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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책은 데리다의 조건 없는 대학 의 일역본 条件なき大学 (月曜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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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쓴이가 데리다 등에게서 인용한 것은 원문 대조를 별도로 하지 않았

2008)의 ‘역자 해설’(pp.91-164)을 옮긴 것이다.
지만, 일역본 출처 등은 삭제했다.

3.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에서 출판되었기 때문에, 2021년인 오늘의 시점
에서는 교육을 비롯한 여러 가지의 변화를 담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염
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최신 판본으로 갱신하려면 여러 가지 조사
가 필요할 텐데, 그것은 옮긴이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다.

이 책의 한국어판 저작권은 없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지 않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제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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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리다, 조건 없는 대학 읽기

자크 데리다와 교육

이 글은두 개의 논고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논고인 ｢철학, 교
육, 대학에 관한 자크 데리다의 이론과 실천｣에서는 데리다의
발자취와 업적을 되새기면서 철학과 교육에 관한 그의 이론과
실천을 개괄적으로 해설한다. 두 번째 논고인 ｢자크 데리다와
인문학 : ‘모든 것을 공적으로 말할 권리’에 대하여｣에서는 인문
학의 장래에 관해 데리다 자신이 교사론, 직업론, 노동론을 선보
인 조건 없는 대학 을 읽고 그 현재성을 조명한다.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순서대로 읽을 경우, 시계열을 파악할 수 있도록 배려
했지만, 데리다의 사상적 배경을 설명하는 첫 번째 논고는 다소
분량이 많으므로, 조건 없는 대학 만으로 만든 두 번째 논고부
터 읽는 것도 독자들에게 편할 것이라는 점을 미리 부언해둔다.

살 때 알제리에서 파리로 와서, 루

논고 1

이-르-그랑 고등학교의 고등사범

철학, 교육, 대학에 관한

학교2)의 문과 수험 준비학급에 들

자크 데리다의 이론과 실천

어간다. 고등사범학교 시험에 한
번 실패하고 나서 합격하지만, 그
후에도 까다로운 선발시험이 이어

교육의 물음은 제 작업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학교, 대

진다. 그는 극도의 불안 속에 ‘배

학, 미디어를 막론하고, 제 정치・제도적 노력 전부를 관통

멀미’가 아닌 ‘학교 멀미’라고도 할 수 있는 정신적이자 신체적

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느끼며 등교하고 있었다. 그 이후, 데리다에게 학교는
─ 자크 데리다, 파피에 머신

“정말 싫어하는데 항상 그곳으로 돌아가 버리는”3) 장소가 된다.
그는 두고두고 “교육시설의 문턱을 넘을 때 항상 신체적 불편이

이 책 조건 없는 대학 은 데리다가 말년에 발표한 대학론이다.
대학에 관한 문제들뿐 아니라, 철학과 교육에 관한 그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 여기에서는 데리다의 발자취를 되새기면서 철
학, 교육, 대학에 관한 그의 이론과 실천을 개괄적으로 해설해

1) 데리다의 학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高橋哲哉, デリダ 脱構築 (講談
社, 1998)〔 자크 데리다 : 탈구축과 정의 , 김상운 옮김, 월간 멀티튜드,

2021〕의 1장을 참조.
2) 고등사범학교(ENS : École normale supérieure)는 프랑스의 엘리트 양성
기관 그랑제콜의 하나로, 중등・고등교육의 교원양성을 목적으로 한
다. 통상적인 대학과는 다른 어려운 입학선발시험이 마련되어 있으며,

두려고 한다.

학생은 공무원으로서의 봉급을 받는 대신, 졸업 후 10년 동안은 국민교
육에 종사할 의무를 진다. 고등사범학교에서는 면허장을 취득할 수 없
기 때문에, 학사 학위나 석사 학위의 면허장을 취득해야 한다.

1. 데리다의 학력・경력
우선 데리다의 학력 및 교직 경력을 개관해 두자.1) 데리다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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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Jacques Derrida, Sur Parole : Instantanés philosophiques, Editions de l’Aube, 2003.
〔『言葉にのって』, 林好雄 他訳, ちくま学芸文庫, 2001年, 44頁.〕 이하 데
리다의 인용에 관해서는 번거로워지기 때문에 원저를 참조하면서 일역
본이 있는 것은 일역서의 해당 대목만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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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불안의 징후를 느끼게 된다.”4)
데리다는 아그레가시옹5)도 한 번 실패하고, 다음해인 56년에
제2문 : 지정된 하나의 개념, 혹은 복수의 개념에 근거한 작문 시험(7
시간).

“행동 ─ 사고, 결단, 실현”
4) Points de suspension, Galilée, 1992, p.354.

제3문 : 철학사에 관한 시험(6시간). 두 명의 사상가의 텍스트로부터

5) 아그레가시옹(agrégation)은 프랑스의 중등・고등교육 교수자격 혹은

일부를 인용하고 주석을 가한다.

이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을 가리킨다. 응시하려면 석사학위 이상

‘스토아파’, ‘니체(후기 단편집 제외)’

의 학위 혹은 중등교원적성증(CAPES) 등이 필요하다. 아그레가시옹을
취득하면, 해당 연구 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지식과 교육법을 습득한 것

〈2차 시험 : 구술〉

으로 인정받아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교편을 잡을 수 있다. 이미 5년 이

제1문 : 지정된 주제에 입각해 모의 강의(준비 5시간, 강의 40분). 책이

상의 교직 경험이 있는 자를 위한 ‘내부 아그레가시옹’도 있다.

나 자료의 반입은 금지.

아그레가시옹은 1766년에 창설되고 프랑스 혁명에 의해 일시 폐지되

‘형이상학’

었다. 1808년에 부활하고, 1821년에 세 개의 전문분야(문학, 문법, 과학)

제2문 : 지정된 주제 중 임의의 주제를 선택하여 모의 강의(준비 5시

가 조직된다. 1828년에는 철학, 1830년에는 역사, 1840년에는 수학, 물리

간, 강의 40분). 책이나 자료의 반입은 타당한 범위에서 허가된다. 단

학이 새롭게 추가되고, 현재 그 부분은 다방면에 걸쳐 있다. 2007년도의

백과사전이나 주제별 선집 종류는 반입 불가.

아그레가시옹의 부문을 열거하면, 독일어,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

‘도덕’, ‘정치’, ‘논리’, ‘인식론’, ‘미학’, ‘인문학’

시아어, 포르투갈어, 철학, 고전문학, 현대문학, 역사, 지리, 문법, 조형
예술, 음악, 체육, 경제학, 토목공학, 전자공학, 기계공학, 역학, 지리과
학과 우주과학, 물리학이 있다.

제3문 : 지정된 프랑스어 텍스트 또는 불역 텍스트에서 한 구절을 인
용하여 해설(준비 1시간 30분, 발표 30분).
말브랑슈의 진리의 탐구 혹은 비트겐슈타인의 철학탐구 의 불역

아그레가시옹의 과제나 지정 문헌은 봄 무렵(시험 1년 전)에 공표된

제4문 : 지정된 외국어 문헌 중 어느 한 구절을 인용하여 번역과 해설

다. 서점에는 각 아그레가시옹의 지정 문헌이나 참고서가 일제히 쌓이

(준비 1시간 30분, 발표 30분). 심사위원의 판단에 따라 사전사용이 적

고 새로운 수험 시즌의 도래가 전해진다. 수험생은, 예를 들면 대학이나

절하게 허가된다.

사범학교의 아그레가시옹 준비 학급에서 시험 대책의 강의를 받는 등,

그리스어 : 플라톤의 고르기아스 , 라틴어 : 루크레티우스의 사물

1년간을 수험 공부에 소비한다. 선발 시험은 매우 어렵기에, 여러 해에

의 본성에 관하여 , 독일어 : 후설의 논리학 연구 II권 1연구 ｢표현과

걸쳐 합격하는 것이 보통이다. 선발시험은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며 장

의미｣, 영어 : 애덤 스미스의 도덕감정론 처음 3부, 아랍어 : 알-팔라

시간 필기・구술시험으로 이뤄진다. 참고로 2007년 철학의 아그레가시

비의 문자의 책 1부와 2부, 이탈리아어 :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

옹의 설문과 지정 문헌을 기록한다.
설문 구성은 예년과 다를 바 없고, 주제나 과제 텍스트가 매년 변경된
〈1차 시험 : 필기〉

다. 필기시험의 제1문은 매년 항상 자유작문 시험. 제2문에서는 복수

제1문 : 자유 작문 시험(7시간).

의 개념을 관련시키면서 다양한 맥락에서 하나의 물음을 논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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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한다. 또 같은 해에는 장학금을 받고 하버드대로 유학을 떠

스어와 영어를 가르쳤다. 프랑스 본국으로 돌아간 뒤, 59년부터

났다. 미국에서 프랑스로 돌아온 후, 데리다의 교직 경력은 알제

는 르망의 몽테스키외 고등학교에서 제라르 쥐네뜨와 함께 고

리에서 시작된다. 데리다는 57년부터2년간병역복무하며, 알제

등사범학교용 문과수험준비학급 1학년과 최종학년의 철학을

인근의 코레아 마을에서 알제리인과 알제리 프랑스인에게 프랑

담당한다.
데리다는 60년부터 소르본 대학에서 수잔 바슐라르, 조르주
캉길렘, 폴 리쾨르, 장 발이 속한 “일반철학・논리학” 강좌의 조

것이 요구된다. 참고로 2006년의 설문은 “사물들을 인식하면, 어떤 점
에서 그런 차이가 규정되는가 : 사물의 인식 ─ 규정, 묘사, 분류”로, 05
년은 “소유하는 것 ─ 소유, 고유한 것, 사유화(Avoir : la propriété, le

propre, l’appropriation)”이었다. 제3문은 철학의 유명한 저작 중 일부에
주석을 가하는 문제로, 지정된 텍스트의 적확하고 섬세한 독해가 요

수를 맡고 수업도 담당했다. 후설의 기하학의 기원 번역과 서
문이 장 카바이예스 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64년에 공공 연구기
관인 국립과학연구센터(CNRS)6)에 입소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
만 데리다는 이것을 사퇴하고, 이폴리트와 알튀세르의 초빙에

구된다.
구술시험은 필기와 연속성을 이루는 것으로, 두 시험을 통해 응시자
의 철학적 견해에 일관성과 통일성을 갖추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간

의해서 모교인 고등사범학교의 강사가 된다. 데리다는 주로 아

주된다. 구술시험의 제1문은 미리 지정된 주제에 입각한 모의 강의의

그레가시옹 준비학급의 ‘철학사’를 담당하며, 사회과학고등연

실천으로, 철학뿐 아니라 다른 학문 영역도 참조하면서 주제를 심화

구원(EHESS)으로 전속하는 84년까지 ─ “20년간의 직업훈련시

하는 것이 요구된다. 제2문은 주제 선택 방식의 모의 강의로, 제1문과
상호 보충적인 관계에 있다. 제3문과 제4문은 텍스트 주석이나 번역

대”(데리다) ─ 강사 신분에 머물게 된다.

의 문제. 텍스트에 따라 시대와 언어가 다르기에, 채점 기준의 통일성
에 대해 심사위원은 항상 고심한다.

2006년의 시험 결과를 기록하면, 시험 신청자 수는 1371명(2001년은
1901명이었는데, 합격자 정수의 삭감에 따라, 철학 부문은 수험생이

6) 국립과학연구센터(CNRS : 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실제 수험자 수는 781명으로, 합격자 정수는 47

국가 전체의 연구의 통일과 방향성을 부여하기 위해 1939년에 창설된

명(작년보다도 25명 감소)이다. 필기시험의 합격 수준은 20점 만점 중,

공공연구기관. 고유한 연구시설을 갖고 있으며, 국내외의 각 대학과도

9・67점이며, 합격자는 113명. 그 내역은 대학원생 57명, 고등사범학

연계하여 기존의 자연과학이나 인문과학뿐 아니라, 환경보호나 지속

교 학생 27명, 중등교원 10명 등이며, 전통적인 아그레가시옹 준비학

가능한 발전, 정보 과학 같은 부문도 포함해 학제적 연구를 종합적으로

급이 정비된 고등사범학교가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술시험

전개하고 있다. 2007년 현재, 약 2만 6천 명의 근무자(이 중 연구원은 약

의 합격수준은 20점 만점 중 9・33점. 합격자 47명 중 남성 29명, 여성

1만 1천 명)를 보유하고 있는데, 연구원의 대다수가 대학에도 자리를 갖

18명으로, 연령대는 20대 후반이 중심.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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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시기의 학생으로는 에티엔 발리바르, 자크 랑시에르, 자

“나는 마치 내 연구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

크-알랭 밀레르 등이 있고, 이후 데리다는 수많은 학생들의 시험

러므로 나의 출판물을 읽은 자만이 그 뼈대를 재구성할 수 있다.

공부를 지원하게 된다. 응시자의 독창적 사고가 아니라 해답의

표면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 뼈대는 당연히 나의 교육과 출판

형식을 현저히 중시하는 아그레가시옹은 국가의 요청에 따라

된 텍스트를 연결시키고 있다”(DP124). 그러면서도 당시 데리다

철학사의 전통을 보강하고 재생산하는 역할을 하는 국가시험이

는 자신의 세미나도 담당하며 다소 자유롭게 자신의 설을 피력

다. 철학과 교육을 둘러싼 데리다의 논집 철학에의 권리에 대

했기 때문에, 그는 교사로서 철학사의 반복과 철학의 창조라는

하여 7)의 저술에 따르면, “생산하는 것이 혁신하는 것, 변형하

분열 상태를 겪고 있었다.

는 것, 새로운 것을 도래시키는 것을 적어도 의미한다면, 반복자
répétiteur인 아그레가시옹의 준비 지도 교수[agrégé-répétituer는
아무것도 생산해서는 안 된다. 준비 지도 교수는 온갖 형식, 규
범, 내용을 스스로 반복하고, [학생에게] 반복시키고, 스스로 재
생산하고, [학생에게] 재생산시킨다”(DPI22). 데리다는 출판물
에서 자신의 독창적인 발상을 이미 전개하고 있었지만, 수험 지
도 교사에 투철하기 위해, 시험 준비반에서는 그러한 참신한 견
해를 피력하는 것은 삼가고 있었다. 76년의 그의 글에 따르면,

7) Jacques Derrida, Du droit à la philosophie, Galilée, 1990. 이후 이 논집으로부터

프랑스의 대학계는 끊임없이 데리다를 냉대했던 반면, 그의

의 인용은 DP의 약호를 사용하고 쪽수를 적기로 한다. 일부 텍스트의

이름은 미국 대학계에 알려지게 된다. 66년은 바르트의 비평과

일본어 번역본은 他者の言語 (高橋允昭 編訳, 法政大学出版局, 1989
년)〔 타자의 언어 : 데리다의 일본 강연 , 김상운 옮김, 월간 멀티튜드,

진실 , 라캉의 에크리 , 푸코의 말과사물 이초봄에 출판되어

2021년〕에 수록되어 있다. 번역이 있는 경우는 DP 뒤에 원서와 번역서

인기를 끌었던 이른바 ‘구조주의’ 사상의 눈부신 해이다. 그러나

쪽수를 각각 나타내기로 한다. 예를 들어 DP351/179인 경우, 원서 351쪽
및 역서 175쪽을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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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상의 수용을 위해 같은 해 10월 존스홉킨스대학에서 대

목소리가 있었던 케임브리지대학 등 수많은 대학으로부터 명예

규모 심포지엄 ｢비평언어와 인간과학들｣이 개최된다. 바르트,

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8) 또 데리다는 미국예술과학아카데미

라캉, 이폴리트, 지라르, 토도로프 등 수십 명이 초대된 이 심포

의 외국인영예회원(85년), 뉴욕시립대의 인문과학아카데미 명

지엄에 데리다도 참가해, 강연 ｢인문과학의 담론에서 구조, 기

예회원(94년) 등 여러 아카데미 회원으로 선정됐으며, 독일에서

호, 게임｣( 에크리튀르와 차이 에 수록)을 행한다. 약 36세의 데

는 니체상(88년)도 받았다.

리다가 10일 동안 써내려간 이 강연은 심포지엄의 중심이 되는

조건 없는 대학 이 대학론이라 강조해 두고 싶은데, 이만한

데, 이것은 이후 미국에서 프랑스 사상 수용을 개화시키는 씨앗

실적이 있으면서도 데리다는 평생 동안 프랑스의 전통적인 대

이 된다.

학제도의 문외한으로 남아 있었다. 그는 국가박사학위 구두시

67년에 에크리튀르와 차이 , 목소리와 현상 , 그라마톨로

험에 합격한 뒤 리쾨르의 자리를 이어받아 소르본대 교수직을

지에 대하여 라는 세 저작을 발표하자, 데리다의 활동은 유럽

맡기로 돼 있었으나 간섭이 들어와 결국 기각되고 만다. 또 후학

안팎으로 크게 펼쳐지게 된다. 수십 개 대학에서 정기적이거나

들에게서도 ‘데리다파’라고 자칭하는 것이 연구직으로 향하는

부정기적으로 강의를 담당한다. 68년 7월에 베를린 대학에서 세

길을 불리하게 하는 상황이 되어 간다. 결국 데리다는 1984년에

미나를 연 것을 시작으로, 존스홉킨스 대학에서는 3년마다 한

사회과학고등연구원9)으로 전속하고. 말년까지 교편을 잡았지

학기 동안 강의를 담당하고, 75년 이후에는 폴 드 만이나 힐리스
밀러가 있는 예일대학에서도 매년 몇 주 간의 세미나를 실시하
게 된다. 이른바 ‘예일학파’가 형성되면서 미국에 탈구축 비평이
침투해 갔다. 국내외 각지에 불려가 강연이나 심포지엄에서 발
표하는 횟수도 늘어난다.
데리다는 80년에 프랑스의 국가 박사 학위를 취득했는데, 그
이후 미국에서는 컬럼비아대학이나 뉴스쿨포소셜리서치 등, 영
국에서는 에섹스대학이나, 학위 수여의 타당성에 대해 반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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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데리다가 수여한 명예박사 학위는 다음과 같다. 미국 : 80년, 컬럼비아
대학(뉴욕). 89년, 윌리엄스 칼리지(윌러엄스타운). 89년, 뉴스쿨포소셜
리서치(뉴욕). / 영국 : 89년, 에섹스대학(루체스터). 92년, 케임브리지대
학. 04년, 런던대학. / 벨기에 : 89년, 루뱅대학. / 헝가리 : 93년, 페치대학.

