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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개념〉 증여와 선물교환， 마르셀 모스， 호혜성. 관대함의 윤리， 선물 경제

증여론과증여의 윤리*

김성례 ..

1. 서룰
1925년에 처음 나온 마르셀 모스(Marcel 뼈uss) 의 『증여론』 이래

선물과 선물교환은 인류학내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루어진 주제가 되었
지만， 사회과학과 인문과학의 다른 분야에서 이 주제는 최근까지 그다지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지난 20년간 선물{횡fts)과
증여 (gift giving) 의 주제는 인류학이나 사회학뿐 아니라 경제학， 철학，
문학， 예술비평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분야의 주요 이슈로 다루어졌고
선물교환을 이론화하는 시5:7} 이루어졌다. 모스 이후의 증여론은 대체

* 이 논문은 2003년 6월 10일 연세대학교 대화원 버교문학 협동과정에서 주최한 제2차
비교문학 심포지엄 “문학의 경제， 션물의 윤리

모스에서 데리다까지”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애초에 선물과 증여에 관한 문화인류학적인 논의를 소개하는 목적
으로 씌여진 젓요딛 펼자의 특별한 입장이나 쟁점의 부각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논 것

을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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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론과 증여의 윤리

,

김성례

153

로 『증여론』의 주요개념에 대한 재해석에서 촉발되었고， 증여론을 수정
하거나 보충히는 수준을 넘어서 애초에 모스가 『증여론』을 통하여 기도
하였던 새로운 사회윤리의 ~벤으로 발전하였다.
증여론의 핵심적인 문제는 선물과 선물교환이 제기하는 상호주관적
작용의 문제이다. 상호작용의 똥기와 의미를 설명하고자 동1는 노력은
인간의 사회생활에 대한 윤리적 인식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증여론은
고대사회의 고유한 관습을 소재로 한 모스의 『증여론』의 한계를 넘어서
현시대적인 의의가 있다 하겠다. 증여론에서 최근에 일어난 주목할만한
변화로 두 가지 경향을 꼽을 수 있다. 선물과 증여의 논리로서 관대함

(generosi다T) 의 윤리학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하나의 경향이며 선물과
증여의 선험성에 대한 해체론적 논의가 또 다른 경향이다. 현대 자본주
의 경제체계와 이해타산적인 사회관계에 대한 비판에서 촉발된 관대한
션물의 윤리는 주로 경제학， 사회학， 인류학 등 사회과학 분야에서 제기
되는 반면， 선물을 교환의 대상이 아니라 선험적인 불가해성 그 자체로
서 절대적인 타뺑으로 접근하는 해체론적 논의는 주로 철학과 문핵}
서 이루어지고 있다기 이 논문에서는 먼저 증여론의 계보를 살펴보고，
1) 선물에

대한 대표적인 해체론적

논의로서 자크 데리다\)acques Dertida) 의

저작

Given Time: 1. Counterfeit Moneμ1992)을 들 수 있다 데리다에 의하면 선물은 대
가 없는 증여이다. 주는 자가 보상을 기대하거나 받는 자가 채무의식을 느끼는 순간
선물은 더 이상 선물일 수 없다. 받기 없는 주기， 보상 없는 소비‘ 부채 없는 받기，
채무 없는 수용 둥이 선물의 본질적 계기를 이룬다. 그래서 선물은 교환도， 증여도，
수용도 불가능하다. 선물은 바로 이런 비회귀성 때문에 근본척으로 비경제적이며， 이
상적인 선물은 교환의 순환 질서 바같에 위치한다. 선물의 외재성 자체가 교환의 순
환이나 경제를 움직아게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와 같이 선물은 초험적이고 신비한

것으로서 불가농성 자체， 역설 중의 역설이기 때문에， 선물에 대한 모든 이론적 정의
는 초월적 가상이다. 그래서 데리다는 모스의 『증여론』이 선불만 빼고 모든 것→경제，

교환， 증여， 반대증여， 요컨대 선물로 육박하지만 또한 선물을 무화시키는 모든 것을
다루고 있다고 보았다. 션물이라는 불가능한 대상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물음 앞에서 데려다는 기록， 글쓰기， 핵스트를 가리커는데， 선물은 결코
현전할 수 없는 것， 따라서 사후적으로만 관계할 수 있는 어떤 것이기 때댐l 선물에
대해 말 할 수 있는 근거는 그것이 출현하면서 사라지는 장면， “어떤 글쓰기의 흔적”
(모스의 『증여론』이나 보들레르의 “위조화며11'’)에서 겨우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데리

다는 모스의 책 제목이 허구 혹은 허명(虛名)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이 책은 선물이

아니라 교환R 관한 책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데리다에게 우리가 경험하‘는 문학이
란 단지 문학이라는 혀명이 증여하는 이야기， 그 허명에 주석을 다는 서λ에다 이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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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적인 연구 경향을 중심으로 증여의 윤리가 인간과 사회관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히는 현시대적인 문제를 다루어보고자

한다‘

2.

마르웰 모스의 『훌여룰』
마르셀 모스(Marcεl 뼈uss) 의『증여론..!JThe Gift: ηle Fonn and

Reason for Exchange in Archaic 았ieties( 1990[1 92S])은 사회학적 총체
성을 고취한 뒤르캠으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았으며， 의심할 바 없이 레
비-스트로스의 구조인류학과부르디외의 사회적 실천이론에 이르기까지
현대인류학과 사회학 이론에 사회적 인과성의 모텔을 제공하였으며， 또
한 선물과 증여의 윤리에 관한광범한 인문학적 논의를 촉발시컨 저작이
다 2) [j'증여론』은 원시사회와 근대유럽의 종교에 대한 연구에서 출발하

여 사회와 연간의 심리와 육체의 상호영향에 대한 생애 후반의 연구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으후 모스의 학문세계를 대표하는 저술이다. 기본적
으로 모스는 인간과 사회의 구조적 관계에 대하여 통합적인 관점에서
규명하려 했으며 사변적인 것보다는 면밀한 분석방법에 의거한 사회적
사실의 실증적 연구를 강조했다. 학문적 활동 외에도 정치적인 열망도
있어서 사회당에 가입한 사회주의 운동가였으며 이러한 그의 실천적인

면모는 T 증여론J 어1 잘 융합되어었다.
r증여론」의 핵심적인 개념과 이본을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문에서 다루순 선물에 대한 철학적 문학적 논의는 김상환{2003). 박일형 (2003) 참조할
켜

/、

2) 이 Marcel Mauss의 저작은 같은 이름으호 한글 번역본
λl-.

2002) 도

있으나

이

논문에서

인용되는

모스의

증여론，，(이상률 옮김 1 한길
저작

덩여론』은

1990년에

Routledge에서 나유r 영분 번역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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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체적 샤획적 샤실”의 개념
모스는 선물을 “총체적 사회적 사실”로 접근한다Ii'증여론』에서 ‘총

체적 사회적 사실’ 의 개념을 소개하면서 보스는 “법적， 경제적， 종교적，
미학적， 형태적인 제도의 총체성과 관계된 사회현상”을 그렇게 부르며，
고대사회를 이 모든 “제도 상호간의 연관성의 총체성”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총체적 사회현상}에서 “모든 제도는 동시에
종교적， 법적， 도덕적으로 표현되며 모두 정치와 가족파 관련된다. 특정

한 형태의 생산과 소비， 총체적 서비스와 분배를 제공히는 경제제도도
마찬가지이다"(뼈뻐s 1990: 3). 모든 제도가 “동시에 뒤섞여” 있는 고대
사회의 사회생활의 중심적인 원리로서 급부체계(prestation)에 초점을
맞춘 모스는 특히 “곁으로는 지쥐롭고 무상인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는 강제적이며 타산적인 급부”인 선물의 형석을 철저하게 연구함으로써
기족， 정치， 경제， 도덕제도를 모두 아우르는 총체적 사회현상을 일거에
분석할 수 있다고 보았다.

2)

선물의 빼뾰호성과 총어의 이중성

모스의 증여론이 제기옹}는 가장 중요한 의제는 선물。l “째롭고 공
명무사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체로는 강제적이며 상당히 타산적”이리는

선물의 애매모호성이다. 모스는 『증여론』을 며내기 1 년전 1924년에 “선
물， 선물”이리는 제목의 짧은 에세이에서 독일어로 션물의 어원적 의미
가 가지는 특이한 애매 모호성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었다. 고대 독일인

과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의 ‘술 선물’ 관습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선물
의 의미는 호의적인 ‘선물’ (present)과 ‘독약’ (poison) 이라는 두 가지라
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플라톤의 파르마콘(phannakon) 처럼 선불은 동일

성을 갖지 않는다. 받는 자에게 마실 것으로 제공된 션물은 호의적인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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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인지 독약인지 언제나 불확실하기 때문이대 MallSS 1997: 31). 모스는

이러한 선물의 불확실성이 “우리가 지금도 선불을 받은r 때 느끼는” 기쁨
과 불쾌함의 혼합된 감정과 같은 것으로서 바로 이젓이 ‘되돌려주는 답
례의 의무감’ 으보 나타난다고 보았다. 감사의 표시로 되돌려주는 선물，

답례는 그 이띤에 볼쾌한 채무감을 동반한다. 이러한 채무감을 상쇄하기
위해 받은 젓보다 더 많이 되돌려주게 되는데， 이와 같이 총처1성을 능가

하는 과영의 형태로 주어지는 선붙은 비로소 자발적이며 공평무사한

‘ free gift ’로서 ]도덕적 본질을 확보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선물교환의
파정에서 답례는 새료운 선풀교환의 주기를 유발하게 되는 젓이다.

