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 ‘반성과 지향’인가 

- 문화예술의 새로운 해석적 패러다임 모색*1} 

이 강 은 •• 

1. 서론 

20세기 말의 정치적 충격과 지성의 혼돈을 겪은 뒤 러시아 문학계는 이제 

그 혼돈을 차분하게 정리하며 새로운 과제를 생각하는 여유를 찾은 듯하다. 

~20세기의 문학 이론적 결산~2)은 이런 점에서 단순한 결산을 넘어 21세기 러 

시아 문학계의 새로운 진전을 예고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유리 보레프(뻐P째 50peB)는 이 책에 실린 r20세기의 문학과 문학이론. 새로 

운 세 기 의 전 망(J1HTepaTypa H J1HTepaTypHa.ll TeOpH.lI XX B. nepCneKTHBbI HOBOrO 

CTOJl8깨.lI) J 에서 20세기에 대한 ‘잔인한 시대’， ‘야수의 시대’라는 표현을 상기 

하면서， 그러나 새로운 질서로서의 세계화 과정은 지구적 자본의 통합과 모순 

의 세계화에 기여하고 빈부의 격차와 문화의 격차를 세계적으로 재생산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 어떤 확정적인 패러다임도 이 

세계를 설명해주지 못하는 혼돈의 시대에 문학과 예술이 “사랑을 통해 희망 

을 연주하는 작은 오케스트라"3)가 되어야함을 역설한다. 물론 그에게는 이 오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홍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2-074-

AM1l25). 
** 경북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 
1) 이 논문은 공동연구과제인 ‘해석적 패러다임으로서의 반성과 지향 - 러시아어문학 
연구와 교육의 지평’의 서론(H 왜 반성과 지향인가?， 1-2. 인문학에서의 반성과 
지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새로운 모색， 1-3. 반성과 지향으로서의 러시아 어문 
학) 중의 한 부분으로 ‘반성과 지향’의 개념적 확립과 필요성을 다룬다. 

2) 10. 5. 50peB H np.(pen.)(2003) TeopeTHKo- .l1HTeparypHble HTOrH XX BeKa 깨TepaTypHoe 

rrpOH3BeoeHHe H xyoo*ecTBeHHbl깨 rrpoaecc, T. 1, 2, M.: HayKa. 

3) TaM :l<e, C.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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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스트라를 연주하여 인류 보편의 공동체 문화를 건설해나갈 주체의 문제가 

당연히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보레프는 문학과 예술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과제에 기여하는 경 

로를 20세기 러시아 문예학이 보여준 저자성 (aBTopCTBO)에 대한 이론적 강조 

를 통해 찾아간다. 이를 위해 그는 무엇보다도 롤랑 바르트의 ‘저자의 죽음’ 

이라든가，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익명성， 연접(延接)， 공백으로서의 저자’， 또한 

저자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 화형’으로서의 수용미학에 대한 비판적 거리를 

확보한다. 그렇다고 해서 낭만주의 시대로부터 기원하여 리열리즘 시대에 구 

축된 ‘전지전능한 저자’의 개념을 복원해야한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러시아 

현대 문예학의 전통으로 확립된 나름의 도식 즉 저자의 고유성과 엄존성을 

강조했던 비노그라도프의 이론에서부터 로세프 바흐젠 등의 저자론이 계승해 

야할 이론적 원천인 것이다. 

러시아 형식주의로부터 발원한 저자의 추방과 사회주의 리열리즘론의 화석 

화된 이데올로기로서의 저자 사이라는 양 극단의 틈새 4)에서 러시아 문예학이 

상식적인 저자론을 유지해내고 있는 것은 서유렴 포스트모더니즘의 저자에 

대한 공포나 엄살에 비하자면 너무나 건강한 자세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 

다. 그것은 어쩌면 러시아 작가들이 자신들의 창조적 개성을 견지하기 위해 

때로논 죽음까지도 불사한 투쟁에 나섰다는 전통에 힘입은 것인지도 모른다. 

러시아 문학에서 작가는， 직업인의 한 사람이기 이전에 한 사회의 정신적 문 

화적 보루로서 존재해왔다는 사실이 ‘저자성’의 견고한 이론적 입지를 마련해 

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문학예술의 주체를 새롭게 설정하고 그로부터 새로운 시대 

의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작업은 단순히 선언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사회 역 

사적 조건 속에서 규정된 주체， 혹은 이념적 기획에 따라 편제된 주체론은 주 

체 자신의 활동과 창조의 공간을 미리 제한하거나 혹은 텍스트의 다의성과 

문화적 작동을 볼각한다는 점에서 오늘날 많은 비판에 처해있다. 합리성과 이 

성을 지닌 객관적 진리과정의 매개자로 상정된 근대적 주체 개념은 결과적으 

4) 러시아 현대 문예학에서 저자의 추방과정에 대한 비판적 조망은 MaTTHac φpall3e 

(1996) "nocJle H3 rHaHH lI aB Topa: J1HTepa TypoBetleHHe B Tyn씨<e?" ABTOP H TeKCT, cnõ., 

그리고 재니트 월프(1997) r 저자의 죽음1，작가란 무엇인가J ， 박인기 편역， 서울· 

지식산엽사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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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주체의 실질적 주체성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진리의 

인식과 실천에 의해 규정된 주체， 혹은 이념적으로 편제된 주체의 지위를 벗 

어나기 힘들었던 것이다. 그러한 ‘비주체적 주체’에 고정된 도덕적 정치적 이 

데올로기적 의미를 부여하고 그에 근거하여 현실의 변화를 기획한 이론들이 

오히려 자율적 주체에 대한 지배와 억압에 기초하는 이론으로 전화되었던 20 

세기의 쓰라린 역사적 체험들이 오늘날 새로운 주체를 구성함에 있어 무엇보 

다 감은 반성적 성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근대적 주체에 대한 다양한 비판과 함께 새로운 접근의 시도5)들은 

이와 같은 비판적 인식에 기초하면서 주체의 능동성을 이론적으로 포섭해내 

고자 한다. 그러한 노력은 사회경제학적 주체로서 계급을 중심으로 사고하던 

유물론에서조차 주체와 객체의 대상 활동적 관계， 주체와 타자 관계에 대한 

주목으로 나타나거나， 혹은 “경험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사태에 대해 판단 

하고 이에 근거해 실행하는 인간의 존재방식 혹은 관계구조의 유동적 중심 "6) 

으로서 주체를 고찰함으로써 주체의 능동성에 대한 주목과 최소한의 인정으 

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며 참 

여하고 결정하는 자로서， 즉 현실을 창조하고 목적을 창조하는 자로서 주체의 

보다 적극적인 의미는 여전히 과소 혹은 과대평가되고 있다. 객관적 진리의 

인식과 실천과정 속에서 다소의 주관적 요소의 작용을 마뜩치 않게 인정하거 

나 혹은 주체의 독립성과 주체적 요소의 절대화로 나아가는 관념적 편향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소련의 스탈린주의와 기계 

적 반영론에서 설정된 ‘몰주체적 주체’를 비판하면서 진정으로 자유롭게 선택 

의 의지를 구사하는 인간， 그리하여 그 유일무이함(YHHKaJlbHOCTb)을 본질로 

하는 인간과 그 활동의 결과로서 의 문화에 주목하는 까간(M. C. KaraH)의 문화 

철학적 견해는 주체의 신화화와 주체의 죽음 사이라는 양극단의 논의를 넘어 

설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인간은 자유로운 창조적 

5) 근대의 주체론을 ‘위계질서적， 본칠주의적， 목적론적， 메타 역사적， 보면주의적 인본 
주의자’라고 비판하는 견해에 대한 재비판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주체비판， 그리고 새 

로운 주체 구성의 시도들에 대해서는 테리 이글턴의 r포스트모더니즘의 환상~(김준 

환 역， 서울· 실천문학사， 20(0), 그리고 알랭 투렌의 f현대성비판~ (정수복 외 역， 

서울: 문예출판사， 1995) 동을 참조. 

