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의 지구화에 맞선 서발턴(subaltern)의 연대 :
지그문트 바우만(Zygmunt Bauman)의
유동적 근대성에 대한 트랜스모던적 비판

김용규
부산대학교

쌍용차 사건과 고통의 지구화
지난여름 한국을 찾은 슬로베니아 출신 세계적 이론가인 슬라보예 지젝(Slavoj Zizek)이 덕수궁
정리해고사태와 그 뒤 파업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 진압으로 인해 발생한 일련의 자살자와 사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직접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파업에 참가하지
않았지만 정리해고로 깊은 실의와 좌절에 빠진 평범한 노동자 등 22명이나 되는 사람이 자살하거나
죽음을 맞이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 해고 뒤 순식간에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겪었을 삶의 불안과 고통이 가장 큰 원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작가 공지영은 쌍용자동차
이야기를 다룬 『의자놀이』라는 책에서 경찰의 폭력적 진압과 그로 인해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겪게 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trauma)을 그 숱한 죽음의 결정적 원인으로 지목한다. 삶의 안녕을 뒤흔든
정리해고의 충격, 재기할 희망과 의지조차 꺾어버린 국가권력의 폭력, 그리고 주변사람들의 냉대와
무관심 때문에 생긴 트라우마가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것이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이들의 절망과 대면하기도 어렵고 대면할 용기도 없다. 그 사태의 복잡한 실체에
접근하는 것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태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의 트라우마를 공감하겠다는
것도 주제 넘는 일이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우리가 지나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이 응축되어 있다.
여기에는 현재 우리 사회를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구화 과정이 우리의 로컬적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하는 것까지 많은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다.
이 사태와 관련된 다양한 실체들의 성격과 변화를 살펴보면 2009년 한국의 평택에서 발생한
쌍용차 사태는 로컬적이고 국가적이며 전 지구적 문제들이 동시적으로 작동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쌍용자동차는 2004년에 중국 상하이차에 매각되었고 그 뒤 2009년 다시 인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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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문 앞에 마련된 한 분향소를 찾았던 것이 화제가 되었다. 이 분향소는 2009년 쌍용자동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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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힌드라사(Mahindra Group)로 넘어간다. 우선 자본의 실체는 점점 더 불투명해지고 초국적화
되어간다. 노동자들은 그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유동적이고 유령 같은 자본과 마주치게 된 것이다.
이 자본은 그동안 국가 내에서 활동하던 기존의 국내자본들과 전혀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즉 그것은
자신이 사용하는 노동에 대해 매우 약탈적으로 변해간다. 그동안 국내자본이 노동의 안정적 재생산과
우수한 인력의 공급을 제공받기 위해 국민국가 내부의 노동의 복지와 재생산에 일정부분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면, 현재의 초국적 자본은 노동의 안녕을 위한 복지를 철저히 외면하면서 오직 이윤만을
추구한다. 다른 한편 이를 감시하고 자신의 ‘국민’인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국민국가는 무능력할 뿐만
아니라 그런 자본의 횡포를 묵인 혹은 보호하는 입장까지 취하고 있다. 초국적 자본의 이익을 돕는
다양한 법률자문회사들과 결탁한 국가가 자신의 경찰력을 동원해 자신의 국민인 노동자의 요구를
묵살하거나 탄압하는 것이다. 자본이 점차 유령처럼 배회하며 실체조차 불분명한 좀비자본으로
변해가고 있듯이, 국가 또한 노동과 자본의 갈등을 조정하면서 자국의 노동을 보호하고 그 안정적
재생산을 관리했던 ‘사회국가’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초국적 자본의 원활한 이윤 획득을 보호해주기
위해 노동에 맞서 전쟁까지 불사하는 ‘안보국가’로 변해가고 있다.1
자본과 국가의 성격이 이와 같이 변화하듯이 ‘노동’의 처지 또한 과거와 크게 달라지고 있다.
외국자본에 맞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줄 것이라 기대했던 국가에 의해 노동은 폭력적으로
억압당하고, 자본의 복잡해진 실체 앞에서 노동조합의 교섭력은 점점 약화되고 있으며, 개별
노동자들은 극단적으로 말해 오직 자기 자신 외에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게 된다. 마침내 노동은
“사람을 사람이 아니라 치워야 할 비용으로 보는 자들에 의한 보이지 않는 무자비한 폭력”2에 의해
언제든지 법의 보호 밖으로 밀려나 아감벤(Agamben)이 말하는 ‘벌거벗은 생명’(bare life)처럼
희생되어야 할 신세가 된다.3 이런 현실에서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진입하거나, 비정규직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 혈안이 되면서 다른 노동자들과 생사의 생존경쟁을 벌이게 된다. 오늘날
비정규직은 더 이상 정규직으로 진입하기 위한 일시적인 유예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노동의 영원한 현실이자 조건이 되었다.
문제는 이런 생존게임이 게임 당사자들을 서로 경쟁 속으로 몰아넣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끼치는 영향력을 끼친다는 점이다. 이 생존게임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조차 근본적으로 ‘나’와
타인, 우리와 그들로 분리하는 차원을 넘어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연민을 베푸는 수준에 그치게
만든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런 무관심이나 연민은 나와 타인, 우리와 그들 간의 ‘분리’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 타인과 우리의 근원적 관계성(relationality)에 대한 인식을 차단한다. 논하는
대상과 차원은 다르지만 수잔 손탁(Susan Sontag)은 『타인의 고통에 관하여』(Regarding the Pain

of Others)라는 책에서 타인의 고통에 대한 연민이나 무관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잘 설명하고

