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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빌론의 죠각상인 게용Keroub온 에소포타미아 운영에 그 기원 

이 있다 이 조각상온 인간의 머리에 날개가 달린 황소의 모습으로 

서 "1빙흔 신천등의 수호자였다 용교의 사천왕파 같용 역할용 받 

아한생이다 그러다가바벌흔유수m때에서용려난유대인툴이그 

것용 예루살행으로 가져와 언약의 궈l훌 지키게 했다 숭고한 지혜 

의 천사 게루빙， 즉 지용천사는 이로부터 유래했다 

스탠퍼드 대학의 과악사 교수 마셀 셰르는 에룹에게서 ·다릉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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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또는 새로운 방향으로의 안내자 역할， 즉 입체교차로의 역할끼) 

율 본다 산악 안내인， 교육자， 번역자， 소형 얼티 용러그， 사전， 마 

이크로프로세서 풍， 그가 경탄하는 현대의 에시지 전달셰계는 모두 

케흩이다 그로부터는케홉파같용인몰아 되라는 권유가행간마다 

줄기차게 올려 나온다 날기와 사유하기는 다른 세계로 틀어갑과 

다른 것이 아닝데， 케용처럽 이러한 입문용 구현하는 입체교차로 

인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생 셰르 자신이 이러한 인융임용 

말할나위도없다 

액여 년 전으로 거슐러 올라가 20세기 초엽의 시인 기용 아폴리 

네르의 r황소」흩 읽어 보자 이 시에서 항소는 지풍천사이다 네 앵 

의 짤악한시인데，판화률보연 항소에 날개가달려 었다 

이 지용전샤는 낙원융 찬양하니， 

우리는선한하느닝의허락으로， 

내 친구톨이여， 다시 태어나서 

거기천사들과앙께어올리리라 긴 

이 지풍천사의 판화훌 보연사항의 어려가아니라는것이 케륨파 

의 차이쟁이다 시집의 제목이 r동뭉우화집J이라서 그렇게 되었융 

것이다 그러나 앤 뒤에 딸혀 있는 주석으로 밝혀 놓았듯이， ‘조금 

도 피올같지 않다· 게다가여기에서 ‘내 친구들’은시인을포항한 

예슐가들인데， 그를이 낙원에서 다시 태어나리라는 데에는 예슐가 

에게 한액성온 바로 선이라는 생각이 연결고리로 기능한다 홈 뚱 

뚱한 연인 황소가 콧김용 세차게 내왕는 모습온 에너지가 넘친다 

그런 안큼 이 시에서도 날개 달린 황소는 다흔 세계로 뚜벅뚜억 걸 

'i 이생 셰르，천사률의 전영 현대외 신여 • • 이규연 융깅， 그링에， 2008， p. 167 

2)C.A띠linaire， αuvrespott띠“n， Gallimard, 196ι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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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갑용 넉녁히 함축하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신으로서의 예술가 

는 다가올 시간에 속한다 판화의 황소는 완벽한 시의 꿈올 향해 죽 

용까지 긍갱하연서 썩씩하게 나아가는시얀 자신이 아님 수 없다 

아훌리네르의 친구인 파블로 피카소도 이 계보에서 빠뜨링 수 없 

다 피카소가 스에인인으로서 황소， 투우， 미노타우로스에 관싱을 

기울인 것온 당연해 보인다 그의 에청틀에서 건장하고 활기에 넙 

치고 원기 왕성한 이 황소 인간 A，!:t'Þi:A 의 키에라는 채우스처럽 보 

이는 냥자와 항깨 나신의 여자융 끼고 주연을 벌이기도 하고 오이 

다푸스처럼 힘을 잃은 모습으로 꽃올 든 여자 어린이의 인도률 받 

기도 한다 193’년의 , "1노타우로마키아」’)용 발전시킨 것으로 보 

이는 (937년의 r게르니카J 에서는자기 시대에 대한피카소의 견해 

가 생생하게 을려온다 나치 독일의 게르니카 쪽격이 소재인 이 대 

작 λff 은 검은색， 흰색， 희색으로만그려진 해체 형태툴의 퍼즐로서 

신문 조각 같용 부분을 때문에 보도 사진융 보고 있다는 인상을 중 

파 동시에， 창에 째뚫린 상태로 앤 왼쪽의 미노타우로스를 우월한 

권놓인 양 뒤를아보는 양， 애초에는 생기가 넙치는 기수 IJ'I+ 였용 터 
이나 지금온 조각상처 령 떨어져 조각난 선사 1ft.!:， 그의 오흔손이 확 

쥐고 있는 부려진 랑， 그링의 오른쪽에서 비갱상적으로 넓온 한쪽 

” 이 각g용 이톨태연 r ;;ft!l.니카J 의 초업그링 질용 것이다 가용얘 우훌외 구도 
는 션에쩍으흐 r깨르니카J와 유사하다 그러나 여러 셰쭈 사항에서 r찌르니카j 

와 상이하다 몇 가지톨 지척하자연 용용 벗고 샤다리료 내려오는 앤 왼쪽의 텅 

보 냥자 바료 앙에서 오용손으로 잦다잉을 동고 왼손으료 "빛용 농이 쳐은 오 

시 쓴 쇼녀， ~ 워호 선안의 장에셔 '1앙외 생생* 내려다요는 영용 여자 을 양 

의 명회의 상징인 ~H흉기 우 야리가 쪼앙되어 있다는 껑이다 또언 이노타우로 

스의 오습이 상당히 다르다 앤 요톨쪽 쩌로는 .，구용이 드리외져 있고 아얘로 

는 바다가 영쳐져 있으여 영리로 상각을의 얘 언 찍이 지나가는데， 이것용 에세 

우스 신화톨 o!기하는 요소로서게료니카J애는 나타나지 않는다 여카소는 

이 에칭에서￥터의 이노타우혹스-영소톨 자기 시대의 g위기흩 나타내는 에 

이용언웃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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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흘 굽히고 률진하는 자세로 미노타우로스흩 숭배하듯 융려다 

보는 여자， 앤 왼쪽과 오흔쪽에서 절규하는 것 같온 표정의 여자와 

냥자 풍의 배치는 보는 사랑에게 강렬한 역동성올 불러일으킨다 

r게르나카J에서 항소는 r 미노타우로마키아J의 두 여자 구경꾼처 

렁 인간의 고흥에 초연하게， 그러나 알 수 없는 미묘한 표정으로 아 

파국융가안히 지켜본다 이와같온격렬한전쟁의 경련，죽옵파섹 

스의 회오리에 대해 항소는 전쟁이 아니라 사랑율 하라고 알하고 

있는 것이 아날까? 항소는 도덕의 문제를파는 무관한 우주의 자연 

력， 창조성， 다산성파 갱생의 상징이 아닐까? 안약 앙소흩 이렇게 

해석힐 수 있다연， 이 항소흩 흥해 피카소는 정당언 증거용의 상실， 

생명혁의 오용，어둠과타락，죽용과파괴의 숭배，요컨대 시대의 어 

두운 분위기률 개념이 아니라 구체척인 형상틀로 드러냉과 아윷러 

인간 세계의 창상융 비난하고 있는 생이다 그렇지만 그림의 최종 

적인 인상온 결코 영세객이지 않다 쪽력의 광경에 대한 미노타우 

로스의 ‘이게 아닌데 하는’ 연민 어린 관조에서는 영고성쇠외 생성 

이 생명의 양상 자체이며 지금옹 죽용이 지배하고 있는 듯이 보이 

지만 결국에는 생명이 승리하리라는 에시지도 원힌다 그링이 감상 

자에게 이러한 올링을 준다는 정에서." 미노타우로스는 피카소의 

중요한자기형상내지 예슐척자아의 이상이 아닌가한다” 

이처협 현대의 인간상과 관련하여 미쩔 세르， 기용 아융리네르， 

파용로 피카소의 공통된 지향정은 영액히 미노타우로스 황소이다 

그즐 모두에게 미노타우로스-황소는 인간융 넙어션， 그렁에도 그 

를이 스스로 되었으연 하고 바라는 어떤 완역한 촌채용 나타내는 

') 또 다용 예-'"이노타우g스와 앙양，융 당 수 있는에， 화가와 요엉의 판계가 

영자혀인 추1호 에석되는 이 작용에서 이노타우로스는 중용 압양융 용융 썩으 

로 갱어내고 있다 여기에셔 압양용 여성의 성용 상갱하고 이 갱종의 종재는 에 

융가의 이중격 생격을 나타내는 영생으로보인다 ” 아톨로예카소외 에갱률과 f재으나카i는 httpflimages.g∞gle.fr융장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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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하다6) 그런데 이와는 완전히 반대로 그리스 신화에 의하연 미노 

타우로스는 타도해야 할 괴율이고， 아리아드네의 도웅으로 미노타 

우로스룡 죽이고 도시국가 아테네를 반석 위에 융려놓게 되는 태세 

우스는누구나본받아야할영웅이 되어 있다 더구나신확는어느 

곳으로든 퍼져서 싹용 퇴우고 자라는 성정이 있는 까당에， 우리도 

역시 어려서부터 알게 모르게 테세우스 신화에 율을어 왔다 오늘 

날 우리 사회는 이릉바 성공 신화니 성김의 리더십아니 하는 당콩 

한 미영에 획일적으로 휩쓸려갈 뿐안 아니라， 무엇보다도 교육 제 

도가 이러한 풍조훌 뒷받침하는 경향으로 파도하게 쏠려 있어션지， 

개인의 차원에서도 과도한 경쟁과 이로 인한 불앵이 만연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태세우스 유형의 인간이 바랑칙한 인간장으로 

앙앙리에 교육되고 있기 때문이지 않용까? 

이러한 의구심올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노타우흐스와 태세우스 

가 갈라는 지정으로 되을아가 양자의 대럽흘 근본적으로 재겁토해 

올 필요가 있다 이 채검토는 우리의 소박한 의구심의 해소용 념어， 

요즈옹의 젊은이들옹 에변 인웅이 되려는 걸까， 오늘날 우리는 교 

육용 통해 어떤 인융융 킬러 내야 항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대당용마련하게 해주리라기대원다 그러나지긍여기에서의 바항 

직한 인간올 생각해 본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어서， 마치 벽 

툴용 총총히 장아 용린 벽에 마주친 듯 대당하기가 난감하다 출구 

가 장 보이지 않는， 우리 의 파거와 현재 그리고 미 래가 포괄되어 있 

6)또한 운영 연션의 원갱에서도 얘우 흉이호운 대상아다 게용와 이"''*우"-스 

사이에는 이노타우로스가 영종의 '*1 J，!처엉 미호 안에 갇혀 있용에 비추어 뚜렷 
한 단껑이나 대업용 0)냥지언갱 이R하나 중A언 영'!i계송과 극욕 l이 느껴지 

는대， 이는 에소포타미이 훈영과 이노아 운영 사이 의 어언 용일성피 차이톨 앙 

시하며 이노타우료스아헤세우스사이외용영언대경용이노아왈영파야에네 

충싱외 고대 그리스 l<>l 샤이외 깅용 안생 또는 혀외l사설용 영정 부용 계송이 

지얀l용샤사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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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 문제용 용기 위해서는， 태세우스와 이노타우로스의 대립용 

률파구로 상는 것이 그나마 쉬운 킬이라 여겨지기도 한다 이훌 용 

해 벽융 용고 나가연 새효운 인간이 보언지 모용다 쩍어도 새호용 

인간의 혹생 하나용용 칙판할수 있용 것이다 

이 옥표에 도달하기 위해 우션 태세우스 유형외 인간용 혹정짓는 

것으로보이는헤겔의 이혼바‘주인과노예의 연중엉’및‘인갱 루쟁’ 

에 입각한 인간 이해"의 문제화， 그리고 태세우스로 대표되는 전흥 

적인 영용 신화의 비판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 바탕 위에서 떠오톨 

새로운 인간의 소요가 실앵되어야 힐 것이다 우션， 그러한 인간 이 

해의 문제화는 도스토예프스키의 r지하생활자외 수기」의 분석에 

의해， 다융으로 영웅 신화 비딴용 아르그리트 유르스나르의 r누군 

을 자신의 미노타우로스가 없겠는가1 ， 라는 회콕의 톡서에 의뼈 마 

련휠 것이고， 끝으로 미노타우로스-양소로 상징되는 새로운 인간 

의 소묘는 정 톨회즈의 r니셰와 철학j용 대상으로 그 요체용 끌어 

내는 싹업에 의빼 어느 정도 가놓해질 것이다 싱제로 r최와 영， . 

r악령， . '액치， . '카라마조프가 형제J로 인간 성리의 드라마훌 갚 

고도 녕게 펼쳐 보인 대작가 F. M 도스토얘프스키외 r지하생활자 

외수기J는앞외 네 소설애 겁근하기 위한용료업파동시애 연중엉 

객 인간판계l대타판계1의 문제갱융 의저리게 요파한 작풍이고， 우 

엇보다도 r하드리아누스 희상혹j이라는 소셜융 흉해 바랍직언 인 

간상융 소묘해 낸 바 있는 M 유르스나르는 r누군융 자신의 미노타 

우호스가 없겠는가1，라는 희곡융 흉해 영용 신화율 냉소적으로 비 

용연서 비륙 부정적으로지만 바랑칙한 인간얘 관한 성창의 기반용 

7) 에켈외 이 우 가져 ’l녕이 우엇인지는도스토예프스키의 ’지하생g자의 수71 ， 

예 경얻 는외에서 구세찍으g 드러낭 것이다 이것룰에 g언 사연쩍 껑근용 생 

약언다 예냐하연 이것률에 대언이에는도스토예프스키외 칙용으표충g양앤 

안 아니와 사엉혀 갱E용 우리의 후껴톨 논하는 얘 오히려 정엉을이 핑 것이기 

예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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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지며， G 툴펴즈는 물흔 다른 철화자툴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륙 

히 니체 철학과 판련하여 그 핵싱이 새로운 인간으로의 길이라는 

정올 용영히 짚어 내어 이룡 알기 쉽게 전달해 주고 있다 요컨대 이 

글의 옥객옹 인간학에서 대표적인 션배격인 두 작가와 한 철학자의 

정정용 당색함으로써 오늘날의 바랑직한 인간용 간략하게나마 그 

려보는것이다 

본론 

l ‘지하생활자’의 타당성과 한계 

‘누구도 자기 하인에게는 영웅일 수 없다께는 프항스 속당이 있 

다 아우리위대한사랍이라도측은의사랑을에게는약갱파결함이 

너우나 분영히 보이기 때문에 그를로부터 존경이나 칭송용 방기 어 

렵다는 뜻이다 이는 거인국 이녀의 송송 흉려 있는 땅구영과 털 그 

리고 역한 냄새에 혐오감올 느끼게 되는 걸리어의 경우와 흉사하 

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유사한 경우가 있겠지안， 욕히 도스토예프 

스키의 r지하생활자의 수기j에서 이 작용이 일인칭의 고액 형식의 

소셜이므로 당연하긴 하나주인공이 이룡도 없이 그저 ‘지하생활자’ 

로 나오는 반연에 그의 하인용 아융혼이라는 신의 이룡용 갖는 회 

한한 설정에 잘 튿어잊올 듯싶다 다안 위의 속당에서는 영웅파 하 

인 사이의 위계가 유지되어 있는 반언에 이 성쟁에는 주인파 하인 

사이의 어떤 역전 현상이 함축되어 었다는 것이 다률 뿐이다 

도스토예프스키의 r지하생활자의 수기j는 기본적으로 자기 자 

신에 판한 주인공의 판창 기혹이다 91 아마 그래서일 터인데， 주인 

8) 원어호는 11 n'a pas de hêros JXlur son valet de cha ’lbr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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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 병적일 갱도로 용안정한 자의식용 강렬한 인상용 준다 그런 

데 그에게 ·자의식의 유일한 원인’온 ‘고통’l이이다 당리 땅하자연 

고홍용 자기 자신용 얄아 나가는 수단이다 주인공온 고통이 클수 

륙 자의식이 날카로워지고 고퉁이 늘어날수록 자의식이 앵창한다 

고흥파자의식 사이의 이러한상호작용속에서 그는자기보다장나 

가는 듯 보이는 사랑률 앞에서 ‘나는 영레 같옹 존재’라고 느끼고， 

그에게 이 느낌옹 ‘신경용 직접 건드리는 강각" I l)이 되어 정신객 괴 

로용과 불앵의 늪올 조생한다 다흔 한연으로 주인공용 자부심이 

아주강하다 이른바자아디U 예하또는폭군이라할만한어떤것 

이 주인공의 마용속에 굳건히 자리하고 있다 요컨대 그에게는 자 

기비하와 자기도취가 동전의 양연처럽 경합되어 있다 이 이중의 

성향이 여러 대타판계에서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되는데， 바로 이것 

이 작풍의 골격을 이룬다 주인공이 끝까지 벗어나지 뭇하는 이 이 

중의 자의식 또는 자의식의 양연성용 사도 마조히증율 낳는데， 이 

성향용 어떤 때는 ‘수정궁’의 환상에 의거하여 이성의 한계용 지척 

9) 이톨와충하는 e거는많다 오등내용이 이외 근거이다 특히화자가이언률 

을 쓰는 영에 대한 연명을 융어￥용으로써 스스로 작가잉융 드러내는 구쩡용용 

더용 확성한근거가 원'* 에현대 ·의갯언 인간이 진성으g 안짝하연서 이야기 

앙 수 있는 회찌강 도대얘 우엇잉까? 당-자기 자신에 안얻 것이다'(도스토예 

g스키 ，지하생왕자외 수기.， 이용연 &깅， 용예응암사， 1972， p. 1이라는 암이 

냐/하져안 종이에 찍으연 어션지 쩌씬 엉측얘쳐는 것 강다 총이에 적으연 원 

가 아주그형옷에 보이고1 자기비영도 더용 청저양 수 있융 것이며， 그협써언 앙 

도정료이오를째아닌가 lI'안아니라수기톨 깐고있노라연아용도얀경가벼 

쩌지는 깃 강다 "(ib ι p.60.)는구혈，또는-내 야.g--i' 앙악하는 것 ( ... ) 그결웅 
이에 다 쩍으연 져정호 영어져 나간다고 냐는 얻고 있다·거나 -나는 도대셰 하 

는엉이 없다 그언에 옛이등률융용다는전갱양일당재"(i/7.여 p.61) 여겨친다 

는 앵언 동용여자-'l'-인공이 싹가입용 양에 주고 있다 

l이도스토에프스키지하생활자의 수기. , 이용현 &깅， 풍예용연사， 1972, P 

’2 
11) Ibid. , p.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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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도하고，또어떤 때는 벌레 의식이나원한， 

복수， 양섭의 가책，타성 둥의 확인에 입각한인간비판")으로흐트 

기도 하면서， 제 l부 “지하의 세계·릅 현한하게 수놓는다 

주인공의 양연걱인 자의식온 그가 에테르부르크에셔의 24살 시 

갤용 이야기하는 제2부 ·진눈깨비의 연장에서i 장교와의 관계， 친 

구를과의 판계， 창녀 려지와의 판계， 하인 아용릎과의 관계률 통해 

훨샌 더 구체적으로 휠쳐진다 언저 장교와의 부딪힘에 대한 주인 

공 화자의 반용용 살펴보자 어느 날 그는 손님툴끼리 싸용이 벌어 

진 어느 식당으로 구정삼아 들어가서 당구대 옆에서 통로용 악고 

서 있다가， 덩치 큰 건장한 장교에게 멀칭융 당하고는， 그 장교에게 

‘원한파 충오’훌 풍는다 어느 정도인가 하연， 몇 년 동안이나 그 장 

교융 지켜보고 그에 판한 정보용 알아내고 그룡 ‘용자적으로 묘사 

하는’ 소성용 쓰기까지 힌다 비록 보내지는 않았지얀 경투훌 신청 

하는 연지흩 쓰기도 하나 모욕올 받았다고 생각하연 융용용 가리지 

않는 사람이 용립없다 그는 또한 거리에서 장교와 마주청 때마다 

자신이 길융 비켜 주는 것에 ‘창융 수 없는 굴욕의 피로웅’올 느끼고 

는， 맞부딪쳐도 길올 비켜 주지 않는 것이 객컬한 복수라고 생각한 

다 그가 이 복수에 얼마만큼 신경용 쓰는지는 많은 사항 앞에서 소 

용이 일어날 경우 자신에게 유리한 상항이 조성되도록 하기 위해 

옷차립을갖추는데에서 알수있다 그는장갑과중철모흩사고‘수 

치스럽기 짝이 없는 일’인데도‘사흉 망이나 계속해서 장융 옷 이루 

고 고민’한 끝에 파장에게 돈을 꾸어서까지 외투의 깃올 바꾸고 ‘기 

도를 융리기까지 하연서 예의 장교와 맞우딪히려다 "10센티 가랑 

남긴 거리에서 그만 기가 죽어 버려’ 설왜한다 그래서 자신의 계획 

용 그안두리라 결성하고는 마지악으로 그 거리로 나가 보는데， 그 

’"언가지 사에흐.터우니없는 g상피 비천e얘기 짝이 없는혹영융 언셰껴지나 

잉지 않으혀고하는찌 인간인 것이다 ’(ibid. ， p. 4이라는구정을흩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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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따라 무슨 용기가 생겼는지 ‘눈올 딱 갑’고 그와 대동하게 어깨룡 

