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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Ál 톰 

탈근대주의의 진원자는 서구유럽이다. 자크 데리다(Jacques Deπida) , 마셀 푸코 (Michel 

Foucault) , 질르 데루즈(GilIes Deleuze) , 장-프랑스와 리오따르(Jean-Francois Lyotard) 둥 

대표적인 탈근대사상가들은 모두 프랑스가 꽤출하였고 이들의 사상에 가장 큰 영향을 끼 

친 니이체 (Friedrich Nietzsche) 와 하이혜거 (Martin Heidegger) 는 독잃 철학자들이다. 유럽 

의 탈근대주의는 헤첼리아니즘， 맑사즘， 나이체적 니힐리즘， 하이데거악 해석학과 사르뜨르 

(Jean-Paul Sartre) 의 실존주의， 레l:ll--스트로쓰(Claude Levi-Strauss) 의 구조주의 둥 서구 

특유의 사상적 흐름 속에서 잉태된 사상이다. 따라서 탈근대주의는 첼저하게 유럽 사상의 

산물이다. 그러나 탈근대주의는 막상 유렵보다는 미국의 학계에 더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1960년대 말부터 미국 학계와 사상계에 급속히 유입되기 시작한 탈근대주의는 실로 

다양한 분야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미국에서의 탈근대주의 논 

쟁은 미국 특유의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는 물론 미국이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전반 

기에 결쳐 유럽과는 판이하게 다른 철학 전통을 확립하여 왔다는 점에서 조금도 놀라울 

것이 없다. 1960년대 말부터 생성되기 시작한 미국의 탈근대주의 사상이 유럽의 그것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유럽외 탈근대주의가 첼학에 있어 

서는 실존주의， 인문학 방법론에 있어서는 해석학과 구조주의， 그리고 정치사상에 있어서 

는 주로 맑스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제시되었다면 미국의 탈근대주의는 철학계에서는 논리 

실증주의와 실용주의， 인문사회과학계에서는 경험주의적 방법론， 그리고 정치사상적으로는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내지는 대안으로 부각되었다. 또 다른 특기할 만한 사항들은 미국의 

탈근대주의가 유럽에서와는 달리 문학비평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는 여성과 인종의 문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탈근대주의는 왜 

미국에서 그토록 큰 반향을 불려일으키고 있나? 미국 사회의 어떠한 문제들이 탈근대주의 

의 비판을 설득력 있게 만드나? 왜 미국에서는 유럽에서와 달리 주로 문학 비평계나 여성 

* 이 논문은 1995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대학부설연구소 연구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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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소수민족계에 의해 탈근대주의가 적극 수용되고 있는가? 이러한 절문에 답하기 위해서 

본 논문은 우선 탈근대주의가 각각 태동하게된 정치사적， 사상사적 배경을 살펴본 후 미국 

특유의 사상적 토양과 역사적 경험을 살펴보고 미국의 사상계가 유럽의 탈근대주의를 본 

격적으로 도입하제된 역사적， 정치적 배경을 살펴본다. 그리고 난 후 탈근대사상이 미국적 

인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맥락에서 해석되고 있는지， 어떠한 학파들을 형성하고 있 

는지 또， 그 정치적 함의는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2. 미국의 사상 

미국의 전통사상은 철저하게 계몽주의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 미국 사상의 핵심은 미 

국의 역사가 곧 계몽주의적 이상을 구현한다고 생각하는 점이다. 그리고 미국이 구현하기 

시작한 계몽주의 정신은 전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미국이 선두에 

서서 발전시키는 역사는 곧 끊임없이 진보하는 인류 역사의 발전 방향과 완전히 일치하였 

다. 미국인들이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둥 모든 변에서 땀 흘려 이룩하는 성과들은 인류 역 

사의 진보 그 자체였다. 전통에 찌들어서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구대륙에 비해 

선대륙의 신생국가인 미국은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해 주었다. 유럽 

이 여전히 봉건적인 정치체제와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에 미 

국은 탄생과 뎌불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모두 급속 

히 갖추어 나아갔다. 건국과 동시에 완성된 대의제 민주주의와 양당제， 그리고 헌법에 기 

초한 사법절차는 인간이 신과 자연으로부터 동시에 부여받은 자연권을 가장 완벽하게 보 

호해 줄 수 있는 정치 체제로 생각되었다. 건국 초기부터 이미 완성된 자유 시장 경제 체 

제 역시 자연법과 인간이성의 완벽한 합작품이었다. 또 미국은 건국 초부터 끊임없이 걸출 

한 과학자와 발명가들을 배출하여 과학기술을 발전시킴으로써 인류 전체의 지식과 이성의 

발전을 주도해 나아갔다. 그리고 미국은 인간을 진정으로 해방시킬 수 있는 사상을 발전 

시켰다. 베이컨과 뉴튼， 록크 둥이 비록 유럽인들이었을지라 하더라도 이틀 사상의 진정한 

계숭자는 제퍼슨과 프랭클린， 해밀턴과 매디슨 등 미국의 사상가와 정치가들이었다. 그 결 

과 미국의 역사는 정치， 경제， 과학기술， 사상간의 완벽한 조화를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러하 

기에 미국의 제 3대 대통령 제퍼슨(Thomas ]efferson: 1743-1826) 은 자신있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었다. “태 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라는 말을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왜냐 

하면 이제 펼쳐지고 있는 인류 역사의 장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기 때문이다 "1) 

1) 제퍼슨이 조셉 프리스툴리(Joseph Priestly) 에게 쓴 1801년 3월 21일자 편지. Joyce Appleby, 
Liherali.‘m(/nd RepuhliαIIlÎsm În the IlÎstorÎωIlmagÎnatÎon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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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자유주의 이념은 철저한 이거주의와 물질주의를 도덕적 이상으로 승화시키는데 

도 성공하였다. 미국은 건전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를 갖추고 투철한 모험정신과 개척정신 

으로 무장한 젊은이들에 의해서 건설되었다. 이들은 오직 개인의 의지와 능력만을 바탕으 

로 계획성， 근변성， 성실성 둥 근대인의 모든 덕성( virtue) 을 갖추고 서부로 향하면서 광야 

를 개척해 나아갔다. 이러한 인간관은 계몽주의가 만들어낸 개인주의를 도덕적 이상으로 

승화시켰다. 미국인들은 자연으로부터 물려받은 타고난 도덕성， 정의감을 갖춘 개인들이 

자신의 지성과 감성， 능력을 갖고 자연을 개척해 나아가는 모습을 가장 숭고하고 아름답다 

고 생 각하였다. 에 머슨(R려ph Waldo Emerson: 1803-1882) , 써 러우(Henry David Thoreau. 

1817 -1862) , 휘 트만(Walt Whitman: 1819-1892) , 듀이 Uohn Dewey, 1859-1952) 둥에 의 하 

여 철학적， 문학적 완성을 기하게 되는 미국식 개인주의는 물질주의와 도덕성， 경제논리와 

개인적 윤리의 완벽한 조화를 이룩한 것이었다. 

따라서 단순히 농사 지을 땅을 찾아 미국에 온 이민자들은 모두 유럽의 낡은 세계， 구체 

제의 속박을 벗어 단지고 차유의 나라，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선 종교적， 사상적， 정치적 망 

명자인 동시에 용감한 개척자로 미화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 덕분에 19세기까지만 하 

더라도 인구 몇 백만병에 불과했던 주변국이 인류역사를 주도하는 국가를 자처할 수 있었 

다. 미국은 이제 온 인류의 자유의 땅， 약속의 땅이며 신 예루살햄이었다. 역사학자 리처드 

호프스테터 {Richard Hofstadter}의 딸을 벌자연 자유주의 사관이 그리는 미국의 역사는 

‘완벽에서 출발하여 더욱 진보하고자하는 역사’ (Started with perfection and aspired to 

progress)2l 였 다. 

인류 역사 속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특별한 위치에 대한 확신， 미국은 특수하다는 사상 

(American Exceptionalism) 은 며국이 대외관계에 있어서도 여타 강대국들과는 다른 입장을 

견지하도록 하였다. 우선 계몽주의를 바탕으로 한 자유주의의 보편성에 대한 자신은 미국 

인들로 하여금 지극히 미국적인 가치가 모든 국가와 민족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고 

또 적용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게끔 하였다. 자신들이 대표하는 가치와 체제가 곧 인간의 

해방과 자유， 존엄성과 진보를 가장 확실하게 구현하고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 

하였기에 미국의 역할은 곧 미국식 자유주의의 방어와 전파일 수 밖에 없었다. 그라고 며 

국인들은 미국식 민주주의의 확산이야말로 세계의 평화률 보장해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굳게 믿었다. 따라서 미국의 외교정책은 곧 보면적이라고 생각되는 미국적 도덕 

가치의 방어와 전파의 방편이었다. 

1992) , p. 5에서 재인용. 프리스툴리 (1733-1804)는 영국의 목사로 칼빈이즘에 기초한 당시 영국교회 

의 교리에 저항하는 매우 자유주의적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는 또 화학자로도 유명하며 산소를 최 

초로 발견하였다. 

2) Appleby, 윗책， p. 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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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국제관계가 유럽식 세력균형 (B허ance of power) 의 논려에 바탕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였다. 유럽이 나폴레용 전쟁이후 100년 동안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준 세력균형의 원리는 모든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만을 위하여 행동한다는 현실주 

의 (rea1ism) 철학에 기초하고 있었다. 그리고 평화란 다양한 국가들이 이해관계와 힘의 균 

형을 유지함으로써만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이러한 

원칙을 거부하였다. 미국은 국제관계 역시 철저하게 도덕성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져1퍼슨(Thomas ]efferson) 은 “개인과 국가는 모두 동일한 윤리에 따라 행동하는데 

이것은 서로에게 감사하고 모든 상황하에서 상호간의 약속을 지키며 서로 미-음을 터놓고 

관용을 베뚫으로써 장기적으로 서로의 이익을 증대사커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3) 그리고 

“정의롭고 장력한 공화주의 정부R를 갖고 었는 미국은 이러한 원칙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기념비인 동시에 구체적인 예”라고 하였다 4) 

물론 이러한 원칙이 미국의 대외관계에 있어서 실제로 지켜졌다는 말은 아니다. 미국이 

건국 초기부터 영토를 확장하기 시작하여 태평양 연안에 이를 때까지 미국은 그 어느 나 

라보다도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라한 자신들의 

행위를 미국인들은 역시 산이 차선들에게 부여한 역사적인 역할， 즉 자유주의 사상과 체제 

를 확산시킴으로써 인류역사의 진보를 가져온다는 맥락에서 해석하고 정당화 시켰다는 점 

이다. 그들은 루이지애나 영토를 나폴레옹으로부터 사고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학살하고 텍 

사스와 캘리포니아를 멕시코로부터 강제로 빼앗은 모든 행위들을 “선이 부과해준 운명” 

(Manifest Destiny) 의 이름으로 미화시켰다. 또 미국은 1823년에 공표한 몬로 독트린 

(Monroe Doctrine) 을 통하여 서반부에 대한 유럽국가틀의 일체의 간섭을 불허하면서 남북 

미 대륙의 종주국으로써의 위치를 굳혔다. 그러나 이 역시 미국의 자국이익의 확산이 아니 

라 미국식 자유주의 체제가 유럽국가들에 의하여 더럽혀지거나 손상되지 않으면서 발전할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자유주의 사 

상과 체제의 확산이라는 신이 부과해준 사명을 다 하는 것이라고 정당화시켰다. 켜선저 

(Henry Kissinger) 의 말처럼 미국인들은 “이처럼 숭고한 [자유주의] 원칙들과 생존의 원리 

들 사이에 아무런 괴리를 느끼지 못히 였다" 5) 

미국의 도덕주의 외교철학은 윌슨 대통령에 이르러 절정에 달하는 동시에 완성된다. 윌 

슨은 미국의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미국의 정신을 잘 이해하였고 그러한 이해를 외교정 

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였다. 그는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들이 자유의 

수호자이며 전파자라고 생각하는 미국민틀의 자부섬 내지는 허영심을 자극하는 것이라는 

3) Henry Kissinger, Diplomacy (New York: Simon & Schuster, 1994) , p. 32에서 재 인용. 
4) Kissinger, 윗책， p. 33에서 재인용. 