3)

션물교환의 호여}성(reci procity) 원리

모스는 고대사회에서 전형적인 급부 형식은 선물을 주고， 받고， 답례
하는 일련의 행동이 잘 짜여전 사회적 규칙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이루어
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승여제계는 선물을 줄 의무{증여)， 받을 의무(수
혜)， 갚을 의무{답례)의 연쇄적( circlllar)관계로 구성된다. 선물의 증여 수

혜-답례의 순서로 그 흐름에 수반하는 행동의 규칙이 교환이며 여기서 교
환당λF자시이의 의무적 관계는선물교환을제도화한다. 북아메리카원주
민의 포플라치 (potlach) ‘ 남태평양의 쿨라{kllla) ， 뉴질랜드의 하위 hau)
등 다OJ=한 사회에 관한 민족지적 연구를 통해서 모스는 션물교흰이 사회

생활의 중요한 기초라고 보았다 선물교환의 체계는 교환의 태고적 형태

(archaic fonn)로서‘ 원시사회 뿐아니라 유럽의 고대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 이유는 션물교환이 사회를 유지시카고 사회적 결속
을 더욱 강화히-기 때푼이다. 선물교환체계는 단순한 물건의 교환모}이 아

니라 부， 권력， 위세， 명예를 가져다줄 수 있는 특별한 재산과 사람， 특히
여자의 순환까지도 보증히는 삶의 모든 측면과 관계챈능 메카니즘이다
모스는 원시사회와 고대사회의 결혼， 축제‘ 종교의식， 잔치， 시장， 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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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환이 선물교환의 형태로 일관되게 나티난다고 보았
다. 그래서 모스는 전체적인 사회현상으로서의 증여에 나타나는 사회적
종교적 법률적 경제적 도덕적 의의를 교환캐념에 의거하여 분석하고， 그
배후에 작동하는 호혜성 (reciproci뎌)의 원리를 추출해내었다.
선물교환은 호혜성 (reciprocity) 의 원리를 따른다. 누구든지 선물을

받으면 기뻐하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받은 선웹는 선물로 답례하지
않으면 안된다. 주어진 션물은 언제나 답례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선물
은 이론상으로는 자발적이지만 실제로는 강제적이며 타산적인 급부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면서도 언제나 아낌없이 제공되는 것이라는 형식을
취한다. 급부와 반대급부는 실제로는 엄격하게 의무적이며 그것이 이행
되지 않을 때는 갈등과 씨움이 일어난다. 이와 같이 의무적으로 이루어
지는 호혜적 선불교핸l는 도덕성과 경제성이 동서애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모스는 이 모든 것을 전체적인 급부체계 (to때 prestation system)

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제도 가운데 가장 전형적인 형태가 북아메리카
원주민의 포툴라치이다

포틀라치는 ‘식사를 제공한다’

‘소비한다’는 못을 가지고 있는데

통과의례 뿐 아니라， 후계자를 계승하거나 새 집을 잣거나， 공적을 기리
거나， 치욕을 당한 다음 명예와 위엄을 되찾기 위해 열리는 것으로 이를
통해서 위계서열을 재확립하고 권리를 주징녕}는 공식적인 의례행사이
다. 포틀라치의 본질은 베풀기의 의무이다. 증여는 그것이 답례를 기다
리지 않고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순수한 ‘공짜 선물’ (free gift) 에 가끼울

수록 증여자의 도덕적 사회적 우월성은 높아진다. 반면 답례하지 않거
나， 더 많이 답례하자 않으면 선물의 수혜자는 증여째l 게 종속되는 것
이며 더 낮은 지위로 떨어진다. 포툴라치에서 나타나는 끝이 없이 극단
적으로 교환의 양이 가속도적으로 증가되는 선물교환의 비대칭적 메카
니즘에서 핵심은 “받은 선얽l 답례를 해0룹}는 의무”이다.
『쥬여론』에서 모스가 목적으로 하는 것은 두 가지이다. 기존에 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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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젓과는 달리 시장거래의 현상은 화폐의 발명과 함께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오히려 시장은 인간적 현상으로서 어떤 사회에도 낯선 젓이 아
니며， 명백하게 시장이 없는 고대사회에도 교환은 나름대로의 규칙과

계익해l 의해 지배를 받으며 화폐와 상품거래의 현대적 개념에 기초한

것과는 다른 형태의 교환처l 계‘ 즉 선물교환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비교사회적인 방법론에 의거하여 고대사회

의 증여제계가 사사하는 도덕적 정치적 아젠다를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비판과 함께 대안적 사회의 이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당시 모스가 가깝게 경험한 세계 1차대전의 폭력성과 부의 불평등한
분배에 대한 반응으로서 모스는 『증여론』이 시민들의 삶에 교훈이 되리
라고 믿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재화를 모으는 목적이 더 많은 부의
축적에 있다면， 선물교환이 사회관계의 중심적인 핵을 이루는 고대 사회
에서 부의 축적이 가지는 목적은 베풀기와 위신의 획득이다. 그러나 다

른 한편 고대의 위계적인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선물증여의 호혜적 교환
은， 자본주의 시장의 상품경제에서 이루어지는 등가치적 교환이 아니라
비대칭적 위계적 교환으로서 실제로 사회적 불평등을 유지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포툴라치의 경쟁적인 과잉지출(expenditure

of excess)은

결코 공평무사한 것이 아니며 선물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위계질서를

정립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간파한 모스는 고대사회를 전적으로 이상향
으로 낭만화하지는 않았다. 서구사회가 포툴라치의 위계질서와 그로 인
한 사회적 불안정을 피따 위해서는 ‘부의 공동저장소’

(corrunon store

of wealth) 에 대한 접근을 공평하게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모스의 『증여론』은 명백한 정치적 의제를 가지고 있다.
모스의 고대사회에서 작용하는 사회적 규칙의 분석에서 우리는 현대사
회의 조직원리에 관한 도덕적 결론을 유추해낼 수 있다. 모스는 『증여
론』의 결론에서 “사회는 사회와 구성원 그리고 개인들이 주고， 받고， 되

돌려주는 안정된 관계틀 이룰 때 진보한다. 선과 행복은 평화와 잘 조직

증여본과 증여의 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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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노동과 부의 축적과 재분배， 상호 존경과 관대힘~generosity) 속에서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미래의 이상적 사회를 제안하였다{Mauss

1990: 83). 부의 공평한 분배， 민주사회와 공동선” 상호신뢰와 호혜적인
베풀기를 사회현상의 근간으로 히는 사회를 꿈꾸였다는 점에서 모스는
사회주의적 이상주의자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3.

선물의 영(뻐띠: 래비-스트로스와 살린즈의 재해석

모스의 『증여론』에서 후대 학자들에게 가장 논란을 많이 일으킨 개
념은 모스 자신이 ‘션물의 영’ (the spirit of 뺑) 이라고 설명한 하우
(hau) 이다. 이 개념은 애니미즘적인 개념으로서 자칫 선폴교환체계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며 그렇기 때문에 재해석을 요구히는 수수께끼
가 되었다. 후대 인류학자 가운데 여 문제에 천착한 이들로 대표적인
학자가 레비-스트로스(Levi-Strauss)와 살린즈(Sa비ins) 이다.

