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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퀭탱�메이야수의�‘사변적�유물론’에�대해�국내외에서�논의된�지�오래이지만, 

현대의�한�가지�사상이라기보다는�오히려�철학의, 혹은�형이상학의�최근�동

향�중�하나의�변주variation로서�검토하는�일은�아직�충분하게�이뤄지지�않은�

것�같다. 본고에서는�이런�상황에서�메이야수의�‘사변적�유물론’의�철학적· 

형이상학적�함의와�사정거리가�어떤�것인지를�가늠하기�위해, 메이야수의�

철학적�논의와�깊이�관련된�것처럼�보이는�알랭�바디우의�철학과�비교�검토

하려고�시도한다. 그�목적은�메이야수�철학의�함의, 즉�그것을�떠맡는�것이�

무엇을�귀결시키게�되느냐�하는�함의(含意) 관계의�특징을�바디우의�철학을�

배경으로�삼아�밝히는�데�있다. 

본고에서는�위와�같은�문제제기에�대답하기�위해, 메이야수와�바디우의�두�

가지�상이한�사상을�서로�나열해�체계적으로�비교하는�방법이�아니라, 메이

야수가�바디우에�대해�작성한�세�개의�논문1)과�그�외�몇�가지�관련�논문을�기

본적인�참고�자료로�삼고, 또�그런�논문에서�언급되는�바디우의�주저�및�바디

우�자신이�그�안에서�메이야수�철학에�대해�논평하는�몇�가지�대목에�근거하

여�이런�비교를�행한다. 이렇게�함으로써�체계적인�비교에�서는�간과되기�십

상인�미묘한�차이에�착안해, 그�공통점과�차이�사이의�긴장관계를�부각시킬�

1)  본고에서는�메이야수에�의한�바디우의�말라르메론에�대해서는�건드리지�않

는다. 여기에서�논의되지�않는�큰�논점이�있다는�것은�의심할�수�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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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있다고�생각하기�때문이다. 

    메이야수와�바디우의�표면적인�관계를�보는�것은�쉽다. 메이야수는�20세

기�말부터�고등사범학교에서�철학교사를�하고�있는데, 그곳에서�한�동안�바

디우와�동료�관계에�있었다. 또한�1996년�말에�제출하고�베르나르�부르주아

가�지도교수였던�박사논문��신의�비존재�를, 바디우가�1998년�말에�출판한��

추이적�존재론�에서�언급하고�있다. 또�1999년�10월에�보르도�대학교에서�열

린�바디우�철학의�국제�콜로케(이�기록은�2002년에�라르마탱출판사에서��알

랭�바디우�: 여럿을�사고하다�(샤를�라몽�편)로�출판됐다)에�참가하고, 나중

의�논집에서�본고에서도�언급하는�｢신규성과�사건｣이라는�논문을�제출했

다. 또한�바디우는�메이야수의�최초의�주저이며�박사논문의�일부를�전개한�

것으로�알려진2) �유한성�이후�(2006년, 쇠이유)의�서문을�썼다. 또�같은�해

인�2006년, 이번에는�바디우의�주저의�제2권인��세계의�논리�(‘세계’도�‘논리’

도�복수형이므로�정확하게는��세계들의�논리들�)이�출판되자�같은�해에�고

등사범학교에서�열린�바디우�콜로케에서는�본고에서도�언급하는�｢주체화

된�물체의�운명｣을�발표(Meillassoux, 2011a로서�Raboutin et al. 2011에�수록)했

다. 그�밖에�말라르메론에서�바디우에�대해�논하는�등�실질적으로�많은�언급

관계가�있다. 그에�대한�바디우의�직접적인�논평은�2006년의��세계의�논리�

에서는�아직�볼�수�없었지만, 2018년의��진리의�내재�에서는�여러�차례�메이

야수를�언급하고, 자신의�입장과의�관계에�대해서�논하기도�한다. 또�‘사변적�

실재론’이라는, 2010년�전후에, 불어권과�영어권을�중심으로�활발해진�일련

의�움직임에서, 바디우와�슬라보예�지젝이�그�배경으로�자주�놓이는�일이�보

여주듯이, 당파적인�의미에서도�그�관계가�존재하고�있음은�분명하다. 

    그러면�이런�표면적이고�세속적인�관계의�저편에서는�실제로�어떤�철학적�

관계를�양자�사이에서�찾아낼�수�있을까? 결론을�미리�말한다면, 그것은�동

일한�관계도, 단순한�파생의�관계도, 종속�· 피종속의�관계도�아니고, 메이야

2) 岡嶋 2018:92-93에�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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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즐겨�사용하는�용어를�좇는다면, 유령적�관계�relation spectrale라고도�불

러야�할�것, 혹은�«유령적�바디우주의»라고도�부를�수�있을�것이다. 이�귀결

을�이끌어내기�위해, 우선은�바디우가�메이야수의�철학과�자신의�철학을�어

떻게�관계시키고�있는가를��진리의�내재�(�존재와�사건�의�제3권에�해당)

라는�최근작에서�메이야수를�언급하는�대목을�통해�확인하는�것에서부터�

시작하자. 

2. 바디우의��진리의�내재�에서의�메이야수에�대한�언급�

우선�분명히�짚어�두어야�할�것은�본고에서는�이�물리적으로�거대한�최근작

에�대해�체계적으로�언급할�수는�없고, 다음과�같은�일반적인�제시에�그칠�수

밖에�없다는�것이다. 바디우는��존재와�사건�에서�사건의�이론과�보편적�존

재론을�제시했는데, �존재와�사건�2권에�해당되는��세계의�논리�에서�그것

들을�토대로�한�주체와�세계의�출현〔등장〕의�이론을�확립했다. 그리고�최근

작��진리의�내재�에서는�진리의�‘절대성’의�이론이�전개됨으로써, 바야흐로�

논의가�변증법적으로�전개됐다고�할�수�있다(Badiou, 2018: 681). 

    �세계의�논리�의�첫머리에서�바디우는�자신의�입장에�대해, 지금까지의�

다른�프랑스�현대사상(이것은�대략�‘포스트모던’이라고�불린다)과의�차이를�

명확히�하기�위해, ‘민주적�유물론’과�자신의�입장인�‘유물변증법�dialectique ma-

terialiste’의�입장을�구별한다. 이�‘민주적�유물론’이라는�입장을�규정하는�데�

있어서�바디우는�다음과�같은�정식을�세운다. 

민주적�유물론�: 물체(corps)와�말(langages) 외에는�아무것도�없다. 

이�규정의�함의를�조금�전개해두자. 이�세계는, 말에�의해�무엇이�표현된�것

인가, 혹은�물체로서�존재하는�것으로부터�구성되어�있다는�발상은�지난�세

기�이래�일상의�모든�장면에까지�침투한�이데올로기의�일종일�것이다. 



4 �현대사상� 2019년�1월호�

Démocratique이라는�형용사에는�비판적인�의미부여로서는�‘대중적’이라는�

의미부여가�함의되어있을�것이다. 그리고�그�어원인�‘데모스=민중’을�생각

하고, 또�들뢰즈와�가타리의��철학이란�무엇인가?�에서�이뤄진�그리스�정치

에�대한�언급을�상기하고, 그리고�마지막으로�플라톤�철학의�반대중적인�성

격�및�바디우의�플라톤에�대한�변치�않은�호의를�인용한다면, ‘대중적’이라는�

말의�함의를�그�자체로�결정하는�절대적�심급을�갖지�않은�상대적�상태라는�

식으로�이해할�수�있다. 물론�이�상태를�어떻게�평가하느냐는�정치철학적인�

중요한�문제이기를�계속하며, 이를�긍정하는�입장도�부정하는�입장도�있을�

수�있다. 그런데�그�흐름에서�본다면, 바디우가�이를�부정하는, 혹은�적어도�

비판하는�입장에�가담한다는�점은�분명한�것�같다. 

    ‘민주적�유물론’에�속하는�것으로서, 모종의�구성주의가�포함된다고�얘기

된다. 그것은�대부분�경험론적인�구성주의의�입장인데, 감각적으로�경험된�

것이�기본적�존재자이고�이것보다도�추상도가�높고�실효성�있는�것은�그�경

험에서�출발해�어떤�구성과정에�의해�생기는�것이라고�생각하는�입장이다. 

