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흐친 연구의 현재성과 그 전화(轉化)에 관하여

2006년 러시아의 문예 평론지 새로운 문학의 전망 제79호는 미하일 바흐
친을 특집으로 내세우며 한 편의 대담과 다섯 편의 논문들을 여기에 할애했
다. 이미 오래 전부터 바흐친은 러시아 문예학의 단골 주제 중 하나였기 때문
에 그의 이름이 다시 언급된 것 자체는 새삼스러울 게 없으나, 문제는 지금
왜 바흐친이 다시 소환되었는지, 그 담론적 정세(conjoncture)의 절박성에 있다.
이 특집호의 대문을 여는 М. 리포베츠키와 И. 산도미르스카야 사이의 대담이
이를 잘 보여주는 바, 그 제목은 “어떻게 해야 바흐친을 ‘종결시키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이다. 사유와 말의 종언, 그 최후를 늘 경계했던 바흐친의 언급
들을 떠올려 볼 때, 이런 제목의 대담이 나오게 된 사실 자체가 다소 놀랍지
않을 수 없다. 대체 바흐친 연구1)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문학과 철학을 오가며 자유로운 사색의 진폭을 보여주었던 비평가 리포베
츠키는 바흐친과 그의 사유의 종결이란 최근의 문제의식을 이렇게 개진하고
있다. “슬픈 노릇이지만, 최근 십여 년간 러시아의 ― 물론 비단 러시아에
한정되지만은 않은 ― ‘정신적’ 문예학의 철학적이고 방법론적 지주인 바흐
친의 정전화(канонизация)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정전화는 С. Г. 보차
로프와 Л. А. 고고치슈빌리, И. Л. 포포바 등의 방대한 주석을 포함한 바흐친
의 전집 간행, 수많은 저술과 논문집, 그리고 많은 점에서 C. 에머슨의 바흐친
의 첫 번째 100년에 의해 일반적으로 확산된 [바흐친 사유의 ― 인용자] 고착
화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2)
리포베츠키가 지적하는 정전화의 포괄적인 원인 두 가지는 다음과 같다.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강사
1) 영어로는 ‘Bakhtin Studies’, 러시아어로는 ‘Бахтинология’, ‘Бахтиноведение’의 두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논문에서는 ‘바흐친 연구’로 포괄해 표기하겠다.
2) Липовецкий, Сандормиская(2006), 7. 이하 본문에서 Л·С와 쪽수를 병기한다.

첫째, 바흐친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모더니즘3)이나 포스트모더니즘, 어느
쪽으로부터도 영향사적 관련을 맺지 못한 채, 바흐친과 그의 저작들을 고립
된 텍스트로 다루었다. 마치 바흐친 이전과 이후, 사유의 역사에 아무런 상
호 관계도 없었다는 듯한 태도로 말미암아 그의 개념과 범주들은 결코 침해
받지 않은 영토를 구축했고, 그 결과 바흐친의 대표적 개념인 대화주의는
‘러시아적 로고스 중심주의의 공식’이 되고 말았다(Л·С, 9). 둘째, 여기엔 정
전화의 성격에 관한 문제가 얽혀있다. 즉 전집 간행 등을 통해 드러난 바흐
친의 정전화는 ‘전통주의적’이란 꼬리표를 붙일 수 있을 만큼 러시아의 ‘정
교적’ 지향을 드러내왔다. 그런데 이런 종교성을 표현하는 방식은 ‘신학적’이
라기보다는 ‘이념적’이라 할 만한데, 바흐친의 ‘정신성(духовность)’을 강조하
는 이들이 전선(戰線)을 형성하고 있는 지대는 종교가 아니라, 이른바 ‘포스
트모더니즘’으로 표상되는 물질성·신체성의 세속 문화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 입장이 바흐친 사유를 불변적 본질로 다루었다면, 두 번째 입장은
바흐친의 정통성이 변질되었다는 데서 오는 불쾌감을 감추지 않는다(엄밀한
의미에서 두 입장의 내용은 서로 다르다). 특히 여기엔 모든 것을 ‘철학화’하
는 포스트모던 문화에 대한 적대감이 잘 드러나 있다. 이에 따르면 엄밀한
텍스트 연구인 문헌학(филология)이 ‘포스트모던’ 철학에 자신의 권리를 헐
값에 넘겨줌으로써 이런 불행한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이다. 문화적 허무주의
로 지칭되는 사태는 바흐친의 사유가 1960년대 이래 서구의 탈(脫)근대적 사
상들과 접목되며 벌어진 자충수라는 것이다(Л·С, 10). 만일 바흐친이 정말 정
전화되었다면, 여기엔 그의 사유를 고립시킨 요인과 더불어 마구잡이로 확장
시켜 그 본령을 훼손한 탓도 크다는 게 대담자들의 분석이다. 그러므로 정전
화란, 바흐친적 사유가 새로움을 담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새로움으로부터
그것의 본래 영토를 지켜내지 못한다는 다분히 모순적인 문제의식에서 불거
져 나왔다는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그럼 돌파구는 어디에 있는가?
