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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서구 문학에서 카프카{1883-1924)의 위상은 특보적이다 

제묘에서 태어냐 독일어로 글올 쓴 유대계 작가인 카프카의 작용은 

블랑쇼가 활동하던 당대 프랑스에서도 뜨거운 판심의 대상이었다 

1928년 -l-"i!f 르퀴 포항"9"즈에 최초로 r연신 μ MératnDTphoseJ O] 번역 

되어 소개왼 이후료 1933년 r소송μ Rπδ;J ， 1938년 r성 μ Ch1iteauJ 

이 차혜로 불어로 번역되어 소개되연서 큰 반향을 낳았다 。l후 프 

랑스에서 카프카의 수용은 크게 예 가지 흐읍1)융 지니는데， 초현실 

주의와 신학적 경향， 실존주의와 정신분석학척 관심이다 초현실주 

의는 카프카의 작풍애 나타난 품과 우의식， 환상과 블핵 유머 동에 

1) M.썩쩌M litréraiκ dk. 2002, D’'415,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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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융 집중했고， 신학적 정향에서는 상정과 알레고리， 우화의 분석 

에 집충하연서 카프카 작용의 초월적 성격을 밝히고자 했다 실존주 

의척 해석은 인간존재의 근원쩍 불안과 부조리성올 부각시킨다 정 

신분석척 해석은 외디푸스 용을렉스에 대한 관심융 바탕으로 아버 

지의 존재와 억앙의 경험얘 대한 사유흘 강조한다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마르트 로에르와 들뢰즈의 작엉은 정신분석의 토대에서 출 

발해 저마다의 혜석융 심화시킨 경우다 

블랑쇼의 카프카 해석은 언어의 새로운 샤용에 주목올 했다는 정 

에서 초현실주의객 판정이 보이고， 인간조건과 실존에 대한 감정과 

소외에 주목융 했다는 점에서 실존주의적인 해석과 닿아었다 그러 

나 블랑쇼의 카프카 혜석은 그 두 해석과 정촉올 하고 있기는 해도， 

단순히 그 두 해석의 교집합이거냐 합집합이 아닌 새융고 독창적인 

깊이용 지닌 비명이라는 점에 가치가 있다 여기서 ’을량쇼적 비 

명’'1이라고 .~는 말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그의 해씌이 어떤 학줄 

척인 체계툴 지닌 연구의 성격도 아니고， 쩍판화원 정중옵 위한 것 

도 아니연서 그 자체로 문학이고자 하는 송은 그립 갈은 특성융 지 

니고 있다는 것이다 그의 비명 언어는 자신을 지워감으로써 더 자 

신융 실현시키는 얼음강은 투명합과 용장용 지니고 있는 게 샤실이다 

2) Maurice BIa뼈lOt， Qu 'm cst.iI de Ja aitique?, μutrkmont n Sade, Ed. Minuil, 
1963, pp. 9-14 창죠， 융양쇼는 비영의 이상용 “종융 용리재 안드는 눈껴.un peu 

dc neige faisant vibm Ia CIOChe"쩌렁 혼적 없이 사라지는 것에 있다고 g다 이러한 
"1영응 작용에 강혀진 회총객인 의cl B- vt혀앤다는 풋이 작용융 용석하고 앙정척 
인 진리양 제시하는 쟁위와 거리가 엉다 그영다고 얘서 아우헌 비판 없이 우력하 
게 악용융 수용-t"t-e 것도 아니다 융용， 어인 가지 세얘용 엣어나 작용의 깊이용 
포악하고자 하는 용링쇼의 비영 방식에 대뼈서는 견얘기 냐영 수 있다 비영 악영 

이 과연 기치’라는 깨녕융 엇어날 수 있논지에 대얘서는 수압온 논의와 안악이 있 

용 엉하마 다안 여기에서는 그가 추구한 ‘장조적 비명 m여~"잉~’이 그 자셰 
로 하나의 문학혀 추구이요자 하연서 악용얘 대한 외우객 안단이 아닌， 작용 자째 

의 용칙잉파 용라양 수 었는 1내명성 infimitt’이 되고져 었다는 사외을 소깨하는 것 

으흐 엉추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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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블랑쇼가 특옐한 관싱융 보인 작기틀이 었고， 그틀 

의 공용정은 언어의 혁신에 대한 용창과 당구의 성향융 지었다는 갱 

이다 그 가운데서도 휩얼련과 렬케， 카프카 등의 옥일 작가에 대한 

블랑쇼의 판싱은 각멸하다고 항 만한 것이었다 끊임없는 독서가이 

자 문학잡지에 정기적으로 글융 쓰는 비명가로서 그와 같이 특갱한 

작가에게 지속척이고 일판원 판싱용 드러낸다는 것은 그만큼의 애 

착과 공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융 것이다 랑시에르가 블 

랑쇼흘 옥일 낭만주의 예슐의 절대회에 대한 현대적 경행)융 상정 

Of는 인물이라고 한 것도 이런 작7f을에 대한 블항쇼의 판싱율 의식 

해서 일 것이다 더불어 용로에르흘 비롯해서 프항스에서 주요한 흐 

릎융 이어옹 문학의 신성화 전홍도 영두에 둔 것이다 을로에르와 

카프카， 카프카와 블랑쇼 그들 모두에게 궁극의 문제는 언제나 ‘언 

어‘였다 그리고 사실 작가로서의 ‘소영’융 운영처럽 안고 살았던 카 

프카가 가장 큰 홈모와 존정올 보냈던 작가가 플로베르4)였다 그틀 

은 모두 가장 간결하고 군더더기 없는 언어로 문학과 상에 대한 심 

오하고 예리한 흉창올 드려내고자 했다 작용의 지용생용 강초했지 

만 문학의 본질이 선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글쓰기의 깨별성’속 

에서 실현된마는 신념옳 가진 작가틀인 것이다 우리 논문의 목표도 

불량쇼의 카프카 해석에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문학 고유의 특생 

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륭 보고자 한 것이다 다안 블랑쇼의 카프카에 

대한 깅은 판싱에 "1해 이 툴의 관계용 직정 다룬 선앵 논문이 없는 

3) J;ι껴ues RancièR, LA paπ>k munu, Ess.띠 s ‘ k ∞~αdictions rk ι Iittiralwr.’ 
H"""κ 1998, p.13 이것용 운아융 신성시*번 얘도。l여 프랑스에서는 이힌 정 

양용 용호에르의 ‘우에 판한 잭 'm ‘.~’이나 영랴르애의 ‘정대혀 이상의 툴쓰 
기‘야는 시도톨 용예 확인힐 수 있다고 한다 

4) Chades Bemheimer, /'7Qubnr Ott4 K，껴"'， Yale Univ. Press, 1982, prefa∞ 카프 
카는 자신'* 용호에르용 잇는 의이잉는 유대판셰톨 인지었:i!， 앤려져 아우어에재 
호앤 연지에셔는 강갱쿄욕 의 혹서용 흥얘 융효에르에게 각잉앙 진잉강융 느었고， 
자신& 용호에르의 갱신객 이흩호 생각안다l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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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료 우선 블랑쇼의 카프카 해석과 인용융 소개하고 그것이 어떻 

게 카프카에 대한 이해툴 심화시키는지흘 살여보는 일에 판싱올 집 

중하고자 한마 우리가 이런 제한적 판정율 취한 까닭은 블랑쇼의 

카프카 혜석이 지닌 차별성에 주목하고 문학을 운학으로 혜석하연 

서 작용의 이해를 구δF는 그의 방식에 동의하기 때문이다 블랑쇼의 

카프카 혜석은 기존에 국내에 소개되었던 실존주의객 관정의 해석 

이나 외디쭈스 콩용헥스륭 일반적 징후로 받아틀인 갱신분석적 해 

석과 다를 차원인 ‘글쓰기-문학객 투쟁’이라는 관점에서 카프차를 조 

영해용으로써 그 자에로 의미률 지난다고 용 수 있다 

흘랑쇼는 이싱여 년에 걸친 세월동안 지속적으로 카프카에 판한 

글율 쓰고 발표했고， 그러한 글를올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낸 것이 

198 1 년 갈라마르에서 나옹 r카프카 카프카'" μfka à KafoJJ이다 

사실 이 작용에 수록된 글들은 이이 나와 있던 그의 다른 비명집틀 

에 싱린 것이다 이툴테연 “카프차 얽 7] La 1αture de K.olka"(1943), 

“카프카와 문학Kafka et Ja Iittérature’'(1949)은 r불의 용μ Paη "'fn“ 
( 1949)에 수록되어 있고， ’‘만혹스련 죽음La mort ∞ntente" I ’‘카프카 

와 작용의 요구 Kafka et I'exigence de 1’。euvre"( 1959)는 r문학의 공간 

L'Espaa (ittérairtJ (1 959)에， “서슐의 목소리 1a voix narrative"(I964), 

“나무다리 μ p<ml '" 뼈’( 1964)는 r끝없는 대화L 'Enrrerien infiniJ 

(1969)에 실려 있다 그것융 카프카의 작용과 판련하여 좁 더 구제 

객으로 검토하연 다응과 감은 특정이 발견된다 제일 앞서 발표왼 

‘카프카 읽기”에서는 카프카 λ}유와 상의 관련성융 살며보연서 r소 

송'J ， r성J ， r사냥문 그라쿠스μ CIu=w- Gmα:/msJ 둥의 작용융 언급 

한다 특히 r사냥푼 그라쿠스j에 대한 빽석율 흥해서 문학이 어떻게 

‘축옹과 관련’을 맺는지를 고창한다 이어 r문학의 공간j에 수록된 

“가프카와 작용의 요구”에서는 세속의 요구흘 충족시키고 싱었으나 

그혈 수 없었던 카프카의 고뇌와 잘둥올 살여보연서 문학이 세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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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의 척도인 힘과 권력융 상실한 언어로 이뤄진다는 사실융 밝혀 

