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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이 논문의 목적은 정체성이 인간과 공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요소임을 밝히는 데 있다. 지리학

은 지표위에 새겨져 있는 인간의 흔적에 관심 갖는다. 누가 왜 그와 같은 흔적을 남겼는지 탐색한다. 인간이 지

표위에 남긴 흔적을 통해 존재에 대해 설명한다. 인간은 내가 누구이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리기 위해 지표

위에 흔적을 남긴다. 인간이 새겨놓은 흔적은 그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는다. 우리는 그 흔적을 통해 이야기를 

구성하고, 인간을 이해한다. 인간이 새겨놓은 흔적은 나의 정체성을 표현한다. 그 흔적에 담겨있는 이야기는 

나만의 것이다. 자신만의 이야기로 구성된 정체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변화하는 정체성’과 ‘변화하

지 않는 정체성’이다. 변화하는 정체성은 차이와 다름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변화하지 않는 정체

성은 동일시와 같음을 통해 정체성을 구성한다. 하지만, 매일의 삶의 과정에서 생성되는 나의 모습이 같은 듯 

다른 모습이듯이 정체성 역시도 생성과 반복의 과정을 통해 변화한다. 그렇기에 정체성은 지금도 변화하고 있

는 현재형이고, 진행형인 것이다.

주요어 :  정체성, 변화하는 정체성, 변화하지 않는 정체성, 이야기, 차이, 동일시, 인간존재

Abstract : This paper aims to reveal that ‘identity’plays the crucial role of explaining the relation between humans 
and space. Geography is preoccupied with footprints of humans which are engraved on the ground. It explores 
why such tokens are left over. It explains the existence of humans through footsteps of them. Men leaves traces 
of themselves to notify that who I was and who we were. The traces left behind by humans contain narratives of 
their own. Through those narratives, the very men who left the traces on the ground are to be grasped. A trace 
engraved by a person expresses its own identity of representing that person, so the narrative contained by one trace 
is the narrative of that individual. The identify which is composed of its own narrative can be largely divided into 
two types. The two are ‘changing identity’and ‘unchanging identity’. ‘Changing identity’ shapes the identity of 
oneself by difference. ‘Unchanging identity’ constructs the identity by identifying itself with sameness. However, as 
one’s figure in everyday life becomes identical or different, identity also varies through processes of generation and 
repetition. Therefore, identity is currently changing and in progress.

Key Words : Identity, Changing Identity, Unchanging Identity, Narrative, Difference, Sameness,   
Human 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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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간, 공간의 차이를 만들다

인간은 지리적 존재이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일정

한 공간을 점유한다. 그 공간에서 거주하고, 성장한

다. 일생동안 단 하나의 공간만을 점유하는 것은 아

니다. 태어난 곳과 자란 곳이 다르고, 지금 내가 거주

하는 공간이 다를 수 있다. 내가 태어난 곳과 자란 곳, 

그리고 거주하는 곳 모두 같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인

간은 공간을 생산하기도 한다.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

던 새로운 공간의 생산은 아니다. 일상적 삶을 살고 

있는 생활세계에 작은 흔적을 표시함으로써 나의 공

간임을 알린다. 그 공간을 통해 자신이 어떤 사람이

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낸다.

베르크(A. Berque)가 존재론에는 지리학이 없

고, 지리학에는 존재론이 없다고 했다(김웅권(역), 

2007). 존재론자는 공간에 새겨놓은 인간의 흔적에 

무관심 했고, 지리학자는 공간에 새겨있는 흔적을 통

한 인간이해에 무심했다. 힙합을 즐기는 사람이 벽에 

새겨놓은 낙서그림은 지저분한 낙서에 불과할지 모

른다. 하지만, 그림 그리는 사람에게 낙서는 자신 그 

자체이다. 낙서를 통해 새로운 공간을 생산하고, 세

상과 소통하길 바란다. 하지만 우리는 애초부터 이 같

은 낙서에 관심 갖지 않는다. 낙서그림을 그리는 사

람과 보는 사람의 소통 부재는 흔적의 의미를 반감시

킨다. 그들은 세상과 소통하고 싶지만, 일방통행로에 

서있는 존재에 불과하다.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과 해일은 사람들의 삶터를 

폐허로 만들었다.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던 집과 일터

가 사라졌다. 하지만 집과 일터만 사라진 것이 아니

다. 그 공간에 담겨있던 개인의 기억마저 앗아갔다. 

그 공간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의 의미마저 황폐

하게 했다. 지진과 해일로 무너져 내린 것은 삶터가 

아니라, 그 공간에 거주하고 있던 인간의 삶이다. 지

진과 해일로 잃어버린 것은 그 공간에 거주하고 있었

던 존재 그 자체의 소멸이다. 그곳에 있던 나도, 우리

도 모두 사라지고 없다. 내가 누구이며, 우리가 어떻

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확인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그곳에 있던 공간도, 시간도, 세계도 모

두 무너졌다. 공간의 소멸은 인간 삶의 소멸을 의미한

다. 공간은 인간을 대변하고, 그것을 통해 인간은 자

신을 확인받는다.1)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공간은 인간

의 삶 그 자체임을 보여준다(박승규, 2010a). 

사람들은 한 공간에 정주하지 않는다. 한 곳에 오

래 머무르지 않기에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근원공간의 부재를 경험한다. 인간의 유동성 증가는 

동네에서마저 익명성이 나타나게 한다. 익명성의 등

장은 동네와 도시의 과거를 없앤다. 미래마저 소거한

다. 익명성은 마을 사람 간에 공유하는 과거가 없음

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지금 여기’의 관계도 소홀하

다. 자신을 드러내는 근원공간의 부재는 자아를 잃어

버린 수많은 현대인을 생산한다. 나를 확인받을 수 있

는 근원공간의 상실은 인간을 끊임없이 부유하게 한

다. 나를 찾기 위한 여정도 없고, 나를 만들기 위한 고

민도 없다. 그저 인간은 부유하고, 떠돈다. 근원공간

의 상실과 부재는 우리의 실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

제인 것이다(박승규, 2010a). 