6) 문예미학회 (2002) ， ë문예미학10. 주체』 대구: 문예미학사 82쪽. 이 책에는 주체론에 

대한 다양한 현대적 이해와 모색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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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 입각하여 문화를 형성하고 그 문화는 다시 인간을 주체로서 형성해내 

는 복합적이고 상호적인 과정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7) 

20세기 문예학에서 유행처럼 번져갔던 저자의 추방， 혹은 저자의 죽음을 극 

복하면서， 동시에 이데올로기로 전제되거나 신화화되었던 주체의 객관화를 극 

복하면서， 그러나 여전히 새로운 공동체 사회의 미래를 위해 이제까지의 모든 

공과를 수렴하고 비판적으로 인식하며 새로운 창조성을 발휘하여 “보편적 인 

간 가치의 실현 "8)을 이룩하고 “미로에 빠진 현대 사회에서 미로를 탈출하는 

아리아드네의 실 역할을 하는 문화"9)를 창조해낼 주체는 과연 어떤 자질과 

능력을 담지 해야 하며 문학과 예술의 연구는 이 과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를 문학의 모델을 통해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작가， 혹은 작품 속 

의 주인공， 또는 독자는 문학과정 속에서 어떻게 주체의 창조적 역량을 극대 

화시키고 있는가를 분석할 수 있는 문학연구와 교육의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들 문학 주체들은 결코 한정된 규모의 목적 실현， 즉 현 

실의 인식과 반영， 혹은 이념적 목적 실현 둥과 같은 고정화된 가치의 실현에 

머무르지 않는다. 까간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유일무이함， 비반복성， 선택의 

자유 등과 같은 그 존재적 특성은 바로 그들이 자유롭게 확보하고 있는 스스 

로의 주관성， 혹은 자율성， 혹은 독자성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다 10) 물론 까간 

은 주체의 이런 자유로웅을 자의성이나 임의성과는 엄격히 구분하고자 하지 

만 사실 자유로움은 주체의 자의성과 임의성마저도 결코 배제할 수 없는 관 

점에서만 온전하게 스스로의 모습을 갖출 수 있다. 

이 글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오늘날 주체의 창조적 능동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문학연구와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학예술에서의 창조적 능동성의 개념을 고찰한 뒤， 창조적 능동성 

을 해석해낼 개념으로 ‘반성과 지향’의 개념을 도출해내고 이 개념의 범주적 

적용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7) M. C. KaraH(1991) "Co띠aJlbH8JI npaKnlKa H IþHJlOcolþCK8JI peIþJleKCHJI ," CHCTeM1f，뼈 110PXOP 

H ryM8.HHT8.pHOe 3H8.HHe. #3φ'8.HHble CT8. T쩌 끼.: H3 .ll. J1ry., CC. 103-105. 

8) 10. B. 50pes H .llp.(pe.ll.)(2003), c. 44. 

9) TaM >l<e, C. 11. 

10) M. C. KaraH(1991), CC. 10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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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조적 능동성과 활동 

문학을 비롯한 예술문화는 무엇보다 먼저 작가의 창조적 활동의 산물임을 

부정할 수 없다. 문학은 우연적인 산물이거나 혹은 현실세계에서 수동적으로 

파생되는 사회학적 등가물로 환원되지 않으며， 또한 작품에 담긴 언어들의 초 

역사적， 초현실적 상호작용에 국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용자의 주관적인 

상상적 반응물일 수도 없다. 이와 같은 논리들은 모두 창작과정， 혹은 결과로 

서의 텍스트의 부분적인 성격을 전체의 성격으로 호도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11) 모든 부분적인 고찰을 념어서서 창조적 활동으로서의 문 

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작자의 활동성 개념과 이 활동성이 지닌 능동성 

(창조성) 개념， 그리고 이에 기초한 창작 결과(작품， 텍스트)의 이해와 수용， 

또한 수용자(독자)의 새로운 활동 지평의 문제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맑스는 이전의 모든 유물론 형식이 현실을 인간 외부에 놓여진 “객체의 혹 

은 관조의 형식 아래에서만 파악”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제 현실을 “인간 

의 감성적인 활동으로서， 실천으로서 즉 “주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새로운 

유물론의 과제로 설정했다. 인간의 활동은 주체로서 능동성을 가지고 전개하 

는 대상 활동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심지어 “대상적 진리가 인간의 사유에 들 

어오는지 않는지의 문제는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 "12)이며， 따라서 

“모든 사회적 생활은 본질적으로 설천적 "13)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의 

문제의식은 이론과 설천이라는 단순한 대립구조가 아니다. 주체의 활동성이 

배제된 절대적 객관진리나 혹은 대상에 대한 활동이라는 인간 활동의 본성을 

무시한 관념적인 절대이념 등과 같은 논리에 대한 비판인 것은 사실이지만， 

객체의 구조상태에 대한 인식(이론)과 주체의 실천력을 대립적으로 설정해야 

11) 그러나 올론， 바르트나 월프의 견해가 부분을 전체로 호도한다고 규정하기는 어려 

울 것이다. 그보다 신비화된 주체로서의 작가를 비판하고 텍스트 자체의 생산성을 

강조한다고 합리적으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또한 이들의 견해가 텍스트 

의 문화적 개방성을 작가의 추방으로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논리 구조를 닮아 있 

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12) 칼 맑스， 프리드리히 앵겔스(991) r포이에르바하에 관한 테제들J，칼 맑스/프리 

드리히 앵겔스 저작 선집 1 ~， 최인호 옮김， 서울: 박종철 출판사， 185쪽， 

13) 같은 책 , 1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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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인간이 객체에 대해 주체적으로 대상 활동을 전 

개하는 것 자체를 중심으로 사회적 삶과 문화를 고찰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련의 문예학은 “예술의 특성을 인식과 반영의 사회적이고 이데올로기적 

인 형식 "14)으로 고찰하는 인식론주의적 경향을 고집함으로써 예술 활동의 본 

질에 담겨있는 인간의 창조적 활동성의 공간을 부단히 축소하거나 배제하고 

자 하였다. 그 극단은 주 객 관계에서 객관적 측면만을 절대시하고 반영적 인 

식에서 주체의 작용력을 축출해버린 스탈린주의로 나타났다. 총체적 주체로서 

의 인간 활동， 사회-역사적 주체로서의 인간 활동， 활동적 주체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실천적-활동적 주체라는 부하린적 해석은 스탈린주의에 의해 주관 

주의자의 논리로 공격을 받았고 인간은 오직 소외된 당파성， 곧 ‘수령’의 자유 

에 귀속된 온순한 경배자 ‘당의 병사들’ ‘바퀴와 나사’로 전락하고 만다. 이는 

문화예술을 인간의 창조적 능동성이 발현되고 작동되는 공간이 아니라 기계 

적으로 구성된 현실， 살아있는 현실과는 무관한 이데올로기의 무덤이 되게 만 

들었던 것이다. 

앵겔스가 말했던 ‘리열리즘의 승리’라는 개념도 사실 그동안 작품 내용의 

일정한 함량 자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발자크가 자 

신의 정치적 세계관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역사 진행의 방향을 작품에 담아 

낼 수 있었다는 ‘리얼리즘의 승리’ 개념은 당연히 작가의 주관성을 가능한 배 

제하고 현실의 객관성을 반영하라는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져야 하지 않겠는 

가.15) 하지만 앵겔스에게서 어떤 절대적 진리를 지시받고자 하는 자세가 아니 

라 그의 말에서 진정 중요한 교훈， 즉 우리들이 새로운 상황에서 보다 창조적 

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좀 더 다른 각도에서 그 

의 말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유물론을 개척하고 현실을 혁명적으로 

바꾸어나가고자 하는 혁명적 이론가가 어떻게 주체의 능동성을 배제하고 주 

체와 무관하게 객관 현실을 설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논리를 설파할 수 

있겠는가. 앵겔스의 리열리즘 개념에서 보다 객관적인 역사적 현실을 보라는 

14) n. A. HHKonaeB(1989) MapKcHcTcKo-ÆeHHHcKoe 까fTepaTypoBeoeHHe， M.: npOCBe ll1eHHe , 
c. 188. 

15) 이강은(2003) r세계관과 창작방법에 대한 복합체계상승론적 접근J ，러시아연구~， 

제 13권， 제 1호 참조. 창조적 능동성과 활동으로서의 문학론에 대한 부분은 이 논문 

의 ‘3. 1. 예술활동과 주체의 능동성’에서 유사하게 다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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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지시 외에 바로 그것을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주체의 능동성에 

대한 분명한 촉구를 읽어내는 것이 우리에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16) 객관적 

현실을 당연히 부정하지 않으며， 그러나 인간의 창조적 능동성을 통해， 그리 

고 발자크적인 미적 활동을 통해 새로운 작품을 창조해내는 것， 그것은 어느 

역사가나 경제학자의 저서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읽고’， ‘보고’， 실천 

‘하도록’ 해준다는 그런 의미로. 

