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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Eli Thorkelson1)

<초록>

일반적으로 과학이나 비즈니스 스쿨들과 달리 인문학과 비판적 사회과학은 상품화와 기업화에 공개적으로 반대한다. 또한 

우리가 학계의 불안정성에 대항하는 정치적 동원과 노동조합 조직의 가장 중요한 형식들을 발견하는 곳도 인문학과 사회과학 

안에서이다. 이 글에서 내 목표는 인문학과 비판적 사회과학에서 제시되는 [대학에 대한] 내부 비판의 위치에 주목함으로써 

미국의 대학 영역에 대한 부분적이지만 성찰적인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나는 우선 최근의 한 불안정성 반대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이데올로기적 곤경에 대한 간략한 개괄에서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론적 곤경이 계급과 분과학문의 재생

산 사이의 진전하는 관계라는 측면에서 사회학적으로 이해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러한 

내부 비판자들이 [미국 대학] 시스템 안에서 그들의 모순적 지위에 적응하게 되는 두 가지 경로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하나는 노동조합 조직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대화적 허위의식이라고 부르는 복잡한 형식에 이르는 것이다. 

<키워드>

Precarity, Anthropology of Work, Academic Labor, Adjunct/Contingent Faculty

(불안정성, 노동의 인류학, 학술노동, 비정규직 교수 및 시간강사2))

1) [역주] 미국의 인류학자. 주요 연구주제는 대학의 인류학이며 특히 프랑스에서의 대학개혁과 저항운동, 급진

적 철학자들에 대한 현장연구로 2014년 시카고 인류학과에서 적대적인 미래들: 급진적 철학과 2009년 프랑

스 대학 운동(Hostile Futures: Radical Philosophy and the French University Movement of 2009)이라는 

제목의 박사학위논문을 작성했다. 현재 위티어(Whittier) 칼리지의 인류학과와 디지털 인문학 센터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http://decasia.org/) 참조

2) [역주] 통상 국내에서 adjunct faculty는 “겸임교수”, “시간강사” 등으로, contingent faculty는 국내에서 통상 

“임시교원”, “시간강사” 등으로 번역되어 왔다. 하지만 이 번역어들은 해당 용어로 표현되는 고용형태들을 모

두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는데 그 이유는 번역상의 문제라기보다는 미국의 고등교육 기관들이 

adjunct/contingent faculty라는 말로 매우 다양한 불안정 고용형태들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

에서 미국대학교수협회의 contingent faculty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의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contingent faculty란 누구인가? 기관에 따라 그들은 adjuncts, postdocs, TAs, non-tenure-track faculty, 

clinical faculty, part-timers, lecturers, instructors, nonsenate faculty로 알려질 수 있다. 그들이 가진 공통점

은 낮은 직업보장과 학문적 자유에 대한 적은 보호만을 가지고 불안정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위에서 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날 미국 교수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AAUP, “Contingent 

Faculty Positions”: https://www.aaup.org/issues/contingency)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고려할 때 adjunct/contingent faculty는 종신보장(tenured) 또는 종신트랙(tenure 

track)의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불안정한 노동을 지속하는 모든 학술노동자를 가리키는 말로 볼 필요가 있으

며 저자 역시 이러한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런 전제 아래에서 구분의 편의와 한국에서의 비슷한 직업

군을 가리키는 관용어구를 고려해 adjunct faculty를 ‘비정규직 교수’, contingent faculty를 ‘임시직 교수’ 또

는 ‘시간강사’로 번역한다. 

http://decasia.org/papers/thorkelson-american-university.pdf
http://decas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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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Loewen을 위하여

아마도 “상품화(Commodification)”는 미국 대학 시스템(American university system)3)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개념은 아닐 것이다. “기업화(corporatization)”도 

마찬가지다. 2004년 Sheila Slaughter와 Gary Rhoades는 우리의 [대학에서] 등장하고 있는 패러다임

을 다른 여러 표현들 중에서도 “학문 자본주의(academic capitalism)”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미국의 

과학 및 기술과 관련된 학문 분과들이 특허, 창업, 그리고 산업 계약과 깊게 연관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학생 및 제도들을 평가하고 서열화하는 시장과 유사한 새로운 형식들

을 가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Strathern 2000).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경영 시스템들이 크건 작건 간

에 기업과 유사한 방향들로 발전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Greenwood 2013, Nolan 2008, Newfield 

and Grandin 2008, Veblen 1918). “상품화”와 “기업화”라는 용어가 이러한 과정을 비인격적이고 대학 

영역 바깥에서 유래한 것으로 그리는 경향이 있는 데 반해, Slaughter와 Rhoades의 “학문 자본주의”는 

이 기획들이 사실은 (물론 외부의 사업적 그리고 정치적 이해와 연합하여) 학계의 행위자들 스스로에 

의해 추구된 것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 그리고 만약 학문 자본주의가 많은 행위자들에 의해 새로

운 지배패러다임으로 인식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획일적이거나 전체적인 패러다임은 아니다. 다른 방

식의 학문 생산들이 함께 나란히 지속된다. 거대한 미국의 연구중심대학들은 여전히 (일반적으로) 

고전, 예술사, 철학 그리고 언어학 등 여전히 전통적이고 상업화되지 않은 학문을 연구하는 고전적인 

인문학 학문 분과들을 지원하고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Gibbons와 그의 동료들이 “모드 1”이라고 

부른 학문 분과들이다(Gibbons et al. 1994).4)5) 미국 학생의 대다수가 여전히 일반적으로 직업 교육

을 보다 우선하는 노동계급 “커뮤니티 칼리지”에 계속 다니고 있는 반면, 인문교양 교육은 여전히 

엘리트 칼리지와 대학들에 의해 제공되고 있고 계급 소속감의 주요한 문화적 표식으로 남아 있다. 

그리고 흑인과 에스닉 연구, 젠더와 퀴어 연구, 문화연구 및 과학학 등 정치적으로 진보적이고 젊은 

영역들 전체는 자신들의 미국 대학에 1960년대의 제도적 유산으로서 정착시켰다(Brint et al. 2009).

이 책6)에 실린 Pierre Gervais의 글을 포함하여 미국 대학 영역과 자본주의 정치경제 사이의 관계

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세밀한 분석들이 존재한다.7) 그러나 나는 “상품화” 또는 “기업화”와 같은 용어

3) 미국 영어에서라면 최대한 [다양한 고등교육 기관들을] 포괄하기 위해서 “higher education” 또는 “colleges 

and universities” 또는 “post-secondary education” 같은 표현들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기관 유형들의 모든 범위를 포괄하기 위하여 프랑스어 “systéme universitaire américain”의 의미를 의도하고 

이 표현을 사용했다. 여기서 미국식 영어 어휘의 특징들은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4) 학문 분과들과 학문 분과성(disciplinarity)에 관한 Critical Inquiry의 특별호 역시 참조하라(Chandler 2009).

5) [역주] Gibbons와 동료들이 1994년에 쓴 지식의 새로운 생산: 현대사회에서 과학과 연구의 동학은 지식 

생산의 패러다임이 지식의 발전이 그 활용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한 분과학문 내부로부터만 동기를 부

여받는 모드 1에서 현실 세계의 특별한 문제를 학제적으로 해결하려는 모드 2로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6) [역주] La de ́re ́gulation universitaire: La construction étatisée des «marchés» des études supérieures dans le 
monde. Paris: Editions Syllepse. Pp. 209-246. Charles Soulié and Christophe Charle, eds.

7) 예를 들어 Slaughter and Leslie 1997, Rhoads and Torres 2006, Chomsky et al. 1997, William 2006, 

Newfield 2004 등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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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불렸던 과정들을 보다 정교하게 밝히려는 우리의 모든 노력들이 다소 놓치고 있는 요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비록 이 용어들이 정밀하거나 정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미국 대학 영역 안에서의 모호성과 모순을 도덕적으로 지각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강력한 상징들로 남아 있다. 이 상징들은 분명히 [특정한] 학문 분과들에 자리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과학이나 비즈니스 스쿨들과 달리 상품화와 기업화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인문학

과 비판적 사회과학이다. 또한 우리가 학계의 불안정성에 대항하는 정치적 동원과 노동조합 조직의 

가장 중요한 형식들을 발견하는 곳도 인문학과 사회과학 안에서이다. 

이 글에서의 나의 목표는 인문학과 비판적 사회과학8)에서 제시되는 [대학에 대한] 내부 비판들의 

위치에 주목함으로써 미국의 대학 영역에 대한 부분적이지만 (내 희망으로는) 성찰적인 관점을 제시

하는 것이다. 나는 우선 최근의 한 불안정성 반대 프로젝트에 등장한 이데올로기적 곤경(impasse)을 

간략히 살펴보면서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론적 곤경이 계급과 분과학문의 재생산 사이의 

진전하는 관계라는 측면에서 사회학적으로 이해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러한 내부 비판자들이 [미국 대학] 시스템 안에서 그들의 모순적 지위에 적응하게 되는 두 

가지 경로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하나는 노동조합 조직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대화적(dialogic) 

허위의식이라고 부르는 복잡한 형식에 머무는 것이다. 이어지는 부분에서 나는 때때로 인구학적이거

나 개괄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이지만 정치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현장연구자로서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한 분석을 보통 우선시할 것이다.

불안정성과 이데올로기적 곤경

미국 대학 시스템의 현황에 대한 성찰적인 검토는 이 시스템이 합리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입장 

같은 것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시작해야만 한다. 미국 대학에 대한 

대부분의 일반적인 개괄들은 대학의 리더들이나 전문가들의 관점으로부터 쓰이며 그리고 그 모든 

프로젝트들은 보편화하고자 하고 그로 인해 그들 자신의 관점이 제한되고 특수한 것임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이데올로기의 가장자리에 안정하게 겨우 서 있을 따름이다.9) 틀림없이 이러한 모든 특수한 

8) 미국 사회과학의 대다수는 상대적으로 정책연구 위주이며 대부분 양적 방법론을 사용한다. 이러한 보다 정

책연구 중심의 학문 분야는 일반적으로 보다 기술관료적이고 전문가 중심적인 정치적 실천 및 전망에 동조

하며 학술노동[운동으로의] 동원을 찾기는 어렵다. 예를 들면 시카고 대학에서는 경제학 박사과정생들은 노

동조합 조직에 강하게 반대하는 반면, 인류학 박사과정생들은 극도로 노동조합 조직에 호의적이다. [역자: 

저자는 시카고 인류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노동조합 조직운동에 참여했다.]

