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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조 연설문은 문화연구의 기획이 급진적 맥락주의， 보다 정확하게는 복

합국면주의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비판적， 분석적 실천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특수한 사회 현실 속에서 즉각적인 정치적 필요성이 무엇이며， 그것의

핵심에는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그것과 관련된 문제들은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의 문제들이

문화연구의 핵심적인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미국 문화연구의 즉각적 맥락은 국가， 경제， 문화 간의 관계 자체가 새롭게 재
배치되면서 변화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나는 이러한 복합국면을 근대성 자체
를 두고 경합을 벌이고 있는 다양한 실천들 간의 위치의 전쟁으로 본다. 이러
한 사회구성체의 총체성과 총체성의 복합국면을 염두에 두고， 미국의 문화 연

구는 다양한 맥락에 존재하는 사건들과 구성체들 간의 접합 양상과 그 형태，
그들 간에 일어나는 위치의 전쟁을 분석하고

근대성을 변형시키려는 투쟁 속

에서 문화나 담론이 가지는 효과 및 위치는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정치적인 기
획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한 가지 실용적인 방법으로
서， 경제학 및 정치학의 기획이 현실을 구성하는 방식을 분석함으로써 경제，

시장， 국가의 관계성， 상황 의존성， 담론성을 밝혀내는 작업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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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연구， 맥락과 복합국면 conjunctures
문화연구의 기획이 현재의 정치사를 구성하는 것이라면， 그 구성 작업은 특
정한 방식으로， 즉 지극히 맥락주의적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리하여 대부분
의 지식 생산의 주요 실천들이 지배， 불평등， 고통왜 관계들 -문화연구가 정
치적， 분석적， 전략적 대항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을 형성하는 것에 일조하
는 보편주의(본질주의)를 재생산한다면， 문화연구는 이러한 재생산을 지양하고
자 한다.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문화연구가 복잡성 complexity과

상황적합성 contingency을 포괄할 수 있는 지적 실천을 찾고자 하는 기획이라
는 것이다.
무의식중에 문화연구에서 벗어나게 된 일련의 학문적 성과들과 문화연구를
구분하는 것은 중요하다 1) “기획과 구성체 formation의 관계는 항상 명확해야
한다”는 윌리엄스Raymond Williams(1989, p.151) 의 지적이 명시하고 있듯

이， 분과학문 간 절연과 단절을 조장하는 수법들로 인하여 학문적 실천들이
“진정한 기획”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점에서， 문화연구는 이러한 수법들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던 것이다.

‘음， 문화연구라니， 애매모호한 정체불명의 존재로군， 미디어 연구， 공동

체 사회학， 대중 소설이나 대중음악 연구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옹호할 수 있는 분과학문을 만들고 나섰을 때， 그
것으로 인해 다른 학과에서， 방어할 수 있는 분과 학문과 제대로 된 연구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이들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 기획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것인지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Wi1liams，

1989, pJ58).
기획의 일부일지라도 급진적으로 맥락주의적인 지적 실천을 시도하고 있다
면， 문화연구의 구성체는 스스로가 던지고 있는 문제들， 즉 연구 자체의 맥락

1) 내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수용자 연구， 소비 연구， 하위문화 연구들이지만， 그 외에
도 정체성의 정치를 다양한 방식으로 물화한 연구들reifications이 이에 해당될 수 있

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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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하여 끊임없이 성찰해 보아야 한다. 1990년 일리노이 학회에서 스튜
어트 홀Stuart

Hall(1992a,

p.292) 이 미국 문화연구의 맥락에 대하여 논의하

면서 지적했던 것 -이 부분은 자주 인용되지 않았다- 을 살펴보자
이 맥락에서 그것[역자: 미국의 문화연구]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일련의 연구들이 필요하다. 미국의 문화와 관련하여 그것이 어

떤 의미를 띠고 있는 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선행 연구들이나 다른 맥락에
서 행해진 연구들과 그것이 차별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문화연구
가 이러한 자기 설명의 단계를 실제로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나는 그것이 특정 상황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본
다... 그것은 비판적 실천 작업을 제도적 시점에 정확하게 삽입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이 나라 학문 제도의 역사를 구성하는 한 국면이다.

물론 이러한 제도적 역사가 지식인으로서 행한 우리의 작업이 속하는 가장
즉각적인 맥락일 것이다. 하지만 제도적 역사라는 것은 사회， 정치， 경제， 문

화적 역사라는， 인접하고 있는 다른 핵심적인 맥락들， 즉 사회 구성체 전체와

그것이 맺고 있는 관계와 분리될 수 없다.
나는 문화연구임을 주장하고 있는 많은 연구들 가운데 이러한 자아성찰의
국면을 거쳤음을 보여주는 예들을 미국뿐 만 아니라 여타 다른 지역에서도 많
이 보지 못했다. 그러나 문화연구가 이러한 요구들(앞서 언급된 문제들)， 제약

들， 맥락이 가지는 가능성들 -지적 실천 및 지적 자원들이 그 맥락의 정치적
지식인들을 구성해 낼 수 있는 산발적 가능성들을 포함하여- 에 부응하면서
새로이 거듭나고자 한다면， 스스로를 맥락화 하는 자아 성찰은 문화연구의 쇄
신을 위한 필요조건이 될 것이다. 문화연구는 그 분석대상이 되는 맥락에 대
하여 스스로가 어떻게 가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맥락과 관련하여 혹은 그 안

에서 스스로의 위치는 어디인지를 항상 생각해 보아야 한다. 또한 이것은， 묻
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작업이 왜 문화연구의 기획에서 가장 어
려운 부분인가를 설명해 주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정치적 혹은 이론적 예측을 통해 자신의 연구의 토대를 너무 잘 확립하여，
놀랄 수 있는 기회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함으로써

이미 그런 것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 혹은 그들이 이미 예전부터 찾고 있었던 것에 대한 증거를 발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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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그치는 작업을 문화연구자들이 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유감스러운 경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아성

찰이다. 나는 문화연구가 우리가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을 말해 주기 위한

작업을 해야 된다고 본다 문화연구는 연구를 생산하는 이들， 그것에 대하여
논의하는 사람들， 그것을 경청하는 이들 그리고 문화연구를 지지하는 모든 이

들을 놀라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복잡성， 상황적합성， 쟁점들을 회피
하지 않고서 그것들을 보다 더 잘 기술description하고 설명할 수 있을 때， 문
화연구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아성찰적 맥락화는 우리[역자: 미국의 문화연구자들]가 제기하는

문제들 및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을 어느 정도는 보편적인 것으로 마치 전 세계가 변함없이 항상 같은 문제， 즉 우리의[역자: 미국의] 문제에
답하고자 하는 것처럼 - 가정하는 경향을 줄여 줄 수 있을 것이다. 맥락과 마

찬가지로， 문제 역시 부분적으로는 지리적인 제약- 경계의 성격이 단순하지
도， 예측가능하지도 않지만- 에 의해서 규정된다. 하지만， 심지어 맥락주의를

표방하는 학자들마저도， 마치 자신의 논의가 보펀적 적합성을 띠며 그러한 논
의가 배태될 수 있었던 조건 및 환경이 보편적인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를 종
종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지배 영역 내의 펀협성 parochialism

of the dominant" 의 존재는 우리가 특정 종류의 작업에 아직 착수하지 않았
으며， 그러한 작업들이 아직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증
거로 볼 수 있다.

또한 자아성찰적 맥락화는 실제 연구를 완료하기 이전에 미리 발표해야 하
는 필요성으로 인해 문화연구임을 증빙해주는 핵심 요소인 복잡성(반환원주

의， 다중성， 경합 등)에 대한 탐구를 포기하는 연구를 감소시켜 줄 수 있을 것
이다. 긴급한 정치적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문화연구 연구자들
마저도 단순하게 설명하는 방법 -경제주의， 인종적 본질주의 등 문화 연구가

도전해야 하는 방법들- 을 너무도 쉽게 택하고 있다. 지적 작업은 정치적인
행위와 항상 같은 시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또한， 불량 상태
의 지적 이야기가 불량 정치를 만드는 것이다. 문화연구는 어려워야 한다!
이러한 자아성찰적 맥락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는， 아마도
맥락 이리는 것 자체가 제대로 개념화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아다. 맥

락을 어떠한 의미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던 적이 아직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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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다. 또한， 맥락을 다루었던 다양한 철학적 논의들(명목론을 포함하
여)이 가지는 상대적 장점에 대해서도 아직 논의가 시도되지 않고 있다. 맥락
에 대한 철학적 논의들로는 맑스의 역사적 특수성 historical specificity (그

외에도 생산

방식 mode

of production 이나 제임슨의

인지적

지도그리기

cognitive mapping) , 푸코의 담론 구성체 (그리고 다이아그램 diagram) ， 들뢰
즈와 가타리의 환경 milieu (그리고 기계적 아쌍블라주machinic assemblage) ,
실용주의의 상황situation (그리고 상징적 행위 symbolic action) 등에 대한 논
의들을 들 수 있고， 이러한 논의들은 문화연구에 대하여 각각 다른 함의를 가
지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이론적 바다로 뛰어들기보다는 예시 혹은 실례를 제시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급진적 맥락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잘 보여주고
있는， 스튜어트 홀의 인종과 인종 차별주의에 대한 연구에 대하여 -맥락주의
적 실천은 레이먼드 윌리엄스의 연구와 연구소 (역자: 버빙엄 현대문화 연구

소)의 초기 연구들에서 보다 극명히 드러나기는 하지만- 논의하고자 한다. 적
어도 홀의 경우， 그의 연구의 바탕에는 부분적이나마 맑시즘 전반에 대한， 그
중에서도 특히 역사적 특수성 개념에 대한 그의 지속적인 분투가 담겨 있다.

이러 한 홀의 관심은， 얼마간 등사본으로 공유되다가 WPCS 6호 (1974) 에 최
초로 출판되었던 그의 탁월한 에세이

“방법론에 대한 맑스의 비망록: ‘ 1857

년 서문’에 대한 ‘해석’ Marx’ s notes on method: a 'reading' of the ’ 1857
introduction"’에 잘 표현되어 있다(Hall ，

2003). 이 글은 유물론적 방법을 급

진적 맥락주의 및 반환원주의로 보는 독창적인 재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단순히 이론을 그것이 생산된 맥락을 반영하거나 그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는 대신， 홀 (2003 ， p.134~5)은 다음과 같이 밝스를 인용한다. “심지어 가장

추상적인 유목들도 ... 아무리 그래도'" 마찬가지로 역사적 관계들의 산물이며，
이러한 관계들에 대해서만 혹은 그 안에서만 충분한 타당성을 지닐 수 있다"

같은 글의 후반에서 홀은， 맥락적 유물론은 “역사적 운동과 이론적 사상을 단
순히 통일한 것이 아닌， 통일체 unity 내의 차별화된 존재로서 상호 접합시키

는 것”을 추구한다고 말하고 있다(Hall ， 2003 , p.137). 푸코가 그랬던 것처럼
흘 역시 새로운 종류의 이론화된 경험주의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맑스의

방법론에 대한 홀의 해석에 따르면， “맑스의 방법론은 구체적인 경험적 참고
자료를， 이론적 분석 속에 있지만 그것과는 섞이지 않는， 하나의 특권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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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국면’으로서 보존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론적 분석을 ‘경험주의적’ 분
석이 아니라， 어떠한 구체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 분석으로 만든다."

