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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틀어가며 

도스토예프스키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조시마를 비롯한 여러 인 

물들을 통해 이른바 ‘만인유죄사상’을 강조한 바 있다. “모든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모든 것에 대해 유죄”라는 것이다. 이 말 속에는 사유하는 나， 

욕망하는 나， 행동하는 나에 대한 표상이 들어 있으며， 무엇보다도 타자와 관 

계하는 나에 대한 표상， 즉 관계 맺음의 숙명성이 암시되어 있다. 도스토예프 

스키의 전 창작의 화두이기도 한 자유와 의지， 나아가 죄와 벌의 문제가 등장 

하는 지점은 여기이다. 한 주체가 자신의 자유 의지에 따라 행하는 행위는， 

설사 그것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발현되지 않고 사유와 욕망의 차원에만 머물 

지라도 타자에게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것은 아주 자주 형사적 차 

원은 아닐지라도 심리적， 종교적 차원의 죄가 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부메 

랑처럼， 거울의 반사광처럼 다시금 나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이는 행위의 주 

체로서의 한 인간과 또 다른 주체인 타자 간의 소통이 지닌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인간의 삶의 목적은 어떤 경우에든 자선의 자유와 욕망의 극대치를 추구하 

는 데 있다. 하지만 그것이 타자 및 세계와의 대면에서 불협화음을 빚어낼 수 

있는 것이라면， 소통은 반드시 윤리학적 전망을 지녀야하며 소통의 참가자로 

서의 인간은 무엇보다도 도덕적 주체이며 선의지의 행사자여야 한다. 칸트는 

일찍이 “너의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 법칙 수립의 원리로서 타당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위하라”라는 정언 명법을 제시하면서 “내 위의 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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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는 하늘과 내 안의 도덕 법칙”을 역설한 바 있다1) 이 경우 도덕법칙은 

“인간들에게 정언적으로 명하는 명령” 이른바 ‘주어진 것’이자 무조건적이고 

강제적인 의무로서 궁극적으로 신적 지위와 동일한 최고선의 테두리 내에서 

실천 이성에 따라 행사되는 것이었다 2) 칸트로 대표되는 당위로서의 윤리학 

은 ‘이성의 판관 기능에 종속된 위선적인 복종’3)의 혐의에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하다. 왜냐면 도덕률은 쾌-행복에 대한 추구와 같이 육체적이고 생래적으 

로 발생하는 (따라서 강제될 펼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타자-세계와의 소통 

에서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되， 

당위로서의 윤리학이 지닌 강제적이고 경직된 성격을 극복하고 보다 더 자유 

롭고 열린 소통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바흐친과 레비나스를 비롯한 여 

러 현대 사상가들의 다각도의 논의는 새로운 소통의 윤리학을 정립하고 미래 

적 전망을 제시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이다. 

2. 당위로서의 윤리학과 바흐친의 행동철학 

앞서 언급했등， 소통의 윤리학은 일차적으로 자연발생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원활한 소통을 위해 요구되는 필요조건과 같은 것으로서 일정 부분의 강제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생각은 칸트의 정언명법과 궤를 같이 하는 초기 바흐친의 

윤리학적 논의 4)에 상당히 선언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바흐친은 칸트의 철학， 

즉 ‘형식 윤리 (~opManbHa~ 3THKa)’가 지닌 보편화 및 치명적 이론주의 (pOKOBOα 

1) 임마누엘 칸트(2005) f실천이성비판~， 백종현 옮김， 아카넷， 86, 327쪽. 

2) 위 의 책， 87-91 , 259, 263쪽. 

3) 들뢰즈는 헤겔주의와 변증법에 대한 자신의 증오를 노골적으로 표명한 뒤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칸트에 관한 나의 책， 그건 다르지. 나는 그 책이 맘에 드네. 

그것은 마치 어떤 적에 대해 글을 쓰듯， 그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장치를 이용하 

고 있는지 보여주려고 쓴 책이네. ‘이성’의 재판소， 기능들의 절제된 사용， 입법권이 

우리 스스로에게 넘겨지는 만큼 더더욱 위선적인 복종 갇은 그런 장치들 말일세 

(질 들뢰즈(993) ['대담 1972-1990J , 김종호 역， 솔， 29쪽.) 

4) 초기 바흐친， 칸트， 그리고 신칸트 학파의 관계에 대해선 K.클라크1M.홀퀴스트 
(1993) ?바흐친~ , 이득재/강수영 옮김， 문학세계사， 68-74쪽과 이득재 (2002) r바흐젠 

과 칸트. r 행동철학에 대하여」에 대한 小강J，러시아어문학띤구논집~， 제 11 집， 서 

울: 한국러시아문학회， 183-19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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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opeTH3M) 혹은 순수한 이 론성 ( t뻐CTa51 TeOpen꺼HOCTb)을 신 랄하게 비 판하면 

서도5) 이른바 ‘당위로서의 윤리학’에 관해서는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 그리 

하여 “행동은 절대적으로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 “당위는 정말로 나에게 

있어 절대적으로 강제적인 것， 정언적인 것"( rKφn J ， 27)이 바흐친의 행동철학 

의 전제가 된다. 다만， 도덕법칙의 실현을 오로지 이론적인 층위에만 국한시 

켜 “나의 역사적이고 개별적 책임 있는 활동성 "(rKφnJ ， 27)을 소외시키는 이 

론주의만은 배격되어야 한다. 바흐친에게 중요한 것은 나와 세계， 주체와 객 

체， “문화 영역[학문， 예술， 역사 등]의 객관적인 통일성”과 “경험되는 삶의 반 

복 불가능한 단일성” 사이에 “하나의 유일무이한 통일성"( rKφn J ， 7 , 8)이었던 

것이다. 

이 맥락에서 당위는 ‘사상과 감정’을 모두 포함한 행동함-행동(noCTynJleHHe

nOCTynOK)의 원칙으로서 존재한다. 주체의 ‘당위 (~OJl*eHCTBOBaHHe)’에 대한 의 

식을 통해서만 “삶과 문화 창작행위， 행위 행동(aKT-noCTynoK ), 내 유일한 삶 

의 맥락의 통일성의 계기와 판단의 의미론적 내용"(rKφn J ， 9) , 간단히 말해 삶 

과 이론 사이의 분열이 극복되고 이들 사이에 통일성이 만들어진다. 여기서 

바흐친은 ‘책임성 (OTBeTCTBeHHOCTb)’과 ‘구체성 (KOHKpeTHOCTb)’에 기초한 윤리 

학을 주장하며 6) 나아가 주체의 현존성과 유일무이성의 토대 위에서 책임 있 

는 행동을 촉구한다. 

B OCHOBe e~HHCTBa OTBeTCTBeHHoro C03HaHH5I Jle*HT He npHHUHn KaK Haqa 

JlO, a ~aKT ~eACTBHTeJlbHOrO npH3HaHH5I cBoeA npHqaCTHOCTH K e~HHCTBeHHoMy 

ÕblTHIO-CO ÕblTH’0, ~aKT ， He MorYDlHA ÕblTb a~eKBaTHO B꾀pa*eH B TeOpeTHqeCKHX 

TepMHXHax, a JlHWb onHcaH H yqaCTHO nepe*HT; 3~eCb HCTOK nocTynKa H Bcex 

KaTeropH까 KOHKpeTHoro e~HHCTBeHHoro Hy띠TeJlbHOrO ~Ofl*eHCTBOBaHH5I. (…) 

B ~aHHoA e~HHCTBeHHoA TOqKe, B KOTOpOα 51 Tenepb HaXO*yCb, HHKTO ~pyroA 

B e~HHCTBeHHOM BpeMeHH H e~HHCTBeHHOM npOCTpaHCTBe e~HHCTBeHHoro ÕblTH5I 

5) M. M. BaxTHH(2003) "K ~HJlOCO~HH nOCTynKa0918-1924) ," Co6paHHe CO 'lHHeHHIt. T. 1. 

φ'HJ10C때CKaJl 3CTeTHKa 1920-x rO/JOB, M.: 113~aTeJlbCTBO <<pyccKHe CJlOBapH 513 b1KH 

CJlaB5IHCKOA KyJlbTyp“>>, c. 27. 이하 rKφTI J 로 약칭. 

6) 책임 혹은 책임성은 곧 주체의 ‘책임 의식’을 구체성은 그 주체가 속해 있는 현실 

적이고 역사적인 토대를 강조하는 것이다 여기서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삶， 존재

사건 (õμTHe-coõμTHe)의 복잡다단한 생성의 모벤트， 즉 사건성 (coõμT뼈HOCTb) 등에 

대한 바흐친의 배려를 엿볼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본고의 3장에서 상세하게 

논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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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HaXOtlllTC lI. ( ... ) EtlHHCTBeHHOCTb HaJl때Horo 뻐T때 HytlHTeJlbHO 06113a-

TeJlbHa. 3TOT !þaKT MOerO He-aJ1H6H B 6b1THH, J1e ll<a ll\HI1: B OCHOBe CaMOrO KOHK 

peTHoro H etlHHCTBeHHOrO tlOJlll<eHCTBOBaHHlI nocTynKa, He y3HaeTc lI H He n03 

HaeTC lI MHOIO, a el1HHCTBeHHlJM 06pa30M npH3HaeTCJI H YTBepmaeTcJI.( rKφnJ ， 

38-39) 
책임 있는 의식의 통일성의 기저에 깔린 것은 근원으로서의 원칙이 아니 

라 유일무이한 존재-사건에 대한 자신의 관여를 실제로 인정한다는 사실인 

데， 그 사실은 이론적 용어로는 적절하게 표현될 수 없으며 그저 묘사되고 

참여적으로 경험될 수 있을 뿐이다. 여기에 행동과 구체적인 유일무이하고 

강압적인 당위의 모든 범주들의 근원이 들어 있다. ( ... ) 지금 내가 위치해 

있는 주어진 유일무이한 지점에 유일무이한 존재의 유일무이한 시간과 유일 

무이한 공간에 다른 그 누구도 위치해 있지 않다. (…) 현 존재의 유일무이 

성은 강제적이며 의무적이다. 행동의 아주 구체적이고 유일무이한 당위의 기 

저에 깔려 있는 ‘존재의 나의 부재 증명 불가’라는 이 사실은 나에 의해 인 

지되거나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유일무이한 방식으로 인정되고 확신되는 것 

이다.’ 

