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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재현, 집단학살 문제의 해결

다니엘 파이어스타인
트레스데페브레로대학교

본고는 공포(terror)가 집단학살 생존자의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 글은 현대세계에서
집단학살이 사회적 직조(social fabric)를 변형시키고 재조직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이에 따라
대규모 국가 폭력은 생존자의 정체성 붕괴, 해체, 변형이라는 광범위한 목적에 쓰이는 도구로
간주된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집단학살에 대한 라파엘 렘킨(Raphael Lemkin)의 선구적인 정의는
물론,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미국 중앙정보부가 개발하여 이후 라틴아메리카 전역에서 실행된
대(對)반란 전략인 국가안보 독트린의 사회정치적 결과 및 나치즘과 스탈린주의의 그것에 대한 세심한
분석에 뿌리를 둔다.
이 논문은 아르헨티나의 마지막 군사정부가 1976년부터 1983년 사이에 자행한 집단학살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여기에 선택된 사례는 현대의 여타 집단학살 사례들에 대한 역사적 비유로 삼을
만하다. 이 논문이 집단학살 비교연구에서 각별히 중요한 이유는 어떻게 사회분쟁-전쟁, 집단학살,
반인륜범죄-에 대한 상이한 법률적 정의가 상이한 서사(narratives)와 상이한 집단적 기억 유형으로
이어지는가를 고찰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특히 이렇게 상이한 정의가 기억과 재현, 정체성
차원에서 행해지는 트라우마 경험에 대한 집단적 해결과정에 끼쳤거나 혹은 앞으로 끼칠 수도 있는
영향을 고려한다. 본 논문은 각 재현의 서사양식(전쟁, 집단학살, 반인륜범죄)이 어떻게 희생자와
가해자를 다른 방식으로 정의하고 구성하는지 보여준다. 이 글은 또한 이러한 서사양식들이 각기 실제
일어났던 일에 대해 상이한 인과적 설명을 제시하고 매우 다른 세대 간 전승양식과 현재 및 타인과
관계 맺는 상이한 방식을 자극함으로써 어떻게 다른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비유로 귀결되는지도
보여준다.
공포감의 목적은 자아를 파괴하는 데에 있으며, 체계적 공포에 따른 트라우마의 주요한 결과는
정체성의 파괴와 자기신뢰의 붕괴 및 그로 인한 타인에 대한 신뢰의 붕괴이다. 이것이 중세 말기
이래 고문이 자행된 이유였다. 고문은 당시 가톨릭교회의 종교재판에서 권력의 초기 기술로서
갓 사용되었으며, 이후 20세기에 들어서야 완전히 발달하게 된다. 고문은 현대의 집단학살에서
되풀이되는 현상이지만 단순히 적에게 패배를 안기고 적의 무장을 해제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고문의 목적은 단지 싸울 의지를 꺾는 데에서 그치지 않는다. 고문의 목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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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로 하여금 종교적, 민족적, 정치적, 성적 신념을 부인하거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해가 될 정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자신을 거부하는 주체를 대상으로 애정이나 성적 취향을 갖는 것처럼 그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거나 행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그 정체성을 말살하는 것이다.
트라우마 경험의 기억에 대한 심리학적 반응으로 가장 전형적인 것은 그 기억이 의식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이 경우 감정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기억은 서사의 형태로 처리될 수 없는
탓에 수정이 불가능하다. 대신 그것은 정체성의 탈구(dislocation)를 초래한다. 예를 들면, 억압된
감정은 공포증과 히스테리, 강박관념, 반복강박충동 같이 정신건강상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
그러므로 처리되지 않은 감정은 끝없이 ‘재연되어’ 해당 주체들 그리고/또는 이들의 사회적 환경에
해를 끼치거나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나 억압되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발생했던 사건에 대한
주관적 경험일 뿐이다.
반복강박충동은 사회적 차원에서는 카에스(Kaës, 1989)의 이른바 ‘탈부정적 협약(denegative
pact)’이라는 주체횡단적(transsubjective) 현상, 즉 트라우마 사건을 언급하지 않겠다는 무의식적
동의와 관련이 있다. 탈부정적 협약은 반복강박충동과 논리는 동일하지만, 트라우마가 억압될 때는
존재하지 않았던 합의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탈부정적 협약은 개인의 주관성에 작용하여 그 협약에
연루된 이들이 이전에 지녔을 수도 있는 자기신뢰의 흔적을 모조리 파괴하며 이들이 자기 자신의
역사를 전유하는 것을 저지한다. 탈부정적 협약 때문에 개인들은 자신들의 경험뿐만 아니라 트라우마
사건을 설명하는 서사적 기술(記述)에서도 소외된다. 이들은 분리된 채, 그러한 이야기들을 자신의
경험과 관련시킬 수도 없다.
그러나 이 협약은 침묵 속에, 침묵을 통해 유지되는 것만은 아니다. 트라우마적 과거에 관한
다양한 담론은 의도적으로 1인칭을 배제하고 이야기(narration)를 타자에게 일어난 일로 구성하는
서사 절차를 이용함으로써 트라우마 사건으로부터의 집단적 거리두기와 멀어지기 효과를
산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 동시에 트라우마는 탈민감화(desensitization)를 초래한다. 탈민감화는
억압처럼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차원에서 작용하면서도 사회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축적되는 효과를
지닌다. 이 축적된 탈민감화가 대규모 인구 집단에 영향을 미친 사건으로 인해 야기되는 경우에는
무의미함(meaninglessness)으로 경험되며 냉소주의나 허무주의, 풍자나 조롱이 동반될 수 있다.
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 탈민감화는 트라우마적 사건을 이해하려는 노력의 불가능성으로 표현된다.
여기에서 자신의 정체성 찾기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이데올로기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을 무의미의
이데올로기(ideology of nonsense)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 이데올로기는 좀 더 극단적인 형태의
억압이다. 그것은 탈부정적 협약에 도전하기는커녕 그것에 서사적 견고함을 부여하고, 이전에 파괴된
자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모종의 일관된 정체성을 회복시켜, 그 협약을 의식의 차원에서
말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서사가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이제 널리 인정되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신경과학 분야에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는 기억이란 뇌 속에 저장된 사건들의 완전한
녹화영상이 아니라, 서사 또는 이야기를 통해 의미가 이해되어야 하는 파편화되고 무질서한 경험의
집합으로 저장되어 있다는 것이다.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특정 역사적 사건에 대해 어떤 설명 틀이
가장 적합한지 결정하는 것은 각각의 인권침해가 생성하는 대안적 서사들과 그것이 트라우마의 해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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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정체성 재구축에 주는 함의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이는 특히 법학과 같은 응용학문
있을 수 있다.1
사회과학자와 역사학자, 법률가들은 종종 개념과 사실을 혼동하지만, 개념은 사실과 다른 것이다.
개념은 정신의 구성물, 다시 말해 사실을 이해하는 데 쓰이는 해석의 틀이다. 그러므로 1970년대
아르헨티나에서 벌어진 인권침해의 경우, 그것이 예컨대 전쟁이나 집단학살의 맥락에서 발생했는지
여부를 단순히 사실을 근거로(예를 들면 소규모 접전 및 사상자 숫자, 또는 강간과 납치 및 실종자
숫자) 결정하기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많은 개념으로 동일한 사실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학은 체계적인 대규모 폭력에 뒤따르는 트라우마를 집단적으로 해결할 때 다른 어떤
분과학문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법정이 범법자를 구금하고 처벌할 권위를 갖기
때문이지만, 판사가 결정한 선고는 집단적으로 승인된 진실이나 이야기가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점은 상이한 개념들이 상이한 방식으로 사실을 조직하여
‘동일한’ 사실에 다른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들은 불가피하게 문제의 사건들에 대한
사회적 태도에서 영향 받을 것이다.

