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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인-무브 Translating Feminism]

우연적 토대: 페미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문제*1)

주디스 버틀러
번역: 단감**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문제는 결국 포스트모더니즘이라 불리는 것이 존재하는지 묻는 일임
이 분명하다. 이것은 역사에 대한 유형화인가 모종의 이론적 입장인가, 그리고 어떤 미학적 
실천을 설명해오던 용어를 지금 사회 이론, 특히 페미니즘 사회학 및 정치 이론에 적용하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스트는 누구인가? 이는 그들이 직접 붙인 
이름인가 아니면 누군가가 주체에 대한 비평이나 담론 분석, 사회 분석을 총합하는 통합성 
혹은 일관성에 대해 물을 때 사용되던 이름일 경우가 더 많은가? 

나도 그 용어가 사용되던 방식을 통해 그를 파악한다. 내 지평에 나타나는 그 용어의 비평
적 정리는 대개 다음과 같다. “모든 것이 담론이라면, 그것엔…” 혹은 “모든 것이 텍스트라
면…” 혹은 “만일 주체가 죽었다면…” 혹은 “실제의 몸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문
장은 곧바로 뒤이어 나타날 허무주의를 경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런 류의 조건절이 
상기시키는 내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다음엔, 언제나 오는 다음엔, 분명히 일련의 위험한 
결과가 따라올 것이다. 따라서 ‘포스트모더니즘’은 무시무시한 조건문의 형태로, 혹은 때로 젊
고 비합리적인 것을 향한 가부장적 경멸의 형태로 연결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포스트모더니
즘에 맞서, 일차적 전제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있다. 즉, 모든 정치 이론에는 주체가 반드시 
필요하며, 처음부터 정치의 주체, 언어의 지시성, 그 정치가 제공할 제도적 설명의 완결성을 
전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미리 세워놓는 것이다. 정치란 이러한 토대, 즉 이러한 전제 없이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식의 주장은 이러한 개념(정치, 주체, 언어 등(역자 
주))이 정치를 정의할 때 문제 삼을 여지가 없는 특성이라고 주장해야만 가능한 우연적 정치 
구성체를 고수하고자 하는 시도가 아닌가? 모든 정치, 특히 페미니스트 정치는 이렇게 중요
한 전제들이 없으면 생각할 수 없다는 말인가? 혹은 일단 그러한 전제가 문제적으로 다뤄지

* 이 논문은 1990년 9월 “범 필라델피아 지역 철학 컨소시엄(Greater Philadelphia Philosophy 
consortium)”에서 발표한 “페미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문제”을 수정한 것이다. 

** 이 번역의 절반은 인-무브에서 느루와 함께 활동하며 했고, 나머지 절반은 느루를 그리워하며 했습니다. 
번역하는 동안 줄곧 함께해 준 느루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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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그 우연성 안에서 특정 버전의 정치가 나타나는 것에 가까운가?
정치에는 안정적 주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은, 그 주장 자체에 대한 정치적 대립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실제로 그 주장은, 주체에 대한 비판은 정치적 지식을 기
반으로 한 비판이 될 수 없음을 암시한다. 오히려 그로 인해 정치를 혼란에 빠뜨리는 행동이
다. 주체를 필요로 한다는 명제는 정치적인 것의 영역을 미리 폐제(foreclose)한다는 뜻이며, 
이러한 폐제는 분석의 차원에서 정치적인 것의 본질적 특성으로 설정되면서 정치적인 것의 
영역의 경계를 강제로 만들어내는데, 그 과정에서 그 강제는 정치적 검증을 피할 수 있게 된
다. 이렇게 정치적 기능의 영역을 일방적으로 구축하는 행위는 주체의 지위를 둘러싼 정치적 
경합을 즉각적으로 묵살하는 전체주의적 계략이다.1)

섣불리 짐작하지 않는 것, 즉 주체의 개념을 시초에서부터 규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 개념
을 한꺼번에 부인하거나 적용하는 일과는 다르다. 반대로, 그것의 구성 과정 및 정치적 의미, 
그리고 주체를 이론의 필수 요건이나 전제로 삼은 결과에 대해 묻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
고 우리가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개념에 도달했을까?

지금까지 여러 입장들이, 마치 포스트모더니즘이 일련의 입장을 담지할 수 있는 종류의 개
념이라도 된다는 듯 사태의 책임을 포스트모더니즘의 탓으로 돌렸다. 담론이 모든 것을 구성
해내는 일원론적 무언가인 양, 거기엔 담론밖에 없었다. 주체는 죽었다. 나는 이제 다시는 
‘나’를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현실은 없고 오직 재현만 있을 뿐이다. 이러한 특성화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후기구조주의가 한데 합쳐지고 때로는 해체주의까지 셋이 섞이면서, 그리고 때로
는 프랑스 페미니즘, 해체주의, 라캉 정신분석, 푸코 분석, 로티의 대화주의, 문화연구의 무차
별적 집합으로 이해되면서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유럽 학계 및 최근 담론에서 ‘포스트모더니
즘’ 혹은 ‘후기구조주의’라는 용어는, 아주 다양한 양상이나 배열로 나타나는 여러 입장들을 
뭉뚱그려 담아버리는 하나의 실체 즉 명사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입장들의 차이를 단번에 
타개해 버렸다. 프랑스의 라캉 정신분석학 입장 자체가 공식적으로 후기구조주의에 반대하고, 
크리스테바가 포스트모더니즘을 반대했으며2), 푸코주의자가 데리다주의자와 거의 연관을 맺

1) 최근의 몇몇 정치 이론, 특히 에르네스토 라클라우와 샹탈 무페(헤게모니와 사회주의 전략Hegemony 
and Socialist Strategy(1986)), 윌리엄 코놀리(정치 이론과 모더니티Political Theory and 
Modernity(1988)), 장 뤽 낭시와 필립 라쿠-라바르트(｢정치의 후퇴Le retrait du politi que"｣(1983))
의 글에서 정치적 장은 반드시 결정적 외부(determining exterior)의 생산을 통해 구성된다는 강력한 
주장이 있지만, 여기서 이러한 의견은 아무 가치가 없다. 다시 말해, 정치의 영역 그 자체가 정치 ‘이
전’(pre-political), 혹은 ‘비’정치(non-political) 등을 만들어내고 자연화하는 행위를 통해 자신을 구성
한다. 데리다의 용어로 하면, 이것이 ‘구성적 외부’의 생산이다. 여기서 나는 그렇게 구성적 외부를 생산
하고 자연화하는 정치적 장의 구성과 그 구성적 외부의 특정 매개변수를 생산하고 우연적으로 만드는 
정치적 장을 구분하자고 제안한다. 정치적 장 그 자체를 구성하는 구별적 관계가 언젠가 정교하게 완성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분명 그 정교화의 상태 역시 무한히 정교화되어야만 할 것이기 때문이
다), 나는 윌리엄 코놀리의 구성적 반목이라는 개념이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정치적 자신을 의문에 
붙이는 매개변수를 설정한 정치적 투쟁의 형태를 제안하는 라클라우와 무페의 글에서 평행적 표현을 찾
아낸 개념이다. 정치의 근거들(‘보편성’, ‘평등’, ‘권리의 주체’)이, 드러나지 않은 인종적, 젠더적 배제를 통
해 그리고 사적인 것(재생산, ‘여성성’의 영역)을 정치 이전의 것으로 만드는 정치와 공적 삶의 융합에 
의해 구성되어 온 만큼, 이는 페미니즘 문제에 특히 중요하다.

2) Julia Kristeva, Black Sun: Depression and Melanchol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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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식수스와 이리가레가 근본적으로 대립하고, 텍스트 실천에서 데리다와 이리가레 사
이에 어떤 친연성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페미니즘과 해체주의는 고작 식수스와 데리
다 사이에서 빈약하게 연결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면 놀라는 대륙 이론 연구자도 있
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비디 마틴은 거의 모든 프랑스 페미니즘이 고도의 모더니즘과 아방
가르드 개념을 고수한다고 직접적으로 지적하며, 이러한 이론 혹은 글쓰기가 단순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범주 하에 묶일 수 있는지 질문을 던졌다.

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질문은 단순히 포스트모더니즘이 페미니즘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니
라 포스트모더니즘이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으로 읽힐 수 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그것은 
어떤 종류의 존재를 가지고 있는가?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는 그 용어를 옹호하지만, 포스트
모더니스트라고 불리는 나머지 이론가들을 모두 포괄하는 사례가 될 수는 없었다3). 가령 리
오타르의 연구는 ‘포스트모던’이란 개념을 긍정하지 않는 데리다의 연구와 심각하게 불화할 
뿐 아니라 리오타르가 대표하는 다른 사람들과도 불화한다. 그는 예증적인가
(paradigmatic)? 이 모든 이론들이 동일한 구조(한꺼번에 그것을 생략하고자 하는 비평가들
에게 편안한 개념)를 가지고 있는가? 이는 이러한 이론을 똑같다는 기호 하에 식민화하고 길
들이려는 노력, 하나의 규정(rubric) 하에 강압적으로 종합하여 묶으려는 노력인가? 이러한 
입장의 특수성을 승인하기 위한 단순한 거부인가? 읽지 않을 핑계, 자세히 읽지 않을 핑계인
가? 리오타르가 그 용어를 사용한다면, 그리고 그의 편의대로 일군의 작가들과 묶일 수 있다
면, 그의 작업에서 어떤 문제적 질문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인용이 전체를 징후적으로 
나타내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예시’로써 기능할 수 있는가?