/ 캐나다 : 95년, 퀸즈대학(킹스턴). / 루마니아 : 96년, 클라이오바대학. /
폴란드 : 97년, 카토비세대학. / 남아프리카 : 98년, 웨스턴케이프대학

(케이프타운). / 이탈리아 : 98년, 토리노대학. / 그리스 : 99년, 아테네대
학. / 중국 : 01년, 베이징대학, 난징대학, 상하이대학. / 불가리아 : 02년,
소피아대학. / 이스라엘 : 03년, 예루살렘대학. / 덴마크 : 03년, 지드단스
크대학. / 포르투갈 : 03년, 코임브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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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이 철학의 태두는 프랑스의 이른바 대학교수 자리에 오르지

학생 등 30명과 함께 GREPH(철학교육연구그룹, Groupe de re-

못했다.

cherches sur l’enseignement philosophique)의 창설을 위한 초안을
기초(起草)하고 만장일치로 채택한다. 이듬해인 75년이 되자, 교

2. 철학과 교육에 관한 싸움

육부장관인 르네 아비가 개혁을 공언하고, 고등학교의 철학 수
업시간을 삭감하고, 실용적인 과학기술적 학문을 강화한다는

교육기술에 의해 철학은 진지한 인생관에 부합하여 인간의

방침이 공공연해진다. 교육제도의 현대화를 부르짖는 이 개혁

힘을 이용하는 방법을 산출할 수 있다. 교육이란 철학의 차

은 사실 산학협동 노선을 장려하는 실학 편중의 정책이었다. 철

이가 구체화되고 시험받는 실험실이다.
─ 존 듀이, 민주주의와 교육

《1》 GREPH(철학교육연구그룹)
1974년 3월, 프랑스 정부에 의한 중등교육개혁의 보고서가 발표
되어, 과학적 학문을 우선시하고 철학교육을 대폭 감소시키는
방안이 발표된다. 이러한억압정책에 대해데리다는 4월에 교사,

학은 고등학교의 마지막 학년에서 주 3시간 정도의 필수과목이
되어 있었는데, 이를 자유선택제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다. 철
학교육은 비판적 정신을 육성하고 기존 사회질서에 대한 저항
을 조장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보수정권이 이를 공격해 온 것이
었다. GREPH는 철학교육의 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거듭하
면서, 정부 권력의 철학교육에 대한 반동적 개입에 대해 전적으
로 반대한다.10)
GREPH의 이론적인 검토 작업의 목적은 철학과 교육 일반의

9) 사회과학고등연구원(EHESS : l’École des hautes études en sciences sociales)
은 고등연구원(l’École pratique des hautes études)의 제6부문 ｢경제・사회
과학｣이 독립해 1975년에 창설된, 사회과학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고등
연구 교육기관이다. 제6 부문은 아날학파 역사학의 연구가 활발했던 부

본질적인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철학 수업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왜 교육은 철학에 필수적인가?” 같은 원리적 물음
에서 출발해, 여러 가지 구체적인 주제들이 검토된다. 예를 들어

문이었으나, 뤼시앙 페브르나 페르낭 브로델 등의 노력에 의해 EHESS
의 독립이 달성되었다. EHESS는 대학과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석사학
위 이상의 면허장을 취득할 수 있는, 이른바 신설 ‘대학원대학’이다. 외
국대학 유학생의 비율이 높고, 2007년 현재 학생 2800명 중 47%가 외국
인이다.

10) GREPH의 일련의 활동은 GREPH, Qui a peur de la philosophie ?
(Flammarion, 1977)에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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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톤의 문답법, 데카르트의 성찰, 스피노자의 논리, 헤겔의 백

고, 그것은 분명히 경제적이자 정치적 의도로 뒷받침된 개혁이

과사전적 학 같은 담론형식들에 내재하는 교육적 작용의 분석,

다. 그러나 데리다는 아비의 개혁의 산학협동을 적대시하고 그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 기존 교육제도에 대한 고찰, 그리고 시험,

경제적 합목적성을 단순히 기피하는 것으로 사태를 마무리 짓

논문, 구두발표, 강의, 세미나 등 모든 형태의 교육실천 분석이

지 않는다. 그가 강조하기를, 이 개혁은 “어떤 철학을 주입하고

이루어진다. 철학교육의 역사적 조건과 기능이 고찰되고, 현재

어떤 유형의 철학과 철학적 힘의 총체를 지배적인 입장에서 유

의 교육시스템에서 철학교육의 특수성이 재검토되는 것이다.

지할 수 있게 하는 장치”(DP240)인 한, 철학적 사정거리도 갖추

이러한 이론적 공동작업과 평행하여, 정부 관계자와의 협상

고 있다. 데리다는 예를 들어, 당시 60만 부나 배부된 아비의 관

등 철학교육을 둘러싼 사회적 투쟁도 진행된다. GREPH는 참가

료주의적 팜플렛 교육제도의 현대화를 위하여

자의 다양성과 의견대립을 그 최소한의 존립조건으로 삼음으로

텍스트이며, 있는 그대로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DP241)고

써, 토의가 아카데믹한 공담空談으로 시종일관하거나, 과격한 대

확언한다. 즉, 정치적이자 경제적인 압력을 철학의 적으로 보고

학반대의 으름장으로 귀착되지 않도록 이론과 실천의 양면에서

철학하지 않은 자에 의한 철학(철학과목이나 철학교육이라는

배려했다. 울름가에 있는 고등사범학교의 데리다 연구실은

닫힌 영역)의 파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지평을 지닌

GREPH 사무실이 되고, 참여자 간의 연락 및 조정, 정보 제공이

다른 철학, 다른 교육이념과 협상하는 것이 싸움의 전제가 되는

이뤄졌다. 그는 다음 모임의 안내장을 준비해 참석자 전원에게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공격은 철학이라는 것에 대항하는 철학

매주 우편으로 보냈다. 데리다는 당시 저녁 5시 반부터 세미나

이 아닌 것으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꿰뚫어보려 하

를 열었는데, 그전의 시간을 이용해 격주로15명 정도가 그의연

지 않았거나 혹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철

구실에 모여 철학교육에 관한 논의를 거듭 벌였다.

학의 옹호는 자기모순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후퇴하는 것만

그런데, 아비의 개혁에 반대하는 데리다의 주장 가운데, 특히

11)

“역시 철학

가능했던 것이다”(DP241).

흥미로운 점을 적어 두자.
첫째, ‘철학의적’의규정에 대한물음이다. 분명히아비의개혁
은 중등교육을 자본주의에 봉사하는 형태로 재편하려는 시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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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Rene Haby, Pour une modernisation du système éducatif : un projet pour 12 millions de
jeunes França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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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둘째, 중요한 것은 철학의 변형을 구상하는 것이다. 데

정부에 대해 GREPH는 대담하게도 기존의 철학교육 시간을

리다는 철학의 고유성을 전제로 철학을 옹호하는 자세를 폐지

유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철학교육의 틀을 더 확대할 것을 제

하고 어디까지나 철학의 탈구축적 힘에 호소한다. 철학이 존속

안한다. 고등학교의 마지막 학년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모

한다면, 그것은 철학의 전통적인 형식이나 특징을 수동적으로

든 학년에서 철학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호소한다. 학생의 숙

고수함으로써가 아니라 철학의 기존 지평을 변형시킴으로써이

달도를 감안해서 철학교육은 마지막 학년에서만 실시된다는 이

다. “두 개의 전선, 두 개의 무대, 두 개의 사정범위에서 항상 싸

유에 대하여, 데리다는 그러한 진보성 개념이 전통적인 교육법

우면서 엄정하고 효과적인 탈구축은 현재의 철학제도에 대해

의 일부를 이루고 있지만, 철학은 자연주의적인 진보성과 맞지

(실천적) 비판을 전개하고, 동시에 이른바 ‘철학’ 교육의 대담하

않는다고 대답한다.12) 또 철학은 한 개의 전체적인 체계에 존재

고 적극적인 ─ 오히려 긍정적인 ─ 변형, 게다가 그 외연적이고

하므로, 그 포괄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1년을 소비해야 한다는

내괄적인 변형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DP121). 철학의 대체 불

숙달기간에관한 생각에 대해서는, 철학을위해서는“1개월, 1주

가능한 역할을 두고, 데리다는 이렇게 말한다. “제가 생각하기

일, 1시간, 긴 글을 읽는 시간, 혹은 찰나의 순간에는 안 되는 것

에, 어느 쪽이냐 하면, 철학은 항상 대체 가능합니다. 오히려 그

일까”라고 반문한다. 실제로 설문조사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철

것이야말로 철학의 대체 불가능한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투쟁

학을 조기에 학습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 결코, 단순하게, 철학이라는 것에 찬성이냐 반대냐, 교육에

데리다는 다양한 사람들과 폭넓게 논의함으로써 기존의 철학

있어서의 철학의 삶이냐 죽음이냐, 현존이냐 부재냐, 하는 것이

교육을 변형하고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실제로

아닙니다. 투쟁은 여러 세력들 사이에서, 그 철학적 심급들 사이

GREPH에는 중・고등교육에 속하는 교사(철학과목 이외의 교

에서, 학교제도의 내부와 외부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DP250).

사도 포함)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까지 포함하여 백 명 이상

즉, 철학이라는 것 자체를 변형의 시련에 부치고, 교섭의 과정에

이 참여하였다. 그 활동은 파리에서부터 프랑스 지방으로 확산

참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주장에 반발해 정부의 개혁안
이 아니라 GREPH의 믿기 어려운 시도야말로 비판받아야 한다
며 데리다 등의 활동에서 이탈한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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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철학의 학습・연구의 연령과 그 구체적 방법에 관한 물음은 플라톤 이
래의 물음이다( 국가 , 7권 15-18장, 535a-54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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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유럽과 남북미 국가들에서도 이에 호응하는 그룹이 나타

것이 있다고 치면, 이러한 긍정은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이 자리

나게 된다.

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DP257). 철학의 공
공적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철학의 가능성을 일반 시민의 견

《2》 철학 삼부회

해에 노출시켜야 한다. 회의장에서는 GREPH 회원들은 물론 철

GREPH의 치열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철학교육에 계속

학교원뿐만 아니라 대학인과 교육관계자, 학생, 일반시민이 자

압력을 가한다. 특히 1978년부터 79년에 걸쳐 중등교원적성증

유롭고 활발하게 담론을 나눴는데, 그분위기는 68년5월을능가

(CAPES)과 아그레가시옹 철학의 합격자수가 거의 반감되었고,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자유로운 공개 토론의 장을 가짐으로

고등사범학교의 철학교수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결정이 내

써 철학과 교육에 대한 논의는 철학자 간의 협량한 협조조합주

려졌다. 철학의 위기에 맞서 새롭게 항의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

의로 귀결되지 않고 공적인 확산을 가질 수 있었다.

해 데리다는 들뢰즈, 리쾨르, 장켈레비치, 샤틀레, 낭시, 라쿠-라

삼부회에서는 다분히 즉흥적인 방식으로 자유토의가 이루어

바르트 등과 함께 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79년 6월 16-17일에

지고, 철학의 동시대적 의의, 철학이 실천되는 장(특히 학술기관

소르본 대학에서 공개 토론회 ｢철학 삼부회｣를 개최한다. 토론

이외의 장)이나 그 방법의 물음, 철학교육뿐만 아니라 교육 일반

회는 1,200명가량의 참석자가 모여 성공을 거두고, 정부의 철학

의 목적 등, 그 주제는 다방면에 이르렀다. ‘연구와 대학’, ‘교원양

교육 개악을 후퇴시키는 힘이 된다.13)

성’, ‘사범학교의 문제’, ‘마이너철학을 위하여’, ‘여성과철학’, ‘비

데리다의 개막강연에서 철학은 특정 학문 분야도 아니고, 현

-철학자에 대한 호소’ 등의 제목으로 보고가 이뤄졌는데, 특히

인 취향의 인생론도 아니라고 말한다. “철학에 대한 관심 ─ 혹

논의가 이뤄진 것은 미디어의 문제였다. 당시 대학에서 거의 문

시 그러한 것이 있다고 치고 ─ 이란, 그 자신으로, 그 자신에 있

제 삼지 않았던 ‘교육과 미디어’라는 주제에 대해 레지스 드브레

어서, 어떠한 한계도 가지지 않는 긍정을 가리킵니다. 만일 그런

가 보고를 하고, 논의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프랑스에서는 70년대에 텔레비전 미디어의 보급에 의해서, 문
화 교양의 대중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1975년부터 베르나르

13) 철학 삼부회에 관해서는 États généraux de la philosophie : 16 et 17 juin 1979
(Flammarion, 1979)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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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가 사회를 맡는 서평 프로그램 ｢아포스트로프｣가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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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방영되어, 경쾌한 문화 교양 프로그램으로서 인기를 얻고

해 학생으로서 데리다의 지도를 받고 있었다). 그나마 평등하게

있었다. 이는 인기 작가나 사상가를 스튜디오로 초빙해 신간 서

레비에게도 마이크가 전달되고 발언권이 주어졌지만, 이들의

적에 대해 토론하는 프로그램으로, 저작의 매출이나 작가의 인

태도에 질려있던 참가자들은 항의했고, 심지어 가벼운 몸싸움

기를 좌우할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었고, 이 프로그램에 출연

도 빚어졌다. 이후 레비는 TV 프로그램에서 “철학 삼부회에서

하는지 여부가 인기 작가냐 아니냐의 시금석이 될 정도였다. 또

는 심하게 맞았다”고 있지도 않은 말을 쏟아내며 중상모략을 반

같은 시기에 앙드레 글뤽스만 등의 ‘신철학’으로 불리는 일파의

복했다. 철학의 현장과 미디어의 거리를 상징하는 이러한 사건

활동이 두드러진다. 대학이라는 ‘상아탑’에 틀어박혀 사회적 현

을 두고, 데리다는 초조해 하면서도, 미디어 그 자체를 전면적으

실에 무관심한 기성철학을 ‘신철학자’들은 비판하고 국내외의

로 거부할 것이 아니라, 미디어의 수가 불충분한 현황을 문제 삼

현실적 문제들에 개입해 파시즘과 전체주의 등 이데올로기를

아야 한다고 한다. “고민스러운 것은 미디어의 단일화, 집중화,

고발하는 언행을 반복했다. ‘신철학자’는 신문이나 라디오, ｢아

일극화이며, 검열을 수반하는 폭력적인 획일화입니다. 단적으

포스트로프｣ 같은 TV 프로그램 등, 대중매체를 활용하면서 활

로 말하면 규탄해야 할 징후는 과두제적인 유형입니다”(DP550).

동을 전개한 점에서 ‘미디어 지식인’으로도 형용된다. 70년대 후
반, 철학은 미디어의 영향력과 결부되어 그 캐치프레이즈화, 슬

GREPH와 철학 삼부회의 활동을 통해 데리다는 철학과 교육의

로건화, 시장화, 대중화가 현저하게 진행된 것이다.14)

관계를 되묻고, 정부에 의한 철학교육 감축과 미디어 지식인에

철학 삼부회에서는 ‘신철학자’의 필두 베르나르-앙리 레비 등

의한 철학의 범용화에 맞선다. “제가 GREPH 활동가로 서명하

의 집단이 의도적으로 소음을 내고 공격적인 야유를 보내며 여

고 준비한 글, 더 나아가 제가 참여하고 서명한 집단적 활동은

러 차례 논의를 방해했다(레비는 68년에 고등사범학교에 입학

저의 다른 공적 활동 ─ 특히 출판행위와는 불가분하다고 생각
합니다”(DP456). 활동을 통해 탈구축의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사
정거리가 탐구되고,15) 이 경험은 이후 데리다의 사색 전반에 깊

14) ‘신철학자’를 둘러싼 문제들에 관해서는 77년 6월 말에 서점에서 무료
배포된 들뢰즈의 소책자 ｢누보 필로조피 및 더 일반적인 문제에 관하여
｣에 적확한 기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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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데리다는 이때까지 몇 번이나 탈구축(déconstruction)과 비판(criqu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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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1》 1954-1967년 : 두 개의 박사논문 구상
데리다는 벨기에 루뱅에 소재한 후설 문고를 방문하여 1954년

3. 데리다와 학위논문 : 중단된 박사논문

에 석사논문 후설 철학에서 발생의 문제 (1990년에 출판)를 집
필한다. 당시 지배적이었던 사르트르나 메를로-퐁티 등의 현상

교육과 서명, 교육자와 서명자 사이에는 아마도 변증법적인

학이 간과하고 있던 물음을, 데리다는 후설 현상학으로부터 검

모순 이상의 양립 불가능성이 있다. 사고되는 것에 맡기는

토하려고 시도했다. 그는 이후 57년경 지도교수 이폴리트에게

것과 서명되는 것에 맡기는 것, 이 두 가지 조작은 아마도 어

국가박사 논문의 제목 ｢문학대상의 이데아성 L’idéalité de l’objet

떤 경우에도 결코 일치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littéraire｣을 제출한다. 그 구상은 초월론적 현상학의 기법을 사

─ 자크 데리다, 조종

용하여 새로운 문학이론을 다듬는 것으로, 수학적 대상과도 조
형미술이나 음악작품과도 다른, ‘문학’이라는 특이한 이데아적

다음으로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데리다의 학위 논문 경험
도 언급하고 싶다. 학위 논문과의 관계는 그의 철학 스타일의 변
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이다.

대상을 되묻는 논문이 될 예정이었다. 글자를 각인하는 것이 언
제, 어떻게 문학이 되는가 하는 물음에서 출발하여 철학, 과학,
정치, 신학, 정신분석 등과 문학 사이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
가를 논할 계획이었다고 한다. 기하학의 기원 의 번역과 서문

차이를 강조했는데, 78년도의 저작에서는 탈구축은 제도들의 무조건적
인 변형으로서 작용한다고 말한다. “탈구축이 분석이나 ‘비판’과 항상
구별되는 것은 그것이 담론이나 유의미한 표상만이 아니라, 견고한 구
축물, ‘물질적인’ 제도에 관련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타당성을 갖기 위

(62년 출판)이 준비되던 시기이다.
데리다는 67년에 에크리튀르와 차이 등 3권의 저작을 발표
하고, 그라마톨로지에 대하여 로 제3과정 박사 학위16)를 취득

해, 탈구축은 철학적인 것의 이른바 ‘내적인’ 배열이, (내적이자 외적인)
필연성에 의해 교육의 제도적인 조건이나 형태와 연접하는 그 장소에
서, 가능한 한 엄밀한 방식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제도의 개념 그 자체
가, 같은 탈구축적인 처리를 받는 데까지”(Jacques Derrida, La Vérité en

peinture, Flammarion,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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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당시의 면허장 제도에 대해 설명해두면, 제3과정은 일본의 대학원에
상당하는 연구자 육성단계이며, 학생은 원칙적으로 2, 3년에 “제3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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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같은 해, 데리다는 최초의 박사논문 구상을 취소하고, 헤

논리를 쌓아올리고, 지식의 체계를 구축하는 박사 논문이야말

겔의 기호론에서의 기호, 파롤, 에크리튀르의 해석이라는 논제

로 탈구축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Cf. DP448-449).

를 이폴리트에게 재차 제출하고 수리된다. 실제로 그 서설 부분

그러던 중 68년 가을경 박사논문 집필을 중단시킬 결정적인 전

｢갱도와 피라미드｣( 철학의 여백 의 수록)는 이폴리트의 세미

환기가 찾아온다.