지리학은 땅에(geo) 새겨있는(graphien) 것의 의미

를 찾는 학문이다. 지표위에 누군가 무엇을 새겼다면 

이유가 있을 것이다. 누가 왜 새겼는지를 살피고, 그

것을 통해 인간과 공간의 관계를 이해한다. 지표 위 

공간에 새겨있는 흔적을 통해 새긴 사람이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지 밝힌다. 그것을 통해 지리학이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학문임을 천명한다. 인간이 

생산한 다양한 공간의 차이가 곧 나와 우리의 차이임

을 설명한다. 지리학에서 인간의 정체성에 관심 갖는 

이유이다. 

지리학에서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주로 지역을 대

상으로 한다. 어떤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정체성 

문제를 다루는 논의(심승희, 1995; 이영민, 1999; 임

병조, 2009; 조아라, 2009)와 지역정체성을 개념적으

로 정의하고자 하는 연구가 있었다(최재헌, 2005). 시

대에 따른 정체성 개념의 변화에 천착하여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하고자 하는 시도도 있었다(임병조·류제

헌, 2007). 이 같은 논의는 지역정체성을 통해 그 지

역에 거주하고 있는 인간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해준

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인간에 대한 존

재론적 이해를 토대로 정체성과 공간의 관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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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한 것은 거의 없었다. 지리학이 인간의 존재론적 

특성과 일상 공간에 새겨져 있는 흔적을 통해 어떻게 

인간의 삶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인간이 공간상에 새겨놓은 흔적은 일종의 문화적

이고 사회적인 기억이다. 인간이 새겨놓은 흔적을 찾

아 지리학자는 산책한다. 산책자(f lâneure)로서 지리

학자는 일상 공간을 구성하는 여러 사물과 기호에 담

겨있는 다양한 기억과 욕망을 확인한다. 인간이 어디

에 거주하고 있는가에 따라 같은 흔적에도 서로 다른 

욕망과 욕구가 반영되어 있음을 파악한다. 인간이 거

주하고 있는 공간의 특성이 생활양식의 차이를 반영

하고 있음을 이해한다. 서로 다른 공간의 차이가 서로 

다른 인간 삶의 표현임을 인식한다. 그렇기에 다양한 

공간의 차이가 인간의 정체성의 차이임을 감지한다.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존재론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작업이

기에 그것을 지리시간에 말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관이나 일상 공간을 구

성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적 요소에 주목한다면, 관념

적이고 추상적인 존재론적 논의는 구체성을 담보한

다. 지리학은 구체성의 미학을 추구한다. 문화적 기

억에 담겨있는 흔적을 통해 나와 우리를 이해한다. 우

리가 살아가면서 이용하는 다양한 공간이 세상에 존

재하는 다양한 인간의 차이임을 알게 한다. 인간의 정

체성에 천착하면서 다양한 차이의 공간이 인간의 차

이임을 말하고 있음에 주목하려 한다. 이 같은 문제의

식을 통해 정체성이 인간과 공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노두임을 밝히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

이다. 

2. 정체성, 그 기원을 찾다

Locke는 정체성을 불변하는 동일한 인격으로 규정

한다. Hall(1996)은 정체성을 우리를 둘러싼 문화 체

계 속에서 재현되거나 다루어지는 방식과 관련하여 

형성되고 끊임없이 변형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정

체성을 바라보는 관점의 다양성은 비단 이 두 사람만

은 아니다. 고정된 실재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정의와 

변화하고 진화하는 실재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

는 정체성을 규정하는 두 관점을 형성한다. 정체성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는 그 기원에 근원을 두고 있다. 

정체성(identity)을 의미하는 ‘identity’는 ‘같음’ 또는 

‘동일성’을 의미하는 후기 라틴어 ‘identitas’에서 유래

한다. 이 라틴어의 어원은 영어의 ‘the same’에 해당하

는 삼인칭 지시대명사 ‘idem’이다(양승태, 2006). 라

틴어의 기원에 근거할 때 정체성은 ‘동일성’과 ‘같음’

의 의미만을 갖는다. 하지만, 같음이나 동일성과는 

다른 의미가 부여된 것은 ‘identitas’에 해당하는 희랍

어 ‘tautotes’가 갖고 있는 의미 때문이다.2) 이 희랍어

는 ‘identitas’와는 달리 ‘자신’ 또는 ‘자체’를 뜻하는 말

(ipse; self)과 ‘같다’를 의미하는 말(idem; same)이 포

함되어 있는 ‘autos’에서 유래한다.3) 결국 라틴어와 희

랍어의 어원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정체성의 의미는 

‘동일성’과 ‘자신’을 표현하는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포

함하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두 가지의 정체성 개념을 Ricoeur

의 표현을 빌려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윤성우, 

2004). 하나는 ‘동일성(sameness)으로서의 정체성’이

고, 다른 하나는 ‘자기성(selfhood)으로서의 정체성’

이다. 동일성으로서의 정체성은 ‘같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용어(idem, sameness)에서 유래한다. 동일성으

로서 정체성은 어떤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존재

로 유지시키는 그 어떤 것이다. 자신이 갖고 있는 고

유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존속시키면서 고유한 존재

로서 자신을 지켜가는 것이다. 그렇기에 ‘나는 무엇인

가?’라는 보다 근원적 질문이 어울리는 정체성이다. 

다수가 아니라 하나이자 유일한 것이라는 수적인 정

체성, 극단적인 유사성으로 인해서 서로 대체될 수 있

다는 질적인 정체성, 시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첫째 

단계와 마지막 단계 간의 발달상에서 중단되지 않는 

연속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포함된다(임병조, 2009). 