5) Kissínger, 윗 책 ,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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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일년전인 1913연 국회에서 행한 연 

두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미국과 다른 나라툴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 

서는 오직 하나의 원칙이 있을 뿐이며 이 원칙은 두 요소를 갖고 있는때 그것은 우리의 

명예와 세계의 평화를 지켜야 하는 우려의 엄무이다。 이러한 원칙은 새로운 협정을 맺을 

때나 기존의 협정들을 해석하는테 쉽게 적용할 수 었는 기준을 제공해 준다 "6) 그려고 그 

는 또 다른 연설에서 미국이 결코 자국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지 않는 국가라는 것을 명확 

하거1 천명하였다: “우리는 다른 어떤 나라외 힘도 무서워하자 않는다. 우리는 무역과 여타 

평화스러운 교류에 있어서 다른 나라를 사기하거다 경쟁상해로 간주하지 않는다。 우려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뜻대로 살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통샤에 다른 국가틀도 차선악 뜻대 

로 살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아무도 위협하지 않고， 누구빽 소유도 탐내지 않으며 어떠한 

정부도 전복시키려고 하지 않지 때문에 전쐐계의 모든 국가들의 친구이다 "7) 

그러나 역설적인 것은 이러한 미국의 이타주의야말로 머국으로 하여금 세계 모든 지역 

의 분쟁에 재입할 수 었는 논리를 제공하여 주었다는 점이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누구 

의 위협이나 방해도 받지 않고 우리의 원칙인 정외와 자유를 바탕으로 영위할 수 었는 원 

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 어떤 위협도 용인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원칙에 의해 

서 국가발전을 꾀할 수 있는 안보를 요구한다. 그리고 우리는 한 결음 더 나아가서 다른 

민족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한다. 우리가 갖고 잇는 재인의 자유확 자유로운 

국가발전에 대한 열정은 결코 우리자선들에게면- 영향을 주는 사건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자주독립과 정의의 어려운 질을 캠고자 하는 모든 민족을 볼 빼마다 그러 

한 열정을 느낀다.η8) 다서 말해서 윌슨이 천명한 미국의 이상주의 1 그 유명한 번족자갤주 

의는 미국의 고립을 초래하기보다는 오히려 매국이 본격적으로 국채질서의 조종자로 나서 

는 논리와 계가를 마련하여 주었다. 그리고 윌슨은 이로써 미국의 안보따 전인류의 안보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전무후무한 원척을 천명하기에 이른다. 

머국을 제 1?:} 세계대전에 참전시카는데 있어서도 윌슨은 미국이 독일로 대표되는 악한 

세력을 제거하고 셰계의 평화를 수호해야 한다고 자국민을 설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정 

신은 종전후 국제연맹 (The League of Nations) 이라는 초유의 국제기구를 탄생시커는 원동 

력이 되었다. 국제연맹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역사 미국의 주도하에 창설된 국제연합 

(The United Nations) 과 함께 세계평화를 유지하는혜 있어서 세력균형이라는 유럽식 원칙 

보다는 윌슨이 주창한 미국식 해법， 즉 국가간의 관채는 개인들간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믿 

음과 협동을 통하여 유치되어야 한다는 원칙 위에 세워졌다. 이것은 미국이 ι신이 부과해 

6) Kissinger, 윗책， p. 45에서 재인용. 

7) Kissinger, 윗책， p. 49에서 재인용. 

8) Kissinger, 윗책， p. 4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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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운명”이라는 미명하에 서부로의 팽창을 정당화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관계에 있어 

서도 숭고한 원칙과 적나라한 권력을 조화시키려는 시도였다. 

3。 미국 사상의 위기와 신좌파(New Left) 

미국은 이처럼 계몽주의에 바탕을 둔 미국 특유의 자유주의와 진보사상의 설화 속에서 

성장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위험한 사고방식이기도 하다. 우선 이러한 설화는 주류사 

관에서 벗어나는 역사와 사회의 단변틀을 모두 무시하거나 은폐한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자유주의 사관은 노예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어색하기 이를 데 없다. 제퍼슨 자신도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으면서도 미국을 자유와 평등의 나라로 묘사하는데 앞장섰다. 또한 자유주의 

사관은 철저하게 남성 중심적이었기에 역사 속에서 여성들의 역할은 축소되었고 실질적으 

로 여성들의 지위는 매우 낮을 수 밖에 없었다. 종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자유주의 

자들이 미국을 종교자유가 보장된 천혜의 땅으로 시종일관 미화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실 

제 건국 초기의 미국사회는 다양한 종교들이 불편하게 공존하고 있었다. 특히 미국의 건국 

이념의 하나라고 하는 청교도정신은 호오던 (Nathaniel Hawthom: 1804-1864) 의 F주홍글씨』 

(The Scarlet Letter) 에서 볼 수 있듯이 사실 매우 배타적이고 근본주의적인 종파로써 청교도 

들이 건설한 마을들은 획일적이고 억압적인 율법에 근거한 삶을 주민들에게 강요하였다. 

인종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은 흑인 노예들 이외에도 신대륙의 원주민이었던 아메리칸 인디 

언틀을 학살하고 그들의 땅을 빼앗으며 팽창하였고 그 밖에 남부 유럽과 동아시아계의 이 

민들， 유태인들을 철저하게 차별하는 가운데 성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모순들은 미국이 급속히 팽창하던 18-19세기， 그리고 20세기 전반 

부 까지는 정치적 문제로 사회전변에 부상하지 않았다. 건국에서 서부개척시대， 제 1, 2차 

세계대전에 이르는 200년에 걸친 미국의 역사는 여러 사회 모순 속에서도 식민지 시대를 

극복하고 세계 최강국으로 발돋움하기까지 건국이념을 설현해 나아가는 과정으로 묘사될 

수 있었다. 그리고 제 1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국제무대의 전면에 나선 미국은 

제 2차 세계 대전을 통하여 세계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196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여전히 인류이상의 대변자의 역할을 자처하였다. 미국은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가장 평화 

스럽고 풍요로운 시기를 맞이하기에 이른다. 베이비붐과 록앤롤 음악， 전쟁 영웅으로써 인 

자한 웃음을 띠면서 골프치는 것이 장기였던 아이젠하워 대통령， 집집마다 보급되기 시작 

한 텔레비전과 냉장고， 자가용， 그리고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전원도시 (suburb) 에서 

의 삶은 모두 이 “행복한 날들"(Happy Days)을 상정하는 것이었다. 미국이 갖고 있던 자 

신감과 미래에 대한 낙관은 젊고 유능할 뿐만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는 세계 어느 곳이든 

지 가서 싸우겠다”며 “세계의 경찰” 역할을 자임한 케네디 대통령의 당션을 통하여 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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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고조되는 듯 했다. 케네디 대통령은 자유주의의 이상을 위해서 공산주의와 싸우면서 쿠 

바 미사일 사태를 돌파하였고 과학정신의 가장 극적인 표현이 될 달 탐사 계획을 발표하 

고 보면박애주의를 위해 평화봉사단을 발족시켰다. 

그러나 20세기 후반부에 틀어서면서 미국의 자유주의 설화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기 

시작하였다. 흑인인권운동， 월남전 개입， 반전운동 동은 미국을 엄청난 정치적， 경제적， 사 

회적， 도덕적 혼란에 빠뜨리기 시작하였다.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이 그 서막을 장식한 60년 

대의 혼란기는 곧 미국의 이상주의적이고 낙천적인 자유주의 사관과 정신의 붕괴를 뜻하 

였다. 마틴 루터 킹 목사(Martin Luther King). 말콤 엑스(Malcom X) 둥의 지도자에 의해 

주도된 흑인 인권 운동은 미국사회가 얼마나 지독한 인종적 편견에 젖어 있고 억압적 구 

조를 갖추고 있었는지를 충격적으로 보여주었다. 월남전의 참상은 정치지도자들의 오판과 

미국국민들의 단순한 자유주의 이상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고 다른 민족에게 크 

나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는가를 가르쳐 줌으로써 미국의 자유주의 이념에 돌이킬 수 없 

는 상처를 입혔다. 미국이념의 확산을 위한 정의로운 전쟁으로 시작된 월남전은 미국의 대 

외정책이 약소민족들의 생존과 권리， 자결권을 보호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국제전략 

을 위하여 얼마든지 희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자신들이 어려서부터 배 

워온 미국의 이상과 실제 사회 간외 과리를 몸소 체험하기 시작한 젊은 세대들은 미국의 

자본주의와 과학주의， 이기주의를 철저하게 비판하면서 히피 운동이라고도 불리우는 반-문 

화 운동~ (Counter-culture movement)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에게 미국은 모순과 음모 

에 가득찬 가성세대들이 구축한 거대한 허구에 불과하였다. 킹 목사와 로버트 케네다의 암 

살은 미국의 도덕적 파탄을 더욱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70년대로 이어지는 미국사회의 혼 

란과 정체성의 위기는 월남전 지출로 인한 재정 파탄과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이어지면서 

그 극에 달한다. 석유파동과 디플레이션으로 대변되는 70년대 미국의 경제상황과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사임을 불러온 워터게이트 사건은 미국사회의 경제적， 정치적 파산을 

의미하였으며 건국이념인 자유주의 이상의 붕괴를 뜻하였다. 

이처럼 601건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의 자유주의 건국이념은 국내 정치적으로나 외교정책 

에 있어서 시험대에 오르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건국설화에 대한 비판과 자기반성을 꾀하 

던 미국의 지삭인 사회는 자연히 이미 오래 전부터 근대사상과 계몽주의에 대합 비판을 

진행시켜 오던 서유럽의 사상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미국정신에 대한 비판은 우선 좌익진 

영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미국의 신좌파(New Left)는 서구 맑스주의 (Westem Marxism) 의 

영향을 받으면서 50년대 말부터 비평계를 풍미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동구유럽의 

맑시즘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서구 유럽식 공산당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다. 며국 

과 같이 자본주의가 뿌리깊이 내려 있는 사회에서 공산혁명이 곧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들은 비평의 초점을 자본주의가 견고하게 자신을 유지할 수 있는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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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찾는데 맞추었다” 그 결과 이들은 생산양식의 변천과 같은 ‘하부구조’ 보다는 문화 또 

는 이데올로기 같은 ‘상부구조’에 대한 분석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선좌파는 문화， 예술 

적인 부문， 특히 모더니즘(Modemism) 이 미국의 성숙하고 견고한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하 

고 전복시키는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믿었다. 좌파형식주 

의 (Left F ormalism) 에 의하면 예술이라는 형식은 부르조아 이데올로기의 틈새， 약한 곳， 

모순된 곳을 파헤쳐 볼 수 있는 방법을 제공 해주었다. 모더니즘 예술을 비-스탈린주의적 

혁명 행위의 엘종으로 간주하였던 셈이다. 또 루카치 (Georg Lukacs) 와 프랑크푸르트 학 

파는 이들에게 부르조아 자본주의 문화가 자체적으로 사회적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 있다는 허위의식을 생성시키고 그럴듯해 보이는 가짜 해갤책도 쩨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나 자본주의 문햄는 사회적 모순이 존재한다는 것 

을 시인하면서도 그러한 모순들이 사회， 경제적인 요인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부인한다. 따 

라서 사핵 벼평가의 역할은 자본주의가 자체적 모순을 해소할 수 있다면서 제시하는 가짜 

해결책의 허구성을 밝히는 동사에 자본주의 문화가 자체의 힘으로는 결코 해소할 수 없는 

구조적인 모순을 캐내는 일이며 그렇게 할때 자본주의의 기반을 흔틀고 해방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해였다. 

