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흐씬의 모순의 역동성에 관한 소고 

이 문 영‘ 

M. 바흐젠의 대화주의를 철학과 일반 미학， 구체적인 문학이론을 포괄하는 

그의 全 사유체계 내에서 통일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를 현대 바흐씬학의 당 

면한 과제 중 하나로 인정한다면1) ， 이러한 과제의 실현을 위해 가장 시급히 

연구가 필요한 지점은 바로 그의 개별저작 내의 내적 모순이나 저작들간의 

이론적 갈등에 대한 해명이 될 것이다. 이러한 모순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는 것은 첫째 w행동철학에 대하여dJ(이하 『행동철학dJ)에서 드러나는 미학영 

역에 대한 바흐젠의 이중적 태도， 둘째 w미적 행위에 있어서 작가와 주인공』 

(이하 『작가와 주인공dJ)에서 “주인공의 의미적 총체”라는 장이 다른 장들과 

맺는 모순적 관계， 셋째， 작가와 주인공간의 관계에 대한 『작가와 주인공』과 

『도스토예프스키 창작의 제문제』간의 상충된 논의를 들 수 있겠다. 이 세 가 

지 모순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화주의라는 바흐씬 

적 패러다임이 만들어지는 역동적 과정과 그 본질에 직접 맞닿아 있다. 이 모 

순들은 여러 이론가들에 의해 바흐젠 이론의 변화나 통일성을 밝히는 핵심으 

로 지적되어온 것， 다시 말해서 바흐씬의 관심영역이 철학으로부터 일반미학 

과 구체적인 문예학으로 이동했다는 사실이 바흐젠의 全 사유체계에서 가지 

는 함의를 효과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는 열쇠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모순들 

의 의미를 해명하는 것은 바흐젠 사유의 형성과 그 진화를 밝혀내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위의 모순들은 바흐씬 사유의 여러 차원에서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고， 따 

라서 그 의미를 조명하는 것 또한 다양한 차원과 시각으로부터 가능하다. 

그러한 다양성 중 필자는 바흐젠의 대화주의에서 대화를 구성하는 존재론 

* 숙명여자대학교 강사 
1) 바흐젠의 학문적 유산의 통일적 이해를 방해하는 여러 요인과 그 결과， 이에 대한 

바흐젠 연구자틀의 다양한 논의에 대해서는 졸고 “바흐젠 이론과 사상의 체계적 · 통 
일적 전유를 위한 서론" f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A. 2000년 제8집. pp. 158-18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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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단위 인 ‘나’(jI)와 ‘타자’(llPyroA) 개 념 이 갖는 예 외 적 인 중요성 을 감안하 

여， 바로 이 두 개념을 중심으로 위의 모순들의 의미를 진단해보고자 한 

다. 여기서 지적해야 할 것은 바흐씬에게 있어 보다 중요한 것은 나 또는 

타자라는 개념 자체의 개별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이 두 개념이 맺고 있는 

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이는 두 개념이 바흐씬에게서 - 특히 초기의 경 

우 보다 명 시 적 으로 - 늘 ‘나를 위 한 나(또는 ‘나에 대 한 나’)’(jI - Jl)IjI -ce6.s!), 

‘타자를 위 한 나’(또는 ‘타자에 대 한 나’)(jI -llJljl-llPyroro ), ‘나를 위 한 타자’(또는 

‘나에 대한 타자’)(IlPyroA-Jl)IjI -MeHjI)와 같은 범주들에서와 같이 상호 연관된 

형태로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아울러 바흐씬이 이 세 범주를 삶과 문화 영역을 통틀어 행위의 실제적 

세계의 구조를 결정하고 모든 관계와 가치를 결정하는 기본적 범주로 상 

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세 범주가 세계나 인간 예술에 대한 그의 사유 

의 구조에도 마찬가지로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토대가 되어줄 것이라는 점 

을 짐작 가능케 한다. 실제로 위의 세 범주는 바흐젠의 미학이론에서 지 

대한 의미를 가지는 작가와 주인공이라는 두 개념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 

질 뿐만 아니라， 과학， 윤리학， 미학과 같은 문화의 기본적인 세 영역의 

차별성을 설명해주고 그들간의 경계를 가르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과거， 

현재， 미래와 같은 시간 범주틀에 대한 바흐젠의 가치적 입장을 보여주기 

도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은 바흐씬의 철학적 지향의 내용과 본 

질로 집약된다 

본 논문은 앞서 열거한 바흐씬의 대표적인 모순을 그 모순들이 나타나는 

세 저작들에서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jI-Jl)IjI -ce6j1’, ‘jI - Jl)IjI -llpyro ro’, ‘Ilpyro찌

Jl)IjI -MeH jI’ 범주들간의 관계와 관련시켜 설명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이 

과정에서 바흐씬 이론의 형성과 발전 또는 그의 지적 유산에 대한 통일적 이 

해를 위한 하나의 시각이 가능해지기를 희망한다. 

11. 
“존재한다는 것은 소통한다는 것이다" (“6b1Tb - 3Ha'iHT 06I1laTbC jI ")2)라는 

2) “도스토예프스키에 관한 책의 개작에 부쳐" P. 187. K nepepa60TKe KHl!r l! 0 l1ocToes

CKOM ν npo6neMN TSOpqeCTSa / n03깨얘 l1ocToeSCKoro. Kl!es.,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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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흐젠의 유명한 명제에서 잘 드러나듯이 그의 대화주의는 소통을 인간 존재 

의 전제조건으로， 그 소통의 기본적 단위를 나와 타자의 관계로 설정한다. 나 

와 타자 범주는 단지 성숙기 바흐씬의 저작에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의 

가장 최초의 저작이라 할 수 있는 『행동철학』에서 이미 그의 사유를 구성하 

는 핵심적인 개념으로 등장한다. 이러한 이유로 일군의 바흐씬 연구자들은 

“이미 초기 저작들에 다성적 원칙이 묘사되고 있으며”3)， “바흐젠의 대화주의 

는 그 시작부터 그의 사상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다"4)고 주장한다. 실제로 이 

저술이 바흐젠의 대화주의의 파토스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명백 

하다. 그러나 『행동철학』에서 표면화되는 나와 타자간의 관계는 대화주의를 

위한 일종의 ‘예비’단계임을 인정하는 한에서만 유의미하며， 흔히 도스토예프 

스키에 대한 글에서 본격화된다고 거론되는 대화주의의 나와 타자간의 관계 

와는 상당한 차이를 가진다. ‘제 1철학’(nepsaJl 빼J10C。빼JI)이라는 명명 하에 인 

간 존재에 대한 보편적인 철학적 탐색에 바쳐진 『행동철학』이 바흐씬의 사유 

체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이 저작을 통해 그의 철학적 목표， 실제적인 

철학적 지향의 내용이 밝혀진다는 사실 나아가 이러한 철학적 지향이 다른 

영역， 다른 주제를 다루는 이후 저작들을 관통하며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에 있다. 

바흐씬은 삶(lI<H3Hb)과 문화(J<y J1b Typa)라는 두 세계가 반목하고 있음을 지적 

하는 것으로 자신의 철학을 시작한다. 여기서 삶의 세계란 구체적인 개인(주 

체)의 반복될 수 없고 직접적으로 경험되는 ‘유일성’(ellHHCTseHHOCTb)의 세계 

를 의미하고， 문화의 세계는 이러한 구체적인 유일성의 세계에 대한 객관화를 

통해 얻어지는 객관적인 ‘통일성’(e따HCTSO)의 세계를 뭇하는데， 과학， 윤리학， 

미학으로 대표되는 진선미의 가치체계가 이 문화의 영역을 구성한다. 바흐씬 

에 따르면 현대 철학의 위기는 이 두 세계의 반목과 상호배제에 의해 야기되 

는 것으로， 이 두 세계간의 갈등은 생생한 현실과 (그것의 반영의 결과 얻어 

진) 문화적 실재 사이의 거리，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의 대립， 개성적 폰 

재의 직접성과 진선미의 체계를 포함하는 문화행위의 간접성간의 모순， 삶이 

3) MaXJlHH B. 11. llHanorH3M M. M. 5aXTHHa KaK npo6J1eMa r }'MaHHTapHoR KyJlbTypW XX BeKa 

//5ax깨HCKHR c60pHHK M. , 1990. No.1, C. 108. 
4) M. 훌퀴스트의 견해. MaXJlHH B. 11 니TO TaKoe llHaJlOrH3M? ν llHaJlor. KapHaBaJl. xpo

HOTon. BHTe6cK, 1993. No.1 (2), C. 11 1.에 서 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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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내용과 그것을 객관화함으로써 나타나는 문화적 형식사이의 불일치， 어 

떤 행위와 그 행위의 결과간의 반목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바흐씬은 구체적 개인의 유일성과 객관적인 통일성 사이의 이와 같은 불 

일치와 반목을 극복하기 위해서 유일성의 계기와 통일성의 계기가 통합되는 

‘통일적 유일성’(e따Hajj e ,lUlHCTSeHHOCTb), 또는 ‘유일적 통일성’(ellHHCTseHHoe 

ellHHCTsO)의 차원이 필요함을 역설하며 제 1철학을 바로 이 유일적 통일성을 

지향하는 것으로 설정한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사실은 그가 이와 같은 두 계 

기의 결합과 화해의 가능성을 어떤 다른 곳， 두 계기 사이의 어딘가에서가 

아니라， 두 계기 중 하나인 구체적 개인의 유일성 그 자체에서， 보다 정확하 

게는 그 개성적 개인의 실제적 행위 내부에서 찾았다는 점이다. “학문과 예 

술과 삶은 요직 개성 속에서만 통일될 수 있으며 ... 오직 실제적 행위 내부로 

부터만 ... 통일적이면서 동시에 유일한 존재에로의 접근이 가능하며 ... 제 1철학 

은 오직 그것만을 지향한다." (“HayKa, HCKyCCTSO H *H3Hb 06peTa~T ellHHcTSO 

TOJIbKO B JIH'IHOCTH ... TOJIbKO H3HyTpH llel1CTSHTeJIbHOrO nocTynKa ... eCTb nOllXOll H 

K ellHHOM)' H ellHHCTSeHHOM)' 6b1TH~ ... TOJIbKO Ha HeM MO*eT OpHeHTHpOSaTbCjj nep

sajj 빼JIOCO빼jj" Kφn.32)5) 이 와 같이 삶과 문화의 갈등을 해 소시 킬 수 있는 

가능성은 삶의 세계， 그 직접적인 유일성의 세계에 자리하는 개성적 주체(인간) 

내부에 이미 존재하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흐젠 철학에 특징적인 범 

주인 ‘책임성’(OTseTCTseHHOCTb)이다. 나아가 이 범주는 바흐씬 철학의 주요개념 

으로 등장하는 인간의 ‘존재증명’(He-aJIH따 S 6bIT때 )6)과 깊은 관련을 가진다. 

5) 앞으로 인용은 저작의 제목과 그에 해당하는 페이지가 인용 뒤에 병기될 것이다. 
이때 『행동철학J(K 빼J10C。φHH nocTynKa)은 Kφn로언어예술창조에서 내용， 질료， 

형 식 의 문제J(np06J1eMa CO,l1epll<aHHlI, MaTepHaJla H cþOp~뻐 B CJlOBeCHOM xy,l10ll<eCTBeHHOM 

TBop~eCTBe)는 CMφ로~작가와 주인공J(ABTOP H repoß B 3CTeTH~eCkO때 llellTeJlbHOCTH) 

은 AHr로 w도스토예프스키 창작의 제문제 J(np06J1eMN TBOp~eCTBa nOCTOeBCkOrO)는 

mn로도스토예프스키 시학의 제문제 J(np06J1eMN n03THKH nOCToeBCKoro)는 nnn로 

표기될 것이며 그 출전은 다음과 같다.Kφn， CMφ ， AHr - Pa60T삐 1920-x rOllOB. KHeB, 
1994., mn, nnn - np06J1eMhI TBop~eCTBa / n03THKH nOCToeBCKoro. KHeB, 1994. 

6) aJlH마가 ‘그 현장에 내가 없었음의 증명(현장부재증명)’을 의미한다면， He-a깨따는 

‘그 현장에 있었음의 증명’을 의미하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바흐젠의 신조어인 He

aJlH6H B 뻐T깨를 직역한다변 ‘내가 존재 내에 폰재함을 증명함’이 될 것이다 이 개 

념은 뒤에 설명하게 될 구체적 시공성과 결합되어 존재의 유일성을 보다 확정적으 

로 보여주는 개념이다. 



바흐핀의 모순의 역동성때 관한 소고 137 

바흐씬 철학에서 인간은 추상적인 인간， 인간 보편으로서가 아니라 구체적 

인 공간과 구체적인 시간을 점유하는 구체적인 인간으로 나타난다. 이때 그가 

점유하는 시간과 공간은 오직 그에게만 주어지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 의해 

대체되어질 수 없으며， 그 시간， 그 공간에서 그가 경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절대 그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경험되어질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바흐 

씬이 말하는 존재의 유일성이며， He-aJlH6H B 6blTHH란 이와 같은 대체되어질 

수 없고 반복되어질 수 없는 존재의 확고한 유일성의 다른 표현에 다름 아니 

다. 이러한 존재의 유일성은 펼연적으로 ‘나의 경험과 타자의 경험간의 이질 

성 ’ (pa3H03Ha~HOCTb nepe*HBaHH~ ce6~ H ~pyror이을 야기 하며 , 이 렇 게 서 로 다 

른 시공， 서로 다른 각자의 유일성을 갖는 나와 타자간의 경험의 이질성은 인 

간의 실존적 전제로서 존재자체에 의해 조건화되는 것이다. 나의 경험과 타자 

의 경험의 이질성은 실제 세계의 구조를 나와 타자의 세계로 이원화하며， 실 

제적 세계의 구조를 결정하는 기본 세 범주인 ~-ψ때 -ce6~ ， ~-~~-~pyroro ， 

~pyroA-~~-MeH~는 이렇게 나와 타자간의 존재론적 차이에 기반한다. 바흐 

첸에 따르면 ~-~J1~-ce6~는 ‘나에게 보여지는 나’로서 유일성의 영역에 속하 

는 삶의 ‘주체’를 의미하고(“~-llJl~-ce6~ ~BJI~IOCb cy6beKToM" - A따.1 18) ， ~

~J1~-~pyroro는 ‘타자에 게 보여 지 는 나’(“KaK ~ ~BJI꺼IOCb llPyroMy" - AHr .131) 

를 의미하며， llpyro꺼-~J1~-MeH~는 ‘주체로서의 나에 대립하는 객체’(“06beKT 

rrpo깨BOCTOHT MHe KaK cy6beKTY" - AHr.1 18)7)로서의 타자와 그 타자가 주체 

로서의 나에게 의미하는 바를 뜻한다. 