1 ‘안보국가(the state of security)’에 대해서는 Zygmunt Bauman, Work, Consumerism and the New Poor
(London: Open University Press, 2005, 2nd Ed) pp. 96-100 참조.
2 공지영, 『의자놀이』(서울 : 휴머니스트, 2012) p. 88.
3 호모

사케르(homo sacer)와 벌거벗은 생명(bare life)의 의미에 대해서는 Giorgio Agamben, Homo Sacer: Sovereign
power and Bare Life (Stanford: Stanford UP, 1998)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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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녀는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하거나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연민을 느끼는 한, 우리는
그러한 고통을 초래한 원인에 연루된 공범이 아니라고 느끼게 된다. 우리가 보여주는 연민은 우리의
무능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고함도 선언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연민은 (우리의 온갖 선의에도
불구하고)―부적절한 것은 아니겠지만―뻔뻔스런 반응일 수 있다”고 말한다. 결국 그러한 무관심과
연민은 우리와 그들, 나와 타인 간의 관계성을 사고하지 못하는 무능력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연민에
대한 우리의 과제로 손탁은 “우리가 타인에게 베푸는 연민을 집어치우는 것”, 즉 “우리의 특권이
그들의 고통과 동일한 지도상에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의 특권이―어떤 사람의 부가 타인들의 궁핍을
의미할 수 있듯이―그들의 고통에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반성하는”4 작업을 제안한다.
결국 타인의 고통에 대한 연민과 무관심은 고통이 점점 더 지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이
타인의 고통과 연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고통 받는 자의 개인적 수준에 멈추게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타인의 고통에 나 자신의 고통이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함께
보는 법(how to see together)을 터득함으로써 고통의 관계성과 공통성을 보고 그 위에서 연대를
고민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위기와 잉여적 삶의 양산
평택의 쌍용차 사태는 한 로컬만의 현실을 넘어 자본의 지구화에서 점점 더 명백해지고 있는
데는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민주주의 자체의 위기가 자리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사람을 사람이
아니라 치워야 할 비용으로 보는 자들의 무자비한 폭력’에 의해 서서히 침식당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의 지구화는 기존 민주주의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 자체를 형식적
가치와 체제로만 남겨두려고 한다. 오늘날 많은 이론가들은 지구적 자본의 횡포와 민주주의의 위기의
과정을 민주주의의 종말, 탈민주화, 포스트민주주의라 이름 부른다.
콜린 크라우치(Colin Crouch)는 『포스트민주주의』(Post-Democracy )에서 민주주의의 형식적
요소는 그대로 존속하고 있지만 “정치와 정부는 점점 더 민주주의 이전 시대에 특징적이었던 방식으로
특권적인 엘리트의 통제권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5 포스트민주주의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최대민주주의(maximal democracy)에 근접한 정치체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민주주의 시기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불가피한 일로 받아들여야 한다”6고 말한다.
급진적인 정치학자인 웬디 브라운(Wendy Brown)은 “정치가 자본에 의해 지배되고, 민주적 합리성이
신자유주의적 합리성에 의해 장악되고, 정치가 사법화되며, 주권이 국민국가로부터 분리될 뿐만
아니라 지구화가 국민국가를 침식해 들어가는”7 작금의 현실을 탈민주화(de-democratization)로

4
5
6
7

Susan Sontag, Regarding the Pain of Others (New York: Picador, 2003) pp. 103-4.
콜린 크라우치, 이한 역, 『포스트민주주의』(서울 : 미지북스, 2008) p. 11.
콜린 크라우치, 이한 역, 『포스트민주주의』 p. 19.
Wendy Brown, “We are all Democrats now. . .”, Giorgio Agamben et al, Democracy in What State?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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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스런 삶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오늘날 자본의 전 지구적 지배로 인한 고통이 확산되는