자못 의미심장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답안이 대략 짐작되는 일종의 수사적
물음이란 인상도 지울 수 없다. 실제로 두 대담자는, 서로의 입장을 ‘바흐친적
정신에서’ 인정하면서도, 결국 사유의 새로운 모험을 (슬로터다이크적 의미에
서) 긍정적인 냉소주의, 곧 ‘객관적 거리화’라는 전략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는
3) 여기서 ‘모더니즘’이란 특정 문예 사조가 아니라, 포스트모더니즘의 대응 관계로서
‘근대적 관점 일반’을 나타낸다. 따라서 전통적 문예학이 전제하는 ‘근대 문학’에
대한 이념적·방법론적 태도 전반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점에서 ‘합의’하고 있기 때문이다(Л·С, 38). 바흐친을 종결시키지 않는 길은 정
전화라는 현상을 보다 유연하게 만드는 데 있다는, 다소 원리적 입장 표명에
서 손쉽게 이 문제가 정리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4)
하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그 다음부터다. 대담자들이 제시한 ‘긍정적 냉소
주의’가 원리·원칙에 있어 수긍할 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천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또는 그 ‘냉소’, 즉 객관적 거리화의 수준은 어느 정도를 뜻
하는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두 대담자들이 은연중에 암시하는 바로,
60년대 이래 바흐친의 개념과 범주가 무한정 확장되고 무차별하게 적용되었던
데 대한 반작용으로 정전화가 진행되었다고 볼 때(두 번째 이유), 그 ‘냉소’는
‘적절함’과 ‘부적절함’을 갈라냄으로써 임의의 사유가 바흐친‘적’인지 아닌지를
선별하고 바흐친학(學)의 내부로 수용/배제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혐의를
지울 수 없다. 인문학에서 ‘객관성’이 사심 없는 평가의 역할보다는 종종 권력
에 의한 구별 짓기의 역할을 맡았음을 상기해볼 때,5) 바흐친 연구의 내부에서
이런 선별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혹은 이미 그런 것
이 은연중에 작동하고 있진 않았을지 되돌아볼 필요는 없을까?
바흐친을 문학·문화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적용의 매뉴얼이 아니라, 이론 그
자체로 수용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다시 말해 일단의 학제(discipline)로서
바흐친 연구가 출범하였을 때 ― 모든 이론의 운명이 그렇듯 ― 이미 정전화의
위험은 배태되었다. 근대적 제도로서 학문이란 학문의 범위와 수준을 결정하는
척도로서 정전(正典)을 설정하지 않고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6) 따라서 바
흐친의 정전화는 대담자들이 지적하는 것 마냥 최근에 나타난 ‘예외적인’ 현
상이 아니라, 바흐친 연구가 학문으로 정립되는 순간부터 끌어안아야 했던
불가피한 상황, 본질적인 자기 내적 문제일 수 있다. 만일 그렇다면, 정전화
의 문제는 단지 객관적 토론·검증을 통한 ‘긍정적 냉소주의’ 정도로는 극복
될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 글의 문제의식은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 바흐친 개인의 이력과는 별도
4) 이 대담에는 바흐친 연구의 서구적 경향과 러시아의 수용 및 반응, 현대적 사유와
의 공명 가능성과 신학적 질문 등을 인용되며 흥미로운 논의가 전개되고 있으나,
이 논문의 문제의식과 직접 연관되지 않기에 상세히 소개하지 않았다. 이에 관해
서는 다른 기회를 활용하고자 한다.
