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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현대 사회에서 미감적 경험이 갖는 사회적 함의를 탐구한다.

이를 위해 미감적 경험에 관한 부르디외의 사회학적 비판을 경유해 그 한,

계를 논박하고 미감적 경험의 전복적 가능성을 역설하는 랑시에르의 감성

론을 고찰함으로써 미감적 경험에 내재하는 평등과 해방의 함의를 조명하

고자 한다.

오늘날 미감적 경험에 씌워지는 한 가지 사회적 혐의는 그것이 개인의

사회적 계급의 은밀한 징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현대 사회학.

자 부르디외는 개인의 미감적 경험과 사회적 계급 조건 간 상관관계에 대

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칸트의 전통적 미학 이론에서 주장된 무관심적 취,

미판단의 보편성을 반박한 바 있다 부르디외에 따르면 순수 미학 담론은.

특수한 역사 사회적 조건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 무관심적 취미판단을 인

간 보편적인 것으로 간주해 취미의 위계를 조장한다 이는 취미의 위계에.

상응하는 정신의 위계를 사람들에게 내면화하고 다시 그에 따른 사회적,

차별과 계급의 재생산을 정당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나 부르디외의 관점은 자신의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계급의 분리

및 고착에 기여한다는 동일한 비판 앞에 취약하다 사회적 실존 조건에 따.

라 개인의 실천적 감각 도식이 형성되고 다시 그로부터 산출된 개인의 사,

유와 행동에 의해 사회 질서가 재구축된다는 닫힌 순환의 구조상에서 변

화의 계기를 설명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동시대 철학자 랑시에르는 부르디외가 비판하는 칸트의 사유에

준거해 미감적 경험의 잠재적 역량을 고찰함으로써 부르디외의 비판을 넘

어서고자 한다 랑시에르가 자신의 사유 근간에 두고 있는 인간의 근원적.

인 지적 평등 개념은 칸트에게서의 선험적 인식능력의 보편성과 친연성을

갖는다 랑시에르는 이 지적 평등의 전제를 인간의 소통과 사회 질서의 성.

립 가능성을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저간의 토대로서 역설한다 그는 인간.

의 평등을 목표가 아닌 전제로 둠으로써 주체의 자유로운 역량 발휘를 위,

한 동력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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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에서 미감적 경험은 평등을 자각하는 계기이자 평등을 입증하는

무대가 된다 랑시에르는 사회의 질서가 세계에 대한 감각으로 주어지는.

것에 주목해 정치와 감성의 문제를 연결한다 그는 칸트와 쉴러의 미학에.

서 미감적 경험의 고유한 특징으로 분석되는 이중의 중지로부터 주체를,

비롯한 표상들을 규정짓는 종래의 관계들로부터의 분리의 계기를 읽어낸

다 이 가상적 분리의 경험으로부터 주체는 기존 질서의 우연성을 깨닫고. ,

평등의 전제에 입각해 새로운 감각의 질서를 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

을 주어진 질서에 맞세우는 불화의 무대화를 통해 세계에 대한 감각의 짜

임이 변화될 수 있다.

이처럼 랑시에르는 미감적 경험의 보편성과 가상성을 평등의 전제와

해방의 계기로 재해석함으로써 미감적 경험에 관한 초월적 논의를 경험적,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재전유한다 이로부터 주체는 상호 평등의 의식에 입.

각한 소통에의 의지를 고취하고 새로운 감각 질서의 발명을 통한 세계에,

의 개입을 모색할 수 있다 이것은 주체로 하여금 자신을 구조짓는 사회적.

실존 조건을 도외시하지 않으면서도 그에 갇히지 않고 자신이 선 사회 내,

자리와 평등의 무대를 가로지르는 저마다의 실천을 사유하고 행동하도록

이끈다는 의의를 갖는다.

주요어 미감적 경험 랑시에르 부르디외 평등 해방: , , , ,

학번: 2008-2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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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인간은 미감적1) 경험을 통해 마음의 내밀한 기쁨을 얻는다 미감적 경.

험의 이러한 특성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는 여러 사회적 의도와 역사

적으로 결합해 왔다 종교적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미감적 경험이 이용되어. ・
온 것은 유서가 깊으며 자본주의 발달과 더불어서는 미감적 경험이 일종,

의 상품으로 생산 소비되면서 문화예술 산업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이런, .

가운데 오늘날 미감적 경험에 씌워지는 주된 사회적 혐의는 그것이 명시

적 신분이 없어진 현대 대중사회에서 실질적인 사회 계급의 징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미감적 경험에서의 가치 판단 능력을 뜻하는.

취미취향 나 안목의 형성은 개인이 받은 교육의 정도나 자라난 문화적‘ [ ]’ ‘ ’

환경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계급의 영향을 받는다 때문에 한, .

사람의 취미와 안목은 그가 지닌 교양과 교육 수준 계급적 위치를 암시하,

며 나아가 그에 따른 사회적 구별짓기의 기준으로 쓰이고 있다, .

그러나 미감적 경험 자체에 배제와 차별의 의도가 내재하는지는 불분

명하다 전술했듯 미감적 경험의 능력은 인간의 유적 특질로 여겨질 정도.

1) 여기서 미감적이란 을 옮긴 말이다 이 단어는 한국어‘ ’ ‘ästhetisch; esthétique; aesthetic’ .
에서 미적 미감적 감성적 심미적 미학적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다 이 말‘ , , , , ’ .
은 감관에 의하여 직접 지각한다는 의미의 그리스어 아이스타노마이 감‘ ’(α σθάνομαιἰ
각 또는 감성적 지각을 뜻하는 아이스테시스 또한 이로부터 파생를 어원‘ ’ )α σθησιςἴ
으로 하고 있는데 바움가르텐은 이로부터 이성적 인식의 학으로서의 로기카 에, logica
대응하는 감성적 인식에 관한 학으로서의 아이스테티카 를 명명함으로써 근aesthetica
대 미학의 기초를 정립한다. (김수현 바움가르텐 미학대계 미학의 역사 서울대, , 1- ࡔ, ࡕ
학교 출판부 참고, 2007 ) 칸트는 바움가르텐의 기획을 이어받아 순수이성비판ࡔ 에서ࡕ
선험적 감성 원리에 대한 학문으로 초월적‘ 감성학 을 정립하는 한편으로Ästhetik( )’ ,
이 단어(ästhetisch; esthétique; aesthetic가 주관이 느끼는 감정과의 관계에서도 쓰이)
는 점을 고려해 에서는ࡕ판단력비판ࡔ 주관에 유발되는 특유한 쾌의 감정과 관련하여
‘ 미적 판단을 논한다 이렇듯 이 말이 복합적 의미를 갖는 사정에 기인하ästhetisch( ) ’ .
여 이를 옮기는 한국어 역자들은 일반적으로 이 말이 지닌 여러 의미를 밝히고 맥,
락에 따라 적합한 번역어를 선택해 사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본 논문은 논의.
의 중심이 되는 랑시에르의 사유에서 그가 을 칸트의 의 두 가지esthétique ästhetisch
의미 즉, 감성 과 관련된 감성적이라는 의미와 주관에 특유한 쾌의 감정Sinnlichkeit ‘ ’ ,
을 자아내는 미적이라는 의미 모두에 연관지어 사용하고 있기에보다 상세한 내용‘ ’ (
은 을 참고 이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용어로 미감적을 택하였다 다만 글의4-1 ), ‘ ’ .
맥락에 따라 부분적으로 감성적이나 미적 미학적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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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간 보편적이며 주관 내적으로도 미감적 경험은 개인에게 고양감과,

함께 공감의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측면이 있다 이를테면 아름다운 자연이.

나 예술품에서 흡족한 감정을 느낄 때 사람들은 그 감정을 타인과 나누고,

싶어하고 또 그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곧 미감적 경험.

은 인간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통된 지반 위에 서 있다는 어떤 근본적

인 평등함을 환기시키는 것도 사실이며 이렇게 본다면 미감적 경험은 오,

히려 사회적 불평등의 논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계기를 품고 있는 듯도

보인다 말하자면 미감적 경험이 오늘날 계급 과시 및 사회적 위계구조의.

정당화에 소용되고 있음을 일면 부인할 수 없음에도 미감적 경험에는 그,

보편성으로부터 기인하는 사회적 차별과 분리의 내파 가능성 또한 잠재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그 가능성을 탐구해보고자 한다 이에 현대 사회에서 미감적.

경험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고찰하는 것을 주제로 하여 미감적 경험에 제,

기되는 사회적 비판을 검토하고 그 비판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다시,

미감적 경험의 함의로부터 생각해보려 한다 이를 위해 동시대적 관점에서.

미감적 경험에 대해 강한 사회학적 비판을 개진하는 부르디외의 사유를

경유해 부르디외의 사유가 갖는 한계를 논박하고 미감적 경험의 전복적,

가능성을 역설하는 랑시에르의 사유를 중점적으로 조명할 것이다 이를 통.

해 미감적 경험에 내재하는 평등과 해방의 함의를 드러내고 그것의 실천,

적 의의를 보이는 것이 본 논문의 목표다.

현대 대중사회에서 미감적 경험이 어떻게 새로운 계급 구별의 기준이

되며 또 어떻게 그러한 분리를 정당화하는지를 분석해 낸 대표적인 이론

가는 프랑스 사회학자 부르디외다 부르디외는 현대 사회에서 미감적 경험.

의 기호 곧 취미야말로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구별짓는 역할을 하고 있음,

을 지적한다 그는 경험적 연구를 통해 현실 사회에서 작동하는 취미의 위.

계와 사회적 계급의 상관관계를 드러내고 이러한 위계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전통적인 칸트 미학을 비판한다 그가 보기에 칸트가 주장하는.

무관심적 취미판단의 보편성이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부르주아적 계급

조건을 묵과하고 있다 부르디외는 역사의 산물인 특정 계급의 취미판단이.

인간 보편적인 것으로 호도됨으로써 다른 계급의 취미판단을 열등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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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치부하는 사회적 차별의 기제로 쓰이고 있는 점을 고발한다 그는 이러.

한 보편적 취미판단의 환상이 취미를 통해 현실의 계급 질서를 내면화하,

는 계급 재생산의 메커니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가상으로서 작동하고 있

음을 드러낸다.

부르디외의 비판은 일차적으로 전통적 미학의 본질주의에 대한 비판이

다 그는 미적 대상이나 미적 가치 미적 판단에 초역사적 본질이 있다는. ,

생각을 거부하고 미학의 담론들을 그것이 속한 역사 사회적 조건과의 관,

계 속에서 재조명한다.2) 그에 따르면 미적인 것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주장

하는 이른바 순수 미학 담론은 근대 이후 형성된 자율적 예술 장의 출현

과 더불어 비로소 대두한 것이며 그 순수한 시선을 훈련하고 유지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지위를 가진 이들에게만 일반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오늘날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미학적 규준들의

역사 사회적 우연성을 밝히려 한다 하지만 부르디외가 전통적 미학의 본.

질주의를 문제삼는 보다 근본적 이유는 그것의 진위 여부에 있다기보다는

그것이 현실 사회에 작용하는 양상에 있다 순수 미학 담론에 따라 무관심.

적 취미판단이 인간 본질적인 것으로 상정될 때 그러한 취미판단 양식을,

체득하지 못한 이들은 스스로의 판단을 저급한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부.

르디외가 볼 때 취미판단의 차이는 사회 경제적 계급 조건에 크게 좌우되

는 것인데 순수 미학 담론에 함축된 취미판단의 위계는 그것에 상응하는,

정신의 위계를 주관에 내면화시키고 다시 그에 따른 사회적 차별과 계급,

의 재생산을 정당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곧 부르디외는 이론의 현실적 파.

급 효과 면에서 전통적 미학의 계급 분리적 함의를 비판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부르디외의 이론 역시 같은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

하다는 데 있다 부르디외는 개인의 해석과 실천을 강조하는 주관주의와.

사회 경제적 구조의 결정력을 강조하는 객관주의의 이분법을 극복하고 양

자를 종합하는 이론을 정립하고자 한다 그러나 양자의 매개 개념으로 고.

안된 개인의 아비투스 가 근본적으로 사회 경제적 환경에 의해 형성habitus

2) 미적인 것의 초월적 본질을 탐구하는 전통적 미학과 미적인 것을 역사 사회적 조건

의 구성물로서 파악하는 예술사회학의 대립적 구도 및 그 내부의 다양한 이론적 스

펙트럼을 조망하기 위해서는 쟈네트 월프 미학과 예술사회학 이성훈 옮김 이론, , , ࡔ, ࡕ
과 실천 을 참고, 19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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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인 한 그의 이론은 여전히 유사 구조 결정론 숨은 경제 환원론에, ,

가깝다는 지적을 받는다 개인이 처한 사회 경제적 환경에 의해 개인의 감.

각 도식으로서의 아비투스가 형성되고 다시 그 아비투스에 따른 개인의,

의식 및 행동에 의해 사회 경제 질서가 재구축되는 닫힌 순환의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는 개인의 취미판단을 그가 속한 계급 조건에 완.

전히 종속시켜 버림으로써 계급의 분할을 더욱 공인시키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봉쇄한다 현대의 문화 대중사회에서 행해지는.

사회적 계급 분할 및 재생산 전략을 폭로하고 그에 맞서고자 하는 부르디

외의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부르디외의 이론은 그에 대해 충분히 설득력,

있는 답을 제공해주지 못하는 듯 보인다.

이에 본고는 칸트의 사유로부터 근원하는 미감적 경험의 보편성과 가

상성으로부터 역설적으로 평등과 해방의 함의를 읽어내는 랑시에르의 사

유를 통해 부르디외의 문제의식에 대한 답변을 구성해보고자 한다 랑시에, .

르는 부르디외가 비판하는 칸트의 사유를 원용해 부르디외가 비판의 날을,

세우는 현실의 차원에서 칸트의 사유가 어떻게 더 전복적일 수 있는지를

고찰한다 본고는 이러한 랑시에르의 주장을 그가 사유의 근간에 두고 있.

는 전제로서의 평등 개념과 해방의 계기로서 주목하는 중지의 순간으로서,

의 미감적 경험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먼저 랑시에르가 주장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지적 평등은 칸트가 전제

하는 판단력의 형식적 보편성의 사회적 재해석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어떤.

사회 질서의 성립을 위해서는 그에 대한 성원들의 이해와 동의가 선행되

어야 한다는 점에서 모든 질서의 저간에 존재하는 근원적인 지적 평등을,

주장한다 그러나 그의 이론은 인간의 지적 평등을 형이상학적으로 증명하.

는 것에 천착하기보다는 이를 전제로 받아들일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이고자 하는 수행적 성격을 띤다 그는 이 전제로서의 평등을 현실에서.

의 경험적 입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부르디외가 비판했,

던 인식능력의 초월적 보편성을 오히려 주체의 실천을 위한 동력으로 삼

는다.

그리고 이 점에서 랑시에르에게 미감적 경험은 인간의 평등을 자각할

수 있는 계기이자 다시 그 평등을 입증할 수 있는 무대가 된다 그는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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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질서가 세계에 대한 감각으로 주어짐에 주목하여 정치와 감성의 문

제를 접목한다 랑시에르는 칸트가 미감적 경험의 고유한 특징으로 분석하.

는 미학적 중지자연적 욕망 및 개념적 규정의 중지를 종래의 규정된 감( )

각의 질서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계기로 파악한다 이 분리는 객관적 현실.

관계의 변화에 기인하지 않기에 가상적인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이 가상적,

분리의 경험으로부터 개인은 기존의 감각 질서의 우연성을 깨닫고 다른

질서를 상상하고 실현할 수 있는 지평을 갖는다.

이러한 랑시에르의 사유는 미감적 경험에 관한 초월적 논의가 어떻게

경험적 차원에서 실천적 적극적으로 재전유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랑시, .

에르는 미감적 경험의 보편성과 가상성으로부터 평등의 전제와 해방의 계

기를 이끌어냄으로써 평등의 입증을 향한 주체의 수행적 실천을 촉구한다, .

랑시에르의 사유를 바탕으로 우리는 상호 평등의 인식에 기반해 타인과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를 고취하고 이로부터 다양한 감각의 언어들을 통한,

새로운 감각 질서의 발명으로 기존의 질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실천들을

끊임없이 모색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풀어내기 위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장에서는 이후 전개될 부르디외와 랑시에르의 논의 이해를 위한 예비1

적 작업으로 논문의 논의와 관련되는 칸트의 미학 이론을 살펴보고자 한,

다 부르디외와 랑시에르 모두 칸트의 미학 이론을 논의의 주요 배경으로.

삼아 이를 비판하거나 원용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주장을 전개해나가고 있

으므로 칸트 미학의 이해는 논의 진행을 위한 사전 준비의 역할을 한다, .

먼저 순수이성비판 에서의 초월적 인식론을ࡔ ࡕ 바탕으로 추후 랑시에르의

감성론과 평등론의 이론적 준거가 되는 내용들을 확인하고 이어, 판단력ࡔ
비판 에서의 취미판단 분석 논의를 통해 미감적 경험을 둘러싸고 부르디ࡕ
외와 랑시에르가 벌이는 논박의 무대를 예비하고자 한다.

장에서는 논문의 문제의식의 배경으로서 미감적 경험에 관한 부르디2

외의 비판을 알아보고 그 한계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부르디외는 미감적, .

경험에서의 보편적 지침으로 간주되는 무관심적 시선이 특정한 역사사회

적 조건 속에서 탄생함을 밝히고 실증적 연구를 통해 무관심적 시선의 보,

편성을 반박한다 그는 취미의 위계적 체계 속에서 표상되는 사회의 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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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가 사람들에게 내면화되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사회 질서의 재생산

메커니즘을 이론화한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부르디외의 사유가 갖는 구.

조 결정론적 한계 또한 드러내는바 이를 넘어설 수 있는 길에 대한 고민,

을 다시 야기한다 이에 칸트의 미학을 다시 원용해 그 전망을 제안하는.

랑시에르의 감성론을 이하 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장에서는 랑시에르 사유 체계의 근간이 되는 평등 개념을 탐구하고자3

한다 그는 칸트의 선험적 인식능력과 친연성을 갖는 인간의 근원적 지적.

평등을 전제로 두고 현실에서의 경험적 입증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자 한,

다 랑시에르는 인간의 근원적인 지적 능력의 보편성에 대한 성찰을 통해.

부르디외의 분할의 논리를 넘어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그는 인간의.

고유한 특질로서의 공통된 로고스의 소유에 기반해 모든 사회 질서가 수

립되고 통용될 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평등에 근거한 실천적 행위를 통해,

현존 질서가 변화가능한 것임을 드러낸다.

장에서는 랑시에르의 감성론을 조망한다 랑시에르는4 . ‘esthétique’의 이

중적 의미 검토를 통해 감성적 지각의 탈역사성과 미학의 역사성을 동시

에 고려한다 랑시에르는 칸트 이래의 미학에서 특히 조명되는 미학적 중.

지가 주체를 규정하는 질서들로부터의 분리의 계기가 되며 이로부터 주체,

는 세계에 대한 감각의 질서를 다시 직조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구성.

된 새로운 감각의 질서를 종래 질서에 맞세우는 불화의 상연을 통해 세계,

에 대한 사람들의 감각의 짜임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장에서는 이러한 랑시에르의 감성론이 갖는 의의를 검토하고자 한다5 .

랑시에르가 주장하는 삶 속에서의 평등의 입증을 위해 예술을 비롯한 다,

양한 감각의 언어들은 기존의 감각 질서에 개입하고 새로운 감각을 짜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실천을 추동하는 힘은 타인과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한다 이 의지는 내가 타인과 동등히 말할 수 있는 존재이며.

타인도 나와 동등히 말할 수 있는 존재라는 서로에 대한 존중 즉 나와 타,

인이 평등하다는 생각으로부터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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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예비적 이해 칸트의 인식론과 취미판단론1 . :

본 논문의 논의를 본격적으로 개진하기에 앞서 이 장에서는 칸트의 초,

월적 인식론과 취미판단 논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미감적 경.

험에 관련한 칸트의 사유는 이후 전개될 논의의 주요한 이론적 배경이 된

다 부르디외와 랑시에르는 모두 칸트의 사유를 주요한 준거점으로 삼아. ,

즉 그것을 비판하거나 원용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주장을 구성한다 따라서.

칸트의 사유에서의 관련 내용을 미리 살펴보는 것은 이후의 논의 파악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부르디외와 랑시에르.

의 관점이 맞서는 주요 무대가 되는 칸트의 판단력비판ࡔ 에서의(3ࡕ 취미판

단 분석과 추후 랑시에르의 평등론과 감성론의 토대가 되는 순수이성비, ࡔ
판4ࡕ)에서의 초월적 인식론을 간략히 소개함으로써 이후의 논의 이해를 예
비하고자 한다.

초월적 인식론1)

칸트의 인식론은 흔히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에 비견된다 칸트는 인식을.

통해 사물의 본질을 탐구하고자 하는 종래의 철학적 전통에 대하여 인간,

은 사물 자체를 결코 알 수 없으며 인간의 인식 형식이 표상하는 대로만

대상을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칸트에 따르면 인식의 두 원천은 감.

성과 지성이다 대상이 우리의 감성을 촉발해 감각의 잡다한 표상들을 주.

관에 직관으로 안겨주면 주관은 지성을 통해 이 잡다한 표상을 개념 아,

래 통일함으로써 인식을 형성한다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간의 인식 형성은 대상에 대한 감각 작용으로부터 시작된다 대상은.

3) Immanuel Kant, Kritik der Urteilskraft, Ak., Bd. (Ⅴ 판단력비판 백종현 옮김 아카넷, , ࡔ, ࡕ
2006)이하 한국어본에 해당 원문의 쪽수가 병기되어 있기에 한국어본의 쪽수( KU,
는 따로 표기하지 않음)

4) Immanuel Kant, Kritik der reinen Vernunft, Felix Meiner 순수이성비판 백종현 옮김( , ࡔ, ࡕ
아카넷, 2009)이하 한국어본에 해당 원문의 쪽수가 병기되어 있기에 한국어본( KrV,
의 쪽수는 따로 표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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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여러 감관들을 직접적으로 촉발해 인간에게 대상에 대한 어떤 표

상들을 갖게 한다 칸트는 이처럼 우리가 대상들에 의해 촉발되는 방식으. “

로 표상들을 얻는 능력곧 수용성 을 감성 이라 부른( , )”(KrV B33) Sinnlichkeit

다 이 감성에 의해 대상과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KrV B377)

직관이 주관에 주어진다 인간은 직관에 의해 대상에 대한 잡다한 표상들.

을 얻게 되는데 이렇게 경험적 직관에 의해 주관에 주어지는 무규정적 대,

상을 현상이라 통칭할 수 있다 칸트는 인간의 주관에 대상을 현.(KrV B34)

상하는 능력으로서 감성이 지닌 순수한 형식을 알기 위해 이 현상을 다시,

감각에 대응하는 현상의 질료와 그러한 현상의 잡다한 것이 일정한 관계,

에서 질서지어지게끔 하는 현상의 형식으로 구분한다 칸트가 감.(KrV B34)

성의 경험적 직관으로부터 대상에 기인하는 질료적인 부분을 사상해 얻어

내는 감성의 순수 직관 곧 감성의 선험적 형식은 공간과 시간이다, .(KrV

B36)

감성에 의해 수용된 대상의 표상들만으로는 인식을 형성하지 못한다.

인식은 이 표상들을 결합하고 공통된 징표의 매개 아래 통일성을 부여하

는 작용에 의해 비로소 산출된다 이때 표상들을 결합하고 통일성을 부여.

하는 능력은 대상에 의해 촉발되는 수동적 감성과는 다른 능력으로 구별

되어야 한다 표상의 결합은 주관의 자발적인 사고 작용에 의해 이루어지.

는 것으로 이 능동적 통일 작용을 하는 능력이 지성 이다, Verstand .(KrV

감성에 의해 직관이 주어지듯 지성에 의해서는 개념이 주어진다 개B75) .

념은 다양한 표상들에 공통일 수 있는 징표를 매개로 하여 대상과 간접적

으로 관계맺는다 직관을 경험적 직관과 그것에서 대상의 질료.(KrV B377)

적인 부분을 제거한 순수직관으로 구분한 것과 마찬가지로 칸트는 개념,

역시 대상으로부터의 표상들이 결합해 이루어지는 경험적 개념과 지성에,

그 원천을 갖는 순수개념으로 구분한다 칸트는 이 지성의 선험.(KrV B377)

적 형식을 순수지성개념으로서의 범주들5)이라 부른다.(KrV B105)

이 범주들은 지성의 활동으로부터 연역된 것이다 지성은 직관으로 주.

어지는 다양한 표상들을 결합하고 개념을 통해 통일성을 부여하는 작용을

한다.6) 그런데 칸트에 따르면 이것은 다름 아닌 판단 작용이다 주어진 대.

5) 순수지성개념으로서의 범주들의 내용과 관계는 다음과 같다.(KrV B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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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표상들을 상위의 표상으로 포괄하는 통일 기능이 판단의 기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칸트는 지성의 모든 활동들을 판단들로 환원.(KrV B94) “

할 수 있고, 지성 일반은 판단하는 능력이라 표상될 수 있다 고 말한”

다 이로부터 칸트는 표상들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판단의 논리적.(KrV B94)

기능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성의 사고 작용을 틀짓는 순수 형식으로서

의 범주들7)을 도출해낸다.

인간은 이 감성과 지성의 선험적 인식형식을 통해서만 세계를 표상한

다 공간과 시간은 경험적 직관을 틀짓는 형식으로서의 순수직관이다 공간. .

과 시간은 사물들 자체에 속하지 않고 그것을 모든 직관의 형식으로 갖는

인간에게만 의미를 지닌다 칸트는 이런 점에서 공간과 시간이 인간의 경.

험을 틀지으면서 그에 항상 수반되어 있다는 점에서 “경험적 실재성”(KrV

을 갖는 동시에 인간의 경험이라는 주관적 조건을 배제하고 본다B44, 52) ,

면 존재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것이라는 점에서 “초월적 관념성”(KrV B44,

양의 범주들 질의 범주들 관계의 범주들 양태의 범주들

하나 실재성 내속성과 자존성의 관계 가능성불가능성-

여럿 부정성 원인성과 의존성의 관계 현존부재-

다수 제한성 상호성의 관계 필연성우연성-

6) 칸트는 주관이 갖는 모든 표상에는 나는 사고한다는 것이 수반되어야 함을 발견한‘ ’
다 칸트는 이처럼 표상의 잡다를 하나의 의식에 귀속되게끔 하는 자기.(KrV B131)
의식을 통각이라 일컫는데 그는 경험적 통각으로부터 다시 순수통각 곧 구별되는, ,
모든 의식에서 동일자로 있으면서 모든 표상에 수반되는 자기의식으로서의 근원적

통각을 이끌어낸다 이 통각의 통일 작용은 잡다한 표상들을 하나의 동.(KrV B132)
일한 인식 안에 종합시킨다 그 자체 파편적인 데이터일 따름인 직관의 잡다는 하.
나의 의식 안에서 종합됨으로써 비로소 경험적 지각이 될 수 있다 동시에 이 잡다.
한 표상들이 종합될 수 있음으로부터 의식의 동일성이 비로소 자각된다 곧 의식의.
동일성은 논리적으로 선행하지만 이는 직관 잡다의 종합을 통해서만 확인된다 칸.
트의 말을 빌리자면 내가 주어진 표상들의 잡다를 한 의식에서 결합할 수 있음으“
로써만 내가 이 표상들에서 의식의 동일성을 스스로 표상하는 것이 가능 한 것이, ”
다.(KrV B133)

7) 순수지성개념으로서의 범주들을 이끌어내는 근거가 되는 판단의 논리적 기능들은 다

음과 같다.(KrV B95)

판단들의 양 판단들의 질 판단들의 관계 판단들의 양태

전칭 긍정 정언 미정

특칭 부정 가언 확정

단칭 무한 선언 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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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는다고 말한다 감성이 주관에 들어오는 현상들에 형식을 부여한52) .

다면 지성은 그 현상들에 규칙을 부여한다 곧 모든 현상들의 총괄인 자, . “

연질료상으로 본 자연에 선험적 법칙들을 지정하는 개념들 이 지성의( ) ”

범주들 이다 공간이나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 범주들은 사물“ ” .(KrV B163) ,

그 자체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인간에 대해서는,

“경험 일반의 형식 으로서 실재성을 갖는다”(KrV A125) .

그러나 인간이 인간의 주관적 감성 형식에 의해 대상을 현상한다고 해

서 이렇게 주어지는 대상의 표상들이 대상과 무관한 것은 아니다 이는, .

인간의 감성이 어디까지나 수동적인 수용적 능력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감.

성은 객관의 현존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 인간의 감성적 직관은 객관의. “

현존에 의존적이고 그러니까 주관의 표상력이 그것에 의해 촉발됨으로써,

만 가능한 것 이다 따라서 인간의 감성적 직관은 사물 그 자체”(KrV B72) .

는 결코 포착할 수 없지만 객관의 대상에 의해 촉발된다는 점에서 객관과,

모종의 관계를 맺는다.

지성 개념의 사용 한계 역시 이로부터 도출된다 지성 개념의 범주들은.

인간의 감성적 직관의 표상들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다 칸트는 경험의 한.

계를 넘어 선험적 인식 형식들을 사용함으로써 가상을 산출할 위험을 경

계한다 감성은 수용하는 능력이므로 현실적으로 감성의 형.(KrV B86, 88)

식에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직관을 확장시킬 수 없다 그러나 지성은.

사고하는 능력이므로 논리적으로는 감성적 직관으로 주어지지 않는 것들

에 대해서도 개념들을 확장시킬 수 있다.8) 하지만 칸트는 그처럼 감성적

직관 너머로 개념을 확장하는 것은 그 실재성 여부를 전혀 판단할 수 없

는 공허한 개념들만 낳을 뿐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한

다 적어도 인식 판단과 관련해서는.(KrV B148) , “우리의 감성적인 경험적

직관만이 사고 형식들에 의의와 의미를 줄 수 있다.”(KrV B149)

칸트는 인간의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틀인 선험적 인식형식들을 인간

인식의 초월적 조건이라 일컫는다 이때 초월적 이라는 말은. ‘ transzendental’

통상적 용법과는 달리 모든 경험을 넘어가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

니라 경험에 선행하는 선험적인 것이긴 하지만 오로지 경험 인식을 가능, ( ) ,

8) 이를테면 정령 이나 신과 같은 것들이 그러하다Geist .(KrV A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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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하는 데에만 사용되도록 정해져 있는 그런 어떤 것을 의미한다.”9) 칸

트가 인간 인식의 초월적 조건에 주목하는 것은 경험 너머를 보기 위해서

가 아니라 정반대로 인간의 경험에 안정된 공통의 토대를 부여하기 위해,

서다 인간의 선험적 인식 형식은 인간 공통의 것이며 인간은 이를 벗어. ,

나 사물들과 관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형식들로 현상되는 표상들은 인,

간의 경험적 세계 자체이다 현상들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주관에 비쳐 들.

어온 것이라는 점에서 주관적인 것이지만 그 주관의 형식은 인간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기에 적어도 인간에게 이 현상들은 객관적인 것이기도 하다.

칸트는 인간 인식의 한계를 규정함과 더불어 그 한계를 인간 인식의 영토

로서 보장한다 이를 통해 칸트는 인간의 경험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보편적 기반을 정초한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추후 살펴볼 랑시에르의 평등론 및 감성론

과의 연계를 예비할 수 있다 미감적 경험에서 작용하는 미감적 판단력은.

판단이라는 점에서 지성의 활동에 관계하며 이것은 랑시에르에게서 이야,

기되는 인간 이성의 평등 근원적인 지적 평등 주장과 이어진다 경험을, .

가능하게 하는 초월적 조건으로서의 인식 형식을 말하는 칸트의 인식론은,

선험적 차원에서 보증되고 경험적 차원에서 입증되는 전제로서의 평등이

라는 랑시에르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다른 한편 무엇이 감. ,

각에 현시되고 어떻게 지각되는지의 경험 형식을 규정하는 문제를 정치와

연결짓는 랑시에르의 감성론은 스스로 말하듯 칸트의 감성학을 차용하고

있다 인간이 감각들을 인간의 공통된 언어로 가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

역시 감각의 표상들로부터 인식을 형성하는 인간 조건에 대한 칸트적 이,

해에 바탕하고 있다.

