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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 퀴어퍼레이드와 정동정치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여성학전공

허성원

이 논문은 이성애규범성을 교란하는 독해 실천으로서의 퀴어정치를 지

향하며, 그런 맥락에서 최근 한국사회의 퀴어퍼레이드를 비판적으로 분

석한다. 나아가, 정치의 장에서 배제되었던 잔여적 정동을 유기적으로

감각함으로써 정치적 자원으로 전유하는 실천을 정동정치로 규정하고, 

그것이 퀴어정치의 구현임을 주장한다.

최근 퀴어퍼레이드에서 재현 정치를 지향하는 경향은 점점 더 뚜렷해

지고 수 있다. 퀴어퍼레이드의 가시성을 증대시키고 참여자의 안전을 보

장하기 위해 시민권 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쉽게 관측할 수

있다. 시민권에 의존하는 정치는 성소수자의 권익을 보장하기에 효과적

전략으로 여겨진다.

이성애규범성은 이러한 상황에 비판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개념 틀로

유용하다. 이성애규범성은 이성애 문화에 특권을 부여하는 제도, 실천, 

이해방식을 포괄적으로 가리킨다. 이성애규범성의 작용을 통해 특정 이

성애 문화는 공적, 중립적, 정상적 문화의 권위를 획득하는 한편, 특정

이성애 문화에 포섭될 수 없는 섹슈얼리티는 사적 문제로 여겨진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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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권에 의존하는 정치는 정치적 실천의 토대를 시민권이라는 공적 권리

로 제한하고 섹슈얼리티를 사적 문제로 간주하는 구도를 강화한다는 점

에서 이성애규범성과 공모한다.

또한 이성애규범성은 공사 구분을 강화하면서 정치적 주체의 정동을

조율한다. 이성애규범성을 거스르는 독해 실천이 감각의 차원에서 어떻

게 규제되는지 비판적으로 조명하기 위해서 퀴어정치는 정동의 정치적

함의를 섬세하게 읽어내야 한다. 이 논문은 퀴어퍼레이드에 참여하는 정

치적 주체들이 상처에 대한 애착을 통해 이성애규범성에 부착되기 쉽다

는 점에 주목한다. 이 정동적 애착은 주체의 감각에 개입하여 시민권에

의존하는 정치를 정당화하는 ‘현실주의’를 구성한다. 시민권에 의존하는

정치는 이성애규범성과 공모하고 있기에 현실주의는 작동하지 않는 환상

에 불과하지만 주체는 현실이라는 편집증에 정동적으로 부착되기에 이

환상을 포기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이성애규범성을 지지하는 정치가

구축, 강화, 증식하는 과정에서 정동은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잔여적 정동을 섬세하게 감각하는 실천, 즉 정동정치가 자동적으로 퀴

어정치인 것은 아니다. 정동정치는 이성애규범적 편집증의 바깥을 감지

할 때 퀴어정치와 교차할 수 있다. 이성애규범성을 따르는 정동적 애착

이 현실을 편집증적으로 구성할 때 현실은 주체의 삶과 인식을 파편화시

킨다. 편집증적 현실을 구성할 수 없는 잔여적 정동은 예민한 감각적 수

용력을 촉진하면서 주체가 편집증 바깥을 감지하도록 주체를 유도한다. 

정동정치는 예민해진 감각적 수용력을 통해 이성애규범적 편집증의 안팎

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이성애규범성이 교란되는 순간을 감각적으로 포

착한다.

정동적 애착은 정치적 주체를 이성애규범성에 부착시킴으로써 퀴어정

치에 난제를 설정한다. 하지만 ‘감각하기’로서의 정동정치는 잔여적 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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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치적 자원으로 삼으면서 ‘읽어내기’로서의 퀴어정치가 감각적으로

구현되는 방식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은 정치 자체가 언제나 감

각과 독해에 의존해 왔음을 강조하면서 정치의 내재적 모순을 드러낸다.

주요어 : 퀴어, 정동, 퀴어퍼레이드, 정치, 이성애규범성

학 번 : 2017-2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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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 서론: 퀴어 연대의 가능성

나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퀴어퍼레이드에 참여해 오면서 퀴어퍼

레이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다른 소수자들과 함께 광장과 도

심을 활보하면서 공적 공간에 소수자성을 드러내는 경험은 무척 강렬했

고, 처음 몇 년간은 그 강렬한 감각이 하나의 연대가 출현한다는 증거라

고 믿었다.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나의 소수자성을 정치적 문제로 받아

들이기는 힘들었으리라고 생각한다. 소수자 연대가 굳건하다는 믿음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된 지금에 와서도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강건한 소수자 연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 것은 하나라고 믿었던 연

대가 결코 하나일 수 없다는 사실을 점점 더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

이다. 퀴어퍼레이드 참여자들은 퀴어퍼레이드가 자신의 정체성을 재현하

지 못한다고 비판해 왔다. 거의 매해마다 퀴어퍼레이드가 남성 동성애자

인 게이를 중심으로 꾸려진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던 사실을 기억한다. 퀴

어퍼레이드가 게이중심적이라는 비판은 퀴어퍼레이드 공식 슬로건, 부스

의 구성, 애프터파티 정책, 사회자의 발언, 공식 기념품의 문구에 이르기

까지, 퀴어퍼레이드를 구성하는 다양한 영역에 걸쳐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 문제를 제기하는 주체들은 레즈비언(lesbian), 트랜스젠더(transgender), 

무성애자(asexual), 논바이너리(gender nonbinary), 젠더퀴어(genderqueer)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체성에 기대고 있다.

소위 ‘성소수자 속의 소수자’로서의 위치성이나 ‘성소수자 사이의 차이’

를 강조하는 이와 같은 비판은 퀴어퍼레이드가 비주류 성정체성을 적극

적으로 인정하고 재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성소수자 속의 소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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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성소수자라는 표지가 작동하지 못하는 국면을 보여 준다. 동시에, 또

다른 성소수자들은 자신이 성정체성을 공유하는 이들 사이에서 ‘주류’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이를테면, 성소수자 속의 소수자들은 때때로 게이

를 주류 성소수자로 상정하지만 상당히 많은 게이들은 주류 게이로부터

소외당해 왔던 경험과 그 고통을 토로한다. 이처럼 차이가 정체성을 통해

재현(representation)될 수 있다는 주장은 주류와 소수자의 대립 구도를

설명하기에는 유리하지만 구체적 차이를 포괄하기에는 부적합한 인식 틀

을 전제한다. 다층적 차이와 위계는 하나의 고정된 양식으로 재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소수자 연대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쉽게 마주치는 딜레마를 잘 보여주

는 몇 가지 역사적 사례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아마 본질주의적

정체성정치(essentialist identity politics)일 것이다. 다수의 비평가들은

각자의 관점에서 대략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 사이에 성행하기 시작

한 본질주의적 정체성정치를 비판해 왔다. 그중 하나인 애너매리 자고스

(Annamarie Jagose)의 문헌 연구에 따르면, 성소수자 집단은 70년대 말

에서 80년대 초 사이에 종족 모델(ethnic model)을 점점 선호하면서 본

질주의적 정체성정치를 전개하기 시작했다(Jagose, 1996: 97). 스티븐 사

이드먼(Steven Seidman)은 “종족/본질주의 모델”이라는 표현을 통해, 정

체성정치를 따르는 게이와 레즈비언이 섹슈얼리티와 종족성을 유사한 범

주로 간주하면서 본질주의적 경향을 나타냈다고 지적한다(Seidman, 

1993: 110). 자고스 역시 사이드먼에 동의하면서 종족 모델은 “적법한 소

수자 집단”이라는 맥락에서만 성소수자의 정체성을 강조하며, “공식적

인정을 통해 레즈비언과 게이 주체들에게 시민권을 보장”하는 데 제한된

정치적 모델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Jagose, 1996: 66).

이처럼 자고스와 사이드먼은 본질주의적 정체성정치를 비판하면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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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모델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한다. 이러한 분석은 종족 모델이 반드

시 본질주의적 정체성정치를 촉진하는 것은 아니며 소수자 연대를 조직

하기 위해 종족 모델만큼 효과적인 기반을 찾기 어렵다는 반박과 첨예하

게 대립한다(Epstein, 1987; Bernstein, 1997; Polletta and Jasper, 2001). 

하지만 종족 모델의 효과를 종족적 정체성정치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본질주의적 전환과 깔끔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주장은 재고할 필요가 있

다.

소수종족의 특수성을 설명하기 위해 종족 모델을 발전시켜 온 다문화

주의 연구는 일반적으로 소수종족 집단의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기준으

로 삼아 특정 종족 집단을 다른 집단으로부터 구별할 수 있다고 주장한

다(Kymlicka, 1995). 이러한 주장은 곧바로 다음과 같은 의문을 불러일

으킨다. 어떠한 문화적 특성이 하나의 집단을 결속시키는 동시에 그 집

단을 다른 집단으로부터 구별하도록 만드는가? 특정 문화를 기준으로 집

단을 가를 수 있다는 주장은 항상 잠정적이고 임시적으로 구성된다는 문

화의 근본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Benhabib, 2002: 58; Berlant and 

Warner, 1998: 552; Sedgwick, 1990). 성 문화를 예로 들자면 성적인 것

을 이해하는 방식, 섹스와 섹슈얼리티의 중요성, 섹스를 선호하는 정도

는 사람마다 다르다(Sedgwick, 1990: 22-27). 성에 관한 제각기 다른 태

도가 상호작용하면서 성 문화는 항상 임시적으로 구성되며 그 과정에서

서로 이질적 태도가 뒤섞일 수도 있으므로 성 문화에 뚜렷한 경계를 그

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문화를 범주화하려는 모든 시도는 이

브 코소프스키 세지윅(Eve Kosofsky Sedgwick)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실

상 ‘임시 분류법(nonce taxonomy)’에 불과하다.

칼 마르크스(Karl Marx)는 상품이 생산관계에서 벗어나 교환을 통해

가치를 부여받게 되는 기묘한 이행을 물화 혹은 물신화라고 일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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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들의 문화적 차이를 하나의 속성으로 재현하려는 시도는 임시

분류를 정태적 범주로 재현하면서 물화 혹은 물신화를 거친다. 퀴어퍼레

이드를 하나의 연대로 재현하려는 노력 역시 물화를 거치지 않고 성취될

수 없다. 이 문제를 의식하기 시작하자 퀴어퍼레이드를 예전처럼 흔쾌히

환영하기 어려워졌다. 퀴어퍼레이드는 소수자 연대가 출현할 수 있으며

그 연대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것을 촉구했지만, 연대의

가능성을 믿을 수 없었기에 다른 성소수자들과 함께 도심을 걷는 일은

좁혀지지 않는 차이를 불가피하게 확인하는 경험으로 다가올 뿐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퀴어퍼레이드를 포기할 수도 없었다. 첫 번째 이유는 퀴어

퍼레이드가 성소수자의 희망을 온전히 구현하지는 못하더라도 여전히 성

소수자들에게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불어넣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퀴어퍼레이드가 사회 변화의 동력을 제공하는 정치적 장

으로 기능한다는 데 있다. 퀴어퍼레이드는 분명히 성소수자를 바라보는

주류 사회의 시각을 이전보다 긍정적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보

였다. 성소수자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고통을 마주하고 있었고, 퀴어퍼레

이드는 그 고통을 빠르게 완화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 보였다.

소수자 연대에 대한 믿음이 배반당할 수밖에 없더라도 연대는 불가피

해 보였다. 퀴어퍼레이드는 성취감과 충족감을 느끼기 위한 자리가 아니

라, 그 불가피성을 마주하며 무력감과 공허함을 견디는 자리로 바뀌었다.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성소수자들은 퀴어퍼레이드 현장에서 감도는

흥분에 동화되었다가도 퀴어퍼레이드가 끝난 뒤 어김없이 찾아오는 무력

감과 공허함을 자기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퀴어퍼레이드를

이해하기 어려운 만큼 퀴어퍼레이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판단하기

도 어려웠다.

하지만 근래 들어 퀴어퍼레이드로부터 관측할 수 있는 정치적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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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으며, 이는 퀴어퍼레이드의 정치적 함의를 비판적

으로 분석하는 작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만든다. 최근 퀴어퍼레이드

에서 성소수자의 시민권을 활용하여 시민사회와 국가의 인정을 촉구하는

전략이 각광받기도 한다. 이러한 경향은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자유주의 체제에 의존하여 성소수자의 삶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정치적 열망을 반영한다. 특히, 퀴어퍼레이드를 둘러싼 담론에

서 이성애규범적 삶의 양식을 성소수자가 추구해야 하는 유일한 삶의 양

식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마주하

여 ‘퀴어퍼레이드에서 어떤 퀴어정치(queer politics)가 구현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출발한다.

퀴어정치는 성소수자들이 규범으로부터 고통 받지 않는 삶을 이룩하기

위한 집합적 실천을 직관적으로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지만 퀴어정치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면 ‘퀴어’와 ‘정치’의 의미

를 되돌아 봐야 한다. 우선, 퀴어정치 역시 하나의 정치라는 점에 주목해

야 한다. 웬디 브라운(Wendy Brown)은 정치의 의미가 공적 공간을 의미

하는 폴리스(polis)뿐만 아니라 폴리테이아(politeia)에서 유래한다는 사실

을 언급한다. 국가체제를 의미하는 폴리테이아는 기본적으로 “특수한 집

단적 삶의 양식을 구성하는 인간의 실천을 가리키는 용어”이다(Brown, 

1995: 38, 원문 강조). 폴리테이아의 맥락을 강조할 때 정치는 특수한 삶

의 양식을 구현하려는 집합적 실천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퀴어정치는 어떠한 삶의 양식을 구현하려는 실천인가? 퀴어

는 복잡한 계보를 지닌 용어이다. ‘퀴어’는 ‘이상한’, ‘일반적이지 않은’, 

‘병적인’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고, 20세기 초부터 동성애자, 그중에서

도 특히 남성 동성애자에 대한 비속어로 쓰였다. 하지만 80년대 말부터

뉴욕에 거주하는 활동가와 예술가 게이들은 자기 자신을 ‘퀴어’라고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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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이 용어를 전유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섹슈얼리티

에 대한 모욕을 적극적으로 전유하는 실천이 어떠한 정치적 함의를 지니

는지 탐사하는 이론화 작업을 추동했고, 마침내 테레사 드 로레티스

(Teresa de Lauretis)는 1990년에 열린 한 학술대회에서 “퀴어이론(queer 

theory)”이라는 새로운 조어를 제안했다(de Lauretis, 1991; Halperin, 

2003). 로레티스는 미국의 다원주의 담론에서 “레즈비언과 게이”는 구별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 섹슈얼리티, 성적 실천, 공동체, 쟁점, 출간물, 

그리고 담론”에 붙여지는 이름이 되었음을 비판한다. 또한 게이와 레즈

비언을 “지배적이고 안정적인 형태의 섹슈얼리티”로 고정하려는 규범적

담론을 “가로지르고 넘어서기 위한 새로운 담론적 규약”을 “퀴어이론”으

로 명명한다(de Lauretis, 1991: iii-v). 로레티스가 퀴어이론을 주장한 이

후로 ‘퀴어’는 섹스, 젠더, 성적 욕망, 정체성의 담론을 둘러싼 다양한 담

론의 모순과 불일치를 드러내는 분석 모델로 이해되어 왔다.

마이클 워너(Michael Warner)는 퀴어이론이 섹슈얼리티를 “일차적 분

석 범주”로 기용하는 이론으로 볼 수 있다는 데 착안하여 퀴어정치의 비

판적 잠재력을 설명한다(Warner, 1991: 8). 특히, 워너는 퀴어정치가 “구

성원/비구성원을 가르는 논리”에 동의하지 않는 정치임을 강조한다

(Warner, 1991: 13). 퀴어정치는 계급(class)이나 지위(status)로 그 주체를

표상할 수 없다. 섹슈얼리티를 규제 당하는 이들은 특정 계급에 몰려 있

지 않으며, 그들의 위치성은 전적으로 주어진 것도 아니지만 자신의 의지

에 따라 선택한 것도 아니다. 유사한 맥락에서 퀴어정치는 젠더 정치와

인종 정치처럼 정체성을 통해 정치적 주체를 설정할 수도 없다(Warner, 

1991: 15-16). 다시 말해, 퀴어정치의 주체는 ‘레즈비언과 게이’처럼 정체

성으로 특정 가능한 인구 집단이 아니다.

이처럼 ‘퀴어’를 하나의 실체로 고정할 수 없기에 ‘퀴어’의 의미를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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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맥락이 아니라, 상태를 강조하는 형용사나 움직임을 강조하는 동사의

맥락에서 규명해야 한다. 우선, ‘퀴어한’ 정치는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를

규제하는 기존의 규범을 비판하는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섹스, 젠더, 섹

슈얼리티에 관한 모순을 은폐하고 안정화하는 규범을 비판하기 위해 쓰

여 온 여러 용어 중에서도 이 논문은 ‘이성애규범성(heteronormativity)’에

주목한다. 2장의 첫 단락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성애규범성은 이성

애 문화를 일관된 양식으로 일원화하면서 이성애 문화에 특권을 부여하

는 규범을 지칭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규범이 성소수자의 일상 속에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음을 비판할 수 있는 용어이기 때문이다(Warner, 

1991; Berlant and Warner, 1998). 이성애규범성은 성소수자의 삶에도 스

며들어 있기에 ‘퀴어 연대’는 미리 규정될 수 없으며 ‘퀴어한’ 정치는 순

간적으로 출현하더라도 이내 사라질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동사로서의 ‘퀴어’의 의미는 퀴어정치가 항상 ‘읽어내기’를

요구한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명확해진다. 2장의 두 번째 단락에서 자세

히 논의하는 ‘퀴어 수행성(queer performativity)’은 퀴어정치가 언제나 ‘읽

어내기’를 통해 실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담론의 수행적 본성은 규범

적 담론을 따르는 실천이 반복될 때 규범을 거스르는 실천의 가능성을

지울 수 없음을 입증한다. 다시 말해, 이성애규범성이 집단적 삶의 양식

을 촘촘하게 규율할 때에도 퀴어 수행성은 규범을 교란하는 정치의 가능

성이 남아 있다고 확언할 수 있게 만든다. 퀴어퍼레이드의 정치가 이성애

규범성에 부착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정치에 여전히 일탈의 가능성이

잔존한다면 그 가능성을 읽어내는 실천 자체가 하나의 퀴어정치를 구현

한다. 즉, 동사로서의 ‘퀴어’, 곧 ‘무언가를 퀴어하게 만드는 행위’는 규범

의 작용으로 인해 인지할 수 없었던 규범의 내재적 모순을 읽어냄으로써

규범을 교란하는 독해 실천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퀴어한’ 정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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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를 ‘퀴어하게’ 읽는 독해 실천을 통해 구현된다.

요컨대 ‘퀴어퍼레이드에서 어떤 퀴어정치가 구현되고 있는가’라는 질문

은 ‘퀴어퍼레이드의 정치를 어떻게 퀴어하게 읽을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구체화된다. 2장의 마지막 단락은 정동(affect)의 개념을 살펴봄으로써 이

성애규범성을 거스르는 독해 방법을 제안한다. 정동으로 번역된 ‘어펙트

(affect)’는 일상에서는 감정(emotion)이나 느낌(feeling)과 같은 의미로

쓰이고, 심리학에서는 자세나 표정에서 관찰 가능한 주체의 심리 상태를

가리킨다.1 이 논문이 퀴어정치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기 위해 활용하는

정동 개념은 소위 ‘정동이론(affect theory)’으로 묶이는 서구의 비평 담론

에 뿌리를 두고 있다. 정동이론은 2000년대 초중반 이후로 전 세계적으

로 주목받고 있는 이론적 조류이다. 멜리사 그레그(Melissa Gregg)와 그

레고리 시그워스(Gregory Seigworth)가 지적하듯 정동이론으로 묶이는

비판적 작업이 드러내는 공통점이 무엇인지 적절하게 요약하기는 어렵

다. 다만, 정동이론이 정동, 감정, 느낌, 감각, 몸, 인지 등이 주체와 사회

현상 사이에서 일어나는 역동적 상호작용 속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분석

한다는 데서 대체적 경향을 관찰할 수 있을 따름이다(Gregg and 

Seigworth, 2010).

한국의 비평 담론에서 ‘어펙트’를 ‘정동’으로 번역하는 관례를 두고 논

쟁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이 논쟁을 복기하다보면 최근 정동이론이 큰

호응을 이끌어내는 원인을 이해할 수 있다. 한국 비평담론에서 ‘어펙트’

를 ‘정동’으로 번역하는 관례는 정동의 자율성(autonomy)을 강조하는 브

1. 라플랑슈와 퐁탈리스에 따르면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은 정동을 “본능적 에너지의
양 및 본능적 에너지의 변동 량에 대한 질적 표현”이라고 규정한다. 특히 정동의
독립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프로이트는 정동을 ‘본능적 에너지의 흐름’과 ‘그 에너
지의 흐름이 주체에 발현된 양상’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라플랑슈와 퐁탈리스가
덧붙이듯, 이 서술이 프로이트 저술 전체에서 늘 일관된 것은 아니다(Laplanche 
and Pontalis, 197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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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언 마수미(Brian Massumi)의 저술을 번역할 때 쓰이면서 영향력을

얻기 시작했다(김재인, 2017: 132-134).2 하지만 몇몇 이론가들은 마수미

를 포함하여 마수미의 영향을 받은 ‘자율주의’ 정동이론가들이 질 들뢰즈

(Gilles Deleuze)의 ‘아펙트’ 개념을 오해하고 있으며 ‘정동’이라는 번역어

에도 그러한 오해가 반영되어 있다고 비판한다.3

김재인은 들뢰즈의 문헌에서 ‘아펙트’ 개념의 쓰임새를 섬세하게 추적

함으로써 ‘어펙트’의 번역을 둘러싼 논쟁에 개입한다. 김재인에 따르면, 

들뢰즈는 프리드리히 니체(Friedrich Nietzsche)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초기 저술에서 아펙트를 “감수성, 민감성, 감각, 느낌” 등과 뚜렷하게 구

별하지 않으면서 능동적인 선별 및 변용 능력으로 이해한다(김재인, 

2017: 139-141). 이와 달리, 천 개의 고원을 포함한 후기 저술에서 들

뢰즈는 아펙트를 느낌과 등치하기보다는 야콥 폰 윅스킬(Jakob von 

Uexküll)의 동물행동학을 참조하여 실증적이고 실천적 맥락에서 아펙트

의 함의를 부각한다. 이때, 김재인은 들뢰즈가 아펙트를 동물의 지각과

반응을 매개하는 회로, 즉 윅스킬의 ‘기능고리(Funktionskreis; functional 

circuit)’로 이해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김재인, 2017: 142-149). 기능고리

로서의 아펙트는 주체와 객체가 분리되어 있다는 인식에도 도전한다. 주

2. 정동의 자율성을 처음으로 주장한 이는 브라이언 마수미이다. 마수미에게 정동은
주체의 심리 상태가 변화하면서 피부에 자율적으로 나타나는 전기신호와 같은
몸의 자율적 변화 양상을 의미한다. 감정(emotion)은 정동(affect)과 달리 경험과
감각을 개인이 습득한 사회적 언어적 맥락에 따라 고정시킨 것이다. 이러한 이해
로부터 마수미는 몸의 정동적 변용을 들뢰즈의 용어를 따라 강도(intensity)로 이
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Massumi, 1995).

3. 김재인(2017)은 들뢰즈의 affect 개념을 연구하기에 프랑스어 발음을 따라 ‘아펙
트’로 음독하거나 원어를 그대로 표기한다. 이 논문도 들뢰즈의 affect 개념은 ‘아
펙트’로 옮긴다. 그러나 정동이론의 맥락에서 affect는 정동으로 옮기되 원어의 발
음을 표기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어펙트’로 표기한다. 이러한 표기법은 독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지만 최근 정동이론 및 정동적 전회를 주장하는 학자들이 주로
영어권 학자들이고 정동이론이 들뢰즈의 affect 개념에만 토대를 두는 것은 아님
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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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와 객체는 아펙트의 매개를 통해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부단히 변

화하기에, 능동적 삶의 가능성을 탐사하는 작업은 “기능고리로서의 아펙트

의 목록을 만드는 것으로 구체화”된다(김재인, 2017: 149).

이처럼 들뢰즈의 아펙트 개념은 인간 주체의 자율적 의지가 윤리적

실천의 유일한 원천이라는 입장을 비판하기에 유용할 뿐만 아니라 윤리

적 실천을 실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제공한다. 이것이 바

로 최근 정동이론이 주목받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마수미 등

자율주의 정동이론가들이 들뢰즈의 아펙트 개념을 얼마나 정확히 수용하

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들 역시 윤리적 정치적 실천의 실증적 토대를

강조하기 위해 아펙트 개념을 참조한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이 논문은 들뢰즈의 아펙트 개념의 함의를 인정하지만 들뢰즈의 아펙

트 개념에 의존하지 않기에 정동과 감정, 느낌, 감각을 뚜렷하게 구분하

지 않는다. 이 논문의 입장은 페미니즘 및 퀴어 비평이 구축해 온 정동

이론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4 페미니즘과 퀴어 비평이 정동을 활용

하는 방식은 퀴어 연대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과정에 적실한 도움을 제공

한다. 이 논문은 그중 브라운, 세지윅, 로렌 벌랜트(Lauren Berlant)의 논

의를 하나의 계보 속에서 종합하는 방식으로 정동을 개념화하고자 한다. 

브라운은 규율권력과 르상티망(ressentiment)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세

지윅은 부끄러움에서 정동의 결속력을 읽어내며, 벌랜트는 정동적 애착

의 잔인한 낙관주의를 비판한다.

이 계보의 무게 중심은 세지윅의 정동이론에 놓여있다. 이 논문이 정

4. 사라 아메드(Sara Ahmed)는 정동이라는 용어가 부각되지 않았던 1980년대부터
페미니즘이 감정과 몸을 주제로 삼아 연구해 왔음을 강조한다(Ahmed 2004; 
2008; 2014). 이에 따라 아메드는 정동이론을 새로운 움직임으로 기리는 최근 학
계의 경향이 백인 남성 학자들의 공헌을 강조하면서 페미니즘 비평과 퀴어이론
의 기여를 생략하는 “젠더화된 구분”의 일환이라는 의심을 제기한다(Ahmed, 
2014: 207; 2004: 40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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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라는 번역어를 고수하는 이유 역시 세지윅이 정동이라는 용어를 심

리학자 실번 톰킨스(Silvan Tomkins)의 신경생리학적 정동이론으로부터

빌려온다는 데 있다. 톰킨스는 정동을 인간 행동을 유발하는 신경 생리

적 반응 시스템으로 설명하면서 얼굴에 나타나는 아홉 가지의 원초적 정

동(동요, 공포, 흥미, 화, 고통, 기쁨, 부끄러움, 역겨움, 경멸)을 구별한다

(Tomkins, [1962] 1995: 74).5 하지만 세지윅은 톰킨스가 정동을 신경생

리학적으로 설명한다는 사실에 별다른 관심을 드러내지 않으며 때때로

감정과 정동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다(Sedgwick, 2003: 24n1). 반면, 세

지윅은 정동의 자유도가 충동(drive)보다 높다는 톰킨스의 설명에 유독

관심을 보인다. 예컨대 인간에게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갈증이라는 충동

은 공기가 아닌 수분을 섭취해야만 해소되며, 갈증을 일정 시간 안에 해

소하지 못하면 인간은 죽는다. 갈증과 대조적으로 부끄러움이라는 정동

은 언제, 무엇에 의해 촉발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해소되는지 일반

화하기 어렵다.

이 논문은 세지윅이 정동의 자유도에 주목하는 까닭이 정동뿐만 아니

라 다양한 감정, 느낌, 감각을 높은 자유도를 지닌 현상으로 해석함으로

써 사태의 복잡성이나 미묘한 질적 차이를 드러내는 비평을 생산하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Sedgwick, 2003: 18-19, 21).6 이러한 해석을 따를 때

5. 톰킨스의 정동, 이미지, 의식(Affect, Imagery, Consciousness)은 총 네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첫 번째와 두 번째 권은 각각 1962년과 1963년에, 세 번째
와 네 번째 권은 1991년과 1992년에 출간되었다. 60년대의 톰킨스는 원초적 정
동을 8개로 구분하는데, 28년 후 제3권을 출간할 때에는 역겨움과 경멸을 구별
하여 원초적 정동을 총 아홉 가지 형태로 구분한다. 이 논문에서는 정동, 이미
지, 의식을 원전으로 삼아 세지윅과 프랭크가 발췌 및 편집한 부끄러움과 그
자매들(Shame and Its Sisters)을 인용한다.