나에서 구두로 발표되었다.17)
이 시기에 데리다는 서양 역사를 지탱해 온 로고스 중심주의,

《2》 68년 5월의 사건

음성 중심주의, 현전의 형이상학의 닫힘을 탈구축 작용에 따라

데리다는 68년 5월의 사건18)에는 소극적인 방식으로만 참여했

읽어 나간다. 에크리튀르, 텍스트, 흔적, 대체보충, 차연 같은 개

을 뿐이며, 자신은 “68년 세대”가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했다.19)

념들을 사용해 탈구축의 실천을 진행하던 중에, 그는 비록 자신

그는 많은 시민이 그랬던 것처럼 학생과 노동자의 대규모 시위

이 원하더라도 대학제도 안에서 박사학위 논문의 형식과 규범

에 몇 차례 발길을 옮겼지만,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거리의 열광

에 따라 글을 쓸 시기가 아니며 더 이상 그럴 수 없다고 느끼게

에는 그다지동조할수 없었다. 5월13일소르본대학이 학생들에

된다. 전통적인 학술적 형식이나 규범 하에서 정립과 반정립의

게 점거된 후, 캠퍼스는 새로운 지식의 형태가 검토되고 유토피
아적인 대학개혁이 구상되는 장이 되었으며, 사회적・문화적인
혁명을 목표로 노동자와 교류・연대하는 거점이 되었다. 학생

박사논문”을 제출해 면허장을 취득해야 한다. ‘국가박사학위’는 연구를
거듭해 고도의 업적을 달성한 후에 취득할 수 있는 최고위의 면허장으
로, 취득하면 박사논문의 지도자격이 인정된다. 현재 프랑스 대학에서
는 유럽연합 규모에서의 교육제도 개혁(볼로냐 프로세스)에 연동하여
국제표준의 학사-석사-박사 과정이 정비되고, ‘제3과정 박사논문’보다

들은 누구나 발언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적인 자유총회를 열
고 크고 작은 위원회를 결성해 행동했다. 학생의 대학 비판의 영
향은 그랑제콜이나 연구기관에도 파급되고, 대학인과 연구자로

도 수준이 높은 ‘박사학위’와, 과거의 ‘국가박사학위’에 상당하는 ‘박사
논문지도자격’(HDR : l’Habilitation à diriger des recherches)의 면허장이 마
련되어 있다.

17) 데리다는 그 후 페터 손디의 초빙을 받아 73년부터 74년까지 6개월 동
안, 베를린대학에서 헤겔에 관한 세미나를 한다. 이 성과를 받아 헤겔에
관한 박사논문 구상은 이채로운 책인 조종 (74년)으로 변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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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5월의 사건의 개설에 관해서는 西山雄二, ｢｢六八年五月」概要｣( ブラ
ンショ政治論集 1958-1993 , 安原伸一朗 외 訳, 月曜社, 2005년)를 참조.

19) Cf. Points de suspention, op. cit., pp.358-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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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도 지적 권위의 봉사자로서의 자기비판의 소리가 튀어나온

학생운동의 퇴조와 함께 무너지고 만다.

다. “대학 해체냐 대학 개혁이냐”라는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7월 하순, 문화부 장관 에드가 포르Edgar Faure는 교육제도 개혁

대학인들 130명이 대학의 민주적 개혁에 관한 호소문을 내는데,

을 의회에 제출한다. 통상적인 일정에서의 대학의 조기 재개가

거기에 데리다도 이름을 올린다.20)

확약되고, 대입 선발고사 재검토와 학력격차 완화 같은 교육의

학생들에게 점거당한 소르본대와 비교하면, 데리다가 속해 있

민주화가 제기됨으로써 대학은 사회투쟁의 현장이 아니라 정부

던 고등사범학교는 ‘5월 혁명’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21) 그

주도의 개혁이 진행되는 장이 되고 만다. 5월 운동이 최종적으

래도 교직원과 학생은 총회를 개최하고 사범학교 일반의 사회

로 진정되고 대학의 반동적 권위가 부활하기 시작하는 가을 무

적 입장에 관한 결의문을 작성한다. 데리다도 첫 총회 개최를 지

렵부터 데리다는 대학제도에 점점 거리를 두게 된다. 전통적인

원하고 결의문 작성에 진력을 다했다. 결의문은 노동자와의 연

박사학위 논문 형식을 따라 학문적 권위에 의해 승인되고 평가

대를 부르짖고 대학의 부르주아성 비판의 일환으로 고등사범학

받는다는 의례에서 그의 마음은 멀어진다. 덧붙여, 같은 해 가을

교의 비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준비학급이나 선발고사 제

초입에 지도 교수 이폴리트가 갑작스레 서거한 것은 데리다에

도를 통한 지적 엘리트 양성 기능을 고발하고 있다. 또 고등사범

깊은 슬픔을 주었다. “이때, 예상했던 무언가가 확실해지고 [대

학교를 해체하고 석사과정을 마친 학생들에게 열린 연구와 고

학제도에서] 멀어지는 추세에 가속도가 붙었습니다”(DP451). 이

등교육을 위한 학원으로 재편할 것도 제안되고 있다. 이 같은 개

리하여 데리다는 알제리에서 파리로 온 49년 이래, 처음으로 결

혁안은 정객을 포함한 졸업생들로부터 압도적인 항의를 받고

정적으로 대학제도에 대한 귀속 의식을 잃고 만 것이다.

20) « Pour une Université démocratique », Le Monde, 21 mail 1968 ; Les Lettres
françaises, n° 1237, 19-25 juin 1968, p.17. 미셸 뷔토르Michel Butor 등은 문학
의 기성 질서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목적으로 ‘작가동맹’을 결성하는데,
데리다는 작가동맹이 주최하는 토론회 ｢수학에서의 에크리튀르｣(6월

21일)에 참석해 젊은 수학자들과 논쟁을 벌인다.
21) 〈68년 5월〉에서의 대학 비판의 동향에 관해서는 Bernard Brillant, Les
clercs de 68, PUF, 2003, Chapitre VI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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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69-1980 : 박사논문의 시대착오적 시간
68년의 전환기에 관해 데리다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해에,
저는 다음 사항을 아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어떠한 점에서 탈
구축의 필요성이 우선 첫째, 철학적 내용, 주제나 테제, 철학적
요소, 시작품, 신학적 요소, 이데올로기적 요소에 관련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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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특히 불가분한 방식으로 의미의 틀, 제도의 구조, 교육

심사위원으로 하는 국가박사 학위의 구두시험을 받는다. 심사

적・수사적 규범과 관련되고 법・권리나 권위, 평가, 대표제의

에서는 그때까지의 모든 업적이 심사 대상으로 간주되어 평가

그 진전에 입각한 가능성과 관련된 것인가라는 것을”(DP452).

가 내려졌다. 구두시험에 즈음해 이 50세의 철학자는 ｢중단점 :

앞서 살펴보았듯이, 데리다는 철학교육에 대한 정부의 압력에

박사 논문의 시간｣이라는 문장22)을 낭독하고, 자신의 연구 활동

저항하여GREPH 활동에 주력하게 된다. 이 사회적 투쟁과 평행

의 내력을 연대순으로 되돌아보았다. 그는 그 첫머리에서 박사

하여 탈구축의 논리가 기존의 텍스트나 철학적 개념뿐 아니라

논문의 시간이 모종의 시대착오적 시간이었다고 고백한다. “내

철학과 교육의 제도 그 자체에 대해서도 작용한다는 것이 밝혀

가 이렇게 젊고, 또한 동시에 이렇게 늙었다는 생각은 한 번도

지고 있다. 그는 74년경까지 박사논문을 제출하지 않기로 결심

하지 못했어요. 그것은 동시에, 똑같은 순간에 느껴진 것이며,

한 것 같다. 데리다가 70년대에 조종 이나 우편엽서 등의 기

똑같은 하나의 감정입니다. 마치 두 개의 역사, 두 개의 시간, 두

묘한 텍스트를 계속 쓴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그러한 시도는

개의 율동〔리듬〕이 똑같은 자기 감정 속에서, 말하자면 자기의 [시

그가 박사 논문을 중단한 경위와 관계된다. 이 시기의 데리다는

대]착오적 시간, 자기 안에 있는 착오적 시간에 입각하여,

모종의

회화에서의 진리 등의 저작에서 서명, 작품의 소유권, 구조들

토의의 상태에 맡겨지는 것 같습니다”(DP439-440). 탈구축이 기

의 내부와 외부의 경계(서문, 제목, 여백, 고막, 액자, 해역 등)에

존의 텍스트에 기대면서, 새로운 사건의 도래에 몸을 맡기는 경

대해 논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제 설정은 철학교육의 제도 비판

험인 이상, 낡음과 새로움의 시대착오적인 이중의 시간은 탈구

과 어느 정도 통했다.

축의시간성그자체일것이다. “젊음과늙음사이에, 젊음이기도

철학교육을 둘러싼 일련의 투쟁이 일단락되었을 무렵, 친구나

하고 늙음이기도 하며, 젊지도 늙지도 않고 등과 같은 연령도 결

동료로부터의 호의적인 조언도 있어서 데리다는 결국 국가박사

정되지 않은 상태, 즉 침착성이 없음, 불안정함 같은 것”(DP440)

학위를 취득할 결심을 한다. 그는 최종적으로, 학술논문 형식에

의 소용돌이에 있다고 고백하면서, 데리다는 약 25년간의 우여

대한 그때까지의 반감은 머지않아 하찮은 것이 될 것이라는 결

곡절을 거쳐 ‘우수’한 성적으로 국가박사 학위를 받았다.

론에 이르렀다고 한다. 1980년 6월 2일, 소르본대학에서 데리다
는 모리스 드 강디약을 심사위원장으로 하고 레비나스 등 5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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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Ponctuations : le temps de la thèse », in Du droit à la philosophie,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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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도 거의 주목하지 않았던 주제이며, 데리다에 의한 학부들의
싸움 등의 집중적인 독해는 꽤 선구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

4. 데리다의 대학론
: 철학의 백과사전적 모델과 대학의 이념

을 것이다. 데리다는 철학의 교육과 제도와 격투를 벌이던 와중
에도 선인들의 대학론에 열심히 귀를 기울였던 것이다.
“나는 여전히, 대학의 책임에 관한 [칸트와는] 다른 담론을 도출

고등학술기관은 국민의 도덕적 문화 때문에 직접적으로 생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기존 형태, 혹은 약간 개

기는 모든 것이 집합하는 정점이다. 이러한 정점으로서의

정된 형태에 따른 계약의 갱신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형태로 갱

고등학술기관의 개념은 가장 깊고 넓은 의미에서의 학문에

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명료하고 수미일관된 결정적

종사하는 것, 또한 정신적 윤리적 교양이 의도적으로가 아

인 것은 아무것도 말할 수 없고, 그러한 다른 형태가 있다고 해

니라 스스로 합목적적으로 준비되는 재료로서 학문을 국민

서 대학 그 자체에 장래성이 있는지 어떤지도 모르지만, 나는 여

의 이용에 맡기는 것에 근거하고 있다.

전히 이러한 분야〔대학론〕에 비치는 광명은 중요하며, 이러한 장

─ 훔볼트, ｢베를린고등학술기관 안팎의 조직에 대하여｣

래적인 문제의 새로움과 마주대하는 담론에는 의의가 있다고
믿는다”(DP409-410).

데리다가 1990년에 출판한, 650쪽이 넘는 대부분의 논집 철학
에 대한 권리에 관하여 에는 74년의 GREPH 결성선언부터 90년
의 ｢철학 및 지식론 위원회 보고서｣까지 철학교육제도와 관련
된 활동에 입각하여 쓴 글을 비롯해, 철학과 교육, 대학을 둘러
싼 이론적인 글이 수록되어 있다. 이 시기의 데리다는 몇 가지
대학론을 집필했으며 칸트, 헤겔, 셸링, 훔볼트, 피히테, 슐라이
어마허, 쿠장, 니체, 하이데거 등에 의한 대학들에 대한 담론들
이 논의의 도마에 오른다. 예를 들면 칸트의 대학론은 칸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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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데리다는 60년대 말경부터 탈구축의
논리를심화시키는 과정에서 기존의대학제도와 거리를 두게된
다. 특히 그가 비판의 화살을 돌리는 것은 대학의 존재이념을 철
학의 통일성이 보장한다는 철학의 존재-백과사전적 모델이다.
근대 유럽에서 대학의 이념은 독일 신인문주의의 조류 속에서
세련되어 갔다. 칸트는 학문의 자유를 대학의 자유로 정식화한
최초의 철학자인데, 후술하듯이 그는 하급학부인 철학부의 자
유와 독립이야말로 상급학부(신학, 법학, 의학)의 비판적 정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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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하고 그래서 대학 전체의 이념을 유지한다고 생각했다. 또

학이 대학의 통일적 이념을 담당한다는 역설을, 데리다는 헤겔

훔볼트는 베를린 대학 설립의 책임자로서 고전의 습득을 목표

의 절대 정신의 백과사전적인 체계에 비유하면서, 다음과 같이

로 하는 교양 교육을 내걸면서, 독일 관념론 철학의 교육을 핵으

말한다. “Universitas란 국가의 이러한존재적이자자기-백과사전

로 한 대형 교양인 육성을 대학의 목표로 삼았다. 슐라이어마허

적 원환이다. ‘시민사회’에서 국가권력을 자유자재로 행사하는

와 피히테도 주장하듯이, 대학에서 학문의 유기적 통일성과 완

세력이 무엇이든, 어떤 대학도, (‘우파’건 ‘좌파’건) 그것이 대학

전성이 실현되고 순수한 학문적 정신으로서의 철학이 그 요체

인 이상, 이 모델에 의존하고 있다. 모든 대학에는 헤겔의 시대

를 이룬다고 간주된다. 훔볼트는 분명히 “대학의 고독과 자유”

가 있다”(DP225-6).

를 내세워 연구 및 교육의 독립성을 확보하려 했지만, 그러나 사

알다시피 19세기를 통한 학문의 전문분화의 결과, 철학은 더

회와는 격리된 ‘상아탑’을 세우려 한 것은 아니다. 훔볼트는 대

이상 대학에서 특권적인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은

학을 교수나 법률가, 행정관 등 국가 엘리트를 육성하면서 국민

반드시 학문의 통일성에 기초할 수 없게 되고, 전인적 교양의 양

문화를 형성하는 중심 거점으로 보기도 했다. 즉, 대학은 속세에

성이 아니라 전문적 학식의 연구교육에 치중하는 대학도 등장

서 분리되면서도 속세에 봉사한다. 대학은 그 내부에서는 학문

하게 된다. 이런 대학에서 철학의 위치 변화를 감안하면서, 데리

들의 우주를 자립한 방식으로 형성하고, 그 외부와의 관계에서

다는 더 나아가 ‘철학의 죽음’이 우려되는 것은 종종 철학의 패

는 국민국가의 전체상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처럼 19세기 독일

권에 대한 신앙의 뒤집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철학의

에 출현한 Bildung(교양, 도야)를 위한 종합대학은 근대적인 대학

패권주의적 특성을 고집하고 백과사전적 지식을 요구하는 경향

의 모델로서 세계의 대학에 획기적인 전망을 안겨주는 것이다.

이 남아있는 한, 논의는 “철학의 패권이냐, 철학의 죽음이냐”는

데리다는 이런 철학의 백과사전적 특질이 학문들의 우주로서

경직된 이분법으로 진행되고 만다. 즉 데리다는 대학의 이념이

의 대학을 기초짓는 사태에 탈구축의 논리를 대치시킨다. 철학

로고스 중심주의적, 백과사전적 체계와 본질적인 관계를 맺고

이 학문들의 이념적 통일로 작용하는 한, 그 로고스 중심주의적

철학의 영속적인 전능성에 대한 신앙을 창출하는 것을 탈구축

성격은 더욱 공고해진다. 더욱이 그러한 철학의 형이상학적 원

논리에 입각해 비판하는 것이다.23)

리는 국가의 권력에 봉사하는 경향이 있다. 대학의 한 학부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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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리다는 대학과 철학의 관계를 물으면서 철학의 패권을 믿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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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아니고, 철학의 불멸성을 찬양하는 것도 아니며, 철학의 한

─ 이러한 철학의 새로운 연구교육의 시도가 데리다의 발의로

계를 계속 묻고 철학을 영역 횡단적인 다양성으로 열어주는 것

실천될 시기가 온다.

이 중요하다고 한다. 그것은 지금까지 주변화되어 있던 연구영
역에도 철학적인 질문이 제기될 수 있도록 철학을 가소적으로
확장함으로써 철학을 변형하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탈구축의 논리는 기존의 대학과는 다른, 어떤 연구교육

5. 국제철학콜레주의 창설
: 학문들의 인접성의 창조

제도로 실현될 것인가. 탈구축이 프로그램도 계획도 기획도 아
닌 사건의 도래로 경험될 수밖에 없다면, 데리다의 사상은 어떤
형태의 학술적 제도를 취할 것인가. “엄밀한 탈구축에 일관해서

부동의 이론적-제도적 장치로서의 철학 안에도 이러저러한
지식 안에도 안주하지 않는 국제철학콜레주를 위해 우리가

따르고, 심지어 탈구축 후에 잔존하는, 그런 철학교육(그 자체)

바라는 것은 ‘누군가를 행동에 몰아넣는’ 가동적인 스타일

이나 철학제도(그 자체)의 프로그램을 구상하는것은 (… 불가능

이다. 스타일과 리듬이 다양화함으로써 콜레주에 있어서는

하지 않다 해도) 곤란하다”(DP119).

위험을 내포한 실험적 이니셔티브에, 어떤 장소에서 다른

탈구축을 제도화한다는 “불가능하지 않다 해도 곤란한” 임무

장소로의 도발적인 침입에 최대한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국제철학 콜레주 의정서

23) 데리다는 대학의 제도들을 단순하게 부정한 것이 아니다. 박사논문의
중단에 관해서도 그는 그저 즉각적으로, 학술논문의 형식을 멸시하거
나 학술적 권위의 타당성을 기피하지는 않았다. 그는 그 나름대로, 학
술・교육제도들의 틀과 교섭할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분야〔대학제도〕에서, 나는 변화나 교섭 ─ 비록 그것이 점점 더 기세를
올리는 몰인정한 것일지라도 ─ 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 지
유, 다름 아닌 전통주의적 이유에서, 모종의 전통은 필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또 자격을 정당화하고 수여하거나, 전문적 능력을 인가하기 위한

아테네 교외에 아카데메이아를 창건한 플라톤, 유럽 각지에 과
학 아카데미를 건설하려고 동분서주한 라이프니츠, 베를린대학
설립에 진력한 훔볼트 등 철학자들은 획기적인 연구교육기관
창설에 관여해왔는데, 데리다 역시 철학의 새로운 학부를 설립
하는데 종사하게 된다.

규율 있는 절차를 탈구축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DP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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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대의 철학교육에 대한 압력은 81년에 미테랑 좌파정권이

한국에서는 고등연구교육의 기능을 대학이 거의 전담하고 있

들어서면서 해소되고, 반대로 철학교육 확대정책이 추진되게

지만, 프랑스에서는 통상적인 대학과는 성격이 다른 공적인 연

된다. 데리다 등이 계속 제안한 철학교육의 시작연령 인하는 지

구교육기관이 항상 대학과 병존해 왔다.26) 프랑수아 1세에 의해

지가 시사되지만 실현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82년 정부의 의뢰

16세기에 창설된 콜레주드프랑스에서 시작된 이 전통을 인문과

를 받아 데리다는 프랑수아 샤틀레, 장-피에르 파유, 도미니크

학계에 한정해 열거해 보면, 나폴레옹의 중앙집권화 정책에 의

르쿠르와 함께 철학과 교육에 관한 자문위원회를 결성한다. 그

해 정비된 소수 정예를 양성하기 위한 그랑제콜, 종합적・학제

들은 국내외 다수의 연구자와 교수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기획

적인 연구를 목표로 하는 국립과학연구센터(CNRS), 고등연구원

과 제안을 모집하고 접수된 답변 750개가 검토된 결과, 철학의

이나 사회과학고등연구원(EHESS) 등이 있다. 또 몇몇 박물관・

새로운 교육연구기관을 창설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정리된다.

