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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학문의 역사가 그다지 길지 않은 커뮤니케이션학에서도 대중매체체계의 국가 간 비교연구

는 상대적으로 일찍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그 시초는 널리 알려진 것처럼 언론이론

을 권위주의이론(authoritarian theory), 자유주의이론(libertarian theory), 공산주의이론

(Soviet communist theory), 사회책임이론(social responsibility theory)으로 나눈 언론의 

4이론으로 볼 수 있다(Siebert, Peterson, & Schramm, 1956). 언론의 4이론에 대한 다양한 

비판에도 불구하고(Nerone, 1994), 이 연구는 이후 대중매체체계 간 비교연구의 시금석이 

됐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대중매체체계 간 비교연구의 흐름은 크게 세 방향으로 전개됐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이론적으로는 두 가지 방향이 있다. 하나는 자유주의이론과 사회적 책임이론을 서구 모형

으로 통합하고 이를 다시 세분화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비서구사회의 언론 모형을 서구 

모형으로 접근하는 전환기 모형으로 보고 추가하는 것이다(조항제, 2005). 마지막으로 각

각의 접근을 경험적인 측면에서 수행하는 연구가 있다. 서구 모형의 분화를 경험적으로 살

펴본 작업으로는 할린과 만치니의 연구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Hallin & Mancini, 

2004/2009). 이후 할린과 만치니는 자신의 연구에 대한 확장적 반론으로서 동유럽이나 아

시아, 남미 등의 사례를 살펴본 연구를 편집해 내놓았다(Hallin & Mancini, 2012). 이 연구

는 비서구사회의 미디어를 과도기적인 것으로 보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앞서 말한 이론적 

연구 흐름의 한계를 부분적으로 극복했다고 볼 수도 있다. 한편 국내에서도 유사한 시도가 

있었는데 한국 대중매체체계를 민주화 이행 모형으로 파악한 연구가 그것이다(이준웅 외, 

2010).

할린과 만치니에 따르면 경험적인 비교연구는 과도한 일반화나 개념적 협소함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사회현상 간의 상호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Hallin & 

Mancini, 2004/2009, 26∼30쪽; Blumler & Gurevitch, 1975, p. 76). 반면 비교연구를 통

해 국가별로 어떤 모형을 만든다고 할 때 문제는 비교할 항목이 너무 많고, 여러 모형이 혼

재돼 있거나 공존하며, 시대적으로도 변화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국가 간의 차이, 

역사적 변화, 이론의 부재, 자료의 부재 등으로 인한 어려움도 존재한다(Hallin & Mancini, 

2004/2009, 31∼46쪽). 

사실 국가 간 대중매체체계의 비교연구를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는 크게 인식론적 측면과 대상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인식론적 측면에서 연구자의 편향 가능성 문제, 평가적 결론의 타당성 문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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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적 통약불가능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연구자가 자기가 속한 국가의 관점에서 두 

국가의 대중매체체계를 비교할 수 있는가, 두 국가의 대중매체체계 중 어느 한쪽으로 다른 

한쪽을 평가할 때 이러한 평가의 타당한가, 두 국가의 대중매체체계를 설명하는 핵심 개념

이 통약불가능할 때 비교할 수 있는가가 문제시된다1). 이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기술하

면, 우선 실증주의적 관점에서 연구자의 편향 가능성은 주관성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반성적인 방법으로 보편성을 지향하거나, 학계의 절차를 따르는 제도적인 방법에 의해 주

관성을 통제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2) 다음으로 평가적 결론의 타당성 문제는 두 국가가 

어떤 이념형(ideal type)을 공유한다면, 더 나아가 두 국가가 민주주의와 같이 공통의 평가

기준으로서 어떤 가치를 공유한다면, 평가적 결론은 타당할 수 있다(Hallin & Mancini, 

2004/2009, 38∼43쪽). 마지막으로 이론적 통약불가능성 문제의 경우 할린과 만치니는 가

설검증이나 인과추론이 아닌 개념의 명료화와 이론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는 비교연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한다(Hallin & Mancini, 2004/2009, 30쪽). 또 쿤은 서로 다른 이론 

내지 패러다임은 부분적으로만 통약가능하면 비교가능하다는 국지적 통약불가능성(local 

incommensurability)의 관점, 그리고 통약불가능한 용어를 번역(translation)할 수는 없지

만 해석(interpretation)은 가능하다는 번역-해석 구분 논제를 제시한다(Kuhn, 1982). 즉 

핵심개념이 통약불가능하더라도 비교연구를 통해 두 국가의 대중매체체계 간 차이를 발견

하고, 이를 해석해 개념화, 범주화하여 모형을 제안하고, 이후 논의를 위한 준거점으로 삼

고 지속적으로 개선해가는 것은 가능하다.

그런데 국가 간 대중매체체계 비교연구에 있어서 문제는 대상 측면에서도 존재한다. 

할린과 만치니는 수많은 비교 가능한 항목 중에서 일부만을 선별하여 분석하는 것으로 보

인다. 대중매체체계 측면에서는 신문산업의 발달 정도, 정치병행성, 언론인의 전문직화, 

대중매체체계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정치체계 측면에서는 정치적 역사의 갈등 및 합의 양

상, 합의제 대 다수제, 경제체계에 대한 국가의 역할, 합리적법적 권위 등이 그것이다

(Hallin & Mancini, 2004/2009, 105∼107쪽). 그런데 이러한 항목들은 어떤 이론적 기준에 

따라 선별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연구자의 통찰력에 의존하여 자료를 보고 사후에 정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무엇보다 경제체계 등 다른 하위사회체계 측면에서 비교항목을 추려

1) 이러한 문제제기는 이준웅이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와 현대 한국의 민주주의를 비교하고 전자로부터 후자에 대

한 어떤 규범적인 함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론적 문제제기에서 차용했다(이준웅, 2011, 19∼80쪽). 

2) 이준웅은 이를 전자는 보편독자(universal reader)를, 후자는 예상독자(expected reader)를 상정한 연구방식

으로 설명한다(이준웅, 2011, 74∼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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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는 시도가 빠져 있다. 비록 대중매체체계 측면이나 정치체계 측면에서 경제적 측면의 

비교항목이 일부 포함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비교항목을 비경제적 측면에서 

선별했기 때문에 언론과 민주주의에 대한 결론은 도출되지만 언론과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다른 문화체계와 언론의 관계를 고려하는 항목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의 분석도 제외된다. 그러나 예컨대 이슬람 국가의 언론을 설명할 때 종교계와

의 관계를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또 언론과 종교와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서구 언론과 

이슬람 국가의 언론을 비교하는 것도 불가능해질 수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치경제학

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 등이 혼종된 양상 속에서 대중매체체계의 비교는 더욱 어려울 

수 있다.

제기된 문제 가운데 특히 인식론적인 통약불가능성 문제와 연구 대상의 자의적 배제

라는 문제에 주목해보자.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비교연구에서 통약가능한 일반이론을 제

안함으로써 해결을 모색할 수 있다. 이 비교연구의 준거점은 몇몇 국가에 대한 분석에 의

해 귀납적으로 마련되는 경험적 대중매체체계론이 아니라, 사회이론에 의해 연역적으로 

도출되는 논리적 일반대중매체체계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연구자의 생각이다. 루만이 

사회학에 대해 경험연구에 대한 통합이론의 필요성을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Luhmann, 

1984/2007, 49∼58쪽), 다양한 경험적 대중매체체계계론을 통합해줄 일반대중매체체계

론이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일반대중매체체계론을 사회체계론에서 끌어내려 한다. 

구체적으로는 하버마스의 2단계 사회론(two level society)을 수정한 모형을 통해 정적 대

중매체체계를 정의할 것이다. 그러나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정적 모형은 대중매체체계를 

정의하고 대중매체체계가 관계를 맺는 대상으로서 하위사회체계들의 목록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그 변동성을 너무 단순화시켜 기술하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수정된 2단계 사회

론에서 도출된 일반대중매체체계론을 정적 모형으로 보고, 이를 재구성하여 변동성을 핵

심 기제로 설명할 수 있는 동적 모형을 제시할 것이다. 이 때 동적 모형은 루만의 경계이론

(boundary theory)과 들뢰즈·가타리의 배치이론(agencement theory)을 통합한 경계배

치이론(boundary-agencement theory)을 기반으로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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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버마스의 2단계 사회론 수정을 통한 정적 일반대중매체체계론의 제안

1) 하버마스의 2단계 사회론3)

하버마스는 사회에 대한 분석에서 큰 틀에서는 일반사회체계론을 따른다. 일반사회체계

론에서는 행동, 행위, 환경, 사회, 체계로 이어지는 세계에 대한 주요 분석 단위를 제시한

다. 하버마스는 여기에 생활세계의 개념을 추가하여 2단계 사회론을 제시한다.4)

사회체계론에서는 인간 활동과 관계되는 역을 크게 행위 역과 환경 역으로 나

눈다. 행위(action)는 상황해석에 근거하여 행위계획을 실현하는 것이다(Habermas, 

1984/1995, 150쪽). 행위는 환경에 대한 해석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점에서 환경에 대한 

동물적인 반응인 행동(behavior)과는 다르다. 환경(environment)은 행위에 속하지 않는 

역으로서 행위의 조건을 구성한다. 사회체계론에서는 특히 사회와 환경과의 관계에 주

목한다. 사회(Gesellschaft)는 환경으로부터 스스로를 분화(differenzierung)하여 그 경계

를 정의하는 체계이다. 사회와 같은 복합체계는 다른 하위체계들을 사회 내 환경으로 다루

는 하위체계로 분화된다. 예컨대 정치체계에 대해 경제체계는 환경이 된다(Luhmann, 

1986/2002, 40쪽). 한편 환경은 사회의 경계 너머에 있는 외적 상황의 총체로, 경계가 없기 

때문에 체계가 될 수 없다(Luhmann, 1986/2002, 20쪽). 

행위 연관, 즉 상호작용(interaction)에 기초한 사회의 통합(Integration der 

Gesellschaft)은 합의에 기반을 둔 사회통합(Sozialintegration)의 방식과 기능에 따른 체계

통합(System-integration)의 방식에 따라 이뤄진다. 뒤르케임은 사회통합을 중심으로 사회

를 분석한다. 그는 사회통합의 기본 토대를 집합의식(Kollektivbewußtsein)에 기초한 기

계적 연대(mechanical solidarity)와 분업에 근거한 유기적 연대(organic solidarity)로 구분

한다. 반면 파슨스는 사회통합을 체계통합의 일부로 파악한다. 그는 우선 행위 역 전체를 

행위체계로 규정한다. 즉 행위 역은 환경에 대한 경계를 유지하는 체계이다. 이 때 행위

체계는 각각의 기능적 요구5)에 따라 행동유기체(behavioral organism), 인성체계

(personality system), 사회체계(social system), 문화체계(culture system)로 나누어진다. 

이 중 사회체계가 전체로서의 사회이며 나머지는 행위체계 내에서 사회체계의 내부환경을 

3) 연구자의 석사논문 중 일부를 수정했다(박대민, 2006, 28∼31쪽).