9) 만약 누군가가 이 주장 자체가 보편화하고자 하며 과장된 것이라고 반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내가 지적하려

는 바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보다 진지하게 보면 미국 대학 시스템의 인식론적 상황은 단순히 내 프

랑스인 동료가 제안했듯이 “모든 사람이 자신의 견해를 보편화하려고 시도(chacun tente d’universaliser son 

point de vue)”하는 공간 중의 하나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에 나는 대학에 대한 어떤 일반화 담론

들이 특정한 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지, 보편화의 어떤 다른 어법과 문체들이 등장할 수 있는지에 관해 서로 

다르고 통약불가능한 보편화의 문화들이 존재한다고 말할 것이다. 이러한 보편화의 문화들 사이의 관계는 

모든 그룹이 같은 언어게임에 속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시적인 장에서 서로 경쟁할 만큼 평평

한 것이 아니다. 그 대신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은 내가 아래에서 보여주듯이 결과적으로 더 많은 오인을 

낳는 사회적 위치들을 가로지르는 울퉁불퉁한 대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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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들은 미국 대학 시스템에 자신과는 다른 사회적 집단이 있다는 것을 모르거나, 일방향이든 아니

든 다른 집단과 자신의 차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사회적 집단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그 자체

로 대화적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것이 필연적으로 서로 다른 관점들의 행복한 통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그저 자신들의 통약불가능성들이 그것을 극복하려는 시도들에 의해 은폐된  

허위의식의 대화적 형태들을 우리가 보다 많이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철학적 용어를 

쓰자면 미국 대학에 보편적 주체란 존재하지 않으며 어떤 집단도 인식론적 총체성을 희망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 대신에 우리는 평범한 대변인의 역할을 부적절하게 연기하는 

사람들의 행렬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게다가 이들은 좀처럼 그들이 인식론적인 갈등에 무의식적으로 

관여되어 있다는 것을 좀처럼 알지 못한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곤경은 여기서 자세히 논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Ronald Barnett이 “매우 

복합적” 또는 “모순적인 동시에 일관성이 없다”(1998:47)고 묘사한 현상들의 질서에 속해 있는 가능성

의 사회적 조건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학술노동의 불안정화가 최근 몇 십년간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구조적 발전들 중 하나라는 점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10) 학계의 불안정성 증가

는 오늘날의 미국에게는 통상적으로 종신보장11) 학술노동의 상대적 황금기로 보이는 1945년 이후 

시기와의 역사적 대조를 통해서 이해되었다. 연방정부 통계는 전체 교원 중에서 파트타임과 비종신 

풀타임 교수들의 비율이 1975년 34.3%에서 2007년 54.9%로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학원생 

수업 조교는 꾸준하게 약 20%에 머물러 있던 이 시기, 이러한 상대적인 성장은 전적으로 종신직 교수

직을 줄여가면서 이루어졌다12) 종신직 교수를 미국의 노동-자본 관계라는 조금 더 광범한 경향과 

분리시키는 예외론적 설명들에도 불구하고 1970년 이후 비정규직화로 이어진 이 전후(戰後) [직업]보

장의 보다 장기적인 역사가 포스트-포디즘 시기 불안정성을 향한 미국 노동의 일반적인 궤적을 깊이 

함께하게 되었다는 것은 간단히 언급할 가치가 있다.13)

통계청의 자료들이 종신미보장, 불안정 교원들에 대한 사회학적 정보를 제공해 주기에는 너무 

거친 반면, 학술노동자연합(CAW, Coalition on the Academic Workforce)이 2010년에 시행한 ― 비

10) 미국 학술노동의 현황에 관한 보다 일반적인 개괄들은 AAUP 2012, Conley 2009, Bousquet 2008, 2003, 

2002, Disch and O’Brien 2007, Schuster and Finkelstein 2006, Rhoades and Rhoads 2006, Rhoades 

1998, Martin 1998, 그리고 Meisenhelder 1986을 참조하라. 또한 2011년에 나온 Pankin과 Weiss의 훌륭한 

서지목록을 참조하라.

11) [역주] 미국의 종신보장 교수는 한국의 정년보장 교수와는 다른 개념이다. 통상 65세나 일부 경우 70세에 

이르면 은퇴를 해야 하는 정년보장 교수와 달리 종신보장 교수의 경우 은퇴연령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본

인이 희망하는 한 임종까지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제도의 차이를 고려해 볼 때 ‘tenure’는 ‘정년’

이 아닌 ‘종신’으로 번역한다.

12) 물론 상대적 규모의 이러한 변화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른 전체 교수 숫자의 증가라는 맥락에서 분석될 필

요가 있다. 1975년과 2007년 사이 전체 교원은 783,370명에서 1,690,415명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시기 동안 풀타임 종신직 교수는 27.8% 확대되었다. 그러나 상대적 비율과 성장의 방향은 대체적인 경향과 

[대학의] 경영상 우선순위들을 가늠하기에 가장 유용한 지표들이다. 

13) Andrew Ross가 말하듯이 “돌이켜 볼 때 국가에 의해 뒷받침된 [직업]보장이 있었던 케인즈주의 시대―자본

주의적 민주주의든, 사회주의 블록이든, 또는 탈식민 국가나 개발국가든―는 짧은 대공위시대[brief 

interregnum, 최고 지도자가 부재한 기간]거나 아니면 무장된 평화였을 가능성이 높다.” (2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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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반드시 대표적이지는 않더라도 ― 대규모의 조사는 같은 해 프랑스에서 시행된 유사한 불안정성 

조사(Enquête précarité)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시사하는 내용들이 많았다(PECRES 2011). 학술노

동자연합 조사에 응한 10,331명의 비종신 파트타임 응답자들을 보면 다수(61.9%)는 여성이고 압도적

인 다수(약 90%)는 백인이며 대부분(70%)은 36세와 65세 사이의 중년이었다. 불안정성은 오직 청년

들에게만 피해를 주는 일시적인 단계에 불과하다는 이데올로기적 희망이 다시 한 번 거짓으로 드러났

다. 응답자 중 다수에 가까운 44%는 인문학 분야에서 가르치고 있었으나 불안정한 교원은 전문직 

직업교육 전공에서 사회 및 자연과학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의 학문 분과들에 퍼져있었다. 봉급은 

매우 낮았으며 강사료의 중간값14)은 학문 분과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한 과목에 2700달러[당시 

환율로 한화 약 306만원]이었으며 한 해에 여덟 과목을 가르치는 박사학위 소지자의 총수입 중간값은 

1년에 22,400달러[한화 약 2,542만원]이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볼 때 낮은 임금이었으며 특히 [학계에 

있지 않은] 다른 박사학위 소지자들의 평균수입에 비해서 낮은 것이었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많은 

경우 파트타임 교수의 노동 소득은 보다 복잡한 가구경제의 오직 한 구성요소에 불과하다는 것이었

다. 왜냐하면 학술노동자연합의 조사가 “파트타임 교수 응답자의 가구소득은 25,000달러[2837만원] 

이하에서 150,000달러[1억7022만원] 이상까지 고르게 분포한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었다(CAW 

2012:15). 파트타임 교수의 가족들은 계급의 분할선을 가로질러 폭넓게 분포해 있었으며 이 사실은 

우리가 아래에서 고려할 노동조합 조직 프로젝트에 특정한 함의를 담지 않을 수 없었다. 

2007년 가을, 기관 유형에 따른 교수 고용 현황

모든 학위 수여 기관을 대상으로

고용형태

기관

풀타임
파트타임 총계

종신보장 종신트랙 비종신트랙 소계

공립

4년제 163,041 32.1% 73,847 14.6% 106,575 21.0% 343,463 67.7% 163,931 32.3% 507,394

2년제 46,024 12.8% 16,559 4.6% 49,449 13.7% 112,032 31.1% 248,530 68.9% 360,562

소계 209,065 24.1% 90,406 10,4% 156,024 18.0% 455,495 52.5% 412,461 47.5% 867,956 64.3%

사립 비영리

4년제 81,203 22.1% 44,258 12.0% 75,659 20.6% 201,120 54.6% 166,907 45.4% 368,027

2년제 129 3.2% 77 1.9% 1,210 30.0% 1,416 35.1% 2,618 64.9% 4,034

소계 81,332 21.9% 44,335 11.9% 76,869 20.7% 202,536 54.4% 169,525 45.6% 372,061 27.6%

사립 영리

4년제 107 0.1% 77 0.1% 10,535 11.7% 10,719 11.9% 79,372 88.1% 90.091

2년제 77 0.4% 8 0.0% 7,933 41.8% 8,018 42.2% 10,969 57.8% 18,987

소계 184 0.2% 85 0.1% 18,468 16.9% 18,737 17.2% 90,341 82.8% 109,078 8.1%

모든 기관

4년제 244,351 25.3% 118,182 12.2% 192,769 20.0% 555,302 57.5% 410,210 42.5% 965,512

2년제 46,230 12.1% 16,644 4.3% 58,592 15.3% 121,466 31.7% 262,117 68.3% 383,583

소계 290,581 21.5% 134,826 10.0% 251,361 18.6% 676,768 50.2% 672,327 49.8% 1,349,095 100.0%

14) [역주] 평균과는 다른 개념으로 자료를 크기 순서로 배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게 되는 값을 말한다. 예를 

들어 1, 2, 6의 평균은 3이지만 중간값은 2이다. 보통 평균이 양적 자료의 대푯값으로 많이 쓰이나 자료가 

전체적으로 높은 숫자 또는 낮은 숫자에 편향되어 있는 경우 평균 대신 대푯값으로 쓰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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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항의 비율(%)은 해당 줄 가장 우측에 있는 총계 숫자에 비해 셈함

※ [역자] 대학기관별 총계의 비율은 모든 기관별 숫자에 비해 셈함

※ 출처: 미국 교육부, 교육통계센터. 풀타임 항목은 2007년 가을 중등교육이후(Postsecondary) 기관의 고용자에서 추출(NCES 

2009-154): 표 4, 7쪽. 파트타임 항목은 IPEDS15) 2007년 겨울 개요표 9-10에서 추출. 미국대학교수협회의 연구 및 

공공정책 부문 디렉터 John W. Curtis에 의해 편집됨.