그러나 내가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포스트모더니즘의 기획에는 그러한 ‘예시
들’과 ‘패러다임들’이 자신이 설명하고자 하는 바를 종속시키고 삭제하는 방식에 의문을 제기
하는 것도 포함된다. ‘총체’의 차원에서 볼 때, 포스트모더니즘이라 여겨지는 영역은 총체의 
징후이자 전형을 대표한다고 설정된 사례를 통해 효과적으로 ‘생산된다’. 그 결과, 리오타르의 
예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한 가지 표상을 확인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억지로 그 예를 통
해 전체 영역을 대체하려 하는 것이다. 이는 비평가가 기꺼이 읽고자 하는 한 편의 텍스트, 
즉 ‘포스트모던’이라는 용어를 편의적으로 사용한 글 한 편으로 그 영역 전체를 무리하게 환
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어떤 면에서는, 일군의 입장을 포스트모던 하에 하나로 묶고, 포스트모던을 하나의 시대 
혹은 종합적 총체로 만들며, 그 부분이 이 인공적으로 구축된 총체를 의미할 수 있다고 주장
하는 이 개념적 지배의 움직임이 권력의 특정한 자기 만족적 책략을 시행하기도 한다. 이렇
게 부인하는 태도에만 근거하여 여러 입장을 포스트모던에 쓸어 넣어 버리는 개념적 지배 

1989), pp. 258-259.

3) 넓게 ‘포스트모더니즘’의 항목에 포함되는 여러 사상가와 리오타르의 융합은 세일라 벤하비브의 에세이 ｢
포스트모더니즘의 인식론: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에 대한 응답｣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Epistemologies 
of Postmodernism: A Rejoinder to Jean-François Lyotard," in Feminism/Postmodernism, 
edited by Linda Nicholson (New York: Routledge,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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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가 정치적 권위주의의 위험을 물리치길 원한다는 사실은 아무리 좋게 평가해도 역설적이
다. 그 가정은 몇몇 텍스트는 재현적이다, 그것은 현상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
지’ 입장의 구조가 결국은 하나의 구조 속에서 적절하게 그리고 경제적으로 식별될 수 있다
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애초에 그러한 가정을 승인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처음부터 우리는 
이론이 한 데 묶여 혹은 정리된 총체성으로서 제시된다고 믿어야 하며, 그리고 역사적으로 
구조적으로 비슷한 일군의 이론은 인간의 성찰이 역사적으로 특정한 조건의 표명으로서 나타
난다고 믿어야 한다. 아도르노까지 이어지는 이 헤겔주의자 무리는 공통의 구조적 선취를 다
양하게 징후화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러한 이론들이 서로 대체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
나 그 가정은 더이상 만들어질 수 없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종합이 가능하다는 헤겔주의적 
가정이 정확히도, 포스트모더니즘의 표식 아래 행복하게 통합된 몇몇 입장에 의해 다양한 방
식으로 경쟁하는 속에서 나타났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포스트모던이 통합적 기호로서 기
능할 수 있다면, 그리고 기능한다는 점에서, 이것이야말로 결정적인 ‘모던’의 기호가 아니냐고 
따질지도 모른다. 또한 이것이 포스트모더니즘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며 논쟁할 수 있냐는 질
문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승인하지 않으면 부정해야 하는 양자택일의 대상으로 이 용
어를 정착시키는 것은 결국 둘 중 한 입장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일이다. 그리하여 보다 생성
적인 도식에 대해서든 반해서든 모순이 없는 논리를 승인하게 된다.

여러 입장들을 이렇게 통일시키려는 이유는 그 장 자체가 무질서하기 때문일 것이며, 이러
한 입장들 간의 차이가 서로에게 혹은 포스트모더니즘이라 불리는 어떤 공통 구조에 징후적, 
전형적, 표상적인 성격을 띠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용어로서의 포스트모더니즘이 사회이
론, 그 중에서도 특히 페미니즘 사회이론 안에서 모종의 힘이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
은 어떻게 이론이나 철학이 항상 권력과 연루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비판적 
실천 속에서 발견될 수 있고, 그것은 아마도 정확히, 포스트모더니즘의 항목 아래 일군의 강
력한 비판을 길들이고 거부하는 노력 속에서, 징후적으로 작동하는 무언가일 것이다. 다양한 
개념적 정련 속에서도 언제나 철학적 장치는 실행 중인 권력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은, 새
로운 통찰은 아니지만, 그렇기에 다시금 포스트모던이 새로운 것으로 -결국 ‘새로운 것’에 대
한 추구는 고도 근대가 가장 몰두하던 것이었다- 혼동되어선 안 된다. 굳이 말하자면, 포스
트모던은 ‘새로운 것’이 가능한지, 즉 그것이 이미 ‘낡은 것’에 어떤 식으로든 연루되어 있지
는 않은지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나 최근의 규범적 정치철학 비평가 중 일부는, 어떤 입장 -가설적이든 반사실적이든, 
상상적이든- 에 의지하여 자신을 권력의 작동 바깥에 두는 것이나 권력 관계의 협상을 위해 
메타정치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야말로 권력의 가장 교활한 책략일 수도 있다는 점
을 강력히 지적했다. 권력을 넘어섰다는 이러한 입장이 선험적이고 암묵적인 보편적 동의에 
의지하여 자신의 정당성(legitimacy)을 주장하면, 어떤 식으로든 다음의 혐의를 피할 수 없
다. 어떤 합리주의의 기획이 동의로 인정되는 바를 미리 지정할 수 있단 말인가? 여기서 보
편적인 것의 기호 아래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것은 어떤 형식의 유해한 문화 제국주의인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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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포스트모던’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후기구조주의로 더 잘 알고 있는 
부분에 어떤 중요한 지점이 있다면, 비평가의 주체 입장(subject position)을 비롯한 자신의 
용어를 협상하려 하는 바로 그 개념적 장치 자체에 권력이 녹아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권력
의 장에서 이러한 비평 용어는, 규범을 제공하지 못하는 허무주의적 상대주의의 등장이 아니
라 오히려 정치적으로 깊이 관여된 비평이라는 전제조건 그 자체를 우리에게 암시한다. 권력
이나 힘을 넘어서는 규범 체계를 세우는 일은, 규범적 보편성의 수사에 의지하여 자신의 권
력 행사를 승화시키고 가장하고 확장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강력하고 권력적인 개념적 실천
이다. 이 실천은 토대를 폐지하지 않는 것, 심지어 반토대주의(antifoundationalism)라는 이
름 하에 모종의 입장을 지키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입장은 모두 토대주의의 또 다른 버전
이자 그것이 발생시킨 미심쩍은 문제로서 한패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오히려 토대
를 구축하는 이론적 움직임이 승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폐제하거나 제외하는 
것은 정확히 무엇인지를 조사해야 한다.

이론은 끊임없이 토대를 가정하면서, 암묵적 약속인 형이상학적 전제를 당연한 사실로 만
드는 듯하다. 심지어 그것을 경계하려고 할 때조차 그렇다. 어떤 이론에서든 토대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의심을 받지 않는 것으로서 기능한다. 그러나 이러한 ‘토대’, 즉 무언가를 승인
하는 근거로 작동하는 전제들은, 따지고 보면, 그 토대적 전제 역시 우연적이고 논쟁적인 추
정임을 폭로하는 배제를 통해 구성되지 않았는가? 우리가 기존의 토대에도 암묵적으로 전제
된 모종의 보편적 기반이 존재한다고 주장할 때조차, 그 암묵성과 보편성은 그저 의심이 불
가능한 층위를 다시 새로 하나 만들어낼 뿐이다. 