신좌파주의의 또 다른 특정은 모든 사회적 모순이 하나의 근본적인 모순으로 소급 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는 점이다. 이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모순이 생산양식이나 계급 

간의 갈풍과 같이 하나의 근본적인 모순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차원에서， 다양 

한 구성원툴 사이에 비연속적으로 산재해 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신좌파주의자들은 

‘정통’ 맑스주의와는 달리 더 이상 프롤레타려아를 혁명의 주체로 상정하지 않았다. 사회 

모순에 대한 대항은 노동자 계급 대선 유색인종， 여성， 대학생 등， 그 중에서도 특허 선분 

상숭이 가능한 계층을 중심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하나의 모순에 대한 

한 계급을 중심으로 한 투쟁보다는 다양한 모순에 대한 불확정적인 저항과 투쟁은 결코 

기존 체제에 의해서 흡수되어 버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였기에 오히려 지엽성 

(marginality) 과 부정성 (negativity) 이 강조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지식인의 역할에도 매 

우 큰 변화를 가져왔다. 모든 사회적 모순이 하나의 원인에서 찾아질 수 있고 그것을 찾아 

내는 것이 지식인의 역할이라는 정통 밝스주의적인 입장을 버린다면 지식인이 더 이상 억 

압받는 특정 계급이나 민중을 대변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다른 인종이나 계급을 대변한 

다는 것은 지적인 교만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된다. 이라한 생각 역시 미국 특유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인데 특히 흑인 지도차들과 흑인 민중의 주도하에 전개된 흑인 인권 운동은 백 

인 ‘주류’ 지식인들로 하여금 자신틀이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앞장서서 투쟁한다고 생 

각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 버렸다. 그 대선 흑인 인권 운동이 백인 지식언들에게 가르쳐 

준 것은 백인 지식인 자신틀도 인종차별주의적인 이터1올로기의 희생양들이었으며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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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것은 흑인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 역사 인종차별주의적 이떼올 

로기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따라서 모든 지삭인들은 특정 계급을 중심으 

로， 또 특정 계층을 위하여 투쟁하가보다는 각자가 자신이 처해 있는 위치에서 억양과 모 

순적 이데올로기에 저항해야 한다고 생각하지에 이르렀다. 즉 “혜의% 또는 “대표성” 

(Representation) 의 문제 가 채 기 되 기 시 작한 것 이 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식은 미국의 지식인들로 하여금 맑스주의를 뛰어 념을 수 있는 사 

회비평의 틀을 모색하게 하였고 자연스럽게 이미 유럽에서 맑스주의와 구조주의에 대한 

비판을 전재하고 있던 탈근대주의에 관심을 갖재 하였다. 다시 얄해서 신좌파는 마국의 자 

유주의를 비판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탈맑스주의적 p 인 문제의식을 배태시켰고 이려한 

비판이론을 보다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던 탈근대주의가 미국의 사상계에 급속허 퍼질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해 주었다. 탈근대의 이론이야말로 지엽성파 부정성， 그려고 대표생에 해 

한 철학적 고찰을 주제로 삼고 있었거 때문이다. 그러면 여기서 탈근대주의의 태풍꾀정을 

살펴보자. 

4。 용혐의 달근태주으1: 니아체| 

탈근대주의는 근대사상， 즉 계몽주의에 대한 비판을 그 골자로 한다. 서구 유럽에셔는 계 

봉주의 사상에 대한 비판이 일찌 71 제 1차 세계 대전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샤작 

하였다. 유럽은 나폴레옹 전쟁 이후 l세기에 가까운 평화를 누리면잭 눈부산 발전을 거륨 

했다. 계몽주의 사상과 산업혁명의 성공으로 얻은 인간 이성과 진보에 대한 무궁한 낙관과 

희망은 유럽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문명에 대한 자선감과 우월감을 잦게 함으로써 제국주 

의 팽창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그랴냐 유럽문명에 대한 자선감은 20세기에 들어오멸서 

여자없이 깨지고 말았다. 제 1차 세계 대전은 유럽인들에제 계몽주의시대 이후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놀라운 발전을 거듭해온 근대문명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을 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전쟁 중에 사용된 독가스， 거관총， 탱크 풍의 선명지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물처럼 퍼진 철도망과 새로운 수송 

체계는 병력과 물자의 이동을 전에 없이 원활히 해줌으로써 수 많은 젊은이틀을 매우 효율 

적으로 전선으로， 그리고 죽음으로 내볼았다. 합리적인 관료체제와 고도의 효율성을 갖춘 

사회， 경제 체제는 유럽 국가들의 전쟁수행능력을 제고시컴으로서 무의미한 살상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경힘을 통하여 유럽은 근대문명에 대한 근본적 

인 회의의 계기를 마련한다. 슈팽글려의 서구몰락론， 하이데거의 존채론，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학 동은 모두 서구가 이룩한 근대문명의 철학적， 정선적 거저를 파고들면서 철저하게 

비판하였다. 그 결과 유럽은 근대문명을 비판하는 다양한 사상을 꽃피우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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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곧 이어 불어닥친 제 2차 세계 대전은 계몽주의로 대변되는 근대사상과 체제의 

파탄을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다. 나찌즘의 광기는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근간 

으로 하는 근대사상의 결과치고는 너무나도 처참하였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러한 전체주의 

가 근대사상으로부터 나올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해서 칸트와 헤켈， 맑스의 고향이면서 

가장 합리적이고 교육수준이 높은 독일이 그러한 참혹한 역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인 

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서구의 수 많은 사상가들은 전체주의의 역사와 사상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나찌즘에 대한 대안으로 많은 지식인들이 맑스주의를 택하였다. 그러 

나 말스주의 역시 적절한 대안을 제공해 주지 못하였다. 1950년대 말에 이르러 그 동안 소 

문으로만 들려오던 소련 체제의 비인간성이 솔제니친의 『수용소 군도』가 출판됨으로써 그 

실상이 낱낱이 밝혀지면서 서구 지식인들은 또 다른 형태의 전체주의의 광기에 다시 한번 

전율할 수 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과연 왜 이러한 체제와 정치행태가 나오는 것일까? 왜 

‘인간풍심주의’를 표방하고 출발한 근대의 종말이 광기 어린 대학살과 전대미문의 비인간 

적인 정치체제인가? 과연 서구 근대의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가? 유럽의 탈근대 사상가 

들은 근대문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근대사상의 인식론과 존재론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들은 데카르트， 갈릴레오， 베이컨， 뉴우턴 등에서 출발하여 록크와 몽테스큐， 칸트에 이르 

러 완성되는 근대사상이야말로 서구문명의 파탄의 근원이라고 진단한다. 특히 근대 사회의 

위기가 중세의 신중심 세계관을 파괴하면서 인간을 몰가치한 세계로 내 몰아버린 근대사 

상， 그리고 의미가 사라진 세계에서 허무주의에 시달리면서 마음의 안식처를 찾으려고 몸 

부렴치는 근대인이 인류를 점차 파멸로 이끌고 있다는 나이체의 진단은 이들의 문병비판 

의 기저를 형성하고 있다. 그렇다면 근대사상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태동되었는가? 

g모든 생물체들은 이성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들까지포 모두 그 궁극적인 존재의 원인 

이 하느님에 의해서 규정된바， 그리고 그들은 모두 하느님을 닮았다는 점에서 그 궁극적 

원인을 달성한다고 할 때 지식을 갖춘 피조물은 신과 보다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 

것은 곧 신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성을 갖춘 생명체의 궁극적인 존재의 원 

인은 바로 신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것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로 중세 기독교적 인식론 

을 잘 보여준다. 그렇다면 신의 의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중세의 인식론에 의하면 세 

계는 신의 피조물이고 따라서 신의 표시 (sign) 였다 우주는 곧 신의 의지가 쓰여져 있는 텍 

스트(text) 와 같은 것이었고 피조물의 의무는 그 신의 의지를 읽어내는 것이었다. 그렇다 

면 세계가 담고 있는 신의 뜻은 어떻게 원어 낼 수 있는가? 중세인식론에 있어서 지식의 

핵심은 닮은 것 (resemblance) 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텍스트를 읽어내고 해석하는 것은 닮 

은 꼴들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푸코는 이러한 인식론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닮은 꼴 

이야말로 상정물들의 작용， 눈에 보이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사물에 대한 이해를 가 

능케 하였고 그러한 이해를 표현하는 방법도 조정하였다. 우주는 안으로 접혀있는 셈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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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땅은 하늘을 비쳤고 사람의 얼굴들은 별에 반사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식물들은 그 

줄기 속에 인간에게 유용한 비밀들을 간직하고 있었다 따라서 중세의 ‘과학서적’에는 다 

음과 같은 구절들을 찾아 볼 수 있다. 

별들은 모든 초목의 모태이다- 창공에 빛나는 하나 하나의 별들은 모두 어떤 한 식물의 영 

적인 모형이다. 별은 그런 식으로 그 식물을 표상한다. 도한 각각의 풀 내지는 초목들이 하늘 

을 쳐다보는 지상의 별인 것처럼， 각각의 별들은 오직 질료 상에서만 지상의 초목들과 구별되 

는 영적인 형상을 지년 천상의 초목이다. 이 천상의 초목들은 지상에로 지향되어 자기들이 산 

출한 지상의 초목들을 내려다보면서 그들에게 어떤 특수한 덕목을 불어 넣는다 9) 

따라서 앓이란 곧 이처럼 도처에 널려 있는 신의 뜻을 읽어내는 것이었고 그러한 표시 

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창조의 선비， 조화로운 창조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었다. 

하느님이 인간을 위해 창조하신 것과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숨겨져 있는 것은 하느 

님의 의지가 아니다 .... 그래서 하느님은 어떤 사물들을 숨겨 놓았으면서도 특별한 형식의 외적 

이며 가시적인 기호들 없이는 아무 것도 존재할 수 없게 하셨다 - 마치 보물 단지를 묻어 놓 

은 사람이 그것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매립 장소에 표시를 해 놓는 것처럼 말이다 10) 

그리고 이러한 신의 뜻은 기호(sign) 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선 속에 감추어진 모든 것을 기호들과 표출된 상응물들에 의해 발견해 

야 한다.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만이 우리는 가축들의 모든 속성과 돌의 내부에 있는 모든 것 

을 찾아낼 수 있다. 인간이 결코 발견할 수 없는 바다의 갚은 곳에나 하늘의 꼭대기에는 아무 

것도 없다. 너무 광활하기 때문에 인간의 시션으로부터 내부에 숨어 있는 것을 감출 수 있는 

신은 있을 수 없다. 선이란 상응하는 기호들에 의해 인간에게 드러나기 마련이다 11) 

그러나 근대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신비의 세계， 신의 뜻이 흠빽 배어 있는 세계는 허물 

어지기 시작하였다. 

서구 근대사상은 인간을 ‘세계’로부터 분리， 독립시키는 데서 출발한다. 이성 (Reason) 

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 확인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 (objective fact) 만을 참된 지식으 

로 인정하고자 한 근대의 인식론은 인간과 세계 사이에 뛰어 념을 수 없는 벽을 쌓기 시 

9) 크롤리우스(Oswald Croll, 1580-1609) , Trllited，ι‘씨~llatures， 미첼 푸코 저， 이광래 역 r말과 사물J (서 

울: 민음사， 1987) , p. 45에서 재인용 

10) 파라셀수스物↑앤i論 九寶J. 푸코， 윗책， p. 52에서 재인용. 

11) 파라셀수스， Archùilλ… maglα1， 푸코， 윗책， p. 5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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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였다. 신앙， 전통， 관습， 선배들로부터 배우고 불려받은 모든 형태의 지식을 미선이거나 

불확실한 것으로 치부하고 의심할 수 없는 지식의 근거를 자신띄 이성(cogito)으로부터 찾 

고자 한 데차르트의 인식론이나 ‘외부세계 9 를 보다 정확히 ‘관찬’ {observe} 하기 위해서 인 

간과 자연계 사이에 망원경이라는 지제를 삽입시칸 갈릴레오의 과학은 모두 중세로부터 

물려받은 일원론적 세계관을 허물고 주체와 객체， 또는 인간과 바깥세계를 철저하게 구분 

하는 근대 인식론을 형성시켰다. 

근대 인식론의 지초를 마련한 데가르트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주체의 이성을 강조한 이 

유도 매우 종교적인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주체의 내면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자신을 외부세계로부터 분려시키는 스토아적인 행위， 또는 영흔외 대떤세계를 들여다본다 

는 예수회적인 행위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모두 우주와의 조화를 꾀하고 선 

의 뜻을 알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매우 총교적언 행위로 이해될 수 있었다 12) 

그러나 근대사상은 곧 데차르트의 인식론에서 모든 종교적인 요소， 신비적인 요소를 제거 

해 나가지 시작하였고 급기야 개인은 신의 피조물로써 신의 모습을 닮온 윤리-도덕적인 

존재가 아닌 오직 객관적인 지식만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제 지식의 목적은 온 

세상에서 신의 뜻을 읽어내고 창조의 조화를 체험하고 존재의 젤서 속에서 자선의 위치를 

깨닫기보다는 6사실’ (fact) , ‘개념’ (concept) , ‘관념， (idea) 을 찾아내고 발견하는 것이 되어 

버렸다. 

