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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 계몽주의적 A間科學과 인간학적 解釋學

근대 社會科學은 18세기 계몽주의 시대 “인간과학”의 형태로 창설되었다. 

이 ‘인간과학’은 인간과 사회에 관한 종교적 교라와 선비적 전통을 해체하고 

이것으로부터 해방된 인간의 자유이성을 중심으로 인간과 사회를 모든 편견과 

온갖 이데올로기로부터 해방하여 인간과 사회의 진정한 모습과 윤리적 당위를 

밝히고 실현하려는 비판적， 해방적， 전보적 유토피아를 내재적 목표로 내포하 

고있었다. 

‘인간과학’을 향한 초기 近代人의 이러한 轉回的 결단은 후기 르네상스 단계 

에 새로이 발전된 자연과학의 비약적 성과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과학 

또는 자연철학에서의 새로운 발전은 르네상스로부터 시작하여 뉴튼의 물리학 

에서 정점에 달했다. 계몽주의논-훗날 중유럽 및 동유럽의 반동적 낭만주의 

사조처럼 자연과학의 발전에 대한 半봉건적， 가툴릭적 反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파학작 세계관을 인간 자신에게 “연장하고” 르네상스의 초 

기 단계플 특정짓던 휴매니즘과 이 과학적 세계관을 “결합시키논” 흐름을 대 

변하였디Kopleston 1961 , VoLJV, p.34) 

18세기논 이런 의미에서 ‘계몽의 시대’， ‘이성의 시대’였다. ‘합리주의 

적’(rationalistic)이라는 말이 반드시 감성적 경험을 배제하쓴 데카르트 및 라이 

프니전의 ‘교조적’ 합리주의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지 않는 한에서 계몽주의 

는 성격상 ‘합리주의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시대의 전형적인 사상가들 

과 문펄가들은 공히 인간 이성을 인간과 사회의 제문제를 푸는 적절하고 유일 

한 도구로 믿었다. 뉴튼이 이성에 입각하여 자연을 해석하논 ‘자유롭고 합리적 

이고 편견 션、는’ 탐구 방법을 정립한 것처럼 인간은 도덕， 종교， 사회， 정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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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을 해석하는 데에도 자신의 이성을 투입해야 한다. 중세에도 이런 생각이 없 

었던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요점은 계몽주의의 이성이란 혐示선앙， 권위， 기성 

관습과 제도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 ‘자유 이성’(unhampered re잃on)이라는 것이 

다. 도덕적 영역에서 계몽의 경향은 도덕을 온갖 형이상학적， 신학적 전제로부 

터 분리시켜 자울적 영역으로 만드는 것이었디{위책， p.34). 

사회와 정치 영역에서도 계몽사상가틀은 정치적 사회를 위한， 그리고 이 사 

회의 “정당화”를 위한“합리적 定魔”를 인간자신의 이성 안에서 찾았다. 이 인 

간과 사회의 觸얀 기반을 마련하는 勞動도 이제 자연숭배적， 신비적兄術的 

노동방식과 결별하고 과학적 자연인식의 축적으로 발전하는 ‘합리적 기술’， 즉 

기술공학~ technology)을 활용한 ‘산업화’를 통해 인류를 第￡으로부터 해방한다 

(Condorcet 1976, 207 이하). 여기서 노동은 생존을 위한 도구적 활동일 뿐 아니 

라 동시에 인간의 생명활동이며 자연 안에는 없는 새로운 물건을 인간의 要求

와 의미에 따라 만드는 創造 행위이대Locke 1974, p.21 이하 Hegel 1952, 

p.148 이하; Marx, MEW Bd. p.19, 21; Bd. p.42, 512). 

이러한 인간과 사회의 이성적 정초작업은 자연과학에 대한 종교적， 신비주 

의적 反動의 산물이 아니라， 반대로 “인간과학은 자연과학을 보충한다 흉 

(David Hume)의 이 말은 바로 계몽주의 정신의 정곡을 찌르는 것이다 

(Copleston, 위잭， p.34). 계몽과 이성에 기반한 인간과학， 즉 근대 사회과학적 이 

성의 敵은 궁핍， 폭정， 미신， 광신 ö야t딛만}ö이l 었E다대t<Cαonc빼〔 

적은 후세에 반동적 낭만주의자들이 誠告， 오해하듯이 인간 본연의 감성이나 

情感 또는 肉的 욕구가 아니었던 것이다. 반대로 이성은 인간의 내면적 능력， 

진정한 감성， 욕구의 해방적 실현을 유토피아로 삼았다. 

인간과학은-자연과학을 본받고 자연과학을 보충하려는 의도를 가졌을지 

라도-‘설명’(Erklärung)에만 의존하는 자연과학의 방법과 달리 이성과 휴매 

니즘의 이념상 ‘이해’(Verstehen)에 기반한 解釋學을 자연스런 방법으로 삼았다. 

이것은 이성적 휴매니즘과 인간해방의 유토피아가 근대 인간과학의 방법에 깊 

이 침전된 결과였다. 계몽이념과 내재적으로 결합한 이 해석학적 방법론은 ‘타 

고난 인간본성’을 인간학적(anthropological)으로 논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구상 

의 모든 사회와 역사를 보편적으로 이해， 해명하는 보편주의적 主體의식)철학 

과 역사철학으로 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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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화된 사회’라는 유토피아는 기존의 사회를 이 사회 안에 함께 살고 있 

는 인간들이 자신의 내면적 능력， 욕구， 아이디어를 밖으로 對象化한 것으로 

이해하는 틀 안에서만 정초될 수 있다. 즉， 인간해방의 유토피아는 사회적， 문 

화적 의미의 객관회{대상화)를 인간 및 인간의 욕구와 소망， 인간의 자기해석과 

합리성으로 환원하는 인간과학의 근본적 방법을 지향한다. 인간과학은 사회적 

제관계의 人問化 이념을 가능케 하는 思推모댈을 제공함으로써 정치적 휴매니 

즘을 정초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과학의 방법 자체가 휴매니 

즘적 유토피아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과학의 방법론적 바탕에 깔린 이 유토피아가 자의적， 우연적인 

(contingent) 것이라는 점이 논증된다면， 인간해방의 정치적 이념은 인간과학에 

서 근본성， 필연성， 과학성을 상실하고 인간과학 자체는 방법론적으로 해체되 

고 말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인간과학의 기초방법으로서의 고전적 해석학은 

오늘날 1) 비판이론에 의해 부분적으로 삭감됨으로써 脫인간학적 소통이론의 

토대 위에서 현대적으로 변형， 비판적으로 재건되거나， 심지어 2) 포스트모던 

思懶에 의해 전측면적으로 懷疑， 배격되고 있다. 

이 글은 인간과학의 ‘고전적’ 해석학에 대한 이 두 가지 입장을 중심으로 근 

대 해석학의 방법론적 이념을 재점검함으로써 인간해방의 계몽기획과 인간과 

학의 이넘을 성찰하고자 한다. 해석학적 방법과 인간해방 유토피아의 비판적 

재건의 방향에서는 하버마스의 논의가 표준적 대표성을 갖고， 탈근대론적 회 

의와 배격의 조류에서는 푸코와 리오따르의 논의가 대표적이다. 이 글에서는 

이 두 조류의 논의를 巨視的 관점에서 가능한 한 첨예하게 대립시킴으로써 근 

대 사회과학의 비판적 ‘계승’이냐 ‘해체’냐를 둘러싼 주의주장의 타당성 여부 

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오늘날 혼돈에 빠진 사회과학의 이념 조류 안에서 그 

어떤 지향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나아가 결론적으로 이 글은 다시 고전적 계몽 

기획의 ‘비판적 계승’의 관점에서 설득력 있는 ‘진지한’ 정치적 함의를 시사할 

수 있기를 바라는 소망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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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A間化 이념과 언간학적 解釋學의 포스트모던적 비판 

계몽기획에 대한 서론적 듭d述만으로도 계몽주의의 유토피아적 휴매니즘과 

인간과학 간에는 긴밀한 연관이 있음이 드러난다. 앞서 시사한 바와 같이 ‘인 

간화된 사회’의 유토피아는 기존 사회를 인간의 대상화로서 간주하는 사유의 

틀 얀에서만 가능하다. 고전적 인간과학의 핵심적 방법은 사회적， 문화적 제관 

계의 객관화를 인간의 욕구， 소망， 자기 해석， 합리성으로 환원하는 해석학으로 

요약된다. 인간과학은 인간화 이념을 정초하는 사유모델을 제공함으로써 정치 

적 휴매니즘을 가능케 할 뿐 아니라， 그 방법 자체가 휴매니즘적 유토피아를 

내포하는 것이다. 

사람이 사는 옹 세상을 대상으로 삼는 고전적 인간과학의 좌우명은 다음 구 

호로 요약될 수 있다. “인간과학은 가장 단순하고 가장 멸시받는 사회 안에서 

도 자기의 열망을 추구함으로써， 인간적인 어떤 것도 인간에게 낯설지 않다고 

선언하고 이로써 민주적 휴매니즘을 정초한다?’(레비스트로스) 인간과학은 인 

간화된 사회의 정치적 유토피아를 가능케 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연구행위 속 

에서 ‘모든 분리와 生硬性’을 극복함으로써 ‘인류의 전체성’을 산출하는 방법 

론적 유토피 아를 추구한다(Menke 1990, p.103). 

이런 까닭에 푸코는 인간과학에 내재한 유토피아의 핵심적인 구조특정을 

‘연속성’의 개념으로 규정하였다. 이 연속성은 개별적인 역사적 과정의 운행모 

델이면서 동시에 인간과학의 포기될 수 없는 요청이다. 인간과학은 공간적， 시 

간적， 문화적으로 다른 사회구성체 간에 의미연관의 연속성을 산출하려고 시 

도한다. 그리하여 이 의미연관 얀에서는 “모든 저X뜰”의 시간을 초월하는 “높 

은 정신적 대화”의 이념이 실현되어야 한다-(Apel 1973, p.122). 이 연속성 이념 

은 아직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인간 문화와 사회의 全體性을 형성하는 ‘한’ 영 

역이라는 관념을 뜻한다. 이런 까닭에 푸코는 인간과학을 “再인정의 위로적 유 

희”를 전개하논 것으로 비꼬았다. 지식은 “재발견”이대Foucault 1987a, p.80). 

차이들 간의 연속성은 이것틀이 매변 인간적 의미의 객관화인 경우에만 존재 

할 수 있다. 인간과학의 객체들 속에서 이 객체들 속에 대상화된 인간적 자기 

이해를 발견하는 것은 인간과학적 ‘해석과 주석’의 과엽이다. 인간과학의 첩;味 

理解(Sinnverstehen)는 ‘논의와 행위’(Diskurse und Praktiken)의 표면을 관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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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의미이해는 “흔적들이 말하도록 만들기 위해” 유일무이한 일회적 

“기념 비들"(Monumente)을 註釋이 가능한 “문서들"(Dokumente)로 바꿔 놓는다 

(Foucault 1981 , 15). 인간과학은 객체들 안에서 - 객체들을 인류의 대화연관으 

로 통합하는-“인간들의 자기대화"(Selbstgespräch)를 엿들어 알아 낸다. 

푸코가 이와 같이 유토피아적 휴매니즘을 인간과학의 ‘연속성’ 관념으로 환 

원하는 것은 인간과학의 방법적 결단， 즉 해석학적 자기이해를 겨냥한 것이다. 

인간과학은 대상의 의미를 ‘이해’에 의해 파악하려고 함으로써 모든 인간적인 

것의 의미연관을 표명하는 이념을 추구한다. 이 점에서 인간과학은 ‘무한계적 

이해연관’의 방법론적 유토피아를 기획하고， 이 방법론적 유토피아는 오로지 

‘완전히 인간화된 사회’라는 정치적 유토피아와 대칭을 이룬다. 

