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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논문은 자크 랑시에르의 예술론에서 예술의 정치적 가능성을 함축

하는 허구 개념을 분석하고, 허구 개념을 중심으로 그의 예술론을 고찰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토대로 그가 실재에 기반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허구적인 예술’이라고 규정한 근거를 확인하고, 다큐멘터리 영화

가 허구의 관점에서 예술의 정치적 가능성을 구현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마르크스주의 전통에 그 뿌리를 두는 랑시에르의 사상은 기본적으로

해방의 문제를 다룬다. 그는 해방을 지적 차원에 대한 계몽의 문제로만

인식하는 기존의 전통을 비판하고, 해방에 대한 논의가 감각적 차원에

대한 사유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감각적인 것의

분할’이라는 원리를 상정하여 모든 근본적인 불평등이 궁극적으로 감각

적 차원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불평등으로부터의 해방이자 평

등의 성취를 예술과 정치 공통의 과제로 간주한다. 이러한 관점은 예술

과 정치가 모두 우리의 감각적 층위에 관여하며 서로 분리 불가능한 관

계로 맺어진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한다. 1970년대부터 해방의 문제를 주

로 정치철학적 관점에서 다루던 그가 2000년대 이후 미학적 영역으로 그

논의를 옮긴 것은 이처럼 정치적 해방의 문제가 예술적 실천의 문제와

맞닿아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이다.

이 글은 랑시에르가 200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미

학적 논의에 주목하고, 정치적 해방을 실천하는 예술의 구성 방법을 ‘허

구’ 개념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절대적인 원리나 이론을 정립하기를 거부

하는 그는 주로 개별적인 작품 사례에 대한 분석에 집중할 뿐 예술 구성

일반에 대한 체계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기존의 연구가 다루지 않았던 허구 개념에 주목하고 그의 예술론을

허구 개념을 중심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예술 구성의 과정과 전략에 접근

한다. 일반적으로 예술에서 허구는 실재와의 대립 관계를 통해 구체화되

는 개념으로, ‘실재가 아닌’ 것이거나 ‘실재와 유사한’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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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는 허구가 ‘∼을 만들다’라는 어원을 갖는다는 점을 들어서 허

구가 본질적으로 구성하는 행위 자체를 지시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로

부터 예술과 정치의 필연적인 연관성은 허구 개념이 갖는 실천의 계기에

근거한다는 사실이 도출된다.

랑시에르가 주목하는 허구 개념의 함의는 그가 세운 예술 식별 체제를

통해 구체화된다. 그에게 예술은 원리나 제도, 해석의 문제이기 이전에

어떤 대상을 어떤 방식으로 예술로 보고 파악할지를 결정하는 ‘식별’의

문제이다. 이를 토대로 그는 윤리적 이미지 체제, 재현적 예술 체제, 미

학적 예술 체제라는 세 가지 예술 식별 체제를 규정하고, 미학적 예술

체제를 중심으로 예술과 정치의 동일성을 규명한다. 그는 미학적 예술

체제에서 허구를 ‘실재적인 것의 재구성’이라는 역설적인 의미로 규정함

으로써, 오히려 예술 고유의 대상과 조건을 미리 설정하지 않을 때 정치

로서의 예술이 구성될 수 있음을 밝힌다.

미학적 예술 체제에서 구체화된 허구 개념은 ‘몽타주’를 통해 작품으로

구현된다. 랑시에르가 동시대의 정치적 예술을 검토하는 데에 있어서 몽

타주는 핵심 용어로 등장하는데, 몽타주 기법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따

라 예술의 양상이 달라진다는 사실이 암시된다. 그는 몽타주의 힘이 ‘올

바르게’ 작용할 때 미학적 예술이 등장한다고 주장하는데, 그의 논의에서

이러한 몽타주의 힘이 최상으로 발휘되는 예술이 영화이다. 그는 특히

몽타주의 잠재력이 극대화된 영화 장르를 ‘다큐멘터리’로 지목하고, 여러

다큐멘터리 작품을 미학적 예술의 주요 사례로 소개한다. 이로써 다큐멘

터리는 조작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실재를 보여주는 영화라는 통상적

인 정의와 달리 ‘허구적인 예술’로 규정된다.

이 글은 다큐멘터리 영화가 허구적인 예술이 되는 근거를 아리 폴만

감독의 영화 <바시르와 왈츠를>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밝힌다. 랑시에르

가 중요한 작품 사례로 언급한 바 있는 이 영화는 1980년대 레바논 전쟁

당시 벌어졌던 학살사건을 소재로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이자, 인물들의

증언과 실사 영상을 애니메이션 이미지로 재구성한 애니메이션 영화이기

도 하다. 영화가 다루는 ‘기억’이라는 소재와 ‘애니메이티드 다큐멘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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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장르적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 영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보여주지 못했던 영화의 정치적 성격을 밝히고 정치로서의 예술이 구현

되는 양상을 확인한다.

주요어: 자크 랑시에르, 허구, 정치, 감각적인 것의 분할, 예술 체제, 몽타

주, 다큐멘터리

학번: 2012-2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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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본 논문은 자크 랑시에르(Jacques Rancière, 1940∼ )의 예술론에서 예

술의 정치적 가능성을 함축하는 허구(fiction) 개념을 분석하고, 허구 개

념을 중심으로 그의 예술론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토대로

그가 실재에 기반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허구적인 예술’이라고 규정한

근거를 확인하고, 다큐멘터리 영화가 허구의 관점에서 예술의 정치적 가

능성을 구현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현존 철학자로서 활발한 연구를 펼치고 있는 랑시에르는 현재 국내외

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상가 중 한 명이다. 그의 사상적 특징은 감각적

차원에 대한 사유를 바탕으로 예술과 정치를 근본적으로 분리 불가능한

관계로 본다는 데에 있다. 이러한 그의 독특한 사상은 크게 두 시기로

나뉘는데, 그의 전기 사상이 정치철학적 논의라면 후기 사상은 미학적

논의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에 그는 마르크스주의의 해방에 대한 관

점의 차이로 인해 자신의 스승이었던 알튀세르와 결별한 뒤, 해방의 문

제를 본격적으로 연구한다. 그는 19세기 프랑스 노동자들의 해방운동을

다룬『프롤레타리아의 밤』(1981)을 기점으로 정치적 해방에 관한 저작

들을 내놓는데, 『무지한 스승』(1987),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1990), 『불화』(1995) 등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 2000년대에 들어서 그

는 예술적 실천의 문제가 정치에 대한 사유의 연장선상에 놓이게 된다고

보고 본격적으로 미학에 관한 연구에 중점을 둔다.

랑시에르의 주요 정치철학적 저작들은 1990년대에 영미권에서 처음 번

역되었고 2000년대 이후의 미학에 관한 저작들은 출간과 동시에 번역되

면서, 그는 국제무대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철학자로 자리매김했다.1)

국내에서는 2008년 그의 방한을 기점으로 그의 이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

졌는데, 특히 미학적 논의에 관한 관심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관심은 미학 관련 저작들 다수가 아직 국내에 번역조차 되지 않았음에도

1) 박기순,「자크 랑시에르, 잊혀진 이름의 귀환」, 『역사비평』, 통권105호, 2013, pp.
35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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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많은 관련 논문들이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드러난다.2) 특히 최

근에는 그의 논의가 영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영화 논의를 다루

는 국내 논문들이 다수 발표되었다.3) 그럼에도 그의 예술론을 다큐멘터

리라는 장르를 중심으로 구체화한 연구는 본 논문이 첫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랑시에르의 예술론에 접근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은 무엇보다 그가

예술에 관한 논의를 체계적인 이론으로 제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다.

그는 스스로 어떤 원리나 이론을 정립하기를 거부하고, 개별적인 작품

사례에 주목하도록 요청한다. 특히 최근의 저작들은 작품 사례 분석에

집중되어있다.4) 이러한 논의 방식으로 인해, 그의 예술론에는 작품에 대

한 개별적인 분석만이 있을 뿐 사례들에 일관되게 적용되는 이론적인 논

의가 부재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

하여 랑시에르의 논의에서 정치로서의 예술을 구성하는 전략을 허구 개

념을 중심으로 구체화하고, 이를 토대로 그의 예술론을 재구성하고자 한

다.

지금까지 예술의 정치성은 주로 ‘효과’의 측면에서 논의되어왔다. 말하

자면, 예술은 현실에 어떤 영향을 미칠 때 정치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예술의 정치성을 하나의 결과로 도출해야할 문제로 간주하고 이

2) 2016년 현재까지 랑시에르는 15권이 넘는 예술 관련 저작들을 내놓았지만, 국내에서
번역된 저작들은『감성의 분할』(2000),『영화 우화』(2001),『이미지의 운명』(2003),
『미학 안의 불편함』(2004),『문학의 정치』(2007), 이상 5권뿐이다. 그의 미학에 관
련된 국내 논문은 현재 100여 편에 이른다.

3) 랑시에르는 『영화 우화』(2001), 『영화의 간격』(2011), 『벨라 타르, 이후의 시간』
(2011) 등의 주요 저작뿐만 아니라 여러 잡지 인터뷰를 통해서도 자신의 주된 관심사
가 영화에 있음을 밝힌다. 그의 영화 논의를 다루는 논문들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하라. 고유희, 「영화와 동시대성: 자크 랑시에르의 미학과 이미지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남수영,「랑시에르와 영화적 모
더니티: 영화를 둘러싼 미학적 위계에 대한 고찰」, 『영상예술연구』, vol. 22., 2013.;
이정하, 「랑시에르의 영화미학: 영화와 미학적 예술체제」, 『미학』, vol. 77., 2014.;
남수영, 「스펙터클과 중력의 무대: 랑시에르와 영화의 관객성」, 『비평과이론』,
vol. 17, no. 2,, 2012.; 최수임, 「이미지-퍼포먼스로서의 영화: 랑시에르의 이미지론의
관점에서 본 장-뤽 고다르의 <언어와의 작별>」, 『유럽사회문화』, vol. 14., 2015.

4) 예술 작품 분석에 관한 랑시에르의 최근 저작들은 『아이스테시스』(2011), 『영화의
간격』(2011), 『벨라 타르, 이후의 시간』(2011)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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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당위의 문제로 설정한다. 그러나 랑시에르에게 예술이 갖는 정치성이

란 효과의 차원이 아니다. 그에게 예술과 정치는 서로 관계를 맺어야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해야할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이미 서

로 연결되어있는 것이다.5) 그는 이러한 주장의 근거를 감각적인 차원에

서 찾고, 예술과 정치가 모두 근본적으로 우리의 감각에 관여한다고 규

정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술과 정치의 공통 기반으로서 ‘감각적인 것의

분할(the distribution of the sensible)’이라는 원리가 랑시에르 사상의 핵

심 개념으로 등장한다.

우선 ‘감각적인 것’이란 엄밀히 말하면 ‘감각할 만한 것’으로, 우리가

대상을 감각하고 그것을 감각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그리고 ‘분

할’이란 포섭할 수 있는 공통의 것과 그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동시에 규

정하는 형태이자 질서이다. 그러므로 이 원리에 따르면 우리가 무언가를

감각하고 인식하는 행위는 포섭과 배제의 형태를 동시에 규정한다. 즉

대상과 그것을 감각하고 인식하는 행위의 관계에서 우리가 무엇을 감각

할 수 있고 무엇을 감각할 수 없는지가 결정되는 것이다. 그는 세계 내

의 불평등이 이 원리에 기초한다고 간주하고, 해방이 감각적 차원의 불

평등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해방이란

기존의 감각적인 것의 분할이 갖는 불평등한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랑시에르는 이처럼 감각적인 것의 분할 질서를 탈피하는 문제가 바로 예

술과 정치 공통의 과제이며, 예술적 실천이 필연적으로 정치적 실천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우리를 해방시키는 예술은 어떻게 구성될 수 있을까? 랑시에

르는 비록 예술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지

만, 여러 작품 사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허구라는 용어를 중요한 의미

로 사용한다. 따라서 본고는 그의 허구 개념을 살펴봄으로써 정치로서의

예술이 구성되는 원리와 과정에 접근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허구는 예술의 존재와 특성을 규명하는 데에 있어서 핵심

적인 개념으로 사용된다. 허구라는 개념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재

5) AD, pp. 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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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관계를 설정해야하는데, 통상적으로 허구는 실재와 분리되는 대상

이나 범위로 이해된다. 이러한 분리 관계는 두 가지 의미로 설명될 수

있는데, 허구는 ‘실재가 아닌’ 것이거나 ‘실재와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재가 아닌 것이 ‘거짓’이라는 부정적인 함의를 갖는다면, 실재와

유사한 것은 ‘실재가 아니지만 그럴듯하게 꾸며낸 것’을 의미한다. 그러

므로 우리가 허구 개념을 예술과 연결시킬 때에는 후자의 의미에서 허구

개념을 이해한다. 이로써 우리는 예술이 실재가 아니지만 실재와 유사한

어떤 고유의 범위를 갖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나 랑시에르는

이러한 기존의 허구 개념이 제한적인 의미로 인식된다고 보고, 허구의

어원으로부터 그 본질적인 의미를 찾는다. 그에게 허구 개념은 기본적으

로 ‘무언가를 만들다’라는 의미인데, 이 의미는 허구라는 단어의 어원인

fingere의 의미가 ‘∼인 체하다(to feign/feindre)’가 아니라, ‘∼을 만들다

(to forge/forger)’라는 사실에서 비롯된다.6) 이 말은 허구가 ‘실재가 아

닌’ 또는 ‘실재와 유사한’ 무언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구

성하는 행위 자체를 지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허구는 실재와의 상

관관계에서 일정한 조건과 범위로 규정되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구성하는

실천에 그 본질이 있는 것이다. 이로부터 본고는 랑시에르 예술론에서

예술과 정치의 필연적인 연관성이 허구 개념이 갖는 실천의 계기에 근거

한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허구 개념을 중심으로 다음 세

가지 관점에서 그의 예술론을 살펴본다. 첫째, 랑시에르가 세운 예술의

세 가지 식별 체제에 따라 허구 개념의 함의를 구체화한다. 둘째, 허구

개념을 토대로 구성되는 예술의 양상을 살펴본다. 셋째, 허구의 관점에서

다큐멘터리 영화의 특성을 분석한다.

우선 랑시에르가 주목하는 허구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그가 세운 세

가지 예술 식별 체제를 분석한다. 랑시에르에게 예술은 원리나 제도, 해

석의 문제이기 이전에 어떤 대상을 어떤 방식으로 예술로 보고 파악할지

의 문제이다. 예술은 우리의 감각과 사유에 동시에 관계하는 식별의 문

제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예술이 역사적으로 세 가지 식별 방

6) FF, p.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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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속에서 존재해왔다고 보고, 각각 윤리적 이미지 체제, 재현적 예술 체

제, 미학적 예술 체제로 구분한다. 이 중에서도 그가 예술을 정치와 동일

선상에서 사유하는 토대가 바로 미학적 예술 체제이다. 이 체제는 다른

두 체제들과의 긴밀한 관계에서 등장하면서 동시에 그로부터 단절되는

체제라는 점에서 역설적인 체제이다. 따라서 미학적 예술 체제의 특성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앞서 형성된 다른 두 체제들의 특성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각 체제에서 인식되는 허구 개념을 분석하고 미학적 체제

의 허구 개념을 구체화할 것이다.

다음으로, 랑시에르가 규정한 허구 개념에 근거해서 구성된 예술을 살

펴본다. 『이미지의 운명』에서 랑시에르는 예술이 기본적으로 이미지를

다루는 작업이라고 보고, 이미지를 다루는 주요 기법으로서 ‘몽타주’를

언급한다. 그는 이미지의 기능을 ‘정확하게’ 또는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

이 바로 몽타주 기법이라고 강조한다.7) 이는 허구 개념에 근거한 미학적

체제의 예술은 몽타주 기법을 통해 구성되고, 몽타주 기법이 어떻게 사

용되는지에 따라 예술의 양상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특히 그가

동시대의 정치적 예술을 검토하는 데에 있어서 몽타주는 핵심 용어로 등

장한다. 몽타주의 의미와 특성을 여러 작품 사례에서 확인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학적 예술 체제의 허구의 관점에서 다큐멘터리 영화를

분석한다. 랑시에르가 몽타주라는 용어에 주목하는 데에는 영화 예술에

초점을 두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그의 최근 논의는 영화를 중심으로 이

루어지는데, 그는 특히 허구의 관점에서 영화의 가능성이 극대화된 장르

를 다큐멘터리로 지목한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서 다큐멘터리 영화는 역

설적으로 ‘허구적인 예술’로 규정된다. 다큐멘터리에 대한 그의 논의를

『영화 우화』와 『아이스테시스』를 중심으로 확인하고 “다큐멘터리 허

구(documentary fiction)”8)가 갖는 역설적인 의미를 분석할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아리 폴만 감독의 영화 <바시르와 왈츠

7) “따라서 올바른(correct) 문장-이미지의 힘이란 병렬적인 통사법(paratactic syntax)의
힘이다. 영화에서 사용되는 의미를 확장시켜서 이를 몽타주라고도 부를 수 있다.” FI ,
p. 48.

8) FF,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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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Waltz with Bashir, 2008)을 분석할 것이다. 랑시에르는 이 영화를

다큐멘터리와 픽션의 관계를 다룬 중요한 작품으로 언급한 바 있다.9) 비

록 그가 영화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본고는 이 영화

를 그가 언급한 작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작품 사례로 간주하고 ‘다큐

멘터리 허구’로서의 그 의의를 밝히고자 한다. 먼저 영화가 다루는 기억

이라는 소재가 어떻게 이미지로 재구성되는지 살펴보고, 이로부터 애니

메이션과 다큐멘터리가 결합된 형식적 특성이 갖는 의미를 구체화하고자

한다. 이로써 이 영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10)가 보여주지 못했던 영화의

정치적 성격을 규명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I장에서는 랑시에르 예술론의 기본 개념들을 파악하고 개념들 간의 연

관관계를 살펴본다. 랑시에르는 잠재된 평등의 논리를 입증함으로써 불

평등으로부터의 해방을 실현하는 행위를 ‘정치’로 규정한다. 그리고 ‘감각

적인 것의 분할’이라는 원리를 토대로 정치는 예술과 동일한 토대에서

사유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장에서는 랑시에르가 정립한 ‘감각적인

것의 분할’이라는 원리와 더불어 ‘예술’, ‘정치’, ‘미학’ 등 주요개념들의

함의를 분석하고, 그가 세운 세 가지 예술 식별 체제의 특징을 간략하게

9) Jacques Rancière, “Jacques Rancière”, interview by J. J. Charlesworth, Art Review,
Issue 40, April 2010, p. 75.

10) 영화 <바시르와 왈츠를>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영화가 진실을 얼마나 담아내고 있
는지 또는 비극적인 역사를 대하는 감독의 윤리적인 태도가 어떤 식으로 반영되고
있는지와 같은 관점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기존의 연구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한상정,「아리 폴만의 <바시르와 왈츠를>에 대한 연구: 현실 · 역사 · 시의 종합으로
서의 애니메이션」,『애니메이션 연구』Vol. 5, No. 3., 2009.; 김아름,「다큐멘터리 연
출방식을 활용한 애니메이션의 특성 연구: 작품 <바시르와 왈츠를>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영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박진,「디지털 시대 다큐멘터리의 자기
반영성과 윤리적 진실 -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바시르와 왈츠를>을 중심으로」,
『애니메이션 연구』2010.; 이형기,「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의 특징에 관한 연구: <바
시르와 왈츠를>, <라이언>, 그리고 본인 작품 <퍼플맨>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강지원, 박세영,「애니메이티드 다큐멘터리에 재
현된 리얼리티: <바시르와 왈츠를>를 중심으로」,『애니메이션 연구』, Vol. 7, No.
3., 2011.; Joseph A. Kraemer, “Waltz with Bashir(2008): Trauma and
Representation in the Animated Documentary”, Journal of Film and Video, Vol.
67, No. 3-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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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할 것이다.

II장에서는 정치로서의 예술을 실천하는 작업인 ‘허구’의 함의를 미학

적 예술 체제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우선 윤리적 체제와 재현적 체제에

서의 허구 개념을 확인하고, 랑시에르가 ‘미학 혁명’이라고 규정한 사건

을 통해 미학적 체제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검토한다. 이로부터 이전 체

제와의 관계에서 미학적 체제의 허구 개념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구체

화할 것이다. 나아가 허구 개념이 구현되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생각

에 잠긴 이미지’라는 용어의 의미를 밝히고, 이러한 논의가 동시대 예술

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윤리적 전환’으로 불리는 현상에서 확인할 것

이다.

III장에서는 랑시에르의 영화 논의를 살펴보고, ‘허구적인 예술’로서의

다큐멘터리 영화의 특성을 고찰한다. 미학적 예술을 구성하는 기법인 몽

타주의 개념을 규정하고, 몽타주가 영화에서 특히 적극 반영될 수 있는

근거를 확인할 것이다. 특히 랑시에르가 중요하게 다루는 장르인 다큐멘

터리 영화를 몽타주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재에 기반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허구적 예술이 되는 역설을 확인할 것이다. 마지막으

로 영화 <바시르와 왈츠를>에 대해 분석한다. 우선 영화가 다루는 기억

이라는 소재의 특성을 파악하고, 애니메이션과 다큐멘터리를 결합한 실

험적인 형식이 갖는 의미를 허구의 관점에서 검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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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랑시에르의 예술론

랑시에르의 예술론에서 허구 개념이 갖는 함의를 논의하기에 앞서 그

의 예술론의 기본적인 구조를 살펴보고 주요 용어들을 소개한다. 우선

그의 사상의 기본적인 전제인 ‘평등’의 원리를 살펴보고, 그가 정치를 평

등의 입증으로 규정하는 근거를 분석한다. 그리고 정치와 예술이 동일시

되는 근거인 ‘감각적인 것의 분할’이라는 원리를 확인하고, 이 원리를 토

대로 정립되는 ‘예술 식별 체제’의 특성을 밝힌다.

1. ‘감각적인 것의 분할’로서 정치와 미학

1) 평등의 입증으로서의 정치

마르크스주의 전통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랑시에르의 사상은 기본적

으로 ‘해방’의 문제를 다룬다. 마르크스주의의 정치적 해방에 대한 문제

를 새롭게 사유하고자 했던 그에게 있어서 해방이란 현실의 불평등을 어

떻게 극복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기존의 마르크스주의적 전통에 있는 수

많은 논의들은 불평등을 고착화된 하나의 현실로 전제하고, 그 불평등을

제거함으로써 평등에 이르고자 했다. 이러한 전통은 평등을 성취해야할

목표로 두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발견한 결정적인 문제는 불평등으로부

터 시작된 논의는 그 불평등을 재확인하고 재생산할 뿐이기에 궁극적인

평등의 성취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었다. 이러한 그의 문제의식은 자신

의 스승이었던 알튀세르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발전되었다.11) 알튀세르에

게 있어서 해방은 마르크스 이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가능한 것

이다. 그러므로 텍스트에 대한 독해력이 중시될 수밖에 없는데, 그에게

독해력은 텍스트의 표면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감춰진 의미까

11) 랑시에르의 알튀세르 비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라. Jacques
Rancière, Althusser's lesson, trans. Emiliano Battista. London: Continuum, 2011.;
Oliver Davis, Jacques Rancière, Cambridge: Polity Press, 2010, pp. 2-15.; 박기순,
「알튀세르와 랑시에르」, 『시대와 철학』, 제21권 3호, 2010, pp. 181-208.



9

지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12) 따라서 그가 강조한 것은 “예

리하고 주의 깊은 시선”이 아니라 “이미 잘 알고 있는 시선”13)이다. 즉

텍스트를 아무리 주의 깊게 읽는다고 해도, 텍스트에 관련된 지식을 이

미 알고 있거나 텍스트의 내용에 대해 사유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전제

되지 않는다면 정확한 독해는 불가능한 것이다. 알튀세르의 이러한 암묵

적인 전제는 이론을 이해할 수 있는 지적 수준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유할 수 있는 지식인과 스스로 사유할 수 없는 대중을 가르는 기

준이 된다. 그리고 해방은 오직 교육을 통해 실현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랑시에르는 이처럼 알튀세르주의에서 강조되는 교육의 중요성이 교육된

자와 교육되지 않은 자 사이의 불평등을 야기하고 결국에는 가르치는 자

의 권력을 강화할 뿐이라고 비판한다.14) 랑시에르가 보기에 “인민을 바

보로 만드는 것은 가르침의 부족이 아니라 인민의 지능이 열등하다는 믿

음”인 것이다.15) 그러므로 알튀세르의 이론이 정당화하는 가르치는 지식

인과 배워야하는 노동자라는 설정은 결코 좁혀지지 않는 간극을 확인시

킬 뿐이고, 노동자들의 해방을 위한 혁명의 시간은 끊임없이 지연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랑시에르는 1968년 5월 혁명에서 노동자들과 학생들

이 마르크스주의 지식인들의 가르침 없이도 스스로 저항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알튀세르주의의 오류를 입증하는 사건으로 간주한다.16)

이후 1970년대에 스승과 결별한 랑시에르는 마르크스주의에서 알튀세르

주의로 이어졌던 지적 불평등 또는 지적 권력이라는 암묵적 전제를 재검

토한다.

12) Oliver Davis, 앞의 책, pp. 3-5.
13) “이 보이지 않는 것, 이 ‘과실(oversights)’을 알고, 이 담론의 풍부함 속에 있는 빈

틈, 즉 빽빽한 텍스트 속에 있는 공백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예리하고 주의 깊은 시선
과 전혀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시선
(informed gaze)이다.” Louis Althusser & Étienne Balibar, Reading Capital, trans.
Ben Brewster, London: Verso, 2009, p. 27.

14) Oliver Davis, 위의 책, pp. 7-8.
15) IS, p. 39.
16) “[알튀세르의 교훈에 대한] 나의 해설은 1968년을 겪었던 우리 세대의 많은 지식인
들의 경험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알튀세르 학파에서 배운 마르크스주의는 질서의 철
학이었다. […] [그러나] 알튀세르주의는 과거의 다른 사상들과 함께 68혁명의 바리케
이드 위에서 죽었다.” Jacques Rancière, Althusser's lesson, pp. xi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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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튀세르식 해방의 문제점을 지적한 랑시에르는 “해방이란 본성상의

평등을 의식하는 것”17)이라고 역설한다. 평등은 성취해야할 목표가 아닌

우리에게 잠재된 본성이며, 이러한 본성을 의식할 때 비로소 해방이 가

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프랑스 교육자

조제프 자코토의 사례를 제시한다.18) 랑시에르에 의하면, 30년의 교직생

활을 하는 동안 자코토는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여 그들의 지적 수준

을 끌어올리는 것이 스승의 임무라고 생각했다.19) 이러한 생각에는 학생

이 스승보다 지적으로 열등하다는 믿음이 전제되어있다. 그러나 자코토

는 루뱅 대학으로 옮기면서 학생들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을 마주

하게 되고, 프랑스어를 전혀 모르는 학생들에게 프랑스어 텍스트를 스스

로 익히도록 주문하는 “지적 모험” 또는 “우연한 실험”을 시도했다.20)

‘모험’ 또는 ‘실험’이라는 표현에는 그 결과를 미리 판단할 수 없다는 의

미가 담겨있다. 이 상황에서만큼 그는 학생들의 지적 능력에 대해 섣불

리 판단하지 않았다. 즉 학생들이 스승의 가르침 없이 새로운 언어를 습

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미리 결론 내리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

고 이 우연한 실험을 통해 학생들은 스승의 지식 전달 없이도 스스로 새

17) IS, p. 27.
18) 프랑스 교육자 조제프 자코토(Joseph Jacotot, 1770-1840)는 1818년 네덜란드 루뱅
대학에서 외국인 강사로서 불문학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 다수의 학생들이 프랑스어
를 몰랐고, 자코토 본인 역시 네덜란드어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다. 스승과 학생이
서로 언어적 소통이 전혀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자코토는 그저 학생들에게 『텔레마
코스의 모험』의 프랑스어-네덜란드어 대역판을 읽고 프랑스어 텍스트를 계속해서
스스로 익힐 것만을 주문했다. 그런데 얼마 후 학생들은 그들이 읽은 내용을 이해해
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프랑스어로 쓸 수 있을 정도의 수준
에 오르게 된다. IS, pp. 1-4.

19) “그때까지 그[자코토]는 모든 성실한 선생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했다. 즉 스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란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그들을 스승의 지적
수준으로 점차 이끄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 가르친다는 것은 지식을 전달하는 동
시에 정신을 형성하는 것이며, 그 정신을 질서정연한 과정에 따라 가장 간단한 것에
서 가장 복잡한 것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다. 학생은 지식을 합리적으로 전유하고 판
단과 취미를 형성함으로써 사회적 목적이 요구하는 만큼 향상되고, 그 목적에 적합한
지식을 이용할 준비를 한다. […] 이것이 바로 모든 성실한 선생들이 추론한 방식이
다. 자코토 역시 30년 간 교직에 있으면서 그렇게 추론하고 행동해왔다.” IS, p. 3.

20) IS, p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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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언어를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의 사실로 증명해냈다. 학생들

이 지적으로 열등할 것이라는 점을 기정사실화할 근거는 없었다는 사실

이 결국에는 밝혀진 것이다. 자코토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 학생들의 잠

재력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제 “모든 추론은 사실에 근거해야한다”고 믿

게 되었다.21) 즉 처음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학생들의 능력이 하나의 사

건을 통해 표면화되었고, 이 사건을 통해 스승은 학생들에게 잠재되어있

던 능력을 발견한 것이다. 이 사례를 통해 랑시에르가 강조하는 것은 스

승과 학생이라는 관계가 지적으로 불평등한 관계로 미리 규정될 수 없다

는 점, 다시 말해 스승은 학생들이 지적으로 열등하다는 것을 하나의 사

실로 미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스승은 학생들의 지적

수준을 평가하기 이전에 우선 그들에게 잠재된 역량을 의식해야한다는

점이다.

자코토의 사례를 통해 지적 불평등이라는 전제가 불완전할 수 있음을

지적한 랑시에르는 오히려 모두에게 동일한 가능성이 주어져있다는 전제

로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그에게 평등하다는 것은 모든 이의

지적 수준이나 지식의 양이 동일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아직 겉으로 드

러나지 않은 누군가의 역량을 미리 열등한 것으로 규정할 수 없으므로

그 역량이 어떤 행위나 사건을 통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모두가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평등은 기존의 불

평등한 규정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결코 불가능한 것이며, 오히려 자신의

역량이 그러한 불평등으로 규정될 수 없음을 밝혀내는 자에게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알튀세르가 지적으로 우월한 지식인과 지적으로 열등

한 노동자를 미리 구분하고 평등을 하나의 결과로서 획득하고자 했던 시

도는 그 자체로 모순적이며 실현 불가능한 것일 수밖에 없다. 오히려 자

코토의 경우처럼 학생들이 언어를 습득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규정과 판단

에서 벗어나 그들 스스로 언어를 습득해냈을 때 잠재되어있던 평등은 하

나의 사건 속에서 실현된다. 평등은 결코 그 자체로 존재하는 불변의 진

리나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각자의 실천을 통해 표출되었을 때에만

21) IS,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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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전제이자 가정인 것이다.