보편성이라는 바로 그 범주가 단지 고도로 자민족중심적인 그들만의 편향이었음이 겨우 폭
로되기 시작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편적’인 발화 상황이나 주체 입장 속에서 이론 및 정치
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겠는가? 얼마나 많은 ‘보편성’이 존재하는가5), 그리고 너무 당연하여 
타협할 수 없는 일군의 ‘보편성’의 상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적 갈등은 어디까지인가, 
그것은 ‘보편적’인 것이라는 문화 제국주의적 개념에 의지하여 협상될 수는 없는 갈등인가, 
아니면 오히려 폭력이라는 대가를 치르면서 그렇게 의지해야만 해결되는 갈등인가? 내가 보
기에 우리는 미국이 이라크를 상대로 일으킨 전쟁에서 이러한 실천의 개념적, 물질적 폭력을 
목격해왔다. 거기서 아랍이라는 ‘타자’는 이성과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구조에서 근본적으로 

4) 이는 캐서린 맥키넌뿐 아니라 위르겐 하버마스에 대한 페미니즘 비판에서도 매우 분명히 드러난다. 아이
리스 영의 ｢공평성과 시민 대중: 근대 정치 이론에 대한 페미니즘 비평의 몇 가지 함의｣(Seyla 
Benhabib and Drucilla Cornell, eds., Feminism as Critique: Essays on the Politics of 
Gender in Late-Capitalism, (Oxford: Basil Blackwell, 1987에 수록), 낸시 프레이저의 제멋대로의 
실천들: 현대 사회 이론에서 권력, 담론, 젠더(Nancy Fraser, Unruly Practices: Power and 
Gender in Contemporary Social Theory,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9), 
특히 프레이저의 ｢비판이론에서 결정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버마스와 젠더의 경우｣("What's Critical 
about Critical Theory: The Case of Habermas and Gender")와 웬디 브라운의 ｢의식 지우기｣
("Razing Consciousness", The Nation, 250:2, January 8-15, 1990)을 보라.

5) 대안적 보편성 개념에 대해서는 아시스 난디(Ashis Nandy)의 친밀한 적: 식민주의 하의 자아 상실과 
회복 (The Intimate Enemy: Loss and Recovery of Self under Colonialism, (New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1983)의 서문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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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에 있으며, 따라서 누군가가 강제로 안으로 끌고 들어와야만 한다고 여겨진다. 의미심장
하게도, 미국은 이렇게 이라크를 ‘민주주의’의 울타리에 강제로 끌어들이기 위해 다름아닌 정
치적 주권과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폐기해야만 했다. 그리고 이 폭력적 움직임은 
다른 무엇보다도, 보편성이라는 개념이 실행되어야 할 바로 그 보편적 원칙을 폐기하는 것을 
통해 관철된다는 점을 드러낸다. 더 넓게 우리 시대의 탈식민주의라는 정치적 맥락 내부에서 
보면, ‘보편적’인 것이라는 바로 그 범주를 집요한 논쟁과 재의미화의 지점으로 강조하는 일
이 특히 절실하게 필요할 수도 있다.6) 그 용어에 논쟁적 성격이 있음에도 보편성에 절차적 
혹은 실체적 개념이 있다고 처음부터 가정하고 시작하면, 필연적으로 문화적 헤게모니에 따
른 개념을 사회적 장에 강요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뒤 그 개념을 권력의 갈등 속에
서 협상을 이끌어낼 철학적 도구라고 유포하는 것 역시, 정확히도 궁극적 규범성이라는 메타
정치적 장소에 그것을 심어 넣어 헤게모니를 가진 권력의 입장을 지키고 재생산하는 일이다.

처음에는 단순히 내가 보다 구체적이고 내적으로 다양한 ‘보편성’을 요구하면서 보편성을 
한층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만들고, 이를 통해 내가 허물고자 했던 바로 그 토대적 
개념에 다시 투신하려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내 과업이 포괄적인 보편성을 
명료히 하는 일과는 현저히 다르다고 생각한다. 애초에 그렇게 종합적인 개념은 보다 새롭고 
심화된 배제를 생산하는 것을 대가로 해야만 달성될 수 있다.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할 미
래의 주장을 미리 폐제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편성’이라는 단어가 영원히 열린 채로, 영원히 
논쟁적으로, 영원히 우연적으로 남아있어야만 한다. 실제로 내 입장에서, 그리고 역사적으로 
억압받은 모든 관점에서 보기에, 보편적인 것이 종합적 개념이 될 때에는 그것이 어떤 개념
이든 ‘보편적인 것’이라는 기호 하에 제기될 예측하지 못한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주장을 
승인하기보다는 막아버릴 것이다. 그렇기에 나는 항목을 없애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영구적인 정치적 논쟁의 장소로 만들기 위해 항목에서 그것의 토대주의적 무게를 제거하려 
한다. 

탈식민주의적 지평 속에서 민주적 논쟁에 매진하는 사회이론은 자신이 어쩔 수 없이 놓게 
되는 토대에 대한 질문을 던질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 이는 내가 보기에 모든 급진적 
정치 기획의 핵심인 논쟁으로부터 자신을 차단하려 하는 권위의 책략을 심문하려는 움직임이
다. 후기구조주의가 토대주의적 움직임에 대해 이런 식의 논쟁을 일으키는 비평 양식을 제공
했던 만큼, 여기서도 매우 급진적인 의제 중 하나로 이용될 수 있다. 내가 ‘이용될 수 있다’
고 말한 점에 주목하라. 나는 어떤 이론에서든 필연적인 정치적 결과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
만 가능한 정치적 배치가 있을 뿐이다.

포스트모더니즘과 연결된 지점 중 하나가 철학의 인식론적 출발점이 부적절하다
(inadequate)는 것이라면, 그것이 근대라는 기호 아래 사태를 파악하고 이론화한다고 주장
하는 주체에 대항하여 포스트모던이라는 기호 아래 사태를 파악하고 이론화한다고 주장하는 

6) 이 맥락에서는 호미 바바의 ‘혼종성(hybridity)’ 개념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문화의 위치(The 
Location of Culture (New York: Routledge, 1994))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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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주체의 질문이 되어선 안 된다. 이것이야말로 주체에 의해 정해지는 입장은 언제나 
어떤 식으로든 그 입장이 자리를 마련하면서 밀려나는 것에 의해 구성된다는 주장, 그리고 
이론화하는 주체는 일군의 배제적, 선택적 과정에 의해 ‘이론화 주체’로 구성된다는 주장에 
의해 비판되고 있는 논쟁의 틀을 만드는 바로 그 방식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페미니스트 이
론가로 구성되어 그의 논쟁의 틀이 널리 알려지게 될 사람은 누구인가? 이 역시 언제나 권
력이 사전에 작동하는 경우, 즉 누가 페미니즘이라는 이름으로 발화하는 주체가 될지 그리고 
누구에게 말을 할지 설정하는 바로 그 과정에 이미 권력이 작동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가? 
그리고 페미니즘 논쟁에서 한 사람의 말하는 주체를 당신 앞에 생산하는 주체화 과정 속에
는 종속의 과정이 미리 전제되어 있다는 점 역시 분명하지 않은가? ‘내’가 당신에게 말할 때, 
무엇을 말하는가? 지금 여기서 나의 ‘입장을 정하는’ 종속과 주체화의 제도적 역사는 무엇인
가? 만일 ‘버틀러의 입장’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만들어내서, 출판하고, 방어하는 
것, 그렇게 일종의 학문적 자산으로서 내가 소유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러한 이론의 소유
자의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그저 우리를 독려하는 주체의 문법이 있을 뿐인가? 

분명 모든 발화가 그러한 가치를 인정받지는 못한다면, 과연 어떤 입장이 하나의 입장이 
되는가? 이것은 명백히 특정한 승인 권력의 문제이며, 그 입장 자체에서 나온 것은 분명 아
니다. 나의 입장은, 그들이 (내 입장을) 수렴할 가능성을 다루는 동시에 체계의 차원에서 배
제할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내가’ -나는 대명사로부터 회피하지 않는다- 나를 구성해 온 이
론적 입장을 재연하고(replay) 재표명하는 범위까지 나의 것이다. 그러나 비록 내 활동의 일
부가 도구적으로 그들을 뒤섞고 일부는 옆으로 치워버리고 다른 일부는 편입시키는 형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나를 구성해온 입장들을 ‘내’가 관장하는 것은 분명 아니다. 그들 중에서 
선택한 그 ‘나’는 언제나 그들에 의해 이미 구성된다. ‘나’가 그러한 재연의 전이 지점이긴 하
지만, 그 ‘나’가 상황적(situated)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충분치 않다. 그 ‘나’, 즉 이 ‘나’는 
이러한 입장들에 의해 구성된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들’은 그저 이론적 산물이 아니라, 온전
히 내재되어 물질적 실천 및 제도적 배치를 조직하는 원칙이며, 그러한 힘과 담론의 매트릭
스들이 나를 살아갈 수 있는 ‘주체’로 생산해낸다. 실제로, 내가 반대하는 바로 그 입장, 즉 
주체는 반드시 사전에 주어져야 하며 담론은 그 주체를 반영하는 도구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입장이 이미 나를 구성하고 있는 일부분이 아니었다면, 여기서의 ‘나’는 사고하고 발화하는 
‘내’가 아니었을 것이다.

자기 자신이 출발점이 되는 주체는 없다. 그리고 대항적 외재성의 영역으로 그들을 개조해
야(recast)만 그것의 구성적 관계를 끊어낼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이다. 여기서 자연발생의 
환상으로 이해되는 주체는 언제나 이미 남성적이라고 한 뤼스 이리가레의 주장을 고려해볼 
만하다. 정신분석학적으로 그 버전의 주체는 모성에 대한 자신의 의존을 일견 부정하거나 근
본적으로 억압하면서 구성된다. 그리고 이 모델에서 주체가 되는 것은 분명 페미니즘적 목표
라 할 수 없다. 

