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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인문학 때문에 죽지 않았다 :
현대 세계에서 치유와 초월

엘리자베스 S. 건
모건주립대학교

본고는 통상적인 교양 글쓰기 류의 글이 아니다. 본고는 학구적인–그 추구함이 전문적인-글이다.
그것은 일정한 범위의 철학, 역사, 비평, 언어심리, 영혼1에 관련된 텍스트들 사이에서 연관성을
발견하는 작업이다. 하지만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 혹은 문학적 분석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필자는 이 글에서 이들 연구 분야의 특정 측면에 관한 확정적인 논문을 썼다거나, 이 글에서 검토하는
특정 텍스트나 저자에 관해 확정적인 무언가를 썼다고 강변할 생각이 없다. 오히려 필자는 그것들
사이에서 의미 있고 치유적인 연계를 추적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는 처방적인 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동시대 세계에서 치유 수단으로서 인문학이 차지하는 위치를 살펴보는 관조적인 글이다.
당연히 필자는 빅터 E. 프랑켈(Victor E. Frankel), 미셸 푸코(Michel Foucault), 그리고 페마
초드론(Pema Chödrön)의 특정 저작들이 오늘날 전 세계적 맥락에서 인문학이 갖는 치유의 본성을
잘 논하고 있다고 믿고 있고 또 그렇게 주장하려 한다. 필자는 『의미를 향한 인간의 탐구』(Man’s

Search for Meaning, 프랑켈), 『사회는 보호되어야 한다』(Society Must Be Defended, 푸코),
『전시의 평화 실천』(Practicing Peace in Times of War, 초드론)을 가장 폭넓고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인문주의적(humanistic) 사유를 통해 읽을 것이다. 이들 저작을 동시대의 인문주의 맥락 안에
자리매김하기 전에, 필자가 서구의 특권적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필자는 미국 출신이므로, 단지 그러한 위치에서 비판적으로 말할 수 있을 뿐이다. 필요하다면 언제
어디서든 동료들이나, 더 나아가 모든 이들의 견해를 따르고 싶다. 필자의 의견은 수천, 수백만 중