미술관에서도 연구・교육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으며, 자료 보

같은 해 가을에 그들의 보고서가 정부에 제출되고, 다음해 83년

존・분석을 담당하는 국립도서관(BN)과 국립문서관, 현대출판

10월 10일, 파리의 데카르트 거리에서 국제철학콜레주(CIPH,

자료연구소(IMEC) 등이 있으며, 아랍세계연구소(IMA), 현대사

Collège internationale de Philosophie)가 연구・기술, 교육, 문화의

연구소(IHTP) 같은 개별 연구소도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프

세 명의 장관의 지원을 받아 창설된다.24) 철학뿐 아니라 과학과

랑스에서는 대학만이 전문적인 학술활동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

예술, 문학, 정신분석, 정치 등 여러 영역의 비계층적이고 비중
심적인 학술교류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철학을 가능케 하는 장
이 탄생한 것이다.25)

25) 데리다는 이것의 직후인 10월 23일부터 11월 6일까지 일본에 처음으
로 체류하면서 각지에서 강연을 했는데, 강연에는 대학론이나 철학교
육론에 관한 것도 있었다. 일본에서의 강연록인 타자의 언어 를 참조.

26) 프랑스의 공적 학술제도에 관한 개설서로는 Maria Vasconcellos,
L’enseignement supérieur en France (La Découverte, coll. « repères », 2006) ; Le
24) 국제철학콜레주의 창설부터 98년까지의 자료에 대해서는 François

système éducatif (La Découverte, coll, « repères », 1993)을, 또 조금 오래되었지

Châtelet et al., Le rapport bleu : Les sources historiques et théoriques du Collège

만 J. B. 피오베타, 프랑스의 대학 : 그 제도와 운영 이나 Charles

international de philosophie (PUF, 1998)을 참조. 또 일본어 문헌으로는 高橋哲

Fourrier, Les Institutions universitaires(PUF, « Que sais-je ?», 1971)을 참조. 최근

哉, 「哲学の冒険に向けて─CIPHの理念から」(哲学会編, 『哲学雑誌 : 現

의 상황에 관해서는 アレゼール日本編, 大学界改造要綱 (藤原書店,

代における哲学の意味』, 有斐閣, 第110巻 第782号, 1995년)을 참조.

2002년)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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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 주변과의 연계・경합관계에 의해 고등연구교육이 전개되

지고 있다. 연구 성과의 공표에 관해 말하자면, 콜레주에서의 성

어 왔다. 그래서 국제철학콜레주 같은, 대학과는 다른 공적인 연

과는 잡지 Rue Descartes(PUF에서 연 4회 발행)와 총서 Le Collège en

구교육기관을 새롭게 창설하는 것도 그다지 부자연스럽지 않다.

Acte(Éditions KIMÉ) 등을 통해 간행되고 있다. 또 몇 개의 강의
나 심포지엄은 라디오국 “프랑스 퀼튀르”의 웹 사이트상에서

《1》 국제철학콜레주의 구성

네트워크로 전달되었다. 활동평가에 관해서는 매년 말에 디렉

국제철학콜레주는 의장과 국내외의 50명의 프로그램 디렉터(프

터가 작성하는 활동보고서와 그들의 계약서가 외부의 학술평의

랑스 국내 40명, 국외 10명)의 합의제(collégialité)로 운영된다. 디

회에 제출된다. 학술평의회는 연구・기술부 등이 임명하는 임

렉터는 6년마다 다시 선출되며(3년마다 인원의 반을 개편), 의장

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최소 5분의 1은 외국인), 이 평의

도 3년마다 교체한다(초대 의장 데리다는 1년만에 리오타르에

회가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고, 콜레주의 향후 방향성에 관해 구

게 자리를 양보했다). 진급이나 출세라는 관념이 판치지 못하도

체적인 제안을 실시한다.

록 고정적인 인사제도가 극력 배제된다. 콜레주에서의 작업은

국제철학콜레주의 연구교육 프로그램은 모두 무료로 모든 사

임원직도 교직도 모두 무보수이기 때문에(급여가 지급되는 것

람에게 공개되고 있다. 다만 콜레주는 대학 자격증이 없기 때문

은 5명 정도의 사무국 직원뿐), 디렉터 등은 대학의 연구직이나

에 면허증을 취득할 수 없다. 청강자는 학생, 연구자, 교사뿐 아

고등학교의 교원 등을 겸임하고 있다. 즉, 콜레주는 안정된 사회

니라 퇴근길의 일반 시민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모인다. 프로그

적 지위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통과되어야 할

램은 강연회, 심포지엄, 세미나, 연구회, 서평회로 구성되어 있

장소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또한 콜레주는 필요에 따라, 국내외

다. ‘강연회’는 개괄적이고 일반적인 주제를 다루는 일회성으로,

의 연구자, 대학 및 연구시설과 단기적 또는 장기적으로 유연하

국외의 저명한 사상가들이 초청되기도 한다. ‘심포지엄’은 수일

게 연계한다. 명예위원회로 캘리포니아대학, 존스.홉킨스대학,

간 개최되는 대규모로, 연간 약10회정도개최된다. 각 연구자가

뉴스쿨오브포소셜리서치, 베를린자유대학, 베를린공대, 뮌헨대

담당하는 2시간의 ‘세미나’는 콜레주의 커리큘럼의 핵심을 이룬

학, 마길대(캐나다), 몬트리올대학, 콘스탄틴대학(알제리), 산티

다.27) 연간 약 40-50개의 세미나가 개최되고 있으며, 대개 평일

아고대학(칠레) 등이 등록되어 있으며, 학술교류가 상시 이루어

저녁에 행해지므로 학생뿐만 아니라 퇴근길에 들른 연배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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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도 다수 참석하고 있다. 세미나는 설정된 주제에 따라 수업

콜레주라는 조직과 고유한 장소가 반드시 연결되어 있지는 않

은 진행되며, 게스트 스피커가 초청되는 경우도 많다. ‘연구회’

다는 것이다. “[교육연구제도의] 건축물에 반대한다고 말할 수

는 하루에 걸쳐 개최되는 몇 명의 연구자의 발표회로, 특정 주제

는 없더라도, 적어도 그 제약에서 벗어나 국제철학콜레주는 그

의 이해와 고찰을 깊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서평회’는 토요일 아

자리를 찾아 나선다.”28) 콜레주는 특정 건물이나 시설 속에서

침(3시간)에 빈번히 개최되는데, 어떤 신간 서적을 놓고 그 저자

운영되는 것도, 여기에 귀속되는 것도 아니고, 원칙적으로 참가

와 대여섯 명의 평자가 토론을 벌이는 매우 사치스럽고 유익한

자들이 교류하는 도처에서 발생하는 것이다.29)

모임이다.

콜레주의 주목적은 서로 다른 학문영역의 다양한 연구자들 간

국제철학콜레주는 학교도 대학도 연구소도 아니다. 놀랍게도

의 창조적 대화의 조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것은 기존의 학문

콜레주는 고유의 시설을 소유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프로그램

영역을 상호 연관시킴으로써 모종의 간학제성(interdisciplinarité)

은 교육부가 관리하는 건물의 교실을 빌려 실시하고, 거기에 사

을 일관된 커리큘럼으로 구축한다기보다는 연구분야 간의 인접

무국도 상설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밖에도 파리7대학의 대강당

성(limitrophie) 그 자체를무조건적으로 창조하려는시도이다. 주

이나 해외의 대학 등에서도 수업은 행해진다. 대학교수 중에는
자신이 속한 대학의 세미나와 콜레주의 세미나를 같은 틀로 실
시하는 사람도 있으며, 이 경우 자신의 세미나생과 일반 청중이
같은 수업을 듣게 된다. 이런 구조는 처음 출석한 사람에게는 약
간 기묘하게 생각될 것이다. 즉, 일반 고등교육기관과는 달리,

28) « Protocole », in Le rapport bleu, op. cit., p.15.
29) 셸링은 대학의 학문연구의 방법에 관한 강의들 7강에서, 철학의 비장소성을 강조했다. 그는 칸트의 학부들의 싸움 이 “극히 일면적인 관
점에서의 고찰”이라고 비판한다. 셸링에게서 철학은 통일적인 근원적
지식이며, 실정적인 학부들(신학・법학・의학)과 비실정적인 통일적
지식인 철학을 분리하고, 학부들의 대립이라는 틀을 마련해서는 안 되
기 때문이다. “철학부에 관해 말하면, 그러한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존
재할 수도 없다는 것이 내 주장이다. 그 전적으로 단순한 증명은 다음과

27) 세미나는 통일적인 커리큘럼을 형성하지 않고, 6개의 섹션으로 분류

같다. 모든 것은 바로 그 이유로, 어떤 특수한 것도 있을 수 없다”(『学問

되어 있다. 2007년의 섹션은 다음과 같다. “철학/예술과 문학”, “철학/

論』, 勝田守一 訳, 岩波文庫, 1957년, 102頁). 데리다는 “철학은 대학 제

철학”, “철학/정치”, “철학/정신분석”, “철학/과학”, “철학/사회과학.”

도 같은 특정한 장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셸링의 주장이 국제철학콜레

각 섹션에서 철학과 그 외적 인접성이, 또한 ‘철학/철학’에서는 철학의

주의 취지에 가깝다고 하면서도, 통일적인 근원적 지식에 입각한 자기

내적 인접성이 탐구된다.

형성이라는 그 대학의 이념에는 위화감을 표명하고 있다(DP385-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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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적인 영역에도 철학적인 질문을 던짐으로써 철학을 영역 횡

《2》 ‘국제철학콜레주의 벗’

단적인 다양성에 여는 것이 목표다. “교차나 교착이라는 모티프

이러한 인접성을 창출하기 위해 국제철학콜레주에는 연구와 교

는 콜레주에 있어서의 일종의 헌장이 될 것이다”(DP569). 이러

육 둘 다가 중시되는 종합적인 장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그것

한 인접성의 물음은 외재적 및 내재적인 방식으로 제기된다. 철

은 고등학교 교사, 대학 연구자, 연구소 전문가, 작가, 예술가, 과

학과 다른 학문영역 사이의 관계성, 철학이라는 학문영역 그 자

학자, 정신분석가, 의사, 일반 시민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비위

체의 변형이라는 이중적 의미에서 철학의 외적 및 내적 인접성

계적 장소의발명이다. 데리다는콜레주 10주년기념강연｢콜레

의 새로운 탐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얼핏 보면 이런 철학의 다

주의 다른 이름｣30)에서 단적인 표현으로 “콜레주는 친구밖에

양화 시도는 단순히 국제화나 학제화의 조류에 영합한 것으로

없다. 콜레주는 친구의 수밖에 계산하지 않는다. 콜레주는 친구

비칠 수도 있다. 또 전문영역의 견실한 연구와 비교하면 이러한

밖에 인식하지 않는다[Le Collège n’a que des amis, il ne compte que

잡종적인 연구활동은 자기만족적인 아마추어주의로 귀착될 우

des amis, il ne connaît que des amis]”라고언명한다. 이는 단순히콜

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콜레주는 오히려 굳이 시대착오적인

레주의 온건한 박애주의나 협량한 동포의식을 의미하지는 않는

호칭으로, 이 시도를 ‘철학으로의 회귀’나 ‘철학의 재각

다. 당연히 이 우정이 진리를 둘러싼 쟁론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

성’(DP552)으로 규정한다. 즉 시대의 추세와 타협한 결과, 철학

기 때문이다. 또 콜레주에는 누구나 새로 참여할 수 있는 한, 낯

의 연명을 위해 그 전문영역을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원래 철

선 친구 혹은 적의 진입이 제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미

학은 여러 학문의 인접성을 창출하는 힘을 잠재적으로 갖고 있

보았듯이, 콜레주 창설은 70년대 철학교육을 둘러싼 사회운동

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의 성과이며, 데리다는 ‘철학의 적’과의 전략적 흥정을 경험하고

여러 학문의 한계 자체를 따지는 인접성의 창조 ─ “그건 아직

있다. 그러므로 그는 철학활동을 둘러싸고 무해한 내적 친구를

도 철학적 스타일일까? 철학은 그러한 새로운 지혜의 시련을 거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적대와 불가분한 우애관계 ─ 그 가장 세

치며, 새로운 한계들의 토폴로지의 시련을 거치며 존속하고 있

련된 표현은 니체의 “별의 우정”31)일 것이다 ─ 를 항상 의식하

을까? 이것이 콜레주의 시련과 물음이다”(DP571).
30) « L’autre nom de Collège », in Le rapport bleu,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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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기관과 달리 항상 하나 이상의 이름을 가지려 한다. “콜레주

고 있는 것이다.
데리다는콜레주참가자를통틀어‘콜레주의벗’이라고부른다.

라는공식명칭과비교하면, 더공공적이고, 더보편적이고, 더개

우선 첫째, 이 벗의 수를 계산하는 것 자체가 곤란한 질문이다.32)

방적이고, 근본적으로 볼 때, 더 단순화 불가능한”, “아직 발음되

콜레주에서는 일정한 직무에 영속적으로 머무를 수없는 인사제

지 않은 다른 이름”이 콜레주를 항상 쇄신할 힘이 된다. 기존의

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 의무, 단체의 책무를 넘은 우

제도나 기관에 새로운 이름이 증여되는 대로 하는 것 ─ “이러한

애”33)에 조직 운영이 맡겨지고있다. 친구인지 적인지 분간할 수

다른 이름이야말로, 이 다른 이름들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오직

없는 모든 타자에 대한 환대의 원칙, 그리고벗의 수의 계산 불가

벗만을 갖고 계산하고 인식해야 할 것이다.”35)

능성에 의해 콜레주는 동료 내에서 자폐하지 않고, “항상 단순화

국제철학콜레주의 교수진에는 젊은이와 중진, 베테랑들이 적

할 수 없는 이질성을 내포한 창립”34)을 지속시키는 것이다. 철학

당한 밸런스로 배치되어 있다. 예를 들어 2007년도 프로그램을

의 친구란 누구인가, 철학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본

보면, 네그리나 식수가 교편을 잡는 한편, 무명의 젊은 연구자에

질적인 물음을 제도적 핵심에 둠으로써 국제철학콜레주는 다른

게도 문호가 개방되어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지만, 프랑스에서도 대학원생 및 박사학위 취득자

31) 니체의 즐거운 지식 279절 ｢별의 우정｣에서, 니체는 우정을 신뢰나
친밀함뿐만 아니라 소원함, 나아가 적대 같은 정반대의 특징에 의해서
도 형용하고 있다. “우리는 서로 소원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것은
우리를 지배하는 법칙이다! 바로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또한, 서로 더
욱 존경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바로 이것에 의해서, 우리의 지난
날의 우정의 추억이 한층 성스러운 것이 되어야 한다!” 플라톤이나 아
리스토텔레스, 키케로 이래의 전통적인 우정론에서는, 친구와의 친연
성에 입각해 우정이 자주 규정되어 왔지만, 니체는 적대도 포함하는 ‘원
인애遠人愛’를 우정의 원리로 삼는다.

32) 친구의 수의 계산은 아리스토텔레스 이래의 물음이다. 우정의 정치

(특히 인문계)의 대학 연구직으로의 취업 상황은 매우 나쁘다.
프랑스에서는 오래 전부터 대학원 재직 중에 아그레가시옹을
취득해 당장 고등학교 교사로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대학 연구
직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러한 곤란한 시기에 있는
젊은 연구자에게, 콜레주는 세미나를 담당할 기회를 제공한다
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최장 3년간의 세미나를 맡는 것은 귀
중한 연구경력・직장이력이며 연구의 지속에 대한 자신감으로

의 1장을 참조.

33) Le rapport bleu, op. cit., p.208.
34) Ibid., p.210.

35) Ibid., p.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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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다. 또 콜레주는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연구나 교육직을

민단체)이다. 어소시에이션은 국가의 협력단체가 아니라 시민

갖지 못하는 젊은 연구자(포스트 닥터)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기

권의 규칙에 의한 조직인데, 콜레주는 기본적으로 문화부로부

피되는 연구영역의 종사자들을 위한 “임시 망명처” 역할도 하

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또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는 몇몇 연구

고 있다. 문학과 철학의 영역 횡단적인 연구 등 학문 분야의 창

기관, 공공단체, 민간기업으로부터도 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 이

생을 지향하는 대학 연구자들에게 콜레주는 귀중한 지식의 실

렇게 프랑스에서 반은 민영이고 반은 공영의 성격을 가진 콜레

험장이 되고 있다.36)

주이지만, 이념적으로는 국가나 국민, 지역 같은 관념들로부터
의 자율과 자유를 내걸고, 국내외 연구자가 교류할 수 있는 국제

《3》 반-제도적인 제도

적인 장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두 입장 규정 사이에서(한

데리다는 철학과 ‘제도’의 관계를 늘 의식해왔다. 철학이 무조건

쪽도 다른 쪽도 아닌), 오히려 입장 규정과 무조건적인 요구 사

적인 진리탐구의 영위인 이상, 철학이 어떤 조건(교육제도, 연구

이에서 열린 공간이다. 이 열림이야말로, 양자를 질문하고, 자유

제도, 출판제도, 사용언어…)을 부과하고 있는지를 계속 물어볼

롭고 활달하게 분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또, 이러한 주제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철학으로 하여금 “모든 계약을 비대칭적인

둘러싸고 새로운 물음을 제기함으로써 이러한 입장 규정의 개

방식으로 끊고, 제도라는 개념 자체를 의심하는 지점에까지 도

념과 현실을 변형한다, 즉 그 부동적인 상태, 비교적 안정된 그

달할 수 있는 반-제도”37)를 구상하게 할 것이다.