제2회 세계인문학포럼
발표자료집

규정한다. 그녀에 의하면 이런 탈민주화로 인해 두 가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데, 우선 민주주의는
그에 필수적인 정치적 형식과 틀을 상실하게 되고, 국가는 민중주권을 구현한다거나 민중의 의지를
실행한다는 온갖 구실을 포기하게 된다.8 이들 외에도 대부분의 이론가들은 지구화 이후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데 대체로 동의하는 편이다. 민주주의의 위기로 제도적 보호와 안전에 대한
책임이 국가에서 개인으로 넘어감으로써 우리 삶의 조건은 극도의 불확실성과 취약성을 띠게 된다.
특히 주요 책임이 사회와 국가로부터 개인에게 지워지면서 체제로부터 탈락하는 개인들이 양산되고
그에 따라 고통의 구조 또한 점점 더 일반화되면서 동시에 개별화된다.
이런 변화의 과정을 지그문트 바우만(Zygmunt Bauman)보다 더 잘 포착하고 있는 이론가도 드물
것이다. ‘유동적 근대성(liquid modernity)’ 개념으로 유명한 바우만은 『유동적 시간: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기』(Liquid Times: Living in an Age of Uncertainty )에서 지구의 발전된 지역에서 이전에
마주친 적이 없는 새로운 도전들이 제기하는 일련의 새롭고 상호 연관된 문화적 이탈들(departures)에
주목한다. 바우만은 이 이탈들을 다섯 가지의 특징으로 설명하는데 이 특징들은 그의 사상의
기본전제이기도 하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앞서 말했듯이 (1) 근대성이 ‘견고한’ 단계에서
유동적 단계로 이행하였다. 유동적 단계란 그동안의 “사회적 형식들(개인의 선택을 제한하는 구조,
판에 박힌 행동들의 반복, 즉 적절한 행위의 패턴을 보장하는 제도들)이 해체되고 그 형식들을 주조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더 빨리 유동하기 때문에 이 형식이 더 이상 그 형태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상황”을
말한다. (2) 근대국가의 출현 이후 현재까지 국민국가라는 공동의 집에서 부부처럼 동거했던 권력과
정치가 분리되거나 결별하게 된 것이다. “근대국가가 이전에 이용할 수 있었던 대부분의 효과적인
조치와 권력들이 현재 정치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많은 경우에 치외법권적인) 전 지구적 공간으로
옮겨가고 있는” 데 반해 “행동의 방향과 목적을 결정하는 능력인 정치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로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전 지구적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없게 된다.” (3) 개인의 실패와 좌절을
방어해줄 공동체적이고 국가 지원적인 보장들이 점진적이고 일관되게 철회되거나 삭감됨으로써
집단적 행동이 매력을 잃게 되고 사회적 연대의 사회적 토대가 허물어진다. “국가의 주권적 영토에
거주하는 인구 전체를 가리키는 한 방식으로서의 ‘공동체’가 점차적으로 공허하게 들리고” “한
때 대규모의 연속적인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가치가 있고, 그리고 직접적인 개인적 이해관계를
희생할 가치가 있는 안전망으로 짜인 인간 간 결속들이 점차 취약해지고 일시적인 것이 되어간다.”
(4) 장기적인 사유와 구상과 행동이 붕괴되고, 또한 그러한 사유와 구상과 행동을 가능하게 했던
사회구조가 소멸되거나 약화되어 버렸다. 그 결과 “정치적 역사와 개인의 삶이 원칙상 무한한 단기적인
프로젝트와 에피소드들로 분할되고 ‘발전’, ‘성숙’, ‘경력’, ‘진보’(이 단어들 모두 미리 결정된 연속의
질서를 암시한다)와 같은 개념들이 의미 있게 적용될 만한 그러한 종류의 연쇄로 결합되지 못한다.” (5)
불안하고 가변적이며 유동하는 현실이 만든 곤경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은 전적으로 개인에게 넘겨진다.
개인은 선택의 자유를 소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선택의 대가와 책임만 떠맡게 된다.9