맑스와 앵겔스의 이러한 테제에 대한 재확인을 통해 인간을 활동의 보편적 

주체로 설정하면서 자신의 가치론 미학을 수립하고자 했던 까간은17) 인간을 

사고력과 체험에 의한 현실의 정신적 습득 활동의 주체로 그리고 창조적 상 

상력을 통해 -신화적， 예술적， 미 래를 기 획하는- 현실을 ‘실천적 정신적’으로 

개혁하는 활동의 보편적 주체로 상정한다. 인간은 많은 정의들， 즉 정치적 동 

물， 언어적 동물， 공작적 동물， 경제적 동물， 미학적 동물 둥과 같은 정의들 

이 전에 무엇보다 먼저 ‘활동하는 동물(Homo agens, l!eJlOBeI< llejiTeJlhH뼈)’ 18)로 

정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활동은 “정신적， 실천적， ‘실천적-정신적 

인’(맑스) 활동 형태를 포괄하는 특수한-인간적인 초생물적인 능동성 (cnel.\H-

빼qeC I<H-qeJlOBeqeCI<째， HallõHOJlOrHqeC I<째 ypoBeHh aI<THBHoCTH)"19l의 수준을 

16) 재니트 월프는 발자크의 글에서 주체의 능동성이 아니라 정반대로 텍스트의 다의 
미성， 저자의 견해와 다른 이데올로기의 표현 가능성을 읽어 낸다(재니트 월프 

(1997), 238쪽) 하지만 그와 같은 ‘다른 이데올로기’ 조차 발자크의 정신능력에 함 

축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발자크의 정신능력은 도식적인 

정치적 견해(왕정복고파)라는 판단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하며 모순적이고 가변 

적인 것으로서， 특히 창작과정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은 결코 직선적인 반영 

과 표현을 넘어선다. 우리는 오히려 발자크의 창작활동 과정에서 살아 움직이는 

주체로서의 다면적인 창조적 능동성， 그리고 이후 우리가 정식화할 반성능력과 지 

향능력의 극대화된 경계에서 그와 같은 ‘타자’， ‘다른 이데올로기’와의 교섭이 생성 

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읽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라고 믿는다. 

17) 소련의 인식론 미학에 대립하여 가치론 미학이 발전한 과정은 이강은(2006) r 창조 

적 능동성과 미적 활동 - 소련의 가치론 미학의 발전과정에 비추어 J(~문예미학~， 

제 12호， 대구: 문예미학사)， 그리고 까간의 논리는 이강은(2α)()) r포스트 모더니즘 

에 대한 까간의 대웅J(~문예미학~， 제6호， 대구: 문예미학사)에서 내용을 축약하였 

음. 그리고 르이마리와 바흐젠의 인용은 이강은(2003)에도 논리 전개상 이미 제시 

한 바 있음. 본 논문에서 반성과 지향 개념을 도출하기위한 논리적 필요에 의해 

불가피하게 중복 활용됨. 

18) M. C. KaraH(1997) 3CTeTHKB KBK 빼'.JlOC때CKBJf HByKB, cn5.: neTpOnOJlHC, C.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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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하고 있다. “인간의 활동이란 총합 더 정확히 말하면 앙상블이다. 그것은 

의식적이고 자의식적으로， 선택적이고 합목적적으로 자유롭게 실현되는 능동 

성(그것이 그의 존재 방법이다)이 발현되어지는 모든 것의 체계이다. 그것은 

윤리학이나 교육학， 인성론 등에서 말하는 행위 개념과는 다른 것이며， 객체 

의 세계와 다른 주체들을 향한 인간 주체성의 능동적인 발현이라고 정의될 

수 있는 것이다 "20) 까간은 이러한 이해에 입각하여 노동 역시 단지 활동의 

한 형태에 지나지 않으며 인류기원의 과정에서(개체발생론에 있어서도) 그 의 

의가 아무리 크더라도 동물적인 상태의 인간으로부터 종합적 통일 상태의 인 

간으로 창조되는 그 작용과정을 노동으로 온전히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말한 

다. 그에게는 인간 활동의 구조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인간 활동의 

모든 산물을 이해하는 일차적인 문제 툴인 것이다. 따라서 까간에게는 인식론 

적 반영론은 인간의 활동의 아주 일부분에 대한 타당성을 지닐 뿐 여타의 더 

많은 활동들에 대한 불가피한 배제로 나아가는 것으로 평가된다. 나아가 까간 

은 활동으로서의 인간관으로부터 활동의 극대화된 범주로서 창조적 능동성을 

상정하고 이 창조적 능동성을 가능하게 하는 정신활동에 대해 정당하게 주목 

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활동성의 개념과 창조적 능동성의 개념을 보다 적극적으로 문학작품의 분 

석에 적용하고자 한 르이마리 (H. T. PblMapb)는 문학과 예술을 현실의 반영과 

인식으로서 뿐만 아니라 “창조적 가치평가와 재가공， 이 현실의 일정한 방향 

속에서의 개조”로 이해하고， “어떤 가치의 창조， 창작하는 것， 예술 활동， 바로 

그것이 예술"21)이라고 말한다. 소설 시학이 “주체와 객체의 상호관계를， 일정 

한 대상을 향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한 예술적 과제의 해결을， 새로운 시학 

적 실재의 창조를 지향하는 예술 활동을 연구해야만 한다 "22)는 르이마리의 

생각에 활동으로서의 문학 일반에 관한 방법론적 기초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작품을 단순히 준비된 작품이 아닌 예술적 활동으로 연구 

하는 것”이며， “텍스트 조직에 실현된 예술 활동， 그것은 그렇게 하여 자신 속 

19) TaM lI<e, c. 79. 

20) TaM lI<e, C. 79 

21) H. T. P뻐apb(l쨌) BSel1eHHe S TeopH1O poMaHa, BopoHell<: Ii3LI. BopoHell<CI<Oro YHHsepC1iTeTa, 
c.6. 

22) TaM lI<e. 



왜 ‘반성과 지향’인가 63 

에 객관적 삶도， 그 삶을 변형하는 살아있는 창조적 과정， 즉 예술 활동 주체 

가 현실에 맺는 창조적， 창조 개조적 관계의 역동성， 주체와 그 대상의 대화 

의 역동성(작품의 예술조직의 모든 계기들을 탄생시키는)도 함축"23)한 것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인간의 활동에 대한 주목은 바흐씬이 말했던 저자의 창조적 능동성의 개념 

에서도 충분히 그 단서를 확인할 수 있다. 바흐씬은 소설 형식을 예술적 사고 

의 일정한 방법으로 고찰하고 창조하는 주체가 현실에 대해 맺는 미학적 관 

계의 한 형식으로 예술작품의 본질을 고찰하고 있다. “창조자의 개성이 내적 

으로 조직되어진 이 능동성은 주인공， 즉 예술적 통찰의 대상으로서 육체적으 

로 정신적으로 일정하게 한정된 인간이 지닌， 외적으로 조직되어진 수동적 개 

성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주인공의 한정성은 보여지고 틀려지며 형태가 부여 

된 한정성이다. 그것은 그의 외부화되어 구현된 개성의 형상이다. 하지만 창 

조자의 개성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내적으로 체험되고 조직되는 것으 

로 보고， 듣고， 기억하는， 구현되어진 능동성이 아니라 구현하는 능동성이며 

그리고 이후에 형식 부여된 대상 속에 반영된 능동성인 것이다 "24) 

그러나 저자와 주인공에 대한 바흐젠의 초기 고찰에서 작품 내용 일반(주 

인공을 포함하여)을 창조자의 활동의 객체로만 인식하는 것은 창작자의 능동 

성에 대한 제한적 이해를 낳게 될 것이다. 예술 창작자의 활동성에 대한 고찰 

은 작품 창조자의 능동성으로만 고찰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후기 

바흐젠이 저자와 주인공의 열린 대화의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다음성 소설론 

으로 나아감으로써 인간 활동성의 경계를 넓혀간 것은 이런 점에서 불가피했 

다고 보인다. 그러나 문학에 작동하는 인간 활동성은 창작자와 주인공을 넘어 

현실과 역사， 그리고 수용자의 능동성의 영역으로까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인간 활동의 산물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산물 속에 구현되는 것에 

상응한 활동을 실현해야만 한다정)는 말은 그 무엇보다 예술 영역에 적용되 

는 말이다. 하나의 문학 작품은 따라서 창작자의 예술 활동의 능동성을 반영 

23) TaM *e. 