이렇게 타자 개념이 바흐젠의 이론 체계에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나의 경 

험과 타자의 경험의 존재론적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이고 이를 바흐씬은 ‘나 

와 타자간의 가치 적 대 립’(l1eHHOCTHoe np。깨BonOCTaBJleHHe ~ H llpyroro)으로 

명명한다. 그의 철학에서 이 대립은 극복되어야만 할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바 

로 거기서부터 출발해야만 하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어떤 것이다. 앞서 설명했 

듯이 나와 타자의 가치적 대립은 바로 존재의 유일성에 의해 존재론적으로 

‘주어지는 것’(~aHHoCTb)이며， 이런 의미에서 이것은 강제적이며 수동적인 성 

격을 갖는다 그러나 바로 이와 같은 ‘주어진 것’(~aHHoCTb)으로서의 나의 존 

7) 이 세 범주가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행동철학』에서이지만， 
이 범주에 대한 바흐젠의 정의가 명시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작가와 주인공』에서 

이다. 두 저서에서 이 세 범주에 대한 바흐젠의 접근은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만， 

각각의 정의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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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유일성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되어져야만 하는 것’， 즉 ‘그래야만 하고 

바래지는 것’(JanaHHOCTb; nO짜Hoe H *enaTenbHOe -- Kφn.35)으로의 도약이 가 

능하고， 나와 타자의 경험의 이질성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그 이질성의 극복이 

라는 ‘당위’(nOfl*eHCTBOBaHHe)로의 전이가 가능해진다. 여기서 결정적인 역할 

을 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존재와 그 유일성에 대한 책임성’(OTBeTCTBeHHOCTb 

3a CBOIO enHHCTBeHHOCTb, 3a CBoe 6비THe -- Kφn.43) 이다. 바흐씬에 따르면 내 

가 지금 점유하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 그리고 나의 유일성은 다른 어느 누 

구도 대체할 수 없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보고 아는 것은 나 이외의 다른 

누구도 보거나 알 수 없는 것이기에 나는 이와 같은 나의 유일성을 실현해야 

만 하고 그 유일성에 대한 책임성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한 

편으로는 자신만의 또 다른 유일성을 영유하고 있는 다른 주체(타자)의 유일 

성에 대한 ‘관여’(npH'laCTHOCTb)이자 소통에 다름 아니기에， 이런 과정을 통해 

서 나와 타자간의 가치적 대립은 해소될 가능성을 갖게 된다. 이렇게 바흐씬 

의 철학에서 나의 He-anH6H B 6b1THH는 당위로서의 책임성과 결합되고， ‘주어 

진 것’(naHHOC Tb)로서의 나의 유일성은 ‘그래야만 하는 것’(3anaHHOCTb)의 차원 

과 결합되며， 존재의 수동성은 책임 있는 관여의 능동성으로 극복된다. 따라 

서 나의 유일성 속에서 존재와 당위， naHHoe와 3anaHHoe, 수동성과 능동성의 계 

기 는 콩존하며 (“3neCb HecnH~HHO H Hepa3nenbHO naHM H MOMeHT naCCHBHOCTH 

H MOMeHT a I< THBHOCTH: ~ Ol< a3anCJI B 6b1T1깨 (naCCHBHOCTb) H JI a l< THBHO eMy 

npH 'laCTeH: H MHe naHHoe H 3anaHHoe. MO Jl enHHCTBeHHOCTb naHa , HO B TO *e 

BpeMJI ... OHa ... 3anaHa" -- Kφn.42) ， 다양한 계기들의 이러한 공존 가능성이야말 

로 바흐젠이 삶의 주체인 나와 그 행위의 내부에서 삶과 문화의 통합， 유일 

성과 통일성의 결합 가능성 (e뻐HCTBeHHoe enHHcTBo)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근 

거이다. 

바흐젠이 진단하는 현대 사회의 삶과 문화의 갈등은 문화가 이러한 삶의 

유일성으로부터 절연되어 있다는 데에 일차적인 원인을 갖는다. 바흐씬에 따 

르면 문화의 모든 보편적 가치와 단일한 체계는 유일성을 지닌 주체(나)의 관 

여 없이는 단지 가능성에 불과하다. 가치는 나의 구체적인 행위， 그 실제적 

평가나 관점과 결합될 때에만 현실성을 획득하며， 따라서 자신의 유일성과 그 

것을 실현하기 위한 존재론적 책임성을 가진 구체적 개인과 분리된 문화행위 

는 공허하다. 바흐젠은 이렇게 구체적 개인의 구체적 행위 내부로부터 삶과 

문화라는 두 세계의 갈등을 해결할 열쇠를 발견하며， 이런 맥락에서 문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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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세 영역이라 할 과학과 윤리학， 미학을 비판해나간다. 

바흐젠이 보기에 현대의 과학은 ‘나’에 대한 사고가 부재하며 그곳은 주체 

의 유일성과 무관한 진리 일반이 지배하는 곳이다. 기술주의의 위험， 자본주 

의의 비인도성과 같은 현대 문명의 위기는 나의 구체적인 자리， 그에 따른 책 

임성을 문화자체의 자족적이고 자동화된 법칙이 대체함에 기인한다. 한편 바 

흐젠이 보기에 개인의 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윤리의 영역에도 

‘나’의 유일성의 자리는 없다. 현대의 윤리 규범은 자신만의 독특한 구조를 가 

진 구체적 개인 내부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개인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외부로부터 강제되는 규범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바흐젠은 삶과 문화의 분리라는 갈등상황의 원인을 삶의 유일성으 

로부터 절연된 문화의 결함으로 돌리며 이 문화의 두 영역인 과학과 윤리학 

을 가차없이 비판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문화의 또 다른 

영역인 미적 사유(예술 영역)에 대한 바흐젠의 태도는 앞서 두 영역의 경우와 

달리 매우 이중적인 것으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w행동철학』의 처음 부분에서 

바흐젠은 통일성， 자족성이라는 미적 계기들은 특정한 개성의 경계 밖에 위치 

하며 유일성의 계기로부터 분리된 것이기에 미적 사유나 예술의 세계 역시 

과학이나 윤리학의 세계와 마찬가지로 통일성과 유일성의 계기들의 통합가능 

성을 보장해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예술의 미적 구조 속에 존재하는 

것은 전적으로 타자(주인공들)의 세계일 뿐이며 (미적으로) 행위하는 주체로서 

의 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논문의 중간에서 그는 예술의 세계는 그 어떤 

것보다 통일적이면서 동시에 유일한 세계에 근접하며 enHHCTBeHHoe enHHCTBO 

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있어 모텔이 되어줄 수 있다고 밝히며， 이런 맥락에서 

실제로 푸쉬킨의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행한다. 그러나 논문의 끝 부 

분에서 그는 다시 초기의 입장으로 돌아가 “(행위주체인 - 펼자 주)‘나’와 관 

련된 세계는 원칙적으로 미적 구조 속에 포함될 수 없으며 "(Kφn. 67), “미적으 

로 사유한다는 것은 대상을 타자의 가치적 평면에 관여시키는 것을 의미한 

다"(Kφn. 67)고 주장한다. 처음과 마지막에 나타나는 바흐젠의 비판적 입장은 

다음의 주장 속에서 잘 드러난다. “이와 같이 통일적인 동시에 유일한 존재

사건에 대한 철학으로서의 제 1철학을， 유일한 실제행위와 그 작가(행위주체 

- 필자 주)， 즉 이론적으로 사유하고， 미적으로 관조하며 윤리적으로 행동하 

는 행위주체로부터 분리한 채， 객관화된 결과물， 그 내용-의미적 측면만을 지 

향하게 하려는 모든 시도는 근거 없고 원칙적으로 가망없는 것이라는 점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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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는 인 정 해 야만 한다."(HTaK ， Ha빼 npH3HaHM HeOCHOBaTeAbH뻐H H npHH뻐nHaAb

HO Ôe3Hane~HNMH BCe nOnMTKH OpHeHTHpOBaTb nepBy~ ~HAOCO~H~ ， ~HAOCO~H~ 

enHHoro H enHHCTBeHHOrO ÔMTH~-COÔMTH~ Ha cOnep~aTeAbHO-CMMCAOBOR CTOpOHe, 

OÔbeKTHBHpOBaHHOM nponyKTe, B OTBAe4eHHH OT enHHCTBeHHOrO ne까CTBI’TeAbHoro 

aKTa-nocTynKa H aBTOpa ero, TeOpeTH4eCKH MMCA~~merO ， 3CTeTH4eCKH C03epua

뻐ero ， 3T깨eCKH nocTyna~mero." - Kφf1.31-32) 

미적인 영역에 대한 바흐씬의 이중적 태도는 철학에서 미학과 문학이론으 

로의 그의 지적 이동을 설명하는데 있어 근본적인 의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보다 구체적으로는 나와 타자라는 두 극을 중심으로 실제 세계의 구조를 파 

악하는 바흐씬의 이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바흐씬에 따르면 나와 타자의 경험간의 이질성은 행위 세계의 구조적 이원 

성을 야기하지만 이 이질성은 자신의 존재의 유일성에 대한 나의 책임성과 

타자의 유일성에의 관여성에 의해 극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적인 모순관 

계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책임성과 관여를 통해 나 

와 타자의 경험이 전적으로 일치할 수 있고 일치해야함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행동철학』에서 바흐젠이 주목하는 것은 나와 타자간의 가치적 대립 

이 갖는 사건성과 그 사건성의 생산성이라 말할 수 있다. 즉 나와 타자간의 

경험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은 나의 유일성과 마찬가지로 자신만의 고유한 유 

일성을 갖는 타자의 존재를 필연적으로 상정하게 하고 이렇게 저마다의 유일 

성을 영유하며 저마다의 삶에서 각각 주체로 등장하는 유일한 ‘나’들의 공존 

(CO-ÔMTHe)을 실존적 전제로 받아들일 때 존재와 당위 naHHOCTb와 3anaHHOCTb 

등의 다양한 차원이 결합될 수 있는 가능성 즉 ‘사건’(COÔMTHe)이 발생할 수 있 

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바흐젠에게서 존재가 항상 ‘존재-사건’(ÔbITHe-co

ÔbITH~)으로 함께 묶어 표기되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와 같은 공 

존(CO-ÔbITHe)의 사건성 (COÔμT때HOCTb)이 야말로 나와 타자를 두 축으로 하는 

세계의 구조가 갖는 생산적 힘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와 타자간 대립의 완전한 철폐(즉 나의 유일성으로 타자의 유일성을 흡수 

하거나， 나의 유일성이 타자의 유일성에 동화되는 것)라기보다는， 그러한 ‘존 

재 론 적 인 사건 적 이 질 성 ’(OHTOAorH4eCKH COÔMTHRHa~ pa3H03Ha4HOCTb - Kφf1 .66) 

을 담지한 채 이루어지는 관여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바흐젠 

의 철학에서 삶의 가치적 중심이 되는 나와 타자는 서로 연관된 것이지만 그 



바흐핀의 모순의 역동성애 관한 소고 141 

러나 동시에 원칙적으로 다른 것이며 “분리되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 

고 융합되어 있는 것도 아닌 상태 "(8 Hepa311eJJbHO-HeCJUI.SIHHOM COCTOjjHI써)로 

존재한다. 

이와 더불어 주목할 만한 또 한가지 사실은 이 저작에서 타자 개념은 아직 

독립적인 내용을 부여받지 못한 채 ‘나’라는 범주를 보충하는 차원에서 제시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타자는 ‘나 아닌 사람’(He 51)을 지시하거나 ‘또 다른 

나’(eme OllHH 51)라는 차원에서 제시될 뿐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나와 타 

자의 존재론적 대립을 보여주기 위해 도입된 타자 범주는 이 경우 ‘내가 아닌 

다른 사람’(나와 다른 유일성을 지닌다는 점에서)이라는 소극적 의미에 순수 

하게 제한되며， 다른 경우에는 ‘나’와 마찬가지로 자신만의 자리， 자신만의 유 

일성을 가진 ‘또 다른 나’라는 의미에서(유일성을 가진다는 점에서는 나와 통 

일하다는 의미에서)， 즉 나라는 범주와의 동일성으로 제한 받는다. 바흐씬의 

이후 저작에서 드러나는， 나의 위치와 구별되는 타자만의 기능의 강조， 즉 나 

의 외부에 위치함으로써 나의 제한된 시선을 보완하고 그럼으로써 나에 대한 

통일적이고 객관적인 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다시 말해 타자의 기능이 

무엇보다 이러한 객관적 통일성의 계기와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 저작에 

서는 결코 표면화되지 않는다행동철학』에서 바흐젠의 관심은 나라는 범주 

의 측면에서나， 타자라는 범주의 측면에서나 늘 유일성의 계기에 머무르며，8) 

이러한 유일성， 삶의 주체로서의 나에 대한 예외적인 애착이야말로 이 저작에 

서의 타자 개념의 종속성뿐만 야니라， 앞서 설명한 나와 타자간의 대립과 이 

질성이 갖는 생산성에 대한 바흐젠의 강조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왜냐하면 나와 타자간의 경험의 이질성은 그들이 각기 다른 유일성을 담지하 

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립과 이질성의 적극적인 

수용은 각각의 주체의 각기 다양한 유일성들에 대한 적극적인 인정에 다름 

아니며， 타자 개념이 나의 개념에 종속됨으로써 타자와 연관된 통일성의 계기 

가 상실되듯이， 각기 다른 나， 각각의 유일성들간의 이질적인 공존에 대한 강 

조는 그 유일성들을 하나의 단일한 체계로 수렴해낼 통일의 가능성을 제압하 

게 된다. 