취미판단의 분석과 연역2)

칸트는 판단력비판 의 미의 분석학 에서 미감적< ࡔ< ࡕ 10) 판단의 주요 형

9) 칸트 형이상학서설 부록 칸트 순수이성비판 백종현 옮김 아카넷, : , 373 ( , , , , 2006,Ⅳࡔ ࡕ ࡔ ࡕ
역주 에서 재인용p.278 6) )

10) 칸트에게서 또는 는 순수이성비판 과 판단력비판 에서 다소간Ästhetik ästhetisch ࡔ ࡕ ࡔ 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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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인 취미판단을 면밀히 고찰한다.11) 칸트는 미감적 판단으로서의 취미판

단을 순수이성비판 에서 고찰된 판단의 네 가지 논리적 기능인 양 질, ࡔ, ࡕ
관계 양태의 계기 에 따라 분석한다, (KrV B95) .12) 이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다른 의미로 쓰인다 순수이성비판 에서의 이 우리가 대상에 의해 촉발되. Ästhetik ࡔ“ ࡕ
는 방식으로 표상들을 얻는 능력곧 수용성 으로서의 감성과 관련되는( , )”(KrV B33)
학을 뜻한다면 판단력비판 에서 는 주관의 쾌 또는 불쾌의 감정, ästhetisch “ ”(KUࡔ ࡕ
과 관계되는 술어로 쓰이고 있다B4) . 칸트는 판단력비판 제 서론 에서 이 문제에< 1 >

대해 고찰한 바 있다 제 서론 칸트에 따르면 는 현(KU 1 XX221-XX223). ‘ästhetisch’Ⅷ
상으로서의 대상의 인식을 위한 용도로 표상과 대상과의 관계에서 사용될 수도 있

고 쾌 불쾌의 감정과 관련해 표상과 주관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경우에도 쓰일 수, ・
있다 따라서 표상방식이라는 표현은 그 뜻이 불분명하다 어떤 대상의. ‘ästhetisch ’ .
표상이 시간 공간이나 색 모양 등 사물을 포착하는 인간 감성의 형식을 부수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어떤 대상의 표상이 주체에게 주관으로써만 느,
낄 수 있는 쾌나 불쾌의 감정을 유발함을 가리키는지 모호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칸트는 이 모호함은 이라는 말을 직관이나 지성의 표상들에 사용하지 않, ‘ästhetisch’
고 판단력의 행위에 대해서만 제한해 사용한다면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 판단이란.
표상들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능동적 작용인 지성의 활동이기에 수용적인 것으로서,
의 감성과는 직접적으로 결합될 수 없다 수동적 감각기능만을 갖는 감성이 능동적.
활동인 판단을 내릴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판단이란 표현에서. ‘ästhetisch ’

는 표상에 의해 촉발된 주관의 쾌 불쾌감과 관련한 의미를 가지며‘ästhetisch’ ,・
판단이란 이러한 주관의 쾌 불쾌감을 특징으로 하는 곧 대상의 표상에‘ästhetisch ’ ,・

의해 촉발된 주관의 쾌 불쾌의 감정을 그 규정근거로 삼는 판단으로 이해된다.・
11) 판단력비판 은 내용상 미감적 판단력 비판 과 목적론적 판단력 비판 으로 나< > < ࡔ< ࡕ
뉘고 그 각각은 분석학 과 변증학 방법론 으로 구성된다 이 중 미감적, < > < >, < > . <
판단력의 분석학 은 다시 미의 분석학 과 숭고의 분석학 으로 나뉜다 곧 미감> < > < > .
적 판단은 미적인 것과 관계하는 취미판단과 숭고와 관계하는 숭고판단으로 세분된

다 본고에서는 부르디외와 랑시에르의 논의에 관련된 내용으로 초점을 집중하기.
위해 취미판단을 중심으로 미감적 판단을 이해하고자 하며 숭고와 관련한 부분은,
다루지 않기로 한다.

12) 그러나 순수이성비판 에서의 순서와 달리 취미판단의 분석은 질의 계기에 대해서ࡔ ࡕ
제일 먼저 이루어진다 칸트의 말에 따르면 이는 미적인 것에 대한 미감적 판단. “ ( )
이 이 계기들질의 계기들을 맨 먼저 고려하기 때문 이다 네 가지[ ] ”(KU B4) . 계기들

에 따라 판단력비판 에서 분석된 취미판단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ࡔ ࡕ
질 양 관계 양태

무관심성 주관적 보편성 목적 없는주관적 합목적성( ) 주관적 필연성

크로포드는 이상과 같은 분석이 순수이성비판 에서 제시된 판단 기능의 하위 계기ࡔ ࡕ
분류양 전칭 특칭 단칭 질 긍정 부정 무한 관계 정언 가언 선언 양태 미정 확( : / / , : / / , : / / , : /
정 명증와는 그대로 일치하지 않음을 지적하기도 한다 크로포드 칸트 미학/ ) .(D.W. , ࡔ
이론 김문환 옮김 서광사, , , 1995 pp.37-39)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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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취미판단은 어떤 대상의 표상이 주관에 유발한 쾌나 불쾌의 감정

을 판단의 규정근거로 삼는 판단이다 취미판단의 규정근거가 되.(KU B4)

는 주관의 쾌는 대상의 현존 여부와 관계없이 생겨날 수 있다는 점에서

감관판단이나 도덕판단에서의 쾌와 구별되는 무관심적 특질을 갖는다 관.

심은 대상의 실존 표상과 결합하는 흡족 으로서 모든 이해관심“ ”(KU B5) ,

은 대상의 실존에 대한 욕구를 전제하고 있거나 그 욕구를 불러일으킨,

다 감관판단은 감각 기관들의 만족에서 오는 쾌적함에 근거한.(KU B16)

것으로 이때의 쾌적함은 그 쾌적함을 안겨준 대상의 실존과 나의 관계가,

전제된 것이기에 대상에 대한 경향성애착을 수반한다 도덕판단[ ] .(KU §3)

은 이성을 매개로 하는 개념들에 의한 만족에서 오는 좋음에 근거한 것으

로 이때의 좋음 또한 어떤 객관이나 행위의 현존을 의욕하게 하고 그에, ,

대해 존중이나 인정과 같은 객관적 가치를 부여한다 만약 관심.(KU §4,5)

이 대상에 대한 찬동을 규정하는 근거라 한다면 대상에 대한 판단은 결코

자유로운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사실 대상에.(KU B16)

대한 필요에 종속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취미.

판단의 경우 일체의 이해관심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주관의 내적 판단,

법칙 이외에는 무엇에도 종속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취미판단은 어떤 이. “

해관심도 감관의 이해관심도 이성의 이해관심도 찬동을 강제하지 않는, , ”

자유로운 흡족 에 의거한다 칸트는 이처럼 일체의 관심 없이“ ”(KU B15) . “ ”

주관의 쾌 불쾌 감정에 의해 대상을 판정하는 능력을 취미 라 칭하며“ ” ,・
그러한 쾌의 대상을 아름답다미적이라 고 부른다“ [ ]” .(KU B16)

취미판단의 무관심성은 취미판단의 보편성 요구에 관한 중요한 근거가

된다 누군가가 어떤 것에서의 흡족함이 자신에게서 일체의 관심과 상관. “

이 없음을 의식한다면 그는 그것이 누구에게나 흡족할 근거를 함유하고,

있음이 틀림없다고 판정 할 것이다 감관판단에서의 쾌와 취미판” .(KU B17)

단에서의 쾌는 이 보편타당성의 요구에 의해 내적으로 구별된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은 어떤 것이 아름답다고 말할 때는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판단 하듯이 하며 그 아름다움이 마치 사물의 속성인 것처럼 말한다” “ ” (KU

아름다움을 판정하는 취미판단에서 느끼는 쾌의 감정이 자신의 사적B20).

관심과는 관계없이 촉발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대상의 표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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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보편에 쾌를 촉발하는 것이라 여기게 되는 것이다 개인적 이해관심.

과 결합하지 않은 취미판단은 바로 그 이유로 동시에 그것이 모든 사람에

게도 타당할 것이라는 “주관적 보편성 강조는 인용자을 요구한”(KU B18, )

다 여기서 취미판단이 요구하는 전칭판단. 13)으로서의 보편성은 논리적이“

아니라 감성적 다시 말해 판단의 객관적 양을 함유하지 않고 단지 주관,

적 양만을 포함 하는 것이다 객관적 양의 면에서 보편타당성을” .(KU B23)

획득한다는 것이 미라는 술어를 전체 논리적 권역에서 고찰된 객관의 개“ ,

념 과 연결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면 주관적 양의 면에서 보편타당성을 획” ,

득한다는 것은 그 술어를 판단자들의 전체 권역 너머까지 확장 하는 것“ ”

을 의미한다(KU B23-24)14)

객관에 대한 이해관심과 관계없이 쾌의 감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이 쾌가 오로지 주관의 내적 판단 법칙에 의거하는 것임을 시사한다 칸.

트는 이 내적 판단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대상에 의해 촉발된.

표상은 주관의 인식능력들인 상상력과 지성을 활동하게 한다 직관의 잡. “

다를 합성하는 상상력과 표상들을 하나로 만드는 개념의 통일작용을 하는,

지성 이” “자유로운 유희 를 통해 조화를 이루게 되면 주관은 그 조화에” ,

대한 의식으로부터 쾌를 느끼게 된다 취미판단의 쾌는 주관적.(KU B28)

또는 객관적 목적에 의해 규정될 수 없다 그러나 어떤 대상의.(KU B34)

표상에서 목적을 의식할 수 없다 하더라도 어떤 법칙을 따르는 의지에,

의한 인과성의 결과로서만 그 대상의 표상이 설명되고 파악될 수 있다면

그것은 합목적적이다 칸트는 어떤 대상의 표상에서 목적을 찾을.(KU B33)

13) 취미판단은 개별적인 단칭판단이지만 동시에 전칭판단으로서의 보편성을 요구한다.
단칭판단은 단독 대상으로서의 주어에 대해 술어가 타당한 판단예 소크라테스는( : ‘
죽는다 을 뜻하며 전칭판단은 주어 개념의 외연 전부에 대해 술어가 타당한 판단’) ,
예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을 뜻한다 단칭판단의 주어 개념은 그 자신이 외연의 전( : ‘ ’) .
부이므로 주어 전체에 대해 술어가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내적 타당성.
면에서 양자는 논리적으로 같은 것으로 취급 할 수 있으며 다만 양의 관점에서“ ” ,
하나와 무한과의 관계 로 구분할 수 있다“ ” .(KrV B96)

14) 이는 주관과의 관계에서의 보편성이라는 점에서 객관의 개념과 관계되는 객관적 보

편성과 구별된다 이를테면 내 눈 앞에 피어 있는 이 장미는 아름다운데 다른 사. ‘ ,
람 모두도 이 장미 앞에서 그렇게 느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주관적 보편성’
이라면 장미라는 개념으로 묶이는 대상들은 보편적으로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 ’
것이 객관적 보편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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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음에도 그 표상이 주관도 내적으로 공유하는 어떤 법칙에 부합할 때

취미판단의 쾌의 감정이 생겨난다고 보고 이를(KU B33), 주관적 합목적“

성 강조는 인용자 혹은”(KU B35, ) “목적의 표상 없이 있는” “합목적

성 이라 일컫는다”(KU B61) .15) 취미판단은 대상에 대한 인식을 추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관에 고양감과 함께 스스로의 역량이 증대되는 느낌을,

갖게 한다 대상의 표상이 주관의 인식능력들의 활동에 합목적적으로 부합.

한다는 느낌은 주관으로 하여금 자기 인식능력들의 역량을 확인하고 그것

을 신뢰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칸트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름다. “

운 것을 음미하면서 머무른다 이 음미는 자기 자신을 강화하고 재생산하.

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 이러한 주관의 생명감정 이 쾌나 불”(KU B37) . “ ” “

쾌의 감정 의 다른 이름이다” .(KU B4)

취미판단은 개념 없이 대상과 필연적인 흡족의 관계를 맺는다 필연적. ‘ ’

이라는 말은 어떤 주관이라도 즉 누구라도 그 대상의 표상으로부터 만족,

을 느껴야 할 것이라는 요구를 품고 있다 그러므로 취미판단은 개념들에. “

의해서가 아니라 단지 감정에 의해서 그러면서도 보편타당하게 무엇이 마,

음에 맞고 무엇이 마음에 맞지 않는지를 규정하는 하나의 주관적 원

리 를 가지고 있다 취미판단은 판단자의 주관 내적인 원리에 준”(KU B64) .

거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렇게 판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주관

적 필연성 강조는 인용자을 요구한다 칸트는 이 주관적 원리에”(KU B63, ) .

“공통감”16) 이라는 이름을 부여한다 인식과 판단을 도출하는 인식(KU B64) .

15) 칸트가 생각하는 인간의 능력 체계에서 쾌 불쾌의 감정은 인식능력 욕구능력과,・
더불어 마음의 전체 능력들 중 하나로 간주될 만큼 중요한 위상을 갖는데 그것은,
쾌 불쾌의 감정이 자연과 자유를 매개하는 원리인 주관적 합목적성의 내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칸트가 제시하는 상위 영혼 능력들의 표는 다음과 같다. .(KU
BLVIII)

마음의 전체 능력 인식능력 선험적 원리 적용대상

인식능력 지성 합법칙성 자연

쾌불쾌의 감정· 판단력 합목적성 기예

욕구능력 이성 궁극목적 자유

16) 칸트는 공통감이라는 선험적 원리로 인해 취미판단은 견본적 필연성과 견본적 타당

성을 부여받는다고 말한다 취미판단의 견본적 필연성이란 우리가 행하는 개별적.
취미판단이 우리가 제시할 수 없는 보편적 규칙의 하나의 실례와 같은 것으로 간“
주 되기에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필연성을 갖게 됨을 뜻한다 마찬가지로”(KU B62) .
취미판단의 견본적 타당성이란 우리가 행하는 개별적 취미판단이 공통감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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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들의 조율은 감정에 의해 규정되며 이 감정은 공통감의 전제에 의해 보,

편적 전달가능성을 얻으므로 공통감은 곧 인식과 판단의 보편적 전달가능,

성의 전제이기도 하다.

이상과 같은 취미판단의 특성들은 선험적 차원에서의 설명을 필요로

한다 다시 말해 보편성이나 필연성과 같은 개념은 사실 여부의 확인을 통.

해 증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경험으로는 충분히 증명될 수 없는 선,

험적 개념을 대상에 대해 사용할 권리 내지 권한을 밝히는 초월적 연역을

통해 분석되어야 한다.(KrB 116-7)17) 칸트는 주관 내적으로 이루어지는 취

미판단의 보편타당성 요구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실이 전제되

어야 한다고 본다.

미감적 판단력의 한낱 주관적인 근거들에 의거하는 판단들에 대한

보편적 동의를 요구주장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

은 것을 시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즉 모든 인간에게 이 능력. 1)

의 주관적 조건들은 이 판단에서 활동하게 된 인식력들의 인식 일,

반과의 관계에 관한 한 한가지이다 이것은 참이지 않으면 안 된, .

다 그렇지 않다면 인간들이 서로 자기들의 표상들을 심지어 인식, ,

을 전달할 수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판단은 순전히 이 관. 2)

계그러니까 판단력의( 형식적 조건만을 고려한 것으로 순수한 것)

이다 다시 말해 그 규정근거로서 객관의 개념들과도 감각들과도.

혼합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이 후자와 관련해서 설령 잘못됨이 있.

다 해도 그것은 단지 법칙이 우리에게 주는 권능을 어떤 특수한,

경우에 올바르지 않게 적용한 것에 관한 것일 뿐 그로 인해 권능,

일반이 폐기되는 것은 아니다.(KU B151)

규범에 부합하는 판단과 그 판단에서 표현된 객관에 대한 흡족을 모든 사람에 대한

규칙으로 삼을 권리 를 지니기에 모든 사람에 대한 타당성을 갖게 됨을”(KU B67)
뜻한다.

17) 칸트에 따르면 연역이란 권한 내지는 정당한 권리를 밝혀내야 하는 증명 으로 칸“ ” ,
트는 이를 다시 어떤 개념이 경험과 그 경험에 대한 반성을 통해 어떻게 획득되는“
가 하는 방식 을 지시하는 경험적 연역과 어떻게 선험적 개념이 대상과 관계 맺” , “
을 수 있는가 하는 방식 을 설명하는 초월적 연역으로 구분한다 이러” .(KrV B116-7)
한 구분에 입각해 취미판단의 연역을 고찰하는 연구로는 크로포드 칸트 미D.W. , ࡔ
학 이론 김문환 옮김 서광사, , , ࡕ;1995 김상현 칸트의 미감적 합리성에 대한 연구, ,｢ ｣
서울대학교 철학과 박사학위논문 등 참고, 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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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취미판단의 주관적 근거가 산출되는 인식능력들 및 그 조건은 모

든 인간에게 있어 동일하다 즉 우리는 우리가 우리 안에서 마주치는 판. “

단력의 동일한 주관적 조건들을 보편적으로 어떤 사람에게서나 전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사람마다 인식능력이나 인식을 형성.”(KU B152)

하는 조건이 다르다면 인간의 소통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인식일반으로.

서의 취미판단의 보편적 전달가능성을 논증하는 와 에서 칸트는 인식§9 §21

의 형성 과정 자체를 설명하는 데 주력한다.

대상은 표상에 의해 주어지는바 일반적으로 그로부터 인식이 이루,

어지기 위해서는 직관의 잡다를 합성하는, 상상력과 표상들을 하,

나로 만드는 개념의 통일작용을 하는 지성이 필요하다.(KU B28)

이런 일인식력들의 조율은 주어진 대상이 감관들을 매개로 상상[ ]

력을 활동시켜 잡다를 합성하게 하고 또 그러나 상상력이 지성을,

활동시켜 잡다를 개념들에서 통일시킬 때 실제로도 항상 일어나는,

일이다.(KU B65)

즉 주관의 인식능력들인 상상력과 지성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식이 이

루어지는 것은 인식 형성의 보편적 조건이다 어떤 주관에 의해 형성된 인.

식이 그 자체로 다른 주관에 옮겨지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칸트는 주관 내,

인식이 형성되는 조건이 모두 같음을 보임으로써 인식의 보편적 전달가능

성을 설명하려 한다 따라서 인식이나 감정이 전달된다는 것은 그것 자체.

가 주관과 주관 사이를 오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상의 공통된 인식론적,

조건에 근거해서 모든 주관이 동일한 인식이나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

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취미판단은 판단력의 순전한 형식적 조건에 의거한다 판단.

력 일반은 특수를 보편 아래 포섭된 것으로 사고하는 능력으로 보편이,

주어져 있을 때 특수를 그 아래 포섭하는 규정적 판단력과 특수만이 주,

어져 있을 때 그를 위한 보편을 발견해내는 반성적 판단력으로 구분된

다 개념에 근거하지 않는 취미판단은 이 중 반성적 판단에.(KU BXXVI)

해당한다 반성적 판단에서는 상상력이 개념에의 종속을 벗어나 자유롭게.

직관의 잡다를 합성하는 가운데 이 표상들을 통일할 수 있는 합법칙성을,

찾으려는 지성과 만나 조화를 이룬다 대상의 표상이 이들 주관의 인식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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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에 부합한다는 것은 설령 객관적 인식은 산출하지 않는다 해도 판단력

의 주관적 원리인 합목적성에 부합하는 것이며 이로부터 쾌의 감정, 18)이

생겨난다 그런데 취미판단이 주관만을 그 규정근거로 한다는 점은 현실적.

인 난점을 야기하기도 한다 객관적인 개념들 아래 표상을 포섭하는 논리.

적 판단력과 달리 미감적 판단력은 상상력과 지성의 자유로운 유희에 의,

한 합목적적 합치라는 느낌으로써만 의식 가능한 관계 아래 표상을 포섭,

하기 때문에 주관의 기만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취미판단은.(KU B152)

어떠한 이해관심도 그 규정근거로 삼지 않는 판단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객

관의 개념이나 감각이 규정근거에 혼합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같은 객.

관의 표상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취미판단이 내려질 수 있으며 결국 취,

미판단의 보편타당성에 대한 요구주장 역시 흔들리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

나 칸트는 선험적 원리 아래 표상을 포섭하는 과정상에서의 잘못이 원리

자체를 의심스러운 것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말함으로써(KU B152)

이 문제를 벗어난다 그에 따르면 판단력의 보편적 동의에 대한 요구주. “[ ]

장은 단지 주관적인 근거에서 누구에게나 타당하게 판단하는 원리의 옳음,

에 귀착하는 것 이다 이처럼 칸트는 취미판단의 형식적 조건을”(KU B152) .

순수한 선험적 원리의 형태로 분리함으로써 취미판단의 보편타당성을 보,

증한다.

우리가 칸트의 취미판단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취미판단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취미판단의 순수 형식적 측면이다 이것은 앞절에서.

칸트가 감성의 직관을 가능하게 하는 감성의 순수 형식과 지성의 사유를,

가능하게 하는 지성의 순수 형식을 탐구함으로서 인간의 경험에 대한 초

월적 조건을 밝히고자 했던 것과 유사하다 칸트는 취미판단의 보편적인.

순수 형식적 원리를 밝힘으로써 취미판단이 인간이 공유하는 보편적 능력

이며 적어도 선험적 차원에서 취미판단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타당한 것이,

됨을 말한다 물론 현실에서 인간의 취미판단은 미감적 판단의 순수 형식.

18) 무관심적 쾌의 감정은 개념 없이 상상력과 지성이 자유로이 유희하는 반성적 판단

의 과정에서 수반되는 것이다 따라서 판단력비판 의 제목이기도 한 취미판단. §9 ࡔ‘ ࡕ
에서 쾌의 감정이 대상의 판정에 선행하는가 이니면 후자가 전자에 선행하는가 하, ’
는 물음에 대해서는 이때의 대상의 판정을 대상에 대한 반성적 판단을 수행한다, ‘ ’
는 뜻으로 이해할 때 칸트 스스로 대상의 판정 곧 반성적 판단이 쾌의 감정에 논, ,
리적으로 선행한다고 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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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조건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칸트 스스로 취미판단이 이해관심.

과 간접적으로 결합할 수 있다고 온건하게 표현한 바대로 실제(KU B162),

로 인간이 어떤 대상으로부터 마음의 쾌나 불쾌를 느낄 때는 개인의 욕망

이나 윤리 개인적 경험이나 사회 문화적 환경 등 인간의 여러 다른 관심,

들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함께 작용하게 마련이다 현실에서 사람들의 취, .

미판단이 각양각색으로 이루어지고 때로는 상충하기도 하는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칸트의 관심은 주관적이면서도 보편적인 미감적 경험을.

가능케 하는 미감적 판단의 순수 형식에 있다 칸트의 이론이 드러내는, .

이러한 초월성은 부르디외와 랑시에르의 사유가 맞부딪히는 주요 쟁점이

된다 부르디외가 칸트의 취미판단 논의가 갖는 초월적 성격을 두고 현실.

을 왜곡하는 기만적인 것으로 보는 반면 랑시에르는 그것이 현실에서의,

자율적 생각과 행위를 추동해내는 실제적인 것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이하 장에서 보다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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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문제의식의 배경 부르디외의 구별짓기론2 . :

부르디외는 오늘날 이른바 순수미학 담론이 인간에 대한 초월적 보편

성을 주장하면서 순수미학에서 주장되는 무관심적 시선을 체득하지 못한,

사람들을 배제하는 사회적 차별의 기제로 쓰이고 있는 점을 비판한다 그.

가 보기에 칸트의 미학 이론은 이러한 순수성 담론을 이론적으로 뒷받침

하고 있다 이에 부르디외는 무관심적 시선에 관한 인식이 역사 사회적으.

로 형성된 것임을 드러내 보편성의 환상을 폭로하고 이 왜곡된 통념에,

의해 사회적 구별짓기가 이루어지고 현존 계급구조가 정당화 및 재생산되

는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그러나 부르디외의 사유는 이론과 현실과의 관계를 문제삼는 그의 문

제의식에도 불구하고 구조에 의해 개인의 실천적 의식과 행동이 규정되는,

결정론적 논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는 동일한 관점에서의 비판을 받는다 이.

를 넘어서기 위해 우리는 다시 초월적 보편성을 실천적으로 재사유할 필

요가 있다.

무관심적 시선의 역사 사회적 조건1)

부르디외는 근대 이래 예술에 관한 담론들에서 중요하게 대두하는 예

술의 자율성 예술의 순수성과 같은 관념들이 초역사적 보편성을 갖는 것,

처럼 취급되는 것을 비판한다 그는 오늘날 예술이 고유한 전통과 법칙을.

가진 하나의 독자적 장 으로 존재함을 인정하지만 이 장의 자율성은champ ,

역사와 특정 조건하에서 제도화된 상대적 자율성이라고 본다.19)

부르디외가 보기에 예술이나 미적 인식의 본질에 대한 분석들은 역사

적 시간과 사회적 공간 속에 자리한 특수한 주체의 특수한 대상에 대한

미감적 경험을 보편화하면서 그러한 경험을 가능하게 한 역사 사회적 조,

건들을 침묵케 한다.20) 이에 부르디외는 순수미학적 시각이 역사 속에서‘ ’

19) 피에르 부르디외 사회학의 문제들 신미경 옮김 동문선, , , 2004 p.227ࡔ ࡕ
20) Pierre Bourdieu, Les règles de l'art 이하 예술의 규칙 하태, Seuil 1992( RA) p.393-394( ࡔ, 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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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겨나게 된 계통발생적 조건과 그것이 사회 속에서 재생산되phylogenèse ,

는 개체발생적 조건들을 분석함으로써 미감적 경험에 대한 본ontogenèse ,

질주의적 분석들이 지닌 보편성의 환상 을 드러내고자 한다“ ” .(RA 394:374)

먼저 계통발생적 측면에서 순수미학의 형성은 자율적 예술 장의 출현,

과 더불어 이야기된다 대상에 대한 순수한 시선 이란 자율적인 예술생. “ ” “

산의 장 즉 생산물의 생산과 소비 과정에 그 자체의 독특한 규범을 부여,

할 수 있는 장의 등장과 관련된 역사적 발명품”21)이다 근대의 자율적 예.

술 장의 형성은 예술가의 자율성 지표들서명 계약 등 및 예술가와 그의( , )

생산물의 가치에 특수한 척도를 부여하는 장의 자율성 지표들 전시 장―

소화랑 미술관 등 인정의 심급아카데미 살롱 생산자 재생산의 심급( , ), ( , ),

미술학교 특수한 행위자들상인 비평가 예술사가 수집가 등 그리고( ), ( , , , ) ,―

이들 요소의 총체가 작동시키는 문화적 재화의 경제와 더불어 고려되어야

한다 이 가운데 특히 중요한 것은 예술가를 명명하고 그.(RA 402;381-2) “ ,

에 대해 그의 작업이 갖는 성격과 보상 양식에 대해 말하는 방식 을 통, ”

해 경제적 가치로 환원될 수 없는 고유한 예술적 가치에 대한 자율적 정“

의 를 부여하는 고유한 예술적 언어의 세공 이다 이 점에서” “ ” .(RA 402;382)

부르디외는 근대 이래의 많은 미학 이론과 예술 철학 담론들이 자율적 예

술 장의 형성에 기여하고 또 그것으로부터 파생되고 있다고 본다, .

개체발생적 측면에서 대상에 대한 순수한 시선의 획득은 특수한 훈련, “

의 조건들 즉 일찍부터 미술관을 드나들고 학교 교육 및 특히 여가와 같, ,

은 스콜레 를 오랫동안 접하고 그러한 훈련이 전제하는 생계의 긴급skholè , ,

함이나 제약의 고려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 등과 연결 된다”(RA 398;377) .

부르디외가 보기에 사물을 보는 시선에서 관심들을 분리해내는 것은 대단

히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그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시선이 아니,

다 그것은 보통 가정이나 학교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학습과.

훈련을 통해 개인에게 자연스러운 것으로 체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특정한 미적 감각과 규범은 그것의 체득에 필요했을 학습과 훈련을 뒷받

침할 수 있는 사회 계급상의 지위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환 옮김 동문선, 1999 p.373-374)
21) Pierre Bourdieu, La Distinction 이하 구별짓기, Éditions de Minuit, 1979( D) p. ( ,上下Ⅲ ࡔ ࡕ
최종철 옮김 새물결 제 판, , 2005( 1 1995,1996)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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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까닭에 부르디외는 취미는 계급의 지표로 기능 한다고 말“ ‘ ’ ”(D ;22)Ⅱ

한다 그러나 이 순수한 시선은 특권 계급이 누릴 수 있는 필요로부터의. ‘

거리에서 형성되는 것이면서도 역설적으로 그 거리로 인해 시선의 조건’ ,

이 되는 물질적 관계를 비가시화한다 이로 인해 무관심적 시선은 극히. “

정교한 등급 분류를 통해 행사되는 특권 이면서도 가장 자연스럽게 보일” , “

수 있는 특권 을 누리고 있다”(D59;113) .

부르디외는 예술이나 미적인 것의 순수성 담론들의 근간에 무관심성으

로 대변되는 칸트의 미학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부르디외는 칸트가 주장.

하는 무관심적 취미판단의 보편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에 따르면 칸트의.

순수미학은 궁정인의 세련된 타인본위의 향락에 대립하는 만큼 민중의“

조야한 향락에도 대립 하는 전형적으로 학자적인 미학” “ professorale ”(D

참고이다 부르디외는 이를 학구적 관점576;887;RA 162;156 ) . ‘ Scholastic

Point of View’22)이라는 용어를 통해 설명한다 부르디외에 따르면 이 관점.

은 의 어원이기도 한 즉 여가로부터 기인하는 특별한 관점scholar skholè, ‘ ’

이다 이것은 플라톤이 학문의 태도로 본 진지하게 놀이하기. ‘ spoudaiôs

곧 진지하게 놀이하고 유희적인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현실paizein’, “ , ,

적으로 바쁘고 진지한 사람들이 능동적 혹은 수동적으로 무시하는― ―

문제들에 진지하게 전념함으로써 놀이하고 농담한다는 것과 진지하다는,

것 사이의 통상적 택일을 벗어나거나 무시할 수 있는 태도에 상응한다” .23)

그런데 이런 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삶의 긴급한 것들로부터 해방된 자유

로운 시간과 특수한 수련을 통해 확보된 역량과 무용한 목적들에 관심을, ,

쏟는 성향이 구비되어야 한다.24) 이때의 역량과 성향이 여가 속에“ skholè

서 획득되고 강화”25)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사실상 학구적 관점을 갖기,

22) 피에르 부르디외 실천이성 김웅권 옮김 동문선 부르디외는 이, , , 2005 p.249-267ࡔ ࡕ
말을 오스틴 의 감각과 감각가능한 것 중의 표현에J. L. Austin Sense and Sensibiliaࡔ ࡕ
서 가져왔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오스틴은 이 말을 상황과 직접적으로 양립할. “
수 있는 한 낱말의 의미를 이해하거나 포착하는 대신에 상황과의 모든 관련을 넘어

서 이 낱말의 가능한 모든 의미들을 조사하고 검토한다 는 의미로 사용한다” .(Ibid.,
p.250)

23) Ibid., 참고 플라톤 전집 최민홍 옮김 상서각p.250-1; Plato, Theaetetus 172c-177c ( , , ࡔ, ࡕ
1973 pp.277-286; The Collected Dialogues of Plato, Edith Hamilton and Huntington
Cairns(ed.),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1 pp.878-882)

24) Ibid., p.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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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여가의 시간이 그리고 그 여가의 시간을 보장해줄 수 있는 사,

회경제적 조건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부르디외가 보기에 철학자. “

들 사회학자들 세계를 생각하는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 은 자신들의 사, , ” “

유에 필요한 전제들 다시 말해 학구적 관점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조,

건들과 무의식적 주장들을 만들어내는 무의식적 성향들을 사유되지 않은

상태 로 남겨 두면서 이를 묵과한다(doxa) ” .26)

부르디외는 칸트의 미학 역시 마찬가지라고 본다 부르디외에 따르면.

칸트가 말하는 무관심적 시선은 경제적 필요의 중단과 유예 현실적 화급“ ,

함으로부터의 객관적 주관적 거리 로부터 가능하다 따라서 그, ”(D 56;110) .

것은 필요로부터의 거리 곧 당장의 곤궁이나 생계 유지를 염려하지 않아,

도 될 만큼의 물질적 여유를 누리는 부르주아 계급의 특수한 시선이다.

그러나 칸트는 자신이 주장하는 무관심적 취미판단이 가능할 수 있는 사

회적 조건을 도외시하고 이 특수한 관점을 보편적인 것으로 주장한다 부, .

르디외는 이를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어떻게 감성의 사심 없는 유희 느끼는 능력의 순수한 발휘 요컨, ,

대 감성의 이른바 초월적인 사용이 그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역

사적 사회적 조건들을 전제한다는 것을 모를 수 있단 말인가 또?・
미적 즐거움 다시 말해 모든 인간이 체험할 수밖에 없다는 그 순, ‘ ’

수한 즐거움이 순수한 성향이 지속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 조건들‘ ’

을 갖춘 사람들의 특권이라는 점을 모를 수 있단 말인가?27)

나는 칸트가 말한 감성의 무관심적 쾌와 감각능력의 실행은 전적

으로 특수한 가능성의 사회적 역사적 조건들을 상정함을 상기시켰,

다 모든 사람에 의해 검증될 수 있어야 하는 이 순수한 쾌인 미. ‘ ’

감적 쾌는 순수하고 무관심적인 경향이 그 속에서 지속적으로 구‘ ’ ‘ ’

성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조건에 접근가능한 이들의 특권이기,

때문이다.(RA 432;409)

부르디외는 특권 계급의 특수한 시선이 취미판단에서의 보편성을 독점

25) Ibid., p.251
26) Ibid., p.251-2
27) Ibid., p.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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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비판한다 부르디외에 따르면 진리란 투쟁의 내기물 로서 예. “ ” ,

술 장에 연루된 행위자들의 다양한 판단은 저마다 장 속에서의 위치와 관

점에 따른 특수한 성향과 이해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면서도 그 각축,

에서 승리한 판단은 보편적 절대적 판단의 이름을 갖는다 부, .(RA 409;388)

르디외는 특정 개인 혹은 집단이 자신의 특수한 이해관계에 기초한 관점

을 보편적인 것으로 내세움으로써 다른 이들의 승인을 통해 상징적 권력,

을 획득하려는 시도를 경계한다 이러한 보편화 는 자신들의 관점을 사. “ ” ( )

회의 기반이 되는 상식 으로 만들고자 하는 전형적인 합법common sense “

화 전략 에 다름 아니다” .28)

부르디외는 칸트가 주장하는 무관심적 취미판단의 보편성을 거부하고,

칸트 미학이 토대하고 있는 사회적 조건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의 다른

취미판단 양식을 제시함으로써 칸트 미학의 보편성을 논박한다 그는 개인.