상이한 법률적 개념에 대한 검토
1976년에서 1983년 사이에 아르헨티나에서 광범위하게 자행된 체계적인 인권침해는 수많은
방법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그렇게 설명되었다. 어떤 설명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거나, 독재정권
시기를 전후로 때에 따라 사회적으로 더 널리 또는 적게 수용되었다. 그러나 법률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설명들은 각각 고유한 담론을 갖는 별개의 세 범주로, 다시 말해 전쟁과 집단학살,
반인륜범죄로 분류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의 법률적 담론 영역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이 중 두 범주, 즉
집단학살과 반인륜범죄의 의미에 관해 진행되고 있는 논쟁이다. 반면 세 번째 범주인 전쟁은 그 범죄에
책임이 있는 자들의 변호사와 정치적 지지자들이 피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무기이자 그들의 석방을
얻어내는 도구로 부당하게 이용했다.
이 범주들은 상호간에 배제나 모순의 관계에 있지 않다. 오히려 일부 사회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두 개념을, 나아가 세 개념을 동시에 함께 다룬다.2 그럼에도 각각의 개념에 관련된 일련의 상이한

1 이
 것이 가능한 정의들을 정치적 신조에 입각하여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이는 다른 차원의 논의에
속하며 기억 처리 과정이나 재현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소송의 구성에 관련된다.
2 이
 러한 조합은 다음 책에, 심지어 제목에도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Ines Izaguirre et al, Lucha de clases, guerra civil
y genocidio en la Argentina, 1973-1983. Antecedentes. Desarrollo. Complicidades (『아르헨티나의 계급투쟁과 내
전, 집단학살, 1973-1983. 배경, 전개, 공모』), Buenos Aires, Eudeba, 2009. 이 책은 내전과 집단학살이라는 개념을 분
명하고도 명시적으로 병치하며 반인륜범죄라는 관념을 명백하게 배제한다. 이 연구는 후안 카를로스 마린(Juan Carlos
Marín)의 선행 연구를 토대로 하는데, 마린은 우선 그 사건들을 전쟁으로 보고 시작하지만 재빨리 집단학살이라는 개념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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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론은 아르헨티나 역사를 다르게 이해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재판과 선고에 서로 다른 상징적 결과를
가져온다. 그 결과, 두 요인 모두 트라우마의 집단적 해결에 상이한 영향을 미친다.

전쟁
전쟁 담론은 아르헨티나에서 매우 상이한 형태를 취했는데, 일부 형태는 정치적으로나
이데올로기적으로 여타 형태들과 완전히 상충되었다. 게다가 이 담론은 당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상식적인 해석이 되긴 했어도, 독재정권이 사리진 후 빠르게 신뢰를 잃었다. 오늘날 전쟁이라는
담론은 아르헨티나에서 가해자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회 부문들, 소수 과거 좌파 무장단체 구성원,
학계의 소수집단에 의해 지속되고 있다.
모든 전쟁 담론은 1976년부터 1983년까지 이어진 군사독재의 억압이 1960년대 말의 정치적 풍토와
사회적 동원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에 동의한다. 군부와 거기에 공모하고 동조한 민간인들이 볼 때,
외국의 사주를 받은 체제 전복 세력, 특히 공산주의자와 무신론자, 프리메이슨이 아르헨티나 정체성의
본질을 위협했다. 반면 좌파 무장단체들은 ‘전쟁’을 빈곤층의 과격화와 무장한 혁명적 페론주의자나
마르크스주의 전위대의 출현에 대한 지배진영의 대응으로 보았다. 이들의 견해에 따르면 1976년
군사쿠데타는 아르헨티나에서의 사회주의 확산을 막으려는 반혁명적 반발이었다. 아르헨티나에서
사회주의는 페론주의자의 저항운동(1955-1973)이 쿠바혁명에서 영감을 얻어 반란을 선동하기
시작하면서 확산되기 시작했다.
가해자들이 썼던 ‘더러운 전쟁(dirty war)’3이라는 개념은 싸움이 통상적인 의미의 전장에서 공개리에
벌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반란자들은 비정규군이었기 때문에, 비밀경찰은 게릴라를 직접
표적으로 삼기보다 게릴라를 지원하는 민간인들을 진압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널리
알려졌듯이 이 대(對)반란 정책은 사실상 프랑스가 인도차이나와 알제리에서 제일 먼저 실행했고, 이후
미육군아메리카학교(USARSA)가 라틴아메리카 전역에 확산시켰다.
아르헨티나의 경우에 전쟁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전제가 깔려있다.
1) 이 분쟁에는 군사적 능력과 정치권력을 다 갖춘 두 사회집단이 연루되었다.
2) 전쟁은 아르헨티나에서 고조되던 폭력성의 논리적 귀결이었다. 따라서 군대는 무엇을 지키려
했든(국민이든 제도든 현상유지든 과두권력이든) ‘방어적’으로 싸우고 있었다.
3) 1976년 쿠데타 이후 아르헨티나 사회를 휩쓴 공포는 군대가 좌파 폭력에 맞서 싸우기로 한 결정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였다.

