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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우리들의 삶의 주변은 포스트모던한 문학， 문학 비평， 건축，

가득차 있어 실제로 ‘포스트모던’한 삶의 양식으로부터 벗어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
었다. 그러나， 포스트모더 니 즘이 란 무엇 인가라는 울음에

대 하여 만족스려 운

답을

구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현재 진행중인 어떤 사고나 미학의 미완성
의 흐름이거나， 완성된 흐름이라고 하더라도 자션이 속해 있는 언어와 논리로 모양지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만족스려운 밥을 구하기 어려운 또 하나의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누가

이유는정말

포스트모더니스트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이 포스트모더녀즘의 흉§調인가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렇다할 일치된 의견을 얻
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포스토모더니즘의 언어로
대한 합의띈 정의에 도달하지 못한 얘려움을 딛고서，

그 자체를 정의해야 하고 그것에

어렵풋하게나마 그것의 운꽉을 찾아

내기 위해서는 포스트모더니즘에 접근하는 방향을 포스트모더 니 즘이 라는 문화현상에

대한

가치판단의 문제로부터 포스트모더니즘의 태동과 발전이라는 언과성의 문제로 수정할 펄요
가 있다고 생각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그 용어를 구성하고 있는 세가지 요소에 주의를

한 정의가 좀 더 명확해질 수 있다포스트，’

‘모던，’

껴즘’들이 그것이다， 만약에 포스

트모더니즘이라는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야러한 요소들을 제한된

요즈음 무책임한 여러

기울일 때 그것에 대

의미로 사용하지

Bl 평가들처렴 그들의 펀협한 도덕척 담론을

않고，

정당화하기 위하여 지

나치게 표콸적이거나 지나치게 제한적인 의미로 해석하려 한다면， 이 용어는 앞으로 영원히

어떤 가치있는 의미도 지니지 뭇하게 될 것이다. 포스투모더니즘은 만약
나 존재했다면，

그것이 존재하거

‘모더니즘’과 ‘포ζ느트’의 관계에 있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문화에 대한 어

떤 뚜렷한 ‘태도’나 ‘주장’이다。 그러묘로 포스트모더니즘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무엇보다

6포스트’의 관계에 있는 ‘모더니즘’은 무엇이며포스트’라는 접두어는 어떤 변화

를 지칭하는 것인가， 그리고 모더니즘과 구별되는 삶에 대한 태도뭉서의 포스트모더니즘의

*이

논문은 1989년도 문교부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영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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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대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가치판단의

문제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그 문제는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겉으로 드러나는 몇가
지 징후를 가지고 거론되어서는 안되며， 그것의 본질에 대한 상당한 이해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어떤 문제플 해결하려 함에 있어서 우리가

엄하는 가장 흔한

오류는 ‘당위의 가정’을 ‘존재 그 자체’에 선행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휴은 존재했다면， 그것은 그 이잔에 존재했
던 다른 어떤 사고나 미학의 흐름과도 구별되는 속성들을 지니고 있을 것이며，

그 구별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動因을 중의 하나는 다른 어떤 것보다 역사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포스트모더니즘은 ‘근대성’ (modernity) 이 역사 속에서 구혐되는 과정에서 필

연적으로 얻어진 역사의

‘근대후기성’ (postmodernity) 과

대성’에 대한 의도적인 저항으로서의

을 것이며，

갚은 관련을 가지고

있거나，

‘근

‘달근대성’ (postmodernity) 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

‘근대성’이 구현된 사회속에서 삶과 앓에 대한 어떤 지배적인 태도인 모더니즘

과도 이에 상응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무로 포스트모더니즘의

이해를 위해

서는 ‘근대성’이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떤 因果性을 지니고 ‘후기/탈근대성’으로 이행하게

되는지를 생각해야하고， 변화된 삶의 조건으로서의

‘후기/탈근대성’에 대하여 그것이 나타

나는 사회 속에서 살아기-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인지를생각해야 한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용어는 그 단어 속에 몇가지 전제들을 내포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이 무엇이든 ‘모더니즘’의 시대 이후

로 삶의 조건이 달라졌음을 가정한다. 그것은 또한，
질서의 변화가 있었음을 전제하고 있고，

존재조건의 변화를 뒤따르는 지성적

그 변화가 바람직한 것이든 아니든 그 결과 인식

과 경험을 조직하는， 즉 심미적 질서블 만들어 내는 방법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가 있었음

을 가정하고 있다. 우주와 자아의 본질에 대한3 역사와 자의식의 형성에 대한 가정들이 달

라지고 삶과 앓에 대한 태도가 달라겼을 때， 일상의 경험은 새로운 모습을 띄고 나타나게
되며，

새로운 리얼리티 (reality) 는 새로운 미학적 질서를 찾아내는 능력， 즉 새로운 감수성

을 요구한다. 그러묘로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물음은 한펀으로는 ‘모더니즘’ 이후에 생성
된 새로운 리엘리티가 무엇인가와 그것이 왜 생겨났는가에 대한 물음이며，

다른 한펀으로

는 그 새로운 감수성이 어떤 종류의 것이며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리열리티에

갈무리되어

있는 어떤 형식을 찾아 내거나 그것을 위해 어떤 형식을 창조했는가에 대한 물음이다.
이 논문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에 새로이 생겨난 리얼리티의

형성과정，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경험을 표현하는 형식의 변화를 다둘 것이다.
새로운 리열리티의 속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할 것이며， 그것의

‘근대후기성’과의

‘근대성’이 무엇인가에

산관관계릎 고찰할 것이다.

성 ’ 의 징 후틀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 각되 는 비 평 가들인

감수성의

‘근대후기성’이라는
대하여

이해하려

그리고나서

‘근대후기

료따르 (Lyotard) 와 재 임 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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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on) , 그리고 핫산 (Hassan) 의 생각을 정리함으로써 ‘근대후기성’의 속성을 정의하려
하겠다.

그 다음 단락에서는，

‘근대후기성’이 나타나는

사회 속에서

화를 설명해내기 위해 근대후기의 심리학과 철학， 그리고

일어난

감수성의 변

역사관을 라깡 (Lacan) ，

데리다

(Derrida) , 푸꼬 (Foucault) 의 이론들을 표본으로 하여 살펴본 후， 감수성의 변화의 결과 표
현 형식들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포스트모던한 시대의

소설형식

과 시형식의 변화를 설명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문학에 있어서의 포스트모더니즘은 20세기 중반 이후의 역사 속에 나타

난 ‘포스트모더니티’라는 역사성에 대하여， 그것이 구현된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것의 본질
을 파악하고 인식의 테두리로 끌어들여 모양짓기 위하여， 새로운 감수성으로， 그것을 어떤
지배적인 형식 속에 모양지어 놓은 것이다. 다른 어떤 이즘과 마찬가지로 전통에

대한 파

괴와 강화의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출현은 이성과 함리， 조화와 과

학에 대 한 믿음무로 출발한 근대 사가 ‘과학에 대 한 광신적 믿음， ’ ‘부조리 , ’ ‘불합리 , ’ ‘우
고한 희생，’

속，’

‘급격한 변화，’

‘부재성，’

‘비인간화된

기계적 힘，’

‘에너지의 소진’(엔트로피)，

‘불확실성’을 속성오로 가진 포스투모던한 문화를

관련이 있다. 포스트모더니티를 지닌 문화 속에서 사람들은
대한 인식，’

‘자의식의 허구성에 대한 인식，’

(representation) 기능에 대한 회의，’

자연스럼게

‘진리의 상대성에
‘언어의 재현

괴리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고， 경

험 영역의 확대와 변화에

따라 ‘새로운 기능의 아이러니，’

보다 넓은 중심의

‘이성에 기초한 기계론적

재건，’

낳았다는 사실과 깊은

‘역사의 퇴행성에 대한 인식，’

‘경험과 표현의

‘불연

‘중심과 주변의

수사학의

거부，’

경계의 해체와

‘펜터지와 패로디，’

‘디오니수스적 시학’ 등으로 구성된 새로운 예술형식들을 만들어 내게 된다。

2.

포용톨2.떠다 ε! 빡 포스트모던

많은 포스트모더 니 스트들과 포스트모더 니 즘을 정 의 하려 하는

문화

바 평 가들은

20세기

중반에

연간의 존재조건 그 자체 s 휴은 인간의 존재조건에 대한 가정이 상당한 정도로 변화되었다
는 데에 동의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제 2 차 세계대전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계기로 가

속화된

‘제 3 차 산업혁명’에 가언한다는 데에도 대체로 동의한다. 역사의 홉積과정에서 르

네쌍스 사람들에게 밥은 희망을 안겨주면서， 의미를 창조하는
인간의

능동적인

힘으로

여겨졌던

‘이성，’ 휴은 이상에 대한 믿음은 20세기 중만의 사람들에게는 자기파괴적인 힘 또

는 그것에 대한 믿음으로 보이게 되었다. 인간의 존재조건이
다움’일 것이라는 우주의 운행질서에 대한 전통적인 가청은 이
않는다면

존재 그

‘조리，’

‘합리，’

‘선，’

‘아름

시대를 三음하여 무너지게

되고，

‘본질’에 대한 가정을 선행시키지

자체는 ‘부조리，’

‘불합리，’

‘악，’

‘추악함’에 종속되어 있을 것이라는 실존주의적 가정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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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존재조건에 대한 가정들의 자리바꿈은 그것에 비추어 존재의 모양을 알아볼 거울의
굴절각도와 색채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그것에 참조하여 의미를 만들어 낼 媒
體談論 (metadiscourse) 의 형태가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존재가 갑자기 종전과 다른 모양을
따게 되고， 어둡고 음산한， 부조리하고 무질서한 것오로 보였던 것은 무리가 아니었다.

20세기 중반에 있었던 媒體談論 (metadiscourse) 의 변화는， 아주 캅작스려운 것으로 보일
지 모르지만， 사실은 르네쌍스 시대에 일어난 존재조건에 대한 가정의 변화와 상당한 因果

的 關係를 지니고 있다. 포스트모던 문화는 르네쌍스 시대에 생겨난

이성과 합리와 진보，

경험과 과학에 대한 믿음과 그것들의 사회와 사회적 제도 그리고 형이상학적

제 전통들에

대한 실험의 하나의 펄연적언 결과이기 때문이다. 한펀으로는， 18세기 후반에 있었던 증기
기관을 기초로한 제 1 차 산염혁명이 19세기 후반에 전기와 화학공업을 기초로한 제 2 차 산

업혁명을 거쳐， 20새기 중반에는 전자와 생명공학을 기초로한 제 3 차 산업학영으로 이어졌

다. 다른 한편으로， 합리에 대한 맹신의 정치체제에 나타난 결과는 다락한 중우민주주의적
전체주의었오며， 경제체제에 대한 결과는 목적이 수단을

인간의 경제적 욕구플 딸잘하려는 공산주의었다.

정당화하는 산업자본주의이거나，

후네쌍스시대 이후의 역사를 ‘근대사’라

고 할 수 있다면， 역사에 있어서 ‘근대성’ (modernity) 의 根幹은 그러묘로 르네쌍스 시대이

전의 인간의 바깐에 존재하는 신의 절대력에 대한

믿음￡로부터 그 이후에 인간의 내부에

존재하는 思堆하는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의 믿음의 변화이며，

이러한 믿음의

변화로부터

생겨난 서구사회의 변모라고 할 수 있다.

16세기 이후에 본격화된 {이성과 합리의 새로운 神’의 창조작업은 대체로 19세기 중반까
지는 마무리 되었고， 우주는 理性神의 절대볍칙 속에서 절대적인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바

탕으로 우주의 제 현상윤 설멍하는 참조체계플 구축해 낼 수 있었다. 함리주의와 경험주의

의 참조체계에 의하면， 인간의 존재조건은 자연 속에 구현된

神의 理性의 절대볍칙인 ‘합

리’와 ‘선’이며， 인간은 자신의 바깥에 존재하는 신에 대한 믿음이 아닌 인간의 정신 속에
내재한 ‘이성’의 힘과 그것이 찾아낸

이성적

볍칙들에 대한 믿음을 통해

6 합리’와 ‘선，’

‘조화’ 와 ‘아름다움’ 을 지 향하고， 역 사는 ‘우주정 신’ (the Universal Spirit) 이 궁극적 인 ‘합
리’와 ‘선’을

실현함으로써

궁극적

자유를 획득한다 1)

이러한 근대적

매체담론 (meta

discourse) 은 근대사를 이룩하는 修解的 (rhetorical) 기초로서 근대이후의 역사 속에서 보다
종교적

e

교조적 색채를 떠게 되었고， 어떤 한계에

도달한 극단적인 모습의 포스트모던 문

화플 낳았다.
갈루벤 버 그(Blumenberg) 가 『근대 의 정 당성 ~(The Legitimacy of the Modern Age) 에 서

지적한 대로， 역사에 있어서 근대성은 ‘역사의 파산상태’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었다. 근
1) G.W.F. Hegel , “ History of the Self Realization of Spirit ," in The Modern Traditioη ， eds.

Richard Ellrnann and Childes fiedelson(New York: Oxford

Uniγ. ，

1965) , pp. 4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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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는， 인간의 사고를 인간의 바깥에 존재하는 힘에 묶어두던 信때의 힘을 우너도림오로
써 인간이 스스로 존재의마의

창조행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했다는 정애서

갖는다 2) 그러나 근대사의 하나의 요류는 존채의매외 근원을 이성적 갱험의

겨 놓음￡로써 사고와 언어에 대한 또 다른 감금을 가져왔으며，

강:망하는 심 111 적

있어서

지나치게 높이 평가되었고， 상대적으로 상상과 믿음의 유지척 가치들은

옥’ 3) 흑용 ‘파리잡이병’ 4) 이 되어 이생적

옮

거부는 삶왜 왜마얘

대한 전반적인 한정 흑은 왜곡을 뜻했고， 상상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창조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무시되었다。

영역으로

삶외 햄위를 좁혀고 한정

해왔다는 데에 있다. 이성적 경험의 영역 밖에 존재하는 셰채에 대한

이성적 경험의 표현형식에 대한 파괴를 의마했다. 현실구쟁에

‘정당성’을

기계흔적

@

무

가치들야

그들이 지난 현갤

언어는 71 빼론적 가치들을 의마화하는 ‘였어의 감
경험의 영역 밖에 있는 삶의 외미들을 월j難하게

되었다. 그려으로 포스트모더나타는 71 계론적언 가치들에 대환 명적인 믿음이며 유껴적 자

치를 담는 언어의 기능전복으로서， 요더니티왜

강화야고 동시얘

기형화야며，

포스트모먼

문화는 포스트모더나티의 내면화이고 그것으로 벼릇펀 삶의 방식이다.
價{直論에 업각한 아무련 반성이 없는 이성과 합래와 파학에 대환

광신척 믿음은 20새거

중반에 이 르려 서는 포스트모더 니 즘을 바 판라는 사-랍들로부터 종종 포스토모더 다 즘 二L 자채
와 동얼시되어온， 물질적 자치

e

기채적 가치 。 능률가치

@

상품가치를 중시하는 기형적이고

타락된 。1 성중심의 (Apollonian) 문화블 낳았다。.:r.i!l고 이러한 문화는 제차례가 되어 대중

사회， 매체사회 (media society) , 풍경사회 (the society of the spectacle) , 소비샤회 (consumer

society) , 소비 조종기 능을 지 난 관료사회 (the bureaucratic socie야r of controlled cons뼈m햄ion) ，
후기산업사회 (post-industrial society) 라는 이름 속에 포장되어 언어와 지식의 본질 뿐아냐
라 진리와 아름다움의 속성까지도 변모시컸요며 3 사회구조를 근본적우로 바꾸어

놓았고，

삶과 경험의 방식과 함께 개개인의 심려상태까지 변화하계 했다.
20샌기 후반의 과학 문명 이 가져 온 문화여 건의 변화 가운데 에 서 괄목할만한 한가지는 대
중문화의 발달이었다。 20세기 후반의 산업 자본주의 사회는 응용과학의 발달-대중전달 수

단， 대중통신 수단3 대중교통 수단， 고도 산업기술의 생활에의

응용 등-로 일반대중들에

게 보펀적 생활 양식-자동차， 전화， 컴퓨터 3 해외여행， 아파트 생활，
스포추-을 만들어 주면셔， 경험을 결르고 앓의 형태로

콘도미니엄 g

례저，

바꾸는 데 있어서 그들 특유의 형

이상학적 앓의 장치를 만들어 냈다。 이에 따라 ‘문화란 우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하여 깨금

2) Hans B1 umenburg , The Legitimacy of the Modern Age, trans. M. Wallace (Cambridge:
Cambridge Univ. , 1983) , p. 136.
3) 니체가 이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고， 제임슨이 니체의 영향을 받아 다시 사용했다. Se e. F.
Jameson , The Prison-House of Language: A Critical Accoμnt of StructuT’'alism and Russian
Formalism, 1972.
4) Ludwig Wittgenst<iÎ n, Phil(JsophiC(~l Irtv?stieçtiQ 7I s, trans, G, KM , /l. nsc9mbe (Oxford , 1968)1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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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

문화의 정의는 전통적 인

까지와는 다른 목소리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것으로부터 변질되

고 확대되었다. 무엇이 예술인가 흑은 무엇이 문학인가라는 물음에 대하여도， 그것들의 정
의는 변질되고 확대되었다. 아무런 기교없이 그저 몇자 적어 놓은 것들이

‘문학’의 영역을

기웃거렀고，

‘예술’임을 자처

아무런 목적없는 다리나 손의 놀림이， 대중문화의 미명으로，

하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문화라고 정의되어왔던

‘고급문화’는 ‘대중문화’의 언저리로 밀

려나게 되었고， 귀족적인 삶과 고고한 사고는 경멸의 대상이

질서생성기능을 하는 법질서마저도 인간을
재’가 갖는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복장한 규칙이나

되었으며，

구속하는 것으로 매도되었다.

대중문화는 ‘현

‘현재’가 가진 모든 질곡을 무너뜨리려는

거대한 야성

적 에너지플 갖고 있었다.

포스트모던 문화양식의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은 인간의 기계에 대한 종속이었다.
들은 맹목적 ξ로 자연을 유린하여 그 법칙들을 찾아냈고，

과학자

인본주의적 정신을 결한 기술자

들온 그 법칙을을 이용하여 원자폭탄이나 화학무기와 같은 수많은 표랭컨슈타인 (Franken
stein) 들을 만들어 내거 나 삶을 규격 화하고 표준화하는 엄 청 난 장치 들을 고안해 냈다. 컴 퓨

터로 음소가 분석된 뒤 재배열된 음소들의 결합이 문학이라고 여겨졌고，
의해 만들어진 인간의 영혼이 제거된 음들의 연결이 음악이

기계적 장치들에

되었다. 기계가 만들어

주는

삶의 리듬에 매달려 자기가 만들어온 과학문명을 통제할 정신적 힘을 상실한 현대인은， 존
베리만 CJohn Berryman) 이 보여준 현대인의 이미지처럼， 샌드위치 속에 야채대신 손수건을
뢰 트케

넣어 씹으면서 무미한 삶을 살고 있거나，

씨요도르

럼， 스스로 지니고 태어난 理性의 毒牙에

시달리고 있다.

(Theodore Roethke) 의 생각처
로버트 로월

(Robert

Lowell)의

말을 벨어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단지 합리와 과학의 신화를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진 진보

와 발전의

허구로 ‘마취되거나’ ( tranqui1ized)

‘백치화된’ (l obotomized) 채

뿐이었다. 포스트모던 시대 미국작가들의 억눌리고 유련된

신음하고 있을

그리고 짧小化된

自됐들은 그

신음소리들을 엮어 포스트모던 문학을 만들었다.
20세기 후반의 괴학은 단순히 귀족사회를 대중사회로 바꾸어 놓고 인본중심의 사회를 기
계중심의 사회로 바꾸어 놓는 것 이상의 영향을 포스트모던 문화를 향유하는 모든

사회에

끼쳤다. 료따르에 의하면， 과학기술의 발달과 이성의 오용은 사회 속에서의 지식과 언어의
기능에 충격을 가하여， 정신의 단련을 고유한 기능으로 했던 쩌識의 전통적인 기능을 마비
시컸다. 포스트모던 사회 속에서는 정보화될 수 없는 많은 전통적인 지식은 死藏되었고 컴
퓨터화될 수 있는 지식만이 현실구성의 기초가 될 수 있었다. 따라서 사회적
성하고， 진리，
l

r 기，

유대감을

혀
。

정의， 아름다움이 융합펀 상태로 하나의 가치를 이루고서 비이성적， 무논리

무의식적인 규범체계를 만들어오떤

‘설화적

치식’

(narrative knowledge)-民調， 신화，

전절 등에 의해 전수되는 소박한 삶의 첼학-은 추상적이고 기계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이성척，

논리적， 추상척， 지시적， 인과적 규범체계릅 만들어내는

‘과학적

지식’ (scientifì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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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에 압도당하여 무용화되었다。 5) 지식의 본질의 이러한 변화과정은 그 자체가 하
나의 역사왜 아이러니었다. 왜냐하면， 현대에 와서

들여지고 ‘중심설화’ (grand narrative) 로서 남아

‘과학적 지식’이 절대적 진리로서 받아

있게 했던 것은

유대감과 일체감을 만들어 내는 힘이었기 때문이다.

6설화적 지식’의

‘설화적 지식’의

사회적

기능이 무력화되자，

‘과학적 지식’은 그 스스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궁극적 목적을 심어주는 ‘중심설화’로서

의 기능을 그만두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제 과학적 지식은 삶을 파펀화시키고

분열시

컸으며， 포스트모던한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의 유대의식과 일체감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설화적 지식’을 거세한 합리의 신화는 그 스스로의 바탕위에서 얻어진 진리의 절대성을
합리를 근거로 무너뜨렸고， 핫산이 지적하고 있듯이， 그 이후 포스트모던 문화는 상대성과
불확정성에 의해 지배되었다.

1927년에 하이젠버그가 “원자보다

작은 p1 립자들의

명확한 안과성을 지니고 행해지기보다는 통계적언 가능성을 지니고

행동은

행해지는 ‘불확실성의

원칙’에 종속되어 있다”고 선언한 이후 켈 궤렐 (Kurt Göedel) 과 스트로더

퍼다 (Strother

Purdy) 와 같은 과학자플이 그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궤텔은 “모든 논리적 구조는 좀 더 크
고 ‘좀 더 강한’ 구조의 일부분일 수 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아무것도 완벽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고 6) 퍼다는 “수학은 이제 實在界의 〔신비를〕 벗기는 것이라기보다
는 인간이 발명해낸

어떤 게임에 더 가까운 것처렴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7) 더우기， 20세

기 후반의 과학의 발전이 야기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급격한 변화는 오늘 발견한 진리의

불완전성을 무엇보다 확실히 업증해 주었다. 핫산에 의하면， 20세기 초에 수학이나 과학의
영역에서 느껴지던 진리의 상대성과 불확실성， 상호보완성과 불확정성이

에 와서는 언어와 철학 등의 인문학의 영역에서도 인식되기
불확정의 보펀펀재성에 기초한 새로운 지적

포스트모먼

시작했고 진리외

시대

불확정성과

질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8) 포스트모던한 운

화 속에서 생겨난 새로운 지적 질서는 철대적 중심과 절대적 의미의 반대쪽에서 중심이탈?
확산， 해체， 불연속의 불가피성을 찾았다。 그리고 그것은

유일， 일원， 통합， 목적을 지 향

하는 세계에 대한 비전위에 선택， 다원， 분열 g 우연이 지배하는

세계의 비견을 포개어 놓

았다.
합리성과 합법성의 근거가 되던 삶의 지침들과

신화들이

무너지면서 포스트모던한 시대

의 삶의 조건은 힘의 중심의 부재 혹은 다변화였￡며 삶의 다양화였다. 복잡한 삶과 그것

5) J.F. Lyotard , The Postmoderη Con값이on: A Report on Knowledge (Manchester: Manchester
Uniγ. ， 1984) , pp. 18-26 ‘ For the digest , see Madan Sarup, An Lηtroductory Guide to PostStructuralism and Postmodernism (New York: Harγester Wheatsheaf , 1988) , pp. 121-3.
6) 정정호 펀역， w포스트모더니즘 : 이합핫산의 문화 및 문학。1 폰 JI (서울 : 종로서척， 1988) , 180쪽
에서 채안용.

7) Ibid.
8) See Ibid. , pp. 16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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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현에

學

지침이

되고 축을 이루던， 온갖 종류의

되었고， 그 결과 세계속에

‘충심설화’ (grand narrative) 들이 와해

존재하는 무수허 많은 것들은 이제 하나의 질서로 설명이 불가

능했으며， 근본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일 수 없는 중심상실의 현대사회는， 푼-꼬가 지
은 이 름대 로，

없는，

‘異質世界’ (heterotopia) 가 되 었다. 푸꼬는 서 로가 서 로에 대 하여

‘순수한 차이’를 지니고， 영원히

명행션상에서

포용할 수

존재하는 세계에 대한 멋진 이미지

(i mage) 하냐를 보르헤스(Jorge Luis Borges) 가 쓴 단떤을 해석하면서 찾아냈는데， 보르헤
스의 단펀은 무질서하게

현대사회에

법주가 정해진

중국의 어느 백과사전을 존재의 중심이

대한 은유 (metaphor) 로 사용하고 있다。 히-나의

‘황제소유의，’

‘미이라로 보존된，’

‘길이

잘든

‘돼지

흐트러진

예를 들면? 그 백과사전에는

새끼들

‘浮浪太，’

으로 동물이 분류되어 있고 아무런 가준이 없다， 푸표가 이 백과사전의

‘미친

등

메다포블 벨어 보

여주려고 하고 있는 것은 “그 세게에서는 어떤 사물도 비슷한 성질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3 그것들이 비슷한 성질을 가질 수 있는 존재의 거초가 없다는 것이다 "9)
‘과학적 지식’이 숭배되는 사회가 서로가 서로를 포용하는 기초를 상살하게
그것 이 어 떤 사실 이 진 라 이 기 위 하여

6증거 ’ (proof) 와

되는 것은

‘합의 ’ (consensus) 를 게 임 (game) 의

규칙으로 요구하거 때문이다， 사람들은 삶 속에서 게임의 규칙을을 지키기만 하면 진리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으벼，

‘과학적 지식’을 생산해 내는 게임의 규칙을

심히 익히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함에따라 그 만큼 더 과학적

더욱 열

사고방식을 숭배하게

되었

다. 사람들은 새로운 증거와 새로운 합의를 얻어냄으로써， 이전에 존재하던 지식을 언제든
지 거부할 수 있다고 믿었고， 포스트모던 시내에 이르기까지

사회구성원을간의 유대플 공

고하게 해 주던， 과학과 합태 에 바탕을 두고 있 었다고 얘 겨 졌던

‘인 간해 방’ (emancipation)

의 신화나 ‘총체 성 ’ (totality) 의 신화마저 도 새 로운 증거 와 합의 에 의 해 더 이 상 ‘지 배 담론’

(master narrative) ..2..로서의， 혹은 ‘매체담론’ (metanarra ti ve) 우로서의 신뢰성을 상실했다.
20세기 중반의 과학의 종교는 그것이 참조하여 의미를 만들어내는 참조세계 속에서 진려라
는 궁극적 목적과 진리에 도달하는 수단의 지위를 顯置시킴으로써

증거나

합의가 없이도

자명한 靈的언 진라의 기능을 정지시카고y 기계적 장치를 야용해 증거와 합의를

도출하는

데 집착하게 되었다. 사람들의 삶은 생산의 극대화， 자본순환의 극대화， 그리고 그로 인한
잉 여 가치 의 극대 화를 지 향하는 s능률성 ’ (eflìciency) 의

게 임 으로 바뀌 었고 사회 는 능률가치

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다. 진리라는 목적으로부터 효율성이라는 수단으로 가치기준이 바

렘에 따라 이념보다는 기능과 기술이 강조되었고， 더 이상 인간영혼의 진리를 가르치는 교
사는 펼요하지

않게

되었으며，

잘 정돈되고 제어된

과학적

진리로서 데이다 뱅크 (data

9) Michel F‘oucault , The Order of Things: Aη Archeology of the Humaη Science (London:
Tavistock Press , 1970) , p. xγ. “ What is impossible is not the propinquity of the things
listed , but the very site on which their propinquity would be possible."