반면에, 자기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자신’ 또는 ‘자

체’를 뜻하는 용어(ipse, selfhood)에서 유래한다. ipse

의 반대어가 ‘다른’, ‘이타적인’것이라고 한다면, 자기

성으로서의 정체성은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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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다름’을 전제로 하는 인간 개별자의 그 다움이다

(윤성우, 2004). 자기성으로서의 정체성은 ‘나는 누구

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정체성이다. 인간의 삶은 변

화와 생성을 거듭한다. 인간의 삶은 하나의 시공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진화한다. 그렇기에 

인간 개개인이 갖고 있는 정체성은 근원적 물음인 ‘나

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를 통해 변

화하고 생성을 거듭하는 정체성의 양상에 대해 질문

해야 한다. 인간은 변화하고 그런 변화 속에서 자신을 

유지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으려 한다.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차이와 다름을 지속적으로 추구하

며 나다움을 유지하는 것이 ‘자기성으로서의 정체성’

이다. 개개인이 갖고 있는 실존적 정체성의 문제가 여

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

회문화적 환경과의 관계속에서 나의 실존적 정체성

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Ricoeur의 용어가 갖고 있는 생소함을 조금 더 일

상적이고 친숙한 용어로 표현하기 위해 정체성의 양

상을 새롭게 개념화하려고 한다. 정체성을 크게 ‘변화

하지 않는 정체성(Unchanging identity)’과 ‘변화하는 

정체성(Changing identity)’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변

화하지 않는 정체성’이 고유명사로서의 정체성을 의

미한다고 한다면, ‘변화하는 정체성’은 동사로서의 정

체성이다. 변화하지 않는 정체성은 같음과 동일시에 

가치를 둔다. 내가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나의 정체성이 표현된다고 믿는다. 내가 한국 사람이

고, 내가 가톨릭 신자라는 것이 곧 나의 정체성인 것

이다. 나와 다른 누군가를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의 

동일성으로 차이와 다름을 포섭한다. 하나의 보편적 

기준으로 차이와 다름을 소거하는 정체성인 것이다. 

반면에 변화하는 정체성은 ‘차이’와 ‘다름’에 가치를 

둔다. Froust가 말한 것처럼 ‘현대의 작가는 모두가 유

일한 작가이다’라는 말로 차이와 다름을 표현할 수 있

는 정체성이다(강주헌(역), 2010). 나다움을 표현하

기 위해 새로운 공간을 생산하고, 그 공간을 통해 나

다움을 드러내는 정체성의 양상이다.

정체성의 기원에 대한 논의가 정체성의 양상을 어

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서로 다

른 정체성의 양상을 어떻게 상호연관 지을지도 고민

거리다. 변화하는 정체성과 변화하지 않는 정체성이 

완전하게 구분할 수 있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상대성

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Ricoeur는 두 가지의 서로 다

른 정체성을 아우르는 새로운 개념으로 ‘이야기 정체

성(narrative identity)’을 제시한다. 이야기는 변화하

는 정체성과 변화하지 않는 정체성 모두에 포함되어 

있고, 이야기를 통해 서로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Ricoeur가 주장하듯이 인간이 거

듭되는 삶의 변화 과정에서 자신일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이야기 밖에 없다. 내가 탄생하고 죽을 

때까지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나

의 이야기와 우리의 이야기이다. 내가 들려줄 수 있

는 이야기는 내가 살아온 삶의 모습이다. 우리 민족이

나 지역이 갖고 있는 고유한 모습은 우리 민족이나 지

역에서 유통되는 이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체

성을 설명하는데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이다(윤성우, 

2004). 

3. 이야기, 정체성을 드러내다

내가 누구이고, 우리가 누구인지는 문화적으로 구

성된다. 어떤 문화를 소비하고, 어떻게 문화에 적응

하며 살아가는가에 따라 나와 우리는 달라진다. 내가 

갖고 있는 욕망과 개성에 따라 나를 표현하는 수단에 

차이가 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적 기억에 따라 

우리를 표현하는 방식 역시 다르다. 그렇지만, 자신

의 정체성에 대해,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무

엇인지를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이 

절에서는 정체성을 무엇으로 식별할 수 있는가에 대

해 살펴보려 한다. 

Relph는 장소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로 물리적인 

환경, 활동, 의미를 제시한다. 그는 Camus가 오랑주

에 대해 기술한 설명문을 통해 장소가 갖고 있는 정체

성의 구성요소가 이 세 요소로 정리될 수 있다고 주장

한다. 이 세 요소는 다른 요소로 대치될 수 없고, 우

리의 장소경험에서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얽혀있지

만, 장소 설명에 대한 뚜렷한 초점을 제공한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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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 인간과 공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노두

다(김덕현·김현주·심승희(역), 2005). 반면에, Cal-

vino가 쓴 『보이지 않는 도시들』에서 도시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방식은 다르다. 마르코 폴로는 자신이 경험

했던 많은 도시를 칸에게 설명한다. 보이지 않는 도시

를 채우고 있는 것은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인간의 

기억이나 욕망, 가치나 신념이라고 말한다. 보이지 

않는 도시여서 물리적 환경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고, 

기억이나 욕망, 가치나 신념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

각할 수 있다. 하지만, 보이는 도시와 보이지 않는 도

시가 갖고 있는 의미구조는 크게 차이가 없다는 점에

서 Calvino의 주장 역시도 도시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일면 타당해 보인다(박승규, 2010b). 

Relph와 Calvino의 사례를 보면, 장소와 도시의 정

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는 사람마다 정의하는 것이 조

금씩 다름을 알 수 있다. 물론 도시와 장소의 차이가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하

지만, 근원적으로 도시와 장소라는 공간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데는 가족유사성이 있어 정체성을 구성하

는 요소에 커다란 차이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어떤 

요소가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인지를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모든 것에 공간이 담겨있

고, 공간속에 모든 것이 담겨있다고 한다면, 정체성

을 표현하는 요소는 어떤 한 두 가지로 정의 할 수 없

다. 공간속에 담겨있는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고, 모

든 것 속에 담겨있는 다양한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앞에서 우리는 정체성의 양상을 ‘변화하지 않는 정

체성’과 ‘변화하는 정체성’으로 구분하였고, 그것을 

아우르는 것이 ‘이야기 정체성(narrative identity)’이라 

하였다.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나와 우리를 

구분하는 정체성은 나와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를 통

해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시사점을 준다. 내가 어

떤 공간을 소비하면서 살아왔는지는 나의 이야기를 

통해 드러난다. 내가 세상에 존재하면서 나와 관계를 

맺었던 많은 사람과 사물이, 기억이나 욕망이 그 이야

기에 등장한다. 내 이야기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도 

나와 비슷한 이야기를 갖고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나

와 다른 사람의 이야기 줄거리는 다르다. 나와 다른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이다. 