구조의 개념과 현실을 변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더욱이 국

국제철학콜레주는 1901년법에 따라 창설된 어소시에이션(시

가, 연방국가, 국민, 사회 등에 (유럽 안팎에서) 오늘날 전대미문
의 방식으로 도래하는 것들도 고려될 수 있다.”38)

36) 전통적인 대학으로부터는 계속 밀려났던 데리다이지만, 국제철학콜
레주와 대학의 관계에 대해서는 호의적이다. “누누히 주장했지만, 우리
는 대학에 대한 전쟁을 결코 걸지 않았고, 대학에 대한 적의를 드러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거꾸로 대학과의 동맹관계를 모색한 것이며, 몇몇

공공기관인 콜레주가 국가로부터 일정한 독립을 지향한다는
이 비대칭적 관계는 도발적이고 교만한 것으로 비칠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가 사고와 물음을 위한 공간을 창설할 책무를 지는

대학과는 잘 진행되었습니다”(Jacques Derrida et Jean-Luc Nancy, «

Ouverture », Rue Descartes, n° 45, 2004, p.42).
37) Points de suspension, op. cit., p.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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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Le rapport bleu, op. cit., p.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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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국가의 이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콜레주가 “일종의 반-

에게 활동의 장을 주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 철학이 매스미디어

제도적인 제도”39)이기 때문에, 데리다가 경계하는 것은, 국가에

화되고 다른 한편으로 철학연구가 대학이나 연구소 안에 갇혀

대한 콜레주의 종속적인 계약관계, 연구・교육의 합목적화이

버리는 상황에서 콜레주의 역할은 지식의 대중화와도 극도의

다. 콜레주는 자금 제공을 이유로 국가에 종속돼서는 안 되며,

전문화와도 다른 지적 탐구를 위한 공공적인 장을 제공하는 데

국가가 콜레주에서의 연구와 교육에 일정한 목표 설정을 부과

있다. 콜레주가 “일종의 반-제도적인 제도”라는 것은, 단지 엄격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 제도라는 존재방식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콜레주는 다른 형태를 취하는 대학도, 대학에 대항하는 기관
도 아니다. 콜레주는 각종 학술기관에 병치된 어소시에이션에

여러 제도의 결핍 부분을 보충하고, 그것들과는 이질적인 장으
로서 다른 방식으로 창조성을 발휘한다는 의미에 있어서다.

머문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비난도 있다. “국가에서 많은 자금
을 제공받으면서도 콜레주가 그 주변적 입장을 거듭 강조하는

《4》 국제철학콜레주의 과제

것은 기만이 아닌가. 미국 대학의 문화연구처럼 콜레주는 다른

그런데 창설로부터 이미 30년 이상이 경과한 국제철학콜레주이

방식의 철학 탐구를 고집하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2차적인 입장

지만, 당연히 현실적으로는 비판받아야 할 점도 있다. 우선 철학

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새로운 조직이 아니라 왜 오히려 기존

의 국제성을 내세워 아프리카와 아시아 철학의 소개나 공동 작

대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 예산을 쏟아 붓지 않는가”라고.

업을 촉진하려는 노력은 엿보이지만, 역시 전체 프로그램은 서

그러니까 콜레주의 존재 의의는 종래의 학술적 조직과는 다른

구 학문에 치우쳐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또 프로그램의 결정이

장소를 얼마나 창조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그것은 예를 들어

나 출판 대상 선정, 인사 전형 등에 관해 의장에게 권한이 집중

기존의 학술제도 안에서 연구・교육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리고 젊은 피를 키우는 기

우수한 신진 연구자에게 발언 기회를 주고, 기존의 학문 분야의

능이 아직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확실히 콜레주는 고등학교 교

틀과는 어울리지 않는 참신한 연구를 실시하는 해외의 연구자

사가 대학에서 일자리를 얻기 위한 통과점으로 어느 정도 기능
하고 있지만, 이미 대학에 일자리를 얻은 나이든 교수들도 여전
히 수많은 콜레주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40) 더구나 콜레주에

39) Ibid., p.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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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대체로 나이 든 대학 교수보다 젊은 쪽이 적극적인 역할을

또 데리다는 극히 신중한 어조로 찬양되고 또한 반성되어야 할

하고 있는 만큼, 이 비율은 더욱 부자연스럽게 보인다.

양의적인 점으로서 콜레주의 통일적인 철학정신의 희박함을 지

데리다는 국제철학콜레주의 20주년 심포지엄(2003년 11월) 때

적하고 있다. 교의나 학파와는 다른 차원에서 콜레주의 철학적

장-뤽 낭시와의 대화에서 콜레주의 활동의 반성점을 꼽았다. 우

배치가 명료하게 제시되지 않았기에, 수많은 뛰어난 다양한 프

선 콜레주의 교사들만 참여하는 비공개 내부 세미나가 무산된

로그램도 전체적으로 보면 나열된 것처럼 머물러 있다. 하지만

것을 그는 아쉬워한다. 동료끼리도 밀접한 공동 작업을 전개하

그것은 단지 콜레주에만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니고, 데리다에 의

고 싶었지만, 각자가 바빠서 시간을 조정할 수 없었던 것 같다.

하면, 사회의 공공 공간에서, 더 이상 철학의 ‘전장’(칸트)이 존재
하지 않는 것과 관계한다고 한다. 몇 개의 매스미디어나 출판사
에 의해서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전장은 설정되지만, 개괄

40) 장-뤽 낭시는 “고등학교 교사가 자신의 세미나나 강의를 들을 수 있도
록 하는 것”을 콜레주의 사명의 본질로 삼으면서,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린다. “콜레주의 창설 당초에, 모종의 실망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콜
레주의 일부가 대학 교수에게 할당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연
구 작업이 철학 일반의 혁신이나 개조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른바 여분의 장소인 콜레주를 그
들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 나는 그다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Ibid.,

p.35).
또한 국제철학콜레주에 대한 비판으로는 데바 지가 1998년 12월호
에서 “국제철학콜레주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특집을 짜고, 콜레주
의 새로운 의장 프랑수아 줄리앙의 인터뷰, 알랭 르노 등의 비판, 줄리
앙의 반론을 게재한다(« Que faire du Collège International de Philosophie ?

적으로 봐서, 사회 전체와 격투하는 철학은 거의 필요로 하지 않
게 되었다. 콜레주의 활동 전체의 윤곽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사회에 있어서의 철학의 전장의 부재와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
는 것 같다.
데리다는 사사건건 국제철학콜레주의 활동에 참여했지만, 콜
레주는 바야흐로 데리다가 없는 시대를 맞고 있다. 이미 프랑스
의 철학적 풍경의 일부가 된 콜레주이지만, 앞으로도 철학 연구
와교육을위한국제적인교류의장으로기능할것으로기대된다.

», Le débat, janvier-février 1998, n° 98). 창설 5주년을 맞이한 당시, 데리다
와 리오타르 등 초대 디렉터들도 공식 무대에서 내려온 적도 있어서, 확
실히 콜레주의 매너리즘화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르노 등
의 통렬한 비판은 사실 오인에 의한 것도 많고, 줄리앙은 그들에게 반박

6. 데리다의 세미나 : 율동과 어조의 실험장

하기보다는 오히려 오해를 풀면서 콜레주의 근본이념을 설명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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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대학 제도에 대해 알려면, 그는

서 수요일 저녁 5시부터 7시까지 항상 정시에 시작되었다. 250석

우선 힘주어 “당신이 보기에 학생들은 대학과 어떻게 관련

의 거대한 계단교실은 언제나 초만원 청중으로 넘쳐나서, 수업

되어 있습니까?”라고 물을 것이다. 우리는 “귀를 통해, 청강

시작 30분 전에는 자리를 확보해야 한다. 계단 부분에도 청중이

자로서입니다”라고 대답한다. 외국인은 깜짝 놀란다. “귀를

주저앉고 늦게 온 사람은 데리다의 교탁 주위의 바닥에 앉거나,

통해서만 그런가요?”라고 그는 다시 묻는다. “귀를 통해서
일 뿐인 것입니다”라고 우리는 다시 대답한다.
─ 니체, 우리 교육 시설의 장래에 대하여

필자는 프랑스 유학 중이던 2001년도 및 2002년도에 데리다의
마지막 세미나 짐승과 주권자 La bête et le souverain 에 출석했
었다.41) 그 모습을 묘사하면서, 또 과거의 세미나에 출석한 사람
들의 증언도 곁들이면서, 데리다의 교육법에 대해 아래에 적어

그런 바닥에도 틈이 더 이상 없을 경우 입실조차 할 수 없다. 일
부 청중들에 의해 교탁에는 워크맨 등 녹음기기가 여러 대 진열
돼 있었고 수업이 시작되면 각자 살며시 다가와 녹음 스위치를
눌렀다.
데리다의 강의 일정은 예전부터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세미
나에는 우정, 증언, 비밀, 책임같은1년혹은 수년간의주제가설
정된다.42) 준비된 원고를 데리다가 읽어주는 수업을 서너 차례

두고 싶다. 데리다가 서거한 이래로 그의 사상을 어떻게 계승해
야 할지가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당분간은 데리다 자신이 어떤
교육법에 따라 과거의 사상을 계승하고 있었는지를 아는 것이
그의 철학을 배우는 후학에게 중요할 것이다.
데리다의 수업은 사회과학고등연구원(EHESS)의 대강의실에

42) EHESS에서 데리다 세미나의 전체 제목은 다음과 같다. 강의록은 우
정의 정치 이외에 모두 미간행이다. 세미나의 상세한 내용은 浅利誠,
「デリダのセミネール1982003」(『別冊環⑬ジャック・デリダ』, 藤原書店,

2008年)을 참조하기 바란다.
1984-87년도의 대주제 철학의 내셔널리티와 철학의 내셔널리즘 . 84
년도의 ｢네이션, 내셔널리티, 내셔널리즘｣. 85년도의 ｢노모스, 로고스,
토포스｣. 86년도 ｢신학-정치론｣. 87년도의 ｢칸트, 유대인, 독일인｣.

88년-90년도의 대주제 우정의 정치 . 88년도의 ｢우정의 정치｣. 89년도
의 ｢타자를 즐겨 먹다｣. 90년도의 ｢타자를 먹다｣.

41) 이 마지막 세미나의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다음의 문헌을 참조. J・

이후 대주제 책임=응답 가능성의 문제 . 91년도의 ｢비밀에 책임을 지

ヒリス・ミラー, 「レイト・デリダ」, 『来たるべきデリダ』, 藤本一勇監

다｣. 92-94년도의 ｢증언｣. 95년도 및 96년도의 ｢적대/환대｣. 97년도 및 98

訳, 明石書店, 2007年. ; 郷原佳以, 「デリダと(は)自動車(である)」, 『現代

년도의 ｢위증과 용서｣. 99년도 및 2000년도의 ｢사형｣. 2001년도 및 2002

思想』, 2004年 12月号.

년도의 ｢짐승과 주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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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한 뒤 질의응답 시간을 내는 형식으로 일정이 진행된다. 질

전통으로 환원될 수 없는 시간으로 바꾸어가는 것입니다.”43)

의응답 시간에 데리다는 청중의 어떤 무례한 질문에도 열심히

수업 중에 교사는 참조 텍스트를 둘러싸고, 한편으로는 사실

귀를 기울이고 성의껏 응답한다. 90년대 중반에 파리에 유학한

확인적으로, 자구대로 해석한다. 다른 한편으로 문맥을 따라, 혹

후지모토 카즈이사藤本一勇 씨에 의하면, 데리다는 수업의 첫머

은 문맥을 떠나 비판적 고찰을 가하고 현재성actualité을 이끌어낸

리에서, 텔레비전이나 신문 등에서 보고 들은 싱거운 가십거리

다. 그것은 예를 들어 헤겔을 독해할 때 헤겔적 방법과 비헤겔적

로부터 심각한 정치적 화제에 이르기까지, 가벼운 잡담을 피력

방법을 이중으로 이용하는 방식이다. 독해되는 해당 텍스트에

했다고 한다. 또 정치적・사회적인 문제에 관한 청원서를 청강

대해 찬성과 반대의 서명을 부가하고, 충실과 불충실을 보여주

자 사이에 회람시키고 서명을 받아낸 적도 종종 있었다고 한다.

는 것은 과연 여느 철학 강의에서는 낯익은 광경일 것이다. 데리

프랑스 대학들은 통상적인 강의와 세미나를 비롯해 아그레가

다의 교육 실천이 독특한 것은, 오히려 “1회마다의 수업을 일종

시옹 시험 준비를 위한 수업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시험과제가

의 극장으로 만드는” 그 수법에 의해서이다.

발표되면, 과제 분야와 해당 철학자에 따라서, 철학과 교수들은

데리다의 수업을 청강하고 나서 가장 먼저 놀랄 만한 것은, 그

적지 않은 수의 수험대책 강의를 맡는다. 데리다는 EHESS에서

가 거의 틀림없이 원고를 준비해 오고, 이것을 수업 내내 읽었다

그러한 철학의 국가 프로그램과는 무관하고, 나름대로의 방법

는 점일 것이다. 원고를 읽는 도중에 전문적인 어휘나 어투에 해

으로 강의를 실시할 수 있었다. 그는 만년에 자신의 교육법에 대

설이 더해지고, 그 자리에서 생각해 낸 논점이 지적되기도 하지

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만, 단지 그것은 어디까지나 조심스러운 추가 설명이지, 원고를

“나는 다음 두 가지를 늘 연결시키려 해왔습니다. 하나는 지식

떠나 이야기가 빗나간 채 즉흥적인 논의가 길게 펼쳐지지는 않

을 전달하고 학생들을 도와주는 것. 이때는, 나 자신이 다양한

는다. 또, 데리다는 때때로 만년필을 손에 들고, 원고에 무엇인

텍스트 ─ 규범적인 것도, 그렇지 않은 것도, 문학이나 철학, 역

가 수정이나 추가사항을 써 넣기도 하는데, 마치 누군가 제3자

사나 법률학 등 ─ 를 다시 읽게 됩니다. 또 하나는 목적은 같더

가 쓴 원고를 데리다를 포함해 회의장의 참가자 전원이 정독하

라도 매회 수업을 일종의 극장으로 삼고 ─ 관객의 간담을 서늘
하게 만들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 수업에서 다루는 이론이나

논고 1 : 철학, 교육, 대학에 관한 자크 데리다의 이론과 실천 57

43) 「傷つける真理」, 逸見龍生 訳, 『現代思想』, 2004年 12月号, 66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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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간혹 중요한 표현이나 정식이
칠판에 큰 글씨로 적히지만 이 역시 그가 원고에 미리 삽입한
‘칠판’이라는 지시를 따른 행위일 뿐이다.

때마다 성조의 대역이 변화합니다.”44)
데리다는 수업 중 학생 면전에서 지식을 생산하는 ‘작자’의 입
장에 서지 않고, 이미 완성된 원고를 읽어주는 충실한 ‘독자’의

그런데 이 원고를 충실히 읽어내는 수법은, “파롤〔구어〕의 현전

역할로 일관한다. 이는 미리 준비된 글을 기계적으로 낭독하는

주의적 권위를 비판하고, 에크리튀르〔문어〕의 원리를 찬양한다”

것이 편하다는 게으른 태도도 아니고, 자신의 학식의 완성 형태

는 속류 데리다주의의 정식에 의해서 단순하게 설명되지는 않

를 논리정연하게 전수하기 위해 완전 원고가 필요하다는 권위

는다. 데리다는 문어에 구어를 종속시키는 방법론을 채택하고

적인 태도도 아니다. 데리다는 때로 감개 깊은 인상적인 문구를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음성과 문자가 서로 연출을 시행하는

반복하며, 때로 마치 다른 사람의 원고를 마음속으로 즐기듯이

교육법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데리다는 식수와의

글을 읽어 내려간다( 로빈슨 크루소 를 인용하면서 이 대철학

대화 속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자가 ‘로빈슨!’이라고 앵무새 흉내를 내서 청중들로부터 폭소가

“40여 년 동안 저는 첫 마디부터 마지막 말에 이르기까지 제가

터지기도 했다 …). 데리다는 미리 텍스트를 그 다른 율동과 성

가르치는 내용을 글로 써왔습니다. 미리 율동[리듬]이나 어조를

조를 고려하면서 쓴다. 수업 중에는 좀 더 다른 율동과 성조를

실험해 놓고 대강의실에서는 즉흥적인 척하면서 여기에 ‘목소

가미해 읽음으로써 이 텍스트에 새롭게 무언가를 도래시키려고

리를 불어넣는vocaliser’ 거죠. 저는 결코 침묵한 채 글을 쓰지 않습

시도한다. 즉흥적으로 들리는 수업 중의 코멘트도 원고의 원본

니다.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거나 아니면 다른 목소리, 하나

성에 2차적으로 부가된 사후적 설명이 아니라 원고 집필 때 이

이상의 목소리에 의한 구술을 알아듣는 거죠. 그것은 말하자면

미 실험된 다양한 안무의 일종일 뿐이다. 텍스트의 발신인과 수

발음된 말, 숨, ‘성조의 변화’를 연출하고, 춤추게 하고, 그 무대

신인이라는 긴장 상태에 몸을 두면서, 데리다 자신에게 작자와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세미나를 준비하는 것은 마치 자유

독자의 관계를 탈구축하는 타자가 도래하는 장소를 청중에게

로 가는 길입니다. 그때 저는 제 자신을 말하게 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글을 쓸 때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소비합
니다. 출간되는 경우 문장의 장르가 현저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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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보게 하는 것이, 그의 지극히 특이한 교육법인 것이다.45) 그것

육성에 따라 강의 원고가 부활되는 시간을 공유하는 것은 소중

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한 자기 그 자체의 형성을 재촉한다는 전

한 경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탈구축적 교육법이라는

통적인 교육법은 아니다. 또한 스승이 과거 선배의 사상을 비판

점에서 보면, 그것은 결코 데리다를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한 가장

하면서 그 방법을 전수하는 권위적인 수법도 아니다.46) 애당초

진정한 현장에 입회했다는 게 되지는 않는다. 데리다의 강의든

다름 아닌 교사 데리다의 위치가 항상 이미 분산되고 다양한 율

출판물이든 우리는 생성하는 “성조 대역의 변화”에 그때마다

동과 성조가 공명하는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교사와 학생 사이

직면할 뿐이다. 데리다의 강의나 강연을 듣는 것은, 출판물에 비

의 시간적인 지연이나 공간적인 간극을 내포한 그러한 장소야

교해서, 더 직접적이고 본래적으로 그의 사상에 접하는 것을 의

말로, 데리다를 개입시킨 복수의 타자에 의해서 실천되는 교육

미하지 않는 것이다. 데리다는 청년기에 유대인 사회에 귀속되

의 현장 ─ 장소 없는 장소로서의 코라에 어떻게 응답하는지, 그

는 것에 거리감을 느꼈기 때문에 ‘공동성’이라는 말에 대한 불신

것은 데리다의 중심적인 물음의 하나이다 ─ 으로서 생겨나는

이 생겼다고 여러 차례 말했는데,47) 이는 그의 교육법에도 영향

것이다.

을 준다. 데리다 사상의 본래성을 중심으로 사제관계가 형성되

이리하여 데리다의 수업에 출석하는 것으로 파생하는 모종의

는 이른바 ‘데리다학파’라는 ‘공동체’의 호칭을 그는 승낙하지

특권성은 부정되게 된다. 하긴 이 대가의 강의를 직접 듣고, 그

않을 것이다. 그가 ‘공동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해도, 그것
은 예를 들어 어떤 텍스트를 둘러싸고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

45) 이러한 에크리튀르의 사전성과 사후성의 모티프는 이른 시기부터 제

에’, 단순한 수용을 비난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가고, 전적으로

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책의 바깥｣에서 데리다는 헤겔의 서문 속에서,
목적론적인 서술에 의해 이미 완결된 책과, 반복되고 재독해되면서 자
신의 조건과 한계를 찾는 에크리튀르라는 이중의 운동을 확인하고, 이
를 철학체계의 잔여로 간주한다(« Hors livre », in La Dissémination, Seuil,

47) 예를 들어 Sur parole : Instantanés philosophiques.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프랑스
의 비시정권은 다양한 유대인 박해를 실시했다. 교육제도에서도 “입학

1972).
46) 데리다는 이러한 반복과 재생산에 기초한 전통적인 교육법을 ‘교육의

자 수 제한법”에 의해 유대인의 학생수가 제한되고, 알제리의 고등학교

의미론적 구조’, ‘교육관계의 실천적인 의미론적 해석’이라고 부르고,

를 다니던 데리다도 퇴학 처분을 받는다. 추방된 유대인 교사들은 유대

초월론적 시니피에에 대한 신앙에 이르는 그 형이상학적 특성을 지적

인 자제를 위한 교육조직을 세웠지만, 데리다는 이러한 공동체에 갇히

하고 있다(DP130-131).