(2003 ,

p.128) 푸코가 그랬던 것처럼， 홀 역시 이론적 영역(담론적 영역)과 경험적 영
역， 그리고 인식론적 영역과 역사적 영역이 분리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2) 홀(1 997 ， p.152) 이 스스로 이론가의 옷을 거부하고 있음을 표
현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은 중요성을 띠고 있다.
나는 이론에 대하여 전략적 관계를 취하고 있다. 나의 관심사는 언제나
그렇듯이 세상， 즉 구체적 현실을 어떻게 이론화할 것인가이다. 나는 이론
자체를 목적으로 이론을 생산하는 것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론을 전략적 방식으로 사용한다... 나의 목표는 여러 다양한
관계 속에서 그 목표가 가지는 구체성 concretene잃에 대하여 사고하는 것이
기 때문이다.
홀의 인종 차별주의에 대한 연구， 나아가 다양한 형태의 정체성에 대한 연
구가， 변화하는 사회 구성체 social formation의 맥락에서， 혹은 사회 구성체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답으로서 -그리고 사회 구성체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인종과 인종 차별주의가 차치하고 있는 위치

그리고 그것이 행한 결과물에

대한 답으로서- 행해졌다는 사실이 너무도 자주 잊혀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도 쉽고 편리하게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전에 노
골적으로 말한 적이 있지만， 나의 주장은 홀의 유물론적， 비판적 실천이 “사회

구성체들의

2003 ,

현

조직

내에서

가능한

사고의

결정성 determinateness(Hall

p.136)" 을 중시했기 때문에， 그의 인종/ 인종 차별주의에 대한 이론이

-길로이 Pa버 Gilroy와 몇몇 다른 연구자들의 이론을 비롯하여- 가장 일관성
을 가지고 행해진， 맥락주의 철학에 대한 급진적 실천의 대표격이 되었다는

2)

푸코， 들뢰즈와 가타리는 이러한 급진적 맥락화가 자신들의 이론적 입장이라는 것에 분
명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연구를 사용하고자 하는 이들이- 때로는 그들조차도

- 구체적인 위치에 대하여 논의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연구를 위치지우고자 하는 맥
락주의를 하나의 제스춰로 만들어버리고， 자신들의 생각이 보편적 타당성을 지니는 것

처럼 행동하는 경우를 너무나 빈번하게 볼 수 있다. 이른바 수많은 데리다 주의자들과

여타 “후기 구조주의자들”은， 차이를 일종의 보편적인 인식론적 주장으로 환원시켜 벼
리거나 혹은 차이를 맥락 (혹은 복합국면)에 대한 분석과 별개로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분명 이러한 경우에 해당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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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나는 하나의 하위유목으로서 인종과 종족성 ethnicity을 연구하지 않
는다. 나는 항상，

인종화 되어

있는 사회

구성 체

전체를 연구한다 "(Hal!，

1995 , p.53~4) 라고 홀 스스로가 밝히고 있듯이， 그는 항상 자신의 인종에
대한 연구를 위치지우고， 맥락화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인종과 종족성이라는 주제에 대한 모든 논의들은， 홀의
논의가 위치 지워지는， 그리고 그의 논의가 포함되기도 하는 특정 사회 구성
체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그는 이러한 점에 대하여 철저하게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나는 내가 제시하는， 특정 버전의 비본질주의적 인종개념이 항
상 옳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나의 주장은 단지 특정 복합국면에 국한된 [‘맥
락적 국면’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 국면에 대해서만] 진리임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1997 , p.157) 이러한 진리는 어렵고 철저한 연구를 통해서 단

지 “발견”될 수 있을 뿐이다. 특정 사회 구성체의 맥락에서 나온， 이러한 비본

질주의적 인종 개념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것을 상대주의적이라고 볼 필요는
전혀 없다. 홀의 맥락주의적 연구는 그것이 속해 있는 맥락 안에서만 진리임
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럴 필요성에서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 전혀 모순적 (상대주의 자체에 대한 만하임의 딜레마적 형태의 모순)이지
않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후기 구조주의 및 그 해체주의적 실천， 그리고 후기구
조주의가 해체하는 다양한 이항대립들을 홀이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는 것이
다3). 홀(2000) 에게 있어서

해체 deconstruction 산종散種dissemination， 차연

différance의 논리는 “향상 식민화， 노예제， 인종화racialization의 맥락에서 해

독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논리들은 그것을 지배하는 내부 논리에 대한
대안이 아닌， 내부 논리의 일부분으로서 해독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지배적
권력 구조들을 내포하고 있는 안정적인 이항대립주의에 도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혼종성 hybridity, 융합syncretism， 제 3 의 공간third space 등의 개

념들은 불균등한 권력의 이항대립적 구성으로부터 벗어나거나 그것을 해결하
는 것이 아니다. 사실， 이러한 개념들은 “식민화， 노예제， 근대성이 사용하였
던 ‘분절의 disjunctive 논리’ "(Hall ， 2000) 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다음 주장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 주목해 보자. 홀(1995 ， p.55)은 이것도 저것도

3) 흘이 다른 이들 보다 데리다적 의미의 기획에 다소 충실한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문제
는 현재로서는 미결 상태로 남겨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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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언술enunciation， 즉 이항 대립을 깨고 그 사이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언
술의 국변을 밝혀낼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다 (바바Bhabha에 동의하면

서). 왜냐하면 이러한 ‘그 사이의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항상 권력을 포함하
고 있는 이항대립의 일부이기 때문이다(압축condensation과 산종dissemination) .
홀(1 996 ， p.61)의 진정한 문제의식은 이항대립주의로부터 탈피하거나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맥락을 간과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아니라， “왜 이항대립이 반복해서 출현하는지에 대하
여 끊임 없이 질문을 던져 야 한다 "4)

인종 차별주의에 대한 홀의 연구는 “역사적 특수성이라는 전제를 ... 엄격하
게 적용하는 것"

(Ha!l, 1980,

p.336) 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

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연구는 불평등한 위치와 관계들의 배치로서의 사회 구
성체가 -권력에 의해서- 조직된 상태를 연구 주제로 삼는다. 이러한 특정한
맥락주의외 시각에서 보았을 때， 인종 차별주의는 사람들을 분리하고， 분류하

는 한 방샘 -혹은 역사적으로 변화하는 일련의 방식들- 인 것이다.
인종 차별주의의 종류는 다양하다. 각각은 역사적 특수성을 띠고 있으며

그것이 출현하는 각 사회에서 다른 방식으로 접합된다. 비슷한 여타 사회
현상들과 그것이 어떠한 공통적 특정을 가지고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과는
별개로 인종 차별주의는 항상 이러한 역사적인 특수성을 띤다. 인종 차별주

의가， 선행하는 역사적 단계들을 통해서 이 사회에 축적된 문화적， 이데올
로기적 흔적들에 의존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은 항상 과거가 아닌， 사
회의 현재 조건과 조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특수한 형태를 띠게 된다

(Hall, 1978 , p.26).
또한 홀(1980 ， p.337)은
이것은 인종 차별주의를 본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보고， 특수한 역사적

4)

이러한 작업은 반근본주의 anti -essentialism를 넘어서 길로이가 말하는 반-반근본주의

anti-anti-essentialism로 나아가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이 작
업은 넓은 의미에서는 정체성과 차이의 관계를 재이론화 하려는 바람직한 시도이다. 또
한 이것은 하나의 정체성으로서 인종 자체가 얼마나 두드러지는 것인지에 대한 홀과
길로이의 상이한 입장을 설명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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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밖으로 나와 그것에 대한 어떤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구조를 도출해내
려는 것에 대한 경고이다. 인종 차별주의는 역사적 특수성을 띠고 있기 때

문에， 그것을 역사적 관계들의 산물로 보았을 때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그러한 관계들에 대해서만， 그리고 그러한 관계들 속에서만 충분한 타당성
을 확보할수 있다.

인종 차별주의는 다른 사회적 관계들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인 역사적 조건에서 인종 차별주의가 실행하는

실제 역사적 ‘작동’， 즉， 일련의 경제， 정치， 이데올로기적 실천들， 하나의
사회 구성체 속에서 그것이 다른 실천들과 실제로 접합되는 특수한 양상에
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상이한 인
종적， 종족적 특성을 지닌 집단들 간에 인지적 차별을 두는가의 문제가 아

니라， 이러한 차별에 사회적 타당성을 부여하고， 그것이 역사 속에서 작동
하도록 만드는 특수한 조건들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대Hall，

1980, p.338).

그렇다고 보았을 때， 우리는 인종적 우월성을 보여주는 태도로 인해 플랜테

이션 노예제도가 생겨났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노예제도가 (역사적
조건과 필요에서 비롯된) 특정 형태의 인종 차별주의를 생산했다고 이해하고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
특수성을 띠고 있는 문제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향상 정치성을 띠고 있는

-맥락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간섭하고자 하는 문화 정치 전략들'"
문화 이론의 형식과 스타일， 비판" (Hall, n.d.) 역시 맥락에 의해서 결정된다.
강도행위가 “형성되는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그것에 대하여 정의내리는 것에
대하여

『위기 다스리기 Policing the Crisis.! 에서 반대 입장을 표현했던 것에

서 시작하여， “대중적인 것을 해체하며 Deconstructing the popular(19S l)"에
서 처음 제시했던 주장을 베일리와의 공동작업 Bailey and Hall 에서 반복했던

것에 이르기까지， 홀의 맥락주의는 완벽한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적으로 급진적인 것이고， 또한 1970년대， 80년대에 새로운 담론적 가

능성을 열어주었던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의 지배적인 장르로서 자리 잡게
되는 시점이 되면， 그것이 일종의 폐쇄 closure가 -그리하여 억압적 가치를

언론정보연구 42-1 호

136

띠게 되는- 되는 것은 전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것은 정체될 것
이고， 하나의 스타일이 될 것이며，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가능성을 열어주
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그것을 사용하

게 될 것이다. 이러한 지경이 되면， 다른 전략이 필요하게 된다(Bailey and

Hall, 1992, p.1 5).
또한， 아이삭 줄리안Isaac Julien(Mercer , 1992 , p.37 에서 재인용)의 표현

에 따르면， “주 내러티브master narratives와 관습들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영토와 사상은 구성， 재구성되면서 정치적으로 발굴되어야 하며， 그리고 나서
는 폐기되어야 한다"

맥락은 우리들의 연구의 시작이자 끝이다. 시작부터 끝까지의 궤도가 우리

의 지도그리기의 성공 여부， 즉 맥락에 대하여 보다 나은 설명 및 이해에 도
달하고 있는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홀(1992b，
p.21)은， 이미 고전이 되어버린 그의 에세이， “흑인 대중문화에서 ’흑인’은 무

엇을 의 미 하는가?What is this ’black’ in black popular culture" 에서 다음과
같은 말로 글을 열고 있다. “나는 이러한 질문에서 출발한다. 흑인 대중문화에
대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이 국변은 어떤 종류의 국면인가" 이에 대한 답
을 찾는 것은 당연히 맥락 분석과 자아 성찰적 작업으로 귀결된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또 하나 있다. 홀을 읽으면서， 보편적인 것은 아니나 일

반적인 것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대개는 근대성， 자본주의， 정체
성의 논리를 기본 시각으로 삼고 그가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는 이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방법론에 대한 맑
스의 비망록Marx's Notes on Method" 과 같은， 적어도 초기의 입장을 보자