“나의 유일성은 ‘주어진 것 (llaHHoe)’이지만， 동시에 나의 행동에 의해 현실 

속에서 실현되는 것이니 만큼 그것은 ‘부과된 것 (3allaHHoe)’이기도 하다."(rKφn J ， 

40) 따라서 ‘존재의 부재 증명 불가’， 즉 나의 존재론적 유일성과 고유성， 반복 
불가능성은 오로지， 책임성을 갖고 행동하는 주제로서의 나， 나의 책임 있는 

행동에 의해서만 증명되는 것이다. 

이렇듯， 칸트의 윤리학에 맞먹는 새로운 윤리학， 즉 ‘행동의 건축학(apXH

TeKTOHHKa nocTynKa)’을 수립하고자 했던 바흐친의 첫 시도는 미완으로 끝났 

지만 몇 가지 흥미로운 문제점을 시사하고 있다. 초기 바흐친의 윤리학은 첫 

째， 기본적으로 ‘주체의 철학’이다. 조만간 그가 본격적으로 천착하게 될 타자 

성， 주체사이성은 아직은 그의 사유의 지평 위로 선명하게 부각되지 않는다，7) 

둘째， 이로 인하여 바흐친의 행동 철학은 칸트의 정언명법만큼이나， 어쩌면 

그 보다 더 당위와 의무를 강요하는 셈이 되었다. 어쩌면 어떤 경우에나 윤리 

학은 가언명법이 아닌 정언명법 위에서만 구축된다는 것을 초기 바흐친이 역 

설적으로 보여주는 듯하다. 셋째， 그럼에도 바흐친이 생각한 행동 철학의 제 

일 원리인 ‘책임성’과 ‘구체성’에 비록 부분적이긴 하지만 ‘감정적이고 의지적 

인 톤(3MOQHOHaJlbHO-BOJleBO꺼 TOH) ’이 개입된다는 것은 뒤에 나올 바흐친 특유 

7) 조준래 (2001) r미적 건축학에서 삶의 건축학으로. r 행동철학에 부쳐」의 과제와 한계 J ， 

r 슬라브학보~， vol. 16, no. 1, 2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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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미학 이론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하다. 세 번째 항목에 주목해보자 

미학주의에 관한 바흐친의 태도는 다소 복잡하다. 초기 바흐친의 시도는 미 

학적 예술 행위조차도 행동철학의 기본원칙인 당위성과 구체성의 범주에 포 

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행동철학」과 비슷한 시기에 씌어진 「예술과 

책임 J (1919)에서 다음과 같은 단언을 볼 수 있다. 

니TO ~e rapaHTHpyeT BHyTpeHH~~ CB~3b 3neMeHTOB nHqHOCTH? TonbKO e~HH

CTBO OTBeTCTBeHHOCTκ 3a TO , qTO ~ nepe~Hn H nOH꺼n B HCKyccTBe , ~ ~on~eH 
OTBeqaTb CBoe~ ~H3Hb~ ， qT05bI Bce nepe~HToe H nOH~Toe He OCTanOCb 5e3 

~e꺼CTBeHHbIM B Helí .8) 
도대체 무엇이 개성의 요소들의 내적 관계를 보장해 주는가? 오로지 책임 

의 동일성만이 그럴 수 있다. 내가 예술 속에서 경험했고 이해한 것에 대해 

서， 경험되고 이해된 모든 것이 삶 속에서 무기력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나는 나 자신의 삶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예술과 삶을 강하게 묶어주는 책임은 곧， 거의 당위적이기까지 한 죄의식과 

연결된다. 즉， “책임성과는 죄도 연결되어 있다. 삶과 예술은 상호적 책임뿐만 

아니라 서로 서로에 대한 죄도 감내해야한다"(깨OJ ， 5) 원형적인 죄의식에 가 
까운 책임이 강요되는 예술과 삶의 관계는 궁극적으로 “예술과 삶은 하나가 

아니지만 나 안에서， 나의 책임성의 통일체 속에서 단일한 것이 되어야 한 

다"(rHO J ， 6)라는 단언으로 귀결된다. 미학 행위가 윤리적 행동과 동일선상에 

놓임으로써 그것마저도 당위적인 것이 되는 것이다. 개성 (nHqHOCTb)의 책임성 

은 곧 삶과 행동에 대한 책임성이며 이것은 예숭에도 그대로 반영되어야한다. 

그러니까 ‘구체성’의 모멘트를 제외한다변 바흐친의 ‘행동철학’은 ‘예술철학’과 

의 연관성 속에서 파악되더라도 칸트의 윤리학 못지않게 정언적， 즉 경직되고 

엄정하다. 이것은 우리의 견해론， 바흐친의 초기 사유 체계가 나-주체와 너

타자와의 소통이 아니라 “무한한 거대한 세계”와 “나의 작은 세계-삶”의 대 

립구도 속에서 나-주체가 갖는 행동 원칙， 즉 책임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른 한편， 바흐친은 나-주체에 대한 관심의 영역을 더 확장시켜 

‘인격성 (nepCOHaJlbHOCTb)’을 강조하기도 한다. 즉， 부분적이긴 하지만 행동철학 

8) M. M. 5axTHH (1979) "I1CKYCCTBO H oTBeTcTBeHHocTb," 3CTeTHKil CJ10BeCHOro TBoplfeCT

Bil, M.: 113~ ‘ <I1CKYCCTBO>, C 5. 이 하， 내OJ 로 약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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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에서 당위성 보다는 구체성 개별성 현존성 (HaJlWiHOCTb)이 강조되고 삶 

자체로의 주의가 환기되는 것이다. 여기서 시종일관 주체 지향적인 바흐친의 

윤리학은 타자 지향성을 가진， 정언적 ‘예술철학’과는 다소 다른 양상의 미학 

과 연결되면서9)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보편의 윤리학과 대비되는 인격주의 윤 

리학과 육화(肉化)의 윤리학10)의 단초를 내보인다. 실상， 당위로서의 윤리학을 

비판적 시각에서 볼 때 제일 큰 문제점은 주체[로고스=남근] 중심주의， 다시 

말해 주체를 중심으로 하여 다른 모든 것을 자기화시키고 보편화시키는 동일 

성의 철학에 있다. 이 맹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체와 타자의 역동성을 생명 

으로 하는 삶의 철학에 보다 근접한 미학을 고려할 펼요가 있다. “미학적 존 

재는 이론적 세계보다도 존재-삶의 실제적인 통일체에 더 근접해 있고， 바로 

이 때문에 미학주의의 유혹은 설득력이 있기도 한 것이다."(rKφn J ， 21) 바흐친 

이 「행동철학」에 언급된 이 말은 타자 나아가 주체사이성에 기반한 윤리학적 

전망 제시 에 있어 일종의 길잡이 역 할을 한다. 

3. 주채 와 타자， 주체 사이 성 (jntersubjectivity) 

“나와 당신들 모두(jJ H BbI Bce)"라는 대단히 공격적이고 다분히 위악적이기 

까지 한 도스토예프스키의 지하인적 이분법은 그 근원을 따져 보면， 개인(개 

성)의 발견과 근대 (modemity)의 도래로 정의될 수 있는 낭만주의적 세계관과 

미학관에 근거하고 있다. 역사적인 개념으로서의 ‘낭만적 인간’ 이것이 곧 

9) 실제로 윤리학과 미학은 초기 바흐친에게 있어서 하나의 구상 속에 포함된 것이었 
다행동 철학」은 다음과 같은 거대한 기획 하에 씌어지기 시작했다. 즉， 1장은 다 

분히 칸트의 건축학을 연상시키는바 사유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는 현실 세계의 

건축학(apXHTeKTOHHKa)에 대한 고찰을 담고 있으며 2장은 행동으로서의 미학 활동 

연구， 3장은 정치의 윤리학， 4장은 종교의 윤리학이 될 것이었다.(rKφnJ ， C. 50) 

10) 바흐친의 이른바 ’personalist ethics’에 대해서는 Valerie Z. Nollan(ed.)(2004) 

"Introduction," Bakhtin: Ethics and Mechanics, Valerie Z. Nollan, Evanston eds., 

Illinois: Northwestem Univ. Press, p. 17 참조. 또한 ’ ethics of incamation' 에 대해 

서는 바흐친의 윤리학 이론을 라스콜리니코프의 행위와 연결시켜 논의하고 있는 

Jacqueline A. Zubeck(2004) '''Bakhtin ’ s Ethics and an Iconographic Standard in 

Crime and Punishment," Bakhtin: Ethics and M echanics, Valerie Z. Nollan, 

Evanston eds. Illinois: Northwestem Univ. Press, p. 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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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적 인간’이기도 하다-은 오늘 날의 주체 혹은 개인의 개념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의 존재 근거는 바로 자유와 의지에 있다. 이렇게 무한한 자유를 보 

유한 개인이 그 못지않게 거대화된 근대 세계， 즉 화폐 경제에 기반한 ‘대도 

시’와 충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개인의 자유는 더욱더 복잡해지는 도덕 

격률과 법칙에 의해 제어되거나 심지어 원천적으로 기각된다. 그리고 세계를 

자기 안에 끌어안을 수 있을 만큼 비대해진 개인이 역설적으로， 거대한 도시 

관료 사회의 단추와 같은 존재로 전락하고 이른바 ‘군중 속의 고독’과 같은 

개념이 실효성을 얻게 된다 11) 이 경우 주체가 직면하게 되는 근본적인 문제 

는 세계와의 불화， 그로부터 파생되는 세계로부터， 심지어 자기 자신으로부터 

의 소외이다. 여기서 세계란 곧， 우주주의와 최대주의를 표방한 낭만적 인간 

앞에 도사리고 있는 타자 혹은 타자의 집적체이다. 타자는 나의 일부이면서 

도 나의 이성적 사유와 자유 의지로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지하인의 

‘치통’과 같은 것이며， 서동욱의 말을 빌자면， 나의 사유와 인식의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는， “표상되지 않으면서 감성에 상처를 내며 육박해 들어오는 미 