타자가 ‘나 아닌 나’라는 ‘나’의 시각에서， 또는 ‘또 다른 나’라는 관점에서 

8) 예를 들어 세계의 구조적 이원성이라는 것도 결국은 ‘나의 유일한 유일성과 타자의 
유일성간의 이질성’(pa3H03Ha~HOCTb MOeß e뻐HCTBeHHoß e뻐HCTBeHHOCTH H enHHCTBeH

HOCTH BC~Koro npyroro -- Kφn.66)에 다름 아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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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시 된 다는 사실 은 .5I-Jll따J1.51 -ceõ없.51 . .51-퍼llJ띠J1.51꺼.51-퍼a매pyro。야ro. II매pyro뼈α-ll띠JI쩌gγ-)개개-10깨l‘‘M‘‘에빠4’ 

가 ‘나’라는 가치범주를 중심으로 배열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바흐젠 자신이 “.5I-llJI.5I -ceõ.51가 행위와 능동성의 출발점 "(Kφn.56)이라고 규정한 

것과 유사하게 ‘나’라는 범주는 『행동철학』의 출발점이자 중심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바흐첸의 『행동철학』을 ‘나의 현상학’(lþeHoMeHOJlOrH.5I .51 )9)이라 명명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이며 이러한 이유로 한 바흐씬 연구가의 다음과 

같은 주장에 쉽게 동의할 수 있다. “『행동철학』의 대화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의식으로 전개되며 ... 타자는 내가 자기 자신에 대한 관념을 구성하는 것과 

같은 정도로써만 나의 의식 속에 들어온다 "1이 타자라는 범주가 도입됨에도 

불구하고， 또 나와 타자의 이질적 대립과 공존 등의 말이 상기시키는 대화주 

의적 파토스에도 불구하고 이 저작이 진정한 대화주의의 ‘예비’단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행동철학』이 이렇듯 실질적으로 ‘나’라는 범주만을 자신 

의 확고한 가치 중심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당연히 『행동철학』에서 ‘나’라는 범주가 가지는 예외적인 중요성은 바흐젠 

이 애초에 상정했던 삶의 세계(유일성)와 문화의 세계(통일성)간의 대립구도 

와 연결된다. 앞서 설명했듯이 『행동철학』에서 나라는 범주가 가지는 위치는 

두 세계 중 하나인 삶의 세계와 그 주체의 유일성에 대한 그의 애착으로부터 

조건 지워지는 것이다. 비록 바흐젠이 삶과 문화라는 두 세계， 유일성과 통일 

성의 두 계기간의 갈등을 해결하려 했고， 이를 위해 어느 한 계기， 한 세계가 

아닌 두 세계의 결합으로서의 통일적 유일성이나 유일적 통일성을 제안했다 

하더라도， 바흐젠에게는 삶의 유일성과 그 개성적 주체인 ‘나’라는 범주가 더 

중요하였다. 따라서 “바흐젠은 자신의 제 1철학에서 문화의 세계와 삶의 세계 

를 결합하려 하였지만 『행동철학』의 경우에서 보자면 바흐젠의 인문주의는 

문화로의 지향이 아니라 삶과 ‘나’의 확증에 대한 파토스와 연관되어 있다 . 

바흐씬에게는 ‘나’에 대한 직관이 첫 번째요， 타자성은 그 다음이다. 그는 늘 

‘나’로부터 출발하며 "11) 이렇게 “바흐씬에게는 문화보다 삶이 소중하다"(Eax

재Hy lI<H3Hb IlOpOll<e KYJlbTYPbl)12)는 N. 보네쪼까야의 견해는 충분한 설득력을 

9) 50HeUKa.51 H. K. M. M. 5aXTHH H TpallHUHH pyCCKOI! 빼nOCO$HH // Bonpocw 빼noco빼H. 

1993. No. l. C. 84 
10) 50raTwpesa E. A. llpaMbl llHan。대3Ma. M., 1996. C. 51-52. 
11) 50HeUK a.5I H. K. 0 CTHne $Hnoco$cTsoSaHH.5I M. 5aXTHHa // 마lanor. KapHasan. XpoHoTon. 

BHTe6cK , 1996. NoJ. C.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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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다. 

『행동철학』의 바흐젠에게 문화보다 삶이， 통일성보다 유일성의 계기가 더 

중요하였다는 사실은 첫째 이 글에서 바흐씬이 두 세계간의 갈등의 

해결가능성을 어떤 다른 곳이 아닌 구체적 개인의 유일성 속에서 찾으려 

했다는 점， 둘째， 두 세계간의 반목의 가장 주된 이유를 삶의 유일성으로부터 

절연된 문화의 결함으로 설명했다는 점， 세째 객관적 통일성의 계기와 

결부되어 있는 타자의 독립적인 기능이 약화되어 있다는 점， 네째， 다양한 

유일성들이 이루어낼 수 있는 통일적 총체에 대한 표상보다 그러한 

유일성들간의 공존에 대한 표상이 더욱 발달되어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통일성 자체는 구체적 유일성의 한 계기에 불과하다"(caMO e매HCTBO JlHWb 

MOMeHT KOHKpeTHOA e때HCTBeHHOCTH -- Kφn.65)는 바흐젠 자신 의 직 접 적 인 

언급에 의해 그 근거를 획득한다. 결국 『행동철학』에서 상정되었던 삶과 문화， 

유일성과 통일성의 결합이라는 그의 철학적 목표는 실질적으로 그의 사유를 

지배하는 삶과 그 주체의 유일성에 대한 그의 애착과 충돌하게 된다. 

더 나아가 이렇게 『행동철학』에서 보여지는 완결된 통일성의 계기의 약화， 

삶과 주체의 유일성에 대한 의미부여는 이후 그의 저작들을 통해 완성되어 

가는 그의 세계관적 신념 - 즉 자유로운 개성으로서의 인간을 하나의 고정 

된 정의로 완결지을 수 없으며 인간은 자기 자신과의 일치를 허락하지 않고 

또 다른 나， 다른 가능성올 향해 항상 열려 있는 자유로운 존재임 13) -- 의 철 

학적 바탕이 된다. 

삶과 그 주체의 반복될 수 없는 유일성에 대한 애착은 바흐씬이 미적인 영 

역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가지게 되는 원인이 된다. 왜냐하면 예술의 세계가 

아무리 삶의 세계와 닮아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원칙적으로 객관적 통일체를 

만들어내는 문화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통일성의 창조는 펼연적으로 구 

체적이고 반복 불가능한 개인이나 상황의 이런 저런 일반화를 요구하게 마련 

12) 보네쪼까야의 같은 논문， P. 19 
13) 이러한 신념은 특히 도스토예프스키에 관한 글들 속에서 잘 나타나지만， 이미 『작 
가와 주인공』 속에서도 발견된다. 완결을 자신의 본질로 하는 예술올 삶과 비교하 

면서 바흐씬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살기 위해서는 완결되지 않아야만 하며， 삶의 

모든 경우에， 그리고 모든 본질적인 계기에 있어 자신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하며 ... 
자신의 현존과 일치해서는 안된다."(tHO뻐 째Tb ， HallO 6101Tb He3aBepweHHIoIIoI, OT l< pμ

TIoIIoI ~ ce6~ -- BO BC~ I<OIol 띠yqae ， BO Bcex CYlI\eCTBeHH없 1oI0loleHTax *H3HH, -- ... HallO 

He COBnallaTb CO cBoeA HanHqHOCTb~ -- AHr.97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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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이 과정에서 유일성에 대한 왜독이 초래될 수 있다. 이것은 20세기 러 

시아 모더니스트들의 ‘창조의 비극’에 대한 의식과 일맥상통하는데， 이는 생생 

하고 구체적인 삶을 하나의 예술적 형식으로 완성했을 때 완결된 형식 뒤편 

에는 그 형식화 과정에서 왜곡되고 배제된 삶의 또 다른 진정성이 버티고 있 

으며， 따라서 ‘시인은 결국 살인자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14) 모더니스트 

들의 이러한 문화의식은 유일성과 통일성간의 모순 내용과 형식의 불일치라 

는， 바흐젠이 진단한 두 세계간의 갈등을 명료하게 보여준다. 아울러 삶의 주 

체인 ‘나’의 유일성에 대한 바흐젠의 애착은 미적인 영역에 대한 그의 비판의 

핵심이 “미적 세계는 ‘나’의 세계가 아니라 타인들의 세계 "15)이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행동철학』의 지배적인 파토스 

가 삶과 그 주체의 유일성에 대한 바흐젠의 애착임을 인정한다면， 미적인 영 

역， 예술의 세계에 대한 그의 비판적인 태도는 이러한 애착의 자연스럽고 논 

리적인 귀결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바흐젠의 사유 체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보다 중요한 것은 위와 

같은 그의 비판적 태도가 일관성을 가지지 못한 채 동요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 비록 『행동철학』의 끝 부분에서 바흐젠이 초기의 비판적 입장으로 복귀했 

다 할지라도 곳곳에서 그는 미적인 세계가 e~HHCTBeHHoe e~HHCTB。의 구조를 

보여주는 모델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철학적’ 저작인 이 책에서 

이미 푸쉬킨의 작품 분석을 행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행동철학』 이후 모 

든 그의 저작들이 미학과 문학의 구체적인 문제들의 연구에 바쳐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군의 연구자들은 이것의 원인을 철학적 사유를 직접적으로 전개 

시켜 나갈 수 없었던 당시의 정치적 부자유에 돌리고 있지만16) ， 앞서 진행된 

14) 이 에 대 해 서 는 BOHeUKa~ H. K. 3CTeTHKa M. BaXTHHa KaK nOrHKa $OpMμ ν BaXTHHO

norH껴 cn6. , 1995. C. 52 참조. 

15) 그의 표현에 따르면 “미적인 존재 속에 살 수 있고 살고 있지만， 이때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타자들이다. 이것은 애정을 가지고 관조된 타자들의 지난 삶이 

고， 그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것은 나의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며， 그 속에서 

나 자신을 찾을 수는 없다"(B 3CTeTl써eCKOM 6MTHH MO*HO 빼Tb， H *HBYT, H。 뼈BYT 

~PyrHe ， a He ~ -- 3TO n~60BHO C03epuaeMa~ npomna~ *H3Hb ~pyrHx n~~eA ， H Bce 

BHe MeH~ HaXO~meec~ COOTHeceHO C 뻐MH ， ce6~ ~ He HaA~ B HeA -- Kφn.24) 

16) 이에 대해서는 BOqapOB c. r. 06 OI1HOM pa3rOBope H BOKpyr Hero / / C~*eTbl pyccK얘 

nHTepaTypbl. M. , 1999. C. 491-492, Ky~p~ueB 삐 r. BaXTHH H ero KpHTHKH // llHanor. 

KapHaBan. XpOHOTon. BHTe6CK, 1994. No.1. C. 113-1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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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는 바흐씬의 철학과 미학이 보다 내적인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바흐씬이 출판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자유롭 

게 철학적 사유를 펼쳐 나간 『행동철학』에서 미학은 이미 그의 철학적 체계 

내에 유기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이는 동요와 이 

중성은 그 자체로 바흐씬 사유의 어떤 본질을 보여준다 하겠다. 

바흐젠의 미적인 세계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유일성에 대한 그의 강조 때 

문이라면，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기대는 무엇에 기인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대답할 수 있다. 삶과 주체의 유일성에 대한 

바흐젠의 애착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통일성이 유일성의 한 계기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바흐젠은 두 세계의 화해， 즉 반복될 수 없이 유일한 삶의 구체성 

을 훼손하지 않는 통일성의 획득이라는 자신의 철학적 목표를 포기할 수 없 

었고， 이러한 가능성을 그는 ‘문화의 영역이면서’ 동시에 ‘가장 삶과 근접해있 

는’ 미적인 영역， 예술의 세계에서 본 것이다. 미적인 영역에 대한 그의 이중 

적인 태도는 결국 두 세계의 조화라는 그의 철학적 목표와 실질적으로 그의 

사유를 지배하는 유일성에 대한 그의 애착간의 갈등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비판과 관심 회의와 기대라는 바흐젠의 이중적 태도는 예술이 

유일성과 통일성의 두 계기를 자신 안에 포괄할 수 있는지 여부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으며， 후속되는 미학연구는 이러한 철학적 탐색의 여정에 다름 아 

니다. 철학에서 미학으로의 이동은 이러한 내적인 펼연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의 미학은 그의 철학적 퍼스펙티브 속에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다. 바흐씬 

미학의 특성과 성격이 그의 철학 내용에 의해 조건지워진다는 사실도17) 이를 

입증해준다. 아울러 바흐씬의 미학이론이 미학 영역 내에서 그 자체로도 유의 

미성을 지닌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그의 철학과 미학간의 상관성을 부정하 

는 근거가 되지는 못할 것이다. 

17) 바흐씬의 미학이론은 미학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범주들의 체계적 연구라기 보 

다 예술적 경험， 특히 언어 예술인 문학을 주 대상으로 한다. 이것은 바흐젠 사유 

의 중심을 차지하는 인간 사이의 소통의 합법칙성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문학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바흐젠의 미학이론의 핵심이 작가와 주인공의 관계 

라는 사실 역시 그의 미학이론이 그 시작부터 철학적 지향에 의해 강하게 조건지 

워졌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왜냐하면 이 관계로 향하는 바흐젠의 비상한 관심 

은 그것이 그가 인간 존재의 기본단위로 설정했던 나와 타자간의 관계의 반영이면 

서 삶과 문화라는 반목하는 두 세계 사이의 대립적이고 모순적인 관계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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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바흐젠에게서 나타나는 최초의 모순이라 할 수 있는 미와 예술세계 

에 대한 동요나， 철학에서 미학으로의 이동은， 두 세계의 조화로운 공존에 대 

한 철학적 목표와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삶의 유일성에 대한 그의 애착간의 

길항으로부터 출발하며 그의 이후 저작들은 이 근본적인 모순 위에서 웅직인 

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흐씬의 미학연구가 어떤 내용을 가지며 이 

것이 그의 근본적인 모순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련되는지， 회의와 기대라는 

이중성 중 어느 쪽에 귀착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III. 