데카르트가 발견한 인간의 이성은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존재로써 이제 ‘객체’가 

되어버린 외부 세계에 대한 ‘객관적’ 인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지식의 목표가 되어 버렸다. 

지식의 궁극적인 목적은 외부세계의 표상들을 내면의 이성에 그대로 반사， 복사， 재현 

(represent)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갈릴레이의 망원경과 현미경은 사물을 보다 자세히 관찰 

하고 ‘객관적’ 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주었지만 이 새로운 과학기구들은 역설 

적이게도 주체와 객체 사이에 끼어옮으로써 역시 데카르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체와 

객체를 철처히 이분화 시켰을 뿐만 아니라 주체가 외부세계를 관찰하는 통로 또는 빙볍을 

제공해 주는 동시에 그 자체가 외부세계를 굴절 또는 왜곡시킬 수 밖에 없었다. 다시 말해 

서 주체와 객체가 분리됨으로써 모든 밟은 보다 ‘객관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었지만 또 

동시에 완벽하게 ‘객관적 p 인 지식은 불가능하게 되어 버렸다. 

그러나 동시에 이제 선이 사라져 버린， 선야 죽어버린 세계를 책임 질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인간은 세계를 철저하게 자션의 것으로 만들어 나아가 

고자 노력하기 시작하였다. 근대인에게 자연은 이제 인간의 이성이 간파할 수 있는 객관적 

인 법칙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기계와 같은 것이 되어버리고 인간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12) Seyla Benhabib, SiliιII[씨 Ihc Sι1I (New York: Routledge, 1992) , p.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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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자원의 보고’ 가 되어버려거나 그들이 자신의 미적 감각을 충쪽시키기 위해서 감상 

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되어버렸다. 이제 우주의 모든 것은 인간이 따음대로 이용하고 조 

작할 수 있는 대상물이 되어 버렸다. 그려나 산이 사라진 세계에서는 곧 진라도 담보 받을 

수 없게 된다. 세계가 만일 창조주에 악해서 창조된 것이 이-니라변 인잔의 인지능력이 세 

계를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있다는 보장이 사라진다. 중세에 모든 창조물이 서로 닮은 꼴 

이었고 궁극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었던 반면 근대에는 세계의 사물들이 꼭 인간의 지 

식체계에 의해서 완벽하게 묘사되라는 법이 없어진다. 인간과 세계간의 “예정조화설p 이 사 

라지게 된 것이다. 그러지애 인간은 더욱더 셰계를 자신의 인식능력과 볍위， 체책 안에 컵 

어넣으려고 애를 쓴다. ‘짧에의 의지’ 는 곧 세계를 인간이 원하는 형태로， 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결과를 낳게 된다. 신이 사라진 세체 속에서 앓이란 

더 이상 ‘닮은 꼴’ 을 찾아내고 ‘얼치’ ( correspondence) 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대상에 

하나의 유형을 덮어씌우는 것이 된다. 그러냐 물론 아무려 인간이 쩨계를 자신의 확도애로

해석하고 바꾸고 정복해 나아가려 해도 모든 망원경과 현마경이 그 대상물을 굴절샤철 수 

밖에 없듯이 창조된 천지가 제공해 주던 진리， 확설한 앓， 혼연일체가 되는 앓이란 불가능 

해진다. 그리고 이 사실， 이 불확실성 (uncertainty) 은 근대인의 마음 한구석에 늘 자리장고 

있으변서 근대인의 영혼을 괴롭힌다. 데카르트 철학이 비록 ‘확실성’ 을 찾아서 모든 전통 

적인 형태의 지식을 의심해 보면서 출발하였지만 그의 회의주의 (skepticism)는 그의 철학 

의 출발을 장식하는데 그쳤던 것이 아니라 쩔국은 극복하지 못하는 섭연이 되어 버린 셈 

이다. 이러한 불확실성과 근본적인 회의주의에서 파생되는 불안감은 근대인을 더욱더 자신 

과 자선이 고안한 제도를 바꾸고， 조직하고 해방시키고， 조직하고， 생산하고， 재조하고， 규 

범화하고， 강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개선하고 혁명적으로 개조하는 작업을 광적으로 추천 

하도록 한다. 니이체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두 세기의 역사이다. 나는 앞으로 다가올 것， 

다른 형태로는 올 수 없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니힐리즘의 도래이다. 이러 

한 미래의 증표는 오늘날도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리의 유럽 문화는 이머 꽤 오랜 동안， 

날로 커가는 고통스러운 긴장을 안고 대환란음 향해 웅직이고 있었다. 안절부절하며， 폭압적으 

로， 마치 끝에 도달하고 싶어하는 강처럼， 더 이상 반사하지 못하는， 아니 반사하기를 두려워 

하는 강물처럼 13) 

근대인은 신이 제공해 주었던 진리， 확실성을 자신의 여성을 통하여 확보해 보고자 필사 

13) Friedrich Nietzsche, The Will to PO\l'er, trans. by Walter Kaufmann and R. J. Hollingdale (New York: 

Vintage Books, 1968) , n. 2,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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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노력한다. 니이체가 말하는 허무주의가 도래하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그러한 정조 

가 보이지 않도록 투쟁하는 가운데 엄청난 폭력과 정복을 자행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인식능력과 범위 속에서 이해되고 해석되지 않는 것들은 ‘타자’ 

(the Other)로 치부해 버린다. 타자란 곧 비이성적인 것， 비정상적인 것， 병든 것， 변태적인 

것， 병신， 질병， 정신병， 부자유로 묘사되기 시작하고 따라서 합리화되고， 정상화되고， 도덕 

화되어야 되고， 고쳐져야 하고， 처벌받고， 규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허무주의의 도래를 

막으려는 근대인의 필사적인 노력은 모든 것， 모든 사람을 정교한 질서와 체계를 갖춘 체 

제 속에 가둬 놓고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인간의 능력을 계발하는 방법인 양 자신과 남 

들을 속이고자 하는 행위로 나타난다. 근대 관료주의 국가와 자본주의는 바로 이러한 근대 

인의 노력의 산물이다: 

우리가 이제 완벽하게 바라 볼 수 있는 그 첫 길 위에는 일종의 적응，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중국적인 상태의 극치， 본능의 겸손， 인류를 낮추는 데서 희열을 찾는 그러한 상태가 도래한 

다. 말하자면 인류가 정체된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곧 전 지구를 하나의 

공통된 경제적 경영 능력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피할 수 없다. 그렇게 될 때 인류는 

고작해야 이 경제를 위해 존재하는 기계로서밖에 의미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이 경제는 거 

대한 시계와 같이， 점점 더 미세하고 보다 부드럽게 ‘적응’ 된 톱니바퀴들로써 구성된 기제로 

써， 끝없이 확장되다 못해 넘치기 시작하는 정복력과 명령할 수 있는 힘을 갖춘 것이며， 엄청 

난 힘을 갖고 있는 총체이면서 그러나 그 개별적인 요소들은 최소한의 힘과 최소한의 가치밖 

에 가질 수 없는 그러한 것이다 14) 

계몽사상은 암흑시대를 이성의 밝은 빛으로 비추면서 인간을 미신과 비이성이 판치던 

미개한 상태로부터 이성과 자유， 해방의 시대로 구출해낸 것이 아니라 신비로 가득한 세 

상， 존재의 의미를 제공해 주던 세계를 파괴하면서 인간에게 정복과 허무한 권력으로의 의 

지만이 난무하는 세계를 선사해 주었을 뿐이다. 

5. 데리다와 해처|이론 

이제 탈근대주의가 왜 1960년대 미국의 지식인들에게 그토록 매력적으로 다가왔는지 알 

수 있다。 건국 이후 200여 년 동안 서쪽으로 뻗어 나가면서 새로운 영토를 개척하고 강대 

한 국가를 건설하면서 자유의 햇불로 자처하면서 전세계에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려던 

미국의 정신은 바로 니이체가 철규로써 비판하던 근대인의 허무한 몸짓과 파괴， 정복의 역 

14) Nietzsche, 윗책， p.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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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였으며 인류의 성숙과 성장이 아닌 몰락， 가장 저급하고 보잘 것 없는 존재상태로의 전 

락을 뜻하였다. 따라서 이때부터 근대사상에 대해 다양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던 탈근대주 

의 이론들이 미국 사상계에 속속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서구형이상학과 

근대사상에 대한 니이체의 해석을 출발점으로 자신들의 사상을 전개 데리다와 푸코의 이 

론은 미국사회와 사상계의 문제점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각광 

을 받기 시작하였다. 

해체주의의 태두인 데리다 (Jacques Derrida) 는 a텍스트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Il 

n’ y a pas dehors text) 라고 하였다. 포스트모더니즘의 표어와도 같이 되어버린 이 말은 과 

연 무엇을 뜻하는가? 데리다는 서구의 철학이 항상 “글"( writing) 보다는 “말>> (speech, 

]ogos) 를 중시하는 말중심주의(Iogocentrism) 에 사로잡혀 있다고 한다. 기독교 성경의 “태초 

에 말씀이 계셨다n라는 귀절과 플라톤의 이데아(idea) 론에서 볼 수 있듯이 서구의 사상은 

“말씀n을 통한 교통만이 진정한 의미의 전달을 가능케하며 따라서 “글”이란 것은 “말”을 

직접 들을 수 없는(신의 현전을 직접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부차적인 수단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글R 이란 불완전한 &애체 η 이며 매개이기 때문에 “말씀η 이나 a이데아”와 

갇이 직접적이며 완벽한 의미 전달의 수단은 될 수 없다. 이러한 사고는 성경이나 그리스 

의 철학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인들이 수학， 논리학， 기하학을 가장 a과학적”이고 

가장 “객관적”이며 따라서 ‘진리 η( 최소한 실재를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는 점에서)에 가장 

가깝게 접근하고 있는 학문들이라고 간주하는 사고방식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사회과학 

자들이 가급적이면 복잡하고 의미전달조차 제대로 되지않는 g말”을 하지 않고 수학공식과 

형식논리만을 이용하는 “과학적 e 방볍론을 도입하고자 노력하는 것도 “말씀중섬주의”의 

일환이다. 

그렇다면 데리다의 a텍스트(글)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라는 선언은 수천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유대-그리스의 사상과 현대인을 사로잡고 있는 과학주의적 사고방식의 가장 기본 

적인 가정을 뒤집는다. 그는 창세기에서부터 현대과학에 이르기까지 서구인들이 이상으로 

삼았던 무매개적 의미 전달이란 불가능하다고 한다. “의미중심주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미가 무매개적으로 전달 가능하여야 한다. 즉， 의미는 “말”이든 “글”이든 매개체에 담겨 

있지 않고 물체， 사물， 현상세계 둥 그 “말R 이 나 “글” 이 지 칭 하고 있는 사물로부터 나와야 

한다. 따라서 의미의 형성이나 전달에 있어서 말이나 글과 갇은 매개체는 부수적인 역할을 

한다. 플라톤은 의미가 형상(eidos， form)으로부터 나오며 20세기의 논리실증주의자들은 세 

계가 자체적으로 의미있는 몇 개의 proposition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에 반해 데리다는 모든 의미는 차이에서 나온다는 구조주의 언어학에서 출발한다. 

해체이론은 기의 (meaning) 와 기표(sign) 가 하나가 될 수 있고 따라서 언어는 언어가 아 

닌 다른 사물을 정확하게 지칭할 수 있다는， 언어가 지칭하는 것을 완벽하게 대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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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생각을 비판한다. 해체이론가들은 언어란 다른 기표들과의 차이 속에서만 의미를 가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모든 인간의 사고는 언어를 매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역시 다 

른 생각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갖게 된다. 따라서 진리란 실재 세계와 얼마나 부합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지표들끼리의 관계， 상념들끼리의 관계를 의미한다. 

