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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체육교육의 윤리학적 전환의 방향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체육교육 연구와 실천의 경로가 급격히 윤리학적 전환에 정향되어 있
다는 게 이 논문의 문제의식이다. 물론, 체육이 인성교육의 바탕이 되는 교
과라는 점에서 윤리학적 전환은 이미 교과의 태동부터 그 맹아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최근의 체육교육을 둘러싼 사태는 체육
교육의 이러한 본성과 경향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체육교육의 윤리학적
전환이라는 평가를 내리는 것에 주저함이 없게 하는 이유다. 그러나 체육교
육 실천에 관한 인성교육적 접근은 윤리학적 전환에 대한 의식과 관점이 미
미하다. 또한, 특정한 규범적 요소들을 올바름으로 규정하고 도덕주의적 방
식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체육교육의 윤리학적 전환에
요구되는 이론적 근거를 살펴본다. 그리고 체육교육에 고유한 윤리적 주체
생산 방식을 제시한다.
첫째, 주체를 규범화 시키는 도덕의 힘은 합리적 이성주의에 바탕을 두면
서 개인의 자유를 축소시키는 역설을 낳았다. (1) 합리성과 이성의 소유자로
대변되는 근대의 자율적 주체는 개인주의라는 가치에 매몰되었다. 이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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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안에서 주체는 자기 삶의 보전을 추구하는 합리적 행위자로 축소되었
다. 이에 따라 집합과 연대의 감정을 필요로 하는 정치가 후퇴하였다. (2)
근대 권력은 법의 통치보다는 규범에 의한 통치를 목표로 하였다. 그것은
지배 도덕과 규범을 수용하여 스스로 자기 계발과 자기 지배를 하는 주체를
주조하려는 기획이다. 푸코의 생명정치 개념과 안전사회 담론을 통해 우리
는 지배 규범에 무비판적인 도덕적 주체를 만난다. 주체의 행위란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사회 내 기능적 행위로 전락하였다. 이에 푸코가 제기한 도
덕과 윤리의 구분 방식을 수용하여 지배 규범과 도덕을 돌파하려는 주체의
윤리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둘째, 근대 문명과 도덕 질서는 감정적 동물인 인간의 본성을 훼손하였다.
(1) 엘리아스의 문명화 이론은 근대 문명이 규범을 통해 인간의 감정과 충동
을 억제한 과정이었음을 보여준다. 근대화 과정은 인간의 몸의 순환성에 문
제를 야기했고, 인간의 감정은 관리되고 코드화 되었다. (2) 도덕주의와 규
범의 강조에 따라 인간의 자연성은 억압되었고, 왜곡이 발생하였다. 프로이
트를 위시한 정신분석학은 근대 도덕이 초래한 인간 신체와 정신의 상처를
보여준다. 이에 자연적 본성을 지닌 인간 이해, 질료적 인간 본성론에 관한
이해가 체육교육에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셋째, 인간 본성이 이성과 합리성에 바탕해 있다는 규정은 실패한 윤리학,
정치학을 사유케 했으며, 따라서 인간의 윤리적 주체화에 감정은 매우 중요
하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스피노자는 인간의 본성을 감정과 욕망에 기
초해 규정하고, 새로운 윤리학과 정치학을 정초하고자 했다. 존재론적으로
감정이 이성에 앞선다는 점은 체육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넷째, 체육은 윤리적 주체 생산의 중요한 형식적 활동이다. (1) 감정 자본
주의의 전개와 코드화되는 감정은 자연적 감정의 회복을 요구한다. 신체를
기쁨에 머무르게 하고, 지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관점에서 체육은 신체적
주체로서의 인간의 역량을 상향시키는 소중한 활동이 된다. (2) 개인주의에
따른 정치의 후퇴와 연대적 감정의 소멸은 정치적 동물로서의 인간 삶에 위
기를 초래하였다. 스포츠와 체육을 통한 감정 모방과 정서적 연대감의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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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치적 주체에 선행하는 연대적 주체를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된다. (3)
근대 산업자본주의에 따른 풍요와 안전의 삶은 인간의 욕망을 왜곡하고 자
유에 한계를 설정한다. 놀이로서의 스포츠, 체육은 인간이 생명의 에너지를
건강하게 투여할 수 있는 대상이자 자유정신의 화수분이다. 인간은 대상과
의 일치, 욕망의 집중, 미적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체육을 통해 도덕적 감
정을 예비할 수 있는 놀이적 주체가 된다.
이 논문은 체육교육의 윤리학적 전환 과정에서 주로 정신분석학, 스피노
자 철학이 제시하는 인간 이해의 관점을 빌어 그 이론적 방향을 모색하였
다. 체육교육에 과도하게 드리운 도덕적 존재론의 그림자, 도덕주의에 근거
한 실천, 이성주의적 도덕성 발달 접근은 인간 감정과 욕망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수정되어야 한다.

주요어 : 지배 규범, 도덕, 윤리, 감정, 욕망, 신체적 주체, 연대적 주체, 놀
이적 주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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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

목 차
Ⅰ. 서론 ······················································································ 1
1. 문제제기 ····························································································· 1
2. 선행 연구 검토 ··············································································· 12
3. 논문의 구성 ····················································································· 16

Ⅱ. 규범화 하는 힘으로서의 도덕 ········································ 19
1. 근대와 개인의 불안 ········································································ 19
가. 합리적 개인주의와 자유 영역의 축소라는 역설 ····························· 19
나 . 자기 진실적 개인주의의 함정 ···························································· 22

2. 자기 규범화 하는 힘으로서의 도덕 ············································· 25
가. 근대 권력과 자기 규범의 대두 ·························································· 25
나. 생명정치와 개인 신체를 공략하는 규범 ·········································· 30
다. 금욕의 도덕과 욕망의 윤리 ······························································· 33

Ⅲ. 인간 본성에서 감정의 위상 ············································ 41
1. 자기 통제와 억압되는 본성 ·························································· 41
가. 문명화과정과 충동의 억제 ································································· 41
나 . 근대 문명과 몸의 순환성 훼손 ·························································· 44

2. 질료적 인간 본성론의 이해 ·························································· 48
가. 인간의 내적 자연과 억압의 문제 ······················································ 48
나. 정신분석학과 무의식적 주체로서의 질료적 인간 이해 ················· 54

- iv -

Ⅳ. 스피노자에서 감정의 역할 ·············································· 72
1. 감정과 이성의 관계 설정 ······························································ 72
가. 도덕적 판단에서 감정과 이성 ···························································· 72
나. 스피노자에서 욕망과 감정 ································································· 76

2. 존재 역량과 감정의 역할 ······························································ 83
가. 기쁨과 슬픔의 기능 ············································································· 83
나. 기쁨을 산출하는 활동 ········································································· 87

Ⅴ. 윤리적 주체 생산 형식으로서의 체육 ·························· 95
1. 신체적 주체 - 몸 움직이기와 감정 ············································· 95
가. 몸의 균형추로서의 감정 ····································································· 95
나. 감정의 코드화와 몸의 훼손 ······························································· 97
다. 기쁨의 신체와 감정 ············································································· 99
라. 지복의 기쁨과 감정 ··········································································· 102
마 . 국소화된 쾌감을 넘어서는 유쾌한 체육 ········································ 108

2. 연대적 주체 - 정치를 예비하는 감정의 생산 ·························· 114
가. 개인주의와 연대성의 파괴 ······························································· 114
나. 개인 윤리와 집단 행위로서의 정치 ················································ 120
다. 감정 모방과 정서적 연대 ································································· 126
라. 개체화 운동과 연대의 형성 원리 ···················································· 133
마 . 감정의 생산 공장 ··············································································· 137
바 . 몸의 정치학을 위한 체육 ································································· 146

3. 놀이적 주체 - 포기할 수 없는 욕망과 자유 ···························· 147
가. 역사 이후의 삶 ··················································································· 147
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쾌락에의 열정 ·········································· 151
다. 안전의 욕망과 위반의 욕망 ····························································· 155

- v -

라. 놀이로서의 스포츠와 리비도 투여 ·················································· 163
마 . 놀이에서 자유의 경험 ······································································· 173
바 . 도덕적 감정의 예비 ··········································································· 177

Ⅵ. 결론 ·················································································· 180
참 고 문 헌 ············································································ 194
Abstract ···················································································· 205

- vi -

Ⅰ . 서론

1. 문제제기
꽃샘추위의 흔적을 말끔히 거둬내려는 듯 따스한 봄 햇살이 살랑이는
바람에 실려 M중학교 교정을 휘돈다. 시나브로 찾아온 4월이다. 체육교
사 K의 3교시 2학년 체육 수업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다. 아직 수업 종
이 울리기 5분 전이지만 K가 담당한 학급의 학생들은 모두 체육복을 입
고 일찌감치 운동장에 나와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다른 학급 학생
들이 쉬는 시간 친구들과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다 시간에 쫓겨 부
랴부랴 체육복을 빌리러 이반 저반 기웃거릴 때, K의 학생들은 이미 탈
의실과 교실에서 체육복을 갈아입고 운동장에서 3교시 체육 수업 준비
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수업은 농구 수업이다. 체육 기구실에서 농구공, 볼 박스, 고깔,
조끼, 스코어보드, 경기 기록지, 책상, 의자 등 수업에 필요한 용기구와
자료들을 부지런히 우레탄 농구장으로 날라 정해진 위치에 갖다 놓는다.
이를 지켜보는 K는 흐뭇하다. 3월에 이곳에 새로 부임한 K는 그의 수업
스타일을 제로에서 새로 가르쳐야 했던 아이들이었던 터다. 물론 아이
들 입장에서도 종래의 체육수업과 달리 K가 제시한, 체육수업에서 자신
들의 행동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규제하는 분위기에 쉽게 적응되지 않아
애를 먹었던 터다. 그러나 3월 한 달간 꾸준히 강조하고 학습시킨 결과
가 이제 4월이 되면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K는 1년 간 체
육 수업에서 학생들이 지켜야 할 일, 담당 할 일, 해서는 안 될 일, 칭찬
받을 일 등을 시간별, 상황별, 시기별, 내용별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매우 자세히 정리하여 학생들에게 3월 한 달 내내 숙지시켰고 이제 학
생들이 그 원칙과 약속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수업하기가 수월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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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이 시작되었다. 4열 횡대로 서서 인원 체크를 한 후 워밍업을 위
해 운동장을 한 바퀴 돈다. 물론 대열이 흐트러지는 일은 없다. 체육부
장의 구령에 맞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보기 좋게’ 함께 뛴다. 수
업이 시작할 때면 이내 운동장 한 바퀴 도는 시간을 쉬는 시간의 연장
으로 이용해 못다한 수다를 떨 수 있던 기회는 이젠 없다. 오늘 수업은
레이업 슛 연습, 그리고 이웃반과 시합을 하는 것이다. 먼저 레이업 슛.
곧잘 하는 학생들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특히 여학생들에게는 부
담스러움 그 자체다. 노력해 보지만 녹록할 리 없다.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들은 지루해 한다. K는 혹여 학생들이 흥미를 잃을까 몇 가지 드리
블 연습 방식을 준비해 놓았지만, 학생들에게는 이 역시 난망한 일. K는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학생들을 얼른 불러 모은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류의 격
언으로 거듭 참고 성실히 계속할 것을 강조한다. 무엇보다 이탈 조짐을
보이는 여학생들에게 경고를 날린다. 같이 하는 활동이기에 자기 행동
에 책임을 져야 하며, 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함께 보조를 맞추며
배려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리고 덧붙인다. 잘하는 친구들 역시
처음에는 하기 싫었지만, 그래도 참고 또 참아서 지금 이렇게 할 수 있
게 된 거라고. 그들이 잘 하는 걸 보고 참고 계속 도전해 보라고. 머리
로야 십분 이해 가지만 학생들에게 농구공은 이젠 18파운드짜리 볼링공
에 다름 아니다. 이내 K가 야속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물러나면 무언가
낙오하는 듯싶어 하릴없이 다시 연습을 시작한다.
드디어 옆 반과 시합하는 시간. 역시 스포츠는 시합을 해줘야 제 맛.
각 반 대표들이 열띤 경쟁을 펼친다. 경기는 점점 과열된다. 응원 역시
그렇다. 이웃반 학생들이 슬슬 K반 학급 선수들을 향해 야유를 쏟기 시
작한다. 전반 K반의 두 번째 자유투 시점부터였던 듯한데, 이를 기화로
어느새 K반의 공격이 이뤄질 때면 이웃반 학생들은 어깨를 겯고 마치
사즉생을 각오한 전장의 병사들처럼 똘똘 뭉쳐 “우우우~” 소리를 내
며 가일층 야유를 보낸다. 물론 자기 팀의 공격이 이뤄질 때면 난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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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난리가 없다. 이에 이웃반 선수들 역시 기세 등등이다. 그러나 저
들의 일사불란한 모습은 K반 학생들에게는 생경하다 못해 기이하기까지
하다. 이웃반 학생들, 심판의 판정이 불리하다 싶으면 다함께 거칠게 항
의하고 이내 비난을 퍼붓는다. 반면 K반 학생들은 정중하게 경기에 임
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응원 역시 최대한 신사답게 자제한다. 불리
한 오심에도 K의 주의에 따라 일체 항의하지 않는다. 심판에 대한 존중
역시 경기와 상대팀에 대한 예의만큼 중요하다고 배웠기 때문이다.
학생 심판의 미숙함으로 몇 차례의 오심이 이어졌지만, 시종 참고 있
다. 오심은 그러나 이웃반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때마다 이웃반 학생들은
선수며, 응원학생이며 울분을 참지 못하고 항의한다. K반 학생들의 일부
가 울컥 화가 치밀어 항의라도 하고 싶지만, 왠지 점잖은 분위기에 가벼
운 처신이 될까 싶어 잠자코 있다. 이웃반은 여전히 시끄럽다. 오히려
평소 학급 분위기가 콩가루였던 이웃반 학생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뛰
고, 살벌하게 응원하는 모습을 보니 K반 학생들은 그 모습이 낯설 따름
이다. 경기는 이웃반의 승리다. 이웃반, 세상을 모두 얻은 듯 감동의 도
가니가 따로 없다. 둥글게 모여 어깨동무를 하고 함께 뛴다. 시간은 거
기서 멈춘 듯하다.
K는 학생들을 위로한다. 경기는 졌고, 심판의 매끄럽지 못한 판정이 있
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고, 응원 중 상대방에 야유
한번 보내지 않고 최대한 예의를 지켰으며, 심판을 존중한 자신의 반이
자랑스럽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이웃반과 똑같이 과격한 감정에 휩싸였
으면 어찌됐겠느냐며, 학생들이 감정을 잘 통제하여 깔끔한 경기가 될
수 있었다고. 경기가 늦게 끝난 터라 모자란 쉬는 시간이다. 학생들은 K
의 수업 마무리 후 수업 용기구들을 깔끔히 정리하고 부리나케 교실로
들어가 모두 교복으로 갈아입고 다음 수업을 기다린다. 이웃반 학생들
은 승리에 취해 좀체 깨어날 줄을 모른다. 삼삼오오 모여 무용담들을 늘
어놓으며 교실로 여유 있게 들어간다. 이 여파는 당분간 갈 듯 싶다. 다
음 수업, 아랑곳없이. 4교시 종이 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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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교육학 분야에서 최근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일 중 하나는 체육교육
의 인성교육에 대한 역할, 기능, 가치 등을 묻고 그것의 실효성을 경험적으
로 입증하거나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작업을 들 수 있다. 여기에는 여러 한
계에도 불구하고 체육이 인성교육의 소중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과 학생
인성 발달에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주장과 논의가 주종을 이룬다. 학교교육
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학생의 인격 발달과 성품 함양이라는 데 이론의 여지
가 없다는 점에서(이홍우, 2003, 2007; 홍은숙, 2007), 동서고금을 통틀어 명
시적, 암묵적으로 늘 사회적 차원의 합의로 존재해 왔던 이 전인교육의 가
치는 교과로서의 체육 역시 그것의 정당화를 꾀하고 중요 교과로 자리매김
하는 데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가치가 된다. 따라서 학생 인성교육에 체육이
지대한 기여와 공헌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일은 스포츠교육학의 중
요한 과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포츠를 통한 인성교육, 체육교과의 정의적 영역의 지
도는 매우 까다롭고 지난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최의창, 2010; Bailey, 2006;
Bailey, Armour, Kirk, Jess, Pickup, & Sandford, 2009). 그럼에도, 스포츠교육
학 분야에 관련 긍정적 연구 결과들이 차곡차곡 축적되고 있기는 하다. 스
포츠에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의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변화와 발달이 관찰된다는 연구들이 그러한 것들이다(박정준, 2011; Clifford
& Freezell, 2009; Jones, 2005; Mcnamee, Jones & duda, 2003). 인성교육과
관련하여서는 특히 도덕적 인지와 성품이 스포츠 참여를 통해 긍정적으로
발달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체육의 인성교육적 가치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박종률, 2003; Jones, 2005; Meakin, 1981; Martens, 1988; Romance, Weiss &
Bockoven. 1986).
사례에 등장하는 교사 K의 수업은 스포츠맨십 함양을 통한 체육교과의 인
성교육 가능성을 탐색하는 학교 현장의 전형적 노력으로 보는 데 무리가 없
어 보인다. 상식적 차원에서 볼 때 스포츠에 내재된 올바름 내지는 인간생
활을 가능케 할 규범적 원리(Arnold, 1997)와 같은 속성들은 ‘스포츠 정
신’ 내지는 ‘ 스포츠맨십’ 으로 지칭되어 교육적 차원에서 활용되는 데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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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게 만든다는 점에서 K의 수업은 더욱 그러하
다. 더구나 K의 수업은 적어도 체육 수업에 관한 일반적 차원의 상식에 벗
어나지 않으면서 그 기본 철학이나 방법, 수업 진행의 효율성 면에서도 문
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스포츠맨십을 강조하여 도덕적 원리와 규범적 행위를 중시하는
‘교과서적’ 인 이러한 체육수업에 관한 접근은 한편으로 우리로 하여금 학
교체육의 가치와 사회적 역할에 주목하게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스포츠와 근
대성의 상동성,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사회에서의 체육을 가르친다
는 것의 의미, 나아가서는 체육교과가 교육 수단으로서 다른 교과와 준별될
수 있는 독특한 지점이 어디인지에 착목하게 한다. 어떤 점에서 그러한가?
우선 스포츠와 근대성의 유사한 성격에 관해 살펴보자. 신체와 신체가 맞
부딪치는 스포츠가 연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참여자들의 신체적, 물리적 위
험을 최소화하고 이를 보장하는 규칙과 약속이 빠질 수 없다. 그리고 이를
지키려는 자세가 스포츠맨십의 바탕을 이룬다. 따라서 규칙과 약속을 지닌
스포츠에 참여한다는 건 이러한 스포츠가 제시하는 규범을 수용한다는 의미
를 지닌다. 바로 이 순간이 근대 교육과 스포츠가 무리 없이 결합될 수 있
는 지점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근대와 스포츠의 궁합, 이 친근성은 근
대의 기획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근대는 자유를 얻어 사회로 방출된 개인
을 회집하고 다시 그들에게 위치를 배분하려는 건축학적 소망을 지닌 체제
에 다름 아니다.1) 체계 구축에 대한 욕망은 근대의 본질이다. 그러므로 근대
의 교육은 은연히, 때로는 노골적으로 개인에게 규율을 강조하고 권력에의
종속을 기도한다.
1) 근대는 개인의 자유 획득, 사회 영역의 분화, 경제적 경쟁 관계, 폭력의 국가 독점
등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로 규정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 근대 국민국가의 발생
과 전개 , 민족국가 간 전쟁의 역사는 근대국가가 민족주의 , 즉 국가 구성원들에
대한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것을 국가 발전 전략으로 수립, 채택하는 방식을 취해
왔다는 점을 보여준다 . 그런 점에서 근대국가는 사실은 고도의 인적, 사회적, 물리
적 자원을 빈틈없이 동원하는 체제이다 . 서구 근대국가의 발전에 관한 글로는 박
상섭(1996), Poggi(1978) 등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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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의 규범은 일종의 표준화이다. 표준화는 안정과 질서를 가능케 하
는 힘이다. 아직 코드화의 세례를 받지 않은 신체의 변형 가능성에 규칙적
원리와 정형적 동작을 주입하여 신체를 특수한 사회적 맥락 내에서 문화화
시키는 작업, 그것이 스포츠요, 스포츠를 통한 교육의 전략이다. 이처럼 신
체적 카오스를 코스모스적 운동과 그물망 속에 포획하려는 의도, 그것이 바
로 근대와 스포츠에 내재되어 있다. Guttmann(1978)은 근대에 급격히 대중
화된 스포츠에 세속화, 전문화, 합리화, 계량화의 특성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것이 곧 스포츠에서의 근대성의 발현임을 강조한다. 근대의 기획이 전방
위적으로 관철되는 상황에서 학교의 커리큘럼으로 스포츠를 빌어 교과로 채
택된 체육 역시 근대의 이 전략을 공유함으로써 그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음
이 읽히는 대목이다.
체육이 학생들의 사회적 규범의 내면화를 촉진하고 이에 일정한 역할을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한국사회에서 펼쳐지고 있는
체육교과의 인성교육에의 역할과 기능에 기대를 거는 것, 그것 또한 이러한
발상의 연장선상에 있다. 체육교사 K의 수업은 이 점에서 지극히 정상적이
고 모범적인 수업이다. 특히 한국사회의 공적 규범의 파탄, 개인 윤리의 실
종으로 인한 사회 붕괴에 대한 불안 심리의 확산과 위기감의 증폭은 스포츠
맨십의 규범적 원리에 기댄 교사 K의 수업을 온당한 것으로 이해하게 만든
다.
2000년대 후반 인성교육은 한국사회 교육 주요 의제로 급격히 대두됐다.
날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학교폭력과 청소년 인성문제에 시급한 해결방안
이 요청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의 적실한 해법으로 체육교과의 가능성과
역할에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면서 체육은 그 위상이 여느 때보다 남다른 상
황이다.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주지교과 중심의 입시교육에 따른 폐쇄적이고
경직된 학업 문화가 지배적이긴 하지만, 각종 사회문제들이 착종되어 초래
된 숱한 폐단과 모순들을 학교사회가 직면하고 감내해야 하는 인내력에 한
계가 도달한 상황에서, 그리고 고도성장에 따른 규범의 붕괴에 취약하고 무
기력한 한국사회가 적어도 교육적 처방으로서 체육교과에 기대를 걸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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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며, 관련 정책과 제도가 우후죽순이란 말이 무색
할 정도로 수립, 투입되고 있는 시기 또한 지금인 것이다(교육부 2014a,
2014b; 교육과학기술부, 2012; 서울특별시교육청, 2012a). 이런 사회적 상황
에서 교사 K의 수업은 체육교과의 인성교육 가능성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일
종의 전범이 될 법하다. 인성교육에 투입된 스포츠의 역할과 순기능을 모색
해 보는 일에 그의 교과서적인 수업이 안정감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체육의 인성교육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다는 것,
그리고 체육계 스스로 스포츠를 통한 인성교육에의 접근으로 전인교육이 가
능하다고 주장하고는 있지만, 이 사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다 엄밀
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무엇보다도 스포츠를 통한 인성교육, 스포츠
맨십 교육의 가능성에 관한 수다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과 논의
의 초점이 인간의 발달에 관한 도덕적, 규범적 입장을 보다 확장하여 그것
들을 포괄하려 하고 있는지 제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과연 현재 넘쳐나
고 있는 이 스포츠의 도덕교육적 가능성을 묻는 일이 철학적 차원에서 무엇
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천착해 볼 시점이기도 하다.2)
이처럼 체육교육의 도덕적 역할과 기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그 가능성
을 탐색하는 일, 그것을 우리는 우선 “체육교육의 윤리학적 전환”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3) 이는 현재 체육교육이 보다 실제적, 현실적, 참여적 임무
2) 학교체육, 학교스포츠가 청소년의 인격 형성과 성장에 개입하고 도덕적 인간을 생
산하려는 근대의 장치라는 지적과 비판은 사회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특
히 , 역사사회학적 연구들은 근대의 여가 , 스포츠, 놀이가 한 시대의 인간-주로는
노동자 , 여성 ,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내지는 저항세력들 -을 부르주아적 교양 질
서로 포섭하여 유순한 신체와 정신을 가진 주체로 주조하고 , 그들의 품행을 ‘정상
화 ’하려는 지배질서의 욕망이 삽입된 기획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 여가와 근대 자
본주의 관계에 대한 글로는 Rojek(2000), 김영선(2016) 등 참고 .
3) 이러한 방식의 관점의 전환, 용어는 Rasmussen(1988)이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논쟁의 의미와 그 논쟁의 구도에 포함될 수 있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도덕적 문제
들을 윤리학적 과제로 지목하면서 이를 “철학의 윤리학적 전환 ”으로 이해하고 있
는 데서 빌어온 것이기도 하다 . 박정순(1993)은 “20 세기 중반기까지 각각 영미와
유럽대륙을 주도했던 메타윤리학적 감정론과 개인적 결단의 윤리학인 실존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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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맡고 사회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할 과제에 봉착해 있다는 점에서,
곧 사회-실천적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는 점에서 실천철학적 변형이라 해도
무방하다는 전제 하에 가능한 표현이다. 다시 말해서, 윤리학이 행위의 정당
성을 이론적으로 논의하는 기능을 갖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천학으로서 인
간의 행위의 방향을 규정하는 지침이자 그것의 정당화, 동기화를 이끄는 데
까지 관심을 갖는다는 점에서 최근 체육교육 담론의 윤리학적 성격을 그러
한 방식으로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는 과연 이러한 “체육교육의 윤리학적 전환을 어떠한 관점에서 가능케
할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강조하지만, 체육교육의 윤리학적 전환이 어떠한
관점으로부터 가능할 수 있는지를 묻는 작업, 이는 결코 가벼이 볼 사안이
아니다. 그것은 그간 체육교육의 인성교육 가능성을 묻는 논의의 지반을 점
검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그간의 논의 지점들을 총화하면서 성찰하도록 이
끌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그리고 강조할 것은, 이러한 작업이 단지 “윤리학에
서 회자되는 주요 도덕이론을 스포츠교육학에서 충분히 이해, 소화하고 수
용 하였는가.”라는 질문을 의미하거나, 그로 수렴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다. 즉, 스포츠교육학에서의 윤리학적 접근과 담론이 특정한 윤리학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을 하고 있는가, 한쪽으로 경도되었던 것은 아니었는
가를 추궁하는 게 결코 아니다. 윤리학의 주요 이론인 공리주의 내지는 칸
트의 의무론을, 아니면 규칙-의무주의 윤리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최근의 덕 윤리학의 입장과 이론(Anscombe, 1958)을 체육교육에 충분히 투
철학과 비교해 볼 때 , 실천철학은 오늘날 찬란한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 사
실이다 . 환경 , 생명/ 의료 , 기업 , 군사 윤리 등 응용윤리학의 대두 , 자유주의의 새로
운 철학적 논의, 포스트 마르크스주의와 분석적 맑시즘의 등장, 아펠과 하버마스
에 의해서 주도된 담론윤리학 혹은 의사소통의 윤리학, 가다머의 해석학적 윤리
학 , 푸코의 자아에의 배려 등 포스트모더니즘의 윤리학적 함축성에 대한 논의 , 로
티의 신실용주의, 공동체주의라는 이름 아래 등장한 새로운 윤리학의 전개과정”을
언급하면서 “철학의 윤리학적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Rasmussen 의 견해에 동의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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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시켰는지가 이 작업의 관심사가 아니란 것이다.
윤리학 이론을 스포츠 내지는 체육교육에 접속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지
만, 체육교육의 윤리학적 전환의 토대를 묻는 이 질문은 보다 발본적인 문
제의식을 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체육교육의 실천적 차원에서 그 이
론적 배경을 형성하고 있는 덕 윤리학의 입장, 그리고 이에 근거한 체육교
육의 인성교육 접근 방식을 평가하려는 것 또한 아니다. 오히려 본 논문은
스포츠를 통한 인성교육에의 접근 방식과 스포츠맨십 중심의 인성교육 프로
그램들이 형식적으로는 근대 의무주의 윤리학 비판에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덕 윤리학적 도덕교육의 접근 방식을 취하는 전략을 채택하여 도덕교
육에 보충적이며 효과성을 산출하는 방식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그러한 접근이 올바름에 관한 특정한 지배적인 규범적 가치를 과
잉 강조하는 일종의 도덕주의에 기댐으로써 스포츠 또는 체육이 갖고 있는
파토스(pathos) 적인 가능성과 잠재력을 의도치 않게 제한, 훼절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다.4) 또한, 인성교육의 덕목, 스포츠맨십이라는
규범들이 개인의 정치적, 사회적 삶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한 채, 사회의 붕괴라는 우려 속에서 지극히 개체주의적인 방식
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론을 설정하거나, 개인의 윤리적 행위의 사회적
4) 덕 윤리를 강조하는 아리스토텔레스나 사회화의 중요성을 상기시킨 뒤르케임이
말한 바의 도덕교육 방식은 기존 사회 규범에의 입문 , 그러한 행위 규범의 습관화
를 통해 자연스럽게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가치가 행위로 표출되도록 만든다는 점
에서 체육교육과의 관련성은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덕윤리학적
도덕교육 접근에 관한 강력한 이론적 배경을 형성하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
장만큼 뒤르케임 도덕교육론의 철학적 , 윤리학적 함의 또한 큰 바, 이에 관해서는
뒤르케임의 『 교육과 사회학』 , 관련 글로는 이황직 (2008), 박희(1998), 최병태 (1996)
등의 글을 참고할 것 ). 다만 여기서는 , 본문의 비판 맥락에서 덕 윤리학이 감성과
이성의 조화, 이성의 감정에 대한 지난한 다스림 과정과 이를 통한 훈습적 메커니
즘에 대한 관심, 특히 자율적 주체의 이성적 판단에 근거한 도덕 판단과 행위라는
가정의 비현실성에 주목하여 이를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스포츠맨십 교육
이 덕 윤리학의 입장을 온전히 수용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으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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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이 지니는 가치를 제시하는 데 불철저함으로써 반복적으로, 그리고 일
종의 위기 담론에 결박된 채 강박적으로 인성교육만을 강조하고 있는 측면
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5)
스포츠를 통한 교육이 규범적 인성 발달 추구에 기우는 경향성을 띤다는
점과 그러한 양상이 스포츠의 풍부한 다가성(多價性) 을 놓치고 있다는 문제
점을 지적하는 것과 함께, 덧붙여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측면이 있다. 그것은
인성교육에 집중된 체육수업, 스포츠의 규범지향적 속성을 최대화 하여 교
육의 도구로 활용하고자 하는 기획의 성패 여부를 가늠하기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 점이다. 교육의 성과, 특히 인성교육의 성과가 그리 쉽게 나
타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상식적 통찰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떠한 관점
에서 성공과 실패로 바라보고 평가를 할 것인지도 논쟁적이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그리고 이론적인 차원에서, 사회문제를 개인으로 환원하여 해결
하려는 방식, 그것도 ‘ 자율적인 이성적 주체로서의 인간’ 이라는 가정 하
에 교육을 통한 공동체 규범의 내면화가 가능하리라는 원자론적 해법이 그
전제에서 난맥상을 갖고 있다는 점은, 니부어(Niebuhr)의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에서 선구적으로 지적된 바 있다. 그는 여기서 이성적으로
인간을 교육하고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믿음이 복잡한 현대 사회의 구
조와 이해집단의 충돌로 인해 난망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집
단적 차원에서의 정치적 올바름이 훨씬 중요하며, 어렵지만 개인과 사회, 행
위와 구조의 변혁을 동시에 아우를 전략만이 근대사회의 도덕문제를 개선시
킬 수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행위와 구조에 관한 학문인 사회학을 의식하
지 않더라도, 개인 윤리가 어떻게 선에 관한 집단적 실천의 의지와 연결될
수 있는지는 윤리학과 정치학의 영구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윤리적 인간
의 형성 문제가 공적 지평의 정치적 행위와 어떤 식으로 결합되는지, 그 열
쇠를 푸는 것이야말로 윤리학적 전환에 선제적으로 제기되는 과제인 것이
다.
5) 이 논문은 바로 이 부분 , 주로 스포츠교육의 규범지향적 , 도덕주의적 접근이 갖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면서 논문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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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개인의 발달이 사회와 역사, 환경의 산물인 점에서 “개인의 윤
리적 주체화”의 어려움은 근대가 가질 수밖에 없는 본원적, 구조적 위기에
서 비롯된다. 근대국가에서의 도덕 질서 정초의 어려움, 시민사회의 행위 규
범으로서 도덕이 갖는 위상과 역할이 항상적 위기에 처해있다는 사실, 개인
으로 방출되어 ‘ 신 앞에 단독자’로 선 근대 자유인의 도덕적 행위 근거의
취약성, 근대의 합리적 질서를 선두적으로 구축했음에도 항상 도덕의 아노
미적 혼란 상태에 직면해 있는 오늘날 서구사회의 상황6) 등이 근대국가, 근
대 시민사회의 개인들에게 행위 원리를 내면화 시키는 것이 도덕교육에서
어려움이 되고 있음을 잘 드러내고 있다.7)
6) 자유주의적 방식의 서구의 근대적 질서 형성 과정에서 초래된 도덕의 위기에 관
한 가장 정치한 비판은 매킨타이어 (MacIntyre)의 저작 『 덕의 상실 』에서 찾아볼
수 있다 . 그는 이 책에서 윤리학적으로 신아리스토텔레스주의, 사회철학적으로 공
동체주의 입장에서 서구 자유주의 사회에서의 도덕적 혼란, 행위 윤리와 규범의
문제에 내재된 뿌리를 사회철학 및 문화철학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
고 , 일정 부분 성공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 매킨타이어의 자유주의 비판에
관한 평가는 윤평중(2003)을 참고할 것 . 또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논쟁에서 균
형감각을 갖고 보다 유연한 공동체주의 입장에서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를 지향
하는 테일러 (Taylor) 또한 『불안한 현대사회 』에서 서구 근대사회의 위기의 원인
을 날카롭게 추궁하고 있다.
7) 이와 관련하여 한국사회의 도덕질서 형성의 독특한 문제를 간략히 소묘할 필요가
있겠다 .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긴 하지만 , 개인적 수준의 의식 개혁 노력
내지는 행위 개선의 어려움에 더해 한국사회의 특수한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근
대국가에서의 도덕 질서의 성립과 전개 , 위기라는 보편적 문제가 더욱 증폭되는
역사적 전개 과정을 겪게 했다고 볼 수 있다. 도덕은 일종의 금기의 체제이다 . 이
러한 금기로서 주어지는 행위 규범은 적어도 전근대까지는 신학적 질서를 통해
작동하였다 . 그러나, 근대 시민사회 국가의 시민들의 행위 규범은 더 이상 종교로
부터 주어지지 않는다 . 시민들의 자기 행위 원리와 성찰의 모델은 신을 대신한 국
가의 행위로부터 주어지게 된다 . 즉, 국가 통치 행위의 정당성의 수준과 정도가
국민들에게 일종의 행위규범으로 주어짐으로써 국민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국가의
반응을 통해 결정하고 조율하게 된다 . 물론 , 시민들은 국가의 통치행위 그 자체로
부터 보다는 지배계급이 행위하는 방식, 지배계급의 행위 결과 , 그 결과에 따른
효과와 국가의 대응 과정 등을 관찰하면서 자신의 도덕적 판단과 행위를 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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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근대 도덕(교육)의 실패는 자유주의, 개인주의, 이성, 합리적인 자
율적 주체라는 가치에 기반한 개인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조절과 관
리에 의해-조화로운 삶이 가능하다는 근대의 환상이 파탄에 직면했음을 드
러낸다. 인간적 삶이 가능하지 않다는 난관에 봉착한 엄연한 현실에서 “철
학의 윤리학적 전환”이라는 관점은 비단 철학에 한정되는 이야기만은 아닌
듯싶다. 교육학, 스포츠교육학 역시 인간의 발달과 성장을 다루고, 이 과정
이 곧 인간의 윤리적 성장에 관한 관심인 한, 윤리학적 고민을 기피할 이유
가 없으며, 스포츠교육의 연구 지평이 이로 확장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2. 선행 연구 검토
본 논문의 목적은 체육활동, 스포츠 참여가 인간의 윤리적 주체화에 어떻
게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이론적, 철학적 맥락에서 드러내는 데 있다. 따라
서 본 논문의 선행연구 검토 대상으로는 스포츠와 윤리의 관계를 묻는 연
구, 체육 참여의 윤리적 성격을 분석한 연구, 이성적 주체의 관점을 기각하
고 감성적 주체의 관점을 세우며 체육활동의 가치와 의미에 관심을 갖는 연
구, 신자유주의 체육의 전개 양상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연구 등이 포함된다.
게 된다 (김동춘, 2000). 물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배계급의 행위가 비도덕적
이거나 불법적일 경우 이것이 어떠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 처리되느냐의 문제이다.
지배계급의 일탈 행위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불편부당하게 처리가 되는 것이 중
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그러나, 역사적 경험을 통해 입증되듯이, 국가권력
이 강력할수록 , 비민주적인 통치가 가능할수록 , 정권의 정당성이 약할수록 , 지배계
급의 도덕적 교과서 역할은 미약할뿐더러 오히려 한 사회의 규범을 왜곡시키기까
지 한다. 이 경우 대부분 시민사회는 국가의 요구에 순응하게 되는 허약한 위치에
놓이면서 비도덕적인 모습을 띠게 되는데 , 부도덕한 지배계급과 동일한 행위 원리
와 습속을 공유하는 가운데서는 피지배계급의 저항성은 자연 축소될 수밖에 없다.
특히, 전쟁과 같은 외부 충격에 의해 강력한 지배체제가 형성이 되면 시민사회는
절대 권력을 쥔 국가에 의해 (재 )주조되기도 하는 바 한국사회가 바로 그러한 사
회의 전형이다(김동춘 , 2006a). 더구나 한국사회의 경우 1997년 IMF 체제는 허약
한 시민사회를 더욱 위태롭게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김동춘, 200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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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와 윤리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주로 스포츠철학 쪽에서 윤리학 이
론을 배경으로 하여 제기되고 있다. 스포츠 참여와 상황에서 제기되는 윤리
적 문제를 대표적인 윤리학의 입장이라 할 수 있는 공리주의, 의무론, 덕 윤
리의 관점에서 대입하여 살펴본 이승훈, 김동규(2013) 는 도덕성에 제한하여
행위자의 스포츠맨십을 설명하려는 시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아레
테’ 개념을 통해 경기수행력과 관련하여 스포츠 윤리 문제에 접근할 필요
성이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박성주(2013) 역시 스포츠윤리 문제에 관한 철
학적, 이론적 접근이 필요함을 주장하면서 윤리학의 대표 이론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탐색하고 있다. 구강본, 강경환, 남중웅
(2008) 은 스포츠윤리 교육이 시급한 현실을 지적하며 스포츠 윤리교육의 필
요성을 실천적, 제도적 차원에서 교육적 접근을 통해 풀어나가야 함을 주장
하고 있다. 이문성, 서경화(2013)는 스포츠에서의 승부조작과 같은 일탈 현
상을 문제화 하면서 이를 스포츠윤리 문제로 바라보며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스포츠와 윤리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스포츠 상황에서
개인의 행위가 갖는 도덕적 의미를 규범과의 관련성을 통해 밝히려 하고 있
지만, 이를 개인 행위가 갖는 윤리적 잠재력의 차원, 그리고 그것이 윤리적,
주체화 차원에서 갖는 의미로 소급하여 해석하는 데 한계를 노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존 전통 윤리학 이론 내지는 개념에 기댄 해석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데 그치고 있음이 지적될 수 있겠다. 이런 제한된 접근은 여전히
옳고 그름이라는 전통적인 도덕적 관점에 기반하여 있음으로써 스포츠를 통
한 윤리적 주체화의 가능성을 상상하는 데 제한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이 점에서 흥미롭게도 김정효(2013)는 스포츠맨십, 스포츠 윤리에 관한 논
의가 윤리학 이론에 기댄 공허한 분석에 그치고 있다며, 스포츠 상황에서의
도덕적 행위의 요청은 선험적으로 주어지는 규범을 통해 해명되는 것이 아
니라, 행위자의 반성적 사유와 실천을 통해 구현되는 과정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스포츠에서의 행위자의 해석과 실천

- 13 -

이 우리가 탐구하고자 하는 윤리적 문제와 결부되어 있음을 지목한 것이라
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동시에 이 부분은 스포츠윤리에 관한 이러
한 관건적 지점에서 확장될 수 있는 논의가 인간 이해에 관한 관점의 교정
으로부터 시작하여 놀이하는 주체로 확장되어 전개되어야 한다는 본 논문의
구도와 전개로부터 보충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인간 존재 양식의 두 가지 방식, 즉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기도 하면서 감
성적 존재이기도 하다는 점이 체육교육에 갖는 시사점을 철학적으로 논의하
고 있는 이학준(2000) 은 아베 시노부( 阿部忍)의 논의에 기대 ‘ 이성의 체
육’과 ‘ 감성의 체육’ 으로 체육을 구분하고 있다. 그는 이성의 체육은 수
(數) 와 양(量) 에, 감성의 체육은 말(言)과 체험(質)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서
현행 체육이 수와 양에 치우쳐 스포츠 참여자의 개인적 경험이 갖는 독특성
에 주목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창의성, 감동,
심미의식, 정서 등을 발달시킬 수 있는 체육으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체육수업에 있어서도 감성교육이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체육교사들은
학생들의 감성 개발에 도움이 되는 체육수업을 고민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
다(Shinobu, 1986).
한편, Shinobu(1986) 가 제기한 체육의 구분은 체육교육의 통합적 접근과
인성교육 역할에, 그리고 공동체 의식의 함양에도 체육이 기여할 수 있는
입점이 확보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참고 할만하다. 동일한 맥락에서 권욱
동(2012) 의 연구 또한, 생태학적 접근을 통한 스포츠 참여의 중요성을 제시
하면서, 그것을 몸의 생래적 욕구와 연결시킴으로써 체육이 생명력의 유지
와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 경험이 몸
의 체험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인지과학 이론을 빌어 설명하는 권욱동
(2011) 은 현상학적인 몸의 경험의 축적과 신체활동의 가치를 체험주의적 입
장에서 연결시켜 논의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들은 인간의 이성과 감성, 몸과
마음, 신체와 정신이라는 이분법적 구도에서 하위 파트너였던 몸, 감성을 체
육적 시각으로 복원시키려는 시도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들은 체육수업,
스포츠 참여자의 경험을 현상학적 차원에서의 논의로 한정시킴으로써,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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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감성적 체육의 경험이 어떻게 윤리적-정치적 차원으로 확장될 수 있
는지를 보여주는 데는 한계를 갖는다.
한편, 신자유주의의 전면화가 학교체육에 미친 영향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연구 성과들은 본 연구의 맥락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다. 신자유주의
영향권에 포섭된 학교체육의 변화와 전개를 비판적으로 접근한 연구들은 대
부분 그 이론적 배경으로 상당 부분을 푸코(Foucault)의 작업에 빚지고 있는
데, 이들은 푸코의 자유주의 분석을 기초로 하여 자본의 전면화를 보장하는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학교체육 정책과 실천에 변화를 일으켰는지를 살피고
있다(Macdonald, 2011; Thorpe, 2003).
이들의 연구를 통해 우리는 학교체육 역시 사회적, 역사적 영향력으로부
터 자유롭지 못한 분야로서 신자유주의의 대두와 그로 인해 변화를 겪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는 학교체육의 비전문화를 재촉하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그것은 무엇보다 학교체육이 건강중심 체육활
동으로 축소되면서 각종 수치와 통계, 과학적 관리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상
황과 무관치 않다(Evans & Sonneville, 2009; Macdonald, 2011; Kirk, 2009;
Tinning, 2000). 이렇게 학교체육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면서 자연스럽게 교
과로서의 체육이 갖는 가치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실제 체육수업이 아
웃소싱(outsourcing) 되면서 수업 전문가인 체육교사의 입지가 흔들리는 상
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는 건강중심 체육활동으로 학교체육의 초점이 이동
하면서 자연스럽게 체육참여자 개개인의 책임, 건강관리, 계획과 실천 등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체육 역시 그러한 것들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는 체육 정책에 관한 주요 문서들에서도 확
인되고 있는 바이다(Evans, 2013; Macdonald, 2011). 이는 체육이 지닌 다양
한 가치들을 건강과 자기 관리라는 것에 제한시키는 것임과 동시에 삶을 개
인적 책임과 역량의 문제로 돌리는 신자유주의의 공세에 체육이 취약한 모
습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사회변동과 체육의 관계는 체육이 사회적, 역사적 구성물이라는 것, 그러
한 사고 속에서 체육을 조망하고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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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Kirk, 2009, 1999). 나아가 Evans(2013) 는 뒤르케임을 빌어 교육이 그 기
원과 기능에 있어 사회적인 것이며, 교육학 역시 따라서 사회학에 더욱 가
깝게 위치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사회적 변화가
체육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관찰하는 것을 통해 그 담론적 구조를 파악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역시 체육함의 사회적, 역
사적 차원의 토대를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한편, Arnold(1997, 1979)는 체육활동이 자기 실행이면서 그를 통해 선
에 대한 탐구, 전통적인 가치의 학습, 자기 존재의 확인 등을 이끌어내는 탁
월한 활동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체육이 지성교육, 도덕교육 이상의
가치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는 체육의 내재적인 고유한 가치 그것 자체를 발굴, 확인, 고
수하는 것 못지않게 정치사회적 변동에 따라 끊임없이 담론화되고 재구성되
는 체육의 변화무쌍한 모습을 포착하는 일 또한 중요함을 강조함으로써 신
체활동으로서 체육이 존재의 현상학적 차원을 드러내는 수단이면서 인간을
사회적으로 구성시켜내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지만, 신체
활동으로서 체육이 윤리적 주체화, 나아가서는 정치적 지평에서 지니는 위
상이나 역할에는 충분히 주목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겠다.

3. 논문의 구성
교육은 인간의 윤리적 주체화의 가능성을 오랫동안 가능케 한 토대였으
며, 교육이 인성교육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그 본연의 임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교육을 통한 윤리적 주체화의 측면을 염두에 두면서 체육
교육이 인간의 윤리적 성장과 발달에 어떠한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그 근거를 철학적, 이론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그러나, 체육교육의 도덕교
육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인간의 본성이 무엇이며, 인간 본성론에 근거
한 도덕교육을 실천할 방도를 즉각적으로 다루는 것에 논문의 초점을 맞추
지는 않을 것이다. ‘ 체육교육의 윤리학적 전환’ 의 이론적 토대를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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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사회철학적 차원에서 근대의 성격과 특징들을 분석하는 것이 선행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아래와 같은 전개를 통해 체육교
육의 윤리학적 전환 시 필요한 이론과 근거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근대사회에 대한 찰스 테일러의 비판에 더해 푸코의 분석 작업
을 근거로 하여 권력이 개인에 관여, 기입되는 방식과 신자유주의 시대를
거치며 한층 규범화되는 힘으로 작용하는 권력의 속성을 드러낸다. 이 시대
의 도덕교육이 갖는 한계는 기성사회의 규범과 가치를 온전히 수용하는 인
간을 양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이는 인간의 욕망 충족, 윤리적 주
체화에 실패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3장에서는 합리화, 규범화시키는 힘으로 기능하는 근대 권력 하에서 인간
본성의 억압, 훼손, 병리화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엘리아스의 이론, 프로이트
의 문명 비판론과 정신분석학에 기대 설명한다.
4장에서는 근대 주체철학의 인간 이해에 관한 발본적인 회의감을 촉발한
프로이트에 앞서 인간을 욕망의 주체로 파악하면서, 자율적인 이성적 주체
로서의 인간이라는 관념에 도전한 스피노자를 통해 감정과 몸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5장에서는 우선 스피노자의 『에티카』에서 개진된 윤리적 주체, 유덕한
현자가 되는 길에 체육이 어떠한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가를 짚어본다.
이어서, 체육이 연대적, 정치적 주체의 생산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지에 관한 단서를 추적하고, 그로부터 감정과 열정의 동학으로서의 체육이
정치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다룬다. 이를 거쳐, 욕망하는 주체로서의 인
간의 실존에 필요한 놀이의 역할과 기능, 의미, 가치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
로 체육이 갖는 본질적 속성인 신체적 놀이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가운
데 어떻게 이 신체적 놀이가 인간의 본성에 관한 문제들을 피하지 않고 인
간을 놀이하는 가운데 윤리적 주체로 변모시킬 수 있는지 그 단초를 찾아본
다.
6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들을 토대로 체육교육의 윤리학적 전환의 철학적,
이론적 검토 작업이 지니는 가치와 의미를 제시하고, 향후 필요한 논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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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지 제시한다.
아래는 제기된 체육교육의 윤리학적 전환 작업, 즉 욕망의 윤리에 근거한
체육교육의 가능성과 그 의미를 살펴보는 데 있어 핵심적으로 제기되는 질
문들이다.
첫째, 근대에 출현한 인간을 규범화시키는 힘으로서의 권력의 속성과 그
로부터 초래되는 사태는 무엇이며, 이것은 인간적인 삶과 우리를 어떻게 괴
리시키고 있는가.(Ⅱ장)
둘째, 이성적 주체 개념을 설정하는 선험적 규범이론에 의해 규정된 인간
모델을 상정하는 것의 폐해는 무엇이며, 이를 기각시키고자 할 때 요구되는
감정적, 정서적 주체로서의 인간 개념, 감정, 욕망에 관한 이론적 근거는 무
엇인가.(Ⅲ, Ⅳ장)
셋째, 몸을 움직이는 활동인 체육, 신체적 놀이가 인간의 감정, 욕망과 조
화되는 지점은 어디이며, 이때 신체적 놀이로서의 체육과 스포츠가 윤리적
주체를 만들어내는 근거와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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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규범화 하는 힘으로서의 도덕

이 장에서는 도덕주의적 규범화 전략으로 도덕적 자율적 인간을 형성하려
는 기획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근대의 출현은
자율적, 독립적 개인을 출현시킨 동인이었지만, 원자화된 개인에 의해 결국
근대사회가 공동체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것을 테일러의 견해를 빌어 비
판한다. 또한, 인성교육 도구로서의 스포츠의 가치에 무게를 둘 때, 스포츠
에 내재되어 있는 규범적 속성( 스포츠맨십)들이 기존 도덕적 질서로부터 주
어진 덕목들과 상동성(相同性) 을 띠게 되면서 기성 체제의 요구와 분리될 수
없는 인간형을 재생산하는 한계를 지니게 됨을 푸코의 시각을 빌어 도덕과
윤리의 문제로 이를 구분하여 비판하고자 한다.

1. 근대와 개인의 불안
가 . 합리적 개인주의와 자유 영역의 축소라는 역설
대표적인 공동체주의자이자 공동체 구성의 문제를 연구하며 근대성에 대
한 비판을 제기한 찰스 테일러는 『불안한 현대사회』에서 근대 사회의 불
안의 원인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개인주의, 도구적 이성의 지배, 이
두 가지로 인한 인간 자유의 상실이 그것이다. 더 없이 풍요롭고 경제적 발
전을 구가하는 현대 문명에서 개인들은 정신적 공허, 철학의 빈곤, 파편화된
삶이라는 위기에 처해 있다. 왜 사람들은 갈수록 무기력함과 상실감에 빠져
드는가. 왜 불안은 깊어만 가는가.
테일러가 제기한 근대 사회 불안의 원인인 개인주의, 도구적 이성, 그로부
터의 인간 자유의 상실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자유와 자율성을 얻
은 개인이 있는 반면, 이로써 공동체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개인이 있다.
이들은 개인적 삶의 안정을 위해 도구적인 이성을 사용한다. 그것은 그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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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는 지극히 전략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다. 그리고 ( 개인적)합리화가 결과
한 (사회적)비합리화로 인한 전체 사회의 자유의 저하 경향은 개개인 인간
자유의 상실을 초래한다. 세 가지가 이처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만,
주요하게 근대 사회의 불안의 원인으로 -테일러 자신도 세 번째의 원인으로
지목한 첫 번째와 두 번째인- 개인주의와 도구적 이성의 문제, 그 중에서도
개인주의에 대해 근대사회 규범의 문제와 관련시켜 이하에서 살펴본다.
개인주의는 근대가 개발한 최고의 발명품이다. 공동체로부터 부과되는 부
당한 압력과 강제로부터 주체적 개인으로 권리와 자유를 행사하는 것보다
이상적인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더 이상 “원칙적으로
사람들은 자신들을 초월해 있는 가상적인 신성한 질서sacred order의 요구
에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고 있다.”8) 따라서 근대의 자유라는 것은 “구시
대의 도덕적 지평들로부터 단절”(11)하면서 가능한 것이었다. 구시대의 규
범에 대한 의심은 ‘탈주술화’를 초래한다. 그러나 이렇게 구시대라고 말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시간적으로 선행했던 것에 대한 사후적 평가에 불과
할 수 있다. “존재의 거대한 고리great chain of Being"(11) 가 사라진 근대
는 자기의 행위의 원천과 목적, 의미를 지극히 개인적인 틀 내에 가두게 된
다. “존재의 거대한 고리”가 인간의 합리적 사유와 행위, 그리고 자유를
가둔 것은 분명하지만, 개인의 행위와 가치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 준 것 또
한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삶의 영웅적 측면을 상실한 것이라고 기술하였
다. 사람들은 목숨마저도 바칠 수 있을 정도의 보다 높은 목적 의식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19세기에 알레시스 드 토크빌A.
Tocqueville은, 민주화된 시대에서 사람들이 찾고 있는 “자질구레한
세속적 쾌락”에 대해 언급하면서, 때때로 이와 같이 말하기도 하였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열정의 결핍증을 앓고 있다는 것이다.
8) Taylor, C. (1991). Malaise of modernity. 송영배(역 ) (2001). 불안한 현대사회. 서울 :
이학사 . p. 10. 이하 인용 시 쪽수만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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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니체Fredrich W. Nietzshe의 “최후의 인간들”은 이런 몰
락의 가장 밑바닥에 있다. 그들은 “가련한 안락” 이외에는 더 이상 삶
속에서 아무런 야망도 갖고 있지 않다.

존재 목적의 상실과 개인주의의 심화는 개인들의 삶의 지평을 축소시킨
주범이다. 자기중심적 삶에 침잠하게 만드는 삶과 그를 가능케 하는 개인주
의적인 규범과 도덕은 자기 자신에게 모든 시선을 가두어 둔다. 그런 그에
게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삶의 보전이다. 차가운 이성으로 개인적 삶을
지탱하고 생을 안전하게 이어가는 것, 그것이 근대의 개인주의의 산물인 것
이다. 열정 없는 삶과 “가련한 안락”은 상호 보충적이다. 이성적 판단과
합리적 선택은 편리와 안락을 주지만, 그만큼 모험으로서의 삶의 열정을 후
퇴시킨다. 열정은 규범의 위반을 초래하여 “존재의 거대한 고리”로부터
빠져나온 개인을 위험에 빠트리는 것이 된다. 본능과 열정을 억압, 거세당한
사회에서 개인은 그저 “삶의 지평들이 ( 높낮이 없이) 덤덤해지고 협소해졌
으며,

그

결과

비정상적이고

개탄할

정도로

자기에만

몰두하는

일

self-absorption이 당대 ( 서구) 문화의 고유한 형태”(13)로 등장하게 되는 것
이다. 우리는 이를 개인의 고립, 연대의 실종, 공동체의 파괴, 정치의 퇴행으
로 간주할 수 있다.