6. 이러한 해석에는 세지윅이 감정이 아니라 정동이라는 새로워 보이는 용어를 채택
하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세지윅은 감각들 사이의 질적
차이를 강조하기 위해 정동이라는 용어를 채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아담
프랭크와 함께 쓴 글에서 누차 언급하듯이 세지윅은 자신의 목적이 서로 다른 감
각들을 한없이 이어지는 목록 속에서 동등하게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둘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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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지윅이 서구 이론계가 ‘의심의 해석학(hermeneutics of suspicion)’에 편

집증적으로 사로잡혀 있다고 비판하는 이유를 짐작하기도 수월해진다. 

세지윅은 푸코의 억압가설 비판을 포함한 의심의 해석학이 틀렸기 때문

에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세지윅은 의심의 해석학이 분석 대상이 담론

적으로 구성되었다는 원칙적으로 옳은 결론을 내놓는다는 것을 인정한

다. 세지윅이 지적하는 문제는 그러한 결론이 분석 대상 사이의 질적 차

이를 소거시킨다는 것이다(Sedgwick, 1997; Sedgwick & Frank, 1995).

이처럼 세지윅이 정동을 활용하는 방식은 독특하다. 우선, 윤리를 외

면하지 않지만 들뢰즈의 아펙트 개념이 촉구하는 바와 달리 행동의 변화

를 윤리학의 과제로 설정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정동의 생물학적 기반

을 중시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자유도라는 특성을 중시한다. 

마지막으로, 정동을 이론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동의 특성에 착안하여

이론계의 풍토를 비판한다. 세지윅의 정동이론이 보여주는 독특함은 모

두 질적 차이를 해석할 수 있는 비평의 필요성과 연관되어 있다. 이 논

문은 정동을 하나의 개념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세지윅이 정동을 활용하는

방식에서 관찰할 수 있는 독특한 사유 방식에 주목한다. 해석적 실천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세지윅의 정동이론은 이성애규범성을 교란하는 독해

실천으로서의 퀴어정치와 만난다. 즉, 정동이론을 참고함으로써 퀴어퍼

레이드의 정치로부터 ‘무엇’을 ‘어떻게’ 읽어내야 할지 그 준거점을 찾고

자 한다. 2장의 소결은 이론적 자원을 종합함으로써 퀴어정치와 정동의

교차점을 명료하게 서술하며 그 교차점 위에서 정동정치를 제안한다.

2장에서 상세히 논의하는 퀴어 수행성과 정동이라는 이론적 자원은 3

장과 4장에서 퀴어퍼레이드의 정치를 분석하는 데 활용된다. 이 논문이

많지만 유한하게 다양한 가치”를 발굴하는 것임을 밝힌다(Sedgwick and Frank, 
1995: 515, 강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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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퍼레이드의 정치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론은 전형적이지는

않지만 문화기술지(ethnography)에 가깝다. 셰리 오트너(Sherry Ortner)

에 따르면, 문화기술지는 다른 삶의 세계를 이해하려는 시도이며, 이때

연구자 자신을 분석의 초점으로 활용하여 지식을 생산한다(Ortner, 

1995). 특히, 연구자의 위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사회적 소수자의 삶

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이 논문은 비판적 문화기술지

(critical ethnography)의 영향을 받았다. 또한 문화기술지에 활용되는 여러

가지 연구 방법 중에서 주로 참여 관찰에 의존한다. 연구자는 자신이 속

한 공동체와 주고받은 부단한 상호작용 속에서 퀴어퍼레이드를 이해해

왔다. 연구하는 현상의 ‘내부자’로 살아온 경험은 이 논문의 문제의식과

연구목적을 구체화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연구자가 자신이 속한 성

소수자 공동체의 일원으로 퀴어퍼레이드에 참여했던 경험, 당시의 대화

와 기록, 퀴어퍼레이드를 주제로 하는 사후적 대화는 직접 인용되지 않

을지라도 이 논문의 토대를 이룬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이 논문은 퀴어

문화축제의 공식 슬로건이나 공식 입장서 및 성명, 신문 잡지 웹진 기

사, 단체 및 개인 SNS 게시 글 등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5장은 이 논문의 결론을 제시한다. 결론은 서론에서 던진

질문이 본론에서 어떻게 답변되었는지 요약하고, 이 논문의 한계와 의의

를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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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 이성애규범성으로부터 정동정치로

이 장은 하나의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한다. 퀴어퍼레이드는 얼마나 퀴

어한가? 이 질문에 적절하게 답하려면 충분한 이론적 자원을 갖춰야 한

다. 이를테면 성적 규범이 어떻게 성소수자 주체를 규제하는지, 퀴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떠한 정치적 실천이 규범으로부터의 일탈을 실현하

는지 논의하지 않고 이 질문을 생산적으로 다루기 어렵다.

2장은 크게 세 단계에 걸쳐 퀴어정치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

자원을 마련한다. 우선, 퀴어퍼레이드와 성적 규범이 맺고 있는 관계의

특성을 검토하기 위해 이성애규범성의 작동 방식을 검토한다. 성적 규범

은 성소수자의 자유를 제약한다고 가정되고는 한다. 하지만 이성애규범

성의 작동방식을 섬세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퀴어퍼레이드의 정치가 마주

한 문제의 성격을 명확하게 식별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이성애규범성이

야기하는 문제에 퀴어 수행성이 대안을 제공할 수 있는지 비판적으로 살

펴본다. 퀴어를 수행성으로 이해하려는 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

은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이다. 이 장은 버틀러의 퀴어 수행성 개

념을 소개하는 한편, 부끄러움이라는 정동을 통해 퀴어 수행성을 비판적

으로 탐구한 세지윅의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퀴어 수행성 개념을 비판적

으로 수용한다. 마지막으로, 정동을 통해 퀴어퍼레이드의 정치를 적절하

게 분석할 수 있음을 밝히기 위해 세지윅의 정동이론이 주목하는 정동의

특성과 함의를 정리하고, 그 보완책으로 벌랜트의 주장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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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애규범성에 대한 애착

흔히 성소수자는 이성애를 강요하는 문화적 규범에 저항하는 주체로

여겨진다. 이는 오해에 가깝다. 이성애규범성은 일상 속의 문화적 규범

으로 자연스럽게 추구되기에 성소수자 역시 이성애규범성에 저항하기 어

렵다. 이성애규범성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했다고 알려진 마이클

워너 역시 이성애규범성이 일상적으로 “만연해 있지만 대개 비가시화되

어 있다”는 지적을 빠뜨리지 않는다(Warner, 1991: 3). 이성애규범성은

특히 성소수자에게 일상적으로 주어지는 차별과 낙인 속에 스며들어 있

다. “섹슈얼리티에 대한 경합과 규제는 일반적으로 가장 기초적인 사회

제도 및 사회 규범의 시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Warner, 1991: 6).

성소수자들이 부딪히는 차별과 낙인은 이성애규범성에서 비롯하지만, 

성소수자들 역시 은연중에 이성애규범성을 받아들이기 쉽다. 워너는 벌

랜트와의 공동 작업을 통해 이성애규범성의 개념을 정식화한다. 벌랜트

와 워너는 이성애규범성을 “이성애를 일관되고 특권적인 것으로 보이게

하는 제도, 이해방식의 구조, 실천적 지향”으로 정의한다(Berlant & 

Warner, 1998: 548n2). 이성애규범성은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온다. 우선, 

특정 이성애 문화를 사회적 조직의 일반적 원리로 삼게 만든다. 또한, 

섹슈얼리티를 사적 영역의 문제로 제한하면서 근대 자유주의가 설정한

공사 구분을 고착시킨다(Berlant & Warner, 1998: 553).

우선, 이성애규범성은 사회 조직의 원리를 제한한다(Berlant & 

Warner, 1998: 562). 결혼은 사적 생활을 조직하는 대표적 관습이라는

점에서 이성애규범성의 영향력을 대변한다. 결혼을 통해 이성애규범성이

사회 조직의 원리를 제한하는 두 가지 방식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결

혼은 일관된 내용의 이성애 문화로 여겨진다. 예컨대, 결혼에 대한 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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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자 개개인의 생각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이성애 문화로서 결혼은 일

관된 형식과 의미를 부여받는다. 유사한 맥락에서 동성애자의 연애나 결

혼이 반드시 두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음에도 동성애자의 연

애나 결혼 역시 이성애 문화의 관습을 따라 두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둘째, 결혼이라는 관습이 ‘정상적인’ 사

적 생활을 조직하고 지원하는 반면, ‘비정상적인’ 사적 관계를 지원하는

물질적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동성결혼 법제화 논쟁에서 명시적

으로 드러난다. 결혼이라는 극히 이성애규범적 제도에 포섭되기를 거부

하면서 동성 사이의 사적 관계를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구상하기

는 어렵다. 이처럼 이성애규범성은 일원화된 특정 이성애 문화가 사적

생활을 조직하는 가장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관습으로 여겨지게 만들고, 

그러한 이성애 문화는 법적 경제적 영역에 걸쳐 다양한 물적 제도를 통

해 보호받으며 권위를 획득한다.

다음으로, 이성애규범성은 섹슈얼리티와 연관된 의제가 공적으로 표출

될 때에도 섹슈얼리티 자체는 여전히 사적 영역에 속하는 문제로 여겨지

도록 규제한다. 예컨대, 동성결혼 법제화를 옹호하는 이들은 결혼이라는

공적 제도가 성적 차이를 포섭함으로써 공적 영역이 성소수자의 시민권

을 동등하게 보장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이때 포섭되는 것은 성

소수자의 섹슈얼리티가 아니라 성소수자 개인의 시민권이며, 섹슈얼리티

는 여전히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문제로 여겨진다. 섹슈얼리티가 사적

문제로 치부되는 이러한 상황은 이성애규범성의 효과를 보여 준다.

이성애규범성은 사회 조직의 원리를 제한하고 섹슈얼리티를 사사화하

면서 성소수자 연대가 이상적으로 그리는 바람직한 삶의 모습에도 쉽게

녹아든다. 성소수자 역시 이성애 문화에 비추어 일반적 삶의 양식을 추

론할 수밖에 없으며, 성적 차이는 ‘일반적’ 삶의 양식에서 배제되는 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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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로 남는다. 성소수자 문화는 이성애 문화와 달리 제도적 지원을 받

지 못하기에 이성애규범성의 침식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사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리사 더건(Lisa Duggan)은 ‘주류 게이 집단’이라는

조직이 이성애규범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지지하는 현상을 낱낱이 분

석한다. 주류 게이 집단이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치를 펼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소수자 개인의 사사화된 역량을 강조하면서 경

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와 영합하는 동시에 정치적으로는 신보수주의와

결탁한다(Duggan, 2004). 이들이 지향하는 정치적 이상이 과연 퀴어한

가? 그것은 “가정생활 및 소비에 입각한 사사화되고 탈정치화된 게이 문

화를 약속함으로써 이성애규범성을 고수하고 지지하는 정치”에 머문다

(더건, 2017: 123; orig. Duggan, 2004: 50). 더건은 이와 같이 이성애규

범성을 지지하는 데 매몰된 성소수자 정치의 속성을 더건은 ‘동성애규범

성(homonormativity)’이라고 명명한다.

동성애규범성은 비단 주류 게이 집단과 같은 명시적으로 보수적인 집

단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성애 문화를 비판하고 성소수자 연대를 강조하

는 정치에서도 시민권 담론에 의존하여 성소수자의 권리를 사사화하는

현상은 쉽게 관찰할 수 있다. 벌랜트와 워너가 강조하듯이 이성애규범성

은 문화적 경향이기 때문이다. 이성애를 대표한다고 여겨지는 특정 이성

애 문화에 부합한다면, 이성애규범적 각본이 모순을 드러내거나 그 각본

을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을 때에도 주체는 그 각본이 다른 각본보다 더

일반적이고 옳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런 면에서 이성애규범성은

성적지향과 무관하게 사람들이 이성애 문화를 따르도록 동화시키는 문화

적 압력으로 볼 수 있다. 이성애규범성은 이미 성소수자의 일상을 잠식

하고 있기에 성소수자 정치가 이성애 문화를 직접적으로 옹호하지 않거

나 심지어 반박할 때조차도 이성애규범성을 지지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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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성애규범성은 이성애규범성에 대한 경각심을

늦출 때 성소수자 정치도 이성애규범성에 완전히 매몰될 수 있음을 경고

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웬디 브라운은 정체성정치를 비판하면서 성소수자 주체가 이성애규범

성을 지지하도록 이끌리는 이유와 그 구체적 양상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다. 브라운에 따르면, 근대 자유주의는 ‘우리’로 추상화 일반화 가능한 공

공 영역과 ‘나’라는 추상화 일반화 불가능한 사적 영역을 구별하게 만든

다. 정체성정치는 ‘우리’로 추상화되지 못한, 개별화된 ‘나’의 차이와 특수

성을 통해 구성된다. 특히, 브라운은 푸코의 규율권력 개념과 억압 가설

비판을 참고하여 사적 영역이 규제되는 방식을 설명한다. 브라운에 따르

면, 근대 자유주의는 공사 구분을 통해 일반화될 수 없는 차이를 생산하

는 동시에 규율권력을 통해 이 일반화될 수 없는 차이를 규제한다. 즉,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와 같은 정체성의 범주는 자유주의적 통치성이

규율권력을 통해 사적 영역을 통제해 온 흔적으로 볼 수 있다. 브라운의

설명은 이성애규범성을 좀 더 섬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이성애규범적 삶은 바람직한 삶의 기준으로 제시되기에 주체는 이성애규

범적 삶을 갈망하면서 이성애규범성을 내면화한다.7

나아가, 브라운은 정치적 주체가 이성애규범적 삶에 투여하는 갈망의

특성을 상처에 대한 애착으로 설명한다. 근대 자유주의가 추상화 작용을

통해 공적인 ‘우리’와 사적인 ‘나’의 구별을 규제할 때, 추상화는 특정 속

성을 일반적이지 않은 것으로 치부하고 공적 영역에서 배제한다. 추상화

7. 브라운은 정체성정치의 주체가 정체성에 품는 애착의 기원을 자유주의적 추상의
폭력으로 돌리기 때문에, 정체성정치가 사소한 차이들을 부각시키면서 계급이라
는 중요한 의제를 가려버린다는 식의 단순한 설명방식을 취하지 않는다. 그 대신
브라운은 규율권력이 정체성정치와 부르주아적 삶의 양식을 이상적 삶으로 수용
하게 만들기 때문에 부르주아적 삶을 비판하는 계급정치와의 반목을 피할 수 없
었다고 설명한다(Brown, 1995: 5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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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배제된 주체는 고통과 상처를 얻는다. 예를 들어, 성소수자 주

체는 이성애규범성의 일상적 규율 속에서 배제의 고통을 끊임없이 경험

한다. 브라운은 고통을 겪는 주체에게 니체가 ‘르상티망(ressentiment)’이

라고 지칭했던 독특한 파토스가 새겨진다고 주장한다.8 브라운에 따르면, 

니체에게 르상티망은 힘없는 이들의 도덕을 세우기 위한 복수심이다

(Brown, 1995: 67). 그 “방어적 르상티망은 (…) 반발적 보호책이며, 갑

작스런 손상이나 위기를 만났을 때 튀어나오는 ‘반동’이다”(니체, 1987: 

136). 르상티망은 세 겹의 성취를 이룬다. 첫째, 상처를 압도하는 정동을

생산한다. 둘째, 그 상처에 책임을 져야 할 범인을 생산한다. 셋째, 상처

를 전위시키기 위한 복수의 현장을 생산한다. “이 세 겹의 작용이 함께

모여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마비시킨다(Brown, 

1995: 68). 이처럼 브라운은 정체성정치의 주체가 상처에 대한 정동적

애착에 사로잡힐 때 반동적으로 복수를 희구한다고 지적한다.

우선, 르상티망은 복수를 목적으로 하는 좁은 시야의 정치를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치료할 수 없는 상처와 자신의 실존을 반복적으로 주장하

는 반동적 입장을 정당화한다. 상처에 집착하는 반동적 정당화 속에서

상처를 넘어설 수 있다는 가능성은 비현실적 믿음으로 치부된다. 다음으

로, 르상티망은 자체적으로 강화하고 증식한다. 르상티망에 사로잡힌 주

체는 다른 주체들도 르상티망에 포섭되기를 희구한다. 니체의 말을 빌리

자면, “상처의 고통을 진정시키는 동시에 상처를 감염”시킨다(니체, 

1987: 135, Brown, 1995: 73에서 재인용).

8. 국역본은 ‘르상티망(ressentiment)’을 보복심으로 옮겼으나, 프랑스어 단어 ‘르상티
망’은 계속해서 ‘다시(re)’ 감각한다는 뉘앙스가 두드러진다. 니체에게도 르상티망
은 복수를 실현하여 즉각적 해소를 바라는 정서가 아니라, 복수를 실현할 수 없
다는 무력감에 주체를 만성적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독특한 원한 감정을 일컫
는다(권정기, 2014; Meltzer and Musolf, 2002). 따라서 이 글에서는 보복심을
르상티망으로 수정하여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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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운의 정체성정치 비판은 정체성정치의 전형으로 가정되는 종족적

정체성정치뿐만 아니라 상처의 복수를 호소하는 성소수자 정치에도 적용

할 수 있다. 규율권력과 르상티망의 상호작용은 성소수자의 정치적 연대

가 이성애규범성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이성애규범성은 규율권력의 작용 속에서 갈망의 대상이 된다. 그 과정에

서 성소수자 주체는 차별과 낙인을 일상적으로 경험하면서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상처를 얻고 상처에 대한 복수를 희구하게 된다. 상처에 대한

애착은 이성애규범적 각본에서 ‘좋은 삶’의 양식을 성취하려는 갈망을 복

수의 성취라는 명목 하에 반동적으로 정당화한다. 즉, 성소수자들의 상

처에 대한 애착은 이성애규범성에 대한 애착을 보존한다.

브라운의 해석은 성소수자 주체가 감정적 정동적으로 이성애규범성에

부착되기 쉽다는 난제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규명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대안으로, 브라운은 주체가 자신의 욕망을 직시해야 한다고 제

안한다. 욕망을 직시하라는 브라운의 해결책은 어떤 욕망이 상처에 대한

애착의 강력한 반동적 구조를 부분적으로라도 허물어뜨릴 수 있는지 고

민하게 만든다. 상처에 대한 애착이 규범을 벗어나는 욕망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막아선다면 주체는 어떻게 자신의 욕망을 통해 애착을 철회할

수 있을까? 이 논문은 이 문제에 직접적으로 답하기 전에 정치적 주체를

상정할 때 브라운의 분석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퀴어 수행성과 그 공백

브라운의 분석은 성소수자 정치가 상처에 대한 애착에 얽매이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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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면 정태적 범주에 의존해서 정치적 주체를 구성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을 입증한다. 다시 말해, 성소수자 정치가 이성애규범성에 매몰되지 않

기 위해서는 범주에 의존하지 않는 연대를 상상하고 읽어내야 한다. 퀴

어 네이션(Queer Nation)은 정체성과 같은 정태적 범주를 뛰어넘고 성소

수자 연대를 구축한 사례로 자주 언급된다. 퀴어 네이션을 추동했던 가

장 중요한 배경은 AIDS/HIV 위기였다.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 

AIDS/HIV 위기는 성소수자들이 사회적으로 팽배한 동성애혐오와 정체

성정치의 한계를 인식하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AIDS 운동은 “성정체

성이 재구축되는 가장 가시화된 장 중 하나”로 거듭났다(Jagose, 1996: 

107).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조직된 AIDS 운동 단체이자 퀴어 네이션의

전신이기도 한 액트업(ACT UP, AIDS Coalition to Unleash Power)의

활동에 힘입어 퀴어는 섹슈얼리티의 탈자연화를 의미하는 기표로 부각되

었다. 액트업 지회에서 우발적으로 탄생한 퀴어 네이션 역시 정체성의

탈자연화를 추구하는 퀴어의 정치적 함의와 맞닿아 있는 활동을 전개했

다(Chee, 1991).

퀴어 네이션은 모욕의 의미로 통용되던 퀴어를 적극적으로 전유했으

며, 공적 공간이 섹슈얼리티를 규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면화하는 운동

을 전개했다. “우리는 여기 있다. 우리는 퀴어다. 익숙해지라(We’re here. 

We’re queer. Get used to it).” 이 슬로건은 퀴어 네이션이 내세운 가장

유명한 슬로건 중 하나이며, 그들의 의도한 성공과 의도치 않은 실패를

모두 보여 준다. 로렌 벌랜트와 엘리자베스 프리먼(Elizabeth Freeman)

은 퀴어 네이션의 슬로건이 가리키는 “여기”가 어디인지 모호한 만큼 그

활동 영역도 확장될 수 있었다고 분석한다(Berlant and Freeman, 1993: 

199).9 퀴어 네이션은 비가시화 되어왔던 ‘퀴어한’ 몸을 이성애규범적 공

9. 벌랜트와 프리먼은 퀴어 네이션이 투쟁의 현장을 전 방위로 확장시켜 나감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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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공간에서 드러냄으로써 공적 공간의 이성애규범적 재현 질서를 비판

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 예컨대, 퀴어 네이션은 유명인의 정체성을

폭로하거나, 군대나 종교를 성애적 이미지로 채색하고, 대형 쇼핑몰과

같이 다수의 이목이 집중되는 장소에서 집단적 커밍아웃을 전시하는 등

섹슈얼리티를 극적으로 드러내는 활동을 전개했다.10

퀴어 네이션의 활동에 대한 평가는 크게 둘로 갈린다. 혹자는 퀴어 네

이션이 섹슈얼리티를 드러냄으로써 본질주의적으로 사유되어 온 ‘네이션’

을 반본질주의적 퀴어로 해체한다고 평가한다(Brasell 1993; Seidman 

1993). 다른 이들은 이러한 평가에 반대하면서 퀴어 네이션의 활동이 오

히려 섹슈얼리티를 본질주의 및 미국의 내셔널리즘에 종속시킨 측면이

있다고 비판한다(Berlant & Freeman 1993; Duggan 1992; Halperin 

1995). 다만, 퀴어 네이션의 한계를 지적하는 논자들 역시 퀴어 네이션의

정치가 모든 면에서 실패하지는 않았음을 강조한다.

퀴어 네이션에 대한 여러 논의 중에서 이 논문은 퀴어 네이션이 효과

적이고 강력한 정치를 추구할수록 더더욱 빨리 한계를 드러냈다는 점에

주목한다. 공적 공간에서 표출되지 않았던 섹슈얼리티를 전면화한다는

점에서 퀴어 네이션은 정체성의 범주에 의존하지 않고 소수자 연대를 조

직하고 이성애규범성을 거스르는 정치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

나 섹슈얼리티를 드러냄으로써 공적 공간을 ‘퀴어하게’ 변모시키려는 실

천은 공적 공간의 이성애규범성과 대조를 이룰 때에만 그 효과를 부각할

라 “퀴어한 몸은 공공성의 행위주체이자 자기방어의 단위이자, 엑스터시의 스펙
터클이 되고 (…) [이성애규범적] 훈육으로부터 야기된 고통이 분노와 쾌락으로
전환되는 장소(locus)로 거듭”나게 했다고 평가한다(Berlant & Freeman, 1993: 
205).

10. 퀴어 네이션은 그 어떤 이성애규범적 공적 공간도 “무례한” 성애화의 대상으로
삼아왔다. 예컨대 “저는 신을 찬미합니다. 저를 성기를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을 찬미합니다. 저와 함께 잠자리를 가진 남자들을 주셨기 때문입니
다”(Queer Nation, n.d., Berlant & Freeman, 1993: 204에서 재인용)와 같은 기
도문의 불경스러운 패러디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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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실제로 퀴어 네이션은 군대, 교회, 가족, 대형 쇼핑몰 등 가장

미국적인 공적 공간, 즉 가장 이성애규범적이고 보수적인 공적 공간을

투쟁의 현장으로 조명해 왔다. 요컨대, 섹슈얼리티의 공적 가시화에 가

정된 전복적 효과는 이성애규범적 미국 문화의 물신성에 의존한다. 퀴어

네이션은 정치적 효과를 위해 스펙터클을 창출하는데 골몰했고, 스펙터

클을 창출하기 위해서 더더욱 규범적 공적 공간을 필요로 했다.

섹슈얼리티를 드러내는 실천의 전복적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퀴

어 네이션의 열망이 역설적으로 퀴어 네이션이 이성애규범적 문화를 물

신화하는 정치를 스스로 지향하게 만든다. 퀴어 네이션의 활동이 이처럼

이성애규범적 문화의 물신성에 의존하는 한 퀴어 네이션의 활동을 통해

성적으로 채색된 공간 역시 이성애규범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퀴어 네이션의 공간 정치에서 그 영향은 이성애규범적 공적 공간의 중립

성과 익명성을 극단적으로 강화시키는 정치로 귀결한다. 요컨대, 한없이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았던 퀴어 네이션의 공간 정치는 공사 구분을 무너

뜨림으로써 이성애규범성을 교란하기보다 섹슈얼리티가 가시화되더라도

전복되지 않는 공적 공간을 지향한다. 이처럼 퀴어 네이션은 이성애규범

성을 비판하는 실천이 역설적으로 또 다른 형태의 이성애규범성을 지지

하는 역설적 현상을 보여 준다.

이성애규범성에 저항하는 실천이 결과적으로 이성애규범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사실은 퀴어정치가 결코 영속적일 수 없음을 입증한다. 다시

말해, 퀴어정치는 이성애규범성과 단절을 표시하기보다는 이성애규범성

의 작용 속에서 이성애규범성을 순간적으로 교란하는 정치이다. 순간적

으로 나타났다 이내 사라지는 퀴어정치의 조건은 퀴어정치가 독해 실천

으로 구현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퀴어를 일종의 수행문으로, 퀴어정치를 수행성의 정치로 이해할 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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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애규범성 속에서 ‘퀴어한’ 무언가를 읽어내려는 독해 실천의 토대를 증

명할 수 있다. 주디스 버틀러는 비규범적 섹슈얼리티를 모욕하는 데 쓰

였던 퀴어라는 단어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전유할 수 있는지 논하면서 퀴

어 수행성에 대해 설득력 있는 논의를 펼친다. 버틀러는 퀴어의 의미가

바뀔 수 있는 이유를 수행성 개념을 통해 설명함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구체화한다. 이를 위해 버틀러가 참조하는 논의는 J. L. 오스틴(John 

Langshaw Austin)의 화행론(speech act theory)과 그에 대한 자크 데리

다(Jacques Derrida)의 주석이다.

버틀러는 오스틴이 수행문으로 분류하는 특정한 발화 행위가 이전에

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회적 결속력을 발생시킨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예

컨대 ‘두 사람은 이제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와 같은 목사의 발화

는 그 전까지 부부가 아니었던 두 사람을 부부라는 하나의 단위로 묶어

준다. 혼인 선언이 두 사람의 사회적 관계를 변화시킨 것이다. 데리다는

수행문과 같은 발화 행위의 효과는 반복적 인용의 결과임을 지적한다. 

