 시민권은 인민의 많은 범주
들을 그범위로부터 배제하거나, 다양한 문제들을 시민들의 사정거
리 바깥에 위치시킨다. 인간과 시민은 배제적 원리에 맞선 포함적
원리의 역할에 있어서, 특수적인 것에 맞선 보편적인 것의 역할에
있어서 서로 번갈아가면서이를 맡는다. 민주주의는 이해관계의특
수성에 맞선 법의 보편적 힘으로 환원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치안
의 논리 자체는 보편적인 것이 끊임없이 사유화된다privatised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결국 보편적인 것은 끊임없이 작동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 그것은 새롭게 다시 분할되어야 한다.
나는 프랑스 대혁명 동안 페미니스트 시위의 형태에 관해 언급함
으로써 이 점을 지적하려고 노력했다.10) 여성들은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부인되었다. 이른바 공화주의적 원칙에 따르면, 시민권은

10) Cf. J. Rancière, “Who is the Subject of the Rights of Man”, 103/2 South Atlantic
Quarterly, Spring/Summer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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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성의 영역이지만, 여성들의 활동은 가정생활이라는 특수성에
속한다는 것이다. 여성들은 특수적인 것의 영역에 있으며, 그 결과
여성들은 보편적인 것에 포함될 수 없었다. 여성들은 자신들의 의
지를 갖고 있지 않으며, 그러므로 정치적 주체일 수가 없었다. 이런
‘자명한’ 진술에 맞서, 올랭프 드 구즈Olympe de Gouges는 여성이 단두
대에 올라갈 자격이 있는 만큼 국회의 연단에 설 자격도 마찬가지
로 가지고 있다는 유명한 이의를 제기했다.

95~96

그녀의 논증argu-

mentation은 소위벌거벗은삶의 특수성에수반되는보편성을설립함

으로써 영역들의분할을흐릿하게만들었다. 여성들은혁명의적으
로서 사형을 선고받았기때문에, 이들의 벌거벗은 삶은 정치적이었
다. 단두대 위에서 그들은 남성들과 평등했다. 사형 선고의 보편성
은 정치적 삶과 가정적 삶 사이의 ‘자명한’ 구별을 기각했다. 그러므
로 그들은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긍정할 수 있었다. 그들의 긍정은,
버크나 아렌트에도불구하고, 여성들은자신들이가졌던권리를갖
지 못했고 자신들이 갖지 못한 권리를 가졌다는 것을 증명했다. 한
편으로 여성들은 <인권선언>에 따라 모든 ‘자유롭고 평등한’ 남성
들에게 속한 권리를 박탈당했으며, 여성들에게거부된권리를요구
했다. 다른 한편으로 여성들은 시위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능력
을 증명했다. 여성들은 그런 권리를 상연〔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권리를 소유했음을 보여주었다.
민주주의적 과정은 두 가지 정체성 사이의 간격interval 속에서 주
체화의 형식의 창조를 수반한다. 즉, 보편적인 것과 특수적인 것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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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이중적 관계에 작용함으로써보편성의사례들을 창조한다. 민
주주의는 단순히 법의 보편성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보편성은 통치 행동의 논리에 의해 끊임없이 사유화되기privatised 때
문이다. 보편적인 것은 주체화의 형식에 의해 대체보충되어야 하
며, 공적 삶의 가차 없는 사유화privatisation에 저항하는 검증verification
의 사례들에 의해 대체보충되어야 한다.
사유화는 두 가지 형식을 취한다. 그 명시적 형식은 성적, 사회적
혹은 인종적ethnic 근거grounds에서 주민의 일부에게 정치적 권리를
부인한다. 그 묵시적 형식은 시민권의 영역을 일련의 한정된definite
제도들, 문제들, 행위자들agents, 절차들로 제한한다. 서구에서 전자
는 시대에 뒤진 것처럼 보이는 반면, 이와 반대로 후자는 중요한 동
시대적 문제이다. 지난 30년 동안, 때로는 근대화라는 부드러운 이
름이, 때로는 신보수주의 혁명이라는 직설적인 이름이 민주주의적
과정을 역전시키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것은 일자리, 건강, 연금 같
은 ‘사적 삶’의 문제를 평등한 시민권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로 전환
함으로써 공적 영역을 확대해왔다. ‘사회적’ 혹은 ‘복지’ 국가의 개
혁의 이면에 놓인 관건〔판돈〕은 서비스와 [공익]사업utilities의 공적 제
공과 사적 제공 사이의 균형〔balance, 차감 잔액〕보다 훨씬 더 크다. 일
자리와 건강의 규제 배후에 놓인 관건은 공동체의 ‘공통common’적
인 것에 대한 이해이다. 시민권의 정치적 영역을 사적 배치arrangements에 의해 지배된 사회적 영역으로부터 분리하는 선은 공적 업무
public affairs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과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을 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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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97

1995년 겨울 프랑스 공공운송 노동자들의 장기 파업 중에, 사적

이고 금융적 이해관계를 공공선에 대한 정치적 탐색, 그리고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능력과 대조시키는 숱한 아렌트적이고 스트라우
스적인 논점이 귀에 들렸다. 그러나 파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그 주
된 목적은 인간의 특정 집단과 제도가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규정〕
할 배타적인 힘을 지녔는지의여부를결단하는 것이었음이 점점 더
분명해졌다. 정치적인것과사회적인 것사이의표준적canonical 구별
은 사실상 공통의 문제와 미래를 배려할 수 있다고 간주되는 사람
들과, 사적이고 즉각적인 관심사를 넘어설 수 없다고 간주되는 사
람들 사이의 구별이다. 전체 민주적 과정은 이런 경계선의 자리이
동displacement과 관련된다.
이제 내출발점으로 돌아감으로써 결론을 내리고 싶다. 질문은민
주주의를 자기 자신에 대립시키는 역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였
다. 이는 곧 이름의 불확실성과 현재성의 모순〔모순된 실상, contradictions of the actuality〕에 관한 자주 반복되는 진술에서 민주주의적 자

기-차이라는 더 근본적인 해석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의 문제
이다. 마르크스의 유령들 (Spectres of Marx)에서 데리다는 ‘자유민
주주의’의 역사적 성취에 대한 후쿠야마의 테제를 논평하는데, 이
는 ‘자유민주주의’의 자기만족적 승리주의의 밑에 깔린 간극을 다
시 벌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점을 소리 높여 외쳐야 하는데, 어
떤 사람들이 마침내 인류 역사의 이상으로서 자기 자신을 실현한
102 정치와미학: 랑시에르와데리다

자유민주주의의 이상이라는 이름 아래 감히 신복음주의를 설파하
고 있는 지금 이 순간보다 폭력과 불평등, 배제와 기아, 따라서 경제
적 억압이, 지구와 인류의 역사상 그토록 많은 인간 존재들에게 영
향을 미친 적은 없기 때문이다.”11) 간극을 다시 벌리기 위해, 데리
다는 도래할 민주주의를 자기 자신에게 도달한, 혹은 자신의 자기
에 도달한 민주주의에 대립시켰다. 도래할 민주주의란미래에도착
하는 것이 아니라 상이한 시간 안에서 획책된emploted 민주주의이다.
‘도래할 민주주의’의 시간은 약속의 시간이며, 그것이 충족될 수 없
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충족될 수 없기 때문에 지켜져야만 한다. 그
것은 결코 ‘자기 자신에게 도달할’ 수 없고 자기 자신을 따라잡을 수
없는 민주주의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도래하는 것에 대한 무한한
열림을, 그리고 <타자>나 신참자에게로의 무한한 열림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 원칙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데리다는 다른other 민주주
의를 소위 ‘자유민주주의’에 대조시킨다. [이런 민주주의‘들’의] 두 가지
시간성을 똑같은 시간에 놓고 두 가지 공간을 똑같은 공간에 놓으
면서 말이다. 그러나 [데리다가 말하는] 두 개의 민주주의들 사이의 대
립에는 문제가 있다. 98 데리다는 한편에는 통치형태로서의 자유민
주주의를두고, 다른한편에는 신참자에게로의무한한열림과사건