1 “영적(spiritual)”이라는 단어는 기원 후 400년 중에 일반적 용법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이 단어는 20세기와 21세기
에 부활하였는데, 지금은 종교적이라는 의미보다는 물질적이라는 말의 반의어로 쓰인다. 필자는 영성(spirituality)
이라는 말과 초월이라는 말이 동의어라기보다는 이들이 동료(colleague)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 필자가 여기서 진행
하는 연구 대상 텍스트들에서 발견할 치유를 위해서 후자가 전자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Kurtz, 26). 초 트룽파
(Chögyam Trungpa)는 『영적 유물론 돌파』(Cutting Through Spiritual Materialism)라는 책 전체를 서구에서 영성
이 흔히 누적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는 관념에 할애하고 있다. 트룽파는 언어를 자아에 의해 움직이는 “나”와 우
리를 고립의 환상 속으로 빠지게 하는 견고한 대상의 대립으로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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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일 따름이다. 하나 덧붙이자면, 필자는 스스로 획득하지 않은 특권을 누리는 개인은 그 특권을
더 나은 쪽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렇게 하려면 그 사람은 타인들에게 ‘더 나은’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나서 협력자(ally)가 되어야 한다. 필자는 『휴머니티 :
20세기의 폭력과 새로운 도덕』(Humanity: A Moral History of the Twentieth Century)에 등장하는
조나단 글로버(Jonathan Glover)의 진술에 전적으로 동조한다. “잔혹 행위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일이다. 우리가 운 좋게 다른 곳에서 살고 있다고 해서 그런 행위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안전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동안 언론인은 자기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 끔찍한 일들을 우리에게 알리려 한다. 희생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의 경험을 고통스럽게
술회한다. 보통 이들은 세상이 자신의 말을 듣는다면 격렬히 반응해 무엇인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그렇게 행동한다. 우리들 중 먼 발치서 보스니아나 르완다 등의 일에 대해 떠올리는
사람은 때때로 사태를 잘못 파악하곤 한다. 그리고 물론 이해만으로 공포를 종식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수동적 반응과 같은 대안은 사태가 지속되도록 만든다”(5).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의
인종과 국적이 그 사람을 문화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필자는 역사적으로 흑인들의
학교이자, 날마다 자비로운 학생들이 이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매릴랜드 주 볼티모어 시 소재의 한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다. 특권의 작용은 아주 미묘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서문에서 이 점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필자의 불찰일 것이다. 따라서, 21세기에 인문학을 통한 치유를 지향하는 많은 의견들
중 필자의 견해를 포함시킬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한다. 이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지만, 특히 이에 대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감사를 전한다.
현대 세계의 인문학에 대해 폭넓게 관찰할 경우, 혹자는 우리가 그다지 잘하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고등교육 연표』(Chronicle of Higher Education )에 실린 2010년의 한 글에서 프랭크
도나휴(Frank Donahue)는 학문(Academy)이란 말이 인문학(Humanities)과 동의어가 아님을
상기시켜준다. 학문은 기업의 후원을 받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등의 분야에서 번창하고 있는데
반해, 인문학 분야에서는 그렇지 않다. 도나휴가 쓴 「21세기에도 인문학은 살아남을 것인가?」라는
글에서는 180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의 인문학 분야의 엄청난 감소율이 언급된다. “1915년에서
1995년 사이에, 사회과학 전공의 전체 교수직 수가 222% 늘어난 데 반해 인문학 전공 교수직 전체의
경우 그 결과로 발생하는 특허권은 교수가 아닌 대학에 귀속된다”고 명기한 연방법을 제정했는데,
이는 대학이 대기업들의 투자 기회의 대상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배이 도올 법(The Bayh Dole
Act)이라 불리는 이 법은 또한 “기업의 기부금으로 특징지어지는 시대를 열었다. 대학의 물적 토대가
이동하면서 인문학은 추위 속에 버려지고 있다”(4-5). 도나휴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인문학이
21세기에 생존한다면 이는 학문의 영역을 떠나 문학 동아리, 철학 서적 등으로의 탈출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일이 이미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우리의 임무는 우리 분야(다원주의의
관점에서는 분야‘들’)의 탈출 여행을 돕는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라 믿는다. 인문학 연구가 꼭 개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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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41%나 감소했다”(3). 1980년 미국은 “교수진이 연방정부의 예산을 지원받는 연구를 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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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으로 만들지는 않지만, 또한 그래서도 안되지만2, 필자는 그 강점이 사람을 윤리와 경외로
이끄는 데 있다고 믿는다. 이것이 필자가 제2회 세계인문학포럼의 담론에 기고하며 가지게 된
목표이다.
그 누구도 인문학으로 인해 죽지 않았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하지만 인간사(人間事)와 관련해
인문학은 오랜 시간 동안 인간 깊숙이 내재한 두려움, 욕망, 동기, 고독, 그리고 고뇌를 드러내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3 보다 구체적으로 근대 및 탈근대 시대에 인문학은 민족국가가 선악이
무엇인지를 결정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왜 어떤 이들은 살고 다른 어떤 이들은 죽는지에
대한 이해를 추구해왔다. 사회에서의 ‘타자’ 적출은 인문학의 전 역사에 걸쳐 하나의 연구 주제였으며
소급적으로, 현재적으로 그리고 미래상을 통해 연구되었다. 인문학은 그 내재적 속성상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징후들의 인간사를 이해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이는 여러 문화에 걸쳐 “타자”가
지속적으로 폭력과 고통이라는 주제를 담는 그릇이기 때문이다. 인문학은 승화된 사람들과 역사,
그리고 문화의 대리자를 드러내고 고취하는 역할을 한다.
정신분석학 및 동시대의 동양 사상과 관련 있는 서양 철학 문헌들의 탐구 분과들에 나와 있는
자애심(loving kindness)에 관한 서술들이 불러일으키는 체계적인 인내의 실천과 덧없음은 거의
연관이 없음에도, 모더니즘은 ‘단단한 것은 모두 녹아 공기 중으로 흩어진다’고 주장해왔다.
규범적이고 서구적인 텍스트로서 근대적인 것(근대주의, 근대성, 근대화)은 스스로 형성되는 체계적인
자의식의 과정으로 느슨하게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근대적인 것에 관한 이론들에서는 근대가
불가피한 것이고 그 어떤 시스템도 그 범위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본 가정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따라서, 근대주의의 특권적인 관념은 오직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반대할 수 있는
동어반복(tautology)이다. 획일적 동어반복에 도전한 근대주의적 저항 이론들은 대안적인 근대주의가
여전히 주체성(agency)을 요구 또는/그리고 선언하는 낡은 공간에 얽매여 있지 않은지, 어떻게