지의 것들"12)이다. 근대라는 커다란 틀 속에서 이 타자를 통하여， 타자와 관 

계를 맺고 주체는 탄생하거나， 최소한 ‘새롭게’ 탄생한다. 이러한 과정을 바흐 

친과 레비나스의 철학을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3.1. 윤리학의 극점으로서의 미학 

「행동철학」보다 아주 약간 늦게 씌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미적 활동에서 

작가와 주인공J (1920-24)에서 바흐친은 “나는 내 삶의 주인공이 아니다(51 He 

repoll cBoell )((H3HH)"13)라는 화두를 제시한 바 있다. 이 글의 해심어언 작가와 

주인공을 각각 타자와 주체로 이해한다면 이 명제는 주체 중심주의에 대한 

미학적 층위에서의 반성적 접근으로 볼 수 있다. 즉 이 글은 비록 ‘미학적 활 

동’의 틀 속에서 작가와 주인공을 논하고 있지만 그것은 주체와 타자의 미학 

11) 이에 대해서는 게오르그 짐벨(2005) f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 김덕영 · 윤미애 옮 

김， 새불결， 11-53쪽을 참조하라. 

12) 서동욱(2004) f차이와 타자: 현대철학과 비표상적 사유의 모험~ , 문학과 지성사， 

25쪽. 

13) M. M. 5ax깨H(1979) "ABTOP H repol! B 3CTeTH'IeCKol! LlejlTeJIbHocTH(1920-24)," 3CTe

THKa C110BeCHoro TBoplfeCTBa, M.: H3 Ll. <HCKYCCTBO>, C. 99. 이 하 rAHr J 로 약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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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표현이며，l4) 여기서 논의되는 미학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미학이라기보다는 

윤리적 함의를 강하게 담고 있는 바흐친 특유의 미학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내 삶의 주인공이 아니다”라는 것은 주인공에 대한 작가의， 즉 주체 

에 대한 타자의 절대적 우위를 토대로 하여 나온 말이다. 작가가 모든 것을， 

주인공의 비완결적이고 무한히 열려 있는 삶을 완결시킨다는 것은 실상 「행 

동철학」에 나타난 강박성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행동의 격률이 주체와 타자라는 이항을 전제함으로써 훨 

씬 더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C03HaHHe aBTOpa eCTb C03HaHHe C03HaHH~ ， TO eCTb OÕbeMAIDmee C03HaHHe 

repo~ H ero MHp C03HaHHe, OÕbeMJI애띠ee H 3aBepma~mee 3TO C03HaHHe repo~ 

( ... ). ABTOp He TOJJbKO B때HT H 3HaeT BCe TO, qTO BHnHT H 3HaeT Ka*nwR re

poR B OTneJJbHOCTH H BCe repOH BMeCTe, HO H ÕOJlbme HX, npHqeM OH BHnHT H 

3HaeT HeqTO TaKOe, qTO HM npHHUHnHaJJbHO HenOcTynHo, H B 3TOM BCerna 

。npeneJJeHHOM H YCTORqHBOM H36uTKe BHneHH~ H 3HaHH~ aBTOpa no OTHOmeH싸O 

K Ka*nOMY repo~ H HaXO~TC~ BCe MOMeHTμ 3aBepmeHH~ ueJJOrO - KaK repOeB, 
TaK H COBMeCTHOrO CO뻐T~ HX *H3HH, TO eCTb ueJloro npoH3BeneHH~. (r재rJ ，1 4) 

작가의 의식은 의식의 의식， 주인공의 의식과 그의 세계를 아우르는， ( ... ) 
주인공의 의식을 아우르고 완결시키는 의식인 것이다. 작가는 각각의 주인공 

이 제각기， 혹은 모든 주인공들이 다 함께 보고 아는 모든 것을 보고 알 뿐 

만 아니라 그것들보다 더 많이 알며， 거기다가 그는 주인공들이 원칙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뭔가를 보고 알고 있는데， 언제나 규정되어 있고 확고한， 각 

각의 주인공에 대한 작가의 봄과 앓의 ‘잉여’ 속에 총체， 즉 주인공들의 총체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공존적인 사건의 총체， 즉 작품 전체를 완결시키는 

모든 계기을이 들어 있다. 

주인공에 대한 작가의 우위 즉 주체에 대한 타자의 우위는 ‘봄과 앓의 잉 

여’， 즉 외재성에서 비롯된다. 외재성은 공간적， 시간적， 의미론적[가치론적] 

차원 등 모두 세 가지 차원에서 발현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작가는 “인식의 

부과된 세계와 윤리적 행동의 열린 사건"(rAør J • 15) 속에 무한하게 분산되어 

있는 주인공을 완결시킨다. 작가의 이러한 전권， 이른바 ‘최고섬급’의 권리와 

14) 이와 비슷한 생각을 A. ]efferson(2001l "Bodymatters: self and Other in Ba념1tin， 

Sartre and Barthes," Bakhtin and Cultural Theory, Ken Hirshkop and David 

Shepherd eds. , Manchester and New York: Manchester Univ. Press, p. 203에 서 
도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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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행사는 다분히 ‘단죄하는 [잔혹한] 신’， 구약과 유대교의 신인 야훼의 형상 

을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미학적 관점에서의 작가와 주인공의 관계는 기본적 

으로 주체에 대한 타자의 윤리적 의식에서 형성되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 

다. 가령， 다음과 같은 구절들을 보자. 

3TO - [Hp35.] BHeHaXOllHMOCTb aBTOpa repOIO, Jl1050BHOe yCTpaHeHHe ce551 

H3 nOJl51 l!<H3HH rep05l, Ol(HlI(eHHe BCerO nOJl51 l!<H3HH llJl51 HerO H ero 5blTH5I, 
Yl(aCTHOe nOHHMaHHe H 3aBepmeHHe c05빼TH5I ero l!<H3HH peaJlbHO-n03HaBaTeJlb

HO μ 3THl(eCKH 5e3yl(aCTHblM 3pHTeJleM. (rAHr J , 16) 

H35blTOK BHlleHH5I - nOl(Ka, rlle llpeMJleT ~opMa H OTKYlla OHa H pa3BepTμ

BaeTC5I, KaK ueeTOK. (rAHrJ , 24) 
이것은 [해독불가] 주인공에 대한 작가의 외재성， 자신을 주인공의 삶의 

영역으로부터 사랑스러운 마음을 갖고서 멀리 떼어 놓는 것， 그와 그의 존재 

를 위해 삶의 전 영역을 정화시키는 것， 그의 사건을 그것에 관여하는 입장 

에서 이해하고 실제적 인식적이며 윤리척이며 무관심한 관객의 입장에서 완 

결시키는 것이다. 

봄의 잉여는 꽃봉오리와 갇은 것으로서， 형식은 그 안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다가 꽃으로 활짝 피어나게 된다. 

‘사랑’， ‘관심’， ‘이해’에 기반한 외재성， ‘꽃봉오리’에 비유된 식견의 잉여 등 

「작가와 주인공」의 미학적 틀에서 이해된 윤리는 「행동철학」에서 피력된 당 

위로서의 윤리와는 다소 구분된다. 그 가장 큰 원인은 타자의 존재를 설정한 

것에 있다. 타자와의 관계에서 주체는 이른바 ‘타자-되기’의 바흐친적 표현인 

‘살아 들어감(B>I<HBaHμe)’을 실행시킨다. 그것은 감정이입 (BlIYBCTBOBaHl1 e) ， 객관 

화(o6beKT I1BaUI1 JJ )[자아로의 복귀 J, 끝으로 형 식 화(oiþopMJleHl1e)의 단계 로 이 어 

진다. 타자의 내부로 들어 갔다가 다시 그 바깥에 서 있게 됐을 때， 즉 외 재성 

을 견지하게 됐을 때 비로소 완결의 국면을 맞을 수 있는 미학적 행위는 근 

본적으로， 타자 지향적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미학의 탄 

생 직전에 타자의 고통에 대한 도움， 위안， 구조 등 일련의 윤리적 행동이 개 

입된다는 점이다. 이렇듯， 바흐친은 윤리학 다음에 오는 것， 혹은 윤리학을 넘 

어서는 것으로서 미학을 상정하고 있다. 여기서 미학은 명백하게 윤리학의 함 

의를 담고 있으며， 심지어 윤리학의 극점이자 극대치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 

면 “미(학)적 관조와 윤리(학)적 행동"(r뻐r J , 23)의 행복한 조화야말로 바흐 

친이 생각한 진정한 행동철학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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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학과의 연관성 속에서 윤리학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연상되는 것은 아 

무래도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도스토예프스키의 「백치」에서 얘기되는 홀바인 

의 「무덤 속 그리스도」가 그러하듯， 바흐친에게서도 중요한 것은 ‘인간’으로서 

의 그리스도이다. 신은 삼차원적 육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육체적 고통 

의 주체가 될 수도 없으며 우리에게 윤리적 감동을 포함한 비장한 숭고미를 

유발시킬 수도 없다. 그리스도의 책형이 “윤리적 유아론”의 극단， “자기 자신 

의 입장에서는 절대적 희생， 그리고 타자에 대해서는 자비”로 정의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행위가 “윤리적-미학적 선량함"(r쩌r J , 51-52) 곧 아름다움의 

절정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인간 그리스도가 감내해야 했던 ‘봄’， 즉 고통 

의 논리 때문이다. ‘자비 (MIIJIOCTb)’와 ‘은총 (6JIa fOCTb)’이 요구되는 것은 이 맥 

락에서이다. 