이와 같이 방법론과 유토피아가 뒤엉킨 점을 근거로 푸코는 인간과학적 연 

속성 관념을， 정치적 反휴매니즘과 방법론적 反해석학을 서로 연결시키는 자 

신의 이중전략의 출발점으로 만들고 있다. 하지만 푸코는 인간과학적 연속적 

관념을 유토피아로 비판하는 ‘일반적’ 비난을 이 관념이 ‘구조적으로 실현불가 

능한’ 기획을 내포하고 있다는 중명으로 구체화하는 경우에만 이 이중전략을 

설득력 있게 관철할 수 있다. 이 증명을 그는 무한계적 연속성의 이념에 극복 

할 수 없는 불연속성과 架橋 없는 단절의 현실을 들이댐으로써 수행하고자 한 

다. 인간과학은 이 불연속성과 단절을 이것들을 부정하는 대가를 치름으로써 

만극복할수 있다. 

오늘날 유포된 유토피아의 종말을 둘러싼 물음은 근대의 종말론과 결부되어 

있고， 푸코는 자신의 부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류에서 선봉에 서 있다. 유토피 

아를 말소하려는 저간의 추세는 과학의 이름으로 유토피아를 비판하던 종전의 

유토피아 비판의 단계를 넘어 차라리 前근대와 脫근대， 아무튼 ‘非近

代’(Nicht-Moderne)의 관점에서 계속되어 온 反혁명적 유토피아 비판으로 소급 

하는 것이다. 포스트모던적 유토피아 비판은 유토피아를 ‘버과학적인 것’으로 

비판하는 유토피아 비판과 유토피아를 ‘근대적인 것’으로 비판하는 유토피아 

비판을 결합하고 있다{Menke， 위글， p.101). 특히 푸코의 휴매니즘 비판은 이 두 

유형의 유토피아 비판의 결합에 근거한다. 이 대목에서 푸코는 특히 1950년대 

맑스주의의 이론적， 정치적 臨路를 인간개념으로 극복하고자 했던 ‘좌익적’ 또 

는 ‘좌경적’ 인물들의 유토피아적 휴매니즘을 염두에 두고 있다. “아직도 인간 



176 

을 말하고 인간의 지배 또는 해방을 말하는 모든 이들에 대해， 아니 진리에 도 

탈하기 위해 인간으로부터 출발하고자 하는 저틀에 대해， 역으로 모든 인식을 

인간 자신의 친리로 환원하는 저들에 대해， 형식화하면 반드시 인간학화하고， 

탈선비화하면 반드시 神話化하는， 생각하면 반드시 생각하는 존재는 인간이라 

고 생각하는 져들에 대해， 이 좌익적， 좌경적 성찰의 모든 형태에 대해 철학적 

웃음， 즉 부분적으로 침묵하는 웃음만으로 대꾸할 수 있을 따름이다"(Foucaulr 

1974, p.412). 

청년 맑스의 인간화 요청의 復셈에 대항하여 푸코는 양면적 異，議를 제기한 

다. 한편으로 그는 인간 개념을 ‘비과학적인 것’으로 규정한다. 인간 개념을 밀 

받침하는 인간학은 과학이 아니라 어느 우연적 시점에서 임의적으로 기획된 

“前비판적 분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그는 인간개념을 배격한다. 

그것은 “근대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화의 이념은 주체의 실천을 대상적 

外化와 해석적 同1UEnräußerung und Aneignung)의 변증법으로 기술하는 특유 

하게 근대적인 주체의 의식철학에 구속된 것이기 때문이다. 현실적 대상은 의 

식철학의 해석학적 假定과 반대로 이해할 수 없는 무의미한 ‘불연속성과 단절’ 

로 가득 차 있다. 오로지 이 현실은 인간의 의도의 산물이 아니라 구조적 운동 

의 산출물이고， 따라서 인간의 형이상학적 이해능력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의미 

의 뭉치’가 아니라 오직 객관적으로만 분석， 설명될 수 있는 객관적 관계들의 

덩어리일 뿐이다. 

푸코의 反휴매니즘， 즉 “사라진 인간의 공허 속에서의 行寫와 思推”의 선언 

으로 해독될 수 있는 것은 50년대의 좌익 휴매니즘에 대한 이러한 비판이다. 

하지만 두 논증선에서 푸코는 이러한 제한된 목적을 넘어 주체 범주의 ‘일반 

적’ 제거를 추진하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과학의 이름으로 유토피아적 휴매니 

즘을 비판하는 그의 논리는 ‘과학주의적’ 이론관으로 유입했고， 주체철학적 和

解 이념으로서의 유토피아적 휴매니즙을 비판하논 논리는 반어적 관점을 즐기 

는 ‘기능주의적’ 논의 및 행위모델로 유입했디-(Foucau!t 1981 , p.182; 1991 , 

p.44) 니체가 반어적으로 사용한 “유쾌한 과학"(감öhliche Wissenschafr)을 모방한 

푸코의 이 “행복한 실증주의”는 유토피아적 휴매니즘의 ‘허풍’에 냉정하게 맞 

서기 위한 방법적 무기이다. 푸코는 주체의 흔적을 이론과 대상에서 말소하는 

경우에만 휴매니즘으로부터 토대를 박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까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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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론가들에 의한 해석과 평가를 脫유토피아적 과학성의 이름으로 제거하 

고， 그리고 대상의 개념에서 제거한다. 대상 속에는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주체들이 없고， 이론가에 대해서는 이론가가 해석하고 평가해야 하는 주체들 

이 없다. 말하자면， 푸코는 방법론적으로 ‘인간의 해방’이 아니라 ‘인간으로부 

터의 해방’을 정초하고 있다. 푸코의 反휴매니즘을 정초해 주고 있는 이 해석 

학 비판은 인간학적 주체철학에 대한 니체주의적 비판에 불가분적으로 구속되 

어 있다. 그에 의하변 인간의 분석학으로서 인간학은 근대적 사고 속에서 “본 

질구성적” 역할을 해왔고 지금도 우리는 상당 정도 이 인간학으로부터 해방되 

지 않았다. 인간학은 본래 인지론적 ‘재현’(Repräsentation) 모델이 독자적으로 

종합과 분석의 유희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상설하는 순간부터 ‘필연적인 것’ 

이 되었었다. 이 경험적 종합은 ‘나는 생각한다’의 主權性이 아닌 다른 곳에서 

추구되어야 했다 이 종합은 이제 바로 저 주권성이 한계에 직면하는 그 곳， 즉 

“살고 말하고 노동하는 개인”의 유한성과 의식의 유한성인 “인간의 유한성” 속 

에서 찾아야 했다. 칸트는 이미 그의 전통적 삼지공식에 마지막 물음을 덧붙였 

을 때 그것을 정식화한 셈이다. 칸트는 세 개의 비판적 물음-{l.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나?， 2.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3. 나는 무엇을 소망해도 되나?)에 “인간 

이란 무엇인가”를 덧붙인 것이다-(Foucault 1974, p.4lO). 

이 마지막 물음은 19세기초이래 유럽적 思考를 지배한다. 푸코에 의하면 이 

물음은 슬그머니 그리고 미라 經驗的인 것과 'lé驗的인 것의 혼합을 저질렀다 

근대 철학이 논의 속에서뿐만 아니라 그 열정 속에서 요청하는 인간에 대한 관 

섬， 근대철학이 살아 있는 본절， 노동하는 개인， 말하논 주체로서 정의하려는 

주도면밀성은 아름다운 영혼에 대해서만 ‘再臨한 인간의 나라의 新年’을 상정 

한다. 설로 주제는 경험적-비판적 再이중화이고 이 재이중화를 통해 자연의 인 

간， 상품교환의 인간， 論議의 인간은 자기의 유한성의 기초로서 관철된다 이 

전환 속에서 명령적 스크린을 가진 선험적 기능은 경험성의 비활동적 1J(色 공 

간을 덮는다 이로써 역으로 경험적 내용은 생명을 얻어 곧추서고 즉시 선험적 

횡포를 멸리 떨궈 버린 논의 속으로 수용된다. 갑자기 철학은 이 칸트적 전환 

속에서 “새로운 睡眼”을 발견한다. 이제 데카르트식의 교조적 합리주의의 수면 

이 아니라 칸트적 인간학의 수면을. 근대 철학의 인간학적 구조는 교조주의의 

분할에， 즉 .u!.조주의를 서로 지탱해주고 서로 제한하는 두 개의 상이한 부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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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할하는 데 있다. 인간이 그 본질에 있어서 무엇인가를 취급하는 ‘前비판 

적 분석’은 슬그머니 일반적으로 인간의 경험에 주어지는 모든 것의 분석학으 

로 변한대위잭， p.411). 

역설적으로 “수변을 깨우침으로 느끼는” 이런 수면으로부터 사고를 깨어나 

도록 만들기 위해서눈 저 “인간학적 4각”을 그 근본에까지 파괴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푸코는 니체의 체험을 ‘인간학의 根切’을 위한 첫 번째 노력 

으로 평가한다〈위책， p.412). 문헌학적 비판과 생물학주의의 특정한 형태를 통 

해 니체는 인간과 神이 같이 속하는， “후자의 죽음이 전자의 죽음과 同義인 

超A의 예언이 무엇보다도 “인간의 죽음의 임박”을 뭇하는 지점을 재발견했다. 

며歸의 발견이 철학의 종말이라면， 인간의 종말은 철학의 始初의 회귀이다. 오 

늘날 우리의 시대에는 “사라진 인간의 공허 속에서만” 사고할 수 있다. 이 공 

허는 缺隔이 아니고 채워져야 할 틈새도 아니다. 이 공허는 마침내 가능한 것 

의 공간의 展開를 사고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인간학은 칸트에서 우리 

들에 이르기까지 철학적 思推를 규정하고 이끌었던 근본입장을 형성한다. 이 

性縣은 우리의 역사에 속하기 때문에 본질적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바야흐 

로 이제 우리의 目下에서 해체되기 시작하고 있다. 우리는 이 성벽을 가능하게 

만든 시초의 망각을， 동시에 완고하게 미래의 사고를 막던 완강한 방해물을 인 

식하고 비판적으로 탄핵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대위책， p.4 12). 

근대철학의 인간학적 논의를 “前비판적” 유토피아로 비판하는 입장은 리오 

따르의 경우에도 다른 술어로 표현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철학적 

논의는 이 논의가 정당화하려는 실증과학의 척도를 적용하면 ‘동화 같은 이야 

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리오따르는 ‘인간해방’의 유토피아와 같은 계몽철학 

전통의 童話 같은 ‘커다란 이야기’의 해체를 확인하고 있다~Lyotard 1977). 

선진사회의 지식의 상황은 그에 의하면 이미 ‘포스트모던’적인 바， 이것은 

19세기 말 이래의 과학， 문학， 예술의 유희규칙을 타격하는 역사적 ‘전환’ 이후 

의 문화 상황을 지칭하는 것이대Lyotard， 위책， p.13). 사회는 ‘포스트산업사회’ 

로 전환되었고 문화는 ‘포스트모던 시대’로 들어섰다~Lyotard， 위책， p.19) ‘ 그는 

이 전환을 ‘이야기의 위기’， 즉 인간해방의 유토피아의 위기와의 관계 속에 설명 

한다. 

근대과학은 처음부터 ‘이야기’와 대척적인 갈둥관계에 처해 왔다. 그러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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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은 이야기에 의해 ‘정통화’되어야 한다. 이 정통화 이야기는 ‘철학’으로 불린 

다{Lyota따 위책， p.13). 이 철학적 ‘메타논의’(Me때iskurs) ， 즉 과학의 과학적 신 

빙성 확립을 위한 이 前提的 논의는 명시적으로 ‘이성적인 또는 노동하는 주체 

의 해방’이니 ‘정신의 변증법’이니 하는 이런저런 ‘큰 이야기’로 소급한다. 휩 

理價를 지닌 어떤 언표에 있어 화자와 정자간의 合意、규칙은 ‘이성적 정신을 지 

년 자올적인 사람들’의 同意 가능성의 전망 속으로 記入되면 ‘수락가능한 것’ 

으로 간주된다. 즉 정통화된다. 이것이 ‘ l홉쫓의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 속에서 

‘과학의 영웅들’이 좋은 윤리적， 정치적 목표를 위해 활약한다. 역사철학을 함 

의하는 ‘메타이야기’에 의한 지식의 정통화는 사회적 연관을 규정하는 ‘제도’ 

의 타당성에 관한 메타논의로 통한다. 그리하여 정의도 진리도 모두 저 ‘커다 

란 이야기’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 ‘큰 이야기’는 과학의 기준을 적용하면 

유치한 비과학적 동화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하여 철학의 ‘큰 이야기’는 과학 

의 영웅과 실천의 영웅들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과학의 발전으로 소멸한다. 