우리는 학계의 불안정성에 대한 최근 한 비판의 허점을 보며 이 시스템의 이데올로기적 곤경에 

대한 훌륭한 묘사를 찾을 수 있다. 2013년 3월 26일 “우리의 더럽고 작은 비밀”이라는 기사가 온라인 

학술 전문 신문인 Inside Higher Education에 올라왔다. 이 기사는 미국인들이 “임시직” 교육 노동이

라고 부르고 프랑스에서는 “불안정”하다고 불리는 지속적인 직위나 영구적인 계약이 없는 노동의 증

가에 대한 표준적인 비판이었다. 작성자들은 “비영리 고등교육에서 수업을 하는 교수들의 3분의 2 

이상이 현재 비종신트랙에 고용되어 있다”16)는 우리가 방금 살펴본 사실을 인용하며 시작한다. 그리

고 그들은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에 대해 세 가지 주요 비판들을 제시한다. 첫 번째, 이 일들은 형편없

는 계획의 결과다. “단기간 내에 대충 작성된 계획에서 되는대로 시작되었으며 제약된 예산 가운데 

수동적으로 이뤄진 의사 결정.” 두 번째, 이것은 단지 교사들에게 “비윤리적”이기만 한 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실용적으로) 나쁘다. “열악한 노동 조건들은... 학생 유치, 전출입, 졸업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성자들이 “그들(they)”이라는 표현을 통해 3인칭으로 지칭하는 

“비정규직들” 스스로를 예외로 하면 이 상황에 대한 “분노 또는 최소한의 관심이 우리 학문 공동체 

안에서” 너무 적어 왔다.

나는 이 텍스트에서 두 가지 점을 강조하고 싶다. 첫째로 작성자들은 그들 자신을 불안정성의 

희생자들로 보지 않는다. 대신에 그들은 어떤 명백한 개인적 이해관계도 가지지 않고 나쁜 정책을 

객관적으로 식별하고 비판하는 전문가의 입장을 가진 반쯤 독립적인 분석가로 자신을 묘사한다.17) 

그들이 “우리”를 “학문 공동체”로 지칭할 때 이는 특정한 어느 누구도 지명하지 않는다. 이것은 단지 

독자의 도덕적 연민을 얻어내는 한 방법일 뿐이다. 그들은 보기 흉한 전투적인 분노나 지나친 권선징

악 구도를 보이지 않으며 현 상황을 비판함으로써 담론적으로 중간 지대를 차지하려고 시도한다.

이러한 입장은 어떤 불안정성이 규탄되어야 할지에 대해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는] 양가성

과 함께 한다. 때때로 작성자들은 이것을 명시적으로 “비윤리적”이라고 공격한다. “생활 임금이나 안

전망 없이 고용자를 내버려두는 모델에 도덕적인 반대들은 내재{해 있다}”라고 말하면서 말이다. 그러

나 이러한 간편한 윤리적 비난은 그들에게 논리적으로나 수사적으로나 충분치 않아 보인다. 그들은 

불안정성을 실용적으로 효과적이지 않으며, 형편없이 계획되고 주먹구구였으며, 그리고 학생들에게 

15) IPEDS, the Integrated Postsecondary Education Data System: 중등교육이후 교육자료통합시스템 

(주소: http://nces.ed.gov/ipeds/)

16) 해당 직업 종사자들의 경제적 상태에 대한 미국대학교수협회의 최근 보고서(AAUP 2012), 특히 10쪽의 그

림 3을 찹조하라.

17) 세 명의 작성자들은 모두 고등교육 연구(Higher Education Studies)를 전공했으며 정치적인 경력과 연구자

로서의 경력이 골고루 갖추고 있다. Adrianna Kezar는 Delphi Project for the Changing Faculty and 

Student Success의 디렉터이며 남가주 대학의 중견 교육학 교수였다. Daniel Maxey는 그녀의 연구조교였

다. 그리고 David Longanecker는 클린턴 행정부 시기(1993-1999) 중등교육이후 교육 분야의 차관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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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쁘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그들의 에너지를 좀 더 쏟는다. 요컨대 작성자들은 아래로부터의 도덕적 

비난과 위로부터의 실용적인 비판 사이에서 주춤거리고 있다 ― 이러한 비윤리적 조치에 대한 규탄과 

학생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비효율적인 나쁜 정책에 대한 (보다 얌전한) 항의 사이에서 동요하고 

있는 것이다. 

나의 목적은 이러한 입장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미국 대학의 긴장되고 모호한 공간 

안에 있는 도덕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특정한 전략을 보여준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정책 분석과 상식적인 도덕률을 결합하는 작성자들의 절충주의는 그들 자신이 이끌기를 제안하는 

개혁 운동에 학계의 “리더들”을 모집하려는 시도에서 절정을 이룬다. 그들은 “우리는 변화를 외치기만 

하지 않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들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Delphi Project for 

the Changing Faculty and Student Success에 참가할 전국의 리더들을 초대합니다”며 웹사이트 링크

를 주며 글을 마친다. 그리고 작성자들의 비판적이지만 합리적인 전문가로서의 수사는 학계의 불안정

성에 대한 중도적이고 온건한 반응을 나타낸다. 이런 입장에서 불안정노동은 비록 보다 윤리적으로 

조직될 필요가 있지만 이제 우리 일상생활의 일부라고 전제된다.18) 

불안정성에 반대하는 연합을 이끌기 위한 이런 노력은 성공했을까? 우리는 해당 기사의 온라인 

코멘트로부터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수용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일반

적으로 이 기사에 동의하고 있었다. Luis Montesinos는 “이건 분명히 도덕적 문제다”고 말했고 

joelcairo는 “훌륭한 기사!”라고 말했다. 비록 이런 지지자들 중 누구도 즉시 이 연합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말이다. 다른 사람들은 보다 회의적이다. 예를 들어 tossell은 이 사례에 

대해 예측가능한 경제학적 재해석을 제시한다. “어느 정도까지 이 문제는 수요 및 공급과 관련된 것일

까?”라고 tossell은 물었다. “만약 대학이 한 과목에 2700달러[306만원]의 급료를 받는 일시적이고 부수

적인 위치를 원하는 자원자들을 찾을 수 있다면 왜 그들이 더 많은 급료를 지불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나 정말 흥미로운 것은 이런 시장친화적인 반응보다는 ― 내가 생각하기에는 연합의 중도적

이고 정책지향 정치의 진정한 한계를 드러내주는 ― 매우 강경한 논평자 pablosharkman에 의해 시작

된 좌파로부터의 기대하지 않았던 비판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노동계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비정규직 분들. 나는 이 전투에 1983년부터 있었지요...”

그는 다양한 “개혁주의적” 기획들이 이 경향을 역전하는 데 매우 작은 역할만을 했다고 말한다. 

“[1983년으로] 돌아가 보면 약 40%가 파트타임이었습니다. 지금 2013년에 모든 분석을 마비시킨 

채로 이러한 델피 프로젝트들, 이러한 현대어문학회19)와 미국대학교수협회와 얽힌 보조정책들 등

18) Delphi Project의 웹사이트는 실제로 나은 강사료, 나은 혜택, 그리고 제도적 거버넌스에 있어 확대된 역할

과 같이 비정규직들을 보다 공정하게 대하는 것과 관련된 사례연구의 풍부한 광맥이라는 것을 일러둔다. 

다시 강조하지면 내 초점은 분명히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 프로젝트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내 중점은 세태를 따르는 그들의 담론적 입장과 이데올로기적·실천적 한계들을 평가하는 것이다. 결국 그

들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비정규직 조합화 캠페인의 노동자 조직 모델과는 완전히 다른 위로부터 내려오

는 “리더들”을 모집하는 도덕적 자원주의를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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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글쎄, 파트타임과 임시직은 70%이고 더욱 늘고 있지요.”

그리고 그는 분명하게 기사의 논조가 가진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여기서 또다시 놓치고 있는 

것은 투쟁의 정당한 목소리들, 분노의 목소리들, 참호로부터의 목소리들입니다. 이러한 학계의 

이야기에는 슬프고 어중간한 언어만 있을 뿐이지요... 그래서 이 기사는 여기 인용과 함께 보자면 

반복일 따름입니다. 우리가 이미 가봤고, 전에 해봤던 것들이죠...”

이 논평자에게 있어 이 기사는 투쟁, 분노, 그리고 아래로부터의 목소리를 지워낼 뿐인 불쾌한 

실패이자 “반복”의 “어중간한” 형태였다. 그리고 내 생각에 이 코멘트는 미국의 학계 영역에서 어떤 

것이든 특정한 일반적인 기획이 불가능한 이유에 대한 충분한 묘사로 비춰진다. 노동 계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말은 시간강사 동료들에게 하는 말이다. 우리의 윤리적 정책 프로젝트에 온 

리더들을 환영합니다라는 말은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개혁가에게 하는 말이다. 아마도 두 입장들 

모두 불안정성에 대한 특정한 비판적 생각들을 공유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가면 우리는 아무 

것도 공유하고 있지 않다. 계급 위치도, 정치적 전략도, 분노도, 가능성에 대한 인식도, 개인적 교류도 

공유하고 있지 않다. 정책 기획자들이 이제 리더들을 함께 참여하게 하고 우리를 위해 마침내 변화를 

만들어야 할 시간입니다라고 말하는 반면, 비정규직들은 당신들 정책 기획자에도 불구하고 일들은 

오랜 기간 나빠지기만 해왔다고 말한다. 이 모든 대화가 온라인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얼굴

과 얼굴을 마주할 기회도 가지지 못했다. 요약해 보자면 우리는 응집된 정치적 주체의 등장을 목격하

는 것과는 달리 도덕성이 따분함이 되고 비판이 반복이 되고 정치적 중도가 낡아서 무너지며 우리의 

등급들 안에서 계급의 분할선이 굳건해지는 것을 보고 있다. 운 좋게도 이 사소한 일화는 이야기의 

끝이 아니다. 

계급과 분과학문의 재생산

대학 영역의 사회적 이질성을 고려할 때 앞서 말한 이데올로기적 모순들의 인구학적 배경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2011년, 미국 대학 영역에는 2천1백만 명의 학생들이 4,706개

의 고등교육 학위수여 기관들에 분포되어 있다.20) <그림 1>이 보여주듯이 대학 입학자의 수는 지난 

십년간 증가해 왔으며 경제 위기로 인해 2008-10년에는 현저하게 성장을 하였다. 사립 영리 영역은 

단연코 가장 급속하게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2002년 약 62만5천명의 학생이 있었던 이 영역에는 

2011년 약 200만 명의 학생들이 입학하였다. [같은 시기] 공립 영역이 오직 18% 증가하고 사립 비영리 

영역이 21% 오른 것과 비교해 볼 때, 사립대학 영역은 10년 사이에 220%의 상승률을 보인 것이다.21) 

19) MLA, Modern Language Association. [역주]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영어영문학 학회이다.

