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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본 논문은 데리다와 들뢰즈의 카프카 읽기를 통하여 탈경계의

사유를 보여주고자 한다 경계는 어떤 것의 자기동일성을 보장하는 울타리.

이면서 더는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한계이다 탈경계의 사유는 고착화된 그.

경계를 문제 삼으며 모든 경계들 바깥으로의 완전한 초월이 아니라 경계, ,

자체를 근거 짓는 조건에 대한 재검토이고 경계 이전의 또는 경계 아래의,

어떤 연속적인 사태를 재발견하고자 한다 데리다 카프카는 법과 문학이라. -

는 자기동일적 체계들 자체가 자신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불가능하게 하

는유사초월론적조건으로서로에게의존하고있음을드러냄으로써그체-

계들 사이의 경계를 해체시킨다 들뢰즈 카프카는 내재성의 장 안에서 초. -

월적인 법과 선분적 권력에 포착되지 않고 경계들을 움직이며 끊임없이 탈

주하는 욕망의 실재적 운동을 통해서 탈경계를 사유한다 데리다와 들뢰즈.

는 철학과문학사이의전통적인경계를넘어서카프카문학에접속함으로

써 철학적사유와글쓰기자체를새롭게확장하는탈경계의사유를실천하

고 있다.

* 이 논문은 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2002 (KRF-
2002-043-A0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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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시작하며I.

본 논문은 카프카의 문학작품을 토대로 데리다의 해체론과 들뢰즈

의 탈주론을 한자리에 모아 탈경계의 사유를 보여주고자 한다 이는.

카프카 읽기에 새로운 관점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서 아직 본격화되,

지 않은 데리다와 들뢰즈 사이의 이상한 근접성, “ ”2)을 해명하려는

복잡하고 지난할 여정에 한 걸음 내딛어 보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데리다와 들뢰즈는 동일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차이 를 각자 독특‘ ’

한 나름의 방법대로 사유해 온 철학자들로서 근대 이후 다양성과, ‘

차이를 주된 테마로 하는 현대 철학의 대표 주자들이다 이들은 문’ .

학텍스트와 철학텍스트의 절대적인 경계를 무너뜨리고 기존의 문학,

비평이나 작품해석의 방식과 차별되는 철학적 읽기 또는 문학으로‘ ’, ‘

철학하기의 방식으로 문학에 대한 철학의 진정한 개입 가능성을 보’

여주었다 또한 이들은 문학과 철학의 접목에서 싹튼 새로운 사유를.

기존의 문학이나 철학 어느 한 쪽으로 집어넣을 수 없는 탈경계적

글쓰기를 통해 실천적으로 보여준 철학자들이기도 하다.

경계는 울타리이고 막다른 골목이다 경계는 어떤 흐름 어떤 행, . ,

위 어떤 사유의 자기동일성을 보장하는 안전막이면서 또한 그 흐, ,

름 행위 사유가 더는 나아가지 못하고 그 앞에서 멈춰 서게 만드는, ,

한계이다 탈경계는 고착화된 그 경계를 문제 삼는다 사유와 행위와. .

욕망 자신의 불변하는 가능 조건으로 간주되면서 사유와 행위와 욕,

망이 어떤 경계에 도달하기도 전에 스스로를 먼저 제한하고 통제하

게 만드는 그 경계 탈경계는 주어져 있는 경계를 그대로 두고 이를.

단순히 이탈한다거나 넘어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탈경계의 사.

유는 경계 자체를 근거 짓는 것 경계를 허락하고 가능하게 한 것에,

2) Paul Patton, “Strange proximity: Deleuze et Derrida dans les
parages du concept”, The Oxford Literary Review 18, 1996.



탈경계의 사유 109

대한 재검토이고 경계 이전의 또는 경계 아래의 어떤 연속적인 사태,

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경계의 문제는 법의 문제이기도 하다 금지와 허용을 경계 짓는.

근거가 바로 법이라는 이름에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데리다와 들.

뢰즈가 누구보다 법의 문제적 상황에 민감했던 카프카에 주목하는

까닭이 여기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데리다와 들뢰즈의 카프.

카읽기를 통해서 탈경계의 사유가 어떻게 실험되고 있는지를 보여주

고자 한다.

카프카와 소송II.

데리다와 들뢰즈의 카프카에 대한 관심은 특히 카프카 작품에 그

려지고 있는 법과 소송의 이미지에 있다 부정신학 법의 초월성. “ , ,

죄의식의 선험성”3)은 카프카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해석의 주제들이

다 카프카의 작품들에서 표현되고 있는 법은 내용도 없고 그 대상도.

인식불가능한 채로 있는 순수하게 텅 빈 형식으로서의 법이고 오로, ,

지 판결을 통해서만 언표될 수 있고 또한 처벌을 통해서만 그 판결,

을 알 수 있는 그런 법이다 도처에 법이 있고 법의 힘이 행사되지.

만 어느 누구도 그 법의 내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예컨대 유. 「

형지에서 의 판결 받은 사람은 법의 위반에 대한 자신의 죄목을 알」

지 못한 채 처벌기계가 신체에 새겨주는 고통스런 판결문을 통해서

만 유죄를 알 수 있을 뿐이다 또 법 앞에서 의 시골사람은 법. 「 」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지만 끝내 접근불가능한 법 앞에 붙들린 채 평

생을 보낸다.

이러한 법의 성격은 유대 기독교 전통의 근대 법의 특성이다 요- .

3) G. Deleuze & F. Guattari, Kafka, pour une litterature mineure, ed.
카프카 소수적인 문학을 위하여 이진경 옮김de Minuit, 1975, p.79( : ,『 』

동문선,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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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대 고전적인 그리스적 법 개념에 의하면 도덕적인 선의 관념이, ,

먼저 존재하고 법이란 이 선을 강제적 규범으로 형식화한 것에 지나,

지 않는다 플라톤적 의미에서 볼 때 법은 근본적인 것이 아니다. “ .

법은 부차적인 것 선의 대리자에 불과하다 즉 법은 선이라는 최상, .

원리에 의존하고 있다.”4) 반면 유대 기독교적 법 개념은 이러한 선, -

과 법의 관계를 전도시켜서 오히려 법의 규범들이 선을 정의하게 만,

든다 칸트의 실천이성비판 에서는 선이 법의 주위를 맴도는 코페. 『 』

르니쿠스적 혁명이 일어난다 유대인들이 신이 명령할 때 무엇을 명.

령하는지는 알지 못하면서 신의 모든 명령을 오로지 복종하라는 명

령으로 받아들이고 복종하듯이 언제나 보편적 입법 원리에 타당한, “

방식으로 행동하라 는 칸트의 정언명법은 구체적인 행위 내용들을”

사상한 순수하게 텅 빈 형식으로서의 법이지만 이 보편적 원리인 법,

에 부합하는 행동만이 선이기에 절대적으로 따라야 한다 법은 인식. “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법 안에는 인식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 ‘ ’ .

는 오직 행위를 통해서만 이 법과 만나며 법은 오직 판결과 법의,

실행을 통해서만 작용한다 법은 판결과 구별될 수 없고 판결은 법의.

적용과 구별될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심성과 육신에 밴 법의 흔적.

을 통해서만 법을 알 수 있다.”5)

카프카가 이러한 법의 현전불가능하고 접근불가능한 문제적 상황

에 대해 그리고 이러한 법에 의한 지배와 금지의 고통에 대해 가장,

많이 고민했던 작가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부정신학 법의 초월성. ‘ , ,

죄의식의 선험성을 주제로 한 카프카에 대한 해석들은 결국 초월적’

인 어떤 심급 어떤 중심을 상정하는 근대적 사유의 방식을 벗어나지,

못한다 자기 바깥의 법에 순응하고 예속되어 있는 여전히 수동적이. ,

고 반응적인 주체로 카프카를 읽는 것이다 데리다와 들뢰즈의 입장.

4) G. Deleuze, Presentation de Sacher-Masoch, ed. de Minuit, 1967,
p.71.

5) G. Deleuze, La Philosophie critique de Kant 칸트의 비, puf, 1963(『
판철학 서동욱 옮김 민음사, , 1995, 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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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자면 이런 관점이야말로 카프카가 비판하고 넘어서고자 하는,

관료적 사유 방식의 전형일 것이다.