87

hank) 가 요구되었고， 학생은 단지 컴퓨터 단말기의 사용법만을 배우기만 하연 되었다 10)
‘그것이 참인가’라는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지식이

이제는 ‘그것이

얼마나

능률적연가’ 흑은 g그것이 잘 팔릴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서 필요해졌다‘ 지
식의 성격에 있어서의 이러한 변화는 언어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비투겐슈타인

(Wittgensìein)의 게업이론에 영향을 받은 료따르에

의하면， 포스트모던한 사회속에서

지

식이 진리와 아름다움과 정의를 하다의 가치로 융합시키지 못하듯이， 언썩도 서로 확사소
통이 불가능한 여러가지 기능S로 분화되었다는 것이다。
false) 를 가라기 위해서 사용되는 언어와

전통사회

속에서는 진/워 (truej

당/부당 (justjunjust) 을 가리는

언어， 그라고 능

률/비능률 (e뻐cientjinefficient) 을 가라는 옆어는 그것이 참조하는 媒體談論 (metadiscourse)
이 갚았기 때문에 서로 같은 언어였다。 그러나 포효드모던의 사회 속에서는 그것들야 진리

를 말하기 위해서 참조하는 매체담론이 서토- 판이하게 다르기 때푼에 그것들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셔로 다른 언어가 되었요며， 참올 말하는 언어가 동시에 정당함을 말하고， 또 동
시에 능률적알 가능성은 희박하게

되었다. 아제

언어는 잔/위를 문제삼는 ‘져시작 거1 엄’

(denotative game) , 당/부당을 문제 삼는 ‘처 방척 게 임 ’ (prescriptive game) , 능률/비 능률올
문제 삼는 ‘지 술적 게 임 ’ (technical game) 들의 서 로 다른 차원에 존재 하는 삶의 게 엄 들에 대
한 규칙 으로서~ , 존재 를 再現 (representation) 시 키 고 삶의 통일성 을 가져 오는 전통책 인 기 능
을 그만두게 되었다。 11)

료따료가 타락한 이성중심 문화에서의 언어와 지식의 기능의 왜곡으로 3드깅:트모떤
를 설명 하려

했다면， 제 임 슨은 그의

품화

논문 “포스트모더 니 즘과 시 장"’ (‘“‘Pos양tmo
뼈
dern벼m and

the 1\뼈t1a없t뻐k‘않e앙t'’η 。어에11 서 ‘시장 이데올로기’로 포스든모던 문화의 왜곡을 설명했다。 제임슨이 지칭
하고 있는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 할 수 있는

‘민중? 이 순전혀

어떤 질체를 지난 민중인가하는 문제와， 청말 사회주의

국가에

관념속의

민중이 아닌

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시장외 原形이 없을까라는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도
산엽사회 속에서의 시장의 이미지는 포스트모던한 문화의 삐풀어지고 뒤틀련 부정적 측면에
대한 가장 적절한 은유 (metaphor) 플 가운데 하나이다。 제엄슨의 말대로 포스트모던한

문

화 속에서 ‘시장’은 의섬할 여지없이 정치세력화내지는 정치도구화하는 경향을 보야고 있
으며， 고도산업사회， 매체사회， 소비시회라는 딴 이름들을 가진 포스트모던한 ‘시장’ 사회
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상엽문화의 가치체계에

‘식민화’되어 있기 째문이

다。 12) 포스트모던한 사회속의 많온 사람들은-전체주의

사람들도 다른 의미에서

사회의

규격화되고 표준화되기는 매 한가지겠지만-상품가치의 기준에 의하여 표준화되고 규잭화
10) Lyotard. pp. 23-6 。
11) Ibid .• pp. 9-11 。
12) 프레드릭 제엄슨과 백낙청， “ F. 제염슨과의 특별대담 : 맑시즘， 포스트모더니즘， 민족문화운동
『창작과 비 평 J1. 1990 1견 봉호 • 271-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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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가고 있으며 그들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개체성 상실의 위기에 직면해

있

다. 그들은 거대한 ‘시장’체제 속에서 자신을 위하여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무녁한 ‘주채’
앞에서 절망하고 칠규한다.

합리와 과학의 이름아래서， 그라고 민주와 자유의 명분으로， 20세기 중반이후에
‘시장’문화는， 제임슨의 주장처럼， 이 시기에 일어난 여러가지
미심장한 증후이며

단서’임에

틀럼없다. 제엄슨이

형성된

문화적 변화들에 대한 ‘의

지적한 대로，

‘시장’의

이데올로기는

‘냉전’의 이데올로기플 해체하면서， 더 이상 구형의 제국주의적 식민지화가 아니라 탈식민
지화의

‘신식민주의’를 지향했다. 2 차 대전이후의

전후 복구사업이

적 기업들이 출현했고， 이재까지 제 3 세계로 설정펀 지역까지
되었다. 이 시기에 분명히

‘매체사회，’

‘다국적사회，’

끝나면서 거대한 다국

그들 기엽의 영향력이 확산

‘탈산엽사회’의 모습이 구체적인 모

습으로 드러나게 되었으며， 사회가- 자동화와 인공두뇌의 발달에 의존하게 되었다 13) “오늘

의 자본주의가 19셰기 서구의
더 잘 들어맞는지”는J，j)
‘의며심장한 증후’로서의

그것보다 훨씬 순수한 형태의

좀 더 따져 보아야겠지만

자본주의여서

맑스의

이론이

20세기 중반의 포스트모던 문화에 대한

‘시장 이데올로기’는 제 1 세계의 문화로 전세계블 균질화시키고，

그것의 해제 속에 전 세계를 일원화시키고 있으며， 교통수단의 발달， 통신매체의 발달， 대
중매체의

보펀화에

힘입어 제 3 세계에다 그들의 의지에

만하여 억지로 ‘비동시적인 것을

동시에 존재’시키고 있다. 이와 더불어 문화형식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 예술은 더이

상 근대적인 것이 아니게 되었고， 고전적인 형태의 마학과 그것에 바탕을 둔 예술형식들은
새로운 형태의 미학과 예술형식들에 자리를 내어 주게 되었다.
제임슨이 지적한

‘근대후기성’ 가운데 어느 범주에 속해 있는 포스트모더니스트라도 공감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 고뇌하고 있는 것은 과학의 종교와 ‘시장의 이데올로기’가
바깜에 있는 ‘자연의 소별’을 야기할 뿐 아니라 인간의 내부에 있는

인간의

6자연’도 소멸시킨다

는 것이다. 프로이트의 무의식 이론에 영향을 받은 제임슨은 ‘자연이 존재하는 또 다른 한
곳은 무의식이다’라고 말하면서， 근대에 이록기까지는 적어도，

인간의 내면세계 속에 있는

자연의 영역은， 그리고 그것이 문화의 형태를 떠고 나다나는 예술이나 문학의 영역은 산품

가치에 의해서
와서 어떤

‘식민화’되지 않고 남아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의’나 사회체제의 세력권에서 벗어나 있던 무의식의

포스트모떤의
영역마저도

시대에

‘식민화’되

었다. 예술이 상품화되었음 뿐아니라， 무의식 자체가 각종의 전자매체와 광고 등등에 의해
상품화되었다. 제임슨은 자연의 문명화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승려로서， 전통적 제약에 대

한 어떤 법주의 자유로서 받아들였던 싸르트료의 생각에 대해 그것이

바로 현대의

파펀화나 정신 분열증 등이 얼어나는 원인임을 암시하떤서 자연이 싱품화되지

13) Ibid. , pp. 273-74.
14) Ibid. , pp. 275 , 284.

않은

정신적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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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유형의 집단들의 개념’으로 되돌아 가자고 제안했다 15) 그가 말하는 ‘새로운 유형의 집
단들의 개 념 ’ 이 무엇 인지 모르겠 지 만 16) 포스트모던의 시 대 는 분명 히

‘의 식 ’

(consciousness)

의 무의식에 대한 가휴한 공격의 시대이며， 의식이 만들어낸 허구의 진리성에 대한 지나친
믿음의 시대이고，

‘무의식’이

‘거짓 욕망’과 ‘거짓 행복’(감)으로 가득차 파괴적 힘을 지

니고 삶을 비틀거리게 하는 시대이다.

포스트모던 문화는 理性의 非理性에
대한 억압과 지배의 문화이며，

대한s 意識 (consciousness)의 無意識 (unconscious) 에

自然의 소멸과 A間精神의 상품화를 지향하는 타락한 이성

중심의 문화였다. 과학의 종교는 과학적 발전을 지고의

가치로 삼고 있었고，

능률가치를

진리와 아름다움의 가치위에 놓았으며， 과학이 얻어낸 진리 스스로의 속성에 의해서， 삶을
파펀화시키고 분열시컸다。 상업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가 현대인들의 삶 구석구석을 지배하
면서， 문화적 표현/활동 (cultural representations) 과

상거래 행위

(economic activities) 의 구

분이 없어지고 예술활동이 상엽적 이윤에 종속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고， 예술은 예솔적
감식안이 없는 좋부들을 돋보이게 하는 도구가 되어

버렸다. 예술행위와

경제행위 사이에

구분이 없어지고， 많은 예술적 표현은 능률가치와 상품가치에 식면화되어 경제적 이익만을
목표로 하게 되었으며， 대중문화를 제물로하여
어서의 이러한 변화가 일반대중들의

‘자본화’ ( capitalization) 되었다.

예술에 있

‘문화적’ 경험과 능력의 폭을 넓혀 놓았다면，

문화적 경험을 전달하는 매체가 다양해지고 보펀화 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
문화적 경험의 폭이 넓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일반대중의

포스트모더니스트

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과정은 혼돈의 반복이거나， 퇴행이었다.
중심부재의 근대후기 세계속에서는 진리를 얻기 위하여 참조할 통일된 매체담론이

존재

하지 않았고， 허용되지도 않았으며， 찾을 수 있다는 희망도 보이지 않았다. 언어는 개개인

이 습득한 ‘과학적’ 게임의 규칙에 따라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여러 층의 의미를 갖게 되었
고， 삶과 경험의 의미는 파펀화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인간은 스스로가 만든 제도와 도구
와 믿음에 의해 규격화되고 ‘식민화’되었고，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시장’의

제도속에서

내면의 깊은 곳까지 상품화되었다. 순간순간 새로이 발견되는 법칙들과 그것으로부터 오는
급격한 변화는 정지

(being; stasis) 보다는 변화 (becoming; change) 를 진리로 믿게 했고，

실성보다는 불확실성의 보펀펀재블 진리로 받게 했다‘ 역사의 말전에

확

대한 믿음은 역사의

퇴행에 대한 우려로 바뀌었고， 현상너머의 세계는 부조리와 우연에 의해

지배되는 세계로

여겨졌다.

15) Ibid. , pp. 276-77.
16) Ibid. , p. 277. ‘새로운

유형의 집단들의

개념’은 제엄슨이 프로이트의 영향으로 주장하고 있는

‘정치적 무의식’의 개념으로서， 어떤 도덕적 가치를 지난

여 조건화펀

인간의‘종족적

우의식얀 듯하나， 여기에서는

‘지배닫론’ (master narrative) 에

의미가

명확하지
Political Uiη conscious: Narrative As a Socially Symbolic Act, 19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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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스트E 모던의 문화논리-철학， 심려학， 역사학때쩌엠 포소톰모떠나종
포스트모던한 문화 속에서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이 얻은 깨달음은 포스트모던의 역사가 지

난 아이러니었다. 그들이 들여다 본 역사는 ‘합리’와 ‘조리’에 의해서

루지 않았고，

리

‘궁극적

‘완전한’ 고리를 이

‘인과볍칙’에 의해 진행되지 않았으며， 헤겔이나 맑스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

선’을 지향한다기보다 ‘궁극적 악’을 지향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인간

적 질서는 가치로운 것일 수 있지만 ‘진리아넘’이었고， 시간은 負의 함수로서 인간의 정신
과 의지가 있을 째에만 창조의 함수이고 인간의 의지를 넘어서띤 파괴외 함수었오며， 역사
는 퇴행외 과정이며 시간의 파괴성과 연간의

자기소별의지플 맞는 인간정신의

피이드 백

(feed-back) .2..로만 그 엔트로피의 과정은 늦추어질 수 있을 뿐이었다. 포스토요더녀스트들
은 과학과 합리에 대한 광신적 믿음에서 비롯된
써，

‘부조리，’

‘불합리，’

지의 소진(엔트로피)，’

‘무고한 희생，’
‘불연속，’

근대후기

‘급격한 변화，’

역사의

아이러녀블 해부함으로

‘바인간화된

기계적 힘，’

‘블확실성’을 속성으로 하는 포스트모던

6 에너

문화를 해체하

려 했다. 그들은 포스트모떤의 타락한 이성중심문화가 축으로 삼고 있던 중심들-‘주체，’
‘이성’ (logos) ， 正史로서의 역사-을 해체하려 했으며， 그것들로부터 이탈하려 했고， 그 중

심들의 허구성을 밝힘으로써 -元的 세계에 대한 비점을 多元的 세계에

대한 101 1 천￡로 바

꾸어 놓으려 했다.
왜곡된 포스터모던 문화가 어떻게 생겨났는가에 대하여 그리고 포스트모떤 문화의

병적

현상에 대한 처방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제엄슨과 같은 사회주의 101 1 평가틀의 논리와 데리다，

라깡， 푸1il.와 같은 후기구조주의자들의 논리는 서로 다르며， 어떤 의미에서는 단순히 다른
차원을 넘어 상호 대랩적이고， 상호 거부의 태도를 보인다.

제엄슨은

당위론의

입장에서

포스트모던의 문화를 진단하고 그것에 대하여 처방을 내리는 반면， 라강과 데리다， 푸꼬와

료따르는 존재론적 입장에서 그것을 진단하고 처방한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어떤

부류의

작가플처럼 스스로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이라고 자인하지는 않지만， 포스트모던 문화에 대하
여 어떤 엽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광의의
표현된 포스트모던 문화에 대한 태도는 광의의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이며，

그들의

글속에

포스트모더니즘이다e 그러나 제임슨의

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술에 있어서의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하여
있으며， 그의 문화논리가 후기 구조주의자틀의 그것과

비판적

어느 의미에서는

경

업장을 취하고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에 있어서는 포스트모더니스트라고 할 수 없다.

제임슨은 포스트모던 문화의 확산으로 전지구가 처한 정치적

@

경제적

위기에

대하여 그

총체성을 날카롭게 인식할 수 있는포스트모더니즘을원했다. 그는그의 논문 “포스트모더니
즘-후기 자본주의 의 문화적 논리 "(“ Postmodernism ,

the Cultural Logic of Late Capit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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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인식의 지도작성’ (cognitive mapping) 이라는 개념을 제안했는데， 이것은 새로운 전

지구적 총체성의 재현에 도달하는 어떤 방식 g 흑은 전지구적 체제에 대한 어떤 모델을 만들

어내는 전략을 의미한다. 그러나， 제임슨의
신이 표명하고 있듯이 s

‘인식의 지도작성’에 대한 요구는3

제임슨 자

심미적 동기보다는 정치적 동기에 기인한 것이다 17) 라깡이나 데리

다， 푸코나 료따료는 ‘과학적 지식’의 공습으로 유대감과 일체성을 만들어내는 ‘설화적 지
식 ’ (narrative knowledge) 이 가 능을 상실한 시 대 에

‘합리 ’ 와 ‘과학’ 에 호소하여 새 로운 6지

배 탐폰’ (master narrative) 을 만들어 내 려 는 제 엄 슨의 노력 에 조용허

반기 를 틀었다。

그들

은 포스트모먼 문화가 기치 의 不左現狀이 아니 라 가치의 월뒀뽑l現狀임 을， 중심 지 향성의 중심
이 탈성 의 경 시 에 서 오는 삶의 불균형 의 문제 엄 을， 이 성 중심 주의 (logocentricism)의 어 떤 부
정적 결과업을， 이성의 반이성에 대한 독백의 결과임을 논증해내려고 노력했다。 라깡과 테
려다? 푸그교와 료따르는 제임슨의
는 당위적 질문에 앞서，

‘포츰트모던한 문화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어야 하는가’라

‘포스트오던한 문화의 모양이 왜 이런 모양일 수 밖에

는 존재흔적 질문에 답하려고 했다。 그려고 이 질문에 대한 대랍을 통하여，

없는가’라

포스료모던한

문화의 모양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묵시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제임슨은 포스트모던 문화의 다락 원언을 역사속에서

6 인간변혁의 13 1 천의

상설’로 보았

다. 제엄슨에 따르면 5 위대한 고전적 사회주의들은 사회체제 뿐아니라 자아에

대한

어떤

유토피아적 변혁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변혁의 벼천은 포스트모던한 시대에
와서， 그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시장 이데을로꺼’의 공격을 받고 무력해져 그들 스스

로를 유로피아적 비전 및 미래의 시간과 변증법적

관계에 놓지

못했기

때문에

상실되었

다. 그러묘로 병든 포스트모던 문화를 치유하려는 문학과 예술은 현대사회에 의해 상품화。

짧{삼化된 모든 것을 변증법적으로 정화하는 작업이어야 하며，

는 작엽’이어서는 안된다. 예술가는 그틀의 예숭 속에서 사회적

‘정태적

인간본성을 연역하

총체성의

영상(image) 혹

은 모형을 창출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주체들이 사회적 총체성을 인식하는 것을 막
는 굴레들과 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8)

제엄슨의 주장에 따르면， 포스트모연시대의 예술가들은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한총 복잡
해진 사회의 총체상에 도달하려는 비상한 노력을 포기했고， 그러므로 그 만름 힘든 기교상
의 실험도 그만두었다。 제엄슨에 의하면， 모더니즘의 시대에 이미 총체성 재현 위기가 왔
었으나9 모더니스트들은 바로 채현의 문제를 핵심적인 쟁점으로 제기했으며，

그것이

니즘의 위대성의 일부이다， 모더니스트들은 현질의 각 부분이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상호

모더

보여주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제국주의 세계의 체제내에서 총체성을 재창출하려는 비상한

형식적 실험틀을 했다。 경험의 영역이 천지구적 체제로 확대되면서 포스트모더니스트 예술

17) Ibid. , pp. 283-4.

18) Ibid. , p.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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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들은 총체성을 재현하는 어려움의 또 다른 영역에 이르게 되었으며， 현존하는 형태의 포
스트모더니즘은 그러한 어려움에 직만해서，

그 어려움 속에서

총체성을 재현하려는 시도

자체플 포기해 머렀다. 다시말해 그들은 재현이란 불가능한 일이고， 총체성이란 없는 것이
라고 결정해 버렀다. 각기 다른 상황에서 사실주의와 모더니즘 양자에게 예술의 궁극적 목
적이었던 총체성의 재현은 직무를 유기하는 포스트모더니스트 예술가들에 의해 도달하기가
불가능하거 나 불필요한 일로 放棄되 었다 19)

그러 나， 라깡이 나 데 리 다， 푸코나 료따르가 再現이 란 불가능한 것이 고， 총체성이란 없는
것이라고 선언할 때，

‘총체성’과 ‘再現’이라는 단어들은 제임슨이 말하는 당위적 총체성과

再現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각기 서 로 다른 방볍 으로 ‘의 식 ’ (consciousness) , ‘언
어， ’

‘역사’의 속성을 밝힘으로써， 니체 (Nietzsche) 와 윌리 염 제 임스 (William James) 의 뒤

를 따라， 인간은 어떤 형태의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당위적

‘총체성’을 근거로 생활할수

밖에 없지만이 당위 그 자체는 존재일 수 없으며， 그러묘로 존재의 총체성은 당위의 총체
성과 같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따라서 이들의 고뇌는 再現의 어려움으로 인한 再現
의 포기가 아니라， 인식의 본질은 再現이 아니라 실재의 어쩔 수 없는 당위척 재구성이라는

사실의 발견에 따른 再現의 포기이며， 實tE에 대한 再現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再現의 의미
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이다.

다시 말해서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의 고뇌는 단순히

총체성 再現作業을 포기할 것인가가 아니라， 역사와 존재의 속성을 알고난 후에도

그것이

가능한가라는 물음에 대 한 강한 강박관념 이 다， 시 간이 모든 것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정

의 함수일 뿐아니라 모든 것을 퇴행시키는 부의 함수일 수 있음을 알고난 후， 의식의 형성
과정이 再現能力의 발전과정이 아니라 자연으로부터의 자기소외의 과정이며，

과 바이성의 대화에서 이성의 독백으로의 과정임을 알고난 후，

역사가 이성

인식의 지도는 어떻게 그려

져야 하는가가 그들의 고민이다.

라깡 (Lacan) 은 르네 쌍스이 후 구조주의 에 이 르기 까지 포스트모던 한 과학문명 의 철 학적 •
修蘇的 기초였먼

‘주체，’

‘매개언어’ (metalanguage) ,

‘의식’ (consciousness) ,

‘자아’ (ego)

의 개 념 들을 재 정 의 함으로써 이 성 과 ‘의 식 ’ (consciousness) 을 중심 으로하는 근대 푸기 의

합

리주의 문명 이 존재의 밖으로 밀어 냈던

삶의 주변적 인 것들을 삶속으로 끌어 들었다.

모

든 현상은 문화적 편견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현상론자의 입장에서， 그러무로 사회적

현

장은 이해되어야하며 섣명되어서는 안련다는 해석학자의 입장에서， 라깡은 근대사가 시작
된 이래 표로이트를 거쳐， 寶tE (presence) 를 인식하고 진리에

도달하며

그것을

재현하는

19) Ibid. , p. 283.
20) Friedrich Níetzsche , The Will to Power , trnns. W nlter Knufmnn nnd R. J. Hollingsdnle
(New York, 1976) , p. 45 1. 니체에 의하면， 삶의 조건은 ‘진리아념’ (untruth) 이며 인간의 존
재는 어쩔 수 없이

‘거짓’(l ie) 으로부다 출발한다. 토인비에

면 I때의 모양도 말의 모양이 었을 것이 다.

의하면， 인간이

말의 모양이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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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consciousness) 과 그것을 운용하는 힘을 지닌

아’의 정체를 밝혀냄￡로써 그것들이 삶의 구성에 있어서 가졌던

중요성모로 격하했다. 그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의미가 어떤

‘자

절대적 중요성을 상대적

절대적 구초를 가진 매

개 언어 로부터 만들어 지 며 , 그러 묘로 6지 시 어 ’ (the signifier) 와 ‘지 시 내 용’ (the signified) 사

이에는 안정된 관계가 있다는 구조주의자들의 주장을 ‘지시내용’의 생성과정을 재고함으로
써 반박했고， 헤겔의 궁극적 자유블 획득하는 ‘절대적 주체’의
존재의미를 줄 의미있는 행동으로서의

개념이나，

실존주의자들의

‘합리적 선택’의 개념을 ‘결핍’에 대한

인식으로부

터 형성되는 ‘주체’의 개념을 정랩함으로써 부정했다. 대부분의 후기 구조주의자들이 그렇
듯이 라깡은 모더니즘의 기초가 되었던 많은 개념들을 뒤집어

놓음 o 로써

포스트모더니즘

의 기초를 마련했다.

라깡은 ‘내’가 의식하는 ‘나’의 정체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그 시대의 경험을 의미화하는데 사용했던
‘주체’의

개녕， 구조주의자들의

표로이드의

6매개언어’의

‘자아’와

답하면서

‘무의식’의 개념，

선험적인 인식능력을 지닌 하나의 가능성일 뿐3 그 가능성을 나타나게

비친

‘주체，’

‘자아，’

‘개체’가 되지

‘나’가 아니라，

하는 ‘거울로서의

못하며，

타자의

지는 과정에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불완전하게

‘나’의 정체
‘나’

관계 ’ (intersubjectivity) 를 가

‘반영’하고， 주관을 통해

영’하는 거울로서의 타자의 속성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고 변형된

거울에

‘타자’라는 거울에 비친 ‘나’이며， 있는 그대로의

는 ‘타자’ 라는 또 하나의 주관성 을 지 닌 ‘ 나’ 와 ‘상호주관의

‘있

‘개체’를 형성하는，

‘나’는 결코 ‘있는 그대로의 나’일 수 없다. 그러무로 ‘내’가 의식하는

는 있는 그대로의

헤겔의

개념들을 재정의했다. 라깡에 의하면，

는 그대로의 자아’ (ontological self) 는 ‘주체’가 되고 ‘자아’가 되며

타자’ (the other) 가 없이는 결코

모더니스트들이

‘변형’시켜

‘반

‘나’와는 상당히 유리된 불완전하

‘나’가 된다。 21)

‘있는 그대로의 자아’가 객관성을 지닌 타자로서의 사회， 문화， 법이나，

주관성을 지닌

다자로서의 다른 ‘주체’와 갖게 되는 관계는 모두 언어(상징)를 통해 이루어진다.

‘영상단

계’에 들어서기 이전까지의 유아가 언어플 창조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초기의 언어는

분명히/ ‘있는 그대로의 자아’플 ‘있는 그대로의 타자’에 연결시켜 주는 기능을 하고 있오
며， 어떤 선험적인 능력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나 언어는 그것이 지난 두가지 속성

에 의해서

‘존재론적인 자아’와 ‘존재론적인 세계’을 관계지우기를 그만 둔다.

무엇보다

21) Jacques Lacan , “ The Mirror Stage as Formative of the Function of the 1 as Reγealed in
Psychoanalytic Experience" in Conteηtpory Critical Theory , ed. Dan Latimer (London
Harcourt Brace Joγanoγich ， 1989) , pp. 500-9. See Madan Serup, lntroductory Guide to
Post-structuralism and Postmodernism (New York: Harγester Wheatsheaf , 1988) , pp. 16-9 。
Also see Laplanche and Leclair , “ The Unconscious: a Psychoanalytic Study ," in Yale
French Stα:dies ， no. 48, pp. 118-75. Also see A. Lemaire , Jacques Lacan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1977) , ch.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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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는 엄마를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어린이가 실패를 던졌다가 되가져오는 놀이를 하만
서 그 두 상황을 동일시하고，

‘저기/여기’ (fortjda) 라는 말을 만들어

낸 때처럼，

‘변형성’

(metaphoricity) 을 속성으로 하고 있다. 그 다음온 태초의 인간이 아닌 모든 인간은 자기의
존재이전에 이미 변형성으로 조건지어진 언어플 기초로 한 문화를 가지게
그러으로 인간은 있는 그대로의 삶을 태초의 방식을 이용하여 언어작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인

된다는 것이다.