York: Columbia UP, 2011) p. 48.
8 Wendy Brown, “We are all Democrats now. . .”, p. 49.
9 Zygmunt Bauman, Liquid Times: Living in an Age of Uncertainty (Cambridge: Polity, 2007) pp. 1-4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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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극단적인 경향이 없는 바는 아니지만 바우만이 이 특징들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자본과 개인 사이를 매개해주었던 견고한 (전)근대적 장치와 결속들, 즉 국가, 시민사회, 공동체, 사회
등이 모두 형식만 남거나 해체됨으로써 개인과 자본이 어떠한 매개 없이 직접적으로 대면하게 된 상황
속으로 우리가 진입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유동적 근대성에서 ‘유동적’이란 바로 이 매개의 제거 혹은
약화로 인해 생겨난 삶의 이탈들을 지칭한다. 이런 변화는 대략 두 가지 현실로 나타난다. 그동안
개인을 보호해주었던 법들조차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법이 그런 매개를 규칙화한 것이라면 매개의
소멸과 약화는 곧 법의 약화 내지 소멸로 귀결된다. 특히 법이 법 밖의 다른 힘들에 의해 지배됨으로써
법과 법이 아닌 것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혼란, 무질서, 무법의 예외적 비상상태가 일상화된다. 한편
이런 무법적 상황에서 개인은 어떠한 보호나 안전의 장치도 없이 자본의 착취와 약탈 앞에 ‘벌거벗은
생명’처럼 무방비의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 즉 개인의 생명과 노동은 자본의 유용성에 따라 언제든지
‘잉여(redundancy)’가 될 수 있다.
바우만은 오늘날 개인의 삶과 노동을 판단하는 패러다임의 기준이 ‘실업’에서 ‘잉여’로(from
‘unemployment’ to ‘redundancy’) 바뀌고 있다고 말한다. 실업은 현재는 고용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장차 “고용이라는 정상적 상태를 암묵적으로 전제”하는 용어이다. 실업이라는 용어에서
정상적인 상태는 ‘고용’이고 ‘완전고용’이라는 이상적 상태를 내포하고 있다. 반면 잉여라는 개념에서
정상상태는 잉여 그 자체이다.
잉여는 사회에서 다시 사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즉 쓰레기가 되는 삶(wasted lives)의 양산을
위험한 존재로, 즉 “단순히 이질적 신체가 아니며 사회의 건강한 조직을 갉아먹는 암적 성장이자
‘우리의 생활방식’과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를 위협하는 공공연한 적들”10로 규정되는 메커니즘이
사회적으로 정착된다는 것이다. 바우만은 잉여적 존재의 다양한 구체적 사례들을 거론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하층계급(the underclass)과 난민(refugees)의 존재에 주목한다. 왜냐하면 이 두 존재는
자본의 지구화가 낳은 대표적인 잉여적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전자가 이미 한계에 도달한 자본이
선진국 내부에서 잉여를 생산하는 방식과 관련되어 있다면, 후자는 자본이 전 지구적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후발국가나 지역들에서 잉여를 생산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다. 특히 전자가 선진국 내의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잘 훈련된 노동들을 새롭게 착취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잉여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
후자는 지구적 자본이 전지구의 가난하고 산업화되지 않은 지역들을 착취하면서 만들어진 잉여의
성격을 갖는다.
우선 하층계급은 전통적으로 노동계급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상상되는 잉여적 존재들이다.
바우만에 따르면 노동계급(working class)이 그 사회에 유용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고 사회생활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미지를 갖는 데 반해, 하층계급(the underclass)은
노동계급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미지화된다. 하층계급은 “재진입의 기회도 필요성도 없이 계급의
너머에 존재하고, 올라갈 가능성 밖에 존재하는 부류의 사람들, 즉 아무런 역할도 없고 다른 사람의

10 Zygmunt Bauman, Wasted Lives: Modernity and its Outcasts (Cambridge: Polity Press, 2004)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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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이러한 잉여의 양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잉여적 존재들이 질적으로도 철저하게 무가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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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 유용한 기여조차 하지 못하며 원칙적으로 구제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11로 상상된다. 특히
이들은 가난과 빈곤을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것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다. 즉 이들의 존재는 가난과
빈곤을 개선될 필요가 없는 오직 개인의 문제로만 간주하게 한다.
하층계급이 내부의 적으로 호출되었다면 외부로부터 내부로 흘러온 또 다른 적이 있다. 그들이 바로
이주자와 난민이다. 이들은 모두 외부로부터 흘러들어와 서구사회를 위협하는 존재들이며 서구사회에
편입될 수 없는 잉여적 쓰레기들이다. 바우만에 의하면 “난민, 추방자, 망명자, 이주자, 불법체류자,
그들 모두는 지구화의 쓰레기들(the waste of globalization)이다.”12 이들은 서구사회에 진입하지 못한
채 변경지역에 영원히 머물면서 “자신이 도착한 곳이나 일시적인 체류지에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는
인간쓰레기”이며 “‘도처에 존재하면서 동시에 자기자리라고는 없는―보통 사람들이 여행할 때 쓰는
지도상에는 나타나지 않는 ‘어느 곳도 아닌 장소’―에 있는 이방인”13으로 간주되거나(난민의 경우),
“지구의 먼 곳에서 와서 우리 집의 뒷마당으로 풀어놓은 인간쓰레기”14로서, 하층계급과 마찬가지로
서구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로 간주된다(이주자의 경우). 서구사회 내부에 진입하든 그렇지
못하든 이들은 게토의 고립 속에서 쓰레기가 된 잉여적 인간의 삶을 살게 된다.
바우만은 유동적 근대성과 지구화의 과정이 공동체 자체와 그 내부의 인간의 삶의 형태들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탁월하게 드러내고 있다. 쓰레기가 된 잉여적 존재들의 양산에 대한
그의 분석은 자본의 지구화로 인해 인간의 고통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사회의 책임들이
개인들에게 전가됨으로써 개인의 불안과 고통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매우 잘 보여준다. 더 이상
사회 속에서 재현되지 못한 채 변경지대로 내몰리는 하층계급과 이주자 그리고 난민과 같은 잉여적
존재들에 대한 그의 분석은 오늘날 자본의 전지구화에 의해 얼마나 많은 서발턴들이 생겨나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기여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바우만의 잉여적 존재에
대한 논의는 아감벤이 말하는 호모 사케르(homo sacer) 개념을 전 지구적인 차원으로 확장하는 데
기여한다. 하층계급, 난민, 이주자와 같은 잉여적 존재에 대한 그의 논의는 국민국가적 차원의 호모
사케르가 아니라 전 지구적 차원의 호모 사케르의 존재양식에 대한 분석으로 발전될 수 있다.