여기서 바흐친은 거의 초월적 지위를 지닌 타자로서의 작가를 얘기한다. 그 

에 게 있 어 ‘작가’는 aBTop-TBOpeU, aBTop-C03epuaTeJIb , aBTop-3p lITeJIb 등 일 련 

의 조합어들이 보여주듯 주체와 동등한 권리를 지닌 타자~인간이면서 동시에 

그로부터 외재적인 특권을 향유하는 조물주이다. 이런 구도 속에서 인간-주체 

주인공은 오로지 고해하면서 신 타자-작가로부터 ‘자비’와 ‘은총’을， 즉 용서 

와 구원을 구할 수밖에 없다. “나는 내 삶의 가능성의 조건이긴 하지만， 그것 

의 가치 있는 주인공은 아니 "(r재r J , 94)기 때문， 나의 실존은 “나는 살고 있 

고 나는 행동이 되는(>1 :!<II BY, >1 CT aHOBJIIOCb nocTynKOM: r AlIr J , 121)" 것에 국 

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 스스로가 나의 이 무한히 열려진 삶을 종결시킬 수 

없으니， 나의 이러한 삶-사건이란 본원적으로 ‘출구 없는 생성( 6e3bICXO.llHOe 

CTaHOBJIeHlIe) ’(rAlIr J , 121)과 같다. 이 지옥과 같은 정황으로부터의 유일한 출 

구인 종결， 즉 구원은 나의 삶 바깥에 있는 절대적 타자로부터 오는 것이다. 

작가와 주인공에 대한 바흐친의 이러한 사유에서 우리는 영원한 열렴성과 

무한성 (6eCKOHe l:fHOCTb) , 비 종결성 (He3aBepmIIMOCTb/He3aBepmeHHOCTb)에 대 한 바 

흐친의 병적인 불안을 엿볼 수 있다. 최종섬급과 종결을 향한 강박관념에 가 

까운 열망도 여기서 나왔을 터이다 15) 물론 절대적 존재로서의 타자， 혹은 초 

15) 이런 사유의 흐름은 1920년대 바흐친에게 끊임없이 봄의 존재를， 나아가 몽의 고 
통 앞에서 주체의 무기력함을 환기시킨 병， 그리고 혁명 직후 바흐친의 어려운 경 

제 상황과 적지 않은 관계가 있을 것이다. 유형에 처해지기까지 1920년대 전반 바 

흐친의 전기적 사설에 대해서는 K. 클라크 'M. 홀퀴스트(1993) ， 39-136쪽을 참조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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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적인 절대자 개념은 이후 바흐친의 사유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 달라지는 

것은 무한성과 비종결성에 대한 태도이다. 여기서 비록 전기론적 차원에서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담보할 수는 없으나 결과적으로 초기 바흐친의 사유를 보 

다 더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레비나스의 타자의 철학을 일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3.2. ‘얼굴(le visage)’과 수치 

타자의 존재 자체와는 별개로， 타자에 대한 사유는 분명히 주체의 주체성， 

최소한 그것의 확고부동한 권위가 의문시되는 시점에서 시작된다. 바흐친의 

명제 “나는 내 삶의 주인공이 아니다”가 가장 절실하게 표현되는 것은 앞서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얘기한바 몽의 고통을 통해서이다. 내가 내 삶의 주인 

공이 되지 못하는 것， 즉 ‘주체의 수동성의 경험’에 대해 레비나스는 이렇게 

쓰고 있다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고독의 비극을 형성하는 결정적 요 

소를 가장 순수한 모습으로 다시 보게 된다. 이 결정 적 요소는 향유의 무아 

경을 통해서도 끝내 극복할 수 없는 것이었다 (…) 도덕적 괴로움에서는 일 

종의 품위와 점잖음의 태도를 보존할 수 있고 따라서 이미 해방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신체적 고통은 그 자체가 각 강도에 따라 존재의 순간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는 불가능성이다. 그것은 존재의 변제 불가능성 자체이다 16) 

내가 내 봄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 그럼에도 내 몸은 나라는 존재와 마 

찬가지로 없지 않고 엄연히 있다는 것 고통은 그것을 끊임없이 환기시킨다. 

잠과 깨어 있음 사이의 연옥이자 ‘무의식’의 불가능성을 보여주는 불면과 마 

찬가지로 고통은 존재의 확고한 현존을 뒤흔들고 그러면서도 존재 자체를 무 

화시키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은 ‘없음’ 즉 “무(無)의 불가능성” 

(WTA~ ， 76)이 된다. 이 고통의 극대치를 담고 있는 것이 ‘얼굴(Je visage)’이며 

여기서 주체와 타자가 만난다. 

레비나스에게서 얼굴은 눈에 보이는 가시성-구체성과 초월적인 비가시성

추상성을 동시에 담보하고 있는 개념이다17) 얼굴은 일차적으론 우리의 감각 

16) 레비나스(2001) r시간과 타자~， 강영안 옮김， 문예출판사(불어본， 1979), 75쪽. 이하， 
원제 Le Temps et L’ autre를 토대로 fTA~로 약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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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것이지만 즉 ‘타자(Autre)'의 구체적인 물성의 표현 

인 ‘타자(Autrui)’의 동의어이지만， 동시에 구체성을 넘어서는 보편적 타자상 

의 현현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얼굴은 ‘시선’과 마찬가지로 그저 인식의 대상 

에 불과한 신체 기관으로만 이해되지 않는다. 즉 그것은 “타자의 인식 가능 

한 어떤 신체적 표현도 지각의 대상도 아니 "18)며 고로 타자의 권력 행사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하지만 얼굴은 강력한 존재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언제나 나보다 약한 

존재， 심지어 절대적으로 가련하고 헐벗고 힘없논 모습， 최소한의 생존 능력 

마저 박탈당한 의지할 데 없는 모습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얼굴-타인은 “내 

가 죽이고 싶어 할 수 있는 유일한 자"19)이기도 하다. 얼굴이 절대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그 얼굴의 고통이 담고 있는 존 

재의 수동성 때문이다. 

L’épiphanie du visage comme visage, ouvre !'humanité. Le visage dans 
sa nudité de visage me présente !e dénuement du pauvre et de 
!'étranger; mais cette pauvreté du pauvre et cet exiI qui en appeIIement à 
mes pouvoirs, me visent, ne se !ivrent pas à ces pouvoirs comme des 
donnés, restent expression de visage. ( ... ) II[Autrui] se joint à moi. Mais 
i! me joint à !ui pour servir, i! me commande comme un Maître. 
Commandement qui ne peut me concemer qu ’en tant que je suis maître 
moi-même, commandement, par conséquent, qui me commande de 
commander. (~TI~ ， 234) 
얼굴의 얼굴로서의 현현은 인간성을 열어준다. 얼굴은 그 자체의 적나라 

한 모습 그대로 나에게 가난한 이와 낯선 이의 초라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나의 능력과 권한에 호소하며 나를 응시하는 이 가난한 이의 궁핍과 유배는 

나의 이 능력과 권한에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의 

표정으로서 (나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 ... ) 그[타자]는 나에게 ‘합류’ 

한다. 그러나 그는 나를 그에게 봉사하도록 합류시키다. 그는 마치 주님처럼 

나에게 명령한다. 이 명령은 오로지 내가 스스로 주인인 한에 있어서만 나에 

대한 명령이 될 수 있으며， 그것은 따라서 나에게 명령할 것을 명령하는 명 

17) 자세한 논의는 콜린 데이비스(2001) ~앵마누옐 레비나스 - 타자를 향한 욕망: 레 

비나스 입문~ , 김성호 옮김， 다산글방， 250-잃8쪽 

18) 서 동욱(2004)， 173쪽. 

19) E. Lévinas(971) Totalité et iηfini: Essai sur ['강xtériorité， K!uwer Academic, p. 
216. 이하 ~TI~로 약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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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인 것이다. 

얼굴은 어떤 강압적인 말도 없이， 오로지 고통으로 일그러진 그 얼굴로‘써’， 

동시에 그 얼굴로‘서’ 내게 ‘주인’처럼 ‘명령’한다. 명령할 수 있는 권리를 앞에 

두고서 나는 동요한다. “나를 완전히 이방인처럼 쳐다보는 얼굴과 마주한 상 

황에서 나의 책임 "(WTI~ ， 235) 이 촉구되기 때문이다. 이 ‘책임’은 나의 자유 의 

지와 맞물려 있다. 나와 저토록 연약한 타자와의 ‘대변(얼굴 맞대기)’에서 제 

시된， 나의 그 타자를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을 과연 실현시킬 것인가， 아니면 

폐기할 것인가? ~전체성과 무한」의 결론에 포함된 「부여된 자유(La liberté 

investie)J 에서 이 문제가 노골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Aborder Autrui, c' est mettre en question ma liberté, ma spontanéité de 

vivant, mon emprise sur les choses, cette liberté de la <force qui va>, 
cette impétuosité de courant et á laquelle tout est permis, même le 

meurtre , Le <Tu ne commettras pas de meutre> qui dessine le visage où 
Autrui se produit, soument ma liberté au jugement. (rTI~ ， 339) 
타자에게 다가간다는 것은 나의 자유를， 살아 있는 이로서의 나의 자발성 

을， 사물들에 대한 나의 영향력을，<운동하는 힘의〉 바로 그 자유를， 그 격 

렬한 흐름을， 모든 것이， 심지어 살인까지도 허용되는 바로 그 자유를 문제 

화시킨다. 얼굴이 그려내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이 얼굴 속에 타자 

가 만들어지는 바， 나의 자유를 심판에 부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자 능동적인 주체로서 누릴 수 있고 행사할 

수 있는 자유는 살인마저도 가능케 해왔다죄와 별」의 살인 장변을 통해 이 

점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노파 알료냐에 대해서 라스콜리니코프는 말하자면， 두 번의 살인을 시도한 

다 그런데 현실에서건 꿈속에서건 공통되는 점은 그가 죽이려는 대상의 얼굴 

과 마주하지 않았다는， 혹은 그럴 수 없었다는 점이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노 