맞부딪치는 성공융 거둔다 이것용 그는 ‘완천허 용풀이’로 생각한 

다 '" 얼흔 보면 어이없는 이야기이다 이 에피소드에서 주인공의 

행풍파 생각온 우스왕스러올 정도로 유치해 보인다 그렇지만 갱작 

주인공온 너우냐 진지해서， 그안큼 더 이 에피소드는 펴극의 한 장 

연처럽 웃용올 자아낸다 야마도 작가는 주인풍의 우스왕스러운 앵 

태에 대한 독자의 의아스러용을 의식했옴인지， 아니면 독자 자신도 

사회생활에서 이 주인공의 경우와 유사한 대타판계흩 경험한 적이 

있읍융 환기하기 위해서인 듯， 이와 유사한 에피소드툴의 반복율 

천략으로 선핵한 것이 아닐까 생각왼다 씨 실제로 이어지는 일화즐 

에셔도 역시 동일한 양상의 대타판계가 되풍이왼다 

학교 동창를파의 안남에서도 라이프오티프는 장교와의 조우와 

동일하다 주인공파그의 친구을옹서로 경멸당하지 않으려고 최션 

용 다한다 아 파정에서 서로에 대한 객의와 앙심이 유별나게 표출 

된다 주인공온 마용속으로 그흩 네 영융 형연없는 친구로 비웃으 

연서도 그틀에게 끼려고 우던히 애룡 쓴다 한 친구의 송옐 모임이 

있으리라는 것올 알고는 회비률 낼 형연도 옷되연서 하인 아용흔의 

월급용 회비로 낼 요량융 하고는 창석융 자원힌다 그렇지안 그의 

친구툴은 그용 영로 달가워하지 않는다 1’) 용혈 모임에서 주인공의 

13) lbid. , pp. 74-84 창조 
") 연갱 용료률파의 씬째예 대에 주인공용 중요 잊 영시의 얘도톨 갖지안 용시에 
우허용의 강갱을 느낀다 정영파 영풍양이라는 극딴쩍인 양가강정 사이에서 .. 
잉없이 혼등여농 01 i!1 얻 싱펴는 냥등의 사션 앙에셔 지산이 ‘언져 눈a 내혀끼 

는 것으요 g응찍는데， 이로 인에 ‘이갱 웃이 앤인’하는 주인용의 요융용 욕자 

자신외 언g용 파거 언 토악과 경쟁 가웅성이 었다 그렁 정우에야 이 에피소드 

의선정성용어느갱도보양핑것이다 

J5) 주인용외 여상에 외하연 학창시정에 주인공용 용급생흩와 앤얘정 수 없었다 
그 시생에도 역사 냥의 ￡소톨 양지 옷하는 생이외 주인용용 자신에재 ‘악외에 

깐우갱언조소’톨보내는그동을이외하고그흩의 천악하고져영힌사고방식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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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지는 더욱 가판이다 그는 원래 ，시 약속이었으나모임 장소에 와 

서야 6시 약속이라는 것올급사한테 붙어보고서야간신히 알게 되 

고 ‘개망신’용 당한 것이 라는 생각에 분개할 뽕안 아니라， 친구들이 

나타났올 때에는 대화에서 완전히 배제되기까지 한다 그런데도 우 

려 세시간동안이나‘경멸의 미소훌 연채 소따맞용연 역 일융오 

락가락·하면서 .그틀이 상대해 주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다는 걸 보 

이려고’ 구웃옐로 바닥용 쳐서 소랴율 내보기도 하지만， 그들의 주 

의를 툴리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하고 혐오와 굴욕갑안 더해 간 

다 1에 11시가 되어 그들이 꺼기’로 가자고 하고는 나가자， 주인공온 

장시 뒤에 처진 한 친구에게 6루블용 얘원하듯 꾸어서 자신도 거기 

에 가기로 결심한다 그는 ‘형언할 수 없는 굴용갑~17)융 느끼연서 

썰얘 아차용 용러 타고 거기로 가는데， 어처구니없게도 그툴이 자 

신에게 우갱올 애원하거나 자신이 송영의 대상인 친구의 따해흩 갈 

기고 이용날 새벽에는 결투흉 하리라는 생각부터 자신의 허무한 총 

얄까지 용갖 상상용 다한다 그러나 주인공아 목적지에 도학하여 

용로 틀어선 순간， 친구를은 이미 각자 방으로 툴어가 버려서 그가 

오연서 중곧 공상헌 앙갚융이나 운율이는 전혀 가능한상황이 아니 

다 

암아자리고는 그윌융 자신보다 낮용 차앤외 인간으흐 생각하제 잉다 그용 연 

에서도 주인용에 대한 연요강흩 궁이 장추려 률지 하는다 그얘서 아용용으로 

그융외 긍욕을 강앙언 주인용용 가능언 한 풍부에 영중하여 우용생 훗에 등으 

로써 갱신적으흐 그융융 g용시었다고 생각언다 그러냐 정각 냉영힌 연계톨 

경디지 뭇얻 용용 주잉꽁이다 그는 01공용으-" & 문이 외어강수욕 어욕디 외 

톨이가 의고， 그혜서 언 친구에제 정근하여 영영힌 우갱외 이용으효 그훌 양천 

히 지얘하게 의자， 이내 싫충율느껴 .:i! 그g 영쳐 에윈다 한계가 원혜외 상태로 

§아간 것이다 주인공이 경쟁색으g 영혀지 앙는 힌 이러힌 피갱옹 야야도 영 

핀 -1 계속되리라는 것용 명액하다 
161 삐'd. ， p. 109 

11) 1bid. , p.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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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신 ‘소박하고 선량한 대가 있는’ 엣된 얼굴의 여자가 흥로 올 

어오고， 급기야 주인공은 천장이 낮고 융시 어두운 지저분하고 비 

좁은 방에서 그녀와 대화룡 나누기 시작한다 주인공옹 슐옹 썼으 

나 이제는 정정 자신의 말에 취해 ‘지하의 세계에서 터득한 비일스 

런 사상~18)용 열냐게 떠벌린다 그의 알용 곁으로는 그녀률 진싱으 

로 걱정해 주는 것 강지얀 사실용 친구률로부터 받옹 낭패갑 또는 

모멸갑용 자신보다 옷한 창녀에 대한 값싼 동정파 도덕으로 위장한 

우월갑얘 의해 보상받으려는 짓에 지나지 않는다 주인공 자신도 

이훌 너우냐장알고있다 여자가크게웃어버릴까파걱정하고화 

까지 나게 되며 자신의 지나친 열중에 부끄러워하기도 한다 여자 

의 반용에 융시 예민해져 있어서 여자의 어조 연화에도 갑갱이 급 

격히 연한다 급기야 그녀가 “당신온 어씬지 꽉 책이라도 읽는 

것처럽’ 얄한다고 하자， 전혀 그녀의 진심이 아니었는데도 그녀의 

앙에서 어떤 냉소훌 느끼고 모욕율 당했다는 느낌에 사로잡혀서는 

또다시 앙강용용다칭한다 그때는“이처 깨닫지 못했다-는그의 앙 

에서 알 수 있듯이， 그녀는 그의 말에 갑동이나 충격융 받온 것이 사 

실이나다만‘강한자부싱 때문에 끝까지 굴복하려 하지 않고 냥 앞 

에 자신의 갑정올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용 뿐인 것이다 주인공 

온 그녀훌 완전혀 굴복시키려는 듯 뎌옷 열정척으로 사랑의 설교를 

시작하고 ‘검검 비홍현 갑격에 휩싸여 나중에는 옥구명에 경련융 

일으킬’2<)) 정도가 된다 급기야 그녀는 그의 갑상객이고 열정객인 

말에커다란충격올받고우너진다 

18) Ibid. , P ’” 이시f'lI용찌 l부얘서싱세히여혁의어있는，~.그 요셰는인간에 

대얻 함리혀 이에와 사회주의에 대한 거￥이다 져하생*자는 고용의 궁정을 

용에 어앤 새로훈 기능성으료 정은하나 그 길용 제Z￥에셔 와인앙 수 있다시피 

언층엉적 인간 이빼외 톨에 외에 ~ 악히 버린다 

19) Ibid. , p. 148 

2이 Ibid.,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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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는 엎드련 새 에개륭 옹켜 안고 거기다 영굴올 쭉 파뭉고 있었 

다 젊융이 넙치는 용옴은 경련올 일으킨 듯 힐 새 없이 열고 있었 

다 창고창아온셜용이그녀의가숭용짓누르다가마칭내찢는듯한 

비영과 용곡이 되어 일시에 밖으로 터져 나오고 알았다 그녀는 이친 

듯이빼개에얼굴올비벼댔다 • 융용융캉느라고 에개흉악올고있 

던 그녀는급기야자기 손용 피가 날 안큼불어통었다(냐는그것올 

냐중에야 옐견했지안)2 1) 

이에 주인공옹 달아나 버리려 한다 이륨이 리자인 그 여자와의 

관계는 이제 학창시절에 한 친구률 우정으로 완전히 굴복시키고 나 

서는 그훌 가차 없이 떨쳐 버린 것'"과 같온 결알로 귀착항까? 아마 

그렬 것이다 그러나 아직온 아니다 주인풍용 자신의 주소흘 리자 

에게 얄려 주고， 리자는 어느 사내가 그녀에게 보내 온， ‘공손한 사 

항의 고액’이 당긴 면지용 주인공에게 보여 준다 이 교환옹 주인공 

과 리자의 우연한 안냥이 그야말로 하웃앙의 용장난이 아니라 지속 

적인 사랑의 관계로 발전할 계기로 작용힐 수도 있었용 것이다 그 

렇지만 주인공의 싱리는 전혀 연하지 않았다 그는 집으로 올아와 

리자가 자기 짐으로 찾아오리라는 불안한 예갑에 줄곧 시달린다 

그녀훌줄곧생각하긴하지안여전히 극단객인 양가강갱이 묻어 있 

다 그에게 그녀는 ‘어재 내가 성냥용 켜서 양융 밝히자， 수남자 

와 같은， 창액하게 비풀어진 그녀의 영굴이 눔에 툴어온 바로 그 순 

간 그녀의 얼굴에 나타난 그 애처흉고 부자연스럽게 일그러진 

미소1"23)~ 떠오른다 그러나 그는 자신외 우려융용 멸쳐 어리려고 

21) lbid. , p. n7 
22)주 ") 장죠 

n) lbid. , p. 166. 이 이이지는 주인꽁용고용와옐앵의 늪에서 벗어나게 애용 야 

용"고고껴언것의 @예잉 것이다 그러나주인캉용여전히 이 이이지의 반대 

연에어융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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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어흩 찾아가 오지 딸라고 부탁할 생각용 해보고는 ‘적개성’에 치 

흘 떨고 그‘앙힐 년’용 오용하리라는 충동에 사로잡히기도 힌다 사 

흘이 지나도록 그녀가 찾아오지 않자 그는 한연으로는 기분이 좋아 

져 ‘당용한 I사랑의! 공상’에 장기기도 하는 반연에， 다를 한연으로 

는 그러한 공상에 스스로 어처구니없어 하고 그녀훌 여천히 ‘더러 

운 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다가 그의 주의력온 하인 아흩흔파의 

관계로향언다 

주인장과아훌흔사。l의 판계는주인과하인의 관계이다 그형지 

안 이 판계에서도 미요한 알력이 일어난다‘ 무엇 때문에 그률온 아 

용다용 다투는 것일까? 실제혹 주인공용 자신의 하인올 죽도록 마 

워한다 그 이유는 주인공 자신이 하인으로부터 정멸과 조흥융 당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는 성지어 하인의 냉소와 거드룡굉 

장한 용빼라고 에쭈는 듯한 태도’24)에 분통올 터뜨리기도 하고 하 

인이 자신용 바보로 여기고 있다고 확신한다 하인이 말하는 방식， 

그의 용가정 동 온갖 것용 미워한다 그런데도 왜 안 7년 흥안이나 

그훌 해고하지 않는 걸까? 주인꽁 화자는 자신의 하인이 자신의 

.존재와 화학척으로 융합되어 있는 듯싶다i고 말하며， 자신옹 모든 

인간용 피해 숨어 살고 있지만， 아용흔만큼온 자기 ·거쳐의 부속용’ 

로 여져진다는 것이다2>， 이로 미루어 주인공에게 하인온 없어서는 

안 휠 존재로 보인다 마치 주인꽁의 존재 자셰가 하인의 존재에 달 

려 있는 듯하다 일단용 자신의 위세흩 파시하기 위해 하인이 필요 

했용지 오르지안， 단순히 위세의 파시만올 위해 하인올 내보내지 

않고 있는 것용 아닝 것이 분영하다 주인과 하인 사이에서도 지금 

까지 보아온 판계을처렁 경멸하고 경열받지 않으려는 앙목의 싸용 

이 줄기차게 벌어지는데， 이러한 싸용이 없으연 주인공용 자기 존 

24) fbid., p. 170 이외에도 주인용외 싱시톨 허혼를어*는 요소을용 않다 

2’)1bid. , p. I71 -172 장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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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근거훌 상실하기라도 하는 듯하다 실제로 그가 ‘거의 영적으 

로’ 두려워하는 것온 자신이 ‘웃옴가마리·가 되는 것이다 '" 납을의 

경멸용받지않는것，이것이그의가장중요한생활수칙이다 그가 

학창시절에 공부에 천념한것이나가능한한냥를에게 뒤지지 않는 

곁치레에 집착하는 것도사실온 영청난자부싱의 이연인 이 두려웅 

때문이다 

r지하생활자의 수기j 에서 화자의 모든 인간관계에 스며을어 있 

는 이러한 정영항과 경멸받웅의 앙투는 냥에 대한 우훨함 또는 지 

애용 지향하는 것으로서， 주인과 노예의 연중엉 및 인정 투쟁 이상 

도 이하도 아니다 이로 인해 지하생활자 주인공온 지육 같옹 불앵 

에서 결E 벗어나지 못한다 그는 인간이 강는‘안인에 의한 안인의 

투쟁’이라는 측연으로 인한 옹갖 고통파 용앵의 화신으로서， 자신 

에 대한 관창의 결파용 모든 인간으로 일반화하여 인간:노예의 견 

해흉피력하기에이른다 

냐는 겁쟁이이고 노예이다 나는 서송없이 말하겠다 현대의 어엿 

한 인간옹 모두 겁쟁이이고 모두 노예인 것이다 또 아땅히 그래야 

한다 그것이 현대인의 정상켜인 상태니까 나는 그것올 확신한다 

현대인용 그련 식으로 만률어져 있고， 그렇게 되도혹 꾸며져 있는 것 

이다 그것용 비단 현대얻만 아니라 대개 어느 시대얘도， 어엿한 인 

간온 겁쟁이이고 노얘인 게 당연하다 그것이 지상의 오등 인간의 자 

연융이다끼 

반연에 그는 공상 속에서 영용이 되기도 한다 그는 중간이 없는 

2이 rbid. , p. 61 이에 대한 안용으료 주인용용 소즉찍으료는 주언의 인융애인 톨 

을 추총하고 냥등에게 뒤지지 앙으혀고 노릭앙파 동시에 쩍극액으로는 언셰흔 

지 냥흩융 정업앙 얘세톨 갖추고 잉다 

27) rbid. , pp. 6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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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아니연 당나귀 ~28)의 갈링질에 반복적으로 놓인다 이 갈링길 

용 바로 r지하생활자의 수기j에 혹유한 비극의 공간이다 독자는 

거기에서화충우톨하는주인공올본다 거기에서그는고통과불앵 

의 늪융 허우객거리며 혜쳐 냐가혀 하나 정갱 더 깊옹 냐락으로 영 

어젤 따용이다 륙히 리자와의 판계에셔 그는 자신의 비극이 결정 

객인 따국에 이르리라는 것올 공포와 전율로 예강한다 그가 지하 

생tH놓 끌낼 결정썩 계기는 ‘요전앤 영용이요 구세주었헌 사내가 

옴투성이 개새끼처령 자기 하인한테 덤벼들고 있는데 그 하인 녀석 

은 오히려 주인을 비웃고’29J 었용 때 그녀가 찾아오고 그가 비스킷 

융 사러 간 아용론용 그녀 앞에서 악아라고 욕하연서 용갈이 화률 

내고는 ·냐 거기서 아주 나와 어려고’JOJ 싶다고 말하는 그 

녀에게 파영치한 장팡셜이지만 그래도 솔직하기는 한 알용 퍼훗게 

되었용 때이다 그는 지낭번 리자와 강이 있었올 때 친구를로부터 

받온 오욕올 누구에게라도 되률려중으로써 분풀이륨 하려는 심사 

였다는 것， 그때 그에게는 권력이 필요했다는 것， 자신용 ’더렵고 

비겁한 인간이고 게올러와진 이기주의자”일 뻗만 아니라 ·추악환 

인간 이 지상에 사는 벌레 중에서도가장더렵고가장우스왕스 

럽고 가장 우둔하고 가장 시시하고 가장 철투심이 강한 옐래’라는 

것，“다릉 놈을도결코나보다나융것이 없지안， 어쩌 원 생인지 놈 

틀온 정대 부끄러쩌하철’ 않고 자기는 ‘한명생 온갖 아니꼬운 농률 

한태 모욕용받고’ 었다는것， 게다가자신이 이렇게 얼어놓옹 말용 

그녀가툴었기 때문에 그녀훌 더욱 미워하리라는 것까지 열에 들떼 

늘어놓는다 ", 그의 ‘긴 넋두리’에 의해 리자에게는 주인공이 당시 
2이 mιp.86 주인웅외인간8용이요현으효요약영수있다 이러언인간판에 

갇혀 있는 힌 씨로훌 인간이 영 *능성 용 생겨나지 않훌 것이다 

29) lbid. , p. 18~ 
3이 lbîd. ， p. 182 이 앙온쭈인용에게 한순간연인의 갱을잉깨우냐，주인용용긍 

빙‘우언가추악언것1주인용의 악"f혀 성격)으호동갱성을갯눌러 버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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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알아차리지 못한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그것옹 주인공에 대 

한 리자의 사량을 싹퇴올 가능성 자체로서， 주인용이 -누구보다 불 

앵한 인간이라는” 사각이다 그녀의 이러한 실갑용 ‘연민의 표정’으 

로， 주인공에게 두 손올 내멀고 양손으토 주인공의 옥을 얻싸안고 

터뜨린 융옴으로 표출원다 주인공도 따라서 함께 울었다는 것온 

그가 고통과 율앵안융 낳는 대타판계에서 벗어나 j아릉당고 고귀한 

것’을 구현항， 그에게 리자가 구원의 여인이 됨 가능성옹 함축한다 

그러나주인공용여전히 주인파노예의 연중법에사로잡혀 있는탓 

으로)2) 어떤 떳떳치 옷함，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에서 자신과 그어 

의 위치가 뒤바뀌어 버렸다는 생각에 휩싹이고 급기야 주인공의 마 

옹속에서는 또다시 지배와 검유의 욕망， 정욕이 올길처럽 얼어난 

다 그녀에게 끌리는 마옹과 그녀흘 중요하는 아옴으로 분열된 주 

인꽁은 이 두 마옹이 서로흘 북동응에 따라 그녀흘 포용하기에 이 

흔다 그러나 이 포용은 거의 복수에 가까훈 것이고， 01에 그녀에게 

는‘의아스러운공포의 빛’이 떠오르나，워낙순간적인일인지라，그 

녀도 포용에 기꺼이 옹올 땅기지만， 이육고 주인공의 갑작스려운 

정용이 해소되자， 이 사랑의 행위가 그녀 자신에 대한 철저한 오용， 

‘새로운 굴용’이라는 것올 깨닫는다 이로써 지하생활자는 그 자신 

이 인정하듯이 사랑힐 능력이 없다는 것이 확연해진다 그에게 사 

랑은 지배의 다른 이용일 따용이기 때문이다 

냐는 지하생혈의 공상 속에서도 사랑이란 것용 하나의 투쟁으로 

엮엔상상애온적이없있다 따라서나의 경우사랑용언제나중요호 

31) 1bid. , pp. 183-1116 깐조 이형께 협어놓는 것용추인용의 영대호 -영생얘 한 

언익에없는영·영것이다 그얀향이는중-'-앤샤건이다 

m 그는 스스로 .상때가 누구건 간에 타인에 대 언 권혁파 앵포 없이는 냐는 허l후 

도상아갈수없는인간’'(ibid. ， p. 188)이라고잊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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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시작되고정신적인정복으로끝나는것이었다 '" 

이상과 같이 장교와의 아주칩， 친구틀과의 오잉， 하인과의 다흉， 

리자와의 용협화률 통해 지하생활자 화자는 자기 자신에 관해 소 

상하게 이야기하는데， 그의 자기 삶의 이야기는 목자에게 장렬한 

인상을 준다 。l러한 갑용온 어디에서 생겨나는 것일까? 아마 그가 

여타의 작중인몽을과는 다르다는 정에서 기인항 것이다 그렇다연 

그의 미덕 또는힘의 원천온무엇일까?‘성공안올 기대하는， [ ... J 아 

우리 융바른 것일지라도 학대받고 짓밟히고 있는 것온 우자비하게 

냉소해·씨 버리는사랑틀에 비해 지하생활자가 지냐고 있는 가치는 

무엇일까?무엇보다언저주목해야할측연옹그가‘값싼앵북’융거 

부하고‘고컬한고민’융극한까지 일고나간다는점이다 그는자기 

기안파자기만족용쩔저하게 거부한다 이것이 그와다릎사랑을융 

구별 짓는 유일한 륙성이다 다옴으로 주목해야 할 것용 그가 영용 

과 당나귀의 연중법， 달리 말하자연 주인파 노예의 연중엉이 초래 

하는 마융속의 고통과 용행의 풍경올 솔직하게 털어놓는다는 점이 

다 그는 자신과 투쟁의 관계에 있고 그훌 경멸하는 냥률용 속으로 

경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기 자신까지 포함하여 모든 인간율 

‘생명 없는 사산아’로 규정하며 우월성의 다흉파 지배의 논리에 업 

각한 이른바 인갱 투쟁의 끔쩍현 성리적 지육올 속속툴이 그려 보 

인다 특히 주인공과 하인 아폴룡 사이의 판계률 통해 이러한 인간 

이해에서는 주인도 결국온 노예일 따흩엄율， 영용도 결국온 당나귀 

에 지나지 않융융， 즉모두가노예일 뿐임율구체객으로보여 준다 

끝으로 우리의 주목용 끄는 것용 ‘아륨답고 고귀한 것’의 실현 가놓 

성이 앙시되어 있다는 정이다 리자와의 관계에서 마지악에 그는 

33) 1bid. , p. 190, ’4) fbid. , p.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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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의 손에 돈융 쥐어 주나 그녀가 꼬깃꼬깃한 지에흘 당자에 놓 