3 아
 르헨티나에서는 가해자들이 만들어내 오로지 그들만 사용했던 ‘더러운 전쟁’이라는 개념이 지금은 그 주제에 관한 외국
문헌에서 우세를 점하고 있음에 주목하라. 이전에는 그 개념이 프랑스의 대(對)반란계획에서 유래했는데도 그것이 어떤 의
미로 쓰이는지, 그 시대에 관한 가해자들의 시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어떤 정치적, 도덕적 중요성을 전제하는지 설명
하지도 않고 이 개념을 고의로 무시했던 아르헨티나의 몇몇 학자들이 21세기부터 ‘더러운 전쟁’이라는 개념을 채택했다.
예를 들면 다음에서 그 용례를 참조하라. Marcos Novaro and Vicente Palermo, La dictadura militar 1976/1983. Del
golpe de Estado a la restauración democrática, (『군사독재정권 1976/1983. 쿠데타에서 민주주의의 회복까지』), Buenos
Aires, Paidós,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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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학살이라는 개념은 사회 전체에 공포를 확산시키려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시도를 가리킨다.
공포는 집단학살 과정의 부산물이 아니라 근본이 되는 부분이다. 아르헨티나가 집단학살을
겪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엇보다 자율적인 행위자들의 협력에 기반을 둔 사회적 정체성과 사회적
관계의 파괴를 꾀하는 사회 재조직화 계획이 있었음을 뜻한다. 이러한 파괴는 국민 집단의 상당한
부분을(숫자나 중요성에서 의미 있는 부분이다) 살해하고 그로 인해 야기된 공포를 이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관계와 정체성을 확립함으로써 완성된다.4
아르헨티나의 경우에서 집단학살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전제가 깔려있다.
1) 공포가 가해자와 그 가족들을 포함하여 사회 전체를 겨냥했기 때문에 희생자들을 더는 ‘유죄’와
‘무죄’로 나눌 수 없다. ‘체제 전복적 범죄자’로 적을 규정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만든 것이며,
여기에는 아르헨티나의 가해자들이 어느 수치스러운 공개 성명서에서 말했듯이 “반란의 공모자들과
지지자들, 무관심한 자들, 겁에 질린 자들”이 포함될 수 있다.5 공포는 좌파 무장집단에 대한 탄압의
부수효과가 아니며, 군부가 이들 집단을 퇴치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지도 않았다. 아르헨티나
군부는 강제수용소를 과격파와 무장집단을 구금하는 수단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 국민 전체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이용했다.
2) 아르헨티나에서 군부의 탄압은 고조되는 폭력에 대한 대응이 아니다. 그것은 아르헨티나에
좌파 무장단체들이 존재하기 전에도, 아르헨티나 국민의 빈곤층이 과격해지기 전에도 끈질기고
집요하게 추진되었던 사회 재조직화 계획이었다. 군부의 탄압은 비록 ‘체제전복에 맞선 싸움’을 핑계로
실행되었지만, 국가안보 독트린으로 표현된 바와 같이 사실상 대륙 전체에 걸친 계획이었으며, 따라서
국지적인 반정부 조직들이 실질적으로 혁명의 위협을 제기했는가 여부와는 무관했다. 대륙 전체에
걸친 ‘재조직화’ 계획의 존재는 그것이 명확히 내전이 발발했던 엘살바도르 같은 나라뿐만 아니라
반란군이 통상적인 전투능력을 갖추지 못한 과테말라와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에서도, 나아가 반정부
무장활동이 거의 전무했던 칠레와 볼리비아 같은 나라에서도 이행되었다는 사실로 볼 때 명백하다.
3) 군부의 탄압은 좌익 폭력에 맞선 ‘방어적 대응’이 아니라 오히려 ‘공격 행위’였다. 군부는 좌익
단체들이 행한 폭력을 핑계 삼아 자신들이 저지른 테러를 정당화하려 했지만, 군부의 탄압은 결코
이러한 단체들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들의 탄압은 원칙적으로 그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게릴라와 다소간 무관하게 이루어졌다. 군부의 탄압은 계획적이었다. 강제수용소와 공포를 이용하여
상호성과 협력에 기초한 사회적 관계를 개인주의와 상호 의심에 기초한 관계로 바꾸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군부의 탄압은 밀고자와 배신자를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유대와 더불어

4 D
 aniel Feierstein, El genocidio como práctica social. Entre el nazismo experiencia argentina, (『사회적 실천으로서
집단학살. 나치즘과 아르헨티나의 경험 사이에서』), FCE, Buenos Aires, 2007, p. 83.
5 당
 시 부에노스아이레스 주(the Province of Buenos Aires)의 실질적인 지사(de facto Governor)였던 이베리코 생 장(Ibé
rico Saint Jean)이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nternational Herald Tribune, May 26, 1977)에 보낸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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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개인적 정체성을 파괴하고 변형시키려 했다.
이렇게 집단학살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특별한 방법이 아르헨티나 밖에서는 흔치 않다는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다른 경우에서는 대부분 집단학살은 인종 또는 민족적 대결의 결과로 여겨졌다.
그러므로 희생자의 원주민 지위를 강조하는 동시에 그들을 탈정치화하는 경향을 보이는 과테말라의
억압 연구와, 인종과 민족이 부차적인 역할만 수행하는 아르헨티나의 억압 연구 사이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