의 미적 문화적 취미goût・ 29)와 그가 속한 사회경제적 계급과의 관계를 실

증적으로 조사 분석한 여러 연구30)를 바탕으로 민중계급, classes populaire

s31)의 취미판단이 칸트가 논한 무관심적 취미판단과는 거의 대척적 성격

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이를 통해 무관심적 취미판단의 보편성.

주장이 일반화될 수 없음을 밝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신화로,

인해 무관심적 취미판단의 조건을 보유한 특정 계급의 특수한 취미판단이

보편화 정당화되어 상징적 권력을 갖는 현실을 고발한다, .

28) Ibid., p.274
29) 는 부르디외 저작들의 한국어 번역본에서 흔히 취향으로 옮겨지고 있다‘goût(taste)’ ‘ ’ .
본 논문에서는 용어의 일관적 사용을 위해 대체로 취미로 옮겼다‘ ’ .

30) 부르디외가 년 출간한 구별짓기 는 개인의 미적 문화적 취미취향와 그가 속1979 [ ࡔ[ ࡕ ・
한 사회경제적 계급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해낸 그의 대표적 저작이다 그는.
년대 프랑스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 자료를 바탕으로1960

개인의 직업 학력 수입 성별 연령 출신계급 등의 변수와 개인의 미적 성향 및, , , , ,
문화적 생활양식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이로부터 예술과 문화의 소비 성향을 통,
한 계급의 구별짓기 전략을 폭로한다 이 책의 부제는 판단력의 사회적 비판. ‘

이며 후기 제목은 순수 비판에 대한 통속적 비판을Critique sociale du jugement’ ‘‘ ’ ‘ ’
위한 요소들 로 이는 이 책Éléments pour une critique "vulgaire" des critiques "pures"’ ,
이 칸트의 판단력 비판 을 겨냥하고 쓰여졌음을 드러낸다.ࡔ ࡕ

31) 를 대중으로 번역할 수도 있을 것이나 여기서는 부르디외가 칸트적인 무‘populaires’ ,
관심적 시선을 향유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가진 상층 계급과 대비시키고 있

다는 점을 감안해 민중으로 옮겼다 그러나 이때의 민중은 피지배계급으로서의 일.
반 대중에 가까운 의미로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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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디외에 따르면 민중대중 미학 의 논리는 칸트“ [ ] esthétique populaire” “

미학의 부정적 반대항 처럼 보이고 민중의 에토스 는 칸트의 미” , “ ethos” “[ ] <

의 분석학 의 각 명제에 대해 그것을 부인하는 반 명제를 맞세우는> ( )反

것 처럼 보인다” .(D 42;87)32) 이를테면 칸트의 미학은 감관의 쾌나 도덕적

쾌와 구별되는 무관심적 쾌를 취미판단의 고유한 특질로 간주하지만 민중,

들은 모든 판단에서 대부분 명백히 도덕이나 쾌적함의 규범들에 의거한

다.33) 또 칸트가 기능이나 목적의 고려에서 자유로운 순수 형식적 미를 논

하는 것과 달리 민중들은 대상의 기능이나 목적을 미적 가치 판정에 중요,

한 요소로 고려한다.34) 칸트는 취미판단이 개념에 의존하지 않는 보편성을

지닌다고 주장하지만 민중들의 취미판단은 개념에 의지한 총칭적 평가를,

수반하며35) 자신들의 평가가 유효할 수 있는 조건이나 한계를 계속 한정

한다.36)

부르디외는 이러한 취미판단 양식의 차이가 판단자의 사회적 계급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동일한 사진에 대해서도 감상자의 사회적 계급.

에 따라 그 반응 양상은 다르게 나타난다 이를테면 늙은 여인의 거친 손.

을 찍은 사진에 대해 사회적 하층 계급 사람들은 대상에 대한 감정적 윤,

리적 이해관심을 개입시켜 판단하는 반면 상층 계급으로 올라갈수록 추상,

화되고 중립적인 평가를 내린다 변형이 가해진 가스 정련소의 야경 사진.

에 대해서도 하층 계급에서는 이미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 곤혹스러워

하거나 거부감을 보이는 반면 상층 계급은 이미지의 형식적 자율성에 대,

한 평가를 시도하는 양상을 보인다.(D 46-48;92-97)37)

32) 피에르 부르디외 중간예술 주형일 옮김 현실문화연구, , , 2004 pp.154-5ࡔ ࡕ
33) Ibid., p.156 죽은 병사의 사진에 대해 나는 이 사진들을 볼 수 없어요 전쟁은 지( , “ .
긋지긋해요 등” )

34) Ibid., 만약 이것이 몽타주가 아니라면 훌륭하군요 만약 학교에서 아이들p.157-8 (“ , !” “
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면 좋아요 등, .” )

35) Ibid., 이것은 모성애적이다 이것은 인간적이다 등p.161 (“ .” “ .” )
36) 부르디외에 따르면 이는 사진이 보편적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생각“ ‘ ’
을 그들이 명백하고 단호하게 거부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Ibid., p.158)

37) 책에 소개된 사람들의 응답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부 발췌.( )
노파의 거친 손을 찍은 사진< >
세상에 엄청나게 뒤틀린 손이다 이 할머니는 힘들게 일해야 했고 류머티즘에“ , . [...] ,
걸린 것 같다 어쩌면 이렇게행동을 모방 구부러진 손을 가진 장애인인 것도 같다. ( ) .
쯧쯧 이 가엾은 여인의 마디진 손을 보니 마음이 뭉클하다 파리의 노동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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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디외는 이상의 결과를 계급의 에토스 즉 사회 계급의 생활 태“ ”, “ ‘

도 로 설명한다’” .38) 부르디외에 따르면 사람들은 일상의 존재들에 대한 일“

상적 감각방식을 구조짓는 저마다의 윤리적 에토스의 도식 을” “ ”(D 45;92)

가지고 있다 규정된 감상 방식을 알지 못하는 대상에 직면했을 때 사람. ,

들은 이 도식을 적용해 대상을 판단하고 이해하고자 한다 앞서에서 보듯. ,

대상을 예술작품으로 보는 시각이나 규범에 익숙지 않은 이들은 사진의

내용을 실제 현실이나 생활과 관련지어 감정이나 공감을 표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예술작품을 보는 시각이나 규범에 익숙한 이들은 자신의 예술.

적 지식을 연결지어 대상을 이해하려 하거나 내용을 개념적 알레고리나,

상징으로 바라보는 등 대상을 보다 추상적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다.

부르디외에 따르면 오늘날 가장 문화적으로 박탈된 사람들은 이른바 사“ ‘

실주의적 취향에 경도 되어 있는데 그들은 일상적 실존에서 사용하는 실’ ” , “

천적 도식만을 예술작품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부” .(RA 434;410)

터 부르디외는 한 사회 내에서 취미판단의 가치나 기준이 복수로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민중들의 취미판단 방식이 무관심적 취미판단 방식보다 열등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이다 부르디외는 취미는 그것이 매력과 감동을 만. “

족과 덧붙일 때 더욱이 취미가 그러한 감정들을 동의의 정도로 삼을 때,

항상 야만적 이라는 칸트의 말은 정확히 대중의 취미를 묘사한다고 말한”

다.39) 그는 “자기의 감각에만 빠져있는 사람들과 자기의 사고에도 관심을,

반 고흐의 초기 그림에 나오는 손 즉 감자 먹는 사람들이나 늙은 농부의 손 같“ ,
다 파리의 중간 관리직.”( )
이 두 손은 명백히 가난하고 불행한 노후를 연상시킨다 지방의 교사“ .”( )
아주 아름다운 사진이다 노동의 상징 자체라 하겠다 플로베르의 늙은 하녀를 떠“ . .
올리게 한다 또한 이 여인의 참으로 겸손한 몸짓 노동과 가난이 이렇게나 뒤틀어. ...
버리다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파리의 상급기술자.”( )(D 46;92-93)
가스 정련소의 야경을 변형한 사진< >
골치 아프다 뭔지 모르겠다 불빛들 말고는 안 보인다 자동차 조명도 아니고“ . . (...) . ,
그건 이런 직선이지 않을 테니 창살과 승강기가 보이긴 하는데 모르겠다 파리의. , .”(
노동자)
비인간적이지만 대비 때문에 미학적 관점에서는 아름답다 구체적 직업은 표기되“ ”([
지 않고 지배집단 성원으로 제시됨]) (D47-48;95-97)

38) 피에르 부르디외 중간예술 주형일 옮김 현실문화연구, , , 2004 p.174ࡔ ࡕ
39) Ibid., p.166(KU B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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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여 자기의 감각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사람들과의 사이에 지각의 힘,

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D 571;879(40) 는 칸트의 말로부터 사)) , “

회계급 사이에 설정된 대립항목을 일종의 진화즉 자연에서 문화로의 진(

보의 제 단계로서 서술하는 이데올로기적 메커니즘 을 읽어낸) ”(D571;879)

다 곧 칸트의 주장은 동물과 다르지 않은 개인의 감각적 욕망에만 매몰. ,

되어 있는 하층계급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반면 자신의 본성을,

지배할 수 있고 추상적 사유를 할 수 있는 상층계급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성숙하다는 함의를 품고 있다는 것이다.

취미는 사회적 계급을 객관적으로는 은밀하면서도 주관적으로는 노골적,

으로 분리한다 그것은 객관적으로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 있는 것.

처럼 보이면서도 주관적으로는 정신상의 질적 차이처럼 간주된다 다른 생. “

활양식에 대한 혐오감은 각 계급을 갈라놓고 있는 가장 강력한 장벽”(D

이다 그래서 취미란 순수한 미적 선호에 따라 형성된 것처럼 여겨지60;115) .

면서도 실상 자신이 속한 집단과 가장 경쟁적 관계에 있는 집단과 대립적,

으로 맞서고 있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 정체성은 타자와의 차이.(D 64;121) “

에 놓여있으며 차이는 자기 자신에 가장 가까운 것 즉 가장 위협적인 것, ,

을 의미하는 것에 대하여 주장 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문화자본”(D 558;859) .

을 보유한 예술가나 지식인은 쁘띠 부르주아층이 종래의 미적 가치의 모방

을 통해 문화자본을 획득하려는 것에 대항해 종종 통속적 취미에 새로운,

미적 가치를 부여해 향유함으로써 취미의 차별화를 꾀한다.(D 66-7;125)41)

이를 통해 부르디외는 취미가 본성에 따른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필

요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임을 주장한다 그는 취미가 맛을 지각하는 능력. “‘

인 동시에 미학적 가치를 판단하는 능력 이라는faculté’ ‘ capacité’”(D 552;849)

이중적 의미를 가지는 것에 주목한다 앞서 보았듯 미학적 가치란 사회적.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발명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한 번 만들.

어진 취미는 마치 맛에 대한 감각처럼 자연 본성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다.

시 말해 주체가 속한 사회적 계급이 주체에게 특정한 취미를 형성하게 하,

40) 임마누엘 칸트 추측해 본 인류 역사의 기원 칸트의 역사철학 개정판 이한구, , ( ),｢ ｣ ࡔ ࡕ
편역 서광사 제 판, 2009( 1 1992) p.82

41) 물론 이것은 이들 예술가나 지식인이 진짜 통속 대중의 취미와는 오인되지 않을 만

큼의 문화자본상 격차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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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순서가 전도되어 주체의 특정한 취미 곧 정신적, ,

차이가 주체가 속하는 사회적 계급을 결정하게 한 것처럼 착시를 불러일

으키는 것이다.

부르디외는 이러한 취미의 위계를 자본전환의 한 전략으로 본다 부르.

디외에게서 자본이란 사회적 경쟁에서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 )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 를 뜻하는데 그는 경제적 차원의 자” ,

본 이외에도 문화자본 사회자본 상징자본을 주장한다, , .42) 이 자본들은 서

로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회 전체의 계급 구조를 구성하며 각각의 자본을,

보유한 이들은 보다 안정적인 계급의 유지를 위해서 자본들의 상호 전환

을 꾀하게 된다 여기서 취미는 일종의 문화자본으로서 여타의 자본들과.

상호 전환되며 계급적 구별짓기 투쟁에 사용된다 문화자본으로서의 취미.

는 그 축적을 위해 경제적 자본의 뒷받침을 필요로 하면서도 그것과 동시

적으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취미의 함양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

이러한 이유로 문화자본은 경제자본만을 획득한 이 이른바 졸부들이 손쉽,

게 편입될 수 없는 계급장벽을 만드는 데 기여하며 동시에 계급의 정신적,

정체성을 견고히 하는 데 쓰인다.

실재를 구성하는 지식으로서의 취미2)

현실에서 취미는 일종의 사회적 방향감각“ (자신의 자리에 대한 감

42) 구별짓기 최종철 옮김 새물결 제 판Pierre Bourdieu, , , , 2005( 1 1995,1996), p.13;上下ࡔ ࡕ
각각의 자본들은 다음과 같이 의미화될 수 있다.
경제자본 재산 소득 등 화폐로 전환가능하고 소유권의 형태로 공인되는 모든1) : ,

물적 자원 형태 문화자본 지식 교양 기능 취미 감성 등 오랜 시간에 걸쳐. 2) : , , , ,ⅰ

획득된 문화적 성향체화된 문화자본 그림 골동품 등 객관적인 문화적 재화의( ), ,ⅱ

보유객관적 문화자본 학위 자격증 등 공식적인 제도상의 승인제도적 문화자( ), , (ⅲ

본 사회자본 사회적 관계망의 점유 특정 집단에의 소속 등을 통해 갖게 되는) 3) : ,
현재적 잠재적 자원의 총체 상징자본 위신 신망 명예 명성 등 다른 세 자본, . 4) : , , ,
들의 복합적 작용에 의해 상징적으로 부여되는 권위 부르디외 구별짓기 최종( , ,上ࡔ ࡕ
철 옮김 새물결 제 판 용어해설 부르디외 상징폭력과 문, , 2005( 1 1995,1996) p.13-4 ; , ࡔ
화재생산 정일준 옮김 새물결 편역자 서문 정선기 생활양식과 계, , 1995 p.31-33 ; ࡕ, ｢
급적 취향 문화와 권력 나남출판 인용 및 참고, , 1998 p.63-64 )｣ ࡔ 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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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으로 기능한다 취미의 체계는 사회 속에서 저마다의 자리)”(D 544;837) .

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들의 사회적 지위에 걸맞는 미적 성향이나

생활양식으로 이끌고 동시에 자신의 미적 성향과 생활양식을 통해 자신이,

속한 사회적 위치를 재확인하게 한다 그래서 취미의 체계에 대한 지식은.

단순히 현실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그것이 다시 우리의 실제 행동과 의식,

을 인도한다는 점에서 실재를 구성하는 힘을 가진 실천적 지식이다.(D

544;837-8)

부르디외는 사람들의 사회적 계급을 크게 지배계급 중간계급 민중계급, ,

으로 구분해 이들의 취미 각각이 갖는 특징을 분석한다 지배계급 내에도, .

상대적으로 어떤 자본을 더 많이 소유했느냐에 따라 계급 내 분파가 나뉘

므로 지배계급의 취미를 단일화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공통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의 내재적인 자질 인 개성 을“ ”(D 320;516) “ ”(D 319;516)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다 이들은 개인 취향이 객체화된 증거로서 예술작. ‘ ’

품을 소비하고 그를 통해 차별화를 추구한다 중간계급 역시, .(D 320;517)

내부에 다양한 분파가 존재하지만 공통적인 취미의 특징은, “문화적 선의

문화에 대한 호의 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통문화 고급[ ]”(D 367;585) . ,

문화가 무엇인지는 알지만 그것을 판단할 원리나 기준은 갖고 있지 못하

기에 빚어지는 인지와 승인 간의 격차에 기인한다 회화는 좋.(D 367;585) (“

은데 좀 어려워 와 같은 응답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래서 중”(D 370;589) .)

간계급은 문화에 대해 외경심을 가지고 정통문화를 좇는 문화적 순응성을

드러낸다 민중계급의 취미는 필요취미 로 요약될.(D 370;589) “ ”(D 435;681)

수 있다 이들은 사회 경제적 필요에 의해 단순하고 검소한 더 이상도. “‘ ’ ‘ ’, ‘

말고 딱 알맞은 것 을 선택하려는 실용적이고 기능주의적인 취’”(D 441;689)

미를 갖는다 또한 민중계급은 부르주아 문화가 다른 계급의 접근을 차단.

하고자 폐쇄효과를 드러내는 것에 순응해 정통문화나 고급문화에 대해 저,

조한 관심을 보인다.(D 443-4;692-3)

여기서 보아야 할 것은 사회질서상의 근본적 대립이라 할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간 관계에서 취미가 행하는 기능이다 계급투쟁의 장에서 취미.

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소외된 것재화 사람 장소 등으로부터 스스“ ( , , )

로를 배제하는 자신의 자리에 대한 감각을 가지게 한다 부르‘ ’ ”(D 549;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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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외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피지배자들은 자신의 지위와 특성들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그들,

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구성하는 객관적 법칙들의 통합에 지나지

않는 지각과 평가 도식 체계를 활용함으로써 사회체계가 그들에게,

부여한 것을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자신에게.

거부된 것을 거부하고 그건 우리를 위한 게 아니야 그들에게 주(“ ”),

어진 것에 만족하며 그들의 희망을 그들의 기회에 맞추고 기존, ,

질서가 그들을 정의하는 대로 자신을 정의하며 그들에게 경제활동,

을 담당케 하는 결정을 자신에 대한 결정 속에서 재생산한다 한.

마디로 그들은 플라톤의 말처럼 자신의 것 에 귀속되도‘ ta heautou’

록 헌신해 검소하고 겸손하며 눈에 띄지 않는 존재가 되기를‘ ’, ‘ ’, ‘ ’

받아들인다 다시 말해 사회 세계에 대한 지각 범주의 편성은. [...]

기존 질서의 분할에 따라서 지배자의 이해에 맞추어져 있으며 이( )

구조들에 따라 구조화된 모든 정신에 공통된 것으로서 객관적 필,

연성의 외양으로 부과된다.(D 549-550;845)

취미의 체계 속에서 표상되는 사회의 위계적 분할은 그 취미를 향유하

는 사람들에게 내면화된다 곧 사회적으로 그들에게 지정된 역량의 사회. “

적 표상이 스스로를 인식하는 그들 내면의 한 무의식적 성향 하나의 기호,

가 되는 것( ) ”嗜好 43)이다 그래서 이들은 사회가 규정하는 대로 스스로의.

존재와 역량을 규정하며 따라서 사회의 특정한 분배로부터 자신이 소외되,

는 논리를 암묵적으로 승인하게 된다.

이것은 역으로 하층계급 문화의 미덕을 예찬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예컨대 민중계급 문화의 특색을 건강하고 꾸밈없이 소박하며 낙천. , ,

적이고 친화적인 것 등으로 읽어내면서 이러한 장점들의 고취를 통해 사, ,

람들에게 긍정적 계급의식을 불어넣고자 하는 것이다.44) 그러나 부르디외

43) 피에르 부르디외 사회학의 문제들 신미경 옮김 동문선, , , 2004 p.261ࡔ ࡕ
44) 부르디외는 바흐친의 라블레론에 대해서도 유사한 시각을 드러낸다 즉 민중의 상상.
력은 종종 은어 패러디 익살극 풍자화에서처럼 대상을“ , , , 단순화하거나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승화에 대응하고 외설이나 분뇨담을 통해 지배집단의 숭고함을 확인하고,
입증하는 모든 가치를 전복하면서 차이를 철저하게 부정하고 구별짓기를 조롱하며, , ,
영혼의 개별적 기쁨을 카니발의 놀이들처럼 누구에게나 공통된 식욕과 성욕의 만족

으로 환원 시키는 방식으로 출현한다 그러나 이것은 신체와 영혼의 대립”(D 574;8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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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기에 이것은 지배계급이 설파하는 사회의 표상에 순응하는 것에 지

나지 않는다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문화의 덕목이라 생각하는 건강함이. ‘ ’ ,

바로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에게서 요구하는 노동력과 맞닿아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육체적인 힘에 대한 민중계급의 가치평가 는 그들이 노” “

동력에 의존 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D 447;696)

이는 피지배계급이 자신들을 지배자의 시선으로만 즉 신체와 그 용법에“ ,

대한 지배자적 정의와의 연관하에서만 자신을 계급으로 파악”(D 448;697)

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건강한 민중과 사변적 지배계급이라는 대립구도는.

상층계급과 하층계급을 영혼과 신체의 대립적인 우열관계로 보는 의식을

그대로 뒤집어놓은 것에 다름없다 민중문화가 갖는 건강한 활력과 낙천성.

을 칭송하는 이들은 그것이 다른 한편 지배계급이 유포하는 자연과 문명,

신체와 영혼에 비유되는 계급 담론을 그대로 답습하고 결과적으로는 지배,

계급의 문화적 지배 효과를 더 공고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부르디외는 지배적 문화에 실제로 맞서고 별개 존재의 지위나 직업의“ ,

상징으로 의식적으로 요구되는 문화 로서의 민중계급의 대항문화 는 사실” “ ”

상 없다고 본다 민중계급이란 부정의 방식으로 형성된 정체성.(D 459;713)

이다 현대 사회의 민중이라 할 도시노동자 계급은 하층 프롤레타리아의. “

절대적 빈곤과 불안으로부터의 거리에 의해 자신의 위치를 측정하고 부” ,

르주아에 대해서는 가진 자에 대한 빼앗긴 자의 관계 로 스스로를 정의“‘ ’ ‘ ’ ”

한다 민중계급은 자신을 표상할 스스로의 언어를 가지고 있지.(D 459;714)

않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을 규정하는 지배계급의 언어를 빌려와 그것을.

뒤집는 방식으로 긍정적 정체성을 형성하려 하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 .

이러한 시도는 민중계급에 던져지는 부정적 시선에 대해 저항한다는 점에

서 방어적일 수는 있지만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창조적이지는 않다.

기존의 사회적 표상에 순응한다는 점에서는 오늘날 가장 일반적인 계

급 이동 전략이라 할 경쟁 투쟁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사람“ ”(D 176;289) .

들은 사회의 계급 구조를 “연속적 계열의 순서 곧 자신 바로 아래의 하”, ,

위 계급이 자신의 과거이며 자신 바로 위의 상위계급이 자신의 미래라고

관계 의 전복일 뿐이다”(D 573;8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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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상한다 이러한 사회 구조의 표상은 선두계급의 우월성과 정.(D 183:301)

당성에 대한 암묵적 승인을 낳으며 사회성원 전체가 동일한 방향과 목표,

를 향해 달려가게끔 한다 실제로 개인의 차원에서 계급의 이동은 가능하.

다 자수성가한 이들의 입지전적 경험담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경쟁 투쟁에.

뛰어들어 분투하게 한다 그러나 사회 전체적 구조에서 보자면 선두계급은. ,

선두로서의 특성을 조금씩 하위계급에 내어주는 한편으로 다시 계속 새로

운 특성을 만들어나가면서 결과적으로는 계급 구조와 격차 서열을 그대로, ,

유지한다 내부적인 변동과 운동에 의해서 구조의 영속성을 확.(D 183;301)

보하는 이른바 동적 평형 상태를 이루는 것이다 부르디외는(D 184;305) .

따라잡기로서의 경주 나는 네가 소유한 것을 소유할 거야 의 형태로 나“ (“ ”)

타나는 투쟁은 변화가 곧 항구성을 보장해주는 통합적인 것”45)이라고 말한

다 즉 경쟁 투쟁은 선두계급의 정당성을 승인하고 사회성원들 전체를 동.

일한 목표를 기치로 달리게 한다는 점에서 사회의 “통합을 위한 투쟁이”

며 이를 통해 사회의 종래 계급 구조를 충실히 유지 존속시킨다는 점에, ,

서 “재생산적인 투쟁이다” .(D 185;307)

이상에서 보듯 사람들은 세계에 대해 가지고 있는 표상들로부터 사유

하고 행동하며 그 사유와 행동이 다시 세계에 대한 표상에 영향을 미친다, .

사회나 세계에 대한 지식은 이 표상들을 생산 보수 혹은 파괴하는 데 기, ,

여한다 부르디외는 이 점에서 칸트의 미학 이론이 취미의 위계와 그에 상.

응하는 정신의 위계라는 표상을 조장한다고 보았으며 이에 칸트 미학이,

귀속해 있는 역사 사회적 조건들을 밝힘으로써 그 보편성을 허물고자 했

다 부르디외가 볼 때 취미는 칸트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편적이고 순수하.

며 만인의 공통감을 환기시키는 비시간적 비장소적인 어떤 것이 아니다, .

취미는 역사와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형성되는 산물이며 그러한 조건들에,

연루된 특정한 사회적 표상을 담아내고 있다 부르디외에 따르면 특정 형.

태의 사회 질서가 유지되는 것은 사람들의 오인에 기반한다 사람들은 현.

존하는 객관적 계급 구조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사회 질서의 표상을 바로

그것이 객관적 현실에 조응한다는 이유로 승인 하며 이로부터reconnaissance ,

사회 질서가 기반하고 있는 자의성을 오인 하는 것이다méconnaissance .46) 따

45) 피에르 부르디외 사회학의 문제들 신미경 옮김 동문선, , , 2004 p.219ࡔ 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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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부르디외는 정치적 전복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인지적 전복 즉 이“ ”,

세계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데 관여하는 이 세계에 대한 표상을 변화시키,

는 것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라 말한다.47)

그렇다면 이러한 표상의 전복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부르디외는 사?

회의 객관적 분할선이나 통계적 분포 상태 규명을 중시하는 객관주의적

이론과 행위자의 의미 해석이나 의미 생산 전략 탐구에 천착하는 주관주,

의적 이론 간의 대립을 뛰어넘을 것을 역설한다 이는 좀(D 562-3;865-866)

더 넓게 보자면 당대의 주요한 이론적 조류를 이루던 구조주의와 실존주

의 철학에 대한 부르디외 나름의 응답이기도 하다 부르디외는 행위자의.

실존 조건과 그로부터 촉발되는 실천들 및 표상들 사이에 행위자의 구성

적 활동을 개재시킨다 행위자는 세계로부터의 자극에 대해 각.(D 544;838)

자의 실천적 감각 도식달리 말해 아비투스( , habitus48) 에 따라 자율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사회 구조가 기계적으로 재생산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 .

러나 이때 행위자의 실천적 감각 도식은 집단적 개인적 역사 속에서 구성,

되고 획득된 것이므로 그에 따른 행위가 사회 구조로부터 완전히 중립적,

이고 자유로운 것일 수도 없다 이렇듯 부르디외는 사회 구조의 영향력과.

행위자의 실천적 자유 모두를 고려해 사회 질서의 유지 및 변화를 설명하

46) 피에르 부르디외 상징폭력과 문화재생산 정일준 옮김 새물결, , , 1995 p.214ࡔ ࡕ
47) Ibid., 이와 같은 인식은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론과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p.214-5
있는데 장에서 살펴볼 랑시에르 역시 정치적 사유의 핵심에서 동일한 인식을 공, 3
유하고 있다 그러나 부르디외가 새로운 사회적 표상이 창조될 수 있는 계기나 동.
력을 다소간 모호하게 남겨둔다면 랑시에르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창조할 수 있,
는 역량이 내재해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그 출발점을 만들고자 한다 이런 이유로.
랑시에르에게서 평등은 중요한 개념이 되며 평등을 자각하고 입증하는 계기가 되,
는 미감적 경험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48) 아비투스 는 부르디외의 사유를 특징짓는 핵심 개념이다 아비투스는 개인이habitus .
가지고 있는 특정 방식의 감각 인지 판단 행동의 성향 체계로서 개인의 삶 속에, , , ,
서 구조화되고 내면화되어 개인의 사유와 행위를 인도하며 또한 이렇게 산출된 개,
인의 사유와 행위를 통해 다시 사회의 구조를 생산 재생산한다 이 점에서 아비투, .
스는 사회 구조와 개인의 실천을 연결하는 매개 역할을 담당하며 사회 구조에 의, “[
해 구조화된 개인 내면의 구조이며 또한 사회 구조를 구조화하는 개인 내면의] [ ] , [ ] [ ]
구조 라고 불린다 그러나 아비투스는 고정되고 예측 가능한 기계적 구조는 아니어” .
서 개인의 삶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그 산출 역시 자동적으로 결정짓지는,
않는다 부르디외 구별짓기 최종철 옮김 새물결 제 판 용.( , , , , 2005( 1 1995,1996) p.13上ࡔ ࡕ
어해설 참고 인용은 부르디외; , 실천적ࡔ 감각Le sens pritique ࡕ; 홍성민, 문화와ࡔ 아비
투스ࡕ 나남출판 에서 재인용, , 2000 p.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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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다.

부르디외의 탈보편적 관점의 한계3)

부르디외는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화한 자본들의 공모 관계

를 통해 이루어지는 계급 재생산의 메커니즘에 대한 정교한 이론을 구축

한다 여기서 취미는 일종의 문화자본으로서 개인이 속한 계급적 조건에. ,

의해 형성되면서 다시 기존의 계급 구조를 재생산하는 매개 역할을 한다.

부르디외는 오늘날 고급 예술과 고급 문화를 규정하는 규범으로 자리하는

순수성 담론의 이론적 기반인 칸트 미학을 비판한다 부르디외가 볼 때.

순수한 취미판단이란 없으며 대상을 대하는 감각은 주체가 살아온 삶 곧, ,

사회 계급적 생활양식의 영향을 통해 형성된다 칸트 미학에서 주장되는.

무관심적 취미판단 또한 실은 관심으로부터 거리를 갖는 것을 허용하는

부르주아 계급의 경제적 여유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칸트의 미학 이론은.

이 점을 간과하고 무관심적 취미판단을 인간 본성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논함으로써 무관심적 취미판단을 향유하는 이들과 그렇지 못한 이들에 대,

해 정신의 차등을 매긴다.

부르디외의 칸트 비판은 형이상학적 지평에서 행해진다기보다는 그것

이 현실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부르.

디외는 현실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지식과 담론들을 사유하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49) 지식과 담론들은 세계에 대한 표상의 형성에 관여하며 이,

표상들에 입각해 사람들의 행동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세계의 실재 구성

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부르디외는 사회 실재에 대한 행. “

위자들의 표상을 변형시킴으로써 사회 실재가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많은 관념에 관계된 논쟁들은 보기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인, ‘ ’

것임을 알 수 있다”50)고 말한 바 있다 이런 관점에서 부르디외는 칸트의.

초월론적 사유를 경험적 차원에서의 쓰임과 관련해 비판한다.

49) 이러한 그의 관점 표명이 잘 드러나는 책으로는 파스칼적ࡔ 명상Méditations
pascaliennes 을 참고.ࡕ

50) 피에르 부르디외 상징폭력과 문화재생산 정일준 옮김 새물결, , , 1995 p.215ࡔ 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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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제는 부르디외 자신의 이론 또한 그가 제기하는 비판의 관점

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이다 사회의 체제 고착에 대한 부르디외의 문제.

의식에도 불구하고 부르디외의 연구가 드러내는 시각 안에서 주체가 기존,

의 사회 질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부르디.

외가 분석한 사회 질서의 순환 메커니즘에서 사회 구조는 그에 따른 개인

의 실천 감각 을 형성하고 이렇게 형성된 개인의 실천 감각은sens pratique ,

다시 사회 구조를 구축하는 사유와 행동을 낳는다 물론 앞서 살펴보았듯.

부르디외는 기계적인 구조 결정론을 피하고자 아비투스 개념을 도입해 개

인의 행위가 반드시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만 발생하지는 않음을 말한다.

그러나 이상의 연구에서 드러나듯 개인의 아비투스 형성에 미치는 구조의,

영향력은 너무나 강력해서 기존 질서의 재생산 활동에서 벗어나는 개인의,

행위들이 출현하기란 무척 어려워 보인다 이와 같은 간접적인 구조 결. ( )

정론적 시각에 대한 지적은 부르디외의 이론에 대해 가장 흔히 제기되는

비판이다.51) 또 만약 기존 질서에 반하는 개인의 행위가 출현한다고 하더

라도 아비투스 개념은 그 인과관계를 사후적으로 설명할 수는 있을지언,

정 그것이 어떻게 시작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설명하지 못한다, .

부르디외의 연구는 그 자신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계급의식 고착에 기, ,

여하는 측면이 있다 그의 시각은 상류계급적 취미판단을 상류계급 사람들.

의 것으로 하류계급적 취미판단을 하류계급 사람들의 것으로 고정시켜 보,

게 한다 곧 개인이 처한 계급적 조건에 따라 그의 취미판단이 완전히 결. ,

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각에서 하류계급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문화적 저항의 형태는 대개 우리의 취미판단도 좋은 취미판‘ ’

단임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러한 저항 방식의.

51)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비판을 참고하라 그부르디외의 도식 내에서 기존 질서에. “ [ ]
대한 개인이나 집단 특히 피지배집단의 동조와 순응은 거의 자동적이고 개혁이나,
일탈의 소지는 거의 없어 보인다 이는 체계의 수준에서는 사회변동을 설명하지 못.
하고 있고 개인적 수준에서는 행위자의 능동적 역할이나 과정은 거의 허용되지 않,
고 있다는 비판과도 연결된다 이와 관련하여 부르디외의 사회모델이 비역사적이고.
자기 영속적인 기계적 모델이라는 비판도 있다 그의 모델은 균형과 안정을 강조하.
는 모델로 기능주의적 사회모델과 유사하다는 비판을 면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양.” (
종회 현대 자본주의사회의 문화분석 문화적 지배논의를 중심으로 사회과학 제, : ,｢ ｣
권 호33 1 , 1994 p.153(Richard Jenkins, Pierre Bourdieu 참, Routledge, 1992 p.117-8, 149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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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는 자명하다 우리의 취미판단이 좋은 것임을 주장할수록 우리의 취. ‘ ’

미판단은 현재 주어진 취미판단 양식으로 고정되어 버리며 다른 취미판단,

을 사유해보고자 하는 욕망은 억압되어야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것은.