낸다 그러으로 작가는 세속의 상과 다른 문학의 공간5)융 걸어가는 

자로서 ‘작용의 요구’에 따라 ‘비인칭의 목소리’로 말해야 한다고 한 

다 여기에서는 카프카의 일기와 그의 작품 r소송j과 r성j을 주호 

살며본다 r끝없는 대화j에 포항원 “서슐의 목소리”에서는 소설의 

비인칭성이 서슐의 차원에서 드러나는 것융 살여용다 이어 “나우 

다리”에서는 카프카의 작용이 구현한 것이 ‘초월성’도 아니고 ‘내재 

성’도 아닌 ’중립’의 미학이었고， 그의 글쓰기가 ‘유대척 전용’옵 따 

르고 있다는 사실융 보여주고자 한다 

블랑쇼는 카프카의 일기와 단연， 장연 풍융 두루 살여보연서 무엇 

보다 문학 속에 당긴 카프카의 저항과 고뇌의 의이용 해석하.=1- 했 

다 삶과 문학융 분리시휠 수 없던 카프카의 딜레아와 거듭왼 좌절， 

끈질긴 추구용 부각시키연서， ‘작가의 운영’과 ‘작용의 요구’률 이혜 

하고， 그것이 ’글쓰기’의 흑연에서 어떻게 ‘새로운 양식의 추구’로 

나타냐는지에 관심융 집중한 것이다 진정한 예슐의 조건에 대한 탑 

색과 그러한 혹표룡 이용 수 없는 상황， 그렁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버리거나 타협할 수 없는 것， 그런 비타협이 환상이나 기만으로 떨 

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블랑쇼와 차프카의 공홍정이고 그툴 작용이 

지닌 진정성의 근거일 것이다 툴랑쇼가 카프카에 대혜 쓴 글을율 

보연 어느 때는 마치 자신에 대혜 말용 하고 있다는 생각이 을 정도 

이다 그렇다고 그 둘의 관계률 어떤 동일성의 관계로 환원시힐 수 

는 없지안， 분영 깅은 공감과 이블립이 있다는 것율 알 수 있다 그 

렇기에 블랑쇼의 카프카 혜석융 정리해 보는 일은 블랑쇼에 대한 이 

해를 심화시쳐주고， 카프카의 여러 모습 가운데 블랑쇼만이 보았던 

모융율 음미항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본 논문은 이련 필요와 관심 

5) 용앙&는 악용용 그것& 쓰는 자와 잉는 자 사이의 영련 내잉생이 되어 상호혀인 

논쟁으료 칙명하재 영져지는 ‘풍긴P이 원 예 비g소 싹용이 핀다고 한다 그 동긴 
은 혼<1 ‘'!I' • ’"fW' 흥의 엉태료 시유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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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블랑쇼의 카 .... 카 혜석이 지닌 의의와 성격율 규영때보고자 한다 

n 본론 

l 축음의 권리와 가프카의 글쓰기 

1) 문학과축용의 권리 

블랑쇼는 인간은 축옴용 셰어하거나 아왜힐 수 없다고 한다 어떤 

인간도 자기 축옴에 입회힐 수 없고 타인의 축용융 지켜융 수 있어 

도 자기 체험으로 만률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항 얘， 축용운 온질적 

으로 ‘가능성’이 아닌 ’용가능성’')으로 쩨헝될 문이라는 것이다 여 

기서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은 문학이 ‘축음’과 맺는 판셰이다 문학 

과 죽옹은 일상의 척도와 질서흩 견혹시키는 꽁용갱융 지닌다 이와 

같은 전복이 이뤄진 문학의 용간에서는 더 이상 지배의 육구용 지난 

’ t.f'라는 주체가 문쩨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라고 양할 힘을 

잃어버린 목소리가 부각원다 그에 따라 문학의 공간에서는 혹응은 

혹정인의 쭉음으로 전유왼 형태가 아니라 ‘비인칭척이고 익영객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드러난다 

그런예， 블랑쇼의 강수성에서 페인갱생’은 부쟁쩍인 륙성융 지니 

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문학 공간 속얘셔 역설척 의미의 ‘자유’와 

새로운 판계 형식융 발견하게 해주는 힘이 되기도 한다 이인챙적 

6) 훌리히 하셰， 생리엉 랴쳐 지용 '5'.리스 g랑쇼 갱R에 다가가，1， 씩영석 &깅 

옐의‘ 2001 , p. 107 “하이얘거애깨 가농성용 언혼재 ""''''호서외 인간의 a성& 
가리잉 얘 자주 사용되는 압이아 인간은 스스흐 자기 상융 안흩어 나강 가놓생， 
초엄의 가놓껑으호 싱흔앙아 g앙쇼는 쭉어긴다는 것온 이 기농성에 g앙되지 않 

는다1 주정하고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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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슐에서 작가는 자신이 작용융 지배하고 소유한다는 의식융 지니 

지 못한다 비인칭적 서슐은 작가 자신의 주판이 아니라 작용 자체 

의 요구와 본질에 집충하게 되기 때문이다 작품의 융직잉이 깅어질 

수혹 글쓰기의 비인칭성이 부각되는 것도 작가가 자신의 자연객 특 

성율 버리고 ‘작풍의 요구’용 따라 지워지는 존재가 되기 때문일 것 

이다 그렇기 때문에 용랑쇼는 작가란 “그툴 살게 내버려두지도 않 

고 죽게 하지도 않는 비인칭객 힘의 액이가 된 것"n융 느끼연서 글 

율 쓴다고 했다 글융 쓰는 사람은 작용융 자기 방어의 수단으로 상 

을 수 없고， 요히려 작품올 위해 회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작 

풍의 요구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플랑쇼는 카프카의 작풍에서 ‘비인칭의 서슐’8)의 분명한 예용 찾 

아내고， 그것이 ‘글올 쓰는 나’의 내연에서 거리훌 '1!-들어낸다고 본 

다 이것은 작가가 작용의 서슐융 전지격으로 통제하거나 자기 주관 

에 잉치시키지 않은 철과이다 이흘태연 언어을 애깨로 냐의 불행올 

알항 때， “나는 왈행하다Je su“ %싸ψod'라고 말하는 것은 그 용행 

에 너무 일확되어 오히려 용챙의 진정성융 감소시킨다고 하연서， 오 

히려 ”그는 율행하다 n est πtalheureux . "라고 알을 함으로써 비로소 

언어는 그 자체로 실현되는 불행의 세계용 진정으로 그려 보일 수 

있다고 강조'1한다 이러한 ‘거리’는 작가가 자신의 이야기에 깅이 

관여할수혹 더 심화된다 그리고 이러한 비인칭의 서슐로 인해서 카 

프카는 “자기 자신에 대한 판창에서 즙더 차원 농은 판창， 다른 세 

계， 자유의 세계로 향하게 하는 관창del’observation 야 soi-même ( ... ) 

å une ob잊rvation pl야 hau야 ,=1‘autre monde, oeIui de Ia liberté"10)로 

7) Maurice BIanφ<X. μ Pm φfι G에.imard， 1949, p. 327. (이하 PRI고 g 
기언아) 

8) PF, 1'.29 
9) PF, p.29 

10) Ma띠ice BIa.ncbot, L'EJpaa liltmure, G때imard， 1955, p. 86. (이하 EL이라l 
M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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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겨 갈수 있었다고본다 

그렇다연 카프카의 작용에서 이러한 비인칭껴 서숭아 두드러진 

것은 우슨 까닭일까? 우리는 그것이 ’실종’의 체협에 대한 카프카의 

인식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카프차의 작품 r사냥꾼 그라쿠스j 

에서 그라쿠스가 놓인 존재 상황은 그 두드러진 예라고 할 수 있다 

검은 숲에서 사냥을 하다가 갤역에서 추락한 그라쿠스는 축음의 배 

에 융랐으나 그 배가 영원히 떠도는 바랍에 상에도 축옹에도 속하지 

못한 상태이다 죽었으면서도 어느 정도 살아있는 그라쿠스는 상에 

서 쭉음으로 이어지는 선척인 차원의 시간의 바깡에 놓인 존재로서 

표류하는 것이다 카프카는 이와 같이 살아있다고도 죽었다고도 항 

수 없는 상태로 여도는 그리1-1'-스의 상태흘 우리들 설존의 의미로 드 

러낸 것이다 상과 축응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채 중간 영역올 

표류하는 존재의 상태는 실존의 률확정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올 드 

러낸다고 항 수 있다 이련 자원의 실혼의 인식은 그만큼 대상화하 

기 어렵지안， 또 한연으로 보연 삶과 죽음이라는 이분법적 대립의 

한갱원 용융 벗어냐는 힘을 지닐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카프카의 실존 체헝은 자신아 저한 존재 상황으로 

인혜 더욱 심화된다 카프카에게 ‘글쓰기’는 살아가는 방연이나 여흉 

이 아니라 삶율 완션히 소진시키는 행위였다 흘항쇼는 카프카에게 

글융 쓰는 행위의 기원은 “진정한 절망 " ηai désespoir" 11)이었다고 

11) EL. p. 63 흥미로용 것용 을쓰기용 저자의 얘엉이나 정셔효 양앤하는 것애 대에 
당효한 거부융 요하던 용캉쇼가 카프카의 혜색에셔는 영기와 얻지 용， 카프카의 
앙의 연련이 당긴 잉짜 지"-올용 대상으료 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혜서 
용링쇼는 다용과 강이 이유흩 앙히요 었다 “잉기는 1910년애서 1923인 사이 ' l 
프'l에져 충요한 오든 것융 당고 있다 이것용 ‘일，，'일 톨안 아니라 풍시애 
증융 쓴다는 예앵의 응직입 자셰이기도 하다 을& 쓰는 애영의 시작에 가장 가 

tt.TI.. "l묘카가 융융 쓴다는 양에 부여했엉 가장 용집적인 의이로서의 긍융 쓴다 
는 재앵， 그 자셰익 효용이기도 안 것이다 그의 영기는 이런 각도에셔 잉혀지고 

상여져야앙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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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카프카의 절망은 모든 것에서 둥올 돌리게 되는 절망이고， 문 