4) 하버마스가 뒤르케임, 미드, 파슨스, 루만 등을 재해석하여 2단계 사회론을 도출하는 자세한 논증 과정에 대해

서는 그의 주저 소통행위이론 2권을 참조할 수 있다(Habermas, 1981b/2006).

5) 파슨스가 제시하는 네 가지 기능적 요구에는 적응(adaptation), 목표 달성(goal attainment), 통합(integration), 

잠재적 유형 유지(latent pattern maintenance)가 있다. 이는 흔히 AGIL모형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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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한다(Parsons, 1971/1999). 루만은 체계통합을 더욱 강조한다. 그는 체계통합 내지 체

계분화6)의 형태를 분절분화, 중심/주변분화, 계층분화, 기능분화의 네 가지로 나눈다. 분

절분화란 병렬적으로 존재하며 비슷하게 구조화되는 분화이다. 중심/주변분화는 거점 형

성 원칙에, 계층분화는 위계질서의 원칙에 따른다. 기능분화는 기능에 따른 분화이다

(Reese-Schfer, 2001/2002, 27쪽).7) 

하버마스는 행위체계는 생물학적 유형과 달리 관찰을 통해서는 접근할 수 없고 해석

학적으로, 즉 구성원들의 내부 관점으로부터 탐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Habermas, 

1981b/2006, 242∼243쪽).8) 그 결과 모든 행위가 사회적이기 때문에 행위 역 전체가 사

회로 규정된다. 하버마스는 이 사회를 이를 생활세계이자 체계(System)로 파악한다. 그리

고 사회 진화를 생활세계와 혼합되어 있던 체계가 생활세계로부터 분화되는 과정으로 이

해한다. 이상이 하버마스가 말하는 2단계 사회 개념이다(Habermas, 1981b/2006, 194쪽). 

생활세계는 이해지향행위를 통해 구조화되고 재생산된다. 파슨스가 말한 인성, 사회, 

문화는 생활세계의 구조적 요소가 된다. 생활세계는 사회화, 사회통합, 문화적 재생산이라

는 역할을 수행한다(Habermas, 1981b/2006, 221∼232쪽). 합의가 규범행위가 아니라 소

통행위에 의존하게 되면서 생활세계가 합리화된다. 그런데 생활세계의 합리화가 더욱 진행

됨에 따라 규범적 규제나 언어적 합의가 아닌, 탈언어화된 조종매체(Steuerungsmedien)에 

의해 유지되는 하위체계들(subsystems)이 생활세계로부터 기능분화된다. 이러한 하위사회

체계들로는 화폐에 의한 경제체계와, 권력에 의한 정치체계를 들 수 있다. 사회는 한편으로

는 내재적 관점에서는 합의에 의존하는 생활세계이며 외재적 관점에서는 경계를 유지하는 

체계인 것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처음에는 생활세계와 체계들이 융합되어 있다가 진화과정

에서 점차 생활세계와 체계로 분화되는 것으로 파악된다(Habermas, 1981b/2006, 244∼

290쪽, 401∼426쪽). 

2) 2단계 사회론의 수정을 통한 일반대중매체체계론의 제안

여기서는 하버마스의 조종매체론9)을 재검토하여 생활세계로부터 기능분화된 문화체계를 

6) 한 체계의 체계통합은 한편으로는 다른 체계와의 차이를 유지하는 체계분화로 이해할 수 있다. 

7) 예를 들어 마을과 부족은 분절분화에, 중앙과 지방은 중심과 주변의 분화에, 신분질서는 계층분화에, 정치체계

와 경제체계는 기능분화에 해당한다. 

8) 이는 뒤에서 살펴볼 루만의 자기관계(Selbstreferenz)의 개념을 받아들인 설명으로 보인다.

9) 사실 하버마스의 조종매체론은 루만의 매체론을 받아들인 것이다. 루만은 커뮤니케이션 성공이 세 가지 불확실

성을 갖는다고 본다. 첫째, 자아가 타자를 이해했는지 불확실하다. 둘째, 커뮤니케이션이 수신자에게 도달됐는지



하버마스, 루만, 들뢰즈·가타리, 데리다의 이론을 통한 일반 대중매체 체계론의 제안    125

인정하는 수정된 2단계 사회론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체계의 하위체계로

서 대중매체체계, 그 하위체계로서 언론계를 개념화한다.

하버마스에게 체계는 표준화된 상황에서 언어적 소통을 대체하는 조종매체에 의해 형

성된다. 조종매체는 표준적 상황에서 기능을 자동으로 수행한다. 경제체계와 정치체계의 

조종매체는 각각 화폐와 권력이다. 이 가운데 화폐가 조종매체의 특성을 더 완전히 구현하

고 있다. 화폐와 달리 권력은 정당화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언어적 합의형성에 구속되어 있

다. 따라서 권력은 탈언어화된 조종매체로서의 성격이 화폐보다는 약하다(Habermas, 

1981b/2006, 419∼426쪽).

파슨스의 문화체계는 행동체계, 인성체계와 함께 하버마스의 생활세계로 환원된다. 

파슨스가 제시한 네 가지 조종매체 중 화폐와 권력은 비언어적 소통매체로 그대로 두고, 

향력과 가치구속은 생활세계의 조종매체이기도 한 언어적 소통매체에 포함시킨다

(Habermas, 1981b/2006, 388∼439쪽). 하지만 파슨스의 문화체계를 생활세계 속 문화로 

환원한다고 하더라도 생활세계로부터 기능분화된 문화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즉 지식을 전승하는 문화와 구분되는 전문화된 역으로서 문화체계가 존재한다.

하버마스는 매체를 크게 언어적 소통매체와 비언어적 소통매체로 나눈다. 비언어적 

소통매체에는 화폐와 권력이 존재한다. 언어는 화폐와 권력처럼 모두 소통매체다

(Habermas, 1981b/2006, 413쪽). 그런데 언어도 화폐나 권력처럼 체계형성효과를 갖는다. 

하버마스는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파슨스를 비판하면서 언어가 두 가지 형태로 구분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파슨스는 화폐 및 권력과 더불어 향력과 가치구속을 또 다

른 조종매체로 제시한다. 하버마스는 이를 언어적 상호작용으로서 소통의 일반화된 형식

이 존재한다고 표현한다(Habermas, 1981b/2006, 428쪽). 이는 뒤집어 말하면 소통의 일

반화되지 않은 형식도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준화된 상황에서 소통의 일반화된 형식은 일상적 언어에 의한 합의형성 과정에서 

벗어나 성과지향행위의 기회를 증가시키는 기능을 발휘하여 하위체계를 형성한다. 사실 

하버마스는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개념화가 좀 억지스

가 불확실하다. 셋째, 커뮤니케이션이 성공했는지 불확실하다. 즉 수신자가 이해하고 수신한 것과는 반대로 행동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가능성으로 변환시키는 것이 매체(Medien)이다. 이러한 매체는 크게 세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언어, 확산매체(Verbreitungsmedien), 상징적으로 일반화된 매체(symbolisch generalisierte 

Medien), 또는 성공매체(Erfolgsmedien)가 그것이다. 언어는 이해가능성을, 확산매체는 수신가능성을, 상징적

으로 일반화된 매체는 성공가능성을 높여준다(Luhmann, 1984/2007, 298∼305쪽). 하버마스의 조종매체 개념

은 루만의 성공매체의 하위개념으로 특히 기능분화와 관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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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운 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향력과 가치구속은 화폐는 물론 권력과 비교해

도 측정, 양도, 축적이 어렵고, 소유권과 공직과 같은 뚜렷한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Habermas, 1981b/2006, 428∼429쪽). 

그러나 과학기술계를 포함한 학계, 예술계, 종교계, 대중매체체계 등은 소통의 일반

화된 형식으로서 언어라는 조종매체가 정박하고 있는 뚜렷한 제도이다. 하버마스는 이 중 

일부를 언급했지만 그저 예외로만 치부한다(Habermas, 1981b/2006, 429쪽). 하버마스는 

저널리스트, 지식인, 예술가 등이 생활세계 내 공론장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이러한 전문가들은 특수한 언어를 사용하는 문화체계의 구성원이다. 전문화된 언어를 통

해 문화체계가 생활세계로부터 기능분화된다. 반면 생활세계의 일상언어는 비전문적이고 

개별적인 합의 형성과정의 언어적 소통매체이다.

문화체계가 경제체계와 정치체계에 비해 생활세계적 맥락과 상대적으로 덜 분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문화체계의 조종매체는 전문적이기는 하지만 언어적 소통매체라는 

점에서 생활세계와 같은 매체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문화체계 역시 공론장처럼 비

판 가능한 타당성 주장들에 대한 ‘예/아니오’의 입장 표명, 즉 타당성 요구 검증을 한다. 그

러나 생활세계와 달리 문화체계에서는 그러한 검증을 전문적이고 기능적으로 수행된다.

문화체계에서는 제도 안에서 특수하게 유통되는 언어들을 통해서만 비판이 진행된

다. 문화체계의 언어는 생활세계에는 잘 쓰이지 않는다. 문화체계의 논증 방식은 생활세계

의 논증 방식과 다르다. 예컨대 자연과학에서는 과학자들이 공유하는 패러다임에 기초한 

자연과학적 지식들에 의해서만 새로운 지식을 쌓아갈 수 있다(Kuhn, 1962/2006). 예술제

도론에 따르면 예술계에서도 예술작품은 예술계에서 예술로 인정한 인공품으로 규정된다

(Dickie, 1984/1998). 대중은 엘리트가 허용한 범위 안에서 전문가의 문화체계에 참여하거

나 생활세계의 맥락 속에서만 관여한다.

학계, 종교계, 예술계는 대중매체체계와 구분되어 고급문화계로 묶을 수도 있다. 이

에 대응하여 대중매체체계는 대중문화계로 분류할 수 있다. 대중문화계 역시 일종의 엘리

트에 의해 작동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고급문화계에 비해 전문직 특성이 약하고 그 

언어도 생활세계의 언어와 한층 비슷하다. 

대중매체체계는 최소한 언론계와 광고계를 포함하는 연예계(대중예술계)로 구성된

다. 주로 언론계는 대중적인 진리에 대한 타당성 요구(사실성)나, 정의에 대한 타당성 요구

(정당성)에, 연예계는 대중적인 미에 대한 타당성 요구(진실성)에 응답한다.10)

10) 대중매체는 기술적으로는 출판, 신문, 방송 등 전형적인 형태는 물론, 온라인토론장, 블로그(blog), 사회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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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사회체계들 간의 상호작용은 사회체계론에서 상호침투(interpenetration)로 개

념화된다.11) 이러한 상호침투는 상시적으로 이뤄지거나(예컨대 문화체계와 경제체계 간

의 상시적 상호침투 역으로서 문화산업), 직접적으로 이뤄질 수도 있다(예컨대 경제정

책을 통한 정치체계의 경제체계에 대한 침투). 