‘큰 이야기’는 이제 공통분모 없는 여러 이야기들이 복수적으로 등장할 때 ‘작은 

이야기’로 분해되어 해체된다. 오늘날의 상황은 계몽의 이야기가 종식된 탈근 

대의 상황이다. 

이 탈근대적 회의는 상술한 바와 같이 과학의 진보의 결과이지만， 이 진보는 

스스로 이 회의를 전제한다. 목표는 언어적， 이야기적 요소， 또한 인식명제적， 

규칙규정적， 묘사적 요소들로 구성된 구름 속으로 산개되는데， 이 요소들은 제 

각기 話用論的(pragmatisch) 가치를 自家 산출해낸다. 우리들 각자는 이 많은 요 

소들이 상호 교차하는 점에서 산대Lyotard， 위책， p.15). 우리는 언어적으로 안 

정적인 조합이나 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하고 우리가 형성하는 것의 속성들은 

반드시 전달가능한 것도 아니다. 

철학적 큰 이야기를 유치한 동화 같은 이야기로 비판， 해체하는 리오따르의 

이 근대철학 비판윤 철학적 인간학을 비과학적， ‘前비판적인’ 유토피아로 비판 

하는 푸코의 근대 철학비판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취지를 가진 것이다. 시대의 

정신적， 문화적 상황은 인간의 해방이니 인간화니 하는 유토피아적 논의를 反

語的으로 비웃고 견디어야 하는 脫인간학， 탈해석학의 포스트모던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도의 짧은 시사로써도 푸코와 리오따르의 저작을 가로지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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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토피아적 휴매니즘의 그릇되이 일반화된 비판의 수직선으로 빠져드는 일련 

의 개념적， 방법적 오해를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휴매니즘 비판은 인간과학의 

자기이해와 방법 양자에 해체의 파멸적 결과를 가져다주는 것 같지만， 그 비판 

의 초점은 애당초 해석학이 그 발전의 전통 속에서 이미 극복한 ‘인간학’의 과 

녁에만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푸코는 본래 인간과학의 해석학적 방법론에서 유래하는 것이 아니 

라 한낱 해석학적 방법의 “기형적 발전”으로부터만 유래하는 연속성 이념을 

비판하고 있다{Menke 1990, p.104). 해석학적 방법의 기형적 발전형태논 연속 

성 테제를 인간 본성의 ‘인간학적’ 급정에 정초하고 ‘역사철학’에서 전개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푸코가 이 두 모델의 추상성을 입증하는 異論이 아무리 

설득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으로써는 인간과학의 방법론적 배격을 정당화할 

수 없다. 해석학 전통에 서 있는 가다머와 이를 잇는 아펠과 하버마스가 푸코 

와 유사하게 이 연속성 모텔에 가한 비판은 이 연속성 모델이 불가피하게 인간 

과학적 이해 개념으로부터 결과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 이해 개념을 

찌그러뜨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한 바 있기 때문이다. 연속성의 인간학적 

정초는 이해 개념을 주체적 의미의 ‘감정이입적 해명’(einfühlende Erschließung) 

으로 축소시키고 연속성의 역사철학적 보증을 ‘개념적으로 표준화된 의미의 

도출’로 축소시키는 흠결을 갖는다. 그러나 이해(Verstehen)가 ‘他者 속으로의 

移入’이나 일반적 구조의 적용으로 관념 되는 것이 아니라 ‘대화 과정’으로 구 

상되면， 인간과학적으로 주장되는 연속성의 지위도 완전히 변한다. 연속성은 

이제 인간학적， 역사철학적으로 보증되는 심층적 동열성으로써 불연속성의 현 

실을 부정하는 추상적 유토피아가 아니라， 구체적 목표이고 이 목표의 “과정적 

구현”은 오히려 불연속성의 현설을 전제하는 것이다{Menke 1990, p.105). 이에 

관해서는 뒤에서 다시 상론하고자 한다. 

ill. 포스트모던적 代案; 푸코의 反語的 댄디즘과 라오따르의 

背理

해석학적 이해를 부정하고 ‘객관적 설명과 분석’을 특화한 푸코는 “행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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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주의”의 관점에서 방법적 대안으로 계보학을 제시한다 계보학의 방법은 

“객관화하는 관찰자 관점”을 생활세계의 재생산 과정의 요소들인 행위와 논의 

에까지 라디칼하게 확장하는 데 있다. 이것은 대상이 객관화하여 고찰될 수 있 

다논 사설뿐만 아니라 “오직 객관화해서만” 적절히 파악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함축한다. 

말하자면 푸코는 상정적 재생산의 요소들의 객화하는 고찰을 해석학적 관점 

의 방법적 추상 속에서만 도모될 수 있는 ‘잠정적’ 시도로 이해하지 않논다. 이 

객관화 자세는 ‘고고학’과 ‘계보학’에 다 적용된다. 이전의 ‘고고학’은 논의구 

성체들의 규칙체계를 재구성하는 ‘서술’의 객관화 모델을 정초한 반면， 그의 

후기의 ‘계보학’은 논의 및 행위형태틀이 권력 메차니즘에서 생성되는 것을 탐 

구하는 ‘설명’의 객관화 모델을 기안한다. 이 두 방법으로써 푸코는 오로지 평 

가적으로만 해명가능한 타당성 차원을 관찰적으로 확인가능한 사실로 축소하 

는 과학 프로그램을 의무로 간주한다. 푸코의 대안 방법이 이 객관적 환원주의 

의 缺P섭을 안고 있다는 사설은一뒤에 詳論하겠지만←부정할 수 없다. 이로 

인해 그의 초기 저작은 “구조주의적 객관주의”의 오류를， 후기 저작은 “기능주 

의적 객관주의”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Menke， 위글， pp.120-1).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에서 후기로의 변화플 이 객관주의플 저 객관주의로 

대체한 것으로 단순화하는 것은 적절지 않다. 이것은 푸코가 타당성 주장에 대 

한 두 가지 관점의 차이플 反환원주의적으로 강조하는 점에서 알 수 있다. 푸 

코의 계보학은 “참과 거짓의 경계설정이 자의적이지도 또 변화가능하지도， 제 

도적이지도 폭력적이지도 않은” “논의 內部의 판단의 차원”과 外部의 “다른 차 

원”을 엄격히 구별한다. 이 다른 차원은 “(논의-인용^h외부의 진리규칙”을 “배 

제의 체계”로， “제도적으로 강제되는 역사적인， 변화가능한 체계”로 간주한다 

(Foucault 1990, p.13). 따라서 푸코의 방법론적 계획은 다음의 두 가지 요구에 

복종한다 한편으로 그는 상징적 재생산 영역에서 고찰의 두 차원을 구별하여 

환원주의적 속단을 피하고， 다른 한편으로 그의 계보학은 오로지 “객관화하는 

고찰”만을 수행하고 그의 차이와 잠정성을 부정한다. 

따라서 결정적인 물음은 “환원주의 없는 객관화”의 이울배반적 가능성에 대 

한 물음이다. 계보학의 객관화를 방법적 추상으로 전락시키거나 객관주의로 

‘건방지게’ 걱상시키지 않은 채 어떻게 이 이율배반이 해결될 수 있는가?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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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배반은 인간과 인간적 개인의 언행과 행위관계의 의미와 의도(사랑， 우정， 연 

대， 슬픔， 기쁨， 목적 등)를 - 체계와 구조 앞에서 - 허사로운 것으로 냉소하는 

반어적 자세를 취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다. 계보학의 객관화는 이런 한에서 

일정한 상징적 삶의 영역에서 “결함에 찬” 것이이고 동시에 반어적 관점에서 

“극복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관찰자로서 푸코가 인간적 삶의 상정적 

재생산 과정의 일정한 요소들에 대해 권력기제의 관점에서 가하고 있는 계보 

학적 설명은 해석학적 이해의 참여자적 관점이 말려든 불가해한 문제들부터만 

논증될 수 있다 그러나 참여자적 관점의 해석학이 감당할 수 없는 불가해한 

영역은 ‘체계’나 ‘구조’의 요소틀에 한정된다. 따라서 반어적 냉소주의도 여기 

에 한정되어야만 적절성을 갖는다. 

객관적 ‘설명’만을 허용하는 ‘구조’와 ‘체계’의 자립적 발전으로 인해 설정된 

해석학적 방법의 한계는 가다머를 잇는 하버마스의 비판이론에서도 주지의 사 

실이다. 이 통찰은 푸코에 의해 ‘문제화’(Problematisierung)의 개념으로 주제화 

되고 있다 즉， 이해를 통해 해독되지 않는 生硬性의 체험은 이해 주체와 이해 

대상 간의 원칙적 연속성 관념을 뒤흔든다. 문제화의 투입지점은 생경한 대상 

과 자기의 의마지평 사이에서 벌어지는 틈새이다. “문제화는 (…) 우리의 언어 

에 外的인 것과 더불어 시작된다. 문제화의 지점은{대상으로부터의 - 인용자) 

우리의 논의적 행위의 간격이다"(Foucault 1981 , p.190). 푸코의 이 주장은 적절 

하고 합리적이다. 

그러나 상정적 재생산의 요소들에 대한-‘관찰자’로서의 -그의 계보학적 

객관화 관점은 모든 인간적 ‘진지성’을 부정하는 ‘반어적’ 냉소에 기반한다. 이 

반어는 세계의 구조주의적， 기능주의적 단순화에 기인하는 한 적절치 못한 것 

이다. 이 객관화 방법은 유독 참여자의 해석학적 관점에서만 해명될 수 있는 

상징적 재생산 영역을 추상화， 단순화， 삭감한다 따라서 상정적 재생산 영역에 

대한 관찰자의 일면적인 계보학적 접근은 결함적， 기형적， 인간소외적인 것이 

다. 가령 상정적 재생산의 한 요소인 가정， 시민사회， 정치도 얼마든지 경제적 

이익과 권력 기제의 객관적， 관찰자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설명’할 수 있지만， 

이 관점에서는 가정， 시민사회， 정치를 묶고 있는 인간적 의미(사랑， 우정， 연 

대， 고통과 행복， 비극과 숙명， 승리와 패배 둥)를 ‘설명’할 수 없다. 이 인간적 

의미는 오로지 ‘가상적 참여자’(visueller Teilr빼mer)의 해석학적 접근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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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포착， 이해될 수 있다 이 ‘진지한’ 이해논 하버마스에 의하면 이 영역에서 

‘방법적 선차성’을 갖는다. 

그러나 이 영역에서마저 이해의 ‘진지성’을 부정하고 대안으로 반어적 자세 

를 취하는 푸코에게는 데카당스적 출로밖에 없다. 근대적 삶에 대한 푸코의 대 

안적 삶은 ‘계몽의 협박’을 거부하고(Foucault 1990, pp.45-46) ‘계몽과 근대의 

한계를 침파하려는 실험적 삶’으로 정식화될 수 있다. 따라서 후기에 푸코가 

‘자기’를 발견하고 근대이념으로서의 ‘계몽’을 수용하는 경우에도 계몽주의적， 

휴매니즘적 인간해방의 이념으로부터 일체의 ‘진지성’을 박탈하고 이 이념을 

철저히 역사화하는{Fouca비t， 위글， pp.46-47), 최종적으로는 근대를 정면으로 

응시하되 반어적으로 견디는 미학적 자기구성， 즉 나르시즘적 댄디즘의 데카 

당스적 邊境으로 추락하는 것이다. 