평등은 오로지 그것의 입증을 통해서만, 언제 어디서든 그 스스로를 입증

하는 것을 대가로 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22)

이처럼 랑시에르는 평등을 입증의 문제로 보고, 각자에게 내재된 평등

한 능력을 스스로 입증하는 행위를 ‘정치’라고 부른다. 사실 그의 정치

개념은 우리가 흔히 권력이나 사회질서와 관계시키는 정치 개념과 다르

다. 권력의 행사나 투쟁 등에 관계되는 정치 개념은 그에게 있어서 ‘치안

(police)’이라는 개념이 대신한다. 그는 이 개념을 ‘공적 질서의 집행자로

서 경찰 조직’이라는 지시적 의미를 넘어, 공동체 내에서의 각자의 몫과

역할의 분배를 규정하는 일반적 원칙이라는 확장된 의미로 사용한다.23)

즉 치안의 본질이란 단순히 진압이나 통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내의 존재들이 그 이름에 따라 각각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과제를 부

여받도록 만드는 질서이자 규칙에 있다는 것이다. 치안은 결국 각자에게

고유한 역할과 위치를 미리 상정하고 그에 따른 위계를 유지하는 공동체

적 질서이다. 공동체 내에서 개인의 존재는 주어진 질서에 따라 어떤 집

단의 일부로 규정되고, 일정한 자리를 부여받고, 그에 따라 활동 영역이

나 행동 방식까지도 규정된다. 우리는 성별이나 나이, 피부색, 출신 지역

에 따라 각 기준에 걸맞은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을 자연스럽게 알고 있

22) IS, p. 138.
23) “치안이라는 단어는 보통 비열한 경찰(petty police), 공권력의 곤봉 세례, 비밀경찰
의 취조라 불리는 것을 환기시킨다. […] 비열한 경찰은 신체들을 공동체 안에서 분
배하는 감각 가능한 실재(tangible reality)를 배치하는 더욱 일반적인 질서의 특수한
한 형태일 뿐이다. 어떤 경우에 비열한 경찰이 치안 기능 전체를 떠맡을 정도로 과장
된다는 것은 이러한 질서의 강점이 아니라 약점이다. 서구 사회의 진화는 경찰이 의
료와 보험, 문화가 결합된 사회적 메커니즘의 한 요소가 되었다는 사실을 반대로(a
contrario) 입증한다. 이러한 진화 과정에서 경찰은 공적 질서의 집행자이면서 컨설턴
트이자 조직자로 운명 지어진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적어도 과거에 경멸받던 기능들
에 대한 이미지를 향상시키려는 완화(euphemization) 과정에 있는 이상, 앞으로 언젠
가는 경찰이라는 이름도 바뀌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나는 이제부터는 치안이라는 단어
및 치안적이라는 형용사를 이처럼 경멸적이지 않은 “중립적”인 의미로, 확장된 의미
로 사용할 생각이다.” DA,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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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우리는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해선

안 되는지를 파악하고, 역시 같은 방식으로 타인 또는 대상을 파악하고

평가한다. 이렇듯 공동체 내에서 암묵적으로 합의된 위계질서는 각 존재

를 능력에 따라 분류하고, 그 분류된 범주 안에서 어떠한 존재가 적합한

자격을 갖는지를 판단한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고유한 역할과 위치가

정해진다는 것은 그 기준에 포함되는 자와 배제되는 자, 자격이 있는 자

와 자격이 없는 자의 이분법적 구분을 함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치안

은 불평등을 합리화하는 근간이 된다.

이러한 치안과는 대조적으로, 랑시에르에게 ‘정치’라는 활동은 어떤 존

재를 그것이 배정된 장소로부터 이동시키거나 그 장소의 용도를 변경시

키는 활동이다.24) 치안적인 분류에 따라 각 개인이나 집단, 또는 계급이

애초에 지정된 위치에 머무르도록 규정되었다면, 그들이 스스로 그러한

규정을 이탈하여 새로운 위치 선정을 시도할 때 정치는 등장한다. 따라

서 정치는 ‘치안적 과정’과 ‘평등 과정’이라는 두 이질적인 과정이 마주치

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기존의 위계적인 치안 질서에 자신에게 내재된

평등이라는 질서를 상충시키는 것이다. 불평등하게 설정된 위계를 뒤흔

들 수 있는 자는 오직 자신의 평등을 인식하고 잠재된 역량을 스스로 발

현하는 ‘해방된 자’ 뿐이다. 앞서 밝혔던 것처럼, 평등은 결코 누군가로부

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입증하고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

계적으로 주어진 불평등한 질서를 문제 삼기 위해서는 자신의 평등한 질

서를 이미 자각하고 있어야 한다. 랑시에르는 평등이 단순히 “아무나와

아무나의 평등”이며 절대적인 필연성이 아닌 “순전한 우연성”에서 비롯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25) 다시 말해 어느 누구에게도 특정한 위치나 자

격이 아직 주어지지 않은, 어떤 필연적인 관계와 질서가 규정되지 않은

동등한 상태가 바로 평등인 것이다.

사회에 질서가 존재하는 것은 어떤 이들은 명령하고 다른 이들은 복종하

24) DA, p. 30.
25) “[T]he presupposition of equality of anyone and everyone, or the paradoxical

effectiveness of the sheer contingency of any order.” DA,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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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질서에 복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가 요

구된다. 즉 질서를 이해해야 한다는 점과 질서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이

해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당신은 이미 당신에게

명령하는 이와 평등해야 한다.26)

랑시에르의 평등은 우리가 불평등을 발견하는 순간에 이미 전제되어있

는 원리이다. 불평등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은 스스로가 이미 평등하다

는 증거이다. 예를 들어 노예가 주인에게 복종하기 위해서는 주인의 명

령을 이해하고 그대로 실천할 정도로 주인과 소통할 수 있는 평등한 지

능을 이미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평등한 지능이 전제되어야만

노예는 주인과의 불평등한 관계를 인식할 수 있다. 정치는 노예와 주인

이라는 불평등한 관계에서 노예가 자신의 평등을 입증하는 상황, 즉 서

로 다른 두 논리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등장한다.

이처럼 랑시에르의 정치 개념은 결코 미리 구성되어있는 어떤 원칙이

나 고유의 범위가 아니라, 그러한 원리나 범위에 대해서 갈등적인 관계

와 상황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치안이 존재와 규정의

차원에 있다면, 정치는 행위와 실천의 차원에 있다.

정치가 치안의 논리와 전적으로 이질적인 논리를 실행한다 해도 정치는

항상 치안과 결부되어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정치는 자신에게 고유한 대상이나 쟁점을 갖지 않는다. 정치의 유일한 원리

인 평등은 정치에 고유한 것이 아니며 평등은 그 자체로 정치적인 것이 아

니다. 정치가 평등에 대해 행하는 것은 평등에 대해 사건(case)의 형태로

현실성(reality)을 부여하는 것이며, 소송(litigation)이라는 형태로 치안 질서

의 중심에 평등의 입증을 기입하는(inscribe) 것이다.27)

정치는 다른 영역과 차별화되는 고유한 영역으로 미리 주어지지 않는

다. 왜냐하면 정치의 유일한 원리인 평등은 정치에만 고유한 원리가 아

26) DA, p. 16.
27) DA,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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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그 누구에게나 또는 그 모든 것에 잠재해있는 가능성으로 존재하

는 원리이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정치는 오히려 고유한 영역이나 원

리를 규정하고자 하는 치안에 대해 그 규정의 타당성을 문제 삼아 일종

의 소송을 제기하는 형태로 등장한다. 평등은 이처럼 오직 갈등이나 다

툼의 상황을 통해서 현실에 모습을 드러낸다.

기존의 치안 논리와 질서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혼란을 가하는 행위야말로

진정한 정치이며, 이것이 바로 랑시에르가 ‘불화(disagreement/mésentente)’라

는 단어로 정치를 표현한 이유이다. 그에게 불화란 단순히 어떤 이해관계

에 있는 당사자들 간의 의견 대립이나 다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이해관계 자체에 대해 문제 삼고 의견 대립의 지형을 바꾸는 것을 의미

한다. 즉 의견 대립이나 다툼 자체에 참여할 자격을 갖지 못한 자, 공통

의 이해 기반이나 이해관계에 포함되지 못하고 암묵적으로 배제된 자가

그 상황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이다. 랑시에르에 따르면 불화란 ‘하

얗다’고 말하는 자와 ‘검다’고 말하는 자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하얗다고

말하는 자와 또 다르게 하얗다고 말하는 자 사이의 갈등인데, 상대가 하

얗다는 동일한 용어 아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서로 알지 못하

는 상황이다.28) 그에게 하얗다고 말하는 자와 검다고 말하는 자는 ‘하얗

다’와 ‘검다’라는 서로 다른 용어를 말하기 때문에 불화의 상황을 만들지

못한다. 불화가 발생하는 것은 ‘하얗다’는 하나의 용어를 각자 다른 의미

로 이해하는 두 사람이 대립하는 경우이다.

이처럼 정치는 공통의 대상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가 갈등하는 상황을

기반으로 기존의 질서가 가지고 있던 불완전성을 지적하는 일이다.

2) 감각적인 것의 분할

치안이 고유한 자리와 역할을 분배하고 배정하는 위계적인 질서라면,

이에 대해 정치는 평등이라는 원리를 근거로 치안이 갖는 고유한 질서가

사실은 불평등한 것임을 지적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정치는 치안의 불

28) DA, p.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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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한 질서에 평등의 질서를 상충시킴으로써 기존의 자리 분배와 역할

배정을 다시 하도록 만든다. 랑시에르는 정치와 치안이 모두 세계 내에

서의 경계 설정과 자리 분배의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하나의 동일한

원리에 기반한다고 주장하는데, 이 원리가 바로 ‘감각적인 것의 분할’29)

이다. 그에게 정치는 어떤 권력을 행사하거나 권력을 얻기 위해 투쟁하

는 영역이 아니다. 미리 구성된 영역으로 존재하지 않는 정치는 이미 일

정한 방식으로 경계 지워져있는 영역에 대해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경계를

만들어내는 활동이며, 이러한 활동은 우리가 보고 듣는 감각적인 것에

대해 행해졌을 때 가능하다. 즉 정치는 우리가 감각하는 것들을 끊임없

이 분할하는 행위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선 정치가 어떻게 감각에 관계

하게 되는지를 살펴보고, ‘감각적인 것’과 ‘분할’이라는 각각의 용어가 갖

는 함의에 대해 분석해볼 것이다.

랑시에르는 정치가 근본적으로 감각에 관계하는 문제라는 사실을 아리

스토텔레스 철학에서 발견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인간이 정치적

본성을 갖는 근거를 언어, 즉 로고스(logos)에서 찾는다. 동물들이 감정

표현을 위한 소리만을 낼 수 있다면, 정치적 동물로서 인간은 언어를 가

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언어는 우리가 듣기에 의미 있는 소리와

그렇지 않은 소리, 유용한 것과 해로운 것, 좋음과 나쁨을 분리해낸다.

언어가 해석한 감각만이 우리에게 의미 있고 유용하며 좋은 것으로 포섭

되고, 언어로 포섭할 수 없는 감각은 의미가 없고 해로우며 나쁜 것으로

배제되는 것이다. 이러한 구분을 거쳐 그는 정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특권층과 그러한 자격이 없는 인민까지도 구분하게 된다.30) 이처럼 정치

는 권력이나 질서 등 개념적인 차원에 관계되기 이전에 본질적으로 감각

29) Le partage du sensible은 영어로 ‘the distribution of the sensible’ 또는 ‘the
partition of the sensible’로 번역되고, 국내에서는 ‘감성의 분할’, ‘감각적인 것의 분할’,
‘감각적인 것의 분배’, ‘감각적인 것의 나눔’ 등 여러 번역어로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
는 the sensible이 ‘감각(sense)’이라는 단어와 ‘할 수 있는(able)’이라는 단어가 결합된
용어라는 점에서 ‘감각적인 것(감각할 수 있는 것)’으로, the distribution 또는
partition이 ‘공통’과 ‘나눔(쪼갬)’을 동시에 함의한다는 점에서 ‘분할’로 번역하여, ‘감각
적인 것의 분할’이라고 사용한다.

30) DA, p. 2,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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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원에서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으로

결정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어떤 공통적인 것의 존재 그리고 그 안에 각각의 몫들(parts)과 위치

(positions)들을 규정하는 경계설정(delimitation)들을 동시에 드러내는 이

[감각에 의한] 지각의 자명한 사실(self-evident facts of sense perception)

의 체계를 나는 감각적인 것의 분할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감각적인 것의

분할은 공유된 공통적인 어떤 것과 배타적 몫들을 동시에 설정한다. 이

처럼 몫들과 위치들을 배분하는 것은 공간들, 시간들, 그리고 활동 형태들

의 분할에 근거하는데, 이 분할은 어떤 공통적인 것이 참여하기에 적합한

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개인들이 이 분할에 대한 몫을 갖게 되는지를 결

정한다.31)

우리는 모두 하나의 동일한 세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각 개

인, 집단, 사회마다 실제로 속해있는 시공간이 서로 다르고 그것을 보고

듣는 경험 또한 다르다. 랑시에르에게 있어서 이러한 경험의 차이는 원

칙적으로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감각 가능한 그 모든 것이 사실상 단 한

순간도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분할된 질서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특권적으로 주어진다는 전제에 기초한다.32) 그가 발

견한 불평등의 근원은 바로 이러한 감각적인 경험의 차원에 있다. 우리

가 의식적으로 세계를 다양한 기준에 따라 구분하지 않아도 세계는 이미

우리의 감각적 차원에서 각자에게 구별된 경험으로 분할되어 주어지며,

그러한 분할된 형상들의 존재와 그 분할 경계의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다. 여기에서 ‘감각적인 것’의 의미는 엄밀히 말하

면 ‘감각할 만한 것’으로서, 우리가 대상을 지각하고 그것을 감각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리고 ‘분할’이라는 단어는 ‘공동성

(community)’과 ‘분리(separation)’라는 의미를 동시에 함축하는데,33) 포

섭할 수 있는 공통적인 것과 그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동시에 규정하는

31) PA, p. 12. 강조는 필자.
32) Oliver Davis, 앞의 책, pp. 179-180.
33) DA,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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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이자 질서이다. 그러므로 감각적인 것의 분할에 따르면 우리가 무언

가를 감각하고 인식하는 행위는 포섭과 배제의 형태를 동시에 규정한다.

즉 주어진 대상과 그것을 감각하고 인식하는 우리의 행위의 관계에서 우

리가 무엇을 감각할 수 있는 것으로 포섭하고 무엇을 감각할 수 없는 것

으로 배제하는지가 결정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감각할 수 있는 것으로 포섭한다는 것은 우리의

감각과 인식이 특정한 질서 속에서 관계 맺음을 의미한다. 랑시에르에

따르면 우리의 감각과 인식 사이에는 항상 자연적인 또는 당연한

(natural) 질서가 존재한다.34) 우리는 어떤 대상을 감각하고 그것이 무엇

인지를 인식할 수 있는 일차적이고 기본적인 의미를 항상 지닌다는 것이

다. 반대로 우리가 무언가를 감각할 수 없는 것으로 무의식적으로 배제

하는 것은 우리의 감각과 인식 사이에 이러한 질서가 부재하다는 의미이

다. 이처럼 우리의 감각 행위는 ‘감각할만한 것’으로 이미 규정된 질서가

존재하는 복잡한 양상에서 시작되며, 감각할만한 것과 동시에 그렇지 않

은 것이 암묵적으로 분할된 양상에 관계를 맺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다. 랑시에르가 감각과 인식, 감성이나 지성 등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

고 ‘감각적인 것의 분할’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바로

여러 개념들 사이의 이러한 관계와 질서에 주목하기 위해서이다. 감각적

인 것의 분할이라는 용어를 통해 우리는 세계와 우리의 관계, 주어진 것

과 새로 생성되는 것의 관계, 공통의 것과 개별적인 것의 관계, 객관과

주관의 관계, 전체와 부분의 관계 그리고 이러한 관계들이 모여 이루는

체계와 질서 등에 대해 고찰할 수 있다. 체계나 질서의 존재는 그 질서

가 적용되는 일종의 공통 영역이나 범위를 설정한다는 점에서, 그에게

감각적인 것의 분할은 공간적인 차원에서 이해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

가 『불화』에서 정치와 치안을 ‘공간(space)’이나 ‘영역(domain)’, ‘짜임

(configuration)’, ‘점유(occupation)’ 등의 용어로 묘사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비롯된다.

정치는 우리가 감각과 인식 사이에 세워져있던 본래의 질서(natural

34) PA, p.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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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er)를 제거할 때 발생한다.35) 앞서 언급했던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다

시 예로 들어보자. 노예의 말은 이해 불가능한 ‘소음’으로 간주하고 주인

의 말만을 이해 가능한 ‘말’로 주목했던 것은 감각적인 것의 분할에서 비

롯되는 것이다. 치안의 질서에서 우리가 어떠한 장소와 과제를 부여받는

지에 따라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으로, 또

다른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은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으로 구분되면

서 공통의 사안에 대해 ‘참여할 수 있는 자’와 ‘참여할 수 없는 자’라는

자격이 구분된다. 그런데 공통의 것에 참여할 수 없었던 자가 자신을 배

제시킨 질서를 문제 삼아 스스로의 말과 행동이 들리고 보일 수 있음을

증명해보일 때 정치는 발생한다. 정치는 공동체의 공통의 것을 규정하는

감각적인 것의 분할을 재구성하며, 새로운 주체와 대상들을 공동체에 끌

어들이고, 보이지 않던 것을 보이게 만들고, 시끄러운 동물들로만 지각됐

던 사람들의 말을 들리게 한다.36) 노예의 말은 무시되고 주인의 말만이

인정받는 상황에서 노예가 이러한 불평등을 인식하고 자신도 주인과 동

등하게 ‘말을 소유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자발적으로 드러내 보일 때, 노

예에게 잠재되어있던 평등의 원리는 우리가 보고 듣는 하나의 사건이나

상황으로 표면화 또는 무대화됨으로써37) 실현되고 정치가 등장하는 것

이다. 평등은 정치의 유일한 원리이지만 그 내용이 규정되지 않고 선험

적 토대가 결여되어있다는 점에서38) 오직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형식으

35) PA, p. 86.
36) AD, p. 25.
37) 랑시에르는 『불화』에서 논쟁적인 상태를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는 사건이나 상

황으로 입증하는(demonstrate) 또는 발현하는(manifest) 정치적 실천에 대해 ‘무대화’
또는 ‘상연’(stage/mise en scène)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는 정치가 평등이라는 잠재된
원리를 단독적인 사건을 통해 가시화하는 행위임을 의미한다. 또한 그는 ‘사건
(case/cas, event/événement)’, ‘상황(situation/situation)’, ‘장면(scene/scène)’ 등 다양
한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들은 모두 정치적 실천에서 생겨나는 ‘감각할 수 있는 무언
가’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다. 이는 정치에 있어서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무언가
를 구성해내는 행위가 관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고유한 개념어에 대응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님을 암시한다. 이처럼 기존의 현상에 대해 여러 개념어들을 대응시키
거나 기존의 개념어에 대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랑시에르의 논의 방식에는 감각
적인 것을 끊임없이 다시 인식적으로 분할하려는 그의 의도가 담겨있다.

38) PA, p.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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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입증될 수밖에 없음을 암시한다.

랑시에르의 사상적 기반으로서 감각적인 것의 분할이라는 원리는 우리

에게 부여된 지위와 자격, 역할에 따라 세계는 이미 우리의 감각적 경험

의 차원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불평등하게 구성되어있고, 우리는 그러한

서로 다른 경험으로부터 세계를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전제한다.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으로부터의 해방 역시 각자의 감각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진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그는 일반화된 원칙이나 체계적인 이

론을 정립하기보다는 각자에게 이미 다르게 주어진 기존의 상황에 어떻

게 ‘개입’할 것인지의 문제를 다룬다.39)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우

리 스스로 어떻게 인식하고 규정할 수 있으며 또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

을지의 문제로 이어진다. 그에게 있어서 해방의 가능성은 어떤 체계적이

고 단계적인 과정에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내에서 각자에게 다

르게 주어진 상황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끼어드는 행위에서부터 이야기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는 기존의 개념을 다시 규정하는 방식과

더불어, 다양한 양상으로 평등을 입증하는 사례들에 주목하는 논의 방식

을 취하게 된다.40)

3) 정치와 미학의 불가분성

감각적인 것의 분할의 차원에서 정치는 “자신만의 공간을 짜는 것

39) “그의 저작들은 항상 특정 맥락에 대한 개입(intervention)의 형식으로 존재한다. 그
는 결코 정치, 미학, 문학, 영화 또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이론을 구성하려하지 않
는다.” Jacques Rancière, “A few remarks on the method of Jacques Rancière”,
Parallax, vol. 15, no. 3, 2009, pp. 114-115.

40) 랑시에르의 저서들은 대부분 어떤 원칙이나 이론의 체계화보다는 특정한 상황이나
역사적 장면에 대한 설명과 분석이 중심을 차지한다.『무지한 스승』은 조제프 자코
토라는 프랑스 교육자의 경험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되고,『불화』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제에서 시작된다. 『문학의 정치』는 플로베르, 톨
스토이, 말라르메, 브레히트, 보르헤스의 작품들을 다루고,『영화 우화』는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 안소니 만, 니콜라스 레이, 장 뤽 고다르, 크리스 마르케르 등의 영화
속 장면들을 분석하며,『아이스테시스』는 미학적으로 중요한 14개의 역사적 사건들
을 각각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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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guration)” 또는 “다시 짜는 것(re-figuring)”이며, 그 공간에서 “할

것이 있고, 볼 것이 있으며, 명명할 것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41) 이

해관계나 권력, 투쟁, 지배 등에 관계하는 상식적인 의미의 정치 역시 그

근본적인 토대는 이렇듯 감각적인 것들을 어떻게 새롭게 배치하고 분배

하는지의 문제에 관계하며, 이에 따라 정치는 필연적으로 ‘미학’에 관계

한다.

랑시에르에게 미학 역시 정치와 마찬가지로 다시 규정되는 개념이다.

그는 미학이 “예술작품과 취미판단의 의미를 자신의 구미에 맞게 전용하

는”42) 철학적 담론이라고 비난을 받는 최근의 현상에서, 미학을 오직 일

종의 ‘담론’이나 ‘학문’ 등으로 인식하는 경향에 주목한다. 그에게 이러한

의미의 미학은 좁은 의미일 뿐이다. 따라서 그는 미학 개념이 포괄하는

보다 근본적인 의미를 재사유하기 위해 미학의 어원을 추적한다.

아이스테시스(Aisthesis)라는 용어는, 그 생산 기법에서든 그 용도에서든

지 간에, 2세기 동안 우리가 다양한 사물들을 예술에 속하는 것으로 지각하

는 경험의 양식을 지시해왔다. 이는 예술작품의 ‘수용’의 문제가 아니다. 오

히려 이것은 그 사물들이 생산되는 경험의 감각적 구조(sensible fabric)에

관계한다. 이러한 것들은 온전히 물질적 조건 - 퍼포먼스와 전시 공간, 유

통과 복제의 형식 - 인 것만이 아니라, 지각의 양식과 감정의 체제이자 그

것들을 식별하는 범주, 그것들을 범주화하고 해석하는 사유 패턴이기도 하

다. 이러한 조건들은 단어, 모양, 운동, 리듬이 예술로 느껴지고 사유되도록

만든다.43)

랑시에르에 의하면, ‘아이스테시스’라는 어원을 갖는 미학44)은 사실 예

41) DS, p. 37.
42) AD, p. 1.
43) AS, X.
44) “형용사 ‘미적인aesthetic’의 유래는 분명 그리스에 있다. 그리스인들은 사고를 뜻하
는 노에시스νόησις와 짝을 지워서 감각적 인상을 뜻하는 아이스테시스αἴσθησις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 두 용어들은 각각 ‘지성적인’과 ‘감성적인’의 의미를 갖는 형용사
형 노에티코스와 아이스테티코스로도 쓰였다. 이 용어들에 해당하는 라틴어, 특히 중
세 라틴어는 intellectus와 sensatio, intellectivus와 sensitivus였다. sensitivus는 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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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작품의 수용이나 평가의 문제만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볼 수 없다. 보

다 넓은 의미에서 미학은 어떤 대상을 예술로 파악하는 방식에 관계하

며, 물질적 조건뿐만 아니라 지각, 감정, 사유 등의 요소들을 총체적으로

포괄한다. 어떤 대상이 예술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 대상에 대해 어떤

담론을 더하거나 어떤 기준에 따라 예술로 판단하기 이전에 그 대상을

감각하고 느끼는 경험의 순간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미학은 18세기에 처

음 하나의 학문으로서 등장했지만,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시, 회화, 음악,

춤과 같은 예술의 존재가 이 시기가 되어서야 생겨났다는 의미가 아니

다. 마찬가지로 ‘플라톤의 미학’, ‘고대 미학’, ‘중세 미학’ 등의 표현이 사

용되는 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근대 이전에도 미와 예술에 대한

철학적 성찰들이 존재했다고 간주한다.45) 또한 항상 시, 회화, 음악, 춤

등이 있어왔다고 해도 항상 예술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우

리가 예술이라고 부르는 산물이나 활동은 이미 오래 전부터 존재해왔지

만, 단지 그것을 예술로 식별해주는 관점이 부재했던 것이다.46) 따라서

미학은 학문의 이름이기 이전에, 이전의 시대와 구별되는 새로운 대상과

새로운 사유를 표현하는 것이며, 보다 근본적인 의미에서 어떤 대상을

예술로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식별하게 해주는 일종의 틀인

것이다. 아이스테시스로서 미학의 근본적인 의미는 이처럼 주어진 것을

수용하는 감각의 이중적인 기능에 근거하며, 이는 경험 형식으로서 시간

과 공간의 문제에 관계하는 것이다.47)

그리스풍을 좇아서 aestheticus라고 하기도 했다. 이 모든 용어가 고대와 중세의 철학
에서 사용되었으나 이론철학에만 국한되어 있었다. 미, 예술 및 미술과 연관되는 경
험 등을 논할 때에는 ‘aesthetic’이란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매우 오랫동안 지속되어 18세기까지 이어졌다. / 라이프니츠-볼프 학파의 철학자 바
움가르텐이 지성적 인식cognitio intellectiva과 감각적 인식cognitio sensitiva을 구별
짓는 고대의 구분을 계속 유지하는 한편 여기에다 놀라운 새 해석을 가한 것은 18세
기 중엽 독일에서였다. 그는 감각적 인식을 미의 인식과 동일시했고 미 인식의 연구
에 그리스 로마의 명칭인 cognitio aesthetica, 혹은 줄여서 aesthetica란 이름을 붙였
던 것이다.” W. 타타르키비츠,『미학의 기본 개념사』, 손효주 옮김, 미술문화, 1999,
p. 376.

45) 박기순,「‘미학’, 그 근대성의 의미」,『서양근대미학』, 서양근대철학회 엮음, 창비,
2012, pp. 14-15.

46) AD,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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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이 되는 속성은 행위양식들(modes of doing) 사이에서의 구별이 아

니라, 존재양식들(modes of being) 사이에서의 구별에 의거한다. 바로 이것

이 '미학'이 의미하는 것이다. 미학적 예술 체제 안에서 예술이 되는 속성

은 기술적 완전함이라는 기준이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감각적 파악

(sensory apprehension)의 형식에서 기인하는 것이다.48)

랑시에르는 예술의 존재가 오직 예술가의 행위나 특정한 양식, 감정,

태도 등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그보다 앞서 우선적으로 예술을 예

술이라는 경험의 형식으로 규정하는 특정한 감각과 사유가 존재해야함을

밝힌다. 즉 미학은 어떤 대상을 우리가 예술로 보고 들을지를 결정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치는 그 기저에 미학을 품고 있을

47) “미학이 지시하는 것은 감각적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어떤 양식, 어떤 감각적인 것
의 분할을 지시한다. 이러한 표현은 미학의 영역을 틀 지웠던 텍스트로 돌아감으로써
최소한 이해될 수 있다. 비록 정작 그 텍스트에서 이 용어가 실질적으로 쓰이지는 않
았지만 말이다. 그 텍스트는 물론 칸트의 『판단력 비판』인데, 이 텍스트를 잠정적
으로 더 포괄적인 미학 개념의 구성에 대한 안내서로 사용할 것이다. 우선은, 이 텍
스트로부터 내가 감각적인 것의 분할이라고 부르는 것을 구성하는 세 가지 기본 요
소를 추출하고자 한다. 첫째, 주어진 어떤 것(something given), 즉 감각(sense)에 의
해 주어진 형식 - 예를 들어 칸트 텍스트의 두 번째 섹션에서 묘사된 것과 같은 궁
전의 형식 - 이 있다. 둘째, 이러한 형식의 포착(apprehension)은 감각만의 문제가 아
니다. 오히려 감각 자체가 이중화된 것이다. 포착은 칸트가 능력(faculty)이라고 불렀
던 것들 사이의 관계, 즉 주어진 것(소여)을 제공하는 능력과 그로부터 무언가를 만
드는 능력 사이의 특정한 관계를 형성한다. 그리스어에는 이 두 능력에 대한 오직 하
나의 이름이 있는데, 그것이 아이스테시스(aesthesis) 즉 감각의 능력, 주어진 것을 지
각하고 그것을 이해하는(make sense) 능력이다.” Jacques Rancière, "The Aesthetic
Dimension: Aesthetics, Politics, Knowledge", Critical Inquiry , Vol. 36, No. 1, 2009,
p. 1.
“나의 ‘역사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연구에 걸쳐있는 기본적인 관심사는, 정치적 경험
의 미적 차원을 지적하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미적’이라는 표현을 ‘감성의 선험적 형
식’이라는 칸트적 의미에 가깝게 쓰고자 한다. 그것은 예술과 취미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시간과 공간의 문제이다. 그러나 나의 연구는 시간과 공간을 인식
대상의 표상 형식으로서 다루지 않는다. 사회에서 우리의 ‘장소’를 구성하는 형식, 즉
공통의 것(the common)과 사적인 것(the private)의 분할의 형식이자 각자의 몫을 모
두에게 할당하는 형식으로서 시간과 공간을 다룬다.” Jacques Rancière, "From
Politics to Aesthetics?", Paragraph, Vol. 28, Issue 1, 2005, p. 13.

48) AD,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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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밖에 없고, 미학은 정치에 관계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어떤 공통의

사안에 대해 우리가 감각할 수 없는 것으로 배제한 것을 다시 감각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잠재된 평등의 원리를 입증하는 것이 정치라면, 미학

역시 예술로 감각할 수 없는 어떤 대상을 예술로 감각할 수 있도록 구성

하는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정치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감각적

인 것의 분할이 볼 수 있는 것과 볼 수 없는 것, 들을 수 있는 것과 들

을 수 없는 것 등을 구분하고 각 존재에 적합한 시간과 공간을 분배하는

원리라면, 이러한 원리에 기반한 정치와 미학은 보이지 않던 것을 보이

게 만들고 들리지 않던 것을 들리게 만듦으로써 기존의 감각적인 것의

분할을 다시 분할하는 행위인 것이다.

2. ‘식별’과 ‘체제’로서의 예술

랑시에르는 예술의 본질을 대상의 존재만으로 파악하지도 않고, 대상

에 대한 이해나 해석의 문제만으로 보지도 않는다. 그에 따르면 예술은

감각적인 것의 분할 원리를 통해 주어진 대상과 우리가 그것을 감각하고

인식하는 행위에 동시에 관계하며, 예술의 본질은 이러한 관계에서 규정

된다.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예술의 본질은 우리가 무엇을, 그리고 어

떻게 예술로 보고 인식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문제인 것이다. 그는 예

술을 ‘식별’의 행위로 규정하고, 예술을 식별하는 방식을 세 종류로 구분

하여 세 가지 ‘예술 식별 체제’를 세운다.