20) 교육통계요약 2012, 3장. (2014년 1월 1일 접속, http://nces.ed.gov/programs/digest/d12/ch_3.asp)

21)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같은 시기(2002년 9월~2011년 9월) 미국에 거주하는 인구는 2억8812만9987명에

서 3억1201만7903명으로 8.3% 증가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지난 10년간 대학 영역의 입학자 숫자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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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최근에 영리 영역의 인기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2011년부터 입학자 수는 

정체되었고 가장 유명한 영리형 기관인 피닉스 대학은 캠퍼스 지부들의 절반의 문을 닫았다.22) 

<그림 1> 기관 영역에 따른 입학자 수 (위에서부터 공립, 사립 비영리, 사립 영리 순)23)

전형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 캠페인과 함께 노골적인 기업 가치의 화신이었던 이러한 기관들은 

고전적인 학자들에 의해서 널리 비판되어 왔다. 그러나 영리형 고등교육에 대한 이러한 학자스러운 

불쾌감 또한 계급적 맥락을 은폐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기관 유형에 따른 학생들의 가족 수입 분포

(표 1)를 고려한다면 2년제 영리형 기관의 사회적 구성에 노동계급이 어떤 다른 영역보다 훨씬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008년에 미국 가구소득의 중앙값은 50,132달러[약 6,314만원]였으나 

2년제 영리형 학교 학생이 속한 가구소득의 중앙값은 33,535달러[약 4,223만원]였다. 이러한 객관적 

경제격차를 생각했을 때 이러한 사회적 환경을 연구한 Tressie McMillan Cottom 같은 학자가 자신의 

자리에 대한 강한 감각이 마치 사회계급에 그렇듯이 학생들의 계급적 아비투스에 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감지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그녀는 엘리트 칼리지의 학생들이 영리형 기관을 “그들 

자신 같은 사람들을 위한 {학교들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반면 영리형 학교 학생들은 “자신에게 

가능했던 선택지 중 최선의 선택을 했었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2013; cf. Brint and 

Karabel 1989). 

체 인구보다 상당히 빠르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2) Paul Fain, 2012년 10월 26일자, “Phoenix Reloads”, Inside Higher Education.

(2013년 4월 10일 접속, http://www.insidehighered.com/news/2012/10/26/university-phoenix-down-not-out)

23) 자료는 IPEDS 입학 관련 조사(2002~2011)에서 추출. 

http://www.insidehighered.com/news/2012/10/26/university-phoenix-down-not-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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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관 유형

가족 소득 (하위 소득부터 셈함) 학생들의 인종 구성

10% 20% 50% 75% 90% 백인 흑인 히스패닉

영리형: 2년제 학위 $8,316 $20,656 $33,535 $64,927 $87,056 52% 23% 12%

공립: 2년제 학위 

(작은 시골)
$13,195 $25,787 $50,258 $70,353 $100,972 70% 18% 3%

공립: 2년제 학위 

(도시지역 다중 캠퍼스)
$11,347 $27,650 $51,680 $85,005 $121,425 41% 19% 21%

공립: 2년제 학위 

(교외지역 단일 캠퍼스)
$17,401 $34,870 $57,915 $89,823 $120,648 61% 12% 12%

연구중심대학 $23,603 $43,602 $78,813 $119,102 $163,867 57% 14% 6%

엔지니어링 칼리지 $19,498 $37,118 $75,705 $110,542 $148,277 67% 6% 1%

연구중심대학 

(높은 연구성과)
$24,976 $48,720 $82,400 $120,894 $166,528 62% 11% 6%

리버럴 아트 칼리지 $27,409 $52,689 $86,336 $131,751 $180,000 68% 10% 4%

연구중심대학 

(매우 높은 연구성과)
$28,153 $53,777 $91,855 $131,211 $179,855 58% 5% 6%

<표 1> 기관 유형에 따른 2008년 [가족]의존 학생들의 인종과 가구 소득 분포24)

수치들은 이 주장을 지지한다. 우리가 <표 1>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어떻게 사회계급이 

미국 대학 시스템에서 보다 폭넓게 작용하는지를 볼 수 있다. 이 표는 학생의 에스닉 그리고 인종적 

정체성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 소득25)이 기관 유형26)에 따라 어떻게 퍼져 나가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낮은 등급의 2년제 기관에 다니는 [가족]의존 학생들의 가족들이 

가구소득의 전국적 중앙값 근처에 군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공립 2년제 항목”줄들의 “50%”칸 

참조]. 다른 한편으로 모든 높은 등급의 연구중심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의 가족들은 모두 전국적 평균

보다 50% 이상 높은 가구 소득 중앙값을 가지고 있으며 최상의 엘리트 연구중심대학[에 다니는 학생

들의 가족]은 전국적 평균보다 80% 이상 높은 중앙값을 가지고 있다[“연구중심대학”줄들의 “50%”칸 

참조].27) 총 학생 수의 인종 구성도 기관들의 등급 위계가 올라갈수록 변화한다. 흑인과 히스패닉 

24) 조사된 소득이 (세금납부나 경제적 지원에 있어 법적으로 가족에 의존하고 있는) “[가족]의존적” 학생들의 

가구소득에 가리키며 “독립적” 학생들은 가리키지 않는다는 것을 일러둔다. 

    - 소득 자료 출처: 미국 교육부, 교육통계센터, 2007-08 중등교육이후 학생 지원 연구(NPSAS:08). 

    - 인종구성 자료 출처: IPEDS 2008년 가을 자료. 

      ※ “백인”, “흑인” 그리고 “히스패닉”은 명백히 부적절하며 미국의 인종적 상황을 물화(reifying)시키는 범

주들이라는 것을 일러둔다. 나는 여기서 이 용어들을 계급 분할에 대한 잠정적인 지표로서만 사용하

였다. 또한 오직 지면의 제한 때문에 선별된 인종적 범주들만을 제시하였다는 것을 일러둔다. 국제학

생, 아시아와 태평양 계열, 아메리칸 인디언, 그리고 기타 범주가 제외되었다(그러한 이유로 이 수치

들의 합은 100%를 이루지 않는다).

25) 미국의 연방 데이터는 통상적으로 프랑스 PCS의 분류 시스템과 완전히 일치하는 측정도구를 사용하지는 않

는다. 그래서 나는 가족 소득을 매우 거친 근사치로 사용했다. [역자: 프랑스 독자들을 고려한 각주다.]

26) 이 리스트가 모든 기관들을 포괄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일러둔다. 이 리스트는 2005년 카네기 기본 기관분

류 시스템에서 추출하였다. 나는 전체 시스템을 개괄할 수 있게 해줄 특정한 분류들만을 선택하였다. 

27) 이 수치들을 다른 관점에서 한 번 살펴보자. 미국 인구의 상위 5%의 평균 가구소득은 171,057달러[약 2억

1,544만원]이며, 하위 5%는 11,656달러[약 1,468만원], 그리고 중위 5%는 50,132달러[약 6,314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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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비율은 떨어지고 백인 학생들이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특정 집단의 대학들의 완전히 사회적으로 동질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

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백인 미국인 부르주아는 가장 위신 높은 대학 영역인 엘리트 연구중심대학과 

리버럴 아트 칼리지에서 지배적인 고객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 기관들은 결국 미국의 인문학이 

제도적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지지의 가장 깊은 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장소이다. 2011년 인문학 학위

의 53.1%는 극적으로 더 부유한 학생들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모든 학위 수여자의 오직 32.5%를 

생산하며28)) 전체 대학 입학자 수에서 소수를 차지하는 연구중심대학에서 수여되었다. 이를 보건대 

전통적인 인문학 학문 분과들과 미국 상위 계층의 재생산 사이의 연결이 지속되고 있다고 결론짓는 

게 공정할 것이다. 교양 있는 학문 분과들은 계급적 특권의 하나로 남아 있다.29) 프랑스에서와 마찬

가지로 미국 대학 시스템의 대중화는 사회적 평등으로 필연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Armstrong and 

Hamilton 2013, Walpole 2003도 참조). 

직업교육계열: 1,069,634

경영계열: 776,045

과학계열: 743,478

공학계열: 648,808

교육계열: 389,151

사회과학계열: 375,620

인문학․종교학계열: 167,471

예술․음악계열: 144,803

<그림 2> 학문 계열별로 수여된 졸업장의 수, 1966-201130)

학문 분과들 간의 늘어나는 갈등들은 이러한 보다 거시적인 교육시스템의 계급적 용도에 영향을 

주거나 결국 역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우리가 학문적 생산의 증가하는 인구학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

28) IPEDS 2011년 수치 참조.

29) Minnesota Review의 “Smart Kids”에 관한 특별호(61-62호), 특히 Willams(2004)와 Kending(2004)의 에세이

를 참조하라.

30) 출처: IPEDS 종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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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그림 2) 전반적인 상황은 명확하다. 미국 대학 졸업장의 대다수가 현재 경영학, 과학, 공학, 그리고 

직업교육계열에서 수여되고 있다(Brint et al 2005). 매년 [졸업하는] 수백만 학생들의 3/4 이상이 졸업

하는 경영학은 단연코 단독적으로는 가장 거대한 분야이며 직업교육계열 ― 나는 커뮤니케이션, 사회

복지, 법, 건축 기타 등등의 분야를 이 계열에 함께 묶었다 ― 에 속하는 학과들의 합만이 이 분야보다 

크다. 사회과학 계열은 1970년에 인문학 계열을 제쳤고 교육 계열의 크기와 비슷하게 1년에 37만5천

에서 39만 명의 졸업자를 얻으며 명백히 중간자의 위치를 유지해 왔다. 비록 의심할 여지없이 학문들 

중에서 가장 “고전적인” 인문학의 경우, 수치들이 보여주듯이 전체 졸업자 중 상대적 비율은 1960년대 

이후로 급격하게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절대적인 졸업자의 생산은 1990년대 이후 

유지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에는 다소 증가하기도 했다. 이런 절대적 숫자의 안정성은 그들의 높은 

문화적 그리고 학술적 자본과 연관되어 있다(Graeber 2007). 학계에서 인문학 분야의 직장의 대다수

가 불안정해지는 가운데 인문학 자신을 독특한 모순적 위치에 남겨 놓은 자본들 말이다. 그들은 [대

학] 입학자들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큰 몫을 할당받지 못했으며 엘리트 기관들에서 불균형하게 대표되

었다. 그들은 교육시장의 더 시장화된 영역과 분리되었으나 그들의 지속적인 문화적 그리고 학술적인 

정당성은 그들이 전문직-경영자 계급의 가장 후순위 부분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의미한다

(Meisenhelder 1986, Ehrenreich and Ehrenreich 1977).