이렇게 개인주의가 확립되어 가는 과정은 자기 진실성의 문화에 기울
게 되는 경향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이런 자기중심
적 생활 양태들은 우선 실현의 목표를 개인적 차원으로 한정시키며,
또한 인간관계를 순전히 수단적인 것으로 치부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
문이다. 다시 말해, 그들은 사회적 원자주의atomism를 향해 달려나가
는 것이다. 그들은 실현을 오직 자아의 것으로만 보고, 그들 자신의
욕구나 열망 너머에 있는 것-그것이 역사, 전통, 사회, 자연, 혹은 하
느님이라고 할지라도-에서 오는 요구들을 소홀히 대하거나 혹은 부당
한 것으로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 이런 생활 양태는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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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적인 인간 독존주의anthropocentrism를 조장하는 것이다.(79)

흥미롭게도 테일러가 제시한 자기 진실성의 개념은 묘한 울림을 준다. 자
기 진실성은 근대적 인간에게만 해당될 수 있는 개념이다. 주술과 신학의
비이성으로부터 벗어나 이성의 ‘ 현존재의 느낌’(루소), ‘자기 고유의 척
도’( 헤르더)를

선천적으로

부여받아 탄생한

근대인에게 ‘진정성’(트릴링)

은 중요한 것이고, 그로부터 구성되는 자기 진실성은 인간의 고유한 특권이
된다.(27, 43-44) 그런데 루소, 헤르더, 트릴링이 말하는 이성은 이성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를 말한다. 테일러는 그러한 이성의 상실이 곧 공동체의 붕괴
를 재촉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테일러가 말하는 이성은 어떠한 이성인가.

나 . 자기 진실적 개인주의의 함정
테일러가 말하는 사회적 규범에 관한 자기 진실성 개념은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다. 그 하나는 근대의 인간이 생각하는 주체로서 내성( 內省)을 갖고
자신의 외부와 내부, 즉 사회의 목소리와 자기 내부의 목소리를 변증법적으
로 살필 수 있는 역량을 지님을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외부와 유폐된 채
독존적으로 개인 중심의 합리적인 생각과 판단을 자유의 결과이자 원천으로
생각하는 경향성을 갖게 됨이 그것이다.
자유주의-공동체주의의 절충적 입장에서 공동체주의를 옹호하는 테일러답
게 전자는 이상적이지만, 후자는 문제적이다. 전자의 이성은 개인-사회-역사
로 연결된 목적의식적 이성인 반면, 후자의 이성은 역사와 사회적 지평이
거세된 자기독백적, 도구적 성격을 띤다.

이것이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전해져 내려온 강력한 도덕적 이상인
것이다. 이런 도덕적 이상은 자기 자신과 나 자신의 내적 본성과의 접
촉에 상당한 도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소중한) 내
적 본성은 ...... 외면적인 행동 일치의 압력에 의하여 사라질 위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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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해 있다.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도구적인 태도로 인하여 우리들은
이런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마저 상실할 수 있다. 그런데
...... 이런 도덕적 이상은 ...... 본연성·독자성originality의 원리를 도입
함으로써 자기와의 접촉self-contact의 중요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 이러한 배경을 통해 “너 자신의 것을 행하라”거나 “너 자신의 실
현을 추구하라”고 하는 생각들이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46-47)
...... 자기 진실성은, ...... 외재적인 도덕 규범의 무게 중심이 우리들
자신에게로 전환되면서 생겨난 것이다. ...... 자기에의 진실self-truth
과 전부로서의 자기self-wholeness라는 생각은 점점 더 (자신의 삶을)
결코 도덕을 위한 수단으로 보지 않는, 즉 자기와는 무관하게 독립적
으로 정의될 수 없는 것으로 여기게 하였다. 자기의 삶은 그 자체 때
문에 값어치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었다.(86-87)

특히 근대 자유주의가 개인적-경제적 자유로 확장되면서 그 극단에서 출
현한 신자유주의는 후자의 자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신자유주의 아래 개인
윤리에 있어 가장 합리적인 선택과 행위는 상품 생산과 소비 욕망의 악순환
속에서 생성된 문화적 감수성을 지속적으로 자본주의가 생산한 상품에 투영
시키면서 자기의 욕망을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충족시키는 것이다. 개인은
개인적이고 합리화된 사고방식 아래 욕망을 배치하여 자신을 제어하고, 끊
임없이 비용과 손실, 이득을 따진다. 이 가운데 연대는 파괴된다. 근대의 개
인과 사회의 불안의 원인은 연대의 파괴에 기인한다. 이 불안의 실체는 그
럼으로써 “결국 생명체를 보호하고 이끌고 나가야 할 독자적인 목표들조차
도 생산물의 총량을 최대로 확보하라는 지상 명령에 의하여 왜곡”(15)된다.
이처럼 개인주의, 왜곡된 자기 진실성의 고리에 의해 발생한 생활의 독존
주의는 근대 이성에 근거한 규범의 취약성을 쉽게 드러낸다. 그런데 자기
진실성에 관한 테일러의 분석은 그것이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맥락에 있어
서, 실천과 관련되어 왜 결국 개인주의, 도구적 이성주의가 발생하게 되었는
지에 대해서는 일정한 답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것들을 야기한 근대 권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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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과 이면을 추적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를 보여준다. 이러한 자기 진실성
의 규범이 근대 권력의 속성과 전략으로 자리매김하고, 사회 속 개인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내면화 되는지는 푸코를 빌어 보다 정교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테일러에게서 혼재되어 사용하고 있는 도덕과 윤리의 구
분, 그리고 그 구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보다 적실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
로 판단된다.
논문의 주제와 관련하여 하나 덧붙이고 넘어가자. 테일러는 이성의 시대
인 근대를 부정적으로 소묘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성을 격하시키지는 않
는다. 왜냐하면, 이성은 도구적 이성만이 아니라, 자기 성찰적 이성 또한 존
재하기 때문이다. 칸트가 말한 ‘ 인간을 목적 그 자체로’ 대하는 그러한
이성 말이다. 문제는 개인주의로 환원된 근대인들의 삶 속에서 이성은 도구
적 이성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있다는 것이, 테일러의 주요
논지이다.
개인주의와 도구적 이성에 의해 규범 또한 경직되고, 기계적으로 적용됨
으로써 규범적 삶의 목적 자체를 하찮게 주변화시켜 버린다. 그리고 근대적
시간 속에 개인의 행위는 예측 가능한 이성의 공간으로 늘 호출된다. 결국
테일러의 개인주의, 도구적 이성에 대한 비판은 무감( 無感)한 열정 없는 사
회, 공동체적 삶의 목적으로부터 가능한 사회적 공통 감각이 마비된 근대
사회에 대한 성찰을 촉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테일러는 이에 대한 처방으로
서 자기 진실성이라는 이념형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돌파하려 한다. 그가 공
동체주의자이면서 자유주의를 포기하지 않고 그 성과를 포용하려는 전략적
사고를 구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처방은 여전히 근대적 인간의 이상적
인 모습에 다가가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자기 진실성, 성찰성, 진정성의 개
념이 그 증거이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개념들 속에서 헤겔주의자답게 자유주의의 규범에
관한 이성주의를 평가하는 한편, 개인주의와 도구적 이성에 따른 도덕적 삶
에 누락된 감정과 느낌의 중요성을 새삼 부각시킨다. 자기 진실성에 의하면
“옳고 그름을 이해하는 것은 결단코 무미건조한 산술적 계산이 아니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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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인간들의 정서·느낌에 뿌리를 박고 있다.”, “도덕이란 어떤 의미에서
마음 속의 목소리인 셈”(41)이라는 지적이 그것이다.

2. 자기 규범화 하는 힘으로서의 도덕
가 . 근대 권력과 자기 규범의 대두
이 절에서는 도덕과 윤리에 관한 엄밀한 구분이 요청되는 시대가 우리의
시대적 현실이며, 이곳이 바로 체육함의 존재론적 지대이기도 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는 특히, 『도덕의 계보학』을 통해 그리스 시대 이후
서구의 도덕적 관념과 실천이 형이상학적 존재자의 지배 질서에 노예화된
결과였다는 것으로 서구 도덕에 대한 선구자적 비판을 실행한 니체의 문제
의식을 계승한 푸코의 근대성 분석을 통해 명확히 드러난다. 그리고 탈근대
사회에서 자유주의적 통치성에 포섭된 주체의 도덕적 실천의 자기기만성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드러냄으로써 우리의 문제의식을 보다 구
체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푸코는 절대주의 시대 이후 권력의 성격을 주권(사법) 권력-규율권력-생명
권력의 개념으로 규정하면서 이후 이를 통치성(governmentality) 개념으로
수렴한다. 그러면서 최소화된 권력의 행사와 개입 전략을 택한 자유주의 통
치에 조응한, 개인 스스로의 자기 조율과 규범 적용이 중요해졌음을 주장한
다. 푸코는 근대가 만들어지면서 규범이 법을 대신하고, 주권 또한 통치 기
술과 전략으로 바뀌었음을 주장한다(양창렬, 2006). “규범은 규율에서 조절
로 마음대로 넘나들고, 육체에 적용되는가 하면, 인구에도 적용되고, 육체의
규율적 질서를 바로잡는가 하면 생물학적 다수의 우연적 사건들도 통제하는
요소”(Foucault, 1997. 225/291: 양창렬, 2006: 245에서 재인용)로 작용한다.
즉, 규범은 개인적 차원의 규율권력에도, 인구적 차원의 생명권력에도 깃들
어 있는 것이다.
그러면 푸코의 근대 비판이 우리의 논의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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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푸코의 근대 비판은 우리가 어느 시대에 서 있고, 우리의 삶에 대
한 관념과 행위의 의미를 역사적으로 평가하는 데 있어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럼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어떤 사회적, 역사적 지반에서 우리가 체
육을 하는가를 드러내는 데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푸코의 근대 사회 분석 방향은 크게 근대사회 출현과 그로인한 권력 양식
의 변화에 관한 계보학적 작업, 그리고 자유주의적 통치성(governmentality)
으로 더욱 교묘하고 심층적으로 전개되는 근대 지식-권력의 분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서동진, 2009b, 2011; Foucault, 1975, 1976, 2004). 이러한 권
력 양식의 변화에는 인간의 삶의 규범적 질서로서의 도덕 문제에 대한 의미
있는 통찰이 담겨 있다. 자유주의 사회에서 도덕적 인간이 문제가 될 수 있
음을 아래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다.
푸코는 니체가 그 가능성에 주목했던 몸, 그것에 작용하는 근대 권력을
그의 학문적 분석의 대상으로 위치시킨다. 푸코에게 근대는 결코 개인의 해
방을, 자유로운 개인의 시대를 연, 역사의 혁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근
대 이전의 권력은 늘 더 많은 지배를 위한 통치에 경주했다. 어떻게 하면
신민을 더욱 강력한 권위적 통치에 복속, 복종시킬 것인가가 가장 중대한
문제였다. 그러나, 근대는 어떻게 하면 권력을 최소화시켜 행사하면서-특히,
시장에서- 통치할 수 있을 것인가로 초점을 이동시킨다. 그렇지만 과거의
권력이 군림하려 했고, 근대 권력은 은폐되어 있다고 하여 권력의 존재가
사라지거나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근대 또한 이 자유주의의 시대에 ‘지배
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지배할 수 있는’ 자기규범적인 인간의
육성이라는 욕망을 지닌다는 점에서 결코 권력, 통치의 문제에서 여전히 자
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대의 이 권리 주체의 지배 방식은, 그것이 몸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면 규율권력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몸을 자본주의 생산
력의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지속적인 생산 가능한 몸으로 육성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힘으로 작용하면 곧 조절권력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푸코의 근대 자유주의 국가 권력의 분석에서 중요한 통찰의 하나
는, 과거의 권력은 사법적 성격을 띠면서 처벌하는 권력으로서 주권자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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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위에 군림시키면서 권력에의 복종과 공포를 피지배자로부터 이끌어내지
만, 자유주의에서의 권력은 대중 스스로 권력에의 종속에 대한 문제의식을
차단시키게 만들면서 인간의 신체에 세밀하게 기입되고 습합되는 방식을 띤
다는 것이다. 곧 근대 이전, 그리고 근대 여명기의 권력은 절대적으로 법과
힘에 의한 지배를 지향하지만, 그 이후의 권력은 자발적 동의에 기반한 지
배를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규율권력, 조절권력은 바로 이 작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권력이다. 이 지점이 바로 근대의 몸이 정치화되는 곳이다. 푸코에
게서 신체는 단지 정신 우위의 주체철학에서 말하는 자율적 이성의 대상화
된 몸으로 정신의 지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지식의 분석 대상을 넘
어, 그 자체로 문제적 성격을 갖는 권력의 통치적, 정치적 대상으로 떠오른
다.
구체적으로 푸코는 17세기 이전의 권력은 주권적, 사법적 권력의 성격을
띤다고 말한다. 이러한 권력은 신민의 잘못에 대해 엄히 처벌하는 권력이다.
처벌하는 권력은 신민들에게 권력의 물리력을 현시함으로써, 즉 권력에 저
항한 자, 권력의 지배를 거스른 자, 군주의 권력을 약화시킬 위험을 초래했
다고 간주된 자에게 가차 없는 물리적 처벌과 폭력을 상연하듯 행사하면서
지배에 대한 신민의 공포와 동의를 강제하는 권력이다. 즉,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공포적인 물리력을 행사함으로써 유지되는 권력인 것이다. 이러
한 권력은 권력질서의 위반자를 죽일 수 있음을 보여줄 때 효과가 극대화되
는 전략을 채택한다(Foucault,

1976).9)

만일 군주에게 항거하고 군주의 법을 위반하는 자가 신민의 한 사람
이라면, 군주는 그의 생명에 대해 직접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징
벌의 명목으로 군주는 그를 죽이게 된다. ...(중략)... 어쨌든 생사여탈
권은 상대적이고 제한된 근대적 형태이건 고대의 절대적 형태이건 비
대칭적 권리이다. 군주는 죽일 권리를 행사하거나 죽일 권리를 보유함
9) Foucault. M . (1976). 김규현 역(2005), 성의 역사 1: 앎의 의지 . 서울 : 나남. 이하에
서의 인용은 쪽수만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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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만 생명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뿐이고, 그가 요구할 수 있는 죽
음에 의해서만 생명에 대한 권력을 갖는다(146).

이처럼 근대 이전의 권력은 죽음을 통해서 그 효과를 발휘한다. 그것이
바로

“죽게

‘ 하거나’

살게

‘내버려둘’

권리”(146)인

것이다.

이

권력

은 신민을 살게 하는 데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권력은 신민을 살게 만드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죽일 수 있다는 힘을 드러내고 그것을 강조함으로
써 유지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권력의 성격은 고전주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국면
에 접어든다. 이때의 권력은 신체를 훈육하고 관리하는 권력이다. 권력은 이
제 더 이상 신체를 죽이려들지 않는다. 오히려 그러한 신체를 다양한 과학
적, 합리적 지식을 통해 배양, 양성, 증식시키려 든다. 무엇보다 신체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권력, 그것이 이 권력의 본질이다.

“징수”는 더 이상 권력 메커니즘의 주된 형태가 아니고, 권력에 복종
하는 세력에 대해 선동, 강화, 통제, 감시, 최대의 이용, 조직화의 기능
을 하는 다른 부품들 사이에서 단지 하나의 부품, 즉 세력을 가로막거
가 굴복시키거나 파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세력을 만들
어내고 늘리고 정리하기 위한 권력이 되는 경향을 띤다. 그때부터 죽
음의 권리는 생명을 관리하는 권력의 요구 쪽으로 옮겨가거나 적어도
이 요구에 기대고 이 요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따르는 경향이 있게
된다.(147)

문제되는 실재는 더 이상 주권의 법적 실재가 아니라 국민의 생체적
실재이다. ...... 죽게 ‘하든가’ 살게 ‘내버려두는’ 오래된 권리가 살게
‘하거나’ 죽음 속으로 ‘몰아가는’ 권력으로 대체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지 모른다. ...... 권력이 발판을 확립하는 것은 이제 생명에 대해, 생명
의 전개를 따라서이고, 죽음은 생명의 한계, 생명에서 벗어나는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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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가장 내밀한 지점, 가장 ‘사적인’ 지점이 된다.(148-149)

푸코는 17세기 이후에 출현하는 이러한 생명권력의 작동 메커니즘에 두
가지의 권력이 상호작용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10) 첫째, 유기체의 육체 수준
에서 작용하는 규율권력이 그것이고, 둘째, 종(種)으로서의 육체에 대해 작
용하는 조절권력이 그것이다. 푸코의 『감시와 처벌』은 바로 규율권력의
작동 방식을 보여준다. 육체를 조련하고, 그것의 힘을 최대화 시켜내는 쥐어
짬, 육체적 생산력의 착취, 동시에 이를 순치시키고 순응시키는 효과적 통제
기술이 바로 규율권력의 작동 방식이다. 반면, 조절권력은 생명 낱낱에 작용
하는 규율권력의 효과를 전체적 수준에서 조망하고 관리하며 배양하는 권력
으로서 “증식, 출생률과 사망률, 건강 수준, 수명, 장수와 더불어 이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조건”11)(Foucault, 1976: 150) 을 고려한다. 이처럼 생명에
대한 권력의 작용은 “육체의 규율과 인구의 조절”이라는 권력의 양극점에
서 운동한다.

최고 권력을 상징하던 죽음의 오랜 지배력은 이제 육체의 경영과 생
명의 타산적 관리로 은밀하게 옮겨간다. 다양한 규율, 가령 초등학교,
중등학교, 병영, 일터가 고전주의 시대에 급속하게 퍼져 나가고, 또한
정치 행위와 경제 활동의 영역에서 출생률, 수명, 공중 보건, 주거, 이
주의 문제가 대두하며, 따라서 육체의 제압(制壓)과 인구의 통제를 획
득하기 위한 다수의 다양한 기술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이 현상들을
통해 “생명-권력”의 시대가 열린다.(150-151)

푸코는 바로 이 지점이 생명권력이 열리는 곳이며, 생명권력이 전면화, 입
10) 이하에서 이규현이 채택한 bio-power의 번역어인

“생체권력”은 일반적으로 번역

되어 사용되고 있는 “생명권력 ” 개념으로 대체하여 사용한다 .
11) Foucault, M. (1976). Histoire de la sexualité 1: La Volonté de savoir. 이규현(역 )
(2005). 성의 역사 1: 지식의 의지 . 서울 : 나남. 150. 이하에서의 인용은 쪽수만 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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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화되어 전사회적으로 스며드는 지점임을 지적한다. 그런데 왜 이러한 방
식의 권력이 출현하는가? 어떠한 역사적 경로가 권력의 성격을 변화시켰는
가? 그것은 바로 노동의 생산성 증가를 통해 최대 이윤을 확보하려는 자본
주의의 등장과 그것의 요구와 멀지 않다.
조절권력은 핵심 역할이 바로 규율권력에 의해 만들어진 노동력을 어떻게
관리하고 투입하여 생산력을 극대화시킬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 생명권력은 틀림없이 자본주의의 발전에 불가결한 요소였을 것이고,
자본주의의 발전을 육체가 통제되어 생산기구로 편입되는 것을 대가로 치름
으로써만, 인구현상이 경제 과정에 맞추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만 보
장”(152)되는 것이다. “자본의 축적에 의거한 인력(人力) 축적의 조절, 생
산력의 확대와 이윤의 차등적 배분에 대한 인간 집단의 긴밀한 관련은 다양
한 형태와 방식으로 행사되는 생명권력에 의해 일정 부분 가능”(152-153)하
다. 푸코는 이에 대해 “인간이라는 종(種) 의 생명에 고유한 현상이 지식과
권력의 영역으로 들어갔다”(154)고 본다.

나 . 생명정치와 개인 신체를 공략하는 규범
그런데 앞서 지적했던 사법적 권력, 즉 신민의 규범을 강제했던 그 권력
은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게 되는지가 우리의 문제제기에서 관건이
된다. 푸코는 생명권력의 확대가 사법제도를 통한 지배에 일정한 타격을 불
가피하게 만들지만, 이에 대한 대처로 규범의 역할 또한 중요하게 대두된다
고 본다. 왜 그러한가? 사법적 권력은 처벌하는 권력으로서, 범법자, 저항자
에 대해 죽음의 위협을 가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며, 법적 권력 행사의 이면
에 자리 잡고 강제하는 권력이다. 그러나, 유기체의 보존과 성장을 중시하는
생명권력에게는 죽음을 강제하는 것보다 삶을 안내하고 그들이 살아내도록
하는 작용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처벌하는 법보다는 부드러운 권력, 조절하
는 권력, 즉 개체가 자발적인 동의를 통해 규범을 내면화 하여 스스로 활동
하게 만드는 ‘기다림의 전략’이 중요하다. 푸코는 생명권력의 작용 지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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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바로 이 지점이란 사실을 자유주의의 기획과 자본주의 합리성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끌어들여 설명한다.
17세기 이전 절대국가의 시대에서는 늘 국가의 주권이 얼마나 광범위한
영토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신민을 주권권력의 통치 하에 직접적으로 복속시
킬 것인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권력의 입장에서 늘 우려스러운 것은
과소 지배가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시민의 권리를 인정하고 자유를 존중하
는 자유주의 체제에서는 더 이상 권력의 지배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사법적
물리력을 행사하여 지배하는 것은 곤란하다. 시민을 살려 효용가치를 높이
는 게 목적인 생명권력 입장에서는 통치기술의 합리화가 최대 과제이다. 따
라서 17세기 이전의 비합리적인 통치 권력을 대신하는 자리에는 합리적인
통치, 즉 생명을 배양하고 양육하며 조절하는 일이 중요하게 대두된다. 이때
의 합리성은 경제적 합리성에 기반한 것으로 사회의 생산성, 효율성의 최대
화를 목표로 삼는다.
이는 생명권력에 의해 만들어진 신민의 자발적 동의가 군주적, 사법적 권
력에 의해 만들어진 강제된 동의보다 사회적으로 더 많은 효율과 생산을 가
능하게 만든다는 원리로 이해할 수 있다( 양운덕, 2011). 개인의 자기결정권
이 중요한 시기에 규범은 강제된 권력으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선택된
행위 원리이자 결정으로서 작용해야 하며, 다만 권력의 관심의 안에서 그것
이 가능하도록 하면 되며 이를 벗어나면 “죽게 내버려 두는” 방식을 통해
생명을 사적 공간으로 밀어 넣는다. 생명권력이 포기하는 지점에서 맞게 되
는 개인의 이 삶의 박탈에 대한 두려움은 규범에의 무의식적 동의와 도구적
성찰성, 무성찰적 수용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다. 개인의 자발성의 형식을 띠
는 규범의 내면화와 끊임없는 표준화(normalization) 전략, 그리고 지식-권력
의 생명-몸에로의 침투, 이것이 바로 생명권력의 본질이고, 근대 지식-권력
지배의 화수분인 것이다.
개인은 자기 통치의 주관자로서 자율적 이성을 갖고 규범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살아남음으로써 자유주의의 이상과 상충되지 않는 자연스러움을
연출한다. 이렇게 배양되고 주체화된 개인의 규범적 행위는 생명권력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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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안에서 자본주의 시장과 경제의 작동에 복무하게 된다. 자유주의에서 전
제된 이성적 개인 그리고 시장 자본주의의 경제주의는 규율과 조절의 생명
권력의 토대이며, 사회경제적 배경을 이룬다. 그런데, 이렇게 법의 통치가
아닌 규범적 지배를 목표로 하는 생명권력에는 어떠한 맹점이 있는가? 생명
-유기체에 입체화되어 침투하는 고도의 규율-조절 권력이 근대 인간에게 남
긴 상흔은 무엇인가?
자유주의가 전제하는 자율적인 이성적 주체의 자기 통치에는, 생명권력
이 강제하는 몸의 자연적 생명력에 대한 억압적 조율과 코드화가 불가피하
며 그로 인해 개인의 주체화에 왜곡이 발생한다. 규범화 전략에 포섭되지
않아 버려질 생명은 광기의 존재로 바뀌고, 생명권력에 의해 길들여진 삶
역시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합리성이 강제하는, 보편과 정상으로 가장한
질서에 순응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러한 생명권력이 권력의 최정상의 지점
에서 제도로서, 그리고 에토스로서 기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이
다(김홍중, 2009b).

신자유주의는 ‘제도’의 차원에 국한될 수 없는 다른 차원, 즉 자신에게
고유한 인간형과 그의 행위 패턴을 지도하는 ‘문화’로서의 의미를 내
포하고 있다. 문화로 이해되는 신자유주의는 행위자들의 규범, 가치관,
미학적 취향에 영향을 미치면서 행위자의 몸과 마음에 아비투스로서
육화(肉化)되어 있다(김홍중, 2009a: 175).

제도로서만이 아니라 특정한 주체를 만들어내는 규범적 힘으로 작용하는
사회적 에토스가 신자유주의이며, 탈근대에서의 생명권력의 실체이다. 그리
고 이 에토스의 핵심이 바로 주어진 규범으로서의 도덕인 것이다. 성실하고
인내할 줄 알며, 배려하고, 양보할 줄 알고, 적당히 협력적이면서, 이따금 헌
신적일 수 있는 이 인간. 그러나 철저히 인간적 가치와 맥락은 사상된 채
도구적 이성과 관점을 바탕으로 살아남기 위해 내면화된 규범으로서 수용된
덕목들을 쫓는 인간. 이것이 바로 신자유주의 시대의 도덕적 인간의 모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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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푸코의 자유주의 통치성 분석에서 드러나는 왜곡된 주체화의 민낯이다.
주체는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규범들을 충실히 수용하고 따르며 이를
체화(體化) 하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도구화된 성찰만을 통해, 살
아남기 위한 전략으로서만 자기 성찰을 행할 뿐 규범의 의미와 가치를 의심
하고 거부할 내적 동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김홍중, 2009a). 그런 점에서 생
명권력이 전면화된 신자유주의 시대에 인간은 지극히 도덕적인 모범적 인간
이 될 수는 있지만, 그로써 윤리적 성찰로부터는 멀어지게 된다. 우리는 여
기서 도덕과 윤리의 구분의 필요성을 느낀다.

다 . 금욕의 도덕과 욕망의 윤리
보통 한 사회의 기존 질서가 부여하는 규범적 행위 원리를 지시하는 것이
도덕(moral)이라면, 도덕으로부터 주어지는 행위 질서에 대한 비판과 성찰,
개인적 판단을 가하는 것이 윤리(ethic) 라고 할 수 있다. 즉, 공동체로부터
주어진 도덕행위의 원칙 또는 규범을 따라 사고하고 판단하며 행위하고 성
찰하는 것, 그것이 도덕이며 그것을 쫓는 태도를 지양하고 성찰하려는 자세
와 그것 속에서 새로운 행위를 정향시켜 내는 것, 그것이 윤리인 것이다
(Kojin, 2000; 김홍중, 2009b).12)
12) 도덕과 윤리의 구분이 이 글에서 제시된 방식으로 보편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것
은 아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윤리학에 관한 교육학적 접근에서는 도덕과 윤리의
구별은 ‘공동체 규범의 수용이냐 ’, ‘개인의 규범에 대한 내성(內省)이냐 ’라는 방식
으로 접근되지 않는다 . “倫理라는 한자어에서 倫 자는 ‘사람 人 ’과 ‘뭉치 侖 ’을 합
해서 이루어진 글자로서 인간 집단, 무리, 질서 등을 의미한다. 그리고 理자는 원
래 ‘옥 (玉)을 다듬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치, 이법 , 도리를 뜻하
게 되었다 . 그러므로 윤리 (倫理)는 인간관계의 이법 , 즉 인간 사회의 도리를 다룬
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 道德 이라는 한자어에서 道는 ‘길 또는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를 뜻한다 . 또 德 은 ‘얻음 (得)’이라는 뜻과 함께 ‘윤리적 이
상을 실현해 나가는 인격적 능력 ’을 의미한다 . 따라서 ‘도덕 ’이라는 말의 뜻은 ‘인
간이 마땅히 행할 바 도리를 깨달아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라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박찬구 . 2006: 17). 또한, 도덕과 윤리는 지금 여기서 쓰이는 방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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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실 푸코의 후기 작업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익히 알려
졌듯, 푸코는 워낙에 강력하고 매력적인 권력에 관한 테제를 제시하였기에,
권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적절한 대안, 빠져나올 묘수와 퇴로를 봉쇄당
하는 아이러니에 봉착하게 되는데(서동진, 2009), 후기 작업에 가서 이를 극
복할 방안으로 그는 윤리에 주목하고 그것을 통한 윤리적 주체화의 가능성
에 기대를 걸게 된다. 푸코는 도덕은 “가족, 교육기관, 교회 등과 같은 다
양한 규제체제를 통해 개인이나 그룹들에 제시되는 행동규칙과 가치들의 총
체”이거나 “개인들에게 제시된 규칙과 가치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개인들
의 실제적 행동”이라고 정의한다(Foucault. 1984: 41). 이렇게 주어지는 도
덕에 대해서 개인은 수용에서 거부까지 다양한 반응을 보일 수가 있게 되는
데, 개인은 늘 이 스펙트럼에서 행위의 원리를 판단하고 성찰하게 된다. 그
도덕에 대한 반발의 시점이 바로 윤리가 발아하는 때이며, 그 지점이 바로
내적 성찰 공간이다. 주목할 점은 바로 이 윤리는 자기를 배려하는 힘이 작
동하는 것이다. 이 자기배려의 윤리가 바로 본래 자유의 기획이 된다.13)
반대의 의미를 갖고 사용되기도 한다 . 대표적으로 , 칸트와 헤겔에서는 도덕과 윤
리의 구분은 우리의 구분과 반대의 모습을 띠기도 한다 . 칸트에게 도덕은 주체가
이성적 판단을 통해 보편적 행위 준칙을 정립하여 행위 할 때 작동하는 것인데
반해, 칸트의 도덕을 비판한 헤겔에게서는 도덕은 오히려 공동체의 이상적 형태인
국가의 최고 규범이자 관계의 원리인 인륜성 (윤리 )에 다다르기 위해 변증법적 지
양을 통한 과정에서 등장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Kojin, 2000; 이황직 , 2003)
13) 도덕과 윤리의 구분, 그리고 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 장의 문제의식에 비춰
찰스 테일러의 견해를 잠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찰스 테일러는 “내가 이
제까지 기술해온 것은 이른바 ‘나르시시즘적 문화 ’, 즉 자기 실현을 인생의 주요
가치로 삼고서 외재적인 도덕의 요구나 타인에 대한 진지한 의무에는 별로 의미
나 관심을 두지 않는 생활 태도의 확산에 대한 개략적인 관찰이었다 .”라고 말한다
(Taylor, 1991: 75). 테일러가 말하는 도덕 역시 개인주의에 대립되는 공동체에 대
한 개인의 의무와 책임성을 강조하는 것으로서의 도덕인 바, 그것은 오히려 이 절
에서 다루고 있는 윤리와 가까운 것이라고 봐야 한다. 윤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도덕에 관한 테일러의 견해는 의미론적으로 구분을 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 “우리 마음속의 기본적이고 본능적인 것 , 즉 가장 깊이 박혀 있는 강렬한
많은 욕망들을 억누르는 것이 일반적으로 도덕이기 때문”(88)이라고 말하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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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의 과잉과 윤리의 위축 내지는 점멸, 즉 이성적 규범의 과도한 자기
확신에 따른 욕망을 배후로 하는 윤리의 실종. 푸코는 규범 지향적이며 도
덕적인 인간의 산출, 잘 조련된 이성적 주체들의 재생산이 근대 사회의 안
정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회체(social regime)의 위기, 근대 인간의 죽음을
불러오는 아이러니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때 푸코의 우려, 즉 이성의
비이성에 대한 광기로의 규정, 규제되고 합리화 될 수 없는 인간에 대한 낙
인, 사회적-집단적 차원에서 잉여의 삶에 효율과 생산의 명령으로 가해지는
재앙적 압력, 시장 우위의 질서 속에 경제주의적 인간의 산출을 기도하는
자유주의 통치성, 이를 가능케 하는 사회적 도덕 질서로의 규범에 대한 –배
제되지 않기 위한-무비판적, 무성찰적 수용의 문화가 사회 제 영역에 강고
하게 뿌리박힌 상황,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역사적 삶의 위기와 같이 작용
한다는 푸코의 통찰은, 견고한 성채와도 같은 이 현실을 읽어내려는 것 속
에서 타파 전략이 구상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기획, 관철되고 있는 생명권력과 ( 신) 자유주의 질서
의 통치성, 특히 한국사회에서 그것의 전면화는 푸코가 말한 자기규범화 시
키는 힘으로서의 생명권력, 통치성이 왜 우리가 체육함에 있어 문제가 되는
지를 생각하도록 만든다.14) 한국사회는 민주화 운동의 성과로 형성된 ‘87
년체제’를 통과하여 IMF 경제 외환위기를 시발로 ‘97년체제’로 접어들었
고, 적어도 신자유주의 질서를 배경으로 하는 이 체제는 날로 가속화, 전면
화 되고 있는 듯이 보인다.15) 그런데 주목할 것은 신자유주의의 공세 속에
자기 진실성의 개념에서 다루는 개인의 내면과 세계와의 대화에서 싹트는 진정성
과 성찰성 역시 도덕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14) 한국사회 신자유주의 통치 양식의 전면적 등장에 따른 제 문제들을 다룬 대표적
인 글로는 서동진 (2009a)을 참고할 것 .
15) ‘87 년체제’에 관한 논의는, 87년 7-9노동자 대투쟁의 성과와 한계에 따른 이후의
노동운동과 체제의 변화를 ‘87 년노동체제’라는 개념으로 다룬 임영일 (2004), 87년
민주화운동이 한국 경제구조와 경제구조에 미친 영향을 다룬 조윤제 (2014), 한국
사회 체제론 논의에서 87 년체제, 97 년체제를 맥락화시켜 분석하고 있는 손호철
(2009), 87 년체제의 균열과 붕괴에 따른 반개발주의 담론의 해체 과정을 다룬 김
철규(2007), 87년체제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공세에 따른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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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는 ‘87 년체제’ 이후 한국사회가 제도, 체
제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관, 가치관, 즉 일종의 ‘마음의 레짐(regime
of the heart)’ 차원에서도 진정성(authenticity)의 에토스가 붕괴되면서 생
존주의가 내면화되는 시기를 거치고 있다는 것이다( 김홍중, 2009a, 2009b).
한편으로는 범죄 증가와 반인륜적인 사건, 사고들이 각종 언론매체 보도
에 넘쳐나며 한국사회 도덕과 규범의 붕괴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생존 자체가 절박하기에 살아간다는 것을 동물적 삶으로
소급시키는 신자유주의 질서의 영향에 무방비로 노출된 채 지배적 도덕규범
에 대한 무조건적인 승인과 추종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풍경이다(서
동진, 2014, 2011, 2009). 한 사회 문화 수준의 척도이기도 한 베스트셀러 목
록에는 각종 자기계발서들이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고 거기에는 성공을 위한
자기 관리와 훈련의 방법, 인간관계에서의 각종 예의범절들을 소개하고 가
르치고 있지만, 그러한 원리로서 구성되는 인간적, 도덕적 연대에 기반한 정
치적, 사회적 삶의 위기는 날로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인간관계, 자기계발을 위한 도덕적 지침과 덕목들을 생존을
위한 도구적 이성에 기반하여 수용하고 학습하는 것은 아닌지 되묻게 한다.
왜 도덕적 인간을 육성한다는 이 자기계발의 만개 시대에 사회는 해체되는
가? 왜 성실해야 하는지, 고통을 참고 견딘다는 것이 무엇인지, 타자를 배려
하는 삶이 왜 중요한지, 연대와 협력의 삶이 사회와 인간적 질서에 의미하
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사유함 없이 오로지 생존주의에 결박되어 개인-자아
수준에서의 도덕적 순수성에 집착하는 자기계발의 시대에 놓여 있는 것이
신자유주의

시대의 서늘한

풍경이다.

한국사회의 ‘87 년체제’에서의

‘97

년체제’로의 이행의 경로에는 바로 이러한 사회적, 대중적 차원에서의 생
존주의에 기반한 에토스의 과잉 수용과 범람이 자리하고 있다.
행적 양상을 다룬 이광일 (2007), 포스트87년체제를 87년의 성과의 계승과 변질의
경합국면을 상정하여 분석하고 있는 조희연(2013), 1995 년 「 5·31 교육개혁조치」
를 중심에 두고 87년체제와 97년체제를 상호견제의 동학으로 풀어내는 김종엽
(2009) 의 글 등을 참고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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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는 시장, 경제, 정치와 같은 제도 차원과 수준에서만 국한되어
작동하지 않는다(김홍중, 2009a). 신자유주의 문화는 사회 각 영역에 편재,
산포되어 주체들의 행위의 지침으로, 모범으로 운용된다( 김홍중, 2007). 푸코
는 이 지점이 개인의 몸이 자유주의 통치성의 양식으로 주조되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신자유주의의 전면화된 공세로부터 사회 영역 중 자
유로운 곳, 안전한 영역은 없다. 우리가 학교교육 차원에서도 어떻게 신자유
주의의 이데올로기가 개인 주체의 신체에 침투, 기입되어 주체성의 하나의
양식으로 기능하는지를 밝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고도의
자기규율 체제와 원리가 어떻게 학생들에게 경험되고 인식되는지, 체험의
기억이 어떻게 내면화되어 주체성을 형성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러
한 주체의 코드화가 어떻게 사회적, 문화적으로 지배규범을 재생산하고 있
는지를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윤리적 주체화, 윤리의 기획은 어떻게 가능한가? 푸코는 ‘자기
에의 배려’라는 개념을 통해, 그리고 고대 그리스-로마에서의 인간의 주체
화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생명권력, 자유주의 통치성에 가장 급진적, 정치적,
현실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전략을 고안하려 한다(Foucault, 2001). 그것은
근대의 데카르트적인 자기인식을 통한 정체성의 형성, 주체화와 달리, 자기
자신과 관계 맺기-자기배려를 통해 가능한 방법이다(Foucault, 2001: 57-58).
푸코에 따르면 고대 그리스의 자기배려는 데카르트의 철학 방법인, 회의
하는 자아라는 개념이 강조하는 자기인식의 원리에 따라 부정당한다. 이로
써 인식이 특권을 부여받게 된다.

대략 1천년 동안 고대문화에서 이 원칙이 담당했던 역할이 상실되고
망각된 가장 본질적으로 보여지는 이유를 ‘데카르트의 순간’......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 이 ‘데카르트의 순간’은 두 가지 방식으로
작동했습니다. ‘데카르트의 순간’은 철학적으로 ‘너 자신을 알라’를 복
권시키고, 반면에 ‘자기 배려’를 실격시키는 두 가지 방식으로 작동했
습니다. ...... 데카르트의 절차가 주거하는 곳은 적어도 의식의 형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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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자기 인식입니다. 게다가 주체의 실존의 자명성을 존재에 접근
하기 위한 원칙으로(자명성을 체험하는 형식이 아니라 주체로서의 내
실존을 의심할 수 없는 형식으로) 설정하면서 자기 인식은 ‘너 자신을
알라’를 진실에의 근본적인 접근 통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16)

진실의 역사에서 근대 시기는 오로지 인식만이 진실의 접근을 허용하
는 것이 되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달리 말해서 철학자에게 어떤 다른
것도 요청되지 않고 자신의 주체 존재를 변형시키라는 요청을 전혀
받지 않고 철학자(혹은 학자나 단순히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는 자기
자신 안에서, 또 오로지 인식 행위만을 통해서 진실을 확인할 수 있
고, 또 진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61)17)

푸코는 윤리가 자신이 자기와의 관계를 통해 주체로 만들어지는 방식이라
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기인식의 행위는 자기에게 부과되는 도덕규칙의 보
편성에 인식적으로 대응하는 관계에 주체를 놓이게 함으로써 자기를 변형할
수 있는 실천적 계기를 박탈시킨다는 점을 강조한다. 개인에게 규율권력과
생명권력으로 다가오는 것이 도덕이라면, 자기 관계를 통해 성찰적으로 자
신을 바꾸려는 것이 윤리인 것이다. 그렇다면, 윤리는 무엇보다 자기를 바라
보는 것에서 시작하여, 내가 바라는 것, 욕망에서 해소되어야 할 것, 그를
위해 실천되고 행위 되어야 할 것 등으로 구성된다. 이 과정은 곧 자유를
얻는 과정이다. 곧, 윤리는 자유의 기획인 것이다.
생명권력, 자유주의 통치성은 개인들을 분할하고, 각각을 영역화 하는 방
식으로 정체성을 부과한다. 개인들은 이러한 권력으로부터 주어지는 진실을
16) Foucault, M . (2001). 주체의 해석학. 심세광( 역) (2007). 서울: 동문선 . p. 57-58. 이
하 인용에서는 쪽수만 표기
17) 고대의 자기 배려가 근대의 자기 인식으로 바뀌었다는 푸코의 주장은 테일러의
자기 진실성에 관한 논의 중 , ‘왜 자기 진실성이 세계에로 인식적 지평을 확장시
키지 못한 채 자기유폐적 개인에 근대인을 머무르게 하는가’의 의문에 대한 답의
일종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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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적으로 확인하고, 승인하며 따라야 정체성을 부여받게 된다. 이처럼 주
체는 일차적으로 권력관계로 인한 예속화를 통해 위치를 부여 받는다. 그러
나 동시에 자기관계를 통해 그것을 다시 재분할하고 저항하며 주체화를 기
도한다. 곧, 지배기술과 자기기술이 접합되는 지점에서 주체가 형성되는 것
이다(Foucault, 2001: 550-558). 푸코는 여기서 권력에 대한 저항의 방식, 특
히 생명권력과 자유주의 통치성을 관철시키는 국가에 대한 저항이 단지 계
급운동이나 국가의 전복으로부터 찾아지는 게 아니라, 주체에게 정체성을
부여하는 방식에 대한 저항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지적하면서 윤리의 중
요성을 강조한다. 윤리는 곧, 개인을 규범화하려는 권력의 의도를 분쇄하고
무력화시키는 주체화의 또 다른 기술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푸코의 문제
의식이 지닌 의미를 이 시대와 유비하면서 어떻게 그가 후기에 천착했던 윤
리의 기획이 지금 우리 시대에 중요한 지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푸코를 통해 역사 속 권력에 의한 주체 형성의 계기와 과정을 살
펴보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윤리적 주체화를 가능케 할 것인지에 대한 확증
적 대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외재하는 권력이 규범화 전략을 통해 신
체에 기입되는 것을 부정하고자 자기와의 관계 맺기가 자아 외부와 관계를
설정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주장하더라도, 자기 관계의 기술이 반드
시 자유의 실천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규율권력과 생
명권력에 맞서는 전략으로서 자기와의 관계를 맺고, 자기의 욕망을 살핀다
는 것은 고립된 개인으로 나아가는 패착이 될 수 있는 우려 또한 갖기 때문
이다(임미원, 2010).
권력에 저항하는 전략으로서 채택된 자기 배려의 윤리가 개인을 고립화와
원자화로 귀결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
해, 테일러가 제시한 세계와의 관계를 절연하지 않는 진정성을 내장한 주체
화 전략이 그 해답일 수 있다. 그러나, 푸코에게서는 그것을 성취할 전략이
나 방법이 충분히 제시되고 사유되지 못했으며, 테일러에게서도 그것은 여
전히 이성에 기반한 상호주관적 질서 하에서의 주체들간의 소통을 복원하는
것이 주요한 방법으로 제시되는 데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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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인간을 감성적-미학적인 윤리적 주체로 성장하게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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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인간 본성에서 감정의 위상

자율적인 이성적 주체의 도덕적 인격화 과정에 대한 비판을 통해 체육교
육의 윤리학적 전환에 필요한 인간 이해의 다른 방식을 이 장에서는 다룬
다. 이성주의적 방식의 윤리적 행위 이론에 전제된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검
토하는 것은, 스포츠를 통한 인성교육, 스포츠맨십 프로그램의 인간 이해에
관한 인식론적 전제들에 관해 비판적 인식이 필요함을 제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규범지향적 스포츠맨십 프로그램과 인성교육에 형식주의적 실천
철학의 관점이 전제되어 있음을, 그리고 그것이 전제하는 인간관을 이성적
인간이라는 이상적 인간 모델 형식으로 간주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하, 엘
리아스와 프로이트를 경유하여 스피노자가 이야기한 바, 고대부터 있어왔던
‘이성적 인간’이라는 이상적 인간 모델 형식에 대한 비판과 스피노자의
인간 본성론을 고찰한다.

1. 자기 통제와 억압되는 본성
가 . 문명화과정과 충동의 억제
근대 문명화 과정은 곧 합리화의 과정이었고 인간의 동물적 감정을 다양
한 기술로 다스리는 과정이었다. 엘리아스는 『문명화 과정 Ⅰ, Ⅱ』에서 이
를 명확히 보여준다. 각 권에서는 인간이 외부의 개입과 통제로부터 어떻게
자기를 스스로 통제하는가를 풍부한 역사적 사례를 들어 보여주고, Ⅱ부 끝
에서는 에서는 이를 정리하면서 문명화 과정을 이론화한다. 서구 근대 문명
화 과정은 “인간의 생리적 활동이 점차 사회생활의 무대 뒤로 축출당하고
수치감을 수반하게 되는 과정”18) 을 이룬다. 동물적 수치감이 고양되고 감
18) Elias, N. (1976). 박미애 (역) (2012). 문명화 과정 Ⅱ. 서울: 한길사 . p. 312. 이하
에서의 인용은 쪽수만 표기

- 41 -

정에 대한 고도의 자기 통제 능력을 배양한다. “본능생활과 감정생활 전체
의 조절이 지속적인 자기통제를 통해 점점 다양한 방면으로 확산되고 일정
해지고 인정되어 가는 과정”(312)을 겪는 것이다.19)
이 지점에서 엘리아스의 문명화 이론이 프로이트 정신분석학 이론의 사회
학적 판본이라는 것은 과도한 억측일까. 흥미롭게도 엘리아스는 『문명화
과정 Ⅱ』에서 문명화이론의 초안을 소개하면서 문명화이론의 사회심리학적
전제를 개인심리학적 차원으로 옮겨 놓는다. 폭력의 국가 독점이 추구되는
방향의 문명화 과정에서 개인들의 상호 의존성은 커지게 된다. 개인의 직접
적인 문제 해결이 법과 국가적 기구에 의해 해결되는 과정은 개인 행위를
통계학적 예측 가능성의 자장으로 끌어들인다. 개인들 간 폭력의 우연적 개
입은 최소화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자기 자신의 열정의 폭발을 자제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육체적 공격으로 분출되는 과격한 충동을 억눌러야”(320) 하
고, 폭력이 없는 “평화적 공간에서 지배적인 다른 형태의 강요는 개인의
행동과 감정표출을 동일한 방향으로 주조”(320)하여 개인들의 사물에 대한
감각과 인간관계의 감정을 평준화 시킨다. “즉각적인 분노표출의 억제, 감
정의 진정, 현 순간을 넘어서 과거의 원인과 미래의 결과들로 엮어지는 연
쇄고리로 사유 영역을 확장해야 할 필요성”(323)이 중요하게 대두된다.
개인들은 이제 원인-결과의 예측 가능성의 토대에서 생존 가능한 심리적
장치들을 개발한다. “정열 없이 무의미한 자기 억제”(325)가 바로 그것이
다. 삶이 현재의 감각의 만족에 닿아 있지 않고 미래로 열려 있는 한에서,
“선견지명과 조심성”(326) 은 권장해야 할 덕목이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19) 모든 문명이 합리화 과정의 선형적 궤도를 돌아 특정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아니다 . 사회 변동은 합리적으로 의도되고 계획된 것이 아님에도 특정한 형
성체를 결정시킨다 . 특정한 종류의 결합태 안에서 작동하는 내재적인 법칙이 특수
한 형태를 띠면서 사회를 형성한다. 문명은 반드시 이성적인 것이 아니며 단지 맹
목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인간들이 살아가는 스타일에 의해 특정하고 지속적인
운동을 겪게 된다.(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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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는 것은 무엇인가.

육체적 대립과 전쟁과 분쟁은 줄어들고, ...... 점차 사라지거나 적어도
정확한 사회적 규제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전쟁이 벌어지는 무대는
어떤 의미에서는 인가의 내면으로 이전된 것이다. 과거에는 인간과 인
간 간의 직접대결로 해결되던 갈등과 열정의 일부를 이제는 자기 내
부에서 극복해야 한다. ...... 그의 내면에, 특이한 형태의 습관과 ‘초자
와’와 그의 감정을 사회구조에 부합하도록 조절하고 변형시키며 또 억
압하는 장치가 확고하게 자리잡는다.(327-328)

특정 문명 진행의 한 변곡점을 결합태로서 파악하며 이것에는 가치 판단
을 유보한 엘리아스이지만, 근대 문명화 과정에서 이 규율 장치와 싸우는
개인의 내면에 심대한 변화와 상처가 동반되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 듯하
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그가 이처럼 정신분석학을 호출할 이유는 없기 때
문이다. 인간들 사이에 직접적으로 현상하지 않는 이 본능은 개인 안에서
사회적 초자아와 새로운 투쟁을 전개한다. 이 싸움이 감정과 이성의 평형상
태를 항상 성공적으로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인간을

가로지르며

지나가는

수평적

비약인

‘초자아’와

‘ 무의식’간

의 갈등”(328)은 계속 증대된다. 사회 속에서 타자와의 물리적인 투쟁과 폭
력을 통해 표면화 되는 본능과 공격성은 개인의 내면에 붙들려 있게 된다.
기성 질서의 도덕이 요구하는 초자아는 무의식의 흐름과 분출을 조절하는
신체 내부의 장치다. 흥미롭게도 엘리아스는 청소년기의 자기 통제 역시 이
메커니즘과 분리될 수 없으며, 사회구조의 요구 방식에 적합한 수준에서 안
정과 통일을 이루려고 분투하고 있다고 진단한다.(331)
그런데 이 과정은 시간적으로 지난하다. 쉬운 과정이 아니다. 서구 문명에
서 청소년들은 그렇게 더 늦게 어른이 되도록 훈련된다. 오랜 시간 지속적
으로 개인적인 문명화과정이 진행된다. 개인적인 문명화 과정이 유독 서구
에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다음과 같은 지적은 서구 근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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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의 독특성을 드러낸다.

경쟁의 압력 하에 기능의 분화가 다수의 사람들을 서로 의존하게 만
드는 곳, 물리적 폭력의 독점이 감정을 배제한 협동을 가능케 하는 동
시에 필수적으로 만드는 곳, 그리고 타인의 행동과 의도를 끊임없이
계산하고 예상할 것을 요구하는 기능들이 생겨나는 곳에서는 어디에
서나 이 과정이 발견된다.

무기의 사용이 점차 제한되고 또 외부강제와 자기강제가 개인들에게
신체적 공격을 통한 흥분과 분노의 표출을 더욱 어렵게 만들면, 사람
들은 공격을 연상시키는 모든 것에 대해 점점 더 예민해지게 된다. 공
격의 몸짓자체가 이미 위험지대를 건드린다.(391)

( 국가)이성은 ( 개인의 몸)감정에 대한 우위를 확보하고 이를 조절, 통제,
관리한다. 충동을 장기적 시각과 요구에 굴복시키고 안정된 초자아를 통해
그것을 제거하려 한다. 근대화 과정은 합리화의 과정이며, 이성의 감정 지배
이며, 장기적 관점의 단기적 충동에 대한 억제이며, 계산의 직관에 대한 억
압이자, 자기통제 장치의 내면화 과정이다. 이렇게 근대인은 “그 자신과 대
치”(362)해야

한다.

며’,

감정에

‘ 자신의

“‘자신의
반하여

정열을

감추고’,

‘자신의

행동한다.’”(362) 따라서

진심을
충동의

부정하
에너지는

절대 위험하지 않으며 장기적으로 고통 받지 않는 방향으로 안내돼야 한다.
자기 감정을 표면적으로 삭제한 채 내부에 가둬두는 것, 이것이 문명화 과
정인 것이다.

나 . 근대 문명과 몸의 순환성 훼손
한편, 엘리아스는 인간은 문화 속에서 만들어지는 존재이며 변화된다는
사실을 새삼 강조한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단지 인간의 심리학적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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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만의 조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인간이 문명화로 인해서
느끼는 불안과 불만은 단지 심리적 측면에 국한되지 않고 인간의 생리적인
측면도 함께 주조하고 변형시킨다. 일반적으로 “심리적이라 부르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로 결합되어 있는 ‘ 신체’도 역사가 흐르는 동안 인간의 일
생을 통과”(367)하기 때문이다. 엘리아스는 이 부분에서 매우 단호한 주장
을 내놓는다.

우리가 명사화하여 ‘이성’ 또는 ‘오성’ 또는 ‘분별력’이라 부르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다. ...... 그것들은 매우 서서히,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면
서 진행되는 조형과정의 한 측면이다. ...... 그것들은 심리구조 내에서
본능과 자아의 중심지가 점점 예리하게 구분되어 마침내 포괄적이고
안정된 그리고 극히 복잡한 자기통제장치가 형성되는 조형과정의 측
면들이다. ‘이성’이란 원래 없다. 기껏해야 ‘합리화’가 있을 뿐이
다.(367)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에만 주목하고 본성이나 감정, 정념 등을 놓치
는 것은 인간에 대한 제한적인 사유를 낳는다. 인간의 총체적인 모습을 그
리는데 실패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문명인들의 자기통제 장치라고
하는 것은 기실 야만인들의 그것과 확연히 구별되는 문화 과정에 지나지 않
는다. 문명인과 야만인들의 자연 기능들은 같은 것이지만, 단지 다르게 조형
되는 것일 뿐이다. 야만인 또는 기사계급에게 부과되는 감정 억압 장치와
궁정의 귀족들이나 국가의 관료들에게 부담되는 개인심리의 관리 장치가 다
르게 나타나는 것일 뿐, 몸 그대로는 자연적 기질을 지니고 있는 인간, 자연
의 한 생명체로서의 인간적 몸일 뿐이다.
따라서, 엘리아스는 인간의 심리적 기능의 한 축인 의식이나 무의식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심리기능들의 ‘ 전체’ 순환과정이 반드시 연
구의 대상”(379)이 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한다. 그러나 엘리아
스의 이러한 문제제기와 의문이 『문명화과정 Ⅰ, Ⅱ』을 통틀어 충분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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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매우 중요한 문제의식임에도 이는 사회학
자로서 엘리아스가 거시적 수준에서의 연구를 통해 제시한 것일 뿐, 미시적
차원으로 접근해 들어가야 하는 인간의 몸에 대한 이해는 이와는 별도의 논
의를 필요로 한다.
이렇듯, 인간 몸의 순환적 기능에 대한 불철저한 인식을 지적하는 것과
함께, 엘리아스는 욕망의 일부가 환상 속에서 대리충족될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에 대한 심리적 강제가 결국 끝없는 불안과 불만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고 한다.(329)

이 모든 경우에 근거 없어 보이는 듯한 끝없는 내적 불안은 얼마나
많은 충동 에너지가 이렇게 진정한 충족을 기대할 수 없는 형태로 추
방되는가를 시사해준다.(329)

충동은 몸 안에서 마땅한 출구를 찾지 못하고 몸을 배회하며 감정선을 해
친다. 그러나 인간의 감정은 총체적인 구조로 자연적 생명력에 결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 그것은 “인간 내면에 있는 일종의 전선회로이며 유기체의 전
체체계 안에서 부분체계를 이룬다.”20) 그러나, 엘리아스는 본능의 구조가
아직 규명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 본능의 구조야말로
사회와 개인의 작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본능
과 감정은 단지 관리되거나 소수에게만 허용되고, 그렇지 않으면 스포츠와
같은 경기에 관전을 허락하는 형태로 특정한 사이즈로 표출된다.