따라서 데리다와 들뢰즈는 인식불가능하고 접근불가능한 비밀스런,

어떤 권력으로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법 자체의 이미지보다는 이,

러한 법을 위반하면서 법의 최종판결을 무한히 연기하며 법의 에로

틱한 폭력성을 드러내는 소송의 이미지에 더욱 관심을 기울인다 카.

프카의 탈근대성과 탈경계적 특성을 가장 잘 표현한다고 할 수 있는

이 소송의 이미지에서 데리다와 들뢰즈는 철학적 접속 지점을 찾는‘ ’

다.

데리다의 카프카 읽기III.

데리다의 카프카 읽기는 법 앞에서 라는 아주 짧은 텍스트를「 」

중심으로 이루어진다.6) 여기서 데리다는 문학과 법 각각의 유사 초, -

월론적 조건과 이 양자 사이의 탈경계적 관계를 보여준다.

데리다가 카프카의 법 앞에서 를 읽으면서 명시적으로 제기하「 」

는 문제는 문학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문학을 문학이게끔 하는 것은‘ ?

무엇인가 이다 그런데 데리다는 통상적인 방식에서처럼 문학의?’ . ,

고유한 영역 내지 본질로서 문학의 문학성 에 관한 직접적인 어떤‘ ’

해명을 겨냥하지 않는다 데리다의 문제제기는 늘 그렇듯이 어떤. , ,

우회를 거친다 데리다는 우선 카프카의 법 앞에서 를 읽으면서. ,「 」

이 텍스트 읽기에 자명한 것 처럼 전제되고 있는 선입견‘ ’ le prejuge

들을 들추어낸다.7) 요컨대 이 텍스트의 자기 동일성 독특성 통일, , ,

6) J. Derrida, “Prejuges: devant la loi”, La faculte de juger, Minuit,
1985.

7) 여기서 선입견으로 번역된 는 데리다의 원고 제목이 암시하듯‘ ’ le prejuge
이 법 앞에서의 판례와 선 판단의 의미로 그 함축이 증폭된다 아래에, ‘ ’ ‘ - ’ .
서 밝혀지겠지만 선 판단이란 미리 내리는 판단이 아니라 더 뒤에 올 판, - ‘ ’
단 이전의 판단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한마디로 문학이라는 영역의 경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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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보장하는 원본 텍스트의 불가침성에 대한 믿음 이 텍스트의 저,

자는 이야기 속의 허구적 인물들과 구별되며 실재한다는 믿음 이 텍,

스트 안에는 이야기가 있으며 이 이야기가 바로 문학 이라고 부르는‘ ’

것에 속한다는 믿음 마지막으로 작품의 동일성과 통일성 그 경계를, ,

보증해 주는 것이 제목 이라는 믿음 그리고 이러한 가정들은 모두‘ ’ .

법과 관습의 체계에 의해 보호되는 것이며 그만큼 역사적인 가변성,

을 지닐 수밖에 없는 불안정한 합의들에 지나지 않음을 환기시킨다.

이로부터 데리다는 문학에 관한 공리적 가정들 법들axiomatique , ,

관습체계 자체 그리고 이것들을 자명한 전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주,

체를 소환하여 법 앞에서 과연 그러한 것들이 정당한 것인지 따져‘ ’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8)

데리다는 카프카의 법 앞에서 가 불러일으킨 어떤 소송의 독“「 」

특성”9)에 관심을 갖는다 이 소송은 문학과 법 사이에 걸린 소송이.

며 무엇보다 대체불가능한 하나의 작품으로서 법 앞에서 라는 독, 「 」

특한 문학 텍스트 앞에 문학의 가능조건들로 여겨졌던 법들을 출‘ ’,

두시킨 소송이다 이 소송에서 제기된 문제는 법 앞에서 가 문학. “「 」

이라고 불리는 것에 속함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무엇이?

결정하고 누가 판단하는가, ?”10) 다시 말해 이 텍스트의 이야기를,

도대체 문학 이라는 범주로 분류하고 판단하도록 허락하는 것 따라‘ ’ ,

서 문학이라는 어떤 영역의 울타리 그 경계 를 결정 하고 판단하‘ ’ , ‘ ’ ‘ ’ ‘ ’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나중에 등장할 법에 의해 교정될 가능성을 지
닌 잠정적인 것으로서 선 판단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함축한다- .

8) 이때 법 앞에서라는 표현은 카프카의 문학텍스트를 지시하는 고유명사이‘ ’
면서 동시에 법정에 출두하기라는 관용적 의미를 갖는다 법정에 출두하‘ ’ . ‘
기 란 어떤 소송의 과정에서 진술을 하거나 판결을 언도받기 위해 법정에’ ,
대한 존경과 복종의 태도로 재판관과 같은 법의 대리인들 앞으로 주체가,
출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데리다는 여기서 법 앞에서를 중의법적으로 사. ‘ ’
용하면서 법의 위반이면서 동시에 법의 존중이라는 소송의 상황을 십분, ‘ ’
활용하여 문학과 법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9) Derrida, “Prejuges: devant la loi”, p.104.
10)위의 논문, p.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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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카프카의 법 앞에서 는 한편으로? . 「 」

는 문학의 가능 조건으로서의 법 앞에 출두하여 문학으로서의 자기‘ ’

동일성에 대해 판결을 기다리는 텍스트이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는 자신을 심문하는 그 법 자체를 자기 앞에 법 앞에서 앞에 불( )「 」

러 세워 심문하는 법으로서의 텍스트이기도 하다 결국 법 앞에. 「

서 를 읽고 있는 이 공간은 문학과 법 사이에 벌어진 어떤 소송의」

장소이자 판결의 공간인 셈이다.11)

불가능한 이야기로서의 이야기1.

데리다에 의하면 법에 관한 이야기는 불가능한 이야기이며 금지된,

이야기이다 그런데 카프카의 법 앞에서 는 바로 이러한 불가능하. 「 」

고 금지된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면서 법을 넘어서고 있는

독특한 텍스트다 데리다는 우선 칸트와 프로이트의 경우를 들어 법.

에 관한 이야기가 왜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언급한다.

요컨대 칸트적 의미에서의 법 그 자체와 순수한 도덕성은 그 정,

언적 권위로 인해 어떠한 역사성과 서사성이야기성도 허용하지 않( )

아야 한다 그런데 데리다에 의하면 칸트는 실천이성비판 에서. , , 「 」

정언명법으로서의 도덕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범례 상징 전형 등, ,

의 문학적 요소에 의존하고 있다 즉 칸트는 실천이성의 도식이 아닌.

전형 에 대해서 말하고 도덕적 선을 상징적으로 제시하며 도덕법‘ ’ , ‘ ’ ,

11)이는 또한 보편적인 것과 관계 맺는 독특한 것의 법에 대한 문제를 판명하
고자 하는 것이기도 하다 데리다는 법의 일반적이거나 보편적인 본질과. “
는 결코 관계 맺을 수 없으면서 법과 모종의 관련을 맺어야만 하는 독특성
의 법 이 있음을 말하면서”(Derrida, “Prejuges: devant la loi”, p.104) ,
카프카의 이 텍스트야말로 독특성과 보편성 사이의 이러한 역설적 관계를
드러내는 법 앞에 있음에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관련되어 있는 독특한‘ - - ’
텍스트임을 주장한다 법의 힘 에서는 이 보편성과 독특성 사이의 비. -『 』
관계적 관계성의 문제가 법과 정의의 관계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 (J.
Derrida, Force de loi, 법의 힘 진태원 옮김ed. Galilee, 1994, ,『 』
문학과지성사 참조, 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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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그 자체로 드러내지 않으면서 도덕법의 원인으로서 도덕법에 대,

한 범례 를 제공하는 인격체들의 도덕법에 대한 존중을 말한다 그‘ ’ .

리고 정언명법의 마치 처럼 이라는 표현은 실천이성을 역사‘ - als ob’

적 목적론이나 무한한 진보의 가능성에 일치시키고 있다 데리다는.