24) M. 5axTlIH (1 975) "nφ5neMa conep*aH~， MaTepHana H ~PMN B cnOBeCHOM xynO*eCTBeHHOM 

TBop4eCTBe," Bonpoc“ J1JfTepaη'pbI H 3CTeTHKH, 1.1., C. 70. 

25) A. H. 끼eOHTbeB (l 960l "ne!ITenbHocTb. C03HaHHe. }]H4HOCTb," Bonpo대 nCHxo.norHH, No. 1, 

c. 11. H. T. PblMapb (1989l, C. 1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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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동시에 창조된 현실의 능동성과 관계하고 나아가 수용되는 상황에 따 

라 그 유동성을 달리하는 살아있는 하나의 과정인 셈이다. 다시 말해서 텍스 

트는 ‘죽은 시체’나 준비된 밥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이요， 동참하여 이루어 

내는 창조 활동26)이다. 

3. 반성과 지향으로서의 문학예술 

창조성이 극대화된 시공간으로서의 예술문화라는 말은 예술문화에 대한 체 

계적 이해나 분석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요소들의 복 

잡한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 유동성과 가변성 진화성 등을 특징으로 하지만 

예술문화는 내적 논리의 상호연관과 외적 조건과의 상호연계 속에서 일정한 

체계성을 유형적으로 보여준다. 다만 이 체계성을 하나의 직선적인 인과의 논 

리로 환원하거나 축소해서는 예술문화의 본질을 해명해내기 어렵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예술문화의 체계성을 보다 본 

질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식과 실천이라는 문제 틀을 인간의 본질적인 

창조적 능동적 활동을 설명해줄 수 있는 문제 틀로 전환해야할 펼요성에 직 

면한다. 앞서 창조적 능동성의 개념과 활동성의 개념을 살펴보면서 이 개념들 

의 문학과정에서의 작동이 인식과 설천이라는 논리뿐만 아니라 개인의 특수 

한， 유일무이(유니크)한 존재조건과의 연관 속에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다시 말해 작가는 현실을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반영하며 논리적인 실 

천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최대한의 인식과 가치평가， 현실 변 

형적 인식， 주관적 가치지향 속에서 현실을 반성적으로 사고하고자 한다. 논 

리적 실천， 이념적 실천이라는 직접적 지시 이전에 무언가 미지의 공간으로 

움직여 나가는 모색， 즉 지향적 움직임 자체에 보다 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이다. 

레닌이 고리끼의 「어머니」에 대해 “매우 시의 적절한 작품입니다. 지금 많 

은 노동자들이 무의식적이고 자연발생적으로 혁명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데 

이제 그들이 「어머니」를 읽음으로써 많은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27)라고 

26) H. T. PblMapb(1 989), c.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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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 것은 이후 많은 소련 비평가들에게 금과옥조처럼 받아들여졌고 모든 문 

학적 판단의 주요한 근거로 활용되었다. 또한 툴스토이가 “러시아 농민혁명의 

거울"28)이라는 레닌의 평가도 인식론적 반영론의 철칙으로 활용되었다. 물론 

이 말들은 문학이 직접적으로 현실을 반영하며 이러한 반영을 통해 현실의 

변화에 작용한다는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작 

품의 의미가 고정된 어떤 실체라는 전제에 입각해있는 바， 고리끼의 작품에 

담긴 어떤 ‘무엇’이 노동자들에게 어떤 지시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객관적 

인 계급적 세계관이 작품에 명백하게 ‘내용으로’ 담겨있다는 것이다. 작품에 

‘내용’이 일정한 함량으로 담겨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현실에 맞게 이해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분석할 수 있으며 적절히 현실의 힘으로 옮겨낼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는가. 언어가 의사소통의 도구라는 전통적 정 

의만큼이나 작품이 일정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힘들다. 

그것은 여전히 어떤 문학론을 주장한다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혁명 이후 소련의 1920-30년대 문학 논쟁에서 문학이란 다름 아닌 유물변 

증법이라는 속류 사회학주의적 주장이나 혹은 그 이후 사회주의로 향해 발전 

해 나가는 혁명적 현실을 그려야 한다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강령은 위와 

같은 원리를 얼마나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있는가. 사회현실에 대한 인식방법 

을 기계적으로 창작방법으로 대치하고 있는 유물변증법 창작방법론은 레닌이 

고리끼 작품을 두고 말했던 바 노동자들이 작품을 읽고 도움을 받을 것이라 

는 말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도움을 받 

기 위해서는 우선 ‘작품’을 ‘읽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에게 도움이 되 

도록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레닌은 ‘작품’과 ‘독서’와 ‘과정’에 대해 상식적 

인 판단에 기초하고 있을 터이지만 이 개념들이 단순하게 기계적인 의사전달 

이라고까지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당연히 작품으로서 우선 성립되 

어야 하고 또 그것을 읽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또 자신들의 현실에 임하 

여 그 ‘내용’은 실천적으로 변용될 것임에 틀림없는 일 아닌가. 그와 같은 과 

정에 대한 가장 단순한 이해방식이 작가의 세계관(즉 현실을 이해하는 방법) 

이 곧바로 작품의 내용이 된다는 유물변증법적 창작방법론일 것이고 객관적 

27) M. rOpbK뼈(974) nOJ1Hoe C06p8.HHe CO IfHHeHHIl B 25 TOM8.X, T. 20, M.: HayKa, c. 9. 

28) V. 1. 레년(1988) r 레년의 문학예술론~ , 이길주 역， 서울: 논장， 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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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 대한 인식이 작품에 반영된다는 반영론의 원리에 근거하되， 인식의 과 

정을 무오류적 당파성이 대체하도록 만든 사회주의 리열리즘은 보다 정교한 

단순화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유물변증법적 창작방법론이나 사회주의 리열리즘은 반영론의 

오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반영론의 도식화된 이해와 기계적 적용의 한계 

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반영론의 ‘오류’ 혹은 보완의 요소는 다른 점에서 

찾아져야 한다. 레닌의 말을 거듭 활용하며 비유하자면 이렇다. 작품 「어머니」 

가 일정한 의미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시의적절하게 ‘씌어져야’ 

하며， 또 씌어진 작품은 노동자들에게 ‘읽혀져야’하고 또 도움이 되도록 ‘작용 

해야’ 한다. 이 과정의 핵심은 무엇인가. ‘활동’，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는 인 

간의 정신적 실천적 활동 즉 창조적 능동성이 이 과정을 매개하는 핵심이 아 

닌가. 툴스토이의 문학세계를 ‘농민혁명의 거울’이라고 말한 것에서도 우리는 

툴스토이 문학에 농민혁명이 있는 그대로 비쳐져 있다는 논리에 앞서 그렇게 

‘읽고’， ‘인식하고’， ‘판단하는’ 시선， 즉 레닌의 정신적 실천적 활동성에 주목해 

야 할 것이다. 톨스토이가 그리고 있는 러시아 농촌과 농민의 실상， 그들의 

정신， 또 그에 대한 작가의 정신적 태도 등을 ‘읽고， 판단하고， 느낄 수’ 있는 

바로 그런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시선 자체. 명사화 혹은 실체화된 대상의 

명목적 가치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과 주체의 상호 연관성(상호활 

동에 의한) 자체에 주목하는 것 즉 동사에 주목하고 동사의 관계성과 동사의 

변화형에 적용되는 주체의 양상에 주목하는 것이 보다 필요하다. 

이러할 때 우리는 고리끼의 작품이나 톨스토이의 작품에서 실체화된 어떤 

내용을 추출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혹은 추출된 어떤 내용을 작품 전체로 

대체하려고하기보다) 작가와 독자의 어떤 활동이 사회체계 내에서 문학을 통 

해 실현되고 있는가에 주목하게 된다. 고리끼는 일차 러시아 혁명과정에 대한 

고양된 분위기 속에서 러시아 사회의 신속한 변화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어 

머니」를 기획하고 ‘쓰게’ 된다. 그리고 이 작품은 많은 노동자들이 사회모순을 

더욱 깊게 인식하고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한 

다. 그리하여 일정하게 현실적인 힘으로 전화된다. 그러나 이때 작품의 어떤 

내용도 구체적으로 현실 속에 복사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가 

파벨이나 닐로브나를 작품 그대로의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 

문이다. 문학예술은 독자들의 의식을 통해 굴절되고 변형되어 구현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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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 힘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작품을 읽으면서 작품의 내용을 지시적으로， 

진리내용으로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스스로의 체험과 스 

스로의 현실에 비추어 매우 다면적으로 작품을 받아들인다는 점을 놓치지 말 

아야 한다. 즉 다시 말해 작품의 ‘내용’은 독자의 창조적 능동성의 발헌을 위 

한 상상적， 정서적 재료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문학의 내용은 지시적이라기 

보다 일차적으로 감염적이며 나아가 독자의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수용을 통 

해 재창조의 계기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말해야 옳다. 작가 역시 현실에서 작 

품의 자료를 취하지만(실제로 「어머니」는 실존 노동자와 그 어머니를 소재로 

하고 있다) 작품의 성격은 그 자료의 객체적 성격보다는 그 객체를 다루는 

작가의 창조적 능동성에 보다 긴밀하게 관계하고 있다. 현실의 어떤 재료도 

작가의 창조적 능동성을 거쳐 재창조되지 않는 것은 없다. 철저한 기록 예술 

에서조차도 시점과 구성， 취사선택 등과 같은 가치적 활동을 경유하여 작품화 

되는 것이다. 