학적인 영쟁과 구원에 대한 불안이 겹쳐 복합적인 성칙을 지닌다 

그의 문화에는 이러한 절망과 불안이 사라지지 않고 표현된다 그라 

고 이런 절망이 깅어졌을 때 그는 자신이 약속의 땅에서 유배땅한 

존재로서 ‘다른 서 *에 속했다는 인식에 이르게 된다 카프카는 여 

기에 살연서 언셰냐 안갱과 소속감올 느낄 수 없는 자신율 의식하면 

서 자신이 “이미 다른 세계의 시인je suis d더 à ciroyen en cet autre 

monde" 12)이고， 그 세계에서조차 가장 작고 불안한 존재라는 쩡망에 

가까운 괴로용을 토로한다 

그런데 우리는 카프카가 그런 실존의 제협올 단순한 절망으로 받 

아툴이지 않고 새로운 실존의 차원으로 만든 것올 보아야 한다 “카 

프카의 모든 작용운 부정옵 흥해 획득되는 긍갱의 추구"13)라고 하 

연서 그의 세계가 회망과 고홍이 공존하는 우한하게 열린 세계라고 

한다 카프카는 이러한 세계의 공포와 올안， 거기에서 소외되어 가 

는 개인의 고독과 고용올 누구보다 예인하게 인식했고， 그에 맞는 

새로운 표현올 당색혔다 그령기 때문에 그에게는 근봉척으로 용병 

료하고 율투영한 익영성을 띠는 비인칭적 서울이 오히려 적합한 것 

이 될 수 있다 융흔 카프카 작용의 서슐 형태를 블랑쇼가 말한 ‘비 

인칭’의 서슐로 단정지융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카프카의 

경우에 l인칭 형식으로 글융 쓰는 정우에도 l인칭 형식에 대한 전 

흥적 기대와 전혀 다르게 볼일치와 이질성을 보여췄다는 견해씨나 

12) Joumal de Kalka da“ du 28 janvier 1922, ibUl., p. 79 카프카가 온 세예는 
“사무싱， 아어지 또는 아내리운 션영 충애셔 그얘그예 앵연에 따라 야뀌지인 언 
재냐 쓰는 것과 대업외는 것 으호， 가표카는 그 셰찌의 요구용 안용시키고자 우 

진 노혁었다고 한다 이러한 카프카의 노쩍과 고뇌률 안송<1 성격 우능력이나 아 

어지 륨융핵스효 성영하는 것온 장옷이.i!， 자라리 지욕한 기용 상망으호 카프 
?냉 피용댔언 새셰 용용엑스1호 이얘에야 안다 한라우스 아겐야하 지용카프 

카 표라<，의 이영'tlJ 션영얘 옹김 안깅사 2α)6， p. 206 
13) PF,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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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칭형’과 ‘장갱척인 일인칭형’의 적절한 연용융 카프카 특유의 

서슐형태로 보는 견해l잉 전부가 판융객 시선에서 벗어냐 실존의 위 

기율 새용제 초명한 카프카 문학의 혁신성융 강초한 것이라는 점에 

서는 모두 같은 방향의 인식율 보여춘다고 할 수 있다 

2) 차프'1--오르에우스 문학객 투쟁 

문학의 공간이 죽응의 의미를 설현하고 체험~f는 공간이라고 할 

때1 이 공간의 핵심 제험은 ‘오르에우스 제헝’이다 오르째우스의 신 

화는 ‘노래의 힘’으로 살아있는 자가 갈 수 없는 ‘밥-지~f'세계로 길 

수 있었다는 정에서 ‘문학의 힘’을 보여준다 그런데， 블랑쇼가 “글 

쓰기는 오르왜우스의 시선과 더볼어 시작된다 E미" ∞mmence avec 

le re엉，d d’Orphée. "16)라고 할 때， 이 시선의 의이올 어떻게 생각뼈 

야 힐까? 우리가 이 질문융 던지는 것은 여기에 오르에우스 신화에 

대한 블랑쇼의 새로운 해석이 당겨있기 때문이다 그는 오르에우스 

의 시선융 부주의한 방싱이자 설때로 규정하는 일반척인 해석과 다 

르게 ， 오르에우스의 가장 중요한 ‘결단으로 이해한다 오르때우스는 

유리디스흘 돌아보지 않아야 한다는 금지툴 충실하게 따르려고 하 

지만， 금지의 위반이 오히려 충실항의 g지가 될 수 있용 때는 긍지 

를 따르지 않는다 그 결과 위반적인 시선이 아니었다연 i절E 올 수 

없었던 것 유리디스’률 보게 된다 따라서 율아보는 그 한 순간은 

‘상실의 순간’이자 작용이 가장 강혈하게 자기를 ‘실현하는 순갇이 

14) 깅태횡 지& ’이호의 구조 - 카프카소성에서의 쳐F아와 야져" 양용 21m. P 
18-26 장￡ 서슐'H능 자아가 주인용 자야의 내혀 정명융 견당에충 것이라는 전 
용혀 과녕용 따피하연서 혹자는 ‘나’로 지칭외는 주인공의 시정이 아니라 ‘그’로 

지쟁되는 인융의 시갱훌 휘하쩌 원다 
15) 안진대 져용카프카<''1.혼j 영련액융， 2007, p. 103 
16) EL, p.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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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다 이와 같이 시선의 ‘위반적인 성칙’에 주목해 볼 때， ‘오르 

매우스작가는 불가능한 것융 원히는 자이다 그혈 수 없는 것을 앙연 

서도 ‘작용이 다가오는 신비로운 지정‘율 포악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밤 속의 방， 어둠 자세를 용잡고자 하는 오르예우스의 

충동은 작가가 운영처럼 안고 가는 영갱이라고 항 수 있다 여기에 

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작용은 글쓰기라는 문제률 대연한 작가의 

노력과 투쟁이 드러냐는 장소라는 사실이다 툴랑쇼가 차프카의 해 

석을 흥해 주옥하는 것도 그의 문화적 ’투쟁‘。l었다 카프차는 자신 

의 유일한 열앙과 소영이 문화인예， 자기 상의 조건이 이에 적합하 

지 않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고뇌했다 그럽에도 그는 자신의 삶을 

오롯이 문학에 바지끄 싶어 했고， 이것만이 본질적 가치라는 사실융 

거듭밝힌다 

상판었다 나는 이 모든 비장에 거의 무강각하고， 어느 때보다 단호하 

다 그 무엇에도 용구하고， 어떤 희생용 치르고라도 글융 졸 것이다 그 

것은 생존융 위한 나의 후쟁이다 

N'importe. Je suis peu touché par toU[e cette misère e‘ plus rδ。1u

que jamais ... J 'écriraî en dépit de tout, à tout prix : c’est mon combat 

pour la survie.m 

블랑쇼가 카프카의 일기에 가치를 둔 까당도 나날의 삶에서 드러 

나는 카프카의 견해와 글쓰기를 향한 열정올 확인항 수 있었기 때문 

이다 ‘열정’은 어떤 상황에서도 글쓰기에 올두하고자 했던 카프차의 

성천으로 ‘소영 vocation 1 8)’이 된다 오르매우스가 앙의 핵심에 이르 

기 위해서는 이미 ‘노래의 힘’이라는 예슐적 역량융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처럽1 언제나 ‘실천글쓰기’가 중요하다 ”글옳 쓰기 위해서 

17) Joum이 de Kalb dalt du 31 ju띠et 1914, EL, p. 72 
18) ibiι p. 69. "Mon unique aspiration et mon νlique vocation ... es1 1a Iitté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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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미 글올 쓰고 있어야 한다 Pour ‘미~. iI fa띠 déjå écrin:"’')는 

용랑쇼의 말처럼， 카프카의 후쟁 역시 글쓰기용 용혜 이루어지는， 

작가로서의 투쟁이다 그것은 물러설 웃이 없다는 욕연에서 사뭇 비 

장하다고 합 안한 후쟁이었다 

사실 결국앤 사지가 찢겨 축은 채 영원히 노래훌 하는 오르떼우 

스가 형상화하는 예슐가의 모슐이 축응융 갱륙하고 입상의 행욕애 

안칙한 것은 아날 것이다 문학이 단지 이성적인 명온함 속얘서 지 

배려융 확보하게 혜주는 것이라연 그 때의 문학응 성공의 수단에 지 

나지 않는 것이고， 문학이 수단이 되는 것은 카프카에게도 을항쇼얘 

게도 용납되지 않는 입이었다 그들에게 운학은 삶의 어톰과 고뇌툴 

모색하고 그와 친교용 맺은 채 세상의 잡다한 요구에 맞서 나가는 

루쟁이다 그 투쟁은 송때가 충요하지는 않으나 옥표20)는 분영하다 

카프카의 후쟁은 결국 세계의 억앙을 제거시켜 ‘자유융 영기 위한 

쭈쟁‘이었다 우리는 그가 구한 ‘자유’가 새로율 수 있는 까당융 그 

의 ‘문학적 투쟁 양식의 새로용’과 그가 옳고 냐가고자 한 세계의 새 

로융， ‘바짱의 우게와 고용융 그대로 안고 가고자 했언， ‘또 다릉 세 

계’의 발견에서 동시에 확인한다 새로웅운 기존의 완고한 엉칙얘 

안주하는 것으로는 결코 구해질 수 없는 것이고， 허위의식이 질서가 

되어버린 세계에 승용하는 갱신으로는 거짓왼 증거용융 주는 것 이 

상의 문학。l 훨 수 없기 때문이다 

19) ibι‘ p. 234 
20) ibid, P" 82 “ .，띠 fa.J.J.a il lutter sans cesse pour “~ de ce dehors un autre 

”“‘Ie et de cette emur Ie PrirICiPe, l'’"origine d 'une Iibertf nouvd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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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학의 공간과 카프카의 글쓰기 

1) 중심의 상실과 ‘도당용가능성-혜1엠’ 