주어진 분할의 질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주체의 역량을 스스로 제한하는

문제를 낳는다.

이러한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 우리는 부르디외가 비판했던 칸트의 보,

편성을 다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장에서 살펴보았듯 칸트가 취미판. 1 ,

단에서 요구하는 보편성은 내용적인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것이었다 다시.

말해 누구나 특정한 객관 대상에 대해 동일하게 미를 판정한다는 의미의

보편성이 아니라52) 누구나 주관 내재적 형식에 의거해 대상에 대해 미의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보편성이다 이것은 오히려 인간의.

보편적 역량에 관한 주장이다 따라서 무관심적 취미판단의 보편성을 주장.

하는 것이 특권 계급의 정신적 우위를 정당화하려는 전략이라 보는 것은,

최소한 칸트의 의도에 대한 온당한 이해라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사실 부.

르디외의 연구에서 상류계급이 특정 예술 작품들에 대해 선호를 보인 것

을 두고 그것을 엄밀히 무관심적 취미판단의 사례라 할 수는 없다 이들의.

예술 감상에는 부르디외의 분석처럼 예술사적 배경지식 다른 계급과 구별,

짓고자 하는 욕망 등의 이해관심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함께 관여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칸트의 분석을 따라 취미판단의 선험적.

형식과 그에 결합되는 관심을 분리해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이러.

한 선험적 형식은 항상 내용과 결부되어서만 경험될 수 있으므로 이론적

으로만 사유될 수 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러한 초월적 차원에서의 분리.

를 통해 우리는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공통의 지반 동등한 능,

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형식과 내용을 분리하는 가정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앞.

서의 부르디외 연구에서 취미가 계급적 징표이자 나아가 정신의 위계적

52) 물론 칸트가 생각했듯이 취미판단이 순수한 형태로만 이루어진다면 다시 말해 주,
관의 선험적 인식능력들의 동일한 작용 방식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면 주관의 판,
단 형식의 보편성은 자연히 대상에 대한 판단의 보편성 또한 수반하게 될 것이다.
동일한 대상을 모두가 동일한 능력에 의거해 동일한 방식으로 판단한다면 그 결과

또한 동일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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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표로 읽히는 실질적 이유를 상기해보자 설령 모든 사람이 보편적인 취.

미판단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대상에 대해 감상자의 판

단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그들의 판단에서 작용한 관심들이 상이했

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의 관심이 상이한 이유는 그들의 삶에서 일반적.

으로 형성해 온 또 요구되어 온 관심이 달랐기 때문이다 곧 취미판단은, . ,

그 형식적 보편성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 형식적 보편성으로 말미암아 감, ,

상자의 삶을 반영한다 이 때문에 취미판단은 감상자의 사회 계급적 위치.

를 드러내는 징표로 기능한다 그리고 취미판단의 차이가 단순히 상이한.

관심에서 유래한 계급적 차이일 뿐 아니라 정신의 수준을 드러내는 위계

적 차이로 여겨지는 것은 취미가 드러내는 사회 계급적 지위가 일반적으,

로 교육자본과 문화자본의 보유정도와 비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

서 보자면 취미판단의 보편성이란 형식적 보편성을 뜻한다는 주장은 설사

그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실질적 의미가 없는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취미판단이 형식적 보편성에 근거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것이 내용과 결

합할 수밖에 없는 이상 그리고 그 내용이 판단자의 사회 계급적 생활양식,

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이상 취미판단이 계급에 따른 산물로 드러나는 결,

과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미판단에서의 형식과 내용의 분리가 해방적 가능성으로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형식과 내용을 분리하는 것에서 나아가 그 결합이 기,

존에 주어져 있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또한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형식과 내용의 분리가 비로소 실제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형식적 보편성이 내용과의 관습적인 결합을 끊고 다른 연결.

로 경험될 때 이론적으로만 사유될 수 있는 형식적 보편성도 경험적으로,

입증될 수 있다 그리고 이로부터 칸트의 미학에 씌워지는 특권 계급의 상.

징적 지배 이데올로기라는 혐의를 벗겨내는 것도 부르디외의 사유에서 잠,

겨 있는 듯 보이는 개인의 주체적 해방의 가능성을 여는 것도 가능할 것

이다.

이 점에서 본고는 동시대 철학자 랑시에르의 사유에 주목한다 랑시에.

르는 칸트의 미학적 사유를 주요한 이론적 준거점으로 삼아 해방의 문제

에 관한 독자적 사유를 전개한다 그는 현실과의 관계에서 칸트 미학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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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역할을 문제삼는 부르디외의 비판에 대해 바로 그 현실과의 관계에,

서 칸트 미학이 실천적 함의를 가질 수 있음을 보임으로써 그를 반박한다.

랑시에르는 취미판단에서 작동하는 반성적 판단력의 초월적 형식적 보편,

성을 인간의 근원적 평등의 전제로 삼는다 또한 그는 취미판단의 무관심. ,

성으로부터 미감적 경험을 통해 형식과 내용의 규정된 결합이 중지되고

다른 결합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음을 읽어낸다 이를 통해 그는 평등의.

전제를 미감적 경험 속에서 자각하고 다시 미감적 경험 속에서 입증함으,

로써 주어진 질서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이하 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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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랑시에르 감성론의 기반 전제로서의 평등3 . :

랑시에르에게서 평등은 그의 사유 체계 근간이 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그에게서 평등은 흔히 그러하듯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유토피아적 지향

점으로서가 아니라 이미 보유하고 있고 언제든 입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전제로서의 위상을 갖는다 이러한 그의 해석에는 칸트의 초월적 인.

식론의 영향이 있다 랑시에르는 인간의 의사소통과 공동체 구성을 가능하.

게 하는 초월적 조건으로서 인간의 근원적인 지적 평등을 상정한다 그는.

이 지적 평등의 전제를 통해 아는 자와 모르는 자를 나누는 분할의 논리

와 구조적 조건에 의한 체제의 영속적 재생산을 말하는 순환의 논리를,

넘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지적 능력의 보편성1)

랑시에르는 년대 말 스승이었던 알튀세르와의 이론적 결별1960 53) 이후,

세기 노동자 운동의 문서고 연구를 바탕으로 프롤레타리아의 밤 노동19 ࡔ:
자의 꿈의 기록 이라는 박La nuit des prolétaires: Archives du rêve ouvrierࡕ
사학위 논문을 내 놓는다 본디 랑시에르는 알튀세르와의 결별의 계기이기.

도 했던 지식인 중심 해방 담론의 한계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세기 노, 19

동자 운동 기록들을 통해 노동자들의 고유한 계급의식과 문화를 확인하고

자생적 해방 운동의 모습을 살피고자 했다 그러나 그가 실제로 노동자들.

의 기록에서 본 것은 노동자의 삶이 아닌 삶을 소망하는 노동자들의 모습

이었다 그들은 노동자에게 재생산을 위한 휴식의 시간으로 주어진 밤의.

53) 랑시에르는 년대까지 알튀세르의 자본론 세미나에 참여하는 등 알튀세르와 학1960
문적 여정을 공유했지만 운동을 계기로 알튀세르 이론의 지적 엘리트주의와 분, 68
할의 논리를 비판하면서 그와의 이론적 결별을 선언한다 그는 알튀세르의 이론이.
과학과 이데올로기 지식인과 대중을 분리하면서 해방의 현재적 계기들을 읽어내지,
도 만들어내지도 못하는 맹점을 지적하고 이로부터 자신의 독자적 사유를 모색해,
나가게 된다. (Jacques Rancière, La Leçon d'Althusser 박기순 알튀세, Gallimard, 1974; , ｢
르와 랑시에르 시대와 철학 주형일 랑시에르의 해방된 대중과 지, , 21(3) 2010; ,｣ ࡔ ࡕ ｢
식인 언론과 사회 참고, , 21(1), 2013 )｣ ࡔ 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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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시를 쓰고 철학을 사유했다 랑시에르가 보기에 그것은 조용하고도.

혁명적인 시도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육체 노동에 전념하는 이들과 사유. “

의 특권이 주어진 이들 각각에 종속된 조상 전래의 위계의 중지ancestral ”

라는 불가능한 것을 준비하고 꿈꾸고 이미 살아가고“ , , ”54) 있었기 때문이

다 이로부터 랑시에르는 노동자와 부르주아의 사유가 다르지 않고 인간. ,

의 평등은 목표가 아니라 전제로서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

게 된다.

랑시에르의 평등에 대한 생각은 당대 프랑스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

고 있던 부르디외의 사회학적 연구들이 함축하는 계급 환원주의적 사고에

맞서 보다 예민하게 벼려진다 랑시에르는 부르디외의 사유 속에 지적 엘.

리트주의가 여전히 자리하고 있다고 본다. 이를테면 랑시에르는 교육에 관

한 부르디외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노동계급은 그들이 배제되는 진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1.

에 대학에서 배제된다 상속자들. ( ࡔ( ࡕ
그들이 배제된 진짜 이유를 오인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을 배2.

제하는 체제가 생산하는 구조적 효과다 재생산. ( ࡔ( ࡕ 55)

민중계급은 체제의 진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체제에서 배제되는데,

민중들이 체제의 진실을 모르게 하는 것이 체제가 하는 일이다 이런 논리.

속에서는 민중계급이 제 혼자 힘으로 이 고리를 빠져나올 수 없다 따라서.

부르디외는 이렇게 은폐되고 있는 체제의 진실을 폭로하는 것을 주요 연

구 목표로 삼는데 여기에는 체제의 본질에 대한 객관적 지식으로서의 과,

학과 가상을 나누고 그 지식을 알고 있는 이와 모르는 이를 나누는 분할,

의 논리가 은연중에 깔려 있다는 것이다.

랑시에르는 이 점에서 부르디외의 인식이 플라톤적 윤리와 논쟁적 공

모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56) 플라톤은 신이 통치자의 영혼에는 황금

54) Jacques Rancière, La nuit des prolétaires,(1981)(The Nights of Labor, Trans. John
Drury(1989) 8(viii)

55) Jacques Rancière, "L'éthique de la sociologie", in L'empire du sociologue, Collectif Revoltes
logiques, Éditions La Découverte 1984 p.28 (Caroline Pelletier, "Emancipation, equality
and education: Rancière's critique of Bourdieu and the question of performativity",
Discourse 에서 재인용, 30 (2). 2009 p.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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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섞고 농부와 장인의 영혼에는 쇠와 구리를 섞었다는 이야기를 통해,

사회 성원들에게 저마다의 자리와 역할이 정해져 있다는 믿음을 부여한

바 있다.57) 사회학은 플라톤의 윤리적 기획을 비판하면서도 사회의 선을,

위한 과학이 되고자 하는 생각으로 사회의 불평등 속에 숨겨진 법칙을 밝

혀내고자 한다 사회적 조건에 의해 개인의 판단과 행동이 규정되고 이에.

따라 다시 사회 구조가 재생산되는 메커니즘 정립을 통해 사회학은 사회,

의 불평등이 단순히 주어진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적 행위들로 통

합된 현실임을 보이고자 한다.58) 결과적으로 사회학은 플라톤과 아마도

정반대였을 의도로부터 출발해 사실상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곧. ,

부르디외와 플라톤 모두 민중이 자신의 몫으로 주어지지 않은 앎을 가지

고 있을 가능성을 부인한다 그래서 랑시에르는 사회학자왕의 과학은 철. -

학자왕의 도시와 동일한 요구 즉 예술적 기만을 배제하고 정확한 법칙- ,

에 따라 모든 것이 섞이지 않고 놓이기를 바라는 요구를 가진 것처럼 보

인다고 말한다.59)

랑시에르에 따르면 사회학자의 무기는 그의 적의 무기 다“ ”(PP 243;168) .

사회학자는 통계표 와 여론조사 를 가지고 사회적 조건에“ ” “ ”(PP 243;168) ,

따라 개인의 취미나 생활 양식 사유 방식 자녀의 진학률 등이 어떻게 다, ,

른지 등을 조사해 현실의 감춰진 구조 감춰진 진실을 드러내고자 한다, .

랑시에르는 현실의 불평등과 기만적 착취 구조를 폭로하고 그에 대해 문

제제기하고자 하는 사회학적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도 그러한 접근만으로,

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그것은 오직 격차를 찾고.

그것이 얼마나 공고하고 교묘한지를 드러내는 데 주력함으로써 그 격차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닫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랑시에르는 해방은 평등을 자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56) Jacques Rancière, "Thinking between disciplines: an aesthetics of knowledge", Jon
Roffe(tr.), Parrhesia, 2006 no.1 p.8

57) 플라톤 국가개정증보판 박종현 역주 서광사 제 판 제, ( ) , , , 2005 ( 1 1997) pp.249-250( ࡔ4 ࡕ
권 415a-e)

58) Jacques Rancière, "Thinking between disciplines: an aesthetics of knowledge", Jon
Roffe(tr.), Parrhesia, 2006 no.1 p.8

59) Jacques Rancière, Le philosophe et ses pauvres, Fayard, 1983 (The Philosopher and His poor,
Andrew Parker(ed.), John Drury, Corinne Oster, and Andrew Parker(tr.), Duke

이하University press, 2003)( PP) p.27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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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본다 랑시에르는 플라톤과 부르디외에게서 공통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

사유할 수 있는 계급과 그렇지 못한 계급을 나누는 분할의 논리에 반대해

모든 인간은 평등한 지성을 가지고 있다“ ”60)고 주장한다 그는 인간의 근.

원적인 지적 평등을 일종의 전제로 두고 사유한다 이러한 그의 생각에서.

는 칸트의 초월적 인식론의 영향이 발견된다. 랑시에르가 주장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지적 평등은 칸트에게서 선험적으로 보증되는 인간의 인식능력

들과 연결된다. 앞서 살펴보았듯 칸트는 경험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개념

에 대해 그 권리의 정당성을 밝히는 연역을 통해 사용 권한을 보증한

다 칸트가 분석해 낸 인간의 선험적 인식능력이란 경험적으.(KrV B116-7)

로 증명될 수 없는 것이지만 칸트는 인간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동일한 인식능력과 인식 형성 조건을 전제할 수 있다고 보

았다 랑시에르가 인간의 근원적 지적 평등을 주장하는 방식도.(KU B151-2)

이와 유사하다 랑시에르가 말하는 인간의 지적 평등이란 전제 역시 경험.

적으로는 증명될 수 없는 것이지만 랑시에르는 인간이 서로의 말을 알아,

들을 수 있고 그에 기반해 공동체의 질서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경험적 사

실로부터 인간의 근원적으로 동등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뒷받침하고자 한다.61)

그러나 랑시에르는 평등의 전제를 이론적으로 규명하기보다는 이러한

전제의 가정을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고자 하는 수행적(MI 79;95)

측면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칸트 철학의 초월성을 실천적 적극적 의미로, ,

재해석한다 이것은 정치적 보편자는 특수화된 형식으로서만 효력을 갖는. “

다는 것”62)이 자신의 테제라는 랑시에르의 말에서 잘 드러난다 랑시에르.

는 평등은 근간적인 존재론적 원리가 아니라 그것이 실행에 옮겨질 때만“

기능하는 조건”63)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그는 저술 곳곳.

에서 평등을 전제나 가정 의견 등으로 명명함으로써 평등을 실체적으‘ ’ ‘ ’, ‘ ’ ,

60) Jacques Rancière, Le maître ignorant, Fayard, 1987 ( 무지한 스승 양창렬 옮김 궁리, , ࡔ, ࡕ
이하2008)( MI) p.34(42)

61)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본 장의 절을 참고2) .
62) Jacques Rancière in interview with Gabriel Rockhill, "The Janus-Face of Politicized

Art", in Jacques Rancière, The politics of Aesthetics 감, Trans. Gabriel Rockhill, 2004 p.52(ࡔ
성의 분할 오윤성 옮김 도서출판, , b, 2008 p.71)ࡕ

63) Ibid.



47

로 증명하거나 규정하기보다는 평등의 실천적 입증을 강조하는 데 더 주

력한다.64) 그가 이처럼 평등의 입증을 강조하는 까닭은 그것이 평등이라는

가정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실제로 평등한.

지적 능력을 가졌는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우리는 단지 그 지적.

능력이 적용된 수행의 결과들만을 확인할 수 있을 따름이다 지적 능력이.

란 그것의 효과 속에서만 확인된다 따라서 랑시에르는 인간의.(MI 78;94)

근원적 평등을 전제로 두고 그를 입증할 수 있는 더 많은 사례들을 찾고,

만들며 그럼으로써 다시금 평등에 대한 믿음을 확장시켜 나가고자 한다, .

랑시에르는 인간의 지적 평등을 논하는 주요 저서 무지한 스승 에서,ࡔ ࡕ
지능의 평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로 세기 프랑스의 혁신적 교19

육자 조제프 자코토65)의 교육 실험에 주목한다 정치적 망명으로 벨기에.

루뱅 대학의 프랑스어 강사 직을 맡게 된 자코토는 말이 통하지 않는 학,

생들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쳐야 했다 그는 궁여지책으로 프랑스어네덜란. -

드어 대역판 텔레마코스의 모험 을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이를 읽고 외우ࡔ ࡕ
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프랑스어를 스스로 깨치도록 했다 자코토 자신도.

이 실험의 결과를 확신할 수 없었지만 놀랍게도 학생들은 그의 설명 없,

이도 프랑스어를 능숙하게 읽고 쓰는 법을 터득했다 자코토는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수하지 않았으나 학생들은 지식을 습득했다 그는 무지한 스승. ‘ ’

이었다.

64) MI p.79;95, p.124;143, Jacques Rancière, Aux bords du politique 정치적인 것, Fabrique, 1998 ࡔ)
의 가장자리에서 전면개정판 양창렬 옮김 도서출판 길 제 판 이하( ), , , 2013( 1 2008))( BP)ࡕ
p.85-86;117, p.123;161, Jacques Rancière, "The Thinking of Dissensus.", Reading Ranciere. Paul

등Bowman and Richard Stamp(ed.), NY: Continuum, 2011 p.15
65) 프랑스 디종 파리Jean-Joseph Jacotot (1770. 3. 4 ~1840. 7. 30 )
프랑스의 교육자 보편적 교수법의 창시자 자코토는 교사와 수학자로 시작하여, .
년 디종에 있는 에콜 폴리테크니크의 교감이 되었으며 거기서 과학 라틴 문1795 , ,

학 그리스 문학 로마 법을 강의했다 나폴레옹 전쟁중에 군에 입대하여 포병대장, , .
이 되었다 이어서 육군장관과 육군보통학교의 교장을 지냈으며 프랑스 하원의원으. ,
로 선출되었다 년 벨기에에 있는 루벵대학교에서 프랑스어와 문학을 강의했다. 1818 .
특별하고도 다양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편적 교수법Enseignement universelࡔ ࡕ

을 썼으며 그 책에서 모든 인간은 학습능력을 똑같이 가지고 있다 모든(1823) “ ”, “
사람은 관심을 갖는 모든 것에 능통할 수 있다 는 원리로 평등주의적 인간관을 펼”
쳤다 또한 모든 지식은 서로 관련되어 있어 한 분야의 지식을 잘 습득하면 그것을.
다른 지식의 영역에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http://preview.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18j2589a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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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시에르는 자코토의 교육 실험을 바탕으로 지적 평등의 의미를 역설

한다 전통적인 배움의 장에서 스승은 학생들보다 더 많은 학식과 더 우월.

한 지성을 가진 이였다 즉 스승은 학생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많은 학식.

을 소유한 사람이자 분별없이 쌓이는 지각들을 심층의 원리에 따라 체계,

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러한 생각은 스승과 학생 간에 학식.

의 우열 지성의 우열을 전제한다 그러나 자코토는 또 그의 목소리를 빌, . ,

려 말하는 랑시에르는 이에 대해 반기를 든다 그들은 스승이 학생보다 반.

드시 더 많은 학식을 가져야 할 필요는 없으며 스승과 학생은 동일하게,

작동하는 동등한 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앎 앞에 있어 모든 인간은.

동등하다 그들에게 앎이란 위에서 아래로 가진 자에게서 못 가진 자에게. ,

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인간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지성을 사,

용해서 스스로 형성해나가야 하는 것이었다.

전통적인 배움의 과정에서 불평등의 해소는 영원히 유예된다 스승이.

앞서 와 있는 곳에 학생은 단지 뒤처져 있는 것으로 표상된다 하지만 학.

생은 그 거리를 영원히 메울 수 없다 스승은 늘 한 발 앞서 학생을 인도.

하고 학생을 스승의 인도를 따라서만 나아간다 이처럼 불평등과 우열의, .

논리를 학생에게 체화시키고 배움에 있어 스스로를 늘 열등한 존재로 표

상하게 하는 교육 방식을 자코토는 바보 만들기 라“ abrutissement”(MI 17;20)

고 일컫는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를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학생이 스승의. .

인도를 따라 나아간 만큼 학생의 뒤에는 그만큼도 나아오지 못한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 따라서 학생은 자신 앞에 선 스승들에게 열등의식을 느끼.

는 만큼 자신 뒤에 선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월의식을 가질 수 있다 랑시.

에르는 이를 두고 설명자들의 천재성은 바보를 만드는 나라의 가장 견고, “

한 끈인 열등한 존재의 우월의식을 이용해서 그들이 열등하게 만든 존재,

로 하여금 자신들을 따르게 한다는 점 이라고 말한다”(MI 39-40;51) .

그러나 우리는 바보만들기 방식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앎을 터득해왔다.

자코토의 학생들은 프랑스어를 혼자 힘으로 익히기 위해 모국어를 습득할

때 이미 자연스럽게 썼던 방법들을 사용했다 관찰하기 기억에 담아두기. “ , ,

되풀이하기 검증하기 알려고 하는 것과 이미 아는 것을 연관시키기 행하, , ,

기 행한 것에 대해 반성하기 등 그것은 지성을 활용하는 누구, ”(MI 2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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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 쓸 수 있는 방법들이다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 무언가를 혼자 힘으. “

로 설명해주는 스승 없이 배워보지 못한 사람은 지구상에 한 명도 없,

다 그것은 인간의 지성이 작동하는 동일한 방식이자 모든 인.”(MI 30;36) ,

간의 보편적 능력에 의한 배움이기에 보편적 가르침, ‘ Enseignement

이라 불린다 보편적 가르침은 학식을 전수해줄 스승을universel’(MI 30;36) .

필요로 하지 않는 이미 누구나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배움의 방법이다, .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에 의심을 갖는 이들은 반문할 것이다 설령 배.

움의 능력이 인간 보편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엄연한 능력의 차

이가 있는 듯 보인다 자코토의 학생들 중에도 더 빨리 배우고 더 쉽게. ,

배우는 학생이 있지 않았겠는가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적으로 보아 왔듯?

이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결과가 사람마다 제각각인데 이것이 지적 능력,

의 차이에 대한 증거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랑시에르는 이러한 반문들에 대해 하나의 지능이 다른 하나의 지능보“

다 더 발전했다 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 답한다 그러나 그것은”(MI 86;102) .

한 사람의 지적 능력이 다른 사람의 지적 능력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거

나 열등한 것이 아니라 단지 능력이 똑같이 발휘되지 않았을 뿐임을 가리,

킨다 그렇다면 다시 이 지능의 발전에 있어서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지.

를 물을 수 있다 랑시에르는 이를 의지의 차이로서 설명한다 의지가 불. .

평등하게 절박하다는 것이 아마도 주의의 차이를 설명하고 주의의 차이가,

아마도 지적 성과의 불평등을 설명하리라는 것이다.(MI 88;104)

이와 같은 설명은 자칫 단지 지능의 차이를 의지의 차이로 바꾸어 놓

는 그래서 오히려 결과의 불평등을 두고 구조적 문제를 간과한 채 개인의,

노력 문제로 떠넘기는 것에 불과한 발상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절반은 맞.

고 절반은 틀리다 우선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지능은 이미 주어진 것. ,

결정된 것으로 여겨지지만 의지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의지는 필요나.

상황에 따라 생겨나기도 없어지기도 하며 그 크기 또한 결정되어 있지 않,

다 그래서 지능의 차이에서 의지의 차이로의 전환만으로도 우리는 불평등.

을 결정론적으로 사고하는 것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으며 변화의 여,

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의지는 단순히 개인.

에게만 속해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의지를 갖는 것은 개인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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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의지는 개인을 둘러싼 주변의 상황이나 필요에 의해 생겨난다 예컨대.

아무리 노력해도 타고난 신분을 바꿀 수 없는 신분제 사회에서라면 개인,

에게 신분 상승을 위해 노력하려는 의지는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곧 의지.

는 개인의 환경이나 사회 구조와 독립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능의 차.

이를 의지의 차이로 전환하는 것이 꼭 개인으로의 책임 전가를 뜻하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랑시에르가 생각하는 지적 능력의 평등이란 모든 사람이 어

떤 일에 대해 똑같은 과정과 속도에 따라 똑같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의

미가 아니다 랑시에르는 무언가를 더 빨리 배우느냐 더 늦게 배우느냐는. “

그 자체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 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생각”(MI 27;32) .

해야 할 것은 빠른 길을 택할 것인지 자유의 길을 택할 것인지이다.(MI

랑시에르는 사람들이 각자의 관심에 따라 각자의 방식으로 진리와27;32)

관계할 수 있다고 본다 그는 우리가 우리의 조각난 언어로는 결코 진리를.

말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가 진리의 주위에서 저마다,

의 궤도를 그리며 돌고 있다고 말한다 우리 각자가 진리.(MI 99-100;117-8)

에 보다 가까워지기 위해 진리를 보다 잘 드러내기 위해 자유롭게 저마, ,

다의 궤도를 그리며 돌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아마도 랑시에르가 생각하는,

지적 평등일 것이다.66)

로고스의 공통성2)

인간의 동등한 지적 능력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어떠한 종류의 사회 질

서도 성립할 수 없다 한 사회의 성원들이 특정한 사회 질서를 따르게 하.

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회 질서에 대한 이해와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 질서를 이해하고 그에 동의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 모든 성원들은 평등하다 모든 불평등의 질서는 그것.

의 정초를 가능케 하는 근원적인 평등의 토대 위에 세워진다.

66) 이렇듯 랑시에르는 평등을 각자가 자유를 누릴 권리를 보장하는 전제로 삼고 있다

는 점에서 자유와 평등을 서로 상보적인 관계로 보는 근대 시민사회의 자유주의 이

념을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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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시에르는 저서 불화 에서 정치적 동물로서의 인간을 역설하는 아리ࡔ ࡕ
스토텔레스의 고전적 텍스트를 검토하면서 이를 논변한다.

모든 동물 중에서 인간만이 언어를 갖고 있다 목소리는 고통과 쾌.

를 표시하는 수단으로서 다른 동물들에게도 주어져 있다 여타의, .

동물들은 고통과 쾌의 감정을 갖고 서로 간에 그 감정을 표시

할 수 있는 것까지를 본성으로 한다 그러나 언어는 이로움indiquer .

과 해로움을 또 따라서 정의와 불의를 명시 하기 위한 것, manifester

이다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는 인간의 고유한 점은 인간만이 좋음.

과 나쁨 정의와 불의에 대한 감정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

러한 감정들의 공유에서 가족과 국가가 만들어진다.67)

이상에서 보듯 아리스토텔레스는 로고스언어 이성을 통해 인간과 동( , )

물을 구별한다 사람들은 공통의 로고스를 통해 선과 악 옳고 그름을 규. ,

정하고 이를 공유한다 이러한 인식의 공유로부터 가정이나 국가와 같은, .

공동체가 형성된다 곧 로고스는 인간의 보편적 자질이다 그러나 모든 인. .

간의 로고스가 동등한 것은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의 로고스와 자.

유민의 로고스를 구분한다.

노예는 언어 를 소유 하는 형태가 아니라 단지 언어를 이해logos hexis

하는 형태로 언어 공동체에 참여하는 자이다aesthesis .68)

즉 인간은 모두 로고스를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는 질적 차이가 있다, .

노예는 로고스를 이해만 할 수 있는 존재 곧 주어지는 명령이나 질서를,

67)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권, 1 , 1253 a9-18 ࡔ) ࡕ Jacques Rancière, La Mésentente, Galilée,
1995 (Disagreement 이하, Trans. Julie Ros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9)( M)

에서 재인용 한국어본 번역은 다음과 같다 그런데 인간은 언어 능력p.19(1) ) . “ (logos)
을 가진 유일한 동물이다 단순한 목소리 는 다른 동물들도 갖고 있으며 고통. (phōnē)
과 쾌감을 표현하는 데 쓰인다 다른 동물들도 본성상 고통과 쾌감을 감지하고 이.
런 감정을 서로에게 알릴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어는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유해한지 따라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밝히는 데 쓰인다 인간과 다, .
른 동물들의 차이점은 인간만이 선과 악 옳고 그름 등등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
다 그리고 이런 인식의 공유에서 가정과 국가가 생성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 .”( ,
정치학 천병희 옮김 숲, , , 2009 p.21)ࡔ ࡕ

68)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권 에서 재인용 한국어본 번역은, 1 , 1253 b22 (M p.38(17) ࡔ( ࡕ
다음과 같다 이성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이성을 갖지 못하는 자는 본성적으로 노. “
예이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천병희 옮김 숲.”( , , , , 2009 p.29)ࡔ 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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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듣고 수용할 수만 있는 존재로 로고스를 소유한 존재 곧 명령이나, ,

질서를 만들고 그에 관여할 수 있는 존재인 자유민보다 열등하다 따라서.

노예는 몸을 쓰는 일에 더 적합한 존재이며 몸에 대한 혼의 지배가 정당,

한 것처럼 주인에 의해 지배를 받는 편이 더 자연스럽고 유익하다.69) 이러

한 논변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당시의 노예제도를 정당화한다.

그러나 랑시에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글을 다른 시각에서 재해석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동물들의 소리와 달리 인간만이 가진 로고스는,

이로움과 해로움 정의와 불의를 명시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좋음과 나쁨, , ,

정당함과 부당함에 대한 감정을 갖게 하고 이를 공유하는 공동체를 형성

하게 한다 랑시에르는 이로부터 인간을 정치적 동물이게 하는 로고스의.

이중적 성격을 포착해낸다 즉 로고스는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 정당한. ,

것과 부당한 것을 명시하고 구별해주는 셈이기도 하며 그 구분을 이해하‘ ’ ,

고 그로부터 좋음과 나쁨 정당함과 부당함과 같은 감정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말이기도 하다 셈으로서의 로고스는 사물의 질서를 정립하고 분별‘ ’ . ‘ ’

한다 그것은 감각적으로 지각되는 잡다한 것들로부터 인식할 것들을 선택.

하고 인식된 것들 간에 질서를 부여한다 이는 공동체의 차원에서 공동체.

의 무대에 들어올 것과 아닌 것을 결정하고 공동체의 무대에 오른 것들의,

질서를 세우는 문제가 된다 한편 말로서의 로고스는 사물의 질서를 이해. , ‘ ’

하고 소통한다 그것이 있기에 사람들은 서로의 말을 알아듣고 그에 따른.

생각과 감정을 교류한다 이는 공동체의 차원에서 공동체가 기반하고 있는.

특정한 질서를 이해하고 그에 기인한 감각과 인식들을 공유하는 문제가

된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노예는 반쪽자리 로고스를 소유한 인간 다시 말해,

셈으로서의 로고스는 갖지 못하고 말로서의 로고스만 가진 존재였다 어떤.

명령이나 질서를 알아들을 수는 있지만 이에 개입할 능력은 갖고 있지 못

한 이들 이들이 고대의 노예들이었고 대다수 사회에서 지배계층이 피지배, ,

계층에 부여했던 모습이었다 그러나 랑시에르는 두 속성은 분리될 수 없.

다고 본다 어떤 질서를 이해하고 그를 따른다는 것은 이미 평등한 지성을.

함축한다 어떤 질서에 복종하기 위해서는 그 질서가 제시하는 논리를 이.

69)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천병희 옮김 숲, , , , 2009 p.29 (1253 b19)ࡔ ࡕ



53

해하고 그 질서에 따르는 것을 수긍해야 한다 특정한 질서가 어떤 원리, .

원칙에 의해 성립되는지를 알고 그 정당성을 따져 묻는 일 또 그 질서를,

수락한다고 할 때 그에 따라 자신의 몫을 분별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일은

모두 셈으로서의 로고스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즉 이미 셈으로서의.

로고스를 소유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인 것이다 질서나 명령을 부과하.

는 이들과 완전히 동등한 로고스를 갖지 않고서는 그 질서에 복종할 수

없다 하나의 질서 공동체에 함께 속해 있는 한에서 그 성원들은 모두 셈.

과 말의 동등한 로고스를 공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랑시에르는 사회.

적 존재로서의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이 단일한 로고스로부터 모든 인간

의 평등을 이끌어낸다 어떠한 사회에서건 그것이 기반한 사회 질서에 따.

라 명령하는 이와 복종하는 이가 존재하지만 이는 자연적 원리나 능력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정치의 토대는 사실 자연도 관습도 아니라. “ ,

토대가 없다는 것 모든 사회 질서의 순수한 우연성임 을 드러내, ”(M 36;16)

고자 하는 것이 랑시에르의 목표다 모든 사회 질서의 근간에는 이 공통된.