이러한 칸트의 기술들이 법에 대한 사유의 과정 자체 안에 법이“ ,

말하고 도덕적 주체를 불러 세우는 바로 그 순간에 어떻게 잠재적, ,

으로 서사성이야기성 과 허구가 도입되는지( ) ”12)를 단적으로 보여준

다고 주장한다 법의 심급이 모든 역사성과 모든 경험적 서사성 이야. (

기성을 배제하는 것처럼 보이고 법의 합리성이 모든 허구와 모든) ,

상상력에 초월적인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순간에 법은 이미 선험, ‘

적으로 자신의 가능 조건으로서 그러한 문학적 요소들과 밀접한 관’

련을 맺고 있다는 것이다 법은 스스로를 거부하면서 자신의 발송. “ ,

지와 자신의 자리를 말하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제시한다, .”13) 법이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없고 따라서 접근할 수도 없기 때문에 법은 그

자체로 이야기될 수 없다 오로지 법 바깥의 다른 요소 문학적 요소. ( )

에 의존해서 간접적으로 이야기될 수밖에 없다.

프로이트가 원초적인 부친 살해에서 도덕의 탄생과 금지로서의 법

을 발견해 내는 과정에서도 데리다가 주목하는 것은 그 기원의 비-

기원적 오염 즉 정언적 법을 물들이고 있는 허구적 이야기성이다, .

프로이트에 따르면 아버지를 살해함으로써 그의 자리를 차지하려던,

아들들의 근원적 소망은 오히려 죽은 아버지가 막강한 힘을 발휘함

에 따라 실패하게 되며 이 실패가 도덕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는데 유,

리하게 작용한다 원시사회들의 첫 번째 계율들과 첫 번째 윤리적인. “

제한들은 행위자들에게 죄라는 개념을 심어주는 어떤 행위에 의해, ‘ ’

야기된 반작용으로 생각된다 그 행위에 대해서 뉘우치면서 그들은. ,

그런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14) 데리다는 이

12)Derrida, “Prejuges: devant la loi”, p.108.
13)위의 논문, p.110.
14)위의 책 번역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우리는 원시 사회, pp.115-1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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뉘우침에 주목하여 묻는다 어떻게 왜 이것이 도덕‘ ’ . “ , , 이전이고 법,

이전인가?”15) 뉘우침이란 이미 도덕의 존재를 상정하기 때문이다.

데리다는 결국 아무도 죽이지 못하고 어떠한 권력 행사도 하지 못한

무용한 범죄 부친살해 사건을 일종의 비 사건 아무 것도 일어나지, “ - ,

않은 사건 사건의 경과에 대한 서사적 진술 이라고 부를, ( ) relation

수 있으면서 동시에 이 서사적 진술을 무화시키는 유사 사건- ”16)이

라고 해석한다 부친 살해는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사건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도덕법의 실재적인 기원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그것은 사건 없는 사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순수. “ ,

사건 자신의 허구성 안에서 이야기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무화시키는,

어떤 사건의 사건성 에 지나지 않는다evenementialite” .17)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유사 사건이 토테미즘의 근본적인 두 금, - ,

기인 살인과 근친상간에 대한 법을 시작하게 만들었다는데 있다 순.

수한 사건 순수하게 추정된 것에 지나지 않는 그 사건이 역사 안에,

서 법 이전과 이후라는 보이지 않는 균열 분기점 을 그렸다 이야기( ) .

를 불러냄과 동시에 부정하는 그 유사 사건이 허구적인 서사성 허구, - (

적인 역사의 서사성 뿐만 아니라 서사성 자체의 시뮬라크르적 허구

성 을 그려내었다이것은 시골사람이 기다리는 게 낫겠다 는 비 결) ( “ ” -

심의 결심을 통해서 이야기를 존재하게 만들고 지속시키는 즉 이야,

기를 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카프카의 텍스트와

도 구조가 같다 데리다는 바로 이것이 법의 기원임과 동시에 문학). “

의 기원”18)이라고 말한다 저자도 없고 최종결말도 없이 떠돌아다. ,

최초의 도덕률이나 도덕적 제약을 어떤 행위에 대한 반작용 다시 말해서,
그 행위자에게 범죄 개념이 부여되는 어떤 행위로 해석했다 이런 짓을< > .
저지른 사람들은 그런 행위를 자책하고 그런 행위는 무리에게 득이 되지,
않는 만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종교의 기원 프로이트 지.”(『 』
음 이윤기 옮김 열린책들 중에서 토템과 터부, , , 2003, “ ”p.237)

15)Derrida, “Prejuges: devant la loi”, p.116.
16)위의 논문, p.116.
17)위의 논문, p.117.
18)위의 논문, 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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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는 소문이나 죽은 아버지의 유령처럼 피할 수도 없고 망각할 수도,

없는 어떤 우화이자 어떤 신화인 사건 없는 사건의 이야기 이것은, , .

법 이전일 뿐만 아니라 문학 이전이기도 한 어떤 근원적 허구성이다.

이 근원적 허구성은 법의 불가능성의 조건이면서 동시에 법의 가능

성의 조건이라는 점에서 법의 유사 초월론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

다 법의 접근불가능성과 현전불가능성은 절대적인 초월성에서가 아.

니라 바로 이러한 법의 근원적 허구성에서 기인한다, .

따라서 법 안으로 들어가고 법의 근원에 접근하고자 하는 이야기

는 허구성으로 인해 그 진입과 접근이 불가능한 것에 대한 불가능한( )

이야기 이야기 할 수 없는 이야기 이다 금지 법 에 대한 이야기는( ) . (= )

금지된 이야기이다 법은 이야기를 발생시키는 어떤 역사에 의해서. “

자신이 구성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만일 그런 역사가 있다면. ,

그것은 제시될 수도 없고 이야기될 수도 없는 것으로서 일어나지 않,

았던 것에 대한 역사일 것이다.”19) 만약 법에 관한 서사적 보고가

가능하다면 그것은 카프카의 텍스트에 그려진 시골사람의 경우처럼, ,

법에 접근하고 법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고 법과 관계 맺고자 하지만

결국 그 법은 접근 불가능한 것으로 남는다는 법에 대한 이야기의,

불가능성을 보여주는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카프카의 법 앞에. 「

서 는 이러한 접근불가능성의 이야기 이야기에로의 이런 접근불가“ ,」

능성에 대한 이야기 이 불가능한 역사 이야기 의 역사 이야기 이, ( ) ( ),

금지된 여정에 대한 지도이다.”20)

법 앞에 있음의 이중 구속2. ‘ - - ’

데리다에 의하면 법 앞에서 라는 표현은 카프카의, ‘ devant la loi’

텍스트 안에서 이중 기입 되어 있다 우선 이 표double inscription . ,

현은 텍스트상의 지형학적 위치에 따라서 텍스트의 제목 과 본문의< >

19)위의 논문, p.112.
20)위의 논문, p.114.



탈경계의 사유 117

첫 구절 로서 반복되고 있다< > .21) 그러나 두 경우에 이 동일한 표현

의 지시체와 가치는 서로 다르다 첫 구절이 본문의 허구적 이야기에.

속한다면 제목은 본문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으며 허구적,

이야기의 바깥에 존재한다 제목은 관습이 정해놓은 위치에서 원본.

작품의 동일성과 단일성 문학의 경계들을 명명하고 보호한다 제목, .

은 문학적 허구의 바깥에 놓여있는 것이면서 동시에 문학적 허구에

속하는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 그 다음 이러한 제목과 본문의 분리. ,

는 텍스트 안에서 문지기와 시골사람의 서로 대립적인 위치로 또 한

번 기입된다 문지기와 시골사람은 모두 법의 현전을 보지 못하고 법.

자체로부터 분리되어 있지만 문지기는 법을 존중하고 지키면서 법, (

안에서 법 앞에 법 바깥에 있고 시골사람은 법 이전에 즉 법 바) ( ) , ‘ ’, ‘

깥에라는 의미에서 또한 법 앞에 있다’ .22) 이러한 이중 기입은 문학

과 법의 관계가 드러나는 법 앞에 있음 의 이중 구속적 상황을 보‘ - - ’

여준다.

우선 법은 그 자체로 현전불가능하다 법의 현전 금지는 정언명. “

령적 의미에서의 금지가 아니라 차연 이다, une differance .”23) 법의

21)카프카의 법 앞에서 는 법 앞에 문지기(devant la loi) “ (devant la loi)「 」
한 사람이 서 있다 로 시작한다 변신시골의사 전영애 옮김 민음사” ( / , .『 』
2002, p.167).