Ricoeur는 이야기만이 내가 누구인지를 구별할 수 있

게 해준다고 말한다. 모든 것 속에 담겨있는 공간의 

이야기를 말 할 수 있고, 공간속에 담겨있는 모든 것

을 전해줄 수 있는 것이 이야기인 것이다. 

이야기(narrative)4)는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역사학은 이야기 학문이다. 

우리가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우리만의 역사를, 문화를 갖고 있음을 알리

는 것이 이야기임을 역사가 증명한다. 역사를 배운다

는 것은 우리가 살아 온 이야기를 듣는 것이다. 그 이

야기를 통해 우리 민족은, 우리 지역은 다른 곳과 구

별되는 어떤 정신문화의 유산을 갖고 있는지 파악한

다. 그와 같은 정신문화의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현재의 나와 우리가 어떤 맥락속에 존재하고 있는지 

가늠한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다른 민족과 다른 문화

를 향유하는 사람과 구별되는 우리만의 정체성이 있

음을 확인한다. 

하지만, 나와 다른 사람을 구분하는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구조를 논하고, 본질을 논하는 ‘커다란 이야

기(grand narrative)’가 아니다. 오히려 내가 일상 공간

에 거주하면서 겪는 일상의 작고 소소한 것을 소재로 

하는 ‘작은 이야기(petite narrative)’이다(이현복(역), 

1992). 역사적 사건과 혁명을 담고 있는 커다란 이야

기의 주체가 나일지라도 그와 같은 경험은 객관적 경

험이고, 우리의 경험이기에 나의 정체성을 대변해주

지 못한다. 나의 정체성을 설명해주는 것은 일상 공간

을 구성하는 시시하고 하찮은 소재로 구성된 작은 이

야기이다. 나의 생활세계에서 구성되는 작은 이야기

는 어느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나만의 이야기인 것

이다. 

‘굳 윌 헌팅’이라는 영화에서 심리학 교수인 숀은 

윌과의 대화에서 윌이 갖고 있는 지식이 사실은 거짓

이고, 책을 통해 간접적으로 얻은 객관적 지식을 잠시 

윌이 갖고 있는 것임을 보여준다. 숀은 윌에게 말한

다.

‘내가 전쟁에 대해 물으면 너는 아마 셰익스피어

의 명언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 다시 한번 돌진하

세, 친구여. 하며… 하지만, 넌 상상도 못해. 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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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와달라는 눈빛으로 널 바라보며 마지막 숨을 

거두는 걸 지켜보는 게 어떤 건지…’ 

이 대사는 윌이 책을 통해 경험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몸을 통해 직접 경험하지 못하면 말 할 수 없는 

숀만의 경험인 것이다. 숀은 자신의 아내에 대한 기억

도 덧붙인다. 숀의 아내는 이불 속에서 방구 뀌는 습

관이 있었고, 아내의 모습을 기억할 때 가장 먼저 떠

올리는 모습이라 말한다. 어느 누구도 아내가 이불 속

에서 방구 뀌는 습관이 있는지 모른다. 그와 같은 아

내의 습관은 일상을 같이하고 함께 하는 사람만이 들

려줄 수 있는 작은 이야기인 것이다. 그것이 아내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이야기

라는 것이다. 

‘광해, 왕이 된 남자’에서 임금을 대신해 왕으로 살

아야 하는 가짜 임금은 자신이 지금껏 살아온 것과 다

른 삶을 산다. 가짜 임금이 겪는 어려움 가운데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일상적 행동이다. 밥을 먹고, 매화

틀을 이용하고, 신하에게 말하는 일상적 행동이 진짜 

왕과 다르지 않아야 한다. 신하 앞에서는 가능한 한 

말을 삼가고, 행동을 삼간다. 진짜 왕과 가짜 왕의 차

이는 커다란 사건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왕이 

말하는 습관이나 식사 습관 등 몸에 기억되어 있는 일

상적 요소가 가짜와 진짜를 구분한다. 나를 확인하게 

해주는 작은 이야기의 부족은 가짜 왕이 진짜 왕이 될 

수 없음을 증명한다. 나의 정체성은 이처럼 일상의 작

은 이야기를 통해 확인되고, 각인된다. 

Heidegger는 이야기가 인간의 실존적 조건을 확

인시켜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 말한다(Heidegger, 

1962). 인간의 실존적 조건은 내가 어떤 요소와 관계

를 맺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거기에 있는 존재

(Dasein)’로서 인간은 어디에 놓여있는가에 따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실존적 요소가 달라진다. 인간이 어떤 

실존적 요소와 관계 맺는가에 따라 들려줄 수 있는 이

야기는 다르다. 인간의 관계맺음의 방식에 따라 이야

기는 달라진다. 같은 공간을 소비하고 있지만, 이야

기의 줄거리가 달라지는 이유이다. 하나의 이야기가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Ricoeur가 이야기 정체성을 설명할 때 시간의 차이

에 따른 정체성의 차이를 말한다(김한식(역), 2004). 

하지만, 이야기 정체성은 시간의 차원에만 한정되진 

않는다. Ricoeur가 주목하고 있는 시간의 차이는 공

간을 전제한다. 공간은 늘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시

간의 변화에만 주목한다. 공간을 전제한 상태에서 시

간의 변화에 따른 이야기의 차이는 변화하고 있는 나

와 우리를 파악하게 한다. 하지만, 나와 다른 사람의 

차이는 시간의 변화보다는 공간의 차이를 통한 이야

기의 차이에 의해 더 부각된다. 내가 살고 있는 공간

과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의 기억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생산하고, 그것을 통해 서로의 정체성을 확

인한다. 

공간은 정체성이 확장된 영역이다. 공간은 나를 가

시적으로 드러내는 나의 연장이다. 공간은 내가 다

른 사람과 구별되는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나만의 

영토이다. 내 영토에서 생산된 이야기는 나만의 것이

다. 내 이야기는 나의 문화적 기억을 토대로 한다. 내

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일상적 소재가 내 이야기를 만

든다. 나의 일상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사물 하나, 경

관 하나에 담겨있는 문화적 기억은 이야기 줄거리의 

소재가 된다.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은 이야기의 

줄거리이다. 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이야기의 소재 또

한 나와 남을 구별하게 하고,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주

는 요소가 된다. 같은 공간에 거주하고, 동일한 사건

을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도 같지 않다. 사람마다 동일

한 사건에 대해 기억하고 싶은 것이 다르기에 줄거리

를 구성하는 방식이 다르다. 줄거리를 구성하는 이야

기의 소재도 다르다. 