스포츠 경기는 사회적으로 허용된 호전성 및 공격욕의 표현이다. ......
관전하면서 또는 라디오 중계를 청취하면서 그러한 욕구를 발산하는
것은 문명화된 사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 원래 능동적으로, 종
종 공격적으로 표출되던 쾌락이 수동적이고 순화된 관전의 쾌락으로,
20) Elias, N. (1976). 박미애 ( 역) (2012). 『문명화 과정 Ⅰ』. 서울: 한길사 . p. 368.
이하에서의 인용은 쪽수만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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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면 단순한 눈요기로 전환된 사실은 젊은이들을 위한 교육규
정이나 훈련규칙 속에서도 확인된다.(384)

이러한 방식으로 공격욕은 순치된다. 왜 과거에 즐거움을 주었던 놀이와
축제는 이제는 불쾌감과 혐오감을 야기하는가.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본능과 쾌락은 이제 비정상적인 것으로 낙인이 찍힌다. 단지 그러한 행위들
은 불쾌감을 일으킬 뿐이다. 이러한 사회화 과정과 교육을 통해 “수치감의
한계점이 낮아지고, 혐오감의 문턱이 낮아지거나 또는 감정수준이 높아지
는”(386) 일이 발생되는 것이다.
몸은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자극과 다양한 충격들을 흡수하며 이를
소화시켜내는, 자연적인 항상성 기구로서의 역할이 원활히 될 때만 존재할
수 있다. 감정은 그 항상성을 유지하는 통로이자, 그 매 순간의 결절점이다.
이 지점과 통로에 문제가 발생하면 몸은 자연성이 훼손된다. 엘리아스는 이
메커니즘의 과학적 인식이 정확성을 획득하지 못했다는 판단을 내린다. 그
러나, 충동 에너지의 흐름이 인간의 몸과 감정과 이성에 미치는 절대적 영
향력에 대해 프로이트라면 만족스러운 대답을 줄 수 있다.
엘리아스가 문명화과정을 이론화 하는 글에서 우리는 정신분석학의 정조
를 느낄 수가 있다. 그럼에도 엘리아스는 몸에 배치되어 있는 본능의 구조,
즉 감정과 그 흐름에 대한 당대의 관찰과 분석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과학성을 부여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연 엘리아스의 문
명화과정 이론에 등장하는 정신분석학은 과학성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는가.
즉, 체육교육의 윤리학적 전환을 위한 중요한 이론적 자원인 정신분석학은
인간의 본성, 본능의 구조, 감정의 힘을 이해하는 데에 과학성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이하에서, 이성주의적 주체관이 아니라 질료적 주체관
의 인간 본성론의 문제가 제기되는 맥락을 살펴보고, 프로이트를 경유하여
그것에 합당성을 부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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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료적 인간 본성론의 이해
가 . 인간의 내적 자연과 억압의 문제
자율적으로 사유하는 이성적 주체 개념은 정신분석학적 주체 이론을 통해
보완 내지는 상당 부분 대체될 필요성이 있다는 게 본 논문의 주요한 문제
의식이다. 실천철학에서의 지배적인 인간 이해에 관한 주체 개념을 일종의
실체적 주체관, 상호주관적 주체관으로 지목하고 이를 정신분석학적 주체관,
질료적 주체관( 윤평중, 1994)21)으로 대체하려는 시도가 체육교육의 윤리학적
전환에 반드시 필요한 이론적 선행 작업인 것이다.
정신분석학적 주체관, 질료적 주체관에서의 인간 이해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반드시 던져질 필요가 있다. 학생들은 현재
규범의 부재로 아노미적 상황에 놓여 있는가? 그래서 인성교육이 어느 때보
다 시급한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렇게 답하기 이전에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학생으로, 청소년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경험적으로 쉽게 알 수 있다(정수남: 2010). 오히려 우려할 것은, 입시와 진
학을 위해 학생들의 욕망을 순치시키고, 그들에게 제시되는 생활의 규범이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고, 비정상으로 드러나는 다양한 행태들의 귀납에 부
정한 낙인을 찍고 문제화 시키는 것이 정녕 문제인 것은 아닌가? 그럼으로
써 성장기의 학생들이 경험해야 할 다가적인 욕망의 표출과 생산력을 굴절,
왜곡시키는 것이 문제의 본질 아닌가? 그럼으로써 인간의 자연적 욕망을 너
무 이른 시기에 차단시켜 버리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학생들의 감
21) 실천철학에서 칸트를 계승하고 있는 하버마스와 아펠의 상호주관적 주체 개념을
정신분석학적 접근을 빌어 비판하고 있는 윤평중은 이성 중심의 형식주의적 실천
철학은 “이념적 자아의 통일성을 추구하는 인간에게 고유한 속성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통일되어 있는 의식을 가진, 자아라는 개념을 상정함으로써
삶의 본질적인 파편성과 불완전성을 보상받고자 하는 것이다 .”(552)라며 이를 비
판하고 있다. 곧, 삶의 예측불가능성에 의한 불안을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투영된
것이 바로 실체적 주체관, 상호주관적 주체관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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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성장에 치명적인 오류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가?

프로이트의 딸이었던 안나 프로이트(Anna Freud)는 학교가 너무 많
은 예절과 인습으로 가득 차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예절
과 인습에 따라야 한다는 압력이 학생들에게 행사되고 있으며, 학생들
이 그러한 압력에 굴복하여 기존의 예절과 인습에 동조할 때에 교육
적 성공을 거두었다고 여기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다. 그러나 안나 프
로이트에 따르면, 그로 인해 학생들이 치러야 할 대가는 엄청난 것이
다. 그러한 성공은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치른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
한 성공은 고통의 징후를 표현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행운을 갖지 못
한 학생들의 실패를 대가로 하여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안나 프로이트는 교육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사회
적으로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는 학생들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학생들의 감정적 욕구
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그들을 인습적인 방식에서 행동하도록 강요하
는 것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으로 여겨져야만 한다는 것이다(정창우.
2006: 105).

인간적 질서를 구축하는 데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도덕규범은 자연으로 환
원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도덕규범이 선험적으로 주
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인간이 자연적 생명체로 출발하는 한에서 인간
사회의 규범 역시 자연의 메커니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생
명체의 진화는 선악의 피안에서 진행되는 것이며 가치를 발전시키고 규범을
정립하는 일은 오직 우리가 가진 가능성에 달린 문제”(Wuketits, 1990. 143:
정호근, 2009, 120에서 재인용) 라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
은 무엇인가?22)
22) 이 글에서 다루는 규범의 발생과 성격에 관한 논의는, 정호근 (2009)의 사회생물
학의 사회구성이론과 행위규범 발생에 관한 접근이 인간사회의 규범 성립에 관한
논의에 기여한 바와 문제점을 다루고 있는 「 물질론적 사회구성이론의 사고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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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규범 발생과 전개가 자연적 기초로부터 결코 동떨어진 게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인간에 관한 생물학적 지식에 전혀 신경 쓰지 않
는 윤리학은, 가치와 규범의 초자연적 근원에 호소하는 윤리학과 마찬가지
로 하나의 공중누각에 지나지 않을 것”(Wuketits, 1990. 144: 정호근, 2009,
121에서 재인용)이라는 지적은 의미심장하다. 이는 일종의 “반자연주의적
오류”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반자연주의적 윤리학의 대표적인 철학
자가 바로 칸트이다.

자연은 인과관계가 지배하는 영역이므로 여기에는 행위 선택의 자유
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 반면, 도덕은 행위 선택에 작용하는 가치 선호
의 문제이다. 만약 행위의 선택이 인간의 자연적 틀에 근거를 두고 있
다면, 도덕은 원칙적으로 성립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도덕이 도대체
의미를 가지려면 행위의 연관이 자연의 법칙적 질서로부터 벗어나 있
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리하여 선험적 규범이론에서는 도덕이
선험적 이성의 왕국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다.(121)

칸트의 이러한 도덕에 관한 정당화는 어떠한 문제를 지니고 있으며, 어떻
게 극복될 수 있는가? 사회생물학은 그 하나의 단초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생물학의 도덕규범에 대한 접근의 일정한 성과를 인정하고 있
는 물질론적 사회구성이론23)에서는 첫째, 규범이 자연의 질서에서 비롯된다
는 것, 그래서 규범이 발생에 있어서는 자연 이외에 다른 근본이 없다는 점
을, 둘째, 규범이 인간의 “자연적 욕구의 메커니즘이 문화적 코드로 변
환”(123)된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규범은 자연의 논
사회성의 발생에 관한 사회생물학적 접근의 기여와 한계 」의 내용을 중심으로 전
개함.
23) 물질론적 사회구성이론은 주체철학에 의한 역사의 전개와 사회의 구성을 거부하
면서, 주체철학이 가정하고 있는 기원의 논리, 주체의 논리 , 현전의 논리 , 동일성
의 논리 등을 거부한다. 물질론적 사회구성이론은 맑스의 역사적 유물론을 계승하
면서 인간의 역사 전개를 유물론적 입장에서 재구성하려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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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거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은 분명한 바, 인간적 규범의 의미는 여기에
있다. 중요한 점은 자연적 결정력이 사회 질서에 의해 제어되고 감소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자유의 영역이 무한하지는 않다는 사실이다.

자연으로부터의 이탈, 즉 자유의 영역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범위
와 한계가 있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자유보장의 명목으로 준수될 것을
요구하는 어떤 규범이 과도하게 인간의 자연성에 반하면 그 규범은
역설적으로, 자유를 보장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유를 억압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 규범의 긍정적 가치는 자연의 위력과 폭력으로부터
인간의 생존과 자유를 보장하고 자유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지만, 그
목적 달성을 명목으로 인간의 자연성을 과도하게 억압하거나 통제하
면 그것은 자기가 달성하고자 하는 그 목표 자체를 파괴하게 된
다.(123-124)

이러한 지적은 매우 중요하다. 즉, 인간에게는 동물로서의 자연성과 이를
억제하려는 인위성이 길항관계를 맺고 있다고 이해하는 게 규범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보다 적확할 뿐더러 현실적인 것이다. “모든 사회 성
원에게 예컨대 신체와 결부된 모든 욕구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사회는 자
기억압적”(124)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욕구를
저버리는 것은 곧 인간을 자기 파괴로 이끈다.
“왜 서구는 이성의 시대에 파시즘이라는 광기의 시대를 겪을 수밖에 없
었는가?”란 물음은 이러한 진술과 맞닿아 있지 않을까? 라이히는 『파시즘
의 대중심리』에서 파시즘을 성에 대한 검열, 가부장적 질서의 강제로 인해
개인의 억압된 성적 욕망이 대중-집단적 차원에서 병리적으로 회귀하여 사
회 전체에 극단적 폭력과 야만의 형태로 분출되는 현상으로 이해한다(강내
희, 1993). 라이히는 맑스주의의 통속적 교조성과 경제결정론에 대한 비판을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을 통해 시도한다. 1930년대 불어닥친 경제 공황 하에
서 왜 노동자, 무산계급은 저항과 혁명을 일으키지 않는가. 왜 그들은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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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착취에 저항해야 할 결정적 시점에 퇴행적 모습을 보이는가. 교조적 맑
스주의 이론에 의하면, 혁명 운동의 결단을 내릴 객관적 정세가 조성된 것
인 아니던가.
라이히는 이에 대해 사회과학적 답을 기각한다. 그는 프로이트의 억압 가
설을 통해 대중의 억눌린 욕망의 뒤틀린 표출을 그려낸다. 정치적 저항을
선택하지 않는 대중은 자본주의 가부장주의의 피해자이다. 가부장주의는 대
중 각각의 어린 시절부터 작동하여 생명력 자체를 억압함으로써 생명운동의
흐름 자체를 보수화, 반동화 시키는 힘이다.

인성의 표면층에서 평범한 인간은 수줍어하고, 예의바르며, 인정이 많
고, 책임감이 있고, 양심적이다. 인성의 표면층이 심층의 자연스런 핵
심과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었다면 인간이란 동물은 사회적 비극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사정은 그렇지 못하다. 요컨대
사회적 협동의 표면층은 심층의 생물학적 핵심과 접촉하고 있지 않다.
이 표면층은 잔혹하고, 가학적이며, 음란하고, 욕심과 시기심이 많은,
철두철미하게 충동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두 번째층, 곧 중간 성격층에
서 태어난다. 이 (두번째) 층은 프로이트적인 의미에서는 ‘무의식’ 또
는 ‘억압된 것’을 의미하며, 성경제학 용어로는 이른바 ‘이차적 욕구’
를 의미한다. ...... 우리는 성격 표면층에 나타나는 사려깊음이라는 특
성, 즉 스스로를 통제하고 인내하는 것에 몰두하는 특성에 대한 옹호
를 자유주의의 윤리적·사회적 이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자유주의
는 ‘인간 속의 야수성’, 즉 ‘이차적 욕구’나 프로이트적 ‘무의식’을 억
압하기 위해서 윤리를 강조했다. ...... 진정 혁명적인 모든 것, 진정한
예술과 과학은 모두 인간의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핵심에서 나온다.
...... 파시즘의 핵심은 본질적으로 표면층이나 심층이 아니라 이차적
욕구를 갖는 두 번째의 성격층을 구현한다. ...... 거짓 자유주의(진정한
자유주의와 진정한 관용이 아닌)의 공허한 예의바름에 대항한 학대받
던 인간들의 수많은 반역 속에서 나타난 것은 바로 이차적 욕구로 구
성된 성격층이다(reich, 1933 :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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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히에게서는 성의 억압이 피지배 대중의 성격구조를 자신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배치(背馳) 되도록 만들어 자신의 억압을 자신의 해방이라도 되는
양 바라게 만드는 것이었으며, 그것이 파시즘을 가로지르는 문제의 본질이
었던 것이다. 우리는 라이히의 이러한 지적에 불가피하게 일정 부분 수긍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라이히의 파시즘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규범이 과잉 강조되는 것은 곧
인간의 자연적 성향과 기질에 왜곡을 초래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다.
인간은 과도한 규범을 신체에 기입, 각인, 체화시키기 위해 자신의 자연성을
억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라이히가 적절히 보여주었듯이, 내적 자연의
과도한 배제, 무시, 억압은 개인은 물론 사회적 차원에서도 각종 병적 징후
와 증상들을 동반하며 회귀한다. 따라서 규범에 관한 도덕주의적인 방식의
접근, 이에 근거한 개인의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추궁과 단죄, 비난이 필요
이상일 때, 규범은 필연적으로 강제와 억압의 양상을 띠게 되며, 인간의 자
연성을 필요 이상으로 억누름으로써 결국 실패한 규범이 된다.
우리는 여기서 개인의 자연적 성향으로서 몸의 욕망, 양보될 수 없는 자
연적 기질로서의 내적 자연을 마주하게 된다. 이점에서 규범 합리성에 기반
하여 규율권력으로 작용하여 인간의 몸에 촘촘하게 침투하고, 인간 사회에
드리워진 근대 권력의 그늘을 그린 푸코의 권력 이론을 대안 없는 회의만을
지필뿐이라는 혐의로 과도하게 비난할 필요도, 염세주의자로 몰아붙일 필요
도 없어 보인다. 이는 프로이트도 그렇고, 프로이트-맑스주의자였던 라이히
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그들은 규범에 따른 과도한 훈육이 인간사회
에 초래하는 파멸 신호를 감지하고 이를 이론적으로 폭로했을 뿐이다.
다시, 체육교육의 윤리학적 전환의 토대는 무엇인가? 우리는 앞서 이 전환
에 필요한 타당성과 정당성을 근거 짓고자, 근대성에 대한 비판을 수행한
테일러와 푸코의 이론을 살펴보았다. 테일러의 이론이 근대 규범의 등장과
그로 인한 개인주의 윤리와 자기 진실적 주체의 왜곡 문제를 지적한 것이었
다면, 푸코는 개인에게 침투하는, 자기 규범화 시키는 근대의 도덕적 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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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과 기능, 그러한 사회 속에서 자유가 갖는 한계 지점을 분석하였다. 또
한, 엘리아스를 통해 문명화 과정이 인간 내면에 폭력과 억압을 초래하여
본성으로서의 내적 자연을 손상시켰다는 점도 살펴보았다. 그럼에도 여전히
드는 의문인, 그러한 이성에 기반한 형식주의적 규범이 인간의 신체와 마음
의 어떠한 구조적 본성 때문에 부작용을 초래하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
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즉, 행위에 있어 합리적 인식 주체로서, 이
성적 힘을 발휘할 것을 요청받는 인간의 자연적 기질의 변형, 왜곡, 훼손은
신체의 어떠한 구조적 본성 때문에 발생하는가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못했
다. 따라서 그것이 이 지점에서 던져져야 할 질문이다. 그 질문에 답하기 위
해 우리는 프로이트와 스피노자의 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 . 정신분석학과 무의식적 주체로서의 질료적 인간 이해
앞서 우리는 엘리아스가 문명화 과정을 논하면서 인간의 내적 자연으로서
생명이 갖는 원초적 기질에 관한 과학적 접근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판단
을 하였음을 알았다. 엘리아스는 문명화 과정에서 왜곡, 손상되는 인간의 본
능과 충동을 정신분석학에 기대 설명을 했지만, 정신분석학의 과학성에는
일단 괄호치기를 하고 신중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엘리아스가 문
명화 과정을 이론화 하면서 이론적 자원으로 동원하는 정신분석학은 엘리아
스가 불만족스러워 하는 부분의 상당 부분을 해소시켜줄 단서들이 충분하
다. 왜 그러한가.
과학은 사실 이성에 근거한 언어적 확실성을 통해 승인되고 고정되는 합
리성의 영역으로서, 그와 대비되어 프로이트가 말하는 무의식이나 본능은
언어화 이전의 차원, 또는 재현 이후의 차원으로서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평
가가 있다. 즉, 정신분석학은 과학이 아니라는, 그래서 비과학 내지는 반과
학적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학의 지평의 동일선상에 존
재하지 않는, 함께 거론될 수 없는, 과학을 초과하는 학문으로서의 정신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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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이라면 어떠한가. 그것은 의식 이전에, 때로는 의식 이후에 등장하는, 더
심도 있는, 그러나 결코 쉽게 포착될 수 없는 사건적 영역이라면?

“그 프로이트적 영역은 본성상 자기말소적 영역이다”(116). 증발하고
소멸한다는 것, 잽싸게 숨는다는 것, 그것이 무의식의 내재적 본성이
다“(44) ...... ”무의식은 존재론의 대상이 되는 일이 없다”(31) 존재론
에 어떠한 빌미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의식의 심연은 전-존재론
적”(31)이다. ...... 무의식은 재현하거나 표상할 수 없다. ...... 무의식은
...... 의식에게는 본질적으로 거부되어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 프로이트가 발견한 무의식은 체험하고 확신할 수 있으나 재현하
거나 말로 잡을 수는 없는 자기은폐적 사건이다.24)

무의식은 언어적, 논리적, 합리적 판단의 영역 저편에 있는 것이다. 그것
은 이런 것들에 혼란을 주면서 등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다시 사라
진다. 그래서 개념적 언어로 포착하기 어렵다. 무의식적 현상과 주체라는 것
은 대상화 되지 않는 부분이다. 그것은 의식의 잉여 부분도 아니다. 그것은
실재하는 빙산의 본체이다.

무의식적 주체에 대한 과학은 성립할 수 없다(E. 859)25). 과학적 탐구
는 그 대상을 한정하고 고정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무의식적 주
체는 대상화 자체를 거부하므로, 그에 대한 탐구는 추측의 범위를 넘
을 수 없다. 그런 한에서 정신 분석은 주체를 다루는 학문이되 어떤
추측의 과학이다. 그것은 “추측의 주체학”(44)26) 이다. ...... 정신분석은
과학 이하의 학문이 아니라 과학 이상의 학문, 과학의 저편을 향한 학
24) 김상환(2009), 데카르트, 프로이트 , 라깡: 어떤 평행관계. 근대철학 , 4(1). 15-18. 이
하에서의 인용은 쪽수만 표기. 인용문 안의 (

) 쪽수 표기는 Lacan, J. (1973). 세

미나 제11 권이 출처임 .
25) 이 부분은 J. Lacan. Ecrits(Paris: Seuil. 1966)에 나오는 쪽수임.
26) 인용문 안의 ( ) 쪽수 표기는 Lacan, J. (1973). 세미나 제 11권이 출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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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과학이 재현과 표상의 차원, 의식의 차원에서 성립한다면, 정
신분석은 그 차원 저편의 무의식에 대한 학문이다. ...... 과학이 명제
에 담을 수 있는 지식을 구한다면, 정신분석이 구하는 것은 명제에 담
을 수 없는 것, 명제의 차원을 넘어서는 진실이다.(18-19)

왜 이론적으로 무의식의 영역을 인정하고, 무의식적 주체의 존재에 의미
를 부여하는 것이 체육교육의 윤리학적 전환에 이점을 제공하는가. 규범화
하는 권력으로서의 이성주의적인 사회화 전략에 회집되지 않는 무의식이라
는, 인간 몸의 리비도적 힘으로서의 그 잉여분을 이론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스포츠교육학의 윤리학적 전환의 이행에 얻을 수 있는 이론적 강점은 무엇
인가. 이는 프로이트의 『문명 속의 불만』을 입구로 하여 -이성이 아닌-무
의식과 감정에 대한 억압으로 발생하는 인간 내적 구조의 상처, 손상, 붕괴
를 들여다보고, 인성의 구조를 분석하는 것을 출구로 하여 그 해답의 단서
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이를 살펴본다.
프로이트는 주지하다시피 정신분석학의 연구 초기에 그 이론적 입론과 개
념적 장치들을 설정하는데 주력한다. 그리고 나서 후기에 가서는 인간의 감
정과 자연성에 억압을 초래하는 사회적 압력과 문화의 힘에 주목한다. 그럼
으로써 프로이트는 사회적 환경과 인간 몸을 순환하는, 일종의 몸과 사회를
상호의존적인 연결 고리에 존재하는 실재로 파악하는 개념적 사유에 도달한
다.
프로이트는 『문명 속의 불만』에서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세 가지 원천
을 세 가지로 요약, 제시한다. 첫째는 자연이고, 둘째는 신체적 나약함, 셋째
는 제도의 불완전성이다.27) 이때 제도의 불완전성은 인간의 신체적인 내적
질서로서의 자연적 경향과 일치하지 않는 제도의 맹점을 지적하는 것이리
라. 문명은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을 리비도적으로 한데 묶으려 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285)한다. 문명은 개체를 집단으로
27) Freud, S. (1930). Civilization and its discontents. 김석희( 역)(2016). 문명 속의 불만.
서울: 열린책들. p. 259. 이하에서의 인용은 쪽수만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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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고자 한다. 그렇게 동일시를 위해 리비도의 왜곡을 조장한다. 그런데 왜
이때 성생활을 제한시키는지 프로이트는 묻는다. 그것은 도덕의 이상적 요
구 때문이다. 윤리를 개인의 욕망으로부터 발출되는 에너지를 다듬는 과정
으로 보기를 거부하고, 공동체적 질서에 무조건적으로 복종시키기 위해 시
도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한에서, 이성의 우선적인 작동은 불가피하다. 흥미
롭게도 이 부분은 근대 윤리학에 대한 프로이트적인 대응으로 읽힌다.

내 가족은 모두 내 사랑을 내가 자기들을 좋아한다는 증거로 소중히
여기고 있는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내 가족과 동등하게 대한
다면 그것은 내 가족에게 부당한 처사이기 때문이다.(287)

좀 거칠게 표현하자면, 프로이트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에서 현실의 윤리적 인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
이 곱다.”라는 것으로부터 윤리적 인간의 출발점을 발견한다. 이 자기 보존
성과 이로부터 발아하는 윤리적 사고와 선택이 그에게는 인간 본성과 자연
스럽게 합치된다. 프로이트에게 있어서 인간은 이성적 인간으로 포장될 수
있는, 욕망을 이성과 초자아로 쉽게 통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인간은 도덕적 규범을 맹종하고, 공격을 받을 시 상대에게 순종하는 그런
유순한 동물이 아니다. 인간은 강력한 공격 본능을 갖고 태어난 것으로 본
다.(289) 공격 본능을 표출하기 쉬운 상황에서 그는 반드시 그렇게 공격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그렇게 야수처럼 행동한다는 것이 프로이트의 주장이
다.(289) 물론, 프로이트는 이러한 공격성은 제어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
럼에도 그는 단호하게 말한다. 인간의 “본능적 열정은 이성적 이익보다 더
강하기 때문”(290)에 문명은 최대한의 노력을 정교하고 세심하게 기울여야
한다. 문제는, 이 공격 본능을 문명이 다루는 것이 간단치 않다는 것이다.
그것은 어쩌면 문명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숙제이다. 이 공격 본능을 리비도
에너지의 일종으로 보자. 프로이트에게서 리비도는 새로운 문명이 도래하면,
그에 맞게 새로운 에너지로 전환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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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특수성 속에서 형태를 달리하여 쉽게 변환되어 적응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다.(284)

공격 본능은 재산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재산이 극히 빈약했던 원
시 시대에는 공격 본능이 거의 무제한으로 맹위를 떨쳤고, 유아는 자
기 배설물에 대한 원초적인 소유권을 포기하기도 전에 이미 공격 본
능을 드러낸다. 공격 본능은 사람들 사이의 모든 정애 관계와 애정 관
계를 토대를 이룬다(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일
것이다).(291-292)

이 본능은 표출되고 해소됨으로써 만족을 주지 못하면 인간은 어떠한 편
안함도 느낄 수가 없다. 프로이트가 문명과 인간, 즉 사회 구조와 인간의 자
연성이 맺는 관계를 분석한 『문명 속의 불만』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본능이다. 그는 자신 이래로 발달하기 시작한 정신분석학, 그 중에서
도 본능에 관한 이론이 가장 더디고, 힘들게 나아가는 이론이라며, 그럼에도
정신분석학에 있어 “절대 필요불가결한 요소”(295)임에 분명한 것이 본능
에 관한 이론이므로 이는 반드시 연구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프로이트는 책의 제목에서도 암시하듯, 문명 속에서 개인의 불만이 발생
하는 기전을 제시한다. ‘ 불만’은 주체가 욕구하는 것의 충족이 실패하는
상황에 맞닥트릴 때 유기체의 심리적-신체적 안정에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물론 이 불만이라는 것은 심리적 체계만이 아니라, 신체
와 감정에도 손상이 발생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신경증은 신체적, 심리
적 욕구 충족 실패와 좌절로 인한 몸의 병적 반응, 퇴행적 발현이다.

신경증을 연구하고 치료하면서, 우리는 개인적 초자아를 두 가지 점에
서 비난하게 된다. 개인적 초자아는 엄격한 명령과 금지만 제시할 뿐,
그 명령과 금지에 복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저항 - 이드의 본능적 강
함과, 현실의 외부 환경이 주는 어려움 -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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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자아의 행복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 결과 우리는 치
료를 위해 자주 초자아와 싸워야 하고, 초자아의 요구 수준을 낮추려
고 애쓴다. 문명적 초자아의 윤리적 요구에 대해서도 똑같은 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 문명적 초자아도 역시 인간의 심리적 소질이 실제로
어떤 지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문명적 초자아는 명령을 내릴
뿐, 사람들이 그 명령에 복종할 수 있는지 어떤지는 문제 삼지 않는
다. 문명적 초자아는 인간의 자아가 심리적으로 초자아의 요구를 무엇
이든 수행할 수 있고, 자신의 이드에 대해 무제한의 통제력을 갖는다
고 생각한다. 이것은 잘못이다. 정상인들도 이드를 어느 한도까지만
통제할 수 있을 뿐이다. 인간에게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면, 그는 반
항을 일으켜 신경증에 걸리거나 불행해질 것이다. ...... 그런데, 문명은
...... 그저 자기 명령에 복종하기가 어려울수록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더 많은 가치를 갖게 된다고 우리를 훈계할 뿐이다.(328)

여기서 초자아를 개인적 초자아와 사회적( 문명적) 초자아로 구분하는 것보
다는, 사회적으로 개인에게 부과되는 도덕규범을 초자아로 이해하면 초자아
의 실체가 드러난다. 동물성을 제한, 억제하고, 인간을 지배적 질서로 사회
화 시키는 힘, 개인의 내적 자연과 타협이 난망한 그것이 바로 초자아이다.
엘리아스가 이야기 한 그 문명화 과정이 바로 근대 개인에게 초자아를 강제
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는 대목이다. 그것은 이드, 즉 개인의 자연적 기
질과 내적 에너지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사회의 통합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인식한다. 그래서 명령하고 지시한다. 사회의 요구는 개
인의 소질에는 관심이 없다. 프로이트는 인간이 자신의 이드에 대해 계속적
인 통제와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본 것은 문명의 순진한 소망에 불과하다
고 진단한다. 이 대목에서 누가 그렇게 이드를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
가. 그것은 바로 이성이다. 이성의 힘으로 이드는 조절, 감축, 제한이 가능하
다고 보는 것이 근대 사유하는 인간이라는 이상을 내세운 형식주의적 실천
철학이 전제하는 인간관인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발달 과정에서는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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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을 추구하는 쾌락 원칙의 프로그램이 주요 목적으로 유지”(322)되면서
외재하는 사회적 질서와 초자아의 요구와 상충됨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프로이트는 “개인의 발달 과정은 인류의 문명 과정에서 재현
되지 않는 독특한 특징들을 갖고 있으리라고 예상한다.”(323) 그렇다면, 본
능, 그 중에서도 공격 본능은 어떻게 되는가.
“공격 본능을 막는 억지책도 공격 본능 못지않은 불행을 초래”(325)한다
는 것이 프로이트 『문명 속의 불만』의 핵심 주장이다. 인간의 본능이 압
력을 받을 때, “리비도적 요소는 증세가 되고 공격적 요소는 죄책감으로
변한다.”(321) 프로이트에 의하면, 문명은 인간을 공동체 내 질서로 묶어내
려 하는데, 이 때 여기에 성공적으로 결합하지 못한 개인이 죄책감을 느끼
도록 강제하는 힘이 강할수록 이 문명의 프로젝트는 성공한다고 본다.(314)
초자아는 감시자이자, 심판자이다. “초자아의 준엄함을 보여주는 죄책감은
양심의 엄격함과 동일”(318)하다.
우선 <외부> 권위자에게 공격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본능
을 자제한다. (물론 이 두려움은 사랑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다. 사랑은 이 징벌적 공격을 막아 주는 보호막이기 때문이다.) 그 후
<내면> 권위자가 확립되고, 내면 권위자에 대한 두려움, 즉 양심의 가
책 때문에 인간은 본능을 자제한다. 이 두 번째 상황에서는 나쁜 의도
가 나쁜 행동과 동일시되고, 바로 여기에서 죄책감과 자기 징벌의 욕
구가 생겨난다.(308)

죄책감은 자아가 감시받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양심은 “자아가
지향하는 것과 초자아의 요구 사이에서 생겨나는 긴장에 대한 평가”(318)인
데, 이 자아의 지향과 초자아의 요구 사이의 간극이 크면 클수록 개인은 분
열하며, 신경증을 겪는다. 사태가 이러하다면, 인간의 감정과 욕망에 주어져
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본능적 욕구의 충족일 것이다.
“본능적 욕구가 일단 만족되면 그 욕구는 자연히 약해지고, 다시 전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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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힘의 균형”(313)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본능적 욕구는 우리의 작업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
분이다. 프로이트의 후기 작업에서도 그것은 수정, 재분석된다. 요는 이렇다.
리비도라는, 생명체라면 꼭 지니고 있는 고유한 에너지가 있다. 그런데, 이
것은 정신분석학에서 과거 본능적인 에너지 그 자체로 보는 것이 상식이었
다. 그런데, 프로이트는 본능을 구분하려 한다. 단지 생존 욕구만으로 충동
되는 그런 에너지로서의 리비도, 단일한 본능으로 수렴되는 그런 것이 아닌,
보다 정교하게 구분된 본능 이론이 필요한 것이다. 프로이트는 생명 개체를
보존하려는 본능으로서 그것을 결합시키려는 경향성이 있는 반면, 그러한
경향성과 단위에 반발하여 그것을 해체하고 죽음의 상태, 즉 무기질의 상태
로 되돌리려는 본능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린다.(297)
이 생명체의 생존 본능을 확장시키려는 것이 에로스라면, 생존 본능의 규
준성, 즉 생득적으로 내재되어 나아가는 생명 그 자체의 자연적 운동에 거
역하고 이를 파괴시키는 힘이 바로 죽음의 본능, 죽음충동인 것이다. 그런
데, 프로이트는 이 죽음충동이 유기체 내에서 은밀하게 작용하여 쉽게 알아
차리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한다. 죽음충동 개념 자체가 논리적이고, 과학적
이지는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에로스와는 달리 그것을 포착하는 것이 쉽
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그럼에도 이러한 가설 속에 “유익한 생각은 그 본
능의 일부가 외부 세계로 돌려져 공격과 파괴 본능으로 나타난다”(297)는
것이기에 인간이 왜 유혈적 폭력과 잔인성, 전쟁을 실행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그 파괴적 본능은 보여준다. 이즈음에서 하나의 단서가 제시된
다. 그것은 바로 이 파괴적 본능, 공격적 충동이 외부로 표출되지 못하는
한, 그것은 인간 내부에서 인간을 파괴하게 된다. 파괴적 본능이 외부로 표
현되어야지만, 그것은 유기체 내부를 파괴하지 않고 에로스에 봉사하게 된
다. 그런데 이 파괴적 본능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폭력의 용인이 정답
인가? 무제한적인 공격 본능을 날 것 그대로 표출되도록 만들면 이 공격 충
동은 없어지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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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체는 자신을 파괴하는 대신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다른 것을 파괴
한다는 점에서, 죽음의 본능 자체를 강제로 에로스에 봉사하게 할 수
있었다. 반대로 외부에 대한 이 공격성을 제한하면, 어쨌든 은밀히 진
행되고 있는 자기 파괴가 더욱 촉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와 동시
에 우리는 이 사례를 통해 두 종류의 본능은 서로 분리된 상태로 나
타나는 일이 거의 -어쩌면 전혀- 없으며, 다양한 비율로 혼합되어 나
타나며, 그 비율도 끊임없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좀처럼 인지할
수 없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할 수 있다.(298) ...... 이제 문명 발달이
갖는 의미는 분명해졌다고 생각한다. 문명은 인류를 무대로, 에로스와
죽음, 삶의 본능과 파괴 본능 사이의 투쟁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는 게
분명하다. 이 투쟁은 모든 생명의 본질적인 요소이며, 따라서 문명 발
달은 인류의 생존을 위한 투쟁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302)

여기서 우리는 이 에너지가 제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에로스와 배치되는 관계로 설정된 그것은 도덕적 악으로 단죄
되거나 삭제될 수 없다. 그것은 어찌 보면 달래져야 할 그 무엇이다. ‘조심
스럽게’ 표출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관건인 에너지다. 에로스와
이 죽음충동의 근원인 타나토스에서 출발한 파괴적 본능은 하나가 다른 하
나를 압도하여 한 본능만 살아남는 것이 아닌, 상호적 관계로 구성되어 표
출되는 에너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다양한 비율로 혼합되어 나타나
며 그 비율도 끊임없이 달라”(298)지는 것일 뿐,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제거할 수 있는 힘을 획득할 수 없다. 에로스만이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타
나토스만이 전부도 아니다. 핵심은 에로스의 에너지로 흐르도록 하는데 이
파괴의 본능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 프로이트가 말한 바, 인간은 그렇게 유
순한 존재가 아니다. 공격을 받고도 이를 꾸준히 인내하는 그런 존재가 아
니다. 외부로부터의 침입이나 공격은 유기체의 파괴적 본능을 상승시킬 것
이며, 그 공격성을 표출하지 않는 한 존재를 파괴할 것이다. 이 타나토스의
에너지를 억누르지 않고 외부로 끄집어내는 것, 그것이 중요하며, 그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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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로스는 생명을 휘감아 돌며 문명에 의한 생명의 불만을 잠재운다. 파괴
본능을 현실에 드러내는 것, 그때 안정된 틀 속에서 관리하는 것, 그것이 관
건인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은 공격 본능이 존재하며, 이것은 파괴하
는 힘이다. 그리고 그것은 제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전쟁과 같은
파괴적인 맥락에서 그것은 악이 되기도 하는 성질의 것이다.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제는 이 죽음 충동의 에너지인
타나토스를 에로스에 복무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생
명의 운동 과정에서 관리되고 조절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무엇이 이것
을 가능케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체육교육의 윤리학적 전환에 놓인 과제
로 제시될 법하다. 한편으로 이 질문은 프로이트가 인간의 심리적 갈등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구분한 마음의 구조를 언급할 필요성을 제기한
다. 이하에서 간략히 그것을 살펴본다.
주지하듯 프로이트는, 『자아와 이드』에서, 자신이 이전에 정신분석학에
서 다룬 무의식-전의식-의식의 구도에 더해, 이드-자아-초자아라는 다른 차
원의 정신 구조를 제시한다. 이것은 의식과 자아가 각각 다른 속성과 심리
적 구조에 기반하고 있음을 주장하려 한 것이지만,(김상환, 2003: 660) 이러
한 구분에 도달한 이유를 여기서 설명하기 보다는 본 논문에서는 이드와 무
의식이 자아와 의식과 맺고 있는 관계에 집중하고자 한다. 프로이트는 쾌락
원칙과 현실원칙으로서 이드와 자아, 무의식과 의식의 관계를 정리한다. 쾌
락원칙은 1차적 과정으로서, 인간 본능의 제어되지 않는 자연스러운 표출의
과정이다. 흥분과 열정의 에너지의 운동 원칙인 것이다. 현실원칙은 2차적
과정으로서, 흥분과 열정으로 표출된 에너지를 규범적 강제를 통해 이성적
질서로 수렴, 정련시키는 과정이다. 곧, 질서와 규범의 운동 원칙인 것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양자의 원칙은 대립되는 성질의 과정으로 설명하기
이전에, 그 순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그야말로 1차 과정이 선행하는
것이고, 2차 과정은 그것을 보정, 관리, 조절하는 장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다소 거칠게 정리하면, 1차 과정은 자연, 2차 과정은 인위다. 1차 과정은 2
차 과정을 압도하는, 그래서 쾌락원칙이 현실원칙보다 더 큰 에너지를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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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인위가 자연에 선행할 수야 있겠는가. 프로이트는 더해서 자아는 이드
의 파생물이라고 말한다.(660) “자아는 ‘지각-의식’ 의 매개를 통해 외부
세계의 직접적 영향에 의해서 수정된 부분의 이드”(Freud. 1923: 364)이다.
이드의 파생물이자 외부로 현전하는 자아는 의식 가능한 성질을 지닌다.
그에 비해 이드는, 파악하기 어려운 본질적인 영역에 걸쳐 있다. 무의식은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서, 직접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의식을 통해
서 추론되고 해석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무의식의 에너지
원인 충동은 의식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다. 의식의 차원으로 가끔 그 실
체를 드러내고, 그 순간에 의식으로 포착하려 할 때 이내 잡힐 듯하다 사라
져 버리는 그것이기에, 그것은 언어화되기 이전의 것, 날것으로, 감정으로
드러난다. 곧, 감정은 무의식의 표현이다. 1차 생리적인 과정으로서 쾌락 원
칙을 따르는, 이성의 문법에서 벗어나 흥분과 생명의 욕동으로 차 있는 무
의식의 에너지인 충동이 감정으로 드러나는 것이라면, 표현되지 않는 감정
은 쾌락 원칙과 1차 과정의 실패 속에서 파괴된다. 이로써 유기체로서의 몸
은 퇴락을 면치 못하고, 인간 내면은 파괴된다는 생각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은 프로이트가 이드-자아-초자아에 걸쳐 있는 인간 마음의 영
역과 구조를 애써 구분하려 한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해준다. 그것은, 근
대 주체철학이 지니고 있는 맹점인 인간의 자연성과 반이성적 영역의 권리
를 회복시키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이렇게 인간 마음의 한 영역으로 자리를
확보한 이드는 이성에 기반한 도덕 규범으로부터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밖
에 없다. 도덕적 질서로서의 초자아는 자아를 조종하며 이드에 내재되어 있
는 자연적 충동 에너지를 왜곡하고 반도덕으로 규정하려 한다. 생명력의 자
연적 흐름인 욕망을 제어함으로써 초자아, 즉 사회질서는 안정성을 확보한
다. 우리가 흔히 “현실적으로 판단해서”라고 이야기 할 때, 바로 이것은
우리의 욕망 스스로가 자기 배신을 결행하도록 부추기며, 본성의 요구에 어
긋날 것을 강제하는 사회적 압력인 것이다.
현실원칙, 2차 과정은 이렇게 충동 에너지의 흐름을 조절, 관리, 억제한다.
그것은 에너지의 흐름을 막는 힘이다. 흐르는 에너지의 일정한 경향성을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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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 반사시키려 한다. 그것에 불순물을 섞어 원래의 자리로 돌려보내려는
기획이다. 이렇게 불순물이 섞여 억눌린 충동은 자연성에 위해를 가한다. 특
히, 공격적 본능의 에너지인 타나토스는 이 과정에서 마땅한 배출구를 찾지
못한 채 몸을 배회한다. 2차 과정으로서 현실원칙은 곧 반동적인 것이다(김
상환, 2003: 662). 그렇다면, 욕망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인정하고 그를 규
범화시킨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2차 과정으로서의 반동적 힘의 질서로부터
본능과 충동을 왜곡됨 없이 표출, 해소하고, 이러한 과정이 고유한 내적 자
연성을 훼손하지 않게 하는 일이 된다. 그점에서, 인간을 의식적 주체로 상
정하고 그 주체에 이성적 통일성을 부여하여 주체화시키는 작업을 할 수 있
다는 것은 형식주의적 실천철학의 커다란 오류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청
소년의 발달 단계를 자아심리학에서 다루듯, 이성적 범형으로서의 주체로
거듭나는 것으로, 파편성이 제거되는 과정에서 이성적 주체로 조련되는 것
으로 이해하는 시각은 수정이 불가피하다. 자아심리학은 라캉이 논증하듯,
거울 단계에 인간을 가두어 두고, “자아의 통전성이라는 환상을 수립”(윤
평중, 1995: 552)하려는 인간의 불안한 심리의 반영이다. 오히려 인간은 늘
불완전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신분석학에서 다루는 인간의
주체 형성은 이를 잘 드러낸다.
정신분석학의 주체는 입법의 대리자인 아버지의 금지하는 명령으로부터
탄생한다. 아이의 욕망을 금지하는 명령자로서 아버지는 아이 앞에 출현한
다. 어머니와 놀던 아이는 이제 어머니에 대한 근친상간의 권리를 포기한다.
이 지점에서 이제 도달할 수 없는, 완전히 충족 불가능한 욕망이 대두된다.
이 불가능한 욕망은 아버지에 의해 계속 차단된다. 그러면서 아이는 아버지
를 닮음으로써, 사회화된 주체, 기성 질서가 요구하는 주체로 탄생하려 한
다. 이것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작용 메커니즘이다. 그러므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겪는다는 것은 사회화 된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럼으로써 이
제 초자아를 내면에 새기게 된다. 저항하는 주체와 사회화 하는 규범적 힘
으로서의 주체가 맞부딪히는 현장, 그것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겪는 내
면의 풍경이다. 그럼에도 아이는 흔적으로서, 그러나 매우 짙은 흔적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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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상간의 욕망을 포기하지 않는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깊숙한 곳 어디
엔가 불가능한 쾌락을 동경하는 욕망이 은닉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주지
하듯, 이제 더 이상 충족될 수 없는 불가능한 욕망의 쾌락이다. 이것을 누린
다면, 그것이 곧 향락이다. 원초적인 불만, 채워질 수 없는 공백을 메우는
유일한 통로인 이 향락과 욕망을 남근(팔루스-Phallus)으로 정신분석학에서
는 규정한다.28) 그것은 상징적 질서도 또한 욕망하는 기표이다. 상징적 질서
에는 늘 공백과 결여가 존재한다. 왜냐하면, 자연의 규준성이 상징적 질서,
대타자의 완전한 포섭 전략을 늘 실패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징적
질서는 늘 결여되어 있고, 이 결여를 메우려는 운동을 항상적으로 반복한다.
상징적 질서는 이 팔루스를 막아야 하고 잡아야 한다.
주체 또한, 이 상징적 질서가 막으려는 팔루스를 욕망한다. 주체의 욕망이
상징적 질서가 욕망하는 것을 욕망하게 되는 이유이다. 상징적 질서가 팔루
스를 상징적 질서 안으로 포섭하며 동일시와 사회화의 원리에 따라 각 주체
들을 길들이려 한다면, 주체는 그러한 팔루스에 닿으려 하면서 상징적 질서
가 욕망하는 것을 욕망한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다시 말하자면, 그것에서
규범은 늘 포섭하지 못하는 결여와 대면해야 한다. 상징적 질서는 이 규범
속의 결여를 욕망하면서, 결여로써 자신의 운동을 시작하며, 오이디푸스 콤
플렉스를 통과하는 주체 또한, 그러한 표준적 주체로 태어나려 한다는 점에
서 동시에 그 결여를 욕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지점이 정신분석학
에서 매우 중요한 장면이다.

프로이트의 유아론에 따르면, 인간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성공적으
로 통과함으로써 異性을 성적 파트너로, 생식기를 성감대로 갖게 된
다. 이 지점에서 정신분석이 갖는 계보학적 함축이 다시 드러난다. 왜
냐하면 ‘정상적 주체(반대 성을 대상으로, 생식기로 성적 쾌락을 느끼
는 사람)는 자연적 주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상과 비정상의 구별은
28) 김상환 (2003). 화폐 , 언어, 무의식 -탈근대의 범례들-. 철학사상, 16(4). p. 664. 이
하에서의 인용은 쪽수만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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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만드는 구조(욕망의 주체, 욕망과 동일시의 대
상, 욕망의 금지자) 안에서 주체가 자리하는 위치, 그러나 얼마든지 달
라질 수 있는 위치들 사이의 차이에서 성립한다. 정상적 주체는 표준
화된 질서가 요구하는 위치, 제도적 질서가 유도하는 위치에 서 있을
뿐이다.(665)

정상적 주체가 자연적 주체가 아니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우선, 그것은
정상적 주체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만드는 변주 속에서 주체가 자리하는
위치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푸코가 말하듯, 정상/비정상의
경계는 인위적인 것이고, 정상 자체가 정상적일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는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정상성은 특정한 시대의 지식과 권력의 요구에 의해
일정한 기간에만 성립하는 가변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자연적 주체의 의미
는 무엇일까. 아직,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통과하지 못한 주체를 말하는 것
인가. 아니면, 주체로 호명되기 이전의 주체, 즉 후기 라캉주의를 통해, 지젝
이

말하듯,

‘ 불가능한

실재의

응답’으로서의

‘ 주체’를

말하는

것인가

(Zizek, 1989). 자연적 주체를 쉽게 정의하기는 곤란하지만, 적어도 자연적
주체가 규범에 의해 주조되는 인위적 주체, 사회적 규범의 힘에 의해 법적
대리인으로 군림하는 아버지와 동일시되려는 주체는 아닌 것 같다. 그것은,
오히려 행위자로서, 지배적인 규범의 힘에 전적으로 따르지 않는 탈주적 힘
을 가진 주체를 말하는 것이다. 지배적 질서의 담론이나 규범적 질서가 압
력을 행사하지만, 그것에 변형되면서도, 구겨짐의 그 지점에서 튀어나오는,
무언가 늘 잉여로 존재하는 그런 것 말이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무엇보다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통과하기 이전의 자연적 본성을 갖
는 존재에 내재된 카오스적 힘으로 이해해도 무방할 듯싶다. 라캉도 강조하
듯, 규범적 질서는 그것이 완전하게 사회를 통할하지 못한다. 이 신체 내부
의 카오스적 에너지와 그 흐름을 전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사회적 질서와
규범은 유례가 없었고, 있을 수도 없다. 팔루스가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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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스에게서 소외가 급속한 기계 산업화 속에서 물화되는 인간의 처지를
규정하는 개념이었다면, 라캉의 정신분석학에서 다루는 소외는 상징적 질서
로의 편입, 표준적 주체로 변모하는 단계를 밟아나가는 주체의 자연성의 탈
각을 일컫는다. 그런데, 이렇게 법적 대리인으로서의 아버지의 명령에 복종
하는 주체로 거듭나는 과정과 동시에, 그 반작용도 발생한다. 그것이 바로
분리이다. 상징적 질서가 전적으로 포섭할 수 없는 개인의 내적 자연이 있
다는 것은 여전히 사회화된 주체이면서, 무의식적인 주체가 동시에 주체의
내면 속에 자리하고 있음을 우리가 상상하게 한다. 게다가 오이디푸스 콤플
렉스를 통과하더라도 잉여로 남게 되는 자연적 에너지는 늘 지배 질서의 균
열을 부추긴다. 그러므로 상징적 질서는 공략에 늘 실패하고 마는데, 이것이
상징적 질서 내 공백이다. 그리고 이것을 라캉은 ‘ 대상 a(objet a)’라고 부
른다. 상징적 질서가 잡고 싶으나 잡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대
상 a인 것이다. 이것 역시 분리의 일종이다. 그리고 이것은 유동하는 대상이
다. 대타자-상징적 질서는 실재의 침입에 늘 노출되어 있고, 그 대타자의 질
서 안에서의 주체 역시 실재와 마주치게 되는데, 실재가 생산하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때, 유동하는 이 대상 a 는 주체가 스스로 실재와 관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매개체이다.(666) 이 대상은 그러므로, 주체의 욕망의
원인이되, 리비도의 생산기지이다. 주체는 이 대상 앞에서 어떤 환상 운동을
시작한다.29)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로 인해 소외되고, 그러다가도 규범적 질서로부터 분
리되면서 어떤 분열적, 비정상적, 자연적 주체로 되는 경향 속에서 상징적
질서가 다시 침입할 때 주체는 분열하며 환상에 빠진다. 이 환상은 그러므
로, 상징적 질서와 주체의 경합 공간이자, 주체가 스스로의 욕망 운동에 의
해 다른 주체와 개별화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소외가 사회화로 인
29) 한편으로 이 대상 a는 환상 운동이 최종적으로 향하는 대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환상 운동이란 주체가 욕망을 채우기 위해 상징계로부터 벗어나고자 끊
임없이 실재계로 다가가는 과정에서 계속 소환해야 할 장치로, 희미한 실재로 기
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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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라면, 분리는 사회화에 대한 거부로 발생한다. 이 분리를 통해, 그리
고 환상을 통해 상징적 질서는 개인에게 저마다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환
상은 그러므로 주체, 상징적 질서, 실재가 경합하는 과정이자, 주체가 자기
욕망의 확인을 통해 이를 상징적 질서에 투영함으로써 새로운 상징적 질서
를 구축하려는 과정이다.
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생명체의 탄생과 그 운동은 무의식적
이고, 자연적이며, 카오스적이다. 인간 질서, 규범은 이것을 의식적이고, 문
화적이며, 코스모스적으로 전환시키려는 시도이다. 도덕의 원리는 바로 자연
적 질서에서 문화적 질서로 인간을 이행시키는 게 핵심이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은 상징적 질서를 주체의 내부에 심어 놓는 것이다. 그러나, 라캉이 지
적했듯, 이것은 늘 성공적으로 완수되지 못한다. 자연성을 전일적으로 포괄
할 수 있는 규범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주체와 상징
질서의 복합적인 협력과 대결, 포섭과 회피, 인정과 반목으로 점철되어 있
다. 포박과 탈주의 과정의 연속인 것이다. 다시, 프로이트에게서 그 과정을
복기해보자.

나는 첫 번째 조직이 단독으로 허락하는 심리적 과정을 <일차 과정>,
그리고 두 번째 조직이 저지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과정을 <이
차 과정>이라 부르고자 한다. 또 다른 관점에서 나는 두 번째 조직이
어떤 목적을 위해 일차 과정을 수정해야 하는 지도 보여주고 있다. 일
차 과정은 그런 식으로 축적된 흥분에 의해서 <지각 동일성>을 만들
어 내기 위해 흥분을 방출하려고 노력한다. 이차 과정은 이러한 의도
를 포기하는 대신, <사고 동일성>을 목표로 하는 다른 의도를 채택한
다.30)

정신 기관의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중대한 기능 중의 하나는 그것에
30) Freud, S. (1900). The Interpretation of Dreams. 김석희 (역 ) (2016). 꿈의 해석 . 서울 :
열린책들. pp. 692-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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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딪치는 본능 충동을 <묶고> 그 속에서 지배적인 1차 과정을 2차 과
정으로 대치시키는 것이며, 본능 충동의 자유분방하고 유동적이며 리
비도 집중된 에너지를 주로 정지된(강세적) 리비도 집중으로 바꿔 놓
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발견했다.31)

앞서 다룬 프로이트의 이론을 정리해보자. 프로이트는 무의식의 운동과
의식의 운동을 구분하면서, 무의식의 운동을 1차적 과정으로, 의식의 운동을
2차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1차 과정은 지각적 동일성을 추구하는
운동으로, 2차 과정은 사고의 동일성을 추구하는 과정으로 규정한다. 1차 과
정이 인간의 자연적 기질에 의해서 생성된 에너지를 분출하는 원초적 감정
을 만족시키는 과정이라면, 2차 과정은 방출되는 에너지를 특정한 길로 안
내하여 해소시키려는 합리적인 과정인 것이다. 그래서, 1차 과정이 카오스라
면, 2차 과정은 코스모스이다. 2차 과정은 1차 과정을 관리하려는 운동이다.
그리고 이 운동이 원활하면 1차 과정과 2차 과정은 선순환을 그릴 테지만,
그렇지 않고 2차 과정이 과도하게 억압을 하거나 1차 과정의 운동에 대한
간섭을 성공적으로 하지 못할 경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프로이트는 쾌락 충동, 1차 과정, 지각적 동일성의 추구 과정을 『쾌락 원칙
을 넘어서』에서 더욱 파고든다. “정신생활 및 신경 생활 전반의 지배적인
경향은 자극에서 비롯된 내적 긴장을 줄이거나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
혹은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다(이것이 바바라 로Barbara Low의 용어를 빌리
자면 열반과정Nirwanaprinzip이다). 이러한 경향은 쾌락 원칙 속에서 발견된
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죽음 본능의 존재를 믿는 가장
강력한 이유 중의 하나”(프로이트: 333)라는 입장을 밝힌다. 그렇다면, 쾌락
원칙은 무기질로 돌아가려는 죽음 충동을 위해 작동하는 원칙일 수 있다.
생명체의 원초적 욕망과 그 운동을 만족시키기 위해 추구하는 쾌락이 삶
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충동이 작동하는 원리로 정향되어 있다는 것은 언뜻
31) Freud, S. (1920). Beyond the Pleasure Principle. 박찬부( 역). 쾌락 원칙을 넘어서.
2016. 서울 : 열린책들 . p.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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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적으로 상당한 모순을 보인다. 그러나, 인지과학이나 신경생리학에서 밝
히고 있듯,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 쾌/ 불쾌의 감각의 진자 운동 속에서 일
정한 균형을 맞추려는 고도의 노력의 과정의 산물인 점을 감안할 때, 프로
이트의 죽음충동을 통한 생명체의 무기질로 회귀하려는 속성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가설은, ‘죽음충동’ 이라는 충격적인 가설을 삶 자체에 대한 부
정으로 독해하는 것보다는, 생명체가 절대적인 안정적 균형점에 도달하려는
운동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리고 이 안정적 균형점을 향한
운동이 쾌락원칙에 기반해 있다는 것 또한 주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
엇보다 이러한 무의식적 충동과 쾌락에의 충동이 이성적, 합리적 계산에 근
거한 것이 아니라, 본능적인 생명 운동의 본질에 기인한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김상환, 2003). 이러한 해석으로 프로이트의 쾌락원칙과 죽음충
동의 관계를 설정한다면, 쾌락원칙, 1차 과정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오히려
상당히 중요해지며, 문제의 관건이 된다.32) 이러한 해명에 더해, 라캉이 말
한, 대상 a와 환상의 운동이 생명체의 본성과 내적 자연과 맺고 있는 관계
를 평가하는 것 또한 자연적 본성과 윤리가 맺는 이상적인 관계를 올바로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32) 그런데, 라캉에게서 쾌락원칙은 상상계와 마주치는 주체가 욕망의 추구를 주저하
고 현실과 타협하는 보수적인 원칙으로 나타난다 . 쾌락원칙은 주체에게 상징계의
질서를 뛰어 넘는 욕망을 제어하도록 일종의 방어선을 구축한다 . 이 선을 넘으면
주체는 실재계를 마주치게 되는데 , 이것은 현실의 보수적 경계선을 넘어서게 되는
길로 들어서게 됨으로써 주체에게 쾌락 이상의 고통을 주게 된다 . 이것이 바로 죽
음충동인 것이다 . 따라서 이 선을 넘은 욕망의 추구가 동반하는 쾌락은 고통스러
운 쾌락이며, 최종적으로 죽음과의 대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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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스피노자에서 감정의 역할

자신의 존재를 지키기 위해 항상성을 유지하고 조절하는 것은 모든 생명
체들에게 있어 존립의 관건이다. 스피노자는 인간의 감정을 기쁨, 슬픔, 욕
망이라는 세 개의 가장 기본적인 범주로 구분하고 모든 인간의 감정은 이로
부터 분화되어 작용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 원리에 따라 존재를 기쁨의
상태에 머무르게 하면서 욕망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 생명력을 지속시키는
데 중요하다. 또한, 인간 인식의 한계이자 장점이기도 한 상상과 외부적 힘
인 이데올로기에 대항하여 존재가 항시 기쁨의 감정을 갖도록 하려는 노력
은 중요하다. 이는 생명체에 본성으로 내재된 코나투스(conatus) 를 증대시키
기 위해 스스로 기쁨을 산출하려는 활동을 벌일 때 성공할 수 있음을 이하
에서 밝힌다.