레비-스트로스는 모스의 『증여론』의 첫 번째 독자 가운데 한 사람이
며 모스의 멜라네시아 민족쳐에 바탕을 둔 증여론을 인류문화 전반에
결친 사회조직의 이론으로 확대 발전사켰대Levi-Strauss 1987). 무엇보
다레비-스트로스에게 모스의 『증여론J 이 기여한것은 『증여론』이 사회

조직의 원리를 교환의 규칙으로 설명하고 특히 증여행위의 분석을 통해
서 사회관계를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설명하려 했다는 데 있다. 레비-스
트로스의 구조주의 야론에 의하면 사회적 삶은 ‘교환’ 의 기초 위에 서

있으며 무의식적 정신구조에 의해 규정되는 상정체계들로 구성된다. 예
컨대 결혼규칙， 경제관계， 언어는 각기 여성， 재화， 말의 교환i1 의해 규
정된다. 레비-스트로스는 모스의 『증여론』이 인간행동의 무의식적 규칙
을 공식화했다고 하여 이것을 최초의 구조인류학적 시도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모스가 『증여론』에서 “왜 선물올 되갚으려 하는가?"라는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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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의 의무를 선불교환의 핵심적인 문제로 제기하면서 “선물의 영 (hau) "
이란 개념을 도입한 것에 대하여 레비-스트로스는 매우 강도높게 비판하
며， 이것을 모스의 실패라고까지 평가하고 있다.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하우 개념에 의하면‘ 선물에 내재되어있는 하우가 선물의 증여자이며
원소유자의 출생지 숲‘ 씨족， 원소유자의 선성한 장소

로 회귀하려는

성향이 있다. 하우의 회귀를 막으면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물을 받은 사람은 결국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무의식적으로 “받은
선물을 되갚으려한다”는 젓이다

레비-스트로스에 의하면 모스의 실패는 선물의 순환을 설명하기 위
하여 하우와 같은 선비한 개념에 의지했기 때문이다. 하우는 교환의 궁
극적인 설명이 되지 못한다. 모스는 복합적인 사회의 전체를 이루는 교
환의 3단계를 단지 전체의 부분으로 잘못 보았기 때문에 세 단계 사이의
상호연관성을 설명히는 원리로서 하우라는 개념이 펼요했다. 만약 모스
가 세 단계 교환의 과정을 전체로 볼 수 있었다면， 하우촬 설정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례비-스트로스에게 하우는 사회적 실천윷 지배히는 기본
적인 무의식의 규책에 대하여 원주민이 부여한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
이 규칙은 그러나 큐척이랄 수 없고 만약 그렇다면 선물은 단순히 물물
교환{때rter) 이나 대여(loan) 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된다. 하우 개념에 기탬

으로써 모스는 사회생활을 무의식적 관계의 체계로 이해할 수 있는 길에
서 벗어났으며 자선의 고유한 개념인 ‘총체적 사회적 사설’을 간과하게

된 셈이다. 하우눈 다%댁f 의미와 결부된 ‘부유하는 시니피에’ (f1 oating
signifier) 로서 원주민이 자신들의 사회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술적인 이름(magical name) 에 지나지 않는다. 레비-스트로스는 모스
가 원주민이 제공한 하우 관련 선화에 대한 주관적 해석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현상학적 오류를 범했다고 비판하였다. 현상의 심층구조
를 보지 못했다는 젓이다.
경제인류학자 마살 잘린즈(Marshall SaWins)는 저서 Stone Ag;ε

증여론과 증여의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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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ill1얹 1972) 의 중요한 장 “선물의 영”에서 마오리족의 하우 개볍에
대하여 사회적 계약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해석하고 있다. 살린즈에게

모스의 증여론은 미래의 경제인류책11 길을 열어놓은 것이었다. 살린즈

는하우가선물의 영이냐선물을소유한증여자의 영혼이냐라는데문제
를 제기하고， 선물의 영은 선물과 선물을 소유한 자의 소유관계(property
re1atîonship)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선물교환을 사람들 λ에

의 의무관계로만 보는 사회학적 관점에 대비히여 살린즈는 선물의 ‘물질
적 특성’ (the thing gîven) 에 주목한다. 여기서 살린즈는 선물은 가치재
(valuables)로， 선물의 히우흘 이윤{profit) 으로 재해석한다{Sahlins 1972:

160).3) 선물을 받는 자가 받은 선물을 이용하여 얻은 이득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이득을 선물의 원주언에게 돌려주는 것

이젓이 답례

(retum-앵ft) 이대Sa삐ins 1972: 157). 포툴라치를 비롯한 종교적 정치적

의식행사에서 이루어지는 의례적인 거래 (ritual transac1ion) 에 주목한 살

린즈는 하우의 신비적이고 주술적인 아우라를 벗겨내고， 성스러움 속에
세속적인 것이 혼재하는 현상을 “의례의 교환논리"(the exchange 10，멍C

of the ceremony) 라는 역설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려 하였다.
모스의 증여론에 대한 살린즈의 세속적 재해석은 모스를 홉스의 정
치철학의 맥릭어써 독해히는 데서 잘 드러난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에 대하여 모스는 만인사이에 일어나는 만물의 교환어라는 말로 대
체하였다"(Sahlins 1972: 168). 살린즈가 모스의 증여론을 흡스의 리바
이단과 비교한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모스와 홉스 두 사람은

모두 사회가 전쟁 대신 이성을 선택한다고 보았다. 홉스에게 합리적 동
기가 폭력에 대한 두려움이라면， 모스에게 군사경쟁보다는 경제적 경쟁

3) 살린즈는 Stone Age Economics(l 972) 에서 원시사회의 선물교환 정제로부터 현대사회
의 자본주의 경제의 기원올 찾으려 모색했다 원시경제를 자본주의 생산체제의 주요개
념， 예컨대 생산유형， 이윤， 교환가치 둥의 개녕으로 재해석을 시도했다‘ 살린즈의 이
러한 시도는 자본주의적 상품교환 경제체제 안에서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는 소위 원시적
인 선불교환 경제에 대한 데이비드 치얼(David αlea]) 의 연구 The Gift Ecη'nomy (1 988)
에서 구체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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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선택하논 것으로 그리고 폭력보다는 대립의 양식을 선택한다. 두 사
람의 이론은모두 패러독스에 기초하고 있다. 홉스가통치력이 호혜성을

확보하는데 펼수적이라고 주장할 때 그는 인공적인 실제， 즉 국가라는
수뺀l 의해서만 이성적인 평화의 자연적 조건을 실현한다는 패러독스
에 직변한다. 이와 비슷하게 모스는 호혜성을 보장하기 위히어 하우 개
념에 기대게 되는데 여기서 그는 비합리적인 형태， 즉 영적 주술적 힘으
로서 하우의 형식으로 사회적 안정과 이성의 기초를 다진다는 패러독스

에 적변한다 모스는 홉스에 가깝지만， 하우 개념을 시용하여 시물 안에
내재하는 힘을 이와 동등한 가치를 위하여 물신화된 ‘교환가치’ 에 가까

운 것으로서 이해한다는 점에서 또한 맑스와 가깝다고 할 수 았다. 모스
는 물질적 거래로서 교환이 언제나 이미 사회적 관계를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함P로써 전쟁과 무역에 대한 대안을 사회생활의 주변에서 중심으
로 이끌어냈다논 점에서 모스의 사회주의자의 면모가 엿보인다.

4.

고훌리에와 위너의 “양도활 수 없는” 선률의 신성성

모스는 증여론의 초점을 “선물을 되돌려주어 0다}는 의무”에 맞추다

보니 “왜 애초에 증여자가 선물을 주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은 간과했
다 모스는 “고대사회에서 선물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강제하는 법과 이
해관계의 규칙은 무엇인가? 받은 선물에는 어떤 힘이 있어서 선물을 받

은 사람으로 하여금 답례하도록 유도하는개꾀는 두 가지 문제에 집중
하고 있다. 여기서 사물에 대한 법을 인간의 법과 결합시키는 방식， 이젓
이 호혜성의 원리이며 호혜적 선물교환을 추동하는 힘을 모스는 선물의
영， 하우(hau) 라고 보고있다. 그러나 하우 개념을 수혜자에게 선물을 되

돌려주어야 하는 의무를 강제하슨 선물의 힘으로서 국힌시킴으로써 모
스는 애초에 션물의 증여자로 하여금 증여하도록 강제하는 선물교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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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측면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 선물교환을 증여자에서 수혜자로
다시 증여지에게 되돌아가는 순환운통으로 보고있는 모스는 애초에 왜

증여자가 션물을 주는가에 대한 설명을 결코 한 적이 없다. 다른 말로，
왜 선물이 존재하는개 만약에 모스가 이 문제를 제기했다면， 아마 시원
적 선물(ori햄lary gi한 or first pres띠tion)은 불기능하다는 것을 인식했을

것이다. 교환체계의 과정에서 증여자의 존재는 교환의 순핸 circle) 이 아

니라 주기 (cycle) 에 이미 암시되어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선물도 언제나
이미 ‘대항-급부’ (counter-prestation)로서의 반응에며 증여자는 언제나
이미 수혜자이디-(G잃che 1997: 115). 이젓이 함축하는 바는 선물이 주어

질 때마다 수혜자에 대한 강제가 이루어지며 교환은 언제나 이런 강제의
관계 위에서만 성립되기 때문이다.
모스도 『증여론』에서 왜 선물이 존재하는가 라는 문제를 하우 개념
으로 설명하려 했던 시도의 한계를 어렴풋이 인식하고， 선물교환의 주고

받고-되돌려주는 세 가지 의무체계 밖에 위치하는 네 번째 의무로서 신과
인간 사이의 선물교환을 제시한 바 있다. 모스는 종교적인 희생제의에서

볼 수 있는 신과 인간 사이에 주고받는 선물이 일반사회생활에서 교환되
는 선물과 다른 성격을갖는다는 것을 인식하견 했으나 이에 대해서 철저
하게 규명하고 있지 않다. 모스는 포툴라치에서 선물로 증여되는 구리판
과 가족 또는 씨족 집단의 상속된 가보로서의 구리판의 구별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양도되는" (alienable) 사불과 “양도되지