예술의 체계(edifice)를 세우는 것은 예술에 대한 일정한 식별

(identification) 체제를 규정하는 것이다. 식별 체제란 실천들 사이의 관계,

즉 가시성의 형식들(forms of visibility)과 이 형식들의 생산물을 예술[일

반](art) 또는 하나의 예술품(an art)에 속하는 것으로 식별하도록 해주는

지성의 양식들(modes of intelligibility) 사이의 특수한 관계이다. 하나의 동

일한 여신상이 예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며, 그 조각상이 파악되는

식별 체제에 따라 다른 예술이 될 수도 있다.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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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 식별 체제가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 작품이 그 자체로 예

술이 되는 어떤 절대적이고 존재론적인 원리가 존재하기에 앞서, 감각적

대상, 그 대상을 지각하는 행위, 그리고 그 지각을 인식으로 연결하는 방

식의 관계에서 예술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는 동일한 대상도 우리가

어떻게 식별하는지에 따라, 어떤 식별 체제로 구별하는지에 따라 예술이

될 수도 있고 예술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함의한다. 랑시에르는 이러

한 예술의 식별 체제를 윤리적 이미지 체제(the ethical regime of

images), 재현적 예술 체제(the representative regime of art), 미학적 예

술 체제(the aesthetic regime of art)라는 세 가지 체제로 구분한다. 세

체제는 특정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각각 등장하고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이것들은 특정한 시공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술을 바라보

고 이해하는 식별 방식에 근거하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공존한다. 그

는 식별 체제를 설명하기 위해 쉴러의 『인간의 미적 교육에 대한 편

지』에 등장하는 ‘주논 루도비시’라는 그리스 여신 조각상을 예로 든다.

이 예시를 통해 각 식별 체제의 특성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윤리적 체제는 진리성이라는 유일한 기준에 따라 모든 것을 위계

적으로 평가하는 플라톤의 논의에서 비롯된다. 그의 논의에 따르면 대상

을 모방하는 예술은 진리라는 최종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 때문

에 독자적인 원리와 규칙을 갖지 못한다.50)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이 체제의 예술은 어떤 대상에 종속적인 ‘이미지’로서 존재하게 된다. 이

러한 체제에서 여신의 조각상은 신성(divinity)의 이미지로 파악될 수 있

다. 이 경우 조각상은 신성이라는 ‘진짜’를 복제한 ‘가짜’일 뿐이다. 그러

므로 신성을 이미지로 만드는 것 자체가 가능한지, 이미지화된 신성을

진정한 신성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올바른 방식으로 이미지화되었

는지 등의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플라톤의 논의를 비판함으로써 예술에 대한

기존의 관점을 바꾼다. 그는 예술을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에서 해방

49) AD, p. 28.
50) PA, p.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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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기 위해 ‘미메시스’라는 고유의 규범을 예술에 정립하는데, 랑시에르

는 이로부터 재현적 체제가 등장하게 되었다고 본다. 이 체제에서 여신

의 조각상은 신성을 충실하고 올바르게 이미지로 만들었는지와 같은 평

가 기준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특정한 질료에 형상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것이 재현의 구현이라는 점에서 조각이라는 예술의 산물이 된

다.51) 여기에서 조각상은 여신이라는 주제에 적합하다고 간주되는 여성

성이나 신적인 특성 등을 예술가가 사물에 부여하여 그럴듯한 모습으로

구현해낸 것으로 파악되는 것이다.

랑시에르에게 예술이 유효성이라는 기준으로 파악되는 윤리적 체제와

미메시스라는 기준으로 파악되는 재현적 체제는 치안과 같은 형식으로

작용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윤리적 체제는 예술을 사회적이고 도덕

적인 기준으로만 판단하여 예술 고유의 영역 자체를 분리시키지 않는다

는 점에서, 재현적 체제는 예술로 볼 수 있는 것에 대한 고유한 기준을

미리 확고하게 규정한다는 점에서 두 체제 모두 감각적인 것의 분할 경

계를 고착화시킨 채 재규정될 여지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

듯 두 체제가 고착화시킨 감각적인 것의 분할 경계에 대해 새로운 경계

설정을 시도하는 예술적 실천이 바로 정치가 되며, 이로부터 미학적 체

제가 등장한다.

미학적 예술 체제는 예술을 단독적인 것(the singular)과 동일시하고,

예술을 모든 특정한 규칙으로부터, 주제, 장르 그리고 예술의 모든 위계로

부터 벗어나게 하는 체제다. 미학적 체제가 모든 위계에서 벗어날 수 있었

던 것은, 예술의 행동 방식을 다른 행동 방식과 구별하던 미메시스적 장벽

(mimetic barrier), 즉 사회적 점유(social occupations)의 질서로부터 예술의

규칙을 분리하고 있던 장벽을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미학적 체제는 예술의

절대적 단독성을 단언하고 동시에 이 단독성에 대한 모든 실용주의적 기준

을 파괴한다. 이 체제는 예술의 자율성을 설정함과 동시에, 그 자율성의 형

식이 삶 자체의 형식과 동일시되도록 하는 것이다.52)

51) AD, p. 29.
52) PA, p. 23. 강조는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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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감각하는 대상을 미학적 체제의 예술로 식별하기 위해서는 우

선 그 대상을 어떠한 규칙이나 기준으로부터도 분리되는 단독적인 대상

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한다. 대상과 그것에 대한 우리의 인식 사이에 예

술의 존재 조건을 미리 규정해주는 원리와 규범들을 매개시키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질서로부터 대상을 해방시킨 상태에서 예술

을 파악할 때 미학적 예술이 등장한다. 우리가 규범이나 기준에 기대지

않고도 예술을 파악할 수 있다는 사실은 대상과 그것을 인식하는 주체

사이를 매개해주는 고유의 질서가 부재함을 의미한다. 이 체제에서 여신

의 조각상이 예술이 될 수 있는 근거는 신성에 대한 진정성 또는 신성이

라는 주제에 적합한 재현방식에 있지 않다. 그 근거는 조각상의 감각적

형식과 그 형식을 예술로 식별해낼 수 있는 주체의 시선에서 기인하며,

예술은 이제 어떠한 기존의 질서에서도 벗어나있는 독자적이고 “자유로

운” 상태에서 파악되는 것이다.53)

미학적 체제는 예술에 대해 일반화할 수 있는 고유한 원리와 그 원리

가 적용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예술 일반에 대한

절대적이고 존재론적인 원리 자체를 배제하게 될 때 우리는 독자적인 대

상에 주목하게 되고, 이러한 관점에서 예술이 구성될 때 미학적 체제의

예술이 등장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미학적 예술은 예술로 감각할 수 있

는 것이 질서 지워진 영역에 대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질서를 제시했을

때에 비로소 등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술은 기존의 감각적인 것의 분

53) 쉴러가 주논 루도비시를 그 어떤 목표나 속성으로부터도 해방된 ‘자유로운’ 조각상
으로 본다는 점에서, 랑시에르는 이 조각상을 예술의 자율성과 현실의 정치성을 연결
시키는 미학적 예술의 사례로 분석한다. “그리스 조각상의 ‘자유로운 가상'이 보여주
는 것은 신성의 본질적인 속성이며, 그것의 ‘무위도식함(idleness)'이나 ‘무관심
(indifferency)'이다. 신성 특유의 속성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것이며, 목적에 자신
을 맡겨 그것을 실현해야한다는 걱정으로부터 해방된 것이다. […] 조각상은 자신에
게 모델이 되는 현실에 따르는 가상이 아니다. 그것은 수동적 질료에 강제된 능동적
형식도 아니다. […] 그것은 가상과 현실뿐만 아니라 형식과 질료, 능동성과 수동성,
지성과 감성의 일상적 연결을 중지시키는 특수한 경험 안에서 주어진다.” AD, p. 27,
pp. 29-30. (프리드리히 쉴러,『미학 편지: 인간의 미적 교육에 관한 실러의 미학 이
론』, 안인희 옮김, 휴먼아트, 201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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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이 예술로 볼 수 있는 것과 예술로 볼 수 없는 것을 분리하던 불평등

의 질서에 평등의 질서를 상충시키는 정치가 된다.

정치는 오직 치안이 존재하는 곳에서만 등장할 수 있지만, 치안은 동

시에 정치를 부정하거나 정치의 논리를 자신의 논리와 동일시함으로써

정치를 끊임없이 사라지게 만든다.54) 따라서 정치는 그 특성상 늘 일시

적이고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예술의 정치를

발생시키는 미학적 체제는 치안적으로 작용하는 윤리적 체제나 재현적

체제에 의해 항상 위협받는 불안정한 체제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단독적인 것을 대상으로 하는 미학적 체제의 예술은 단독적인 것을 끊임

없이 보편 또는 일반으로 환원시키려는 두 체제가 언제든 포섭할 수 있

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세 가지 예술 식별 체제들을 구분하는 것이 종종

자의적이고 불명료하게 보이는 것은 바로 체제들 간의 이러한 복합적인

관계에서 비롯된다. 미학적 체제는 자신을 끊임없이 포섭하려는 다른 체

제들과의 밀접한 관계에서 등장하면서, 동시에 그 체제들과 분리됨으로

써 정치를 실천하는 역설적인 체제가 된다.

이와 같이 랑시에르의 예술론은 세 예술 체제 중에서도 예술과 정치가

동일시되는 미학적 체제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미

학적 체제의 특성을 토대로 규정되는 허구 개념을 살펴보고, 그의 예술

론에서 허구 개념이 갖는 의의를 분석할 것이다.

54) DS, p. 37.



29

II. 예술의 정치를 위한 허구 개념

앞장에서 랑시에르의 예술론을 구성하는 고유 개념들과 그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예술과 정치가 동일한 토대에서 사유되는 근거를 확인해보았

다. 예술은 식별 체제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고, 예술이 정치와 동일시되

는 것은 미학적 체제에서 가능해진다. 그렇다면 이로부터 과연 미학적

체제의 예술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예술을 가리키는지, 즉 어떤 예술이

정치가 될 수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예술과 정치의 동일시가 가능해지는

지의 문제가 이어진다. 이 문제는 달리 말하면 랑시에르에게 있어서 불

평등을 전제하는 영역으로부터 해방을 실천할 수 있는 예술이란 무엇이

며, 그러한 예술은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일종의 답으로 제시될 수 있는 개념이 바로 ‘허구’이다. 그는 예술

과 정치를 연결시키는 작업을 허구의 작업이라고 규정하면서, 허구라는

용어를 자신의 여러 저서에서 자주 언급한다.55) 그는 허구가 미학적 체

제의 핵심적인 개념이지만, 그것은 단순히 상상적 세계의 구성도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적 의미의 ‘사건들의 배치’보다도 많은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56)57) 이는 미학적 체제의 예술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결국 그가

고유한 의미로 정립하는 허구 개념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되어야함을

시사한다.

예술의 존재와 그 특성을 규정하는 데에 있어서 허구는 중요한 개념으

로 작용해왔고 다양한 의미로 이해되어왔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허구 개

념이 우선적으로 제기하는 문제는 바로 실재와의 관계 설정이다. 허구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기본적으로 허구와 실재의 이분법적 구도를 미리 상

정하고, 무엇을 허구로 볼 것인지의 문제를 다루거나 이미 허구로 지칭

55) 허구에 대한 랑시에르의 언급은 다음을 참조하라. DS, pp. 140-141, pp. 148-149.;
ES, p. 102.; FF, p. 158.; PA, pp. 35-41.

56)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사건들의 배치(arrangements of incidents)’은 ‘뮈토스
(muthos)’를 지시하는데, 랑시에르는 이 용어를 ‘우화(fable)’ 또는 ‘허구’로 다시 쓴다.
“뮈토스는 어떤 집단적인 무의식으로 우리를 회부하는 “신화(myth)”가 아니라, 우화
또는 허구이다.” FF, p. 158.

57) DS, p.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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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예술작품의 존재를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논의는 허구

의 ‘존재론’을 다루는 것이다.58) 그러나 감각적인 것의 분할을 원리로 예

술을 이해하는 랑시에르가 주목하는 것은 어떤 것을 허구로 지칭하거나

대응시키는 문제라기보다, 허구라는 개념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의 문

제이다. 허구 개념에 대한 인식이 예술의 식별에 어떻게 관계하는지의

차원에 주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앞서 규정된 예술 식별 체

제에서 각각 다르게 인식되는 허구 개념을 살펴보고, 그로부터 미학적

체제에서 허구 개념이 예술과 정치를 연결시키는 근거를 확인한다.

1. ‘거짓’과 ‘구성’으로서의 허구

우선 허구는 ‘사실에 없는 일을 사실처럼 꾸며서 만듦’ 또는 그렇게 만

들어낸 ‘이야기’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는데59), 여기에서 허구 개념을 ‘거

짓’과 ‘구성(꾸며냄)’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허구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서의 거짓이라는 의미와 사실이 아니지만 ‘사실과

유사한 무언가를 꾸며내는 것’으로서 구성하는 행위라는 의미를 동시에

함축한다. 허구의 이러한 두 가지 내포는 윤리적 체제와 재현적 체제에

각각 해당되는데, 랑시에르는 각 체제의 발생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

스 두 철학자의 예술에 대한 논의를 통해 밝힌다.

1) 윤리적 이미지 체제의 허구: 거짓

58) 허구의 ‘존재론’에 대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하라. 미우라 도시히코, 『허구세계의 존
재론』, 박철은 옮김, 그린비, 2013.

59) 1. 사실에 없는 일을 사실처럼 꾸며 만듦. / 2. 소설이나 희곡 따위에서, 실제로는 없
는 사건을 작가의 상상력으로 재창조해 냄. 또는 그런 이야기. 국립국어원, 『표준국
어대사전(하)』, 두산동아, 1999, p. 6,840.
1. a. Something invented by the imagination or feigned. b. fictitious literature (as
novels or short stories. / 2. a. an assumption of a possibility as a fact irrespective
of the question of its truth. b. a useful illusion or pretense. / 3. the action of
feigning or of creating with the imagination. Merriam-Webster,
Merriam-Webster's Collegiate Dictionary, Merriam-Webster, Inc., 2003, p.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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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허구라는 개념이 환기하는 첫 번째 의미는 ‘거짓(falsity)’이다. 허

구는 진실 또는 사실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거짓’으로 인식될 수 있다.

랑시에르에 의하면 예술에서 허구를 거짓의 의미로 인식하는 입장은 플

라톤에게서 처음 구체화된다. 플라톤은 『국가』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모든 사물의 원형이자 영원불변의 초월적인 실재로서 이데아의

그림자이자 모상(이미지)일 뿐이라고 본다.60) 그리고 회화나 시와 같은

모방적 예술은 이데아로부터 두 단계나 떨어져 있기에 열등할 수밖에 없

다고 주장한다.61) 이데아라는 유일한 기준에 따라 세워진 질서에서 예술

의 존재와 가치가 평가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상 국가의 설립에서

중요한 교육은 무엇보다 시가(music and poetry)로부터 시작되어야한다

고 보고, 시가의 일부인 이야기(stories)가 사실적인(true) 것과 허구적인

(false) 것으로 분류된다고 주장한다.62) 즉 아무리 모방적인 예술이라고

하더라도 진리를 이야기할 수만 있다면, 시가 그 이로움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그 가치는 수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다.63) 그러

나 그 이로움이 입증되지 못한 시는 오로지 거짓으로 여겨지기에 사회에

악영향만을 끼칠 것이고, 부분적이나마 진리에 접근할 수 있는 예술은

사회의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수단적으로 이용된다. 이처럼 모든 것을

오직 절대적이고 유일한 실재로서 이데아라는 기준에서 판단하는 플라톤

은 대상이 지닌 진리성의 정도에 따라 그 가치 또는 유용성을 위계적으

로 평가한다. 따라서 예술은 복사물이나 모상처럼 원본에 대해 부차적인

지위에 머무를 뿐이다. 예술은 독자적인 기준과 영역이 부재한 채 진리

라는 기준을 지닌 윤리적인 영역과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식별되는 것이

다. 이처럼 플라톤적인 예술 이해를 바탕으로 정립된 윤리적 체제는 예

술을 오직 이미지의 내재적 진리나 용도, 효과에 따라 평가한다.64) 이 체

60) 플라톤,『국가』6권, 박종현 옮김, 서광사, 1997, pp. 438-441. (영어 번역은 Plato,
The Republic, ed. G. R. F. Ferrari & trans. Tom Griffit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참조.)

61) 위의 책 10권, p. 617.
62) 위의 책 2권, p. 165.
63) 위의 책 10권, p.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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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서 우리는 예술의 기원과 목적에 대한 물음, 즉 예술이 보여주는 것

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또는 올바른 것인가 그릇된 것인가, 그리고 예술

이 현실에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가와 같은 차원의 물음을 통해 예술을

판단한다. 우리가 이 체제에서 예술을 식별할 때 우리가 감각하는 대상

을 예술이라고 인식할 고유의 기준이나 질서를 찾지 못하는 것이다. 그

러므로 랑시에르는 이 체제에서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예술이 존재할 수

없고 오직 현실의 대상에 대한 ‘이미지’만이 존재한다고 본다.65) 이 체제

의 예술이 근거하는 허구 개념은 현실 또는 실재에 배타적이고 열등한

차원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다.

2) 재현적 예술 체제의 허구: 구성

플라톤의 예술론에서 허구는 거짓과 동일시되면서 예술은 현실에 열등

한 지위를 갖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비

난으로부터 예술을 구제하여 예술 고유의 영역을 세우는 전환점을 마련

한다. 그는 시에 대한 논의에서 시인은 “실제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

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일, 즉 개연성 또는 필연성의 법칙에

따라 가능한 일”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시는 보편적이며 개별적인 것을

말하는 역사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66) 시는 이제 현실에

대해 부차적이고 열등한 지위에서 벗어나 “일어날 수 있는 일”, “가능한

일”, “불가능하지만 있음직한 것”67) 등을 포괄하는 다양한 방식의 모방

을 수용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시의 핵심은 “사건의 배치”인 “플롯

(plot/muthos)”(‘이야기’ 또는 ‘줄거리’)에 있는데,68)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내용을 일정한 논리로 새롭게 구성하는

64) AD, p. 28.
65) 같은 곳.
66) 아리스토텔레스,『시학』, 천병희 옮김, 문예출판사, 2002, pp. 62-63. (영어 번역은

Aristotle, The Poetics of Aristotle, ed. and trans. S. H. Butcher, London:
Macmillan and Co., 1898 참조.)

67) 위의 책, p. 144.
68) 위의 책,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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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야말로 시의 본질이다. 여기에서 논리란 각 장르나 주제에 적합한

모방 양식을 대응시키는 원리나 규범을 가리킨다. 예컨대 “희극은 실제

이하의 악인을 모방하려 하고 비극은 실제 이상의 선인을 모방”하며,

“고상한 시인들은 고상한 행동과 고상한 인물들의 행동을 모방한 반면

저속한 시인들은 비열한 자들의 행동을 모방”69)한다는 내용이 이러한 논

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로부터 랑시에르는 윤리적 체제와는 다

른 새로운 예술 식별 방식이 등장한 것으로 보고, 이를 재현적 체제로

규정한다.

재현적 체제에서 랑시에르가 주목하는 것은 단순히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의 경우보다 포괄적인 의미의 모방 또는 미메시스(mimesis)라는

새로운 예술 규칙을 정립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새

로이 정립한 것은 미메시스라는 규칙이 제작 방식이자 생산적 본성으로

서의 포이에시스(poiesis)70)와 존재 방식이자 감각적 본성으로서의 아이

스테시스(aisthesis) 사이를 매개하는 관계이다.71) 즉 재현적 체제를 특징

짓는 것은 미메시스라는 규범의 존재가 제작자의 제작 방식과 작품의 존

재 방식 사이를 인과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예술에 적합한 것을 규정해준

다는 사실이다. 이 체제에서 미메시스는 우리가 감각하는 대상을 예술로

인식하도록 해주는 필요조건인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조건에 근거해서

주어진 대상을 예술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인식에 포섭한다. 랑시에르는

이처럼 우리가 감각하는 대상과 그것을 파악하는 방식 사이에 규범이 매

개된 예술 식별 방식을 모두 재현적 체제에 포함시킨다. 따라서 이 체제

에서 인식되는 허구의 의미는 “이해 가능한 구조를 정교하게 다듬는 것”

또는 “사건들의 배치에 인과적 논리를 부여하는 것”이다.72)

재현적 체제에서 허구 개념은 이제 ‘거짓’이라는 부정적인 함의를 갖지

69) 아리스토텔레스, 앞의 책, p. 33, p. 38.
70) “본래 ‘포이에시스ποίησις’는 제작 일반(ποιεῖν=to make, to produce)을 의미했지만
나중에는 운문과 같은 한 종류의 제작에만 적용되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시인
poet’을 파생시킨 ‘포이에테스ποιητής’도 원래 유형을 불문하고 제작자를 뜻했다.” W.
타타르키비츠, 앞의 책, p. 97.

71) AD, p. 7.
72) PA,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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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이 체제의 허구는 실재와는 다른 기준과 질서를 갖는 무언가를

구성하는 행위 또는 그렇게 구성된 대상으로 이해된다. 허구는 실재는

아니지만 실재와 유사한 어떤 고유의 영역을 갖는 것으로 규정되는 것이

다. 이 체제의 허구 개념을 다시 요약하자면 ‘무언가를 실재처럼 그럴듯

하게 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감각하는 주어진 실재에 허

구로 인식할 수 있는 논리를 부여함으로써 예술을 구성하는 것이다. 논

리(logic)는 언어 또는 이성(logos)에서 기원한 개념이라는 점에서, 이 체

제의 허구 개념에서 우리는 인식에서 비롯된 논리를 우선시하여 주어진

감각을 규제한다. 이처럼 우리가 예술로 감각할 수 있는 것이 논리에 의

해 규제됨에 따라, 예술로 감각할 수 있는 것과 예술로 감각할 수 없는

것을 가르는 감각적인 것의 분할이 존재한다. 재현적 체제는 윤리적 체

제가 설정하지 못했던 예술이라는 고유의 영역을 확립했지만, 그것은 예

술로 감각할 수 없는 것으로서의 실재와의 대립구도 속에서 가능한 것이

었다. 즉 이 체제에서 우리의 감각과 사유는 예술과 현실, 허구와 실재,

예술로 감각할 수 있는 것과 예술로 감각할 수 없는 것이라는 양립구도

를 암묵적으로 상정하는 체계에 의존하는 것이다.

예술을 윤리적 체제와 재현적 체제 내에서 인식하는 관습은 결코 플라

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대에 국한되지 않는다. 예술을 유용성의 관점

에서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거나 규범에 맞게 그럴듯하게 구

성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식별 방식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 두 체

제 중에서도 랑시에르는 특히 예술이라는 존재와 특성을 본격적으로 인

식하게 된 재현적 체제를 깊이 있게 분석한다. 이 체제는 예술로 감각할

수 있는 것과 예술로 감각할 수 없는 것, 즉 허구와 실재의 분할선을 유

지함으로써 예술로 감각할 수 있는 것의 영역을 미리 결정한다. 그는 이

러한 분할 방식이 예술의 가능성을 제한하여 궁극적인 자율성을 불가능

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본다. 우리가 감각하는 대상과 그것을 예술로

인식하는 방식이 미리 설정된 규범으로 매개됨에 따라 동일한 대상을 다

른 방식으로 예술로 볼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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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예술이 해방되어 자율성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예술로 감각할

수 없던 것으로 규정되었던 것을 다시 예술로 감각할 수 있는 것으로 구

성해내는 행위를 통해서이다. 다음으로 논의할 미학적 체제는 이러한 재

현적 체제와의 밀접한 관계에서 등장한다.

2. 미학적 예술 체제의 허구

1) 미학 혁명: 새로운 허구 개념의 발생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재현적 체제는 허구의 의미를 실재와의 대립구도

를 통해 구체화함으로써 우리가 예술로 감각할 수 있는 것의 범위를 미

리 설정한다. 그리고 미학적 체제는 이러한 재현적 체제에서 설정된 허

구와 실재의 이분법을 벗어날 때 등장한다. 그렇다면 허구와 실재가 이

분법적 관계가 아닌 다른 관계를 맺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리고 실

재와의 이분법에서 벗어난 허구 개념을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술을

어떠한 형태로 식별할 수 있는가? 이러한 의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랑시에르가 미학적 체제의 등장 시기로 보는 18-19세기 독일 낭만주의

시대로 논의를 옮겨가야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사건들의 배치에 인과적 논리를

주는 시가 역사보다 우월함을 주장한다. 즉 ‘사실’의 논리를 따르는 역사

와 ‘허구’의 논리를 갖는 시가 서로 다른 층위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랑

시에르에 따르면 재현적 체제는 이처럼 실재와의 대립구도 속에서 인식

되는 허구 개념을 토대로 예술을 식별해왔는데, 역사적으로 이러한 재현

적 체제의 방식은 예술을 경험하는 우리의 감각과 사유를 오랫동안 지배

해왔다. 그런데 그는 낭만주의 시대에 이르러 이러한 전통이 무너지는

것을 발견한다. 낭만주의 시대의 시는 “언어 기호들의 일정한 배열”로

규정됨으로써, 이전의 체제에서 사실의 논리와 허구의 논리를 분리하던

분할선을 흐리게 만든다.73) 사건들의 경험적 연속으로 이해되는 역사와

73) PA,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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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연성’이나 ‘그럴듯함’이라는 규범 속에서 이해되던 시는 더 이상 서로

분리되는 형식이자 범주로 식별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역사나 시 모

두 언어를 나열하여 구성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동일한 형식으

로 식별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무언가를 역사라고 식별하는 방식

과 시라고 식별하는 방식의 차이가 불분명해진 것이다.

낭만주의 시대가 허구의 함의를 이전과 다르게 인식함으로써 미학적

체제를 등장시킬 수 있었던 것은 재현적 체제를 특징짓던 예술 규범을

붕괴시킨 데에서 비롯된다. 재현적 체제는 주제와 재현 양식 사이에 엄

격하게 규정된 상관관계를 통해 예술을 식별하는 방식을 규정한다. 예를

들어 비극이나 역사화라는 장르는 귀족을 주제로 해야 하고 희극이나 풍

속화는 서민을 주제로 해야 한다는, 장르에 따라 규정되는 주제의 적합

성이 존재한다.74) 따라서 재현적 체제에서 어떤 대상이 예술이 되기 위

해서는 이처럼 장르와 주제별 적합성을 고려해야한다. 그러나 낭만주의

시대의 예술가들은 이렇듯 미리 주어진 기준에 의존하여 예술을 구성하

지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이러한 규범들이 제거된 상태에서도 여전히

예술이 구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작품들을 만든 것이다.

랑시에르에게 낭만주의 시학은 예술과 예술가를 신성화하거나 신비화

하는 전통이 아니다. 그는 낭만주의의 원리를 오히려 “예술 자신의 경계

선들을 침투 가능한(permeable) 것으로 만드는” 데에서 발견해야한다고

주장한다.75) 낭만주의는 예술을 현실과 분리시켜 독자적인 영역을 설정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술과 삶을 분리하던 대립구도를 허물고 예

술과 현실이 각자의 영역에서 벗어나 서로의 속성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는 특히 슐레겔 형제가 잡지 『아테네움』(Athenaeum,

1798-1800)에서 낭만시에 대해 발표한 내용이 바로 미학적 체제의 논리

를 구체화한다고 주장한다.76)77) 예술이 삶이 되고 삶이 예술이 됨으로

74) PA, p. 32,
75) DS, p. 125.
76) FF, pp. 7-8.
77) “1797년에 쓴 주목할 만한 단편들에서 슐레겔은 칸트의 정언명령을 변용하여 소위

“낭만주의의 명령(Der romantische Imperativ)”을 선언한다. 낭만주의의 명령은 모든
자연과 학문이 예술이 되어야 하며, 예술은 자연과 학문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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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낭만주의 예술은 예술과 현실 사이의 경계 그리고 예술 내에 존재하

던 위계로부터도 모두 탈피할 수 있는 자율성을 획득하는 것이다.

이로써 미학적 체제는 예술의 질서를 보증했던 삼각관계를 무너뜨린

다. 미학적 체제에서 재현적 체제의 규범으로서 미메시스가 제거됨에 따

라, 포이에시스와 아이스테시스는 아무런 매개 없이 직접적으로 연결된

다.78) 다시 말해 우리가 감각하는 대상과 그것을 예술로 제작하는 행위

를 인과관계로 연결시키는 필요조건이 사라진 것이다. 예술의 규범이 제

거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대상을 예술로 식별할 수 있는 조건이 미리 주

어지지 않는 것이고, 예술 장르와 주제, 형식,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대

응시키는 질서가 무너진 것이다. 그러므로 비극이 “진지하고 일정한 크

기를 가진 완결된 행동을 모방”해야 하거나 플롯, 성격, 조사, 사상, 장

경, 노래라는 여섯 가지 구성 요소를 반드시 가져야할 당위성79)이 더 이

상 유효하지 않게 된다. 이처럼 재현적 체제에서 예술로 감각할 수 있는

것과 예술로 감각할 수 없는 것 사이의 조직화된 관계를 변형시킨 19세

기 초반의 이 “조용한 혁명”을 랑시에르는 ‘미학 혁명’이라고 이름 짓는

다.80)

미학을 처음 시작한 철학자들이 제시(presentation)와 지각(perception) 형

태들의 이 느린 혁명81)을 만들어낸 것은 아니다. [···] 그들이 그 형태들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그것들에 대해 사유할 수 있는 지성의 체제(regime of

intelligibility)를 정밀하게 구성했다. 그들은 예술의 산물이 지각되고 사유되

나아가 사회가 시적으로 그리고 시가 사회적으로 되며, 도덕이 시적으로 그리고 시가
도덕적으로 될 것을 요구한다. 나중에 슐레겔이 말하듯 시와 삶 사이에 계약 같은 것
이 존재하여, 시는 살아있는 것이 되고 삶은 시가 되어야 한다.” 프레더릭 바이저,
『낭만주의의 명령, 세계를 낭만화하라』, 김주휘 옮김, 그린비, 2011, p. 51.

78) AD, pp. 7-8.
79) 아리스토텔레스, 앞의 책, pp. 49-51.
80) PA, p. 82.
81) 랑시에르는 ‘과격하고 급진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혁명’이라는 단어에 ‘조용한’ 또는
‘느린’이라는 역설적인 수식어를 붙인다. 이는 개별적인 것들을 일반화된 원리나 규범
으로 포섭하는 재현적 체제에서 단독적인 것을 대상으로 하는 미학적 체제로의 이행
이 집단적이고 동시적인 차원이 아니라, 파편적이고 산발적인 양상으로 일어나는 과
정을 묘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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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식별 체제의 분열을, 즉 미메시스의 규범에 의해 정립된 포이에시스와

아이스테시스 사이의 합치 모델이 무너지는 것을 파악하고 개념화했다. 미

학이란 명칭을 통해 그들은 예술의 대상이 이제는 ‘제작 방식'의 기준에 따

라 점차 식별되지 않는 반면, ‘감각적으로 존재하는 방식'에 따라 더 많이

규정되는 근본적인 전이(displacement)를 파악하고 생각했다.82)

미학 혁명은 어떤 대상이 예술로서 제시되고 지각되는 근거를 특정 규

범에 두던 관습에서 벗어나 그 근거를 대상의 존재에 두는 계기를 마련

했다. 미학 혁명을 주도한 예술가들은 감각하는 대상에 어떤 규범과 논

리를 부여함으로써 예술을 인식하고 구성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감각하

는 대상의 존재 자체로부터 예술을 인식하고 구성한 것이다. 이러한 인

식의 전환 속에서 예술가들은 규범이나 원리를 통해 예술 일반을 체계화

하고 범주화하려는 방식보다도, 하나의 단독적인 대상이나 사건, 상황,

장면 자체를 독자적인 예술로 구성하려는 방식을 시도하게 된다.

