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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라투르는 『실험실 생활: 과학적 사실의 구성』(1986) 에서
그의 ‘문헌적 기록하기(literary inscription)’ 개념을 데리
다(Derrida, 1977)에서 가져왔다고 밝힌다. 

• 이 연구는 라투르의 문헌적 기록하기와 데리다의 ‘에크
리튀르(écriture)’ 개념이 어떤 동질성과 차이를 갖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라투르의 문헌적 기록하기가
실험실 작업에서 갖는 중요성과 함의가 드러날 것이다.

• 데리다의 에크리튀르에 관한 논의는 해체
(deconstruction)의 관점뿐만 아니라 구성(건설)의 관점
모두를 포함한다. 라투르의 문헌적 기록하기는 구성적
관점을 강하게 나타내며, 해체적 요소도 일부 드러낸다.



문헌적 기록하기

• 라투르는 기본적으로 과학 활동을 ‘문헌적 기록하기’(줄
여 기록하기)라고 본다.(Latour and Woolgar, 1986, 15-
90) 과학 활동은 결국 기록된 결과물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실험은 기록하기를 위한 작업이다.

• 특정한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해주는 ‘갑상선 자극 호르
몬 방출 인자(호르몬)(Thyrotropin Releasing 
Factor(Hormone): TRF(H))’로 불리는 물질의 존재가 과학
적 사실로 인정받기까지의 과정을 탐구한다.

• TRF(H)의 경우에서, 장치, 동물, 화학 물질은 결국 문서를
작성하는 재료로 쓰인다. 이와 같이 만들어진 문서가 유
통되고 학술지 등에 실리게 됨으로써 과학적 가치를 인
정받게 된다. 즉, 사회에서 신뢰할 만한 과학 지식으로 알
려질 것이다. 



•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는 논문 쓰기에 집착할 수밖에 없
으며, 논문 쓰기를 위한 재료가 바로 기록하기에 의해 제
공되는 것이다.

• 라투르는 문헌적 기록하기에 관해 데리다와 관련 지으며
이렇게 이야기한다. 

“Derrida(1977)에서 취한 것으로서 기록하기라는 관념은
글쓰기(Dagognet, 1973)보다 더 기초적인 작업을 가리
킨다. 그것은 여기서 모든 자취, 얼룩, 점, 막대 그래프, 
기록된 숫자, 스펙트럼, 정점 등등을 요약하기 위하여 쓰
인다.”(Latour and Woolgar, 1986, 88, 주2) 









에크리튀르는 글쓰기를 넘어선다

• 『그라마톨로지에 관하여』는 불어로는 1967년에 나왔는
데, 1부와 2부로 이루어져 있다. 

: 1부의 제목은 “글자 이전의 에크리튀르(Writing 
before the Letter)”이다. 2부의 제목은 “자연, 문화, 에크
리튀르”이다. 여기서 이미 우리는 에크리튀르란 문자를
사용하는 쓰기를 넘어서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데리다의 에크리튀르는 알파벳과 같은 표음 문자는 물론
한자와 같은 상형 문자, 표의 문자, 나아가 동굴 벽화에
남아 있는 옛 시각적 표현, 회화, 영화,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포괄한다.

• 에크리튀르를 우리나라 학자들이 글쓰기, 문자 등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것은 정확한 번역은 아니다. 



그라마톨로지는 문자학을 넘어선다

• 데리다가 이야기하기로, 에크리튀르에 관한 학문(science 
of écriture)이 그라마톨로지다. 앞서 논의한 대로, 데리다
의 에크리튀르를 글쓰기로, 그라마톨로지를 문자학으로
번역하는 하는 일은 데리다의 논의를 왜곡할 수 있는 번
역이라고 할 수 있다. 



• 그라마톨로지는 에크리튀르와 다른 어근에서 온 것이다. 
그람은 프랑스에서 무게 단위로 18세기 말에 도입되었다
. 영어로는 gram이라고 더 많이 쓴다.

• 그람(gramme) 라틴어 그라마(gramma)에서 온 것이다. 
그라마는 희랍어 그라마(γράμμα) (grámma)에서 온 것인
데, 그려진 것, 쓰인 것을 말한다. 

• 글자(letter)는 그려진 것의 대표적인 것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림(picture)도 마찬가지다. 영어의 그래머
(grammar)도 같은 어근에서 나왔다. 글자를 쓰는 것과
관련된 제한 사항을 의미한다. 

• 우리말의 ‘글’은 그리다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그림’
도 그리다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글이나 그림이나 다
그려진 것에 속해 있다. 



• 우리가 잘 아는 영어 단어인 프로그램(programme)이 그
람이라는 어근에서 파생된 말이다.(cf. Derrida, 1977, 9) 

• 그라마톨로지로 문법학이나, ‘문자학’으로 번역하는 것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라마톨로지의 원 뜻을 급
격히 축소하는 것이다. 

• 오히려 ‘기록학(記錄學)’, ‘기술학(記術學)’, ‘기재학(記載學
)’이 그라마톨로지에 더 가까운 번역이다.  ‘그람학’이라
고 해도 될 듯

• 물론 이미 기록학, 기술학 등의 번역어를 쓰는 이가 있었
다. 기재학은 아직 못 보았다. ‘기록’은 그려두다, 써두다, 
써서 남기다라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기술’은 그려 풀
어놓다, 써서 풀어놓다, 적어서 풀어놓다라는 의미일 것
이다. ‘기재’는 써서 실어놓다라는 비슷한 의미이나 좀 더
협소한 의미를 지니는 느낌을 받는다.