면， 홀은 어떤 보편적 실천 -실천이 위치하고 있는 특정한 관계나 맥락을 초
월하는， “진화론적인 역사 발전”의 주체로 볼 수 있는 힘이나 구조- 을 가정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홀은 맑스가 사용하였던

“생산 일반”이라는 개념을 거부했으며， 일반적이거나 추상적인 생산을 주장하
는 것은 특정한 복합국변의 자본주의의 산물이며

그 복합국면에 국한된 주장

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 하지만 홀은 이러한 주장을 급진적인 특

수주의 radical particularism로 발전시키는 것을 거부한다. “인종 차별주의에
어떤 일반적인 특정이 있는 것은 분명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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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이러한 특정들이 활성화되는 맥락과 환경이 지니는 역사적 특수성으로 인
해 그러한 일반적 특징들이 조건화， 변형되는 방식이다. 11 (Hall , 1996 , p.4 35)

물론 “일반적인 특징”이라는 개념은， 구체적 실례가 가지는 보편성의 문제
를 맥락적 형태로 제기할 수 있게 해주면서， 모든 것이 거쳐 가는 시작점이
된다. 홀의 해결책은 “일반적인 특정”을 (추상적인) 논리적 유목이나 심지어
초맥락적 유목이 아닌， 역사적-경험적 유목으로 만드는 것이다. 홀이 “경향적

조합tangential combination" 이라고 부르는 이것은 “완전히 결정론적인 의미
에서 규정되지 않는 ‘선호되는’ 조합으로서， 시간이 흐르면서 실제 역사적 발
전에 의해서 퇴적되고 확고화 된다."(Hall ， 1980, p.330) 일반적인 특징은 이
러한 경향적 조합에 보다 근접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홀

이 자본주의 개념 자체를 매우 급진적으로 탈본질화 시키면서 들고 있는 예가

자본주의와 무가노동free labor 간의 연계점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일반적인
것”은 “현 복합국면에 존재하는 힘의 영향력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통의 재작
업 ... 즉 ‘변화하는 같은 것’에 대한 ... 훨씬 복잡한 사상을 간결하게 전달하려

는 재작업”이라고 미묘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 같다(Hall ，

1997, p.294). 즉，

아무리 명백하게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것에 소구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모두
맥락적으로 이해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나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제는 맥락에 관한 홀의 이론을 구

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지금까지 나는 맥락과 복합국면을 혼용해 왔으나，
이제는 이 둘을 분리시켜 사용하고자 한다. 푸코의 연구를 권력/ 지식 간의
파열rupture 이라는 맥락에 위치시켜야

하는 것처럼， 인종에 대한 홀의 연구

는 대처리즘의 등장에 대한 그의 분석과 분리될 수 없으며， 이 두 연구가 동
시에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니다. 맥락주의에 대한 홀의 특정 실천은， 복합국면

-복합국면이란 부분적으로는 유기적 위기에 의해서 정의된다- 에 대하여 스
스로가 내린 진단과 그것에 대한 자신의 위치 및 그러한 진단을 제시하기까지
들인 노력과 관련이 있다.5)

『위기 다스리기 Policing the CrisisJ 에 대하여 Hall (1998 , p.192) 이 말하

5)

접합이라는 핵심적 개념을 고려하지 않고서 푸코를 해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차별화된 통일체 differentiated unity [흑은 총체
성 totality] 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는 것이다). Gilles Deleuze , Foucault와 Michel
Foucault의 Society Must be Defended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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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인종을 흑인 문제로만 여긴다변， 법과 질서 정책이 가지는 그 지역 공동

체들에 대한 영향력을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인종과 범죄라는 문제가 보
다 큰 사회적 위기를 반영하는 창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알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보다 큰 그림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당신은 흑인
텍스트 [역자: 흑인 연구]를 썼을지는 볼라도， 문화연구 텍스트는 쓰지 않은
것이다. 당신이 이러한 접합을 위로는 정치인들 및 제도적인 사법제도에，
아래로는 사람들의 대중적 의향에 맡겨두거나， 그것을 정치로， 공동체로， 흑
인 빈곤으로， 차별의 문제로 돌려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연구에

있어서，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맥락을 복합국면으로 이해하는

것을 중심으로 생겨난 또 다른 모델의 문화 연구에 있어서 “복합국면”이라는
개념이 지니는 중요성은， 버밍엄 현대문화 연구소c.c.c.s. 에서 이루어진 그람

시에 대한 이차적 해독second reading에 -내가 언젠가 사용했던 용어에 따르
면- 기대고 있다. 이것은 윌리엄스Raymond Williams 가

『의식을 통한 저항

Resistance through Ri tualJ 이 해석해낸 인본주의적 그람시도 아니고， 수많
은 현대 문화 이론들을 지배하고 있는 구조주의적 (알튀세 적)이거나 후기 구

조주의적인 그람시도 아니다. 현대문화 연구소의 이차적 해독이 재현해 내고
있는 그람시는， 복잡하게 접합된 통일체 unity 혹은 총체성 totality으로서의 사

회 구성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급진적으로 복합국면적 그람시인 것이다.

사실상 복합국면주의는 맥락주의를 요구하기는 하지만， 맥락주의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즉 모든 맥락들이 복합국면은 아니라는 것이다. 맥락주의가 어떤
사건을

다중적

결정들과 다중적

효과들의

응축condensation

(Frow and

Morris)으로 보고 그것을 관계적으로 이해한다면， 복합국면적 분석은 특수성
을 가지고 있는 일련의 비판적， 분석적 실천들을 제시한다. 홀(1988 ， p.127)
에 따르면， 복합국면은 “특정한 국민국가적-사회적 구성체 전체에 불균등한
방식으로 영향을 주는 위기가 발생하는， 복잡성과 역사적 특수성을 띤 토양”
을 말한다. “그것은 한 조각의 시간time 혹은 기간period 이 아니라， 모순의

축적/ 응축， 즉 다양한 조류들 혹은 환경들의 융합에 의해서 정의되는 국면
moment 애다" 맥락과는 달리， 복합국면은 항상 특정 一유기적인- 위기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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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구성되며， 이 점에 대해서는 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다.

맥락이 사회 구성체를 복잡하고， 중층 결정되는 상황적합적인 통일체로 묘

사한다면， 복합국면은 단순한 맥락이상의 사회 구성체를 가정하며， 이것은 접
합， 축적 혹은 모순의 응축으로 이해된다. 맥락주의가 사회적 현실의 개방성과
상황적합성 contingency을 표방하며， 맥락주의적 시각에서 변화는 주어진 것

혹은 규범이라면， 복합국면주의는 힘의 배치 configuration가 때로는 균형이나
일시적인 안정을 성취하기도 하면서 변화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복합국면주의
는， 일시적으로만 안정성에 도달하는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중층결정
된 재 배 치 reconfiguration를 강조하는 것 이 다.
복합국면 이론이 핵심 분석 과제로 삼아야 하는 것은，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혹은 윌리엄스의 용어에 따르면， 부상하는 것 the emergent , 지배적인 것

the dominant , 잔여적인 것 the residual), 비슷한 것과 다른 것， 유기적인 것
과 우연한 것 간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6) 그러므로 어떤 논리나 과정들에

의존하는 것이 반드시 급진적 맥락주의로부터 퇴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복합국면의 복잡성을 공간적 차원과 시간적 지
속성의 관점에서 심도 있게 분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심

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 져야， 중첩된 맥락들overlapped context , 다양한 차원
에서

작동하고 있는 맥락들， 그리고 흔히

말하는 기저에

삽입된 맥락들

embedded contexts의 다중성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기 때
문이다. 적어도 이러한 작업은， 복합국면들이 대개는 국민국가적 구성체로 구
성되지만， 국제적， 초국가적， 전지구적 실천들， 관계들， 과정들， 제도들로 접합
되는 경향이 심화， 증대되기도 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준다.7)

지금 내가 제시하고 있는 문화연구의 복합국면적 모델은 인종과 대처리즘이

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영국에서

이루어진

연구들

-Hall(1988) , Gilroy

(1987) , Clarke(1991) 등의 연구가 이에 해당되며，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대
표 저작들로는

6)

『위기 다스리기 Policing the CrisisJ (Hall et al., 1978) 와

이것은 특수한 것/ 보편적인 것의 이분법을 복합국면적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

는 가능성을 제공해 준다.

7) 칼 슈미트Carl Schimitt가 말하는 세계의 “배열들nomos" 의 새로운 형식들을 분석할 필
요가 있다. Paul Gilroy(2004). Postcolonial Melanch이i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를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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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반격 >The Empire Strikes Back (Centre , 1982) 을 들 수 있다- 과

관련이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들은 단순히 문화연구의 맥락주의에 대한 복합
국면주의적 모델이라고 보기에는， 복합국면주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창조해낸

그람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헤게모니， 상식， 유기적 지식인 orgamc

intellectuals 등의 개념들이 문화 연구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그리고 오늘
날의 정치 투쟁들에 대한 문화연구의 접근법에 대하여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
문이다.

이것은 맑스의 방법론에 대한 홀의 에세이가 제시했던 맥락주의로부터， 크
게는 아니지만 중요한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며， 협력적으로 구현되는 복합국
면주의 -때로는 접합이론과 통일시되기도 하는- 로 변화하는 것이다. 대처주
의와 (대처리즘의 출현을 예상했던
종(Gilroy，

『위기다스리기 Policing the CrisiSJ ) 인

1987) , 그리고 이 두 가지 문제틀problematics 이 거의 완벽하게

접합되었던 것에 대한 일련의 연구들은 이러한 복합국면주의적 시각이 있었기
에 가능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복합국면이란 맥락으로서의 사회 구성체의 특수한 접

합으로서， 그것이 가능한 조건은 유기적 위기의 존재이다. 그람시 (Gramsci ，
n.d.)를 인용하자면，

위기가 발생하면 때로는 수십 년간 지속되기도 한다. 이렇게 예외적으로

위기가 지속되는 경우는， 치유 불가능한 구조적 모순이 스스로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또한， 이러한 모순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구조 자체를 유
지， 옹호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치적 세력들이， 어떤 한계 내에서 그 모

순을 치료하고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로저 싸이 먼Roger Simon (n.d.)은 이 러 한 주장을 수용하고 있다.
위기가 뿌리 깊은， 즉 유기적인 것이라면， 이러한 노력들이 순수하게 방

어적인 것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 이러한 노력은 국가 제도 및 신 이데올로
기 구성체들의 재정비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세력의 새로운 균

형 상태를 생산하려는 투쟁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반대 세력들이 세
력의 균형을 확실히 자신들 쪽으로 옮겨갈 수 있을 만큼 강력하지 않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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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세력들은 그들의 헤게모니를 재정립 할 수 있는 새로운 연합 체계를
세우는데 성공하게 되는 것이다. 매일 같이 일어나는 사건들의 표면 아래에

서는， 유기체 적이고， 상대적으로 지속적인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위기 다스리기 Policing

the Crisis .l 는 대영제국이 이러한 유기적 위기를

겪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강도행위”에 대한 분석은 이러한 위기를 지적하는
경험적인 출발점이 되었다. 하지만， 강도 행위를 문제라고 봤던 것은 바로 이

