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와 반(反)문화의 동력학:
바흐친 사유에 나타난 소수성과 생성의 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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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바흐친 문화이론의 핵심은 다원론 속의 일원론, 혹은 일원론 속의 다원론에 

있다. 상호환원되지 않는 고유한 형식으로서 문화적 표현형식들은 단 하나의 유
일한 힘이 상이한 방식으로 지칭되는 이름들이다. 저마다의 고유성을 상실하지 
않는 다양한 표현적 형식들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더불어, 그 형식들이 발생하고 
성장하며 사멸하도록 추동하는, 그리하여 마침내 새롭게 생성하도록 추동하는 존
재의 통일성이 라블레론을 관통하는 사유의 중핵이라 할 수 있다. 들뢰즈와 가
타리, 네그리와 하트의 논의를 빌어, 우리는 바흐친의 문화론이 생성의 존재론에 
이어져 있음을 살펴볼 것이다. 문화를 구축하는 실재적인 힘 자체는 반(反)문화
라 지칭되는 비공식적 차원에 있다. 공식적 문화의 타자이자 외부인 비공식 문화
는 기성의 문화적 제도와 양식, 형태들의 해체를 촉진하는 동시에 또 다른 문화
가 탄생할 수 있도록 촉발하는 생성의 근원에 해당된다. 민중적 문화, 웃음의 문
화, 그리고 그로테스크 리얼리즘은 이러한 반문화적 생성을 가리키는 언표들로
서, 바흐친 문화이론의 궁극적인 요지는 반문화적 역동에 의해 문화의 형성이 견
인된다는 사실에 있다. 이때 반문화를 추동하는 파괴적인 힘은 필연적으로 생성
의 구축적 힘에 결부되어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지배적 문화권력, 
문화적 지층을 무너뜨려 새로운 문화적 형식을 창안하는 과정은 정치적 과정이
고, 이를 우리는 소수성과 생성의 정치학이라 명명하고자 한다. 이렇게 후기 바
흐친 사유에 나타난 문화와 반문화의 동력학은 정치적 사유로 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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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흐친 사유의 정치철학적 전회

정치철학적 관점에서 볼 때, 민중은 절 주의 시 에 군주의 주권을 신하

여 통치의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호출된 관념이다. 권력의 원천을 신에게 

위임했던 봉건적 주권을 신해, 근  국민국가 체제에서 정치적 주체성은 민

중에게 주어졌고, 그렇게 주권자로 호명된 민중의 권력을 특별히 ‘인민주권’이
라 부른 사정은 익히 알려져 있다.1) 근  사회의 선험적 전제로서의 사회계약

론, 즉 자유로운 개인들이 맺은 자발적인 약속에 한 이야기는 이러한 새로

운 정치적 주체로서의 인민을 정당화하기 위한 신화였다. 그러나 주권의 원천

으로 정의되었던 인민이 실제로 정치적 사회체의 자유롭고 능동적인 주체로서 

행위했던 역사는 거의 없다. 반 로 인민은 국가적 권력에 의해 상정되는 주

체의 이미지이며, 국가의 통일성을 담보하기 위해 동원되어야 할 상에 가까

웠다.2)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민중과 근  국가 및 사회의 관계이다.
봉건제에서 근  국가로의 이행을 나타내는 지표로 흔히 거론되는 예속적 

‘신민’으로부터 ‘시민’으로의 이행은 실상 민중의 재예속화 과정을 나타낸다. 
인민주권, 즉 주권자로서 인민을 선포하는 것은 역설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분석은 여기서 나온다. “[새롭게 등장한 근  통치 체제는] 주권이 불안정해

지자 근 성의 위기에 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처음에는 국민(nation)을 언급

했고, 그 후 국민 역시 불안정한 해결책으로 드러났을 때 인민(people)을 언

급했다. 달리 말해, 국민 개념이 주권에 우선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주권 관념

을 완성하듯이, 인민 개념 역시 또하나의 가공된 논리적 회귀를 통해 국민 

개념을 완성한다. [...] 비록 ‘인민’이 국민을 원형적 기반으로 해서 설정되지

만, 사실상 근 적 인민 개념은 국민국가의 산물이고 국민국가의 특정한 이

데올로기적 맥락 안에서만 살아남는다.”3)

1) 엮음(1982) 사회사상사, 장하진 옮김, 서울: 한울, 116-128쪽.
2) 찰스 틸리(2000) 유럽혁명 1492~1992. 지배와 정복의 역사, 윤승준 옮김, 서울: 

새물결, 제2장.
3) 안토니오 네그리ㆍ마이클 하트(2001) 제국, 윤수종 옮김, 서울: 이학사, 150쪽 이

하. 네그리와 하트가 적시한 인민(people)은 국가적 국민 내부의 민중으로서, 바흐
친은 물론 아감벤이나 바디우 등 현  정치철학에 있어서의 ‘인민’과는 다른 의미
역을 갖는다. 바흐친과 겹쳐지는 후자들의 인민 개념에 해서는 알랭 바디우 외
(2014) 인민이란 무엇인가, 서용순 외 옮김, 서울: 현실문화를 참조하라.  



근 의 인민은 본래부터 권력의 주체가 아니라 가공을 통해 만들어진 개념

으로서, 민중에게 국민국가적 형식을 부여한 결과로 탄생했다. 달리 말해, 국

가를 구성하는 국민으로 호명되었을 때, 역설적으로 민중은 주권의 주체로서 

등장했다는 것이다.4) 권력이 민중을 ‘인민’으로, ‘국민’으로, 즉 주체로서 형성

한 것이지 그 반 는 아니라고 말할 법도 싶다. 프랑스 혁명 이후 민주주의

의 금과옥조로 신봉되는 인민주권과 사회계약은 근  국가가 권력을 참칭하기 

위해 고안한 정치적 신화이며, 모순과 허구를 통해 작동하고 있다. 중세와 르

네상스 초기까지 삶과 문화의 비공식적 차원에서 살아가던 민중은 근 의 지

평에서 국가적이고 공식적인 권력에 예속되어 왔다. 바흐친이 상찬했던 민중은 

근  사회에서 자신의 힘을 완전히 상실하여 수동적 상이 된 것일까?
네그리와 하트는 근 적 국민(인민주권의 주체)과는 상이한 민중의 계보학

을 설정하고 있다. 그들에 따르면 다중(多衆, multitude)이라 명명되는 집합적 

주체성은 국민국가가 성립하며 포섭한 국민의 형식과는 판이한 특징을 갖는

데, 다중은 정체화(正體化)를 벗어나는 탈정체성의 주체라는 점에서 바흐친

의 민중과 상당 부분 소통하는 측면이 있다.

다중은 복수성, 특이성들의 구도, 관계들의 열린 집합이며, 그 자신과 동질
적이거나 동일하지 않고 자신을 벗어난 관계들과는 불분명하고 포괄적인 관계
를 지닌다. 반 로 인민은 자신에게서 벗어나 있는 것을 배제하고 그것과 자신
의 차이를 설정하면서 내적으로는 정체성과 동일성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다. 
다중이 확정적이지 않은 구성적 관계인 데 반해, 인민은 주권을 위해 준비된 
구성된 종합이다. [...] 각 국민은 다중을 하나의 인민으로 만들어야 한다.5)

국가에 의해 주조된 정치적 주체로서의 ‘인민’이나 ‘국민’이 아니라, 국가 

이전의 삶의 주체 또는 삶이라는 주체화 과정의 첨점(尖點)으로서의 민중에 

한 이러한 정의는 바흐친의 입장과 공명하는 지점이 없지 않다. 중세와 르

4) 루이 알튀세르(2007)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 재생산에 하여, 
김웅권 옮김, 서울: 동문선, 349-410쪽.

5) 네그리ㆍ하트(2001), 151. 한국어판은 ‘ 중’으로 번역했으나, 논의의 일관성을 위해 
‘다중’으로 옮긴다. ‘인민’이나 ‘국민’ 등 역시 우리의 논의에 적합하게 바꿔서 옮
겨두겠다. 다른 한편, 네그리 등의 러시아어판은 다중을 ‘복수성’으로 번역했는데, 
이는 ‘multitude’에 보다 근접한 개념적 함축을 지닌다. Antonio Negri and Majkl 
Khardt(2006) per. V. L. Inozemtseva, Mnozhestvo: vojna i demokratija v epokhu 
Imperii, M.: Kul’turnaja revoljutsija.  



네상스 시 의 웃음문화나 그로테스크 리얼리즘에서 민중은 비공식적이고 국

가 외부적이며, 비형식적인 동시에 탈형식적인 신체의 이미지로 표명되었기 

때문이다. 바흐친이 민중을 특정한 사회체의 구성원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관류하는 변이와 생성, 그 역동을 만들어내는 힘으로서 서술했던 것은 그런 

이유이며, 여기엔 네그리와 하트가 다중을 정의하는 요소인 결정불가능성과 

변형의 잠재성이 포함되어 있다.
다중과 마찬가지로, 민중은 통일체를 이룬다. 그러나 민중의 통일성은 동

질적 집합체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질적 복수성을 본성으로 삼는다. 
혼성적 통일성이야말로 민중의 독특한 속성이라 할 만하지만, 그것은 특이적

인 것(singular thing)으로서 언제나 분할되는 동시에 결합하는 운동의 일관성

을 지닌다는 점에 유의하자.6) 불변하는 개체로서 표상되지 않는다는 의미에

서 민중은 괴물적 존재로 표상되며, 따라서 민중의 통일성, 혼성체적 단일성

은 고전 미학의 규범이 지시하는 우미한 조화의 이념과 거리가 멀다.7) 또한, 
민중은 다수(多數)의 순수하고 중립적인 공존 자체와도 같지 않은데, ‘섞임’
이라는 정태 상태가 아니라 섞여서 이리저리 유동함으로써 시시때때로 특이

한 응집성을 만들어내는 힘의 벡터를 갖는 까닭이다.8) 요컨  민중이라는 신

6) 최진석(2014a) ｢생성, 또는 인간을 넘어선 민중: 미하일 바흐친의 비인간주의 존재
론｣, 러시아연구 24:2, 서울  러시아연구소, 353-356쪽.

7) 한때 ‘바흐친 전도사’로 활약하던 보네츠카야는 바흐친이 명석판명하게 식별되지 않
는 혼성성, 카오스의 과잉적 이미지를 상찬했다는 이유로 반 편으로 돌아섰다. 
“그의 서술에는 완전히 지옥에서 튀어나온 듯한 실재와 탈실체적이며 반형이상학적
인 특징이 울려퍼지고 있다. 그에게 지옥의 실재성이란 곧 카오스 자체다.” Natal’ja 
Bonetskaja(1998) “Bakhtin glazami metafizika,” Dialog. Karnaval. Khronotop, No. 1, 
p. 150.

8) 혼성의 본질은 혼성의 구성에 있다. “신체들의 심층에는 모든 것이 혼성적이다. 그런
데 하나의 혼성체가 다른 혼성체보다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는 규칙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플라톤이 믿었던 것과는 반 로, 혼합물들을 위한 저 높은 곳의 
척도도, 또 좋은 혼성체와 나쁜 혼성체를 정의할 수 있게 해주는 이데아들의 조합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 자연철학자들과 조적으로 자연(la physis)의 심층들 내에서 
한 혼성체의 질서와 진행을 고정시킬 수 있는 내재적인 척도도 존재하지 않는다. 모
든 혼성체들이 유효하듯이 서로 관통하는 신체들과 서로 공존하는 부분들도 유효하
다. 혼성체들의 세계가 어떻게 모든 것이 허용되는 검은 심층의 세계가 아닐 수 있
겠는가?” 질 들뢰즈(2000a) 의미의 논리, 이정우 옮김, 서울: 한길사, 235쪽. 그러
므로 혼성적 신체의 세계 속에 남은 문제는 선과 악의 구별이 아니라, 좋은 것과 



체적 집합은 탈규칙적이고 비 칭적인 힘의 운동 전체이다. 민중의 이러한 

혼성적 본성은 말(slovo)의 차원에도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라블레의 작품에는 중립적인 말이 없다. 오직 칭찬과 욕설의 혼성이 있
을 뿐이다. 그러나 이것은 전체의, 유쾌한 시간 자체의 칭찬이며 욕설이다. 
전체의 관점은 조금도 중립적이거나 공평한 데가 없다. 왜냐하면 이는 제3
자의 무관심한 입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생성하는 세계에서는 그러한 제3자
가 있을 수 없다. 전체는 칭찬하는 동시에 욕을 한다. 칭찬과 욕설은 사적
인 목소리들 속에서는 구분되고 분리된다. 그러나 전체의 목소리 속에서 이
들은 양가적인 통일체로 합쳐진다. [...] 라블레 작품에서 칭찬과 욕설은 현
존하는 모든 것들을 향한다. 왜냐하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죽으면서 동시
에 태어나고, 그 속에서 과거와 미래, 노쇠와 젊음, 낡은 진리와 새로운 진
리가 합쳐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부분을 고른다 하더라도, 거
기서 우리는 이와 동일한 혼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혼
성은 매우 역동적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전체이건 부분이건 다 생성하
며, 생성하기 때문에 우스꽝스럽다(생성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듯이). 그래서 
우스꽝스럽긴 하지만 우스꽝스러움-조롱-기쁨이 일체가 되는 것이다.9)

‘인민’이나 ‘ 중’, ‘계급’과 달리, 다중은 근 의 분과적 범주로 분할되지 않

는다. “인민은 하나이다. 이와는 달리 다중은 다수(many)이다. 다중은 하나의 통

일성이나 단일한 동일성으로 결코 환원될 수 없는 수많은 내적 차이로 구성되

어 있다. 다양한 문화들, 인종들, 민족들, 성별들, 성적 지향성들, 다양한 노동형

식들, 다양한 삶의 방식들, 다양한 세계관들 그리고 다양한 욕구들. 다중은 이 

모든 특이한 차이들의 다양체(multiplicity)이다.”10) 균열없는 단일성으로 수렴되

지 않는 특이성들의 복합체로서 다중이 바흐친의 민중과 공명하는 개념이라는 

나쁜 것의 구별, 신체적 혼성의 좋은 조성과 나쁜 조성의 차이일 뿐이다. “때문에 모
든 혼성체는 좋거나 나쁘다고 말해질 수 있다. 즉 모든 것의 질서 안에서는 좋지만, 
부분적인 만남의 질서 안에서는 불완전하고 나쁘며, 나아가 최악일 수도 있다”(236쪽). 
이로써 우리는 마침내 “태초에 분열이 있었다”라는 명제로 들어서게 된다(232쪽).

9) 미하일 바흐친(2001) 프랑수아 라블레의 작품과 중세 및 르네상스의 민중문화, 
이덕형ㆍ최건영 옮김, 서울: 아카넷, 638-639쪽. 원서 Mikhail Bakhtin(1990), 
Tvorchestvo Fransua Rable i narodnaja kul’tura srednevekov’ja i Renessansa, M.: 
Khudozhestvennaja literatura를 참조해 번역문을 수정한다.

10) 안토니오 네그리ㆍ마이클 하트(2008) 조정환 외 옮김, 다중, 서울: 세종서적, 18쪽. 
다양체는 혼성적 구성체, 즉 스피노자-들뢰즈적 의미에서 해체와 구성을 역동적으
로 반복하는 특이적인 신체를 말한다.



것, 서로 다른 표현의 형식으로서 언어적 차이로 표식된 힘이라는 것은 분명하

다. 다중, 곧 민중은 통일적이고 유일한 실체로서, 존재의 다면적인 얼굴을 담는

다. 인민이든 중이든 계급이든, 민중을 표현하는 다양한 얼굴들은 생성적 힘

이 현실적 조건 속에서 현상화하는 각양각색의 표정들에 지나지 않는다.11)

이러한 민중의 역량이 단지 형이상학을 위한 개념적 유희에 머물지 않음은 

당연하다. 다양체적 변형, 이질성의 혼효로서 민중은 혁명이라는 사건화와 불

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다. 즉 정치적 주체화의 계기로서 우리는 민중을 사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혁명은 연 기적 사실(fact)이 아니며, 역사책에 ‘남을 

만한’ 거 한 파란이나 변동만을 지시하지도 않는다. 사건화라는 개념이 암시

하듯, 민중과 혁명을 함께 사유하는 것은 사건을 생성시킬 수 있는 잠재성, 
그 힘으로서의 민중을 고찰하는 것이다. 바흐친의 후기 사유에 나타난 문화의 

동력학이란 논제는 이렇게 혁명의 정치학으로 전위될 수 있으며, 이 고지에 

도달해서야 비로소 문화와 민중에 관한 라블레론의 미스터리가 해명될 수 

있을 듯하다.12) 이제 풀어야 할 과제는 바흐친 사유에서 정치적인 것의 차원

을 어떻게 발견하고 가동시킬 것인가에 있다.
개략적으로나마 정치적인 것(the political)의 개념에 해 일별해 보자. 일

반적으로 사회적 규범이나 제도, 법적 형식 등의 명문화된 측면들, 혹은 명

문화되지 않았더라도 사람들의 관습과 의식, 믿음 속에 가시적인 형태를 취

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측면들은 정치(politics)의 상이다. 즉 국가나 자본

과 같은 현상적 권력이 강제로 조형하고 통제하는 일상의 부면이 정치이다. 
반면, 정치적인 것이란 정치와 정치 사이, 정치가 또 다른 정치로 이행할 때 

가동되는 사건을 말한다. 랑시에르는 공동체적 결집을 주도하는 통치와, 그렇

11) 최진석(2014e) ｢탈경계와 이행의 문화정치학｣, 비교문화연구 35, 경희  비교문
화연구소, 35-58쪽.