데리다에게 수행문은 이미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고 여겨지는 권위와 관

습을 인용하고 반복하는 행위이며, 사회적 결속력은 법과 관습의 권위에

기인한다. 버틀러는 데리다를 따라 사회적 결속력의 근거를 인용적 유산

에 위치시킨다. “결속력은 판단의 주체나 그들의 의지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 결속력은 오히려 인용적 유산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 인용적

유산에 의해 현재의 ‘행위’가 일련의 결속적 관습이라는 맥락으로부터 출

현하는 것이다”(Butler, 1993a: 17-18). 이러한 맥락에서 수행문이 성공할

수 있는 것 역시 주체의 “의도가 화행을 성공적으로 다스리고 있기 때문

이 아니라, 행위가 이전의 행위와 공명하기 때문이며, 행위가 반복을 통

해서, 즉 이전부터 행해져 온 권위 있는 일군의 행위의 인용을 통해 권

위의 힘을 축적하기 때문이다”(Butler, 1993a: 19, 원문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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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버틀러는 수행적으로 구성되는 담론의 특성으로부터 규범으로

부터의 일탈, 곧 새로운 사회적 결속의 성공이 계속해서 되돌아 올 수

있음을 일반화하고 증명하고자 한다.11 규범의 반복과 인용 속에서 일탈

의 가능성이 언제나 반복되기에 새로운 사회적 결속을 만들어내려는 수

행문 역시 재맥락화에 성공할 수 있다. ‘퀴어’를 선언하는 수행문도 선재

하는 이성애규범적 담론의 영향을 받아 실패할 소지가 다분하지만 이성

애규범적 담론을 반복적으로 인용하면서 균열을 일으킬 수도 있다. 즉, 

‘퀴어’를 비속어로 사용하는 기반이 됐던 이성애규범적이고 동성애혐오적

인 담론도 퀴어를 전유하려는 시도에 의해 반복되면서 재배치될 수 있

다. 따라서 퀴어 수행성의 개념은 이성애규범성의 작용 속에서 규범을

거스를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며 퀴어정치가 그 가능성을 읽어내

는 실천과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세지윅은 버틀러의 주장에 대체적으로 동의하지만 부끄러움(shame)과

퀴어 수행성의 관계를 논의함으로써 버틀러와 다른 관점에서 퀴어 수행

성의 함의를 조명한다. 세지윅은 오스틴의 이론에서 수행문이 성립하는

맥락이 이성애 결혼의 장면임을 상기시키면서 버틀러의 수행성 개념을

‘일탈에 의한 완전한 전복’이나 ‘규범으로의 완전한 포섭’으로 이해하는

일련의 저술을 비판한다(Sedgwick, 1993: 1, 14-15). 세지윅에 따르면 오

스틴이 결혼식 장면을 수행문의 사례로 끌어 온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

다. 결혼을 선언하는 수행문은 규범의 권위를 인용하기에 성공할 수 있

다. 예컨대 종교와 국가는 이성애 결혼을 금지하지 않고, 하객은 오랫동

안 이어져 온 관습에 따라 이성애 결혼의 성립을 축하한다. 성혼을 선언

11. 이런 시각에서 볼 때, 퀴어를 규정하려는 시도는 새로운 사회적 결속의 조건을
규범에 순치시킬 위험을 증폭시킨다. 이 때문에 버틀러는 퀴어가 “결코 완전히
소유되어서는 안 되며, 이전의 용례로부터 벗어나 긴급하면서도 확장되고 있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항상 재기용되고, 뒤틀리고, 퀴어화될 수 있도록 남아 있어
야만 한다”고 강조한다(Butler, 1993b: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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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목사 앞에 선 이성애 커플의 주체성과 “자신을 퀴어로 정체화하는

사람들”의 주체성은 대조적일 수밖에 없다(Sedgwick, 1993: 4). 전자와

달리 후자는 “이성애적 대리보충의 논리의 (혹은 그 논리에 의한) 거부

와 굴절에, 국가의 권위에 부착된 단순한 연계보다 훨씬 복잡한 연계에, 

타인의 증언에 대해 훨씬 더 불편한 관계에 얽매여 있을 것”이기 때문이

다(Sedgwick, 1993: 3-4).

세지윅의 비판의 핵심은 수행문이 누구나 빌려갈 수 있는 내용 없는

텅 빈 형식이 아니며, 수행문을 통해 빌려올 수 있는 법의 권위는 본성

상 새로운 관습을 거부한다는 지적에 있다. 이처럼 세지윅은 오스틴이

활용하는 이성애 결혼이라는 사례가 이미 이성애규범적 권위를 반영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퀴어 수행성의 이중성을 강조한다. 즉, 퀴어 수행성

은 “어느 정도는 전복적이고, 어느 정도는 헤게모니적”이라는 것이다

(Sedgwick, 1993: 15). 버틀러 역시 20년이 넘는 간격을 둔 두 편의 글에

서 세지윅의 비평을 언급하면서 퀴어 수행성이 규범과 일탈의 이중적 차

원을 조명하는 수행적 발화임을 명백히 밝힌다(Butler, 1993; 2015). ‘젠

더는 수행적이다’라는 버틀러의 주장을 주체가 젠더를 자의적으로 선택

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오해하는 이들이 한쪽에 있었다면, 그 반대쪽에

는 같은 주장을 주체가 이미 규범에 의해 결정된다고 단순화하는 이들이

있었다.

그러나 버틀러가 세지윅과 데리다의 논의를 수용하는 방식은 버틀러

의 관심이 줄곧 퀴어 수행성이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담론의 본성을

통해 입증하는 데 있었음을 다시 한 번 보여 준다. 버틀러는 세지윅의

비판을 발화 행위가 어떻게 규범이 지시하는 원래의 목적대로 행해지지

않고 뒤틀릴 수 있는지 강조하는 논의로 수용한다(Butler, 1993a: 17; 

2015: 62). 반면, 세지윅의 관심은 퀴어 수행성이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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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정치적 결속이 퀴어 수행성

을 잘 체현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데 있다.

세지윅은 퀴어 수행성의 이중성을 지적하는 데서 논의를 마무리하지

않고 부끄러움이라는 정동이 어떻게 ‘퀴어한’ 정치적 결속을 구성할 수

있는지 설명한다. 세지윅이 보기에, 자신을 퀴어하다고 선언하는 집단적

수행문의 성공은 퀴어라는 단어가 비규범적 성적 주체에게 상기시키는

부끄러움과 수치심, 치욕과 모욕을 이겨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반대

로, 한때 주변화된 성적 주체들을 병리화하고 그들에게 모욕을 주기 위

해 사용했던 기호를 다시 꺼내는 것은 그 어구에 이미 스며있는 굴욕의

역사를 상기시킬 수밖에 없다. 세지윅은 이처럼 부끄러움의 정동이 가진

강력한 전염성을 상기시키면서 ‘퀴어’라는 수행문이 ‘퀴어’라는 호명에 부

착된 부끄러움을 결코 떨쳐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세지윅의 주장에 따르면 ‘퀴어’라는 호명이 상기시키는 부끄러움은 유

아가 느끼는 원초적 부끄러움과 무관하지 않다. “퀴어가 정치적으로 강

력한 용어라면, (…) 이는 부끄러운 어린 시절의 장면으로부터 떨어져

나올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부끄러움]이 그 장면에 좀처럼 소진

되지 않는 변혁적 에너지의 원천으로서 들러붙어 있기 때문이

다”(Sedgwick, 1993: 4). 유아기의 부끄러움은 한편으로 유아의 행동이

양육자의 인정을 받는 데 실패할 때 찾아오지만, 다른 한편으로 부끄러

움을 벗어나 양육자와 소통을 회복하거나 재구성하려는 욕망에 유아를

노출시키기도 한다. 부끄러움은 원초적으로 양가적으로 작용하면서 주체

가 숨을 곳을 찾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소통과 사회성에 대한 애착을 상

기시킨다.

원초적 부끄러움의 양가성은 부끄러움의 전염성을 설명하는 단초가

된다. 부끄러움은 어떤 대상에든 자유롭게 들러붙으면서도 강력한 점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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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갖는다. 바꿔 말하자면 주체는 어떤 대상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자

극할지 미리 알기 어렵고 일단 활성화된 부끄러움을 자신의 의지로 완화

하기도 어렵다. 부끄러움의 독특한 전염성은 부끄러움이 자신과 무관한

이들이 폭력에 노출되고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목격할 때에도 작용한다. 

이 장면에서 부끄러움은 부당한 순간에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강요하는

정서이다. 우리는 누군가 부당한 일을 당하는 현실에 부끄러움을 느낄

수도 있다. 혹은 다른 사람들이 문제시하는 사건에서 문제를 느끼지 못

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요구를 따라 일시적으로 연대를 구성하

기도 한다. 

퀴어 수행성은 규범과 일탈의 양자택일이 아닌, 규범과 일탈의 공존과

이중적 차원을 강조함으로써 퀴어정치의 가능성을 증명한다. 하지만 퀴

어 수행성은 일탈의 가능 조건일 뿐, 일탈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갖

출 때 구현될 수 있는지 제시하지는 않는다. 이 지점에서 브라운이 지적

한 정동적 애착의 문제를 상기할 때 퀴어 수행성이 조명하지 못하는 조

건 중에 정동적 애착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 이성애규

범성에 침윤되어 있는 주체는 항상 기존의 규범에 대한 정동적 애착을

지닌 채로 이 이중적 차원을 마주하지만 퀴어 수행성은 규범에 대한 주

체의 정동적 애착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다. 반면, 세지윅은 부끄러움을 통한 연대를 설명하면서 주체가 이성애

규범성에 대한 애착을 품고 있을지라도 규범을 거스르는 퀴어 연대가 출

현할 수 있음을 규명한다. 부끄러움을 통해 구축된 연대는 낯선 이들을

일시적이지만 강력하게 결속시키고, 이는 퀴어 연대의 모습을 구체적으

로 상상할 수 있게 한다.

퀴어 수행성에 대한 논의 지형을 이와 같이 정리하면, 부끄러움에 대

한 세지윅의 비평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하는 지점은 부끄러움이라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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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정서의 특성이 아니다. 그보다는 전염적인 심리적 특질을 이성애규

범성에 대한 애착을 거스르면서 일시적으로 출현하는 퀴어 연대를 상상

할 수 있게 하는 정치적 자원으로 삼을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

다. 세지윅은 실번 톰킨스의 정동이론과 멜라니 클라인(Melanie Klein)의

대상관계 이론을 참고하면서 부끄러움에 대한 비평에서 시작된 정동의

비판적 잠재력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킨다. 좀 더 체계화된 세지윅의 정동

이론은 퀴어정치에 어떤 시사점을 던질 수 있을까?

편집증과 그 옆의 우울

세지윅의 정동이론을 논의하기에 앞서 이 논문이 거리를 두고자 하는

비평의 사례로 사라 아메드의 비평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아메드가

자신의 비평에서 감정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는 이 연구가 정동을 이해하

는 방식과 상당히 유사하다. 아메드는 감정을 멈추지 않는 운동성과 우

발적 접촉 가능성을 지닌 정신적 문화적 정치적 에너지로 본다.12 아메

드에게 감정은 계급이나 젠더 위계 같은 사회적 위치성을 정당화하는 중

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몸 감각 인지를 접착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세계를 만들어내는 주요한 통로이기도 하다. 하지만 아메드는 자신이 관

심을 둔 몇몇 텍스트를 분석하면서 감정의 역동을 항상 담론적 차원에서

논의한다. 예컨대 아메드에 따르면 소수자를 타자로 조직해내는 과정에

12. “대상과 감정의 연계는 우발적이지만(우발성은 접촉과 관련되어 있다), 이 연계
는 ‘끈적’거리기도 한다. 감정은 대상과의 접촉에 의해 틀을 갖춘다. 대상의 순환
이 자유롭다고 서술될 수는 없으며, 끈적거림, 막힘, 제약의 측면에서 서술되어야
한다”(Ahmed, 20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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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혐오의 작용을 분석하지만 혐오의 특질을 퀴어정치의 자원으로 이론

화하는 데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

담론의 작동하는 경로를 따라 감정을 설명하는 아메드의 분석은 퀴어

수행성에 관한 버틀러와 세지윅의 미묘한 입장 차이를 떠올리게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버틀러가 인용성과 반복가능성과 같은 담론의 근본적

특성에 주목하여 전복적 실천의 가능성을 일반화하는 반면, 세지윅은 그

전복적 실천을 수행하는 정치적 연대가 묶여 있는 구체적 양상을 설명하

는 데 더 큰 관심을 둔다.

세지윅은 톰킨스와 클라인의 이론을 참고하면서 일군의 정동 및 몸의

감각이 퀴어정치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탐구함으로써 부끄러움에 대한

자신의 논의를 발전시킨다. 세지윅이 정동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정동

적 결속이 정태적 범주에 기반을 둔 결속과 다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

이다. 세지윅의 논의를 참고함으로써 이 논문은 정동의 세 가지 특성으

로 인해 정동적 결속을 통해 퀴어 연대와 퀴어정치가 출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 이미 르상티망과 부끄러움을 통해 설명한 바와 같이 정

동은 강력한 점착성을 갖는다. 정동을 통한 결속은 개인의 자발적 의지

로부터 출현하지 않으며 주체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르상티망이나

부끄러움과 같은 정동에 부착된다.

둘째, 정동은 언제, 어떻게, 어떤 자극에 의해 활성화될지 미리 결정

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자유도가 높다. 일례로, 앞서 살펴보았듯이 무

엇이, 언제, 왜 부끄러움을 촉발하는지 일반화하기 어렵다. 세지윅은 톰

킨스의 정동이론을 참조하면서 이러한 특성을 자유도라는 개념으로 표현

한다. 톰킨스가 정동을 인간의 생물학적 소질과 깊이 얽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세지윅 역시 생물학적 본질주의를 옹호한다고 착각하기 쉽

지만, 세지윅은 몸의 몇 가지 본질적 특성이 우리의 삶을 미리 결정해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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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는 식의 설명 방식을 취하지 않는다. 대신, 세지윅은 정동이 작

동하는 과정에서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문법이 겹쳐져 있음을 강조한다. 

인간에게 자극이 주어질 때 특정 정동이 활성화될 수도 있고, 활성화되

지 않을 수도 있다. 즉, 정동의 활성화 여부는 질적으로 변별화되어 있

기에 뇌의 작용으로 온전히 환원되지는 않는다. 이 때문에 정동은 자유

도가 높다. 정동이 높은 자유도를 지닌다는 말은 언제, 어떻게, 어떤 정

동이 무엇 때문에 활성화될지 종잡을 수 없다고 이해할 수 있다. “정동

은 사물, 사람, 사상, 자극, 관계, 활동, 야심, 기관, 그리고 다른 정동을

포함한 다른 모든 것들에 부착될 수” 있다(Sedgwick, 2003: 19). 또한, 

정동은 “어떤 대상에 의해서도 활성화될 수 있”고, 같은 자극에 대해서

도 “똑같은 ‘결과’를 도출하지 않”을 수 있다(Sedgwick & Frank, 1995: 

503). 세지윅은 톰킨스의 정동이론에서 “그럴 수도 있다(may)”는 어구가

빈번하게 등장한다는 데 주목하면서 “그럴 수도 있다”는 표현에 드러나

는 정동의 높은 자유도를 자비롭다고까지 묘사한다(Sedgwick & Frank, 

1995: 504).

자유도가 낮았다면 정동은 강력한 점착성을 통해 관습적 삶을 유지하

고 통제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상처에 대한 정동적

애착은 이성애규범성을 존속하고 강화하는 데 동원되기도 한다. 하지만

정동은 높은 자유도를 나타내기에 이성애규범성을 비판하는 실천의 토대

를 구성할 수도 있다. 특히, 같은 대상이 다른 정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특성은 버틀러가 담론의 반복가능성을 통해 설명했던 일탈의 가능성과

겹쳐 볼 수 있다. 모욕의 기표로 쓰였던 표현(예컨대 ‘퀴어’)이 한때 분노

와 공포, 부끄러움을 자극했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표현이 흥미나 기쁨

을 자극할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정동은 효과적인 이론이 반드시 강한 이론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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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 준다. 톰킨스는 주체가 경험의 축적을 통해 정동에 대해 알게

된 정보가 “광대한 정동 경험에 대한 간결하고 강력한 요약본”으로 정리

되어 일종의 ‘이론’을 구성하게 된다고 주장한다(Tomkins, 1995: 165). 

어떤 정동이론이 강력하다면 그 “[정동]이론이 조직하는 영역”이 광대하

다는 사실을 의미한다(Sedgwick & Frank, 1995: 519n19). 예컨대 톰킨스

는 길을 건너다가 차에 치인 사람이 차에 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

문불출하게 된다면 그가 길을 건널 때 활용했던 전략이 덜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더 강력한 이론을 구축한 것이라고 표현한다(Tomkins, 1995: 

169). 이론이 강력할수록 부정적 정동을 경험할 소지는 줄어들지만, 그만

큼 주체의 자유는 제약된다. 하지만 교통사고 이후 공포를 극복하는 과

정을 연상해 보면 알 수 있듯이 강한 이론 역시 다시 약해질 수 있다. 

달려오는 차에 대한 공포를 관리하는 이론은 좁은 길가부터 적용되기 시

작해 좀 더 넓은 도로로, 나아가 도로에서 자전거나 차를 운전하는 데까

지 확장될 수 있다.

세지윅은 톰킨스의 ‘강한 이론’을 ‘편집증(paranoia)’으로 이해하면서

HIV/AIDS 이후의 퀴어이론과 퀴어정치가 강력한 편집증에 사로잡혔다

는 데 우려를 표한다. 세지윅은 브라운과 유사한 견지에서 르상티망을

활용하여 HIV/AIDS 위기가 주변적 성적 주체에게 절망과 무력함, 심리

적 상처를 새겨 넣었다고 분석한다(Sedgwick, 2007: 639). 세지윅은 ‘약

한 이론’을 통해 편집증을 허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약한 이론’이 아우

르는 영역이 담론의 영역에 국한됐다면 ‘약한 이론’의 함의는 버틀러의

퀴어 수행성이나 아메드의 감정의 문화정치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

다. 하지만 세지윅은 ‘약한 이론’에 적합한 자리로 클라인의 ‘우울증적 위

치(depressive position)’를 언급하면서 담론을 강조하는 논의와 거리를

두고 감각을 정치적 자원으로 삼는 방안을 고민한다. 클라인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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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자아는 평생에 걸쳐 편집-분열증적 위치와 우울증적 위치를 경험

한다. 자아는 편집증적 위치에서 대상에 대한 파괴적 충동을 품을 뿐만

아니라 파괴적 충동에 대한 죄책감과 우울을 동시에 느낀다. 죄책감과

우울로 인해 주체는 파괴된 대상을 회복시키고 복구하려는 소망을 품는

다. 세지윅은 편집증을 허무는 회복적 독해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글의

제목을 “편집증적 독해 그리고 회복적 독해”라고 지었고, 그 부제로 “혹

은 당신은 매우 편집증적이다”라고 덧붙인다(Sedgwick, 1997). 이 글의

제목과 부제는 그 자체로 ‘강한 이론’으로부터 ‘약한 이론’으로의 복구에

대한 세지윅의 입장을 암시한다. 편집-분열증적 위치와 회복적 위치가

동시에 존재하듯, 주체에게 편집증적 독해와 회복적 독해는 공존한다.13 

그러나 편집증이 주체로 하여금 회복적 독해에 접근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편집증이 강고해질수록 편집증이 촉발하는 죄책감과 우울도

커지고, 이는 주체가 다시 회복적 독해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게 한다. 

세지윅은 자신의 유방암과 우울증 투병 경험을 예시로 들면서 우울증적

위치가 편집-분열증적 위치처럼 단단한 심리적 장벽을 지어주는 것은 아

니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지만 자신의 경험에 입각해 우울은 편집적

방어 기제에 쓰이는 심리적 비용을 치를 때 뭉툭해지는 감각적 예민함을

되살려주며, “편집증/분열증이 병의 긴급성을 마주했을 때 머물만한 장

소가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 주었음을 이야기한다(Sedgwick, 2007: 641). 

파편화된 삶을 복구시키기 위해서 주체는 후회, 부끄러움, 혼란, 우울을

겪어야 하지만, 조각난 대상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은 주체에게 우

13. 이러한 분석은 리 에델만(Lee Edelman)의 비평에 착안한다. 에델만은 세지윅의
글 제목에 등장하는 편집증과 회복/복구가 동시성을 의미할 수 있는 ‘그리고
(and)’로 연결되는 반면, 편집증적인 독자를 가정하는 부제가 ‘혹은(or)’으로 시작
한다는 데 주목한다(Berlant and Edelman, 2014: 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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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너머로 나아갈 있도록 해주는 생존과 회복의 동력, 곧 희망으로 되돌

아온다. 우울은 “미래는 현재와 다를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

기 때문에 주체는 “과거[의 일]도 실제로 있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고통스러운 깨달음을 얻는다(Sedgwick, 1997: 

24-25). 동시에 이 깨달음은 주체에게 “깊은 위안”으로 다가오기도 하며, 

주체가 앞으로 삶을 바꿔나갈 수 있다는 “윤리적으로 중요한 가능성”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Sedgwick, 1997: 25). 따라서 회복적 독해는 우울

로부터 시작되어 우울을 마주하면서 대상을 파편화하지 않고 유기적으로

인식하려는 예민한 읽어내기의 기술로 이해할 수 있다.

정동의 점착성과 높은 자유도는 ‘구성원/비구성원의 논리’를 따르지

않는 퀴어 연대를 설명하기에 무척 유용한 특성이다. 정동에 주목하는

분석은 낯선 이들 사이에서도 연대가 출현할 수 있으며, 그것이 정체성

과 같은 정태적 범주가 아니라 훨씬 더 미시적 차원의 문제임을 입증할

수 있다. 물론, 앞서 분석했듯이 성소수자들은 이성애규범성에 의해 상

처 받기 쉬운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상처에 대한 애착은 퀴어 네이션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가장 효과적인 정치를 추구하기 위해 이성애규범성을

따르는 정치를 성소수자 주체 스스로 수용하게 만든다. 세지윅의 정동이

론은 성소수자들이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일시적으로나마 거리를 두고 퀴

어정치를 추구할 수 있는 구체적 가능성을 탐색한다. 다시 말해, 주체가

자신의 우울과 고통을 너무 빨리 기각하지 않는다면 편집증적인 ‘강한

이론’을 유기적이면서도 여전히 효과적인 ‘약한 이론’으로 회복/복구시킬

수 있다. 세지윅은 이처럼 ‘약한 이론’을 주체의 삶을 유기적으로 회복시

킬 수 있는 인식 틀로 이해한다.

그렇다면 성소수자의 삶과 이성애규범성, 퀴어정치를 어떻게 사유하는

것이 ‘약한 이론’을 구현했다고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는 데는 세



35

지윅보다 삶의 일상성과 정동적 애착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탐구한 벌랜

트의 논의가 좀 더 적실한 도움을 제공한다. 벌랜트에 따르면 신자유주

의 시대의 주체는 일상을 위기의 형식으로 감각하지만 위기의 연속인 일

상에 대한 애착을 포기하지 못한다. 벌랜트는 90년대 중후반부터 친밀성

(intimacy)이나 사랑과 같이 일상적이고 사적 영역이나 가정성

(domesticity)에 국한된다고 여겨지는 감수성(sentimentality)이 실제로는

공적 영역 및 시민권 담론을 작동시키는 핵심적 규칙임을 주장해 왔다.14

벌랜트가 “애착이 관계성의 구조”임을 강조할 때 이야기하는 정동적

관계의 구조는 친밀성의 장에서 소위 ‘좋은 삶’에 대한 환상이 야기한 양

가성을 넓은 배경으로 한다(2011b: 13, 원문 강조). 벌랜트에게 친밀성의

작동 방식을 보여주는 전범 중 하나는 사랑이다. 사랑은 독특한 형식주

의를 가지고 있다. 사랑의 형식주의는 ‘사랑’을 ‘사랑해야 한다’는 규칙을

은연중에 강요한다(Berlant, 2001: 433-34). 사랑의 형식주의는 사랑의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사랑이라는 관계의 형식을 존속시켜야 한다는 강

력한 애착의 구조를 형성한다.

하지만 벌랜트는 사랑 대신 애착의 개념을 통해 오늘날의 정동적 현

실을 분석한다. “애착의 개념은 사랑과는 달리, 자신과 영합하라고 유혹

하는 헤게모니적 야심[과] (…) 감수성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이다

(Berlant, 2011a: 686).15 동시에 애착은 사랑의 형식주의와 유사한 정동

14. 벌랜트는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을 설명할 때에도 살롱과 카페에 모인 이들의
집단적 친밀성의 개념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데 주목한다. “민주적
공론장은 집단적 친밀성을 공적 사회적 이상이자 근본적인 정치적 관심사의 하
나로 만들었다. 집단적 친밀성 없이 공중의 비판적 역할은 성립될 수 없
다”(Berlant, 1998: 283). 즉, 보편성과 특수성의 대립은 그 자체로 근대의 모순을
보여 준다. 벌랜트에 따르면, 근대 이래로 사랑이 유독 주목받는 이유도 이 모순
과 무관하지 않다. 사랑은 근대적 주체들이 모순을 감내하고 계속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한다(Berlant, 2001).

15. 벌랜트는 사랑을 동시대의 위기를 해결하는 정동으로 취임시키려는 일련의 연구
와도 거리를 둔다. 대표적으로, 마이클 하트와 안토니오 네그리와 같은 정치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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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구조를 담지하기에 오늘날의 정동적 위기를 분석하기에 적합하다. 

“모든 애착은 낙관적”이다(2011b: 1). 즉, 애착은 주체가 어떤 상황에서도

애착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내도록 만든다. 벌랜트에 따

르면, “낙관적 애착의 정동적 구조는 환상의 장면으로 되돌아가려는 끈

질긴 경향”을 띠며, 그 환상은 특정 대상을 가까이 둘 때 자신의 삶이

올바른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준다(2011b: 2, 원문 강조). 

주체는 애착에 깃든 낙관주의 때문에 애착의 대상이 자신의 삶을 “능동

적으로 방해”할 때조차 애착을 버리지 못한다(2011b: 1). 이 ‘잔인한 낙관

주의’ 때문에 주체는 작동하지 않는 환상에 대한 애착을 버리는 대신 자

신의 마모를 감수한다(2007; 2011a; 2011b).

벌랜트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환상과 애착이 작동하

는 양상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 변화가 전 지구적 차원에서 동기화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신자유주의적 주체는 자신이 처한 정동적 상황을 ‘위기

의 일상성(crisis ordinariness)’으로 감지한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계급

상승, 직업 안정, 정치적 사회적 평등, 견고하게 작동하는 친밀성”과 같

은 좋은 삶의 환상은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Berlant, 2011b: 

9). 신자유주의 시대가 축조한 현재의 주변에 이데올로기적 모순이 맴돌

고 있듯이, 주체의 주변에도 정동적 잔여물들이 맴돌고 있다. 하지만 주

체는 애착의 정동적 구조가 역사적 상황과 상호작용하면서 구성된 역사

적 감각기관에 따라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감각을 선별적으로 수용하

여 현재를 편집증적으로 구성한다. 신자유주의적 주체는 편집증적 현재

속에서 좋은 삶에 대한 환상을 “한순간의 반짝거림”에 지나지 않는 것으

로 받아들이고 생존을 위해 “나쁜 삶”을 인내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

자, 프란츠 파농과 같은 포스트식민-인종주의 정신분석학자, 혹은 셸라 샌도발과
같은 포스트식민 페미니스트 정치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사랑이라는 주제에 관심
을 가져왔다(Berlant, 2001; 20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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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Berlant, 2011b: 178, 180). 이처럼 신자유주의적 주체는 위기를 관리

하는 동시에 지금 이 삶에 대한 애착을 포기하지 않는 방법을 지속적으

로 발전시켜 나간다.16

벌랜트는 역사적 감각기관을 통해 현재를 편집증적으로 구성하고 나

쁜 삶조차 감수하게 만드는 정동적 애착을 어떻게 떼어낼 것인지 논의하

면서 세지윅의 회복적 독해와 우울증적 위치를 참고한다. 주체가 정동적

애착을 통해 현실을 편집증적으로 구성하는 만큼, 차이를 회복시킬 수

있는 섬세한 성찰과 꾸준한 지적·감각적 노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명백

하다. 하지만 벌랜트는 “우리가 의도한 ‘회복’이 또 다른 형태의 나르시

시즘이나 [의심을] 다독이는 의지는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회복에 대한 의지 역시 편집증적 의지를 다시금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복적 독해를 맹신하는 태도의 위험성을 지적한다.17 따

라서 벌랜트는 회복적 독해의 예민한 태도를 가능하게 하는 우울증적 위

치를 우울증적 리얼리즘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벌랜트에게 우울증적

리얼리즘은 낙관주의적 환상을 쉽게 지나치지 않고 그 환상과 “비일관적

이지만 서로 엉겨 붙는 애착의 다발”이 연루되어 있음을 밝힘으로써 낙

관주의가 야기하는 삶의 곤란함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려는 비평적

태도를 의미한다(Berlant, 2007: 434-435). 벌랜트는 우울증적 리얼리즘

을 통해 ‘현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자체에 주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의 백색소음은 ‘현재’를 만들어나가는 좋은 삶의

환상에서 배제당한 차이들이 일으키는 반향이기도 하다. 이런 면에서 우

16. 벌랜트는 위기의 일상성을 통해 트라우마 담론이 가정하는 트라우마에 접근 불
가능하다는 믿음 역시 거부한다. 벌랜트가 보기에 주체는 일상으로 계속 범람해
들어오는 트라우마를 마주치고 있으며, 정동적 관리 방식을 변화시켜 트라우마와
마주치지 않는 방식을 그때그때 개발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이다(Berlant, 2011b).

