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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이 글은 20세기 현대정치사상과 철학의 지평에서 제기되었던 언어적 전환(linguistic turn)이 가지
는 의미와 한계를 살펴보기 위한 하나의 시론적 작업으로서, 최근 마르크스와 라캉과 프로이트를
독자적인 방식으로 결합하려 시도하고 있는 크리스테바(J. Kresteva)를 통해 20세기 이후 제기되어
온 ‘언어’의 문제가 어떤 의미에서 ‘정치적’일 수 있는지의 근거를 검토해보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 글은 크리스테바에게 있어 언어의 실천성이란 언어가 의미를 재현하고 생성하는 상징의 질서이
자 권력이라는 점을 단순히 확증하는데 놓여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언어의 의미화과정 내부에
억압과 동시에 그것을 거부하고자 하는 충동, 반항의 심리와 신체가 내포되어 있다는 점을 제안한
데 있다고 보았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녀에게 언어라는 상징의 질서는 다만 벗어날 수 없는 기성권
력의 닫힌 구조가 아니라 거부와 반항 충동의 역동적 장소일 수 있었다. 이렇게 본다면, 그녀의 언
어이론은 단순히 의사소통에의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여타의 담론정치 방향과는 정 반대의 의미를
가진다. 그러한 담론정치들에서 언어란 실재를 반영하는 도구이며 상호 소통을 통해 도달하려는
지점은 ‘합의’의 방향이라면, 크리스테바에게 있어 상호텍스트 과정은 결코 합치될 수 없는 경계에
대한 인식이며 그에 대한 ‘반항’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이야 말로 그녀의 언어이론이 소쉬르와
라캉과 구분되는 지점이자 다른 자유주의 담론 철학이나 소통이론과 구분되는 정치적 지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자아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의 질서를 구성하는 상징의 정치와 의식
‘언저리’에 인간의 욕동이, 에너지가, 충동이 무의식적인 욕망으로 남아있다고 봄으로써 기성의 언
어구조/상징 질서를 넘어설 수 있는 혁명적 실천의 근거를 찾고 있었다. 만일 그것을 들추어내는
과정이야말로 언어가 하나의 의미로 구성되고 또 다른 의미로 재구성되는 과정의 진정한 속내라면,
‘언어적 전회’는 일면 인간의 주관성과 사회성의 상호관계 속에서 전복의 정치를 구성하려는 하나
의 시도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크리스테바, 언어적 전환, 주체, 화폐, 언어, 무의식, 정치, 언어정치, 라캉, 프로이트,
헤겔, 마르크스, 상호텍스트성, 의미생성, 기호실천, 욕동, 시적 언어, 혁명, 유물론

* 이 연구는 2009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이 논문의 개선을 위해 조언
을 주신 세 분의 심사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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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프롤로그: 20세기 언어적 전환(linguistic turn)에 대한 단상(斷想)
20세기에 이르러 언어의 문제는 사유를 표현하는 단순한 도구의 차원을 넘어 이해 그 자체

에 대한 철학적 해명으로, 현 존재의 역사적 맥락을 재현하는 현전으로, 나아가 실재하는 세계
를 구성하는 상징적 권력의 영역으로 확대되어 전개되어 왔다. 이는 1927년 『존재와 시간Sein
und Zeit』에서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 했던 하이데거(M. Heidegger)의 언명이나 『진리와 방

법Wahrheit und Methode』에서 ‘이해될 수 있는 존재는 언어’라고 했던 가다머(H. G.
Gadamer)의 언명에서부터 뚜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상적 움직임은 슐라이어마허에서 베티와 가다머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현
대 해석학의 영역1)을 이루어갔는데, 이는 19세기 말엽에서 20세기 초반을 풍미한 실증주의와
과학주의에 대한 반발에 기초한 것이었다. 그들에게 ‘세계’란 자연과학에서 파악하는 객관적
실재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그 속에 현존재Dasein가 항상 이미 처해 있는 전체로 이해되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인간의 이해는 언제나 앞선 선이해에 대한 오해와 갈등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역사적이고 맥락적인 과정으로 제안되었다. 즉 모든 존재는 ‘세계 내적 존재’이며 모든 존재의
표현은 언어를 통해 관계적이고 맥락적으로 파악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2)
이러한 경향은 해석학의 학문적 영역이나 혹은 언어학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철학과 문학
의 영역, 역사학과 정치학의 영역으로 확대되어 갔다. 특히 정치학의 영역에서는 레비스트로스
(C. Levi-Strauss)와 소쉬르(F. Saussure), 푸코(M. Foucault), 라캉(J. Lacan) 등을 거치면서 보다

전면적으로 확대되어 갔으며, 이들을 비판적으로 계승하고 있는 크리스테바(J. Kristeva)와 이와
는 또 다른 측면에서 담론적 실천을 이야기하고 있는 아렌트(H, Arendt)나 하버마스(J.
Habermas)의 보편화용론에 이르기까지 현대정치사상의 영역에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 전개되

어 오고 있다.
그렇다면 왜 20세기에 이르러 정치사상은 이렇듯 언어적 전회(linguistic turn)를 하게 된 것
일까? 만일 언어가 사유를 온전히 표현하는 단순한 도구일 뿐이라면 그것은 정치의 밖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다면 언어의 문제는 ‘정치’ 안에 있을 것이다.3) 과연 언어적 전

1) 이는 사실 전혀 새로운 것이기 보다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던 것으로서, 어떤 실재를 인식한다는
것이 실재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실재에 대한 해석의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의 표현은 보
다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그것은 중세의 ‘성서 해석주의’, 고대 희랍에서 델피 신탁의 해석 문제, 플
라톤에서 나타나는 being과 seeing의 문제, 더 오래 전 존재와 생성, 자연학과 형이상학, 존재와 의식
의 관계에 대한 고대 희랍철학의 사유에서도 엿볼 수 있는 근본적인 주제였다. 해석학의 역사와 논쟁
에 관해서는 리차드 팔머(1989, 1.2장) 참조.
2) 이에 대해서는 Heidegger(1962)와 (1971) 참조.
3) 사실 이러한 인식은 이미 19세기에서부터 형성되어 왔다. 루소 또한 언어의 문제를 존재의 사회적 정
치적 표현으로 보았다. 이에 대해서는 서규환(2009, 2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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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linguistic turn)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는 무엇인가?
이미 19세기 중반 마르크스가 인간을 사유하는 존재가 아니라 생산활동을 통한 ‘사회적 존
재’로 파악했을 때 그것은 데카르트에 대한 전복4)이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는 절대적 본
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 구현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또한 니체가 ‘신은 죽었다’
고 했을 때 그가 파괴했던 우상은 본질주의, 즉 모든 관계에 하나의 통일된 중심성을 가정하며
모든 과정이 목적을 향해 전진해 나아간다는 것에 대한 근본적 비판이었다. 아마도 마르크스와
니체의 등장 이후 20세기에 와서 그것이 어떤 이론적 정치적 입장이었던 간에 언어적 전환을
스스로 수행하거나 그것에 세례 받게 된 까닭은 바로 그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
해 모든 사물과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은 관계성, 맥락성, 상호주관적 관계성의 문제로 표현되
었던 것이다.
그러나 왜 그러한 관계적 맥락은 특히 ‘언어’의 문제로, ‘언어’를 통하여, ‘언어’를 향하여 표
현되었는가? 패리 앤더슨(P. Anderson)의 비관적인 지적처럼5), 맑스주의 사상은 20세기에 와서
이러한 전환을 통해 더 이상 노동의 문제에 연결되지 않은 관념적인 주제로 변질되고 만 것일
까? 자유주의 사상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최근의 의사소통적 실천(communicative action) 혹은
심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의 방향은 또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이 글은 20세기 언어의 문제가 19세기 마르크스(K. Marx)의 상품/화폐의 문제나 프로이트
(G. Freud)의 의식/무의식의 문제의 연장선상에 서 있는 하나의 은유(metaphor)라고 파악한다.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 글은 최근 마르크스와 라캉과 프로이트를 독자적인 방식으로 결합
하려 시도하고 있는 크리스테바(Julia Kresteva)를 통해 20세기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언어’의 문제가 어떠한 의미에서 ‘정치적’일 수 있는지의 근거를 검토해보고자 한다.6)