어두운 실존의 체험과 글쓰기용 흉한 투쟁은 어다에도 '1'리용 내 

혈 수 었다는 감정융 일으힐 것이다 그것은 작용애서도 마잔가지이 

다 ‘작용문화의 공간은 상상의 장소로서 지속성올 가지연서도 고 

정왼 형태툴 가지지 않고 ‘용직입’으로 지속하는 역셜융 지닌다 블 

랑쇼는 현대 문학이 새용게 포학한 말융 ”고독과 유배의 말， 극단의 

양， 중심융 거세당한 말， 사항융 잉음으로써 비인갱척인 합"21)이라 

고 한다 그것은 개별객 알률의 륙성이기도 하지만 문학 공간 자체 

의 륙성이라고 항 수 있융 것이다 고갱왼 중심이 없는 원， 그 컬과 

주목하게 되는 것이 “충싱융 박웰당한 。JAJ'하고 뜨거운 바퀴 I'é

trange roue ardente privét de ∞1trt"22)의 웅직임이다 이 바퀴의 용직 

잉융 지속시키는 것은 반육의 고용 속에서 엉추지 않고 스스로 나아 

갑일 것이다 따라서 이련 용간의 여갱은 직선이 아니라 ‘우회’‘ 목 

요용 향한 나아강이 아니라 ‘예앵’이 필 것이다 

용랑쇼가 카프카 작용융 논하연서 언급하는 ‘사막’23)의 공간이 바 

21) Maurice BJanchot μ lim à ‘’ι G외ψnard， 1959, p. 249. (야하 L~ 11.71 

힌이) 
22) Maurice 81ω엄lOI ， LMlmint 싸’‘ G.tψnard， 1969, p. 566. (이하 En.ε g기 

안이) 

23) E，ι p. 82 , 카E꺼기 ‘다용 세1외 시민 이랴고 g훌 에 이것용 ’용학에"와 판연 

생이 입고.~히 가나안에서 유얘되어 사약을 예예는 것에 '1유핑다 ’‘암쇼는 
카프카에깨 이 ’다용 셰예’와 1잉앙외 g예는 ‘시악’과 ‘정야딩 g외 판셰와 강다 

고 언다 "".p。이 '"κι ~ aclu du r’‘:mde veul dîrc exclu dt: 0w1삐.n， er. 
rer dans Ie désen, et C't'S1 o:tte situation qui rend sa lu tte pathetiquc et son 

n야，= """야"'. ∞.mme si, jeté hors du mondC 이와 감이 카"'1의 ‘상 
싹용 전세톨 추망딩 en exclu‘ 상태호 보;iI， 그것이 지닌 자@생* 상죠하농 젓 

옹 톨앙쇼와 아타이유의 용용원 인식이다 Georges BataiIlt, Katb. La littá. 
ature et Ie mal α-= """"ιa κ G피ψn‘ud. 1979, 앙3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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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와 강은 의미홉 지닌 작가의 거처이마 그리고 이런 사실은 카 

프카 자신의 고액 혹에서 절실하게 드러난다 ”나는 가나안 바껄에 

셔 혜얘었다 죠금 더 가나안에 머무툴 것인가 생각"f는 사이， 이 

미 오래정부터 냐는 사악 혹에 와있는 것이다 "24) 사막은 글쓰기가 

만융어낸 공간의 다른 이용이다 물리척 의미의 꽁간이 아닌 탓에 

지표가 없고 그 안의 컬옹은 연째나 반복과 실수용 거듭하게 헝 것 

이다 블랑쇼는 이러한 반혹과 오류의 웅직임융 ‘혜앵"'"’이랴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강온 혜뱀용 용해 영융 수 있는 그 냐용의 진갱 

생이 있고， 이것율 갱주의 진리로 축소시켜서는 안 왼다 에맹의 진 

갱성은 한 었아 전개되는 용직임 속에서 생성의 시도용 엄추지 않은 

채 자기 안의 무력합율 역랑으로 전환시키는 힘이 됨 것이다 그 결 

과 혜맹은 모든 단일화의 시도홉 거부한 채 ‘중심율 벗어난 이활。l 

연셔 ’길 없는 길융 가는 당구’가 된다 

율랑쇼는 ”운학옹 용행에 대한 의식"25)이라고 하연서 거기에 카 

프카 작풍의 의의가 있다고 한다 카프카의 글쓰기는 자신의 왈행얘 

대한 보상 행위도 아니고 진리의 묘사도 아니연서 고뇌 자쩨로 존재 

하며 의미용 지닌다 카a카 역시 인간의 상이 왈완전하고， 그 왈완 

전항은 그 자체로 의이일 훈 다른 어떤 순간으로 대체되어야 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거기에 다른 목g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우 

리가 인간이기에 그렇다는 인식이 오히려 새륭다 

그(요셰)가 축기 바로 션냥에야 약육의 땅융 용 수 있었다는 사실은 

밍올 수가 엉다 이언 이지악 죠앙은 인간의 앙이 어느 갱도까지 g완션 

한 한 순ζM 지냐지 않는 것인지률 보여춘다 이런 종휴의 상(약숙원 땅 

애 대한 기다링)은 그것이 우한하깨 껴속왼다고 하더라도 그 령과로 엉 

어지는 것옹 한 출간잉 g 형E 다흔 것이 있을 4 었기 예뭉이다 모에 

24) }，ωnW d< ""'" 여~ du 28 ja.nvîπ 19:갱， ìhid., p. 80 
25) íbid. , 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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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나。안l 도악하지 뭇한 것은 그의 생얘가 너우 영았기 때문이 아니 

라 그의 상이 인간의 상이었기 예문이다 

( ... 1 le fait qu ’il ne doit voir la Terre promise qu’å la veille de sa 

mort n'est p잉 。"Oyable. Cette suprême 야쩌Jecttve ne saura.s t aVOlr 

d’autre s(π1$ que celui de repr영enter à quel point la humaine n’'" 
qu ’un instant incomplet, parce que ce 양nre de vie (1’attente de la 

Terre promise) p。‘"'"‘ durer indéfiniment sans qu’ il en 에sul tât ja 
mais autre chose qu'un instant Ce n'est pas parce que sa vie fut trop 

brève que Moïse n’atteint pas Chanaan, mιs parce que c’a외t une vie 

humaine.2이 

카EC카와 같은 작가에게 운학은 사막올 떠도는 걸읍과 같은 것이 

다 세상 속에 군링하는 가치와 결별한 채 문학에 활기를 부여해주 

는 기이한 고뇌 속에서 방황하는 것이다 거기에 진랴의 추구나 정 

주와 같은 궁극의 옥표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저 혜매고 당색하는 

그 자체가 문화 고유의 가능성이 된다 그의 작용의 주인공 역시 대 

개 정착항 공조않 갖지 뭇한 채 떠톨거내사냥꾼 그라쿠스， 성) 마땅 

히 있옹 공간에서 배제당하고 소외릉 겪는다(연신) 그들은 너무 많 

이 검거나 아예 걸융 수가 없다 너무 많이 곁으연서 혜옐 뿐 어디 

에도 도달하지 옷하고， 아예 결융 수가 없어서 시작초차 옷~I는 상 

태인 것이다 가혹한 현실을 흥해서 자기 처지릅 확인하게 되고， 방 

황 속에서 오류의 방향으로 나아간다 툴랑쇼는 오히려 그러한 ‘어 

응오류’의 방힘융 거스르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희망이 될 수 있다 

고 강조한다 그렇게 혜애는 동안 겪는 고흥과 소외톨 인간적 상황 

으로 받아툴이연서 상과 문학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 고용스런 자각이겠으나 세속의 작은 안일을 

로 자신이 세상의 인간으로 잘 살고 있다고 잉게 하는 ”거짓원 위안 

26) Joum잉 de K.afka daι du 19 octobrc 1921 , Ge。멍)$ BataiUι op.CÎt. , p. 272에 
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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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 분산 dissiper les ∞"이ations trompeuses"27)시켜준다 문학의 창원 

힘은그런 자각애 있다 

2) ‘또 다른 방과 동물의 웅직임 

충심율 잃어버린 공간에서 혜매는 동안 역설적으로 문학의 진실 

융 만나게 되는 것처럽， 사유는 어떤 진실의 조영도 비추지 않는 ‘또 

다른 방l’'""' 씨"’28)에서 길융 앓고 맹돈다 블랑쇼가 알하는 ‘또 

다른 밤1은 낮의 갱당화률 위혜 낮파 연결왼 망， 칭륙과 휴식의 밤이 

아니다 아 밤은 보용의 시간 기준에서 벗어난 차원의 시간이라고 

항 수 있다 ‘또 다른 방은 장을지 뭇하여 깨어있는 훌연의 방.29)으 

로 드러난다 노동과 정복의 시간을 표상하는 ‘낮’융 위해 존재하고 

그에 뒤이어 찾아오는 ‘최초의 양에는 휴식과 망각이 있지만， ’또 

다른 밤’에는 휴식율 오르는 기억이 있융 문이다 잠들지 웃해 깨어 

있으연서 듣게 되는 내일한 방의 소리， 그 소리에 귀흘 기율이는 자 

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존재의 충현융 예강한다 블랑쇼는 이 

러한 체험율 용해 문학이 세상 뒤의 세상융 열어출 수 있다고 생각 

한다 

블량쇼는 카프카의 작용 r굴 Le tm1nJ의 동울의 용직임융 환기시 

키연서 그 동울의 옹짓이 바로 방융 ‘또 다른 방으호 열어 놓는 것 

이고， 곧 작가의 일이라는 암시를 한다 그 동물이 일하는 소리율 을 

올 수 있는 때가 바로 ‘또 다른 방이다 “굴이 바곁에 견고하재 탕 

27) EL, p. 94 
28) EL, p 경2. 1용항쇼는 휴식과 위안 속에셔 상냥하깨 우리톨 용어주는 최초의 방 

과 다흐>1， ‘또 다용 양옹 우리톨 위에 자신융 영지 않기 예용에 우리는 언셰나 

‘야f에 어용깨 원다고 한다 
29) Maurioe Blanchot, L 'kπ"'" 이‘ &∞，，"， 。ιlimard， 1980, p. 83.(이하 ED효 g 

기얻다 ) 용랑쇼는 판경핀 용융 제시하지 않는 카프카의 작홈 r성」용 g연의 대 
요객인이야기호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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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있는 것쳐렁 보앨수혹， 우리가 바찔얘 감금훨 위험과 층구가 없이 