로고스의 소유에 근거한 근원적 평등이 존재한다.

랑시에르는 이를 보여주기 위해 로마 평민들의 철수 투쟁에서의 일화

를 가져온다.70) 기원전 세기경 고대 로마의 평민들은 귀족들(M45-50;23-8) 5 ,

의 압정에 대항하여 국가로부터 철수해 아벤티누스 언덕으로 올라간다 주.

변 민족들과의 전쟁 위험으로 인해 귀족들은 메네니우스 아그리파를 협상

대표로 보내 평민들을 설득한다 메네니우스는 몸의 각 부분이 힘들게 일.

하는 자신들과 달리 무위도식하는 위 에 분개해 태업하자 신체에 영양( ) ,胃

이 공급되지 않아 이내 몸 전체가 쇠약해져 버렸다는 우화를 평민들에게

들려줌으로써 불평등의 질서를 정당화하고자 한다 그러나 랑시에르는 이, .

것이 메네니우스의 의도와는 달리 귀족과 평민의 평등한 지적 능력을 폭

로한 일이라 본다 메네니우스는 평민들을 자신과 같이 말을 할 수 있는.

70) 로마 평민들의 철수 투쟁 이란 기원적 년경 로마의 평민들이 자신Secessio plebis 471
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개혁 요구를 귀족들이 거부하자 국가에서 철수해 아,・ ・
벤티누스 언덕으로 올라가 새 도시를 건설하고자 했던 사건을 말한다 프리츠 하이.(
켈하임 지음 로마사 세드릭 요 앨런 워드 개정 김덕수 옮김 현대지성사, , A M , , ࡔ, ࡕ ・

참고 세기 프랑스 철학자 발랑슈 는 고대 역사가 리비우1999 p.118-119 ) 19 Ballanche
스 의 로마사 에 기록된 평민들의 철수 투쟁을 공통의 언어 및 공통의 무대를Livius ࡔ ࡕ
구성하는 문제로 재해석했다 랑시에르는 발랑슈의 글을 참고해 말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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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자신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이들 자신의 말을 수긍할 수 있는 이, ,

들로 여긴 것이기 때문이다 불평등의 이유는 이야기를 가장해 주어져야. “

하지만 이야기는 담론의 가장 평등주의적인 형식, ”71)인 것이다 우화는 사.

람들에게 불평등한 질서를 이해시키고자 하지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는 먼저 사람들의 평등한 지적 능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질.

서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에 복종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 이는 우리가.

동물을 질서에 복종하게 할 수 없는 것과 같다 동물들은 질서를 이해하고.

그에 따라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귀족들과 동등한 지적 능력을 가진 평민들은 그 우화를 예의바르게 듣고“ ,

그에게 감사했으며 이어서 그에게 조약을 맺기를 요구했다 평민, ”(M47;25)

들은 이제 말하는 존재가 되어 스스로의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메네니우스의 설득에 따라 언덕을 내려왔지만 그 대신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호민관 제도를 이끌어냈다.

메네니우스는 사회 각 계층은 저마다 할 일이 있으며 귀족들 역시 사,

회 전체를 조정하고 통솔하는 역할을 한다는 종래 계급 질서의 원리와 기

능을 이해시킴으로써 평민들의 동의와 그에 대한 복종을 얻어냈다 어떤, .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공동체 전체 성원의 승

인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말해주는 것은 종래의 계.

급질서가 결코 자연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열등한 자들에게 그들이. “

왜 열등한지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월성은 이미 그것의 토대에서부,

터 무너진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근원적 평등에 의지해 불평.”(BP 102;139)

등을 설명해야 하는 우월한 자들의 딜레마 다“ ”(BP 102;139) .

이를 통해 랑시에르는 모든 질서의 저간에 자리하는 인간의 근원적 평

등 공통된 로고스의 소유를 드러낸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질서의 부정을, .

의미한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랑시에르는 모든 질서가 잘못된 것 사라. ,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말하려는 것은 불평등과.

평등의 관계다 그는 협약으로서의 사회질서는 인간의 평등을 전제로 해서.

만 존재가능하며 동시에 이 평등의 입증 또한 불평등의 사회질서를 무대,

71) Jacques Rancière, "The Method of Equality: An Answer to Some Questions", Jacques
Rancière: History, Politics, Aesthetics, G. Rockhill & P. Watts (ed.), Duke University Press,
2009 p.276



55

로 해서만 가능함을 말한다 사실 오로지 해방된 자만이 사회 질서가 온. “

통 협약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혼란 없이 이해할 수 있고 또 우월,

한 자들 해방된 자는 자신이 이 우월한 자들과 평등하다는 것을 안다―

에게 충실하게 복종할 수 있다 인간의 평등은 사회질서의.”(MI 180;207)―

안정적인 유지와 개선을 가능하게 하는 잠재적 전제다 천부적 불평등의.

이치로 제 질서를 정당화하는 사회야말로 자기 모순의 위태로움에 빠져

있다 자연적 이치를 주장하는 질서는 작은 반증 하나에도 쉽게 허물어진.

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동등한 이성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회질.

서가 어떻게 도입되었는지를 사회질서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이해,

한다 그러한 사람은 폭력을 제한하고 이성이 자유롭게 실행될 수 있는. “ ,

은신처를 이성에게 마련해주기 위해 찾아낸 최선 으로서 정당한 폭력의” “

독점 을 승인한다 하지만 그는 또한 사회 질서가 무질서에” .(MI 153;175) “

대한 질서의 우월성 말고 그에게 더 좋은 어떤 것도 제공하지 않을 것

임 을 잘 알고 있다 그는 법에 복종하면서도 자신을 전부 양”(MI 153;175) . ,

도하지는 않는다 그 법을 정초 짓고 승인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이성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이성을 시민의 덕에 희생 하지 않는. “ [ ] ”

다 따라서 그는 사회질서의 필요와 함께 그 형태의 변화가능.(MI 156;178)

성 또한 인지한다 공동체의 몫과 자리를 나누는 선은 언제고 다시 그어.

질 수 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인간이 동등히 보유하고 있는 이성.

이다.72)

랑시에르는 불평등한 사회 속에서 평등한 인간들로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사회는 인간들의 본성적 필요”(MI 221;251) .

에 의해 요청된 것이다 사회는 사회를 유기적으로 조직화할 수 있는 특정.

72) 랑시에르의 이러한 생각은 칸트적인 사회계약론에 맞닿아 있다 칸트에게서 사회계.
약은 인간 이성이 행하는 자율적 입법의 결과다 인간은 실천이성의 정언명령에 따.
라 스스로에게 입법하는데 이를 공동체의 차원으로 확장하는 과정이 곧 사회계약,
이다 이때의 입법은 개개인의 주관 내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과정에서 동등한 이.
성을 가진 선험적 타인들의 존재가 함께 고려된다 동등한 이성적 타인들의 존재가.
공동체의 무대를 구성하고 공통 질서의 입법 또한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공동체의 법은 개개인에게는 스스로의 이성에 의해 입법된 것이므로 복종

해야 할 의무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이성적 소질은 계속 계발되어 나가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그에 따른 법의 변화가능성 역시 함축되어 있다 임마누엘 칸트 칸트의. ( , ࡔ
역사철학 개정판 이한구 편역 서광사 제 판 참고( ), , 2009 ( 1 1992) 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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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원리 특정한 질서에 따라 구성되고 유지될 수밖에 없다 특정한 질서, .

란 공통의 것에 대한 역할과 자리와 몫을 특정한 방식으로 나눈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는 그 특정 방식의 분할을 최상의 것으로 설득하고 정당화,

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는 설명과 교육을 필요로 한다 해방이란 이 불평. .

등의 설명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다 개인을 해방시키는 보편적 가르침은.

모든 지적능력이 본성상 평등하며 인간은 스승 없이도 배울 수 있음을 일,

깨운다 보편적 가르침은 설명과 교육이 인도하는 하나의 길만이 길이 아.

니고 그것들이 지시하는 하나의 질서만이 질서가 아님을 보게 한다 그, .

다른 시선들이 현존하는 사회질서에 개입해 질서의 재편을 만들어낸다.

이와 같은 랑시에르의 생각은 공동체에서의 삶을 위해 어떤 질서의 설

립이 불가피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타인과 자신에 대한 기본적인 존,

중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 형성에 기여한다 더불어 그.

것은 현재의 질서를 절대적인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반성적 성찰을 통해,

끊임없이 보다 나은 질서를 모색하게끔 하는 주의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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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랑시에르 감성론의 전개 미감적 경험을 통한 평등 입증4 . :

랑시에르의 감성론은 지적 평등의 기반 위에서 인간이 인지적 감각을

통해 세계와 관계맺고 세계에 대한 이해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출발한다.73)

그의 감성론은 사회의 질서가 곧 세계에 대한 감각이라고 본다는 점에서

감성의 문제와 정치의 문제를 동시에 아우른다 랑시에르는 칸트와 쉴러의.

미학에서 조명되는 미감적 경험의 이중의 중지라는 특징으로부터 주체에‘ ’ ,

게 부과되던 종래의 질서의 위계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순간을 본다 이.

분리의 경험으로부터 주체는 선험적으로 전제되는 인간의 근원적 평등을

자각하고 스스로 세계에 대한 감각의 질서를 수립함으로써 평등을 입증할,

수 있다.

의 이중적 의미1) ‘esthétique’

랑시에르는 자신의 저술에서 이란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고‘esthétique’

말한다.74) 먼저 그것은 칸트의 감성학 과 관계하는 무엇이 감각에Ästhetik ,

현시되고 그것을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관련한 일반적인 인간 경험의 한, “

차원”75)을 가리킨다 두 번째로 은 역사적으로 결정된 예술을. esthétique “ ,

규정하는 특정한 한 체제 로서의 미학을 가리킨다 이들 각각의 의미를 보” .

다 상세히 알아보고 양자가 어떻게 연결되며 이것이 해방과 어떻게 관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자.

감성학으로서의(1) ‘esthétique’

랑시에르에 따르면 정치의 기저에는 어떤“ 감성학 이 있다esthétique .”76)

73) 랑시에르의 미학이 갖는 지성적 성격과 랑시에르에게서 감성적인 것과 지성적인,
것의 관계를 논하는 논문으로는 Colin McQuillan, "The Intelligence of Sense: Rancière's
Aesthetics", Symposium 참고, 15 (2), 2011 .

74) Jacques Rancière, "A few remarks on the method of Jacques Rancière", Parallax, 15(3),
2009 p.121

75) Ibid.
76) Jacques Rancière, Le Partage du sensible, La Fabrique éditions, 2000 (The politic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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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의 감성학은 아마도 푸코에 의해 재해석된 칸트적 의미 로 자신에“( ) ” , “

게 느껴지는 것을 결정짓는 선험적 형식의 체계 를 가리킨다a priori ” .(PS

그러나 랑시에르의 감성학은 그 어원인 감각 경험 감각적13;14) aisthesis( ,

지각의 의미와의 연관에서 칸트 본래의 감성학의 의미를 다소간 변형한) ,

것이다 이것은 랑시에르가 부연하듯 푸코에 의해 재해석된 의미로서의. ‘ ’

감성학이다 즉 푸코의 계보학적 관점의 영향 아래 랑시에르는 감각 경험. ,

에 무엇이 현시 지각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형식이 역사적 사회적으로 구, ・
성되는 것이라 간주한다.77) 주관을 둘러싼 시간과 공간의 배치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주관이 무엇을 보이는 것 들리는 것으로 지각하는지는 시대와, ,

사회에 따라 달라진다 이 점에서 시간들과 공간들 보이는 것과 보이지. “ ,

않는 것 말과 소음을 나누는 것 으로서의 감성적 문제는 그 자체로 경험, ” “

의 형식으로서의 정치의 장소와 쟁점을 동시에 결정짓는 것이다” .(PS

정치는 시간과 공간의 배치를 결정하고 무엇이 보이고 보이지 않는14;14) ,

것인지 무엇이 들리고 들리지 않는 것인지 경험의 형식을 규정한다 이것, , .

은 어떤 존재가 있어야 할 공간과 시간을 규정함으로써 존재의 물리적 연

장을 규제하는 것을 비롯해 상징적 의미에서의 존재에 대한 감각을 통제,

하는 것을 포함한다.

랑시에르는 이로부터 정치와 감성의 관계에 주목한다 사회를 구조짓는.

질서는 개개인에게 감각으로 주어진다 무엇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자리해.

야 하며 무엇을 어떤 의미로 보고 듣고 느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감, , ,

각이 곧 우리의 몸에 각인되는 사회의 질서다 그의 대표적 개념인 감각. ‘

적인 것의 분유( )le partage du sensible’分有 78)는 그의 이러한 문제의식을 압

Aesthetics 감성의 분할 오윤성 옮김 도서출판, Trans. Gabriel Rockhill, 2004; , , b,ࡔ ࡕ
이하2008)( PS) p.13(14)

77) 곧 인간의 선험적 경험 형식으로서의 감성의 원리를 탐구하는 칸트의 감성학,
과 달리 랑시에르의 감성학 에는 지각이 관여하며 여기에 역사 사Ästhetik esthétique , ・

회적 요소가 작용한다 랑시에르는 칸트의 감성학이 인간에게 경험되는 내용 자체. ‘
를 결정짓는 형식을 고찰하는 점에 주목해 이를 간접적으로 차용하고 있다 보아야’ ,
할 것이다.

78) 랑시에르의 개념은 그의 대표적 주요 개념이면서도 아직 한le partage du sensible
국어 역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고 있지 못하다 동명의 저서는 한국에서 감성의. ‘
분할로 번역되었고 이후에는 단어의 원뜻을 살린다는 취지에서 감각 감각적인 것’ , ‘ /
감지가능한 것의 나눔 분배 배분 분유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다 양창렬/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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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 개념은 감각가능한 것을 뜻하는 과. ‘ ’ le sensible

분할 공유를 함께 뜻하는 라는 두 단어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 ’ partage .

감각이나 감성의 문제가 일반적으로 감성학미학의 영역으로만 여겨져 왔[ ]

다면 공동체 성원들 간의 몫의 배분 및 소유 문제는 흔히 정치의 영역으,

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랑시에르는 두 영역을 아우르는 감각적인 것의. ‘

분유 개념을 통해 정치와 감성학미학이 그 자체로 긴밀히 맞물려 있음을’ [ ]

개념 자체로 드러내고자 한다.

랑시에르가 이 개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같은 이름의 저

서 감성의 분할 의 첫머리에서다.ࡔ ࡕ

나는 공통 세계의 존재와 그 안에서 각각의 자리와 몫을 규정하는

분할을 동시에 보게 하는 감각적 명증함의 체계를 감각적인 것의

분유라 부른다 감각적인 것의 분유란 분유되는 공통 세계와 배타.

적 몫을 동시에 결정한다 이러한 몫과 자리의 분배는 공통적인 것.

이 소용되는 방식 서로서로가 몫을 갖는 방식을 결정하는 공간, ,

시간 행동 양식의 분유에 입각한다, .(PS 12;13)

이 말을 풀어보자면 이러하다 우리가 공동체를 이뤄 살아가기 위해서.

는 먼저 공통으로 다뤄야 하는 영역이 무엇인지 또 그 영역에서 각각이,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전면개정판 양창렬 옮김 도서출판 길 제 판( ), , , 2013( ࡔ1 ࡕ
주석2008) p17 ; 황정아, ｢자끄 랑씨에르와 문학의 정치‘ ’｣ 안과 밖, , 31, 2011 p.52ࡔ ࡕ

주석 등 참고)
이 개념은 세계를 인지하는 감각 방식의 결정 곧 우리에게 감각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감각할 것인지에 관한 사회적 감각을 일컫는다 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이 개념의 역어로서 원 단어에 대해 약간의 의역을 거친 감각의 분할이나 감각의, ‘ ’ ‘
분유라는 번역어도 의미의 이해나 무엇보다도 개념의 운용에 용이해 보인다 그러’ .
나 그렇다 하더라도 고유 개념의 역어에서 원 단어의 이 갖는 대상성을le sensible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은 아무래도 의미의 훼손이 큰 듯싶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le

은 일반적으로 감각으로 번역되는 와의 관계를 고려해 감각적인 것으sensible sense ‘ ’
로 는 분할과 공유의 의미를 즉각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분유 로 옮, partage ‘ ( )’分有

겨 해당 개념을 감각적인 것의 분유로 쓰기로 한다 물론 이 말은 한국어의 일상, ‘ ’ .
적 감각상 생경하게 느껴진다는 문제가 있어예컨대( 한국어에서 감각적인 것이라‘ ’
는 말은 감각될 수 있는 모든 대상을 가리키기보다는 다른 것들보다 특별히 더 감

각을 자극하는 특수한 대상을 가리키는 것처럼 먼저 여겨지고 분유 라는 말, ‘ ( )’分有

도 흔히 쓰이는 말은 아니어서 의미가 곧장 파악되지 않을 수 있다 여전히 고민이)
필요하나 글 속에 녹여 쓸 때는 가급적 개념을 풀어쓰는 식으로 문제를 다소나마,
보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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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역할을 맡고 그에 따라 어떤 몫이 배분되어야 할지가 결정되어야 한

다 이를 한 사회가 구성되는 일종의 질서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 .

질서는 사람들에게 각각이 점해야 할 공간이나 시간 행해야 할 행동 양식,

을 부여한다 기실 사회의 질서는 그러한 감각들로서만 이해된다 즉 우리. .

는 사람들이 점하는 시공간이나 그들의 행동 양식을 통해 우리가 속한 사

회가 입각하고 있는 질서를 그 자체 명증한 감각들의 체계로 이해하게 되

는 것이다 그래서 랑시에르는 지각 방식들을 먼저 규정함으로써 그것들. “

에 기입되는 몫의 소유 형식들을 규정하는 일반적으로 암묵적인 법(BP

을 감각적인 것의 분유라 부르기도 한다176;221-2)” .

감각적인 것의 분유 개념을 부연하기 위해 랑시에르는 아리스토텔레스

와 플라톤의 사례를 가져온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노예는 생명이 있는 재.

산일 따름으로 재산으로서의 그가 속한 공간은 가정이었다.79) 그의 존재는

공공의 영역에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까닭이, .

로고스의 차이에 있다고 보았다 노예는 언어를 이해할 수는 있으나 소유.

하지는 못한 존재이기 때문이었다.80) 마찬가지로 플라톤은 장인들을 자신

들의 일을 위한 시간과 장소에 매여 있는 사람들로 보았다.81) 그들은 주어

진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할 시간이 없고 다

른 곳에 있을 수도 없었다 따라서 플라톤은 그들이 다른 것을 할 능력. ,

이를테면 공동체에 관한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고 보았다 이.

처럼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은 모두 특정한 행동 양식 특정한 시공간의,

점유를 곧 그에 상응하는 능력과 무능력으로 연결짓고 있다 그것은 그. “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그 사람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또한 그 사람이 무,

엇인가를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에 따라서 순환적으로 정의하는 구체적,

이고 상징적인 공통세계의 구분”82)이다.

앞서 부르디외의 연구는 이를 잘 보여주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관습적으로 주어지는 사회적 감각에 자신을 적응시킨다 그것, .

79)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천병희 옮김 숲 제 권, , , , 2009, p.25-6( 1 1253b23-1254a13)ࡔ ࡕ
80) Ibid. 제 권, p.29( 1 1254b16)
81) 플라톤 국가개정증보판 박종현 역주 서광사 제 판 제 권, ( ) , , , 2005 ( 1 1997) p.231-232( ࡔ4 ࡕ

406c-407a)
82) 일본 오사카대학교 강연문Jacques Rancière, "Démocratie, dissensus, communication," ,

민주주의 비합의 소통 김상운 옮김2004 ( , , , , 2012｢ ｣ http://multitud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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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개인의 생활양식이나 취미의 형태로 나타난다 즉 무엇을 입고 먹고. , ,

듣고 보는지를 통해 또 그에 대해 사유하는 방식을 통해 사람들은 사회, , ,

적 계급의 질서를 감각하고 이를 내면화한다 이처럼 사회의 질서와 세계.

에 대한 감각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랑시에르는 이 점으로부터 정치의. ,

본질이 실상 감각적인 것들을 분할하고 배분하는 문제 자체라는 것을 말

하고자 한다 흔히 정치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법이나 제도 권력의 행사. ,

또한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의 존재방식 행위방식 지각방식을 규율하는 것, ,

을 겨냥한다 정치는 사람들의 시공간적 배치 감각의 양식과 경계들을 만. ,

들어내는 일이다 이를테면 앞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적 능력의 표현인.

인간의 말과 쾌나 고통의 표현일 뿐인 동물의 소리를 구분했다 그러나, .

랑시에르가 보기에 이것은 처음부터 논쟁적 요소를 품고 있다 문제는 어. “

떻게 주장하는 목소리와 고통의 외침을 구별할 것인가”83)이기 때문이다.

랑시에르는 정치적 갈등이 사람들이 입 밖에 내는 것을 해석하는 문제와“

관계되는 한 그것은 시초부터 감성적 문제 라고 보며 이 점에서 감각적, ” , “

인 것들에 대한 분할은 오늘날에도 매순간 작동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84)

미학으로서의(2) ‘esthétique’

이처럼 감각적인 것을 분할하는 한 양식으로서 랑시에르는 예술과 관,

련하여 세기 말엽 이후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특정한 감각 및 사유18

체제 역시 미학 이라 칭한다esthétique .85) 랑시에르에 따르면 예술은 예술“

83) Jacques Rancière, "A few remarks on the method of Jacques Rancière", Parallax, 15(3),
2009 p.121

84) Ibid., p.121
85) 랑시에르는 미학에 대한 주요 비판적 논의들로부터 역으로 미학의 의미에 관해 성

찰한다 그는 미학에 제기되는 현대의 비판적 담론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부르디외는 독일 관념론 철학의 맥락에서의 미학 전통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비1)

판한다 미학은 계급에 따라 상이한 감성적 태도를 갖게 되는 사회 현실을 부인하.
고 특수한 미감적 판단을 기만적으로 절대화한다 칸트가 주장하는 무관심적 취미.
판단이란 실상 문화 자본을 충분히 소유한 이들만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
이 계급 구분을 넘어서 있는 것인 양 상상하게 만드는 철학적 가상이다 예술의 사.
회사나 문화사 연구들 역시 예술행위의 조건을 결정짓는 정치 경제적 현실을 고려

해야 한다는 유사한 입장을 취한다.
장마리 쉐퍼는 독일 관념론 철학의 사변적 악습이 감성과 지성의 화해라는 잘2) -

못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술의 절대성이라는 낭만적 개념을 도입했다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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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들을 식별하고 그 식별을 지각방식들 감응형태들 특정한 이해 가능, , ,

성의 형태들과 일치시키는 식별체제들 안에서만 존재 한다 이 말”(SE 2;2) .

은 삶 속의 어떤 행위나 대상이 예술행위나 예술작품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은 그것을 예술행위나 예술작품으로 바라보게 하는 특정한 방식의 감각

상에서만 그러하다는 뜻이다 이것은 곧 예술에 부여되는 의미 보다 넓게. ,

는 미감적 경험에 부여되는 의미의 문제와 관련된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어떤 예술의 식별체제들이 있어 왔는가 랑시에르?

는 서구 전통 내에서 발견되는 예술에 관한 세 가지 식별체제를 제시한다.

이것들은 연대기적으로 출현했던 것만은 아니며 한 시대 안에서 동일한, ,

작품에 대해서도 공존할 수 있다, .86) 이하( PS 27-32;26-30, SE 3-4;2-4, ME

이러한 미학적 절대에의 추구는 예술적 실천을 왜곡하고 종종 전체주의로 이어진

다 따라서 그는 사변적 전통에서 벗어나 분석철학적 관점에서 예술행위 및 미적.
태도에 대한 구체적 분석과 연구를 행할 것을 주장한다.
바디우는 예술과 철학의 관계에 대한 사유로부터 미학 전통을 비판한다 그는3) .

예술이 정치 과학 사랑과 마찬가지로 내재적이고도 독특한 진리를 생산하며 철( , , ) ,
학은 이 진리들을 사유하는 작업을 한다고 본다 그러나 미학은 철학의 소임을 떠.
나 예술시의 감각적 진리를 낭만적으로 찬양하는 데 몰두함으로써 철학을 예술에( )
봉합해버린다 이에 그는 예술과 철학의 관계 회복을 통해 예술의 사건적 역량을.
온전히 밝히고자 한다.
리오타르는 미학 전통이 근대 예술에 내재하는 단절의 역량을 봉쇄하는 것을4)

비판한다 그는 칸트의 미 개념을 지성과 감성의 조화로 숭고 개념을 이념과 감각. ,
적 현실 간의 근본적 단절로 분석하면서 문명의 몰락한 이념들을 문화라는 이름으,
로 즐길 따름인 미학에 맞서 재현불가능한 것이 있음을 증언하는 숭고 개념의 현,
시를 근대 예술 전체의 과제로 설정한다 이는 진보주의적 역사관의 중단이기도 하.
다 이상 서울 홍익대학교 강연문. ( Jacques Rancière, "La subversion esthétique", , 2008
감성적 미학적 전복 양창렬 옮김 이하( / , , 2008)( SE) pp.1-2(1-2), Jacques Rancière,｢ ｣

Malaise dans l'esthétique 미학 안의 불편함 주형일 옮김 인간사랑, Galilée, 2004 ( , , ࡔ, ࡕ
이하 인용 및 참고2008)( ME) pp.9-12(25-28) )

랑시에르는 이들 이론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미학의 혼동 곧 미학이 작품 분“ ”, “
석이나 평가 그리고 바깥에서 오는 근거들의 실천들예술행위을 뒤섞어버린 책임[ ] ”
을 묻는 데 대해 실은 그 혼동이 예술에 관한 사유 행위 감응 을 구성하고, “ , , affects
그 고유한 영역과 대상을 갖추게 하는 하나의 매듭 이라고 말한다 다시” “ ” .(SE 2;2)
말해 미학 내에서 발견되는 혼동은 예술을 식별하는 특정한 방식의 시각을 결절하

는 매듭인 것이다 따라서 랑시에르는 이 매듭을 풀어버리는 대신 이 매듭 자체를.
사유하고자 한다.

86) 랑시에르는 자신의 관점이 푸코의 관점과 유사함을 인정하면서도 이 점에서 푸코의

고고학적 사유과 자신의 사유 간 차별성을 내세운다 랑시에르가 보기에 어떤 지각.
체제는 새로운 체제의 등장과 더불어 소멸하지 않는다 예컨대 미학적 예술 체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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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참고43-45;60-62 )

윤리적 이미지 체제ⅰ régime éthique des images

랑시에르는 이 식별체제에 예술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는다 그에 따르면.

이 체제에서 예술가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예술 개념 아래 포섭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들로 간주 되기 때문이다 이 체제에서 예술가들이 만”(SE 3;2) .

들어내는 이미지는 다음 두 가지 물음 아래 판단된다 첫째 이 이미지들. “[ ,]

은 원본에 충실한가 둘째 그 이미지들은 존재 방식들 즉 그것들을 지각? [ ,] ,

하는 자들의 성격과 도덕성에 어떤 효과를 낳는가 즉 이 이미지?”(SE 3;2)

들은 진리에의 충실성 여부와 도덕적 효과 측면에서 판단되는 것으로 이,

체제에서 예술은 엄밀히 고유한 것으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랑시에르가 보.

기에 플라톤의 시뮬라크르 논쟁87)은 이 체제에 속한다 익히. 알려져 있듯

플라톤에게 시인은 실재 를 알지 못하고 현상 만을 모방to on to phainomenon

하는 모방자다.88) 플라톤은 시인이 이성적이고 침착한 성정 등과 같은 혼의

최선의 부분은 모방하기 어렵기에 격정적이고 감정적인 부분들 같은 혼의,

변변찮은 부분을 모방함으로써 그것을 일깨우고 강화해 이성적인 부분을

파멸시키는 점을 비판한다.89) 따라서 플라톤은 즐거움을 위한 시가는 배척

하고 신이나 훌륭한 사람들에 대한 찬양으로서의 시가만을 받아들여야 한,

다고 말한다.90) 그는 시인의 모방물이 나라의 체제와 인간 생활을 위해서

이로운 것인지 따라서 우리가 그로 인해 이득을 볼 것인지를 기준으로, 91)

개별 시가를 판정한다 이 때문에 랑시에르에 따르면 플라톤에게는 예술. “

은 존재하지 않고 예술들 행위 양식들 만이 존재한L'art arts, manieres de faire

다 곧 이 체제에서는 예술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이미.”(PS 27-8;26) , “

역사적으로 설립되었다고 해서 그 이전에 지배적이었던 재현적 체제가 폐지되는 것

은 아니다 여러 체제들은 작품들 그 자체 내에서 공존하고 혼합 될 수 있다. “ ” .
Jacques Rancière in interview with Gabriel Rockhill, "The Janus-Face of Politicized
Art", in Jacques Rancière, The politics of Aesthetics, Trans. Gabriel Rockhill, 2004 p.50( ࡔ
감성의 분할 오윤성 옮김 도서출판, , b, 2008 p.67-8)ࡕ

87) 플라톤 국가 박종현 역주 서광사 권, , , , 2005 pp.611-639(10 595a-607b)ࡔ ࡕ
88) Ibid., p.625(601b)
89) Ibid., p.633-4(604d-605b)
90) Ibid., p.637(607a)
91) Ibid., pp.638-9(60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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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들의 존재 양식이 어떻게 개인들과 공동체들의 존재 양식 에토스에 관계,

되는지를 아는 것이 관건 이 된다”(PS 28;27) .92)

재현적 예술 체제ⅱ régime représentatif des arts

이 체제는 재현으로서의 예술에 고유한 지위를 부여한다 유의해야 할.

것은 여기에서의 재현 은 사실과의 일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mimesis

그럴듯함 과 내적 일관성 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랑시에르는 아“ ” “ ” .(SE 3;3)

리스토텔레스의 시학 논의를 가져와 이를 설명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역.

사가 일어난 일 곧 특수한 것을 이야기하는 반면 시는 일어남직한 일 곧, , ,

보편적인 것을 이야기하기에 시가 역사보다 더 철학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93) 이때의 보편이란 개연성이나 필연성에 의하여 어떤 종류의 인물‘ ’ “

이 어떤 종류의 말이나 행동을 함직함”94)을 뜻한다 즉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은 특정 부류의 인물과 사유 양식과 행동 양식을 연결짓는 질서를 가

지고 있다 비극은 고상한 인물의 고상한 행위를 모방하는 반면 희극은. ,

못난 인물의 우스꽝스러운 행위를 모방한다.95) 이 체제에서는 예술에서 재

현할 주제와 그에 맞는 형식 그에 대한 대중의 감응이 일관된 규범으로,

연결된다 랑시에르는 이로부터 재현적 체제에서는 재현 의 법칙이. mimesis

제작 양식 과 그에 의해 변양되는 존재 양식감각 양식 간 관poiesis ( )aisthesis

계를 규정한다고 분석한다 다시 말해 재현적 체제에서는 예.(ME 16;32-33)

술의 제작 형식주제 장르 플롯 인물 길이 등과 그것이 자아내는 관객( , , , , ) ,

들의 감각 정서 간 관계가 특정한 재현의 법칙에 의해 규정된다 그리고, .

이 삼각관계를 보증하는 것은 인간 본성이다 랑시에르에 따르‘ ’ .(ME 16;33)

면 예술은 재현적 체제에서 독립적 자율성을 얻는 한편으로 재현할만한, “

92) 랑시에르는 이러한 관점에서 탈레반의 석불 파괴 사건을 설명한다 탈레반이 바미. “
안 석불들을 파괴한 사건은 그 석불들을 인류의 예술적 유산으로 보았던 자들에게

커다란 스캔들이 되었다 하지만 탈레반이 석불을 파괴한 까닭은 그 예술작품들. [ ] ‘ ’
이 그들에게는 한낱 우상들 가짜 신들의 이미지들 이미지가 되어버린 신들에 지나, ,
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이 윤리적 체제의 감각이 오늘날에도 여전.”(SE 3;3)
히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93) 아리스토텔레스 시학 이상섭 옮김 문학과지성사, , , , 2005 p.37(1451b)ࡔ ࡕ
94) Ibid., p.37
95) Ibid., 등1448a17, 1448b25, 1449a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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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고 고상한 주제들 또는 천박한 주제들을 재,

현하는 데 부합하는 형태들을 구별”96) 하는 질서에 순응한다 이때(SE 3;3) .

의 재현의 질서는 사회적 점유와 행동 양식의 분할 에 상응해 나타나는“ ”

것이다 즉 재현적 체제에서의 예술이 따르는 재현 질서에서의.(PS 28;28)

위계는 공동체 전체가 공유하는 감성적 분할의 위계와 유비적으로 연결된

다.(PS 28;29)

미학적 예술 체제ⅲ régime esthétique des arts

이 체제에서는 예술이 목적이나 위계적 질서 등으로부터 해방되어 하“

나의 특정한 경험 영역으로서 고유하게 존재 한다 미학은 이 새로”(SE 4;3) .

운 체제에 대한 사유다 이 체제에서는 재현적 체제를 규정짓던 삼각관계. ,

즉 제작 양식 과 존재 양식감각 양식 을 일정한 방식으로 연poiesis ( )aisthesis

결하던 재현 의 매듭이 풀린다 그러나 이때의 재현 의 종말mimesis . “‘ mimesis’

이란 형상화의 종말이 아니 라 제작적 본성 과 감각적 본성” , “ [poiesis]

을 서로 일치시키던 모방의 입법의 종말 이다 따라서[aisthesis] ”(ME 16;34) .