22) 제목 문지기는 텍스트 안과 밖에 이중 기입되어 법에 대한 문학의 이중‘ - ’
적인 관계 위상을 보여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텍스트 안 법 문지기 시골사람 텍스트 밖 법 제목1. : < // + > = : < // +
본문 현전불가능하고 접근불가능한 것으로서의 법 그 자체와 법 바깥> :
으로서의 문학 사이에 경계가 그어진다.

텍스트 안 문지기 시골사람 텍스트 밖 제목 본문2. : < // > = : < // > :
문학 안에서 다시 법적 요소와 허구적 이야기 사이에 경계가 그어지는데,
이 때 허구적 이야기로서의 본문은 법 이전으로서 법 바깥에 놓여있다.

문지기 제목은 문학에 속하면서 동시에 문학 바깥에 놓여있는 이중적3. ‘ = ’
위상을 지닌다 문학은 문지기 제목처럼 법에 의해 자신의 영역을 지킴. (= )
과 동시에 시골사람 본문처럼 법 이전에 있음으로써 기존의 법을 위반하(= )
고 새로운 문학의 법을 확립할 가능성을 갖는다.

23)Derrida, “Prejuges: devant la loi”, p.120.



논문118

현전 법 안으로의 입장 허락은 시간화의 차원에서 원천적으로 금, ‘ ’

지된 것이 아니라 단지 더 나중으로 미뤄진 것이라는 점에서 불가‘ ’

능한 것일 뿐이며 또한 공간화의 차원에서 법의 현전 장소에 이르, ‘ ’

기까지 무수한 문지기들의 문을 지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불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법의 현전 금지는 법 앞에 출두한 시.

골사람이 법을 존중하여 스스로 금지하고 스스로 강제함으로써 또한,

가능해지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법의 금지는 이중구속 으로 작동한다 법을double-bind . “

존중하면서 법과 어떤 관계rapport를 갖기 위해서는 법과 관계,

를 맺지rapport 않아야만 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며 관계,

또는 이야기 를 단절해야만 한다(relation ) . 오로지 법의 대리인들,

법의 범례들 법의 문지기들하고만, 관계 또는 이야기 를 맺(relation )

어야한다.”24) 따라서 법 앞에 있음은 법과 관계 맺지 않으면서 관‘- - ’

계 맺는 비 관계의 관계라는 역설적 상황이다 법의 현전을 보지 못, - .

하고 법으로부터 분리되어 법과의 어떠한 직접적인 관계도 맺지 못,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 대한 존중과 예속 관계 속에서 법,

앞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카프카의 법 앞에서 가 보여주는 법, ‘-「 」

앞에 있음 의 이야기이다- ’ .

따라서 카프카의 텍스트가 제기한 법 앞에 있음 이라는 소송의‘ - - ’

상황은 어떠한 평결이나 선고도 내릴 수 없는 어떤 판단의 가능성, ,

이전의 근본적인 법의 상황 즉 거기 있으면서 동시에 없는 법, “ ”25)

앞에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떠한 판단도 판단 근거로서의.

법 자체에는 도달불가능하기 때문에 법 앞에 선 주체의 판단은 항상,

선 판단 일 수밖에 없다 미리 내려진 판단이 아니라 차- le prejuge . ,

24)위의 논문 와 모두 관계를 의미하는데 전, p.121. ‘rapport’ ‘relation’ ‘ ’ ,
자는 둘 사이의 유사성과 같은 내적 연관성의 의미가 강하다면 후자는 둘,
사이의 교류와 접속의 의미가 강하다 또한 후자는 사건의 진술과 같은 이. ‘
야기의 를 지니기 때문에 법에 관한 이야기를 오로지 법의 대리인들과만’ ,
나누어야 한다는 함축을 갖는다.

25)위의 논문, 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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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에 의해 항상 더 나중에 도래할 법 자체에 의해서 내려질 어떤< >

판단 이전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선 판단 법 그 자체인 법의 법은- .

하이데거의 존재처럼 유대법의 정의 처럼 침묵 속에서 문지기와‘ ’ , ‘ ’ ,

시골사람을 법 앞으로 부르며 법 앞에서 기다리게 할 뿐이다 인간은.

법 앞에 출두하지만 법 앞에 도착하지만 법에 도착하지는 못한다, , .

이것이 바로 도착하지 않음에 도착하는 어떤 사건의 이야기이다.26)

완성불가능한 이야기 종결이 불가능한 이야기 끝이 도래하지 않는, ,

이야기 다시 말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이야기 이것이 법에 관한. .

이야기이고 법 앞에서 의 이야기이다.「 」

문학의 경계3.

그러면 카프카의 그 텍스트가 문학 에 속한다고 판단하게 하는, < >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문학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데리다는 카프카? ?

의 텍스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법 앞에 있음 의 상황을 또한 그 이‘ - - ’

야기 바깥의 카프카 텍스트 자체에도 고스란히 적용한다.

카프카의 그 텍스트는 법과 마찬가지로 접촉 불가능하고 접근 불

가능한 것이다 이는 텍스트의 내용적 의미에 대한 본질적인 불가독. ‘

성과 불가해성 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또한 원본 형식에 대한 절대’ ‘ ’ ,

적인 존중과 손을 대는 행위의 금지를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텍‘ ’ .

스트 앞에 선 모든 독자 비평가 편집자 번역자 상속자 교수들은, , , , ,

그 텍스트의 본래적 의미에 도달 불가능한 시골사람이면서 동시에

원본 텍스트를 지키는 문지기이기도 하다 텍스트와 법에 공통적인.

이러한 접근불가능성 과 절대 존중 의 특성들은 존재론적 본질과 같‘ ’ ‘ ’

은 어떤 근원적 토대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언어수행의 효,

과이다 텍스트와 법은 자신이 말하는 것을 행하면서 자신이 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들은 말하면서 그 말하는 행위 자체 안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접촉 불가능하게 만드는 법을 생산한다.

26)위의 논문, 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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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그 텍스트는 법과 마찬가지로 스스로를 지킨다 그 텍스“ .

트는 오로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따라서 자기의 자신과의 비 동, -

일성에 대해서만 말한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도착하지도 못하고 도.

착하게 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법이고 법을 만들며 법 앞에 독자를. , ,

남겨둔다.”27) 무엇보다 그 텍스트는 한편으로 법에 의해 보장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법에 의해 가능했던 기존의 재현구조와 지시체

계를 교란시키면서 법의 시작에서와 마찬가지로 사건 없는 사건의, ( )

사건성을 보여주며 지시대상 없이 지시하는 지시성 의referentialite

구조를 통해서 자신의 독특한 문학성을 구축한다 즉 문학의 새로운.

법을 입법함으로써 스스로를 문학으로 시작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카프카의 독특한 그 텍스트는 문학일반에 해당하는 모“

든 텍스트의 법 앞에 있음- - ”28)을 또한 말해준다 독특한 개별자로서.

의 모든 문학 텍스트는 자신의 고유한 문지기들 뒤에서 더 막강한,

힘으로 자신을 보증하며 자신의 출현 조건으로 있는 기존의 관습체

계와 법들의 총체 앞에서 법과 법 바깥을 새로이 분리하면서 보이, - ,

지 않는 선의 양쪽에서 문학을 넘어서는 문학으로 있다 문학이 문, . “

학 자신일 뿐이라면 문학은 더 이상 문학이 아닐 것이다.”29) 문학의

경계는 법에 의해 지켜지는 것이지만 이 법은 또한 문학에 의해 생,

성된다 문학은 항상 법 앞에서 가능한 것이지만 이러한 가능성은. ,

또한 문학 자신이 생산하는 더 나중에 도래할 법에 의해서 선 판< > -

단된 경계를 지닐 뿐이다 따라서 문학을 문학이게끔 하는 것 그것. ,

은 바로 문학 이전의 법 이면서 동시에 문학 이후의 법 이다‘ ’ ‘ ’ .

들뢰즈의 카프카 읽기IV.

27)위의 논문, p.128.
28)위의 논문, p.133.
29)위의 논문, 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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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뢰즈에 의하면 카프카의 작품들은 하나의 리좀 이, un rhizome

고 탈주선 이다 리좀이란 뿌리줄기로서 나무처, une ligne de fuite .

럼 하나의 뿌리를 중심으로 규칙적으로 가지를 뻗어나가는 위계적이

고 통일된 구조를 갖지 않는다 리좀은 중심도 주변도 없이 비규칙적.