2 『모든것이 산산이 무너질 때』(When Things Fall Apart: Heart Advice for Difficult Times)에서 페마 초드론은 명
상 수행과 통글렌(Tonglen: 티벳불교의 명상법 중 하나로 ‘주고받기’라는 뜻), 평화에 헌신하는 자들의 여섯 가지 활
동을 말하는 육바라밀을 포함하는 보살 수련(bodhisattva)의 수행을 권한다. 그녀는 “바라밀 수련은 덕과 부덕에 관
한 통상적인 관념을 벗어나는 것을 기반으로 하기에 초월적 활동이라고도 불린다. 이 수련은 우리가 이분법적 시각
의 한계를 완전히 벗어나고 유연한 마음상태를 기르는 훈련을 시켜준다. 이 활동의 주요 과제들 중 하나는 도덕적이
게 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다. 만방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하면 무엇이 윤리적이고 비윤리적인가에 대해, 또 무엇이
도움이 되고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 의견 충돌이 많을 것이다. 아마도 이내 우리는 그곳의 가장 단련되고 깨어있는 사
람들더러 유연성과 유머에 대한 훈련 과정을 이끌어달라고 요구할 필요가 생길 것이다!”(126)라고 적고 있다.
3 지
 그문트 프로이트의 『문명 속의 불만』(Civilization and Its Discontents)을 보면 “사람은 [...] 본능적인 충동에 영향
을 미침으로써 자기 고통의 일부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한다. 이러한 종류의 고통에 대한 방어는 더 이상 감각 기
관과 관련이 없게 되고 우리 욕구의 내적 원천을 다스리고자 한다. 이것의 극단적인 형태는 동양의 경험 많은 지혜가
처방해주듯 본능을 죽임으로써 일어난다 [...] 만약 그가 성공한다면, 실로 그 주체는 다른 모든 활동들 또한 포기한
것이 될 것이다. 그는 자기 삶을 희생한다. 그리고 다른 경로를 통해 그는 다시 한 번 행복과 적막을 성취하게 된다.”
(29) 필자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이론에서 “쾌락 원칙”의 역(逆)인 “고통 원칙의 회피”를 프랭클, 푸코, 초드론이
유발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을 지어 인용하고자 한다. 이들 세 명이 유발하는 것은 인간성에 대한 서술이다. 초드론
의 경우 전시(戰時)의 평화 실행이란 뿌리 없음을 끌어안음으로써 시작하는 것인데 반해, 프로이트가 바라보는 인간
성은 쾌락의 획득과 고통의 회피에 관한 것이다. 프로이트에게 고통은 쾌락 원칙의 지연, 욕망의 연기, 혹은 죽음의
회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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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권과 혁명의 서술을 넘어설 수 있는지, 가부장적인 근대 서사들이 최근 5백 년 간 서구 시대에서
주도적이었지만 그 견고함은 일시적이기에 언제나 구체화하기 위해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근대적 주체성의 텍스트를 초월할 수 있을 것인가 등의 질문 제기에 직면했다. 빅터
프랑켈, 미셸 푸코, 페마 초드론은 초월을 통해 근대적인 것을 넘어서는 주체성들과 상호작용을 한다.
이들 저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러한 실천을 함으로써 근대주의적 투쟁에 도취되지 않은 주체성을
다루고 있다. 오히려 이들은 시공간을 초월한 직관적 지식 수준에 대해 관심을 표하고 있다. 이는
해방과 직관, 인내, 욕망, 황홀경, 계몽에 관한 서술을 통해 포획된 근대로부터 한 발 옆으로 비껴 서는
방법이다.
근대성은 진보와 전쟁에 대한 무거운 교훈적인 관념에 매여있다. 규제 체계 이면에서 작동하는
패권적, 지배적인 구조를 폭로하는 능력은 힘을 불어넣어 주고 이를 즉각적으로 해체시킨다.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Society Must Be Defended )에서 푸코는 특권 없는 다수의, 속박된 사람들의
운명론적인 징집으로부터, 관계 밖의 힘이 발견되는 계시적 공간으로 이동한다(250).
빅터 프랑켈, 미셸 푸코, 페마 초드론 같은 인문학의 사상가들은 초월을 통해 근대적인 것 너머의
주체성과 상호작용한다. 『삶의 의미를 찾아서』(The Will to Meaning: Foundations and Applications

of Logotherapy )에서 프랑켈은 프로이트적이고 라캉주의적인 결정론에는 얽매이지 않으면서
상징계에 관한 정신분석학적 전통에 입각해 서술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초드론이 『전시의
평화 실천』(Practicing Peace in the Time of War )에서 설명한 대로 동시대 서구의 불교 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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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前)담론적(pre-discursive)이기보다는4 오히려 고통과 의미를 차분히 검토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처럼 이들은 각자의 실천을 통해 시공을 초월하는 직관적 지식의 수준에서 주체성
그리고 타자와 관계를 맺는다.
사상가들은 수 천 년 동안 치유를 얘기해왔다. 그것은 이제 앞서 언급한 ‘줄기(stem)’ 분야의
시대에서 약간 더 중요해 보일지도 모른다. 인문학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 아마도 우리는 그
누구도 우리가 하는 일 때문에 죽은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 것이다. 실제로 인문학은
보통 해방, 직관, 인내, 욕망, 외경, 황홀경, 경이, 계몽을 통해 초월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표 1> 초월은 어디에서 올 수 있는가5
미셸 푸코