러한 위기의 맥락에서만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저자는 유기적 위기를
전후 사회 구성체라는 보다 장기적인 역사의 일부로서 파악하고， “우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고민들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전후 위기에 대
한 적절한 복합국면적 분석이 아직 없다"(Hall et al., p.218)고 지적한다. 미
국의 경우， 적어도 1970년 중반 이래로 다소 비슷한 종류의 유기적 위기를

겪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 역시 마찬가지로， 비판적
진단과 전략을 세우기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는， 적절한 복합국면 분석 연구가
아직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위의 논의들이 암시하고 있듯이， 유기적 위기는 한 방에 쉽게 해결
되지도 않으며， 또한 재건의 노력을 시도하는 해결점 settlement 이 하나만 존

재하는 것도 아니다. 종국에 위기가 해소되는 시점에 이르기까지는 -종종 사
회 구성체 자체의 급진적 재배치를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수많은 일시적이

고 불안정한 해결 상태 settlement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홀은， 영국에 존
재하는 위기， 다양한 투쟁 속에서 인종이 차지하는 위치， 위기의 징후와 해결
점이 1970년대 이후로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그는

3-40년에 걸친 기간 동안에 “종족 정체성과 관련하여 최소한 세 번의 차별화
된 국면들이 있었음”을 지적 한다

(Hall , 1998 , p.4 5). 그리고 그는 70년대와

90년대의 흑인 정치를 비교한 후， “차이를 종족화한 새로운 종류의 정치”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치에서 “흑인적인 것은 1970년대와 같은 의미의

대항적 혹은 저항적 정체성의 의미를 반드시 내포하는 것은 아니다. 흑인 정
체성의 정치적 반향은 지난 10년， 혹은 15 년 동안 엄청난 변천을 겪었다…

흑인 정치가 공동체 투쟁의 정치이던 시기는 완전히 무대 뒤로 사라진 거 같
다”고 결론을 짓고 있다(Hall ， 1998 , p.39-40 , p.42). 흑인 정치는 “명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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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개인주의적 색채 "(Hall ，

1998 ,

p .4 2)를 띠게 되었고， 그것은 어느 정도는

신 기업주의적 문화와 경제의 맥락에서 -나라면 복합국면이라고 표현할- 일
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2.

도대체 문화연구는 왜 그렇게 지루한 것이 되었는가?

나는 많은 경우 (주로는 미국에서) 문화연구가 이러한 맥락주의적 기획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리고 문화연구의 기획은 급박한
복합국면주의적 투쟁들과 관련지어 스스로를 재배치하는 데도 실패하였다. 이
러한 상황에서는 맥락주의적 문화연구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복합국면주의
적 조건과 요구에 맞추어 문화연구 자체 -이론 및 문화연구가 던지는 문제들
-를 쇄신할 필요가 있다. 국가적

초국가적 차원의 구성체들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 및 중요한 투쟁들을 분석하는 데에 문화연구가 (여러 다른 비판적
패러다임과 실천들을 비롯하여) 거의 기여하지 못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바

로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
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문화연구가 지금과 다른 시나리오 빚 결과들을

현실화하고， 대안적 진로로 갈 수 있는 전략들을 찾는 작업에 도움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문화연구가 산발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
다는 사실 (특히나 미국에서， 하지만 미국 외의 경우에도)을 고려한다면， 이것
이 어떤 의미에서는 불가능한 판단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산발성과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말하려고만 한다면 여전히
문화연구외 “중심”을 논할 수 있다고 본다. 그것은 특정 종류의 문제들， 가정
들， 이론들이 지배적이라고 말하는 것이며， 모든 종류의 연구들을 그 궤도로

끌어당기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또한， 다른 지역의 문화 연구가 덜 지배적이라
는 말은 아나지만 적어도 문화연구의 영미적， 유럽적 축 안에서 논의를 전개
하겠다는 의미이다. 문제의 핵심은 그 중심이 현 맥락 (복합국면)에 적절한 것

인가， 중심이 정치적， 지적 실천으로서 효율적인가 하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
로， 그리고 미국， 영국， 유럽 내에서 흥미롭고 중요한 복합국면 연구들이 많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문화연구라는 이름
으로 행해지는 모든 연구들이 이러한 주제들을 다루어야만 한다고 주장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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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아니다. 일전에 언급했던 것을 되풀이하면서까지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많은 연구들이 현 복합국면에 대한 문제 제기 능력과 복합국면에 관한
관여 작업을 강화시켜주지 못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론을 제안하
며， 방법론을 정당화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중심이 지속적으로 그 존재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 존재만으로도 이러한 연구들을 그 중심 궤도로 끌어당겨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중심은 학계의 제도적 권력의 영향력이 커지고， 문화연구를 분과학문의
틀로 다시 구겨 넣으려는 경향이 강해지는 상황에 놓여 있다. 또한， 문화연구
가 윌리엄스의 잘 알려진 이분법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 중심은 한계를 드
러내고 있는， 애매모호한 문화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한 이분법은 (1)
문화를 일련의 의미화적 signifying ， 텍스트적 행위들 -미학적 혹은 표현적 문

화라고 불리기도 하는- 로 보거나

(2)

문화를 삶의 방식 전체로， 그리고 실천

들을 유형적으로 조직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문화에 대한 두

번째 의미는 분명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러한 의미에서 문화는 조직에 대한
경험을 의미하기도 하고， 동시에 그 조직 (그리고 조직에 대한 경험)이 표현되
는 방식， 즉 삶의 방식 전체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 가치， 사상들 -홀이 보통
‘의미의 지도maps

of

meaning' 라고 부르는 것- 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8)

이 중심이 형성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다. 첫째， (1) 의 의미에서 -

가장 좁은 의미의- 문화는 아젠다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문화 연구의 연구
대상이 되었다. 문화연구는 “텍스트"주로는， 특히 대중popular (고급high에
반대되는 의미에서) 문화와 미디어 문화-를 연구하는 것으로 조직되었던 것이

다. 그리하여 홀 (1969-70)은

cccs

시절의 초기 보고서에서， “본질적으로

매스미디어에 대한 텍스트”였던， 호가트Hoggart의

Uses of Literacy.l

『문자해독 능력의 사용

이 “당대의 요구사항이었던 것”처럼 해독되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홀은 “연구소가 ‘현대 문화’에 대한 비판적 연구에 주목
하는 과정에서， 연구소가 그 특성상 텔레비전， 매스 미디어， 대중 예술에 대한
연구소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 상황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는 걸맞지 않았

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적으로 우리와 우리의 연구를 규정하게 되었다

’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홀이 “상황에 대한 이해”나 “당 시점의 요구사항”

8)

윌리엄스가 제시한 정서의 구조structure
의 양상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of

feeling 개념에는 실제 “정서 feeling"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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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 전혀 설명하지 않았던 것은 의아하다. 여하튼， 결과적으로 문화 연
구는 해석학적 기획으로 여겨지게 되었고，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명백히 문화

적이거나 텍스트적인 학문 분과들의 “옷을 입고”， 그 분과들에 심각한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다양한 동맹들과 함께).
둘째， 특정 문화 텍스트가 사회적 총체성 -총체성이란 물질적， 경험적， 의미
적 성격을 동시에 띤다- 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는 윌리엄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완전히 다른 모델을 취하면서 대
체로 폐기되었다. (1)현실의 문화적 구성성에 모든 중요성을 부여함으로써， 어
떤 의미에서는 총체성의 물질적 혹은 경험적 차원보다 문화를 더 중요하고 더
현실적인 것으로 보는 결과를 낳게 되는 인식론. (2)문화를 의미화signification

와 주체화subjectification라는 보편적인 매개 과정으로 간주하는 것. 이것은
문화적 관계가 텍스트성과 수용자 간의 대립 -항상 “커뮤니케이션 적으로” 결

정되는- 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을 의미 한다 (민속지학 연구). 한편으로는，

문화연구가 모든 것을 텍스트로 읽을 수 있게 해주면서， 연구자들은 모든 새
로운 것들이 이데올로기적 혹은 담론적으로 해독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배것은 마치 정치가 문화 자체 속에 포함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시각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문화연구는， 민속지학적 현실 -수용자틀이 텍스트
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을 찾는 끊임없는 작업， 즉 텍스트의 효과를 수용

자의 해독 바깥에 존재하는 무엇으로 고착시켜버리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이
러한 민속지학적 현실은 거의 예외 없이 주체성과 정체성의 관계라는 관점에
서 해석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실을 해석하는 것은 현실을 텍스트와 이데

올로기의 영역으로 환원시켜 버리는 셈이 된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적 전환

은， 문화연구가 “사람들이 이 대상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이렇
게 ... 복잡한 것이， 수용자 층을 구성하고 있는 개인들의 상상적 삶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호가트(1969 ， p.18)의

주장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문화연구의 중심은， 차이를 띠고 있는 것은 타자성 otherness을
지니고 있다는 가정을 (다시 말하자면， 주체성의 수준에서 구성된 차이들을)
바탕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단지 타자의 목소리를 복구하기만 하면 (심지어
는 단지 차이를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타자를 타자화하는 것만으로도)
인류학의 식민주의적 잔재 및 식민화 논리를 극복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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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Morris , 1990).
이러한 세 가지 경향은 당시의 복합국변에 존재하던 세 가지 다른 정치적
문제틀에 대한 답이었다고 본다. 그 문제틀들은 변화를 이해하는 것과 관련된
인식론적 문제틀， 저항을 이론화하는 것과 관련된 정치적인 문제틀， 지배를 이
론화하는 것과 관련된 현상학적 문제틀이었다.
나는 엘리아스Norbert Elias의 의견에 동의를 표하면서， ‘자회의 현 상태에
서 존재하는 어떤 것이 ‘단어’로 구현화된 과거의 결정체 속에서 그에 대한 표

현’을 찾을 수 있는， 한 역사적 순간에만， 문화가 일반적인 관심사가 될 수 있
다" (Kuper, 1999, p.23 에서 재인용)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나는 엘리아스가

제시하는 단정적이고， 지나치게 좁은 의미의 문화 개념에는 동의하지 않으며，
또한 문화 자체 보다는 문화 정치를 강조하고자 한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
이， (2차 대전 이후 영국과 미국에서) 문화연구가 등장하고 그것이 중심이라

는 공간을 구심점으로 조직되었던 것은， 당시의 복합국면에 대한 어떠한 가정

-내가 보기에 옳았던- 에 근거하고 있다. 그 가정이란， 구체적으로는 미적， 표
현적 텍스트로서， 보다 일반적으로는 언어나 커뮤니케이션으로서 문화라는 것
이， 역사가 만들어지고 저항이 조직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는 하

나의 핵심적인 영역으로서， 역사적으로 부상했다는 것이다. 많이 인용되지 않
았던 부분에서 홀 (1981 ， p.239)은 이러한 사실을 매우 분명히 표현하고 있다.
대중문화pop띠ar culture는 권력자들의 문화를 달성하기 위한， 그리고 그것

에 저항하기 위한 투쟁이 일어나는 장이다... 이곳은 사회주의， 사회주의 문

화 -이미 완전히 형성된- 가 단순히 ‘표현되는’ 영역이 아니다. 이곳은 사회
주의가 구성되는 여러 공간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중문화’

가 중요한 이유이다. 솔직히 말해서 이러한 이유가 아니라면， 나는 대중문

화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을 것이다.
보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텍스트 및 담론으로서의 문화는 역사적 변화에 대
한 삶의 경험이 구성되고 있는 곳이다. 이곳은 사람들이 살아 숨쉬는 곳이며，
역사적， 정치적 변화 및 삶의 도전들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럼으로써 그것들을