않는”

(i nalienable) 사물의 구분이 었다는 것은 언급하였으나， 왜 어떤 사물이
양도되지 않으며， 양도되지 않는 사물과 양도되는 사물간에 어떤 관계가
존재히는지에 대한 분석은 서도하지 못했다. 모스는 선물을 ‘양도될 수
있는 재화’ (alienable g∞c1s)로 제한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교환의 반
복되는 순환구조를 해제하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실제로 선물의 영
(hau) 의 신비의 근원을 규명하지 못했으며 그가 선물교환의 네 번째 의

무라고 이름 붙인 신과 인간 사이의 선불교환의 사회적 효괴를 설명할

164

w 비교문화연구깅 제11 집 1호(2005)

수없었다.
모리스 고콸리에 (Mauricc Gcxlelier)는

Th e Enμ1낀 of the cilt

(999) 에서 선과 인잔 사이의 선물교환이 인간 시아의 선물교환의 준거
점이 되고 있음을 ;삼하고 ‘ 선성한 사물’ (sacred objects)과 ‘가치재’
(valuabl야)간의 관계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여기서 ‘신성한 사물’은

양도되지 않은 사물이고 ‘가치재’는 양도되는 사물로서 서로 구별된다.
고툴리에는 선불의 하우 개념이 교환의 대상}이 되는 설제 시물에 내재하
는 영 (spirit) 이 아니라 그 교환체계를 작동시커는 외재적인 힘 P호서
“선성한 시-물"(the 떼cred objeα)을 통해 구현된다고 보았다. 일찍이 레

비-스트로스는 하우 개념의 신비를 부정하며 이 개념을 마오리 원주민의
사회현상을 섣명하쓴 “순수한 상태의 상정"(자rmbol in a purε statε)으

로서 봐0핸f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블리에는 이를 다시 수정하여 “상
정적인 "(syn따 )lic) 젓보다는 “상상적인 "(imaginary) 젓이 더 우선한다

고 보았다-(GαIdier

1999: 17-25), 상상적인 것은 교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즉， 양도할 수 없는 “선성한 사불”로서 사회와 재생산의 기반이

되며 ‘상정적인 것’ 이 교환될 수 있게 하는 준거점이 된다고 보았다.
여기서 상상의 영역 (the imaginary)을 의미하는 신성한 사물은 사회의
공유된 믿음이며 가치의 책도~로서 작용하며 이젓이 제도와양정으로물
질화된다t 예컨대 “선성한 사물”에 대해 인간이 ‘ 벚플 지고있다’ 는 상상
이 공헌월-(otfering)과 희생제의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다.

뉴기니아의 바루。j:( Baruy띠 부족의 종교의례와 사회적 행위에 나타
나는 션물교환의 상상적 차원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고들리에는 양

도되지 않는 사윌은 더 콘 ‘상상의 힘’을소유하며

예컨대 신령、 조상，

문화적 영웅의 선물 ‘ ~I젓을 소유하는 집단의 정체성과 권력관계의
지표7]- 되며， 양모되는 가지재는 이러한 양도되지 않는 사물의 복사품
혹은 때제물로서 교환가지가 부여된다고 보았다 즉， ‘보존되는 것’ 의

존재가 교환(양도)되는 것의 고정된 준거점이 되는 젓이다. 바루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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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신성한 사물’은 특정한 소수의 가문에 소속된 가보로 보존되는
사물이며 대대로 유산으로 전승된다. 콰아마티네 (kwaimatine) 라고 히는
신성한 시물은 가문에 입문하는 소년들의 성년식 때 특정한 소수에게반
공개될 뿐 다른 가문의 사람들이나 평범한 부족원에게는 철저하게 비밀

에 붙여지는데， 실제로는 검은돌， 뾰족하고 긴 뼈， 넓적한갈색의 디스크
가 담긴 주머니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서 신성한 사물은 실질적 가치가
없다해도 바루야 부족의 기원신화와 밀접한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부족
을 구성하는 세 주요씨족이 태양선으로부터 받아서 분배한 것이다. 신성
한 사물은 이를 소유한 씨족의 정체성의 근원으로서 결코 다른 씨족에게
양도할수 없는 것이며 바루야 사회의 정치적 종교적 위계질서를 반영하
며 또한 재생산히는 기능을 한다{Gαlelíer 1999: 10하 170):.\)

고들리에가 “신성한 사물”의 개념을 가지고 선물의 패러독스， 즉 증
여하면서 보존하는 특성을 설명했다면， 아네트 위너(Annette Weiner)는
저작

lnalienable

P.않ession，，:

πle

Paradox ol‘

K많ping- W1피e

Giving( 1992) 에서 여성의 부와 위선이라는 젠더의 시각에서 이 패러독
스를 입증하고자 하였다. 고들리에가 벼유햄이 모스의 이른바 하우
개념의 수수께끼에 휘둘리지 않고 위너는 타옹개taonga) ， 즉 ‘가치재’

(valuables)의 개념에 집중한다. 위너는 “하우는 모든 선물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타옹가라고 분류되는 가치재를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얘Teiner 1992: 49) , 마오리족의 경우 두 부류
의 타옹가가 있는데， 뼈나 연옥{nephrite) , 귀금속처럼 “딱딱한~'(hard)

타용가와 직물이나 외투와 돗자리와 같은 “부드러운"(50ft) 타용가가 있
다. 여성들이 직조하는 외투는 특히 사회적 위신과 영적인 힘， 즉 마나
(mana) 의 상징으로 간주된다. 지금까지 인류빽l서 마나는 남성적인 힘
4) 여기서 양도되지 않는 사물이 지닌 신성성의 원천이 사회 그 자체이며 역설적으로 신

성한 사물의 불투명성이 사회의 생산과 재생산을 유발한다는 고들리에의 주장은 그가

뒤르챔의 사회결정롱으로 복귀함을 시사한다， 고들리에의 증여론과 관련된 논의는
2아)3년 고들리에의 방한강연회와 세미나 준비를 위한 스터디 모임에서 이루어진 오명
석의 발제로부터 도웅응 받았응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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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연관되었으나 설제로 “마나의 형이상학적인 효과의 뿌리는 여성의
생식력에 있다"(Weiner 1992: 딩) . 전통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권력은

직물의 직조와 관련이 았는데， 여성의 부와 위신은 직물의 소유에 따라
결정된다. 적붉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섹슈얼리티， 재생산， %t육과 관

련된 상정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작물은 인간 세계를
조상과 신들의 세계로 떤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
에서 여생의 권력은 주술적이고 우주적인 영역에서 작용하며， 여성은
이러한 권력을 통해서 사회의 재생산과 친족관계의 조직에 있어서 근본
적인 역할을담당한다.
유명한 외푸나 연옥.0 로 만든 까뀌 (adze)와 같은 가치재 타옹가는

이젓을 사회적 지위가 높은 가족이 얼마나 오랫동안 소유하느냐에 따라
특수한 역사성융 지니게 된다. 19 세기에는 타옹기-의 소유권을 놓고 부족

간에 전쟁이 나기도 하였다. 물론 여기서 타옹가의 소유는 타용가에 부
여된 영적인 힘， 마나의 소유를 의띠한다. 그러한 티옹가 자체가 지닌
위세는 그것이 선붉로 증여될 때 같이 순환한다. 하우와 타옹가가 동일
한 것은 아니 지만‘ 하우는 증여자의 인격에 배어있는 생명력으로서 증여
자의 소유물과 함께 전이가 된다. “각 소유자의 하우가 타용가에 전이될
수 있지만 타용가의 기-치는 실제 소유자 자선의 정제성보다는 과거에

타옹까를 소유했던 지플의 축적된 사회적 우주론적 정제성에 따라 평가
된다"(짜~iner 1992: 6:3). 그러므로 선물의 힘은 섣제 증여자와 과거의
증여자들의 언격과 결부된 어떤 특질의 전승과 관련이 있다. 마오리족의
티옹가졸 비롯하여 콰카우될촉의 동판은 다른 사람들 가운데 순환되는

경우에도 원래의 소유자의 소유물로서 남아있다. 타옹가는 특정 가족이
나 씨족들의 양도될 수 없는 재산으로서 단순한 선물의 증여나 무역을
통해 외부인들 가운데 자우「롭게 순환될 수 없다. 위너가 “양도될 수 없는
소유물" (inalienablε possessions) 이라고 부르는 이런 가치재는 선물의

급부체계에서 나타나는 뜩수한 형태의 소외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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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물의 소모，(expenditure): 바타이유의 일반경제훌
모스는 『증여론』에서 선물의 하우 개념을 칙안함으로써， 교환의 형
식이 경제적 행위와 비경제적인 행위를 매개하며 종교와 법， 그리고 도
덕과 미학적 행위와 제도 모두를 아우르는 이른바 “총체적 사회적 사실”

을 드리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모스가 강조하는 선물교환 체계의 총처1
성은 넓은 의미의 경저}， 조르주 바타이원Georges Bataille) 의 이른바
“일반경제 "(general economy) 개념 9로 확대 발전되었다. 바타이유는

모스의 증여론에서 이미 도출된 선물교환의 패러다임 안에서 고유한 경

제적 사유를 발전시켰다. 바타이유는 선물의 교환이 시장경제에서의 싱
품 교환과는 달리 사회적 유대를 생성한다는 측면에서 경제적 교환괴
구분하고 있다. 바타이유는 선볼의 사회적 정치적 효과에 주목하고 특
히 특권과 권위가 펼요 이상의 선불의 소모를 통해 획득된다는 시질을
바탕으로 인간은 부의 축적이 아니라 “목적없는 소모”의 추구를 위해
산다고 주장하였다{Bataille

1985: 129).