는 것에 거부감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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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방식으로 서로 읽고 쓰는 사람들에 의한 열린 공동체‘에 가

크 데리다이기를 그만두고 철학자 헤겔로서 코멘트하겠다”고

까운 상태’[« quasi »-communauté]”48)라는 주도면밀한 표현에 의

말했다. 그는 관념론 철학자 헤겔옹이 되어 논점의 허술함과 문

해서이다. 탈구축은 특정 집단 내에서 통용되는 교수법이나 교

헌자료의 불충분함 등을 잇달아 비판하기 시작했다. 말라부는

육과정의 일부가 될 수 없다.49) 데리다의 교육법은 전통적인 대

식은땀을 흘리면서 많은 지적을 듣고 있었지만, 그 긴장이 정점

학에서 볼 수 있는, 학문적 진리를 탐구하는 전문가 집단을 형성

에 이르렀을 때, 데리다와 헤겔의 이중의 목소리가 결론을 내렸

하지 않는다. 데리다의 강의나 강연을 듣고, 그의 출판물을 읽음

다 ─ “결국 가소성 개념을 사용해 나를 읽는 것은 정곡을 찌른

으로써 생기는 타자의 도래의 경험은, 스승 데리다가 중심이 되

다. 다만 이것이 중요한데, 만일 당신이 진정으로 나의 철학을

는 공동체의 원리가 아니고, 데리다 자신도 타자의 부름에 노출

가소성 개념으로 논술하고 싶다면, 그것과 동시에 나 자신을 탈

된다고 하는 미지의 사람끼리의 우애의 작법作法에 근거한다.50)

구축해야 한다. 내가 탈구축되는 바로 그 지점에서 가소성 개념

데리다의 성조 변화에 대해서는 카트린 말라부의 증언이 흥미

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라고. 이튿날, 말라부의 집에 데리다

롭다. 그녀는 세미나에서 박사학위 논문 구상을 발표할 때 독특

가 전화를 걸어와, ‘어제는 농담이 지나친 것 같아서 미안했다.

한 지도를 받았다. 젊은 말라부는 많은 학생들을 앞에 두고 긴장

박사논문 집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세요’라고 격려를 받았다고

하면서 헤겔 철학에서의 ‘가소성’ 개념의 의의에 대해 발표했다.

한다.51)

데리다는 발표를 가만히 들은 뒤, 느닷없이 “지금부터 나는 자

필자와 같은 시기에 데리다의 수업을 청강했던 고하라 카이郷
原佳以

씨는, 블랑쇼가 사망한 직후, 데리다가 더할 나위 없이 인

48) Points de suspension, op. cit., p.362.
49) “탈구축이 어떤 흥미를 끄는 것이라면, 모든 수준의 교육에 영향을 줄

51) 말라부의 박사논문 헤겔의 미래 : 가소성, 시간성, 변증법 은 94년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저 없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데리다를 포함한 심사위원에 의해 구두시험을 치르고 박사학위를 수여

점에서 다른 단계로, 건설적인 단계로 생각을 발전시킨다면, 그것은 무

받았다. 데리다는 이 저작에 대해 대화체의 장대한 서평을 발표했다(«

리입니다”(「戯れする貴重な自由」, 竹村和子 訳, 『現代思想』, 1989年 7

Les temps des adieux Heiddeger (lu par) Hegel (lu par) Malabou », Revue

月号, 四八頁).

Philosophique, n° 1, janvier-mars 1998). 이 문장은 지도교수 데리다가 말라

50) 데리다에게서의 사제관계의 물음에 대해서는 鵜飼哲, 「〈裸〉の師」
(『思想』第九六九号, 2005年 1月号)을 참조.
논고 1 : 철학, 교육, 대학에 관한 자크 데리다의 이론과 실천 63

부의 박사논문에 어떤 교육적 지도를 행하고 어떤 교육적 배려를 보이
고 있는지를 읽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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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깊은 성조로 말한 세미나를 잊기 어렵다고 증언한다. 2003년

부 세계外界의 소리가 자기에게 침입하는 그 경계 위에서 자기의

2월 26일, 데리다는 평소와는 다른, 심상치 않은 분위기로 교실

타자를 울리는 대로 하는 것, “철학 ─ 그 고막을 터트릴 정도로

에 들어왔다. 여느 때와 같이, 데리다는 준비한 원고를 읽기 시

울려 퍼지게 하는 것”일 것이다.53) 데리다의 독특한 교육법은

작했지만, 그 모습은 다 말할 수 없는 생각을 어떻게든 말하려고

타자의 귀를 통해 하나 이상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을

하는 것 같고, 그가 끝없는 쇼크를 받고 있는 것이 곧 교실 안에

열어두는 것이다.

전해진다. ‘블랑쇼’라는 고유명이 나오고, 이것이 블랑쇼 추모
세미나라는 것이 밝혀진 것은 강의가 시작된 지 한참 지나서였
다. 데리다는 손때 묻은 블랑쇼의 저작을 몇 권, 수중에 두고, 자

이처럼 자크 데리다는 프랑스의 전통적인 대학제도 밖에 머물

주 인용하면서, 단숨에 글을 지으면서 말했다고 한다. 블랑쇼는

러 있으면서도 철학과 교육, 철학과 대학에 관해 질문을 계속 던

2월 20일에서거했고, 데리다는장례식 때이미 조사를 낭독했으

졌다. 그는 70년대 철학교육의 위기 때에는 실제로 행동을 일으

니, 데리다는 불과 며칠 안에 2시간짜리 세미나용 추모 원고를

키고, 그리고 80년대가 되면 동료와 함께 새로운 연구교육기관

쓴 셈이다. 원고는 논리 전개의 조잡함이 눈에 띄는 대목도 있었

인 ‘국제철학콜레주’의 창설과 발전에 진력하였다. 데리다 자신

지만, 죽은 벗에 대한 충실함과 그의 망연자실함이 짙게 반영되

이 전통적인 대학제도에 대해서 타자의 귀를 기울이고 그 문외

어 있었다.52)

한으로서 이 지식의 여러 제도에 나름대로의 호소를 계속한 것

이와 같이, 데리다의 강의 및 텍스트는, 서명자인 데리다 자신

은, 데리다의 사상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고 말할 수

에 대해서, 청강자나 독자에게 대해서 타자의 귀를 항상 요구한

있다. 대학의 제도야말로 진리를 창출하는 조건인 이상, 탐구되

다. 신체적 이미지에 호소한다면 그것은 외이外耳와 중이中耳를

고 획득되는 진리뿐만 아니라, 해당 제도들이야말로 탈구축의

사이에 두고 비스듬히 쳐진 얇고 투명한 고막의 공명에 의해, 외

논리에 노출될 것이다. 철학, 교육, 대학을 둘러싼 자크 데리다

52) 추도 원고는 가필 수정되어 저작에 수록되었다. « Maurice Blanchot est

53) Jacques Derrida, « Tympan », in Marges de la philosophie, Les Éditions de Minuit,

mort », in Parages, nouvelle éd. augmentée, Galilée,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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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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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론과 실천의 궤적은 탈구축의 가장 현실적인 이론과 실천
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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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창조하고 이것에 책임을 가지는가라는 물음이 전개되는 이

논고 2

책은 데리다 나름의 교육론, 혹은 진리론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자크 데리다와 인문학

이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현재의 대학을 둘러싼 상황으로, 특히

: “모든 것을 공적으로 말할 권리”에 대해

1990년대 이후 국민국가의 재편, 국제정치의 변형, 고도자본주
의의 발전, 노동의 불안정화, 노동자의 빈곤상황, 고등교육의 상
업화, 정보기술의 발달 등이 언급되며, 전지구화시대의 세계론
이 제시되고 있다.
데리다는 profession과 professeur의 어원에서 대학, 특히 인문

제 눈으로 볼 때, 문학은 모종의 특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학에 관한 고찰을 전개한다. 동사 professer(지식과 진리를 타자

문학은 에크리튀르의 사건으로부터 이 특권을 주제화하기

앞에서 공언하다, 고백하다)로부터 파생된 이 단어들을 참조하

때문입니다. 또 문학은 그 정치적인 역사를 통해서 ‘모든 것

면서, 데리다의 논의는 공언하다의 행위수행적인 효과에 관해

을 말하는 것’을 원리적으로 인가하는 것에 결부되어 있기

진행된다. ‘professeur(교수, 교사)’, 나아가 ‘profession(직업)’은 학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말하는 것’에 의해, 문학은 독특한

식이나 노하우의 습득을 목표로 하는 ‘일métier’이나 육체적 고통

방식으로, 진리, 허구fiction, 모상〔시뮬라크르〕, 학문, 철학, 법,

을 함의하는 활동으로서의 ‘노동travail’과는 구별된다.1) 특히 인문

권리,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것에 관계합니다.
─ 자크 데리다, 중계/중단점
1) 데리다는 일찍이 대학의 전문적 직업에 대해 두 가지 질문을 제기한 바

조건 없는 대학 은 철학과 교육의 물음에 이론과 실천의 양면
에서 계속 관여했던 자크 데리다가 그 말년에 쓴 대학론이다. 이
책에서는 주로 인문학의 장래에 관해 데리다 자신의 교사론, 직
업론, 노동론이 피력되고 있다. 또 대학에서 교사가 어떻게 진리

있다. “첫째, 대학의 본질적인 사명이란 때때로 대학의 밖에서도 통용
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을 산출하는 것인가. 둘째, 대학은 그 자신에
있어서, 또 어떤 조건에서, 어떤 종류의 코드를 존중하면서 교육과 연구
에 종사하는 교수〔교사〕를 양성함으로써, 전문가적인 능력의 재생산을
확보해야 할 것인가”(DP492). 산업사회에 전문적 직능을 제공하는 대
학, 혹은 대학 내부에서의 전문성의 재생산에 전념하는 대학. 데리다는
칸트, 니체, 하이데거의 사례를 들며 세 사람 모두 대학에서의 직업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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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오직 말로만 진리를 타자에게 전해야 한

데리다의 이름이 미국에 침투하기 시작한 것은 1966년의 존스

다는 점에서, 교수라는 직업은 어느 정도, ‘신앙고백profession de foi’

홉킨스대학교에서의 강연 ｢인문과학의 담론에서 구조, 기호, 놀

과도 비슷한 활동이 된다. 교수에게 요구되는 것은 “직업이나

이Structure, Sign, and Play in the Discourse of the Human Sciences｣부터인데, 그는 이

교수의 권위, 상정되는 그 전문능력, 직업이나 교사가 가져오는

강연의 말미에서 구조주의의 대두가 초래한 인문과학의 두 가

확증보다 … 유지되어야 할 관여, 책임의 선언”이다. 이 책에서

지 경향을 구별하고 있다. 우선 “게임이나 기호의 영역으로부터

데리다는 객관적인 지식의 틀에 입각한 연구와 교육이 아니라,

일탈하는 진리와 근원을 해독하려고 애쓰고, 또한 해독하려는

오히려 고백, 증언, 약속과도 비슷한 행동으로부터 대학교수의

꿈을 꾸고, 해석의 필요를 다른 세계의 일로 간주하는”, “새로운

직업을 고찰하고, 대학의 특질을 그려내는 것이다. 이 책에서 제

인간주의의 고무자”의 경향이다. 그것은 루소나 레비-스트로스

시되는 다양한 논점을 망라할 수는 없으나, 데리다가 제시하는

에서 볼 수 있듯이 중단된 현전성에 대한 향수이며, 구조주의의

‘새로운 인문학’의 요체를 이루는 ‘모든 것을 공적으로 말할 권

부정적인 측면이다. 이에 반해 “더 이상 기원 쪽으로는 향하려

리’에 관해 약간 논하고 싶다.

하지 않고, 게임을 긍정하고 인간과 인간주의의 저편으로 향하
려고 하는” 경향이다. 그것은 “니체적인 긍정, … 오류도 진리도
근원도 없는 기호의 세계의 긍정”2)이다. 데리다 자신은 구조주

1. 대학, 특히 인문학에 대한 믿음

의의 부정과 긍정의 경향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

조건 없는 대학 은 원래 1998년에 스탠포드대학교에서 구두발

에게 공통의 토양, 혹은 양자의 차이를 생각하는 지점에 머묾으

표된 강연이다. 이 책에서는 인문학에 대한 데리다의 깊은 믿음

로써 향후의 인문과학을 계속 묻고 싶다고 한다(데리다의 이런

이 얘기되는데, 과연 미국의 청중은 이 강연을 어떻게 받아들였

양의적인 입장은 단순화되고 구조주의를 극복하는 새로운 사상

을까?

적 조류로서 ‘포스트구조주의’의 명칭이 유포되게 된다). 이 책

이나 인재양성의 역할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낸다고 했지만, 대학의
직업에 대한 그 자신의 답변은 명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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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크 데리다, ｢인문과학 담론에서의 구조, 기호, 게임｣, 글쓰기와 차이
, 남수인 옮김, 동문선,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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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말미에서 제시되고 있는 ‘새로운 인문학’은 이런 질문에 대한

탈구축의 논리는 원래 방법화가 극히 어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말년의 데리다의 적극적인 대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문학비평은 물론이고 페미니즘, 퀴어이론, 포스트

76년에 그라마톨로지에 대하여 가 가야트리 C. 스피박에 의

콜로니얼리즘 연구, 문화연구 등 수많은 이론에 적응하게 된다.

해 영역되자, 탈구축 이론은 미국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그리하여 미국의 전통적인 인문학을 철저하게 변모시킨 장본

된다. 80년대는 존스홉킨스대학교, 코넬대학교, 예일대학교라

인 중 한 명인 데리다가 ‘새로운 인문학’에 대한 신념을 강력하

는 탈구축파의 ‘황금 삼각지대’로부터, 데리다의 사상은 미국과

게 이야기한 것이 이책이다. 이 책에서는 les sciences humaines(인

캐나다의 대학교에 보급된다(90년대가 되자, 데리다의 자료가

문과학)라는 표현은 한 번도 사용되지 않고, 일관되게 les

보관되어 있는 캘리포니아대학교 어바인캠퍼스나 뉴욕대학교

Humanités라는 표현이 선택되는데, 데리다는 이 책에서 인문학

로 거점이 이동한다). 바르트 및 푸코3)와 더불어, 탈구축파는 미

Humanités뿐만 아니라,

국의 인문학의 풍경을 일변시켰다. 고전적 교양주의를 옹호하

의 미래도 논하고 있다.

그 규정에 관해 협상 가능한 인간성humanaité

는 대학인의 눈으로 보면, 문학 텍스트의 전통적인 문헌학적 연

자연과학은 자연의 현상들을 대상으로 하며, 그 존재방식이나

구가 부정되고 주관적이고 창조적인 해석이 중시됨으로써 인문

법칙성을 과학적으로 해명하고, 사회과학은 사회의 사태들을

과학은 “거의 물에 잠겨버린 지 오래인 아틀란티스”(앨런 블룸)

대상으로 하며 이것을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탐구한

로 변했다. 포스트모더니즘이 초래한 ‘인간의 죽음’의 사상은,

다. 반면 인문과학은 인간의 정신적 활동의 소산, 혹은 이것을

인간의 정신활동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인문과학의 근거를 뒤흔

가능케 하는 인간 본성을 탐구하는 학문영역이다. 주로 문헌학

들고, 그 학문적 권위 그 자체를 실추시켰다고 야유를 받았다.4)

적 수법에 근거한 인문과학에서는 실험이나 관찰 같은 실증적
장법이 적용되기 어렵고, 연구자의 해석의 타당성이 중요하다.
그 연구대상이 자연현상도 사회적 구축물도 아니고, 인간의 활

3) 전통적인 대학인이 아니었던 데리다가 대학에 관한 텍스트를 많이 집
필한 반면, 진리나 지식과 권력의 관계를 묻는 푸코가 대학제도에 관한
글을 쓰지 않았던 것은 기묘한 침묵이다.

4) 예를 들어 Alvin Kernan, ed., What’s Happened to the Humanities?, Princeton
Legacy Library, 2016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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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나 본성인 인문학은 허구성과 가장 관련이 깊은 학문영역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데리다가‘~인 것처럼’의 논리를 제기
하는 것은 인문학의 무조건성을 긍정함으로써 인간의 본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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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규정할 가능성을 열기 위해서이다.

겨진다.

데리다는이책에서처음으로칸트의 ‘~인 것처럼’을 집중적으

〈모든 것을 공적으로 말할 권리〉라는 대담한 표현은 극도로

로 주해하며, 학문에서 진리와 허구의 관계, 사실 확인적인 것과

간결함 때문에, 얼핏 보기에, 극히 문제적인 표현처럼 보인다.

행위수행적인 것의 관계를 다시 묻는다. 이 데리다의 강연 자체

이것은 단순히 일련의 언론의 자유, 즉 표현, 보도, 창작에 자유

가 그의 신앙고백의 형태를 취하지만, 그는 행위수행적인 방식

가 무제약적으로 보장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까? 그렇다고 친

으로, 지식이나 기법의 틀로는 환원되지 않는 믿음의 영역을 가

다면, 〈모든 것을 공적으로 말할 권리〉는 공공의 복리의 침범과

리키려고 한다. 알다시피 칸트는 순수이성비판 의 말미에서,

어떻게 관계하는 것일까? 이 무조건적인 권리는, 예를 들어, 사

이성에 관해,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

생활 침해, 성차별적 발언, 인종차별적 표현, 과도한 역사수정주

는가”, “나는 무엇을 희망하는 것을 허락받고있는가”라는세 가

의의 주장조차 한없이 허용해버리는 것 아닐까?

지 물음을 던졌다. 이 책에서 ‘교수〔교사〕’나 ‘직업’의 어원으로 거

당연하지만, 〈모든 것을 공적으로 말할 권리〉는 사회 속에서

슬러 올라가 믿음의 구조에 주목하는 데리다는 지식이나 실천

완전하게 허용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대학 안에서조차 전면

보다도 오히려 희망과 믿음에 관한 칸트의 세 번째 물음에 입각

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데리다 자신도 금기가 없는 무제

해 인문학의 장래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한의 표현의 자유가 대학에서 실현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무조건성이 원칙적으로, 권리상, 대학의 불굴의 힘을 이
룬다고 해도, 그것은 사실상, 한 번도 현실로 나타난 것은아닙니

2. 모든 것을 공적으로 말할 권리

다.” 〈모든 것을 공적으로 말하는 것〉은 사회적 관습과의 대립을

“대학은 진리를 공언하고 진리를 직업으로 삼습니다. 대학은 공

항상 수반하는, 한없이 불가능한 권리일 것이다. 그것은 한 번도

언하며 진리에 대한 끝없는 서약을 약속합니다”라고 데리다는

사실로서 현존한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권리로써 항상 이미

첫머리에서 고한다. 대학교수는, 특히 인문학에서 기존의 진리

요구될 수밖에 없는, 도래해야 할 무조건성일 것이다. 탈구축 논

를 전달할 뿐 아니라 진리의 탐구를 추진하기 위해 〈모든 것을

리는 여기서도 권리와 사실 사이의 교섭을 요청받는다.