17. 예컨대 벌랜트는 주체의 감각을 믿을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로 신체 내부의 떨림
(viscera)조차 배움의 결과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Berlant 2011a: 124). 정동
적 훈련에 대해서는 Ahmed, 2014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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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증적 리얼리즘은 회복에 비해 주체의 의지에 대한 불신을 확연히 드러

내고, 정치의 개인주의적 전회를 거부할 수 있는 비판적 주체성을 촉구

한다(Berlant 2011b: 125; 147).

분명 우울증적 리얼리즘에도 희망의 문법이 존재한다. 예컨대, 우울증

적 리얼리즘은 “정치의 백색소음을 다형적인 무언가로 변화”시킬 수 있

고 “느슨한 연대의 감각으로부터 출현하는 좋은 삶의 이미지”가 많은 사

람에게 소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위기로 가득 찬 일상을 새롭게 받아

들일 수 있게 되리라는 희망이 서려 있다(Berlant, 2011b: 262). 이 역시

환상에 불과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벌랜트는 현재라는 “세계에 내려진

닻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쓰라린 과정”을 견디기 위한 원동력으로 최소

한의 애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정한다(Berlant, 2011b: 

263). 하지만 벌랜트는 이 희망이 또 다른 형태의 잔인한 낙관주의에 불

과할 수 있다는 리얼리즘의 태도를 철회하지 않는다. 우울증적 리얼리즘

은 우리를 둘러싼 모든 편집증을 해소할 수 있다는 믿음이 낙관적 전망

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 벌랜트는 이러한 입장에서 자

신의 이론을 강한 이론이나 또 다른 편집증으로 구성하기보다는, 예민함

을 지향하는 비평적 태도로 남겨 두고자 한다.

소결―퀴어정치로서의 정동정치

이 논문은 퀴어퍼레이드가 어떤 퀴어정치를 구현하고 있는지 질문하면

서 시작했다. 이성애규범성의 특성은 이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어떻게 퀴

어정치가 구현될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할 필요성을 환기한다. 이성애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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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문화적 규범으로서 다른 문화와 마찬가지로 잠정적으로 구성된다. 

게다가 이성애규범성은 물질적 제도적 자원을 통해 일상 속에 만연해 있

기에 이성애규범성을 교란하려는 실천은 이성애규범성에 포섭되기 쉽다. 

즉, 규범에 대항하려는 성소수자의 실천 역시 이성애규범성으로부터 완

전히 분리될 수 없다. 브라운은 정체성정치가 르상티망과 상처에 대한

애착을 통해 작동한다고 비판하면서 이 문제를 르상티망이라는 독특한

파토스의 문제로 조명한다. 르상티망을 겪는 주체는 스스로 구성해낸 편

집증적 현실에 부인할 수 없는 권위를 부여한다. 게다가 현실을 구성하

는 과정은 규율권력과 상호작용하기에 주체는 상처에 대한 애착 속에 자

신을 배제시킨 이성애규범성에 대한 애착을 보존한다.

이성애규범성은 물질적 제도적 자원을 통해 일상 속에 만연해 있기에

이성애규범성을 교란하려는 실천은 이성애규범성에 포섭되기 쉽다. 주체

가 이성애규범성에 스스로 애착을 투여할 때 이성애규범성을 비판하는

실천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버틀러는 ‘퀴어’의 전유가 담론의 수행

적 본성을 상기시킨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반복적 실천 속에서 규범을

교란하는 퀴어정치의 실현 가능성을 탐색한다. 규범은 규범을 따르는 실

천의 반복을 통해 권위를 획득한다. 규범이 반복을 통해서만 권위를 획

득한다는 사실은 규범의 권위를 뒤트는 실천이 출현할 가능성을 완전히

소거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퀴어 수행성은 규범을 따

르는 실천과 규범을 거스르는 실천의 이중적 공존을 가리킨다. 퀴어 수

행성은 이처럼 주체가 이성애규범성에 애착을 투여하더라도 전복의 가능

성이 소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그 가능성을 읽어내는 실천은

그 자체로 퀴어정치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이성애규범성을 교란하는

실천은 항상 이성애규범성과 맞붙어 있으며, 퀴어정치는 이성애규범성

속에서 이성애규범성을 교란하는 섬세한 독해를 통해 구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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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정치가 항상 규범 속에서 규범을 거슬러 읽어내는 실천이라고 할

때, 이 독해 실천은 무엇을, 어떻게 읽어내야 하는가? 퀴어 수행성 역시

규범과 일탈의 공존을 강조하기에 이성애규범성을 교란하는 전복적 실천

이 이성애규범성과 맞붙어 있음을 상기시키지만 독해의 초점을 제시하지

는 않는다. 퀴어 수행성과 달리, 부끄러움의 정동을 퀴어 연대의 자원으

로 해석하는 세지윅의 비평은 정동을 통해 퀴어정치가 구현되는 양상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세지윅은 ‘퀴어’라는 정치적 수행문의 효과를 담론적

층위에서 설명하기보다는 성소수자를 결집시키는 정동이라는 감각적 차

원에서 규명한다. 부끄러움의 정동은 성적 일탈을 규제해 온 이성애규범

적 담론과의 관계 속에서만 성소수자들을 결속시킬 수 있다. 하지만 전

염성과 같은 부끄러움의 정동적 특질을 단순히 규제적 담론의 역사로 환

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처럼 버틀러가 퀴어정치의 가능성을 역설한

다면 세지윅은 퀴어정치의 정동이라는 자원을 통해 구체적 양상을 상세

히 논의하고자 한다.

정동은 그 특성 때문에 퀴어정치에 난제를 설정하기도 하지만 퀴어정

치를 구현하는 방향을 제시하기도 한다. 우선, 정동의 점착성은 강력하다. 

르상티망의 정동은 이 강력한 점착성을 통해 주체를 이성애규범성에 부

착시킨다. 다음으로, 정동은 자유도가 높기에 규범을 따르지 않는 실천에

도 점착될 수 있다. 예컨대 부끄러움의 전염성을 통해 순간적으로 출현

하는 퀴어 연대는 정동의 강력한 점착성과 정동의 자유도를 모두 반영한

다. 마지막으로, 정동을 감각하려는 실천은 편집증을 해소할 수 있는 독

해의 가능성을 간직하고 있다. 특히, 세지윅은 편집증적 독해에 수반되

는 우울이 예민한 감각을 되살릴 수 있다고 본다. 우울을 마주하기는 고

통스럽지만 우울이 촉발한 예민함은 편집증으로 인해 파편화된 인식을

다시 유기적으로 복구하려는 회복적 독해로 이어질 수 있다.



41

정동정치는 세지윅이 회복적 독해에서 엿볼 수 있듯이 정동을 정치적

자원으로 읽어내려는 실천을 의미한다. 이성애규범성에 투여된 정동적

애착은 편집증적 현실로 포섭할 수 없는 정동적 잔여물들을 생산한다. 

이성애규범적 편집증에서 파생된 정동적 잔여물을 감지하려는 실천 역시

하나의 정동정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동정치는 이성애규범

성 속에서 이성애규범성을 교란하는 순간을 읽어냄으로써 퀴어정치를 구

체화하다.

벌랜트의 논의는 세지윅이 주로 이론적 비평의 영역에서 주장했던 정

동정치를 일상 속에서 구현하려는 논의로 읽을 수 있다. 벌랜트는 주체

가 좋은 삶에 애착을 품기에 좋은 삶이 작동하지 않는 환상에 불과하더

라도 그 환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강조한다. 벌랜트에게 좋은 삶

에 대한 애착은 주체의 감각과 깊이 연루되어 있기에 벌랜트는 주체의

감각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벌랜트는 회복적 독해에 반영된 복

구의 의지에 의심을 표하며 우울이 유발하는 예민함을 우울증적 리얼리

즘의 자원으로 수용한다. 즉, 우울증적 리얼리즘은 편집증이 수반하는

정동적 잔향을 외면하지 않는 예민한 감각을 보존할 수 있는 읽어내기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현실에 대한 예민한 태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소음에

불과했던 다른 삶의 가능성을 정치의 영역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러

한 맥락에서 정동정치는 독해 실천으로서의 퀴어정치와 교차하며 퀴어정

치가 구현되는 한 가지 방식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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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 퀴어퍼레이드의 진화

한국의 성소수자들 사이에서 퀴어퍼레이드는 사회적 인정을 경험함으

로써 성소수자로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집합적 실천으로 여겨

져 왔다. 이런 맥락에서 많은 성소수자들이 서울퀴어퍼레이드 참여자의

가파른 증가나 지방 퀴어퍼레이드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현상을 긍정적으

로 평가한다. 분명, 퀴어퍼레이드는 사회는 물론 성소수자 당사자에게

있어서도 차이의 인정을 촉구하는 장으로 기능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성소수자들에게 자신의 ‘비정상성’을 인정하는 것은 끝이 아니

라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한다. 이미 자신의 ‘비정상성’과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퀴어’들은 대개 퀴어퍼레이드의 정치적 의미를 조금 다른

입장에서 바라본다. 나뿐만 아니라 내가 만난 성소수자들 중 꽤 많은 사

람들이 퀴어퍼레이드에 염증을 느낀다고 호소하고는 했다. 이들이 퀴어

퍼레이드에 염증을 느끼는 이유가 똑같지는 않았지만 퀴어퍼레이드의 정

치적 효과에 대한 불신은 염증을 떠받치는 한 축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뚜렷하게 느껴졌다. 자신의 ‘비정상성’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이들은

자신의 삶이 ‘정상적인’ 이들이 참고하는 규범적인 삶의 양식과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음을 감지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퀴어퍼레이드에서의 경험이

자신의 ‘비정상성’을 인정하기 시작한 성소수자들의 삶과 어떤 지점에서

충돌하는지 물을 필요가 생긴다.

이러한 질문은 퀴어퍼레이드의 정치적 함의에 대한 비판적 독해를 촉

구한다. 3장은 두 단계에 걸쳐 퀴어퍼레이드의 정치적 함의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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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퀴어퍼레이드의 정치가 최근 들어 이성애규범성을 이전보다 적극

적으로 지지하고 있음을 밝힌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2000년에 열린

제1회 퀴어문화축제/퀴어퍼레이드와 2018년에 열린 제19회 퀴어문화축

제/퀴어퍼레이드의 정치적 수사를 비교하면서 정치적 수사의 무게 축이

어떻게 이동해 왔는지 분석한다. 다음으로, 신촌에서 열렸던 2014년 제

15회 퀴어퍼레이드에서 일어났던 혐오세력과의 대치가 이 무게 축의 이

동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음을 조명한다. 특히, 2014년 신촌 이후로 성

소수자 주체가 이성애규범성에 모종의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상처의 역할을 탐구한다.

2000년과 2018년, 서울―담론의 이동

서울퀴어문화축제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국 최초의 퀴어퍼레이드

는 2000년 9월 8, 9일 양일 간 연세대학교에서 진행된 ‘퀴어문화축제

무지개 2000’(이하 ‘무지개 2000’)의 부대 행사로, 약 50명의 인원이 함

께 참여했다고 기록되어 있다.18 제2회 퀴어퍼레이드가 2001년 9월에 홍

대에서 치러진 뒤, 제3회 퀴어퍼레이드부터는 스톤월 항쟁을 기념하고

외국의 자긍심 행진과 연대한다는 의미에서 주로 6월에 치러졌다. 퀴어

18. 정희성(2018: 28-30)은 한채윤의 자료에 의존하여 최초의 퀴어퍼레이드가 2000
년 8월 26일에 대학로에서 우발적으로 시행된 행진이라고 보고한다. 이 글은 8
월 26일 행진뿐만 아니라 서울퀴어문화축제 공식 홈페이지에 등재된 내용과 당
시 무지개 2000에 관한 기사와 회고 등을 바탕으로 9월 9일 연세대에서 있었던
퀴어퍼레이드도 최초의 퀴어퍼레이드로 함께 기록한다. 두 행사 중 어떤 행사가
최초의 행사인지 구분하는 것보다 당시 ‘성적 소수자’ 혹은 ‘이반’이라고 자기 자
신을 호명했던 사회집단이 전에 없던 행진이라는 형태로 가시화의 욕망을 분출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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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레이드 참여자 수는 날씨 등의 이유로 줄어든 적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고, 주최 측은 점차 늘어나는 참여자를 수용하기

위해 홍대, 이태원, 청계천(베를린 광장, 한빛광장), 신촌 연세로 등으로

장소를 옮겨가며 퀴어퍼레이드를 개최했다(표 3-1 참조). 첫 퀴어퍼레이

드로부터 18년 후, 약 12만 명의 인원이 제19회 퀴어퍼레이드가 열린 서

울광장에 모였다. 게다가 지방 퀴어퍼레이드의 확산까지 고려하면 실제

참가자 수의 차이는 50명과 12만 명의 차이보다 훨씬 더 크다. 2018년

을 기준으로 서울 외에 6개 지역(대구, 제주, 부산, 전주, 인천, 광주)에

서 퀴어퍼레이드가 열렸고 다른 도시에서도 개최를 준비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퀴어퍼레이드는 약 20년 동안 장소를 옮겨가며 수십 번 이상 반복되

었지만 최소한의 일관성을 유지해 왔다. 해가 지나고 장소가 바뀌더라도

‘퀴어문화축제’와 ‘퀴어퍼레이드’라는 행사의 명칭은 바뀌지 않았고, 행진

이 행사의 클라이맥스라는 구성 역시 여러 퀴어퍼레이드들을 가로질러

공유되어 왔다. 예컨대, 현(現) 서울퀴어문화축제 및 서울퀴어퍼레이드는

‘서울’이 특정되었다는 점만 제외하면 18년 동안 같은 이름을 유지했다.19 

또한, 일군의 지방 퀴어문화축제도 그 전범인 서울퀴어문화축제 및 서울

퀴어퍼레이드를 참고하여 퀴어퍼레이드 당일 다양한 부스를 운영하고 무

대 행사를 꾸리고 있으며 행진을 행사의 중심으로 배치하고 있다.

행사의 명칭과 구성에 걸쳐 있는 외견상의 일관성은 퀴어퍼레이드의

정치에 반영되어 있는 정치적 열망의 유사성을 짐작하게 한다. 특히, 서

울퀴어퍼레이드는 가장 오래된 퀴어퍼레이드이자 다른 퀴어퍼레이드의

표본으로 기능하므로 그 정치적 지향점이 처음(2000년)부터 최근(2018

19. 퀴어문화축제라는 동일한 명칭으로 서울 외 지역에서 퀴어퍼레이드가 거듭 개최
되자 서울에서 열리는 퀴어문화축제는 2018년부터 서울퀴어문화축제로 공식 명
칭을 개정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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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행사 일시 장소 슬로건
퀴어문화축제

무지개 2000

2000.08.26 대학로 크게외쳐라 “나는동성애자다.”
2000.09.09. 연세대 일대 -

퀴어무화축제

무지개 2001
2001.09.15. 홍대 일대 한걸음만 나와봐. 놀자~!

퀴어문화축제

무지개 2002
2002.06.08. 이태원

멈추지마, 지금부터야! 

두근두근!
퀴어문화축제

무지개 2003
2003.06.21. 종로 탑골공원

움직여_우리, 손과 손을

맞잡고 함께 움직이자!
퀴어문화축제

무지개 2004
2004.06.19.

종로 종묘공원

모두를 위한 자유와 평등

제6회 퀴어문화축제

무지개 2005
2005.06.05. 퀴어 절정 Queer Up

제7회 퀴어문화축제

무지개 2006
2006.06.10. 위풍당당 퀴어행복!!

2007 제8회

퀴어문화축제
2007.06.02.

청계천

베를린광장

This is QUEER! 이것이

퀴어다!
2008 제9회

퀴어문화축제
2008.05.31. 작렬! 퀴어 스캔들

2009 제10회

퀴어문화축제
2009.06.13. 십년감수

2010 제11회

퀴어문화축제
2010.06.12.

Outing: 지금 나가는

중입니다.
2011 제12회

퀴어문화축제
2011.05.28.

청계천

한빛광장

퀴어예찬

2012 제13회

퀴어문화축제
2012.06.02. 퀴어연가 [가족: 연을 맺다]

2013 제14회

퀴어문화축제
2013.06.01. 홍대 어울마당

더 퀴어(THE QUEER), 

우리가 있다
2014 제15회

퀴어문화축제
2014.06.07. 신촌 연세로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

2015 제16회

퀴어문화축제
2015.06.28

서울광장

사랑하라, 저항하라, 퀴어

레볼루션
2016 제17회

퀴어문화축제
2016.06.11

Queer I am: 우리 존재

파이팅!
2017 제18회

퀴어문화축제
2017.07.15.

나중은 없다, 지금 우리가

바꾼다!
2018 제19회 서울

퀴어문화축제
2018.07.14. QUEEROUND

표 3-1. 서울퀴어퍼레이드 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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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까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추적할 필요가 있다. 무지개 2000의 행

진과 제19회 서울퀴어퍼레이드가 사용하는 정치적 수사는 크게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첫째, 두 축제 모두 퀴어퍼레이드의

정치적 주체를 호명한다. 둘째, 두 축제 모두 축제의 의미와 목적을 성

소수자의 사회적 문화적 인정과 자긍심 고취로 가정한다.

우선, 18년의 세월을 사이에 두고 있는 두 퀴어문화축제/퀴어퍼레이드

는 정치적 주체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호명해 왔다. “다양한 성적 소수자

들(LGBT: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이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무지개 2000은 성적 소수자와 LGBT를 퀴어퍼레이드의 정치적

주체로 간주했다(이안순, 2000에서 재인용). 18년 후, 서울퀴어문화축제

공식 홈페이지는 성소수자를 “시민사회의 객체”로 취급했던 지방선거 후

보나 현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성소수자를 “시민사회의 주체”로

인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반과 퀴어, 성적 소수자와 성소수자는 각

각 동의어로 볼 수 있으며, LGBT라는 완전히 똑같은 기표가 활용되기도

한다. 성소수자를 지칭하는 문제는 정치적 성격을 갖는다. 주체를 어떻

게 호명하는지에 따라 퀴어문화축제와 퀴어퍼레이드를 통해 드러내려는

문화적 공동체의 특징 역시 바뀌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정치의 주체를

설정하는 문제를 퀴어퍼레이드의 정치를 이해하는 첫 번째 축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퀴어퍼레이드는 줄곧 그 목적을 성소수자 문화의 차이를 인

정받을 수 있는 풍토의 확산으로 설명해 왔으며, 이를 퀴어퍼레이드의

정치적 수사를 이해하기 위한 두 번째 축으로 세울 수 있다. 무지개

2000의 기자회견문, 배포자료 및 리플렛은 무지개 2000을 “대한민국 최

초로 열리는 성적 소수자들의 공개적인 대규모 문화 축제”로 소개한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무지개 2000 주최 측은 퀴어문화축제/퀴어퍼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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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미를 “다양한 성적 소수자들(LGBT: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이 한 자리에 모여 정체성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서로

간의 연대를 확인하며 나아가 이성애자들의 편견과 무지를 불식”시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이안순, 2000; 퀴어락, 2011). 또한, 이들이 밝히는

행사의 취지는 “음성적인 공간에서 유지되고 재생산되어 왔던 이반의 문

화를 공개적인 장으로 끌어내어 (…) 이반들의 유쾌하고 풍요로운 문화

를 일반들도 공유할 수 있는, 열려 있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 분위기

를 조성”하는 것이다. 18년이 지난 2018년, 서울퀴어문화축제 공식 홈페

이지는 축제의 목적을 성소수자의 가시화, 인권증진, 문화 향유, 자긍심

고취라는 네 가지 항목으로 설명한다. “자긍심 고취”, “공개적인 대규모

문화 축제”와 “성소수자 가시화와 문화 향유” 등, 퀴어퍼레이드의 목적을

나타내는 어구는 쉽게 대응시킬 수 있고 그 의미도 대동소이하다. 요컨

대, 18년의 세월을 사이에 두고 두 축제는 모두 성소수자 문화의 가시화

와 공적 인정을 통한 자긍심 고취를 퀴어퍼레이드의 목적으로 언급한다.

퀴어 수행성은 규범을 이상화하는 실천의 반복 속에서 규범을 거부하

는 실천이 나타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퀴어 수행성의 함의를

고려할 때, 퀴어퍼레이드의 정치가 이성애규범성을 옹호하는 정치와 이

성애규범성을 비판하는 정치, 둘 중 어느 하나로 고정되어 있다고 섣불

리 결론내리기보다는 그 사이에서 진동해 왔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퀴어퍼레이드의 정치를 온당하게 평가하려면 퀴어퍼레이드의 목적

및 그 정치적 주체를 설명하는 정치적 수사를 단편적으로 분석해서는 안

된다. 몇 가지 정체성 개념을 수용하는 것이 이성애규범성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현상을 나타낸다고 단언할 수 없기 때문이다.20 이를테면 퀴어

20. 일례로, 서동진(2005)은 1990년대부터 정체성과 소수자성 개념에 근거한 성소
수자 운동이 조직되면서 성적 욕망을 권리 담론으로 번역하기 시작했다고 지적
한다. 특정 개념은 권리 담론의 유입을 나타낼 수 있지만, 서동진이 분명히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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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체성정치와 전통적 주체 개념에 비판적 입장을 내포하는 용어이다. 

또한 성적 소수자/성소수자는 섹슈얼리티의 사회적 위계로 인해 차별에

노출된 집단을 지칭한다. 그리고 LGBT는 세 용어 중 가장 정체성정치에

우호적인 개념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주체가 정체성 개념을 수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성애규범적 정치를 옹호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는

없다. LGBT라는 표현으로 정치의 주체를 표상하더라도 본질주의적 정체

성정치로부터 비판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 반면, 퀴어를 표방한다 하

더라도 차이를 물화하는 정체성과 시민성/국민성 규범을 옹호할 수도 있

다.

퀴어퍼레이드의 정치가 이성애규범성을 옹호하는 정치에 더 가까워졌

다고 주장하려면 여러 가지 정치적 수사가 연계되면서 나타나는 정치적

지향점을 통합적으로 읽어내야 한다. 이때, 2018년의 정치적 수사가 “시

민사회의 주체”라는 어구를 중심으로 재배열될 수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시민사회의 객체와 주체라는 표현은 시민성이 성적 차이를 중립

적이고 공적으로 포괄해야 한다는 바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현상은 퀴어/성소수자가 “음성적인 공간”이 아니라 비록 “객체”일지언정

대통령선거나 지방선거 토론회 및 정부정책 등 공적 영역에서 조명 받고

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이성애자들의 편견과 무

지를 불식”시킨다는 표현을 통해 명확히 그려졌던 전선이 “인권증진”이

라는 다소 모호한 표현 속에서 자취를 감췄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

반”이 “퀴어”로 대체되는 현상도 의심을 가지고 살펴볼 만하다. “이반”은

그 대척점에 있는 “일반”을 곧바로 연상시키지만, “퀴어”는 직관적으로

기원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래어이다. 퀴어퍼레이드가 정치적 목적을 이

하듯 개념의 수용이 권리 담론이 얼마나 일반화됐는지 직접적으로 나타내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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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할 때 “이성애”와 “일반”을 더 이상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다는 점

역시 이런 변화와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시민사회의 주

체”를 중심으로 하는 수사적 배치는 성소수자 개인의 시민권을 강조하는

담론을 나타낸다.

성소수자/퀴어를 비가시화하는 시민사회의 이성애규범적 구조와 체제

야말로 퀴어퍼레이드와 같은 집합적 실천이 필요한 근본적 원인이라는

사실에 비춰볼 때 퀴어퍼레이드의 정치가 시민권 담론을 적극적으로 수

용하는 정치적 수사를 생산한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느껴진다. 이 지점

에서 상처에 대한 애착을 규율권력과 르상티망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하는

브라운의 논의는 이 역설의 원인을 설명하기에 유용한 분석 틀을 제공한

다.

한국에서 이성애규범적 삶의 각본이 형성되어 온 과정을 역사적으로

추적하다보면 규율권력을 통해 배제된 성소수자의 형상을 조우할 수 있

다.21 신지연(2011)과 차민정(2011)의 연구는 공통적으로 일제강점기였던

1920년대에 호모섹슈얼리티 담론이 ‘변태’를 규정하는 담론으로 식민지

조선에 유입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특히 차민정(2011)은 신문 및 잡

지 기사를 토대로 한 담론분석을 통해 1920-30년대부터 식민지 조선에

유입된 “성과학(sexology) 담론”이 규범적 이성애에 의학적 윤리적 우월

성을 부여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통해 급격한 속도로 이성애규범성이

확립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성애규범성은 “성행위에서의 다양한 ‘차이’와

21. 한국의 정체성정치를 미국의 정체성정치와 다르다고 주장하는 논의들은 종종 포
스트식민주의 논의를 통해 이렇게 ‘일반화’시키는 서술을 비판하기도 한다. 하지
만 포스트식민주의 비평이 이 국면에서 한국의 식민지성으로 읽어내야 할 것은
한국이 서구와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서구의 담론 지형이 한국에서 왜곡되었지
만 유사한 형태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개인이 권리의 담지자로 여겨지
고 추상적 인간의 개념이 사실은 특수하게 설정되는 한, 한국이 지닌 독특한 역
사적 굴곡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도 자유주의 체제의 작동 원리인 추상적 개인
개념은 지배적 관념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고, 그에 수반되는 문제인 차이의 생산
과 배제 역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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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질성’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분류하고 위계를 설정하는 인식 틀을 제공

하였으며, 변태성욕자, 반음양인, 동성연애자들은 이러한 차이의 존재로

서 가시화”되었다(차민정, 2011: 51). 1950-70년대 신문 기사에 관한 김

대현(2015a; 2015b)의 분석은 남성 동성애가 ‘정신병’의 일종으로 여겨졌

으며, 동성애를 “‘성도착’의 일종으로 정의내리고, ‘수간’과 엮어서 설명”

하거나 “일시적인 사춘기의 성적 충동”으로 보는 일이 흔했음을 지적하

면서 1920-30년대에 형성된 변태성욕자의 이미지가 1950-70년대까지 존

속했음을 보여 준다(김대현, 2015a). 1980년대 선데이서울 기사의 동

성애 담론을 분석한 전원근(2015)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 급격하

게 퍼져나간 에이즈 공포는 남성 동성애자를 ‘오염’과 ‘위협’을 상징하는

존재로 만들었다. 70년대 이후 폭증한 성에 대한 관심은 성을 관리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이어졌고, 종전의 오염 담론과 맞물려 ‘에이즈를 퍼뜨리

는 남성 동성애자’를 색출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담론을 형성하기에 이른

다.

이처럼 한국에서 주로 남성 동성애자로 표상되는 성적 일탈자에 관한

담론은 이성애 문화를 따르지 않는 성적 주체를 근대 자유주의의 ‘일반

적’ 주체로부터 배제하고 오염의 원천으로 치부하면서 관리와 통제의 대

상으로 삼아왔다. 성소수자, 혹은 ‘동성애 이슈’는 여전히 왜곡된 관심을

끈다. 이 왜곡된 관심 속에서 성소수자가 예전보다 더 많이 재현되고 있

긴 하지만 섹슈얼리티는 ‘통제할 수 없는 성적 도착’이 아니면 ‘바꿀 수

없는 개인의 성적지향’이라는 두 가지 극단적 형태로 물화되고 있다. 섹

슈얼리티를 물화하는 두 가지 이해방식은 서로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 보

이지만 섹슈얼리티를 사적 문제로 치부하는 이성애규범적 인식을 사실상

공유한다.