1. 감정과 이성의 관계 설정
가 . 도덕적 판단에서 감정과 이성
감정과 이성의 관계를 설정한다는 것은, 윤리학 내지는 사회철학에서 인
간의 행위에 관한 논쟁적 지점 중 하나인 인간 존재에 관한 입장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와 관련이 있다. 인간이란 이성적 존재인가, 감정적 존재인가.
이것은 칸트의 실천철학에 대한 헤겔의 전면적인 비판 이후 그것을 줄기삼
아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윤리적, 정치적, 사회적 실천에 관한 논쟁-주로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논쟁-에 담긴 기본적인 인간 이해에 관한 관점을 살
펴볼 필요성을 제기하는 질문이다.33)
33)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논쟁에 관한 글로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대립 논변
중 특히 롤즈(Rawls)에 대한 샌델 (Sandel)의 비판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롤즈의 반
박을 소개하는 박정순 (1993)의 글 , 두 이념의 배경과 주요 논리를 정리하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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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듯, 근대사회의 출현 이후 신학적 질서에서 인간적 질서로의 이행
에서 제기된 가장 큰 문제는 인간 행위의 근본 원리를 어떻게 정초할 것이
냐의 문제였다(황경식, 2012). 진선미(眞善美) 의 강고한 통합적 질서의 와해
와 목적론적 윤리설의 해체 속에서 인간의 행위 규범과 실천 원리로서의 선
(善) 의 문제를 시급히 정초하고 새롭게 제시하는 일이 중대한 문제로 떠오르
게 된 것이다. 더 이상 통합적 규범을 제시하지 못하는 시대에 자유를 얻고
개인으로 방출된 시민들, 인간적 삶의 규범적, 실천적 원리가 갈급한 시민사
회 구성원들의 행위 원리를 사회해체의 방지라는 입장에서 바라보고 정리하
려 한 칸트는, 이를 윤리적 행위의 보편성과 필연성을 가능케 할 실천이성
의 본질을 규정함으로써 돌파하려 한다(황경식, 2012).
곧, 도덕율이 근대인에게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 이성의 사실’ 로서 담지
되어 있다는 전략으로 칸트는 신에게서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 도덕율의 문
제를 해결하려 한다. 이것이 곧, “너의 행위의 준칙이 항상 보편적 행위의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행위하라”는 정언명법이 된다. 이 정언명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본성을 필
요로 한다. 보편타당할 수 있는 행위는 이성에 의해 검토되어 나온 판단, 타
인의 입장에서도 일반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판단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는 황경식(1995) 의 글, 자유주의 기획에 대한 총체적 비판을 일정 부분 성공적
으로 수행하고 있는 매킨타이어 (M acIntyre)의 주장을 소개하고 한편으로 공동체주
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이진우 (1998)의 글 , 공동체주의에 관한 논박을 통해
새로운 정치철학적 논의를 이끌어내고 있는 윤평중 (1998)의 글 , 서구에서의 자유
주의와 공동체주의 논쟁을 집약적으로 정리하여 보여주는 Etzioni , ed(1998) 등의
글을 참고할 것. 또한 , 비판적 사회이론을 구축하고 제시하는 프랑크푸르트 학파
3 세대를 이끌고 있는 호네트 (Honneth. A)의 『 인정투쟁』 , 『정의의 타자』 등은
법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도덕적 지평에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 칸트와 헤
겔의 대립된 논변 -특히, 『 인정투쟁 』에서는 헤겔 재해석을 통해 자아의 발달, 공
동체의 구성 방식 등에 관해 자유 , 정의의 문제를 헤겔적 방식으로 포섭하면서 설
명하고 있다 -이 어떤 식으로 확장되어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 자유와
정의, 평등 , 사회적 인정, 정치사회적, 사회경제적 운동 등에 관한 확장된 이해와
시야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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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칸트를 계승하는 자유주의 진영에 대한 공동체주의의 비판, 또는 의
무 윤리를 대체하려 하는 덕 윤리학적 접근의 핵심적 논변에서 보여지듯,
이러한 인간 행위 원리의 실천적 관점에서의 정초는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특히, 칸트의 의무윤리는 물론 결과주의로서의 공리주의가 도덕적 실천의
문제에서 도덕적 판단을 공평성의 잣대로만 이해하려 하는 점은, 헤겔이 도
덕적 행위에서의 인간 감정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는 걸 칸트 비판을 통해
보여주듯이, 인간에 관한 이해에 있어서 합리적 이성적 판단에 기댄 의무주
의 윤리가 큰 결함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플라톤의 대화편 『유티프론』에서는 자기 부모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
에게와 마찬가지로 동등한 규칙을 공평하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유티프론』의 주제는 경신(敬神)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지만, 이 책의 첫머리에서, 법정 앞에서 만난 두 주인공 유티프론
(Euthyphron)과 소크라테스는 각자 자기가 왜 법정에 오게 되었는지
를 이야기 한다. 소크라테스는 멜레토스로부터 고소를 당해서 피고소
인 자격으로 법정에 온 반면에, 청년 유티프론은 누군가를 고소하기
위해서 법정에 온 것이다. 유티프론이 고소하려고 하는 상대가 누구인
지를 묻자 유티프론은 그것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대답한다. 그 당시의
사회적 관습으로 볼 때는 자신의 아버지를 고소한다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에, 유티프론의 이 대답에 소크라테스는 적지 않게
놀란다. 그렇다면 유티프론의 아버지가 지은 죄가 무엇이기에 아들 유
티프론이 아버지를 고소하러 왔을까? 이 물음에 대해서 유티프론은,
아버지가 살인을 했다고 대답한다. 그 대답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반응
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자네 아버지가 죽인 사람이 자네 가족이나
친척이겠지? 설마 자네 아버지가 자네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을 죽
였는데 자네가 자네 아버지를 고발하러 오지는 않았을 것이니까.” 소
크라테스의 이 말에 대한 유티프론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소크라테
스님, 참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군요. 당신은 마치 그 희생자가 가족인
가, 아니면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무언가가 달라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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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처럼 말씀하시는군요. 그러나 우리가 따져야 할 것은, 살인을 한 그
사람의 그 행위가 옳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하는 것뿐이지 않습니
까? 만일에 그가 옳다면 풀려날 것이고, 옳지 않다면 그 살인자가 누
구이든지, 설령 당신과 한솥밥을 먹는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처벌해야
마땅한 것이지요”(최병태, 2005: 48-49)

이 글은 도덕적 판단과 행위의 원리에 관한 명확히 대립된 두 논변을 간
결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일화에서 도덕적 판단에 있어 이성주의자로 상징
되는 유티프론과 –적어도 여기서만큼은-비합리주의자로 상징되는 소크라테
스가 그것이다. 유티프론에게 있어 아버지는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자신
을 세상에 있게 한 존재이다. 강력한 가부장적 질서가 자리 잡은 당대에 아
버지는 권력의 상징이자, 가정에서 식솔들에게 온갖 보살핌을 베푸는 자이
다. 그런 점에서 유티프론에게 아버지는 어느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일 것이
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가 살인을 했다는 이유로 법정에 그의 아버지를 고
소하러 찾아왔다. 이때 소크라테스가 묻는다. 아버지가 가족이나 친척을 죽
였느냐고. 유티프론은 이에 의아해 하면서 단호하게 반문한다. 사람의 행위
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한솥밥을 먹는 가족이더라도 객관적 입장에서 봐
야한다고 그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유티프론의 도덕적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이성적, 합리적 판단은 누군가
살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그가 신고자와 어떤 관계가 있건 간에 신고를 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시한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유티프론의 아버지가
가족이나 친척을 살해했을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소
크라테스에게는 아버지를 고발할 수 있는 건 아버지가 남이 아닌 가족이나
친척을 살해했을 때 가능한 일이다. 소크라테스에게는 가족의 사랑으로 이
해되는 사적 감정이 합리적 이성보다 앞서 도덕적, 인륜적 판단의 기초를
이룬다. 그래서 유티프론이 그의 아버지를 살인죄로 고소하러 법정에 왔을
때, 유티프론에게 그가 아버지와 동등한 사랑의 감정 이입이 될 친척이나
가족을 아버지가 죽인 것이냐고 묻는 것이다. 길을 가다가 범죄현장을 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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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생면부지의 가해자를 신고하는 것과 자신과 평소 알고 지내던, 특히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가족의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지 않겠냐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물음의 의미였던 것이다.
이에 대한 우리의 답, 우리의 현실에서의 상식적 판단은 유티프론의 이성
주의적 도덕적 정당화 방식에 의문을 품게 하지만, 사실 근대의 인간 행위
의 도덕적 정초는 이런 방식을 계속 따랐다. 그러나 소크라테스의 주장은
이러한 도덕적 정당화 방식이 비현실적임을 드러내고 있다. 근대의 가장 빼
어난 발견이자 자부심이었던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주체가 보편적 사고 속에
서 도덕적 행위 원리를 스스로 정립하여 불편부당한 사고, 판단,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그 논리적 정당화와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비
현실적임을 사례는 보여주고 있다.

나 . 스피노자에서 욕망과 감정
윤리학에서 감정보다 이성 우위의 인간상을 지지하는 입장이 갖는 문제의
핵심을 건드리고 있는 주장의 전범인 헤겔의 칸트 비판보다 훨씬 그 이전
이미 ‘인간 본성 모델’ 에 입각하여 이를 비판한 이는 스피노자이다. 스피
노자의 인간 본성에 관한 통찰이 지시하는 바는 무척 강렬하면서도 명확하
기에 인간 본성에 관한 우리의 이해와 상식을 비판적으로 살펴보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스피노자는 인간본성에 대한 탐구를 통해 이성 중심적 주체라
는 관점에 의문을 제기한다. 스피노자는 고대 그리스의 목적론적 철학 전통,
그리고 고대 그리스의 덕윤리가 와해된 상황에서 중세 이후 근대까지 연결
되는 주의주의적 전통34) 에 대한 비판적 기획을 통해, 그리고 한편으로는 전
통적인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부터 늘 전제했던 ‘ 이성적 인간’ 이라는 형이
상학적 인간 기본 모델에 관한 가정을 회의한다. 물론 그러면서도 스피노자
는 이성의 인도에 의해 부적절한 감정을 통제하면서 유덕한 인간으로 우리
34) 주의주의란 일종의 인간의 심리와 행위에 있어 의지의 작용이 중요하다는 입장
으로서 , 이성을 우위에 두고 있는 주지주의와 대립되는 견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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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경로를 보여준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스피노자
역시 이성에 의한 감정의 적절한 다스림을 최종 목적으로 지향해야 함을 역
설하는 주지주의 계열에 서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스피노자 철학의 방점은,
감정의 이해를 통한 이성에 의한 자기 지배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존재역
량으로서의 욕망과 감정에 관한 탐구에 찍힌다.
특히, 그의 윤리학과 정치학을 관통하는 핵심 개념인 코나투스(conatus),
즉 생명체의 행복한 삶을 의도하는 욕망으로 이해되는 이 존재역량은 신체
를 이해하는 데 관건적 개념이 된다(Spinoza, 1677). 이 코나투스는 일종의
자기 보존의 욕망이다. 모든 생명체가 생명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항상성
(homeostasis) 을 갖는데 이것은 자기회복력, 자기 보존의 토대이다. 그런데,
이 자기 보존은 기쁨의 감정을 통해서 유지, 증진된다. 상식적으로, 슬픔과
괴로움이 지배하는 가운데 자기 보존을 유지할 수 있는 생명체는 그 어디에
도 존재하지 않는다. 스피노자는 이 부분에 주목한다. 이는 이성 작동 이전
의 생명체 자체의 삶의 욕동과 같은 것이다. 이성적 인간 모델을 지지하는
철학자들, 주의주의 철학자들의 결정적 잘못은 그들이 이런 ‘ 있는 그대로
의 인간’을 탐구하지 않고, 자기들이 이상적으로 설정하는 이상적 모델인
이성적 인간상을 그려 놓고 여기에 현실적 인간을 맞춰서 윤리학을 구성하
려 했다는 것이다. 이데아라는 초실재계의 모델을 따라 현실의 인간을 여기
에 꿰 맞추려하는 욕망, 이것은 철학자들의 프로크루스테스적 폭력에 다름
아니다. 물리적 생명체가 갖고 있는, 문화적 코드화가 되기 이전의 몸이 갖
고 있는 이 욕망에 주목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이성적 인간 모델을 지고지순
의 가치로 이해하게 된다.
스피노자는 고대 그리스의 목적론, 중세 신학적 인간관, 데카르트의 ‘사
유하는 인간’ 개념 역시 동일하게 ‘감정에 대한 이성의 절대적 지배’라
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목적론이든,
의지론이든 동일한 귀결에 이르고 만다는 주장을 제시한다( 박기순, 2013).

실제로 철학자들은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그들이 그랬으면 바라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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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사유한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종종 윤리학이라는 이름으로 풍자
(satira)를 썼고, 쓸모가 있는 정치론이 아니라 몽상(chimaera)으로 여
겨지는 정치론, 어떤 것도 필요치 않는 황금시대의 시인들의 섬, 즉
유토피아에서나 성립 가능한 정치론을 사유하였다(Spinoza, 2005, TP,
Ⅰ, 1: 박기순, 2013 84에서 재인용)

따라서 “참된 윤리학과 정치론의 구성”은 무엇보다도 무릇 ‘인간이 그
랬으면 한다’는 소망으로, ‘ 인간은 원래 이러이러 해야 된다’는 당위로
실현될 수 없는 유토피아적 인간상을 그리는 데서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욕망하는, 삶의 존재역량을 기쁨의 감정에서 찾는, ‘있는 그대로
의 인간’ 에게서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참된 윤리학이 가
능하기 위한 근거는 다름 아닌 인간 존재에 대한 재규정을 필요로 한다. 이
것이 바로 스피노자, 그리고 스피노자적 관점에서 도덕을 이해하고 있는 니
체, 그리고 이후 철학자들의 인간 이해에 담긴 의미이기도 하다.35)
실제로 이러한 스피노자의 주장은 의미심장하다 할 수 있다. 기실 자유주
의와 공동체주의 논쟁, 칸트와 헤겔의 대립에서 반복되는 것 역시 인간 본
성에 관한 전제의 상반됨으로부터 비롯되는 측면 또한 간과할 수 없기 때문
이다. 앞서 지적했듯, 인간 본성에 관한 이해가 달라지면, 윤리학에 관한 입
장, 그리고 실천학으로서의 윤리학이 갖는 의미 또한 상당 부분 달라지게
된다. 감정이 먼저이고, 이성이 나중이라는 사상적 전회, 우리는 체육교육의
입장에서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
서 스피노자의 『에티카』에서 전개된 감정36)에 대한 그의 이론을 살펴본
35) 니체는 자연적 본성과 달리 이성적 존재로 규정 되고 추락한 인간의 도덕적 위
선을 다음과 같이 고발한다 . “그들에게는 이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헤쳐 나가게
이끌어 줄 옛 안내인, 규율하며 자신도 모르게 안전하게 이끌어 줄 본능이 더 이
상 없었다. 이 불행한 인간인 그들은 단지 사유, 추리, 예측하고, 원인과 결과를
결합하는 존재로 쪼그라들었고 , 그들의 가련하기 짝이 없고 걸핏하면 잘못을 범하
기 쉬운 ‘기관’인 그들의 의식에만 의지하게 되었던 것이다!”(Nietzsche. 1887: 111)
36) 본 논문에서 말하는 감정은 사태나 사건에 관한 언어적 표상 또는 합리적인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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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스피노자는 코나투스, 즉 생명의 자기 보존 역량과 노력을 윤리적 행위로
연결되는 인간의 본질로 이해함을 살펴보았다. 이로부터 논의를 시작해보자.

항상성 절차의 총합은 매 순간마다 우리 신체의 모든 세포 안에서 우
리의 생명을 통치한다. 이 통치는 간단한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다. 첫
째, 한 생물 개체의 환경-내부 환경이든 외부 환경이든-에서 무엇인가
가 변화한다. 둘째, 이러한 변화는 생물의 삶의 경로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그것은 생물의 본래 상태를 깨뜨리려
는 위협일 수도 있고, 생물의 향상 가능성일 수도 있다.) 셋째, 생물은
그 변화를 감지하고 그에 따라 자기 보존 및 효율적 기능에 가장 이
로운 상황을 만들기 위해 활동한다. 모든 반응이 이러한 과정에 따라
일어나며, 그 결과 생명체가 처한 내부 및 외부의 환경을 가늠
(appraise)하여 그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는 수단이다. 그들은 문제점
이나 기회를 감지하고, 활동을 통해 문제점을 제거하거나 기회를 향해
다가간다. ...... 비록 가늠하는 절차 및 반응의 복잡한 정도는 진화 과
정에서 그와 같은 정서를 형성해 온 각각의 반응과 비교할 때 크게
증가하지만 말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절된 생명의 상태에 도달하
고자 하는 끊임없는 시도는 우리 존재의 심오하고도 결정적인 부분인
것이 분명하다. 실제로 이것은 각 존재가 자신을 보존하기 위하여 기
울이는 가차 없는 노력(코나투스, conatus)에 대해 묘사할 때 스피노
자가 직관한 우리 존재의 첫 번째 현실이다. ...... 코나투스는 위험과
가능성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존해 나가고자 하는 원동력과 수많은

단에 근거한 이성과는 다른 , 외부 자극에 의해 형성되는 신체적 변화에 기인한
몸의 변화를 나타내는 현상에 관한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즉 , 무의식,
감각, 지각 , 감성, 감응 , 느낌, 정서 등의 이성과 대립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통용
되는 개념들을 세분화 하여 채택 , 사용하기 보다, 감정을 이들을 포괄적으로 대리
하는 것으로 사용하고자 하며, 단 , 의미 전달의 정확성이 필요할 시 이들을 구분
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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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 부분들을 하나로 유지시켜 주는 수많은 자기 보존 활동을 모
두 포함한다. 생명체가 성장하고, 각 부분을 구성하는 물질이 새로워
지고, 나이를 먹음에 따라서 생명체의 몸은 변형(transform)을 겪게
되지만, 코나투스는 그 생명체를 계속해서 동일한 개체로 유지시켜 주
고 동일한 구조적 설계를 존중한다.37)

스피노자의 『에티카』에 대한 가장 뛰어난 과학적, 의학적 해설서라고
할 수 있는 다마지오의 『스피노자의 뇌』에서는 이처럼 코나투스를 생명체
의 항상성과 관련시켜 설명하고 있다. 항상성의 작용은 우리 몸을 자율적
생명력으로 통치하는 과정이다. 우리 몸은 내부와 외부의 자극에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이 자극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곧 생명력의 확장과 축소의
갈림길에 우리를 늘 위치시킨다. 이 지점에서 코나투스는 생명력의 보전과
증진에 정향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즈음에서 스피노자가 생각하는 윤리
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 단서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것은 생명체의 자기 보
존 역량의 증진, 즉 코나투스의 강화이다. 도덕이 정치적 동물로서 인간의
공동체적 삶을 보전해주는 행위의 원리라면, 그럼으로써 그를 통해 한 개인
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면, 스피노자는 그것이 실현
될 수 있는 기반을 인간의 보다 심원한 존재론적 지점에서 끌어낸다. 공동
체적 존재로서 인간에게 도덕의 원리가 작동을 한다면, 인간은 자신의 존재
역량을 상향시키는 방향에 도덕적 행위 역량을 정위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
것은 코나투스로부터 발원한다. 그러한 이유로, 스피노자는 코나투스가 인간
의 본질 그 자체라고 말한다.

각각의 사물이 자신의 존재를 끈질기게 지속하려는 노력〔코나투스
(conatus)〕은 그 사물의 현실적 본질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38)

37) Damasio, A. (2003). Looking for spinoza : joy sorrow and the feeling brain. 임지원
(역 ) (2012). 스피노자의 뇌. 서울 : 사이언스 북스. pp. 47-48.
38) Spinoza, B. (1677). Ethica. 황태연(역 ) (2014). 에티카. 전주: 비홍 . Ⅲ 부 정리 7,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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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물의 주어진 본질에서 어떤 일들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제1부
정리 36에 의해). 그리고 사물은 자신의 결정된 본성으로부터 필연적
으로 나오는 것 이외의 다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제1부 정리 29
에 의해). 그러므로 각 사물이 홀로 또는 다른 것들과 함께 활동하는,
또는 활동하려고 애쓰는 능력이나 노력, 즉 (정리 6에 의해) 각 사물
이 자신의 존재를 끈질기게 지속하려고 애쓰는 능력이나 노력〔코나투
스〕은 그 사물의 주어진 혹은 현실적인 본질일 뿐이다.(E. Ⅲ부. 정리
7. 증명)

다마지오는 그의 책에서 이 코나투스가 생명체들의 운동을 추동하는 힘이
라는 점을 강조한다. 인간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스피노자는 이 코나투스가
바로 욕망이라고 말한다.

이 노력〔코나투스〕이 정신에만 관계되어 있을 때는 의지라고 불리지
만, 그것이 정신과 신체에 동시에 관계되어 있을 때는 충동이라고 불
린다.39) 그러므로 충동은 인간의 본질 자체일 뿐이며, 그것의 본성으
로부터 필연적으로 인간의 보존에 기여하는 것들이 나온다. 따라서 인
간은 그러한 것들을 행하도록 결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충동과 욕망
의 차이라면, 욕망은 보통 자신의 충동을 의식하고 있는 한에 있어서
168. 이하의 인용에서는 ( )안에 약호로 처리.
39) 본 논문에서 인용하는 『에티카 』의 역자인 황태연은 코나투스가 “정신과 신체
에 동시에 관계 ”되면 “충동 ”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 이와는 달리 내들러는 정신과
신체에 관계되는 코나투스를 충동이 아닌, 욕구 , 즉 appetite로 번역하고 있는데 ,
에티카에서 impulse로 번역되는 단어가 있으며, 이것이 일반적으로 충동인 점을
감안하면, 신체에만 코나투스가 관계되어 있을 때 충동으로 번역하는 입장을 취하
는 내들러의 견해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구분은 , Nadler, S. (2006).
Spinoza’s Ethics: An Introduction. 이혁주(역 ) (2014). 에티카를 읽는다 . 서울 : 그린
비 ; 심광현 (2015). 욕망의 생태학과 주체화 양식 구성을 위한 시론. 현대사상(15),
대구대학교 현대사상연구소 , 89-170 등을 참고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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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간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뿐이다. 따라서 욕망은 충동에 대한 의
식을 수반하는 충동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상의 모든 것으
로부터 명백해지는 것은 이러하다. 즉 우리는 어떤 것을 선이라고 판
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향하여 노력하고, 원하고, 추구하고, 욕구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어떤 것을 지행하여 노력하고, 원하고, 추
구하고, 욕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선이라고 판단한다.(E. 정리 9. 주석)

스피노자는 코나투스가 정신에만 관계되면 의지로, 정신과 신체에 동시에
관계되어 있을 때는 욕구로 규정한다. 욕망이 욕구를 의식하는 한에서 인간
에 관련되어 있다고 본 스피노자의 견해에 비춰볼 때, 충동은 정신에 의해
의식되지 않는 영역으로서 신체의 코나투스로 이해해도 무방할 듯싶다.(심광
현, 2015: 125) 중요한 것은, 코나투스가 인간의 본질이며, 그것의 구성 요소
로서 욕구, 의지, 욕망, 충동 등이 포함될 수 있다면, 욕망 역시 인간의 본질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욕구가 정신과 신체에 동시에 관계된 것이
고, 욕망이 의식된 욕구라면, 욕망은 정신과 신체에 두루 걸쳐 있는 코나투
스이다. 그렇다면, 욕망 또한 중요하게 인간 본질 그 자체라고 정의될 수 있
다. 그렇다면, 코나투스의 증진을 위해서는 욕망과 관련된 신체와 정신의 욕
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신체와 정신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그런데, 신체와 정신의 욕구의 공백을 확인하고 그것을
채워주는 것은 무한정 가능할 일일까. 자본주의 시스템은 이 무한한 결여를
생산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상품으로써 가능하다고 선전하는 체제
이다. 그리고 끊임없이 결여를 생산하고 그를 대체하는 운동을 상품 생산과
상품 소비라는 악순환 속에 위치시키며 반복적으로 결여를 재생산한다. 이
처럼 자본주의에서 욕구가 갈망하는 것을 채운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신
중하게 접근돼야 한다. 인간은 자율적 이성에 의해 욕구를 조절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은 앞서 살펴보았다. 사회적, 역사적 장 속에서 인간의
욕구는 왜곡되기 쉽다. 욕망이 의식된 욕구라면, 인식론적으로 욕망을 제대
로 파악하는 것이 윤리적 성장의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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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정정훈, 2011). 욕망에 관한 인식론이 필요하다는 점은 두 가지 사
항을 포함한다. 하나는 욕망의 내용을 이성적 힘으로써 제대로 인식하는 것
이고, 다른 하나는, 그 확인된 내용을 통해 욕망의 바람직한 충족을 위한 방
법론을 모색하고 마련하는 것이다.(심광현, 2015; 정정훈, 2011) 즉, 코나투스
를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을 의식적으로 찾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것이 욕망
을 인식론적으로 파악하는 밑거름이 됨은 당연하다. 그러면 이 코나투스는
어떻게 역량이 증감되는가? 이 자기 보존의 역량은 어떠한 상황에서 증가하
고 줄어드는가?

2. 존재 역량과 감정의 역할
가 . 기쁨과 슬픔의 기능
항상성에 관한 다마지오의 논의를 통해서도 드러나듯, 항상성의 유지는
외부의 자극을 우리의 신경계와 생리활동이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1차적으로
달려 있다. 욕망의 활동에는 그러므로 신체와 정신의 행위 능력을 어떻게
증대시킬 것인가가 관건적 사안이 된다. 스피노자는 정신과 신체의 행위 역
량이 변화하는 것, 이를 변용이라고 하는데 이 변용의 값을 감정(정동
-affect)으로 규정한다.40)

감정(정동)이란 신체의 활동능력을 증대시키거나 감소시키며, 촉진하거
나 억제하는 신체의 변용인 동시에 그러한 변용의 관념이라고 나는
이해한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그러한 변용들 중 어느 것의 타당한
원인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그 감정을 능동으로 이해하고, 그렇지 않
40) “감정 (affectus)에는 ‘움직여진다’는 뜻이 있다. 변용(affectio) 은 신체가 현재 자극
받고 있는 상태이다. 반면에 감정은 현재 자극 받은 신체의 상태가 이전의 자극상
태와 비교해서 어떻게 움직여졌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 즉 감정은 지금의 신체
의 상태가 이전 상태보다 증대되고 감소되는 이행을 뜻한다.” 박삼열(2012). 스피
노자의 『 윤리학』 연구. 성남 : 선학사 . p. 178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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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수동으로 이해한다.(E. Ⅲ. 정리 3)

즉, 감정이란 신체의 움직임에 대한 우리 몸의 반응이자 그에 대한 관념,
지각이다. 우리는 외부의 사물들의 자극과 그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변용
하기도 하고, 변용되기도 한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경우 이 변용에 따라
우리는 행위의 역량이 증가되거나 감소된다( 박기순, 2013: 93). 감정은 코나
투스의 증감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감정은 신체의 활동능력의
긍정적, 부정적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스스로가 그러한 변화되는
감정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능동이고, 작용을 받아 변화가 생긴다
면 그것은 수동이 된다. 외부의 사물들과의 마주침에 의한 신체 작용의 변
용이 감정이기에,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의해 몸이 변용되는 것은 자기 스스
로 변화를 추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동이 되는 것이다. 반대로 외부
의 자극에 의해서가 아니라 신체 내부의 감정적 반응을 일으켜 스스로 코나
투스를 증진하려는 노력은 능동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은 스스로 능동을 통해 자기 역량을 키울 수도 있고,
외부 자극, 즉 수동을 통해 자기 역량의 변화를 이룰 수도 있다. 그런데, 능
동은 코나투스의 원리에 의해 역량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그 개
체에 의해 발생되므로 자기 보존 법칙에 의해 역량의 증진을 가져온다. 수
동은 외부의 자극에 의한 것이므로, 그것이 좋은 자극일 때는 긍정적 결과
를 통해 역량의 증진을, 나쁜 자극일 때는 부정적 결과를 통해 역량의 감소
를 초래한다. 이것이 <Ⅲ. 정리 3>을 통해 우리가 이끌어 낼 수 있는 감정
(정동) 에 따른 개체 역량의 변화 모습이다. 그러면, 첫째로는,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은, 스스로, 능동으로써 코나투스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며, 둘째로는,
수동의 자극이 긍정으로 수용될 때이며, 피해야 할 것은, 수동의 자극이 부
정적인 것으로서 역량의 감소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감정이 코나투스, 항
상성에 이러한 역할을 한다면,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생명체 존립과 운영의
관건이 된다. 감정이 이처럼 인간의 생명과 존재 역량에 영향을 미친다면,
좋은 영향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나쁜 영향은 슬픔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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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쁨을 정신이 보다 큰 완전성으로 이행하는 수동’으로 이해할 것이
며, ‘슬픔을 정신이 보다 작은 완전성으로 이행하는 수동’으로 이해할
것이다. ‘정신과 신체에 동시에 관계되어 있는 기쁨의 감정’을 나는 쾌
감 또는 유쾌라고 부르고, ‘그러한 슬픔의 감정’을 고통 또는 우울이라
고 부른다.(E. Ⅲ. 정리 11. 주석)

이 기쁨과 슬픔, 그것은 인간의 감정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감응이다. 그리고 기쁨, 슬픔, 욕망을 스피노자는 기본적인 감정으로 이해한
다. 그 이외의 어떠한 것도 기본적인 감정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다른 감정
들은 하위의 것으로 이 세 감정의 변주로 발생하는 감정으로 인식한다.(E.
Ⅲ. 정리 11. 주석: 171) 즉, 스피노자는 이 기쁨과 슬픔이 인간의 감응의 가
장 기초를 이루며, 이것들이 욕망과 더해져 갖가지 변주를 통해 하위 감응
들을 만들어낸다고 본다. 이때, 모든 감응의 조각들을 단일하게 수렴하는 기
쁨과 슬픔은, 기쁨은 존재 역량의 기쁨을 일으키고, 슬픔은 존재 역량의 감
소를 일으킨다. 그런데, 코나투스, 욕망은 기쁨을 통해 우리의 몸을 최상으
로 이끌어 가려는 경향성이다. 슬픔은 피하고, 기쁨과 마주치려는 노력과 지
향이 바로 코나투스, 욕망인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 코나투스를 증진
시키는 기쁨을 전략적인 방식으로 배가하는 것인데, 무엇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물어야 한다. 앞서의 논의들을 이 부분과 연결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물은 우리가 좋든 싫든 마주쳐야 할 대상인데, 이 대상은 외부의 것으
로서 수동이다. 이 수동은 기쁨을 줄 수도 있고, 슬픔을 줄 수도 있다. 그런
데, 이 외부 대상은 불가피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우리 내부에서 기쁨의 감
정을 불러일으키는 활동이다. 슬픔의 수동보다는 기쁨의 수동을 만나야 좋
고, 기쁨의 수동을 만나는 것보다는 기쁨의 능동을 지향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스피노자 윤리학의 핵심 과제이다. 스피노자 윤리학에서 이 세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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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길이 궁극적으로 인간을 유덕한 자유인으로 만드는 전략이다. 그런데, 이
것을 일반인들이 실행하기란 쉽지 않다. 수많은 외부 자극과 변화무쌍한 현
실 관계에 던져진 존재로서 스스로 중심을 잡고 기쁨을 산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와는 달리 외부 자극, 수동으로서 주어지는 자극이 기
쁨을 유발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외부의 힘에 의해 작동하는 것이다.
그 기쁨을 스스로 조직하고, 조절하며, 산출할 수 있는 역량이 자신에게 주
어지지 않는 것이 수동의 기쁨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일시적일 수도
있으며, 지속 불가능한 것이 된다.

인간이 존재를 지속하는 힘은 제한되어 있으며, 외부의 원인의 힘에
의하여 무한히 능가된다.(E. Ⅳ. 정리 3)

이것은 이 부의 공리에 의하여 명백하다. 왜냐하면 한 인간이 존재하
면 그보다 더 강력한 다른 어떤 것, 예컨대 A가 존재하고, 또 A가 존
재하자마자 A보다 더 강력한 다른 것, 예컨대 B가 존재한다. 이런 식
으로 무한히 이어진다. 따라서 인간의 능력은 다른 것의 능력에 의하
여 한정되며, 외부의 원인의 능력에 의하여 무한히 능가된다.(E. Ⅳ.
정리 3. 증명)

어떤 수동 또는 감정의 힘은 인간의 기타의 작용이나 능력을 능가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감정은 인간에게 끈질기게 달라붙는다.(E. Ⅳ. 정
리 6)

인간이 존재를 내부에서 추동, 지속시킬 수 있는 힘은 한정되어 있다. 왜
냐하면, 인간은 신이 아니므로 역량이 유한하기 때문이다. 외부의 원인은 바
로 이 지점을 파고드는 수동의 힘이다. 이렇게 수동, 또는 외부의 힘은 인간
을 정념에 휩싸이게 한다. 정념은 외부 수동의 힘에 인간이 휘둘리며 비이
성적 판단을 지속시키는 슬픈 감정 상태에 빠져 있음을 말한다. 생명이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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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는 한, 코나투스는 바로 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정념에 빠지게 만드는
것들과 늘 대결해야 한다. 다마지오가 말한 항상성의 원리의 배면에는 바로
이러한 정념의 다스림에 대한 전략이 흐르고 있는 것이다. 이런 한에서, 외
부 대상과의 마주침에 의한 신체의 변용인 감정은, 심지어 우리가 일상적으
로 듣는 ‘말이나 대화, 서술’ 같은, 개념적 표상인 언어에 의해 지극히 합
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진술된 것들 속에서도 우리는 어떤 감정을 일으키게
되어 있다. 외부 대상과의 마주침에 의한 신체 변용의 관념인 감정은 그러
므로 이성보다 앞서 우리 신체에서 작동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감정을
기쁜 상태에 머무르게 하는 것, 이로써 코나투스를 증진시키는 것은, 우연성
의 이 수동의 과정을 기쁨의 우연성으로 마주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
연으로 마주치는 이것은 인간이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래서 스
피노자는 이 지점에서 이성의 발휘를 제안한다. 그러나, 에티카가 자유인과
덕스러운 인간에 도달하기 이성의 사용에 관한 단계론적이면서 전략적인 사
고의 산물이라면, 그 과정에서 우리는 감정을 다스리기 위한 신체 활동의
중요성에 관한 단서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게 된다. 왜냐하면, 스피
노자가 강조하듯, 이성적 인간을 정초하여 그로부터 윤리학의 토대를 세운
다는 것은 헛된 망상에 불과하며 이성보다 선행하는 감정에 대한 탐구와 이
해, 관리 없이 진정한 이성적 인간, 자유로운 인간으로 진입하는 길은 요원
하기 때문이다.

나 . 기쁨을 산출하는 활동
유덕한 인간, 이성적 인간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스피노자의 전략은 명확
하다. 바로 수동의 슬픈 감정을 배제하고 차단하면서, 수동의 기쁜 감정을
이성의 명령으로 조직화 하고, 이를 넘어 스스로 기쁨을 산출하는 능동의
단계로 접어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수동의 기쁨의 체험의 구체적인 내용
은 무엇이며, 기쁨을 산출하는 활동은 무엇인가. 이 단계로 접어드는 데 직
면하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앞서 잠깐 언급했듯, 스피노자가 제기한 정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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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물론이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 규범으로서의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대두된다. (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사회 규범의 개인에 대한 억압적 포섭
전략이자, 구조적인 힘이라면, 정념은 그로부터 인간 내부에 발생하는 부정
적인 감정이다.41)
우선 정념의 문제를 다시 살펴보자. 정념은 수동의 자극이 슬픔을 지속적
으로 일으키게 됨으로써 인간의 합리적인 인식과 판단에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는 감정 상태를 말한다. 이 올바로 인식되지 못하고, 억제되거나 해소되지
못하는 정념이 인간의 정상적인 발달을 왜곡시키고, 자유에로 가는 길을 가
로 막는다. 정념에 휩싸이게 되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해지고 점점 자신
의 감응에 대한 관리와 통제력을 상실한다. 신체에 발발하는 감응에 종속됨
으로써 인간은 수동적이 되고, 계속 정념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이 수동의
슬픔에 의해 발생되는 정념은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킴으로써 미신과 공포에
인간을 빠트린다. 정념에 휘둘리지 않는 것, 이 정념을 조절하고 관리하는
전략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
둘째로, 개인을 규범화 하는 힘으로서의 이데올로기의 문제이다. 어느 시
대, 어느 사회나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개인을 길들이고 사회로 통합
하려는 원리가 작동하게 마련이다. 규범과 이데올로기의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 그 둘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다소 달라질 수 있겠으나, 규
범이 개인을 사회화시키는 장치로 기성사회가 고안한 것이고, 이데올로기가
개인의 의식을 만들고 개인으로 하여금 사회적 연행을 가능토록 만드는 장
치라는 점에서 이 둘은 상통하는 면이 있다. 지배 규범과 지배 이데올로기
로서의 그 물질성을 놓고 본다면, 그것은 분명히 사회화, 규율화 하는 권력
으로 작동하는 자본주의의 각 층위에서 개인을 주체로 만들며, 길들인다. 알
튀세르가 주장하듯, “이데올로기는 개인을 주체로 호명”한다. 그리고 이
41) 이데올로기의 문제에 관한 부분은 , 정정훈 (2011). 해방적 주체화의 존재론적 토대
와 욕망의 인식론적 전화 -혹은 욕망과 이데올로기의 절합이라는 기획에서 스피
노자적 계기에 대하여 -. 문화 /과학. 65호 . 서울: 문화과학사 . pp. 69-88. 글을 분석 ,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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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올로기는 편재되어 있고, 영원하다. 문제는 이러한 이데올로기가 자본주
의적 당파성을 갖고 작동할 때 그것이 인간에게 특정한 정념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국가주의를 강조하며 국가에 충성할 것을 당연한 일로 여기게 만드
는 것, 남녀 성별의 차이를 차별적으로 구성하여 특정한 성 역할에 대한 올
바름을 강요하는 것, 민족적 우월성을 강조하여 침략적 본성을 개인에게 심
으려 하는 것, 자본의 이익에 도구가 되도록 인간을 사물화 시키고 노동의
가치를 왜곡하는 것 등 이데올로기는 가정, 군대, 학교, 회사 등에서 인간을
자본주의 작동 원리 안으로 끊임없이 포섭, 종속시킨다. 이 가운데 희생되
고, 왜곡되는 것은 무엇보다 인간의 항상성 유지 장치로서의 감정이다. 일루
즈의 지적처럼, 20세기 이후의 자본주의는 특히 인간의 감정에 대한 자본주
의적 왜곡과 편파적 이용으로 점철되어 있으며, 특히 감정노동과 자기계발
과정 등 경제에서 감정의 절묘한 이용과 상업화 전략으로 인간의 감정 에너
지를 축소되었다(Illouz, 2007).42)
이렇듯, 자본주의 -특히 경제적- 이데올로기의 작동과 그로 인한 감정의
손상과 왜곡, 그리고 이것이 인간을 정념에 빠지게 만듦으로써 인간의 역량
을 감축, 퇴행시키고 있다는 점은 중요히 부각되어야 한다. 인간의 존재 역
량의 척도인 감정이 자본주의를 고리로 한 상품화 전략과 공세에 포위되어
이제는 인간 스스로 우울과 공포라는 싸이클 속에서 실존이 위협받고 있음
42) 일루즈는 감정 자본주의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 “아도르노가
이미 반세기도 전에 강력하게 주장했던 바와 같이 , 각종 제도들은 자아 상품화 과
정 속에 서로 긴밀하게 얽혀 있다 . 곧 심리학이라는 설득 담론, 자기계발서 , 상담
산업, 국가 , 제약사업, 인터넷 테크놀로지 등의 제도들이 자아를 주된 타깃으로 삼
다 보니, 이런 제도들이 한데 얽혀 근대의 심리적 자아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
시장 레퍼토리들과 자아 언어들의 이러한 점진적 융합이 바로 내가 말한 ‘감정
자본주의’이다 . 한편으로 , 감정 자본주의 문화에서 감정은 평가되고 검토되고 논
의되고 거래되고 계량화되고 상품화되는 사물이 되었다. 또한 자아를 관리하고 변
화시킬 다종다양한 텍스트 및 등급화 양식을 고안하고 배치하는 이런 과정에서,
감정은 고통받는 자아를 만들어내는 데 일조했다.” Illouz, E. (2007).

Cold

Intimacies: Making of Emotional Capitalism. 김정아(역 ) (2016). 감정 자본주의. 서울 :
돌베개. p.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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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에서, 정념을 극복하고 풍부한 감정을 배양하고 그
것들의 예비 속에 지성에 따른 윤리적 실천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
로 대두되는 배경이 바로 이것이다. 스피노자의 윤리학은 바로, 이러한 정념
의 노예가 된 인간을 올바른 윤리적 실천으로 인도하기 위한 방법론이자,
그 방법론적 핵심으로 감정의 원활한 작동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다. 어떻게 하면, 정념에서 벗어나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수동적 감정, 슬
픔의 감정으로부터 몸을 지킬 것인가.

감정을 제어하고 억제함에 있어서의 인간의 무능력을 나는 예속이라
고 한다. 왜냐하면 감정에 종속된 인간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기 못하
고 운명의 지배 아래에 있으며, 스스로 더 좋은 것을 보면서도 더 나
쁜 것을 따르도록 종종 강제될 정도로 운명의 힘 안에 있기 때문이
다.(E. Ⅳ. 서론)

사람들은 수동적 감정에 의해 휘둘리는〔침범당하는〕 한에 있어서 본
성상 서로 다를 수 있으며, 또 그러한 한에 있어서는 동일한 인간조차
도 변하기 쉽고 변덕스럽다.(E. Ⅳ. 정리 33)

예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정념을 이겨내는 것이다. 동일한 인간도 수
동적 감정에 휘둘리게 됨으로써 본성상 서로 다르게 만들어버리는 정념은
이성의 지도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 이렇듯, 스피노자는 정념을 이성에 의
한 인도로 이끄는 것이 최종적으로 유덕한 인간으로 나아가기 위한 길임을
밝힌다.

사람들은 이성의 지도에 따라 생활하는 한에 있어서만 본성상 언제나
필연적으로 일치한다.(E. Ⅳ. 정리 35)

감정을 적절히 다루면서 이성의 지도에 따르면, 인간은 동일한 본성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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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는 존재로서, 협동과 연대의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고, 그럼으로써
올바른 정치의 작동을 위한 개체들의 연합을 일굴 수 있다. 그러나, 감정을
이성에 의해 지도한다는 것이, 이성이 감정을 누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이라고 스피노자는 주장하지 않는다. 본 논문이 강조하는 것, 또한 이 지점
이다. 우리는 이성적인 합리적 주체인 인간이 감정을 배제하고 보편타당한
도덕 법칙을 실행할 수 있으리라는 순박한 기대를 해온 것이 순진한 희망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앞서의 논의를 통해 살펴봤다. 지성에 의해 지도되는
감정은 스피노자 윤리학의 이념이지만, 스피노자는 흥미롭게도 이성이 감정
을 누르는 게 아니라, 감정을 누르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큰 감정이 필요하
다고 말한다.
왜 슬픈 감정을 누르기 위해 그와 반대되는 더 큰 감정이 필요한가? 이의
논리 관계를 살펴보자. 스피노자는 정념이란,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감응을
조절, 통제, 관리 못하고 무능력에 빠질 때 발생하는 상태라고 말한다. 이것
은 정념으로 인해 인간이 적절한 판단과 인식을 못하게 되는 상태에 이른
것이다. 이렇게 무질서하고 복잡한 상태에 몰리는 것은, 우리 인간의 기본적
인 자기조직화 방식과 관련이 있다. 정념은 외부의 자극, 사물과의 마주침에
있어서 그릇된 관념의 발생으로 인한 것인데, 관념은 다시 말하지만, 외부
신체와의 접촉에서 발생한다. 그런데, 인간의 감각 체계는 정확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태양을 바라볼 때, 그것이 우리로부터 약 200피트
정도 떨어져 있다고 상상한다. 이 오류는 단순하게 태양을 이런 식으
로 상상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는 동안 태양의
참다운 거리와 이러한 상상의 원인을 모르고 있다는 데에 있다. 왜냐
하면 나중에 우리가 태양이 우리로부터 지구 직경의 600배 이상 떨어
져 있음을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상상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태양을 그처럼
가깝게 있는 것으로 상상하는 것은, 우리가 태양의 정확한 거리를 모
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신체의 변용은 신체 자체가 태양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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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받아 변화되는 한에 있어서 태양의 본질을 포함하기 때문이다.(Ⅱ.
정리 35. 주석)

그렇다. 인간의 한계는 바로 이것이다. 우리의 신체는, 태양의 거리를 과
학적으로 측정하여 객관적 지식으로 알 수 있더라도, 태양을 직접 대면하는
한에서는 계속 그렇게 오류를 갖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신체적 한계를 지니
고 있다. 이것이 인간이 갖는, 세계를 대상화 하여 만들어가는 자기조직화
방식이다. 스피노자는 이것이 바로 ‘ 상상’이라고 말한다. 스피노자는 이
상상의 한계 속에서 우리의 정념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것은 우리
의 신체가 내부의 이성적, 합리적 판단이 아니라, 외부의 자극과 접촉에 따
라 자기 신체 반응에 더 상응하는 변화를 겪게 됨을 말한다. 즉, 이성이 아
니라, 신체 변용과 그에 대한 관념이 더 지배적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나
의 신체가 다른 신체와 마주칠 때 우리의 관념이 형성되며, 그 관념은 신체
의 변용에 대한 관념인데, 결국 상상을 경유하여 정념에 쉽게 휩싸이게 되
며, 이성 역시 이것에 기반하고, 인식은 따라서 상상적인 성격을 포함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적 귀결은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시사하는 것
으로 보인다.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에 대한 허위의식, 즉 이데올로
기가 물질성을 갖고 신체에 작동할 때, 인간이 상상적 틀 속에서 그것을 허
용할 수밖에 없는 약점을 쉽게 노출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원초적
인 신체적 한계인 상상으로부터 발생한 정념으로 인해 인간은 그릇된 인식
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그릇된 인식의 기초로서 상상의 오류가
지배 이데올로기의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43)
그런데 이러한 상상으로 인한 정념에 휩싸인 인간의 그릇된 인식과 행위
가 어디까지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멈추지 않는 것인가. 이 지점에
43) 이렇게만 보면 상상은 인간의 커다란 약점으로 보인다. 객관적 인식을 막는 근본
적이고 , 변화 불가능한 인간의 요소이기 때문이다 . 그러나 ,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
다 . 이 상상을 통해 세계에서의 몽상과 긍정적 전망을 통해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창조적 에너지를 공급받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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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우리는 다시 자기 몸을 최적의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무의식적
욕망인 코나투스를 소환해야 한다. 코나투스는 기쁨에 머물러야지 제대로
항상성을 유지하는 성질을 지닌 것이다. 그것은 슬픔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며, 정념으로 인해 존재가 망가지는 것과는 다른 본성을 지니고 있다. 코
나투스는 기쁨의 마주침을 통해 역량을 고양한다. 기쁨의 마주침을 선호하
고, 슬픔의 정념을 피하려 하는 것, 이것이 코나투스이다. 그런데, 스피노자
윤리학이 지향하듯, 이 외부의 자극은 기쁨마저도 우연적인 것이기에 궁극
적으로는 자기 스스로 산출하는 능력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 거듭 말하지만, 이것이 스피노자 윤리학의 과제이다. 자기 스스로 기
쁨의 원인이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항상성은 기쁨의 지속에서 유
지 가능하다. 그리고 이 항상성의 기능과 능력은 기쁨의 유지 속에서 거듭
성장할 것이다. 그렇다면, 기쁨의 감응을 계속 뒷받침하는 활동과 생활이 어
떤 것인지 선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대두된다.
여기서 다시 한 번 우리는 체육의 역할이 무엇인지 물어야 한다. 이것은
체육교육의 윤리학적 전환의 의미의 본질을 명확히 드러내는 질문이기도 하
다. 그리고 윤리학이 개인의 주체화와 관련된 교육과 학습의 과정이라면, 체
육이 어떻게 이 전환의 작업에 역할을 하는 것인지를 묻는 것이기도 하다.
다시 이렇게 고쳐 묻자. 윤리적 성장과 주체화를 체육은 다른 활동과 달리
어떻게 고유한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 체육교육을 통한 주체화 방식은
다른 방식의 주체화 방식과 어떻게 다른가. 이 때문에 이 체육교육을 통한
윤리적 주체의 형성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교육에 관한 문제의식이 희박할
수 없는 것이다. 체육 가르치기의 소중한 자원이 바로 이 독특한 주체 양식
을 통한 윤리적 주체의 형성에 기여하는 독특한 메커니즘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체육교육의 정당화 방식이기도 할 것이다. 나아가, 자본주
의가 상품 생산과 소비 욕망의 극단적 추구와 그것의 악순환 속에 개인을
이데올로기로 포섭하여 그로부터 탈주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체제인 한에서,
나르시시즘과 조증과 울증의 사이에 끼인 자본주의적 주체성을 거부하고,
자본주의적 주체성을 생산하지 않는 이데올로기적 토대로서의 기능을 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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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이기도 하다. 이하에서 왜 체
육이 윤리적 주체의 형성과 자본주의에 포섭되지 않는 주체를 생산할 수 있
는 토대로 역할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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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윤리적 주체 생산 형식으로서의 체육

인간이 감정과 이성이 조화된 윤리적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에 적절한
활동과 학습 기회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 윤리적 주체는 신체의 기쁜 움
직임을 통해 자신의 존재 역량을 상향시키려 경주하는 신체적 주체로부터
출발한다. 또한 정치적 동물로서 인간의 윤리적 주체화는 곧 타자와 공감하
고 결속하려는 연대적 주체로서 설 때 가능하다. 무엇보다 윤리적 주체로
성장하기 위한 밑거름으로 놀이 속에서 욕망을 확인하고 이를 자유와 질서
의 향연 속에 미적 감각으로 펼쳐내는 놀이적 주체를 상정할 수 있다. 이하
에서 이 세 가지 주체가 되기 위한 과정에 놀이와 스포츠가 갖는 역할과 위
상을 살펴본다.

1. 신체적 주체 - 몸 움직이기와 감정
가 . 몸의 균형추로서의 감정
스피노자에서 윤리란, 삶의 욕망으로서의 코나투스의 원활한 작동을 통한
감정과 이성의 선순환성을 강화하여 존재의 능력을 고양하는 것이다. 이렇
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내부 생명 에너지의 흐름이 원활한 작동을 해야 할
터이고, 다른 하나는 외부 사물과의 마주침, 즉 타자와 사물, 사건의 경험이
코나투스의 본성에 맞게 조직되어, 신체와 세계의 만남이 코나투스를 증진
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 전자가 자기 내부의
능동성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후자는 인간이 외부 환경과 맞닥트릴 수밖에
없는 조건에 처해 있다는, 그 수동성을 표현한다. 이때 생명은 자기의 생존
에 유리하게 유용한 것을 욕망하도록 작동한다. 그 대상이 기쁨이다. 따라서
기쁨이란, 나를 구성해가는 자기조직화 양식과 질서와 합치되는 대상과의
마주침을 통해 발생하는 유용한 감정의 변화며, 이것이 존재 역량을 강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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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수동의 기쁨과 능동의 기쁨만이 오로지 인간의 존재 역량을 끌
어올린다. 이것의 실패는 윤리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실패를 예비하는 것으
로서, 기쁨의 지속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을 인과적
관계로서 인식하며, 지성의 지도에 따라 그것이 실패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것이 이성의 역할이다.
그런데, 왜 스피노자는 감정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더 큰 감정만이 감정
을 제압할 수 있다고 보았는지,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갈파하는 것이 중요
하다. 앞서 인간에게는 상상이란, 부정확하고, 때로는 부적절한 세계 인식을
만드는 장치가 필연적으로 작동하는 조직화 양식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상
상은 외부 물체와 접촉하면서 겪는 내 신체의 변용에 대한 인식이다. 그런
데 상상은, 외부 물체와의 접촉 시 외부 물체의 본성을 객관적으로 반영하
기 보다는 신체의 능력에 더 크게 달려 있다.

인간의 신체가 외부의 물체들로부터 자극받아 변화되는 각각의 방식
의 관념은 인간 신체의 본성과 동시에 외부 물체의 본성을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된다.(E. Ⅱ. 정리 16)

둘째로, 우리가 외부의 물체에 대해 가지는 관념은 외부 물체의 본성
보다도 우리 신체의 상태를 보다 많이 나타낸다.(E. Ⅱ. 정리 16. 계
2)

그리고 이 신체의 능력의 증감에 관한 신체의 변용과 이 변용에 대한 관
념이 감정이다. 이렇게 세계와의 접촉은 상상과 감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
렇다면, 이때의 감정을 기쁨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
신체의 일차적 차원에서 형성되는 감정을 이성으로 직접적으로 통치하려는
게 주의주의나 데카르트, 칸트와 같은 주체철학의 소망이었다. 그러나, 스피
노자에 따르면, 감정은 그 힘이 강대하여 이성으로 직접적으로 제압하고 억
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코나투스, 욕망의 에너지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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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원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우리sms 외부 세계와의 접촉에서 많은
기쁨과 슬픔의 감정을 우연적으로 갖게 되는데, 우리의 존재 역량을 약화시
키는 슬픔의 감정을 누르는 것은 일차적으로 기쁨의 감정을 필요로 한다.
스피노자의 윤리화 전략은 첫 번째가 바로 기쁨의 감정을 통한 감정의 관
리, 제어이다. 단순화의 오류를 무릅쓰고 표현하자면, 우리의 감정값은 우리
몸의 변화값이다. 즉, 외부 세계와의 마주침에서 일어나는 우리 몸의 변화가
몸의 감정값을 결정한다. 그렇다면, 우리 몸을 움직이는 것은 곧 우리의 감
정값을 바꾸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 스피노자적 계기에 따라 체육이 인간의
윤리적 주체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첫 번째 지점이 바로 이곳이다. 신체의 변
용이 인간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보다 많은 신체의 움직임을
만드는 활동은 분명히 우리의 감정에 기쁨의 감정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
지기 때문이다.

나 . 감정의 코드화와 몸의 훼손
일루즈의 날카로운 지적처럼, 우리의 감정이 자본주의가 만들고 길들이려
는 주체화 전략에 따라 경제주의적인 방식에 맞게 인위적으로 조형되고 있
다면, 분명 우리의 몸과 감정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코나투스, 신체의 존
재 역량을 심대하게 침해받고 있음이 확실하다(Illouz, 2007). 더구나, 감정
자본주의에서 계발되고 발달하는 감정이라는 것도, 신체적 욕망과 욕구를
저버리고 자본주의 경제가 요구하고 그에 적합하게 반응하도록 만들어진,
주로 코드화된 것들이다.