미학적 체제에서는 재현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재현이든 가능해진,

다.97) 이 체제에서는 주제와 장르의 위계가 붕괴 되고 어느 주제든 재현“ ” , “

해도 좋으며 어떤 주제도 그것에 부합하는 형태를 미리 규정하지 않는,

다 랑시에르는 이를 가리켜 규정된 형식과 내용 간 모든 필연적.”(SE 4;3)

관계를 부정하는 무차별의 평등 이라 일컫는다“ ” .(PS 17;17)98)99)

96) 랑시에르는 고귀한 비극 장르나 역사화를 통속적인 희극 장르나 장르 회화에 맞세

우는 것을 그러한 구별의 예로 든다.(PS 3;3)
97) 랑시에르는 이러한 인식으로부터 리오타르의 재현불가능성 논의를 비판한다 상세.
한 내용은 본고의 을 참고하라5-1 .

98) 랑시에르는 플로베르 소설의 예를 빌려 이를 설명한다. 플로베르의 정치적 입장귀족(
주의 순응주의에도 불구하고 플로베르의 소설들은 어떤 메시지를 문학에 부여하는 것을, ) ,
거부하는 것 자체를 하나의 증거로 하는 문학에서의 민주주의를 드러낸다 플, .(PS 16;16-17)
로베르의 산문이 물질적 사물에 인간 존재만큼의 가치를 주면서 사소한 것에 매료되고“ , ,
인물과 행동의 인간적 의미작용에 개의치 않는다는 동시대 비평가들의 지적으로부터 랑” ,
시에르는 고귀한 주제와 비속한 주제 서술과 묘사 무대의 전면과 후면 종국에는 인간“ , , ,
과 사물 간의 모든 위계를 파기하는 무차별적 평등을 읽어낸다” .(Jacques Rancière, Politique
de la littérature, Galilée, 2007 pp.16-17( 문학의 정치 ࡔ, ࡕ 유재홍 옮김 인간사랑, , 2011 pp.17-18)

99) 랑시에르는 미학적 무의식 에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 미학적 체제를 기반으로ࡔ ࡕ
형성될 수 있는 것이라 주장한다 랑시에르에 따르면 정신분석학의 핵심 인물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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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 법칙의 붕괴로 인해 제작 양식 과 존재 양식감각 양poiesis (

식 은 이제 직접 연결된다 다시 말해 예술품을 어떤 주)aisthesis .(ME 17;34)

제 어떤 형식으로 제작하고 그것에 대해 관객이 어떤 감각을 갖고 어떤, ,

경험을 할지는 미리 결정되어 있지 않다 랑시에르는 이 미결정성을 미학.

적 체제에서의 미감적 경험의 고유한 특성으로 파악하고 이로부터 해방의,

실마리를 읽어낸다 미학적 체제에서의 미감적 경험은 예술이 종속되어 있.

던 재현적 위계의 법칙 그리고 그것에 유비적으로 연결된 공동체 전체의,

감성적 분할의 위계로부터 벗어나는 경험이다 이것은 재현적 체제에서의. “

예술적 행위를 구조짓던 위계와 같은 대립들에 대한 무관심 으로서 이 체” ,

제에서의 미감적 경험을 특징짓는 미학적 무관심 이다“ ” .100) 랑시에르는 이

체제가 예술의 타율성과 자율성을 동시에 품는 특수한 긴장을 지니고 있

다고 본다 곧 미학적 체제에서 예술은 무엇이라도 그 영역에 들어갈 수. “

있는 특수한 경험의 영역 으로 존재한다” “ ” .101)

랑시에르가 을 이중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만‘esthétique’ 102) 두 의미가

이디푸스는 고전주의 시대의 재현적 체제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영웅으로 낭만주의

시대에 재발견된 인물이다 그는 알면서 알지 못하고 능동적이면서도 수동적인 인.
물로 로고스와 파토스라는 상반된 것의 동일성을 구현하는데 이것은 미학적 체제, ,
의 특성이다 랑시에르는 정신분석학의 핵심 개념인 무의식 무언의 말 역시 객관적. ,
이고 투명한 질서로 설명되지 않는 이름 없고 모호한 것들 로고스 안의 파토스 파, ,
토스 안의 로고스를 드러내는 것이라 본다. (Jacques Rancière The aesthetic unconscious,
Debra Keates and James Swenson(tr.), Cambridge 2009)

100) Jacques Rancière, "A few remarks on the method of Jacques Rancière", Parallax, 15(3),
2009 p.120

101) 자크 랑시에르, 이택광 인터뷰서용순 옮김 다시 더 낫게 실패하라 자음과 모( ), ࡔ, ࡕ
음, 2013 p.111

102) 랑시에르는 이와 같은 용어 사용이 불러일으키는 의미의 혼란에 대해 종종 지적받

는다 그러나 랑시에르는 어떤 단어들은 실제로 이렇게 넓은 범위의 의미에 걸쳐져.
쓰이고 있으며 오히려 이렇게 쓰이게 된 상관관계를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
다.(Jacques Rancière, "A few remarks on the method of Jacques Rancière", Parallax,

그는15(3), 2009 p.121) ‘esthétique’에 내재한 이중적 의미를 보임으로써, 예술이라‘ ’
는 우발적 개념을 종언 등의 역사적 운명들에 연결짓는 담론들을 비판하고 예술의‘ ’
모더니티와 관련된 혼란스러운 해석들을 정리하고자 한다는 생각을 밝힌 바 있다‘ ’ .(
Jacques Rancière in interview with Gabriel Rockhill, "The Janus-Face of Politicized
Art", in Jacques Rancière, The politics of Aesthetics, Trans. Gabriel Rockhill, 2004 p.51-52(
감성의 분할 오윤성 옮김 도서출판, , b, 2008 p.69-71)ࡔ 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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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별개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예술의 식별체제로서의.

미학 에 관한 랑시에르의 사유는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 감각적인esthétique

것의 분유를 다루는 감성학 과 연결될 수 있다 랑시에르는 예술의esthétique .

식별체제로서의 미학에 관한 사유를 통해 예술이 초역사적인 개념이 아, “

니라 역사와 사회 속에서 규정되는 것이며 미학 역시 단순히 예술철학이” ,

라는 특정 분과학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각과 사유의 역사적 체제“ ”

임을 말하고자 한다.103) 이런 의미에서 예술 개념의 변화 미학이라는 역사,

적 체제의 출현은 경험의 양식과 감각의 형식에 일어나는 보다 큰 변화“

들 곧 감각적인 것을 새롭게 분유하는 방식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 하”,

겠다.104)

랑시에르는 미학적 체제에서 특별히 조명되는 미감적 경험의 고유한

특징에 주목한다.105) 칸트의 미감적 판단 쉴러의 미감적 상태‘ ’, ‘ ( ) der

로 대변될 수 있는 미감적 경험에서의 모든 위계의 중ästhetische Zustand’ ,

지는 해방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그것은 주체로 하여금 자신을 규정하고.

있는 분할의 질서들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켜 성찰하게 한다 랑시에르는.

이러한 경험이 세계의 질서로서의 감각적인 것의 분유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이를 다음 절에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

103) 자크 랑시에르, 이택광 인터뷰최정우 옮김 다시 더 낫게 실패하라 자음과 모( ), ࡔ, ࡕ
음, 2013 p.93-94

104) Ibid., p.95
105) 랑시에르는 미학적 체제하 미감적 경험에서 특히 강조되는 특징으로서 미학적 중‘
지 혹은 미학적 분리를 들고 있지만 미감적 경험의 이러한 특징이 역사적인 것으’ ‘ ’
로 한정된다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보다는 미감적 경험에 내재하는 이와 같.
은 특징이 미학적 체제에서 보다 부각되며 이 미학적 체제의 감각이 어느 시대 혹,
은 사회에서든 병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미감적 경험을 통한 보편 전제로서의

평등 입증을 말하는 랑시에르의 주장과 정합성을 가질 것이다 이와 더불어 랑시에.
르는 미학적 체제의 감각이 일반화되어 있는 현 시대라는 역사적 조건 또한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랑시에르는 자신의 시도가 초월적인 것. “
을 역사화하려는 동시에 가능성의 조건들의 이러한 체계들을 탈 역사화하려는 노

력 이라고 말한 바 있다” . (Jacques Rancière in interview with Gabriel Rockhill, "The
Janus-Face of Politicized Art", in Jacques Rancière, The politics of Aesthetics, Trans. Gabriel

감성의 분할 오윤성 옮김 도서출판Rockhill, 2004 p.50( , , b, 2008 p.67)ࡔ 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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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의 중지2)

랑시에르는 칸트와 쉴러의 미학 이론으로부터 미감적 경험이 갖는 해

방의 가능성을 발견한다 칸트에 따르면 취미판단에서 작동하는 반성적 판.

단력은 지성의 지배 아래 상상력을 종속시키는 규정적 판단력과 달리 지,

성과 상상력을 어느 한 편의 우위 없이 자유로이 유희하게 함으로써 조화

를 이끌어낸다 랑시에르는 이 자유로운 유희로부터 감각과 인식에 부여. ‘ ’

되는 내적 본능과 외적 질서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읽어낸다 랑.

시에르는 이를 이중의 중지 라는 말로 설명한다“ ”(ME 45;62) .

이것칸트의 미감적 판단은 감각적 경험에 자신의 개념적 규정[ ]

들을 부과하는 지성의 법에도 복종하지 않고 욕망의 대상을 부,

과하는 감각의 법에도 복종하지 않는다 미감적 경험은 동시에.

이 두 법을 중지한다 그것은 따라서 알고 행동하고 욕망하는. ,

주체의 경험을 일상적으로 구조짓는 힘의 관계들을 중지한다.

(ME 130-131;156)

칸트의 미감적 판단은 개념에 의해 지배되는 인식판단이나 도덕판단과

도 감관의 욕망에 의해 지배되는 감각판단과도 구별되는 무관심성을 특징,

으로 한다 랑시에르는 미감적 판단의 무관심성을 주체의 경험을 규정하는.

현실적인 힘의 관계들에 대한 무관심으로 해석한다 이때의 무관심은 현실.

의 관계들을 단순히 보지 않으려 하는 외면이 아니라 현실의 관계들에 완,

전히 눌어붙어 있는 주체의 자기 이해로부터 스스로를 떼어내는 분리를

의미한다 인간은 자신이 사회 질서에 의해 주어지고 학습된 통념에 따라. ,

혹은 감관의 쾌에 대한 동물적 욕망에 따라 행동하고 사유함을 안다 그러.

나 미감적 경험은 주체로 하여금 자신의 인식과 감정을 규정짓고 있는

내 외적 힘들의 관계로부터 일시 분리되는 해방의 순간을 체험하게 한다.・
미감적 경험을 통해 주체는 자신에게 행사되는 현실적 힘의 관계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는 없지만 그것들로 환원될 수 없는 자신 역시 발견한다, .

쉴러는 칸트의 철학적 기획을 인류학적이며 정치적인 기획으로 보다

발전시킨다 쉴러는 칸트의 미학 이론에 기반해 당대 프랑스 혁.(ME 46;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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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 드러낸 이론과 실천 간의 불일치 문제를 극복하고 미적 교육에 의한

인간성 함양을 통해 진정한 역사의 진보 인류의 정신적 성숙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했다 쉴러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감각충동 과 형. sinnlicher Trieb

식충동 이 있다 감각충동은 인간의 물리적 현존일상적 삶 또는Formtrieb . “ [ ]

감각적 본성 에 기인하는 것으로 시간 속의 존재로서 자신을 자각하고 감” ,

각과 변화를 추구하는 욕구다.106) 반면 형식충동은 인간의 절대적 현존“

삶 또는 이성적 본성 에 기인하는 것으로 시간을 사상한 영원하고도 필[ ] ” ,

연적인 법칙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다.107) 쉴러는 이 상반되는 두 충동이

유희충동 안에서 서로 제한되고 결합될 수 있다고 보았다 유희충Spieltrieb .

동은 감각충동의 자연의 강요 와 형식충동의 이성의 강요 를 중지시켜“ ” “ ” ,

감각충동이 좇는 감정과 정열을 이성의 이념들과 일치시키고 형식“[ ] , [...] [

충동이 좇는 이성법칙을 감각의 관심과 화해시킨다] .”108) 이 유희충동의 대

상이 되는 것이 바로 아름다움이기에109) 쉴러는 마음이 물리적 도덕적, “ ・
으로 강제를 받지 않고 그러면서도 둘 모두의 방식으로 활동하는 이, [...]

자유로운 정조 를 미적 상태 라 칭한다” “ ” .110)

랑시에르는 쉴러의 사유가 혁명의 의미를 새로운 관점에서 사고하게

한다고 본다.111) 쉴러는 자유에 기초한 국가를 세우고자 했던 프랑스 혁명

이 공포 정치로 귀결되는 현실을 목도했다 랑시에르가 보기에 쉴러는 이.

러한 실패가 국가와 법을 통해 직접적으로 감각적 실존 깊숙이 자리한“

예속과 불평등의 형태들을 제거하겠다는 의지 와 관련된다고 여겼”(SE 7;5)

다 따라서 쉴러는 감성에 대한 지성의 우위 질료에 대한 형식의 우위를. ,

중지하고 양자의 조화를 꾀하는 미적 상태 미적 교육을 통해 진정한 혁명,

을 실현하고자 했다 이러한 미학적 혁명은 지배 형식들에서의 혁명이 아. “

니라 감각의 분할에서의 살아가는 세계 자체의 형식들에서의 혁명, , ”112)이

106) 프리드리히 쉴러, ࡕ미학편지ࡔ 안인희 옮김 휴먼아트, , , 2012 pp.108-110
107) Ibid., pp.110-112
108) Ibid., pp.122-123
109) Ibid., p.124
110) Ibid., p.157
111) Jacques Rancière, interview with Max Blechman, Anita Chari, Rafeeq Hasan,

"Democracy, Dissensus and the Aesthetics of Class Struggle: An Exchange with Jacques
Rancière", Historical Materialism 13 (4), 2005 p.294

112) Ibid., p.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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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권력의 이전이 아니라 권력의 형식들 자체를 무력화하는 혁명, “ ”(ME

이다133;158) .

이렇듯 칸트의 미감적 판단 쉴러의 미적 상태 미적 교육은 전통적‘ ’, ‘ ’, ‘ ’ “

인 위계를 종식시키는 관계의 특수한 형식을 의미하며 이런 이유로 이들,

은 정치적 혁명의 결점을 극복할 수 있는 매개”113) 역할을 한다 이 미감.

적 혁명의 상태에서 랑시에르는 두 종류의 인간감각의 계급과 지성의 계(

급 자연의 인간과 문화의 인간 노동의 인간과 여가의 인간 복종하는 자, , ,

와 명령하는 자 등을 나누는 감각의 질서가 중지됨을 본다) .(ME 46;63,

132;158)

이로부터 랑시에르는 부르디외의 칸트 비판을 논박한다 부르디외는 칸.

트가 노동 계급의 야만적 취미와 부르주아 계급의 문명화된 취미를 가르

고 양자 간의 위계를 정당화한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랑시에르가 보기에.

칸트는 오히려 노동 계급의 자연과 엘리트의 문화 간 간극을 절대화하“ ‘ ’ ‘ ’

는 것을 거부 하고 세계가 문화인과 자연인으로 영구히 나뉘”(PP 283;198) , “

어 있음을 부정하는 입장 에 서 있다 랑시에르는 칸트의 미학”(PP 284;198) .

이 프랑스 혁명 이후 공포보다는 의무감과 존중에 의해 자유와 평등을 결

합하고자 하는 시대적 문제의식으로부터 형성된 것임을 상기시킨다.(PP

칸트는 혁명을 통해 선언된 권리의 평등이 실제 실행될 수282-283;197) “[ ]

있게끔 하는 감정의 평등이 무엇을 통해 시작될 수 있는지 를”(PP 283;198)

고민했다 이러한 고민으로부터 구상되어 나온 것이 미적 감정의 공동. “

체 다”(PP 284;198) .

랑시에르에 따르면 부르디외는 칸트가 취미를 여럿으로 나눠놓은 곳“

에서는 하나로 만들고 칸트가 취미를 모두에게 공통되는 것으로 둔 곳에,

서는 둘로 만든다 즉 칸트가 미적인 것을 판정할 때의 쾌와.”(PP 265;184)

와인을 음미할 때의 쾌를 대립시킬 때 부르디외는 동일한 취미곧 특정, [

계급의 아비투스가 예술과 와인 모두에 작용한다고 보며 칸트가 취미판] ,

단의 형식적 보편성을 긍정할 때 부르디외는 유한계급의 자유 취미와 노,

동 계급의 필요 취미를 대립시킨다 그러나 랑시에르는 이러한.(PP 265;185)

113) Jacques Rancière, "A few remarks on the method of Jacques Rancière", Parallax, 15(3),
2009 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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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이 잘못되었다고 본다 랑시에르는 부르디외의 조사 결과 해석에 의문.

을 제기한다 부르디외는 늙은 노파의 손을 찍은 사진에 대한 반응들을.

두고 부르주아의 시선은 내용에 중립적인 반면 대중의 시선은 형식을 보,

지 못한다고 분석하고 있지만 랑시에르가 보기에 이들 응답자의 답변들은,

말의 완곡한 정도 차이를 제외하고는 계급에 따라 내용적으로 구별되지

않는다 랑시에르는 이로부터 부르디외의 조사가 이미 알고 있.(PP 270;188)

는 것만을 드러내고 보고 싶은 것만을 보는 것은 아닌지 반문한다, .(PP

271;189)

랑시에르는 칸트의 미감적 판단 분석이 갖는 전복적 함의를 드러내기

위해 판단력비판 에서의ࡔ ࡕ 궁전에 대한 판단들을 종종 인용한다 칸트는.

판단력비판 첫머리에서 취미판단의 무관심성을 설명하기 위해 궁전에ࡔ ࡕ
대한 여러 판단의 예를 든다 우리는 눈앞의 궁전을 보고 감각적.(KU §2)

자극의 호오를 말하거나단지 입이 떡 벌어지게 하는 것은 싫다거나 맛있(

는 음식이 더 좋다는 등 윤리적 정당성을 따지거나부역에 동원되었을), (

인민의 땀과 권력자의 허영을 비판하는 등 사교적 효과를 생각하는 등),

무인도에서라면 절대 저런 호화로운 건물을 짓지 않을 것이라는 등 다( )

양한 관심에서의 판단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칸트가 취미판단과 관련하.

여 정말로 궁금해하는 것은 대상의 순전한 표상 만으로도 그것이 내, “ ” “

안에 흡족함을 수반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는 궁전에 대한 미감” .(KU B6)

적 판단은 관심과 무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성이나 궁전에 대한,

미감적 판단은 관심과 무관하게 이루어진다는 실재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단지 대상의 순전한 표상이 내 안에 쾌를 유발한다면 그것은 선험적 인식

능력과 관계된 판단이라는 것 인간은 누구나 궁전의 형식을 판정하고, “

그로부터 쾌를 느낄 수 있다 는 것이다 랑시에르는 칸트가”(PP 284;198) .

개인의 취미판단을 주관적 보편성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자연의 야만과 문,

화의 기교를 넘어서는 공통감의 가능성 새로운 공동체의 가능성을 열고‘ ’ ,

있다고 말한다.(SE 5;4)

랑시에르가 칸트의 무관심적 시선을 구현하고 있는 사례로 자주 언급

하는 것이 년 프랑스 혁명기 노동자 저널에 실렸던 목공 고니 의1848 Gauny

글이다 고니는 텅 빈 집의 마루판을 깔던 중에 시간과 장소에 대한 자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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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감각을 노동자의 것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전환하는 짧은 경험을

기록으로 남겼다.

마치 제 집에 있다고 여기는 양 그는 자신이 마루판을 깔고 있는,

방 작업을 끝마칠 때까지 그 방의 배치를 좋아한다 창문이 정원.

쪽으로 열리거나 창문으로 그림 같은 지평선을 굽어볼 때 한 순,

간 그는 자신의 팔을 멈추고 널찍한 전망을 향해 생각에 잠긴다.

그럼으로써 그는 이웃의 집 주인들보다 그 풍경을 더 잘 즐긴

다.(SE 8;6)114)

여기서 그는 일반적으로 상정되는 노동자로서의 시선을 벗어나 그 저

택 소유자의 것일 법한 시선으로 창밖의 전망을 감상한다 그는 노동자의.

것으로 주어져 있는 신체적 감각들로부터 스스로의 시선을 해방시킨다 고.

니는 주어진 역할 신체가 아닌 다른 것도 가질 수 있음을 스스로에게 보,

여주었다 이 분리는 자신의 조건에 부합하게 보고 말하고 생각하는 데. “ , ,

익숙해진 노동자 신체의 유기성을 해체 하고 기존의 자리들 직무들 그” , “[ ] , ,

리고 느끼는 방식들의 나눔에 더 이상 들어맞지 않는 노동자의 새로운‘ ’

신체를 만든다 이 점에서 고니는 노동자 자신의 정체성 문화.”(SE 8:6) “ , ,

시간 및 공간과 단절하고 자신의 고유한 실존을 다시 틀짓는 것, ”115)으로

서의 해방을 경험한다.116)

114) Jacques Rancière, La nuit des prolétaires, Fayard, 1981(The Nights of Labor, Trans. John Drury,
Temple University Press, 1989) p.91(81)

115) Jacques Rancière, interview with Max Blechman, Anita Chari, Rafeeq Hasan,
"Democracy, Dissensus and the Aesthetics of Class Struggle: An Exchange with Jacques
Rancière", Historical Materialism 13 (4), 2005 p.293

116) 랑시에르는 이러한 미감적 경험의 해방성을 되살리고자 시도되었던 최근의 한 예

술정치적 기획을 소개한다 프랑스에서 낙후된 파리 교외 지역방리유의 소요 문- . , ( )
제는 주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문제는 흔히 개인주의의 만연으로 인.
한 사회적 유대의 상실에 그 원인이 있다고 분석되지만 프랑스의 도시 야영, ‘

이라는 예술가 그룹은 반대로 사회적 유대가 부족한 것이 아니Campement Urbain’ “
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유대가 부족 하다는 것을 문제의 원인으로 보”
았다 이들은 파리 교외의 빈민가에 한 사람씩만 들어갈 수 있는 빈 공간을 설치했.
는데 이것은 교외 빈민가의 일상적 삶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혼자만의 사유와 성찰,
을 위한 장소를 마련함으로써 일상의 감각에 미학적 단절을 만들어내고 그로부터

공동체와의 새로운 관계를 짜도록 하기 위함이었다.(SE 8-9;7, Jacques Rancière,
"Aesthetic Separation, Aesthetic Community: Scenes from the Aesthetic Regime of Art, A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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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시에르는 지식이 이중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한다 기술적 행동. “

에 관계된 지식 인 인식들의 조합 과 기술적 행동technical comportment ” “ ” “

의 조건에 관한 지식 인 자리들의 조직된 분할 이 그것이다” “ ” .117) 예컨대

목공 기술을 배우는 사람은 목공에 관한 구체적 지식과 방법뿐 아니라,

목공 기술이 사회 전체의 기능과 역할들의 체계에서 어떤 자리를 부여받

게 되는지도 함께 배우게 된다 어떤 노동자가 억압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

자신이 지배계급의 편익을 위해 착취되고 있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반대,

로 그러한 역할로 그에게 부여된 사회적 신체와 사회적 감각을 너무 잘

알아서이다.118) 그에게는 노동자의 눈 노동자의 말 노동자의 생각으로 규, ,

정된 것 이외의 다른 신체 다른 감각을 가질 여지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미감적 경험에는 그를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칸트가 미감적 판단의 순수 형식을 통해 드러낸 것처럼 미감적 판단은 결,

국 인간 보편의 능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신의.

몫으로 규정되는 시선으로만 사물을 바라보게 되지 않는다 그것이 어떤.

동기에서건 예컨대 허영에서든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든 자유를 추구해,

서든 다른 관심에 의해 다른 시선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시선을, .

가져본 경험으로부터 인간이 어떤 시선을 가질 수 있는 능력 자체는 인간

의 사회적 지위나 그에 의한 특정한 시선의 소유와는 구분되어 평등히 주

어져 있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다 미감적 경험은 인간의 보편성 인간의. ,

평등함을 환기시킴으로써 지식의 이중성을 드러내고 양자 간의 틈을 보여,

주는 계기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랑시에르는 미감적 경험은 위계적 질서. “

를 구조 짓는 역할들과 능력들의 감각적 분할로부터 벗어나는 것”119)이라

말한다 미감적 경험은 자명한 것처럼 지식에 부여되던 역할과 능력의 질.

서를 흩뜨리고 그 우연성을 자각하게 하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연적 질, ,

서 생성을 가능케 하는 평등의 토대를 드러낸다.

Research 참고, 2(1), 2008 p.2-3 )
117) Jacques Rancière, "Thinking between disciplines: an aesthetics of knowledge", Jon

Roffe(tr.), Parrhesia, 2006 no.1 p.3
118) Ibid., p.3
119) Ibid.,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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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감적 경험을 통해 사회의 위계적 질서들로부터 스스로를 분

리하고 평등의 토대를 자각한다는 것이 현실과 어떻게 관련될 수 있을 것,

인가 부르디외를 위시한 사회학적 관점에서는 이상의 논의들이 단지 현실?

의 불평등 사회 구조의 본질적 문제를 보지 못하게 하는 미학적 가상이라,

고 여겨질지 모른다 우리는 이러한 비판에 대한 답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랑시에르는 자신의 주장을 미학적 가상으로 간주하는 비판을 인지하고

있다 어떤 이들에게는 고니의 시선이야말로 미학적 가상이다 그가 창을. . “

통해 무엇을 보고 그로부터 어떤 믿음을 갖든 간에 그 방은 집주인의 것,

이며 그의 노동력은 그를 고용한 이의 것”120)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묻는다 미감적 시선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

자라는 엄연한 현실 관계를 은폐하는 기만은 아닌가 사회적 조건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자신의 존재조건이 자신의 의식을 구성

한다는 진실을 외면하기 위한 의도적 무지는 아닌가 이는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마음먹기에 따라 다른 시선을 향유할 수 있다는 자기 위로와 자

기 최면의 철학은 아닌가 그들에 따르면 미감적 시선이 주는 평등하고도? “

무관심적인 쾌란 마치 인권 선언문 에 쓰여진 평등의Declaration of Rights

약속처럼 기만적인 것 인데 둘 모두 주체를 속이고 진정한 평등으로 가” , “

는 길을 막는 가짜 평등의 표현”121)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미학적 가상.

이란 체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주체가 이해하지 못하기에 체제에 종“

속된다는 것을 확증”122)해주는 것일 따름이다 이처럼 그들은 해방의 문제.

를 앎의 문제로 치환한다.

그러나 랑시에르는 이와 같은 분할의 논리를 비판하고 미학적 가상으

로부터 오히려 자유롭게 만드는 무지“ ”123)로서의 해방의 가능성을 읽어

낸다.

120) Jacques Rancière, "The Method of Equality: An Answer to Some Questions", Jacques
Rancière: History, Politics, Aesthetics, G. Rockhill & P. Watts (ed.), Duke University Press,
2009 p.280

121) Ibid., p.280
122) Jacques Rancière, "Thinking between disciplines: an aesthetics of knowledge", Jon

Roffe(tr.), Parrhesia, 2006 no.1 p.3
123) Ibid.,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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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올로기 이론은 맑스주의적 사유 장치의 한 부분이며 플라톤

의 저 오래된 동굴 신화의 현대적 판본이기도 하다 그 신화는 사.

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는데 한쪽은 배후조정자에 의해 동굴 벽에

투영된 그림자를 바라보는 사람들이고 다른 한쪽은 그로부터 고개

를 돌려 진리의 빛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플라톤은 이런 시각적.

장치를 영혼의 분할과 동일시하며 맑스는 지배 기제를 그렇게 생,

각한다 이 두 경우에서 모두 개인들은 감각적 가상들에 예속됨으.

로써 노예화되어 있는 존재로 상정되어 있다 내가 관심을 갖고 있.

는 미학적 형식들과 태도들은 이와는 전혀 다른 복합성을 제시한

다 칸트와 쉴러가 다시 사유한 바에 따르면 가상이란 더 이상 환. ,

상이 아니다 오히려 가상이란 직접적인 유용성과 전유의 의지로부.

터 벗어난 시선이나 판단을 사물들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혹자들이 단지 관념론적인 환상이라고 여겼.

던 칸트의 무관심적 판단은 사실 집단적인 만큼 개인적이기도 한

해방의 길에 들어서기 위해 프롤레타리아 계급 사람들이 그들 자

신의 일상적 방식들과 관련해 유지해야 했던 거리에 상응하는 것

이다.124)

랑시에르는 미학적 가상을 비판하는 이들에 대해 오히려 그 가상이 갖,

는 잠재력을 보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랑시에르는 칸트의 부인이 부르디. “ ‘ ’

외의 사회적 비판보다 더 전복적 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감적‘ ’ ”(SE 5;4) .

경험이 만들어내는 마치 처럼 이라는 믿음을 현실을 감추는 환상으‘ ~ as if’

로 비난하는 부르디외와 같은 이들은 환상을 깨고 현실을 한 장의 지도,

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나의 위치와 역할과 능력이 이미.

규정되어 있는 지도 위에서 나는 그것을 벗어날 다른 힘을 가질 수 없다.

나는 나의 역량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지평으로부터 새로운

질서의 짜임을 기획해야 한다 랑시에르에게 마치 처럼이라는 믿음은. ‘ ~ ’

현실을 외면하거나 숨기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여러 겹으로 만드는 것이

다.125) 다시 말해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의 현실 위에 겹쳐져 작용하는 새

124) 자크 랑시에르, 이택광 인터뷰최정우 서용순 옮김 다시 더 낫게 실패하라 자음과( , ), ࡔ, ࡕ
모음, 2013 p.96-97

125) Jacques Rancière, "Thinking between disciplines: an aesthetics of knowledge", J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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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겹의 지도를 만듦으로써 현실에 개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환상이랄 수 없다 랑시에르에 따르면 정치는 공통 감각을 다시. , “

틀짓는 논쟁적 형식이며 이런 의미에서 미학적 사건이다, .”126) 그러나 이

때의 공통 감각이란 합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상이한 공통“ ,

감각들 간의 대립 논쟁의 장소를 의미, ”127)한다 즉 미감적 경험은 사람들.

을 하나의 공통 감각 혹은 하나의 이데올로기 안에 통합시킬 수 있는 환

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에 맞설 수 있는 다른 공통 감각, ,

다른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랑시에르가 보기에 고니의 비정치적인 글이 노동자의 혁명 신문에 실,

린 이유는 그것이 노동자의 신체로 규정되는 것을 무력화시키고 사회적,

신체의 감각 을 규정하는 능력과 무능력의 관계를 새롭게 재분할할 것ethos

을 요구하기 때문이다.128) 밤에 시를 쓰고 휴일에 친구들과 철학을 논하,

고 낭만적 소설들을 나눠 읽는 등 랑시에르가 당대 노동자 운동의 기록들,

에서 발견하는 낯설어보이는 풍경들은 노동자의 것으로 규정된 삶이 아닌

삶을 꿈꾸는 열망을 담고 있다 랑시에르는 목공 고니의 경험이 상황에. “

대한 의식을 획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 ’

열정들을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이르고 있다 고 말”(SE 8;7)

한다.129) 랑시에르에 따르면 평등의 입증은 평등과 불평등을 묶고 있는“

매듭을 움켜쥐는 행동”130)이다 조망적 응시는 오랫동안 주인이나 왕의 것.

Roffe(tr.), Parrhesia, 2006 no.1 p.6
126) Jacques Rancière, "The Method of Equality: An Answer to Some Questions", Jacques

Rancière: History, Politics, Aesthetics, G. Rockhill & P. Watts (ed.), Duke University Press,
2009 p.277

127) Ibid., p.277
128) Jacques Rancière, "Aesthetic Separation, Aesthetic Community: Scenes from the

Aesthetic Regime of Ar"t, Art & Research, 2(1), 2008 p.10
129) 이와 관련해 프롤레타리아의 밤 영어판 서문을 쓴 는 다음과 같이Donald Reidࡔ ࡕ
말한다 노동자에게 그들이 착취되고 있다고 말해줄 필요는 없다 그들은 이미 그. “ .
것을 알고 있다 노동자에게 뉴스가 되는 것은 그들이 착취 아닌 다른 것에 운명지. ,
어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다.” Donald Reid, "introduction", in Jacques Rancière,
La nuit des prolétaires, Fayard, 1981(The Nights of Labor, Trans. John Drury, Temple
University Press, 1989) xxxiv

130) Jacques Rancière, "The Method of Equality: An Answer to Some Questions", Jacques
Rancière: History, Politics, Aesthetics, G. Rockhill & P. Watts (ed.), Duke University Press,
2009 p.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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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여겨져 왔지만 고니의 행동에 의해 그것은 인간의 평등한 능력으로,

입증될 수 있었다.131)

랑시에르가 인간의 지적 능력의 평등을 전제하고 정치를 감각들의 경,

계를 만들어내는 문제로 보면서 인간에게는 기존 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해방의 가능성이 내재적으로 주어진다 감각적인 것들의 세계는 하나의 전.

장 이다 그러나 그것은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들이 서로 맞서( ) . “戰場

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 라 공동체의 부분들과 몫들을 다르게 셈하는” , “

논리들이 맞서는 것을 말한다 그 논리들은 사람들의 의식과.”(BP 175;221)

존재 양식을 규정하는 저마다의 분할선들을 갖고 있으며 이것들이 단일한,.

사물들의 세계 위에 그려지고 지워지기를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운동의.