그런데 대중매체체계의 상호침투는 특별한 기능을 한다. 현대사회가 고도로 기능분

화됨에 따라 체계간 상호침투는 대중매체체계, 특히 언론계를 중심으로 언어적으로 매개

되어 일어난다. 특히 특정 하위사회체계가 전 사회에 향력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언론계

를 거쳐야 한다. 예컨대 정치인이 경제인과 직접 대면하여 규제완화를 논의할 수도 있지

만, 그러한 규제완화가 전 사회에 향을 주는 것이라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러

한 상호침투는 언론계를 통해 매개된다.

루만은 대중매체체계, 특히 언론계가 모든 하위사회체계에 대한 내용을 다루며, 정보

를 산출하여 하위사회체계를 자극한다고 기술한다(Luhmann, 1996/2006, 8∼29쪽). 이를 

상술하면 첫째, 대중매체체계는 사회 내 모든 기능적 과정을 ‘정보/비정보’의 이원코드

(binary code)를 활용하여 관찰하고 차별화하고 기술함으로써 언어화한다. 이를 통해 사

회는 선후관계를 갖는 서로 다른 사건으로 인식되면서 시간적 인과관계로 파악된다. 둘째, 

하위사회체계는 대중매체체계를 통해 스스로의 활동을 언어로 기입하려 하는데, 대중매

체체계는 이를 선별하고 서사화함으로써 사회적 가중치를 부여하며 하위사회체계는 이러

한 과정을 의식하며 변화된다. 이러한 대중매체체계의 차별적 기술과 가중치 부여를 통해 

하위사회체계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3) 수정된 2단계 사회론과 정적 일반대중매체체계론의 모형

이상의 논의에 따라 <그림 1>과 같은 정적 일반대중매체체계의 모형을 도출할 수 있다. 환

경은 경계를 갖지 않기 때문에 그 역을 점선으로 나타냈다. 화살표는 상호침투 과정을 

나타낸다.12) 대중매체체계는 생활세계, 정치체계, 경제체계, 그리고 학계, 종교계, 예술계, 

망서비스(SNS) 등 인터넷 역이나, 과거 운동권에서 애용한 전단지, 대자보, 팜플렛, 비디오테이프, 카세트테이

프 등으로도 확장될 수 있다. 특히 후자는 전자와 달리 자본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앞으로의 대

중매체 연구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언론계, 광고계, 연예계가 방송에 공존하듯이, 인터넷에서도 공존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은 전화처럼 생활세계의 비전문적 언어 소통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11) 사회학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은 하위사회체계간 상호침투 외에도 미시와 거시의 연계(link), 행위와 구조의 교

차(cross), 그리고 미시/거시와 행위/구조를 동시에 고려하는 교차연계(cross-link)의 관점이 존재한다(정태석, 

2002). 대중매체체계와 교차연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긴 설명이 필요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상호침투를 교

차연계를 포괄하는 크고 느슨한 개념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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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정적 일반대중매체체계론의 모형

연예계 등 여타 문화체계와 상호침투한다. 체계의 기능분화 양상은 시공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즉 시간적으로는 역사성을, 공간적으로는 지역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예컨

대 서양에서는 정치체계가 3권분립에 따라 입법체계, 사법체계, 행정체계로 기능분화되지

만 중국은 공산당을 중심으로 세 하위정치체계가 서구국가보다 통합되어 있다. 

3. 루만의 경계이론, 들뢰즈·가타리의 배치이론, 데리다의 수행이론의 

종합을 통한 동적 일반대중매체체계론의 제안

수정된 2단계 사회론에 기반한 정적 일반대중매체체계론은 대중매체체계가 환경 및 다른 

하위사회체계와 복잡하게 맺고 있는 관계를 명료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가 사회 안의 시공간적인 배치 속에서 어떻게 역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지를 

이론적으로 포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관계의 역학을 설명하는 일반적

인 이론틀로서 일반사회체계이론을 동적 모형으로 전환한 경계배치이론을 제안하고, 이

를 바탕으로 동적 일반대중매체체계론을 도출한다. 

12) 루만은 상호침투에 대한 공간 비유의 위험성을 지적한다. 루만에 따르면, 상호침투는 분리된 두 체계의 관계나 

두 원의 교집합 같은 것이 아니다. 한 체계의 경계가 다른 체계의 작용 속으로 차용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Luhmann, 1984/2007, 387∼388쪽).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도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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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루만의 경계이론

(1) 루만의 자기관계체계이론

하버마스가 파슨스의 사회체계론을 2단계 사회론으로 비판한 데 반해, 루만은 파슨스의 

사회체계론을 자기관계체계이론(Theorie selbstreferentieller Systeme)으로 극복한다. 루

만은 사회체계론의 패러다임 교체를 두 단계로 이야기한다. 첫째 단계는 전체와 부분의 구

분에서 체계와 환경의 구분으로 전환이다. 이 때 체계는 환경에 대한 폐쇄체계와 개방체계

로 분류된다. 사회체계는 개방체계로 본다. 둘째 단계는 개방체계이론에서 자기관계체계

이론으로의 전환이다. 이제 개방체계 분석은 자기관계체계가 어떻게 개방성을 갖느냐의 

문제로 전환된다(Luhmann, 1984/2007, 67∼71쪽). 

자기관계체계는 체계의 구성요소가 스스로를 기능단위로 구축하고, 그 요소들의 관

계 역시 재귀적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단위와 관계가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는 체계를 의미

한다(Luhmann, 1984/2007, 111쪽). 자기관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는 타자관계

(Fremderferenz)가 있다. 전자는 체계와 환경의 차이가 체계 자체에 의해 구획되는 경우이

고, 후자는 환경에 의해 강요되는 경우를 뜻한다. 자기관계체계이론에서는 타자관계를 자

기관계의 역입력이나 재투입 정도로 파악한다(박여성, 2007, 21쪽).

자기관계체계이론에서는 체계의 분화가 자기관계를 통해서만 이뤄진다고 본다. 자

기관계체계는 환경과의 차이를 통해 자신을 규정하고, 환경과의 경계를 구성한다. 환경은 

체계가 만든 경계를 통해서만 정의된다. 자기관계체계는 자신에 의해 환경을 정의하고, 이

어 환경에 대한 정의를 자신에게 재적용한다. 체계와 환경을 경계 짓는 기준은 체계 내부

에 있다. 체계의 관찰자도 체계 내에만 존재한다. 체계와 환경의 관계 역시 초월적인 제 3

자가 아니라 체계 내부의 관찰자에 의해 관찰된다(Luhmann, 1984/2007, 70∼73쪽).

이 때 경계의 개념이 중시된다. 경계의 유지는 체계의 유지이다. 경계는 체계와 환경

을 분리하는 동시에 결속시킨다. 요소들은 경계를 기준으로 체계에 속하거나 환경에 속하

겠지만, 요소들 간의 관계는 경계를 넘어서 존재할 수 있다. 즉 요소 간 상호작용은 체계 내

에서 이뤄질 수도, 체계와 환경 간에 이뤄질 수도 있다. 경계는 체계 내 요소 간 상호작용과 

체계 환경 간 상호작용을 구분할 수 있게 해준다(Luhmann, 1984/2007, 83∼84쪽, 103쪽).

(2) 경계의 타자관계적 특성

루만은 경계가 논리적으로는 체계와 환경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인정한다. 또 경계

가 별개의 역으로 분화될 수 있다고도 지적한다. 더 나아가 경계의 규정이 체계 고유의 요

소들을 구축하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경계는 자체적인 선별역량을 갖고 있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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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환경을 관찰 가능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체계 내부도 질서 있게13) 구성함으로써, 

체계 외적 복잡성과 내적 복잡성 모두를 축소해준다(Luhmann, 1984/2007, 104∼105쪽).

여기까지만 보면, 경계는 자기관계적일 수도 있고 타자관계적일 수도 있고, 체계와 

환경을 단순 매개할 수도 있고, 체계와 환경과 구분되는 제 3의 역일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루만은 경계를 자기관계적으로 개념화함으로써 3원론을 애써 피해간다. 

경계를 정의하는 것은 체계이다. 체계가 경계에 차이를 조절하는 기능을 부과한다

(Luhmann, 1984/2007, 106쪽). 하지만 이렇게 경계를 자기관계적으로 정의해버리면 처음

에 설명한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경계의 개념과 이율배반적일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발

생한다. 좀 더 살펴보면, 우선 자기관계 과정만 강조하면 두 하위사회체계 간의 경계는 어

떻게 설명해야 할지 애매해진다. 예컨대 정치체계와 경제체계 간의 경계는 정치체계가 재

귀적으로 설정한 것인가, 아니면 경제체계가 한 것인가? 

이는 자기관계체계이론에서 환경을 다층적으로 분석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이기도 하다. 체계와 환경 간의 경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체계와 체계 간 경계도 존재

한다. 내부환경도 실은 체계이다. 하위사회체계의 환경은 다층적으로 존재한다.

더 큰 문제는 급진적인 사회변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개방체계이론

에서 자기관계체계이론으로 체계이론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관심사가 설계와 통제에서 

자율성과 환경민감성으로, 기획에서 진화로, 구조적 안정성에서 동적 평형성 등으로 바뀐 

것은 분명 이론적으로 진일보한 것이다(Luhmann, 1984/2007, 73쪽). 하지만 진화는 혁명

이 아니다. 자기관계체계가 환경에 민감하게 대응한다면, 사회는 점진적으로 진화할 것이

다. 반면 자기관계체계의 환경민감성이 떨어지거나 환경의 변화가 대응 가능한 수준을 넘

어선다면, 사회는 오히려 혁명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예컨대 로마는 기독교를 수용하면서 

보다 보편적인 제국으로 진화한다. 반면 중세를 거친 로마 카톨릭은 루터의 종교개혁을 받

아들이지 못했고 결국 종교개혁과 함께 예수회를 통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다. 대중

매체체계와 직접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 1987년 6월항쟁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특종 및 후속보도는 언론계가 정치체계 내 사법체계의 한 사건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

해 기술함으로써 그 향이 정치체계가 다른 문화체계나 생활세계와 대면했던 모든 경계

로 확장되면서 정치체계가 상당 수준 혁명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었다. 요컨대 생물의 진

화에서는 돌연변이의 역할이 크지 않지만, 사회의 변화에서 혁명은 결정적이다.

혁명은 타자관계의 의미를 간과할 수 없게 만든다. 타자관계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13) 사회체계의 복잡성이 축소된다는 것은 일반체계이론에서 무질서도(entropy)가 감소한다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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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먼저 환경의 두 형태, 또는 체계와 환경 간 상호작용의 두 형태에 대해 말할 필요가 있

다. 환경은 사회에 대한 외부환경과, 한 하위사회체계에 대해 사회 내에 존재하는 내부환

경으로 나눠볼 수 있다. 따라서 체계와 환경의 상호작용도 한편으로는 사회와 외부환경 간

에, 다른 한편으로는 서로 다른 하위사회체계들 간에 이뤄진다. 

그렇다면 타자관계적 과정도 두 가지가 존재한다. 하나는 사회에 대한 환경의 타자관

계적 과정이다. 이러한 예로는 천재지변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은 현대과학의 발달로 자기관계적으로 기술될 수 있게 됐다. 즉 사회는 루만이 지적한 대

로 완전한 자기관계체계이다(Luhmann, 1984/2007, 261쪽). 