이야기 정체성은 다양한 인간의 모습을 담는다. 이

야기는 변화하지 않는 정체성의 모습을 담기도 하고, 

변화하는 정체성의 모습을 들려주기도 한다. 이야기

는 변화하지 않는 정체성과 변화하는 정체성의 상호 

연관성을 보여줄 수 있는 요소이다. 또한, 양자 간의 

구분을 가능하게 해주는 요소이기도 하다. 공간의 차

이를 통해 인간의 정체성의 차이를 설명해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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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체성, ‘변화하는 정체성’과 ‘변화 

 하지 않는 정체성’으로 변이하다

1)  ‘변화하는 정체성’과 ‘변화하지 않는 정체성’, 

그 구분 준거는?

변화하는 정체성과 변화하지 않는 정체성을 구분

하는 준거는 무엇일까. 앞에서 변화하지 않는 정체성

과 변화하는 정체성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조금 언급

되기는 했지만, 이 절에서 두 정체성을 구분하는 준거

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변화하는 정체성

과 변화하지 않는 정체성은 대략 네 가지 준거에 의해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정체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이다.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서 그 차이를 볼 수 있다. 변

화하지 않는 정체성에서는 ‘내가 무엇이고(being)’, 

‘우리가 무엇인지’를 묻는다. 이 같은 물음을 통해 근

원적이고 본질적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고민한다. 

근원적이고 본질적이기에 그와 같은 정체성은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 반면에 변화하는 정체성은 ‘내가 누

구이고, 무엇으로 되어 가느냐(becoming)’,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으로 되어 가느냐’를 묻는다. 나를 둘

러싸고 있는 공간 요소와의 관계 맺기를 통해 나의 정

체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정한다. 내가 어떤 공간속

에 거주하고 있는가에 따라 나의 정체성은 무엇으로 

되어가고 있다고 인식한다. 그렇기에 내가 무엇으로 

되어가고 있는 정체성은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무엇

이라기보다는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진행형의 정체

성이고, 변화하는 정체성의 성격을 갖는다. 

둘째, 개인적 정체성과 집단적 정체성의 문제이다. 

개인적, 실존적 정체성은 외모, 연령, 성, 교육 정도, 

특정한 형태의 사고, 감정, 행동 등 개인적 요소로 구

성되며 개인이 기존의 가치, 규범, 전통을 수용하거

나 거부하는 형태로 사회와 대결하는 과정에서 형성

된다. 어떤 가치나 규범을 수용하고, 거부하는 가에 

따라 개인적, 실존적 정체성은 변화한다. 반면에, 개

인은 집단에 편입됨으로써 안전과 안정을 부여받을 

수 있으므로 복수의 집단적 정체성도 존재한다. 집단

적 정체성은 여러 다양한 사회적 그룹(가족, 계층, 단

체, 소수그룹, 민족 등), 지역적 그룹(마을, 도시, 지

역, 국가, 대륙) 등에 의존해 있다(권혁준, 2012). 이

와 같은 정체성은 개인적, 실존적 정체성을 흡수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변화하지 않는다. 변

화하지 않는 정체성은 동일시와 같음을 통해 집단을 

통일적인 힘으로 이끌어야 하기에 기존의 정체성을 

유지하려 한다. 

셋째, 인간이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방식이다. 

인간은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규정하기’도 하고, 

집단에 의해 ‘규정받기’도 한다. 전자는 변화하는 정

체성의 모습이고, 후자는 변화하지 않는 정체성의 양

상이다. 변화하는 정체성은 내가 나의 정체성을 규정

한다. 내가 무엇이 되어 가느냐를 내가 결정한다. 조

금 더 나은 나의 모습을 만들고, 다른 사람과 구별되

는 내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반면에 변화하지 않는 

정체성은 우리가 무엇인지와 관련된 근원적 물음을 

통해 개인의 정체성을 흡수한다. 우리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집단적이고 통일적인 인식을 개인에

게 부과한다. 내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는 궁금하지 않

다. 개개인의 정체성은 동일시와 같음의 정체성으로 

치환된다. 그렇기에 개인의 정체성은 자신의 의지에 

의해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어떤 민족인 

순간에, 내가 어느 국가에 소속된 순간에 나의 정체성

은 규정된다. 

넷째, 변화하는 정체성과 변화하지 않는 정체성

은 서로 다른 기원을 갖고 있다. Ricoeur의 표현을 그

대로 사용하면, 변화하는 정체성은 자기성(ipse, sel-

food)으로서의 정체성이고, 변화하지 않는 정체성은 

동일시(idem, sameness)로서의 정체성이다. 변화하는 

정체성은 차이와 다름을 강조하면서 ‘나다움’을 지향

하는 정체성이다. 인간 삶은 매일 생성과 소멸을 거듭

한다. 그런 과정에서 내가 무엇으로 되어가고 있느냐

의 문제는 매일 유사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차이와 반

복을 경험하면서 새롭게 규정해가는 과정을 취한다. 

반면에, 변화하지 않는 정체성은 동일시와 같음을 강

조하면서 ‘우리다움’을 지향하는 정체성이다. 변화하

지 않는 정체성에서는 차이와 다름을 지향하는 개인

의 정체성을 이미 규정된 동일한 정체성으로 흡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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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미 규정된 정체성의 양상에 개개인의 정체성을 

맞추어야 하는 양상인 것이다. 