인식�불가능한�것은�존재하지�않는다고�생각하는, ‘물자체’를�놓친�속류칸트

주의가�이것에�해당한다. 

    요컨대�메이야수의�용어로�말하면, 그가�‘상관주의’라고�불렀던�것, 즉�‘유

한성’에�사로잡힌�모든�입장이�이�‘민주적=대중적�유물론’에�상당한다. 바디

우는�이�점에�관해�자신의�입장을�메이야수의�상관주의의�극복과의�관계에�

다시�놓고�있다. 

퀭텡�메이야수는�오늘날�‘여러�가지�자연법칙은�그것들이�우연적인�

것이�필연적인�것을�제외한다면, 그�어떤�필연성도�가져오지�않는

다’고�하는�정식을�세웠다. 이에�대한�나�자신의�변주variation는�이렇

다. ‘대상의�출현l’apparaître의�어디에도, 출현하는�바로�그것이�많은�

순수이론에�절대적으로�귀속해�있다고�하는�것을�제외하면, 절대적�

가치는�존재하지�않는다’가�된다. 그리고�나타나는�‘바로�그것’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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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을�어떤�세계�속에서�나타나게/출현하게�하는�것을, 나는�어떤�진

리라고�명명하는데, 나의�변주variation 자체의�변주variation은�이렇

게� 된다. ‘물체와� 말� 외에는, 진리를� 제외하면, 아무것도� 없

다.’(Badiou, 2018: 64). 
Et l’autre, celle de notre ami Quentin Meillassoux aujourd’hui, qui prend la 

forme : « Les lois de la nature n’emportent aucune nécessité, sinon qu’il est 

nécessaire qu’elles soient contingentes. » Ma variante propre serait : « Rien 

dans l’apparaître des objets n’a de valeur absolue, sinon que ce qui apparaît 

relève absolument de la théorie pure du multiple. » Et comme ce qui fait ap-

paraître dans un monde un fragment du « ce qui » apparaît, je le nomme une 

vérité, une variante de ma variante est : « Il n’y a que des corps et des langages, 

sinon qu’il y a des vérités. »

‘출현’의�논리가�무엇인가에�대해�여기에서�자세히�서술할�여유는�없으나,3)

여기서의�물체와�말과�진리의�관계를�도식적으로�본다면, 메이야수가���유

한성�이후�에서�“사실성의�원리”라고�부른�것, 즉�“사고�불가능한�것이�존재

한다”고도�얘기되는�바의�절대적인�것에�대응하는�것으로서, 바디우는�자기

의�‘진리’ 개념을�위치시키게�된다. 그리고�이러한�입장을, 즉�말과�사물�외에�

제3차원으로서4) ‘진리’가�존재한다는�것을�인정하는�입장을�(다만�물론�이�

‘진리’를�어떻게�개념화하느냐에�따라�변주variation가�있을�테지만) ‘유물변

증법’이라고�바디우는�말한다. 

3) 주로�전개되는�것은��세계의�논리�에서인데, 바디우�2018의�마지막�장에서도�

그�요약(이라기보다는�오히려�계획)을�볼�수�있으므로�참조하기�바란다. 
4) 여기에서�포퍼의�‘3세계론’이�상기되는�것은�기묘하지�않다. 왜냐하면�바디우

도�메이야수도�상이한�맥락에서이기는�해도, 포퍼의�‘3세계론’을�언급하기�때

문이다. ‘유한성’을�넘어서는�것으로서의�‘제3세계’를�생각하는�것에�대한�상이

한�접근법으로서�近藤, 2013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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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변증법�: 말과�사물�외에�진리가�존재한다. 

속류�칸트주의�및�속류�아리스토텔레스주의에서�진리는�말과�사물의�일치

의�결과로�환원된다. 바디우의�유물변증법은�이�결과에�대해�어떤�과잉을�요

청하는�것으로서�진리라는�차원의�존재를�인정한다. 그�과잉�탓에, 결과는�사

후에�넘어설�수�있는�것이�될�수�있는�한, 진리를�추구하는�과정이�구동된다

고�생각하는�것�같다. 바디우에게�메이야수의�논의는�세부적으로�차이는�있

지만, 큰�틀로서, 이�세�번째�차원, 어떤�절대성을�주장하는�한에서, 똑같은�방

향으로�향하고�있다. 즉, 상대주의로�이해되는�한에서의�포스트모던적인�‘민

주적�유물론’을�넘어서는�논의를�전개하는�것이다. 

    그러면�차이는�어디에�있는가? 수학적으로�형식화된�물리학의�기초�방정

식에�대해�메이야수는�그�우연성이�필연적이라고�주장하지만, 바디우�자신

은�우선�수학이�되는�존재의�형식�법칙과, ‘자연’의�형식�법칙을�구별하고, 전

자에는�우연도�필연도�없고, 후자는�그�내부로부터�절대성이나�하물며�필연

성에는�결코�도달할�수�없다고�생각하는�바가�다르다고�말한다(Badiou 

2018:593). 그러나�이제부터�보겠지만, 그�차이는�단순히�수학과�물리학의�이

해의�차이라는�것에�머물지�않고, 근본적으로는�진리를�어떻게�이해하는가, 

그리고�형이상학(바디우의�경우�이것은�‘메타존재론’이라고�불린다. 왜냐하

면�존재론은�수학이기�때문이다)을�어떻게�생각하느냐라는�더�큰�차이에서�

생기는�파생적�귀결에�지나지�않는다고�생각된다. 

3. 메이야수에�의한�바디우�독해�1 

   : ｢신규성과�사건｣을�중심에�자리매김�되는�이유�

메이야수에�의한�바디우�이해라는�것을�검토하는�데�있어서��유한성�이후�

보다도�전의, 메이야수의�초창기�논문에�상당하는�｢신규성과�사건｣(출판은�

2002년이지만�그�바탕이�되는�발표가�이뤄진�콜로케는�1999년에�개최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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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에�주목하는�본고에서의�의도에�대해�간단하게�설명할�필요가�있을지도�

모르겠다. 

    메이야수는�이�｢신규성과�사건｣이라는�비교적�긴�논문에서, 나중에�논하

듯이, 바디우의��존재와�사건�의�두�가지�정식으로부터�도출되는�바디우�자

신이�지지하고�있지�않은�것처럼�보이는�어떤�다른�가능한�입장이�있음을�지

적하고, 게다가�바디우의�철학자와는�다른�얼굴, 즉�소설가로서의�바디우가�

저술한��칼므�블록�이시-바Calme bloc ici-bas�(갈리마르사, 1997년)5)를�자세

하게�검토함으로써�오히려�그�가능성을�철학자�바디우가�아니라, 소설가�바

디우가�지지하고�있다고�주장하는�꽤�정교한논의를�전개하고�있다. 암시만�

되고�있을�뿐이지만, 나중에�확인하듯이, 메이야수�자신의�논의는, 이�가능성

으로서의�바디우의�논의를�지지하고�있는�것처럼�보인다. 그러나�여기에서

는�그�메이야수의�방향성�자신이�바디우로부터�멀어진�것이�아니라, 바디우�

안에서�딜레마의�형태로�포함되어�있는�선택지�가운데, 바디우가�철학자로

서는�선택하고�있지�않은�쪽을, 메이야수는�굳이�지지한다는�형식에�머물러�

있는�것처럼�보인다. 

    2006년의�바디우�콜로케�때의�원고를�다시�게재한�것으로�보이는�｢주체화

된�물체의�운명｣(Meillassoux 2011a)에서는�이�철학자와�소설가의�차이는�더�

이상�언급되지�않고, �존재와�사건�과��세계의�논리�사이에서�발견되는�확

장�관계가�어디에서�보이는가라는�것에�대해�꽤�정중하게(그�때문에�대부분�

바디우�자신의�논의로부터�벗어나는�일�없이) 논의되고�있다. 특징을�굳이�

말한다면, �세계의�논리�에서�오히려�두드러지고�있는�‘출현의�논리’로서의�

‘수리-논리학’에�대해�거의�몇�줄밖에�언급하고�있지�않다는�것이다. 