그러나 하위사회체계의 기능분화가 심화되면서 하위사회체계 간의 관계에서는 오히

려 타자관계적 성격이 강화되었다. 전근대 사회에서 하나의 통합된 과정으로 이해된 유기

적 상호작용들은, 하위사회체계가 기능분화하면서 일단은 각 하위사회체계 관점에서 자

기관계적으로 기술된다. 그 결과 각 하위사회체계의 자율성과 적응력이 커지면서, 역설적

으로 각 체계의 자기관계적 과정 간에는 상당한 괴리가 생겨난다. 이러한 괴리는 구적으

로 지속될 수는 없다. 만일 체계가 높은 환경민감성을 갖는다면, 점진적으로 생활세계에 

적응해갈 것이다. 그 반대도 가능하다.14) 하지만 양쪽 다 적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결국 임

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생활세계에 의해 체계가 재구성되거나, 생활세계와 함께 사회체계 

전체가 붕괴될 것이다.15) 

사회체계는 그 기원에서 어떤 타자관계적 요인도 없고, 경계가 없는 환경은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체계와 환경의 관계는 자기관계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회체계 내

부의 하위사회체계는 그 자체가 이미 기능분화되어 있는 하나의 사회체계이기 때문에, 자

기관계과정은 그 자체가 타자관계과정이다. 

자기관계체계에 작용하는 타자관계 과정에 주목한다면 경계의 의미도 달라진다. 체

계의 유지는 곧 경계의 유지이다. 자기관계만 본다면 경계 유지는 적응의 결과이다. 그러

나 타자관계까지 고려한다면, 경계가 강제적으로 해체되는 혁명도 존재한다. 물론 타자관

계과정이 혁명의 경우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두 하위사회체계는 항상 경계에서 만난

14) 이를 하버마스는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화(colonization)이라고 부른다(Habermas, 1981/2006, 493

∼503쪽).

15) 이는 인류의 종말을 뜻하지는 않는다. 루만은 복잡공동체와 사회체계를 구분한다. 인류라는 복잡공동체는 해

체될 수 있기 때문에, 즉 기능분화된 사회체계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재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개별구성원

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속성을 확보한다(Luhmann, 1984/2007, 254쪽). 즉 한 정부가 다른 정부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면서 인류는 지속된다. 반면 생명체는 대부분 기능체계가 대체되면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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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각 하위사회체계는 내부적으로 자기관계과정을 계속하면서 동시에 상대 체계에 침투

한다. 침투는 상대 체계의 관점에서 보면 타자관계과정이다. 이런 타자관계과정에 대해 해

당 체계는 적응한다. 이러한 과정은 두 체계 간 경계를 통해 지속된다.

2) 들뢰즈·가타리의 배치이론에 대한 경계이론적 해석

루만의 자기관계체계이론은 경계 개념을 중심으로 2단계로 재구성된다. 체계는 자체의 경

계를 갖지 않은 외부환경에 대해서는 주로 자기관계적이지만, 실상은 체계인 사회체계 내

부의 내부환경에 대해서는 자기관계적인 동시에 타자관계적이다.

그러나 사실 경계의 개념은 타자관계의 틀도 넘어선다. 자기관계체계이론에서는 체

계 내부 관찰자가 외부환경을 자기관계적으로 체계에 끌어들이는 과정과, 내부환경 관찰

자가 타자관계적으로 다른 체계에 침투하는 과정이 존재한다. 그러나 체계 내부 관찰자가 

스스로 해체되는 과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 세 과정은 들뢰즈·가타리의 배치이론 속에서 더 잘 기술된다. 자기관계는 토화

에, 타자관계는 재 토화에, 제 3의 과정은 탈 토화에 대응된다. 하지만 지층학, 생화학, 

예술론 등 용어를 섞어 사용하는 들뢰즈·가타리의 어법이 사회과학에는 지나치게 낯설

다. 따라서 여기서는 들뢰즈·가타리의 배치이론을 밑그림으로 삼되, 루만의 경계이론으

로 재해석한 통합모형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경계배치이론이라고 명명한다. 

(1) 들뢰즈·가타리의 배치이론

여기서는 들뢰즈·가타리 배치이론의 주요 개념을 살펴본다. 배치라는 용어는 프랑스어

로 ‘agencement’라고 쓰는데, 일상적으로 흔히 사용된다. 의미는 레이아웃(layout), 배열

(arrangement), 맞춤(fitting), 고침(fixing) 등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들뢰

즈·가타리가 배치라는 용어를 지질학에서 차용한다는 점이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들뢰

즈·가타리는 코넌 도일의 소설 ‘잃어버린 세계(The Lost World)’에 나오는 주인공 챌린저 

교수의 입을 빌어 배치라는 단어를 사용한다(Delueze & Gattari, 1980/2001, 85∼144쪽). 

이 때 배치는 어의 ‘assemblage’이다.16) 

16) 미권에서는 ‘agencement’를 ‘assemblage’로 번역하는데 ‘assemblage’는 프랑스어로도 존재한

다. 프랑스어에서 ‘assemblage’는 예술학이나 고고학 등에 한정해 사용되며 과학기술인 뉘앙스는 거의 없다. 들

뢰즈·가타리 역시 프랑스어로 ‘assemblage’라는 용어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Phillips, 2006, 108∼109쪽). 

이 때문에 적절한 번역이 아니라는 논란이 있다. 그러나 층화와 기계적 배치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어 단어로는 

‘assemblage’가 적절하다. 게다가 실은 ‘agencement’를 ‘assemblage’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들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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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어는 지층학에서 화석군집(fossil assemblage)17)과 같은 식으로 사용된다. 여기

에는 지층과 군집이라는 두 가지 핵심 개념이 결합되어 있다. 이 군집에는 서로 다른 온갖 

생물들이 다 모여 있을 가능성이 크다. 들뢰즈·가타리가 배치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도 이

러한 함의가 포함되어 있다. 

배치의 결과물로 층들(strates)이 만들어진다. 이는 층화이다(stratification). 다음으

로 주어진 하나의 층 내부 또는 여러 층에 걸쳐 이루어지는 배치가 존재한다. 층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우선 층화되지 않은 잠재면(plan de consistance)18)이 존재한다. 이 면은 현

실화되기 이전의 잠재성이 배태된, 질료로서 존재하는, 아직 형식이 부여되지 않고 유기적

으로 조직화되지 않았으며, 지층화되지 않은 것이다(Delueze & Gattari, 1980/2001, 92

쪽). 이어 잠재면으로부터 실현된 층이 있다. 들뢰즈·가타리는 우선 이러한 층을 군집 유

형에 따라 크게 세 유형으로 나눈다. 결정체층, 유기체층, 그리고 인간층이다.19) 결정체층

은 환경에서, 유기체층은 결정체층에서, 인간층은 유기체에서 층화된 것이다(Delueze & 

Gattari, 1980/2001, 116∼129쪽). 

하나의 층은 다른 층과의 관계에 따라 다시 세분화된다. 우선 층은 잠재면으로 향하

는 메타층(metastrate)을 내포한다. 또 한 층은 다른 층으로 환원될 수 없는 여러 병렬층

즈·가타리가 어소설에 나오는 ‘assemblage’를 ‘agencement’로 번역한 것이다. 따라서 들뢰즈·가타

리의 ‘agencement’을 이해할 때 그것이 일상적인 수준에서 일어난다는 점, 들뢰즈·가타리의 용어를 활용하

면 미시정치적이라는 점만 감안하면 될 것이다. 

17) 사전적 정의는 여러 종류의 화석들이 같은 지층에서 조합으로 발견되는 것, 생존 시 동일 군집을 이루었는가에 

관계없이 함께 발견되는 화석 전체이다(지구과학사전, 2009).

18) ‘plan de consistance’에 대한 번역으로 널리 받아들여지는 용어는 이정우가 제시한 혼효면(混淆面)이다(이

정우, 2008, 158쪽). 이 밖에도 내재면, 잠재면, 공재면, 고른판 등의 번역이 쓰인다. 일본어로는 존립평면으로, 

어로는 ‘plane of immanence’으로 번역된다. 이정우에 따르면, 이 용어는 리만기하학과 관련된다. 공간이 휘어

져 있을 수 있는 리만공간에서 유클리드기하학은 곡률(curvature)이 0인 경우에만 성립된다. 하지만 곡률이 0이 

아닌 다양한 공간이 리만기하학에서 존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유클리드기하학은 리만기하학 중 하나의 가능성만 

실현된 것이다. ‘plan de consistance’은 리만공간을 인식론적 수준에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19) 관련 부분을 좀 길게 인용해보자. 첫 번째 거대 층을 살펴보자. 그 특징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내용은 분자

이고, 표현은 몰분자이다(Delueze & Gattari, 1980/2001, 116쪽). 유기체층으로 바뀔 때 바뀌는 것은 그 구분

(내용과 표현)의 본성이며, 이 본성이 바뀌면 이 지층 위에서 내용과 표현의 배분도 모두 바뀐다. 그러나 유기체 지

층은… 분자적·몰분자적 관계를 보존할 뿐만 아니라 증폭시킨다. 그 점은 형태 발생에서 확인된다…. 하지만 유

기체층에는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 … 이제 표현은 그 자체로 독립적, 즉 자율적인 것이 된다….중요한 것은 핵산 

시퀀스의 선형성이다(Delueze & Gattari, 1980/2001, 116∼129쪽). (세 번째 지층은) 내용과 표현의 새로

운 조직화를 갖게 되는데, 그것은 기술(technology)라는 내용과 기호 또는 상징이라는 표현이다. 내용은… 손과 

도구일 뿐만 아니라 이에 앞서 존재하며 힘의 상태나 권력구성체를 이루는 기술적-사회적 기계이기도 하다. 표현

은… 언어일 뿐만 아니라 이에 앞서 존재하며 기호체계를 이루는 기호적-집단적 기계이기도 하다(Delueze & 

Gattari, 1980/2001, 1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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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strate)들로 구성된다. 한 층은 다른 층에 속하는 하위층(substrate)이 된다. 한 층은 

다른 층과 대면하는 표면층(pistrate)을 갖는다. 한편 후술할 기계적 배치의 결과인 기계는 

층 간 관계를 조정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기계는 사이층(intrastrate)이다(Delueze & 

Gattari, 1980/2001, 143쪽). 

층은 환경과도 관계를 맺고 있다. 환경은 외부환경, 내부환경 또는 매개환경, 연합환

경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외부환경은 층 외부에, 내부환경 또는 매개환경은 층 내부에 존

재하면서 중심부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다. 연합환경은 경계 또는 막이다. 연합환경은 에

너지원을 포획하고, 재료를 식별하며, 재료를 활용해 복합물을 생산한다(Delueze & 

Gattari, 1980/2001, 106쪽).

다음으로 배치 자체에 대해 살펴보자. 배치는 각 층에서 이뤄진다. 인간층에서는 기

계적 배치(agencement machinique)로 나타난다. 유기체층에서는 유기체화, 결정체층에

서는 결정화를 생각할 수 있다. 배치는 구성요소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의

미한다. 그러나 실현된 것과는 다양한 방식으로도 연결될 수 있었다. 즉 배치는 덜 배치된 

것의 개념을 내포한다.