도스또예프스끼의 작품들에도 당대 사회의 제반 사회관계와 인간관계들이 

집약적으로 반영되어 있으면서 그 이상의 저자의 활동성이 작동하고 있는 바， 

그것은 현실에 대한 기계적 인식이 아니라 항상 대상 현실과 자신 사이의 거 

리를 되돌아보고 검토하며， 자신의 유일무이한 개인적 특성과의 상관성 속에 

서 수용하는 능력， 다시 말하면 반성의 능력이다. 아울러 그 현실에 대한 자 

신의 독자적인 수용과 해석을 통해， 새로운 현실로， 새로운 방향의 삶으로 나 

아가고자 하는 지향적 웅직임이 함께 작동하고 있다. 바흐젠이 도스또예프스 

끼 소설을 통해 발견하고 있는 “주인공의 독립성， 내면적 자유， 비최종화성， 

비완결성”잃)， 그리하여 그 “독립적이며 융합하지 않는 다수의 목소리들과 의 

식들， 그리고 각기 완전한 가치를 띤 목소리들의 진정한 다성악"30)은 바로 인 

간의 반성성과 지향성의 생생한 현장에 대한 묘사인 셈이다. 도스또예프스끼 

는 주인공과 등장인물에 대해 수많은 말을 시키고 수많은 규정틀을 덧붙여놓 

고 자기 자신의 가치적 태도를 분명히 드러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최종적 말’을 하지 못함으로써 자신의 반성성의 절정을， 역설적 

공간의 최대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스꼴리니꼬프는 심지어 분열된 두 분신 

적 자아 사이에서 그 어떤 합일점을 찾아내지 못하며， 자신에 대해 그리고 타 

29) M. 바흐젠(988) f도스또예프스끼 시학g ， 김근식 역， 서울. 정음사， 93쪽. 

30) 같은 책， 1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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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에 대해 수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탐색하지만 결국 그 어떤 최종적 말도 

남기지 못함으로써 또한 역설적 공간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상대적 균형 속에 안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역설적 공간 속에서 저자를 

포함한 모든 인물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반성과 지향을 도모함으로써 이 공간 

은 유동하는 시공간3D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시공간은 근대적 주체의 형성과정에서 나타난 주체와 객체의 상 

호작용 ‘과정’으로서 이해될 수 있고 일종의 반성과 지향의 시공간으로 정의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은 슈제뜨의 전개와 구성， 저자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분석되고 이론화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이 ‘과정’은 그러한 분석 

과 이론을 넘어 다시 움직여가는 새로운 반성과 지향의 단초와 결합된다. 그 

리고 그 단초들은 그것을 읽어내는 독자들의 반성과 지향과 결합할 때 새롭 

게 유의미한 것으로 살아나게 된다. 바로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도스또예프스 

끼의 작품은 형식적 미완결의 요소를 지닐 수밖에 없고 강력한 작가의 에펼 

로그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인물들의 미완결적 현재성의 진경으로 남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삶이 종결되거나 구조화된 반복이 아니라 영원히 생성하는 것으로 

여전히 미지의 것이라면 인간은 항상 삶의 경계에서 미지의 세계와 맞설 수 

밖에 없다. 인식의 세계와 미지의 세계의 접경， 즉 경계에 선 인간， 길 위의 

인간은 인식과 설천이라는 틀을 념어 항상 인식된 것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지향과의 조망 속에 주저하고 머뭇거리며 생각하는 공간을 통해서만 미지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문학예술은 인간의 반성적 

능력과 지향적 능력이 극대화되는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31) 역설적이고 유동적인 시공간이라는 말은 도스또예프스끼의 꿈과 이상이 혼돈 속으 

로 해체되지만 황금시대라는 진정하고 조화로운 인간들간의 진정하고 조화로운 관 

계에 대한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루카치의 말과 상통한다고 말할 수 있 

다.(G. 루카치 (986) r 변혁기 러시아의 리열리즘 문학~， 조정환 역， 파주: 동녘， 14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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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석적 패러다임으로서의 반성과 지향32)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해 반성하고 지향 

한다. 반성(反겪、. Reflection. PeφleKCH.lI)은 무엇보다 먼저 뒤로 향함(reflexio) ， 

되돌아봄， 되비침， 다시 생각함을 말한다. 서양철학에서 반성은 대체로 객체에 

대한 지식을 주체가 올바르게 인식하거나 반영하는 관점에서， 즉 어떤 것의 

다른 것에의 비쳐짐， 본질과 현상의 변증법으로 이해되어 왔다.잃) 칸트는 지 

식과 표상을 그에 상응하는 인식능력과 관계시키는 것을 진정한 반성으로 설 

정하였고 헤겔은 어떤 것의 다른 것에로의 비쳐짐， 즉 현상과 본질의 변증법 

을 통한 반영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반면 동양에서 인간의 반성성은 인간의 

주체성을 확립하는 관념적이고 초월적인， 세계와 독립적인 어떤 정신활동으로 

이해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를테면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 

라는 유가의 교의는 평천하를 목표로 구성된 담론인 듯이 보이지만 무엇보다 

평천하를 위해 수신이 그 원리라는 소극적 반성의 의미로 환원되어지는 경향 

을 보이는 것이다.34)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반성이라는 개념을 인간 활동을 이해하는 근본적인 

원리의 하나로서， 세계와 관계 맺는 능력이면서 동시에 주체의 독자적인 정신 

능력으로서 보고자 한다.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세계에 대해서， 자신과 세계 

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그리하여 대상적 진리와의 일치성을 지향 

하는 일반적 의미의 반성을 포함하면서 나아가 이 모든 것을 자기화하는 인 

간의 특수한 정신활동으로서 반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세계와 자신에 대한 객관적 인식과 더불어 이 객관적 인식을 넘어서(심지어 

단절적이기도 한) 자신과 세계플 자신의 것으로 새롭게 만들어낸다(자기화한 

32) 반성과 지향을 앞으로 경우에 따라 반 · 지로 축약해서 사용하기로 한다 이는 떤 
리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말에 보다 개념적 의의를 부여하고자 하는 이유에서 

다. 

33) φMπOCOIþC쩌11 3HUHKπone/1H'leCKHI1 CJlOBapb, M. ,: COSeTC l< a51 3HllHI<J10ne띠51 ， 1989; φHJlO

COIþCKH.깨 CJlOBapb, M.: H31l. Pecny6J1Hl<a, 2001 등의 ‘pelþJle l< CH5I’ 항목 참조. 

34) 철학에서 ‘반성과 지향’ 개념이 어떻게 이해되고 수렴되어왔는가에 대한 체계적 분 
석은 이 논문의 후속편 ‘인문학에서의 반성과 지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새로운 

모색’에서 검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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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혹은 창조한다)35)는 인간의 본질적 특성을 반성이라는 개념으로 담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념으로서의 반성은 인간이 주체로서 대상 활동을 

통해 세계를 받아들이고 자기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정신력의 하나로서 

인식과 반영의 개념을 포함하면서， 인식되고 반영된 것을 특수하게 변형해내 

는 주관적 능력까지를 포함한다. 인간의 반성성은 절대적인 초월적 존재자로 

부터 부여받거나 혹은 관념적 절대이념으로 수렴되어지거나 객관진리의 부차 

적 산물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활동자로서 인간이 사회문화를 형성하고 발전 

시키면서 역사적인 형태로 드러내는 정신활동이다. 따라서 이 반성성은 구체 

적인 사회 역사 문화과정을 형성하는 요소이면서 그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기 

도 하다. 