이 글에서 그러한 검토는 그녀의 저술 가운데 특히 언어의 문제에 천착하고 있는 『세미오티
케(1969)』와 『시적언어의 혁명(1974)』을 중심으로 수행될 것이다. 그녀의 박사학위 논문 주제
이자 문제의식의 출발이자 중심이라고 평가되는 두 저술은 ‘언어’가 가지는 의미 혹은 텍스트의
정치가 혁명적일 수 있는 근거를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글의 주제를 위해 우선

4) 마르크스의 뒤를 이어 데카르트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에 완결을 가했던 이는 주지하듯이 프로이트(G.
Freud)였다.
5) 페리 앤더슨(P. Anderson)은 그람시 이후 아도르노, 벤야민 등에 의해 이러한 경향이 강화되었다고 하
고 있으며, 이를 맑스주의가 노동 혹은 실천에서 괴리되는 과정으로 평가하고 있다. (Anderson 1976)
6) 필자가 처음 크리스테바에 주목하게 되었던 것은 그녀가 라캉과 프로이트와 마르크스를 결합시키려는
점이었는데, 마르크스의 이론을 욕구나 감성의 문제와 연결시키려는 필자의 관심과 닿아 있었기 때문
이다. 그녀는 롤랑 바르트와 자크 라캉의 제자이기도 한데, 이러한 점은 그녀가 문학과 정치학을 넘나
들며 글을 쓰며 실제로 기호학자이자 문학비평가, 사상가이며 정신분석의사로 살고 있다는 데에서도
재현된다. 이 또한 인문학과 정치학의 관련에, 혹은 인간의 주관성과 사회성의 관련문제를 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점이었다. 비록 이 글의 주제는 아니지만 그녀의 사상에서 프로이트와 마르
크스의 관련문제는 다른 지면을 통해 차후에 검토해보고자 한다.

32 21세기 정치학회보 제19집 2호

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텍스트이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그녀의 전체 저술에서 ‘언어’ 문제에 대
한 논의가 다른 주제들과 어떠한 관련을 가지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과 판단은 이 글의 범위
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이 글이 가지는 한계이기도 하다. 다만 줄리아 크리스테바에 대한 한국
학계의 논의가 문학 분야와 여성학 분야에서만 진행되고 있다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그
녀의 언어이론을 문학의 텍스트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정치 이론으로 읽으려 하는 이 글
의 시도는 일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7) 아마도 그것은 그녀의 이론을 문학과 여성학뿐
아니라 정치학의 분야로 확장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그녀에게 텍스트 실천이 가지는 의미는 정
치적일 수밖에 없으며 또한 정치적이어야 한다는 하나의 해석이 될 것이다.
나아가, 만일 원숭이의 얼굴에서는 인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지만 인간의 얼굴에서는 그
전사가 함축되어 있다는 마르크스의 언급처럼, 라캉에 깊이 영향 받으면서도 그를 넘고자 시도
하고 있는 크리스테바의 사상에 소쉬르를 넘고자 했던 라캉과 소쉬르가 넘고자 했던 야콥슨이
나 프레게 등의 전사(前史)가 함축되어 있다면, 비록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그녀에게서 언어라
는 상징의 정치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한계를 검토하는 이 작업은 20세기 현대 정치사상과 철
학의 지평에서 제기되었던 언어적 전환(linguistic turn)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와 한계를 해석하
는데 하나의 이론적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크리스테바가 제시하고 있는 언어정치의
방향이 다른 언어 정치의 방향, 예컨대 보편화용론, 소통민주주의, 담론적 실천 등의 방향과 무
엇이 다른지를 구별할 수 있는 하나의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Ⅱ. 정치와 언어: 화폐, 언어, 무의식
‘언어’라는 상징의 세계가 중요하게 등장하는 까닭은 그것이 현실의 세계, 혹은 실재의 세계

와 선명하게 조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출발한다. 우리는 투명한 실재, 현실, 객관성에 다
가갈 수 있는가? 어떠한 호명이나 기호가 현실에 존재하는 특정한 존재형태에 직접적으로 대
응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호명이 어떠한 개념이나 의미인지 혹은 어떠한 개념이나 의미
로 구성되는 것인지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대답될 수 없다. 호명과 그에 대응하는 실재의 ‘관계’
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말’과 ‘사물’의 관련을 사회적 상징과 생물학적 실재라는 두 범주로
자립화시켜 이들 두 범주를 단순히 대응시킨다고 해서 그 관련성이 해명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7) 실제로 크리스테바의 기호분석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많은 국내논문들은 대부분 그녀의 기호분석 체
계의 설명을 서술하고 있을 뿐, 그 의미에 대해 논구하고 있지 않다. 김인환(1994), (1995) 그러나 텍
스트에서 중요한 것은 진위여부나 설명이 아니라 의미생성에 있다는 크리스테바의 논의에서 본다면
그녀의 기호분석론은 언어정치 혹은 텍스트의 상징정치의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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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언어의 문제에 있어 크리스테바의 사상을 텍스트text로 삼는 까닭은 그녀가 바로 이
러한 관련 자체에 대해 묻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그녀는 현실의 존재가 어떻게 특정한 이
름으로 (혹은 호명, 기호, 언어, 개념으로), 그리하여 자신을 하나의 ‘주체’로 구성할 수 있는지
에 대해 탐구하고 있으며, 언어는 바로 이러한 정치적 주체의 형성과정에서 근본적인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그녀에 따르면, 기호와 그 기호가 지칭하는 실재가 단일하고 명료한 대응이 아니었을 때, 둘
간의 관계는 항시 서로에 대한 관계를 설정해야만 하는 유동적인 ‘과정’ 중에 있게 된다. ‘과
정’ 중에 있다는 것은 반드시 관계 속에서만 그 상호작용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을 뜻한다.
크리스테바가 의미가 생성되는 과정을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속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수많은 텍스트들 혹은 목소리들이 서로 만나는 과정에서 일정한 의미가 생
성된다는 것이다.
“텍스트는 정치혁명의 실천에 비할 수 있을 하나의 실천이다. 왜냐하면 텍스트의 실천은

정치혁명의 실천이 사회 내에 도입하는 것을 주체 내에 끌어들이기 때문이다. 20세기의 역
사와 정치경험이 주체의 변화에는 사회가, 사회의 변화에는 주체가 결여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 그러나 헤겔의 변증법의 전복 이래로, 그리고 더욱 프로이트
의 혁명 이래로 거기에 대해 의문을 품을 여지가 있었던가? -, 우리가 문학 실천에 대해 제
기할 질문들은 문학 실천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지평을 겨냥하게 할 것이다. ......우
리는 이러한 이질적인 과정을 의미생성signifiance8)이라고 부를 것이다.(Revolution in Poetic
Language p. 16)”