이성애규범성이 오늘날처럼 인간의 삶을 촘촘하게 규제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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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상’으로부터 배제당한 성소수자들의 심리적 흉터 위에 다시 상처를

되새기기를 무수히 반복해 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성애규범성의 축

조 과정이 성소수자들에게 심리적 상처를 새긴다는 사실은 퀴어퍼레이드

의 정치적 수사가 시민권 담론을 옹호하는 원인을 유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즉, 퀴어퍼레이드의 정치적 수사에서 나타난 변화는 구

조적으로는 상처에 대한 애착을 통해 보존되어 있었던 이성애규범적 ‘정

상성’에 대한 애착이 발현한 결과로 볼 수 있다.

2014년 신촌, 변곡점

정치적 수사에 대한 분석은 퀴어퍼레이드의 정치를 둘러싼 담론이 이

성애규범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이동해 왔다는 의심에 최소한의 설득력

을 부여한다. 한국 사회에서 이성애규범성이 구축되는 과정에서 성소수

자들에게 상처를 새겨왔다는 역사는 정치적 담론의 이동이 모순적이지만

은 않음을 증명한다. 하지만 정치적 수사나 역사에 대한 분석은 개괄적

분석에 불과하다. 이러한 분석은 퀴어퍼레이드 현장의 질감을 전달할 수

있는 구체적 분석을 통해 보완될 때 퀴어퍼레이드의 정치에 관한 분석으

로서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한국에서 퀴어퍼레이드에 대한 학술 연구 및 비평은 2014년 제15회

신촌 퀴어퍼레이드 이후 처음으로 등장한다(김현철, 2015b). 2014년 6월

7일, 신촌 연세로에서 개최된 제15회 퀴어퍼레이드는 보수 개신교를 중

심으로 조직된 혐오세력에 가로 막혔고, 4시간의 대치 끝에 마무리될 수

있었다(정희성, 2018: 34-35). 이 충돌은 퀴어퍼레이드를 향한 혐오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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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해야 할 긴급성을 부여했고 2014년 신촌 퀴어퍼레이드를 분석하는 세

편의 연구는 모두 이 긴급성에 공감을 표한다.

우선, 퀴어퍼레이드에 관한 첫 학술적 연구를 진행한 나영은 2014년

신촌 사태를 신자유주의 시대의 불확실성에 대한 보수세력의 불안이 혐

오로 표출된 사건으로 해석한다. 나영은 나아가 성소수자라는 “특정한

사회 집단에 대한 조직적 혐오[는] … 보수 기독교와 반공 우파 집단, 보

수 정치권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연합”한 결과라고 주장한다(나영, 

2014: 170).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성소수자 혐오는 사회 다방면에 걸쳐

증대하고 있는 약자에 대한 혐오와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

로, 루인(2014)은 퀴어퍼레이드의 대치 상황에서 관찰할 수 있었던 하나

의 구체적 국면을 퀴어정치의 모습으로 제시한다. 루인의 주장에 따르면

대치 상황에 처한 퀴어퍼레이드 참여자들은 “축제의 형식”을 지켜 “춤추

고 노래하고 때때로 쉬며 (…) 퍼레이드를 계속했다”(루인, 2014). 즉, 루

인은 자긍심과 존엄을 지키려는 퀴어퍼레이드 참여자들의 의지가 혐오의

반복이나 폭력적이지 않은 투쟁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김현철의 논문은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의 ‘도시에 대한 권리

(right to the city)’를 중심으로 “퍼레이드 참여자” 및 “퍼레이드가 행해

진 공간 자체가 지니는 복합적 의미”를 해석한다. 결론적으로 김현철은

퀴어퍼레이드가 도시공간을 퀴어하게 거듭나게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다고 평가한다(김현철, 2015b: 20).

2014년 퀴어퍼레이드를 분석하는 세 논의는 큰 틀에서 조직적 혐오에

맞서는 퀴어정치에 희망을 드러내는 논의로도 읽을 수 있다. 하지만 세

논의는 모두 성소수자 정치를 퀴어정치와 등치시키거나 퀴어정치의 가능

성을 지나치게 낙관하는 경향이 있다. 나영의 원인 분석은 혐오세력의

결집을 설명하는 시도로서 의미가 있지만 혐오라는 정동을 보수세력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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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의 원동력으로 설명하기보다는 보수세력을 결집시키는 사회문화적 상

황으로 인해 혐오가 동원됐다는 다소 단순한 설명 방식을 취한다. 이 때

문에 나영의 진단으로부터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퀴어정치의 구체적 양

상을 상상하기는 어렵다. 루인은 상대적으로 비폭력 투쟁을 퀴어정치의

모습으로 제시하지만, 루인이 그려내는 퀴어의 모습은 분명 ‘좋은 국민’

의 모습과 겹친다. 게다가 자긍심을 지키기 위해 비폭력 투쟁을 전개한

다는 해결책은 다소 기계적으로 성소수자 정치를 혐오로부터 안전한 반

대 항에 위치 짓는다. 김현철은 공간의 정치적 의미는 항상 생성 중에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퀴어퍼레이드 참여자들을 공간의 문화적 전복을 추

동할 수 있는 주체로 가정해둔다. 이러한 가정은 광장의 이성애규범성을

지나치게 중립적으로 묘사하는 한편, 퀴어퍼레이드의 정치적 의미와 효

과가 언제나 성적 전복을 가리킨다고 단순화할 수 있다는 위험을 안고

있다. 즉, 세 논의 모두 이성애규범성에 대한 성소수자 주체의 정동적

애착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퀴어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는 못한다.

물론, 퀴어퍼레이드의 정치는 반복적 실천을 통해 구현되어 왔으며 지

금도 규범과 일탈의 이중적 차원 사이에서 진동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

고, 이는 퀴어퍼레이드가 퀴어퍼레이드를 교란할 가능성이 소진되지 않

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하지만 앞서 제1회와 제19회 퀴어퍼레이드의

정치적 수사를 비교하면서 보았듯이, 이성애규범성에 대한 애착은 정도

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퀴어퍼레이드의 정치가 그 지향점을 설정하는 과

정에 작용해 왔다. 2014년 신촌 퀴어퍼레이드를 거치며 이 애착은 유독

강렬하게 결집하기 시작했다. 2014년 신촌 이후로 시민권에 근간을 둔

성소수자 정치를 관측하기도 쉬워졌다. 2014년 이후 퀴어퍼레이드의 정

치에서 관측되는 이성애규범성에 대한 애착은 퀴어정치의 가능성을 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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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지는 못할지라도 퀴어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틈을 점점 더 비좁게

압착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성애규범성에 투여된 집단적 애착을 살펴보는 데는 퀴어 수행성보

다는 브라운, 세지윅, 벌랜트가 공통적으로 주목한 정동의 점착성이 더

적실한 도움을 준다. 2014년 신촌에 등장한 혐오세력과 조우했을 때 퀴

어퍼레이드 주최 측과 참가자들을 즉각적으로 사로잡은 것은 정치적 논

리가 아니라 안전을 위협받는 데서 오는 위기감이었다. 그리고 이 위기

감은 공포와 분노, 굴욕, 수치심 등 여러 부정적 정동을 결집시켰다. 위

기감을 통해 결집한 부정적 정동들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겠지만, 퀴어퍼레이드의 정치에서 나타나는 이성애규범성에 대한

애착을 비판하려면 정동의 점착성에 주목하는 분석이 더 시급해 보인다. 

정동의 점착성은 주체로 하여금 쉽게 지워지지 않는 끈적거림을 상처에

부여하게 만들고 그 상처에 대한 복수심, 즉 르상티망의 정동을 통해 성

적으로 주변화된 주체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에 편집증 구조화를 각인

시킨다. 상처에 대한 애착으로부터 추동된 편집증적 구조화는 주체에게

‘현실’이 위기와 위험으로 가득하다는 인식을 부여한다. 편집증적 ‘현실’

의 탄생은 특정 정치적 전략이 이성애규범성을 적극적으로 지지할지라도

그것이 성소수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충분히 효과적이라면 수용해야

한다는 ‘현실주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신촌 퀴어퍼레이드 직후, 당시 동성애자인권연대(現행동하는성소수자

인권연대)에서 마련한 긴급회원토론 속기록은 성소수자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보여주는 수많은 자료 중 하나다. 이 긴급회원토론은

혐오세력과 대치했던 퀴어퍼레이드가 어떻게 다가왔는지, 그리고 혐오세

력에 어떻게 대응하고 싶은지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속기록에서 퀴어퍼

레이드에 대한 반응이 부정적 경향을 띠는 것만은 아니다. 혐오세력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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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 이후 존엄성을 감각하고 자긍심이 고취되었다는 반응은 부정적 반

응과 거의 균형을 이룬다. “오히려 성소수자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었

던 것 같다”는 의견, “성취”, “의리”, “저항” 등 상대적으로 긍정적 가치

를 신촌 퀴어퍼레이드에 부여할 수 있다는 의견, 혐오세력을 “의연하게

대처”해야 하는 대상이며 “안쓰럽다고” 느끼거나 혐오세력을 보면서 “더

욱 더 커지는 Pride[프라이드]를 느꼈다”는 의견도 있다(오소리, 2014).

하지만 속기록을 따라 읽어가다 보면, 혐오세력이라는 위협으로부터

다시 상처를 입지 않으려는 반동적 정동이 비치는 표현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2014년의 퀴어퍼레이드는 성소수자들에게 일상

이 위기와 위험으로 가득 차 있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현실주의’를 추구할 것을 강요했던 사건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현실주의’는 정동적 반동에 의해 형성된 하나의 환영적

구조물에 불과하다.

‘현실주의자’가 되기 위해서 성소수자는 공권력이 차별적이며, 자신이

‘일반 시민’에 포섭되는 일이 저절로 실현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깨달아

야 한다.

올해 3월 동인련에 가입한 한 회원은 세상이 점점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느꼈고, 단체들의 노력을 알고 동인련에 가입하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나아지

고 있다고 막연하게만 생각하다가 이번 퀴퍼때 혐오세력을 맞닥뜨리고 나서는 뺨

을 후려 맞은 기분이었다고 한다. 긴장되고,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

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민주주의가 실현되었다고 생각하고 안도할 때, 

다시 후퇴하는 것처럼 말이다. (…) 앞서도 말했다시피 그 날 경찰은 행렬을 가로

막는 혐오세력을 수수방관했다. 이에 한 회원은 경찰과 대치한 자리에 오래 있으

면서 우리들은 고려의 대상이 안 됨을 느꼈다고 한다. 우리의 권리를 지켜줄 생각

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들[공권력]과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한다(같은 글).

이런 ‘현실’이 어떻게 경험되었는지에 관해 토론 참여자 중 한 사람이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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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은 르상티망의 정동적 애착이 지닌 점착성이 강력한 애착을 조직하

는 과정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그는 퀴어퍼레이드 당일에는 아무렇지

도 않다고 생각했었지만, “막상 다음날이 되니 (…) 세상이 이렇다는 생

각에 자꾸 생각이 난다. (…) 트라우마 될 것 같기도 하다”고 말한다(같

은 글). 이 회고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상처의 애착은 계속해서 주체를

붙잡고 있고, 주체는 자의적으로 이 점착적인 정동에서 벗어나기 어렵

다. 즉, 상처에 대한 정동적 애착은 강력한 점착성으로 인해 시간이 지

나도 쉽게 가라앉지 않으며 주체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친다.

정동의 점착성을 고려하면 혐오세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

한 대답이 상당히 일관된 이유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다. 긴급토론

참여자 사이에서 퀴어퍼레이드 조직위의 무대응 원칙에 대한 불만이 팽

배한데, 불만의 핵심은 조직위가 혐오세력과 충돌을 빚지 않기 위해 너

무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데 있다. 이들의 바람을 종합하자면, 퀴어퍼

레이드 조직위는 “각 상황별로 대응방법을 만든 후에 개인들이 조직적으

로 움직이게” 유도했어야 했고, “참가자들 개인끼리 뭉쳐서 구호를 외치

거나, 사전에 피켓이나 플랑을 만들어” 왔어야 했다(같은 글). 조직위의

대응에 대한 비판은 좀 더 바람직한 퀴어퍼레이드를 다음과 같이 상상한

다. 퀴어퍼레이드는 더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하고, 피켓과 현수막, 구호

등 동일한 상징물을 통해 강한 조직력을 발휘해야 한다. “자치대를 언급

한 회원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 또한 놀랍다(같은 글). 주최 측이 ‘현

실’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주최 측은 혐오세력의

우발적 행동에 대응할 수 있을 만큼 퀴어퍼레이드를 조직할 수 있는 체

계를 갖추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치대를 구성해 전문적으로 대응

해야 한다. 이런 대응의 정점에 조직적 항의전화를 통해 경찰의 협조를

유도하고, 법률 대응 팀을 꾸려야 한다는 의견을 배치할 수 있다(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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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다시 말해, 이 토론회에서 논의한 혐오세력 대응방안은 2014년 신촌

의 경험 이후로 성소수자들이 구상하는 정치가 상당히 일관된 형태를 공

유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퀴어퍼레이드는 상징물이나 구호, 대응방법

을 공유하여 하나의 조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경찰과 법을

이용함으로써 시민으로서의 동일성을 주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

소수자는 이등시민으로 남을 것이고 공권력은 성소수자를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일련의 대응방안은 성소수자가 조직적으로 대응하면서 시민권에

입각한 정치를 추구하지 않으면 한국의 공적 정치 제도는 성소수자를 계

속해서 배제할 것이라는 진단을 전제한다.

이 토론회 속기록의 내용은 당시 퀴어퍼레이드에 참여했던 성소수자

당사자들의 반응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다. 특히 트위터와 같이 전파

력이 높은 SNS에서도 ‘경찰이 책무를 다 하고 있지 않으니 민원을 넣어

야 한다’ 혹은 ‘해외의 유명 프라이드 퍼레이드처럼 시장(市長)을 앞세워

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 호응을 얻었다. 경찰이나 시 당국과 같은 공권력

의 협조를 주장하는 논의는 광범위한 동의를 얻기 시작한 것이다. 요컨

대, 혐오세력이 준 상처는 안전에 대한 정동적 애착을 반동적으로 이끌

어냈고, 이로 인해 퀴어퍼레이드를 둘러싼 담론에서 현실주의는 점점 더

힘을 얻기 시작했다. 당시 어느 성소수자 집단에서나 이런 현실주의 담

론은 하나의 큰 흐름으로 느껴졌다.

그러나 현실주의는 두 가지 현실적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현실주의

논리 자체가 작동될 수 없는 둔탁한 낙관주의에 토대를 둔다. 안전을 위

해 경찰이나 시장과 같은 공권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인식은 현실 논리를

셈한 결과라기보다 정동적 반동에 가깝다. 물론, 공권력의 협조를 이끌

어내야 한다는 주장은 형식적으로 ‘계산’을 함께 제시해 왔다. 그 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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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성소수자 의제를 옹호하는 정치적 행보가 선거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면 공권력이 협조적으로 돌변할 수 있다. 하지만 현

실주의는 현실적 계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

한국에서 성소수자 의제와 선거를 연결하는 집단 중 가장 영향력이

큰 집단은 다름 아닌 혐오세력의 주축인 보수 개신교 집단이다. 2015년

발표된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개신교도는 약 968만 명으로 조사

된다(김진호, 2017). 물론, 968만 명 전부가 성소수자를 혐오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2015 인구총조사 결과 개신교 인구는 증가했다. 이

러한 결과에서 개신교의 배타적 보수성은 충분히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

을 수 있다(김진호, 2017).22

이런 상황에서 성소수자 세력화를 통해 선거를 성소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예측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개신교 공동체

가 교회라는 거점에서 주기적인 모임을 갖고, 평소에도 뚜렷한 상하관계

를 정립해두고 체계적 조직력을 발휘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성소수

자는 체계적 조직을 갖추더라도 조직원의 수 자체에서 압도적 열세를 보

일 수밖에 없고, 조직의 안정적 거점을 확보하기도 어렵다. 즉, 이러한

현실주의는 조금만 생각해봐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지극히 비현실적 예

측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복수를 성취해야 한다는 정동적 애착은 이 비

현실적 상황을 정당화하는 현실을 구성한다. 편집증으로서의 현실이 일

단 구축되고 나면 조직화나 세력화 같은 현실주의 전략은 퀴어퍼레이드

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강력한 전략으로 느껴진다.

선거를 전략적 수단으로 언급한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퀴어퍼레이

22. 김진호(2017)는 개신교도 증가의 원인을 “배타주의적 편견이 어느 집단보다 많
은 종교성을 담”고 있는 개신교에 소속되고자 하는 종교 부동층 인구가 증가한
것이라고 추론한다. 그는 “국가나 종교, 시민사회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고통에 무관심한 가운데, 치유와 공동체성을 배타주의적 종교상품으로 만들어낸
개신교가 대중이 선호하는 첫 번째 종교로 부상”했다고 주장한다(김진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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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의 현실주의는 시민권을 가장 기초적인 토대로 삼는다. 분명히 성소수

자들은 시민권을 지니고 있고, 이 시민권을 활용하는 전략은 성소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퀴어퍼레이드를 차질 없이 개최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전략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정치적 효과의 강력함은 정치의 폭이 좁아진

다는 대가를 치르고 획득한 것이다. 이것이 현실주의 예측이 갖는 두 번

째 문제이자, 사실 훨씬 더 치명적인 문제이다. 현실주의가 만약 성공하

더라도, 그 성공은 퀴어퍼레이드의 정치가 시민권 담론에 포섭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 공권력을 포섭하기 위해 선거에서 투표 세력을

조직해야 한다는 주장은 성소수자 개인이 갖는 시민/국민으로서의 주체

성을 필연적으로 부각한다. 유사한 맥락에서, ‘경찰이 성소수자를 이등시

민 취급한다는 주장’과 ‘경찰에게 조직적으로 항의전화를 걸어 경찰이 성

소수자에게 협조적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하나의 서사로 이어

지기 위해선 ‘이등시민’이었던 성소수자의 주체성을 ‘민원을 넣을 수 있

는 시민’으로서의 주체성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따라서 현실주의를 따를

때 퀴어퍼레이드의 정치는 시민권 담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는 비

규범적 섹슈얼리티를 규제해 왔던 이성애규범적 공사 구분의 논리를 스

스로 내면화하는 결과를 수반한다. 성소수자 문화를 음성화하는 사회문

화적 구조를 바꾸기 위해 퀴어퍼레이드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현실주의가 시민권 담론에 의존하는 것은 일종의 역설을 보여 준다.

시민권/국민주권은 개인을 권리의 기초 단위로 설정한다. 여러 비평가

들이 경고했듯이 개인 개념은 개별성과 추상성의 공존이라는 근본적 모

순을 안고 있다(Scott, 1991; 1992; 1997). 이 때문에 정치적 지향의 준거

점을 개인의 경험에 둘수록 성소수자 정치는 정치적 동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성소수자 개인의 시민권을 보장하려는 정치적 실천은 성소수자가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일반’ 시민과의 다르지 않음을 입증하는 데 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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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기 때문이다. 이 자기정당화는 성소수자의 섹슈얼리티를 차이가 아니

라 조금 독특한 개인의 생활양식으로 사사화한다. 이 때문에 성소수자가

시민권 담론에 의존해 개인의 권리와 안전을 인정받더라도, 규범을 따르

지 않는 섹슈얼리티는 여전히 성적 차이로 배제될 수 있다.

시민/국민이라는 소위 ‘중립적’ 속성에 기대어 성적 차이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비현실적 전략이 현실주의라는 이름 아래 큰 호응을 이끌어내

는 현상은 현실주의 자체가 논리보다 집단 정동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

음을 방증한다. 현실주의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환상임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 방편이라는 명목 하에 퀴어퍼레이드를 둘

러싼 정치적 담론 속에서 급격한 속도로 힘을 얻기 시작했다. 조직적 대

응과 시민권 담론을 지향하는 정동의 경로는 혐오세력과 대치했던 그 자

리에서 처음으로 구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한 정동의 경로는 일

상적 위기와 역사적 상처를 통해 이미 설치되어 있었다고 봐야 한다.

우선, 담론의 재빠른 재배치와 전선의 확립은 성소수자들이 일상적으

로 안전에 대한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2014년

에 혐오세력이 퀴어퍼레이드를 막아섰던 것이 새로운 상처를 새기는 일

은 아니다. 성소수자들은 일상적으로 상처와 위기에 반복적으로 노출되

고 있고, 이성애규범성에 투여된 정동적 애착은 일시적으로 해소되더라

도 다시 활성화되기 쉬운 조건에 놓여 있다. 2014년 신촌에서도 성소수

자들은 이미 상처를 받은 채로 모여 있었다. 상처에 대한 애착이야말로

수많은 성소수자를 신촌에 모이게 만들었으며, 4시간이 넘는 대치 상황

에서도 그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게 만들었던 원동력이었다. 

또한, 성소수자들은 역사적 조건 위에서 일상의 위기를 경험한다. 

2014년으로부터 14년 전에도 퀴어퍼레이드는 성소수자/이반 문화를 이

질적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는 이성애규범적 사회와 문화를 비판했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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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의 배제의 역사는 1920년대의 식민지 조선, 나아가 유럽의 성과학과

동성애혐오까지 확장될 수 있다. 따라서 2014년에 이르러서야 실제로 일

어난 혐오세력과의 충돌은 성소수자들이 정체성정치를 시작하게끔 하는

상처를 새로 새긴 것이 아니다. 2014년 신촌 퀴어퍼레이드는 이미 정체

성의 구성 과정부터 잠복해있던 상처에 대한 애착을 집단적 규모로 활성

화한 사건으로 해석해야 한다. 즉, 성소수자들은 역사적 감각기관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역사와 일상을 통해 구축된 정동의 경로를 공유한다.

역사적 감각기관은 정동적 현실을 탄생시킨다. 정동의 점착성은 주체

의 애착을 통해 담론의 권력을 조율한다. 정동의 점착성은 주체가 이성

애규범성에 정치적 열망을 투여하도록 주체를 점점 더 빈틈없이 얽어매

고, 주체가 현실을 인식하는 감각을 둔탁하게 변용시킨다. 애착으로 인

해 둔탁하게 구성된 현실 속에서 주체는 현실주의의 비현실성에 주목하

지 못한다. 주체는 서로 어울릴 수 없는 것이 분명한 담론들을, 예컨대

급진 성정치 담론과 시민권 담론을 하나의 거대한 인정 투쟁으로 이어

붙인다. 역사적 감각기관을 따라 켜켜이 쌓아 온 현실 속에서 성소수자

주체는 이성애규범적 정치가 성소수자를 도울 수 있다는, 작동할 수 없

는 환상에 애착을 투여하면서 그 환상에 자발적으로 복속한다.

성소수자 주체가 2014년 신촌을 기점으로 역사적 감각기관에 의해 매

개된 정동적 현실을 공유하게 되었다는 분석은 퀴어퍼레이드의 정치가

정렬되는 과정을 살펴볼 때 더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퀴어퍼레이드가 끝

난 후 하루 동안 행진을 속개할 수 있도록 주최 측이 행진 트럭을 포기

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했다. 결과적으로 퀴어문화축제 조직위가 잘

못된 판단을 내렸다는 여론이 일었다. 당시 퍼레이드 기획팀 팀장이자

2001년부터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에 참여해 온 한채윤 팀장은, 차량을 버

리지 않은 것을 집착으로 표현하며 상당히 비판적 입장을 피력했던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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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일 감독을 특정하면서 조직위가 트럭을 버리지 않기로 결정했던 이유

를 자신의 개인 트위터에 게시했다.23 한채윤 팀장에 따르면 행진 경로

를 막은 예수재단 측이 먼저 행진 트럭을 버리면 사람은 지나가게 해주

겠다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한채윤 팀장은 이 협상안을 수용하는 것이야

말로 “부당하게 길을 막은 호모포비아들에게 지는 것”이기에 트럭을 버

릴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한채윤, 2014a). 그는 또한 “트럭도 참가

자와 같은 자긍심행렬의 일부”이며 트럭을 버리고 우회하는 것은 “선택

할 수 없는 작전”이었다는 의견을 이어갔다(한채윤, 2014b; 2014d).

트럭에 지나치게 큰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는 이러한 입장은 트럭이

상징하는 퀴어퍼레이드의 성공과 그 성공의 기반이 되는 공적 인정에 대

한 애착을 가정해야만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한채윤 팀장은 “외국처럼

더 크고 화려한 차량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모두 꿈꾸지 않으시나요? 

길이 막히면 차량을 포기하라구요? 이것을 ‘집착’이라면 계속 집착하겠습

니다”라면서 그러한 애착을 숨기지 않았다(한채윤, 2014c). 4시간동안 이

어진 대치의 원인이 퍼레이드 팀의 무능에 있다는 주장은 분명 옳지 않

다. 이 대치 상황은 퍼레이드 팀의 무능이 아니라 그들이 트럭에 대해, 

그리고 트럭의 상징하는 환상에 대해 투여해 온 애착을 포기할 수 없었

기에 빚어진 일이었다.

하지만 트럭에 대한 갑론을박이 존재했다는 사실에서 짐작할 수 있듯

이 2014년 신촌 사태 직후까지만 해도 퀴어퍼레이드의 미래에 대한 성

소수자들의 환상은 비교적 모호한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공권력의 협

조, 법적 투쟁, 화려한 행진에 대한 열망은 하나의 서사로 뭉치기보다는

정치적 선망의 형태로 곳곳에 흩어져 있었다. 대상이 확정되지 않은 만

큼, 애착 또한 확고한 대상에 투여되지 않은 상태로 부유하기도 했다.

23. 이송희일 감독은 제1회 퀴어문화축제의 공동조직위원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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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의 점착성이 서로 다른 바람을 하나의 형태로 갈무리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다. 퀴어퍼레이드의 상처에 투여된 애착

은 규범과 일탈의 이중적 차원을 점점 더 규범화의 방향으로 기울게 만

들었으며, 성소수자들의 역사적 감각기관이 2014년 신촌의 경험을 하나

의 접속의 지점으로 삼아 집단적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행사 직후

대치 상황을 벗어나 행진을 해야 했다고 주장했던 이들과 트럭을 지키면

서 행진을 끝마쳐야 했다고 주장했던 이들은 서로 대립했다. 그러나

2014년 신촌 이후 집단적으로 공유되고 활성화된 역사적 감각기관은 이

들이 경험하는 정동적 현실을 점점 더 비슷한 형태로 다듬어갔다. 정동

은 공유된 역사적 감각기관을 따라 순환하면서 증폭되었고 서로 다른 입

장에 서 있던 이들을 점점 더 하나의 집단으로 결속시켰다.

퀴어퍼레이드의 정치를 두고 성소수자가 하나의 집단으로 거듭나는

움직임은 급속도로 관측 가능한 형태를 취했다. 2014년 신촌 퀴어퍼레이

드가 마무리되고 3일 후, 퀴어문화축제 주최 측에서는 2015 퀴어문화축

제 서울광장 개최를 위한 지지 서명 운동 이란 표제로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다. 캠페인 공고에서는 매년 늘어나는 참가자를 수용할 만한 퀴어

퍼레이드 장소를 섭외하는 것이 어렵다고 이야기한다. 좁은 공간은 가로

막힐 수도 있다는 2014년의 경험에 근거하여 협소한 장소는 “행사 참가

자들의 안전마저 장담할 수 없습니다”라는 안전 문제로 연결된다. 이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캠페인은 서울광장에서 퀴어퍼레이드가

열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광장을 “조금 더 넓고, 밝은 공간에서 떳

떳하게 '우리'와 '우리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으로

묘사한다.

서울광장이라는 공간에 부착된 규범적 상징성을 고려하면 이 공고가

성소수자들 사이에서 별다른 소요 없이 받아들여지고, 심지어 적잖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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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을 이끌어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다. 서울광장에 투여되었던 성소

수자들의 집단적 열망은 퀴어 네이션의 정치적 한계를 떠올리게 한다. 