2)  변화하는 정체성, ‘차이로서의 정체성’

(identity as difference)을 지향한다

변화하는 정체성은 차이와 다름을 지향한다. 변화

하는 정체성은 ‘나는 무엇이 되고 있느냐(becoming)’

의 문제에 천착한다. 내가 무엇이 되고 있느냐의 문제

는 내가 지향하는 어떤 것으로 ‘되기’의 문제이고, 내

가 무엇이 된다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찾아가는 과

정인 것이다. 그것을 통해 나를 실현할 수 있음을 의

미한다. Deleuze에게 ‘되기(becoming)’는 무언가 현

실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이다. 되기의 주체인 나 자신

에게 혹은 나 자신 속에 직접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때 

그 변화가 ‘되기’이다(김효, 2008). 이진경은(2002) 되

기를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례를 제시한다. 뱀

권, 고양이권, 호랑이권, 학권, 박쥐권, 용권 등이 있

다. 박쥐권은 박쥐가 가지고 있는 빠르고 음산한 ‘감

응’을 자신의 신체에 부여하는 것이며, 호랑이권은 호

랑이가 가지고 있는 호랑이의 그 힘, 호랑이의 ‘감응

(affect)’을 내 신체에 분포시킨다. 

하지만, 용권은 어떠한가? 용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되기라는 것은 가능하다. 용의 감응을 내 신체

에 분포시킴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Deleuze와 Guat-

tari에게 되기를 가능하게 해주는 ‘감응’이란 심리적

인 차원에서 말하는 감성 혹은 정서가 아니다. 그것은 

힘 혹은 에너지 차원에서의 변화를 말한다. Deleuze

와 Guattari는 되기는 되어진 동물에 해당하는 항이 

없더라도 동물-되기로 규정될 수 있고, 또 그렇게 규

정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되기’란 이와 같은 ‘감응’의 

변이이며, 존재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변화인 것이다. 

Deleuze와 Guattari의 용어로 부연하자면, 되기란 분

자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존재의 변화이다. 그들은 

‘몰적(molaire)’이라는 용어와 ‘분자적(molaiculaire)’

이라는 용어를 구분한다. 분자는 몰을 구성하는 요

소이다.5) 몰적인 차원은 거시 물리적 차원을 의미하

며, 분자적 차원은 미시 물리적 차원을 뜻한다(김효, 

2008).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는 거시 물리적인 차원에서 

보면 존재는 형태를 띠고 있다. 하지만 미시 물리적 

차원에서 보면 형태는 사라지고 존재는 순전히 운동

과 힘으로써만 정의된다. 인간의 몸은 거시 물리적인 

차원에서 보면 뚱뚱하거나 날씬 하거나 어떤 형태를 

갖고 있다. 하지만, 미시 물리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세포의 활동과 혈액의 움직임 등으로 규정될 뿐이다. 

미시 물리적인 차원에 고정된 것은 없다. 그 곳에서는 

끊임없이 운동이 일어난다. Deleuze와 Guattari에게 

형태적인 측면에서 ‘닮기’는 모방이다. 힘의 차원에서 

다른 무엇으로 변화되는 것이 ‘되기’이다. 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단지 느껴질 뿐이다. 그렇기에 ‘감응’

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생성 혹은 되기라 칭하

는 것이다(김효, 2008).

변화하는 정체성이 갖고 있는 되기의 문제는 존재

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정체성의 변화이다. 표피적으

로 감지되는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실존

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변화이다. 내가 무엇으로 되어 

가느냐의 문제는 외형상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이다. 우리의 정체성은 한 곳에 고

정되어 있지 않다. 다양한 사물과 기억, 욕망과 욕구 

등과 관계 맺으며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하고 진화한

다. 어떤 방향성을 갖고 변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

가 누구인가의 문제는 정태적인 문제가 아님을 확신

하게 한다. 

백석은 자신의 시 400여 편 가운데 공간에 관한 시 

50편을 남겼다(유인실, 2012). 공간에 관한 50편의 

시를 통해 백석은 자신을 드러낸다. 자신의 고향을 표

현할 때의 백석과 서울과 만주를 표현할 때 백석은 다

르다. 50개의 공간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어쩌면 당

연한 것이다. 하지만, 백석은 자신이 거주했던 공간

에 서로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서로 다른 표현양상을 

보여준다. 시가 도시의 경관 차이를 기술하기 위한 것

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을 표현하고 보여주기 위한 것

이라고 한다면, 백석 시에 등장하는 다양한 공간은 지

속적으로 변해가는 백석의 정체성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단지 백석에게만 한정된 것은 아니

다. 우리 모두가 일상적인 삶에서 경험한다. 내가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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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되어가고 있느냐의 문제는 내가 지금 어떤 공간

을 소비하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집에 있는 나, 

직장에서 근무하는 나,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는 나는 

서로 다른 나의 모습이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내가 몸

을 통해 부딪치고 있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일상의 

작은 요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주고, 그것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따라 나의 정체성은 달라진다. 

내가 무엇으로 되어 가느냐의 문제에 대한 관심은 다

양한 양상으로 전개된다. 

Shields(1997)가 ‘나는 공간을 차지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듯이 기본적으로 인간은 

공간내존재이다. 존재 ‘existence(ex/istence)’의 어원

에 따르면, 인간은 내면으로 침잠해가는 자아 중심적

인 특성을 갖지 않는다. 오히려, 다른 사람과의 관계

를 향한 외부지향성(ex~)을 갖는다. 인간 존재에 대

한 모토는“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밖으로 나가! 인식

론적 주체가 되지 말고 윤리적 행위자가 돼라!”이다

(정화열, 1999). 이 같은 존재에 대한 어원을 통해 본

다면, 인간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과의 관계 맺

기를 통해 자신을 형성하고 규정한다. 그렇기에 정체

성 문제는 인간 내면으로 침잠하면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을 에워싸고 있는 공간과

의 상호작용에 주목해야 한다. 인간은 자신을 둘러싸

고 있는 공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따라 정체

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인간은 같은 

공간에서 매일같이 반복되는 삶을 살지만 똑같은 삶

의 양상의 전개되지 않듯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공

간과 관계맺는 양상에 따라 정체성의 양상은 차이를 

반복하며 변이한다. 

3)  변하지 않는 정체성, ‘같음으로서의 정체성’

(identity as sameness)을 지향한다

모든 것이 같다는 것은 때때로 가장 최상의 원리처

럼 생각되곤 한다. 같음을 추구하는 것은 그 안에 어

떤 대립도 나타나지 않는 통일적인 힘을 상정한다. 또

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힘을 표상하기도 한다. 동

일하고, 영원하며 절대적인 하나의 원리는 자신과 다

른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두가 같아

지는 방식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소통을 이룰 수 없다. 