    마지막으로�이�책에�수록된�두�번째�논문�｢�존재와�사건�1권과�2권에�있어

서의�결의와�사건의�결정�불가능성｣(Meillassoux 20l11b : 이하�본론에서는�‘｢
결의｣ 논문’이라고�약칭)은��존재와�사건�1권의�주된�특징이었던�사건의�결

5) 직역하면��지상의�정밀한�블록� 정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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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불가능성이��세계의�논리�에서�어떻게�된�것인가를�문제�삼고�있다. 메이

야수가�여기에서�특히�신경�쓰는�것은��존재와�사건�에는�없었던�‘대상’의�논

리가�파고�들어와, 사건도�어떤�의미에서는�‘대상’이라고�논할�수�있게�됨으

로써�‘사건’의�본질적�특징이�상실될�가능성은�없는가라는�우려이다. 최종적

으로�이�우려는, ‘대상’이라고�해도�실증주의적인�의미에서의�‘대상’이�아니

고, ‘사건’은�그�‘존재’의�차원에서는�‘모르는insu 대상’이라는�것을�확인하고, 

이�‘사건’에�대한�주체의�‘결의’에�의해서, ‘사건’이�‘객관적인�지식’에�열려�있

고, 세계에�있어서의�‘출현〔등장〕’이�된다고�이해됨으로써�해소된다. 즉, 이�

논문에서도�메이야수�자신의�논의로�직접�연결되는�것이�그것으로서�분명

하게�얘기되는�것은�아니다. 

    메이야수가�드물게�바디우의�논의에�대해�분명하게�부정을�들이대는�것은�

2012년의�강연�기록인�｢되풀이하기, 다시�되풀이하기, 반복｣(Meillassoux 

2012)에서�비의미적�기호의�논리를�논하려고�할�때, 수학에�대해�논하지�않으

면�안�되게�되며, 그�내친걸음에�있어서, 바디우의�“존재론은�수학이다”라는�

명제를�건드리지�않으면�안�되게�되며, 이를�부정하고, 수학은�근본적으로�어

떤�지시관계도�갖지�않는다는�메이야수�자신의�주장을�전개하는�대목이다

(Meillassoux 2012:24). 마찬가지로�메이야수는�똑같은�기록에서, 바디우와�달

리, 수학과�논리학을�구별하지�않는다는�취지의�말을�했는데, 이것은�바디우

가�‘수리-논리학’이라는�방식으로�논의했다는�것을�되풀이하고�있는�것처럼�

보이며, 실제로�바디우의�논의와�어떻게�다른지�판명하지�않다. 

    아무튼, 이�수학관에�대한�메이야수의�비평이나, 메이야수의�바디우론�전

체의�모습에서�알�수�있는�것은, 메이야수는�바디우의�논의�속의�특히�수학과�

존재론에�관계되는�부분에�대해�강한�위화감을�깨닫고�있는�듯이�보인다는�

점이다. 메이야수�자신은�그것�없이�전개할�수�있는�논의를�생각하고�싶고, 

바디우의�저작도�그렇게�읽을�수�있는�것�아닌가라고�생각하는�듯�보인다. 이

것은��유한성�이후�에서�집합론을�논의하는�대목에서�바디우의��존재와�사

건�을�참조하고�있는�만큼, 약간�기묘한�인상을�주지만, 아마�메이야수가�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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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터�일관되게�지닌�태도라는�점을�이제부터�확인하게�될�것이다. 

    이런�전체의�논의의�어조�속에서, 역시�｢신규성과�사건｣의�논의는�특히�두

드러지게�도발적이다. 이�논문에서�메이야수는�자신의�논의를, 바디우를�일

탈하는�것은�아니라며�굳이�되풀이하지만, 그러나�메이야수가�거기에�스스

로를�자리매김�하고�있는�장소는, 그�후의�논리�전개, �세계의�논리�, �진리의�

내재�를�통해서, 바디우의�철학으로부터�거의�없어진�것처럼�생각되는�만큼, 

회고적으로�볼�때�한층�도발적이라는�인상을�갖게�된다. 그리고�이�도발이야

말로�바로�메이야수의�철학의�본질을�반영한다고�봐야�할�것이다. 그러므로�

메이야수와�바디우를�비교한다는�이�글의�목적에�맞게, 굳이�가장�오래된�논

문인�｢신규성과�사건｣(이하�｢신규성｣ 논문이라고�약칭)을�자세하게�검토하

는�일은�가치가�있다고�생각된다. 

4. 메이야수의�바디우�독해�2 

   : ｢신규성과�사건｣을�중심으로�

메이야수는�이�｢신규성｣ 논문의�첫머리에서�바디우의��존재와�사건�에서�

중심적인�명제�두�가지를�꺼내�보여준다. 

명제�1 (Énoncé1, 이하�E1) : 수학은�존재론이다(les mathématiques sont l’ontolo-

gie) 

명제�2 (E2) : 모든�진리는�후-사건적이다(toute verité est post-événementielle) 

(Meillassoux 2002: 39). 

메이야수의�｢신규성｣ 논문의�논의는, 이�두�가지�명제의�관계가, 최종적으로�

딜레마(양립�불가능한�관계)에�이른다는�것을�분명히�하는�것에�그�큰�줄거

리가�있다. 그러나�맨�처음에�지적해도�좋을�것�같은�점은, 정말로�이�두�가지�

명제에서�출발해도�좋은가라는�혐의이다. 메이야수는�｢결의｣ 논문에서, 바

92



10 �현대사상� 2019년�1월호�

디우의�‘대상’의�논의의�문제점을�지적할�때, 그것이�‘실증주의’에�빠지는�것

은�아닌가라는�가능성을�염려하고�있었다. 그�우려로부터�감지되는�것은�진

리라는�차원에�대한�메이야수로부터의�위화감, 혹은�메이야수가�논의하고�

싶었을�형이상학적�진리(이것에�‘사실성의�원리’는�관계되어�있다)와, 그가�

논의할�생각이�그다지�없었을�과학적�진리를�나누고�싶다는�의지이다. 따라

서�이런�명제들에�덧붙여, 바디우가�다른�대목에서�주장한다고�생각되는�명

제�3, “진리란�존재이다” 혹은�“진리라는�것은�존재에�대해�말해지는�유형의�

술어이다”라는�파르메니데스적�명제를�준비해야�할지도�모른다. 이것을�준

비하면�어떻게�되는가라는�것의�검토에�대해서는, 다른�기회로�물리기로�하

고, 지금은�메이야수�자신의�논의를�재구성하는�것을�서두르자. 

    이�명제를�구성하는�개념들(수학, 존재론, 진리, 사후적, 사건)에�대해�그�의

미�내용을�확인하는�데서�시작하고�싶다. 여기서�바디우가�말하고�있다고�메

이야수가�상정하는�‘수학’이란, 이러저러한�수학적�학문들의�역사적�생성태

로서의�수학이다. 중요한�것은�메이야수에게�‘수학’이라는�개념이�의미하는�

바는, 현실의�역사�속에서�산출된, 그리고�앞으로도산출될�‘수학’이라는�것

이다. 그리고�그�수학의�현재�모습이, 현재의�존재론의�모습�그�자체이라는�

것이�바디우의�명제�1이�의미하는�내용이다. 

그렇다면�바디우가�말하는�‘존재론’이란�무엇인가? 존재론은�존재에�대한�

이론일�것이다. 물론�구체적�존재자에�대해, 그것이�존재하는가�존재하지�않

는가라는�것에�대해서는, 예를�들어�각종�자연과학이�취급하게�되는�문제가�

되며, 그것은�수학이�되지는�않는다. 수학이�되는�것은, 그�순수한�학, 혹은�형

식�존재의�학이다.6) 바디우�자신은�다음과�같이�정의한다. 