원리에 대해 다음 절에서 좀 더 살펴보려 한다.

불화를 상연하기3)

우리는 지금까지 사회 질서가 세계를 어떻게 지각하느냐의 문제로 주

어지고 미감적 경험이 종래의 감각적 질서를 중지시키고 재분할하는 계기,

를 제공함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감적 경험을 통한 감각 질서의.

재분할이 현실에서 어떻게 출현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기존.

에 짜여져 있는 질서 특정한 형식의 불평등의 질서에 대해 인간의 근원적,

지적 평등을 입증함으로써 감각의 질서를 다시 짜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치안과 정치 불화와 같은 랑시에르의 주요 개념들을 경유해 이러한 과정,

을 보다 상세히 알아보자.

랑시에르는 평등한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과 불평등한 사회 질서 간

갈등으로부터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두 가지 논리를 이끌어낸다.(M

그는 두 논리가 흔히 정치란 이름으로 통칭되나 사실은 원리상 구51;28)

별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먼저 일반적으로 정치라 간주되는 집단의 결집과 승인 권력의 조직“ , ,

자리와 기능의 배분 이 배분을 정당화하기 위한 체계가 작동하는 과정 전,

131) Ibid., p.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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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를 랑시에르는 치안 이라 일컫는다 치안은 사회적 기능”(M 51;28) ‘ police’ . “

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의 상징적 구성 으로서 공통 세계와 그”(BP 176;221) ,

세계를 이루는 부분들 또 그것들의 자리와 역할과 몫을 규정한다 이 규, .

정으로부터 사람들은 그에 알맞은 행동 양식 존재 양식 사유 양식을 체, ,

득한다 즉 치안은 사람들에게 세계로부터 무엇을 보고 들을 것인지 어떻. ,

게 사유하고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감각을 부과한다 이런 점에서 치안.

은 특정한 형태의 감각적인 것의 분유라고 할 수 있다 이 치안의 셈법에‘ ’ .

서는 어떤 공백이나 초과도 없이 어떤 잘못도 없이 모든 것이 제 자리에, ,

꼭 들어맞는다 다시 말해 치안은 그 본질상 공백과 보충의 부재를 원리. “

로 한다.”(BP 176;221)

정치는 그 공백과 초과를 드러나게 하는 셈법이다 랑시에르는 치안의. “

배치에서는 정의상 자리할 수 없는 몫 없는 자의 몫이라는 전제에 의해, ,

부분들과 부분들의 몫이나 몫 없음이 규정된 치안의 감각적 배치를 깨뜨[ ]

리는 활동 을 정치 라 부른다 공통 세계와 그 안에서의” la politique .(M 53;29)

각각의 자리와 몫이 질서에 상응하게 배분되어 있는 치안에서는 몫 없는

자의 몫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 모순이며 잘못이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

문에 이 말은 치안 질서의 우연성을 폭로하고 그 견고함을 허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몫 없는 자의 몫이 말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근원적 평등이.

다 그것은 질서의 순수한 우연성 말하는 아무나와 말하는 아무나 간 평. “ ,

등을 그 자체로 드러낸다 그것은 애초에 어떤 이들을 몫이 없다.”(M 53;30)

고 규정하는 질서 자체가 임의로 수립된 한 특정 질서일 뿐이라는 것 따,

라서 필요에 따라 다른 방식의 질서를 세우는 것 또한 얼마든지 가능하다

는 것을 일깨운다 정치는 이처럼 치안의 논리와 평등의 논리를 부딪혀 보.

임으로써 견고하게 여겨졌던 현실의 틈을 만드는 활동이다.

이상의 규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치는 제 홀로 존재할 수 없다 그것.

은 항상 치안에 종속적으로 발생한다 정치는 자신의 고유한 대상이나 물. “

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는 치안의 논리에 대해 평등”(M 55;31) .

의 논리를 겹쳐 씀으로써만 출현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평등이 곧 정치인.

것은 아니다 평등은 실제로 정치를 생각할 수 있기 위한 필요조건 이지. “ ”

만 평등은 그 자체로서는 정치적이지 않으며 각각의 불일치 사례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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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형식 속에서 실행될 때만 정치를 초래 하기 때문이다” .132) 평등은

정치에 논리적으로 선행하지만 평등이 그 자체로 정치라 이름될 수 있다,

거나 반드시 정치로 귀결된다고는 할 수 없다 예컨대 단순히 두 사람이.

말을 주고받는 것에도 평등은 관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일상생활의.

대화에서 특별히 평등을 의식하지 않는다 평등이 의미를 갖고 주체에게.

의식되는 것은 그것이 불평등의 논리와 충돌할 때다 앞에서 예로 든 아벤.

티누스 언덕에서의 로마 평민과 귀족의 대화에서는 두 사람이 대화한다는

것이 곧 정치적 사건이었다 그 사건은 평민 신분과 귀족 신분은 동등히.

대화할 수 없다는 치안의 논리와 동등히 말하는 존재들로서의 평등의 논,

리가 충돌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랑시에르에 따르면 정치가 평등에 대. “

해 하는 것은 소송의 형식으로 평등에 현실성을 주는 것 계쟁의 형식으[ ] ,

로 치안 질서의 핵심에 평등의 입증을 기입하는 것이 전부다.”(M 55;31-2)

하지만 그것이 정치의 장면 정치의 무대를 만들어낸다 이 치안의 논리와, .

평등의 논리가 맞부딪히는 장이 곧 정치적인 것 이다le politique .(BP 83;112)

셈법이 다른 두 논리는 서로에게 해 잘못 이 된다 정치적인 것은 이/ tort .

해 잘못이 다루어지는 장면을 가리킨다 두 개의 셈법은 서로/ .(BP 84;114)

타협하거나 합의될 수 없다 다만 그 어긋남이 그대로 보여질 수 있을 뿐.

이다 따라서 정치는 불화로서 나타나고 그것은 현시나 상연의 형식을 지. ,

닐 수밖에 없다 랑시에르에게 정치의 본질은 두 세계가 하나의 유일한. “

세계 안에 현존하는 불일치를 현시하는 것 이며 현시는 그것”(BP 177;223) , “

이 어떤 장소를 갖는다거나 어떤 대상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것

이 아니라 그것의 형태가 감각적인 것의 두 분유 간 충돌 형태이기 때문,

에 정치적인 것 이다 따라서 정치는 독자적인 고유의 장소” .(BP 180;227-8)

나 대상 주체를 갖지 않는다 치안의 논리와 평등의 논리가 충돌하는 그, .

때그때의 장면에 따라 정치의 장소와 대상 주체가 구성된다 앞서 로마의, .

평민들이 스스로를 귀족들과 대등히 말할 수 있는 존재로 내세운 것도, 19

세기 노동자들이 개인의 사적 문제로 간주되던 임금이나 가사일과 같은

것을 공적인 문제로 논증해보인 것도 혹은 사람들이 단순히 통행 공간으,

132) Jacques Rancière in interview with Gabriel Rockhill, "The Janus-Face of Politicized
Art", in Jacques Rancière, The politics of Aesthetics 감, Trans. Gabriel Rockhill, 2004 p.52(ࡔ
성의 분할 오윤성 옮김 도서출판, , b, 2008 p.72)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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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여겨지는 도로를 스스로를 드러낼 수 있는 시위 공간으로 변형해보이

는 것도 모두 그러한 예들에 속한다.(M 53;30, BP 177-9;224-7)

랑시에르가 불화로서의 정치를 강력히 주장하는 것은 세기 중반 이20

후 서구의 여러 철학자들과 정치인들이 설파해 온 합의로서의 정치 개념

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다 랑시에르가 볼 때 정치를 합의의 문제로 간주.

하는 것은 정치를 집단적 이해관계들에 대한 합리적 경영“ ”133)의 문제로

바꿔 놓는 것이다 그러나 랑시에르가 생각하는 정치는 보다 근본적인 것.

이다 그에게 평등은 기존의 질서와는 다른 질서를 사유할 수 있는 틈을.

열어주는 원리이며 민주주의는 기존 질서에서 규정된 정체성으로 포획되,

지 않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항시 품고 있는 체제이다 그러나 정치가 사회.

성원들 간의 합의의 문제로 여겨지면서 평등은 경제적으로 이윤을 남길, “

수 있고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평형에 대한 계산 으로 대체되고 민, ” ,

주주의는 공동체와 공동체의 서로 다른 부분들이 갖는 이해관계의 평형“

을 맞추는 것에 대한 다수의 합의 로 해석되고 있다 합의는 평등”(BP 7;12) .

이 만들어내는 불일치의 틈을 제거하고 민주주의에 잠재하는 초과적 주체

들을 제거해 인민을 사회체의 부분들의 합계로 정치 공동체를 이 상이, “ ”, “

한 부분들의 이해와 열망 관계로 환원 시킨다 결국 합의는” .(BP 184-5;233) “

정치를 치안으로 환원하는 것 에 다름없다” .(BP 185;233)

랑시에르는 이러한 합의로서의 정치에 반대하고 불화라는 개념을 통해,

정치를 다시 사유하고자 한다 그에게 정치는 공통의 질서를 공유하는 한.

세계 내의 이해관계들이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세계가 불화

하는 것이다 양자의 차이는 그것이 부분 몫들의 분배에 관한 문제인지. “ /

공동의 것의 분배에 관한 문제인지”134)에 있다 즉 어떤 이슈에 대해 그것. ,

을 같은 질서를 공유하는 공동체 내 여러 이해집단의 힘싸움 문제로 보는

지 아니면 공동체 전체의 질서를 다시 틀짓는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보는,

지의 차이다 랑시에르에 따르면 정치를 규정하려는 것은 예컨대 파업이. “

133)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전면개정판 양창렬 옮김 도서출판Jacques Rancière, ( ), ࡔ, ࡕ
길 제 판 한국어판 서문, 2013( 1 2008)) p.22( )

134) Jacques Rancière, interview with Max Blechman, Anita Chari, Rafeeq Hasan,
"Democracy, Dissensus and the Aesthetics of Class Struggle: An Exchange with Jacques
Rancière", Historical Materialism 13 (4), 2005 p.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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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금 등의 이슈에서 무엇이 공동의 것과 관계하는지를 규정하려는

것”135)이다 파업이나 연금 문제를 당사자인 노동자가 다른 집단들과의 이.

해다툼 속에서 자기 몫을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요구라 본다면 따라서 이들,

입장의 적절한 균형점을 조정하는 문제로 본다면 이는 합의로서의 정치 관,

점에서 접근하는 것일 터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공동체 전체가 공유하는.

노동에 관한 의식의 재편에 대한 요구로 본다면 따라서 다른 세계관 혹은,

가치관의 충돌 문제로 본다면 이는 불화로서의 정치 관점에서의 접근이라,

할 것이다.136)137)

정치는 어떤 존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 그 존재가 보이고 말하는,

세계를 포개놓는다 랑시에르에 따르면 불화란 계쟁적인 공통의 대상들을 그. “

것들을 보지 않는 자들에게 부과하는 논쟁적인 공통 공간을 구성하는 것 으‘ ’ ”

로 이는 지배 공간에서 말로 인정되지 않고 그저 고통이나 분노의 소음으로, “

만 간주되던 말들을 그 지배 공간에서 듣게 만든다.”138) 서로 다른 세계의 충

돌은 이질적인 연극을 상연하는 것처럼 출현한다.139) 이러저러한 역할을 맡은

135) Ibid., p.297
136) 물론 랑시에르도 말하듯 양자는 흔히 같이 묶여 있어서 현실에서 두 입장을 명확히 구

분짓기란 어렵다.(Ibid.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두 입장 모두를 고려할 수, p.297)
있는 시야를 가질 때 현실에서 출현하는 갈등의 목소리를 하나의 논리로 무조건적으로,
환원해 이해하지 않고 그것이 기반하는 다른 논리를 다른 자체로 바라보는 것이 가능,
할 것이다.

137) 한편 라클라우는 랑시에르의 정치 이론에 상당부분 동의하면서도 불화로서의 정치가 항,
상 진보적 방향으로만 출현할 것이라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표한

다 파시즘의 예에서 보듯이 역사적 행위자로서의 인민 이 진보적 정체성으로 구. , “ ‘ people’
성되리라는 선험적 보증이 없음 에도 랑시에르는 다른 선택지들에 대한 고려 없이 정치” , “
의 가능성을 해방적 정치의 가능성으로 지나치게 동일시 하고 있다는 것이다” .(Ernesto
Laclau, On populist reason, Verso, 2007 p.246) 랑시에르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어떤 해 잘, “ /
못이 정치적인 것이 되는 것은 정치적 행위의 기반을 작동시킬 때로 이 기반이란 평등,
의 순수한 우연성이지 혈통의 순수성 종교적 권력 등을 요구하는 대중 운동들의, , ‘ popular’
사례는 명백히 아니 라고 답한다” .(Jacques Rancière, "The Thinking of Dissensus.", Reading
Ranciere 자신이 말하는 정치란 평등의 전제를 바탕으로 구체적 문. Continuum, 2011 p.4) ,
제 상황에서 데모스 의 이름을 빌려 우연적으로 출현하는 것이지 특정 민족 국demos , ・
민 교인 등과 같이 고정된 정체성의 우위나 특권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138)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전면개정판 양창렬 옮김 도서출판Jacques Rancière, ( ), ࡔ, ࡕ
길 제 판 한국어판 서문, 2013( 1 2008)) p.25( )

139) 랑시에르의 평등 개념과 정치 철학을 연극성과 관련지어 고찰하고 있는 논문으로는' '
Peter Hallward, "Staging equality : Rancière's theatrocracy and the limits of anarchic
equality", Jacques Rancière: History, Politics, Aesthetics, Gabriel Rockhill & Philip Watts (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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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그것에 응당 기대되는 대사와 동작이 아닌 다른 말 다른 행동을,

한다 랑시에르는 이런 의미에서 그로부터 이끌어내는 결론은 다르지만 플. , ( )

라톤의 시가 비판에 관한 인식을 공유한다 플라톤은 시인이 영웅의 성품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영웅을 연기하는 것을 비난했다.140) 그리고 이것은 황

금이 섞인 영혼을 가진 통치자와 쇠와 구리가 섞인 영혼을 가진 농부와 장

인은 각자의 일이 있다는 그의 주장141)과 일맥상통한다 랑시에르는 이로부터. ,

플라톤에게서 민중의 정치 배제와 극 양식의 배제는 상호 연결되어 있다고 말

한다.142) 즉 플라톤은 정치“ 와 예술을 다시 말해 장인이 자신의 작업장이 아, ‘ ’

닌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는 능력과 시인이나 배우가 자신의 정체성 외에 다‘ ’ , ‘ ’

른 정체성을 연기할 가능성이라는 생각 모두를 배제”143)했던 것이다.

그러나 랑시에르가 보기에는 이것이야말로 정치의 조건이다 사람들은.

치안의 논리가 자신에게 부과한 정체성을 부인하고 벗어남으로써 정치적

주체가 된다 랑시에르는 세기 프랑스 노동자 운동의 기록들 속에서 노. 19

동자의 정체성에 갇히지 않고 스스로를 인간 보편과 연결짓는 방식으로

정치적 주체가 되는 이들의 모습을 발견한다 그는 낮에 일을 하고 밤에.

글을 쓰고 철학을 사유하는 노동자들의 일기로부터 이들이 노동자는 낮에,

일하고 밤에 자거나 쉬는 이들이라는 일반적인 인식을 벗어나 자신이 지

식인들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은 사유할 수 있는 주체임을 입증해내고

있다고 본다 랑시에르에게 주체화란. “자기 가 아니라 자기가 다른 자기soi ,

와 관계를 맺어 하나 를 형성하는 것 이며 주체는un ”(BP 87;118) , “사이에 있

는 것 둘사이에 있는 것 이다 중요한 것은 사이에 있다는 점, - ”(BP 88;119) . ‘ ’

이다 정치적 주체화는 치안이 부과한 정체성에 고착하는 것도 평등한 존. ,

재라는 이름을 초월적으로 전유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치안 안에서의.

저마다의 이름 혹은 존재조건과 평등의 전제를 잇는 과정으로서 나타나며,

따라서 제각기 다양하고도 고유한 실천의 자취들을 그린다 이를테면 앞서.

의 예에서 목공 고니는 노동자의 것으로 간주되는 시선을 벗어나 자연의

피터 홀워드 평등의 무대화 랑시에르의 연극정치 윤원Duke University Press (2009)( , : ,｢ ｣
화 옮김 자음과 모음 봄호를 참고하라, , 2010 ) ࡔ. ࡕ

140) 플라톤 국가개정증보판 박종현 역주 서광사 제 권, ( ) , , , 2005 pp.624-634( 10 601a-605c)ࡔ ࡕ
141) 제 권Ibid., pp.249-250( 4 415a-e)
142) Jacques Rancière, "The Thinking of Dissensus.", Reading Ranciere. Continuum, 2011 p.8
143) Ibid.,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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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광을 감상하는 심미적 인간으로서의 시선을 기록에 남겼다 이것은 단순.

히 저택 소유자의 시선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다 고니는 마루 까는 일을.

하는 노동자로서의 자신과 심미적 경험을 향유하는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연결하고 있다 고니는 스스로의 몸을 무대로 하여 자신의 존재를 가로지. ,

르는 두 세계를 드러낸다.

정치가 평등의 원리에 입각해 불화의 무대를 만들어내는 활동이라고

한다면 이 무대를 연출하는 이들 이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이들이 곧 정, ,

치적 주체이다 이들의 이름은 정해져 있지 않다 랑시에르에게서 정치적. .

주체의 이름을 대신하는 데모스 는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만 존재 하demos “ ”

며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실체를 갖지 않는 텅 빈 이름이다, “ ” .144) 다시 말

해 정치적 주체의 자리는 아무나에게 열려 있다 랑시에르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정치에서 주체는 견고한 몸을 갖고 있지 않다 그는 어떤. “ .

계기들 장소들 상황들을 갖는 불연속적인 행위자이다 그 계기들 장소들, , . , ,

상황들은 비관계를 관계짓고 비장소에 장소를 부여하는- - 논증 이야기/

와arguments 증명 실연/ 을 이 단어들의 논리적이고 감성적démonstrations ―

인 이중의 의미에서 발명하는 데 고유함이 있다 이로부터.”(M 127;89)―

그는 누구나 스스로에게서 해방을 추동할 수 있는 힘을 이미 그리고 항상,

길어낼 수 있다고 말하고자 한다.

144) 자크 랑시에르 이택광 인터뷰서용순 옮김 다시 더 낫게 실패하라 자음과 모, ( ), ࡔ, ࡕ
음, 2013 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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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랑시에르 감성론의 의의5 .

랑시에르가 주장하는 평등의 입증은 주체의 수행적 실천을 통해 이루

어진다 이 장에서는 주체의 실천을 위해 필요한 것들 곧 방법과 의지의. ,

문제를 매개로 랑시에르의 사유가 갖는 실천적 의의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예술을 비롯한 다양한 감각의 언어들은 인간의 보편적 언어로서 새. ,

로운 감각의 분유를 구성하고 이를 기존 질서에 맞세우는 불화의 무대 구

성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또한 나와 타인이 상호 평등하다는 생각으.

로부터 고취되는 타인을 향한 소통에의 의지는 이러한 실천을 끊임없이,

추동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

언어로서의 감각1)

랑시에르는 불화의 현시로서의 정치를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불화를 만.

들어내는 것부터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현실의 많은 경우 불평등의 질.

서는 그러한 평등한 의사소통의 기회 자체를 차단해버리기 때문이다 이를.

테면 사회는 흔히 치안의 이름으로 누군가가 말하는 것을 금지해 버리거

나 들리지 않는 척 하거나 우스꽝스럽게 만들어 버리는 등으로 불화의, ,

현시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 맞서 적어도 우리가 한 가지 의지해야 할 것은 우리가,

보편의 언어에 기대어 말하고 있고 또 말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사물, .

들로부터 감각을 얻고 그 감각들로부터 인식을 얻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

조건이다 이 물질의 세계는 모든 인간이 공유할 수밖에 없는 공통의 세계.

다 인간으로서의 우리가 가진 한계이자 역량은 물질을 경유하는 말 감각. ,

을 통하는 말이다 모든 언어는 물질성을 함께 가지고 있고 이 점에서 우. ,

리는 들리지 않을 수 없는 말들을 던지고 있다 그것은 좁은 의미의 말과.

글은 물론이며 이미지나 소리 몸 등 다양한 감각들이 될 수 있다 이런, .

의미에서 감각의 언어들을 다루는 예술은 하나의 의사소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예술이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주장과는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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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멀다 단지 누구나가 감각의 언어들을 빌려 다양한 방식으로 말할 수.

있으며 그것은 예술의 형식으로 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감각의 언어들, .

은 예술가로 지칭되는 특별한 이들에게만 열려 있는 특권적 언어가 아니

다 예술의 보편성은 예술의 언어가 인간 보편이 이미 소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언어로서 서로의 감정이나 생각을 전달하는 데 얼마나 손색이 없는

지를 드러낸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언어들로써 소통의 가.

능성을 입증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점이 예술이 가질 수 있는 정치성이.

다.145) 랑시에르의 다음과 같은 말은 예술의 자율성과 정치성이 바로 이

감각의 말에 놓여 있음을 잘 나타내고 있다.

예술은 오직 예술이 지배 또는 해방의 기획에 빌려줄 수 있는“

것 즉 아주 단순히 말해서 예술이 그 기획과 공통적으로 가지고, ,

있는 것몸들의 위치들과 움직임들 말의 기능들 보이는 것과 보이( , ,

지 않는 것의 분배들만을 그 기획에 빌려준다 그리고 예술이 누) .

릴 수 있는 자율성 또는 예술에 부여될 수 있는 전복성은 동일한

토대 위에 놓여 있다.”(PS 25;23)

랑시에르는 칸트의 감성학미학을 차용해 사물과 그것이 인간에게 현[ ]

상될 때의 표상 간 거리를 인정하고 이 표상으로부터 이루어지는 미감적,

경험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한다 랑시에르에 따르면 민주주의적 인간. “

은 말하는 존재 즉 말과 사물의 거리 그것은 기만이나 속임수가 아니, ―

라 인간성이다 를 수용할 수 있는 표상의 비실재성을 수용할 수 있는,―

시적인 존재이다 다시 말해 인간은 사물이 그 자체로 인간에게.”(BP 70;98)

표상될 수 없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인간의 특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존

145) 그러나 예술의 정치가 실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랑시에르에 따르면 미학의 정치는 진짜 정치와는 구분되는 메타 정.
치 다 메타정치는 정치적 주체화를 통한 정치와는 다른 방식으로 정치에metapolitics . ,
끊임없이 개입하며 정치적인 것의 말 이미지 태도 감각 형식 등을 직조하는 데, , ,
기여한다.(Jacques Rancière, "A few remarks on the method of Jacques Rancière",
Parallax, 15(3), 2009 p.122) 랑시에르는 문학의 정치 에서 정치적 평등과 구별되는ࡔ ࡕ
문학의 평등을 보다 상세히 분석함으로써 예술의 메타정치적 특성을 고찰한,
다.(Jacques Rancière, Politique de la littérature, Galilée, 2007 pp.11-40( 문학의 정치 ࡔ, ࡕ 유재홍 옮
김 인간사랑, , 2011 pp.9-50); 황정아 자끄 랑씨에르와 문학의 정치 안과 밖, ‘ ’ , , 31,｢ ｣ ࡔ ࡕ

참고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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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다 여기에서도 랑시에르는 칸트의 감성학을 재해석해 적용하고 있다 랑. .

시에르가 볼 때 인간이 갖게 되는 세계의 표상 세계에 대한 인지적 감각, ( )

에는 역사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인식이 이미 관여하고 있다 그는 인간의.

이러한 존재조건을 긍정적으로 재전유한다 그는 인간이 사물을 말에 의해.

인식으로 구성한다는 점 즉 말을 통해 사물의 의미를 구성해낸다는 점에,

서 시적인 존재라 본다 이때의 말이란 좁은 의미의 말에 국한하지 않고. ‘ ’

감성적 지각에 관계할 수 있는 넓은 의미의 언어를 포괄한다 이렇게 이‘ ’ .

루어지는 감성적 지각의 짜임이 곧 감각세계를 분유하는 방식이다 말하자.

면 감각적인 것의 분유는 감각과 감각 간 다시 말해 하나의 감각 경험“ ,

형식과 그 의미를 통하게 하는 하나의 해석 간의 관계 일련을 규정하는

하나의 망 이다matrix .”146) 랑시에르는 인간의 보편적인 지적 능력에 따라,

이러한 감각적인 것의 분유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모두에게 동등히 주

어져 있다고 본다 곧 감각은 사회 구조의 무기 치안의 무기이기도 하지. ,

만 주체의 무기 정치의 무기이기도 한 것이다, , .

아우슈비츠의 재현 여부를 둘러싼 랑시에르의 리오타르 비판은 이러한

시각의 연장선상에 있다 리오타르는 저서 분쟁 에서 아우슈비츠. différendࡔ ࡕ
를 피해자가 증언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박탈당한 분쟁 의 사건으différend

로 설명한다 아우슈비츠의 잘못 해 를 당사자로서 증언할 수 있는 이들. / tort

은 아우슈비츠에서 학살당함으로써 증언의 기회 자체를 박탈당했다 이러.

한 종류의 잘못 해는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리오타르에 따르면/ ?

그것은 드러낼 수 없음을 보여주는 침묵과 공백을 통해 역설적으로 드러

낼 수 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모든 입을 봉해버림으로써 사건을 무화시.

키고자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은 침묵에 의해 암시되며. , “ ,

침묵은 그들이 현실을 구성할 문장들이 그들의 사건에 의해 중지되었음[ ]

을 가리키며 박탈된 증언의 잔여로 남은 감정은 이 중지로 인한 고통, [ ]

임”147)을 드러낸다 따라서 남은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은 이 침묵을 주의.

146) Jacques Rancière, "The Method of Equality: An Answer to Some Questions", Jacques
Rancière: History, Politics, Aesthetics, Gabriel Rockhill and Philip Watts (ed.), Duke
University Press, 2009 p.275

147) Jean-François Lyotard, The differend : phrases in dispute, trans. Georges Van Den Abbeel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8 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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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게 듣는 것이다 인지적 언어들로 표현되는 말들만을 역사로 승인해 온.

관점으로부터 벗어나 지식의 규범들로 현시되지 않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148)

그러나 랑시에르가 보기에 리오타르의 이러한 관점은 예술과 정치의

고유한 실천들을 윤리로 봉합하는 것이 될 우려가 있다 리오타르에게 아.

우슈비츠는 재현될 수 없는 절대적 악으로 따라서 단지 증언될 수만 있는,

것이다. 랑시에르는 이 점에서 리오타르가 주제와 재현 양식은 상응해야 한

다고 생각한 고전적 재현의 질서로 회귀한다고 본다 즉 버크가 실낙원. ࡔ ࡕ
에서의 루시퍼의 악은 회화로 재현할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혹은 레싱,

이 라오콘의 고통은 조각으로 재현할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특정한 주,

제는 재현될 경우 그것의 숭고성과 관념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금지되는

것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다.(ME 162-163;190) 그러나 랑시에르가 생각할 때

근대 이후의 예술의 민주주의는 이러한 고전적 재현의 질서의 단절과 함

께 등장했다 그리고 고전적 재현의 질서와의 단절은 재현불가능한 것의. “

예술의 출현이 아니 라 반대로 라오콘의 고통이나 루시퍼의 숭고함을 재” , “

현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 규범들로부터의 해방 으로 나타”(ME 165;193-194)

난다.

랑시에르에 따르면 홀로코스트는 재현될 수 없다는 선언에서의 불가능‘ ’

이란 사실 금지를 감추고 있다 그런데 이 금지에는 사건에.(ME 163;191)

대한 금지와 예술에 대한 금지가 뒤섞여 있다 랑시에르는 이.(ME 163;191)

양자를 분리해 생각하고자 한다 그는 아우슈비츠에서의 사건 그 속에서. ,

사람들이 겪었던 고통이 미적 향락을 위해 모방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

는 생각과 홀로코스트라는 끔찍한 사건을 알리고 기억하기 위해 다른 방,

식의 재현 다른 형식의 예술을 요청하는 생각이 양립할 수 있다고 본,

다 따라서 그는 아우슈비츠를 다른 형식으로 재현할 수 있는.(ME 163;191)

가능성들을 탐구한다 랑시에르에 따르면 아우슈비츠의 재현 문제에 있어.

중요한 것은 재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 목적을 위해 선택해야“

할 재현 양식이 무엇이냐 는 것이다 영화 쇼아”(ME 164;192) . < >149)에서 란

148) Ibid.
149) 폴란드 감독 클로드 란츠만이 년여에 걸쳐 준비한 홀로코스트 다큐멘터리 영화11
로 아우슈비츠의 생존자 방관자 가해자들의 인터뷰들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상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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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만이 보이고자 한 아우슈비츠의 핵심은 그것의 실행과정이 따르고 있는

완벽한 합리성과 그것을 설명하는 이유들이 드러내는 완벽한 부조리함의,

간극이다 이 간극은 전통적인 인과적 방식의 서사 양식을 통해서는 보여.

주기 어렵다 사건 자체가 논리적 인과관계에 의해 행해지지 않았기 때문.

이다 따라서 란츠만은 이 간극을 드러내기에 가장 적합한 형식으로서.

파악할 수 없는 사건이나 인물 주위를 맴돌면서 그것의 원인이나 비밀“ ,

의 의미가 없다는 것만을 알게 될 위험을 무릅쓰고 그를 파악하려 애쓰는

서술의 형식 인 허구의 조사 방식을 택한다” “ (fiction-enquête)”(ME 165;193) .

다시 말해 란츠만의 영화는 인과적 서사의 흐름을 따라 비극적 학살에 이

르기까지를 보여주는 식의 고전적 재현 방식과는 다른 방식인 아우슈비,

츠 생존자 방관자 가해자들의 인터뷰 수용소의 옛 터와 흔적들의 몽타, , ,

주라는 형식을 통해 아우슈비츠를 재현해내고 있다 영화 쇼아 가 반재. < >

현적 예술이라면 그것은 재현하지 않는 예술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재“ ”, “

현가능한 것들의 선택이나 재현수단들의 선택에 있어서 더 이상 제한받지

않는 예술 이라는 의미에서다 즉 그것은 낡은 재현의 규범과”(ME 166;194) .

한계를 무너뜨리는 또 다른 재현의 예술이다 아우슈비츠의 기억을 다루.

는 프리모 레비나 로베르 앙텔므의 병렬적 글쓰기 또한 리오타르의 관점,

에서는 재현의 서사를 벗어나는 증언의 작업으로 여겨질 것이지만 랑시,

에르는 이들 역시 기존의 규범과는 다른 방식의 재현을 행하고 있는 것이

라 해석한다.150)

이를 통해서 랑시에르는 다른 감각을 가시화하고자 하는 예술의 고유

한 실천 다른 질서를 구획해보고자 하는 정치의 고유한 활동의 의미를 복,

권해주고자 한다 모든 갈등이 선과 악의 문제로 환원되는 윤리적 전회 속.

에서는 다른 감각과 다른 질서를 그려보고자 하는 예술과 정치의 노력들

이 설 자리를 잃는다 따라서 랑시에르는 그것들정치의 발명품과 예술의. “ [

발명품의 순수함에 대한 환상을 거부 하고 그 발명품들에 항상 모호하고] ” , “

일시적이며 분쟁적인 단절의 성격을 돌려주 어야 한다고 말한다” .(ME

시간은 시간 분에 달한다9 30 .
150) Jacques Rancière, "Aesthetic Revolution and Its Outcomes, New Left Review", 14,

자크 랑시에르 미학 혁명과 그 결과 뉴레프트리뷰 도서출2002 pp.149-150 ( , , 1 ,｢ ｣ ࡔ ࡕ
판 길, 2009 p.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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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예술의 발명품들은 절대선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173;201)

는 혼란스럽고 때로는 충돌하며 현재와 다른 가능성을 상상하는 단절의

시도들이다.

랑시에르는 흔히 보편성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억압에 대항하기 위해서

보편적인 것은 없다고 말하는 대신 보편은 너의 말을 하나의 가능한 우‘ ’ , ‘ ,

연적 질서로 들을 수 있게 한다고 말하고자 한다’ .151) 양자의 차이는 서로

가 대등하게 발 딛고 설 공통의 토대를 두느냐 여부에 있다 다수의 인간.

들 간의 문제인 정치를 다루기 위해서는 소통과 논쟁을 위한 공통의 토대

가 필요하다 이는 정치가 합의로 귀결되어야 하기 때문이 아니다 보다. .

근본적으로 나의 말이 상대에게 들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나의 말이, .

상대에게 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또 상대의 말을 들을 수 있기,

위해서는 서로가 공통의 언어를 가지고 있음을 주지해야 하고 주지시켜, ,

야 한다 랑시에르는 이에 관련해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 원리상 타“

인이 알아듣지 못할 것이며 공통의 언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자,

는 자기 자신의 권리를 인정하도록 만들 수 있는 토대마저 잃어버린다 반.

대로 마치 타인이 언제나 자신의 담론을 알아들을 수 있는 듯 행동하는

자는 비단 담론의 구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역량을 증대

시키는 것이다.”(BP 68;94-95)

그러나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과연 불화를 현시하는 것만으로 정치는.

충분한 것일까 과연 다른 질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실? ,

질적인 질서의 재편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일까 이러한 물음은 랑시에르?