고 나간 것올 얄고는 진눈깨비 내리는 거리로 뛰어나가 그녀의 이 

용올 부르지안 그어는 이미 사라진 후인데， 이 대옥에서 우리는 주 

인공이 악연하게 앙한 ‘아륨답고 고귀한 것’이 우엇인지 생각하게 

왼다 그것옹 인간에 대한 연중법적 이해， 인갱 투쟁의 지욕에서 벗 

어나야만 구현윌 수 있는 어떤 것이다 지하생활자의 한없는 인정 

투쟁에는 늘 자기부정이 대위법적으로 덧쯤여져 있는데， 이 자기부 

정이 아칩내 어떤 긍갱의 킬로 접어들 가능성에 이른 것이다 그러 

나 소셜은 부정의 부정， 즉 긍정으로 넘어갈 가능성의 문티에서 끝 

난다 이 정에서 지하생환자의 타당성과 한계는 일치하고， 따라서 

이 수기흩 쓴 도스토예프스키는 정직한 작가라고 판단할 수 있다 

용론 이 이후로도 그의 정직한 글쓰기는 계속왼다 지하생활자-도 

스토예프스키는 수기의 끈용 놓지 않고 아침내 4대 장연용 선보이 

기에 이른다 륙히 r액치j의 위이시킨 액작이라는 인울올 통해 새 

로운인간의 형상화가실행되기도한다 그려나 4대 장연에서도총 

교l기톡교의 일파인 러시아정교회l에 의한 해결의 모색， 양싱의 가책 

파 책잉 그리고 정멍에 의한 갱회 등의 의식" .. 옹 떨쳐 버리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가 지하생활자의 한계에서 그렇게 멸 

리 나아가지 못했용을 시사한다 이러한도스토예프스키의 빈틈l이 

진항l옹 질 툴뢰즈의 니체 철학으로 에워젤 수 있다는 것이 이 글의 

주요한 태제이다 그렇지만 이 테재의 입중에 착수하기에 앞서 영 

웅판녕의 따피융거쳐 갈필요가있다 

2 영웅또는위인의 허실 

신화와 역사는 영웅 또는 위인용 안들어 낸다 한 집단의 기억융 

일깨우고 정셰성용 확링하는 데에는 위대한 인물융 본보기로 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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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것이 매우 효파쩍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어느 시대얘나 

당시의 어떤 인용융 부각시키기도 하고 과거의 인융융 현재에 맞게 

연용시키거나 가공하기도 하여 내놓게 아련이다 이렇게 용 때 신 

화와 역사는 서로 갈리지 않는다 즉 신화와 역사의 갈링길용 다른 

데애 있다 게다가 오눔날에는 예천보다 훨씬 다양한 인용이 위인 

션이나 역사서， 소셜， 싱지어는 리더십 관련의 자서 전 또는 실용서 

의 주인공으로 어지럽게 나올아 다니고， 그래셔 션액이 어렵고， 그 

률 중에는 션댐항 안한 인용이 천혀 없다고 생각하는 사항도 있용 

것이거니와， 그래서 선해이 어렵고， 그들 중에는 선핵앙 만한 인융 

이 션혀 었다고 생각하는 사랑도 었용 것이거니와i 그툴용 개인파 

사회의 현 상황용 개션하는 데 기여항지는 툴라도， 아니 오히려 그 

러한 기여로 인해 왈가피하게 미래의 세대훌 위한 새로운 인간의 

비전용 구현하기는커녕 그저 순용주의에 함율되어 있기 일쑤이다 

그러므로 영용 안흩기 또는 되기의 노력용 영앤히 포기하는 것， 

예컨대 지하생활자가 장겨 에어냐지 옷하는 영용파 당나귀의 악순 

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오히려 새로옮 인간의 집띤지 오른다 

이로써 비륙 쳐옹에는 우겔서와 혼란에 l빠질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새로훈 인간용 직판하게 되는 이외의 소득융 엉융 수도 있융 듯하 

다 사실 어떤 관갱에서 보자연 영웅옹 19세기까지 위세톨 떨치고 

20세기애도 긴 그립자용 냥긴 낡온 개념으로 보인다 m세기에 이 

르러 반R 영웅 또는 주인공당지 않용 주얀공의 개녕， 누보료앙에서 

정체성도 싱라도 없는 인율이 대두하는 것용 영용의 재녕이 정정 

효혁융 상설해가고 있다는 방중이 아닐까 힌다 그형다연 인간에 

판한 21세기의 새로용얘러다임용영용의 판녕융지속시키는 l주인 

파노얘의1 연중법객 사유방식이 극복되는 바로 거기에서 태용한 것 

이다)’) 오늘날 개인이냐 집단의 정에성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이 

'"이와더툴어 l여생찌우에외식에 기안을 용l 총.，쩍 사유양식의극혹 ，..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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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가 반욕적으로 를려오는데， 이는 새로운 쟁체성의 확렁이 아니 

라 오히려 기존의 정셰성에 대한 더육 근본객인 파괴의 요청아자 

새로운 인간의 탄생옹 위한 진동으로 해석할 수도 었다 오늘날 개 

인이나 집단의 갱체성이 위기에 처해 었다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를려오는데， 01는 새로운 갱체성의 확립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정체성에 대한더욱근본척인 파괴의 요청이자새로운인간의 탄생 

올 위한 진통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M 유르스나르의 r누군툴 자신의 미노타우로스가 없겠는가7，라 

는 회곡온 이러한요청파진흥의 한사에로서 가치가있다 이 10장 

찌리 회곡에서는 전체적으로 태세우스 신화’6 의 을격이 그대로 유 

지되지만， 몇 가지 세부사항에 의해 풍자적인 소극의 성격이 마련 

되고， 이를 바탕으로 영웅의 대표 칙인 태세우스가 여지없이 회화 

화왼다 소극의 성격은 우엇보다 회극에 등장하는 전통적인 하인의 

역할용 하는 아우통리코스에 의해 우스운 상황틀이 연출횡으로써 

생겨난다 ’" 

이와 병행하여 풍자나 냉소가 영웅 태세우스에게 집중되어 었다 

작풍 전체가 지향하는 것은 신화의 주인공 태세우스가 얼마나가소 

로운 인간인가용 판중에게 성득력 었게 전답하려는 것이다 이율 

갱원다 그형지안 이에 대언 논의는 우리 주제외 성명한 당잉생용 우각시키기 

위에 다옹 기회료 미용 수야에 없다 

’ 6) 이 신회에 의혀연 에얘우스는 이 ''''1우로스에재 .，생 "영의 제상을 애리고 

크에타 성으호 건너가서 이호 용의 피융 이""우호스를 육이고 이노스 앙외 

큰영 아리아드예가 건에중 성에 힘입어 우사히 미로을 ‘져나오지안 액소스 성 

에서 그녀톨 어리고 그 대싣 혀ξ영 아이드라용 이내요 상이 야에애호 용꺼하 

는에 자신의 아써지 야이게우스와 맺용 약속과는 반대료 얘애 정용 윷용 단 탓 

으료 그외 아버지가 쭉자 아태에의 왕이 원다 이것이 아'.네라는 도시국가의 

찍업에 "언 에세우스 신화의 대강이다 

’7' 우엿보다도 현대와 고며가 뒤섞인 대사가 웃응 융 유안한다 몇 가지 예용 용 
자연 앙구의 사진사아 션회의 수화기서영 아리아드에의 성에 연갱원 조개껑 

경 퉁이그형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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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작가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상상력올 방휘하는데， 01것툴 

옹 두 자애 샤이에서의 처신파 미노타우로스와의 대절이다 

전자의 경우로 말하자연， 태세우스는 아리아드네와 파이드라 사 

이에서 양다리률 걸친다 아룡태연 상황에 따라 자기 자신에게 유 

리한 쪽으로 기운다 처용에는 그의 마용이 파이드라에게로 쏠린 

다 그녀가 그에게 더 적극적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동화속의 왕자 

같온 이국의 남자에게 끌려고 그에게 육탄공세융 벌이고 정국에는 

그의 파열올 초래하게 되는 갱에서 신데헬라， 셰이렌， 요부μ‘ 의 

혼합융처렁 보인다 그녀는 ’내가 죽융지 내가 용어튿융지， 내가 포 

용하는 것이 내 사냥강일지 내 사냥꾼일지 아무도 모르리라’써고 

말한다 이 대사로 짐작할 수 있듯이， 포식통뭉로셔 세계훌 약육강 

식의 엘링으로 보고 있다 그녀에게 세계는 ·미노타우로스가 약자 

툴안융 공격하는， 패배자들의 왈앵이 왕자를과 신툴의 양식인’'" 

그런 꿋이다 이는 연중법적 인간 이해의 여성 버전이라고 할 만한 

대 륙이한 것용 그녀가 태세우스의 야심에도 관싱。1 없다는 갱이 

다 그녀는오히려 그가죽지않고살아있기안율바란다 그래서태 

세우스와 함께 배반의 l’분'40)을 보냉으로써 그가 미로 안으로 들 

어갈 기회를 잃게 만든다 이훌 테세우스는 고껴이 애춘부와 자고 

나서 깨어나 보니 지갑이 없어진 경우로 생각한다 그가 두려워하 

는 것옹 이로 인얘 자신이 조용거리가 되는 사태이다4>) 그러나 이 

38) Ibîd. , pp. L96- 197 

39) Ibid. , p. 199 

4이아우흩어룩스의 양이다 (Ibid. ， p. 20~.) 
이) 이 갱에셔 에셰우스는 지하생앙자’아 유사하다 그영지안‘고경얻 고뇌 가 었 

다는 갱에서는 지하생양자보다 더 앵연없는 인을이다 -찌이드라는 애충우이 

끄， 나늪 지강 없이 깨어나는고잭이야 안약 이 이야기가 양혀지연 냐는 。}에에 

의 죠톰거리가되겠지 "(ibid. , p. 2{)3.)에세우스가조용@는 것융두혀외항용아 
리아드예외 도융으호 이후안으로 융어가 이노다우흐스톨 찾는 장연에서 ·이노 

타우흐스가 촌찌하지 않는다연 나는 조용으료 휘엉영 거야 ’(ib여 , p. 207.)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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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낙답하지는 않는다 회생된 제올들을 장기에서 초반에 잃옹 ‘몇 

몇 종’로 보고 그녀륜 ‘좋온 용건’ 또는 ‘유용한 도구’로 여기연서 미 

노스 왕의 후계자를 꿈꾼다 ‘아아 아직도 위인이 휠 시간일 것’''1 

이라는 그의 말은 그가 매우 지출하고 기회주의적인 야심가영융 여 

실히보여준다 

바로 이 대옥에서 아리아드네가 다시 동장한다4}，그녀는 테세우 

스가 미묘하게 의 미흉 변화시켜 하는 알툴4야파 영웅적 앵위풍 갑행 

할 것이라는 그의 결의4‘)에 이로의 문이 열혀 있옹을 일깨우고 실 

용 주는 것으로 화답한다 그러자 태세우스는 대번에 표변하여 야 

리아드네에게 갑격용 표시한다 여태까지 그에게 여자들옹 ‘몇 또 

는 ‘때때로 유형’이었고， 냥자를온 아툴과 싱지어 아버지조차도 정 

갱자。l거나 객이거나 했용 뿐이기 때문이다 4이 태세우스의 이러한 

인간판은 처옴부터 끝까지 연하지 않는다 아리아드네와의 관계는 

영용의 인간판으로부터 풀려냥 단 한 언의 기회이나 끝내 따이드라 

룡 선택함으로써 자기극복의 끈응 놓치고 안다 그는 낙소스 성의 

바닷가에서 또다시 파이드라와 놓아나고.오랫동안 파이드라용 보 

지 뭇했소 그녀는 어디 있지'"라고 하연서 이를 아리아드네에게 숨 

기려 하지만，아리아드네는파이드라가그의‘생각’파’꿈’속에 있음 

올， 그의 능이 파이드라의 ‘호딱색 ttJO f!. 용’용 찾고 있옴을 어렵지 

않게 알아차린다 '" 왜 테세우스는 아리아드네용 떠나 다시급 파이 

양에서도 드러난다 

42) lbid., p. 204 
43) 파이 ~라와 앙깨 용장영용 때에는 에써우!-2~ 대야톨 나주지 않고 우대에서 

송그어니사라진다 

44) 그는 。1천에 자신에게 온 여자흩이 ·치 "f에 빈약한 동용 셔즐러 요아 다시 이 

냥다 "(ibid. , p. 2(4)라고 파이드라껴지 싸갱야 .)냥한다 

45)"미에의 희생1업융 생각하세요.라는파이드리의 양얘그는자신에게 ·영용 

적 앵애용강수앙영팎얘 냥아있지 않양니다·라고용당한다{ii뼈， p.20' ，) 

46) Tbid. , p. 20' 장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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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 흑으로 기울어진 것얼까? 이는 야리아드네가 요구하는 ‘완벽 

한 테세우스’의 이미지흩 그가 강당할 수 없기 때운이자， 아리아드 

네와는 달리 파이드라가 바라는 것은 ‘악덕률’이냐 ‘명엄한 미억즐’ 

로서 그다지 어렵지 않게 충족시켜 줄 수 있기 얘운이다 그는 아리 

아드네가 필요로 하는 것용 신인데 자신온 인간얼 따륨이라고 항연 

한다 또한자신이 ‘위대한사*을할수없다는것융자인하기까지 

한다 48) 사실융 말하자연 그는 누구와도 사랑의 판계훌 맺융 수 없 

는 사랍이라고 해야 한다 왜냐하연 아리아드네가 자신의 눈에 테 

세우스률 ‘더 위대해 보이도록 안툴려는 우익한 희망 속에서 "49) 작 

아지는 것온 그툴의 판계가 상호 중대[성장l의 왼리로서의 사랑파 

정연으로 어긋난다는 것융 알해 주고 있기 때운이다 이훌 확인한 

아리아드네는 태세우스에게 자신융 용로 냥겨 놓고 파이드라와 항 

께 떠냐라고 한다 테세우스가 아리아드네률 버였다기보다는 아리 

아도네 자신이 태세우스와의 결별을 결심한 것이다 

다용으로 태세우스에게 미노타우포스와의 대정용 어떤 의미용 

갖는 것일까? 이 희곡에서 미노타우로스는 무엇인가? 미노타우로 

스는 파연 새로운 인간의 도래와 무슨 판계가 있융까? 문Of'앙용의 

경우에 혼히 그렇듯이 이 희곡에서도 이러한 용용를에 대한 대당온 

") 경갱적인 충거는 아우토쩌요스가 아리아드에예찌 보여중 -요예사장에 찍혀 
있는우용외 자욱"(ibid. ， p. 220)이다 이에 아리아드에는져}신파와이드라사이 
에서 확실하게 션액을 하지 왜 거갯양융 하느냐고 추긍힌다 그러자 에새우스 

는그녀에쩨 이션의‘그사랑의노혜와‘그껑대쩍 앵욕의 당언용우슨의미었 

느냐고 하연서 자신의 거갯힐용 연인외 거갯양’。l고 그이외 거갯양용 ‘오안의 

거갯일‘야고. 0) 우 가지 거짓당용 싱"적으혹 의흔하는 칫이며， 냥녀의 생용 대 

부용 이 당당한 기초’ 위에 따엉왼다고 양한다 

48) 다용의 망에서양수있다 ·위대힌사랑용션혀 내 전용이 아니었쇼 "(ibid. ， P 

221) 그엉지안이보다 더 경갱씩인 경명의 얻언용다용와강다 ·요건대 냐는초 

동억요 교사나 내 수효여신 。}에나톨 내 갱대 속에셔 냉견하기 외에 당신파 정 

흥언 것이 아니요 "(íbid. , p. 222.) 

49) Ibid. , p. 222 

222 



태세우스의 화절올 거꾸로 되짚어 나감으로에 얻융 수 있게 되어 

있다 6장올 얽어 보연 미로l똥꿀l 속에서 테세우스가 이노타우로스 

륜 찾는 가운데 정작 미노타우로스는 없고 여러 옥소리안 툴려온 

다 태세우스와 판계가 있는 사랍올의 목소리이다 목소리의 주인 

공들 중에는 아우흘리코스， 안티오페， 늙온 아이게우스， 라케스， 아 

리아드네， 파이드라， 히풀-리토스! 이 외에도 특히 어린 테세우스， 젊 

은이 테세우스， 늙은 태세우스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테세우 

스는미로안에서자신의 과거와미래를본다 그런데 자신의 삶션 

제가 도우지 아룡답지가 않온 것이다 가령 젊옹이 테세우스는 포 

로로 잡아온 안티오패를 아내로 상는 파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다가 

입술올 용어뜯기기도 한다 게다가 안티오에의 목소리는 원한과 중 

오로 가득 차 있다 또 다른 사례로 테세우스의 아툴 히용리토스의 

옥소리훌을어보자 

명약판화해 내 가습의 밑바닥 그용 닮지 양아야지， 여자틀의 

유혹자에게륙유한그 옹당한얼굳，그천박한미소용나중에지니지 

않아야지 강간당하고 모욕당한 내 어어니· 여경， 완벽한 전사g 

i: •.• 그리고 능대의 앙것처엉 나용 바라보는 그 끌쩍한 외국여자와 

의 그결혼 그러고어링망은아리아드네 ’" 

영웅호색의 추잡한 이연융 요약하고 있다고나 환 이 옥소리에 대 

해 테세우스는 자기 아툴의 목소리인데도 살해의 각오블 다지고， 

그이자 곧바로 ‘영피의 회영l인 자신의 외아을융 자신이 죽었다는 

늙은테세우스의 한탄어린옥소리가을려옹다씨 태세우스는이옥 

，이 lbid. ， p. 21J 

H)~용 에세우스외 욕소리는 다용파 강용 양료 쯤낭다 .냐늪 아에에의 '"용거 

리일 것이요 내 아률， 여 '1운j 내 장장한 아f} ... .îl.앙소 고0)외요 원료원 

의죠외에얻없이가송。}프오 숫영 "(ibid. , p. 214.) 여기에서도에의‘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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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의주인공에 대해‘더러운늙옹이’이나‘노망든사람1 또는‘늙용 

낙타’라고 욕하고 그 추합용 융시 협요하며 그 얼굴율 쫓아버리혀 

옴부링치다가‘갯빛 수염’과‘둔가의 상처’률 통해 그가 곧 자기 자신 

임을 어령풋이 자각하지만 캉로 그의 주릅진 옥옐미융 찌르자 자신 

이 쓰러져 어린다’" 

이상과 같온 마로 속의 에피소드에서 알 수 있듯이， 테세우스는 

찰스 디킨스의 r크리스마스 캐럴」에 동장하는 스크루지 영강처렁 

자신의 이래까지 포함하여 전 생애률 옥격하지안j 비록 선악의 태 

우리 안에서일망정 크게 각성하는 그 단연의 주인공과는 달리， 새 

로운 인간으로 연힐 조정융 전혀 보이지 않는다 미로의 붕피융 근 

거로 태세우스에 의한 미노타우로스의 살해훌 인정하는 아리야드 

네의 알에 그는 반신반의하연서도 그녀의 인정용 어훌쩍 받아률인 

다 태세우스는 과연 미노타우로스률 안난 것일까? 안냐기는 했다 

그러나 헛된 만냥이었다 그는 그것들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율 인 

정하거나 받야률이지 않고， 다안 과거와 미래의 자기 모습툴파 싸 

웠올 뿐이다 디오니소스와의 안냥과 영팡의 추구는 결코 양립힐 

수 없었던 것이다 사실 이 회곡에서 태세우스는 미노타우로스와의 

안냥 또는 이노타우로스이기와 이노타우로스 즉이기 사이의 강링 

길에 놓인 적이 있다 그는 크레타 성에 닿기 직전에 미노타우로스 

륭 죽이는 것보다 더 바란다고 힌 것온 미노타우로스야기 또는 이 

노타우로스되기이다씨그러냐이 방향의 길용금방포기왼다 그 

러니까 이 미로 속에서의 정험은 또 한 언의 방향전환용 이흩 기회， 

다시금 갈링길에 놓이는 계기인데， 이 경우에도 태세우스는 기존의 

거리얘 대한우려용이나타나있다는갱이 눈에연다 

’21 그는용피외는이료외 잔에용으효녕어지연서 이형제 앙얻다 .ot 어찌이얻 
얼이! 바로내가략는것 강구나!"(ibid. ， p. 214.) 