대상화된 씁쓸함과 분열

학자들이 많은 문화적 자본을 가졌으나 적은 경제적 자본을 가질 때 그들의 모순적인 사회적 상황

은 줄곧 개인적인 모순도 낳는다. 인문학계에서 분열된 의식의 모습은 아마도 최근 인기를 끈 다소 

코믹한 한 애니메이션 동영상 “그래, 인문학으로 박사를 하고 싶다고?”에서 가장 잘 묘사되어 있을 

것이다. 이 동영상은 2010년 10월 25일 유튜브에 올라왔고31) 742,066번의 조회수를 얻었다. 모든 

분야에 148만 명의 교원만이 있는 학계의 환경32)에서는 큰 성공이라고 볼 수 있다. 내가 속한 모임들

에서 이 동영상은 꽤 잘 알려져 있으며 온라인 사회연결망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었고 다른 학문 분야

에서도 유사한 동영상이 빠르게 등장했다.33) 이 동영상의 제작자는 Leslie Allison이라는 26살 필라델

피아의 템플대학교 영문학과 박사과정생이다.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과의 인터뷰에서 

Allison은 이 동영상은 로스쿨 진학에 관한 유사한 동영상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걸 만드는 데 “5달

러와 약 90분”만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첨언했다. “이 동영상의 만화적 측면은 

약간의 유머를 제공하고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얻게 만들어 

줍니다... 비록 매우 시니컬한 메시지이지만요”34)

31) https://www.youtube.com/watch?v=obTNwPJvOI8 (2013년 4월 11일 봄)

32) 미국 교육부, 교육통계센터, IPEDS, 2009~10 겨울, 인적자원 요소, Fall Staff 섹션.

33) 예: “그래, 경제학으로 박사를 하고 싶다고?”(2010년 12월 14일), “그래, 전기공학으로 박사를 하고 싶다

고?”(2011년 1월 4일), “그래, 상담심리학으로 박사를 하고 싶다고?”(2011년 1월 23일)

34)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 2011년 1월 16일자, “그래, 영문학 교수의 삶이 만화라고 생각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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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그래, 인문학에서 박사를 하고 싶다고?”에서의 자아와 자아의 대면

컴퓨터를 통해 만들어진 로봇 같은 목소리가 나오는 만화풍의 동영상은 젊은 여학생이 교수의 

연구실을 방문했을 때 일어난 일들을 보여준다. 그녀는 영문학 대학원을 가기 위한 추천서를 부탁하

기 위해 찾아왔고 교수는 대학원에 가는 게 왜 “좋은 생각이 아닌지”에 대한 여러 가지 실용적이고 

경험적인 이유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교수는 이 학생이 자신의 말을 듣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대화의 매순간 발견한다. 이 학생은 자신의 결정을 재고하기보다는 진부한 “정신의 삶”에 대한 

(2014년 1월 1일 접속, http://chronicle.com/article/So-You-Think-an-English/125954/)

http://chronicle.com/article/So-You-Think-an-English/12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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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의 열렬한 욕망을 기회가 될 때마다 말하려고 한다. 

교수: 그래, 네가 오늘 나를 만나고 싶다 했지.

학생: 네. 저는 영문학 대학원에 가려고 해요.

교수: 아냐. 난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해.

학생: 네. 저는 대학 교수가 될 거에요.

교수: 너는 내가 어디서 가르치고 있는지 보지 않니? 우리는 아무 것도 없는 곳의 한복판에 있어. 

네브래스카지. 너는 아무 것도 없는 곳의 한복판에 가서 가르치고 싶니?

학생: 저는 햄릿에 관한 페이퍼에서 A학점을 받았어요. 저는 문학에서의 죽음 주제에 관해 기발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교수: 모든 문학 속에서? 어떤 분야를 전공하고자 하는 거니?

학생: 모든 것이요. 저는 대학 교수가 될 거에요. 저는 문학에서의 죽음에 관한 멋진 글을 쓸 

거에요. 

교수: 너는 얼마나 많은 입학사정위원회가 네 지원서를 보고 웃을지 알고 있니?

학생의 긍정적인 “네”가 즉각적으로 “아냐”와 부딪치는 순간, 학생은 교수의 이면을 끈질기게 주시

하고 결국 그녀를 단호하게 부정한다. 학자로서의 미래에 대한 그녀 자신의 이미지를 고수하고 욕망

을 반복하면서 말이다. 그녀는 사실들에 관해서 논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러기 위한 자원

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그녀는 교수의 도덕적 권위에 대해서 논쟁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이 만남의 

진정한 전제는 학생이 교수의 고결한 역할에 감탄하고 그것을 갈망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쪽도 그녀의 관점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녀들은 즉시 교착 상황에 들어간다. 

내가 짐작해보건대 학계에 있는 시청자는 아마도 자연스럽게 이 학생이 혈기왕성한 순진함을 상

징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다른 무엇보다도 학생의 학계에 대한 믿음들은 그저 터무니없을 따름이다. 

예를 들어 그녀의 “문학에서의 죽음 주제에 관한 기발한 생각들”은 대학원 과정에서 학문적 세부전공

과 전문성의 중요성에 대한 지독한 무지를 보여줄 뿐이다. 반대로 교수는 어떻게 입학사정위원회가 

“너의 지원서에 웃을 것”인지에 대해 말하며 학계에서의 삶에 대한 그녀의 지식을 보여준다. 그녀는 

직설적으로 제도적 현실주의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아마도 여기서 젊은 미국 학자들에게 주어지는 

즐거움은 학생의 잘못된 추론을 비웃으며 그 순진함이 제 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과 크게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계의 시청자들은 그럴싸한 지식의 목소리와 동일시할 기회를 얻고 

왜 학계에서의 삶이 복잡하고 끔찍한지에 대한 그들 자신의 앎을 다시 확인한다.

그러나 이 동영상을 순진하고 전형적인 젊은 학생과 더 늙고 보다 현명한 교수 사이의 만남으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할 것이다. 나는 학자들의 관점이 사실 교수의 재현인 캐릭터에 구현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한 분열된 주체성의 구조적 도식의 역할을 하며 그 자체로서 상징인 이 상황의 

구조에 배태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이 동영상은 두 주체들 간의 대면을 그리는 대신에 학계의 주체의 

내부에서 벌어지는 과잉동일시와 오인의 강력한 동학을 상연한다.35) 이 동영상의 끝에서 두 번째에 

나오는 독백을 고찰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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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너는 사람들이 네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정당화해볼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커리어를 가지

게 될 거야. 그리고 너는 너 자신이라는 존재의 본질에 관해 묻기 시작하겠지. 너는 네 삶이 

완전한 쓰레기였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너와 같은 학생이 네 연구실로 와서 네게 

추천서를 요청할 때 너는 인정하게 될 거야.

동영상이 진행될수록 이 두 형상이 두 개의 분리된 인물이라기보다는 학계의 한 생애경로의 다른 

순간들이라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진다. 그들은 청년이 노인에 대한 모방과 과잉동일시를 통해 공유

하게 되는 사회적 운명의 두 순간들을 재현한다.36) 여기서 청년과 노인 사이의 구조적 동일성은 교수

와 학생 둘 모두를 지정하게 되면서 점점 더 모호하게 사용되는 단어 너를 통해서 시적으로 분명해 

진다. “너는 네 삶이 완전히 낭비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야. 그리고 너와 같은 학생이 네 연구실

로 와서 네게 추천서를 요청할 때 너는 인정하게 될 거야.”: 이런 맥락에서 너는 미래의 학생이기도 

하고 현재의 교수이기도 하며 그리고 아마도 교수 캐릭터와의 일시적인 과잉동일시를 통해서만 은폐

할 수 있는 분열된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시청자이기도 하다. 

학생과 교수 사이의 이 구조적 동일성은 단지 상호적인 인식뿐만 아니라 상호적인 오인을 수반한

다. 학생의 경우, 과잉동일시의 대상인 환상적 인물이 누구인지는 명백하다. 그녀가 상상하기에 그녀

의 선생이 이미 된 사람이 되고 싶어 연구실에 찾아간 누군가이고, (학생의 말에 따르면) “영리한 

글을 쓸” 누군가이고, “학생들로 하여금 문학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영감을 줄” 누군

가이고, “문학 연구자로서의 가능성”이 있는 누군가이다. 그러나 위의 대화 속에서 점점 더 분명해 

지는 것은 교수가 스스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동시에 학생의 내면에 자리한 자신 또한 인식하

고 있다는 것이다. 절망을 느낀 그녀가 희망 없는 학자로서의 삶에서 예상되는 실존적 비용을 “완전한 

쓰레기”라고까지 말하며 학생에게 경고를 주려고 시도하면서 말이다. Marc Bousquet이 주장했듯이 

만약 절망적인 학술노동의 비정규직화가 학문 재생산 시스템의 “끔찍한 얼룩 또는 오점”이 된다면

(2002:90),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어떻게 이 얼룩이 고용되지 못했거나 배제된 노동자 같은 명백한 

희생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이 동영상의 회색빛 머리의 교수처럼 중간관리자급의 교수에게까지 

부풀어 오를 수 있었는지에 대한 묘사일 것이다. 이 시스템의 중간관리자들은 그들 자신을 “일종의 

절망 안에서 살고 있으며” 오직 “포기 밖에 할 수 없는” 존재로 자신들을 바라본다(Newfield 

1998:177).

그러나 만약 동영상이 이 중간관리자급 교수들의 주체적인 상처를 극적으로 보이게 하고 있다면 

이는 동시에 그녀들이 어떻게 억압되고 부인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생각해 보자. 이 학생이 대학교수

35) 나는 이 분석이 어떤 것이든 오늘날 미국의 인문학자들을 일반화하려는 심리학적 주장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서둘러 일러둔다. 나는 이 동영상을 모순된 제도적 상황의 한 문화적 징후로 읽었다 ― 학

계에서의 주체성들 중에서 가능한 한 주체성에 대한(또한 “주체성의”) 하나의 모델로 말이다. 에세이의 나

머지 부분은 다른 가능한 위치들(기술관료적 전문가와 노동조합 조직활동가)을 [이 부분보다는] 확실히 적

은 디테일 속에서 불러낸다.