반인륜범죄
아르헨티나의 경우에서 반인륜범죄라는 개념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전제가 깔려있다.
1) 희생자는 국가의 박해를 받는 개별 ‘시민’으로 간주된다. 반인륜범죄와 집단학살 간의 큰 차이는
집단학살의 경우 희생자를 ‘국민 집단’의 일원으로 보는 반면, 반인륜범죄의 경우 희생자를 자신의
개인적 권리를(생명, 신체적 온전함, 안전, 복지에 대한 권리) 침해당한 정치화된 개인(politicized
individuals)으로 취급한다는 점에 있다. 반인륜범죄의 희생자들은 ‘신념’ 때문에 탄압을 받는다. 그
신념은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획득하는 ‘비자발적인’ 민족적, 국민적 정체성과 달리, 그들이 자신의
뜻대로 채택하거나 버릴 수 있는 ‘자유의지에 따른’ 정체성의 일부로 간주된다.6
2) 반인륜범죄라는 담론은 ‘테러국가(terrorist state)’라는 관념을 포함하지만 전쟁 담론이나
집단학살 담론과는 달리 아르헨티나 국가가 언제부터 그리고 왜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관하여
일관된 설명을 제시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1984년에 실종자조사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the Disappearance of Persons, CONADEP)가 작성한 보고서 ‘눈카 마스(Nunca Más : 결코 다시
하지 않는다)’는 국가의 테러가 좌파의 정치 폭력에 대한 과도하고도 부적절한 대응이었다는 견해를
취한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국가의 테러를 집단학살 개념에 훨씬 더 일치하는 독립적인 계획으로
본다.
요컨대, 아르헨티나에 적용되는 ‘반인륜범죄’ 개념은 대체로 희생자를 정치화된 개인으로 보는
유사한 시각을 공유하면서, 억압에 대한 인과적 설명으로 두 가지 유형을(좌익 폭력에 대한 대응 또는
독립적인 계획) 인정한다.
이러한 전쟁범죄, 집단학살, 반인륜범죄라는 해석 틀 가운데 일반적으로 하나만 적용되는 다른
역사적 사례들을 고찰하는 것이 유익하다. 예를 들어 에스파냐는 분명 1936년에서 1939년까지
전문적인 군대가 통상적인 전투를 하는 내전을 벌였다. 이는 프랑코 정권이 에스파냐 내전 기간
중 또는 그 후에 자행한 살인과 고문을 집단학살의 사례로 해석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한 잔학행위 횟수가 아르헨티나에서 1976년에서 1983년 사이에 발생한 횟수를 크게 뛰어넘고,
집단학살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드러내주는 설명일 수 있음에도 말이다.

6 이
 담론의 법률적 특징에 대해서는 비정부기구 인권단체인 니스코르(Nizkor)가 에스파냐에서 진행된 아돌포 실링고
(Adolfo Scilingo) 재판에 제시한 법정문서를 참조하라. 그 문서는 웹사이트(www.radionizkor.org)에서 찾아볼 수 있는
데, 그것은 에스파냐 법원이 애초의 집단학살 혐의를 반인륜범죄로 변경하기 위해 언급한 항목 가운데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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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추산에 따르면, 에스파냐 내전 중에 우파 국민군(Nationalists)에 살해된 사람이 15만 명이며,
이러한 살인은 전투 중에 발생한 군인 20만 명의 죽음과는 무관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쌍방 간
군사적 충돌이라는 통상적 그림이 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자행된 잔학행위를 처벌하고 에스파냐
사회 전체가 이러한 트라우마적 사건들을 해결하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불가능하게 만드는지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다.
에스파냐 내전을 전쟁으로 보는 전통적인 견해 때문에 프랑코 군대가 실행한 체계적 테러가
(공화파뿐만 아니라) 에스파냐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알아채기가 어려우며, 책임자들을
확인하기도 더 어려워진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에스파냐 사회는 에스파냐 내전 중 또는 그 후에
살인자들이 부모를 죽이고 그 아이들을 훔쳐갔다는 사실에 지금도 거의 철저히 무관심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아르헨티나에서 벌어진 유사한 사례를 폭로하려는 5월 광장 어머니회(the Grandmothers
of Plaza de Mayo)의 노력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러한 불일치는 놀랍다. 유괴된 어린이 숫자는
아르헨티나에서는 약 500명이지만 에스파냐에서는 3만 명이었기 때문이다. 에스파냐에서는
가톨릭교회가 은밀한 입양 네트워크에 연루된 바 있다.

기억과 현재를 잇는 연결고리 : 우리는 ‘기억된 현재’에 살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의 인권침해를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세 가지 주요 방식을 설명했으니, 이제 그
방식들이 현재에 갖는 함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각각의 해석은 테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에 상이한 영향을 끼쳐, 과거사를 정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키우거나 방해한다. 나는 사건에 대한 상이한 해석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섯 가지 차원을
고려하고자 한다.
a) 희생자를 묘사하는 방식
b)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
c) 각 해석이 허용하는 비유와 비교의 유형들
d) 테러를 해결하거나 그 재발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
e) 세대 간 전승과 애도, 그리고 각 해석이 산출하는 경향이 있는 전유나 소외의 유형
a) 희생자를 묘사하는 방식
형법 체계는 희생자(victim)라는 용어를 직간접적으로 범죄행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묘사할 때
쓴다. 상이한 서사 방식과 그 방식이 사람들을 어떻게 희생자로 묘사하는지를 검토할 때에는 ‘간접적

7 Paul Preston, The Spanish Holocaust: Inquisition and Extermination in Twentieth-Century Spain, Londo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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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전이 종결된 후 2만 명이 더 처형되었고, 공화파(Republicans)가 처형한 사람이 5만 명이었다.7