감정이란 본디 상황적이고 지표적indexical이다. 곧 감정은 자아가 특
정 상호작용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이며, 자아로 하
여금 자기가 특정 상황에서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위치해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속기이다. ...... 한편으로 치료학적 소
통은 감정생활에 절차성을 주입하게 되고, 그로 인해 감정은 지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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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icality-내 일상의 관계망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신속
하게 (자기반성 과정 없이) 알려주는 능력-을 잃게 된다. 감정에 일체
의 절차를 주입한다는 것, 감정을 조절한다는 것, 감정 대신 적절하고
표준적인 언어패턴을 들여온다는 것은, 감정이 구체적·개별적 행동 및
관계에서 이탈·유리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역설적인 말이지만, “소통”
을 위해서는 먼저 사회관계에서 감정적 얽힘을 유보해야 한다. 소통한
다는 것은, 구체적·개별적 관계 속에 처해 있는 내 입장에서 빠져나온
다는 뜻이요, 나의 자율성 또는 나의 이해력을 주장하며 추상적 화자
의 입장을 취한다는 뜻이다.(Illouz, 2007: 80-81)

자본주의에서 상품을 매개로 한 인간의 관계는 사물화 된다. 감정조차도
이렇게 이성적, 합리적 절차의 요구에 따라 일종의 합리화되고 절차적으로
조율, 관리된 감정이 될 것을 요구 받는다. 일루즈는 이를 인터넷 문화를 중
심으로 형성된 간접적인 접촉, 즉 ‘만남의 시장’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간
다. 이는 비이성적인 사랑이라는 감정마저도 계산적인 방식에 의해 차가운
이성으로 조직되는 상황을 지적하는 것이다. “로맨틱한 사랑은 즉흥성의
이데올로기에 의존”(172)하고, “성적인 끌림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성적인 끌림은 두 사람의 육체가 동일한 공간에서 마주칠 때 유발”되며,
“사심 없음을 전제”하고, “비이성적”이며, “사랑의 대상이 하나밖에 없
는 존재라고 가정”(173)하는 경우가 우세한데, 웹 공간은 파트너의 선별이
합리화되고, 텍스트의 상호작용에 의해 “합리적 검색”이 선행되고, “상호
작용의 도구를 심화”하며, “인지적 이해가 내 감정에 선행”한다.(173) 이
처럼 사랑이라는 감정마저도 자본주의적 통치 양식에 포섭하여 관리하고,
감정 사용의 합리적 절차를 매뉴얼화 하여 성공을 약속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 흘러넘치는 자기계발 문화의 속살인 것이다.
자본주의 상품 문화가 약속하는 성공 신화와 인터넷 기반 경제 시장의 확
산에 따른 신체적 친밀감의 약화와 인간적 감정의 말소는, 컴퓨터 게임이나
웹 문화의 확산에 따른 신체 활동의 감소 문제를 보면 더욱 심각함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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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친밀성의 감소, 감정적 교류 관계의 파탄, 우울감의 확산, 냉소주의의
만연,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인간관계 중심의 경제는 바로 우리의 인성과 감
정을 멍들게 하는, 현대사회의 고질병들이다. 따라서, 문제는 자본주의와 인
터넷 문화에 의해 냉소적이고 우울해진 감정과 몸을 생명의 요구에 맞게 재
편성 하고 조직화 하는 것이다. 일루즈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만남과
사귐의 결정적 차이를 메를로-퐁티, 후설의 현상학에 빌려 아래와 같이 진
단한다.

요컨대 로맨틱한 상상력은 육체에 기반하는 것으로서, 메를로-퐁티가
말하는 이른바 감지sentir의 차원에서 진행되는 반면, 인터넷 상상력
은 지각의 실존적 배경을 제거하는 인지connaiṫre의 차원에서 진행된
다. ...... 후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서로 다른 사물들 사이에
관계가 생기는 이유는 “지각하고 움직이는 육체”가 그것들을 포착하기
때문이다. 경험된 육체lived body는 세계와

접촉할 때 재귀적 경험

reflexive experience을 얻는다. 후설은 이것을 감지Empfindnisse라
고 명명했다.(196-197)

그렇다면, 상품 자본주의와 인터넷 문화가 인간의 로맨틱하고 친밀한 관
계를 망가뜨리는 지배 전략을 구사할 때, 체육이 몸과 몸이 직접 대면하게
하고 세계에 대한 직접적인 감각을 키움으로써 우리 몸의 냉소와 우울을 거
두어내고 무화시키는 저항의 거점을 마련할 수 있는 존재론적 토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과도한 억측일까.

다 . 기쁨의 신체와 감정
체육은 신체의 매우 적극적이고 과감한 변용이다. 또한 체육은 신체의 변
용을 지속시킨다. 그리고 매우 역동적으로 만든다. 이것은 곧 감정값의 기쁨
으로의 변화를 추동한다. 또한, 그 속성상 일정한 규칙 내에서 개인의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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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창조적 변용을 전면적으로 촉발하고 수용한다는 점에서 자본주의의 주체
화 방식이 강력히 침투되어 있는 학교, 공장, 군대 등의 이데올로기적 공세
와, 그것의 물질적 힘과 대척을 이룬다. 자본주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주체화
장치라면, 체육과 스포츠는 반지배 이데올로기 전략이 생산하는 주체화 전
략일 수 있다. 즉, 노동과 생산, 소비와 재생산 사이클로 구성되는 자본주의
의 노동 중심, 이성 중심 이데올로기와는 척을 지며 겨루는, 자유로운 자기
통치의 창발성이 풍부한 활동이 체육인 것이다. 곧, 손상된 감정은 감정을
회복시키는 활동으로 그 본성을 되찾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인간의 정신을 구성하는 관념의 대상은 신체이다. 즉 현실적으로 존재
하는 어떤 일정한 연장의 양태이다. 그리고는 다른 아무것도 아니
다.(E. Ⅱ. 정리 13) ...... 어떤 수동 또는 감정의 힘은 인간의 기타의
작용이나 능력을 능가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감정은 인간에게 끈질기
게 달라붙는다.(E. Ⅳ. 정리 6)

감정은 그것과 반대되는, 그리고 억제되어야 할 그 감정보다 더 강력
한 어떤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면, 억제될 수도 없고, 제거될 수도 없
다.(E. Ⅳ. 정리 7)

어떤 우연의 수동적 힘에 끊임없이 마주쳐야 하는 인간은 신체를 통해 들
어온 외부 자극으로부터 관념을 형성한다. 곧, 신체가 정신이 관념을 구성하
는 통로 역할을 한다. 수동의 감정은 스피노자의 지적처럼 계속적으로 인간
정신에 접착된다. 따라서, 올바른 인식을 갖는 것만으로는 이렇게 끈질기게
접착되는 그릇된 상상과 정념을 거둬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선과 악
의 인식에서 생기는 욕망은, 우리를 사로잡는 감정들에서 생기는 다른 많은
욕망들에 의하여 압도되거나 억제”(E. Ⅳ. 정리 15) 되기 쉬운 것이다. 이처
럼 선과 악을 참되게 인식하는 욕망이더라도, 정념의 힘 앞에 쉽게 무너진
다. 정념이 인식을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스피노자는 더 강력한 정념과 감

- 100 -

정을 통해 그것을 억제하고 제거하라고 명령한다. 스피노자에서 감정은 코
나투스의 원리에 따른 유덕한 인간 모델 형성과 그것의 추구 과정에서 맞닥
트리는 사물과의 반응과 그에 따른 신체의 변용이 일으키는 일차적 반응이
자 관념이다. 그러므로 감정에 기쁨을 주는 것은 좋음이고, 슬픔을 주는 것
은 나쁨이다. 몸의 감정에 문제가 발생하면 기쁨의 감정을 줄 수 있는 활동
을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우울과 냉소의 감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게 된
다. 마주침의 순간에 기쁨의 감정을 배가시킬 수 있는 활동은 신체의 힘을
증가시킬 것이고, 이로써 우리의 감정은 정신의 능동을 이끌 수가 있다. 그
리고 기쁨으로부터 발생하는 감정은, 동일한 조건이라면, 슬픔에서 차오르는
욕망보다 강한 힘을 갖는다.

기쁨에서 생기는 욕망은, 다른 사정이 같다면, 슬픔에서 생기는 욕망
보다 강력하다.(E. Ⅳ. 정리 18)

에티카 4부 정리 18의 주석은 왜 기쁨이 슬픔을 이길 수 있는지 그 원리
를 설명한다. 이것은 감정이 세 가지, 즉 기쁨, 슬픔, 욕망으로 구성된 것과
관련된다. 욕망은 코나투스, 즉, 생명체의 생명 보전 역량이다. 따라서, 욕망
은 기쁨을 받아들이는 것을 슬픔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주저하지 않을 것이
다. 그것이 생명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코나투스의 운동에 부합하기 때문
이다. 이렇게 몸의 기쁨의 감정이 정신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살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감각운동-감정-욕망-지성-직관’으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를 고려한다면, 신체와 정신에 관한 스피노자의 견해가 어떠한 지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스피노자의 심신의 관계에 관한 입장은 적잖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어디
까지나 그것이 심신동일론, 심신일원론의 입장에 기반해 있다는 점을 이해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르면, 우리는 신체의 힘을 증진시키는 것에 의해서
정신의 힘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신체를 많
이 움직이고 작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선이 된다. 따라서 “인간의 신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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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많은 방식으로 자극받아 변화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 또는 인간
의 신체로 하여금 외부의 물체들을 매우 많은 방식으로 자극하여 변화시키
는 데에 유능하게 만드는 것은 인간에게 유익”함을 준다.(E. Ⅳ. 정리 38:
267) 왜냐하면, 신체가 개방성과 유능성을 갖고 외부 자극에 보다 많은 작용
을 한다면, 심신평행론의 원리에 따라 정신 또한 더 많은 것을 지각하고 유
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E. Ⅱ. 정리 13. 주석: 114) 감정이 외부 자극에 대
한 몸의 변용에 대한 관념이라면, 몸의 변용을 많이 갖게 하는 것은 감정을
풍부히 하는 활동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몸을 많이 움직이는 사람이 외부 사물과의 마주침에
서 유연하게 대응하며, 정신을 고양하고, 이로써 이성의 향도에 따라 유덕한
인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인가. 이 점에서라면, 아마도 가장 많이 몸을 움
직이는 자가 가장 많이 외부 사물과 작용하게 됨으로써 유덕한 길에 접어드
는 가장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된다는 섣부른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운동 선수나, 운동을 즐겨하는 사람들이 가장
그 길에 가까이 서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직구만 던질 수 있는 투수와 커
브, 슬라이더, 포크볼 등 각종 변화구를 유연한 손목과 그립, 어깨의 힘을
이용해 던지는 투수를 비교할 때 후자의 투수가 현자의 길에 더 가깝게 접
어든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은 분
명하다. 따라서, 이렇게 몸을 많이 움직인다고 결코 유덕한 인간이 되지는
않는다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이 부분을 해명할 필요가 있다.

라 . 지복의 기쁨과 감정
신체를 많이 움직이면 덕스러운 사람의 길에 쉽게 다가간다는 논리로 귀
결되지 않기 위해서, 스피노자에서 신체가 외부 물체와의 마주침과 상호작
용을 일으킬 때 물리적이거나 생리적으로 건강성을 획득하는 것으로 생각해
서는 안 될 것이다. 흔히 신체는 특정한 물리적인 구조물로서 생리적 원리
에 따라 운동을 하는 물질성을 갖고 있는 신체로 환원하여 생각하기 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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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스피노자에서 신체란 생물학적 신체로 환원되는 것만은 꼭 아니다. 우리
가 사용하는 기계나 도구 또한 신체의 역량을 증진시키는 점에서 그것 역시
신체의 일부로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신체의 생물학적 특성만을 지시하지
않고, 생리적 특성으로만 환원되지 않는 신체, 이 신체가 세계와 마주침에
있어 작용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
에티카는 총 다섯 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부는 독립적으로 상이하
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나, 그럼에도 각 부에서 밟아나가는 인간 정신과 신
체, 감정, 지성, 자유에 관한 논의는, 윤리학을 통해 최종적으로 인간이 지복
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도록 만들려는 전략을 밝힌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44) 이 지복의 기쁨이란, 신체와 정신이 심신평행론에 입각하
여 선순환을 통해 존재의 구성 요소 모두가 기쁨을 누린다는 의미이기도 한
데, 그것은 단순히 감각적 쾌락을 누림으로써 욕망이 충족되거나 정신이 만
족되는 상태를 가리키지 않는다. 그것은 육체적 생명을 갖는 존재로서, 인간
이 코나투스의 원활한 작동을 통해 자신의 신체를 최상의 활력 있는 상태로
증진, 유지시킬 수 있는 역량을 소유함을 의미하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이러
한 신체의 상태를 정신이 인식함으로써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단계로 진입
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스피노자는 인간의 인식을 1종 인식, 2종 인식, 3종
인식으로 나눈다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겠다. 이 세 가지 인식은 E. Ⅱ.
정리 40에서 제시된다.

2. 기호들로부터,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말을 듣거나 읽으면서 사물
을 상기하고, 그것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어떤 관념을 형성하며, 그
관념을 통하여 그 사물을 표상하는 것으로부터(정리 18의 주석 참고).
사물을 생각하는 이 두 방식을 나는 이제부터 ‘제1종의 인식’, ‘의견’
또는 ‘표상’이라고 부를 것이다.
44) 보다 구체적으로 스피노자의 『윤리학』 1, 2 부는 각각 존재론과 인식론을 논의하
고 , 3 부에서부터는 인간학을 기반으로 한 인간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론 내지는 정
치학의 핵심 원리들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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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물의 특성에 대하여 공통개념 및 타당한 관
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정리 38의 계, 정리 39, 정리 39의 계,
그리고 정리 40 참조). 이것을 나는 이성 및 제2종의 인식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 두 종의 인식에 더하여, 내가 다음에 제시할 제3종의 인식이 있는
데, 이것을 우리는 직관적 인식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 종류의 인식은
신의 어떤 속성들의 형상적 본질에 대한 타당한 인식에서 사물의 <형
상적> 본질에 대한 타당한 인식으로 나아간다.(E. Ⅱ. 정리 40. 주석
2)

1종 인식은 정서와 감정, 2종 인식은 지성, 3종 인식은 지적 직관으로 개
념적 축약, 이해될 수 있다. 1종 인식은 세계와의 마주침에 의한, 가장 선차
적인 몸의 변용에 대한 감정을 말하며, 2종 인식은 1종 인식에 대한 판단으
로서의 이성, 3종 인식은 1종 인식과 2종 인식을 종합하여 사태와 사물에
대한 직관적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1종 인식은 정서와
감정으로서 부정확하고, 변덕스러운 세계에 대한 인식 능력이지만, 그것은
인간 신체와 존재의 세계 인식의 필연적 조건이기도 하다. 세계에 대한 공
통통념으로서의 2종 인식 그리고 3종 인식이 1종 인식에 비해 인식론적 능
력에서 우위를 보이며 보다 객관적인 인식의 힘으로 기능하지만, 신체가 세
계와 대면하는 일차적 장치로서 1종 인식은 생략되거나 무시될 수 없다. 오
히려, 혼란스럽게 주체의 인식에 작용하는 1종의 인식에 대한 올바른 판단
과 검증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1종 인식-2종 인식-3종 인식으로
이어지는 연결의 과정이 선순환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
것이 곧 감정의 기쁨-지성의 인식-통찰력으로서의 지적 직관의 유기체적 맞
물림이며, 지복의 기쁨이다. 즉, 지복을 누린다는 것은 신체가 힘이 증진되
어 외적 자극에 노출, 반응할 때 쾌락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코나투스의 증
진을 통해 생명력이 활성화 될 때 그것에 대한 인식을 기쁨으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의 거듭된 축적으로 2종 인식인 지성의 판단력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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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으로 보다 빠른 통찰과 직관으로 이 모든 것을 통할하는 것, 그것이 지복
의 기쁨인 것이다. 신체와 정신의 기쁨의 운동이 코나투스를 최대화 시킬
수 있도록 상호 긍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선순환의 관계에 접어들게 되면 이
것은 순탄한 대로를 계속 타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직관력을 키움으로써
존재 역량을 배가한다. 지복의 향유, 그것은 지적 직관의 힘인 것이다.

지복〔축복〕은 덕의 보수가 아니라 덕 그 자체이다. 우리는 욕심〔음욕〕
을 억제하기 때문에 지복을 향수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지복을 향
수하기 때문에 욕심을 억제할 수 있다.(E. Ⅴ. 정리 42)

주의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욕심의 억제를 통해 지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스피노자는 코나투스가 지복을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을 억제
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우리는 이 진술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자 한다.
지복을 누리려는 욕망의 명령에 따라 헛된 욕심을 억제하는 게 가능하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자신의 신체가 활력의 증진과 유지의 선순환적 상
향 운동을 반복하면서, 신체의 건강을 통해 정신적 만족이 극대화되는 과정
이 지속되면서, 존재의 건강과 풍요로움이 최상의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것
을 우리가 강하게 욕망하고, 그로써 순간순간 닥치는, 우리의 존재 역량을
궁극적으로 떨어트릴 수밖에 없는 욕심을 제어, 억제한다는 것으로 이해된
다. 이처럼 정서-지성-직관으로 연결되는 세 가지 인식들의 자연스러운 작
동이 지복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데, 이는 매우 어려운 과정이다. 여
기에는 존재의 건강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과 안목이 계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 장기적인 안목인가. 이는 인간이라는 개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
고, 이 개체를 구성하는 각 부분으로서의 개체가 어떻게 삶의 욕망으로서의
코나투스가 운동하도록 추동하는 지를 추적함으로써 분명해진다.
인간은 의심의 여지없이 하나의 개체이다. 그런데 이 개체는 항상 이 개
체를 이루는 더 작은 개체들의 조합에 의해 구성된 복합물이다.45) 이렇게
여러 하위 개체들을 포함하며 구성되는 한 개체에는 그 하위 개체들의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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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럴 때라야 비로소 하나의 개체로 조직된
다. 그런데, 개체는 생명체로서 운동과 정지의 비율을 지니고 있다. 하위 개
체들이 운동과 정지의 비율을 소유한다는 조건으로, 그 하위 개체들의 운동
과 정지의 비율이 상호 교류되고 전달될 수 있을 때 그 하위 개체들은 더
큰 상위 개체, 한 개체를 이룰 수 있게 된다. 스피노자에 의하면, 개체는 주
어지고 고정된 실체로서의 개체가 아니라, 하위 개체들이 동일한 운동과 정
지의 비율을 지향하는, 즉 개체화의 일치에 따라 탄생한 개체이다. 우리의
몸 역시 그러한 원리에 따라 여러 개의 하위 개체, 즉 기관들의 집합에 의
해 하나의 몸으로, 개체로 된 것이다. 그런데, 생물학적 차원에서 이렇게 하
나의 개체 발생을 정의하는 것이 모든 개체화에 따른 개체 발생의 단계와
정의를 설명해주지는 않는다. 스피노자의 개체에 대한 생각은 단일한, 고정
된, 분리될 수 없는 한 실체만을 개체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과정
적인 것으로서, 따라서 연합되기도 하고, 해체되기도 하는 것으로서, 연합을
이루는 개체화 과정이 원만할 때 개체가 되고, 그것이 분열될 때는 개체화
에 따른 개체 발생이 실패한 것으로 이해한다. 이처럼 여러 개체들이 하나
의 과정 속에서 단일한 신체를 만들어내고, 단일한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연합되어 노력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개체, “하나의 단일한 것(singular
thing)”이 된다(이진경, 2010: 154). “하나의 단일한 것”에 대한 스피노자
의 정의는 이렇다.

개개의 사물들이란 한정된 존재를 갖는 유한한 것들이라고 나는 이해
한다. 만일 다수의 개물〔개체〕들이 모두 동시에 한 결과의 원인이 되
도록 한 활동으로 협동한다면, 나는 그러한 한에 있어서, 그것들 모두
를 하나의 개체로 간주한다.(E. Ⅱ. 정의 7)

예를 들어, 줄다리기 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자. 줄다리기에 참가하는 사람
45) 개체로서의 인간의 구성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 고병권, 이진경 등 (2010),
코뮨주의 선언 -우정과 기쁨의 정치학-. 서울 : 교양인. pp. 143-18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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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줄다리기에 참가하기 전에는 단지 각각의 개체들에 지나지 않는다. 그
런데, 이들이 줄을 잡고 경기 시작 총소리에 맞춰 힘을 모아 동일한 움직임
을 취하면서 운동과 정지의 비율을 맞추는 상태에 돌입하면, 그래서 협동하
는 시점에서 그들은 하나의 개체가 된다. 줄을 당기기 위해 같은 방향으로
힘을 모으고 그것을 지속하려는 한, 그것이 하나의 개체를 이루는 개체화
과정으로서, 개별적 개체와는 다른 물질, 개체가 생성되는 것이다. 이때, 줄
다리기에 참여하여 하나의 개체를 구성하는 각각은 각자 고유한 코나투스를
갖고 있는데 이 코나투스가 하나로 연합되면서, 즉 줄다리기의 승리를 통해
승리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이를 통해 더 높은 코나투스를 가진 존재로 이
행하기 위해 힘을 합치게 되면서, 이 개체들은 하나의 코나투스로 뭉치고
힘을 발휘하는 개체로 되는 것이다. 만약에 줄다리기 경기 과정에 참여한
몇몇이 자기 팀의 방향으로 줄을 당기는 행위에 동참하지 않거나, 소극적으
로 응한다면, 개체화를 통한 온전한 개체의 탄생은 실패하게 되고, 줄다리기
에 참여하는 연합된 힘은 감소될 것이며, 결국 줄다리기 경기는 패배로 돌
아가게 된다. 코나투스의 충족의 실패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개체화를 통
한 한 개체의 구성에 각 개체의 운동과 정지의 비율의 조화와 연합이 절대
적으로 요구되는 이유가 이것이다.

인간 신체의 부분들이 서로에 대해 갖고 있는 운동과 정지의 비율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은 선이다. 이에 반하여, 인간 신체의 부분들이 서
로에 대해 운동과 정지의 다른 비율을 갖도록 하는 것은 악이다.(E.
Ⅳ. 정리 39)

한 개체를 이루는 하위 개체들은 각각의 코나투스를 소유한다. 줄다리기
의 예에서 보듯이, 이 코나투스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상의 조
합을 이루려 노력하는 한, 그것은 한 개체로 이행하게 되는데, 그 반대인
한, 여러 개체들은 하위 개체로 존재할 때보다 보다 강력한 상위 개체를 형
성할 수 없다. 이러한 하위 개체의 합성에 의한 상위 개체로의 질적 전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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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 그리고 코나투스의 상승은 비단, 줄다리기 뿐만이 아니라, 다른 단체
스포츠 경기에서도 얼마든지 목격될 수 있는 부분이다. 다시, 우리 신체에
주목해보자. 개체화에 의해 만들어지는 한 개체로서의 우리 신체는 여러 하
위 개체들의 코나투스가 연합된 힘을 발휘함으로써 비로소 온전한 하나의
코나투스를 만들면서 한 개체로 지속적인 운동을 지속한다. 이때 우리가 반
드시 상기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코나투스는 기쁨에 의해서는 역량의
증가를, 슬픔에 의해서는 역량의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개
체화 과정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개체들이 서로에게 나쁜 마주침을 유발하는
슬픔을 피하고 기쁨을 통한 조직화 양식을 택할 때 코나투스의 강력한 힘이
발생함을 말해준다. 따라서, 코나투스는 기쁨에 의해서 자신을 확장하려 할
것이고, 그 기쁨을 능동적으로 구성하려 할 것이다.

마 . 국소화된 쾌감을 넘어서는 유쾌한 체육
이제 우리는 체육 활동이 왜 코나투스, 즉 인간의 존재 역량을 강화시키
는 지 그 직접적인 단서를 찾는 단계에 다다랐다. 앞서의 논의들을 잠깐 정
리해 보자. 코나투스에 관한 한, 기쁨은 좋은 것이며, 슬픔은 나쁜 것이었다.
그리고, 이 기쁨의 감정을 증진시키거나, 슬픔의 감정을 억누르는 데 필요한
더 강력한 기쁨의 감정을 유발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은 바로 신체를 움직이
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때의 신체가 단지 생물학적, 물리
적, 생리학적 신체로 환원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에서 신체의 적극적인 움
직임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 활동이 과연 스피노자가 이야기한 바, 신체활동
의 기쁨을 촉진시키는 활동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판단하는 데 주저
하게 되었다. 스피노자의 신체가 생물학적 신체로만 환원되지 않는 이상, 신
체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진작하는 활동으로서의 체육활동이 윤리적 성장과
주체화에 기여하는 부분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난관
을 극복하고자 지복의 기쁨을 누리는 것에서, 즉 감정-지성-직관으로 이어
지는 운동의 선순환 속에 신체 활동이 여전히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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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지복의 기쁨이라는 것에는, 정서와 감정에 대한 면밀
한 분석과 판단을 과거-현재-미래라는 시간에 걸쳐 파악하는 지성의 역할
과, 이를 통해 집적되고 상향되는 능력으로서의 지적 직관의 개발과 선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은 행복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한다. 행복
은 순간의 행복만이 아니라, 순간의 행복이 존재 역량을 낮추는 쾌락으로
변질되어 혹시라도 존재의 역량을 감소시키는 사건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미래로 열려진 시간 속에서 그 사건이 훗날 어떻
게 존재의 역량에 영향을 미칠지를 지성과 직관을 통해 파악하는 일이 중요
하다. 따라서, 인간을 하위 개체들의 동일한 코나투스 운동의 일시적 구성물
로 파악하는 가운데 개체화를 통한 한 개체의 탄생, 그리고 이 개체의 출현
과 지속은 하위 개체들의 코나투스의 원활한 연합 운동을 통해 가능하고 그
로써 더 큰 코나투스로의 이행이 보장된다는 점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존재의 코나투스의 개체화 운동에서 기쁨으로서의 신체 활동이 어떻게
가능하며, 그것이 왜 체육교육의 독특한 윤리적 주체화의 기여 지점이 될
수 있는지 분석해보자.
스피노자는 인간이 사물과 마주치면서 겪는 신체 관념의 변화인 감정이
코나투스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기쁜 만남을 능동적으로 조직하는 것이 중
요함을 강조한다. 그런데, 이 기쁨의 감응은 지속되는 시간성 속에서, 그리
고 그 전면성 속에서 파악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벡터 속에서 우선, 가장
좋은 것은, 기쁨은 우리 신체에 지속되어야 하며, 전면적으로 개체화에 참여
하는 모든 개체들에게 기쁨을 안겨주어야 한다. 반대로, 시간적으로 일시적
이며, 국소화 되어 신체에 전달되는 기쁨은 코나투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 왜 그러한가? 지복의 기쁨의 원리가 가리키듯, 첫째로 시간성 측면에
서 일시적인 기쁨만이 발생되는 것은 인간을 그 순간의 기쁨에 결박되게 하
여 그것만으로도 이롭다는 편견을 갖게 한다. 둘째로, 공간성 측면에서 신체
에 국지적, 지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쁨의 감정은 특정한 부위에 대한
자극만을 우리가 유쾌한 자극으로 오인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코나투스
에 해로움을 초래한다. 이를 스피노자는 쾌감으로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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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신체는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 극히 많은 다른 물체들을 필요
로 한다(제2부 요청 4에 의해). 그러나 인간 신체의 형상을 구성하는
것은, 신체의 부분들이 그것들의 운동을 서로 어떤 일정한 비율로 전
달하는 데 있다(제2부 정리 13의 뒤의 보조정리 4의 앞에 있는 정의
에 의해). 그러므로 신체의 부분들이 서로에 대해 갖고 있는 운동과
정지의 비율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은, 인간 신체의 형상을 유지하는
것이며, 따라서 (제2부 요청 3과 6에 의해) 인간의 외부의 물체들을
많은 방식으로 자극하여 변화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러한 것은 선이다(정리 38에 의해).
다음으로, 인간 신체의 부분들이 서로에 대해 운동과 정지의 다른 비
율을 갖도록 하는 것은 인간의 신체가 다른 형상을 취하도록 하는 것
이며 (제2부의 같은 정의에 의해), 다시 말해서 (그 자체로 명백하며,
이 부의 서론의 끝에서 우리가 주의한 것처럼) 인간의 신체가 파괴되
도록 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것이 많은 방식으로 자극받아 변화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리 38에 의해) 그것은 악이다.(E. Ⅳ.
정리39. 증명)

앞서 개체화의 과정에서 개체화 과정에 참여하는 하위 개체들의 운동과
정지의 비율이 일정하거나 통일되지 않으면, 개체화에 따른 한 개체의 생성
은 실패한다고 하였다. 이 원리에 따르면, 코나투스를 강화하는 개체의 연합
과정에서 충동의 만족이 신체를 구성하는 모든 부위에 동일하게 감각되지
못하고, 특정 부위에 몰리거나 파편화되어 있다면, 그것은 코나투스를 약화
시킨다. 그럼에도 인간은 외부 자극에 따른 정념의 상태에 쉽게 휩싸이므로,
국지적으로 들어오는 쾌감의 자극에 대해 이롭다는 오판을 하게 된다. 그리
고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쾌감으로 체험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코나투스를 훼
손시킴으로써 불쾌로, 나아가서는 생명 조절에 실패하게 된다. 반면, 유쾌함
은 이와 다르다. 유쾌함은 개체화에 참여하는 개체의 운동과 정지의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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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적, 공간적으로 균등하게 작동함으로써 신체 전체에 기쁨의 감응을 준
다. 이렇게 되면서 인간의 신체가 그 형상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쾌감과 유쾌함은 다르다. 유쾌함은 전면적, 지속적이지만, 쾌감은 국지적, 단
발적이다. 따라서, 유쾌함은 선이요, 쾌감은 악이다. 따라서, “기쁨은 직접
적으로 악이 아니고 선”이며, “슬픔은 직접적으로 악”(E. Ⅳ. 정리 41)이
된다. 또한, “유쾌는 과도할 수 없고, 항상 선”이며, “우울은 항상 악”이
된다.(E. Ⅳ. 정리 42) 더구나 “쾌감은 과도할 수 있으며 악일 수도 있다.
그러나 고통은 쾌감이나 기쁨이 악인 한에 있어서 선일 수가 있다.(E. Ⅳ.
정리 43) 스피노자는 신체의 일부분만이 기쁨과 관계될 때 그것을 인간 존
재를 파괴하는 원인으로 지목한다.

신체의 모든 부분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 또는 몇몇 부분에 관계되는
기쁨 또는 슬픔에서 생기는 욕망은 인간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
는다.(E. Ⅳ. 정리 60)

국소화된 쾌감은 인간 유기체의 코나투스의 증진을 고려하지 않으며, 그
럼으로써 유기체로서의 인간의 전체적, 장기적인 이익을 박탈한다. 이렇게
쾌감의 기쁨은 “신체의 나머지의 작용을 능가하며 ( 정리 6에 의해), 신체에
끈질기게 달라붙어서 신체가 매우 많은 다른 방식으로 자극받아 변화될 수
없도록 방해할 정도로 매우 클 수가 있다.” (E. Ⅳ. 정리 43. 증명) 쾌감은
기쁨을 주는 자극인 줄 알았지만, 그래서 다른 신체 부위의 활동을 능가하
는 쾌감을 주는 순간적 쾌락을 안겨주지만, 그것은 단일한 코나투스를 지향
하는 개체화 작업을 망가트려, 지속될수록 인간의 신체의 코나투스를 저하
시켜 결국 슬픔에 인간을 몰아넣는다. 반면, 유쾌의 기쁨은 개체화 과정에
참여하는 하위 개체 모두에게 쾌감을 동시에 제공하고 그로부터 구성되는
한 개체에 전면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코나투스를 상승시킨다.
예를 들어, 컴퓨터 게임에의 과도한 몰입은 기쁨을 주는 행위임에도 불구
하고, 일부 게임들은 강한 중독성을 유발하여 장기적으로 몸 전체의 건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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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시킨다. 쾌감의 경험이지만, 지속적으로 특정 부위에만 쾌감을 줌으로써
유기체의 전반적인 에너지 흐름을 방해하고 교란시키면서 결과적으로 코나
투스의 지속력을 파괴한다. 이성의 개입은 이때, 나에게 쾌감을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고통을 결과하는 것으로서, 순간의 쾌감을 미래의 유쾌함과
대조하여 지성의 명령으로 미래의 더 큰 유쾌함을 찾을 수 있도록 신체가
찾아 나서게 하는 것이다. 이성적 인식이란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다. 개체는 다양한 본성을 지닌 여러 부분들로 구성되어 외부 작용과 상호
작용할 수 있는 다양하고도 복합적인 역량을 갖게 되는 것이며, 그것과 동
시에 정신의 지각 능력도 신장될 것이며, 외부의 자극에 흔들리지 않고 개
체가 자기 자신의 온전한 원인이 됨으로써 능동적 힘을 보유하게 된다(박기
순, 2013. 97-98). 이성의 이러한 코나투스 보존 노력은 신체로 하여금 유쾌
한 활동을 찾아 나서도록 만든다. 그것은 쾌감의 쾌락에 탐닉하는 신체가
아니라, 온 몸의 유쾌함이 가능하게 만드는 활동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이의 논리적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감정은 우리 몸의 외부 자극과 접촉과
의 변용에서 생기는 몸, 느낌의 변용이다. 감정은 코나투스, 즉 생명체의 존
재 역량을 유지하려는 욕망으로서 균형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상상적 인식에 의해 거짓된 유쾌함, 즉 쾌감과 쾌락에 빠지기 쉽다. 그것은
코나투스를 저하시킨다. 그것에 대한 대처로 한 가지는 이성의 인도에 의해
장기적 안목으로 미래의 이득과 쾌감을 결부시켜 쾌감의 자극을 삭제시켜
나가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정념은 기쁨의 감정에 의해서만 이겨낼 수 있
으므로, 온 몸의 코나투스에 유쾌함을 유발하는 자극을 통해 극복되어야 한
다. 그래서 스피노자는 제안한다.

나는 조소(이것이 악이라는 것을 나는 계 1에서 말했다)와 웃음 사이
의 커다란 차이를 인정한다. 왜냐하면 웃음과 익살은 순수한 기쁨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나치지만 않는다면, 그것들은 그 자체로 선이다
(정리 41에 의해). 즐거워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살벌하고 슬픈 미
신뿐이다. 어찌하여 우울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배고픔과 갈증을 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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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더 적당하다는 말인가? ...... 우리는 보다 큰 기쁨으로 자극받
아 변화될수록 그만큼 더 큰 완전성으로 이행한다. 즉 우리는 그만큼
더 큰 신적 본성을 필연적으로 나누어 갖는다. 그러므로 사물들을 이
용하여 그것들을 가능한 한 즐기는 것은(물론 넌더리가 날 정도까지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즐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자에게 어
울린다. 말하건대, 알맞게 요리된 맛좋은 음식과 음료, 향기, 녹색 식
물의 아름다움, 장식, 음악, 스포츠, 연극,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종류의 다른 것으로 자신을 상쾌
하게 하고 원기를 북돋우는 것은 현자에게 어울린다. 왜냐하면 인간의
신체는 본성을 달리하는 매우 많은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부
분들은, 몸 전체가 그것의 본성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똑같이 유능하게 될 수 있도록, 따라서 정신도 많은 것을 동시에 인식
하는 일에 똑같이 유능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의 새로운 영양분
을 끊임없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E. Ⅳ. 정리 45. 주석)

그렇다. 많은 웃음, 제한되지 않는 즐거움, 그것은 선이다. 또한 우울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이 큰 기쁨을 경험케 하는 것은 우리를 윤리적 주체로 성
장하도록 다그치는 초석이다. 큰 기쁨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더욱 다가
적인 기쁨의 감정들에 휩싸일 것이며, 존재 역량은 상향운동을 지속할 것이
다. 잦은 슬픔에도 존재가 무너지지 않는 법은, 기쁨의 수동적 만남을 넘어,
기쁨의 능동적 활동을 조직하는 것에 깃들어 있다. 그것을 스피노자는 몸을
움직임으로써 얻을 수 있다고 명토박아둔다. 영양이 풍부한 맛있는 요리를
통해 생물학적 신체를 강화하고 이로써 정신적 건강도 동반하여 상승한다.
체육활동은 온 몸의 코나투스의 흐름을 선도하고, 웃음과 기쁨을 존재에 선
사한다. 그것은 자본주의 경제가 시나브로 강제하는 코드화된 감정 코칭에
굴하지 않고 날 것 그대로의 웃음과 유쾌함을 우리에게 주는 활동이다. 그
러므로 그것은 선이다. 자본주의가 상품 생산과 상품 소비의 운동 속에 소
비와 향락의 욕망을 자극하여 지속되는 체제인 한에서, 우리가 그로부터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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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는 치열한 삶의 인정투쟁에 던져져 욕망과 정념에 빠진 채 진정한 자유
의 행복의 경로가 삭제된 삶을 답습하는 것은 지속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나르시시즘과 우울의 나선으로부터 탈주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유쾌하게 반
복적,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답이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다양한 하위
개체들의 운동과 정지 비율을 조절하고 에너지의 흐름이 원활하게 소통되도
록 전달하는 활동, 그것이 체육이다. 지복의 기쁨은, 따라서 이 유쾌함을 지
속하는 활동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이로운 것이라고, 이에 참여하라고 촉구
하는 것이다. 체육은 순간의 쾌감으로부터 장기적 안목에서 유쾌함을 자기
생산하도록 하는 능동적인 활동이다. 다양한 감정의 발원지이자, 참여하는
개체들의 코나투스를 한 데 녹이는 용광로이다. 이렇게 해서 풍부해진 감정
을 수확하는 현장인 것이다. 이 감정은 우울과 슬픔보다 더욱 강대한 쾌활
과 기쁨으로 우울을 정지시킨다. 이것이 바로 체육함의 토대이다. 자본주의
의 요구에 복무하는 자기 관리적 주체, 자기 규범적 주체가 아니라, 몸을 움
직임으로써 존재의 내밀한 감정의 움직임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주체를 능동
적으로 생산한다. 신체 작용의 다양성은 감정의 풍부성을 예비하여 그것으
로부터 도덕적 감정을 움트게 하는 것이다.

2. 연대적 주체 - 정치를 예비하는 감정의 생산46)
가 . 개인주의와 연대성의 파괴
찰스 테일러는 『불안한 현대사회』에서 근대사회의 문제를 세 가지로 정
리하여 제시하였다. 개인주의, 도구화된 이성, 인간 자유의 상실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도 찰스 테일러가 근대사회 비판의 주요 타깃으로 지목한 개인주
의는 근대사회에서 인간의 행위가 갖는 본원적 한계를 초래한 주원인으로
46) 본 절에서는 체육과 스포츠에 대한 개념적 구분을 엄밀히 하여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 글의 의미와 맥락을 선명히 하고 전달력과 설득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
는 용어를 선택적으로 사용하였음을 미리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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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된다. 왜 봉건적, 신학적 질서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은 개인들은 다시
자유의 영역이 제한되고 그 확장의 한계에 봉착하게 되는가. 왜 합리적인
인간의 이성은 목적 그 자체로서 타자와 사회를 사유하지 않고 도구적 이성
에 따라 개인 합리성의 영역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사용되는가. 도덕적 행
위 원리는 왜 지극히 협소한 개인의 생존과 행위에 결박된 채 무감하고 차
가운 이성의 인도에 따라 형성되는가. 왜 근대 인간은 호모 에코노미쿠스
(homo economicus)이며, 호모 소시올로지쿠스(homo sociologicus)로서, 비용
대비 효과 산출의 계산에 의거하여 행위하고 사회적으로 부여된 역할을 수
행하는 데 한계지어진 존재로 축소 되었는가. 테일러는 이 모든 문제의 원
인에 개인주의 이데올로기가 결부된 것으로 판단한다. 개인주의가 주권자로
서의 대중을 상상하도록 만들기보다, 경제적, 사회적 삶에서 원자화 되어 단
지 세속적인 욕망과 생존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수단 합리성의 원리로 작동
하는 데 그치기 때문이라는 것이 테일러의 판단이다. 그러나 인간을 철저하
게 개인 합리성의 영역에서 사고하고 행위하도록 만드는 경제적, 사회적 삶
은 ‘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에 따라 공동체적 이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조
율되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공동체적 삶이란 인간의 윤리적, 정치적 행
위에 의해 부단히 추구되고 경주될 때라야 전진될 수 있는 삶이다. 그러나
개인주의 이데올로기는 ‘보이지 않는 손’을 인정하는 근대 자유주의 시장
질서에 따라 개인이 응당 선택하고 따라야 할 행위 원리에 그치고 만다. 개
인의 합리적인 판단과 행위는 보이지 않는 손을 대리하는 시장 질서에 의해
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 보이지 않는 손’ 은 정치의 실패를 초래
하며, 따라서 인간 행위의 역사적, 실천적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테일러가 지적한 개인주의, 수단 합리적 이성은 공동체의 위기와 붕괴, 목적
합리적인 이성의 퇴진을 동반한다. 곧, 개인을 자기 생활 영역에 가두고 축
소된 존재로 전락시키는 개인주의는 인간의 정치적 삶에 위기를 초래하고,
그에 따라 인간 행위의 본질이자 연대적 힘으로서의 정치의 역량을 쇠퇴시
킨다. 자본주의 시장 질서에 의해 합리적으로 조율된 인간의 삶이란 정치적
동물로서의 인간을 ‘ 조에(zoê )’ 의 차원으로 축소한 삶이며, 속물성과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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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에 결박된 삶을 강제한다(김홍중, 2007). 개인주의의 확장은 정치의 퇴
행을 결과하고, 정치의 조락은 개인주의를 속물주의와 이기주의로 안내한다.
개인적 차원에서의 삶의 위기와 공동체적 삶을 지탱하는 정치가 악순환 속
에 빠짐으로써 사회의 위기는 지속된다.
따라서, 인간의 삶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의 삶 속에 던져진다.
홉스식으로 국가의 발생은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국가에 양도하며 군주의
보호 하에 생활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지만, 이것은 특히 신자유주의 사회
속에서 정치 주체들간 연대의 파괴라는 어떤 불편함을 예감케 한다. 루소가
‘인민은 선거 때만 주권자이며, 선거가 끝나면 노예로 전락된다.’라고 언
급한 것은 정치 참여가 개인의 일상과 단절된 채 형식적 투표 행위 속에 제
한될 때 우리의 정치적 삶이 위기를 맞게 됨을 지적한 것이다. 그런데, 이렇
게 정치가 권리 주체의 참여를 배제한 채 작동한다는 것은 정치에 대해 우
리가 어떠한 관념을 갖도록 하는 것인지 의문을 품게 한다. 다시 말해서, 개
인주의적 삶의 스타일을 추구하는 현실 속에서 공동체의 문제를 연대적 힘
으로 해결하려는 정치의 본령이 개인들의 의식 속에 구현되지 않는 상황에
서의 정치란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물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렇게 정치적 주체의 등장을 가로막는 개인주의의 문제는 푸코의 근대사회
비판을 염두에 둘 때 보다 명확히 드러난다. 그것은 바로 생명정치를 통해
전면화 되는 사회 곳곳의 사목적 권력의 배치, 안전사회 담론의 등장과 개
인주의의 결합이다. 합리적 계산과 공학적 기술로 처리되는 사회 문제들은
경제적 복지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삶을 인간에게 제공하고, 인간의 행위를
예측 가능성 속에 가두어 둔다. 이 속에서 인간은 안락과 편리를 느끼며 존
재론적 안정감을 확보한다. 사실 안전에 대한 욕구는 생명체 보존의 첫 번
째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매우 강력한 본능이기도 하다. 그런데 안전과
복지에의 경도는 삶의 ‘안전-지루함-다소의 자극-두려움-안전 욕구의 재작
동-지루함-...’ 이라는 악순환을 반복케 한다.

베르너 좀바르트가 말했던 안락주의란 다람쥐 쳇바퀴와 같아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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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빠져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루함-흥분되고자 하는 욕구-스트
레스-안락함-지루함으로 이어지는 쳇바퀴 말이다. ...... 지루해하는 이
는 그를 자극할 수 있는 새로운 것을 필요로 한다. 새로운 것은 그를
흥분시키고, 놀라운 것은 그를 자극한다. 그러나 과도한 자극은 스트
레스를 유발한다. 그러면 안락함은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우리는 복지사회에서 일단은, 또 대부분은 안락함 속에서 살게 된다.
그러나 다시 안락함에서 지루함이 생겨나고, 우리는 새로운 것이 주는
쾌감을 동반한 자극을 통해 여기에서 벗어나게 된다.47)

근대가 발명한 개인주의적 삶의 가치에서 일차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안전
함을 확보한 삶이다. 따라서, 생명정치에서 보여지듯 권력의 작동은 인간에
게 안락과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이것은 인간의 자기 보호
본능이라는 일차적인 심리적 기제와도 상통한다. 우리가 이처럼 굳이 인간
의 심리학적 기제를 언급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푸코가 갈파했던 것처럼,
근대의 인권 의식의 신장은 단지 생명에 대한 존중과 인격체로서의 인간에
대한 권리 인정에 따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생명정치의 권력이 요구하는
생명의 배양과 육성, 관리의 차원에서 제기된 측면이 더 크다. 그리고 이는
근대 자유주의 권력의 속성이며 근본적인 요구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자유주의와 자본주의라는 구조적 힘의 자장 안으로 포획된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요구로서의 개인주의가 기실 자본의 증식을 목표로 삼는 생명
권력의 요구에 하위 파트너 이데올로기로 작동하게 되는 메커니즘을 등한시
할 수 없으며, 이로써 근대사회에서 개인의 보수적인 자기 생명 보존 노력
과 생명의 규준성이 정치적 역능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에 직면하게 됐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안전과 편리한 삶이 공학적으로 매끄럽게 설계된
복지국가의 정치 체제 안에서 관리됨으로써 개인들은 굳이 정치 행위의 필
47) Bolz, N. (2014). Wer nicht spielt, der ist Krank. 윤종석 , 나유신 , 이진( 역) (2017).
놀이하는 인간 -놀지 못해 아픈 이들을 위한 인문학-. 서울 : 문예출판사. pp.
127-128. 이하에서 인용 시에는 쪽수만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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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을 느끼지 않으며, 그로부터 정치적 행위에 대한 냉소와 무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대중이 정치 주체가 아니라, 정치의 객체로 전락하게
하고, 정치의 주체가 대중이 아니라 대의제 아래 선출된 정치인이라는 기능
주의적 사고방식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럼으로써 정치는 대중
의 민주적 요구를 위한 집단적 실천의 장과 과정이 아니라, 사회의 안정적
관리와 유지를 위한 조절 장치로 축소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정치는 치안
이 되고 권리 주체는 통치의 대상이 된다.
안전과 편리가 추구되는 사회에서 정치는 갈등과 이견이 대립, 변증, 지양
되는 과정으로 역할하지 않고 사회체(social regimes) 내의 반목을 공학적으
로 봉합하는 장치에 불과하게 된다. 이를 우리는 정치의 치안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치안에서는 불일치, 갈등, 불화, 대립은 소거되어야 할 악이다.
합의와 금지가 권장되고 미덕으로 종용된다. 개인은 권리 주체가 아니라, 단
지 사회적 합의와 이행을 따르는 원자화된 객체로 전락한다. 정치가 선의
실천에 관한 집단적 의지의 발현 과정이라면, 치안의 논리에서는 선의 실천
을 위한 자유로운 개인들 간의 자발적이고 호혜적인 배려와 연합은 비난의
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랑시에르는 정치와 치안을 구분하며 현재 치안
으로 정의되고 있는 정치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자 한다. 그에 따르면 치
안은 인간들 또는 집단들 사이의 불일치를 무화시키고, 대중의 정치적 주체
화를 금지함으로써 합의가 곧 정치인 것으로 만든다(Ranci ère, 2000). 치안은
부단히 합의를 추구하며,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를 위험시 하고 불안의 요인
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정치의 본질은 대립되는 사회세력들 간의 불가피한
쟁투의 과정과 헤게모니 전략 대결을 동반하는 인간 사회의 고유한 행위이
다. 따라서 정치가 치안으로 치환되는 순간, 사회적 갈등과 대립은 사회 불
안을 조장하고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간주된다. 반면, 정치의 본성이 실현
된다면 그것은 집단들 간의 첨예한 이해가 마주치는 카오스의 과정이 대두
되는 것으로서, 이는 욕망을 추구하는 인간들이 더 나은 사회적 삶의 조건
을 창출하기 위한 무한한 투쟁의 장소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정
치는 국가와 정부의 통치, 치안의 행위가 아니라, 정치적 동물로서의 인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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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주체화 되는 과정이 되는 것이다.48) 이 불일
치와 대립, 무질서의 과정에서 개인들은 욕망의 사회적 이해관계에 따라 집
단을 형성하여 상징적 헤게모니 전략을 구사하여 대결하기도 하고 때로는
물리적 힘을 행사함으로써 치안으로서의 기성 정치 질서에 대항, 균열을 가
한다.
그런데 개인들의 연대로써 구성, 실현되는 이러한 집합적 행위는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가능한가가 우리가 물어야 할 핵심 질문이다. 왜 개인의 윤
리에서 공동체의 윤리로의 이행이 필요한가. 개인의 윤리는 공동체의 윤리
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인가. 개인의 윤리는 공동체 윤리의 기반인
가. 역으로 공동체의 윤리를 통해 개인의 윤리적 주체화가 가능한 것인가.
윤리와 정치는 왜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가. 그것은 유적 존재이자 정치적
동물인 인간의 본성에 기인하는가. 아니면, 당위에 의한 이상적 방향 설정인
가. 이러한 의문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수렴될 수 있는 바, 하나는 왜
인간은 정치적 주체화로의 발전이 필요한가가 그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
의 정치적 주체화와 집단적 행동은 어떻게 가능한가가 그것이다. 전자의 질
문은 윤리와 정치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후자의 질문은 정
치가 집합적 감정과 공통감의 공유로 형성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데
도움을 준다. 우리는 다음에서 이에 대한 답을 관문으로 하여 어떻게 체육
이 연대의 감정과 정치를 작동시키는 자원으로 기능이 가능한지를 스피노자
의 『에티카』에서 드러나는 감정 모방에 관한 이론을 토대로 살펴본다. 그
럼으로써 체육이 근대 개인주의와 치안의 논리에 따르는 정치에 의해 훼손
48) 민주주의와 정치에 관한 랑시에르의 정의는 피지배세력의 능동적 행위 역량의
획득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 “...... 본래의 정치는 어떻게 시작되었나. 그리스의
폴리스 안에서의 능동적 행위자로서의 데모스dēmos의 등장과 더불어, 비록 사회
체계 속에 그 어떤 고정된 자리도 없지만(또는 기껏해야 하위 자리를 차지하는 ),
공적인 영역 안에 포함되기를, 통치하는 과두독재자들 또는 귀족정치인들과 동등
한 자격으로 자신들의 목소리가 들려지기를 , 즉 정치적 대화와 권력의 행사에 있
어서의 상대자로서 인정되기를 요구한 어떤 집단의 등장과 더불어서다.”(Rancière,
2000: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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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인간의 연대와 집합적 감정을 되살리는 기능을 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나 . 개인 윤리와 집단 행위로서의 정치
인간이 정치적 동물이며 사회적 행위를 통해 생존이 가능한 유적 존재라
는 점이 단순히 당위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생명체의 본성에 기인한 것이라
면 우리는 목적론에 바탕한 정치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규정이 아니라, 인간
이란 존재의 생물학적 구성 차원의 문제를 해명할 필요성을 갖게 된다. 왜
냐하면 스피노자가 지적하듯 윤리학과 정치학에서의 인간 본성에 대한 규정
이 단지 우리가 바라는 바로의 인간에 의해 정의될 때 그것은 허황되고 비
현실적인 몽상에 기반한 윤리학과 정치학으로 귀착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
라서 있는 그대로의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존재론적으로 어떠한 위상
과 본성을 갖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이란 무엇인가란 질문과
그것의 해명을 경유함으로써 우리는 인간의 윤리적 삶과 정치적 삶의 행위
원리를 정당화시킬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윤리적 행위와 정치적 행위의 상
관성을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생물학적으로 인간이란 유기체의 구성은 거대한 박테리아 무리들의
군체로 정의될 수 있다.49) “우리의 신체 자체는 이질적인 세균들의 공생체
들이 거대한 규모로 모여 구성된 하나의 집합체인 것이다.”(232)

이러한 개체의 직관적 단위는 애초에 유기체organism였지만, 이는 곧
하위 수준의 기관organ이나 조직tissue으로 개념적으로 분할되었고,
세포가 발견되면서 생물의 기본단위의 자리는 세포로 넘어가게 되었
다. 그러나 유기체는 100조 개의 세포들의 집합체고, 그 세포들은 분

49) 이진경 (2010). 코뮨주의-공동성과 평등서의 존재론-. 서울: 그린비. p. 232. 생물학
적 차원에서 인간의 윤리적 행위의 필요성을 이끌어내는 이하의 논의는 이 글을
주로 참조함. 이하에서 인용 시에는 쪽수만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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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되어 생존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분할할 수 없는’in-dividual
것이 무수히 많은 ‘분할가능한’individual 것들의 집합체임이 분명해진
것이다. 심지어 세포조차 세포소기관이라는 수많은 분할가능한 것들의
집합체임이 드러난다.(231)

원래 인간을 규정하는 단위는 유기체 그 단위 하나로 만족스러운 것이었
지만, 생물학적 지식의 발달에 따라 ‘ 유기체-기관-조직-세포-세포소기관... ’이라는 무수히 분할 가능한 새로운 생물학적 단위들과 그것들의 구성
원리에 의해 인간이 합성된 것이며, 이에 따라 인간 유기체 역시 공생체적
존재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이처럼 무수히 작은 하위 단위로 분할 가능
한 입자적 존재들은 더 큰 생명을 이루는“중-생衆生”(232)의 “하위-개체
sub-dividual”(232)이다. 그리고 이렇게 구성된 신체가 개체가 된다. 즉, 하
나의 개체는 무수히 많은 하위 개체들의 연합과 중-생 운동에 따라 구성된
개체화의 결과인 것이다. 생물학적 개체화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져 구성되
는 하나의 개체로서의 인간 역시 이질적인 복수적 요소들의 연합 운동에 의
해 이루어지는 ‘ 생명 공동체’ 의 한 몸이다. 그런데, 이러한 집합적 과정의
결과로서 구성된 단일한 개체인 생명체 또한 그보다 더 큰 무엇의 하위 개
체라는 논리적 개연성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유기체 이상의
수준인 군체의 수준에서도 하나의 군체는 하위 유기체들의 연합 운동에 따
라 발생하고 지속되는 상위 유기체에 다름아니기 때문이다.(231) 스피노자
식으로 말하면, “모든 존재자를 하나로 묶어 주는 하나의 동일한 평면에
존재”(232)하는 유기체로서, 그것은 “존재론적 평면상”(232)에서 운동하는
공통성을 갖는 ‘ 모든’ 개체의 하나인 것이다. 큰 자연 안에서 작은 자연
은 필연으로서의 큰 자연의 운동의 본성을 따름으로써 생명 운동이 존속된
다. 따라서, “생명력이란 중생적 공동체를 구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
혹은 그런 공동체에 가담하여 이득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235)
그러므로 생명체는 순환계라는 거대한 고리 속에서 존재 가능하다. 상호 도
움을 주고받음으로써 이 거대한 고리 속에서, 사슬처럼 연결된 망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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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 것이다. 한 개체 내에서 이러한 운동이 원활하면 그 개체는 능력
이 상향될 것이고, 그 개체로 구성되는 공동체 또한 개체들간 연합의 운동
이 조화롭고 순조로울 때 또한 강해질 것이다.