주체의 잉여로 여겨지는 이 반성성은 경우에 따라 주관적 가치의 절대화로 

인식되어지고， 혹은 객관적 진리 인식을 저해하는 요소로 부정되기도 한다. 

이를테면 노동자계급이 사회경제적 관계 속에서 마땅히 가져야 하고 마땅히 

행위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그러한 생각과 행위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 

다. 그가 사회경제적 관계를 인식하고 각성하게 되면 당연히 일정한 행위 유 

형으로 나아가는 것은 예견되는 일이지만 그것은 그렇게 자동적으로 보장되 

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존재적 생존조건과 가치판단 등 다양한 요소의 상호 

작용 속에서 자신의 행위를 결정한다. 그리고 그 결정 이면에는 여전히 불확 

실성이 잠재해 있다. 이런 불확실성은 단순히 그릇된 존재의식， 허위의식의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반성성이 작동하는 적극적인 공간이다. 따라서 

툴스토이가 귀족(백작) 가문 출신으로 일정한 계급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단선적인 정의로부터 그의 모든 문학이 그의 세계관에 갇혀있다는 판단이 중 

요한 것이 아니라， 톨스토이가 귀족적 세계관에도 ‘불구하고’ 그 세계관의 한 

35) 반성의 개념에 국한하는 한， 폴 리콰르의 ‘전유’， 혹은 ‘재전유(reappropriation)’의 

개념을 우리의 개염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폴 리콰르는 철화의 출발을 반 

성으로 보면서 이 반성을 “어떤 과학적 진리의 정당화 또는 어떤 절대적 윤리의 

정당화블 위한 도구로 간주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발생시키고 드러내는 끊임없는 

노력들의 이해"(문장수 「역사-비판적 관점에서 해명된 폴 리콰르의 주체성 복원의 

전략J ，문예미학10. 주처l~ ， 179쪽)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반성성의 근원이 그의 

말대로 인류학적 근원을 가진 것인지는 충분히 동의하기 힘들다 비록 인류학적 

근원처럼 보이거나， 그런 설명이 아니고는 해병의 방법이 없다는 점은 인정한다하 

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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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와 동요 속에서 부단히 그 세계를 극복하고 넘어서고자하는 반성적 공간을 

자신의 문학 속에 창조해가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중요하다‘ 

반성의 공간은 객관적 조건과 그로부터 나오는 존재의 규정 요소들을 받아 

들이면서 옥자적으로 자기화하는 공간으로 객관적 조건의 다양한 굴절과 변 

형， 재검토를 요구하는 공간이다. 그리고 결정된 행위 이면에서도 이 반성의 

공간은 여전히 남아있음으로 해서 행위의 절대화를 조절하는 공간이 된다. 이 

러한 공간이 어떤 요소들로 구성되며 어떻게 작동하는가는 개별 인간의 생물 

학적 조건과 민족적 특성， 사회경제적 조건， 역사적 단계 둥 사회문화적 총체 

성 속에서 고찰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그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 

니며 유동적인 공간이고 미지의 공간이라는 특성을 완전히 상실하지는 않는 

다. 그것은 개별 주체들의 역사적 시공간의 유니크함에 의존해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역사적 시공간 속에서 어떤 경우에도 고정된 실체로 머물지 않으면서 

꼬물꼬물 움직이고 생각하며 활동하는 한 이 반성적 공간은 소멸되지 않으며 

그것이 인간의 창조적 능동성을 형성해내는 동력이 되는 것이다. 어떤 분노의 

순간에， 혹은 생존의 직접적인 위협의 순간에， 혹은 너무나도 절대 절명의 목 

적 실현을 위한 순간에는 인간의 반성성이 가장 축소된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에 인간은 위대한 영웅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 

라 무엇인가의 도구로 전락할 가장 큰 위험에 처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직 

접적인 사회적 동기와 그에 의거한 반사적인 행동 이변에는 축적된 반성성의 

작용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순간에의 반성성 유무를 쉽게 판별할 수 

는 없겠다. 반성성은 인간 의식 내의 일정한 비율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반 

성성의 공간은 사회문화적 역사적 인간적 시공간이기 때문이다. 

반성과 더불어 정신활동의 다른 한 방향으로의 움직엄이 작동한다. 그것은 

반성과 더불어 인간의 활동을 문화로 형성시키는 출발정이자 형성된 문화에 

유동성을 부여하는 근본적 힘으로서 인간의 생물학적 움직임이 목적을 가진 

사회문화적 활동으로 전화되도록 만드는 정신활동이며 또한 형성된 사회문화 

의 구조 속에서도 정지된 상태로 머물지 않고 지속적으로 구조를 움직이며 

변화시키는 힘의 상태로 존재한다. 그것은 가장 단순하게 일차적 욕망을 실현 

하기 위한 활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활동에 이르기까지， 

단순한 육체적 생존을 위한 전략에서부터 고도의 이념적 이데올로기적 행위 

에 이르기까지 다면적으로 실현된다. 사회문화는 인류의 부단한 생명활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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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으로부터 이 데올로기 적 가치 투쟁에 이르기까지 다면적 활동들이 상호작 

용하면서 형성된 일종의 복잡성 체계이며 이 체계 속에서 그 역동성과 변화 

를 가능하게 하는 인간 활동의 가장 본질적인 측면을 우리는 지향(志向. 

Intentional activity. lleJl TeJlbHaJl aKTHBHOCTb)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정한 상황에서 일정한 행위를 하려는 주체의 태세 “활성화된 펼요의 

실현을 위한 보편 심리적 준비상태 "36) 등과 같은 정의는 지향에 대한 단순한 

심리학적 발견일 뿐이다. 사회적 행위를 하기 위한 기초로서 사회적 지향은 

단순한 심리적 준비상태일 뿐만 아니라 일정한 가치적(경험적， 혹은 이론적으 

로， 혹은 생리적으로 형성된) 지향을 내재한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지향성을 

목적의식적 가치 지향이나 실천으로 단순하게 해석하거나， 혹은 생물학적 욕 

망， 혹은 사회적 욕구의 실현을 위한 움직임으로 축소시켜버리는 것 등은 지 

향의 독자성과 역할을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다. 인간의 지향에서 계급적 지향 

만을 특화해서 문화를 이해하거나 혹은 관념적 도덕성의 지향으로， 혹은 종교 

적 지향으로 환원하는 것 등이 지닌 문화 이해의 협애함은 잘 알려진 바이다. 

인간의 지향은 실천적 목적적 지향과 더불어 생물학적 생존본능과 사회적 가 

치 지향까지 포함된 복합체계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움직이는 화살이 아니라 그 흔적을 가지고 그 본질을 논해야 하 

는 우를 범하게 된다. 

지향이 실천과 맺는 관계는 직선적이지 않으며 복합적이다. 그리고 항상 실 

천과 결합되는 특정한 지향의 이면에는 여전히 여타의 지향들과 그에 반하는 

지향들이 잠재적으로 존재한다. 특정한 목적의식적 실천에 조응하는 지향만을 

인정하거나 그에 기초한 인간 활동만을 중심으로 인간을 판단하는 것은 사회 

문화의 다양성과 가치질서의 혼재와 변화 그리하여 기대되는 목적적 실천과 

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우발적인 인간 활동의 계기들을 전혀 이해 

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복잡성 체계로서의 지향에 대한 연구는 작동하는 요 

소들과 이들의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을 요구한다. 이것은 단순히 통계적인 심 

리조사나 사회적 활동양식에 대한 통계 값에 따른 추정에 의해 온전히 포착 

될 수 없다. 또한 절대적인 어떤 체계를 선험적으로 전제할 수도 없다. 반성 

과 마찬가지로 지향은 일정한 사회문화적 역사적， 인간적 시공간으로서 파악 

되어야 한다. 

36) φ'HJ10COφCKHit 3HUHKJ10neIlH'leCKHit CJ10Bapb; φ'HJ10COtþCKH.η CJ10Bapb. 관련 항목 참조. 