유동적 근대성의 한계와 트랜스모던적 해방
이러한 탁월한 성찰과 분석에도 불구하고 바우만 자신이 제시하는 대안과 해결은 비관적일 뿐
아니라 그 분석의 예리함과 풍부함에 비해 빈약해 보인다. 바우만은 『쓰레기가 되는 삶』의 결론에서
과거와 현재의 빅브라더를 비교한다. 즉 과거의 빅브라더가 인간을 통제하고 그들의 일탈을 감시하고
차단하던 ‘포함의 빅브라더’였다면, 현재의 빅브라더는 ‘어울리지 않은’ 자들을 선별해내 ‘쓰레기’로
규정하여 추방하는 ‘배제의 빅브라더’라는 것이다. 주목할 부분은 그 다음 대목이다. 그는 “새로운

11
12
13
14

Zygmunt Bauman, Work, Comsumerism and the New Poor, (Bershire: Open University Press, 2005) p. 71.
Zygmunt Bauman, Wasted Lives: Modernity and its Outcasts, p. 58.
Zygmunt Bauman, Wasted Lives: Modernity and its Outcasts, p. 80.
Zygmunt Bauman, Wasted Lives: Modernity and its Outcasts, 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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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문턱에서 우리가 대답을 찾아야 할 가장 큰 질문은 인간에게 열려진 유일한 선택이 두 빅브라더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15라고 말한다. 이 질문은 이러한 선택 자체를 뒤집을 수
있는 대안이나 해결을 기대하는 우리들을 계속해서 선택의 딜레마 속에 머물게 한다. 이 질문은 다른
질문의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점에서 이미 비관적이다. 한편 『노동, 소비주의 그리고 신(新)빈곤층』의
결론에서 바우만은 매우 이상적인 해결책을 제안한다. 그는 수많은 잉여적 삶의 양산이 지불노동만을
유일한 노동의 가치로 인정하는 노동윤리(work ethic)에 그 기원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노동을
노동시장에서 분리하는’, 즉 인간 노동의 위엄과 존엄을 인정하는 경제로의 전환을 생각해볼 것을
권한다. 그 예로 도덕경제(moral economy)와 장인의 윤리(workmanship ethics)를 거론한다.16
생각해볼만한 대안이긴 하지만 그러한 전환을 주도할 힘과 주체가 바우만에게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상적으로 보인다.
바우만의 이론이 현실적 대안이나 해결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의 논의방식이 수많은 잉여적
삶을 양산하는 유동적 근대성과 자본의 지구화 과정에만 초점을 둘 뿐 그 속에서 자본에 대항하면서
등장하는 다양한 가치들과 존재들의 생성에 대해서는 눈길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바우만에게
잉여적 존재들은 극히 무력한 존재일 뿐이고 그들의 쓰레기가 된 삶은 타인들의 삶과 단절된 지극히
고립된 삶의 모습들이다. 결국 바우만은 유동적 근대세계 속에서 하층계급, 난민, 이주자와 같은
존재들이 쓰레기가 된 삶으로 재현되는 헤게모니적 과정만 살펴볼 뿐, 랑시에르(Ranciere)나 아감벤
같은 이론가들이 이들에게서 서구사회의 폐쇄적 공동체주의나 위선적 세계주의를 비판하고 새로운
않는다. 랑시에르는 ‘정치(politics)’와 ‘치안(police)’ 개념을 인간들이 행하고 존재하고 말하는 방식을
서로 다르게 분할하는 체제이자 방식으로 정의한 바 있다. 치안은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자리와
위치들을 위계질서적으로 구분하고 분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즉 그것은 몫을 가진 자와 몫을
갖지 못한 자들을 나누고 그들에게 정해진 정체성을 부여함으로써 몫을 갖지 못한 자들을 통제하고
배제하는 기능을 한다. 랑시에르에 의하면 치안은 “정체성, 정해진 자리와 기능의 공동체”17이다. 반면
정치는 “이런 정해진 자리와 기능들의 분배를 해체하는 주체화의 과정”이다. 랑시에르는 정치를 몫의
나눔의 방식을 해체하고 재조직하는 것, 즉 “볼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있는 것, 말과 사물, 존재와 이름
사이에 세워진 관계를 재조직하는 것”18으로 정의한다. 이 구분을 바우만에게 적용해보자면, 잉여적
삶과 존재에 대한 바우만의 분석은 철저하게 치안의 시각에 의존하고 있다. 바우만에게는 이들이
어떻게 삶의 고통을 양산하는 자본의 지구화에 맞서 ‘새로운 몫의 나눔(distribution of parts)’을
실천할 주체가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 결국 바우만은 고통의 지구화를 그
누구보다 탁월하게 분석하면서도 동시에 그 분석 속에서 그것을 뛰어넘을 새로운 주체적·사상적
가능성을 읽어내지는 못한다.