에게 가장 빈번히 제기되는 지적이다 즉 그의 관점은 정치를 단속 적. ( )斷續

인 것 예외적인 것으로 만들어 그 이후의 지속과 연계를 고려하지 않는다,

는 것이다 예컨대 홀워드는 랑시에르가 주장하는 불화의 상연으로서의 정.

치는 지극히 산발적이고 간헐적인 효과만을 불러일으킨다는“ ”152) 점을 비

판한다 불화의 상연은 무대가 해체됨과 함께 끝나게 마련이다 그렇게 우. .

151) 참고M 74-75
152) Peter Hallward, "Staging equality : Rancière's theatrocracy and the limits of anarchic

equality", Jacques Rancière: History, Politics, Aesthetics, Gabriel Rockhill & Philip Watts
피터 홀워드 평등의 무대화 랑시에르의(eds.), Duke University Press (2009) p.152 ( , :｢

연극정치 윤원화 옮김 자음과 모음 봄호, , , 2010 p.942)｣ ࡔ 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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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적으로 출현하는 정치적 사건을 질서의 실제적 변화로 이어가기 위해서

는 그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전략적 연속성의 문제“ ”153)에 대한 고민

이 있어야 하는데 랑시에르의 사유에서는 그런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랑시에르는 자신이 생각하는 정치가 단속적이고 예외적인 것임을 부인

하지 않는다 그에 따르면 정치적 현시는 이처럼 늘 일시적이며 그것의. “ ,

주체들은 늘 불안정하다 정치적 차이는 언제나 그 소멸의 가장자리에 있.

다 그러나 랑시에르는 그러한 자신의 주장이 정치를 봉기의.”(BP 180;228) “

예외적이고 사라져버리는 순간들로 환원함을 의미하지 않는다”154)고 말한

다 두 세계의 불일치를 현시하는 것으로서의 정치는 하나의 극 으로서. ( )劇

상연되고 끝이 있는 것이지만 그것의 흔적은 치안에 기입될 수 있다 그, .

는 치안과 정치가 그것들의 원리에서 배타적인 만큼 그것들의 존재에서“

연대적 이라고 본다 그는 자신이 전개한 치안과 정치의 구분”(BP 119;157) .

을 존재론적 결정론으로 읽지 말아줄 것을 요청한다 정치와 치안의 구분. “

이 유용하다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치는 이쪽 편에 치안은 저쪽 편, ,

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와 치안이 서로 얽혀 있,

는 형식을 이해할 수 있게 하기 때문”155)이다 따라서 현실에서 정치의 역.

동은 치안을 이미 끌어들이면서 이루어진다.

나는 정치를 역동적이지만 항상 붕괴하는 어쩔 수 없이 단순한 사,

회적 퇴적물이 되어버리는 과정으로 재현하지 않는다 먼저 나는.

역동적인 것은 항상 일시적이고 임시적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비극

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늘 손아귀를 빠져나가는 선 에. good

도달하기 위한 인간 존재의 영원한 시도로 요약되지 않는다 또한.

퇴적이라 부르는 것 역시 치안 질서로의 재편입으로만 생각될 수[ ]

는 없다 그것은 언제든 다시 상연될 수 있는 일련의 기입들이자. ,

정치의 살아 있는 기억이다 정치적 운동들은 법이나 사회 제도 등.

153) Ibid., p.152 (p.943)
154) Jacques Rancière, "The Thinking of Dissensus.", Reading Ranciere. Paul Bowman and

Richard Stamp(ed.), NY: Continuum, 2011 p.5
155) Jacques Rancière, "The Method of Equality: An Answer to Some Questions", Jacques

Rancière: History, Politics, Aesthetics, G. Rockhill & P. Watts (ed.), Duke University Press,
2009 p.2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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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퇴적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일종의 거대한 역.

동의 결과물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평등의 새로운 기입들을 뜻.

한다.156)

랑시에르에게 정치란 단순히 일회적인 해프닝 같은 것은 아니다 정치.

가 만들어내는 장면들은 새로운 감각적인 것의 분유를 이끌어내고 그 감,

각적인 것의 분유는 법이나 사회 제도와 같은 특정한 유형의 치안 질서로

기입될 수 있다 물론 모든 정치의 장면들이 즉각적으로 종래의 감각질서.

의 재편을 이끌어낸다고 할 수는 없다 정치는 세계를 겹쳐 그리는 것이다. .

그 자체로서는 어떤 변화를 담지하고 있지 않다 랑시에르 스스로도 불화. “

가 안정적인 평등주의적 성취의 길로 바로 이어져 있지 않다는”157)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 불화의 장면들은 사람들의 의식 혹은 무의식의 지층.

에 쌓여 나간다 만약 어떤 정치적 사건이 출현한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즉각적으로 치안으로서의 질서에 변화를 가져온다면 사회를 지탱해주는

질서의 안정성은 보증될 수 없을 것이다 평등한 주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유로운 상연까지만이다 이후 그 장면이 새로운 제도적 질서의 짜임으로.

이어지는 일은 다시 성원들의 의식 변화에 달려 있다 불화의 상연으로서.

의 정치가 겨냥하는 것은 바로 이 성원들의 의식의 변화이다.

소통에의 의지2)

평등의 입증을 논의할 때 사람들은 흔히 평등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

을지에 관한 방법을 묻는다 그러나 아마도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평.

등을 입증하고자 하는 의지일 것이다.

랑시에르는 이성적 소통은 자기에 대한 존중과 타인에 대한 존중 사“

이의 평등에 바탕을 둔다 고 말한다 타인과 이성적 소통을 하”(MI 132;154) .

기 위해서는 타인을 나와 말할 수 있는 존재로서 존중하는 것도 필요하지

156) Max Blechman, Anita Chari, Rafeeq Hasan, "Democracy, Dissensus and the Aesthetics
of Class Struggle: An Exchange with Jacques Rancière", Historical Materialism 13 (4),
2005 p.297-8

157) Ibid., p.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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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내가 타인과 말할 수 있는 존재라는 자기 존중 역시 필요하다 타인과, .

소통하는 것은 수고스러움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정신은 종종. “나는 할

수 없어요 라는 말로 게으름을 부린다 그 말은 겸손을 가장하”(MI 132;154) .

고 있지만 사실은 나의 생각을 전달하고 싶지 않다는 또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싶지 않다는 게으름의 표현이다 그러나 랑시에르에 따르면 이러.

한 게으름은 자기 자신의 역량을 얕보는 정신의 행위 다 랑“ ”(MI 132;154) .

시에르는 불평등에 대한 정념 이라는 말로 인간의 나“ passion”(MI 134;155)

약함을 드러낸다 사람들은 타인과 나의 불평등을 드러내는 징표를 찾아.

타인과 내가 불평등하게 나뉘어있다고 생각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

다 그리고선 그 불평등을 짐짓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스스로를 포.

기한다 그러나 사실 불평등주의적 정념은 평등의 어지러움 평등이 요청. “ ,

하는 무한한 과제 앞에서 피우는 게으름 이성적 존재가 자기 자신의 의무,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 이다”(MI 134;156) .

랑시에르의 이러한 생각은 칸트의 논문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
변 에서의 주장과 유사하다 칸트는 이 논문에서 계몽을. “｣ 우리가 마땅히

스스로 책임져야 할 미성년 상태에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라 규정한다 이” .

때의 미성년 상태란 다른 사람의 지도 없이는 자신의 지성을 사용할 수‘ ’ “

없는 상태 이며 마땅히 스스로 책임져야 할 미성년 상태란 이 미성년의” , ‘ ’ “

원인이 지성의 결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지도 없이도 지성을

사용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의 결핍에 있을 경우”158)를 가리킨다 다시 말.

해 계몽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지성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지성을

사용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용기를 갖는 것이다 그러나 칸트에 따르면 대.

다수 사람들은 평생을 미성년 상태에 머무른다 그 까닭은 스스로 판단하.

고 결정하고 행동하지 않아도 되는 미성년 상태의 편안함에 머무르려는

게으름과 비겁함 때문이다“ ” .159) 따라서 칸트는 “과감히 알려고 하라 너!”, “

자신의 지성을 사용할 용기를 가져라!”160)라는 말을 계몽의 기치로 내 건

다 그는 이로부터 사람들이 게으름과 비겁함에서 벗어나 인간으로서의 자.

158) 임마누엘 칸트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 칸트의 역사철학 개정판 이한, , ( ),｢ ｣ ࡔ ࡕ
구 편역 서광사 제 판, 2009 ( 1 1992) p.13

159) Ibid., p.13
160) Ibid.,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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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자신의 품위에 어울리게 대접“ ”161)하기를 또 대접받게 하기를 희망,

하는 것이다.

자신에 대한 존중이 중요한 이유는 그로부터 타인에 대한 존중 또한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타인을 멸시하거나 숭배하지 않고 자신과 평등.

한 인격으로 존중하는 것은 그가 나와 동등한 사유 능력을 가지고 자신,

이 처한 상황과 관심에 따라 독자적인 사유를 펼쳐나간 존재라는 생각으

로부터 가능할 수 있다 내가 나의 세계를 가지고 있듯이 타인도 타인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나는 타인의 말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그것. .

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알게 하는 나의 세계를 넓혀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평등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소통하고자 하며 소통을 통해 서,

로의 평등함을 확인한다 랑시에르가 무지한 스승 에서 보여주는 인간의. ࡔ ࡕ
의사소통에 대한 고찰은 의사소통이 온전히 투명할 수 없음에도 왜 상호( )

간의 평등을 함축할 수밖에 없는지를 잘 보여준다 의사소통의 과정은 모.

든 지성에 동등하다 두 정신은 둘 사이에 놓이는 매개물을 통해 서로 소.

통한다 관념들은 그 자체로 직접 전달될 수 없기 때문이다 랑시에르는. .

두 정신 사이에 놓이는 공통된 사물을 다리 에 유비해 설명한다 이 다“ ” . “

리 는 두 정신이 오고갈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면서도 동시에 각각의” “ ” ,

정신으로 완전히 환원될 수는 없는 거리 를 유지한다 한 사람“ ” .(MI 56;70)

이 자신의 관념을 말이나 글 혹은 다른 물질적으로 지각될 수 있는 형태,

를 빌려 형상화하면 다른 사람이 다시 이 매개물로부터 그에 담긴 의미를,

관념으로 옮겨내는 것이 의사소통의 기본 방식이다 이때 매개물은 관념으.

로서의 정신이 객관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지만 동시,

에 관념과 물질 간의 불완전한 옮김으로 인해 두 정신 어느 쪽과도 결코

일치하지는 않는 간극을 갖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완전한.

매개를 빌려서만 두 정신은 소통할 수 있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 서. ,

로 소통하려는 의지가 양자 사이에서 불완전하나마 매개물을 만들어내게

한다 즉 타인을 이해하고 자신을 이해시키려는 욕망 이 언어활동의 물. “[ ] , ” “

질성에 의미를 부여 한다 괄호는 인용자 이러한 언어의 속성” .(MI 108;126, )

161) Ibid.,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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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그것을 가로지르는 주체들의 의지에 대해 랑시에르는 다음과 같이 말

한다.

언어의 자의성이란 간단히 말해 어떤 이유도 언어에 내재적이지

않다는 것 그리고 신적 언어나 보편적 언어 따위는 존재하지 않으,

며 오로지 각자 매번 의미화해야 하는 음성 덩어리만 존재한다는

뜻이다 이 자의성은 모든 발화와 수신을 이중의 의지의 긴장된 작.

동을 전제하는 모험으로 만든다 말하고자 함 그리고 듣고자 함. ,

이 둘은 언제나 부주의라는 일상적인 심연 이 위에 의미에 대한―

의지라는 팽팽한 줄이 당겨져 있다 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다.―

이 긴장팽팽함이 전제하는 것 하지만 줄이 계속 설치되어 있다( ) ―

는 조건에서 그 긴장이 전제하는 것 은 다른 긴장의 잠재성 타,―

자의 긴장의 잠재성이다.(BP 115-6;153-4)

의미를 투명하게 전달하는 신의 언어 같은 것은 없다 임의로 의미를.

집어넣고 임의로 의미를 빼내야 하는 음성덩어리만 있다 말하려는 의지와, .

듣고자 하는 의지가 서로 팽팽히 줄을 당기지 않으면 소통은 양자 간의

심연으로 굴러 떨어져 버린다 랑시에르는 이로부터 이해한다는 말의 의미.

를 사물들의 베일을 걷어내는 터무니없는 힘이 아니라 한 화자를 다른“ ,

화자와 직면하게 하는 번역의 역량 으로 새롭게 규정한다 다”(MI 108;.126) .

시 말해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 사물의 숨겨진 본

질이나 진리를 알아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물질적 기호를 매개로 하여 그,

기호 너머의 타인의 생각을 번역해낸다는 뜻이다 결국 모든 의사소통은.

번역과 역번역의 과정이다 따라서 말하는 이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있는. ,

곧 역번역해낼 수 있는 대등한 지성을 가진 이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대등한 타인들과 함께로서만 비로소 상호소통이 가능한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다.

랑시에르가 해방된 관객 에서 배우와 관객의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말ࡔ ࡕ
하고자 하는 것도 이러한 역할의 재규정이다 전통적으로 관객이 된다는.

것은 부정적 함의를 갖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먼저. .

보는 것은 아는 것에 반대“ ”162)된다 이에 따르면 관객은 극이 어떻게 만.

162) Jacques Rancière, Le spectateur émancipé, Fabrique, 2008 (The Emancipated Spectator, Ver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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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지는지도 알지 못하고 극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

관객은 극이 감추고 있는 진짜 현실에 무지하다 두 번째로 보는 것은 하. “

는 것에 반대”163)된다 이에 따르면 관객은 극 내내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주어지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뿐이다 관객은 행동하지 않는 수동적인.

존재다 이처럼 관객이 된다는 것은 알 수 있는 역량과 행할 수 있는 힘. “

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으로 간주된다” .164) 이러한 생각에 근거해 아르토

는 참된 앎과 올바른 행동을 막는 극 자체를 없어져야 할 것이라 보Artaud

았고 브레히트 는 극이 관객들을 깨우치고 직접 행동할 수 있게끔, Brecht

돕는 역할을 하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보았다.165) 양편 모두 극의 소거를

통해 혹은 극을 사라지는 매개로 만듦으로써 관객을 참된 진리와 대면시, ,

키고 참된 실천으로 이끌고자 한다.

그러나 랑시에르는 이러한 시각에 문제를 제기한다 그는 극이 무지한.

대중을 앎과 행동으로 연결하는 매개 역할을 하게끔 하겠다는 생각은 전

형적인 교육학적 관계의 논리라 비판한다 극은 관객과 앎 관객과 행동. ,

사이의 거리를 없애려는 의도로 그 사이에 놓임으로써 역설적으로 그 거

리를 계속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랑시에르는 보는 사람과 아.

는 사람 보는 사람과 행동하는 사람의 위계적 격차에 동의하지 않는다, .

그는 보는 것과 아는 것 보는 것과 하는 것을 대립시키고 그것을 무능력,

과 능력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 자체가 하나의 특정한 감각이라고

본다 그는 관객이 된다는 것을 단순히 무지하고 수동적인 역할이라 보지.

않는다 보는 것 또한 위치들의 분배를 승인하거나 바꾸는 행위. “ ”166)이다.

랑시에르에 따르면 관객은 그들에게 주어진 스펙터클에 대해 거리를 갖“

는 관객인 동시에 능동적 해석자”167)이다 예술가의 의도와 관객의 이해.

사이에는 공연이라는 매개가 놓인다 이 공연은 그 자체 불가피한 불투명.

성을 갖는 내재하는 하나의 기호로서 관객은 자신의 지성을 사용해 자신,

의 경험들과 관련지으면서 그것을 해석한다 관객은 배우 작가 감독 무. “ , , ,

2009) p.8(2)
163) Ibid., p.8(2)
164) Ibid., p.8(2)
165) Ibid., pp.10-11(4-5)
166) Ibid., p.19(13)
167) Ibid., p.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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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 공연자가 하는 방식으로 자신 앞에 놓인 시의 요소들로 자신의 시, ”, “

를 짓고 자신의 방식으로 극을 고쳐 만들어 공연에 참여한다”, “ .”168)

감상자의 존재 없이 예술 작품은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이는 설명자가. “

불평등을 필요로 하듯 예술가는 평등을 필요로 한다 는 말로, ”(MI 120;139)

대변될 수 있다 설명하는 사람이 앎을 전수해주기 위해 자신보다 무지한.

사람 열등한 사람을 필요로 한다면 예술가는 자신의 번역을 이해해 줄, ,

수 있는 동등한 지성을 가진 사람 평등한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 랑시에, .

르는 이를 극작가 라신을 빌려와 설명한다 라신은 에우리피데스 베르길리. ,

우스 등의 고전 문학작품들을 읽고 이를 자신의 희곡들로 재번역해냈다.

랑시에르에 따르면 시인이 되는 것은 두 번 번역하는 것 즉“ ”(MI 117;136),

한 번은 자신 앞에 놓인 기호들의 의미를 풀어내기 위해 한 번은 자신의,

기호로 새롭게 의미를 담아내기 위해 번역하는 것이다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이 관객들보다 인간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한다고 생각해서가 아

니라 자신이 이해한 바를 관객들 역시 이해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MI

시인이 다른 사람들의 표현을 분석하고 해부하고 번역하며117;136-7) “ , , ,

또 끊임없이 자신의 표현을 지우고 고치며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든 것을 말하려고 애쓴 덕에 우리는 그가 말하고자 하는”(MI 118;137-8) ,

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그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며 그의 말이 우리, ,

의 이해에 의해서만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됨을 안다 우리는 라신과 우리. “

의 평등이 라신이 들인 수고의 열매임 을 알게 되는 것이다‘ ’ ” .(MI 119;138)

이 점에서 매개로서의 언어가 가지는 물질성은 다시금 중요하게 부각

된다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관념으로서의 생각들을 소통하게 하고 그럼. ,

으로써 사람들의 지성이 동등함을 간접적으로 증명해주는 것은 바로 이

양자 간에 놓이는 매개의 물질성이다 이로부터 랑시에르는 두 지성 사이. “

에 위치한 공통된 사물은 이 평등을 보증하는 보증물 이라 칭한”(MI 56;70)

다 앞서 보았듯 무지한 스승인 자코토와 그의 학생들 사이에는 그 배움을.

확인할 수 있는 물질적 검증의 심급으로서의 책이 있었다 예술 작품 역시.

마찬가지다 그것은 예술가와 감상자 사이에 놓여 양편의 소통을 그러나. ,

결코 완전할 수 없는 소통을 매개한다 인간의 지성이 작동하는 방식은 동.

168) Ibid., p.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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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모든 지적 활동은 형식이나 의미에 의해 횡단되는 물질성이라는. “

동일한 길을 거친다 이 환원할 수 없는 거리를 오고가며 인.”(BP 116;154) ,

간은 모든 인간이 다른 모든 인간과 동등한 지성을 지니고 있음을 학습하

고 훈련한다 이런 의미에서 랑시에르는 사물 즉 책은 무능력의 속임수와. “ ,

앎의 속임수를 동시에 쫓아낸다 고 말한다 다시 말해 이 물질”(MI 57;71) . ,

적 매개는 우열이 나뉘어진 것처럼 보이는 두 지성의 대등한 이해 가능성

을 객관적 가시적으로 확인시켜 줌으로써 당신은 능력이 없다거나 앎은, ‘ ’ , ‘

나만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들의 속임수를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랑시에르는 해방이란 개인적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랑시에.

르에 따르면 스스로 해방된다는 것은 이탈을 감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 ,

세계를 함께나누는 자로서 자신을 긍정하는 것 비록 겉모습은 다르지만- ,

우리가 상대와 같은 게임을 할 수 있음을 전제하는 것 을 뜻한”(BP 67;93)

다 해방은 다른 사람에 의해 이루어질 수 없다 해방은 방법을 배워서 이. .

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해방을 배워서 익히려는 이는 평생을 더 좋은 방법.

을 찾아 헤매게 된다 해방은 스스로에 의해 직접 해봄으로써 이루어진다. , .

직접 뛰어들어 봄으로써 우리는 지적인 공간에서 자신의 의지에 열린 무“

수한 오솔길이 있음”169)을 깨닫는다.

해방의 길은 개인적이지만 해방 자체가 개인적인 것은 아니다 해방의.

길은 궁극적으로 타인들에게로 나 있다 랑시에르는 언어로서의 회화를 이.

해해가는 아이의 예를 통해 인간의 소통에의 의지를 이야기한다.(MI

어린 아이에게 어떤 그림을 보여줬을 때 처음에 아이는 눈앞111-4;130-3) ,

의 그림에 대해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그림을 반복해.

바라보는 중에 아이는 점차 그 그림으로부터 무언가를 읽어내고 그 그림,

으로부터 무언가를 읽어낼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의식하게 되고 자신 또,

한 그림을 그려 스스로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언어로서의.

회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그림을 그린 화가가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

를 알게 된다는 뜻이 아니다 우리는 그저 그 화가가 하기를 바랐을 수. “

169) Enseignement universel. Droit et philosophie panécastique 에서, Paris, 1838 p.42 (MI 100-1;118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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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을 상상하는 훈련을 한다 왜냐하면 모든 하기를 바.”(MI 112;131) “

람은 하나의 말하길 바람이며 이 말하길 바람은 모든 이성적 존재에 말을,

건네는 것 이기 때문이다”(MI 112;131) .

말을 건네고자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

로 쾌락과 고통을 겪는다 인간은 이 쾌락과 고통의 감정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싶어하고 또 그를 통해 쾌락의 감정을 늘리고 고통의 감정을 줄일,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인간은 타인이 자신과 닮은 존재 같은 감정의 구조. ,

를 가진 존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에게 고통과 쾌락을 초래. “

한 상황 속에 비슷한 자들을 놓아두기만 한다면 그들에게 자기가 겪는 느

낌들을 소통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한다 이때 다른 이들을”(MI 114;133) .

허구적으로나마 자신과 공통된 상황에 놓아두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언어

다 말이나 글 소리 그림 몸짓 등 다양한 언어를 통해 인간은 서로의 느. , , ,

낌을 전달하고 보다 정확히는 서로가 자신과 같은 감정을 느끼게끔 한―

다 랑시에르는 이것이 타인에 대한 소통 의지와 나아가 공동체 형성 원리.

의 바탕에 놓여 있다고 여긴다 그는 인간이 인간에게 기대할 수 있는 주. “

된 도움은 쾌락과 고통 희망과 공포를 서로 소통하고 그럼으로써 서로, ,

그에 대해 공감하는 능력에 있다 고 말한다 랑시에르가 생각”(MI 122;141) .

하는 인간의 해방이 지극히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면서도 연대의 가

능성을 품고 있다면 이 지점에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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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지금까지 본 논문은 인간의 미감적 경험이 사회적 차원에서 갖는 함

의를 밝혀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미감적 경험에 대한 부르디외의 사회학.

적 비판을 경유해 그 비판을 넘어설 수 있는 해방적 가능성이 역설적으,

로 미감적 경험 내에 잠재해 있음을 랑시에르의 사유를 중심으로 살펴보

았다.

부르디외는 경험적 연구를 토대로 개인의 미감적 경험이 그 속에 투영

된 주체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드러내는 계급의 징표이자 교육과 문화적,

환경을 반영하는 정신적 위계의 잣대로 쓰이는 점을 고발했다 우리가 부.

르디외의 비판을 곱씹어보아야 하는 것은 이것이 부르디외의 개인적 사변

이 아니라 사람들이 미감적 경험에 관해 가지고 있는 실제 인식 미감적,

경험이 계급 구조적 현실과의 관계에서 소용되는 실태를 담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미감적 경험을 단순히 사회. ,

경제적 조건의 종속변수로 환원해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규정되는 결정론

적 인과관계를 깨뜨릴 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마저 함께 소거해버리는 결

과를 낳는다.

랑시에르는 부르디외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도 그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시 미감적 경험으로부터 발견한다 부르디외는 미감적 경험의.

보편성과 가상성을 비판하지만 랑시에르는 그것으로부터 해방의 계기를,

사유한다 미감적 경험의 보편성은 그 속에 내재하는 미감적 판단력의 보.

편성에 다름 아니다 그는 모든 질서는 인간의 근원적인 지적 평등 즉 그. ,

질서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지적 능력미감적 판단력을 포함하는 넓(

은 의미의 인간 이성으로서의 평등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사회) .

의 질서는 개인에게 무엇을 어떻게 보고 듣고 사유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 ,

에 대한 감각을 부과한다 그러나 미감적 경험은 주체로 하여금 자신에게.

부과되는 힘의 관계들을 중지시키고 자신을 규정하던 기존의 연결들로부,

터 스스로를 분리하고 다른 연결을 가상적으로 향유하게 하는 순간을 겪

게 한다 이것은 주체에게 기존 질서의 우연성을 드러냄과 더불어 그것과. ,

다른 질서를 사유하고 또 그것이 실현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한다 주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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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의 전제를 발판으로 다른 감각의 질서를 입증하고 그것이 빚어내는

기존 질서와의 불화를 현시함으로써 세계에 대한 감각의 질서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 곧 미감적 경험의 가상성은 현존 질서의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다른 질서의 구성이 가능함을 알려주며 미감적 경험의 보편성은 이,

러한 역량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임을 말해준다 이에 따라 우리는 평.

등의 입증을 위해 세계의 질서를 받아들이는 통로인 감각들이 다시 우리,

가 세계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언어임을 알아보았으며 나와 타인을 동등하,

게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서로에게 말을 건네고 서로의 말을 들으려는 소

통에의 의지를 길어올릴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랑시에르의 사유는 초월적 관념들을 삶의 지평에서 적극적 실천적으로,

재전유할 수 있게끔 하는 시야를 열어준다 정치적으로 유일한 보편이란. “

평등뿐 이라는 그의 말이 함축하듯 철학적 개념으로서의 보편”(BP 85;117) ,

은 사회적 차원에서 평등으로 재의미화될 수 있다 사회 질서가 성립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성원들의 대등한 이해와 소통가능성을 보증하는 근원

적인 인간 이성의 평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근원적 평등의 전제.

위에서 랑시에르는, 정치와 감성의 문제를 연결하는 독자적 감성론을 개진

한다. 사회의 질서가 사람들의 세계에 대한 감각으로 주어진다는 생각은

정치의 장소를 종래의 그것으로 간주되던 권력 투쟁의 영역에 한정하지

않고 미감적 경험이 이루어지는 장 곧 인간의 모든 경험 전체로 열어 놓,

는다 정치를 일상적 삶에 밀착되어 있는 문제로 바라보는 생각은 그다지.

낯선 것은 아니지만 모든 인간에 내재하는 보편적 역량을 초월적 전제로,

놓고 생각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점을 지닌다.

먼저 그것은 랑시에르가 인간의 지적 평등 주장으로 역설하듯 사람들,

을 단순히 수동적 수용자나 계몽되어야 할 대상으로 보는 시선에서 벗어

나게 한다 이는 지식인들의 해방 운동에서 종종 부재하거나 끝없이 유예.

되곤 하는 해방의 출발점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해방은 어떤 지식.

을 습득한 이후에 어떤 능력을 기른 이후에 어떤 단계에 이른 이후에 비, ,

로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역량에 의해 이미,

가능한 것이다 달리 보자면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해방을 적. ‘

절한 방법을 알고 나면 적절한 준비가 되고 나면 적절한 때가 오게 되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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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회의 감각적 질서는.

사람들의 동의와 수용 수행에 의해서 성립되고 유지될 수 있다, .

다른 한편 미감적 경험의 보편성은 주관성 즉 개별성을 인정하면서도, ,

그것들의 보편적 소통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이것은 개개인의 세계에.

대한 감각이 일치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서로의 생각에 대해 동의를.

하지 못하더라도 서로의 말을 듣고 들리게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를, .

통한 불화의 상연은 나와 다른 감각의 질서를 가지고 있는 타인들이 존재

하고 그들과 공통의 무대 공통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음을 환기하게끔 한, ,

다 이것은 서로의 삶이 관계 맺을 수밖에 없는 공통의 세계 속에서 나와. ,

동등한 그러나 나와는 다른 존재들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지에 대한 주의,

깊은 사유를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미감적 판단력의 보편성이 형식적 권리로서의 의미를 가지

고 있으며 경험적으로 각자의 관심과 결합해 다른 미감적 판단 다른 감, ,

각의 질서를 산출할 수 있음을 자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우리의 감정들에 대해서도 거리를 갖고 반성할 수 있게 하는 계기를 제공

한다 감정이란 일반적으로 주관의 천성과 관계되는 것 세상 이치의 자연. ,

스러움을 드러내는 것으로 여겨지기에 어떤 대상에 대한 판단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하거나 다른 판단을 가진 이들과의 소통을 닫게 만들곤,

한다 어떤 대상에 대해 생겨나는 특정한 감정이 우연적일 수 있음을 이.

해할 때 사물을 다시 보는 일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과의 소통의, ,

지평을 여는 일이 가능할 것이다.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의 대립을 넘어서고자 했던 부르디외의 고민에 대

해 랑시에르의 사유는 개인의 사회적 존재조건과의 관계를 도외시하지 않,

으면서도 그로부터 세계에 참여하고 스스로를 성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우리가 미감적 경험을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고 보편적인 미감. ,

적 판단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구조짓고 있는 사회

적 조건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음을 뜻하지 않는다.

세계에 대한 우리의 감각은 부르디외의 분석처럼 개인의 삶 및 시대사회

적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저마다의 세계에 대한 감각 저마다의 문제의식으로부터 그것을 가로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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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른 질서를 사유할 수 있다 세계는 이러한 상이한 감각의 질서들이.

충돌하는 무대이며 평등은 그에 동등히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힘이다 이, .

불화는 영구히 해소되지 않지만 이러한 불화들을 통해 세계에 대한 전체,

적인 감각의 짜임들이 변화해 나간다 그래서 평등의 입증은 시대적 사회. ,

적일 수밖에 없다 평등의 입증은 기존의 질서에 기대어서만 이를테면 그. ,

것에 동의하거나 거부하거나 개량하거나 변혁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이루

어진다 인류가 도달해야 할 보편적 이상향의 내용은 주어지지 않는다 우. .

리는 우리가 선 곳으로부터 한 뼘씩 한 뼘씩 움직여나갈 수밖에 없다 따.

라서 자신의 문제의식으로부터 자신의 사회적 감각을 형성하고 그것을 타,

인과 소통하려 노력하는 것은 힘들지만 중요한 일이다 그것은 종래의 사.

회적 감각들의 세계에 자신의 감각을 더함으로써 현재의 세계를 확장해가

는 일이며 그로부터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기존의 사회 질서와 가치 체계,

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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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ocial Implications of the Aesthetic Experience
in Jacques Rancière

Park, Narae
Department of Aesthetic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studies the social implications of the aesthetic experience in
modern society. This thesis reviews Pierre Bourdieu’s sociological criticism
of the aesthetic experience and explores Jacques Rancière’s aesthetics, in
which he reveals the limits of Bourdieu’s criticism and the subversive
possibility of the aesthetic experience. In doing so, the ideas of equality
and emancipation implicated in the aesthetic experience will be illuminated.
One of the social criticisms of the aesthetic experience today is that

one's aesthetic experience functions as an implicit sign revealing one’s
socioeconomic class. The 20th century sociologist Bourdieu, through his
empirical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taste and social status, refutes
the universality of the disinterested judgment of taste asserted in Kant’s
aesthetics. According to Bourdieu, pure aesthetics establishes the hierarchy
of taste by considering the disinterested judgment of taste - which actually
is just a certain taste of a certain socioeconomic class - universal in
humankind. It justifies social discrimination and class reproduction,
internalizing the intellectual hierarchy which corresponds to the hierarchy
of taste.
Bourdieu’s awareness is remarkable, but his point of view is nonetheless

vulnerable to a similar criticism insofar as it, too, could contribute to and
perpetuate class divisions. It is not easy to bring about change within the
closed cycle which he describes; the socioeconomic conditions build one's
sensory schemes that form thoughts and behaviors, in turn reconstructing
social orders.
On this account, the contemporary philosopher Rancière attempts t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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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Bourdieu's criticism. He studies the subversive possibility of the
aesthetic experience immanent in the thoughts of Kant that Bourdieu has
criticized. The intellectual equality of all human beings, Rancière’s
fundamental idea, has an affinity with the universality of transcendental
faculty in Kant. Rancière maintains this intellectual equality as the
underlying basis on which human communications and social orders can
be built. He regards that equality not as a goal but as a presupposition,
which could motivate one to demonstrate his or her full competence.
In this regard, the aesthetic experience is a moment at which one

realizes equality and a stage where one verifies it. Rancière, focusing on
the idea that social orders are given as senses about the world, links
politics and aesthetics. In the double suspension analyzed as a particular
characteristic of the aesthetic experience in Kant and Schiller, Rancière
reads the separation from the determinate relations imposed on the
representations including the subject. From this experience of the
separation by the aesthetic appearance, one can realize the contingency of
the existing orders and compose new orders of the sensible with the
premise of equality. Thus, Ranciere claims that by staging the dissensus
where these new orders confront existing ones, the distribution of the
sensible about the world can be changed.
As such, by reinterpreting the universality and the appearance of the

aesthetic experience as a presupposition of equality and a moment of
emancipation, Rancière positively re-appropriates the transcendental
discourse about the aesthetic experience at the empirical level. Rancière’s
thoughts inspire people to have willingness to communicate through
awareness of equality, and seek for ways to intervene in the world by
inventing a new distribution of the sensible. With this, everyone can
participate in changing the world in their own way, neither disregarding
their conditions of existence nor being restricted in them.

keywords: aesthetic experience, J. Rancière, P. Bourdieu, equality,
emancipation

student number: 2008-2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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