왜 ‘반성과 지향’인가 73 

반성과 지향은 인간의 육체와 영혼， 작품의 내용과 형식처럼 범주적으로는 

구별되지만 유기적인 통일성을 지닌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반성 속에 지 

향이， 지향 속에 반성이 유기적으로 상호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반 · 지 활동 

속에서 파악되는 인간’은 ‘숙명론적， 환경 결정론적 인간’일 수 없으며 또한 

‘절대이념의 구현자’나 ‘필연적 역사법칙의 수행자’일 수도 없고 ‘생물학적 이 

기주의의 소산’일 수도 없다. 인간이 조건과 목적 사이에서， 집단과 개인 사이 

에서，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며 조건과 목적의 직선적 인과성 

을 넘어， 집단과 개인의 전체주의적 혹은 개인주의적 편향을 넘어， 과거와 미 

래의 이데올로기적 지시를 넘어 항상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역할의 수행에 나 

서는 것은 바로 그 반 · 지의 활성화된 공간에 의해서이다. 인간이 조건과 목 

적의 조정자이고 교정자이며 집단과 개인 사이의 역동적 활동자이자 과거와 

미래를 유기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현존자로서의 온전한 주체가 되기 위해서 

는 과학적 인식과 실천의지 이전에 반성과 지향 정신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인간의 반 · 지가 발현되는 양상은 범주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 

다，37) 

첫째， 인식적 반 · 지. 이는 외부세계와 자신의 현실적 역사적 구조상태에 

대한 인식을 위한 반 · 지이다. 여기에서 객관적 과학적 인식에 보다 근접하려 

는 반성적 인식과 인식된 법칙성에 따른 실천 활동이 인식적 지향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범주가 가장 극대화되는 것 혹은 이 범주가 주도적인 역할 

을 하는 것은 과학의 영역에서이다. 

둘째， 가치적 반 · 지. 이는 외부세계와 자신의 의미를 가치적으로 반성하고 

수용하며 주체의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지향하는 것을 말한다. 가치적 

반 · 지는 문화예술의 영역에서 가장 극대화되고 문화예술의 주도적인 요소이 

다. 

37) 이 범주 분석은 인간의 활동을 분석하는 까간의 네 가지 범주， 즉 ‘인식， 가치의식， 
개조， 소통’을 활용하면서 ‘유희적 반 · 지’， ‘반 · 지적 반 · 지’의 개념을 추가하고 있 
다. 인간 활동에 대 한 까간의 분류에 공감하지 만 추상적 이 론적 활동의 독자성 과 

무목적적 활동성 역시 인간 활동의 주요한 범주로 파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 

문이다 최소한 현대의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을 범주적으로 포괄하기 위해서는 

다소간의 개념적 중복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두 개념 범주를 구분하는 것 

이 유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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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실천 개조적 반 • 지. 이는 유용성과 효율성의 원리에 따라 현실의 재 

료를 실천적으로 개조해내고자 하는 반 · 지 활동이다. 당연히 경제적 생산 활 

동으로서의 노동에서 극대화되고 주도적인 계기로 나타난다. 

넷째， 소통적 반 · 지. 이는 본질을 달리하는 주체들 사이의 상호 이해를 향 

한 정보의 교환과 혼합의 과정에서 극대화되고 주도적 계기로 나타난다. 

다섯째， 유희적 반 · 지. 단지 차이를 유발하고 우연적인 계기들 속에 들어 

나는 반 • 지인 바， 생명력의 자유분방한 표출로서 드러나는 유쾌함과 재미를 

향한 반 · 지이다. 동일한 반복에 저항하고 단지 다름의 추구에 의해 발전되어 

지는 문화의 요소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다. 

여섯째， 반 · 지적 반 · 지. 이는 위와 같은 모든 반 · 지에 대한 거듭된 반 • 

지이다. 끊임없는 반 · 지 활동은 결코 멈춰 서지 않으면서， 동시에 그 멈춰 

서지 않는 상태를 초월하여 반 · 지하고자 하는 중첩적 활동， 메타적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범주들은 인간의 대상적 실천 활동의 형태로 드러나면서 복잡한 상 

호작용을 통해 복잡성 체계를 이룬다. 그러나 이 복잡성 체계는 개별 활동체 

계에서 사회문화적 활동체계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상호연관성을 형성하는 체 

계이며 동시에 유동성과 진화성 혁명적 단절성 등을 지닐 수 있는 역사적 시 

공간이다. 이러한 시공간에서 인간의 반 · 지는 일정한 사회 역사적 계기에서 

하나의 활동으로 구현된다. 반 · 지가 정신의 영역에 머물러있지 아니하고 바 

로 활동적 계기들과 연계되어 구현될 때에 우리는 그 반 · 지 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문화의 변화와 변혁， 혹은 진화의 모델에 

기여하는 주체성으로서의 인간의 반 · 지에 보다 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모든 활동을 반 · 지 연구의 고찰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주체의 반 • 지가 

기계적이고 반사적으로 작동하거나(설사 그것이 옳은 것， 좋은 것이라는 윤리 

적， 사회 정의적 판단이 있다하더라도) 실용적으로만 작동하는 경우의 활동들 

은 우리의 연구 관심을 벗어난다. 이를테면 낭만주의 시대 문학에서 낭만주의 

규범을 어떻게 더욱 전형적이고 모범적으로 구현해낼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 

어진 반 · 지 활동은 일종의 실용주의적， 혹은 도구적 반 · 지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낭만주의가 이전 시대의 고전주의와 감상주의에 대한 반 · 지 

의 결과라는 점을 충분히 인정하면서 그리고 그러한 점을 충분히 분석하고 

이해하면서， 동시에 낭만주의 시대에서도 이미 낭만주의를 넘어서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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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리즘으로의 단초가 될 수 있는 반 · 지의 실현에 주목하고 그 흔적을 찾 

고， 또한 리얼리즘 문학의 절정에서는 리열리즘의 경계와 한계， 그리고 그것 

을 넘어서고자 하는 다양한 반 · 지 활동을， 또한 새로운 현대성의 가능성에 

대한 모색을 읽어내고자 노력할 것이다. 문학예술활동을 하나의 정지된 대상， 

본질과 현상의 일치와 같은 체계적 정합성으로 보기보다는 끊임없이 스스로 

반성하고 새롭게 지향하는 주체의 창조적 능동성이 발현되는 유동적 공간， 흐 

로노또프로 상정하는 것이 ‘반성과 지향의 해석적 패러다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5. 맺음말 

인간의 모든 대상 활동 중에서 문화예술 활동은 인간의 다른 많은 활동들 

을 포괄하는 총체성의 형식이면서 새로운 삶의 지향들이 다면적으로 살아있 

는 유동성의 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술 활동은 인식적 활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가치적， 소통적， 개조적， 유희적 활동을 복합적(메타적)으로 실현 

하면서 모든 계기에서 그 반성성과 지향성의 문화 역사적 극대화를 창조해내 

는 공간이다. 시간성이 부여된 유동하는， 변화하는 살아있는 공간으로서 예술 

공간의 형태는 바로 이렇게 형성된 것이면서 형성되어지는 것으로서 모습을 

띤다. 따라서 예술문학의 창조적 능동성은 인간의 반 · 지가 문화적으로 극대 

화되 어 나타나는 일종의 시 공간(흐로노또프)이 라고 말할 수 있다. 

예술 활동에서 인간의 창조적 능동성은 천재의 재능이거나 혹은 사회관계 

의 산물로 이해되는 등 극단적인 대립적 이해를 불러왔다. 인간에 대한 주관 

주의적 관념론적 이해는 인간 정신 활동의 창조적 결과를 개인의 신비한 재 

능의 결파로 이해하고자 했으며 인간에 대한 유물론적 이해는 인간 정신활동 

을 부단히 외적 조건의 산물로 규정하고자 하는 이론적 욕구를 근본적으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어떻게든 이 ‘보이지 않는’ 유동성의 공간을 정지시 

키고 체계로 해명하지 않는다면 어떤 이론들도 자신들의 이론적 입장의 근거 

를 마련할 수 없었던 것일까. 

인간의 창조적 능동성을 객체에 대한 창조적 주체의 대상 활동 과정에서 

작동되는 인간의 반 · 지의 결과로 이해하는 것은 기존의 많은 이론들이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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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객체의 분리 속에서 ‘펀안하게’ ‘체계적으로’ 자신의 논리를 구성하였던 것 

에 비해， 유동하는 불안한 대상을 그 자체로 인정하는 ‘이론화’를 요구한다. 

물론 그것은 시간적 공간적 유동성을 포함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과정 

의 이론이며， 불안정성과 비체계성을 숙명으로 하는 ‘이론’이라는 역설적 상황 

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역설적 상황은 살아가면서 죽어가는， 돌아보면 

서 앞으로 가야하는 멈춰 설 수 없는 인간의 본질로부터 규정된다. 바로 이러 

한 이론의 역설적 공간은 확정될 수 없는 미지의 공간이며 이 공간은 인간의 

반 · 지의 발현 양상에 의해 추론되어질 뿐이다. 이러한 공간， 즉 인간의 창조 

적 능동성이 발현되는 공간 반 · 지가 작동하는 공간이 예술의 영역에서 가장 

완벽하게 구현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이다. 