제2회 세계인문학포럼
발표자료집

희생자’라는 개념이 유용할 것이다. ‘간접적 희생자’라는 개념은 누가 테러의 영향을 받았는지, 이 두
유형의 희생자 사이에 관계가 있다면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더 폭넓은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1) 1949년 제4차 제네바조약(the Fourth Geneva Convention of 1949)이 전쟁 중 민간인 보호를
확대했지만, 무력 분쟁의 희생자들에게 보상 받을 권리가 있다는 관념은 1990년대가 되기까지는
진지하게 논의되지 않았으며, 여러 법정과 학자들의 견해도 매우 다양했다. 게다가 국제법에 따른
권리와 국내법에 따른 권리, 그리고 국가에 대한 권리와 비국가 행위자에 대한 권리를 구분해야
한다. 그렇지만, 전쟁에서 희생자란 적법한 행위나 불법적인 행위로 해를 입은 민간인뿐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무력 분쟁에 참여한 전투원은 일반적으로 전쟁을 범죄로 생각하지 않으며 자신들과 적군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희생자로 여기지 않는다.
2) 그러나 1976년에서 1983년 사이에 아르헨티나에서 자행된 인권침해가 집단학살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간접적인 희생자는 아르헨티나 국민이다. 집단학살은 특정한 정치적 반대파나
개별 시민이 아니라 집단 전체를 표적으로 삼는다. ‘집단의 파멸’이라는 관념이 집단학살에 특유한
것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집단에 초점을 맞추면 희생자와 가해자 사이의 관계를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 가해자도 어떤 의미에서는, 다시 말해 고문과 살인이 사회의 다른 사람들은 물론 자신에게도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는 점에서 희생자이다. 가해자도 사회적 유대의 붕괴로 고통 받는데, 이는
전쟁 같은 다른 분쟁으로 초래된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3) 반인륜범죄 담론은 전쟁의 경우처럼 다소간 대등하게 맞서는 두 적대자 사이의 대립이 아니라
국가와 개별 시민의 권리 간 대립을 상정한다. 이 자유주의적인 접근법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줄
의무가 있는 국가가 개인에 대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직간접적 희생자는 은밀하고
불법적인 억압에 의해 모종의 방식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시민들이다. 반인륜범죄와 집단학살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반인륜범죄의 희생자들이 큰 집단의 일원이 아닌 개별 시민으로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반인륜범죄’ 담론과 좀 더 최근에 신식민주의적 군사 개입을 정당화하는 데 쓰이는 담론인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사이에 뚜렷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개입 중에서 가장 노골적이고도 상징적인 것은 2011년에 리비아 국민들에게 가한 폭격과
카다피(Gaddafi)의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개입이었는데, 그 목적은 특히 리비아의 석유를
관리하고 지정학적으로 사활적인 영토를 통제하는 데에 있어 미국과 유럽의 이익에 좀 더 공감하는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었다.8

8 집
 단학살과 반인륜범죄에 관한 지정학적 논의, 그리고 이들에 대한 신제국주의적 재정의에 관해서는 다음을 볼 것. Daniel
Feierstein, “Getting Things into Perspective”, in Genocide Studies and Prevention. An International Journal,
University of Toronto Press, vol. 4, no. 2, 2009, pp. 155-160, “The Good, the Bad and the Invisible. A Critical
Look of the MARO Report “, in Genocide Studies and Prevention. An International Journal, University of Toronto
Press, vol. 6, no. 1, 2011, pp. 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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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후원하는 대규모 폭력의 의미도 전쟁범죄나 집단학살, 반인륜범죄 중 어느 것으로
설명하는가에 따라 다양하다. 한국전쟁처럼 교착상태에 빠진 드문 경우를 제외하면, 전쟁의 결과는
보통 승패의 관점에서 규정된다. 그러므로 아르헨티나의 사건들을 내전의 시각에서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 이데올로기적 관점에 상관없이 그 전쟁이 군사정권의 명백한 승리로 끝났다는 데 동의한다. 패한
쪽은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이해하려고 주로 전투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집단학살의 관점에서 보면, 사건들의 의미는 군사적 전략과 전술을 크게 뛰어넘는다.
집단학살이 벌어진 후에 국민 집단과 사회적 직조(social fabric)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여러 게릴라 세력들이 아르헨티나 군부에 패배한 것은 사회 전체의
근본적인 변화에 비해 덜 중요해 보인다. 그러므로 좀 더 자유주의적인 ‘개인의 파괴’ 개념에 대비되는
것으로서 ‘집단의 파괴’라는 관념에 내포된 핵심적인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1) 아르헨티나 사회는
공포로 인해 변하기 전에 어떠했는가? 2) 공포는 어떻게 내면화되었는가? 3) 공포는 독재정권이 끝난
뒤에도 어떻게 사회에서 계속 작동했는가?
반인륜범죄의 관점에서 보면, 개인 대 국가라는 이항 대립에서 의미가 도출된다. 이 견해에 따르면
국가가 자유와 개인의 권리(인권)를 억압할 때, 그 개인은 부분적으로든 전적으로든 개별성을 발휘할
수 없는 대중사회에서 개인의 자율성은 억눌리고 개인은 질식한다.
c) 각 해석이 허용하는 비유와 비교의 유형
우리 분석의 세 번째 초점은 기억과 현재 사이의 관계이다. 각각의 서사 모델이 전형적으로 떠올리게
하는 다른 역사적 사건들은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두는 것은 과거의 재현이 어떻게
현재의 행위와 학습 또는 현재와 미래를 향한 정향(orientation)에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아르헨티나에서 ‘혁명전쟁’이라는 용어는 러시아혁명이라는 혁명의 원형부터 쿠바나 니카라과,
엘살바도르의 혁명처럼 가까운 혁명들까지 일련의 역사적 사건들을 떠올리게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건들이 전부 대량 말살(annihilation)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있었던 여러 차례의 혁명전쟁과 반혁명전쟁에는 국가가 후원하는 집단학살이 동반되었다.
이는 특히 엘살바도르에 해당되지만, 정도는 약해도 니카라과에도 해당되며 아마 과테말라에도 해당될
것이다. 그렇지만 쿠바혁명의 경우 혁명 중에나 혁명이 끝난 후에나 어느 편도 대량 말살을 자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쿠바혁명은 1990년대까지 라틴아메리카 게릴라 운동의 모범이었다. 그럼에도 전쟁과
집단학살이 실제로 공존한 곳에서 어느 하나를 강조하면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게 되기가 쉽다. 특히
집단학살은 전시의 잔학행위로 치부되기 쉽다. 이는 기억의 처리 과정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친다.
집단학살이 혁명 투쟁의 부작용으로 바뀜으로써 집단학살의 비판적 조사가 방해를 받기 때문이다.
‘집단학살’이라는 용어는 1945년 이후에 다른 몰살(extermination) 과정이 수없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홀로코스트(Holocaust)를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홀로코스트와 비교하는 것은 깨우침뿐만
아니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첫째, 나치는 표면상 인종에 집착했는데 이는 라틴아메리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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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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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어진 파괴 과정과는 거의 무관하거나 전혀 관계가 없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이 점이 분명하기는
하지만, 1960년에서 1996년 사이에 과테말라 원주민을 말살한 동기로 인종주의를 과도하게 강조하게
되면 그 과정을 인도한 정치적 의도가 모호해지기 쉽다. 나는 일부러 ‘표면상(apparent)’이라는 낱말을
쓰는데, 이는 내가 다른 곳에서 주장했듯이, 나치가 유대인 정체성을 파괴의 표적으로 삼았을 때
민족적인 이유보다는 정치적인 이유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9
그러나 ‘국민 집단의 부분적 파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 집단학살을 움직이는 힘이 ‘비합리적’
증오라는 신화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대 시기에 발생한 모든 말살 사례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 폭력이 직접적 희생자만큼이나 생존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고자 의도된 것임을 인식하면,
국가 폭력이 현재에 미치는 효과를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더불어 다양한 집단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우리가 사건을 전유하거나 그로부터 소외되는 과정을 변화시킬 수 있다.
홀로코스트와의 비유를 통해 얻는 한 가지 긍정적인 측면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러한 범죄를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는 국제적 합의가 도출되었다는 점이다. 아르헨티나에서는 군사독재의 마지막
시절에 등장한 대중적인 구호가 면책에 대한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표출했다. “당신들이 숨을지라도
결국 나치처럼 발각될 것이다.”
‘반인륜범죄’라는 용어는 어느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뚜렷하게 떠오르게 하지 않는다. 과거에 발생한
많은 인권침해 사건들 중 나치가 저지른 것이 아마도 규모와 범위에서 가장 대단했을 것이다. 그러나
제3제국(The Third Reich)은 대다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인권침해보다는 집단학살과 연결된다.
대신 ‘반인륜범죄’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는 광범위한 국제적 규정과 기구들이 새로이 창설됨에 따라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의 국제인권조약의 절반가량은 물론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를 비롯한 국제재판소들도 아르헨티나의 독재정권이 종식된 후에야 등장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이제 냉전시대의 반공주의 십자군은 더 이상 신뢰를 주지 못하므로, 국제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신제국주의적 도구는10 민간인을 ‘보호할 책임’과 대(對)테러전쟁을 설파하는 인권담론이다. 이와 같은
국제 질서와 국제형사법의 새로운 방향은 국제연합(UN)이 리비아에서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의 사용을 승인한 이후, 2011년 미국이 리비아에서 행한 직접적 군사적
개입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새로운 정책의 정당화를 위해 선택된 개념은 지금까지 논의한 것 중 가장
모호하고 불분명한 ‘반인륜범죄’이다. 국제형법에서 전쟁과 집단학살은 훨씬 더 제한적으로 취급되며,
그래서 ‘국제사회’가 불완전한 미디어 보도에만 의존하여 개입하고 ‘보호’하기는 훨씬 더 어려워진다.
전쟁이나 집단학살의 존재를 증명하려면 명백한 객관적 증거가(영토의 통제나 전쟁을 위한 전문적인