공적 가시성이 높은 공간을 섹슈얼리티로 채색하려는 노력은 일견 그 공

간의 가시성에 기대어 성적 차이를 더 효과적으로 전시하는 것처럼 보인

다. 하지만 이런 전략은 퀴어 네이션과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 차이에

무관심한 공간을 지향하며, 의도치 않게 공적 공간의 물신적 권위를 보

충하는 결과를 낳는다. 성적 전복과 이성애규범성에 의한 포섭 사이의

긴장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간간이 표출되긴 했지만 참여자의 안

전을 위해 가시성이 높은 퀴어퍼레이드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성소

수자들 사이에서 전례 없이 부각되면서 이런 우려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

다.

결국, 퀴어퍼레이드는 2015년에 서울광장에서 개최되는 데 성공했고, 

그 이후에도 퀴어퍼레이드는 정치적 수사와 실천 양면에 걸쳐 점점 더

지울 수 없는 가시화를 추구했다. 가로막을 수 없는 퀴어퍼레이드에 대

한 낙관적 애착은 퀴어퍼레이드의 정치를 점점 더 전형적인 이성애규범

적 정치에 가깝게 이끌어갔다. 이성애규범성 자체에 저항하지 않는 한

시민권 담론에 기대는 정치가 퀴어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는 믿음은 작동

하지 않는 환상에 불과했지만, 이 애착은 그보다 더 나은 대안은 없다는

믿음을 주체에게 심어주면서 성소수자들이 어쩔 수 없이 이성애규범적

정치를 수용하도록 만들었다. 4장은 퀴어퍼레이드가 강한 정치를 추구하

면서 잔인한 낙관주의를 설파하는 역설을 추적한다.

그에 앞서 퀴어퍼레이드의 정치를 이성애규범적 시민권 담론으로 축

소시키는 과정에서 정동적 애착의 역할이 핵심적이었음을 되새기고자 한

다. 의미심장하게도, 2014년 퀴어퍼레이드의 슬로건은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였다. “사랑”이 강력한 연대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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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이 슬로건에서 “사랑”의 대상은 처음에는 규범적 이성애의 타자들

을 의미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인정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무너지고, 

안전에 대한 애착이 증폭되면서 “사랑”은 강한 정치를 향해 정렬되었다.

혐오와의 대립 속에서 혐오세력을 이겨야 한다는 강박은 현실적이고

강한 정치를 사랑하는 주체를 양산했다. 시민권 담론은 암묵적으로 효과

적인 정치를 위한 기반으로 수용되었다. 이 지점에서, 사랑 받는 대상의

속성과 무관하게 사랑이라는 형식 자체에 대한 애착을 포기하기 어렵다

는 벌랜트의 주장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Berlant, 2001). 혐오보다 강한

사랑을 만들어가려는 애착에서도 사랑은 대상을 가리지 않으며 모순을

용인하게 만드는 정동으로 기능했다. 한때 시민권 담론은 성적 차이를

배제하는 정치로 치부되면서 퀴어퍼레이드가 가장 용인하기 어려운 정치

담론으로 보였으나, 어느새 적극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전략으로 거듭났

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사랑은 혐오보다 강해졌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렇게 형성된 강한 정치에 대한 사랑은 최근 퀴어퍼레이드를 위태롭게

만드는 조건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성소수자들 사이에서 사랑은 혐오보

다 강할 수 있다. 동시에 사랑은 혐오보다 위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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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 애착, 그 한계와 가능성

2014년 신촌에서 벌어진 혐오세력과의 대치는 퀴어퍼레이드를 둘러싼

애착에 결정적 변곡점을 설정했다. 2014년 신촌 이후 퀴어퍼레이드에서

는 성소수자 구성원 모두를 강하게 결속시켜야 한다는, 이른바 ‘현실주

의’가 힘을 얻었다. 퀴어퍼레이드의 현실주의는 위기를 회피하고 주체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을 정치의 강력함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설정한다. 성

소수자 주체의 안전을 위해 시민권이나 국민주권 담론을 수용하는 것 역

시 현실주의를 따르는 실천으로 정당화되었다.

현실주의는 현실이 주어졌다고 전제하지만 현실주의가 가정하는 현실

이야말로 정동을 통해 구성된다. 성소수자의 주체성에 새겨진 상처에 대

한 애착은 성소수자의 역사적 감각기관에 영향을 끼치고, 역사적 감각기

관은 선별적으로 정동을 감지하여 성소수자 주체의 현실을 구성한다. 정

동적 애착은 성소수자 주체가 성적 차이를 물화하는 이성애규범적 정치

를 스스로 열망하고 수용하게 만든다. 자신을 마모시키는 환상에 애착을

투여하는 주체의 모습은 벌랜트가 잔인한 낙관주의라고 표현한 풍경과

일치한다. 즉, 주체가 역사적 감각기관의 지침을 따라 도달한 퀴어퍼레

이드의 정치는 사실 이율배반적이다.

4장은 퀴어퍼레이드의 정치가 이성애규범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동성애규범적 정치로 재편되는 과정을 정동적 애착을 탐사하는 한편, 성

소수자 주체가 우울의 정동정치를 통해 이성애규범적 정치가 아닌 퀴어

정치에 애착을 투여할 수 있음을 입증하고자 한다. 4장에서 제시하는 분

석과 대안은 모두 정동에 주목한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단락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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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후의 서울퀴어퍼레이드와, 2017년 이후의 퀴어퍼레이드 지방화

과정에서 이성애규범적 정치에 대한 애착이 뚜렷하게 구조화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서울과 지방을 막론하고 퀴어퍼레이드의 정치는 강한 정치를

지향하면서 점점 더 일관된 양식으로 구축되어 왔다. 정동의 점착성은

강력하다. 정동의 강력한 점착성은 성적 차이의 물화에 동의하지 않는

주체도 이성애규범적 정치에 애착을 품도록 유도한다. 정동적 애착은 주

체가 규범 자체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을 때에도 결국 주체가 이성애규범

적 정치를 추구하게 만든다.

퀴어 수행성이 조명하듯이 담론의 본성상 정동적 애착이 퀴어정치의

가능성을 완전히 소진시킬 수는 없을지라도 이성애규범성에 대한 정동적

애착을 어떻게 재배치할 수 있는지 모색할 필요가 있다. 4장의 마지막

단락은 정동이 강력한 점착성뿐만 아니라 높은 자유도를 나타낸다는 데

주목하면서 퀴어퍼레이드에서 약하지만 효과적인 정치로 전향될 가능성

구체화한다. 여러 종류의 갈망을 점착시키는 정동의 특성상 이성애규범

적 정치를 추구하는 주체의 애착 속에도 비규범적 삶에 대한 애착이 담

겨 있을 수 있다. 즉, 애착을 통해 구성된 정치가 강한 정치라는 일관된

형태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정동이 남긴 흔적을 따라 차이와

잔여를 읽어낼 수 있다. 잔여적 정동을 정치적 자원으로 포섭하는 감각

적 실천으로서 정동정치는 잔인한 낙관주의의 반복을 멈출 수 있는 가능

성이 퀴어퍼레이드 현장에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2015-2018년, 서울―환상의 구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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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퀴어퍼레이드 이래로 성소수자들은 더 ‘좋은’ 퀴어퍼레이드를

구현하는 데 애착을 품어왔지만 좋은 퀴어퍼레이드의 모습을 비교적 다

양하게 상상해 왔다. 그러나 2014년 신촌 이후, 좋은 퀴어퍼레이드의 모

습은 한결 명확해졌다. 퀴어퍼레이드에서 관습적 시민운동을 좋은 퀴어

퍼레이드의 표본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해졌다. 퀴어퍼레이드에 참여하는

성소수자 주체는 2014년 신촌을 공통 경험으로 삼는 역사적 감각기관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역사적 감각기관은 정동적 현실을 생산함으로써

좋은 퀴어퍼레이드에 대한 환상을 일관된 모습으로 단속해 왔다. 2014년

퀴어퍼레이드 직후 이미 좋은 퀴어퍼레이드의 조건은 상당히 구체화되어

있었다. 이를테면 더 나은 퀴어퍼레이드를 위해 깃발과 피켓을 활용한

조직력 제고, 경찰의 협조, 시장을 앞세운 시위대, 법적 대응, 화려한 트

럭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2018년 7월 14일, 서울광장에

서 열린 제19회 퀴어퍼레이드에서는 2014년의 구상과 꼭 같은 것은 아

니었지만 당시 언급되었던 요소들이 나름대로 잘 구현되어 있었다. 수십

개의 깃발이 나부꼈고, 경찰은 매우 협조적이었다. 시장이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외국 대사관에서 공식적으로 참여했고, 이정미 정의당 대

표는 공식 무대에서 차별금지법과 생활동반자보호법을 제정하겠다고 약

속했다. 마지막으로, 여덟 대의 화려한 트럭 사이를 가득 메운 수만 명

의 참가자가 한 시간가량 도심을 행진했다. 요컨대 2018년 퀴어퍼레이드

는 조금 특이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은 시민 주체들의 행진으로 보

였다.

퀴어퍼레이드의 정치가 이처럼 ‘정상’ 시민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재현

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015년 이후의 퀴어퍼

레이드를 분석하는 논의는 대개 정상성에 천착하는 정치가 또 다른 배제

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하고자 한다. 우선, 루인은 LGBT/퀴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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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혐오하는 언설과 그에 대한 대응에 담긴 정치적 함의를 살펴본다. 

“퀴어가 옮는다”거나 “퀴어는 정신병자”라고 주장하는 혐오 언설이 조롱

과 패러디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두 언설을 “무지에 따른 헛소리로 취

급하기보다는 적극 사유하며 퀴어 운동과 퀴어 이론의 다른 어떤 가능성

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다(루인, 2015: 325). 다음으로, 시우는

보수 기독교의 동성애혐오 역시 사랑의 이름 아래 일어나고 있음을 지적

하면서 사랑을 긍정적으로만, 혐오를 부정적으로만 해석하는 단순한 논

의 지형에 우려를 표한다. 단순한 논의 지형은 때때로 배제의 폭력을 반

복하는 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우는 “혐오가 안겨주는 지

긋지긋하고 끔찍한 감정을 마주”할 때 “소외감”, “절망감”, “외로움”, “죄

책감”, “무력감” 등을 퀴어정치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포섭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시우, 2015: 305; cf. Ahmed 2004). 마지막으로, 한주희는 너

무 뚜렷한 경계 단속을 감행했던 2015년 서울퀴어퍼레이드의 공간 정치

가 진정으로 퀴어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반문한다(한주희, 2015). 한주

희는 스스로 던진 질문에 긍정이나 부정을 표하는 대신 경찰과 펜스를

동원해 경계를 단속해야 했던 2015년 서울광장의 상황을 퀴어정치가 처

한 곤경으로 해석하는 한편, 일상적 공간에서의 퀴어정치가 “더 중요하

고 거센 싸움”임을 강조하며 글을 맺는다(한주희, 2015: 81).

루인과 시우는 혐오세력이 불러일으키는 위기감이 때로는 또 다른 폭

력의 조건이 되기도 한다는 문제를 지적한다. 이는 성소수자 정치가 역

설적으로 또 다른 소수자를 배제할 수 있다는, 종종 지나치기 쉬운 문제

를 비판한다는 점에서 무척 절실한 주장이다. 하지만 혐오를 마주할 때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제언은 다소 추상적이다. 한주희의

주장은 성소수자들이 혐오를 마주하는 공간이 다름 아닌 일상 공간임을

강조하면서 비교적 구체적인 제언을 던진다. 일상 속의 퀴어정치는 성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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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 정체성정치나 성소수자 주체가 광장을 점유하는 가시성의 정치가

아니다. 그렇다면 퀴어퍼레이드의 정치와 일상 속의 퀴어정치의 관계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 3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동은 정치적 주체

의 현실을 생산한다. 이 사실에 주목할 때 최근 퀴어퍼레이드의 정치는

정치적 주체의 일상을 파편화시키면서 퀴어정치와 반목하는 것으로 보인

다.

퀴어퍼레이드에서 현실주의 정치는 상처에 대한 정동적 애착에 뿌리

를 두고 지속적으로 진화해 왔다. 퀴어퍼레이드에 참여하는 성소수자 주

체들 사이에서 애착의 대상으로 떠오른 ‘강한 정치’는 세지윅이 톰킨스의

정동이론을 통해 주장하는 ‘강한 이론’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세지윅은

강한 이론의 효과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효과가 편집증을 통해 주체의

유기적 인식을 포기하는 대가로 획득된다는 한계를 지적한다. 이 비판을

퀴어퍼레이드가 추구하는 강한 정치에 적용할 수 있다. 강한 정치에 대

한 열망은 시민권 담론을 중심으로 퀴어퍼레이드의 정치를 재조직했지만

퀴어퍼레이드의 정치적 효과가 시민권 담론이라는 좁은 영역을 넘어 일

상으로 확장되지 않도록 만들었다.

시민권 담론을 중심으로 재편된 퀴어퍼레이드의 정치는 강력한 효과

를 보장하기 위해 장소의 제약을 받아들였다. 많은 성소수자들은 2014년

퀴어퍼레이드가 끝나자마자 2015년 제16회 퀴어퍼레이드를 가시성이 높

은 서울광장에서 개최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2015년 퀴어퍼

레이드를 실제로 서울광장에서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은 흥미롭게도 시 당

국의 “기계적 중립”과 혐오세력의 조직적 방해 때문이었다(강명진, 

2018). 혐오세력은 경찰이 집회 신고를 선착순으로 수리한다는 점을 악

용해 2015년 퀴어퍼레이드 개최 예정지였던 대학로에서 퀴어퍼레이드를

개최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조직위는 6월의 마지막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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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서울광장을 선점했던 다른 행사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퀴어퍼레이드는 예정된 날짜와 장소를 바꿔 6월 28일 서울광장

에서 개최되었다(강명진, 2018;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2015).

많은 성소수자들이 서울광장에서 퀴어퍼레이드가 열린다는 소식을 환

영했지만 간혹 우려를 표하는 이들도 있었다. 서울광장은 넓을 뿐만 아

니라 한국에서 가장 상징성이 크고 가시성이 높은 광장 중 하나이기 때

문이었다. 실제로, 2015년 퀴어퍼레이드 전에 서울광장만큼 상징성과 가

시성이 높은 공간이 성소수자들에게 개방된 사례는 없었다. 이들의 우려

처럼 서울광장을 선택한 이유였던 강력한 가시성은 양가적으로 작용했

다. 이제 조직위원회가 원하든 원치 않든 서울광장이라는 장소는 퀴어퍼

레이드의 선결 조건으로 굳어져 가고 있다. 서울광장의 높은 가시성은

한편으로 퀴어퍼레이드의 정치가 강력해질 수 있었던 동력이지만, 동시

에 퀴어퍼레이드가 서울광장에서 열리지 못하는 상황을 퀴어퍼레이드의

실패로 보이게 만든다.

실제로, 퀴어퍼레이드 조직위원회 역시 서울광장이 대체 불가능한 공

간임을 인정한다. 2017년 퀴어퍼레이드는 예년처럼 6월 중에 열릴 예정

이었으나, 서울시가 6월 중 광장 사용을 금지하면서 7월로 연기할 수밖

에 없었고, 조직위는 이에 유감을 표하는 입장서를 발표했다. 이 입장서

에서 조직위는 “퀴어문화축제 본연의 목 성소수자의 존재감을 효과적으

로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은 서울시 내에 서울광장 밖에 없습니다”라며, 

서울광장이 대체할 수 없는 공간임을 스스로 단언한다(퀴어문화축제 조

직위원회, 2017a).

주변화된 성적주체가 서울광장과 같은 가시성이 높은 공간을 점유하

는 것은 분명히 적지 않은 정치적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퀴어 네이션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그 한계 역시 명확하다. 조직위마저 스스로 인정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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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퀴어퍼레이드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정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서울광장에 부착된다. 이는 퀴어 네이션이 효과적인 공간 정치를 위해

이성애규범적 공간을 수집했던 모습을 연상시킨다. 즉, 퀴어퍼레이드가

서울광장을 점유하는 광경 속에서 이성애규범성이 순간적으로 교란될 수

는 있지만, 이러한 전유는 결과적으로 이성애규범적 공적 공간의 중립성

과 익명성의 강화를 추구한다. 더욱이 점유하는 공간을 확장해 나갔던

퀴어 네이션과 달리 퀴어퍼레이드는 서울광장이라는 하나의 공간을 점유

하는 데 집중한다. 서울광장이 퀴어퍼레이드를 개최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는 선언은 퀴어퍼레이드를 통해 정치적 전선이 다양한 공간으로

확장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조직위를 포함한 상당수의 성소수자들 역시 퀴어퍼레이드가 서울광장

에 부착되는 현상을 문제로 파악한다. 하지만 그들은 이 문제를 더더욱

강력한 정치를 추구함으로써 해결해야 할 취약성으로 해석한다. 결과적

으로 서울광장에 대한 집착은 취약성을 제거하기 위해 성소수자의 시민

적 지위를 공적으로 인정받는 경로를 탐색하게 만들었다.

퀴어퍼레이드의 정치는 취약성을 제거하기 위해 퀴어퍼레이드 현장의

안전한 운영과 안정적 개최를 보장해야 한다는 구체적 요구를 제시한다. 

우선, 퀴어퍼레이드 현장인 서울광장 및 행진 경로에서 참가자들의 안전

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 불가결해졌다. 서울광장

을 점유하는 퀴어퍼레이드는 높은 가시성을 활용해 효과적으로 성소수자

의 존재를 알릴 수 있지만 그만큼 혐오세력의 표적이 되기도 쉽다. 서울

광장에서 퀴어퍼레이드가 열릴 때마다 혐오세력은 인근에서 반대집회를

조직해 왔다. 뿐만 아니라 2014년 신촌에서처럼 종종 행진 경로에 끼어

드는 등 적극적 방해를 일삼기도 했다. 결국, 퀴어퍼레이드는 참가자를

보호하기 위해 막대한 경찰 병력에 의존하고 있다.24 2015년부터 2018년



73

까지 서울광장에서 열린 모든 퀴어퍼레이드에서 경찰은 성소수자 ‘시민’

의 집회를 보호해 왔다. 해를 거듭할수록 서울광장과 행진 경로를 점점

더 촘촘히 둘러싸면서 우발 상황에 대해서도 훨씬 더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인다. 일례로, 2018 제19회 퀴어퍼레이드에서도 혐오세력이 행진 도중

에 트럭 앞에 드러누워 행진을 방해했지만 경찰은 2014년 신촌에서와

달리 그들을 어렵지 않게 끌어냈고 퀴어퍼레이드는 큰 차질 없이 진행되

었다.

또한, 퀴어퍼레이드의 정치는 퀴어퍼레이드를 안정적으로 개최하기 위

해 성소수자 ‘시민’과 시 당국 및 사법 체제를 점점 더 철저하게 연결하

기 시작했다. 서울광장을 사수해야 하는 이상 퀴어퍼레이드는 좁게는 관

할 경찰서 및 서울시 당국, 넓게는 국가의 사법 및 행정 제도에 대해 의

존할 수밖에 없다. 물론,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나 성소수자들은 서울

시를 믿지 못한다. 하지만 이들은 안전을 위해 경찰에 의존해야 한다는

현실을 수용했듯이 퀴어퍼레이드의 안정적 개최를 위해 더 근본적 권위

의 인정이 필요하다는 현실도 수용한다. 사법 체제에 대한 불신이 역설

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법 체제에 대한 애착을 형성하게 만든 것이

다. 경찰이나 서울시의 지원을 예측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적 입장”이 확고해져야 한다는 입장은 퀴어퍼레이드를

둘러싼 상황에서 점점 더 많은 이들의 동의를 얻고 있다(강명진, 2018: 

231). 성소수자들 사이에서 점점 더 증대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 요

구 역시 차별금지법이 확고한 정책적 입장을 강제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

과 무관하지 않다.

24. 2015년부터 퀴어퍼레이드는 항상 광장 둘레에 차단벽을 세워왔다. 특히 서울광
장을 처음 사용하면서 혐오세력의 폭력을 차단해야 한다는 강박이 가장 심했던
2015년 퀴어퍼레이드의 차단벽 높이와 형태는 당시 축제 조직위원장 역시 “실제
현장의 느낌은 참여자를 보호한다기보다는 참여자를 서울광장에 가두어 놓는 느
낌이 들 정도”였다고 회고할 정도였다(강명진, 2018: 229).



74

퀴어퍼레이드가 사법 권력에 기대를 건다는 사실이 반드시 일방적 종

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 사법 제도의 성취가 퀴어퍼레이드의

최종 목표로 명시되지도 않는다. 하지만 “함부로 타인에 대해 혐오표현

과 배제를 주장하는 것이 폭력임을 규정하는 법규나 정부의 의지가 없는

한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격은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 속에서 성소수자에게 우호적인 사법 제도는 성소수자 차

별을 시정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조건으로 가정된다(강명진, 2018: 

232). 원칙적으로 법적 규제는 혐오세력의 폭력을 막을 수 있고 퀴어퍼

레이드의 안정적 개최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진술의 위험성

은 진술이 다루는 내용이 아니라, 이러한 진술이 현실주의 인식을 전제

한다는 데 있다. 현실주의는 성소수자들이 시민권에 의존하는 정치와 타

협하는 것을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퍼뜨린다.

성소수자가 법의 보호를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은 극단적이고 무책임

하다. 문제는 지나친 현실주의가 이성애규범성을 교란하려는 퀴어정치의

지향과 반목하며, 그 결과 지금의 퀴어퍼레이드의 정치에서 ‘퀴어한’ 주

체의 삶을 변화시킬 가능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퀴어퍼레이드

에 참여하는 성소수자들은 줄곧 이성애규범성이 퀴어퍼레이드의 정치에

스며드는 것을 경계해 왔다. 하지만 그러한 경계심이 무색하게도 사법

체제에 확실한 보호를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은 최근 몇 년 간 현실적 태

도라는 명목 하에 점점 더 광범위한 동의를 이끌어내고 있다. 현실이라

는 편집증 속에서 수많은 성소수자 주체가 사법 체제를 확실한 보호 수

단으로 여기고 있다. 하지만 퀴어퍼레이드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

는 강한 정치는 이성애규범성과 공모한다. 서울광장에 대한 애착이 사실

상 중립성과 익명성이 증대된 공적 공간에 대한 애착을 의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퀴어퍼레이드의 정치가 사법 체제가 성소수자를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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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이유를 시민권이라는 현실적 수단에 기대서 설명하는 이상, 이 현

실 자체를 바꾸기 위한 퀴어정치는 점점 더 구현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

인다. 즉, 강한 정치는 이성애규범성과 공모하기에 결과적으로 이성애규

범성에 의해 곤궁해지는 성소수자의 삶을 개선할 수 없다. 하지만 편집

증적 현실에 투여된 정동적 애착은 주체가 작동하지 않는 환상을 포기하

지 못하게 강제한다. 요컨대 안전한 퀴어퍼레이드가 안정적으로 개최된

다고 하더라도 성소수자 ‘시민’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매몰된 정치

는 퀴어정치의 실현을 어렵게 만든다.

하지만 현실주의를 현실적으로 보이게 하는 정치적 풍경이 관측되면

서 시민권 담론을 추동하는 현실주의는 또 다른 방식의 정당화 수단을

획득한다. 2014년 신촌 이후 형성되기 시작한 현실주의가 현실적 계산을

결여한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한 바 있지만 최근 제도 정치권

에서 성소수자 의제가 부각되면서 시민권 담론에 의존하는 정치가 충분

히 현실적이라고 계산할 만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즉, 최근 현실주의에

전례 없이 강렬하고 방대한 정동적 애착이 집결하고 있다.

근래 한국사회에서는 성소수자 의제 수용 여부가 보수/진보를 가르는

기준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다. 성소수자 의제가 진

보와 보수를 가르는 풍경을 자연스러워 보이게 만든 가장 유명한 사건은

정의당 대선 후보로 출마한 심상정 후보의 이른바 동성애 지지 발언이

다. 제4차 대선 토론에서 보수 정당인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군대

내 동성애 ‘문제’를 빌미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현

대통령에게 동성애에 대한 찬반을 물었다. 집요한 질문에 문재인 현 대

통령은 “동성애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미온적 답변을 내놓았다(곽상아, 

2017). 이때 심상정 후보는 단 한 번 쓸 수 있는 1분 찬스를 이용해 발

언 기회를 얻어 문재인 후보의 발언을 비판했다. “성정체성은 말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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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정체성”이고 “동성애는 찬성이나 반대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

니므로 “성소수자의 인권과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심 후보의

논거였다(같은 글에서 재인용, 강조 추가). 물론, 심 후보는 “저는 이성애

자이지만”라는 발언을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다(같은 글).

심 후보의 발언은 몇 차례에 걸쳐 열렸던 대선 토론을 통틀어 ‘가장

인상적인 1분’으로 회자된다. 이 발언 이후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은 역대

최고인 8% 포인트로 치솟았고 1억 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인 것으로 보

도되었다(김태규, 2017). 이후,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은 두 자릿수를 넘

나들기도 했지만 굳건한 보수지지 세력에 의해 역전이 가능하다는 위기

론이나 사표론에 밀려 대통령 선거에서는 최종적으로 6.2%의 득표를 얻

는 데 그쳤다. 심 후보의 득표율이 10%에 미치지 못해 선거 비용을 전

혀 보전 받지 못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자, 그날 밤에만 3억 원이 넘는

후원금이 심 후보에게 몰리기도 했다(이숙이, 2017; 주영재, 2017). 

심 후보에게 몰린 후원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후원에는 정의당이라는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 심 후보 개인에 대한 지

지, 동성애/성소수자 의제를 끌어안은 데 대한 지지가 모두 뒤섞여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성애자 인권을 지지하는 심 후보의 발언이 대선 직

전까지 언급될 정도로 주목받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동성애/성소수자 당

사자나 지지자들이 성소수자의 정치적 인정 가능성을 떼놓고 심 후보를

후원하지 않았으리라는 추론은 합리적이다. 실제로, 대선으로부터 3개월

정도 후에 열린 제18회 퀴어퍼레이드 공식 무대에서 정의당 이정미 대

표는 생활동반자의 보호와 동성결혼 법제화를 약속하면서 급속히 가까워

진 진보정치와 성소수자 정치 사이의 거리를 재확인했다. 정의당 대표가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모습은 예전보다도 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비쳤

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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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주의를 신봉하는 이들은 심 후보의 발언을 둘러싼 소요를 성소수

자 개인의 시민권을 통해 성소수자가 공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증거로 이해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소요는 정확히 그 반대로 현

실주의의 근본적 맹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심 후보의 득

표율이 두 자릿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심 후보의 우호적인

정치적 제스처 역시 동성애/성소수자 의제를 이성애규범성을 따라 사적

영역에 속하는 의제로 고정시켜두기 때문이다.

심 후보가 투표율이 기대에 못 미쳤던 결과의 원인은 여러 언론에서

지적하듯이 사표론에 있었다. 특히, 심 후보에 대한 사표론은 여론조사

가 금지된 일주일간 홍 후보가 종전 여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당선될 수

있다는 위기론과 맞물려 있었다. 2017년 대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

핵 이후 국민주권으로 표상되는 시민권 담론은 급격히 힘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치러졌기에 이러한 위기론은 심 후보에게 던지면 사표가 될 표

를 문 후보에 몰아 ‘의미 있게’ 써야 한다는 의견에 점점 힘을 싣기 시작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성애/성소수자 당사자 및 지지자들은 자신의

표를 어떻게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위인지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이 고민의 근본적 원인은 성소수자의 의제가 국민적 의제에서 이미 배척

되어 있다는 냉혹한 현실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국민/시민으

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공적’ 행위와 섹슈얼리티와 같은 ‘사적’ 의제는 명

백히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된다.