12) 최진석(2014a), 334-335; 최진석(2014d) ｢생성과 그로테스크의 반-문화론｣, 기호학 
연구 39, 한국기호학회, 182-184쪽.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바흐친의 정치철학에 

한 우리의 질문은 네그리ㆍ하트를 경유해 들뢰즈ㆍ가타리와 만날 때 구체적인 
모양새를 띄게 된다. 먼저 네그리와 하트는 다중에서 “다중은 무엇이 될 수 있
는가?”라고 묻는다. 이 물음은 들뢰즈와 가타리의 천의 고원 제6장과 관련되는 
바, “어떻게 기관 없는 신체를 이룰 것인가?”와 소통하고 있다. 되물을 것도 없이, 
이 테마는 라블레론에 깊이 관련되어 있으며, 이를 바흐친 식으로 바꿔 말한다
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어떻게 민중의 신체를 구성할 것인가?” 바흐친의 문화이
론이 궁극적으로 정치학적 문제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게 위계화된 치안적 공동체의 질서를 붕괴시키는 평등화의 과정이 마주치는 

현상을 정치적인 것이라 불 다. 요컨  치안(police)과 평등의 두 과정이 격

발시켜 나타나는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13) 바흐친 식으로 말한다면, 일상의 

의식적 위계들, 계급들, 공식적 문화의 체계를 교란시키고 해체시키는 생성을 

정치적인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분과학문으로서의 정치학이 아니라 삶

과 문화의 근본 토 로서 정치적인 것에 한 사유가 바흐친의 민중적 존재

론에 담겨있다는 전제에서 우리는 출발한다. 즉 정치적 존재론으로서 바흐친

의 (반[反])문화론을 읽는 것이 이 글의 과제이다.

2. 존재의 통일성 — 힘의 일원론과 정치적 존재론

라블레론을 정치적 텍스트로 읽어내려는 시도는 이 책의 출판과 번역과정 

초기부터 일어난 현상이다. 그것은 바흐친의 사유를 (탈)근 적 정치철학의 관

점에서 설정하려는 흐름을 반영한다.14) 특히 민중의 신체성과 카니발의 전복

성은 웃음문화 및 그로테스크 리얼리즘과 더불어 라블레론의 전매특허처럼 

호출되었던 측면들로서, 바흐친의 사상이 문예미학이나 문화이론의 분과적 차

원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전거로서 자주 인용되어 왔다. 가령 다음 

목을 읽어보라.

(가장 넓은 의미에서) 카니발은 공식적 세계관의 지배로부터 의식을 해방
시켰으며, 세계를 새롭게 보게 만들었다. 두려움도 경건함도 없이 완전히 
비판적으로, 그러나 동시에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 나아가 긍정적으
로. 카니발은 충부하고 물질적인 세계의 시원과 형성, 변형, 그리고 새롭고 
불멸하는 민중의 억누를 수 없는 힘과 영원한 승리를 드러내기 때문이다.15)

물론 해방의 정치학은 현실의 지평을 아우른다. 파괴와 전복의 운동은 온

전히 미래를 위한 행위인 것이다.

13) 자크 랑시에르(2013)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양창렬 옮김, 서울: 길, 
112-115쪽.

14) Ken Hirschkop(2000) Mikhail Bakhtin: An Aesthetic for Democrac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정화열(1999) 몸의 정치, 박현모 옮김, 서울: 민음사.

15) 바흐친(2001), 424.



중세 계급제도의 수직선으로부터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거듭되는 
새로운 세 들의 탄생은 시간의 운동을 보장하게 된다. 신들은 이 끊임없는 
새로운 세 의 탄생에 놀랐던 것이다. [...] 불멸에 한 생생하고 심오한 감
각은 라블레 소설의 모든 민중적ㆍ축제적 이미지들을 구성하고 있다. 이러
한 이미지 체계의 중심에 있는 것은 새로운 세  속에서 반복되기만 하는 
생물학적인 신체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진보하는 인류의 신체가 된다.

이런 식으로 새롭고 구체적이며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느낌이 신체의 그
로테스크 개념 속에서 태어나고 형성되었다. 이것은 미래에 한 추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역사를 창조하는 불멸의 민중 속에 각각의 사람들이 동참하
고 있다는 생생한 감각이었다.16)

관전의 포인트는 바흐친의 정치학이 민중의 존재론에 기 고 있다는 점, 
이는 민중이 무엇보다도 비인격적인 힘의 유동으로 정의된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힘의 차원이 일원론에 입각해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데 있다. 하지만 

일원론의 테마는 충분히 문제적이다. 20세기 지성사에 끼친 바흐친의 중 한 

영향의 하나로 흔히 거론되는 것이 바로 그의 다원론, 다시 말해 ‘독백주의’
라고 불리는 일원론에 한 반  테제로서 존재에 한 다원론적인 태도(
화주의)이기 때문이다. 지성사가들이 바흐친을 ‘해방의 철학자’로 부른다든지, 
‘자유의 이론가’로 거명했을 때, 그들이 염두에 두었던 것은 도스토예프스키 

창작/시학의 제문제(1929/63)의 저자인 바흐친, 다성악과 타자, 화주의의 

사상가였던 것이다.
만일 바흐친의 사유를 단일한 이데올로기의 강압에 저항하는 힘으로 간

주한다면, 그리하여 근  사상의 도그마적 경향, 가령 파시즘이나 전체주의

로부터의 이탈을 추구하는 이념으로 간주한다면 다원론은 어떤 의미에서든 

바흐친과 분리될 수 없을 것이다.17) 실제로 1960년  서구 지성사회에 바

흐친이 소개되어 열렬히 환영받을 수 있던 것도 근 적 주체나 주체중심주

의로 단일화된 경향에 맞선 다원주의 때문이었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즘과 

바흐친을 쉽게 연결지어 논의할 수 있었던 배경은 그의 사유가 갖는 타자

16) 바흐친(2001), 568.
17) Zali Gurevitch(2003) “Plurality in Dialogue: A Comment on Bakhtin,” in M. 

Gardiner(ed.) Mikhail Bakhtin, Vol. III, London: SAGE Publications, pp. 348-368; 
Ken Hirschkop(2003) “Heteroglossia and Civil Society: Bakhtin’s Public Square and 
the Politics of Modernity,” in M. Gardiner(ed.) Mikhail Bakhtin, Vol. II, London: 
SAGE Publications, pp. 173-182. 



성, 단일화되지 않는 이질성 때문이라 언급되어 왔다.18) 하지만 다원론에 

한 지나친 강조, 특히 조건없는 자유의 옹호자로 바흐친을 상찬하는 것은 

자칫 그를 정치적 자유주의의 이론가로 간주해 버리거나, 또는 정치적 압제

(스탈린주의)에 한 풍자적 비판자에 머물게 만들 수도 있다.19) 달리 말해, 
바흐친을 보수화시켜 버리거나 협소한 국면에 가두어 버릴 수 있는 것이다.

그와 반 의 경우로 바흐친이 일원론자라는 주장은, 그가 전체주의와 

유혈적 테러를 옹호했다는 공격으로 귀결되곤 했다. 예컨  스탈린주의

의 순수 이론적 귀결이 바흐친의 카니발이란 주장을 보라.20) 하지만 이

런 판단들은 개 현실과 사유를 직접적으로 동일시해서 파악한 논리적 

착오에 불과하다. 문맥을 벗겨내서 이해해 보면 그럴 듯해 보이지만, 바

흐친 사유의 전체상을 염두에 둔다면 오해와 무지에 더 가까운 일이

다.21) 특히 라블레론이 미학과 철학, 문학에 있어서 근 적 규범체제

를 교란시키고 해체시키려는 시도로 가득 찬 저작임을 고려할 때, 근

적 정체성주의를 ‘폭력적으로’ 파괴하는 그로테스크 리얼리즘에 한 반

감은 그 자체로 근 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바흐친의 반 자들이 그

18) 김욱동(2004)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서울: 현암사, 제6장.
19) Ken Hirschkop(1981) “A Response to the Forum on Mikhail Bakhtin,” in G. S. 

Morson(ed.) Bakhtin: Essays and Dialogues on His Work,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 73-79.

20) “모든 카니발화 원리의 기원에는 유혈이 있다.” Sergej Averintsev(1992) “Bakhtin, 
smekh, khristinskaja kul’tura,” M. M. Bakhtin kak filosof, M.: Nauka. “바흐친 해
석의 한 계열이 기쁨에 의해 현실을 넘어선다면, 다른 한 계열은 상당 정도로 테
러에 의해 그러하다. 진정 테러와 기쁨의 결합은 말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다(직접
적이진 않지만 테러에 관한 책이자 ‘테러에 의해’ 작성된 라블레에 관한 책에서 
바흐친은 이 점을 탁월하게 보여주었다).” Mikhail Ryklin(1992) “Telo terrora,” 
Terrorologiki, Tartu-Moskva: Ejdos, p. 43. 이러한 입장은 마침내 파국적인 결론으
로 치닫는다. “여하한의 무신앙적인 사회적 지성이나 집합체는 조만간 불가피하게 
악마화될 것이다. 카니발이란 악마화된 사회성의 구체적인 변형태 정도라고 밖에
는 더 할 말이 없다”(Bonetskaja 1998: 118).

21) 모든 언어가 사회적이란 뜻은, 그러므로 말은 구체적 맥락을 통해서만 구체적 의
미를 생산한다는 테제에 입각해 있다. “‘사회적 언어’라는 말의 의미는 [...] 언어
학적 표지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그 언어에 사회적 윤곽을 부여하는 모든 표지들
로 이루어진 구체적이고 생생한 집합체를 가리킨다.” 미하일 바흐친(1988) ｢소설 
속의 말｣,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전승희 외 옮김, 서울: 창작과비평사, 178쪽. 



를 적 하는 근거로 내세우는 ‘탈인격성’이나 ‘물질주의(유물론)’, ‘지옥의 

실재로서의 카오스’ 등은 실상 바흐친의 사유를 묘사하는 가장 정확한 언어

들이 된다.22) 그렇다. 바흐친의 사유는 힘의 일원론을 따라 전개된다. 이러한 

힘의 유동을 전체주의나 파시즘과 동일시하는 것은 사태의 아주 작은 일면에

만 눈길을 돌리는 부주의한 태도다. 해체와 파괴로 표징되는 힘의 운동은 그 

이상의 차원, 생성의 전체성에 잇닿아 있다.
힘의 존재론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긴요한 과제이다. 힘은 일원적

이다. 하지만 고형화되거나 정체되어 있지 않기에 힘은 또한 다원적 역동, 즉 

변형과 이행의 양상들 속에서만 일원론적이다. 유일하고 단일한 존재-사건으

로서 힘은 실재하지만, 항상-이미 작동함으로써 양태적 변용을 보이는 것이

다. 그러므로 힘을 근 의 역학적이고 기계론적 관념 너머로 어붙여 존재론

적 수준에서 음미해 보아야 한다. 현상적인 모든 것은 힘의 부재나 고착이 

아니라 특정한 상태의 지속(durée), 그러나 유동하는 과정의 한 양태(mode)라
는 들뢰즈의 진술이 도움이 될 듯하다. “ 상 자체가 힘이고, 어떤 힘의 표현

이다. [...] 상이란 그 자체로 외관이 아니라 어떤 힘의 출현이다.”23) 그러므

로 실재하는 것은 다양한 힘들의 현존 형식, 힘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통해 

가시화된 표현의 형식이다. 데카르트의 ‘코기토’나 라이프니츠의 ‘단자’, 전통 

형이상학의 ‘단순한 영혼’이나 사회사상사의 ‘자유로운 개인’과 같은 고립된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건적 관계 속에 있지 않은 어떠한 자립적인 사물

도 없다. 아무리 고양된 함축을 갖는다고 해도, 타자 역시 관계로부터 분리된 

실체로서는 다만 추상적 관념이며, 신학적 봉헌물에 가깝다.24) 힘, 생성력 또

22) 바흐친의 반형이상학(반신학)을 맹렬하게 비난했던 보네츠카야가 실상 가장 정확
하게 그의 사상의 중핵을 꿰뚫어봤다는 점은 놀랄 만한 역설이다. 예컨 , 그녀가 
“바흐친의 ‘제1철학’에 있어, ‘카니발’은 ‘ 화’의 논리적 귀결이다”라고 주장했을 
때, 혹은 “‘카니발’은 1920년 의 ‘ 화’를 논리적으로 체한 결과이며 [바흐친 
사유에서] 존재의 통일적인 이미지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한 것을 보라(Bonetskaja 
1998: 118, 135). 보네츠카야는 ‘카니발’이든 ‘ 화’든 바흐친에게서 독신적(

)이며 유물론적 악마성을 찾아낼 수 있다고 비판한 것인데, 생성력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녀의 진술은 전혀 틀린 게 아니다. 실로 힘의 일원론은 신도 인간도 알
지 못한다. 화와 카니발은 만물의 생성유전( )이라는 진리를 다양한 언
표적 형식들로 보여주고 있다.

23) 질 들뢰즈(1998) 니체와 철학, 이경신 옮김, 서울: 민음사, 25쪽.
24) 최진석(2007) ｢코뮨주의와 타자｣, 고병권․이진경 외 지음, 코뮨주의 선언. 우정과 



한 마찬가지다. 그것은 단일하고 유일한 실체로서 제시되지만, 그러나 분할가

능한 동시에 연결가능한 관계들의 총체로서만 그렇다. 민중은 이러한 힘과 생

성의 표현적 명명으로서 모든 변형가능한 잠재성의 차원을 가리키고 있다.25)

현실의 다면성은 힘들의 상호관계, 그 표현의 형식들의 다양성에 상응

한다. 현실의 모든 문화적 형식들은 특정한 방식으로 현상한 힘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긴장된 역량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현

존하지 않는다. “힘의 관계가 하나의 (화학적ㆍ생물학적ㆍ사회적ㆍ정치적) 신

체를 구성한다. 모든 불균등한 두 힘은 그것들이 관계 속에 들어가자마자 하

나의 신체를 구성한다. [...] 신체는 환원될 수 없는 복수적 힘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다양체적 현상이다. 따라서 그것의 통일은 다양체적 현상의 통일이며, 
‘[다양체적] 지배의 통일’이다.”26) 개체로서의 모든 신체를 구성하는 이러한 

힘의 속성이 그로테스크적 신체, 곧 민중을 형성한다.27)

‘화학적ㆍ생물학적ㆍ사회적ㆍ정치적’인, 혹은 그 어떤 신체적 형식을 통해

서도 표현되는 힘의 다양성은 생성하는 힘의 영원한 변전을 통해 부단히 현

행화된다. 그러므로 전통적 형이상학이 노정하였던 존재와 생성의 오랜 립

은 효력을 상실한다. 세계는 초월계와 현상계의 분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존

기쁨의 정치학, 서울: 교양인, 233-277쪽.
25) 최진석(2014a), 358-360. 들뢰즈를 읽는 러시아 철학자의 다음 진술로 보충해 보

자. 표피적으로 볼 때 힘은 오히려 “미약하다. 왜냐하면 진리를 주장하는 투쟁에 
참여하지 않기에, 다른 힘들을 억압하고 부정하는 위계질서에 참여하지 않기에, 그
리고 [초월성이 아닌] 내재성의 평면에 속해 있기에 유약해 보인다. 힘은 그것과 
동등한 다른 힘과의 충돌을 통해서, 의지의 계열 및 생성적 차이의 계열, 사유(생
성)의 새로운 사건을 형성하는 충돌들의 계열을 통해서만 비로소 드러난다.” 생성
력에 비교할 때 파시즘이나 전체주의에서 표상되는 폭력은 작고 보잘 것 없는 권
력에 다름 없다. Oleg Aronson(2003) “Igra sluchajnykh sil,” Delez, Zh. Nitsshe i 
filosofija, M.: Ad Marginem, p. 24.

26) 들뢰즈(1998), 87-88.
27) 다중의 정의를 한번 더 끌어와 보자. “다중은 통일되어 있지 않으며 복수적이고 

다양한 상태로 남아있다. [...] 다중은 특이성들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특이성은 그 차이가 동일성으로 환원될 수 없는 사회적 주체, 차이로 
남아있는 차이를 뜻한다. [...] 다중은 환원불가능한 다양성/복수성이다. 다중을 구
성하는 특이한 사회적 차이들은 항상 표현되어야 하며, 결코 동일성, 통일성, 정
체성 또는 무차별로 평준화될 수 없다. 다중은 그저 파편화된 그리고 분산된 다
양성이 아니다”(네그리ㆍ하트 2008: 135-141).



재=생성=힘’이라는 내재성의 단일한 평면의 운동이란 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들뢰즈는 이를 존재의 일의성(一義性, univocité)이라 부르는데, 그것은 존재하

는 모든 것들은 결국 똑같다는 동일성의 테제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존재하

는 모든 것들의 다양성이 긍정되는 한에서만 존재 자체의 일원성이 긍정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테제가 얼마나 깊이 바흐친과 공명하는지 인용해 보겠다.