미학 혁명에서 비롯된 여러 사례들 중에서도 랑시에르가 특히 주목하

는 사례가 바로 플로베르의 『마담 보바리』이다.83) 랑시에르에 따르면,

플로베르는 “고상한 주제도 저속한 주제도 없다”는 “반 아리스토텔레스

적인(anti-Aristotelian) 언급”을 통해 예술에 속하는 것과 일상의 삶에

속하는 것, 예술과 비예술을 분리하던 경계를 없애고 모든 주제의 평등

을 이루어냈다.84) 즉 플로베르는 특정한 주제의 우위나 주제에 따른 위

계를 파기함으로써 재현적 체제가 세웠던 예술과 현실의 구분 질서를 무

너뜨린 것이다. 『마담 보바리』는 엠마라는 인물과 엠마의 사랑이라는

82) AD, pp. 10-11.
83) 랑시에르의 미학 혁명은 가장 먼저 문학에서 일어났다. 문학이라는 용어가 문인들의
지식이라는 과거의 의미와 분리되어 글쓰기 기교 자체를 지칭하게 된 것은 19세기에
이르러서였다. 그는 이 혁명을 통해 등장하게 된 작품 사례로, 오노레 드 발자크의
『마을의 신부』(1841), 빅토르 위고의『뤼이 블라』(1838), 귀스타프 플로베르의『마
담 보바리』(1857), 토마스 하디의『미천한 쥬드』(1896) 등을 언급한다. Jacques
Rancière, The Politics of Literature, trans. Julie Rose, Cambridge: Polity, 2011 참
고.

84) Jacques Rancière, “Why Emma Bovary Had to Be Killed”, Critical Inquiry, Vol.
34, Winter 2008, p.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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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를 갖지만, 인물과 주제에 적합한 또는 예상 가능한 내용으로 전개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샤를르 보바리가 엠마에게 반했을 때 묘사되는

것은 “문 아래에서 새어나온 찬바람이 판석(flagstone) 위에 먼지를 조금

날린” 것이고, 엠마가 젊은 청년 레옹에게 사랑을 느꼈을 때 묘사되는

것은 “물결 위에서 생성되고 잇따라 부서지는 작은 푸른 공기방울들을

태양광선이 비추는” 것이다.85) 또한 엠마가 루돌프에게 반했을 때 묘사

되는 것은 “그의 검은 동공 가에 퍼지는 가느다란 황금빛 광선”과 “머리

카락을 윤이 나게 만드는 포마드”의 “바닐라와 레몬 향기”이다.86) 이처

럼 플로베르는 인물이나 주제를 중심으로 사건들을 인과적으로 서술하기

보다는 ‘찬바람’이나 ‘태양광선’, ‘푸른 공기방울’, ‘바닐라와 레몬 향기’ 등

의 사물들을 상세히 묘사한다. 이러한 묘사가 전면에 부각되는 것은 그

가 소설을 구성할 때 낱말이나 문장 사이에 어떤 필연적이고 직접적인

의미관계를 상정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그는 어떤 소재가 특정 주제에

적합하다거나 어떤 묘사 방식이 특정 인물에게 적합하다는 식의 규범을

인식하지 않고 소설을 구성한 것이다. 이는 소설 속에서 작가의 단어 선

택이나 글쓰기 방식, 즉 ‘문체(style)’가 더 이상 주제나 인물에 종속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랑시에르에 따르면 플로베르가 주목한 것은 단어나 문

장을 선택하고 나열하는 방식 자체이지, 그것을 다시 특정 규범에 알맞

게 구성하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로써 작품은 소설임에도 소설 같지

않게 보이는 역설적인 효과를 독자에게 전달한다. 독자 역시 소설에서

단어나 문자의 선택과 배열을 볼 뿐, 내용이나 형식의 ‘그럴듯함’이라는

논리를 인식하지 않게 된다. 플로베르는 이 작품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소설이라는 예술로 구성해냈지만, 독자는 자신이 보는 대상을 소설로 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하기가 어려워진다. 작품에 나열된 낱말과 문

장들을 감각하는 행위가 소설의 전반적인 줄거리나 의미에 대한 인식으

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랑시에르가 플로베르에게서 발견한 혁명의 조짐은 플로베르가

85) Gustave Flaubert, Madame Bovary, trans. Margaret Mauld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p. 22, p. 85

86) 위의 책, pp. 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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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이라는 장르에 적합한 양식이나 주제에 맞는 인물과 같은 규범을 설

정하던 재현적 체제의 관습을 더 이상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이러

한 관습이 제거되었을 때 작품의 짜임새를 결정짓는 유일한 요소는 이제

문체이며, 랑시에르는 이 문체야말로 “사물을 보는 절대적인 방식

(absolute manner of seeing things)”이 된다고 주장한다.87) 작가가 소설

에서 주제나 줄거리, 이념 등을 의식하지 않은 채 낱말을 배열하고 문장

을 구성할 때, 그리고 독자가 낱말이나 문장을 보고 읽으면서도 그로부

터 주제나 줄거리, 이념 등을 인식하지 않을 때 ‘사건들의 인과적 배치’

가 아닌 ‘기호들의 배치’로서 새로운 허구가 등장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

한 허구를 통해 예술을 식별하는 새로운 인식적인 틀로서 미학적 체제가

구체화되는 것이다.

2) ‘실재적인 것의 재구성’ 또는 ‘불일치의 구성’으로서

의 허구

랑시에르가 미학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낭만주의 예술을 주목하는 이유

는 이 시기의 예술가들이 예술의 조건을 이미 세워진 규범이나 규칙, 원

리에서 찾지 않았기 때문이다. 규범이나 규칙, 원리는 여러 개별적인 사

례들로부터 추상화되거나 일반화된 것 또는 개별적인 사례에 일종의 당

위로 적용되는 것이다. 규범이나 원리의 존재는 감각하는 대상과 그것을

인식하는 행위 사이에 적용될 질서가 미리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

러한 질서를 기반으로 현실과 분리되는 예술 일반이라는 체계와 범위가

설정된다. 그러나 낭만주의 예술가들은 대상을 규범으로 환원시키거나

규범을 적용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대상의 단독적인 존재를 예술로 인

식했다. 즉 그들이 감각하는 대상과 그것을 인식하는 행위 사이에 주어

져있던 기존의 질서와 단절하고 스스로 새로운 질서를 세운 것이다. 그

87) "사물을 보는 절대적인 방식은 우리가 개인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인격적 주체
(personal subject)가 되지 않을 때 사물을 보는 방식이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사물을
유용한 대상이나 욕망하는(desirable) 대상으로 만드는 모든 관계에서 해방될 때 사물
을 보는 방식이다." Jacques Rancière, Critical Inquiry, p.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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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예술이 되는 조건을 규제하던 기존의 질서에서 벗어남으로써 예술

을 식별하는 방식에 대한 자율성을 획득한 것이다. 미학적 체제란 이처

럼 “예술로서의 특별함(specificity)을 잃어버리는 것을 감수함으로써만

그 특별함을 분리해낼(isolate) 수 있는” 모순적인 체제가 될 수밖에 없

다.88) 재현적 체제가 장르와 규범의 체계를 세움으로써 우리가 예술로

감각할 수 있는 대상의 특별한 조건을 규정한다면, 미학적 체제는 오히

려 그러한 조건을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주어진 대상을 예술이라는 특별

한 대상으로 구별해낸다. 이로써 미학적 체제는 예술이 가져야할 고유한

조건을 전제하지 않고도 예술을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그

러므로 고유의 조건이 사라진 예술에서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특별함은

이제 주어진 대상을 예술로 만들어내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

랑시에르가 허구 개념을 ‘∼인 체하다’가 아니라 ‘∼을 만들다’라는 의

미에서 주목한 것은 미학적 체제의 이러한 특성에 근거한다. 미학적 체

제의 허구 개념은 재현적 체제에서처럼 ‘구성’이라는 의미를 여전히 갖지

만, 재현적 체제가 상정하는 예술의 조건으로서의 규범을 배제한 의미의

구성을 가리킨다. 조건의 전제 없이 구성 행위에 강조점을 둔다는 것은

행위의 대상이나 목적, 의도 등에 대한 규정이 사라짐에 따라 어떠한 대

상이라도 어떠한 방식으로도 예술로 구성할 가능성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대상이 예술이 될 가능성을 갖는다는 것이 모든 대상이 예

술이 된다는 사실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예술이 될 가능성은 오직 예

술을 구성하는 실제 행위와 그 결과물의 존재를 통해 실현되는 것이다.

앞서 문학에서 문체가 ‘사물을 보는 절대적인 방식’이 되었다는 것은 예

술의 조건으로서의 규범이 사라진 곳에 글자와 단어, 문장의 나열만이

예술의 작업과 결과물로 남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따라야할 규범

없이도 예술을 구성해내는 행위야말로 허구 개념의 본질이며 미학 혁명

은 이러한 허구 개념에 대한 인식에서 등장한 것이다. 낭만주의 예술가

들은 기존의 예술 인식 방식, 즉 예술이 기반하는 층위로서 허구와 그에

대립되는 층위인 실재를 미리 구분하던 기존의 인식 방식에서 벗어나 있

88) PA, p.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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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처럼 재현적 체제에서 허구는 실재라는 대립항을 전제함으로써

그 고유의 질서와 영역을 보장받았다면, 미학적 체제에서 실재는 이미

존재하는 모든 것, 각자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고 허구는 그것을 예술로

구성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기존의 대립구도가 무너지는 것이다. 허구의

의미는 이로써 “실재적인 것(the real)을 재구성하는[틀을 다시 짜

는](reframing) 것”이 된다.89) 즉 예술로 감각할 수 없는 것으로서의 실

재적인 것을 다시 예술로 감각할 수 있도록 구성해내는 것이 허구인 것

이다. 미학적 체제에서 주어진 실재는 그 무엇이든 예술이 될 가능성을

품게 되고, 그 가능성을 실현하는 작업이 허구가 된다. 모든 대상이 예술

이 될 수 있는 평등한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다.90)91) 허구의 작업은 이

처럼 실재에 잠재된 평등의 원리를 하나의 사실로 입증하는 예술적 실천

이자 정치적 실천인 것이다.

예술의 정치는 이처럼 모든 실재적인 것에 잠재된 예술로서의 가능성

을 인식하고 그 가능성을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단독적인 사건을 통해

입증할 때 발생한다.92) 예술에 대한 기존의 감각적인 것의 분할을 재설

정하는 실천이 허구의 작업이자 정치인 것이다.

‘예술의 정치’라는 이름에는 몇 가지 논리들이 뒤얽혀있다. [···] 이것은

89) DS, p. 141.
90) 랑시에르는 미학적 예술 체제를 “감각적인 것의 평등주의적 체제(the egalitarian

regime of the sensible)”라고도 부른다. PA, p. 81.
91) “재현 체제가 정립해놓은 모든 분할의 폐지는 모든 것이 재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을 의미한다. 큰 것과 작은 것,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등의 분할이 사라지고,
모든 것은 동등한 권리와 자격을 획득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학적 자유와 자율성은
동시에 미학적 ‘평등’의 이념을 산출한다.” 박기순, 「랑시에르의 미술론 - 표면의 탐
험가 오귀스트 로댕」, 『미술은 철학의 눈이다』, 서동욱 엮음, 문학과지성사, 2014,
p. 451.

92) “예술의 정치에 있어서 내가 가장 관심 있는 점은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나는 오늘날 예술이 어떠해야하는지를 말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다. 나는 오늘날 예술
이 실제로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이해하는 데에 관심이 있다. [그러므로] 나의 접근방
식은 지시적인(prescriptive) 것이 아니라 기술적(descriptive)이다.” Jacques Rancière,
“The Politics of Art: An interview with Jacques Rancière”, Verso Books,
interview by Duncan Thomas, 09 November 2015. (http://www.versobooks.com/
blogs/2320-the-politics-of-art-an-interview-with-jacques-ranci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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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공간 분할의 틀(framework) 문제이고 지각

의 구조(fabric)를 엮는 문제이다. 예술가는 주어진 그 어떤 틀에서라도 우

리가 볼 수 있는 것을 지각할 때에 따르는 틀과 속도, 규모를 변화시키고

그것을 어떤 볼 수 없는 요소와 특정한 의미에 결합시키는 전략을 가진 자

들이다. 그러한 전략들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거나 볼 수 있는

것의 자명함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의도된 것이다. 사물과 의미 사이의 주어

진 관계들을 단절시키고, 반대로 이전에 관계되지 않았던 사물과 의미 사이

에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허구의 작업이라고 불릴 수 있는

데, 내 생각에 이것은 우리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는 단어이다.93)

미학적 체제의 허구는 사물과 의미 사이, 사물과 그것을 감각하고 이

해하는 방식 사이의 주어진 대응 관계를 단절시키고 다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는 작업이다. 이러한 작업은 기존의 감각적인 것의 분할에 의문

을 제기하는 일이다. 즉 기존의 예술로 감각할 수 있는 것의 자명한 분

할 질서가 암묵적으로 배제하던 예술로 감각할 수 없는 것을 다시 예술

로 감각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다. 그러므로 미학적 체제는 예술로 감

각할 수 있는 것의 분할 질서를 상정하는 윤리적 체제나 재현적 체제와

필연적으로 결부될 수밖에 없다. 미학적 체제는 기존의 감각적인 것의

분할 질서에서 벗어남으로써 무엇이든 예술이 될 가능성을 지니지만, 동

시에 다시 기존의 감각적인 것의 분할에 개입하는 상황에서만 그 가능성

이 실현되는 역설적인 체제인 것이다. 이로써 허구는 “실재와 가상, 개인

적인 것과 집단적인 것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설립”하고, “이러한 얽힌

관계(intertwining)는 공통 경험(common experience)의 새로운 조직

(fabric)을 구성한다.”94) 허구는 우리가 감각하는 공통의 대상을 새로운

관계로 인식함으로써 기존의 대상을 다시 새롭게 경험하는 작업인 것이

다.

허구는 예술로 감각할 수 있는 것과 예술로 감각할 수 없는 것 사이의

간극을 문제화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허구는 “불일치(dissensus)를 구성

93) DS, p. 141.
94)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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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도 규정된다.95) 랑시에르는 불일치를 근거로 예술이 정치와

동일시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불일치는 감각적 제시(a sensory presentation)와 그것을 이해하는 방식(a

way of making sense of it) 사이의 갈등이다. […] 이것이 불일치가 정치

의 핵심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는 방식이다. […] 정치는 감각적인 것을 이

해하는 새로운 방식, 즉 볼 수 있는 것과 볼 수 없는 것 그리고 들을 수 있

는 것과 들을 수 없는 것의 새로운 짜임(configurations), 공간과 시간의 새

로운 분할을 만들어냄으로써 주어진 것을 재구성한다. […] 예술과 정치의

연결은 불일치의 관점에서 제시되어야하며, 이것이 미학적 체제의 핵심이

다.96)

불일치는 감각과 감각 사이의 갈등, 즉 주어진 감각과 그것을 수용하

는 우리의 감각 사이에 갈등을 만드는 일이다. 두 항 사이에 갈등을 만

든다는 것은 두 항이 서로 맺던 관계가 단절되어 이제 연결될 질서가 없

다는 의미이다. 합의(consensus)가 감각과 감각 사이의 일치이자 주어진

대상과 그것의 인식이 대응하는 관계라면, 불일치는 이러한 대응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다. 따라서 허구가 불일치를 구성한다는 것은 어떤 대상과

그것을 예술로 감각할 수 있는 하나의 의미로 연결시키는 합의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다. 이는 그 대상에 예술로 감각할 수 없다고 인식되던

다른 의미를 충돌시키는 작업이기도 하다. 다시 정리하자면 허구는 기존

의 합의된 감각적인 것의 분할에 문제적으로 개입하여 형성된 불일치를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는 형태로 무대화함으로써 다시 새로운 분할을

만들어내는 작업이다. 이로써 허구는 예술과 정치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다.

미학적 체제의 허구는 무언가를 예술로 감각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행

위에 충실할 뿐 재현적 체제에서처럼 행위의 이유나 조건을 우선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예술로서의 조건을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어진 실

95) DS, p. 141.
96) DS, pp. 13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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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를 예술로 구성하게 될 때 비로소 실재에 잠재되어있던 예술이 될 가

능성이 입증된다. 미학적 체제에서 어떤 대상이 예술이 된다는 것은 ‘우

연한’ 사건인 것이다. “모든 질서의 순전한 우연성” 속에서 정치가 등장

한다는 점에서97) 정치로서의 예술은 주어진 대상을 예술로 인식하는 관

계가 필연이 아닌 우연에 기반할 때 등장한다.

3) 생각에 잠긴 이미지

랑시에르에게 허구란 예술로 감각할 수 있는 것이 합의된 상황에 불일

치적으로 개입하는 일, 즉 예술로 감각할 수 있는 것이 이미 일정하게

분할되어있는 형태를 다시 새롭게 분할해내는 일이 된다. 이러한 작업의

결과물은 무엇이든 예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실현하여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해낸 단독적인 사례가 된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우

리는 기존의 어떠한 질서에도 의존하지 않는 예술의 자율성을 확인하고,

우리의 감각과 인식의 우연한 관계를 기반으로 새로운 경험을 얻는다.

미학적 체제의 예술은 우리가 그간 경험해본 적 없는 낯선 형상이자 새

로운 풍경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랑시에르는 한 인터뷰에서 자신은 예술사가도 아니고 정치 절학자도

아니며 오직 “우리는 어떠한 풍경을 예술적 실천과 정치적 실천 사이의

합류점으로 묘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만을 연구할 뿐이라고 주장한

다.98) 이 질문을 다시 해석해보자면, ‘미학적 체제의 허구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예술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 것인가?’라는 의미이다. 이 질

문에 대해 그는 여러 예술 작품 분석을 통해 직접 풍부한 답을 제시한

다. 『아이스테시스』에서는 기존의 미학의 역사와는 전혀 다른 관점에

서 선택된 14개의 사건을 각각 분석하고, 『해방된 관객』이나 『영화

우화』, 『이미지의 운명』에서도 다양한 동시대 예술 작품을 미학적 예

97) DA, p. 17.
98) Jacques Rancière, “Art of the possible: an interview with Jacques Rancière",

interview by Fulvia Carnevale and John Kelsey, Artforum., March 2007, p.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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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의 사례로 언급한다. 그러나 그가 이러한 특정 작품이나 예술가를 우

리가 따라야할 일종의 본보기로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들은

따라야할 본보기라기보다는 가능성이 실현된 사례들 중 일부일 뿐이며,

그의 이론적 작업 역시 하나의 정치적 실천으로 행해질 뿐이다. 앞서 밝

힌 것처럼 기존의 감각적인 것의 분할에 대한 개입으로서의 정치는 결국

누구나 동등한 가능성이 주어진 조건 아래 각자 다른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조건만큼이나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등장할 수

밖에 없고, 오히려 어떤 본보기를 하나의 규범이나 절대적인 원리처럼

모방하려는 순간 그 가능성은 잠식되고 만다. 이러한 맥락에서 랑시에르

는 『아이스테시스』 서두에서도 ‘이 책은 완성된 것이자 미완성된 것’이

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로써 그는 자신의 논의가 앞으로 다양하게 변형

되고 발전될 가능성을 열어둔다.99) 그는 자신의 이론이 또 다른 권위나

규범이 되어버릴 위험성도 경계하면서, 자신의 이론 역시 정치적 개입의

한 사례로 수용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랑시에르는 미학적 예술이 어떠한 규범이나 원리에도 기대지 않을 때

등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과연 그 어떤 것으로도 규정되지 않는 상

태를 이론적으로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지가 우리에게 과제로 남게 된

다. 우선 그가 제시한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 주목할 수 있는 것은 그 사

례들이 공유하는 어떤 공통의 상태이다. 이에 대한 설명은 『해방된 관

객』에 등장하는 ‘생각에 잠긴 이미지(pensive image/l'image pensive)’라

는 용어를 통해 구체화된다.

우선 랑시에르에게 ‘이미지’란 무엇인가? 그는 이미지의 본질에 대해

『이미지의 운명』에서 상세히 다룬다. 그에게 이미지란 “원본의 유사성

을 생산하는 단순한 관계”와 “우리가 예술이라 부르는 것을 산출하는 작

용의 놀이” 즉 “유사성의 변경(alteration of resemblance/altération de

ressemblance)”이라는 두 종류를 가리킨다.100) 전자는 윤리적 체제에서

99) “이 책은 그러므로 완성된 것이자 미완성된 것이다. 이 책은 앞으로의 발전에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서사를 구축하게 해줄 수도 있는데, 새로운 서사는 이 고립된
에피소드들을 서로 연결시켜줄 수도 있을 것이다.” AS, XIII.

100) FI ,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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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하는, 사물을 모방하는 기계적 복제물로서의 시뮬라크르를 가리킨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윤리적 체제에서 이미지는 오직 원본과의 유사성

이라는 기준에서만 평가되기 때문에 예술이라는 독자적인 지위를 갖지

못하고 현실에 대한 부속적인 지위로만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가 예술이

라고 부를 수 있는 이미지는 재현적 체제와 미학적 체제에 속하며, 이것

이 후자의 이미지이다. 이 두 체제에서 이미지는 윤리적 체제가 원본과

이미지 사이에 세웠던 유사성이라는 기준을 다시 다양하게 변형시킨 형

태로 등장한다.101) 윤리적 체제에서 유사성은 원본과 그 복제물로서의

이미지 사이의 가시적인 유사성만을 의미한다면, 재현적 체제와 미학적

체제의 유사성은 “어떤 존재가 자신의 출발지와 목적지에 대해 맺는 관

계를 규정하는 유사성” 또는 “이미지가 자신이 유래하는 다른 곳을 직접

적으로 증언하는(attest) 유사성”이다.102) 결국 예술에서 이미지는 가시적

인 닮음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어떤 대상과 대응 관계를 맺는 차원에서

등장하는 것이다. 이로써 랑시에르는 “이미지의 가장 일반적인 체제는

말할 수 있는 것(the sayable)과 볼 수 있는 것(the visible) 사이의 관

계”를 다룬다고 결론 내린다.103) 여기에서 ‘말(logos)할 수 있는 것’은 우

리가 이해하고 인식하고 사유할 수 있는 의미나 논리(logic), 규범 등을

지시하고,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대상을 지시한다. 그

러므로 이미지는 우리가 인식적인 차원에서 말할 수 있는 것과 그에 대

응하여 구성되는 볼 수 있는 어떤 대상 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대상과

그로부터 우리가 말로 옮길 수 있는 의미의 관계에서 규정되는 것이다.

101) “이러한 변경이 취할 수 있는 형태는 무수히 많다. 그것은 초상화에 그려진 인물이
누구인지를 아는 데에는 아무런 쓸모도 없는 붓질에 주어진 가시성일 수도 있고, 신
체의 동작을 표현하려 비율을 무시하고 신체를 길게 늘어뜨린 것일 수도 있다. 또는
감정 표현이 두드러지게 만들거나 어떤 이념의 파악을 보다 복잡하게 만드는 말재주
일 수도 있으며, 뒤에 나와야 할 것처럼 보이는 곳에 놓인 단어나 쇼트일 수도 있다.”
FI , pp. 6-7.

102) FI , p. 8.
103) 랑시에르는 이미지를 예술 전반에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하면서, 이미지가 볼 수 있
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고 반드시 물질적 현전에 기반하는 것도 아님을 밝힌다.(FI, p.
7.) 그러나 그가 다루는 예술이 회화, 사진, 영화, 문학 등 시각에 관련된 예술에 국한
되고 “볼 수 있는 것” 또는 “가시성”이라는 용어들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이미지라는
개념이 음악과 같은 예술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의 의문은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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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적 체제와 미학적 체제는 이미지가 어떠한 방식으로 대상과 대응

관계를 맺는지에 따라 다시 구분된다. 재현적 체제는 “말할 수 있는 것

과 볼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과 볼 수 없는 것의 관계들이 이루는

어떤 체계(system)의 체제”이다.104) 즉 재현적 체제는 우리에게 주어지

는 ‘볼 수 있는 것’과 그로부터 인식하여 ‘말할 수 있는 것’ 사이에 “안정

된(stable) 관계의 질서”105)를 전제하는 것이다. 안정된 관계라는 것은

어떤 대상과 의미가 단일하게 연결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보는 대상이

달라지면 의미도 함께 달라지는 체계적인 대응 질서가 존재한다는 것이

다. 반면 미학적 체제의 이미지는 재현적 체제의 이러한 체계적인 질서

와 단절할 때 등장한다. 그러나 이 단절은 말과 형태 또는 내용과 형식

사이의 모든 대응이 해체된다는 뜻이 아니다. 이 단절은 이미지가 이전

의 대응 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응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전에 이미지

를 종속하던 특정한 질서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뜻한다. 기존의 관계와

단절한 이미지는 다른 무언가를 지시할 임무에서 벗어나 이제 스스로를

지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미학적 체제의 이미지는 “사물 자체가 말하고

침묵하는 방식”, 곧 “무언의 말하기(silent speech/parole muette)”로서 등

장한다.106)

이미지의 ‘무언의 말하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는 “사물

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기입된 의미, 즉 해독해야하는 사물의 가시적인

언어”107)로, 각각의 사물이 고유하게 갖는 기호나 역사적 흔적들이 드러

나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대상을 볼 때 인식하는 일차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두 번째 의미의 무언의 말하기는 완전한 침묵으로, 사물이

본래 지니던 고유의 의미 작용이 사라진 상태이다. 예를 들자면, 소변기

를 보고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의 도구나 어떤 모양과 질감을 갖는 사물

등으로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의 무언의 말하기라고 할

104) FI , p. 12.
105) 같은 곳.
106) FI , p. 13.
107) 랑시에르에게 ‘신체’ 또는 ‘몸체’(body/corps)는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물질적 대상
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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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러나 뒤샹이 소변기를 미술관에 등장시킨 순간 소변기의 의

미에 대한 논란이 생겼는데, 그 이유는 그가 소변기가 가지고 있던 기존

의 의미를 제거하고 자신이 설정한 새로운 의미를 연결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소변기라는 대상을 보면서도 원래 알던 소변기의 의

미로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뒤샹이 고유하게 설정한 의미 역시 관

객에게는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소변기는 어떠한 의미에 대해서도 침묵

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대상에서 본래의 의미가 제거된 상태가 두 번

째 의미의 무언의 말하기이다. 미학적 예술은 이러한 두 가지의 이미지

기능 사이에서 등장한다. 즉 미학적 체제의 이미지는 “신체가 지닌 기입

을 펼치는 기능과 신체의 발가벗은 의미 작용 없는 현전이라는 중단적

기능 사이에서 자리를 옮길 때” 등장한다.108)

그렇다면 이미지는 왜 ‘생각에 잠긴’이라는 수식어를 갖게 되는가? 랑

시에르는 『해방된 관객』에서 이미지에 ‘생각에 잠김’이라는 특성을 부

여한 의도를 밝힌다.

생각에 잠김(pensiveness)에 있어서 생각하는 행동은 어떤 수동성에 의해

잠식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지가 생각에 잠겼다고 말할 때 문제는 복잡

해진다. 이미지는 생각하도록 되어있지 않다. 그것은 사유되지 않은 사유,

즉 이미지를 만들어낸 사람의 의도에 기인할 수 없는 사유이고, 이미지를

규정된 대상에 연결시키지 않고서 보는 사람에게 어떤 효과를 갖는 사유이

다. 그러므로 생각에 잠긴다는 것은 능동적인 것과 수동적인 것 사이의

비규정적인 조건을 가리킨다. 이 비규정성(indeterminacy)은 내가 다른 곳

에서 알리고자 했던 이미지에 대한 두 가지 생각, 즉 사물의 복제물로서의

이미지라는 일반적인 개념과 예술적 작업으로 여겨지는 이미지 사이의 틈

을 문제화한다. 생각에 잠긴 이미지에 대해 말하는 것은 이 두 유형의 이미

지 사이에 있는 비규정성의 영역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다. 그것은 사유와

비사유, 능동성과 수동성, 예술과 비예술 사이의 비규정성의 영역에 대해

108) “It is the image itself that has changed and art which has become a
displacement between two image-functions - between the unfolding of inscriptions
carried by bodies and the interruptive function of their naked, non-signifying
presence." FI,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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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 것이다.109)

우선 ‘생각한다’는 것은 주체가 생각이라는 결과물을 산출하는 능동적

인 행위이다. 그런데 ‘생각에 잠긴다’는 것은 주체가 산출해낸 생각에 의

해 역설적으로 주체가 압도되어 수동적으로 보이는 상태라고 할 수 있

다. 이는 능동과 수동이라는 대립 사이에서 어느 한쪽으로도 규정될 수

없는 모호한 상태이다. 이미지가 생각에 잠겼다는 것은 이미지를 산출한

자의 의도로부터 발생하는 상태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미지를 보는 사람

이 어떤 특정 대상을 그 이미지에 대입함으로써 생겨나는 상태도 아니

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생각에 잠긴 이미지가 쉽게 규정될 수 없는

것은 이러한 이미지가 ‘이것 또는 저것’이라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

것에서 저것으로’ 또는 ‘이것과 저것’처럼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활용하

는 관계 설정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위해, 랑시에르는 이러한 이미지의 이중성 또는

비규정성 속에서 탄생하게 된 사진 예술을 예로 든다. 역사적으로 사진

은 처음에 단순히 현실에 대한 기록물이자 재현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사진이 예술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사진을 더 이상 현실의 재현

으로만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진을 현실을 원본으로 갖는

이미지로 보기도 하고, 동시에 그 자체로 원본이 되는 독자적인 이미지

로도 보는 시선을 가졌던 것이다. 이러한 시선 속에서 예술로서의 사진

은 재현물로서의 이미지와 예술적 창조물로서의 이미지 사이의 독특한

위치를 갖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랑시에르가 보는 ‘생각에 잠김’이라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태는 리네케 데이크스트라(Rineke Dijkstra)의 인물

사진처럼 특정 집단을 대표하는 전형이었던 인물이 익명의 존재로 관람

자 앞에 다시 등장하는 데에서 발견된다.110)[도판 1][도판 2] 사진 속 인

109) ES, p. 107. 강조는 필자.
110) “소집 바로 전후에 찍힌 군인들, 아마추어 투우사들 또는 약간 서툰 청소년들, 몸을
기울인 자세로 구식 수영복을 입고 해변에서 찍힌 폴란드 소녀 - 무표정하지만 그로
인해 특정 거리에서 어떤 미스터리를 부여받은 보통의 개인들, 그것은 박물관을 채우
는 초상화의 것과도 유사하다. 한때 전형적인 인물이었지만 우리에겐 익명이 된 인물
의 초상화 말이다.” ES, p.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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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보고 우리가 처음 파악하는 의미는 그 인물이 ‘군인’이나 ‘소녀’와

같이 직업이나 나이로 분류되는 정체성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진이 예술

이 되는 것은 우리가 처음 파악했던 인물들의 정체성이 우리의 인식에서

사라지는 순간이다. 즉 사진은 “익명의 사람들의 얼굴이 두 번 말하게

함으로써”111) 예술이 된다. 군인으로 파악되던 인물이 더 이상 군인으로

파악되지 않을 때, 또는 군인으로 파악되면서도 군인으로 파악되지 않기

도 할 때 생각에 잠긴 상태의 이미지가 등장하는 것이다. 이렇듯 어떤

하나의 의미로 규정될 수 없는 모호하고 낯선 이미지가 미학적 예술이

된다.