존재론�: 존재로서의�존재의�학. 제시의�제시. 순수한�여럿의�사고로

6) 이�점에서�후설의��형식존재론과�초월론적�논리학�의�논의�및�그것에�대한�카

바이예스의��논리학과�학적�지식의�이론에�대해�의�논의를�참조하는�것이�바

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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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따라서�칸토르적�수학, 즉�집합론으로서�실현되어야�한다. 존재

론은�주제화되지�못했다고�하더라도, 수학의�전체�역사에서�이미�

실현되었다. «하나»에�의거하지�않고�순수한�여럿을�사고하기�위

해서는, 존재론은�공리화된�수학이어야�한다(Badiou 1988:551).7)

ONTOLOGIE (introduction, 1)

- Science de l'être-en-tant-qu'être. Présentation ( +) de la présentation. 

S'effectue comme pensée du multiple pur, donc comme mathématique 

cantorienne, ou théorie des ensembles. Est déjà effective, quoique non 

thématisée, dans toute l'histoire des mathématiques.

-Ayant à penser le multiple pur sans recourir à l'Un, l'ontologie est 

nécessairement axiomatique.

«하나�없는�여럿»을�완전하게�옹호하는�것, 모든�«여럿»을�«하나»의�전제

專制로부터�해방하는�것이�바디우�철학의�주된�동기이며, 이른바�그�근본적�

직관이다. 그러나�«하나»를�감산減算하는〔뺄셈하는〕것은�단순히�원자론에�

이르는�것도�아니며, 상대주의에�이르는�것도�아니라는�점이�바디우�논의�전

체의�배경�맥락이�되고�있다. 따라서�바디우는�‘존재론’도�또한�이�배경�맥락�

속에서�논의될�수�있는�것이어야�한다고�생각하며, 바로�‘존재론’이�고래의�

7) 존재론과�공리화의�관계에�대해, 바디우는�자신의�논의를�몇�가지�전개하는데, 
바디우�2018에서의�논의가�논리�정연하다. 즉, 바디우의�상정에서는, 존재는�

여럿이며, 여럿은�하나의�여럿이�아니라, 여럿의�여럿인�이상, 여럿은�비어�있

음[空]으로�이루어진�것이어야�한다. 그런데�이�비어�있음[空]으로�이루어진�

여럿을�규정하는�방법은, 실재적�대상을�사전에�요청하지�않는�공리론적�방법

뿐이다. 그래서�여럿의�존재론은�공리론적�방법에�근거해야�한다는�것이다. 그
리고�여럿을�다루는�형식학이�집합론이라는�것이�인정된다면, 존재론은�공리

론적�집합론이어야�한다는�귀결이�도출된다. 아마�이것의�유일한�현�시점에서

의�정당한�이론적�경쟁자는�스피노자의��윤리학�이며, 그래서��추이적�존재론

�이나�그�밖의�저작에서도�스피노자의�‘기하학적�방법’에�근거하는�존재론이�

비판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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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의�학과�철학자에�의해�생각되었던�전통이�있는�만큼, 탈«하나[一]»화

의�선두에�서는�것이어야�한다. 따라서�존재론에�철학으로부터�손을�떼고, 수

학으로�돌려보내는�것의�의미는�항상�회귀하는�«하나»의�전제專制의�근원

을«여럿»의�절대적�지배하에�다시�놓는�것에�있다. 수학이야말로�존재론이

라고�하는�주장은, 그것�자체를�어떻게�옹호하는가라는�어려운�문제를�야기

하지만, 그가�그것을�단행하는�근본적�이유�중�하나는�여기에�있다. 

    ‘진리’라고�여기에서�메이야수가�생각하고�있는�것이�무엇인지는�판연하

지�않지만, 어떤�판단을�거짓으로�하고, 어떤�판단을�참이라고�하는�어떤�기

준에�비춰서�참이라고�간주된�개개의�판단을�가리키는�것처럼�읽을�수�있다. 

즉, 타르스키적인�의미에서의�‘진리’라는�개념�그�자체가�사후적인�것이라고�

말하는�것이�아니고, 지금�여기에서�참이라고�간주된�판단에�부수되는�진리

성이, 혹은�참이라고�간주된�개개의�판단의�성립이, 사후적이라는�것을�의미

하는�것이라고�생각된다. 구체적으로는�과학적�진리라고�해도, 어떤�사건이�

있고, 그것을�빠져나가�어떤�판단이�참이�된다고�하는�과정에�대해�생각되고�

있는�것�같다. 

    마지막으로�‘사후적〔후-사건적〕’ 및�‘사건’이다. 앞�단락의�‘사후적’이라는�용

어의�사용에�약간의�위화감이�있듯이, ‘후-사건적〔사-후적〕’이라는�것은�단순

히�나중으로부터�소급적으로, 라는�통상적�의미가�아니라, 어떤�‘사건’을�경

과한�후에, 라는�의미로�생각되고�있다. Post-événementiel(le)이라는�형용사는�

우선�événement의�파생어이며, 이�경우의�‘사-후’의�‘사’도, ‘사건’으로서�읽어

야�한다. 그러면�‘사건’이란�무엇인가? 그�전형적인�예는�‘68년�5월’이라든가�

‘프랑스�혁명’이라든가에서�보이는�정치적�사건일�것이다. 무엇인가가�«거

기»에서�«일어났다», 그�«무엇»이�‘사건’이다. 이�«무엇»이�무엇인가, 어떤�

의미인가, 라는�것에�대해�확정하는�방법은�실제로�존재하지�않거나, 혹은�아

주�곤란을�수반하는�것처럼�보인다. 그렇다고�해도�말할�수�있는�것은, ‘사건’

은, 그것이�«일어난» 한에서, 그�«무엇»에�의해�그것�이전과�이후를�결정적

으로�분리하는�것이며, 그�사이의�‘절단�rupture’을�불러일으키는�것이라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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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우는�생각하고�있다는�것이다. 사건의�의미를�적어도�간단하게는�확정할�

수�없는�이유는, 이�‘절단’을�사물적�요소의�조합으로�환원할�수�없다고�보이

는�데에서�유래한다. 여기에�사건과�인과8)가�서로�얽히는�지점이�있으며, 바

로�거기가�형이상학적인�근본�문제의�적어도�하나가�산출되는�장소가�된다. 

    바디우가�‘사건’을�‘출현〔등장〕’이�된�‘존재’로부터�구별하는�이유는�‘사건’

이�현존하는�‘여럿’으로부터�구성된�것�이상의�것(이것을�‘과잉�exces’이라�부

른다)을�포함하기�때문이다(Badiou 1988:543). 그리고�이�‘과잉’에�관련되어, 

그�‘과잉’으로부터�‘출현〔등장〕’을�선택하는�것이, (혹은�진리가�생산되는�‘과

정’ 속에서의) ‘주체’에�있어서의�‘결의’라는�것이�된다. 이상으로부터, “모든�

진리는�후-사건적〔사-후적〕이다”라는�명제2는, 요컨대, 모든�진리는�어떤�사

건을�통해�산출된다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메이야수는�여기에서, 수학이�역사적이며, 그�진전은�전혀�예견할�수�없으

며, 완성�불가능하다는�카바이예스적인�견해를, 바디우에�근거하여�명시적

으로�전제하고�있다. 실제로�바디우는�메이야수가�참조를�지시하고�있는�대

목에서�다음과�같이�적고�있다(인용하지�않지만, 이�똑같은�쪽에서�카바이예

스와�로트만의�이름이�언급되는�것은�우연이�아니다). 

존재란�수학이다, 즉�존재는�수학적�객관성으로부터�성립되어�있다

고�하는�나의�이�테제는, 역사적�생성의�한복판에�있는�수학이�존재

로서의�존재에�대해�말할�수�있는�것을�말하고�있다는�것을�주장한

다. … 존재론은�풍부하고�복잡하며�완성�불가능한(inachevable) 학이

다(Badiou 1988:14). 

La thèse que je soutiens ne déclare nullement que l'être est mathématique, 

c'est-à-dire composé d'objectivités mathématiques. … Elle affirme que les 

8) 인과�중에서도�행위자�인과적인�의미에서의�인과작용에�상당한다. 들뢰즈는�

이것을�물체�간의� (어떤�의미) 정당한�인과작용으로부터�구별해� ‘유사-인
과’(quasi-causalité)라고�부른다. cf. �의미의�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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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hématiques, dans tout leur devenir historique, prononcent ce qui est 

dicible de l'être-en-tant-qu'être. … l'ontologie est une science riche, 

complexe, inachevable …. 