바흐씬의 사유체계에서 삶과 그 주체의 유일성이 가지는 중요성은 그의 미 

학이론 역시 문화의 각 영역이 실재하는 삶과 맺는 관계에 대한 분석으로부 

터 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확인될 수 있다 r작가와 주인공』과 거 

의 같은 시기에 씌어지고， 그보다 더 보편적인 미학적 주제들에 대한 천착을 

보여주는 논문 『언어예술창조에서 내용， 질료， 형식의 문저Il~ 의 대전제는 모든 

문화적 현상은 현실(삶)로부터 출발하며， 현실은 문화행위에 선재한다는 것이 

다. 현실과의 이러한 연관은 문화의 각 영역을 통일시켜주는 계기이면서， 동 

시에 각각의 문화 영역이 이 현실과 맺는 관계가 서로 다르다는 점은 각 영 

역의 독자성을 보장해준다. 나아가 하나의 문화적 행위의 대상이 되는 현실은 

이미 다른 문화적 가치와 관계를 가진다. 예를 들변 인식의 대상이 되는 현실 

은 그냥 중립적인 현실이 아니라 이미 윤리적으로 판단되고 미적으로 평가된 

현실이며， 윤리의 대상이 되는 현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 인식되고 미적으로 

관조된 현실이라는 것이다. 문화의 세 영역인 과학(인식의 영역)과 윤리와 예 

술이 갖는 차이는 바로 이렇게 이미 다른 문화적 가치로 포화된 현실을 어떻 

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바로 이런 차이로부터 바흐젠은 예술(미적인 것) 

의 특성을 이끌어낸다. 

바흐씬에 따르면 다른 가치들로 포화된 현실은 과학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는 그 ‘가치 들의 옷’(ueHHOCTHhle oae*따1- CMφ.279)을 벗 어 버 려 야만 한다. 왜 

냐하면 인식의 영역은 진리의 보편성과 합목적성에 모든 것을 종속시켜야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영역에서는 인식의 주체가 현실 속에서 차지하는 

구체적인 자리 역시 중요성을 가지지 못한다. 반면 윤리적 행위는 삶의 구체 

적인 자리로부터 결코 분리되지 않지만， 윤리의 영역에서 주어진 현실은 ‘되 

어져야 하고 이루어져야 하는’ 당위의 관점에서 늘 부정된다. 이루어져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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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완성의 관점에서 현재의 주어진 삶은 늘 불완전하며， 따라서 항상 ‘나 

쁜 어떤 것’(He'lTO 며pHoe - AHr.179)에 불과하다. 이렇게 인식과 윤리의 두 영 

역은 현실에 대해 부정적으로 관계하며 양자는 ‘갈둥적 성격’(KOHφJIHKTHhlR xa

paKTep - CMφ.280) 을 지 닌 다. 

반면 미적인 문화 행위는 위의 두 영역과 달리 현실을 홉수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peuenTHBH뼈， nOJIO*HTeJIbHO-npHe~뻐R xapaKTep - CMφ.280). 예 

술은 이미 인식되고 윤리적으로 판단된 현실을 거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펼수적인 구성적 계기로 받아들인다. 다시 말해 다른 문화적 

가치로 이미 포화된 현실이 바로 예술의 ‘내용’올 구성하는 것이다. 바흐젠은 

예술에 의한 현실의 이러한 ‘따뭇한 수용’ 속에서 ‘미적인 것의 선함’(/lOÕPOTa 

3CTeTH'IeCKOrO - CMφ.281)을 본다. 삶을 자신 의 구성 적 계 기 로 삼는 예 술의 

특징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인 삶과 그 삶의 주체(주인공)에 대한 애 어린 관심 

과 관여 (np~쩌aCTHOCTb)는 예술 창조의 필수 조건이 되며， 이것은 바흐젠이 

『행동철학』에서 말했던 ‘미학적 사랑’(3CTeTl깨eCKajl JDOÕOBb)18l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모든 문화 영역이 현실과의 연관을 필연적으로 전제함에도 불 

구하고 인식과 윤리의 영역이 주어진 현실의 긍정성을 알지 못하는 것과 달 

리， 예술은 바로 이 주어진 현실로부터 출발하며， 따라서 “삶은 예술 밖에 있 

는 것 일 뿐만 아니 라， 바로 그 속에 존재 한다"(CMφ. 28이고 말할 수 있으며 , 

바로 이와 같은 특성이야말로 바흐씬으로 하여금 삶의 구체성과 유일성을 훼 

손시키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문화적 통일체를 창조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미 

적인 것과 예술 속에서 찾게 한 이유이기도 하다. 

예술이 삶과 맺는 긍정적인 관계가 예술의 내용과 관련되며， 이 속에서 삶 

의 주체로 등장하는 주인공과 그에 대한 관여 (npH'IaCTHOCTb)의 계기가 중요했 

다면， 이제 고찰해야 할 것은 예술의 또 하나의 다른 측변인 형식과 그 형식 

창조의 주체로서의 작가와 그의 외재성 (BHeHaxOllHMOCTb)이라는 계기이다. 예 

술이 이미 선재하는 현실을 대상으로 하고 따라서 미적인 행위는 이 선재하 

18) r 행동철학』에서 바흐젠은 존재의 구체적 다양성을 도식화함 없이 포착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애정 어린 관심， 사심없는 사랑으로부터 나오며 이러한 사랑올 ‘미적 

사랑’이라 명명한 바 있다 미적 사랑의 원칙은 “(보기) 좋기에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랑스럽기에 (보기) 좋은 것 "(He no xopomy MHJI, a no MHJly xopom)이 되 

며， 이것이야말로 CM</l의 ‘미적인 것의 선함’이 의미하는 바이기도 하다.Kφn.5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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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실을 기억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지만19) ， 이것이 미적인 행위가 단지 이 

미 존재하는 현실을 단순히 반영하는 것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미적인 행위 

의 주체로 등장하는 작가는 이미 존재하는 현실에 대해 새로운 관계를 가지 

며， 이 새로운 관계는 형식 창조를 통해 현실화된다. 그리고 이 형식 창조의 

과정에서 발휘되는 작가의 능동성의 본질은 ‘완결하는 힘’(3aBeplllalOlIlajj CHlla) 

에 놓여 있고， 이 완결의 계기는 예술을 인식과 윤리라는 다른 문화 영역과 

구별지우는 또 다른 특성이 된다. 이때 인식의 영역은 주체의 자리를 인정하 

지 않는다는 점에서 바흐젠의 관심에서 일정 정도 벗어나 있으며， 따라서 미 

적인 것과의 관계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윤리적 세계이다. 

윤리적 행위가 주어진 현실에 부정적으로 관계한다는 점은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이것은 윤리적 행위의 가치적 중심이 되는 것이 이미 ‘주어진 것’이 아 

니라， ‘그래야만 하는 것’이라는 의미 (CMbICll) ， 목적(l.\ellb) ， 당위이기 때문이고， 

윤리적 세계에서 의미 있는 시간 범주는 미래이다. 따라서 윤리적 세계는 완 

결을 알지 못한다. 이 세계에서 중요한 것은 미래를 향하는 끊임없는 의미추 

구와 목적으로의 부단한 지향이며 이미 완결된 것 정형화된 것은 미래에 얻 

어질 어떤 것의 불완전한 부분에 불과하다. 완결은 오직 가능성으로만 존재하 

고 그 실현은 끊임없이 미래로 유예된다. 일정한 형식， 즉 완결이라는 것은 

끝을 갖는 것 이 며 그 순간 자기 자신 과 일 치 할 것 (COBnanaTb C CaMHM c060얘)， 

자기 자신에 만족할 것(JlOBlleTb ce6e)을 요구하는데， 영원한 변화와 자기갱신 

을 요구하는 윤리적 세계에서 이러한 자기 일치와 자족성은 어떤 천진성 

(HaHBHOCTb)의 결 과 이 자 죄 악 이 다. 

반면 미적인 세계와 예술은 일정하게 완결된 형식을 자신의 펼수적인 계기 

로 전제한다. 앞서 미적인 것이 이미 ‘주어진 것’으로서의 현실에 대해 긍정적 

으로 관계하는 것 역시 미적인 것이 가지는 완결로의 지향성과 유관하다. 따라 

서 윤리적 세계와 상반되게 미적인 행위에 있어 중요한 것은 완결을 붕괴시키 

19) 바흐젠의 미학이론에서 중요한 것은 “미적인 행위는 전적으로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며 ... 예술은 이미 존재하는 현실을 ... 기억하는 것에 다름 아니 

다."(3CTe깨'leCKaJl tleJlTeJlbHOCTb He C03t1aeT CTIJlOWb HOBOl! tlel!cTBHTeJlbHOCTJ.I ... HCKyCCTBO ... 

Bocn。뻐HaeT 3Ty npet\Haxo~ tlel!cTBHTeJlbHOCTb -- CMφ.281)라는 점이다. 이러한 관 

점은 특히 도스토예프스키에 대한 글에서 이 작가의 작품의 형식을 현실 자체의 형 

식으로 간주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바흐젠과 리 

얼리즘”은 매우 홍미로운 연구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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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미나 목적이 아니라， 일정한 순간에 주어지는 자기자신과의 일치이며， 미 

적인 세계의 중심 시간 범주 역시 무정형의 무한한 확장을 의미하는 미래가 

아니라 완결을 보장하는 과거이다.20) 이런 의미에서 바흐젠은 완결된 형식의 

창조를 위해서는 “다가올 것 미래 의미와 목적의 발톱으로부터 해방되어 

야"(OCBO마iT bCJI OT KOrTe깨 npe.oCTOJllI\erO, õy.oYlI\erO, ueJlH H CMblCJla -- AHr .174) 

하며 , “의 미 추구로부터 세 계 의 아름다운 소여 로 이 동"(nepexo.o OT CMblCJlOBblX 

HCKaHHll K npeKpacHoll .oaHHOCTH -- AHr .1 77)해 야만 한다고 말한다. 이 렇 게 

미적인 완결은 의미적 미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윤리적 세계와는 달리 예 

술의 세계에서는 자기자신과의 일치를 허락하는 천진성이야말로 형식 창조를 

위한 본질적인 요소가 된다. 

이때 이 완결의 계기를 실현하는 것이 작가의 창조적 능동성이며， 형식 창 

조의 이 능동성은 그의 외재성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이 외재성은 바로 타 

자로서의 작가 위치， 즉 객관적 통일성의 계기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는 『행동철학』과 『작가와 주인공』에서의 바흐젠의 변화를 설명해주 

는 관건이 된다. 

『행동철학』에서의 타자가 나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유일성을 영유하는 ‘또 

하나의 나’로 제시되었던 것과 달리 w작가와 주인공』은 타자만이 지닐 수 있 

는 나와 구별되는 기능에 대한 강조로 일관되어 있다. 이것은 타자만이 가질 

수 있는 기능이， 바흐씬이 예술을 다른 문화 영역과 구별 지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정으로 간주하였던 형식의 창조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 기능의 핵 

심은 나의 제한된 시선을 보완하고 그럼으로써 나에 대한 총체적이고 객관적 

인 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인데， 이것은 타자가 나의 외부에 위치하기 때 

문에 가능한 것이다. 나의 외부에 위치함으로써 타자는 나의 자리에서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내가 알 수 없는 것을 안다. 이것이 바로 타자의 외재 

적 위치가 가능하게 하는 ‘식견의 잉여’(H3ÕbITOK BH.oeHHJI H 3HaHHJI) 이다. 이 

식견의 잉여에 의해서 타자는 나에 대한 완결된 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따라 

서 완결된 형식의 창조를 위해서는 이렇게 나의 외부에 존재하는 타자의 존 

재가 필수적이다 21) 

20) 이런 맥락에서 “과거에 대한 모든 기억은 다소간 미학화되어 있으며， 미래에 대한 
기 억 은 늘 윤 리 적 이 다"(BC찌Ka쩌 naM~Tb npomnoro -- HeMHOrO 3CTeTH30BaHHa, na~Tb 
õyaymero -- BCeraa HpaBCTSeHHa -- AHr.211)라는 바흐씬의 아포리즘은 많은 

여운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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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자의 이러한 기능은 특히 미적 행위의 영역에서 활성화되는데 이것은 현 

실에서 나와 타자간의 관계가 가역적인데 반해 예술에서 나와 타자의 관계는 

비가역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즉 현실에서는 타자가 내 외부에 존재하는 것처 

럼 나도 타자의 외부에 존재하며， 따라서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타자가 보듯 

이 타자가 볼 수 없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다. 이렇게 현실에서는 나와 타자가 

서로의 외부에 존재하기에 외재성과 식견의 잉여는 타자만이 아니라 타자의 

타자로서의 나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예술의 영역에서는 오직 작가만 

이 타자가 될 수 있다. 작가가 주인공에 대해 누리는 외재성과 식견의 잉여 

를 주인공은 절대 누릴 수 없기에 이 세계에서 완결된 상을 만들어내는 타 

자의 기능은 오직 작가에게만 허락되고 주인공은 그 형식적 완결의 대상이 

되는 삶의 주체， 즉 ‘나’의 위치에 고정된다. 따라서 주인공이 바라보는 삶은 

삶의 외부로부터가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시선， 즉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ji - Jl]Jji -ceÕji의 세계이다. 바흐씬에 따르면 나의 내부로부터의 시선은 결코 

나를 객관화하거나 정의할 수 없으며 ji-Jl]Jji-ceÕji에 특징적인 것은 ‘이것이 나 

의 전부인 것은 아니다라는 의식’(c03HaHHe TOrO, 4TO 3TO He BeCb ji - AHr.17), 

‘이게 다는 아니다’(He-Bce-ellle - AHr.185)와 같은 의식이다. 따라서 ji - Jl]Jji

ceõji의 세계는 윤리적 세계와 흡사하게 자기 자신과의 일치를 허락하지 않고 

미래의 가능성으로 끝없이 확장되는 세계이며 결코 완결의 계기를 알지 못한 

다. 이러한 무한한 무정형의 ji-JlJIji-ceÕji의 세계 속의 주인공에게 형식은 마치 

은총처럼， 선물처럼 (KaK Jlap - AHr.96) 밖으로부터(타자인 작가로부터) 내려 

지는 것이며， 이처럼 형식을 창조하는 작가의 능동성과 그런 능동적 힘에 의 

해서만 미의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주인공의 수동성에 대한 강조， 즉 타자의 