"1 에세우스 ·냐는 이노타우료스. 륙이는 것보다 션효한 것이 있어 - 아+툴 
리요스 ·씌죠'"에세우스 ·미노타우호스이기 "(ibι p.1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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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로로 계속 냐아강 괜이다 근본척인 방향천환， 측 영용의 이연용 

인갱하고， 아니연 영웅의 길로 나아갑융 중단하고 예외 갈링길에서 

다용 길로 접어드는 것용 태세우스의 경우 당아 또는 영용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것， 자기 자신용 버리는 것이다 ，.， 영용의 길 

용 고집하는 한 이노타우로스활 안날 수는 없다 여기에서 영웅용 

미노타우로스이기가용가능얻사랑의 이릎이 왼다 

반연에 넥소스 섬에 흩로 냥온 아리아드네는 이노타우로스흩 안 

난다 그녀에게 다가온 것용 디오니소스이다 뒤이어 디오니소스가 

바로 이노타우로스잉이 밝혀진다 디오니소스가 아리아드네에게 

미노타우로스로서의 모융용 보인 것이다 그런떼 이렇게 되기까지 

애는 몇 가지 단계가 ~다 아리아드네는 모든 것이 다 귀장용 상태 

이다 디오니소스마저도 성가실 뿐이다 우선 이러한 비탄외 상태 

가 가라앉아야 한다 그래서 디오니소스는 자신이 바로 아리아드에 

의 추구 대상이고 태세우스는 그것의 ‘초앨그링’일 쁜이었다고 양한 

다 그러자 아리아드네는 태세우스에 대한 혐오 또는 싣망융 감추 

지 않는다 이에 디오니소스는 태써우스에 대한 나엠 생각이나 알 

용 하지 말 것용 주문한다 즉 원한과중요에서 벗어냐는 것이 두 번 

째 단계이다 다용으로는 우에 대한 의식， 달리 땅하자연 자신이 자 

연용파다용없융， 용‘용의 누이，공기와 바위의 딸 ’임에 대한자 

각이 일어난다 끝으로 ‘너의 전 인생용 한바탕 꿈일 앤’이라는 디 

오니소스의 알애 아리아드네가 ·자신의 꿈용 선택함 수는 없앙아 

요1 기괴한 아버지， 용결한 어어나， 괴용 같용 오빠， 사랑받융 가치 

가 없었던 애인， 엉씌톨 써지톨 용영의 여종생 .01라-" 자신의 

"1 이것용 가능양 수 있었다 이 가놓성외 가장 유력언 근거는 에세우스가 이로 
안에서 1>용 '.세우스톨 ’‘히 1>용 닝타효 규갱하고 비생한다는 갱이다 그허 
냐 이호에서의 정엉에도 용구하고 에세우스는 종년의 낙타효셔 상아간다 그가 

아우힌 영신도었이낙티오셔 암어 가리라는것용용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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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이 자신의 바랑파는 우판하게 협오스러운 것툴로 가득함용 이야 

기하자， 디오나소스는 아리아드네에게 그들 사이에서 그녀의 위치 

가 어디인지 뭉는다 이에 아리아드네는 자신의 이릎도 듣고 싱지 

않다는심정올피력한다 이처령내로라하는속마옴까지없어진우 

아 또는 올아의 심정에 도달하는 것， 즉 냥률보다 낫다거나 우월하 

다는 생각마저 사라지는 것이 네 번째 단계이다’” 이때에야 디오 

니소스는 여태까지의 인간의 모습올 벗어 버리고 -하얀 털이 띨모 

양을 이루는 가슴팍，’ ‘들판의 짐숭 및 초숭방파 유사한 부분을， 

“인간의 어떤 호용보다 더 깊고 더 따뭇한 숨결η)6，올 나타내 보인다 

이제 디오니소스 미노타우로스가 우엇율 의미하는지， 아리아드 

네와 디오니소스-미노타우로스의 만냥에는 무슨 가치가 항축되어 

있는지， 우엿보다도 새로훈 인간의 소묘라는 견지에서， 겁토해 용 

차헤이다 그런데 이 작풍에서는 대당을 듣기가 힘툴다 용론 테세 

우스의 떠냥 이후에야 모습올 드러낸다는 정에서 태세우스와의 양 

링 용가능생용 쉽게 도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뿐이다 그올의 결합 

또는 결혼으로 하늘이 열린다는 것， 성이 별자리로 융라간다는 것 

옹 너무 암시척이어서 그 의미톨 용어내기가 영지 않다 또한 디오 

니소스는 어려털이 “도금양， 야생 온방융꽃， 으로만 이루어져‘ 있 

고 우랑한 근육옹 ’마노 광액이 구훌구용 박혀 있는 바위”인 정에 

서， 또한 바위에서 ‘수정， 빙산， 커다란 흰 구룡 ’으로 연하고 ’인 

간도 정숭도， 어쩌면 신죠차도 ‘ 아니고 ’이용I명성l에서 벗어 

나·‘ 군링l지배l에서 엇어냐’ 있다는 정으로 이루어 보아，’" 그야알 

jj) 이 에 당계는 디오니소스가 아리아드예톨 양야왔& 예￥터 그가 이노타우호 

스입이 아리아드에에재 드러날 예껴져외 대욕융 요약싼 것이다 Ibid. , pp. 226-

227 앙조 

’이 이 세 가지는 이노타우료스외 오습을 @기한다 Ibid. , p. 221 

’ 7) 이러언 요소톨용 아리야드예의 눈에 ')인 디오니소스외 또 다톨 오슐융 이용 

다 Ibid. , p. 228 장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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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연 자체로도 보이는데， 이 것 역시 그 인간학적 항의훌 짐작하 

기가 남강하다 우리가 툴뢰즈의 니에 철학율 창조하고 그에게 귀 

률 기울여야 할 필요는 바로 여기에 있다 문학이 우리에게 갑용옹 

불러일으키기는 하나 너무 암시적이고 상징적인 차원으로 도약하 

는 까당에 개념작용 또는 개념객 이해가 여의치 않융 때， 철학온 개 

업의권리훌갖는다 

3 아리아드네의양연성 

r아리아드네의 비멸J이라는행온글에서 G 툴뢰즈는인간융두 

부류로 나능다 이는 뭉론 니체의 인간관에 의거한 구분인데， 한연 

에는 ‘숭고한 인간’ 또는 ‘우월한 인간’이 었고， 다론 한연에는 디오 

니소스적 인간이 있다 태세우스는 전자훌 대표하고 디오니소스는 

인간이 아니라 신이지안 후자흉 가리킨다 전자는 테세우스라는 인 

물이 있는 반연에， 후자는 아직 본보기로서의 인간이 없다 이는 후 

자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장재객인 인간， 다가옹 새로운 인간이라 

는 것， 적어도 미래의 인간이 갖추고 있을 속성이라는 것을 일해 준 

다 아리아드네는 전자에서 후자로 옮겨 간다 즉 처용에는 태세우 

스룡 사랑하나 결국에는 디오니소스와 결혼한다 이흩 두고 툴뢰즈 

는 아리아드네가 ‘테세우스와 디오니소스 사이에 있다~58)고 땅한 

다 유르스나르의 r누군을자신의 미노타우로스가없겠는가?，에서 

아랴아드네에게안 주옥한다연 이 희곡파 을뢰즈의 글온 구조가 동 

일하다 대립하늠두 지정l인간형l아 있고 싼지검에서 다른 한지정 

으로의 이용이 일어낭다 이 정에셔 r아리아드네의 비일J용 r누군 

즐 자신의 미노타우로스가 없겠는가기용 명확하게 해성해 주고， 후 

’.)G 툴죄즈， ’아리아드네의 비입J1 r롤씌즈가 안ε 형찍사" 야정얘 엮고 &깅， 

이여사， 2007 , p.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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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운학적 형상화흘동해 전자의 셜득력용높여 춘다 

태세우스는숭고한인간또는우월한얀간의 천형이다 즐뢰즈는 

이 인간형에 대해 비판적이다 비판의 근거는 그의 삶이 무겁다는 

것이다 유르스나르의 회곡에 의하연 테세우스는 미노타우로스흩 

죽이고 14명의 제융용 구하겠다는(삶의 어떤 요소용 비→자아로 설정 

하고 그것용 공격 또는 부정의 대상으로 삼는) 영용으로서의 사영강 

또는 소명의식용 갖는데， 을뢰즈에 의하연 이 샤영갑 또는 소명의 

식용 i어떤 시련융 징어지고 받아틀이며 견뎌내는 것이요 어떤 징 

용 떠맡는 것~~9)이다 그러므로 그의 삶옹 우거울 수밖에 없다 그 

리고 삶이 무겁다는 것용 부자유나 속박용 함축한다 이 검에서 그 

는 정올 옳기는 동융인 당나귀나 악타로 비하원다 60' 당나귀냐 악 

타로서의 인간온 인식， 도덕성， 금욕주의적이고 총교적인 이상올 

추구하는데，그의 추구에는‘항소흉쭉이려는 시도， 즉삶흘부정하 

고， 삶을 무게로 짓누르며， 상올 그의 반용적인 힘에로 환원시켜버 

리는 시도’60훌 원연객으포 수만하고， 이려한 시도는 인간 자신에 

게 엉애가 되며， 그는 원래 긍정적이지 않은'" 구태의연한 가지흩 

’9) lbid. , p. 24S 휴어니증의 인간이 당냐쩌와낙타""상외는 것용 야호 이 갱 

애서이다 

6이사설용 땅하자연 그의 태도나 의지1 그외 사영강이나 헌신에는 욕에와 이익 

의 융숭언 의도가 숨어 있용 수도 있다 그형지 않다 양지라도 의혹용 샅 수는 

있다 생영 외도가 갱대척으효 순수하다고 얘도 그톨 옹호기로 삼는 사랑률외 

상용 우거쩌지는 것용 사실일 것이다 그하나 영안객으로 우거운 정융 자영적 

으로 짙어집 또는 잉어지혀는 의지는 혼혀 산A'외 대상이다 그런에 예 이것이 
후갱객이고 안용꺼영껴? 에 。，것에는 에우주익악 허위익식 또는 원한이 깃응어 

있다는 것힐꺼? 예 즐의즈는 인식파 도익성 긍용주의혀이고 총쿄객인 이상융 

한정강이 얘용거나 '1-정적인 것으흐 치쭈하는 갱까? 이러언 딴단용 융.，용 것 

영까?파연 얻아안릅방。，"여야항까? 이러언용져올에 완한생장용 인간에 대 

얻융회즈의 생각융소상히 애히 연후예 자연스엄재 이후어갱 것이다 

6]) /bid. , p. 2~。
") 률외즈에째 공갱파 '1-갱용 요석 상l생영1의 걷지에서안 규정잉다 수않용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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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걱인 것으로 강연하고 추구함으로써 자신의 삶올 진지하게 받 

아툴이는 것 같지안， 사실인증슨 삶이 전혀 즐겁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그가 삶에 대한 적극적인 긍갱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저 기존 

의 휴머니즘적 가치들에 입각하여 삶의 우게용 떠맡는 연협한 긍 

갱， 심지어는 특혜와 이익용 겨냥하는 가쩌 긍정이기 때문일 것이 

다 즐뢰즈에 의하연 ‘짐용 잉어지는 것，’ ‘명에률 쓰는 것，’ ‘있는 것 

옹 받아들이는 것'6;)옹 창원 긍정이 아니다 따라서 ‘영에훌 벗기는 

것，’ ‘해방용 시키는 것，’ ‘사는 것의 징올 열어 주는 것’이 을회즈가 

생각하는 창왼 긍정임옹 당연하다 이러한 부정과 긍정의 논리는 

‘우원한가치’또는‘영웅적인 가치’와‘새로훌가치’또는‘삶의 가치’ 

사이의 대립， 기존의 가치에 대한 추구와 새로운 가치의 창죠 사이 

의 대렴，예속화와해방사이의 대립으로연주된다 ""이 대럽 항툴 

중에서 후자의 것를온 다음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순수 긍정 

용구현하는존재인디오니소스 황소로수령된다 

성이 있겠지안， 그 중얘서도 가여용파 우거용용 이셰톨 띤다 쭈정적인 가치는 

상융 우정계 하는 것이고， 공갱혀인 가치는 양융가냉게 하는 것이다 받지는 상 

애 우거용을 뎌하고， 주기는 상의 우재톨 얻어주여 기흔의 가치는 상융 우건께 

하고다가융시대톨위한가치는상흩우께혹부터용어준다 

63' 툴뢰즈에 외하연 이것톨용 당나귀의 궁갱이다 r권혁의지와 영앤희귀에 대 

언 경용J ， In 갱 용뢰즈샌t정얘 엮고&깅)， op. cit., pp. 22냉-229에셔 용온다용 
의 구정용 이톨 구셰혀으로 양에훈다 .샤싱 당나귀가 예g 양합 예， 당나귀가 

궁정융 하거나 또는 궁정용 한다고 잉융 예， 그는 연지 갱융 친다는 것 이외에 

다용 잉융 하는 것이 아니다 당냐해는 궁정얻다는 것용 알 정융 지는 것이라고 

일-'-며 ， 01 예 그r 자기가 ‘}는웅갱의 가지융시신이 시고 있는 깃의 우세를 아 

라셔 영가얻<f. [ ... [ 언저 당나귀(또는 낙티)는 기욕교적 가치외 우제를 졌다가， 
그후 션이 쭉었융 예에는 인용주의쩍 가치， 용 인간혀인-너우나도 인간적인 

가치외 우찌톨 겼으여， 아갱내 뎌 이상 그 어언 가치도 냥지 않찌 외자 당나귀는 

이세 상져의 우재톨 진다 [ ... ) 경파찍으흐 당나귀에 있어서 공갱이한 궁정에 대 
한씬상에 용파힌 것이며， 마라서 우정적인 것안이 유영한 실재로 냥제 원다· 

64) Ib. ι ， p.249 장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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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니소스 황소는 다수의 순수 긍정이자 참원 긍정이요 긍갱적 

인 의지이다 그는 아무것도 잉어지지 않고 아무것도 떠앙지 않지안， 

살아가는 오든 것융 가영 게 해준다 그는 우월한 인간이 할 중 요트 

는 것용， 예용을어 웃기， 놀기， 충추기， 즉 긍정하기흩 할증안다 그 

는 가어용 자이고， 따라서 그는 인간에게서는， 욕히 우월한 인간이나 

숭고한 영옹에게서는 자기 자신용 발견하지 못한다 그는 오로지 초 

인에게서만， 초 영옹에게셔안， 인간과는 다른 것에게서만 자기 자신 

올방견한다'" 

태세우스에 대한 아리아드네의 사랑온 그의 무거운 시도률 함째 

하겠다는 동의인데， 일견 바랍칙해 보이는 그녀의 동의는 사실 도 

덕성에서 연유한 것이다 이는 그녀가 테세우스에게 준 설올 플뢰 

즈가 ‘도덕성의 실’로 해석하는<ó， 데에서 알 수 있다 이 해석에 따 

르연 그녀의 도덕걱 이상용 양소 죽이기로 상정되는 영웅 되기의 

꿈과 하퉁 다훌 것이 없다 툴 다 삶에 우거훈 정올 지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툴회즈 니째는 태세우스률 사랑할 때의 아리아드네률 

“안용적인 영혼 또는 원한의 힘’으로， ‘거미’ 또는 ‘톡거미’로， ‘자신 

의 오빠인 황소에 대해 원한융 용옹 누이’로 규정한다 '" 아리아드 

네는 테세우스흩 사랑하는 한 이와 같은 규정에서 자유로올 수 없 

고， 이러한영혼으로 냥아 있는한 태세우스흩 사랑하게 되어 었다 

그런데 어떻게 아리야드네의 연환이 일어나는가? 태세우스는 자신 

보다우훨한어헌것융우정의대상으로셜정하고그것융격퇴하려 

6’) f&id., p. 2’2 
(6) lbid. , p. 2’l 강조 우리나라의 고대가요 t갱융사i얘서 여성 화자가 영리 비 

추기톨’ 기원하는 g잊 역시 도억적인 것이다 이 노혜가 냥녀상영지사’ ••• 
•• 에 속한 것인데도 죠션시대에 기혹으효 냥용 것옹 바호 이 도억의 당빙 에 
운영것이다 

61) 1bid., pp. 2~o-251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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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정에서 연중엉적 인간의 전형 또는 ‘부정의 갱신’이고 아리 

아드네는 r지하생활자의 수기」에서 리자가 주인공에게 끌리듯이 

테세우스의 그러한 의지에 풍조한다는 정에서 t반용적인 영혼’이 

다"， 그러므로 테세우스와 야리아드네 사이의 사랑옹 부정의 정신 

과 반용적인 영혼 사이의 결합인데， 이 결합이 계속 유지휠 수 없는 

이유는 부정의 정신 자체에 있다 즉 부정의 정신온 부갱의 대상올 

끊임없이 필요로 하고 언센가는 반용척인 영혼아저 부정의 대상으 

로 떠오즙 순간이 오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로 이 위기의 순간에 반 

용적인 영혼 자신이 연한다 즉 허우의 극단에서찌 아리아드네는 

.디오니소스가 정근해 용올 느낀다 - 70) 거꾸로 디오니소스의 정근 

온 반용척인 영혼용 영용이 저버리는 사건융 선행조건으로 요구한 

다 바로 이것이 차라투스트라가 말하는 ‘영혼의 비일’이고，?l) 을뢰 

즈는 이 영혼의 비멜융 , 0)리아드네의 비밀J 로， 아리아드네의 양연 

성으로 용이한 생이다 아리아드네는 디오니소스와의 안냥으로 우 

션 가벼워지고，72) 테세우스와 항께빨 때 빼져 있었던 작각용 깨달 

") 유프스나르의 회곡에셔 아리아드네는 넥소스 성에 흥지 냥경다고 하연셔 에 
세우스에재 여。1드라와 함깨 떠나라고 언다 이얘 앙서 대새우스는 아리아드에 

에게 ￥당융 느끼고 쉬풍 상대인 찍이드라에게흐 다시 다가간다 그러나 이앵 

게 원 에에는 에세우스의 ￥당강이 작용었다 그가 파이드라에게효 '1훈 것용 

아리아드에가‘완역힌 에세우스톨 야안다는， 인간인 에세우스얘찌서 신융 찾는 

다는 정이 그 원인이라고 융 수 있다 그러니까 에세우스와 아리야드예 사이의 

씬계는 써용우터 약간 어굿나 외다 얘초에 아리아드예는 에세우스에 대예 앙 

옷 생각힌 것이다 이써영 ‘안용색인 영혼’의 온정용 악각에 있다 

69) 융외즈는이것을·혀우주외가씬성의연서 혀우주의 자신이 오히려 자기의 안 

얘자에찌 자혀 지리톨 내주는 것과도 강용"(ibjd. ， p. 2’L) 것으ξ 성영언다 

?이 1bid. , p. 2’2 

71 ) r차라후스트라는 이영꺼1 양었다i의 셰2우 r승고한자툴에 대하여j의 이지악 

대욕용 ')-" 이 영혼외 비잉’흩 다용과 강이 규갱힌다 그것용 ·영용이 영혼융 
저어영 예，오칙 이예얘안 ，)호소 영혼용 g송에서 초-영용이 자신에게 다가오 

는 얘 있다· 프리드리히 니째，차라쭈스트라는 이앵제 앙었다." 장회장 &겁， 

인용사 2004, p. 20a 인용운용 외외 언역융 약간 수정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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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그녀의 이러한깨달움을툴뢰즈는다응과같이설영한다 

그녀는 자신이 최근까지 적극성이라고 믿었던 것이 단지 확수의 

시도요， 경영파 강시(싣)이자， 허위의식과 원한의 작용에 불과했다 

는 사실용 알게 원다 그리고 자신이 긍갱이라고 얻었던 것이 단지 

우스왕스러운 가장이요， 육중함의 g현이자， 사람툴이 짐올 젊어지 

고 떠당으연서 스스로응 강하다고 밍는 그런 땅식에 용과했다는 사 

실용보다더깊게 앙게 왼다 '" 

따라서 툴뢰즈가 권유하는 바강직한 인간의 길은 디오니소스-황 

소 쪽으로 나 있다 그런데 디오니소스 황소는 인간이 아니다 여 

기에 난정이 놓여 있다 유르스냐르의 희곡에서 아리아드네는 우아 

지경용 맛보고 이제 죽옹에 대한 두려용도 없지안，74} 디오니소스는 

그녀는 이미 죽었고 그녀의 ‘영원한 삶’이 시작핑용 알린다 '" 이처 

럽 삶과 죽음이 묘하게 공존하는 상황은 역성적으로 긍정의 신 디 

오나소스의 인간화가 율가놓함융 말해주는 듯하다 차라투스트라 

가 「우월한 인간에 대하여.어떻게 인간이 극복휠 수 있는가"，“ 

라고용으라고，파열파‘더욱힘툴고더욱처철한상황’"에 놓이라 

고! ’마땅히 웃어야 하는 망식으로 그대툴 자신을 비웃는 것을 배우 

n) 이 가여용용 유르스나으외 회욕에서는 액소스 성 자셰가 이오르는 것으호 요 
연원다 

73 )G 융혀즈 r아리아드에외 비잉 j ， in op. ât. , pp. 2’ 2-2)3 

74) .오등 것아 장간얀에 .. " 여에껴져는지기져신 a 어리는 강미 ... ，용 앗보지 
옷었이1요 이찌는 축는 것이 두영지 않아요 ‘ (Marguerite Yourcenar, "Qu i n'a 

pas 50n Min어au%，.， op c“, p.229) 

n)"당신용 이이 중었어요， 아리안 바호 이런 식으호 당신의 영앤한상이 시작되 

는거죠 "(ibid. ， p. 229) 

?이프리드리히 니씨(장희갱&깅 )， op. Ô’, p. ~04 

77) lbid. ,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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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쩨고， “부디 그내를 시신올 엄어서서 웃는 것융 배우라’께고 알 

한 것도 인간에게 가능한 최선의 삶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 

며 인간이 긍정의 신 디오니소스로서 살 수 없음l또는 살기 어려웅l 

올 전제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난정과 관련하여 를뢰즈는 아리 

아드네롤 긍정의 신 디오니소스와 인간 사이의 연절고리로 상은 셈 

인데， 이는 긍정의 신이 인간에 의해 긍갱되지 않는다연 긍정 자체 

가 인간과 우판하게 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툴뢰즈는 아리 

아드네훌‘존재의 긍정‘인 디오니소스에 대한‘제2의 긍정’또는‘적 

극적인 생성’으로，，0) 미로룡 디오니소스-황소로， 더 나아가 i삶의 

미로， 산 자로서의 존재의 미로"8l )로 해석한다 여기에서 디오니소 

스-항소는바로삶이자존재，달리 알하자연삶이나촌재의 이미지 

또는 은유이고， 아리아드네는 삶파 존재를 순수하게 긍정하고 척극 

적으로 살아가게 왼 인간의 본보기임용 알수 있다 

그렇다연 인간으로서는 디오니소스융 지향하는 아리아드네가 

되는 것이 최선일까? 일단온 그렇게 생각원다 그러나 이 아리아드 

네는 순수 긍정의 순간에 쭉용으로 넙아가므로 그녀흘 새로운 인간 

의 예비 단계라연 오를까 새로운 인간으로 내세우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를뢰즈가 이제부터 초인플 언급하는 것옹 지극히 논리적이 

다 그는 “디오니소스와 아리아드네 간의 결함의 산물， 그것온 곧 

초인 또는 초-영옹이여， 우월한 인간의 반대자~82)라고 말한다 이 

로 이루어 보아 툴회즈는 초인올 아직 도래하지 않온 새로운 인간 

78) Cbid .• P ’” 
79) Ibid. , P ’18 
8이 c 흩의즈，’아리아드내의비잉ιin op. cit. , p. 254 깐죠 lt획즈는귀외이이 
지톨 얘개g 아리아E예아 디요니소스 사이의 경안융 영앤회해외 깨녕으로꺼 

지연경언다 

81) Tbid. , p. 2’6 
잉)초인용 아리아드에의양소외야용’이라고도양언다 lbid. ,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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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생각한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여기에 초인의 관념을 명확히 

소묘할 수 없다는 또 하나의 난정이 가로놓여 있다 숭고한 인간이 

나 우월한 인간과 반대되는 속성즐에 의해 초인용 규정하는 것옹 

지하생활자처럽 연중엉의 논리에 또다시 빠져드는 혈이 되지 않올 

까? 디오니소스 항소=삶=존재:순수 긍정파 아리아드네:제2의 긍 

갱 사이의 결합이한 도대체 우엇인가? 들뢰즈는 무엇을 경합아란 

말로 냐타내려 했융까? 초인용 규갱하거나 그려 보려연 이 문제률 

종 더 파고들어갈 훨요가 있다 이 문재의 검토는 또한 다융파 갇온 

문제에 대한 성활용 전제한다 우엇이 상이고 존재인가? 삶과 존재 

가 디오니소스 항소에 의해 규정원다는 것온 우슨 뜻일까? 디오니 

소스-항소에 의해 규정되는 삶이냐 존재는 어떤 삶이냐 존재인가? 