36) 또는 최소한 노인에 대한 그들의 환상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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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게 된 학계 외부 사람의 화신이 아니라면 그녀는 더 많이 기묘한(uncanny) 

존재 ― 고통스러운 낙관주의의 투사이자 학술적 자아에 파묻힌 애착37) ― 가 된다. 그리고 그녀의 

교수에 대한 기묘한 정체성은 바로 교수의 불편함이 비롯되는 근원이다. 실제로 학계의 시청자들에게 

이 동영상의 매력 중 일부는 이것이 학자들로 하여금 엉망이 된 그들의 직업에 대한 자기 자신의 

고통스런 애착을 외부화 및 대상화한 뒤, 교수의 학생에 대한 점점 더 격렬해지는 공격을 통해 [자신

의 애착에 대한] 부인(disavowal)의 대리만족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신의 말을 듣기를 거부하는 학생과 마주한 교수는 결국 불신의 모욕에 의지한다. “나는 

너를 존중할 수 없구나,” “진심으로 이런 바보가 될 수는 없어!” 교수가 학생과 깊게 동일화되어 있다

는 것을 다시 떠올릴 때 우리는 이 발언들이 실제로는 자기-비판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들은 외치기 시작한다. “어떻게 내가 이런 바보가 될 수 있지?”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을 존중할 

수 없어!”

동영상의 마지막 장면에서 대화는 일종의 이데올로기적 절정에 이른다.

교수: ...너는 네 삶이 완전한 쓰레기였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너와 같은 학생이 네 연구

실로 와서 네게 추천서를 요청할 때 너는 인정하게 될 거야.

학생: 그럼 저한테 추천서를 써주실 건가요?

교수: 그래. 내게 양식을 주렴. 월요일까지 써줄게.

학생: 감사합니다. 교수님은 저에게 매우 영감을 주시네요.

교수: 제발 내 연구실에서 꺼져 주렴 (두 눈을 깜빡인다.)

교수 캐릭터에게 있어 이 순간은 이 모든 만남의 바로 그 이데올로기적 순간이다. 학계에서의 

삶의 모든 거짓된 가정과 약속을 꿰뚫어 보고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어떤 식으로든 학계의 재생산

을 위해 그녀 자신의 역할을 하게 하는 이데올로기적 호명에 더 이상 저항할 수 없게 된 순간이다. 

이 순간 그녀는 (순식간에)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며 학계에서의 커리어를 조직하[며 학생 캐릭터로 

재현되는] 구조적 낙관주의에 대한 그녀의 억압된 애착은 자신의 실천에 대한 기계적이고 강박적인 

관계의 바로 그 형식을 통해 분명해진다. 추천서를 써줄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그녀는 

결국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변한다. 그녀는 말한다. “월요일까지 써줄게.” 그러자 학생은 감사해 하

며 그녀에게 “영감을 주시네요”고 말한다. 이것은 의례적인 가짜 칭찬처럼 보인다. 그러나 구조적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바로 학생의 환상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술이다. 그녀는 그녀의 교수가 매우 

영감을 준다는 것을 알아낸다.38) 그리고 교수가 자신의 씁쓸함을 학생에게 분출하는 것을 도저히 

37) 나는 분열된 주체성의 이러한 형식이 모든 또는 대부분의 동시대 미국 학자들의 특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것이 많은 이들이 그들 스스로 안에서 또는 그들의 동료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너무나 익

숙한 패턴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고통스러운 낙관주의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이론으로는 Berlant 

(2006)을 참조하라.

38) 여기서 다시 여성주의적 교수법의 환상 구조들에 대한 Berlant의 분석(1997)은 이러한 상호주관적 동학에 

대한 전형이 될만한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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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출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 종결부는 이렇게 이어진다 ― “제발 내 연구실에서 꺼져 주렴”. 이 순간은 

학자로서의 자기의식의 공허함을 받아들이는 순간이다. 그녀의 저주는 자신의 좌절감을 덜어내 주지

만 아무 것도 바꾸지 않는 무력한 반항의 몸짓이다. 

요컨대 교수는 페터 슬로터다이크가 계몽된 허위의식이라고 부른 냉소적인 입장과 유사한 곳에 

머물고 있다. “자신이 환상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사물의 힘’에 의해서 끌어내려진”(1984:193) 상태

인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학생은 바로 그 반대 위치에 있다. 그녀는 이데올로기에 기꺼이 머물고자 

하는 동시에 그저 꿈꾸면 (학자가 되고자 하는) 그녀의 갈망이 실현되는 일종의 꿈과 같은 논리를 

이야기한다.39) 여기에 합리적인 반론과 감정적인 호소 모두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타자(Other)의 

달갑지 않은 특징을 무시하면서 교수에 대한 이상화된 이미지와 과잉동일시하는 논리가 있다. 이 

열망하는 주체성의 형식은 그것의 환상을 기계적으로 긍정하고 또 긍정하는 순수한 반복의 논리를 

따른다. 

여기에 환상과 제도 사이의 변증법이 있다. 이 둘 각각은 서로 다른 항의 조건을 이룬다. 학생의 

관용할 수 없는 긍정성은 고집스러운 실용주의와 짝을 이룬다. 그녀는 대학 교수가 되고 싶다. 그리고 

대화의 마지막에 가면 그녀는 필요한 추천서를 약속받는다. 첫 번째 수준에서는 평범하고 실용적으로 

필수적인 요청에 대한 평범한 제도적 협상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아 왔듯이 교수는 [학계의] 상황

에 대한 논리적인 분석에 근거해 이런 실용적인 요청에 저항하려고 시도 ― 그리고 실패 ― 한다. 

그 뒤 두 번째 수준에서 동영상은 환상과 마주했을 때 지적인 논변과 비판적 지식의 무력함을 묘사한

다. 모든 지적 논변 하나하나는 이 환상을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하는 데 실패한다.

그러나 여기에 이 환상들에 대한 아이러니가 있다. 이 환상들은 대단히 독창적이고 대단히 개인적

인 발견들과는 거리가 먼 순전히 제도적 생산물들이다. “문학에 대한 비판적 사고”, “열심히 연구하

기”, “협동적 학습”,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기”, “학자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기, “정신의 삶을 원하기”. 

이 학생이 말한 열정들의 공통분모는 무엇일까?40) 이것들은 모두 미국 인문학의 마케팅 논리의 사례

들이다. 이들은 인문교육의 공적인 필요성을 설명하기를 요청받을 때 인문학자들이 일반적인 말하는 

평범한 상투어구들과 동일하다. 그리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여기서 이중의 기묘한 이미지와 맞닥뜨리

고 있다. 교수가 되고 싶어 하는 순진한 학생의 존재에 의해 드러나는 인문학 교수의 억압된 양가성만

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학술적인 마케팅 담론의 내적 메아리들에 의해 구조적으로 진실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 인문학의 이로움과 가치에 대한 깊고 지속적인 환상들이다. 요약하면 학생은 우리가 

강령에 집어넣은 비판적 사고 등등에 대한 상투어구들을 진실로 믿는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묘하

며41), 학문의 근본적 가치에 대한 우리의 환상들이 외부로부터 비롯된 환상들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람이기에 기묘하다.42) 

39) 당연히 이것은 보다 거시적인 수준에서 장애물 없는 기회와 사회구조가 없는 야심에 대한 아메리칸 “드림” 

또는 환상들을 함께 하는 폐제(closure)이기도 하다. 

40) “정신의 삶”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분석의 다른 유형으로는 Jeffrey Williams(1996)를 참조하라.

41) Bonnie Urciuoli의 어떻게 이러한 강령들이 경영과 마케팅의 냉소적인 도구인지에 대한 언어학적이고 현장

연구에 기반한 분석들과 비교해 보라(2003, 200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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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와 지식에 대한 학자스러운 환상의 담지자들은 그들이 옹호하는 것만큼이나 전형적이다. 동

영상의 목소리와 얼굴은 (지금은 없어진) Xtranormal이라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의해 미리 정해진 

[그닥 좋지 않은] 질로 자동적으로 만들어졌으며 교수도 학생도 그다지 많은 개인성을 가지지 않는다. 

그들은 오늘날 인문학 분과들에 있는 모든 여성이 속한 사회적 유형들의 대변인들이다. 실제로 그녀

들의 상호적 (오)인식은 그들의 젠더와 인종적 정체성들에 사회학적으로 기초하고 있다. 둘은 모두 

여성이고 백인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녀들은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수가 많고 백인이 가장 많은 인종

집단인 미국 인문학계의 전형적인 사회정체성을 재현한다.43) 이와 같이 동영상에서 재현된 주체적 

모순과 모호성들은 현대어문학회가 최근 언급했듯이 “모든 고등교육, 그러나 특히 인문학에 영향을 

준 경향들, 학술노동의 비정규직화와 인문학의 여성화 그리고 인문학에 대한 지원 감소”(MLA 2009:2)

라는 역사적 동학으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여성화는 구조적으로 양가적인 과정이

었다. 인문학에서 여성들이 인구학적으로[는] 지배적이게 되고 1970년대 있었던 극단적인 여성혐오에 

종속되지는 않게 되었지만(Philips 2010), 그녀들은 여전히 승진, 봉급 그리고 업무량에 있어 구조적 

성차별주의에 종속되어 있다. 현대어문학회의 최근 연구는 “남성들이 불균형하게 여성보다 높은 등급

의 위치들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들보다 더 빨리 높은 등급에 오른다”(2009:1)는 것을 발견하였다. 

동영상이 비록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여성 백인을 오늘날 미국 인문학의 전형적 유형으로 선정하는 

동시에 높은 지위의 남성들을 학문 내 불공정함과 구조적 성차별주의의 특별한 증상들로 지목한 것은 

우연적인 일이 아니다.

 

학생: 예일에 가는 것은 제게 중요해요. 거기에는 해럴드 블룸이 있어요.

교수: 해럴드 블룸은 여성혐오자에 나르시스트야. 그는 심지어 영문학과에 있지도 않지. 누구도 

그의 곁에 있고 싶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에게 그만의 인문학 학과를 줬어.

“여성혐오자에 나르시스트”라는 것은 분명히 지위와 관련이 있다 ― 블룸은 장기간의 성추행으로 

인해 공개적으로 고소당한 적이 있는 유명한 동시에 논쟁적인 예일의 교수이다(Wolf 2004). 우리는 

어떻게 억제된 야심의 교육학이 구조적 성차별주의의 교육학과 짝을 이루는지 본다. 학생은 그녀가 

학계가 어떤 곳인지 알고 그녀의 직업적 기대를 억제해야 한다는 것을 배울 뿐만 아니라 블룸과 같은 

높은 지위의 남성들이 상식을 벗어나고 심지어 비열하더라도 그들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타인을 학대

할 권리를 유지한다는 것을 배운다. 잠시 후 교수는 이 논점을 “[학계의 커플이 함께 일자리를 찾는 

42) 나는 여기서 “예측가능한 화이트칼라의 양가성을 대체할 수 있는 열정들”(1991:911)에 대한 Christopher 

Newfield의 독해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 나는 대신에 이 “열정들”이 기묘함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한다. 인

문학 학문 분과들에 있는 이것의 담지자들에게 견딜 수 없는 것일지라도 말이다.  