먼저 유기체층을 살펴보면, 유기체층에서는 유기체가 되기 이전의 기관 없는 신체

(corps sans organes)20)와 유기체화가 진행된 기관들(organes)를 생각할 수 있다. 기관 없

는 신체와 기관은 층과 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기관 없는 신체는 분자 상태에서 탄소화합

물인 유기물을 조합하고 어뜬 기능들을 기관들을 형성하여 하나의 새로운 전체 개체로 태어

남으로써 유기체가 되면서 어떤 유기체층에 자리 잡는다. 이는 토화(territorialization)다. 

유기체가 기관 없는 신체로 해체되는 과정도 존재하는데 이는 탈 토화(deterritorialization)

이다. 그러나 이 유기체는 다시 다른 유기체층에 자리 잡는다. 이는 재 토화(reterritorialization) 

이다 (Delueze & Gattari, 1980/2001, 111쪽, 138∼139쪽). 

토화, 탈 토화, 재 토화의 과정은 결정체층이나 인간층에서도 이루어진다. 결정

체층의 경우, 유기체층의 기관 없는 신체와 유기체의 관계는 결정체층에서 이미지와 결정

체의 관계와 같은 것으로 보인다. 즉 이미지가 토화되면서 결정체가 되고, 결정체가 탈

토화되면서 이미지가 되며, 이러한 이미지는 곧바로 또다른 결정체가 되며 재 토화된

다(Delueze, 1983/2002; 1985/2005). 

한편 인간층에서는 기계적 배치를 통해 기계가 만들어진다. 기계들은 조립되었다가 

20) 기관 없는 신체는 다시 세 가지로 유형화된다. 암 조직 또는 파시스트, 우울증·편집증·분열증의 신체, 창조

적인 알(Delueze & Gattari, 1980/2001, 313∼3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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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되고 다시 조립될 수 있다. 유기체가 기능적이기만 한 반면, 인간층의 기계는 기능적 

측면 외에 의미론적인 측면도 갖는다. 즉 기계에는 사회기계와 기호기계가 있다. 인간층의 

배치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을 갖는다. ① 사회기계를 구성하는 기계적 배치, ② 기호

기계 측면에서 언표행위와 관련된 집단적 배치, ③ 기계를 인간층의 한 하위층에 귀속시키

는 토화 또는 재 토화, ④ 다른 층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탈 토화가 그것이다(Delueze 

& Gattari, 1980/2001, 172쪽).

요컨대 각 층에서 이뤄지는 배치는 형식적으로는 동일하다. 하나의 층에서 잠재면으

로 추상화되는 탈 토화 과정과 잠재면에서 하나의 층으로 실현되는 현실화되는 토화 

또는 재 토화 과정이 존재한다. 전자는 후자는 잠재면에 자리 잡은 기관 없는 신체와 해

체된 기계, 각 층에 자리잡은 유기체와 기계는 동일한 위상을 갖고 있다. 토화, 탈 토화, 

재 토화 과정은 두뇌, 또는 추상기계(machine abstraite)에 의해 이뤄진다21). 추상기계는 

외부환경의 재료, 내부의 요소, 둘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경계를 통일적으로 결합하는 어

떤 중심이다(Delueze & Gattari, 1980/2001, 104쪽, 114∼115쪽, 139∼143쪽).

(2) 배치이론의 경계이론적 해석

언뜻 보면 들뢰즈·가타리의 배치이론은 루만의 경계이론과 판이하게 보인다. 그러나 보

다 면 히 살펴보면 두 이론 간에는 많은 접점이 있다. 우선 들뢰즈·가타리의 배치이론이 

활용하는 지층학이나 생태학, 기하학 등은 체계이론적 성격을 갖고 있다. 루만은 더 직접

적으로 체계이론을 활용한다. 또한 들뢰즈·가타리와 루만 모두 기호학을 체계이론과 접

목시킨다. 요컨대 들뢰즈·가타리의 배치이론과 루만의 경계이론은 통합될 여지가 있다.

환경 개념을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대로 들뢰즈·가타리는 환경을 외부환경, 내부환

경 또는 매개환경, 연합환경으로 나눈다. 외부환경과 내부환경의 개념은 루만과 유사하다. 

들뢰즈·가타리의 외부환경은 루만의 사회체계 전체에 대한 환경, 내부환경은 사회 내부

에 한 체계가 다른 체계의 환경으로 존재하는 내부환경이다. 들뢰즈·가타리는 연합환경

을 결정의 막이나 세포막 등으로 언급하는데, 이는 루만이 말한 자동생산적 경계의 개념에 

그대로 적용된다.

들뢰즈·가타리의 층화는 루만에게 분화와 같은 개념이다. 들뢰즈·가타리의 결정

체층, 유기체층, 인간층은 각각 루만의 환경, 유기체계, 사회체계에 대응된다. 인간층에서 

21) 추상기계의 상태로는 층화를 이루는 통합태(Planomene)와 층화를 가로지르며 잠재면을 이루는 평면태

(l'Oecumene)가 있다(Delueze & Gattari, 1980/2001, 104쪽, 1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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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렬층, 하위층, 표면층, 사이층의 개념도 루만에서 관계적 측면에서 나타난다. 전체사회

는 여러 하위사회체계들(하위층)로 나눠진다. 이 하위사회체계들은 어느 쪽으로 환원되지 

않게, 즉 병렬적으로 존재한다(병렬층). 하위사회체계들은 환경에 대해 경계를 갖는다(표

면층). 하위사회체계들은 서로 상호침투한다(사이층). 또 인간층에서 이뤄지는 기계적 배

치의 가장 큰 두 결과물인 사회기계와 기호기계 역시 각각 루만의 사회체계와 기호체계에 

대응된다.

그러나 루만과 들뢰즈·가타리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가장 큰 차이는 루만

에게는 들뢰즈·가타리의 잠재면에 대응되는 개념이 없다는 점이다. 그 결과 루만에게서

는 잠재면과 관련된 개념들도 찾을 수 없다. 즉 기관 없는 신체, 탈 토화, 메타층 등 들뢰

즈·가타리 배치이론의 핵심개념이 루만의 경계이론에 자리잡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체계 또는 인간층에만 초점을 맞추어 잠재면 개념의 요체만 

활용하면, 루만과 들뢰즈·가타리 사이의 접점을 찾을 수 있다. 배치의 질료가 담긴 잠재

면은 언뜻 환경처럼 생각되기도 한다. 하지만 잠재면은 현실화된 것이 아닌, 잠재적인 것

이다. 미분화되거나 해체된 체계가 가진 잠재성이 잠재면이 가진 잠재성과 일치한다. 이 

잠재성은 루만이 말한 우연성(contingency)이나 무질서도의 다른 측면이다.

앞서 본 연구는 경계의 체계 형성 효과를 강조한 수정된 경계이론을 제안했다. 수정

된 경계이론에서는 들뢰즈·가타리의 탈 토화 과정을 정의할 수 있다. 층에서 잠재면으

로, 유기체에서 기관 없는 신체로 회귀하는 탈 토화는 루만에게서 체계화된 요소가 해체

되는 과정, 자기관계체계에 의해 형성된 경계가 흐려지는 과정, 축소된 복잡성이 우연성으

로 돌아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언뜻 퇴행처럼 보이지만, 사실 새로운 체계를 구성하

기 위한 핵심 과정이다. 물론 탈 토화된 것이 재 토화되듯이, 해체된 것은 다시 체계로 

재구성된다. 그렇지 않으면 체계는 붕괴된다. 요약하면, 토화는 환경에서 체계가 자기

관계적으로 구성되는 과정, 탈 토화는 체계가 내적, 또는 외적으로 해체되는 과정, 재

토화는 해체 이후 다시 체계가 자기관계적으로 구성되는 과정이다. 

들뢰즈·가타리의 잠재면은 형이상학적인 개념이지만, 최소한 인간층 안에서는 좀 

더 구체화될 수 있다. 하위사회체계의 잠재면은 체계 간 경계 특성에 자리잡는다. 경계가 

갖는 체계 형성 가능성은 잠재면이 가진 잠재성과 일치한다. 즉 경계는 사회체계의 잠재면

과 같은 역할을 한다.

(3) 배치의 양상: 계통, 국면, 계보

앞서 제안한 정적 일반대중매체체계론에서는 하위사회체계가 상호침투하며, 그 양상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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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성과 지역성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만일 이를 배치이론 속으로 통합한다면, 배치이론에

도 상호침투, 역사성과 지역성에 대응되는 개념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어야 한다. 

상호침투와 교차연계의 관점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정치·경제·문화·사회와 행

위·구조, 그리고 미시·거시가 뒤얽힌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 관점은 여전히 각각의 체

계나 조직은 통일된 것으로 보는 한편, 서로 다른 체계와 조직은 이질적인 것만으로 본다. 

그 결과 이질적인 체계 및 조직 간의 연결이나 동질적인 체계 및 조직 간의 다층성에 대한 

이해가 약하다. 예컨대 정당과 기업 간의 관계를 볼 때 실은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 간에, 

또는 경쟁 기업 간에 이질적인 기대가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가 하면, 예컨대 보수 정당과 

대기업 간의 동맹이 진보 정당과 중소기업 간의 동맹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연결을 구성한

다는 점에는 주목하지 않는다. 또 사회체계론 안에서는 예컨대 정치체계와 경제체계 간의 

구분이나 정치인 개인과 정당이라는 집단의 구분 등은 있지만, 예컨대 보수정당과 진보정

당 간의 구별이나, 보수정당들 간의 연결 등에 대한 고려는 약하다.

게다가 동일한 하위사회체계 안의 동질적인 집단 간의 연결 및 이질적인 집단 간의 갈

등(보수 정당들 간의 연합과 진보정당들 간의 연합 간 갈등), 그리고 서로 다른 하위사회체

계들 간에 연결된 연합들 간의 대립(예컨대 보수 정당 및 시민단체와 진보 정당 및 시민단

체 간의 대립) 양상은 시기와 지역, 그리고 주제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동질적인 집단은 동질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내부적으로 분파가 나눠지고, 그 와중

에서 이질적인 집단과 연결되는 가운데 다른 연결망과 대립한다. 예컨대 민주자유당에서 

자유민주연합이 갈라져 나왔다가 새정치국민회의와 손을 잡고 민주자유당 후신인 한나라

당과 맞서 연정을 세울 수도 있다.

본 논문이 제안하는 다양한 배치의 개념은 이런 측면을 기술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소쉬르의 용어를 빌어 통합체적 배치와 계열체적 배치의 개념을 제안

한다. 

통합체적 배치와 계열체적 배치는 기계적 배치의 두 측면이다. 우선 계열체적 배치는 

연결이 다른 식으로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치체계, 경제체계, 문화체계, 생활

세계는 서로 구분되는 계열체이다. 각 계열체에서의 배치는 예컨대 정치체계에서는 정당 

등의 목록, 경제체계에서는 기업 등의 목록, 문화체계에서는 언론 등의 목록, 생활세계에

서는 시민단체 등의 목록 등 기관 없는 신체의 목록을 제시한다. 