이에 대한틀뢰즈의 대당이 얻어져야디오니소스 항소와아리아드 

네 사이의 결합 및 이 결합의 산용인 새로훈 인간으로서의 초인용 

어느정도구셰화할수있용것이다 

이와관련하여 을뢰즈의 r내재성 생명 . . .. . J 이라는글옹주목용 

요한다 즐뢰즈는 자신의 선험적 경험흔에 근거용 제공하기 위해 

주제 및 대상의 초월성파 우판한 ’정대적인 내재성’ 또는 ‘내재생의 

순수 영연’용 내세운다 그런데 선험적 경험론이라는 용어 자셰에 

오순이 내포되어 있다 이 오순은 무엇 때문인가? 일단용 틀뢰즈의 

선험적 경헝론이 일반적인 정험론파는 전혀 다르다는 것율 드러내 

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경혐의 주체나 대상파는 우판하다 

오직 션험적인 장파만 판련용 맺고 있다 선헝객인 것 또는 선험척 

인 장옹 정의상 경엉일 수 없다 얼반적인 의이에서의 경앵뿐안 아 

니라 강각과 의식으로부터도 얼갱한 거리가 있다 특히 의식온 대 

상파 주제에 의거하여서만‘사실로서’ 나타냐으로 대상파 의식의 초 

월성용도입할우려가었다 이처렁 대상의 초원생과주체의 초원 

성융 벗어난 션협격인 장융 을뢰즈는 ‘내재성의 순수 영연’ 또는 어 

,>4 



디에도 내재하지 않는‘절대적인 내재성’으로 정의한다 

이 내재성은 실재하는가? 다시 말해서 정엉론의 바탕이 훤 수 있 

는가? 그렇다면 파연 무엇인가? 이에 대해 를뢰즈는 생명이라고 답 

한다 따라서 션험적인 장， 순수 내재성， 생명옹 서로 동퉁하다 그 

러연 생명이란우엇인가? 한사랑이나동식율의 생영용뜻힐까?그 

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툴뢰즈가 예로 드는 디킨스의 이 

야기에서 한 용량배가 마 쭉어 가다가 다시 회복핑에 따라 주위 사 

랑들의 태도가 연하는데， 이는 툴뢰즈가 얄하는 생명이란 무엇인지 

훌 잘 알해 준다 그툴은 “다 꺼져가는 생명의 징후에 열의훌， 배려 

률， 사랑융 보인다 ’ 이는 용롱 그룡 구하기 위해서이다 용량배 역 

시 ‘깊용 혼수상태 속에서’ 자신에게 스며드는 ‘포근한 그 무엇’용 느 

씬다 그러나 용량배가 다시 살아나자， 그훌 구하려고 그토혹 갱성 

용 다했던 사랑틀이 그에게 싸늘한 태도훌 내보이고， 왈량배 자신 

도 예전쳐렁 우혜하고 고약한 싱보흩 되찾는다Bl' 이 이야기에서 

두 가지 생명이 눈에 띈다 하나는 개별자의 생명이고， 다론 하나는 

‘비인격쩍이면서도 륙이한’ 생명이다 툴뢰즈가 주옥하는 것옹 후 

자이다 전자가존귀한것옹후자로부터생겨냐고후자에게로올아 

가는 식으로 연결되어 었기 때문이다 후자가 개별자의 것이 아니 

랴연 과연 누구의 것일까?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니자 모든 이의 것이 

다 후자가 인간으로 구현되지 않는다연 무슨 의미용 갖는 걸까? 을 

희즈에 의하연 후자용 구현하고 있는 인간은 ‘지복애 도당한’ 인간， 

83)G . ... 깅la， '내예생 생명 J 갱 률>:)a(야갱찌 엮ca t，깅)，."，. â t., p. ~ l ’ 

강죠 이와 유사한 예료 이생 셰르(이규앵 i깅)， op. ,“ ， p.26에셔 꽁앙외 의료 
생터료 걷허 용 인사상대외 이을이 냥자가 떠오툴다 그는 지혹언 냉새톨 용기 

나，흑는순간에는·여대까지용융성에가특하언역현내가를려가고，그욕언양 

기가피어오용다-이 가냥언노욱자는 여추인꽁인 외효 생터외 의사에 외 

얘 대천사 가브리옐로 간추원다 대앤샤와용량얘는 생영이 우엇인가애 원 

얘우언가의미심장한것융땅에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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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호모 단용'84)이다 이 인간은 설존의 인간이 아니다 장재적인 

인간일 쁜이다 그렇지안l비륙 장채척이지만l 실폰의 인간으로 현실 

화원다는 정에서 실채객이기도 하다 그려나 현실화의 순간이 지나 

연 이 생영옹 용화원 주체에 따라 좋온 것이 되기도 하고 나원 것이 

되기도 한다 을뢰즈는 이 생명용 ‘순수 내재성의 생영， 중립의 생 

명， 선파 악용 녕어선 생명 "8))으로 규갱힌다 이 생영옹 죽응의 순 

간에얀 눈에 띄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고 한다 그것옹 도처에， ‘살 

아 활동하는 이런저런 주채가 가로지르는 모든 순간 속에， 체험되 

는 이런저런 대상들이 혜아리는 오든 순간 속에"86) 사건툴로 혼재 

한다는 것이다 를뢰즈가 예로 드는 사건을로는 어린아이툴의 ‘미 

소， 동작， 쩡그린 얼굴’이 있다 “순수 역능인 내재격인 생명이， 고통 

과 연약항용 뛰어념옹 지복이기까지 한 내재적인 생영이 아주 어린 

아이들융가로지르고 었다’87)고 말한다 

이처렁 ‘장재적인 것률안융 포함’하연서도 현실화에 의현 실채성 

용 지니고 있는 이 생명용 디오니소스 항소로 규정된 삶이나 존재 

와 다르지 않다 디오니소스 항소:상 존재=순수 궁정이 션험적인 

장=내재성의 순수 영연:생명으로 연주원 생이다 이 양자는 모두 

‘완역한 역농， 완벽한 지욕’융 내포한다 따라서 아리아드네와 디오 

나소스-항소 샤이의 경합은 생명에 대한 순수 긍정의 태도용 함축 

84) Homo tantum 앵용사 tantum의 원영 tantus는 양이나 크기 또는 중요성& 

냐타앤다 혀역하연 ‘그안용의 양이나크기 또는 충요성융 갖는 인<!'이다 아야 

도 우여방용 생영의 용융 지쩍으흐 생각하고 률려주어야 양 예 스스영없는 사 

앙 정도가 이닝껴 안다 그링져안 재영껴안 인간& 지갱하져는 앙는다 훌라즈 

는 이 재녕을 깨힐파 이션의 heccéité라고 양하고 있는에， 여기 잉용 또는 이것 

업융 뜻하는 이 용어는 앵아뉘영 에비나스의 n“ité(제，자성 또는 그것임)과도 

유사하다 이것툴용오쭈주세깨녕외 링욕을외하기위언깨녕척도구이다 

8’)G. t혀즈내찌성 생영 J. up. C“. p. 514 

86) Ibid. , p.)14 

87) lbîd. ,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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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 태도에는 어떤 새로운 인간화의 길이 앙시되어 있다 이 결 

합의 산물인 새로운 인간으로서의 초인은 결국 이 새로운 인간화 

l사랑펑l의 다른 이용인 것이다 그러연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초인 

용 어디에 위치시킬 수 았을까? 인간용 극복되고 있는가? 초인이 

이 시대에 과연 유일하게 바랑직한 인간의 모습일까? 영용-위인， 

숭고한 인간{우월한 인간온 여전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닌 

가? 용혼 지하생활자， 숭고하고 우월한 인간， 영웅-위인의 단계에 

며불러서는 안 되겠지안， 툴뢰즈-니체가 권유하는 초인의 길로 갱 

어드는 것도 현실적으로 문재가 있지 않올까? 새로운 인간올 그려 

보고 구셰적인 실현 가능성용 떠용려 보기 쩌해서는 이 양자의 양 

링 가능성 또는 객어도 판련 양상올 따져 융 필요가 있다 

4 순수긍정파창조의 인간 

케룡으로부터 도스토예프스키의 지하생활자와유르스나르의 미 

노타우로스융 거쳐 툴뢰즈 니셰의 초언까지 새로웅 인간의 오슐용 

지향갱으로 한 당색용 。l훌태연 피타고라스의 정용 찾는 작업이다 

그 정온 지향껑이기도 a 고 비딴의 거정이기도 하다 비록 장재적 
이고 도처에 촌재하는 생명과 판계가 있는 거갱이어서 여전히 총장 

기 힘툴지안 이제부터는 이 거점에서 이흔바 ‘반시대척 고항’융 해 

보는 것도 우익하지는 않융 것이다 적어도 지금까지의 논의용 정 

리하고 방금 전에 제기된 운제툴용 해경하는 데에 도용이 됨 것이 

다 이러한 판성에서 들회죠의 r니제와 쩔악j옹 이채톨 띤다 왜냐 

하연 이 책에는 여태까지의 논의툴이 종합되어 있기 때문이다뼈) 

88) 기육교에 그도흩 .)\'f혀이었언 니에의 갱어에 대얘 가육.，외 용어톨 *0)는 

것용 아이러니하지안， 혼히 니셰외 청학은 영앤 회헤， 권력 의지， 초인의 상위잉 

껴호 규정앙 수 있다 상헤영1라 양용 세 가져호 용기하나 이것률이 하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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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뢰즈는 힘의 견지에서 니체의 철학올 바라본다 힘옹 그 속성 

상 영양융 주고받는다 힘은 가하고 받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에 

가해지고 무엇으로부터 받는가? 아 우엇은 바로 다를 힘들이다 이 

러한 상호작용이 힘의 본질을 규정한다 를회즈에 따르연 -힘의 본 

겔은복수적인 것이다 ."，그런데 힘의 판정에서 모든것용본다는 

것옹 모든 것용 영옥적으로는 아니지만 사실상 힘으로 간주함용 내 

포한다 이 관껑용사용의 의미와가치가 힘과의 판계 잊 힘툴의 위 

계에 의해 결정왼다고90'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융 자체가 곧 엉 

응 아니지안j 사융을 여러 힘률이 종합된 복합체로 보는 판정옹 zf 
사용의 우연한 생성융 긍정하는토대가 된다 

헝의 판정용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가장 언저 ‘안안에 의한 

안인의 투쟁’이나 심지어 약육강식의 논리가 용인되고 이 투쟁이냐 

논리의 한충 세련된 형태인 주인파 노예의 연중법 및 인정 투쟁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로부터 경쟁， 수월성. (지식이나 자 

본의) 전유l자기 것으로 하기l와 축척， 이흩 위한 금육과 도억성， 숭 

고한인간파우월한인간동， 인간에 대한연중업객 이해방식의 옹 

갖 구성요소률이 유래한다 이 이해방식 속에서는 제로성 게임이 

벌어진다 누구나 서로 앞 다투어 기존의 가치을용 차지하려고 한 

다 이러한다용온우리가 r지하생황자의 수기j에서 보았듯이 정멸 

쩍어도 셔표 긴잉하찌 연경되어 잉다는 뭇이다 그러으로 이중에서 어느 하나 

에 완에서안논의힌다에도나어지증융언급하지 않융수없다 이 룰에셔늠새 

료웅 인간의 소요에 초정훌 잊혀 초인의 본갱， 호인파 우리 시대 사이외 혀앙성 

이 추요 논여영 것이껴안，상위영셰이 성칙상"어겨우가지 사앙도이 파갱에 

자연스엉셰 포앵휠 것이다 

89) GiIles Deleuze, N.ω""" "ω philQSO야ie， PUF, 1962, p. 7 앵옹당수로종찌 

하지않는다는외미이다 

90) 률회즈는 。l톨 다용파 강이 요현힌다 ·어떤 사융외 외이는 그 사용율 엉습하 

는 잉에대한그사톨의용계이고 어떤 AHt외가치는혹엄적인현상으호서의 

시뉴용속에서 "현의는잉을외 위셰이다 "(ibid. ，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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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와 경멸받기가 끝없이 교대되는 지욕의 살중정융 빚어낸다 들 

뢰ξε-니체가 우엇보다도 언저 비판하고 거부하고자 한 것은 바로 

지하생활자가 비록 라자훌 흥해 해방의 가농성용 갑지하기는 하지 

만 테세우스처럼 끝까지 벗어나지 옷한 이러한 연중엄적 인간 이 

혜， ‘권력 의지에 관한 흉스에서 혜젤까지의 개영작용，’ 이용태연 

‘순용주의， 새로운 가치의 ‘양죠’로서의 권력 의지에 대한 철대적인 

을이해껴"이다 초인의 판념도 인간에 대한 연중법적 이해방식용 

타파하기위한것이다 

연중엉용인간에게동일성의 요지흩용인다 연중엉적 인간이해 

에 따르연 차이가 부각되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인간용 

풍영성의 올타리 안에 가툰다 그 안에서 인간옹 획일화된다 사량 

을 사이의 차이라는 것도 사실온 통일한 가치에 입각한 것이지 가 

치들의 상이함으로 인한 것용 아니다 더군다나 새로운 가치의 창 

조와는 전혀 우관하다 바로 여기에 연중업에 의한 순용주의가 가 

로놓여 있다 또한 인간에 대한 연중법척 이해방식용 인간올 노예 

로 만든다 주인파 노예의 연중법이니 인갱 투쟁이니 하는 것 속에 

서는 모든 인간이 기존의 가치에 얘달린다는 정에서 설령 주인일지 

라도 노예로 전학한다 가령 r지하생활자의 수기j에서 주인공이 자 

신의 하인에게 수시로 주늑이 툴고 자신의 하언을 휘어정지 못해 

안당하는이유는바로주인공자신이 인간에 대한연중법적 이해방 

식에 사로잡혀 있는 노예이기 때문이다쩌 다옵파 같용 즐뢰즈의 

91) lb ι p.93, 에헌때 다용의 구정 ，.언。l것의 근거로서 손셰이 없다 ·나껴외 

청여 .. 커다양 논쟁 의 I력용 강는다 그것용 정대혀~! ι，-언중영융 여생하며 
연충엉 속에셔 야지악 도의처톨 땅견하는 용강 기안융 고앙하고자 얻다 "(i l:>id. , 
p.223) 

92j 주인씌 노예외 연충법에 대현 칙초의 용악액 Jl현용 내가 양기로는 다드로외 

r용영혼자 자""이다 이 1얘기 작용에서 꺼혹 흩신외 주인파 놓혼 용신의 하 

인 자크는 지하쟁g자와그의 하인 이융릉쩌령 상호 의존격인 연계톨 잊고 잉 

다 어떤흑연외 역향또는능력에 잉어서는그동사이에 해찌상의 ’넥션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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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언온 도스토예프스키의 지하생활자에서 유르스나르의 태세우스 

툴 거쳐 니체의 ‘숭고한 인간’과 ‘우월한 인간’까지룡 완액하게 아우 

를다 

노얘야당로 권력l역능l용 인갱의 대상， 재현의 소재， 완성의 완건 

으로만 이해하며， 권력l역능l용 후쟁이 끝난 후에 이뤄지는 기존 가 

지융의 단순한 앙당에 종속시킨다 | ’ 혜갱얘 따용 주인의 이미지 
아래서는 언찌냐 노예가 비집고 나타난다 '" 

이 대욕에서 인정， 재현， 완성옹 연중엉의 3대 요소로 제시된다 

이는 연중엉의 인간이라연 누구나자신의 힘율 인갱받고 보여 주고 

이록하는 일에 싱혈융 쏟는다는 알이 왼다 그의 상온 인정 투쟁， 재 

현의 강박중， 경합 대상인 가치의 집요한 추구로 갱철되고， 따라서 

이것틀이 없으연 존재 이유용 상실항지 모른다 그는 인정받지 옷 

하연 원한용 풍고， 누군가률 누르고 인갱용 받게 되면 양성의 가책 

에 시달리기도 하며， 재현올 산종하지 않으연 서로 관계용 맺지 못 

하고， 사실용 용가능한 금욕적 이상의 완성에 의하지 않고는 결"'

기뽕융 얘갑하지 못한다는 정에서， 그의 힘이라는 것도 기온객으로 

자융객이거나 창조객이지 않고 반용적일 따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셜령주인으로자처한다하더라도실제로는노예에 지나지 않 

는다 

이러한 판정에서 보자연 영용 신화의 주인공 테세우스도 한갓 연 

충엽의 인간， 노얘， 전앵척인 ‘원한의 인간’에 을괴하다 을희즈←니 

체에 의하연 원한의 인간온 ‘탄복하고 존경하고 사항할 수 없는 우 

나기'" 힌다는 갱도 이 소엉와 ’지하생를지외 수기J외 주제가 정힌다는 증거이 

다 

93) lbid.,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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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영4)으로 흑정되는데， 이러한 특성옹 ‘사랑받기훌 바라는’ 데에， 

‘사랑힐 줄 모르고 사랑하기흉 원하지 않는’ 데에， 다만 ‘혜댐과 이 

익’올 쫓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유르스나르의 회곡에서 

태세우스는 파이드라와 아리아드네 사이에서 사랑받기에 좋용 쪽 

융 번갈아 성택하다가 겔국옹 쉬운 상대인 파이드라로 기윷며%1 영 

용이나 왕의 후계자가 되는 길용 고집한다 또한 ‘노예의 상단논 

법녕”에 의거해서도 그렇다 그는 비아 ''''툴 셜갱한다 영용으로 

자처하기 위해서는 괴융과 대절힐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 이중 

의 부정도 하나의 긍정융 낳는 것이 사실이나， 이 긍정용 이중의 부 

정이 작위객인 안큼 ‘허율뻗인 긍정’이고， 따라서 그는 또다시 아리 

아드네흩 비아로 설정하고 그녀와 대결l경병l항으로써 아테네룡 책 

임진다는.98) 또 하나의 ‘허융뽕인 긍정’ 또는‘긍갱의 환영 ι')11'99)에 

이릉다 이 정에 비추어， 그리고 유르스나트의 회곡이 현대인에 대 

한 비판이라는 정융 고려컨대， 태세우스는‘니체가‘이 시대의 인간’ 

이라고 푸르는 것. 즉 ‘사자의 가축융 쓴 당나해’1001인 생이다 101) 

9이 fbid. ， p. 134 
9’) 원용의 내용온 다용파 강다 .앤언의 인간용사랑앙 출오트고 사랑하기톨 원 
하지 앙는 얘신1 사캉앙기톨 야한다 ( ... 1 원언외 인간용 에예와 이악외 인간이 
다 "(ibid. , p. m) 

%1 게다가그늪앙옷*아리야드예에게 천가하고아리아드네의‘턱없이’놓용요 
구를 비난언다 

’”이것외 청악적 엄태가 '1'" 연충엉이다 연충엉용‘씬한의 이에용""1’ (ibid. ， 
p. 139)호구싱언다 

981 유프스나르의 회용 아지악 장에셔 에세우스는 지신의 아어지 아이깨우스의 
축유융 션에 용고 파이드라에게 ·내깨 찌입외 시예가 시작외는우 "(M. Your 

cenar, "Qui n'a pas 50n Min이 aure? ‘ ap. cit. , p. 23 1.)이라고 양한다 
99) G. Deleuze, op. cit., p. 206. 