이성애규범성은 공사 구분을 따라 작동하면서 동시에 그 공사 구분을

25. 이 서술이 정의당을 지지하는 이들에게 모욕적으로 들릴 수 있기에, 여기에는
모욕의 의도가 전혀 없음을 언급해둔다. 이정미 후보를 포함하여 정의당의 여러
당원들은 오랫동안 성소수자를 위해 발언해 왔음을 필자 역시 알고 있다. 이 서
술은 정의당이 돈 때문에 성소수자를 지지했다는 말과 다르다. 후원금 자체가 아
니라 후원금이라는 선물에 담긴, 연대를 유지하고 싶다는 의지가 정의당과 성소
수자가 더 가깝게 묘사될 수 있는 담론적 환경을 조성해주었다는 서술로 읽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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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심 후보의 실제 득표율이

생각보다 낮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후원금이 몰렸던 현상은 상당히 징후

적이다. 아마 성소수자 당사자 중에서도 문 후보에게 표를 던지면 더 안

전하게 자신의 국민주권을 행사하는 동시에 당선 가시권에서는 거리가

멀었던 심 후보가 손해를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후원금을 기부했던 ‘시민’

들이 있을 것이다. 이들은 ‘개인’의 정체성과 연관된 정치적 지지를 사적

후원으로 표현하면서 ‘개인’의 정체성으로부터 유리된 경로를 따라 공적

권리인 주권을 행사한다. 어쩌면 이러한 선택지는 심 후보가 동성애는

‘개인’의 정체성이기에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바로

그 순간부터 예견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결론적으로 심 후보의 발언은

시민권 담론과 섹슈얼리티 의제의 통합이 단순히 동성애자/성소수자를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만으로 실현될 수 없다는, 진정한 현실을

보여 준다. 이성애규범성에 투여된 애착이 축조해 온 편집증적 현실은

이성애규범성이 만들어 온 이 냉혹한 현실을 극복하기보다는 이 현실과

직접 대면하지 않는 정치를 옹호한다.

더욱이, 편집증적으로 구성되었을 따름인 현실이라는 환상에 투여된

낙관적 기대는 한국의 포스트식민성과 엮여 있기도 하다. 퀴어퍼레이드

가 서울광장에서 개최되면서 한국에 주재하는 외국 대사관이 부스를 내

고 퀴어퍼레이드에 참여해 왔다. 가장 최근에 열린 2018 제19회 서울퀴

어퍼레이드에도 미국 네덜란드·독일·프랑스 등 ‘선진국’ 대사관이 부스

행사에 참여했다. 반면, 한국 정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외에 참여한 기

관은 없었다. 이 뚜렷한 대조 속에서 한국은 아직 군형법 92조의6과 같

은 동성애혐오 법안을 폐지되지 않았고 차별금지법도 제정되지 않았으며

동성결혼도 불가능한 ‘낙후된 국가’로 힐난의 대상이 된다. 동시에 성소

수자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것으로 조명되는 선진국의 법제나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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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주의 정치에 희망을 부여한다. 그리고 이 희망은 선진국과 한국의

차이, 혹은 선진국 내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보다는, 선진국에

대한 이상화와 한국에 대한 비난이라는 대조의 축을 부각하면서 구체적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 모호한 상상 속에 뒤섞어 버린다.

퀴어퍼레이드의 정치는 강한 정치를 추구하면서 취약함을 배제하려

했지만 취약성을 배제하기 위해 기용했던 이성애규범적 시민권 담론은

대선을 둘러싼 소요에서 보았듯이 여전히 섹슈얼리티를 사적 영역으로

배제시키면서 작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주의 담론은 철회

되기는커녕 정의당 같은 한국의 진보 정당이나 두루뭉술하게 이상화된

선진국과 같이 희망을 투여할 만한 증거를 발굴한다. 현실주의 담론은

현실주의를 믿는 주체에게 계속해서 희망을 불어넣으면서 교묘한 방식으

로 퀴어퍼레이드의 정치를 동성애규범적 정치로 재편시키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퀴어퍼레이드가 강한 정치에 집단적 애착을 투여하고 있는 작

금의 상황은 퀴어정치의 위기를 표상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애착의 역

할은 결정적이다. 퀴어정치는 퀴어퍼레이드에 대항하여 자유주의 정치의

구도 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분열과 모순을 주변적 성적 주체 스스로 봉

합하게 만드는 애착을 재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정동적 애착은

애착의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게 만들면서 자체적으로 강화되고 있기에

애착에 개입할 수 있는 접근로를 찾아내야 한다.

그러한 접근로를 모색하기에 앞서, 주로 서울퀴어퍼레이드를 중심으로

구조화된 애착이 지방 퀴어퍼레이드를 거쳐 지방에 거주하는 성소수자들

에게 퍼져나가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퀴어퍼레이드의 지방화는 서

울에 집중된 성소수자 운동의 자원을 지방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대안으

로 인식되기도 했다. 하지만 정동적 애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퀴어퍼

레이드의 지방화는 서울에서 축조된 환상이 지방으로 증식해나가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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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환임을 이해할 수 있다.

2017-2018년, 부산·제주·전주·인천―환상의 지역적 증식

퀴어퍼레이드의 지방화는 한국의 성소수자들이 최근 마주하게 된 큰

변화 중 하나이다. 서울과 대구, 두 도시에서만 열렸던 퀴어퍼레이드가

지방 중심 도시에서 열리는 현상이 가속화됐다. 2017년에는 부산(2017년

9월 23일)과 제주(2017년 10월 28일)에서, 2018년에는 전주(2018년 4월

7일), 인천(2018년 9월 8일), 광주(2018년 10월 21일)에서 퀴어문화축제/

퀴어퍼레이드가 신설되었다. 이외에도 수원, 용인, 청주에서도 퀴어퍼레

이드 개최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다.

일간지 한겨레에 실린 한 기사는 퀴어퍼레이드 지방화의 의의를,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성소수자”가 느끼는 “‘퀴어’와 ‘지역’이라는 이중의

소외감” 해소에서 찾는다. 분명히 성소수자에 관한 문화적 자원은 서울

에 집중되어 있다. 게다가 지방의 보수적 문화는 지방 성소수자 문화를

서울보다 폐쇄적으로 만든다. 지방에 거주하는 성소수자들은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나아가 공개적인 활동에 참가하려면 (…) 서

울까지 먼 걸음을 해야 한다”(이지혜, 2017). 이 기사는 지방의 퀴어퍼레

이드에 대한 지방 성소수자 당사자의 의견을 담고 있다. 우선, 지방 성

소수자들은 지방 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하기 어렵다. 지방 사회가 좁은 만

큼 성소수자의 정체성이 노출되기도 쉽고, 정체성을 들킨 성소수자가 위

험한 상황에 처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지방 성소수자들은

자신이 나고 자란 고장에서 퀴어퍼레이드가 열리는 모습으로부터 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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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얻을 수 있다. 이는 혐오에 대한 두려움을 경감시켜준다. 마지막으

로, 지방 성소수자 공동체는 지방 성소수자의 사회적 안전망을 확립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 기사가 개괄적으로 보여주듯이, 한국사회에서 지방은 서울에 비해

폐쇄적이며 성소수자 혐오가 심하기에 지방에서 열리는 성소수자 행사나

공동체의 의미는 각별하다. 성소수자 인권단체에서 지방 성소수자의 소

외감을 완화하기 위한 모임이나 활동을 전개하는 등 최근 들어 성소수자

사회는 지방 성소수자 소외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위의

기사에서도 등장하는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의 소모임 ‘전국퀴어모여

라’는 이미 2014년에 꾸려졌고, 성소수자 단체의 연대체인 무지개행동에

서는 2017년 하반기에 ‘퀴어라이브’라는 행사를 통해 아직 퀴어퍼레이드

가 개최되지 않은 지역을 순회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양한 노력에도 불

구하고 대부분의 지방 성소수자 공동체는 여전히 지방의 폐쇄성과 성소

수자 혐오 때문에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처럼 지방 특유의 폐쇄성

과 강고한 성소수자 혐오는 지방 성소수자 공동체의 의미를 각별하게 만

소속� 행사 일시 장소 슬로건
제1회 대구경북

퀴어문화축제
2009.06.20.

대구광역시

동성로 일대
-

2017 제1회

부산퀴어문화축제
2017.09.23.

부산광역시

구남로 일대
퀴어 아이가!

제1회

제주퀴어문화축제
2017.10.28.

제주시

신산공원 일대
퀴어옵써예

전주퀴어문화축제 2018.04.07.
전주시

풍남문 일대

천 년의 땅 위에

무지개가 뜬다
2018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
2018.09.08.

인천광역시

동인천북광장 일대

퀴어IN天 하늘도, 

우리편
제1회

광주퀴어문화축제
2018.10.21

광주광역시

5.18민주광장

무지개로

발光하다

표 4-1. 지방 퀴어퍼레이드 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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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뿐만 아니라 지방 성소수자 공동체의 설립과 유지를 어렵게 만든다.

최근 여러 지역에서 퀴어퍼레이드가 이런 지방의 특수성을 타개할 만

한 전략으로 각광받는 이유도 퀴어퍼레이드가 공개된 행사라는 데 있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강력할수록 성소수자가 공적 공간에 드러나는

일은 높은 가시성을 획득한다. 제주퀴어문화축제 준비위원회 결성 선언

기자회견문 은 제주의 성소수자들이 제주가 “거리가 멀고 문화가 다르다

는 이유만으로 (…) 혼란스러운 정치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희생 제물”로

이용당했듯, “성소수자는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지만 단지 이성애자가 아

니라는 이유만으로 겪지 않아도 될 온갖 차별과 고통을 받아 왔”음을 비

판하고, “이 축제가 성소수자를 비롯해 우리 모든 소수자들이 사회의 고

정관념과 혐오문화를 깨뜨리고 사랑과 평화의 힘을 지지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줄 것을 촉구한다(제주퀴어문화축제 준비위원회, 

2017a). 전주퀴어문화축제 기획단장도 전북의 성소수자들이 “지방에 거

주한다는 이유로, 혐오세력이 강하다는 이유로, 커뮤니티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자신을 숨기고 살아야 했”기에 “자신을 당당히 드러내고, 스스로

를 자유롭게 표현하며, 자신의 정체성이 부끄럽지 않은, 자긍심의 날은

꼭 필요하다”고 역설한다(천랑성, 2018).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

역시 2018년 제19회 서울퀴어퍼레이드의 공식 무대에 올라 인천은 인권

조례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인권불모지”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우리의 고장, 우리의 동네에서도 성소수자가 살고 있음과 우리의 존재

를 외칠 수 있게 하자는 마음으로” 인천퀴어문화축제를 준비하게 되었다

고 밝히기도 했다(이혜연, 2018: 199).

지방 퀴어퍼레이드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입장과 대조적으로, 각각 부

산과 제주 퀴어퍼레이드에서의 경험을 회고하는 도균과 시우의 글은 지

방 퀴어퍼레이드의 경험을 서울퀴어퍼레이드의 경험의 연장선상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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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한다. 도균은 “모두를 위한 축제”를 꿈꾸는 자기 고백적인 글을 통해

자신 역시 부산퀴어문화축제 현장에서 안전의 위협을 느꼈음을 밝히고, 

그 경험을 퀴어퍼레이드에 관한 제언으로 발전시킨다. 퀴어퍼레이드에서

도 누군가를 부당하게 거르고 배제하는 폭력이 안전한 퀴어퍼레이드를

위해 벌어지기도 하는데, 도균은 퀴어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폭

력을 경계할 수 있는 성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도균, 2017). 시우는

제주 퀴어퍼레이드를 포함한 여러 행진에서 마주쳤던 혐오와 적대의 순

간들을 돌아보며 주체의 경계 설정에 관한 고민을 발전시킨다. 시우는

보편성의 경계를 의심하는 퀴어한 움직임과 고민이야말로 퀴어(‘우리’)가

어떤 세계를 만들어나가야 하는가를 질문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점

을 강조한다(시우, 2018).

도균과 시우 모두 지방 퀴어퍼레이드와 서울퀴어퍼레이드를 분명히

구분하기보다는 서울과 지방을 막론하고 퀴어퍼레이드에서 배제가 손쉽

게 이뤄진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한다. 하지만 이미 널리 퍼져 있는, 지

방이 서울보다 성소수자에게 더 위험하다는 인식은 지방 퀴어퍼레이드에

서 퀴어정치가 구현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악조건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지방이 성소수자에게 더 위험하다는 인식은 지방에서 퀴어퍼레

이드를 개최하기도 어렵다는 불만뿐만 아니라 퀴어퍼레이드가 개최가 확

정된 이후에도 여러 가지 불안을 자극한다. 예컨대, 충분한 인원을 모으

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 가시성 및 정치적 효과를 획득하지 못할 것이라

는 불안, 혐오세력에 의해 압도되어 오히려 지방 성소수자들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불안 등이 대표적이다. 다층적인 불안은 지방 퀴어퍼레이드의

정치가 이성애규범적 정치를 옹호하는 역설을 좀 더 수월하게 정당화하

도록 유도한다. 즉, 지방 퀴어퍼레이드에 참여하는 성소수자들은 시민권

에 의존하는 이성애규범적 정치에 대한 환상에 수도권의 성소수자들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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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강한 애착을 투여한다.

폐쇄성을 인식하면서 지방 퀴어퍼레이드를 둘러싸고 증폭된 불안은

지방 퀴어퍼레이드 참여자들의 안정성에 대한 갈망을 증폭시킨다. 그 결

과, 지방 퀴어퍼레이드는 때때로 서울퀴어퍼레이드보다 더 노골적으로

법적 행정적 제도에 대한 열망을 드러낸다. 부산퀴어문화축제 기획단의

경우, 퀴어퍼레이드 당일에 예정된 혐오세력의 집회와 1인 시위가 있음

을 미리 알리면서 2017년 9월 21일, 부산퀴어문화축제는 ‘안전하고 즐

거운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공식 SNS에 배

포하였다. 기획단은 안내문을 통해 혐오세력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지원

팀”, “교육된 안전요원”, “경찰병력”, “전문의료진”, “경찰측과의 긴밀한

협조”를 약속하면서 “우리의 축제를 방해하려는 자들의 시도를 법과 원

칙대로 최선을 다해 막아내겠습니다”라고 다짐한다(부산퀴어문화축제 기

획단, 2017).

그로부터 약 한 달 뒤, 2017년 10월 27일 제주퀴어문화축제 준비위원

회에서도 법원의 판결에 대한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공식입장

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고, 그 첫 줄에서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법원은 제주퀴어퍼레이

드의 장소사용신청을 거부했던 제주시의 행정 처리를 정지시켰기 때문이

다. 제주퀴어퍼레이드의 성명서는 법원의 판결을 지지하면서 제주시의

행정 처리를 규탄한다. 제주퀴어문화축제 준비위원회가 법원의 권위를

이용하는 이유는 제주퀴어퍼레이드를 무사히 개최하는 데 법원의 결정이

있다. 준비위원회가 제주시의 공원 사용 거부 처분에 항의하자 제주시가

“법원의 판단에 따를 사안”으로 일축하고 책임을 회피했다는 데 있다. 

제주시와 법원을 분리된 기관으로 볼 때, 제주퀴어퍼레이드 개최가 안정

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원의 판단은 제주시의 책임 회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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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하지만 성명은 제주시가 법원의 판단을 따

라야 한다고 반복하면서 법의 권위를 보충하기도 한다. “제주시가 따라

야 할 법원의 판단”, “법원은 그런 [공공복리 상의] 우려가 없다고 일

축”, “법원은 ‘막연한 우려에 근거한 일부 민원’이라고 판단”, “제주시가

초법적 기구가 아니라면 법이 정한 바에 따라 행정을 집행해야”, “법원

이 판단한 대로 제주시의 명백한 잘못에 대한 공식적 사과가 조속히 이

루어져야 할 것” 등의 어구는 제주시가 법원의 판단을 따를 것을 요구한

다(제주퀴어문화축제 준비위원회 2017b).

이러한 발언이 효과를 발휘하는 과정에서 제주퀴어퍼레이드 역시 스

스로 선언하는 법의 권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법에 따라” 제

주퀴어퍼레이드가 안정적으로 개최될 수 있는 “공원 점유”라는 조건이

확보되었기에, 퀴어퍼레이드는 법의 권위에 대한 존중을 표할 수밖에 없

게 된다. 즉, 이 성명은 퀴어퍼레이드의 안정적 개최가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는 믿음을 반복적으로 선언한다. 그리고 믿음은 반복적 선언을

통해 현실로 탈바꿈된다. 즉, 서울퀴어퍼레이드와 마찬가지로, 제주퀴어

퍼레이드를 안정적으로 치르고자 하는 열망은 퀴어퍼레이드가 이성애규

범성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인천퀴어퍼레이드는 개최 전부터 퀴어퍼레이드 집결지인 동인천북광

장을 관할하는 인천 동구청과 마찰을 빚었다. 동구청 소속 담당 실무관

은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에 몇 가지 추가 조치를 임의로 요구했

는데, 이 추가 조치에는 하루 안에 주차장 100면을 확보하라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인근 주차장을 모두 합쳐도 주차장이 주차장

100면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정

치적/윤리적 판단을 배제하고 원칙에 근거해 처리해 달라”는 당부와 함

께 신청서를 다시 접수했다(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2018b).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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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담당 실무관은 신청을 반려하면서 상황종료를 통보했고, 결국 인천퀴

어문화축제 측은 동구청의 임의적 행정 결정을 비판하면서 국민권익위원

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무리한 조건을 근거 조례나 규정도 없이” 

요구했다는 점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행정심판 청구의 요지였

다(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2018c).

서울퀴어퍼레이드를 모방하면서 그 시민권 담론에 기대는 전략을 따

르는 한, 지방 퀴어퍼레이드 역시 서울퀴어퍼레이드가 마주한 한계와 문

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부산 제주 인천 퀴어퍼레이드 모두 법을 ‘정치

적/도덕적 판단을 배제’하는 ‘중립적’ 원칙으로 가정한다. 일군의 지방 퀴

어퍼레이드는 시민권 담론에 의존하여 법이 성소수자를 동등하게 대우해

야 할 근거를 찾음으로써 사법 및 행정 권력에 보호를 요청한다. 지방의

퀴어퍼레이드가 이 중립적 원칙에 퀴어퍼레이드를 의탁한다면, 지방의

퀴어퍼레이드도 서울퀴어퍼레이드와 마찬가지로 법에 대한 애착을 경유

해 이성애규범적 정치에 가까워지는 결과를 피할 수 없다.

게다가 지방의 폐쇄성을 사법제도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의

실현 가능성도 그리 커 보이지 않는데, 이는 현실주의 담론의 비현실성

을 연상시킨다. 지방이 유독 성소수자에게 폐쇄적이라면, 이는 지방 사

회에서 성소수자를 멸시하고 배척하는 문화적 경향이 만연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법의 효과를 획득하기 위해 ‘성소수자도 다르지 않

다’는 정치적 표명이 이어질 때, 지역적 특수성은 추상화에 포섭되기 위

해 지워진다. 법은 서울과 지역에서 모두 국가의 중립적 운영 원칙이고, 

성소수자 개인이 시민으로서 법적 권리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다는 선언

에는 지방의 특수성이 반영될 여지가 없다. 즉, 중립적인 법의 확립은

지방의 폐쇄성을 완화하는 것과 무관한 경로를 따른다. 결과적으로, 지

방의 폐쇄성은 공사 구분을 강조하는 사법 체제의 논리에 맞춰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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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위주체성을 깎아내리고 순치시키는 실천을 정당화한다.

지방 퀴어퍼레이드에서 법에 대한 애착이 유독 강렬하다고 할지라도

지방 퀴어퍼레이드의 의미를 발굴하려는 이들은 지방 퀴어퍼레이드가 폐

쇄성을 완화할 수 있다는 데 희망을 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전망 역

시 그리 밝지 않다. 지방 퀴어퍼레이드의 숫자는 점차 늘어가고 있지만, 

이것이 섹슈얼리티를 통해 공사 구분을 재구축해야 한다는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늘었음을 자동적으로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양한 지방

퀴어퍼레이드가 신설되면서 참가자들이 가장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공사 구분이나 지방의 폐쇄성을 비판하는 집합적 실천이 아니라, 성소수

자 대중 모두의 기호를 충족시킬 만한 흐릿한 취향의 상품을 구매하는

경험이다. 참가자들은 비슷하게 차려진 부스를 둘러보면서 부스에서 후

원금을 모금하기 위해 제공하는 천편일률적 굿즈를 수령하고, 지역민이

참여한다는 것 외에는 서울퀴어퍼레이드와 여러모로 비슷하게 꾸려진 무

대 행사를 구경하고, 주최 측이 미리 정해둔 경로를 따라 도시의 랜드마

크를 행진한다.

각 지방의 랜드마크로 걸어 들어가는 성소수자의 모습은 이중적이다. 

한편으로 그들은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낸다. 다른 한편 성소수자의 자긍

심 행진이 고도로 상업화된 관광 자원의 한 장면으로 기입되는 장면은, 

섹슈얼리티의 차이 역시 상품이 될 수 있는 영역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

가는 모습일 수도 있다. 특히, 공사 구분이 정치적 효과를 제휴할 때, 지

방 퀴어퍼레이드라는 공적 무대는 사적 삶을 재조직할 수 있는 특이점으

로 기능하기보다는 사적 삶에서의 정체성을 은폐하고자 하는 애착에 의

해 굴절된다. 다시 말해, 퀴어퍼레이드가 창출하는 가시성은 공적 영역

의 스펙터클을 연출할 수는 있지만, 동시에 성소수자 개인이 자신의 정

체성을 숨기는 데 투여하고 있는 애착을 강화할 여지를 제공한다. 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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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지방 퀴어퍼레이드의 정치는 섹슈얼리티를 공적 공간에서 배제하는

이성애규범적 공사 구분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기보다는 지방의 폐쇄성에

서 연원하는 성소수자의 위험성을 빌미로 공간의 익명화를 촉진하는 정

치를 지지한다.

공적 공간의 익명화에 대한 애착은 모든 퀴어퍼레이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촬영 제한 조치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서울과 지방을 막론하고

모든 퀴어퍼레이드 주최 측에서는 주최 측에 신원을 밝히고 프레스 카드

를 발급받지 않은 이들의 사진 촬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혐오

세력이 아우팅과 같이 악의적 의도로 사진을 찍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촬영 금지 원칙의 실효성 자체도 의문스럽지만 촬영 금지 원

칙이 성소수자의 삶을 드러날 수 있는 삶과 드러나서는 안 되는 삶으로

구별하는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도심을 행진하는 성소

수자는 공사 구분을 교란하지만, 그와 동시에 공적 영역의 익명화된 가

시성에 의존하여 공적 영역의 이성애규범적 공사 구분의 강화를 은연중

에 지지한다.

지방 퀴어퍼레이드는 지방의 폐쇄성으로 인해 소외된 성소수자가 다

른 성소수자와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성소수자를 공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지방의 폐쇄성을 완화할 수 있는 정치적 실천으로 여겨진

다. 하지만 지방 퀴어퍼레이드는 서울과 마찬가지로 법원과 경찰의 결정

에 의존적이다. 뿐만 아니라, 폐쇄적인 지방 공동체에서 성소수자를 보

호하기 위해서 익명화라는 또 다른 보호 수단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방 퀴어퍼레이드의 정치는 공권력과 익명화에 대한 의존

은 공사 구분에 저항하기는커녕 공적 영역의 권위를 보충하는 동시에 사

적 영역의 사사화를 촉진하면서 공사 구분을 강화시킨다. 강한 정치에

대한 애착이 서울퀴어퍼레이드가 동성애규범성을 교묘하게 지지하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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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퀴어퍼레이드의 확산은 안전에 대한 애착을 증식시키고 이성애규범

적 편집증을 강화하는 데 공모한다.

우울의 정동정치

2014년 신촌 이후로 성소수자 주체들 사이에서 역사적 감각기관이 집

단적으로 활성화되면서 상처에 대한 정동적 애착이 편집증적 현실을 구

성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15년 이후 서울과 지방을 막론하고 퀴어퍼

레이드의 정치는 점점 더 강한 정치에 대한 애착을 중심으로 재편되었

고, 시민권 담론에 근간을 둔 이성애규범적 정치를 점점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이처럼 정동은 성소수자 주체를 이성애규범적 삶의 양식

에 부착시킴으로써 퀴어정치에 난관을 부여한다.

하지만 정동적 애착을 상세하게 분석하는 것은 퀴어정치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퀴어정치의 가능성을 탐사하는 작업은 퀴어

수행성을 강고한 지지대로 활용할 수 있다. 퀴어 수행성은 담론에 항상

규범과 일탈의 이중적 차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정동적 애착

이 아무리 강렬할지라도 퀴어정치의 가능성이 남아 있음을 시사한다. 정

동의 자유도는 퀴어 수행성이 입증하는 규범과 일탈의 이중적 차원을 겹

쳐 볼 수 있는 특성이다. 정동은 높은 자유도를 통해 이성애규범적 애착

속에 남아있는 비규범적인 삶에도 점착할 수 있다. 즉, 정동이 남긴 흔

적을 따라 차이와 잔여를 읽어낼 수 있고, 잔여적 정동을 정치적 자원으

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정동정치를 실천할 수도 있다.

편집증적 독해와 회복적 독해가 항상 공존한다는 세지윅의 주장은 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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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퍼레이드의 정치가 정동정치의 양상을 상상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

한다(Sedgwick, 1997). 주체가 편집증적 위치에 설 때 느끼는 우울이나

죄책감은 편집증이 포섭할 수 없는 정동적 잔여물로서 예민한 감각적 수

용력을 자극하면서 주체를 편집증의 바깥으로 유도한다. 즉, 우울의 정

동은 주체로 하여금 이성애규범적 정치를 지지하는 편집증적 현실의 바

깥을 감지하게 함으로써 파편화된 삶을 다시 유기적으로 복구하는 시발

점이기도 하다. 벌랜트는 이러한 복구가 주체의 의지에 의해서 이뤄진다

고 가정하기보다는 예민한 감각을 통해 애착의 작동 방식을 해석하는 리

얼리즘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인다.

이 논문은 퀴어퍼레이드에 참여할 때에도 퀴어퍼레이드에 녹아들 수

없었던 나의 문제로부터 시작했다. 내가 마주친 퀴어퍼레이드 현장은 편

집증적 인식이 유발하는 파편화의 고통을 감내할 것을 요구하는 장이었

다. 나는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나 몇 가지 해석적 도구로부터 도움을 받

아 나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좁혀보기보다는 퀴어정치라는 더 넓은 차

원의 문제로 해석하고자 했다. 상처에 대한 애착 위에서 축조된 퀴어퍼

레이드의 정치는 퀴어퍼레이드 현장을 공적 영역에 제한하려고 한다. 하

지만 고통이나 우울 같은 편집증으로 포섭되지 못한 정동적 잔여는 광장

에서의 정치적 삶과 광장 바깥의 일상을 유기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시

발점으로 기능한다. 실제로, 퀴어퍼레이드 현장은 강한 퀴어퍼레이드의

정치가 구성되어 온 과정에서는 기록될 수 없었던 잔여들로 가득 차 있

다. 나는 나, 혹은 우리를 빠져나갈 수 없는 고통과 우울 속으로 밀어

넣었던 세 개의 현장을 복기함으로써 퀴어정치의 가능성을 탐사하고자

한다.

돌아가 보고자 하는 첫 번째 현장은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를 외

치면서 행진했던 2014년 신촌이다. 당시 성소수자들은 혐오세력과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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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이 구호를 줄곧 외쳤고 혐오세력을 우회하여 마침내 신촌을 가로지르

며 행진할 때는 더 크게 외쳤다. 이 구호는 많은 성소수자의 자긍심을

북돋기도 했지만 유독 사랑과 혐오를 서로 대립시키면서 퀴어를 사랑과

연결하는 담론에 힘을 보탰다.

매년 선정되는 퀴어퍼레이드 슬로건은 퀴어퍼레이드 행렬이 분절된

집단이 아닌 하나의 집단임을 선언하기 위한 수단이다. 하지만 퀴어퍼레

이드 현장은 퀴어퍼레이드에 하나의 초점을 제공하려는 주최 측의 기대

와 어긋나는 방식으로 슬로건을 수용해 왔다. 2014년 퀴어퍼레이드 슬로

건이 주최 측의 의도를 반영하여 퀴어퍼레이드 행렬을 강력하게 결속시

키는 것처럼 보인 반면, 2015년 퀴어퍼레이드 슬로건인 “사랑하라, 저항

하라, 퀴어레볼루션”에 대한 반응은 성소수자 정치가 항상 분열되어 있

다는 사실을 조명했다. “사랑”이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외의 다른 소수자

들을 포괄하기 어려운 표현이라는 비판이 슬로건을 둘러싼 반응의 중심

에 있었다.