9 다
 음을 참조: Daniel Feierstein, El genocidio como práctica social. Entre el nazismo experiencia argentina, (『사회적
실천인 집단학살. 나치즘과 아르헨티나의 경험 사이에서』), FCE, Buenos Aires, 2007.
10 이
 문제에 관한 논의는 다음을 참고: Daniel Feierstein, “El peligro del redireccionamiento de los conceptos del
derecho internacional: las Naciones Unidas, la Corte Penal Internacional y el nuevo papel de los ee.uu.” (「국제법
의 개념들을 수정하는 위험성: 미국, 국제형사재판소, 미국의 새로운 역할」), Revista de Estudios sobre Genocidio (『집
단학살연구』), Buenos Aires, EDUNTREF, vol. 3, November 2009, pp. 8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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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집단학살을 목적으로 특정 집단을 파괴하려는 의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점점 더 어떠한 국가
분류되는 것 같다.
이렇게 반인륜범죄라는 개념에 완전히 다른 행위들이 뒤섞이면서 점차 그 가치가 줄어들고 있다.
20세기가 마크 레빈(Mark Levene)의 시각에서 볼 때 ‘집단학살의 세기’였다면, 21세기는 폭력이
국가의 후원을 받지 않고 체계적이지 않은 경우나 폭력이 전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에
벌어지는 군사적 개입을 정당화하고 도덕적으로 옹호하는 데 반인륜범죄가 이용되는 세기가 될
지도 모른다. 역설적이게도 국제 ‘평화유지’군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국제 사회의 결의안을 이용하여
가해자를 처벌하는 가운데,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그러한 개입은 결국 애초에 보호하려고
의도했던 것보다 더 많은 희생자를 만들어 낸다.
d) 테러를 해결하거나 그 재발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
전쟁범죄와 집단학살, 반인륜범죄에는 대체로 각 범주들이 상기시키는 서로 다른 역사적 비유
때문에 상이한 의미와 감정이 덧붙여진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에 따라 각 범주는 현재에 필요한 상이한
행동 방침을 시사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 상이한 재현들은 또한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행동 사이를
연계함으로써 뛰어난 정치적 역할을 수행한다.
아르헨티나에서 ‘더러운 전쟁’ 개념을 지지하는 좌파 진영 사람들 앞에는 문화적 차원에서 ‘투쟁’을
계속해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다. 여론은 가해자들에게서 돌아섰고 이들을 다시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는 데 찬성한다. ‘더러운 전쟁’ 가설의 지지자들은, 다행스럽게도 지금까지는 거의 성공하지
못했지만, ‘소위 희생자’에게서 ‘순교의 아우라’를 제거하고 독재정권 이전 시기에 대한 해석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담론은 아르헨티나에서는 소수에 의해서만 장려되고 있지만,
에스파냐 내전의 경우에서는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분쟁에 대한 다른 시각을 배제하는 전쟁 담론이
크게 우세하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의 사례를 집단학살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해결’하는 방법이 사뭇 다르다.
국민 전체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테러가 집단 차원에서 해결될 필요가 있다. 이미 발생한 사회적
변화는 단지 개인의 의지에 따른 행위로써 반전될 수 없다. 그 변화가 집단 공동의 무의식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예방 시도는 탈부정적 협약(개인이 트라우마를 억누르기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회적 현상)과 그 밖의 다양한 탈민감화 과정은 물론, 프로이트가
반복강박충동(처리되지 않은 트라우마를 거듭 되풀이하려는 심리적 욕구)이라고 부른 엄청난
힘까지 고려해야 한다. 그토록 많은 추모식에서 들려오는 ‘결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외침은
이 맥락에서는 과거를 되풀이하려는 이 강박충동을 부인하려는 시도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트라우마는 오로지 천천히 그리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해결될 수 있다. 아마도 트라우마가 집단의
마음에 남긴 복잡하고도 미묘한 상처를 발견하는 작업을 우리가 철저히 수행했을 때에 비로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인륜범죄라는 설명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해결’하는 길은 장애물로 가득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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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의 지지자들이 부인을 실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들은 전복 행위와 국가의
억압이 하나로 뒤섞인 과거와 폭력을 일제히 비난함으로써 역사의 ‘책장을 넘기려’ 한다. 이들은
정의가 과거를 영면에 들게 할 근본적인 도구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e) 세대 간 전승과 애도, 전유나 소외의 유형
아브라함과 토로크(Abraham & Torok)는 이러한 차원을 묘사하기 위해 토굴(crypt)이라는 흥미로운
개념을 개발했다. 저자들에 따르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낱말들과 문장들은 리비도적이고 자기도취적인 가치가 매우 큰
기억들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배제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말하기 어려운 낱말들은 가상의
토굴 속에 있는 은신처에서(환상이 그것들을 그 토굴 속에 집어넣어 기력 없이,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의미를 잃은 채 동면하게 한다) 결코 전복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11
이들은 이렇게 덧붙인다.
어떤 아이에게 ‘비밀을 가진’ 부모가 있는데, 이들의 말이 자신들의 진술되지 않은 억압을
정확히 보완하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부모로부터 무의식 속의 공백(gap)을 받을 것이다.
그것은 사실 앞에서 ‘억압’의 형태를 취할 수 있는, 알려지지 않은 지식, 인지되지 않은 지식 즉
무지이다. “부모의 매장된 말”은 아이 속에서 매장할 곳 없는 죽은 공백이 될 것이다. 이 알 수
없는 유령은 무의식에서 빈번히 뛰쳐나와 그 주인을 괴롭히며 공포증과 정신착란, 강박관념을
낳기도 한다. 그 효과는 몇 세대에 걸쳐 지속될 수 있으며 가문 전체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12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한 세대에서 억압된 경험은 처리되지 않은 채 부지불식간에 다음 세대로
전파된다. 칠레정신건강인권연구소(Chile’s Centre for Mental Health and Human Rights,
CINTRAS)의 연구팀은 이렇게 설명한다.
토굴 속의 내용물은 그 주체에게는 입에 담을 수 없는 것들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경험한
사람의 마음 속에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에 대해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토굴 속에 있는 것들은 하나의 유령으로서 다음 세대로 전달되고 말로는 표현될 수 없기
때문에, 이름 없는 것이 되고 알려지지 않지만, 그 존재는 심적인 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손자 세대에서 터무니없는 생각을 만들어낸다. 그 세대는 해결되지 않은