그렇다면 비록 그 내부의 많은 상이한 설명과 방향에도 불구하고, 크리스테바를 포함하여 20
세기 이래 언어적 전회를 전개했던 모든 이들이 이야기했던 언어라는 상징의 세계와 그 상징
이 지칭하고 있는 실재의 세계와의 괴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즉 언어와 현실, 기표와 기의,
상징과 실재, 그 간극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드러내진 것, 재현된 것, 구성된 것일 뿐 결코 실재의 대상에, 그리하여 투명한 현실에 다가갈
수는 없다는 근본적 회의주의를 뜻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실재라고 믿고 있는 세상이 사
실은 진짜가 아니라 만들어진 허구라는 것, 그리하여 상징일 뿐이라는 비판의 메시지인가?
‘언어’라는 상징이 허구의 세계이자 권력의 세계일 때, 그것은 바로 ‘상품’이 마르크스에게

그러했던 것을 그리고 ‘무의식’이 프로이트에게 그러했던 것을 은유한다. 마치 마르크스가 상
품의 분석에서 사용가치/가치의 분열을 지적했듯이, 프로이트가 의식/무의식의 분열을 분석했
듯이, 라캉은 언어라는 상징이 상상계/상징계/실재계 사이의 틈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
8) signifiance은 중세 프랑스어의 ‘sénéfiance’에서 유래한 것으로,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나타내는 희랍
어 sémiosis에 연원한다. 크리스테바는『사랑의 역사(1983)』에서 이를 ‘의미와 주체의 형성과 해체,
즉 변형의 과정’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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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크리스테바는 기호계/상징계의 틈을 이야기한다.) 즉 이들은 이러한 분열 속에서 ‘화폐’라
는 상징, ‘언어’라는 상징, ‘의식’이라는 상징의 세계가 사실은 허구의 세계이며 권력의 세계로
서 그 밖의 것을 억압하고 있는 것임을 비판적으로 드러내고 있다.9) 그러한 의미에서 읽을 때
비로소 언어는 ‘정치적’이 된다.
크리스테바는 언어에 대한 자신의 논의가 마르크스의 상품-화폐라는 상징의 형식의 연장이
라는 점을 분명하고도 빈번히 언급하고 있다.
“우리가 의미 생성이라는 표현으로 지적하는 것은 바로 이 한계가 없고 결코 닫히지 않

은 생성과정이다. 그것은 언어를 향하여, 언어 안에서, 그리고 언어를 가로지르는 욕동,
즉 교환가치와 그 주역들 -주체와 그 제도들-을 향하여, 그 안에서 그리고 그것들을 관통
하는 욕동의 끊임없는 기능작용이다.” (Revolution in Poetic Language, p. 17)

만일 이와 같이 ‘의미생성signifiance’이 교환가치와 그 주역들을 향하여, 그 안에서, 그리고
그것들을 관통하는 욕동의 ‘끊임없는 작용’에서 산출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크리스테바에게서
언어의 균열은 상징의 권력질서 안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억압과 갈등의 ‘과정’이자, 그리하
여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산출시키는 생산적 실천이 되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녀에
게 정치는 언어이며 언어는 정치가 된다.

Ⅲ. 언어와 주체: 말하는 존재 그리고 헤겔의 도입
언어의 문제와 관련하여 소쉬르(F. Saussure)는 언어가 어떻게 의미를 생산해내는지를 탐구
하면서, 기호 혹은 단어들과 그것이 재현하는 실제대상이 자연적이거나 필연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었다.10) 그에게 기호와 그 기호가 지시하는 대상의 관계는 자의적
이라 파악된다. 예를 들어, 만일 dog이라는 단어(기호)가 꼬리를 흔들고 짖으며 뛰어다니는 어
떤 동물(지시대상)과 직접적이거나 필연적인 관계로 대응하는 것이라면, 개 라는 단어 혹은

9) 비록 크리스테바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아니지만, 언어의 문제와 화폐의 문제를 동일한 함축으로
파악하는 가라타니 고진의 통찰이야말로 그녀가 나타내고자 하는 언어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준다
고 생각한다. 고진(2002; 2004) 참조. 국내논자로는 김상환의 경우가 이러한 비유를 통찰하고 있다.
김상환(2005) 2, 3장 참조.
10) 소쉬르에 따르면 언어표현의 의미는 그것이 지시하는 언어 밖의 사물과의 관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언어 자체의 망 속에서의 위치에 의해 결정된다. 르네 마그리트의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는 작
품은 이러한 관념을 잘 드러내주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푸코가 『말과 사물』에서 벨라스
케스의 작품을 통해 말하고자 했던 바 의미가 기호들 간의 위치와 배열에 따라 생성된다는 점이었
다. 소쉬르(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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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d라는 단어는 그와 동일한 지시대상을 가질 수 없었을 것이다.

그가 강조하고자 했던 바는 현실세계와 언어세계가 서로 분열되어 있고 그 둘 사이에 틈새
가 존재하다는 인식이었다. 그에게 의미는 그러한 틈새들의 망들에서 각 기호들이 맺는 구조적
인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작은’이란 개념은 ‘큰’이라는 개념과의 차이에
의해서만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이보다 분명한 것은 아니지만 ‘파란색’은 노란색이나 빨강색
이 아니라는 조건 아래에서만 자신의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에게 어
떠한 단어나 기호가 가지게 되는 ‘의미’는 그 단어가 갖는 절대적이고 본질적인 성질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는 다른 단어들과의 차이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었다.
그러나 크리스테바에게서 기표가 기의로 가는 의미화 과정은 보다 복잡하고 불안정하며, 임
의적이라기보다는 동기화되어 있다고 파악된다. 왜냐하면 언어의 전체구조는 완전히 객관화된
그 무엇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녀가 의미라는 단어 대신에 ‘의미생성’이라는 단어를, 텍스트의
‘상호텍스트성’을 강조하는 이유 또한 이러한 언어의 틈새에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의미화의 과

정을 유동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데서 기인한다.11) 즉, 소쉬르에게서 의미는 기표들의 차이, 이
항대립 관계를 통한 전체 구조 속에서의 위치라는 맥락에서 그 기표의 의미가 획득된다면, 크
리스테바는 기표의 구조, 기표라는 상징 또한 변한다고 바라봄으로써, 꽉 짜여진 기표들의 망,
즉 구조의 단단한 체계를 열려진 것으로 논의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대응의 과정은 ‘언어’ 혹은 그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하게 되는 ‘말’을 통해 표현된다. 크리스테바는 랑그가 아닌 말(파롤)12)에 주목함으로써, 소쉬
르의 닫힌 구조의 체계성을 넘어서고자 한다.
“의미를 생산하는 체계는 모두 말(파롤)의 모델을 통해 파악해야 한다. (이것은 해석학적

사변을 타파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정이다.) 이러한 관점이 확립된 마당에 더욱더 기
호학은 여러 기호 실천이 갖는 특수성의 문제를 설정한다는 과제에 집착해야 할 것이다.
(세미오티케:기호분석론』p. 237)”