100) lbι , pp. 224-22) 

IOL) 률회즈는 연중엉율 이쳐영 그 반용객얀 성칙에 의거하여 노예외 시유’로 규 

정I!~안아니라 이흔인의 사유와 사찌외사유타고도비싼하는，~.이 양자 

충에서 특히 -f자에 안에서는 사찌가 ·상율 ￥정의 작업에 총옥시인다 ·는 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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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렁 연중업의 별자리 아래 놓여 있는 한 인간온 아우리 숭고하 

고우월힐지라도희망이 없율듯하다 

그러나 차라투스트라는 자신의 ‘마지 막 죄’가 ‘우월한 인간률에 

대한 연민’엉용 깨닫고는， ‘사자’와 1아이 를’의 정근으호 표현원 자 

신의 성숙용 언급하며， 뒤이어 i자， 솟아오르라， 솟아오르라， 그대 

위대한 정오여!’라는 그의 아지 악 알이 터져 나오는데，102) 이 알용 

니체 차라투스트라가 연중법의 인간에 게 보내는 회앙의 에시지이 

다 ‘정오’는 그툴이 마음율 올려의고 근본적으로 변할 순간이기 때 

문이다 이러한 연환옹 ‘자기 파피’훌 흥해 일어난다 이률 위해 차 

라투스트라는 우훨한 자틀에게 ‘파멸’파 ‘더욱 힘툴고 더욱 처정현 

상황에 놓이기’ 그리고 ‘자신용 비웃기’흘 측구하는데， 그럴 때 인간 

에게 일어날수 있는 생숙， 즉‘번개에 맞아부서정 안한높이로-의 

성숙103)온 바로 션격적인 자기 파피훌 말한다 

툴뢰즈는 이흩 ‘허무 의지’와‘연}용적인 힘툴’사。l의 열어짐으로 

용이한다 태세우스와 철영한(또는 태세우스에게 버험방용) 아리아 

드네처명 모든 것이 허우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이전의 모든 의지 

가 사라진 상태에서는， 여대까지 맹위흩 떨치언 ‘반용적인 앵롤’파 

‘허우 의지’사이의 상호적인 ‘동맹’이 파기되고， 양자가 셔로로부터 

떠나는 일이 일어나며， 아 파정 에서 ’반용적인 힘을 자체가 우화될 

뿐만아니라，적극적인자기 파괴라는 i새로훈취향융허우의지가 

인간에게 고취’한다는 것이다 l여) 그 언개 속에셔 ‘무화와 파괴의 

주용하여 연충엉이 -용갱척으호 기욱쿄액인 이에용호기·라고 에도한다 'bid. , 
p. z:l‘ 앙조) 생셰흐 를혀즈의 r니에의 엉학j얘셔 영용엄 에양파 기욕쿄 에양용 

웅전외양연파강다 그연경고리는앤현，양심의가책，~임이다) 여라서 기욕 

쿄 비연까지 고창얘야 용션한 연중엉 비연이 핑 터이고. 기혹쿄 비연용 나세외 

갱악에서 대당히 충요하지안， 이는 우피외 안정에셔 상당히 엇어냐는 주셰 이E 

로，여기에서 다후기는힘톨다 

102) 프라드리히나씨(장회장&깅)， op. cil. , pp ’ 72-~n 창조 

10,) 1bid. , P ’07 잊 p.H3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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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율 넙어 ‘생생의 영원한 기쁨’이 언뜻 보이고[나타나고l ‘부갱 

이 삶의 궁정올 표현하고 반용적인 힘률용 파피하며 객극생의 권리 

훌 복원하는” ‘디오니소스적 청학의’ 이 ‘경갱척인 지정’]O~)온 바로 

’초인의 길’이 열리는 결갱적인 시정아다 이때 ‘적극객인 파괴의 인 

간’용 자신이 i극복되기룡 바라고， 인간융 념어， 이미 초인의 질 위 

에서， 초인의 아버지 경 조상으로서， ‘다리룡 건너서’ 간다’""고 를 

뢰즈는 단언한다 여기에 바로 니체가 알하는 연환이 놓여 었다는 

것이다 

이 순간 속애서 니셰 철학의 또 다를]07) 삼위일체인 웃용， 춤， 놀 

이가 깊온 융렴으로 다기용다 이것률옹 ‘괴로옹에서 기쁨으로，’ ‘무 

거용에서 가벼용으로，’‘아래에서 위로’의 전환， 요컨대 부정객인 것 

의 전환의 징후， 툴뢰즈의 표현용 따르자연 ‘부갱이 위 력용 앓고 반 

대의 륙성으로 영어가 긍정척이고 창조척이게 되는"]08) ‘변환에 대 

한 단언의 힘[역능!’이다 그러나 툴뢰즈에 의하연 이는 차라투스트 

라와 판련윌 정우일 뽕이다 그는 이 삼위일체율 디오니소스와도 

판련짓는다 이 경우에 ‘충옹 생성파 생생의 존재""톨 긍갱하고， 

웃용이나 쪽소는 다수와 다수의 하나용 긍정하며， 놀이는 우연과 

우연의 필연용궁정’110)하는것으로나타난다는것이다 A컨대춤， 

웃용， 놀이는 차라투스트라앤안 아니라 디오니소스에게도 륙유한 

긍정의표현인생이다 

l여) G. Deleuze, op. cit., p. 200 장죠 

10~) lbid. , p. 201 창조 

1“ ) lbid. , p. 200 

107) 주")외 초인-권력 외지-영원 회귀 창조 이 상껴영셰는 나중에 초인의 갱 

의를상여용예 다시 거용영 것이다 

108) Ibid. , p. 219 

'09) ‘생성의존셰’는·생성 속에셔 영억히 드러나는혼쩌·톨옷언다 얻리 힐'f자 

연 ‘생생외 영혀， 정의，그리고촌찌료셔의 영원 회귀·이다 tbid. , p. 2~ 강초 
"이 Ibid. ， p.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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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긍정의 대상인 ‘생성과 생성의 존재’ 및 ‘다수와 다수의 

하나’ 그리고 ‘우연파 우연의 쩔연’온 생성과 존재， 다수와 하냐， 우 

연파 필연의 상관관계흩 내!1.하고， 이 상판판계는 다 강이 놀이에 

의해 규갱왼다 이는 충과 웃용 그리고 놀이가 삼위일체잉에 의해 

뒷받칭왼다 따라서 놀이에 완해 알한다는 것온 충과 웃용에 관해 

알하는 것이 된다 또한 생성→다수 우연이 하나의 계열용 이루고， 

존재-하냐-펼연이 또 하나의 계열올 이루므로， 생성용 궁갱하기는 

다수용 긍정하기와우연을 긍갱하기가 되고， 존재훌 긍갱하기는 하 

나훌 긍정하기와 필연융 긍정하기가 된다- 그런데 한 계열의 각 요 

소가 다흔 계열의 각 요소와 긴밍한 판계륭 맺고 었으므로， 전체객 

으로 두 계영 사이에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알할 수 있는데， 각 상관 

관계가 놀이에 의해 규쟁외듯이 이 상판판계도 놀이에 의해 규정된 

다 그래서 툴희즈는 놀이용 얘개로 디오니소스훌 ‘놀이꾼， 예슐가， 

어린아이’로 연결시킨다 이는 ‘생생융 긍정하기， 생생의 존재훌 긍 

정하기’와 ‘놀이의 두 가지 시간’ 사이의 옹유 관계， 그리고 ‘놓아의 

두 가지 시간’이 깨3항， 측 놀이꾼， 예술가， 또는 어린아이’에게셔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 데에서 분영히 드러난다 게다가 바로 이어 

지는 문장에서는 ‘놀이꾼←예슐가-어린아이’와 ‘재우스-어린아이’ 

가 디오니소스와 동칙으로 표영되어 있마 그러고는 다시 상기의 

두가지 시간파이것툴의 연결고리가다용과같이 셜영왼다 

놀이꾼용 일시적으로 생명l삶l에 자기 자신용 앙기고 일시척으로 

생영I상l올 융시하며， 예술가는 일시여으로 자신의 삭용 속에， 일시 

척으로 자신의 작용 위에 자리하며， 어린아이는 놀이하고 놀이흩 그 

안두고 다시 놓이용 계속한다 그런데 생성의 이러언 놓이I작용l용 

또한자기자신파이놓이용 하는생성의존째이다 즉혜라클레이토 

스가 알했듯이 아이용용 놓이하는， 원반댄지기 놀이흩 하는 어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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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 ... ( ‘새로운 세계용융 생겨나도록 부르는 것응 용당치 옷한 

오얀이 아니라 끊임없이 깨어나는 블이의 본능이다 ø , 11 ) 

이 인용구절의 가장 흑기할 안한 갱용 신플라혼주의 학파와 그노 

시스파의 개념인 아이온， 즉 존재로부터 방산되어 사용툴에 대한 

존재의 작용융 가능하게 하는 힘이 ‘놓야하는 어린아이’로， 그러고 

는혜라클래이토스로부터 인용원문장에 틀어 있는 ‘놀이의 본놓’으 

로 해석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놀이하는 어린아이’의 우구 

한 이미지는 존재와 생성의 ‘복합적이고 따라서 순수한’112) 긍정 및 

창조훌 항축한다 이 이미지에 의해 바로소 디오니소스는 인간의 

모습용갖춘다고 얄힐수 있다 플뢰즈의 니체 정학전체， 즉 연중법 

적 인간 이해률 극복하려는 순수 긍정파 창조의 철학， 더 나아가 생 

성과 창조로서의 삶온 바로 이 이미지 속에 툴어 었다고 하겠다 놀 

이하는 어린아이-디오니소스는 생영 또는 삶이 우구한 생성과 창 

조라는 에시지 자체인 듯하다 실제로 를뢰즈는 스스로 디오니소스 

횡소 놀아하는 어린아이의 대변인이 되어， ‘긍정하기는 존재하는 

것용 잉어지거나 떠말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것의 짐용 얼어주 

거나 무척훌 중언하는 것’이라는， “우월한 가치를의 무게호 삶1생 

명I에 부당용 주는 것이 아니라 삶1생명l의 가치일， 삶I생명1용 가벼 

운 것이자 적극적인 것으로 안툴 새로운 가치즐용 창조하는 것"113) 

111) Ibid., p. 28. ~히 예외 상연연계가 놀이입을 g영하l 있는 다용외 용장에 

주욕앙 월요가 있다 .다수와 하나， 생성파 존재외 상연영계는 놀이톨 영생힌 
다. 

112) 앤용에셔는 투 영용사 mutiple9} pure가 각기 궁정 affirmaliof、이강 영사에 부 

가외어 있다 여기셔 ‘욕앙객’이라는 양이 &인 것용 상기의 상영영계와 상위영 

셰 예용이고 순수언이악는 양용 아우얻 죠건이나 어언 것외 재잉도 없다는 것 

융의미언다 lbîd., p. 20 창조 
113) Ibid., p. 212 이와강옹에시지는조긍씌영예톨바우어여러차예외을이원 

다 가경 다용의 훈정훌 예로 톨 수 있다 .웅갱하기는 용안하기， 지 ‘!하 '1 ， 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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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반-연중엉객에시지를보낸다 

그런데 놀이하는 어린아이는 초인과 어연 관련이 있용까? 자라 

서 초인이 될까? 이것옹 아마 왈가능할 것이다 를뢰즈도 니체도 이 

에 동의한다 114) 그렇다면 최션의 질온 무엇일까? 예술가를처명 긍 

갱과창조훌전망하연서 “오든기지 "''' 의 가치에 대한적극적인 파 

피”와 ‘소멸되고 극복되기를 바라는 인간의 적극적인 파괴’1I~)룡 

부단히 계속하는 수밖에 없는가? 들뢰즈 니체가 앵하는 비판의 목 

적인 극복원 인간， 즉 초인으로 접근항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올 

론 긍갱온‘인간과륙~I 우월한 인간에게는 경여되어 있는” ‘초인의 

요소’이다 ! 16) 그렇다 하더라도의문온풍려지 않는다 즉긍정이도 

대채 무엇이기에 초언으로의 접근로일 수 있율까? 언제까지나 놀 

이하는 어린아이로 남아 있융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문의 

해소흘 위해서는 초인의 정의훌 언저 알아내고 역방향으로 거슬러 

옵라가는 것이 효파객이라고 생각왼다 을회즈에 의하연 초인용 다 

용파같용세 가지 사항에의해정의된다 

초인용 세로운 져각땅석， 즉 인간과는 다흔 주쩨， 인간의 유앵과 

는 다용 유형에 의해 갱의원다 새로운 Af유방식， 신적인 것파는 다 

흔슐어률에 의해 갱의왼다 왜냐하연 신척인 것용 여전히 인간용보 

존하고 신， 속성으로서의 신의 실제용 보존하는 앙식이기 때문이다 

기가아니라앙죠하기이다 "(Ibid. ， p. 213) 

114) "강갱하기의 잉I억능’훌 용션히 당영6얘기， 긍정 자에톨 강갱하기는 인안의 

영융 녕어셔는 것"(ibid. ， p. 212)이라는률회즈의 양이나·사자도새로용가치를 

율 이칙 장조양 수 었다 휴 사자외 앵l역능]01 tI" 수 있는 것용 씨호풍 양죠흩 
위에 자가 져신을 1애 용재 하는 것영 얀(ibid. ， p. 212 잊 프라드라허 니얘(창회 

장&깅)， up. c“， p. }7)이라는니씨의 당g 힐수있다 

11’) G. Deleuze , up. 61., p. 202 

1 !6) Ib ι p.I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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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변 명가망식， 즉 가치을의 바컵。1 아니라， 추상적인 교체 또는 연 

중엉척 전도M어가 아니라， 가치을의 가치가 유래하는 요소에서의 

연화와전도， '7t치률의 갱저한개정1에 의해 정의왼다( 17) 

1 ) 첫 번째 쟁의에 의하연 초인온 인간이 아니다 따라서 인간온 

초인이 휠 수 없다 그러나 새로운 지각방식 또는 다른 감성용 갖추 

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뭉흔 ‘다수←되기’는 기존의 지각방식 

또는 강성으로 귀착하고 말 것아지안， 가령 ‘소수-되기’나‘동물-되 

기’또는 ‘여성 되기’를통해셔는이션과는다른지각방식이나감성 

용얻용수있다 그렇다고단순히 인간과다른 것이 되어 본다고해 

서 다른 역능용 얻게 휠지언정 초인으로 이르지는 못할 것이다 그 

러연 초인올 갱의할 새로운 지각앙식에 인간이 도달힐 여지는 전혀 

없올까?이 여지는초인에게“모든 것 속에서 최상의 형식파극단의 

역농안올 소유한 시인과의 유사성’1]8)이 있다는 정에서 찾용 수 있 

다 그렇다면 ‘최상의 형식과 극단의 역농’에 부합하는 새로운 지각 

방식안이 초인용 정의한다고 알할 수 있다 예컨대 G 아흘리네르 
의 시 r항소」의 날개 당련 항소나피카소의 그링 r게르니카」의 흰 

항소는 어떤 완역성을 합축하고 있다는 쟁에서 이와 같옹 지각방식 

을넌지시가리키고있다 

2) 두 언쩨 정의로 말하자연 률뢰즈는 ‘새로운 사유방식’의 의미 

률 ‘긍갱의 사유， 삶과 삶 속에서의 의지흉 긍정하는 사유， 부정적 

인 것 전셰흩 몽아내는 사유’ ]19)라고 분영히 밝히고 있다 이 정의 

에서의 긍갱용 절대격인 것， 즉 순수 긍갱이다 왜냐하연 부갱걱인 

]1 7)lbid. , p. IS8 여기에서 ‘가시흩외 챔저언 재갱 용 transvaluatiol、톨 &긴 것 

이다 궁이 재정이라는 양융 션a힌 이유는 니셰가 잉엉자톨 이얘의 갱이자요 

생각에기예운이다 

118)G 융회즈권혁의지와영원회귀에 얘언 결흔" inop. cil. , p. 242 

119) G. Deleuze, op ω ，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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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전혀 없용 터이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것이 조금이라도 냥아 

있으면， 순수 긍갱이 아니다 그럴 경우에는 허울뿐인 긍정 또는 허 

깨비 갇온긍정，이론바당나귀의 긍정이 여전히 냥아있용것이다 

테세우스의 경우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후자의 긍정온 정융 젊어 

진다는 것 이외의 어떤 것도 아니다 당냐귀 또는 낙타로서의 인간 

온‘기독교적 가지의 무게1와‘인문주의적 가치의 우게’ 그리고‘설재 

의 우게’흩 차헤로 징어지는데，lm} 이것틀은 모두 허무주의의 소산 

으로서 삶에 긍정적인 것처럽 보이지안， 또는 삶에 긍정격이라고 

강연되지안， 사실은 삶에 부갱적일 따룡이라는 것이 툴뢰즈 니체 

의 핵싱적인 주장이다 반연에 창원 긍갱옹 ‘가볍게 하는 것， 살아 

있는 것의 징용 얼어주는 것， 충추는 것， 창조하는 것"12 1)이다 

그런데 올회즈-니체에 의하연 이러한속성틀온또한‘권력 의지’ 

의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연 니체 철학의 ‘시원적인 존재론적 깊이’ 

인 권력 의지는 ‘살기용 원하는 것’도 ’지배의 욕구’도 ‘권력올 원하 

는 의지’도 야니라 ... 찌 그러니까 무언가흉 당냉이나 취항도 아니라， 

‘주는 것’이자 ‘창조하는 것’으로 1 2}) 규갱되어 있기 때운이다 그을 

에게 전자는 저급한 권력 의지에 용과하고 후자는 가장 높용 정도 

의 권력 의지이다 124) 여기에서 권력 의지가 당냉과 취함이 아님은 

120)G 증외즈， ’권력의지와영앤희귀에대언정용J ， m op “’, p.229 ε외즈얘 

의하연 이 우게률용 니얘기 암한 허우주의의 찌 연계1 혹 신이 ·우리의 용 위예 

흩려놓용 우깨와 완연원 허우주의1 우리 자신이 우리의 동 위에 용혀놓용 우게 

와 견연딩 허우주의， 그리고 [ ... [ 우리익 은육외 우제와 완련원 허우주의·에 대 

용한다 

121) fbid. , p. 230 

122) rbid. , pp. 224-2n 장죠 

m) rbid. , p. 226 

"시 션자의 경우에는 권력 의지가 영에나 우 또는 사찌적 지애 용 기촌의 가치톨 

쟁취하는 것으로 귀싹앙 것이고， 이률 위언 g없는 쭈생율 용러영으키찌 야련 

이다 옥 연충앵으호의 <!원이 영어난다 인간에 연한 연충엉혀 이얘엉식이 논 

의핑 예 이이 언g되었듯이1 이는 권력 외지톨생옷에석언 경파가인다 。l셔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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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법으로의 환원이각는 위앵용 생각하연 쉽재 이해되나， 권력 의 

지가 주는 것이자 장초하는 것이기까지 하다는 정용 얼용 납특하기 

엉툴다 천자와 후자 사이외 간극용 에우기 위뼈셔는 우션 짐용 지 

훈다는 것의 반대， 측 정융 얼어 준다거나 징으로부터 용어준다는 

것융 떠융려 용 필요가 있다 당냉파 취항이 무거웅융 낳는 것과는 

반대로， 경갑파 해냉용 가벼용의 효과훌 가져다준다 전자는 궁갱 

외 환상 또는 허융쁜인 공갱으로 이어지고， 후자는 창왼 궁갱으로 

용한다 그러으로 권력 의지는 우엿보다도 긍갱에 기반융 두고 있 

는 것이다 이는 ·궁갱용 여전히 권력 의지의 유일한 확성 강용 

것’l n)이라는 단언에 의해 잉충된다 이제 궁정의 강도톨 회대로 높 

인다고하자 그힐 때의 궁갱이 순수궁정인데，숭수궁갱 속에서는 

권력 의지가 경잡이나 해방에 그치지 않고 쟁취의 반대인 ‘주는 것’ 

이 왼다 왜냐하연 최대외 힘l역능l옹 더 이상 다용 힘률의 작용흘 

받지 않고 다른 힘틀에 작용하기안 할 것이기 예푼이다 률뢰즈의 

알용 빌리연.의지 속애서 권력I역능 또는 앵}용 표현할 수 없는 (유 

용척이고가연객이고죠영혀인) 어떤 것 주는 미쩍 강용 것’이고， 

이에 따라， 즉 권력 또는 힘이 이러하므로， 의지 자체도 .외마와 가 

치용주는자’가왼다 1찌이처럽 ‘주는 것’이라는융연에서 용 때 권 

력 의지에서 권력과 의지는 하는 일이 동일하다 이러한 권력과 의 

지의 통일성에는 ‘객극척인 생생’이 장재되어 있고， 이 동일성용 우 

니셰의 권혁 의지에 대@ ‘i외흐외 에씩용 용어가 I}"하는 의이와는 션혀 다 

르다 

l씨 l.. Dek!u:1'e, Dp. dt" p. 22‘ 
126) Ibid. , p. 97 장초 이는 이여외 어앤척 외이가 앵이각는 사상*상기언다연 

이에가 더 쉬율 것이다 ，.언 잉의 용생， 혹 셔표 영양융 주고앵는다는 쟁에 비 

추어훌예 더욕낭특앙안하게 되는애，순수궁정으흐드러나를 권혁 의지외 잉 

용 씬션에쳐서 엉톨의 쩌깨에서 쩌고외 자리톨 차지하E호， 견어 안용씩이지 

앙고 용션히 객극찍일 것이고 더 이상 앤가톨 망율 이유가 었고 대신에 추기안 

g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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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가륭 낳는다l생성한다l는 점에서 창조객이다 올뢰즈에게는 쩍극 

적인 생생파 이 창조적 동일성이 동가이다 127) 요컨대 권력-의지는 

‘객극적인 생성’이고， 순수 긍정의 시각에서 바라블 때 삶 또한 적극 

격인 생생이여， 따라서 권력 의지는 옹천히 긍정된 삶과 다른 것이 

아니다 

권력 의지와 창조 사이의 판연옹 순수 궁정에 의해 부정적인 것 

이 오조리 사라지연 새로운 가치의 창조룡 위한 기반이 조성되리라 

는 기대에 의해서도 밍방칩휠 수 있다 또한 권력 의지얘서 의지가 

‘익이와 가치’훌 준다는 말에도 이 관련성이 이미 내 !I.되어 있다 128)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연결고리는， 새로용 사유방식의 갱의에 

서 긍정파‘부정적인 것 천체 몽아내기’사이의 퉁가에 이마 함축되 

어 있뭇이， 긍정 그자제가 망치의 구실용 한다는 쟁이다 툴뢰즈가 

지척하듯이m， 니체의 망치질은 무엇보다도 언저 권력 의지에 대한 

당시의 일반적인 이해흩 대상으로 행해지는데， 그것옹 앞에서 말한 

낮용 수준의 권력 의지홉 유일한 권혁 의지로 간주하는 이해방식이 

다 권력 의지용 권력에 대한 의지로 이해할 경우에는 걸파객으로 

연충엉으로의 환원용 피힐 수가 없다 왜냐하연 이 경우에 권력옹 

의지와 퉁가가 되지 않고 의지의 표상이 되며， 기존 가치툴융 얼마 

나 많이 지니고 있느냐 또는 기존 가치즐융 앞 다투어 쟁취하려는 

투쟁에 익해 와우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권력 의지에 대 

한 이련 이해방식융 부수는 나체의 긍갱의 망치에서 손잡이 부용은 

혜방이고 어려 부분용 창조와 기뽕이다 따라서 긍정온 바로 해방， 

127) lbid. , p. 226 을희즈는 다용와짙。1 명한다 ·적극척인 생생용권력l앵 l파 외 

지사이의 양조쩍 용일성 양용것이다 · 

128) 프캉스어에서 ‘추다‘라는 의이의 용사 donner는 지녀톨 낳는다거나 명 "1위 

톨 유양한다거나 영향이나 경와톨 가져오다{영으키다) 또는 입'. "1위톨 산출 

하다동의 외이'"갖는애，이언 외미용용 어느갱도창，.와안제가잉다 

129} lbid. , p. 96 장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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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 기양융 내포하고， 이 내포 관계 속에서 긍정용 얘개로 해방， 