파가 일종의 미끼였던 은제 담뱃갑의 매듭을 풀기 위해 빛이 들어오는 창 쪽 

으로 붐을 돌렸다가 반대쪽으로， 즉 자기가 서 있는 쪽으로 몽을 돌리는 찰 

나， 도끼로 노파를 내리친다 20) 이로써 그는 노파와의 대변을 도끼로 차단했 

던 것이다. 꿈속에서도 정황은 비슷하다. 노파는 고개를 앞으로 숙인 채， 즉 

20) φM， DocToeBcK lIll (1973) flpecTyIJJIeHHe H HaKa3aHHe, flo.刀Hoe co6paHHe CO~HHeHHH B 

TpHßuaTH TOMax, T, 6" J1,: HayKa, CC , 63-67, 이하~flH~으로 약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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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의 가능성을 차단한 채 자신의 정수리 위로 가해지는 도끼의 일격을 받 

는다. 다만， 현실 속에서는 그의 손에 죽어주었던 노파가 꿈속에서는 절대로 

죽지 않는 자로 변모된다. 경악한 라스콜리니코프는 마룻바닥에 엎드려 아래 

에서 위로 노파의 얼굴을 올려다본다. 얼굴은 들렬 듯 말 듯한 조용한 웃음， 

그것도 상대방이 듣지 못하도록 애써 참는 와중에 터져 나오는 그런 웃음으 

로 뒤덮여 있다.( wnH~ ， 213) 노파의 웃음은 곧 라스콜리니코프 자신의 웃음일 

것이며， 나아가 수치의 도스토예프스키적인 표현일 것이다. 

하지만 이 수치는 리자베타의 얼굴과 대변한 라스콜리니코프의 번민에서는 

완전히 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리자베타는 너무도 억눌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 순간에， 즉 자신의 얼굴 바로 위에 도끼가 드리워진 순간에 손을 

들어 자신의 얼굴을 방어하고자 하는 그 펼연적이고 자연스러운 폼짓마저 할 

수 없을 만릅 나약하다. 그녀가 한 유일한 몸짓은 그를 밀어내려는 듯 왼손을 

앞으로 조금 내민 것뿐이었다.(WnH~， 65) 이 순간 라스콜리니코프가 죽음에 대 

한 생물학적 두려움과 불안으로 일그러진 ‘어 린애’와 같은 리자베타의 얼굴에 

서 본 것은 레비나스의 ‘얼굴’의 구체적이면서도 동시에 추상적인 표현， 말하 

자연 ‘현현’이다. 라스콜리니코프가 정면으로 쳐다보아야 했던 이 얼굴은 그의 

이 른바 ‘시 험 ’이 끝난 뒤 에 도 조소하는 노파의 ‘보이 지 않는’[뒤 로 돌아선] 얼 

굴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그의 자유 그 무한한 가능성을 심판에 부친다. 이 

심판에서 주체는 영원히 ‘피의자’로 서 있는 것이다. 살인 직후 라스콜리니코 

프가 느끼는 혐오감은 이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자유 의지의 극단， 즉 ‘모 

든 것이 허용된다(Bce n03BOJleHo)’라는 명제를 ‘아비 죽이기 (OTUey뻐ìlCTB이’의 

차원에서 실현한 이반 카라마조프가 추악한 분신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렇듯， 사람을， 나아가 나를 낳아준 아비까지 죽일 수 있는 이 자유가 심 

판에 부쳐지는 순간에 타자의 ‘죽을[나에 의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 

이 환기된다. 여기서 파생되는 나의 수치는 감성적 차원에서 나의 ‘상처 받을 

수 있는 가능성( vulnérabilité)’을 자극하고 나아가 나로 하여금 윤리적 행동을 

촉구한다. 주체는 타자에 의해 ‘수동적으로’ 고통 받음으로써 윤리적 주체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2))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윤리적 요구가 우리에게 강 

압적인 족쇄로 작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주체사이성과 차이의 공존이 중요한 

화두가 될 수밖에 없으며 나의 주체성과 타자의 이타성이 동일성으로 환원되 

21) ‘상처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서동욱(2004) ， 93-109쪽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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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변증법적으로 지양되지 않고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계상에 대한 고찰이 

필요해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것은 애초 소통의 윤리학을 문제 삼을 수밖 

에 없는 정황， 즉 ‘두 개의 목소리’와 존재들의 역동적인 공존， 즉 ‘사건’에서 

출발한다. 

4. 소통의 윤리학적 전망: ‘존쩨-사건’과 ‘되기’ 

4. 1. 차이의 곰존으로서의 ‘존쩨-사건’ 

주체와 타자의 상호 침투적인 주체사이성에 근거한 사건은 다양한 방식으 

로 이해될 수 있다. 바흐친의 대화주의 및 다성악 이론은 주체와 타자 간의 

평등성， 상호적인 침투와 역동적인 ‘되기’의 작업， 차이들， 심지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모순들의 공존이 빚어내는 긴장을 그 생명으로 한다. 이것은 언뜻 보 

기엔 「행동철학」이나 「작가와 주인공」에서 제기되었던 통일성， 최종심급 등을 

비롯한 여러 문제들과 서로 상치되는 듯하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모순들의 해소가 아니라 “모순이 야기하는 치열함 “모순과 역설의 긴 

장"22)이다. 바흐친의 사상체계의 비정합성은， 그 자신이 직접 선언한바， “생성 

중인 (발전 중인) 이념의 통일성”과 여기서 불가피하게 파생되는 “많은 사상 

들의 내적인 비종결성 "23)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현상은 바흐친의 사상이 담고 

있는 내용， 즉 존재 각각의 비종결성， 존재들의 무한한 소통 행위， 생성， 즉 

‘되기’의 역동성 등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이 모든 것은 ‘존재의 최소치는 둘’ 

이며 ‘존재한다는 것은 곧 소통’이라는 명제에서 출발한다. 

nBa rOJloca - MIIHIIMyM :l<1I3HII, MIIHIIMyM 6찌TII1I• 24 ) 

CaMO 6hlTlle 4eJlOBeKa (11 BHeWHee 11 BHyTpeHHee) eCTb r Jly604aRwee 06띠e 

22) 이문영 (2002) r 바흐친의 대화주의와 contradìctìo ìn adjectoJ , "러시아어문학연구논 

집~ , 제 12집， 서울: 한국러시아문학회， 160쪽， 

23) M. M. 5axTIIH (1 979) ,’113 3anllceR 1970-1971 ronoB," 3CTeTHKa CJ10BeCHOro TBOp 'leCT

Ba, M.: IkKyCCTBO, C. 360. 이 하 rl1 3 J 로 약칭 . 

24) M. M. 5axTIIH (1 979) npo6.πeMbI 1103THKH !1ocToeBcKoro, 4-e 113naHlle, M.: COBeTCKall PO 

CC lIlI, 1979, c. 294. 이하， ~nnn~로 약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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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le. 5b1Tb - 3Ha'mT 05maTb01.2S) 

두 개의 목소리는 삶의 최소치， 존재의 최소치이다. 

인간의 존재는 그 자체로 (내적이든 외적이든) 아주 심오한 소통이다. 존 

재한다는 것은 곧 소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삶의 최소치， 존재의 최소치는 둘’이며 ‘존재는 곧 소통’이라는 바흐친의 사 

상은 주체와 타자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재고하게끔 한다. 실상 그 단초는 「작 

가와 주인공」에서 이미 나타난바，26) 이 두 목소리는 처음부터 헤겔적 의미의 

변증법적 화합을 허용하지 않는다. 외재성은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에 적용될 

경우， 주인공과 작가 사이에 두 존재 사이의 얼굴 맞대기[대면]와 시선 교환 

[응시]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리를 확보해줌으로써 ‘대화’의 전제 조건이 된다. 

이 점에서 「작가와 주인공」의 핵심어인 외재성， ‘사랑이 담긴 긴장어린 외재 

성 (HanpR*eHHaR H n~ÕRmaR BHeHaX。마fMOCTb: r쩌r J ， 71)’은 그 엄 격 한 위 계 질 서 

와 비대칭성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론， 다성악 이론과 모순 되지 않는다.?:1J 

바흐친이 파악한 도스토예프스키 소설은 그것이 “세계 속에서 주인공이 누 

구이냐가 아니라 우선 주인공에게 세계는 무엇이며 주인공은 주인공 자신에 

게 무엇인가"(iFnnnJ ， 54)를 문제 삼는 것을 특정으로 한다. 이러한 틀 속에서 

“작가는 모든 것을 흡수하는 주인공의 의식에 오직 하나의 객관적 세계-주 

인공과 동등한 권리를 지난 다른 의식들의 세계-만을 대립시킬 수 있다." (iFrr 
rrll~ ， 57) 그런데 이것을 액면가 그대로， 즉 작가의 지위가 추락하는 것으로 이 

해해서는 안 된다. 바흐친은 여기서 더 이상， 작가에게 최종심급의 권리 혹은 

25) M. M. 5aXTHH (1 979) "K nepepa50TKe KHllrll 0 llocToeBcKoM," 3CTeTHK8 CJ10BeCHOro 

TBop'æCTB8, M.: I1CKyCCTBO , c. 312. 이 하 rKnll J 로 약칭 ‘ 
26) 가령， 다음과 같은 문장들을 보라 "ECTb COÕbITIl5l, KOTopble npllHl.{llnllaJlbHO He MoryT 

pa3BepHyTbC 5I B nJlaHe onHoro Il enllHoro C03HaH1l5l, HO npennOJlara~T nBa HeCJlIlBa~

mIlXC 5I C03HaHIl5l ... ," (r Allf J , c. 77); "npOJlYKTIlBHOCTb C05blTIl꺼 He B CJlIl5lH싸 Bcex 

BOeJlIlHO, HO B Hanp5l*eHIlH CBoeH BHeHaXOJlIlMOCTIl Il HeCJlIl5lHHOCTIl, B IlCnOJlb30BaHIlll 
npllBIlJlerllμ CBoero eJlIlHCTBeHHoro MeC Ta 8He JlPyrllx J1~Jlelt."( r Allf J , c. 79) 

27) 특히작가와 주인공」에서 제시된 주된 원칙인 두 존재 사이의 비대칭성이 F도스 

토예프스키 시학의 제문제J 에서 작가적 잔권의 포기와 주인공적 목소리의 비대화 

로 바뀐 것은， 바흐친이 도스토예프스키의 시학을 어떤 식으로든 낭만주의의 연계 

성 속에서 찾고 있음을 상기한다면 (M. M. 5axTIlH(l 979) "113 KHllrll <<np05J1eMbl TBOP-

'1eCTBa llOCTOeBCKOrO>υ그 나콤의 일관성을 지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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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 작가는 이제 소통의 참여자 즉 대화상대로서의 주 

인공-주체와 나란히 서 있을 수 있는 존재가 됨으로써 대화적 주체로서의 능 

동성을 갖게 된다. 이렇게 존재의 위상학에 있어 변화를 겪게 된 것이 ‘작가 

의 형상(o6pa3 aBTOpa)’이든， ‘순수 작가(tIHCTblß aBTOp)’이든 간에 28) 중요한 것 

은 작가가 여전히 인물에 대해 외재성과 식견의 잉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이다. 