구성하는 곳이다. 윌리엄스의 용어를 빌자면， 텍스트적 문화는 부상하고 있는
정서의 구조structure of feeling를 구성하고， 정서의 구조에 의해 구성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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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그러한 장소이다. 알튀세의 용어를 이용하자면， 문화의 층위가 지배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인문학의 위기 -이러한 위기로 인해 인문학은， 문화를 심각하게 취
급했던 비판적 실천들， 즉 문화연구의 출현에 대하여 “끊임없이 적대적”인 대
도를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그 유혹에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에 대
한 이유를 부분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홀(1990 ， p.12) 이 묘사하고
있듯이， 인문학은 “문화연구에 대하여 엄청난 의혹의 시선을 던지고 있었고，
자신의 보금자리에 나타난 이른바 훼방꾼을 목 조르지 못해 안달이 난” 상태
였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는 또한， “ 1960년대와 70년대 문화 연구의 출현을
조장하고， 가능하게 해 주었다" 이것이 바로 문화 연구가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던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역자: 문화연구는] 인문주의적 전통에서 통용되는 암묵적 전제의 탈을
벗겨내는 임무를 수행해야만 했다. 문화연구는 [역자: 인문주의적] 실천에

내재되어 있는 이데올로기적 전제들을 폭로하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 [역
자: 인문주의적 l 기획의 한 요소인 교육적 의도를 노출시키고， 인문학이 스
스로 중립적 지식인 척 하는 방식에 대하여 이데올로기 비판을 수행하는

데 힘써야 했다. 즉， 문화연구는 민족 문화와 관련하여 인문학이 수행했던

규제적 역할과 그러한 성격을 폭로하는 탈신비화 작업을 수행해야 했던 것
이다. 사람들이 왜 우리들에게 격렬한 내용의 편지들을 보내 왔는지는 이러

한 기획의 맥락에서 보았을 때 극명하게 드러난다{Hall，

1990, p.1 5).

문화의 중요성이 부상하고 있었던 것은， 학계 내에서 (학계 외에서도) 언어
와 문화 -푸코 등이 “원거리에서의 통제 control

at a distance" 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프로파간다， 잠재의식에 작용하는 메시지， 사
상 차원의 동원，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등에 대한 대중들의 우려의 목

소리가 높아졌던 것에서도 엿볼 수 있다 9) 이때가 바로 커뮤니케이션과 문화

(일련의 인간 행위들 및 경합의 장으로서)가 대중들의 삶의 중심으로 부상했
던 국면 이었다 (이 전까지 문화는， 존재론 빚 실증주의에 대한 비판과 관련

9)

애크랜드Charles Acland의 현재 진행 중인 연구들은 이러한 가설에 신빙성을 더해주었
다. 자신의 연구들을 공유할 수 있게 해 주었던 애크랜드에게 감사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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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주로는 이론적 개념들로서 등장했었다). 이른바 언어학적 전환linguistic

ttrrn (대중문화mass culture , 이 데올로기 등에 대한 관심으로 구현된)이 새로
운 지배적 패러다임이 되는 순간이 도래했던 것이다.
물론 문화가 지배적이

되어가고

있음을 말한다고 해서

문화가 결정적

determinant 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문화와 문화의 역할이 새로이 부상
한 것은 정치， 경제적 차원에서 복잡하게 이루어진 특정한 양상의 전후 처리

로 인한 결과이다 (예컨대

냉전

‘자유주의 liberalism’와 기업들의 타협 등).

또한 문화의 새로운 부상은， 신 보수주의와 반체제 문화의 동시적 출현， 시민
권 운동， 여성주의와 더 광범위하게는 정체성 정치， 또한 청소년 문화를 중심
으로 한 도덕적 패닉 현상의 발생 등으로 대표되는， 경합contestation의 결과
이기도 하다. 물론 냉전 자체가， 파시즘 전쟁과는 달리 이데올로기적 전쟁으로

서 -맥카시즙과 대중적 반공산주의와 같은 가시적인 형태를 띠고서- 문화적，
정치적 공간에서 진행되었던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10)

이러한 맥락은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연구가 출현하는 데에 결정적
인 역할을 했던 연구소는- 문화를 핵심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역사적 변화와 투쟁을 경험하는 주요한 영역으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권력과 정치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심오한 영
향을 주었던 것이다. 당시의 맥락에서 문화연구는 권력이 가지는 매개적인 성

격과 재현적 측면을 강조했다. 또한 당시 맥락의 문화연구는 정치-경제 (국가
와 경제) 영역이 문화적으로 구성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관점이
담긴 글들과 담론적 응축물들이 가지는 중요성을 부인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불행하게도 문화연구는 너무도 성급하게 이러한 연구들을 동질적인 것으로 묶
어 버렸고， 지나치게 오랫동안 이러한 측면을 일괄적으로 다루어 왔다. 그리고

그 결과는 더 이상 끔찍할 수 없는 악몽의 재발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출현
했던 문화연구는， 국가를 탈 중심화 시킴으로써 권력의 장을 복수로 개념화

하였지만 (권력도， 문화와 마찬가지로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으로 보게 되었다
는 것이다)， 동시에 권력을 우리의 일상생활에 뿌리박혀 있는 불평등과 지배
의 물질적 관계들로부터 단절， 분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
1 이 미국이 왜 여전히 확고한 반 공산주의적 경향을 띠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경향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그 정치적 지리적 공간 안에서 파시즘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
떻게 허용적인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지의 문제를 이것이 설명해 줄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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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문화연구는 새로운 차이들과 새로운 실천들을 권력과 결부시킬 수 있게

해줌으로써 (여기에는 수많은 동맹들이 있었다)， 정치의 범위와 영역을 복수로
개념화했다. 문화연구는 문화의 정치화politicization 및 문화정치 (예컨대， 이

데올로기， 문화 전쟁)의 문제를 핵심적인 것으로 부각시켰고， 또한 사람들이
왜 명백히 자신의 관심사처럼 보이는 것틀에 대해서 반대하는 행동을 하는가
와 같은 기본적인 문제의 진원지로서 문화에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하지만，
동시 에 문화연구는 정 치 의 문화화culturalization of politics 경 향이 증대 되 고

있다는 점 역시 드러내 주었다.

3.

근대성에 대한 투쟁

문화연구의 중심은 그 지배적인 지위를 상실하지는 않았지만 위기에 처해
있다 첫째， 새로운 실천들， 조직들， 관계들， 그리고 새로운 정치， 경제의 지리
학들로 인해 문화연구가 문제를 도출해 냈던 틀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 전지
구화， 지 역 화regionalization ， 금융화financialization ， 세 계 전역 에 걸쳐 등장하
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신보수주의적 정치 연합， 냉전의 종식， 다국적 기업의

정치적 개입， 종교 구성체들의 영향력 증대 등은 변화하는 현 복합국면을 정
의 하는 요소들로서， 유기적 위기를 명백히 표면화 시켜주었다. 동시에， 이러

한 요인들은 문화연구의 중심이 아직 응대하지 못 하고 있는 과제물이기도 하
다. 둘째， 세계 제 2차대전 이후에 매우 다양한 지정학적 위치에서 기획으로

서의 문화연구가 등장했고， 그 기획들은 각각 나름의 전통을 기반으로 삼아
문화의 정치를 위해 필요한 특수한 문제들을 도출해 내고 있다. 문화연구가

보여주었던 이러한 다양성은 문화적 영역의 지배적 위치를 확인시켜 주는 것
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다양성은 문화연구의 중심으로서 영미적 전통
을 지배해 왔던 특정한 구성체를 의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하
였다.

앞서 이미 암시했던 바와 같이， 이러한 도전은， 중심의 취지에서 벗어나 여
러 가지 방식으로 외도를 했던

『위기 다스리기 Policing the Crisis .J 에서 이

미 예견된 것이었다. 이 책의 핵심 개념인 헤게모니는 문화적 개념에 해당하
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영역의 경계에 존재하는 개념이다. 헤게모니적 정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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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작업을 필요로 하기는 하지만， 문화적인 문제를 일차적인 것으로 보지
는 않는다

r위기 다스리기』 는 헤게모니를 문화 투쟁으로 보거나， 그것을 사

회 구조의 형식주의적 조직으로 환원시커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하였다 1 1) 헤

게모니는 문화 영역 내에서 형성되는 관계들의 문제이며 정치， 경제의 문제이
다.

헤게모니는， 문화연구가 문화 영역에서 정치 영역 (그리고 정치경제 영역

으로는 아니지만， 경제 영역으로)으로

선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였다.

헤게모니는 문화연구를 이끌어 왔던 문제들 자체에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해
줌으로써， 그 개념을 끌어오기 이전에 이루어졌던 연구들에서는 일괄적으로만
다루어져 왔던 문제들에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해 주었다. 헤게모니라는 것은
경제적 이익을 중심으로 형성된 어떤 연합이， 위치 positions의 전쟁 (다양한
투쟁의 장에서 일시적 연합을 형성하기 위한 전쟁)에서 국가를 점령하기 위해
수행하는 투쟁을 말하는 것이다. 헤게모니적 블록은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스
스로의 정치적 위치， 충성도， 리더쉽에 대하여 그리고 다양한 분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재조직하려는 시도들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기 위해 지속
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국가의 위기， 즉 유기적 위기 (물
론 이것은 담론적으로 구성된다) 에 대한 반응으로서 일어나는 것이다.
비록 문화연구의 초기 구성과정에서 볼 수 있었던 일이기는 하지만， 영국
문화연구는 사회학의 도전에 응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였고 (의도한 것은 아니
겠지만， 인문학과 사회 과학 모두를 재구성하는 기획의 형태로서)， 사회학을
사회학자들보다 더 잘 수행하려고 애썼다. 지금에 와서 돌이켜 보면， 문화연구

가 “사회학의 모든 핵심적 문제들은 정치학이 다루는 문제， 그 이상의 것이
아니다”라는 그람시의 주장을 귀담아 들었던 것일지도 모르겠다. 어찌되었던
간에，

『위기 다스리기』 는 문화 영역 내에서 발생하는 투쟁들 및 문화에 관

한 투쟁들을， 헤게모니 투쟁이 일어나는 보다 큰 정치적， 경제적인 맥락 속에
놓고 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상당히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문화 투쟁은， 그것
이 형성하는 헤게모니 투쟁과의 접합을 명확히 밝혀낼 수 있을 때에만 이해
가능한 것이다

r위기 다스리기』 는 유물론적 문화연구가 늘 암묵적으로 가

정하고 있는 것을 새로운 형태로 재발견하였다. 문화는 그것과 관련된 사회적，
물질적 관계들의 총체성과 분리시켜 논의될 수 없다는 것이다.
11) 라클라우와 무페의 개척지 frontier 개념이나， 차이 (흑은 편입 incorporation)의 논리，
위반transgression의 위협성의 논리의 관점에서도 이러한 시각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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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다스리기』 는 적어도 1960 년대 이후 영국을 구성했던 유기적 위기

를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유기적 위기에 대한 논의는， 지리학적 위치에 따라
시기 구분과 그 형태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겠지만， 분명 미국의 경우에도 해

당될 수 있다고 본다(세계의 많은 지역은 해당 사항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이
러한 위기는，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변 지속적으로 재접합 되었던 일련의 위기
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또한， 위기 자체가， 그것이 발생한 토양 자체
를 특정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상당히 변형시키면서， 매우 불안정하고 단기