낙원으로부터의 영원한 추방， 말과 글이 필요없는 상태의 회복의 불기-능성 등이 후가현 

대사상의 근본을 이루고 있음을 미국의 문학 비평가이며 후기현대주의의 대표적인 이론가 

의 하나인 사이드(Edward Said) 는 밀턴 Uohn Milton) 의 『실락원J (?aradise Lost) 의 해석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Ii설락원』의 제 7서애서 대천사인 라파엘은 신의 명을 받들어서 천 

상에서 일어난 일， 하느님과 사탄의 싸움에 대환 이야기를 해주러 아담에제 나타난다。 그 

러나 라파옐은 처음부터 아답애계 자신이 전하여 줄 이야기자 아담의 능력으로서는 도저 

히 얄아들을 수 없음을 선포환다. 그는 

설사 전능의 업을 말함에는 

어떤 말도， 스랍의 혀도 미치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도 깨달음에 부족하지만 (112-114) 

하는 말로서 자신의 이야깨를 시작한다. 즉， 하느님이 하신 일은 스랍(천사)인 자신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으며 사람인 아담은 이해활 수도 없다는 단서를 붙인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라파엘에 이러한 설명을 시도하는 이유는 신의 명을 받았기 때문임을 그는 아울러 

전한다: 

네게 가능한 일로써 너의 造主를 

홈숭하고， 너도 더욱 복되게 하기 위해 

가장 좋은 일은 이를 네게 들림을 

억제하지 않겠다. 이 같은 위임을， 위에서 

나는 받았다. 너 지식의 원을 

한도를 넘지 않고 충족하도록. 넘어서 

물음을 삼가라. 유일 전지의 봐지 않는 

왕이 지상의 누구에도 전하지 않으려 

밤속에 눌러서 계시하지 않는 일을 

너 스스로의 발상으로 희망하지 마라. (115-124) 

사이드는 이를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진리는 독자에게로부터 다섯 단계 떨어져 있다. 

첫째 밤 속에 눌렸고 둘째 라파엘에 의해 눌렸고(그는 천사이기 때문에 아담보다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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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다) , 셋째 아담은 그래도 원래의 인간이기에 우리와 같이 타락한 인간들보다는 많 

이 알아들을 수 있고? 넷째 밀턴이 에댄동산에서의 대화를 영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또한 

단계를 거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로 쓰여진 이야기를 우리는 또 한 단계의 해석을 거쳐 

서야 이해를 할 수 있다 (i"설락원』은 17세기외 영어로 쓰여진 서사시이다)- 진리는 차라 

리 부재한다" 15) 밀턴은 자신이 『설락원』이라는 서사시가 전달하고자 하는 천상의 진실， 전 

의? 의미가 하느님으로부터 라파엘을 거쳐 아담에게 전달되고 또 그것이 인간에게 전달된 

것임을 보여준다. 뿐만 아나라 독자들은 밀턴의 그와 갇은 이야기를 고어로 쓰여진 샤를 

해석함으로서 비로소 전달받는다. 한국의 독자라면 멀턴의 영어 서사시를 한글로 번역한 

것을 읽고 있기 때문에 또 한 단계의 해석을 거쳐서야 낙원에서 벌어진 일을 전핵 듣게 되 

는 셈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천상의 이야기가 그저 여려 매개체를 거친다가보다 

는 매단계의 전달을 거칠 때마다 원 의미의 많은 부분을 상실한다는 것이다. 라파엘어 말 

했듯이 자선이나 아담도 감히 원래악 뜻을 이해할 수 없다. 하물며 밀턴의 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은 어떻겠는가? 그렇다면 결국 사이드의 말대로 원혜의 의미는 결국 밀턴의 『실락 

원』에는 부재한다. μ말은 말을 수식하고 또 그 수식어는 다른 말을 수식하고 있다. 우리가 

밀턴의 말을 그나마 알아듣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의미전달의 수단， 처1 계가 우리로 

하여금 그의 말을 의미를 갖고 있는 형태로 정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지 때문이다" 16) 

그렇다면 원래의 의미는 있었을까? “우리는 라파엘이 6의미，’ ‘수사’등의 복잡한 개념이 

필요 없는 태초의 말씀， 원래의 완벽한 진리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었음을 위안으로 삽을 

수는 있다. 그러나 반면 우려는 그의 그러한 주장 밖애는 원래의 말씀이 있었다는례 대한 

아무런 증거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한 증거는 어떠한 사물(thing) 은 물론 아니며 그저 

다른 말틀과 우리의 언어의 체계에 의존하고 있는 주장 밖에는 아무 것도 없다" 17) 결국 

원래의 의미， 태초의 말씀(!ogos) , 의미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는 얄 길이 없다@ 그러한 

진려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인 우리로서는 알 수 없으며 또한 알 필요도 없다. 이 

는 우리가 사용하는 말의 의미는 하느님의 말씀이나 우리의 언술체계 밖에 있는 사물에 

의존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밀턴의 『실락원』이야말로 아이러니칼하제도 인간의 담론이 

인간의 담론 밖의 어떠한 원점， 구심점， 혹은 축이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웅변 

으로 보여 주고 있다. 

말들은 비록 어느 정도 체계적이긴 하지만 끊임없이 서로를 수식하여 주는 수식어들의 나열 

이다 이와 같이 끝이 없는 수식어들의 나열의 바깥에는 태고의 원점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 

15) Edward Said, Begùmi끼시: IllIentiol1 & MethαJ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5) , P. 280. 

16) 윗책， p. 280 

17) 윗책， p.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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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 원점은 낙원과 마찬가지로 영원히 앓어 버렸다. 언어란 원점을 잃고서야 파생되는 인간 

의 행위의 하나이다: 언어는 실락원 이후에 비로소 시작된다. 인간의 담론은 『실락원A과 같이 

이미 옛날에 잃어버린 원점을 회상하고 었다: 그러나 일단 시작된 말은 다시는 하느님의 존재 

로부터 나오는 말없는 완벽한 말씀의 원점을 되찾지 못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실락원a 이 

보여주는 인간의 조건이다 18) 

해체이론이 제시하는 인간의 조건， 언어의 조건 역시 이와 같다. 언어는 결코 어떠한 태 

고의 원점에서부터 그 의미를 부여받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인간은 낙원， 속세와 역사로부 

터 벗어난 해방의 상태를 신앙으로 밖에는 증거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해체이론은 정치사상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정치사상에 있어서 의미중 

심주의는 지상낙원주의 (earthly paradise). 유토피아니즘(Utopianism) . 그리고 모든 해방이론 

Oiberation theory)으로 나타난다. 서구의 정치사상은 출애굽의 사상과 플라톤의 이상국가 

론에서 출발하여 맑스주의의 해방이론과 라틴아메리카의 해방신학에 이르기까지 세속의 

속박， 즉 역사의 속박으로 부터의 해방을 그 궁극적인 이상과 목표로 삼아왔다. 궁극적인 

해방， 완전한 자유， 지상낙원의 재건을 가정하지 않고서는 서구의 정치사상은 성립될 수 

없다. 서구의 정치사상은 역사 또는 인간세로부터의 탈출을 위한 부단한 노력의 결과이며 

잃어버린 낙원에 대한 끊임없는 동경과 낙원의 회복을 위한 노력의 산물이다. 그리고 낙원 

이란 인간의 역사， 즉 말과 글의 역사로 부터의 탈피를 의미하며 에댄동산에서 신과 인간 

간의 말없는 교통이 가능하였던 상태의 회복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정치사상도 말과 글 

이 필요 없는 상태를 그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태가 바로 “해방”이다. 그러나 데 

리다와 같은 탈근대주의자들에 의하면 하나의 통합된 정선， 이성의 완성， 정반합을 통한 

모순의 극복， 자아와 타아의 완벽한 일치， 역사를 탈피하고 초월 한다는 것은 다양성의 말 

살， 타자의 억압과 정복을 뜻한다. “텍스트 이외의 것은 없다”라는 명제는 “해방” 즉‘ 낙원 

을 되찾은 상태， 역사를 탈피한 상태는 있을 수 없음을 뜻하는 동시에 끊임없는 다양성， 결 

코 이성이나 주체， 말씀으로 극복할 수 없는 다양성이 존재함을 말한다. 데리다는 모든 것 

이 끊임없는 차연의 반복이며 어느 특정 구조와 사물을 밝힐 수 없으며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모순구조를 밝힘으로써 혁명을 가능케 하는 기획의 출발점은 찾아질 수 없다고 주 

장하면서 오히려 해방이론과 형이상학이 거부하고 말살 하려던 차이， 차연， 타자를 긍정하 

고자한다. 

해체주의는 신좌파 이론이 미국과 같은 선진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하는데 있어서 개발한 

새로운 혜안들을 철학적으로 보다 세련되고 설득력 있게 뒷받침해 줄 수 있었다. 해체이론 

은 권력이 하나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지 않고 또 이 권력은 분산되어 있고 자체모순에 의 

18) 윗책. p.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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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쉽게 무너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고 이것은 권력과 체제의 모순이 한 

군데에 집합되어 있지 않다는 신좌파주의 논리와 맞아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미국에 상륙한 탈근대이론은 우선 문학비평계를 중심으로 영향력을 키워 나아가기 

시작하였다. 특히 데리다의 해체이론은 드만(Paul de Man) , 하트만(Jeoffrey Harman) , 밀 

러(J. Hillis Miller} , 블룸(Harold Bloom) 둥 소위 d예일학파’ 를 통하여 미국의 문학비평계 

를 평정하기에 이른다. 이들은 특히 문학비평을 가장 중요한 사회비평의 이론적 도구로 간 

주하였다. 그것은 문학이야말로 해체이론이 제시한 철학적 혜안을 바탕으로 형성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들에 의하면 문학은 늘 항상-이미 (always-already) 해체를 끊임없이 실행하여 

왔다. 

문학은 무매개적 표현이라는 허구로부터 자유로운 유일한 언어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곧 

허무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문학적 언어는 이러한 허무를 끊임없이 새로 해석 

하고 또 이름을 붙인다. 그리고 이처럼 허무에 대하여 끊임없이 이름을 붙이는 행위를 일컬어 

문학이 라고 한다 19) 

이러한 주장은 텍스트와 언어가 갖는 고유의 전통과 역사， 편견과 논리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고 동시에 의미， 이성， 인간의 사고와 같은 보면적인 철학적 문제에까지 이론가들 

의 관심이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 결과 해체이론의 둥장 이후 문학비평은 기존 

의 철학이나 정치사상보다도 더 깊고 넓게 인식론， 존재론1 그리고 당위론의 문제들을 다 

루는 학문분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로티 (Richard Rorty) 는 다음과 같이 말하 

였다. “내 생각에는 영국과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철학이 하던 주된 문화적 역할 - 젊은 

이틀로 하여금 자신들의 정체성의 근원을 캐어보고 역사 속에서의 위치를 생각해보제끔 

하는 - 을 문학벼평이 대체해 버렸다 .... 이것은 약간 단순화 시켜서 말한다면 영미철학의 

칸트적 그리고 반-역사적 경향 때문에 그렇다. 헤젤이 잊혀지지 않은 나라들의 철학선생 

의 역할은 매우 다르며 미국에서 문학비평가들의 역할과 흡사하다 "20) 또 밀러 (J. Hillis 

Miller) 는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전셰계의 평화와 인류간의 

정의가 꽃 피는 새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드만이 말하는 식의 좋은 독자가 될 때 가능해 

질 것이다" 21) 

그러나 해체이론이 기존의 체제를 완전히 극복하고 해방을 추구하는 것이 열마나 어려 

19) Paul De Man, B/il1dnessand 111씨hr. p. 18. 

20) Richard Rorty, Philosophy alllllhe Mirror ofNatur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8) , 

p. 168. 
21) J Hillis MilIer, 1111' Aesfheriα 끼 Reading (New York:Columbia University Press, 1987), 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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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일인가를 보여주는데는 탁월하였으나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주체와 권력구조와의 구체 

적인 관계를 밝히는데 있어새는 미흡하다 못해 무력하기까지 하였다. 다시 말해서 말스주 

의식 비평이론을 해체시킬 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비평， 모순의 극복， 체제모순의 극복이라 

는 과제를 불가능케 하는 듯이 보였다. 