으로 갈라져 나간 가지들 사이의 비위계적이고 수평적인 접속으로

형성된 일종의 그물망 구조이며 어느 통로를 지나가도 서로 연결될,

수 있는 복잡하고 불규칙적인 토끼굴의 미로와도 같다.30) 따라서 들

뢰즈의 카프카 읽기는 리좀의 전체 지도를 그려내는 것이다 이는 통.

상적인 의미에서의 문학비평이나 해석 작업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해석이 아니다 들뢰즈는 재현과 해석의 논리에 기반하고 있는 모든.

카프카 독해를 비판한다.31) 들뢰즈의 관심은 카프카의 작품들이 무‘

엇을 의미하는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 ‘ ’

있다 들뢰즈에게 문학은 무엇보다 욕망의 표현이자 생산물이며 욕망.

의 흐름을 포착하여 다른 통로로 접속시키는 표현기계이다 여기서.

욕망이란 개인의 정신적 내면에 갇혀 있는 억압된 충동이나 생물학

적 본능들에 국한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욕망은 잠재적인 어떤 힘.

이고 탈개체적으로 자유롭게 흘러가며 다양한 형태의 자연적 사회적

활동들로 현실화되는 어떤 에너지이다.32) 기계는 이러한 욕망의 역

30) 천개의 고원 질 들뢰즈 펠릭스 가타리 지음 김재인 옮김 새물결/ , , ,『 』
제 장의 리좀 참조2001, 1 < > .

31)예컨대 막스 브로트의 부정신학적 종교적 알레고리적 독해 마르트 로베, - - ,
르의 정신분석학적 독해를 들 수 있다 이런 독해들은 신이든 오이디푸스,
든 초월적인 심급에 속하는 궁극적인 어떤 도식을 작품의 모든 요소들에
적용시킴으로써 발산하는 리좀을 총체화한다 이와 달리 들뢰즈의 카프카.
읽기가 전제하는 태도는 이것이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카프카의 정치. “
학일 뿐이다 그것은 상상적인 것도 상징적인 것도 아니다 우리가 믿는 것. .
은 오직 카프카의 어떤 기계 혹은 기계들 일 뿐이다 그것은 구(machines) .
조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카프카의 실험일 뿐이.
다 거기에는 해석도 없고 의미화도 없으며 오직 경험의 기록이 있을 뿐이. ,
다.”(Deleuze & Guattari, Kafka, pour une litterature mineure,
p.14)

32)들뢰즈의 욕망 개념은 플라톤 프로이트로 이어지는 결핍으로서의 욕망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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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인 어떤 응결물로서 욕망의 흐름에 따라 생성되고 해체될 수 있

는 것이며 문학 역시 그 자체로 이러한 기계의 일종이다, .

따라서 들뢰즈의 카프카 읽기는 카프카의 문학 기계 속으로 들어

가 내용과 표현을 얻고 있는 비형식화된 질료 즉 욕망의 흐름이 출,

구를 찾기 위해 이리 저리 뚫고 나간 다양한 길들을 포착하는 것,

장애물이 있는 지점과 막 다른 골목 마침내 찾아 낸 출구에 이르기,

까지 그려진 탈주선을 보여주는 것이다 카프카에게 절실한 문제는.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초월적 자유가 아니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

어디서든지 그 자리에서조차 강렬하게 처음으로 고개를 들이미는, ‘

것 복종과 대립되는 의미의 자유가 아니라 탈주선 아니 차라리 하’, ,

나의 단순한 출구이다.”33)

오이디푸스와 동물 되기1. -

들뢰즈는 카프카의 표현 기계가 편지와 악마적 계약 단편소설과“ ,

동물 되기 장편소설과 기계적 배치- , ”34)의 세 부품들로 작동한다고

본다.

우선 카프카의 편지들은 소위 비문학적인 텍스트임에도 불구하고

카프카의 글쓰기 기계를 돌리는 필수적인 톱니바퀴이자 동력장치의“

일부”35)이다 편지들은 가족 관계를 형성하면서 욕망의 흐름을 억압.

하는 오이디푸스적 장치에 포획되는 것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카프

카가 채택한 일종의 바리케이트이다 카프카는 가족이라는 십자가와. “

념과 단적으로 대립된다 욕망은 밑빠진 독처럼 끊임없이 그 대상을 찾아.
헤매야 하는 충족불가능한 어떤 것이 아니다 들뢰즈의 욕망은 스피노자.
코나투스 베르그손 생명 니체권력의지의 계열에 속하는 것으로서 오( )- ( )- ( ) ,

히려 끊임없이 현실 속에 무언가를 생산해내는 충만하고 능동적이고 창조
적인 에너지이다 아래에서 밝혀질 것처럼 이 욕망은 다양한 변형과 생성. ,
의 힘으로서 권력이고 정의이며 내재성의 장이다, .

33)Deleuze & Guattari, Kafka, pour une litterature mineure, p.13.
34)위의 책, p.72.
35)위의 책,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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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생활이라는 마늘”36)을 두려워하면서 결혼과 정상적인 시민생,

활의 밝은 대낮을 두려워하는 드라큘라였다 카프카 드라큘라는 자. “ -

신의 방 안에서 자신의 침대 위에서 자신의 탈주선을 갖는다 그리, , .

고 간접적인 그 힘의 원천을 편지들이 그에게 가져다주는 것 속에서

얻는다.”37) 언표행위의 주체와 언표주체의 이중성을 이용 자신의,

분신을 편지로 대신 보냄으로써 언표행위의 주체가 맡을 현실적 운

동을 언표주체에게 떠넘겼던 편지의 도착적 용법은 그러나 끝내 오

이디푸스적 장치의 귀환을 막는데 성공할 수 없었다.38)

단편소설은 편지가 부딪힌 막다른 골목에서 오이디푸스를 통해 가

족 안으로 재영토화하는 대신에 오이디푸스를 웃음거리로 만들면서

탈영토화할 수 있는 새로운 출구로 작동한다 들뢰즈는 무엇보다 카.

프카의 작품들에서 오이디푸스를 확증하는 정신분석학적 해석들을

비판한다.39) 카프카의 작품에 등장하는 오이디푸스의 삼각형은 희극

적으로 과장되고 확장되어 있으며 이는 이미 오이디푸스에 대한 복,

종으로부터 벗어나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이디푸스의.

희극적 확장으로부터 카프카는 이중 효과를 얻는다 첫 번째 효과는.

가족 삼각형 뒤에서 가족 삼각형에 힘을 실어주는 좀 더 능동적인,

다른 삼각형들을 무수히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판사와 관리 관. “ ,

36)위의 책, p.54.
37)위의 책, p.54.
38)예컨대 언표행위의 주체인 카프카 자신은 언표주체인 편지 속의 나 를 대, ‘ ’

신 내세워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지연시킨다.
39) 신경증을 생산하는 것은 오이디푸스가 아니다 오이디푸스를 생산하는 것“ .

이 바로 신경증이다 즉 이미 복종적일 뿐 아니라 자신의 복종을 소통시키.
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오이디푸스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Deleuze &
Guattari, Kafka, pour une litterature mineure 들뢰즈에 의하, p.19)
면 오이디푸스는 가족 삼각형에 국한되지 않는다 사회적 정치적 제도나, .
기관들을 포함하여 욕망의 흐름을 가로막는 모든 기계적 장치들이 오이디
푸스의 역할을 한다 요컨대 아버지에게 드리는 편지 는 통상 이해되는. < >
것처럼 오이디푸스에의 복종과 죄의식의 표현이 아니라 웃음이 터져나올,
정도로 과장된 오이디푸스를 그려냄으로써 오히려 오이디푸스적 가족 삼각
형을 조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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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등은 아버지의 대체물이 아니다 차라리 아버지야말로 스스로 복.