경험으로 옮겨

‘영상단계’블 지나면 사회적 의미가 ‘이마’ 부하된

의해 관계지워지는 ‘주체，’

‘자아，’

‘존재흔적 자아’가 최초에

놓을

‘상징’(언어)에

‘의식’을 갖게 될 뿐이다 22)

‘상정단계’에

들어서는 것은

엄마와

아기의

‘자연스러운’

(natural) 상호보완으로 이루어진 ‘완전한 존재’ (the whole being; “ the Phallus") 가 아버
지-어린이가 처음으로 맞게 되는 ‘이미’ 존재하는 ‘상징’이며， 볍이며， 사회-의 존재로부
터 거세의 위협을 받을 때이며， 이때부터 아기는 ‘아버지의 이픔’ (the name of the father)
으로 싱-징되는 사회， 문화， 법을 내면화하여， 대척적 위치에 있는 ‘타자’와의

‘관계’에 의

하여 무의식을 ‘의식’화하고 ‘주체’와 ‘자아’을 만들어 간다. 다시말해서， 이때부터
적’ 상태에 있던

s존재론적 자아’는 상징에 의해서 만들어진

타자를 의식하게 됨으로써， 그리고 문화와 언어와 문명의

변형된

세계에

(humanization) 되고 ‘개체화’ (individualization) 된다. 그러묘로
의 논리에서는 상정에 의한 감금과 변형에 의해

자아와

외부세계 및

참여함으로써

‘인간화’

@

‘자염

‘인간화’

‘개체화’ 란 라깡

‘완전한 상태’로부터 허구적 상태로의

‘분

리’ (alienation) 의 과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리’의 현상은 상정(언어)이 지넌 본질적 속
성-다른 언어와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지니고， 어떠한 관계도 1 : 1의 관계로 닫을 수 없
으며， 어떠한 의미도 완전하게 전달될 수 없다-때문에 심화펀다. 일생동안에 모든 사람은

수많은 분리를 지향하는 의미화의 고리를 갖게 되고，

‘존재론적 자아’는 자기스스로를 ‘반

영’할 선험적 거울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남은 여생을 칸막이의 한 구석에서 다른 쪽
좌석만을 바로보며 자기의 얼굴을 알게 되는 사람처럼， 완전한 관계블 형성할 수 있는 가능
성을 지난 자신의

‘존재론적 자아’로부터 멀어지며 살아가게 된다 231

프로이드에게 있어셔

‘자아’는 원시적이고 반이성적인， 무의식을 통제하고 그것에

을 주며 안녕과 질서를 주는， 문화를 누리게 하고 인간적인

것을 성취하게

하는，

규율

정신에

있어서 가장 고결하고 바람직한 능력이다. 그리고 헤젤에게 있어서

‘주체’는 ‘필요’블 느

끼고 ‘행위’를 통해

‘자연’과 ‘자신’을 ‘변

‘욕구’를 충족시키며， 욕구블 충족시키기 위해

형’(흑은 초월 -negating) 시키는， 그렇게 함으로써 공극적우로 주체블 그것을 구속하는 자
아와 자연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하는 절대적 능력이다. 그러나 라깡에게 있어서는 ‘자
아’와 ‘주체’는 i 상정’에 의해

22) Sarup, op. ci t., pp. 27-28.

23) Ibid. , pp. 14-29.

만들어진

허구적

구성체로서

자연상태의

완전함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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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된， 끊임없이 완전한 상태를 지향하지만 더욱 더
포스트모던의 문화는 바로 이 불완전하고 허 구적 인

설정할 수 없는 언어에 대한 절대적 신뢰로부터

불완전해지도록

i결정된’

존재이다‘

‘주체 ? 와 ‘자아’ 그려 고 안정 된 관계 를

생겨났으며， 이 문화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하여 이러한 맏음의 해체를 필요로 한다.

라깡은 ‘사회화’된 의미가 실려있는 의식의 언어를 거부함으-로써
거부했으며， 이러한 방식의 거부는 대체로의

포스토모던의

포스토모더니트들에게

속에서의 개인이 펼연적으로 갖게 되는 ‘주체’왜 획득과정，

문화플

공동된다.

그는 사회

‘자아’형성의 과정，

‘개체화’의

과정 을 지 연사 키 기 위 해 일종의 피 이 g 백 (feed-back) 으로서 ‘일상언야 ’

(ordinary language)

에 의존해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의 글의 둔채는 논리적이 아니라 연상적이

며， 암유적이고， 그의 글은 목자를 확신시키기 위하여 쓰여지지

않고 우왜식이

과정을 받아적기 위해 쓰여졌으며，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릎

인식하는

보여주기 위해서 존

재한다。 그는 명징한 언어와 논리 대선에 꿈속의 언어들야 의미를 이루어가는 동옴여약어，
말의 유희， 상징， 그리고 순간순간 생각나는 엄의적 겨호에 의마의 생쟁을 의존한다. 그에
의하면， 우의식의 언어도 의식속의 언어처렴， 疑縮(condensation) 을 통해 의미를 전달하는
‘은유’ (metaphor) 와 置換 (dislocation) 을 통해 의마을 전달하는

‘제유’ (metonymy) 로 구성

되어 있지만， 의식적으로 표현된 언어는 처음에 쓴 것을 지우고 그 위에 [!l(筆한 젖과 마찬

가지이며， 그것은 자연상태로부터

멀리 떨어진 ‘주체’의 언어로서

‘진정한’ 언어가

아애

다 24) 모더녀스트들의 언어실험이 삶의 바이성적 공간을 표현해줄 가장 ‘효율적인’ 의식의
언어를 찾는 작엽이었다면 라깡의 언어실햄은 분명히

‘脫’모더나즘에 속한다.

표로이토의 유아기의 성에 관한 이폼에 영향을 받은 라깡은 표로이료와는 닿리

‘쾌략의

원칙’(며easure principle) 에 따라 생활하는 유아가 거울 속에서 자아와 타자를구별하는 ‘영

상단계’를 거쳐， 언어의 습득을 통하여 사회가 지넌 ‘의미’와 사회의
‘상정단계’에 들어서서
니 라g

‘존재론적 자아’

‘위협’을 내면화하는

6주체’을 획득하는 과정을 ‘통합적 자아’를 얀들어 가는 과쩡아 아

(ontological self) 로부터의 분리의 과정으로 보았다. 라깡에 의하면，

‘자아’란 사회의 요구에 의하여 생겨난 언어적 산물이며， 자아의 획득과정은 자연상태로부
터의 유리의 과정이고3 그것은 필연의 과정이다@ 라깡은 헤겔과 프로이트， 모더니스투들과
실존주의자들을 포함한 합리주의자들이 존재왜미를
학적 。 修解的 기초로 삼았던

‘개체의 자율성，’

참조할 媒體談論 (metadiscourse)의

‘합리적 선택，’

‘절대적 주체，’

철

‘통합적 자

아’의 개녕들을 뒤칩음으로써 포스트모던한 문명외 기초를 해체하려 했다.
데리다 (Derrida) 는 포스트모던한 합리주의
6존재’

문명의

기반을 ‘로고스，’

‘실재’ (presence) ,

(Being) , ‘진리 9 라고 보았고， 그것들을 축으로 하는 ‘이성중심주의’ (l ogocentricism)

의 형이상학 그 자체를 해체하려 했다. 플라돈 (Platon) 이래의 많윤 사상가들， 특허 료네쌍

24) Lemaire , pp, 156-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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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이후 포스트모던에 이르기까지 루소 (Rousseau) ， 헤겔 (Hegel) ，

소쑤료 (Saussure) ，

추썰

(Husserl) , 프로이트 (Freud) 와 같은 사상가들은 모두 매개체없이 인식될 수 있는 확실성의
영역으로서의

윌한 것으로서

‘실재’ (presence) 를 가정하고 있었고 이 영역이

인식의 다른 영역에 비해 우

‘로고스’이며 ‘진리’라고 믿고 있었다. 데리다는 근대이후의 문명이 우주질

서의 근본원칙오로 삼고 있던 ‘이성’ (logos)의 존재 속에서의

성’의

지위를 문재삼음으로써

‘이

‘중심’을 해체하고 중심이란의 의지블 보여 주었다. 라깡이나 푸꼬와 같은 후기/탈

구조주의자들처럼 데리다는 우리가 ‘實在’이며 그러으로 ‘중심’이라고 믿는 것은

‘지금，’

‘여기서，’ 그리고 재한된 인식능력을 지닌 개체에 의해서 지각된 것일 뿐， 영원히

확정되

거나 정의될 수 있는 ‘직접적이고 순수한’ 寶在는 인간의 의식 속에 어떤 형태로도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데리다블 비롯한 후기/탈구조주의자들의 진리는 무한히 상대

적이고， 무한허 가변적이며， 끊임없는 인간적 가치부여이며，
것이다. 데리다에

따르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첼在’라고 여겨졌던 모든 것은 인간의

‘實tE’일 뿐 사실은 ‘寶在이-님’이묘로， 인식된 모든 것은

인식과정에서

‘이성’적인

인 것이든， 존재의미에 있어서 동등한 지위를 가져야 한다， 그러묘로

넓히거 위해서는 인간의 인식 속에 있￡면서
켜3

것이든，

변형된

‘비이성’작

인간적 진리의 폭을

‘진리아님’으로 버려진 것들을 다시

‘진리’었던 것과 ‘진리아난’이었던 것을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새로운

인간적

복권시
진리를

만들어가야 한다.
왜

‘實在’ (presence) 라고 여겨져

왔던

것을이

‘實在’ (presence) 일

수 없는가?

이 물음

은 데 리 다가 하이 데 그l. (Heidegger) 로부터 이 끌어 낸 해 체 주의 의 핵 심 을 이 루는 물음이 다. 하
이데끄는 ‘존재’ (Being) 는 ‘존재아년’ (~Being) 이묘로 그 단어위에

가위표를 해셔

야한다고 했다 25) 데리다도 언어로 표현된 상징은 이미 그것이 참조했던

實在가

사용해
아니며，

그럼에도 實在에 대한 인식을 표현하기 위하여는 그 방법외엔 다른 도혀가 없음을 깨달았
다. 그는 라깡과 함께 상징과 상징이 참조하는 實在 그리고 상징이 나타내는 의미사이에는
절대적으로 정의될 수 있는 안정된

관계가 있을 수 없음을

주정했다. 데리다에게

있어서

언어란 인간이 實在를 재현하는 최선의 수단일 뿐이며， 寶在에 도달하는 것은 영원히 블가

능한 끝없는 상정의
질 뿐， 實在의

사슬이다. 그리고 상정의 사슬을 따라 寶在의 흔적이

언어 속에 담겨

궁극적 의미는 끝없이 지떤된다. 결국 상징은 寶在일 수 없으으로 상징은

첼在와 다르며， 상정의 사슬을 통한 재현의 노력은 끝없이 지연될 뿐이다. 데리다는 이러
한 생 각을 ‘ differánce ’ 과는 정 어 로 표현했는데 , 이 블어 단어 는 그러 묘로 상정 (언어 )으로
표현된 것은 寶在 (presence) 와 다을 수 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차이’ (difference) 를 의미하

며， 동시에 상정(언어)을 통한 어떤 再現의 노릭도 혐:在의 再짧을 지연시키는 상정의 사슬

25) Martin Heidegger, “ Thinking and Destruktion" in
See Sarup, p. 35.

Coη temporary

CritícaZ Theory , pp. 1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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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들어갈 뿐이라는 의미에서

상징(언어)이

‘지연’ (deferring) 의 의미를 지닌다 26)

‘재현’의 피할 수 없는 수단이지만 그 수단이 불완전 할 수

아직도 ‘순수하고 직접적인’ 實在라고 여겨지고 그러묘로 中心이며
-‘이성’ (the Logos) ,

‘말씀’ (the Word) ,

‘神性’ (the Divine) ,

밖에

없다면，

휩理로 생각되는 것들

‘정신’ (the Mind) ,

‘의식’

(consciousness) , ‘이데 아’ (Idea) , '세계정신’ (the World Spirit) 등등-은 중심과 진리 임을
그만 두어야하고， 二元的 對立觀念 (binary opposition) 들-정신/물질， 주체/객체，

체， 속/겉， 寶在/再現3 외양/실체， 시작/끝， 문명/자연， 말/글，

의식/무의식，

영흔/육

本質/實在，

진실/거짓， 실제/상상， 공산주의/자본주의， 전체주의/민주주의 등등-사이에 존재하는 位階
도 해체되어야 한다. 니체 (Nietzsche) 를 뒤따른 다른 후기/달구조주의자들에게 있어서와 같
이， 데려다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물음은 포스트모던의 이성중심운화에서
여겨졌던 것들이，

‘진리’라고

‘진리아남’ S로 여겨져 周邊으로 빌려났던 것들에 대하여 진정

우월한

지위에 있어야 하는가하는 것이다。 페리다는 ‘진리’로 여겨졌던 것들의 實在에 대한 관계도
‘진리아님’으로 여겨졌던 것들의 實在에 대한 관계와 똑같이 實在에 대하여

‘차이/지연’의

관계에 있음읍 논증함으로써， 그 둘의 위치를 같게 하고 그 둘 사이에 존재하는 位階를 해
체했다。，이성중심주의’가 지향하던 二元的 對立觀念 (binary oppositions) 사이의 위계는 둘
중의 어느 하나를 중심에 위치시키려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그 위계질서 속에서는 모든
주변적인 것은 어느 하나의
그러나그들 사이의

‘으뜸원리’ 혹은 ‘중심원리’에 종속됨으로써만 의미블 지녔다.

위계가 해체되었을 때，

‘측윌적

상징’ (the

presence; the transcen-

dental signified) 은 그 어느 쪽에도 내재하지 않았고， 그 둘 사이의 상호관련 속에서 ‘實在’
휴은 ‘초월적 상징 S 의 인간적 의미가 파악되었다 27) 요즈음 일어나고 있는 대립적

이데옴

로기의 와해와 동서해빙의 움직엄은 이러한 포스트모던 현상을 잘 반영한다.

전통적인 형이상학에서 자연/문명， 말/글， 의식/무의식은 전형적인 對立的 二元擺念들이
다， 데 리 다는 자연， 딸， 의 식 이 문명 , 글， 무의 식 보다 實在에 가깜지 않음을 논증함으로써
對立的 二元擺念들의 位階를 해체했다. 먼저 자연/문명의 경우， 루소 (Rousseau)의

‘자연오

로 돌아가라’라는 금언에 나타나 있듯이， 문명은 전통적인 형이상학에 의하여， 개념상으로
자연의 우월한 지위플 정해주고 스스로 다락한 존재가 되었다. 이에 대하여 데리다는 다음
과 같이 논증한다. 언어에
섣명을 위해 무언가의

의해서 재현된

‘자연’은 이마

‘자연아님’이며， 그것은 자신의

도움을 펀요로하고 그것과 대립되는 개념인

‘문명’이면서

‘운명아

넘’인 문영의 개념에 의하여 설명된다。 그러나 스스로 ‘자연아님’이며 그것과 대립되는 문

26) Jaques Derrida , 01 Gramηlatology (Baltimore and London: Johns Hopkins Uniγ. ， 1976). And
Derrida , “ Structure , Sign , and Play in the Discourse of the Human Sciences" in Literary
Theories π Praxis , ed. Shirley F. Staton (Philadelphia: The Univ. of Pennsylvania , 1987) ,
pp. 393-408. See Staton’ s Introduction on deconstruction in Literary Theories in Praxis ,
pp. 388-92 ‘ 8ee also 8arup, pp. 48-9.
27) 8taton , op. cit. , pp. 388-9. Sarup , op. ci t. pp. 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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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의 개념으로밖에 섣명이 불가능한 ‘자연’은， 실재하는 ‘자연’에 대하여 그렁게밖에는 제
현이 블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부적절하지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은 걷코 ‘재현’될 수 없고， 인위적으로 재현된
아니다 28)

또한 말/글의 위계에 대하여 데리다는 다음과 같이 해체한다.
담겨 진 사물의 흔적 이

그

대한 상위개념이

‘자연’은 그것 스스로 문명의 일부이며，

일만적으로

‘은유’ (metaphor) 와 ‘환유’ (metonymy) 의

은

맹에

뚱품i:f하는 ‘자떤’

E

방법으로 표현련

의식에
것이무
ι
나사

로 實tE의 면형이며， 또 다른 한편무로 禁콤、的인 것둡융 감추려는 본능으로 다시 한먼

형된 것이무로， 그것은 實在로부터 이중으로 면리 떤어져 있다고 생각되어 웠고 그러으로

실재의 세계플 직접 표현하는 말이

‘寶在’플 ‘再現’하는 것이라고 여겨져왔다.

제로 따지고 보면 싣재에 대한 이중의 벤형인

글-이 세상에서의 상정융 통해 얻어진 정

힘-은 말 이전에 이미 존재하며， 그려므로 말로 표현되기 이전의 의식에
되어 말의 전제조건이 된다. 말 가운데서

그러나 섣

자국융

낚기게

‘寶在’에 가장 가깜다고 여겨지는 꿈속의 t간조

치도 글이 의식에 남긴 자국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얻어지는

경우기 많으며，

그것도

긍괴→

똑같은 변형의 과정-은유와 환유에 의한 변형과 禁콤、的얀 것들의 표현을 피하리는 관능에
의한 변형-을 거쳐 표현되으로

‘寶tE’에 글보다 더 가깜다고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무의 식 은 ‘책 받첨 ’ (writing pad) 과 같아서 글을 통해 받아플인 경 험 을 포함한 모든 경 힘 을
받아들여 그 자국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고， 그 자국으로해서 그것이 어떤 사물을 끽접 인
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억된 자국들은 그 자체가 의식의 일부는
어떤 힘의 장치를 통해 언제나 의식속무로 들어올 수 있게 되고，
의식의

언어를 생성해

아니지만，

그것들은

무의식의 언어

뿐아니리

낸다 29)

후기구조주의자플은 모는 상정의 근저에 의미의

ι중심’ 흑은 근거가 되는 숨어 있는

개언어’ (metalanguage) 가 존재할 것이라는 구조주의자들의 전제블 부정했으며，

상칭(언어)

은 결코 實在에 도달할 수 없는， 그러나 實在를 再現하려고 노력하는 끊임없는 유회라고
주장했다‘ 의미의 중심이
의 바깥으로 빌려난

되는 ‘로고스’ (logos) 가

對立的 二元擺念들

아니기 때문에 存在의 안쪽이지만 體制

가운데에서

(id) , 이성에 대한 반이정， 살제에 대한 가상 등

하위개념들

의 存左에

자아 (ego) 에 대한 이드

있어서의 중요성이 재천명펴

고， 그들이 종속이 아넌 대등관계로 존재를 구성할 것을 주장했다. 그들은 대체로 체제의
바낀-에 존재하는 것은 그 안쪽에 존재하는 것의 억압 휴은 감금에

대하여， 스스로 나타나

고 스스로 운행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 힘은 스스로의 이치에 따라 운행되며，

안쪽의

중심윤 지향하는 힘에 대하여 저항하고 그것을 해체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
라깡온 ‘존재 론적 인

28) Ibid.
29) Sarup, pp. 46-7.

자아’

(ontological self)-무의 식 적 자아

에 서 , 데 리 다는 모든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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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바깥에 있는 주변적인
‘歷史’에

대해서

딸건한다. 그라고 푸표는 正史로서의

것들에서 이러한 힘을

野史로서의

ι經띨’

(genealogy-a discourse on the tracings of human

race) 에서 그러한 힘을 발견한다。

푸꼬가 가졌던 세가지 중요한 의문은 ‘역사’는 얀류의 삶에 대한 진실한 기록인가， 인간
이 인식의 결과 얻어낸

‘앓’ (knowledge) 은 ‘진리’인가3 그려고

‘앓’과 6 역사’룹 창조하는

‘힘’ (power) 의 관계는 무엇얀가하는 것이었다 a 니체의 영향을받은 푸꼬에 의하면，

‘진실’

의 기휴이라고 여겨져 온 ‘역사’는 인간이 살아온 삶의

‘진실한’ 기록이 이니라 ‘힘’을 소

유한 자의 하나의

‘역사’는 똑같이

‘담흔’ (discourse) 에 지나지

펙에 불과했지만， 똑같이

삶을

않는다.

‘진실하게’ 기록하려 했만 3 그러나 ‘힘’을 지니지

때문에 주변적인 것， 흑은 ‘진실아님’으로 말려났던
이며

‘잔실’에 대한 유

‘중심’으로서 역할을 해왔을 뿐이다.

못했기

‘담론들’ (discourses) 에 대히여

‘진리’

‘앓’이란 인간의 주관적 얀식장치플 거친 寶在

에 대한 인간작 편견이며， J꽃tE와는 영원히 평행선성에 있으며， 어떤 주어진
한 망식오로 작옹하는 ‘힘’ (power) 을 얻게되면

‘진리’로서 만들어진다.

효의존적 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어떤 특정한 개체나 집단， 휴은 제도에

시간에

신묘

‘앓’과 ‘힘’은 상

속해

있는 것이

아니 라， 존재 하는 ‘담론들’ (discourses) , 법 률듭， 인습들， 혹은 말해 지 지 않지 만 사람들의

행동을 지배해온 것들로 이룬어진 복장한 장치에사 생겨나는 것이다。 즉 ‘힘’은 ‘앓’을 낳

고 ‘앓’은 ‘힘’의 장치블 변형시키며， 거기에서 생겨난 ‘힘’은 또 ‘앓’과 관계하며

‘진리’

를만든다.

니체의 뒤를 따라， 다른 후기/탑구조주의자들과 같은 해체주의자의 입장에서， 푼꼬는 어
떤 형태의 포괄적

@

보편적 ‘이본’과 ‘체제’ (system) ， 그리고그것으로 구성된 ‘역사’는 단지

삶에 대한 6하나의’ 담론에 불과하다고 역설한다. 현재의 관점에서， 현재의 담론 (discourse)
을 가지고，

(present

현재블

system) 를

i 정 당화’ (l egitimizing) 하기

위해

과거 를

이 용하는

g歷史’ 는

현체제

굳히고 정당화할 뿐， 인간의 삶 전체를 말해주지 않는다. 한편으로 푸

꼬는 현재로부터 과거블 분리시켜，

현재의

‘담론’을 가졌기 때문에 현재의 편견을 지닌 우

리들로부터 과거를 낯설게 하고， 과거 속에서 과거의 사건들이 일어 나게 되는 필연적 원언
을 찾음오로써 전체 역사의 잃어버린 부분을 찾고， 과거플 정당화하는 괴거의 역사를 현재
블 정당화하는 현재의 역사와 대등한 위치에 놓음오로써，

현재의 역사에

상대적

중요성만

을 부-여하고 현재의 정당성을 따폐l 話化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현체제의 지배적 담콘이
부정적

@

반이성적이다고 규정하던 것을도 괴거의 지배적 담릎에

개조영되면

‘이성적’이고

‘정당한’ 것이었을 수 있음윤 입증하고 과거로부터 떤재에로의 역사적 흐픔의 모양을 해독
한다.

‘역 사’ 를 보는 이 러 한 시 각은 헤 젤 (Hegel) 과 판스 (Marx) 의 뮤직 푼적 인 (teleological)

역사관에 대핍되는 것으로써， 역사기- 그갓응 헝해

나이갈 것이라고 가정된 ‘거창한 목적’

(grand thesis) 에 비추어 언간의 갚의 모든 자취플 섣멍하고 해석하녀 는 노녁에 대한 저항

100

美

國

學

이다.

다른 한펀￡로 푸꼬는 인간존재의 보다 총체적인 모양을 얻기위하여
史’ (genealogy) 를 복원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301

史’를 썼다.

‘광기의 역사’나

‘성의

‘歷史’보다는 ‘雜
역사’와

같은 ‘雜

역사는 어떤 i불변의 것’이나 ‘본질’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연적이거나

인간의 이해블 넘어서는 어떤 복장한 힘의

장치에 의해서， 어떤 보잘것

없는 것으로부터

생겨났으며， 그 띠l 그것은 아주 부서지기 쉬운 의미들만을 지니고 있었다. 이

보잘것 없

고 부서지기 쉬운 의미블 지닌 인간의 삶의 자취들은그 시대블 지배하는 ‘담폰’ (discourse)

에 의해서 규정되고 감금되고， 그 담콘이

근거로하는 소위

‘상수’ (constants) 라는 것，

‘븐

질’ (essences) 이 라는 것에 비 추어 져 평 가되 어 , 일부는 ‘중심 ’ 이 되 고 일부는 주변으로 밀려

나게 되었다. 그러으로 역사가가 진정 인류의 삶의 자취플 알기플 원한다면， 그는 지배담
롭의 의미생성의 장치활 해체하고， 변방으로 밀려난 것， 가치를 박탈당한 것， 정당성을 상
실 한 것 , 일 관성 을 잃 어 버 린

것 -the “ local ," the “ disqualifìed ," the “ illegitimate ," the

“ discontinuous" -들의 삶속에서의 의미플 재발견해야 하고， ‘진질’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질서를 부여하고， 위계플 정하며， 그들을 결러내던 가지런하고 일관성있는 이폼과 담흔에
맞서야 한다 311

푸-꼬에 의하면， 인간이

‘앓’의

주체이면서 인간 스스로를 ‘앓’의

객채로 하여

‘거창한

지배담론’ (master narrative) 을 만들어 내는 새로운 인문과학은 18세기의 이성에 대한 절대
적 믿음으로부터

생겨났는데，

이 시기에 이성에 근거한 지배담본의

비이성에 대한 독백이 시작되었고，

이성에 의한

비이성의

대감금이

형성과 함께

이성의

시작되었다.

이성은

‘바이성’이 곧 ‘반이성’이라는 ‘합리적 증거’를 필요로 했는데， 중세와 르네쌍스에는 문둥
벙(1eprosy) 이나 광기 (madness) 와 같은 감정적￡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만 반이성의

증

거로서 바다위에 떠 있는 배로 만들어진 감옥에 격리되었다. 그러나 18세기 이후 이성의 시

대에는 ‘과학성’과 ‘합리성’을 근거로 하여 반실용적인 것들-게으름， 熱情， 히스테리 3 우
울증， 거지근성， 戰性 등-모두가 반이성의 증거가 되었고， 그것들을 지닌 사람들은 ‘합리
적인’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감금되었으며，

‘합리적’ 생활양식을 배우도록 교육되었다. 한

결음 나아가， 19세기 이성의 역사는 반설용적인 것 뿐만 아니라 비능률적인 것도 모두 ‘반
합리것인’ 것을로 규정되었고， 그것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감금보다 정신적

의 방볍인

감금

‘橋正’ ( education) 이 보다 효과적인 수단임을 깨닫게 되었다. 결국 ‘이성적’ 사

희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벅적 획일성을 요구하며， 언제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들을 감시하
는 ‘全方位藍視體制’ (panopticonism) 플 갖게 되 었고， 모든 자유분방한，

열 정 적 인， 위 대 한 정

30) Michel Foucault , “ Nietzsche , Geneology , History ," ed. D.F. Bouchard , Laηguage ， Counter?ηeη1O ry ， Practice: Seleçted E$says aηd l;ηterν iew (Oxford: Bl ackwell , 1977). See also Sarup,
pp. 30- 1.
;)1)

Snrup , op. ci t.,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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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 ‘이성의 문화’속에 감금되었다， 이성의 역사의
그것의 대감금이었￡며，

01 것이 곧

진행은 ‘반이성’의

팽창과 확대이며

s광기의 역사’였다。 32)

푸1ïL에 게 있어 서 역 사는 ‘이 성 ’ (reason)의

‘비 이 성 ’ (unreason) 과의 대 화로부터

‘이 성 ’ 의

페이성’에 대한 독백에로의 과정이며， 그러묘로 포스트모던의 시대는 이성의 독백에 의한

비이성의 감금의 시대이다. 그것은 6광기’속에 내재한 ‘지혜’의

소실의 시대이며，

방한 위대한 정신의 대깜금의 시대이고， 일상의 의식이 획일성을 요구하는 사회적
통제체제가 지닌 폭력에 의해 곤경에 처해있는 시대이다. 푸꼬의

자유분

심리적

e

딜레마는 존재는 ‘이성

적? 。 ‘합리적’인 것 이상의 무엇을 가지고 있는데， 왜 역사는 존재를

‘이성’과

6 합리’로

한정하며， 바이성을 그것으로 감금하여， 비이성이 지난 지혜를 버리려는 것일까 하는 것이
다.