이듬해 퀴어퍼레이드 조직위가 “사랑”이라는 단어 사용에 대한 비판

을 고려한 2016년 슬로건, “Queer I am: 우리 존재 파이팅!”을 발표하자

이번에는 슬로건이 너무 무의미하고 가볍다는 비판이 일었다. 조직위는

이 구호의 의미가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2016년 퀴어퍼레

이드 슬로건이 2015년 퀴어퍼레이드에 참여한 “한 트랜스젠더 모임”의

행진에 기원을 두고 있다고 해명했다(서울퀴어문화축제, 2016). 그 트랜

스젠더 모임은 “공식 슬로건인 ‘사랑하라, 저항하라, 퀴어레볼루션’에서

사랑할 수도, 저항을 할 수도 없는 가시화되지 않는 현실에 ‘우리 존재

파이팅!’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고, 퀴어퍼레이드 조직위는 이에

착안하여 2016년 슬로건을 고안했다는 것이다. 하나의 슬로건을 선언하

는 행위가 하나의 성소수자 연대를 구축할 수 있다는 믿음은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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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관적이다. 2016년 슬로건을 둘러싼 소요, 그리고 그 소요가 2015년의

사건을 소환하는 방식을 통해 슬로건을 향한 믿음을 좀 더 비관적으로

사유할 필요가 있다. 퀴어퍼레이드 참여자들을 하나로 결집시킴으로써

성소수자의 투쟁을 가시성을 증대하려는 시도는 이 트랜스젠더 모임이

‘가시화되지 않는 현실’을 실감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퀴어정치와 퀴어 연대를 실현하기 위해 “가시화되지 않는 현

실”을 읽어내는 실천은 “사랑”이라는 구호가 트랜스젠더를 배척한다는

주장을 단순히 수용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하나의 연대는 그 잔여

를 필연적으로 생산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야말로 강한 퀴어퍼레이드에

대한 애착에 가려 보이지 않게 만든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퀴어퍼레이

드의 슬로건에 동일시할 수 있는 이들과 슬로건에 동일시할 수 없는 이

들은 항상 함께 행진해 왔다. 또한 개인도 동일시와 탈동일시를 동시에

느낄 수 있다. 나는 퀴어퍼레이드의 슬로건에 동일시하는 동시에 동일시

할 수 없는 순간들, 내가 그 현장에서 타인과 함께 하나의 연대를 구축

하여 걷고 있지만 이 연대가 동시에 나를, 혹은 우리 모두를 배척한다는

감각에 여러 번 사로잡혔다. 하나여야 한다는 강박이 가장 강했던 2014

년 신촌에서도 많은 성소수자들이 동일시와 탈동일시의 공존을 경험하면

서 “가시화되지 않는 현실”을 겪었을 것이다. 퀴어퍼레이드 행진 현장에

서 그러한 감각에 노출된 이들이 그 감각을 통해 하나의 연대로 묶이게

되는 순간들을 읽어낼 수 있는 섬세한 독해만이 LGBT 연대나 성소수자

연대가 아닌 퀴어 연대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현장은 이성애규범적 정치를 지지하는 강한 퀴어퍼레이드의

정치의 이면을 살펴보게 만든다. 2017년 퀴어퍼레이드 애프터파티는 남

성과 여성의 입장료에 차등을 두었고 큰 논란이 일었다. “퀴어문화축제

의 공식 파티에서 성별을 남녀로만 구분하고, 이에 따라 입장료를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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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2017b). 공식 파티

가 열렸던 클럽은 평소에 외견상의 젠더에 따라 차등 입장료를 책정하는

곳이었다. 클럽과 협의를 통해 공식 애프터 파티 기간에는 차등 입장료

를 책정하지 않기로 했지만 이 계약 사항이 출입 관리자에게 전달이 되

지 않았다고 한다.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에 의해 공식 사과문이 게시

된 지 하루 뒤, 애프터파티 팀의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는 좀 더 자세한

정황을 담은 긴 사과문이 파티기획단장의 이름으로 올라왔다. 이 사과문

에서 파티기획단장은 평소 이 클럽의 주 고객층인 게이들이 “아우팅”을

염려하기 때문에 “차별 없는 입장을 허용할 경우 이 업체를 보이콧하는

퀴어 커뮤니티의 현실”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한다(프라이빗비치, 2017). 

이 요청은 “단 하루라 할지라도 모든 지향성이 섞이는 행사를 자신의 클

럽에서 개최하는 것이 향후 영업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상황에서

클럽 대관을 허용해주었음에도 이 클럽이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다소

부당하다는 변호를 덧붙이고 있다(같은 글).

이 현장은 첫 번째 현장처럼 퀴어퍼레이드가 주장하는 하나의 연대는

사실상 균열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여 준다. 하나로 뭉친 강력한 연대는

유흥문화와 같이 성소수자의 일상에서 사소하면서도 중요하다고 여겨지

는 층위에서부터 성립할 수 없는 환상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사과문이

“파티기획단은 올해 초 기획단원의 가슴 아픈 사고로 인하여 구성된 지

얼마 안되어 좌초 위기에 놓였”다는 이야기를 털어 놓을 때, 우리는 의

도치 않게 또 다른 층위의 일상을 돌아본다(같은 글). 이 사건에 주목하

고 있었던 이들 중 상당수가 이 “가슴 아픈 사고”가 한 사람의 자살을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파티기획단장이 언급한 기획단원은

한국의 성소수자 공동체에 헌신해 온 인물이었다(김대현, 2015; 서울퀴

어문화축제, 2017). 애프터파티 사건은 많은 성소수자들이 그의 자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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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도를 표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아 발생했다.

상실의 고통을 보여주는 이 현장은 퀴어정치가 구현되기 어려운 이유

를 보여 준다. 더 이상 누군가를 잃고 싶지 않다는 갈망은 성소수자들이

강한 정치에 집착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성소수자

들은 우울의 수렁과 고통의 굴레를 최대한 빠르고 확실하게 소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내몰리고 있고, 그렇게 찾아낸 방법이 설사 작동하

지 않더라도 마지막까지 그 방법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붙들린다. 하지만

나는 상실의 현장이 퀴어정치가 필요한 이유를 새삼스럽게 상기시킨다는

인상을 받는다. 강건한 정치적 연대는 상실이라는 취약성을 극복하고 살

아남은 이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강한 정치를 지향한다. 나는 성소

수자들이 타인의 상실을 잊지 위해 강한 정치를 지향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그러나 상실은 지울 수 없고 지워서도 안 되는 감각이다. 지

키지 못한 이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성소수자 주체는 타인의 죽음이 불

러일으키는 상실감, 죄책감, 의무감을 자신의 삶에서 지워버릴 수 없다

는 냉혹한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26

마지막으로, 인천퀴어퍼레이드를 세 번째 현장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제1회 인천퀴어퍼레이드 현장에서는 한국 퀴어퍼레이드 역사상 가장 폭

력적인 혐오세력 반대집회가 벌어졌다. 반대집회는 “한꺼번에 나가면 너

희가 퀴어퍼레이드를 할 테니 한 명씩만 내보내겠다”면서 조직적으로 퀴

어퍼레이드를 방해했고, 5시간에 가까운 대치 끝에 깃발을 내리면 행진

26. 성소수자 자살실태에 관한 연구는 자세한 수치는 다르더라도 공통적으로 성소
수자의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가 대조군에 비해 상당히 높다고 보고한다. 가장
최근 발간된 연구는 지난 12개월간 자살생각을 묻는 질문에 동성애자 남성과 양
성애자 남성은 일반 남성의 비해 각각 9.09배, 10.93배에 높은 자살생각 빈도를
보였으며. 동성애자 여성과 양성애자 여성의 경우 자살생각 빈도는 각각 일반 여
성의 6.25배, 8.08배 높은 것으로 보고한다(Yi, Lee, Park, Choi, and Kim, 2017: 
5). 또한, 같은 연구에서 동성애자 남성, 양성애자 남성, 동성애자 여성, 양성애자
여성의 자살시도 빈도는 대조군에 비해 각각 26배, 38배, 7배, 10배 높게 나타났
다(같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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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 주겠다고 제안했다(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

원회, 2018). 퀴어퍼레이드 행렬이 계속해서 반대집회에 가로막힐 때 누

군가 “우리는 여기에 있다”라는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고 이 구호는 빠르

게 번져 나갔다. 하지만 그 구호에 담긴 성소수자들의 열망마저도 현실

을 뒤바꿔놓을 수는 없었다. 경찰은 깃발을 내리고 아무런 구호도 외치

지 말고 작은 깃발도 들지 않은 채 조용히 돌아가라는 반대집회의 협상

안을 사실상 통보하고 강요했다. 인천에 모였던 성소수자들에게는 그 협

상안을 거부할 도리가 없었다. 그렇게 깃발을 내리고 행진했던 이들이

다시 동인천역 앞에 모이자 또다시 “우리는 여기에 있다”라는 구호가 크

게 울려 퍼졌다.

혹자는 “우리는 여기에 있다”라는 구호를 강력한 연대를 만들어 승리

를 쟁취한 증거로 언급한다. 예컨대 인천퀴어문화축제 주최 측은 “험난

한 고군분투 끝에 행진을 마치고 최종 해산”했다는 입장을 강조한다(인

천퀴어문화축제, 2018.09.08.). 하지만 우리가 승리했다는 주장은 반대집

회가 불러일으킨 공포와 수치심보다 더 효과적이진 못하다. 조직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반대집회는 성소수자들에게 공포를 각인시킨다. “우리”

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기도 했지만 그들이 성소수자를 향해 있는 거대한

혐오의 단편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계속해서 상기시켰기 때문이다.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나는 지방의 퀴어퍼레이드에 회의적이었고 “우리”가

무엇인지 알 수도 없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있다”라는 구호 울려

퍼졌던 그 현장에서 함께 구호를 외칠 수밖에 없었다. 소수자들이 그것

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우리”를 외쳐야 하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은 더없

이 굴욕적이었다.

인천퀴어퍼레이드 사태는 퀴어 연대가 여간해서는 지워지지 않는 공

포와 수치심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하게 만든다. 공포와 수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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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분명 소수자들을 일시적으로 출현하는 퀴어 연대로 결속시킨다. 하지

만 강한 정치에 투여된 정동적 애착은 굴욕과 수치심을 이겨내기 위해

인천퀴어퍼레이드의 정치적 의미를 ‘패배’ 아니면 ‘승리’로 단순화한다. 

압도적인 현실 앞에서 작은 승리를 수집해야 하는 정치를 과연 강하다고

할 수 있을까? 성소수자들은 잊을 수 없는 굴욕감과 수치심을 안고 일상

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만약 성소수자 정치가 언제나 승리를 발굴해야

한다면 성소수자 정치는 승리의 기억을 뒤집을 수 있는, 굴욕감과 수치

심과 같은 정동을 정치 안에 잠복시켜 두게 된다.

독해 실천과 분리된 퀴어정치는 잠시도 성립할 수 없다. 퀴어정치는

이를테면 이 굴욕과 수치심을 승리나 패배의 증거라고 단순하게 읽지 않

는 예민한 접근 방식을 통해 출현한다. 정동정치가 항상 퀴어정치를 구

현한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지만 퀴어정치가 ‘읽어내기’를 강조하듯이 우울

의 정동정치는 ‘감각하기’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두 정치는 서로 만난다. 

정동정치는 잔여적 정동을 섬세하게 감각하고 정치의 자원으로 삼는다. 

특히, 우울의 정동정치는 퀴어 연대의 출현을 읽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감각적 자원이 우울에 있음을 강조한다.

일관된 연대와 동일시할 수 없다는 이질감, 누군가를 잃는 경험에서

오는 상실감, 혐오세력을 마주할 때 느끼는 공포, 굴욕, 수치심 등은 실

제로 우리가 흔히 우울이라고 부르는 심리적 상태와 연결되어 있으며 그

러한 상태를 자극하기도 한다. 또한 이 감각들은 모두 강한 정치의 편집

증에 포섭될 수 없었던 잔여물이자 소음이라는 점에서도 편집증으로부터

유발되는 고통, 죄책감, 우울을 표상한다. 즉, 우울은 소수자의 일상이

이질감, 상실감, 수치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게 만

든다. 강한 정치라는 환상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기 위해 퀴어 연대는 우

울한 상태에서 특히 예민해지는 감각적 수용력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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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맥락에서 우울의 정동정치는 현실을 조율해온 이성애규범성에 대한

비판이 이뤄질 수 있는 조건을 구축한다. 다시 말해, 정동정치가 정동적

잔여를 감지하고 파편화된 삶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데 성공하는 순간

은 독해 실천으로서의 퀴어정치가 일시적으로 출현하는 순간이기도 하

다.

이처럼 우울의 정동정치는 편집증을 촉진하는 정동적 현실을 생산하

는 역사적 감각기관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을 맴

돌고 있는 정동적 잔향에 주목하여 그 잔향이 가리키는 편집증 바깥의

현실을 ‘감각하는 실천’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무엇이 그 우울과 고통

을 감수하고 만드는가? 벌랜트가 주장한 것처럼 ‘의지’는 주체가 안온한

편집증에 머무르도록 다독이기 때문에 주체의 ‘의지’가 우울과 고통을 견

디고 편집증을 허물 수 있으리라고 낙관할 수는 없다. 하지만 벌랜트에

게 우울은 가장 엄격한 리얼리즘을 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세 개의 현장에서 우울의 사례로 찾아낸 이질감, 상실감, 굴욕감과 같은

정동은 안온한 편집증 속에 머무르려는 의지가 어떻게 그 바깥을 향하는

리얼리즘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암시한다. 주체의 의지는 우울로 표상될

수 있는 정동들을 지우는 데 투여되기도 하지만, 우울은 철회되지도 지

워지지도 않은 채 정동적 잔향으로 주체의 지척에 머문다.

이처럼 우울의 정동정치는 하나의 강고한 조직이나 뚜렷하게 정해진

목표를 강박적으로 추구하지 않는다. 우울의 정동정치는 굴욕감과 수치

심을 차츰차츰 극복해나가면서 소수자들의 삶이 서로 맞물리고 마주치는

일상의 삶을 정치의 장 안에 유기적으로 포섭해 나가는 약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약한 이론으로서 우울의 정동정치는 퀴어 수행성과 마찬가

지로 퀴어정치는 이성애규범성으로부터 완전한 해방된 집단적 삶으로 우

리를 인도하려는 실천이 아님을 시사한다. 수행성이 반복적 ‘실천’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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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두었다면, 정동은 주체가 놓인 ‘상황’에 방점을 두고 주체의 상황이

끝없는 변화 중임을 강조한다. 편집증에 사로잡힌 주체는 항상 편집증이

유발하는 우울의 정동과 맞닿아 있고, 우울의 정동은 우발적일지라도 주

체가 편집증의 바깥으로 나아가도록 주체를 사로잡는다. 하지만 우울이

주체가 다시 편집증에 사로잡힐 가능성을 소거할 수는 없다. 주체는 우

울이 촉구하는 회복적 독해와 우울을 유발하는 편집증적 독해 사이를 오

갈 수 있을 뿐이다.

퀴어정치는 이성애규범성을 지지하기 위해 삶을 파편화해야 할 때 출

현하지 않는다. 퀴어정치는 정치적 주체가 이성애규범성에 가리어진 균

열과 잔여를 읽어내고 삶의 일부로 끌어안을 때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우울의 정동정치는 현실과의 전면적 단절을 촉구하지 않는다. 우울의 정

동은 주체가 정동적 애착을 통해 구축되어 온 편집증의 지척에 공존하는

잔여를 감지하도록 촉구할 뿐이다. 우울의 정동정치는 편집증적이지 않

은 또 다른 현실이 ‘지금’, ‘여기’와 단절되어 있다는 유토피아적 상상력

을 제시하기보다는 정동적 주체가 스스로 만들어 온 현실의 연속선상에

서 또 다른 현실이 펼쳐질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처럼 ‘감각하기’로서의

정동정치는 잔여적 정동을 정치적 자원으로 삼으면서 ‘읽어내기’로서의

퀴어정치를 감각적으로 구현하는 방식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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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 결론: 정치를 ‘퀴어하게’ 읽기

나는 퀴어퍼레이드에서 늘 임시적 연대가 출현한다는 느낌을 어렴풋

이 받아 왔지만 그 연대를 구체적으로 포착하기 어려웠다. 반면, 퀴어퍼

레이드의 정치에서 이성애규범성에 따르는 삶을 쟁취해야 한다는 열망을

감지하기는 점점 더 쉬워졌다. 퀴어퍼레이드에 참여해 온 이들 사이에서

이 두 가지 종류의 감각은 널리 공유되어 왔을 것이다. 이 논문의 가장

기초적 목적 중 하나는 공존하는 이 두 가지 감각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아내고 두 가지 감각과 그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퀴어퍼레이드가 이성애규범성을 교란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고 믿는

이들에게 이 논문의 분석은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비칠 것이다. 반면, 퀴

어퍼레이드가 이미 동성애규범적 정치에 지나지 않으며 퀴어퍼레이드에

서 퀴어정치의 가능성이 소진됐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분석은

무용한 노력의 소산으로 여겨질 것이다. 하지만 퀴어퍼레이드가 완전히

전복적이라는 해석과 완전히 규범적이라는 해석, 두 해석 모두 이성애규

범성을 이분법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두 가지 해석은 어떠한 실천이 이

성애규범적이지 않으면 전복적이고, 이성애규범성을 옹호하는 국면이 존

재하면 규범화에 완전히 포섭된 것이라는 전제를 공유한다. 이성애규범

성을 퀴어정치 비평에 적용하는 양상이 이분법적일수록 섬세한 분석은

어려워지고 성공과 실패만을 논하는 극단적 결론만 남는다.

이성애규범성은 성소수자 주체의 일상에 이미 파고들어 있고, 성소수

자 주체 역시 이성애규범성에 정동적 애착을 품는다. 하지만 퀴어 수행

성은 이성애규범성이 실천의 반복을 통해 구현되기에 실천의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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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이 뒤틀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물론, 우리는 이성애규범성에 언제

나 대항하는 퀴어 연대를 미리 규정할 수 없으며 이성애규범성을 교란하

는 실천으로서 퀴어정치가 어떤 정치인지 미리 정해둘 수도 없다. 이 때

문에 퀴어정치는 항상 규범의 전복과 규범으로부터의 일탈의 가능성을

읽어내는 독해 실천으로 나타난다.

퀴어퍼레이드에서도 이성애규범성을 지지하는 정치는 정동적 애착에

의해 지지되고 구축된다. 이성애규범성이 구현되어 오면서 성소수자 주

체들에게 새겨진 상처는 역사적 감각기관의 기초를 구성한다. 그리고 성

소수자 주체가 퀴어퍼레이드에서 혐오세력을 마주칠 때 역사적 감각기관

을 따르는 정동적 애착은 편집증적 현실을 생산하고 성소수자 주체를 이

성애규범적 환상에 부착시킨다. 퀴어퍼레이드가 혐오세력이 휘두르는 폭

력에 조직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열망은 성소수자 주체들의 시민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강한 정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현실주의를 탄생시킨

다. 퀴어퍼레이드에 경찰 병력과 사법 제도에 의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이 현실주의를 통해 정당화되며, 성소수자 주체는 대의제를 통해

이 현실을 타개할 수 있다는 희망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그러나 현실주의는 작동하지 않는 환상에 불과하다. 이 논문의 분석에

따르면 퀴어퍼레이드에서 관측되는 현실주의와 강한 정치는 시민권에 의

존하기 위해 공적 공간을 중립화하고 섹슈얼리티를 사적 영역으로 제한

한다. 이에 따라 현실주의와 강한 정치는 성소수자들에게 상처를 입혀온

이성애규범성을 오히려 강화한다. 이처럼 정동적 애착은 작동하지 않는

환상을 포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현실을 편집증적으로 생산한다.

정동은 이성애규범성에도 투여되기에 퀴어정치의 걸림돌이 되기도 하

지만, 흩어져 있는 퀴어정치의 주체들 사이에 성립하는 결속을 설명함으

로써 퀴어정치의 토대를 설명하기도 한다. 특히 이 논문은 이성애규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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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투여된 정동적 애착이 편집증적 현실을 주체에 부과할 때, 그 현실로

부터 빠져나와 진실을 마주하게 돕는 자원을 우울의 정동에서 찾고자 했

고, 퀴어정치가 우울의 정동정치를 통해 실현될 수 있음을 규명하고자

했다.

우울의 정동은 강한 정치와 현실주의를 위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스

스로 파편화할 때 감각해서는 안 된다고 여겨지는 정동들을 의미한다. 

우울은 편집증에 수반되기에 퀴어퍼레이드의 현실주의와 강한 정치 속에

서도 우울이라는 용어로 포착할 수 있는 고통스러운 순간을 항상 찾아볼

수 있다. 이 논문은 우울의 정동을 감지할 수 있는 세 가지 현장을 언급

한다. 각각의 현장은 퀴어퍼레이드에 자신을 동일시할 수 없다는 감각, 

동료를 잃었다는 상실감이나 잃을지 모른다는 공포, 혐오세력이 일깨우

는 수치심과 굴욕감이 강한 정치 및 현실주의와 공존해 왔음을 보여 준

다. 

결론적으로 ‘감각하기’로서의 우울의 정동정치는 편집증 속에서 편집

증 바깥을 지향하면서 ‘읽어내기’로서의 퀴어정치를 감각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식을 제시한다. 물론, 애착을 투여해 온 현실주의로부터 떨어

져 나오는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자신의 삶과 편집증 바깥의 현실을 유기

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희망은 주체가 자신의 우울과 예민한 감각적

수용력을 쉽게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다.

다만, 이 논문은 퀴어정치를 독해 실천으로 주장하면서도 섹슈얼리티

를 독해의 대상으로 직접 다루지는 못했다. 이 논문이 이성애규범성과

퀴어정치를 규정하는 방식은 범주를 통해 재현되기 어렵다는 섹슈얼리티

의 특성에 착안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분석 범주로 성적 욕망과 쾌락이

지니고 있는 정치적 함의를 해석하지는 않았다. 금지와 욕망, 위험과 쾌

락, 성적 규범과 성적 일탈이 개인 혹은 집단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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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형상화되는지, 그리고 섹슈얼리티에 대한 분석이 퀴어정치와 어떤 지

점에서 연계되는지는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의 분석과 결론은 앞으로 섹슈얼리

티 연구를 진행할 때에도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이 논문의 결론이 정치

자체의 ‘퀴어한’ 속성을 드러내는 실천으로 볼 수 있다는 함의를 담고 있

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정치에서 폴리테이아의 공화주의적 맥

락을 강조했지만 정치는 폴리스, 즉 공적 영역에 기원을 두는 실천으로

서 사적 문제로부터 독립되어 있다고 이해되기도 한다. 하지만 폴리테이

아와 폴리스의 개념은 서로 충돌한다.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실천은 무엇

이 공적 문제인지에 대한 규정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집합적

실천으로서의 정치는 공적 실천으로서의 정치의 모순을 지적함으로써 세

상을 바꾸어 왔다.

정치의 두 기원이 모순을 빚을 뿐만 아니라 정치가 역사적으로도 모

순에 의존해 구현되어 왔다면 정치는 퀴어정치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

다. 이때 이 논문은 이성애규범성과 퀴어 수행성을 통해 정치의 의미가

고정될 수 없는 이유를 입증하고 정동을 통해 정치를 논하는 새로운 지

형을 제안하는 논의로도 읽을 수 있다. 정동은 주체의 현실을 생산하기

에 정치는 사적 문제로 가정되는 주체의 정동, 감정, 감각, 느낌으로부터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정치가 퀴어정치와 다르지 않다면, 정치 자체에서

지워져왔던 정동적 잔여를 정치적 자원으로 읽어내야 한다. 이는 공적

실천으로서의 정치의 관념에 근본적 수정을 요구한다. 이 수정은 공사

구분의 한계를 밝힘으로써 오랫동안 공적 영역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섹슈얼리티의 정치적 함의를 강조하는 정치의 관념을 구축할 수 있다.

더욱이, 정치와 퀴어정치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퀴어퍼레이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관해 분명한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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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할 수 있게 한다. 서울과 지방을 막론하고 작금의 퀴어퍼레이드의 정

치가 시민권 담론을 지지하면서 이성애규범성에 포섭되어가고 있음을 확

인했을 때, 우리는 퀴어퍼레이드를 폐지하고 퀴어퍼레이드의 확산을 저

지하는 새로운 사회 운동을 전개해야 하는가? 정치가 근본적으로 모순과

역설을 통해서만 구현될 수 있다는 인식은 이 질문의 논의 지형을 옮겨

놓는다. 정치적 이상을 구현하기에 적절한 실천 양식이 미리 정해져 있

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퀴어퍼레이드를 새로운 사회 운동으로 대체하

기보다는 퀴어퍼레이드를 포함한 모든 정치적 실천에 내재되어 있는 모

순과 역설을 읽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은

퀴어퍼레이드 현장에서 편집증의 세계와 모순을 유발하는 우울의 정동을

어떻게 정치적 자원으로 읽어내지 방법을 규명하고자 했다. 이 논문의

시도가 정치를 ‘퀴어하게’ 이해하는 한 가지 시발점으로 읽히길 희망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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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ward a Queer Affective Politics: 

A Study on Queer Parades 

in South Korea

Heo, Sungwon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Gender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criticizes the politics of Queer Parades in South Korea 

through contextualizing queer politics as a reading practice which 

troubles heteronormativity. Further, this thesis attempts to formulate 

affective politics as an effective enactment of contemporary queer 

politics by highlighting the affective practice of sensing affective 

residues to appropriate them into a political resource.

Recently, the politics of representation increasingly pervades in 

Queer Parades. The discourse of citizenship is accommodated more 

easily than before for the cause of expansion of visibility and safety. 

The discourse of citizenship, thus, has been assumed to be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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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ive tactics for foster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sexual 

minorities.

The notion of heteronormativity is useful for critically intervening 

in such tendency. Heteronormativity refers to the institutions, 

practices, and understandings privileging heterosexual cultures. 

Heteronormativity not only establishes specific heterosexual cultures as 

public, neutral and normal, but also limits sexuality to be a private 

issue. The politics of citizenship colludes with heteronormativity to the 

extent that it fortifies the public/private division by sanctioning 

citizenship as the sole basis for public political struggle and confining 

sexuality within the parameter of the private.

Heteronormativity also orchestrates the affects of political subjects. 

Queer politics, then, needs to read out affects analytically to critique 

regulatory work of heteronormativity. Heteronormativity exerts itself 

by way of the inherent wounded attachment of those who participate 

in Queer Parades. This affective attachment constitutes a so-called 

‘realism,’ which justifies politics that relies on the discourse of 

citizenship. Although the politics of citizenship is a fantasy that 

colludes with heteronormativity, the subjects cannot be detached from 

the fantasy because they are attached to the paranoid reality. In other 

words, affect is mobilized to constitute, fortify, and proliferate the 

politics supporting heteronormativity.

Affective politics, a practice which senses affective residues, does 

not necessarily realize queer politics. Affective politics still intersects 

with queer politics as long as it leads beyond heteronormative reality. 



Affective attachments, in subordination to heteronormativity, generate 

fragmented perceptions of life. There are, however, residues that 

cannot conform to the paranoid reality, which encourages a sensitive 

affective receptivity, thereby inducing the subject to feel beyond the 

reality. Through the sensitive affective receptivity, affective politics 

connects in- and outside of heteronormative paranoia and grasps the 

moment of heteronormativity in trouble.

The discourse of affective attachments seems to introduce an impasse 

by subjecting the political agency to heteronormativity. Nevertheless, the 

point is that affective politics as a ‘sensing practice’ can acknowledge 

affective residues as a political resource, thus suggesting how queer 

politics could be affectively actualized as a ‘reading practice.’ That means 

the possibility of an alternative political theory where we can understand 

that politics always already depends on the array of sensing and reading 

practices.

keywords : queer, affect, Queer Parades, politics, heteronorma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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