종하며 또한 아들에게 복종을 권유하는 모든 세력들의 응집체다.”40)

카프카를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아버지도 초자아도 그 어떤 기표도, ,

아닌 미국적인 기술 지배적 기계 또는 러시아적인 관료제 기계, “ , ,

또는 파시즘 기계 와 같은 악마적인 세력들 이었던 것이다” “ ” .41) 두

번째 효과는 그 억압적 삼각형들로부터 벗어나는 출구 탈주선의 가,

능성 또한 발견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악마적 세력들 에 복종하며. ‘ ’

관료나 감시인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곤충이 되고 개가 되고 원숭이

가 되겠다는 것 카프카의 단편소설들은 동물 되기 를 통해서 탈주. ‘ - ’

선을 확보한다 변신 의 그레고어는 곤충이 되지만 이는 단지 아. ,「 」

버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만은 아니며 지배인 회사 관료들로부, , ,

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가 찾아내지 못했던 출구를 찾아내,

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학술원에 드리는 보고 에서처럼 그것은. “「 」

하나의 출구이지 자유가 아니다 그것은 생생한 탈주선이지 공격이.

아니다.”42)

동물 되기는 막 다른 골목에서 가능한 탈주 공간 이동이 아니라- ,

제자리에서 가능한 탈주이며 강도상의 탈주이다 동물 되기는 내용, . -

이 모든 형식에서 해방되고 표현이 자신을 형식화하는 기표들로부터,

해방되도록 강도의 문턱을 넘는 것이고 모든 형식들과 의미화 장치,

가 붕괴되는 비형식화된 질료와 탈영토화된 흐름의 순수하고 자유로

운 강도들의 세계를 발견하는 것이다.43) 이러한 동물 되기는 어떤-

40)Deleuze & Guattari, Kafka, pour une litterature mineure,
pp.21-22.

41)위의 책, p.22.
42)위의 책 여기서 들뢰즈는 바슐라르가 카프카를 로트레아몽과, pp.63-64.

비교한 것을 비판한다 왜냐하면 말도로르의 동물 되기는 공격적 잔인함. , -
에서 자유를 찾는 것이지만 카프카의 동물 되기는 그와 정반대로 도망가, -
며 출구를 찾는 것이기 때문이다.

43)강도는 연속체 안에서 문턱경계을 넘는 변이와 차이의 생성을 보여주고( )
자 하는 개념이다 예컨대 도와 도 사이에는 강도의 연속적인 정도상. , 0 100
차이가 있는데 도는 그 이하에서 액체가 고체로 변이될 수 있는 경계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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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나 원형을 상정하는 은유 상징 알레고리와 무관하다 어떤 결, , .

함 죄의식 저주의 결과도 아니다 다만 창조적인 탈주선일 뿐이다, , . .

그러나 단편소설 역시 불충분성이 있다 무엇보다 출구를 보여주고.

탈주선을 그려보이지만 정작 그것을 이용하거나 따라갈 수 없다는,

것 따라서 단편소설은 변신 이나 연구 의 경우처럼 재오이디. 「 」 「 」

푸스화를 통해 탈영토화를 실패로 돌리고 하나의 완결된 작품으로

남거나 아니면 이미 동물이라고 할 수 없는 분자적 다양체와 기계적,

배치로 이행하면서 결코 완결될 수 없는 장편소설의 길로 나아가거

나 해야 한다.

욕망과 법2.

카프카의 장편소설은 더 이상 욕망과 법 욕망을 억압하는 기제을( )

이원화하지 않는다 장편소설은 경계를 넘어서는 욕망의 무제한적인.

탈주 그리고 경계 자체를 무한히 치환하고 생성하는 생산적 욕망의,

기계적 배치와 분해를 보여준다.44) 들뢰즈는 카프카에 관한 가장 나

쁜 해석의 주제가 바로 법의 초월성 죄의식의 내면성 언표행위의“ , ,

주관성”45)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제들이 소송 에서 잘 다루. 『 』

어지고 있다는 것은 물론 사실이다.46) 그러나 소송 은 어디까지『 』

고 도는 그 이상에서 액체가 기체로 변이될 수 있는 경계이다, 100 .
44)기계적 배치란 기계를 이루고 있는 부품들 간의 어떤 상태를 말하는데 이,

것은 기계론적 의미에서의 기계처럼 이미 결정되어 있는 어떤 요소들 간의
고정되고 닫힌 관계가 아니라 어떠한 요소든 접속가능하며 이에 따라 무,
한히 변형 가능한 요소들 간의 열린 관계로서의 기계의 상태를 말한다 욕.
망은 항상 어떤 기계적 배치의 형태로 현실화한다.

45)Deleuze & Guattari, Kafka, pour une litterature mineure, p.83.
46)들뢰즈는 카프카에 관한 잘못된 해석의 근거를 제공하는 소송 의 편집『 』

상태 자체를 문제 삼는다 즉 소송 의 현재 배열 상태 특히 의 처형에. ( K『 』
관한 장을 마지막에 두고 그 앞에 성당에서 장을 배열한 것 이 때문에, < > .
국내 번역 역시 소송 이 아니라 심판 으로 되어 있다 는 막스 브로.)『 』 『 』
트가 자신의 부정신학적 해석에 입각하여 임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 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들뢰즈에 의하면 마지막 장을 실제로 카프카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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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떤 기계의 작동에 대한 경험적 보고서이거나 과학적 탐구 이“ ”

며 거기서 등장하는 법의 초월적 표상들은 단지 기계의 톱니바퀴들,

이 잘 맞물려 완전하게 합치되어 작동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만 필요

한 가상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세 요소들은 의 긴. “K

실험을 거쳐서 이루어질 세심한 분해의 대상이고 해체의 대상들이,

다.”47)

들뢰즈에 의하면 소송 은 초월적이고 불가해한 법에 관한 소설, 『 』

이 아니라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욕망에 관한 소설이다 법이, . “

있다고 믿었던 곳에 실제로 있는 것은 욕망이고 오로지 욕망뿐이다.

정의또는 는 욕망이고 법이 아니다( ) , .”司法 48) 법은 포르노 책자 위

에 기록되어 있으며 정의는 안정된 의지가 아니라 움직이는 욕망이,

다 그래서 법의 법인 정의는 표상되지 않는다 욕망과 법의 대립을. .

해결하는 더 상위의 법으로서의 정의란 존재하지 않는다.49)

어디에 두려고 했는지는 알 수 없으며 의 어떤 꿈 으로 처리했을 가능, K < >
도 있었다 막스 브로트가 소송 의 편집자 후기에서 밝힌 내용에 의. 2. 『 』
하면 소송 은 끝날 수 없는 말 그대로 미완성인 채로 무한정 계속되어, ,『 』
야하는 소설이며 무엇보다 소설 내용에서 소송의 규칙으로 무제한 연기, ‘ ’
가 채택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편집 상태는 상충한다 성당에. 3. <
서 는 소설의 종교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서 마지막 장으로 이끈 죄의식>
을 입증하도록 배열했지만 소송 전체를 염우에 두었을 때 오히려 사, ,『 』
제가 다른 법적 장치의 요소들에 비해 특권적인 위치를 차지할 이유가 없
으며 차라리 변호사 공장주 화가 의 장 앞에 두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 , , >
른다.

47)Deleuze & Guattari, Kafka, pour une litterature mineure, p.82.
48)위의 책 이진경은 카프카 소수적인 문학을 위하여 에서 이, p.90. : ‘la『 』

를 모두 사법 으로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는 욕망justice’ ‘ ( )’ . la justice司法
의 관점에서 볼 때 우선 법 과 구별되는 정의로 번역되어야 하며 그, (loi) ‘ ’ ,
다음 소송 의 맥락을 살려 사법의의미를병기하는것이낫다‘ ’ .「 」

49)데리다와 들뢰즈는 모두 법과 정의를 구분한다 법의 힘 에서 데리다‘ ’ . 『 』
는 정의를 법을 넘어서 있는 법의 바깥으로서의 독특성 으로‘ ’ , (singularite)
정의한다 따라서 정의는 항상 어떤 특유한 상황 속에 있는 독특한 개인들, ,
집단들 대체 불가능한 실존들인 타자들과 관련된다 정의는 계산불가능한, , .
것이며 계산된 형평성이나 공평한 분배를 의미하지 않는다 정의는 무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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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들뢰즈 카프카는 법의 초월성 이라는 관념을 비판한다 소- ‘ ’ .

송이 최종 심급에 도달불가능하고 최종심급이 그 자체로 표상불가능,

한 것은 부정신학에 고유한 무한한 위계 때문이 아니다 언제나 바, .