창조， 기뿜응 서로가 셔로에게 불가결한 앙식으로， 즉 하나가 나머 

지 울올 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 세 가 

지 사이에는 퉁가 판계가 있다고 말힐 수 있다 즉 니체의 의지 철학 

(망치)옹 의지가 해방시키는 것=창조하는 것=기뽕용 가져다주는 것 

이라는 데 그 원리가 있다 130) 요컨대 초인융 규정하는 새로운 사유 

방식은 새로웅 의지의 철학， 새로운 권력 의지의 개녕뿐 아니라 해 

방←창조-기뽕으로서의 의지까지도 포왈한다 거꾸로 이 모든 것을 

포팡하는 새로운 사유방식에 의해 정의되는 초인이란 순수 긍정의 

극한적 구현， 달리 말해서 ‘새로운 삶{생영1의 형식으로서의 초 

인’1’”이 아닐 수 없다 

3) 초인올 규정하는 마지악 요소， 특 ‘어떤 명가앙법’옹 가지와 판 

계가 있다 이 요소는 사실 두 번째 요소， 즉 ‘새로운 사유방식’에 이 

미 암시되어 있다 왜냐하연새로운사유방식의 요체는‘의지가새 

로운 가치률 창조하기’132)라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러연 무엇이 

새로운 가치인가? 이것이 문제이다 이 문제와 판련하여 를뢰즈 니 

제의 사유에는 어갱쩡한 중간이 없다는 점에 유의힐 필요가 있다 

그툴옹 극한에서 사유한다 가령 긍정안 하더라도 예외 없이 절대 

척이거나 순수한 긍정이고， 인간과 초인 사이에는 어떤 첼충정도 

없다 새로운 가치의 창조와 기존 가치의 인정 사이에서도 이러한 

극한객 사유가 혈쳐정옹 얄힐 것도 없다 이러한 판정에서 보자연 

”이 프리드리히 니얘 op. cit. , 제2부， 장여장 &깅 r구셰얘 대하여" pp. 244 

'"창조 
131) C. Deleuze, op. cil. , p. 21’ 
l’2) Ibid. , p. 96 니셰의 비연이 깐트의 비연파다용 정이 여기에 있다 칸E는 이 

성융 이성의 엉정으로 소환인다 컨트에재 이성온 찌연쇼이자 피고인 생이다 

이처명 컨트의 비g 갱이용 이성 자껴에 의언 이성의 비딴이다 이와 당려 니셰 

는 갱여자가 잉업자이기톨 "f와다 ·니에에게서 갱아자→엉엉자는 이혜의 청악 

.，쩌렁호인다 입엉용가>1용의창iξ흩 의이언다 O(ibid. ， p. 104 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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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가치는 이용바 시대의 가치가 아니다 시대마다 새로운 가 

치가요구된다는생각은 역사척 상대주의의 판갱인데，가치에 판한 

툴회즈 니셰의 입장파 이 판정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새 

로운 가치란 영원히 새용지， 어느 시대에만 새로용 것， 다시 알해서 

역사적 조건이 성숙해서야 비로소 가치로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 

그형다고 해서 그률이 알하는 새로운 가치가 영원한고정용연의 것 

은 아니다 비유객으로 땅하자연 시대의 가치는 강기승이고， 새로 

운 가치는 기슐융 침식하는 강울이다 "f뀌는 것옹 기습이지 강물 

이 아니다 강물온 계속 흩러간다 그렇지안 강용도 순간순간 달라 

진다 시대적 가치와 새로운 가치는 강기술과 강물처럽 뚜렷이 구 

폼왼다 새로운 가치는 강용처럽 영원히 새홉고 강용이 끊잉없이 

기숨올 칭식한다는 의미에서 영원 <1 ‘반시대적’이연서 。l와 동시에 

순간순간창초되는것이다 그렇다연 새로운가치와사회사이에는 

우슨 판계가 있을까? 어느 사회에서나 새로훈 가치로 인정받는 것 

이 있는데， 그런 것도 새로운 가치가 아날까? 을획즈는 그렇지 않다 

고 말한다 그애 의하연 성령 그런 경우일지라도， 즉 ·겉으로 보아 

한사회에 의해 인정되고통화된 것처렁 보이는그때마저도"새로 

운 가치의 본철옹 ‘바로 그 사희 자체 속에서 또 다른 본성의 아나 

키척 역능툴융 추구하는"133) 데 있다는 것이다 이처령 새로운 가치 

는 기본적으로 사회의 기존 질서용 거스르는 차이의 성격올 갖는 

다 그래야만사회에 새효훈요소률가져다줄수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창조란 카오스에서 코스오스로의 이앵으로 

이해되고 있다 또다시 비유적으로 말하자연 질서는 성이고， 우질 

서는대양이며，새효훈가치의 창조는질서와무질서，성파바다사 

이의 연결고리라는 것이 흉상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을뢰즈가 

l’'1 정툴외즈/권력의지와영앤회해에 예언 정용"m얘 。1. ， p. 243 여기에셔 

"툴뢰즈사용의 극언혀 성격이 엿보인다 

m 



말하는 ‘가치툴의 가치가 유래하는 요소’란 확실히 우질서!혼돈l의 

대양파 일치하는 걸까? 새로운 가치는 정서로서의 성옹 구성하는 

것일까? 새로용파 창조가 이 사이에 위치항용 맞지만， 그렇다고 해 

서 새로훈 가치가 카오스에서 나와 코스모스에 이르는 것은 아닌 

듯하다 툴뢰즈는 이 사이흩 ‘강도로 이루어진 세계， 차이의 세계， 

영원회귀의 세계"134)로 새롭게 규갱한다 여기에서 강도엉I 란 무 

엇인가?툴뢰즈에 의하연 강도는차이이다”’)다안강도에 의해 차 

이는 존재의 최초의 조직 같온 것으로 표현왼다는 것이 다흩 뿐이 

다 그러연 차이는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차이는 동력이냐 에너지 

흩 낳는데， 이러한 생격옹 를뢰즈의 차이 개녕에서도 예외가 아니 

다 가영 사유의 갱우에 차이는 시〕유하기용 측빵하는 원천이자 사 

유의 가능 조건이다 136) 생영 역시 그것이 힘인 한 차이에 바탕용 

두고 있다 앞에서 상펴본 내재성의 명연 및 선형적인 장으로서의 

생영은 그 본질이 차이에 있다 생명온 이용테연 운수 차이를의 처 

장소와도 같다 역으로 이 저장소는 결코 통일힌 것이냐 일자로 환 

원되지 않는， 장재객인 이용화uκ와 현실적인 용화分化 1 37)롱 무한 

히 산출하는 요소， 즉 거툴뼈서 새로운 형태훌 생산하는 동력으로 

서의 생명이다 이 갱에서 창죠는 생명의 옹칙임이나 적극적인 생 

134) lbid. , p. 2" 
13’) 이것외 e거는 다용의 용장이다 ·요동 강도는 미~ •• 걱이고 그 자셰로 
차이다- 또엔 률회즈는 강도 차이 라는 Jl언용 용어안욕이라고 양힌다 (G 

Deleuze, Diffrfence e/ ripëtitìon ,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68, p 
287.) 

136) 낯션 것 또는 충칙쩍인 것에 아주힐 예 생각하게 외는 것이 영안씌인 연상이 

다 익승하거나 진승언 것 또는 완성혀이거나 융용씩인 것애 의애서는 ’각이 

영지않기싱상이다 

137) 프랑스어로 이용화는 différe 이 tiation 이고 g화는 différenciation이다 >)용 

억와 사。1회로 &기기도 얻다 이 우 용어에서 ‘연영혀 지옐’ 11<는 >)이의 상갱 

강용것이다 lbid. , p. 358 캉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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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자체와 겹친다 그리고 창조의 공간온 새로운 가치가 마치 구용 

쳐렁 모이고 흩어지는 어떤 꿋이다 138) 바로 여기에， 즉 끊임없이 

오이고 흩어짐에 영원 회귀의 판녕이 내포되어 있는 듯하다 그렇 

지안 영원 회귀의 개념온 이보다 훨씬 북장한 측연이 있다 을뢰즈 

는 우션 영원 회귀가 아닌 것융 배제한다 우엇보다 열역학 제2 엉 

칙， 즉 엔트로피 중가의 법칙에 저항하려는 관념틀이 거부된다 영 

원， 연속， 영속， 연장， 순환 퉁이 그러한 판녕에 속한다 따라서 영원 

회귀는 천체의 회귀(대순환)도 어헌 것(얘컨대 주체나자야 또는 정신 

푼석에서 말하는 억압왼 것)의 회귀(소순환〕도 일자로외 희귀도 아니 

다 l써 그는 영원 회귀가 션별쩍엄용 강조한다 140) 영원 회꺼가 션 

멸객이라는 것옹 영원 회귀가 통일한 것의 반옥이 야나라는 뭇이 

다 그렇다면 무엇이 올아오지 않는다는 컬까? 그것온 ‘반용적인 

힘， 삶융 부정하려는 시도， 왜소한 인간(그가 우월한 인간이든 숭고 

한 인간이든 상판없이)’14 1) 퉁 모든 부갱적인 것이다 142) 그렇다면 

회귀하는 것옹 무엇인가? 그것은 긍정의 대상인 우연파 우연의 필 

연， 생성파 생성의 존재， 그리고 다수와 다수의 하나이자 순수 궁정 

으로서의 차이이다 툴뢰즈가 니체의 가르청올 두 가지로 나누어 

앙히고 있는 다용의 대목에서 이 정용 확인할 수 있다 

138) 흩뢰즈늠 나중에 이 용간에 ‘카오스요스라는 이용흩 홈이께 외는애， 이 용어 

는차요스와코스모스외 앙생어이다 

U9) Ibid. , p. 260 잊 정 을뢰죠권혁의지와 영원희귀에 대한 경혼J ， mφ Cit., 
p.237 창조 

"이 Ibid. ， p. 238 창죠 
141) 경률회즈아리아드네의 비잉ιin ibid. , p. 255 에컨대 에세우스는아리아 

드에가디오니소스와 앙찌 흩어가는써계료흩야오지 않는다 

142) 그러묘효영앤피해의사유톨예특언이에재는사건률자셰，육‘영어나는요 

든 것이 궁정객으료 혀용한다 그언 사양용 용앵， 갱명， 왕기， 성지어는 축용에 

로외 껑은꺼져'"궁갱잊수있다 요건대 영앤회뀌는궁갱의 씬리이다 여기에 

셔 영원 회뀌외 샤유는 초인용 유갱하는 우 언예 요소인 새로용 시H>양식， 혹 

‘샅파상용의 외지톨궁갱하는사유잉&양수잊다 

2>' 



니셰의사연적가르첨용 다용과같다 즉생성，다수，우연용어떤 

부정도내포하지 않고， 차이는순수긍정이며，흩。}용온오든푸정적 

인 것융 애재하는 차이의 존재이다 ( ... ( 차이가 반가용 것이고， 다수 

와 생성과 우연이 그 자체효 기엠의 대상으로서 안촉스려운 것이여， 

기양안이 흩아옹다는 것， 바로 이것이 나제의 실천혀 가르칭이다 143) 

이러한 강도:차이:영원 희귀의 세계는 새로용 가치의 창조얘 대 

해 원천의 구설을 한다 。1 ’혼돈스러운 깊이의 차원’이 실재함으로 

해서 새로운 가치의 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곳에 일총의 랫중 

로 연결되어 온 경험 없이는 어떤 새로훈 가치의 창조도 가능하지 

않용 것이다 그렇지만 이 세계는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션 

협척이고 장재적인 장이다 그래서 누구도 이 세계의 실재률 늘 느 

껄 수는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늘 지각하지도 사유하지도 명가하 

143) G αleuze， Nitt=he tt “ ph“~p싸. pp. 217-218 다용외 구쟁에서도 근 
거톨 찾아용 수 있다 .긍갱용 극한의 잉l역놓l얘 이르도혹 을호 나뉘고 그러고 

는 이중화잉다 영앤 여뀌는 이 극앤외 앵l역능]， 외지 속에셔 자신외 원리. 일 

견하는 궁갱외 총안이다 "(ibid. , p. 22 ’) 또한 ’차이와 안혹J의 다용파 강용 구정 

도 은거호 손씩이 없다 .영원 회귀는 차이톨 궁갱언다 영앤 회해는 서로 다용 

과 양다언 것j 우연， 다수， 그라고 생성을 g갱힌다 '.라우스트라는 영앤 여해 

의 우융언 션구자이다 "(G αleo:re， Diffijel1ce et r찌tilion， p. 383) 

더 나아가 톨외즈는 나얘외 영앤 희거톨 안옥외 깨영으g 져장'"한다 을희즈 

가 양하는 안욕용 녕용 것이 거률 다시 방생하는 것이 아니다 쳐거톨 안욕한다 

는 것도 의거의 경억톨 영우새져영 외뇌늠 것이 아니라， 시예외 앵l역놓l과차이 

를 안욕힌다는 것이다 가령 파거외 예*이 그 시대얘 대예 짜영혀얀 것이었언 

안륨 언찌외 에g도 현찌에 대에 파형액인 것이어야 한다는 앙이다 이런 의이 

에서 안J잉용새용앵 흉잉한'.흐냥아있기용겨￥하기의다료쳐앙다 톨'1'" 

는 ’'.이와 인욕j에서 안4웅융 '.이의 고유언 역놓 (ibid. ， p. 383 .)으로 규갱언 

다 한욕용 규혀생를흩 융어'"는 것이 아니라 ‘전-재세객 륙이생용의 재개 
(ibid. , p. 260.)라는정에서 궁정액이고증거용피정이다 이는 을회즈가니얘의 

영원 여귀료 안용의 개녕을 창'"언 것와 강다 이것이 양죠인 것용 나에의 영앤 
피귀에 용역으i 작용었언 >.이의 피껴 억용이다 이써영 안옥의 용갱용 차이 

외 장iξ쩍 역웅이 의살아냐는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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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않을지언정 이 세계는 순간순간 현실화되고 이로써 실재항이 

중영원다 예캔대 케률에서 디오니소스-황소까지 오두 다 이 세계 

용 가리키고 있지 않는가 이 이미지를이 툴어 있는 에소포타미아 

의 무영 .~ 조각가， 도스토예프스키， 아용리네르， 피카소， 유르스 

나르의 작풍툴옹 이 세계에 판한 예술적 중언이지 않는가 을뢰즈 

가 말하는 ‘어떤 명가방식’도 바로 이러한 세계의 경헝에 의해 마련 

되는 것이다 왜냐하연 새로운 가치의 창조란 본정적으로 ‘반시대 

성’흘 지나고 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자연 공식적인 사고방식과 

지각방식 그리고 영가방식에 의해서는 모멸을 받게 마련인 존재라 

연 더육 더 진실로 가여워하는 거의 신적인 태도흩 항축하기 때문 

이다 요컨대 초인융 정의하는 평가방식옹 우월파 영동， 성공파 실 

때，미억파악억동온갖잘나고못남용넙어서는태도이다 이점에 

서 그것의 극단용 자비와 반대되는 요소가 전혀 없는 이훌태연 순 

수 자tl ) m iseri∞，d.라고 말할 수 있다 이처렁 긍정온 마침내 순수 

자비의 차원으로까지 다다룡다 이 거의 종교적인 차원용 도달하기 

왈가능할 것 같다 그렇지안 새로운 가치의 창조융 가능하게 하는 

차이의 저장소-세계용 우리가 순간순간 경험하나 이 사실용 알지 

뭇하듯이， 이 차원 또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경험했융지 오르며， 

따라서 앞으로도 비록 우리가 알지 못하더라도 현실화휠 수 있다 

성령 그형지 않용지라도순수자비의 왈가놓성용혀어도우리외 영 

가방식의 미홉항용 일깨융 것이다 

이상파 같이 새로운 지각앙식， 새로운 사츄앙식， 어떤 영가방식 

l가치롤의 철저한 개정l에 의해 정의되는 초인옹 권력 의지 및 영원 

회귀와 일에흘 이룬다 이로써 기옥교의 삼위일체와 갱연으로 대용 

하는 니제의 상위일셰가 완생된다 이러한 초인의 정지에 도달힐 

수 있는 사랑이 있용까? 아마 누구도 도달할 수 없올 것이다 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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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존재하는 오든 것의 최상의 형식”이 .. 이기 때문이다 그형지만 

모두다도달할수있다 다안요트고있용따룡이다 왜냐하연초인 

권력 의지-영원 희귀가 하나인 세계， 즉 강도·차이-영왼 희귀의 

세계는 이미 말했듯이 잠재객이고 선헝쩍인 공간이지만 찰나척이 

고 끊임없는 현실화에 의해 그 설채훌 의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세계는누구에게나열려 었다 그렇지만그곳의 경헝융표현하거나 

셜명하는 일옹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것온 극히 예외 

격인 예슐가툴파사상가를에게안가능하다 우리는그율의 작풍파 

저서흉룡해간접적으로이세계훌경헝할수있올쁜이다 비륙 간 

정척엘지라도 이 세계의 경헝온 모든 시련올 꿋꿋이 견뎌 내게 해 

주는 힘올 가져다즐 것이다 l ‘’) 뭉흔 초인이라는 절대의 정지훌 내 
세워 절대의 그링자얼 쁜인 경지흩 명가절하해서는 안되겠지만， 그 

렇다고 그링자에 만록해서도 안 휠 것이다 우리는 초인의 왈가놓 

생이 우리 안에 깃툴이 불연파 동요률 야기할지라도 이 용가능성과 

함깨 살아갈 때에만， 영원히 왈충분힐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극복에 

대해 어합않옹 자기만족으로 그치지 않고， 또한 어정쩡한 경지나 

역눔올 영쳐어링으로써， 어떤 연환의 가능성 쪽으로 스스로용 율어 

놓용수있다 

결론 

바연른의 케용 죠각상과C 야폴리네E의 냥개 달견 항소의 이미 

144) Ibid. , p. 242 

"’) 이는 논리혀으효 잉충하기 잉든 칙싼이다 정엉애 의에셔안 확충외는 생갱 
의 것얻지도 오용다 그렇지만 。1 씩용용 엉아은지 확인양 수 있다 에톨 률어 

긴 고용용 견딩 안하고 견딩 수 없는 고용옹 It다는 어느스토아 영학자의 양용 

이 씩연의 표현이라고 생각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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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그리고 P 피카소의 이노타우로스가 공흥객으로 가리키는 것에 

대한 호기싱에서 충방한 이 글온 도스토예프스키의 지하생활자와 

유르스나르의 태세우스 그리고 툴뢰즈-나세의 아리아드네 및 디오 

니소스 항소흩 거쳐， 그것들이 모두 우리가 삶l설존I의 시련융 견 

뎌 나가는 데 밍바탕이 되는 어떤 장채척이고 선험객이연서도 실채 

척인 세계， 즉 강도 차이 영원 회귀의 세계흩 간접객으로건 직정적 

으로건 가리킨다는 것융 결론으로 상올 수 있다 즉 케홉， 날개 달린 

황소， 이노타우로스， 디오니소스는 툴뢰즈-니체에재서 초인에 의 

해 구현되는 세계의 용유인 생이고， 도스토예프스키와 유르스나르 

그리고 즐뢰즈는 방식의 차이는 있지안 인간 극복의 길 또는 초인 

의 길용 제시하고 있다고 알할 수 있다 안연에 지하생활자와 태세 

우스는 주인파 노얘의 연중법 및 인갱 투쟁에 사로장혀 있는， 주인 

으로 자처하나 사실용 노예일 뽕인 현대인융 대표하고， 그등이 살 

아가는 세계는 바로 우리의 세계이다 이로써 우리 앞의 갈링길이 

종더 용명해졌다하겠는데， 이 극명하게 갈리는두 갈래 길에서 어 

느 쪽용 션태해야 힐까? 이 문제의 해경쩍옹 일견 자영해 보이나 가 

안히 생각해 보연 그렇지만도 않다 실제로 우리의 삶용 두 흑연이 

다 있는 것 같다 아우리 초인의 길용 가겠다고 맹세해도 생훨인으 

로서 위인이나 영용 또는숭고하거나 우월한 인간의 길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이것이 현실이다 휴머니즘의 인간 또는 숭고하거나 우 

월한 인간용 지향하는 것이 싱각한 부작용율 낳는다 해도， 그런 지 

향에 의혜 사회가 발전해 온 듯이 보인다는 것융 인갱하지 않용 수 

도 없다 게다가 오든 것이 장용화되는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애 

서는， 창조왼 새호운 가치라도 결국옹 기존의 방식에 의해 영가되 

는 민앙한 측연이 없지 않다 l찌 그러므로 초인의 구현용 위해서도 

"이파여용야톨"앙하여 오은용야에서찌정한 .. 온상용이러언옥연의 션엉 

척인 사에입 것이다 노예용여상용 ￥g주。} 갱서호의 !연잉 도구라 생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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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자사이의 판계륨 다시 생각해 올 필요가 있다 이는 인간 교육 

의 방향설정의 문제이기도하다 

이에 대해 우선 자기 자신용 을로 나누어 한 부분으로는 우월한 

인간융 지향하고 다롱 한 부분으로는 초인올 지향하는 대위엉의 방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으로 떠오른다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생각도 든다 그렇지만 사실 최선의 방책온 