5) 부르디외(1995), 제8장; 사이드(2008), 제5장.
6) Hohendahl(1982), Ch.1.

로 진행되었던 바흐친 사유의 정전화를 바흐친 연구의 출범과 전개 과정을
통해 조망하며, 그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한 문제 설정과 결절점들을 살펴보
는 게 이 글의 일차적 주안점이다. 정전화라는 문제가 바흐친 연구의 체계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발생했는지 살펴본 다음, 우리의 관심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지(어떻게 바흐친 사유의 종결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인
지), 또 바흐친‘적’이라 이름붙일 수 있는 사유의 전망은 어디로 향하는지에
관해 타진해보고자 한다.

1950년대 중반, 아직 젊은 문학 연구가들이던 В. В. 코쥐노프와 С. Г. 보
차로프, Г. Д. 가체프 등이 바흐친을 처음으로 ‘발굴’한 이래7), 그의 저작들
은 현대 인문·사회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적 전거들 중 하나로 간주되어
왔다. 1920년대 말, 학문적 이력을 시작하자마자 학계의 중심에서 ‘퇴출’ 당
했다가 돌연 복귀한 바흐친에 대한 열광은, 그 사연만으로도 놀랄 만한 일이
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바흐친의 사유가 여전히 현재적인 힘을 발휘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더욱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를 우리는 바흐친의
‘첫 번째 귀환’이라 불러도 좋을 것이다.
바흐친 텍스트의 발굴과 조명은 무엇보다도 우선 러시아 문학 및 문화 연
구에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였으며, 또한 동시대 서구 지성사의 궤적에도 결
코 무시할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후일, 그가 촉발시킨 지적 자극이 1960년
대 말부터 유럽을 흔들었던 세계사적 운동인 포스트모더니즘의 한 축을 이루
었음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무렵부터 널리 회자되기 시작한 ‘다
성악’과 ‘타자’, ‘대화주의’, ‘카니발’, ‘민중의 웃음 문화’ 등은 바흐친에게 저
작권이 회수되는 개념과 범주들이며, 실제로 현대 서구 지성사를 논할 때 누
락시킬 수 없는 중요한 열쇠어들이다.
예컨대, 리오타르가 근대성(Modernity)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
목한 전일적(全一的) 총체성과 거대 서사는 포스트모더니즘에 의해 전면적으
로 부정되었으며,8) 근대적 주체성, 곧 데카르트적 코기토(cogito) 역시 타자의
7) 클라크, 홀퀴스트(1993), 제15장; Bocharov(2003), 3-4.

거울을 통해 다시금 조명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역사적 조건에서 소개된 바
흐친은 서구 지향적 가치를 근본에서부터 뒤흔드는 결절점을 구성했다. 그의
대표 개념으로 널리 인용되는 대화주의(dialogism)는 자아 중심적으로 구축된
서구적 주체성에 타자라는 이물질을 도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주체의 절대성
을 극복하는 데 일조했던 것이다.