위험에 노충월 위험은 더 커진다 완벽하게 예쇄격인 내잉생이 모든 

위협융 피한 것처럽 보일 때， 그때 내일성은 위협적인 낯엉이 되어 

위혐의 온질융 얄련다 "30) 카프카의 작용 r굴j융 단순히 아늑하고 

안션한 보호 공간으로 이해하지 않고 예쇄될 위험이 따르는 내일성 

융 강조하는 것이다 공간이 예쇄쩍일수록 위형은 오히려 커지고 완 

벽한 방어율 구축한 경우애 정작 탈출구훌 찾지 뭇양 위헝이 따른다 

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위험에 대한 추옥이 개방의 뀔요생융 낳는 

것이다 

그련데 카프카 작용애서 대깨의 동뭉의 존재가 실존의 수치와 고 

독융 드러내던 것('연신J)과 닿리， 여기서 똥을의 용직입은 실존의 

우재애 짓눌린 상태냐 두려용에 빠진 오융이 아니라는 껑이 새용다 

’굴’융 파는 동물은 그져 힐 수 ~는 일율 하겠다는 태도로 유연하고 

자기 주도적인 웅직임융 드러낸다 가여운 왕기마저 느껴지는 용툴 

의 용직임은 단순한 용안이나 공포와 다른 행동이다 우리는 여기애 

서 용융의 융칙잉이 융땅쇼가 생각하는 글쓰기의 용칙잉과 홈사하 

다는 사실율 이해한다 자기 존재용 지키기 위해 ‘풍융 파고툴지만， 

그것융 예쇄된 공간이 아닌 영련 공간으로 안들어 용구융 안률려고 

노력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또 다른 양애 째어있는 용율이 하는 일 

용 구엉융 파고 홉융 운안"1는 것 강은 이세한 일이지안， 뭉없는 반 

혹 숙애서 지속되는 엉이라는 정애서 그형다 그것은 광녕객인 힘이 

아니라 제 몽융 융칙이는 어두운 역량31)이고， 끝없는 동작으로 이어 

30) EL, p. 221 
31) 생 을혀즈 지용， 디양"'" 혀m갱， 션승억 &깅， 풍운션， 200'‘ p. 81-101 양조. 
이와 강용 률캉"'-의 얘석얘셔 용 더 파강하게 냐가 &양의 내째성 i- 강조하는 
것이 률외즈의 카프카 얘석이다 흩외즈는 ‘용용 의'1'융 다후는 ，)프카의 암연 

쇼성에서는 ’영주’가 운세임얘 이것용 획의식이나 우혀융파 구녕핀다고 @다 카 
프카가 사회혀 표상에서 언g 앵위외 에씨홈흩 추훌힌 후 용에잉 생칙에 용요 있 

었다끄 얘석하는 것이이 앙쭈‘는 안융한 여앵이나 용혀입이 아니라 를악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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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그러으로 그 흉물은 영원히 그곳에서 일하게 될 것이고， 자신 

융 향해 다가오는 존재률 안냐게 될 것이다 그 순간에 그렇게 찾아 

오는 존재는 바로 ‘타자가 원 자신’인예， 플랑쇼는 이 동풀이 갱작 

자기를 찾아오는 자기 자신융 알아보지는 뭇항 것이라고 부연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또 다른 밤’이 풍고 있는 ‘타자성’(또 다른 앙은 언 

제나 타자이다 L’autre nuit est toujours l'autre .J2))율 확인한다 ‘글융 

쓰는 냐굴융 I냐는 동울’은 나날의 상을 살아가면서 공동체의 의우 

올 충실하게 살아가는 ’나’와는 같지만 다른 차원의 존채이다 ‘또 

다른 방의 소리툴 듣는 자는 자신에게 타인이 된 존재로서， 끝없는 

방황 속에서 자기 자신과 열어진다 여기에는 ’또 다른 밤J에 다가간 

사램작가똥 이이 원래의 자신에서 얼어진 존재라는 앙시가 들어있 

다 글옵 쓰는 자는 그렇게 방팡하는 자가 되어 밤의 가장 깅은 내 

엘성올 향혜 가고자 애쓸 것이기 때문이다 

3 재난의 글쓰기와 카프카 작용의 미완성성 

1) 재난의 의의와 유대인적 정쩨성 

블랑쇼에게 ‘재난di=m’은 훌로코스트라는 ‘역사척인 사건’융 뭇 

하는 것이자 ’인간의 조건’융 가리키는 말이다 훌로코스트의 체험에 

서는 강압적인 질서 아래 축옹이 체계적으로 행혜지고 삶이 오히려 

우연성융 지니재 원다 서구 문명에서 이러한 ‘재난의 혜헝’은 신의 

죽용이 선언된 이후 인간성마저 말살된 사실용 뼈아프게 확인한 사 

건이다 그 창혹한 따괴의 양상은 주체의 체협으로 수용휠 수도 없 

고 객판회될 수도 없는 한계예헝으로 드러난다 블랑쇼가 ‘재난j에 

이지의 것융 갱육히는 성칙융 지닌 얘반의 역랑이교 글쓰기는 'f호 이러한 g주 

션융 그리는 업이라고 한다 

32) EL, p_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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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사유흘 흥해 계기하는 질문은 언저 이련 가혹한 축용과 재난이 

라고 이릅용일 정도의 한계제협얘서 글쓰기가 어떻게 가능한지의 

문제이다 그것은 글쓰기와 ‘수통성’이 맺는 판계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블랑쇼는 글쓰기와 수동생은 을 다 무한한 반복과 인내 속에 

서 “지워집 l’df.∞me，‘"33)융 전체로 하기 때문에 우엇보다 ‘권력의 

박당과 ‘동일성의 상실’의 운제와 연절된다고 한다 여기서 수풍성 

은 단순히 능홍성에 대립되는 개녕이 아니라 자신의 힘용 벗어난 

1낯엉’을 대하는 감정이다 。l와 같이 재난의 사유는 우리가 타자적 

존재와 우판하지 않고， 그에 대한 책임 속에서 나를 벗어나게 되연 

지배의 판계블 벗어난 일도가 생겨난다는 것을 깨달고 이에 대혜서 

문화척 수용을 시도한다 

을랑쇼는 카프카의 문학적 투쟁융 앞서 살여온 ’수동성’에 기반올 

둔 것이라고 이해한다 카프카의 문학적 투쟁은 글쓰기를 용해서 글 

쓰스가 자체에 대한 회의와 고뇌릉 드러냈다는 점에서 친숙하면서도 

낯선 형태의 투쟁이었다 그의 글쓰기는 우한한 인내 속에서 인과적 

사유와 관송융 벗어난 양상융 드러낸다 플랑쇼는 이와 갈이 인과율 

이 지배하는 기존의 사고용 벗어나서 새로운 서사률 추구했던 카프 

카에 주목했다 그렇기 때분에 카프카의 작용 r성j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해석에서 여러 주석가을이 ‘광기’훌 언급하는 것은 기이한 일 

이라고 한다 애초에 r성j의 주인공인 측량기사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합리적인 것과 판련이 없다는 갱에서 이성과 비이성의 대립 바 

깡에 있는"34) 인몰아기 때문이다 이성과 비이생의 대립 야껄어l 었 

다는 것은， 그의 존재률 이분엄격 구도 속에 두지 않겠다는 말로 용 

수 있다 다시 말해 측량기사는 애초 “존재들이 부재처렁 느껴지고 

우리가 웅켜현다고 생킥f하는 모든 것이 빠져나가버려는 곳，，，，"，， 

33) ED. p. 29 
34) ED, p.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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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blent absents, où [out ce qu’。n croit saisir se dér여，，"찌에 속한 존 

재인 것이다 이런 존재에게 가능성이란 게 었다연 오직 ‘방항의 가 

능성’훈이마 그는 두고 온 가족과 고향을 기억하지도 않은 채 집요 

한 고집 속에서 극단객인 방황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자이다 

그런데 이 ‘방향은 어떻게 카프카 작용 속에서 ‘의미’가 되는 것 

일까? 우리는 그 까닭을 ‘집요한 추구’와 ‘엉충 수 없는 모잭’ 때문 

이라고 생각한다 카프카 작용 속의 주인용에게 ‘추구’가 없었다면 

그 긴 혜댐도， 거듭되는 상황의 연척도， 궁극의 때배도 없었융 것이 

다 측량기사 K는 ‘절대 성’올 향혜 온 힘융 다혜 가고자 한다 그의 

툴안갱합과 변덕스러용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만큼은 집요하께 이어 

진다 다만 성급한 해절의 욕구라고 합 수 있는 “장융성 없음 l’un 

patience"36)으로 인뼈 ’절대’용， 꺼기에 도달하는 일을， 끊임없이 ‘부 

갱객인 힘’으로 대치하고 마는 것이다 이런 혜석을 용해서 우리는 

r성j의 측량기사의 모슐에 ‘오르매우스，작가’의 모습올 접쳐 놓을 수 

있다 옥량기사는 영확한 권리올 갖지 못한 이방인이기에 확고한 기 

반도 없이 떠올。}야 하는 쳐지이지만， 그 불안정성이 역설객으로 집 

요한 추구로 이어지는 것이다 절대응 향한 긴장으로 인해 차근차근 

단계릉 밟아갈 수 없는 것， 중간단계룡 소훌히 한 채 걸옴융 재촉하 

는 것， 그 속에서의 판단확오는 모두 ‘방항-오류’의 두드러진 형태들 

이다 그런데， 블랑쇼는 언제나 신충한 철쩨나 이생의 계산융 벗어 

난 ‘조바싱’이 ‘당구’의 비용한 연모임융 강조하연서 이런 ‘창을성 없 

음’을 ”뿌리깅은 인내의 핵심 le coeur de la profonde pati.얘ce"37)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한다 ‘장융성 없옹’은 “무한한 기다링과 정묵 1’" 

tente infinie, ’e silence"J8)이라는 극한의 수동성올 견딩으로써 바로소 

35) EL, p. 92 

36) ’‘'d., p. 9S 
31) EL, p. 232. 
38) ibi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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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 섭광édair pur"39)이 되어 치솟융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카프카의 인툴이 방황하는 까닿을 。1와 장이 혜석하는 것 