일의성의 본질은 존재가 단 하나의 똑같은 의미에서 언명된다는 점에 있
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존재가 단 하나의 같은 의미에서, 하지만 자신의 모
든 개체화하는 차이나 내생적 양상들을 통해 언명된다는 점에 있다. 존재는 
이 모든 양상들에 해 같은 것이다. 그러나 이 양상들은 서로 같은 것들이 
아니다. 존재는 모든 양상들에 해 ‘동등’하다. 그러나 그 양상들 자체는 서
로 동등하지 않다. 존재는 모든 양상들에 해 단 하나의 의미에서 언명된
다. 그러나 그 양상들 자체는 서로 같은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일의적 존재
의 본질은 개체화하는 차이들에 관계하는 데 있다. 그러나 그 차이들은 서로 
같은 본질을 지니지 않으며, 또한 존재의 본질을 변하게 만들지도 않는다. 
이는 흰색이 상이한 강도들에 관계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흰색으로 남
는 것과 마찬가지다. 파르메니데스의 시를 보고 사람들은 두 가지 ‘길’이 있
다고 믿는다. 그러나 존재의 목소리, 단 하나의 ‘목소리’가 있을 뿐이다. 이 
목소리는 존재의 모든 양태, 지극히 상이한 것, 지극히 다채로운 것, 지극히 
분화된 것들에 모두 관계한다. 존재는 자신을 언명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 단 
하나의 같은 의미에서 언명된다. 하지만 존재를 언명하는 각각의 것들은 차
이에 의해 지배받고 있다. 즉 존재는 차이 자체를 통해 언명된다.28)

이렇듯 힘의 일원론은 다양한 표현적 분화들, 양태들의 다양한 형상들, 개체

적 변형들, 이행의 형식들 등이 빚어내는 다원론과 전적으로 합치한다. 도스토

예프스키의 세계에서 바흐친이 들었던 타자들의 목소리, 이데올로기는 단일하

고 유일한 힘의 다면적인 변용의 양상들이라 할 만하다. ‘타자’의 이름으로 호

출된 그러한 양태적 다양성은 서로 환원되지 않는 타자성을 지니지만, 근본적

으로는 힘의 존재론적 차원에서 흘러나온 다종다기한 지류들이다. 도스토예프

스키의 자신의 언급처럼, 우리는 ‘더 높은 의미에서’ 존재-사건, 즉 존재-생성의 

리얼리즘을 볼 필요가 있다.29)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하지 않는 한 바흐친의 텍

28) 질 들뢰즈(2004a) 차이와 반복, 김상환 옮김, 서울: 민음사, 102-103쪽.
29) 미하일 바흐친(2011) 도스토예프스키 시학의 제문제, 김근식 옮김, 서울: 중앙

 출판부, 78쪽. 이하 도스토예프스키론으로 표기하며, 러시아어판 Mikhail 
Bakhtin(1994) Problemy tvorchestva/poetiki Dostoevskogo, Kiev: Next를 참조해 수



스트들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불일치와 모순, 극단적인 불분명 속에 함몰되고 

말 것이다. 실제로 바흐친은 곳곳에서 이런 취지의 발언들을 남겨두었다.

다성악의 본질은 다성악에서 목소리들이 각기 독립적으로 남아있다는 사
실과, 그러므로 목소리들이 단성악에서보다 더 높은 질서의 통일성 속에서 
결합된다는 사실에 있다.30)

도스토예프스키는 예술적 구성의 계획 속에 한 조(調)에서 다른 조로 이
행하는 음악적 전위의 법칙을 도입하고 있다. [...] 이것이 위법(punctum 
contra punctum)이란 것이다. 그것은 한 가지 테마를 놓고 각기 다른 식으
로 노래를 부르는 다양한 목소리들이다. 이것은 역시 인생의 다양성과 인간 
체험의 복합성을 규명해 주는 복수의 목소리들이기도 하다.31)

존재의 일의성은 ‘의식의 통일성’이 아니라 ‘존재의 통일성’이라는 ‘더 높은 

의미에서’ 파악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못할 때, 힘의 일원론은 현실 논리의 

일방적인 강압, 폭력적인 억압으로 변질될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근 성

의 정신을 수놓은 헤겔의 관념론은 비판의 상이 된다. 근 적 정신주의(이상

주의)는 그것이 존재와 힘의 일원론을 파악하지 못했기에 문제인 게 아니라, 
그것을 의식과 사실의 차원에서만 풀어놓고 절 화했기에 문제가 되었다. 의식

의 통일성을 존재의 통일성, 혹은 존재의 일의성이라는 문제로 ‘거꾸로 뒤집

는’ 작업은 정치적 존재론을 정초하기 위한 시금석이 된다.32)

정ㆍ번역한다. 같은 맥락에서 바흐친은 이렇게 말한다. “아인슈타인적 세계의 통
일성은 뉴턴적인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심오하다. 이것은 훨씬 더 높은 질서
의 통일성(질적으로 다른 통일성)이다. [...] 도스토예프스키에게서 전체의 통일성
은 플롯적인 성격이나 독백적인 이념적 성격, 다시 말해 단일 이념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플롯과 이념 위에 자리하는 통일성이다.” 미하일 바흐
친(2006a) ｢도스토예프스키에 관한 저서의 개작 계획｣, 말의 미학, 김희숙ㆍ박
종소 옮김, 서울: 길, 462쪽.

30) 바흐친(2011), 28-29.
31) 바흐친(2011), 56.
32) ‘순수’ 사유의 무 에 잠복한 정치적 논쟁에 해서는 피에르 부르디외(2005) 나

는 철학자다, 김문수 옮김, 서울: 이매진을 참조하라. 사유와 정치의 문제는 단순
히 어떤 이데올로기에 입각해 있느냐의 질문에 있지 않다. 관건은 사유가 전개하
는 (무)의식의 평면 위에 현실의 정치적 (무)의식이 작동한다는 점이다. 



관념적 독백주의의 원리는 관념론 철학에서 가장 선명하고 이론적으로 
두드러지게 표현되어 있다. 일원론적 원리, 즉 존재의 통일성을 긍정하는 
것은 관념론에서 의식의 통일성의 원리로 전환되고 있다.33) [...] 의식의 통
일성은 존재의 통일성을 체한다. 의식의 통일성은 필연적으로 한 가지 의
식의 통일성으로 전환하게끔 되어 있다. 이러한 전환이 벌어질 때 통일성은 
어떤 형이상학적 형태이든 관계없이 ‘의식 일반’, ‘절 적 나’, ‘절 적 영
혼’, ‘규범적 의식’ 등을 취한다. 단일화로 인해 하나가 된 의식 곁에는 복
수의 경험적 인간 의식이 있게 마련이다. 의식들의 이러한 복수성은 ‘의식 
일반’의 관점에서 볼 때 우연적이다. 말하자면 잉여적인 것이다. [...] 하나
의 통일된 의식은 통일된 진리의 개념으로부터 나온 필연적인 결과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지적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 통일적인 진리는 의식의 복수
성을 요구한다. 진리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의식 세계 속에서 수용될 수 없
다. 진리가 본성적으로 사건적이고 또 다양한 의식을 접촉하는 지점에서 탄
생한다는 사실은 완전히 가능한 일이다. 모든 것은 진리와 진리의 의식에 

한 관계를 어떻게 사유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인식과 진리를 지각하는 
독백적 형식은 있을 수 있는 모든 형식의 하나에 불과하다. 이 형식은 의식
이 존재 위에 서게 됨으로써 그리고 존재의 통일성이 의식의 통일성으로 
전환됨으로써 탄생하게 된다.

철학적 독백주의의 토양에서 의식들의 본질적인 상호작용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인 화도 불가능하다. 본질적으로 관념론은 의식들 
사이에 있는 인식적 상호작용의 한 가지 양태만을 알 뿐이다. 진리를 알고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이 진리를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자를 가르
친다. 말하자면 이것이 스승과 제자와의 상호작용인데, 이는 결과적으로 오
로지 교육적 화에 불과한 셈이다.34)

교육적 화가 상정하는 일반적 도식, 즉 남성과 여성, 연상과 연하, 스승과 

제자 사이의 통상적 위계를 무너뜨리는 평등화의 무 에서 존재의 일의성과 

통일성이 드러난다. 바흐친의 정치적 존재론의 일원론적 기반이 여기에 있다.

33) 청년시 부터 바흐친은 의식의 통일성이 문화적 환상에 불과하다는 점을 역설해 
왔다. “의식의 통일성은 문화적 통일성에 한 이미지에 불과하다. 의식을 통해 
문화의 통일성을 이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실현불가능하다.” Lev Pumpjanskij 
(1992) “Lektsii i vystuplenija M. M. Bakhtina 1924-1925 gg. V zapisjakh L. V. 
Pumpjanskogo,” M. M. Bakhtin kak filosof, M.: Nauka, p. 237.

34) 바흐친(2011), 104-105.



3. 진리와 생산 — 문화의 양극성과 지형학적 하부

라블레론을 관통하는 근본 기조는 ‘일원론 속의 다원론’에 응축되어 있다. 
아마도 근  이전으로 소급되는 오래된 삶의 사유, 민중적 이야기 속에 함축된 

사상일 것이다. 이는 히포크라테스와 그의 학파의 저술에도 반영된 경향으로서, 
인간과 자연, 우주 전체를 포함하여 모든 신체적 존재자는 생성하는 힘의 다종

다기한 체현이라는 주장 속에 담겨 있으며35), 이에 따라 존재의 일의성 내지 

존재의 통일성이 표현되어 왔다. 만물을 구성하는 4  원소에 관한 고 인의 

사상은 비과학적이거나 신화적인 미신이 아니었다. 차라리 그것은 세계의 역동

을 포착하여 그들 자신의 언어로써 표현하고자 했던 통찰의 방식이었다. 

[히포크라테스] 전집의 모든 저작들에는 그로테스크한 [신체의] 개념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즉, 몸과 세계의 경계가 불명확해지고, 몸의 불완전성
과 개방성의 요소들에 초점이 맞춰진다. 몸의 외적 모습은 내적 양상과 단
절되어 있지 않으며, 언제나 몸과 세계 사이의 교환이 강조된다. 몸의 그로
테스크 이미지에서 매우 큰 역할을 했던 유기체의 다양한 분리는 여기서도 
중요한 의미를 획득한다.

4  요소에 한 연구는 몸과 세계의 경계가 지워지는 지점이었다. 다음
은 작품 바람에 하여(de flatibus)의 한 부분이다. “인간과 다른 생물들
의 몸은 음식, 음료, 영혼(pneuma)이라는 세 가지 양분으로 유지된다. 여기
서 몸 속에 살고 있는 영혼들은 바람이라 불리고, 몸 밖에 있는 것은 공기
라고 불린다. 후자인 공기는 만물의 가장 위 한 주인이므로 그 힘을 관찰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바람은 공기의 흐름이며 기류인 것이다. 따라
서 많은 공기가 강한 흐름을 만들 때, 한꺼번에 부는 공기의 힘으로 나무들
은 땅에서 뿌리가 뽑히고, 바다는 큰 파도를 치며, 짐을 가득 실은 배들은 
풍랑에 이리저리 흔들린다. [...] 사실, 하늘과 땅 사이는 영혼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이 겨울과 여름을 만드는 요인이다. 겨울 동안 영혼은 응축되
고 차가워지고 여름이 되면 가볍고 잠잠해진다. 게다가 영혼은 태양과 달과 
별의 궤도를 주관한다. 왜냐하면 영혼은 불의 양식이어서, 영혼이 없으면 
불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자체로 영원하고 영묘한 이 영혼
은 태양이 영원히 운행하도록 한다. [...] 그럼 왜 공기가 만물에게 강한 힘
을 갖는가에 해서는 이미 이야기한 바 있다. 그러나 죽은 자들에게 있어
서도 공기는 삶의 원인이며, 환자들에게는 질병의 원인이다.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공기는 절 적으로 필요한 것이다.”36)

35) 자크 주아나(2004) 히포크라테스, 서홍관 옮김, 서울: 아침이슬, 442-457쪽.



영혼과 바람, 공기 등은 고 인들이 믿었고 투쟁하던 상징체계의 필수적 

요소들이다. 힘과 생성을 부르는 이름이 역사와 민족, 시 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그것이 문화의 형식임을 염두에 둔다면, 고 인들에게 영

혼과 바람, 공기야말로 힘과 생성을 가리키기 위한 그들의 언표였음을 직감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근 의 ‘과학적 세계관’과 구별되게, 자연의 힘에 

한 고 인들의 믿음은 (라블레 시 에 민중이 가르강튀아와 팡타그뤼엘의 이

미지에 해 그랬던 것처럼) 다분히 실재적이었고 현실적인 요구에서 불거져 

나온 것이었다. 그러한 믿음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색되고 상이한 양상을 

취하기도 했으나, 전반적으로 만물의 생동과 변전에 한 본연의 핵심을 간

직하고 있었고, 마침내 라블레의 시 , 곧 르네상스에 이르러 그 비 을 드

러내게 된다. 모든 사물들이 서로 분리되어 개별적인 상으로 현존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 하지만 이러한 연결은 개념적 매개가 아

닌 감응(affect)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그렇다. 즉 그것은,

‘세계의 교감’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37) 이 덕분에 인간은 자신 속에서 
가장 높은 것과 가장 낮은 것, 멀리 있는 것과 가까이 있는 것들을 결합할 
수 있고, 땅 속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는 모든 비 들 속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

‘자연의 신비’와 ‘교감’의 사상은 라블레 시 에 모든 현상들 속에 널리 
퍼져 있었다. 바티스타 포르타, 조르다노 브루노, 특히 캄파넬라가 표현한 
형식 속에서 이 사상들은 현상들 간에 수직적인 거리가 주어졌던 중세의 세
계도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였다. 이들은 분열된 것을 통합하고, 현상들 간
의 잘못된 경계들을 제거하며, 세계의 삼라만상을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우
주의 단일한 평면으로 전환시키는데 기여하였다.

특히 만물에는 영혼이 있다는 사상이 널리 퍼져 있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피치노는 이러한 사상을 지지하며, 세계는 죽어있는 요소들의 집합체
가 아니라 각 부분들이 전체의 한 기관이 되는 영혼을 가진 존재임을 증명
하였다. [...] 이 모든 현상들은 라블레에게 얼마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다. 왜냐하면 이들은 어떤 경우든 모두, 시 의 전체적 경향에서 흘러나
온 동종적이고 유사한 현상들이기 때문이다. 천체에서 각 요소들에 이르기

36) 바흐친(2001), 551-552.
37) 교감(sympathie)은 푸코가 르네상스의 세계인식을 특징짓는 네 가지 방법적 관점 

중 하나로 서술한 것이다. 교감은 세계의 심층에서 자유로운 상태로 유동하여 서
로 분리된 것들을 연결시키고 소통하게 만드는 힘이다. 미셸 푸코(2012) 말과 사
물, 이규현 옮김, 서울: 민음사, 54-55쪽. 한국어판은 ‘감응’으로 번역되었다.



까지 이 모든 세계의 현상과 사물들은 우주의 수직체계 속에 있던 자신의 
과거 위치를 버리고, 생성하는 세계의 통일적인 평면을 지향하였다. 그리고 
이 평면에서 자신의 새로운 위치를 찾으며, 새로운 관계들을 맺고, 새로운 
이웃들을 형성하게 되었다. 모든 사물과 현상과 가치들이 재편되면서 그 중
심이 된 것은, 자신의 내부에 삼라만상을 통합하고 있던 인간의 신체였다.38)

인간의 신체는 자연력, 곧 생성하는 힘이자 우주 전체로서 그로테스크한 신

체가 현상하는 ‘유력한’ 장소로 자리매김한다. 라블레론이 예거하는 수많은 

민중연희와 카니발적 발화들, 문학작품들은 이러한 인간 신체를 매개로 표현된 

생성력에 다름 아니다. 강조하건 , 관건은 ‘인간’의 신체가 아니라 인간의 ‘신
체’로 표출된 힘이다. 르네상스에 한 공식적 문화가 선호하는 조화롭고 절제

된 신체의 비율, 예지와 안목, 건강한 덕목의 담지자로서의 추상적 인간이 아

니다. 핵심은 신체에, 신체들의 집합에 있다. 바흐친이 ‘인간’이라는 추상적이

고 개체적인 명사 신, ‘민중’이라는 집합적 명명을 선호하는 이유도 여기 있

을 것이다. 따라서 일원론적 힘의 체현자는 민중의 신체에 있다고 말해도 좋

을 듯하다. 이러한 힘의 존재론적 사태를 문화적 형식 속에서 읽어내는 일이 

필요하다. 민중의 신체를 경유한 관념과 사태, 물질적 구성과 현상을 현실의 

논리로 번역해 내는 것이 (비)공식적 문화에 한 바흐친의 연구이다. ‘두 문

화’에 한 분석, 현상의 다원론과 복수성에 한 고찰은 이로부터 시작된다.
공식 문화와 비공식 문화의 립은 이미 청년 시절부터 바흐친 사유의 기

본 구도를 열고 있었다.39) 현상적으로 볼 때, 두 문화는 첨예하게 립하며 

타협불가능하게 보인다. 공식 문화는 현실과 사회를 가시적으로 분절하는 질

서를 창출하고, 법과 제도를 통해 통제하는 막강한 힘이다. 반면, 비공식 문

화는 현실의 비가시적인 층위로 숨어들고 의미의 변경으로 내쫓기는 억압된 

차원이다. 심지어 ‘문화’라는 이름을 붙이기조차 어려운 지리멸렬한 상태에 

빠져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기술은 표층적으로 

더할 나위 없이 그럴 듯하다. 그러나 심층을 뜯어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음을 

알게 된다. ‘공식’과 ‘비공식’의 립은 형식적 명명이며, 그 내용을 고려할 

때 언제나 똑같은 것은 아니었다. 현실의 조건에 따라 무엇이 공식적이고 비

공식적인지는 항상 달라졌고, 자리를 바꾸거나 다른 립의 구도를 산출해 

38) 바흐친(2001), 564-566.
39) 최진석(2009) ｢바흐친과 무의식, 또는 사회적인 것에 관하여｣, 러시아어문학연구

논집 32, 한국러시아문학회, 263-286쪽.