43) 2011년 여성은 영어영문학 신규박사의 61.0%, 외국어 전공 신규박사의 57.5%, 다른 인문학 분야의 신규박

사의 33.0%를 차지했다. 같은 해 백인은 영어영문학 박사의 69.1%, 외국어 전공의 46.1%, 다른 인문학 분

야의 64.3%를 차지했다. (외국어 전공의 백인 박사가 차지하는 부분이 낮은 것은 2011년 기준 외국어 전공

의 국제학생의 비율이 31.1%로 높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일러둘 가치가 있다. “일시적 거주

자” 또는 국제학생을 인종적 범주로 분류한 국가 통계 수치에는 특정한 범주 혼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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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매우 드문 경우에만 일어나며 여성은 통상적으로 낮은 봉급의 위치를 제안받는다”고 경고하며 

학생의 결혼에 대한 조언으로 확대시킨다.

학계의 현실에 대한 모든 가르침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비판적인 체념과 상징폭력에 대한 암묵적

인 가르침이다.44) 그리고 여성화의 구조적 양가성들과 증가하는 불안정성 및 [노동조건의] 하향 이동

은 특히 동영상이 일반적으로 “인문학”의 전형으로 간주한 영문학에서 관찰된다. 영문학은 인구학적

으로 볼 때 명백히 미국 인문학의 지배적인 분야이다. 2011년에 외국문학 전공이 신규박사 646명, 

종교학과 신학이 566명, 다른 인문학 분과가 576명을 배출한 데 반해 영문학은 1,515명을 배출했

다.4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은 내부적으로 낮은 지위의 (그러나 만연한) 강의 일자리와(Shaker 

2008) 높은 지위의 문학과 이론에 대한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학문적 연구로 양분되어 있다(Graff 

1987). 장 내부에서 낮은 지위의 영역은 특히 높은 비율로 불안정한 고용에 종속되어 있으며 불안정

노동자들은 2,500달러[약 267만원] 근처의 매우 가난한 급여를 지불받는다(약 2700달러[약 289만원]의 

중앙값에도 미치지 못한다, CAW 2012:38). 문학비평가들의 “신념”에 관한 Minnesota Review의 2009

년 조사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갈수록 심해져가는 이 내적 분화는 학문 내부에서의 정치적이고 직업적

인 위치들을 재배치하고 있다. 어떤 학자들은 노동조합 조직과 새로운 “동료 의식”을 직접적으로 지지

했던 반면(Steffan 2009, Bousquet 2009), 다른 학자들은 전문가주의의 이름으로 정치를 거부했다

(Graff 2009). 어떤 사람들이 스스로를 이론적으로 열정이 넘쳤던 1970년대와 1980년대의 계승자로 

보며 “학생들이 이론화하도록 고무”(Fuss 2009:187)하려고 여전히 시도했던 반면, 다른 사람들은 “이

론 생산의 퇴조”(Looser 2009:225)를 말하며 여성문학사와 같은 포스트-60년대의 분야 속에서의 정상

과학으로의 전환을 방어했다. 

흥미롭게도 동영상의 제작자인 앨리슨이 여성주의 이론 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등장인물인 교수

보다] 영문학 내부의 보다 정치적인 입장들은 이 동영상에는 부재한다. 대신에 우리가 보는 것은 전문

가적 입장의 우울한 버전이다. 지금까지 영상에서 묘사된 것으로 판단해 보건대 교수라는 직업은 

나쁠 수도 있지만 그녀는 같은 일을 계속 한다. 그녀에게 최악의 위협은 해고당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녀의 노동과 이상으로부터 그녀 자신의 소외이다. 놀라울 것 없이 이 소외는 그녀처럼 되고 

싶어 하는 타자(Other)와 만나는 순간 지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그녀는 마치 그녀의 

직업에 대한 내적인 양가성을 위장하고 합리화하려는 듯이 외적인 위협과 적개심을 과장하며 반응한

다. 만약 그녀의 직업적 양가성이 학생을 향해 한 방향으로 외부화되었다면 이것은 또한 제도를 향해 

다른 방향으로 외부화된다. 마치 주체가 아니라 상황이 나빴고 타협했다는 듯이.

결과적으로 모든 성공적인 이데올로기적 기획들처럼 이 동영상은 객관적으로 사회적인 모순과 

주체적인 모순들을 학자들의 탈구된 양가성을 위한 손쉬운 대상들과 함께 즐길 수 있을만한 픽션으로 

44) 내가 의미하고자 하는 것은 교사가 실제로는 [학계의] 현재 상황의 취약한 부분을 드러내고 있으나 여기에 

개입하기 위한 어떤 실천적 또는 정치적 측면의 제안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45) 수치들은 박사학위수여자에 대한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 미국 국립과학재단] 조사에서 추출하였

다. WebCASPAR[Intergrated Science and Engineering Resources Data System, 과학기술자료통합시스템]서 

재인용하였다. 



20

번역함으로써 중화시킴으로써 현실을 받아들일만한 것으로 만들어 준다. 내가 보여주려고 시도했듯

이 이런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동영상은 교수들의 양가성이 어떻게 억압될 수 있고 어떻게 정신

의 삶에 대한 순진한 (그러나 구조적인) 낙관주의가 부인될 수 있는지 의도치 않게 보여준다. 동시에 

이것은 오늘날 학계에 있는 불안정한 인문학자들에게 가능한 주체적 전략의 일부를 구성하는 투사, 

동일시, 부인, 그리고 혐오의 동학을 다시 상연한다. 이 이야기의 정치적 교훈은 침묵이다. 이것은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아무 것도 없으며 불신이 자리를 잡은 이후[인 오늘날 남은 것은] 그저 우리의 

일을 계속하며 주어진 최악의 부조리 속에 사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동영상은 오늘날 

“인문학의 위기”는 완전한 소멸의 문제라기보다는 진전되는 소외, 계급 하락과 내부적 계층화의 문제

라는 사실에 대한 완벽한 묘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키는 것만이 유일한 반응인 것은 

아니다. 

동원에 있어서의 모호성들

미국 학계의 노동운동의 현황은 2013년 4월 초 펜실베니아 주(州) 피츠버그에서 열린 “임시직 

고용에 반격하기(Coutering Contingency)”라는 최근의 컨퍼런스에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이 

컨퍼런스는 펜실베니아 주 서부에서 전통적으로 강세를 유지하던 대형 산별노조인 연합철강노조

(USW, United Steelworkers)에 의해 후원되었다. 학술노동자들의 점증하는 불안정화는 침체에 빠진 

미국 노동운동에 조직화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고 철강노동자들은 비정규직 교수들의 조직을 위한 

새로운 자원을 배정하는 데 있어 좋은 동료였다. 나중에 유사한 캠페인이 미국교사연맹(the 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 국제서비스노동자연합(SEIU, the Service Emploees International Union), 

그리고 미국자동차노조(the United Auto Workers)에 의해 후원되었다. 전통적으로 이 캠페인들은 

한 번에 한 캠퍼스에서 투쟁하는 식으로 이뤄졌지만 피츠버그 컨퍼런스에서는 새롭고 보다 야심한 

지역 단위의 전략이 등장하게 되었다. 지금은 워싱턴 DC와 보스턴의 국제서비스노동자연합의 지원을 

받는 피츠버그의 연합철강노조 조직 캠페인의 장기적 목표는 도시 지역에 있는 모든 파트타임 교수들

을 조직하는 것이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학계의 노동조건 기준을 개선시키고 개별적인 캠퍼스 행정당

국에 대한 압박을 상승시키는 것이었다. 

놀라울 것 없이 캠페인의 주장은 경제적인 측면과 젠더 측면 모두에서 심각했던 당시의 시사쟁점

들로부터 시작되었다. 노조위원장인 Leo Gerard는 피츠버그 회의를 시작하면서 “한 시간강사의 임금

은 미화원보다 높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이것[임금]은 여러분이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 있을 정도

로 인상되어야 합니다.”46) 이어지는 발표자는 어떻게 불안정성이 우리가 위에서 본 구조적인 성차별

주의와 관련되는지에 대해 강조하는 것으로 넘어갔다. “비정규직 트랙은 엄마 트랙입니다. {전통적인} 

학계의 커리어 경로는 원래 부인을 가진 남성들을 위한 것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임

시직 엄마 철학자”로 묘사하면서 말했다. 그녀는 비정규직 교수들이 더 좋은 직장을 얻지 못한 것이 

비합리적이고 불공평한 노동 체계의 결과보다는 마치 그들의 실수인 것처럼 비난받는 일이 비일비재

46) 모든 인용들은 컨퍼런스 때 작성한 내 노트에서 따왔다. 아마도 실제 말들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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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넘어 갔다.

다음 이어지는 사흘 동안 조직화 전략과 학술노동의 역사부터 비정규직으로서의 삶에 대한 보다 

개인적인 고백에 이르기까지 대화는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엘리트주의자들에게, 출세주의자들 또는 

우월론자들에게 비정규직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들은 무기력한 물질이죠. 먼지와 같이!” 영문학에서 

장기간 비정규직으로 머물었던 한 장년이 외쳤다. “우리는 모든 노동자들을 착취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 안에서 서로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개선을 위해 함께 뭉쳐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가 1%가 되게는 할 수 없습니다.” Duquesne 캠페인의 보다 젊은 활동가가 발언하였다. “임시직 고용 

안에서의 해방은 가능합니다.” 비정규직들을 위한 학술적 자유의 두 지지자가 말했다. 다른 사람들은 

보다 회의적이었고 심지어 절망적이었다. 심지어 “쥐꼬리만한 열악해진 학술적 자유에도 대가가 따릅

니다.” “우리가 정말 이 일자리들을 원하긴 하는 걸까요?” “이 직업들은 우리가 여기에 대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전에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곳에는 연대에 대한 전망이 분명히 있었던 반면에 시간강사들의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는 종신

직 교수들과 일어날 수 있을 갈등들에 대한 예리하고 현실적인 지각도 있었다. 한 비정규직은 “이해관

계의 갈등들이 모두 해소될 때 까지는” 종신직 교수와 비정규직 교수들 사이에 “진정한 연대는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인식론적 곤경에 대한 지각 역시 드러났다. “비정규직 교수가 된다는 것에는 

종신직 교수들에게는 불분명하고 대학원생들에게 일반적으로 불분명하고 학생들에게는 거의 전적으

로 불분명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딜레마들에 대한 답변으로서 해당 장소에 있던 노동

조합 조직활동가들은 개별 캠퍼스 수준을 넘어 폭넓게 확장하는 전략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 번에 한 기관에서 [투쟁하는 식으로는]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국제서비스노동자연합의 David 

Rodich는 주장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지배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집단적으로 대응해야 합

니다”라고 30년 이상 시간강사들을 조직해온 전국적인 인물 Joe Berry가 말했다. “보스들은 거의 언제

나 우리를 과소평가합니다.” 그는 덧붙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자신의 능력주의를 믿기 때문이지

요.” 