한편 통합체적 배치는 서로 다른 체계들을 중첩되면서 가로지르는 연결을 설명한다. 

통합체적 배치는 계열체적 배치가 제공하는 기관 없는 신체들을 연결하여 보수세력이나 

진보세력 등 다양한 유기체를 형성한다. 각 세력은 복수로 있을 수도 있고 서로 대립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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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다. 예컨대 통합진보당과 다른 진보세력과의 대립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또 각 세력 안

에는 언뜻 보면 이질적인 통합도 있을 수 있다. 대연정 때 보이는 보수정당과 진보정당 간

의 연대, 그리고 이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재계, 문화계, 시민사회계 간의 연대를 생각해볼 

수 있다. 통합체적 배치는 몇몇 하위사회체계 사이에서만 일어날 수도 있고, 모든 하위사

회체계를 관통할 수도 있다. 또한 한 통합체 안에 특정 하위사회체계 내의 여러 조직이 참

여할 수 있는가 하면, 한 조직이 때로는 이율배반적으로도 보이는 여러 연결망에 동시에 

참여할 수도 있다.

그런데 통합체적 배치는 잠재적으로는 거의 무한한 형태로 이뤄질 수 있지만, 현실적

으로는 특정한 계통을 형성하며 이어진다. 즉 통합체적 배치는 잠재된 계열체적 배치 중 

일부를 현실화한 것인데, 이러한 현실화는 역사성과 지역성을 갖는다. 즉 현실적으로 배치

는 이전의 배치 상태에 향을 받게 된다. 한 계통의 배치는 내적으로는 일종의 가족유사

성(family resemblance)을 유지하는 한편, 외적으로 다른 계통의 배치와 구별된다.

다음으로 국면에 대해 살펴보자. 계통의 내적 통일성은 불변의 논리가 아니라 가족유

사성에 의해 유지되기 때문에, 하나의 계통은 통시적으로 구분될 수 있다. 마치 인류라는 

계통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 등 종별로 나눠지는 것처럼, 배치

에 의한 계통도 한 시기에는 공통되지만 다른 시기에는 다른 특징을 갖게 된다. 또한 지역

별로 서로 다른 종족이 자리잡은 것처럼, 계통은 공시적인 차이도 갖는다. 또 계통은 서로 

다른 시기에 형성된 계통이 한 시기에 공존하는가 하면, 서로 다른 지역에서 유래한 계통

이 한 지역에 공생할 수 있다. 즉 계통은 어떤 시대나 지역에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로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시적으로나 통시적으로 구분되는 계통들

의 전체를 그로스버그의 용어를 빌어 국면이라고 부르도록 한다. 국면이란 다양한 실천 간 

타협과 투쟁을 통해 형성된 일시적인 균형이자 갈등의 사회 구성체를 의미한다

(Grossberg, 2006). 이러한 국면은 지역적으로나 시기적으로 구분된다.

사회의 계통이나 국면은 생물의 계통이나 국면에 비하면 주기가 훨씬 짧고 변화도 심

하다. 심지어 한 때는 진보적이었던 것이 보수적인 것이 될 수도, 한 곳에서는 진보적으로 

간주되는 것이 다른 곳에는 보수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 예컨대 마오쩌뚱의 맑스주의는 

한국에서는 진보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중국에서는 보수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종합적으로 배치, 계통, 국면은 시계열적으로 푸코가 말한 계보를 구성한다. 계보는 

큰 틀에서 배치를 결정하는 사회적 힘, 즉 권력과, 이 권력이 작동하는 합리성의 역사이다. 

예컨대 푸코는 18세기 후반 서구 사회라는 국면에서 서로 충돌하는 세 가지 형벌 계통의 

배치를 제시한다. 첫째, 군주－낙인－의식－격파된 적－신체형을 당하는 육체의 계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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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 둘째, 사회조직－표명－표상－법적 주체－자신에 관한 표상이 조작되는 혼

의 계통이 있다. 끝으로, 행정기구－흔적－훈련－강제권에 복종되는 개인－훈육 받는 신

체의 계통이 점차 주도권을 갖게 된다(Foucault, 1975/1994, 198∼199쪽).

3) 수행을 통한 사회변동: 데리다의 수행이론을 중심으로

앞선 논의에서는 루만의 이론에서 경계의 타자관계적 특성을 강조하고, 현대사회에서 체계

와 생활세계의 제도화된 경계로서 미디어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들뢰즈·가타리의 배치

이론을 바탕으로 경계가 가진 잠재성과 경계를 통해 이뤄지는 탈 토화를 개념화했다.

그런데 사회는 원래 끊임없이 재배치된다. 그렇다면 한 배치가 어떻게 다른 국면과 

구분되는 하나의 국면을 형성할 수 있을까? 한 국면에서 다른 국면으로는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궁극적으로 국면 전환이 단순히 진화가 아니라, 더 나은 사회로의 진보가 될 수 

있을까?

여기서는 사회의 배치가 수행에 의해 이뤄지며, 수행을 통해 국면 전환도 가능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또 수행이 국면 전환의 방향에 향을 준다는 점도 보이고자 한다. 이러한 

수행의 체계 재배치 효과는 재연성(iterability) 개념을 통해 이론화한다.

(1) 수행에 의한 사회구성과 저항

수행연구는 인류학적·민속지학적 접근(anthropological and ethnographical ap-

proaches), 사회학적·심리학적 접근(sociological and psychological approaches), 언어

학적 접근(linguistic approaches), 예술론적 접근(performance art) 등 다양한 분과에서 진

행되어 왔다(Carlson, 1996; Schechner, 2002). 이 가운데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언어

학적 접근, 즉 화행론(speech act theory)이다. 화행은 일정한 의의와 지시를 가진 진술문

(constative)의 발화 외에도, 발화함으로써 진술, 제안, 명령, 질문, 약속 따위를 하거나 문

장을 발화하여 청자에 향을 미치는 수행문(performative)의 발화에 주목한다(Austin, 

1962).

하버마스의 2단계 사회론은 궁극적으로 체계의 식민화로부터 생활세계를 구하려는 기

획을 담고 있다. 그 이론적 토대는 화행론을 미드의 상징적 상호작용론과 뒤르켐의 종교이

론, 베버의 행위이론, 그리고 자신의 2단계 사회론을 통해 사회이론화함으로써 마련된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미드는 인간 상호작용의 매개를 몸짓, 상징, 규범 순서로 발전한 

것으로 설명한다. 규범은 역할행위의 기반으로 사회 구성의 조건이다(Habermas, 

1981b/2006, 30∼77쪽). 그런데 규범은 그 권위를 뒷받침하는 일반화된 타자를 전제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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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일반화된 타자는 상징적 상호작용으로부터 도출되어야 한다(Habermas, 1981b/ 

2006, 83쪽). 

하버마스는 이에 대한 답을 뒤르켐의 종교이론에서 찾는다. 종교에 의한 규범적 동의

가 각 사회 제도의 규범적 타당성으로 확산되고 분화된다. 하버마스는 이러한 과정이 소통

행위를 통해서 이뤄진다고 지적한다. 이는 규범적인 행위기대와 문법적인 소통행위의 구

조가 대응되기 때문이다(Habermas, 1981/2006, 83∼109쪽). 

이 때 소통행위는 화행, 특히 진술이 아닌 수행이다. 하버마스는 베버의 행위이론을 

검토하여 행위를 이해지향행위와 성과지향행위로 나눈다. 그리고 두 행위유형에 입각해 

언표 내적 행위와 언향적 행위를 다시 분류한다. 언향적 행위는 성과지향적이지만 그 이전

에 언표 내적인 이해가 이뤄져야 한다. 이에 따라 언표 내적 행위는 이해지향행위에, 언향

적 행위는 이해지향행위를 내포한 성과지향행위에 대응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하

버마스는 설의 화행 분류22)를 재구성하여 화행을 전략행위(strategic action), 담론행위

(discoursive action), 규범행위(normatively regulated action), 극적 행위(dramaturgical 

action) 등 네 유형으로 재분류한다. 전략행위는 성과지향행위와 관련된다. 담론행위, 규

범행위, 극적 행위는 이해지향행위와 관련된다. 생활세계는 이해지향행위의 경험적 기반

으로 제시된다(Habermas, 1981a/1995, 309∼378쪽). 그런데 이해지향행위의 세 유형은 

사회 재생산의 세 유형에 대응된다. 즉 소통행위는 상호이해 측면에서 문화 전승에, 행위

조정 측면에서 규범화와 사회통합에, 사회화 측면에서는 인성구조 형성과 개인의 사회화

에 기여한다(Habermas, 1981b/2006, 109∼112쪽).

현대사회가 성립하면서, 종교에 기초한 합의가 언어에 기초한 합의로 전환된다. 하버

마스는 이를 합리화(rationalization)이라고 부른다(Habermas, 1981b/2006, 132쪽, 179

쪽). 그런데 앞서 살펴봤듯이 합리화가 진행되면서 언어보다 효율적인 비언어적 조종매체

에 의해 전략행위를 조정하는 체계가 기능분화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체계가 생활세계를 

식민화하는 합리화의 역설이 나타난다(Habermas, 1981b/2006, 494쪽).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하버마스는 생활세계의 해방과 저항을 언급한다. 그는 해방을 

지향하는 대표적인 사회운동으로 여성운동을 꼽는다. 식민화를 저지하려는 수세적인 경

향의 저항에 비해 여성운동은 공세적으로 새로운 토를 정복하려 한다(Habermas, 

1981b/2006, 603∼604쪽). 해방운동과 저항운동은 소통행위적 합리성에 입각한 수행이

22)설은 화행을 진술문 또는 단언형(constative), 지시형(directive), 공약형(commissive), 표출문 또는 표현형

(expressive), 선언형(declarative)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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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방운동은 생활세계를 재구성함으로써 체계도 재구성하려 한다. 하지만 하버마스에

게 가능한 것은 해방운동보다는 저항운동에 그치는 것처럼 보인다. 생활세계에서는 식민

화를 저지하는 저항운동이 대부분이고, 생활세계의 수행을 통해 체계를 재구성할 활력은 

거의 잃은 것처럼 보인다.

(2) 수행의 재연성과 사회변동

여기서는 체계와 생활세계 간의 경계에서 이뤄지는 수행이 탈 토화하는 사회 재구성력을 

갖는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는 수행이 재연성을 갖고 재연성은 타자성(otherness)

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본 절에서는 수행자(performer)를 주관성이 

강조되는 행위자라는 용어 대신 수행자(agency)이라는 용어로도 나타내도록 한다.

데리다는 재연성(iterability)의 어원을 검토하여 쓰기에서 주관성이 아니라 타자성의 

측면을 강조한다(Derrida, 1988). 재연성이란 단어에 포함된 ‘iter’는 산크리스트어의 ‘itara’

에서 유래하는데, 여기에는 반복성(repeatability), 가독성(readability), 인용성(citationality)

이 아닌 ‘다른(other)’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데리다는 이를 통해 쓰기가 의도나 관습

과 같은 주관성 이전에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즉 작가가 아니라 쓰기가 

먼저 존재한다.