역사적 현상으로서 포스트모더니즘은 사회적·지적·예술적 담론들의 다양한
양상들이 교합하여 펼쳐졌던 문화 운동으로 규정된다.9) 이에 따라, 문화의
‘포스트모던적 전회’ 혹은 일련의 ‘포스트’ 담론의 형성에 대한 바흐친의 공
헌을 개별 분과 차원(특히 문학 연구)에서 이해하기보다는, 현대 지성사 전체
를 아우르는 포괄적 관점에서 음미할 필요가 있다. 즉 바흐친이란 프리즘을
통해 조명된 세계상은 의식적으로 추구되고 학제적으로 제도화된 가시적 세
계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직조되고 학제들 사이[間]를 횡단하는 삶의 부
면들이기도 한 것이다.
이는 도스토예프스키 창작/시학의 문제들(1929/1963, 이하 도스토예프
스키론)과 함께 바흐친의 이름을 서구에 널리 알린 프랑수아 라블레의
작품과 중세 및 르네상스의 민중 문화(1965, 이하 라블레론)의 수용사를
고찰할 때 잘 드러난다. 이 책이 명시적으로 내세우는 ‘민중 문화’가 동시
대 러시아와 서구에서 문화 연구의 일반 주제로 곧장 받아들여졌다는 사실
이외에도,10) 이 책의 직접적 탐구 대상으로서 ‘민중’은 당대 사회학이나 정
치학의 표준적 개념을 벗어난 독특한 대상으로 설정되어 연구되었기 때문
이다.11) 바흐친이 기술하는 여러 개념과 범주들이 통상적인 아카데미의 규
준 안에 놓여있더라도, 그의 사유의 스타일은 이 모든 것들을 뒤섞고 재배
치하며 다른 방식으로 전용함으로써 삶과 문화의 상호 관계에 긴장된 물음
을 던져 넣는 식으로 작동한다. 중요한 것은 바흐친이 정의한 개념과 범주
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그가 그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느냐는 용법(用
法)에 있었던 것이다.12)
8) 리오타르(1992), 93-104; 엡슈테인(2009), 27-57.
9) Jameson(1984), 59-92.
10) “라블레에 관한 책은 출간되자마자 하나의 문화적 사건이 되었으며, 그 분야의
가장 중요한 연구 목록에 추가되었다.”(Богатырева 1996:119)
11) Гуревич(1981), 271-278.
12) 에머슨에 따르면, “항상적인 번역 가능성(ready translatability)”은 바흐친 사상의 가

하지만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바흐친의 이론적 유산은 대개 미학이나 소
설사, 소설 이론의 영역에 국한되어 있었고, 그 결과 바흐친 연구는 문예학
의 범주 바깥에서는 별다른 반향을 얻지 못했다. 80년대 미국에서 유행한
‘바흐친 산업’이란 표현은 이런 현상의 효용과 한계를 정확히 보여주는 증거
이다.13) 각광받는 ‘산업’이 됨으로써 바흐친은 현대 인문학의 꽃으로 확고한
위상을 확보했으나, 그만큼 더 빠르게 정전화되었고, 곧 이론적 현행성
(actuality)을 상실하게 된다. 달리 말해, 바흐친이 제시한 사유의 개념과 범주
들 역시 다른 많은 이론들이 밟아왔던 운명과 비슷하게 ‘이론의 박물관’에
전시되고 역사화되었던 것이다.
관건은 바흐친의 사유가 다른 이론들에 비해 얼마나 유용한가에만 있진
않을 것이다. 오히려 문제는 바흐친의 사유를 역동성(dynamics)의 차원에서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문화적 현실에 대한 우리의 실천적인 관점이나 분석력
을 촉발시키지 못한다는 데 있다. 사태의 원인은 간단하다. ‘이론’의 꼬리표
를 붙인 다른 모든 사상의 행로가 그렇듯, 이론을 위한 이론, 도구적 이론으
로서 바흐친의 사유도 곧장 근대의 아카데미적 포획 장치에 걸려들었기 때문
이다. 문학 작품 속에 대립된 의견들이 맞부딪히면 곧장 ‘대화주의’나 ‘다성
악’의 딱지를 붙인다든지, 대중적 소재가 등장하면 바로 ‘민중 문화’와 ‘웃
음’을 불러내는 반(半) 자동화된 태도는 역설적으로 바흐친 사유가 갖는 힘
을 화석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14) 공인된 이론적 지주로서 바흐친의 여러
개념적 장치들이 마치 ‘전가의 보도’ 마냥 학술 논문들의 정당화 도구로 소
환될 때, 그의 사유가 지닌 역동성과 실천력이 책 속의 문자들로 사장(死藏)
되는 운명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15)
다른 한편, 1980년대 중반 이후 러시아에서는 바흐친에 대한 제2의 ‘발굴’
장 중요한 장점들 중 하나이다(Emerson 1997:162). 하지만 동시에 이런 가능성이
바흐친 사유의 오용이나 퇴락을 불러일으킨 요인이었다는 지적도 무시할 수 없다.