IT'의료뭔의 탄생 JJ(The Birth of the Cli뼈c)에서

현대의 과학적

의료기관에서

6全方位

藍視’ (panoptical monitoring) 를 받고 있는 환자는 ‘全方位藍視體制’ 에 종속되 어 있는 현대
인의 알레고리이다. IT'지식의 고고학JJ(The Archeology of K:ηowledge) 에서는 지식의

운명

도 이와 흡사함을 보여준다. 모든 것은 어떤 대상을 주관적 펀견을 지닌 언어에 의해서 체
계적으로 재구성하는 ‘담론’ (discourse, the said) 에 의해서
받아들여진다.

함께 존재를 구성하는

6 말해질 수

정의되고 그

정의는 진리라고

없는 것’ (the unsaid) 은 왜

진리여서는

안되며， 배척되고 감금되는가? 그리고 ‘진리’를 만들어 내는 ‘힘’과 그것으로 만들어지
는 ‘담론’은 어떤 법칙 아래서 움직이는 것일까?
푸꼬에게 있어서는 ‘진리’는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힘’의 장치는 ‘말해진
것’ (the said)- 어떤 담론을 지닌 개체， 집단， 제도와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담흔들，
플， 제도들， 전통을-과 ‘말해지지 않은

것’-인간적 가능성으로

존재하거나

사라진 모든 것들-의 관계에 의해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으로서
려운 것이다. 단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진리’는 ‘힘’을 가진

법률

존재했다가

설명하기가 대단히

어

‘담론’에 의해 만들어지며，

그 ‘힘’은 인간의 외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의 결과 달라진 ‘앓’을 바탕으로한 ‘담흔’에 의
해서 얻어지고， 그것은 차례가 되어 인식의 변화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후세에

‘진리’라고

받아들여지는 물리학의 볍칙들이 당대의 담론들에 의해 진리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푸꼬의 『나，

떼에르 리비에르… 19세기 존속살해 사건 JJ (I， Pierre Riviere

... A Case of Parricide 얹 the 19th Centμry， 1978) 는 전통적으로 ‘진리’ 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하는 것과，

‘진리’와 ‘힘’과 ‘앓’과 ‘탐폰’의 관계륜 적절하게

보여주고 있

다. 이 책에서 삐에르는 천족들을 잘해한 죄로 감옥에 갇힌다. 그는 거기에서 범행의 동기

와 뱀행 사실에 대한 자서잔을 쓴다。 그의 죄블 재판하기 위하여， 역사， 청치학， 문학， 심리
학， 생리학， 법학， 정신병리학 등 각 분야의 담론과 제도와 힘들이

만나고，

‘진리’ 휴은

32) Foucault , Madness 'and εivilization (London: Taγistock ， 1967) , especially chapters “ The Great
Confinernent" and “ The Birth of the Asyl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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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륜 낳기 위하여 강응한다. 판단에 관여하는 모든 사닫듬이 어떤 것윤 설명하는 논리
플 갖고 있는한 배에르파는 ‘작가’ (the author) 는 죽고 텍스트만이 남게 되며， 그 텍스트의
의미는 어떤 담흔이 지닌 ‘힘’에 따라 결정된다.

‘의 wl ’(진리)가 결정될 때까지는 서로 상

반되는 많은 의미가 공존하며 갈등히지만， 매에르의 사긴에서는 정신벙리학이과는 새로운
‘앓’이 암 수 없는 힘을 갖게되어 존재하던 ‘힘의 갱치’관 만화시켜， 새로운 담콘을 만들
고 새로운 진리블 만든다. 결국 ‘진리’는 시시각각의 ‘힘’과 ‘않’의 상효의존오로 생겨나는

장치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전리는 ‘앓’이

‘담온’으로 담콘-이

‘힘’으로 바뀌고， 그것들이

관겨l 지워지는 사회적 장치들에 의해서 만을야지는 것이다.

이성의 시대에

‘감찰’하는 깃이

‘처벨’하는

것보다 더 ‘합리적’이고 더 ‘능괄적’이라는

사싣을 말견한 이푸， 진리는 진/위 (truth/false) 를 가리는 기능융 그만두었다.
없이 변화하는 ‘힘’과

‘앓’의 관거l 속에서

그것은 끊임

‘만이성적인’ 어띤 ‘힘’을 공걱하고 ‘이성적인’

어떤 힘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뿐이다. 이재 ‘앓’과 ‘힘’은 인간윤 자유품게 하는 힘
을 상실하게 되었우며， 감찰하고， 규제하고， 정신을 규격화하는 수단이 되었다.

푸꼬에거1

있야 서 역 사란 ‘기 술적 합리 성 ’ (technical rationality )33)_ ‘능률’ 을 기 준우로 가치 블 평 가하

는 합리성-에로의 이행과정으로써， 추상개념을 構想化 a 物質化하는 과갱이며，

神話의 神

話的 속성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포스트모던의 시대는 ‘기술적 합리성’의 시대로서，

의식

주체의 사고， 관념， 생각， 인식， 개념， 신념들은 자율적오로 목적과 수단을 찾지

뭇하고，

‘능률’을 유일한 준거로하여 평가된 목적을 지향한다. 인간의 이성은 도구화되고，

그것은

어떻게 사느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무 것도 말해 줄 수 없게 되었다.

『성의 역사』는 ‘기술적 합라성’을 지배담콘으로 하는 역사의 移行過程을 적확하게
한다. 흐로이트가 성에 대한 디1 담한 담콘을 펼치기 전까지

섣명

‘性’ (sex) 은 ‘이싱직’이라기 보

다는 육-김적인 것으로만 이해펴었었고， 제도화되었다 해도 교회에시 하는 告白뿔팎가 고작
이었다. 프로이트의 심리분석도 1니지고 보면， 인식문에 있어서의 전격적인 단찰이
어띤 주체의 성적 활동에 관히여 진살윤 딴하도록 하는 행위장치로서의
있는 하나의 에파소드에 불과하지만， 투로이트는 신경정신멍 (neuroses) 이

한다고 말힘-으로써

아니라

‘고벡의 전통’속에
성적원얀얘 기인

그것이 지끔은 사실이 이니라고 넨혀졌지만 -10시1 기딴의 의한이나 정

신병학 담흔들에 폭넓게 영향을 마치게 꾀었고， 성윤 히1 망하는 기능을 당]면서 동시에 그것
을 담론속으로 재 도화떤 으로싸 동제 하고 표준화

@

규격 화하는 기 능을 하게 되 있다.

드로이

트의 예에시 일 수 있듯이， 성에 대한 ‘이성적’ 。 ‘꼭작핀각’ 섣명은 존재의 안쪽이지만 제
도의 밖에서 삶을 구성하고 있던 것플 담콘회-하고 ‘진리’ 아난 ‘진리’로시의

어 ‘힘’을 생성시키며， 그 힘은 정치적

@

사회적 목적에 사정→됨으로써 3 개체의 정신을 통제

하고 규격화 • 표준화하게 렌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성에 대한 과학화의
33) Sarup, op. ci t., pp. 76-7.

‘않’을 만들

켈과는 ‘과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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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본에 따라 어떻게 성의 행위흘 해야 하는가이며， 二i 결과는 산아제한， 불임약의 개말， 사
창가의 제도화， 정신대의 조직등오로 나타나게 되었다. 푸꼬에 의하면， 성의
기 이전에는 오직

‘육감적인 성’ (the flesh) 만이 존채했다。 그러나 18세기

원을 위한 告自聖事라는 종교적 의식이 생겨나
었고， 19세기말 표로이트의 시대로부터

로 존재속에 있던

어떤 현상이

‘제도 속의

역사는 18세

이후 영흔의

구

성’ (sexuality) 아 존재하게

되

‘성’은 ‘성의 과학’ (sex) 에

종속되었다.

‘진리’ 아닌 g진리’를 만들어내는 과학적

자연상태

담폰으로

‘정당

화’되고 규법을 만들어낼 때， 그리고 선생， 외사， 판사， 경찰， 정치가들이 그 정당성을 재
생산해낼 때， 자연현상의 寶左는 제도적

‘감찰’아래에서 규격화@표준화되며， 의식은 그것

에 습관화된다。 34)

푼꼬는 g능률’을 ‘합리성’의 증거로 하여， 또 그것을 바탕우로 형성된 담폰에

의존하여

만들어진 제도 속의 意、識主體의 인식과 사고에 대하여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어떤 의미
에서는 반인본주의자로서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안본주의로 돌아가려는 희망을 치닌

가로서， 그는 포스트모던한 문화 속에서

‘주체’가 그의 행동의

유일한 근거이며， 그가 자

유로운 행위자라는 믿음을 포기한다. 포스트모던의 사회는 개체의 정합체
아니라 개체를 ‘감찰’하는 기구이고 그것은 ;이성’의

철학

독백을 통해 얻은

이상의

것일 뿐

‘합리’의

언어를

진리의 도구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헝게 만들어진 진리는 철대적 진리가 아니다，

그러

으로 이성이 바이성에 대하여 독백하는 현대사회에서 사고주체의 완전한 자유로움을 가정

하는 맑시즘과 모더니즘을 포함한 르네쌍스 이후의 모든 이성적

‘지배담론’은 위험한 寄想

(fancy) 이다. 맑스에게 있어서와는 달리 푸1il.에게는 ‘힘’과 ‘앓’의 장치는 사회에 속해 있

는 것이 아니며 3 그것의 밖에서， 맡에서 아주 미세한 통로플 통해 움직이며，
의 지퓨들이 상호작용하며， 서로 교착하며， 서로 의존하며

여러가지

움직이고 결코 우연에

의해서

어느 하니의 커다란 집중펀 힘의 줄거플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그러무로 힘의
간과하는

힘

생성

에 있어서 지나치게 국가의 독점적 기능을 주장하는 것은 힘의

장치를

것이며，

힘의 장치블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은 힘의 통-로들-개인， 가족，

친척， 전문지식인의 그룹，

전문직장인의 그룹 등이 말해지지 않고 가능성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 힘의 정치의 수청을 위해서 변방의 3 구체적인 3 작은， 지역적얀 것틀을 움직이는
것 으로부터 시 작해 야 한다. 그는 맑시 즘의

‘총체 지 향 담폰’ (totalizing discourse) 이

의 과학’이 되고자 하면서 바이성의 지혜플 脫神話化하지 않았는지플 물으면서，
담폰’의 전펑에 저항하면서 3 파편화된， 종속된， 주변으로 빌려난， 구체적인

e과학

‘총체지향

‘앓’을 희복하

려는 고통스러운 전갱을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35)

34) See especially ed. Paul Rainbow , '‘ preface" to The History of Sexuality , Vol. ll, in Foucault
Reader (New York: Pantheon Books , 1984) , pp. 333-9.
35) Sarup, op. cit. , pp. 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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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깡과 데리다 그리고 푸꼬의 포스트모더니즘은 특별히 모더니즘에 대한 저항의 의미흘
지니고 있다기보다， 르네쌍스 이후의 문화가 기초로 했던， 그러나 포스트모던의 문화속에
서 보다 극단적인 모습을 따고 나타난 이성중심의 사고에

대한 저항이다. 그들은 포스트

모던 문화에 대하여 공통된 견해블 보여주고 있다. 그들에

의하면，

‘이성’과 ‘합리’플 수사적 기초로 하는 철대적 중심들을 축으로，

포스트모던의

문화는

‘비이성’을 ‘반이성’의 증

거로 하여， 존재에 있어서 고결하고 가치로울 수 있는 위대한 정신을 감금하며，

능률가치

를 인본주의적 가치위에 놓고 ‘기술적 합리성’ Ctechnical rationality) 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다. 현대사회의

‘전방위 감시체제’하에 있는 힘의

된， 그려므로 스스로플 깜찰하는 습관을 가지게된

메차니즘에

‘의식주체’는

조건화되고 규격화

자율성을

상질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행동에 대한 유일한 근거일 수 없으며， 그것이 만들어낸 담론이 진리가 될 수
는 더우기 없다.

라깡과 데리다 그리고 푸꼬와 같은 후기/탈구조주의자들에게는 ‘진리’는 존재할지

지만， 인간이

모르

‘진리’플 습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회가

지닌 ‘앓’과 ‘힘’의 장치에 의해서 조건지워진 實在이며， 온갖 종류의 편견에 영원히 종속
되어 있다， 그러므로 철대적 진리는 존재하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최선의 진리만이 존재할

뿐이며， 이 최선의 진리는 어떤 중심을 구축하여 모든 삶을 강하게 조건지우려는 ‘지배담
론’ (master narrative) 에서는 결코 찾아질 수 없고， 오직

그것의

‘해체’ (deconstruction) 로

만， 그리하여 지배적인 체제의 바깜에 있던 것틀이 존재의 안쪽으로 들어와 보다 큰 존재
블 형 성 하고 많은 ‘작은 주관적 인 담폰’

(petit narrative) 을 만들어 상호 관계 할 때 얻 어 질

수 있다앓’과 ‘힘’의 장치는 인간적

‘진리’블 만드는데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삶의 가치로운 진리는 삶을 원초적 모양으로 환원한 푸에야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제엄슨이 주장하고 있듯이， 이들은 정말 사회적

총체성읍 포착하려는 노력을 포기했는

가? 이마 그들은 루카치나 제엄슨이 주장하는 추폰을 통해서 찾은 절대적

중심을 바탕으

로 한 假想의 당위적 총체성은 판가능한 것으로 포기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틀은 假想
의 당위적 총체성 대신에 인간이 얻은 진리는 연간작 편견으로 만들어진

뿐이라는 가정위에서 존재본적인 총체성을 추구했다. 그들은 포스트모번의
서 최선의 진리는 ‘작은 닫론틀’

모든 것을

했다.

‘인간적

진리’얼

다원사펴

속에

(petit narratives) 의 균형과 조화엠윤 확신하고 있었고，

총관하고 섣명하는 ‘거대한 담콘’ (grand narrative)의

라깡과 데리다와 푸:끄는 모두 포스트모던

문화의 기초가

철대적

되어

진리성을 부경

‘존재폰적

지-아’

(ontological self) 블 파괴 해 온 ‘거 대 한 닫콘’ 을 해 체 하고， 그것 에 어 떻 게 효과적 으로 저 항할
수 있는지를 말해왔다. 그틀에게는 언제 어디에서나 ‘존재콘적 자아’플 규정하는 언어척，
사회적， 역사적

‘힘’으로부터 개체가 완전한 자유플

얻는 것온 寄想에 지나지 않는다. 그

러묘로 어떻게 그것윤 변행시키는 힘에 대하여 저항할 것인지플 알지 못한다. 그려나 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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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모더니스트들은 완전성을 지향하는 어떤 가능성을 지닌 자아의 존재를 받아들인다. 그리
고그것은 끊임없이

‘완전함’을 지향하고 따라서 그것을 방해하는 힘에 대하여 저항하는 속

성을 지니고 있고 그것을 구속하는 힘에 대하여 스스로 해방력을 지니고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므로 역사는-지금까지의 역사가 이성의

독백이며

존재의미의

되행이었지만-‘이성’

(rationality)의 완전한 승리가 아니라， 망향이 정해지지 않은， 통제되지

않은 어떤 새로운

질서를 향하여 끊임없이 움직여 갈 수 있다. 그러으로 체제화된 ‘힘’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는 미세하고 다양한 힘의 통로들 (micro-diversity) 이 지닌 체제 밖의 힘을 결접시키는

중요하다。 역사란 지배를 놓고 벌이는 끊임없는 게임이다. 그 게임의 규칙으로서의

일이

‘힘’의

떼카니즘은 복잡하고 규정할 수 없는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그 게임은 항상 진행중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포스트모던의 시대에는 ‘거대한 매체담폰’의 지배는 ‘작고 보잘 것 없는，
주변으로 빌려난 담론’들과 게임을 벨여야 한다.

4L

를학뻐| 잉어채에 포쓰트모더니좀

포스트모던한 시대의 감수성은 포스트모던의 왜곡되고 71 형화된 이성중심문화 속에서 벼

랑 위에 선 언간의 모습을 보았다。 포스트모던의 세계는 ‘조리’와 ‘합리’의 신화로 절명될
수 없는 부조리 (absurdity) 와 역설 (paradox)의 세계였으며， 이성중심문화로서의 ‘고급문화’

와 이성중심문화의 산물로서의

‘대중문화’가 갈등하는 세계였다. 그 속에서의 인간의 모습

은 역사의 진행과정에서 지배담론플이 가진 힘의 장치들에 의해 무력화된 자아의 모습이었
고， 역사의 퇴행으로 비인간화된 인간의 모습이었으며，

‘과학’과 ‘능률’의

신화로 불구가

된 자아로 삶을 고뇌하는 모습이었다。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포스트모던한 문화가 스스로
를 정당화하면셔 당연한 것플로 받아틀였먼 중심들을 해체함으로써，
왜곡을 바로 장으려 했고，

포스트모던한 문화의

앞으로의 문화가 어떤 모양이어야 하는지플 말하려

했다.

역사

와 철학 그리고 심리학에 있어서의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대체로 포스트모던한 문화의
사적

e

철학적 기초가 되는 ‘언어’와 ‘역사，’

‘자의식’과 ‘주체’의 개념을을 뒤칩어 효력을

정지시킴으로써， 그것을을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진 진려가 어떻게
로 여겼던 것들과 똑같이

수

‘진리아넘’이었는지를

밝혀냈고， 이

인간적인 진리릅 만들어가야 할 것인지릅 말해왔다. 문학에

그것듭이

‘진리아남’을

있어서의

‘진리아념’￡
가지고

어떤

포스트모더니스트들

도 후기/탈구조주의자들이 가졌던 해체의 정신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들도 역시

6 이정’과

‘합리’에 대한 믿음으로 깜금된 삶과 언어블 보았고， 역사의 발전 속에 숨겨져 있는 역사
의 퇴행을，

와 ‘불연속，’

‘조리’와 나란히 존재하는 존재원리로서의 ‘부조리’블 보았다. 그리고 ‘부조리’

‘부채’와 ‘불확정’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합리와 이정중심지향의 허구

척 진리가 어떻게 삶을 유련하고 있는지플 보았다. 문학에 있어서의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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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영역에서의 포스트모더니스트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감수성에

포착된 새로운 ι 현싣’ (reality) 을 담고 모양짓기 위해서 기존의 이상 중심둔화기→ 근거료 하

딘 미학을 해체하려 했다는 것일 것이다.
문학에 있어서의 포스트모더니즘을 특징지우는 것은 무엇보다

1920 년대의 전위직가플이

발휘했던 것과 유사한 미학적 실험정신이었다.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새로운 형식으로 모양
지 어 야 할 새 로운 ‘현실’ (reality) 이 그들 앞에 놓여 있으며，

그것을 표현하는 기교는 그 현

실과 미학적으로 동시대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존 바쓰(John Barth) 가 “消盡
의 文學"(“ The

Literature of Exhaustionη 에서 제 안했던 것처 럼， 포스트모더 니 스트 예 술기-

들은 그들의 시 대 가 ‘벼 랑의 시 대 ’

(an age of ultimacics)- 인 멍 을 대 량으로 살상할 무기 가

개발된 시대， 광신적 종교가 우후죽순처렴 생거나는 시대， 기계흔적 진리의 보펀화로 인간
사회가 탈인간화된 사회로 변모해 가는 시대， 지식과 언어의 속성이 변하고 ‘자언’이 전려1
없이 훼손되는 시대， 표현기법이 소진되어 소설이 죽음앞에 서 있는 시대-임을 깨달아야
했고，

‘벼랑의 시대’에는 ‘심 미 적 벼 랑’ (aesthetic u1t imacy) 을 만들어 그것달 표현하}야

다고 믿고 있었다. 모더니즘의 시대에 카프카 (Kafka) 나 죠이스처럼，
에케드나 보르헤스(Jorge

Luis Borges) 갚은 작가들은 소설의 역사속에서

‘소진’되었다고 느꼈고，

시대가 만들석낸

한채， ‘눈멜었다’는 느낌을 가졌으며 3

‘벼랑?의 미로속에서 적절한

현실이

모든

소설형식

미학을 찾지

‘<

‘침묵’ 속으로 빠져 들어 ‘문학의 역 사가 창조해 낸 언

어를 말하지 않는 무언극’ (wordless mimes) 의 형식으로 벼랑의

맞이 해야했던

포스트모딘한 시대의
모

이

한

극단상황이었던 만큼， 그들의

현실윤 표현했다 36) 그듭이

예술은 극단적 형식을 가절 수 밖에

없었다.

“소진의 문학”에서 바쓰가 포스트모더니스트 예술가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역사적 • 문화착
한계상황에서 그것을 심미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콕 ‘심마적 벼 랑’ (aesthetic ultimacies)

을 만들어 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바쓰는존 케 이 지 CJohn Cage) 의

1F 4’

33JJ와 베 케 트의

『와트JJ(Watt) 와 『볼리 JJ(Molly) 에서， 그리고 보르헤스의 “떼에르 매나르드 꽁키호태의
가"(“Pierre

Menard , Author of the Quixote") 와 “꿈으로 더 럽 핵 진

~1→

현 실 "(“ Contamination

of Reality Dream") 에 서 ,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이 만듣어낸 ，심마적 벼땅’을 보았다. 케이지
는그의 극윤 텅비고 말없는 무디1 와 대화없는 대사로

구성댔고， 1111 케트는

몰리로

“우주의 형 성 원 리 로서 의 침 묵"“ the silence of which the universe is madc of"- 에

하여급
대해

서 말하게 했다. 또， 보르헤스는 그의 주인공플로 히여금 세르만테스 (Ccrvantcs) 의 뭔직윤

버1 껴 쓰게 하거나， 강력한 성-장력의 힘으로 질제세계룹 침맴하게 했다. 이들 포스트모더니
스트들은 항상 무엇인가 ‘얼어나고，’

‘존재하고，’

‘말해지는’

세계에

대하여，

‘베껴쓰는’

36) John Barth , “ The Literature of Exhaustion ," in The Harper American Literature VoJ.
2 (New Yor k: Harper & Row , 1987) , pp. 2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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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금기시하고 상상력에 의하여 얻은 것을 푸대접하는 세계에
것이 얼어나는 세계，’

‘침푹이 존재원리인 세계，’

대하여，

‘일어나지

않는

‘상상력으로 더럽혀진 세계’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합리가 지배하던 세상에서는 당연한 것으로써 전혀 의심받지 않던 세계를 깨뜨
려 열고자 했다。 바쓰의 표현을 띨리면， 현대작가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새로운 이야기

블 끊임없이 만들어야 하는 『천일야화』의 작가가 처해 있었을 법한 곤경과 비숫한 곤경에
처해 있다。 그는 독창성의 죽음을 피하기 위하여， 프로테우스로 하여금 변신의

을 소진하고 ‘脫盡’하여
아낸 메넬라우스나，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게

온갖 방법

하여 그리이스로 돌아가는 질을 알

아리 아드네 (Ariadne)의 실타래가 있어 미노스 (Minos) 왕의

6미로，

(the

Labyrinth) 를 빠져 나올 수 있었던 태세우스처럼， 인간적인 삶과 소설의 형식을 포항한 모
든 것을 ‘脫盡’시키는 역사의 미로블 6 심미적 벼랑’을 만들어 냄으로써 빠져나가야 했다‘ 37)
포스트모더니즘 문학의 극단적 마학이 그저 하나의 공염불이 아니라고 말하기 위해서 우

리는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이 그들이 처한 존재의 한계상황에서 어떤 미학을 찾아낼 수 있었
는가를 풀어야 한다. 이 물음에
일이다.

대하여

단적오로

간단하게 대탑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첫째로s 이러한 물음들에 대해서는 시간의 시금석위에서 해탑을 찾아야 하기 때문

이며， 둘째로 포스트모더니즘은 낭만주의처럼 중심지향성보다 중심이탈성을 지난 문화현상
으로서 s복잡하고 다양한 억 양과 음조’ (mul ti-accentuality) 를 떠고 나타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아직 포스트모더니즘을 펀견없이 바라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거리를 갖
고 있지 못하며， 다른 한편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은 포스트모던한 문화속에서 현대인이 처
한 곤경에 대한， 그리고 자신의 元祖가 되는 모더니즘의

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몇가지 기준을 절정하여，

미학에 대한 다양한 울림이며 반

포스트모더니즘의 미학을 정리해 보려

고 노력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 문학을 가장 권위있게 정의해온
레슬리

피들러 (Leslie Fiedler) , 이 합 핫산(Ihab Hassan) , 앨런 와일더 (Allan Wilder) , 린

다 후천 (Li nda

Hutcheon) , 그리 고 브리 언 맥 헤 일 (Brian McHale) 등의 견해 들을 점 검 하

면서， 모더니즘과의 관계 속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을 정의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
이 될 것이다.
스티븐 코너 (Steven Connor) 는 그의
Cultμre) 에서

포스트모더니즘 문학에

책 『포스트모더니스트

대한 대표적인

문화MThe

비평들을 아주 폭넓게

PostηIOdernist
정리해 놓았

다 38) 코너의 책은 문학 뿐만 아니라 철략， 건축， 그리고 기다 다른 예술의 영역도 포괄적
으로 정리하고 있어서， 자세히 듭여다 보면，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하여 어떤 논의들이 이루

어져 왔는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코너에 의하면， 포스트모더니즘의 문학은 ‘대중

37) Ibid. , pp. 2138-4 1.
38) Steγen Connor, “ Postmodernism and Li terature ," The
Basil Blackwell , 1989) , pp. 103-3 1.

PostηIOderηist

Culture (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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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國

學

문학’이고 ‘침묵의 문학’이며，
모더 니 즘이

‘판단을 유보하는 아이러니’를 예술적

기교로 하고 있고，

‘공간성 ’ (spatiality) 의 문학이 라면 포스트모더 니 즘의 문 학은 ‘시 간성 ’ (temporal-

ity)의 문학이다. 또한 소설의 형식은 ‘초소설’ (surfiction) 이거나 ‘修史的 媒體小說’ (histo-

riographic metafiction) 이며 시의 형식은 ‘우발적 시간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서술체시
(narrative poetry) 이 다， 그러 나 코너 의 책 이 지 난 약점 은 포스트모더 니 즘에 대 한 이 처 럼
다양한 논의들이 서로 어렇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섣명해 줄 논리적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

다는 점이다. 포스트모더니즘 문학이 지닌 이러한 특정들은 단순히 그저 생겨난 것이 아니
라 어떤 인과적 법칙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포스트모던의
성으로서

‘후기/탈근대성’

시대가 지닌 역사적 속

(postmoderni ty) 과 갚은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후기/탄근대성’

을 속성으로 하는 문화를 표현해 왔던 모더니즘 미학에 대한 포스트모더니스트 예술가플의
태도와도 관련이 있다. 그러묘로 우리들의 시대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확대련 모
습으로 나타나는 문학에 있어서의 포스트모더니즘 미학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이 포스트모던의 역사 속에서 무엇을 知覺했는지， 그리고 모더니즘 미학의 어떤 계율
들에 저항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도 예술에 있어서의 다른 어
떤 ‘이즘’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배태하고 걸려낸 시대를 표현하는 하나의 지배적인 양식이
며， 그전에 존채했던 미학의 해체를 통한 재건일 것이기 때문이다.
포스트모더니즘 문학은 로고스 중심의

‘消盡의 문학’이며 동시에 삶과 언어의

포스트모던한 문화가 지난 ‘消盡性’을 문제삼는

‘藍禁性’과 그로 인한 삶의 喪失을 문제삼는 ‘상질

의 문학’이다. 그러므로 포스트모더니즘의 하나의

의미는 포스트모먼의 역사가 삶과 예술

이 누렬 수 있는 유기척 에너지의 消盡을 가져오는 역사이며， 꿈꾸고 상상하고 느끼고 철
망하고 환희하며

언내하는 인간의 모습을 허용하지

례슬리 피틀려 (Leslie Fiedler) 는

Border-Close That

Gap") 에서

그의

에세이

않는 反A間的 역사라는 깨달음이다.