공적으로 말할 권리le droit de tout dire publiquement〉를 가져야 한다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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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리다의 간결한 정식 〈모든 것을 공적으로 말할 권리〉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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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기 위해서, 우선, 블랑쇼와 칸트의 관계에 있어서 논의를 진

가 간결하게 정식화된다. 〈모든 것을 말한다〉는 백과사전적인

행시켜 보고 싶다.

보편적 지식의 총체를 의미하는 것도, 부정을 통해 진전되는 헤
겔적 절대지의 운동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또 〈모든 것을 말

《1》 블랑쇼의 정식 〈모든 것을 말하다〉

한다〉라고 해도, 그것은반드시 종교적 내지 사회적 규범이요청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데리다는 정식 “모든 것을 말하다”를

하는 금기를 밝히고, 이것을 일탈하고 침범하는 것은 아니다. 블

작가・비평가인 모리스 블랑쇼로부터 계승하고 있는 것처럼 생

랑쇼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만큼 그만큼 더욱 강력하고

각된다. 블랑쇼는 ｢봉기, 쓴다는 광기｣5)에서, 프랑스 혁명에서

거친힘이애매함이없는, 어떠한저의도없는말, 언제나모든것

구체제가 붕괴하는 가운데 언론의 자유가 새롭게 획득되어 가

을말하고 허식을 사용하지 않으며 순수하게 무엇인가를 말하는

는 변화를 사드의 문학 속에서 확인한다. 사드의 작품은 모든 도

말에 의해 나타나는” 사드의 언어표현의 광기다. 이 경우 자유란

착의 목록을 통해 인간의 가능성을 모두 조사하는 백과사전적

소유되어야 할 권리가 아니라 선과 악, 미덕과 악덕, 부정과 긍정

성질을 지녔다. 사드의 에크리튀르는, 자연이나 신, 인간 같은

같은 가치의 세계를 폐하는 에너지의 운동 그 자체이다. 그러니

개념을 순환적으로 표출하면서 파기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다

까 〈모든 것을 말하다〉는 “내가 뜻대로 뭐든지 발언할 수 있는

른 유례없는 인간’의 긍정으로 향한다. 그것은 어떤 특권적 주체

것”과는 다르다. 자유로운 내가 언어표현의 무한한 권리를 갖고

도 모조리 파괴하는 부정의 운동이지만, 실은 이 위력이야말로

있는 상태가 상정되는 것은 아니다. 글쓰기를 통한 사드의 광기

그의 에크리튀르의 긍정성 그 자체를 이루고 있다.

는 내가 자유롭게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말

더 말하면, 이 파괴의 힘을 가져오는 동인이 사드의 고유한 글

하다〉가 자유그 자체의가능성의 조건이 되는것이다. 블랑쇼가

쓰기의 광기다. 그는 블랑쇼에 의해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 수

사드 안에서 보는 것은 언어표현의 완전한 가능성이 언어를 행

많은 자유 중에서도 으뜸가는 것은 모든 것을 말할 자유이다”6)

사하는 주체적 권능을 능가한다는 절대적 자유다.
블랑쇼가 문학과 혁명의 맥락에서 정식화한 〈모든 것을 말하
다〉를, 데리다는 문학이나 대학, 〈도래할 민주주의〉7)라는 문맥

5) « L’insurrection, la folie d’écrire », in L’entretien infini, Gallimard, 1969.
6) Ibid., p.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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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고쳐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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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새로운 〈인문학〉과 계몽주의 시대 사이의 친자관계적
《2》 칸트의 ‘공표성’ 개념

유대”가 시사되고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칸트는 ｢계몽이란

〈모든 것을 공적으로 말할 권리〉는 칸트의 계몽사상에서 중요

무엇인가｣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개념 ‘공표성Öffentlichkeit’과 깊게 관련되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데리다는 종종 계몽의 물음을 언급해 왔고,8) 조건 없는 대학

“자신의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언제든지 자유로워
야 한다. 이에 반하여, 자신의 이성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때로는 현저하게 제한되어도 좋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계몽의

7) 자크 데리다는 도처에서 ‘도래할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특히
불량배들 (Voyous, Galilée, 2003)에서 집중적으로 그 논의를 전개한다.

‘도래할 민주주의’는 “우리는 아직 민주주의를 달성하지 못했다. 그러
나 우리는 조금씩 민주주의를 달성할 것이다”라는, 이윽고 도래할 미래
시제를 함의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도래할 민주주의’는 칸트의 규제적
이념과 비슷해 보이지만, 데리다는 양자가 다르다고 누차 강조한다. 왜
냐하면 ‘규제적 이념(예를 들어 민주주의의 이념과 이상적인 민주주의
형태)에 비추어, 우리는 민주주의를 조금씩 실현해간다’고 하듯이, 규제
적 이념은 가능성의 질서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데리다에게서 ‘도래할
민주주의’는 이념화되고 규범이나 규칙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
종의 불가능성의 결단이나 수행이다.

‘도래할 민주주의’에서의 〈도래할〉은 약속의 이중적 구조를 가진다. 한
편으로 이 약속은 불가능한 것이다. 약속은 당사자가 준수할 책무를 느
끼는 경우에도, 파기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진보가 특별히 방해받는 것은 아니다”(A37)9)
이 경우, ‘이성의 사적 사용’이란 특정한 사회나 집단이 할당하
는 입장에서 공적인 목적에 수동적으로 종사하는 것을 가리킨
다. 예를 들어 장교가 상관의 명령에 따라 교련에 종사하거나 성
직자가 교회의 직무를 따르거나 하는 등, 자기 자신의 사회적 입
장에서 무비판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이성의 공적
사용’이란 공적 이성을 자각한 후에 자기 자신의 입장을 뛰어넘
어 세계시민적 견지에서 발언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장교나 성직자는 “본래적 의미에서의 공중일반, 즉 세계를 향하
여” “학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A38) 말할 자유가, 아니 오히

약속은 엄격한 명령이나 계약이나 진배없을 것이다. 또 약속하지 않아
도 되는 행위는 약속할 가치가 없다. 관습적, 자연적으로 실시되는 것을
일부러 약속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약속은 지켜져야 한
다. 약속을 통해 기대되는 행위는 수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도덕적 의미

8) 예를 들어자크 데리다, 신앙과 지식 (신정아・최용호 옮김, 아카넷,

가 아니라, 약속을 이행할 가능성이 처음부터 있을 수 없다면, 약속의

2016) ; Jacques Derrida, D’un ton apocalyptique: Adopté naguère en philosophie,

내용은 실현 불가능한 이념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도래

Galilée, 2005 등. “원래 나는 단호하게 대학의 새로운 계몽주의의 빛 쪽

할 민주주의’는 언젠가 도래할 미래에 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에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DP466).

해도 칸트의 규제적 이념과는 다르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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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하 칸트 글의 인용은 국제판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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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사명이 있다고 여겨진다. 칸트에게서 계몽의 과정은 미성년

있듯이, 이 권리는 칸트의 공표성과는 달리, 허구에 대한 권리와

에서 성년으로의 이행으로 표현되는데, 그 지표를 이루는 것이

표리일체이기 때문이다. 칸트에게서 ‘이성의 공적 사용’은 비밀

각자의 사회적 입장을 초월하여 보편적인 관점에서 이성을 공

이나 거짓말, 위증을 배제한 자율적 주체와 불가분하다. 보편적

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10)

진리를 지향하는 공표성이야말로 계몽의 진보를 보증한다. 데

데리다가 말하는 〈모든 것을 말할 권리〉.는 확실히 공공 공간

리다는 종종 〈모든 것을 말할 권리〉를 문학과 결부시켜 왔는

과 관계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권리는 세계시민 같은 보편성

데,11) 이는 “허구라는 방법을 취한다면 비밀을 지킬 권리”도 포

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서 자주 강조되고

함한다. 〈모든 것을 공적으로 말할 권리〉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진리를 완전하게 개시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비밀이나 거짓
말, 위증이라는 종류의 것도 포함한 허구와 종이 한 장의 권리로

10) 그 밖에도, 『영구평화를 위하여』(부록 2)에서 공표성의 원칙은 정의가
실현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여겨진다. “정의는 어디까지나 공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것으로서만 생각할 수 있다”(A381). 이로부터 국제공법

서 상정된다. 그러므로 이 무조건의 권리는 숨겨진 진리를 드러
내기보다는 수행적 능력을 초과하는 사건을 도래시키는 대로

의 선험적 공식, “타인의 권리에 관계하는 행위로, 그 격률이 공표성과

하는 권리다. 블랑쇼가 제시한 것처럼, 발화 주체의 권능을 일탈

합치하지 않는 것은 모두 부정의하다”(A381)가 도출된다. 개별적인 의

하는 한, 〈모든 것을 공적으로 말할 권리〉는 칸트가 말하는 ‘공

지를 공공 공간에 노출시키는 것은 도덕적인 요청일 뿐만 아니라, 법철
학적인 원리로 여겨지는 것이다(도덕과 정치의 일치를 초래하는 공표
성의 원리). 또 학부의 싸움 」에서는 제2부 8 ｢세계 복지로의 진보를
목표로 하는 격률의 공표성에 관한 곤란에 대하여｣에서, 공표성의 금지
에 강한 이의가 제기되고 있다. “철학자의 목소리는 친근함을 담아 국
민에게가 아니라 경의를 담아 국가로 향하고, 국가가 국민의 법적 욕구
를 명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A89). “자유로운 법학자, 즉 철학

표성’ 이상의 것이리라. 이 권리는 진리와 허구 사이의 등근원적
인 분절화를 가리킨다. 〈모든 것을 공적으로 말할 권리〉에서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 비밀을 지키는 것, 거짓말을 하는 것, 위증
을 하는 것 등과 아마 교차하는 것이다.12)

자”에 의한 국민의 계몽은 민중에 대해 직접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국
가권력에 의한 검열을 금지하고 국민의 견해의 공표성을 유지한다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공표성의 금지는 보다 나은 상태로 향

11) 예를 들어 Jacques Derrida, Passions, Galilée, 2006.

하는 국민의 진보를 방해한다”(A89)는 것이며, 공표성의 원칙은 세계시

12) 상술할 여유는 없으나, 또한 칸트와 데리다에게서 비밀, 거짓말, 위증

민적 상태의 실현에 봉사하는 역사철학의 요체이다. 이와 같이 칸트에

의 주제를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데리다에게서 ‘비밀’의 주제에

게서 공표성의 실현은 계몽의 진전의 요체를 이루는 것이다.

관해서는 파숑 (전술)을 참조(cf Ginette Michaud, Tenir au secret(Derr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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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열에 대한 검열’의 물음

야 할 “만인의 공적인 비판”을 대치함으로써 학문의 자유를 옹

〈모든 것을 말할 권리〉를 둘러싸고 논의가 깊어지기 위해서, 반

호하려 한다.

대의 각도에서 물음을 제기해보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검

더 나아가 검열의 이중성이 명료하게 드러나는 학부들의 싸

열을 둘러싼 데리다와 칸트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기로 하자.

움 을 참고해 보자. 칸트가 그리는 대학의 건축술적 구도에서

〈모든 것을 말할 권리〉는 실제로 사회 속에서 검열된다고는 말

국가권력은 상급학부(신학, 법학, 의학)에대해검열을 부과하는

할 수 없을지라도, 항상 제한된다.

반면, 하급학부(철학)는 국가의 검열에서 벗어난다. 국가는 신

칸트에게서 검열은 이중의 함의로 사용된다. 한편으로 검열의

학, 법학, 의학을 통해 각각 인간의 영원한 행복, 그 시민적 행복,

작용은 형이상학에 존엄성과 권위를 가져다준다. 검열은 초감

그 신체적 행복을 실현시키려 한다. 국가권력은 상급학부를 종

성적인 대상의 사변적 인식에 대한 비판적 역할을 하며, 이성은

속시킴으로써 국민생활에 실제적인 효과를 가져오며 사회질서

자기비판을 행함으로써 인식 능력을 규정할 수 있다( 순수이성

의 통제를 꾀한다. 이에 대해 철학부에 요구되는 것은 실제적인

비판 I, 선험적 방법론 제3장 말미).

결과가 아니라 학문탐구에서 이성사용의 타당성을 정밀 조사하

이러한 이성의 긍정적인 검열 작용에 대해서, 다른 한편으로,

는 역할이다. 여기서는 “이성이 공적으로 말할 권리를 가져야

부정적인 검열이 있다. 칸트는 단순한 이성의 한계 내에서의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진리는 (정부 자신에게 손해를 끼쳐도) 드

종교 제1판 서문에서 검열을 “권력을 수반하는 비판”(A8)이라

러나지 않을것이기때문”이다(A20). 칸트는 국가에의한 상급학

고 부른다. 당시의 프러시아에서는 국가권력이 교회에 대해 검

부에 대한 검열을 승인하고, 다른 한편으로 자기검열을 지닌 철

열을 행사했고, 이 칸트의 저작 또한 검열을 받아 결국 출판이

학부가 상급 학부와 싸우는 것을 인정한다. 철학부는 이성의 입

금지되고 만다. 칸트는 이런 국가의 검열에 대해 철학이 담당해

법 아래, 국가권력에 대해 직접적으로가 아니라 대학 내부에서
상급학부에 대해 합법적인 싸움을 벌인다. 즉, 철학부에 의한
‘검열에 대한 검열’에 의해 대학의 자유가, 나아가 사회의 자유

Blanchot), Galilèe, 2006). 또 ‘거짓말’에 관해서는 « Histoire du mensonge :
Prolégomènes »(Jacques Derrida, Cahiers de l’Herne, 2004), ‘위증’에 관해서는
체류 를 참조할 수 있다.
논고 2 : 자크 데리다와 인문학 : ‘모든 것을 공적으로 말할 권리’에 대해 83

가 확보된다는 것이다.
데리다는 이런 철학부의 자기검열의 논리에 칸트의 3비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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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저하는 정치적이자 제도적 작용을 확인한다. 그것은 즉, “검

대나 담론의 반향이나 전파를 제한한 순간, 검열은 일어나고 있

열하는 권력을 시인하는 ─ 즉 검열하는 이성, 검열하는 권력으

는 것이다”(DP348). 예를 들어 대학에서 특정 연구영역을 배제

로서의 국가이성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시인하는 동시에, 이 권

하고 무화하고 이것에 타당성을 부여하지 않는 것도 ‘검열’로 불

력에 반-권력contre-pouvoir이 아닌 비-권력non-pouvoir을 대립시킴으로

릴 수 있을 것이다. 또 일견 어떠한 검열과도 무관하며, 〈모든 것

써 국가 권력의 한정을 지향하는 정치적 기획”(DP351/179)이다.

을 공적으로 말할 권리〉가 세계적 규모로 실현되고 있는 것 같

정치권력이 행사하는 외재적 검열에 대해 철학부는 대학의 내

은 인터넷 공간에서도, 우선은 어떠한 역학에서 정보의 흐름이

재적인 검열의 역할을 한다. 칸트에게서 ‘이성이 공적으로 말할

명시적으로, 혹은 잠재적으로 제한되고 있는지를 의문시하고,

권리’는 단지 “대학 내부에서 확보되는” 무조건적인 자유다. 이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고유성을 최대한으로, 철학부는 다른 학부나 학문에 대한 이른

데리다는 칸트의 검열 개념을 비판적으로 계승한다. 데리다는

바 통제적 원리로서, 다양한 학문 영역의 근거로서 존재한다는

대학 내부의 철학부에서만 ‘이성이 공적으로 말할 권리’를 가지

것이다.

며 권력을 수반하는 검열을 면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적어도 현재의 선진국에서는 칸트 시대의 구래의 노골

“순수한 검열이란 있을 수 없다. 즉, 검열의 순수한 제거란 있을

적인 검열 제도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교회권력이나 국가권

수 없다”(DP349). 정보과학 기술의 진전을 수반하는 세계화의

력이 언론의 자유에 개입하는 것은 전만큼 가시적이지 않아 보

조류에 노출되는 가운데, 외재적인 검열에 대해 대학의 무조건

인다. 하지만 데리다에 의하면, ‘검열’이라고 호칭해야 할 것은

적인 자유가 철학부에만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권력

형태를 바꾸어 존속하고 있다. 특정한 중심적 조직으로부터 발

적 검열과는 무관한 입장의 모색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오히려

산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적인 사회관계 속에서 ‘검열’은 계

“최선의 검열을 둘러싼 논의”(DP370)이다. ‘검열에 대한 검열’은

속 작용하고 있다. “검열의본뜻은 〔담론을〕 절대적인 침묵으로 몰

상급학부를 통한 철학부와 국가권력의 간접적인 다툼으로서가

아가는 것이 아니다. 검열은 〔담론의〕 수취인의 범위나,

〔담론들의〕

아니라 무조건적인 자유를 대학의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변용

교환 일반의 영역을 제한하기만 하면 된다. (평가를 내리는 권력

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변용하는 대학에 입각해 ‘검열에 대

들, 상징적인 구조들과 결부된) 몇 가지 힘들이 연구 영역의 확

한 검열’을 어떤 형태로 발명할 것이냐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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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생각해보면 〈모든 것을 말할 권리〉는 ‘검열에 대한 검열’

남을 속이는 유비”14)이다. 주권souveraineté은 부사 및 전치사 ‘super

의 협상 과정의 또 다른 이름일 것이다. 〈모든 것을 말할 권리〉

(위에)’에서 유래한 말로, “그 위에 아무것도 갖지 않은 상태”를

란 무책임하게 뭐든지 무한정하게 표현해도 좋다는 것이 아니

의미한다. 그것은 자기 자신 외에는 자신을 정초짓는 어떠한 외

고, ‘검열’의 네트워크와 끊임없이 교섭하고, 그 배치를 변용시

재적인 근거도 가지지 않는 존재를 가리키며, 신의 전능성과 우

키는 가운데에서만 행사될 수 있을 뿐인 권리이다.

월성 같은 신학적 함의를 가진다. 근대에 있어서, 주권 개념이
인민이나 시민 같은 세속적 영역에 사용된다고 해도, 이 개념에
는 종교적인 의미부여가 잔존하고 있다. 데리다가 집요하게 무

4. 무조건성과 주권성

조건성을 탐구하는 것은 주권개념으로 귀착되지 않는 방식으로

1999년 6월 3일 아테네의 판테온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수

자유의 가능성을 규정하기 때문이다.15)

여한 데리다는 “무조건성인가 주권성인가 : 유럽의 경계상의 대

데리다가 주권 개념을 비판하고 무조건성을 찬양한다고 해도,

학”이라는 기념강연을 했다.13) 이 시기, 그리스 인근에서는 코소

물론 그것은 후자에 의해서 전자의 권력성을 무효화할 수 있는

보 정세가 극도로 혼미해지고, NATO군에 의한 제재 공습이 세
르비아전역에서전개되고있었다. 데리다는 국민국가의 주권과

14) Ibid., p.48.