푸코는 『계몽이란 무엇인가』에서 이와 같은 대안적 삶을 요약하고 있다. 그 

는 칸트를 되돌아보면 근대를 ‘역사의 단계’가 아니라 ‘자세’， 즉 ‘에토스’로 정 

의한다. 따라서 근대를 그는 ‘전근대’나 ‘탈근대’와 구별하는 것에 반대하고 근 

대의 자세가 反끈대(Gegenmoderne)의 자세와 어떻게 대결해 왔는가에 관심의 

춧점을 맞훈다{Foucault ， 위글， p.42). 이런 근대의 개념변위를 통해 그는 근대의 

자세를 “현재적 순간의 영웅적인 것”을 파악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자세로 정 

의한다. 근대성은 덧없는 순간의 감지 양식이 아니라 “현재를 영웅화하려는 의 

지”이다. 그러나 뭔가 다른 요소의 개입이 없이는 가면을 쓴 낭만주의로 비칠 

이 近代觀은 ‘영웅화’에 ‘반어적’이라는 한정을 가함으로써 탈근대의 모습으로 

재창조된다{Foucault， 위글， p.43). 이 대목에서 푸코는 그 어떤 진지한 인간적 

의미도 부정하논 이 탈곤대적 인간을 근대인으로 간주하는 보들레르의 댄디즘 

적 근대관을 차용한다. “근대인은 가고 달리고 찾는다. 팔경 왕성한 상상력을 

가진， 늘 ‘거대한 인간황무지’를 뚫고 여행하는 이 사나이， ( ... ) 이 주거인은 

단순한 배회자보다 고차적인 목표를， 아놓돈 다른 목표률， 순간의 덧없는 향유 

보다 보다 포괄적인 목표를 갖고 있다. 그는 내가 근대성이라고 규정하고 짚은 

어떤 것을 찾는다. ( ... ) 그에게 있어 관섬은 근대성이 역사적인 속에서 詩的인 

것을 포함할 수 있는 것을 유행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다. "(보들레르) 하지 

만 근대는 보들레르에 있어 현재와의 관계 형식일 뿐만 아니라 자기자신에 대 

해 산출해야 하는 관계의 유형이기도 하다. 근대의 자발적인 자세는 포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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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禁愁”에 구속되어 있다. 근대적이라는 것은 자기 자션을 “복합적이고 고 

된 노동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근대의 인간븐 자기 자신의 발견， 자기 

의 비밀과 숨겨진 진리의 발견에 매진하는 자가 아니라 댄디스트처럼 “자기자 

신을 발명하려는 자”이다. 이것은 ‘인간해방’의 근대성이 아니다 근대성은 “자 

기 자신의 JJnI의 과업”을 강요한디-(Foucault， 위글， pp .44-5). 이 가공작업은 반 

어적， 미학적이기 때문에 동북아적 고전의 ‘修身’ 개념과 전혀 다른 것이다. 

이러한 ‘현재의 反語的 영웅화’， ‘현설과의 자유의 변화무쌍한 유희’， ‘자기 

자신의 금욕적 가공’은 기존 사회나 政治體 안에서 터를 가질 수 없다. 이것은 

예술이라는 다른 장소에서만 생산됨 수 있다. 이 ‘설존의 미학’ 또는 미학적 自

己構成의 기술은 푸코의 『성의 역사~ 1, II권에서 고대를 사례로 탐색되고 있다 

(Foucault 1989 a, b). 이와 같이 인간과학파 해방 유토피아에 대한 푸코의 비판 

작업이 근대화 과정을 ‘인간 莊蘇地’로만 바라보는 者의 현설도피적 미학， 반 

어적 니헐리즘， 댄디예술적 현설유희의 데카당스적 용훌境으로 귀착된 것은 기 

형성과 결함에 찬 푸코의 ‘일반적’ 객관화 방법에 기인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러한 귀착점을 ‘진지하게’ 모멸할 뿐 아니라 대안적 삶을 여기에 귀착하게 만 

든 푸코의 방법적 오류를 앞서 중간 중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반해 리오따르의 대안은 건전하다. 그러나 그의 근대와 하버마스에 대 

한 비판이 오해의 산물이라면， 그의 건전한 대안은 논리적 자가당착을 통해 얻 

어진 것이다. 

리오따르에 의하면 포스트모던의 ‘미래 사회’논 (구조주의나 체계이론과 같 

은) ‘뉴우튼적 인간학’， 즉 數理-기계론적 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파 

편의 화용론’에 의존할 것이다. 그리하여 수많은 ‘언어유희틀’이 생겨날 것이 

다. 이것은 바로 요소들의 異種性이다. 이 유희들은 오로지 ‘모자이크식으로만’ 

제도를 창출할 것이다. 이것은 ‘국지적 결정론’이다. 그렇다면 ‘메타이야기’ 이 

후의 포스트모던적 정통성은 어디로부터 출발할 수 있논가〉 그것은 하버마스 

가 생각하는 것처럼 ‘토론에 의해 획득되는 합의’로부터 출발할 수 없을 것이 

다. 하버마스적 합의는 언어유희들의 異種性에 대해 ‘강권’(Gewalt)을 구사하기 

때문이다-(Lyotard， 위책， p.15). 새로운 고안은 항상 ‘의견차이’에서 생겨난다. 

포스트모던 지식은 단순히 권력의 도구가 아니다. 그것은 ‘차이’에 대한 우리 

의 감각을 세련화하고 ‘비공통성’(lnkommensurabili떠t)을 견디는 우리의 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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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한다 포스트모던 지식 자체는 전문가들의 의견일치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고안자의 ‘背理’(Paralogie)에 근거를 둔다. 

보편적 |해技가 지배하는 포스트모던 과학논의의 정통화를 위해 이제 정선의 

변증법이나 인류의 해방이라눈 ‘큰 이야기’는 쓸모 없다 분산된 ‘작은 이야기 

들’이 상상적 고안과 발명을 위한 최상의 이야기 형태이디-(Lyota띠 위책， p.175) 

다른 한편 合意의 원리도 정통성 기준으로 불충분한 것처럼 보인다. 합의는 

‘하버마스적 의미’에서 인식적 이성과 자유로운 의지로서의 인간틀의←대화 

를 통해 획득되는 의견일치가 었다. 이 이론은 그러나 계몽 이야기의 타당성 

에 의지하는 것이다. 체계이론적 의미에서의 또 다른 합의는 체계에 의해 체계 

의 효율의 유지와 향상을 위한 체계요소들 가운데 하나로 ‘조작’된 것이다. 즉， 

체계테러의 위장된 형태이다. 따라서 이제 합의가 아니라 ‘異見’(Dissens)에 강 

세가두어져야 한다. 

따라서 문제는 背理(Paralogie)에 의한 지식의 정통화가 가능한가 하는 것이 

다. 배라는 혁신과 다르다 혁선은 체계에 의해 규정되거나 아무튼 체계의 효 

율을 향상하기 위해 이용되는 것이다. 배리는 지식의 끊用論 얀에서 과소평가 

되는 한 특정이다-(Lyotard， 위책， p.176). 실제 속에서 전자가 후자로 전환되는 

일은 빈번하지만 펼연적인 것은 아니다. 

사회의 정보화는 정치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 이 영향은 兩義的이다 정보화 

는 시장체계의 ‘끔꾸던’ 완전무결한 통제수단과 조절수단이 될 수 있고 지식 

자체에까지도 확대되어 배타적으로 효율의 원리에 복종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화는 불가피하게 테라플 초래한다 이것이 정보화의 ‘함정’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메타규정들에 관해 토론하는 그룹뜰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상황 

의 인지 속에서 결정할 수 있게끔 해줌으로써 이 토론그룹들에게 봉사할 수도 

있다 정보화플 이 후자의 방향으로 조절， 전환하기 위해 견지해야 승}는 노선 

은 “원칙적으로 아주 간단하다 “공론장”이 저장칩과 데이타 뱅크에 대한 “자 

유로운 접근통로”를 얻는 것이대Lyotard， 위잭， p.192). 하버마스의 소통적 ‘協

議’(Verständing)를 결과적 ‘합의’(Konsens)로 오해하며 하버마스를 부정하던 리 

오따르의 背理論的， 脫근대적 정치 이념은 어느덧 논리적 자가당착의 실수를 

통해 다시 계몽과 하버마스의 공론장의 이념으로 복귀하고 있다. 포스트모던 

의 정선은 ‘실수’를 통해서만 인간으로 복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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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따르는 그의 본격적인 저작 『不和.!(Lyotard 1987)에서 正義와 未知의 동 

시적 존중을 위한 이 새로운 정치이념을 좀더 상론하고 있다. ‘명제체제 

들’(régimes de phrase)과 ‘논의유형들’(genres de discours)을 구분하고 어떤 주어 

진 언표가 어떤 논의유형에서 해석되어 다음 언표로 연속될 때 불가피하게 다 

른 논의유형들 속하는 다른 언표 가능성들을 배제하는 점을 들어 언어행위의 

본질적 不正義를 논한다. 따라서 개시된 모든 언어행위는 異種的 논의유형들 

의 갈등場에 들어 있다. 그가 들고 있는 예를 보자연 가령 고용주와 피용자 간 

의 논란에서 “노동력은 상품일 수 없다는 휴머니즘적 논의유형”은 전혀 먹혀 

들지 않는다. 노동력의 상품개념은 경제적 논의유형의 본절구성적 가정이기 

때문이다，Lyotard 1987, p.13). 서로 이종적인 논의유형들이 맞서 있을 경우에는 

성립되는 것은 判官이 해결가능한 법률논쟁이 아니라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 

이종성의 ‘不和’(di없rend)이다. 

따라서 리오따르의 이론체계에서 근본적이고 도덕적인 사명을 지니게 되는 

‘철학자’의 임무는 ‘정의로운’ 결정의 처방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不和의 

논리가 인식되어 구체적인 불화 그 자체가 감지되고 주목되고 단순한 싸움질 

로 무시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철학자는 不和를 증거한대Lyotard， 앞책， 

p.12). 이것이-재판관과 지식인은 늘 당파적이라는 사실에 직면하여-思推 

의 명예가 구제되는 방식이다. 이것이 ‘정의와 未知의 것을 동시에 존중하는’ 

포스트모던 정치로서의 ‘철학적 정치’이다\Lyotard， 앞책， p.ll). 不和와 관계하 

는 이 ‘철학적 정치’는 근대민주주의에서 가장 넓은 실천공간을 얻는다 

(Lyotard, 앞책， p.217). 이 정치는 따라서 일종의 포스트모던적 ‘메타정치’이면 

서 동시에 ‘기초정치’인 셈이다，Welsch 1991, p.242). 이 정치는 경제적 논의유 

형이 절대적 헤게모니로 나아가고 있는 도정에 있는 한 필수적인 정치이다. 획 

일화를 강요하는 경제적 논의유형의 헤게모니는 경제적 주제의 先次性이 아니 

라 모든 종류의 주제들에 대한 경제적 취급방식의 典範性으로 야기되는 것이 

다. 즉， 시간절약과 비용절약의 경제적 효울논리는 모든 종류의 주제들을 평가 

한다. “이 경제적 논의의 헤게모니가 봉착하는 극복할 수 없는 유일한 장애물 

은 명제체제들과 논의유형들의 異種性이다끼Lyotard 1987, p.263). 이 ‘이종성 

의 논리’도 논의 체계와 효융성의 상극성을 주장하는 한에서 童話 같은 ‘큰 이 

야기’로 앞서 부정된 논의유형들의 인간적 논리를 활용하는 자가당착을 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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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 같다. 

지금까지 푸코와 리오따르의 대안을 가능한 한 본격적 비판없이 비교적 객 

관적으로 요약， 재현하였다. 다음에서는 푸코와 리오따르의 대안을 하버마스의 

관점에서 비판하고자 한다. 푸코의 대안이 근본적으로 그의 일반적 객관화 방 

법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푸코의 대안에 대한 비판은 그 방법에 대한 비판 

과엽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푸코의 방법에 대한 비판은 하버마스의 비판적 

방법의 논의와 함께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먼저 리오따르의 대안에 대한 비판 

으로 넘어 가고자 한다. 

N. 리오따르적 代案의 問題性과 하버마스 

리오따르의 대안은 두 방향으로， 즉 파슨스적， 루만적 체계(자본주의적 국가 

체계와 경제체계)의 테러주의적 포섭에 대항하는 실천적 지향과， 이 체계에 계 

몽주의적 전통에서 저항하는 하버마스식의 낡은 논리를 비판하는 이론적 지향 

으로 구성되어 있다. 체계에 대한 저항 방식을 일단 논외로 하면 리오따르와 

하버마스의 사회관은 언어없는 ‘체계’와 언어행위적 생활網(하버마스의 ‘생활 

세계’， 리오따르의 ‘언어유희’， 나중에는 ‘논의유형들’)의 二元구조로서 서로 유 

사하다. 