하나라는 영원하고 동일성을 갖는 힘은 유일무이한 

진리를 등장시키고, 그와 같은 진리와 다른 종류의 것

은 강제로 흡수하거나 미리 마련된 기준에 의해 소거

시키는 방법을 동원한다.6)

변화하지 않는 정체성은 내가 무엇이고, 우리가 무

엇인지를 묻는다.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물음을 지향

하기에 변화하지 않는다. 나다움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다움을 지향한다. 변화하지 않는 같음을 통해 변

화하는 것을 동일성으로 포섭한다. 다름과 차이를 인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같음과 동일성으로 다름과 차이

를 희석시킨다. 그런 과정을 통해 동일하면서도 영원

한 하나의 고유한 정체성을 구성한다. 이미 누군가에 

의해 형성된 근원적인 정체성을 개인에게 강제로 부

과하면서 영원하고 동일한 힘을 유지하기 위한 정체

성을 만들어간다. 

Marquez는 『100년 동안의 고독』에서 마콘도에 살

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다. 이 마을에는 모든 

것을 쉽게 망각하게 만드는 아주 해괴한 전염병이 돈

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서 먼저 시작된 이 전염병은 

차츰 마을 전체로 확산되고, 사람들은 아주 흔한 일상

용품의 이름조차 잊어버리게 한다. 이런 와중에 병에 

걸리지 않은 한 젊은이가 있었다. 그는 모든 사물에 

이름표를 붙여 사람들의 기억을 되찾아주고자 노력

한다. ‘이것은 탁자입니다’, ‘이것은 창문입니다’, ‘이

것은 젖소입니다. 매일 아침 젖을 짜주어야 합니다’ 

등등의 이름표를 달아 나간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마을의 이름은 마콘도입니다’라고 쓰고, 좀 더 큰 

표지판에는 ‘신은 존재한다’라고 썼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물은 잊어 버려도 내가 어디

에 살고 있는지에 대한 기억은 신에 대한 기억만큼이

나 오래 남는다. 내가 나고 자란 근원 공간에 대한 기

억은 쉽게 잊혀 지지 않는다. 나를 세상에 존재하게 

하는 공간은 나의 근원적 문제이기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물을 잊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모든 

것을 잊어도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한 기억은 내가 

누구인지를 대변해주는 것이기에 쉽게 잊을 수 없다. 

마콘도라는 마을이 나를 대변해주고, 내가 마콘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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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투영되어 있음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같음으로서의 정체성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의 문제이다. 서로 다른 내가 우리가 되어가는 과정이 

같음의 정체성이다. 내가 마콘도 마을에 살면서 우리

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때, 내가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 같음의 정체성은 마콘도를 기억해

야 한다. 나를 둘러싼 사물의 기억은 빨리 잊어도, 마

콘도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은 가장 나중에 잊는다. 같

음의 정체성은 그런 모습이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우

리다움의 문제가 나를 규정함으로써 나는 잊혀 질지

라도, 우리다움의 문제가 나다움의 문제를 대신하는 

정체성인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다움을 지향하는 같

음의 정체성은 변화하지 않는다. 

민족정체성은 고유한 문화와 역사에 기반한 사회 

정체성이며, 조상 대대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 집단

에 대한 충성을 의미한다. 민족정체성은 내가 규정한 

정체성이 아니라, 민족이 규정한 정체성이고, 그것

이 나의 정체성으로 치환된다. 이 같은 민족정체성에 

대해 Lefebvre는 민족정체성을 주장하는 사람은 부르

주아 계급이라고 본다. 그들은 자신의 역사적 조건과 

태생을 투사하여 상상 속에서 민족을 미화하며, 노동

자와 부르주아 계급 간의 허구적 통합을 만들어내기 

위해 민족이라는 허구를 만든다고 본다(양영란(역), 

2011). 민족정체성이 사회적으로 구성된 정체성의 양

상을 띤다면, 적어도 민족정체성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구성한 정체성이라는 것이다. 

권력적 주체가 생산한 민족정체성은 우리가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야 하는지를 

역설한다. 그것을 통해 개인의 차이와 다름을 같음으

로 획일화한다. 민족이라는 개념적 범주에서 개인의 

차이와 다름은 무가치하다. 오로지 권력이 규정한 민

족정체성만이 가치를 갖는다. 그들이 규정한 민족정

체성은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인간의 정체성을 규

정한다. 개인의 정체성은 소멸되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새로운 민족정체성이 자신의 정체성을 대

신한다. 나의 정체성을 내 스스로가 규정하기 보다는 

무엇인가에 의해 정체성을 규정받는 방식의 정체성

인 것이다. 

망각은 존재의 소멸을 의미한다. 존재의 소멸은 공

간의 소멸을 동반한다. 망각은 과거의 기억에서 ‘나’

라는 존재를 소멸시킨다. ‘나’라는 존재에 대한 어

떤 이야기도 들리지 않게 한다. 나는 그저 사물 가운

데 하나로 존재한다. 기억이 상실된 인간으로서 나

는 공간을 구성하는 부속물의 하나로 전락한다. 나

를 부정하는 방법이다. 일상적 경험의 차원이든, 존

재론적 차원에서든 공간에 새겨져 있는 나에 대한 기

억의 소멸은 나에게는 커다란 상실로 다가온다(박승

규, 2011). 변화하지 않는 정체성은 변화하는 정체성

의 망각을 지향한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시나브

로 하게 잊어 가는 변화하는 정체성은 민족정체성을 

구성하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바이다. 그와 같

은 민족정체성을 통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권력

을 유지하고, 부르주아 계급은 자신의 이득을 연장시

키려 한다. 개인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

이 아니라, 정체성을 규정받음으로써 무엇인가에 길

들여지기를 바란다. 