He CJU\51HHe C IlPyrHM, a COXpaHeHHe cBoeA 1I03H바IH BHeHaXOI1HMOCTH H 

CB5I 3aHHOro C He꺼 H36b1TKa BHlleHH5I H 1I0HHMaH5I. Ho BOllpOC B TOM, KaK lloc 

ToeBCKHA HClIoJlb3yeT 310T H36blTOK. He IlJl51 OBemeCTBJleHH5I H 3aBepmeHH5I. 

Ba~HeAmHß MOMeHT 3TOrO H36wTKa - ~60Bb (ce651 CaMOrO ~6HTb HeJlb351 , 3TO 

KoopllHHaTHoe OTHOmeHHe), 3aTeM lIpH3HaHHe, lIPOmeHHe (6eCella CTaBpOrHHa C 

THXOHOM), HaKOHel1 lIpOCTO aKTHBHOe (He lly6J1HpYIOll\ee) 1I0HHMaHHe, yCJ뻐laH

HOCTb. (rKnllJ , 324-325) 

다른 이와의 융합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인 ‘외재성’과 그와 연관된 봄과 

이해의 ‘잉여’를 보존하는 것. 하지만 문제는 도스토예프스키가 이 잉여를 어 

떻게 사용하는가， 데에 있다. 불화와 종결을 위해서가 아닌 것이다. 이 잉여 

의 가장 중대한 계기는 우선 사랑(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는 없으니 이것은 

좌표적인 관계에 불과할 뿐이다)， 그 다음엔 고백과 용서(치혼과 스타브로긴 

의 담화)， 끝으로 그저 적극적인 (더빙하는 것이 아닌) 이해와 타자에게 나 

의 말이 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다. 

작가의 외재성과 다차원적인 잉여성은 “둥 뒤에서 인물을 공격할 수 있는” 

폭력적인 능동성이 아니라， 사랑과 이해와 용서를 위한 능동성을 담보하는 것 

이다. 이 토대 위에서만 모든 존재자들의 “얼굴과 얼굴을 맞댄"(rKf띠 J ， 325) 

대화가 가능하다. 여기서 손쉽게 「작가와 주인공」에서 언급되었던 ‘꽃봉오리

잉여’가 상기되는데， 그것과의 본질적인 차이점은 바로 ‘종결’에 대한 바흐친 

의 거부이다. 무한한 열림에 대한 바흐친의 공포가 이젠 역설적으로， 그것에 

대한 추구로， ‘거대 대화’를 향한 열망으로 바뀐 것이다. 이것은 야훼에 의해 

28) 현재 우리의 생각으론 이 미학적 윤리적 행위의 주체는 결국 ‘작가의 형상’이 아니 
라 ‘순수 작가’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서는 이장욱(2004) r도스또예프스끼 소설 

의 상정성과 대화성- 바흐젠의 도스또예프스끼론을 중심으로J，러시아연구~， 제 14 

권， 제 2호， 서울: 러시아연구소， 185-194쪽 참조‘ 이 문제를 헤겔과 칸트의 철학의 

틀에서 논하고 있는 이문영(1995) r 예술적 진리와 대화적 다성성의 공존 - M. 바 
흐씬 연구~， 서울대학교(석사논문)， 64-80쪽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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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된 구약 세계로부터 신약적， 즉 그리스도적 세계로의 이월29)이며， 미학적 

윤리학에서 윤리학적 미학으로의 이월이기도 하다. 도스토예프스키 소설에 변 

증법적， 즉 헤겔적 의미의 생성은 없다는 주장은 오로지 이 맥락에서 이해되 

어야 한다. 

Ha CaMOM lle.1le 3TO He Tal<: HH B OIlHOM H3 pOMaHOB lIocToeBc l<oro HeT 

IlHa.1leI< TH'IeC I<Oro CTaHOB.1IeHH5I ellHHOrO IlYXa, Boo6me HeT CTaHOB.1IeHH5I, HeT 

pOCTa COBepmeHHO B TOß *e CTerreHH, I< al< HX HeT H B TparellHH (B 3TOM CM꾀

c.1Ie aHa.1l0rH5I pOMaHOB lIocToeBc l<oro C TparellHeß rrpaSH.1IbHa.l (…) Ho H CaMO 

xYllo*eCTBeHHoe TBOp'leCTBO lIocToeBc l<oro B ero ue.1l0M TO*e He MO*eT 6WTb 

rrOH5I TO I<al< IlHa.1leI<TH'IeC I<Oe CTaHOB.1IeHHe Ilyxa. H60 rryTb ero TBOp'leCTBa 

eCTb xy.oO*eCTBeHHa51 3BO.1lIOUH5I ero pOMaHa, CB5I 3aHHa5l, rrpaBlla, C HlleßHOß 

3 BO.1lIOUHeß, HO HepaCTBOpHMa51 B Heß. (fnnlI~， 30-31)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어떤 소설에도 단일한 정신 

의 변증법적 생성은 없고， 대체로 생성이란 것이， 비극에서와 마찬가지로(이 

러한 의미에서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들을 비극에 비유하는 것은 타당하다) 

성장이라는 것이 전혀 없다. (…) 도스토예프스키의 예술적 작품은 전체적으 

로 정신의 변증법적 생성으로 이해될 수도 없다. 왜냐면 그의 창작의 길은 

사실상 관념의 진화와 연결되어 있으되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용해되지는 

않는， 그의 소설의 예술적 진화이기 때문이다. 

변증법적 지양과 생성에 대한 거부는 새로운 미학 원칙의 수립을 요구한다. 

이에 대해 바흐친은 ‘공존과 상호작용’， 동시성-영원성의 원칙， 나아가 문턱의 

시간 둥을 제시한다.(Wrum~ ， 33-34) 이 점에서 다성악은 헤겔적 변증법에 맞서 

바흐친이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을 벌어 제시하는 새로운 세계 이해의 틀이 

다. 이것은 바흐친과 헤겔 및 칸트와의 판련성， 또한 도스토예프스키와 그들 

의 관련성3이과는 별개로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변증법에 대한 거부에서 출 

발하는 다성악은 영원히 일치되지 않는 존재 (6μTHe)의 공존(CO- )을 그 전제로 

하며， CO-6b1THe, C06b1THe 6bITH$I, 6μTlie -C06bITHe 둥과 같은 용어 사용에서 보이 

듯 함께 있는 존재들은 그 자체로 ‘사건’이 된다. 이 사건성 (C06bIT때HOCTb 혹 

29) 이 장욱(2004) ， 193쪽 

30) 바흐친과 헤켈， 칸트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문영(1995)， 18-22쪽， 도스토예프스키와 

이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애. K. KHM(2003) THn0J10rHJl .l1BOltHHKOB B TBOp'leCTBe ø. 서 
llocToeBcKoro H nOBeCTb <<l1BOltHHK>>( 1846/1866), M.: MTIry. l< aH. 따C. iþH.1IO.1l. Hayl<. CC 

11-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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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ClOlI<eTHOCTb)은 바흐친의 사유 내에서 ‘삶이라는 사건 (C06blTHe 째3HH)’과 같 

은 방식으로 작품， 존재， 개성 (J1때HOCTb) 등 다양한 개념들 속에서 실현된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이 보여주는 작가와 주인공의 이른바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에 맞먹는 관계 양상은 주체와 타자의 역전된 비대칭성에도 불구하고 엄 

연히 존재하는 공존재 사건의 조화로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 

을 터이다. 사건의 의미역을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 세계 너머로 확장시킬 때 

우리는 부단히 새로운 가치 창조를 추구하는 움직임， 즉 ‘사건’ 자체와 직면하 

게 된다. 

4.2. 초월과 ‘되기’ 

「햄릿」의 저 유명한 구절 “시간의 마디가 어긋났다(The time is out of 
joint)", 즉 ‘뒤틀린’ 시간31)은 사건의 한 본질을 예리하게 짚어준다. 햄릿의 입 

장에서 유령 아버지와의 대변은 시간의 정합성을 흩트려 놓으면서 햄릿의 비 

극의 본격적인 시발점이 된다. 사건은 곧， 존재의 현상태를 뒤흔들어 놓는 시 

간의 뒤틀림이며 그것은 타자의 출현 및 대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어긋난 시간으로서의 사건이 내포한 위기나 위협이 아 

니라 그것의 역동성과 생명성， 즉 끊임없는 변화와 생성， 나아가 무한한 자기 

초월이다. 이와 관련하여 바흐친의 r1970-71년 메모」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이 

홍미롭다. 