따라서 하버마스와 그의 ‘不和’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하버 

마스가 ‘낡은’ 계몽의 전통을 시대착오적으로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 關技論的 언어유희에 대립되는 언어행위의 意思願通的 파악이다. 두 번 

째 문제는 뒤로 돌리고 일단 첫 번째 계몽의 문제를 살펴보자. 

하버마스는 형이상학적 독일관념철학으로 대표되는 사변적 정통화 ‘이야기’ 

의 붕괴에 관해서는-이해방식은 다르지만-리오따르와 같은 의견이다. 이 

런 이유에서 하버마스는 ‘脫형이상학’의 시대의 지식이론과 문화에 새로운 철 

학적 기초를 제공하고자 1930년대이래 수행된 철학의 ‘언어학적 轉

回’(linguistic turn)를 수용하여 언어의 화용론적 전개 속에 내재하는 非형이상 

학적인， 그러나-칸트의 형이상학적 주체 1)의 선험적( transzendental) 구성능력 

1) 데카르트와 칸트의 형이상학적 주체(자기의식) 개념은 근세철학의 부동의 준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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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등가물인 선험적인 종합기능을 해명하는 ‘소통적 행위의 이론’을 전개한 

것이다. 동시에 이 소통적 행위에 의해 조성되고 전수되는 소통적 f면性(능력)은 

체계의 억압과 테러(리오따르) 또는 ‘구조적 강권’(하버마스)의 침투를 비판하 

는 척도이면서 동시에 비판적， 해방적 힘의 원천이다. 이 비판기획은 비판의 

준거를-초기근대적 계몽기획이 앙시앵 레짐의 비생산적 드라큐라뜰을 비판 

할 때 의존하던 - 도구적 합리성(생산성， 實利， 功￥”에서 소통적 이성으로 전 

환함으로써 전래된 계몽주의적 비판기획의 일면성을 합리적으로 비판하면서 

동시에 근세초 계몽기획의 해방이념적 직관을 상속할 수 있는 새로운 전망을 

창출해 준다. 계몽주의적 비판기획은 곧 모든 미선과 무지， 모든 비효율성과 

모든 착춰지배으로부터의 합리적(즉， 非낭만적) 해방기획이고 이 비판의 반성 

적 적용은 지식에 대한 과학주의적 미신과 實利 또논 공리주의적 미망에 대한 

계몽적 비판， 즉 ‘계몽의 계몽’(Fetscher 1989)을 팔연화한다. 요는 계몽의 이념 

이란 정치설천적으로 해방적 비판이면서 이론적으로는 ‘자기비판적’ 反省의 

원리인 것이다. 

이에 반해 호르크하이머， 아도르노， 마르쿠제는 새로운 계몽기획의 비판척 

도를 때로는 프로이드 정신분석에서， 때로는 미메시스 美學에서 구함으로써 

‘계몽의 계몽’을 함의하는 ‘합리성의 합리적 비판’이라는 자신틀의 좌우명을 

훼손할 지경까지 계몽비판을 절망적 톤으로 섬리학화， n]학화하든 ‘막다른 골 

목’에 봉작한다. 하버마스의 소통적 행위의 이론은 이에 대한 체계적인 반론이 

면서 새로운 해법인 것이다. 

리오따르는 무의식적으로， 따라서 이론적 체계성을 결한 채 바로 이러한 계 

몽과 근대적 비판노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통치 ‘체계’의 확산적 발전은 

휴매니즘적 비판의 운동을 야기하고 이 실천적 비판운동 전체는 ‘계몽주의적’， 

휴매니즘적 논의유형 등으로 정리될 수 있는 것이다. ‘체계’의 테러주의적 강 

화와 ‘경제적 논의유형의 헤게모니적 확산’에 대한 正義이념적 저항 및 無知로 

부터의 대중의 해방t체계에 의해 장악당한 저장칩과 데이타 뱅크에 대한 “공론 

장의 자유로운 접근통로”의 확보투쟁)을 핵심으로 하는 리오따르의 정치기획 

그러나 이 주체 개념의 권위는 19세기 맑스의 소외 및 이데올로기론， 니체의 니헐리즙， 

프로이드 정신분석학 등에 의해 치명적으로 해체되었고 脫형이상학의 시대로 접어든 

다{참조: Benhabib 1986, pp.10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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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바로-그가 잘못 포스트모던적으로 노폐화시키려는-‘계몽’ 외에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한에서 그는 다측면적인 발전과 多n皮的 분화， 자 

기반성을 겪어온 근대적 계몽기획을 자의적으로 축소해서 이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실존하는 통치체계에 대항하는 개인들의 자유를 위한 구체 

적인 ‘생활전략’으로서의 계몽기획을 한낱 과학이론의 관점에서 ‘지석’의 정통 

화를 위한 이야기 무대로 戰畵化하고 있다는 비판을 변할 길이 없다. 

리오따르는 더구나 체계에 대한 저항과 비판의 힘을 인간들의 ‘언어행위’에 

서 찾고 있는데， 이 점은~그의 언어철학적 주장이 지난 타당성 여부를 일단 

차치하고一언어행위를 해방적 비판의 준거요 변혁적 권력의 원천으로 보는 

하버마스와 동일한 것이다. 따라서 ‘계몽’을 하버마스식으로 이해하면， 리오따 

르 스스로 계몽주의자인 것이고， 특히 그의 입장에서는 체계의 침범과 구조적 

강권의 침식을 ‘소통적 이성’에 근거하는 연대권력으로 저지하려는 하버마스 

를 ‘낡은’ 계몽주의자로 배격할 아무런 근거도 없는 젓이다. 게다가 그는 계몽 

의 명시적 산물인 ‘근대 민주주의’를 자신의 소위 ‘철학적 政治’의 기반으로 보 

고 있지 않은가! 천부적 자연권과 천부적 인간본성(human nature), 이것의 실현 

을 위한 유토피아적 목적론 등이 모두 해소된 脫형이상학의 시대인 오늘날 실 

증주의와 체계이론이 더욱 거세게 추진하고 있는 민주주의 이념에 대한 형해 

화 공략에 대항하여 자유公論에 기초한 근대 민주주의의 축소되지 않은 온전 

한 이념을 재건하려는 하버마스의 소통이론적 시도(1992; 하버마스의 권리이 

론의 미흡성에 대한 비판작 보충은 참조: Wellmer 1989)는 때로 유혈투쟁을 요 

구하던 험난한 계몽과정의 쟁취물인 근대 민주주의를 다만 우연적 ‘전제’로 취 

급하는 리오따르의 첸전한 이론기획을 이미 한 족장 앞질러 간 것이다. 말하자 

면 계몽의 해방기획은 미래의 유토피아플 위해 현재의 生을 수단화하는 목적 

론적 유토피아 역사철학， 즉 세속화된 기독교 신학의 절곡으로부터 탈피했을 

지라도， 즉 脫형이상학화되었을지라도-리오따르의 新정치기획에서 보듯이 

~여전히 우리를 니헐리즘적 절망과 자포자기로부터 끌어올려 활력화해 주는 

칸트적 의미의 ‘규제적’ 비판이념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리오따르가 통일성， 동일성， 보편성， 전체성， 합의에 대하여 다양성， 이종성， 

차이， 특수성， 異見， 不和를 옹호하고 강조하는 의도는 그 자체로서 이해할 만 

한 것이며， i · 동구의 전체주의 체제가 최종적으로 해체된 오늘날은 더욱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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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성을 얻는 것이다. 특수성과 이견의 자유는 기존의 자유주의와 근대 민주주 

의 기획 속에 이미 내재하는 것이기도 하였지만， 이 기존의 기획틀이 지향하는 

‘자유로운 개인’의 이념은 ‘체계’의 ‘개인화하면서 종합하는’ 전체주의적 권력 

기술의 법률적 表皮로 피상화되거나 이 권력기술 속으로 흡수되어 버리논 경 

향을 수반하였다. 이런 이유에서 리오따르는 체계의 강권적 포섭음모가 삼투 

되어 있을 수도 있는 미심쩍은 일반성， 동일성， 전체성， 합의 등의 범주를 아예 

폐기하고 언어적 關技와 다원적 불화를 옹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리오따르의 이 근본주의적 기획은 몇 가지 이론적 근본오류와 오해 

로 인해 거듭 설득력을 잃고 있다 그는 우선 계몽의 이야기가 인식적 진리문 

제(인식명제)와 정의의 규범적 문제(규정규정적 명제)를 뒤섞어 후자로부터 전 

자의 정통성을 도출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魔飯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 

다. 이 ‘자가당착적’ 계몽의 이야기를 답습하는 하버마스도 이 두 이종적 언어 

유희들을 동일화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비판은 중대한 오해 

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버마스가 칸트의 순수이성비판， 실천이성비판， 판단력 

비판 등에서 근본적인 이종성으로서 비판적으로 논의되는 훨理， 善， 美의 타당 

성들의 ‘분리’에 대해서는 전통주의 샤회에서나 가능했던 이 3者의 未分化， 즉 

‘실체적 통일성’을 모범 삼아 재통합하려는 ‘반동적’ 노력을 기울여서는 안 되 

고 또 이 분리를 애석해 할 펼요도 없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 

실이다. 이 타당성들을 통합하고 있던 전통주의적 형이상학과-언어적 논증 

으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따라서 허의의식(이데올로기)의 불가침적 보호기제 

로 기능했던-聖禮的 영역을 해체시킨 이 분화는 근대적 진보의 증거요 진보 

적 쟁취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리오따르가 계몽기획과 하버마스가 진리와 

규범명제를 뒤섞고 있다고-그것도 칸트에 의폰하여-비판하는 것은 칸트 

에게서 結品化된 형태로 반영되는 계몽의 분화기능과 하버마스의 ‘소통적 協

議，(Verständigung) 개념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버마스를 전통주의적 전 

근대로 귀속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 

‘소통적 협의형태’는 하버마스에 의하면 ‘소통적 행위의 일반적 구조’와， 주 

어진 생활세계 안에 주제화될 수 없는 ‘재생산강제’ 간의 타협을 의미한다 

(Haberm잃 1985 Bd.2, p.279). 聖物的， 신비적 禁담(Tab띠와 종교적， 형이상학적 

세계상이 지배하던 전근대와 이것이 잔존영향을 미치던 초기근대에는 언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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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화할 수 없는 체계강제들이 강력하였다- 이런 타부들은 이데올로기적 기 

능을 떠맡는다 문명적 계급사회에서 문화적 전통이 불협화음적 현실체험에 

대해 방역되지 않는다면， 금기로 내면화된 물질적 재생산 강제는 아마 계급관 

계로 각인된 생활세계를 관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유지되는 것， 

즉 엘정 주제영역의 언어적 공략불가능성은 곧 ‘소통의 구조적 제한’을 뜻하는 

것이다-(Haberm잃， 앞잭， p잃2). 전근대적 계급사회의 종교적， 형이상학적 기본 

개념들은 말의 합리성이 일상적 실천 안에서보다 더 강하게 구속당해 있논 ‘미 

분화된 타당성 요구’의 차원에 위치한다. 이 기본개념들은 ‘타당성 요구의 미 

분화’， 즉 진선미의 융합에 힘입어 일상적 소통의 인식적 영역에서 열어냐는 

항의에 대해 완전 면제되어 있다-(Habermas， 암책， p.282). 세속적 행위영역으로 

부터 제도적으로 분리되어 권위주의적으로 한 단계 높이 위치한 聖禮的 행위 

영역은 %人틀이 전통의 토대를 ‘잘옷된 곳’에서 언어화하는 것을 막아주는 

데， 이 이데올로기적 방역은 바로 이를 통해 관철된다. 동시에 성례적 영역에 

서 소통은 ‘타당성 영역의 마분화’로 인해 제한당한다. 