11) J. Derrida, Specters of Marx (New York: Routledge, 1994), p.85. 자크 데리다, 마르
크스의 유령들 , 진태원 옮김, 그린비, 2014(2판), 172-1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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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무한한 기대(모든 기대를 피해가는 기대)를 둔다. 내가 보기에,
설립〔제도〕과 초월론적 지평 사이의 이런 대립에서 사라지는 것은
실천으로서의 민주주의이다. 이 실천은 <타자> 혹은 타자heteron의
정치적 발명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정치적 주체화의 과정이다. 즉,
누구나whoever의 평등한 힘을 상연·연출하고enacting 주어진 공통의
세계에서 공동체에 관한 새로운 말들을 구축하면서 ‘신참자들’, 새
로운 주체들을 계속 창출하는 것이다. 타자론(heterology)의 정치적
힘을 무시한다는 것은 단순한 대립의 덫에 걸린다는 것을 뜻한다.
즉, 한편에는 자기self의 법을 구현하면서, 현실적으로는 과두제를
의미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사건에 대
한, 타자성에 대한 무조건적 열림의 시간과 공간으로 간주된 ‘도래
할 민주주의’가 있다[는 식의 단순 대립 말이다]. 이것은 정치의 기각과
타자성의실체화의한 형태에 해당된다. 자기의 이른바 민주주의적
실체화에 대한 거부는 이와 대칭적으로 <타자>의 실체화로 이어진
다. 이것의기호sign는동시대의 윤리적 추세라고 불릴 수 있다. 민주
주의적 자율성과 대조되는 사건에 대한 참조, 그리고 ‘타자성에 대
한 무한한 존중’에 대한 언급은 작금의 윤리적 추세에서는 아주 흔
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언급들은 상이하게 해석될 수 있고 아주 상
이한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권에 대한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의 강연
에서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가제시한<타자>의 권리에 대한 해석을
살펴보자.12) 리오타르에게 ‘타자성에 대한 무한한 존중은 인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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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의 인질이나 노예인 <타자> ― 프로이트적 <사물Thing> 혹은
<유대 율법>으로서의 ― 의 힘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계몽>
과 해방emancipation의 꿈은 타율성의 법[칙]을 부인하는 해로운 의지
임이 판명된다. 이 의지는 전체주의와 나치의 인종청소genocide의 원
인으로 간주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타자>의 권리는
<악>의 축에 대한 군사작전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윤리,
타자성, 타자성에 대한 무한한 존중은 일종의 ‘새로운 <복음>’이 되
어 ‘자유민주주의’의 실천과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한다.
당연히 데리다는 레비나스적 <타자>에 대한 그러한 해석 및 [동시
대의]

윤리적 추세〔풍조〕와는 동떨어져 있다. 리오타르와는 정반대

로, 데리다는 윤리적 명령injunction을 해방의 지평과 결부시킨다. 99
그는 메시아적 약속과 <법〔율법〕>에의 복종을 분명하게 대조시킨
다. 그러나 사건, 타자, 혹은 무한자에 관한모든선제적인동일화[식
별]pre-emptive identification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그는 탈구축,

삭제crossing-out, 진술apophansis〔명제〕의 끝없는과정을통과해야한다.
타자성의 이러한 윤리적 과장〔overstatement, 과잉진술〕은 두 개의 문제
적인 해석들 사이의 진동으로 필연적으로 이어진다. [한 가지 해석은]
탈구축은 <신>의 병사들의 군사작전을 궁극적으로 지지하는 타율
성의 근본적 법을 강하게 주장하거나, 혹은 [또 한 가지 해석은] 탈구축

12) J-F. Lyotard, “The Other’s Rights”, in S. Shute and S. Hurtey (eds) On Human Rights
(New York: Basic Books,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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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타자>의 모든 선제적인 동일화〔식별, identifications〕를 삭제한다는
무한한 과제를 역설하거나, 이 둘 중 하나이다.
데리다의 개념화conceptualisation는 민주주의에 충분하지 않은 동시
에 너무 많은 것을 준다.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자유민
주주의’의 국가 실천 이상의 것이기 때문이다. 너무 많다는 것은 민
주주의가<타자>에의 무한한 개방성이하의것이기때문이다. 타자
성과 관련해 단 하나의 무한한 개방성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타
자의 몫을 기입하는 수많은 방식이 존재한다. 내 경우, 민주주의적
실천을 아무런 몫을 갖지 못한 사람들 ― 이는 ‘배제된’ 자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아무나anybody나누구나whoever를 의미한다 ― 의 몫의
기입으로 개념화하려고 노력했다. 그런 기입은 ‘신참자들’인 주체
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들은 새로운 대상이 등장할 수 있게 해주
고, 공통의 관심사가 되고 새로운 목소리가 등장하고 들릴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의미에서 민주주의는 타자성을 다루는 수많은 방식
중 하나이다. 민주주의의 주체와 대상의 발명은 특정한 시간, 깨진
시간, 해방의 간헐적 유산을 창출한다. 내가 보기에 우리는 메시아
적 시간을 갈구하는 대신에 이런 깨진 시간을 여전히 사고하고 행
위해야 한다.
우리는 내 입장과 반대되는 측면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데리다는
‘단절’의 본성 자체가 관건일 때, 그리고 다음의 물음이 일어날 때,
바로 그 순간과 그 때 이렇게 말한다. 국민국가 내부에서 그때까지
무대에 올려져 있던 데모스의 형상은 코스모폴리탄적〔사해동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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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정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국민국가의 ‘소멸’은 논란

의 여지가 있는 반면, 오늘날 민주주의가 코스모폴리탄적 질서와
타협해야 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데리다의 대답은 ‘새로운 인
터내셔널’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 새로운 인터내셔널의 형태는 분
명하지 않다. 주요 물음은 그것이 정치적 용어로 개념화되어야 하
느냐, 아니면 ‘윤리적’ 용어로 개념화되어야 하느냐 여부이다. 이를
정치적으로 행하려면, ‘타자의 무한한 존중’은 타자성의 기입 형태
의 다수성multiplicity이라는 민주주의적 윤곽을 취해야 한다. <사건>
이나 <메시아>에 대한 무한한 기대expectation 대신에 변경alteration이
나 불일치의 형태의 다수성이라는 윤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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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주주의는 도래해야 하는가? *1)
: 데리다에게서 윤리와 정치