주체에 대한 비판은 주체를 부정하거나 배척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미리 주어진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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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주의적 전제로서 주체의 구성을 심문하는 방식이다. 이라크에 대한 전쟁이 시작될 때, 
우리 모두는 분석의 대상이자 도구적 군사 행동의 목표물인 중동의 지도를 우리 앞에 펼쳐
놓는 전략가들을 보았다. 퇴역 및 현역 장교들은 전장에 나가 있는 장교의 대역을 하기 위해 
방송국에 소집되었다. 그 장교들의 의도는 다수의 이라크 군사기지를 파괴하는 것으로 예외 
없이 현실화된다. 이러한 작전이 일찍이 성공했음이 다양하게 확인되어 열정적으로 전달되었
고, 이렇게 목표에 도달하는 장면, 즉 이렇게 의도가 별다른 저항이나 장애 없이 도구적 행
동을 통해 더할 나위 없이 완전히 실현되는 장면은 그저 이라크의 군사시설을 파괴하는 정
도가 아니라, 그들의 의지는 곧장 행동으로 이행되고 그들의 발화나 명령은 반격의 가능성 
그 자체를 파괴하는 행동으로 물질화된다는, 그리하여 그 제거의 힘을 통해 그들이 세운 주
체성의 침범할 수 없는 경계를 단번에 확증하는 남성적 서구 주체의 승리를 보여주는 듯했
다.

이러한 국면에서 푸코를 떠올리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의도적 주체가 밀려나는 것을 근
대적 권력 관계와 연결하면서, 푸코는 또한 그 근대적 권력 관계를 전쟁과 연관시켰기 때문
이다.7) 내 생각에 그는, 행동을 실행하는 주체는 이전 행동이 만들어낸 효과의 영향을 받게 
되고, 우리가 행동하는 지평이란 외적 장이나 작동의 무대로서 순수히 혹은 배타적으로 존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능력 그 자체의 구성적 가능성으로서 존재한다고 
주장한 듯하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는, 그러한 주체를 통해 실행되는 행동은, 방향면에서 더 
이상 단선적이거나 결과가 충분히 예측가능하다고 이해될 수 없는 연쇄적 작용의 일부이다. 
그러나 도구적, 군사적 주체는 처음엔 파괴적 행위를 실현하는 단어를 곧장 입 밖에 내는 듯
하며, 전쟁을 통해 남성적 서구 주체는 언어를 행위로 번역할 수 있는 비범한 권력을 선취한 
것처럼 보인다. 뉴스 캐스터는 그 파괴의 정확성을 발표하고, 지켜보고, 대리수행하면서 하나
같이 경박한 행복에 가득 차 있다. 전쟁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텔레비전에서 듣게 되는 단
어는 ‘도취감’이었고, 어떤 뉴스 캐스터는 미국의 무기야말로 ‘잔혹한 아름다움’의 도구라고 
언급하며(CBS), 그러한 대립을 말소하고 그 말소의 결과를 통제하기 위해 세계 속에서 도구
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자신들의 능력을 환영에 홀린 채 성급히 칭송했다. 그러나 이 행동의 
결과성은 그때 당시에 자신의 의도가 그대로 실현되는 효율을 상찬하던 도구적 행위자에 의
해서는 예견될 수 없다. 푸코는 이러한 주체 자체가, 그 주체가 자신을 자기 행동의 유일한 
기원으로 삼는 순간 지워지는 계보의 효과이며, 그 행동의 효과는 항상 진술된 의도를 대체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도구적 행위의 효과는 언제나 주체의 통제를 넘어 권력을 증식시
키는 힘이 있다. 그 주체의 지향성(intentionality)이 지닌 이성적 투명함에 도전하고 그리하
여 주체 자신의 정의 자체를 전복시킬 수 있는 힘 말이다. 나는 우리가 미국 정부의 일부 및 
그 환영적 주체의 동료의 일부, 즉 자신의 세계를 일방적인 곳으로 만들기로 결정하는 자를 
찬양하는 가운데에 있어왔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는 화면에서 중동 지도 옆에 잡힌 퇴역 

7) 미셸 푸코, 성의 역사 제1권 영역본 p.102. (Michel Foucault, The History of Sexuality, Vol. I: 
An Introduction, translated by Robert Hurley (New York: Random House, 1980), p.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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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의 섬뜩한 머리에 의해 어느 정도 전형적으로 드러난다. 여기서 이 주체의 말하는 머리
는 그것이 지배하고자 하는 영역과 비슷하거나 혹은 더 크게 보여진다. 이는 어떤 면에서 제
국주의적 주체의 도식, 즉 그 행위 자체의 시각적 알레고리이기도 하다.

이제 당신은 내가 행위 자체와 재현에 해당하는 무언가를 구분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
나 나는 보다 강력한 지적을 하고자 한다. 당신은 합동 참모 본부장 콜린 파월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을 ‘군수품 조달’이라 부르면서 새로운 군사 관습을 -내 생각에는-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내가 보기에 그 구절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폭력의 행위를 법
의 행위로(군사 용어 ‘군수품(ordnance)’은 어원적으로 사법상의 법령(ordinance)과 연결되
어 있다) 만들어내고, 그리하여 파괴를 정연한 질서의 외양으로 포장한다. 더구나 이는 미사
일을 일종의 지시, 즉 반드시 따라야 하는 명령으로 만들고, 그에 따라 그 자신이 특정한 발
화 행동이 되어, 메시지(쿠웨이트에서 나가라)를 전달할 뿐 아니라, 죽음의 위협 및 죽음 그 
자체를 통해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관철시킨다. 물론, 이것은 수신자를 죽이기 때문에 결코 
수신될 수 없는 메시지이며, 그렇다고 법령은 더더욱 아니다. 오히려 모든 법령의 실패이자, 
소통의 거부이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읽을 사람이 남아있다 해도, 그들은 간혹 말 그대로 
미사일 위에 적혀있기도 한 메시지를 읽지 않을 것이다.

전쟁을 통해 우리는 텔레비전 화면과 폭격기 조종사의 렌즈가 합성되는 장면을 목격하고 
또 참여했다. 그런 점에서 이 전쟁의 시각 기록은 전쟁의 반영이 아니라 그것의 환영적 구조
의 법령, 즉 전쟁이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구성하고 유지하는 데 사용되어 온 바로 그 수단의 
일부이다. 일명 ‘스마트밤’은 폭탄 앞부분에 카메라 -일종의 광학적 팔루스- 가 장착되어 다
가오는 목표물을 기록하며 파괴한다. 이 폭탄은 그 영상을 다시 사령부로 중계하고 텔레비전
으로 방영하면서, 텔레비전 화면과 시청자를 폭탄의 확장된 장치로 효과적으로 구성해낸다. 
이런 점에서, 시청을 통해 우리는 폭격을 하고, 폭격자는 물론 폭탄에 자신을 동일시하며, 공
중을 날고, 북미 대륙에서 이라크까지 이동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집 거실의 소파에 안전하
게 붙어있을 수 있다. 물론 스마트밤 화면은 자신이 맡은 파괴를 완수한 순간 부서진다. 말
하자면 자신의 파괴성을 결코 기록하지 못하는, 온전히 파괴적인 행위의 기록인 셈이다. 실
로 그것은 폭격과 그 결과를 환영적으로 구분하는 데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시청자로서 우
리는 군사적 승리의 알레고리를 실제로 수행한다. 우리는 육체에서 분리되어 피를 내지 않는 
살육의 수행을 통해 우리의 시각적 거리와 신체적 안전을 유지하며, 그러면서 우리의 급진적 
불침투성을 유지한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 파괴의 장소와 절대적으로 가깝게, 절대적으로 
본질적으로, 그러면서도 절대적으로 멀리 관련되어 있다. 이는 고공에서 내려다보는 전지구적 
관점을 취하고 있는 제국적 권력의 형상이기도 하며, 육체에서 분리되어 결코 죽지 않는 암
살자, 제국주의적 군사력의 형상을 띤 저격수이기도 하다. 따라서 텔레비전 화면은 초월의 
환상, 전기적 거리의 보장을 통해 역습으로부터 무한히 보호되는 탈육체화된 파괴 기구의 환
상을 유지하면서 고공의 관점이 갖는 위력을 배가한다.

이러한 고공의 관점은 결코 자신의 파괴 행위의 효과를 보기 위해 다가오지 않는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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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지역을 클로즈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면, 화면은 편리하게도 자기 자신을 
망가뜨린다. 그리하여 건물과 군사 시설만 목표물로 삼는 인도적인 폭격인 것처럼 보이도록 
제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것은 인구의 체계적 파괴를 시야에서 차단하는 프레
임의 효과, 푸코의 표현에 따르면 국가의 근대적 꿈이다.8) 아니면 우리는 이것을 다른 방식
으로 진술해야 할지도 모른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조준하는 능력을 증명한다는 규정 하에 
바로 그 목표물을 시야에서 제외하는 것이야말로 전멸을 체계적으로 비현실화하면서 이를 효
과적으로 완수하는 프레임이다. 