1933년 “소모"( expenditure) 의 개념을 처음으로 개진한 이래 16년간
다듬어서 ηle Aα'Ursecl Share( 1949) 첫 권으로 결정판이 나올 때까지，
바타이유의 목표는 그가 “제한경제 "(restrktive economy) 라고 부른 합

리성을 추구히는 공라주의적 계산의 경제적 원리를 전복하는 것이었다
바타이유는 “일반경제”라고 부트는 비생산적인 소모에 기초한 다른 부
류의 경제 논리로 제한경제의 전복을 꾀했다‘ 바타이유의 “일반경제”는
다름 아닌 “선물의 경제”이다. ‘제한경제’ 를 넘어서는 선물의 논리로서
나름대로 표명하려고 했던 바타야유의

‘얼반화된 소모’

(generalized

expenditure) 개념은 모스의 포틀라치를 발전시킨 것이다. 바타이유에게
포툴라치는 선물의 본질이며 평형과 균형적인 교환관계의 상호성 혹은
호혜성의

원칙과 대립된다.

포툴라치는 바로

“되툴아오지

않는”

(unreturnable) 선물이기 때문에 어떠한 물질적， 상징적 경제도 위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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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가진다 포툴라치의 비생산적인 소모(expenditure or c1épense)

는 호혜성 대선에 냥비와 상설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반경제적 반공리주
의적인 과잉 (excess)을 표상한다. 이러한 소모는 “보상이나 유보가 없는

희생”이기 도 하대 Derricμ 1978: 2'5 7). 일반경제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목
표는 재물의 소비( consumption) 가 아니라 자기희생과 소모를 통한 완전

한 극치( consummation) 에 이르는 것， 즉 마학적 종교적 승해11 있다고
보았대Richman 1982: 21). 바타이유는 자선의 재산을 증여하는 동시에
공개적으로 파괴함으로써 선불교환의 이해타산성을 종결시키는 포틀라
지 의식이나， 선에 대한 자기 현선을 상정하는 종교적인 희생의례를 “의
례적 경제”라고 정의하고 자기-소모흘 통한 미학적 극치의 전범으로 예
시하고 었다~)

비생산적인 소보 개념은 언잔 행동의 합리성을 위반히는 관행으로서
공리주의적인 겨l산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활동을 이해하는 데 유용

하다. 예를 뜰어 “사치품， 애도‘ 전쟁， 대중적인 결트‘ 사치스런 기념물‘
게임‘ 스펙티콸” 예술 가이한 섹슈열리티 ...... 동은 효용성이 없는 ‘쓰
레기’ (waste) 감은 성짐의 젓뜰을 배출하판 계기”가 된디-(Bataille 198딩:
커) 바터이유의

;늬 ι’

새년과 ‘의려1 경제’

하얀 데도 유용하다{김성려1 20(2)

개념은 새수굿에서 나타나는 기복신앙을 이해

71 복선앙플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선령에게 정성을

듬이고 복읍 구하한 선앙이다 대처1보 경제적 사회석 위기 상황에서 하게되는 재수굿
흘 l꺼 띤 산Iμ} 저l뭔모 tl씨는 본파 음삭 능의 성 성←잔 선령으로부터 재수와 책을 반
기 위한 거1산적인 햇위쿄 띤얀 수 였다 그러나 굿에서 “먹고 쓰고도 남게 부 러울 만
픔 도와준다”는 신령의 넘 지는 무 엣에 대한 약3듀깐 실제띄 선도으1 저|붉정성에 대한
똑같은 분량의 9.혀l 적인 답려1 가 아니다 선도기 1차지는 저1 붙정성도 항상 관대하게 베

폴어춘 선령의 간~턱에 대힌 감사{ gratitude)의 뜻으쿄 바치는 ‘되깊는 증여’ 이다 신도
익 성생은 당장의 불침적 이익과 횡재틀 얻기위힌 이기적인 투자라기 보다는 불가피
하게 선령에게 되똘려주어야 옹Hτ 맺 (ùeht) 이다

선령의 은먹은 인간의 정성에 비해

E 든 삶의 영역에 111 지는 관대한 섯이지만 인간의 정성은 위기에 볼런 사정이 있기
때분에 늘 모사라며 선령의

71 대에 111 치지 봇한다

작은 정성을 크게 받아플이는 선

령의 부한한 아량과 픈혀1 에 대힌 공식적인 인정윌 통해 신령과 얀간 사이의 의존관계
틀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의례가 tll 파 재수굿이다 새수굿에서 선령파 인간의 선붉교환
은 위기에 놓인 인간의 부(\vealth) 의 소밍윤 성취하고

선령은 선석인 위염과 선성성

을 재정립 δN느 완전한 정지룹 구현한다 태양 에너지처럼 답례틀 시대하지 않는 선령

의 무한한 재수와 욕F 선령에서 선도에게로‘ 선도로부터 선령에게‘ 다시 선령 9←로부
터

선도에게보 영속적으로 순환하 L.

없는’

증여제계활 작동시거는 원동력이며

‘양도할 수

‘선성한 사플’ 이다

증4겨롬과 증여의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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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바타이유는이런 것들이 이윤을창출하지 않는소비이며 가증자의
생명까지도 담보하는 자기희생적인 선물의 대체물로서 진정한 의미의
‘선물’ 이라고 보고있다. 증여 (giving)는 곧 상실(losing)을 의미하지만

그 상실을 감내하는 자를 이롭게 할 수도 였다. 그것은 태양 에너지와
같이 근본적으로 상호성이 없는 소모(un-reciprocated expenditure) 이

다. 마찬가지로 선물의 무조건적인 소모와 과소비 행태는 부{wealth) 의
소유나 보존을 긍극적으로 불안하게 함으로서 생산체계 내부에 에너지
의 흐름을증대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체계가 지속적으로 기능 할수 있도

록 만드는 효과를 가져온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의 일부분은 파괴되거

나 적어도 어떠한 이윤도 배출하지 않고 비생산적으로 사용되어야하는
운명을 가진다고 믿는 바타이유는 답례를 기대하지 않고 상품을 양도하
는 것은 ‘불가피하게’ 논리적이라고 주장한다. 더 나-o}가 이와 같은 비
생산적인 소모는 오히려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필요조건이 되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의 축적이 가지는 경제적 힘은 “소모와 증여를

통해 부의 기능을 회복하려는 운동”을 어렵게 만든다고 주조탤다.
답례 없는증여와비생산적언 소모의 의미를가잔 ‘일반경제’의 개

념은 문학과 철학에서도 광범하게 활용되어 왔지만， 바타이유는 원래
이 개념의 문학적인 함의보다는 사회적 문화적 효과를 기대하고 사용하
였다 6) 모스와 마찬가지로 바타이유의 일반경제론은 그가 처한 서대적

6) 바타이유의 ‘일반경제’ 개념을 달리 말하면 ‘선물의 경제’ (gift economy) 라고 할 수
있는데， 문학R서도 선물에 대한 논의를 문학의 문제로 발전시켜 ‘문학의 경제’ 라는
용법을 적용시카고 있다. 선물의 문제를 설화와 문학 텍스트를 통해 접근하는 루이스
하이드(Lewis Hyde)는 문학을 사람들 사이에 유대를 만들어내는 선물로 이해하면서
문학을 일종의 ‘에로틱한 상업’ (erotic commerce) 이라고 규정한다{Hyde 1983). “문학

의 경제”라는 개녕도 문학을 남과 다르제 글을 쓰고 싶은 욕망의 산물이라 할 때 문
학을 욕망이라는 기호의 생산과 소비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하나의 시도라고 볼 수 있
다{Shell 1978). 문학을 경채로 사유하려는 시도는 문화이 본질적으로 허구라는 사실
에 입각해서 보면‘ 결국 문학도 문학이라는 허명(虛名)에 대한 대한 허구， 허구에 대
한 허구가 된다 데리다에게 문학은 존재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은 선물이다. 우리가 경