능동성과 나의 수통성에 대한 강조야말로 『작가와 주인공』의 주조음이다.22) 

21) 외재적 위치로부터 가능한 식견의 잉여와 형식간의 관련은 바흐젠의 다음과 같은 

시적인 표현 속에 함축되어 있다. “식견의 잉여는 형식이 잠들어 있는 봉오리이며 

여 기 서 형 식 이 꽃 처 럼 피 어 난다. H3ÓμTOK BH야HI쩌 -- n04Ka, r~e ~peM]JeT ~OpMa H 

。TKy~a OHa H pa3BHBaeTC j!, KaK UBeTOK -- AHr.l06) 

22) 이러한 작가의 능동성과 주인공(그의 존재와 그가 속한 삶)의 수동성을 설명하면 
서 바흐젠은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상기시키는 비유적 표현을 즐겨 사용한다 자 

기 자신만의 힘으로는 결코 형식을 창조할 수 없는 수동성， 자신을 미적으로 확증 

해줄 힘을 외부로부터 갈망하고 기다리는 가련함， 그리고 그러한 완결(즉 자기 자 

신과의 일치)을 받아들이는 천진함이 주인공(과 그의 삶)의 특정으로 묘사되고， 그 

러한 완결을 실행하는 능동적 힘의 소유자가 작가로 묘사되면서 주인공과 주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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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흐젠이 보기에 작가와 주인공간의 이러한 불평등한 관계야말로 미적 행위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되며 미적으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 주인공의 삶은 

외부로부터의 작가에 의해 종결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타자로서의 작가의 능 

동성에 대한 강조가 『작가와 주인공』의 지배적인 메시지가 됨으로써， jI -nJljl

ceÕjI, jI -nJljl-npyroro, npyro꺼 -llJljl-MeHjI의 세 범 주가 jI -nJljl-ceõjI를 중심 으로 

도열하고 있었던 『행동철학』과 달리 『작가와 주인공』에서는 타자와 관련된 

범주인 jI-llJIjI -llpyroro, llpyroη-llJIjI -MeHjI가 전면에 부상하고 jI -llJljl -CeÕjI는 미 

적으로 의미 있는 것의 지평에서 제외된다. 

미적 행위의 본질에 대한 이러한 고찰을 기반으로 바흐씬은 주인공의 완결 

된 형식， 즉 그에 대한 총체적 상을 획득하는 과정을 주인공의 공간적 총체， 

시간적 총체， 그리고 의미적 총체라는 세 측면으로 나누어서 살펴본다. 여기 

서 주목해야 할 점은 주인공의 공간적 형식과 시간적 형식에 대한 바흐씬의 

고찰이 『작가와 주인공』 전체의 지배적인 파토스 - 즉 작가의 능동성과 주 

인공의 수동성의 강조， 타자로서의 작가의 완결의 기능이 가지는 중요성 

의 인정 - 에 전적으로 부합되는데 반하여， 주인공의 의미적 총체에 대 

한 세 번째 장은 앞선 이 모든 논의들과 갈둥을 일으킨다는 사실이다. 그 

리고 이것은 보다 내적인 차원에서 『행동철학』에서 보여진 바흐씬의 최초 

의 모순(미적인 영역에 대한 이중적 태도)과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최초의 모순을 결정한 바흐씬의 근본적인 모순과 

관련을 가지면서 『행동철학』과 『작가와 주인공』이라는 두 저작간의 관계 

를 규정하며， 더 나아가서는 도스토예프스키에 대한 글에서 발생할， 작가 

와 주인공의 관계에 대한 가치의 역전을 예견해준다. 

우선 주인공의 공간적 총체는 외모나 동작 같은 주인공의 외적인 표현성과 

관련된다 아주 단순하게 내가 내 옴의 전체를 물리적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 

삶은 여성에， 작가는 남성에 비유된다. 이런 비유는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잘 드 

러난다. “이미 존재함(즉 주어진 삶 - 필자 주)은 외부로부터의 인정， 외부로부터 

의 얘무와 보호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존함은 순수하게 확증하는 능 

동성에 대해 여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 이 행위 속에서(작가의 능동적 행위 

속에서 - 필자 주) 여성적 수동성과 존재의 천진성은 아름다움이 된다."(Y:t<e-뻐Tb 

-- 3Ha~HT Hy*naTbC~: Hy*naTbC~ B yTBep:t<neHHH H3BHe, B naCke H y6epe:t<eH싸i H3-

BHe: 6~Tb HanH~H~M -- 3Ha'쩌T 6~Tb :t<eHCTBeHH~ nn~ ~HCTOß yTBep:t<na~meß akTHB

HOCTH... H B 3TOM akTe :t<eHCTBeHHa꺼 naCCHBHOCTb H HaHBHOCTb Hanl써Horo 6~TH~ 

CTaHOB~TC~ kpaCOTO꺼 -- AHr.l9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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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드러나듯이 나의 외적 총체는 타자에 의해서만 그 전모가 파악된다. 이 

런 의미에서 나라는 범주 속에서는 자신의 공간적 형식을 창조할 수 없으며， 

따라서 주인공의 공간적 형식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타자로서의 작가의 시각 

이 펼요하다. 

두 번째로 주인공의 시간적 형식은 그의 내적 삶 내적 표현성과 관련된다. 

주인공의 공간적 형식이 그의 톰(육체 TeJlO)과 관련되는 것이라면， 시간적 형식 

은 그의 마음(영혼.llyma) ， 그 내면과 관련을 가진다. 주인공의 내면적 총체가 바 

로 그의 시간적 형식이다. 바흐씬에 따트면 몸과 마찬가지로 주인공의 “내면 

역 시 본 질 적 으로 형 식 화된 어 떤 것 "(llyma eCTb He'lTO CYlI\eCTBeHHO olþopMJleHHOe 

- AHr .171)인데， 이를 위해서는 나(주인공) 스스로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것 

이 아니라(즉 자의식이라는 jj-.llJljj-ce (íjj 의 세계 속에서가 아니라)， 타자의 외 

재적 위치로부터 바라보아야 하고 그럴 때에만 내적 삶의 총체를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가장 단적인 예가 되는 것이 탄생과 죽음의 경험의 문제이 

다. 몸이라는 외적 표현성이 공간적 경계와 관련된다면， 마음이라는 내적 표 

현성은 시간적 경계， 즉 삶의 시작과 끝과 관련된다. 마치 내 몽 전체를 내 

가 볼 수 없듯이(내 몽의 경계를 내가 감각할 수 없듯이) 나 스스로에게 내 

삶의 시간적 경계가 경험될 수는 없다. 타자만이 탄생과 죽음이라는 시간적 

경계로 명확히 금그어진 이미 종결된 나의 삶을 볼 수 있고， “이 종결된 삶 

에 대한 기억이야말로 미적인 완결의 황금 열쇠이다깨， 

*빼H3뻐HHκκ ... BJlalleeT 30JlOTblM KJlIO'lOM 3CTeTH'leCKOrO 3aBep lU eHHjj J1H'lHOCTH - AHr .174) 

그렇다면 세 번째로 주인공의 ‘의미적 총체’(CMμCJlOBOe l.\ eJloe)는 어떠한가? 

앞서 언급했듯이 이 장이 『작가와 주인공』 전반에 걸쳐 진행된 논의와 불러 

일으키는 모순은 이미 그 제목에서부터 암시된다. 바흐젠의 앞선 논의에 따르 

면 미적 행위에 있어서는 완결된 형식의 창조가 필수적인데 이 완결된 형식 

의 창조는 ‘의미의 추구로부터 아름다운 소여로의 이동’ 즉 의미로부터의 해 

방이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의미나 목적， 그리고 그것이 가치적 중심으로 삼 

는 미래는 모든 완결의 가능성을 붕괴시키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바흐젠 

은 “모든 예술적 관심은 원칙적으로 종결된 삶에 대한 잎므l완검-관심 "(XY.llO-

%eCTBeHHhl~ HHTepeC - ~HeCMhlC JlOBO때 HHTepec K npHH l.\HnHaJlbHO 3aBeplUeHHO~ 

%H3HH - AHr.l 77)(밑줄 - 역자)이라고 말했으며， 이것을 그는 형식의 ‘의미적 

절망성’(CMhlCJlO-Bajj (íe3Halle%HOCTb - AHr.1 82)이라고 개념화한 바 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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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적어도 ‘의미’(CMμCJJ)와의 관련하에서는 결코 완결된 ‘총체’(ueJJoe)에 대하 

여 말할 수 없고 ‘의미적 형식’이라는 것은 형용모순이다. 의미와 형식과의 

관계가 실제적으로 어떠하느냐의 문제와 별도로 적어도 바흐씬의 논의의 흐 

름 속에서 ‘의미적 총체’라는 말은 그 차체로 자신의 논리의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주인공의 의미적 총체는 ‘정신’(llYX)의 범주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바흐씬에 따르면 “영혼이 시간 속에 현존하는 모든 것， 실제적으로 경험된 

모든 것의 총체를 의미한다면， 좌쇠은 삶의 모든 완므l적 중요성과 방향성의 

총체 이 다."(llYma - 3TO 06pa3 cOBoKynHocTH BCerO lleflcTBHTeJJbHO nepe빼Toro ， 

Bcero HaJJH'lHOrO ... BO BpeMeHH，~ )!(e - cOBoKynHocTb BCeX 드앤앨드끄OB뀔~ 3Ha'lH

MOCTefl, HanpaBJJeHHOCTe꺼 )!(H3HH - AHr.l76)(밑줄 역자) 따라서 앞서 주인공 

의 공간적 형식과 시간적 형식이 각각 그의 육체적 총체 (TeJJeCHOe ueJJOe) 

와 영혼의 총체 (llymeBHoe ueJJOe)와 관련됐다면， 이제 의미적 총체는 정신적 

총체 (llyxoB-Hoe uèJJoe)와 관련된다. 바흐젠 자신의 정의에서 직접적으로 드러 

나는 것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헤겔 등의 철학자나 특히 베르자예프로 대표되 

는 러시아 실존주의에서 ‘육체와 영혼과 정신’(TeJJO-llyma -llYX) 이 그들의 이론적 

중심개념의 삼위일체를 이루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연결의 타당성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작가와 주인공」 외의 다른 저작의 여러 곳에서 

도 정신과 의미는 서로를 동반하는 개념으로 등장하며，23) 이에 근거해 이미 몇 

몇의 연구자들이 이 두 개념간의 유사성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24) 

이렇게 의미와 정신은 동일시할 수 있는 개념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신 

에 대한 바흐젠의 또 다른 정의이다. 그에 따르면 정신은 외부로부터가 아니라 

‘내부로부터 경험된 영혼’(llyma ， nepe뼈BaeMa.s! H3HyTpH, eCTb llYX - AHr .l76) 이 

며， ‘자기 자신으로부터 출발하는 행위’(aKTbI HCXO)!(lleHH.s! H3 ce6.s! - AHr.l76) 

이다. 따라서 바흐씬에 따르면 “정신은 마치 내부로부터 경험하는 몽이 비미 

23) 예를 들어 “도스토예프스키에 관한 책의 개작에 부쳐”에서 바흐젠은 정신I1YX을 
‘개인(개성)의 마지막 의미적 입장’(nOCJJenH.sI.sI CMhlCJJOBa.sl n03뻐H.sI)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P. 188. 
24) 예를 들어 보네쓰까야는 주인공의 의미적 총체에 관한 장은 정신의 완결될 수 있 

음(또는 완결될 수 없음)에 대한 장이며， 바흐씬의 의미라는 개념은 정신의 개념 

에 매우 근접하기에， 독자들은 주인공의 ‘의미적 총체’라는 제목을 통해 주인공의 

‘정신적 총체’를 연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녀의 논문， np06JJeMa aBTopCTBa 

B Tpynax M. M. BaXTHHa // Studia Slavica Hung., T. 31. 1985. c.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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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인 것 처 럼 비 미 적 인 것 "(llYX BHe3CTeTHGeH( l<a l< BHe3CTeTHGHO H H3HYTPH ne

pe뼈BaeMoe TeJJO) - AHr.l 76) 이다.껑) 왜냐하면 외부가 아닌 내부로부터의 시 

선은 완결된 형식을 창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신과 의미의 상호관련성을 

고려한다면 위의 정의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의미가 지배하는 세 

계는 자신에 대한 나의 세계， 즉 JI-llJIJI-ceÕJI의 세계라는 것을 앞서의 바흐젠 

의 논의를 통해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어도 바흐첸의 논 

리에 따른다면 정신이나 의미와 관련해서는 결코 미적인 완결과 총체， 즉 형 

식에 대해 말할 수 없으며 ‘의미적 총체’나 ‘정신적 형식’이라는 개념은 그 자 

체로 ‘contradictio in adjecto’이다. 바흐젠 스스로 어떤 개염 정의에 있어서의 

모순을 지적할 때 즐겨 사용했던 이 용어는 지금 이 자리에서 고스란히 바흐 

씬에게로 향하게 된다.26) 

그러나 주인공의 의미적 총체라는 장에서 바흐씬은 정신의 비미적인 성질 

과 완결불가능성을 말하면서도 동시에 스스로 그와 같은 논리에 반하여 주인 

공의 정신적으로(의미적으로) 완결된 총체를 찾는다. 나아가 그는 주인공의 

의미적 총체를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형식으로 자기고백-참회， 자서전(전기)， 

25) 정신 (.llYX)의 。!러한 객관화(완결)될 수 없는 비대상성에 대한 지적은 단지 바흐젠 

에게만 고유한 것은 아니다. 베르자예프에 따르연 영혼(nywa)이 육체만큼이나 자연 

적인 실재성을 갖는 반면， 정신 (nyx)은 어떤 대상적 실재도 아니다. 그에 따르면 

정신 (nyX)은 대상이 아니라 ‘삶 자체’이고 능동성 자체이다. 실제로 바흐씬도 도스토 

예프스키에 관한 글에서 정신(nyx) 개념을 결코 대상화되거나 객관화될 수 없는(즉 

완결될 수 없는) 삶이나， 그 주체인 개성(J1H'lHOCTb)과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였 