반면 버틀러는 데리다의 개념을 실천의 차원에서 적절히 포착한다(Butler, 1993). 물

론 데리다와 버틀러의 이론은 다소 차이가 있다. 데리다는 쓰기의 재연성(iterability of 

writing)을 분석했다면, 버틀러는 수행자의 수행성(performativity of agency)에 관심을 둔

다. 바꿔 말하면, 데리다는 수행 자체에 초점을 두지만, 버틀러는 수행자에 주목한다. 버틀

러의 문제의식은 수행자가 어떻게 수행을 재수행할(reiterate) 수 있는가에 있다. 이를 데

리다 식으로 기술한다면, 재수행성의 조건이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쓰기’가 수행자의 수

행에 의해서 다시 흩뿌려질(disseminated) 수 있는가가 된다. 수행은 항상 수행자에 의한 

재수행(reiteration)이자, 쓰기에 의한 유포이다. 수행자는 오직 담론을 인용하고 쓰기는 

오직 수행자를 통해 유포된다. 담론은 재연성 때문에 타당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마찬가

지로, 수행자의 재수행에 의해 다른 담론에 접목될 수 있다. 수행자는 어떤 관습 아래에서 

그 자신의 의도에 따른 표현으로서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수행이 일단 표현되면, 의미는 

즉시 다른 수행자의 재연에 종속된다. 이것이 데리다가 말한 쓰기의 차연(différance) 기제

이다. 의미는 멀어지고(distance), 발산하고(divergence), 지연된다(delay). 의미는 또 다

른 주관성인 수용자(audience)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도 아니다. 의미는 원히 통제될 수 

없는 타자인 시간(time)의 손에 있다. 수행자는 어떤 수행을 반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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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은 고유한 의도나 관습을 따른 것만은 아니다. 수행자는 다른 수행자가 다른 방식으로 

재연할 수 있는 어떤 의도나 관습을 체현한다는 의미로서만 수행할 수 있다. 예컨대, 미국

연방수사국(FBI: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요원은 그 자신이 FBI 자체이며, 규정

에 따르는 한 자율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직 FBI를 체현하는 한에서만 

그렇다. 

데리다의 견해를 따르면, 수행자가 쓰기를 통해 체현하는 재연성에 내재한 비주관성

(non-subjectivity)은 주어진 모든 맥락을 부수어, 완전히 제한 없는 방식으로 새로운 맥락

의 무한함을 발생시킨다(Derrida, 1988). 의미는 과거의 의도나 맥락에 의해 결정되지 않

고, 쓰기는 반드시 미래에 재연될 것이며, 타자성은 쓰기의 본질이고, 결국 어떤 약자도 권

위에 대항해 자신의 목소리를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데리다는 알제리 출신 유태계 프랑스 철학자로서 언어를 잃어버린 피식민지인도 지

배자의 언어를 전유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배자가 언어를 독점하는 단일언어사용

(monolingualism)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Derrida, 1998). 이러한 견해는 버틀러

가 죽은 듯 드러눕는 시위행위인 ‘다이-인(die-in)’을 전복적 수행의 예로서 제안하는 것과

도 일맥상통한다(Butler, 1993). 비록 수행자가 수행을 재연하기는 하지만, 만일 그 수행이 

타자에 의해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면, 그 수행은 관습에 맞아떨어지지 않는(infelicitous)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수행으로서 성립하지도 않게 된다. 이는 수행이 항상 누적된 집합적 

행위이며, 그런 점에서 항상 사회를 재구성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심지어 개인

은 그 자신을 재연하며, 계속적으로 수행을 통해 자신으로 재구성된다. 개인들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권위를 체현한 존재가 아니라 자율적인 수행자로서 담론과 정체성과 공동

체와 사회를 재구성한다. 요컨대 수행의 타자성은 존재론적으로나 시공간적으로나 이질

적인 것들의 공재성(togetherness)이다. 수행에는 작가도 독자도 결코 홀로 존재하지 않는

다. 작가와 독자가 아니라, 수행자만 있다. 작가의 글쓰기에는 항상 독자가 다른 수행자로 

존재한다. 

사회구성의 측면에서 이 공재성은 경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체계의 설계

자는 항상 생활세계와 대면한다. 공재성은 체계의 자기관계적 상호주관성이나, 단일언어

사용을 하는 자민족중심주의적 연대(ethnocentric solidarity)로 회귀하지 않는다. 잠재면

의 타자성을 향한 수행은 때때로 위협이나 충격이 될 수 있다. 예컨대 대통령의 대국민 담

화문에 대해서 언론과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행으로서 쓰기가 이루어지면서 수많

은 담론으로 재해석되면서 때로는 무용하거나 목표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기도 한다. 요

컨대 대국민 담화문은 대통령이 쓴 것처럼 생각되지만 수많은 대중매체가 다시 쓴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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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현대사회에서는 이렇게 대중매체체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수행은 시민이 정치인을 직접 

만난다거나, 시민들이 모여 시위를 하는 것보다도 더 상시적이고 전사회적인 효과를 발휘

한다.

4) 경계배치이론과 동적 일반대중대중매체체계론

(1) 경계배치이론의 모형

이상에서 경계배치이론을 제안하기 위해 다양한 이론적 자원을 검토했다. 우선 루만의 자

기관계체계이론을 경계 중심으로 수정하고, 이를 들뢰즈·가타리의 배치이론을 통해 확

장했다. 들뢰즈·가타리의 배치이론을 통해서는 경계를 둘러싼 배치와 그 결과물로서 계

통, 계통의 시공간적인 양상인 국면, 그리고 국면들의 전환을 기술한 계보의 개념을 제안

했다. 이어 탈 토화된 배치의 기초로 수행을 개념화했다. 배치이론을 체계이론으로 재해

석해 통합한 이러한 모형의 핵심 개념만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우선 세계는 체계의 자기관계 과정에 의해 체계와 환경으로 구분된다. 체계와 환경 

간에는 경계가 존재한다. 가장 큰 자기관계체계로 자연체계를 정의할 경우, 우주 밖은 환

경이 된다. 자연체계 내에서는 유기체계가, 유기체계 안에서는 사회체계가 분화된다. 체

계이론에서 말하는 인성체계 또는 심리체계는 신경생리적인 유기체계에 속하는 부분과 사

회화된 결과인 사회체계 안에 속하는 부분으로 양분한다. 

사회체계는 그 자체로 생활세계이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생활세계로부터 기능분화된 

하위사회체계들이 등장한다. 화폐를 조종매체로 하는 경제체계와 권력을 조종매체로 하는 

정치체계, 그리고 일반화된 언어를 조종매체로 하면서 문화전승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문

화체계가 그것이다. 문화체계는 학계, 종교계, 예술계, 대중매체체계로 다시 기능분화된다. 

생활세계는 사회인 동시에 다른 하위사회체계의 환경으로 존재한다. 자연체계는 사

회체계의 외부환경이고, 한 하위사회체계에 대해 다른 하위사회체계와 생활세계는 내부

환경이다. 문화체계는 전체 하위사회체계들 간 경계로 존재하는데, 특히 대중매체체계는 

하위사회체계와 생활세계 간의 경계이자 기능분화된 하위사회체계이다. 

생활세계와 하위사회체계들은 다양하게 연결되면서 하나의 계통을 형성한다. 분화

에 의한 체계화와 체계들 간의 연결에 의한 계통화, 그리고 체계와 계통의 해체를 통칭하

여 배치라고 한다. 체계화와 계통화는 토화, 해체는 탈 토화, 해체된 것이 재구성되는 

것은 재 토화로 개념화한다. 

일련의 계통들이 시공간적으로 다른 배치와 구별되는 하나의 배치를 이루고 있을 때, 

이를 국면이라고 한다. 국면의 변화는 계보로 나타난다.



144    한국언론정보학보(2014년 가을 통권 67호)

경계배치이론 배치이론 경계이론 기타 이론

환경 환경 환경

체계 층 체계

경계 연합환경, 표면층 경계

외부환경 외부환경 외부환경

내부환경 내부환경 내부환경

자연(물리체계) 결정체층 자연 물리체계

유기체계 유기체층 유기체계

(전체)사회체계 인간층 사회체계

생활세계 　 전체사회 생활세계(하버마스)

하위사회체계 사회기계, 하위층, 병렬층 하위사회체계

경제체계 경제 경제체계

정치체계 정치 정치체계

문화체계 문화 문화체계, 문화

학계 　 학계

종교계 　 종교계

예술계 　 예술계

대중매체체계 　 대중매체체계

계통 기계 　 연결망 

기능분화 층화 기능분화

계통적 배치 기계적 배치 침투, 상호침투, 교차, 연계

배치 기계적 배치, 유기체화, 결정체화 　

토화 토화 자기관계

탈 토화 탈 토화 　

재 토화 재 토화 타자관계

국면 　 　 국면(그로스버그)

계보 　 　 계보(푸코)

수행 추상기계 행위 수행(수행연구)

사회변동 　 사회변동

사회혁명 탈주 사회변동 　

표 1. 경계배치이론, 배치이론, 경계이론의 개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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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은 배치의 향을 받는 동시에 배치에 향을 준다. 특히 토화, 탈 토화, 재

토화는 경계에서의 수행을 통해 이뤄진다. 어떤 연쇄적인 수행은 사회체계의 국면 전환을 

일으켜 사회변동을 초래한다. 국면 전환이 격심한 사회변동으로 이어질 경우 사회혁명이 

나타난다.

(2) 하위사회체계들의 일반적 경계이자 인간층의 잠재면으로서 대중매체체계

여기서는 경계배치이론에 입각하여 동적 일반대중매체체계론을 이론적으로 구체화하도

록 한다. 먼저 경계이론의 측면에서는 두 가지 사항을 언급해야 한다. 

첫째, 생활세계는 모든 하위사회체계가 토대로서 대면해야 하는 내부환경이다. 즉 모

든 하위사회체계는 생활세계와 상시적이고 전면적으로 대면하는 경계를 갖는다. 

둘째, 대중매체체계는 모든 하위사회체계와 생활세계 간의 매개적 경계이다. 이는 언

론사가 경제체계와 대중매체체계 간의 상시적인 상호침투 상태, 즉 미디어기업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체계의 기능분화가 고도로 진전되면서, 하위사회

체계들과 생활세계 사이의 괴리도 점점 더 커졌다. 그 결과 생활세계와 하위사회체계 사이

를 매개할 별도의 체계가 발달하게 된다. 바로 대중매체체계다. 하위사회체계들은 다른 모

든 하위사회체계들과 경계를 갖기는 하지만 그 경계는 오직 자기 자신에 관련된 상호침투

에만 관련된다. 반면 대중매체체계는 자신의 핵심기능을 하위사회체계들과 생활세계 간

의 상호침투를 매개하는 것으로 삼는다. 즉 그 자체가 하나의 하위사회체계임에도 불구하

고 하위사회체계들의 경계처럼 기능한다. 이는 한 하위사회체계가 대중매체를 통해서 생

활세계 및 다른 하위사회체계들을 관찰한다는 것, 대중매체체계도 모든 사회 역에 도달

할 수 있는 주제의 목록을 갖고 선택적으로 사회를 관찰한다는 것, 그리고 생활세계가 대

중매체체계를 통해서 사회를 자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다른 하위사회체계들은 

자신의 주제를 대중매체에 제공하려고 노력한다. 정치는 대중매체들에서 언급해줌으로써 

이득을 보고 대중매체들을 통해 자극을 받는다. 기업은 대중매체의 광고에 의존하여 생산

품을 판매한다(Luhmann, 1994/2006, 16쪽, 92∼94쪽).