로 옆 사무실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표현되는 욕망의 인접성 그리고,

심급의 위계를 대체하는 권력의 선분성 때문이la segmentarite

다.50) 만일 소송 에서처럼 모든 사람들이 정의 사법 에 속하는( )『 』

부속물이라면 그것은 법의 초월성 때문이 아니라 욕망의 내재성, “ ,

때문이다.”51) 이것이 바로 소송 에서 그려진 의 탐구 내지 실K『 』

험이 도달한 발견이다 소송 그 자체가 결코 완결될 수 없는 소. 『 』

설인 것은 법의 무한한 초월성 때문이 아니라 욕망이라는 내재성의

장이 무제한으로 펼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들뢰즈는 이 욕망을 권력에 대한 욕망 억압하려는 욕망이나 억압,

받으려는 욕망 사디즘적 욕망과 마조히즘적 욕망이라고 이해한다면,

명백히 잘못된 것임을 지적한다 권력에 대한 욕망이란 없다 욕망. “ .

이 바로 권력이다.”52) 따라서 무한한 초월성으로서의 권력 자체도

없다 초월적인 법이 가장하는 것처럼 권력은 피라미드가 아니며 높. ,

은 곳으로부터 작동하는 것도 아니다 권력은 선분적이며 인접성에. ,

의해서 선형적 으로 작동한다 각각의 선분은 욕망의 한 형lineaire . “

상인 동시에 하나의 권력이다.”53) 욕망은 항상 톱니바퀴들과 부품들

이념으로서 그 자체로는 현전불가능하며 법과 계산을 초과한다 반면 들뢰, .
즈의 정의는 욕망 권력이며 법은 이 욕망의 내재성의 장 안에서 가능‘ ’ (= ) ,
하다.

50)예컨대 권력은 두 점을 잇는 직선처럼 선형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실제로, ,
권력이 직접 행사되는 부분은 이 선분의 끝지점인 절단지점에서다 왜냐하.
면 여기서 줄을 팽팽히 당겨야 권력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비교하자면 탈주선은 중간에서 다른 길로 새는 것이고 꾸불꾸불한 곡선의, ,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51)Deleuze & Guattari, Kafka, pour une litterature mineure, p.92.
52)위의 책, p.102.
53)위의 책 예컨대 관료제에 대한 욕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료제, p.103. , ,

적 선분이 있다 이것은 역사적인 어떤 순간에 그런 방식으로 결정화된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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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맞물려 돌아가는 어떤 기계적 배치의 권력으로 존재한다 억압하.

는 자와 억압받는 자의 구별은 기계 상태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지

그 역이 아니다 다시 말해 반동적 욕망과 혁명적 욕망의 구별은 없. ,

다 권력에 대립하는 권력의 기계들에 대립하는 혁명적 욕망이란 더. ,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욕망에는 공존하는 두 상태가 있다 하나는 이런 선분 저. ,

런 사무실 이런 저런 기계의 상태 속에 포착되어 이런 저런 내용의, ,

형식에 사로잡히고 이런 저런 표현의 형식으로 결정화되는 경우이다.

예컨대 자본주의적 욕망 파시즘적 욕망 관료제적 욕망 다른 하나, , , .

는 모든 선을 따라 나아가는 욕망의 상태로서 기계들을 부단히 해체

하며 탈형식화된 내용과 해방된 표현을 이끌어내며 무제한한 내재성

의 장에 도달하는 경우이다 전자에 상응하는 초월적이고 편집증적. “

인 법 은 유한한 선분을 완성된 대상으로 만들고 여기저기서 결Loi”

정화한다 후자에 상응하는 내재적이고 분열적인 법 은 반 법. “ Loi” ( )反

으로서 편집증적인 법 을 그것의 모든 배치들로 해체한다, Loi .54)

문제는 욕망 법의 두 상태들이 항상 혼합물로 공존하기에 구별 불-

가능하다는 데 있다 욕망의 악마성과 결백성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운동 속에서 뿐이다 악마적인 거대한 배치예컨대 아메리카. (

의 기술지배적 기계 러시아적인 관료제 기계 파시즘적 기계 속으, , )

로 욕망을 포획하는 현실적 운동보다 더 빨리 모든 배치를 가로지르,

망의 기계적 배치이기도 하다.
54)위의 책 여기서의 구분은 카프카 이전에 쓰여졌던 앙티 외, p.109. 『 』 『

디푸스 에서와는 다르다 카프카가 분명하게 전개시킨 법의 두 가지 특. “』
성이 있다 법의 분열증적 편집증적 특성 환유 이에 따르면 법은. 1) , ( ) ,—
전체화할 수도 없고 전체화되지도 않는 부분들을 지배한다 그러면서 이.
부분들을 칸막이친 듯 분할하고 벽돌처럼 조직하며 이것들의 간격을 측정
하며 소통을 금지한다 법의 우울증적이고 광적인 특성은유 이에. 2) ( ) —
따르면 법에 대해선 아무 것도 인식할 수 없고 또 법은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여기선 형의 언도판결가 형의 집행법의 실. ( ) (
행 에 선행하지도 않고 법조문이 형의 언도에 선행하여 존재하지도 않는) ,
다.”(Deleuze & Guattari, L'anti-Œdipe, ed. de Minuit, 1972, p.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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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어느 하나의 선분에도 사로잡히지 않고 출구와 하나가 되는 탈영

토화의 잠재적 운동을 가장 멀리까지 밀고 나가는 운동.

카프카의 소송 이야말로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시대를 반영하,『 』

는 거울이 아니라 시대를 앞질러가는 예언적 시계처럼 작동한다.

소송 의 는 결코 초월적인 법 앞에서 죄의식에 고개를 떨군 욕K『 』

망이 아니다 오히려 는 초월적 기준이 부재한 욕망의 내재적 장. , K

안에서 어떻게 능동적이고 연속적인 탈주선을 확보할 수 있는지 어, ,

떻게 새로운 기계의 톱니바퀴로 자기 변환될 수 있는지를 실험적으

로 보여준다 는 피고이자 변호사이고 판사이며 욕망 그 자체. K ,

다.55) 는 내재성의 장 안에서 접속구로 기능하는 여인들을 따라K , ,

모든 선분들의 경계를 넘어서 인접한 상이한 계열들로 흘러간다. K

의 탈영토화된 흐름은 기계적 배치와 해체를 동시에 보여주는 탈주

선이다 소송의 무제한 연기 란 초월적인 법과 선분적 권력에 포착. ‘ ’

되지 않고 끊임없이 탈영토화하는 욕망의 탈경계적 연속성에 다름

아니다.56)

55) 욕망 그것은 톱니바퀴들로 분해되는 기계들이고 또한 자기 나름의 기계“ , ,
를 만들어내는 톱니바퀴들이다 선분들의 유연성 벽들의 치환 욕망은 근. , .
본적으로 다의적이고 그 다의성이야말로 모든 것이 잠겨 있는 하나의 동,
일한 욕망이다.”(Deleuze & Guattari, Kafka, pour une litterature
mineure, p.105)

56)위의 책 소송 에서 화가 티토렐리가 에게 제시한 세가지, pp.93-4. K『 』
가능성 명확한 무죄방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욕망의 소멸을 뜻하기 때. 1. : .
문이다 외관상의 무죄방면 법이라는 추상적 기계에 상응한다 일시적. 2. : .
인 무죄방면이며 체포와 방면의 추상적 반복이다 욕망의 흐름과 법의 흐, .
름이 대립한다 편지와 동물소설의 경우에서 처럼 억압과 탈주를 교체 반.
복할 수 있다 무제한 연기 욕망과 법을 대립시키는 법의 추상적 기계. 3. :
에서 빠져나와 정의의 기계적 배치 속으로 탈코드화된 법과 탈영토화된, ,
욕망의 상호내재성 속으로 진입한다 이 연기는 유한하고 무제한적이고. “ ,
연속적이다 위의 책 연기의 유한성 초월성이 아니라 선분성이라”( , p.95). (
서 무제한성 연속성선분들의 인접성이 초월적 법의 위계를 대체한다), , ( ) .
연기는 완전히 긍정적이고 능동적이다 그것은 오로지 기계의 분해와 더“ .

불어 배치의 구성과 더불어 하나를 이루는 것이고 언제나 하나의 부분 옆, ,
에 있는 또 다른 부분인 것이다 연기는 그 자체로서의 과정이고 내재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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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문학의 미시정치학3.