행복에 도취된 채 손쉽게 목표물에 도달할 수 있다는 환상을 수행하는 미군 주체라는 반
신(半神)은 자신의 행동이 그것의 환영적 시야를 훨씬 넘어설 효과를 생산해왔다는 점을 이
해하지 못한다. 그는 자신의 목표는 그저 몇 주만에 달성되었으며 자신의 행동은 완료되었다
고 생각한다. 그러나 행동은 의도적 주체가 완료되었음을 공언한 후에도 계속 행동한다. 그 
행동의 효과, 즉 서구 주체의 환영적 자아 구성(self-construction)에 대한 막대하고 폭력적
인 논쟁을 생산할 효과는, 예견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종국에는 수용할 수도 없을 폭력을 
이미 곳곳에 다양한 방식으로 심었다.

그리하여 내가 할 수 있다면, 나는 가까이에 있는 주체로 돌아가 보려 한다. 그 주체는 배
제와 구별, 혹은 억압을 통해 구성되며, 그 이후에 감춰지고 자율성의 효과에 의해 덮인다. 
그런 면에서 자율성은 부인된 의존성의 논리적 결과이다. 즉, 말하자면 자율적 주체는 그것
이 구성되었다는 사실이 폭로되지 않게 덮을 수 있는 한에서만 자율성의 환상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의존성과 폭로는 이미 주체의 형성을 진행시키고 통제하는 사회적 관계이다. 
따라서 이것은 그 상황을 형성하는 관계 중 하나일 뿐, 주체가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해내는 
관계가 아니다. 주체는 구별의 행위를 통해 구성되며, 이를 통해 구성적 외부와 구별된다. 여
기서 주체를 구성하는 외부란, 관습적으로 여성적인 것을 분명히 연상시키지만 늘 그것만을 
연상시키는 것은 아닌 비체화된 대타성(alterity)의 영역을 말한다. 앞서 말한 최근의 그 전
쟁에서도 우리는 사담과 소돔의 언어적 유사성에 기반한 질 나쁜 농담의 범람 속에서 동성
애혐오적 판타지가 선명히 드러나는 지점은 물론 ‘아랍’이 비체화된 타자가 되는 모습을 목격
한 바 있다. 

주체에게 존재론적으로 온전하여 주체를 문화적 맥락 속에 배치해주는 성찰성은 없다. 그 
문화적 맥락은, 말하자면, 표명되지 않은 채(disarticulated) 그 주체를 생산하는 과정으로서 
이미 거기에 존재한다. 그 과정은 기성의 주체를 문화적 관계라는 외적 그물망 속에 위치지
으려 하는 프레임에 의해 은폐된다.

8) “이제 전쟁은 보호해야 할 군주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모든 이의 생명이라는 명목으로 행해지고, 국민 전
체는 생존의 필요라는 명목으로 서로 죽이도록 훈련받는다. 살육은 사활이 걸린 문제가 되었다.” 라고 
푸코는 썼다. 그는 뒤에 이렇게 덧붙였다. “전투의 전술을 뒷받침하는 원리, 즉 살아남을 수 있기 위해 
죽일 수 있어야 한다는 원리는 국가 간 전략이 되었지만, 문제되는 실재는 더 이상 주권의 법적 실재가 
아니라 국민의 생체적 실재이다. 민족의 말살이 정말로 근대적 권력의 꿈인 것은 오래전부터의 죽일 권
리가 오늘날 다시 행사되기 때문이 아니라, 권력이 생명, 종, 종족, 대규모적 인구현상의 차원에 자리 잡
고 행사되기 때문이다.” 미셸 푸코 저, 이규현 역, 성의 역사 1: 지식의 의지 3판 3쇄, 나남, p. 148.



- 11 -

주체의 행위 주체성(agency)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주체를 사전에 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나 주체가 구성되었다는 주장이 그것이 결정되어 있
다는 주장은 아니다. 반대로 구성되었다는 주체의 성격이 행위 주체성의 전제조건 그 자체이
다. 자신에게 대항하게 될, 재가공될, 저항될 관계가 아니라면, 목적 있고 의미 있는 문화적, 
정치적 관계의 재구조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전환, 저항, 급진적 민주화
라는 중요한 사회적, 정치적 과업의 용어를 명확히 분절할 수 있기 전에, 행위 주체성을 지
닌 주체를 처음부터 이론적으로 가정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그 행위자를 미리 이론적으로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전환을 비롯한 의미 있는 정치적 실천을 포기해야만 하는가? 나는 그 
행위 주체성은 외부의 정치적 장에 맞서는 도구적 행위자로서의 개개인에 대한 사고방식에 
달렸다고 제안하고 싶다. 그러나 주체와 그의 행위 주체성이 분명히 결정되고 가능해지는 층
위에 정치와 권력이 이미 존재한다는 데 우리가 동의한다면, 행위 주체성은 오직 그것의 구
축에 대해 따져 묻기를 거부한 대가로만 가정될 수 있다. ‘행위 주체성’에 형식적 존재가 없
으며, 혹은 있더라도 근접한 곳에서 제기되는 질문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점을 생각해보
라.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pregiven) 주체나 행위를 제시하는 인식론적 모델
은 행위 주체성이란 항상 그리고 오직 정치적인 특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거부하는 모델
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가능성의 조건에 대해 질문하는 일, 그것을 선험적으로 보증된 
것으로 당연히 여기지 않는 일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듯하다. 대신 우리는 기존에 구성되어 
있던 담론 및 권력의 기반 위에서 동원의 어떤 가능성이 생산되었는지 물어야 한다. 우리를 
구성하는 권력의 매트릭스 그 자체를 재가공하고, 그 구성의 산물을 재구성하며, 또한 기존 
권력의 체제를 불안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제의 과정이 서로 불리하게 작동할 가능성
은 어디에 있는가? 만일 주체가 권력에 의해 구성된다면, 그 권력은 주체가 구성되는 순간에 
멈추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주체는 결코 완전히 구성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종속되고 생산되
기 때문이다. 그 주체는 근거도 아니고 결과물도 아니며, 다만 특정한 재의미화 과정의 영구
적 가능성이다. 이는 권력의 다른 매커니즘들에 의해 우회되고 지연되는 것이면서도, 그 권
력 스스로가 지닌 재가공의 가능성이기도 하다. 주체가 정치적 장에 불가피하게 연루된다고 
말하는 것은 충분치 않다. 그렇게 현상적인 표현은 주체가 미리 규제되고 생산된 결과물이라
는 지점을 놓친다. 게다가 그 자체로 완전히 정치적이기도 하다. 실제로 정치 자체에 선행한
다고 주장되는 그 시점에 가장 정치적일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주체에 대해 푸코적으로 
비평하는 일은 주체를 폐기하거나 그것의 죽음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특정 버전의 
주체가 정치적으로 음흉하다고 주장하는 것일 뿐이다.

왜냐하면 정치를 향해 미리 주어진 출발 지점이 되는 주체는 주체 자신의 정치적 구성과 
규제에 대한 질문을 미루기 때문이다. 주체들은 배제를 통해, 즉 승인되지 않은 주체, 선주
체, 비체의 형상, 시야에서 삭제된 사람들의 영역을 만들어내는 것을 통해 구성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가령 법정에서 성차별이나 강간 사건을 다룰 때, 말 
그대로, 원고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정 자질을 먼저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떠올리면 분



- 12 -

명해진다. 이때 누가 ‘누구’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지, 어떤 무력화의 체계적 구조가 법정에서 
특정 피해자들이 ‘나’임을 효과적으로 호소할 수 없게 만드는지 물어야 한다. 이렇게까지 노
골적이진 않지만, 알베르 멤미의 식민자의 초상/피식민자의 초상The Colonizer and the 
Colonized과 같이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급진적 해방을 강력히 요구하는 사회 이론에서도, 
여성이라는 항목은 억압자와 피억압자 중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다.9) 여성이 피억압자의 
항목에서 배제되는 양상을 우리는 어떻게 이론화하는가? 여기서 주체-입장은 여성 억압을 설
명할 때 여성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구축된다. 그리고 해방적 주체의 명료성이 근거하고 있는 
바로 그 삭제가 다른 종류의 억압을 구축하는 데 작용한다. 조앤 스콧이 젠더와 역사학
Gender and the Politics of History에서 분명히 밝혔듯, 한 번 주체가 배제적 작용을 
통해 형성되었다고 파악되면, 그 구축과 삭제의 작용을 추적하는 작업이 정치적으로 반드시 
필요해진다.10)