15
16
17
18

Zygmunt Bauman, Wasted Lives: Modernity and its Outcasts, p. 133.
Zygmunt Bauman, Work, Comsumerism and the New Poor, pp. 117-21.
자크 랑시에르, 양창렬 역,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서울 : 길, 2008) p. 28.
자크 랑시에르,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p. 30.

239

Session 3

형태의 공동체를 사고할 수 있는 존재론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과 같은 문제의식은 전혀 보여주지

제2회 세계인문학포럼
발표자료집

바우만의 이러한 한계가 근본적으로 그의 독특한 유동적 근대성 개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의 유동적 근대성 개념을 다른 근대성에 대한 이론들과 구분할 때 다음의
세 가지의 특징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그의 유동적 근대성론은 프레드릭 제임슨(Fredric
Jameson),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 장 프랑스와 리오타르(Jean-Francois Lyotard)가
주장하는 포스트모더니즘처럼 현대문화가 근대성과 단절한 새로운 문화적 현상이나 문화논리가
아니라 그 유동의 속도만 다를 뿐 이미 근대성 속에서 시작된 것임을 전제한다. 즉 유동적 근대는
여전히 근대성의 연장이며 근대문화를 이해함으로써 그 변화 또한 파악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점은 울리히 벡(Ulich Beck), 앤서니 기든스(Anthony Giddens)의 이론과 비슷하다. 따라서 자본의
지구화는 근대성과의 단절이 아니라 시공간, 인간성, 삶, 정서 등 거의 모든 점에서 근대성의 유동적
문화를 더욱 가속화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이것이 그의 이론이 갖는 두 번째 특징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바우만은 유동적 근대성이 이전의 견고한 근대성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즉 유동적 근대성은 노동의 생산윤리를 강조한 막스 베버(Max
Weber), 감시통제와 훈육의 근대적 제도를 분석한 미셀 푸코(Michel Foucault)나, 통제와
동일성의 논리에 근거한 전체주의적 사회나 대중문화적 사회를 비판한 아도르노(Adorno)와
하버마스(Habermas)와 같은 비판이론가들의 근대성 비판이 대상으로 삼았던 현실보다 더 급격하게
달라진, 즉 유동적이고 순간적이며 해체적인 문화현실을 가리킨다. 바우만 분석의 가장 큰 이점은
바로 기존의 근대성 비판이 간과하는 새로운 근대성의 문화논리와 현상을 포착하고 있는 점이다. 즉
기존의 근대성론들이 분석하고자 한 문화현실이란 이미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근대적 현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결국 유동적 근대성은 포스트모더니즘처럼 근대성과의 단절(break)도 아니고 기존의
근대성의 논리처럼 근대성의 단순한 연장(continuity)도 아니다. 그것은 근대성의 연장이지만 동시에
그 내부적 이탈들(departures)을 사고하는 개념이다.
바우만의 근대성 개념이 이와 같은 차별적 특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른 근대성
개념들과 크게 다른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의 유동적 근대성 개념은 포스트모더니즘적 문화현상을
탈근대적 현상이 아니라 근대성 내부의 이탈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근대성 내부의 이탈이냐, 혹은
근대성 자체로부터의 탈피냐 하는 질문은 상당히 중요한 논쟁적 이슈이긴 하지만 이 질문 자체가
‘근대성’ 자체에 대한 특정한 관념을 미리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 급진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 관념은 근대성에 대한 대략 두 가지의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 첫 번째 전제는 근대성이
철학적 원칙으로서의 합리주의, 자연에 대한 설명원리로서의 과학적 합리성, 정치사상으로서의