은， 카프카의 투쟁이 오직 ‘문학에 의한， 문학올 위한 투쟁’이라는 

사싱융 의식한 결과이고， 이것이 바로 용랑쇼가 강조하는 카프카의 

방식이고 개성이다 블랑쇼는 ‘생’올 ‘관료주의’라는 우월한 세계의 

상징이라는 식으로 환원시져 해석융 하는 것과 같은 것은 그저 섣부 

른 조바심이라고 한다 더율어 ‘성’아 마율의 초라한 집틀의 운집에 

불과하거냐 ‘를람이 책상 앞에 앉은 용뚱한 냥자에 불과하다는 식 

으로， 일상적이고 추한 이미지툴 찾아내는 일에 골올~I는 것은 오히 

려 ‘긍극의 옥요 절대 성’올 향한 접근융 파괴시키고 말 우려가 있다 

고 지적한다 이련 언급4이율 용해 우리는 플랑쇼의 카프카 해석이 

‘글쓰기’툴 절대화원 기준으로 하는 존재흔척 해석이라는 정작융 한 

다 사실 블항쇼는 ‘상징적 독서’를 볼신하고 반박하면서 그와 같은 

횡원주의적 혜석은 “결국 작용을 파괴"4])시킨다고 한다 상징적 독 

서는 수많은 주석들로 작용에 구영올 내연서， 우리의 시각올 작용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각용융 우리의 시각에 맞씩 변형시키기 때문이 

다 따라서 ‘상징적 독서’는 절국 “재현의 복잡한 가능성 une com 

plexe poss.ibilité de représcntation"42)에 어뭉게 된다 ‘재현’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제시’가 중요하다 를랑쇼가 강조하는 것져혐 진갱한 

문학은 단순한 회귀냐 수령의 웅직잉을 따라강 수 없다 문학의 진 

39) 뻐， 01것이 "1로 용랑쇼가 명하는 ‘영강inspiration’이기도 하다 그가 양'Iló 

‘영강은 ‘욕앙에 연경되고， 이 용양용 장율성 없융이라는 조바싱 속에서 아우 
것도 업려하지 않는 우판싱， 우영생과 하냐가 되는에 이 승간이 아호 영강의 솟 

아오용이다 그러냐 ‘장융생 었용’이 그저 조야싱애 어융 룬 ’더 진갱안 인내 로 
가지 옷한다연 긴 기다엄 융의 1극도의 긴장이 끝꽃으료 띠어냐는 송간영강융 

엉시 웃한다고한다 

40) il써， pp 창3느 

41) LV, p. 124 
42)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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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은， 카프카의 작용이 그런 것처협， “확산파 집중이라는 두 개의 

상반된 웅직임 deux mouvements conlJaires, "un d’expansion, I’autre de 

∞ncentrabon’껴3) 속에서 척혈한 힘으로 살아냥는 것에 있다 

한연으로， 블량쇼는 ‘재난의 제헝’이라고 이릉 용인 훌로코스트의 

제헝올 흥해 유대인으로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 성철한다 쭉음의 캠 

프에서 이용이 올려지는 끔찍한 체협올 겪은 유대인의 존재가 드러 

내는 ‘근온적인 타자생’을 환기시킨 것이다 “유대인이라}는 것 그것 

은 분산으로 갈 운영이다 être juif, c'est ξtre voué å la dispersion. "44) 

라는 말에는 유대인의 존재가 연상시키는 흘행과 할충의 의지가 함 

째 답겨있다 블랭쇼는 카프카의 글에서도 자유의 공간융 찾아 떠도 

는 ‘예맹’융 강조했고， 이젓이 ‘유대척 을쓰기 écriture j뼈aïq야’“)의 

전용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한다 방랑과 유배의 체협 속에서 ‘신’과 

의 절대적인 절함으로 유애의 고용융 극복하려는 열망율 풍은 ‘유대 

객 글쓰기’는 이러한 ‘비탄의 내일합J과 ‘무한한 추구’속에서 의미툴 

더해간다 유대척 글쓰기에서는 ‘신의 말씀의 권능’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에 성서의 ‘주해’가 주요한 비충융 차지한다 이와 강 

이 주석과 주석용 요가며 의미를 더해기는 유대적 글쓰기처험， 카프 

카의 작용 r성j의 주인공은 지치지 않는 ’연혁’ 속에서 “액이라는 

공얀’46)과 투쟁올 벌이는 것이다 

。l와 갈은 혜석을 용해 우리는 블랑쇼의 카프카 혜석이 다시 한 

번 ‘글쓰기’의 문제로 귀작되는 것용 확인하게 된다 사실 카'Ðl는 

흉로국스트 자체훌 혜헝한 것은 아니다 다만 스스로훌 ‘다른 세상 

의 시민’이라고 인석했던 카프카에게 그 ‘다른 세상j은 가나안이 아 

닌 ‘샤박의 진싱율 향해 다가가는 것으로서 ‘방황-문화’의 영역。l었 

43) LV, p. 124 
44) E/, p. 184 
45) ibid, p. 575-576 
4이 El, p. 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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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이미 살여보았다 그리고， ‘사악올 혜매는 가혹한 운영 문 

학의 세계가 단지 카프카 개인의 불운융 뭇하는 것에 어우는 것이 

아니라i 그의 유대인적 갱체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 

차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카프카의 글쓰기에서 드러나는 ’징요한 

추구’와 ‘개성적인 표현’의 근원에는 요핸 방황과 고용 속에서 박해 

를 받았던 유대인의 정서와 집단적 소외의 체험이 있는 것이다 그 

러나 우리는 카프카가 지었던 유대인적 정제성이 단순한 절망이나 

허우에 어우는 것이 아니고， ‘당출’의 길융 내춘 힘， 노마드적 진실 

이 휠 수 있다는 것에 주옥한다 블랑쇼 역시 유대인틀이 ‘출애굽’의 

제협율 용해 직연했던 방랑과 고홍의 체협이 역설적으로 ‘바깥j율 

향한 문학적 모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용 강조하고， 그러한 고홍의 

제험에 보존된 ’문학적 진실’을 발견한다 그것이 바로 블랑쇼가 카 

프카의 작용에서 발견한 ‘예언’적 생격의 언어이다 그는 “카프카가 

‘그렁에도 불구하고’라는 의미얀 독일어 -에 자신의 희망융 모 

두 걸었율 때， 카프카의 내부에서 알을 하는 것이 바로 예언적 희망 

이다 "47)라고 한다 ‘예언’은 A냉 자기 내연에 고였던 말이 아니라 

외부에서 내게 주어지는 것이기에 받아을이는 과정의 고용이 있다 

항의와 거부 속에서 버티다가 결국 ‘예언’올 방이을이는 것쳐렴， 카 

프카의 문화 언어에는 고용스런 방항의 혼척과 무게가 실혀 있다 

고톡한 실존파 고홍스런 세계 인식융 지녔던 카프카가 결국엔 ‘그렁 

에도 왈구하고1용 알했던 것은， 그렇게 ‘고홍’융 용고 냐갈 희망이 

필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 ‘희망은 안일한 타협이나 만족이 아니 

라 극한의 추구의 형태로 드러나야 했다 그것은 끝없이 되올이 되 

는 것 같으연서도 계속 새륭고， 영웬한 융직잉 속에서 의미를 확장 

시걱 나가는 ‘예언의 언어 글쓰기’라는 형태로 실현된다 카프카의 

글쓰기， 그것은 엉출 수 없고， 끝냉 수 없는， ‘문학적 투쟁’의 다릉 

47) LV, p. 11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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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이다 

2) 피로의 쩨험과 카프카 작용의 이완생성 

용랑쇼는 피로블 “제한왼 상에 대한 끝없는 갑갱"48)으로 이해하 

연서 피로는 생명력의 상실이고 ’존재의 그늘’과 장다고 한다 빛이 

있으연 그립자가 있듯이 존재가 있는 곳에 피로가 따른다고 이혜한 

것이다 이것은 ‘피로’가 혹갱한 형태의 우기력이냐 낙당이 아니라 

존재 자체의 의무와 무게에서 비옷왼 것이라는 사생융 방혀준다 혈 

랑쇼는 사회척인 액학에서 휴식융 요구하는 개인의 권리용 ‘피로’로 

이혜하연서， “피로는 용행 가운예 가장 대수용지 않은 왈행이며， 중 

립 가운데 가장 충립척이다 우리가 선택융 힐 수 있다연， 허영심 때 

문에 아무도 선택하지 않융 경험이다 "49)라고 말융 한다 그러나 피 

로는 선액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 우리의 존재융 홉수한 어떤 상태이다 

용랑쇼는 카프카 작용의 r성j의 주인꽁은 너무 띠로혜서 자신의 

쭉옹용 받아률이지 옷한 컬과， 끝나지 않는 지연융 연화시일 수 없 

다고 한다 r성j의 주인공은 거듭되는 성때 속에서도 기진액진항 때 

까지 셰숙 컬었기 때문이다 사실 그가 속한 공간응 ‘방양만이 가능 

한 풍간이고， 진갱한 의미의 휴식과 거리가 언 꿋이다 주인공응 

“마치 자기 역합에 너무 용두한 배우쳐엉 별다른 죠싱성이나 인내 

도 없이 이리저리 다니느라 지쳐 버린 것‘’50)이다 카프카의 작용 

r성」의 주인공애게 문제가 되는 ‘피로’용 이해하는 일은 작용에서 

그의 존재가 갖는 위상융 생각해용으로써 짐작힐 수 있다 주인공 

K는 마융애도 성애도 속하지 않고， 심지어 자기 자신애재마저 낯선 

존재로 그려지는예， 그것은 그가 자신과 친숙한 것툴과 결별한 채 

48) El., p. S56 
49) ibι ‘ xx. 
50) ibûl., p.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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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다른 까닭도 없이 그 마용에 나타난 자이기 때문이다 왈랑쇼는 

r생j의 도입부에서 K7f 마율로 남 도로로 이어지는 나무다리 le pont 

de bois’ 위에 서서 오래도륙 허공융 용시하는 장연에서 이미 책의 

충요한 륙생이 드러난다고 하연서， 그것이 초월성도 아니고 내재성 

도 아닌， 제 3의 세째에 속한 K의 존재 상횡올 암시한다고 한다 율 

랑쇼는 이와 같은 제 3의 존재상횡용 ‘중립의 설존’51)으로 왜석하는 

데， 우리는 여기에서 카.~카 혜석의 싱화가 이춰진다고 본다 안약 

K가 ‘아융’애 속한 사량이었다연 K는 상류충의 부당힘에 저항하는 

인톨로 그려갤 수 있고， ‘성’에 속한 사람이었다연 지상과 천상의 우 

한한 거리로 인해 고뇌하는 인융로 그려질 수 있율 것이다 어느 쪽 

이든， 이분엉적 대링의 한 측융 택한다연， 그의 성칙은 훨씬 운영하 

게 드러나고 소설 역시 용 더 논리적인 흐릅올 지니게 휠 수 있다 

그러냐 그는 어디에도 속하지 옷한 충립의 존재가 되어 무한히 방황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율랑쇼가 이련 ‘충립'52)의 개영을 