메이야수는�위와�같은�바디우의�글을�받아들여, 아마�바디우�자신이�상정하

고�있지�않을�듯한�다음과�같은�귀결을�끌어내고�있다. 

이리하여�수학의�미래의�역사가, 그리고�진리의�다른�진행�procédures

〔절차〕의�역사가�어떤�것이든, 도래할�수학의�규정에�관해�한�가지�

일이�예기된다. 즉, 수학의�후-사건적〔사-후적〕이고�전투적인�입장이

며, 탐구에�대한�충성을�통해�강제적�개입으로부터�생기는, 계열로

의�수학의�삽입이다(Meillassoux 2002:40).

바디우의�강조점은�수학이야말로�존재에�대해�우리가�무엇인가�말할�수�있

는�모든�것을�합리적으로�말할�수�있는�학이라는�데�있다. 즉, 그�역사적�현실

을�넘어서�어떤�것들을�합리적으로�말할�수단은�철학에도�남아�있지�않다는�

것이다. 확실히�그�수학은�역사적인�생성의�한복판에�있으며, 이것이�존재론

의�전부라고�말하는�것에는�결코�도달하지�않는다고�상정되고�있다. 그래서�

오히려�존재론은�섣부른�탐구에�(다만�철학에�의한�것이�아니라�수학에�의한�

탐구에) 열려�있는�동시에�역사적�현실에�의해�한계지어지고�있다는�것이�바

디우의�취지일�것이다.

    반면�메이야수는�현재의�수학에�대해서는, 혹은�현재의�수학에�의해�얘기

할�수�있는�것으로�존재론을�제약하는�것은�그다지�문제�삼고�있지�않으며, 

지금은�없는, 현재와�다를�수�있는�미래의�수학, 즉�현재의�수학의�달성을�부

분적으로�부정하는�가능성도�또한�함의한�다른�식의�수학의�가능성에�열려�

있다는�것을�강조하고�있다. 평가는�제외하더라도, 이�센스의�차이는�매우�크

다고�말하지�않을�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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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메이야수는�이�두�가지�명제�E1과�E2 사이의�관계에�대해, 이것들

이�양립�가능하다고�주장하는데, 실제로�어떤�관계를�생각할�수�있는지에�대

해서는, 바디우�자신은�어떠한�규정도�부여하고�있지�않다고�말한다. 따라서�

이것들�사이에�상정되는�두�개의�종속�관계는�모두�바디우�자신의�사고로부

터�이끌어낼�수�있는�것으로서�인정될�수�있을�것이라고�말한다. 그�종속�관

계란�다음의�두�가지다.

종속관계�1 (subordination 1 : S1=E2/E1) : E1은�E2에�종속한다. 

종속관계�2 (subordination 2 : S2=El/E2) : E2는�El에�종속한다. 

여기서�말하는�종속관계란�연역관계와는�다르며, 해석적인�우선순위�같은�

것이며, 형식화하려고�하면�어렵지만, 개념의�범위(혹은�유형) 사이의�순서

관계�같은�것이라고�해석할�수�있을�것이다. 조금�깨뜨려서�살펴보자. 

    S1에서는�“모든�진리는�후-사건적〔사-후적〕이다”라는�명제에, “수학은�존재

론이다”라는�명제가�종속된다고�한다. 그리고�이�명제에�“수학은�역사적�생

성이다”라는�보조명제를�보태�생각한다면, ‘수학’이라는�개념의�외연은�역사

적으로�변화한다는�것이�귀결된다. 그런데�수학의�외연이�되는�것은�수학적

인�진리, 즉�바디우적으로�말하면, 형식�존재에�대한�참된�지식이다. 그런데�

명제2의�‘모든�진리’라는�개념�안에는�이�‘수학적인�진리’도�포함되어�있다고�

볼�수�있다면, 

명제�E3-S1 : (역사적인) 수학은�후-사건적〔사�- 후적〕이다. 

라는�명제가�귀결된다. 이런�E2, E 3의�명제의�술어인�‘후-사건성〔사�- 후성〕’ 혹

은�단적으로�‘사건성événementialité’이라는�성질은�존재론인�수학의�과거�· 현

재�· 미래의�생성�변화를�포함해�모든�‘진리’라는�주어개념에�대해�성립된다. 

이�때, 그것을�부정할�가능성은�제로이다, 라고�하는�주장이�성립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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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제�E4-S1 : 사건성은�영속적�성질이다. 

라는�명제가�귀결된다. 메이야수는�이것을�“존재론의�역사가�사건성의�지상

명령에�의해�정립〔설정〕되는�한계의�범위�안에�기입되어�있다”(Meillassoux 

2002:42)고�표현한다. 그리고�바디우�자신의�입장은�이�입장이다라고도�말한

다. 또�메이야수는�이�입장이�“수학의�역사를�사건의�사고에�종속시킨다”(위

와�같음)는�것으로�귀착한다고�말하고, 바디우의�“사건주의적�판본”이라고�

부른다. 즉�메이야수에�따르면, 바디우는�자신의�철학적�정립으로부터�도출�

가능한�두�가지�입장�중�가능한�한�가지를�무자각적으로�(또한�메이야수에�

따르면, 어떤�결정적�근거도�없이) 선택한다는�것이다. 

    이것에�대해�메이야수�자신이�검토하고�싶다고�생각하는�것은, S2의�입장

의�가능성이다(역사주의적�판본). S2는�“수학은�존재론이다” 중에서, 

명제�E2-S2 : 수학은�역사적이다. 

가�무제한적으로�포함된다고�간주한다. 무제한적으로라는�것은, 이�명제�E3

을�E2(진리의�사후성�명제)의�제약�하에�두지�않는다는�의미이다. 달리�말해�

수학의�역사성은�사건성을�배신할�수�있다는�것이다. 이에�대해�메이야수는�

“두�번째�선택지는�사건의�철학을, 수학/존재론의�동일성에�종속시키는�것

으로�이루어진다”(Meillassoux 2002: 42)고�표현한다. 이렇게�말할�수�있다면, 

존재론이�역사적인�한, 그�존재론=수학의�신규성은�사건의�철학에�의한�제

약의�외부에�놓이게�된다. 말하자면, 

명제�E4-S2 : 존재론적�신규성은�사건적�절단에�의해서는�생기지�않

는다(Meilassoux 2002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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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는�사태이다. 

    즉, 여기서�문제가�되는�것은�‘신규성’ 개념의�설정이다. S1의�입장(사건적�

바디우주의)의�경우, 모든�정당한�‘신규성’은�사건성에�종속한다고�생각해야�

한다. 그에�비해�S2의�입장(역사주의적�바디우주의)의�경우, ‘신규성’의�전부

일�필요는�없지만, 적어도�하나�혹은�몇�가지�것에�대해서는�사건성을�회피하

는�특권을�부여받는다는�점을�인정하게�된다.

우리가�거기에서�비사건적인�신규성을�폭로한다고�설정해�보자. 그

때, 사건성�그�자체를�사고�불가능하게�하는�수학의�도래를�검토하는�

것이�가능해질�것이다. 바꿔�말하면, 사건의�사고와�양립�불가능한�

수학의�승리를�검토하는�것이�사고�가능해질�것이다(Meillassoux 2002 

: 43).

즉, S2의�종속관계로부터�생기는�것은, 

명제�E5-S2 : 사건이�영원한�성질이�아니게�«된다»라는�가능성은�배

제할�수�없다. 

라는�명제이다. 이것은�사실을�말하는�것이�아니라, 그�‘가능성’을�배제할�수�

없다는�의미에서, 그러한�것일지도�모른다, 혹은�오히려�그렇게�«될»지도�

모른다는�것을�미리�배제할�수�없다는�것을�말하고�있다.