그녀는 언어를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기호 실천들’에 주목함으로써 구조주의에서 부정
되었던 ‘주체’의 문제를 다시금 재청하고 있다.13)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무의식적인 것과 사회
11) “우리가 의미 생성이라는 표현으로 지적하는 것은 바로 이 한계가 없고 결코 닫히지 않은 생성과정
이다. 그것은 언어를 향하여, 언어 안에서, 그리고 언어를 가로지르는 욕동, 즉 교환가치와 그 주역들
-주체와 그 제도들-을 향하여, 그 안에서 그리고 그것들을 관통하는 욕동의 끊임없는 기능작용이
다.(Kristeva 2000, 17)”
12) 하지만 파롤에 주목한다는 것이 ‘입말 언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녀는 파롤을 설명하면서 다
음과 같이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우리는 언어활동의 하나의 유형에 다름 아닌 입말 언어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기호실천’이라는 말을 선호한다(Kristeva『세미오티케』, 240)” 바로 이러한 다
양한 언어활동의 유형학을 구축하려는 것이 『세미오티케』의 논의이다.
13) 소쉬르의 구조주의적 언어관에서 중요한 점은 주체에 현실을 구성하는 역할을 부여하기를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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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형식들 간의 ‘상호텍스트적’ 작용은 언어를 늘 ‘과정 중에 있는’ 발화로 만든다. 의미는 공
유가능한 것이지만 늘 다른 의미의 생성가능성을 안고 있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14) 이러한
대화적 상호작용은 늘 ‘과정 중에 있는’ 말하는 주체를 생산해낸다. 그녀에게서 정체성은 무의
식적인 충동들과 사회적인 것 사이의 경계 또는 그 둘 사이의 상호텍스트성을 토대로 형성되
기 때문이다. 그녀에게 “글쓰기는 이해의 주체가 아니라 분열된 주체 또는 복수화된 주체에 의
해 유지된다. 분열되고 복수화된 주체는 치환가능하며 복합적이고 심지어는 유동적이기까지
한 장소들을 차지하고 있다.(Desire in Languge, p. 111)”
헤겔의 재도입.... 실제로 크리스테바는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이자 초기의 주요 저술인 『시
적 언어의 혁명La Révolution du Langage Poétique』책 머리에 다음과 같은 헤겔의 언급을 헌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과학적인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자아가 개념에 대해 분투하는 것이
다..- 헤겔 『정신현상학』” 19세기의 철학사적 흐름이 헤겔에서 니체로였다면, 20세기 말 그것
은 스피노자에서 다시 헤겔로 가고 있는 것일까? 20세기에 와서 헤겔은 구조주의로부터, 나아
가 들뤼즈라는 이름이 낙인찍힌 어떤 강력한 ‘반헤겔주의’로 인해 잊혀진 과거가 되었다. 그러
나 오늘날 헤겔에 대한 환기는 비단 크리스테바에게 한정되지 않는다. 슬라보예 지젝(Slavoj
Zizek)과 알랭 바디우(Alain Badiou), 주디스 버틀러(Judith P. Butler)를 비롯한 몇몇 일단의 논

의들이 헤겔을, 그 안에서 다시금 주체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왜 지금에 와서 다시금 헤겔을 기억하려 하는가? 이와 관련하여 이성민은 헤겔의 반복을 스
피노자의 반복에서 설명한다.15) 현대에 와서 스피노자가 들뤼즈를 통해 한 번 더 반복되어야
만 했으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헤겔 역시 한 번 더 반복되어야 했다는 것이다. 들뤼즈의 반헤
겔주의와 스피노자주의는 스피노자가 헤겔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일종의 착시현상에서 비
롯되었으며 -이는 1968년 이후에 형성된 좀 더 광범위한 착시현상의 일부이다- 그것은 아직 존
재론적으로 모든 것이 ‘평평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아직은 ‘자연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68년을 통한 권위의 청산작업에서 스피노자는 들뤼즈를 통해 한 번 더 반복되어야 했
다. 그러나 스피노자의 반복이 가져온 귀결은 라캉적 용어로 ‘주인기표 없는 상징계’이며, 바로
이것이 다시금 이러한 기표들의 체계 혹은 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떠맡을 주체성에 대해
다시금 탐구해야 했던, 그래서 헤겔을 반복해야 했던 이유였다는 것이다.
크리스테바는 상호텍스트 의미화과정이 반드시 발전과 극복으로 간다고 낙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헤겔의 사상적 핵심을 통합이나 체계가 아닌 부정성으로 읽는다.16) 부정의 과정은 반
는 것이었다. 의미생성에 있어서 언어의 발화자는 역할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14) 다음 장에서 설명될 것이지만 크리스테바에게서 언어가 이러한 유동적인 과정 중에 있게 되는 것은
언어적 실천이 상징계와 기호계의 양태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상징계는 사회적으로 의사소통
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미구조나 구문구조가 반드시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기
호계는 의미를 고정시키려는 충동을 끊임없이 와해시킨다.
15) 이성민, 슬라보예 지젝의 『부정적인 것과 함께 머물기』옮긴이 후기, 도서출판 b, 2007. p. 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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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시 필연적인 경로가 아니며 다시 말해 궁극적인 목적지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만일 정체
성의 형성에 본질적인 것이 있다면, 그녀에게 그것은 경계에 놓여있는 존재, 어느 하나로 환원
되지 못하는, 바로 환원되지 않음으로 해서 비로소 자신을 대상화하게 되고 다시 자신의 정체
성을 재구성해갈 수 있는 존재라는 점이다.
그녀에게 ‘실천’은 변증법적 통합의 결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분열된 자신을, 갈등하는 자
신을, 타인과 서로 갈등하고 타협하며 욕구하고 충동하는 자신의 불완전성, 부정성 그 자체를
받아들일 때, 대면할 때 그러한 행위가 실천이 된다. 그렇다면 경계 너머를 추구하기 보다는
경계에 서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너머’라는 것,17) 이것이야말로 기호계와 상징계의 상호작용
이 함축하는 그녀의 헤겔 해석의 핵심이라 생각된다.
물론 그 부정성의 재현은 동일하지 않다. 헤겔에게 그것은 자아가 확실하다고 믿었던 감각적
확실성을 대상화함으로써 자아를 타자화하고 부정하게 되는 과정으로 나타났다면, 크리스테바
에게 그 부정의 도정은 정신으로 나아가는 자기의식의 발전과정으로 묘사되기 보다는 결코 단
일화되거나 안정되지 않은 불안한 자아의 심리적 상태, 동요하는 의식, 분열된 자아로 나타난
다. 그러므로 그녀에게 부정성의 개념은 ‘거부’, ‘근육운동’, ‘불안’, ‘욕망’ 등의 개념으로 재현
된다. 또한 부정성의 양 계기는 욕동의 이분법과 타율성으로 재현된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그
녀는 또한 라캉의 연장선상에, 라캉에 함축되어 있는 프로이트의 연장선상에 서 있다. 헤겔의
부정성의 문법을 욕동과 불안, 욕망의 기호 속에서 읽고 있는 크리스테바는 헤겔의 텍스트를
사회적 생산관계를 통해 물질적으로 읽고자 했던 마르크스와는 또 다른 방향에서 그것을 물질
적으로 전복하고자 시도한다. 그녀에게서 ‘텍스트의 실천’이란 어떠한 점에서 물질적인가, 그리
하여 정치적인가?