6. 푸코와 미 국의 다문화주의 

해체이론에 대한 이러한 불만은 주체와 권력간의 관계를 다사 한번 생각해보고 재정립 

하는 아론적 작업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그리고 이러한 관심은 자연스럽께 미첼 

푸코의 계보학적 작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푸코는 이벼 60년도 초부터 나오기 시작 

한 자신의 저술들을 통해서 근대사회를 움직이고 근대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권력의 논리 

를 파헤쳤다. 푸코의 저작들은 모두가 궁극적으로 “근대인의 계보η를 추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쭈코는 실재 근대사를 통하여 근대의 개인이 어떻게 태동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 

다. 즉， 데카르트， 갈릴레오， 록크， 칸트 등에 의해서 이론적 바탕아 마련된 근대인， 자아의 

식이 뚜렷하고 자신을 사회로부터 독립적인 존재로 보는 근대인이 역사적인 맥락에서 탄 

생한 과정을 살펴보고 었다ij"광기의 역사』는 “정신병자η/“정선적으로 ‘정상’ 인 사람”을 

구분하고 만들어내는 근대의 “정신e 의 담론의 형성 r병원의 탄생』은 근대인의 신체적인 

자아관의 핵심을 이루는 근대의학의 담론의 태동ij"말과 사물』에서는 근대인들이 자신들을 

이해하고 묘사하는데 쓰는 생물학， 십리학， 경제학 동 소위 6인문과학’ 의 담론의 형성과정 

둥을 다루고 있으며 계보학적 방법론을 채택한 이후의 저작들인 『감시와 처벌』과 『성의 

역사』 제 1권은 각각 “범죄성/정상성" (criminality / normalcy )의 담론과 ‘성성’ (sexu허ity) 의 

담론을 다루고있다. 따라서 근대 사회와 근대 개인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푸코의 그 어 

느 저작도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 줄 수 있다. 

그러나 g광기의 역사Jj. ij"병원의 탄생.11. ij"말과 사물』， 『감시와 처벌.1. Ir성의 역사』들을 통 

하여 푸코가 보여주고자 하는 근대권력은 결코 군주나 정부， 정당이나 계급에 의하여 행사 

되는 것이 아니다. 근대사회를 형성하고 지탱하는 권력은 이미 그 권력에 의해서 형성되고 

또 그 권력의 원리를 내재시킨 근대인 개개인에 의해서 유포되고 유지된다. 푸코는 특히 

『감시와 처벌』에서 등장하는 ‘원형 캄시체채’ (The Panopticon) 를 통하여 근대권력의 속성 

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원형감사체제는 근대의 대표적 사상가중에 하나로 꼽히는 

벤담(Jeremy Bentham) 에 의하여 고안되었다. 벤담이 팬옵티콘의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 기제는 “도덕을 개선하고， 건강을 유지하며， 산업을 부흥시키고， 교육을 보급하며， 공적 

인 부담을 경감시키고 반석의 위에서와 같이 경제를 안정시키고， 빈민에 대한 법률의 어려 

운 문제를 골디오스의 매듭을 일도 양단으로 해결하는 방식보다도 선중하게 풀어가는n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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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찌 다시 말해서 원형감사체제는 “복지국가”의 패러다임 

으로 고안되었다. 그러고 푸코는 벤담이 의도하였던 바가 완벽하게 이루어졌고 따라서 근 

대사회를 움직이는 권력의 논리는 바로 원형감시체제의 논리라고 주장한다. 즉， 벤담의 원 

형감시쳐1제는 근대적 g권력 R 의 전형으로 작용하며 근대의 개인(“시민")과 복지국가를 창 

출해내는데 성공하였다. 

그렇다면 팬옵티콘은 어떠한 기제이며 어떻게 근대언을 생산해 내는가? 팬옵타콘은 원 

형으로된 건물로서 중앙에는 감사탑이 있고 죄수들의 방이 감시탑을 360도 두르고 있다. 

그리고 죄수들의 방은 감시탑을 향하는 쪽은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고 반태 쪽 즉， 건물의 

외벽에는 작은 창이 었어샤 바깥의 빛이 들어 올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띠라사 중앙의 감 

시탑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한눈에 각 방의 최수들을 늘 감시할 수 있고 획벽의 창으로 

들어오는 빛이 그 방을 항상 밝제 비쳐주기 때문에 죄수들은 감사자의 시야에 항상 노출 

되어 있다. 그 대신 감시자가 있는 감사탑은 늘 어둡게 해 놓는다. 따라서 죄수들은 감시자 

가 과연 감시탑에 있는지 없는지 분간할 방법이 없고 죄수들은 항상 감시자가 있다는 가 

정 하에 행동할 수 밖에 없다. 이제 그야말로 24시간 감시가 가능해 진 것이다. 비록 강서 

자가 없더라도 마치 24시간 상주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권력효과를 볼 수 있게되었다. 

원형감사체제가 가장 효과적이면서 동시에 경제적어고 효율적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μ만일 그 원형 감시체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죄수들아라면 그들은 음모를 획책할 수도 없 

고 공동으로 탈주를 서도할 수도 없으며 앞으로 저지를 새로운 범죄에 대하여 의논할 수 

도 없으며 따라서 서로에체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없다. 그들이 딴일 환자들이라면 뺑이 전 

염될 위험성이 없다. 그들이 정산병자들이라면 서로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없다. 그들이 

어린 학생들이라면 서로 답안지를 베껄 수 없으며， 소리를 낼 수도 없고 재잘거릴 수도 없 

고 시간을 낭비할 수도 없다. 그들이 노동자들이라면 무질사가 없고 절도행위가 불가능해 

지고 조직을 캘성할 수 없으며 일의 진척을 뱅해하거나 덜 완벽하게 하거나 사고를 일으 

킬 수 있는 어떠한 일들도 불가능해친다 "23) 벤담이 고안한 원형감사체제야말로 근대사회 

의 대표적이 제도들인 감욕? 정선병원， 학교， 공장의 원형언 것이다. 

그리고 모두 독방에 들어 있는 죄수들은 철저하게 다른 죄수들로부터 격리되면서 그 

‘개인성’ 이 철저하게 부각되면서 감시자의 관찰의 대상이 되어 버린다. 죄수들은 철저하계 

‘객체’ (obejct) 가 되어버란다그는 감시의 대상아 되지만 자신은 볼 수가 없다. 그는 남 

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물체는 되지만 결코 의사소통을 하는 주체는 될 수 없다 "24) 이처럼 

보이지 않는 권력의 철저한 감시와 관찰의 대상이 되는 동시에 자신들끼리의 의사소통은 

22) 미젤 푸코， 박홍규 옮김감사와 처별~ (춘천·강원대 출판부， 1993) , p. 268에 인용되어 있음 

23) 영 문판， pp. 200-201 
24) 영 문판 p.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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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되고 서로를 볼 수조차 없는 권력기제를 통하여 근대인의 잭체와， 개인화가 이루어진 

다. “이제 밀집된 다수이면서 다양한 유형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지점의 역할을 하고， 다양 

한 개성블이 서로 만나고 하나가 되는 곳， 공동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과거에 있었던 군중 

의 형태는 제거되고 그 대신 서로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된 개인성들의 집합체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과거의 군중은 감시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확히 그 숫자를 파악할 수 있 

고 관리할 수 있는 다수로 대체되고 그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갇히고 

감시의 대상이 되어버린 고독으로 대체되어 버린다잃) 

이는 실로 무서운 권력의 효과를 창출해내는 지제이다. 그야말로 권력의 작용이 자동적 

으로 이루어지는 결과를 낳는 것이 원형감시체제이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원형감 

시체제가 생산해내는 권력은 과거의 억압적이고 전제적인 모습을 띠지 않는 다는 사실이 

다. “사회의 어떤 구성원이라도 그 장치에 가서 자신의 눈으로 어떻게 학교와 병원， 공장과 

감옥이 기능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권리를 가지고있다. 따라서 원형감시의 장치의 발명으로 

인하여 증대된 권력은 전제적인 권력으로 전락할 위험은 전혀 없다. 그리고 이 규율의 장 

치는 ‘세계 민중의 재판위원회’ 에 의하여 끊입없는 감사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민주적으로 

운영된다 26) 다시 말해서 원형감시 장치의 권력은 절대로 ‘전제주의’로 전락할 위험성이 

없는 지극히 ‘민주적’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감시와 처벌』의 부제가 g감옥의 탄생R 이지만 푸코가 다루고 있는 근대적 감옥은 

중세시대의 “지하감옥w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권력 기제이다. 오히려 “지하감옥”이야말로 

근대형벌제도를 탄생시킨 개혁자틀 (panopticon의 고안자 벤담을 포함해서)이 “왕권의 전횡 

및 군주의 월권행위n 또는 “전제 정치의 특권적인 모습이자 도구”로 간주하면서 배척하려고 

한 제도이다.낀) 그런데 주목하여야할 사실은 이와 같은 배척이 g감금η 이라는 형벌의 형식을 

없앤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종류의 “감금”으로 대체시켰다는 점이다. 즉， 고전시대의 “초 

사법적인 유폐”에서 “법인격과 그 신체에 대한 보증을 취득R 하게 해주는 근대적인 감옥으로 

바뀌어졌다28) 고전시대에도 또 근대에도 감옥은 있었다. 달라진 것은 “감옥이 그 법적인 

지위”를 바꾸었다는데 있다때 그리고 고전시대의 감옥은 어두컴컴한 “지하감옥”이었다면 

근대외 감옥은 panopticon이라는 이름이 역설로 말하여 주고있듯이 모든 것이 보이는 ‘빛’ 

의 장소， “투명한 건물”이다 30) 이와 갇은 변천을 거쳐 벤담에 이르러서 완성된 원형감시 

체제는 고전시대의 u지하감옥n과는 달리 근대적 개인 ( U근대민주시민")을 생산해내는 역할 

25) 영문판， p. 201. 

26) 영 문판， p. 207. 
27) 박홍규 역 r감시와 처벌J ， p. 165. 
28) 박홍규 역 r감시와 처벌J ， p. 164-65. 

29) 박홍규 역 r감시와 처벌J ， p. 165. 

30) 박홍규 역 r감시와 처벌J ， p.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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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하였던 것이다(“원형 감시장치는 영속적이고 개인화를 행하는 기록작성제도이기도 

하다). "31) 푸코는 이와 같이 미묘하고 섬세한 담론과 “권력/지식”의 변화를 보여주고자 하 

는 것이다. 따라서 푸코의 원형감시체제의 논의가 ‘근대사회는 감옥사회다’ 라는 단순한 명 

제(프랑크푸르트학파들의 논조)이며 따라서 푸코는 6반근대적’ 이다라는 식의 단순한 해석 

은 하루빨리 지양되어야 한다. 

근대 권력에 대한 푸코의 분석은 기존의 정치비평이론을 가능하게 해주는 “개인 對 국 

가”라는 이분법을 여지없이 무너뜨린다. 그리고 원형감시체제야말로 근대성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간과하고 있었던 근대사회의 참모습 즉， 근대국 

가와 근대의 개인， 근대감옥과 먼주적 권력은 서로를 형성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 

으며 우리의 비판이론도 따라서 폐기/수정되어야 한다. 푸코는 이러한 근대권력의 논리를 

밝히는 동시에 기존의 비평이론들은 화우익을 불문하고 공히 근대 사회의 성격과 역학， 특 

히 그가 관심을 가졌던 “근대권력 e 에 대한 이해를 결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좌우의 

어느 이론도 모든 사회와 정치적인 현상을 단순화 시켜서 보고 있다고 한다. 그는 a진실과 

권력 η 이라는 대담에서 다음과 말하고 있다 

나는 정신병이나 범죄성과 같은 문제를 구성적 대상으로 환원하지 않고 역사적 틀 속에서 

이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래한 역사적 맥락을 규정 

하는 작업은 현상학적 주체를 상대화시키는 작업 이상의 무엇을 필요로 합니다. 즉， 내 생각으 

로는 주체를 현상학에서 자리매김하듯이， 주체를 역사화시키거나， 역사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 

는 주체를 설정하는 방볍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구성적 

주체라는 개념 없이， 아니 주체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버립으로써 역사 속에서 주체가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 틀이 필요한 젓입니다. 이젓이 바로 내가 계보학이 

라 부르는 새로운 방법른이라 하겠습니다 계보학은 사건이나 역사의 전개 속에서 개념과 초 

월적 주체에 의존하지 않고， 지식과 담화와 대상의 영역이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설명해 내는 

역사서술의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32) 

그러나 이와 같이 근대인의 ‘계보’ 를 살펴보는 작업 즉， 근대인의 ‘주체’ 를 ‘역사화’ 하 

는 작업은 자유주의나 말스주의 등의 선험적 개인을 상-정하는 이론으로는 수행할 수 없다. 