왔다. 이른바 혁명이란 이 두 항이 상호 전화를 이루는 결정적인 순간들에 

한 기록들이다. 아마도 내용은 수시로 변경될지 몰라도 두 항의 립이라

는 형식적 측면은 영구불변한 것이어서, 결국 역사란 양극적 립을 벗어날 

수 없는 수레바퀴와도 같다고 응수할지 모르겠다. 립의 두 극이 전환가능

하다는 점에서 바흐친의 사유는 위상학적(topological) 특성을 갖지만, 언제나 

비공식적 하부가 우선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충분히 지형학적(topographical)이
다. 라블레론의 제6장에서 언급된 수많은 사례들은 중세와 르네상스인들에

게 널리 알려져 있던 힘의 현실적 분포에 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

고 지형학에 한 이러한 고려만이 영원히 순환하는 지배와 예속, 권력과 민

중, 제국과 다중 사이의 이원론적 숙명을 끊어낼 수 있다.
공식 문화와 비공식 문화의 립. 통념적인 문화의 양극성 테제 및 이원적

인 평형상태에 한 논제에는 함정이 있다. 일견 다양성과 복수성을 수긍하

는 듯한 태도를 취하지만, 이 주장의 내막에는 결과적으로 현상적 힘의 우위

를 가진 쪽만이 언제나 승리한다는 체념이 포함되어 있는 탓이다. 즉 현실 

속에서 힘의 두 극은 언제나 부정적인 방향으로만 귀결된다는 것. 예컨  역

사를 일별해 볼 때 우리가 늘 확인하는 것은 민중보다는 국가나 자본의 거

 권력이 현실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른바 역사는 승자에 의해 쓰

여진다는 낙담어린 진술을 보라. 강자의 승리로 역사를 채색하는 이러한 구

도를 힘의 일원론과 겹쳐놓을 때, 바흐친의 적 자들이 그를 전체주의의 옹

호자로 의심했던 것은 어쩌면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이 아니겠는가? 역사적

으로 비공식 문화는 공식 문화에 해 승리의 노래를 구가해 본 적이 거의 

없다. 존재 자체가 인정된 일도 별로 없다. 그렇다면 존재-생성으로서 힘의 

일원론, 그것의 존재론적 우위를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지형학적 하부는 상부에 상 적인 장소, 개념적 공간이 아니다. 그것은 상

적 하부를 넘어서는 절 적 하부로서, 모든 존재하는 것이 항상-이미 정향

되어 있고 흐르고 있는 단 하나의 극이다. 생명을 위해 먹고 마시고 집어삼

키는 모든 것은 결국 아래를 향해 내려가게 되어 있다. 제 아무리 고결하고 

존귀한 사상과 감각일지라도 똥과 오줌을 배설하는 하부에 연결되어 있지 않

다면, 추상적 허구로 폭로되거나 스스로 고사(枯死)해 버리고 말 것이다. 지

상적 삶으로부터 뛰어오른 모든 것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이 힘은 그래서 절

적이다. 산 것은 죽어야 하고, 먹은 것은 배출되어야 하며, 안에서 잉태된 

것은 밖으로 출산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궁극적 하부가 없다면, 상 적인 



상부의 삶도 존재하지 않는다. 죽음과 부활이 등을 맞 고, 죽음은 결국 부활로 

전복되며, 죽지 않고는 부활할 수 없기에 죽음은 곧 생명의 운동에 견인될 수

밖에 없다. ‘만물유전’이라는 통념적 순환론에 빠지지 말자. 죽음과 삶은 현상

적으로 등가(等價)처럼 보이지만 동등한 힘이 아니다. 죽음이 삶이 되는 것은 

오직 삶의 생성적 운동의 견인력에 의해서일 뿐이다. 개별적 신체만을 볼 때 

죽음은 그 개체의 사멸을 의미할 것이다. 하지만 우주적 신체를 놓고 본다면, 
한 개체의 죽음은 다른 개체의 생장을 지시하는 생성적 현상의 한 고리일 따름

이다. “신체의 지형학은 우주의 지형학과 긴 하게 뒤섞여 있다.”40) 제도와 습

속, 체제와 반체제, 혁명에 해서도 같은 식으로 말할 수 있으리라. 공식적이

든 비공식적이든 문화의 양극성은 실재적으로는 힘의 일원론적 토 에서 유래

한 현상이다. 립은 가상이며, 실제로는 (‘더 높은 의미에서의’) 비공식적 문화

의 층(또는 비-문화의 지층)만이 유일하게 생성을 가동하는 원천이다.
하부, 실로 이 우월성의 극만이 존재-생성의 유일하고 통일된 원천이다. 현

실을 채우는 온갖 상징적 체계들은 상 적인 양극성에 의해 구축되어 있다. 
생성의 원천으로서 하부는 이러한 현실의 절 적인 외부이자 타자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외부성과 타자성은 현실 내재적인 작용력이며, 현실을 축조하는 

힘으로 드러난다. 현실의 문화적 상징들이 만들어질 때, 그것은 양극적 또는 

다극적 구조를 형성한다. 그러나 어떤 구조든, 알튀세르 식으로 말해 최종 

심급에서는 절 적 하부를 향한 경향을 참조하지 않을 수 없다. 하부를 향한 

흐름은 현상적 문화의 지층들이 마멸되게 하고 와해시키며, 지반 아래로 가

라앉게 만듦으로써 새로운 구축의 장(場)을 연다. 공식적 문화의 지 가 분

해되고 전복될 때 비공식적 문화의 힘이 가시화되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는 비공식적 문화란, 그래서 실존하지 않는다. 그것은 실재하지만, 통상적인 

규범의 척도로는 관찰되거나 지각되지 않는 차원에 있다. 초월론적 타자로서 

비공식적 문화는 공식적 문화의 외부, 특히 후자가 파괴될 때 비로소 지각되

는 비-지각적 차원이 아닐까? 비공식적 문화가 정치/치안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의 생성력으로서만 드물게 표현되는 까닭도41), 힘의 존재론이 항상 정치적 

존재론으로 전화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이다. 힘의 일원론에 한 질문은, 그 

힘이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현실성의 차원에서 새롭고 다르게 생산해 내느냐

40) 바흐친(2011), 548.
41) 랑시에르(2013), 14; 미하일 바흐친(1989) 프로이트주의, 송기한 옮김, 서울: 예

문, 145-147쪽.



의 문제의식으로 전위되어야 한다. 요컨  문제는 생산이다.
민중과 힘, 생성의 존재론을 정치적으로 독해할 때 필요한 생산의 논제는 

무엇보다도 진리의 생산에 관련된 것이다. 이는 무엇을 척도로 정하느냐의 문

제이자 규범 설정의 문제로서, 어떤 사회구성체도 이에 근거하지 않을 수 없

는 강한 소구력을 지닌다. 진리는 그것의 진위 여부와는 무관하게, 공식적으로 

설정되고 나면 그 사회의 온갖 규범과 제도, 법을 규정짓는다. 단적으로 말해, 
무엇이 그 사회의 공식성을 갖는지 정의하는 기준이기에, ‘자연스럽게’ 그 사

회의 비공식성마저도 할당해 버린다. 예컨  근  사회에서 계약은 사회의 구

성적 근거로 설정되어 있으며,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예술과 일상생활을 총

괄하는 범례적 성격을 띤다. 일단 공식화되고 나면, 그 후에는 동종적이고 동

질적인 내용과 형식을 재생산함으로써 해당 사회체의 보존과 재생산에 기여하

고, ‘다른’ 진리의 탄생을 억압한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문화의 근본 문제란 실

상 특권적인 진리 모델의 (재)생산에 달려있다고 보아도 좋을 듯하다.
진리는 언제나 생산되어 왔고, 생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만 실

효적이다. 형상(Form)이나 이데아와 같은 고 적 진리관이 그러했고, 주권과 

소유에 관한 근 적 진리 개념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어느 쪽이든 진리는 

특정한 집단의 욕망이 상상적으로 투사된 이데올로기이다. 즉 진리는 그것이 

통용되고 반복되는 조건들 속에서만 유효하게 작동하는 부분적 진리인 것이

다. 그렇다면 진리란 단지 특정하게 생산되는 것이기에 무시해도 좋다거나, 
무의미하다고 거부하면 되는 걸까?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의 주장 로, 진리는 

단지 유명론적 상일 뿐일까? 청년 시절의 바흐친은 당시 통용되던 프로이

트주의를 논박하는 가운데 억압된 것, 혹은 언어적 매개에 의해 구성된 것이 

아니라 의식과 사회의 하부에서 들끓어 오르는 본연의 무의식을 방어하고 구

출하려 한 바 있다.42) 그에 따르면 무의식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인데, 
이때 ‘사회적’이란 말의 의미는 기성의 규범과 제도, 의식형태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오히려 비공식적 부면들, 즉 사람들 사이에서 명확하게 언표되지 않

거나 단지 감각되기만 한 부분들, 예감적으로만 연결된 감응의 차원이 결합

될 때, 무의식은 사회적으로 구성된다. 진리는 영원불변하는 완성태로서 존재

하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이 전 사회적 공-동적(共-動的) 사건을 통해 매번 만

들어지는 것으로서만 실존하는 힘을 지닌다.43) 절 적인 것, 하부를 향한 경

42) 최진석(2009), 278-280.



향은 곧 공-동적 사건화이다.44) 카니발이라는 사건, 곧 카니발화야말로 이러

한 구성적 진리의 본성이 아닌가?

[소크라테스적 화] 장르의 근저에는 진리에 관한 인간 사유의 화적 본
성과 진리의 화적 본성에 한 소크라테스적 개념이 놓여 있다. 진리 탐구
의 화적 수단은 기존 진리의 지배권을 주장하는 공식적인 독백주의와 립
하고 있으며, 무언가 자신들이 알고 있다고, 다시 말해, 어떤 진리들을 자신들
이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순진한 자기 과신과도 립하고 있다.

진리란 개별적 인간의 머리 속에서 탄생하지도 않고, 거기서 발견되지도 
않는다. 진리는 공동으로 그것을 탐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이들의 
화적 교류과정에서 탄생한다. [...] 진리의 화적 본성에 관한 소크라테스의 
개념은 소크라테스식 화 장르의 민중적-카니발적 근저에 놓여 있었으며, 그
것이 이 장르의 형식을 결정했다.45)

라블레론의 주도적 논조도 이와 멀지 않다. 이 책에서 바흐친이 모든 죽

어가는 것에 환호하고 태어나는 것을 찬양하는 이유는 진리가 주어진 조건을 

통해 늘 새롭게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행화의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기성의 진리는 사멸해야 할 운명에 빠지고, 새 조건 속에서 이질적인 진리가 

움트는 일은 당연한 이치다. 기성 진리의 추상성을 폭로하고 해체시키는 가운

데 새로운 진리의 탄생을 견인하는 원인으로서 지형학적 하부에 해서는 이

미 살펴보았다. 이렇듯 존재-생성의 흐름은 문화의 현상적 차원을 관류한다. 
다만 그것을 어떤 각도에서 바라보고 평가하는가가 문제인데, 우리가 어떤 관

점을 취하든 그것은 부분적 진리만을 포함하기에 전체의 흐름을 놓치기 쉽다. 
오직 진리들이 생산될 뿐이며, 진리들은 항상 다르게 생산된다. ‘낯선’ 생산이

43) 최진석(2014b) ｢행위와 사건 ― 미하일 바흐친의 윤리학과 삶의 건축학｣, 인문
논총 71:3, 서울  인문학연구원, 61-65쪽.

44) 바디우에 따르면 이러한 사건화야말로 진리들의 진리이다. 즉 실체가 아닌 생산
의 공정으로서의 진리가 문제다. “철학의 조건들은 횡단적이다. 이 조건들은 긴 
기간에 걸쳐 식별될 수 있는 한결같은 공정들이며, 사유에 한 이 공정들의 관
계는 상 적으로 불변적이다. 이 불변성의 이름은 명백하다. 즉 그 이름은 ‘진리’
이다.” 알랭 바디우(1995) 철학을 위한 선언, 이종영 옮김, 서울: 백의, 33-34쪽. 
“사실상 단 하나의 주체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진리들이 있는 만큼 주체들이 있
는 것이며, 진리의 공정들이 있는 만큼 주체성의 유형들이 있는 것이다.” 알랭 바
디우(2001) 윤리학, 이종영 옮김, 서울: 동문선, 39쪽.

45) 바흐친(2011), 144.



자 ‘다른’ 생산에 한 긍정만이 진리의 적극적(positive) 작동을 끌어낸다. 매

번 생산되는 진리‘들’ 사이의 존재론적 위계는 없다. 존재론에 있어서의 급진

적 등가화, 평등화가 생산의 긍정성을 보장한다. 랑시에르 식으로 말해, 진리

의 생산이 항상 정치적인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4. 카오스모스 — 시간의 카니발과 문화의 유형학 

진리의 생산은 삶의 세계에 형식을 부여한다. 곧 ‘문화화’한다. 문화의 자

립적인 표상이 생겨나는 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이다. 특정한 진리 개념이 성

립하고, 그것을 척도로 삼아 다양한 가치들에 옳고 그름의 자리가 분배되며, 
그 문화의 실효적인 권역이 구축된다. ‘공식적인 문화’의 영토란 이것을 말한

다. 문제는, 이런 문화적 영토화를 위해 동원되는 표상과 의미체계, 가치의 

체제들은 단일하고 보편적인 척도로서의 진리 관념에 기반한다는 것, 다시 

말해 진리의 실재성에 한 강고한 믿음에 바탕한다는 사실이다.
새로운 진리가 낡은 진리와 가치 체계를 해소시키고 등장하게 되면, 그것

은 제도적 장치 속에 쉽게 용해되게 마련이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진리’는 

다시 낡은 진리로 몰락하며, 기성의 경화된 체계 속에 역동성을 상실해 버린

다. 그렇게 되면, 예전에 낡은 진리를 무너뜨리고 성립했던 새로운 진리의 

체제 역시 보수적인 내용과 형식을 유지하려 애쓰면서 또 다른 새로운 진리

의 탄생을 억압하는 권력이 된다. 맑스가 한 시 의 지배적 사상은 항상 지

배계급의 사상이라고 강조했던 까닭이다. 혁명이 해체시키려는 상은 그렇

게 퇴락하고 반동적으로 고착된 억압된 진리형식으로서의 문화이다. 그렇다

면 진리의 탄생과 죽음, 소멸과 재건의 이 ‘반복적’ 과정은 어떻게 시발되는 

것일까? 저 세계 ‘너머’에 있지 않으면서도, 이 세계를 내재적으로 변전에 빠

뜨리는 힘의 정체는 무엇인가?
생성하는 힘의 유일한 극, 즉 사멸하는 모든 것과 낡고 고루해지는 온갖 

것들에 립하는 하부에는 시간이 있다. 세계사의 공간을 관통하며 현존하는 

어떤 것도 남겨두지 않고 파괴하는 원천은 시간이다. 시간이 없다면 지금까

지 역설해 온 ‘힘’은 그저 추상에 지나지 않아, 현실 세계에서 어떠한 실질

적 변화도 일으킬 수 없을 것이다. 시간은 내재적이며 충만한 이 세계의 변



형 자체이자 전체이다. 바흐친이 생성력을 민중의 이미지 속에 인간화했던 

까닭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 힘은 지금-여기라는 이 내재적 평면, 곧 역사의 

공간에서만 육체라는 구체적 표면을 얻는다. 카니발이 ‘시간의 축제’라는 이

름으로 불리고, 축제는 곧 ‘시간의 승리’라고 선포되는 것도 생성력이 본래적

으로 시간성 자체로 이해될 때 납득할 수 있는 일이다.

축제는 항상 시간성과 본질적인 관계를 맺는다. 그 근본에는 항상 자연적
(우주적), 생물적, 역사적 시간의 일정하고 구체적인 개념이 자리한다. 더욱이 
역사 발전의 모든 단계 속에서 축제는 자연과 사회와 인간의 삶에 있어서의 
위기와 변혁이라는 계기들과 관련되어 있다. 죽음과 부활, 변화와 갱생의 계
기들이 축제적인 세계감각 속에서 항상 주도적인 것이었다. [...] 공식적인 축
제와는 조적으로 카니발은, 마치 지배적인 진리들과 현존하는 제도로부터 
일시적으로 해방된 것처럼, 모든 계층질서적 관계, 특권, 규범, 금지의 일시적 
파기를 축하하는 것이다. 이것은 진정한 시간성의 축제이며, 생성과 변화ㆍ갱
생의 축제인 것이다. 카니발은 모든 종류의 영구화, 완성, 그리고 완결성에도 
적 적이다. 카니발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래를 응시하고 있다.46)

시계를 통해 가시화되는 근 적 시간, 곧 천문학적 방법과 규범에 의해 측

정되고, 국가적 권력을 통해 보편화되는 공식적 시간은 완결된 체제 속에서 

작동한다. 정치와 경제, 사회의 전 부문은 공식적으로 관리되고 통제되는 시

간의 질서에 따라 통치되며, 이로부터 벗어나는 일탈적 시간이란 사실상 불

가능하다. 카니발이 사건화의 기폭제가 되는 것은, 일상생활의 시간적 규범이 

카니발이라는 예외상태 동안 해체되고 새롭게 구성될 것을 요구받는 까닭이

다. 예외이지만 근본인, 해체와 파괴의 화신으로서 시간을 통해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규범적인’ 시간감각은 방향을 잃은 채 유실되며, 거기에서 새로

운 시간의 감각이 피어올라 삶의 이질적인 양태를 구축할 것이다. 통치를 불

가능에 빠뜨리는 정치적인 사건으로서의 시간과 카니발에 역점을 찍자.

여기서 다시 한번, 축제적인 웃음이 시간과 시간의 변화와 맺는 본질적인 
관계를 강조해야만 한다. 축제의 역법(曆法)적 계기는 민중적인 웃음의 비공
식적인 측면 속에서 되살아나며, 아주 생생하게 감지된다. 사계절의 변화, 태
양과 달[月]의 위상, 초목의 죽음과 갱생, 농사 순환주기의 변화와 맺는 관계
가 여기서 되살아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는 새롭고, 곧 다가오며, 갱

46) 바흐친(2001), 31-33.