여기에서 랑시에르는 예술을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 두 가지 작업이 가

능하다고 보는데, 어떤 대상에 무언가를 더하는 것(addition/adjonction)

과 제거하는 것(deletion/suppression)이 그것이다.112) 그의 논의에서 대

상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예술을 구성하는 ‘예술적 부가’의 작업은 재현

적 체제에 해당되고, 대상에서 본래의 의미를 제거함으로써 예술을 구성

하는 ‘예술적 제거’의 작업이 미학적 체제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

러므로 그는 생각에 잠긴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대상에 무언가를 새롭게

부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의 속성을 제거하는 작업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오직 예술을 만드는 자가 자신의 흔적을 작품에 드러내지 않고 ‘몰

개성화(impersonalization/impersonnalité)’하는 노력 속에서 가능하다.113)

예술 작품에 그것을 만든 자의 개성이 드러나지 않을 때, 즉 작품이 예

술가의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예술가의 산물로 인식되지 않을 때 작품은

생각에 잠김이라는 일종의 독립적인 상태를 획득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는 일부 이론가들이 이러한 생각에 잠긴 이미지를 예술적 제거가 아닌

111) FI , p. 15.
112) ES, p. 119.
113) 랑시에르는 고유의 의미를 드러내는 무언의 말하기로서의 이미지의 특성을 ‘평범함

(banality)’으로, 완전한 침묵으로서의 이미지의 특성을 ‘몰개성(impersonality)’ 또는
‘무차별성(indifference)’으로 묘사하기도 한다. “평범한 것이 얻은 것은 어떤 무차별성
이다. […] 그것은 스스로를 비가시적으로 만드는 예술의 노력에서 비롯된다. 이미지
의 작업은 예술의 몰개성에서 사회적 평범함을 포착한다. 그 작업은 이미지를 규정적
상황이나 인물에 대한 단순한 표현으로 만드는 것을 제거한다.”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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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적 부가로부터 생겨난 것으로 오해한다고 지적한다. 많은 이론가들

이 재현의 역할에서 벗어난 사진이 얻게 된 새로운 지위에 주목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그 지위를 어떤 특정 대상이 발산하

는 ‘대체 불가능한 고유함’과 같은 의미로 잘못 해석한다는 것이다.114)

랑시에르에 따르자면, 사진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예술적 작업을 예술적

부가로 오해한 것이며, 이러한 오해는 오히려 사진을 예술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만든다. 왜냐하면 그에게 예술은 그 어떤 의미로도 규정되지

않는 독자적인 상태여야만 하는데, 예술적 부가는 사진이 결국 부여된

의미를 전달하는 매체의 지위에 머물게 하기 때문이다.

예술적 부가의 문제에 대해 랑시에르는 롤랑 바르트의 사례를 들어 더

욱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바르트는 사진에 스투디움(studium)과 푼크툼

(punctum)이라는 두 가지 대립적인 요소가 존재한다고 주장한 바 있

다.115) 스투디움이 사회적으로 코드화된 정보를 매개로 발견되는 요소라

고 할 때, 푼크툼은 이러한 정보로 코드화될 수 없고 규정될 수 없는 요

소이다. 바르트는 사진에서 어떠한 배경 지식이나 의미도 배제할 때 등

장하는 것이 고유한 분위기로서 푼크툼이라고 주장하고, 랑시에르는 바

르트가 주목하는 이 푼크툼이 무언의 말하기로서의 이미지와 유사한 것

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랑시에르는 이 과정에서 바르

114) “[리네케 데이크스트라의 작품 사진과 같은] 이러한 전시 양식은 사진을 예술적 작
업으로서 이미지와 재현의 생산으로서의 이미지 사이의 새로워진 식별 수단으로 만
들고자 한다. 그러나 동시에 다양한 새로운 이론적 담론들은 이러한 식별을 부인했
다. 반대로 그 담론들은 오히려 사진과 예술 사이의 새로운 대립 형식을 알렸다. 그
담론들은 사진의 ‘재생산’을 사물의 단독적인 대체 불가능한 발산(emanation)으로 만
들었는데, 심지어 그것이 사물이 예술의 지위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했음에도 불구하
고 말이다.” ES, p. 110.

115) 바르트는 사진에는 두 가지 요소가 공존한다고 주장한다. 첫 번째 요소인 스투디움
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교양(culture)에 따라 알 수 있는 일종의 “고전적인
정보”이자 “기호”로서 “사진에서 내가 직접 찾아내는 무엇”이라면, 두 번째 요소인
푼크툼은 하나의 “우연”이자 “세부요소(detail)”로서 “장면으로부터 화살처럼 튀어나와
나를 찌르는 무엇”이다. 바르트는 푼크툼이 스투디움을 방해하고 깨뜨리는 요소이며,
푼크툼을 지각하는 데에 있어서는 어떠한 분석도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한다. Roland
Barthes, Camera Lucida: Reflections on Photography, trans. Richard Howard, New
York: Hill and Wang, 1981, pp. 25-26, p.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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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가 오류를 범한다고 지적한다. 바르트는 푼크툼을 스투디움으로부터

분리시켜야만 가능한 상태로 보았지만, 랑시에르가 보기에 정작 두 개념

은 명칭만 다를 뿐 하나의 동일한 원칙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미지의 암호화된 메시지를 읽은 기호학자와 말이 없는 이미지의 푼크

툼의 이론가는 어떤 동일한 원칙에 기대고 있다. 이미지의 무언성과 이미지

가 말하는 것 사이의 가역적인 등가성이라는[양자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원칙(a principle of reversible equivalence/un principe

de'équivalence réversible)이 그것이다. 전자의 바르트는 이미지가 사실상

어떤 무언의 담론을 전달하는 수단임을 증명했으며, 이 담론을 문장으로 번

역하기 위해 애썼다. 후자의 바르트는 이미지가 침묵하는 바로 그때, 이미

지가 우리에게 더 이상 아무런 메시지도 전달하지 않는 바로 그때, 이미지

가 우리에게 말을 건넨다고 한다. [결국] 이 두 명의 바르트는 모두 이미지

를 침묵의 말하기로 인식하는 것이다.116)

바르트는 스투디움을 통해 이미지가 어떤 담론을 전달하는 수단임을

증명하고, 푼크툼을 통해 이미지가 아무런 메시지도 전달하지 않을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무언가를 전달해준다고 주장한다. 이로써 그는 두 개념

의 대립관계를 입증했다고 단정한다. 그러나 랑시에르가 보기에 두 개념

은 모두 물질적 현전으로서의 기능과 어떤 의미를 암호화하는 기능이라

는 양극을 오가는 이미지의 기능을 동일한 근거로 활용한다. 다시 말해

스투디움이나 푼크툼 모두 물질적 현전과 의미의 암호화라는 두 이미지

기능을 동일하게 사용하는 다른 두 명칭일 뿐인 것이다. 스투디움이 물

질적 현전에서 의미의 암호화로 옮겨가는 것이고 푼크툼이 의미의 암호

화에서 물질적 현전으로 옮겨가는 다른 방향성을 갖는다는 것이 차이점

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바르트가 설명하는 푼크툼은 결국 다시 의미의

암호화로 갈 때에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두 개념의 분

리는 자의적인 것이 되고, 그가 설정한 대립관계는 성립될 수 없다.117)

116) FI , p. 11.
117) “스투디움과 푼크툼의 대립은 미학적 이미지를 상형문자와 의미 없는 벌거벗은 현
전 사이에서 끊임없이 오가게 만드는 양극성을 자의적으로 분리시킨다.”(FI ,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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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한 예로 수갑을 찬 젊은 남자의 사진에서 청년이 아름답다는 점을

스투디움으로, 청년이 죽을 것이라는 점을 푼크툼으로 제시한다.118)[도판

3] 그러나 랑시에르는 사진 어디에서도 결코 청년의 죽음은 도출되지 않

는다고 반박한다. 그리고 그 죽음을 환기하기 위해서는 사진 속의 인물

이 암살을 시도한 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는 역사적 사실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119) 바르트가 추구했던 대체 불가능한 고유함으로서 푼

크툼은 결국 스투디움과 마찬가지로 사진의 순수한 물질적 현전을 특정

지식에 직결시키는 동일한 과정 속에서 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랑

시에르는 자신이 생각에 잠긴 이미지에 주목한 것처럼 바르트 역시 이미

지로부터 기존의 의미가 제거된 상태로서의 푼크툼에 주목했음을 인정한

다. 그러나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바르트는 푼크툼에 또 다시 어떤 의

미를 부여해버림으로써 결과적으로 모순을 낳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바르트와 같은 예술적 부가의 방식은 결국 이미지가 다시 어떤

규정된 의미에 종속되게 만든다. 그러나 생각에 잠긴 이미지는 어떤 내

용을 이미지에 부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에 부여된 내용을

제거하는 방식을 통해서 가능한 상태이다. 그렇게 이미지가 무엇을 가리

키는지에 대해 침묵하게 되는 순간,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상태로서의 미

학적 예술이 낯선 풍경으로 등장한다. 예술과 정치의 합류점은 바로 이

낯선 풍경에 존재한다. 예술이면서도 예술로 보이지 않는 낯선 풍경은

“미학적 체제에서 예술은 그것이 예술과는 다른 어떤 것이 되는 한에서

예술이 된다.”120)는 역설을 입증한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의미로도 규정

‘상형문자’는 대상에 기입된 고유의 의미를 전달하는 이미지 기능을, ‘의미 없는 벌거
벗은 현전’은 완전한 침묵으로서의 이미지 기능을 가리킨다.

118) “이 사진은 아름답고, 청년 역시 그러하다. 그것이 스투디움이다. 그러나 푼크툼은
그가 곧 죽는다는 것이다. 나는 이 사실이 그러할 것이고, 또 그러했다는 것을 동시
에 읽어낸다.” Roland Barthes, 앞의 책, p. 96.

119) “그러나 사진 속 그 어느 것도 젊은 남자가 죽을 것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의 죽음에 영향을 받으려면, 우리는 이 사진이 미국 국무장관을 암
살하고자 했던 죄로 1865년 사형 선고를 받은 루이스 패인(Lewis Payne)을 재현한다
는 점을 알아야만 한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알렉산더 가드너(Alexander Gardner)라
는 사진가가 사형 장면을 [역사상] 처음으로 찍었음을 알아야만 한다. 사진의 효과가
죽음의 효과와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 바르트는 재현된 대상에 대한 역사적 지식과
사진의 물질적 텍스쳐 사이의 합선(short-circuit)을 만들어야만 했다.” ES, p.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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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는 낯선 예술을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 우리의 감각과 사유에 세

워져있던 기존의 질서에서 벗어나는 해방을 경험한다. 그러므로 랑시에

르에게 예술의 자율성이란 예술 작품이라는 대상 자체의 자율성이 아니

라 예술에 대한 우리의 경험의 자율성을 의미한다.121) 이로써 예술의 자

율성과 예술이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성 또는 타율성은 우리의 경험

을 매개로 동일시될 수 있는 것이다.

3. 동시대 예술에서 ‘윤리적 전환’의 문제

미학적 체제에서 예술은 우리가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낯선 풍경으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미학적 예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예술에 대한

기존의 경험을 파악해야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경험의 변화에 따라 미학

적 예술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양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 랑시에르가

저서뿐만 아니라 에세이나 인터뷰 등을 통해 최신 작품들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는 것은 이렇듯 변화하는 미학적 예술의 양상을 파악하려는 의

도에서 비롯된다.122)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최근 등장하는 예술 작품들

의 경향을 ‘윤리적 전환(ethical turn)’이라는 이름으로 진단하고, 미학적

체제의 예술이 지금 어떠한 양상으로 등장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떠한

양상으로 등장할 수 있는지를 분석한다.

랑시에르에게 예술은 예술과 현실을 분리하던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날

때 자율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현실에도 영향을 미치는 정치가 된다. 결

국 예술과 정치를 동일시하는 것은 예술과 현실, 허구와 실재, 자율성과

120) DS, p. 118.
121) DS, p. 117.
122) “나는 예술이 무엇을 해야 한다는 규범적인 생각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예
술에 있어서 좋은 실천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합의적인 이미지와 전복
적인(subversive) 이미지[들]의 관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그
전이 자체를 전이시켜야한다(displace the displacement itself).” ‘합의적인 이미지’가
기존의 예술이라면, ‘전복적인 이미지’란 기존의 예술에 불일치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새로이 등장하는 미학적 체제의 예술을 가리킨다. Jacques Rancière, “Farewell to
Artistic and Political Impotence”, interview by Gabriel Rockhill and Alexi
Kukuljevic, Machete, Novembe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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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율성이라는 서로 상반된 항을 분리시키지 않는 모순 속에서 가능한 것

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립항 사이의 긴장을 유지시켜야하는 예술적·정치

적 실천은 그 긴장을 무너뜨리는 치안의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있다는 점

에서 미학적 체제는 필연적으로 불안을 내포한다. 이에 따라 랑시에르는

미학 안에 불안 또는 불편함(discontents/malaise)이 자리한다고 판단하

는데,123) 최근의 논의에서는 ‘윤리적 전환’을 그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규정하고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그는 예술가들과 철학자들 사이에서 최

근 윤리라는 단어가 유행하지만, 정작 그 안에서 예술과 정치는 함께 소

멸된다고 지적한다. 예술과 정치의 소멸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서 사유

되어야할 예술과 정치가 결국 각자의 영역으로 점차 분리되는 징후이며,

치안의 영역에 도전함으로써 행해진 정치가 다시 치안으로 포섭되는 현

상이다. 이에 따라 그는 정치적이고 철학적인 담론과 예술적 실천 각각

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살펴봄으로써 윤리적 전환의 문제를 파악

한다. 본고가 랑시에르의 예술론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기에서는

동시대의 예술적 실천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다.

랑시에르는 2000년대 이후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지

배 형식에 저항하는 예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부활하면서, 다양한 형

123) 랑시에르는 『미학 안의 불편함』에서 최근 미학에 대한 비판이 만연해있다는 사
실에 주목하면서, 이러한 비판 양상을 부르디외, 리오타르, 바디우 등의 현대 미학 이
론을 중심으로 개괄한다. 그는 무관심적 취미판단이 사회적 계급 분리의 현실을 은폐
하고 있음을 고발하는 부르디외, 숭고의 미학을 통해 절대적 타자에 접근하기를 주장
하는 리오타르, ‘비미학’이라는 용어를 통해 진리를 만들어내는 절차로서 예술과 철학
의 관계를 사유하는 바디우 등의 철학자들을 언급하면서, 이들이 미학을 “예술작품과
취미판단의 의미를 자신의 구미에 맞게 전용하는”(AD, p. 1) 철학적 담론으로 암묵적
으로 규정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랑시에르에 의하면 이들의 이론은 미적 영역과 사
회적 현실, 예술과 윤리, 예술의 진리와 그에 대한 철학과 같이 예술의 존재와 그에
대한 의미를 분리시킨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분리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즉 그에게
예술은 오히려 아무런 의미가 부여되지 않을 때 역설적으로 의미를 갖게 된다는 점
에서, 기존의 철학자들이 예술에 일정한 담론을 부여하는 것은 예술이 갖는 의미를
미리 규정하려는 태도일 뿐이다. 그는 이처럼 현대의 미학 이론이 갖는 문제를 비판
하면서도, 이러한 문제가 미학에 필연적으로 내재하는 불편함이라고 간주한다. 그리
고 이러한 미학 안의 불편함을 사유하는 과정 속에서 비로소 미학의 진정한 의미가
다시 구체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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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의 정치적 예술이 다시 유행하고 있다고 진단한다.124) 정치적 예술의

기저에는 예술이 정치적으로 효과적이라는 가정이 깔려 있다. 즉 예술이

보여주는 것이 어떤 지배 형식에 대해 우리가 각성하고 저항하도록 자극

하여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정이다. 그는 이러한 정치적 예술이

주로 이질적인 요소들을 충돌시킴으로써 불일치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구

성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랑시에르에게 ‘이질적인(heterogeneous) 요소’

란 단순히 다른 두 대상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경험의 영역에 있는 요소라

고 할 수 있는데, 이질적인 요소들로 이루어진 예술이란 서로 어울리지

않는 낯선 재료들이나 기법을 한데 모으는 콜라주나 몽타주와 같은 형식

으로 구성된 것이다.125)

랑시에르는 이러한 불일치적인 전략들이 미학적 체제의 예술을 구성해

냈지만, 점차 다시 합의의 형태로 전환된다고 판단한다. 앞서 살펴보았던

124) 랑시에르는 『불일치』와 “Contemporary Art and the Politics of Aesthetics”에서
소위 ‘정치적 예술(political art)’ 또는 ‘비판적 예술(critical art)’의 형식이 어떻게 변
화했는지를 논의하는 데에 있어서 주로 1970년대 이후 동시대 예술로 범위를 한정짓
고,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사이의 예술과 2000년대 이후 예술을 대비시키고 있다.
전자에 마사 로슬러의 <Bringing the War Home>(1970), 장-뤽 고다르의 <Prénom
Carmen>(1983), 크시슈토프 보디치코(Krzysztof Wodiczko)의 <The Homeless
Projection>(1986), 크리스 버든의 <The Other Vietnam Memorial>(1991) 등을, 후자
에 크리스티앙 볼탕스키의 <Les Abonnés du Téléphone>(2002), 빌 비올라의
<Going Forth by Day>(2002), 마띠유 로레뜨(Matthieu Laurette)의 <Produits
remboursés>(2001) 등을 언급한다. 동시대 이전의 정치적 예술에 대해서는, 1930년대
존 하트필드의 포토몽타주나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희곡 등을 언급한다.

125) 랑시에르는 로버트 라우센버그가 <Exile>(1962)에서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Rokeby Venus>(1647-1651)를 복제한 그림에 모기와 트럭 사진, 자동차 키 등을 결
합시킨 경우, 베르톨트 브레히트가 <아르투로 우이의 저지 가능한 상승>(Der
aufhaltsame Aufstieg des Arturo Ui, 1941)에서 나치즘의 알레고리를 콜리플라워에
대한 시를 통해 이야기하는 내용, 존 하트필드가 <금은 삼키고 쓰레기는 뱉는 슈퍼
맨 아돌프>(Adolf the Superman Swallows God and Spouts Junk, 1932)에서 히틀러
의 식도에 걸린 자본주의의 금화를 노출시키는 포토몽타주 등을 사례로 든다. “넓은
의미에서 콜라주는 비판적 예술의 주된 방법이다. […] 콜라주는 의미(sense)의 작은
공동체들, 이질적인 영역으로부터 가져온 요소들의 작은 공동체들을 형성한다. 콜라
주는 다른 영역의 경험과 다른 예술이나 기법에서 비롯된 몽타주 형식의 요소들을
모아서 특정한 형식의 이질성을 만든다.” Jacques Rancière, “Contemporary Art and
the Politics of Aesthetics", Communities of Sense: Rethinking Aesthetics and
Politics,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9, pp. 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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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처럼 합의는 제시되는 감각과 그것의 의미 사이의 대응이 일치하는 것

이다. 반면에 불일치는 어떤 대상과 그것을 파악하는 방식 사이를 매개

하던 대응 관계가 단절된 상태이다. 어떤 대상에 대해 한 번 불일치의

상태가 구성되었다고 해도 그 상태는 언제든 다시 합의의 관점에 포섭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기존에 없던 새로운 방식을 통해 예술로

식별해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식별방식이 반복되거나 하나의 규범으로

고착화될 경우 그것은 더 이상 불일치가 아닌 합의의 형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랑시에르에게 예술은 주어진 대상에 대한 우리의 감각과 사유

의 문제라는 점에서 우리가 어떠한 맥락에서 어떻게 식별하는지에 따라

동일한 형식이 불일치의 형식이 될 수도, 합의의 형식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정치로서의 예술이 기존의 감각적인 것의 분할 경계를 다시 옮

기고자 하는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서만 발생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불

일치의 이러한 특성에 있다.

이와 같이 랑시에르가 윤리적 전환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불일치의 형

식으로 구성되던 비판적 예술이 점차 합의의 영역으로 환원되는 상황이

다. 그가 사용하는 윤리라는 단어는 단순히 규범이나 도덕이라기보다 근

본적인 의미에서 ‘분리되지 않는 영역의 구성’을 의미한다.

그 영역[윤리]에서는 정치적이거나 예술적인 실천들의 특수성뿐만 아니라

‘오랜 도덕'의 핵심이었던 것, 즉 사실과 법칙, [이미] 존재하는 것(what is)

과 존재해야 하는 것(what ought to be) 사이의 구별도 사라진다(dissolve).

윤리는 규범(norm)이 사실(fact)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며, 담론과 실천의 모

든 형태들을 구별되지 않는 동일한 관점 하에 포섭하는 것이다. ‘에토스

(ethos)’란 단어는 규범이나 도덕성을 의미하기 전에 실제로 두 가지를 의

미한다. ‘에토스’는 거주(dwelling), 그리고 이 거주에 부합하는 존재 방식이

자 삶의 양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윤리는 환경, 존재 방식 그리고 행동 원

리 사이에 동일성(identity)을 확립하는 사유이다.126)127)

126) 랑시에르는 오늘날 사람들이 ‘윤리(ethics)’와 ‘도덕(morality)’이라는 용어를 서로 구
분하지 않은 채 사용하지만, 두 개념은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윤리
가 사실과 규범 사이 또는 존재와 그 존재가 해야 할 것 사이의 구분되지 않는 영역
을 구성하는 것이라면, 도덕은 반대로 사실과 규범의 분리를 함의한다. 그는 본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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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토스’128)를 그 어원으로 갖는 윤리란 존재와 그에 적합하다고 여겨

지는 존재방식이 분리되지 않는 단일한 형식으로 식별되는 것이다. 이는

각 존재에게 적합한 고유의 자격과 위치를 미리 규정하여 그것이 다른

자격이나 위치로 규정될 가능성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일관적이고 지

속적인 하나의 동일성이자 정체성을 정립하는 일이다. 랑시에르가 동시

대 예술에서 윤리적 전환이라는 표현으로 경계하는 점이 바로 이러한 동

일화의 위험이다. 정치적 효과를 의도하는 많은 예술이 애초에 형성했던

감각과 사유 사이의 불일치적 긴장을 유지하지 못하고 점차 합의의 안정

적인 영역으로 동일화될 징후를 드러낸다는 것이다.

기존의 것에 대한 불일치적 개입으로서 등장하는 미학적 체제의 예술

양상은 그것이 개입하고자 하는 시대적 맥락과 상황에 밀접하게 연관된

다. 따라서 현재의 미학적 체제의 예술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전

의 예술 양상을 검토하는 일이 선행되어야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랑시에

르는 윤리적 전환의 현상이 2000년대 이후 동시대 예술에서 어떠한 양상

으로 드러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동시대의 예술과 1970년대의 예술을

비교 분석한다.

랑시에르는 우선 정치적 예술이 차용하는 불일치적 형식을 ‘몽타주’라

덕이 실제 사실과 그에 대한 권리[또는 옳은 것](rights)를 구분했음을 지적한다. 즉
도덕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지켜야할 규범의 존재만을 지시할 뿐, 규범을 따르는 실천
의 문제는 내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윤리는 도덕이 내포하던 이러한 분리를 점
차 제거하고, 규범 또는 권리를 실제 사실이나 존재에 통합시켜 하나의 단일한 영역
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리의 제거를 그는 ‘합의’라고 규정한다. AD, pp.
114-115.

127) AD, pp. 109-110.
128) “에토스란 '성격'과 '관습'을 의미하는 옛 그리스어로 사람의 특징적인 성질이나

태도를 말한다. 흔히 성격으로 번역되며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서 사용되어 중요
한 의미가 주어졌다. 그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위를 향하는 불꽃과 아래로 떨
어지는 돌처럼 다만 한 방향의 가능성만을 갖는 자연물과, 항상 상반되고 대립되는
두 방향을 지닌 인간의 가능성을 대비시켰다. 동일한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한 쪽 방
향성을 지닌 습관(ethos)이 형성되고, 이것은 도덕적 행동·사고·생활의 근거가 된다.
본성적인 것과 반대되는 것을 에토스라고 하였는데, 지속성과 습성을 가진 측면에서
일시적인 성격의 파토스와 대립된다.” 한국문학평론가협회, 『문학비평용어사전(하)』,
새미, 2006, p.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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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용어로 규정한다. 몽타주는 본래 영화에서 개별적으로 촬영한 필름의

단편들을 시퀀스에 끼워 넣거나 편집하여 하나의 연속적인 작품으로 구

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는 영화에 국한된 의미를 넘어서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에서 하나의 작품을 이루는 각각의 이질적인

요소들 사이에 긴장을 유지시키는 작업이라는 의미로 몽타주 개념을 사

용한다.129) 몽타주는 작품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하나의 틀 안에 모여 있

지만, 그 요소들의 집합이 하나의 공통적이고 동질적인 의미로는 연결되

지 않도록 그 각각의 이질성을 보존하는 작업이다. 그는 이러한 몽타주

가 자신의 힘을 충분히 유지하지 못할 경우 자칫 변형될 위험이 따른다

고 경고하는데, 그 변형된 형식을 ‘변증법적(dialectical) 몽타주’와 ‘상징

적(symbolic) 몽타주’로 구분한다. 그리고 두 몽타주가 각각 1970년대와

2000년대에 유행하던 정치적 예술의 형식을 규정한다고 진단하면서, 윤

리적 전환의 문제를 변증법적 몽타주에서 상징적 몽타주로 전환되는 현

상으로 파악한다.

우선 변증법적 몽타주는 양립 불가능한 것을 서로 마주치게 하거나 친

숙한 것을 낯설게 하는 연출 형식이 결국에는 또 다른 질서나 세계를 출

현시키려는 최종적인 목표를 위해 하나의 수단으로 조직되는 것이다.130)

즉 작품을 구성하는 이질적인 요소들의 충돌을 통해 발생한 ‘낯설게 하

기’의 효과가 결국에는 작품 이면에 숨겨진 특정한 의도나 메시지로 인

과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증법적 충돌은 70년대의 마사 로

슬러의 포토몽타주 작품에서 발견된다.131)[도판 4] 주방 광고 사진과 베

129) Jean-Philippe Deranty, Jacques Rancière Key Concepts, Durham: Acumen, 2010,
p. 163.

130) “이 모든 [변증법적 몽타주의] 사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한 세계의 뒤에 또 다른
세계를 출현시키는 것이다. […] 문제는 갈등의 폭력에 의해서만 밝혀지는 다른 척도
의 질서를 드러내기 위해 충돌을 조직하는 것, 익숙한 것의 낯섦을 연출하는 것이
다.(In all these cases [of dialectical montage], what is involved is revealing one
world behind another. […] It involves organizing a clash, presenting the
strangeness of the familiar, in order to reveal a different order of measurement
that is only uncovered by the violence of a conflict.)” FI , p. 56.

131) <Bringing the War Home>(1970)에서 마사 로슬러는 미국인들의 행복의 전형인
주방의 모습을 광고하는 이미지에 베트남 전쟁 사진을 편집하여 포토몽타주를 제작
했다. 여기에서 개인적 행복의 표준화된 이미지의 이면에 놓인 제국주의 전쟁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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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남 전쟁 사진이라는 상충되는 이미지의 조합은 전쟁과 자본주의에 관

련된 현실의 모순을 폭로함과 동시에 관람자에게 정치적 각성을 일으키

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여기에서 낯섦의 효과는 보는 이에게 일종의 충

격을 주고, 그 충격이 지적 자각으로 이어지고, 그 자각이 다시 정치적

각성으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예상 가능한 전달 과정의 한 단계로 작용한

다. 이처럼 이 시기의 정치적 예술은 사회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의 형식

을 추구했다. 그러나 모순의 폭로나 정치적 각성을 목표로 하던 변증법

적 방식이 점차 사람들에게 익숙해짐에 따라, 이 방식은 실제로 사람들

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는 효과를 내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사람들이 숨겨진 진실을 알았다고 해도 그에 대해 행동할 이유는 사라졌

으며, 사람들은 더 이상 이러한 “교육학적(pedagogical) 모델”132)을 통해

계몽되거나 각성되지 않는 것이다. 결국 작품은 애초에 의도했던 대로

관람자들의 정치적 각성이라는 궁극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비판이 겨

냥하는 목표점이 사라진 채 오직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남고 만다.

이에 따라 변증법적 몽타주가 주를 이루던 비판적 장치는 ‘충격’과 ‘각

성’을 의도하는 강경하고 급진적인 방식보다는 이제 부드럽고 우회적인

방식으로 변화하기 시작한다. 현실의 모순을 폭로하고 사람들을 충격으

로 자극하는 대신, 사회적 기능의 회복과 잊힌 역사의 복구를 주장하거

나 세계에 대한 참여의식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우회하는 것이다. 이처럼

랑시에르는 70년대에 유행하던 비판적 예술이 30여년이 지나는 동안 점

차 “증언적 예술(testimony art)”로 변화했다고 판단한다.133) 이질적인

실, 그리고 동시에 (공산주의와 대비되는) 자유주의를 위해 벌인 전쟁의 이면에 놓인
상품의 제국을 폭로하려는 로슬러의 의도가 명백하게 드러난다. DS, pp. 142-143.

132) “내가 교육학적 모델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람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그들이 존재하
는 장소로 인해 그들이 무언가 보는 것을 방해받기 때문에 지배받고 억압된다고 하
는 일종의 일반적인 틀을 가리킨다. 즉 그들이 지배 법칙에 무지하기 때문에 지배받
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을 가르쳐줘야 한다는 것이다. 또는 그들이 수동적
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능동적으로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 [그러나] 그
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사람들이 자신이 지배받는다는 사
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그들에게 지배 이외의 것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우리는 또 다른 세계를 구축할 수 있는가? 해방은 또 다른 세계를 구축할 가능성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두 세계 간의 직접적인 관계이지 지식을 통한 매개가 아닌 것이
다.” Jacques Rancière, Art Review, p.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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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들의 낯선 조합은 이제 ‘함께-속함(co-belonging)’이라는 상징적인

연출 형식 속에서 어떤 공동의 소속을 증언하는 도구가 되는데, 이것이

상징적 몽타주이다.134) 다시 말해 작품에서 이질적인 요소들의 조합은

현실 세계에 대한 상징이자 은유로서 연출되면서, 모든 것이 결국에는

궁극적인 공통성 안에서 통합된다는 사실을 암시한다는 것이다. 그는 현

실의 모순에 대해 비판하고자 했던 변증법적 몽타주가 공동의 윤리적 소

속에 대해 증언하려는 상징적 몽타주로 변형된 사례를 설명하기 위해,

크리스 버든과 크리스티앙 볼탕스키의 작품을 비교한다.135)[도판 5][도판

6] 두 작품은 익명의 사람들이라는 동일한 소재를 다루고 유사한 형식을

차용하지만, 1990년대의 버든의 작품이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구분을 통

해 억압적이고 위계적인 현실을 비판하는 의도를 가졌다면, 2000년대의

볼탕스키의 작품은 그러한 구분을 강조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단일한 공동체의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는 동일한 비판적 형식이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의미가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지를 증명한다.

이와 같이 변증법적 몽타주에서 상징적 몽타주로의 변화 양상을 시대

적 흐름 속에서 추적하면서, 랑시에르는 동시대에서 윤리적 전환의 현상

이 등장하게 된 맥락을 확인한다. 이처럼 예술의 정치를 윤리로 전환시

키는 경향에는 근본적으로 예술이 그 의미와 효과를 전달할 현실을 분리

133) DS, p. 145.
134) FI , p. 57.
135) 먼저 크리스 버든은 <The Other Vietnam Memorial>(1991)라는 이름으로 베트남
전쟁의 익명의 희생자들에게 바치는 기념비를 제작했다. 기념비의 동판 위에는 그가
무작위로 전화번호부에서 베낀 베트남어 이름들이 새겨져있다. 다음으로 크리스티앙
볼탕스키는 <Les Abonnés du Téléphone>(2002)이라는 작품에서 전 세계의 전화번
호부를 담은 진열장과 그 옆에 책상을 설치하여, 방문객들이 전화번호부를 마음대로
골라 볼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서 랑시에르는 두 설치 작품이 모두 익명성이라는 동
일한 소재를 다루고 유사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정치적 의미는 완전히 다
르다고 주장한다. 즉 10년 전 버든의 작품이 승자만을 위한 기념비에 맞서는 ‘다른
(other)’ 기념비를 세움으로써 역사에서 잊힌 수많은 익명의 전쟁 희생자들에게 이름
을 돌려주고자 했다면, 볼탕스키의 작품은 익명의 사람들을 ‘인류의 표본들’로 규정하
여 그들이 이제 우리와 동일한 하나의 공동체에 속해있다는 메시지를 강조한다는 것
이다. AD, p.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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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영역으로 상정하려한다는 문제가 자리한다. 허구와 실재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적인 것으로서 등장했던 미학적 체제의 예술은 단독

적인 것을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로 포섭하여 허구와 실재를 각각의

영역으로 분리시키려는 합의의 영역에 의해 다시 포섭될 수 있는 것이

다. 즉 그는 정치가 다시 치안으로 빠지는 현상을 동시대 예술에서 목격

하는 것이다.