16) 다음과 같은 구절은 이러한 점을 분명히 뒷받침해준다. “물론 우리는 여기서 ‘시적 언어’라는 특수한
기호실천의 고유한 특징을 남김없이 나타낼 수있는 듯한 기준을 끌어낼 수 없으므로 그 속에서 부정
성이라는 측면 하나만을 끌어내어 이 측면에서 ‘시적 언어’를 고찰하기로 한다. 우리의 출발점은 헤
겔의 부정성에 대한 철학적 정의이다. 시적 부정성에 대한 확실한 규정을 가져다 준 헤겔의 정의는
최후까지 그 도입선이 되 것으로, 헤겔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부정적인 것은 모든 것
의 대립을 대표하는 것이다. 대립은 대립으로, 대립 나름대로 의거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부정
적인 것으 다른 어떤 것과 어떠한 관계도 맺지 않는 절대적인 차이이며, 또 대립이라는 형태를 통해
자동성을 배제한다. 바꾸어 말하면 스스로를 배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와의 관련에 있어 부정
적인 것은 그 자체 배제하는 자동성 바로 그것으로 정의되기 때문이다.(G. W. F. 헤겔, [논리학]
1947 II. p. 58; Kristeva『세미오티케:기호분석론』p. 238)"
17) 그녀에게서 ‘너머’는 경계 밖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며, 경계에 서있지 않을 때 결코 ‘너머’로 갈 수
도 없다. 오히려 두 계기 간의 경계, 간극, 갈등 그것이야말로 인간의 빗나감, 미끄러짐, 부정, 결여에
대한 반항, 다른 것에 대해 욕망하게 만드는 그 힘이 아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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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세미오틱(le sémiotique)과 생볼릭(le symbolique): 라캉의 도입
그러나 라캉을 넘어서
크리스테바에게 라캉이 중요했던 이유는 그가 프로이트의 개념을 언어이론으로 해석하고 있
다는 점에 있다. 라캉은 외디푸스 단계를 아이가 언어체계로 진입하는 시기와 연결시켰고 언어
체계가 우리에게 사회적인 성 정체성을 부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라캉에게 사회적 정체
성은 본질적으로 ‘환상’이다. 그에 의해 욕망, 충동, 무의식의 과정이, 또 한편 그러한 과정에서
벌어지는 억압과 통제가 불안하게 동요하는 언어의 의미화과정 자체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
다.
“의미 생성의 과정에서 명확해 지는 것은 한편으로 생물학적인 압력이 사회적으로 통제
· 조정 · 배치되어서 사회 장치들과 관련된 과잉을 생산한다는 사실과, 또 한편으로는 욕동

의 기능 작용이 하나의 실천, 다시 말해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저항 · 유한성 · 정체의 변화
가 되었다는 사실이다(Revolution in Poetic Language p. 17).”

즉 라깡이 유물론에 바탕을 둔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언어를 사용하는 주체의 형성이 자아
가 쾌락원칙이라는 방어적, 경제적 기능에 따라 구성된 과정과 동일한 과정의 연장이기 때문이
다. 주체의 의식적 위치는 신체적 충동과 외부세계의 운동 사이의 상호작용과정으로부터 구성
되어진다(코워드 &, 엘리스 1994, 26-8).
라캉을 수용함으로써, 그래서 프로이트의 개념을 언어의 의미화과정에 도입함으로써, 그녀에
게 언어란 단순한 도구일 뿐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의미체계 안에 억압과 투쟁을 표현하고 있
는 혹은 그 귀결로 파악될 수 있었다.18) “의미화된 언어 안에 이미 그 억압의 구조가 내포되어
있다. 혹은 그 억압의 구조로 짜여져 있다”는 그녀의 언명은 이러한 그녀의 생각을 잘 표현해
준다.
그러나 크리스테바에게 의미의 생성과정은 기호계와 상징계의 상호과정으로, 즉 주체가 의
미를 산출해내는 과정에서 전적으로 어느 하나로 환원될 수 없는 기호계와 상징계라는 두 양
태 간의 상호 개입 과정으로 파악된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동일한 의미생성의 과정이 될 두 가지 양태modalités를 지적한다. 우

리는 첫 번째 양태를 ‘세미오틱le sémiotique’19)이라 부르고, 후자를 ‘쌩볼릭le symboliqu
18) “의미실천은 그것이 증언하는 의미 체계의 생성과정을 현상-텍스트의 모든 단계 (그 시니피앙과 시
니피에)로 실현될 때 텍스트적이라고할 수 있다. 더욱 간결하게 말한다면 어떤 실천에서도 프로이트
의 가르침”We es war, soll Ich Werden (그것이 존재했던 곳, 그곳에 나는 살아 있어야 한다)‘라고 적
용하면 텍스트적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세미오티케』 p.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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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0)이라 부를 것이다. 이 두 양태는 언어를 구성하는 의미 생성의 과정에서 불가분의 관계

를 맺고 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의 변증법은 담론의 유형들을 결정한다.........주체는 항상
세미오틱인 동시에 쌩볼릭이기 때문에, 그 주체가 산출해 내는 의미체계는 어떤 것이든 간
에 ‘전적으로’ 세미오틱일 수도 없고, 또 ‘전적으로’ 쌩볼릭일 수도 없다. 그러나 그 의미체
계는 서로 쌍방간에 진 빚의 표적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21)

이러한 그녀의 관점은 의미생성의 과정을 실재계/상징계/상상계의 관계에서 설명하고 있는
라캉과 상이하다. 그녀는 왜 라캉의 설명체계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었던 것일까? 가장 커다란
구분점은, 위의 인용구절에서도 나타나듯이, 두 계기와 세 계기라는 의미를 넘어서, 자신의 설
명 계기들 간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는 것 같다. 물론 라캉의 설명 가운데 의미화 단계
는 스스로의 생각 안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다고 지적된다. 즉 그에게 상상계와 상징계, 실재계
의 계기는 자신의 초기 견해처럼 인간 의식의 성장단계에 조응되는 일련의 시간적 발전단계로
남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그에게 상상계가 상징계로 진입한 이후에는 잃어버린
영토로, 실재계는 상징계 속에서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점은 지속된다.
그러나 위의 구절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듯이, 또한 저술의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
는 것처럼, 그녀에게 기호계와 상징계의 관계는 끊임없이 유동적이고 상호적인 관계를 유지한
다. 상징계로 진입한 이후에는 상상계를 잃어버리는 라캉과 달리, 그녀에게 기호계는 상징질서
로 넘어가는 전 단계로 고착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상징
계에 침투하고 개입하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의미화 과정에서 출현되는 계기가 어느 하나로 귀결되거나 환원되지 않는다는 크리
스테바의 인식은 -그들 모두 같은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상징계라는 공간이 가지는 성질에 대
한 차이로 귀결된다. 즉 크리스테바가 라캉과 달라지는 지점은 이와 관련하여 라캉이 도달한
귀결에 대한 그녀의 비판적 의식에서 출발한다.
그녀는 상징계가 변화시킬 수 없는 공간이나 질서가 아니라 상징계 또한 만들어진 것임을
다시금 환기시킴으로써 라캉을 넘어서고자 의도한다. 만일 의미화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진입할
수밖에 없는 의미의 체계이자 질서로서 상징계의 공간이, 라캉에게서처럼 한편으로 지시하고
있는 실재계와 다른 한편 그것이 출발했던 상상계로부터 절연된 공간으로 파악된다면, 상징계
는 하나의 막힌 공간이 되며 그리하여 변화시킬 수 없는 강고한 질서로 남게 되기 때문이다.