다시 말해 능력의 정도에 대해 말할 때, 핵심적인 것은 부분들의 협조
를 만들어 내고 부분들을 리듬에 맞추어 ‘하나의’ 신체로 만들어 내는
능력이다. 이는 개체화의 능력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고, 집합적 신
체, 공동체를 구성하여 작동하게 하는 능력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
다. 요컨대 개체의 강도적 능력을 무엇보다 복수의 요소들을 하나의
개체의 움직임으로 개체화하는 능력이고, 그런 점에서 공동체적 신체
의 구성능력이다.(288)

윤리의 첫 걸음이 자기를 수양함으로써 자기 개체를 구성하는 각 하위 개
체들의 운동을 조화롭게 조절하여 상위 개체의 생명력의 운동을 자연의 필
연적 요구에 맞추어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생물학적,
물리학적 원리에 따라 합성되고 중-생이 되는 개체의 운동은 문화적 차원에
서의 윤리가 어떻게 은유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윤
리란 한 개체 내에서는 바로 이 개체화의 능력과 과정이 순조롭고 필연으로
서의 자연의 법칙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며, 정치 또한 이 개체화 작업이 상
위 개체를 구성하는 층위에서 원만하게 전진시켜 나아가는 것이 된다. 이처
럼 생명체 성립과 개체화 과정에 관한 생물학적 과정이 생명체들간 연합 운
동에 따라 가능하다는 것에 더해, 우리는 문화적 차원에서도 왜 윤리와 정
치가 본성상 개체화와 상위 개체를 지향하는 연합 운동의 과정 속에서 파악
되어야 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간은 개별적 존재로서 필연적으로 하나의 단일한 인격체를 형성하는 것
이 아니라, 사회와 자연, 환경의 변화에 따라 윤리적 주체로 만들어진다. 맑
스가 인간의 본질이 사회적 관계의 총체라고 한 것은 이 점을 염두에 둔 것
이다. 따라서 인간이 인격을 형성하고 윤리적 주체로 구성된다는 것은 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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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주어진 역량을 갖고 독자적인 삶의 전개에 의해 윤리적 관점을 채택
하고 주체화 되는 것이 아니라, 이질적인 항들 사이에서 해석과 실천을 통
해 환경과 교류함으로써 윤리적 주체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즉, 윤리
적 주체화는 정치적 삶과 별개가 될 수 없다. 인간-사회-자연의 운동 속에
서만 인간은 윤리적인 삶이 가능한 것이다. 그람시가 인간을 중심으로 다양
하게 펼쳐진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인간이 자신을 스스로 변화시키는 것을 자
기와 환경을 동시에 변화시키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진정한 철학자는 정
치가이며 또한 정치가일 수밖에 없다. 즉 참된 철학자란 우리 모두가 참여
하고 있는 관계의 총체로서 환경을 이해하여 그것을 변형시키는 적극적인
인간”(Gramsci, 1920, 198: 심광현, 2016, 181에서 재인용)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윤리적 삶의 실천이 개인으로 소급될 수 없는 이유 또
한 그러하다. 윤리가 나의 변화임에 분명하나, 나의 변화는 인간-사회-자연
이라는 고리 속에서 가능한 것이다. 인간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삶과 자연
이라는 맥락을 고려하지 못하는 것은 인간성의 변화, 즉 윤리적 실천과 그
가능성에 대한 반쪽자리 사유에 불과한 게 된다.

윤리적 ‘향상’을 순수하게 개인적인 일로 보는 것은 환상이며 오류다.
...... 이런 이유로 우리는 인간을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른 사람을 의식적으로 지도하고 변형시키는 활동
을 통해서 자신의 ‘인간성’과 ‘인간 본질’을 실현하기 때문이
다.(Gramsci, 1920, 208: 심광현, 2016, 182에서 재인용)

윤리는 개인의 성장인 점에서 우리가 자율적인 인격체로 커나간다는 것을
가리킨다. 한 인격체를 만든다는 것은 윤리의 본령이다. 인격은 곧 주체의
책임의 역량이기도 하다. 따라서 윤리적 주체화는 곧 실천이성의 책임 역량
을 키우는 것이다.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갖는 인격체가 된다는 것은 나의 행
위에 영향을 받는 타자와 자연, 사회에 대한 책임을 동반하며, 이로써 윤리
적 주체의 인격은 자신이 타자와 함께 수립한 도덕법칙을 실천하는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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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존재의 인격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윤리가 개인적 차원에 국한되지
않는 것은, 나의 변화는 곧 환경의 변화를 동반하며 환경의 변화는 집합적
연대와 협력에 근거한 정치적 행위 속에서 가능한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사회적 관계의 총체이자 그 반영인 것은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는 개
인의 연합에 의한 공동의 윤리적 행위, 곧 정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
다. 정치는 개인들간의 교류 속에서 자연과 환경, 사회의 변화에 대한 방향
을 함께 모색하고 그로써 공동체 내 존재로서 인간의 변화를 가능하도록 선
순환시키는 협력의 형식이자 “공동의 윤리적 행위”(184)인 것이다. 이런
근거로 우리는 정치가 선의 집단적 실천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정치가 치
안인 한에 머무를 수도 없고, ‘ 사회적 자원과 가치의 권위적 배분’인 것
에 그치지 않는 이유는, 정치적 행위의 주체로서 각 개인의 선에 관한 판단
과 그를 실현하기 위한 집단적 실천 의지가 없으면 역사적 변화 속에서 개
인적 삶-공동체적 삶의 연결 고리와 그 선순환성을 우리가 사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대의 전형적 삶이 개인주의를 요구함으로써 인간은 경제적, 사회적 인
간으로 전락하였고, 이 과정에서 원자화된 개인을 관리하고 치안을 담당하
는 것에 국한하여 인간의 집합적 삶의 형식에 조화와 일치를 강조하는 것으
로 정치의 역할을 제한시키는 것은 윤리와 정치를 단절시킨 주요인이었다.
개인의 윤리적 삶이 집단적인 정치적 행위라는 공동의 윤리적 행위로 나아
가지 못한 것은 인간을 관리되는 존재로 만들어 그들의 역량을 퇴행시키는
과정이었고, 개인들의 연합에 의한 집단적 힘의 창출과 그 역능을 인식하지
못하는 무능력을 낳았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이 문제는 개인주의에 의해 인
간이 협력과 연대에 기초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이기에 그것은 인간의 역량
을 하락시킬 것이며 인간 본성과 어긋나는 것으로 이해될 것이다. 생물학적
차원에서도 인간은 개체화 과정의 산물로서의 한 개체이며, 문화적으로도
정치적 삶을 통해 온전한 한 개체인 윤리적 주체로 구성될 수 있는 존재이
기에 공동체, 연대, 협력, 단합은 인간의 역량을 증대시킬 것이고 환경과 자
연의 변화는 인간의 윤리적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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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노자의 관점에 따르면 정치학의 진정한 과제는 계약의 타당한 절
차를 형식화함으로써 주권의 정당성을 근거짓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개인들의 생산과 재생산 과정에 대한
분석에 있다. 이는 푸코가 제안하듯이 권력 또는 정치를 분석하는 데
서 법적 모델이 아니라 관계론을 채택함을 의미한다.50)(진태원, 2014:
282)

한 권리 주체로서의 개인들간의 협상과 계약에 따라 정치적 주권의 양도
가 발생하고 이에 개인들의 동의와 협력이 이루어짐으로써 정치가 성립하는
게 아니라, 사회 내에서 개인들의 다양한 욕망의 생산과 접합에 의한 동적
인 과정으로서 정치는 이해될 수가 있다. 따라서 개인주의와 계약론에 근거
한 법적 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인간과 환경, 인간과 사회
가 맺는 관계에 따라 정치를 사유하는 게 타당하다. 랑시에르도 이와 같은
사유의 부족과 결여가 인간의 집단적 힘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시킨 것이라
고 말한다. 그는 정치가 퇴행하는 이유를 우리가 “이상을 결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 주체화를 결여”51) 하고 “현존하는 것보다 더 나은 세
계를 창출할 수 있는 집단적 힘을 인식할 수 없는 우리의 무능력에서 비
롯”(82)된 것으로 규정한다. 그런데, 이 집단적 주체화는 어떻게 가능한 것
인가. 개인주의와 근대 계약론에 근거한 개인들 간의 연합이 법적 관계 이
상의 집단적 행위를 상상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면, 어디서부터 이 집단
적 행위를 가능케 하는 힘이 발생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더 나은 세계
를 상상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실현할 집단적 힘이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
50) 이 부분은 진태원(2014). 「 관개체성의 철학자 스피노자 : 에티엔 발리바르의 스피
노자론에 대하여」 에서 인용된 것이며 , 이 글은 에티엔 발리바르(1985). 진태원(역 )
(2014). 『스피노자와 정치』 의 역자 해제에 실림 글임.
51) 랑시에르의 이 주장은 , 심광현 (2016). 21세기 이행기 정치의 과제 -‘자유로운 개인
들의 연합 ’을 향한 <광장의 정치 >와 <창조의 정치 >의 파트너십을 위하여 -, 진보평
론 (70). 185 에서 재인용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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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이해할 수 없다면 랑시에르나 그람시가 이해하는 정치, 집단적 연합에
의한 힘의 정치는 실현될 수 없다. 다음의 질문으로 이 물음을 정리해 보자.
집단적 힘은 도대체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일까. 그리고 어떠한
모습을 띠는 것일까. 이하에서 이 두 개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본다.

다 . 감정 모방과 정서적 연대
근대의 개인주의에 기반한 계약 사회에서 정치는 치안의 영역으로 축소되
고, 사회적 이상을 실천할 역량으로서 집단적 힘의 응축과 실천으로 기능할
정치는 정체되거나 퇴행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 기능의 복원은 무엇보다 집
단적 힘의 실천을 가능하게 할 연대와 협력의 문화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발전시켜나가는 동력을 확보함으로써 가능하다. 근대 민주주의에서 정치는
대중의 자기 의사 표현의 도구며 이해관계에 따른 욕망을 관철시킬 수 있는
수단이다. 합리적 행위 주체자로서의 개인들 사이의 계약에 따른 정치의 가
능성이란 테제는 감정과 욕망에 기반한 대중의 역능적 힘을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랑시에르가 말한 바처럼, 집단적 힘의 각성에 기반한 정치의 전개는
연대와 집합을 가능하게 하는 감정적 교류와 공감의 터에서 싹틀 수 있다.
우리가 이성으로써 연대가 가능하다는 점을 당위적으로 외치더라도, 그것이
마음을 움직이는 감정의 교감에 기반하지 않으면 그것은 어떠한 집단적 힘
도 창출할 수 없다.

항상 타자들을 목적 자체로 대하라는 칸트적 정언명령은 우리가 타자
의 장소를 상상적으로 취하는 일과 무관할 경우 아무런 실제적 의미
도 가질 수 없다. 칸트의 명백한 주장과 반대로, 우리는 만일 우리가
타자의 경험, 느낌, 계획, 목표, 그리고 희망들을 상상할 수 없다면, 누
군가를 목적 그 자체로 대하라는 바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를 뜻하
는지를 알 수 없다.(Johnson, 1993. 200: 심광현, 2012. 242에서 재
인용)

- 126 -

우리가 도덕적 판단과 행위에 있어서, 무감한 이성의 합리적 사유로써 보
편타당한 행위의 원칙을 추출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어떠한 도덕적 행위에도 감정이 일차적으로 개입되지 않으면 우리는 도덕적
판단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며, 설령 도덕적 판단과 결정에 이르
더라도 타자의 위치와 상황에 대한 공감이 결여된 것이기에 결코 올바른 결
정과 실천으로 나아갈 수 없다. 따라서 우리의 도덕적 판단에는 필수적, 선
행적으로 감정이입이 요구된다. “감정이입은 도덕적으로 강력하며, 감정이
입의 정치적 힘이 이 도덕적 힘”52)으로부터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감정이입, 즉 서로를 보살피는 것과 그러한 보살핌
을 바탕으로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에 근거한다. ...... 만일 우리가
자녀들에게 감정이입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서로를 보살피지 않는 사
람들의 세대와 국민을 보살피지 않는 정부만이 남을 것이다.(17-19)

감정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계몽주의와 합리주의에 근거한 근대 민
주주의의 이념을 보충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대중이 자기 인식과 타자 배
려에 입각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성과 합리
성에 대한 계몽주의 관점은 현대 인간의 행동을 기술하거나 설명하는 데 완
전히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합리적 행위자 모형과 이 모형에 근
거한 수학적 모형도 역시 본질적으로 결함”(24)이 있으므로, 감정을 풍부히
함으로써 상호주관적으로 타자와 교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감정교육
이 절실히 요청되는 이유가 이것이다. 개인들간의 감정 교류가 다차원적으
로 전개되고 이 양상이 보다 확장된 형태로 발산되면, 그것이 바로 집단적
감정 교류이며 집합 의식의 잉태 순간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감정의 교류
52) Lakoff, G. (2008). The Political Mind-A Cognitive Scientist’s guide To Your Brain
and Its Politics-. 나익주(역 ) (2014). 폴리티컬 마인드-21 세기 정치는 왜 이성과 합
리성으로 이해할 수 없을까 ?-. 서울: 한울 아카데미. p. 155. 이하에서 쪽수만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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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무엇보다 타자의 정서에 대한 지각적 인식으로부터 시작된다. 타자의 정
서를 나의 느낌과 정서를 통해 알아차리고 이에 동조하는 것, 즉 타자의 정
서를 모방하여 공감하고 나도 그 감정을 느낌으로써 ‘내가 너를 이해하고
있다’는 감정적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감정 교류의 관건이다. 그러나 이것
이 만약에 의지의 작용으로 이루어진다면, 감정 교류와 공감은 실패하고 말
것이다. 그것은 생명 작동과 보존의 기본적이고 규제적 차원에서 작동을 해
야 가능하다. 이렇게 인간의 존재론적 요구이며 본성이기도 한 감정이라는
능력의 존재와 교류가 발생하는 원리를 우리는 스피노자의 감정 모방에 관
한 주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 스피노자는 『에티카』에서 ‘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서적 관계’에 방점을 찍고 이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자기가 사랑하는 것이 기쁨 또는 슬픔으로 자극받아 변화되는 것을
표상하는 사람도 역시 기쁨 또는 슬픔으로 자극받아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사랑받는 대상의 그러한 감정이 커지거나 작아짐에 따라서 사
랑하는 사람의 감정도 더 커지거나 더 작아질 것이다.(E. Ⅲ. 정리 21)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어떤 기쁨이나 슬픔의 감정으로 자극받아
변화되는 것을 생각함으로써 그와 유사한 기쁨과 슬픔에 의해 변화될 수 있
으며, 그 강도 역시 그와 비례하여 커지거나 작아질 수 있다. 스피노자에게
있어 인간의 감정은 기쁨, 슬픔, 욕망이라는 세 개의 큰 부분으로 나뉘는데,
이 세 가지 감정은 모든 하위 감정의 모태이다.53) 따라서 스피노자가 말하
는 기쁨과 슬픔은 감정으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
람이 어떤 감정적 변화를 일으키게 되면, 우리 또한 감정적 변화를 겪게 된
다. 스피노자는 여기서 사랑하는 사람을 그 대상으로 지칭했지만, 이것은 세
계 내에서 우리와 상호주관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로 이해될 수 있다.
『에티카』의 Ⅲ부 정리 21에서 정리 26은 바로 이러한 원리에 의해 인간들
53) “나는 이 세 가지 감정 [기쁨, 슬픔, 욕망] 이외의 다른 어떤 것도 기본적인 감정
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E. Ⅲ. 정리 11. 주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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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서적 관계에 관한 분석을 전개한다. 이를 근거로 정리 27에서는 정서
모방이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를 내린다.

우리와 유사한 것으로서,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아무런 감정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어떤 감정으로 자극받아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표상
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유사한 감정으로 자극받아 변화된
다.(E. Ⅲ. 정리 27)

우리가 무관심 했고 어떠한 감정적 동요도 일으키지 않았던 존재가 특정
한 대상을 통해 감정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점을 상상하면, 우리는 그 존재
가 느끼는 감정과 유사한 감정을 갖게 된다. 이로부터 우리는 우리가 정서
를 모방하는 것이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로서 주어진 자극에
있지 않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54) 그것은 정서를 모방하는 인간의 존재
론적 본성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타자의 정서를 정서적으로 수용하는
감정이 유발되는 기전은 칸트가 말한 바의 이성에 의해 도덕적 사태를 객관
적, 합리적으로 인식하여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우리의 주관적
느낌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것일까.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
된다. 기쁨, 슬픔, 욕망이 그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감정을 생명체로서 인
간이 득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존재 역량과 관계된다. 즉, 인간은 기본적으
54) 타자의 감정에 즉각적으로 이성의 발동이 아닌 감정으로 반응하는 것은 프로이
트 또한 강조하는 바이다 . “어느 한 사람의 무의식 조직이 의식 조직을 거치지 않
고 다른 사람의 무의식 조직에 대해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은 아주 놀라운
사실이다. 이런 문제는 , 특히 전의식의 활동이 그런 반응을 일으키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지의 여부를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더욱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 그러나 서술적인 견지에서 말한다면 그 사실은 논박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 Freud, S. (1920). The Unconscious. 윤희기 (역 ) (2016). 정신분석
의 근본 개념- 무의식에 관하여 -. 서울: 열린책들 . p.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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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항상성을 갖고 자기 존재를 보존하려고 하는 생명체이다. 자기에게 기쁨
을 주는 자극에는 존재의 역량이 상향 운동을, 슬픔을 주는 자극에는 존재
의 역량이 하향 운동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인간에게 좋은 것은 기쁨을 주는
것이며, 인간은 이 기쁨을 욕망한다. 따라서, 이 기쁨을 줄 수 있는 관계나
활동은 인간에게 이롭다. 존재 역량으로서의 코나투스는 이처럼 생명체를
유지하고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을 본질적으로 요구한다. 이 기쁨을 느끼게
하는 것에 인간은 감정 이입을 통해 그 감정을 모방함으로써 동질감을 느끼
고 그것을 표현하여 존재의 역량을 상향시키려 한다. 감정이입과 정서모방
은 따라서 인간의 존재를 보존하고 강화시키려는 원리에 기반한다. 우리가
특정한 대상이나 사태에 직면하여 얻게 되는 감정은 대부분 타자와 맺고 있
는 관계 속에서 발원한 감정적 연대에 기반한다. 인간을 하나의 개체로 봤
을 때, 나와 다른 개체와 감정적 교류를 통해 다른 하나의 개체를 만들려는
개체화 과정에 인간이 나서는 것은 하위 개체의 역량을 강화시킴으로써 코
나투스의 운동을 추동하고 그로부터 존재를 더 강하게 보존, 유지할 수 있
기 때문이다.

개개의 사물들이란 한정된 존재를 갖는 유한한 것들이라고 나는 이해
한다. 만일 다수의 개물[개체]들이 모두 동시에 한 결과의 원인이 되
도록 한 활동으로 협동한다면, 나는 그러한 한에 있어서, 그것들 모두
를 하나의 개체로 간주한다.(E. Ⅱ. 정의 7)

스피노자는 하나의 개체는 한정된 힘을 갖는, 즉 유한성의 존재들로 파악
한다. 그리고 이 유한함은 생명 활동에 장애로 작용하면서 동시에 더 나은
존재로 나아가기 위한 욕망을 자극한다. 그러므로 존재는 더 강한 존재로
나아가기 위한 운동을 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그것은 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홀로 존재 역량을 보존하려는 노력은 역량의 크기 면에서 작
은 유한성을 계속 갖고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유한한 존
재들이 한 결과의 원인이 되도록 하여 그들의 유한성을 초월하는 상태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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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즉 더 강한 존재 역량을 갖는 존재로 나아가
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합된 힘을 통해 각자에게 이로운 결과들을 낼 수 있
도록 하는 동일한 운동을 해야 한다. 그런 한에서 그것들은 하나의 개체로
되며, 그 안에서 더 강한 개체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스피노자 존재론
의 핵심 테제이다.
이를테면 우리가 축구경기를 한다고 생각해보자. 축구는 11명의 선수가
한다. 최후방의 골키퍼에서부터 최전방의 스트라이커까지 저마다 필드 안에
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팀의 조직력을 최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한다. 그런데, 만약에 한 선수가 개인 욕심으로 개인플레이를 통해
볼을 독점하려 하면 그는 상대에게 쉽게 볼을 빼앗길 수밖에 없고 팀 경기
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선수가 아무리 역량이 뛰어난 선수라 하더라
도 한 개체로서 갖는 유한성 때문에 조직적으로 수비를 하는 상대팀의 역량
을 능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개인플레이는 팀의 조직력 안에서의 플레이어
야 한다. 승리라는 한 결과의 단일한 원인이 될 수 있는 운동이 되기 위해
서는 11명이 일체적으로 움직여서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움직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스피노자가 말하는 ‘단일한 개체(singular thing)’가 만
들어지는 원리이다. 이렇게 개체화 운동이 원만히 진행될수록 그 개체화 운
동에 참여하는 개체들은 단일한 하나의 개체를 구성하게 되고, 그것은 개체
화 이전의 하위 개체의 운동과 역량보다 더욱 높은 코나투스, 즉 존재 역량
을 확보하게 된다. 흔히 팀 스피릿(team spirit) 이란 이러한 원리에 의해 만
들어지고 팀을 유지시키는 동인이 되는 것이다. 팀 스피릿이란 팀의 구성원
들간 단일한 연대의 감정의 유지와 활동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성의 원리에 따르지 않고 무엇보다 감정의 교유 속에서 가능하다.
하나의 단일한 개체를 형성함으로써 승리하기 위한, 더 강한 팀을 만들기
위한 감정이 팀원들간에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확장되지 않으면 이것은 일시
적인 운동에 그치고 만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와 같이 팀을 이루는 동료가
갖는 감정에 예민해지도록 나는 열려 있어야 한다. 타자와 관계를 맺고 있
는 연대의 감정이 지속됨으로써, 서로의 정서를 모방하고 이를 전염시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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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감정을 갖도록 부추기는 활동 속에서 개체화 운동은 완성도를 높여 간
다. 이것은 인간이 집단을 이루어 살아가는 어느 곳에서도 필수적으로 요청
되는 집단적 결합의 원리이다. 가정 내에서도 우리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통
해서, 친구와는 우정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조직 내에서는 같은 이익을 추구
하는 동반자로서의 우호적 감정을 통해서, 국가적으로는 국가를 걱정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감정을 통해서 타자와 의사소통을 실현하고 연대의 감정을
고양한다. 이렇게 공동체에 대한 사랑과 그 구성원들에 대한 애정이 있음으
로써 우리는 만족스러운 집단생활을 유지하며 더 강한 집단을 통해 나의 유
한성으로부터 오는 약점을 보완하며 살아간다.
정치 역시 그러하다. 좋음을 찾아가는 집단적 운동의 원리로서 그것에는
반드시 감정적 교유와 일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정치에서는 언어적 행
위를 통한 이성과 합리성의 영역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것마저도 우리가 하
나의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존재들이라는 연대적 감정에 기반하지 않는 한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상징정치에서의 상징들 역시 보다 강력한 상징에 대
한 동의와 신뢰에 기반하고 있을 때, 지배세력이건, 대안세력이건 헤게모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상징이 얼마나 사회 내 대중들의 감정적
동의를 이끌고 그 상징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헌신할 수 있게 만드느냐가
헤게모니 투쟁의 관건이 되는 것이다. 지배 세력이 구축한 상징 질서와 그
서사에 따라 형성된 감정은 다양한 사건들에 기존 문법에 따른 감정들을 투
사하도록 돼 있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지배 세력의 정치에 유리하게 작동을
하는데, 이에 맞서 저항 세력이 동원하는 상징들과 이야기들이 대중의 감정
에 더 호소력이 있을 때 그것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그럼으로써 지배 세
력에 맞선 카운터 헤게모니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된다( 김재은, 2002). 따
라서 모든 정치는 개인들 간 정서적 연대감이 형성되도록 하여 단일한 개체
로 이를 묶어주는 감정의 동학을 필요로 한다. 감정을 토대로 한 연대가 불
철저하다면, 모든 정치가 실패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연대하지 못하는 개인
들은 개인주의적 삶으로, 사적인 영역으로 숨는다. 정서적 소통과 교감의 통
로를 차단당한 채 냉소적 감정에 쌓인 개인들을 공동체적 연대의 장소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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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어내기 위한 활동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정서의 모방과 연대
의 감정을 싹틔움으로써 인간의 존재 역량이 확장되는 것은 단일한 결과를
지향하는 운동에 동참하는 개체들의 역량이 증가하는 과정이며, 정치의 과
정이기도 하다.

라 . 개체화 운동과 연대의 형성 원리
그런데, 정치의 동인이 될 이 감정의 일치에는 두 가지 조건이 함께 맞물
려 돌아가야 한다. 그 하나는 연대적 활동에 함께하는 각 개체들의 호흡이
잘 맞는 것, 즉 운동과 정지의 비율의 궁합이 일치됨으로써 하위 개체로 있
을 때보다 상위의 단일한 개체로 진화 했을 때 더 큰 역량을 발휘하는 경우
이며, 다른 하나는 이 감정적 연대와 개체화 운동에서는 나와 같은 본성을
지닌 존재들만이 오로지 더 큰 집합적 역량을 갖도록 해준다는 점이다. 정
치의 기반으로서 개체들 간 연대와 집합의 운동이 발생한다는 건, 그들 사
이에 일정한 운동과 정지의 비율이 조화롭게 잘 운행된다는 의미를 가리킨
다.

인간 신체의 부분들이 서로에 대해 갖고 있는 운동과 정지의 비율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은 선이다. 이에 반하여, 인간 신체의 부분들이 서
로에 대해 운동과 정지의 다른 비율을 갖도록 하는 것은 악이다.(E.
Ⅳ. 정리 39)

인간의 신체가 각기 이질적인 부분들의 개체화 운동의 산물이라는 점에
서, 우리의 신체는 각 신체의 부분들이 서로에 대한 운동과 정지의 비율이
일정할 때 이익을 갖는다. 이것은 개체로서의 인간과 인간의 결합에서도 마
찬가지다. 이렇게 원개체들 간의 원활한 연합 운동에 따라 탄생한 한 개체
는 이전보다 더 강력한 상위 개체를 이룬다(E. Ⅱ. 정의 7). 또한, 개체들끼
리 동일한 본성을 갖는 것일수록 연합의 힘은 더욱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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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부터 나오는 결론은 이러하다. 즉 사물은 우리의 본성과 더 많이
일치할수록 우리에게 더욱더 유익하거나 그만큼 선이며, 반대로 사물
은 우리에게 보다 유익할수록 우리의 본성과 보다 많이 일치한다.(E.
Ⅳ. 정리 31. 계)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성적 원리는 인간과 결합할 필요성을 가르
치지만, 동물 혹은 인간의 본성과 다른 본성을 가진 것과 결합하도록
가르치지는 않는다.(E. Ⅳ. 정리 37. 주석 1)

인간에게는 인간만이 가장 크게 존재 역량을 상향시켜 줄 수 있는 존재이
다. 서로 간에 일치의 정도가 높을수록 그것은 더욱 강력해지는데, 이 일치
의 정도를 높여주는 것이 바로 타자의 정서를 모방하는 행위와 연대의 감정
을 고양시키는 행위이다. 스피노자의 『에티카』가 윤리학이면서 정치학을
염두에 두고 있는 점에서 이 대목은 바로 스피노자 정치학의 근간을 이루는
부분이다.

그 중에서 우리의 본성과 전적으로 일치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
은 생각될 수 없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전적으로 동일한 본성을 지
닌 두 개체가 서로 결합한다면, 단독의 개체보다 두 배의 능력을 가진
한 개체가 구성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인간만큼 유익한
것이 없다. 말하건대,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모든 점에서 일치하여 모든 사람의 정신과 신체가, 말하자면,
하나의 정신과 하나의 신체를 구성하고, 모든 사람이 다함께 가능한
한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며, 모든 사람이 다함께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이익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어떠한 것도
바랄 수 없다.(E. Ⅳ. 정리 18.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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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코나투스의 원리에 따라 자신의 존재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본능적인 욕망을 갖는다. 그리고 그 원리에 따라 운동한다. 그런데, 우
리는 우리의 존재가 더 강력한 윤리적 존재로 되기 위해 외부의 도움을 필
요로 한다. 외부의 아무런 도움 없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다. 그것이 인간이
정치적 동물인 이유이며, 정치에 대한 인간의 존재론적 요청이기도 하다. 따
라서 타자와 어떠한 관계도 형성하지 않고 단독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실
패한 삶이며, 지속 가능한 삶일 수 없다. 이때 우리의 코나투스를 증진시킬
수 있는 존재는 나와 동일한 코나투스를 지닌 존재만이 가능하다. 동일한
본성을 갖는 존재들로부터 나오는 코나투스들의 연합이 그렇지 않은 존재의
코나투스와 결합되는 것보다 더 큰 이득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근대 개인주의가 강요하는 고립된 삶을 탈피하고 소통의 공간으로서의 정치
의 장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공동체적 삶이야말로 보다 큰
안정성과 완전성으로의 이행을 담보해주기 때문이다. “인간의 공동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을 찾음으로써 우리는 서로에게 유익한 활동을 하는 것이
며, “인간을 서로 화합하여 생활하게 하는 것은 유익”(E. Ⅳ. 정리 40)한
것이 된다. 감정의 유대와 화합을 통해 인간의 생활을 유익하게 하는 행위,
즉 정치는 인간을 유복하게 한다.55) 그런데 이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스피노자가 여기서 화합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앞서 랑시에르가 이야기한 불
일치의 정치를 비판하는 맥락에 위치해 있지 않다. 스피노자에서 “화합하
여 생활”하는 것은 공동체를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한 치안의 논리를 관철
시키려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법적 통치에 순응함으로써 사회의 안정적 운
영에 동참하라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성의 인도에 따라 정당한
질서에 의문을 품고 각 개체의 코나투스를 상향시킬 수 있는 평화로운 공동
체를 구상하고 추진하라는 윤리적 요구로 보아야 한다.56) 따라서 조화로운
55) 인간만이 인간에게 진정으로 유익한 존재라는 사실과 이것이 국가공동체를 조화
롭게 형성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이 부분의 논의 전개는 박기순(2013), 스피노
자의 유덕자 , 자유인 -자유와 합리성의 계보학적 재구성-, 인문논총(69). pp. 79-113
의 내용에 기대고 있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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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안에서 인간의 자기 보존 역량이 고양될 수 있다면, 인간은 당연히
정치적 행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정치적 인간은 자신을 보다 강한 인간으
로 만들기 위한 윤리적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정치적 행위를 통해 공동
체를 요구하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윤리적 인간은 정치적 인간인 것이다.(박
기순, 2013: 109) 이상의 논의로 우리는 정치를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갖
추어져야 한다는 점을 보았다. 첫째, 감정적 연대감의 형성, 둘째, 한 개체가
되기 위한 동일한 운동과 정지의 비율을 갖는 행위, 셋째, 자기와 동일한 본
성과 욕망을 갖는 존재와의 연합이 그것이다. 이제 우리는 정치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활동으로서,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선순환적 리듬 운동을
타게 하는 공동체적 연대감을 확장시키는 활동으로서 체육이 지닌 가치를

56) 우리는 정치가 하나의 개체들의 단일한 개체화 운동으로 더 큰 하나의 개체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런데 , 이것이 개별성을 무시하거나 억압함으
로써 성취되는 과정은 절대 아니다. 스피노자도 밝혔듯, 평화로운 공동체는 단순
히 공동체의 방향성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고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이 정리된 것
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 발리바르의 『 스피노자와 정치 』를 번역, 소개한 진태
원은 그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발리바르가 이해하는 스피노자의 정치를 이해한다.
“이 문제에 관해 발리바르는 두 가지 테제를 제시한다. 곧 ‘개체가 개체로서 존립
하기 위해서는 개체는 자신의 부분들을 다른 개체들과 교환해야 한다 ’는 테제와,
‘개체들의 상호합치를 수단으로 한 다양성의 통합은 개체들 각자가 자신의 자율
성 (개체화 ) 및 독특성 (개성화 )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라는 테제가 그것이다 . ......
첫 번째 테제는 개체는 통일체 , 더 나아가 동역학적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통일체
이기 때문에, 자신의 부분들을 다른 개체들과 교환함으로써만 개체로서의 자율성
을 유지할 수 있음을 뜻한다. 그런데 ...... 개체들은 필연적으로 다른 개체들과의,
갈등, 적대관계를 겪게 된다 . 왜냐하면 자율성 자체는 이미 독특성의 최소(곧 다
른 개체들과의 구분)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 따라서 개체들은 공통의 본성을
지닌 다른 개체들과의 결합을 통해 자신의 자율성 및 독특성을 유지하게 된다 . 더
나아가 이러한 결합체 또는 상위의 개체의 역량의 정도는 다양성의 통합의 정도
와 비례하기 때문에, 어떤 결합체가 자신의 하위 개체들의 자율성과 독특성을 더
잘 보존하면서 더 많은 다양한 개체들을 통합할 때 , 그 결합체의 실존 역량은 증
대할 것이다.” 에티엔 발리바르(1985). 진태원 (역)(2014). 『 스피노자와 정치 』.
280-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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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본다.

마 . 감정의 생산 공장
우리는 ‘ 합리적 행위자로서의 이성적인 개인’ 이라는 인간학적 규정이
인간에 관한 본성을 크게 오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인간은 이성적이기
이전에 생명활동의 유지를 위해 다양한 감정들의 생산과 조화로 생명체를
전진시키고 있는 존재이다. 그런데 이러한 본성은 근대 문명화 과정에 의해
훼손되었고 인간의 생명활동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감정의 자연스러운 발
양에 심각한 훼손이 초래되었다. 테일러가 지적한 근대 개인주의의 문제의
배면에는 이처럼 인간을 합리적 존재로 규정하여 사회를 구성하려 한 잘못
된 목적론적 설정이 자리 잡고 있다. 이성과 합리성은 감정과 욕망에 대한
인간 의지의 다스림이 성공할 것이라는 금욕주의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러
한 금욕주의는 근대 자본주의 정신의 핵심이기도 하다. 베버는 이 점을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명확히 하고 있다. 베버는
청교도의 직업관이 근대 인간의 금욕적인 생활양식에 결정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지적하며, 이 “금욕주의는 특히 한 가지 사항에 전력을
다해 맞서 싸웠는바, 그것은 현재적 삶과 이 삶이 제공하는 모든 쾌락을 무
절제하게 향유하는 것”57) (Weber, 1905: 346)에 맞서려는 것으로 이해하였
다. 스포츠도 역시 이러한 금욕주의적 인식을 바탕으로 위험한 대상이 되었
다.

스포츠는 다만 한 가지 합리적 목적, 즉 육체적 성취 능력을 위해 레
크리에이션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 청교도들의 입장이었다. 이에 반
해 그들은 제어되지 않은 충동의 순전히 무절제한 자기 발산 수단으

57) Weber, M. (1905).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김덕영
(역 ) (2010).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서울 : 도서출판 길 . p. 346.
이하의 인용에서는 쪽수만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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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스포츠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으며, 또한 스포츠가
단순히 향락 수단이 되거나 심지어 경쟁적 공명심, 조야한 본능 혹은
비합리적인 내기욕을 불러일으킬 때는 당연하고도 철저하게 배척했다.
직업노동과 신앙으로부터 똑같이 이탈하는 충동적인 삶의 향락은 그
것이 ‘봉건귀족’의 스포츠이건 아니면 평민들의 무도장이나 선술집 출
입이건 상관없이 바로 그 자체로 합리적 금욕의 적으로 간주되었
다.(348)

이처럼 스포츠에서의 열정은 죄악시 되었고, 점점 더 감소시켜야 할 요소
였다. 엘리아스 역시 『문명화 과정 Ⅱ』에서 이 점을 지적하였다. 근대 문
명화 과정은 인간이 동물적 존재로서 갖는 원초적인 본능과 충동을 제어하
려 한 ‘ 인간 본능 억압의 통과 의례’ 였다고 볼 수 있다. 근대 자본주의는
스포츠가 감정 생성과 발산의 기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절
제와 금욕의 이데올로기를 심고자 부단히 노력하였다. 놀이와 스포츠를 자
본주의의 근검과 절약의 정신에 맞게 관리하려한 것이 그 역사였다. 자본주
의에서의 개인주의와 절제된 생활양식은 인간의 충동적 열정을 자기의 이익
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계산 양식에 종속시키는 과정이었다. 이 과정이 초래
한 것은 결국 인간이 “감정의 공백 상태”(Bolz, 2014: 23)에 살게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스포츠와 놀이에서마저도 감정 발산을 조절하고 감소시키려
한 의도가 있었지만, 체육과 놀이는 그 본성상 근대 이성 중심 사회에서 인
간 감정의 망명지 역할을 하고 있다.(Bolz, 2014: 115) 인간의 감정이란 오랜
진화의 산물이면서 인간 생존의 절대적 요소이기 때문에, 몇 백년의 문화적
장치에 의해 조절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거니와, 현대 사회
에서 체육, 스포츠, 놀이만큼 인간의 (집단적) 감정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확
인할 수 있는 영역 역시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더구나 감정은 제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은 억압하거나 제거하려 할수록 신경증적으로 인간
의 몸에 병리화 되어 나타난다(Freud, 1930).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은 바로
이와 같이 감정이 억압됐을 때 나타나는 인간 존재의 훼손과 병리화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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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이다.
스피노자에서도 보았듯, 프로이트에게 인간의 감정이란 행위 양식의 1차
적인 기반이다. 그것은 인간 행위의 거대한 무의식적 행위의 배경에서 우리
를 움직이는 동력이다. 따라서 이것은 쉽게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생명
의 1차 과정인 이 감정의 운동은 2차 과정인 이성의 운동을 통해 조율되어
야 할 것이지만, 1차 과정으로서의 감정의 운동과 에너지의 발산은 인간 생
명체의 자연성과 기질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그 에너지 측면에서 1차 과
정의 에너지는 2차 과정의 에너지를 압도한다. 이 감정의 에너지가 광범위
하게 표출되는 장소로서의 스포츠 현장은 자연스럽게 감정과 정서의 통로가
된다. 이 감정의 에너지가 동일한 감정의 에너지로 함께 표출될 때, 그것은
집단적 힘 그 자체이며 연대를 통한 개인의 힘의 역량을 증진시키는 토대이
다. 랑시에르가 말하듯, 우리가 집단적 힘의 역량으로서의 정치가 그 집단적
힘을 만들 수 있는 상상력과 실천의 장을 찾기 어려운 현실 속에 처해 있다
면, 이에 대해 우리는 체육이 만족스러운 답을 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매우 엄밀한 의미에서 집단을 인식할 수 있는 기
회”58)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은데, 스포츠 경기가 있는 곳에서는 “시위에
참가하는 것처럼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육체적으로 느낄 기회를 부
여”(23)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스포츠 경기가 있는 곳은 현실과 차단된 별도의 공간성과 장소성을 갖는
다. 여기에서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일상에서보다 오히려 중요하다. 그 감
정만이 우리가 하나라는 점을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확인시켜줄 수 있는 상
호주관적 암호로 전환되어 참가자 서로의 마음에 부유하기 때문이다. 따라
서 여기에는 어떤 과도함이 존재한다. 제한된 시간에 상대를 제압하고 승리
하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집중시켜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참가자 모두를
하나의 개체로 만들어 낸다. 제한된 시간에 하위 개체의 개체화 운동을 통
한 더 큰 개체의 완성을 위해 참여자 모두가 하나라는 점을 확인시켜 줄 수
58) Roux, M . (2010). Socrate en crampons. 박아르마 (역) (2012). 축구화를 신은 소크라
테스. 서울 : 함께읽는책. p. 25. 이하의 인용에서는 쪽수만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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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감정 교류와 합일이 지속적으로 확인된다. 여기서 발생하는 연대감은
“특수한 사회성”(26)이며, 우리가 일상에서 시도하지 못했고 확인할 수 없
었던 사회성이다.

사람들은 마치 이미 그 사람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자신의 옆 사람에
게 말을 건네는 것이다. 또한 서로에게 욕설을 내뱉기도 하고, 목청을
돋우어 모르는 사람들에게 경기에 관해 떠들어 대기도 하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끌어안기도 한다.(26)

정치가 상당 부분 지배적 상징화 작업의 헤게모니화에 그 성패가 달려있
다면, 우리는 스포츠 경기에서 경쟁에서의 승리라는 상징화에 전력하는 개
인들의 과장된 몸짓과 감정 표현을 읽을 수가 있다. 우리는 스포츠 경기를
통해 고도의 상징적 행위를 학습하고, 하나됨을 인식함으로써 집단적 힘이
갖는 역능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다. 감정이 격해지고, 행위에 충동의 에
너지가 더해지는 만큼 프로이트가 말하는 1차 과정의 운동은 그 정점을 향
해 가고 있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집단적 연대의 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다.59) 이처럼 경기장에서의 집단적 체험은 일상에서 겪는 개인들 간의 느슨
59) 김상환 (2002)은 스포츠, 근대성 그리고 정치. 철학과 현실, 11(2), 40-53 에서 스포
츠 현장에서 인간의 감정과 열광은 1차 과정의 에너지와 같은 것으로 표현되며,
이것이 지각적 동일성을 추구하려는 운동 속에 있다는 설명을 프로이트의 이론에
기대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그는 그 에너지의 발산 방향은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 이유는 그것이 1 차 과정이 향하는 죽음충동, 즉 궁극적으로 무기질로
돌아가고 최초의 평형상태로 회귀하려는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처럼 그는 그 힘의 방향에 대해서는 의문 부호를 친다 . 그러나 , 그 1
차 과정의 에너지가 같은 팀에 대한 응원과 그에 대한 헌신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표출된다면 그것에는 일정한 방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프
로이트도 『 문명 속의 불만』 에서 죽음 충동의 에너지로서 타나토스를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순치된 형식, 그러나 강렬한 공격 본능을 표현하도록 하고 이
를 통해 그 에너지를 해소할 수 있는 평화적 방법론을 모색하는 것이 인류에게
유용하다는 관점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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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계를 극도로 친밀한 관계로 변모시킨다.(30) 이렇게 동일한 목적을 향
해 감정의 상향 운동을 통한 존재의 역량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은 스포츠 경
기의 특수한 장소성과 시간성에 유희성이 담보됨으로써 위험하지 않은 것으
로 된다. 프로이트가 관리되지 못한 죽음 충동의 에너지로서의 타나토스가
마땅히 배출될 수 있는 출구를 찾지 못할 때, 그것이 전쟁이나 학살과 같은
잔인한 결과로 인간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옴으로써 문명에 대한 회의를
품게 한다고 진단했을 때, 그리고 타나토스의 에너지를 삭제할 수 없고 오
로지 조절만이 가능하며 에로스에 그것을 복무시키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
다고 했을 때, 스포츠 경기는 바로 프로이트가 제기한 의문에 적실한 해법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에 더해 한 가지의 가설을 생각해 볼 수 있다.60) 라캉에 따르면
인간에게 충동이란 개체화 이전에 하나의 신체성을 형성하기 이전에 파편화
된 기관들에 깃든 것이다. 그것은 오로지 충동의 생산을 지속적으로 추구한
다.(118) 그렇다면 이 충동이 파편화 되어 몸의 모든 부위에 편재되어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신체의 모든 기관에 충동 에너지가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들뢰즈와 가타리에게서 욕망이란 바로 라캉의 충동과 같이 인격적 자
아의 형성과는 무관하게 충동 에너지처럼 모든 욕망하는 기계들의 충동이
다. 욕망은 그러므로 길들여진 존재인 인격적 자아의 에너지와는 차원을 달
리한다. 이 인격적 자아는 일종의 라캉식으로는 환상 운동을 통해 탄생하고
유지된다. 흥미롭게도 들뢰즈와 가타리는 라캉이 환상 운동이 충동 에너지
를 변질시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맥락에서, 소외와 환상에 대한 새로운 해석
을 덧붙인다. 그것은 개인 환상과 집단 환상을 구분하는 것이다.

60) 이 부분의 논의는 정정훈(2010). 대중들의 환상, 대중들의 욕망: 대중정치에서 욕
망과 이데올로기의 문제. 문화과학 (64), 107-125.의 글에서 다루는 라캉 , 들뢰즈 , 가
타리의 이론들을 인용하여 전개하였다 . 다만, 인용 외 , 인용에 대한 해석과 가설의
정립은 전적으로 필자의 생각에 따른 것으로서 여기에서 설정한 가설과 설명에
오류가 따른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필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밝혀둔다 . 이하에서의
인용은 쪽수만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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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뢰즈-가타리는 개인 환상과 집단 환상을 세 가지 차원에서 구
별한다. 첫 번째 차이는 개인 환상이 상상계(Imaginary)와 결부되어
있다면 집단 환상은 상징계(the Symbolic)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 두
번째 차이는 개인 환상이 죽음 충동을 자기 자신의 내부로 투사하게
하거나 자기 외부의 타자들에게 투사하게 하는 반면 집단 환상은 죽
음 충동을 제도의 파괴와 변혁을 가능하게 하는 창조적 힘으로 변형
해 낸다는 점, 세 번째 차이는 개인 환상이 욕망의 주체를 인격적 자
아로 확증하는 반면 집단 환상은 욕망의 주체를 충동들 자체, 즉 욕망
하는 기계로 인지하게 한다는 점이다.(정정훈, 2010: 118)

개인 환상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거쳐 충동하는 개체가 인격적 자아로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개인 환상에서 충동 에너지는 이데올로기의 힘과 문
명의 길들임에 의해 표출이 억제되고 주체 내부로 그것이 투사된다. 이것이
바로 프로이트가 말한 타나토스가 파괴적 결과를 초래하는 운동의 시작 지
점이다. 또한 이 충동이 외부로 표출되는 것이 지속적으로 좌절되고 신체
내부에 쌓이게 되었다가 특정한 계기에 의해 절제되지 않고 사용되면 그것
은 타자에 대한 폭력적 행위를 동반한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그런데 이것이
집단 환상으로 기능하면 기성의 제도와 구조를 파괴하고 변혁하는 창조적인
힘이 된다고 강조한다. 집단 환상이 1차 과정의 에너지인 감정의 집단적 발
산에 의해 가능한 것이라는 점에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지만, 들뢰즈와 가
타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집단 환상에서 혁명적인 정치적 힘으로 전화되는
1차 과정, 지각적 동일성의 에너지가 있다는 이론적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그것을 발산시키는 환경이 어떻게 조건
지어져 있느냐에 따라 그것은 여전히 자기와 인류를 파괴하는 힘으로 될 수
도 있고, 기존의 억압적 제체를 부수는 혁명적 힘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
이다. 그래서 들뢰즈와 가타리는 개인 환상과 집단 환상에는 각각 다른 생
산 방식이 개재되어 있다고 말한다. 개인 환상에는 이득을 추구하는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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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이, 집단 환상에는 세속적 이득을 추구하지 않는 충동하는 힘 그 자체
인 욕망하는 생산이 있음을 설명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리비도 투여에서 큰
차이가 있다.(119) 개인 환상에서는 리비도가 의식적인 수준에서 투여된다
면, 집단 환상에서는 무의식적으로 투여된다. 그리고 이 개인 환상을 통해
예속과 차별의 정치는 지속되며, 반면 집단 환상을 통해서는 타자 억압의
정치는 파괴되고 해체된다.61) 또한, 들뢰즈와 가타리는 대중이 해방을 바라
는 것을 “집단 환상의 혁명적 극 안”(121)에서 가능하다고 말한다. 이 혁
명적 집단 환상은 차별과 배제가 아니라, 호혜와 평등의 운동을 보장한다.
왜냐하면, 호혜적 관계에 바탕을 둔 연대야말로 개체들의 진정한 힘의 발휘,
즉 생명의 거대한 무의식적인 힘, 리비도의 표출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
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 절대 공동체’의 힘
이며, 그 안에서 운동하는 개인들의 절대적 역량이다. 그렇다면 관건은 이
“혁명적 극”의 장치가 무엇일 될 수가 있느냐일 것이다. “혁명적 집단
환상”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는 개인의 무의식적인 리비도의 투여를 보장해
야 하고, 그 운동 안에서 절대적 하나의 체험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이 스포츠가 될 수 있다는 성급한 결론보다는 조심스럽게 그 단서를
제시해 보자. 들뢰즈와 가타리가 이야기 하는 집단 환상의 운동에서 중요한
것은 일차적으로 개체들의 감정과 인식을 하나로 모아가는 과정이다. 따라
서 개인들의 리비도가 혁명적 극 안에서 투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감정
의 투여 장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때 이런 방식의 에너지 투여는 개인에
게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기성 질서에 반하는 운동이 혁명이며 향락
(jouissance)의 충동이기 때문에 기성질서가 이를 가만히 좌시하지 않기 때문
이다. 라캉에 따르면 향락은 죽음 충동을 동반하는 개인의 저항 운동이 될
수 있는데 개인에게서만 이 향락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죽음 충동을 반드시
동반해야 한다. 그런데 향락의 충동이 개인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발휘되면
61) 들뢰즈와 가타리는 개인 환상에 관여하는 충동이 죽음 충동이라고 제한적으로
이를 규정한다.(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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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기존의 체제를 위협하는 집단적인 혁명적 힘이 된다. 관건은 이 지
점에서 개인의 향락을 집단의 향락으로 바꿀 수 있는 감정의 이입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같이 함으로써 향락이 죽음 충동에 의해 운동하는 것으로
변질되지 않고 새로운 문명의 질서를 창조하는 집단적 에로스의 힘으로 도
약하도록 하는 것을 경험케 하는 예비 활동 말이다. 이 활동의 예비 장소가
스포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과도한 억측이 아닌 이유는, 우리는 스포츠 경
기를 통해 그 운동에 참가하는 모든 개체들의 단일한 움직임에서 절대 공동
체의 일시적인 형성을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공동체에서의 열
정은 우리가 현대 사회의 삶에서 체험할 수 없는 열정의 진면목을 경험케
하고 그 형식을 제공한다.

만일 열정이 표현되는 데 어떤 형식이 있다고 한다면, 열정 자체가 죽
어버렸다고 해도 그 열정의 표현 형식 자체에 대한 숭배를 통해 죽은
열정을 되살리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 그것이
다.(Bolz, 2014: 161)

문명화 과정과 개인주의가 억압했던 감정들은 스포츠라는 유희의 장소에
서만 온전히 그 면모를 드러낸다. 치안으로 쇠락한 정치가 제공하는 풍요와
안전감이 삶의 뜨거운 열정과 감정을 추방했다면, 스포츠는 그들의 망명지
이자 도래지가 된다. 타자에 대한 무감과 현실에 대한 냉소가 반복되는 일
상에서 스포츠와 체육은 “고향을 잃어버린 위대한 감정들의 매체”(Bolz,
2014: 123)가 되었다. “열성적 지지라는 의례는 육체적 공격성을 문화적 형
태로 변형시키고 배출하는 과정과 흡사”(Roux, 2010: 32)하고, “놀이와 아
이러니, 유머 등의 본질적인 면이 드러나는 문화적 형태”(32-33)로 만들기
때문이다. 더구나 스포츠 경기는 정치가 추구하는 바인, 하위 개체의 자율성
과 개성을 보유하면서 더 강력한 상위 개체를 만들려는 개체의 노력 과정이
어떠한 모습을 띠고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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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라는 이벤트는 사람들의 경쟁을 완화된 연출로 보이도록 만들
어졌기 때문에 ‘정치’사회를 은유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인
들이 그들의 도시국가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미 고려했을 것에 대해
이해했다면 말이다. 즉 다양성 속에서의 단일성 혹은 ‘하나와 여럿을
동시에 만들어가는 기술’ 말이다.(33)

발리바르는 정치를 실천하기 위한 개체화 과정이, 다양성이 단일성으로
융합되는 절차로 가능하고 동시에 이 다양성을 갖는 하위 개체들의 개성이
누락되거나 사상되지 않고 단일화 속에서 더 큰 다양성을 창출하는 방향으
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Balibar, 1985). 스
포츠와 체육 안에서 참가자는 고유의 역량을 갖고 개체화 운동에 온 힘을
다해 참가하여, 다시 더욱 강화된 여럿들로 배출된다. 우리는 이것을 의사소
통의 수단으로서의 언어적 매개 없이 실천한다(Bolz, 2014: 165). 그래서 감
정이 더욱 필요하다. 비언어적 매개와 감정 표출과 정서 모방으로 타자와
교류할 수 있고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스포츠를
통해서 정치의 자원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인터넷과 인공지능의 발달로
현실의 가상화와 실제 몸을 움직이는 일이 줄어들고 인간의 신체성이 위축
되는 가운데 체육과 스포츠에서의 신체 활동의 중요성이 부각될 필요가 있
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이것은 감정 자본주의에서 코드화 되는 감정의 자
연성을 지켜내고 비언어적 의사소통으로서의 신체의 마주침과 그로인한 감
정 교류를 촉진한다. 선수가 아닌 팬도 흥분되고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이유
는 바로 관람자 역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지배하는 스포츠 세계에서 감
정 이입을 통해 선수의 입장이 되어 그들과 함께 뛰기 때문이다.62) 바로 이
62) 이 원리의 타당성에 대해 카이와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스포츠 경기에서의 선수
들 사이 , 관객들 사이 , 선수와 관객들 사이의 강력한 정서모방이 발생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큰 스포츠시합은 미미크리의 절호의 기회이다 . 조금이라도 잊지말아야
할 것은, 여기서는 모의가 행위자에서 관객으로 이전된다는 것이다. 즉 흉내내는
것은 선수가 아니라 관객이라는 사실이다 . 선수와의 동일시(同一視 )는 이미 그것
만으로도 미미크리를 구성한다 . 이것은 독자가 소설의 주인공에게서 또 관객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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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관람자가 선수와 하나가 되어 쾌감을 느낄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
다.(168) 스포츠에서는 비언어적 감정 표현과 공감이 언어적 의사소통 행위
를 압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스포츠 경기에서 우리는 환호, 열광, 칭찬,
격려, 인정, 배려 등의 비언어적 감정 표현을 통해 집합적 연대감을 형성하
고 “동의의 문화”(174)를 키워 그 속에서 진정한 안정감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바 . 몸의 정치학을 위한 체육
인간이 윤리적 주체로 성장한다는 것은 동일한 본성을 갖는 존재들과 조
화롭게 어울리면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지속 가능한 세계로 만드는 –정치
적- 역량을 키워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윤리란 곧 자기의 본성을
잃지 않고 자기 욕망을 추구하면서 타자와 어울릴 수 있는 존재로 한걸음씩
나아가는 것이다. 타자와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역량이 높아가는 것은 타자
에 대한 감정이입과 정서모방의 능력을 통해 그들의 처지와 입장을 정감 있
게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는 과정을 겪어가는 것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의무주의나 공리주의 윤리학이 실패한 지점이 바로 보편적 행위의 원
리에 대한 이성적 검토 속에 인간이 도덕적 실천을 할 수 있으리라는 ‘과
도한 기대’ 를 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윤리란 나와 함께 하는 이들에 대
한 사랑의 감정으로부터 출발하며 보편적 도덕 원리를 이성과 감정이 조화
롭게 수용해 보다 상위의 도덕 원리를 체득해 나가는 과정을 동반한다
(Honneth. 1992). 감정이 먼저이고, 이성이 나중인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사
회에 만연한 개인주의, 냉소주의, 웹 문화, 가상현실의 증가와 확산은 몸의
친밀성과 타자에 대한 감정 이입을 막고 있다. 도덕적 감정을 싹틔우고 키
울 수 있는 사회문화적 기반이 날로 쇠퇴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필요한

화의 주인공에게서 자신을 발견하는 원인이 되는 미미크리와 같은 종류의 것이
다 .” Caillois, R. (1958). Les jeux et les hommes. 이상률( 역) (2012) 놀이와 인간 . 서
울 : 문예출판사. p. 50

- 146 -

것은 타인에 대한 감정 이입과 그들의 정서를 모방하여 윤리적 인간이 필수
적으로 갖춰야 할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타인의 고통에 대한 무관
심은 자유 체제(liberal regime)의 위기를 초래한다.”(Crick, 1992: 9) 이는 타
인에 대한 감정 이입 없이 정치는 작동할 수 없음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지금 절실한 교육의 목표는 감정의 폭과 깊이가 확장될 수 있는
교육적 계기를 찾고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론을 모색하는 것이다. 우
리는 체육과 스포츠가 생명정치의 권력이 제공하는 안락과 편리의 삶 속에
서 그나마 얼마 남지 않은 거대한 집합적 감정의 발원지가 될 수 있음을 확
인하였다. 랑시에르의 지적처럼 어떤 유려한 정치적 이상도 그것을 뒷받침
할 집단적 힘을 확인하지 못하고 연대의 감정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는 한갓 공상에 불과한 것이 된다(Ranci ère, 2000). 정치가 동일한 개체의 삶
의 존재 역량을 높이려는 개체들의 집단적 노력인 한에서, 인간의 삶을 개
선하고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일한 집단적 감정의 공유 속에
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경험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스포츠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펼쳐지는 집단적 경쟁 속에서 승리를 위해 한
개체로 변신하여 운동하는 모든 참가자들을 휘감아 도는 감정의 흐름이 설
령 경기가 끝나고 나면 휘발되어 버리고 마는 일시적이고 무의미한 쾌락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공동체에 대한 열정과 헌신의 감정을 생산
하는 그 순간의 기억은 결코 폄하되거나 삭제될 수 없고 우리의 무의식에
잔존하여 언제고 정치의 결정적 순간에 호출될 것이다. 대중의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의 고양과 자기 통치를 위한 스스로의 힘을 확인하는 것은 오로지
집단적 활동 속에서 확인되는 감정만이 그 실마리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3. 놀이적 주체 - 포기할 수 없는 욕망과 자유
가 . 역사 이후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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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가 끝난 이후 인간은 새가 둥지를 틀고 거미가 거미줄을 치듯이
건축물과 작품들을 만들 것이고, 개구리와 메뚜기가 그러하듯이 음악
을 연주할 것이며, 어린 짐승처럼 놀고 다 자란 동물처럼 사랑에 빠질
것이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러한 행위들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대신 이렇게 말해야 한다. 풍요와 충분한 안
전 속에서 삶을 영위하게 될 호모 사피엔스의 역사 이후의 동물들은
그들의 예술적, 성애적, 유희적 행동들을 통해서 만족을 느낄 것이다.
...... 탈역사의 일본 문명은 ‘미국적 생활 양식’과는 다른 반대의 길을
걸었다. 아마 일본에는 ‘유럽적’ 혹은 ‘역사적’ 의미의 종교, 도덕, 정
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순수한 상태의 속물
주의가 ‘자연적’이거나 ‘동물적’인 소여를 부정하는 규율을 만들어내고
있었는데, 이러한 규율들은 전쟁과 혁명의 투쟁이나 강제노동에서 태
어난, 즉 일본과 다른 나라에서 ‘역사적’ 행위를 통하여 태어난 규율들
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것들이었다. 노가쿠(能楽)나 다도(茶道)나 꽃꽂
이 등이 보여주는 일본 특유의(이에 필적한 것은 어디에도 없다) 속물
주의의 정점은 상층계급의 전유물이었고 지금도 그러하다. 그러나 집
요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에도 불구하고, 일본인은 예외 없이 철저하게
형식화된 가치에 기초하여, 즉 ‘역사적’ 의미에서 ‘인간적’인 내용을
완벽하게 박탈당한 그러한 가치에 기초하여 현재를 살아간다.(Kojéve,
1947/1968. 436-437: 김홍중, 2007. 83-84에서 재인용)

여기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한 철학자의 혹독한 인류 사회 묘사가 있다.
이 글은 알렉상드르 코제브(Alexandre Kojéve) 가 『헤겔독해입문』 1968년
수정판에 각주로 추가하여 쓴, 그 유명한 글이다.63) 헤겔 철학의 주석가로
유명했던 코제브가 미국과 일본 여행을 하고 나서, 헤겔적 의미의 역사가
63) 영역본은 James H. Nichols(1980)이 번역한 『Introduction to the Reading of Hegel:
Lectures on the "Phenomenology of Spirit 』 이 있다 . 그러나 , 이 부분 각주의 번역은
중역을 하지 않은 김홍중(2007)의 번역문을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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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언을 고했음을 은유에 가득 담아 선언한 바로 그 문장의 일부이다. 코제
브에 따르면 헤겔적 역사에서 인간의 행위는 전쟁, 유혈적 폭력, 혁명과 같
은 것에 의해 역사적 의미를 부여받고 전진한다. 그런데 이제 전쟁과 혁명
은 끝이 났고, 근대 산업 자본주의가 선사한 풍요와 안전에 의해 인간은 더
이상 역사를 전진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헤겔적 의미에서 ‘행
위의 종언’ 이 일어난 것이고, 역사의 완성, 종료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제
이 역사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인간들은 생존을 위한 필요 이상의 노동을
하지 않더라도 안전한 체제 속에서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자연적 소
여로서의 풍요로운 사회적 삶에서 인간은 동물처럼, 때로는 곤충처럼 그 질
서 안에서 유희적 행동을 반복한다. 예술과 에로스와 더불어 그것만이 인간
에게 만족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동물처럼 자연적 질서에
붙박인 채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을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 자연적 질서
를 부정하고 거스르며 대상과 각을 세우는

인간적 질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근대적 인간의 전형이자 이상 아니었던가.