그러나 이 타당성 영역의 분화가 진행된다면 각 영역의 (끝장을 보는) 독립 

적인 논의가 가능해진다. 이 ‘타당성 영역의 분화’ 정도에 따라 사회발전의 단 

계를 구분한다면 처음의 한 극에는 ‘嚴式的 실천’이 있고 다른 끝에는 ‘논증의 

설천’이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소통적 이성의 점진적 발휘의 정도’에 따라 소 

통적 이해형태들이 구별될 수 있다. 하버마스는 전(前)관습적 씨족사회， 관습적 

계급사회， 초기근대， 탈관습적인 현대적 근대에 맞춰 이것을 도식화하고 있다 

(Habermas, 앞잭， pp.285갱6). 

脫관습적 사회에서는 타당성 주장t진， 션， 미)이 ‘논의들’(Diskurse)의 차원에 

서 분화되어 있다. 엘상적 실천 속에서 사람들은 화용론적 기본자세들을 분리 

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행위’와 ‘논의’의 차원도 분리시킬 수 있다. 脫전통적 

법제도를 가진， 실정법적으로 규범화된 행위영역들은 사람들이 나이브하게 수 

행된 행위에서 반성적 자세를 취하는 논증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것을 전제한다. 

언어행위의 이성적 잠재력은 규범적 타당성 요구의 가셜적 論究가 제도화되는 

정도만큼 기존의 제도에 대항해서도 제공될 수 있다. 

근대사회의 발전과 함께 성례적 영역은 도처에서 해체되거나 적어도 구조형 

성적 지위를 상실한다. 진리， 윤리적 선， 미학의 타당성 영역들이 완전히 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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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수준에서 예술은 이전의 嚴式的 성격올 탈각하고 도덕과 법은 종교적， 형이 

상학적 배경을 탈피한다. 부르조아적 문화의 ‘세속화’와 함께 문화적 가치영역 

들은 상호 예리하게 분리되고 제각기의 특유한 타당성에 따라 독립하다. 이와 

함께 文化도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떠맡도록 했던 그 형식적 속성을 상실한다. 

따라서 하버마스의 소통적 행위의 이론은 존재세계에 대한 서구철학의 일연 

적 편향을 비판한다. 존재론적 사유의 우위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바로 인식 

론과 과학이론 안에서의 인식의 특권화와， 의미론 안에서의 주장적 명제의 방 

법적 특화가 초래되는 것이다. 형식화용론적 소통연구는 이런 고정관념을 해 

체할수 있다. 그것은존재론적， 인식주의적 일변화에 대항하여 객관적 세계(인 

식대상)를 사회적 세계(윤리론의 대상) 및 주관적 세계(미학의 대상)와 결합시 

켜 진리성， 규범적 올바름， 진실성에 대한 동시적인 정향을 요구하는 저 ‘脫집 

중적인 세계이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Habermas 1982, p.606). 

이와 같이 가치영역들의 예리한 분화를 전제하고 촉진하는 하버마스의 소통 

이론은 이 각 영역들의 이종적 유희들을 통일하고자 하는 반동적 기도와 가장 

거리가 멀다. 하버마스에 대한 리오따르의 이 오해를 제거하고 나면 이 문제에 

관한 한 리오따르와 하버마스는 같은 의견이다. 그러나 리오따르의 오류는 면 

제되지 않는다. 그는 계몽과 더불어 관철되어 제각기 끝장을 보는 고유한 異種

性의 추구가 가능케 된 언어유희들의 원심적 분화를 이제야 비로소 관철되어 

야 할 내용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결정적인 그의 이론적 흠결은 첫째， 각 가치영역들 또는 언어유 

희들의 ‘끝장을 보는’ 異種化가 특수주의적 角質化로 나아가거나 서로 충돌하 

여 상호파괴에 이르게 되면 이 근본적으로 이종화된 유희들이 노리는 遊救的

분산의 자유와 발명적 창조성은 환상이 될 수도 있는 이론적 위험에 적절히 대 

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흠결은 체계의 테러주의적 포섭시도에 대 

해 고렵된 유희들 또는 개인들의 대항력은 가소로울 정도로 취약하다는 것이 

다. 첫 번째 홈결은 리오따르의 정력적인 옹호자들에 의해서도 지적되는 문제 

로서(가령 Welsch 1991 , p.274) 다른 이론적 기제의 창출을 요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 흠결은 즉각 ‘연대’의 문제를 제기한다. 

이 두 문제는 모두 소통적 행위에 의해 재생산되고 更新되는 문화적 배경지 

식이요 연대권력의 원천으로서의 하버마스적 ‘생활세계’ 개념과 이를 배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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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소동적 행위의 ‘과정적’ 균제작용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차원에서 오늘날 이성적 지향은 진리문제， 정의문제， (미학적) 취 

향문제의 반성적 취급이 주제마다 제각기 고유한 논리를 따르는 식으로 분리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차원에서 ‘이성의 통일성’은 ‘과정적’으로， 즉 타당성 주 

장들의 논증적 설현의 ‘절차’를 통해 보장되어 있다. 형식화용론적으로 정초된 

논증이론은 소통적 행위의 타당성 요구의 차별적 역할에 따라 여러 가지 논의 

형태들을 구별하고 이 논의유형들 간의 ‘내적 관계’를 해명할 수 있다 

(Habermas 1983, p.605). 

언표논리적으로 랴오따르는 인식명제에서 균칙규정적 명제를-이 두 명제 

논 완전히 이종적이기 때문에 도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가령 ‘문이 열려 

있다’는 인식적 명제(locution)로부터는 ‘문 좀 닫아 주시오’라논 언표를 ‘도출’ 

할 수 없다는 것이다.2) 그러나 소통적 행위상횡t가령 독감환자가 누어 있는 방) 

속에서는 이 두 명제의 이종성을 전혀 해치지 않으면서도-‘문이 열려 있 

다’는 말이 ‘일차적 행위수행적’(primary performativ) 언표(가령 경고행위)를 포 

함하는 ‘언표외적인 힘’(illocutionary force)을 지닐 수 있는 한에서 聽者에게 ‘문 

을 좀 닫아 주시오’라는 균범적 요구 또는 명령의 행위유발적 효과{perlocutive 

effect)를 야기하는 ‘내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r:f<Austin 1972, p. 1l7; von 

Savigny 1972, pp.9-20). 각 언어유희들이 상호파괴와 각절화 상태에 빠지는 것 

을 막아주는 이 ‘내적 관계’는 칸트적 의미의 相補的 ‘적젤성’(Angemesenheit)관 

계를 뜻하는 것으로서 결코 전체성이나 전체주의적 강권을 함의하는 것이 아 

니다. 이러한 교정 속에서야 가치틀의 분화가 곧 인간들의 야만화를 뜻하지 않 

을 수 있고 이 야만화룰 막는 것은 “정통화란 자선들의 언어적 실천과 소통적 

상호작용 외에 다콘 어떤 곳으로부터도 유래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들의 지 

식이다"(Lyotard 1986, p.122)는 리오따르의 확언도 빈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소통적 행위는 인식적 객관세계， 규범적 사회세계， 표현적 자아세계를 소통 

2) 리오따르의 이 미흡한 주장은 인식명제의 소통적 사용을 배제한 말이다. 오스틴에 의 

하변 인식적 명제(즉， _<L:걷틴의 경우 확인적 consrauv 명제)는 소통적 언어행위에서 비 
언표적 힘윤 갖고 사섣전담， 경고， 약속 등의 암묵적 행위수행(performance)을 내포함한 

다 이 행위수행은 인식적 명제의 주어에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와 관계한다 

(Austin J 072, p.l17). 리오따르는 이 행위수행이 인식명제의 주어와 관계는 것으로 오 
해하고 였다{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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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과정에서 동시에 그리고 동등하게 관여하며 소통적 合意를 도출하여 異種

的 가치들의 相補的 적절성을 배려한다. 리오따르가 이 합의를 강권과 동일시 

하는 것은 다시-프랑스 비관주의 풍조 속에 지배적인， 즉 프랑스 사상계에 

특유한-두 가지 무지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첫째， 하버마스의 소통적 합의도 그렇게 안정적이고 확고한 것이 아니라 리 

오따르의 ‘국지적’， ‘일시적’ 합의처럼 일단은 잠정적이고 불안정하며 위태로 

운 것이다. “日常의 소통적 실천에서 안정성과 →義的 명백성은차라리 예외이 

다. 산란하고 깨지기 쉽고， 항구적으로 수정되고， 오직 잠간동안만 성공하는 의 

사소통의-민속학적 방법론에 의해 기술되는-像이 보다 현실주의적인 것 

이다. 이러한 소통 속에서 참여자들은 문제성 있고 미해명된 가설에 지탱하여 

경우에 따른 공동성에서 다음 공동성으로 더듬어 나가는 것이다. "(Habermas 

1985 Bd.l , p.150) 이러한 공동성， 즉 합의가 일정한 역사적 안정성을 얻논 과 

정은 시공적으로 ‘무한히 지속되는 소통’을 논리적으로 전제하고 이러는 한에 

서 역사적 공동지식과 공동확신의 저장고인 - 시공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경험적 생활세계에도 절대적 합의가 유예되고 상대성의 딱지가 붙는 것이 

다. 즉， 아무리 많은 다수가 가담한 공동확신도 소통적 논리에 따라 무한히 지 

속되어야 하는 토론을-현재의 실천을 위해-중지하고 얻어진 ‘실용주의적’ 

다수결의 결과인 것이다. 소통적 행위 얀에서 화자의 주장이 상대화되듯이 각 

단위의(그룹적， 지역적， 민족적， 국제적) 생활세계들도 상대적인 것이다. 따라 

서 합의에 가담한 다수파는 이 생활세계 안팍에 위치한 소수의 특수자들에게 

절대적 가치들을 주장할 수 없고， 나아가 소통적 논리에 따라 소수파들의 ‘언 

어유희’와 이틀이 다수가 될 가능성을 봉쇄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소통적 이성 

의 합의이념은 다수와 소수의 언어유희에 동등한 대우를 ‘과정적으로’ 보장하 

여 리오따르가 의심하듯이 소수파에게 강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강권행사(파괴)를 막고 동시에 다수와 소수 간의-지위쟁탈을 둘러싼-영구 

게임을 보장하여-게임 자체를 거부하는-각질화를 막는 것이다. 

둘째， 리오따르는 연대적 권력(Macht)과 강권(Gewalt)을 거듭 혼동하고 있다. 

소통적 합의는 이 합의 참여자들에게 이 합의에 의해 조절된 행위요구에 대한 

구속력을 부여한다. 이 소통적 이성의 구속력은 연대를 창설하고 이 참여자들 

에 대한 ‘권력’으로 현상한다. 따라서 합의에 기초한 권력은 ‘간주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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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intersubjekttiv) 것으로서 간주체성의 범주에 들지 않는 자에게는 작동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강권은 ‘도구적인 것’(instrumental)， 즉， 물리적， 경제적， 재정 

적 수단의 힘으로서 합의와 무관하게， 아니 때로 합의를 부수며 작동한다. 권 

력과 강권의 이러한 구별은 하버마스가 아렌트로부터 물려 받아 이론적 전제 

로 고수하는 것이다-(Arendt 1991; Habermas 1976). 

이런 전제에서 보면 리오따르가 하버마스의 합의를 강권(Lyotard， 1986, 

p.16), ‘낡은， 의심스런 가치’(Lyotard， 위책， p.190)로 보거나 과학공동체의 합의 

와 관련하여 ‘억압’ 및 테러에 관해 운운하는 것(Lyotard， 위잭， pp.183-184)은 

체계에 의해 ‘조작된’ 합의의 ‘테러’(리오따르)나 聖禮的 영역의 소통적 접근을 

금기하던 전근대적 로마교황청에 의한 갈리레오 이론의 강권적 단죄를 연상시 

키는 것으로서 그의 뿌리 깊은 개념적 혼돈을 증거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버마 

스의 소통적 합의 개념에 대한 그의 빈번한 비판도 한참 빗나간 것이다. 리오 

따르의 정력적인 옹호자 벨슈(Wolf농ang Welsch)는 ‘포스트모던’이라는 말이 오 

해를 유발하는 ‘너무 큰’ 술어로서 차라라 ‘radikale Moderne’라는 명칭이 더 적 

절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어서 그는 포스트모던의 핵심적인 주장， 즉 

다양성과 특수성의 존중과 포월적 理性觀의 폐기가 실현되면 이 포스트모던이 

라는 말도 무대에서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We!sch 1991 , p.319). 따라서 리 

오따르의 대안은 그 오해와 자가당착을 벗져내면 계몽의 논리적 틀로 재정리 

될 수 있는 것이다. 

v. ‘理解可能性’ 이념의 ‘批判的’ 재구성과 ‘계보학적’ 방법 

의 비판 

脫인간학， 脫역사철학적인， 따라서 본래적인 의미에서 비로소 해석학적인 

인간과학 개념은 푸코가 주장하는 연속성 이념의 근본적 역할을 부정하지 않 

는다. ‘연속성 이념은 유토피아적 휴매니즘의 표현 외에 다름 아니다’는 인간 

과학적 동일성 관념에 대한 그의 비판은 이러한 현대적 해석학 유형에 직면하 

여 설득력을상실한다. 