맑시즘은 모든 권력의 문제를 g그처 경제적인 층위로 환원시켜 경제현상이 기존의 이해관 

계를 강화시킨다는 상투적인 시각으로 파악η 하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푸코는 말한다 33) 

자유주의 정치비평이론이 의존하는 “억압”의 문제와 맑스주의 비평이론이 의폰하는 “이 

31) 윗책， p. 320. 
32) 콜린 고듣 편， 홍성민 옮김권력과 지식· 미첼 푸코와의 대담j (서울· 나남， 1991) , p. 150. 
33) 윗책， p.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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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올로기”라는 개념은 모두 문제가 있다. 우선 “이데올로기”비판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는， 이데롤로기는 마치 진실이라는 것이 틀림없이 존재한다는 전제 아래에 그 진실에 

반대되는 지식은 모두 이데올로기라고 몰아 부치는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과학성과 진실을 어떻게 선을 그어 구분할 것인가가 아니고， 진실도 거짓도 

아닌 담화 안에서 진실의 효과가 어떻게 생산되느냐의 문제를 역사적으로 파악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데올로기가 갖는 용어상의 난점은 그것이 주체， 또는 주관이라는 차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는， 이데올로기는 하부구조나 물질성 또는 경제적 결정요인에 

비하면 부차적인 위치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세 가지 이유 때 

문에 이데올로기라는 용어를 쓸 때는 대단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34) 

마한가지로 자유주의 둥의 우익의 정치벼평이론이 의존하고 있는 억압이라는 재념 역시 

우리의 사회를 분석， 비판하는데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개념인데 그것은 ‘억압’이 권력의 

“생산적인 면a을 포착확는대 있어서는 적절치 못하지 때문이다 

권력의 효과를 억압이라는 측면만을 강조하여 개념정의하는 것은 순천히 권력의 사법적인 

특성만을 강조하는 것이며， 금지의 기능으로 작동하는 권력의 부정적인 모습만을 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권력을 부정적이고 협소하며 개략적으로 보는 시각이 지금까지의 일반 

적인 추세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권력이 항상 부정적인 기능만으로 움직이며， 그저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금지의 명령만을 되풀이한다면 과연 사람들이 권력에 대 

하여 그렇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권력이 효과를 발휘하고 사람들이 권력을 받아 

들이는 것은 권력이 단순히 금지의 기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만이 아니라 무엇인가 사 

물을 관통하고， 생산하며， 쾌락을 유도하고， 지식을 형성하며， 담화를 만들어 내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35) 

근대사회의 권력은 이제 ι사회적 육체를 가로지르는 일종의 생산적 그물망으로 파악해 

야 한다 "36) 

맑스주의가 의존하는 “이데올로기”라는 개념은 이제는 더 이상 유지되기 힘든 순수 지 

식， 과학의 개념을 상정해야만 하는 개념이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참된 것이며 상대방 

이나 상대 계급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은 참된 것이 아년 μ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는 논리 

가 성립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푸코가 그의 “권력/지식”이라는 신조어를 통하여 밝히고자 

34) 윗책， p. 151. 
35) 윗글， p. 152. 
36) 윗글‘ p.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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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은 바로 ‘순수지식’ (pure knowledge l. 권력의 영향을 전혀 받고 있지 않은 참된 지식 

이란 없다는 점이다. 물론 그렇다고 푸코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이 

그가 결국 모든 지식은 이데올로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나다. 푸코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지식은 처음부터 s참”이 아니고 자체적으로는 “진실도 거짓도 아년 담화”로부 

터 ‘진실의 효과’가 생산된다는 점이다. 반면에 ι억양”이라는 개념은 개얀을 사회이챔왜 

자족적인 존재로 가정할 때에만 생립되며 또 자유주의적 사각에서 본다변 근대사회에서와 

같이 국가의 권력이 개인의 삶의 구석구석에 침투하고 있는 현상을 설명활 수 없다. 따-라 

서 우리는 좌-우익의 사회 분석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자유주의나 한상학보다는 사 

회나 국가와 갇은 a구조찌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즉 역사와 사회 속에서 규정되는 주체를 

인정하는 통사에 맑시즘보다는 개인주체 (individual su비ect) 의 의지약 역활을 긍정힐- 수 있 

는 이론 체계를 세워야 한다， 다시 말해서 우려 는 이제 주체와 구조가 어떠한 방볍으로 서 

로를 구성해 나아가는 가를 밝히는데 주력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효 푸코자 말하는 “계보 

학" (genealogy) 이 다. 

이와 갇은 푸코의 분석은 그외 담론이론의 중요한 적용의 한 예를 보여주가도 한다. 즉， 

푸코는 우리가 사회나 객관챔 불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아의식， 자아관， 우리가 우리자산 

을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 모든 것들이 우려시대의 답톤에 의하여 규쩡된다고 주장한다. 따 

라서 자유주의자， 인본주의자， 맑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존엄한 인간， 인간성 이 모든 것들 

도 선험적으로 주어친 것이 아니고 특정한 담론에 의하여 형성되었다고 주장한다. 혜카르 

트와 칸트가 발명한 근대적 주체는 결코 선험적으로 비판적이고 반항적이고， 초월적인 존 

재가 아니다. 흔히 가장 사회와 체제에 저항적이라고 느끼는 주체가 쪼히려 비판의 때상인 

권력구조가 자신을 유자하는 방편의 하나로 만들어낸 것일 수도 있지 않은가? ‘해방’， ‘저 

항’ 이라는 담론에 의해 전개되는 이론‘ 행위들은 오히려 현대 미국의 권력구조에 의해 원 

천적으로 6포섭’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변 우리는 과연 주체와 그 주체가 속책 있 

는 권력구조를 완벽하게 구별할 수 있는가? 데카르트가 근대정신‘ 근대인삭론의 출발정으 

로 상정한 ‘주체 i 와 ‘잭체’핵 완벽한 분리는 과연 가능한가? 오히려 그렇채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근대사상과 체제의 거대한 음모는 아난가? 

물론 이러한 비판의식은 알뛰세르나 마르쿠제와 같은 유로-밝시스트들이 이미 논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앞서 말 한대로 선좌파주의자들이 

여전히 사회의 모순， 근대자본주의 사회의 음모를 예술이나 머학이론과 같이 지적인 차원 

에서 찾고자 하였다변 푸코를 따르는 미국의 탈큰대주의자들은 오히려 얼상적이고 사적인， 

가장 평범한 차원에서 발견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미국의 여성해방운동의 과정에서 지식 

인들이 뼈져리게 느깐 부분이기도 하다. 미국의 여권운동가들은 사적이고 일상적인 사안틀 

일 수록 오히려 변화시키기가 더 힘들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월남전 반대， 총파업，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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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정 개편， 종전， 인권을 보호하는 법률 통과와 같이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자신들의 뜻 

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나 오히려 가사일을 남녀가 동등하게 나눈다든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문제에 있어서 부모간의 역할 분답， 가정폭력， 성폭력과 같은 문제에 있어서 변 

화를 이루어 내는 것은 쉽지 않았다. 따라서 여권운동가들은 근대사회가 여성을 억압하는 

이유는 정통맑스주의 또는 신좌파가 지적하듯이 계급이나 자본주의 문화의 형식이 아니고 

오히려 바로 자신들의 정체성， 여성이라는 성별로 형성된 주체성이 문제라는 사실에 착안 

하게 된다. 

그리고 이들은 한걸음 더 나아가서 여성으로써의 정체성이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즉， 자아 대 사회， 주체 대 객체의 이분법을 무너뜨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신들의 자연스러운， 상식적인 욕구와 느낌， 감성， 반응을 

불신하기 시작한다. 자신의 정치의식 그 자체가 곧 해체와 분석， 비판의 대상이 되기 시작 

하였다. 따라서 과거의 과격한 여성주의도 오히려 사회구조가 너무 쉽게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사회구조가 과격한 행동을 통해서 혁명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곧 자본주의 체제가 원하는 바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 

하였다. 다시 말해서 저항적인 사고방식 자체가 이미 자본주의 체제가 그들에게 불어 넣어 

준 지극히 근대적이고 친 자본주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들의 여성성， 더 나아가 ‘성별’ 의 역사를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성은 무엇이 어떻게 변 

해오면서 형성된 것이고 무엇은 변하지 않는 것인가? ‘성성’ (sexuality) 은 어느 시대， 어 

느 문화에나 존재하였나? 그리고 이틀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푸코는 이미 60년대부터， 자 

신들의 상상을 초월하게 치밀하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연구해 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 

었다. 

결국 자신들의 경험과 푸코의 연구가 이들에게 가르쳐준 것은 근대사회의 권력은 단순 

히 경제적인 차원， 또는 국가제도의 차원과 동일시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었고 따라서 권력 

에 대한 저항 역시 ‘미시적’ 인 차원에서 전개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이것은 미국의 자 

유주의 신화나 맑스주의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경제적， 정치적 주체， 즉 근대 

의 이성적인 인간보다는 여성， 범죄자， 정신병자틀이 정체성이 근대권력구조의 작동방식을 

보다 잘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따라서 제도와 법률보다는 성행위와 담론， 축제 

둥이 더 중요한 분석의 대상이 되고 권력에 저항하고 기존 체제를 비판하는데 있어서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7, 미국 탈근대주의의 정처l섬 

탈근대주의는 미국 지성계에 새로운 정치비판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 주었다. 탈근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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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는 철학， 문학， 사회과학 둥 ‘인문학’ 전반에 걸쳐서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예를 들어서 

사회과학계의 탈근대주의자들은 사회과학이 ‘과학’이 되고자 하는 노력을 매우 유치한 실 

증주의 또는 경험주의의 인식론에 기반한 허무한 시도라고 비판하였다. 탈근대주의가 본격 

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1960년대는 경험론적인 토대를 바탕으로 한 주류사회과학이 절정 

에 달하고 있었다. 실증주의와 행태주의에 입각한 사회과학은 사회를 과학적으로， 다시말 

해서 ‘가치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설명하는데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자체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일부 학자들은 사회과학의 한계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 

들은 주류 사회과학이 결코 사회를 올바로 설명할 수 없을 뿐더러 비판적인 관점을 제공 

해주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기존체제를 정당화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 

히 해석학， 해체이론， 푸코의 계보학 등을 근거로 한 이들의 비판은 주류사회과학이 의미 

해석의 불확정성， 언어와 의미의 끊임없는 ‘유희’ (play) , 그리고 답론의 역사성과 상대성을 

간과한 채 이상적인 또는 유치한 객관성과 가치-중립성을 추구하고 있다는데 초점을 맞추 

었다. 그 결과 탈근대주의는 미국의 사회과학계에도 실증주의와 행태주의 사회과학이 가질 

수 없는 사회와 정치문제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력을 제공하여 주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탈근대주의가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분야는 역시 문학비평계다.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문학비평계는 ‘순수인문학’ 의 미명하에 정치， 사회， 이념 동의 문제들에 

대하여 애써 무관심하였다. 미국의 ‘주류’ 비평이론인 신비평 (New Criticism) 은 문학작품 

( text) 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품 자체에 내재한 논리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저자의 

6의도’ (intention) 를 찾아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데리다와 푸코를 따라 문 

학작품도 철저하게 그 시대를 반영할 뿐만 아나라 특정한 편견과 차별， 억압을 내재화시커 

고 있는 문화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면서 저자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쩨 나타나는 작품의 이 

데올로기적， 권력적 ‘효과’ (effect)를 원어 내고 해체시키는 것이 문학작품을 올바로 읽는 

방법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사이드의 말대로 g텍스트는 이 세상의 것 (worldly) 이며 

그들은 일종의 ‘사건’ (event) 이며 그것들은 비록 아닌 듯이 보이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사회 

세계， 인간의 삶， 그리고 그것들이 속해 있고 읽히는 역사적 순간의 일부분이다 "37) 즉， “푸 

코에게서 배운 바와 같이 문화란 이질적인 것， 타자들(Others) 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문화 

권 밖으로 추방하거나 내부에서 이용하기 위하여 순화시킨다(domesticate)." 38) 탈근대주의 

의 ‘해체이론’ 과 6계보학’ 은 모든 담론에 필연적으로 내재해 있는 편견과 가치， 그려고 

역 사적 생 성 과정 을 밝혀 내 는 작업 이 다. 따라서 “비 판 의 식 "(critical consciousness) 을 갖고 

있는 지식인들의 역할이란 “지식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조건들에 대하여 탐구하는 

37) Edward Said, The World. the Texf. “nd the Critic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3) , p. 4. 
38) 윗책， p. 12. 