적인 해결 상태 settlement만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것은 (미국에 위치한) 우리
와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계속해서 겪고 있는 위기이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경제의 위기 (보통은 1973 년경부터 시작되었다고 간주
되는) -자본주의 내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투쟁들과 변형으로 정의될 수 있는

이기도 하다. 이러한 위기는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 연합과 충성에 대한 가능
성들을 재구성함으로써 (위치의 전쟁) 국가를 통제하려는 헤게모니 투쟁이기
도하다.
하지만， 투쟁이 발생하는 장의 범위와 특수성을 고려하고， 또한 이러한 장들
이 우리의 일상적 삶의 방식 및 가장 기본적인 상샘 수준의 가정들에 얼마나
깊게 침투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이것 이상”의 일이 발생하고 었다는
결론도 가능하다고 본다. 미국에서 (미국이 내가 권위가 아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벌어지고 있는 투쟁들은
남북전쟁 이후 남부의 통합기 12) 에서 1950년대 사이의 기간 동안에 발전하여
지배적인 형태로서 미국에 자리 잡게 된， 특정한 지형의 근대성 -나는 이것을
자유주의적 근대성 liberal modernity이라고 부른다- 에 대항하는， 보다 큰 투
쟁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자유주의적 근대성”의 형성은 연속적이지도
않았고， 진화적이지도 않았다 또한 그것이 아직 완결되지 않았거나， 그 존재

에 대한 논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자유
주의적 근대성이 20세기의 미국을 매체로 정의하게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자유주의적 근대성에 대항하는 투쟁은 그것을 형성하기 위한 투쟁 못지않게
복잡하고， 다양한 성격을 띠고 있다. 좌， 우파 양 진영에서 모두， 자유주의적
중심점에 대항하는 투쟁을 진행하고 있고， 또한 문화， 정치， 경제적 분파들 및

12) Dubois , Black

Reconstruction. 을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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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체들도 불평등， 불안정한 연합의 형태로 이러한 투쟁에 참여하고 있다. 꾸
준히 권력을 획득하는 분파들이 분명 있고 그 사회가 선택해야만 하는 미래
의 양상을 구성해 낼 수 있을 만큼 불균등한 권력을 가지는 경우도 분명 있지

만， 나는 지난 30년 동안 이러한 세력들의 장이 어떠한 해결 상태나 균형 상

태에 도달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지난 30 여 년 동안 이른바 신 좌파 (신
좌파는 다양한 신보수주의파， 다양한 종교적 분파들， 다양한 기업자본주의적
분파들로 구성되어 있다)가 가장 강력한 결정력을 행사하였고， 이들이 이 나

라를 -세계의 큰 부분들은 아닐지언정- 특정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
이 분명하기는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떠할지， 그리고 다가올 근대성， 즉 부상하
고 있는 근대성의 재배치가 어떠한 양상으로 구조화될 것인지를 장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복합국변에 대한 나의 연구가 가정하고 있는 결론 -아직은 초기 단

계에 있는， 잠정적인 결론이기는 하지만- 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경제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자면， 현재 부상하고 있는 해결점은 (혹은， 재배치된
근대성으로 접어든 궤도는) 좌파 진영에서 제시하고 있는 진부한 주장들이 지
적하는 것처럼 모든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환원시키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기
업 가주의 entrepreneurialism 및 금융자본의 의 미를 정 의하려는 다양한 경 쟁적
인 시도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노동을 평가 절하하는 방향으로 (노동보다
투자가 부의 원천으로서 더 중요한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경제가 변형되
는 것을 수반하고 있다. 여러 논객들이 지적했듯이， 이러한 변형 과정에서 (다

양한 종류의) 위험 부담을 사회적 조직이나 기업체들로부터， 개인과 가족들에
게 떠넘기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행해지게 된다. 경제에 대한 이러한 담론 구
성체 안에서， 공동의 가치와 공익을 목표로 하는 시도들은 무시되고， 이성적
선택이라는 새로운 논리로 시장과 가격을 찬양하는 경제 담론들이 새롭게 특

권적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담론 구성체는， 계급이 없는 상상 속

의 사회(즉 중산층 사회)를 지향하는， 경제적 유동성의 시각에서 규정되는 목
표들을 배제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장이 단순히 경제적 관계 이상이라는， 즉
경제적 관계는 문화적

사회적 관계들이 결부된 것임을 인식했던 것은 다름

아닌 우파 세력들 이었다 (문화적， 사회적 관계들이 서로 경합하도록 만들고，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작업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다양한 우파 자본주의
분파들은 부인하겠지만). 오늘날에는 경제와 종교가 공공연히

재접합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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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rticulation되는 매우 강력하고 새로운 현상이 관찰되고 있으며， 이러한 재
접합으로 인하여， 시장을 탈사회화된 곳， 개인적인 교환이 일어나는 곳으로 이
해하고， 자유 무역/ 자유시장을 경합이 일어나는 곳이 아닌， 탈규제화된 영역
으로 보는 특정 시각을 애국적으로 찬미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투쟁들과 변형의 결과물은 단순히 신자유주의로 오도되어 묘사되고 있
지만， 내가 보기에 이것은 자본주의적 분파들로 구성된 특정 연합의 이데올로
기로 보다 잘 이해될 수 있다.

정치적연 용어로 설명하자면， 주권을 놓고 명백한 투쟁이 -복잡， 다중적인
관계가 생성되고 있다 거버넌스governance 와 통치성 governmentality의 방식
이 다양화되어 가고 있으며 (그 예로는 소송과 규제의 사용이 증가하는 것과
기업 문화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그 결과로서， “국가”가
덜 교육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분명히 관찰 할 수 있다 (현 정부 체제에서
는 도덕적 규제에 대한 국가의 관여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하

지만， 그 이상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한편으로는， 마치 알고 싶지 않고 관
여하지 않으려는 욕구가 존재하는 것처럼， 마치 프롬이 말하는 “자유로부터의

탈피”가 실현되고 완결된 양， 국가주도의 선거 정치로부터 (많은 경우? 정치
전반으로부터) 탈피하려는 복잡하고 모순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

한 현상을 순전히 이데올로기적이거나， 아니면 완전히 관리경영적 차원의 것

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중심에서” 일어나고 있
는 것이라면， 집단의 차원에서는 (좌파와 우파차원에서 모두) 어떤 주제나 권

력 조직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감정적 투자를 하는 경향이 증대되고 있다. 여
기서 이데올로기는 다른 것 보다는 연합을 유지하기 위한 문제로 볼 수 있으

며， 여론은 단순히 공중의 지지를 측정하거나 동원하기 위한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다양한 방식으로 조작， 사용될 수 있는 세련되고 보
다 감정적인 도구가 되었다. 전투의 태세가 점점 더 양극화되면서 (그리고 참

가자들이 감정적으로 관여하게 되면서)， 타협， 심지어 대화의 가능성마저도 줄
어들게 되었고， 민주적 전략으로서 대화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말할 것도 없
고， 정치적인 필요성 차원에서 대화를 바람직하게 보는 경향 역시 감소하게
되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당 빛 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 기강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동의와 완력의 관계， 정치 영역의 중심과 주변부와의 관계가
변화하면서， 정치적 담론과 도덕/종교의 담론들 사이에 형성되는 균형점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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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가 변화하게 된 것이다.

문화의 영역에서는 세속주의와 교육에 대한 공격이 심각하게， 효율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권위와 지식에 대한 담론 구성체들이 재구성되면서 새로운

근대성이 형성되고 있다. 대략적이지만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 지나치게 단순
화 시키자면， 정치적 광신도주의가 증가함으로써， 지식임을 내세우는 경쟁관계
에 있는 주장들을 -단순히 해석에 대한 주장만이 아니라 심지어 “사실적”인

지식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판결하는 제도 및 실천이 거의 완전히 붕괴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새로운 의미의 공간과 공간적 정체성들은 거의 모든 수
준에서 (전지구적， 지역적， 민족적， 국가적， 국지적인)， 있을 수 있는 온갖 종

류의

감정적，

군사적

행위들을

자극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개별화

individualization 방식들 (생명공학의 발달이 내포하는 함의들은 말할 것도 없
고， 정체성 공동체들과 기업들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소속감의 새로

운 구조들 (인민과 종족dernos and ethnos의 새로운 관계)， 역사 및 시간성의
개념과 그것에 대한 경험의 실제적 변형， 이 모든 것이 사회적 생활과 현실의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나는 국가 (보다 포괄적으로는 정치도 포함하여)， 경제， 문화 간
의 관계 자체가 재배치되고 있다고 생각한다CClarke ，

2004).

한편으로는， 문화

가 정치와 경제의 영역으로 함입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동
시에， 정치와 경제의 영역이 문화화 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가? 나는， 현 복합국면 혹은 새로

이 형성되고 있는 해결 상태에서 문화가 계속 지배적인 위치를 유지할 수 있
을지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분명 그렇게 가정할 수도 없다는 것을

- 말하고자 한다. 보다 예리하게 지적하자면， 텍스트적 문화 (고급문화와 대중
문화 모두)는 더 이상， 2차 대전 이후 수십 년 간 (이 기간은 전 세계적으로
문화연구가 출현했던 시기이다) 누려왔던 것만큼 핵심적인 역할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는 변화가 조직화되고 경험되는 영역이 아니며， 생동적인
과정을 거쳐 저항이 조직되고 있는 곳도 아니다. 텍스트적 문화가 작동하는

가시적인 벡터 및 텍스트적 문화의 효과들과 정치， 경제적 변형이 일어나는

전방영역 간의 불일치가 점점 더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주장
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의미화의 영역， 매개의 영역， 표상의 영역， 이데올로
기적 영역， 기호학적 영역 등 (그 외에 어떤 용어를 선호하든지) 보다 포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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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의미의 문화가 누려왔던 지배적 위치 자체가 그 의미를 상실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것은 인간의 현실이 담론적 구성에서 다소 자유로워졌음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담론 영역의 특정 측면들은 더 이상 역사적 경험과
변화의 현장을 정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것은 문화가
중요성을 가졌던 방식들 자체가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것이지만， 그럼
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연구는 이러한 변화를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나의
주장은 내가 연구하고 있는 맥락， 즉 미국에 주로 해당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
현실이 구성되고， 변화를 경험하는 핵심적인 현장이 정치와 경제 영역 (이

러한 영역 자체도 물론 담론 구성체 혹은 담론적 기구라고 정의할 수 있는)으
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은 유흑도 느끼지만 문화에 부차적인 역할을
부여할 수 있을 정도로， 현재 우리가 파열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
문에， 그렇게 완전히 대조되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오
히려 내가， 사회 구성체가 별개의 층위들 혹은 영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

회 구성체를 구분 짓는 관점을 재생하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 오히려 나는 우리가 복합국면적 위기를 겪고 있으며， 그러한 위기 속에
서 문화 자체가 재접합， 재배치되고， 문화의 이른바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주짱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부상하고 있는 정서의 구조가
정치와 경제의 영역 안에서， 혹은 그 영역들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구성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정치경제적 문화라고 부르는 문제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경제학， 정치학 내에서 제대로 개념화 되고 있지 않다)이 부각되고
있고， 이러한 영역들은 문화 (주로는 담론적이고， 기술技術적인 개념의 문화)
와 절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새로이 부상하고 있는 정서의 구조
는， 매우 강력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감정의 지도 혹은 효력을
가지는 것들의 배치도mattering map -이것은 공포， 모욕감， 감상주의라는 적
어도 세 개의 축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다 -의 심각한 재편성을 필요로 하
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나는 이러한 복합국면적 투쟁들 및 변화를， 우리가 겪고 있는 근대성이 재
접합되고 있는 “정후들”， 심지어 그러한 재접합 현상 자체의 일부라고 보기는