생의 계기들이 긍정적으로 강조된다. 이러한 계기들은 보다 넓은 확 된 의
미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그곳에는 보다 나은 미래, 보다 공평한 사회ㆍ
경제제도, 그리고 새로운 진리를 갈구하는 민중들의 희망이 깔려있기 때문이
다. 마치 로마의 사투르누스제가 사투르누스의 황금시 로 복귀하는 것을 상
연(上演)하는 것처럼, 축제에 나타나는 민중적인 웃음의 측면은 어떤 면에서 
보편적인 물질적 풍요, 평등, 자유와 같은 보다 나은 미래를 상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세의 축제는 마치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야누스가 된 것처럼 보
였다. 가령 야누스의 공식적인 교회의 얼굴이 과거를 향해 있고, 현존하는 
제도를 신성화하며 승인하는 역할을 맡았다면, 야누스의 민중ㆍ광장적인 웃
는 얼굴은 미래를 응시하고 있으며, 과거와 현재의 매장(埋葬)에 해 미소
를 보낸다. 이 얼굴은 보수적인 부동성과, ‘초(超)시간성’, 확립된 제도와 세
계관의 불변성과 립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사회ㆍ역사적 차원 속에서도 
변화와 갱신의 요소를 강조한다.47)

일견 이러한 입장은 헤겔이 역사철학을 강의하며 언명했던 ‘시간의 파괴적인 

힘’을 연상케 만든다. 아마도 죽음과 삶의 교차순환, 파괴와 구축의 상호전위에 

관한 바흐친의 진술에서 헤겔의 테마를 연상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 듯하다. 
그에 따르면 역사의 도정에서 벌어지는 온갖 파괴와 살육, 해체의 현상은 각 시

의 조건에 따라 새롭게 구성되는 보다 나은 현실을 위한 발판이 된다. 모든 

시 는 다음 시 의 실현을 위해 부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진보

적 시간관의 전제에 유의하지 않는다면, 헤겔과 바흐친을 뒤섞는 오류에 곧장 빠

지고 만다.48) 그 어떤 권력과 질서도 남겨두지 않고 부숴버리는 시간의 위력 이

면에는, 절 정신으로서의 이념이 있기 때문이다. “세계사의 일반적 목적은 정신

의 개념을 만족시키는 것”이라는 목적론적 테제가 그것이다.49) 반면, 바흐친에게 

문제는 역사가 아니라 시간이며, 목적이 아니라 운동이다. 기성의 질서와 권력을 

절멸시키는 이유는 정해져 있지 않다. 발생의 조건이 달라졌다면 현상의 질서와 

권력 역시 변화를 겪어야 하며, 와해되는 운명에 처해지는 것은 당연한 사태 아

닌가? 시간의 항거불가능한 위력이란 그것이 아닐까? 목적없는 역사는 눈먼 부정

의 운동에 내맡겨져 있다. 이 흐름에 억지로 방향을 설정하고, 이름을 붙여 목적

을 확인하려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카니발에 관한 바흐친의 서술을 세심히 

47) 바흐친(2011), 136-137.
48) V. V. Nazintsev(1991) “Myslitel’ Bakhtin i Teoretik Khajdegger,” in K. G. Isupov 

(ed.) M. M. Bakhtin i filosofskaja kul’tura XX veka, ch. 1, M.: RGPU, pp. 102-112.
49) 게오르크 헤겔(1988) 역사철학강의, 김종호 옮김, 서울: 삼성출판사, 86쪽.



읽어본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떠한 규범적인 목적의식도 찾아볼 수 없다.  

민중적ㆍ축제적 이미지들 속에 나타나는 부정은 결코 추상적이거나 논리
적인 성질을 띠지 않는다. 이것은 항상 사실적이고 명확하고,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부정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상의 독특한 이면이, 부
정된 상의 내면이, 카니발적인 뒤집기가 있다. 부정은 부정된 상의 이미
지를 재편하고, 무엇보다 먼저 전체 상과 각 부분들의 공간적 위치를 바
꾼다. 부정은 전체 상을 지옥으로 옮기고, 상 안에서 하부를 상부로 옮
기거나 뒷부분을 앞부분으로 옮긴다. 부정은 나머지 요소들을 없애면서 일
정 요소들을 강조하는 등, 상의 공간적 비율을 일그러뜨린다. 이런 식으로 

상의 부정과 파괴는 무엇보다 그 상의 공간적 재배치와 재구성으로 나
타난다. 상의 비존재는 상의 이면이며, 속이 겉으로 뒤집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뒤집기나 하부는 시간성을 획득한다. 파괴된 상들은 과거
의 것으로, 노쇠한 것으로,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파괴된 
상은 세상에 남긴 남지만, 새로운 형식의 시간적ㆍ공간적 존재로 남게 된다. 
이 파괴된 상은 과거에 자신의 자리를 차지한 새로운 상의 이면이 된
다. [...] 문제는 공간적ㆍ시간적, 크로노토프적 부정이 부정적인 극점을 기술
하면서 동시에 긍정적인 극점과도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것은 상
을 나머지 세상과 완전히 구분하여 이를 부정하는, 추상적이고 절 적인 부
정이 아니다. 크로노토프적 부정은 상을 그렇게 구분하지 않는다. 이러한 
부정은 현상을 그 생성의 과정 속에서 파악하고, 부정적인 극점에서 긍정적
인 극점으로 옮겨가는 운동 속에서 파악한다.

카니발의 부정성은 그 자체가 생성적 힘의 작용이기에 긍정적이다. 시간의 

파괴적 위력은 동시에 생성의 구축적 힘을 보여준다. 지형학적 하부에 한 앞

선 언급을 떠올린다면, 시간의 파괴적 힘이란 기실 시간의 구성적 힘의 동의어

이자 결과에 한 진술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스피노자 식으로 말한다면, 
능산적 자연(natura naturans)과 소산적 자연(natura naturata)은 일치한다. 단, 전

자가 후자를 포괄하는 한에서 그렇다.50) 요컨  통일적이고 유일한 힘으로서 

생성은 언제나 두 가지 국면에서, 서로 립적인 것처럼 보이는 양극성을 통해 

현상하지만, 전체적(‘우주적 지형학’)으로 볼 때, 시간의 운동 속에 하나의 흐름

으로 되돌아 간다. 앞서 논의했던 힘의 일원론의 현상적 테제로서 복수성과 다

원론을 도식화해 보면 다음과 같이 펼쳐보일 수 있을 것이다.

50) 베네딕트 스피노자(1990) 에티카, 강영계 옮김, 서울: 서광사, 46-48쪽(제1부, 정
리 29, 주석).



삶 ―  문화
유일성 ―  통일성

욕망 ―  쾌락51)

해체 ―  구성
발산 ―  수렴

무의식 ―  의식
탈형식 ―  형식

펴기 ―  접기52)

카오스 ―  코스모스
다중 ―  제국

반문화 ―  문화
웃음 ―  엄숙

비공식성 ―  공식성
화 ―  독백

이 목록은 얼마든지 더 길게, 무한히 늘여 쓸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

한 문화의 양극성은 이론적 관조를 통해 추출된 현실의 체계들이며, 양극성

의 바탕에는 모호한 실재로서의 혼성적 힘의 흐름만이 있다. 선과 악, 미와 

추, 좌와 우, 늙음과 젊음, 삶과 죽음, 남성과 여성 등등의 이원론적 짝은 현

상에 한 상징적 명명이지 실재 자체가 아니다. 명석판명한 선형적인 분류

는 일종의 사변적 가상이다. 이런 립 이면의 점이지 , 끊임없이 서로 교

통하고 뒤섞이는 질료들의 흐름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문화의 

양극성은 또한 현실적이다. 모든 시 의 문화는 특정한 조건들에 의해 조형

된 다양한 힘의 벡터들의 조성체로서, 다른 시 , 다른 조건에서 형성된 문

화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 현실의 양태는 그 양태를 만들어낸 조건들의 효과

로서 실재적이다. 문화의 차이, 또는 차이로서의 문화는 단지 외양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화를 현상하게 만든 조건들의 차이, 이질적인 배치와 그 효과

51) 욕망과 쾌락을 구별한 이유는, 전자가 목적의 궤도를 이탈하는 힘인 반면 후자는 
상적인 즐거움에 고착되는 성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질 들뢰즈(1997b) ｢욕망과 

쾌락｣, 서울사회과학연구소 편, 탈주의 공간을 위하여, 서울: 푸른숲, 101-115쪽.
52) “펼침(dépli)은 접힘(pli)의 반 가 아니다. 펼침은 또 다른 접힘에까지 접힘을 따라

간다. [...] 접힘-펼침은 이제 단순히 팽팽하게 당겨짐-느슨하게 늦춰짐, 수축됨-팽창
함이 아니라, 또한 포괄됨-전개됨, 말아넣어짐(involuer)-풀려나옴(évoluer)을 의미한
다. 유기체는 자신의 고유한 부분들을 무한하게 접는 능력과 무한하게가 아니라 
그 종( )에 부여된 전개의 정도까지만 펼치는 능력에 의해 정의된다.” 질 들뢰즈
(2004b) 주름, 라이프니츠와 바로크, 이찬웅 옮김, 서울: 문학과지성사, 16-21쪽.



의 차이를 함축한다. 따라서 문화를 완결된 전체로서, 모종의 원형적 본질을 

갖는 실체로 간주하여 분류법을 건설하는 것은 부정확한 시도일 듯하다. 그와 

같은 분류법에 의하면, 문화는 그 자체의 창달과 번영에 있다는 목적론에 종

속되든지, 또는 문화는 태어나서 번성하다 죽는다는 일종의 생물학적 유비, 유

기체론에 귀속되는 탓이다.53) 차라리 문화란, 시간의 격발로 시작된 생성력이 

강도(强度)적 차이에 따라 표현된 다양한 전개 양상들의 집합이 아닐까?54) 마

치 탈형식화하는 힘으로서 추상에 한 이해가 가능한 것처럼, 생성하는 힘이 

주관하는 주체도 목적도 없는 과정에 한 유형학이 가능하지 않을까?55)

겉보기에 이항적 평행을 이루는 듯한 위의 목록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

다. 기호학적 이분법이 가치의 립만을 문제삼는데 비해, 존재론적 사유는 

비 칭적인 절 적 무게를 포함하는 까닭이다. 좌변의 항들은 존재-생성의 

차원에서 항상 우선권을 갖는다. 기성의 가치와 의미, 진리치, 자기 충족적인 

문화의 틀을 전복시키는 ‘지형학적 하부’가 그 편에 있다. 현실의 명석판명하

며 질서있는 기호적 배치들, 문화적 체계들은 언제나 이면의 보이지 않는 차

53) “우리는 사물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의 경우 그 사물에 부착되어 있는 분
류표시만을 읽는 것으로 만족한다.” 앙리 베르그손(1992) 웃음, 정연복 옮김, 서
울: 세계사, 125쪽.

54) 신체는 그 모든 형태에 있어서 이질적인 다른 신체들의 혼성체로 나타나며, 이 혼
성체가 개체(singular thing)로 보이는 것은 그것이 일정한 운동과 속도의 비율을 통
해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기 때문이다. “신체는 운동과 정지, 빠름과 느림에서는 
서로 구별되지만, 실체에 있어서는 구별되지 않는다.” 스피노자(1990), 82(제2부, 정
리 13, 공리 1과 2, 보조 정리 1); 최진석(2014a), 353-354. 

55) 힘의 강도적 차이에 따른 유형학은 바흐친의 소설 유형학에서 최고의 수준으로 
펼쳐진다. 소설의 역사는 시공간을 사건화시키는 능력의 증 , 곧 크로노토프의 
발전사이기 때문이다. 근  문학사는 개 문학의 진보나 문학 이념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목적론적으로 서술되지만, 바흐친의 소설사는 글쓰기와 실재 사이의 관
계에 따른 양상적 차이만을 기록하고 있다. 물론, 소설은 스스로 증식하는 괴물적 
생명체로서 더 큰 생성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우월해지는’ 장르로 명명되지만, 헤
겔적 목적의 이념과는 판이하다. 목적없는 분류법, 열린 유형학이 그것이다. 크로
노트프적 사건에 기반한 소설사에서 글쓰기-장치는 역사 속에 사건을 도입하여 
그 지속을 실험하는, 시간의 흐름에 한 강도적 개입과 실천이다. 그것은 오직 
말이라는 신체에 어떤 강도적인 형식을 덧입히는가에 관한 여러 유형들의 탐구인 
것이다. 이 연구의 범례는 ｢소설 속의 시간과 크로노토프의 형식｣(1937-38)에 서
술되어 있다. 다시 바흐친과 들뢰즈의 만남을 확인해 보자. “[힘의] 의지의 일원론
은 다원론적 유형학과 분리될 수 없다”(들뢰즈 1998: 159).



원, 스스로를 급속히 와해시키고 분해하는 무게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하지만 

이는 예외적이거나 일탈적인 부분적 현상이 아니다. 사태 전체가 흐르는 단 

하나의 방향은 물질과 육체의 하부일 뿐이다. 그러나 하부의 근본성은 그것이

야말로 존재의 진리로서, 실의 고착이 아니라 광장의 사건이란 점에 있다.

광장의 언어는 양가적이고, 거기에는 웃음과 아이러니가 울려퍼지고 있다. 
그것들은 언제나 자기의 반 편을 가리키려는, 즉 욕설과 저주로 돌아서려
는 준비가 되어 있다. 이들은 또한 격하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세계를 
물질화하고 육체화한다. 이들은 본질적으로 양가적인 물질적ㆍ신체적 하부
와 결합되어 있다. [...] 이 경우 우세한 것은 하부의 부정적인 극(極)이다.56)

비공식적 문화의 근원인 광장, 생성력이 천변만화하는 무 이자 공장인 그

곳을 들뢰즈라면 기관없는 신체(corps sans organes)라 불 을 것이다. “광장

은 모든 비공식적인 것들의 중심이었으며, 공식적인 것의 질서와 공식적인 

이데올로기의 세계에서 볼 때는 마치 ‘치외법권’을 누리고 있는 곳 같았다. 
광장은 항상 ‘민중의 것’이었다.”57)

‘광장에서 웃고 있는 민중’은 바흐친이 제시한 존재-생성의 가장 강력한 

이미지이다. 그것은 다원론을 용해시키고 있는 일원론이자 일원론으로 이행

중인 다원론에 관한 사유를 표현한다.58) 다른 한편, 그것은 카오스를 긍정하

는 코스모스이자 코스모스를 안으로 감싸는 카오스, 능산적 자연과 소산적 자

연의 상호 생성적인 카오스모스적 영원회귀의 이미지이다.59) 다중의 저항이 

56) 바흐친(2001), 291-292.
57) 바흐친(2001), 239-240. 요컨  ‘민중=광장=기관없는 신체’의 변형적 존재론.
58) 이런 의미에서 일원론과 다원론 사이의 형식적 립(이원론)은 전적으로 무의미

하다. 양자 간의 역동적 관계, 이행하는 힘의 차원을 보지 못하는 탓이다. “우리
가 이원론을 불러내는 것은 단지 다른 이원론을 거부하기 위해서일 뿐이다. 우리
는 모든 모델을 거부하는 과정에 도달하기 위해서만 모델의 이원론을 사용할 뿐
이다. 우리가 만들고 싶지 않았지만, 그것을 거쳐가야만 했던 이원론들을 파괴할 
두뇌의 교정자가 필요하다. 우리의 적이, 하지만 전적으로 필요했던 적이자 끊임
없이 체해야 하는 가구인 그 모든 이원론을 통과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찾고 있
던 마술적인 공식, 즉 다원론=일원론이라는 공식에 도달하는 것.” 질 들뢰즈‧펠릭
스 가타리(2000a) 천의 고원 1, 이진경 외 옮김, 서울: 연구공간 너머, 26쪽.

59) 카오스에 존재론적 선차성을 잊지 말자! “영원회귀의 비 은 바로 그것이 결코 카
오스에 립하는, 그리고 그를 복종시키는 질서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제국의 지배에 선행하듯,60) 민중의 비공식 문화, 웃음의 문화는 공식 문화에 

해 근본적인 선차성과 우월성을 갖는다. 존재론적으로 볼 때 민중과 광장은 

다르지 않다. 들뢰즈 식으로 구분한다면 전자를 생성적 힘 자체로, 후자를 생

성의 평면(plan)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을 듯하다. 관건은 존재의 통일성이라

는 일의적 관점을 고수하는 데 있다. 초월적 시점에 입각하거나 인간학적 구

별을 도입하지 않는 것. 그러므로 광장을 섣불리 ‘세계’와 등치시키거나 민중

을 ‘주체’라고 언명해서는 곤란하다. 생성의 시점에서 볼 때 광장과 민중은 

이행의 계기들을 언어적으로 표명한 것일 뿐이다. 그래서 ‘광장에서 웃는 민

중’이란 언명은 동어반복적이지만 그 자체로 다중적인 울림을 지닌다.
웃음이 중핵이다. 웃음은 광장이든 민중이든 이질적인 변형과 이행의 사건

[-화(化)]을 가능하게 하는 시간의 흐름에 값하기 때문이다. 웃음을 인간학적 

관심사에서 분리시켜야만 한다. 존재-생성에 되돌려주어야만 우리는 웃음의 

존재론에 다가갈 수 있다. 요컨  웃음의 주체는 인간으로서의 민중이 아니

다. 혹은 어떤 생명있는 것, 동물이나 식물로서의 그런 것도 아니다. 그 모든 

존재자를 포함하는 한에서, 웃음은 여하한의 기호적인 것 이전과 외부, 혹은 

기호로부터 탈주하는 분기적 힘에 한 이미지이다. 그로테스크적 신체의 욕

망과도 같이, 웃음은 세계-내-사건에 한 감응(affect)이라 할 만하다. 따라서 

웃음에는 얼굴(인격)이 없으며, 이름도 없고 의식도 없다. 무의식적이며 눈먼 

힘으로서, 엄숙한 표정으로 현존을 과시하는 모든 것들을 해체시켜 파괴하는 

능력이자, 그 폐허로부터 다른 것을 생성시키는 능력이다. 목적도 주체도 없

는 세계의 변성(變成). 태초에 웃음이 있었다고 말해도 좋지 않을까? 인간을 

오히려 영원회귀는 카오스, 카오스를 긍정하는 잠재력일 뿐이다. [...] 영원회귀의 
원환은 계속 탈중심화되는 한 중심에 해 언제나 이심적( )인 원환이다.” 질 
들뢰즈(2000b) ｢플라톤과 시뮬라크르｣, 의미의 논리, 이정우 옮김, 서울: 한길사, 
420-421쪽. “존재론, 그것은 주사위 놀이, 즉 코스모스가 발생하는 카오스모스이
다.” “영원회귀는 유사하게 된 어떤 세계에 동일자가 낳는 효과가 아니고, 세계의 
혼돈에 부과된 어떤 외부적 질서가 아니다. 오히려 거꾸로 영원회귀는 세계와 카
오스의 내적 동일성, 카오스모스이다”(들뢰즈 2004a: 431, 624).