11 N
 icolas Abraham and Maria Torok, The Shell and the Kernel: Renewals of Psychoanalysis, Volume 1. Edited and
translated by Nicholas T. Rand. Chicago and London: Chicago University Press, 1994, p. 132.
12 ibid, p.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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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우마 위에 비밀이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가족의

아이데 파임베르그(Hayde Faimberg)는 이와 같은 트라우마의 세대 간 전달을 앞선 세대의 경험이
자식들과 손자들 휩쓸면서 나타나는 ‘소외시키는 일체화(alienating identification)’나 ‘세대 간 접어
넣기(generational telescoping)’로 설명한다.14 그 이미지는 화차들이 접는 망원경처럼 부서지는
것으로 묘사된 19세기의 열차 사고에 대한 설명에서 유래한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까지 논의한 상이한
법률적 개념들이 이 현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할 것이다.
전쟁 담론과 반인륜범죄 담론에서 한 세대의 각인은 비교적 일관되지 않은 세대 간 유산으로
이어진다. 전쟁의 경우, 죽은 자들은 영웅으로 치켜 세워지며, 애도의 양식은 우울하기 쉽다.
반인륜범죄의 경우, 온갖 유형의 폭력을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비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초연함으로, 따라서 부정으로 이어진다.15
그러나 게릴라와 정규군 사이의 무장 투쟁이라는 관념은 아르헨티나에서는 적어도 냉전이
종식된 이후로는 근거를 잃었다. 동시에 억압적인 중앙집권적 국가라는 관념도 정당성을 잃었다.
아르헨티나에 전쟁이 있었다고 인정한다고 해도, 전쟁범죄라는 관념과 반인륜범죄라는 관념이
만들어내는 과거의 모습은 전쟁에 참여해본 적이 없는 젊은 세대가 자기 것으로 만들기에는 어려운
것이다. 게다가 현대의 아르헨티나 민주주의는 매우 많은 결함을 지니고 있지만, 아르헨티나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선거에서 투표하며 따라서 정부들은 합법적으로 선출된다. 표현의 자유가
아직도 제한되어 있다면, 이는 국가의 대중매체 검열 때문이 아니라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언론기업들과 다른 경제 집단들의 권력 때문이다.
그러므로 독재정권 이후 태어난 세대는 이 두 형태의 담론에서 벗어난다.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자들에게 전쟁범죄 담론과 반인륜범죄 담론은 부자연스럽다. 전쟁에서 서로 대적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더는 군사적 충돌의 지속을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군사독재의 회귀는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진정한 위협은 되지 않는다. 이 젊은 세대는 전쟁범죄 담론과 반인륜범죄 담론에서 점점 더
멀어진다. 이 담론들이 과거의 테러를 역사로, 부모들에 속하지만 현재의 자신들의 경험과는 절연된
역사로 격하시키기 때문이다.