위의 내용은 부분적으로 주체에 대한 푸코적 재기입, 즉 주체를 재의미화의 지점으로 재의
미화하려는 노력을 간단히 보여준다. 따라서 이 시도는 주체 그 자체에 ‘작별을 고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인식론적으로 주어진 용어의 바깥에서 그 개념을 재가공하기를 요구하는 일
이다. 물론 푸코가 진정한 포스트모던은 아닐지도 모른다. 결과적으로 그의 작업은 근대 권
력에 대한 분석이기 때문이다. 물론 주체의 죽음에 대한 논의도 있지만, 그것은 과연 어떤 
주체인가? 그리고 주체의 죽음을 선언하는 발화가 부여받게 되는 지위는 무엇인가? 그 주체
가 죽었으니 이제 무엇이 말을 하는가? 말하기(a speaking)가 존재한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
다. 그렇지 않다면 발화(the utterance)가 어떻게 들릴 수 있었겠는가? 따라서 그 주체의 죽
음은 결코 행위 주체성이나 말하기, 정치적 논쟁의 종말이 아니다. 이제 막 여성이 주체들의 
자리를 점하기 시작했더니, 포스트모던 입장이 따라붙어선 주체는 죽었다고 선언하는 반복구
가 있을 뿐이다. (주체가 결코 존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후기 구조주의의 입장과 주체가 
한때는 진실성이 있었으나 더 이상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포스트모던적 입장에는 차이가 
있다.) 이것을 여성뿐 아니라 이제 겨우 자신에 대해 발언하기 시작한 다른 피억압 집단에 
반하는 음모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정확히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며, 글
로리아 안잘두아11)와 가야트리 스피박12)을 비롯한 다양한 후기 식민주의 이론가들이 서구 

9) 알베르 멤미는 이렇게 썼다. “반란이 한창일 때에도, 피식민자들은 여전히 동거의 흔적과 교훈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마치 이혼 절차 중인데도 묘하게 남편의 영향력을 상기시키는 부인의 미소나 움직임처럼). 
여기서 멤미는 식민 지배자와 피식민자가 이혼 중인 부인 및 남편과 평행하면서 떨어져 있는 관계에 존
재한다고 추정하는 유비를 설정한다. 이렇게 피식민자가 남자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가정되면서, 이 유
비는 피식민자가 여성화되는 양상과 식민화된 대상의 항목에서 여성이 배제되는 양상을 동시에 그리고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Albert Memmi, The Colonizer and the Colonized, (Boston: Beacon 
Press, 1965), p. 129.)

10) Joan W. Scott, Gender and the Politics of Histo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introduction.

11) Gloria Anzaldua, La Frontera/Borderlands, (San Francisco: Spinsters Ink, 1988).

12) Gayatri Spivak, "Can the Subaltern Speak?" in Marxism and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eds. Nelson and Grossberg.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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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 헤게모니의 도구였던 주체를 강력히 비판하며 구성한 이론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
야 하는가? 분명히 여기서 제기되는 경고도 있다. 기본권을 찾고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바로 
그 고투 속에서, 우리는 주체의 규제와 생산을 통하는 것이 지배가 작동하는 한 가지 방법이
라는 점을 깨닫지 못한 채 우리를 억압하던 지배의 그 모델을 받아들였을지도 모른다. 어떤 
배제를 통해 페미니스트 주체가 구축되었는가, 그리고 이렇게 배제된 영역이 어떻게 귀환하
여 ‘우리’ 페미니스트들 간의 ‘진실성’과 ‘통합’이라는 개념에 출몰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주
체, 그리고 마땅히 연대를 목적으로 해야 할 ‘우리’라는 바로 그 항목이, 자신이 진압했어야 
할 바로 그 파벌 싸움을 생산하는가? 여성들은 비체라는 사전 영역을 요구하고 생산하는 모
델을 답습하여 주체가 되길 원하는가, 아니면 페미니즘이 정체성 항목을 생산하고 동요시키
는 여러 과정에 대해 자기-비판적인 하나의 과정이 되어야만 하는가? 주체의 구축을 정치적
으로 문제 삼는 일이 주체를 없애버리는 일과 똑같지는 않다. 주체를 해체하는 것이 그 개념 
자체를 부인하거나 폐기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해체는 그저 우리가 ‘주체’라는 용어가 지
칭하는 바가 담고 있는 모든 약속을 잠시 중단하고, 그것이 권위를 강화하고 감추면서 제공
하는 언어적 기능을 고려한다는 점을 암시한다. 해체한다 함은 부정하거나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다. 질문을 제기하고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는 가령 주체와 같은 어떤 용어를 이전에는 
승인되지 않았던 방식으로 다시 사용 혹은 재배치하는 것이다.

페미니즘 안에서는 마치 여성으로서 그리고 여성을 위해 발언을 해야 한다는 모종의 정치
적 필요성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이 분명 재현적 정치가 작동하는 방식이기도 하거니
와, 이 나라에서 정체성 정치에 기대지 않고 사회적 압력을 행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우리는 시위와 입법 활동 및 급진적 운동을 벌일 때 여성의 이름으로 주장을 제기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이 필요는 다른 것과 화해해야만 한다. 페미니즘이 대변하
는 지지자를 묘사하는 말로 여성이라는 항목이 제기되는 순간, 그 용어가 설명하는 내용이 
무엇일지에 대해 내적 논쟁이 반드시 시작될 수밖에 없다. 여성에게는 아이를 낳을 수 있다
는 존재적 특성이 있으며, 이것이 재현에서 특정한 법적․정치적 이해관계의 기반을 형성한다
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가 하면 모성을, 현재의 사회 환경 하에서 하나의 사회적 관
계, 즉 특정적이면서도 문화를 가로지르는(cross-cultural)인 여성의 상황으로 이해하는 사람
도 있다. 여성의 공동체에서 혹은 인식의 방법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여성의 특성을 구축
하기 위해 길리건을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의지하려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특성이 
제기될 때마다, 그 공통 요소를 명시함으로써 통합되었어야 할 바로 그 지지자 집단 내에서 
저항이나 분파가 생긴다. 1980년대에 ‘우리’ 페미니스트들은 유색 인종 여성들로부터 그 ‘우
리’는 언제나 백인 여성이었으며 운동을 단결시켰어야 했던 그 ‘우리’가 바로 고통스러운 분
파화의 근원이었다는 받아 마땅한 공격을 받았다. 생물학적이든 사회적이든 모성에 의지하여 
여성적 특성을 만들어내려는 노력은 유사한 분파화를 만들어내며 심지어 페미니즘을 완전히 
부인하게 만들기도 한다. 당연하게도 여성이 모두 엄마인 것은 아니다. 될 수 없는 사람도 
있고, 엄마가 되기엔 너무 나이가 많거나 적을 수도 있으며, 엄마가 되지 않겠다고 선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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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도 있고, 엄마인 사람 중에서도 그것이 페미니즘 안에서 정치화할 때에는 딱히 집결 요
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나는 그러한 연대의 보증이 미리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여성이라는 항목에 보편적인 혹은 
특정한 내용을 부여하려는 노력은 반드시 분파화를 만들어낼 것이며, 출발점으로서의 그 ‘정
체성’은 페미니즘 운동에서 결코 단결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정체성 항목
이 단순히 기술적이었던 적은 없다. 그것은 늘 규범적이었고, 그런 만큼 배제적이었다. 이것
은 ‘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거나, 우리가 그 항목의 죽음을 선언해야 한다
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페미니즘이 ‘여성’이란 지정할 수 없는 차이의 영역, 기술적
인 정체성 항목으로 통합되거나 요약될 수 없는 것을 지정한다고 미리 가정한다면, 바로 그 
용어 자체가 영구적인 개방성과 재의미화 가능성의 장이 된다. 그 용어의 내용에 대한 여성
들 간의 불화는 지켜지고 높이 평가되어야 할 뿐 아니라 실로, 이렇게 지속적인 불화가 페미
니즘 이론의 근거 없는 근거로서 긍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그런다고 해서, 페미
니즘의 주체를 해체하는 것이 그것의 사용을 비난하는 일은 아니다. 반대로, 그 용어를 다중
적 의미의 미래로 해방시키는 일, 지금까지 그 용어를 제한해왔던 모성적 혹은 인종차별적 
존재론으로부터 그를 풀어주는 일, 그리고 예기치 못한 의미가 발생할 수 있는 장으로서 활
동할 수 있게 해주는 일이다.