    단�하나, 메이야수의�논의가�성립하기�위해서�그어야�할�보조선에�대해�언

급해야�한다. 그것은�“모든�진리는”이라는�E2에�등장하는�전칭�양화사9)의�

해석에�대해서다. “모든”의�해석�여하에�따라서는, 이�S2 판본은�단순한�모순

으로�귀착한다. 왜냐하면�수학과�존재론의�동일성(El)에�우선권을�마련하고, 

9) 〔옮긴이〕 ‘전칭(全稱) 양화사’는�수량과�관련하여�‘모든’과�‘모두’의�개념을�나

타내는�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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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역사성이�절대적이라고�해도, “존재론적�신규성은�사건적�절단에�의해서

는�생기지�않는다”라고�하는�명제�E4-S2는, 그�신규성도�또한�‘진리’라면, “모

든�진리”의�범위�안에�포함될�것이다. 따라서�이�경우�존재론적�신규성은�사

건적이며, 또한�사건적이지�않게�되어�모순이�귀결되게�된다. 메이야수는�이�

가능성에�대해서�전혀�검토하고�있지�않기�때문에, 아마�자신의�논의에�모순

의�가능성을�보고�있지�않은�것이라고�생각된다. 그렇다고�한다면, 생각할�수�

있는�해석은, 이�‘모든’이라는�전칭�양화사의�범위�자체가�‘역사화’되고�있는�

모델을�그가�상정하고�있다는�것이�될�것이다.

    요컨대, “모든�진리는”의�“모든”이�건너는�것은, 역사적으로�도래한�모든�

진리(참이라고�술어화된�개개의�판단)이며, 앞으로�도래하는�진리의�모든�

것을�포함하고�있다고는�할�수�없다고�메이야수는�상정하고�있다는�것이다. 

모델�자체가�시간�천이遷移라고�생각하고, ‘모든’이라는�양화사가�무제약적

이�아니라�시간�천이에�대해�제약적이라고�생각한다는�것이다. 이렇게�생각

한다면, 확실히�실제로�수학을�포함해�모든�것의�진리는�‘사건적’이었다고�해

도, 그것으로부터�필연적으로�미래의�수학이나�그�밖의�진리도�마찬가지로�

‘사건적’이라는�것이�귀결되지�않는다. 

    요컨대�S2의�역사주의적�해석과�S1의�사건주의적�해석�사이의�차이는, 타

당성이�검토되는�명제�El 및�E2의�수준에서의�차이가�아니라�그�명제를�참이

라고�해석하기�위해�설정되는�모델의�수준에�차이가�있다고�생각되어야�한

다는�것이다. 즉, S1은�‘사건성’을�참이라고�하는�모델에�대해�무시간적인�해

석을�하고�있는데�비해, S2는�‘사건성’을�참이라고�하는�모델에�대해�시간적

인�해석을�하고�있다는�것이�된다.

    그리고�이�두�가지�중�후자야말로, 바디우의�철학의�참된�‘경쟁자〔라이

벌〕’(Meillassoux 2002 : 43)라고�메이야수는�말한다. 이�경쟁자(‘유령적�바디우�

주의’라고�불린다. 왜냐하면�바디우가�쫓아냈다, 혹은�쫓아내고�싶다고�생각

하는�데도�불구하고�쫓아내지�못하기�때문에)가�성립하기�위해서는, 그�자체

가�사건성을�부정하는�수학이�수학의�역사�속에서부터�도래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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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야수�식으로는, 도래한다고�상정하는�것이�불가능하지�않는다는�것이�

확실해질�필요가�있다). 바로�‘반-사건적�수학의�가능한�창발’(Meillassoux 

2002:49)이�문제가�된다.

    메이야수가�생각하는�‘반-사건적�수학’이란�무엇인가? 실제로�여기서�메이

야수가�생각하는�것을�어디까지�옹호할�수�있을지�모르겠지만, 실제로�문제

가�되는�대목을�인용해보자. 

알다시피, 바디우에게�존재론은�사건에�대해�아무것도�말할�필요는�

없다. 왜냐하면�사건은�바로�존재가�실조失調하는�그�장소에�편입되

기�때문이다. 사건이�작용하는�이�장소는, 여럿이�그�명명�위에서�구

성되는�공허가, 통제하려고�하는�모든�시도를�초과하는�장소�― 존

재의�틈새(déliaison, 막간)의�계기�― 이며, 이�장소를�바디우는�연속체

의�막다른�골목으로부터, 즉�가산적인�것에�대한�연속체의�과잉을�

양화하는�것의�수학적인�불가능성으로부터�겨우�찾아낸다. 그러나�

만약�사건에�대해, 존재론이�무엇인지도�논할�필요가�없다면, 그리

고�바디우를�따라�사건의�사고를�제기하는�것이�수학이�아니라�철

학에�속한다면, 우리가�말했듯이, 바디우에게서도�또한�모든�존재

론이, 사건의�철학과�양립�가능한�것은�아니다. 왜냐하면�바로�그것�

자신의�논의를�제시하고�에워쌀�수�있는�존재론만이, 사건에�대해�

공간을, 즉�그�수수께끼�같은�결정�불가능한�배치에�있어서�필요한�

구덩이를�줄�수�있기�때문이다. 이리하여�어떤�수학이�연속체의�막

다른�골목을�해결하고�결정했다고�한다면, 그�수학은�그�장으로부

터�양의�틈새를, 즉�사건의�가능성이�뿌리�내리는�존재의�틈-새〔막-

간〕(dé-liasion, 탈-연결)의�흔적을�바디우가�탐색하는�이�양의�실조

défaillance를�강제�퇴거시킨다는�것이�된다(Meillassoux 2002:50).

메이야수가�여기에서�논하며�문제�삼고�있는�것은, 바디우가�어디에서�‘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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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근거를�찾아내고�있느냐는�것이다. 꽤�미묘한�문제로�메이야수는�돌진

하고�있음을�알�수�있다. 바디우는�‘사건’과�‘존재’를�상당히�뚜렷하게�구분하

고�있으며, 전자를�철학에, 후자를�수학에�할당하고�있다. 그리고�그�바디우

적�확신을�떠받치고�있는�것은, 메이야수에�따르면�‘연속체의�막다른�골목’이

라는�수학의�역사에�있다. 왜�‘연속체의�막다른�골목’이�‘사건’이�비집고�들어

가는�‘틈새〔막간〕’를�가능케�하는�것인가라는�점에는�설명이�필요할�것이기�

때문에, 이에�대해서는�나중에�보자. 아무튼, 그렇다고�한다면, 그�사건의�가

능성을�옹호하는�철학이�선택되는�것�자체가�수학의�역사에�의존하고�있다

고도�해석할�수�있을�것이다(역사주의적�판본). 그리고�만일�그렇다면, 똑같

은�근거에�기초하여, 만일�어떤�다른�수학이�이�연속체의�막다른�골목을�해결

하고�극복한다고�하는�사건이�일어났다면, 사건의�철학은�더�이상�수학인�존

재론과�양립�가능하지�않게�되는, 즉�사건성이�비집고�들어오는�막간〔틈새〕

이�존재론인�수학으로부터�없어진다는�것이�되지�않을까? 이때�이런�새로운�

수학의�생성이라는�사건에�있어서는, ‘사건성’ 그�자체가�역사적�테제이다

(즉, 그것은�지나갈�수�있는�것이다)라고�인정되고, 사건이�수학의�‘원-결정�

불가능한archi-indécidable’ 생성에�따라서�생각된다. 그것이�‘원-결정�불가능’하

다는�것은, 메이야수에�따르면, “수학이�수용할�수�있는�절단의�사건적�입장�

그�자체가�예견�불가능하다는�것이�밝혀진다는�의미”에서이며, “왜냐하면�

연속체의�막다른�골목을�넘어서는�수학은�이미�그�자체가�사건성의�양태로

는�해석될�수�없을�것이기�때문이다”(Meillassoux 2002:50). 왜냐하면�그것에�

있어서�수학=존재론에는�사건이�비집고�들어갈�막간〔틈새〕이�없다는�것이�

분명해지고�있기�때문이다. 

     바디우의�본래적�의미에서의�‘결정�불가능성’은�‘사건성’의�특징이며, 따라

서�‘사건성’에�종속한다고�생각된다. 이에�대해�메이야수가�제기하는�‘원-결

정�불가능성’은�‘결정�불가능성’을�내포하는�‘사건성’ 그�자체의�존속에�대한�

‘결정�불가능성’을�용인하는�것이�되고�있는�한에서�‘원-’이�붙어�있다고�이해

할�수�있다. 즉, 이�‘원-결정�불가능성’ 하에서는, 수학의�예견�불가능한�생성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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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과로서, ‘사건성’ 그�자체의�성립을�파기하는�생성의�가능성도�용인된다

고�하게�된다. 