13) Morson(1986), 81-90.
14) 필자가 완전히 동의하진 않으나, 이런 현상을 한국 문학에서 찾아본 사례들이 다
음 논문들에 소개되어 있다: 이은경, 홍상우, 유재천(2004), 255-285; 이은경, 유재
천(2006), 213-242.
15) 바흐친 사상에 대한 과도한 이용, ‘착취’가 벌어지고 있다는 우려에서, 역으로 이
제 바흐친에 대한 소환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지경이다.(Босенко 1994:
83-85)

이 시작되었다. 학문적 이력의 초기에 작성되었던 수고본들이 공개되었으며,
특히 ｢행위 철학｣의 발견은 바흐친 연구의 결정적인 전환점을 이루는데, 이
로부터 우리는 ‘철학자 바흐친’이라는 그의 또 다른 이미지와 조우하게 되었
기 때문이다.16)
1986년 공간(公刊)된 ｢행위 철학｣은, 바흐친의 ‘제2의 귀환’이라 부를 수
있을 만큼 바흐친 연구사의 중요 사건이었다.17) 만년의 바흐친이 자신을 ‘철
학자’나 ‘사상가’로 소개했다는데 주목하며,18) 러시아 연구자들은 그의 초기
사유에 나타난 미학적-철학적 문제 설정으로 관심을 전환하기 시작했다. 특
히 ‘철학적 미학’이란 명칭이 붙은 1920년대의 수고본들에서 발견된 바흐친
사유의 새로운 측면들은 이전까지의 연구 경향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
는 것이었다. 1930-40년대의 문예학적 논문들과 초기의 저술들을 연결함으로
서 바흐친 연구에서 해명되지 않던 비체계성이나 불연속성이 마침내 해결되
었다는 인상을 주었기 때문이다.19) 이렇게 보면 ‘철학자 바흐친’의 이미지는,
어쩌면 ‘산업’으로 인해 피폐해지고 소모된 바흐친 연구의 개신을 위해서도
불가피하게 요청되었던 계기였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서구에서 바흐친을 문
화 이론가로 받아들였을 때, 러시아에서는 철학의 렌즈를 통해 바흐친을 재
소환하고 싶어 했던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20)
문제는 ‘바흐친=철학자’라는 등식이 과연 바흐친 사유의 내적 균열이나 의
문들에 명쾌한 답변을 해주는가에 달려있다. 초기의 철학적 미학의 관점에서
든, 급진적인 문화 이론의 관점에서든, ‘수수께끼의 사상가’ 바흐친의 전모는
여전히 불분명하게 남아있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두 번째 귀환’을 통해 드
러난 것은 바흐친 연구 내부의 위기로서, ‘분열’과 ‘우상 파괴’로 명명될 수
있는 현상들이었다.
16) 그 첫 번째 결과물이 Аверинцев(1992)이다. 이 책에는 가장 명망 있는 철학자와 사
회학자, 문예학자들이 대거 참여해 바흐친의 사상가적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했다.
17) 최초의 텍스트는 과학과 기술의 철학과 사회학 연보 80-160쪽에 실렸다. Бахтин
(1986)을 참조하라.
18) Дувакин(2002), 47.
19) Morson, Emerson(1989), 1-60.