“경계블 념고 간격을 좁혀라"(“εross

‘고급문화’와 ‘대중문화’

That

사이에 존재하는 간격을 줄이려

는 모더니즘 이후 작가틀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으며， 심지어

이려한 노력 자체블 ‘포스트

모더니즘’을 컬정하는 중요한 특칠이라고 정의했다， 피틀려는 콘래드 (εonrad) 와 죠이스

CJoyce) 의 소절에셔 각기 모험소설 (adventure story) 과 로맨스에 대한 반감을 얽어내고，
급문화’ (high culture) , 혹은

‘귀 족문화’ 는 ‘서 부척 인 것 , ’

언 것’을 察物로하여 성스웹고 신비한 ‘고급문화’ 특유의

‘로맨스적 언 것， ’

‘고

‘모험 소섣적

‘穩全함’ (integrity) 을 갖게 되었

'

으며， 계급사회블 전제로 생겨난 모더니즘의 고급문략은 60 건대 이후의 무계급의 사회에서

는 더 이상 유효하치 못하다고 주창했다. 계속해서

그는 컴 보네굳 (Kurt Vonnegut) 과 존

바쓰 CJohn Barth) 의 서부척인 것과 콩장과학적언 것을 다루는 소섣에서 무계급의 대중플이
향유할 수 있는 꿈과 비견과 환희플 찾으면서， 현채의 도전의 문학은 고급문화의

‘穩全性’

의 개념을 더 이상 용언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노력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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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주장하고 있다 39)

피들려는 분명히 포스트모더니즘 문학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이해하고 있다.

모더니즘

이후의 작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대중적 삶의 펀련들은 그들의 역사적 경험만을 이야기하는

단순한 환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의 환유는 사실은 상징적

환유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으로써 근대이후에 보다 복잡해진 그들의 내면세계를 드러내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다. 피

들러의 해석을 말쳐두고 우리가 보네궁과 바쓰의 소설을 읽었을 때， 그것이 우리들의 일상

적인 삶에 좀 더 가까운 것을 소재로 삼았다는 느낌외에 정말 그것이 무계급의 대중적인 의
미를 전달하려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게 펀다. 제임슨의 지적대로， 20세기 후반의 자

본주의의 발전은 작가들이 사회의 총체상에 도달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포
스트모더니스트들의 환유는 단순히 문계급의 대중이 꿈과 비전과 환회를 찾는 삶의 원초적

모습을 그려 내기 위 한 수단이 아니 라， 포스드모던의 문화 속에서 복잡해 진 삶의 모습을 표

현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다. 포스트도던의 문학은 그것이 의식적으로 아무리

‘탈’모더니

즘을 지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더니즘의 문학과 어쩔 수 없는 ‘중첩현상’이었다.
이 지적했듯이，

‘역사란 쓴 것을 지우고 다시

핫산

쓴 것이다，’ 40) 포스드모더니즘은 모더니즘

의 흔적 위에 새로이 쓰여진 것， 모더나즘의 미학￡로부터 자라나 더 이상 모더니즘 미학

이 몸에 맞지 않게 된 모더니즘의 변종으로서 모더니즘의

강화이며 동시에 파괴인 것， 그

때문에 더이상 모더니즘일 수 없는 어떤 것이며， 그런 한정된 의미에서의 脫모더니즘이다.
모더 니 스트들과는 달리 포스트모더 니 스트들이 대 중들의 삶을 소재 로 삼음으로써

문학을

대중들로부터 유리시키지 않으려는 강렬한 욕구를 가졌던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는 단
순히 대중푼화가 총체적 삶을 구현하기 때문 이상의 역사적 이유가 있었다. 서구의 모더니

즘문학이 어떤 형태의 대중들의 삶오로부터 스스로를 유리시키려고 했던 것은 모더니스트
들이 대중들의 삶이란 조장하고 무질서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대중문화의

형성기었

던 19세기 후반에 있어서， 대중들의 삶은 문맹을 갓 벗어난 상태였으며， 조참하고 유치하다
고 여겨질만 했고， 욕구와 필요의 균형감각을 상실하고 있었 A며，

근대 적 삶의 全形일 수 없 었다。 따라서
자기추방은 무의지적

@

반심미주의적

그러묘로

모더 니 스트들의 대 중문화로부터의

그것은 결코

자기 소외

흑은

대중문화를 초탈할려는 순수하면서도 초절주의적인，

그리고 심미주의적인 충동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모더니스트들에게 있어서

자연은 흔돈이거나 무질서였￡며， 있는 그대로의

자연에

있는 그대로의

‘숭고한’ (sublime) 질서를 주려는

의지를 갖지 못한 대중문화도 흔돈과 무질서었다. 모더니즘의 예술은 무질서한 존재의 질

39) Leslie Fiedler, “ Cross That Border-Close That Gap," in The Collected Essays of Leslie
Fiedler (New York: Stein and Day , 1971) , pp. 461-85. 신문수 번역， “경계를 넘고 간격을 매
우며 " 11포스트모더 니 즘J]， 정 정 호 。 강내 펴 편 (서 울 : 도서 출판 터 , 1988) , 29-62쪽.
40) Ihab Hassan , The Dismemberηlent o}‘ Orpheus: Towards a Postmodern Literature , 2nd ed.
(New York: Oxford Univ. , 1982) , p. 264. “ History is a palimpses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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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팩

서 화 흑은 ‘숭염 화’ (sublimization) 플 목적 으로 했 었 다.

20세 기 후반은 대 중문화가 ‘고급문화’ 블 압도하는 시기었다. 이

재’가 지난 역시적 • 철학적 의마를 깨닫지 옷하띤서，

시거의 대중둔화는 ‘현

‘현재’가 가진 모든 질곡을 무너도리

려는 거대한 야성적 에너지플 가지고 있었고 대중매체에 힘입어 보편적인 문화권을 형성하
게 되었으며， 그것이 지닌 힘은 너무도 거대했으묘로 포스트모더니스투들 가운데

어느누

구도 대중문화와 대중들의 삶을 무시하고 작품윤 쓸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은 어컨 수 없이

그것을 빌어 그들의 삶융 이야기할 수 밖에 없었지만3 대중둔화를 ‘환유’로 하여 포스트모
더니스투둡이 표현하려 했던 것은3 모더니스트둡이 숭염화라고 주징하던 인간의 자연에 대

한 질서부여랭위가 궁극적으로는 자연의 5갓폈이며， 문명은 인간의 해방이면서 동시에 얀간
의 감옥이고，

역사는 이런 시각에서 바과보띤 어켈 수

의 칠학이었다.

그러 무로 그들은 무계 급의 대 중들이

없는 退化 (degeneration) 라는 그들

향유할수 있는 꿈과 비전과 환희블

동해 대중문화플 포함하는 현대문망이 천대하여 잃어버련， 인간의

마음속얘

잠재해 있는，

원시적인 삶의 원형을 일깨워 주기 위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모더니스트들에게 있어
서 초월적 거부가 자기유지적 삶의 긍정행위었듯이 포스트모더니스트들에게 있어사는 측월

을 거부하고 삶 속으로 되돌아 오는 것이

자기유지적， 자기정화적 삶의

더니스트들이 흔돈의 자연에 질서를 원했고 감급하는 역사로부터

기 째문에 언어의 본질을 위태롭게 했다면，
햄示에 대한 불만족의

표시였다.

모더니즘이

자유로운 상상력을 원했

모더니즘 미학에 대한 랬倒

소

는 모더니즘적

포스트모더니즘의

긍정행위였다. 모

•‘

‘문학’ (lìterature) 에 로의

달’의 시도였다면， 포스트모더니즘은 ‘반문학’ (aliterature)411 에로의 환원의 시도였다。
피들러의 주장처 럼 포스트모더 니 스투들이 그들의 題材릅 대 중들의 삶

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대중문화블 제재로 했던 것은 현대운명이 잃어버리고

소망하고 느끼고 환희하는 인간의

모습을 불러

일으키기

있는 예솔과 이념 (ideology) 너머에 존재하는 삶과 언어블

‘로망스’

‘과학꽁상소섣， ’

있는 꿈꾸고

그들은

‘귀족문화’가

그러한

가지고

보았고， 그것을 표현하는

‘부조리 극， ’

‘무의 미 시 ’

형식

(nonsense

verse) 등의 형 식 을 재개 말했다. 이 것들은 모두 ‘합리의 시 학’ (Apollonian poetics) 에서
형식’ (antiform) 으로 배척되먼 것들로서

만

(romance) , ‘서 부극， ’

찾았던 것

위해서일 뿐3 대중들이

모슴을 순결하게 간직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은 아니었다.

으로써

속에서

‘합리의 시학’을 두드리 열어 시학의 법위를 넓히

려 했먼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의 원시의 삶을 위한 언어를 찾a 려는 언어실험의 결과였다.
포스트모더니즘 문학의 또 하나의 정의는 포스트모던의 문화가 지닌 奇形의， 기계적， 추

상척 에너지를 거부하는 ‘침묵의 문학’이다. 핫산은 포스투모더니즘 문학이 무엇보다 모더
니즘의

아팔본적인 에너지를 거세하고 그것의 디오니수스적

받은 ‘되돌림’과 ‘원시성’의

41) Ibid. , p. 26 1.

에너지와 破械的 속성을 물려

둔학이며， 프로이트가 말한 ‘심미적 즐거움의 원칙’ (pl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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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le) 에 따라 목적이
그외

없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침묵의 문학’이라고 정의했다. 핫산은

책 『오르페우스의 사지절단~(The

Dismemberment 0/ Orpheus , 1971) 에서 포스트모던

의 문학을 디오니수스 神의 시녀들에 의해 사지가 절단당한 오르페우스의 수금소리에 비유

한다. 목적과 펄요， 이성과 젊음과 남성적인 것만을 쫓는 포스트모던한 시대의 오료페우스
는 그의 수금오로 보펀적 공허와 부조리의 심연을 엮어 음악을 만든다。 따라서

원시적 환

희의 神 디오니수스의 시녀들은 목적과 이성과 젊음과 남성적인 것만을 쫓는 오르페우스의
四짜블 절단하고 그블 수금과 함께 헤브루스 (Hebrus) 강에 던져덩는다s 포스트모던한 시인

오르퍼1 우스는 짚단당한 사지의 상실에 대하여 슬픔을 느꼈다기보다 해방왜

느꼈을 것이며， 그의 수금은 물속으로 던져지며

이성과 합리의

희열같은 것을

운율을 담는 현이 끊겼을

것이다. 그러묘로 그의 수금소리는 슬픔의 곡조를 며기 보다는， 그것들에 대한 거부의 운
플을 담고 있고， 스스록 그것들로부터

소외시키려는 몸짓을 하며， 끊어진 현에서 나오는

‘침묵’으로 환희와 고통을 노래할 것이다 42) 오르페우스의

원칙하에서 건설펀

사회와 자연과 역사에 대한 거부이며

6침묵’은 理뾰과 필요와 목적의

전복이고， 그것들로부터의

자기

추망이며， 다른 한펀으로는 절단후에 남은 디오니수스적 에너지의 방출을 통한 새로운 자
아의 창조블 의미한다.

포스트모더니스트 작가들은 모더니즘의 아폴론적인 전통으로부터
하면서

고의적인 이탈을 음요

‘챔묵의 문학’을 써왔다。 그들은 삶을 필요와 목적의 영역으로 한정하고 감금하는

예술적 관습과 문학형식의 거부와 전복을 꾀했고， 무목적의 디오니수스적인 환회를 추구했
으며，

‘사고’보다는 ‘느껍’의 한계상태블 표현의 대상으로 삼았다. 다다이스트들 (Dadaists)

과 초현실주의자들 (Surrealists)의 해체와 否定의 전통을 물려

받은 그들은，

시인 오르페우스처렴， 기형으로 자라난 ‘수족의 절단’을 참을성있게 견디어

포스트모번의
내고，

존재를

위협하는 모든 파괴적인 힘에 대항해서 끊임없는 파괴속에서도 손상되지 않고 정신속에 남
아 있는 새로운 창조력을 확인하며 계속해서 노래했다. 핫산에

의하면，

포스트모더니즘이

시작하던 시기에 해체와 破歲의 맹목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영웅적인 모험을 감행했던 작가
는 새무얼 베케트 (Samuel Beckett) 와 헨리 밀려

(Henry Miller) 였다.

그들은

당위가

존재를 바탕으로 하는 도덕률의 새로운 개척자였으며， 존채의 조건에 대한 외로운

감행했고， 자신의 마음속에 잠재해 있는 존재의 비말을 존흔하게

아닌

탐색을

들여다 보려고 노력했던

작가들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베케트와 멜러가 자신들의 母國과 母國語로부터 스스로를 추

망했던 것은 커다란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미래의 자신의 존재양식을 결정
짓는 존재조건들-세계， 세계관， 전통， 생활양식 등-로부터의 자기추방이며， 아버지와 어

머니가 물려준 세계의 傳承의 거부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것은 세상의 속세적인 역사

와 전똥， 즉 물질지향의 전통의 거부였다. 그들은 문학의 자기정화와 파괴를 통한 재창초

42) Ibid. , pp.

xγi-xvi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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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國

學

를 지향하고 있었다 43)

모더니즘도 포스트모더니즘처럼 파괴를 통한 영웅적인 재창조를 지향하고 있었지만，
더니스트들이 재창조하려 했던 것은 보다 커다란 당위적

중심， 보다 포콸적인

다 ‘최상의 허구’ (supreme fiction) 었기 때문에，

절단’을 통하여 재창조를

‘수족의

모

로고스， 보

지향하

는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베케트를 비롯한 포
스트모더니스트들은 ‘절단’후에 남은 작은 것-‘침묵’ _0 로부터 무언가 진실에 가까운 것，
무언가 진정한 것， 그리고 순수한 어떤 것을 찾아내려고 노력했고， 그것을 찾아내줄 형식
을 필요로 했다. 그러으로 존 바쓰(John Barth)tf 윌리엄

같은 포스트모덕니스트들에게 있어서

브로우ξ(William Burroughs) 와

‘해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부정이며，

악마적， 허무주의적인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삶 휴은 존재의

긍정이며

기초월이며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세우는 신성한 의식， 그리고 어떤

자기파괴적，
자기추망， 자
절대적인 것의

추구이다 4，1) 그들온 금세기의 초에 전위작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술과 문화의 제영역에서

기성의 관습에 대하여 공격을 가했으며， 기교로서의 예술-예를 들면， 고도의 기술로 룹의
부호를 단순히

연결하기만한 것을

음악이라고 할 때

처럼-을 거부하고， 삶이 숨쉬는 예

술을 원했다. 부정을 통한 긍정， 해체를 통한 재창조， 역사밖의

역사라는 다다이스트들의

역설적인 예술이론은 핫산과 같은 비평가들에게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전형적인 규범이었다.

핫산은 『오르페우스의 사지절단』의 1982년판에 행書한 ‘序文’에서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이
이룩한 부정을 통한 긍정 3 해체플 통한 재창조의 양상을 정리해 놓았다. 핫산의 표45) 를 다
시 정리해 보면 포스트모더니즘이 지향하는 방향을 포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모더니즘〉

형 식 • 목적 • 계 획 /통달 ‘ 말
온유/읽기

e

• 총체 • 창조/종속/중심

o

로고스/정 지

(Being)j

해석/웅장한 매체단론/표준어/완전에 대한 강박관념/초달 ...

〈포스트모더니즘〉

반형식

Q

유희 • 우연/틸진

@

천욱 • 분산 • 해체/병렬/중심부재 ’ 로고스해체/변화 (Becoming)

환유/짓기 • 창착/작은 탐폰/개벨언어/정신분열/삶으로 되돌아옴 ...

포스트모더니즘의 解體와 破폈， 열린 형식과 유회， 병렬과 침묵， 미완성과 진행， 부재와
중심이탈， 정신분열과 무정부- 상태，

작은 역사와 개인적 언어 등에서

모더니즘 쪽에 있는

對立擺念들의 자국을 지워버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들은모두 모더니즘의

‘합리적

시학’의 원칙들-꽉닫힌 예술의 형식， 명백한 예술의 목적과 계획， 주제와 기교상의 위계적
질서， ‘초월적 장칭’ (the transcendental signified) 과 존재의 로고스， ‘총체적 담론’ ( totalizing

43) Ihab Hassan , The Literature of Silence: Henry Miller and Samuel Becket (New Yor k:
Alfred A. Knopf , 1967). See also The Dismemberηunt of OrPhe따， especially pp. 214-6.
44) The Disηzemberη1eηt of Orpheus , p. 248.
45) Ihid. , pp. 267-8.

113
discourse) 의

‘상징’ 。 해식

창조，

@

초탈의 추구 등-에 대한 부정을 통한 긍정이며， 해체를

통한 재창조임을 알 수 있다. 표스트모더니즘은 그것이

더니즘의 존재를 전제로 했지만，

二L

해체하고자 했던

중심에 대하여 부정의

중심으로서의 모

부여

방법무로 새로운 의미를

했다.
다른 한펀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은 ‘부조리’와 ‘불확정’을 존재의 원리로 받아들이며，

것에 저항하는 인간능력의

한계를 안정하는 ‘굴종의

二L

문학’이다.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그

들이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하여 모더니스트들이나 그 이전의 합리주의자들이 보여주었던 것
과는 구벨되는 독특한 반응을 보임으로써， 모더니즘의 표현기교와는 다른 표현기교플 만들
어 낼 수 있었다.

비질서

@

모더니스트들도 그들이 살고 있던 세계가 흔돈

불확실， 그리고 우연 。 誌告함에

@

이러한 존재의

,..,-=l

k

_

흔딘""=f ‘

지배되는 세계임을 깨닫고 있었다. 그러나 모더
‘틀’ (pattern) 이 있 을

니스트들은 그 무질서와 부조리의 세계너머 완전히 조화로운 존재의
것이라고 가정했고，

u

역설 - 부조리，

틀을 엘리옷은 ‘沈靜의

곳/때 ’

(still point) , 예 이 츠는

‘통합된 존재 ’ (unity of being) , 스티 븐스 (Wallace Stevens) 는 ‘존재 의 뻐’ (the

fi. rst idea) ,

죠이 스는 ‘자기 현현’ (epiphany) , 울프 (Woolf) 는 ‘비 전의 순간’ (the moment of vision) 이 라
고 불렀다. 이들 모더니스트들은 모두 예술가들이 상상력을 가지고 문득문득 여기에 도달
할수

있다고 믿었으며 3 그것을

(supreme fi. ction) 라고
를줄수

‘순화된’

(puri fi. ed) 언어로 표현한 것이 ‘최상의

허구’

생 각했 다. 그들은 예술가는 존재의 부조리를 치유하고 혼돈에 질서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언어를 찾아내려고 揮身

의 힘을 모았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스트들에게 있어서는 존재하는 세계는 혼돈
부조리， 불연속 。 비질서 。 불확실， 그리고 우연

@

역절 。

@

무고함으로 지배되고 있었으며， 그 세계는

그너머 더 이상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의 능력
밖의 일이었다. 그러묘로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무질서와 부조리와 우연이 지배하는 세계
블 존재하는 그대로 두고 그것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볍을 찾으려 했다. 그리고 그들의 삶

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그들이 사용한 ‘아이러니’와 ‘환유’의 거법에서 나타난다。
토마스 판천 (Thomas Pynchon) 의 초기 단펀 “엔트로피"(“Entropy") 는 포스트모더니스투

들의 존재론적 곤경을 잘 표현하고 있다. 핀천은 이 단편에서 1868년

독일의

물리학자 루

돌프 클라우시우스 (Rudolf Clausius) 가 제창한 물리학에서의 열역학 제 2 법칙을 역사해석에

적용한 헨리 아담스 (Henry Adams) 의 역사이본을 소설화하고 있는데， 그 이론에

따르면，

모든 닫힌 공간 (enclave) 은 에너지가 변환될 때마다 사용가능한 에너지의 손실이 일어나고
사용불가능한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며， 이려한 법칙은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도

사실이다.

이 단편에서 판천은 역사의 퇴행과정에서 끓임없는 유기적 에너지의 변환이 일어나，

포스

트모던의 시대에 오면 삶의 닫힌 공간은 사용불가능한 에너지쿄 가득차게 되어 구성원소들
사이에는 차이가 없아져

‘불모의 均웰現像’ (sterih; h0 !l1 ogeneity)o1 일어 나게 되 었음을 암시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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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공극적우로 역사는 생각과 느낌조차 전달할 수

없는 熱死狀經에

이르게

퍼었으며，

포스트모던의 시대플 살아가고 있는 사란플은 이 熱 fl:狀態의 딜레마블 어떻게 극복해야 하
는지를 생각해야 했다.

이 단편은 1957년 2월의 어느날， 워싱돈 (Washington D.C.)의 이느 아파투블 배경으로 하
고 았다. 이 아파드의

아랫층에서는 미이투볼 율리건 (Meatball Mulligan)의 파티가 열리고

있오며， 온갖 종류의 젊은이들이 모여 포스트모던 문화의
소음 。 마약 - 매음

@

변절 。 술

g

쓰레기 • 의사소통의 부재

@

‘불모의 균질현상’을 재연할 떼，
의미없는 안어들로 얼룩진 40 여시

간의 피-티는 포스트모딘의 시대에 삶의 공간이 유기적 에너지의 생성이 블가능한 열사싱태
임을 닫해준다. 이러한 세계에서는 언어는 더 이상 의사소동의

기능을

유지하지

뭇하려，

가장 인간적인 유기적 에너지의 흐릎인 ‘사랑’도 더 이상 삶을 결속시켜주는 기능을 상실
한다. 상징적으로， 자연도 역사의 퇴행과정에서 불모의 균질현상이 생거나， 37 F에서 기은

0

의 변화가 얼어나지 않는다. 윗 층에서는 인생의 황흔기를 앞둔 캘리스토 (Callisto) 가 젊은
여인 요베이드 (Aubade) 와 식물， 새， 인간 등으로 구성된 최적의 생태제로 또 하나의 딛힌
공간을 만들어 역사의 엔트로피를 막고려고 안간힘을 쓴다. 그러나 인간의
안된 캘리스로의 닫힌 세계는 우주의 엔트로피

상상릭으로 고

과정을 호전시키거나 정지시키지

못한다.

캘리스토는 죽어가는 새를 품에 안고 체온의 전이를 동하여 그 새의 죽음을 막아보려 하지
만 불모의 균질세계에서는 어떠한 유기적 에너지의
캘리스로의

전이도

일어나지 않는다.

‘완전한’ 세계블 구획지우는 우「리창을 깨고 ‘바깜 세계’의

오베이드는

엔트로피와 더불어

살아가기로 결심한다. 다른 한편， 율리건은 자기가 사는 세계의 엔트로피를 옷장속으로 들
어가 쭈그리고 앉읍우로써 피해볼까 생각하다가， 스스로 엔트로피가 진행되는 세계의 구성
요소가 되어， 또 다른 밀펴l 된 공간을 만들어냄으로써 그 과정을 촉진시키지 않고，
작은 질서행위로 엔트로피의

최선의

‘되먹임’(feed-back) 을 실행하려고 결심한다.