274

데리다의 사고에서 정치의 장소는 무엇인가? 우리는 그가 프랑

* 이 글은 Pheng Cheah, Suzanne Guerlac eds., Derrida and the Time of the Political, Duke
University Press, 2009, pp.274-288에 수록된 것이다. 이 책은 같은 제목으로 2006
년 2월 10-12일에 버클리에서 열린 컨퍼런스의 기록물이다. 랑시에르의 글 자체
는 프랑스어로 다음에 재수록되었다. « La Démocratie est-elle à venir? Éthique et
politique chez Derrida », Les Temps Modernes, 2012/3 n° 669-670, pp.157-173. 영어로
는 모호한 의미가 있는 대목은 프랑스어판을 통해 수정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는 영어본을 대본으로 삼았다.
이 글에서 자크 랑시에르는 정치적인 것에 대한 탈구축적 이해가 정치적인 것
을 신학의 이단적 형태에 종속시키는 것인지 여부를 궁금해 한다. 랑시에르는
다음과 같이 물음으로서 데리다의 민주주의 이해를 자신의 이해와 구별한다.
‘도래할 민주주의’라는 구절에 의해 실행된 민주주의에 대한 대체보충이란 무엇
인가? “그것은 정치의 대체보충인가 아니면 정치에 대한 대체보충인가?” 랑시에
르에게 민주주의적인 대체보충은 이미 민주주의 내부에서 일어난다. 그것이 ‘데
모스’와 그 ‘크라토스’이다. 그는 대체 가능성의 원칙을 포함하는 ‘민주주의적 대
체보충’의 아르케 없음의 원리가 “정치를 그 자체로서 존재하게 만든다”고 주장
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도래할 민주주의’의 데리다 식의 대체보충은 주권 개념
과 그 문제화에 좌우되는 정치의 개념화에 대한 윤리적 대체보충이다. 랑시에르
는 호혜성에 관한 데리다의 의심과 타자에 대한 비대칭적인 관계에 대한 의심이
민주주의적 호혜성이나 대체 가능성을 막아버린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도래
할 민주주의’는 특정하게=종별적으로 정치적인 능력capacity이 없는 민주주의이
다. 그것은 “데모스 없는 민주주의, 어떤 주체가 ‘데모스’의 ‘크라토스’를 수행할
어떤 가능성도 없는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정치적 사유를 대신해, 랑시에르는,
데리다가 환대의 윤리적 사고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호스페스hospes’는 ‘데
모스’를 대신해서 오는 주체이다.” 마지막으로, 도래할 민주주의는 정치적 불일
치를 아포리아로 대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랑시에르는, 이것이 데리다가 레비
나스에게서 물려받은 <타자>의 무조건성의 신학에 정치가 의존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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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철학자들 중에서 정치적 현안에가장 끊임없이연루된 인물들에
속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 이런 현안들에는 대학개혁, 공산주의 국
가인 체코슬로바키아의 반체제인사dissidence,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헤이트, 알제리의 상황, 새로운 국제 질서 ― 혹은 무질서 등
이 포함된다. 그는 관대함과 사리분별을 지닌 채 많은 대의들을 지
지했으며, 많은 프랑스 지식인들과 달리, 나쁘거나 의심스러운 대
의들을 지지했다면서 그를 비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 우리는
1990년대 초부터 그가 정치적 쟁점들과 개념들에 바친 여러 책들을
썼음을 알고 있다.
자주다음과같은 의문이제기된다. 즉, [데리다의] 1990년대의그런
참여〔앙가주망〕와 성찰은 글쓰기와 차이 나 그라마톨로지에 관하
여 라는 외견상 비정치적으로 보이는 담론과 일관되어 있는가? 데
리다는 자신의 정치적 헌신commitments이 겉으로 보기에는 비정치적
으로 보이는 차이와 탈구축이라는 개념들의 직선적인 결과인지를
회의하는 사람들과 맞서 언쟁을 벌였다. 이 언쟁이 옳은가 그른가
여부는 핵심을 찌르는 물음이 아닐 수도 있다. 검토할 가치가 있는
것은 탈구축의 개념들과 그의 헌신들 사이의 연결이 정치적 사고,
정치의 종별성specificity에 관한 사고를 정의하는가 여부이다. 쟁점을
다루는 길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탈구축적 사유의 핵심을 정
의하는 개념들을 재검토하고, 이 개념들이 정치에 관한 종별적 이
해를 수반하는지 여부와 어떻게 수반하는지를 논의하며 또한 그의
정치적 참여의 종별성을 설명하는지 여부와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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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하는 데 있다. 나는 이를 철저하게 행할 수가 없다. 이 때문에
나는 또 다른 길을 시도해야 한다. 좀 더 겸손하면서도 더 건방지고,
더 조심스러우면서도 더 위험한 길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데리
다가 강한 정치적 문제들이라고 생각한 쟁점들이무엇인지를, 그가
이런 쟁점들을 문제 삼는 길에서 작업에 착수했거나 회피했던 개념
들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가 자신의 판단을 형성하기 위해 구축
한 이론적 틀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그가 정치적 쟁점들
과 공개적으로 씨름한 텍스트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런 점
에서 볼 때, 그의 범주들이 정치의 특정한〔종별적〕 합리성을 틀 짓는
지 아니면 합리성의 또 다른 형태 하에 정치적 문제를 포섭시키는
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정치
에 관한 그의 이해를 정의하는 듯한 몇몇 기표들signifiers을 집어 들
어, 275 이 기표들을 내가 정치의 이해 가능성intelligibility이라고 이해
하는 것과 대결시키고, 이런 토대 위에서 데리다의 철학에서 정치
적 사고의 장소 혹은 비장소와 관련된 몇몇 가설들을 제안하고 싶
다. 내가 ‘도래할 민주주의’ 개념에 집중하는 것은 그러므로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 개념은 분명 정치에 관한 그의 접근법에서 핵
심 개념이기 때문이다.
“도래할 민주주의” : 이것은 좀 더 ~한 어떤 것something more을 민주
주의, 바로 그런 ‘좀 더 ~한 어떤 것’이라는 조건 위에 있는 민주주의
를 뜻한다. 이 대체보충supplement이 민주주의에 바깥outside으로부터
보태져야만하는어떤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또한 ‘도래할to come’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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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가리키지 않는다는 것도 분명하다. 이것은 “우리가 기대하
는 민주주의”를 뜻하지 않는다. 이것은 “도래할 민주주의로서의 ―
민주주의”를 뜻한다. 이로부터 볼 때, 몇 가지 질문들이 제기될 것
임에 틀림없다. 왜 대체보충인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왜 사물 자체
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대체보충인가?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대체
보충의 정확한 본성은 무엇인가? 그것은 정치의 대체보충인가 아
니면 정치에 대한 대체보충인가?
첫 번째 질문에는 쉽게 답할 수 있을 것 같다. 대체보충은 필수적
이다. ‘민주주의’라는 말과 이 말이 지칭하는 사물 사이의 관계가 항
상 문제적이기 때문이다. 아테네 민주주의의 우두머리인 페리클레
스는, 아테네 민주주의를 격찬하기 위해 이렇게 말했다. 이름으로
는 민주주의였으나 실제로는 엘리트의 통치government였다고 말이
다. [이런 말에 비추어] 우리가 현재 시대를 생각해 본다면, 상황은 훨
씬 당혹스럽게 보인다. 우리의 정부들은 민주주의라고 불리며, 인
민의, 인민에 의한 통치〔정부〕를 상연・제정한다enact고 칭한다. 하
지만, 한편으로, 그들은 인민의 자기 통치를 의미해야 할 민주주의
를 물리력force에 의해 다른 인민들에게 가져다주기 위해 군대를 보
낸다.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민주주의가 통치 불가능하다ungovernable고, 민주주의적통치는 민주주의적 삶의초과excess라는치명

적인 위험에 의해 위협당하고 있다고 가차 없이 불평을 터뜨린다.
이런 이중성을 이해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여러분은 그것을 지
배 엘리트들의 이중성에 귀속시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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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정치 자체가 이중성과 거짓말을 뜻한다고 하거나, 그런 민주주
의는 가짜 민주주의이고, 그래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요구한다는것
이다. ― 진정한 민주주의란 그 이름에 진실할 수 있는 민주주의이
며, 이는 인민의 권력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여러분은
그런 이중성에 대해 상이한 관점을 취할 수 있으며, 이것이 더 근본
적인 어떤 것을 가리킨다고, 민주주의 개념 자체에 내속적인 차이
― 민주주의가 하나의 통치 형태로서 언제까지나 성취될 수 없게
만드는 차이 ― 를 가리킨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 경우, 여러분은
민주주의가 다른 통치 형태들 중 한 가지 형태 이상의 어떤 것이라
고, 통치의 모든 형태와 관련된 초과라고 말해야 한다.
276

그러므로 질문은 새로운 모습을 띤다. 즉, 이런 초과 혹은 대체

보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나는 여기에는 두 가지 주요 대답
이있다고생각한다. [첫째대답은] 이를 정치적초과자체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정치를 통치의 실천으로 환원할 수 없
는 어떤것으로서 수립하는 대체보충이라는것을의미한다. 아니면
[둘째 대답인데] 이를 정치의 합리성을 초과하고 또 다른 법에 의존하

게 만드는 어떤 것의 초과로서 이해하는 것이다. 이 또 다른 법은 일
반적으로 윤리적 법으로 이해된다 ― 이 단계에서 윤리를 어떻게
이해하든 간에. 이 양자택일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민주주의’라는
단어의 축자적인 의미를 인민이라고 불리는 어떤 주체의 권력으로
이해하거나(이것이 정치적 방식이다), 아니면 이렇게 이해하지 않
는 것이다(이것이 윤리적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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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의 경우, ‘인민의 권력’은 정치 그 자체를 구성하는 초과 혹
은 대체보충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인민’과 ‘권력’이라
는 두 용어의 통접conjunction 혹은 이접disjunction에 있어서 정치의 원
리와 그 대체보충적 본성의 원리를 추구한다. 바로 이것이 내가 정
치를 재사고하려는 노력 속에서 따라갔던 길이다. 나는 ‘데모스’ 개
념이 정치를 특정한specific 주체의 행위로 정의하려는 시도 자체 속
에 어떻게 내포되었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정치적 주체, 혹
은 ‘폴리테스polites’는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지배한다는 사실과
지배받는다는 사실에 가담한” 사람들이라고 정의되었다. 나는 두
개의 대립되는 장소를 차지하고 두 개의 대립되는 역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기묘한 능력에 좀 더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는 대
립물들에 대한 그런 능력이 권력의 ‘자연적’ 정당화의 기각에 해당
했다고 주장했다. ― 나는 비대칭에 기반한 정당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갖고 있는 정당성의 그런 ‘자연적’ 원리란, 권력이
자격을 소유한 자들이자격을소유하지 못한 자들에 대해 행사하는
자격의 행사임을 뜻한다. 즉,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은 그들이 신의
사제들이기 때문에, 창설자들이나 연장자들이나 좋은 가문에서 태
어난 자들이나 현자들이나 더 많은 덕을 갖고 있는 자들이나 등등
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자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아르케arkhe’의 논리이다. 이 논리에 따르면 권력의 행사는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 속에 예견되어 있으며, 다시 그 능력은 행사에
의해 입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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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의제기는, 우리가 시민, 혹은 ‘폴리테스’의 정의를 진지하게
취한다면, 이것은 ‘아르케’의 논리를 취소시킨다는 점이다. 그 정의
는 정치의 토대에 입장들의 모든 비대칭의 기각을 놓는다. 이제 이
것이 바로 ‘데모스’라는 통념이 뜻하는 바이다. ‘데모스’는 주민〔인
구〕를 뜻하지 않는다.