빅터 프랑켈

페마 초드론

사회를 아래 항목으로부터 지킨다

사회는 로고스나 영혼의 의미를
아래에서 찾는다

사회는 아래를 통해 초월한다

식민화와 소멸

예술, 선택, 변화, 초월

보이지 않는 것의 발견, 의식,
휴지(休止), 토대 없이 머무르기

4 주
 디스 버틀러의 레비스트로스, 프로이트, 라캉에 대한 퇴고는 기원 그리고/혹은 성적 이분법에 대한 모든 문화적
혹은 성심리적 서술이 잘못되었음을 드러낸다. 퀴어이론(Queer Theory)은 기원들의 위험한 허위를 폭로하는 데 많
은 기여를 했다. 엘리자베스 라이트(Elizabeth Wright)는 라캉주의의 거울 단계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아이는
거울 속을 들여다보고 동시에 자신의 상(像)이 지닌 여러 특징들에 대해 흐뭇해한다. [...] 이 상은 이제 총체성, 즉
이상적인 완전함이라는 느낌을 얻게 되고 여기에는 어떤 노력도 들지 않는다. 거울-상(像)에 관한 이와 같은 만족스
런 경험은 내부와 외부의 깨지지 않은 연합, 즉 욕망의 즉각적인 충족을 보장하는 완벽한 통제와 은유적인 평행을 이
룬다. 라캉은 이 전(前)언어적(pre-linguistic), 전(前)오이디푸스적(pre-oedipal) 단계를 ‘상상계(Imaginary)’의 영
역이라 명명한다. 그는 유아가 모친을 본떠서 자기 자신을 만들고 있다고 이해한다. [...] 하지만 이 모친은 거울의
상처럼 [...] 모든 자극에 한다고 가정되기 때문에 이 모델은 환상이다. [...] 먼저, 이 아이는 자신이 모친이 욕망하는
전부라는 느낌 속에 자신이 모친의 욕망이라고 상상한다. [...] 아이는 모친의 결핍을 충족시키는 모든 것이 되고 싶
어하는데, 이를 정신분석학 용어로 모친을 위한 ‘남근(phallus)’ 되기, 즉 모친의 욕망을 완성하는 모든 것이 되는 것
이다. 모친 자신은 자신의 모친으로부터 분리되고 자신의 부친으로부터 거부당함으로써 박탈을 겪었으며 따라서 그
러한 분리의 고통들이 지속되는 것을 완화시켜줄 것이기에 아기와의 결탁 쪽으로 끌려들어간다. [...] 아이에게 개
념과 그 적용 사이의 틈이 없다는 점이 이 개념의 부적절성을 입증한다. 자아 개념은 한 번도 실제로 활용되지 않았
다. 틈은 아이가 언어의 질서에 발을 내딛으면서 나타나는데, 이를 라캉은 ‘상징계(Symbolic Order)’라고 명명한다.
언어의 구조들엔 사회의 명령들이 새겨져 있다. 바로 아버지의 통치, 법, 그리고 정의들인데 이들 중 ‘아이’와 ‘모친’
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100-1). 『젠더 트러블 : 페미니즘과 정체성의 전복』(Gender Trouble)에서 버틀러는 법
은 분할(이분)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분리 또는 생식적/사회적 성 체계가 법을 생성하고 유지시킨다. 더욱
이 법 이전에는 어떠한 전언어적이고 전담론적인 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라캉의 상징계의 외부에 있는 것, 아
마도 아버지의 법 밖에 있을 것 같은 것이 이를 구성하지만 언어 영역의 밖에 있기에 건드릴 수 없는 것이다. 버틀
러는 정신분석학에서 어떻게 상징계와 실재계가 합쳐지는지 그리고 이 융합이 섹스와 젠더, 섹슈얼리티, 그리고 친
족 관계에 관한 서술에 대한 지배를 유지하는지 지배적인 서술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추적한다: “상징계를
변치 않는 환상으로 만듦으로써 이 ‘변함없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되고, 결과적으로 문화적 정체를 촉진하는 측
면에서 섹슈얼리티의 묘사를 발생시키게 된다”(71). 계속해서 『의미를 체현하는 육체』(Bodies that Matter: On the
Discursive Limits of Sex)에서 그녀는 그 어떠한 기원에 대한 실행도 개인에 의해 수행될 필요가 없는 것이며 패권
에 의해 반복 또 반복되는 의례화된, 거의 보이지 않는 기대라고 설명한다.
5 이는 필자의 마음 속에 있는 이 저자들에 대한 매우 간단한 개요이다.