컨퍼런스는 피츠버그에서 철강노동자들이 지원한 최근 크게 성공한 노동조합 조직 캠페인으로부

터 시작되었다. 이 캠페인은 피츠버그에 있는 Duquesne 대학의 파트타임 비정규직들을 조직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왔었고 그 이후에는 표준적인 미국의 노동조합 조직화 과정을 쫓아왔었다. 특정한 

노동력의 다수를 모집하여 노조를 지지하는 문서에 서명하게 하고, 노조를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대표

로 인준하는 투표를 한 다음, 마지막으로 법적으로 노조와 협의할 의무를 가진 고용자와의 노동계약

을 협상하는 것이다. Duquesne 캠페인은 2012년 6월 인준 선거에서 이겼으나47) 대학 행정당국이 

즉시 연방 노동 규정에서 면제되는 (카톨릭) 종교기관으로서의 대학의 지위를 주장하며 이 선거의 

합법성에 대해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 주장은 허약해 보였고 심지어 행정당국도 (우연히 누출

된 이메일에서) 그들이 항소에서 질 것으로 예상되나 이것이 노조와의 협상을 가능한 한 연기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47) Pittsburgh Post-Gazette, 2012년 11월 21일자. “Duquesne 비정규직 교수들이 연합철강노조에 가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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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에 지역 조직활동가들은 동원, 교육, 그리고 해당 지역과 전국의 다른 시간강사에게 접근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컨퍼런스를 조직하는 것을 결정했다. 회의 참가자들의 절대 다수는 인문학과 

사회과학에서 왔으며 가장 큰 단일 학과 집단은 명백히 1990년대 이후 학계의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데 있어 가장 전투적이었던 영문학이었다. 이와 같이 이 컨퍼런스는 오늘날 학계의 노동운동의 한계

와 가능성을 살펴볼 좋은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하였다.48) 그곳에는 노동조합에 의해 협상된 고용계약

이 얻을 수 있는 주요한 물질적 그리고 상징적 이득에 대한 인식과 함께 낙관주의와 집합성에 대한 

실제적인 인식들이 있었다. 동시에 대학 환경에서 노동자 정체성이란 주관적 정체성에 있어 실질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에서 수용되고 있는 인문학자의 이미지가 인문학자들

을 산업별 노동조합주의와는 괴리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Williams 2004). 나아가 교사

노동조합을 음울한 색채로 묘사하고,  중서부 지역 ― 공화당 주지사 Scott Walker가 있는 위스콘신이 

가장 유명하다 ― 에 만연해 있듯이 공무원노조에 대한 비열한 사법적 공격에서 절정을 이루는 미국

의 보수적인 정치적 분위기에서 노동자 정체성을 가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노동조합 조직의 물질적 리스크들에 대한 질문, 특히 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리스크들이 회의 도중 

자주 질문되었으나 아주 결정적인 답변은 좀처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다수의 회의 참가자들은 

분명한 개인적 입장에 도달했다. 비정규직 착취는 노동조합 조직에 따른 비용이 얼마건 그것을 감수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나쁘다는 점이다. “종신직들에 비교할 때 우리는 잃을 게 적다.” 모두가 

이 관점에 전적으로 설득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강사 조직활동가들과 좀 더 소극적이고 주로 더 

늙은 교수들 사이에는 분명히 주목할만한 차이들이 존재했다. 조직활동가들의 적극적이고 전투적인 

담론과 보다 강하고 전투적인 직업적 노동조합원의 입장에 비교할 때, 대다수가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10년 또는 그 이상을 일해 온 장기적인 불안정 노동력들은 물질적 그리고 상징적 지배의 무게를 무시

할 수 없었다. 학과에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반복적으로 그들 곁을 스쳐지나가는 것에 대한 분노와 

제도적인 인정과 가시성의 부족의 만연에 대한 씁쓸함, 미래에 대한 비관주의가 그들에게는 자리를 

잡고 있었다. “우리는 교사들 대신에 수업 관리인이 될 것입니다”라는 말은 미래에 대한 슬픈 전망을 

담고 있었다. “나는 내 노동의 가치를 압니다. 내 대학이 그걸 모를 때에도 말이죠.”

억압적 탈승화

이 길지는 않지만 독특한 피츠버그에서의 순간은 나로 하여금 정치적인 자기의식을 가진 미국 

대학 시스템의 거주자들에 대해 설명하기 어렵고 실존적이기도 한 질문을 떠올리도록 충격을 주었다. 

결국 대학 시스템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 현재의 학술노동의 가치란 무엇인가? (만약 그런 

것이 존재한다면) 무엇이 미국 대학을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 주는가? 이러한 거대하고 모순적인 시스

48) Joe Berry는 오늘날 피츠버그에서 시간강사를 동원하는 일이 수준에 있어서나 정교함에 있어서나 10년이나 

15년전 이 나라의 어디에서든 비슷한 일을 하는 것에 비하면 훨씬 낫다고 말한 적이 있다. 시간강사 조직

화, 대학원생 조직화, (공립대학 시스템이 허용한다면) 교수 조직화, 그리고 (이데올로기적으로는 덜 논쟁적

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로 비용 문제 때문에 대학행정당국으로부터의 반대에 종속되어 있는) 비연구 

교원의 조직화 사이의 관계가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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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에 대한 합리적이고 총체적인 관점은 불가능하다는 내 관찰을 고려할 때 나는 어떤 식이든 형식적

인 요약을 무릅쓰지는 않을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실패한 대화들과 주체적 모순들은 

나로 하여금 이 시스템을 위치들의 부르디외적 공간으로 도식화하여 분석하려는 어떤 시도도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만들었다. 제도적 장소가 의식의 느슨하게 현지화되고 자기이해화된 

형식들을 서로 연관시키는(유명한 “객관적 구조와 주관적 구조의 조응”) 위치들의 공간이라는 이미지

는 우리가 앞서 본 경우에서들과 같이 이미 자기의식의 학계적 형태들을 괴롭히고 있는 악의적인 

상호주체성의 형식들, 내부화된 모순들, 분열과 탈구들에 대한 부적합한 설명을 제공한다. “위치들”의 

이론은 학계에서의 의식이 얼마나 제도적 타자에 대한 환상적 인식의 장면으로서의 이중의식이 될 

수 있는지, 집합성 또는 적어도 이유 있는 불일치를 생산할 것으로 규범적으로는 기대되던 대화와 

상호작용을 통해 쪼개된 주체성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과소평가한다. 

내 결론의 일부 선각자들은 거의 20년 전에 등장했었다. 장 프랑수아 료타르의 포스트모던의 

조건에 근거하여 빌 레딩스는 대학이 합의가 아니라 “불일치”라는 유명한 논증을 전개한다. 

“지구 경제에서 대학은 더 이상 공동체의 모델, 지식계의 레빗타운(공동주택)을 제공하리라 기대

될 수 없다. 그리고 대학을 공동체의 모델로 주장하는 것은 더 이상 대학의 사회적 기능 문제에 

대한 답변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대학은 문화든 국가든 하나의 통합적 이념에 의존하지 않으면

서 사회적 결속을 생각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는 여러 장소들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의 폐허는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의 불완전하고 끝이 없는 성격을 보면서 ‘함께 사고하기’가 

불일치의 과정임을 상기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우리에게 제공한다.”(Readings 1996:191-192[국

역본, 311-313])

레딩스는 충분히 타당하게도 소통의 투명성, 메타서사의 자명성, 또는 사회적 유대의 응집성을 

전제하지 않는 담론과 사회적 관계의 이론을 옹호하고자 한다. 그리고 나는 “이제 우리 가운데 누구도 

진심으로 스스로를 대학 교육 서사의 중심 주체라고 생각할 수 없다{또는 최소한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10[국역본, 25])라는 그의 말에 완벽하게 동의한다. 그러나 1990년대 레딩스는 그가 “프롤레타

리아화”라고 부른 것의 정치적 중요성과 이 파열된 세계에 우리가 처한 인식론적 곤경, 오인 그리고 

허위의식의 깊이를 과소평가했다. Leslie Allison의 영상은 인식론적 곤경이 학술적 주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반대로, 우리가 검토한 

노동조합 동원에서 벌어지는 정치적인 장면들은 내적 분열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학자들

이 자신들이 서 있는 곳을 정리해 보려고 할수록 서로 간의 차이를 정치적으로 극복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사례들이었다.

다르게 말하면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바로 그 정치적 통합에 대한 바로 그 욕망이 

극복할 수 없고 비극적인 차이들, 인식론적이기도 하고 감정적이기도 하고 역사적이기도 한 차이들을 

드러내 줄 수 있었다. 피츠버그 컨퍼런스는 동원을 위한 새로운 형식을 생산하지는 못했다. 그리고 

비록 컨퍼런스가 참가자들에게 에너지와 열정을 분출할 수 있게 했더라도, 우리는 그 장소에서 “거의 

언제나 과소평가”당했던 쓰라린 기회들을 경험했고, 모든 것은 “대가가 따로는 우리는 잃을 것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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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생각을 가진 시간강사들이 스스로에 관한 “무언가 불분명한 것”에 마주하게 되는 장면을 목격하

였다. 실제로 미국 대학의 아마도 개방되고 포스트모던한 세계 ― 레딩스가 진단하고 우리가 지금 

틀림없이 속해있는 ― 에서 그 대가는 존재가 이데올로기적 심연, 관료적 통제, 무장한 경비원, 추방, 

계급 분할의 실과 울타리에 의해 분리되는 잔혹할 분할이다.49) 분열된 대상은 이것을 만든 인간 주체

를 똑같이 분열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양가성에 대한 사람들의 도덕적 역량과 모순 및 역설에 

대한 지적 관용을 극한으로 몰고 간다. 그리고 이 양가성을 억압적 오인을 위한 장치로 도구화하면서 

방어 기제로 이용한다. 학계에서의 노동운동이 이러한 모순들은 해소하고 뛰어넘을 것이라고 결론을 

짓는다면 만족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최근에 그렇게 여겨지듯이 이 운동은 양가

성을 다소 부드럽게 만들고 다소 나은 물질적 조건 아래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기회만을 제공할 것이

다. 내 생각에 이것은 이 운동이 아직 충분히 야심차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번역: 이지원, 연세대 사회학과 석사 수료, xleexyz@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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