‘데모스’는 다수자majority나 하층 계급들을 뜻

하지 않는다. ‘데모스’는 아무런 특별한 자격을 갖지 못한 자를 뜻하
며, 지배되기보다는지배하는것에대해, 지배하기보다는 지배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이유도 갖지 못한 자를 뜻한다. 민주주의는 이런
경악스런 원리를 뜻한다. 즉, 지배하는 자들은, 아무런 이유가 없다
는 사실을 빼고는, 277 어떤 이들이 다른 이들을 지배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는 근거 위에서 지배를 행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민주
주의의 아르케 없음의anarchical 원칙이다. 즉, 권력과 ‘데모스’의 이접
적 결합disjunctive junction인 것이다. 역설은 민주주의의 이런 아르케
없음의 원리가 어떤 정치공동체와 어떤 정치권력 같은 어떤 것이
실존하는것의 유일한 근거임을 판명하게해준다는것이다. 민주주
의적 대체보충이나 초과가 뜻하는 바가 이것이다. 즉, 사회적 수준,
가족, 부족, 학교, 작업장 등등에서 작동하는 다양한 권력들이 있다.
아이에 대한 부모의 권력, 연소자에 대한 연장자의 권력, 빈자에 대
한 부자의 권력, 학생에 대한 교사의 권력 등등. 하지만 공동체가 이
런권력들의통접conjunction으로이뤄져있는한, 그리고 공동체가이
런 권력들 중 하나나 이 권력들의 결합에 따라 하나의 전체로서 지
배되는 한, 그것은 아직 정치적이지 않다. 모든 공동체가 정치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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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이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것의 토대로서 기능하는 하나 이상
의 원리가, 하나 이상의 자격부여entitlement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다른 모든 것들에 덧붙여져 남겨진 하나의 원칙이 있을 뿐이다. 즉,
민주주의적 원칙 혹은 자격부여, 아무런 자격qualification도 갖지 못한
자의 자격.
이런 게 내가 이해하는 민주주의적 대체보충의 의미이다. 즉, ‘데
모스’는 사회적 차이화의 집합collection에 대한 대체보충이다. 그것
은 아무런 자격도 갖고 있지 못한 자들, 그 계산법 속에서 단위들로
서 셈해지지 않는 자들로 이루어진 대체보충적 부분이다. 나는 이
것을 몫 없는 자들의 몫이라고 불렀다. 이는 약자underdogs가 아니라
아무나anyone, 누구든no matter whom을 뜻한다. ‘데모스’의 권력〔힘〕은
누구나whomever의 권력〔힘〕이다. 이것은 무한한 대체 가능성의 원칙,
혹은 차이에 대한 비차이indifference의 원칙을 뜻한다. 공동체의 기반
에서 일체의 비대칭성의 원칙의 부정을 뜻하는 것이다. 데모스는
한 사회의 몫이나 할당분의 계산법에이질적인 한에서 정치의 주체
이다. 데모스는 ‘헤테론heteron’이지만, 특정한specific 종류의 ‘헤테론’
이다. 그 이질성이 대체 가능성에 버금가기 때문이다. 그 특정한 차
이는 차이에 대한 비차이〔무관심〕, ‘차이들’ ― 이것은 불평등들을 뜻
한다 ― 의 다수성에 대한 비차이〔무관심〕이다. 하나의 사회적 질서
를 이루고 있는 ‘차이들’ 말이다. 민주주의적 이질성은 두 가지 논리
의 이접적 결합disjunctive junction을 뜻한다. ‘정치적인 것’이라고 지칭
되는 것은두 개의적대론적antagonistic 논리로이뤄져 있다. 한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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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타인들을 지배하는 자들이 있다. 이들이 연장자, 부자, 현자이기
때문이라는 ― 혹은 그런 몫을 수행하기 때문이라는 ― 것이다. 이
들이 자기네의 지위나 능력competence을 갖고 있지 못한 자들에 대해
지배할 자격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장소들과 능력들의
이런 종류의 분배에 입각한 지배하기의 패턴들과 절차들이 있다.
이것이 내가 치안의 규칙〔지배〕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런 권력은 다른 권력에 의해 대체보충되어야 한다. 그
들의 권력이 정치적 권력인 한에서, 지배자들은 자기네가 지배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는 궁극적인 근거 위에서 지배한다. 그들의
권력은 그들의 정당성legitimacy의 부재에 278 의존한다. 이것이 인민
의 권력이 뜻하는 바이다. 민주주의적 대체보충은 정치를 그 자체
로 실존하게 만드는 것이다.
데모스의 실존 양식과 관련해서 이로부터 몇 가지 결과를 끌어내
자. 한편으로, 데모스의 권력은 모든 국가제도나 모든 권력 실천을
정당화하는 동시에 탈정당화하는 내적 차이에 다름 아니다. 그 자
체로 데모스의 권력은 제도들의 과두제적 기능에 의해 가차 없이
무효화되는 경향이 있는 사라지는vanishing 차이이다. 이 때문에, 다
른 한편으로, 이 권력은 정치적 주체들의 행동에 의해 계속해서 재
연되어야reenact 한다. 하나의 정치적 주체는 데모스의 부분〔몫, 역할〕
을 맡는 언표행위와 현시manifestation의 과정을 통해 구성된 하나의
주체이다. 데모스의 부분〔몫, 역할〕을 맡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
것은 어떤 특별한 집단에게 행해진 어떤 특별한 잘못을 치안적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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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distribution ― 아무나anyone의 능력에 대한 치안적 부인 ― 에 의해
아무나anyone에게 행해진 잘못과 연결시킴으로써, 몫들, 장소들, 능
력들의 분배에 도전한다는 뜻이다. 이것이 내가 ‘불일치’dissensus라
고 부르는 것이다. 불일치는 두 개의 세계, 두 개의 이질적 논리를
똑같은 무대에, 똑같은 세계에 집어넣는 것에 있다. 그것은 통약 불
가능한 것들의 통약 가능성의 형태이다. 이것은 또한 정치적 주체
가 ‘마치 ~인 양’as if의 양식으로 행위한다는 것을 뜻한다. 정치적 주
체는 자신들이 마치 데모스인 양, 즉 공동체의 자격 있는 부분들로
셈해질 수 없는 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전체인 양 행위한다. 이것이
내가 정치의 ‘감성적aesthetical 차원’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즉, 마
치 자신들이 아무나anyone의 셈해질 수 없는 셈으로 이루어진 인민
인 양 행위하는 주체들에 의해 ― 감각적sensory 세계의 갈등의 ― 불
일치를 무대 위에 올리는 것이다.
이런 게 민주주의적 대체보충을 정치의 원리 자체로 이해하는 나
의 방식이다. 나는 데리다의 해석이 꽤 다르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데리다 또한 민주주의가 정부〔통치〕의 한 형태와 결코 동일시될 수
없다는 생각을 강조한다. 그리고 그는민주주의적 원칙의 무조건적
성격을, 민주주의적 원칙이 협상되는 곳인 권력들, 법들, 규칙들의
세계에 대립시킨다. 하지만 그에게 도래할-민주주의democracy-to-come
는 정치를 가능케 하는 대체보충이 아니다. 그것은 정치에 대한 대
체보충이다. 그리고 그의 민주주의가 현실적으로는 데모스 없는민
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의 정치관에 부재한 것은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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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정치적 능력capacity이라는 관념이다. 내가 보고 있듯이, 그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거기에는 데리다가 지지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다. 대체 가능성이라는관념, 차이에 대한비차이, 혹은
똑같은 것과 다른 것의 등가성이다. 한결 같게 그가 받아들일 수 없
는 것은 마치 ~인 양의 민주주의적 놀이이다.
이런 긍정들affirmations을 실체화해보자. 언뜻 보기에 우리는 데리
다가 정치와 정치적인 것 개념 그 자체를 거의 입에 담지 않았다고
설사 입에 담았더라도 극히 드물다는 점을 관찰할 수 279 있다. 그는
정치적 주체가 무엇일지도 추궁하지 않는다. 그는 단순한 이유 때
문에 자신의 추궁을 그 방향으로 끌고 가지 않는다. 그는 사전에 미
리, 그가 토론 없이 지지하는 널리 수용된 관념의 형태로, 대답을 갖
고 있다. 즉, 정치의 본질은 주권이라는 것이다. 이 주권은 신학적
족보descent를 지닌 개념이다. 사실상 주권은 전능한 신으로 다가선
다. 전능한 신은 이를 절대적인 왕들에게 주었고, 민주주의적 인민
이 왕들을 참수함에 따라 이를 다시 얻었다. 그것이 데리다가 유사
한 용어로, 루마니테 (L’Humanité)의 저널리스트와 르 피가로 (Le
Figaro)의 저널리스트에게 준 대답이다.2) 주권은 신학의 잔재이다.
정치적 개념들은 신학적 개념들이며, 거의 세속화되지 않았다. 그
런 견해에 따르면, ‘데모스’ 개념은 어떤 종별성specificity도 가질 수
없다. 그것은 결국 주권적, 자기-결정된 주체 개념에 이르게 되며,

2) See Derrida, Paper Machine, 105-6, 118; Papier Machine, 327-28,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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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체는 국민국가의 권력을 지탱하는 주권의 논리와 동질적homogeneous이다. 그러므로 도래할 민주주의의 힘force은 데모스의 그것일

수 없다. 그러므로 의심을 사는 것은, 데모스의 특수한 형상일 뿐이
아니다. 그것은 정치적 주체의 개념notion 자체이며, 아무나anybody의
능력의 행사로서의 정치의 관념이다. 그가 정치 개념concept을 주권
개념concept과 동일시하는 것과 똑같이, 데리다는 정치적 주체 개념
notion을