이로써 푸코의 인간과학 비판은 막다른 골곡에 빠진다. 해석학적 연속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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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이 근거지을 수 없는 유토피아라는 그의 혐의가 논증적으로 해명되는 경우 

에만， 그의 비판은 이 막다른 골목에서 빠져 나올 수 었다. 이 논증적 해명의 

단초는 그의 계보학의 구상에서 발견된다. 다음에서는 이 계보학의 일반적 객 

관화 방법에 대한 비판을 하버마스의 비판적 해석학 논의를 매개로 하여 수행 

하고자 한다. 

인간과학의 연속성 이념이 더 이상 인간학이나 역사철학에 근거하지 않는다 

면， 이제 그것은 이해의 가능성이 ‘무한계적’이만큼 동시에 ‘단절적’이라는 ‘해 

석학적 경험’에만 근거한다. 일단 연속성 이념은 ‘반성적으로 전체될 수 없는’ 

차이들의 매개로서만 관철되기 때문에 단절적이다. 동시에 그것은 “임의로 연 

장될 수 있기 때문에” 무한계적이디-(Habermas 1971 , p.121). 해석학적 경험은 

원칙적으로 중단되지 않지만， 그래도 전체화하는 식으로 파악될 수 없는 이해 

의 연속성， 인간적 의미의 객관화 형태들 간의 이해적 연속을 염두에 둔다. 이 

런 이유에서 이 해석학 이념에 입각하변 인간적 의미의 영역은 가능한 이해의 

영역과 합치된다. 모든 의미논 이해될 수 있고 우리는 무엇인가를 이해함으로 

써만 그것을 의미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인간적 의미 및 대화 연속체 속으로 수 

용한다. 

이해의 이러한 ‘절대화’를 하버마스는 ‘해석학적 관념론’으로 규정한다 

(Habermas 1970, p.283) 해석학이 모든 인간적 의미가 성공적 이해의 연속성 속 

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다면， 그것은 모든 의마가 이해가능한 형태로 전 

시된다는 것을 전제한다. 이 가정은 ‘관념론적’이다. 다시 그것은 모든 의미가 

‘강제 없이’ 형성되고 ‘찌그러지지 않은 채’ 대상화된다는 가정을 내포하기 때 

문이다. 

어떤 행위나 논의를 해석학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그것의 의미를 “참가자 

들의 직관적 (규칙)지식”으로 해명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그것을 이해하기 위 

해서 그것은 주체들의 이해로 환원가능해야 한다-(Menke， 위글， p.106). 모든 의 

미의 이해가능성의 이러한 해석학적 보면화 속에는 ‘관념론적’ 오해가 개제되 

어 있다. 이 보편화 테제는 이 이해가능성의 상태가 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 이해해야 할 것의 왜곡된 형태에 ‘대항하여’ 비로소 산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해석학적 관념론의 형태는 이것이 ‘해석학적 유토피아’로 再定式化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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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만 보존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Habermas 1981 , Bd. 1, p.193). ‘비판적’ 

해석학 방법의 인간과학은 무한계적 이해가능성의 상태를 이미 설현된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현할 것을 요구해야 하기 때문에 유토피아적이 

다. 하버마스는 이 해석학적 유토피아블 정신분석학과 이데올로기비판으로 정 

초한 바 있다 이 고찰과정은 해석학적 연속성 이념을 현설의 관념론적 碼造로 

배격하면서 동시에 이 이념을 유토피아로 재정식화하는 것을 내포한다. 이 배 

격과 재정삭화 사이에는 이해할 수 없는 왜곡된 의미 형태에 대한 ‘객관화하논 

설명’과 비판의 ‘반성적’ 계기가 매개한대Menke， 위글， p.197). 이 객관적 설명 

의 계기는 해석학적 이해를 ‘유예’하는 반면， 반성적 계기는 성공적인 해석학 

적 이해가능성의 상태를 설현가능한 것으로 ‘예취’한다. 

이 고구를 푸코와 관련시켜 보자. 푸코의 테제는 인간과학이 해석학적 방법 

으로 인해 연속성 이념에 얽혀 있다는 것을 뭇한다. 그리고 이 연속성 이념은 

‘휴매니즘적인’， 즉 비과학적이고 주체철학적인 유토피아로서만 관념될 수 있 

다는 것이다. 하버마스의 ‘비판 방법론’은 이 테제를 분화시키긴 했지만， 동시 

에 이 테제의 핵심적 내용을 확인해 주고 있다. 하버마스는 전통 해석학적 인 

간과학의 관념론적 연속성 관념과 비판해석학적 인간과학의 유토피아적 연속 

성 관념을 구별함으로써 푸코의 테제를 분화시킨다. 동시에 그는 전통적 연속 

성 관념의 관념주의를 극복한 해석학적 언간과학이 유토피아적 재정식화의 의 

무를 지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푸코 대제의 핵섬적 내용을 확인해 주고 있다. 

하버마스의 비판적 경험은 해석학적 연속성의 ‘해방적 요청’을 통해 무한계적 

이해가능성의 유토피아적 이넘을 기획한다{Menke， 위글， p.109). 

이 무한계적 이해가능성의 해석학적 유토피아는 두 측면을， 즉 ‘절대적’ 이 

해가능성(대상의 ‘완전한’ 침투)의 유토피아와 ‘보편적’ 이해가능성(‘모든’ 의미 

들의 이해)의 유토피아를 내포한다 전자는 의미의 적절한 재현이라는 ‘인지적’ 

차원과 관련된 것이고， 후자는 타당성 주장에 관한 성공적 협의와 합의로서의 

‘평가적’ 차원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하버마스의 비판해석학적 인간과학에서는 ‘재현’의 유토피아가 아니 

라 ‘합의’의 유토피아가 전면에 나온다. 절대적 이해가능성의 유토피아를 합의 

의 유토피아로 정식화하기 위해 하버마스는 이해하는 것으로 주장되는 협의에 

더 상세한 설명을 가하고 있다. 그는 협의 유토피아를 “생활형태”로 관념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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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무한계적 해석공동체”의 테두리 내의 “보편적 협의”로 기술한다 

(Habermas 1971 , p.154). 따라서 ‘매번’의 타인과의 우리의 해석에 관한 추구하 

는 협의적 합의는 ‘모든’ 타인과의 무한계적 협의의 단순한 개별사례가 된다. 

푸코논 물론 ‘절대적’ 해석가능성의 유토피아를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절대 

적 해석가능성의 유토피아의 극복은 오히려 해석학적 패러다임 안에서 스스로 

일어난다 무엇을 이해한다는 것은-비록 우리는 이 대화가 인간과학 안에서 

보는 관점에 따라 단절적일 뿐만 아니라 그 협의가 잠정적이라 할지라도-무 

엇과 이 무엇에 관해 대화에 들어 간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인간과학이 자 

신의 해석적 단초를 포기함이 없이 절대적 이해가능성의 이념을 버릴 수 있다 

면， 이 인간과학에는 푸코가 비판적으로， 그리고 하버마스가 청년기 저작에서 

긍정적으로 주장한 것， 즉 절대적 이해가능성의 이념이 해석학적 방법에 기초 

한 인간과학의 연속성 관념과 펼연적으로 결부된 것이라는 주장은 이 인간과 

학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Menke， 위글， p. 1l3).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비 

교적 간단히 해소될 수 있다. 

그러나 ‘보편적’ 이해가능성의 유토피아의 경우에는 그렇게 간단치 않다 대 

화의 脫유토피아적 해석학은 보편적 이해가능성의 유토피아를 ‘부분적’으로 

견지한다. 이것은 소통적 이성에 따라 필연적인 것이다. 하버마스는 『소통적 

행위의 이론J 11권에서 해석학적 보편성 주장의 한계 문제를 다시 취급함으로 

써 보편적 이해가능성의 이념을 비판하지만， 그 부분적 타당성을 새로운 방식 

으로 정초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화의 유토피아와 휴매니즘도 ‘부분적’ 한정을 

통해 재건된다. 

말하자변 해석학적 유토피아는 초기저작에서의 ‘定鍵’에서 후기 저작에서의 

‘한정’으로 목표가 이동한다. 후기저작에서 하버마스는 해석학의 관념주의를 

거론한다. 해석학의 보편성 주장은 “경험적 문제”인 것을 개념적으로 선결했기 

때문이대Habermas 1984, Bd., p.180, 214; 1980, p.566). 초기저작에서 정신분 

석학과 이데올로기 비판으로 수행된 왜곡된 의미의 이론과 달리， 이제 보편성 

주장은 ‘추상적’이고， 이것은 이제 ‘체계이론’으로 입증된다. 보편성 주장은 행 

위자의 직관적 지식에 대한 “의미의 자립화”를 모르기 때문이다. 해석학적 보 

편성 주장은 처음에 병적 증후군과 우상에서 깨지고 나중에는 ‘체계’와 ‘매체’ 

에서 깨진다. 



걷훌훌과 近代기 획 / 홉台淵 199 

‘왜곡된’ 소통과 ‘부담을 던’ 소통의 관점에서 제각기 수행되는 관념주의 비 

판의 이 차이는 해석학적 이해의 차이진 유예에서 반영된다 해석학적 보편성 

요구가 강권적으로 왜곡된 소통의 현실을 들어 배격된다면， 이 유예는 ‘부분 

적’인 것이다. 해석학적 관념론의 정신분석학적으로 계몽된 비판은 이 관념론 

을 언젠가는 실현될 유토피아로 ‘재정식화’한다. 이에 반해 해석학적 관념론이 

소통의 체계적 부담제거의 현실을 들어 배격된다면， 이 유예는 ‘취소할 수 없 

는’ 것이다. 체계이론적으로 계몽된 비판은 해석학적 유토피아를 부정한다. 

『소통적 행위의 이론~ 11권은 체계 개념에서 구조적 강권의 병리적 결과가 아 

니고서도 해석학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객관적-의도적” 의미연관(푸코: “구조 

적 의도")의 모델을 기획함으로써 그러한 비판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체계이론적으로 계몽된 비판은 방법론적 규정을 매개로 생활세계 개 

념을 “해석학적으로 접근가능한 (…) 사실의 전체를 구성하는 객관적 세계 내 

의 영역의 분리설정을 위해” 도입하고 있다-(Habermas 1984, Bd. 11, p.206). 체 

계와 생활세계는 그 파악의 방법에 따라 구별되는 유형의 사회영역들이다. 그 

리고 해석학의 보편성 주장은 생활세계에 있어만 타당하기 때문에 ‘부분적인’ 

것이다. 