동시대 예술의 윤리적 전환에 대한 랑시에르의 비판이 겨냥하는 지점

은 바로 실재에 대한 일종의 환상이다. 예술이 자신의 영역을 넘어서서

실재 세계에 개입하려고 할수록, 그렇게 해서 허구와 실재의 경계를 구

분하려고 할수록 예술은 자신의 효과를 예상함으로써 합의의 형식에 더

욱 얽매이게 된다. 예술이 자신의 효과를 예상한다는 것은 작품의 의미

또는 내용이 인식에서 미리 규정되는 것이며, 주어진 대상에 대한 감각

을 이러한 인식에 일치시킴으로써 예술 고유의 감각적인 것의 분할 질서

를 세운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러한 예술에 대한 감각적인 것의 분할

은 그 분할 경계 바깥에 예술로 감각할 수 없는 것으로서의 실재를 암묵

적으로 배제시킨다. 그러나 그는 ‘예술의 외부로서 기능하는 실제 세계’

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그에게 실재는 그 자체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대상이나 영역이 아닌 각자에게 주어진 것으로서 오직 허구의

작업을 거친 후에야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술의 외부로서 기능하는] ‘실재 세계’란 없다. 대신 우리의 실재로서,

우리의 지각 대상과 우리의 개입 영역으로서 주어진 것의 확고한 짜임새

(configurations)가 있다. 실재적인 것은 항상 구축(construction)의 문제,

(내가 앞서 규정하고자 했던 의미에서의) ‘허구’의 문제이다. 치안 질서의

주류적 허구를 특징짓는 것은 그 허구가 [그 자체로 존재하는] 실재적인 것

처럼 행세하는 것이다. 즉 그 허구가 실재적인 것의 자명함에 속하는 것과

가상, 재현, 의견, 유토피아의 영역에 속하는 것 사이에 명백한 선을 긋는

체한다는 것이다. 합의는 우리가 감각하는 것이 하나의 의미로 주어져 있음

을 의미한다. 정치적이고 예술적인 허구는 그러한 ‘실재’를 도려내고 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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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적인 방식으로 다수화(multiply)시킴으로써[다수의 의미로 연결시킴으로

써] 불일치를 도입한다.136)

우리의 감각과 인식 사이에 일치 관계를 설정하는 합의는 우리가 어떤

대상을 ‘실재’로 인식하고 또 어떤 다른 대상을 ‘허구’로 인식할지를 체계

화한다. 실재에 대한 감각적인 것의 분할과 허구에 대한 감각적인 것의

분할이 각각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듯 합의는 허구와 실재를 서로 대립

시킴으로써 우리가 두 영역의 존재를 자명한 것으로 인식하도록 만든다.

이에 대해 불일치는 그렇게 분리된 감각적인 것의 분할 경계를 옮김으로

써 기존의 경계가 하나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말해

다수의 기준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이는 실재와 허구 사

이의 경계를 규정짓는 합의의 치안적인 질서에 도전하는 것이며, 기존에

세워져있던 단일한 의미관계와 단절함으로써 다시 새로운 의미관계가 세

워질 가능성을 여는 것이다.

랑시에르는 비판적 예술 또는 정치적 예술이 오늘날 그 의미를 되찾기

위해서는 지배 형식과 모순을 폭로하는 예술이 아닌, 자신의 한계와 힘

에 의문을 갖고 자신의 효과를 예상하기를 거부하는 예술이 되어야한다

고 주장한다.137) 이는 예술이 효과를 전달할 현실을 자신의 대립항으로

설정하기를 중단하고 예술과 현실, 허구와 실재의 경계를 무화시키는 경

험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진정한 해방은 이렇듯 예술이 의도와 목적

을 배제할 때 실현된다.138) 그는 이러한 해방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방식

으로 몽타주를 제시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몽타주는 변증법적 몽

타주나 상징적 몽타주와 같은 형태로 변형되지 않도록 고유의 힘을 포착

136) DS, pp. 148-149.
137) DS, p. 149.
138) “부과된 메시지와 겨냥된 관객, 세계를 해석하는 단일한 양식이라는 권위를 포기할
때, 다시 말해 우리를 해방시키고자 원하기를 그만둘 때, 예술은 [스스로] 해방되고
[우리를] 해방시킨다.(An art is emancipated and emancipating when it renounces
the authority of the imposed message, the target audience, and the univocal mode
of explicating the world, when, in other words, it stops wanting to emancipate
us.)” Jacques Rancière, Artforum., p.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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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는 이러한 몽타주의 힘을 극대화할 수 있는 예술

로 영화를 지목하고, 특히 허구의 관점에서 다큐멘터리 영화를 핵심적인

장르로 다룬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랑시에르가 규정하는 몽타주 개념

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영화가 몽타주의 힘을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분

석한다. 이어서 다큐멘터리 영화가 미학적 체제의 핵심적인 장르가 되는

근거를 확인하고, 허구 개념이 다큐멘터리 장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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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다큐멘터리 영화: 허구적인 예술

랑시에르의 허구 개념은 예술과 정치의 관계를 사유하기 위한 구심점

이 된다. 그리고 윤리적 전환이라는 오늘날의 시대적 맥락에서 허구의

예술을 구성하는 것은 변증법적 몽타주나 상징적 몽타주로 변형되지 않

는 몽타주 고유의 힘을 확립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몽타주라는 용어에서

도 알 수 있듯이 랑시에르가 특히 주목하는 예술이 바로 영화이다. 그는

영화가 “순수 영화, 순수 예술로 존재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전통들이

뒤섞인 이질성의 장”139)이라고 묘사한다. 그에게 영화는 기존의 예술 장

르들과 구별되는 하나의 독자적인 영역이라기보다 서로 다른 전통을 갖

는 장르들이 뒤섞이는 독특한 장르인 것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영화는

일종의 ‘카오스적인’ 상태를 만드는 몽타주의 힘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휘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로써 영화는 미학적 체제의 법칙을 가장 급진적인

형태로 구현해낼 수 있는 예술이 된다.140)

영화에서 몽타주의 가능성은 카메라 기계의 특성과 긴밀하게 관련된

다. 카메라는 현실을 수동적으로 기록하는 기계이다. 따라서 미학적 체제

가 허구와 실재, 예술과 현실, 예술로 감각할 수 있는 것과 예술로 감각

할 수 없는 것 사이의 식별을 어렵게 만드는 전략을 구사한다고 할 때,

카메라는 이러한 전략을 위한 가장 유용한 도구가 된다. 종종 영화 예술

의 고유성은 이러한 카메라의 특성에 국한되기도 하는데, 이는 영화가

‘조작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실재’를 보여준다는 인식으로 이어진다.

랑시에르는 이러한 인식이 영화에 개입되는 예술가의 조작에 대해 간과

한다고 지적하고, 미학적 예술로서의 영화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야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영화를 카메라의

139) 자크 랑시에르, 「‘놀라움’이 ‘새로움’을 만들어낸다 - 부산국제영화제 뉴커런츠 부
문 심사위원 맡은 자크 랑시에르와의 대화」, 김성욱 작성, 『씨네21』, 2014. 10. 30.
(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78262)

140) “미학적 체제의 기본 법칙이란 후발적으로(afterwards) 등장한다는 것, 즉 기존의
예술에 자신의 예술을 접목시켜서 일상의 이야기와 이미지로 이루어진 산문과 거의
식별 불가능하도록(indiscernible) 조작한다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영화 산업은 이
법칙의 가장 급진적인(radical) 형태이다.” FF,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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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과 예술가의 작업이라는 두 힘을 동시에 다루는 것으로 인식할 때

미학적 예술이 식별된다고 주장한다. 영화에서 몽타주의 힘이 실현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두 힘을 기반으로 할 때 가능한 것이다.

랑시에르에 의하면 특히 다큐멘터리 영화는 몽타주의 힘을 최대로 발

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허구적인 예술’이 된다. 그러나 다큐멘터리와 허

구의 결합은 역설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데, 다큐멘터리는 있는 그대로

의 실재를 보여준다는 인식이 잔존하는 장르이기 때문이다. 또한 다큐멘

터리는 허구와 실재 사이의 관계에 대한 논쟁이 가장 치열한 장르이기도

하다. 이 장에서는 우선 다큐멘터리에 대한 기존의 정의와 그 특성을 검

토해보고, 기존의 논의와 달리 랑시에르가 다큐멘터리의 특성을 허구 개

념과 어떻게 관련시키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가 다큐멘터

리 장르의 중요한 작품 사례로 언급하는 영화 <바시르와 왈츠를>을 통

해 앞서 논의된 다큐멘터리의 허구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볼 것이

다.

1. 영화에서 몽타주의 힘

미학 혁명을 거쳐 문학에서 처음 구체화되었던 미학적 체제는 영화라

는 장르를 통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영화는 무엇보다도 카메라라는

기계를 도입함으로써 다른 예술 장르와 구별되는 속성을 갖게 된다. 그

러나 랑시에르가 보는 영화의 고유성은 전적으로 카메라의 사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의 기록을 다루는 방식으로서의 몽타주에 있다. 따라

서 미학적 체제에서 영화만의 독특한 지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몽

타주 개념을 살펴보고 몽타주 안에서 카메라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확인해야한다.

랑시에르에 의하면, 영화는 ‘말하는 무언의 인상(silent imprint that

speaks/l'impression muette qui parle)’과 몽타주라는 두 요소가 갖는 가능

성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예술 장르이다.141) ‘말하는 무언의 인상’은

141) PA,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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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미지의 ‘무언의 말하기’에 해당된다. 미학적 체제의 이미지는 윤

리적 체제의 복사본이라는 지위 또는 재현적 체제의 특정한 사유나 감

정, 규범 등을 상징적으로 코드화한 표현이라는 지위에서 벗어나, 사물이

고유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말하는’ 기능과 아무런 의미를 전달하

지 않는 ‘침묵하는’ 기능이라는 이중적인 기능을 활용할 때 등장한다. 즉

무언의 말하기는 사물에 직접 기입된 고유한 의미 작용을 갖는 이미지로

부터 그 의미를 제거하여 침묵의 이미지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를 만드는 기법으로서 몽타주가 등장한다.

랑시에르에게 몽타주 개념은 “거대병렬이 지닌 카오스적인 힘을 문장

의 연속적인 힘과 이미지의 단절적인 힘으로 양분하는 통일[단위]”이

다.142) 따라서 그는 몽타주를 ‘문장-이미지’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미지’

가 예술에서 우리가 주어진 대상을 보는 감각적인 작용 또는 기능이라

면, ‘문장’은 그 대상으로부터 일정한 의미를 만들어내는 인식적인 작용

또는 기능을 가리킨다. 문장 기능은 우리의 감각 작용으로서 이미지 기

능을 인식으로 포섭하고자 하지만, 이미지 기능은 이러한 연속성을 생산

하려는 문장 기능을 단절시킬 수 있다. 그리고 몽타주는 예술을 이미지

기능이 지닌 단절성과 문장 기능이 지닌 연속성으로 양분하고 그 상반된

힘을 다시 결합시키는 역설적인 작업이다. 영화를 예로 들자면 카메라가

개별적으로 기록한 단편적인 화면들이 이미지의 단절성을 나타낸다고 할

때, 이 이미지들이 쇼트(shot)가 되고, 쇼트가 모여 다시 신(scene)이 되

고, 신이 모여 다시 시퀀스(sequence)가 되는 식으로 편집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예술로 인식할 수 있는 연속성이 생겨난다. 이렇듯 랑시에르는

몽타주를 장면들의 논리적 연결에만 주목해서 이해하는 일반적인 관점에

비해 더 근본적인 관점에서 이해한다. 그의 몽타주 개념은 이미지들이

긴밀한 연결 관계로 설정되기 이전의 단절적인 상태에 대한 인식까지 포

함하는 것이다. 즉 몽타주에는 이미지 기능과 문장 기능을 분리하는 작

업이 선행되어야하고, 이러한 양분된 두 힘으로부터 비로소 다시 통일하

142) “[The sentence-image] is the unit that divides the chaotic force of the great
parataxis into phrasal power of continuity and imaging power of rupture.” FI , 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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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작업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거대병렬’이라는 용어는 몽타주 작업의 특성을 묘사하는 표현이다. 병

렬 또는 병렬구조(parataxis)는 본래 접속사 없이 구나 절, 문장을 나열

하는 문법 용어이다. 접속사가 없다는 것은 구나 절, 문장 사이의 연결이

단절됨에 따라 부분으로서의 구성 요소들이 독자적으로 나열되어 전체로

서의 단일한 의미 관계를 도출해낼 수 없음을 뜻한다. 이처럼 거대병렬

은 “의미 작용들과 물질성들의 거대한 카오스적인 병치(juxtaposition)

및 이것들의 무관심하고 거대한 뒤섞임”이자 “더 이상의 어떤 척도

(measurement)도 없다는 것, 더 이상 어떤 공통의 것도 없다는 것”이

다.143) 거대병렬은 하나의 작품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단일한 의미 관계

로 연결해줄 주어진 질서 또는 구성 요소들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하나

의 기준이나 척도가 부재한 상태이다. 즉 이미지 기능과 문장 기능이 서

로 공유하는 질서나 기준 없이 작용함에 따라 우리가 보는 이미지로부터

그 의미를 인식하는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작품의 부

분과 부분 사이, 부분과 전체 사이의 대응 관계를 인식할 수 없는 무질

서한 상태 또는 카오스적인 상태를 지각하게 된다. 마치 문학에서 이야

기는 문장으로, 그리고 또 다시 단어로 흩어지고, 회화는 선과 획으로,

멜로디는 음표로 환원된 상태로 지각되는 것처럼 말이다. 미학적 예술은

이렇듯 전달할 효과를 상정하지 않음으로써 생겨나는 역설적인 효과를

갖는다.

몽타주가 이미지 기능과 문장 기능으로 양분되는 힘을 조율하는 기법

이라고 할 때 이미지 기능은 수동성에, 문장 기능은 능동성에 각각 대응

되기도 한다. “규칙이나 본보기가 없는 순수 창조적인 능동성과 사물의

표면에 기입된 표현적인 힘의 순수 수동성”을 기반으로 하는 미학적 체

제는 “대립적인 것들의 통일”로서 예술을 형성한다.144) 따라서 랑시에르

에게 “감독의 의식적인 시선과 카메라의 무의식적인 시선이라는 이중적

인 힘”145)으로 구현되는 영화야말로 몽타주의 힘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

143) FI , p. 45.
144) FF, p. 8.
145) FF,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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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가 된다. 주어진 모든 대상을 차별 없이 동등하게 기록함으로써 “모든

것에 적합한”146) 카메라는 모든 대상에 예술이 될 평등한 자격을 부여하

는 “평등주의적인 체제”147)로서의 미학적 체제에 최적의 도구인 것이다.

이처럼 카메라를 통해 영화는 여타의 예술 장르와 차별화되는 방식으로

몽타주의 작업을 행한다.

화가와 소설가는 스스로를 수동적인 상태가 되는(becoming-passive

/devenir-passif) 도구로 만들어야 한다. 반대로, 기계 장치는 이 수동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 수반하는 능동적 작업을 억제한다. 카메라 자체가 이미

수동적이기 때문에, 카메라는 자신을 수동적으로 만들 수 없는 것이다.148)

먼저 문학에서 플로베르가 주제나 제재가 아닌 오직 문체만을 부각시

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소설에서 작가로서 자신의 존재를 비가시적으로

만들어 ‘몰개성화’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작가는 단어나 문장을 선택

하고 나열하는 과정에서 작품에 개입한 흔적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작가는 작품이 수동적인 상태가 되도록 조작하여 미학적 예술을 구성한

다. 즉 소설의 구성요소로서 단어나 문장이 모여 하나의 소설을 이루면

서도 그것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도록 작가가 조작하

는 것이다. 이로써 독자는 소설에서 작가가 능동적으로 개입한 흔적을

쉽게 인식하지 못하고 무질서하고 파편적인 상태로 나열된 단어나 문장

만을 지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영화는 카메라라는 기계를 사용함으로써

문학과는 다른 입장에 서게 된다. 영화에서 카메라의 기록 작용은 그 자

체로 이미 수동적이다. 카메라는 인간이 개입한 흔적을 배제한 채 모든

사물이 다른 무엇이 아닌 그 스스로를 지시할 수 있도록 수동적으로 관

찰함으로써 이미지에 직접적으로 기입된 고유한 의미를 고스란히 전달할

수 있다. 이러한 카메라의 기계적인 수동성이야말로 예술 또는 현실에

대한 감각적인 것의 분할을 재분할하여 예술과 현실의 식별 경계를 모호

146) FF, p. 10.
147) PA, p. 81.
148) FF,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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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만드는 미학적 체제에 가장 적합한 형식이 된다.

그러나 영화라는 예술이 만들어지는 것은 오직 카메라의 존재만으로,

그 수동적인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수동성이란 자기 외의 다른 것의

작용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함축한다. 결국 카메라 기계의 수동성은 그

것을 조작하는 인간의 능동성에 예속됨을 전제하며, 카메라가 담아내는

이미지가 영화라는 예술로 전환되는 것은 예술가의 개입으로부터 가능해

진다. 따라서 예술가가 카메라를 어떻게 조작하느냐에 따라, 예술가의 능

동성이 어떻게 개입되는지에 따라 영화는 얼마든지 재현적인 예술 논리

를 따를 수도 있는 것이다. 재현적 체제의 예술은 카메라의 수동성을 다

시 예술가의 능동성에 종속시킨다. 재현적 체제에서 예술가는 카메라가

기록한 이미지들을 예술에 적합한 규범이나 논리에 맞춰 배치함으로써

‘이해 가능한’, ‘예상 가능한’ 또는 ‘그럴듯한’ 상황과 사건으로 재탄생시

킨다. 감각 대상인 카메라 이미지들이 인식에 의한 규범이나 논리에 포

섭됨으로써 이미지는 규범이나 논리의 내용을 전달하는 도구적 지위에

머무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학적 예술로서의 영화에서 카메라의 수동적

힘이 자칫 재현적 체제의 예술 논리에 포섭되지 않도록, 즉 수동성과 능

동성이라는 두 힘 사이에 어떤 위계가 생겨나지 않도록 구성하는 것이

우선적이고 필수적인 과제가 된다. 랑시에르는 이처럼 재현적 체제의 예

술 논리를 거스르는 방식으로 구축되는 미학적 체제의 영화를 “엇갈린

우화(thwarted fable)”149)150)라고 부른다.

영화를 가능하게 했던 미학 혁명과 영화 사이의 연속성은 모순적일 수밖

에 없다. 영화의 기본적인 기술 장비가 이 혁명의 원리인 수동적인 것과 능

149) 앞서 각주 56번에서도 밝혔던 것처럼, ‘우화’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뮈토스(muthos)’
에서 비롯된 용어로, 랑시에르는 이를 ‘허구’로 다시 쓴다.

150) ‘thwart(contrarier)’는 ‘좌절시키다’, ‘방해하다’, ‘저지하다’ 등으로 번역된다. 따라서
‘thwarted fable(fable contrariée)’을 엄밀하게 번역하자면, ‘방해된 우화’나 ‘저지된 우
화’ 정도로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다소 어색한 번역이고, 미학적 체제의 특
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 표현이기도 하다. 『영화 우화』의 번역자 유재홍의 경우 이
를 ‘엇갈린 우화’로 쓰는데, 이는 미학적 체제의 논리가 재현적 체제의 논리를 저지함
으로써 후자에 대해 전자가 엇갈려있다는 현상의 측면을 살린 표현이라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본 논문 역시 이 표현을 그대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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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인 것의 동일성을 보장하고 있더라도, 자신의 세속적 변증법(secular

dialectics)에 한 번 더 압력을 가할 때 비로소 자신에게 충실할 수 있는 것

이다. […] 영화의 기술적 본성에서 그 예술적 소명(vocation)에 이르는 곧

게 뻗은 길은 없다. 영화 우화는 엇갈린 우화이다.151)

‘엇갈린 우화’에는 미학적 체제의 모순적인 특성이 담겨있다. 미학적

예술은 상반되는 힘들이 양립하는 모순 속에서만 등장한다. 그 양립성은

기존의 질서와 단절하고 새로운 관계를 세움으로써 가능하지만, 그 새로

운 관계는 다시 하나의 질서로 포섭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체제로 환

원될 위험을 안고 등장할 수밖에 없다. 단독적인 것을 대상으로 하는 미

학적 체제의 예술은 단독적인 것을 끊임없이 보편 또는 일반으로 환원시

키려는 다른 체제에 다시 포섭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영화는 미

학적 예술을 가장 급진적인 형태로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품지만, 동

시에 재현적 체제의 예술이 복원되는 장소이기도 하다. 재현적 체제의

영화는 기존의 규범을 매개로 카메라의 수동성과 예술가의 능동성이라는

상반된 힘을 단계적으로 종합하는 ‘세속적 변증법’에 따라 만들어진다.

관객에게 전달할 의미나 효과를 미리 상정하고 그에 따라 장면들을 구성

하는 소위 상업적이고 대중적인 영화가 이러한 세속적 변증법을 따른다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세속적 변증법을 배제함으로써 영화가 갖

는 가능성을 미학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카메라의 수동성이 자칫 재현적

체제의 논리에 예속되지 않도록 논리를 전복시키는 예술가의 능동적 힘

에 달려있다. 미학적 예술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곧게 뻗은 길이 아닌, 모

순적인 과정이 얽힌 엇갈린 길을 거쳐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있는 그

대로’의 현실을 전달하는 영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카메라 기계의 수동적

인 기능으로만 설명하는 일부 주장은 랑시에르에게 비판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152) 왜냐하면 그러한 가능성은 오직 카메라의 수동성과 더불

151) FF, p. 11.
152) 랑시에르는『영화 우화』도입에서, 장 엡스탱이 『안녕, 영화』(Bonjour cinéma,
1921)에서 영화가 선도한다고 주장했던 ‘예술 혁명’에 대해 분석한다. 엡스탱은 영화
감독이란 카메라를 통해 오직 기록만 할 수 있고 속임수를 쓰거나 어떤 것도 기만할
수 없다는 점에서 “철저하게 정직한” 예술가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엡스탱에게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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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카메라를 조작하는 예술가의 힘을 고려할 때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

다. 영화에서 마치 아무런 조작이 가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순수한’

상황은 “언제나 특정한 조작의 총체적인 산물”인 것이다.153) 따라서 ‘엇

갈린 우화’로서 영화는 카메라에 의한 이미지의 힘과 예술가가 조작하는

문장의 힘을 동시에 그리고 동등하게 활용하면서 두 힘의 결합이 자칫

재현적 체제의 논리로 포섭되지 않도록 막아내는 몽타주를 기반으로 등

장하는 것이다.

이로써 영화는 미학 혁명을 처음 실현했던 문학과 상반되는 방식으로

몽타주를 실행한다. 문학은 재현적 체제의 논리를 저지하기 위해 단어나

문장의 나열이 갖는 이미지의 수동적인 힘을 강화함으로써 단어나 문장

으로부터 의미관계와 논리를 만드는 문장의 능동적인 힘을 약화시킨다.

앞서 『마담 보바리』에서 전면에 묘사된 ‘찬바람’이나 ‘태양광선’, ‘푸른

공기방울’ 등의 단어들이 소설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주요 사건에 긴밀하

게 연결되는 의미를 만들지 못한 것처럼, 문학에서 이미지의 힘은 우리

가 보는 단어나 문장이 배열되는 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논리적 연결

을 단절시킴으로써 문장의 연속적인 힘에 맞선다. 그러나 영화는 카메라

를 통해 수동적인 이미지의 힘을 우선적으로 획득한다. 카메라는 대상에

직접 기입된 고유의 의미를 전달하는 이미지를 기록하는데, 미학적 체제

의 영화는 이러한 이미지로부터 다시 고유의 의미를 제거하여 침묵의 이

미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등장한다. 따라서 영화는 문학의 경우와 반대로

오히려 문장의 힘을 가지고 주어진 이미지의 힘에 맞서야 한다.154) 즉

화는 의도적으로 구성된 줄거리나 필연적인 사건들의 결합을 배제하여 “극적인 진행
이 아닌 무한한 미시 사건들로 이루어진 길고 연속적인 움직임”으로서의 삶이라는
진실을 그대로 표현하는 예술이다. 그러나 랑시에르는 이러한 엡스탱의 주장을 비판
한다. 엡스탱은 카메라가 사태를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는 사실만을 영화의 가능성으
로 직결시킴으로써 카메라를 조작하는 예술가의 작업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
문이다. “시각 기계의 기술적 본성과 영화 예술의 형식 사이에 연속성이 있다는 생각
에 대해 우리는 문제 삼아야 한다.” FF, p. 2, p. 11.

153) FF, p. 12.
154) “사건들의 배열과 [등장인물들 간의] 의지의 갈등을 저지하기 위해, 문학은 볼 수
있는 것의 거대한 수동성에 스스로를 침투시킨다(infiltrate). 문학에서 이미지의 부가
(addition)는 의미의 제거(subtraction)에 이르렀다. [반면에] 영화는 이 등식을 전복하
여 말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을 도려냄으로써(hollowing out) 이러한 힘을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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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는 카메라가 기록한 이미지로부터 기존의 의미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장면들을 다시 편집함으로써 문장 기능을 강화시키고 이미지 기능을 약

화시켜야하는 것이다. 이처럼 미학적 체제의 영화는 카메라가 기록한 이

미지가 재현적인 논리로 포섭되지 않도록 엇갈린 논리를 구축하고, 그

엇갈린 논리 안에서 배치된 이미지들은 기존의 의미에 대해 침묵함으로

써 카오스적인 상태가 된다.

2. 실재에 바쳐진 영화로서 다큐멘터리

미학적 체제에서 랑시에르가 가장 주목하는 예술 장르가 영화라고 할

때, 그가 영화 장르 중에서도 주요하게 다루는 장르가 다큐멘터리 영화

이다. 그는 여러 작품들을 사례로 언급할 때 다큐멘터리 영화를 주로 소

개하는데,155) 그에 의하면 “실재에 바쳐진(devoted) 영화”로서 다큐멘터

리는 소위 픽션 영화보다도 더 강한 허구적 발명을 할 수 있다.156) 미학

적 체제에 특징적인 허구 개념은 몽타주의 힘으로 구체화된다는 점에서,

다큐멘터리가 여타의 장르보다도 허구적이라는 것은 다큐멘터리에서 몽

타주의 힘이 최대로 발휘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다큐멘터리

는 허구에 대립되는 ‘비허구(non-fiction)’에 준하는 범주에서 다뤄지거나

‘있는 그대로의 순수한 실재’를 보여주는 장르로 인식되기 때문에, 다큐

멘터리가 허구적이라는 랑시에르의 주장은 역설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

다. 그러므로 다큐멘터리의 특성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표면적

인 역설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한다.

다큐멘터리는 다른 어떤 영화 장르보다도 허구와 실재의 관계에 있어

(appropriate)할 수 있다.” FF, p. 14.
155) 랑시에르는 여러 저서에서 샹탈 아커만(Chantal Akerman)의 <국경 저편에서>(De

l'autre côté, 2002)나 안리 살라(Anri Sala)의 <색칠해주세요>(Dammi i colori,
2003), 페드로 코스타의 <반다의 방>(No Quarto da Vanda, 2000), 그리고 클로드 란
츠만의 <쇼아>(Shoah, 1985)나 크리스 마르케의 <알렉산더의 무덤>(Le Tombeau
d'Alexandre, 1992), 지가 베르토프의 <세계의 6분의 1>(Шестая часть мира, 1926)
등 영화 작품들 중에서도 특히 다큐멘터리 작품들을 사례로 제시한다.

156) PA,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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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가장 논쟁적인 장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실재’, ‘현실’, ‘사실’

과 같은 층위에서 정의되는 다큐멘터리는 우리가 소위 픽션 영화라고 부

르는 장르와 대립되는 장르로 간주되고, 다큐멘터리가 보여주는 실재란

어떠한 인위적인 개입이 없는 ‘있는 그대로’의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따

라 다큐멘터리가 이미 존재하는 실제 세계를 다루는 장르라면, 픽션 영

화는 감독이 새롭게 창조한 허구의 세계를 다루는 장르로 구분된다. 그

러나 다큐멘터리를 이러한 대립구도에서 규정하는 관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다큐멘터리의 정의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최근 논쟁의 골자는 다큐멘터리와 픽션은 여러 특성들을 서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둘 사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대립관계로만 설명하기 어렵다

는 것이다. 최근의 여러 정의들은 기존의 구분 방식을 의문시하고 실제

작품 사례를 통해 두 장르의 특성을 비교하면서, 다큐멘터리가 픽션과

구별되는 상대적인 특성을 구체화한다. 이러한 정의에 의하면 다큐멘터

리는 실재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장르라기보다는 실재를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고 믿게 만드는 장르이다.157) 즉 다큐멘터리의 주요 과제는 조

157) 빌 니콜스는 다큐멘터리 개념이 명확하게 규정될 수 없기 때문에 주로 다른 유형
의 영화들과의 대조를 통해 정의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논픽션’으
로서 다큐멘터리는 픽션 영화에 비해 믿음의 문제가 우선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픽션
영화는 불신을 유보시켜서 개연성 있는 세계로 인정받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지만,
다큐멘터리는 믿음을 주입시키는 것, 즉 실제 세계로 인정받는 것을 의도한다. 빌 니
콜스,『다큐멘터리 입문』, 이선화 옮김, 한울 아카데미, 2005, pp. 28-29. 폴 워드는
다큐멘터리 정의에 있어 많은 논쟁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그가 한 가지 확신하는 사
실은 다큐멘터리가 역사 속의 현실 세계를 비롯해 현실 세계나 그 세계 내의 실제
인물들에 대해 어떤 주장이나 진실을 요청하는 형식에 기반한다는 것이다. 폴 워드,
『다큐멘터리: 리얼리티의 가장자리』, 조혜영 옮김, 커뮤니케이션북스, 2011, p. 17.
프랑수아 니네는 다큐멘터리 역시 픽션처럼 기본적으로 ‘연출’에 의한 것이라고 전제
하면서 다큐멘터리의 특징은 “오직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
니라 (카메라와 세상의 상호작용에 대한) 형식과 관객들에게 요구된 표현양식(꾸며진
것이 아니라 믿음직한 것), 믿음의 방식(인류학적이고 역사적인)으로 결정된다”고 주
장한다. 즉 다큐멘터리의 특징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만이 아니라 촬영의 상황, 표현양식, 영화와 관객 사이의 관계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프랑수아 니네,『다큐멘터리란 무엇인가』, 조화림 ․ 박희
태 옮김, 예림기획, 2012, p. 21. 루이스 자네티는 『영화의 이해』에서, 다큐멘터리는
극영화와 달리 사실을 다루며, 다큐멘터리 감독은 자신들이 하나의 세계를 창조한다
기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어떤 세계를 보고한다는 믿음을 갖는다고 밝힌다. 그는 다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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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되지 않은 실재를 보여준다는 믿음을 관객에게 전달하는 일이라는 것

이다.