역설적으로, ‘행위 주체성’과 같은 무언가가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오직 여성이라는 항목을 
고정된 지시대상으로부터 풀어주는 일을 통해야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 용어가 재의미화
를 허용하고, 그것의 지시 대상이 고정되어 있지 않을 때, 비로소 그 용어의 새로운 배치가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면에서 여성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너무 오랫동안 당연히 
여겨져 왔고, 그 용어의 ‘지시대상’으로서 고정되어 있던 바는 종속의 입장에 ‘고정’되고 표준
화되고 움직이지 못하고 무력화되어 왔다. 요컨대, 기의는 지시대상과 융합되어왔고, 그로 인
해 일군의 의미들이 여성 자신의 실제 본성에 내재되어 있다고 여겨졌다. 지시 대상을 기의
로서 다시 따져보는 일, 그리고 여성의 항목을 가능한 재의미화의 자리로서 승인하거나 지키
는 일은 여성이 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일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확
장된 행위 주체감(sense of agency)을 조절하고 가능하게 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성의 항목에 붙여야 하는 설명과 그래선 안 되
는 설명을 구별해내는 일군의 규범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그 질문에는 이렇게 반문하
는 것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 누가 그러한 규범을 설정하는가,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논쟁은 무엇인가? 여성에 대한 설명에 적절히 포함되어야 하는 바는 무엇인가라는 질문
을 안정시키기 위한 규범적 토대를 구축한다는 것은, 오직 그리고 항상 정치적 논쟁의 새로
운 자리를 생산하는 일이 된다. 그 토대는 아무 것도 안정시키지 않은 채, 다만 필연적으로 
자신의 권위주의적 책략에 의해 좌초할 뿐이다. 이는 토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
다. 오히려 토대가 존재하는 곳에는 반드시 좌초와 논쟁 또한 존재한다는 뜻이다. 그러한 토
대가 그저 의문의 대상이라는 사실은, 말하자면, 민주화 과정이 지닌 영구적 위험이다. 그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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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을 거부하는 것은 페미니즘 운동의 급진적인 민주적 추진력을 희생시키는 일이다. 그 항목
이 구속받지 않는다는 점, 심지어 그것이 반페미니즘적 목적에 복무하게 된다는 점은, 이 과
정이 지닌 위험의 일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그것으로부터 페미니즘을 지키고자 하는 
바로 그 토대주의 자체에 의해 생산되는 위험이다. 어떤 면에서, 이 위험이 모든 페미니즘적 
실천의 토대이고, 그러므로 토대가 아니기도 하다.

이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는 관련된 질문으로 방향을 돌리고자 한다. 이는 페미니즘 
이론이 여성의 몸의 물질성, 성(sex)의 물질성을 전제하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다는 우려에
서부터 나온 질문이다. 포스트모더니즘에 반대하는 구호가 울려퍼진다. 만일 모든 것이 담론
이라면, 몸에도 실재성이란 없단 말인가? 여성들이 겪고 있는 물질적 폭력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 비판에 답하며, 나는 바로 그 형식이 곡해하고 있는 결정적 지점을 제시하고
자 한다.

나는 포스트모더니즘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몸과 물질성이란 관념을 해체적 비판에 종속시
키는 일이 무슨 의미일지는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다. 물질이라는 개념이나 몸이라는 개념을 
해체하는 것은 그 용어를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이 용어들을 해체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것을 계속 사용하고, 반복하고, 전복적으로 반복하고, 그리고 억압적 권력의 도구
로서 배치되어 있던 맥락으로부터 옮겨보겠다는 뜻이다. 물론 여기서 이론에 대한 선택지가 
물질성을 전제하는 쪽 아니면 물질성을 부정하는 쪽밖에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밝혀두어야 한다. 정확히 이 두 가지를 하지 않는 것이 내 목적이다. 전제에 의문을 제기하
는 일은 그것을 없애버리는 것과는 다르다. 오히려, 이는 매우 상이한 정치적 목표들을 가지
고 거기에 복무하기 위해 전제를 형이상학적 구속에서 해방시키는 일이다. 몸의 물질성을 문
제화하면, 가장 먼저 인식론적 확실성이 상실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 확실성의 상실이 반
드시 정치적 허무주의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다.13)

몸의 물질성을 해체하는 일이 그 용어의 전통적인 존재론적 지시 대상을 보류하고 문제화
한다면, 이는 그 용어 사용의 의미를 동결시키거나 추방하거나 쓸모없게 만들거나 고갈시키
지 않는다. 반대로, 그것은 대안적 생산을 위한 기표를 동원하는 조건을 제공한다. 

가장 물질적인 개념이자, 모니크 위티그가 철저히 정치적 항목이라고 지적하고 미셸 푸코
는 규제적이며 ‘허구적 통일체’라고 부른 ‘성’을 고려해보라. 두 이론가가 보기에 성은 선험적 
물질성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물질성의 이해가능성을 생산하고 규제한다. 양쪽에게, 
그리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성이라는 항목은 강제적 질서로서 재생산을 위한 섹슈얼리티를 
유지하기 위해 몸에 이중성과 획일성을 강제한다. 나는 이것의 작동 방식을 다른 곳에서 더
욱 정확히 주장한 바 있지만, 이 글의 목적에 따라 이런 종류의 항목화는 매우 폭력적이고 

13) 기호에 선행한다고 설정되는 몸은 언제나 선행하는 것으로 설정되거나 의미된다. 이러한 의미화는 자신
이 만들어낸 과정의 효과를 생산하며 작동한다. 즉, 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의미에 선행하는 것
으로 발견된다고 주장된다. 의미화에 선행한다고 의미되는 몸이 의미화의 효과라면, 기호가 몸을 필수적
인 그것의 거울로서 나중에 온다고 주장하는 언어의 모방적 혹은 재현적 상태는 전혀 모방적이지 않다. 
반대로, 이러한 의미화 행위가 그 어떤 모든 의미화에 선행한다고 주장하는 몸을 생산하는 한, 그것은 
생산적이고 구성적이며, 누군가는 수행적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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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이라 지적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그리고 성의 항목에 맞추어 이렇게 몸을 담
론적으로 질서화하고 생산하는 것이 그 자체로 물질적 폭력이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글자가 무엇이 성의 물질성이 될지 정하는 법, 혹은 권위 있는 입법조치가 될 때, 무엇이 
의미가 되고 안 될지, 무엇이 이해될 수 있는 것에 포함되고 안 될지를 확립하는 글자의 폭
력, 기호의 폭력은 정치적 중요성을 떠맡는다. 그렇다면 이런 종류의 후기 구조주의적 분석
이 폭력과 고통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 수 있는가? 혹시 이것은 이전 모델이 우리
에게 보여준 바에 비해 보다 만연해있고, 보다 구성적이며 보다 음험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폭력의 형태인가? 이는 앞서 다룬 전쟁에 대한 논의의 핵심 중 일부이지만, 이제는 그
것을 또 다른 맥락에 다른 방식으로 발전시켜 보고자 한다. 무엇이 강간이고 무엇이 아닌지 
규정하는 법적 규제를 고려해보라. 여기에서는 무엇이 폭력의 효과로 나타날 수 있거나 없을
지를 규정하는 일을 통해 폭력의 정치학이 작동한다.14) 그리하여 이미 이러한 폐제 속에 작
동하고 있는 폭력, 즉 무엇이 ‘강간’이나 ‘정부의 폭력’의 기호 하에 인정되거나 인정되지 않
을지, ‘강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열두 가지 별개의 경험적 증거가 필요한 주의 경우에는 그
렇다면 무엇이 정부 차원에서 조성된 강간이라 불릴 수 있는지에 대한 구분이 사전에 있다. 

여성의 폭력에 대한 책임 소재는 여성 자신의 ‘성’이라고 주장될 때, 비슷한 흐름의 논법이 
강간에 대한 담론에서도 작동한다. 뉴 베드포드의 집단 강간 사건에서 피고측 변호사는 원고
에게 이렇게 물었다. “당신이 남자와 살고 있다면, 왜 그렇게 강간을 당하며 길거리를 돌아다
니고 있었습니까?”15) 이 문장에서 ‘돌아다니다’는 ‘강간을 당하다(getting raped)’와 문법적
으로 충돌한다. ‘당하다(getting)’는 마치 이것이 그녀가 돌아다니며 찾으려는 보물이라도 있
다는듯 획득하고, 얻고, 가지는 행위이다. 그러나 ‘강간을 당하다’는 수동태이다. 물론 말 그
대로 ‘돌아다니면서’ 동시에 ‘강간을 당하’기란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는 분명히 생략된 구절
이 있다. 아마도 전자에서 후자로 이끌어주는 지향성이려나? 만일 그 문장에 담겨 있던 의미
가 ‘강간을 당하(려)고 돌아다닌다’였다면 -사실 그 문장의 두 부분을 논리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이 유일한 듯한데- 그러면 수동적으로 겪게 된 강간은 정확히 그녀가 적극
적으로 추구하던 대상이 된다. 첫 번째 구절은 그녀가 ‘있어야 할’ 곳은 남편이 있는 집이라
는 점을 암시한다. 그리고 그 집은 그녀가 그 남자의 가내 소유물로 존재하는 장소이다. 그
리고 ‘길거리’에서 그녀는 내놓은 먹잇감이 된다. 만일 그녀가 강간을 찾아다녔다면, 그것은 
다른 누군가의 재산이 되고자 찾아다니고 있었던 것이며, 이러한 목표는 그녀의 욕망으로 설
정되고, 이를 추구하는 상황 속에서 상당히 광적인 것으로 비춰진다. 그녀는 자신을 만족시
켜줄 강간범을 찾아 방방곡곡 돌아다니고 있다는 암시를 풍기며 ‘돌아다닌다’. 여기서 이 구
절은 ‘강간’이 능동적인 자기-몰수의 행위로 여겨지는 곳에서 ‘강간당하고자’ 하는 그녀의 욕

14) 언어와 강간의 관계에 대해 보다 확장된 분석은 Feminists Theorize the Political, eds. Judith 
Butler and Joan W. Scott (New York: Routledge, 1992)에서 샤론 마커스(Sharon Marcus)의 글을 
보라.