    문제가�되는�것은�‘연속체의�막다른�골목’이�‘사건성’이�비집고�들어갈�‘틈

새’를�가능케�한다는�것의�의미이다. 그것이�성립한다면, 메이야수가�말하듯

이, ‘연속체의�막다른�골목’을�넘어서는�수학이�(설령�있을�수�있다고�해도) 그

러한�막간〔틈새〕을�‘강제�퇴거’한다는�것의�의미도�이해할�수�있는�가능성이�

있을�수�있다. 

    나�개인의�생각을�말한다면, 여기서�반드시�‘연속체’의�문제를�언급할�필요

는�없을�것�같으며, 좀�더�가벼운�장치로�동등한�것(나�자신의�표현으로�치환

한다면, 구문론과�의미론�사이의�어긋남, 혹은�공리계와�모델�사이의�막간

〔틈새〕이�된다)을�말할�수�있다고�생각한다.10) 게다가�바디우가�말하고�있는�

것�자체의�정당성과, 이에�대한�메이야수의�해석의�타당성도�각각�별개로, 본

래라면�검토해야�할�대목이지만(각각에�대해�세부적으로�의문을�던질�수�있

을�것이다), 지금�여기에서�그�모든�것을�할�여력은�없다. 그래서�메이야수가�

이�점을�어떻게�말하고�있는가를�확인하는�데�그치고�싶다. 

    메이야수가�기초하고�있는�것은��존재와�사건�의�27성찰�｢사고에�있어서

의�방향설정의�존재론적�운명｣에서의�논의이다. 

이�성찰에서�바디우는�연속체의�막다른�골목이�그에�따르면�결정적

이라고�분명히�말했다. 즉, 와�그�부분�집합의�집합� 사이에�

존재하는�과잉�― 따라서�가산집합와�연속체�사이의�과잉�― 을�양화

하는〔세는〕것의�불가능성이, 영속적인pérenne 불가능성이며, 이�영

속적인�불가능성이, 진리�그�자체의�사건적�입장의�극복�불가능성

을�표시하고�있다�― 그�닻이�존재로서의�존재와는�다른�곳에, 즉�존

재론적인�이야기에는�도달�불가능하기를�계속하는�곳에�내려진다. 

10) 이�점에�대해�미공개�발표�원고는�복수�존재하지만, 출판된�것으로는�近藤 

2017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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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눈에는�결정적인�것�같은�구절을�인용한다. “현전과�표상�사이의�

탈-관계인�개념에�대한�이�선동이�존재에�있어서�열려�있는�것은, 항

상 pour toujours라는�것을�믿을�충분한�이유가�있다”(Badiou 1988 : 

311).11)

반복이�되겠지만, 나�개인은, 이�존재의�‘틈새〔막간〕’을�긍정하는�데�있어서�반

드시�연속체�문제의�막다른�곳(?)을�문제로�삼아야�한다고는�생각하지�않는

다. 단적으로�말해서, 뢰벤하임-스콜렘의�상향�및�하향�정리12)로�충분하며, 

마찬가지로�괴델이�그�존재를�증명한�결정�불가능�문장의�존재로�충분한�것�

같다고�생각한다. 말해야�할�것은�가산�이상의�모델을�필요로�하는�형식이론, 

즉�산출을�포함한�많은�수학에�있어서는, 의도하고�있는�모델의�일의성을�반

드시�확정할�수는�없다는�것이다. 혹은�이것�자체는�또�다른�수준의�논의가�

되는데, 샤피로의�논의를�따르면, 수학적�귀납법�같은�2층�이상의�논리를�필

요로�하는�공리계에�있어서,  의미론과�구문론�사이의�범주적�성격을�보존할�

수�없다고�해도�좋다. 바디우가��존재와�사건�의�시점에서�자주�언급하는�코

엔에�의한�‘강제법’이라는�모델론적�수법을�사용한�선택공리�등의�독립성�증

명도, 이�패러다임�위에서�이해될�수�있을�것이다. 그러므로�바디우가�말하듯

이, ‘강제법’이�특권적인�것도�아니라면, ‘강제법’을�사용한�독립성�증명이�특

권적인�것도�아니며, 그것들이�의거하는�모델론적�패러다임이�근본적인�것

처럼�내게는�생각된다. 다만�나로서는�약간�애매한�방식인�것�같은데, 바디우

는�이러한�점을�기점으로서�시사하고�있는�것처럼�보인다. 즉, 바디우의�‘사

건주의적�판본’은�이런�현대�수학의�패러다임에�대응하면서, 그것을�받아들

이고�있다는�것이다. 

    이러한�패러다임을�극복할�가능성이�만일�있을�수�있다면, 모든�(문자�그대

11) 〔옮긴이〕 이�글의�출처�표기가�누락되어�있다. (Badiou 1988 : 311)은�바디우

의�글로부터의�인용문이기�때문이다. 
12) 〔옮긴이〕 위키백과의�‘뢰벤하임-스콜렘�정리’를�검색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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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모든�가능한) 모델이�명시적으로�구성�가능하다는�것을�확정할�수�있거나, 

혹은�모든�모델이�계층적이고�명시적으로�자리매김�될�수�있는�초거대한�전

체라는�것을�확정할�수�있을�것이라고�메이야수는�생각하고�있다(메이야수

가�후자의�길을�‘초월적, 혹은�사변적�길’(Meillassoux 2002:51)이라고�부르는�

것은�충분히�시사적이다). 

    바디우�자신은�메이야수가�지적하고�있는�대로, 물론�이�두�가지�가능성이�

실현되는�것을�전혀�믿지�않는다. 혹은�내�나름의�견해에�따르면, 그런�길이�

불가능하다는�것을�미리�확정하는�증명이�실제로�존재하는�것이�아니고, 그

것들은�항상�탐구에�열려�있으며, 실제로�그�성과를�계속�올리고�있는�것처럼�

생각되지만(구성주의�수학이나�유한수학의�성과�및�거대기수�집합론의�성

과�등), 그것들에�의해�이�모델론적�패러다임이�결정적으로�무효가�되는�사

태는�상정할�수�없는�것�같다(오히려�그것들은�이�패러다임에�있어서�의미를�

갖는�것처럼�보인다)고�하는�것이�된다. 아무튼�그렇기에�그�나름대로는�이�

길을�믿을�만한�이유가�있는�것처럼�보인다. 

    그러나�바로�메이야수는�이�점을�역으로�이용해�반격을�한다. 즉, 현시점에

서�믿을�만한�것만있으면, 당연히�배신당할�가능성을�미리�배제할�수�없다는�

것이기도�하다. 그리고�메이야수는�앞의�두�가지�길�중�후자�‘거대한�전체

Grand Tout’의�길의�가능성에, 바로�파스칼적인�의미에서�내기에�건다. ｢신규

성｣ 논문의�흥미로운�곳은�그�길에�내기를�거는�욕망을�사실은�바디우�자신

이�갖고�있으며, 다만�그것은�철학자로서는�떠맡을�수�없기에, 철학자로부터

는�철저하게�구별된�‘소설가�바디우’가�그�욕망을�떠맡고�있다고�주장하는�곳

이다. 실제로��칼므�블록�이시-바(Calme bloc ici-bas)�라는�수리논리학적�사이

언스�픽션은�이�‘거대한�전체’의�존재가�수학적으로�증명(?)되는�것을�둘러싼�

이야기가�되고�있다고�메이야수는�논한다. 또한�이야기를�말한다는�그�이야

기의�양태�자체가�플라톤의��티마이오스�에서의�데미우르고스�신에�의한�

세계창조에�대한�신화적�이야기와의�연관을�상기시킨다는�장치도�분명히�

있다. 이것들로부터, 메이야수는�이러한�철학적으로는�‘무의미’한�‘것일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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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peut-être’ 것에�대해�논하는�것의�정당성을�보여주려고�한다. 