대중매체체계의 경계도 이중적이다. 첫째, 대중매체체계는 그 자체가 체계로서 다른 

하위사회체계들과 경계를 갖는다. 즉 대중매체체계는 다른 정치체계, 경제체계, 고급문화

체계와의 경계와, 생활세계와의 경계를 갖고 있다. 둘째, 대중매체체계는 그 스스로가 모

든 하위사회체계의 경계로서 각 하위사회체계와 특히 생활세계와의 대면을 매개한다. 

이에 따라 대중매체체계는 독특한 기능을 담당한다. 각 체계의 자기관계적 관찰을 대

중매체체계가 제공하는 타자관계적 관찰에 상당 수준 종속시키는 것이다. 우선 대중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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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는 다른 하위사회체계를 관찰할 때 생활세계의 관점을 적용하는 한편, 생활세계를 관

찰할 때는 다른 하위사회체계의 관점으로 본다. 또한 한 체계의 구성원은 대중매체를 다른 

체계나 생활세계와 대면하는 것처럼 대한다. 생활세계의 구성원 역시 대중매체를 다른 체

계와 소통하듯 대한다. 그 결과 하위사회체계들과 생활세계 간의 소통이 대중매체 속에 투

된다. 

한편 앞서 설명한 것처럼 들뢰즈·가타리의 잠재면은 하위사회체계 간에는 경계로서 

작용한다. 이에 따라 체계가 자기관계적 과정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소통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어떤 체계가 과도한 힘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사회에서 대중매체 

자체가 사회의 공통된 경계로 존재하게 된다. 대중매체는 체계와 생활세계 간의 타자관계

적 과정에 체계로서 직접 개입할 뿐만 아니라, 경계로서 이 과정을 투 한다. 더 나아가 대

중매체체계에 투 된 하위사회체계들과 생활세계 간 상호작용은 점차 체계와 생활세계 간

의 상호작용 그 자체로 수렴한다. 즉 하위사회체계들과 생활세계는 점차 대중매체를 통해

서만 상호작용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대중매체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수정된 경계이론은 사회체계 내에

서 특히 대중매체체계를 강조한다. 앞서 살펴봤듯이, 현대사회에서 모든 하위사회체계는 

생활세계와 상시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이 과정은 하위사회체계들과 생활세계 사이에서 

직접 이뤄질 수도 있지만, 점차 대중매체를 통한 소통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중요해진

다. 기술적으로는 출판, 신문, 방송을 넘어 인터넷으로 발전하면서 하위사회체계들과 생활

세계의 관계는 더욱 접해진다.

하위사회체계가 탈 토화되는 것은 경계에 의해서 이뤄진다. 논리적으로는 각 체계

가 서로를 탈 토화할 수 있지만, 체계 간의 계통적 연합을 떠올리면 체계는 궁극적으로 

생활세계와의 경계에서 탈 토화된다. 한때 생활세계와 체계가 직접 서로를 탈 토화한 

시기가 존재했다. 체계가 생활세계를 토화하는 과정도 존재한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체계와 생활세계의 경계는 상당 부분 대중매체체계로 기능분화됐다. 이제 대중매체체계

는 생활세계의 잠재성을 체계로 토화하기도 하고, 생활세계의 힘으로 체계를 해체하여 

탈 토화하기도 하며, 생활세계의 활력을 체계로 재 토화하기도 하는 추상기계이다. 이 

추상기계는 쉬지 않는다. 덕분에 현대사회의 탈 토화는 혁명이 되기 전에 재 토화된다. 

사회변동은 대중매체체계를 매개로 상시적이고 일상적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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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약 및 제언

본 연구는 하버마스, 루만, 들뢰즈·가타리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하버마스로부

터는 수정된 2단계 사회론을 바탕으로 대중매체체계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도출하는 한편, 

루만과 들뢰즈·가타리를 통합한 경계배치이론으로부터는 대중매체체계의 역동성을 기

술할 수 있는 분석틀을 마련하여, 종합적으로 일반대중매체체계론을 제안했다. 구체적으

로는 하버마스의 2단계 사회론에서 일반화된 언어를 조종매체로 하는 문화체계를 제안하

고 이를 분화하여 대중매체체계를 정의한 뒤, 대중매체체계와 다른 하위사회체계의 관계

를 상호침투로 잠정 정의함으로써, 정적 일반대중매체체계론을 제안했다. 그런데 수정된 

2단계 사회론에서 파악된 사회체계의 구성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은 사실 상호침투 이상의 

역동성을 갖는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경계배치이론을 제안했다. 루만의 경계이론에서 체

계의 경계는 체계에 의해 자기관계적으로 규정되는 동시에 체계를 규정한다. 한편 들뢰

즈·가타리의 배치이론을 활용하면, 하위사회체계들은 다양한 수준에서 이합집산하면서 

여러 계열들을 형성하고, 이 계열들은 서로 대치하면서 국면들을 형성해간다. 경계는 이러

한 배치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가장 핵심적인 장소가 된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대중매체체

계는 하위사회체계와 생활세계간의 경계이자 하위사회체계의 잠재면으로서 기능분화되

어 작동하며, 무엇보다 생활세계를 하위사회체계로 토화하는 동시에 하위사회체계를 

생활세계의 활력을 바탕으로 탈 토화한다. 

일반대중매체체계론의 의의를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처음으로 돌아

가서 비교연구에서 갖는 함의를 살펴보자. 문제제기에서 경험적 대중매체체계론 내지 대

중매체체계의 비교연구의 난점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는 인식 측면에서 통약불가

능성의 문제이고 둘째는 대상 측면에서 정치체계와 대중매체체계 이외의 관계를 다루지 

않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 일반대중매체체계론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일반대중매체체계론은 대중매체체계 간 비교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통약가

능한 이론으로서 제공된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 사회과학의 분과별 이론적 성과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언뜻 생각하면 분과학문 간에는 통약불가능성이 여전히 

문제가 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회체계론이 제공하는 통약가능성 위에서 분과별 모형 

간의 차이는 이제 비교연구를 더욱 풍부하게 해줄 수 있다. 즉 경험적 대상 간의 비교 외에

도 분과별로 다르게 제안된 이론적 모형 간의 비교가 가능해진다. 

다음으로 대상 측면에서는 수정된 2단계 사회론에 기반한 정적 일반대중매체체계론

은 비교연구에서 하위사회체계들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필요한 사회적 구성요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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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적 개념의 목록을 제시해준다. 할린과 만치니의 경험적 모형에서는 대중매체체계

와 정치체계의 관계가 중심이 되고, 경제체계와의 관계는 부차적이었으며, 생활세계와의 

관계는 대부분 정치적 측면에서만 고려됐고, 종교계나 기술계를 포함한 학계 등 다른 문화

체계와의 관계 분석에는 소홀했다. 때문에 서구의 대중매체체계를 세분화하는 데에는 도

움이 되지만, 서구와 비서구의 대중매체체계 간 비교연구에서는 서구 중심적 편향이 나타

나거나, 처음부터 다시 모형을 만들어야 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경계배치이론에 따른 동적 일반대중매체체계론은 사회체계론에 다소 부족했던 

사회변동 내지 저항가능성을 유연하게 사고할 수 있게 해준다. 즉 안정된 서구 모형이 아

니라, 예컨대 민주화의 충격에 의해 이행 중에 있는 비서구 모형이라든가 금융위기나 기술

혁신으로 변화하는 서구 모형이 비교연구의 핵심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면 할린과 만치니

처럼 대중매체체계의 미국화를 발견하는 대신, 다양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세력들

이 때로는 모순되어 보일 정도로 복잡하게 이합집산하고 경쟁하면서 사회를 끊임없이 재

구성하는 구적인 수행의 장으로서의 생생한 대중매체체계를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론적 논의에 치중하여 실제 경험적 분석에서의 활용가능성을 제시하지

는 않았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사실 경험적 분석은 부족하지는 않다. 앞서 루만의 입을 빌

어 말했듯이, 경험연구는 충분한데 이를 통합할 이론연구가 부족한 것이다. 따라서 이론연

구를 통해 새로운 경험연구를 진행하는 것과 함께, 기존 경험연구를 일반대중매체체계론

으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반대중매체체계론이 시사하는 분석 범위가 너무 넓은 측면이 있다. 이는 일반

대중매체체계론의 분석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적지 않은 경험연구가 축적

되어 있는데다가, 최근 들어 연구 역량도 증대되고 있다. 즉 과거와 달리 각국의 연구 성과 

및 자료를 비교적 쉽게 온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서구권 내부는 물론 서구와 비서

구 간의 국제 연구 협력 가능성도 높아졌다. 아직 자료 접근성이 정부나 기업에 제한된 측

면이 있지만, 빅데이터 분석(big data analytics) 등 대규모 정형·비정형 자료를 처리하여 

복잡한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기술도 나오고 있다. 언론학 분야에서도 이를 다양하게 활용

하려는 시도가 적지 않다(예컨대 박대민, 2013). 중요한 것은 연구대상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갖고 편향되지 않게 분석하는 것일 수 있다. 일반대중매체체계론은 그러한 큰 그림 

속에서 대중매체체계의 역할을 제시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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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eneral Mass Media System Theory
Based on Theories of Habermas, Luhmann, Delueze, 
Guattari, and Derrida

Daemin Park
Department of Communi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absence of the commensurable general mass media system theory has been 

problematic in empirical communication studies. This study first suggests the static mass 

media system theory based on modified Habermas’s two level society, and then develops 

the dynamic mass media system theory based on the boundary-agencement theory that 

synthesizes Luhmann’s boundary theory and Delueze & Guattari’s agencement theory. 

In the static mass media system theory, the mass media system interpenetrates other 

social subsystems and the life world as a part of the cultural system coordinated by 

generalized language media. In the dynamic mass media system theory, the mass media 

system is a boundary of all social subsystems. The mass media system also articulates its 

self-referential observations to other-referential observations from other subsystems, 

mediated interpenetrations between the social subsystems and the life world. Especially, 

performances in the mass media system deterritorizes social systems to the life world, 

and reterritorizes the life world to social systems. The general mass media system theory 

can provide commensurability for various empirical mass media system studies, and 

prevent biases when researchers choose research topics. 

K E Y W O R D S   general mass media system theory, boundary-agencement theory, 

modified two level society, mass media system theory, Habermas, Luhmann, Delueze, Guattari, 

Derrida, cultural system, boundary, agencement, commensurabi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