이러한 기존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랑시에르 역시 다큐멘터리가 실재

에 기반한 장르라는 정의로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그는 다큐멘터리를 ‘실

재에 바쳐진 영화’로 표현하는데, 이는 다큐멘터리가 그 정의에 있어서

항상 실재를 내포하고 실재의 층위를 환기하는 장르이기 때문이다. 그러

나 이 실재에 대한 이해는 그가 설정한 예술 식별 체제별로 달라질 수밖

에 없다. 미학적 체제에서 실재란 항상 그 자체로 구축의 문제이자 허구

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그러므로 이 체제에서 ‘조작되지 않은 실재’ 또는

‘있는 그대로의 실재’라는 것은 미리 규정된 객관적인 범위로 존재할 수

없으며, 실재는 오로지 각자에게 주어진 것으로 존재한다. 우리는 주어진

실재를 허구화한 것으로서 예술을 이야기할 수 있고, 허구와 실재는 절

대적인 대립관계로 설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체제에서 다큐멘터리 영

화가 예술로 식별된다는 것은 다큐멘터리가 보여주는 실재가 이미 조작

된 상태로서의 실재, 허구의 작업을 거쳐 재구성된 실재로 이해된다는

의미이며, 이로부터 ‘다큐멘터리 허구’라는 표현이 가능해진다. 그런데 다

큐멘터리에 개입되는 조작이란 그럴듯한 효과나 논리를 바탕으로 ‘실재

와 유사한’ 세계를 산출하는 작업이 아니다. 이미 실재를 기반으로 하는

다큐멘터리에서는 그러한 세계를 산출하려는 노력 자체가 불필요하다.

오히려 다큐멘터리에서 허구는 그럴듯한 논리나 효과로부터 벗어났을 때

남게 되는 본질인 ‘구성’의 의미를 갖는다. 다시 말해 다큐멘터리를 규정

하는 조작이란 예술의 조건을 미리 규정하는 논리나 효과를 인식하지 않

은 채 우리가 감각하는 대상인 이미지들을 모으고 배열하는 몽타주의 작

업인 것이다.

다큐멘터리 영화는 허구의 예술적 작업의 가장 일반적인 사용 방식으로

부터 분리시킬 수 있는데, 일반적인 사용 방식이란 실재의 효과인 그럴듯함

멘터리가 극영화처럼 기존의 소재를 조형화한다는 점 또한 인정하지만, 근본적으로
다큐멘터리는 창조의 문제보다는 사실주의의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루이스 자네티,『영화의 이해』, 박만준 ․ 진기행 옮김, K-books, 2012, p.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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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similitude)의 상상적 제작을 일컫는다. 다큐멘터리 영화는 예술적 작업

을 그 본질로, 즉 하나의 이야기를 시퀀스들로 재단하고 쇼트들을 이야기로

조합하고 목소리, 신체, 사운드와 이미지를 연결하고 분리하며 시간을 늘리

고 줄이는 방식으로 되돌린다.158)

예술적 작업의 ‘가장 일반적인 사용 방식’이란 재현적 체제의 허구 개

념을 바탕으로 실재와 유사한 효과를 의도하는 예술을 제작하는 것을 일

컫는다. 그러나 다큐멘터리에서는 실재를 효과로 생산하려는 일반적인

예술적 작업이 아니라, 그러한 효과를 배제하고 실재 자체를 조작하는

예술적 작업이 개입된다. 이로써 ‘∼인 체하다’가 아니라 ‘∼을 만들다’의

의미에서 실재를 재구성하는 허구의 본질이 다큐멘터리에서 가장 잘 드

러나는 것이다. 허구의 본질은 카메라의 수동성과 예술가의 능동성을 양

립시킴으로써 재현적 논리의 개입을 막아내는 몽타주의 힘으로 드러난

다. 영화에서 대상에 기입된 실재로서의 의미를 전달하는 카메라 이미지

의 수동성과 그로부터 의미를 제거하여 침묵의 이미지를 만드는 예술가

의 능동성을 결합하는 몽타주의 힘이 발휘될 때 우리는 다큐멘터리를 식

별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술가가 카메라 이미지들을 쇼트와 신, 시퀀스 등

으로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미지들 간의 인과관계나 연결논리를 의식하지

않고 영화를 구성할 때, 카메라 이미지는 이미지들의 연쇄 안에서 침묵

의 이미지가 된다. 실재로서의 의미로 인식되던 카메라 이미지들은 영화

라는 예술로 재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술로서의 새로운 의미를 갖지

못하는 모호한 상태로 식별되는 것이다. 이처럼 다큐멘터리 영화는 ‘예술

로 보이지 않는 예술’ 또는 ‘실재처럼 보이는 예술’이라는 역설적인 상태

의 영화로 등장한다.

랑시에르는 다큐멘터리의 특성을 ‘사물을 통해 사물보기(seeing things

through things)’라는 표현으로 다시 구체화한다. 이 표현은 이즈마일 우

라조프(Ismail Urazov)라는 평론가가 지가 베르토프의 영화 <세계의 6분

의 1>(1926)에 대해 쓴 글에서 등장하는 표현으로,159) 랑시에르는 『아

158) FF, p. 158.
159) “이 영화가 가치가 있는 것은 <세계의 6분의 1>이 영화의 새로운 단어이기 때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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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테시스』의 한 장을 이 글에 대한 인용으로 시작한다. 사실 이 영화

는 애초에 자본주의 국가들에게 소련의 대외 무역 기구를 알리기 위한

뚜렷한 정치적 목적에서 제작되었다. 그러나 우라조프가 보기에 감독이

소련의 다양한 민족과 풍부한 자원, 넓은 영토를 기록함으로써 보여주고

자 한 것은 위임받은 정치적 임무나 자신의 특정한 예술적 의도도 아니

었다. 베르토프가 보여준 것은 “하나의 전체, 세계의 6분의 1, 진정 살아

있는 신체이자 단일한 유기체”160)로서의 국가 그 자체였다. 그리고 랑시

에르는 이처럼 베르토프가 이 영화를 제작한 방식, 그리고 우라조프가

이 영화를 보는 방식이야말로 다큐멘터리 영화에 대한 미학적인 접근임

을 강조한다.

영화는 사람들을 감동시키거나 예술적 감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스토리

를 이미지로 만드는 문제가 아니다. 영화는 우선적으로 사물, 그 자체로 가

치 있는 재료로 만들어진 사물이다. 이것이 베르토프가 채택한 원리이다.

[···] 그는 단순히 사실을 촬영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 그는 사실을 그 자체

로 새로운 삶의 사실을 구축하는 데에 기여하는 영화-사물로 조작하길 원

했다.161)

뿐만 아니라, 창조(invention)에 대한 사실(fact)의 승리이기 때문이다. 아마 처음으로
이 영화는 세계의 1/6 전체를 돌연 보여주고자 했다. 이 영화는 우리를 놀라게 하는
단어들을 찾았고, 전체적인 위력과 힘, 통일을 느끼도록 하는 단어들을 찾았다. 이 영
화는 역시 고결한 감정에 관람자를 전염시키고자했고, 관람자를 스크린에 던져 넣었
다. [···] 이 모든 것은 어떤 판타지적인 현상 같다 - 하나가 다른 하나 속으로 용해
된다. 당신은 모든 사물을 보고 사물을 통해 본다. 당신은 모래를 통해 모래를 보고,
북극 올빼미와 스키를 타는 사람이 눈 속으로 들어가는 걸 본다. 당신은 당신 스스로
를 본다. 영화관에 앉아 북극 사람들이 사슴의 날고기를 여전히 김이 올라오는 따뜻
한 피에 적셔 먹는 걸 본다.” Ismail Urazov, 'Shestaia chast mira' (1926); 'A Sixth
Part of the World,' trans. Julian Graffy, in Yuri Tsivian, ed., Lines of Resistance:
Dziga Vertov and the Twenties(Pordenone: Le Giornate del Cinema Muto, 2004),
p. 185. (AS, p. 225. 재인용)

160) 같은 곳. (AS, p. 227. 재인용)
161) “A film is not a matter of putting a story into images meant to move hearts or

to satisfy artistic sense. It is primarily a thing, and a thing made with materials
that are worthwhile on their own, This is the principle Vertov adapts. [···]
[Vertov] does not simply want to film facts. He wants to organize them into a
film-thing that itself contributes to constructing the fact of the new life.” AS,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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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에서 사물을 사물 그 자체로만 본다는 것은 우리가 영화라는 예술

안에서 실재로서의 대상만을 볼 뿐 그로부터 예술로서의 의미는 인식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영화에서 우리는 카메라가 기록한 실재의 이미지들이

모여서 나열된 모습을 보고 그렇게 나열되어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뿐,

연쇄된 이미지들을 다시 영화라는 예술로서의 또 다른 의미로는 인식할

수 없는 것이다.162) 날고기를 먹는 사슴 사육자, 모피를 가지러 부두에

오는 사모예드족, 그리고 중국 국경에 있는 카라반 등 소련 각지의 다양

한 모습이 담긴 카메라 이미지들은 서로 “무매개적이고 시각적으로 통합

되어야 한다.”163) 카메라가 기록한 여러 장면들은 영화라는 하나의 작품

안에 통합되어있지만, 장면들을 매개해주는 의미 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다는 점에서 영화는 개별적인 이미지들이 아무런 질서 없이 나열된 것처

럼 보인다. 우리는 영화를 볼 때 배열된 장면들을 하나의 전체로서 인식

으로 통합하여 예술에 적합한 의미로 연결하고자 노력한다. 영화 전반적

인 줄거리 또는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감독의 의도나 목적 등을 인식하

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영화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소련

각지의 개별적인 모습이라는 실재의 이미지일 뿐, 우리는 연쇄된 이미지

들을 각 이미지가 본래 가지고 있는 실재로서의 의미 이외의 새로운 의

미 관계로 통합하지 못한다. 우리가 감각하는 이미지들의 연쇄를 예술에

적합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조건 또는 질서가 부재하는 것이다. 영화

는 <세계의 6분의 1>이라는 ‘예술’임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구성하는 카

메라 이미지들의 결합은 예술이 아닌 ‘실재’로 만 인식된다는 점에서, 우

리의 감각과 사유의 관계가 단절되는 불일치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와

228.
162) 우라조프는 베르토프의 영화 일부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먼지투성이의 초원에
염소 떼가 있다. 몇 백 마일 내에 사람의 흔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극지의 눈 속에
서, 지리안인들이 사슴 떼에게 풀을 먹인다. 도심에는 수천 개의 기계에서 나오는 소
음이 있고, 조명이 들어오는 광고의 불빛이 켜진다. 북극의 마토츠킨 해협에서 사모
예드족은 해변에 앉아 바다를 본다. 일 년에 한 번 대외 무역 기구의 기선이 이곳에
오는데, 기선은 개와 건축 재료, 천 그리고 소련 국민들과 레닌의 세상에 대한 소식
을 가지고 오고, 모피를 가지고 간다.” AS, p. 225.

163) AS p.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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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영화의 카오스적인 상태는 감독이 정치적 목적이나 예술적 의도를

배제한 상태에서 이미지들을 편집하는 몽타주적 방식으로 영화를 제작했

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감독은 영화를 구성하는 요소인 카메라 이미지들

이 유기적인 관계로 통합되어 인식되지 않도록 이미지들을 병렬적으로

나열한 것이다. 랑시에르는 이러한 몽타주의 원리를 “동등한 운동

[들](equivalent movements)의 공동체를 설립하는 것”으로 묘사한다.164)

영화에서 몽타주는 영화를 구성하는 이미지들이 위계적인 관계로 연결되

지 않도록 각 이미지가 갖는 개별적인 실재로서의 의미를 동등하게 유지

하면서 동시에 이미지들을 영화라는 하나의 전체로 통합하는 것이다. 이

로써 <세계의 6분의 1>은 현실과 분리된 다른 영역으로서의 가상의 세

계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라는 예술이면서도 동시에 현실의 사물

을 보여주는 ‘영화-사물’이 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실재에 기반한 다

큐멘터리 영화가 허구적인 장르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랑시에르의 다큐멘터리 논의는 다큐멘터리에 고유한 하나의 규

범과 영역을 설정하려는 것이 아님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미학적 체제

에서 허구를 실재와 분리되는 별개의 층위가 아닌 실재를 다시 구성하는

실천의 문제로 인식하게 되면서 다큐멘터리는 실재에, 픽션은 허구에 대

응된다는 식의 장르적 특성의 구분은 사라진다. 그러므로 미학적 체제에

서는 장르의 차이가 무의미하게 느껴질 정도로 다큐멘터리와 픽션 영화

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다큐멘터리 같은 픽션 영화’ 또는 ‘픽션 영화

같은 다큐멘터리’가 등장하기도 한다. 오히려 이 체제에서는 장르별 고유

의 원리나 영역을 배타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단독적인 작

품 사례를 확인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허구라는 하나의 기준에 따

라 작품들을 동일선상에서 논의할 수 있게 된다. 즉 허구의 역량이 얼마

나 발휘되는지의 정도의 차이에 따라 작품들을 비교하는 것이다. 다큐멘

터리가 “사건과 인물의 어느 일정한 정형성에 쉽게 전념하는 픽션 영화

보다도 더 강한 허구적 발명을 할 수 있다”165)는 랑시에르의 주장은 이

164) AS p. 231.
165) PA,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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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미학적 체제에서 장르에 따른 고유성을 규정하기보다 허구의 역량

에 따라 작품을 바라보는 태도에 근거한다.

미학적 체제에서 다큐멘터리와 픽션의 구분이 불분명해졌다는 것은 장

르 규정에 대한 논쟁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미

학적 체제는 장르 고유의 원리나 규범을 규정하는 재현적 체제가 포섭할

수 없는 단독적인 작품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원리나 규범과 충돌

하는 논쟁적인 상황을 만든다. 이로써 미학적 예술은 모든 것이 예술이

될 수 있다는 평등의 원리를 작품으로 입증함으로써 기존의 질서가 갖는

불평등한 전제를 지적하는 정치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체제에서 다

큐멘터리는 ‘페이크 다큐멘터리’, ‘다큐픽션’, ‘애니메이티드 다큐멘터리’

등 뚜렷한 장르 구분이 어려운 혼합 장르로 등장하면서 기존의 장르 규

정에 논쟁적으로 개입하는 형식이 된다. 그러므로 랑시에르의 다큐멘터

리 논의는 다큐멘터리가 ‘있는 그대로의 실재’를 보여준다거나 모든 다큐

멘터리가 ‘조작의 산물’이라는 식으로 결론내리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그의 관심은 다큐멘터리 작품들이 실재를 어떻게 허구화하는지를 살펴봄

으로써 기존의 다큐멘터리 개념이 포섭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을 실

현하는 사례를 직접 확인하는 데에 있다.

3. 영화 『바시르와 왈츠를』 분석

몽타주의 힘을 통해 실재에 기반하면서도 허구적인 예술이 될 수 있는

다큐멘터리는 미학적 체제에서 가장 큰 잠재력을 갖는 예술 형식이 된

다. 그러나 다큐멘터리의 이러한 잠재성은 하나의 사례로 실천될 때 입

증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다큐멘터리라는 하나의 장르가 독점하

는 절대적인 원리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까지 논의했던 다큐멘

터리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은 다시 실제 사례를 살펴보는 작업으로 돌

아가 그 가능성을 역추적하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영화 <바시르와 왈츠를>을 다큐멘터리 허구

의 가능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사례로 분석한다. 랑시에르는 다큐멘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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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허구의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형식으로 지목하지만, 정작 다큐멘터리

작품 사례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은 『아이스테시스』의 <세계의 6분의

1>과 『영화 우화』의 <알렉산더의 무덤> 정도에 그친다. 그가 언급한

가장 최근의 영화가 바로 <바시르와 왈츠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는

이 영화가 픽션과 다큐멘터리 사이의 경계를 흐리면서 재현의 형식 자체

에 대해 문제 삼고 있다고 평가한다.166) 비록 영화에 대한 그의 직접적

인 언급은 이 내용이 전부이지만, 이 영화가 그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가

장 최근의 다큐멘터리 작품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미학적 체제의

예술은 원리나 규범으로 환원되지 않는 단독적인 사례를 통해서만 확인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최근의 작품 사례가 현재의 예술적 맥

락에서 어떠한 형태로 등장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 된다.

아리 폴만 감독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바시르와 왈츠를>은

감독 자신이 1980년대 레바논 전쟁에 이스라엘 군으로 참전했던 경험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시점에서 출발한다. 함께 참전했던 동료들을 찾아다

니며 증언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감독은 자신의 기억을 되짚어보고 그 증

언과 기억을 애니메이션 이미지로 구성해낸다. 이 영화는 무엇보다도 다

큐멘터리와 애니메이션이라는 상반되는 두 형식을 결합시킨다는 점에서

독특한 지위를 갖는다. 우선 이러한 형식적 특성은 감독이 기억을 소재

로 활용하는 데에 있어서 몽타주의 힘을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주요 장면

에 대한 해설과 함께 살펴본다. 그리고 미학적 예술의 관점에서 다큐멘

터리와 애니메이션이라는 형식의 결합이 갖는 의미를 짚어본다.

1) 기억의 허구

166) “나는『해방된 관객』에서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레바논 등 중동의 문제를 다
루는 작품들을 통해, 사람들이 세계를 분리시키고 있는 경계를 어떻게 옮기고자 하는
지에 주목했었다. [···] 요점은 팔레스타인이나 레바논, 이스라엘의 많은 예술가들이
경계를 옮기고자 한다는 것이다. [···] 아리 폴만과 같은 이스라엘의 영화감독이 영화
를 디지털 방식으로 꾸며냄(creation of a digital mask for filmography)으로써 애니
메이션화된 영화를 다룰 때처럼 말이다. 여기에는 재현의 형식 자체를 교체(displace)
하려는 시도, 즉 픽션과 다큐멘터리 사이의 경계를 흐리게 하는 시도가 있다.”
Jacques Rancière, Art Review, p.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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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바시르와 왈츠를>은 감독이자 주인공인 아리 폴만이 [영화 내

의 시점인 2006년을 기준으로] 약 20년 전에 겪었던 레바논 전쟁에 대한

기억을 소재로 다룬다. 그러나 폴만은 역설적이게도 자신이 다루고자 하

는 기억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위치에 있음을 스스로

고백하면서 영화를 시작한다. 그는 사건 당시의 기록물을 찾기보다 사건

을 겪었던 사람들의 증언을 수집하여 그들의 기억을 추적하기로 결심한

다. 이러한 방식은 잊혔던 역사적 사건을 그대로 복원하려는 태도가 아

니라 자신을 포함한 여러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기억을 재구성하려는 태

도에서 비롯된다. 이 영화는 불완전한 기억을 온전하게 바꾸는 ‘기억의

복원’이 아닌 주어진 기억들을 새로운 형태로 구성하는 ‘기억의 재구성’

의 영화인 것이다.

기억에 대한 폴만의 이러한 접근 방식은 랑시에르가 주장하는 ‘기억의

허구’라는 관점에서 분석될 수 있다. 랑시에르는 다큐멘터리가 기억에 관

한 장르라고 주장하면서 기억은 “특정한 의식이 보관하는 회상

(recollections)”이 아니라 “정돈된 수집이자 기호, 흔적, 기념물로 구성된

어떤 배열”이라고 정의한다.167) 즉 기억은 주어진 실재를 다시 조합하고

배치하고 구축하는 “허구의 작품”168)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기억에 대한

이러한 관점이 다큐멘터리 허구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 따르면

기억은 정보량이나 내용의 정확성이라는 기준에 근거할 수 없다. 정보량

의 증가는 오히려 하나의 이야기에 대한 의미의 독해를 방해할 수도 있

으며, 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 어떤 기억은 부정될 수도 있다.169)

기억을 정보의 양적인 차원이나 정확성의 차원에서 다루게 될 때 결국

167) FF, p. 157.
168) FF, p. 158.
169) “사실들이 풍부해질수록, 그것들이 차별 없이 동등할 것이라는 감정 역시 커진다.

[그러나 동시에] 사실들의 끝없는 병렬이 결론에 이르지 못하게 만드는 힘, 하나의
이야기에 대한 의미의 독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힘 역시 커진다. 부정론자들
(negationists)이 이미 보여줬던 것처럼, 일어난 일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사실을 일일
이 부정할 필요가 없다. 이 사실들을 연결하는 관계를 부정하고, 거기에 역사적 중요
성(weight)을 부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FF, p.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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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정보를 얼마나 ‘있는 그대로’ 기억이 보존하는지의 기준에 사로잡

히게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억을 다룰 수 있는 자와 그럴 수 없는

자, 또는 옳게 다룬 자와 옳지 않게 다룬 자와 같은 이분법적 잣대가 생

겨난다. 기억의 허구는 바로 이러한 이분법과 위계에서 벗어날 때 비로

소 가능해진다.

랑시에르의 기억의 허구에 대해 니코 바움백은 보다 상세한 분석을 덧

붙인다. 바움백은 기억을 허구와 연결 지음으로써 “사실로부터 의미를

생산해내는 것이 누구에게나 가능한 능력”임을 강조하게 된다고 분석한

다.170) 기억이 허구의 산물이라는 주장은 주어진 사실을 다룰 수 있는

자격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없음을 전제한다. 기억은 사실을 ‘누가’ 다루

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을 다루는 ‘행위’의 문제이며, 주어진 사실을

각자가 이해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의미가 생겨나는 것이다. 이로써

다큐멘터리는 사실에 대한 왜곡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에 기반

하는 공식적인 서사에 대해 새로운 종류의 역사들을 허용하는 가능성을

열어준다.171) 그러므로 다큐멘터리는 억압받던 자들이나 익명의 희생자

들을 대변해주는 데에 적합한 장르가 아니라, 지배자나 피지배자, 가해자

나 피해자 어느 입장에 상관없이 장르에 따른 적합성을 상정하는 기존의

모든 지배적인 인식을 전복하는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는 장르인 것이

다.

폴만의 기억이 불완전하다는 사실은 절대적이고 지배자적인 위치에서

현실을 바라보는 카메라 또는 감독의 시선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

들면서 몽타주의 힘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된다. 폴만에게 전쟁 당

시의 기억은 구체적인 내용이나 맥락이 사라진 채 파편적인 이미지로만

남아있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등장인물들은 당시 동일한 사건을 겪었

지만, 정작 그 경험을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의 일관된 논리로

기억하지 못하고 각자 다른 이미지로만 회상할 뿐이다. 영화는 수 십 마

리의 개들이 떼를 지어 짖어대며 어딘가를 향해 달려가는 장면으로 시작

170) Nico Baumbach, “Rancière and the Fictional Capacity of Documentary,” New
Review of Film and Television Studies, Vol. 8.1, March 2010, p. 67.

171) 위의 글, p.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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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그리고 그들이 멈춘 곳에는 폴만의 친구 보아즈 레인-부스키라가

있는데, 이어지는 장면에서 그는 이처럼 26마리의 개들이 자신을 쫓는

악몽에 시달리고 있음을 고백한다.[장면 1] 폴만이 레인-부스키라와의

대화를 끝내고 바닷가에서 걸음을 멈추자 “20년 만에 레바논 전쟁을 회

상하게 되었다. […] 그 대학살, 사브라와 샤틸라 난민촌을.172)”이라는 내

레이션과 함께, 젊은 시절의 폴만이 노란 조명탄 아래 알몸으로 바다에

떠 있는 모습[장면 2]이 등장한다. 바다에서 나와 군복을 입은 그가 어느

마을에 들어섰을 때, 오열하는 수많은 여인들이 양 옆으로 지나간다.[장

면 3] 폴만 스스로 환영이라고 여기는 이 이미지들은 전쟁 당시에 대해

그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억이다. 이후 폴만은 친구 카미 크난을 찾아

가는데, 크난은 당시 전쟁터로 운반되는 배에서 멀미로 인해 잠을 청했

을 때 나체의 거대한 여인에게 안겨 바다를 헤엄쳤던 꿈[장면 4]을 이야

기한다. 이처럼 인물들의 증언은 각자 독립적인 에피소드 형식으로 나열

된다. 이 증언들은 레바논 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하지만, 영

화에서는 사건에 대한 각 인물의 경험이 개별적으로 나열될 뿐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묘사와 단일한 서사는 제시되지 않는다. 이러한 에피소

드들은 영화를 구성하는 부분적인 요소이지만, 이 부분들의 조합이 전체

로서의 단일한 의미로 인식되지는 않는 것이다. 이러한 형식은 장면들을

빠르게 전환시키고 이질적인 이미지들을 접목시킴으로써 단편적인 에피

소드들을 통일시킬 공통의 기준이나 질서를 개입시키지 않은 폴만의 몽

타주적 구성 방식에서 비롯된다. 영화에서 개별적인 사건들의 연결이 부

자연스럽고 그로부터 전체적인 줄거리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172)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 많은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레바논으로 유입되면서, 레
바논은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의 주요 근거지가 된다. 이후 팔레스타인을 지원하는 이
슬람교 세력과 이스라엘의 지원을 받는 그리스도교 세력인 팔랑헤 민병대 사이에서
내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특히 1982년에 영국에 있던 이스라엘 대사에 대한 암살
시도가 발생하자, 이스라엘은 이를 팔레스타인 세력의 소행으로 규정하고 레바논을
침공하여 수도인 베이루트까지 점령한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적극적인 개입 속에서
팔랑헤 민병대 지도자였던 바시르 제마엘이 레바논 대통령으로 지명되는데,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그가 폭탄 테러로 살해된다. 팔랑헤 민병대는 이에 대한 복수심으로
이스라엘군이 쏜 조명탄의 호위를 받으면서 사브라와 샤틸라 난민촌의 무고한 팔레
스타인인들을 학살한다. 한상정, 앞의 글, pp. 264-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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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에서 제시된 사건들이 갖는 의의는 무엇인지, 영화의 주제가 무엇인

지, 감독의 궁극적인 의도나 목적이 무엇인지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처럼 감독은 관람자에게 인식 가능한 내용이나 효과가 전달되지 않는

방식으로 장면들을 끊임없이 단절적이고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몽타주 방

식을 채택함으로써 미학적 예술을 구현한다.

특히 몽타주의 효과가 극대화된 부분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 맥락에 있는 이미지들이 결합되어있다. 먼

저 론 벤-이샤이라는 종군기자가 사브라와 샤틸라 학살의 장소로 갔던

증언을 토대로 구성되는 이미지들이 등장한다. 그는 골목을 돌아다니면

서 여기저기 쌓인 사체를 목격했던 사실을 증언하고, 동시에 그의 증언

에 따라 당시 현장의 이미지가 재현된다.[장면 5] 그리고 쌓인 시체 더미

뒤로 한 무리의 여인들이 걸어가는 모습이 연결되는데, “그 때야 알게

되더군요. 그 학살의 결과를.”이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그의 증언은 끊긴

다. 그리고 여인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화면은 어디론가

걸어가는 그 여인들의 뒷모습을 따라가는데, 그 무리의 선두에 다다랐을

때 군복을 입은 20년 전 폴만의 모습이 등장한다.[장면 6] 그리고 곧바로

넘어가는 다음 장면에서 우리는 이 영화의 유일한 실사 영상인 실제 학

살 현장의 기록 영상을 마주하게 된다. 여기에는 팔랑헤 민병대에 의해

살해된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시체가 쌓여있는 모습과 그 모습을 보고 오

열하는 여인들의 모습이 담겨있다.[장면 7][장면 8] 세 장면은 시간적으

로나 공간적으로 그리고 논리적 흐름상으로도 각자 다른 층위에 있음에

도 불구하고, 감독은 어떤 구체적인 해설을 더하거나 이음새를 다듬는

연출 기법 없이 연속적으로 나열했다. 이미지들 앞뒤를 매끄럽게 이어주

는 논리적 연결고리가 부재함에 따라 장면들의 연결은 무질서하게 보인

다. 이로써 여러 장면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의미를 찾으려는 관람자의

노력은 좌절된다. 관람자는 장면들의 연결을 보면서 단편적인 이미지가

본래 가지고 있는 실재로서의 의미 즉 시체가 쌓여있다거나 여인들이 오

열한다는 식의 일차적인 의미가 아닌, 영화 이미지로서의 새로운 의미를

찾고자 노력하지만, 장면들의 결합은 침묵하는 이미지가 되어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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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주어진 이미지를 보는 우리의 시선과 이미지를 영화 예술로서의

특정한 의미로 설정하려는 우리의 인식 사이에 단절 또는 충돌이 발생하

는 것이다. 따라서 실사 영상을 마지막으로 영화가 끝나는 순간까지 과

연 폴만의 목적이 단순히 과거의 사건에 대해 확인하려는 것인지, 학살

에 대한 비판을 하려는 것인지, 죄책감을 고백하려는 것인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영화는 학살 사건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살의 가해자와 피해

자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부각시키지 않는다. 영화 마지막에 폴만 자신이

학살에 간접적으로 일조했다는 사실이 암시되지만, 영화는 가해자에게

기대되는 참회나 반성, 또는 피해자에 대한 연민이나 동정을 드러내는

데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그러므로 가해자로서 역사적 사건을 대하는

감독의 입장이 소극적이고 모호하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173) 그

러나 랑시에르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비판 자체가 이미 윤리적 기준에 의

거해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며, 오히려 감독이 자신의 입

장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모호함이 영화를 윤리가 아닌 예술이자

정치로 보도록 해주는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특히 팔레스타인이

나 레바논, 이스라엘과 같은 중동지역 출신의 많은 예술가들이 이러한

예술적이고 정치적인 실천에 적극적이라고 언급하는데,174) 프랑스 좌파

지식인들은 자신들의 개념을 적용하기 위해 팔레스타인 문제를 도구화하

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175)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이러한 접근 방

173) 박진, 앞의 글, pp. 46-47.
174) Jacques Rancière, Art Review, p. 75.
175) 이러한 경향에 대해, 랑시에르는 장-뤽 고다르의 다큐멘터리 영화 <여기와 저
기>(Ici Et Ailleurs, 1976)를 사례로 언급하면서 비판한다. 고다르는 이 영화로 유럽
작가들 중 처음으로 팔레스타인 문제를 다뤘다. 영화는 팔레스타인 가정과 파리 중산
층 가정을 번갈아 비춰주면서, 그 대조적인 모습을 강조한다. 여기에서 고다르는 ‘장
편서사(epic)는 이스라엘인들을 위한 것이고, 다큐멘터리는 팔레스타인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랑시에르는 이러한 장르 구분이 사실과 허구, 다큐멘터리
와 픽션에 대한 각각의 고유한 질서를 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고다르의 방식이 결코
정치적일 수 없다고 지적한다. 랑시에르는 이 영화가 정치적 영화라기보다 단순히 팔
레스타인을 지지하기 위한 작품일 뿐이라고 비판한다. 즉, 고다르는 프랑스 좌파 지
식인들이 자신들의 개념을 사용하기 위해 팔레스타인을 도구화하는 것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크 랑시에르,『씨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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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은 자신이 본래 가지고 있던 윤리의식이나 정체성을 그저 재확인함으

로써 사태에 대해 볼 수 있는 것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활용하게 될 뿐이

다. 결국 사태에 대한 인식과 의미, 판단 등을 미리 규정한 입장에서 실

행되는 예술적 작업은 기존에 이미 세워져있던 감각적인 것의 분할 경계

를 더욱 확고히 하는 작업 그 이상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작업은 예술을

사태에 대해 미리 규정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바라볼 뿐이

며, 이는 결국 윤리적 전환의 일환으로 포섭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랑시에르에게 허구의 작업은 “단어와 가시적 형식, 말과 글, 여기와 저

기, 그때와 지금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설립하는 것”176)이다. 예술은 단

순히 주어진 것을 다시 규정하는 차원의 문제라기보다 주어진 것들 사이

를 단절시키거나 다시 연결함으로써 새로운 관계를 세우는 실천의 문제

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에 의하면 이와 같은 학살의 현실을 다루는 예술

에 있어서 우리는 학살을 이미지로 담아내는 것이 가능한지를 고민할 것

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이미지로 구성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한

다.177) 이러한 의미에서 이 영화에서 주목해야할 것은 폴만이 사건의 가

해자라는 사실과 그러한 사실의 전달이 아니라, 폴만이 사건을 다양한

이미지들로 다시 구축해내는 특유의 방식이다. 본인이 가해자인지 피해

자인지 그 정체성조차 모호한 상태에서 시작된 폴만의 여정은 그가 학살

에 일부 연루되었다는 단순한 사실을 암시하는 것으로 ‘시시하게’ 끝이

난다. 이는 마지막까지도 특정한 입장에 대해 기대되는 윤리적 판단이나

감정적 표현이 전적으로 배제되어있는 탓이다. 그는 오히려 가해자와 피

해자라는 양분된 기준에서 비롯되는 옳고 그름의 판단 자체를 유보하고,

증언을 애니메이션 이미지로 구성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예술로 볼 수 있

는 것의 새로운 지형을 생산하는 데에 집중한다. 이처럼 예술과 정치를

결합하는 미학적 체제의 실천은 볼 수 있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행할

수 있는 것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기존의 감각적인 것의

분할 경계를 옮기는 작업이어야 한다.178) 폴만의 영화가 랑시에르적인

176) ES, p. 102.
177) 같은 곳.
178) DS, p. 149.