60) “제국의 행위가 효과적일 때, 이것은 제국 자신의 힘 때문이 아니라, 제국적 권력
에 항하는 다중의 저항으로부터 생긴 반향에 의해 제국이 움직인다는 사실 때문
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항은 실제로 권력에 앞선다고 말할 수 있다”(네그리ㆍ하
트 2008: 461). 다중의 선차성은 다중의 주체화라는 생성능력의 차원에서 발원하
며, 이것이 탈근  정치 존재론을 이해하는 핵심이 되어야 한다.



벗어나 자연 자체, 우주의 무한하고 절 적인 운동으로서의 웃음. “단지 웃을 

뿐이다(on rit).”61) 주어는 없다. 아니, 실재만이 유일하게 주어가 될 것이다.
웃음과 결부된 또 다른 힘의 표현은 말(slovo)이다. 바흐친은 결코 민중으로부

터 유리된, 고립적 개인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의 관심사는 오직 전체로

서의 민중, 말하는 몸으로서의 민중의 신체에 집중되어 있다. 신체는 말의

(slovesnoe) 구성체일 뿐만 아니라, 말 또한 신체화된 힘에 분명하다.62) 모든 주

체란 주체화이자 타자화의 산물이요 효과란 점을 인식한다면63), 주체 및 타자와 

그들의 언어는 말의 신체적 변이양상들임을 알 수 있다. 존재론의 최고 수준에

서 모든 사물은 존재-생성의 사건에 참여하는 신체이자 말인 것이다. 말의 존재

론이 언어의 인간학과 연결되는 교점이 여기다. “개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사물은 자신의 의미론적 잠재력을 펼쳐보여야 하고, 말이 되어야 한다. 다

시 말해, 말의 의미론적 맥락의 가능성에 참여해야만 한다.”64)

민중의 말은 공식 문화의 지배력을 이탈하는 본성을 갖기에 생성에 속해 있

다. 그것은 열린 광장에서 태어나고 살아가는 힘이다. 이러한 말의 힘은 어떤 

‘공통적인 것’이며, 민중의 웃음 속에서, 비공식 문화 속에서 생산된 무엇이다.

61) 바흐친은 뤼시엥 페브르에서 인용한 이 문장이야말로 라블레 시 의 민중을 드러
내는 가장 적확한 표현이라고 강조한다. 이 문장에서 주어 ‘on’은 특정한 누군가를 
가리키지 않기에 비인칭적이고 전인칭적이며, 탈인칭적 생성의 사건으로 이어진다. 
인간의 언어를 통해 표현되는 힘이기에 불가피하게 주어 ‘on’을 붙인 것일 뿐이다. 
그러나 인간적 감정과는 무관히 생성은 그 자체의 방식 로 ‘웃을’ 따름이다. 들뢰
즈는 말에 해서도 같은 식의 언명을 내리고 있다. “무엇보다 우선적인 것은 어떤 
‘말한다(on parle)’는 것이며 익명적 중얼거림이고 가능적 주체들은 그 안에 배치된
다. ‘담론의 무질서하고 끊임없는 거 한 웅성거림.’” 질 들뢰즈(2003) 푸코, 허경 
옮김, 서울: 동문선, 90쪽. 블랑쇼의 경우, 이러한 웃음과 말은 글쓰기라는 운동 속
에서 드러나는 ‘어두운 밤’의 작동이다. “자동기술은 이 침묵없는 언어의 긍정이
다.” 모리스 블랑쇼(1990) 문학의 공간, 박혜영 옮김, 서울: 책세상, 250쪽 이하.

62) 최진석(2016) ｢말과 사건, 또는 문학의 역사적 운명 — 미하일 바흐친의 유물론
적 문학이론｣, 서강인문논총 45, 서강  인문과학연구소, 313-354쪽. 

63) 최진석(2014c) ｢타자-화와 주체-화 — 미하일 바흐친의 초기 사유에 나타난 존재
론적 미학｣, 서강인문논총 40, 서강  인문과학연구소, 293-325쪽.

64) 미하일 바흐친(2006d) ｢인문학의 방법론을 위하여｣, 말의 미학, 김희숙ㆍ박종소 
옮김, 서울: 길, 519쪽. 힘으로서의 말과 언어(랑그)로서의 말이 교차하는 지점에 
주의하자.



중세 후기 및 르네상스의 광장은 통일된 총체성의 세계로서, 모든 ‘연기
(演技)’는 광장에서 큰 소리로 주고받는 욕설에서부터 축제날의 잘 정리된 
구경거리에 이르기까지 어떤 공통적인 것(nechto obshchee)을 가지고 있었
으며, 자유ㆍ솔직함ㆍ친근함과 같은 공통성의 분위기가 그 안에 스며들어 
있었다. [...] 이러한 축제의 광장은 이미 여러 차례 말한 것과 같이, 중세의 
공식적인 세계 내부에 있는 독특한 제2의 세계였던 것이다. 여기서는 독특
한 형태의 소통이 지배적이다. 자유롭고 거리낌 없는 광장적인 소통이 지배
적인 것이다.65)

광장에서 생산되고 소통하는 ‘공통적인 것’은 합리적 규준이나 정합적 개

념틀을 통해서는 결코 포획되지 않는 감응적 힘을 가리킨다.66) 각종 규범과 

제도, 법, 습속의 이면에서 사람들이 맺은 관계를 절단하고 결합시키는 것은 

감응하는 말의 능력이다. 기호적 지시체 없이, 언표되는 감정의 고착 없이 

관계를 관류하는 이 능력은 타자화하는 힘이자 주체화하는 힘, 곧 생산과 

접히 관련된 과정이다.67) 민중이 왜 인간의 이미지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지

만, 또한 인간학을 넘어서는 생성으로서만 자신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지는, 
이러한 생산의 과정을 지각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65) 바흐친(2001), 239-240.
66) ‘공통적인 것’은 과연 존재하는가? 그렇다. 그것은 모든 신체적 존재자들의 본성

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신체는 서로 간에 공통적인 것을 갖는다.” 스피
노자(1990), 82(제2부, 정리 13, 보조정리 2; 번역은 러시아어 판 Benedikt Spinoza 
(1999) “Etika,” Sochinenija v dvukh tomakh, M.: Nauka를 따름). 공통적인 것이란 
시원적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생성이라는 과정과 운동을 통해 생산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자. “오늘날 우리는 능동적인 특이성들로서 창조하며, 다중의 네트워크
들 속에서, 다시 말해 공통된 것 속에서 협력한다”(네그리ㆍ하트 2008: 174). 이런 
의미에서 공통적인 것은 공-동적인 것의 사건적 이미지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소
산적 자연이 능산적 자연에 해 그런 것처럼.

67) “우리는 우리가 공통으로 공유하고 있는 언어들, 상징들, 생각들 그리고 관계들을 
토 로 해서만 소통할 수 있으며, 우리의 소통의 결과로 다시 새로운 공통적인 
언어들, 상징들, 생각들, 관계들이 산출된다. 오늘날 생산과 공통된 것 사이의 이 
이중적 관계, 즉 공통된 것이 생산되며 그것이 다시 새로운 것을 생산하는 관계
는 모든 사회적ㆍ경제적 활동을 이해하는 관건이다. [...] 다중은 이 특이성과 공
통성의 동학에서 출현하는 주체성이다. [...] 언어는 항상 공통적으로 생산된다. 언
어는 결코 개인의 생산물이 아니며, 항상 소통과 협력을 이루는 언어적 공동체에 
의해 만들어진다. [...] 모든 언어적 행동은 공통된 것을 창조한다”(네그리ㆍ하트
2008: 243-245, 248-249).



5. 게릴라-되기 — 소수성의 정치학과 반(反)문화의 동력학

니체를 좇아 들뢰즈는 문화를 ‘훈련’과 ‘선택’이라 규정했다. 그들은 문화가 

본질적으로 ‘조화’ 따위와는 무관한 현상이며, 삶의 정연한 상태도 아니라고 힘

주어 말한다. 역으로 문화란 우리의 사유를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어떤 것’으로 

변형시키는 파괴적인 폭력의 과정이다.68) 이 과정은 결코 단순하거나 평화롭지 

않고, 오히려 늘 갈등과 투쟁으로 점철된 지난한 순간들로 채워져 있다. ‘문화

의 창조’란 문화 자체의 고통스럽고 불가피한 파괴를 수반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다. 파열과 몰락만이 낯선 문화의 도래를 환영할 수 있다.
능동적이고 자유로운 인간, 곧 생산이 결실을 맺는 것은 기성 문화가 황혼을 

맞이한 이후의 일이다. “문화의 생산물은 법에 복종하는 인간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한, 운명에 한, 법에 한 능력에 의해서 정의되는 주권자이고 입법자

인 개인이다. 즉 자유로운 자, 가벼운 자, 책임이 없는 자(l'irresponsable)이다. [...] 
자유로운 개인은 법 앞에 선 반응적 힘들에 해 더 이상 책임이 없고, 그것의 

주인이며, 주권자이고, 입법자이며, 창안자이고 행위자이다. 그는 더 이상 답

할[책임질] 필요가 없다. 그는 단지 말할 뿐이다. 부채-책임은 인간이 해방되는 

그 운동 속에서 사라지는 것 이외에 아무런 다른 의미도 없다. [...] 문화의 일

반적 운동이 그러하다. 수단은 생산물 속에서 사라진다.”69) 이렇게 새로 태어

난 존재를 니체는 ‘초인(Übermensch)’이라 명명했지만, 우리는 그를 ‘민중’이라

고 바꿔 부를 만한 충분한 이유를 갖는다. 민중과 마찬가지로 초인은 현존하는 

인류의 정체성이나 인격적 개인이라는 익숙한 자아관념과는 단절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초인 또는 민중은 새로운 유적 존재(Gattungswesen)요, 완전히 다른 

발생론적 연원을 지닌 존재들일 것이다.70) 민중과 초인은 미리 결정된 종차 외

68) 들뢰즈(1998), 196.
69) 들뢰즈(1998), 243.
70) 인간의 종말에 한 푸코의 예언을 기억하라(푸코 2012: 526). 들뢰즈는 이렇게 보

충한다. “이 새로운 담론은 더 이상 이미지의 담론이 아니며, 그렇다고 무형의 담론
도 아니다. 그것은 차라리 순수한 무정형이다. ‘당신은 하나의 괴물이자 하나의 혼돈
이다.’ 니체는 답한다. ‘우리는 이런 예언을 실현했다.’ 이 새로운 담론의 주체 — 
그러나 여기에 더 이상 주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 는 인간이나 신이 아니며, 신의 
자리에 앉은 인간은 더욱 아니다. 그것은 이 자유로운 특이성, 개체화의 질료들과 
인칭적 형식들에 관계없이 인간들, 식물들, 동물들에 돌아다니는 익명적이고 노마드
적인 특이성이다. 즉 초인은 다른 것을 말하고자 하지 않는다. 다만 존재하는 모든 



부의 존재들이며, 그 때문에 매번 그들은 그들이 처한 시간적ㆍ공간적 조건, 
즉 크로노토프에 의해 새로이 구성되어야 한다. 그것이 존재와 생성이 하나의 

의미론적 묶음으로, 존재-생성으로 명명되어야 하는 까닭이다.71)

이쯤에서 바흐친과 정치적인 것에 관한 애초의 논제로 돌아가도록 하자. 현존

하는 문화란 생성력이 일정한 조건을 통해 현행화된 형식들의 집합으로서, 그 

문화를 내용으로 삼는 사회구성체의 공식적 구조에 해당한다고 할 만하다. 그것

은 중심을 갖고, 주변을 조형하여 위계 속에 배치함으로써 구조의 일원적 통일

성을 확보한다. 청년 시절의 바흐친이 고민하던 현  문화의 통일성이란 바로 

이러한 공식적 문화의 완결된 형태를 가리킨다.72) 생성력의 관점에서는, 그러나 

현존하는 문화는 다만 그 토 로서의 비공식적 문화의 한 지류이며, 그것이 석

고화된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문화의 비공식적 영역은 스스로를 표명할 언어를 

갖지 않으며, 기호작용의 바깥에 놓인 까닭에 일상적으로는 보이지 않고 들리

지 않는 비-존재의 지위에 머물러 있다. 기껏해야 그것은 ‘반(半)문화’, ‘비(非)
문화’, ‘반(反)문화’라는 식으로 주변화된 타자의 꼬리표를 달고서만 현상할 따

름이다. 문화에 한 동력학적 문제설정은 문화를 기호적이고 상징적인 체계가 

아니라 변전하는 과정으로서 파악하고, 그 원천을 생성적인 힘에 두는 관점을 

말한다. 이에 따를 때, 공식적 문화에 한 비공식적 문화, 혹은 문화 자체에 

한 반(反)문화야말로 이행과 전화의 실재적인 바탕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것의 보다 우월한 유형을 말하고자 할 뿐이다”(들뢰즈 2000a: 201-202).
71) 이로써 청년기 바흐친의 정언명제이던 책임의 인간학적 굴레가 완전히 벗겨져 버

린다. 오직 미래만을 바라보는 민중 혹은 초인은 과거의 사슬에 얽힌 부채의식 
끌려다니지 않으며, 구태를 떨어낸 현재의 존재-생성에 해 죄의식을 갖지 않는
다. 그는 ‘자유롭고 가벼우며 책임이 없는 자’인 것이다. 이는 바흐친에 한 보네
츠카야의 ‘전향’을 염두에 둘 때 더욱 선명히 부각된다. 그녀는 바흐친이 ‘죄’라는 
초기의 문제의식을 내팽겨쳤다는 점, 인간적인 실존의 고뇌를 도외시하고 비인간
적 생성을 찬양했다는 점에 격분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녀는 바흐친
의 진리를 깨달았던 게 아닐까? 존재-생성의 평면에는 죄책감도 없고, 죄에 한 
의식도 없는 탓이다. 생성의 무의식적 힘은 인간학의 지평을 넘어서 있다. 바흐친
이 강조하는 민중의 관점이란 생성의 비인간적 지평, 인간 이후의 초인의 시점이 
아닐까? 아직 현행화되지 않았으나,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실현될지 예측불가능한 
도래할 미래로서의 ‘거 한 시간’(바흐친), 순수 사건들의 영원회귀로서의 ‘거 한 
사건’(들뢰즈 2000a: 299). 

72) 최진석(2012) ｢바흐친과 칸트, 신칸트주의: 초기 사유의 지성사적 맥락에 관하여｣, 
러시아연구 22:2, 서울  러시아연구소, 139-160쪽.



후자의 선차성이 존재론적이라는 점일 터이다. 즉, 선언적으로 생성의 우월성

이 언명된다 해도, 실제로 그것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바흐친의 사유는 과

연 형이상학에 빠지지 않고, 실재를 통찰하는 눈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응답하기 위해 현  인문사회과학의 강력한 방법론을 자랑하는 

기호학과 비시켜 보는 작업이 나름 로 유익할 듯싶다. 기호학적 관점에 따

르면 문화적 체계의 특수성은 중심부와 주변부 사이의 관계를 통해 특정한 구

조, 즉 모델을 설정하는 데 있다. 어떤 특정한 문화적 모델이든 그것은 내용에 

있어서나 형식에 있어서나 항상 이원적 립쌍으로 성립된다. 이로 인해 중심

은 내적이고 긍정적인 가치와 의미로 충전되는데 반해, 주변은 외적이며 부정

적인 가치와 의미로 표상되곤 한다. 바흐친 식으로 말해 공식적인 국가적 문

화가 전자라면, 비공식적인 민중문화는 후자일 것이다. 하지만 중심과 주변은 

현상 이면으로 긴 하게 얽혀 있으며, 실상 중심은 주변 없이는 구성될 수도 

없고, 작동할 수도 없다. 가치와 의미의 내용적 이분법은 구조적으로도 문화의 

공식성과 비공식성을 상호의존적인 관계로 배치시킨다. 이렇게 정교하게 짜여

진 모델을 통해 문화의 역사적인 변동에 관해 고찰하면서, 로트만은 문화의 

구조적 공간, 혹은 기호계라는 것을 제안한 바 있다.73) 기호계의 역동성은 중

심과 주변, 내부와 외부 사이의 상호교섭과 전환적 힘에 의해 보장되며, 우리

가 아는 문화사적 현실은 이런 관점에서 해명될 수 있다. 사정이 그렇다면, 바

흐친처럼 굳이 일원론적 관점을 취할 필요가 있을까? 외부를 ‘절 적’인 것으

로서, 비공식적 문화를 영원한 ‘타자’로서, 인간 너머의 생성으로서 ‘민중’을 

거론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동력학적 시점을 견지할 이유가 있을까? 반문화, 또

는 문화 외부적인 요소란 종국적으로 기호학적 공간의 빈 곳을 보충하고 완성

시키기 위해 동원되는 요소들이 아닐까? 생성이란 결국 이분화된 가치체계의 

자리바꿈, 의미론적 전환에 불과하지 않을까? 형식주의자 티냐노프의 논의를 로

트만은 이렇게 정리한다. “구조적 형식이 축적되기에 주변부의 보다 유연한 메

커니즘이 보다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고, 이렇게 주변부에 축적된 구조적 형식들

은 이후의 역사적 단계에서 지배적인 것으로서 체계의 중심부로 이동하게 된다. 
중심과 주변의 항상적인 교체는 구조적 역동성의 메커니즘 중 하나이다.”74)

이분법의 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점까지 로트만은 분명 나아갔던 듯싶다. 