험할 수 있는 문학이란 단지 문학이라는 허명이 증여하는 이야기‘ 그 허명에 주석을
다는 서사이다‘ 문화의 경제는 이러한 허명의 신용어l 기대어 혀구를 주고받는 경제이
다{De띠da 1992: 97 ‘ 박일형 199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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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11 대한 예민한 정치적 반응이며 특히 냉전체제와 연결하여 평가할
수 있다 7) 과거에 포툴라치나 종교적 희생제의， 파괴적인 전쟁은 더 이

상 축적할 수 없는 파도한 부와 사회적 자원을 사용하는 수단이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의 사태는 축적되는 젓에도 한계가 있다는 바타이
유의 입장을 단지 확인해 줄 뿐이였다. 냉전체제가 막 시작되는 시기에
쓰인 η']e Accu까ed Shart{ 1949) 에서 바타이유의 마살 플랜(뼈rshall

Plan) 에 대한 언급은 현대의 전후 맥락에서도 ‘일반경제’ 가 지속적으로
중요하다는 젓을 시사한다. 그는 미잘 플랜을 “막대한 국가주도의 포툴
라치”로 평가하고 있다. 소비에트 제제가 ‘보존과 복원’ 에 역점을 둔다
면 미국의 마살 플랜은 답례 없는 과도한 소모의 한 예이며 소련의 보존
정책에 대한 계산된 반응으로 보았다 여기서 바타이유는 이미 탈냉전시
대의 소비중심 사회를 예견한 것으로 보인다.
바타이유가 현대세계에서 공존하고 있는 ‘제한경제’ 와 ‘일반경제’
의 대립적인 관계에 대하여 천착했다면， 그에 이어서 상품교환과선물교
환의 질적인 차이와 포섭관계에 대한 크리스 그래고리 (Chris Gregory) 의
철학적 윤리적 해석은 선붉과 증여의 논리를 자본주의 시장논리의 한계를

극복하는대안적 윤리로서 정립하는지속적인투쟁이라할수있다. 신맑스
주의 경제인류학자 그레고리는 저작 Gifts and ωIfl111xxliri얹 1982) 에서 상
품교환과 선물교환을 다음과 같이 철학적， 윤리적인 관점에서 비교하고
있다. “상품경제는 거래대상 사이의 객관적 양적 관계흘 정립하고 선물
교환은 거래주제사이의 인격적인 질적관계를 정립한다"(Gregory 1982:

41). 상품교환이 등가교환 대상물이 호혜적?로- 거래되는 전이에 초점을

맞춘다면‘ 선불교환은 전이되는 설제 대상물이 정립된 관계의 가치에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주제사이의 관계 정립을 목표로 한다. 그러므로
상품경제가 호혜성의 추상적인 원리에 기초한 권리와 관련된 가치를 창

7) Alan Stoekl( [997)은 바타이유가 저작 The Aι ('ursed Share의 마지막 장에서 미국의

Marshall Plan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맛추어 탈냉전 시대에도 왜 바타
이유의 이른바 ‘힐반 경제’ 가 셰속 중요한 의띠를 갖는지플 논의하였다

증여본과 증여의 윤리 l 김성려1171

출한다면， 선물교환은 인간상호간의 욕구와 책임감에 기초한 보살핑의
윤리와 관련된 관계의 형성을 촉구한다.

6.

부르디외의 선훌륭의 상징적 자본혼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는 저작

The Logic of Practice

(990) 에서 시간， 특히 선물과 탑례 사이의 ‘시간적 지연’ (the lapse of

time) 개념을중심으로선물교환의 상호성에 대한구조주의 아론의 단점
을 피할 수 있는 증여론을 시도했다{Bourdieu 1990: 112) , 부르디외는

증여의 가능성의 조건이 상호성의 규칙 자체가 아니라 시간적 지연이라
고 본다. 부르디외는 레비-스트로스처럼 선물과 답례 사이의 호혜적 등
가관계에 전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객관주의적 설명에 대해 비판적이다.

션물과 답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물붉교환’ 이나 계약은 그것이 이루
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전제로 하는 행동의 계산성과 예견성을 담보하는

법적 행위이다. 이 경우는 벚의 상햄l 의해 보장되는 은행 대출의 경우
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선물교환의 객관주의 서술에 대한
대안으로 증여자와 수혜자의 의도가 무엇이냐를 기준으로 증여를 물물

교환과 대출과 구별하는 주관주의적 해석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부르다외의 증여론은선물을서로주고받는행위를지배하는
사회규칙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오인(misrecognition) 히는
데서 결과히는 시간적으로 “유예되고 %에한 답례 .. (a deferred and

different counter-gift) 의 필연성에 토대를 두고 있다{Bourdieu 1990:
105) , 증여와답례 사이의 시간적인 지연은증여자와수혜자시아의 ‘신
용’ 이라는 새로운 교환의 조건을 창출하며 선물교환을 도덕적 윤리성의
관계， 이른바 “상호신뢰의 경제 .. (economy of

the

good-faith)로 전환된

대Bourdieu 1990: 114) , 선불교첼11 참여하는 쌍방의 상호신뢰와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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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교환의 구조 안에서 이미 “제도적으로 조직되고 보장되는 오인"(thε

iU'ititutionally organized and 망Iaranteed misrecognition) 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어느 정도 계산된 ‘관대함’ (generosity) 이다 8) 그러므로 오인

은 사회규칙을 위반하는 것。 l 아니고 사회규칙의 일부로서， 부르디외가
“구조화하는 구조"(structuring structure) 로서 기능하는 “구조화된 구

조자truιtured struαures) 이며 또한 행위자의 주관성 속에 내면화된 사
회질서라고 부르는 아비투스의 일 부분이대Bourdieu 1990: 딩) .

부르디외에 의하면 선물교환은 “객관적 진리의 오인을 집단적으로
도출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집단의식이 현실거부의 실재를 만들어내는
모든 조작의 패러다임”이대Bourdieu

1990: 110). 선물에 대한 객관주

의 이론이 간과한 것이 바로 이 선불교환의 상징적 연금술이다. 부르디
외는 선물의 가치와 이해관계를 경제적 가치와 경제적 이해관계로 극단
적으로 조건지움으로써 객관주의 설명방식은， 경제주의적 가정으로 인

하여 자본주의가 생산해내는 다른 형태의 가치와 이해관계를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결괴를 낳았다고 주장한다{Bourdieu 1990: 113). 선불교환
에 기초허눈 고대경제에서는 주는 것은 또한 취히는 것이기 때문에， 결

국 선물은 벚 (debt) 이 되는 이중성의 원리 속에서 작동한다. 션물교환의
맥락에서는 경제적인 젓과 비경제적인 것의 경계가 지속적으로 모호해
진다.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션물의 실천적인 논리를 이해하려고 노력
하는 가운데 부르디외는 “그 사회적 가지가오인된 물질적 가치의 미덕
에 의해 인정받는 자본?구로서 “상징적 자본"(symbolic capital)의 개념

S) 부르디외의 논리를 푸속의 재수굿과 기복신앙 사례에 작용시켜보변 더 이해하기 쉬워

진다

신도들이 선령의 무한한 은혜를 망각옵}고 있다가 굿이 계기가 되어 제불 정성

으로 신령에게 보답하는 의례 과정에서 냐타나는 지연된 시간이라는 요소는 신도들에
게 신령의 은혜에 대한 항구적인 도덕적 재무감을 부여한다， 이러한 도덕적 채무감은

신령에 대한 믿음으로 승화된다 그러나 “의례경제”의 맥락에서 보면 신령의 무한한
은혜와 관대호에 대한 믿음은 “구조적으로 조직된 오인”이다

선도의 제물정성과 신

령이 내려주는 재수와 복 사이에 성립된 jiJ_환관계는 “무사 무욕의 교환이라는 진지한

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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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외incere tîcα
에‘'t1on 씨0{ ιd
내liν“s‘”…
때
m
ntere
션ste
‘
여기서 더 나아가 부르디외는 오든 종'Æ가 선성에 대한 ‘선뢰’에 기초한 ‘진지한 허
구’라고 설병하 d 있 rj-{ β(l urdieu 19'X): 11 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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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창안하였다. 상징적 자본으로서 선물을 교환하는 행위는 “오인
(misrecognition)과 인정 (recognition)을 모두 함축허는 인식 행위”가 된

다{Bourdieu 1990: 123).