해체: 위계적 이항 대립 비판

• 기본적으로 데리다가 에크리튀르를 논의하는 것은 ‘말’이
먼저고 ‘에크리튀르’는 부차적이라는 식의 인식에 만족하
지 못하기 때문이다. 소리로서 말이 먼저 있고, 에크리튀
르는 그에 대한 기록 혹은 기술이라는 것이 데리다 시절
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주된 인식이었다. 



• 영미권과 특히 한국 학술계에서 데리다는 ‘해체’라는 개
념을 중심으로 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유의미하나 데리
다에 대한 매우 제한적인 이해로 보인다. 

• 『그라마톨로지에 관하여』 2부에서 루소(Jean-Jacques 
Rousseau)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루소는 말이
중심이고 일차적인 것이며 말을 써놓은 것 혹은 적어 놓
은 것은 주변적이며 이차적인 것으로 본다. 

• 에크리튀르의 일종으로서 글은 말의 ‘보충대리
(supplement)’로 본다. 글은 말을 보충하고 대리한다는
것이다. 



• 그런데 알파벳 같은 표음 문자 외에, 동물 벽화, 사진이나
, 영화나, 회화 등이 말의 기록이 아님은 쉽게 알 수 있다. 
라투르가 다룬 아미노산 분석기에서 나온 자취는 말과
관계 없다. 아미노산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

• 데리다는 이러한 이항적 대립에 기초한 사고가 서구적
사고 구조를 쌓아 올리는 토대라고 본다. 

• 말/에크리튀르와 같은 이항적 대립만이 아니라 남자/여
자, 정신/육체, 백인/유색인 등과 같은 이항 대립적 구별
에 기초한 사고와 행위가 서구인의 뿌리 깊은 문화적 바
탕으로 파악하고 있다.

• 데리다는 이 위계적 이항 대립을 해체하고자 한다.

• 에크리튀르는 매우 넓은 의미를 지니는 개념이다. 라투
르도 바로 에크리튀르 개념의 이러한 다양함 속에서 실
험실 활동과 유관된 요소를 본 것으로 파악된다.



기록하기와 논문 작성의 구별

• 라투르의 기록하기는 예를 들어 지진계에 그려진 지진
파형와 같은 것이다. 혹은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나는 한
호수에서 채취한 물의 생화학적 성분을 보여주는 도표와
같은 것이다. 

• 실험실에서 산출되는 그림, 도표 등에 관한 논의를 과학
철학에 끌어들인 라투르의 시도는 매우 획기적인 일이다
. 일반적으로 많은 자금, 값비싼 실험 도구, 연구 인력의
네트워크를 통해 기록하기가 산출된다.



• 이 기록하기는 보통 논문 쓰기로 이어진다. 논문 쓰기와
기록하기 산출은 조심스럽게 구분되어야 한다. 

• 논문 쓰기는 일종의 글쓰기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하
지만 기록하기 자체가 글쓰기는 아니다. 라투르는 이와
같은 기록하기, 논문 쓰기 혹은 책 쓰기의 절차와 성격을
밝히기 위해 데리다의 에크리튀르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
.  

값비싼 장치, 동물, 화학 물질, 작업 공간에서의 활동
↓

기록하기
↓

문서 작성(논문, 책, 보고서 등)



• 기록하기는 논문 쓰기의 핵심 재료다. 하지만 라투르의
견해에서 기록하기는 실험실 활동에서 얻은 실험 결과를
표현하는 자료이다. 이 자료 자체만으로 논문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기록하기에 관련된 이론적, 실험적 맥락, 해석, 이론과의
일치 여부 등에 관한 논의를 포함해야 비로소 논문 쓰기

가 이루어진다.
• 라투르가 보기에, 이렇게 기록하기와 논문 쓰기는 구별

되어야 하기에 기록하기라는 표현을 도입할 수 밖에 없
었을 것이다. 둘 다 에크리튀르이기는 하지만, 기록하기
와 논문 쓰기는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기록하기와 실험적 안정성

• 기록하기는 일종의 안정성을 표시한다. 여기서 안정성은
실험 결과가 도구에 의한 인공물이 아닌 상황과 관련된다. 
실험 도구와 자연의 상호 작용이 빚어내는 에크리튀르이면
서 안정성을 보여야 한다. 

• 안정성에서 벗어나는 일부 실험 자료가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오차 제거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오차 제거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실험 자료가 인공물인
지 안정성 있는 실험 결과인지 확정하기 곤란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결론

• 데리다의 에크리튀르는 안정성을 나타내는 영역은 물론, 
그것을 넘어서서 훨씬 넘어서는 영역을 포함한다. 회화
적 에크리튀르, 영화적 에크리튀르, 조각적 에크리튀르
등은 안정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아 보이는 에크리
튀르에 속한다.

• 라투르는 데리다의 에크리튀르 개념을 실험실에서 산출
되는 기록하기라는 제한된 영역에 집중하여 보여주고 있
다. 데리다의 에크리튀르에 비해 기록하기는 실험실 활
동에서 출현하는 안정성이라는 특징에 주목하는 관념이
다. 

• 라투르의 기록하기와 관한 논의는 영미권 과학철학 논증
적 접근 혹은 명제적 접근을 보완하는 의미가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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