73) 유리 로트만(2008a) ｢기호학적 체계의 역동적 모델｣, 기호계, 김수환 옮김, 서
울: 문학과지성사, 174-204쪽.

74) 로트만(2008a), 198.



가령 그것은 기호학의 ‘외부’에 한 그의 통찰이다. 만년의 삼원체계를 예시

하는 이 외부에 한 직관은 기호화되지 않는 영역의 실재에 한 감각으로

서, 비가시적인 차원이 틈입하여 현실을 와해시키는 가운데 문화적 모델이 

성립한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모든 문화에게 문화 외적인 공간(즉, 저-편의 

공간)의 존재는 존립의 필수조건이자 자기 정의를 위한 첫 걸음에 해당한다. 
하지만 문화 외적인 공간이 곧 비기호적이란 것이란 주장은 단지 해당 문화

의 (내부적) 입장에서 본 사실일 뿐이다. 사실상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해당 

문화의 언어가 사용되지 않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이다.”75) 그러나 이 진술

은 곧장 그것의 반 진술로 부정되고 보충된다. “명심해야 할 것은, 기호학적 

측면에서 외부 공간이 제시되자마자 그것은 이미 명명된다는 것, 다시 말해 

표면적으로나마 이미 기호화된다는 사실이다. 기호계는 기호 외적 세계와 사

실상 만날 수 없다. [...] 20세기가 발견한 무의식의 영역은 당 의 의식의 뒤

집힌 구조, 즉 아직은 기호학적으로 개작되지 않았던 심리적 과정에 해당한

다. [...] 진짜 외적 세계는 기호학적 교환의 적극적인 참여자이다. 기호계의 

경계지 는 기호학적 적극성이 최고조에 달한 곳이다.”76)

기호학의 타자, 외부성이란 우리가 고찰해왔던 생성력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바흐친의 사유에서 외부란 전(前)기호적이고 비(非)기호적인, 기호의 외부를 말

하며, 따라서 구조적 공간의 바깥에 있는 규정불가능한 힘이다. 현상적으로는 

(기호의) 다원론이지만, 실재적으로는 (힘의) 일원론이라 주장했던 이유가 그것

이다. 반면 이분법에 기초한 기호학은 사유되지 않는 것, 곧 외부와 무의식, 욕

망, 생성하는 힘 등을 포획하여 중심과 주변으로 분배하고, 일종의 사유의 예비

군으로서 전제해 두며, 다음 사유를 위해 준비된 공간 속에 남겨둔다. 그것은 

사유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사유하지 않은 것, 미(未)사유의 상인 잠정

적 외부이다.77) 이 점에서 기호학은 현상적으로 다원론이지만, 본질적으로 (기호

적) 일원론이다. 목적론과 별로 다를 바 없다. 하지만 바흐친에게 사유할 수 없

75) 유리 로트만(2008b) ｢주체이자 그 자신에게 객체인 문화｣, 기호계, 김수환 옮김, 
서울: 문학과지성사, 329쪽. 

76) 로트만(2008b), 329-330.
77) 이분법적 비를 통해 기호계의 외부, 타자를 회수하려는 시도는 형식주의에 관

한 최고의 이론가인 한젠-뢰베에게서 단적으로 나타난다. 그는 바흐친의 카니발화
를 낯설게 하기의 기술적 변형이라고 단언하는 형편이다. Aage A. Hansen- Loeve 
(2001) Russkij formalizm, M.: Jazyki russkoj kul’tury, pp. 440-446.



는 것은, 미래의 사유를 위해 기하는 상이 아니라, 그렇게 예견되고 준비된 

사유의 공정을 지연시키고 교란시켜 불가능하게 만드는 사건이다. “매 순간 새

롭게 규정된다”는 말은 언젠가 사유될 것이고, 간취되고 표상될 것을 예기하는 

표현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끝까지 사유되지 않은 채 빠져나가고 마는, 그래

서 미-래만을 기약할 수밖에 없는 절 적 외부이자 타자성을 뜻한다.78)

문화를 구조나 체계로 정의하려는 부분의 시도들이 유용하고도 유력한 

방법론적 장점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79), 치명적인 한계를 노정할 수밖

에 없다. 이는 다른 무엇보다도 문화의 현행적 질서를 정당화하고, 강제와 

확 를 합리화하며, 전복의 사건을 동일한 구조의 반복으로 평가절하해 버린

다는 데 있다. 문화라는 명칭 자체가 사실상 공식적 문화, 특정한 사회체의 

의식되고 공식화된 기억을 보존ㆍ생산ㆍ재현하기 위해 호출된 게 아닌가?80) 
어떤 문화의 관점에 의해 인식되지 않고 특정되지 않은 영역이 있더라도, 그

것은 곧 주변부라는 또 다른 유표적 경계를 따라 영토화된다. 불문법적 관습

이나 습속, 혹은 개인적 습관 등의 비문화적ㆍ하위문화적 영역들은 문화의 

외부적 잠재력의 지 가 아니라 미약하거나 준질서화된 예비지 일 뿐이

다.81) 공식 문화에 의해 포획된 힘은 비공식적 문화, 혹은 민중의 웃음문화

78) “기호학은 이미 완비된 코드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미 완비된 전언의 전달을 우선
적으로 다룬다. 그러나 엄 하게 말한다면, 생생한 담론에 있어서 전언은 그 전달
과정에서 처음으로 창조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어떠한 코드도 존재하지 
않는다.” 바흐친(2006c) ｢1970~71년의 노트에서｣, 말의 미학, 김희숙‧박종소 옮김, 
서울: 길, 498쪽.

79) Aleksandr Pigalev(2001) Kul’tura kak tselostnost’, Volgograd: Izdatel’stvo volgo- 
gradskogo universiteta; Andrej Pelipenko and Igor’ Jakovenko(1998) Kul’tura kak 
sistema, M.: Jazyki russkoj kul’tury.

80) “가장 넓은 의미에 있어 문화는 금지와 규정의 일정한 시스템 속에 표현되는 어
떤 집단의 비유전적 기억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같은 견해가 문
화에 한 가치론적 접근 방법을 배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실제로 문화란 해
당 집단 자신에게는 언제나 일정한 가치의 시스템으로 나타난다. 문화의 역사란 
여러 가지 금지와 규정의 역학일 뿐만 아니라, 그때그때의 규범적 조정 즉 규정
과 금지의 변화를 어느 정도 설명해 주는 문화의 자기 이해의 역학이기도 하다.” 
유리 로트만ㆍ보리스 우스펜스키(1993) ｢기호 및 기호체계의 문제와 11-19세기 
러시아 문화의 유형론｣, 러시아 기호학의 이해, 이인영 외 옮김, 서울: 민음사, 
44-45쪽. 근현  문화의 역사적 조형과 위계에 해서는 최진석(2015b) ｢급진적 
문화연구의 기획은 실패했는가?｣, 문화/과학 81, 문화과학사, 93-129쪽을 보라.



에 쉽게 적 적으로 변모하고, 해체와 혁명의 잠재력을 봉인당한다. 문화를 

체계나 구조로만 파악하려는 시도는 정치적 보수주의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

다. 들뢰즈와 가타리가 제기한 탈주선의 길이 가로막히는 것이다. 그러나 “탈

주의 체험은 자유를 위한 욕망의 훈련과 같은 것이다.”82) ‘훈련’과 ‘선택’으
로서의 문화는, 따라서 현행적 문화로부터 탈주할 수 있는지에 한, 그 조

건에 한 탐구와 맞물린다. 바흐친이라면 아마 비공식적 문화의 잠재성을 

찾아내는 선택과 훈련으로서 이러한 탐색을 명명했을 것이다. 물론, 그것은 

하나의 정치학을 구성하는 모색이다. 기성 문화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아니라, 낡은 문화를 깨뜨리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내는 능력이 관건이다. 
민중을 생성력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민중이 많기 때문이 아니다. 다수이기

에 민중이 아니라, 생성이기에 민중이다. 만일 수적 다수를 내세워 생성의 탁

월함을 이끌어 낸다면, 우리는 가장 많은 것에 한 통계적 연구에 몰두해야 

할 것이다. 여성보다 남성의 수가 많기 때문에 가부장제가 성립한 것도 아니

고, 곤충보다 인간이 많기 때문에 인간중심주의가 등장하지도 않았다. 문제는 

척도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위계의 사다리에 따라 분류하고, 각각의 자리

마다 그에 상당하는 몫을 부여하는 최종 권력의 척도가 문제다. 민중을 백성

으로, 신민으로, 인민으로, 계급으로, 중으로, 국민이자 주체로 호명해 불러

냈던 근  정치학은 민중에게 합당한 자리를 찾거나 만들어 냄으로써 민중의 

생성력을 포박하는 과정에 다름 아니었다. ‘한줌이 안 되는’ 권력자들이 다수의 

민중을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척도의 폭력을 통해 민중의 인식과 감

각을 결박하고 특정한 시선과 지각으로 살아갈 것을 명령했기 때문이다. 여러 

개의 머리를 잘린 채 단 하나의 머리만을 가진 괴물은 이미 괴물이 아니고, 온

순한 가축이 된다. 주인의 채찍은 날짐승에게는 무의미하지만 가축에게는 생사

여탈권을 가진 권력이다. 그것은 세계의 모든 것이자 생존의 한계표지로서 작

81) 하위문화의 ‘문화화’는 비공식 문화에 한 공식 문화의 지배력을 보여주는 전형
적 현상이다. 이 과정은 단지 ‘하위문화’라는 꼬리표를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
할 때가 있다. 인식되지 않음, 혹은 사유되지 않음이라는 무표성의 표지는, ‘출입
금지’라는 팻말이 금지된 지역의 내용에 해서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치론적으로 ‘위험’과 ‘폭력’ 등의 연상을 통해 그 지역을 (무)의식적으
로 봉쇄해 버리는 효과를 갖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방식으로 하위문화, 반문화 
등은 문화의 주변부로 편입되어 문화화되곤 한다. 크리스티안 생-장-폴랭(2015)  
히피와 반문화, 성기완 옮김, 서울: 문학과지성사, 239-240쪽.

82) 네그리‧하트(2008), 172.



동하여 다른 삶에 한 욕망을 분쇄해 버린다. 우리가 알고 있고, 지각하며, 살

아가는 ‘이 문화’라는 것도 그러하지 않을까? 온순한 시민이 되어 문화생활을 

영위하고, 일체의 문화 바깥의 것들을 배척하거나 등돌리는 태도, 혹은 문화적

인 것으로 명명되지 않는 것을 아예 느낄 수 없는 무능력이야말로 공식적 문화

의 치안권력이 생생히 작동한다는 증거 아닐까?
라블레의 등장인물들이 보여주는 어처구니 없는 반문화적 행태들, 가령 존

귀한 귀부인들에게 개의 오줌을 뿌리거나 엄격한 예식이 진행될 때 야유를 퍼

붓는 행동들, 금지된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태만과 부주의, 연민과 자

비에 얽매이지 않는 잔혹한 검술 등은 이른바 ‘문학적 묘사’로 치부되어 관음

증의 상에 머물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중세와 르네상스의 민중생활에 나타난 

욕설과 조롱, 죽음을 소망하는 축사와 폭력적 난행, 황음무도의 난장판은 전근

의 야만적 풍경도 아니다. 지형학적 하부의 요소들로서 그것은 생성의 새로

운 자원이자 삶의 지속을 촉발하는 힘이다. 이분법에 종속되지 않는 낯선 기

호는 폭력적이고, 오직 그러한 폭력만이 우리의 인식을 일깨워 이질적인 감각

으로 삶을 변형시킬 수 있다고 할 때83), 라블레적 그로테스크는 정치적인 힘

을 발휘한다. 그것은 척도의 지배력를 무시하고 부정하여, 척도 외부의 것들을 

삶의 무 로 끌어들이기 때문이다. 척도는 시간의 흐름을 부정하지만, 라블레

적 부정은 정확히 시간의 위력을 등에 업고 사건이라는 무기를 휘두른다.
들뢰즈와 가타리에 의하면, 다수자는 권력(pouvoir)의 획득에 의해 규정되

는 반면, 소수자는 이행의 능력(puissance)에 의해 정의된다.84) 소수자는 척도 

바깥에 있기에 형식에서 일탈하고, 흡사 괴물적인 것으로 보인다. 근  정치

학이 즐겨 비유하던 민중의 외양은 머리 여럿 달린 괴물인 히드라이며85), 그

로테스크는 이에 꼭 맞는 표현처럼 들린다. 아름다움과 규칙에 부합하지 않

는 민중은 추악하며 위험스럽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그로테스크를 이행의 

이미지로, 존재의 근본적인 리얼리즘으로 파악하지 못한 무능력의 결과다. 소

수성은 다수적 척도에 의거할 때 무의미하거나 유익하지 않으며, 적 적인 환

83) 질 들뢰즈(1997a) 프루스트와 기호들, 서동욱 외 옮김, 서울: 민음사, 41쪽 이하. 
두말 할 것도 없이 이러한 기호는 기호학의 외부에 있는 탈기호적 작용을 가리킨다.

84) 들뢰즈ㆍ가타리(2000b) 천의 고원 2, 이진경 외 옮김, 서울: 연구공간 너머, 
107-108쪽.

85) 피터 라인보우ㆍ마커스 레디커(2008) 히드라, 정남영 외 옮김, 서울: 갈무리, 
12-17쪽.



영으로 보인다. 이렇듯 소수성은 척도의 ‘바깥에’, 그 ‘피안에’ 있다.86) 당연하

게도, 소수성의 본질적 우월성을 보장해주는 이데아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소수적인 것이 갖는 힘은 소수성에 내속하는 게 아니라, 소수적이라는 사건을 

조성하는 조건들의 효과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기성의 현실 문화권력을 해소

시켜 여러 방향으로 분열시키고 새로운 표현적 형식을 만들어 내는 소수성의 

힘은, 그 힘이 구체적으로 작동하는 양상을 통해서만 드러난다. 그로테스크가 

규범 바깥의 규범으로서, 그 자체의 표현의 형식을 통해서만 실재를 드러내는 

리얼리즘이듯87), 소수성이 전제하는 유일하고도 강력한 ‘척도’란 끊임없는 생

성 자체, 자기분열적인 이행의 힘에 있다. 즉 그것은 비공식 문화와 민중의 

웃음문화가 내장한 자기비판적 능력(samokritichnost’)이다.88) 소수성은 다수자

의 척도를 해체시키고 새로운 생성의 장을 열어내는 추동력을 일컫는다. 벤야

민 식으로 번역해 ‘신적 폭력’에 값하는 소수적 생성에서 “문제는 다수성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며, 새로운 상수를 세우는 것도 아니다. 다수적 생성이란 

없으며 다수성은 생성이 아니다. 모든 생성은 소수적이다.”89)

소수적 생성(소수자-되기, devenir-mineur)은 왜 정치적인가? 그것만이 견고

하게 굳어진 기성 문화의 두께를 뚫어 낡은 심층을 부식시킬 수 있기 때문

이다. 그것만이 조화롭게 배치된 일상을 교란시켜, 삶의 ‘다른’ 형식을 발생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법 정초적 폭력과도 같이, 생성은 잔혹을 동반한다. 
가르강튀아와 팡타그뤼엘, 파뉘르주와 수도사 장이 검을 휘둘러 적들을 토막

내고 분해하는 것은 문명 이전의 잔인성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선형적 인과의 현실에 구멍을 뚫고, 절단을 통해 이질적인 발생을 끌

어들이기 위한 잔혹극장, 또는 들뢰즈와 가타리처럼 말해 공장을 지어 가동시

키는 실험이다. 무엇보다도 강조되어야 할 점은, 이와 같은 반문화의 동력은 

86) 네그리‧하트(2001), 452-459.
87) 바흐친(2001), 57, 62-63.
88) 바흐친(2001), 36; 바흐친(1988), 22 이하. 자기비판 능력이란 관점에서 볼 때, 바

흐친이 스탈린 정치학의 이론적 변호자라는 비판은 전혀 근거가 없다. 스탈린의 
정치학은 소수성의 정치인가, 다수성의 정치인가? 스탈린은 국가장치라는 다수화
(척도) 기관을 이용해 민중의 생성적 힘을 억압했던 장본인 아닌가? 바흐친과 스
탈린 사이의 친연성을 의심했던 비판자들은 소수성과 다수성의 근본적 차이를 이
해하지 못한 것이다.

89) 들뢰즈‧가타리(2000b), 112.