그젓이 물질적 재화， 언어， 여성이든 선불을 교환의 순환체계를 정
립하는 상호성의 추상적 인 기호로 접근하는 레비-스트로스와 객관주의
적 시각은 선물교환을 거의 의무적인 행위의 기계적인 작용으로 해석하
고 있다. 그러나 부르디외는 이로한 선물교환의 배후에는 선불교햄1
참여히는 파트너들의 이해타산적인 계산을 마치 “관대함의 행위”로 오
인하도록 만드는 사회적으로 용인된 픽션의 전략이 감추어져있다는 것

을 간파한대Bαlrdieu 1977: 171). 불론 어떠한 선물교환의 경우에도
부르디외가선물의 ‘객관적’ 차원과 ‘주관적’ 차원으로구분한바있는
“이해관계" (interest)와 “관대함，" (generosity)의 %딱을 모두 함축하고

있다. 이러한 선물의 양면성을 인정하는 부므디외의 증여론은 “개인적
집단적인 자기기만” λ에에서 유희하는 선물의 모호성을 강조한다. 션
물교환은 교환의 논리를 의식하고 았는 가운데 바로 그 교환의 이기적이

고 이해 타산적인 계산에 부응하기를 거부하는 “자기기만" (self-deceit)
이라는 것이다.
그러나부르디외는선불의 자기기만성을데리다가한것처럼 션물을

가능성의 조건이 정확하게 그것의 불가능성의 조건이 되는 이율배반，
즉 선물이 그야말로 선물이 되기를 그칠 때， 증여에 대한 연정이 멈출
때에야 비로소 선물로 인정받는다는 형이상학적인 논리로 환원하지 않
는다. 오히려 부르디외는 선물경제를 등가교환의 경제의 바다에 있는
섭으로축소시키는 자기중심적인 경제주의자의 가설에 도전해야한다고
주장한다{Bourdieu 1997: 235). 선물의 상정적 힘은 상정책 교환을 통해

서 질적으로 변화하게된다. 선물의 상징적 교환II서는 경제자본이 상정
자본으로 변형되고， “경제적 지배"(부자가 빈한한 자에게， 주얀이 하인

에게， 남성이 여성에게， 어른이 아동에게는 사적인 의존， 온정주의，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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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효도， 사랑으로 변형되는 데 이젓들이야말로 ‘관대함’ (generosity)
을 표/핸}는 젓이대 Bourdieu 1997: 238).

여기서 부르디외는 선물의 문제는 긍극적으로 정치적인 문제라고 결
론을 내린다 “관대함과 공평무사가 가능한7}'’라는 순수하게 사변적이
고 전형적으로 학구적인 질문은 “선물경제가 그런 젓처럼 사람들이 공
명무사와 관대함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세계를 창조하기 위하여 활용

될 수단에 관한 정치적 질문이어야 한다”고 부르디외는 주장한다

(Bourdieu 1997: 240). 더 나아가 그는 선물교펠11서 등가적인 답례와
“진정한 자율성”을 기능하게 하는 조건으로서 상호주의 혹은 호혜주의
를 배제하는 “지속적인 비대칭성”의 조건이 성립되는 경우， 명백하게
“가장 자선적이고 비용이 적게드는 교환관계， 예컨대 관심의 표명， 친절，
사려깊음 혹은 조언 베푸는 행위 자선”이 가능하게 되며 이런 것들은
“항구적인 의존관계를 창조하기에 용이하다”고 주장한다-{Bourdieu

1997: 239) _9)

7.

충여의 흘리쩍 문체와 선톨경제

앞에서 부르디외가 전망하듯이 관대함과 공평무사가 가능한 선물교

환은 실제로 고대사회나 현대사회에서 이타주의나 자선과 기부행위와
같은 사회윤리로 규범화되었으나， 한국사회에서 이 문제가 사회적 관심
을끌게 된 것은그리 오래지 않다. 자선과 기부와같은증여행위와관련

된 최근의 사건을 가지고 증여의 윤리적 문제와 그 경제성에 대하여 논
의해보고자한다.

9) 이해관계가 배제된 공펑무사한 교환의 윤리성과 정치적 효과에 대한 부르디외의 전망

은 살린즈의 “일반화된 호혜성 "(gεneralized reciproóty) 개녕에서도 기대된 것이다

(Sahlins 1972: 19:H94) 살련즈는 답례에 대한 기대가 무한정하게 지연됨으로써 성립
되는 선물의 일반화된 호혜성의 경우 이타주의와 ‘관대함， (generosi까)과 감은 능동적

인 도띄성의 행위가 실현된다고 보았다， 사회에서 친족의 우두머리나 추장이나 귀족의
정치죄 리더쉽은 이러한 관대함의 설천이다

증여론과 증여의 윤리 l 김성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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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ft Event #1 생명으| 자선. 근래에 새만금 개발을 반대히는 종교인들
의 삼보일배 운동이 이슈로등장하여 사회적 정치적으로큰파장을 일으

켰다. 이 사건은 표면적으로 개발의 경제논리와 생명보존의 종교논리가
대립되어 나타난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해타산적인 시장교환의 패러다임
과 자기헌신적인 선물 패러다임이 대립히는 현장이기도 했다.2003년
5월31 일 새만금 삼보일배 행렬이 광화문 집회를 마지막으로 대장정을
끝냈다. 새만금삼보일배에 참여한불교승려， 가톨릭 신부와수녀， 개선

교 목λh 원불교 교무 등 다양한 종교인들이 환경파괴로 외험에 처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자선의 소중한 건강과생명까지 걸고 대중적 자각을
이꿀어내었다. 자신들의 개별적 신앙체계와 독트련을 배타적으로 내걸
지 않고 요로지 남을 돕겠다는 일념으로 삼보일배 수행을 한 것이다.
“이젓이야말로 진정한 종교이다!"라는 제목으로 2003년 5월29일자 한겨

레신문에 특별기고한 현각 스님은 여러 종교의 협동실천이 한국의 미래
에 대한 희밍F아라고 감격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을 방영한 공중파 1v 뉴스에서는 새만금 삼보
일배 행렬이 자칫국가정책에 대항히는종교적 권위에 대한우려를표명
하고 있다. 삼보일배에 참여한종교인들의 행동은 현각 스님이 감격하듯
이 다른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순수한 증여행위

(gift giving)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문이 생길 수도 있다.
삼보일배의 이변에는 남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이러한 ‘순수
한 선물’ (pure gift) 의 대가로 새만금 사업 중지와 환경보존을 추구하는

정치적 의도를 감안한다면， 삼보일배 행위를 이해관계가 배제되고 무사
무욕{無私無戀j 의 자선과 관대함"(generosity)으로 볼 수 있을까? 여기서

문제는 냉혹하게 이해타산적인 국가경제와 현실정치에 대항하여 생명이

라는 선물을 아무 대가없이 증여히는 삼보일배 행위가 갖는 선물경제의
효율성이다. 그것은 생명에 대한 도덕적 인식의 공유이며， 언간과 자연

의 상호공존과 더 니-o}가 개인과 국가의 상호신뢰의 구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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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ft Event #2 0 I름다운 기부. 순수민간단체 〈아름다운재단〉은 국민
한사람이 재산과 능력의 1ν플 기부하도록 호택 사회에 기부문화의 정착
을 목표로 근래에 세워졌고 직업과 사회계층의 자이를 불문하고 무수한
이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박원순 재단이사장은 〈아름다운 재단〉 의 활
동을 국제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에 법인을 세우는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그런데 박이사장이 얘기해준 우스운 일회이지만， 미국에
서 아름다운 재단을 beautiful foun(빠ion 이라고 소개하자 회장품 회사

냐는 오해도 받을 만람 지부의 아흠디움과 그 션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
이 어려웠다고 한다. 이렇게 오해하는 보통사람들에거l “아름다운 기부
재 dooor) 가 되십시오”하고 권유할 때 ζl 권유는 어떠한 방식 P→로 사회

적 반헝을 가져올 것인가? 모든 시불과 행동이 상품으로 그 가치가 전환
되는 현대 상품경제 사회에서는 ‘기부가- 아름답다’는 모토가 시사하고
있는 도덕적 아우라는 자칫 화장품과 같은 상품의 이미지와 혼동될 수
있는여지가충분히 있는젓이다. <아름다운재단〉에 대한오해와혼동
은 현대 소비사회에서 아콤다움의 가지가 아름다운 행위의 인격적 변모

와 그 행위를 유발하는 품성이 아니라 오히려 화장품과 같은 상품과 더
긴밀하게 결합되어있기 때문에 생긴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기부자가 기대할 수 있는 기부의 반대급부는 단순히 니눔의
기쁨을 념어 세금공제라는 구체적 제도적 혜택도 있는 것이 현실이며，
대기업 가운데에는 이핸 경제적 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기부재단

을 일부러 또단을기도 한다. 이 외에도 공영방송에서 수재의연금 등 특별
한 시기에 뼈S플 통해 모금하는 경우나 매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사

랑의 리퀘스트〉와 같은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은 이해관계나 이기적 계산
없이 보상을 바라지 않는 무성의 관대함을 찬'ÚJ하는 경험을 한다 그러
나 자신의 사진파 이류과 함께 기부금의 액수가 전시되기를 기대하고

경쟁적으로 더 많은 액수의 기부금을 기부하는 기부자들에게 자선과 기
부의 의도는 무엿인가? 여기서 자선과 기부의 가치는 행위자의 의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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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반히는 것인개 증여의 공식적 진설은 무엇인개 원칙적으로 ‘자기희
생’이나 ‘아름다움’과같은가치는자선가와기부자의 의도와상관없는

것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의 의도성 (intention) 에

대하여 외부자가 부여하는 도덕적 평가는 결국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관대한 증여와 기부 자체를 무효화하고 취소시키는 결괴를 낳을 수도
있다.