계몽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런 원리를 발판으로 인간주체가 미성숙한 예속의 상태에서 성숙한
자율적 주체로 ‘발전’해갔다는 것이다. 두 번째 전제는 근대성이 그 내부에 몇 차례의 단절과 이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대 유럽 내부에서 발생한 현상이며 제국주의이든 과학혁명의 확산이든 그 뒤
전 세계로 확장되어 나갔다는 것이다. 이 전제들은 근대성에 대한 유럽중심적 시각을 뒷받침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두 전제이다. 바우만의 유동적 근대성 개념 역시 이 두 전제에 대한 수용과 자기 나름의
해석에 근거한다. 유동적 근대성이 전자의 전제를 변경하고 해석한 것이라면, 자본의 지구화는 후자의
전제를 변경하고 해석한 것이다. 유동적 근대성이 첫 번째 전제들이 심화되면서 그동안 장기적이고
지속적이며 영원한 것처럼 보이던 제도와 인간관계들이 모두 유동적이고 일시적이고 유행적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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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해가는 급격한 현상을 나타낸다면, 자본의 지구화는 유럽 내에서 시작된 이런 유동적 근대성이
지구화하면서 전 지구적으로 수많은 쓰레기가 된 삶과 잉여적 존재들의 고통을 양산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하지만 이와 같은 ‘근대성에 대한 유럽중심적 시각’은 이미 곳곳에서 도전받고 있다. 이런 시각이
갖는 결정적인 문제점은 그것이 서양 내부는 물론이고 서양 외부의 무수한 지역의 삶의 형태들과
존재들을 근대성 밖으로 추방해버리는 점이다. 네그리(Negri)와 하트(Hardt)는 근대성을 이성, 계몽,
전통과의 단절, 세속주의 등 기존의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권력관계(power relation)’로 볼 것을
강조한다.19 근대성을 ‘권력관계’로 본다는 것은 근대성을 서양의 지배적 특성이나 기원의 관점에서
보기보다 서양 내부의 모순과 갈등, 그리고 서양과 비(非)서양 간의 억압과 투쟁을 중심에 두고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네그리와 하트는 기원과 확산의 관점을 거부하고 조우(encounters)의
관점을 채택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근대성은 오직 유럽이라는 특정 장소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서양 내의 다양한 근대적·반근대적 힘들, 그리고 서양과 비서양의 식민적 조우에서
발생한 것이 된다. 그들은 근대성을 식민적 조우의 관점을 통해 이해할 때 두 가지 사실들, 즉 “식민
이전의 문명들이 여러 경우에 아주 선진적이고, 풍부하고, 복합적이며, 세련된 것이었다”는 사실과
“피(被)식민지인들이 근대문명에 이바지한 기여가 실질적이었지만 대부분 인정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고 주장한다.20
네그리와 하트가 직접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근대성이 이미 식민성(coloniality)과 긴밀히 연루되어
일종의 ‘신화(myth)’임을 강조한다. 그는 유럽중심적인 근대성 개념이 1492년에 시작된 아메리카의
식민화를 철저하게 은폐해왔음을 강조한다. 그는 근대성에 대한 두 가지 대립적 패러다임, 즉
유럽중심적 패러다임(Eurocentric paradigm)과 지구적 패러다임(planetary paradigm)을 구분한다.
그에 의하면 근대성에 대한 유럽중심적 패러다임은 앞서 말한 기원과 확산의 논리에 따른다. 즉
근대성은 16세기 유럽에서 시작되어 나중에 전 세계로 확산되어나간 “오로지 유럽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 이 입장은 “근대적 주체성이 공간적으로 르네상스의 이탈리아로부터 종교개혁과 계몽의
독일로, 그리고 프랑스 혁명의 프랑스로 발전해가는”21 지리정치학을 갖는다. 이 패러다임에서 중심은
유럽이고 근대성의 보편성은 유럽에만 있다. 이와 달리 지구적 패러다임은 근대성에서 유럽이
차지하는 중심성은 인정하되 유럽이 그 외부에 존재하는 타자와의 관계의 관점에서 사고하고자
한다. 이 패러다임에서 서구적 근대성은 “인디오 아메리카(Amerindia)의 통합을 통한 ‘세계체제’의
중심부 문화”이며 “이런 중심성의 관리의 결과로” 개념화된다. 특히 유럽의 근대성이 갖는 중심성은
“중세 유럽 동안 축적된 내부적 우월성의 산물이 아니라 인디오아메리카의 발견, 정복, 식민화,