CS l!lleTeJIb I! CYIlI!J1. C nOJIBJIeH l!eM C03HaH I!J1 S Ml!pe (S 6hITI!I!), a MO ll<eT 

6hITb, H C nOJl SJIeHHeM 6HOJIOrw!ec I<01l lI<I! 3HH (MO ll<eT 6hITb, He TOJIbKO 3sepH’ 
HO I! llepeSbJl H Tpasa CS때eTeJIbCTSY~T H CYIlJlT) Ml!p (6hITl!e) pallH I< aJIbHO 

MeHJleTCJI. KaMeHb OCTaeTCJI I< aMeHHhIM, COJIH l..le - COJIHe t:(HbIM, HO C061>ITHe 6μTHJI 

S ero l..leJIOM (He3asepmHMoe) CTaHOSHTCJI cosepmeHHO IlPyrHM, nOToMy t:(TO Ha 

31) 이것은 1막 5장에서 햄릿이 유령， 즉 자신의 아비의 영혼과 만난 직후에 나오는 

대사이다. 관련 부분을 인용하변 다음과 같다· “쉬어라 쉬어， 볼안한 혼령아. 그럼， 

/ 내 모든 사랑으로 자네들에게 날 맡기네./ 그리고 햄릿처럼 가난한 사람이 / 사 
랑과 우정을 표할 겔은， 선이 원하면， / 부족하진 않을 걸세. 같이 들어가지./ 또 
한 항상 손가락을 입술에， 부탁이야./ 됨릎략객1월. 아， 저주스런 낭패로다，/ 그걸 
바로잡으려고 내가 태어나다니 / 아니， 자. 우리 같이 가세."(셰익스피어 (2005) 

「햄릿~ , 최종철 옮김， 민음사， 51-52쪽 밑줄은 필자 강조.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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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1eHy 3eMHOrO 6b1THJI BlIepBble BblXOl1HT HOBOe H r JlaBHOe l1e꺼CTBylOll\ee JlH110 

C06blTHJI - CBHl1eTeJlb H CYl1l쩌. H COJlHl1e, OCTaBaJlCb ~H3HqeCKH TeM *e CaM“101, 
craJlO l1pyrHM, 1I0TOMY qTO CTaJlO OC03HaBaTbCJI CBHl1eTeJleM H CYl1HelO. OHO 

lIepeCTaJlO lIpOCTO 6blTb, a CraJlO 6blTb B ce6e H l1JlJl ce6J1 (3TH KaTerOpHH 

1I0 JlBHJlHCb 311eCb BlIepBble) H l1JlJl l1Pyroro, 1I0TOMY qTO OHO OTpa3HJlOCb B 

C03HaHHH l1pyroro (CBHl1eTeJlJl H CYllHH): 3THM OHO B KOpHe H3MeHHJlOCb, 060-

raTHJlOCb, lIpe06pa3HJlOcb. (lleJl。 때eT He 06 <HH06blTHH.>) (rH3 J , 341) 

증인과 판관. 세계 속에(존재 속에) 의식이 출현함으로써， 어쩌면 그리고 

생물학적인 생명이 출현함으로써(어쩌면 짐승뿐만 아니라 나무와 풀도 증명 

하고 심판한다) 세계(존재)는 급격하게 변화된다. 폴은 여전히 돌인 채로 남 

아 있고 태양은 여전히 태양인 채로 남아 있지만 존재의 사건은 그 전체가 

(종결되지 않은 채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데， 왜냐하면 지상적 존재의 

무대 위로 사건의 새롭고도 주요한 등장인물 - 즉 증인과 판관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태양은 물리적으로는 여전히 그 태양이지만， 증인과 판 

관에 의해 의식되게 됨으로써 다른 존재가 되었다. 그것은 그냥 존재하는 것 

을 멈추고 대신， 자기 내부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이런 범주도 여기서 처 

음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른 이에 대해서 존재하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이(증인과 판관)의 의식 속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서 그것은 뿌리에서부터 변화되었으며 풍요로워졌고 변형되었다.(<타재(他 

在)>륜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J 

증인과 판관의 등장으로 인하여 존재의 의식， 나아가 존재 자체가 변화를 

겪는다. 이 때문에 존재들의 공존은 곧 사건이 된다. 그러니까 ‘증인과 판관’ 

은 내가 나이되 내가 아닐 수 있는， 나를 넘어서는 초월의 행위를 가능하게 

해주는 타자의 극점이다. 그것은 또한 모든 존재의 ‘바깥’에 외재해 있으면서 

동시에 ‘위’에 서 있는 ‘초존재 (Ha.ll6blT lle)’이자 ‘제삼자(TpeT때)’이기도 하다. 이 

렇게 초월적 존재 (Ha.ll 6bITlle ， Ha.lla .llpeCaT, Ha.ll앤JIOBeK)를 상정함으로써 ‘초슈셋 

적이고 초이념적인 통일성 (e띠HCTBO Ha.llCIO)KeTHoe Il Ha.llbI.llefiHoe) ’32)이 형성된 

다. 그런데 바흐친은 타자의 등장에 의한 이러한 의식의 변화 혹은 부활을 아 

이-봄의 생성에 비유한다. 아이의 봄이 어머니의 몸속에서 새로운 개체로 자 

라나듯， 의식 역시 타자의 존재에 의해서만 새로운 존재를 획득한다는 것이 

다. ‘타자’와 ‘아이’는 바흐친에게서 등가이다. 

32) 이것은 바흐친이 도스토예프스키 소설의 통일성에 대해 사용한 개엽이다.( rKnll J , 

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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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 l< TeJIO 1þ0pMHpyeTcJI nepBOHa'laJIbHO B MaTepHHC I<OM JIOHe (TeJIe), Ta l< H 

C03HaHHe '1eJIOBe l<a npoõy~aaeTcJI o l<yTaHHoe '1y~HM C03HaHHeM. (rH3J , 342) 
MoA oõpa3 MeHJI caMoro. ( ... ) 51-IlJIJI -ceõJI H JI-1lJI꺼때yroro ， apyr。꺼-1lJIJI -MeHJI. 

( ... ) He-JI BO MHe , TO eCTb ÕμTHe BO MHe , He 'lTO ÕOJIbmee MeHJI BO MHe. (대3 J, 

351) 

봄이 어머니의 품 (봄) 안에서 태초로 형성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의식은 타인의 의식에 의해 둘러싸임으로써 깨어난다. 

나 자신의 나의 형상. ( ... ) ‘나 자신에게 있어서의 나와 타자에게 있어서 

의 나， 나에게 있어서의 타자’. ( ... ) 나-아닌 것이 내 안에， 즉 존재가 내 안 

에 있으니， 나보다 큰 뭔가가 내 안에 있는 것이다. 

21 

나와 아이-타자 사이에는 앞서 증인과 판관에 관한 인용문에서 보이듯， 다 

분히 비대칭적인 위계질서가 존재한다. ‘나 아닌 것’은 내 안에 있으면서 동시 

에 나의 바깥에 있는 것으로서 무엇보다도 나보다 ‘큰’ 존재이다. 내 안에 들 

어 있으며 즉， 부분적으론 나이면서 동시에 내가 아닌 것， 그것이 곧 레비나 

스의 견해를 벌자면， 나이되 나를 넘어서는 미래적 전망으로서의 ‘아이’이다. 

비대칭적 상호주관성은 초월의 장소이다. 이런 비대칭적 상호 주관성 속 

에서 주체는 완전히 주체 자신의 구조를 보존하변서도 숙명적으로 그 자신 

으로 회귀하지 않을 가능성， 출산할 수 있는(être fécond) 가능성을 얻는다. 

미리 말하면， [출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통해] 주체는 아들을 얻는다.앓) 

아이의 탄생은 “상반(相反)된 것에 대해 완벽하게 상반된 것， 그 상반성이 

그 자신과 상관자의 관계를 통해서도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 전적으로 다 

른 것으로 남아 있도록 허용하는 상반성 "(WTA~ ， 103), 달리 말해 심리적인 계 

기를 포함한 타자와의 ‘육체적 소통’， 애무와 에로퇴한 사랑에서 비롯된다 

애무와 사랑은 주체와 타자 지우기를 통한 양자간의 융합을 추구하지 않는다. 

에로스를 통해서 나의 주체성과 타자의 이타성을 고스란히 보존하는 가운데 

조화로운 주체사이성이 실현된다.34) 에로스가 “미래， 모든 내용에서 순수한 

33) 레비나스(2α)4) r존재에서 존재자로~， 서동욱 옮김， 민음사， 163쪽. 

34) r존재에서 존재자로」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을 볼 수 있다: “상호주관성은 에로스 

(Eros)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 또는 [타인과의] 거리 (distance)는 타인과의 근 

접성 속에서 전적으로 지속된다. 이 거리의 비애는 이 근접성으로부터， 그리고 동 
시에 존재들의 이 이원성으로부터 형성된다. 사랑 속에서 우리가 소통의 실패라고 

일걷는 것은 분명 [타인과의] 관계의 긍정성을 구성한다. 타자의 부재는 분명 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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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진정한 사건이요， 진정한 미래의 신비 "(~TA~ ， 110)가 될 수 있는 것도 

그것이 절대 타자인 아이를 갈망하고 이에 대한 전망을 제시해주기 때문이다. 

아이는 타자와 나 사이의 ‘닮음’과 ‘다름’의 긴장감 있되 사랑이 담긴 공존을 

육체적으로 구현해낸다. 그것은 타자를 동일자로 환원시키는 폭력의 ‘전체성’ 

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서 더 멀리， ‘무한’을 향해 나아가도록 해준다. 