다. 인용된 베르자예프의 언급에 대해서는 5eplVleB H φHJlOCO빼JI CBOÕOnHOrO nyxa. 

napHlI<, õ.r.C. 32-34, llyx H peaJlbHOCTb. napHlI<, õ.r.C. 54 참조.(~작가와 주인공』에 대 
한 보네쓰까야의 주에서 재인용 - 5aXTHHOJlOrHJI. cnõ. , 1995. c. 274-275) 

26) contradictio in adjecto는 ‘정의에 있어서의 모순’을 의미하며 바흐씬은 이 개념을 

특히 ‘작가의 형상’이라는 용어를 비판하면서 자주 사용하였다. 예술의 세계에서 작 

가란 오로지 창조하고 묘사하는 근왼이지， 절대로 형상처럼 창조되는 대상이 될 수 

없기에 ‘작가의 형상’이란 용어는 형용모순이라는 것이 그의 비판의 핵심이다. ‘작가 

의 형상’에 대한 바흐씬의 논의는 『작가와 주인공~P. 209, 254, ~언어학， 문헌학 그 
리고 다른 인문과학에 있어서 텍스트의 문제~(npoÕJleMa Te l< CTa B J1HHr뻐CTHl< e ， 빼

J10 JlOrHH H npyrHX r앤aHHTapHbIX HaYl< ax) pp. 303-304, pp. 311-312(3CTe깨I<a CJlO

BeCHoro TBOp'leCTBa. M. , 1986), ~서사시와 소설~ (3noc H pOMaH) p. 470, ~소설 속의 
시간과 흐로노토프의 형식들~(φ。pMW BpeMeHH H XpOHOTona B pOMaHe) p. 405 (후자 

의 두 논문의 출전은 Bonpocw J1HTepaTypμ H 3CTe깨I<H. M., 197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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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시， 성격， 전형， 생애전을 고찰해 나가는데， 더욱 홍미로운 것은 이 고찰 

의 결과이다. 의미적 총체의 다양한 형식들에 대한 고찰은 이 형식들 속에서 

앞서 바흐젠이 미학적 행위의 대전제로 상정했던 작가의 능동성과 주인공의 

수동성이 준수되는 경우보다 파괴되는 경우가 더욱 빈번히 발견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이 다양한 형식들에서는 주인공의 능동성이 작가의 능동 

성을 위협하거나， 심지어 완전히 압도하는 경우가 더 자주 보여지며， 작가와 

주인공간의 이와 같이 전도된 역관계가 주어진 형식의 본질을 구성한다는 사 

실이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바흐젠이 고찰하는 주인공의 의미적 총체의 첫번째 유형은 ‘자기고백-참 

회’(caMOOTqeT-HCnOBe~b)이다. 바흐씬의 정의에 따르면 자기고백은 자기 자신 

을 정의하려는 시도이자 자신의 삶에 대한 스스로의 의식과 평가이다. 다시 

말해 자기고백의 본질은 ‘자기 자신에 대한 순수한 관계’(배CToe OTHOmeHHe K 

ceõe caMoMy - AHr.202)에 놓여 있고， 이것의 중심범주는 1I-LlJIlI -ceÕlI이다. 따 

라서 자기고백 속에서는 타자와 그의 특권화된 지위가 배제될 뿐만 아니라， 

자의식의 순수함을 위해 타자와의 투쟁이 전개되기조차 한다. 결국 자기고백 

은 형식과 갈둥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자기고백이 미적으로 의미를 갖기 위 

해서는 이것 역시 형식을 필요로 하지만 그 본성상 이것은 형식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흔히 자기고백이 (신 앞에서의) 참회와 늘 결합되어 존재하는 이 

유는 바로 여기에 기인한다. 참회와의 결합을 통해 자기고백은 자신에 부재한 

타자로의 지향을 참회가 갖는 신에로의 지향으로 보완한다. 이때 신의 타자성 

은 초월적인 성격을 가지며 신의 타자성은 ‘믿음이 실현’(ocYUlecTB.neHHe 

Bepbl - AHr.204)될 때에만 인정될 수 있다. 자기고백이 참회와 결합되고 

자기고백의 끝도 없는 반성이 참회의 믿음으로 이동해감에 따라 미적 형식이 

가능해지는데， 이것은 믿음이라는 ‘종교적 천진성’(pe.nHrH03Hall HaHBHOCTb -

AHr .205) 이 형식 창조를 위해 필수적인 미적 천진성을 대체하기 때문이다. 그 

러나 이와 같은 종교적인 천진성은 자기 자신에 대한 관계로서의 자기고백의 

본성을 완전히 극복할 수 없기에 “자기고백-참회에는 주인공도 없고 작가도 

없다 ... 둘은 하나로 합쳐지며 이것은 와겸될 수 없는 ... 적선에 다름 아니다"(B 

CaMOOTqeTe-HCnOBe뻐 HeT repo.ll H HeT aBTOpa... OHH CJJHT찌 Boe매HO ... 3T0 ~ 

He MorYUlHR 3aBepI뼈TbC .lI - AHr.206)(밑줄 - 역자)라고 바흐씬 스스로 결론 

내린다. 

바흐씬의 위와 같은 결론과 그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의 논의가 그의 앞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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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에 부합한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것이 이 장의 제목에서 보여지는 형 

용모순과 논리의 위반을 완전히 무효화시킬 수는 없다. 왜냐하면 자기고백이 

위와 같이 완결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바흐씬은 이것을 여전히 “삶을 말 

로써 객관화하는 최초의 본질적 혈짚"(nepBajl cYlIleCTBeHHajl 뺑앤효 CJlOBeCHoR 

OÕbeKTHBal.\IUI )((H3HH - AHr.202)(밑줄 - 역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바흐씬은 주인공의 의미적 총체의 ‘완결된 형식’의 최초의 유형으로 ‘완결 

될 수 없음’(He-3aBepmHMOCTb)을 본성으로 하는 자기고백-참회록을 들고 있 

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주인공의 의미적 총체의 두 번째 유형인 ‘전기’(ÕHorpa!þHjI) 

의 경우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작가를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고 jI-.llJljl-ceÕjI 

가 형식을 구조화하는 계기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바흐씬에 따르면 전기적 

형식의 본질은 말하는 사람과 그 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동일화에 있기 때 

문에'Z7) 작가는 필연적으로 주인공의 세계와 합치된다. 다시 말해 “주인공이 

믿는 그것을 예술가로서의 작가 역시 믿으며， 주인공이 선하다고 여기는 것을 

작가도 선 하다고 여 기 며 /’ (BO qTO BepHT repoA , B TO CaMOe BepHT H aBTOp KaK 

XY.llO)((HHK , qTO CqHTaeT .llOÕpbIM repoA , TO CqHTaeT .llOÕpblM H aBTOp - AHr.219) 

결국 “작가는 주인공이 자신의 삶을 사는 바로 그 가치에 의해 지배되는 

것 "((aBTOp - 펼자 주) pyKOB。띠TCjI TeMH CaMbIMH L\eHHOCTjlMH , KOTOp뻐H )((HBeT 

CBOIO 뼈3Hb repoA - AHr.219)이다. 이렇게 형식 창조를 위해 주인공이 가져야 

할 천진성이 주인공의 가치를 의심없이 자신의 가치로 받아들이는 작가의 

천진성으로 전도됨에 따라 작가의 외재적 위치는 창조적 능동성을 갖지 못 

하고 “주인공보다 결코 더 풍부하지 못한 채 "(OH - aBTOp 펼자 주 - He ÕO 

raqe repojl - 재r.219) 남아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전기 속에서 타자인 작가 

에 의해 파악된 주인공의 삶은 주인공 자신에 의해 파악된 삶과 구별되지 못하 

기에， 표면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기는 그 본질에 있어서 자기고백과 동일 

하다. 따라서 jI-.llJljl-ceÕjI로서의 자기고백의 본성이 완결된 형식의 창조를 불 

27) 바흐젠은 전기와 자서전을 뚜렷하게 구분하지 않으며 전기 속에서 그의 관심은 
주로 자서전적 요소로 향한다. 이런 이유로 전기에 대한 분석의 서두에 그는 다음 

과 같은 전제조건을 단다 “앞으로 우리는 전기의 형식을 그것이 자기객관화에 봉 

사하는 관계 속에서만， 즉 전기가 자서전일 수 있는 관계에서만 고찰할 것이다 

(MM õyneM paCCMaTpHBaTb ~OpMy ÕHOrpa~HH J1HWb B TeX OTHOWeHH~X ， B KaKHX OHa 

MO:l<eT cJly빼Tb AR~ CaMOOÕbeKTf’Bau싸1 ， TO eCTb ÕblTb aBTOÕHOrpa빼ell - AHf.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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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게 했듯이， “전기의 세계는 열린 채로 종결되지 않은 채 "(MHp ÕHOrpa빼R 

He 3aKpblT H He 3aBepllleH - AHr.22이 남아 있게 된다. 이렇게 전기 역시 앞 

선 장의 바흐씬 논의의 맥락에서는 형식으로의 고찰 여부가 무의미한 것이고 

이는 전기에서 관찰되는 작가와 주인공의 관계가 바흐젠이 규정했던 미적 행 

위의 일반 규칙으로부터도 이탈됨을 잘 입증해주는 것이지만， 바흐젠은 이러 

한 시도를 계속하며 이러한 모순은 특히 다음과 같은 서로 어긋나는 주장에 

서 표면화된다. 즉 전기 분석의 서두에서 바흐젠은 비록 전기라 할지라도 미 

적 행위이기 위해서는 작가와 주인공의 일치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선언하지 

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지적되었듯이 그는 전기의 본질을 그들간의 일 

치로 규정했으며 실제 논의의 끝부분에서는 그 자신도 전기의 작가와 주인공 

은 “거의 일치한다"(OHH ... TIOt:JTH COBTIallalOT - AHr.220)고 인정하게 된다. 

이와 달리 ‘서정시’(JmpHKa)와 ‘성격’(xapaKTep)의 첫 번째 유형인 ‘고전주의 

적 성격’(KJlaCCHt:J eCKI깨 xapaKTep)의 경우에는 작가와 주인공 관계의 보편 법 

칙이 준수된다 특히 후자의 경우 작가의 능동성과 주인공의 완결을 보장해 

주는 것은 ‘운명’(CYllbôa)이라는 미적 범주이다. 운명은 고전주의적 주인공 내 

부로부터가 아니라 그가 속한 혈통과 조상이라는 과거로부터 흘러 나와 그의 

삶의 모든 사건들을 미리 결정하며， 작가는 운명에 의해 완료된 과거로서 존 

재하는 주인공의 삶을 완결된 형식으로 완성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렇 

지만 성격이라는 형식의 완결성과 그곳에서 보장되는 작가의 능동성은 성격의 

두 번째 유형인 낭만주의적 주인공에서 다시 파괴된다. 이것은 고전주의적 성 

격을 규정한 운영이라는 범주가 여기서는 ‘관념’(Hlle~)에 의해 대체되기 때문이 

다. 이것에 의해 낭만주의적 성격 창조의 미적 가치중심은 관념의 담지자이자， 

사상의 추구자인 주인공의 내면， 그 삶의 내부로 다시 이동하게 되고 작가는 

다시 자신의 능동성을 상실한다. 낭만주의의 종결되지 않는 ‘무한한 주인공’ 

(ôeCKOHe t:JHbI때 repoR pOMaHTH3Ma - AHr.233)의 탄생 은 바로 여 기 에 기 인 한다. 

반면 주인공의 의미적 총체의 다섯 번째 유형인 ‘전형’( THTI)에서 작가의 능 

동성은 다시 복원되지만， 대신 이 경우에는 작가의 능동성이 지나쳐 주인 

공이 거의 인식 대상의 차원에까지 근접하게 된다. 즉， 주인공의 삶은 작가에 

게는 거의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사물로 인지되는 것이다. 그러나 전형에서 

작가의 고양된 외재성은 의미적 총체의 형식의 마지막 유형인 ‘생애전’(성자전 

째THe)의 작가의 ‘억 제된 외 재성’(CMHpeHHa~ BHeHaX。마iMOCTb - 재r.236)으로 

다시 역전된다. 그에 따르면 성자전의 작가는 성자의 권위를 위하여 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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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신의 외재적 지위를 ‘자진하여’ 반납한다는 것이다 28) 

이상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주인공의 의미적 총체의 형식을 찾으려 했던 

바흐씬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의미적 총체의 형식이란 보다 많은 경우 결코 

완결성을 보장받을 수 없는 작가와 주인공의 관계 - 즉 작가의 능동성을 위 

협하는 주인공 삶의 능동성 - 에 지배됨을 확인하였다. 

물론 『작가와 주인공』이 주인공의 능동성에 대한 설명을 전혀 배제한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바흐젠의 미학이론에서 주인공이 속한 삶은 모든 창작 행위 

에 선재해 객관적으로 폰재하는 현실인 것으로 상정되기에 주인공이 자신의 

현실적 근거， 자신만의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바흐씬은 주인공을 모든 예술적 계기들의 핵을 이루는 미적 세계의 

가치 중심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주인공이 아무리 자신의 현실적 근거를 가 

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가 작가에 의해 미적인 세계로 도입되는 순간 그는 작 

가의 미적 원칙에 복종해야만 하며， 앞서의 논의를 통해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러한 불평등한 관계를 바흐씬은 미적 창조의 대전제로 간주하였다. 

바흐젠이 주인공 삶의 객관적 현실성을 고려하여 이 저작의 도입부에서 미적 

사건을 작가와 주인공이라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 두 참여자에 의해 실현되는 

것29)으로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이 저작의 압도적인 부분은 작가 

와 주인공의 위와 같은 상호작용보다는 작가의 능동성과 주인공의 수동성에 

대한 강조로 일관되어 있으며， 주인공의 수동성이 가지는 미적인 생산성은 그 

의 ‘미 학적 죽음’(3CTeTH4eCKa~ CMepTb~rn을· 운위 할 수 있는 정 도로까지 강조 

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스스로의 논의에 반하여 주인공의 의미적 총체라는 장은 

의미적 총체의 다양한 형식이 작가의 능동성과 주인공의 수동성보다는 그들 

28) “。TKa3 OT cy~ecTBeHHOC깨 cBoel! n03HUHH BHeHaXOt1HMOCTH CB~TOMy ... XapaKTepHLI t1JJJI 

aBTopa 째T뼈" - AHr.237. 