19 Antonio Negro & Michael Hardt, Commonwealth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9) p. 67.
20 Antonio Negro & Michael Hardt, Commonwealth, p. 68.
21 Enrique Dussel, “Beyond Eurocentrism: The World-System and the Limits of Modernity” in The Cultures of
Globalization, eds. Fredric Jameson and Masao Miyoshi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98),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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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세계인문학포럼
발표자료집

그리고 통합(포섭)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근본적 결과”22이다. 이 주장은 기존 서구적 근대성 개념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을 요구한다. 이 시각은 근대성의 어두운 이면으로 바로 식민성임을 강조한다. 즉
근대성/식민성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이다.
두셀은 근대성에 대한 이런 인식적 전환을 통해 근대성/식민성에 의해 억압되고 은폐된 무수한
타자들의 문화와 가치에 대한 전면적 재평가와 해방을 추구하고자 한다. 두셀은 이 작업을
트랜스모던적 해방(transmodern liberation)이라 부른다. 서구적 근대성 속에서 타자의 문화들은
철저하게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하찮고 쓸모없는 것”23으로 폄하되어왔다. 하지만 이런 문화들과
존재들은 그러한 억압과 말살의 과정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았다. 두셀은 그 이유가 이 억압된 타자들와
그들의 문화, 즉 이들의 살아있는 노동(living labor)이 근대성/식민성의 세계체제에 대해 외재성의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외재성이란 레비나스(Levinas)의 개념으로 전체성으로
통합될 수 없는 초월적 타자성의 관계를 의미하며 전체성으로부터의 해방의 가능 조건을 뜻하기도
한다. 두셀은 서구적 근대성의 전체성의 논리 속으로 통합될 수 없는 바로 “외재성’ 즉―항상 존재하고
동시에 잠재적인―타자성”24 때문에 이런 문화들이 지금도 생생한 문화적 풍부함을 간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두셀의 트랜스모던적 해방은 이런 문화적 풍부함에 근거하여 “(정치적, 경제적, 생태적,
에로스적, 교육적, 그리고 종교적인 해방의 기획으로서) 근대성이 스스로 성취할 수 없었던 것을
공동-실현”25해가는 과정이다. 그것은 “중심/주변, 남성/여성, 다양한 인종들, 종족집단들, 계급들,
문명/자연, 서양문화/제3세계 문화들 간의 통합적인 연대(incorporative solidarity)를 통한 해방의
공동-실현”을 추구한다.
이러한 시각들은 바우만의 유동적 근대성이 갖는 한계가 결정적인 것임을 잘 드러낸다. 우선
바우만의 유동적 근대성은 서구적 근대성의 흐름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유동적 근대성의
흐름에 저항하거나 대립하는 힘은 모두 ‘견고하거나 고정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바우만은 유동적
근대세계에서 진행되는 유동성의 속도가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나 이상에 도달하는 것보다 더 빨리
질주하고, 우리가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파악보다 앞서 해체되어간다고 말한다. 지구화의
과정은 이러한 유동성의 속도가 더욱 빨라져 이탈(departure) 현상들이 더욱 급격해지는 과정을
나타낸다. 하지만 유동적 근대성을 이와 같이 일방향적인 거대한 과정과 흐름으로 이해할 경우,
유동적 근대성을 극복하거나 그에 맞서고자 하는 힘은 존재할 수 없다. 바우만의 이론에 제시하는
대안이나 해결책이 매우 빈약하고 이상적으로 들리는 결정적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근대성에 대한 바우만의 이와 같은 인식은 자본의 지구화가 낳은 쓰레기가 된 삶과 잉여적 존재들에
대한 이해에서도 되풀이된다. 하층계급이나 난민과 이주자 모두 유동적 근대성과 지구화가 낳은
쓰레기들이다. 하지만 바우만에게 쓰레기가 된 삶 자체는 쓰레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들은

22 Enrique Dussel, “Beyond Eurocentrism: The World-System and the Limits of Modernity,” p. 5.
23 Enrique Dussel, “Transmodernity and Interculturality: An Interpret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Philosophy
of Liberation,” p. 17.
24 Enrique Dussel, “Transmodernity and Interculturality: An Interpret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Philosophy
of Liberation,” p. 17.
25 Enrique Dussel, “Eurocentrism and Modernity,” Boundary 2. 20.3 (1993) p.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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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하게 통제되고 감시된 치안의 대상일 뿐이다. 바우만은 자본의 지구화가 세계적으로 고통의
지구화를 가져온다는 것, 즉 그것이 얼마나 많은 잉여와 쓰레기가 된 삶을 낳는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양산하는지를 탁월하게 설명한다. 하지만 그들의 고통은 철저하게 개별화됨으로써 그들 간에는 어떤
연대의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고통은 서로 단절된 채 타인의 고통과 서로 공명하지
못한다.
하지만 네그리/하트와 두셀은 바우만과 반대의 시각에서 자본의 지구화를 바라본다. 바우만이
자본의 지구화의 관점에서 잉여가 어떻게 양산되는가에 역점을 두었다면, 이들은 다중(multitude)과
서발턴(subaltern)의 잉여적 관점에서 자본의 지구화를 바라본다. 이는 단순히 관점의 차이가 아니라
고통에 대한 전혀 다른 시각과 연대의 정치학을 제공한다. 지리정치적 입장(geopolitical position)의
차이 때문에 서로 다른 방식의 이론적 논의를 전개하지만 네그리/하트와 두셀은 이론적 출발점으로
‘살아있는 노동(living labor)’을 설정한다. 살아있는 노동은 자본주의에 실질적으로 통합되었든
근대 자본주의와 외재성의 관계를 맺고 있든, 자본주의적 가치를 생산하기보다는 삶 자체의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이다.
하지만 바우만에게 잉여적 존재와 쓰레기가 된 삶은 일방적으로 자본의 지구화에 의해 내몰리는
죽은 삶이다. 즉 바우만은 잉여적 존재와 쓰레기가 된 삶에서 ‘살아있는 노동’의 흔적을 보지 못한다.
자본주의적 삶에서 고통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살아있는 노동이 자본주의적 관계 속에 속박된 채
자본주의적 가치만 일방적으로 생산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관계에서 탈락하여 쓰레기가 된
유동적 근대성의 노예가 되거나 잉여가 되는 것이다. 자본의 지구화는 살아있는 노동들을 잉여로
만들면서 세계적으로 수많은 서발턴을 만들어내고 있다. 고통의 지구화에 맞서는 대안은 이런
고통의 현실에서 탈피하여 살아있는 노동들 간의 연대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런 시각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타인의 살아있는 노동을 잉여로 만드는 생존경쟁이 아니라 삶을 서로 북돋는
관계성(relationality) 속에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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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으로 전락했음에도 스스로를 살아있는 노동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즉 고통은 자본주의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