형제애brotherhood 개념과 등치시킨다. 그의 관점에서 보면,

가족 권력과 정치 권력 사이에는 아무런 단절도 없다. 국민국가가
주권적 아버지인 것처럼, 정치적 주체는 사실상 형제이다. 심지어
과거 20년 동안 프랑스의정치 담론에서풍부하게 사용되고 오용된
시민 개념도 그의 개념화conceptualization와 아무런 적실성relevance도
갖고 있지 않다. ‘시민’은 형제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이다.
데리다의 분석에서 형제애brotherhood와 박애fraternity의 개념들이 수
행한 역할에 주목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그가 그런 쟁점들을
드라마화하는 방식에 관해서는 기묘한 어떤 것이 있다. 왜 형제애
와 박애에 대한, 특히 우정의 정치 에서 거대한 재판이 있는가? 언
젠가 데리다는 자신의 인터뷰어들 중 한 명에게 자신이 자유 개념
을 그다지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라고 요청했다. 똑같은
것이 평등 개념에 대해서도 말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개념들은
정치적 논의의핵심에 여전히 놓여 있다. 왜그는공화주의적 3요소
의 세 번째 항 ― 명백히 말해서 가족을 대신해 비난을 받는 소년 혹
은 소녀 ― 을 그토록 강하게 주장한 것일까? 모든 사람은 박애frater자크랑시에르, ｢민주주의는와야하는가? : 데리다에게서윤리와정치｣ 119

nity가 종종 테러와 손을 잡고 나란히 나아가는 미심쩍은 개념이라

고 보는 관념에 다소간 동의한다. [그런데도] 왜 논의를 재개하는가?
나는 형제애brotherhood가 여성들을 의미하는 자매를 제외하는 남근
중심적 개념이라는답변으로는 만족할 수없다. 나는남근중심주의
phallocentrism가 쟁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핵심은 형제애가 어떤 등

가성equivalence을, 280 어떤 대체 가능성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데리다의 논박polemics의 주요 표적인 대체 가능성이라는 쟁점이다.
달리 말하면, 박애에 관한 논박은 평등 개념과 대결하지 않고 이를
옆으로 치워버리는 방식일 것이다. 데리다는 이 개념을 편하게 느
낄 수 없었지만, 이를 제외시키는 것 또한 아직은 여전히 편안하게
느낄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점은 동등성parity[남녀 동수성]이라는 화두
에 관한 그의 논의에 의해 분명히 밝혀질 수 있다. 그가 남성과 여성
의 대표에 대한 접근성의 동등성이라는 쟁점에 관해 인터뷰를 했을
때, 그는 의미심장한 자세를 취한다. 한편으로, 그는 자신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면, 자신은 차악을 선택할 것이고 동등성에 찬성하
는 표를 던질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언제가 그가 말했듯이, 그는 동
등성에 대해 매우 공격적인 자세를 취한다. 그는 동등성이 “모성애
적 주권의 판타지”를 수반한다고 말한다.3) 어떤 평등한 여성, 어떤
대체 가능한 여성, 어떤 ‘계산 가능한’ 여성은 여전히 형제이며, 주

3) Derrida, Paper Machine, 106 ; Papier Machine, 328. 또한 다음을 보라. Derrida and
Roudinesco, De quoi demain,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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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적 가족의 구성원이다. 형제는 다른 누군가로 대체될 수 있는 아
무나whoever이며, 다른 것으로의 대체 가능성의 특징을 담고 있는 아
무나whoever이다. 도래할 민주주의는 대체 가능한 인물들의 공동체
일 수 없고, 평등한 자들의 공동체일 수 없다.
달리 말해서, 도래할 민주주의가 국민국가의실천에 대립할 수있
다는 것은 ‘아무나anyone’의 몫을 수행하는 정치적 주체의 행동이 아
니다. 그것은 절대적 타자에 대한, 결코 우리와 똑같이 될 수가 없
는, 대체될 수 없는 ‘타자’에 대한 헌신commitment이다. 우리는 이렇
게 덧붙일 수 있다. ‘타자’란 그 혹은 그녀의 타자성을 무대에 올릴
수 없는 자, 그 혹은 그녀의 포함과 그 혹은 그녀의 배제 사이의 관
계를 무대에 올릴 수 없는 자이다. ‘도래할 민주주의’란 데모스 없는
민주주의를 뜻한다. 어떤 주체가 ‘데모스’의 ‘크라토스’를 수행할 그
어떤 가능성도 없는 민주주의를 뜻하는 것이다. 그런 민주주의는
‘헤테론’의 또 다른 지위와 관련되어 있다. 그것은 바깥에 있고 거리
를 두고 있으며 비대칭적이며 대체 불가능한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것은 우선 도래할 민주주의의 행동의 장이 국민국가의 경계선을
초과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그것이 오늘날 국제적 질서 ― 혹은 무
질서라고 불리는 것이다. 하지만 바깥에 대한 이 헌신은 매우 특별
한 방식으로 데리다에 의해 무대에 올려진다. 바깥을 다룬다는 것
은 그가 우정의 정치 에서 그것들을 나열하는 것처럼, 국제적 질
서의 ‘열 가지 재앙plagues’을 다룬다는 것을 의미한다. 설령 우리가
성서적 참조를 옆으로 치워버릴지라도, 우리는역병들에입각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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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질서의 부정의에 관한 해석에 부딪친다. 데리다의 담론은 국
제적 공동체에 빈민들의 상처를 치유해달라고 요청하는 인도주의
적 착한 심성good soul을 가진 자의 담론이 아니다. 그는 자선을 베푸
는 행동을 요청하지 않는다. 그는 새로운 인터내셔널을 요청한다.
하지만 이 새로운 인터내셔널은 형제-노동자들의 투쟁하고 쟁취하
는 인터내셔널과 아무 관계도 없다. 그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들의 비물질적 연결, “친화성, 고통, 희망”의 연결이다.4) 그 인터내
셔널은 “인터내셔널한 질서의 열가지재앙에대한 고통과 연민compassion의 형상을 281

오늘날에도 여전히 취한다.”5) 심지어 연민〔동정

심〕은 자비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으로 겪는 고통suffering with”

을 의미한다. 하지만 ‘~으로with’는 동시에 거리의 표시이다. 그것은
민주주의적 호혜성reciprocity이나 대체 가능성을 막아버린다. 민주주
의적 행동의 장을 국제적으로 확장한다는 것은 그 어떤 호혜성도
존재하지않는 지점으로까지확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바로
거기〔호혜성이 불가능한 곳〕에서만 진정한 타자성을, 우리에게 절대적
으로 의무화된 타자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
서 타자‘로 겪는 고통’은 타자성의 법을 준수하는 것과 똑같다.
이것이 환대hospitality가 의미하는 바이다. ‘호스페스hospes’는 데모
스의 장소에서 오는 주체이다. 데리다가 이해하듯이, ‘호스페스’는

4) Derrida, Specters of Marx, 85 ; Spectres de Marx, 141.
5) Derrida, Paper Machine, 125 ; Papier Machine,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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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국가들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친화성affinity의 연결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 그가 넘어서는 것은 무엇보다 그 내부에 호혜성reciprocity
이 있을 수 있는 경계선들이다. ‘호스페스’의 특징은 가능적인 것 혹
은 계산 가능한 것의 무대와 무조건적인 것, 불가능한 것 혹은 계산
불가능한 것의 무대 사이의 화해할 수 없는 간극을 연다는 것이다.
데리다는 조건부 환대와 무조건부 환대 사이의 차이를 강조한다.
데리다에게는 아무 신참자, 누구든no matter who을 향한 무조건부 환
대가 있다. 하지만 그 무조건부 환대는 정치적일 수 없다. 정치적일
수 있는 것은 조건부 환대로, 이것은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strangers
― 그리고 특히 얼마나 많은 빈곤하고 자격이 없는 이방인들 ― 이
어떤 민족national 공동체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의 계산calculation을 의미한다. 우리는 우리의 민족 공동체들에 무조건부 환대의

법칙을 부과할 수 없다고 데리다는 말한다. 그것은 ‘해로운 효과’를
산출할 것이다.6) 이 표현은 그의 입에서 낯설게 들린다. 왜냐하면
이것은 보통 현실주의적인 우파 정치인들의 수사에 속하기 때문이
다. 즉, 너무 많은 평등, 너무 많은 자유, 너무 많은 이방인들, 이것이
위험하며, 이것은 해로운 효과를 가진다. 데리다가 보기에 혼돈의
가장 해로운 효과는 사회적 무질서를 초래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
것은 정치적 타협의 영역과 무조건적인 것의 영역 사이의, 법의 계