29) “ 3CTeTH4eCKoe c06꾀THe MO*eT COBepm“TbCJI JJHmb npH t1BYX y4acTHHKaX, t1BYX HeCOB 

nat1alO~HX C03HaH깨X" - AHr.104 
30) “예술적 비전은 우리에게 남김없이 헤아려지고 남김없이 파악된 주인공 전체를 
보여준다"，주인공은 의미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죽은 것， 형식적으로 죽은 것이나 

다름없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죽음을 개성(인간)의 미적 완결의 형식이 

라고 말할 수 있다"(xYt10*eCTBeHHoe BHt1eHHe t1aeT HaM BCerO repOJl, HC4HCJJeHHOrO 

H H3MepeHHOrO t10 KOHua". B C뻐CJJe MN MO*eM CKa3aTb, 4TO CMepTb - $OpMa 3CTe

TH4eCKoro 3aBepmeH깨 JJH4HOC깨 -A“r.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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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상호작용의 사건성에 더 좌우된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고， 이것은 ‘의미 

적 총체’， ‘정신적 형식’， 즉 ‘완결되지 않은 형식’(He3aBepmeHHa~ ~OpMa)과 같이 

서로 결합될 수 없는 개념간의 결합이 야기하는 논리의 위반， 형용모순으로부 

터 이미 예견되는 것이다. 이렇게 의미적 총체에 대한 장은 그 제목과 내용에 

있어서 『작가와 주인공』이라는 책 전체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이러한 부조 

화야말로 『작가와 주인공』의 내적 모순의 본질이다. 그렇다면 『작가와 주인 

공』의 내적 모순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며 이것이 바흐씬의 미적인 영역에 

대한 이중성， 더 나가서 그의 근본적인 모순과 어떤 연관을 가지는가? 이점에 

대하여 본 논문의 마지막이 될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IV. 

『작가와 주인공』이 보이는 내적 모순을 이 하나의 저작 내부에서 고찰한다 

면 이것은 명백한 개념적 혼동이자 논리의 오류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이 저 

작의 바로 앞에 위치하는 『행동철학』과 바로 다음에 놓이는 도스토예프스키 

에 대한 저작들의 존재는 이 모순이 단순한 혼동이나 부정확성이 아니라 바 

흐젠 사유의 본질과 맞닿아 있는 것이라는 점을 알게 해준다. 즉 바흐씬 사유 

의 전체 맥락 속에서만 이 모순의 필연성， 더 나아가서는 이 모순의 생산성을 

이해할 수 있다. 

주인공의 의미적 총체에 대한 바흐젠의 고찰 결과가 보여주는 것을 한마디 

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의미의 ‘총체’를 만들어낼 수 없음이다. 왜냐하면 의미 

적 총체의 다양한 형식들이 실제로 대다수의 경우 완결될 수 없음을 자신의 

본성으로 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러한 결과는 의미적 총체라는 개염 자체의 

모순적 본질로부터 이미 조건화된 것이기도 하다. 나아가 이러한 결과는 통일 

적 형식의 창조를 자신의 본질로 하는 예술의 본성에 대해 객관적인 고찰을 

시도하는 『작가와 주인공』이라는 저작의 지배적인 메시지에는 대립되는 것이 

지만， 그러한 통일성보다 유일성의 계기에 더욱 큰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행동철학』의 파토스에는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다. 의미적 완결을 불가능하게 

하는， 작가와 주인공의 능동성의 공존은 작가의 능동성과 주인공의 수동성이 

라는 『작가와 주인공』의 대전제와는 대립되는 것이지만， 각각의 유일성을 담 

지한 채 사건적으로 공존하는 나와 타자에 대한 『행동철학』의 사상에는 정확 

히 부합한다. 다시 말해 주인공 삶 내부， 즉 ~-llJI~-ceõ~에 고유한 범주로서의 

의미， 인간 개성 자체， 그의 삶의 능동성 자체와 통일시될 수 있는 정신 (llY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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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가라는 타자의 위치에 완전히 종속되어 하나의 형식으로 완결될 수 없 

다라는 사실은， 하나의 개성으로서의 인간의 삶은 어떠한 경우에도， 누구에 

의해서도 절대로 종결될 수 없다라는 『행동철학』의 철학적 신념의 연장이라 

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작가와 주인공』이 보여주는 이러한 내적 모순 

은 『행동철학』의 근본적인 모순의 펼연적인 결과이다. 즉 예술의 본질을 완결 

된 형식의 창조로 상정하고 그에 바탕해 작가의 능동성과 주인공의 수동성을 

창작의 제 1조건으로 규정하면서도 다시 말해 예술의 본질을 유일성을 극복하 

는 통일성의 계기에서 찾으면서도， 하나의 개성으로서의 주인공의 총체에 대 

해 말할 때는 이러한 모든 전제가 논리적으로 번복되는 상황은， 통일성과 유 

일성의 계기의 결합을 추구하면서도 삶과 그 주체의 유일성에 더욱 큰 가치 

를 부여할 수밖에 없었던 바흐젠의 근본적인 모순의 자연스러운 연장이며， 

『작가와 주인공』에서의 모순은 바흐씬 철학에 내재한 이 근본적인 모순이 아 

직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작가와 주인공』이 야기 

하는 내적 모순은 『행동철학』에서 나타났던 예술에 대한 바흐젠의 이중적인 

태도， 그 이중성의 필연성을 입증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예술은 현실을 따뜻 

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삶을 자신 속에 내재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성의 계기를 우선으로 하는 문화의 영역일 수밖에 없고， 예술의 본질에 대한 

이론적 고찰인 『작가와 주인공』에서 바흐젠이 작가의 능동성과 주인공의 수동 

성을 전변화한 것은 예술의 이러한 문화적 본질에 대한 인정에 다름 아니다. 

그렇다면 예술 속에서 자신의 철학적 인류학을 실현하고자 했던 바흐젠의 

시도는 완전히 실패로 돌아간 것인가? 반복될 수 없이 유일한 삶의 구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통일성의 획뜩이라는 그의 철학적 시도는 이제 종결되는 것인 

가? 만일 그러했다면 『작가와 주인공』의 내적 모순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 

다. 모순의 존재는 어떤 ‘문제성’의 존재를 의미하며 여기에 모순이 갖는 생산 

적인 힘이 있다. 바흐찜의 근본모순과 그것이 야기했던 다양한 갈등은 예술의 

자기극복으로서의 도스토예프스키의 창작세계 속에서 그 해결을 도모한다. 

이미 『작가와 주인공』에서 바흐젠은 도스토예프스키의 창작세계의 특성을 

정의하며31)， 이 특성은 도스토예프스키에 대한 그의 저작에서 규정되는 성격 

31) r작가와 주인공』에서 도스토예프스키 소설에 대한 바흐젠의 고찰이 발견되는 곳 

은 첫째， 3장의 표현미학과 인상미학에 대한 논의 속에서(도스토예프스키의 특성은 

표현미학이 가지는 특성과 유사하다)， 둘째， 자기고백-참회에 대한 서술 속에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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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내용적으로 어떠한 차이도 가지지 않는다 w작가와 주인공』과 도스토예프 

스키에 대한 저술간의 모순의 본질은 그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내 

용에 대한 평가의 역전에 놓여 있다. 두 저작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도스 

토예프스키 창작세계의 본질은 작가와 주인공간의 완전한 동등성이다. 도스토 

예프스키에게는 “주인공이 누구이냐가 아니라 주인공에 대해 세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주인공 자신에 대해 자신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32)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술적 구성의 모든 중심은 주인공 내부로 향하고， 이때 중심이 되는 

범주는 SI-.llJIll-CeÕSl의 세계이다. 따라서 주인공 외부에 존재하는 작가의 타자 

로서의 지위， 그의 식견의 잉여는 어떠한 미학적 생산성도 가지지 못한 채 주 

인공의 시선에 종속되고， 이러한 작가와 주인공의 관계가 도스토예프스키의 

주인공의 독립성과 내적 자유， 완결될 수 없음이라는 성격을 만들어낸다. 도 

스토예프스키에 대한 저작에서 바흐젠이 제창한 ‘다성악적 소설’이라는 개념의 

핵심도 바로 이와 같은 결코 완결되지 않는 주인공과 외재성을 상실한 작가， 

그리하여 완결된 형식의 창조라는 창조자의 권리를 반납한 작가가 만들어내는 

목소리의 평등함이다. 

그러나 도스토예프스키 시학의 이러한 특성이 『작가와 주인공』에서는 보편적 

인 미적 원칙의 예외적 현상이자 작가성의 위기로 평가됨에 반하여， 도스토예 

프스키에 대한 글에서는 예술창조에서의 ‘코페르니쿠스적 변혁’(KonepHHKaHCKHti 

nepeBopOT - ITfll.47)이라 할만한 독창적 힘이자 도스토예프스키를 ‘최상의 의 

미에서의 사실주의 작가’33)로 인정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 

의 역전을 발생시키는 사상적 토대가 바로 『행동철학』으로부터 출발하는， 삶 

과 그 주체의 완결될 수 없는 유일성에 대한 바흐씬의 부단한 강조라는 사실 

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도스토예프스키에 대한 그의 

글들은 “SI- .llJISI-CeÕSl의 부활"34)이자 『행동철학』의 사상의 펼연적인 계승이다. 

는 도스토예프스키의 다양한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고백과 참회의 본 

질과 관련된다)， 셋째 두 번째 장과 마지막 장의 ‘작가의 위기’(I<PH3HC aBTOpCTBa) 

에 대한 논의 속에서이다 특히 세 번째 경우에 도스토예프스키 시학의 특성은 낭 

만주의와 직결된다. 
32) 띠。CToeBc l<oMy Ba:l<HO He TO, 'leM ero repol\ Sl BJlJleTCJI , a TO, 'leM Jl BJlJleTCJI JlJlJl 

repoJl MHp H 'leM Jl BJlJleTCJI OH CaM JlJlJl ce6J1 CaMOrO" - nTll.45 
33) 이는 도스토예프스키 자신의 평가이기도 한데 바흐씬은 이를 적극적으로 인정한 

다. nnll. 267 참조. 
34) IOp맨H I<O T. r. M. M. 5aXTHH B CBoeM OTe'leCTBe μ M. M. 5aXTHH B 3epl< aJle I<pHTH I<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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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도스토예프스키의 예술 세계는 자신의 문화적 본질， 즉 유일성을 

압도할 수밖에 없는 통일성으로서의 예술의 본성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어떻 

게 j1-./l.IIjI -ce6j1의 세계에서 파악된 완결되지 않은 세계로서의 도스토예프스키 

의 소설이 형식이 될 수 있는가? i'작가와 주인공』에서 바흐젠은 의미와 정신 

의 비완결성을 말하면서도 형식은 기본적으로 완결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 

했고 그것이 이 책의 내적 모순을 만들어냈던 것과 탈리， 도스토예프스키에 

대한 글에서 바흐젠은 주저없이 도스토예프스키 소설의 종결되지 않은 총체 

를 ‘다른 질서에 속하는 통일성’(ellHHCTBO BTOpOrO nOpjlll l< a - nTn.25)으로， 완 

결되지 않은 주인공이 보여주는 완결되지 않은 형식을 ‘독특한 형식’(oco6ajl 

lþopMa)35)으로 정의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형식을 ‘삶을 표현하는데 유일하게 

적합한 형식’36)이라고 선언한다. 그리고 완결되지 않은 형식이 유일한 형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삶 자체의 형식’이기 때문이다. 바흐젠에 따 

르면 도스토예프스키 소설의 형식은 ‘마치 문턱에 선 삶 자체의 닫혀지지 않 

는 총체’(I<a l< He3al<pbITOe ueJloe CaMOH CTOjllJ(e때 Ha nopore )J(H3HH - nnn.27이 

처럼 구성되고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은 “삶 자체의 다성적 본질의 예술적 

복원 "(XYllO)J(eCTBeHHoe BOCC0311aHHe nOJl때OHHQeC I<OH npHpOll퍼 caMOη )J(H3HH -

nnn.276)에 다름 아닌 것이다. 따라서 주인공을 완결하는 권리를 반납한 작가 

의 기능은 ‘주인공 자신에 주어진 것올 밝혀내고’(J1HWb paC l<phlBaeT TO, QTO naH。

B CaMOM npellMeTe(repOe - 필자 주) - nTn .58) 자기 발전하는 삶(ca~lOpa3BHBa -

IOlJ(ajlC jI )J(H3Hb)37) 자체를 보여주는 것에 제한된다. 

도스토예프스키 예술세계와 그 형식의 특성에 대한 바흐젠의 위와 같은 의 

미부여가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 바흐젠이 파악한 도스토예프스키 예술의완 

결되지 않은 형식이라는 것은 삶 자체의 형식화， 즉 ‘심판하지 말 것’， ‘마지막 

말을 하지 말 것’ 그리하여 ‘자유로운 개성으로서의 인간을 종결하지 말 것’이 

라는 삶의 윤리적 정언 명령의 미학적 실현에 다름 아닌 것이며， 이렇게 삶의 

구조가 예술의 구조， 예술의 형식이 됨으로써， 형식은 예술의 협소한 경계를 

1-1., 1995‘ c. 11 참조 
35) i'도스토예프스키에 관한 책의 개작에 부쳐~ P. 184 참조. 