이러한 초월에 대한 전망은 실상， 어떤 의미에서 주체와는 무관하게 발생하 

는 사건의 사건성과 비극성을 수용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생성-되기， 즉 변화 

를 기본으로 하는 사건성의 니체적 표현인 ‘영원 회귀’가 니힐리즘을 토대로 

하되 그것을 넘어섬으로써 시작됐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목적도 의미도 없이 

영원한 반복과 생성의 햇바퀴를 돌고 있는 그대로의 설존은 그 자체로 니체 

에게 있어 긍정과 생성의 철학， ‘기쁜 칠학’의 출발점이자 귀결점이었다. 마찬 

가지 맥락에서 니체는 아이에게 큰 의미를 부여했다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1부 「세 단계의 변화에 대하여」에서 ‘아이’는 ‘낙타’-당위[무거운 

짐 : “너 는 마땅히 해 야 한다"]， 그리 고 ‘사자’-자유 의 지 [“나는 하고자 한다"]의 

자기화와 부정 뒤에 오는 것으로서 인간 정신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목 

표로 얘기된다. “아이는 순진 무구요 망각이며， 새로운 시작， 놀이， 스스로의 

힘에 의해 돌아가는 바퀴이며 최초의 운동이자 거룩한 긍정 "35)이다. 또한 아 

이는 ‘창조의 놀이’를 위해서 거룩한 긍정을 행하는 자， 즉 거룩한 긍정 속에 

서 부정과 긍정을 끊임없는 유희하는 자의 상징이다. 이렇듯， 니체의 아이 개 

념 속에서 자기 구축과 또 다른 창조를 위한 자기 파괴의 원칙， 유쾌하고 자 

유로운 유희， 무한한 생성과 운동성 등이 찬미되고 있으며 이것은 궁극적으로 

미래 지향적이고 유토피아적인 낙관론을 지향한다. 이것이 바로 ‘시간의 그랬 

음(it was)’을 넘어서는 삶， “사건의 원한(ressentiment)을 넘어서는 윤리적 

삶"36)이기도 하다. 

이렇듯 진정한 윤리학은， 그것이 존재와 삶의 영원한 생명성과 사건성에 보 

다 더 근접한 것이 되어야한다면， 불가피하게 변증법과의 단절 혹은 ‘변증법 

의 종언’을 전제로 하게 된다.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이른바 오이디푸스적인 

세계틀， 즉 주체-객체， 선-악， 주변 중심 등의 이분법과 대립항은 기각된다. 

로서의 그의 현전이다" (위의 책， 162쪽.1 

35) 니체 (2003) r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정동호 옮김， 책세상， 41 쪽. 

36) 키스 안셀 피어슨(2005) r싹트는 생명: 들뢰즈의 차이와 반복~ , 이정우 옮김， 산해， 

2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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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엄밀하게 말해서， 그 권위와 확실성이 의문에 부쳐지고， 시작점과 종결 

점도 없는 운동 자체， 도주 자체， ‘생성-되기’가 중요해진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무한한 접속들， 즉 연결접속， 분리접속， 그리고 “생성의 향유， 즉 ‘(생성 

의) 소비의 생산”’인)인 긍정인 접합접속이다. 무한히 확장되고 재생산되는 타 

자들과의 접합접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주체는 탄생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 

도 “주체는 생성을 향유하는 자로서 생성의 주변에서 생성이 완료(그러나 잠 

깐 그런 것이지 결코 끝은 아니다)될 때 겨우 둥장"38)할 뿐， 영원히 회귀되는 

것은 생성 자체， 사건 자체일 뿐이다. 들뢰즈가 카인， 요나， 예수， 끝으로 오이 

디푸스를 예로 들어 ‘배반’에 대해 논하는 부분은 존재와 삶의 본질인 영원한 

사건성， 즉 ‘비물체적인 변형(들)’39)을 형상적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흥미 

롭다. 

일찍이 자신을 외면한 신올 외면한 카인은 죽음을 피해주는 기호(=표지) 

로써 보호 받으면서 탈영토화의 선을 따라간다. 카인의 표지. 제국의 죽음보 

다 더 나쁜 정벌? 유대인의 신은 집행 유예를， 집행 유예된 실존을， 무제약 

적인 지불 유예를 발명한다. 하지만 유대인의 신은 신과의 새로운 관계인 계 

약의 긍정성도 발명했다. 왜냐하면 주체는 항상 살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벨은 무(無)지만(그의 이름은 〈헛됨 (vanité)> 이다)， 카인은 참된 인간이다 

이것은 더 이상 기표의 얼굴， 신에 대한 해석， 주체의 자리바꿈을 부추기는 

기만 또는 기만의 체계가 아니다 그것은 배반의 체제， 보편적 배반의 체제 

이다. 거기서는 신이 인간을 배반하듯이 참된 인간도 끊임없이 신을 배반하 

며， 그래서 새로운 긍정성을 정의하는 신의 노여용이 있게 된다 40) 

배반의 체계는 무한히 반복되고 무한히 유예되는 시간성 위에 구축되며， 

특히 예수의 경우에서처럼 다각적으로 다층적으로 일어난다.41) 여기서 우리 

37) 존 라이크만(2005) f들뢰즈 커넥션~， 김재인 옮김， 현실문화연구 중 「옮긴이의 말J ， 

11 쪽. 

38) 위의 책， 11쪽. 

39)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2003) ~천개의 고원: 자본주의와 분열증~ , 김재인 옮김， 

새물결， 157-59쪽 참조. 

40) 위 의 책， 239쪽. 

41) “예수는 유대인의 신을 배반하고 유대인들을 배반하며， 신에게 배반당하고(“왜 나 
를 버리시나이까?") 참된 인간인 유다에게 배반당한다. 예수는 악을 자기가 젊어지 

지만， 그를 살해한 유대인들도 스스로 악을 젊어진다" (위의 책， 2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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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주어지는 긍정성의 유일한 근거는 “주체는 항상 살아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배반의 시간을 꿈꾸도록 제시해준다. 

“기만은 끝나고 이제는 배반의 시간이다. 얼마나 커다란 꿈인가! 나는 마지막 

배반자가 될 것이고， 총체적인 배반자가 될 것이고， 따라서 마지막 인간이 될 

것이다 "42) 이 ‘커다란 꿈’을 위해 영원성과 확실성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 ‘주 

체화’와 ‘되기 (devenir)’이다. 그것이 바로 ‘내가 살아 있을 것’， 무한한 운동성 

과 사건성의 동의어인 생명-삶 바흐친의 말대로 ‘존재-사건’인 것이다. 여기 

서 우리는 주체와 타자의 벽을 허무는 조화롭고도 역동적인 소통 속에서 새 

로운 가치의 창조를 꿈꾸고 미래적 전망올 가질 수 있을 것이다. 

42) 위의 책， 2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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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311Me 

3THqeCKa~ nepCneKTHBa B KOMNYHHKaQHBHOM aKTe 

KHM, I)H-KIIH • 1IH , KH-YHI‘ 

B aaHHoH CTaTbe npeanpHH~Ta nOnhlTKa npeaCTaBHTb 3THqeCK~ nepCneKTHBy 

B aKTe KOMMyHHKaUHH. HCXOaHhlM nyHKToM HCCneaOBaHH~ CÆY*HT 3THKa KaK aon

*eHCTBOBaHHe, pa3BepHyTa~ B ’빠’nOCO~HH nocTynKa’ paHHero M. 5aXTHHa: nOa

qepKHBaeTC~ OTBeTCTBeHHOCTb H KOHKpeTHOCTb 3THqeCKOrO nocTynKa qenOBeKa, 

B qeM H BHaHTC~ aOKa3aTenbCTBO cy띠eCTBOBaHH~ ’R ’ - eaHHCTBeHHOrO H He

nOBTopHMoro 6hlTH~. OaHaKO, npH BceH CnpaBeanHBOCTH 3THKa KaK aOA*eHCTBO

BaHHe HMeeT HeaOCTaTOK, nOcKonbKy 3aeCb ynymeHo nOH~THe ’ apyroη ’ KaK TaK 

*e aTKTHBHhlα cy6beKT B KOMMYHHKaUHH. 

ITpH paCCMOTpeHHH KOMMYHHKaUHBHoH 3THKH 60nee rH6KHH noaxoa npeanaraeT 

T. H. φHnOCO~H~ apyroro ’ npeaMeTOM paCCMOTpeHH~ CTaHOB~TC~ nOH~THe ’nHUO ’ 
H. ßeBHHaCa, 3THKO-3CTeTHqeCKOe HCCneaOBaHHe ’aBTopa H repo~ ’， npeaCTaB 

neHHoe 5aXTHHhlM, B qaCTHOCTH 뻐，Icnb llocToeBcKoro 0 cB060ae H T. a. B TOT 

MOMeHT, KOraa nepeao MHOH nO~Bn~eTC~ ’apyroH ’ B BHae HCKa*eHHOrO CTpaaa

HHeM nHua H npHKa3blBaeT MHe HCnOnHHTb CBOIO cB060ay, TO ~ CTaBnIOCb nO/l

cyaHMhlM nepeLl LlPyrHM HMeHHO H3-3a MoeH CB06。따，1 H TaKHM 06pa30M Tpe6y

eTC~ 3THqeCKHH aKT 

ITepexoa~ OT aHTHTe3hl ’~ H apyroH ’ K HHTepcy6beKTHBHOCTH, 뻐，1 BCTpeqaeMC~ 

C ’C06blTHeM' 6bITH~ H *H3HH, OLlHHM H3 rnaBHe‘~mHX nOH~THH B CHCTeMe Mhlillne

HH~ 5aXTHHa, TaK*e ’pe6eHKOM’ ßeBHHaca. 3THKa B KOMMyHHKaUHBHOM aKTe 

Llon*Ha, XOT~ 6hl OTqaCTH, oCB060aHTb OT nOaaBneHHO때 HyaHTenbHOCTH, a OTpa 

3HTb BeqHylO C06bITHHHOCTb KaK cymHOcTb qenOBeKa H *H3HH. H nOToMy oc06μn 

aKueHT LlenaeTC~ Ha BeqHOM B03BpameHHH: npeB030HTH npOmeLlmee , a CTpeMHTb

C~ K HaCTO~meMy H 6YLlymeMY. TOnbKO C TaKoH TOqKH 3peHH~ MO*HO HaLle~TbC~ 

Ha HOBylO nepCneKTHBy KOMMYHHKaUHH C apyrH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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