374

변화무쌍하고 초월적인 것이자 황홀경에 닿는 것으로서의 욕망에 관해 정신분석학적 문헌
분석이 기여한 내용으로 시작하고자 한다. 『삶의 의미를 찾아서』에서 프랑켈은 프로이트주의자들과
라캉주의자들의 결정론에는 얽매이지 않으면서 상징계에 관한 정신분석학적 전통에 입각해 서술하고
있다. 프랑켈의 주체성에 관한 정신분석학 이론은 ‘로고스’, 즉 ‘어떠한 종교적 함축도 없는’(18)
영혼으로서의 의미에 관한 것을 중심으로 한다. 여기서 초월이란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고자 하는 데서
비롯된 욕망이다.
프랑켈에게 근대적 주체란 죽음 충동(death drive)이나 쾌락 원칙(pleasure principle)을 통해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에게 초월로서의 실존분석적 정신 요법은 주체에게 ‘의미와 목적이 우리들
자신에게 강요되는 데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초월, 영혼, 혹은 의미 충족이 불러 일으키는 긴장으로
향하는 촉매를 제공한다.
빅터 프랑켈은 심리학 사료 편찬을 위해 분투하고 있으며 소위 사회적이고 근대적이라 할 만한
것들을 넘어서는 방식을 옹호한다. 그는 그가 ‘순수 이성 현상(noetic phenomena)’ 혹은 ‘본질적
차원 (noological dimension: 생물학적, 심리적인 현상과 대비되는 것)’이라 부르는 것을 통해 그렇게
한다(17). 프랑켈은 이를 영적 상태라 칭하면서도 신속히 신학적 의미보다는 인류학적인 의미를
가진 용어로 만들었다. 프랑켈에게 로고스란 ‘어떠한 중요한 종교적 함의도 갖지 않는’(18) 영혼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근대주의와 일치하여 프랑켈의 이론은 우선 그가 사회 체계로 추정했던 의식 혹은
인식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본인이 단호히 ‘자기 초월(self-transendence) 능력’(18)이라 칭하는 것을
통해 근대적인 것을 뛰어넘고자 한다. 프랑켈에게 초월의 순간이란 선택의 문제다.
그렇다면 근대성을 병리학으로 간주한다면 어떠한가? 프랑켈에 따르면 “우리 자신을 심리적
차원으로 제한하는 한 우리는 [근대적인 것의 동어반복을 깨트리고] 나올 수 없다”(28). 실제로
“병리학은 주어진 상황에서 고통의 의미를 알기 위해 여전히 정감(pathos) 속에서 이성(logos)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애매하다”(28). 프랑켈에게 쾌락 원칙은 “사람이 쾌락을 목표로 할수록
그 목표가 더 멀어진다는 점에서 자기 패배적이다. 즉, ‘행복을 추구’하는 바로 그것이 그 행복을
좌절시키는 것이다”(33). 그러므로 목표는 창조이지 쾌락이 아니다. 다시 말해 쾌락이란 의미 충족의
열중하게 된다”(35). 따라서 근대성의 측면에서 힘의 획득을 통한 쾌락 충족을 지향하는 사회의
미래는 암울하다. 프랑켈에 따르면, “우리에게 의미와 목표가 강요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집단의
강박적 두려움은 특이성(idiosyncrasy)을 낳게 된다”(47). 프랑켈에게 긴장이란 “무조건적인 맹세이다.
의미 충족에 의해 야기되는 긴장 같은 적정량의 긴장은 인간 존재 본연에 내재하는 것이며 마음의
건강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48). 프랑켈은 집단 의식이 상징적이고 책임 있는 말을 통해 상상의
공동체(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의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ies )에서의
의미와 같음)를 낳는다고 본다. 프랑켈에게 “자유란 합리성을 조건으로 하지 않을 경우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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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단으로 타락할 위험이 있다”(49).
프랑켈은 “어떤 정의에 따르면, 의미와 가치는 [심리적] 반동 형성 및 방어 기제일 뿐이다. 내
생각엔 나의 반동 형성을 목표 삼아 살고 싶지는 않으며, 나의 방어기제를 위해서는 더 더욱 죽고
싶지 않다”(54)고 서술하고 있다. 그에게 의미와 이성은 “자기자신을 초월하는 인간 존재에 특징적인
구성요소이며, 자기자신이 아닌 다른 무엇을 향해 뻗어나간다”(55). 따라서, 근대적인 것은 논의
및 신구(新舊)의 한계를 능가한다. 이는 의미가 체계적으로 생성되지만 체계적이고도 개별적으로
저항된다는 면에서 특수성을 위한 보편성에 대한 저항이다. 정신분석학적, 근대주의적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그의 이론을 강조하며 프랑켈은 시종 초월성에 대한 믿음 가운데 사회를 설명한다.
근대성이란 보통 소위 ‘과학의 발견과 진보’라고 일컫는 서구 산업 혁명의 측면과 대량 생산 및
자본주의와 연관된 새로운 중산 계급과 관련되어 정의된다. 이는 “이성의 숭배이며, 추상적인
인본주의(humanism)라는 틀 안에서의 자유에 관한 이상이다. 실용주의를 지향하고 행동과 성공을
숭배한다”(Calinescu 1987, 41). 이는 대략 1700년대 후반부터 1800년대 중반까지 일어난다. 근대성의
이면인 근대주의(modernism)는 종종 근대성이 아우르는 모든 것들에 대해 적대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근대주의는 가장 일반적인 정의에 따르면 아방가르드 계열과 관련 있는 미학 운동 또는 운동들이다.
물론 아방가르드 운동은 부분적으로 낭만주의의 ‘반(反)부르주아적 태도’(42)에 기인하거나
이를 견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구의 예술적 표현들 중에서도 특히 다다이즘(Dadaism)6과
초현실주의(surrealism)7같은 용어들은 근대주의를 구성한다. 요약하면 근대주의란 체계, 즉 언어의
순수성을 지향하는 운동이다.8
콜레주 드 프랑스에서 푸코가 한 강연은 주체가 주체로 되는 방식이나, 이들이 권력(power)에
예속되는 방식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권력 관계란 둘 다 각기 전쟁의 또 다른 표현인 실전 혹은
평화를 통해 확립되는 폭력(forces)으로 가장 잘 이해된다고 본다. 그는 로마제국부터 18세기 영국과
프랑스에 이르기까지 지속된 권력의 재분배와 예속의 과정에 의해 입증되듯이 권력은 순환한다고
주장하면서 권력을 통한 타인의 지배를 추적한다. 역사는 왕의 주권을 반영했던 법을 반영한다. 1617세기 영국과 프랑스의 역사 기록을 인용해 푸코는 군주 주권과 자연권으로 간주되는 것 사이의
쟁투로서 인종에 관한 담론들이 개입하는 것을 해석한다.
이렇게 공동의 적에 대항해 왕국을 지키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사회 자체를 ‘다른 종족 혹은 하위
종족’(61)에게서 지켜내고자 하는 욕망까지 불러일으키는 담론을 창조하기 위해 한 종족이 그 자연적,
생물학적 유산을 주장하는 인종 투쟁 담론이 등장한다. 제국과 왕국은 사회에 굴복하고 귀족들이