창안한 까탕이 그로써 새용제 영어가는 문화적 가능성융 발견했기 

때문이라고본다 

중엉온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닌 문학행워라고 힐 수 ~고， (당연얘) 

tf영， 강박1 의미의 시율라크료와 강용 의미용 뼈양시킨다 이치 문학의 

혹갱이 유령적인 존재에 있는 것져엉 

Neurre serail I'acte littéraire qui n'est ni d’affirmation ni de nég. 
ation et (en un premîer temps) libêre le sens ∞mme fantóme, han야e， 

51) 이 우용에서 융캉쇼는 아르프 료에르의 카프카 예석융 암이 강죠언다 이묘으 료 

에르는 r생j이 초엄성와 전혀 양현이 없고 내제적 역량& 구성안다고 안다 g캉 
쇼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초엄성과 내재성의 얘링 구￡률 넘어서는 세3외 세져， 

종딩’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다 ibid., pp. 568-581 
52) 어앤상으호는 ~，ωf 쪽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ni I'un 이 l 'a uttt'01각는 의 

미이다 그러나 이것용 악연한 용간이나 회며가 아니리 모든 지혀잉 밑용의 허약 

앙에 예한 예리한 의식의 안영으호 이에애야 언다 Christophc Bident, 7‘ ’
mmB of 1M MUln', 짜， 81，찌찌 Universlry of αlaware prtsι 2006,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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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띠acre de sens, conune 51 le propre de la littérarure étaît d'ξtre 

야"""허e ... 53) 

중링이 긍갱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라는 샤실은 연중법적 흉합이 

나 홉수툴 지향하지 않고， 양컵 불가능한 것들이 ‘공존’할 수 있다는 

의이이다 그런 공존과 병치 속에서 문학의 특성은 유령과 같은 것 

으로 된다 다시 말해 존재와 무의 한계에 위치한 유형처렴， ‘존재의 

틀’에서 갈라져 나오는 유령의 목소리54)처링， 문화은 어떤 고정원 

형태가 아닌 글쓰기의 웅직임 속에서 산출되는 ‘간칙 un mteπ때e'55) 

으로 지속된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이련 관점에서 카프카 작풍의 주인공들이 미래에 대한 어 

떤 전망도 없이 실패의 반북 속에서 불투명하게 끝올 맺는 것올 이 

해할 수 있다 블랑쇼는 카프카가 종중 소설의 절알을 제시하지 않 

는 까닭용 크게 두 가지로 설명56，한다 언저는 흔히 절정척인 진랴 

의 쳐 시처형 제공되는 경알아 사실은 그에 상웅할안한 권리나 싱존 

용 갖지 옷한다는 사실융 자각혔기 때운이다 하지만 더 핵심척인 

이유는 카프카가 자신도 모르는 샤이에 글을 쓰는 일이 ‘중단 없는 

" incessa，nt'것에 자신용 내맡기는 것이라는 ‘글쓰기의 요구’에 빠져들 

었기 때문이다 글쓰기는 존재 자제로 의미툴 지니기에 어떤 정당화 

가 띨요 없고， 작가는 이미 글융 쓰기 전의 자기와는 다른 존재가 

53) E1, p. 448 
54) 톨링쇼는 싹가는 작용융 위얘 자신융 희생한 채 작용의 우픔이 용영'Hε ‘1/'>)있 
는 엔자리.， ω 이de et aniJrU! 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 작가는 써상 ')'1/으로 영 

어져 나가 상상의 용간에서 상야기는 사압으효1 영원히 종재와 우 샤이융 여도는 

유령률이 용고 지나간 융연한 존째이기 얘문이다 Lκ p. 293-294 
55) EI, p. 99 중엉옹 당순한 부갱이 아니라 언제나 자이애 영려있}!， 이와 강은 의 

이의 깨양성과 완연히}여 이때빼야 한다 " i1 '1 a un intervalle qui oe serait nì dt: 

J'être ni du ßon.tσe et que porte Ia 0‘fférence dt: Ia parole 존재에 속한 것 
도 아니고 비흔찌에 숙한 것도 아년 간척1 차이의 양이 당고 잉는 간격 ” 

56) EL, p.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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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어떤 확신이나 권위를 가진 주째격인 영역에 옥하지 옷하는데 

여기에서 ‘글쓰기’의 요구가 드러난다 작가는 비인칭의 서슐이 되어 

글쓰기의 용직임속에서 지워지고， 글쓰기는 끝없는 충단과 생성 속 

에서 고유한 효용융 지속한다 이와 같이 ‘글쓰기’ 자체가 이미 끝이 

없는 일인데 거기애 인위객으로 ‘끝융 낸다는 사실융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의미이다 블랑쇼가 알한 경말의 불가능성’옹 예쇄적인 완 

결구도애 대렵되는 것으로， 소설객 혀구가 끝없는 순환의 융직임융 

묘사하고 있고， 그 용직임이 영씬히 끝나지 않융 것처렵 보이는 ‘추 

구’와 맞몰려 있다는 의미토 이뼈해야 한다 카프카의 작용의 주인 

공을은 끝내 원하던 무엇에 도달하지 옷하고 자기가 겪는 일들의 연 

유조차 제대로 양지 옷한다 싱지어 “개쳐혐 죽는구나”타는 한 마다 

툴 내앨는 r소솜j에서 마지악 장연의 축옴조차도 어떤 해영올 구힐 

수는 없다 S7) r.사냥꾼 그라쿠스j애서도 그라쿠스의 상횡에 대하여 

어떤 혜영도 제공되지 않는다 r성J의 측량기사는 끝내 성에 도달하 

지 못한다 마치 약속의 땅에 도달험 수 없었던 모세처험 카프카의 

주인공률 역시 원하던 그 지정에 융내 이르지 옷하고， 작용의 경알 

조차 해소되지 않는 질문으로 끝냐는 것이다 58) 

를랑쇼는 이러한 미완성성융 미학잭 컬항이 아닌， 오히려 고갱왼 

한 지정융 향뼈 이야기 전채용 수명시키는 전흉적 서슐 방식의 ‘전 

욕’으로 온다 。H초 작용의 충심정융 언제나 옹직여서 포학항 수 없 

는 무엇으로 규갱하연서 문학의 추구는 단순한 용확갱성이 아니라 

”불확정성으로 확갱왼 추구 recherche détenninée par 50n indétennina 

51) “ 언 사나이가 앙으로 용융 내밍고 업i 앙찍 영a다 대셰 누구영찌’ 천구잉 

’ •? 양온 사잉? 홈갱얘주는 사앙? 한 언도 가용 수 었었인 재판핑용 어디애 

있당 앨잉가? 끝내 가보지 옷한 그 양용 엉갱용 어디에 잉다는 깃잉1t?'， 프란츠 
카프카 져용，소용.，. 억>!억 &김， 서훌얘학교 용싼부 2004, p. 230. 

58) 안견얘 져용" r ;r~.프카용학흔，. 영링엑률， 2007. p. 152 카프카의 악용이 얘얘언 
경암호 길이 냐는 것& 두고 ·추구의 인영칙 성칙과 회양 없용와 잉갱잉아 g 얻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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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n"S9)로 여걱지기 때문이다 문학은 결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다시 발견혜야 하는 것이 된다 가프카 작용의 ‘미완성생’ 역 

시 그 자애로 경롱이고자 하는 것이고， 카프카가 생각하는 문학의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용 수 있다 뭉론 이러한 카프카 소성의 

이완성성은 단지 카프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이고 혐이상 

학척인 륙업한 상횡올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르너l 지랴르는 

‘절말의 용가능성’은 문학 공간이 화해률 녕어선 저연이 아니라 화 

해의 이연애 존재하기 때문이며， 우려가 살고 있는 고뇌의 시대60)에 

만 이런 문학꽁간에 정근양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열린 

공간에서 문학은 어떤 초월이나 진리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 

객인 가치와 사유애 맞서 자신융 멸쳐가는 것이고 거기셔 생겨나는 

위험도 함께 안고 7f야 한다 그것이 문학적 차원의 ‘생성’일 것이다 

m 결 론 

용랑쇼의 카프카 해석은 ”예슐은 율행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왈 

쟁에 대한 의식"61)이라는 사유에서 출발한다 이런 판정에서는 안 

정이나 질서와 같은 세속의 가치용 목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의 삶에서라연 원하지 않융 가치듭이 문학의 확장된 영역으로 들어 

오게 된다 이와 같은 존재의 어둥， 불행에 대한 의식에서 상과 문학 

59) EL. p. 108 
6이 La ∞ ldusion ìmpossible dtfinit un espace Iittéraire qui n‘'" 어.! au-delà 

mais m dcça. de Ia r&:onciliation. Que cet espace deπ~π ~1.α:mible • 

nOln: tp여ue d'ango Îssc: esl un Iiι‘ mq.ιtant mais non 어S ’에:lrmanl pour 
q… garde m mtmoire I'tvolution dc: Ia structure romanesque. René Girard 

M_ ’7ge roma~ n 10m“ πm‘’""^，，， Gπsset， 1961 , p. 307 
61) E.ι p. 89, L'an CS( d‘"'"얘 U ∞nSCienI;:e du malheur, non 어， " o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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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 고뇌하고 언인하는 가운데 먼지는 질문과 탕색이 문화융 진정한 

것으로 만든다 문학은 비탄의 시간에 속한 사랍을， ‘나’라고 말할 

힘을 잃어버리고 세계의 진실융 상실한 사랍들올 묘사한다 블량쇼 

는 카프카의 작용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순수하고 깊은 차원의 

문학쩍 고뇌와 투쟁의 혼적용 발견한다 문학과 삶올 운리하지 뭇한 

채 우한히 고뇌하고 빙t.，;한 카프카의 작용은 세상의 안일한 가치와 

기대에 맞선 E독한 투쟁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블랑쇼의 카프카의 해석을 블랑쇼 고유의 