6) 다음을 참조. Derrida, Paper Machine, 131 ; Papier Machine, 361 ; Derrida and
Roudinesco, De quoi demain,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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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가능한 것과 정의의 계산 불가능한 것 사이의 간극을 가교한다
는 것이다. 정치에 대한 데리다의 접근법에서 가장 놀라운 특징들
중 하나는 지배의 이념과 정의의 이념 사이의 그의 대립의 폭력 ―
그리고 감히 말하건대, 단순주의simplism ― 이다. 매우 종종, 그리고
대부분 똑같은 용어로, 우리는 그의 정치적 저술들에서 다음의 진
술과 만난다. 즉, 단순한 지배가 있을 때마다, 어떤 정의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가 ｢법의 힘｣에서 쟁점을 제기하는 방식
이다. “어떤 것이 잘 일어나거나 잘 되어갈 때마다, 우리가 특수한
사례에, 올바르게 포섭된 예에 올바른 규칙을 무사히〔차분하게〕 적
용할 때마다, 우리는 <법>이 스스로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확실히
<정의>는 설명할 수 없음을 확신할 수 있다.”7) 적용, 포섭, 그리고
계산을 요구할 뿐인 282 ‘좋은〔올바른〕’ 규칙의 불러냄evocation에는 경
멸contempt의 비범한 고음조overtone가 있다. 그것이 규칙과 그 법률제
정enactment에 이를 때마다, 데리다의 논증에서는 똑같은 이미지가
모습을 드러낸다. 기계라는 이미지이다. 우리의 결단에 그 근거를
제공하는 규칙, 지식이 있다면, 그것은 아무 결정도 아니며, 우리는
결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가 불량배들 에서 말하듯이, “그러
므로 결단은 미리 이루어진 것 말고는, 그러므로 미리 무효화된 것

7) Derrida, “Force of Law;” 16. “사태가 잘 진행되거나 순탄하게 넘어갈 때마다, 우
리가 규정적인 판단에 따라 특수한 경우나 올바르게 포섭된 사례에 적절한 규칙
을 무사하게 적용할 때마다, 법은 아마도 그리고 때로는 여기서 이익을 얻게 되
겠지만, 정의는 결코 그렇지 못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진태원 옮
김, 법의 힘 , 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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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고는 아무것도 결단하지 않는다. 결단은 지체 없이, 현재적으로,
기계들에 귀속된 자동화와 더불어 전개될 뿐이다.”8)
몇몇 상식적commonsense 논거는 그런 진술에 쉽게 대립될 수 있다.
첫째는 ‘열 가지 재앙들〔역병들〕’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으로부터 고통
을 겪는 사람들이, 무제한적 국가권력과 부패한 행정의 자의성arbitrariness에

시달린다기보다는 그들의 사례에 ‘무사히’ 적용 가능한

‘단순한’ 규칙이 존재한다고, 대부분의 사례에서, 기뻐할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는 많은 심급〔사례〕에서, 규칙의 실존도, [반드시] 행해져
야 할 것에 관한 우리의 지식도 결단을 무효화하지 않는다는 것, 혹
은 사물이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식적인 논거는, 데리다의 논증이 표적으로 삼은 것이 바로
공통감각common sense이라는 관념이기 때문에 ― 저속한지혜라는의
미에서의 상식common sense일 뿐 아니라 불일치나 불화를 대가로 해
서도 가능한 합의의 기대로서의 공통감각common sense ―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소규모시위대가1989년에 라이프치히에서그렇게했
던 것처럼 “우리는 인민이다”라는 깃발을 들고 거리로 나섰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인민’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
로써, 그들은 ‘인민의 국가popular state’로 체현된 인민의 앞에서 또 다
른 인민을 건설하는 것을 돕는다. 혹은 “이것은 정당하다”나 “이것
은 부당하다”고 그들이 말할 때, 그들의 “~은(is)”은 그 대상을 포섭

8) Derrida, Rogues, 84-85; Voyous, 1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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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결정적인determinant 개념의 전개deployment가 아니다. 그것은 두
개의 ‘정의’의 충돌, 두 개의 세계의 충돌이다. 이것이 불일치가 의
미하는 바이다. 하지만 데리다는 불일치를 아포리아로 대체한다.
아포리아는 불화의 실천에는 그 어떤 합의의 기대도 있을 수 없다
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또한 부분에 의한 전체의 그 어떤 대체도 있
을 수 없음을, 같음sameness과 다름otherness 사이의 등가성을 수행하는
그 어떤 주체도 있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도래할’이 뜻하는 바이다. 이것은 심지어 데모스의 불일
치적 형상에서도, 마치 데모스인 양 행위하는 주체의 불일치적 형
상에서도 민주주의가 현전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도래할 민주
주의’라는 표현에서, 사실 ‘~할(to)’는 민주주의와 도래하기(coming)
라는 두 단어를 분리한다. 이것은 엄격하게 말해서 ‘~할(to)’이 데모
스의 장소를 차지한다〔데모스를 대신한다〕는 것을 뜻한다. ‘도래할(to
come)’은 ‘여기 있지 않음not being here’, ‘기대되지 않음not being anticipated’과 등가물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의 크라토스(kratos)는 데모

스의 아크라티아(akratia)임이 판명난다. ‘도래할’의 대체보충은 정
치에 대한(to) 대체보충이다. 이것은 정치의 합리성이 아닌 합리성
〔의 관할〕에 속한다.

그런 게 규칙에 맞선 논박의 진짜 관건이다. 이

때문에, 283 내가 앞서 인용한 예에서 데리다는 겉보기에는 규칙의
자동적 적용의 사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맥락에서 ‘계산기calculating machine’에 대한 논거를 재진술한 것이다.

이 구절에서 그는 사실

상 도래할 민주주의를칸트의규제적이념과 동일시하는 것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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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어 한다. 그가 제시하는 첫 번째 논거는 도래할 민주주의가
여기에서지금 행위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칸트의] 규제적 이념
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논거의 진정한 의미는, 여하한 여기와
여하한 지금의 불가능성으로서 여기에서 지금 행위해야 한다는 것
이다. 이 때문에 곧바로 다음에 오는 두 번째는 계산기의 논거이다.
비록 명백히 칸트적인규제적이념이자동적 효과를 산출하기 위해
‘무사히〔차분하게〕’ 적용되어야 할 뿐일 지식의 이념을 수반하지 않
는다고 해도 말이다. 데리다가 하고 싶은 것은 두 용어들 사이의 단
순한 양극성을 갖기 위해 공간을 말끔하게 정리하는 것이다. 특수
한 사례에 규칙을 적용하는 결정적인determinant 판단과, 정의의 전적
으로 이질적인 결단이다. ‘자동적인’ 규칙과 절대적인 결단 사이에
는 아무것도 없어야 한다. 이 때문에 데리다는 결정적인 판단뿐 아
니라, 규제적 이념을, 또한 <이성>의 <정언명령>에 의해 윤리적 주
체의 자기-결정을, 궁극적으로는 마치 ~인 양의 미학을 하나로 싸
잡아 묶는 것이다. 내가 의미하는 것은 미학적 판단의 마치 ~인 양
에 의한 새로운 공통감각〔상식〕의 기대이다. 똑같은 징표에 의해, 그
는 또한 새로운 논쟁적인 공통감각을 틀 짓는 정치적 주체의 행위
를 그들과 하나로 싸잡아 묶는 것이다. 결정적인 판단의 규칙 앞에
서, 그는 결코 도래할 수 없는 ‘도래할-것’의 무조건성에만 자리를
내줄 뿐이다.
나는 데리다가 “계산 불가능한 정의는 우리에게 계산하도록 촉구
한다”9)고말한 것을, 또 정치는계산과계산 불가능한 것, 가능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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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불가능한것, 자율성과 타율성사이의쉴새없는교섭negotiation이
라고 말한 것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더러 교섭하라고 촉구하
기 전에, 그는 두 개의 화해 불가능한 법들의 불가능한 화해로 그런
교섭을 향하도록 하기 위해 두 개의 항들 사이에서 공간을 조심스
럽게 정리한다. 도래할 민주주의의 관념에 내속해 있는 정의는 타
자의 예측 불가능한 사건이나 예측 불가능한 도래coming의 정의이
다. 불량배들 의 똑같은 구절에서, 데리다는 이런 관계의 한복판
에 있는 타율성의 원리를 강조한다. “그것은 타율성의 물음, 타자로
부터 오는 법의 물음, 타자의 책임과 결단의 물음, 내 안의 타자의
물음, 나보다 더 크고 더 오래된 타자의 물음이다.”10)
민주주의적 대체 보충성이나 이질성이 타율성을 뜻한다는 것을
[이보다]

더 분명하게 설명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타자의 사건에의

열림은 ‘나(I)보다 더 크고 더 오래된 타자’의 결정에 버금간다. 그러
므로 자율성과 타율성의 화해는 타율성의 힘〔역량〕에, 284 타자의 법
과 결단의 힘에 달려 있다. 그것은 “높은 곳에서부터 내게로 오는”
명령injunction의 힘에 달려 있다.11) 그러므로 정의는 근본적인 비대
칭, 근본적인 대체 불가능성을 의미한다.12) 그것은 순전한 타율성