는 다른 차원에서 벌어지는 이 ‘이름 없는 전쟁’을 언급하면서

15) 1999년 12월의 인터뷰 ｢세계와 용서｣에서 데리다는 법적인 개념들(사

조건 없는 대학 에서 선보였던 무조건성의 개념을 강조한다.
데리다는 무조건성과 주권성을 엄밀히 구별한다. 양자는 종종

죄, 유감, 특사, 시효 등)과는 이질적인 차원에서 용서를 고찰하면서, 조
건적 용서와 무조건적 용서를 구별한다. 한편으로 악의 재래를 막기 위
한 개심,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 같은 계산 가능한 조건에서, 용서는
미리 어느 정도 상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용서는 계산 가능성의

자유라고 불리는 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유사한 개념으로 간주

논리와는 상이한 무조건성에 있어서, 용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가능해

되지만, 데리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귀찮고 매력적이며

진다. 이런 무조건적인 용서를 데리다는 주권 개념과 구별하면서 곤란
한 물음을 제기한다. “내가 꿈꾸는 것, 그 이름에 걸맞은 용서의 ‘순수성’
으로서 내가 사고하려는 것, 그것은 권력 없는, 무조건적이지만 주권 없
는 용서라는 게 될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임무, 필요한 동시에 언뜻 불
가능해 보이는 임무는 그러므로 무조건성과 주권을 분리하는 게 될 것

13) Inconditionalité ou souveraineté : L’Université aux frontières de l’Europe, Patakis,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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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다. 권력과 결부되는 주권성을 사고의 무조건성이 메

칙적으로 승인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본서 9쪽).17)

타 차원에서부터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오히려 무

〈모든 것을 말할 권리〉는 대학에 고유한 학문적 자유와는 다

조건성과 주권성을 식별하기 어려운 경계를 다시 찾는 일이다.

르다. 학문적 자유가 대학의 주권적 독립에 기초하고 강화하는

그 때문에 데리다가 무조건성과 주권성을 구별하는 것은, 자유

것이라면, 〈모든 것을 말할 권리〉는 오히려 대학의 고유성도 따

를 둘러싼 서로 이질적인 역선力線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질 수 있는 권리다. 분명히 데리다는 대학을 〈모든 것을 말할 권

“이때, 조심스럽게, 은근하게, 다른 경계를아마넘어설 것입니

리〉를 위한 귀중한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 이 경계는 이러한 넘어섬에 새겨짐과 동시에 이에 저항하는

유일한 장소가 아니다. 그는 신중한 표현으로 〈모든 것을 말할

것입니다. 사고의 무조건성(저는 이것을 대학이나 도래할 ‘인문

권리〉가 초래되기 위해서는 이 권리가 우선 첫째로 대학에서 인

학’의 보편적 사명으로 봅니다)과 권력이라는 것의 주권성 ─ 정

정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 무조건적인 권리는

치-신학적인권력, 경제-군사적 권력, 미디어의 권력이라는 있을

대학 안에서 인정받으면서 대학의 내부와 외부의 관계를 변형

수 있는 온갖 권력의 주권성과의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입

시키는 탈구축적 힘을 발휘하게 된다. “조건 없는 대학은 그 무

니다.”16)

조건성이 고지될 수 있는 도처에서 생기고=장소를 가지고, 스

무조건성과 주권성의 관계를 대학론에 입각해서 부연한다면,

스로의 장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앞의 ｢논고 1｣에서 이미 살

데리다는 〈모든 것을 공적으로 말할 권리〉를 다음과 같이 미묘

펴본 것처럼, 데리다는 70년대의 철학교육을 둘러싼 운동, 80년

한 표현으로 나타낸다.

대의 ‘국제철학콜레주’의 창설 같은 여러 가지 실천을 통해서 파

“이러한 종류의 대학은 학문적 자유라고 불리는 것 외에[강조

괴와 창조의 한계 상에서 교육제도의 변형을 생각해왔다. 대학

는 인용자], 문제를 제기하거나 명제를 제시하기 위한 무조건의

의 제도들은 진리를 생산하기 위한 조건을 이루지만, 〈모든 것

자유를, 한층 더 말하면 연구, 지식, 진리에 대한 사고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적으로 말할 권리〉를 요청하며, 그것들이 원

17) 강연 ‘무조건성인가 주권인가｣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런 민주
주의적 특권, 무조건적인 자유는 학문적 자유(대학 속에 한정되는 관념)
라고 불리는 것으로 환원될 수 없고, 나아가 국가의 구성들에 의해 확보

16) Inconditionalité ou souveraineté, op. cit., p.64.
논고 2 : 자크 데리다와 인문학 : ‘모든 것을 공적으로 말할 권리’에 대해 89

될 수 있는 언론, 발언, 표현의 자유로 환원될 수 없다”(Ibid., p.46).
90 자크 데리다와 교육 : 자크 데리다의 조건 없는 대학 읽기

을 말할 권리〉는 이러한 제도들에 대한 근본적인 변형도 포함하

진다.

고 있다. 이 권리는 대학에서의 진리론과 대학의 제도론의 결절
점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말할 권리〉는 그 무조건성
때문에 대학의 주권을 그저 계속 보존할 특권이 아니라, 대학을

철학과 교육의 관계를 계속 묻는 데리다는 말년에 쓰인 이 책

창조적인 변형으로 이끄는 힘이다.

조건 없는 대학 에서 대학, 특히 인문학에서의 무조건의 권리를

대학의 주권을 강화한 적이 없는 이 권리는 우카이 사토시가

놓고 그 나름의 방식으로 신앙고백을 했다. 대학, 특히 인문학이

이미 지적했듯이 연약함과 취약함이 서로 이웃한 원리라고 할

근본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지금, 우리는 약속과 위험과 이

수 있다.18) ‘도래할 인문학’은 주권적 권력과는 다른 모종의 연

웃한 〈모든 것을 공적으로 말할 권리〉를 통해 대학에 대한 우리

약함에 입각해 구상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권력 없는 무조건

자신의 믿음을 지금 다시 한 번, 시련에 부쳐야 할 것 같다.

성이 반드시 무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데리다의 미
묘한 표현에 의하면, 〈모든 것을 말할 권리〉는 “권력을 결여하
지만, 그러나 취약함도 결여한 저항이나 반역의 원리. 권력을 결
여하고 있지만, 비록 그것이 모종의 취약한 힘일지라도, 힘을 가
지지 않는 것은 아닌 원리”19)이다. 〈모든 것을 말할 권리〉는 그
무조건성 때문에 저항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정치적, 법적, 경
제적인 힘이 대학을 사유화하고자 할 경우, 이 무조건적인 권리
는 이에 창조적으로 저항하는 힘으로서, “대학 스스로가 동시에
고찰하고 발명하고, 정립해야 할 권리”(본서12-13쪽)로서 남겨

18) 鵜飼哲, 「無条件性の試練」, 表象文化論学会, 表象 , 月曜社, 2007年.
19) Inconditionalité ou souveraineté, op. cit., 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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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없는 대학’ ─ 이 책의 유토피아적이고 대담한 표현은, 현

일역자 후기

재 일본의 대학 상황, 나아가 세계의 대학의 현 상황을 생각하면
극도의 비아냥거림으로 들리며, 냉소와 함께 받아들여질지도
모른다. 재화나 서비스 이상으로 정보가 경제활동이나 사회적
환경에 있어서 중요해지는 21세기의 ‘지식 기반 사회’에서 고등
교육기관, 특히 대학의 역할은 더욱 더 커지고 있다. 대학은 더
이 책은 Jacques Derrida, L’Université sans condition, Galilée, 2001의 완

이상 사회와 동떨어진 “고독과 자유”(훔볼트)를 유지할 수 없으

역이다. 영역판은 Without alibi, edited and translated by Peggy Kamuf,

며, 급속한 전지구화의 조류 속에서 사회 및 경제와 기능적으로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2. ; Jacques Derrida and the Humanities. A

연동된 관료주의적 조직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다. 일본의 대학

Critical Reader, edited by Tom Cohe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도 최근의 독립행정법인화에 의해 메이지시대 이래의 격변을

에 수록되어 있다. 또 독일어판 Die unvedingte Universität, Suhrkamp,

거친 것이 일본의 문맥에 입각하여 당장의 세 가지 문제제기를

2001도 적절히 참고했다.

해 두고 싶다.

데리다가 철학과 교육의 물음에 어떻게 관계하며, 학교나 대학
과 같은 교육연구제도의 문제를 어떻게 논해 왔는지에 대해서

우선 첫째로, 대학과 국가나 사회와의 관계이다. 국립대학은 메

는 일본에서는 그다지 논의되어 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 책을 이

이지 시대 이래, 일본의 고등교육과 연구의 중심 역할을 담당해

해하기 위해서라도 사족 같으면서도 약간 긴 역자 해제를 나란

왔으나, 2004년 4월, 재무 행정 개혁의 일환으로 법인화 조직으

히 두어 그 문제계의 일단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철학과 교육을

로 이행했다. 독립행정 법인화는 원칙적으로 말하면, 행정을 기

둘러싼 그의 이론과 실천에 관한 책자는 철학의 권리에 대하여

획 입안 부문과 집행 부문으로 나누고, 후자를 국가행정 조직 밖

(Du droit à la philosophie, Galilée, 1990)에 수록되어 있으며, 일본어

으로 내보내 효율화를 도모하는 구조이다. 각 대학 법인은 3년
이상 5년 이하의 「중기목표·중기계획」을 설정하고 주무장관의

번역 간행을 기다리고 있다.

인가를 받는다. 교육부 평가위원회는 각 대학의 연구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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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을 평가해 차기 운영비 교부금을 설정한다. 이 같은

연구 실적은 그대로 산업계와 연결되고, 나아가 국력과 동일시

계획에 따라 각 대학은 학술연구의 ‘업무운영’을 적절히 실시한

된다는 대학의 새로운 비전이다.

다. 이러한 행정 주도의 운영방법은 각 법인의 자유를 규제할 것

대학과 경제활동의 관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문구를 인용한

이며, 특히 대학의 학문과 연구의 자유에 저촉될 것이다. 더 말

다면, 수도 대학 도쿄 이사장 다카하시 히로시 씨는 NPO ‘21세

하자면 교육기본법이 ‘개정’된 결과, 가까운 장래에 의무교육 단

기 대학경영협회’ 2005년도 총회에서 “대학은 원자재를 매입하

계에서도 교육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국가통제가 용이해질 것

고 가공하여 제품으로 완성해내고 졸업증서라는 보증서를 붙여

이다.

기업에 낸다. 이것이 산학연계다”라고 발언했다. 이 발언에서는

대학(특히 인문학)의 교육과 연구는 국가나 사회와의 관계에

학생들이 학습하고 연구하는 주체가 아니라 산업사회의 한 재
료로 규정되어 있다. 학생을 일방적으로 가공되어야 할 객체(원

있어서, 어떠한 공공적 가치를 가져야 하는가?

재료)로 보는 발상만큼 고등교육의 이념과 상충되는 생각은 없
둘째, 대학에 대한 경제적 원리의 영향이다. 행정 주도에 의한

는 게 아닐까. 대학은 인재 육성의 도덕적인 장에서 고도자본주

대학의 통폐합, 학장에게의 막강한 권한 부여에 의한 톱다운식

의의 내셔널적인 인적자원을 조달하는 장으로 급격히 변모하고

경영방법, 민간기업적 발상의 경영방법의 도입, 「중기목표·중기

있다.

계획」이라는 족쇄, 학술연구에서의 경쟁원리의 철저, 탁월한 소

대학과 산업사회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대학(특히

수의 연구거점과 그 이외의 대학과의 차별화, 인사시스템이나

인문학)에서의학술연구가 시장원리주의와맞지 않는다고 주장

임기제 도입에 의한 교직원의 불안정 고용화 등, 독립행정법인

할 경우, 그 근거는 무엇일까?

화 이후, 대학을 둘러싼 환경은 현저히 변모해버렸다. 이 변화는
대학이 교육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자리 잡게 됐음

셋째, 대학과 공권력 사이의 관계도 변모하고 있다. 최근 대학

을 보여준다. 대학의 학술 연구가 일본의 경제정책이나 산업 발

당국과 경찰이 연계를 강화하고 보안 관리라는 이유로 캠퍼스

전에 기여해야 함이 명확하게 강조되어 「산관학 총력전」이나

내에서 경찰권이 사용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예를 들어

「산관학 융합」 등으로 형용된다. 그것은 고등교육의 학력이나

2005년 10월, 다이쇼경제대학에서 게시판 철거를 둘러싸고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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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과 자치회 임원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사복형사가 개입하였

저하다. 이제 국가권력에 의한 대학에 대한 압력이라는 구도가

으나, 수개월 후에 교원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하여 학생 8명이

아니라 대학관리자들의 의식과 공권력의 의식이 동질화되어 버

체포되었다. 같은 해 12월 와세다대학에서 부실 이전 관련 전단

린 것이다.

지를 뿌린 학교 외부자를 교수 여러 명이 붙잡아 개인실에 가둔
뒤 경찰에 신고해 체포하게끔 했다. 2006년 3월, 호세이대학에서

대학(특히 인문학)과 공권력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 대
학의 자치나 자유, 주권은 무엇일까?

입간판철거에 반대하여 시위를 하고 있던 학생 29명을 공안형
사 200명이 에워싸고, 체포하였다. 그리고 2007년 3월, 주오대학

국립대학의 독립행정법인화와 그 경제정책화를 통해서 일본 대

에서 생협에서 근무하던 파트타임 노동자의 배치전환에 항의하

학은 이제 국가에 의한 학술 통제와 시장 원리주의적인 효율화

는 정보선전활동을 하던 미타마합동노동조합 조합원 14명이

에 의해서 겹겹이 조건지어지고 있다. 내셔널리즘과 네오리버

‘건조물 침입’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노동 쟁의로서는 전

럴리즘이 대학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대

대미문의 대학 내에서의 대량 체포였다.

학 관계자들은 이런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고는 연구나 교육에

이러한 사례들은 대학의 자유와 독립, 자치가 근본적으로 변

종사할 수 없을 것이다.

질되었음을 말해준다. 그리하여 도쿄 대학에서 뽀뽀로 극단 주

이러한 시대상황에비추어 볼때, 재차, 대학, 특히인문학에서

최의 학생 집회에서 내사하던 잠입 경찰관이 발견되어 학생과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이 허용되고 있는가? 대학, 특히 인문학에

충돌하게 되었던 이른바 ‘도다이 뽀뽀로 사건’(1952년)이 일어났

서는 인간의 정신활동 가능성에 대한 진정한 탐구가 이루어진

다. 이때 도쿄지방법원은 학생의 행위가 대학의 자치에 대한 경

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절대적인 풀이 값을 갖지 않는 이상, 중

찰권의 남용을 거부하는 정당화라고 판결하여 공권력에 대한

요한 것은 인간의 본성을 무조건적으로 되묻는 것이다. 인문학

대학의 독립을 보장하였다. 바로 반세기 전의 일에 불과하지만,

은 때로 거시적인 시각에서, 때로 미세한 관점에서 사람들이 일

지금은 거의 딴 세상의 사건처럼 들릴 정도로 격세지감이 든다.

상생활에서 직면하는 여러 가지 의문이나 문제에 정밀한 기법

최근 대학 관리의 변화를 보면, 대학 측이 적극적으로 공권력과

으로 성실히 응답하여,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다고까지는 말할

연동되어 대학 내의 이분자나 노이즈를 배제하려는 경향이 현

수 없으나 물음의 소재를 구조적으로 해명하고 전망을 열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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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으로써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키운다. 진정한 것의 무조건적
인 탐구에 종사하는 인문학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시

번역할 때 데리다와 칸트의 사상에 정통한 미야자키 유스케宮崎

대에도, 사람들의 괴로움을 기쁨으로 바꿀 힘을 잃지 않는다 ─

裕助 씨가 번역 원고를 읽어주셨고 수많은 유익한 조언을 해주셨

내가 이 책을 번역하면서 확인한 것은, 이러한 인문학의 근거율

다. 또 ｢역자해설｣을위해 카트린 말라부씨, 후지모토 카즈이사

이었다.

씨, 고하라 카이 씨에게 귀중한 증언을 받았다. 진심으로 감사드
린다.

데리다뿐만 아니라, 에드워드·W·사이드 또한, 그 유작 저항의

이 책은 인문학의 장래에 대한 데리다의 신앙고백이지만, 이

인문학 : 인문주의와 민주적 비판 (김정하 옮김, 마티, 2012 ;

소책자가 게츠요샤月曜社에서 간행되는 것은 일역자에게 뜻하지

Humanism and Democratic Criticism,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4)에

않은 기쁨이다. 작은 출판사이면서도 게츠요샤는 인문서의 지

서, 인문학에 대한 신뢰를 총명한 지성으로 힘차게 말하고 있다.

평을 참신한 방식으로 개척함으로써 광범위한 독자에게 인문지

그는 문헌학적 방법을 인문학의 본질로 삼으면서, “텍스트가 말

식의 희망을 계속 제공하기 때문이다. 편집자인 고바야시 히로

하는 것에 마음을 여는 (그리고 마음을 연 결과, 상당한 강도의

시小林浩 씨는 이 책의 의의를 충분히 헤아려서 적확하게 편집작

저항도 만나는) 것에 대한 훈련”을 긍정한다. 그리고 인문학이

업을 진행시켜주셨다.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명하는 바이다.

내셔널리즘이나 종교적 열광에 가담하지 않고, 또 엘리트주의
적 행태로 왜소해지지도 않으며, 오히려 그 민주적이고 세속적
인 열린 힘을 완전히 발휘하는 데 사이드는 희망을 건다.
20세기를 산 두 인문학의 거인이 말년에 남긴 인문학에 대한
강력한 믿음 ─ 우리는 향후 인문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가운데, 그들이 고백한 믿음과 예기치 않게 어딘가에서 교차하
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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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미래, 지식의 미래, 교육의 미래를 걸고, 지금이야말로 위기에 도전하자! 모든
규범과 전제를 다시 묻고, 권력의 온갖 횡포에 저항을 시도하는 ‘새로운 인문학’과, 공
적 공간의 재창조를 구상하는, 저자의 말기의 혼신의 강연록. “시간을 들여주세요, 그
러나, 서둘러서 그렇게 해주세요. 무엇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지, 당신들은 모르니
까요”(자크 데리다).
“내가 ‘새로운’ 〈인문학〉이라는 표현으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지금부터 명확하게
해봅시다. 이 논의가 비판적인 것이든 탈구축적인 것이든, 그것은 인간, 인간본성, 인
권, 인도에 반하는 죄 등등과 관련되는 진리의 물음 및 역사와 관련되지만, 그것들은 원
칙적으로 대학 안에서, 또 대학 안에서도 특히 〈인문학〉 안에서, 무조건적이고 전제가
결여된 그 논의의 장을, 무엇인가를 검토하고 재고하기 위한 정당한 공간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이런 종류의 논의를 대학이나 〈인문학〉 안에 가두기 위해서
가 아니라, 거꾸로 커뮤니케이션이나 정보, 아카이브화, 지식의 생산에 관한 새로운 기
술에 의해 변형하는 새로운 공적 공간에 접근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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