핀천의 “엔트로피”에서 캘리스로는 모더니스트 예술가이고 오베이드와 율리건은 포스트모
더니스트 예술가이다. 캘리스토는 부조리와 무질서의 우주를 대신할 인간의 상상력에 의한
완전한 세계를 만들어 내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며， 오베이드와 율리건은 역사의
로피 과정에 저항하는 모더니즘 예숭의 무용성을 깨닫고，

엔트

닫힌 공간을 지배하는 우주의 부

조리한 원리를 받아들여 그것과 함께 살아가려고 결심하기 때문이다. 그러으로 포스르모더
니즘은 부조리와 ‘虛無’ (nothingness) 를 존재의 원리로 받아들이는 ‘實存의 문학’ 이며， 그
것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동의의

Camus) 가 『시지푸스의 신화MThe

둔학’이다.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의

Myth 01 Sisyphus ,

세계는 까뷔 (Albert

1955) 에서 그려내고

있는 세계와 흡

사했다. 그들의 세계는 시지푸스적‘숙명을 지닌 인간이 영원히 커다란 바위덩이플 산정으로
밀어 올리며 살아야하는 부조리외- 불합리의 세계였으며， 부조리룹 조리로비-꾸려고 노럭하

기보다， 부조리블 존재의 볍칙으로

받아들이며 행위하는 인간직인 삶의 과정에 의미룹 부

115
여해야 하는 세계였다‘
처럼，

‘허무’를

아니면， 그들은 실존주의

존재원리로 하는 세계를

종교개 혁 가였던 폴 틸리 허 (Paul Tillich)

직면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의 존재를 ‘무’

(nothing) 로 환원하는 작업 을 수행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삐 인간이 건설한 로고스 중
심의 이성문화는 인간을 존재의 축으로 삼으면서， 인간을 존재의
들어 왔으며， 그러으로 ‘허무’지향의

존재법칙과 대립해

두고 있기 때문이다.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의

존재에 대한

‘전부’ ( everything) 로 만

왔고 궁극적인

‘패배’를 눈앞에

이러한 태도는 그들의 예술 거법

상에도 나타나며， 앨런 와일드 (Allan Wilde) 는 『同意의 地zp.: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그리 고 反語的

想像力 ~(Horizons

of Assent: Moden뼈sm ， Postηwdernism and the lronic

Imagination , 1981) 에 서 이 점 을 예 리 하게 지 적 해 내 고 있다。
와일드는 『동의의 지평』에서 존재의 무질서에 대한 포스트모더니스투들의 얀식방법과 반

응에 주목하면서 포스트모더니즘의 삶에 대한태도와 그들의 지배적 문학형식을 ‘판단을유
보하는 아이러니’ (suspensive irony) 라고 정의했다。 와일더에 의하면，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엘리옷，

파운드， 울표와 같은 모더니스트들처럼 아이러니를 주요한 기교로 하여 존재의 폰

돈상태 를 인식 하고 그것을 예 술의 형 식 부로 표현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그러 나 모더 니 스트

들의 아이 러 나 는 e移接의 , 대 안을 제 시 하는 아이 러 니 ’ (disjunctive irony) 로서

무질서한 破

片오로 존재하는 것으로 지각펀 세계에 대하여 그것을 초탈하려는 욕구를 표현하는 방법이
다. 실제로 울프 (Woolf) 나 쇼이스(Joyce) 나 엘려옷 (Eliot)의 작품들은 존재의

를 해소하거나， 존재의 파펀들을 모아 하나의 일관성있는 질서체로 만들어

부조리 상태

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기보다 존재블 구성하는 대립적인 요소들-육체와 정신， 개체와 사회， 자연과 문

명 등-의 갈등과 반목을 잘 정돈된 형식 속에서 첨예히게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
들의 작품속에는 존재자체의 패러독스나 分離性은 없어지지 않고， 그것이 인지필 수 있도
록 성미적 형식속에 갈무리 되어 있다. 그려므로 죠이스， 울프， 엘리옷의 작품들은 모두 존

재의 무질서성을 미학적 형식속에 질서있게 남아놓은 문학오로서， 그 속에서는 작중화자나
시적자아의 논지들은 끊임없이 받아들여지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아니러니에 종속되어 배척

된다。 갈등과 반목을 존재 원리로하는 삶에 對案은 오직 소섣이나 시의 구성상의 통일성에
있을 뿐이며， 이러한 대안은 대안일 수 없는 대안이라는 점에서 또한 아이러니이다. 모더니
스트들에게 있어서 아이러니는 풀릴 수 없는 삶의 수수께끼블 놓고 고뇌하는

을 심미적 형식 속으로 갈우리하는 방법으로서 유효했을지 모르지만，

작가의

의식

예술가들은 오직 예

술 속에서만 질셔의 비션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커다란 아이러니에 종속되어 있다.
포스트모더니스드들이 인지한 세계의 무질서는 예술적 걱느웰 이상의 것이었다.
오다냐즘의

그러므로

‘대안을 제시하는 아이라니?는 더이상 부조려와 무질서의 세계를 맞이하는 데

46) Paul Tillich , A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 ed. Carl
stone Book‘ 1968) , pp. 1, 494 6, 539 42.
•

•

E,

Braten (New York: A To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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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할 수가 없었다. 존재 의 무질서 성 (incoherence) 에

의식과

대 한 포스트모더니스투들의

느낌은 모더니스트들의 그것보다 훨씬 강하고 첨예했으며，

존재를

그들에게는，

그러무로

지배하는 부조리성， 무일관성， 우연성( con tingency )은 설명될 수도 없었고， 어떠한 미학적

형 식 속에 갈무리 될 수도 없었다. 따라서 포스트모더 니 스트들의 마음 속에 는 질서에

대한

‘판단을중

욕구가 줄어들고 그늪의 작품들은 조직의 강도가 약해진다. 포스트모더니즘의

단시키는’ 아이러니는 질서를 찾으려는 심리적 강박상태에서 까다로눈 언어실험을 동해 모

더니스트들이 찾아낸

‘대안을 제시하는’ 아이러니로부터 자라나 그것을 넌어선 예숨형식이

다. 모더니즘이 존재의

‘부조리성’과 ‘불연속성’을 허구적 형식속에

질서의

표현함으로써

환상을 가지려고 했다면， 포스트모더니즘은 부조리와 불연속에 종속되어 있는 삶의 의미에
대하여

의

그리고 그것의 사물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판단과 결정을 유보하고， 그것을의 의미

‘불확실성’과

무작위 적

‘부조리성，’ 그리고

(random) 이 고，

견지하고 있다 47)

다 양하며

‘무질서성’을 그대로 둔 채 그것들과 더불어 잘며，

(multiple) , 부조리한 (absurd) 세싱을 인내하려는 자세를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모더니즘의

시대에

‘;rr2. nn i'브

필요로 했던 세상은

X J3:'.날

수리할 수 없는 세상으로 되었다.’ 48)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겉으로 보기에 무질서하고 우연성에 종속된 것

같은 세상사가 사

실은 어떤 심오하고 절대적인 볍칙과 신비롭고 보펀적인 진리를 감추고 있는 것이라는

대적 매체담론에 더 이상 신뢰를 보이지 않으며， 그러으로 더 이상 존재의

根源을

궁극척

찾으려 는 욕구도 보이 지 않는다. 포스트모더 니 스트들은 우주의 운행질서를 지각하는 위치
포

T 느」 포

。

;

에

세

킥이。

스트모던한 세계에 대하여 심미적오로 관여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그것이 그

저

에

동반관계를 형성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그러으로 초월에 대한 예숭의

치E

무

를

연성에 의해 지배되는 세계와 역동적이고 활발한， 그리고 그것을 전제로

미
의

모더니즘은 ‘굴종’ 혹은 ‘동의’의 시학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술가는

과

시학이었다면，

와 빠 는
서 쉬 하

협 암

진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형이상학을 요구한다. 모더니즘이 저항의

‘가시적인 무질서’로

샤

로부터 스스로를 퇴각시키며， 감추어진 진리를 찾는 형이상학 대신에

1l

여 관여하는 방식이 바람직한가 혹은 가치있는가하는 물음은 포스트모던한 세계의

대하

언어에

종속되어 있는 우리로서는 아직 대담할 수 없다. 언제나 그렇듯이， 어떤 사조가 속해 있던
언어로 내린 평가는 가흑한 재평가에 종속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와일드가
포스트모더 니 스트 소설 가로 거 론하는 나보코프 (Nabokov) ， 로날드 슈케 넙 (Ronald Sukenick) ,
폐 이 몬드 펴l 드만 (Raymond

Federman) , 도날드 바쓸미 (Donald Barthelme) , 그리 고 스탠 리

엘 킨 (Stanley Elkin) 들과 같은 ‘초소셜 ’ (surfÌction) 의 작가들은 초윌 에

47) Allan Wilde , Horizons of

Asseη t:

Moderη ism ，

(Baltirnore: Johns Hopkins Univ ’‘ 198 1), p. 45.
4R) Ibid. , p. 131.

저항하는

Postmodernism and the

Iroη ic

포스투모

Imag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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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한 세계에 그들나흠대로 관여하면서 그들나름의 현실을 창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들은 상상력우로 통제된 부조리의 재구성을 통해서 세상을 추상화하거나，

‘최상의

허구’ (supreme fiction) 를 만들어 현실을 호洞化하지 않는다. 그들은 세상에 대하여 많은 것
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경험해 가고 혼돈과 무질서， 우연성과 부조리성을 내면으로

흡수하면서 그것들을 수정하고， 인내하며， 극복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실존의

문학，’ 또는 ‘굴종의

에 대한 인식흔적 깊이를 더하면서

‘허구의

문학’은 ‘경험’과 ‘앓，’ 그리고 ‘시간’

문학’과 ‘우연의 문학’으로 된다. 포스트모더

니즘도 모더니즘처렴 무의식이 의식과 피륙을 이루어 삶을 구성하는 인간의 내면세계와 과

거의 축적된 기억을 담고서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심리적

시간으로 확장된 경험을 문

제 삼는다. 그리고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모두 문화를 인간적

변형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모더니즘의

펀견에

미학은 이성중심의(logocentric) 문학이

많은 마학적

원칙들-꽉닫힌 예술의

위계적 질서，

‘초월적 상칭’ (the transcendental signified) 과 존재의 로고스，

(totalizing discourse)의 창조상징 ’
들로 받아들여

의한 實在의

지향하던

형식， 명백한 예술의 목적과 계획， 주제와 기교상의

@

해석

@

초탈의

‘총체적 담폰’

추구 등-을 의 문없 이

‘경험’과 ‘앓’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무시간의

그들의

경험을 표현하려

원칙

했던 반

면，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의 마학이 기초로 했던 철학과 수사학 (rhetoric) 을 의심없이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들은 모더니스트들과는 달리 경험과 앓사이에 존재하는 고통스려운
간격은 좁혀질 수 없으며， 기계흔적 시간 (mechanical time) 이

가진

질서능력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기계론적 시간과 ‘함께’ 잘고 경험을 확장해 가지 않을 수 없음을 깨달았
다。 따라서 포스트모더니즘의 미학은 모더니즘의 미학이
이려니，’

‘재펀，’

기초로 했던

‘상정과 은유，’

‘아

‘아폴흔적인 시학’을 환원하고 해체한다.

후기/탈구조주의자들에 의하면， 앓 (knowledge) 은 언제나 實在에

대한

이 끝나고 그것이 상정의 형태로 변형된 후에 얻어진다. 그러으로 끝나지
템을 어떤 틀속에 잡아두려 하거나， 寶在플 어떠한 손상도 없이

경험( experience)
않은 현재의 경

있는 그대로 표현하려는

노력은 일종의 억지이다. 만약 어떤 철학적 현재가 억지에 의해 어떤 틀속에

고정되어

있

다해도， 그것은 寶在의 변질된 일부일 뿐 더 이상 寶在 그 자체일 수는 없다. 여기에서 미
완성된 현재 흑은 불완전한 경험을 앓의 상태로 바꾸는 데 관여하는 ‘언어’와 ‘주체’가 문
제시되고， 그것들의 재현 (representation) 능력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 포스

트모더니스트 작가들도 후71/ 탈구조주의자들의 이러한 생각에 공감하고 있었으며，
로 경험은 寶在와 같아야 하고 경험으로 얻은 ‘앓’은 진리이며，

그러으

‘앓’의 표현은 再現 (repre

sentation) 이라는 전통적인 마학의 전제를 부정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상징(언어)의 방법

을 통한 寶在의 表現은 어쩔수 없이 변형이며， 아폴콘적인 언어실험은 보다 위험한 벤형으
로서 삶의 제한이거나 예술에로의 자기감금이다. 따라서

포스트모더니스트 예술가틀은 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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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행

작i
r
•

tE의 再現을 위 한 아폴콘적 얀 (Apollonian)

언 어 질 험 을 중단한다.

그틀에게

있어서는 ‘환

유’ (metonymy) 가 ‘은유’ (metaphor) 보다 유효한 표현 기 뱀 이 며 , 경 험 의 확장을 위한 언어의

유회가 경험의 재현을 위한 적확한 언어의 장조보다 더 바람직한 방법이다. 그들은 아폴본
적인 언어로 추성화되지 않은 작은 삶들의 유희만이 삶을 보다 풍살하게
그러낼 수 있다고 생각했으마， 그 작은 삶블을 표현하는 언어들의 유회를

그리고 진살되게
통하여

삶의 再

現이 아닌 삶의 表現을 목적으로 했다.
니치1 이후로 많은 비평가들은 아무리 복잡한 상징장치

속에서도 앓과 경험이

연속체를

이루며 合流할 수 없는 이유를 말해왔다。 그리고 모더니스트들 이후로 많은 작가들은 경험
이 심리적 시간이나 무의식과 관계하고， 상대성과 불확실성의 원리에 지배될 때 그것의 재

현은 대단히 어렴다는 사실플 깨달아 왔다. 그들에 의하면 경험은 한편으로는 어떤 특정한
순간， 득정한 사회， 특정한 지역을 지배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해삭 장치들에

의해

해석되

고 의마플 지니게 될 뿐이며， 다른 한펀으로는 정신세계에 지각된 寶花블 변형시키는 상정

의 장치들에 의하여 의미를 드러낼 뿐이다. 즉， 경험은 인식과 이해를 가져오는

냐 문화적 개념들괴- 같은 형이상학적 장치들에 의해서만 앓과 관제지워지고，

언어체계

그령게

함으

로써 영원히 가변적이고 불연속작인 힘의 흐름으로서의 實在가 형식과 틀속으로 잠정적으
로 고정될 수 있을 뿐이다. 포우 (Poe) 가 삼미적 경험은 ‘음악적

효과’ (musical effect) 로만

표현펠 수 있다고 주장했을 때， 보우들레르 (Baudelaire) 가 곧 사라져

버렬 운명에 있는 순

간적 경험을 표현해 낼 수 있는 예술을 요구했을 때， 페이터 (Pater) 가 삶의 흐름
가장

강력한 순간들을 포착하도록 측구했을 때，

베르그송 (Bergson) 이

흐름의 축적으로 구성된 의식의 내면공간을 표현해야

았윤 때 , 파운드 (Pound) 와

(descriptive

내띤세계에

생각했을 때，

머지니아

강렬한 경험을 표현해 줄 예술을

효이 스(Joyce)， 예이츠 (Yeats) 와 엘리옷 (Eliot) 이

language) 의 형 식 올 버 리 고

실험했윤 때，

기록되는

순간순간의 삶의

‘불러 일 으키 는 언어

’ (evoking

움

차「

프 (Virginia W oolf) 가 의식의

한다고

속에서

<

‘서술언어’

language)의 형 식 을

이들은 모두 감각기관을 통해 인지된 경험과 앓의 표현형식 사이에 고통스러

운 간격이 있음을， 무한한 경험역을 기-진 의식의 내면공간이 적환한 예술의 주제임을 말하
고 있었다 49)

그러나 근본적으로 함려주의자였던 모더니스트들은 극도로 다양한 주관적 경헝너미 모든
경힘에 의마을 주는 보편작인 진리가 존재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고，
변화하지 않는

‘존재의 렌행’ (pattern) 을 선험의 상상력에

변화하는 시간속에서

의해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또한 시간 속에서 시간 밖의 것을 볼 수 있는 싱상력은 시간에 종속된 언어로 시간
밖의 것을 표현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그들의 언어실험은 초시 간적 언어블 찾으려는 노녁

49)

이 논문에서 모다니즙에 관한 부분은 킴u鎬 “모더니즘과 의마의 깐조" ~pl 국학』 十二輯 (서울대
학교 미 국 핵 연 구소，

1989) ,

45-78 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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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새로운 언어의 창조를 통해

‘주관적 보펀성’

(su bjecti ve urii versali ty )에

도달하려는 노

략이었다. 모더니즘 이전의 합리주의자들처럼 사물이나 생각은 본질적으로 객관적 앓의 대

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진정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개

엔의 와식을 통과하면서 만들어진 세상에 대한 영상(image)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수
많은 주관적 경험은 인류가 보편적 기역으로서의 집단적 무의식을 갖기 때문에 보편성을 지
닐 수 았다고 생각했다。

과 파운드와 죠이 스의

엘리옷의 “전통과 개인의 재능"(“τradition

엣 세 이 들에 서 찾을 수

and lndividual Talent")

있는 6몰개 성 ’ (i mpersonality, 흑은

detachment) 이흔들은 모두 개인적 주관성을 너머서서 존재하는

인류의

과거에

authorial
잠재되어

있는 보편적 주관성을 강조하고 있고? 그것을 가질 수 있는 신격화된 존재로서의 예술가와

그것에 대한 언어적 포화직물로서의 문학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모더니즘의 문학
은 주관적 경험에 푼사된 보편적 경혐의 원형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3 그 경험아 }송
象되지 않고 표현된 문학은 ‘잘 구운 항아리’

(well-wrought urn) 나 ‘말로된 聖像’ (verbal

icon) 이 었다.

낭만주의가 모더니즘에 물려준 유산은 이성의 로고스를 바탕으로 한 경험 바깐에 직관과
상상력에 의한 넓고 가치있는 또다른 경험이 있다는 사실의 재발견이었다.

그려나 모더니

즘의 패러독스는 직관과 상상력으로 얻어진 경험을 이성의 로고스로 절명하려는 것이었다。
니체가 삶은 ‘진리 아넘’ (untruth) 이며， 모든 문화는 ‘허구’ (lie) 라고 설명했을 때，

로인 ll]

가 인간이 말의 모양을 하고 있었더라면 神의 모양도 말의 모양이었을것이라고말했을 때，
베르그송이 인간의 내연세계는 기계적 순서에 따라 진행되는 시간이 아니라，

과거의

축척

과 미래의 욕구가 공존하는 심리적 시간에 지배된다고 단정했을 때， 프로이트가 인간의 의

식의 맏바닥에 삶을 형성하는 커다란 욕구와 충동의

멍어리가 있다고 말했을 때 g

모두 바이성적인 경헝을 이성의 로고스로 설명하려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고，

이들은

예술에

있

어서의 모더니스트들은 확대된 경험을 닫을 ‘이성적’ 예술형식을 찾고 있었다@ 모더녀스트
들은 모두 기존의 형이상학적

체제가

새로이 넓혀진 경험을 의미화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고， 그 경힘을 밟의 형태로 바꾸어줄 새로운 형이상학적 체제를 찾고 있었다.
에 있어서의 모더니즘은 삶에 대한 전통적인

문학

언어형식을 대신할 새로운 ‘최상의 허구’블

만들어 내는 작업이었다. 그러나 모더니스트들은 그들의

6최상의 허구?가 실제로는 경험을

않으로 변형시키는 또 하나의 헝 이 상꽉적 구조물에 불과하며 , 어 떤 종류의 존재하는
산물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었다‘ 모더니즘은 경험영역의

앓의

확대 흑은 재발견

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심리적 시간을 가진 주관적 내면세계를 앓의 형태로 바꾸는 이성
적 로고스의 재창조 작업이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寶在와 경험， 경험과 앓사이에 간격이 있다는 깨달음이라는 점에서 모
더니즘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이 그 간격은 좁헐 수 없는 것이며，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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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사이를 연결시키는 기능을 하는 언어는 영원허 불완전한 방법으로 그들을 변형시킨다는
깨 달음이 라는 점 에 서 는 모더 니 즘에 대 한 저 항이 며 해 체 이 다. 말라르에 (Mallarmé) 1--j- 라포르
그 (Laforgue) 같은 상정 주의 자들이 나 파운드， 예 이 츠， 엘 리 옷， 쇼이 스 같은 모더 니 스트들은
경험의 實fE와의 관계가 ‘실재아넘’이라는 사실보다 언어의 불완전성으로 경험과 앓(표현)
사이의 메우기 힘든 乖離가 있다는 사실에 깊은 관심을 기울었고，

경혐의 표현수단인 언어

의 끊임없는 ‘실험’을 통하여 그 괴리가 좁혀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주의자들처럼，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實在에 대한 경험은 이성적일

그러나 후기/탈구조
뿐아니라 반이성적인

것이며， 그것은 어떤 형태의 변형을 통해서만 표현될 수 있는 것이고，

實在에

대한 ‘최상

의’ 형식온 없다고 생각한다. 근대 후기의 감수성은 경험과 앓사이의 간격은 어떠한 이성적
로고스로도 좁혀질 수 없으며， 이성적 로고스에 의한 경험의 변형은 삶의 변형이며 결름이
고， 의미있는 삶의 어쩔 수 없는 감금이라는 것을 깨닫는 능력이었다. 포스트모더니스트들

에게 있어서는 實在의 경험은 부조리와 불합리， 불확실과 불연속을 포함하고， 그것은 공기
의 저항이 비둘기의 날개짓을 의미있게 하듯， 그것의 저항으로 예술가들의

표현행위를 의

미있게 하는 것이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일상의 경험은 ‘조리’와 ‘부조리，’ 합리와 불합
리가 얽혀 있으며 언제나 미완성의 상태로 존재하고， 현재는 현재에 의해서 주어진 미완성

의 의미만을 가지며， 과거를 수정하지만 미래에 의하여 수정당할 운명에 놓여있다. 현재의
의미는 부조리， 마완성， 부재， 불연속 그 자체이며， 어떤

‘초월 적 담론’으로 완전한 의미

가 주어질 수 없는 것이었다.
포스트모더녀스트 작가들이 표현 기법으로서 상징 (symbol) 보다는 환유 (metonymy) 블 선택
하는 것은 그들의 맏음에 대한 하나의 설명이다. 모더니즘의 은유 (metaphor) 와 상징

이 경햄과 표현의 간격을 없애기 위한 언어적

기교였다면，

(symbol)

포스트모더니즘의

환유 (meto

nymy) 는 경험의 재현에 대한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의 믿음의 상실을 의미한다.

포스트모더

니스트 작가들에게는 상징을 중요한 기볍으로 하는 모더니즘의
히려 삶으로부터의 이탈이며， 초월을

‘자기 충족적’인 예술은 오

향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였다. 포스트모더니스트 예

술가들은 20세기 중반의 이성중심푼화의 저변에서 삶을 지배하는 보펀적 허무와 인간의 의

식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시지푸스적인 부조리블 보았으며，

그것들을 해석하기보다 그것들

을 지각함으로써 존재의 모양을 다스리려 했다. 찰스 알티어려 (Char1es Altieri) 는 그의 논
운 “상징론으로부터 내재콘으로 "(From Symbolist Thought to Immanence) 에서 이 려한 경

향을 포스트모더니즘의 초석이라고 단언했는데， 환유블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의 마학은 ‘가치있는 경험 자체가 경혐의 해석을 대신함으로써 .. , 철학적， 문화척， 신화적
全稱命題 (universal) 에 의 존하지 않고 가치 문제 블 해 결하라 는 시 도이 다. ’

50)

1950 1건대 와 60년

50) Charles Altieri , “ From Symbolist Thought to Immanence: The Logic of Post-Modern Poetics ," Boundary 2, 1 (1 973) , pp. 605-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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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 들어서면서 영국에서는 빨런 살리토우 (Alan Sillitoe) , 킹슬리 애마스 (Kingsley Amis) ,
그리고 펄립 라칸 (Philip Larkin) 으로
를로스 윌리 엄즈 (William

대표꾀는

Carlos Williams) ,

일군의

알벤

작가들이，

긴스버그 (Allan

미국에서는 윌리염

Ginsberg) ,

찰스

차
올슨

(Charles Olson) , 로버 트 로월 (Robert Lowell) 등으로 대 표되 는 착가들이 모더 니 즘의 상정
성을 벗어나 현실속에 자리한 사소한 삶의 펀련(片擬)들을 복장한 현질의 환유로 삼거나 작
가 자신의 삶을 역사의 환유로 삼으면서， 투사문학 흑은 고백문학이라는 이름으로? 삶에 대
한 신화척 이 거 나 종교적 인 해 석 보다는 ‘심 리 분석 적 인 자기 현현’ (psychoanalytical epiphany)
의 기법으로 작품을 썼다. 모더니즘 이후의 영마작가들은 경험을 되살려 내는 ‘형식’의 연
구로서의 문학작품보다는 ‘경험’을 머무르게 하는 ‘삶의

용어)로서의 문학작품을 쓰기를 원했다. 이폰상으로는

연구’ (Life Studies에서의 로웰의

적어도 그러한

작품이

삶으로부터

적게 유리되어 있고， 미리 我斷되고 규격화되지 않은 삶이기 때문이다.
포스트모더니스트 소설가들이 즐겨 사용하는 ‘초소설’ (surfiction) 의 형식도 ‘경험’과 ‘앓’

의 간격을 그대로 두고 인간적인 진리를 만들어가려는 삶의 태도를 반영하는 문학형식￡로
이해할 수 있다. 베케트 (Samuel Beckett) , 바쓰 CJohn Barth) , 바쓸미 (Donald Barthelme) ,
브로우즈 (William Burroughs) 와

같은 영 어 펀 작가들이 나 피 터 한케 (Peter Handke) 와 같은

독일 작가， 이 탈로 깔비 노(Italo

Calvino) 와 같은 이 탈리 아 작가， 보르헤 스 (George Luis

Borges) 와 같은 스페 언 문화권 작가들은 시 간속의 역 사성 을 재 현하는 서 술체 형 식 (narrative)

과 리듬으로 소설을 쓰지 않았다. 그 대신에 그들 대부분은 문학적

텍스트가 지난

서의 속성과 그 허구가 사회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규명하는 것을 작가의
즉 기성의 당연한 현실을 비꼼으로써 그 현실의
적 매채소설’

(parodic

허구로

임무로 했고，

또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게 하는 ‘풍자

metafiction) 을 썼다.

많은 포스트모더니스트 소설은 그것의 허구적 속성을 강조하고， 허구의 현실창조략과 현

실유지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죠이스의 『율리시즈~(Ulysses) 나 포크너 (Faulkner) 의 『소

음과 분노~(The 80κnd a뼈 the

Fury) 같은 소설이 내적독백이나 다양한 관점의 교차와 같

은 기교블 사용하여， 언어의 허구적 속성을 줄이고 경험과 표현의 고통스려운 간격을 가능
한한 적게하라고 끊임없는 언어실험을 하고 있다면， 그렇게 함으로써
다 더 잘 삶을 반영하려 하였다면，

바쓰 (Barth) 나

나보코포 (Nabokov) ，

리얼리즘의

문학보

그리고 로브-그리

에 (Robbe-Grillet) 와 같은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모더니스트들이 새로이 고안해낸 기교들을

보다 은말하게 사용해서 순전한 허구로서의

문학의 고유한 자치권역을 창조해 냈다. 그플

은 이제 더이상 허구를 만들어 내면서， 질제세계블 있는 그대로 재현해야 한다는 의무갇 때

문에 심리적 강박관념을 갖지 않았다， 오허려， 로브-그리에는 『새소설을 향하여 ~(Towards

a New Noνel) 에서 소섣이 허구를 만들어내는 기능을 언청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베케트
는 독자들에게

그리에의 『미로에서 ~(In the Lα뻐서nth) 와 마찬가지로 그의 후기소설이 얼

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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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게

되었는지플 깨달아 달라고 요구한다 5 1)

연

한

유행한 이푸 시구문화권에사는，

、

다。

을

n

뼈

/t

O

”

이

까」。

셔。

싸 ·없

지연위에

E진
사

쇄 ”따

표

반

여

내

너니 카시

뻐까

마나 고통스럼게

것으로 받아들여，

허구로서의

겉으로

1950년대와

소섣의

드러내 놓고

속싱

언어의 유

희플 하거나 수수께끼 놓음을 하는， 휴은 악닿으로 가득잔 동화를 써내는 소설기들이 두드

려지게 활동을 하고 있다‘
모더 니 스트들도 포스트모더 니 스트들처 렴 경 혐의

즉， 모더니즘 소섣의

•

J

문제였다.

。

진실성의

한

부분적

ZT

한

지식의

한계의 문제， 즉 개체적

례”

앓과 지식의

이「

르는 개체의

견
편

있어서

있었지만 모다

허구성 그 자체보다 인간의식의

중요했던 것은 경험의

니스트들에게

허구성에 대하여 깨딘고

경험의

한계에

따

해석에서

오는

관심사는 인간의

의식

( consci ousness) 이 지닌 가능성의 문제였으며， 언어적 표현의 능력을 넓힘으로써 의식의 콕
얼마나 넓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각능력을 높히기 위한 언어적

the Artist as a Yoμng Maη) 의

그들의 경교한 문체들은 그떠묘로 의식의 지

장치들이다。 죠이스의
첫 부분을

『젊은 예술가의 초상JJCA Portrait 01

읽는 사람은 어 린이의 언어체계플 접함오로써

어린이의 감정과 사고를 이해할 수 있게 펠 것이며， 엘리옷의

시를 읽는 사램-은 무의식의

언어블 통하여 욕구와 충동과， 종족의 과거가 담긴 검단적 무의식을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삶은 존재와 언어의 허구적 관계흘 바탕으로 형성될 수
밖에 없지만，

언어의 존재 (presence 흑은 Being) 에 대한 관계는 필연적으로 하구적일 수 밖

에 없으며， 언어를 통한 존재에의 도달은 환상일 뿐이라는 사살을 깨딘고 있었다. 결국 포

문제는 어떻게 세계를 보다 더 잘 알 수 있는가하는 것이

아니라，

조」

스트모더니스트들의

재하는 세계는 어떤 세계이며 그 세계에 가까이 가는 방법은 무엇인가하는 것이었다. rr포
스트모더 니 스트 소섣 JJ(The

Postmodernist 힘ction) 에 서 브리 언 맥 헤 일 (Brien McHale) 이 지

척하고 있듯이 모더니스트들의

언어의

허 구성 에 대 한 이 해 가

측면을 가지고 있다면，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의

인 식 콘적 인 ( epistemological)

그것은 존재론적인( ontologica l) 측면을 지니

고 있다 52)

언어의 허구성에 대한 이 두 가지 접근은 근본적인

전제블

같이하고 있더라도，

그들이

강조하는 부분은 명백히 다르다. 존재폰적 입장에서는 어느 것이 참되고 바른가라는 판단
은 불가능하다. 존재에 대한 모든 해석은 하나의 허구로서 그 나픔의

존재론적

가치플 가

지며， 각각의 가치들의 의미는 그것들 사이의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므로

어띤 것이

보다 寫實的인가하는 것은 의마없는 걸문이며， 공상과학 소설이나 환상소설도 존재에 대한
가치있는 허구로서 존재플 두드려 하나의 현실을 만드는 빙볍이다. 더우기， 공상과 환상이
존재하는 허구야말로 非寫實的인 것들이 금기시 당하는 세계에서 진징한 소설의

51) See Steven Connor , pp. 123-4.
52) Brian McHale , The Postmoder써5t

Fictioη

(London: Methuen , 1987) ,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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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문학적 텍스트에 의해서 독자들의 마음 속에 불러내어지는 세계는 문학적

tuality) ,

즉 개 체적 펀견을

η

(subjectivity) ,

내

의해서 섣계된 텍스트를 만들어

장치에

E- ~*l

ï ï 'i..!.