19) 세미오틱(le sémiotique) 본원적인 기호 형태를 뜻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기호계라 번역된다.
20) 생볼릭(le symbolique) 구성적인 기호 형태를 뜻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상징계라 번역한다
21) 이렇듯 결코 어느 하나로 환원될 수 없는, 기호계와 상징계의 끊임없는 계기들을 여성/남성의 기호에
대해서도 대입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크리스테바에게서 주체의 형성이 인간 일반의 문제로 통합되거
나 환원되지 않고 ‘여성’의 문제로 등장해야 하는 까닭은, 그녀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란 필연적
으로 자기 자신이 아닌 것, 즉 이질적인 것에 대한 배제와 배척 -그녀에게 아브젝시옹-을 통해, 남성/
여성 관계 속에서만이 형성되어진다는 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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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캉의 언어적 구조가 일종의 닫혀진 구조라면, 그녀에게 상징계란 단순히 의미화과정의 귀
결이자 산물로 자립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아직도 유동적이고 혼란중인, 말하자면 여
전히 생성 중에 있는, 끊임없이 구성 중에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파악한다. 크리스테바에게 의
미를 구성하는 과정이란 환원될 수 없는 상징계와 기호계 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이며, 사람들
은 바로 그 가운데에, 즉 이들 사이의 경계에, 틈에 위치한다.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그녀에게
‘주체’는 생성된다.

그렇다면 ‘상상계’가 허구였음을 -거울단계를 통해- 깨닫고 상징계로 진입해가는 라캉의 설
명과 달리, 그녀에게 상징계로 진입하기 이전의 ‘기호계’는 단순히 허구나 환상, 혹은 이데올로
기의 공간이 아니다. ‘기호적 코라chora’에 대한 개념이 크리스테바에게 요청되었던 까닭도 바
로 이러한 데 있다.
‘자궁’을 뜻하는 코라chora라는 용어는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에서 빌려온 개념이다. “이것

은 움직임과 그 순간적 정지로 이루어진, 극히 일시적이고 근본적으로 유동적인 분절을 지칭하
기 위해서이다”22) “플라톤은 이 직접소, 즉 코라chora를 -거기에는 신이 부재하므로- 아직 하
나의 정돈된 ‘우주’로 통일되지 않은, 양분을 공급하는 모성적인 그 무엇이라고 지칭함으로써
(Revolution in Poetic Languagep. p. 27)”, 플라톤 스스로 우리를 그 공간으로 인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코라chora는 단순히 기호로 진입하기 이전의 전(前)단계라거나 혹은 기호로 진입
하기 위한 일종의 중립적 공간으로 파악되는 것은 아니다. 플라톤을 인용하면서 그녀가 설명하
고자 하는 것은 코라chora가 ‘아직 하나의 정돈된 ‘우주’로 통일되지 않은’ 공간이자 상태일 뿐
만 아니라, ‘양분을 공급하는 모성적인 그 무엇’이기 때문이다. 플라톤에게 ‘자궁’으로 번역될
수 있는 코라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잉태하고 산출하게 만드는 공간이자 힘이라고 해석해볼
수 있다.
즉 상징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여전히 상징계에 개입하게 만드는 기호계의 원천적 에너지의
상태로서 코라chora는 그녀에게 의미있게 언급된다. ‘욕동pulsion23)’과 함께. 그리하여 그 결과
기호계와 상징계를 끊임없는 과정으로 산출하는 ‘부정성’으로 등장한다.
“주체의 산출공간인 코라 세미오틱은 주체에게는 부정의 장이고, 거기에서 주체의 통일
22) “코라 그 자체는 단절과 분절 -리듬-로서 분명한 것, 사실임직한 것, 공간성, 시간성에 앞선다....그렇
기에 절대로 코라를 공리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 코라는 아직 무엇을 누구에게 나타내는 조정이 아
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기호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조정을 위하여 누구를 나타내는 조정, 즉 시
니피앙은 아닌 것이다 (Revolution in Poetic Language p. 26).”
23) 욕동pulsion은 프로이트가 말하는 Trieb에 상응하는 프랑스어로서, 충동impulsion과는 구별된다. 그녀
는 아직은 질서를 가지지 않은 코라를 하나의 에너지로 만드는 것으로서 욕동을 언급한다. ‘에너지
의’ 충전인 동시에 ‘정신적인 요소의’ 표지이기도 한 욕동pulsion은, 이처럼 우리가 코라chora라고 부
르는 것 -즉 통제된 만큼이나 변화무쌍한 운동성 속에 그러한 욕동과 그 정지stases가 형성한 비표현
적인 총체-를 분절한다” Revolution in Poetic Language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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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그것을 생산하는 욕구의 충전과 정지의 과정 앞에 굴종하고 만다. 앞으로 우리는 이
기호계코라chora의 산출방식을 부정성negativite이라고 부르면서 판단 주체의 행위로서 부
정과는 구별할 것이다.(Revolution in Poetic Language p. 29)”

그렇다면, 그녀에게 코라chora와 욕동pulsion이 산출해내는 ‘부정성’은 기호계와 상징계를 고
착화되고 자립화된 두 공간으로 만들지 않고 끊임없이 이 사이에서 ‘경계’를 만들어가는, ‘틈’
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녀는 이러한 의도를 ‘리듬에서 그 운동성을 탈취해 은
닉해 둔 것 같은 데모크리토스의 존재론과 무정형성으로부터 그 놀이를 구출하기 위한’ 것이었
다고 고백하고 있다.24) 바로 이러한 경계의 틈을 만들어가는 행위의 형식적 표현이 그녀에게
는 ‘시적 언어’였던 것이다.

Ⅴ. ‘시적 언어’의 혁명성? 크리스테바의 언어 정치가 가지는
유물론적 의미와 한계
그녀에게 반항의 텍스트로서 ‘시적 언어’는 무의식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사이의 경계에서
구성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녀에게 기하학과 같이 꽉 짜여진 언어체계와 대별되어 강조되는
‘시적 언어’란, 그 단어가 표현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시’ 그 자체는 아니다.25) 그래서 크리스테

바는 시적 언어가 단순히 기호계 그 자체에 대응하는 것으로 볼 수는 절대로 없다고 부인하지
만, 그럼에도 그것이 기호계적 욕망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담론 형식이라고 이야기한다. 따라
서 기호계 그 자체에 대응하는 것은 아닌 보다 포괄적인 것이지만 그것이 상징계에서는 억압
된 것들에 가까운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그녀에게 ‘시적 언어’란 기호나 상징으로 표현되기 이전의 리듬과 에너지 등을 포함한, 아직
체계화되지 않은 언어이다. 그러므로 ‘시적 언어’란 잠재된 주체의 많은 가능성들을 거꾸로 드
러내는 언어적 표현이며, 상징질서에 편입될 수 없었던 혹은 편입되지 않은 잠재된 주체의 가
능성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그녀에게 ‘모든 실천의 행위는 텍스트’