6 다
 다이즘은 전통적으로 1916년 취리히에서 시작된 일종의 반(反)예술 운동으로 정의된다. 다다이즘은 그 의미상 정
의 내리는 것을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는 비(非)예술 또는 최소한 의미의 부재를 창조하는 것이었다. 다다는
고의로 이성을 거부하고, 관객은 의미를 부여한다.
7 초현실주의는 전통적으로 앙드레 브르통(Andre Breton)의 1924년 작 “초현실주의자 선언(The Surrealist
Manifesto)”과 연관이 있는데, 여기서 그는 초현실주의의 차용자들을 전통적인 이성을 무시하는 의식적인 것과 무
의식적인 것의 조합으로 묘사한다. 물론, 초현실주의 운동은 꿈에서 본 형상을 캔버스나 원고지로 옮긴다는 점에서
종종 프로이트와도 연관이 된다.
8 필
 자는 근대성과 근대주의에 관한 대부분의 정보를 마테이 칼리니스쿠(Matei Calinescu)의 Five Faces of Modernity: Modernism, Avant-Garde, Decadence, Kitsch, Postmodernsim (Durham:Duke UP, 1987)에서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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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져가는 권력을 회복하기 위해 군주와 싸우는 동안 제국과 왕국은 사회와 민족국가에 무너진다.
푸코는 계속해서 노르만족과 색슨족, 수평파(Leveller)와 개간파(Digger)에 관한 잉글랜드 역사를
거론하면서 권리를 향한 계속되는 전쟁과 투쟁(지배받지 않으려는 투쟁)이 ‘언어나 출생지, 조상의
관습, 과거의 공통성 정도, 오래된 권리의 존재, 구법의 재발견 같은 민족적인 현상을 포함한’(110)
사회의 이분법적 도식(schema)을 최초로 도입하였다고 주장한다. 푸코는 루이 14세의 계승자에게
‘프랑스의 경제와 제도, 관습에 관한 일반 연구’(127)에 대한 주석판에 해당하는 것을 바치는 작업을
했던 불랑빌리에(Boulainvilliers)에 대해 시간을 할애하기도 한다. 이 보고서는 불랑빌리에와 관계된
일군의 귀족들에 의해 편집이 되는데 이렇게 귀족들이 자신들의 줄어드는 힘을 되찾고자 투쟁하게
되면서, 귀족들은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다. 이후에 왕자는 귀족들의 지식 편찬 범위 안에
속박된다. 이들은 순환적 권력관계에 갇히는데, 푸코에 따르면 이는 결국 왕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사료 편찬을 시작하게 되는 변화를 야기한다. 역사 지식은 더 이상 왕권의 구체화가 아니고, 오히려
“이로 인해 역사 속에서 말하는 주체가 대체되고 역사의 주체 또한 서술의 대상이 수정되었다는
점에서 대체된 것이다 […] 최초의, 보다 조기의, 혹은 보다 깊숙한 요소의 수정은 이제 권리와 제도,
왕조, 심지어 국토 그 자체마저 이 새로운 주체와 관련해 정의된다”(133-4). 이 새로운 주체는 ‘사회’,
즉 ‘민족’이다. 민족이 화자가 되기 시작하지만, 이는 이미 다수의 집단들과 의견들이다. 그래서 “이는
더 이상 권력의 영광스런 역사가 아니다. 저 아래 밑바닥과 그 사악함, 그 배신에 관한 역사이다”(135).
권력은 신성하고/신화적인/군주들의 전쟁에 관한 것의 이야기에서 ‘권리들’의 제도를 협상하는 전쟁에
관한 것으로 이행한다. “역사는 우리에게 우리가 전쟁 중이라는 생각을 하게 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 속에서 전쟁을 벌인다”(172). 역사란 지식이 권력이라는 점에서 지식을 향한 투쟁사이다. 이는
혁명사이다. 사회, 즉 계몽을 위한 집단적 잠재력은 수호되어야 한다.
이와 유사하게, 초드론이 설명한 대로 동시대 서구의 동양 전통 사상, 즉 불교의 전용(轉用)은
자애심에 관한 서술을 통해 시간을 초월한다. 자애심, 직관, 또는 고상한 깨달음은 생각을 언어로
이해하고자 하면서 얻을 수 있다. 이 전(前)담론적이지 않고, 고통과 의미를 차분히 검토할 수 있는
수단이다. 『도약 : 자신을 오랜 습관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키기』(Taking The Leap: Freeing