의해서

재구성띈

싱상력에

것이며，

‘王觀性’

의 해서 받아들여진 외계가 ‘텍스트성’

지넌 의식에

(tex-

즉 경험이 언어적 허구성을 지니고 표현된 것으로 변환띈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스트 소설』에서 멕허1 일이 예로 들고 있는 많은 소설들은 대부분 언어의 허
구성에 대한 존재본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의 소설 속에

물들은 로브-그리에의 『질투~(Jealousy) 나 『미로에서 ~(In

the

Labyriηth) 에 등장하는

들과 마찬가지로 아주 한정된 주관성을 지니고 있고， 그들의 주관성
의마는 갖지만 전혀 존재에 대한 진리가 되지 못하는， 언어에
스트성을 지난 인불플이다。 그러한 연불들은 그들이 지닌

나오는 언

인물

자체로서는 존재론적

의해서 창조되어

텍스트성의

순천히 텍

상호 交採을 통하여

삶과 삶의 의미를 建造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기꺼이 문학이라는 삶의

장르가 삶

자체와

유리되어 있음을 인정하며， 문학이 형이상학적 환상을 쫓는 작엽이라는 비난을 감수한다.
그러나 그들은 삶의 어떠한 장르도 허구이상일 수 없다고 되받으며， 그것들이 만틀어낸 존

재는 존재에 대한 虛像으로서 그 허상을 만들어 내는 언어와 언어적 표현형식의
성’

(multi-accentuality)53) 에

의 해 의 미 가 결 정 된 다고 주장한다.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이 존재의 본질은 텍스트성 (textuality) 을 며고 표현될
며， 의미는 다어조성의 공존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다，

의 주장대로， 그들은 정말 어떤 삶이 바람직한 삶인가라는 문지1 에

없으

수 밖에

그러나 멕헤일

대탑하려 하지

가? 인간은 순전히 수동적 존재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멕헤일의
저 언어에

‘다역양

。J- ù l-~
1.õ λκ 」

주장대로 삶은 그

의해서 텍스트로 바뀌고， 소섣은 그저 다양한 스타일과 목소리와 담론들이 텍

스트 속에서 자연적으로 해체와 생성이 일어나도록 자리블 벨려주는 것에
스트모더 니 스트들은 그들이 왜 소섣을 쓰고 텍 스트를 만들어 내 야 하는지
보어야 할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스트틀이
흔과 외계의

다양한 만남에

또 다른 삶의
로 이루어진

표출이듯이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엑센트’블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삶을 생각조차

불어

언어는 삶을 寫寶的으로 표출
사회가 그것의

彼f류에 있는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의

할 수 없었고， 그러묘로 기꺼이

‘엑센트’

문학이라는 삶의 창르가 삶

환상을 쫓는 작엽이라는 비난을 감

이 공존하는 세계와 함께 무한히 유연한 문학적 형식들을 어디까지

양랩할 수 없는

드

있어서 담은 문제는 이 서로 칼등하며

요

자체와 유리되어 있음을 인정하며， 문학이 형이상학적

수한다. 포스트모더니즘에

스스로에게

포

그러한 몸짓을 하는 것은 삶 자체가 인간의 영

대한 자연주의적인

하는 융윷式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불과하다면，

E

표류시갈 것인가 하는

것이다.

53) 20세기 前半에 소련의 문학 비평가 미하힐 바흐진 (Mikhail Bakhtin) 은 삶의 ‘多해]揚性’ (rnulti -

accen tuali ty )의

표현을 문학비 평 의 중요한 가치 기 준으로 삼았지 만， 그는 포스트모더 니 즘 문학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재현 불가능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해 본 듯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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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 후천이

‘修史的인 매 체 소섣 ’

(historiographic metafìction) 이 라고 명 명 했던 소설틀도

경험과 잃- 사이의 거리블 어쩔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인다.
의 『치욕MShame) ，

쌀만 루시디 (Salman

디 엠 토마스 (D.M. Thomas) 의 『하얀 호탤 dJ (The

Rushdie)

White Hotel) , 이슈

마엘 리드(Ishmael Reed) 의 『멈보 정보dJ (Mumbo Jumbo) 와 이 옐 독토로우 (E. L.

Doctorow)

의 『다니엘서 dJ (The Book of Daniel) 에서는 전통적인 역사소설의 기법이 급격히 변질된다.

그들도 소섣의 題材를 역사속에서 취하고， 역사속의 주인공을 인물로 설정하지만，
題材는 새로운 관점에서 뒤틀려지고 변조되며(falsification)

허구화된다.

그들의

‘修史的 媒體小

說’을 쓰는 작가들은 正史의 허구적 속성을 폭로하며， 역사와 허구사이에 구분을 인정하지
않고，

역사는 오직 여러가지 형태의 역사를 재현하는 담본들의

부딪침으로 의미블 드러벨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종류의 역사는 문학이다.

‘초소설’의 작가들이 사실적 기반이 없이 순전히 언어로 이루어진
실제에 부딪치게 했다면，

추상적

‘修史的 媒體小說’의 작가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순수한 자기반영성을 갖도록 했다.

직물을 짜서
역사를 문학의

린다 후천의 주장을 따르면， 모더니스트들이

자기반영

의 (self-reflexive) 세 계 속￡로 빠져 들면서 견고한 현실세 계 로부터 스스로를 유리 시 키 연서
자기반영의 세계를 존재의 원형이라고 착각했는데， 포스트모던의
적 으로 언어 적 가 공물외 에 어 떤 것에 도 관여 하지

‘초소설’ 작가들은 궁극

않는 ‘초모더 니 스트’

(ul tra - modernists) 가

되었다. 그들은 모두 현실을 텍스트성을 가진 문학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러묘로 모더니

즘이래 텍스트와 세계사이의 벌어진 고리를 다시 만들어 그것들을 연견시켜 놓은 것은 修
史的 媒體小說家들이며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이다. 그들의 소
설에 있어서는 표현된 경험의 허구성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그것과 공존하

는 견고한 세계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일단 설존하는 세계가 담론속3로

들어가게 되면 텍스트와 세계는 구분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 문학에서 사용되는 ‘시간’의 개념은 그것을 특정지워주는 또하나의 요소

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니체와 비코 (Vico)의 영향을 받아 역사는 영원한반복으로서 ‘순간은

영원하거나’ ‘주기블 이문다’고 생각했던 모더니스트들의 시간관과 역사관을 받아들이지 않
는다. 그들에게 있어서 역사는 퇴행이거나， 최소한 영원한 흐름이며， 시간은 변화를 가져오
는 動因이다.

윌리염 제임스 (William James) 에게 있어서처럼 그들에게 있어서는 경험은 시

간과 함께 무한히 확창될 수 있지만， 궁극적인 진리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경험의

펀련들은 단지 진리의 단편적인 부분 부분을 나다낼 뿐 그 부분들의 연결은 궁극적으로 믿
음의 영역에 속한다. 제임스에 의하면， 우리는 결코 알도록 놓여있는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다. 또한 우리는 전체를 구성하는 모든 부분들을 연결시켜 완전한 고려플 찾아낼 수도 없
다.

‘세징은 이따끔씩 시작되고 끝나커도 하면서 서로 평행션을 달리는 이야기들로 가득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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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54)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포괄하는 통합이란 있을 수 없으며， 우리는

전한， 영 원히 더 해 져 야 하고 손실 받기 쉬 운， ’

55)

‘영원히

불완

평 행을 이 루는 우주를 향하고 있다. 포스투

모더니스트들은 드러내놓고는 아니더라도 윌리엄 제임스의 시간에 대한 실용주의적 가정에

공감하면서， 시간은 우리들의 경험에 영원히 무언가를 더하게 하고 영원히

무언가를 빼게

하는 그러묘로 우리들의 경험에 영원한 변화를 가져올 뿐， 그것을 영원히 불완전한 상태로
있게 하는 動因이 라고 생 각한다.
프로이트의 무의식과 베료그송의

‘심리적 시간’의

발견은 19세기의

수립한 ‘절대적 시간’과 ‘절대적 공간’의 개념들을 무너뜨리고，
공간’으로 구성된 상대성을 지닌 입체적 내면공간으로

합리주의와 과학이

‘심리적

만들었다.

시간’과

‘심리적

모더니스트들은 이러한

업체적 내면공간을 그들의 예술의 題材로 삼았다‘ 그리고 거기에는 현재의

시간과 역사적

경험이 축적된 시간이 공존하고3

‘저기’가 공존

‘바로 여기’와 집단적 기억속에 내재하는

한다. 이러한 상대적 업체공간에서는 역사란 끝없는 流入이면서， 동시에 종족적 원형이 반
복되어 구현되는 공간이며， 현재의 혼돈과

무질서는 어떤

‘존재의

를’ (pattern) 에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시간을 증류하여 정지된 시간 (stasis) 을 만들어 내면，

顯現일

그것은 삶과

역사의 모든 변화를 설명해줄 로고스 (pattern) 를 드러낼 것이다. 모더니스트들은 이 로고스
의 말견을 통하여 영원성을 위협하며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난 기계적 시간을 거부
하고 예술작품의 영원성을 확보하려 했다。 모더니스트들의 작품은 대체로 흔돈의 기계론적

인 시간너머에 있는 로고스를 싣고 있는 시간을 형상화하며，

그들은 대체로 그것에

대한

메타포를 갖고 있다-‘에피퍼니’(죠이스)， ‘이미지’(파운드)， ‘침정의 곳/때’(엘리옷)，

‘동

합된 존재’(예이츠) 등. 표로우스트 (Proust) 는 『잃어벼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현재속에 잔
영 o 로 남아 현재를 결정하고 있는 ‘잃어버린 시간’을 발굴하는 작엽을 하고 있고， 엘리옷
은 ‘황무지 ’ 에 서

6기 계 론적 시 간’

(clock-time 또는 mechanical time)의 펀 린들을 ‘신화적 시

간’ (mythic time) , 흑은 ‘심리적 시 간’ (psychological time) 으로 환언하고 있으며，
와 파운드는 『율리시즈.!I (Ulysses) 와 『시펀들.!I (Cαntos) 에서

각기 현재의

간 (the times of history) 과 합류시키고 있고， 죠이스와 예이츠는 각기

죠이스

시간을 역사적

시

『피네간스의 자취』

(Fiηπegans Wake) 와 ~Bl 전 .!I (A Vision) 에 서 주기 를 이 루며 반복되 는 보펀적 인 시 간 (universal

time) 에 대해서 말한다.
포스트모더 니 즘의

문학은 무시 간성 의

형 이 상학 대 신에 기 계 흔적 시 간 (clock-time， 또는

mechanical time)의 우말성 을 강조한다. 그리 고 우발성 과 부재 성 , 불연속성 을 가져 오는 시
간과 함께 사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 스파노스 (Spanos) 가 지적하고 있듯이， 로버트 크
렬리 (Robert Creeley) 나 찰스 올슨 (Charles Olson) 같은 1950년대 미국 시인들의 작품들은

54) William James ,
55) Ibid. , p. 112.

Pragηzatism (Ne￦

York: 1955) ,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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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미 에 대 한 熟考에 저 항하는 독서 와 시 작을 중요하게 생 각한다. 파운드가 자신의 『시편들』
(Caη tos) 에 대하여 사용한 周械紀 (periplus) 라는 에다포는

이런 종류의 시들을

섣명하는데

적절하다 56) 이런 종류의 시는 무시간성을 지닌 증류된 시간을 표현하는 이미지들의 정교한

결합이라기보다는 시간성을 지난 시간의 無理致한 흐픔을 그 흐름대로 기록한 항해일지의
코너

성격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이런 시들은， 스티븐

•,

iλl-Æ
'2;-/-';

존재

(abstract

Being) 보다는

존재

구체작

(Steven Connor) 가 지 적 하고 있듯이 ,

(being-in-the-world) 를，

‘순수한 생각’

(pure ideas 휴은 pure being) 의 고정 된 본질성 (presence , essence) 보다는 불완전하지만 구
다 분히 하이 데 그L(Heidegger) 적 이 다 57) 그러

체적인 破片들의 역동성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힌 시틀은 시 간성 밖에 있는 추상적 존재의 븐질성보다는 역사 속에 융화된 존재의 우말적
특수성 을 강조하며 , 사불에 대 하여 私心이

관여 하지

, '--

약으-

후으

인간적

관여되지

편견이

않은-완전히 객관척인 행위의 가능성을 거부한다. 모든 행위는 어떤 특수한 주관적 관점
과 떤루되어 있으며 그러무로 때、e 私하지 옷하다.

따라서 無私블 가정하는 해식학의 전동은

해체되어이: 하며， 각기 독자적으로 시간을 펑단하면서 독특한 주관성을 지니게 된 텍스트
를 의마의 유회에 개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포스트모던한

작품들은 시간의

변화플 가져오

는 속성에 맞서서 완견된 예술적 매체 속에 삶을 덩어 닫고 갈무리하기보다 私心이 관여하

드

、비
、이
레비

비넉

고

그

Olson) 과 같은 미국의 블랙 마운틴(Black Mountain) 시인들，

-E

찰스

%M
MN

야얘 이띠

비이트 시인들이나，

슨 안

알렌 긴스버그 (Allen Ginsberg) 와 같은 미국의

Jω싸쩌

는 득수한 주관성을 작품속에 투사함으로써 그것을 다시 시간속으로 끌어들인다。

Antin) 같은 영국 시인들은 즉흥시 흑은 구술시를 즐걱썼으며， 역사적이지만 일시적인， 그
리고 구체적안 문맥을 지넌 인간의 진솔하고 우말적인 말로 시를 썼다.

올슨은 그의 엣세

이

리듬을 찾았으며，

“투사시학"(“Projective Verseη 에서 인간의 생체리듬에서 우주본유의

그의 생체리듬에 기초한 시학은 의미화된 말을 기초로 하는

‘언어시학’(logopoeia) 대신에

우주 본유의 리듬을 기초로 한 ‘선율시학’ (melopoeia) 을 말전시켰다. 긴스버그의 『울부짖는
소리 ~(Howl) 는 ‘생체리듬’에 바탕을 둔 것으로써，

걸고

거친

숨결 속에 순간순간 지각되

는 온갖 경험을 포용한다. 그것은 본능의 함성이며， 이성문화의 자기 목적적인

시가 아니

라 자연발생적으로 터져나온 발성으로써， 모든 기존의 인식의 볍칙과 예술창작의 원칙을 범
하고 쓰여진 시이다. 데이바드

안틴 (David Antin) 의 시 칩 『조절 ~(Tuning，

1984) 은 『지 갤

임 ~(Talkiηg， 1972) 과 함께 그 제목들 자체가 포스트모던한 시에 대한 메타퍼들이다. 그것

들은 앤틴이 여러가지 장소에서， 여러가지 경우에 있었던 즉홉의 일화들을 기억해서

모아

놓은 것들로서， 그 자신이 강조하고 있듯이 시라기보다는 기억펀 것들을 옮겨놓은 것들이
다.

포스트모먼의

‘구술시 ’

(talk poetry) 들은， 찬스 알티 어 리 (Charles Altieri) 가

56) Steven Connor , pp. 118-9 ,
57) See Ibid. , p. 119.

지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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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듯이， 추상적이고 영원한 것보다 개성적이고 우연적인 것을 소재로 하고 있우며， 모더니
즘의 추상화보다 근원적 우로 삶에 만응하는 예 술을 만들어 내 려 는 고뇌의 산물이 다.

그리

고 그것들의 효과는 의미를 전달하는 시인의 권위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과 청중을
서 로 交通하도록 通路를 만들어

주는 것 이 다 58)

포스트모던의 구술시는 아폴론적인 형식이 이완된 시로써 모더니즘의 팽팽한 형식을 지

닌 자기현현의 서정시플 너머서 촌재한다. 모더니즘의 서정시에서는 날카로운 상상력을 가

진 시적 자아가 사회로부터 스스로블 유리시키고 특수한 정황속에서 외계와 톡득한 관계를
가짐으로써 존재의 본질에 대한 어떤 통찰의 순간에

이르게

되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하

여 시인은 고통스러운 언어실험을 하게 된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의
적 자아는， 올슨이

요구했던 대로， 지각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이완된 시에서 시

‘객체’인

인간과 지각의

‘객체’일 뿐인 사물플 사이에서 우주의 운행비결을 그의 생체려듬으로 느낌 수 있는 자아
이마 감각하고 기역을 저장하고 욕구하는 ‘무의식’과 문맹과 질서플 추구하는 ι의식’의 줌

재자이다. 그는 그 자신에게서

느껴지는 생체리듬으로 우주 본유의

술’할 뿐 그것에 의식적으로 형식을 부여하지

선율을 감지하여

‘구

않는다。 59)

모더니즘의 잘 짜여진 시로부터 벗어나려는 움직엄은 서술체시 (narrative poetry) 에 대한

얼마만큼의 관용을 요구했다。 물론 요더니즘의 시대에도 서술체시는 존재했지만?

예이츠，

엘리옷， 스티븐스， 폭로스트 등의 서술체시들은 꽉닫힌 형식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 흑은
몇 개의 중요한 이미지를 중심으로 여러 개의 이미지가 찰 정돈되어 가지런한 의미를 가지
는 절대적 통찰의 시 혹은 무시간성의 틀속에 結옮을 이문 깜정을 표현하는 시었다。

트모던의 시는 보다 럴 고상하고3 보다 델 자아중심적인

것을 재제로 한 시이며，

포스

경험과

언어에 있어서 모두 느슨하고， 불연속적이며， 모양이 꽉 짜이지 않고， 불완전한 것을 적대
시하지 않는 서술체시이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시는 펀지나 잡지， 대화나 일화?
신변잡기 등의

흐트려지고 비시적인 형식의

언어를 포용한다. 퍼어로프 (Perloff) 가 지적했

듯이， 이러한 시의 창시자는 파운드와 그의 뒤를 이은 윌리염

C. Williams) 이다.

뉴스나

카를로스 윌리염죠 (William

그리고 파운드의 『시펀들JJ(Caηtos) 은 모더니즘의 바로 그 중심에서 포

스트모먼의 형식적 개방성이
『패터슨JJ(Pαterson) 은 시적인

배태되고 있음을 입증한다.
언어와 일상의

파운드의 『시펀들』과 윌리염즈의

언어의 구분을 없애고 절대권위를 지난 낭만

적 자아의 중심지향의 원칙을 무너도린다. 또한 시적 자아의 관심을 다변화시키고， 다양한
시간과 자아를 관계지움으로써， 시는 끝내 마완성의
아 있게 된다. 파운드의

장태로， 시간적

변화에 종속된 채 남

유산은 슈코프스 (Zukovsky) 와 윌리 염즈를 거 쳐， 한펀으로는 로버

58) Charles Altieri , “ The Postmodernism of David Antin ’ s Tμ꺼ηg，” ε。llege E.ηglish 48 , 1
(1 986) , p. 13.
59) Charles 01son , “ Projective Verse ," in ed. Donald Allen & Warren T?llman , Poetics 01 the
New Americaη Poetry (New York: Groγe Press , 1973) , pp. 153 6‘
•

128 美

꽤

쩔

트 크렐리와 찰스올슨의 블랙 마운틴

시인들의 시로， 다른 한편으로는 긴스버그에게서 로

버트 로원 (Robert Lowell) 과 쓴 베리만(J ohn Berryman)의 시로， 또 다른 한펀으로는 종 케

이 지 (J ohn Cage) 와 데 이 비 드 안딘 (David Antin) , 콘 실 리 만 (Ron Silliman) , 찰스
인 (Charles Bernstein) 들의 시로 결실을 맞는다. 그들의

번스타

시틀은 미완성이지만 잠재력을 지

난 경힘을， 결 5L 일어난 적이 없는 무언가플 지향하는 강험을 연출한다.

포스트모더 니 즘 문학은 ‘며 랑’ 의 시 대 가 닿은 ‘마 랑의

문학’ 이 다. 포스트모던의 문화는

삶과 언어의 모든 우「기적 에너지플 ‘소진’시키는 이성중심문화었다.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그들의 시대를 존재의

‘벼랑’으로 볼고온 로고스를 거부하고 ‘침푹’ 속 o 로 빠져들었으며，

‘딸이 존재하는 세계，’

‘창조가 모방보다 우월한 세계，’

급문화가 대중문화플 지배하는 세제，’

은 앓이어야 하는 세계，’

‘의식이 꿈을 더럽히는 세계，’ ‘고

‘부조리와 무질서가 금기시 되는 세계，’

‘모든 경험

‘시간너머의 초시간성이 있는 세계’를 당연하게 받아 들일 수 없

있다. 그들은 첨묵 • 모방 。 꿈 • 저급문화가 있는 세계， 부조리와 불합리가 존재원칙인 세
계， 모든 경험이 앓이 아니어도 좋은 세계플

만들어내어， 우리가 이재까지 알아왔던 세계

가 존재의 전부가 아님을 보여주려 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문학은 이성문화의 숭배로 현대인이 잃어버린 상상하고 꿈구고 소망하
고 환희하고， 춤추며 찬미하고， 절망하고 절규하는 인간성을 되살려 내려는 문학이다. 포
스트모더니스트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가 ‘대중사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중들
의 삶을 환유로 하지만， 그들이 대중들의 삶을 환유로 하여

까지의 자연에 대한 질서 부여가 궁극적으로는 자연의
한다는 그들의 철학이다. 그들은 20세기

말하려고 했던 것은 모더니즘

훼손으로? 역사의

중반의 어느 시기에

감자기

되행 o 료 이르게

자기들의 몸 속에서

균형을 잃은 기괴한 육신이 자라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해체와 부정의 전통을 가졌
던 버럼받은 낭만주의자들과 다다이스트들과 초현실주의자들의 전통을 물려받아， 기형으로
자라난

수족의

절단을

참을성있게 견디어내며 존재를 위협하는 파괴적인 힘에

저항하는

디오니수스적 에너지를 가지고 재생을 꾼꾸었다. 모더니스트들과는 달리， 그들은 부조리와
역설을 손재의 원리로 인식했고， 그틀이 인식한 바플

앓으로 바꿀려고 애쓰지

그것들을 질서룹게 할 존재의 블이나 로고스 갇은 것을 만들어
재의 아이러니를 아이러니로 받아틀었￡며， 그 아이러니에

않았으며，

내지도 않았다. 그들은 존

대안을 제시하려 들지 않았고，

그 아이 러니 너머 존재하는 초시 간과 초윌적 상정을 가정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들은 인간
의 경험너머， 혹은 인식과 않의 너머에 있는， 오직 민음을 통해서만 의미를 지니는 불확정

과 부재의 공간을 가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시간은 그 불확정과 부재의

공간을 채우71 위한 끊임없는 유희를 가능하게 하는 動因이었으며， 그 유희는 그만둘 수도
끝날 수도 없는 띤간의 숙병으로서 때로는 존재의 공간융

감히기도 하고 때로는 넓히기도

랙면서 끊임없이 삶에 변화룹 기저왔고， 그 변화이:딴로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닌 존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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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마었다.

5.

결

론

포스트모더 니 즘은 ‘불모의 균질성 ’ Csterile homogeneity) 을 속성 으로 하는 포스트모던한 세
계 에 관여하는 하나의 지 배적 안 방식 이 다. 포스트모더 니 스트들은 20세기 후만의

‘풍요로운

사회’ 속에서 목적의식과 창조성을 상실한 채 균질화된， 인간 본연의 모숨으로부터 벌어진

인간의 모습과， 겉으로 보기에는 기계적

에너지의

이동으로 열려있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언어의 분화와 유기적 에너지의 소진으로 꽉 닫혀있는 폐쇄회로에
다. 어떤 의미로 미국의 역사는g 그리고 미국의 뒤를 이어

갇힌 현대사회를 보았

후기산업사회를 지향하던 서구

의 역사는， 영화 『저주받은 인간~(Rain Maη) 에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듯이， 장미화원으
로부터 라스베가스의 도박장으로 자동차 길로 연결된

역사었다. 20세기

중반 서구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비인간적인 힘들을 대량 생산하는 기계문명의 여정에서 하나의 寄옳
地에 도착했다. 그곳은 삶의 도박장이었으며， 감정을 지난 인간은 없었고， 돈과 계산에 종

속된 인간만이 있었다- 그들의 세대들은 모두 ‘저주받은 인간’으로서， 도박기계의

복잡한

회로를 이해하고 계산해낼 만큼 고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치의 감정도 향유할 수

없는 자폐증 환자들이었다. 그들의 세계 속에서는 물질과 기계와 능률이 숭배되고， 가치는
전도되었 a며 3 삶과 지식과 언어는 로고스를 추구하는 매체담콘으로 감금되고 파펀화되었
다. 포스투모더니즘은 포스트모던의
서구인들이 갖게 된 자폐증의

4 이성중심문화’가 만들어온 역사의

자각이며， 그들의 세계에

폐쇄회로 속에서

관여함으로써 그 세계를 벗어나려

는 창조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스트틀이 삶과 언어의 불모의 균질현상을 속성으로 하는 포스트모던한 세계
에 관여 하는 방식 은 ‘해 체 ’ ( deconstruction) 였으며 ,

‘해 체 ’ 를 통한 삶의

accentuality) 의 재건이었다。 그들은 포스트모던의 역사로

이어지는

‘多해]揚性’ (multi

근대사의 속성이 중심

지향성이었으며， 인간의 思推하는 능력에 대한 절대적 신뢰였음을 알고 있었고， 그 결과는
인간의 抽象하는 능력에 의한 우주질서의 재구성이며，

‘최상의

허구’에 의한 존재의 호洞

化임을 깨닫고 있었다， 궁극적으로 포스트모던한 시대의 삶과 언어는 인간이 만들어 낸 삶
을 공동화하는 추상의 질서 속에 규격화되고 표준화되어 강금되고 파펀화되었다.