하지만， 이것이 어떠한 신기원이 되는 전환이거나， 혹은 모든 변화 및 투쟁들

이 서로 상응하면서 모든 것이 한 가지 논리로 설명 혹은 귀결될 수 있는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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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은 아니라고 본다. 변화들이 함께 접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것은 위치의
전쟁이다. 각각의 변화와 투쟁들은 다른 시대에 시작되고， 다른 속도로 이루어

지며， 다른 기획에서 등장한다. 또한 이들은 다른 저항에 맞닥뜨리게 되고， 다
른 사회적 위치에서 작동한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와 투쟁들이 같이 묶여지
면， 이것은 지난 세기 동안 (심지어 그 구성요소 중 몇몇은 그보다 더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당연시 여겨져 왔던 근대성의 구성체 자체에 대한 투
쟁 -좌파와 우파 측에서 모두- 을 구성할 수 있다 우리가 “고도로 과도기적
순간， 즉 우리가 완전히 지배할 수도 없고， 완전히 폐기할 수도 없는 구시대의

국가와， 우리가 지향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어
떤 신시대의 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 매우 그람시적인 복합국면”에 살고 있
다고 홀(1 995 ， 67) 이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한 과도기적 국가에서 사는 것은， 후기의 시기에 살기 때문에 ‘후기 post’
인 듯한， 그러한 느낌이다" 다소 헤겔의 색채가 담겨 있는， 이 멋지고 상상력

이 풍부한 묘사는 우리가 다소 연장된 유기적 위기의 시기를 겪고 있는 중이
라는 것을 암시한다. 내가 앞서 사용했던 용어로 설명하자면， 근대성의 의미와
-근대성이 복잡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근대성의 배치를 두고 다

양한 개념들과 배치도들이 경합을 벌이는 위치의 전쟁 war of position의 시기
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홀(1998 ，

p.193 ,

p.194) 의 권

고가 보여주듯이 문화연구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한 사회개 즉각적인 정치적 언어를 반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이유와 양상이 무엇인지 해석해 낸다는 점에서 보았을 때 ... 문화연
구가 행해야 할 분석 작업이 많이 있다... 문화연구는 초기의 아젠다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엄청난 자생적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문화연구는 비로소 보다 거시적이고， 광범위 하며， 보다 넓은 개념의 사

회적 관계들을 대면할 수 있게 된다. 나는 수행할 연구들이 많다는 것에 감
탄하고 있다. 또한 문화연구 스스로가 새로운 소명에 대하여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문화 연구는 사회적， 역사적 변화를 이해， 수행
하는 새로운 방법들을 탐색하는 작업 전선에 앞장서야 한다.

이것이 바로 문화연구를， 칸트의 표현을 빌자면 “독단주의적 무기력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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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gmatic slumber" 로부터 일깨우기 위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4.

문화연구를 다시 세우기

근대성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투쟁을 다루는 과정에서， 우리가 맞게
되는 도전 중의 하나는 정치， 경제， 문화 영역이 복합국면적 특수성이라는 측
면에서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동시에 하나의 통일체로 접합되고 있

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에 대하여 탐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하는 것이다. 나는 정치경제 연구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정치경제 연구가
문화적 전환점을 심각하게 수용하고 있는 경우도 13)- 의 행로를 따르는 것만
으로는 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정치경제적 시각에서， 문화

는 경제가 번역되고 반영되는 매개체， 경제가 움직이는 통로로 간주되기는 하
지만， 문화 자체가 실제적 효과를 가진다고 여겨지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경제적 시각은 항상 경제를 정치와 문화의 우위에 두고， 경제에 보펀적인

특권 (그리고 탈맥락화된 단일성)을 부여한다. 나는 이러한 기획이 통치성
governmentality의 개념들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통치성의
개념들은 경제적 힘이 결정적인 권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본다. 또한， 통치성
의 개념들은 경제적 힘을 단지 통치성이 작동하는 영역의 변화가 발생하기 위

한 배경이 될 뿐이라고 보며， 문화는 단지 통치 영역으로 흡수되는 것으로 간
주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14)

오히려 우리는 문화연구의 실천들 속에서 사회적 총체성을 (그리고 그 속에
서 접합되고 있는 차이점들을) 어떻게 이론화 할 것인가의 문제를 탐구해 보

아야 할 것이다. 그 시작은 맥락성 혹은 관계성 (어떠한 “용어”는 그것을 구
성하는 관계들의 효과로서 정의되는 것이며， 관계들이 용어 자체보다 선행하
는， 보다 실제적인 것이라는 원칙 하에)에 대한 가정들을 살펴보는 것이다. 하

나의 사건이란 그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의미를 띠고 있지 않다. 사건은 일련

13) “문화적 정치경제”에 관한 제섭 Bob ]essop의 연구가 이러한 경계선에 존재하는 연구
의 좋은 예이다.

14)

이러한 기획이 발견되는 최적의 예들은

Toby Miller

등의 연구들이다.

Tony Bennet , ]ames Hay. George Yud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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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들 속에서만 그 의미를 -예를 들자면， 하나의 경제적 실천으로서， 특

정한 종류의 경제적 실천으로서- 가지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모든 사건， 모

든 실천은 응축된 결과물이고， 접합된 통일체들이며， 중층 결정된 현실들이다.
우리의 기획은 급진적인 맥락성의 핵심인 상황적합성 contingency을 중심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총체성과 그 안의 각 구성 요소들
(맥락， 구성체， 기구apparatus) 이 가지고 있는 필연적 담론성을 인식하는 것도
우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모든 사건과 구성체들은 각각 이질적인 맥락들이지만， 결국 그것들은 하나
의 접합된 통일체로서 사회 구성체 자체를 구성한다. 문화연구가 현 복합국면
에 대한 복잡한 이론의 세계에 관여하고자 한다면， 알튀세적인 사회 구성체
이론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알튀세적인 사회
구성체 이론은 여러 가지 중요한 방식으로 근대성의 예전 형태들을 구성하거
나， 혹은 그것과 관련된 가정들을 재생산하기 때문이다. 알튀세는 중층결정과
총체성을 함께 고려하려 했기 때문에， 지배 및 상대적 자율성 개념을 기반으

로 한 구조적 모델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모델은 각 층위들을 고립
화， 본질화 하는 과정을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되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알튀세

를 추종했던 일부 사람들은 보편적 특수성을 찾는 완결될 수 없는 작업을 시
도했던 것이다. 중층결정이라는 개념이 내포하고 있는 대대적 혼란과 급진적

불확실성 때문에， 이미 확인된 영역들로 구조 개념을 구성했던 것이다. 물론
다양한 층위 간의 구분이 단지 분석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다름 아닌 이러한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시각 자체
가， 다각에서 투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유로모더니즘의 실천을 정확히 재생산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오히려， 이러한 구분들은 -그리고 이러한 구분들이
내포하고 있는 특수성 및 이러한 구분들이 접합되어 들어가는 총체성은- 복

합국면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경제와 문화를 구분을 짓는 것 자체가 복합국
면적일 뿐 아니라， 어떠한 실천이 경제적이라는 것 (그리하여 그것이 사회적
총체성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 의미하는바 역시 복합국면적으로 정의된 것이
다. 근대성에 대한 투쟁이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맥락은 단지 부분적으로만
묘사 될 수 있다. 그것은 언못 보기에는 보펀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수행
되는 복잡한 일련의 기획들로 보이지만， 실상 한 축에서는 경제적 실천들， 관
계들， 담론들이 작동하고 있고， 또 다른 한 축에서는 도덕화된 종교/정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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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작동하는， 상당히 분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
로 앞서 말한 이론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한 가지 실용적인 방법은， 가장 성공적으로 문
화적 전환점을 피했고， 또한 동시에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정책 및 사회적

구상의 형성 작업을 도우면서 최고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두 분과학문에
주목하는 것이다. 문화연구가 이미 인문학 내의 여타 분과학문들 및 해석학적
사회과학의 자아 쇄신 작업에 일조했다는 점에서 -문화연구 자체로서만 촉발
된 것은 아니지만- 문화연구는 이 분과학문들을 탐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
은 이 분과학문들 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과학임을 자칭하는 태도 및 양적 방
법론을 단순히 거부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경제와 정치의 다중
적 현실들을 정의하고 있는 -혹은 다중적 현실 그 자체인- 거시적인 담론구

성체들 속에서 이 분과학문들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어떠한 효과를 낳고 있
는지， 바로 이 분과학문들의 권력을 이해하는 것이 문화연구의 필수 과제가

될 것이다. 문화연구는 이 분과학문들이 현실 구성을 목표로 이미 착수한 기
획에 대하여 인지해야할 것이며， 나아가 이 분과학문들이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국가， 거버넌스， 경제， 시장 등을 취해서 그것을 중층 결정되는 것으로，
즉 관계적이고， 상황적합적 이며， 담론적인 것￡로 재구성하는 역할을 수행하

여야 한다. 듀게이와 프리카DuGay

and Pryka (2002 ,

p. l)를 인용하자면，

우리가 ‘경제’라고 알고 있는 일련의 과정과 관계들은 더 이상， 한때 그
랬던 것처럼 당연한 것이 아니다. 회사를 굳건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이나 시

장이 움직이는 것과 관련하여 존재하던， 구시대의 확실성 중 많은 것들이 -

실용적， 학문적 영역 모두에서- 항상 분명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지는 않으

며， 이것과 관련된 지식 역시 스스로의 안정성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지 못
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렇게 불확실성이 증대되어 가고 있는 와중에，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과 오늘날의 경제 및 조직 영역에 실용적인 방식으로
개입하는 것에 대하여， ‘문화’라고 불리 우는 것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믿음이 부상하였다 -아니 보다 제대로 표현하자면 재부상 하였다.
이러한 ‘문화적 전환’은 맥락과 기획의 종류에 따라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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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일종의 학제성 interdisciplinarity을 촉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학제성을 실천하기 위해서 문화 연구 연구자들은 점점 두드러지게 나

타나고 있는 두 가지 경향에 맞서 싸워야 한다. 그것은 첫째， 마치 마술을 부
려서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논객의 이론적 입으로부터 뭔가를 끄집어내는 양，
분과학문으로서의 경제학을 몰라도 “신 경제학”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
는 경향이다. 물론 자신의 이론적， 정치적 입장과 맥이 닿는다면， 가끔 이름을

듣게 되는 경제학자의 연구를 읽을 수는 있다. 여하튼，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경제에 대한 지식을 생산하는 다른 형태들 및 영역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학문
적 경제학의 엄청난 다양성 (경제학계 내에서는 이단 경제학으로 불리는) 을

놓쳐 버리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학제성의 실질적인 취지는 사라지게 되는 것
이다. 홀(1990 ， p.16)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진지한 학제적 연구라는 것이 학제적 연구라는 깃

발을 앞에 걸고， 그리고서는 다른 학과의 동료들과 일종의 연합을 구성하여
각 학과가 일종의 학문적 뷔페에 자신의 전문 분야를 가져오고， 학생들이
그 뷔페가 제공핸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차례로 맛보는 그런 것을 의미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진지한 학제적 연구는 전문적 사회학자에게 당신
들이 사회학이라고 말하는 것이 사회학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지적위험

을 수반하는 것이다. 문화를 공부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학은， 사회학계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학자들로부터는 얻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 이것은 어떤 분과학문이 이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일련의 학제적 분야들을 어
떻게 탈중심화， 혹은 동요 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우리가 문화연구라

고 부르는 것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지식 및 구체적， 경험적 연구들의 다양
한 패러다임과 전통들을 존중해야 하고， 그것에 관여해야 한다.