사라지게 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간인 것이다. 인간의 시간
또는 인간의 역사가 끝났다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아주 쉽게 말해서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의 행위도 마침표를 찍었다는 것이다. 더 구체적
으로 말하자면 이제는 전쟁도, 피로 물든 혁명도 사라졌다는 것이다.
철학도 역시 사라진다. 인간 자신이 더 이상 본질적으로 변화하지 않
을 것이며, 바로 이로 인해 세계인식 그리고 자기 인식의 토대를 형성
하는 기본 원칙을 다르게 바꿔야 할 이유도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
기 때문이다.(Kojéve, 1947/1968. 436: 437; Bolz, 2014. 160에서 재
인용)

“자기 인식의 토대”를 점검하는 활동인 철학 역시 이렇게 종말을 고한
다. 행위의 종언으로 인해 사변의 학문인 철학의 필요를 더 이상 느끼지 않
기 때문이다. 이렇게 역사의 종말을 ‘행위의 종언’에서 찾는 철학적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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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헤겔이나 코제브 뿐만 아니라, 니체와 푸코에게서도 찾을 수 있다. 니체
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나오는“가련한 안락”이나, 푸코
의 후기 저작에 등장하는 “생명정치” 개념도 산업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
해 경제적 생산력이 급속히 증가하고 그 혜택을 누리는 인간이 역사적 삶의
지평에서 떨어져 나와 협소한 개인의 영역으로 가라앉으면서 겪는 존재의
위축 과정을 철학적, 사회과학적으로 개념화 한 것이다. 현금에 산업화된 국
가들에서 찾을 수 있는 미국식 삶과 일본식 삶이, 그 각주에 대한 반향만큼
이나 삶의 양식의 지배적 형태로 흐르고 있음을 부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
다. 그러나 여전히 세계 각지에서 대중의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활발하고
민주적 요구에 맞게 사회시스템을 고치려는 노력들이 꾸준한 점에서 코제브
의 저 유명한 각주가 전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다. 또한, 코제브의 이 우울한
세계 진단이 여기서 인간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젠 실패했다는 절망을 선
언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코제브는 “그 밖의 모든 것은 무제한적으로
존속될 수 있으리라. 예술, 사랑 그리고 놀이가 그것”(Kojeve 1947/1968:
436-437: Bolz, 2014. 160에서 재인용)이 될 수 있음을 예감한다. 근대 이후
탈역사적 지평에서 미국식 삶과 일본식 삶에서 우리가 인간만의 고유한 행
위가 갖는 의미를 잃는 것이 불가피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인간은 삶의 열
정과 긴장을 담을 수 있는 형식으로서의 문화는 유지할 수 있기에 그 안에
서 욕망을 표현하고 충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활동의 대안으로 ‘자
기지시적 형식’ 을 담은 놀이가 제시될 수 있다.(Bolz, 2014: 161) 자기지시
적 형식으로서의 활동에는 역사와 혁명의 의미를 담을 만한 긴장감 있는 내
용은 없지만, 인간은 그 자기지시적 활동 속에서 삶의 냉소주의와 나르시시
즘을 거둬낼 열정을 발견할 수 있다.

만일 열정이 표현되는 데 어떤 형식이 있다고 한다면, 열정 자체가 죽
어 버렸다고 해도 그 열정의 표현 형식 자체에 대한 숭배를 통해 죽
은 열정을 되살리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그것이
다.(Bolz, 2014: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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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자본주의에서 생산과 소비로 쳇바퀴 돌 듯 엮이는 생활 속에서 인간
의 욕망을 확인하는 것도, 삶의 에너지를 투여할 곳을 찾아내는 게 쉽지 않
아 보이지만, 고도의 형식적 활동 속에 인간의 열정을 유인해내는 활동인
놀이가 갖는 의미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이하에서 어떻게 형식적인 활
동인 놀이로서의 스포츠가 인간의 욕망과 열정을 이끌어내는지 확인한다.
이로써 놀이로서의 스포츠가 어떻게 자기지시적 형식으로 열정을 발생시키
는지 그것을 추적함으로써 우리는 인간의 욕망이 코제브의 우울한 묘사처럼
결코 간단한 성질의 것이 아님을 발견한다. 구체적으로 이를 다음의 단계를
거쳐 규명한다. 첫째, 라캉이 말한 실재계를 향한 윤리적 욕망의 충족 운동
의 발생 원리와 전개 과정을 개괄한다. 둘째, 라캉이 제시한 주체의 윤리적
욕망 운동이 놀이와 갖는 관련성을 언급하고 이것이 지닌 의미를 보충코자
위니캇의 놀이론과 실러의 미학 이론을 들어 라캉의 실재계를 향한 주체의
욕망 운동이 갖는 윤리적 노력을 정당화 한다. 셋째, 카이와의 놀이와 스포
츠에 관한 고전적인, 그러나 여전히 탁월하고 유효한 분석을 참조하여, 놀이
로서의 스포츠 활동이 프로이트적 길에서 제기되는 무의식과 리비도 에너지
의 온전한 투여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징후적으로 독해함으로써 놀이로
서의 스포츠가 갖는 의미를 신체와 감정 에너지에 기대어 설명한다. 넷째,
이로써 스포츠를 통한 놀이적 주체의 탄생이 곧 윤리적 주체로의 이행을 예
감하는 중요한 지점임을 지적한다.

나 .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쾌락에의 열정
현대인들이 경제적 풍요와 안전한 사회적 제도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며
계속 안정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심리학적 기제와도 상당 부분 관련이 높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대사회가 제공하는 안전 담론에 순응하면서 쾌감
을 포기하고 안정적 삶으로 경도되어 그곳에서 나오지 않으려는 이유도 심
리학적으로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이다. 즉, 그것은 “안락함의 획득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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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즉각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데 반해, 쾌감의 상실은 그에 견주어 서서
히 침식되듯”(128) 일어나기 때문이다. 경제적 풍요가 제공하는 안정된 삶
의 균형이 깨지는 걸 우리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럼으로써 쾌락에
대한 우리의 감각도 제한적으로 학습된다. 그런데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이러한 심리적 요인과 유비시켜보는 것은 어떨까.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아버지의 상징 질서 안으로 주체가 진입하는 과정
에서 겪는 갈등을 말한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통과한다는 건 사회적 규
범의 요구를 주체가 수용하고 이에 따를 것을 다짐하는 의례를 겪는다는 것
이다. 주체는 이 지배적 상징질서 안에 진입함으로써 비로소 사회적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또한, 아이가 상징질서로 진입하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욕망을 금지하기에 아버지는 금지의 다른 이름이자 명령자로 현현한다. 그
래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통과한다는 것은 문화와 사회적 힘에 대한 주
체의 투항을 의미한다. 그런데, 금지와 법은 위반의 욕망을 자극한다. 인간
의 자연성으로서의 욕망은 사회적 힘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 잉여를 늘 생산
한다. 그것이 욕망하는 힘의 바탕이 된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거쳐 포기
된 욕망에 대한 권리는 이 위반의 유혹 속에서 강렬한 쾌락을 요구한다. 상
징질서에서 포기되는 쾌락은 금지된 쾌락이므로 주체는 이것을 욕망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 욕망은 매우 위험한 욕망이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통과한다는 것은 어머니를 떠나 아버지의 법의 질서 안으로 들
어간다는 것인데, 아버지가 그어 놓은 금지의 선을 위반한다는 것은 어머니
에게로 돌아가고픈 욕망, 즉 근친상간의 욕망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라캉은
이 불가능한 욕망을 ‘향락(jouissance)’ 이라고 말한다.
라캉의 이론을 현실에 적용해 본다면, 라캉이 말하는 오이디푸스 콤플렉
스에서 정상적인 주체란 현실이 요구하는 주체, 표준화된 주체의 이름에 다
름 아니다. 그 표준화된 주체는 안정을 희구하는 주체이다. 그에게 쾌감은
다가가고 싶지만, 위반에 대한 처벌과 안전한 삶에 대한 욕망으로 멀어지는
감각이다. 이렇게 상징질서가 제공하는 안전과 풍요가 정상적 주체, 욕망을
배신한 주체를 생산한다면 향락을 추구하는 주체는 자연적 주체로서 위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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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망한다. 우리가 쾌의 감각을 안전과 안락한 삶에 내준다는 것은 오이디푸
스 콤플렉스에서 말하는 정상적 주체로, 도덕적 주체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
며 욕망에 대한 탐색과 추구를 포기하고 아버지로 상징되는 대타자의 질서
에 굴종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안정감과 쾌의 감각을 오이디푸스 콤
플렉스에 대입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잃어버린 충동에 의해 표출되는 열정
과 쾌의 감각을 어떻게 되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단서를 라캉의 이론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캉은 상징질서, 대타자의 질서가 포섭하려 하나 할 수 없는 잉여가 발
생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규범적 질서로 아무리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는
욕망의 기운이 있다는 것이다. 라캉은 주체가 대타자의 질서에 진입하는 것
을 소외로 규정하고, 이 소외 이후에 분리가 발생한다고 말한다. 이 분리는
대타자의 질서에 대한 거부이며 도전이다. 그리고 대타자가 상징화에 실패
한 그것을 대상 a(objet a) 로 지칭한다. “주체와 실재 사이에 있는 이 대상
은 주체를 그 실재의 외상적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침입하고 있는
그 실재에 관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상상적 매개체이다.”(김상환, 2002:
666) 여기서 라캉의 충동과 향락, 대상 a의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라캉은 향락을 “육체와 관련해 인간이 느끼는 충동·정서의 측면을 강조
한 개념”(김상환, 홍준기, 2015: 82)으로 설명한다.64) 라캉은 욕망을 결여이
며 상징계에 속하는 것으로, 향락은 “충동을 가진 인간이 육체에서 체험하
는, 그러나 결코 말로 표현될 수 없는 느낌, 즉 정서적인 면을 강조하는 개
념”(82)으로 이해한다.

64) 김상환 , 홍준기 (2015). 라깡의 재탄생. 서울: 창비. 이 책에서 홍준기(2015)는
jouissance를 향유로 번역한다 . 이와 달리 본 논문은 향락이라는 번역어를 채택하
였다. 충동의 에너지를 갖는 jouissance는 상징계를 벗어나 실재계르 가려는 욕망
이기에 고통을 동반한 쾌락이며 위반으로서의 쾌락인데, 향유가 주는 어감에서는
이 위반과 쾌락으로 인해 받게 되는 고통 , 도덕적 과오를 범했다는 느낌을 살릴
수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 이하에서 홍준기의 글이 인용될 때 향유를 향락으
로 수정하여 표기하였다. 이하의 인용에서는 쪽수만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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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이트는 충동을 육체의 “심리적 대리자”라고 말한 바 있다. ‘육체
적 에너지’라는 것이 있어, 이것이 충동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가정할 수 있다면, 향락이란 이러한 육체적 에너지와 연관되어 있는
심리적 과정의 역동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82)

이처럼 향락은 육체의 리비도 에너지가 발동하여 외부로 표출될 때 그 주
체의 심리적 과정을 함께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충동 에너지가 바로 상징계에 포섭되지 않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소외
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근본적인 저항의 구심점이라면 이 충동과 욕
망의 운동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상 a 개념이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다. 대상 a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83)이
중요하다. 욕망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통과하면서 비로소 발생하게 되는
데, 욕망의 대상은 사실 현실에 있지 않다. 대상 a는 “욕망의 대상 혹은 원
인”(83)인데, 욕망의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라캉이 이론적으로 상정하지
않을 수 없는 개념적 장치이다. 이 대상 a 를 라캉은 "잉여향락(plus-de-jouir)
이라고 부른다."(84) “잉여향락으로서 대상 a는 충동이 응축되어 있는 대상
인 충동의 대상이다. 인간은 대상 a에서 충동의 만족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방황한다. 인간은 궁극적으로는 아무 것도 아닌 순수한 충동의 대상”(85)을
욕망한다. 그런 점에서 대상 a는 실재적 대상이면서, 상상적 대상이며, 충동
의 대상이기도 하다.(85)
우리는 무의식적 주체에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거쳐 의식적 주체, 정
상적 주체로 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무의식적 주체가 갖는 자연적 기질과
충동을 상징적 규범 질서에 결코 담을 수 없는 결여가 존재한다. 그 빈틈을
통해 인간의 욕망은 충동 에너지를 분출하는 욕망의 운동을 시작한다. 그리
고 그 욕망은 대상 a라는 것을 대상-원인으로 하여 운동한다. 이때, 대상 a
는 주체가 상징계로부터 달아나도록 하는 역할도 하지만, 주체가 실재계에
닿을 때 얻게 되는 외상으로부터 주체를 보호하기도 하면서, 다시 상징계에
관계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환상이라는 운동 안에서 가능하게 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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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한다. 따라서 이 환상운동은 주체가 실재계와 상징계에서 이중적 운동
을 하도록 하는 교차지점에 해당하는 곳에 있다( 김상환, 2003: 667). 이하에
서 라캉이 실재계와 상상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설정한 대상 a와 이 욕망의
대상-원인을 갖고 노는 활동으로서의 놀이가 맺고 있는 관계를 위니캇의 이
론에 기대어 놀이가 갖는 위상을 살펴본다.

다 . 안전의 욕망과 위반의 욕망
라캉의 상징계와 실재계는 각각 아버지와 아들(어린아이), 지배와 반역, 질
서와 혼돈을 상징하는 개념들이다. 그런데 상징계가 고유한 내적 자연을 갖
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길들이려 하고, 지배하려 한다 해서 상징계를 도덕적
시각만으로 재단해서는 안된다. 라캉의 환상 개념이 보여주듯, 그것은 주체
의 내적 자연이 초래할 폭력성으로부터 주체를 보호하는 문화적 장치이다.
이 상징계라는 문화적 질서 안에서 우리는 존재론적 안정감을 획득하며 행
위할 수 있다. 따라서 대상 a가 상징계와 실재계의 사이에 놓인 환상 운동
에서 그 욕망의 대상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의 욕망은 안정과 일탈을 동시
에 꿈꾸는 이중적 운동 사이에 놓여 있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65) 이
처럼 우리의 욕망은 질서로부터 분리되어 벗어나려는 성질을 갖기도 하거니
와, 무질서가 주는 불안으로부터 안정을 추구하려는 성질 또한 갖고 있다.
즉, 실재계로의 운동인 향락의 충동은 필시 죽음 충동을 동반함으로써 주체

65) “대상 a 는 우리가 타자 속에서 추구하는 욕망의 대상이다. ...... 대상 a 는 불안의
대상이며, 결국 환원될 수 없는 리비도의 저장소이기도 하다 . ...... 대상 a 는 상징
계의 도입으로 인해 실재계의 이면에 남겨진 잔여 (reste) 로서 정의된다. ...... 주인의
담론에서 하나의 능기는 모든 다른 능기들을 위한 주체를 표상하나 불가피하게
항상 잉여가 생산된다 . 이러한 잉여가 바로 타대상이고 잉여의미이며 , 그리고 잉
여향락 (plus de jouir)인 것이다. ...... 그는 대상 a 를 세 가지의 질서( 실재계·상징계 ·
상상계 )

모두가

교차하는

장소인

보로메오

매듭의

중심에

위치시킨다 .”

Evans(1996). An Introductory Dictionary of Lacanian Psychoanalysis. 김종주 외( 역)
(2004). 라캉 정신분석 사전 . 고양: 인간사랑 , pp. 4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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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고통을 안겨줄 것인데, 이 환상의 운동 속에 욕망의 대상 a 를 통해 우
리는 위험하면서도 위험하지 않은 이중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대상 a
를 통한 욕망의 운동은 상징계와 실재계 중간에서 쾌락원칙이 가로 막고 있
는 그 벽을 넘나들며 파괴되지 않는 존재의 상향 운동을 반복할 수 있는 것
이다. 그런데, 실제 놀이 활동에서도 이러한 것이 관찰되는 것일까.
위니캇(D. W. Winnicott)은 『놀이와 현실』에서 중간대상과 중간현상이라
는 개념을 제시하여 인간의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의 사이에 있는 중간 지
대를 설정한다.66) 내부 세계란 세계 내에서 존재하는 나를 가리키며, 외부
세계란 경험적 현실로서의 세계이다. 인간의 실존은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
의 성공적인 연결을 통해 가능하다. 그런데 위니캇은 유아들은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에 놓인 이 간극을 성공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일종의 놀이를 선택
하여 그 긴장을 완화시킨다고 한다. 그는 아기가 “천이나 담요의 한 부분
을 손가락과 함께 입으로 가져간다”거나, “모직물의 보푸라기를 잡아 뜯
거나”, “웅얼거림”(17)을 하는 것이 중간 현상이며, “이러한 기능적 경
험들과 함께 사고 또는 환상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17)될 수 있다고 본
다. 그리고 중간 대상은 “항문기적 성애의 조직화로 인해서 대변을 의
미”(25)하기도 한다. 그리고 중간대상은“보통 점차적으로 유아의 관심에서
벗어나게 되며, 특히 문화적 관심이 발달하면서 그러하다.”(32) 이처럼 중
간대상은 수축의 장소인 현실 세계와 이완의 장소인 내부 세계의 사이에 있
으면서, 유아가 세계를 체험하도록 해주는 안전한 놀이적 공간이 된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라캉은“대상 a의 예로 어머니의 가슴·시선·목소
리·똥을 제시” 한다. “이러한 대상은 인간이 처음으로 만나는 충동-구
순·시각·청각·항문충동-의 대상이기 때문이다.”(홍준기, 2015: 84) 라캉
이 대상 a의 실례로 들고 있는 똥이나, 위니캇이 아이들이 항문기적 성애의
대상으로 대변을 택한다고 한 것은, 이 중간 세계가 바로 대상 a 를 갖고 인
간이 욕망을 추구하는 활동을 펼치는 곳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면 위니
66) Winnicott, D. W. (1971). Playing and Reality. 이재훈 (역) (1997). 놀이와 현실 . 서
울 : 도서출판 한국심리치료연구소 . pp. 13-49. 이하에서는 쪽수만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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캇의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는 각각 라캉에서는 실재계를 향한 욕망이 꿈틀
대는 몸과 현실로서의 상징계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바
로 놀이가 라캉이 말하는 환상의 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임을 짐작할 수
있다. 라캉의 대상 a가 환상의 운동을 통해 상징계와 실재계를 절묘하게 오
고가는 흐름 속에 존재하는 것이라면, 위니캇의 중간 대상의 놀이 역시 내
부 세계와 외부 세계가 상충하는 곳에서 그 대립적 힘과 흐름이 완충되는
지대의 활동이 되는 것이다. 곧 라캉이 말한 환상의 공간이 위니캇의 중간
대상이 된다. 그러면 이 중간대상, 중간세계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살
펴볼 필요가 있겠다.
위니캇은 이 중간대상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유아의 활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중간대상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임상 연구 결과를 보여준
다. “유아는 대상을 애정 있게 온몸에 비벼 대며, 열정적으로 사랑하기도
하고 잔인한 공격을 퍼붓기도”(Winnicott, 1971: 19) 하는데, 이 대상은 공격
성을 버틸 수 있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렇게 놀이대상이 되는 중간
대상은 유아기를 통과한 아이들에게서 점차 의미를 상실해 가지만, 그것이
중요성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아이는 그 경험을 통해
성장한다. 그리고 중간대상은 아이가 점차 커나감으로써 확장된다. “‘내적
정신 실재’와 ‘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지각하는 외적 세계’ 사이에 있
는 중간영역 전체로, 즉 문화 전반의 영역으로”(20) 확산된다. 중간대상의
이러한 측면이야 말로 바로 하위징아가 『호모 루덴스』에서 제기한 인간
문화란 바로 놀이의 행위에 의해 창조되고 유지, 발전되어 온 것이라는 테
제의 심리학적 관찰의 판본이라고 할 수 있다. 중간세계에서 문화 전반의
영역으로 확장될 맹아가 싹튼다는 것은 인간적 질서에 의해 구축된 세계에
대한 체험을 그것을 통해 유아가 미리 한다는 점을 예시한다. 그런데 이 중
간세계는 실패를 기꺼이 견딜 수 있게 한다. 아니, 오히려 실패를 통해 기본
적 감정인 사랑과 증오를 함께 배울 수 있게 한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 지나치게 오랫동안 완전에 가까운 적응이 계속된다면 유아는 오히려
그것에 의해 장애”(27)를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의 부적응과 실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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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안전한 환경 속에서 주체의 환상을 통해 가능한 것이기에 결코 주체를
위축시키거나 퇴행시키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놀이, 환상운동의 가치인 것
이다. 위니캇은 그러므로 중간세계는 “개개의 인간 존재로 하여금 그들에
게 항상 중요한 것, 즉 도전받지 않는 중립적인 경험영역을 갖고 인생을 출
발”(30)시켜 준다고 말한다.
그것이 내적 실재인지 외적 실재인지(공유된)에 관해서 도전받지 않는,
이 경험의 중간영역은 유아 경험의 보다 커다란 부분을 구성하며, 생
애 전반을 통해 예술, 종교, 상상력 있는 삶, 그리고 창조적인 과학 연
구 등에 속하는 강렬한 경험 안에서 지속된다.(32)

따라서 중간세계는 비단 유아의 성장기에만 중요시 될 수 있는, 개체의
발생 단계에서만의 경험적 영역이 아니다. 인간 존재로 태어나면서부터 갖
는 파괴될 수 없는 욕망의 충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 그것이 안전하게
표출되고 충족될 수 있는 선제적 경험의 장은 성숙한 주체를 싹틔우는 모판
이 될 것이다. 이때, 상상-현실의 중간에 자리 잡고 이들을 연결하며 욕망이
안전하게 충족되는 경험을 갖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간세계에서 놀이
가 갖는 역할이 되는 것이다. 상상의 세계가 충동적이며 파괴적이라면, 현실
의 세계는 규범의 세계로서 이를 억압하고 배제한다. 그런데, 중간 세계는
이들의 갈등을 안전하게 관리하며 타협시킨다. 라캉이 대상 a를 왜 환상 운
동이 갖고 노는 안전한 노리개로 설정하려 했는지가 바로 이러한 이유이다.
대상 a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주체에게 강요하는 규범적 질서로서의 대
타자인 상징계와 이를 내적 자연의 본원적 운동으로 돌파하려 하는 죽음 충
동의 에너지를 유혹하는 실재계 사이에서 주체가 환상 운동의 소재로 활용
하는 욕망의 투사체인 것이다. 라캉의 환상의 공간과 위니캇이 유아의 발달
을 관찰하며 주목한 중간세계는 바로 동일한 공간의 다른 이름인 이유가 이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라캉이 대상 a를 통한 환상 운동을 상징계로부터 분리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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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무의식적 욕망의 몸짓, 향락을 통해 실재계로 다가가려는 욕망이 겪는
고통스러운 몸짓, 이 외상적 충격을 피하고자 하는 몸짓이 서로 경합하고
공모하며 갈등하는 활동으로 설정한 데서, 어떤 윤리적 주체가 탄생되는 모
멘텀이 형성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게 된다. 윤리적 인간의 탄생
은 구조화하는 구조의 자장 안에서 운동하는 주체, 그 힘과 회집의 망으로
부터 무의식적 충동을 갖고 탈주하는 주체의 끊임없는 투쟁 과정에 다름 아
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윤리가 외재적 규범으로 주어지는 도덕적 질서에 대
항하여 주체의 욕망을 확인하고 이를 내적 성찰과 실천 행위를 통해 더 나
은 규범을 창조해 나가는 노력의 과정으로 이해되는 한에서, 라캉의 상징계
와 실재계를 오가는 운동 역시 윤리적 주체의 탄생과 성장을 예감하는 운동
에 위치지어진다. 이성과 규범의 영역인 상징계와 감정과 충동의 영역인 실
재계 사이의 왕복운동에서 특정한 주체들이 분유된다면, 이 공간은 윤리적
주체가 탄생하는 공간임에 분명하다. 이 공간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인간의 발달에 갖는 의미와 중요성은 실러의 『인간의
미적 교육에 관한 편지』(이하 『편지』)에서 보다 명확히 드러난다.
실러는 인간에게 고유하게 존재하는 두 개의 대립되는 성격의 충동을 제
시한다. 하나는 감정과 본능을 포함하는 감각적 충동 또는 소재충동이고, 다
른 하나는 이성을 대변하는 형식충동이 그것이다. 이해를 쉽게 하고자 우리
는 프로이트적 물음에서 전자는 무의식과 이드를, 후자는 의식과 자아를 일
컫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두 충동은 프로이트에게서도 그렇듯이 실
러에게도 이질적이고 상충된다. 이는 물과 기름과 같다. 소재충동은 “변화
가 일어나길 원하고 시간이 내용”67)으로 충족되길 원하는 반면, 형식충동
은 “시간이 폐기되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한다.( 열네 번
째 편지, 127) 그런데 두 충동은 서로 대면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인간은 두
개의 충동 중 어느 하나의 충동만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 소재충동이 과하
67) Schiller, F. (1795). 『 Über die ästhetische Erziehung des Menschen』 , 윤선구 등
(역 )(2015). 프리드리히 실러의 미적 교육론 . 서울: 대화문화아카데미 . 열네 번째
편지, p. 127. 이하의 인용에서는 편지의 편수와 쪽수만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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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그것은 동물적 삶으로 인간을 추락시킬 것이고, 형식충동이 우월한 힘
을 발휘한다면, 그것은 내적 자연에 대한 과도한 억압으로 인한 인간 본성
의 파멸을 초래할 것이다. 실러는 따라서 이 마주침의 공간에 유희충동이라
는 제 3의 충동을 설정한다. 실러에 따르면 오로지 이 유희충동에 의해서만
인간은 자연과 문화의 길항 관계 속에서 윤리적 주체로의 도약을 이룰 수
있다. 왜냐하면, 유희충동은 “시간 속에서 시간을 지양하고, 생성(Werden)
을 절대적 존재와 결합하고, 변화를 동일성과 결합하려고 할 것”(열네 번째
편지: 127)이기 때문이다. 소재충동이 바라는 시간 속의 운동에서 형식충동
의 힘을 빌어 이를 상쇄하여 시간을 다시 지양하고, 소재충동의 생성하는
힘을 형식충동의 동일성으로 수렴하여 힘의 균형을 이루는 운동을 반복하는
것이 유희충동의 시간이자 공간인 것이다. 실러는 열네 번째 편지의 끝에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 명확히 정리하여 보여준다.

유희충동이 감각과 격정들로부터 역동적인 영향을 제거하는 만큼, 감
각과 격정은 이성의 이념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성의 법칙들로부터
도덕적 강제를 제거하는 만큼, 이성의 법칙들을 감각의 관심과 화해시
킬 것입니다.(열네 번째 편지: 130)

이성과 감정이 대립되는 힘이라는 점이 분명하지만, 유희충동에 의해 서
로 그 힘은 지양되고, 오히려 인간을 완전성으로 이끈다. 프로이트가 이드와
초자아를 대립시키면서 이를 조절하는 자아를 삽입, 계제시킴으로써 이 자
아를 현실원칙의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는 위치에 두려한 것과는 달리, 실러
는 유희충동을 인간이 윤리적 주체가 될 수 있는 단서를 풍부히 함유한 이
념의 지반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재충동은 형식 특성을, 형식
충동은 물질적 특성을 서로 우연한 것으로 만든다.(열네 번째 편지: 129) 우
리는 이 지점에서 질료와 형식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 감정은 그 표현의
형식이 중요하며, 형식은 내용의 감정이 필요하다. 칸트식 표현을 빌면,
‘감정( 질료) 없는 이성(형식) 은 공허할 것이고, 이성 없는 감정은 맹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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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실러는 이 지점에서 감정과 이성의 화해를 시도한다. 또한 이 지점에
서 발생하는 것은 미의 감각이다. 소재충동의 대상은 삶(Leben)이고, 형식충
동의 대상은 형태(Gestalt)인데, 소재충동과 형식충동의 대상이 각각 삶과 형
태를 지시한다는 점에서, 이 둘의 화해를 시도하는 유희충동의 대상은 살아
있는 형태(Lebende Gestalt) 가 된다.(열다섯 번째 편지: 131) 실러는 이 살아
있는 형태를 미(美), 즉 아름다움으로 규정한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오직
그의 형식이 우리의 느낌 안에서 살아 있고, 그의 삶이 우리의 오성 안에서
형식화될 때에만 그는 살아 있는 형태로 존재”(열다섯 번째 편지: 131)하게
되는데, 이처럼 형식과 실재의 일치만이 인간성을 완전성으로 이끌고 이 일
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유희충동은 실러에게 요청되는 일종의
이념형적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실러는 미가 어떠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이
에 따라 어떻게 인간 본성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성과 경험 모
두 대답을 주지 못한다는 설정을 한다.(열다섯 번째 편지: 133) 중요한 것은,
이간은 물질로부터 발출되는 충동의 만족을 욕망하는 존재만으로도, 이성의
정신으로 삶을 완성해가는 존재도 아니므로, “결론적으로 아름다움은 두
충동의 공통된 대상, 즉 유희충동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고히 한다.(열
다섯 번째 편지: 134) 실러에 따르면 외적/ 내적으로 강제되지 않은 상태를
유희라고 지칭하는데, 아름다움을 지각할 때 인간의 마음은 “법칙과 욕구
사이의 행복한 중간”에 놓이기 때문이다.(열다섯 번째 편지: 135)
이 지점에서 실러의 『편지』의 핵심 테제가 제시된다. 그것은 인간에게
유희만이 인간의 완전성을 이끈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오로지 아름다운 것
에 대해서만 유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형식충동과 소재충동은 진지하게 자
기들에게 요구되는 것만을 추구하는 데 반해, 유희충동은 이 둘을 조화시키
면서 아름다운 것에서 비로소 유희를 할 수 있는 여유의 감각을 인간에게
제공하기 때문이다.(열다섯 번째 편지: 136-137) “인간은 완전한 의미에서
의 인간인 경우에만 유희하고, 인간은 유희하는 경우에만 완전한 인간”(열
다섯 번째 편지: 138)이 된다. 나아가 실러는 『편지』의 마지막편인 스물일
곱 번째 편지에서 이 유희충동의 영역과 활동이 비로소 인간에게 자유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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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을 마련해 줄 수 있음을 명확히 한다. “이곳에서 미적인 형성충동은 인
간을 모든 상황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물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강제라고 할 만한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시켜”주기 때문이다.(스물일곱 번째
편지: 250)

아름다운 교재의 영역인, 미적인 국가에서는 인간이 형태로만 나타나
고, 자유로운 유희의 대상으로만 서로 마주합니다. 자유를 통해서 자
유를 주는 것이 이 왕국의 기본 법칙입니다.(스물일곱 번째 편지: 251)

유희충동은 아름다움 그 자체를 추구해야 할 것으로 만드는데, 거기서 유
희충동은 스스로를 장식한다.( 스물일곱 번째 편지: 247) 그 자체에서 추구할
것을 발견하고 이를 스스로 장식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놀이가 자
기 자신 이외의 목적을 더는 갖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놀이는 놀이 그
자체가 목적이다. 놀이 이외의 그 어떠한 것도 여기에 간섭할 수 없다. 놀이
스스로 놀이에 붙박여 있다. 그것 자체가 목적인 활동, 우리는 그것을 자유
로운 활동이라고 부른다. 자유란 오로지 주체의 대상과의 합일 속에서 모든
외적 대상을 물리치고 중지되는 시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거기에
는 우리가 인정하는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는 활동은 당장에는 없다. 그냥
주체의 재미 추구와 찰나적인 존재의 무에 대한 느낌만이 자리한다. 놀이의
형식 속에서 놀이하는 주체는 욕망을 충족시키고 쾌락을 느낀다. 놀이의 과
정 자체에서 쾌락이 발생하고 충족된다. 놀이에서는 이처럼 외부, 가치, 타
자에 대한 지향이 없다. 오로지 타자와 사회적 가치와는 무관하게 오로지
주체의 유희 속에서 진정한 자유의 길은 시작되고 완성된다. 이 내재적 가
치를 욕망하고 추구하는 활동, 그것이 놀이인 것이다. 여기서 이 감각은 누
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사물과의 일치 속에서 얻게 되는 주체의
진정한 자기 헌신의 감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놀이에서는 대
상과 유희충동에 휩싸인 주체와의 대면만이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놀이가
시간이 중지되는 체험 속에서 주체가 대상과 일치되는 순간을 극적으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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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하는 형식적 틀이라면 이 시간적 경험 속에서 인간의 신체는 과연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놀이로서의 스포츠가 유희충동의 충족 활
동이 되면서 미에 대한 감각을 체험하는 시간이 된다는 점을 앞서의 논의들
을 통해 이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놀이인 스포츠가 어떤 점에서 신체
의 욕망을 건강하게 자극하고 해소하는 것인가. 이 질문을 다음의 논의를
위해 좀 더 구체적으로 던져보자. 실러가 말하는 감각적 충동 내지는 소재
충동은 몸의 에너지와 감정, 욕망의 에너지로부터 발출된 것이다. 인간의 내
적 자연은 자연적인 동물적 충동을 지니고 있다. 이 충동의 에너지가 유희
충동에서는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표현되고 해소되는 것인가. 형식충동으
로서의 이성과는 달리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바로 몸의 에너지인 충동
과 욕망이 놀이로서의 스포츠 내지는 체육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처리되는
것이냐는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의 단서는 이하에서 논의하는 프로이트
의 무의식과 리비도에 관한 주장이 일정 부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
각된다.

라 . 놀이로서의 스포츠와 리비도 투여
프로이트는 익히 알려져 있듯, 그의 주저 『문명 속의 불만』에서 문명과
제도에 의해 억압된 인간의 본성이 파괴적인 성격을 띠고 표출되는 것에 대
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쾌락원칙을 넘어서』에서는 인간에게
는 생명을 창조하려는 에로스의 충동 못지않게 죽음을 통해 무기질로 돌아
가고자 하는 충동이 존재한다는 악마적 가설을 설정함으로써 프로이트는 전
쟁과 폭력의 만행을 통해 타자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인간의 어두운 이면을
드러낸다. 그는 이 죽음충동을 야기하는 타나토스의 에너지를 어떻게 처리
할 것이냐가 인류 문명의 진로를 결정할 것으로 진단한다. 이에 따라 인간
이 이 폭력적 본성을 인지하고 처리할 문화적 장치를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
다는 것이 프로이트의 생각이었다. 이러한 인간 본성의 폭력성과 야만성에
대한 입장은 『놀이와 인간』에서 개진된 카이와의 입장에서도 읽힌다.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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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는 인간의 충동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지적을 한다. 그러면서 과연
무엇으로 그 에너지와 충동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 대답한다.

놀이의 원리들은 사실 강력한 본능(경쟁, 행운의 추구, 모의, 현기증)
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본능들
이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만족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이상적이고
한정된 조건-놀이의 규칙이 각각의 경우마다 지시하는 조건-속에서
만이다. 이 기본적인 충동들은 자기 멋대로 내버려두면, 모든 본능과
마찬가지로 격렬하고 파괴적인 것이 되며 거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놀이는 본능을 억제하며 그것에게 제도적인 존재를 받아들
이게 한다. 놀이는 본능에게 형식적이고 한정된 만족을 주면서 본능을
훈련시키고 기름지게 하며, 아울러 본능의 독성(毒性)으로부터 혼(魂)
을 지키는 예방주사를 놓는 것이다. 동시에 본능은 놀이 덕분에, 문화
의 여러 양식을 풍부하게 하고 정착시키는 데 유익한 공헌을 할 수
있는 것이 된다.(Callois, 1958: 92)

프로이트적 물음의 길에서 카이와를 통해 우리는 놀이와 스포츠에 투여되
는 인간의 에너지는 다른 활동에서 투여하는 에너지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
음을 예감한다. 카이와는 이를 본능의 에너지로 지시하고 있는데 이 에너지
가 가감 없이 표출되기 위해서 놀이라는 공간이 요구된다는 점을 부각시킨
다. 우선, 카이와 역시 놀이의 공간을 매우 안전한 공간으로 규정한다. 이는
놀이공간이 일상과는 분리되어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일정한 시공간적 경
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활동으로서 놀이는 일상이 주체에게 주는 외상적
충격을 차단시킨다. “어떠한 경우에도 놀이의 영역은 이처럼 닫혀지고, 보
호받고, 따로 잡아둔 세계, 즉 순수공간(un espace pur)”(Callois, 1958: 30)
이 된다. 라캉이 환상의 공간을 주체가 실재계의 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상
처를 견딜 수 있는 운동으로 설정하고, 실러가 유희충동이 이루어지는 공간
을 충동과 이성이 조율되는 안정적 장소로 설정한 것처럼, 카이와 역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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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 순수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지칭하며 놀이의 본질을 드러낸다. 이렇
게 순수공간은 안전하게 규정되는데, 그것은 현실의 안전과 무엇이 다른가.
이 현실과 놀이 공간에서의 안전에 대한 각각의 정의와 입장은 놀이에서의
감정과 욕망의 투여가 현실의 그것과 분기되는 지점을 명확히 드러낸다. 현
실의 안전은 규범적 질서가 강요하는 힘에 대한 굴종의 보상으로서 주체에
게 주어지는 안전이다. 즉, 주체의 욕망이 억압되고 거세됨으로써 지배 질서
에 포섭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안전인 것이다. 그러나 놀이의
안전은 현실과 유리되고 새로운 세계에서의 구조와 규칙에 의해 보장되는
안전이다. 이 허구의 공간에서 인간의 욕망은 놀이의 규칙 안에서 발산된다.
역설적으로 이 규칙과 구조는 인간이 생활 속에서 금기 시 하는 것을 행위
할 수 있도록 한다. 시공간적으로 엄격한 제한을 두게 됨으로써 적어도 그
시공간 안에서 금기 시 되는 것이 용인될 수 있는 것이다. 길을 가다 환호
하며 소리를 지르는 행위가 일으킨 반응과 경기장 안에서 포효하듯 함성을
지르는 행위가 처리되는 방식을 떠올리면 이는 쉽게 이해된다. 그런 점에서
놀이는 인간의 모든 감정의 표출이 가능한, 무제한적 본질로 채워진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이다(Bolz, 2014. 173-174).
카이와가 왜 이 놀이의 공간을 순수공간으로 규정했는지 이 부분에서 보
다

명확해진다.

카이와아

제시한

아곤(Agon),

알레아(Alea),

미미크리

(Mimicry), 일링크스(Ilinx)라는 놀이의 4대 범주에서 이를 유추해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경쟁, 우연, 모방, 환상은 대부분 인간의 무의식과 비합리성의
예표들이다. 이성적 사유에서 이해될 수 없는 거대한 무의식의 에너지가 이
놀이 속으로 투여되고 있는 것이다. 카이와는 이것을 인간의 본능이라고 하
였다. 놀이만이 이 강력한 본능과 충동의 에너지를 수용할 채비를 하고 있
다. 주체의 자유와 유쾌함을 보장되는 활동, 시간공적으로 현실과 분리된 활
동, 확정적이지 않은 활동, 비생산적인 활동, 그것을 규칙과 구조로 보장하
는 활동, 이 모든 것을 허구라는 틀에 품어내고 있는 활동이기에 놀이는 인
간 본질을 실현하는 장이다.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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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곤은 개인 능력의 순수한 형태로 나타나며, 그 능력을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41) ...... 알레아는 운명의 은혜를 타나내고 드러낸다.(43)
... 알레아는 의지를 포기하고 운명에 몸을 맡기는 것이다.(44) ...... (미
미크리)놀이하는 자가 자신의 인격을 일시적으로 잊고 바꾸어 버리고
서는 다른 인격을 가장한다.(47) ...... 일시적으로 지각(知覺)의 안정을
파괴하고 맑은 의식에 일종의 기분 좋은 패닉(Panique)[공포]상태를
일으키려는 시도로 이루어져 있다.(52)

특히, 카이와는 지각의 안정성이 깨지는 일링크스에서 쾌락(jouissance)이
극적으로 체험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여기서 “느끼는 충격은 대단히 강
렬”(56)한데, 이 무모한 일은 격투기나 검투사들의 싸움에 깃든 아곤에서도
관찰된다.(57) 그런데 이 패닉과 환상은 시련으로 놀이의 참가자들에게 많은
경우 경험되면서도 놀이를 절정으로 이끄는 요소이다.69) 이것에서 몰입은
강화되고 놀이의 성질은 한층 강화된다. 그런데 카이와는 이렇게 무의식적
이고 비합리적인 놀이에서의 감정의 격한 분출이 가능할 수 있는 조건으로
규칙의 존재를 든다. 무의식과 비합리적인 감정이 용솟음칠 때 그것은 놀이
의 본질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이것은 놀이가 마련한 규칙 안에서 가능한
것이다. 이 규칙만이 인간이 놀이에서 자유를 만끽하며 신체의 에너지를 온
전히 투여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카이와는 이 자유의 놀이 안에서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두 개의 태도를 제시한다. 즉흥적인 반응과 이로부터 희열
을 이끌어내는 원초적인 힘인 파이디아(paidia)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어려
움을 감내하고 추구하는 루두스(ludus)가 그것이다.(58) 이 파이디아와 루두
스의 결합이 인간의 문명화를 가능케 한 놀이를 견인하는 추동력이다. 파이
68) Caillois, R. (1958). Les jeux et les hommes . 이상률 (역 ) (2012) 놀이와 인간 . 서울 :
문예출판사 . p. 34. 이하의 인용에서는 쪽수만 표기.
69) 카이와는 아이들이 통증을 갖고 논다고 말한다 . “어린이는 예를 들면 아픈 이를
혀로 시큰거리게 하면서 , 자기자신의 통증을 갖고 노는 것을 좋아한다. 그는 또,
자기를 겁나게 하는 것도 좋아한다 .”(60) 그런데 어린이가 이렇게 고통을 감수하
는 것을 넘어 즐길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놀이의 속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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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는 놀이하고자 하는 인간의 자발적인 본능이며, 루두스는 이것을 완전
성으로 밀고나가는 본능이다.(59-61) 카이와는 아곤, 알레아, 미미크리, 일링
크스와 파이디아, 루두스의 차이와 결합에 따른 현상을 묘사하지만, 우리의
논의와 관련하여 주목을 끄는 부분은 파이디아가 혼란과 활기를 지시한다
면, 루두스는 파이디아에 규율과 질서를 부과하고 “놀이의 기본적인 범주
들에게 그 순수성과 탁월성”(66)을 준다는 것이다. 파이디아가 인간의 무의
식적인 과잉 에너지라면, 루두스는 이 과잉 에너지가 억압되지 않고 해소될
수 있게 만드는 길을 제공한다. 인간의 무수한 감정이 훼손되거나 억압되지
않고 표출되는 것이 인간의 내적 자연을 온전하게 지켜내는 것이며, 이것이
건강한 정신과 신체의 발달을 보증하는 것이라면, 놀이는 충동과 본능을 자
극하는 총체적 활동이자 자연성을 안전한 행로로 유인하는 길잡이다. 이제,
비로소 우리는 이 길에서 프로이트가 말한 무의식과 리비도, 충동에 관한
이론들을 검토함으로써 놀이로서의 스포츠와 인간의 본능이 맺는 긍정적 관
계에 관한 하나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에 관하여』에서 무의식 개념의 정당화를 시도한
다.70) 그런데 프로이트가 무의식 개념을 제시한 이후 이제 더 이상 무의식
개념 자체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무의식 개념은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개념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무의
식 개념을 정립하는 것보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무의식과 신체가 맺고 있는
관계를 우선적으로 짚고 넘어가는 일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다루는 놀이는
무엇보다 신체적 놀이, 스포츠로서의 놀이이며 이 놀이에서 중요한 것은 신
체의 움직임과 그것의 에너지의 표출이기 때문이다. 『무의식에 관하여』에
서는 이 무의식을 정신적인 것으로 볼 것인지, 육체적인 것으로 볼 것인지
에 유보적인 답을 내 놓는다. “그 잠재적인 상태가 육체와 어떤 관련이 있
는지를 따지는 일은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164)이라고 프로이트는 밝히
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아와 이드』에서 우리는 이 무의식이 있는 장소를
70) Freud, S. (1915). The Unconscious.

윤희기 (역 ) (2016). 무의식에 관하여. 서울: 열

린책들 . 이하에서 인용 시 쪽수만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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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로 지목할 수 있게 된다.71) 프로이트는 거기서 “자아는 무엇보다도 먼
저 육체적 자아”(365)라고 밝힌다. “그것은 표면적 실체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표면의 투영이다”(365) 자아가 육체적 자아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프로이트는 자아를 이드의 표면으로 설명한다. 즉, 이드-자아-초
자아의 관계에서 이드는 개인의 충동하는 힘이 국지화되어 있는 장소이다.
무의식과 이드는 고유한 원리에 따라 운동을 하는데, 자아와 의식은 이드와
무의식에 대립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들이 무의식과 이드에 대립되어
본래적으로 존재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자아와 의식은 이드와
무의식의 파생물로 규정된다. 그것들은 육체와 이드의 바깥에서 발생하는
정신적인 투사물이자 파생물에 불과하다(김상환, 2003: 660). 프로이트가
『자아와 이드』에서 밝혔듯, 그렇다면 육체와 이드, 그리고 무의식은 상호
중요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이 부분에서 프로이트의 이 유
물론적 접근 방식에 따르면, 이드와 무의식은 육체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며,
자아와 의식은 정신적 파생물이다. 이런 이유로 프로이트는 자아 역시 “육
체적 자아”라며, 육체와 이드, 무의식에 더 큰 비중을 둔 것이다. 이 지점
에서 우리는 프로이트가 『무의식에 관하여』에서 던진 중요한 질문과 마주
치게 된다.

우리가 이제껏 언급한 것은 의식적 표상과 무의식적 표상이었다. 무의
식의 본능 충동이나 무의식의 감정, 느낌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무의식의 본능 충동과 감정이 있을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한데 결합
시키는 것이 쓸데없는 일일까?(Freud, 1915: 176)

무의식과 본능 충동이 육체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운동을 하는 실체라고
프로이트는 물음을 통해 이를 인준한다. 이렇게 인정된 본능, 충동, 무의식,
감정은 고유한 원리에 따라서 운동을 한다. 그런데 프로이트가 늘 강조하듯,
71) Freud, S. (1923). The Ego and the Id. 박찬부 (역) (2016). 자아와 이드 . 서울 : 열린
책들. 이하에서 인용 시 쪽수만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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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와 의식, 그리고 초자아는 이 고유한 내적 운동 원리를 용납하지 않는
규범적 질서의 구조망을 주체에게 던진다. 그로부터 억압은 시작된다. 프로
이트는 이처럼 이것이 억압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로 인해 인간의 감정과 근
육 운동 능력의 훼손이 촉발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런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의식 조직이 통상적으로 운동 능력뿐
만이 아니라 감정도 조절한다는 것이다. 또한 억압의 중요성이 그만큼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억압의 결과로 어떤 것이 의식 속으
로 들어서는 것이 금지될 뿐 아니라 감정의 발달과 근육 운동의 촉발
마저도 제지당하기 때문이다.(179)

프로이트의 이 설명에 따르면, 몸은 무의식과 감정과 근육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며, 자아와 의식보다 선재한다. 자아의 운동과 의식의 억압이 초래
하는 것은 그래서 무의식의 퇴진이며, 감정과 근육의 훼손이다. 그 결과로
몸은 손상된다. 그런데, 이 무의식과 충동의 에너지는 워낙 거대한 것이라서
의식이 쉽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의식의 통제력에는 한계가 있고
그런 점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의식 조직과 무의식 조
직은 감정에 대한 우월한 지배력을 행사하고자 “각 영역들이 서로 분명한
경계선을 긋고 제 힘을 행사”한다.(179) 몸은 무의식과 의식, 이드와 자아
의 투쟁의 장소이다. 이렇게 무의식 조직은 아무리 자아와 의식이 막으려
해도 리비도 에너지를 배출하려는 본능을 갖는다. 이를 프로이트는 “소원
충동(Wunschregung)”이라고 말하는데, 이 소원 충동이 무의식 조직의 핵심
이다. 이 소원 충동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적대적이지 않다. 프로이트는 이
소원 충동들은 상호 조력하며 공유하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고 말
한다.(189)72) 이렇게 소원 충동을 통해 리비도를 조화롭게 배출함으로써 몸
72) 이 소원 충동은 존재의 역량을 해치지 않고 보존하려 하는 보수적인 입장을 견
지하며 충동의 만족을 통한 에너지의 건강한 표출을 기도한다는 점에서 스피노자
의 코나투스(Conatus) 개념과 유사한, 몸의 항상성 장치라고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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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항상성을 유지하려 한다. 이것이 바로 프로이트가 앞서 밝힌, “감정 운
동과 근육 운동”의 원활한 작동인 것이다. 또한 프로이트는 이 생명의 무
의식적 운동의 과정을 “무시간적(無時間的)”(190) 이라고 규정한다. 오직 시
간의 문제는 의식 조직의 과정을 거치는 것에서만 발생한다. 그리고 이
“무의식 조직의 과정들은 현실”(190)과 관련이 낮다. 쾌락 원칙에 의해 작
동되는 무의식적 과정이기에 “오로지 그 과정들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
고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과정들이 쾌락-불쾌 조절의 요구를 얼마나 충족
시키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을 뿐”(191)인 것이다. 이렇게 무의식이 현실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외부의 현실을 무의식적 에너지 운동의 고유한 정신적
현실로 대체한다는 점을 지시한다. 거대한 무의식 에너지의 표출은 현실, 자
아, 의식의 구조로 충분히 수용되고 관리될 수 없으며, 오로지 그것을 대체
할 비현실적 활동을 통해 활로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지점에서 충분히
유추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몸에서 생기한 무의식의 에너지인 리비도는 신체의 각 신경 전파
기관에 진입함으로써 감정의 발달을 일으키게 되며, 전의식 조직에 의해서
는 방해 받게 된다.(192) 본능 에너지인 리비도 에너지의 발산은 현실 속 자
아의 운동이 아니라, 자아의 운동 법칙, 초자아의 규범적 질서에 의해 형성
된 장치를 거부함으로써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이드와 자아, 무의식과 (전) 의식, 신체와 정신은 서로 대립하기만 하는 것일
까. 이렇게 상충되는 본성을 갖는 힘들 간의 양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사
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삶의 가능성을 만족스럽게 설명해줄 수 없게 된다.
라캉, 실러의 이론적 설정에서 보았듯이, 프로이트에게도 의식과 무의식은
단지 반목, 대결하지만은 않는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에 관하여』의 끝부분
에서 이 두 조직 사이의 교류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는 무의식 조직이 생동
하면서도 전의식 조직과 여러 방면에서 우호적인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무의식 조직과 그 파생자인 의식과의 관계를
연구하다 보면, 그 둘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경계선이 체계적으로 구획된 것
은 아니다. 즉, 전의식과 무의식 사이에는 실선이 아니라, 점선이 그어져 있

- 170 -

음으로써 그 둘은 서로 대립하기도 하지만,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도 할 수
있다. 이 지점이 바로 실러가 말한 유희충동의 운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리라는 짐작이 가능하다. 앞서 프로이트는 자아는 육체적 자아이며, 자아
는 이드의 파생물이라고 하였다. 무의식의 에너지는 이 파생적 존재인 전의
식(1차) 과 의식(2차) 의 검열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에너
지는 무사히 검열을 거쳐 의식에 도달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에너지는
무의식으로 되돌려지기도 한다.(194-197) 이처럼 이드-자아-초자아 또는 무
의식-전의식-의식의 관계는 원본과 파생, 억압과 저항, 검열과 통과, 표출과
순치라는 복합적이며 역동적인 관계의 총체이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여전
히 무의식 조직은 다른 조직의 어떠한 영향으로부터도 독립성을 유지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201) 프로이트는 이 독립적이면서도 자아와 의
식과의 관계 속에 얽힌 무의식이 건강하게 표출되어야 한다는 점과 그에 따
른 활동과 상황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무의식의 충동이 아주 심하게 억압되어 있는 경우라도 무의식의 충동
과 전의식의 충동은 서로 협동을 이룰 수가 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선 무의식의 충동이 전의식의 지배적인 성향의 어느 한 가지와
조화롭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억압
이 제거되면서 그동안 억압되었던 활동이 자아가 의도했던 활동을 더
욱 강화시켜 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억압 과정에 아무런 변
화도 일어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이 단 한 번의 협력 과정 속에서
무의식은 자아에 동조적(同調的)인 것이 된다.(201)

무의식의 충동과 전의식의 충동이 협동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은 무엇인가.
무의식의 충동이 전의식이 지닌 성향의 한 지점에서 조화롭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상황은 어떠한 상황일까. 이 상황을 통해 억압이 제거되고 자아가
강화되고 더불어 무의식도 왜곡되지 않고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억압 과정에서 병적 변화를 겪지 않고 자연 그대로 표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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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무의식의 에너지가 자아에 협력하는 그 찰나적 순간은 어떠한 순간일까.
이 조화와 상생의 과정이 아마도 실러가 말한 감각적 충동 내지는 소재충동
과 형식충동이 중재되는 유희충동에서의 체험이 되는 것일 게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할 게 있다. 리비도는 그 에너지의 표현이 억압되
거나 좌절되면 주체가 신경증을 겪도록 하는데 이 리비도 배출의 실패 속에
서 주체는 상상적 대응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이것이 실패하여 리비도를
억압된 대상으로 되돌리게 된다. 정신 분열증이란 바로 리비도에 대한 억압
과 그 에너지의 자아로의 후퇴에 기인한다. 이처럼 자아에 대한 대상 리비
도 과잉 집중은 억압, 감시에 의해 되돌려진 것인데, 주체는 이를 효과적으
로 다른 곳에 전환, 투여하여 억압과 감시로부터 성공적으로 벗어나고 리비
도 에너지를 해소하는 과정을 통과한다. 이때 무의식 조직에는 대상 리비도
집중이 사물 표상(Sachvorstellung)을 포함하며, 전의식 조직에는 과잉 리비
도 집중이 사물 표상과 언어 표상(Wortvorstellung) 모두를 포괄하는데 이때
사물 표상에 해당하는 리비도 집중 행위는 특질이 없는 무의식의 상태에 있
다.(211) 보다 정확히 말하면, 무의식은 의식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것은 무
의식을 의식으로 번역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자연언어를 통해서 사고
하지 않는 무의식을 자연언어로 번역하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무의식의
표상이 사물 표상만을, 의식이 사물 표상과 언어 표상을 모두 포괄하고 있
다는 것은, 바로 이처럼 무의식의 표상은 자연 언어로 기술될 수 없는, 우리
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적 번역을 통해서 이해될 수 없다는 점을 가리
킨다. 프로이트는 이 점에서 의식적 표상은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한
다.