    메이야수의�교묘한�곳은�이�‘~일지도�모른다’가�현실이라든가, 현실이�된

다든가, 그렇게�될�전망이�있다든가라고�절대로�말하지�않는다는�것이다. 일

단�그렇게�말해버리면, 그것은�수학에�대한�실제상의�논의로�이행해야�하며, 

메이야수가�바디우의�주장을�뒤집을�가능성은�제로에�가까워진다. 그러나�

이�‘~일지도�모른다’의�가능성을�원리적으로�배제하는�수단을�바디우가�갖

지�않는�이상, 그�가능성에�기초하여�사고를�진행시키는�것�그�자체는�완전히�

무의미하다고는�말할�수�없다(무의미하다고�판단하고, 그렇게�믿는�취미에�

일정한�합리성이�설령�있었다고�하더라도). 그것은�바로�과학의�바깥에�있는�

‘픽션’ 위에�성립하는�‘사변’으로서�의미를�가질�것이라고�그는�말했을�것이

다. 

    그리고�바로, 이런�‘~일지도�모른다’ 길의�끝에는, 사건성을�위한�장소는, 그�

장소가�‘연속체의�막다른�골목’과�직결하는�한, 수학�속으로부터�퇴출되게�된

다. 그렇다면�그때, 바디우의�철학은�어떻게�되는가?

바디우의�제1명제가�존재론과�수학�사이의�동일성의�명제이라는�

것을�긍정하고, 그�결과, 사건의�철학은�«거대한�전체»의�형이상학

적�존재론에�의해�파기되어야�한다는�것을�긍정하거나, 아니면�바

디우의�제1명제가, 모든�원리의�사건을�긍정하는�명제임을�긍정하

는�것이며, 그�경우에는, 존재론과�수학�사이의�동일시를, 존재론의�

작업을�자신의�작업으로�다시�받아들인�철학을�위해�포기하게�된다�

― 그리고�그때, 수학은�존재론과는�상이한�학문으로�돌아가게�된다

(Meillassoux 2002 : 56).

이�논문에서, 이�최종적으로�구성된�딜레마에�있어서, 메이야수가�어떤�선택

지를�고르고�있는가는�명시되어�있지�않은�것처럼�보인다. 그러나�다양한�정

황�증거에서�추측하건대, 후자라고�생각하는�편이�타당한�것처럼�내게는�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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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된다. 즉, 그는�El과�E2가�딜레마에�빠지는�것을�확인한�후, E2를, 즉�사건의�

철학을�취한다는�것이다. 그리고�그�입장은, 거의�메이야수�자신의�철학의�모

습과�근사적인�관계에�있는�것처럼�보인다.

    그러나�그러기�위해서는�우선�S1인가�S2인가라는�종속관계에�대한�양자택

일에�있어서�S2(El에�대한�E2의�종속�: 역사주의적�판본)를�선택하고�있는�것

이�전제조건이다. 그렇지�않으면�애초부터�비사건적�생성을�긍정할�수�없으

니까. 반복이�되지만, 메이야수도�말하고�있듯이, 바디우�자신은�이�단계에서�

S1(사건주의적�판본)을�선택하고�있다. 따라서�원래�그의�선택에�있어서는�

비사건적�생성�혹은�‘원-결정불가능’한�사건의�생성은�생길�여지가�전혀�없

게�된다. 그리고�S2를�선택하면서, 또한�메이야수를�따른다면, «거대한�전체

»가�장래�긍정되는�길에�내기를�걸었을�경우에만, El과�E2는, 위에서�본�딜레

마에�빠진다. 그리고�메이야수는�아마도�이�딜레마에�있으며, E2 즉�사건의�

철학을�옹호하고, 수학이�존재론이라는�명제�E1을�버리는�것을�선택하겠다

고�생각하는�것이다. 그리고�이때, 이�‘유령적�바디우주의’는�메이야수�자신

의�입장과�거의�분간이�되지�않게�된다. 

1. 역사주의�: 비사건적�생성의�긍정. 

2. «거대한�전체»를�위한�사변적이고�초월적인�길�

3. 수학을�존재론이라고는�보지�않는다. 

4. 수학이란�독립적으로�사변적인�형이상학에�의해�존재론이�가능해진다. 

5. 과학�밖의�픽션(Fiction hors de la science)

특히�1의�역사주의는, 메이야수의�전적으로�그것까지와는�무관한�창발의�가

능성(우주의�창발, 생물의�창발, 의식의�창발, 신의�도래할�창발) 및�‘사고�불

가능한�것이�존재한다’라는�‘사실성의�원리’와�축을�하나로�하고�있다. 

    또한�«거대한�전체»의�‘창발(?)’의�가능성은�‘유령의�딜레마’에�있어서의�

‘신의�도래할�창발’을�연상시키지�않을�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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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마지막으로�4는�바로��유한성�이후�에서의�‘사실성의�원리’의�증명

이야말로�형이상학이며, 상관주의의�맞은편에서의�형이상학의�독자적인�지

식이라는�논의와�연결시켜�이해할�수�있을�것이다. 이리하여�메이야수와�바

디우의�관계는�메이야수의�입장을�‘유령적�바디우주의’로�보는�«유령적�관

계»로�볼�수�있다고�하는, 맨�처음에�말한�귀결에�이르게�된다.

5. 총괄�

이상의�논의를�받아들인다면, 메이야수와�바디우의�근본적�차이는�어디에

서�발견되는가? 그것은�진리�개념의�일의성과�다의성의�차이에�있다고�나는�

생각한다. 아마�바디우는, 위와�같은�메이야수의�세부�논의가�자신의�입장으

로부터�가능성으로라도�도출되는�것을�인정하지�않을�것이다. 그것은, 진리

의�generic한�특성이�부정되는�귀결은, 애당초�전제와�어딘지�모르게�모순이

라고�생각할�것이기�때문이다. 

    메이야수는�분명히, 형이상학을�달성할�수�있는�진리�혹은�지식을, 다른�진

리로부터�구별하고�싶어�한다. 이것은�그의�형이상학적�설정에서�도출되는�

귀결이기도�하다. 왜냐하면�모든�과학적�진리가�우연이라는�것이�필연이라

는�것이〔우연일�수밖에�없다는�것이〕참이라고�한다면, 그�자체가�우연일�수�없

기�때문이다. 만일�우연일�수�있다면, 과학적�진리가�우연이라는�것은, 때마

침�필연적이게�되며, 요컨대�우연이게�되기�때문이다. 그렇다면�이�우연성이�

필연적이라는�것의�진리성은�우연성의�범위에서�벗어나�있는�것이�불가결

하다. 즉�여기에�진리의�다의성이�비집고�들어가야�한다. 

    그것에�대해�바디우는�수학, 정치, 시, 사랑의�네�가지가�진리의�과정이라고�

말하고, 특히�사랑은�개인적�수준에서의�성애를�문제�삼는다. 그러나�메이야

수는�이�사소한�것에�진리를�할당하는�관대함을�허용하지�않는�것처럼�보인

다. 즉, 메이야수에게�진리에는�높낮이가�있다는�것, 즉�다의적이라는�것이다. 

그에�반해�바디우는�진리에�관해�‘일의성’을�옹호하는�듯이�보인다.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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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이�들뢰즈의�‘존재의�일의성’을�전체주의이며�파시즘이라고�비판한�바

디우의�재래를�보는가�어떤가는�(혹은�그렇게�본다고�하여, 보는�것에�의의

를�찾아내는가�어떤가는) 해석자에�달린�것이리라. 

    다만, 위와�같은�고찰로부터�말할�수�있는�것은, 메이야수�자신의�철학(혹

은�그것과�가까운�복제물replica)이�바디우의�‘유령’으로서�일으켜�세워진다

는�것(메이야수가�그렇게�일으켜�세워질�가능성을�스스로�암시하고�있다는�

것)이다. 그리고�그�‘유령’의�존재가�분명히�하고�있는�것은, 형이상학적�진리

의�입장을�둘러싼�문제, 혹은�진리�개념의�의의의�문제가�메이야수와�바디우�

사이에�있는�철학적�차이를�떠올리게�할�것이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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