        5.  정체성, 동일성과 차이의  

 반복을 거듭하다

인간이 생산한 다양한 공간은 인간 존재의 다양함

을 보여준다. 인간의 존재 기반은 공간이다. 그렇기

에 다양한 공간의 차이는 다양한 인간의 차이를 반영

한다. 공간에 새겨진 인간의 차이는 서로 다른 인간

이 모여 살고 있음을 알게 한다. 서로 다른 삶의 방식

을 유지하면서 나와 같은 공간을 소비하고 있음을 인

식하게 한다. 공간은 추상적인 존재의 논의를 구체화

한다. 가시적이고 감각기관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인

간 존재의 차이에 대한 인식은 존재론적 논의를 관념

적 차원에서 구체성의 차원으로 옮겨놓는다. 지리학

이 존재론적 논의의 새로운 지평을 제공할 수 있는 이

유이다. 

공간은 존재의 연장이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공간

이 지금의 나를 대변한다. 자신이 살아가는 공간을 구

성하는 다양한 요소를 통해 지금 내가 무엇이 되어 가

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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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 인간과 공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노두

공간에 새겨있는 흔적은 나의 정체성을 재현한다. 우

리의 정체성도 표현한다. 공간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

소를 통해 우리는 서로의 정체성을 인식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정체성을 토대로 소통한다. 하지만, 정체

성은 고정된 개념이 아니다. 우리 삶이 변화하듯, 공

간에 새겨져 있는 흔적도 변화하고, 소멸한다. 새로

운 흔적이 생산되고, 그것을 통해 이전과 다른 나의 

모습을 알린다. 

인간과 공간의 관계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정체성

의 모습은 제한된 시공간의 맥락을 전제로 한다. 정

체성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진화한다. 그렇기에 나의 

정체성이라 표현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이다. 지금 

여기를 벗어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 되어가고 있는

지는 나 자신도 장담할 수 없다. 다만, 나의 공간적 실

천을 통해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

는지는 파악할 수 있다. 내가 관계 맺고 있는 공간의 

변화는 나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준다. 변화하지 않

을 것 같은 공간이 변화한다는 사실은 인간이 갖고 있

는 본질적 모습이 과연 존재하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인위적으로 규정된 무엇이 있다고 하더라

도 그것 역시도 시공간의 변화에 따라 인간의 삶이 변

화한다면 변화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모든 정체성은 변화한다. 역설적이지

만, 변화하는 정체성은 물론이거니와 변화하지 않는 

정체성도 변화한다. 변화하는 정체성이 차이와 다름

을 지향하면서 변화한다면, 변화하지 않는 정체성은 

동일성의 반복을 통해 변화한다. 변화하는 정체성은 

차이와 다름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한다면, 변

화하지 않는 정체성은 같음과 동일시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한다. 그렇기에 두 정체성의 변화 양상

은 다르다. 우리가 인식하는 정체성은 어제와 같은 차

이와 다름이지만, 어제와 같은 동일성과 같음이지만, 

오늘은 어제와는 다른 차이와 동일성의 반복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간다. 그런 점에서 모든 정체

성은 현재형이고, 진행형이다. 

인간이 생산한 공간이 비슷한 양상을 통해 반복하

듯이, 정체성 역시도 우리 삶의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통해 차이를 반복한다. 인간은 매일 같은 일상을 살지

만, 늘 같은 모습으로 일상을 살지 않는다. 매일매일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일상적 삶을 이어간다. 매일같

이 반복하는 삶의 모습이지만, 차이를 생산하고, 그

것을 통해 매일 같은 일상적 삶을 영위한다. 차이를 

전제로 하는 반복은 정체성이 매 순간 그 자리에 고정

되어 있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지금 여기에 존재하

는 나도, 우리도 변화한다. 변화하지 않는 것은 없다. 

Herakleitos가 말하는 판타레이(panta rhei)는 정체성

에도 적용된다. 우리 삶은 생성과 소멸을 반복한다. 

그런 삶속에서 정체성은 생성되고 소멸한다. 

어제와 다른 오늘의 나는 어제와 다른 나이다. 어

제와 다른 오늘의 우리는 어제와 다른 우리이다. 나와 

우리에게는 ‘지금 여기’에서 파악할 수 있는 정체성의 

모습만이 존재한다. 과거의 정체성도, 미래의 정체성

도,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파악할 수 있는 현재의 정

체성도 모두 나이고 우리인 것이다. 그렇기에 정체성

은 현재형이고, 진행형이고, 차이의 반복을 거듭하면

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간다.

주

1) 프레시안 책 소개 관련 기사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정확

한 출처를 표시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이 생각의 기원이 

그 책 소개자에게 있음을 밝힌다.

2) 그것은 희랍어 정관사 ‘to’와 ‘self ’ 또는 ‘same’을 의미하는 

삼인칭 지시대명사 ‘autos’가 결합한 형용사 ‘tautos’의 추

상명사이며,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 8권 

1061b에서 형제간의 우애(philia)를 부모와의 관계에서 동

일성(tautotes) 차원에서 설명하는 과정에 나타나 있다. 그

런데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동일성 개념은 이 용어로만 표

현되는 것은 아니며, 그의(1933) 『형이상학』 10권(특히

1054a33-1054b4)의 ‘단일성(to hen; one)’ 개념을 논의하

는 과정에서는 ‘to tautos(영어로 ‘the identical’에 해당)’라

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양승태, 2006).

3) 이 점은 독일어에도 해당된다. 영어의 ‘self ’에 해당하는

‘selbst’ 또는 ‘selber’는 ‘자신’과 더불어 ‘같음’의 의미를 갖

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독일 학계에서는 정체성을 의미

하는 말로 라틴어 어원의 ‘Identität’ 대신에 순수 독일어로 

‘Selbigkeit’를 사용하기도 한다(양승태, 2006).

4) 리꾀르가 언급하는 이야기를 의미한다. 우리 삶을 살아가

는 데 필요한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은 조금은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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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영향을 받아 이야기의 시간

성에 관심을 두고 있는 리꾀르의 이야기 구조를 자세하게 

밝히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생략하고자 한다. 

이야기 구조에 대해 관심있는 사람은 다음 문헌을 참고하

길 바란다. 윤성우(2004), 폴 리꾀르의 철학, 서울:철학과 

현실사. 

5) 1몰은 6×10²³개의 분자를 가르키는 단위이다.

6) 프레시안에서 책 소개 관련 기사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정확한 출처를 표시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이 생각의 기원

이 그 책 소개자에게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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