89

의미에서 정치적 가능성을 극대화시킨 사례인 것은 역사적 소재에 대해

우리가 그간 볼 수 없었던 낯선 형식으로, 즉 그 어떤 기존의 식별 방식

으로도 포섭되지 않는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형식으로 재구성해내는 예술

적 실천을 행했기 때문이다. 이렇듯 예상이나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 낯

설고 새로운 장면들 속에서 우리의 시선과 사유는 기존의 익숙한 질서로

부터 해방되는 경험을 하는 것이다.

2) 애니메이션과 다큐멘터리의 결합

영화 <바시르와 왈츠를>의 가장 큰 특징은 애니메이션과 다큐멘터리

를 결합시킨 점이다. 랑시에르가 다큐멘터리 허구의 관점에서 이 영화를

주목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특징에 있다. 그의 논의에서 다큐멘터리는

재현적 논리에 따라 현실을 그럴듯하게 묘사해야할 의무로부터 자유로운

장르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영화를 다큐멘터리로 식별하는 것은 영

화가 실재라는 효과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실재를 다루는 것

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이처럼 다큐멘터리가 재현적 논리의 개입을 배제

하여 주어진 실재를 다룬다는 사실은 동시에 그 어떤 소재나 형식이라도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즉 재현적인 논리가

장르나 형식별로 적합한 주제나 소재 등의 요소를 각각 대응시키는 체계

라고 할 때, 다큐멘터리는 이러한 체계의 개입 없이 어떠한 주제나 소재

도 다룰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애니메이티드 다큐멘터리

(animated documentary)’로 불리는 <바시르와 왈츠를>을 분석해볼 수

있다.

애니메이티드 다큐멘터리 <바시르와 왈츠를>은 감독을 포함한 여러

인물들의 증언을 기록한 실사 영상을 다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 영화

이다. 이 영화는 최초의 장편 애니메이티드 다큐멘터리로 알려져 있

고,179) 영화의 등장 이후 애니메이티드 다큐멘터리라는 형식을 하나의

179) 한상정, 앞의 글, p. 266.



90

장르로 규정하고 본격적으로 논의하려는 시도들이 생겨났다.180) ‘애니메

이티드 픽션’이 아닌 ‘애니메이티드 다큐멘터리’라는 전에 없던 새로운

용어가 생겨난 것은 그 동안 애니메이션이 ‘픽션’으로 분류되어왔고 실재

만을 다뤄야하는 다큐멘터리에는 부적합한 형식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

다. 애니메이션은 오직 상상이나 가상, 허구, 비현실과 같은 층위에 적합

한 형식이고 다큐멘터리는 이에 대립되는 실재, 현실, 사실과 같은 층위

에 적합한 형식이라는 통념이 존재했던 것이다. 이러한 통념은 각각 애

니메이션과 다큐멘터리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을 미리 규제하는 기준

으로서 감각적인 것의 분할에 근거한다. 그리고 애니메이티드 다큐멘터

리로서의 <바시르와 왈츠를>은 애니메이션과 허구를, 다큐멘터리와 실

재를 각각 이분법적으로 대응시키던 기존의 감각적인 것의 분할에 대해

문제적으로 개입하는 사례로 등장한다. 감독이 다큐멘터리를 다시 애니

메이션화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그가 다큐멘터리가 오직 실사 영

상만을 고집해야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있었기 때문이다. 감독에게 있어

서 다큐멘터리란 조작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실재를 카메라로 담아내

야하는 형식이 아니라, 장르에 따른 적합한 양식이나 소재를 규정하는

기존의 규범을 고려하지 않은 채 카메라 이미지들을 조작할 수 있는 형

식인 것이다. 감독은 재현적 체제의 질서를 개입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영화를 구성했기 때문에 자신의 영화를 다큐멘터리로 식별한 것이다. 따

라서 다큐멘터리를 있는 그대로의 실재를 담아내는 형식으로 식별할 때

애니메이션은 다큐멘터리가 포섭할 수 없는 형식일 테지만, 다큐멘터리

180) “애니메이션 형식을 지닌 다큐멘터리 혹은 다큐멘터리 성격의 애니메이션은 ‘애니
메이티드 다큐멘터리(animated documentary)’,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animation
documentary)’,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documentary animation)’, ‘다큐메이션(국내
용어)’, ‘애니다큐(국내 용어)’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부른다. 비교적 최근의 두드러진 현
상임을 감안하면 공식화한 단일 용어가 확립되지 않은 것은 당연해 보인다. 국내에서
는 실용적 차원에서 ‘다큐메이션’이나 ‘애니다큐’ 등의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며, 공식
명칭으로 ‘애니메이티드 다큐멘터리’와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를 함께 사용하기도 한
다. 전 세계적으로는 ‘애니메이티드 다큐멘터리’가 현재 가장 널리 통용되는 명칭이며,
국내에서도 최근에 들어서는 ‘애니메이티드 다큐멘터리’를 보다 적확한 용어로 보는
경향이다. 이 분야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프랑스도 영어 표현 ‘animated
documentary’에 해당되는 프랑스어 ‘le documentaire animé’를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
고 있다.” 차민철,『다큐멘터리』,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pp. 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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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재현적 체제의 논리를 배제하는 형식으로 식별할 때에 애니메이션은

다큐멘터리에 도입될 수 있는 양식이 된다.

재현적 체제의 논리의 제약으로부터 해방된 다큐멘터리 영화는 애니메

이션의 도입을 통해 더욱 다양한 몽타주적 기법을 실험할 수 있다. 폴만

감독은 영화에서 애니메이션 기법을 부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몇 초간의 짧은 실사영상을 제외한 영화 전체를 애니메이션으로

재구성했다. 여기에는 사실 다양한 층위들이 뒤섞여 존재한다. 감독이 직

접 촬영한 실사 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층위, 인물들의 증언을 토대로 구

성된 층위, 그 출처가 불분명한 꿈이나 환영, 상상 등 다양한 층위들이

애니메이션으로 재구성되어있다. 그러나 영화는 이러한 서로 다른 층위

들을 분리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 층위들을 뒤섞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사

용한다. 이러한 구성 방식은 우리가 보는 장면에 명료한 의미를 부여할

수 없도록 방해한다. 우리는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장면을 보면서 장면에

따라 적합한 의미를 끊임없이 대응시키고자 애쓰지만, 감독은 관람자가

인식할 수 있는 의미와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장면들을 배열했기 때

문에 이러한 관람자들의 노력은 좌절되는 것이다.

두 개의 장면을 주요 예시로 들 수 있다. 먼저 오리 시반이라는 친구

가 폴만에게 기억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는 장면이 현재의 시점에서 등장

한다. 그가 어린 시절의 기억을 소재로 한 실험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놀

이공원 이미지가 등장하는데, 이 이미지는 시반의 증언을 토대로 구성된

상상의 이미지이다.[장면 9] 그런데 다시 두 사람의 대화 장면으로 돌아

왔을 때, 폴만의 모습 뒤로 그 놀이공원 이미지가 잔상처럼 남아있다.[장

면 10] 즉 현재 시점의 이미지와 증언을 토대로 구성된 상상의 이미지가

하나의 장면 안에 등장하는 것이다. 처음에 등장한 놀이공원 이미지는

시반의 내레이션에 따르는 지시적인 이미지로 여겨졌다. 즉 놀이공원 이

미지와 시반의 말이 서로 대응 관계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이어지는

장면에서 놀이공원 이미지는 폴만의 현재 시점의 이미지와 겹침으로써,

더 이상 시반의 말에 대응되는 이미지가 아니라 폴만의 이미지와 함께

다시 새로운 제3의 이미지로 형성된다. 다시 정리하자면, 처음에 놀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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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이미지는 시반의 설명에 따라 구성된 상상의 층위로, 폴만의 이미지

는 시반과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의 층위로 각각 대응됨으로써 서

로 분리된 이미지로 인식된다. 이에 따라 놀이공원 이미지는 원본이 없

이 창조된 이미지로, 폴만의 이미지는 실사영상을 재현한 이미지로 인식

된다. 그러나 놀이공원 이미지와 폴만의 이미지가 합쳐지면서 이제 각각

의 이미지는 이전에 대응되었던 층위로 연결되지 않고 단절된다. 새로

합성된 이미지는 더 이상 상상의 층위인지 현실의 층위인지, 또는 전적

으로 감독이 창조해낸 것인지 실사 영상을 재현한 것인지 규정되기 어려

운 모호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또 하나의 예시는 로니 다야그라는 인물이 전쟁터에서 동료들이 모두

죽고 자신만이 살아남았던 경험을 회상하면서 죄책감을 고백하는 장면이

다. “할 일을 다 못했죠. 난 영웅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무기를 들고 모

두를 구하는.”이라는 말과 함께 과거의 전쟁터를 걷는 현재의 그의 모습

이 등장한다.[장면 11] 이어서 그의 모습이 서서히 사라지고 정체불명의

군인이 동일한 배경 아래 새로 등장한다.[장면 12] 그 군인이 기관총을

가지고 기타 연주를 하는 듯한 시늉을 하자 강렬한 록음악이 배경에 깔

린다. 이어서 바다에서 서핑을 하는 또 다른 군인의 이미지[장면 13], 폭

탄 투하로 생긴 먼지가 마치 눈처럼 내리는 이미지[장면 14] 등으로 장

면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아군은 점령했다, 그[로니 다야

그]가 도망쳤던 해변을.”이라는 폴만의 내레이션이 이어진다. 폴만의 내

레이션에 따르면 이 장면들은 과거의 사건을 재현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만, 이 초현실적인 장면들이 실사 영상을 그대로 이미지로 옮긴 것은 아

니라는 점은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장면들은 어디에서

유래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 예컨대 다야그의 기억에서 나온 것인지, 폴

만의 기억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그 누구의 기억도 아닌 차원에 있는

것인지와 같은 의문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미지들의 정체를 밝힐 단서가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의문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게

된다. 더욱이 다야그의 회상 장면에서 서핑 장면과 눈이 내리는 듯한 장

면으로 이어지는 부분은 앞뒤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게 연결되어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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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전반의 맥락이나 감독의 의도 등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폴

만이 애니메이션 이미지들을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 관객에게 전달할 효

과를 의도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다. 이로써 애니메이션은 더 이상 일

부 장면들을 돋보이게 하거나 말과 의미를 시각적으로 재현하기 위한 도

구적인 형식에 머무르지 않고 오히려 그 자체로 독자적인 이미지들을 만

들어내는 형식이 된다. 즉 감독의 몽타주적인 구성 전략은 애니메이션

이미지들에 각각 대응되는 현실의 원본을 찾으려는 우리의 시도를 무의

미하게 만들면서, 우리가 더 이상 이미지를 현실에 대한 복사본이나 재

현으로 보지 않고 그 자체로 말하고 침묵하는 무언의 이미지로 보게 만

든다. 이러한 이미지들을 보는 우리는 영화가 실재를 얼마나 있는 그대

로 기록해내거나 옮겨내는지에 주목하기보다도, 영화에서 이미지들이 어

떻게 새롭게 연결되고 결합되는지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처럼 몽타주는

우리의 감각에 주어지는 이미지와 그로부터 의미를 생성하는 우리의 인

식 사이의 기존의 대응 관계를 끊어냄으로써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는 인식되지 않는 낯설고 모호한 장면들을 형성한다. 그리고 이 낯선 장

면들 속에서 우리는 애니메이션과 다큐멘터리 각각의 특성을 분류하거나

각 이미지의 의미와 역할을 규정하기보다, 오직 각각의 이미지들이 나열

되고 결합되는 과정을 바라보는 데에 충실하게 된다.

사실 애니메이션과 다큐멘터리의 결합은 <바시르와 왈츠를> 이전에도

존재했다. 그러나 랑시에르의 논의에서 이 영화가 특히 주목되는 이유는

이전의 애니메이티드 다큐멘터리는 대부분 정보 제공이나 교육이라는 목

적에서 제작되었던 반면, 이 영화는 기존의 장르 규정 자체에 대한 논쟁

을 양산해냈다는 점에 있다. 먼저 이전의 작품들은 애니메이션을 영화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이미지들을 실

사 영상이라는 원본에 대한 재현물로 종속시켰다고 할 수 있다. 한 예로,

애니메이티드 다큐멘터리의 효시라고 여겨지는 <루시타니아호의 침

몰>(The Sinking of the Lusitania, 1918)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고증을

바탕으로 한 뉴스릴(news reel) 형식의 애니메이션이다.181) 영화는 먼저

181) 차민철, 앞의 책, p.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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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게 된 배경과 그 과정을 실사 영상과 자막

해설로 보여준 뒤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재탄생한 장면들을 보여준다. 그

리고 틈틈이 각 장면에 대한 자막해설을 덧붙임으로써 이렇게 재탄생한

애니메이션 이미지가 잊혔던 역사적 사건을 고발함과 동시에 얼마나 실

제 사건을 정확하게 재현하고 있는지를 관람자에게 끊임없이 확인시켜준

다.

반면 <바시르와 왈츠를>에서 애니메이션의 활용은 단순히 원본과 모

방본, 있는 그대로의 실재와 그에 대해 재구성된 허구라는 이분법에 근

거하지 않는다. 이 영화에서 애니메이션 이미지들은 원본에 대한 복사본

이라는 종속관계를 따르지 않고 그 자체로 원본이 되는 독립적인 지위에

서 다루어진다. 이는 <바시르와 왈츠를>이 기존의 애니메이티드 다큐멘

터리에서 설정되어있던 애니메이션과 다큐멘터리 사이의 위계를 무너뜨

림을 의미한다. 이 영화에서 애니메이션은 다큐멘터리가 다루는 실재를

효과적으로 재현하는 수단이 아니며, 애니메이션과 다큐멘터리는 동등한

관계에서 주어진 실재를 허구화하는 형식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동등한

관계의 중심에는 이미지 기능과 문장 기능 사이의 병렬적인 힘을 유지시

키는 몽타주가 자리한다. 이 영화에서 몽타주는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애

니메이션과 다큐멘터리 각각에 기대되는 특성으로 양분하여 이해하지 않

도록 장면들을 배치한다. 따라서 이 영화가 랑시에르의 관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다른 애니메이티드 다큐멘터리처럼 단순히 애니메이션과 다큐

멘터리라는 두 형식이 결합되었다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중요성

은 두 형식이 서로 동등한 관계에서 각자 독자적으로 작용하여 영화 이

미지들을 구성해내는 방식에 있다. 랑시에르에게 허구는 주어진 관계와

단절하고 새로운 관계를 다시 설정하는 작업이자 실천이라는 점에서, 이

러한 허구는 다큐멘터리와 애니메이션 각각의 특성과 그 관계를 기존의

통념과 다르게 우리가 직접 다시 설정하여 작품으로 구성할 때 미학적

예술로 구체화되는 것이다. 이로써 이 영화는 다큐멘터리와 애니메이션

각각의 개념과 지위를 규정하던 감각적인 것의 분할에 대한 새로운 분할

이 되는 것은 물론, 기존의 애니메이티드 다큐멘터리에 대한 새로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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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이 되기도 한다. 즉 이 영화에 이르러서 비로소 애니메이션과 다큐멘

터리의 결합을 미학적 예술로서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바시

르와 왈츠를>이 픽션과 다큐멘터리의 경계를 흐리게 하여 재현의 형식

자체를 교체한다는 랑시에르의 언급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비롯된다. 이

영화는 픽션에 대응되던 애니메이션과 논픽션에 대응되던 다큐멘터리의

대립 구도를 무너뜨림으로써, 장르별 적합성을 규정하는 재현적 체제의

일반화된 질서가 포섭할 수 없는 단독적인 사례로 등장하는 것이다. 이

로써 영화는 기존의 치안적인 질서에 대해 평등의 질서를 상충시키는 정

치를 실천하는 예술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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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본고는 랑시에르의 예술론에서 허구 개념이 갖는 정치적 함의를 분석

하고, ‘허구적인 예술’로 규정되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예술의 정치적 가

능성을 구현할 수 있는 근거를 살펴보았다. 그가 예술과 정치의 관계에

주목한 것은 세계 내의 불평등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였다. 지적 불평등을 전제하는 알튀세르식 해방의 한

계를 발견한 그는 궁극적인 해방이자 평등의 성취란 지적인 차원에만 주

목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감각적인 차원으로부터 접근할 때 실현 가능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에 따라 그는 감각적인 차원과 인식적인 차원을

동시에 사유할 수 있는 감각적인 것의 분할이라는 원리를 세우고, 우리

가 감각할 수 있는 것을 인식적으로 새롭게 분할하는 실천을 통해 정치

적 해방을 경험할 수 있음을 역설한다. 이처럼 기존의 감각적인 것의 분

할을 재분할하는 실천은 예술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에게 예술은 정치적 해방의 계기를 품고 있는 탁월한 장이 된다.

랑시에르의 예술론이 20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을 받는 이유는 예술과 정치의 필연적인 상관관계

를 상정하는 그의 독특한 관점에 있다. 그의 예술론에 대한 기존의 연구

는 그가 재규정하는 예술과 정치, 그리고 그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을 바

탕으로 그가 제시한 작품 사례들을 설명하거나 그의 이론을 새로운 작품

사례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방식은 그의

예술론을 수용하는 데에 그치고, 그의 논의가 새롭게 확장되어 연구될

가능성을 열어주지 못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기존의 연구가 다루

지 않았던 허구 개념에 주목하고, 그가 최근 저작들에서 주요하게 다루

는 장르인 영화, 특히 다큐멘터리 영화를 중심으로 그의 예술론을 재구

성했다. 그에게 허구는 그 본질적인 의미에서 실천의 계기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예술과 정치를 합류시키는 매개 개념이다. 따라서 허구 개념은

그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정치로서의 예술의 구성 과정과 방식을 규

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허구 개념은 예술과 정치의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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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분석에 집중된 기존의 논의를 허구와 실재의 관계에 대한 논의로

옮기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그의 예술론이 포괄하는 지평을 넓힐 수 있

다. 나아가 이러한 허구의 관점에서 본고는 실재에 기반하는 다큐멘터리

가 미학적 체제의 역설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중요한 장르임을 확인했다.

이는 기존의 다큐멘터리 개념이 포섭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

하는 작업이었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 본고는 우선 허구 개념의 함의를

세 가지 예술 식별 체제에 따라 검토하고, 미학적 체제의 허구 개념을

중심으로 이미지, 몽타주, 영화, 다큐멘터리 등 주요 개념들을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랑시에르가 중요한 다큐멘터리 사례로 언급한 영화 <바시르

와 왈츠를>을 주요 개념들을 토대로 분석하고, 이 영화가 미학적 체제의

관점에서 갖는 의미를 설명했다. 여기에서 본문의 논의를 다시 요약해보

겠다.

식별 체제를 기반으로 예술을 사유하는 랑시에르에게 있어서 허구 개

념은 세 가지 의미로 분류된다. 허구는 윤리적 체제에서 실재가 아닌 ‘거

짓’의 의미를 갖는 한편, 재현적 체제에서는 실재가 아니지만 ‘실재와 유

사하게 꾸며냄’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윤리적 체제의 허구는 그 부정적

함의로 인해 예술 고유의 범위를 설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허구 개념을

예술과 연결 짓는 것은 재현적 체제로부터 가능하다. 재현적 체제에서

예술은 규범을 매개로 구성됨에 따라 현실과 분리되는 영역으로 인식된

다. 재현적 체제에서는 규범에 대한 인식이 주어진 대상에 대한 감각을

규제하여 우리가 예술로 볼 수 있는 것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러

한 재현적 체제의 전통은 역사적으로 우리의 예술 식별 방식을 오랫동안

규정해왔지만, 랑시에르는 낭만주의 시대에 이르러 예술가들이 새로운

예술 식별 방식을 시도했음을 발견하고 이를 미학적 체제로 지칭한다.

그들은 기존의 예술 원리나 규범으로 설명되지 않는 새로운 형식의 예술

을 제작했다. 이러한 예술 구성 방식은 예술과 현실을 구분 짓는 인식에

서 벗어나 예술을 원리나 규범으로 일반화할 수 없는 ‘단독적인 것’으로

경험할 때 가능한 것이다. 이로써 미학적 체제의 허구는 실재와 분리되

는 가상의 세계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실재와의 분리에 대한 인식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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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어진 대상을 예술로 구성해내는 행위를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허

구는 주어진 대상에 대한 기존의 감각과 인식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불일

치를 구성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이제 주어진 모든 실재를 소재로 갖게

된 허구는 우리가 예술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배제한 실재를 다시 예술로

볼 수 있도록 구성해내는 작업이 된다. 이처럼 실재를 재구성하거나 불

일치를 구성하는 의미에서 허구를 인식할 때, 우리는 기존에 주어진 감

각적인 것의 분할 질서에서 벗어나 새로운 분할을 직접 실천하는 자율성

을 얻게 된다. 랑시에르가 발견한 정치적 해방이란 이처럼 미학적 예술

에 대한 경험을 통해 획득하는 자율성인 것이다.

이와 같이 기존의 질서로 포섭되지 않는 단독적인 것으로서 등장하는

미학적 체제의 예술 작품은 이미지의 ‘무언의 말하기’를 통해 ‘생각에 잠

긴 이미지’라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랑시에르에 따르면 예술은 이미지를

다루는 작업인데, 이미지는 무언의 말하기의 두 가지 기능 속에서 생각

에 잠긴 이미지가 된다. 즉 대상에 기입된 고유의 의미를 전달하던 이미

지가 기존의 의미를 전달하지 않는 침묵의 이미지가 될 때 생각에 잠긴

이미지가 등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를 만드는 기법이 몽타주이다.

몽타주는 대상과 의미, 이미지와 문장, 수동성과 능동성이라는 상반된 관

계에 있는 두 힘 사이에 위계가 생겨나지 않도록 병렬적으로 작용시키는

기법이다. 이처럼 미학적 체제에서 실재의 재구성이라는 허구 개념의 함

의는 상반된 두 힘을 활용하는 몽타주 기법을 통해 작품으로 구현된다.

몽타주의 힘이 가장 잘 드러나는 예술이 바로 영화이다. 영화에서 몽

타주는 카메라에 의해 주어지는 수동성과 예술가가 조작하는 능동성이라

는 상반된 두 힘의 관계를 다룬다. 영화는 현실을 고스란히 기록하는 카

메라를 통해 어떤 예술 장르보다도 더욱 다양한 몽타주 기법을 실험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 그러나 영화의 잠재력이 실현되는 것은 재현

적 체제의 논리의 개입을 저지함으로써 가능하다는 점에서 미학적 체제

의 영화는 ‘엇갈린 우화’로 규정된다. 이로써 영화는 재현적 체제의 논리

를 다시 구축하는 과정을 거쳐 비로소 미학적 체제의 예술로 등장한다.

이는 예술로서의 고유의 조건을 미리 규정하지 않은 채 기존의 실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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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로 볼 수 있는 대상으로 구성하는 미학적 체제의 독특성을 보여준

다.

허구 개념에서 몽타주로 이어지는 랑시에르의 모든 논의와 쟁점을 압

축하는 예술이 바로 다큐멘터리 영화이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다큐멘터

리 영화는 ‘있는 그대로의 조작되지 않은 실재’를 보여주는 영화로 인식

되지만, 그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실재에 기반하면서도 ‘허구적인 예술’이

라고 규정한다. 그에게 다큐멘터리 영화가 기반한 실재는 조작된 실재,

즉 재구성된 실재이다. 그러나 다큐멘터리에 개입되는 조작이란 재현적

체제에서처럼 그럴듯한 논리로 꾸며내는 것, 즉 실재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작업이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논리와 효과를 배제한 채 주어진 실

재를 다시 예술로 구성하는 의미에서의 조작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큐

멘터리는 일정한 논리나 규범의 개입 없이 구성된 실재, 즉 허구화된 실

재를 보여주는 장르가 된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다큐멘터리의 허구성을 반영한 사례로 영화 <바시

르와 왈츠를>을 살펴보았다. 랑시에르가 이 영화를 중요한 사례로 언급

한 이유는 몽타주 기법을 적극 활용한다는 사실에 있다. 영화는 학살 사

건을 소재로 다루지만, 사건에 대한 묘사보다도 여러 인물들의 기억과

증언을 초현실적인 이미지로 재구성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재

구성된 이미지들은 비극적인 소재에 대해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표현 양

식이 아니라는 점에서 불일치적인 상태로 식별되는데, 이는 감독이 장면

들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관객들에게 전달할 효과나 의도를 상정하지 않

았다는 증거가 된다. 이처럼 영화가 이해하기 어렵고 모호한 것은 개별

적인 장면들이 일관된 의미 관계로 연결되지 않도록 막아내는 몽타주의

힘에서 비롯된다. 또한 이 영화는 실재를 다루는 장르에 개입될 수 없다

고 인식되던 애니메이션을 다큐멘터리에 도입함으로써 허구와 실재, 픽

션과 논픽션, 애니메이션과 다큐멘터리 사이의 구분이 해체될 수 있음을

입증하는 ‘단독적인’ 예술 사례이다. 이처럼 실재를 보면서도 예술을 인

식하는 모순적인 경험 속에서 예술은 정치와 조우한다. 비록 이 영화의

장르 규정에 대한 논쟁은 존재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논쟁을 토대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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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이 구성되는 것이야말로 예술적이고 정치적인 실천이라는 점에서 이

영화는 랑시에르에게 긍정적인 사례로 제시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랑시에르의 허구 개념이 함축하는 예술의

정치성이란 예술이 자율성을 획득하는 일이다. 그에게 자율성은 예술이

현실과의 관계를 단절한 채 배타적인 영역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

본적으로 예술과 현실을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질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다. 이러한 자율성은 예술의 본질을 주어진 대상과 그것을 감각하고 인

식하는 우리의 행위에 동시에 관계하는 차원에서 이해할 때 가능하며,

이로부터 예술의 자율성은 우리의 경험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맥

락에서 본 논문이 주목한 허구는 그가 규정한 예술의 본질을 드러내는

핵심 개념으로 평가될 수 있다. 예술로 규정되지 않은 것으로서의 실재

를 다시 예술로 볼 수 있도록 구성하는 허구의 실천 속에서 비로소 예술

의 자율성과 현실에서의 정치성이 동시에 설정되는 것이다. 이처럼 기존

의 관계와의 단절과 새로운 관계로의 연결을 동시에 반영하는 “작품의

고독”은 “해방의 약속”을 담게 되는 것이다.182)

마지막으로 랑시에르 이론의 한계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논의를 마무리

하고자 한다. 앞서 밝힌 것처럼 랑시에르는 자신의 이론이 하나의 권력

이 되는 것을 경계하여 체계적인 이론을 정립하기를 거부하는데, 이러한

사실은 그의 이론이 갖는 가능성이자 동시에 한계점이기도 하다. 즉 다

양한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오히려 엘리트주의를 만든다

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그의 이론은 알튀세르주의가

전제하는 지적 권력이자 엘리트주의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등장했지만,

그의 이론 역시 또 다른 엘리트주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는 특히

그의 독특한 논의 전개 방식에서 비롯되는 문제이다. 그는 각 개념어를

중심으로 그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기보다 동일한 의미를 갖는 여러 개념

어들을 다양하게 사용한다. 개념어와 그 의미의 연결을 끊임없이 새로운

관계로 설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이론은 많은 개념어들을 제시하지

만 그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부족하다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 또한 기존

182) AD, p. 36



101

의 개념어들을 그대로 사용하기보다 기존의 개념어들에서 파생한 본인

고유의 새로운 개념어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인해, 명확한 의미 규정에

대한 논란과 혼란이 야기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서술 방식은 랑

시에르 자신 또한 논쟁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정치를 스스로 실천하려

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그의 이

론을 다시 다양한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극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의 이론을 수용하는 연구자들의 몫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의 논의는 그의 이론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

의 시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의 논의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국내

수용의 역사가 아직 짧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의 이론에 대한 많은 관

심이 앞으로 양적이고 질적인 면에서 보다 풍부하게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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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olitics of Art as ‘Fiction’
: An Analysis of Documentary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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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essay aims to analyze the concept of ‘fiction’ in terms of

politics of art and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 of documentary film

as ‘fictional art’ in Jacques Rancière’s theory of art. On the basis of

his definition of fiction, it demonstrates that documentary film can

realize the political potential of art.

Rancière’s theory, which has its roots in Marxist tradition, basically

deals with emancipation. Criticizing that the tradition regards

emancipation as a matter of intellectual enlightenment, he insists that

the sensible level has to be considered in the discussion of

emancipation. With his unique principle of ‘the distribution of the

sensible’, he finds out that all the fundamental inequality occurs in

the sensible level and asserts that art and politics share the same



114

task of emancipating from inequality, in other words, achieving

equality. His perspective presupposes that both art and politics are in

inseparable relation in the sensible level. While he mainly discussed

emancipation in political philosophy from 1970’s, he has concentrated

more on the aesthetic issues since 2000’s to manifest that the political

emancipation inevitably meets the artistic practice.

This essay focuses on Rancière’s aesthetic discussion and studies

the method of artistic practice in terms of fiction. Refusing to

establish the rules or theory, he examines individual artwork without

organizing systematic methodology about arts in general. In this

context, it attempts to approach the process and strategy of artistic

practice by reorganizing his theory of art with the concept of fiction.

Fiction is generally understood as the opposite concept of the real.

However, he emphasizes that fiction essentially indicates the behavior

of creating or inventing something in that the word fiction originates

from the meaning ‘to forge’. In this regard, fiction is the concept that

proves the fundamental correlation between art and politics.

The implication of fiction is specified in the ‘regimes of art’. For

Rancière, art is about identification determining what can be

perceived and understood as art rather than about principle, institution

or explanation. Establishing three regimes, the ethical regime of

images, the representative regime of art, the aesthetic regime of art,

he clarifies the identity of art and politics based on the aesthetic

regime of art. In this regime, the concept of fiction is paradoxically

defined as ‘reframing of the real’.

The concept of fiction based on the aesthetic regime is embodied in

artworks through ‘montage’. Rancière offers montage as the key

concept in his analysis on the contemporary political art and suggests

that it determines the formation of art. According to him,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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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sthetic art appears when montage is in ‘correct’ use and it is film,

especially documentary film, that can maximize the power of

montage. Unlike the common definition that documentary film is the

film showing the intact reality without any manipulation or

intervention, for him, documentary film is defined as ‘fictional art’.

Rancière’s argument on the fictional characteristic of documentary

film is verified in the analysis of the film Waltz with Bashir. The

film, one of the significant artworks he mentioned, is the

documentary film about the massacre during the 1982 Lebanon War

as well as the animation film composed of the animated images

representing the characters’ testimonies or the actual recordings.

Through the analysis of ‘memory’ and ‘the animated documentary’,

this essay describes the political characteristic of the film.

keywords: Jacques Rancière, fiction, politics, the distribution of the

sensible, regimes of art, montage,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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