15) Catharine MacKinnon, Toward a Feminist Theory of the State, (Bost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89), p. 17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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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을 구조화하는 원칙으로 자리매김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따라서 한 남자의 재산이 되는 일
은 그녀의 성적 욕망 속에, 그리고 욕망을 통해 분명히 드러나는 그녀의 ‘성’의 목표이며, 강
간은 그 전유가 ‘길거리에서’ 발생하는 방법이다. (길에 존재하는 강간은 집에 존재하는 결혼
과 마찬가지임을 암시하는 논리이다. 즉, ‘강간’은 길거리 결혼, 집이 없는 결혼이며, 집이 없
는 여자를 위한 결혼이다. 또한 결혼은 가정화된 강간이다.) 그렇다면 ‘강간’은 가정 밖에 있
는 그녀의 성과 섹슈얼리티라는 법규의 논리적 귀결이다. 이 강간이 술집에서 일어났다는 사
실은 전혀 신경쓰지 말라. ‘술집’이란, 이 상상에 따르면 ‘길거리’의 연장일 뿐이며 모범 사례
를 보여주는 순간일 수도 있다.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의 공간으로서의 집 외에는 울타리, 
즉 보호란 없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든, 그녀가 겪은 폭력의 유일한 원인은, 착취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자연적 성질로서 주어졌으며, 일단 가정적 조신함에서 벗어나면 자연스럽게 강
간을 추구하게 되기에 그 책임을 져야만 하는 그녀의 ‘성’이라고 여기서 밝혀진다.

여기서 성의 항목은 생산과 동시에 규제의 원칙으로 기능한다. 몸이라는 형성적 원칙으로 
설정된 폭력의 원인은 섹슈얼리티이다. 여기서 성은 단순히 하나의 재현이 아니라 하나의 항
목이다. 이것은 생산 및 이해가능성, 또한 폭력을 집행하고 이를 사후에 정당화하는 규제의 
원칙이다. 폭력을 설명하는 바로 그 용어가 폭력을 법제화하며, 그 폭력이 범죄 행위의 경험
적 형식을 취하기 전에 이미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시인한다. 그 수사적 법제는 ‘폭력’이 이
러한 분석에 의해 형성된 폐제를 통해, 유죄인 범죄의 출현 및 이해가능성의 장을 결정하는 
삭제와 부정을 통해 생산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여기서 ‘성’은, 그것이 설명하는 바의 정치적 
의미를 효과적으로 생산하는 하나의 항목으로서, 무엇이 지시 가능하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
지 규제하는 데 그것의 말없는 ‘폭력’을 작동시킨다. 

나는 ‘폭력’과 ‘성’이라는 용어에 계속 따옴표를 쳤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해체, 정치의 종
말의 기호인가? 아니면 나는 이러한 용어의 반복가능한 구조, 그들이 반복을 통해 대체되고 
모호하게 나타나는 방식을 강조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정확히 정치적 분석을 심화하기 위
해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그 용어들이 논쟁 하에 있으며, 하기 나름이라는 점을 보여주
기 위해, 그 논쟁을 유발하기 위해, 그들의 전통적 배치를 묻기 위해, 그리고 그 외 다른 것
을 요구하기 위해 인용부호를 붙였다. 인용부호는 정치적 이슈로서의 성이나 폭력의 절박함 
혹은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의 물질성 자체가 정의되는 방식이 완전
히 정치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 인용부호의 효과는 그러한 기호를 정치적 논쟁의 지점
으로서 명명하기 위해 그 용어를 탈자연화하는 것이다.

더 이상 주체, 그것의 젠더, 그것의 성, 혹은 그것의 물질성을 당연하게 여길 수 없다는 점
을 두려워한다면, 페미니즘은 좌초할 것이다. 애초부터 우리의 종속을 유지시키고자 해왔던 
전제 그 자체의 자리를 고수하는 일이 어떤 정치적 결과로 이어질지 고려해보는 편이 현명
할 것이다.



- 18 -

[옮긴이 해제] 

보편성, 보편적 주체, 그리고 보편성을 비판하는 주체

단감

주디스 버틀러의 ｢우연적 토대: 페미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문제｣(1992)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페미니즘의 관계를 중심으로 개념의 정립과 개념의 비판이라는 행위가 공통적으
로 ‘자명한 토대’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음을 치밀하게 반성하는 글이다. 버틀러가 질문하는 
바는 이것이다. “근대라는 패러다임이 대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주체를 구축하고 대상을 배
제하는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포스트모더니즘이라면, 포스트모더니즘은 남성 주체를 
해체하려는 페미니즘의 기획과 분명 조응한다. 하지만 페미니즘이 여성 주체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라면 어떨까? 그렇다면 근대의 작동 방식을 비판하는 포스트모더니즘도 마찬가지로 
그 자리를 대체하려는 것은 아닌가?”

버틀러는 토대 자체를 질문하거나 검증하지 않고 개념을 비판하면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고 강조한다. 그 개념이 독점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권력을 해체하는 데에 이르지 못하고 
그 권력을 개조하여 연장시키거나 비판자가 그 권력을 대체하는 데 그치게 되기 때문이다. 
즉 자신이 비판하여 끌어내고자 했던 그 권력을 오히려 재생산시키거나 자신이 그대로 답습
하는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특히 근대 사회의 ‘남성적 주체’를 비판하고 해체하
고자 하는 페미니즘 운동이 자신의 정치적 방향을 노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문제의식이 된
다.

이 점을 논하기 위해 ｢우연적 토대｣에 중요하게 등장하는 개념이 ‘보편성’, ‘보편성을 담지
하는 주체’, ‘보편성을 비판하는 주체’이다. 먼저 ‘보편성’은 타자를 근본적으로 보편 구조의 
외부에 있는 것으로 전제하는 폭력적 방식을 통해 구축되는 개념으로, 서구 근대성을 비판할 
때 주요 타겟이 된다. 그러나 이 ‘보편성’이 배제하던 것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재구성한다 
해도, 이는 새롭고 심화된 배제를 생산하는 대가로 달성될 수밖에 없기에, “‘보편성’이라는 단
어는 영원히 열린 채로, 영원히 논쟁적으로, 영원히 우연적으로 남아있어야만 한다. … 나는 
항목을 없애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영구적인 정치적 논쟁의 장소로 만들기 위해 항목
에서 그것의 토대주의적 무게를 제거하려 한다(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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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비판에서 흔히 간과되는 것이 우리가 그 ‘보편성’은 자명하지 않은 것임을 비판
하면서도 그 보편성을 구축하고 행사하는 주체는 당연히 존재하는 것으로 여긴다는 점이다. 
주체는 어떤 행동을 하는 기원으로서 이미 주어진, 선험적으로 보증된 존재가 아니라, 계속
해서 자신의 상황에 대항하면서 재가공되고 재구성되어가는 존재라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
요하다. “주체는 결코 완전히 구성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종속되고 생산되기 때문이다. 그 주
체는 근거도 아니고 결과물도 아니며, 다만 특정한 재의미화 과정의 영구적 가능성이다(p. 
10).”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여긴 나머지 간과하는 개념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우리는 또한 
‘보편성을 비판하는 주체’를 자명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비록 내가 비판하는 입장이라 
해도, 나는 비판하는 내용의 ‘외부’에 존재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이 출발점이 되는 주체는 
없”고(p. 6), 이 비판 주체 역시 자신이 비판하고 있는 그 입장에 의해 구성되어 있으며 심
지어 “나를 구성해온 입장들을 ‘내’가 관장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p. 6).” 동시에 자신이 논
쟁을 촉발시키는 순간 그 논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해관계에 연루되어 권력의 분배 경제 
속에 놓임을 자각해야 한다.

이렇게 비판하고자 하는 개념의 내용과 그것의 효과뿐 아니라, 그 개념이 근거하고 있지
만,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전제되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검증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 
‘토대’야말로 권력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며, 권력이 재생산되고 행사되는 원천임을 주목해야 
한다는 버틀러의 지적이 2019년 현재 한국 페미니즘 운동에 시사하는 바는 명확하다. ‘남성
적 사회’ 및 ‘남성 주체’를 비판하기 위해 ‘여성 주체’를 개념을 확정하는 순간, 그로 인해 배
제가 발생하게 되며, 이렇게 배제를 통해 비판 주체를 확립하는 것은, 결국 해체하고자 했던 
남성 주체를 재구조화하여 연장시키는 동시에, 여성 주체 역시 폭력적 논리를 답습하는 결과
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 ‘트랜스젠더는 여자가 아닌가요?’, ‘낙태죄 폐지는 여성들만의 이슈인
가요?’ 하고 물으며 계속 ‘보편여성’의 경계를 의심하는 것이 페미니즘 운동에 꼭 필요한 이
유가 바로 이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