13 C
 intras, “Daño transgeneracional en descendientes de sobrevivientes de tortura” (「고문 생존자들의 후손에서 세대
간에 전달되는 피해」), in Cintras, Eatip, Gtnm/rj y Sersoc, Daño transgeneracional. Consecuencias de la represión
política en el Cono Sur, Santiago de Chile, Unión Europea-Gráficalom, 2009, pp. 48-49.
14 ‘세대 간 접어 넣기’라는 개념에 관해서는 다음을 보라. see Haydeé Faimberg, “El telescopaje (encaje) de las
generaciones - acerca de la genealogía de ciertas identificaciones” (「세대들을 접어 넣기 - 특정한 일체화의 계보에
관하여」) in René Kaë s, Haydeé Faimberg and others, Transmisión de la vida psíquica entre generaciones (『심적 삶
의 세대 간 전달』), Buenos Aires, Amorrortu, 2006 (first edition, 1996).
15 사
 별의 유형 분석은 프로이트의 고전적인 글 이외에도 존 볼비의 3부작 중 셋째 권(‘상실’)에서 볼 수 있다. Freud,
“Mourning and Melancholia,” Collected Works, op. cit., pp. 235-256; John Bowlby, Attachment and loss, op. cit.
볼비의 글은 상이한 유형의 슬픔과 이것들이 초연함의 구축과 맺는 관계, 그리고 부재의 효과를 다루지 못하는 무능력을
훌륭하게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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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의 자녀에게 이와 같은 세대 간 유산의 부재는 깊고도 복잡한 효과를 낸다. 그 효과 중 일부는
이호스(HIJOS: 에스파냐어로 “망각과 침묵에 반대하고 정체성과 정의를 원하는 아들들과 딸들”의
약어)가 준비한 공개 항의처럼 다양한 활동들에서 관찰할 수 있다. 가해자의 집밖이나 가해자들이
자주 찾는 식당이나 나이트클럽에서 벌이는 시위가 그러한 활동들에 속한다. ‘정체성 극장(Teatro por
la Identidad)’ 운동이 올린 작품들과 존 테라노바(John Terranova) 같은 작가들의 시, 알베르티나
카리(Albertina Carri)의 「금발」(Los Rubios) 같은 영화, 알레한드로 아그레스티(Alejandro Agresti)의
모든 영화도 여기에 속한다. 이 모든 작품은 1976년 쿠데타 당시 아이들이었던 사람들이나 독재정권
시절에 태어난 세대의 것이다.
물론 다른 세대의 담론 논리로써 분석한 세 가지 서사 모델의 효과에 대응하려면 기억과 표현을
처리하는 상이한 과정들과 이것들이 만들어지는 방식, 이것들이 행동과 이어지는 방식을 좀 더 넓고
깊게 분석해야 한다.
젊은 세대는 공개적 시위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이는 테러를 경험했던 옛 세대들에 강요된(최소한
이들이 수용한) 침묵과 사건종결에서 이탈함을 의미했다. 그리고 이러한 시위들은 정확히 가해자들이
완전한 면책권을 누리고 ‘국민적 화해’라는 이름으로 문제의 종결을 추구했던 시절에 시작되었다.
실종자들의 아들과 딸들은 항의 시위를 통해 이 왜곡된 트라우마의 유산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반란을 호소함으로써 실종된 부모는 물론 입법자요 권위이자 정의의 실행자로서
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포기하지 않은 실종자 세대와도 이어지려 했고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공개적 항의시위는 국가에 책임을 다하라고 호소했다(지금도 호소하고 있다). 시위자들이
되풀이하는 한 가지 주장은 대강 이렇게 옮길 수 있다. “정의가 없는가? 사태종결도 없는가? 그렇다면
공개적으로 드러내야 한다.” 테러를 경험한 세대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에 일부 젊은 세대에서
질서와 권위에 반대하는 반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는 아직도 정의가 부정되는 사회에서 세대 간
결속의 붕괴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정의의 호소는 국가를 겨냥하고는 있지만 한 세대 전체에,
정의를 추구하는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기에 정당성을 잃은 세대에 주로 호소한다.
이러한 호소는 제2세대가 문학과 예술에서 내놓은 많은 창작품에서도 확인된다. 이 세대는 앞선
세대에 질문을 던지거나 이들에 맞섰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견을 내는 사람들의 일부는 실종자의
자녀들이다. 나머지는 그저 한 세대에 속한 사람들일 뿐이다. 이들의 작업은 사회가 파괴로써
재조직되는 방식들에 폭넓게 초점을 맞추는 더 큰 작업의 일부이다. 이러한 초점 맞추기는 두 연령
집단에서 공히 트라우마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다. 동시에, 이 자녀들이 제기한 문제들은 과거를
부정하는 부모들의 행태를 깨부수고 하나의 유산을 전달할 방법을 열어줄 기회가 될 수 있다. 더불어
이들은 그 밀봉된 뚜껑을 어떻게든 열려고 노력함으로써 과거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공동으로
토굴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두 세대는 비록 서로 다른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지만 둘 다 사회와 사회적 행위가 집단학살로써
어떻게 재조직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각 세대는 세대 간 대화를 필요로 한다. 오직 고통과
수치, 죄의식에 엄정히 대면함으로써만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한 세대의 꿈과 성공, 문제점, 관심사,
그리고 테러와 테러의 결과가 세상에 흔적을 남기는 방식을 포함할 수 있는 유산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들이 알았던 의미를 파괴하고 이들의 경험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고 반란의 가능성을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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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쇄하며 자아와 타인들 사이의 관계를, 나아가 사랑받는 사람들과 심지어 자신들의 자녀들과 맺는
이 연구의 핵심 결론 중 하나는 ‘사회를 재조직하는 집단학살’의 근본적인 목적은 직접적인
희생자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관습을 지닌 국민 집단 전체에 대한 탈주체화(desubjectification)와
탈민감화라는 것이다. 1970년대의 폭력을 무엇이라고 부르든 그것을 정의하려는 자들은 자신들의
트라우마와 역사적 사건에 관한 자신의 설명 사이에서 발생하는 감정적 전이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문제의 본질과 폭력이 어떻게 우리와 우리의 부모, 우리의 자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지 못한 채 추상적인 정의들에 빠져 허우적댈 위험이 있다. 상이한 개념들은 상이한
방식으로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킬 것이다. 최소한 이 사실을 알고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과 타인들에게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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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1

관계까지도 설명하는 방식을 개조하려는 테러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