24) “앞으로 이 코라라는 운동성에게 사회화된 신체의 차원에서 제 몸짓과 음성적인 놀이를 되돌려 주어
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플라톤이 데모크리토스의 리듬에서 그 운동성의 놀이를 탈취하여
은닉해 둔 것 같은 존재론과 무정형성으로부터 그 놀이를 구출해내기 위함이다.”
25)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의미생산의 실천으로부터 하나의 특수한 유형, 즉 ‘시적 언어’를 검토해보
기로 한다. ‘시적 언어’라는 이름에는 로만 야콥슨이 분명히 한 바 ‘시’와 ‘산문’의 두 가지가 포함된
다. 이렇듯 ‘시적 언어’는 우리에게 헤아릴 수 있는 의미 생산 실천에 포함되는 기호학적 기능 중 하
나의 유형이 되어 보통 생각할 수 있는바 의사소통 과정에서 교환되는 유한대상, 사실상 각각의 작
품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세미오티케 :기호분석론』p. 2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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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우리가 의미 생성이라는 표현으로 지적하는 것은 바로 이 한계가 없고 결코 닫히지 않

은 생성과정이다. 그것은 언어를 향하여, 언어 안에서, 그리고 언어를 가로지르는 욕동
pulsion, 즉 교환가치와 그 주역들 -주체와 그 제도들-을 향하여, 그 안에서 그리고 그것들을

관통하는 욕동의 끊임없는 기능 작용이다. 무질서하게 분할된 토대도 아니고, 정신분열증의
폐색도 아닌 이 이질적인 구조은 구조화와 탈구조화의 실천, 즉 주체와 사회의 한계를 향한
극한에로의 이행이다. 그리고 오직 이러한 경우에만 그 과정이 향락jouissance26)이고 혁명
이다(Revolution in Poetic Language p. 17)”

그녀는 실천의 근거를 언어 자체의 발생과정, 즉 언어가 의미화되는 과정이 어느 한쪽으로도
환원될 수 없는 기호계와 상징계의 관계에서, 그래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경계 자체에서, 그
틈새에서 찾고 있었으며, 그 경계에 위치하는 에너지를 욕동, 코라로 명명하고 이러한 에너지
의 언어적 표현형식으로 ‘시적 언어’의 행위를 도출해 내고 있었다.
그러나 코라나 욕동이란 아직 어떠한 전복적인 힘으로서 상징계에 진입하기에는 일정한 모
양과 질서를 갖지 못한, 무정형의 어떤 에너지였다. 그렇다면 그녀는 이러한 에너지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주체’를 반항하도록, 변화와 전복의 행위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것일까?
바로 이 지점에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은 그녀에게 의미를 가지고 수용된다.27) 일정한 동
일성을 가지는 것으로 자신을 형성하기 위해 어떤 것들을 ‘타자적인 것’으로 밀어내고 배제하
는 행위와 과정은 -아직 자아의 주체성이 온전히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의식적으로 일어날 수는 없는- 보다 심리적이고 근원적인 의식의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
문이다.
프로이트에게 향해졌던 일반적인 오해와 달리, 프로이트에게 sexuality는 자연적이고 생물학
적인 차원으로 파악되는 것은 아니다.28) 그에게 성이란 ‘생식’이라는 필요에 따라 발달하고 이
루어지는 생물학적 충동이 아니기 때문이다.29) 오히려 프로이트가 성의 발달과정을 개진하면
26) jouissance는 향유, 향락, 환락, 희열, 즐김을 뜻하는 라캉의 용어이다. 불어에서 jouissance는 성적인
즐거움이나 향유를 함축한다. 라캉은 이 용어를 성적인 즐거움과 자위행위의 쾌락을 말하는데 사용
하고 오르가슴의 의미를 부여한다. 라캉에게 쾌락과 향락은 구별되는데, 쾌락의 원칙은 향락에 대한
제한으로 기능하고 주체는 가능한 적게 즐기려는 법칙을 따른다. 그러나 주체는 동시에 그의 향락에
부과된 금지를 항상 위반하려 들고 ‘쾌락의 원칙을 넘어서려’ 한다. 하지만 쾌락의 원칙을 위반한 결
과는 더 이상 쾌락이 아니라 고통이다. 주체는 일정한 양의 쾌락만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
한 ‘고통스러운 쾌락’을 라캉은 ‘향락’이라 부른다. 따라서 향락은 주체가 자신의 만족으로부터 얻어
낸 고통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27) “그러나 이러한 개입의 방식이 의도하는 것은, 어느 특정 학파의 정통성에 충실하기보다는 텍스트들
이 실천하는 것과 같은 의미 생성의 과정에 합리적인 근거를 부여할 수 있을 분석 이론의 양상들을
산출해 내는 것이다(Revolution in Poetic Language p. 14).”
28) 따라서 프로이트에게 성욕의 해방이 곧 자아의 해방인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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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말하고자 했던 바는, 성 정체성이 태어났을 때부터 지니는 자연적이고 선천적인 본능이 아
니라 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일종의 억압과 충동의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점이었다고 생각된다.30)
즉 그녀는 욕망의 충족을 제한하는 규범들 너머에 원초적 욕망과 양성적 충동에 의해 지배
되는 무의식의 차원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 바로 의식의 과정으로 환원될 수 없는 ‘의식되지
않은 것/억압된 의식/특정한 의식에 대한 반발’ 등의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프로이트의 핵심을
읽는다. 그리고 그것을 보다 급진적으로 해석한다. 현실원칙에 의해 통제될 수 없는 무의식적
인 욕망은 의식적인 성 정체성을 와해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힘으로 항상 남아있게 된다는 것
이다. 그녀는 프로이트를 도입한 의미에 대해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과 그 학문이 최근에 보

여 준 다각적인 발전에서 차용해 온 관념들과 개념들에게서 도움을 받을 것이다. 그와 같은
개입을 원하는 것은 변증법적 논리의 최고의 지점에 유물론적 토양(주체를 기반으로 하는
의미작용의 이론, 주체의 형성 이론, 그리고 주체의 신체 · 언어 · 사회와 관련된 변증법적
이론)을 부여하는데 목적이 있다.(Revolution in Poetic Language p. 13)”