Ourselves from Old Habits and Fears )라는 저술에서 초드론은 셴파(shenpa)라는, 유한한
감정적으로, 개인들 간,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갖게 되는 애착을 말한다. 다시 말해
이는 사람이건, 장소건, 물건이건 우리를 집착케 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 이는 다양한 수준에서
일어난다. “우리는 아마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와 피곤해서 좀 평화로운 시간을 갖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집에서는 무슨 이유에서든 난리가 나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다. 우리의
행위의 동기는 무엇인가? 우리는 약간의 행복과 편안함, 그리고 평안을 바라지만, 우리의 행동은 또한
다른 모든 이들까지 뒤집어놓는다.”9 이는 우리가 집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심지어

9 지
 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의 『문명 속의 불만』(Civilization and Its Discontents)에 따르면, “우리는 세 방
면에서 고통당할 위협을 받는다. 부패하고 소멸할 운명에 처해 있고 경고의 신호인 고통과 근심 없이는 살 수조차 없
는 우리 자신의 신체로부터, 압도적이고 무자비한 파괴력으로 힘으로 우리를 덮치는 외부 세계로부터, 그리고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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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부터 견고한 것을 끌어내고자 하는 개념에 관한 담론에 초점을 맞춘다. 광의로 셴파는 우리가

제2회 세계인문학포럼
발표자료집

우리가 차를 몰고 갈 때 누군가 뛰어들 때에도 일어나는 익숙한 시나리오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이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창문을 내려 그들에게 고함을 지른다. 전쟁은 우리 마음이
굳어질 때 시작되고 사소한 방식에서부터 증오나 편견과 같이 다소 심각하고 중대한 방식으로까지
우리가 불편하다고 느낄 때마다 마음은 쉽게 굳어진다”(16).
푸코가 근대적인 것들의 공격을 해체하듯이, 그리고 프랑켈이 목표를 통해 의미있는 지식을
발견하듯이, 초드론은 획일적인 담론들이 하나의 줄거리가 되고, 역사와 전쟁과 미래에 대한 규범적
담론이 되는 과정을 짚음으로써 이를 이해한다. 초드론은 셴파를 개별적 또는 체계적인 낙인찍기를
가능케 하는 것으로 표현한다. 그에 따르면 이는 “편견과 잔인함, 폭력으로 귀결될 수 있다. 그리고 그
편견과 잔인함, 폭력이 언제 어디에서 발생하든, 그것들을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혹은 집단들이 다른
집단들을 향해 가하든 늘 한 가지 주제를 지니고 있다. 바로 ‘이 사람은 고정된 정체성을 갖고 있고,
그들은 나와 같지 않다’는 생각이다”(66).
이처럼 근대적인 것을 관통하고, 산만한 언어와 생각들로 이루어진 철옹성들을 관통하고, 역사들,
패권들, 권력과 관계에 대한 지배적인 서술‘들’을 관통하는 한 가지 방법은 초월, 즉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일종의 황홀경이다. 푸코, 프랑켈, 초드론의 각 사례에서는 근대적 반복이 아닌,
자애로운 접촉과 이해, 그리고 신성한 것과의 의식적인 접촉 중에 축적된 직관적 지식으로 자유를
발견할 수 있는 주체를 주체성과 연관시킨다.10
빌 스무트(Bill Smoot)는 「21세기의 인문학」(Humanities in the Twenty-First Century)이라는
글에서 “왜 인문학을 연구하는가?”라고 묻는다. 그는 우리에게 “인문학이 우리가 아직 혹은 절대 겪지
않을 경험들과 우리가 언젠가 혹은 만약 오디세우스나 안티고네, 그리고 햄릿이 직면했던 선택의
순간에 마주할 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상상 속에 전해준다”는 점을
상기시켜준다. 혹은 우리가 매일 밤 집에 돌아가 마주치는 것이나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막으로는 타인과의 관계로부터 위협을 받는다. 이 마지막 방면의 원천에서 비롯되는 고통이 아마도 다른 어떤 것보
다 우리에게 더 고통스러울 것이다. 이는 운명적으로 다른 방면에서 오는 고통들보다 더 잘 피할 가망이 조금도 없는
데 우리는 이[세번째 범주]를 일종의 사족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26).
10 첫 두 분파인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로부터 분기해 나온 수많은 전통들이 동시대 서양의 불교 도용을 알려준다. 사