반 · 지의 개념이 굳이 필요한 것인가. 그렇다. 새로운 문화의 주체에게 요 

구되는 것은 그 어떤 객관진리의 기계적 인식이나 결정된 목적과 방법의 수 

행능력이기 보다는 반 · 지이 고도화된 주체적 시공간을 창조해내는 능동성이 

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창조적 능동성을 획득한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반 • 지를 최대한 활성화해야한다. 그 방법은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이 

루어질 것이지만 무엇보다 그 본성상 인문학적 연구와 교육이 반 · 지의 방법 

론적 원칙을 확립해야 할 책임과 가능성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20세기의 참혹한 역사가 21세기에 더욱 야만적인 형태로 경화되어가는 가 

운데 인간에 대한 전체주의적 정치적 억압과 자본주의적 물신화는 문화의 영 

역에서 더욱 정교하게 강화되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문화 창조를 

위한 인간의 반 · 지 능력의 활성화를 말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미약한 

저항으로 여겨질 수 있겠다. 그러나 주체의 반 · 지의 창조적 활성화를 담보하 

지 못하는 그 어펀 사회구조적 개조의 노력도 불완전한 것임은 20세기의 역 

사가 보여준 바이다. 

소나무가 있으되 그 어떤 소나무도 동일한 소나무가 아니다. 그 이유는 무 

엇인가. 왜 그렇게 되는가. 시너지이론은 생명의 엔트로피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소나무들은 자연적 조건 속에서 자신의 생명력을 유지 

하고 발전시키고자 노력하는데 그 조건은 부단히 변모한다. 심지어 생명을 위 

협하는 악천후가 주어지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소나무논 햇빛과 습기와 영양 

분의 정도와 배합에 따라 자신의 생명활동을 조절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생명활동의 능동성이 소나무의 유일무이함을 낳논다는 것이다. 실제로 커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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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를 입은 소나무가 끊임없는 소생활동을 통해 상처를 감싸 안으며 제 몸 

을 만들어가는 것을 숲에서 얼마든지 관찰할 수 있다. 만일 그러한 생명활동 

이 멈추거나 외적 조건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소나무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와 같은 원리는 인간의 삶과 문화에서도 유사한 관찰을 하게 해준다. 우 

리의 문화 활동이 일정한 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은 그것을 극복할 내부적 질 

서의 재편을 요구하고 문화의 다양한 구성요소들이 스스로 움직여가면서 총 

체적으로 변화함으로써 그것을 달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인간은 다른 생물이 본능적， 생물학적 욕구에 의해 움직이는 것과는 

현격히 다르게 스스로 최대한의 반 · 지를 발휘하며 그를 통해 창조적 활동을 

구현해낸다. 그리하여 문화의 모든 요소들의 자율적이고 반 · 지적인 창조적 

활동성은 이 시기 문화체계의 반 · 지적 공간을 최대화 하면서 새로운 문화 

패러다임으로 전이해가는 힘의 공간이 될 것이다. 

하나의 문학 작품， 혹은 어문학의 다양한 현상들을 고찰하는 데에도 이러한 

방법론은 적절한 유용함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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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31lMe 

PeφneKCHR H ~eRTenbHaR aKTHBHOCTb: 

nOHCk HOBO암 napa~HrMW xy~O*eCTBeHHOA RHTepaTypw 

nH , KaH-IJIH 

B COBpeMeHHOM nHTepaTypoBeneHI써 CTporo TpeõyeTc~ TeOpeTHqeCKa~ no

CTaHOBKa KOHl.\enl.\HH 0 cyõbeKTe αI~ TOrO, qTOÕ삐 C03naTb HOBYJO KynbTypy 

XXI BeKa. npeOnOneBa~ nonyn~pHble nHcKypcHH 0 CMepTH aBTOpa, HnH 0 H3rHa 

HHH aBTOpa, H OnHOBpeMeHHO HneOnOn써eCKYJO MHcTHIþHKal.\HIO cy6beTa, KaK MO:l<HO 

BOCCTaHOBHTb CYÕbeKTa, KOTOpbIll CMO:l<eT C03naTb HOBYJO BCeOÕm.y때 KynbTypy qe

nOBeqeCTBa? 

Xyno:l<ecTBeHHa~ KynbTypa - 3TO XpOHOTOn, B KOTOpOM MaKCHManbHO ocy띠e

CTB~eTC~ CnOCOÕHOCTb ’pelþneKCHH H ne~TenbHoll aKTHBHOCTH’(Pß) qenOBeqeCKOH 

nymH. PelþneKCH~ ， 3TO 3HaqHT CnOCOÕHOCTb He TOnbKO OÕbeKTHBHOrO C03HaHH~ ， 

HO HOBOrO OCBOeHH~ H rrepeOCMblReHH~ MHpa. 니enOBeK nymeBHoll pelþneKcHeα C03-

HaeT ce6~ H oKpy:l<a lOm.Hll MHP, H na:l<e C03naeT CBoll MHp H CaMOrO ce6~. 3TO 

He MO:l<eT 06b~CHHTbC~ rrpOCTO c03HaTenbHoll CrrOC06HOCTblO qenOBeKa. ße~TenbHa~ 

aKTHBHOCTb - OCHOBHa~ nymeBHa~ CHna H MOMeHT 1þ0pMHpOBaHH~ qenOBeqecKoll 

KynbTypbl. B 3Toll KOHl.\errl.\HH BKnlOqalOTC~ 06m.eCTBeHHa~ rrpaKTHKa H TeneCHOe

nyxoBHoe CTpeMneHHe. 4enOBeK, 6naronap~ ne~TenbHOn aKTHBHOCTH, He OCTaHa

BnHBa~Cb Ha 06m.ecTBeHHoll norHqHoll rrpaKTHKe, He MO:l<eT He yCTpeMn~TbC~ BCe 

rna rne-HHõynb H Kyna-HHõynb. pn KaK enHHbIll XpOHOTOB, MO:l<eT OTnen~TbC~ 

KOHl.\errl.\HOHHO-KaTerOpHqeCKH, HO OpraHHqHO CB~3bIBaeTC~ npyr C npyrOM. nO-

3TOMy, Hy:l<HO rrOH~Tb pelþneKC싸o B ne~TenbHoll aKTHBHOCTH H ne~TenbHylO aKTHB 

HOCTb B pelþneKCHH. 

XpOHOTorr Pß MO:l<HO KnaCC때Hl.\HpOBaTbC~ KaK cnenYIOm.He; 1) C03HaTenbHb때， 2) 

l.\eHHOCTH뼈， 3) peBORlOl.\HoHHO-npe06pa30BaTenbH뼈， 4) coo 6m.al삐때C~ ， 5) HrpoBoll, 

6) CBepx-xpOHOTorr pn. 
Pa3Hble IþHnocolþcKHe TeopHH MornH CTpOHTb CBoll He KoneõnlOm.HHC~ nOM ’c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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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꺼HO ’ ” ’CHCTeMaTlf t.je Kl'I’, OTllemUI cy6beTKa H npe뻐eTa(06beKTa). Ho 때 Toro, 
t.jT06μ nOH~Tb C03HllaTenbHy~ CnOC06HOCTb t.jenOBeKa KaK npOllYKUH~ npouecca pn, 

HallO OCMblCnHTb Bcerlla H llBHra~UJ.ee ， H MeH~~UJ.ee ， H 6eCnOKOßHOe npOCTpaHCTBO 

COOTHoweHH~ Me%IlY cy6beKoM H 06beKTOM. 

HOBblM Ka t.jeCTBOM cy6beKTa B HOBOß KynbType Ct.jHTaeTOI He CTOnbKO cnoco6-

HOCTb MeXaHH t.jeCKOrO C03HaHH~ H COBepWeHCTBa OnpelleneHHOß uenH , CKOnbKO 

C03HllaTenbHa~ aKTHBHOCTb Ha OCHOBe MaKCHManbHOrO ocymecTBneHH~ pn. MO%HO 

HCCnellOB aTb pn B pa3HblX Hayt.jHbIX 06naCT~x ， HO npe%lle BCerO B ryMaHHTapHblX 

HayKax H XYllO%eCTBeHHOß nHTepaType npellCTaBn~eTC~ WHpOKa~ B03MO%HOCTb nn~ 

nOHCKOB napallHrMbl 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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