이상의 검토에서 보았을 때 크리스테바에게 언어의 실천성은 의미를 재현하고 생성하는 상
징의 질서이자 권력이라는 점을 단순히 확증하는데 놓여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언어의 의미
화과정 내부에 억압과 동시에 그것을 거부하고자 하는 충동, 반항의 심리와 신체가 내포되어
있다는 점을 제안한데 놓여 있다.31) 바로 이 점이야 말로 그녀의 언어이론이 소쉬르와 라캉과
구분되는 지점이자 다른 자유주의 담론 철학이나 소통이론과 구분되는 정치적 지점이다.
이미 본론에서 검토되었듯이 라캉에 대한 그녀의 비판은 그의 언어구조에서는 ‘상징계’ 안에
서 벗어날 수 없다는데 있었다. 상징계에 진입하는 순간 상상계를 잃어버리고 만다면 현존하는
상징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차단되고, 이러한 상상계-상징계-실재계는 일련의 시
간적인 단계로 고착화되거나 혹은 상징계의 구조 안에 갇힌 공간이 되고 만다는 것이었으며,
그리하여 현실은 변화시킬 수 없는 강고한 질서로 남게 된다는 비판이었다. 그녀는 실천의 근
29) 프로이트는 유아기의 경험이 양성적인 것이며 성욕 역시 육체의 특정영역에 제한되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일어난다고 파악한다. ‘재성감화된 사회’를 통해 성기중심적인 성감과는 구분되는 다차원적
인 성적 감수성을 제안했던 마르쿠제의 프로이트 이해 또한 바로 그러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로빈
슨(1981, 135-7) 참조.
30) 이는 프로이트가 성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할 때 그것을 한 명의 여성, 한 명의 남성 사이에
벌어지는 과정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여자아이 남자아이가 가족과 맺는 관계로 그리고 있다는 점
에서 보다 분명히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프로이트(2003)과 (2007) 참조.
31) 그녀에게서 실천은 다음과 같은 변증법적 3단계를 겪으며 상승한다. 1단계: 경험은 실천이 아니다. 원자적 실천, 2단계: 실천 속에서 단절을 소화하기 -실천적 경험 , 3단계: 실천으로서의 텍스트(텍스
트는 실천이다), 변증법의 제2전복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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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를 언어 자체의 발생과정, 즉 언어가 의미화되는 과정이 어느 한쪽으로도 환원될 수 없는 기
호계와 상징계의 관계에서, 그래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경계 자체의 틈에서 찾고 있었으며, 그
러한 의미에서 그녀에게 언어라는 상징의 질서는 다만 벗어날 수 없는 기성권력의 닫힌 구조
가 아니라 거부와 반항 충동의 역동적 장소일 수 있었다.
또한 그러한 의미에서 그녀의 언어이론은 단순한 철학적 이론이 아니라 정치 이론이라 할
수 있다. 그녀에게서 ‘시적 언어’란 일정한 상징적 관념을 의미화하는 기성 권력 구조에 반항
하여 (혹은 일탈하여) 또 다른 은유(metaphor)를 재의미화할 수 있는 전복적 실천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녀에게서 ‘상호텍스트성을 통한 의미화의 과정’은 해석학의 사변적 일반
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텍스트들의 발화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었다. 아마도 그녀가 기호
분석론이라는 이론적 논의를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구체적인 텍스트 비평이나 정신분석치료를
병행하는 이유 또한 이러한 까닭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그녀의 관점은 정치적 실천과 관련한 또 하나의 주요한 시사를 던져준다. 인
간의 정치적 사회적 해방이 곧 자아의 해방은 아니며 또한 그 반대도 아니라는 것..... 인간은
언어의 의미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의 내면이 억압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에 반항함으로써
주어진 언어의 구조를, 자신의 삶을, 그리하여 사회를 전복해 나아간다. 주체의 변화에는 사회
가, 사회의 변화에는 주체가 결여될 수 없다는 것. 어쩌면 그녀는 계급 해방이라는 사회적 해
방의 일반원칙을 택하거나 아니면 자아의 자유와 해방이라는 개개인 내면의 주관적 삶의 원칙
을 택하라는 양자택일의 정치론을 넘어서, 인간의 주관성과 사회성이 어느 하나의 계기로 환원
되거나 통일될 수 없는 것이며 바로 이들 두 계기간의 불일치야말로 인간 스스로로 하여금 반
항의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부정negation’의 근거임을 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마치 언어가 기
호계와 상징계의 결코 합치될 수 없는 간극 속에서 서로를 끊임없는 재의미화하는 ‘과정’에 놓
이게 되듯이 말이다.
또한 이 무엇보다도 그녀의 논의가 가지는 가장 근본적인 중요성은 그러한 언어의 의미화과
정 내부에 억압과 동시에 그것을 거부하고자 하는 충동, 반항의 심리와 신체가 내포되어 있다
는 점을 제안한데 있다. 상징계로 쉽게 편입되지 못하고 떠도는 무의식적인 기호들, 에너지들,
리듬들..... 그녀는 기존의 상징계가 모두 허구이며 이데올로기라고 싸잡아 거부하지 않는다. 만
일 그녀가 그렇게 보았다면 -모든 상징계를 사라져야 할 권력으로 보았다면- 기호계와 상징계
의 환원되지 않는 경계와 틈은 그녀의 논의에서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또한 그녀는
그 어떤 상징계의 강고한 힘과 억압 속에서도 쉽게 동화되거나 순치될 수 없는 기호계의 존재
를 끝까지 놓지 않는다. 자아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의 질서를 구성하는 상징의 정치와 의
식 ‘언저리’에 인간의 욕동이, 에너지가, 충동이 무의식적인 욕망으로 남아있다고 봄으로써, 그
녀는 혁명적 실천의 근거를 확증하고자 한다.
바로 그것을 들추어내는 과정이야말로 언어가 하나의 의미로 구성되고 또 다른 의미로 재구

언어와 정치 45

성되는 과정의 진정한 속내라면, 언어적 전회(linguistic turn)는 일면 인간의 주관성과 사회성의
상호관계 속에서 전복의 정치를 구성하려는 하나의 시도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러한 의미에서 그녀에게 언어의 과정은 ‘주체의 신체, 언어, 사회가 관련되어 있는’ 유물론적인
것이 된다.
이렇게 본다면, 그녀의 언어이론은 단순히 의사소통에의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여타의 담론
정치 방향과는 정 반대의 의미를 가진다. 그러한 담론정치들에서 언어란 실재를 반영하는 도구
이며 상호 소통을 통해 도달하려는 지점은 ‘합의’의 방향이라면, 크리스테바에게 있어 상호텍
스트 과정은 결코 합치될 수 없는 경계에 대한 인식이며 그에 대한 ‘반항’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러한 언어적 실천의 과정이 어떻게 개별적인 움직임으로 시작하여 일정한 사회적 의
미의 텍스트성을 얻어가는지, 어떻게 인간의 주관적 내면에 구조화된 권력을 재정의하는 행위
가 개별적 행위에 머물지 않고 일정한 사회 정치적 실천의 의미로 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해 답
하지 못한다면, 그녀의 언어정치 또한 그 의미에도 불구하고 관념의 정치나 개별화된 실천으로
환원되고 마는 한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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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anguage and Politics
- Focusing on Julia Kristeva's political thought

Park, Joo-Won
(Yeungnam University)

This article, a trial work to review the meaning and limitation of 'linguistic turn' in 20th century
political thought, has a purpose in which context a problem of language can be a problem of the
political through the reinterpretation of Kristeva's theory of Language. In this article, the praxis of
language in Kristeva means that language does not only verify that language is the order and power of
symbol which represent and produce the meaning, but has that in a signifying process, a dialectical
process between the symbolic and the semiotic through the negation, both oppression and an impetus to
reject the oppression. The semiotic means what can be posited as preceding the imposition of language,
in other words, the already given arrangement of the drives in the form of facilitations or pathways, and
secondly the return of these facilitations in form of rhythms. She redefine the semiotic overflows its
symbolic boundaries. In this context, her argument has the opposite meaning to established power
system. In the established power structure, purpose of 'communicative action' through the language is
for making agreement. On the opposite, her argument in "linguistic turn' is that intertextuality process is
the recognition of border which can not be articulated and 'resistance' to the articulation. This is the
divergent point that differentiate Kristeva's theory of Language from others including those of Lacan
and liberalist discourse theory. She thought that, in the border of the politics of symbols and
consciousness, there is passion, energy, impetus as a unconsciousness. Therefore, she tries to set up
revolutionary praxis which overcome established order of language/symbolic system. In her theory,
"linguistic turn" could be the politics of overthrow through the interaction of subjectivity and society.

Key Words: J. Kresteva, linguistic turn, subject, money, language, the unconscious, politics, J. Lacan,
G. Freud, G. W. F. Hegel, K. Marx, intertextuality, signifiance, pulsion, poetic
language, revolution, materialis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