36) “EllHHCTseHHO alleKsaTHoR $OpM얘 CJIOSeCHOr。 뻐pa)J(eHH~ nOllJIHHHOR 4eJIOSe4eCKoR 

)J(H3HH ~SJI~eTC~ He3asepmeHH뼈 llHaJIOr. "도스토예프스키에 관한 책의 개작에 부 

쳐~ P. 193 
37) i'도스토예프스키에 관한 책의 개작에 부쳐~ P. 18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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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 삶과 만난다. 이런 의미에서 도스토예프스키 소설은 삶이 형식이 되고 

형식이 삶이 됨을 허락하는 예술의 자기 극복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속에서 

윤리와 미학， 삶과 예술간의 경계는 사라진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야말로 『행 

동철학』으로부터 바흐젠이 부단히 추구해왔던 삶과 문화， 유일성과 통일성의 

공존에 다름 아니며， 이런 맥락에서 도스토예프스키에 대한 바흐젠의 비상한 

관심과 가치부여는 그의 철학적 목표와 결코 분리될 수 없으며， 도스토예프스 

키가 바흐씬의 전 사유체계에서 갖는 의미는 여기에 있다. 바흐씬이 『작가와 

주인공』의 내적 모순에도 불구하고 도스토예프스키 문학의 구체적인 작품 분 

석으로 이동한 것은 이렇게 내적인 펼연성을 가진다 w행동철학』에서 바흐씬 

이 예견하였던 것， 즉 “미적인 비전이 사후 정당화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것 

은 자신 의 경 계 를 넘 어 서 야만 한다"(3CTeTH'æCKOe BHlleHHe eCTb OnpaBllaHHoe 

BHlleHHe, eCJlH He nepeXollHT CBOHX rpaHμ1.\ - Kφn.23)고 했던 말이 함축하는 

바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예술 세계 속에서 실현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바흐씬의 초기 세 저작인 『행동철학』， 『작가와 

주인공』， 『도스토예프스키 창작의 제문제』는 내적으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으 

며， 이 세 저작이 만들어내는 바흐씬 사유의 형성과정의 역동성은 앞서 지적 

한 바흐젠의 철학적 근본모순에 의해 조건화되었다. 세 저작의 주제의 표면적 

인 다양성과 서로 반목하는 논의들은 바흐씬의 철학적 지향의 실제 내용에 

의해 그 필연성을 보장받으며 『도스토예프스키 창작의 제문제』에 이르러 그 

모순들은， 적어도 바흐씬의 논리내에서는， 해결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바흐 

젠이 파악한 도스토예프스키 시학의 특정이 진정한 의미의 예술의 자기극복 

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가 파악한 도스토예프스키의 예술 세계가 진정으로 

유일성과 통일성의 공존을 보장해주고 있는지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의 몫으 

로 남아 있다. 이러한 회의는 『행동철학』에서의 바흐젠의 예술에 대한 이중성 

에서 이미 예견되었고 w작가와 주인공』의 내적인 모순 자체가 다시 한번 증 

명해주는 ‘예술의 자기극복’의 지난함을 『도스토예프스키 창작의 제문저Il .JJ에서 

바흐젠이 지나치게 단순하게 해결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한다. 즉 극복 

을 위해 전제되어야 할 것은 자기 정체성의 확인이고 『작가와 주인공』을 통 

해서 예술의 본질이 형식에， 형식의 본질은 완결에 있음을 스스로 확인했음에 

도 불구하고~도스토예프스키 창작의 제문제』에서 바흐젠은 완결되지 않은 

형식을 ‘독특한’이라거나 ‘다른 질서의’와 같은 수식어와 결합함으로써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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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에 포함시킨다. 이것은 개념의 확장에 다름 아니다. 더욱이 확장된 형식 

개념 속에 새로 포함된 특성(비완결성)이 개념 구성의 가장 본질적인 측면(완 

결성)에 모순될 때 이러한 개념의 확장은 개념의 파괴를 초래한다. 따라서 도 

스토예프스키의 세계에서 바흐젠이 발견한 형식의 자기 극복은 형식의 자기 

정체성의 파괴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며， 그 결과 바흐젠이 정의한 도스토예 

프스키의 예술 세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술의 자기 극복이 아 

니라 삶으로의 예술의 확장， 즉 삶에 의한 예술의 대체에 다름 아닌 것이다. 

바흐젠의 도스토예프스키 시학에 대한 정의가 예술의 삶으로의 해체일 수밖 

에 없다는 비판은 작가와의 관련에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작가와 주인공 

간의 대화적 관계에 대한 다양한 언급에도 불구하고， 삶과 그 주인공의 능동 

성에 대한 강조로 인하여 실제적으로 이 저작에서 작가의 기능은 주인공 자 

신에 주어진 것을 보여주는 것에 제한된다.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이 저작에서 

작가가 주인공에 대해 가지는 관계의 능동성은 오직 완결의 특권에 대한 스 

스로의 거부， 주인공의 삶의 능동성을 온전히 받아들이겠다는 의지에서 찾아 

볼 수 있을 뿐이다. 마치 『작가와 주인공』이 작가와 주인공간의 상호작용을 

말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작가의 능동성을 강조하는데 바쳐졌던 것처럼~도 

스토예프스키 창작의 제문제』는 그틀간의 대화적 관계를 선언하면서도 실질 

적으로는 작가의 능동성의 수축으로 결과지워진다. 내용상으로는 반대이지만 

그 논리의 형식은 동일하다. 이와 같은 주인공의 능동성의 강조와 그에 따른 

작가의 능동성의 약화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삶과 예술의 공존이 

아니라 예술을 압도하는 삶을 발견할 수 있을 뿐이며， 바흐씬의 도스토예프스 

키론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작가는 작가이고 주인공은 주인공이다”라는 미적 

원칙에 대한 고전적 확증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따라서 바흐 

씬의 도스토예프스키론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술의 자기 극복이나 이를 통 

한 삶과 문화， 유일성과 통일성의 공존이라고 말할 수 없다. 여기서 더욱 중 

요한 것은， 삶에 의한 예술의 대체， 작가를 압도하는 주인공의 능동성에 대한 

강조가 통일성을 유일성의 한 계기로 파악하는 바흐젠의 삶과 주체의 유일성 

에 대한 강조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결국 

『도스토예프스키 창작의 제문제』에 이트러서도 두 세계 공존에 대한 바흐씬 

의 철학적 목표는 실질적으로 여전히 실현되지 못한 채 남아 있으며， 일관된 

것은 오로지 삶과 그 주체에 대한 그의 강한 애착，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는 

그에 기반해 두 세계의 통일을 이루어내려는 부단한 시도이다. 바흐씬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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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들은 이 근본모순 위에서 움직이며 이것이야말로 그의 모든 저작들을 관 

통하는 통일성이다. 바흐씬의 이러한 근본모순이 야기하는 다른 모순들， 갖가 

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논의에 대한 비판이 가능하지만， 바로 이 모순의 역 

동성으로 인하여 바흐젠은 또 다른 사유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펼쳐준다 w도 

스토예프스키 창작의 제문제』는 철학적 사유와의 관련 속에서 한 작가의 예 

술 세계가 어느 정도까지 유의미해질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저작 

이며， 도스토예프스키 주인공들의 말에 대한 독창적인 분석， 언어 예술의 고 

전적 형식들을 나와 타자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재구성한 『작가와 주인공』의 

의미적 총체에 대한 장 등은 이러한 사유의 힘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빛나 

는 성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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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ЕЗЮМЕ 

о динамике противоречий мнели М. М. Бахтина 

Ли Мун Ен 

Если мы можем считать задачу определить место диалогизма М, М, Бахтина 

в его мысли в целом, которая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философию, эстетику и кон

кретное литературоведение, самой важной в современном бахтиноведении, то 

для осуществления данной задачи надо исходить из объяснения о внутренных 

противоречиях одной работы или о теоретических конфликтах между разнымим 

работами Бахтина, Среди этих несогласованностей, обнаруженных в суждениях 

Бахтина, самыми существенными являются, во-первых его двойственное отно

шение к области эстетического, которое мы можем найти в его философском 

TpaKTaTe(Ii'K философии поступка~ -далее, КФП), во-вторых, противоречивое от

ношение главы о смысловом целом героя к остальным главам в работе Ii'Лвтор 

и герой в эстет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далее, ЛиГ), наконец в-третьих, несо

гласованные суждения об отношениях между автором и героем, которые развер

тываются диаметрально по-разному в работе ЛиГ и в работах о достоевском, 

Подобные противоречия суждений Бахтина очень прочно связаны друг с дру

гом, тем более объяснение этих противоречий может стать ключом для пони

мания сути процесса становления и изменения бахтинской мысли в целом, 

особенно для понимания значения перехода Бахтина из области философии 

к сфере эстетики, В связи с этим данная статья посвящена анализу выше

указанных противоречий, При даньнейшем анализе его конструктивной точкой 

зрения становится понятия 'я' и 'другого', которые Бахтин сам считает о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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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HH3y~mHM ueHTpOM apXHTeKTOHHKH MHpa neRCTBHTeAbHOrO nocTynKa. 

nepBa~ rAaBa nOCB~meH paCCMOTpeHH~ cymHocTH 6aXTHHCKOR ~HAOCO~CKO때 KOH

uenUHH, KOTOpa~ ~pKO Bhlpa*eHa B pa60Te Kφn. B 310때 pa60Te OaXTHH yKa3hlBaeT 

npHHUHnHaAbH뼈 paCKon Me*ny MHpOM *H3HH(e띠HCTBeHHOCTH) H MHpOM KynbTypbI 

(enHHCTBa), H nhlTaeTC~ npeOnOneTb 3TOT paCKOn C nOMOmb~ C03naHl꺼 nnaHa 

enHHCTBeHHoro enHHCTBa. Ho Kφn B uenOM nOKa3hlBaeT, 4TO XOT~ OaXTHH X04eT 

npHMHpHTb nBa MHpa, BCe-TaKH OH BO rnaBy yrna CTaBHT enHHCTBeHHOe MeCTO 

KOHKpeTHO엄 nH4HOCTH. B 3TOM CMhlCne MO*HO CKa3aTb, 4TO Kφn CTpOHTC~ BOKpyr 

KaTeropHH ‘g ’. nOn06Hhlη KOH~nHKT Me*ny ero ~HnOCO~CKOR uenb~ npHMHpeHH~ 

enHHCTBeHHOCTH H ellHHCTBa H npaKTH4eCKH 06HapY*HBaeMbIM ero npelln04TeHHeM 

enHHCTBeHHOCTH ~Bn~eTC~ OCHOBHbIM npOTHBOpe4HeM 6aXTHHCKOη MbIcnH, H Ha 

3TOR OCHOBe HaxollHTc~ ero llBORcTBeHHOe OTHOWeHHe K 06naCTH 3CTeTH4eCKOrO. 

BHHMaHHe OaXTHHa K 06naCTH 3CTeTH4eCKOrO H HCKyccTBa TeCHO OTHOCHTC~ 

K CnOC06HOCTH 3CTeTI쩌eCKoro BMeCTHTb B ce6~ 06a MHpa H 06a MOMeHTa, B 

CB~3H C 3THM OaXTHH paCCMaTpHBaeT CymHOcTb 3CTeTH4eCKOrO H HCKyccTBa B 

pa60Te AHr. BTOpa~ rnaBa nOCB~meH paCCMOTpeHH~ 3TO꺼 pa60Thl. nO CY*lleHH~M 

oaXTHHa B 3TOR KHHre CyTb 3CTeTH4eCKOrO lle~TenbHOCTH COCTOHT B c0311aHHH 

3aBepweHHoR ~OpMhl， n03TOMY B MHpe HCKyccTBa npe06nallaeT MOMeHT ellHHcTBa 

Hall MOMeHTOM ellHHCTBeHHocTH. 311eCb n01l4epKHBaeTc~ 3CTeTH4eCKa~ npollyKTHB

HOCTb n03HUHH llpyroro , B CB~3H C 3THM C4HTaeTC~ aKTHBHOCTb aBTOpa npHH

UHnOM TBOp4eCTBa. nOll06HOe nOHHMaHHe 3CTeTH4eCKOrO Bhl3bIBaeT KOH~nHKT C 

ero ~HAOCO~CKHM aKueHTOM Ha ellHHCTBeHHOCTH, B pe3yAbTaTe 3TOrO B03HHKa

eT BHyTpeHHee npOTHBOpe4He 3TOR pa60TbI. 

B nOCAellHe꺼 rAaBe llaHHOR CTaTbH OCBema~TC~ OTHOWeHH~ Me*llY pa60TaMH Kφn 

H AHr, B CB~3H C 3T1써 paCCMaTpHBaeTC~ MeCTO pa60T OaXTHHa 0 aOCTOeBCKOM B 

6aXTHHCKO꺼 MhlCAH B uenOM. B BH마iMOCTH BhlweyKa3aHHOe OCHOBHOe npOTHBOpe4He 

~HnOCO~CKOR KOHuenUI써 oaXTHHa npeOllOAeBaeTC~ B ero pa60TaX 0 aOCTOeBCKOM, 

HO BHyTpeHHe M비 MO)!(eM HaηTH ， 4TO H B 3THX pa60TaX npOllOn)!(aeTC~ ero aKueHT 

Ha enHHCTBeHHOCTH, H 3TO 06Hapy*HBaeTC~ B ero YTBep*lleHHH aKTHBHOCTH 

repo~. H3 3TOrO npOHCTeKaeT HeCOrnaCOBaHHOCTb cy*neHHR 06 OTHoweHH~X 

aBTopa H repo~ B AHr H B pa60Tax 0 aOCToeBcKoM. B 3TOM CMhlcne pa60TbI 

。 aOCToeBCKOM -- 3TO eCTeCTBeHHoe npollon*eHHe Hlle꺼 Kφn ， MHpa ‘g ’.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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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HO CKa3aTb, 4TO φHnOCO~CKa~ uenb cocy~ecTBoBaHH~ ~ByX MHPOB, ~ByX 
MOMeHTOB He ocy~ecTBn~eTC~ H B pa60Te 0 nOCTOeBCKOM, H e~HHCTBeHHhlM 

e~HHCTBOM BCe TpeX paÕOT EaXTHHa ~Bn~eTC~ ero aKueHT Ha %H3HH, e~HHCTBeH

HOCTH, KOTOpμß np~MO OTHOCHTC~ K CyTH ero M찌cnH 0 He3aBep삐HMOCTH 4enOBeKa 

KaK CBo6o~HOß nH4HOCTH. TaKHM 06pa30M npouecc CTaHOBneHH~ H pa3BHTH~ 

MhlC끼H EaXTHHa C03~aeT pa3Hhle npOTHBOpe4H~ H HeCOrnaCOBaHHOCTH, HO O~HO

BpeMeHHO HMeHHO H3 3THX npOTHBOpe4Hß npOHCTeKaffiT ~HHaMH4eCKa~ CHna H 

60raTCTBO ero MhlCn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