사회적 세계의 영역들로서의 체계와 생활세계 간의 구별은 체계관점과 생활 

세계 관점의 일차적 구별에 대응한다. 그러나 이 두 관점은 이 두 영역에 직접 

귀속시 킬 수 없다. 이 두 관점은 고찰의 관점으로서 “변함 없이 동일한 사회” 

를 경계유지적 체계와 사회적으로 통합된 생활세계로 개념하는 것이기 때문이 

다. 양자는 상호 전화가능하다 “애당초 모든 현상은 각각의 관점으로 기술될 

수 있기 때문이다."(위책， p.232) 그러나 ‘방법적 우선성’은 당연히 생활세계 관 

점에 주어진다. 이런 까닮에 두 관점은 원칙적 ‘비대칭’ 상태에 있디-(Menke， 위 

글， p.115) 이것은 휴매니즘 또는 인간화 유토피아와 결부된 해석학적 이해가 

능성의 유토피아적인， 그러나 사실대항적인(kontrafaktisch) 당위가 함축되어 있 

다. 이 당위는 인간의 삶이 진행되는 한 존재하는 사실대항적 힘으로서의 당위 

이다. 참여자의 생활세계 관점이 방법적으로 “자족적인” 것이기 때문에， “관찰 

자의 외부관점에서 체계이론적 개념들에 포섭되어야 하는 실체들은 (…) 앞서 

사회적 집단의 생활세계로 위치지어지고 이들의 상정적 구조들에 있어 이해되 

었어야’ 한다-(Habermas， 위책， p.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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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체계관점과 생활세계 관점의 구별의 근본적 의도는 해석학적 이해의 

보편성 주장을 그 관념적 유형에 있어서나 유토피아적 유형에 있어서나 배격 

하면서 동시에 (푸코 및 파슨스式의) 기능주의적 객관화에 대항하여 이 보편성 

주장의 “근본성”을 정초하려는 데 었다~Menke， 위글， p. 1l6). 

일단 이 ‘배격’은 객관하는 관찰자 관점으로의 이행이 생활세계 및 참여자 

관점의 짧路와 문제로 인해 근거지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이 생활세계적 참여 

자 관점이 어느정도 ‘자연적’ 고찰방식이라면， 체계분석을 위한 방법적 輝隔化

(거리취함)는 참여자 관점의 불충분성 속에서만 정당화된다 생활세계 관점에 

서 체계 관점으로의 이행을 위해 하버마스는 두 가지 상이한 설명을 제시한다 

『응답』에서 그는 이해사회학iverstehende Soziologie)에 대항하여 생활세계의 재 

생산과정에 대한 ‘파슨스적 관찰방식’을 근거지음으로써 이 사회학의 관념주 

의를 비판하고 있다~Habermas 1986, p.369; 참조: 1984, Bd., II, p.223 이하) 행 

위들이 재생산과정을 위해 수행하는 기능적 연관이 분석되어야 한다면， 행위 

의 내적 고찰을 외적 고찰로 소격화시켜야 한다. 이 첫 번째 설명과 두 번째 

설명은 구별해야 한다. 파슨스에 대한 비판에서 하버마스는 생활세계의 재생 

산이 “참가자들의 행위의도를 초월하논 잠재적 기능들의 수행으로서” 관철된 

다는 사실로부터만 생활세계 관점에서 체계관점으로 이행을 근거짓지 않고 있 

다. 이 관점변경은 펼연적이기도 한 것이다. 생활세계는 “限界사례에서조차도 

생활세계가 집단적 협업의 의도된 성과로 관염될 정도로 둘러 볼 수 있는 차원 

으로 축소되지 않기” 때문이다~Habermas 1984, 위책， p.348) 두 번째 논증은 저 

이행을 특수한 유형의 기능 연관， 즉 “둘러 볼 수 없논” 또는 복잡한(komplex) 

기능연관의 차원에서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이제 오로지 체계관점만이 재생산연관의 적절한 서술을 허용 

한다. 사회의 재생산 연관이 “둘러 볼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 졌다면， 생활 

세계 관점에서의 고찰은 그것은 “허용할 수 없이 삭감된다 이 경우에는 사회 

가 체계관점에서 더 잘 설명된다. 사회의 재생산과정이 이제 “생활세계의 지평 

으로， 따라서 상호작용 참여자들의 직관적 지식 속으로” 끌어 들여질 수 없다 

(Hanermas, 위책， p.180). 이 복잡성 논증은 체계 관점과 생활세계 관점의 상호 

의존성을 해체하지 않지만， 이 의존성이 항상 상호적 이행가능성의 대칭적 관 

계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준다. 둘러 볼 수 없이 복잡한 사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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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세계의 관점에서 오직 불충분하게 파악될 뿐이고 객관화하는 자세의 체계 

관점에서만 적절히 파악된 수 있다. 

그러나 하버마스는 체계 관점의 펼연성을 복잡성 논증으로만 정당화하는 것 

이 아니다. 최종적으로 그는 체계 관점과 생활세계 관점의 구별을 생활세계의 

물질적 재생산과 상정적 재생산의 구별과 연결시카고 있다 객관화하는 고찰 

의 방법적 특화를 정초하논 복잡성의 정도는 오로지 물질적 재생산 영역에서 

만 달성된다 이것은 경험적 명제가 아니라 개념적 명제이다. 하버마스는 상징 

적 재생산 과정이 체계관점에서도 기술될 수 있지만 오직 불충분하게만 파악 

된다는 논증으로 이 테제를 정초하고 있기 때문이대Menke， 위글， p. 1l7). 

상정적 재생산은 체계관점에서 파악될 수 없는 ‘내적 제한’에 불가피하게 구 

속되어 었다. 그것은 “사설대항적인 타당성 주장틀의 사실적 認定을 중심으로 

집결한 현상들”에 속하기 때문이대Habermas 1986, p.375). 상정적 재생산의 과 

정은 관찰적으로가 아니라 오로지 소통적 행위의 ‘가상적 참여’를 통해서만 해 

명될 수 있다. 하버마스는 체계 관점과 생활세계 관점의 부분적 분리는 (복잡 

한) 체계와 (합리화된) 생활세계의 부분적 분리를 반영한다. 이러한 구분으로써 

하버마스논 보펀적 이해가능성의 해석학적 유토피아를 사회적인 것의 영역， 

즉 생활세계에 한정하고 동시에 ‘사설대항적’ 타당성 주장들의 사설적 認定으 

로 펠연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해석학적 보편성 이념， 즉 연속성 이념은 ‘비과 

학적인’ 인간학적 토대와 역사철학적 토대를 떠나서도 논증가능하고 또 인간 

과학적 과학성으로 논증된다. 

인간적인 어떤 것도 인간에게 낯설지 않다는 방법적 요청을 레비 스트로쓰 

는 인간과학의 휴매니즘적 내용으로 규정한 바 있다. 해석학은 인간적인 것의 

영역에서 원칙적으로 낯설은 어떤 것도 만나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기대를 모 

든 의미의 보편적 이해가능성에 대한 주장으로 재정식화했다. 이에 반해 해석 

학적 ‘비판의 경험’은 이 주장이 지금， 여기서 늘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 

친다. 그러나 동시에 하버마스의 비판적 인간과학은 이해가능성의 재건을 선 

취하는 식으로만 ‘객관화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이제 체계와 생활세계의 구분 

론은 이 ‘선취’가 해석학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분석 

될 수 있는 모든 내용형상들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논 경우에 한낱 추상적 유토 

피아를 기안하는 것을 보여 준다. 생활세계로부터 분리된 물질적 재생산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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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 체계의 참여자에게， 따라서 해석학적 자세를 취하는 인간과학적 해석자 

에게도 ‘낯선 것’(fremd)이다. 물론 그렇다고 병리적 증후군이나 偶像처럼 반드 

시 이들을 ‘소외시키는 것’(encfremdet)은 아니다. 물질적 재생산의 복잡한 체계 

들의 참여자들의 직관적 지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석학적 이해 

가능성으로의 해방적 이행의 요청에 굴복하는 것도 물질적 재생산의 복잡한 

체계들은 직접적 참여의 정치적 유토피아와 모순 될 뿐 아니라， 보편적 이해가 

능성의 해석학적 유토피아도 제한한다. 

그러나 이 유토피아는 제한될지언정 폐기되지 않는다. 객관화 자세를 취하 

는 관찰자의 기능주의적 설명으로는 불충분하게만 해명되는 생활세계의 상징 

적 재생산 과정이 분리된 영역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해석학의 보편성 주장은 

이 영역 안에서 사실대항적으로 관철된다. 따라서 인간화의 유토피아도 사실 

대항적 정초를 얻는다 게다가 생활세계의 관점은 하버마스에 의하면 체계에 

대해서도 ‘방법적 우월성’을 갖는다. 이 말은 부분적， 제한적인 의미에서이다. 

체계의 기능적 연관이 생활세계에 대한 순기능적 역할을 하는지 ‘식민화’ 역할 

을 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생활세계의 관점에서만 가능하고， 따라서 하버마 

스는 체계의 침범을 견제하는 사회운동을 기안하고 있다. 또한 나아가 그는 생 

활세계의 소통적 논리의 관점에서 체계 자체의 세력관계의 정치적 변경도 가 

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한에서 정치(학)적 유토피아의 과학적 기초도 여전 

히 진정성을 지닐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하버마스의 자본， 노동， 소유권 등에 관한 미진한 ‘경제주의적’ 이해 

를 비판적으로 지양하면， 이 체계의 기능적 합리성을 ‘보존하는’ 가운데 체계 

참여자의 관점에서 노동의 생명활동적 의미를 강화하고 소유 및 권력관계를 

개편하고 인간을 소외시키는 자본주의적 체계를 보다 인간에게 적절한， 인간 

의 소통부담과 노동부담을 덜어 주고 재미를 주는 자동화기계처럼 유익한 다 

른 체계로 변형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하버마스의 ‘생활세계의 방법적 선차 

성’ 테제를 이런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인간의 삶의 의미를 소통적， 

상정적 의미로만 한정하지 않고 인간의 생명활동적， 육체적， 욕구적 의미， 즉 

‘대상적’ 의미로도 확장하는 것을 전제하논 것이다. 이에 관한 논의논 별도의 

하버마스 비판을 요한디{참조: 황태연 1996; 황태연/엄명숙 1994b). 

이런 관점에서 보면 푸코는 객관화하논 계보학적 방법을 체계(‘구조’)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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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한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생활세계의 상징적 재생산에까지 확장함으로써 

모든 의미를 反채化하여 ‘황폐화’시카고 삶의 ‘대상적’ 의미는 아예 완전히 몰 

각하고 있다. 

해석학적 인간과학이 유토피아적 휴매니즘을 내포한다는 푸코의 혐의논 물 

질적 재생간 체계의 복잡성 때문에 도출되논 방법론적 귀결에 대한 하버마스 

의 분석에서 첫 번째 확인을 발견하긴 한다 이 분석은 첫째 인간과학의 해석 

학적 자기이해가 연간과학을 모든 의미의 절대적이는 않지만 보편적인 이해가 

능성의 방법적 유토피아에 의무지우고 있다논 것을 보여 준다. 둘째， 그의 분 

석은 이 유토피아가 구조적으로 설현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 이 유토 

피아가 사회적 현실의 한 부분인 복잡한 체계의 특수한 경험조건에 모순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푸코의 해석학적 유토피아 비판은 해석학적 유토피아를 물 

절적 재생산 과정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상정적 재생산 과정의 관점에서 해석 

학적 유토피아를 배격함으로써 이미 하버마스와 구별된다 1 객관화하는 자세에 

대한 그의 변호론은 바로 해석학적 방법이 생겨난 영역이요， 하버마스가 이 방 

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으로 입증하고자 하는 영 

역， 이념사， 합리성， 법， 도덕과 관련된 것이다. 

푸코가 이 영역이 객관적으로도 고참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객 

관적으로만 고찰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한에서 그의 계보학적 방법은 이 영역 

을 애당초 ‘허용할 수 없이 삭감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따라서 해석학적 보 

편성 요구의 ‘제한성’과 ‘부분성’에도 불구하고 견지되는 그것의 ‘근본성’을 부 

당하게 파기하였다. 이라논 한에서 모든 인간적 의미와 이념에 대한 反핍와 냉 

소， ‘철학적 웃음’은 불가피한 귀결이고 데카당스적 邊境의 에토스에 빠진 룸 

팬 지식인의 댄디즘적 처방도 불가피한 것이다. 그러나 계몽과 근대기획은 니 

체적 룸펜지식인들의 초인적 광기에도 불구하고 나찌즘과 파시즘의 공세를 파 

멸시카며 인간화의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듯이 포스트모던적 룹팬지식인들의 

‘철학적 웃음’과 댄디즘적， 나르시즘적 사보타지에도 불구하고， 그라고 우연한 

지그재그의 곡절 속에서도 또다시 그 방향으로 운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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