9) Derrida, “Force of Law;” 28. “하지만 계산 불가능한 정의는 계산할 것을 명령한
다”( 법의 힘 , 60쪽).
10) Derrida, Rogues, 84; Voyous, 123.
11) Derrida, Rogues, 84; Voyous, 123.
12) 불 : Lʼouverture à lʼévénement est la soumission à un autre « plus grand et plus ancien
que moi ». Ainsi la conciliation entre autonomie et hétéronomie repose-t-elle sur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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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 근본적 타율성의 긍정〔확언〕은 우리 동시대인들 중 몇
몇이 윤리의 시금석으로 만든 것이다. 즉, 윤리는 고유하게 말해서
‘헤테론’의 법을 의미할 것이다. 리바이어던적인 <타자>와 라캉적
<사물Thing>의교차로에서 구축된 헤테론. 윤리의 그런 개념화는 주
체의 자기-결정이라는 칸트적인 무조건적 법을 타율성의 무조건적
법으로 대체한다. 민주주의란 도래할 민주주의라고 보는 데리다의
해석은 틀림없이 윤리에 관한 그런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 그 때문
에 그것은 내가 윤리적 전회라고 부른 것의 논리에 속하는 것 같다.
과거 20년 동안 정치적 문제들을 윤리적 용어들로 다시 틀을 짰고,
자율성, 민주주의, 해방 같은 근대 계몽주의와 혁명적 전통의 몇몇
핵심 개념들을 다시금 의문에 부쳤던 전회. 실제로 데리다의 숱한
진술들은 리오타르가 그의 마지막 텍스트들에서 행한 진술을 메아
리치고 있다. 거기에서 리오타르는 <타자>의 법을 강조했으며, <길
들일 수 없는 것>(l’intraitable=까다로운 것, 다루기 힘든 것) 혹은 인
질이나 노예인 <비인간>에 대한 인간 존재의 갚을 길 없는unredeemable 빚을 강조했다. 하지만 일련의 윤리적 개념들에 대한 공통

적 참조는 윤리와 정치의 관계에 관한 매우 상이한 해석으로, 꽤 상
이한 정치적 입장stances으로 이어진다. 1980년대와 1990년대의 텍스
트들에서 리오타르는 예술적 아방가르드주의를 정치적 해방에 결

puissance dʼune hétéronomie, dʼune loi et dʼune décision de lʼautre. Elle repose sur la
puissance dʼune injonction qui « vient sur moi de haut ». La justice signifie alors une
dissymétrie radicale, une pure hétéronom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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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킨 모더니즘적패러다임을 공개적으로 전복했다. 그는 근대예
술을 숭고한 것의 개념 아래에 두는데, 리오타르는 숭고한 것을 칸
트에 맞서서 환원 불가능한 타율성의 법 ― 우리로 하여금 <타자>
의 법의 힘에 의존하게 만드는 ― 으로 재해석했다. 바로 이 지점에
서부터, 그는 그가 그런 의존의 부정과 연계시켰던 유럽적 해방의
꿈을 공개적으로 기각했다. 그는 홀로코스트를 자율성의 꿈 속에
포함된 그런 부인의 범죄적 결과로 해석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인
권을 “<타자의 권리>”로 재해석했고, 그리하여 “악의 축”에 대한 군
사작전을 전개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지적인 접착제의 틀을 짜는
데 기여했다.13)
레비나스적 <타자> 개념을 유사하게 참조하는 것으로부터 데리
다는 이와는 꽤 다른 결론을 끌어냈다. 데리다는 <타자>의 규칙〔지
배〕을 도래할 민주주의의 약속에 결부시켰으며,

그는 <법>에 대한

<준수>를 그 메시아적 성격으로 대체했다. 그가 수행한 것은 타자
성의 개념화conceptualization에 있어서 두 번째 전회라고 기술될 수 있
다. 첫 번째 전회가 이질성에서 타율성으로, 정치적 타자론
(heterology)14)에서 285 신의 타자성에 버금가는 타자성으로 이어진다

13) 이 점에 관한 논의 전개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Rancière, Malaise dans
l’esthtétique와 “Who Is the Subject of the Rights of Man?”
14) [옮긴이] 적절한 번역어가 없어서 임시적으로 이렇게 붙였다. 옥스퍼드 사전
을 보면 다음과 같다. “<타자>나 ‘알 수 없는〔불가지의〕 존재’의 실존의 문제와
관련된 철학의 전통적 분야 중 하나이다. <타자>나 ‘알 수 없는〔불가지의〕 존재’
는 신(레비나스), <토착적 주체Indigenous Subject>(세르토Certeau)로 지칭된다고
다양하게 해석되었다. 중세 병리학에서 heterology는 건강한 조직을 둘러싼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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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두 번째 전회는 근본적 타자성을 아무 타자any other one의 타자
성으로 되돌려 보내고, 그리하여 타율성을 단순한 이질성으로되돌
려 보냄으로써 정치적 무대 위에 헤테론을 다시 장치하기〔넣기〕 위
해서이다. 이 점을 이해하려면, 첫 번째 전회로 다시 돌아가, 데리다
가정치적아무나anyone를<타자>의윤리적형상으로성공리에변형
시킨 특별한 방식을 봐야 한다.
변형을 위한 전환점이 일체의 유사성이나 형제애의 기각이었다
는 것은 놀랍지 않다. 이런 기각은 내가 보기에 일체의 대체 가능성
의 기각을 뜻한다. 우리는 불량배들 에서 아무나anyone에 대해제
안된 다음의 해석에 비춰서 이를 이해할 수 있다. “이 아무나anyone
는 주체, 인간적 인격이나 의식으로서의 일체의 형이상학적 결정
이전에, 동류[semblable], 동포, 같은 무리[congénère, 가족구성원], 형제,
이웃, 동료의 종교 신자 혹은 동료 시민으로서의 사법적 결정 이전
에 온다. 폴핸은 어딘가에서 말했고, 그리고 나는 여기에서 그것을
쉽게 고쳐 말하는데, 민주주의를 생각한다는 것은 ‘처음으로 일어
나는 것first to happen by’을 사고한다는 것이다.”15) 폴핸의 ‘맨 먼저 오

는 상이하게 구성된 병인적인, 비정상적인 조직을 가리킨다. 이것의 영감을 받
아 조르주 바타유는 동화할 수 없는 것the unassimilable, 혹은 초과적인 것the
excessive의 인류학으로서 heterology 개념을 발전시켰다. 다음을 참조. G. Bataille,
Visions of Excess (1985). M. de Certeau, Heterologies (1986). E. Levinas, Time and the
Other (1987).
15) Derrida, Rogues, 86; Voyous, 126. 데리다는 폴핸(Paulhan)을 언급한다. “민주주의
는 최초로 오는 자〔신참자〕에게 호소한다(La démocratie fait appel au premier
venu)”, 5:277/281. 이 텍스트는 Jennifer Bajorek이 편집해서 일리노이대학교 출판
부에서 출판할 Jean Paulhan의 텍스트 선집에 포함될 것이다. 나는 Paulhan의 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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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자(firstcomer, 신참자)’는권력의인간과대립된, 프랑스어로보통
사람(l’homme de la rue)이라고 불리는 것과 꽤 밀접하다. 데리다는이
것에 꽤 놀라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아무나anyone, 누구나no
matter who,

누구와 무엇 사이의 사실상의 침투 가능한 한계에서, 살

아 있는 존재, 시체cadaver와 유령.”16) 그에게 정의는 생활상의 ‘동류
들’의 모든 가족을 초과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그것은 인류의 한
계를 넘어서야 하고 동물들을 포함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
것은 ‘누구’와 ‘무엇’의 차이를 무효화시켜야 한다. 즉, 생명체〔살아
있는 신체〕와

‘사물’을 말이다. 데리다적 사물은 라캉적인 <사물

(Ding)>이 아니다. 그것은 송장corpse이나 유령이다. 송장과 유령은
사실상 이중적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으로 이것들은 우리의 보호에
맡겨져 있으며, 우리의 배려에 내맡겨져 있다. 이것들이 더 이상 대
답할 수 없듯이, 우리는 이것들에게 대답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상 탈구축이 행하는 것이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헤
겔, 혹은 여타의 누군가에게 대답하는 것, 텍스트에서 감춰져 있거
나 복잡하게 꼬여 있는 차이 혹은 약속을 탈출시키는 것, 이것을 다
시 여는 것 말이다. 우상파괴적 견해가 전혀 아닌 탈구축은 죽은 자
를향한연민piety의 행위이며, 죽은자의 생명에혹은<죽음>의생명
에 충실하기의방식이다. 이것은 맑스의 유령들 의 놀라운 구절에

스트에 대한 정확한 참조를 건네주고 그 텍스트의 사본을 제공해준 Jennifer
Bajorek에게 감사드린다.
16) Derrida, Rogues, 86 ; Voyous,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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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되어 있다. “우리는 미래를, 즉 삶〔생명〕을 사고해야 한다. 즉,
<죽음>을.”17) 이 문장의 관념과 심지어 음악은 데리다가 우정의
정치 에서 인용한, 프랑스의 위대한 “죽음의 삶”의 시인인 미슐레
Jules Michelet를 우리에게 떠올리게 한다. 데리다는 살아 있는 사람보