포스트모

더니스트들은 삶을 공동화하는 중심지향의 매체담돈을 해체함으로써 존재의 안쪽이떤서 ‘웅
장한 매체담론들’ (grand metadiscourses) 에 의해 體制의 밖으로 버려진 모든 것들의 가치를

회복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존재의 폭을 넓히고， 삶의 다양한 음조가 어울려 존재를 구성하

도록 하려 했다. 그둡운 흔돈과 무질서， 우-연과 부조리가 있는 세계에 대하여 인간의 사유
하는 능력에 의해서 지나치게 동재된 인간적 질서플 요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로고스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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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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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 우연과 부조리로 여겨졌던 것

구하는 매채담콘에 의해서 흔돈과 무질서로 여겨졌던

둘을 내면으로 흡수하연서 그것들을 보다 폭넓은 존재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수정하고， 인
내하고 극복하려 했다.
사유하는 능력에 대한 지나친 믿음에서 비릇된 이성과 과학의

요용과 남용에 대한 강한

저한은 계몽주의 사상과 헤겔 (Hegel) 의 변증볍적 역사관에 기초를 둔， 그러표로 그스스로

‘합리주의’와 ‘경험철학’이 가진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는 란시즘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맙시 즘은 하벼 마스 (Habermas) 나 제 임 슨 (F. Jameson) 에 의 하여 네 요-맑시 즘 (Neo- Marxism)

의 이릅으로 자본주의 사회속에서의 이성과 과학의 요용에 대하여 지금도 자항을 계속하고
았다. 그러나 그들온 ‘이성’과 ‘과학’과 ‘진보’에 대한 믿음을 기초로 하는 “모더니티”의
완성만이 역사의 엔투로피듭 극복하는 유일한 망법이라고 강변한다. 제엄슨은， 프로이트의
잊혀진 말견을 도대로， 역사의 모순은 일관성이 없고 사펴로부터
개인적 무의식의 회복오로는 극복된 수 없고3 역사의
힘 의 장치 로서 의

‘지 배 담폼’

유리되려는 속성을 가진

모순을 저지하게 하는 어띤 독특한

(master narrative) 의 창조에 의 해 표면화되 는 ‘정 치 적 무의 식 ’

(the political unconsciol찌을 움직이게 함으로써만 극복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맑시즘의
뒤를 이은 사상의 흐름들은 그들 자신이

지닌

이성펀향적， 보편지향적，

‘계급’(구분 흑은

위계)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을 창조하는， 개체성을 뺨象하고 전체성을 지향하는
전체주의적 속성을 지나치게 과소평가 한 듯하다.
포스트모더니즘은 ‘합리’와 ‘진보’ (progress) 의 개념을 기초로 하는 르네쌍스 이후 밥시즘

에 이르기까지의 역사관에 대하여， 그리고 ‘합리’와 ‘진보’의 참조체계를 받쳐주던 중심들
‘진리，’

‘T
。 :Z- ",
T -"1

운행법칙’(logos) ，

‘神，’

‘주체，’

‘상징，’

‘언어，’

‘역사’ 등-에 대하

여 이의블 제기한다. 포스투모더니스트들은경험과 앓의 속성을 규명함우로써 ‘과학’과 ‘진
보’의 참조체계 속에서 중심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들이
‘재현’ (representation) 이란 왜 불가능한

사상에 영향을 받았던

왜 중심일

것인지을 말해왔다.

수 없는지를 밝혀냈고，

니체 (Nietzsche) 의

그들에게는 인간이 의식을 가지고 찾아낸

‘앓’ (knowledge) 의

중심을은 중심의 바갇에 있는 것들과 마찬가지로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였다.

‘주체’도 ‘神’도 ‘진리’도 ‘역사’도 만들어진

나 ‘역사’도 다른 것들에

대하여

우월하지

해체주의

것이며， 어떤

인간적

모든

‘허구’ (lie)

‘주체’나 ‘신，’

‘진리’

못하다. 그리고 모든 경험과 그것을 표현하는

상정은 존재 그 자체를 재현하려는 유회에 불과하다. 그러무로 實在하는 세계에 대한 의미
는 어느 하나의 典型的인 유희보다는 여러 유희들의

관계 속에 있고， 實tE하는 세계에 대

한 유희에 대한 유회보다는 그것에 대한 태초의 유휘 속에
는 포스트모니즘 이전의

있다. 표스투모더니스트들에게

‘이성중심문화’는 실재하는 세계에 대한 유회의 유희이며， 그려므

시
D

E

주

삼미적 측면에서 보면， 모더니즘븐

으

로 유희의 유희로 삶을 변칠시키는 그 문화의 수사적 ‘ 철핵걱
O

지향하는

‘중심’은 해체되어야 한다.

이성중성문화의

또 다른 구현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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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고전주의 문학이나 사실주의 문학은 기계흔작
재

’ (empirical reality) 를

그들

시간과 공간 속에 한정된

‘경험적 실

특성을 f舍象하고， 반복과

문학의 素材로 삼았오며， 주관적

유사성 의 바탕위 에 서 j당{固性的이 고 보편적 인 존재 법 칙 을 記述하는 (describing) 언 어 플 찾으

려 했다。 모더니스트들은 그들이 예술의 소재로 해야하는 ‘라얼리티’는 ‘경험적 실재’이상
이며，

‘우의식’과 ‘심리적 시간’을 가진

‘심미적

실재’ (aesthetic

reality) 로서

재’ (metaphorical reality) 임을 깨달았다. 그들은 사실주의의 記述言語 대신에
일으키며’

‘은유적 실

‘느낌을 불러

(evoking) ‘암시하는’ (suggestive) 언어블 실험했으며， 그들의 언어실험의 결과는
비록 합리주

상징과 아이러니 s 음악적 언어와 회화적 언어었다. 모더니즘 미학은， 그것이

의와 경험철학을 근거로한 신고전주의와 사질주의 미학의 거부었지만， 아폴돈적인 시학의

많은 원칙들-잘 정돈된 예술의 형식， 초월적 상정을 통한 초시간적 로고스의 재현，
적 담콘’

(totalizing

discourse) 의 추구 등-을 그대 로 받 아들여

이성중심지향의 미학이다. 모더니스트들도 ‘본질 3 을 선행시키지

리，’

밸전시키고

않는다면，

있다는 점에서
‘λ1 ξ조느， 。
2. -C -C

‘무，’ 휴은 6 흔돈’에 가깜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지만， 그들은 상상랙의

지고라도 언어적 수단을 통하여
존재의

t무질서’와 ι부조리’를 넘어서

s총체

‘ T!i-;z.
:;:.L..

‘폭력?을가

존재하는 완전히 조화로운

6틀’을 찾거나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모더니즘의 詩學은 초시간적 로고스에 대한 ‘언어로 된 聖據’ (verbal
학을 통한 ‘더러운 현실’

icon) 을 만들어 문

(sordid reality) 의 초탈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포스투모더니즘

은 꽉닫힌， 자기목적적인 3 초월을 목적으로하는 모더니즘의 시학을 거부했다. 포스트모먼

의 세계는 예술을 통한 초월에 저항하고 있었으며，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초월에 저항하는
세계에 관여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야 했다. 그들은 삶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문학이 아
니라 중심지향의 문화 속에서 중섬 밖으로 밀려난 삶을 회복시키는 문학을 원했으며， 삶을
변형시키는 ‘부패한’ 상정문학 대신에

‘총체성을 결했지만’ (untotalized)

，삶과 정점을 가

진’ (tangential) 환유문학을 썼다. 그들은 모더니스트들과는 달리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문화의 程뿜으로 버려진， 환회하고 안내하고 찬미하는 인간성에서

구원을 보았오며， 삶과

언어가 지닌 인과적 속성과 영원히 함께 존재하는 우발적 속성을 강조했다. 그들은 부족의

언어블 정화하는 ‘말속의 말’ (word within word) 을 찾아내고， 야생의

에너지를 길들여 중

심을 만들며， 가치의 통일과 형식의 통제와 완결을 추구하는 모더니즘의 미학을 거부하고，

열려있는 머완성의 형식을， 농축된 의미를 지니지

못한 채 항상 진행중인 삶을 표현해 줄

‘불순한’ 문학을， 그려나 다른 어떤 삶의 장르와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이 삶의 유희에 불
과한 ‘허구”로서의 문학을 창조했다.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현대사회가 너무나

많은 ‘합리’와 ‘과학’의 신화로

자아， 사회 , 우주직 공간을 과포호1-상 태 로 만플 01

시간이

시간， 언어，

시간성윤， 꽁간이 공간성을 잃어

버렸다고 생각한다. 경험은 시간성과 공간성을 펙득함으로써

의마화되고， 그 의미는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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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 저장되며， 그 언어는 어떤 개체의

의식에

일관성과 연속성과 유기성을 부여하게 된

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째로는 개체의 창조적 의지의 상실로， 때로는 개체의 의식이
지탱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에-시간과 공간이 과포화 상태에 이르면， 시간은 영

원한 ‘지금’이 되고， 공간은 영원히

‘여기’가 된다. 언어는 개인 속에서 일관성있는 의미

를 만들어 낼 수 없게 되며， 사회속에서 의사소통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개인과 사회는
모두 자기의 현재세계 속에 가두어져

자페증적

정신분열을 일으키게

된다. 20세기 중반，

역사의 엔트로피 상태를 경험한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유기척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역사의
엔트로피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것픈 모더니스트들의 그것처럼 새로운

방법의

‘되먹임’ (feed-back) 을

생각했다. 그리고 그

‘닫힌공간’ (enclave) 을 만들어 내는 것이어서는 안

되며 과학과 이성에 의해 구분지어지고 닫혀진 공간을 보다 효과적￡로 해체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포스트모더니스트들에게는 삶은 인간의

영흔이 그것을 표준화하는 어떤

형이상학적 매개체 없이 자연스럽게 외계와 만날 때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것이며 s 언어
는 그러므로 문학은 존재의

‘다억 양성’ (multi-accentuality) 이

삶의 표면에

나타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언어적 憐式 (ritual) 이어 야 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이성과 과학에 대해， 보다 정확히

말하면 이성과 과학의 역사적 결과

인 시간， 언어， 자아， 사펴， 우주의 파펀화와 분열증에
현대인의 강박관념이며， 이성과 과학에 의한 자연의

대해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비자연화와 인간의

현대인의 콤플렉스이다. 그러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은 구분과

비인간화에

대한

간격을 허물고 존재의 자연상

태를 찾기 위하여 과학에 검탈당한 현대운명의 拍死를 막기 위하여 모든 이성과 과학의 신
화속에 담긴 이성적이거나 과학적인 속성을 정훗物로 하여

‘謝 l치쩔’ (carnibal) 를 지낸다. 그

것은 신화화 되어온 우주의 본질과 인간의 본성에 대한 근대적 가정과 그것을 담론화하는
역사， 그리고 그것들을 심미적 형식 속에 담아온 문학적 형식을을 탈신화화한다. 이

쩔’가 언제 끝났는지，

아니면 언제 끝날 것인지는 모를 일이지만， 信{때을 잡아먹는 이성의

‘謝肉쫓’가 2"-'3세기 동안 지속되었다는 사실을
다. 어쩌면 이

‘謝|치

감안하면

그렇게

쉽게 끝날 듯하지는 않

‘사육제’가 끝나기 전에 이 지구의 운명이 먼저 끝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서 구의 포스트모더 니 스트들은 그들의 세 계 에 서 심 한 ‘상실 감’

(feeling of l08s) 을 느끼 고，

그들의 세계를 ‘부조리’와 ‘우연’과 ‘블확정’에 의해 지배되는 세계로 규정하며， 그 세계
가 ‘기술적 합리주의’ (technical rationa1i sm) 의 결과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의 세계에

관여하는 방식이 바람직한가 흑은 가치있는가라는 품음에 대하여 우리는 아직 이렇다할 대
탑을 갖고 있지 못하다. 예술을 통한 부조리한 세계의

초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허

높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아직 그 세계속에 살고 었으무로 그 세
계의 모양을 정확하게 파익하지 옷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각의 야띤 흐픔에 대하여 그것에

속해있던 언어로 내란 평가는 언제나 가휴한 재평가에

종속되었다. 그것은 한펀으로는 우

133
리와 너무 가까이 있기 해문에 원래의 모습보다 지나치게
이기도 하지만， 어띤 생각의 본질에 대한 규명이

확대펀 모습오로 비춰지기 때문

마흡한 상태에서

그것에 내려진 평가가

을바르지 뭇할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려나 이러한 위험들을 전제하고 조심스럽
게 포스트모더니즘의 공과를 논의해 보는 일은 가능할 것이다。

포스트모던의 문화현상과 문화적 관행들에 대한 어떤 지배적인 태도로서의 포스트모더니
즘은 이 성 중심 문화에 대 한 저 항이 라는 ‘통합된

감수성 ’ (uni fÌ ed sensi bili ty) 에 도 불구하고，

‘가치의 문제’나 ‘談論量塵 (inflation of discourses) 의

문제’와 같은 본질적인 문제들을 해

결해야 할 과제로 남겨두고 있다， 라깡과 데리다， 그리고 푸퍼l와 같은 철학과 심리학에서

의 포스트모더 니스트들이 로고스지 향문화의 중심 이

되는 참조체 계 들을 효과적 으로 거 부하

고 있지만 그러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 보고?

‘이미’ 載斷되고 강금된 의미만을

가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정말 우리가 믿고 의지해
야할 보펀적

절대가치는 없는 것인가라는 물음으로부터

가 實在에 대 한 허 구일지 라도， 삶이

해방될 수 없다. 모든 삶과 언어

부정 할 수 없는 ‘현실’ (reality) 인 이 상， 포스트모더

니즘은 허구의 위계가 존재해야함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내일 재구성되어야 할 운명일지라
도， 오늘 그 위계를 만들어 존재에 질서와 가치를 부여하려는 노력을 의식적으로 보여야
할 것이다. 실제로 포스트모더니즘이 새로운 위계를 만들고 있고， 실제로 그 이폰이 인간

의 思堆하는 능력의 산물이면서도〉 언간이 지난 사유하는 능력의 가치를 완전히 부정하고，
그것이 만들어 낸 위계를 철저히 거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기 모순에 빠져들 것이기 때
문이다.

중심의 재건을 지향하는 맑시즘이 기존의 중섬을 파괴함으로써만 새로운 중심을 만틀어
낼 수 있었듯이， 중심의 해체를 지향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이 새로운 중심을 만들어냄으로써

만 기존의 중심을 해체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이론이 지난

아포리아 (aporia) 이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의식적으로 새로운 허구적 중심의 재건에 저항하고 있지만 사질은 자기도 모르
는 사이에 새로운 중심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 스스로가 합리성과 청당성을 파괴
하면서 그 스스로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포스트모더니즘 이폰을 공격하

는 사람들이 발견한 포스트모더 니 즘 이 론의 괄라운 패 러 독스이 다. 마단 새 렵

(Madan Sarup)

이 지척하고 있듯이작은 담콘’을 지폼으로 하고 있는 료따르 (Lyotard) 의 포스트모더니

즘론은 그 스스로가 ‘웅장한 담론’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60) 중심축을 가진 형이상학

적 사고체계에 대한 해체의 정신을 니체와 공유했던 포스트모더니스트틀이
種뺨은 모든 사고체 계 가 지 닐 수 밖에 없는 6자치 반영 정 ’

젊어져야 했던

(self-reflexivity) 이 었다.

푸1ïl가 현상계블 6 다원세계’ (heterotopia) 라고 이름지으면서

‘일원세계’ (universe) 를 부정

했을 때， 데리다가 플라돈 이후의 사고의 중심이었던 ‘이성’ (Logos) 에 대한 믿음을 해체한

60) Sarup, op. ci t., p.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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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 라깡이 프로이 드 이 후 더 욱 공고한 삶의 축으로 자리 블 굳혀 왔던

‘의 식 ’ (conscious-

ness) 과 ‘자아’ (ego) , 그리고 ‘주체’의 허구성과 불완전성을 밝힌 후에， 중심의 해체에 대
한 개 념 과 존재 의 상호 불포용성

(i ncommensurabili ty) 에

대 한 생 각은

이 제 더 이 상 궤 변이

기를 그만두고， 다원세계 그 자체플 그 이온들 속에 감금하고， 통제하며， 해석하띤서 새로
운 하나의 중심으로， 새로운 하나의 체제로 자리잡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세계와 존재의

다원성을 가시화할 수 있었먼 포스트모더니즘의 이폰들과 작품들은 문화척 다원성과 복수
성을 그들의 체계안에 감금하고， 그 체계안에서만 그것들을 설명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존

재의 다흔 한쪽에 있는 중심지향성을 체제밖으로 볼아냈다，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존재에
대한 의견의 일치 가능성을 배격하면서도， 궁극적인

권위의 실종에

을 하고3

대하여

‘총체성’을 생각할 수 없는 문화적

여건에

대하여 권위있는 선언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안목을

갖게 하는 글을 쓰도록 제 촉한다.

‘삶과 언어의 허구적 속성’을 분가피한 것으로 받아 들이고， 그 바탕위에서
체 ’ 와 삶의

‘중심의 해

‘다억 양성 (multi-accentuality) ’ 을 추구하는 포스트모더 니 즘은 중심 의 이 탈이 필

연적으로 수반하게 될 의미와 가치의 아노미

(anomie) 현상-철학적

아노마이거나 또는 언

어적 아노미-에 대해 어떤 처망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포스트모더니즘은

궁극적으로

무가치와

우질서의

흔돈된

사회밖에는 만들어

내지

1950년대와 60 년대에 새로이 등장한 소설은， 특히 1970년대의

옷할 것이기 때문이다.

소설은， 문학이론과 서로가

서로에게 섭리를 베푸는 관계를 이루며， 미국과 영국， 그리고 전 유럽을 휩쓸면서 가허 “통
합된 감수성”이라고 불러도 좋을 소설형식을 만들어 냈다. 이 시기의 소섣가들과 비평가들
은 ‘위계，’

‘닫한 결말，’

‘채현，’

‘작가의 판위’에 래한 통념을 거부하고 경험의 포현볼가

능성을 강조하면서， 독자의 무한한 자유블 강조하는， 현대비평과 완전하게

상보적 관계를

。1 루는 소설들을 썼던 것이다. 그러나 이라한 자의식적인 포스트모더니즘은 그것이 후기산
업 사회의 감수성윤 표현하는 하나의 효과적연 방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감수

성을 잔부 섣명해벨 수 없는 스스로의 한계플 지니고 있을 뿐 이니라， 왜
리는가， 왜

‘닫힌 결말’과 ‘재현’과 ‘작가의

‘위계’블 무너뜨

권위’플 거부하는가라는 근본적언 문제에 대

한 점검이 없이 남용되고 타락되었기 때문에， 찰스 뉴만 (εharles Newman) 이 지적했듯이，
곧 ‘현실’ (reality) 에 뿌리 가 없는 ‘담몬의

양산’ (inflation of discourse) 을 기 져 오게 되 었

다. 뉴만이 주창한대로， 포스트모더니즘의

비병언어와 문학언어는 모두 고의적으로 보펀

적 의미의 창조블 포기하고 끝없는 자기정당화의

나선형 사다리 속에서 모호함 위에 모호

함을 포개놓고 있었다61)

포스트모더니즘이 극복해야 할 또 하나의

난관은 그것이

전제로 하는 ‘시간’에 대한 철

61) Charles Newman , The Aura 01 Postmodernisη1: The Act 01 Fiction
(Evanston: Northwestern Univ. , 1985) , pp. 27-35.

iη aη

Age 01

lnflatioη

135

학 속에 있다. 포스트보더니스트블야 주장하는 ‘우연’에 지배되는 시간의 개념은 ‘현채，’
‘변화，’

g개방성，’

‘불확정

‘다양성，’

‘복수성’과 전통의 다변화플 강조하지만， 정말 존

재는 이러한 측면들로만 구성되어 있는가? 그들이

다변화는 ‘시간속의

주장하는 전통의

시간’에 있는 보펀적 인간성의 아릅다운 허쿠적 재현요로서의

전통이

지난 고유성의 소질

이거나 그것의 파괴블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 한편￡로는 전동의 다변화이며 그런 의미에
서의 전통의 강화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은 ‘바 동시적 인 것을 동시 에 존재’시킴으로
써 3 어떤 고유 전동을 해체하고 그것을 다른 전통에 종속시키는 결과플 낳을 위험을 갖고
있다. 다나 돌란 (Dana Dolan) 의 지 적 대 로， 그것은 일종의 섞음질하는 기계로， 그 안에 받
섞음질을 계속하는 기계이다 62)

아들인 재료들을 어떤 일정한 형체블 주지 않고 끊임없이

존 라츠만(John Rajchman) 의 에타포도 통열하다. 포스트모더니즘이란 포스트모더니스트플
이 자말적 으로 참여 하는 “생 각을 물물교환하는 세 계 규모의 시 장"( world market of ideas)
이다. 그리고 그 시장은 둔갑과 적응에 있어서 뛰어나고 중심을 이루는 이론이 없어서，
、

이

론

스트모더니즘

마치 도요다 (Toyota) 회 사가

만들어

“표

‘생 각/사고’ (thought) 라고 이

름 붙인 제품 같다. 그것은 여러군데 다른 곳에서 만들어져， 세계 도처에서 팔린다。 "63)
그러나， 포스트모더나즘이 가치의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 랍을 줄 수 없다고 해 서 , 우

분별한 수용￡로 담론을 양산해 내거나 우발적 시간을 강조함으로써 전통의 와해를 가져올

워험이 있다고 해서， 그리고 그 이론 자체에 자가당착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의 존재

플 결코 과소 평가할 수는 없다。 어떠한 논리도 존재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으며 g 어

떠 한 논리 도 ‘자기 반영 성 ’ (self-reflexi vi ty) 를 지 니 지 않은 것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포스트모더니즘이 존재함으로써 우려가 세상을 어떻게 다르게 인식할수 있게 되었
는가라는 물음에 대답하면서 그것의 功過를 평가해야 할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무엇보다

(l egitimation crisis) 64) 라고

쥬르겐

하버마스 CJurgen

Harbermas) 가 6 합법성의

불렀던 요늘날의 보펀적 문화현상에 대한

위기’

진정한 비판이며 3 그

러한 현상을 젤명하고 교정하려는 노력이었다. 사유하는 힘에 대한 철대적 믿음과 ‘절화적
지 식 ’ (narrative knowledge) 의 장실 로 시 작된 햄리 에

의한

합리 의

불신은 ‘합볍성’과 g정

당성’의 위기를 몰고왔다. 그 결과합라성’을 바탕으로 하던 모든 전통과 문명이 의문시
되었으며， 포스트모던에 속하는 문화 속에서 가치의 기준들이나 원칙들은 효력을 상질하게

되었다.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제엄슨과 같온 사회주의

비평가들과는 달리 포스트모던한

62) Dana Polan , ’‘Postmodernism and Cultural Analysis Today," in Postmoderη ism aηd its
Discontents: Theories , Practices , ed. E. Ann Kaplan CLondon: Verso, 1988) , p. 49.
63) John Rajchman , “ Postmodernism in Nominalist Frame: The Emergence and Diffusion of a
Cultural Category," Flash Art, 137 (1 987) , p.5 1. Reci t. from Steγen Connor, p. 18.
64) Jurgen Harbermas , “ Modernity: An Unfinished Project," in Postη~odern Cμ lture， ed. Hal
Foster (London and Sydney: Pluto Press , 1985 ), pp.3-15. 정정호， 캉내희 편 11포스트모더
니 즘J1， 105-2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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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지닌 속성으로 가치에 이르는 걸이

모두 차단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엄으로써 삶에

있어서의 가치의 문제블 생각하려 했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난 후에도 모든 것을 종속시키
는 절대가치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뇌했다. 이 시대의 비평이흔들은 바로
이러한 경향을 뒷받침하고 있었으며， 이것이

바로 ‘후기/탄구조주의’ (poststructuralism) 였

다. 훈기/달 구조주의자들은 모든 사람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가치의 기반을 마련하

거나 공통분모블 추출해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선언했는데 그들의 이러한 선언은 단순한
어려움의 회피가 아니라， 존재의 부조리성에 맞서는 인간능력의 한계를 굴욕적으로 받아들
인 것이다. 그들의 주장이
던

‘역사，’

‘신화，’

전통적으로 모든 가치를 생성하고 그것들의 중심으로 행세해왔

‘언어，’

‘진리，’

‘신，’

‘이성，’

‘말’(logos) 의 중심성을해체시컸다면，

그들의 목적은 해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중심들의 속성상 그것들의 해체는 불가피하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었으며， 그것들이 해체되고 난 후의

‘조그만’ 삶으로 존재의 의미를 재건

하는 것이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하나의 존재의미가 ‘합법성의 위기’를 맞은 역사에 대한 비판이었다면，
다른 하나의 의마는 현대사회 속에서 일어난 ‘문화의 폭발현상’

(explosion of culture) 을 설

명하는 하나의 중요한 방볍이었다. 현대사회 속에서는 이제까지 전혀

‘문화’라고 여겨지지

않았던 형태의 문화가 ‘문화’로서 자리잡게 되고 가시권에

됨으로써， 여러 문화

들어오게

간의 팽팽한 긴장이 야기되었고， 과학의 발달로 문화양상이

급속하게

변모함에 따라 긴장

은 빠른 속도로 증폭되었다. 가치의 전위가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첨단의 방송매체들이 결
름장치없이 가치들의 전위를 전달함A로써 s 무절제하고 방만한， 이윤과 설용과 능률을 최
고 가치 로 삼는

로 하던

‘대 중문화’

(mass

culture) 가 만들어 졌고， 지 성 과

‘고급문화’는 삶의 언저리로 밀려나게

발한’ 결과 생걱난， 능률가치 중섬의

질서 와 규율을 최 고 가치

되었다.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문화가 폭

‘대중문화’가 진동-적인 문화의

위계를 전복시컸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문화의 의미플 섣명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스
트 작가들은 그 문화가 상실한 것， 그 문화가 되찾아야 할 것， 그 문화가 속성으로 하는

것을 그들의 미학에 반영했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은 그것이

‘본질’(당위) 중심의 인식방법을 지양하고 ‘섣존’(존재)

중심의 인식방법을 고취시킨다는 점에서 서구의 사상사에 하나의

획을 긋고 있다. 전통적

인 철학은 존재 가 무엇 인가라는 ‘존재 본적 ’ ( ontological) 물음보다는 존재 가 무엇 이 어 야 하

는가라는 ‘당위콘적’ 물음에 더 깊은 관심을 보여왔다. 삶에 대한 당위흔적 접근이 현대문
명에 가져온 부정적인 결과는 삶을 채질하는 것이었다， 삶은 어떤 사회의 지배적인 ‘신념의
다발’ (ideology) 로 결러지고 표준화되어 본연의 생명력을

든 샌드위치처렴 무미하거나， 그것플로 규격화될

잃게 되어， 인공야채를

넣어 만

수 없는 자유분망하고 열정적인 위대한

정신과 ‘광기’ 속에 내재편 ‘지혀l ’플 소설하게 된다. 진정한 의미의

포스트모더니즘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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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음으로 站死시켰던 삶의 영역을 그것에 대한 존재론척 물음을

통하여 되살려내려는 노력이다. 포스트모더니스트 작가들은 사유블 바탕으로 한 어떠한 묘

사망볍이나 표현형식으로도 재언이 불가능한 것， 사유에

의해서

통제되고 관리될 수 없는

것을 묘사하고 표현할려는 욕구를 가졌으며， 다른 포스트모더니스트들도 사유의 그물로 채

질당한 삶을 존재의 테두리 안으로 다시 팔어들이려는 강한 욕구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료
따르가 “숭엄한 것을 향해 내딛는 힘찬 발결음"65) 이라고 불렀던

것이었으며 s 찰스 뉴만이

20세기 초의 아방가르드 (avant-garde) 를 모양이나 형식도 없이 존재하는 야생의 유기적 에
너지를 통제 속으로 들어 오게 하기 째문에
하케 하는 것이었다.

65) Reci t. from Steven Connor, p. 19.
66) Ibid.

‘제 2 의 혁명’ 66) 이라고 불렀던 것을 다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