카프카의 문학기계는 편지의 반송에 의한 중단 단편소설의 출구가,

막힌 두 방향으로의 갈라짐 끝날 수 없는 장편소설의 소송에 이르기,

까지 모든 것이 유산되지만 모든 것이 소통하는“ ”57) 하나의 리좀이

다 그것은 창조적인 탈주선이고 모든 종류의 도피처와는 무관하다. , .

특히 카프카의 장편소설은 사회 정치적인 기계적 배치들을 드러내고-

분해함으로써 사회 비판보다 더 효과적인 방식으로 세상의 탈영토화

를 촉진시키는 사회 정치적 기록이자 실험이다- .

들뢰즈에 의하면 카프카의 이러한 정치적 혁명성은 그의 소수문학,

성에서 비롯된다 소수문학이란 소수언어로 된 문학이라기보다는 다. “

수언어로 만들어진 소수집단의 문학이다.”58) 소수문학의 특징은 언“

어의 탈영토화 개인적인 것의 정치적 직접성 언표행위의 집단적 배, ,

치”59)에 있다 카프카는 다수언어인 독일어로 글을 쓸 수밖에 없었.

던 체코의 유대인이었고 개인적인 모든 문제가 정치적 문제와 직결,

되지 않을 수 없는 소수집단에 속했다 따라서 카프카에게는 언표행. ‘

위의 주관성 이란 존재할 수 없었고 카프카의 고통은 애초부터 고독’ ,

한 개인의 내면적 문제가 아니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들뢰즈는.

카프카로부터 좌절한 자의 아름다움“ ”60)이 아니라 삶을 긍정하는,

즐거운 웃음과 정치적 혁명성을 찾아낸다 소수문학으로서 카프카의.

글쓰기는 상아탑에 갇혀있는 제도 문학이 아니며 법들과 국가들과, “

체제들을 넘어서 욕망과 한 몸을 이루는 언표행위”61) 그 자체로 역,

장의 흔적이다 위의 책 들뢰즈와 가타리는 무제한 연기를 문제.”( , p.96) “ ‘
가 있는 상태 비결정의 상태 양심의 가책 상태로 정의하는 것은 전적’ , ‘ ’ , ‘ ’
으로 부정확한 것이라고 본다 위의 책 각주.”( , p.96, 5)

57)위의 책, p.98.
58)위의 책, p.29.
59)위의 책, p.33.
60)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벤야민 지음 반성완 편역 민음사, , , , 2002,『 』

p.97.
61)Deleuze & Guattari, Kafka, pour une litterature mineure, p.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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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이고 정치적이며 사회적인 언표행위이다.

글을 마치며V.

주어진 경계의 바깥을 사유하고 경계를 넘어가고자 하는 사유는,

경계 그 자체를 불변하는 것으로 놓은 채 경계 바깥을 향하여 수직

적으로 상승하는 초월을 의미하지 않는다 카프카의 소송 데리다의. ,

해체 들뢰즈의 탈주는 모두 비 초월적 방식으로 넘어가는 탈경계의, -

사유를 보여준다.

카프카 사유의 독특한 이미지는 소송이다 소송은 경계 안에서‘ ’ .

벌어진 경계의 위반이며 최종판결의 무제한 연기 속에서 전개되는,

능동적인 어떤 과정이다.

데리다는 이 소송 을 문학과 법 사이에 설정된 법 앞에 있음의‘ ’ ‘- - ’

이중 구속적 상황으로 읽는다 이는 보편적인 것과 독특한 것 사이의.

비 관계적인 관계 맺음이다 문학의 경계를 보장하는 법은 그 기원- .

에서 이미 허구적 서사성에 물들어 있으며 문학이 생산할 더 나중, ‘

에 도래할 법에 의해 대체가능하다 법은 문학에 의존한다 문학은’ . .

법을 넘어서는 법을 생산하는 독특성의 법이다 반면 법 그 자체. , ,

보편적인 본질로서의 법은 법이란 현전불가능하고 접근불가능한 것‘

으로서 남아있어야만 한다 는 법이다 문학은 이러한 법 앞에서 결코’ .

법과 접촉하지 못한 채 법 그 자체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법을 이야

기할 수 있을 뿐이다 문학은 법을 존중하며 법에 예속되어 있다 따. .

라서 법과 문학은 서로의 유사 초월론적 조건으로 작동한다 이렇게- .

해서 데리다의 카프카 읽기는 문학과 법 사이의 탈경계적 관계를 보

여주었다.

들뢰즈는 카프카의 소송을 내재성의 장 안에서 초월적인 법과 선‘ ’

분적 권력에 포착되지 않고 끊임없이 탈영토화하는 욕망의 연속적

운동으로 읽는다 욕망은 근원적인 결핍도 아니고 죄의식에 고개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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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억압된 충동도 아니다 욕망은 막 다른 골목에서도 출구를 찾는.

능동적인 생산이고 모든 배치를 가로지르는 창조적인 탈주선이다, .

욕망은 정의이고 권력이며 욕망이외의 어떠한 초월적 심급도 없는, ,

내재성의 장 그 자체이다 욕망은 끊임없이 경계들을 움직이고 한계. ,

들을 대체하며 인접한 다른 삶의 계열로 이어지는 탈경계적 연속체,

다 들뢰즈의 카프카는 리좀이자 탈주선으로서 탈경계적 문학기계로.

작동한다.

데리다가 경계를 가능하게 하면서 동시에 불가능하게 하는 유사-

초월론적 조건을 드러냄으로써 탈경계를 사유하고 있다면 들뢰즈는,

경계의 유동성과 변환을 생산하며 끊임없이 탈주하는 욕망의 실재적

운동을 통해서 탈경계를 사유하고 있다 데리다에게 텍스트의 바깥이.

없듯이 들뢰즈의 내재성의 장에는 초월적 심급이 없다 데리다와 들, .

뢰즈에게는 경계 바깥으로의 완전한 초월이 아니라 매번 독특하게,

이루어지는 해체와 탈주의 무한한 내재적 초월이 있을 뿐이다.

카프카를 통해서 탈경계를 사유하는 데리다와 들뢰즈의 작업은 카

프카를 이해하기 위해 마련되는 단순한 문학비평적 해석이 아니라,

오히려 데리다와 들뢰즈 자신들의 철학을 카프카의 작품들을 통해서

펼쳐 보이는 말하자면 철학적 개념의 실천적 적용에 가깝다 데리다, .

와 들뢰즈에게 카프카의 문학은 내재적 초월이라는 탈경계의 사유를

보여줄 수 있는 탁월한 사례를 제공한다 카프카의 문학은 근대 문학.

의 전통을 넘어서 자신의 법을 스스로 창출하는 능동적인 창조 행위

로서 뿐만 아니라 경직된 사회적 배치의 작동과 경계들을 드러냄과,

동시에 해체하는 정치적 혁명성을 통해서도 문학의 탈경계적 사유를

보여준다 데리다와 들뢰즈는 철학과 문학 사이의 전통적인 경계를.

넘어서 이러한 카프카 문학에 접속함으로써 철학적 사유와 글쓰기

자체를 새롭게 확장하는 탈경계의 사유를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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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ans-boundary Thoughts:

Philosophy of Deconstruction and Escape in Kafka

Kim, Jae Hee

This essay aims to bring to light trans-boundary

thoughts by examining the readings of Kafka by Derrida

and Deleuze. Boundaries create an enclosure which

guarantees self-identity and delimits thoughts. The idea of

trans-boundary thoughts tries to raise a question about

the boundaries that are entrenched, and reconsiders not

the complete transcendence from all boundaries but the

conditions that provide the basis for the boundaries

themselves. In addition, it is an attempt to rediscover

some continuous states that precede or underlie

boundaries. As for Derrida-Kafka, boundaries between two

self-identical systems, law and literature are

deconstructed by revealing that the two systems are

interdependent because one is the pseudo-transcendental

condition of the other that makes possible and, at the

same time, impossible for it to be.

In the case of Deleuze-Kafka, thoughts become

trans-boundary through the real movement of desire which

change the boundaries and constantly escape the field of

immanence, while not being conceived in transcende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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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hierarchial power. Derrida and Deleuze put into

practice their trans-boundary thoughts which expands

philosophical thoughts and writing by approaching Kafka

from the position of deconstructing traditional boundaries

between philosophy and literature.

62)

Keywords: Deconstruction, escape, trans-boundary, Kafka,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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