부르디외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선과 거부는 경제적 거래의 상호
성 (reciprocity) 의 논리를 따르는 교환의 경제적 정-(field)괴는 다른 경제，

즉 선물경채(횡ft economy) 이며 자본주의적 시장의 수사학괴는 다른 방
식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면 상품교환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경제의
바다 속에 떠있는 섬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한 기능을 하는 증여와 선물

경제가 현대사회에서 갖는중요성은 무엇인가? 왜 사람들은 션물을 주고
받으며 자션을 하며 기부하는개 ARS에 참여히는 몰개성적 개인적인 기
부의 경우나 〈아름다운 재단〉과 대기업 기부재단에서 볼 수 있듯이， 사
적이든 공적이든 자선과 기부행위는 관대한 행위가 보상받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공인된 선뢰를 창출하고 재창출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합리
화된다. 자선과 기부 행위가 관대함의 행위로 인정받고， 또한 그 혜택을

받는 수혜자로부터 감사의 형태로 인정을 받을수 있는 가능성은 모스의
이른바 ‘집단적 기대’의 형태로 나타나며， 개인의 의식적인 의도라기

보다는 ‘관대함’ (generosity) 이라는 아비투스의 성향에 기인한다{부르
디외 2001: 278). 이 성향은 명시적이고 확실한 의도 없이도 상징적 자본
의 보존이나 증가를 기능하게 하는데， 교육어나 관습을 통해서 획득되
며， 일상생휠에서 누구나 안정하는 법척으로서 ‘하지 않으면 안되는 유

일한 일’로서 자발적으로 자동적으로 수행된다.
다른 한편 부르디외의 논지를 따르면， 관대한 행위로서 도덕적 의미
를 갖는 증여행위-자선과 기부「는 그것이 반{反)경제적 경제의 실천
이라는환상-(illusion) 에 기초하고 있다할수 있대부르디외 2001: 276).

178

w 비교문화연구』 제 11 집 1호(2005)

이러한 환상의 구조 안에서는 자선과 기부 과정에서 드러나는 이해관계
와 계산을 공식적으로 부인함으로써 증여자와 기부자의 자기기만을 수

월하게 조장한다. 예를 틀자면 대기업의 기부재단의 경우 이윤극대회를
목표로 하는 기엽활동의 탐욕적 기획을 은폐하고 사회적으로 도덕적 신
뢰를 얻는 가면 o t:료 활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기만은 자선과 기부에
대한 집단적 믿음과 신뢰의 영속적인 구조 안에서는 오히려 자선과 기부

의 문화를 지속하게 만든다. 이젓이 증여의 이중적 진실이대부르디외
2α)1:

275) ‘

위의 Gift Event 에서 볼 수 있듯이 아름다움， 인간마움， 희생， 헌신이
라는 숭고한 가치를 공유하고， 공감하고， 나누는 공평무사한 증여 행위

로서 자선과 기부손， 자본주의 상품경제와공존하면서도 그 맥락 안에서
대안적 가치와 농1동체륜 창출하는 선물경저](gift economy) 의 윤리적 정
치적 실천으로 평가할 수 있다.

8.

컬훌: 훌여훌의 전망

지금까지 살펴본 증여론은 모스의 『증여론』을 기원적 텍스트로 하고
그에 대한 주석과 재해석의 형태로 전개되었으며， 모스 자신을 비롯하여

부르디외와 고들리에에 이르기까지 증여론을 통하여 대안적인 사회형태
와 경제논리， 윤리의식을 모색하는 준거틀로 활용하였다. 이들 증여론에
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선물 범주에 대한 인식은 선물이 교환의 단순한

대싱L물이 아니라증여자와수혜자의 인격과사회적 정치적 관계를표상
하며， 또한 이러한 관계의 윤리적 성향을 결정히는 범주라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증여론에서는 증여의 논리를 시장의
논리에 대한 대안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도덕경제’ (moïdl economy)와
‘사회경제’ (social economv) 개념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른바 도덕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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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은 시물이 인격과 결합히여 인간관계의 사회성 (socialiπ)과 공동체성

(communality)을 증진시 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Stikkers 1993). ‘도덕경
제’ 는 시장의 논리， 경제중심주의 (economism) , 비용효쾌cost-efficiεnt)

로 압축할 수 있는 현대사회의 지배적인 공리주의적 경제윤리(벤담
Bentham과 밀 ].S. Mill의 윤리학설이 주창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인간행위의 목적과 규범으로 삼는 공리주의)에 대항하는 새로운 가치

규범체계의 정립을 위한 비판적 성찰에서 비롯된다. 도덕경제는 자원의
희소가치로 인한 적자생존의 냉엄한 생존규칙의 비인간햄l 대해 대항
하며， 인간을 소외시키고 물상화하는 상품경제에 대한 비판과함께 인간
파 사물， 인간과 인간사이의 상호연관성 (interconnectedness)과 경제에
있어서 인간성 (personh∞d) 의 회복을 추구하는 도덕적 감수성에 기반

을두는경제이다.

다른 한편， ‘사회경제’는 프랑스와 미국의 급진적 사회과학자들이
주창하는 개념인데， 1980년대 초 연금개혁과 같이 사회보장제도를 축소

제한하려는 구미국가의 정책에 대항히눈 반공리주의 사회과학 운동

(anti-utilitarian movement of social scìentists: M.A.U. S.SJ 의 정치적 프
로젝트에서 발전된 젓이다 10) 이들의 주장은 소박한 낭만적 사회주의，
유토피아나즘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생활협동조합운동 등 자급

자족적인 소공동체운동의 실험을 통해 실천되고 있으며 ， ]oumal 01

Socíal Economy 등을 통해 끊임없이 “윤리적 인간"(homo rnoralis)를
제창하며 지성적 운동을 펼치고 있다. 더 나강f가 ‘신성한 경제’ (divine

economy)를 주장하는 이들도 있대Grau 2002). 데리다의 선물의 선험
성과 타자에의

배려，

조르주 바타이유의

필요이상의

과잉

소모

(expenditur，ε of exo않s)를 통한 ‘순수하고 자유로운 선물’ (pure free
gift) 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에 속한다.
마르셀 모스의 『증여론』이래 최근의 논의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10) 이 집단의 홈페이지 주소는 www.revuedumauss.co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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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증여론의 주장은 선물교환과 증여행위의 윤리적 태도에 관심
을 기울여야한다는 섯이다. 특히 인간관계가 이해타산적인 상품교환의
시장논리에 의해 잠식당하고 있는 후기자본주의 소비문빼 함몰되는

현상을 비판적으로 반성하며， 더 나아가 사물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
의 신성한 연대와 공존이 가능한 사회의 윤리와 정의를 정립히는 데 증
여론이 기여하는 바일 젓이다. 물론 이라한 전밍씨 설사 규범적인 주장

으로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모스가 ‘고대사회’를모댈로한증여론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이해에 필요한 이론으로 재등장하는 배경에는 선
물과 증여의 양식이 인간사회의 근간으로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발휘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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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s of the Gift Theory and an Ethic of Gift-Giving

Seong-nae Kim'

Since Marcel Mauss' The Gift first appeared in 1925, gifts and gift
exchange have been frequent topics of inquiry in the field of anthropology,
and, since the 1980s, have emerged as a central issue in the wide range
of divergent fields including economics, history, philosophy, literature,
and art criticism This wide discourse on gifts can be traced to two
important developments. The first is the appearance of the ethics of
generosity in gifts and gifts exchange. This tendency emerged in the
fundamental criticism against utilitarianism and self-interested social
relationship in modem capitalist society. The second is the current
discussions of Derridian deconstruction which claim the aporia of the gift
and its impossibility to exchange. In this paper, I discuss only the first
tendency of the gift theories, which appears mainly in the field of
anthropology, sociology, and economics.
The

question

of the gift addresses

fundamental

issues

of

inter-subjective interaction and social solidarity. Explaining its motives and

* Professor, Department of Religious Studies, Sogang University.

trearlings in gift exdlange and free gift-giving is therefore neressmy to a fully

ethical C011CEption of social life. 1re socal and ethical complexities of giftgiving

challenge the market rhetoric in which everything is turned into being for
sales in the capitalist society. Beginning with reexamining the basic theoretical
£rarre; of :Mauss' work, this

paper reviews divergent argt.nrmts on the logic

of gifts and gift exdlange in the works of levi-Strauss, Sahlins, Godelier,
Weiner, Bataille, and Bourdieu Furtherrrore, it suggests a new trend toward
an ethical question of gift-giving and generos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