그런 점에서 프로이트 역시 니체와 같이 자연언어만으로 수렴되지 않

는 새로운 언어 이론을 요구하는 것이다(김상환, 2003: 662). 우리가 놀이나
스포츠 경기에서 언어와 무관하게 작동하는 의사소통의 관계를 목격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프로이트적 물음에 대한 해답의 단서를 갖고 놀이, 스포
츠가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놀이로서의 스포츠에 기입된 신체는 리비도와 충동 에너지를 무의식적으
로 투여한다. 그런데, 이것은 실러가 유희충동 개념을 통해서 규명했고,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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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트가 무의식과 의식을 절충할 활동이 가능하다는 입론을 세운 데서도
알 수 있듯, 놀이가 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놀이에서 인
간의 욕망과 충동은 단지 재화와 같은 현실 생활의 충족된 삶을 위한 수단
에 대한 결핍을 보충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충동의 영속적인 자기 생
산하는 힘으로 작동할 가능성을 품고 있다( 정정훈, 2010). 이처럼 카이와의
주장을 경유하여 프로이트의 길에서 우리는 놀이로서의 스포츠와 체육활동
이 바로 쾌락원칙과 1차 과정을 해소하는 운동이 될 수 있음을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다.

마 . 놀이에서 자유의 경험
앞서 살펴보았듯이, 열정과 감정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놀이일 것이다. 이 놀이는 무료한 삶을 달래주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다. 속
물적 삶에 형식적 틀을 제공하는 자기기만의 몸짓은 더더욱 아니다. 호이징
가에 따르면 인간의 문화란 대부분 놀이 정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Huizinga, 1938)73). 이 고도의 자기지시적 형식의 활동은 동서고금 어디에서
나 삶의 열정과 공동체적 가치를 확인하고 그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꿈꾸
게 만드는 상상의 기반이 되어왔다. “열광, 몰두, 광분 등”(32)은 이제 놀
이에서만 강력히 확인되는 감정과 특징들이다. 또한, 서로 관련을 맺고 있는
“웃음, 어리석음, 위트, 재담, 농담, 코믹 등”은 놀이로만 환원될 때 그 진
가가 드러난다.(33) 이러한 용어들의 정조 속에 확인되는 것은 인간의 평화
로운 삶이다. 호이징가는 평화적 삶은 오직 놀이처럼 인생이 영위될 때 가
능하다고 확언한다.(62) 따라서 인간의 삶은 평안의 울타리 속에서 존재론적
73) 호이징가 (Huizinga)는 『호모루덴스 』에서 “문명 사회의 위대한 본능적 힘인 법과
질서, 상업과 이익 , 기술과 예술 , 시가 (詩歌 ), 지혜 , 과학 등은 신화와 의례에 뿌리
를 내리고 있다 . 이 모든 것이 놀이라는 원초적 토양에서 자양을 얻는다. ...... 우
리는 예식 , 주술 , 전례, 성사, 신비 예식 등이 모두 놀이 개념에 포함된다고 생각
한다.”(32-61)라고 책의 서두에 밝히면서 , 책의 내용을 이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해
나간다 . 이하에서 이 책의 인용은 쪽수만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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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감을 확보하고 놀이 정신으로 삶의 열정을 전진시켜 나갈 때 가치와 의
미를 획득하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삶이 전진해 나간다는 것의 실
제적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무엇보다 인간의 자유정신이 고양되고 성숙
된다는 것이다(진교훈, 1988). 이 자유의 감각은 놀이에서 대상과 일치되는
절대적 시간 체험 속에 내재돼 있고, 그 감각의 상향 운동을 추구하여 더
큰 기쁨에 이르고자 하는 공동체적 노력에 의해 추동된다. 이 놀이의 몸짓
속에서 발견되는 대상과의 일치를 통한 절대적 시간성의 체험, 미적 체험
기회의 확장, 공동체적 결속력의 강화가 바로 우리가 놀이를 요청하는 이유
이다.
라캉, 위니캇, 카이와는 상징계와 실재계의 사이인 중간세계에서 형성된
놀이의 공간에서 인간 욕망이 집중적으로 투여될 수 있다는 단서를 우리에
게 제공하였다. 이 대상과의 일여( 一如)된 절대적 체험에서 주체에게 시간의
감각은 무화된다. “놀이하는 사람의 시간 체험은 전적으로 현재의 지속에
의해 각인”되는 것이기 때문이다(Bolz, 2014: 102). 그렇다면, 이 경험은 인
간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것인가. 니체는 동물이 기억력 때문에 고통 받
는 일은 없다고 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순간이라는 말뚝’ 에 포박되어
있기 때문이다”(102)라고 강조한다. 정신에 대한 신체의 절대적 우위를 강
조하고, 영혼이란 초월적 성질을 지닌 것이 아닌 단지 육체인 몸 안에 깃든
한갓 사유에 불과하다고 본 니체에게서 기억을 통한 정신작용은 영혼의 타
락과 삶의 보수화를 획책하는 불순한 놀음이다. 따라서 이 육체의 자연성으
로 필연에 따라 사는 동물들의 시간 체험이야말로 시간에 겁박된 인간이 기
억의 고통을 피해 자유와 행복으로 들어서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시
한다.74) 놀이의 체험 속에서 시간은 과거로부터 현재로 그리고 미래로 이어
지는 연속선상에서 경험되지 않고 단지 충족된 시간이냐, 불만족스러운 시
74) “놀이의 시간은 현재가 지속하는 동안만큼만 지속한다. 놀이하는 인간이 놀이에
집중할 때 그는 그 자신의, 그리고 시간의 의미조차 망각한다 . 그러나 바로 이를
통해 그는 자신의 행위에만 지배를 받는다는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 Bolz. 2014: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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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냐 만으로 체험된다.(103) 이 시간의 절대적 현재성에 대한 체험은 놀이
의 순수성을 보장하는 장치이다. 대상과의 완전한 일치의 감각이 생기하고
이로부터 놀이 행위는 삶에 에너지를 보충시켜 준다.(103) 그리고, 이 합일
가운데 주체는 자아를 주조해야 한다는 강박과 환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된다. 놀이의 공간에서 비로소 인간의 무의식과 자연적 에너지는 격하
게 욕망을 뿜어낼 수 있다.
상징계로부터의 일탈에 대한 대타자의 보복이 일어날 수 없는 시공간성을
획득한 이 독특한 체험의 장은 단지 실재계를 향한 죽음 충동이 돌출되는
공간으로 현현하지 않는다. 여기는 연극이 상연되는 곳이다. 연극처럼 스포
츠에서 우리는 하나의 배역을 맡고 최상의 몸짓으로 배역의 완수를 위해 온
존재의 에너지를 투여한다. 이 탁월성에 도달하려는 “무도( 舞蹈)의 몸짓”
(김홍중, 2007: 87),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안전하게 욕망을 추구하면서 존재의
고지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가게 하는 디딤돌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그러므로 배우처럼 ‘~인 체하기’ 자세를 얼마나 잘 취하는 것이냐에 성패
가 달려있다. 탁월성을 얻는다는 것은 발군의 연기력을 체득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진정한 놀이가 “그 형태적 특징, 쾌활한 분위기 이외에 ‘ 체하기’
의 느낌”75)(Huizinga, 1938: 67)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만 하는 이유이다.76)
연극에 대본과 독특한 표현양식이 있듯이, 놀이와 스포츠에서의 연극적
몸짓은 주어진 규칙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놀이를 통해서 현실로부터 자
유로워지라는 명령은 놀이 안에 강제하는 규범의 부재를 뜻하지 않는다. 오
히려 놀이 주체는 놀이 공간에 진입하는 순간 규칙과 질서의 강제의 세계로
뛰어드는 것과 같다. 그런데, 이 규칙은 놀이 자체에서 나온다. 어떤 권위에
종속된 것이 아니다. ‘ 자기 구속의 욕구’ 를 통한 자유의 향유다.(77) 자유
로워지기 위해 구속을 필요로 하는 이 모순. 이 모순의 운동 속에 진정한
놀이의 정신과 자유의 영혼이 깃든다. 규범의 준수를 훈련하는 것이 놀이의
75) Huizinga, J. (1938). Homo Ludens: A Study of the Play Element in Culture. 이종인
(역 ) (2012). 호모 루덴스 . 고양: 연암서가. p. 67. 이하에서의 인용은 쪽수만 표기 .
76) 그런데 이 효과는 “행동을 ‘실제로 재생산하는’ 것 ”(55)이기도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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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속성이 된다.(83) 페어플레이와 스포츠맨십이 위치할 곳은 바로 이
지점이다. 페어플레이와 스포츠맨십을 익혀 그 정감을 확장해 간다는 것은
그 정신을 일상에서 직접적으로 실천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정성에 정위된
규범을 존중하고 따름으로써 변질된 자유로서의 방종을 제어하고 관리할 놀
이 주체의 감각을 훈련시킨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
감각이 질서와 규칙 속에서 잉태되고 생산되고 갱신되도록 하는 것이다. 놀
이와 스포츠가 순수한 형식적 과정으로서 주체의 에너지를 제한된 영역과
경로를 통해서만 발산하도록 조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주체에게 형성된 긴장
과 불만의 에너지를 타자에 대한 폭력의 무기로 변화시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평화롭게 배출하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동물적 충동을 제
어하고 외재적으로 주어지는 규범을 견뎌야 한다는 점에서 놀이에는 고통과
책임이 따른다. 자유가 의지의 작용과 그에 따른 책임의 역량을 확대시켜가
는 과정에 의해 고양된다는 점에서 놀이에서의 위반의 욕망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의 고통은 자유를 구성하는 덕목이다. 실러가 유희충동을 무의식의
에너지인 질료로서의 소재충동과 이성과 통제의 에너지인 형식충동의 중간
에서 감정과 이성, 질료와 형식의 왕복 운동에 놓인 인간의 본성으로 지시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렇다면 행복과 고통의 변증적 운동 안에서 주체는 어떠한 체험을 하는
가. 이 변증 운동을 추동하는 힘은 놀이의 구조이자 그 구조의 핵심에 놓인
룰이라는 점을 우리는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이 룰은 혹시 놀이 공간과 시
간에서, 현실에서는 파괴되거나 저지될 욕망의 충족을 그것들의 변경과 확
장을 통해서 확보시켜주는 것은 아닐까. 아이들은 놀면서 게임 룰을 조금씩
변경한다. 그것은 규범과 도덕에 대한 항상적인 도전이다. 그 어떠한 규범도
나의 욕망을 특정한 법칙에 붙들어 둘 수 없다. 나는 놀이하는 한에서 자유
롭다. 그 자유를 기존의 도덕법칙에 도전하고 기각하는 원천적 힘으로서 행
사한다. 그 안에서 놀이하는 주체는 욕망이 충족되는 쾌의 감정을 느끼며,
상호주관적 주체로서의 놀이 참여자들의 동의를 이끌어낸다. 그들은 다 같
이 더 적극적인 욕망의 표출을 위해 그 안에서 룰에 이의 제기를 하고 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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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의 모순에 돌팔매질을 하며, 즉각적인 돌파를 시도한다. 그것은 매우 만
족스러운 과정을 거친다.
구조에 포섭되지 않는, 구조화 하는 구조의 힘에 포착되지 않는 주체의
자유에 관한 잉여분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방식으로 그 에너지와 자유는 작
동하지 않을까. 지배적 규칙의 상연 배우로서의 연기를 포기하는 주체, 그러
나 포기만이 아니다. 저항한다. 그것은 주체의 변형 과정이다. 구조를 부수
는 고도의 윤리적 행위이다. 그 윤리적 행위의 승인 속에 룰은 새로운 헤게
모니를 획득하고 구성원들에게 행사된다. 지배 규범의 주입과 질서에 대한
순응과 실천, 그러나 모순의 느낌과 저항의 감정을 싹틔우기, 윤리적 실천을
통한 저항, 이것에 대한 공동체의 승인, 이어지는 공동체의 도덕 복원과 구
조의 개선, 도덕의 고양. 공동체 구성원의 감정의 회복 운동을 통해 개인과
구조는 이렇게 상호 작용한다. 호이징가는 놀이 체험이 결코 환상적 경험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놀이가 끝나도 그 효과는 지속된다. “놀이 바
깥에 있는 일상적 세상에 안정, 질서, 번영의 광휘를 뿌려서 공동체의 결속
을 강화”(54)하기 때문이다.

바 . 도덕적 감정의 예비
칸트는 『판단력 비판』에서 ‘미와 숭고의 경험만이 도덕적 감정을 예
비’한다는 점을 밝혔다.77) 도덕적 감정이란 사태를 도덕적으로 느낄 수 있
는 감정이므로, 그것은 주체와 타자의 입장과 상황을 복합적으로 인식하고
판단, 처리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기능이다. 그러나 도덕적 감정은 쉽게 주
어지지 않는다. 이는 다양한 감정을 풍부히 하는 조건과 실천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활동 가운데 싹틔울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그런데, 칸트는 흥미
롭게도 이 도덕적 감정을 예비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미와 숭고
의 경험을 충족시킬 수 있는 활동이어야 한다고 단정한다. 이 미와 숭고의
77) Kant, I. (1790) K ritik der U rteilskraft. 백종현 (역 ) (2009). 판단력 비판. 서울: 아카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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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풍족히 내장하고 있는 활동이 놀이가 될 수 있을까.

놀이는 아름다움과 숭고함의 높이를 획득하여 진지함 따위는 저 아래
로 떨어뜨린다. ...... 놀이는 이처럼 질서와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학의 한 부분이 된다. 놀이는 아름다워지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미학적 요소는 질서정연한 형태를 창조하려는 충동과 동일
한 것인데, 놀이의 모든 측면에 스며들어가 있다. ...... 가령 긴장, 안
정된 자세, 균형, 대비, 변화, 해결, 해소 등이 그러하다. ...... 놀이에는
사물을 지각하는 가장 고상한 특질인 리듬과 하모니가 부여되어 있다.
...... 놀이 그 자체는 선과 악을 초월하지만, 놀이에 내재된 긴장의 요
소는 놀이하는 사람의 심성 즉 용기, 지구력, 총명함, 정신력, 공정함
등을 시험하는 수단이 되므로 특정한 윤리적 가치를 부여한
다.(Huizinga, 1938: 43-47)

호이징가야말로 칸트의 저 도저한 사유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던 것일까.
호이징가는 정확히 놀이의 핵심에 “아름다움과 숭고함”을 배치하고 있다.
이 배치 속에서 “윤리적 가치를 부여”받은 인간은 비로소 윤리적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윤리가 상징계로부터 주어진 규범에 대한 내적
성찰을 통해 주체의 욕망을 포기하지 않고 실천하려는 고투인 점에서 윤리
적 주체로 성장한다는 것은 인위성과 자연성을 씨줄과 날줄로 엮어 아름다
운 직물을 창조하는 과정이 된다. 실러가 소재충동과 형식충동의 만남을 화
해시키는 지점에 유희충동이 있다고 강조한 점을 고려한다면, 유희충동은
바로 삶의 아름다운 형식을 창조해가는 도덕적 예비의 단계로 위치된다.
놀이의 윤리적 가치를 확인한 지금, 코제브의 진단을 다시 곱씹어볼 필요
가 있겠다. 코제브가 묘사한 고도로 발전한 산업사회에서의 인간의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공허의 삶은 무언가 과도한 레토릭의 향연 같다. 유혈적 폭
력과 혁명, 전쟁과 같은 갈등과 대립의 변증법적 지양 과정에서 역사 속 절
대 정신이 완성되어 간다는 헤겔적 역사 인식은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양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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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정치 불신에 의한 민주주의의 퇴행, 파시즘적 현상의 발호에 의해 여
전히 역사는 대중의 광범위한 정치적 각성과 실천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기
각된다. 그럼에도 자본주의의 가공할 경제적 생산력과 상품 자본주의의 전
면화, 일정하게 쟁취한 형식적 민주주의의 틀에 만족하는 대중의 민주주의
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코제브의 진단을 가벼이 넘길 수
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안전과 풍요 속에 합리적인 선택 주체로서의 삶이
란 헤겔적 역사에서 ‘보전하는 삶’으로 쪼그라든 삶이다( 김홍중, 2007).
여기서 개인의 삶은 활력 없고 감동이 제거된, 무미건조한 삶의 연속이다.
시대의 퇴락 속에 감지되는 것은 윤리적 인간의 실종일 것이다. 그러나 인
간의 윤리적 성장이란 미와 숭고의 경험이 도덕적 감정으로 진화하여 축적
되고 숙성된 거름을 양분 삼아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였다. 도덕적
감정을 배태할 마땅한 기제를 찾는 게 쉽지 않은 현실에서 놀이 가운데 윤
리적 성장의 모멘텀을 포착하여 이를 도덕적 감정을 끌어올릴 계기로 삼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물질적 풍요와 잉여로 인간의 “예술적, 성애적, 유
희적 행동”만이 탈근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길에 주어져 있다는 코제브의
주장을 뒤집으면, 실러의, 동물이 결핍이 되었을 때는 생산 노동을 하고,
“힘의 풍부함이 행동의 추동력이 되거나 남아도는 삶의 여유가 행동하도록
자극하면 유희”(Schiller, 1795: 스물일곱 번째 편지: 243)를 한다는 규정에
의해 우리는 스포츠와 같은 놀이의 도움을 받아 여전히 인간됨의 길이 삭제
되지 않은 길을 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행위의 종언이
라는 헤겔적 의미의 역사 발전 단계 설정은 실러가 수립한, 국가는 “힘들
의 무서운 왕국”에서 “법칙의 신성한 왕국”으로, 나아가 “미적인 형성
충동(Bildungstrieb)”에 의해 “눈에 보이지 않게 즐거운 유희와 가상의 제3
의 왕국”(250)으로 이동해 간다는 국가 발전 단계에 의해 새롭게 해석돼야
하고, 이 제3의 왕국의 현전에서 우리는 비로소 인간의 본성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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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결론

이 연구는 현재 체육교육이 학문과 실천에서 일종의 윤리학적 전환을 겪
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지금까지 글을 전개하였다. ‘ 체육교육의 윤리
학적 전환’이라는 개념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의식이 담겨 있다. 첫째, 스
포츠교육학은 실천학문으로서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일차적인 관심을 가지
며 본성상 윤리학적 지향을 품고 있다는 점이다. 교과에 윤리학적 맹아가
존재했다는 점은 최근의 체육교육의 전개 양상이 윤리학적 연구와 실천에
정향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드러난다. 이 기폭제는 사회의 위기와 그 해법으
로서 체육교육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에 대한
스포츠교육의 적극적인 응답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에 따라 윤리학적
관점과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스포츠교육 연구와 실천은 상당 부분 인성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처럼 스포츠교육이 윤리학
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 곧바로 연구와 실천 현장에서 이 사태를 정확
히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지시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체육교육의 실천
을 윤리학적인 방향으로 견인하는 수다한 연구들에서 윤리학 연구의 기반이
되는 인간 존재에 관한 철학적 고민과 분석의 깊이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러한 진단은 자연스럽게 과연 인간이란 존재의 본성과 발달에 관해 스포
츠교육 연구가 착목해야 하는 지점이 어디인지 묻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이는 자연스럽게 두 번째 문제의식으로 이행한다. 둘째, 스포츠교육의 연구
와 실천은 인간 존재에 관한 보다 심원한 학문적 이해를 바탕으로 전개되어
야 하고 그럼으로써 놀이로서의 스포츠가 갖는 강점과 인간 본성과의 궁합
을 정교하게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현재
스포츠교육 연구에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도덕주의의 그림자가 아른
거리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회의 위기라는 담론 속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인간의 도덕적 성찰과 행위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단지 그것이 최
적의 해법이 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도덕주의에 기댄 처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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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이성주의적 방식의 사유에 기대어 있기 때문이다. 합리적인 자율적
판단 주체로서의 이성적 인간 개념은 맑스, 니체, 프로이트 이후 탈근대 철
학적 이론들 속에서 극복의 대상이 되었다. 합리적인 이성의 주체의 반대에
는 물론 비합리적이며 무의식적인 주체 개념이 자리하고 있다. 우리의 연구
는 이 무의식적이며 비합리적인 감정적 주체로서의 인간 개념에 대한 이해
에 현재 체육교육의 윤리학적 전환의 성공의 해법이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
고자 하였다. 따라서 체육교육의 윤리학적 전환의 방향은 두 가지 지점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거칠게 축약하여 비유하자면, 하나는 아폴론적인 방향이
며, 다른 하나는 디오니소스적인 방향이다. 전자의 방향은 현재와 같이 도덕
주의적인 방식의 접근을 의미하며, 후자의 방향은 정신분석학을 비롯한 탈
근대 철학의 반지성주의의 성과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 연구
가 전자의 방향을 기각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칸트냐, 헤겔이냐의 양자택일
보다는 변증법적 지양을 통한 제 3의 윤리적 실천 방법을 모색하는 것과 같
다. 이성과 감정의 조화를 통한 인간 자유정신의 고양과 윤리적 주체화에
체육교육이 기여할 수 있는 독특한 지점이 있다고 지지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이 어설픈 양비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본 논
문에서 우리는 감정의 기본적인 발달과 풍부함에 힘입은 이성의 지도를 인
간 발달의 이상적 경로로 채택하기 때문이다. 이하의 본 연구의 결론에서
이를 정리하고, 이에 따른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근대의 규범은 개인주의와 결합하여 인간의 행위와 자유의 영역을
축소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근대는 법적 지배보다는 규범의 지배를 통한 자
기규율적 주체를 탄생시켰으나, 결국 주어진 규범에 대한 무비판적인 수용
을 통한 도덕적 주체를 만드는 데는 성공한 반면, 규범에 대한 내적 성찰과
욕망의 확인을 통한 자유를 실천하려는 윤리적 인간을 만드는 데는 실패하
였다. 타일러는 자기 진실적 주체 개념을 통해 근대 개인주의의 이념이 출
발을 하였으나, 원래의 의도와는 달리 이것이 개인 합리적인 행위, 경제적
행위 중심의 바운더리 안에서 근대인의 판단과 실천을 재촉함으로써 개인주
의가 실패한 이념이 되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는 또한 집합 감정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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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정치의 퇴행을 결과하였다. 푸코는 개인의 신체를
공략하는 규율과 인구와 사회를 대상으로 행사되는 생명정치 권력의 본질을
폭로함으로써 니체적 사유에 따라 근대 주체의 인간적 삶의 길이 삭제되었
다는 점을 이론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는 신자유주의가
요구하는 자기계발의 도덕적 주체가 아니라, 자기 욕망에 충실하고 자기 실
천을 통해 새로운 자유의 지평을 열어갈 윤리적 주체를 요청하였고, 그 전
범으로 고대 그리스 시대의 자기배려의 주체를 소환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었
다. 이로써 푸코는 도덕과 윤리의 결정적인 분기점이 어디인지를 짚어주었
다. 푸코에게서 윤리란 사회의 규범적 지배에 대항하여 자기를 배려함으로
써 자기 욕망을 실현하는 방법을 찾는 여정에 기꺼이 나서고, 거기서 맞닥
트리는 과제들에 대한 대응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그 연장선상
에서 우리는 근대 스포츠 규범이 교육 현장에서 무비판적으로, 규범화하는
힘으로서 도덕적 명령으로 제시되었을 때의 한계와 그것의 비윤리적 속성에
대해 감정할 수 있는 이론적 단서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푸코의 규범과 지
식-권력에 대한 비판이 자기계발과 자기강제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에 편재
된 도덕적 행위의 원리로서의 규범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점은 있으나, 이를 넘어 자기-쾌락의 원리로서, 그리고 자기 배려의 기술
로서 그것이 신체에 주는 긍정적인 신호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데에는 한
계를 지니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을 듯하다. 자기 세계의 영역으로 침잠
하는 기만스런 주체로 자칫 빠질 위험을 피해 절묘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난관은 여전히 숙제로 남겨져 있는 것이다.
둘째, 근대 문명화 과정은 감정적인 인간의 몸과 내면에 상처를 남겼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정신분석학적 주체, 질료적 주체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
다. 엘리아스는 문명화 과정을 이론적으로 정교화하면서 근대 규범이 인간
의 동물적 본성과 감정을 훼손하였으며, 수치심 등의 감정 반응의 수준을
낮춰 놓음으로써 인간 몸의 자연적 기질과 순환성에 훼손을 초래하였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무엇보다 프로이트는 그의 탁월한 인간 이해의 이론인 정
신분석학에서 근대의 이성과 도덕의 강조에 따라 인간의 자연성이 심히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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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되었고, 이것으로 인해 인간이 신경증과 같은 병리적 증상에 시달리게 되
었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또한,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론을 경
유하여 라캉은 상징계에 포섭되는 인간의 욕망이 왜곡되고 그로부터 소외가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윤리적 실천이 적극적인 자기 욕망
의 확인과 실재계를 향한 운동으로부터 출발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엘리아스, 프로이트, 라캉을 통해 우리는 자연적 본성을 지닌 인간 이해, 질
료적 인간 본성론에 관한 이해가 체육교육에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인간의 도덕적 판단에 있어서 감정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이며 중요
하다는 점과 인간 존재 역량의 상향 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도 감정에
대한 이해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스피노자는 이를
인간의 존재론의 영역에서 풀어내려 한 선구자적 위상을 갖는다. 스피노자
는 인간이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존재라는 선험적 규정을 단호하게 거부한
다. 그는 인간을 합리적인 판단 주체로 인식하는 한에서 윤리학과 정치학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인간의 이해에서는 무엇보다 인간이 감정
과 욕망의 동물이라는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스피노자는 감정과 욕망에
따라 규정된 인간 이해에 기초할 때 참다운 윤리학과 정치학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그는 『에티카』에서 인간의 욕망인 코나투스
(conatus) 개념을 시종일관 배치함으로써 인간이 욕망의 존재라는 점과 이
욕망과 감정의 운동 속에서 인간이 윤리적 주체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이성에 기반을 둔 도덕주의적인 윤리적 주체
화 방식은 거부된다. 감정이 이성보다 선행한다는 이론적 전거는 체육교육
의 이론적 작업과 실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감정은 외부 대상과의 마주
침에서 발생하는 몸의 변용에 따르는 신체적 반응의 값이므로, 이에 따라
몸을 움직인다는 것은 감정값을 변화시키는 것이 되기에, 체육은 몸을 많이
움직임으로써 인간의 감정을 기쁨의 운동 속에 놓이게 하는 것이 본령이 된
다.
넷째, 체육은 인간의 윤리적 주체화에 매우 중요한 형식적 활동이다. 신체
적 주체-연대적 주체-놀이적 주체는 몸과 환경/사회, 윤리와 정치의 관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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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고려해야 할 주체의 위상이다. (1) 신체적 주체는 우리가 감정을 갖

는 몸적 주체라는 점을 지시한다. 근대의 개인주의와 20세기 후반에 출현한
감정 자본주의는 인간의 자연적 감정에 대한 코드화를 시도하면서 감정을
길들인다. 따라서 인위적으로 학습에 의해 세밀하게 조율되고 억압된 감정
은 스포츠와 같은 ‘ 감정의 생산 공장’ 같은 곳에서의 활동을 통해 그 자
연성을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스피노자가 『에티카』에서 제기한 지복
의 기쁨을 누리려는 인간의 욕망과 인식론이 요구된다. 특정한 신체 부위의
쾌감이나 국소화된 기쁨이 아니라, 전면적이며 지속적인 신체적 기쁨을 위
해 놀이로서의 스포츠가 그 역할을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신체적 주체로서
의 우리는 윤리적 성장을 위한 기회를 갖게 된다. (2) 연대적 주체는 정치적
동물로서의 인간의 삶을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의 공세로부터 지켜냄으로써
정치의 복원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주체의 위상이다. 근대 개인주의는 합
리적인 결정 주체, 경제적 동물로 인간을 소급하여 인간 존재와 자유의 영
역을 축소시켰다. 이는 무엇보다도 정치의 퇴행을 초래하였다. 정치는 집합
감정과 연대감에 기초해서만 작동할 수 있는 감정의 영역에 위치한다. 개체
들간의 감정적 연대와 정서 없이 이성만으로 정치는 작동할 수 없다. 타자
에 대한 고려는 감정이입 없이 실패하며, 감정적 유대감을 통해 인간의 정
치는 비로소 작동하기 시작한다. 스포츠와 체육은 감정 모방과 정서적 결속
력의 학습을 강화하여 연대적 주체를 구성한다. 이로부터 대중들의 연합에
의한 민주정이 전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스포츠는 연대와 정치의 기반이 될
수 있다. (3) 근대 산업자본주의의 경제적 생산력과 형식적 민주주의에 따른
자원 배분의 성공은 대중에게 풍요와 안전의 삶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상품
생산과 소비라는 절대적 순환 관계 속에서 개인의 욕망은 경제주의적인 방
식에 의해 주조되어 표출되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으며, 이 길에서 인간
의 삶은 동물적이거나 속물적 삶으로 회귀한 삶이 된다는 헤겔적 역사 인식
은 불편한 진실임에 틀림없다. 역사 이후의 인간적 삶의 삭제라는 당황스러
운 테제 앞에 이를 돌파할 수 있는 전략으로서 놀이적 주체가 제시될 수 있
겠다. 이 놀이적 주체는 라캉의 상징계와 실재계 사이, 위니캇의 중간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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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러의 소재충동과 형식충동의 중간에 위치하는 유희충동이 전개되는 공간
에서 노는 주체이다. 이 공간에서 평화롭게 인간은 자신의 욕망의 에너지를
가감 없이 투여하고 질서에 구속되면서 자유를 실천하는 모순 속에서 미학
적 경험을 한다. 놀이로서의 스포츠에서 인간은 방향 있는 자유의 경험을
하여 이 속에서 주체는 도덕적 감정을 예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론은 체육교육의 윤리학적 전환이라는 변화된 환경을 마주하
는 우리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논의의 지점에 주목케 한다.
첫째, 도덕적 존재론의 그림자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체육
만의 독특하고 고유한 교육적 역할과 윤리적 주체화 작업에 걸맞는 존재론
의 구상의 구상이 요구된다. 니체는 플라톤을 비롯한 서양의 주요 철학자들
-칸트, 헤겔, 쇼펜하우어 등-의 이론과 사상 속에서 도덕적 존재론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백승영, 2017). 니체는 이성과 금욕의 윤리
학을 배격하고 욕망과 감정의 인간 본성에 토대를 둔 윤리학을 정초하려 한
스피노자 역시 그의 윤리학의 성공을 위해 지성에 의한 감정의 인도를 강조
한 점을 들어 도덕적 존재론자의 계열에 그를 위치시킨다. 이는 결국 스피
노자가 주지주의 입장에서 인간의 욕망과 도덕적 행위를 다루었기 때문이
다. 인간을 윤리적 주체로 만드는 데 체육이 갖는 강점과 고유성을 강조하
고자 우리가 본문에서 옹호했던 스피노자 역시 도덕적 존재론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다. 스피노자의 존재론을 이렇게 규정하는 건 물론 쉽지 않은 일
이다. 『에티카』에서 스피노자의 금욕의 도덕과 주의주의에 대한 비판은
그 어느 철학자들보다도 철저하고, 감정과 욕망에 기초한 존재론의 해명은
시대를 한참 앞선 선취였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니체의 스피노자
비판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도덕적 존재론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평가는 이 부분에서는 차치하고서라도- 이성의 인도와 금욕
주의에 따른 인간의 도덕적 생활이 가능하리라는, 도덕적 삶에 있어서의 목
적론적 설정이 우리의 인식에 상당하고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도덕적 존재론의 자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경우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체육의 가치와 의미를 늘 도덕적 존재론의 입장에서 옹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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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라 스포츠맨십이나 페어플레이 정신과 같은 체육
활동에서의 규범적 태도를 체육함의 근본적 토대로 규정해버리는 오류를 범
할 수 있다. 도덕적 존재론은 존재론에 관한 사유를 윤리학과 미학으로 이
전하여 존재론의 범주를 가치적 영역과 동일시하려는 욕망으로 확산되기 쉽
게 만든다. 존재론과 가치 영역에 관한 혼동은 체육이 취해야 할 존재론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게 만드는 데 방해 요소가 된다. 따라서 체육이 어
떻게 인간의 윤리적 주체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점을 정밀하게 포
착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도덕적 존재론의 그림자로부터의 거리두기를 통
해 체육에 깃든 고유하고 독특한 존재론적 입장을 찾기 위한 작업에 나서야
한다.
둘째, 체육교육에 관한 이론 작업과 실천에서 인간에 관한 새로운 철학적
인 이해와 함께 과학적 성과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관점의 수용이 요구된
다. 니체, 프로이트, 맑스 이후의 철학은 우리가 전혀 새로운 지반에서 철학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김상환, 2002). 그리고 그들의 철학을 계승하거나 그
들에게 빚지고 있는 이후의 사유들은 인간을 우선적으로 무의식적이고, 자
연적(동물적) 이며, 관계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도덕적 존재론이나
근대의 기획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인간에 관한 인신적 오류를 직시하게
하고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해준다. 이에 관한 전범(前範)으로
스피노자의 인간 본성론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정신분석학은 인간의
사고, 감정, 행위의 근간에 무의식적인 원리가 관류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
었으며, 최근의 인지과학을 비롯한 인간에 관한 과학적 접근과 성과들은 인
간이 감정적, 무의식적, 상황적 존재에 더 기울어져 있다는 데에 일치된 견
해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초과학으로서의 정신분석학이 과
학적으로 유효한 이론적 설정에 기초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Lakoff,
1999; Maturana & Varela, 1987; Thompson, 2007; Varela, 1992). 흥미롭게도
이 계열의 인지과학자들은 칸트주의에 서서 이성적인 도덕적 판단과 행위의
가능성을 옹호하기보다, 즉각적이며 상황적인 윤리적 대처로서의 덕 윤리학,
헤겔주의 방식의 도덕적 관점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체육은 이와 같은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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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과학적 이론을 배경으로 하여 인간 존재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
와 해석에 기반하여 전개될 필요가 있다.
셋째, 체육교육에서의 인성교육, 전인교육을 위한 접근에 있어 도덕주의에
근거한 교육 방식을 지양하고 감정의 이성에 대한 선차성을 인정하는 접근
이 요구된다. 체육교육의 윤리학적 전환은 개념적으로 두 가지 방향에서 진
행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성과 도덕주의에 바탕을 둔 방식이며, 다른 하나
는 감정과 욕망에 바탕을 둔 방식이 그것이다. 전자의 방식은 현재 스포츠
를 통한 인성교육의 방향과 성격을 근거 짓고 있다. 이 접근 방식에 수다한
긍정적인 인성적 덕목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덕 윤리학적인 도덕교육 원리
에 의거하여 체계적이고 실제적인 프로그램들이 구상, 현장 적용되고, 성과
를 거두고 있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인간이 반지성적,
무의식적, 자연적(동물적), 관계적 존재라는 인식이 이 접근에는 미약하다.
그럼으로써 이 방식은 질서, 균형의 가치와 이념에 방점을 찍고 있다. 그러
나 앞서 제시된 도덕적 존재론에 대한 비판, 탈근대 철학적 관점의 이해, 인
지과학 연구 성과의 수용 등을 통해 인간의 도덕성 발달에 관한 새로운 접
근 방식이 모색돼야 한다. 이 성과들은 스포츠교육이 직접적으로 도덕적 인
간을 양성할 수 있다는 즉각적인 판단으로부터 우리를 한 반짝 물러서게 한
다. 이성주의적인 교육 방식의 조급성이 투사된 접근법을 차분히 성찰하도
록 하는 것이다. 인간의 도덕성 발달에 있어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안전
하고 평화로운 시공간에서 다양한 감정적 체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질서
내에서의 욕망의 표출을 통한 미적 감각의 상향 운동을 반복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놀이, 놀이로서의 스포츠에 내재된 고유한 구조이다. 이 구조의
속성에 대해서 부단한 관찰이 요구되며, 이 구조 속에서 노니는 인간의 윤
리적 성장과 발달을 위해 어떻게 이 구조를 변환, 배치시킬 것인지 고민해
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몫이다.
체육교육의 윤리학적 전환이라는 관점은 단순히 인간의 자아 성장이나 도
덕적 성숙에 체육교육이 기여하는 지점을 확인하고 이를 확장하며, 그 방법
론적 일환으로서 윤리학과의 이론적 결합을 강조하고자 함이 아니다.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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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체육교육이 인간의 윤리적 성장에 어떠한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가를
중심적 물음에 두고, 그를 위한 이론적 자원을 살펴보는 것이자, 인간의 윤
리적 성장의 기반을 몸으로부터 확인하는 작업이 필수불가결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개인주의와 규범에 의한 근대의 통치 방식에 대한 비판, 정신분석학
이론을 통해 인간을 무의식적이고 비이성적인 존재로 규정하려 한 것은 이
성에 토대를 둔 도덕주의적 교육 방식을 근본에서 재검토하고자 한 비판적
기획이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스피노자의 인간 본성론에 기대 인간을 감정
과 욕망의 존재로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윤리학과 정치학을 사유하는 길에
서 체육이 갖는 위상을 검토한 것은 몸의 활동인 체육이 탈근대 기획의 성
공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작업이었다. 또한, 신체적 주
체, 연대적 주체, 놀이적 주체는 체육이 기본적으로 교육의 영역에서 주체를
생산하는 형식적 활동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개념화한 것이었다.
주체의 문제는 구조주의 사유에서는 물론, 제도와 사회 변혁을 중심에 둔
맑스주의와 기존 사회과학에서도 조명 받지 못하다 최근에 다시 관심을 받
고 있는 문제이다. 이는 무엇보다 인간의 행위가 구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지점을 확인하고 그것이 사회변혁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모색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일이다. 이런 맥락에서 교육의 역
할에 우리는 새삼 주목하고자 한다. 교육은 주체를 기성 사회의 지배적 배
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구속적 활동이기도 하지만, 해방적 주체를
생산하는 가능성의 기획이라는 점 또한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근대의 교
육이 전자에 방점이 찍혀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는 여기서 체육이 어떠한 방식으로 교육에 깃든 윤리적, 창조적 기획력을
복원시켜낼 수 있을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
지 우리가 체육을 통해 유덕한 인간을 만드는 작업이 의미하는 바를 개인의
자아실현과 성장이라는 협소한 지평에 묶어두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체육
이 보다 나은 사회, 보다 인간적인 사회, 공동체적 문화와 배려가 창발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주체를, 즉 정치적 지평으로 우리의 사고와 인식
을 확장하여 그곳에서 자유롭게 욕망을 표출하면서도 타자와 연대할 주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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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낼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려는 것이
다. 그렇다면 체육의 윤리적 주체화의 교육 기능을 웃도는 정치적 기획에
관한 차원으로 이를 확장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체육은 권력에 의해 직조된 규범의 망을 창조적으로 넘나드는 자유의 기
획이 될 수 있는가? 체육은 어떠한 방식으로 인간의 윤리적 주체화에 기여
할 수 있는가? 체육을 통한 윤리적 주체 생산 기획은 어떻게 생명권력, 자
유주의 통치 전략에 포섭되지 않으면서 자기실천적인 주체를 만들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는가? 나아가, 체육은 생명권력에 의해 탈정치화된 주체에게
정치적 각성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체육을 통한 윤리적 주체화는 탈
근대 국가권력의 개인화 하는 힘을 무화시키면서 동시에 과연 개인들 간 연
대적 정치행위를 가능케 하는 활동이 될 수 있는가? 체육이 윤리적 주체를
생산하는 기획이 될 수 있다면, 그러한 윤리적 주체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정치적 지평에서 행위 할 것인가? 체육이 윤리와 정치에 기여할 수 있는 고
유한 특질은 이로써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앞서 체육교육의 윤
리학적 전환이 갖는 의미는 바로 이와 같은 질문들을 동반함으로써 보다 명
확해 질 수 있으리라 본다.
다시, 모든 가치와 자원을 수단화 하는 자본주의 공리계를 탈주하려는 다
가적인 욕망들의 회로를 연결하는 지점에 체육이 위치될 수 있을 것인가?
자기해방의 물질적 근거로서, 존재론적 토대로서의 역할을 과연 체육이 할
수 있을 것인가? 적어도 욕망의 윤리학에 있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조심스
럽게 체육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윤리가 선악의 구분을 넘어
‘있는 그대로의 인간’ 에 주목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인 한에서, 그
것이 좋음과 나쁨의 관계 설정에 따른 존재의 행복에 관한 기투이면서, 동
시에 존재가 자기행복을 최대화시키려는 욕망의 작용이라면, 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윤리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 체육하는 기쁨은 곧 몸의 기쁨
이며, 이로써 존재론적 생명력의 강화를 이끌어낸다. 그렇다면 우리는 체육
에 어떠한 방식으로 윤리적 가능성이 깃들어 있는지를 찾는 작업에 착수해
야 할 것이고, 이 논문은 이러한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디딤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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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이다. 체육대회의 계절이 어김없이 돌아왔다. K의 체육수업은 바쁘
게 돌아간다. 2학기에 있는 크고 작은 체육행사 탓에 수행평가를 준비
하고 치르기에 빠듯하다. K의 조급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학생들
은 체육대회만 바라보고 있다. 게다가 교내스포츠클럽대회 본선에 오른
학급의 학생들은 학교 오는 낙이 딱 하나, 체육대회와 스포츠클럽대회
다. 수업시간에 체육대회와 스포츠클럽대회 준비할 시간을 달라며 조금
이라도 연습 시간을 얻기 위해 수업시간마다 K를 졸라댄다. 여간 난감
한 일이 아니지만 내심 흐뭇하기도 하다. 이런 사정을 알기에 K는 수행
평가 일부 종목에 체육대회와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종목들을 넣어 두었
다. 학생들은 수행평가에 그 어느 때보다 열심이다. ‘목마르면 우물 파
게 돼있다’고, 수업 시간이면 학생들은 필요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움
직인다. 수업에 집중하고 수행평가를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 체육대회와
스포츠클럽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지름길이니 말이다.
무엇보다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이 많다. 나 하나 잘해서는 결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다는 점을 체육대회와 스포츠클럽대회 예선에서 경험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생들은 상당히 진지하며 비장하기까지 하다.
그렇다고 웃음을 잃는 건 아니다. 웃음과 즐거움은 체육수업 내내 학생
들과 함께 한다. 친구의 실수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웃음을 자아낸다.
이렇게 체육시간마다 학생들 사이에 진지함과 가벼움이 교차한다.
학생들은 수업 처음부터 끝까지 자발적으로 움직인다. K는 학생들을
줄 세워 인원 점검을 하고 준비운동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수업
종이 울리면 학생들은 운동장을 한 바퀴 편안하게 걷고 뛴다. 누구는 뛰
기도, 누구는 걷기도, 누구는 두 바퀴를 뛰기도 한다. 산만한 거 같아
보이지만, K에게는 그래도 학생들이 한 눈에 들어온다. K 앞에 모인 학
생들이 준비운동을 마저 한다. 가끔 체조를 같이 하기도 하지만, 본인의
컨디션에 맞춰 개별적으로 알아서 준비운동을 실시한다. 맨손체조, 제기
차기, 스트레칭, 줄넘기 등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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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가 학생들에게 주의사항과 오늘 수업 내용을 설명한다. 오늘 수업은
모둠별로 단체줄넘기 연습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K가 조건을 건다. 반
전체 인원이 참여하여 1분에 120개를 넘으면 이웃반과 체육대회 예선
종목인 축구 시합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씨익 웃
는다. 학생들이 모둠별로 단체줄넘기를 실시한다. K는 2학기 들어서는
수업에서 항상 음악을 틀어 놓고 있다. 음악과 함께 수업을 하고 난 후
로 학생들은 몸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 음악 리듬에 맞춰 몸을 조금씩
흔들어대고, 이따금 떼창을 하기도 한다. 그때마다 수업 분위기는 고조
된다.
모둠에 줄넘기 줄에 들어가는 타이밍을 놓치는 학생들이 몇몇 눈에 띈
다. 그때마다 모둠의 학생들은 줄 앞에서 주저하는 학생들을 최대한 배
려한다. 줄의 회전에 맞춰 같이 큰소리로 언제 들어가라며 일러준다. 자
꾸 줄에 걸리는 학생들은 친구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더욱 열심히 적극
적으로 한다. 실패하더라도, 누구 하나 원망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행평
가에 영향을 미쳐 눈치라도 볼 것 같은데 학생들은 사실 그다지 수행평
가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눈치다. 내가, 그리고 친구가 어려움을
하나씩 하나씩 이겨가는 모습을 보는 게 즐거울 뿐이다. 실패를 해도 줄
에 걸리는 모습이 웃음을 자아낸다.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몸개그
를 보여준다. 다들 호탕하게 웃는다.
K가 학생들을 불러모아 반 전체 모두 함께 단체줄넘기를 하도록 한다.
많은 학생들이 손쉽게 줄 한 번 돌릴 때 쉬지 않고 들어가지만 여전히
그 앞에서 줄 돌아가는 걸 지켜보는 학생이 있다.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큰 소리로 외쳐준다. 매번 줄에 들어가기를 어려워하고 들어가면
줄에 걸리던 학생이 이윽고 성공을 한다. 모두들 환호하고 기뻐한다. 이
페이스라면 체육대회 때 단체줄넘기 우승도 가능할 것 같다. 한 번 더
뛰어본다. 30명의 학생들이 하나가 되어 움직인다. 이 순간 학생들에게
는 줄넘기 줄과 우리 밖에 없다. 그 어느 것도 이 중간에 끼어들 수 없
다. 엄청난 집중력이 발휘된다. 다시 진지해진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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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생들이 줄에 한 번도 걸리지 않고 뛰어 넘었다. 1분에 120개는
족히 넘는다. 그리고 나서 모두들 바닥에 주저앉아 풀어진다. 그 1분을
위해 학생들은 하나가 되었고 그 시간을 충족시키고 나서 모두들 잠깐
휴식에 들어간다. 1학기 때 농구 시합을 했던 이웃반 학생들이 이 광경
을 보고 혀를 내두른다. K 역시 흐뭇하다. 수업 때 틈만 나면 컴퓨터 게
임 이야기를 하고 운동을 못한다는 핑계로 소극적으로 임했던 학생들도
이제는 K가 부여한 과제에 누구보다 열중한다. 이 학생들도 이제야 운
동하는 맛을 안 모양이다. 그렇다. 학생들은 이제 함께 운동하고 무언가
를 성취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같이 움직이는 그 맛을 알아가며 진화중
인 것이다. 체육수업이 기다려지는 이유다.
이제 축구 시합을 할 수 있다. 축구 라이벌인 이웃반 학생들과 마주한
다. 휘슬이 울린다. 공 하나하나의 움직임에 모두들 소리를 지르며, 때
론 침묵하며 열중한다. 몇 차례 공방전이 계속된다. 함성도 지르고, 구
호도 외치고, 응원가도 부르고, 이웃반 공격 시에는 야유도 보낸다. K는
이를 너그럽게 지켜본다. 승리를 원하는 학생들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
이다. 경기가 점점 달아오른다. 어느새 경기장 안과 밖 구분이 희미해진
다. 모두 하나가 되어 한 골을 위해 달려간다. 두 손 모아 기도하는 학
생들도 눈에 띈다. 장난이 아니다. 승리가 간절하기 때문이다. 드디어
종료 1분 전 K반에서 골을 넣는다. 지축을 흔드는 어마어마한 함성이 학
교에 가득 찬다.
K는 이 모습이 보기 좋다. 그리고 생각에 잠긴다. 이 짧은 경기 하나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다만, 요즘에 학생들을 이렇게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기회가 또 있을까 생각해 본다. 그래, 학생들이 어디
가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으랴. 골을 넣은 학생들이 응원석으로 달려오
고, 응원석 학생들과 서로 부둥켜안고 어깨를 겯는다. 다들 얼굴에 환희
가 가득하다. 이 참을 수 없는 기쁨. 모두가 함께 하니 더 큰 기쁨이다.
골 세레머니 후 경기가 재개되고 얼마 후 종료 휘슬이 울린다. K반의
승리다. 모두들 서로에게 잘했다며 엄지를 치켜세우고 안아주고 폴짝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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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 운동장을 뛴다. 수업 종료 종이 울렸지만, K는 학생들이 좀 더 이 기
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학생들이 슬슬
K 앞에 모이기 시작한다. K는 한 번 웃어주고 학생들을 교실로 들여보
낸다.
교실 안에는 생기와 웃음이 가득하다. 저마다의 무용담을 나눈다. 수업
시작 종이 울리자 학생들은 자리에 가서 앉아 다음 수업 준비를 한다.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 가서 앉아 책을 펴고 있으니 또 그 일상이다. 그
런데 경기 전과는 다른 일상이다. 학급에는 우리 모두는 하나이며 함께
할 때 우리는 더 강해지고 행복해진다는 감정의 기운이 휘감아 돌고 있
는 듯하다. 이것은 뭘까. 어쩌면 학생들은 주체할 수 없는 이 공동체적
감정의 기운을 공유할 때 우리 각자에게 진정한 행복이 깃들 수 있다는
점을 몸으로 알아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체육수업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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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loration on Ethical Transformation
of Physical Education
- Transferring from Ascetic Morals to Ethics of Desire Seunghyeon Oh
Dept. of Physic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has purpose on searching the way of ethical transformation
in Physical Education. This thesis focuses on the rapid changing and
slanting tendency toward ethical switch about Physical Education research
and practice with critical mind. It’s inarguable there has been a budding
of ethical switch from the beginning of the Physical Education because of
its nature of the subject which has been fundamentally based on human
nature disciplining. The recent incidents surrounding(related to the) PE,
however, reinforces these nature traits and tendencies of PE. With this,
it's reasonable to reach the conclusion of ethical switching. Nonetheless of
all these factors, the ethical approach and interest on human nature
education is lack mediocre. We regulate specific set of behaviors as right
ones and approach to PE in a moral ways. With these thoughts(critical
mind) this dissertation(thesis) navigates the theoretical basis on eth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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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tch and way of producing the ethical subject in PE as well.
First, the power of ethics, which normalize the subject based on
rationalism. produces(leads) the paradox of reducing personal freedom.

(1)

Modern subject, which is considered to be the possessor of rationality and
reason, has been buried by the value of individualism. Within these
boundaries of individualism, the subject has been minimized as a pursuer
of the preservation of individual life. According this trend, the politics has
been retreated with the sense of community and solidarity. (2) Modern
power aims at ruling through norms rather than ruling with the laws. That
is the rulers' scheme of molding the subjects through making them to
accept the norms and morals and leading themselves to self-development
and self-governing. We sometimes encountered unquestioning(uncritical)
moral subjects through Foucault's biopolitics and safety society discourse.
Action(Conduct) of subject is not a political action but it has been
degraded(degenerated) into functional action in society. So through these
arguments, this thesis emphasizes the subject's ethical effort to break
through dominant norm based on Foucault's theory of separation of moral
and ethic
Second, recent civilization and moral order damaged the basic elements
of human nature, which belongs human as an emotional being. (1) Elias'
Civilization theory shows modern civilization is the process of inhibition of
human emotion and impulse by the norms. Process of modernization caused
the problem of circulation of human body and human's emotion was coded
and managed(controlled). (2) The moralistic and the emphasis of norms
inhibited human nature and distorted them. Psychoanalysts including Freud
and others showed the wounds of human body and mind caused by modern
morals. With these, this thesis insists that we need to understand human
nature as materialistic being in 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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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 it has to be highlighted that emotion is very essential for human's
ethical subjectification and regulation of human nature, heavily influenced
by moralistic ontology, brought into failed ethics and politics. Spinoza tried
to make a foundation to define human nature based on emotion and
conatus. It should be delineated with importance in PE that emotion weighs
more than reason in ontological aspects.
Fourth, PE is very important activity for bringing up ethical subject. (1)
Natural

restoration(recovery)

of

emotion

is

requested(needed)

in

the

environment of emotional capitalism and emotional coding. PE is precious
moment of activity which can elate potentials of human being in terms of
physical pleasure and prolonging it into beatitude. (2) It results in crisis of
human life as political being because people pursue after individualism
which causes to retreat of politics and diminishing feelings of solidarity. To
overcome this phenomena and strengthen the emotional ties of solidarity,
PE can serve as a foundation of subject of solidarity via emotional
imitation. (3) The abundance and safety by modern industrial capitalism
distorted(twisted) the human desire and set the limit of freedom. Sports as
a play and PE are the objects which human can administer the healthy
energy, vitality to and the fountain of free spirit. Human can be playing
subject experiencing

the aesthetic

occasion,

the synchronization

with

objects and concentration of desires.
This

thesis navigates the theoretical

way of human understanding

founded on psychoanalysis, Spinoza philosophy. It should be amended
through thorough and exact understanding of human emotion and desire
that overshadowed to PE with moral ontology, moralistic practice and
rational mor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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