다 더 죽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위대한 존재로 인류를 간주하는 19
세기 프랑스의 어떤 전통에 여전히 충실하다.
그런 의미에서 타자는 나로 하여금 그, 그녀, 혹은 그것에 대답하
도록 하는 아무나whoever 혹은 아무것whatever이다. 이것이 책임〔응답〕
가능성이 뜻하는 바이다. 즉, 타자에 대한 헌신은 내게 맡겨져 있으
며, 286 나는 누군가whom나 그것which에 대답해야 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타자 혹은 ‘사물’은 호혜성 없이 내게 행사되는 권력을 갖
고 있는 아무나whoever 혹은 아무것whatever이다. 이것은 맑스의 유령
들 에서 면갑〔복면〕 효과visor effect 혹은 햄릿 효과에 관한 분석에 의
해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증명이다. 즉, 유령이나 사물은 일체의 대
칭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선
과 교차할 수 없다. 데리다는 그런 면갑 효과로부터 우리는 우선
<법>을 받아들인다고 덧붙인다. ― <정의>가 아니라 <법>을, 우리
의 무지에 버금가는 법의 정의, 그 말의 진리를 견제〔점검〕할 수 없
는 우리의 무능력에 버금가는 법의 정의를. “‘나는 니 애비의 혼령
spirit이니라’라고 말하는 자는 오직 그의 말로만 받아들여질 수 있을

17) Derrida, Spectres of Marx, 113 ; Spectres de Marx,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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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이다. 그의 비밀에 대한, 그의 기원의 비밀에 대한 본질적으로 맹
목적인 굴종submission. 이것이 명령injunction에 대한 첫 번째 복종obedience이다. 그것은 다른 모든 것들을 조건지을 것이다.”18) ‘복종’의 문

제에서 무엇이 관건인지를 이해하려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또
다른 무대를염두에두어야 한다. 햄릿과유령사이의 대면〔대결, confrontation〕이 명백히 이것으로 대체되고 있는 무대 말이다. 여기서 햄

릿은 아브라함의 장소에 있으며 유령은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신의 장소에 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윤리적 전회의 끝자락에 있는 것 같다. 즉, 우
리를 민주적 행동의 ‘누구나anyone’에서 이방인으로, 이방인에서 유
령으로, 그리고 유령에서 전능한 신 ― 절대적 희생을, 모든 가족적
유대의 희생을요구하고, 비밀, 배반, 희생을요구하는신 ― 으로이
끄는 여행의 끝자락. 하지만 바로 거기에서, 키르케고르의 도움을
받아 두 번째 전회가 일어난다. 피조물의 굴욕을 요구하는 <신>의
법을 대신해, 거짓말쟁이이기도 한 이런 범죄자 신이 있다. 왜냐하
면 이 신은 반드시 배반되어야 할 질서를 부여하고, 그는 정반대를
시사하는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죽음을
부여하다 에서 데리다가 지적하듯이, 이 <신>은 이렇게 말한다.

18) Derrida, Spectres of Marx, 7 ; Spectres de Marx, 28. “‘나는 네 아비의 유령이니라’라
고 말하는 이를, 우리는 그의 말만 듣고 믿을 수밖에 없다. 그의 비밀에 대한, 그
의 기원의 비밀에 대한, 본질적으로 맹목적인 추종인 셈이며, 이것이 바로 명령
에 대한 첫 번째 복종이다. 이러한 첫 번째 복종은 다른 모든 복종을 조건 짓게
될 것이다”( 마르크스의 유령들 , 진태원 옮김, 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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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내게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를 신이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즉, 너는 네 아내와 아들을 배신
하는 것과 나를 배신하는 사이에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해야 하며,
네가 사라와 이삭보다 나를 선택하는 것에는 아무런 이유도 없다.
희생은 그저 선택을 뜻할 뿐이다. “내가 타자와의 관계, 타자의 응
시나 시선이나 요구나 사랑이나 명령이나 부름과의 관계에 들어서
자마자, 윤리를 희생시킬 때에만, 즉 모든 타자들에게 똑같은 방식
으로, 똑같은 순간에 응답하라고 내게 책무를 부여하는 [임의의] 것
을 희생시킬 때에만 내가 거기에 응답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안다.
…

나는 모리야 산에서 내 아들에게 칼을 휘두를 필요가 없었다.

… 나는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한 내 책임에 있어서 실패함으로써만
아무개any one(즉 아무 타자any other)에게 책임을 질 수 있다.”19)
아브라함더러 그의 외아들을 희생[제의]시키라고 촉구하는 신의
계율의 무조건성으로부터 다음과같은상식적인 긍정〔확언〕에 이르
는 좀 더 재빠른 이동을 상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상식적인 긍정
이란,

287

당신이 누군가somebody를 돌보는〔배려하고 있는〕 동안, 당신

은 세계의 나머지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긍정
의 겉보기의 사소함triviality은 ‘두 번째 전환’의 핵심에 놓여 있는 것
을 감춰서는 안 된다. 즉, 윤리적 계율, 절대적 <타자>의 계율은 거
짓 계율임이 판명된다. 이삭보다 신을 선택하는 데에는, 가족 구성

19) Derrida, Gift of Death, 68, 70 ; Donner la mort,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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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보다 절대적 <타자>를 선택하는 데에는 아무런 이유도 없다. 모
리야 산에서 상식〔공통감각〕으로의 이동은 아무 타자any other와 아무
타자any other의 등가성의 확언〔긍정〕이며, 혹은 ‘아무 타자any other’와
‘아무나anyone’의 등가성의 확언〔긍정〕이다. 만일 신의 계율에 충실하
다는 것이 이를 배신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면, 그리고 만일 희생
제의가 한 명의 아무 타자any other one 대신에 아무 타자any other의 선
택을 의미할 뿐이라면, 윤리적 타율성의 정식은 정치적 평등의 정
식과 동일한 것임이 판명된다. “모든 타자는 전적인 타자이다(Tout
autre est tout autre).” 이것은 대립자들의 동일성의 정식이며, 절대적
불평등과완전한평등 사이의 동일성의 정식이다. 아무나는 전적인
wholly 타자인 ‘아무 타자’의 부분을 수행〔몫을 연기〕할 수 있다.

아브

라함의 신 덕분에, 아무나는 아브라함의 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
다. 데리다가 ｢비밀의 문학(La littérature au secret)｣에서 말하듯이,
“그 순간에, 하지만 그 순간으로부터만, 자율성과 타율성은 하나일
뿐이다, 그렇다 하나일 뿐이다.”20)
우리는 이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 모리야 산이라는 우회로가 정말
로 필요했을까? 우리는 정치적 평등의 실천을 절대적 책임의 의미
〔감각〕와 결부시키기 위해 이를 필요로 했다고 대답할 수도 있겠다.

20) Derrida, “La littérature au secret,” 209. 이 텍스트는 ｢죽음을 주다(Donner la mort)
｣가 단행본으로 출판되었을 때 추가되었다. 이 때문에 이것은 죽음의 증여(The
Gift of Death) 라는 영어 번역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텍스트에서 인용문 번역
은 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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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역사, 과학, 혹은 객관적 필연성의 법칙이라는 이름으로 너
무 많은 범죄들이 자행되었고 정당화되었다. 아브라함 ― 그리고
키르케고르 ― 을 통한 우회로는 정치적 행동을 모든 종류의 필연
성과, 그리고 목적에 의한 수단의 여하한 정당화와 나란히 정렬하
는 것과 단절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것은 우리를 <타자>의 레비나
스적 무조건성에서 자유와 책임이라는 사르트르적 무조건성으로
이끄는 우회로의 궁극적 의미이다. 논거는 명료하지만, 그것은 결
단 불가능하다고 입증될 것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자유와 책임의
무조건성에 관한 사르트르의 주장은 때때로 사르트르로 하여금 심
지어 공산당들과 지식인들도 감히 정당화하려 들지 않는 공산주의
적 억압의 몇몇 형태들에 대해 이유 ― 그러므로 이론적 정당화 ―
를 발견하도록이끌었다. 하지만 주요 물음은 남아 있다. 즉, 정치가
절대적으로자유로운 결단의 행위에 달려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
는가? 만일 정치적 평등이 신의 절대적 차이에 입각〔근거〕해야 한다
면, 그리고 이런 절대적 차이가 범죄, 공모, 배반을 통해 교섭된다
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정치는 데리다가 전달하고 싶어 한 것에
토대를 둔다는것이다. 그게 바로 주권이다. 그가 말하길, 주권은종
교에서 288 정치적 공동체로 이전되었던 신학적 개념이다. 하지만
모리야 산에서의희생제의가 제시하는 것은 주권의 또 다른 관념이
다. 내가 보기에, 이것은 정치가 여전히 신학에 입각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설사 그것이 모종의 이단적 신학에 근거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므로 그것은, 데리다가 신학에 대한 정치의 추정상의 의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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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기 위해, 정치를 또 다른 신학에 의존하게 만들어야 했던 그
런 사례 아닐까? 나는 이 물음이 여전히 열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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