공식 문화의 심층 어딘가에 은폐되어 있다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튀어오르

는 극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점이다. 차라리 반문화적인 것은 항상-이미 잠재해 

있는 힘이다. 랑시에르의 정치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기관없는 신체로

서 정치의 불안, 통제의 착란 속에서 형성되고, 인간적 의지와 욕구와 무관하

게 운동하는 힘이다. 이런 점에서 공통적인 것(the common)을 넘어서는 공-동
적(共-動的) 사건에 우리는 더욱 근접해 간다. 반문화적 역동, 민중적 생성은 

서로 부합하는 요소들의 집합으로 정의되기보다 상호작동적 관계를 통해 언제

나 구성되는 사건들의 총체인 까닭이다. 그것은 산술적 합산 이상의 총합이며, 
공유되는 것 이상으로 자유롭게 열린 운동이다. 이렇게 반문화는 민중과 광장, 
그로테스크 리얼리즘과 웃음문화와 평행적으로 합류한다. 생성의 선차성을 염

두에 둔다면, 문화는 항상-이미 반문화일 수밖에 없다. 문화 자체가 늘 자신의 

해체와 파괴를 위한 소수적 생성에 참여하는 반문화적 역동인 것이다.
하지만 문화는 한낱 가상이 아니다. 실재의 그림자이지만 현행적인 효과로

서 현실의 문화, 문화적 현상들은 부단히 작동하고 있다. 문화의 영토적 경

계들은 끊임없이 설정되는 동시에 지워져 나가는 양가적 운동 속에 놓여 있

다. 후자는 물론 반문화일 것이며, 그 힘의 견인력이 문화의 지속을 이끌어

내는 역설적 동력이다. 문화와 반문화의 동력학은 이 과정에 한 개략적인 

소묘이자 해명이 될 듯하다. 그렇다면 이 동력학을 어떻게 계속해서 이끌어

낼 것인가? 생산의 과정으로 지속하게 할 것인가? 청년 바흐친은 예술과 학

문, 삶 사이의 분열과 진동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즉 삶과 문화를 통일하

는 형식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 의문을 던지며 자신의 학문적 이력을 시작했

다. 사건의 윤리와 삶의 건축학은 청년기를 마감하며 그가 내놓은 응답이었

다.90) 그런데 이제 라블레론에 이르러 그는 전혀 새로운 지평에서 또 다른 

응답을 제출하고 있다. 이는 하나의 답안이라기보다, 연이어지는 물음 자체이

다. 이를 하나의 문제설정적 테제로써 재구성해 보자. “영토화와 탈영토화라

는 두 방향으로 분기해 나가는 존재-생성의 흐름, 소수적 생성의 힘을 어떻

게 이끌어낼 것인가?” 따지고 보면, 상이한 영역들의 분기, 그 경계선을 어떻

게 다시 설정해서 조화롭고 통일적인 전체상을 만들 것인가와 같은 애초의 

질문은 사태의 맥락을 제 로 짚지 못한 것이었다. 라블레와 생성, 그로테스

크의 웃음문화 등을 경유하여, 만년의 바흐친은 이렇게 부연한다. 

90) 최진석(2014b), 65-70.



우리가 특수성에만 천착하는 가운데, 문화의 다양한 영역들이 갖는 상호
연관성과 상호의존성에 관한 문제점들은 무시되어 왔고, 이 영역들 간의 경
계가 결코 절 적이지 않다는 사실, 그리고 이 경계들은 각 시 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획정되었다는 사실이 종종 망각되어 왔다. 게다가 우리는 문
화의 가장 긴장감 있고 생산적인 삶이, 바로 문화의 개별적 영역들의 경계
선에서 창출되는 것이지, 결코 개별 영역들이 자신의 특수성 속에 유폐되어 
있을 때 생겨나는 게 아니란 점을 고려하지 못했던 것이다.91)

단지 경계를 넘나드는 운동으로서, 문화와 반문화를 부지런히 주파하는 활

력만이 해답은 아니다. 그와 같은 이원론적 답안은 기호학의 사례에서 보았

듯, 현실을 변함없는 질서 속에 다시 가두는 보수적인 해석에 갇힐 우려가 

있다. 관건은 상호연관과 상호의존이라는 다양한 영역들 사이의 갈등과 충돌

을 주시하며, 그 사건화의 경계선에서 기존의 문화적 지배를 깨뜨리는 요인을 

발견하고 그 불씨를 키우는 데 있다. 반문화이자 비문화인 것, 다른 것은 사

건의 경계선에서 나타난다. 문화와 반문화의 동력학에서 소수성과 생성의 정

치학을 발견하는 길은 정확히 이러한 경계선에 한 통찰을 통해서일 것이다. 
경계이월적 능력과 더불어 언제나 경계선에 머무는 능력이 필요하다. 기존 문

화의 내용, 그 심층으로 빨려들어가는 순간 사건을 목격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진다. 깊이를 거부하고 표층에 남는 것, 표면에 거주하는 동시에 표면을 

조직하는 것, “어떻게 이 정치학, 이 완전한 게릴라에 도달할 것인가?”92)

6. 결어: 민중과 전위 — 반정치의 정치학을 위하여

바흐친의 문화이론, 즉 문화와 반문화의 동력학을 정치적 차원에서 재고해 

보는 작업은 비단 예술미학적 통찰을 얻기 위함만은 아니다. 문학이든 미술이

든 연극이든, 삶의 창안을 주제로 삼은 시도들은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인 것

의 생성을 실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바흐친이 활동하던 20세기 초엽, 새로운 

삶을 향해 정치적 기치를 내걸었던 러시아 아방가르드는 점차 공식적 문화와 

이데올로기, 국가적 법에 장악되었고, 끝내 치안의 질서에 질식당해 종언을 

91) 미하일 바흐친(2006b) ｢신세계 편집진의 물음에 한 답변｣, 말의 미학, 김희
숙‧박종소 옮김, 서울: 길, 469쪽.

92) 들뢰즈(2000a), 272.



고하고 말았다. 소련 바깥의 급진적 예술의 운명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93)

20세기 아방가르드는 고전주의적 규범과 형식들로 가득한 기성의 감각체

제에 균열을 내고 과격한 탈형식의 실험을 감행했지만, 정치화의 문제설정을 

더 이상 어붙이지 못했다. 가령 이탈리아 미래주의와 반 로 급진적인 좌

파의 길을 택했던 러시아 미래주의는 국가주의적 권력과 삶-창조적 능력 사

이에서 길을 잃고 몰락하지 않았던가? 기존 문화적 경계의 극한에 도달해 그

것의 파열점을 만드는 신, 국가가 허가한 치안의 영토에 홈을 파는 것으로 

반문화의 실험을 수행할 수는 없는 일이다. 1930년  스탈린주의가 숙청의 

맹위를 떨치며 공포독재를 실시했을 때, 혁명과 정치의 전선에서 싸우던 예

술가들이 ‘한낱’ 예술의 감옥에 유폐된 채 죽거나 사라진 사실은 이를 반증

한다. 그렇지만 벤야민이 적절히 지적했듯, 예술은 정치를 직접적으로 지향하

지 않는다. 예술의 정치화는 정치와는 다른 방법으로 치안을 교란하고 고장

내는 정치적인 것의 힘이다. 라블레는 ‘문학적’ 언어유희로서 사람들을 즐겁

게 하고, 도락에 젖게 했기에 위 한 작가가 아니었다. 그가 자신의 소설을 

통해 건넨 말은 권력자의 심기를 뒤틀리게 만들고, 성직자를 분노하게 하는 

감응적 실천의 하나였다. 중의 커다란 인기를 얻었음에도, 자신의 창작 때

문에 일생을 도망다녀야 했던 탈주자의 비운을 생각해 보라.94)

하지만 라블레의 붓끝이, 가르강튀아와 팡타그뤼엘의 생동이 단지 지배자에게

만 불편했으리라 단정짓지는 말자. 바흐친이 주장하듯, 라블레의 말이 동시  

민중들에게 가감없이 지각되었다고 할 때, 그가 염두에 둔 것은 민중에게도 라

블레적 반문화는 쾌감과 동시에 불쾌감을 주었으리란 사실이다. 그렇지 않다면 

반문화적 역동은 ‘포퓰리즘’이라는 수사적 언표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문화의 

정치화, 반문화의 정치성은 안정적이고 정신화된 문화를 육화함으로써 비롯된다. 
피와 살로 이루어진 생리학적 육체로 문화를 환원시켜 버리는 것, 이는 공고하

게 불멸을 자랑하는 현행적 문화에 시간의 힘을 틈입시켜 살아 움직이게 할 뿐만 

아니라 노쇠해지고 급기야 죽어 썩어버리게 만드는 역설적 과정이다.95) 마치 시

93) 최진석(2015a) ｢예술-노동의 역사‧이론적 궤적: 놀이노동의 신화에서 예술기계의 
실재까지｣, 문화/과학 84, 문화과학사, 20-61쪽; Boris Groys(1992) The Total 
Art of Stalin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94) 이환(1997) 프랑스 근  여명기의 거인들(1). 라블레, 서울: 서울 학교 출판부, 
제1장.

95) Terry Eagleton(1981) Walter Benjamin: Towards a Revolutionary Criticism, 



신의 죽은 피가 피부의 경계를 뚫고 나오듯, 경화된 문화를 노화시켜 형식적 경

계를 내파시키는 이 과정을 우리는 (반)문화의 동력학, 또는 소수성과 생성의 정

치학으로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실상 유형 이후 바흐친이 몰두했던 문학과 문

화의 문제들은 바로 이러한 경계선의 파열, 기성 체제의 균열과 새로운 흐름의 

등장에 한 생성적 사유가 아니었던가? 그렇다면 우리는 라블레론을 비롯한 

바흐친의 텍스트들을 정치적 사유의 다른 형식으로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반문화의 운동을 현행화시키는 현실의 조건들, 그 고리들을 찾아내 집요하게 

잡아당기는 행위, 그것이 바흐친의 정치학이다. 정치적인 것은 기왕의 주어진 

정치/치안의 규칙들이 아니라 그것들이 미처 포획하지 못한 미시적 지 , 비가

시적 영역들, 즉 공식 문화의 경계선에서 솟아난다. “소수적 생성은 정치적 사

안이고, 모든 능력의 작업, 능동적인 미시정치에 호소한다. 그것은 거시정치, 그

리고 심지어는 [ 문자] 역사의 반 항이다.”96) 민중이라는 거 한 ‘관념’은 우

리를 종종 근  거시정치의 늪 속에 빠뜨려 허우적거리게 한다. 그러나 얼굴없

고 표정없는 생성적 괴물로서의 민중은 현실에서는 ‘흔적’을 통해서만 그 실재

를 확인할 수 있는 사건적 잔여로서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의 유일한 과제는 

민중의 말을 들을 수 있는가 없는가, 민중의 기호를 읽을 수 있는가 없는가의 

지각능력에 달려있다.

세계사라는 드라마의 모든 움직임들은 웃고 있는 민중의 합창 앞에서 공
연되었다. 이 합창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결코 드라마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민중들의 장면이 없는 푸슈킨의 ｢보리스 고두노프｣를 상상해 보
라. 이는 푸슈킨 드라마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생각일 뿐만 아니라 왜곡
시킨 생각이다. 드라마에서 각각의 등장인물들은 제한된 자신의 관점을 표
현할 뿐이며, 시 와 그 사건의 진정한 의미가 펼쳐지는 것은 이 극에서는 
오직 군중장면에서다. 푸슈킨 작품에서 마지막 사를 하는 인물은 민중인 
것이다. [민중에 한] 우리들의 이미지는 단순한 은유적 비유가 아니다. 민
중문화는 세계사의 각 시 를 반영하고 있다. 과거의 모든 시 에 광장은 
그곳에서 웃고 있는 민중들과 항상 함께 존재했다.97)

소수성과 생성의 정치는 민중을 동력으로 걸고서만 전개된다. 그리고 

London: Verso, p. 150.
96) 들뢰즈‧가타리(2000b), 68.
97) 바흐친(2001), 721-722.



민중은 주체화와 타자화의 경향으로서만 정의되는 역설 속에 그 본래면목

을 두고 있을 듯하다. 즉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상이 아닌 것이다. 어떤 

절 적인 타자이자 외부로서, 그러나 초월론적으로 상정되기에 현실의 내

재적 평면에 작용하는 힘으로서 민중은 ‘항상 함께’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민중의 흐름을 그 자체로서 현실을 조형하는 매체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비로소 작가의 기능에 해 묻고 답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은 

정치적인 것을 발생시키는 작인(agent)에 관한 질문이다. 라블레는 ‘천재적 

작가’로 호명되지만, 실제로 그가 갖는 기능은 민중문화의 ‘표현자(vyrazitel’)’
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98) 즉 라블레-작가는 생성력의 표현의 형식, 그 기

관이다. 또한 작가는 민중적 웃음의 ‘계승자(naslednik)’이며 ‘완결자

(zavershitel’)’로도 불린다. 왜냐면 그의 작품은 민중적 반문화를 이해하고 열

게 해주는 ‘교환불가능한 열쇠(nezamenimyj kljuch)’인 까닭이다.99) 그렇다면 

결국 작가는 생성력의 유동을 꾸준히 관찰하여(‘흔적을 좇는[na-sled]’) 그것

이 현실의 어느 수준에서 조형되는 것을 목격하고 기록하는(‘완결짓는

[za-vershit’]’) 특이한 감각의 소유자가 아닐까? 최종적 완성이 아니라 민중이

라는 생성적 흐름을 절단하고 연결시켜 하나의 현실적 표현의 형식으로서 단

락짓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게 아닌가? 민중합창단의 ‘지휘자(korifej)’로서 작

가란 그런 기능이 아닐까?100) 이렇게 작가는 욕망하는 기계로서 작동한다.
어쩌면 여기서 작가의 기능을 정치적 선동과 조직화의 전위로 떠올리는 사

람도 있을 듯하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바흐친의 저작을 정치적 사유로 전개

시키고자 한다면, 그것이 레닌주의적 전위와 갈라지는 지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101) 실마리는 바흐친이 인용하는 푸슈킨 드라마의 한 목에 선명히 

나타나 있다.

저 아래 광장에서 민중이 끓어올랐다.
그리고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웃었다.
그러자 나는 부끄럽고 무서워졌다.

98) 바흐친(2001), 22.
99) 바흐친(2001), 720-721.
100) 바흐친(2001), 721.
101) Vladimir Lenin(1988) “Chto delat’?,” Izbrannye proizvedenija, T. 1, M.: Izdatel’stvo 

politicheskoj literatury, p. 93. 



이 목에서 주어 ‘나’는 물론 작중인물인 보리스 고두노프이다. 통상 이 

역사적 인물의 형상은 스탈린을 비유한다고 해석되어 왔으며, 이 장면은 

소비에트 체제에 한 반정치의 표징으로 읽혀져 왔다. 한 걸음 더 나가보

자. 비단 폭압적 독재자만이 아니라 권력의 첨단에 올라설 수 있는 누구든 

고두노프의 이미지와 겹쳐질 수 있다. 낡은 체제를 타도하는 혁명가뿐만 

아니라 문화적․지적 선구의 위치에 있는 작가들도 다르지 않다. 러시아 혁

명에 참여했던 무수한 지식인들을 떠올려 보라. ‘직업적 혁명가’라는 기표 

없이도 얼마나 많은 예술가들이 반역의 과정에 동참했던가. 라블레가 중세

와 르네상스 민중성의 표현자이자 계승자이고 완결자, 지휘자라는 언명은 

전위적 정치가이자 혁명가로서 작가의 자리를 쉽게 연상시켜 준다. 그러나 민

중은 전위의 의지 로 조직되지 않으며, 역으로 민중이라는 극복 불가능한 외

부성, 그 타자성에 의해 작가-혁명가는 항상 후경화(後景化)될 수밖에 없다. 광

장 ‘위’에 오른 고두노프가 ‘아래’의 민중을 굽어보며 소스라치게 몸을 떨며 

내뱉는 이 사는 주체화와 타자화의 생성적 요동 속에 괴물화된 민중, 즉 혁

명가와 전위적 지식인의 이해 속에 포착되지 않는 힘 자체의 실재성을 반증한

다. 누 (樓臺)에 오른 자가 스탈린이든 누구든 상관없다. 어느 누구라도 위에 

올라선 자라면, 위계의 상단, 권력이 첨단에 올라서 있다면 하부에서 굽이치는 

제어 불가능한 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과연 정치학일까? 공동체의 구조 속에 각자의 자리를 배분하여 

그 소유를 인정하고 거기 머물게 하는 것, 그 조화로운 질서를 추구하던 

전통적 정치학의 목표에 비추어 볼 때, 절 적 하부를 향해 구조를 허물어

뜨리고 분산시키는 정치적인 것의 힘에 주목하는 사유는 차라리 반(反)정치학

이라 불러야지 않을까? 추상으로 높이 뜬 것, 의지적으로 앞으로 끌어가는 것

은 언제나 아래로, 뒤로 미끌어져 존재론적 평등의 평면으로 환원되게 마련이

다. 오직 반문화의 사유만이 정치적이며 또한 반정치적일 수 있는 까닭이다. 
아무나에 한 아무나의 절 적 평등의 감각을 예민하게 벼리면서102), 차이와 

변형, 이행의 생성력을 포착하는 지점에서 우리는 바흐친의 반정치의 정치학을 

예감할 수 있을 것이다.

102) 자크 랑시에르(2015) 불화. 정치와 철학, 진태원 옮김, 서울: 길, 46-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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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olitical Dynamics between Culture and Anti-Culture:
A Politics of the Minority and the Becoming in Bakhtinian 

Thought

Choi, Jin Seok*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earch for the new possibilities of the 
political philosophy in the light of dynamics between culture and anti-culture 
in Bakhtinian thought. The main starting point is Bakhtin’s idea such as ‘the 
deconstruction and/or the construction of culture,’ for he argues that there is 
a fundamental power, which establishes the ontological base for every 
existence. This idea is primarily expressed and developed in the Rabelais and 
His World. This paper is an attempt to evaluate it on the basis of modern 
radical politico-philosophical thoughts of G. Deleuze, F. Guattari, A. Negri 
among others. At the forefront of this research lies the problems of the 
power of becoming. The result is a fundamental connection between monism 
and pluralism. Considering both of these poles within the power of becoming, 
we can understand that they constitute different expressions of the same 
power (puissance). What will be revealed in this idea? If we accept the 
thesis – the power of becoming is the only power in reality, it’s the real, we 
see that the veiled core of a culture is the anti-cultural tendencies within it. 
Thus, the dynamics of (anti-)culture, in fact, is deployed in the socio-political 
dimension. That’s why the power of becoming-minority is an essential point 
not only in cultural studies, but also in the politics of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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