경제학자들보다 경제학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다중적일 뿐만 아니
라 중층결정되며， 관계적이며， 담론적인 것임을 인식할 수 있는 경제학을 구성
하기 위해서는， 경제학이 아무리 복잡하고 정교화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알아야 한다.

두 번째는， 재정 지원이 줄어들고 학계 내의 보수적 분위기가 고조되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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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건들로 인해， 이른바 분과학문 안에서 학제적 연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
하는 듯이 자신이 속한 분과학문으로 움츠러드는 성향이다. 그러한 성향의 결
과물들은， 말하기 민망하지만 대체로 내용이 빈약하고 공상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빈번하며， 전혀 유용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들이다. 우리는， 전문성의
조직과 의미에 대하여 재고하면서 그와 동시에， 협력적 연구， 학제적 연구의
가능성에 다시금 활력을 붙어 넣고， 그것에 대하여 새롭게 생각해 보아야 한

다. 또한， 지식의 생산자인 우리들과 학계 외부에서 지식을 생산하고 있는 이
들의 관계에 대해서 보다 더 탐구해 볼 필요가 있다. 새로운 형태의 대화， 분
석， 비판을 구성할 수 있게 해줄 번역적 실천들을 창출하는 것에 이바지하는
것도 필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경제와 경제학을 탈신비화 시키고자 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다음
네 가지의 분명한 문제틀을 인식해야만 할 것이다. (1) 경제주의， 즉 경제 (생

산 양식이나 계급 갈등 기업가주의

기술 재정， 시장 그 어떤 것으로 이해되

든지)가 역사의 원동력이라는 가정은 중층결정의 개념을 이용하여 비판해야만

한다. (2) 자본중심주의

즉 자본주의가 어디든 존재하는 유일한 형태의 구성

체라는 가정은 자본주의와 경제적 실천 및 구성체의 다중성을 인식하는 것으
로 대체되어야 할 것이다

(Gibson-Graham). (3)

생산주의， 즉 생산이 경제의

본질이기 때문에 생산이 핵심적인 것이거나， 혹은 실질적 가치 창출의 유일한
기원이라는 가정은 가치의 분산 및 상황 적합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대체되어
야 한다. (4) 경제적 본질주의， 즉 경제적 실천 및 관계들과 비경제적인 그것

들 간에 안정적， 보펀적인 구분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경제적 관계들
자체가 부분적으로는 담론적이며， 경제 영역 자체가 관계적으로 생산된 유목

이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타계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었을 때， 경제는 (그리

고 자본주의나 노동과 같은 경제적인 유목들은) 단순히 경제적인데 그치는 것
이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인 것이 될 수 있다. 하나의 추상적인 유목
으로서 자본주의는 경제의 한 형태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국면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특정 관점에서) 사회 구성체가 조직될 수 있는 일련의 가능성

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문화연구 연구자들은 접합들 자체만 볼 것이 아니
라， 다양한 실천들과 관계들 간의 접합， 즉 정치， 경제 문화적 삶의 교차점에

존재하는 다양한 행위자들， 제도들， 실천들， 담론들 간의 접합이 띠고 있는 형
태들을 -협상， 거리두기， 타협， 주변화 등을-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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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복합국면적 총체성 -그 안에는 담론 구성체로서 작동하고， 담론 구성체
안에서 기능하는 다양한 경제들이 존재 한다- 속의 사회 구성체 15)를 연구해

야 한다는 것이다.

5.

결론

나의 주장은 우리가 하고 있는 미디어， 대중문화 및 다른 형태의 텍스트적

문화에 대한 연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경우 이러한 형
태의 문화는， 문화연구가 분석하는 방식 -제대로 분석이 이루어 진 경우- 이
보여주고 있듯이，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형태
의 문화가 더 이상 단지 이러한 방식으로 중요성을 지니지 않는다고 보기 때
문에， 우리가 문화적 실천 및 텍스트에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 우리가 던지는

질문， 우리의 기반이 되는 이론적， 비판적 도구들 (복잡성과 상황적합성을 다
룰 수 있는 방법들)이 현 복합국면의 문화에 대하여 특수한 유용성을 지니는
답을 제공해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는 우리
가 이제 다른 종류의 질문을 던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문화

전쟁이 마지막 심급에서는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며， 이러한 이데
올로기가 이제는 정치적 연합을 유지하기 위한 연합체 내부의 문제가 되었다
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문화는 더 이상 주체성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독

특한 중요성을 가진 독특한 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정치적，
경제적 용어로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미디어는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사람들

15) 이러한 작업은 이미 진행 중이다. 분과학문으로서의 정치학 내에서는 Jodi Dean,
Mike Shapiro , Wendy Brown, William Connolly, Etienne Balibar 등 다양한 연구
자들이 있다.

경제학에서는， 규제학파를 비롯한 여러 맑시스트 학파들， 맑시즘을 재

고하자는 입장인 다양한 제도적， 사회적 경제학 (Veblen, P이anyi ， Braudel의 추종자
들을 포함하여)， 여성주의 경제학자들， 경제적 지리학자들， 후기 자폐적 경제학 네트
워크， 포스트모던 경제학， 복잡계 경제학complexity

economics , 다양한 경제학사 연

구들 및 여러 자율적인 사회 운동 그룹 등， 다양한 형태의 이종 분파들이 존재한다.

이들 연구 중 대다수가， 그 분과 학문 내에서 주변화 되어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것
이 아니다. 하지만，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분과학문의 단일성으로 인해
때로는 풍부한 다양성이 은폐되기도 한다는 것은 문화연구자들이 진작 인식하고 있어
야 했을 사실이다. 문화 연구와 여타 관련된 분과학문들 (인류학， 지리학 등) 내에도

이러한 작업에 착수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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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계속 속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문화적 꼭두각시처럼 행동하기를 스스로 선택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이다 (사람들은 미디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조차도

그러한 거짓말을 믿고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정치와 문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정보와 오락 등) 간의 관계가 재정의 되면서 미디어는 철저하게 깨업
자본주의로 통합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문화 정체성과 정치 및

경제적 정체성들 간의 접합 자체가 -그리고 행위주체의 가능성에 대한 조건
이- 완전히 재구성되면서， 문화 정체성에 대한 투자나 그 성격도 변화하고 있
다.

문화 영역의 막대한 부분이 너무나 일상적인 것이 되어 버렸고， 우리의 일
상생활 안으로 흡수되었으며， 트페브르Lefebvre 적 의미에서 잔여적이고， 무의

미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것은 정치나 경제 영역으로의
편입 cooptation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문화들의 정체성， 효력을 가지
는 에너지， 문화의 효과성을 재조직하는 재배치 현상이다. 나는 문화가 군산업
오락 복합체로 통합되어 가고 있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사실로서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일련의) 담론구성체로서， 관계성의 새
로운 구심점으로서， 부상하고 있는 정서의 구조의 일부로서， 문화의 존재 자체

가 일상생활이 재조직되는 현상과 더불어 재구성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다. 내가 보기에， 미디어와 대중문화는 이데올로기나 정체성 (종족)
의 문제 혹은 행위성의 중요한 장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그 중요성이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 탐색해보지 못한 방식으로는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 같다 16)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지금까지 이루어 낸 발전들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탐
구 해야만 한다111 우리는， 문화와 정체성의 문제들이 오늘날의 맥락을 이해하

고 변화시키는 실제 작업에서 다소 동떨어진 것이며， 불필요한 것이었고， 앞으

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의견에 통의해서는 안 된다.
나는 문화연구의 진정한 임무가， 경제， 정치， 혹은 심지어 문화적 사건들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국면에 대한 분석， 특히 우리가 이미 밀접하게 관

여되어 있는 위치의 전쟁을 분석하고， 근대성을 변형시키려는 투쟁 속에서 문

16)

책의 유통 (과 출판) 분야에서 일어났던 변화가 어떻게 정치적 가능성의 토양에 변형
을 가져 왔는가와 같은 사소한 예를 들어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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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 담론이 가지는 효과 및 그것들이 복잡하게 접합되는 현상을 분석하는 것

임을 지적하고자 했던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문화연구를 하는 지식인과 학자
들로서 우리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그리고

더 나은 미래의 가능성은 무엇인가에 대한 공적 토론에 참여하기 시작해야 할

때다. 나는 “지식인과 학자라는 우리의 위치”를 강조한다 왜냐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하여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책

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식인과 학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당연시
여겨왔던 해석들， 정치적 결론들을 기꺼이 접어두고 생각하겠다는 열린 자세
를 의미한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는 것은 지적으로 그리고/혹은 정치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옳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것이며， 보다 나은 미래로 갈 수 있는 다른 길을 모색하는 것에 보탬이 되기

위한 것이다. 스코트David

Scott (1999 ,

p.223) 의 멋진 표현을 빌자면，

이 꿈은 끝이 났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하여 이러한 노선의 임무를 추
구하기를 원하는지 ... 자문해 보아야 한다... 우리가 서 있는 개념적 공간의

지형이 너무나 익숙하고， 그 공간이 주는 통찰력이 빠른 속도로 또 하나의

새로운 통념이 되어버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개념적 공간에 대하여 보
다 깊은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 어떠한 이득이 될 수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우리가 비판하는 대상을 바꿔서 개념적 공간의 경계선 자
체를 확장하려고 하는 것이 더 유용하지는 않을는지 스스로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한다. 내가 보기에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에 대한 도전이
며 ... 일련의 새로운 임무들이 가시화 되고 있는 하나의 새로운 영역이다.

이러한 임무들은 인식론의 정치에 의해서 정의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정치 영역에 대한 이론적 질문 자체를 새롭게 함으로써 정의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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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al Studies: the life of a project, the times of its
formations
Lawrence Grossberg
Morris Davis Professor
Department of Communication Studies ,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This keynote address argues that the project of cultural studies
needs

to

seek

a

radical

contextualism,

more

accurately

conjuncturalism, developing a critical analysis of a concrete situation.
The project of cultural studies needs to analyze the changes and
struggles in/ of the various levels of social formations , the ways in
which a set of economic , political and ideological practices are
articulated with other practices in (a) social formation(s). Cultural
Studies in America needs to analyze the reconfiguration of the
relations among its politics , economies and cultures that has been
taking place in America for ha!f a century. Recognizing the changes
as an war of positions among competing conceptions over the
configurations of modernity , Cultural Studies should find ways to
interrogate how the political , economic and cultural are articulated
both as difference and as a totality in their conjunctural specificity.
As a practical way to take up such a task , 1 suggest that cultural
studies should not only reveal the ways in which the disciplines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define the realities of the economies
and politics , but also reconstitute the objects of these disciplines as
relational , contingent and discursive.
Key Words

cultural studies , context, conjuncture , social forrnation ,

modemity, war of posi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