262 美 國 學 第 =:--1'輯 (1997)

것”이 된다 39) 결국 문제는 “앓의 문제이며 핵심적인 것은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을 알 수 있는가”이다. 이것이야말로 여러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의 사상을 관통하고 있는 통 

찰이다. 

여성 비평가로 자신의 이론을 ‘해체주의적-여성주의적-맑스주의적’ ( deconstructi vist

feminist -Marxist) 이 라고 규정 하는 가야트리 스피 박(Gayatri Chakravorty Spivak) 역 시 탈 

근대주의의 비평 이론을 적극 수용하면서 여성주의자로， 그리고 소수민족계 비평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문학비평에 있어서 가치의 문제는 경전의 형성과정과 연관되어 제가된 

다. 야처럼 쩨한된 범위 내에서 우리가 취해야될 첫 대응 방법은 ‘왜 경전인가’ 라는 역질 

문( counter-question) 이다. 하나의 경전 채채를 움직이는 윤리적-정치적 계획과 목표 

(agenda) 논 무엇인가? 남근중심주의 (phallogocentrism) 에 대한 비평의 일환으로서 해체주의 

적 반응은 정첸에 대한 욕구를 교란시키는 것 (decenter) 이다. 남근중심주의의 의도를 추적 

하는 것은 여성주의자로써， 또 이성중심주의의 의도를 추적하는 것은 맑스주의로써 각각 

억압의 구조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을 의머한다. 그러나 해체주의 비평가의 입장에서 볼 

때 경전-외경 (canon-apocrypha) 의 이분법을 완전히 해체시킨다는 것은 다른 모든 이분법 

들을 해체시커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완전한 해체의 

불가능성’ 이야말로 역설적이면서도 결정적으로 해체주의를 수사하는 표현이다J 우리 여성 

주의 말스주의자들이 다른 경전 체계를 수립하고 싶은 욕구에 의해 움직일 때는 우리는 

기존의 오래된 다양한 기준들과 그것들의 변형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비평가의 

의무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철저하게 공표하는 것이다여이 다시 말해서 스피박은 모든 문 

화의 형태， 그리고 한 문화를 떠 받쳐주는 경전체계가 항상 나름대로의 억압체계를 내포하 

고 있다는 것을 밝히는 동시에 그것을 밝히는 작업을 하는 비평가 자선도 또 다른 억압체 

계를 양산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따라서 자신은 어떤 입장에서，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고 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양심 있는 지식인의 할 도리라고 말한다. 

따라서 탈근대주의는 지식인들로 하여금 극단적 자아의식을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자아 

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 자아의삭에 대한 끊임없는 회의를 하는 것만이 진정한 비판의삭을 

견지하는 길이다. 따라서 탈근대주의자들은 결코 어느 단계에서 회의와 자아의식의 비판을 

중단하고 주체성을 상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끊임없는 

유희， 자아의식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으로 계몽주의적 주체성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자칫 오히려 가장 허무주의적이고 현실 비판능력을 상실할 예술적， 지적 유희에 그 

칠 위험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여권운동， 소수민족운동， 탈식민주의자들은 모두 탈근대주의 

39) Said, 암의 책， p. 182. 
40) Gaytri Chakravorty Spivak, ln Orher World.ι Es.\띠'.I' inClIlrumlPoliriα (New York: Routledge, 1987) , 

p ,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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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선별적으로 채용， 이용할 수 밖에 없다. 탈근대주의에 대하여 비판적인 학자들은 바로 

이점을 지적한다. 예를 들어 벤하비브(Seyla Benhabib) 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탈 

근대주의자들이 초보면주의적( hyper-universalist) 이고 초자유주의적( superliberal) 가치인 

다양성， 다원성， 이질성， 타자성을 지나치게 가볍게 취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플이 어러한 

가치들을 긍정할 수 있는 것도 오히려 자신들이 손쉽게 거부해 버리는 주체의 자율성 그 

리고 민주적 절차의 합리성과 같은 가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들 

은 간과하고 있다. 그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가치들과 그러한 자치들이 널리 보급되고 삶의 

방식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들을 지탱해주는 이성의 개념과 자율성와 비전은 어디에 

서 오는 껏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탈근대주의자들은 답이 없다. 이것은 아마 이틀이 

불란서 혁명의 후손들로써 근대의 특권들을 너무나 많이 누려왔기 때문애 오허려 그것들 

이 당연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얼 것이다 .41) 

불론 이러한 문제는 탈근대주의자틀이 누구보다도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탈근대주의 사 

상에 내재하는 ‘모순’ 내째는 6한계’ 이다. 코널리 (WilIiam Connolly) 의 다음과 갤은 얄은 

탈근대주의자들의 이러한 문제의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 시민의 도덕과 공동션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목적론적 사고방식을 

내버리면서도 동시에 또 다른 사회적， 정치적 가치들을 용호하는 것은 가능한 일인가? 가장 

위대한 역사적 성취도 피할 수 없이 애매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어떤 형태로든 공동 

의 션이 없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오늘날 성행하고 있는 주체로써의 자아에 대한 

이론을 비판하면서도 바로 그 주체가 비록 얘매하지만 근대의 성취라고 주장할 수 있는자? 계 

보학적 비판이론을 채용하면서도 요늘날의 정치경제에 대하여 당위론얘 기반을 둔 해석을 할 

수 있는가?42) 

현대 사회의 억압적인 요소들을 끊임없이 파헤치고 또 비평가 자신의 의식과 정체성에 

대하여 끊임없이 반성하고 회의하는 중에도 어쩔 수 없이 특정한 가처와 제도. 사회와 문 

화의 모습을 긍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탈근대주의 이론가의 ‘정체성’ 이다. 

41) Sey!a Benhabib, Siluilfing Ihe Selt:’ Gender, COlnl1l llllily (lnd POSI’l10demism in COlllem[lorary Erh iL‘.\ (New 

York: Routeledge, 1992) , p. 16. 물론 벤하비브 자신은 탈근대주의의 인식론과 존재론을 충분히 수 

용한다. 그러나 다른 탈근대주의자듣과의 차이는 그가 탈근대주의의 당위론적 귀결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데 있다. 

42) William E. Connolly, I써ÎrÎCl illuJAmhi씨Érv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87) , p. vii. 



264 美 國 學 짜 ~ 1- 輯(1997)

8. 결 론 

미국에서 탈근대주의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말부터이다. 유럽에 

서는 이미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태동된 사상이 이 시기에 미국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원 

인은 미국의 사상과 역사적 경험의 특수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미국의 건국 이념인 자유 

주의는 인류가 당연히 지향해야할 것으로 간주되었고 미국인들은 그러한 가치관들을 처음 

부터 갖추고 태어난 사람들이었다. 신의 뜻과 자연법， 인간의 의지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 

면서 연출해낸 미국의 역사와 정신은 곧 당위 그 자체였다 엄밀히 말하자면 자유주의사관 

이 그리고 있는 미국의 역사는 역사인 동시에 역사의 진보였다‘ 계몽주의에 입각한 미국의 

건국 신화는 1960년대까지 유지되었다. 또 미국의 역사적인 경험도 유럽과는 전혀 달랐다. 

예를 들어 참전국이었으면서도 유럽의 국가들과는 달리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은 미국은 

제 1~} 세계대전을 통하여 강대국의 위치를 확보하는 통시에 세계무대의 전면에 본격적으 

로 나서게 된다. 유럽인들에게는 계몽주의와 근대문명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 

가 된 제 1차 세계 대전이 미국인들에게는 오히려 계몽주의에서 출발하는 건국이념의 적 

실성을 재확인하고 나아가 그 보편성에 대한 확신을 갖는 계기를 제공하여 주었다. 그러나 

미국의 자유주의적 이상은 국내정치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국제정치에 있어서도 제 2 

차 세계 대전을 끝으로 그리고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대내외적으로 세찬 비판과 저항 

에 부딪치재 된다. 월남 참전의 도덕성에 대한 회의， 인종문제로 인하여 야기된 국론 분열 

은 미국 정신의 보편성에 대한 뼈처린 반성음 수반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월남전이 

미국인틀에게 던져준 충격은 제 p} 세계대전이 유럽인들에게 던져준 충격에 버금가는 것 

이었다. 따라서 60년대 후반기부터 미국의 지식인들과 학생들은 새로운 사상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근대문병애 대한 비판으로부터 싹트기 

시작한 포스트모던 사상은 바로 이러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혼란과 도덕적， 사상적 공 

백기를 틈타서 미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탈근대주의는 자유주의， 공동체주의와 더불어 미국 사상의 축을 제공하여 주고 

있다. 특히 고전적 자유주의와 맑스주의 비평에 식상한 지식인들에게 탈근대주의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러면서도 탈근대주의는 서구유럽의 맑스주의에 기초한 신좌파주의자들이 미 

국사회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개발하기 시작한 논리들과 정확히 맞아 떨어지기도 했다. 또 

탈근대주의의 당위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극단적 다원주의는 개인의 자율성과 자유를 옹호 

하는 전통적인 자유주의의 이상과도 일치하였다，43) 따라서 탈근대주의는 미국 사회가 1960 

43) 앞서 언급한 사이드， 스피박， 코널리 이외에도 미국의 사상계에서 신실용주의 철학(Neo

pragmatism)으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한 쿄티 (Richard Rorty) 는 탈근대주의의 인식론과 존재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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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에 이르러 이미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다양한 비판여론과 미국의 사상에 내재해 

있는 가치들을 보다 통합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하여준 셈이다. 그리고 이러한 

통합적인 근거는 탈근대주의의 가장 큰 강점인 인식론과 존재론이 제공하여 주었다. 좁게 

는 근대사상， 그리고 넓게는 서구사상 그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을 제기하는 탈근대주 

의는 이미 자아비판을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던 미국의 지식인들에게 안성 

맞춤인 사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극단적인 자아의식， 자선의 정체성에 대한 해체는 가장 

근대적인 발상이기도 하다. 이러한 근본적인 회의를 하는 자아는 결국 보다 명쾌히 자신의 

의식의 근거를 캐 보고자 하는 주체가 아닌가? 그리고 자신의 자아의식에 대한 철저한 회 

의야말로 근대사상을 일으킨 데카르트 고유의 방법론이 아니었던가? 결국 미국의 탈근대 

주의는 근대주의보다 더 근대적이려고 하는 사상， 데카르트보다 더 데카르트적이려고 하는 

사상， 그리고 자유주의보다도 더 자유주의적이려고 하는 사상이 아닌가? 그렇다. 탈근대주 

의는 결코 근대주의를 완전히 벗어나는 사상이 아니다. 그렇다고 근대적 주체성과 가치들 

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근대의 정선을 보다 극단적으로 구현해 보 

려는 사상임에는 틀림없다. 탈근대주의는 결코 근대인뜰에게 신이 중심이 되고 의미를 제 

공해 주었던 세계， 데차르트와 갈릴레오가 파괴한 신의 의지로 가득한 세계를 복원시켜 줄 

수 없다.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니이체는 근대사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앞으로 다가올 것， 다른 형태로는 올 수 없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니힐리즘의 도래이다. 이러한 미래의 증표는 오늘날도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리의 유 

럽 문화는 이미 꽤 오랜 동안， 날로 커가는 고롱스러운 긴장을 안고 대환란을 향해 움직이 

고 있었다. 안절부절하며， 폭압적으로， 마치 끝에 도달하고 싶어하는 강처럼， 더 이상 반사 

하지 못하는， 아니 반사하기를 두려워하는 강물처럼.여4) 니이체의 이 말은 오늘날 미국의 

탈근대주의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다. 

미국식 자유주의를 옹호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그의 사상은 특히 

Philo.l'ophy and rhe Mirmr 01 ’Na lUr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9) , CI씨lillgell(~V. lrolly, allll 

Solidariη (Cô.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동의 저서에 잘 나타나 있다. 

44) Friedrich Nietzxhe, '/71ε Willlo Pml'LT, trans. by Walter Kaufmann and R J Hollingdale (New York: 

Vintage Books, 1968) , n. 2, p.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