‘문학공간혼， 중심이 없는 분산의 공간’이라는 개염을 중심에 두고， 

‘문학론 문학과 죽음의 관련성’， ‘작가흔오르에우스의 제협’와 ‘작 

용흔 차프카 작용의 마완성성’이라는 세 흑연에서 살며보고자 혔다 

언저 플랑쇼의 ‘문학풍양의 성격은 진랴의 추구를 옥표로 하는 것 

이 아니라 ‘오류’와 1방양융 진실이라고 알하는 상상의 공간이다 

이와 같이 세상이 외연히냥 가치에 눈길용 주고 의이용 추구하는 공 

간에 활릭과 엽제강융 붙어넣는 것은 ‘글쓰기’의 웅직임이다 블랑쇼 

는 카프카의 작용용 그의 삶의 고독과 절망， 올안과 고뇌에 비추어 

해석융 해나가연서도， 이 모든 것의 방향이 ‘글쓰기’의 실천과 관련 

이 있는 ‘문학적 푸쟁’이라는 사실융 부각시킨다 그리고， 이 공간에 

중심이 없는 것처럽 ‘글쓰기’ 역시 하나의 단일한 가치로 수렴되는 

것이 아니라 ’분산의 이학융 실현하연서 입체감옳 지닌 것으로 온다 

우리는 이련 문학 공간에서 카프카와 흩랑쇼블 이어주는 사유가 

죽음에 대한 성창에 당겨있다고 보았다 그것은 죽음의 ‘내재성’에 

대한 사유인데， 여기서 내재성이라고 히}는 것은 단순히 삶에 대립되 

는 사건척 의미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삶 자체에 당겨져 있는 죽응’ 

이라는 개영올 가리킨다 그러므로 어떤 특갱한 인물의 죽음이라는 

전유객 성격을 벗어냐서 ‘비인칭성’， 쪽 익명적 성척의 축응율 가려 

키는 것이다 이러한 죽음의 ‘비인칭성’의 개엽에서 자연스럽게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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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은 작용율 자기 것으로 소유하고 지배하는 작가의 존재가 아 

니라， 작용의 공명율 위혜 자신융 희생시키는 ’작가‘오르에우스’의 

체험이다 우리는 카프차가 자신의 삶융 걸고 이루고자 했던 문학객 

실천， 문학적 투쟁을 이러한 오르메우스의 체헝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련 과갱에서 얻게 되는 가장 중요한 전망을 카프카의 문학이 ‘약 

속된 땅 가나안’으로 향한 것이 아니라 ‘유배의 땅-사약올 향한 정 

근이라는 것에서 찾았다 이것은 세상과 서상의 가치에서 자가 존재 

의 정당성올 구하지 옷한 작가의 고뇌가 당긴 선택이었고， ‘방양안 

이 가능한 그 공간에서 중요한 것은 ‘진실’이 아닌 ‘오류’툴 따라 나 

아가는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방황’의 제협 속에서 발견되는 카프 

카의 유대인적 자의식을 ‘유대적 글쓰기’의 전홍과 연결지어 상며보 

았다 율랑쇼는 그것은 분명 왈행과 고용의 체험이지만， 잃응으로써 

얻웃이 결국 방랑의 가치올 노마드적 자유호 전환융낸 긍정의 바탕 

이 될 수 었다고 한다 이련 륙성을 카프카 작용의 ‘미완성생’과 연 

결지어 해석하연서 이렇게 불완전성으로 제시되는 절론이 오히려 

카프카의 작풍융 어떤 고정적인 해석도 거부한 읍직임으로 남겨 둔 

다고명가한다 

우리는 블랑쇼의 카프카 해석융 정리하연서 글올 얽는다는 것이 

결국은 ’자기를 읽는 일’이라는 생각용 다시 하게 왼다 그만큼 블항 

쇼는 ‘카프카 읽기’에 자신을 많이 투영했다 카프카의 작용을 ‘사실 

주의’라고 보는 것이 너무나 부당하다'"고 하연서 그의 엉밀한 세부 

묘시는 다만 작용에 인간적 현성융 부여하기 위한 것일 문 이련 세 

부적 g현이 오히려 아득한 것과 연절되어 심오항올 낳는다고 한다 

든지， 카프카의 유대적 자의식융 인정하면서도 이것올 신학척 상갱 

이나 ‘구원’의 의미로 환원시키는 것에 반대해서 지상에도 천상에도 

속할 수 없었던 자의 ‘띠로’와 ‘방혹F올 부각시킨다든지 하는 태도가 

62) EL, p.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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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렇다 사실 이런 태도는 궁극의 진리훌 향한 초월아나 연중 

법적 종합윷 지향했던 서구의 형이상학격 전흥과 거리를 둔 새로운 

사유와 탑색의 결과울툴이다 그리고， 카프차의 작용에서 드러나는 

질문틀은 서로 일정하게 얽혀 있지만 그것이 어떤 종합이나 긍쟁으 

로 해소되지 않고， 끝내 고흉스런 질문으로 남는다 내내 명안하지 

뭇했고 고독과 방황 속애서 고뇌했던 카.，;카로서는 세상의 가치와 

질서에 승용하는 온유하고 완결왼 당융 내놓을 수 없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어느 정우에도 자신의 문학적 투쟁율 포기하지 

않았다 어떤 상황에서도 글쓰기을 포기하지 않은 째， 그 안에서 고 

유한 존업과 자유툴 얻고자 했다 블랑쇼가 천착했던 것도 야로 이 

렇게 문학올 흉해서 문학올 위혜서 투쟁하는 카프카의 헝난한 노력 

과 의지였다 스스로를 이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의 시민’으로 인식 

했던 카프카에게 회망은 언제냐 ‘이 세계’의 거짓 위안올 올아내고 

내던져진 ‘다른 세계’의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다 블랑쇼의 카프카 

해석은 문학의 자융성융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우역사적’이라는 

비판."융 받융 여지가 있지만， 카프카의 문학척 투쟁융 우리의 시유 

와 강성 속에 강렬하게 각인시키는 ’냐사의 회전 le tour d'écrou’ .. ，같 

은 힘을 지난 것도 사실이다 카프카의 작용쳐렁 싱오한 깅이와 정 

을 지닌 경우에 다양한 혜석툴이 맺는 충돌파 조우는 오히려 작용에 

생기륭 더해주는 의미가 될 것이다 블랑쇼의 카프카 해석은 그렇게 

‘존재론척 글쓰기’에 대한 해석으로서 고유한 711성과 가치용 지닌다 

고본다 

63' 호도로프는 g랑쇼가 작용의 잉언융 흥혜 앤재의 운간융 강죠하는 것용 역사갱 
& 제거하여 우역사적이고， 이와 강용 영식으로 용학의 자동성융 강죠하여 자기 
근앤율 양구.~ 애슐옹 서유엉용파의 흩성이여 경국 이예 없는 예슐융 냥는다 
E 비씬한다 Tl:Vetan Todorov, Cri여~ de 14 criri아ι Ed. SωiJ， 1984 

64) 1 898년 층강원 헨리 제잉스의 강용 제혹이기도 하다 g앙쇼는 이 작용 속에서 

아이 률의 비일융 벗겨내기 위에 가얘지는 앙력이 용질쩍으호는 서융"""."" 
자세의 앙혁이라고 하연서， 그것융 ‘냐사의 꾀천1에 비유한다 L V, p. 17J.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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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ésumé>>

La signification du combat littéraire de Kafka 

selon Blanchot 

YU chi Jeong 

(UnîversÎtê Nation꾀c de S깅~oul) 

Cette étude a pour but d'examiner 1a Iccture de Maurice 

Blanchot sur Franz Kafka pour mettre en lumière son origi.n어jté 

Iittéraire. Blan대ot a tcnté de lire dans K.afka la figure embléma. 

tique de la v∞ation littéraire. 11 cherche 1a condition de α)SSibi 

lité de la Iittérature en se confrontant à Kaflca qui place le lan

gage au coeur de sa réflcxion. Pour nous‘ sa rêf1e잉00 menée sur 

K따ka incame son principa1 souci littérairc. 11 est important donc 

de lire comment Blanchot parle de sa propre ∞nception de la lit

tératurc sur Kafka de la solitude essentielle de I녕crivam ， de 

l’expérience de I'impersonnel et du neuσc， sur fond de mort 

C ’est p。따'qU01 n。“ avons essayé d ‘expliquer 1a 1inérarure du 

Kaαa par la conception de la littérarure de Blanch。‘

D‘abord, à travers le rapport de I’écriture à la mon, nQUS aVQns 

remarqué ’expérience de 1’ impersonnel, la m。이fication d’un au 

teur : Ie sujet de Kafka, c’est celui qui n’a "'" 1’autorité de 1’au 

teur, celui qui n’a pas le pouvoir dc 이rc ’JC’ Ensuite, nous 

avons essayé d’envisager ’espace littéraire dénuee de cen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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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 dans un désert où on ne peut trouver un domici1e, écrire 

mène å 1’erreur de I’être l' artiste n’appartient pas à la vérité, 
parce que 1’∞uvrc échappe au mouvement du vrai. Chez Kafka, 
"1’espace littéraire-I ’oeuvre" découvre une obscurité qui n'est pas 

la vérité. L’expérien야 Iittéraire de Kafka est une recherche 띠ffi 

ci1c ct angoissante de 1’essence de 1’oeuvre. Ce que Blanchot ap 

peUe “ le combat Iittéraire de Kafka". De lå on peut conc1ure que 

Blanch。이 cherche dans Kafka des réponses à une exigence du 

neutre. Le neutre est une relation infinie qu’ il ne 야ut ni abolir 

ni maicriser le mouvement violent de I’。bscurité par paradoxe la 

recherche de la vérité lìttéraire. Chez Kafka, Blanchot questionne 

le nαnadisme， la tâche inachevable du neutre en suìvant I'ìtinér

aire de son écriture. Fina1ement c'est l'expérien∞ littéraire de ces 

autcurs quc nous avons essayé de montrer par la lecture de 

Blanchot sur Kafka 

주제어 문학공간， 문학적 투쟁， 불행에 대한 의식， 오류， 중립 

Mots강és : espace littéraîre, ∞mbat Iittéraue, ∞mscìence du m하 

heur, erreur, neut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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