미팜(Sakyong Mipham)은 티벳불교 전통대로 살면서 미국에서 자랐다. 『마음의 동반자로 되돌아가기』(Turning
the Mind into an Ally)에서 그는 “우리는 우리 삶을 다른 생각들과 개념들을 대충 꿰 맞춘 상상 속 정체성을 고수
하는 데에 소모하고 그것을 행복하게 유지하려고 애쓰는데 이것이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이다. 이는 죄악이 아니
고 우리의 혼돈스런 마음에 의해 영속화된 오랜 습관이다 [...] 혼돈스런 마음은 산만하기에 약하다. 이는 ‘나’의 위
안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가 다른 무엇보다 강하기 때문에 산만해지는 것이다. 이는 고통으로 이끄는 산만함과 자
기 집착에 빠져있는데, 혼돈스러운 마음은 자신을 초월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려움이 생기면 이는 견딜 수가 없
다.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나면, 이런 마음은 협소한 곳에서 행복한 상태로 머무르기를 바라는 제한된 관점에서부
터 반응한다. 그래서 위협을 받으면, 우리는 화를 낸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자
동적으로 질투심을 느낀다. 만약 좋아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욕망을 느낀다. 이런 반응들을 문제시조차 하지 않을
지도 모른다 [...] 우리를 행복하거나 슬프게 만드는 것은 결국 변덕스런 바깥 사정, 계속 변화하는 환경이다. 이것
이 결국 우리에게 혼돈과 고통이 된다”(18-19). 실제로 필자는 최근 “인간 지형(human terrain)”이라는 새로운 영
역의 학제 간 프로젝트에서 작업을 했다. 연방정부는 세계의 전쟁 및 분쟁 지역에서의 인간의 반응을 성문화하려
한다. 심리학자 및 사회학자들이 인간의 행위 동기를 수세기 동안 연구해왔다. 아마도 인문학은 전 수준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애착을 어떻게 멈출 수 있을 지를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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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해야 하는 순간에 직면할 때 도움을 줄 지도 모른다.
우리의 긴장의 기저에는 죽음과 근거 없음(groundlessness)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다. 이는
이해하기 어렵게도 우리의 통제 밖에 있다. 사회들은 이 때문에 전쟁을 하고, 이 때문에 특권을 부여
받은 이들은 살고 다른 이들은 죽는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미루고 지체할 뿐이다. 우리는 언제나
결정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암시와 상징들의 체계 안에서 ‘타자’라는 의도적인 지시 대상이 있음을
발견한다. 그 긴장은 인문학과 현대 세계에서 그것이 갖는 중요한 역할을 이해하는 것에 견줄 수 있다.
인문학은 죽음의 원동력, 그곳으로부터의 회피, 토대(ground) 찾기, 토대 잃기 등의 모든 수준의 인간
경험에서 일어나는 결정들에 맥락을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인문학은 이항대립들의
불길한 위험을 폭로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프랑켈이 그랬듯 자유를 믿는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그의 말을 인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유란 합리성을 조건으로 하지 않을 경우 단순한 자의성으로
타락할 위험이 있다”(49). 건강한 긴장감, 비판적 사고, 그리고 책임은 초월로 이어질 수도 있다. 가장
심오한 수준에서 중요한 것은 역설이다. 초월은 인문학을 뒤흔드는 빈번한 불완전의 느낌이다. 사회를
총체성과 완전성이라는 관념에 묶어두는 구조들을 폭로함으로써, 우리는 타자를 풀어주고 간접적으로
우리 자신도 풀어준다. 결국 사람들은 누구도 인문학 때문에 죽은 적이 없다고 말한다. 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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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면 인문학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확언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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