아니다 왜냐하연 을뢰즈가 경고하듯이 얀간에 대한 연중엉적 이해 

방식으로의환원가능성이상존하기때문이다 그렇다연생각속에 

서일앙갱 이 양자흘 영격하게 용리하는 것이 오히려 새로운 인간의 

길용 열어 주지 않용까? 그래야 일상생활 속에서 강도와 차이 그리 

고 영원 회귀의 세계융 때때로 확인하고 초인용 순간적으로나아 구 

현힐 수 있지 않융까? 그래야 초인용 갱의하는 세 가지， 즉 새로운 

지각방식파 새로운 사유방식 그리고 가치흘의 철저한 개정이 각자 

의 생쩔세계 속으로 스며들 수 있지 않흘까? 적어도 연중법적 인간 

의 지욕 속에서 살아가지 않을 수는 있지 않용까? 이러한 의문들에 

대해 를뢰즈의 대당은 긍정적이다 실채호， 천퉁파 번개의 이이지 

에 의해 그 전격성이 강조되는 아리아드네의 변환용자정이라는 극 

한정에 의해 상징되는대， 이 자갱이 갱의되는 것온 i반대되는 것을 

의 균형이나 화해[조화l에 의해서가 아니라 희싱l귀의l에 의해 

서’147)라고 분명히 밝히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이 양자흘 단 

거부한사르트르 강용 사랑용 에외이겠으나대에료는수상융 더육객극혀인 창 

조의 계기로 상는다 융용 어연 상이건 영정 우용 용근언 정갱이라는 ￥갱객인 

혹연이 없지 많다 안시대적인 것이 앙대에는 용흔이고 후대에까지 상아냥아 

그 안시대성융갱차로상생하는 데에 새표~ 가치의 창호의 근온적인 아이러나 

가<l다 

147) G. Oeteuze, Nielzsc/te el ωp ‘ ilo50p/t ie， p. 201 앙조 r차리우스트라는 이렇 

게 영했q，에서는 이 숭간이 ‘갱요’g 나오는에， 정오보다는 자정이 흘이영 수 

없는 극적인 션*융 나타내는 데 더 적생하다 예냐하연 정오는 강용 냥의 g영 

정융 연상시키는 안연에 자정용 냥셔의 연화껴지 내포하기 예용이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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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하게 가른다 이러한균형이나화해의 얘제，즉양자택일의 강요 

는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용영하다 즉 극한의 사유에 의해 어정쩡 

한 태도나 역능용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 그 본뭇임이 틀립없다 이 

는 연중법에 의거한 인간의 이해와 순수 긍정에 의거한 인간의 이 

해가 양립 불가놓함에 대한 강조이자 그 어떤 재 *코드화의 길로 

툴어서지 않겠다는 결의로 이해된다 이 엄격한 훈리의 사유는 절 

충의 시도와 연중엉의 유혹용 미리 차단한다 니체의 영왼 희귀와 

툴뢰즈의 차이의 반복용 생각해 봐도 이 개녕틀에는 기본적으로 부 

정적인 것이 천혀 없는 순수 궁쟁에의 지향이 내포되어 있는데， 기 

존의 코드l철서1에 영원히 섞이지 않는 것이 순수 궁갱의 요체인 것 

이다 이것의 본보기로 툴뢰즈는 카프카와 니체률 을고 있다 카프 

카에게는 톡일어 또는 문학이라는 코드에， 니체에게는 철학이라는 

묘드에 완전히는 홉수되지 않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영확히 밝혀져 있지 않지만， 카프카와 니쩨가 여전히 

문채적 작가와 철학자로 논란의 대상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그것의 

실재는 납득할 안하다 이러한 카프카와 니셰의 존재 양태룡 일종 

의 용크리고 있기로 요영힐 수 있융 것이다 여기에서 용크리고 있 

기는 철보기에 소극척인 태도로 보이지안， 언제까지나 코드화되지 

않기 또는코드화에 저항하기， 더 냐아가달코드화하기의 척극객인 

용짓으로 해석되어야 맞다 왜냐하면 카프카와 니체에게는 그 어떤 

코드화{설영l의 시도에도 온션히 해소되지 않는 무언가가 여전히 

냥야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운이다 이 우언가율 툴뢰즈는 ‘코드화 

할 수 없는 어떤 것’이라고 규정한다 코드화의 도주가 법파 계약 

그리고 제도’이므로， ‘코드화할 수 없는 어떤 것’은 이것률 아래에서 

。onversÎon융‘재총 또는 귀의 g 언역한 것용 기옥교와외 대링을 고혀에서이 

다 싱셰로 호인-권역 외지-영원 m귀의 상위영셰는 성부-성자-성신이라는 기 

육교의 상껴영셰톨 대예하는 I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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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크리고 있는 일종의 무질서화의 요소로서， 일단 코드화되연[질서 

로 옹전히 연입되연l 작용융 엉춘다고 하겠다 이용대연 동력용 낳 

는차이가없어지는것，활력이나생명력용상실하는것파도같다 

률뢰즈가카프카와니체에게서 읽어내는‘절대척 의미의 탈코드 

화’는 정신의 활연함용 초래항지언정 차이의 우화용 한사코 거부하 

는 극한의 사유， 즉 i자신의 호용들로 하여금 업용 인정하지 않으연 

서 동시에 엉 아래에서 작용할것용주장하는사유， 계약판계률거 

것이라고 부인하면서 동시에 계약 판계 아래에서 작용항 것용 주장 

하는사유，제도훌우스팡스럽게 뜯어고치연서 동시에 제도아래에 

서 작용힐 것올 주장하는 사유’l에와 다륭없다 율혼 를뢰즈는 이러 

한사유의 노력이 어떻게 니체의 아포리층으로 구체화되는가훌 따 

지지만j 거기까지 나아갈 것도 없이 그가 강조하는 탕코드화의 연 

대에 주목하는 것만으로도 그의 입장융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그 

에 의하연 이 연대는 ‘에두사의 조각배에 함께 타고 있용’에셔 기인 

한다 거기에는 일치단결이 없다 그곳온 상호적인 갱투와 억고 억 

히는싸용이벌어진다 그렇지만모두노융갯는다 그는이공동의 

노젓기룡‘모든법과모든계약그리고모든제도흩벗어나( .. . ) 그 

어떤 표류훌， 그 어떤 표류의 운동용， 또는 ‘당영토화’의 운동올 함 

께 나누는 것’149)이라고 그 연대성융 강조한다 이 당묘드화의 연대 

는 사실상 을뢰즈가 니체의 철학파 판련하여 내세우는 반시대생， 

해학과아이러니，강도로서의 고유명사툴，유욕주의의 바탕이자결 

론이라 힐 수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인간의 길옹 강도-차이-영원 

회키의 세계， 역사톨 녕어션 그 혼돈스러운 깊이의 차원에 솜이나 

앨융 당은 객이 있는 사랑들의 중언 또는 에시지에 귀롱 기올이고 

그을의 탈용 차헤로 씀으로써， 즉 그톨의 작풍용 통해 그들처렁 순 

148) 정 동뢰즈， ’유혹객 사유"m 생 등외즈(악갱에 영'"율깅}.φ cil. , p. 264 

149) lbid. , p.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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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차이로서의 생명， 순수 사건의 현장에 이르는 데 었다고 단언할 

수있다 

초인융 쟁의하는 새로운 지각방식， 새로운 사유앙식， 가치를의 

철저한 개정의 판점에서 바라보건대， 참된 의미에서의 예슐가율과 

사상가를온 객어도 그 잡계적이고 선험객인 세계에 대한 직판또는 

셰헝된 상태용 공유하고， 그형기 때운에 그률의 옥소리는 각양각색 

이연서도 통시애 하나이다 또한 그툴옹 어느 시대와 사회에 속하 

건 상판없이 그 세계의 경험이라는 공룡의 안태나에 의해 서로 소 

용하는듯하다 그러므로우리로서도예슐가툴이나·사상가톨이서 

로 간얘 끼친 영향이 있든 없든 판계없이， 도대체 어떻게 연대기의 

차원이냐 역사의 차원이 아닌 (율흔 영원성의 차원도 아닌， 왜냐하연 

니체는 영원의 차원에 맞서셔 반시대척인 것의 차원융 알할 것이기 때 

문예) 차원 속에서 어언 한 사상가가 자신과 다톰 사상가를파 만날 

수 었으며 또 서로 결합할 수 있는지’1'0)는 언제냐 뜻 깊옹 생각거 

리가 된다 미쟁 셰프， 기용 아훌리네트， 도스토예스키， 유르스나르， 

니쩨， 툴뢰즈율 가로지르는 이 글 역사 이 러한 문제， 록 예슐가툴이 

나 사상가툴의 안냥과 결합에 관얻 고활이자， 그툴이 안냐는 장소 

의 모색일 앤안 아니라， 이 ‘고유명사률에 의해 지칭되는 강도률이 

그 어떤 충안하게 확 한 신체 위에셔 살아짐파 동시에 이 강도틀에 

서 저 강도툴로 서로서로 칭투하는， 강도률의 계속적인 자리 이 

동’1'1 )이기도한생이다 

그러나 한연으로는 어떤 용화적 기호이건 ‘잘 활혀야안’ 가치융 

갖게 되늠 대좋성의 흑연도 있지 않다 다흔 한연으로 도스토예프 

스키의 r지하생활자의 수기」와유르스나르의 r누군툴자신의 미노 

타우로스가 없겠는가1， 그리고 니체에 관한 훌뢰즈의 글를파 쩍이 

I ~O) 갱 흩혀즈 r연혁외지와영앤희귀에대언경용μin op. cit., p. 244 

m) 갱률외즈유용혀사유J ， in ibid. , p.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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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 가리키는 강도 차이 영원 회귀의 세계， 그리고 순수 긍정 

과 창조의 인간 또는 삶옹 옥자의 옷소매훌 창아끄는 마력이 었다 

이러한 양연온 툴뢰즈가 다른 것을용 두고 하는 표현이지안 ’너우 

나도 상판척이며 너우나도 상호 침투척인’ 판계용 맺고서 ‘서로 섞 

이는 바로 그 지정에서도 대엄하기톨 염추지 않는’l’" 것이 아닐 

까? 그형다연 이 양자 사이에서 무엇이 최션의 태도일까 하는 몽용 

이 다시금 고개용 든다 양다리용 걸치는 것일까? 두 측면을 상황에 

따라 기회주의적으로 조절하는 것일까? 내가 보기에 률뢰즈의 뜻 

용 이런 것이 아니다 그로부터는， 도스토예프스키 및 유르스냐르 

로부터와 마찬가지인데， 이 양자 사이의 거리가 양다리흩 걸철 수 

없융 정도로 열어져야 비로소 이 양자 샤。l에서 상기의 복합객인 

관계가 유지윌 수 있다는 메시지가 를허옹다 

우리로서는 M 셰르， G 아훌리네르， P 피카소， M 유르스나르， 

나체 퉁에게， 새로훈 가치의 창조에 대한 예슐가툴파 시장가률의 

중언에 귀용 기용임으로써 그툴파 탈코드화의 연대률 강화하는 것 

으로 를회즈의 에시지에 화당빼야 하지 않율까 한다 왜냐하연 우 

리 사회는 연중엉객 세계판의 최신딴이라 할 선자유주의적 세계관 

으로 너무냐 연향되어 있을 앤더러 이른바 입시 지옹파 취업 전쟁 

온 젊온이률용 숨 가쁘게 연중법적 인간으로 내몰아 가고 사회의 

옹갖 분야에서 경쟁 원리의 도입용 그 본뜻이 무엇이건 상용 짓누 

르고 새로운 가치의 창초훌 오히려 저해하는 방향으로 연질되기 일 

쑤이기 때문이다 율혼 소상한 진단이 션앵되어야겠지만， 만약이라 

도 이러한 친단이 갱확하다연， 나중에 우리의 시대는 퇴보흐 규갱 

휠 것이니만큼， 한시라도 융리 인간 교용의 용바른 방향올 재갱립 

하는 것이 영요한데， 올뢰즈의 다옴파 같옹 옐언은 ‘삶용 궁갱하는 

사유’ 또는 ‘삶의 새로운 가능성용 발견하기나 창안하기’!H l에 토대 

152) lbid. , p. 27’ 및 p.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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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 두고 있다는 갱용 우리가 잊지 않는다연， 그 전투객 어조에도 용 

구하고，이재갱립융위한뜻깊용창조로받아들일안하다 

오늘날에 있어서의 혁영의 운제란 다흔 것이 아니다 그것옹 당또 

는국가자체의 션제군주격이고판료척인 조칙 속에 경코다시 빠지 

지 않는 엉격한 투생의 단위용 방견하는 일이다 즉 국가 장치용 다 

시는 안툴지 않융 션쟁 기계용 발견하는 일， 외부와의 판계 속에서 

내씌인 전제 군주척 단위률 다시는 안툴지 않용 유육의 단위용 옐견 

하는 일이다 사유훌 이처영 천쟁 기계로 안을고 유묵적인 역능으로 

안든 것， 아아도 이것이 니쩨에게서 보이는 가장 십요한 것일 것이 

며， 아아도 이것이 정구 속에 나타난 그 모습 그대로의 철학파의 결 

벌이 함축하는 진수일 것이다 l씨 

끝으로， 우리가 갑용하고 체득하고 연대하연 좋올 고유명사률온 

툴뢰즈가 말한 대로 시대융 넙어서뽕만 。}니라， 동양과 서양용 악 

흔하고 용야툴 사이의 정계훌 가로질러 널리 흩어져 었다는 정융 

환기하고 싱다 프랑스의 경우만 하더라도 율리에È-， 다드로， 보을 

레르， 랭보， 말라르애， M 프루스트， 이 외에도 수없이 많용 작가의 

일부 소중한 작풍툴옹 디오나소스 함소용 용유객 표현으로 갖는 

그 근원척인 세계의 중언으로 간주훨 수 있고 후크레티우스， 스피 

노자，에르그손뿐아니라M 용랑쇼， M 푸코， J 데리다풍의현대 
철학자를에게서도 역시 그 세계에 대한 직판용 찾아용 수 있다 동 

양외 경우로 영 가지 얘용 생각냐는 대로 를자연， 맹자의 대장푸혼 

은 순용주의객 기미가 없지는 않지만， ‘뭇용 얻지 못하연 흉로 그 

도흩 행한다*찌lõ.!lmtìtt"는 구첼로 미루어 보아 당욕과 위션에서 

1)3) G. De leuze, Nω'zscht tf //1 philosophit. p. 11’ 
1 )4) 정 률뢰즈유용혀사유J . inop. dl. , p. 277 

264 



벗어나 있고 억지스러웅이 없다는 갱에서는 어느 갱도 초인의 길로 

접어툴 조건융 갖추고 있다고 여겨지며， 노자의 ’반자야 도지용야 

!ii: tf tl!. .:t!: zj뼈”나 ‘대기연성 大u，.’ 강옹 구절률은 역셜과 생성[창조l 

와 도래할 미래훌 항축하고 었다는 갱에서 맹자의 대장부론보다 훨 

씬 더 척정하게 선헝적인 장=내재성의 영연=생명의 세계 및 이 세 

계의 구현자인 초인파 연결힐 수 있다는 생각도 든다 또현 수많온 

예술 작풍의 갑상도 어쩌연 이 장재적이연서도 실재적인 세계의 체 

헝을 가져다출지 모릉다 울흔 통양의 경우에서 서양적 사유흩 핫 

아온다는 것옹 악연한 억측일 뽕이고 자가당착일지도 모르지안， 예 

술가을파 사상가들의 상호객인 만냥과 연대용 옹고지신~ .. ~‘의 

뜻에 따라 넓게 개방하는 것온 새로용 인간의 길용 오색한 도스토 

예프스키， 유르스나르， 틀뢰즈 니체의 권유에도 어긋나지 않융 뽕 

더러， 순수 긍정과 창조의 인간올 향한 교육의 이녕이자 문학과 청 

학의 건강한 긴장관계의 길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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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ésumé >> 

Le point de rencontre de F.M‘ Dostoevsky, 
M ‘ Yourcenar, et G. Deleuze 
- Pour faire un dessin du nouveI homme 

LEE Kyou-Hyeon 

Le statue babylonien appelé ‘keroub.’ Ie boeuf ailé d’m 

po송me de G. Apollinaire, et le Minotaure dans quelques eaux

fortes et le Guernica de P. Picasso, qu’est-ce qu'ils indiquent 

communément? Cette question constitue le point de départ de 

cet artide, qui a pour but de faire un dessin du nouvel homme 

Pour atteindre le but, nous avons examiné les Notes d’un 50u 

terrai l1 de F .M. Dostoevsky, Qui n’a pαS 50n Minotaure? de M 

Yourcenar, et certains essais et un livre de G. Deleuze sur la 

philosophie de F. Nietzsche. C'est à cet égard que notre artide 

est aussi une re<:herche de la convergence entre la littérature et 

la philosophie 

En analysant le petit roman de F. M. Dostoevsky, nous avons 

confirmé que l'homme du souterrain était un modèle de 

l'homme dialectique. n cherche continuellement quelqu’unà 

humilier, il ne cesse de se mesurer aux autres. Par conséquent, 
véritablement malade d'être conscient, de posséder une con 

science, iI se d깅bat dans 1’enfer psychologique. dont la scè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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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gubre tient à la dialectique du Maître et de I’EscIave et en 

même temps à la lutte pour la reconnaissance. Bien entendu, 
l딩crivaìn f;허‘ penser à une 50rtie ou quelque chose d’anti-hegel 

lien, mais le héros manque une chance d’ens’'échapper, laqueUe 

l띠 vient à 1’occasion de la ren∞tre contingent avec la “Ue de 

joie nommée liza. L 'homme du 50uterrain ne frandtisse pas Ie 

seuil de la con∞ption dia1ectique de l'homme, où ‘ un homme 

ìntelligent ne sera 뻐nais quelqu’un, que seuls les imbéciles y 

arriven t." 

Dans la pièce de th혀tre de M. Yourcenar. écrite dans les 

années 30, mais -de nouveau révisée et partiellement réécrite’ 

en 1944 et 19’7, nous avons constaté la même thématique sur 

notre problématique de la ‘hominiscence ’ Comme l'homme du 

50uterr밍n. n、e잊e échoue à 1’assimilation du véritable Mino 

taure, qui apparaît. chez Ariane abandonnée. 50us les traits du 

dieu Bacchus. Quant à Ariane. elle aime au départ Thé양e， qU1 

souhaite sans cesse être{devenir] un héros [un homme supé 

rieur] , mais enfin elle est embrassée dans les bras du Mino 

taure-Bachus, en 잉띠ageant des fardeaux qui pèse sa vie. Com

me le dieu Bacchus dit à Ariane. “æn’est pas la première fois 

que l'homme me fait à 50n image." La leçon de la pièce est donc 

강vidente: on a 50n Minotaure, et il s’a잉t de rencontrer quel 

Minotaure, p띠찍ue en ce qui conceme le sens que chacun 

grave au fond de sa propre vie, il dépend de la rencontre avec 

le Minotaure. M. Yourcenar y sugg송re que le Minotaure est à Ia 

fois Bachus[Dionysos) et la vie même 

Cette 어uation que M. Yourcenar pr1얘ose par allusion entre 

le Minotaure, Dionysos, et la vie, e“quelque chose de belle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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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ble' que l'homme pressent grâce aux deux rencontres avec 

Liza, nous pouvons les vérifier avec plus de darté chez G 

Deleuze, en particulier ses textes sur la philosophie de F 

Nietzsche. Ainsi 1’homme du souterrain et Th싫~ peuvent être 

considérés comme ‘l'homme su야neur’ selon F. Nietzsche, qui 

affirme en apparence la vie mais rend sa vie lourde en se char 

geant des fardeaux; leur affirmation est en fait ‘un fan‘ôme 

d’affirmation’ et leur vie est taché du ressentiment, de la mau 

vaise conscience, et de la responsab피té; ils ne regardent les 

autres qu’à partir de la relation dominant-dominé ou mépri 

sant-mξprisé. Selon G. Deleuze. le swhomme est 1’'enfant de 

l’union ou mariage d’Arian et de Dionysos; c'est pourquoi que 

l’enfant qui joue est 1’unique image du surhomme. Au reste, en 

tenir en compte les trois éléments q띠 définit le surhomme. à 

savotr ‘une nouvelle manière de sentir.’ 'une nouveUe mani손re 

de penser’ et ‘une manière d’évaluer,’ nous avons trouvé sur la 

base de 1’affirmation pure la trinité surhomme-volonté de puis -

sance-retour étemeIle. laquelle correspond 1’'autre trinîté rire

danse-jeu. Le monde où cette trinité-là soit réali잊. c'est un 

monde virtuel et transcendantal mais réel de I’intensité-dif -

férence-retour étemel. Sans faire l'expérience de ce monde que 

le surhomme r강ali잊 d’'une façon extrême et parf히te， 띠 l’affir 

mation pure ni la création des nouvelles valeurs non plus n’est 

p。았ible 

Mais il est très difficile de suivre Je chemin vers le surhomme, 
dans la mesure où nous sommes trop imbibés de conception 

dialectique de l'homme et notre société est codée de façon à 

ne pas échapper à cette conception. La seule solution que G 

F.M 도스토예프스키， M 유흐스나흐， G 률뢰즈의갱갱 26' 



Deleuze nous en propose, c'est le partage de la décodage, 
laquelle est souvent iIIustré par les aπistes comme F. Kafka et 

les pen앞urs comme F. Nietzsche. Seu1e cette solidarité nous 

aiderait à éloigner autant que possible la chasse aveugle des 

valeurs établies et à nous efforcer vers I'affiramtion pure de la 

vie et vers la création des nouvelles valeurs 

주제어 이노타우로스-양소， 디오니소스， 연중법적 인간 이해， 초인， 

삶1생명L 순수 궁정， 당코드확의 연대 

mots-clés : Minotaure-boeuf, Diony∞s， ronception dialectique de 

l'homme, surhomme, vie, pure affirmation, solidarité du 

déαx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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