20) Эмерсон(2004), 492. 에머슨의 이 비판적 논평은 Hirschkop(1989)의 초판을 겨냥한
것이었다. 에머슨은 다소간 보수적 입장에서 바흐친 사상의 원점을 문예학에서 찾
으려 한 반면, 허쉬코프는 좌파적 급진주의의 입장에서 바흐친을 재해석하려 했다.

우선, ‘분열’은 두 측면에서 조망해 볼 수 있다. 한편으로, 이는 바흐친 텍스
트들의 특수한 관계로부터 불거져 나오는 것으로, 바흐친 연구의 초기부터 제
기되었던 저작권 문제를 말한다. 프로이트주의(1927)와 문예학의 형식적 방
법(1928), 마르크스주의와 언어 철학(1929)과 같은 저작들 외에도 다수의
1920년대 논문들을 과연 바흐친이 직접 작성한 것인지, 혹은 그의 서클 동료
들이 쓴 것인지 불확실한 상태며, 설령 바흐친이 집필하고 친구들의 명의로
출판했다 해도 도대체 왜 그랬는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추측만 무성할 뿐이다.
이런 이유로 저작권에 관해 갖가지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연구자들 사이에서
끝나지 않는 논쟁거리가 되었다. 한편, 이 문제는 바흐친 사유의 ‘비종결성’과
관련되어, “바흐친의 철학적 신조와 정확히 동일한 의미에서, 그의 저작권 문
제는 결코 종결지어질 수 없다”라는 다소 역설적인 결론을 낳기도 했다.21)
다른 한편, ‘공식적’인 바흐친의 저작들 사이에도 주도 동기(leitmotif)의 차이
가 분열의 원천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미적 활동에서
의 작가와 주인공｣과 도스토예프스키론 사이의, 또는 도스토예프스키론과
라블레론 사이의 차이 등이 그렇다. ｢작가와 주인공｣에서 바흐친은 (주로 문
학 창작으로서) 미적 활동에서 작가가 주인공에 대해 우월한 권리를 갖는다고
주장하지만, 도스토예프스키론에서는 주인공이 작가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
리게 된다고 정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던 것이다. 사상의 변전이나 진화로도 볼
수 있겠으나, 두 입장이 나름의 타당성을 갖고서 평행선을 달린다는 게 문제다.
도스토예프스키론과 라블레론의 충돌도 마찬가지다. 전자가 개별자로서 인
간 개성에 권리를 부여한다면, 후자에서는 집합적 민중이 전권적(全權的) 주체
성의 담지자로 제시되는 까닭이다. 이는 개인과 집단, 서구와 러시아의 대립으
로 비화되기도 하는데, 자주 인용되는 Л. 핀스키의 다음 지적은 이에 관해 재
치 있는 통찰력을 보여준다. “서구적인 개성의 이념은 러시아의 작가 도스토
21) 토도로프(1988), 제1장. 러시아 학자들의 상당수는 이 모든 저작들의 저자가 바흐
친이란 점에 의혹을 품지 않는다(Бонецкая 1985:61-108; Иванов 2001:310). 논란
이 되는 저작들의 집필에 어떤 식으로든 바흐친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입장이,
비록 명시적이진 않으나 전반적으로 수용되는 듯하다(Кожинов 1995:140-147).

예프스키에게서 발견되고, 러시아적인 집합성(соборность)의 이념은 서구 작
가 라블레에게서 발견되고 있다.”22)
이렇듯 바흐친 사유의 내부에는 어떤 형태로든 단절과 불연속성이 다수 포
진해 있기에, 바흐친 연구는 초기부터 일관성과 통일성을 부여하려는 시도들
로 채워졌고, 이는 특히 ‘두 번째 귀환’과 맞물려 바흐친에게 ‘사상가’의 지위
를 부여함으로써 극적인 전기를 맞게 된다. 즉 사상가로서 바흐친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찾으려는 흐름이 형성되었다.23) 하지만 사유의 사태 자체와 사유를
체계화(제도화, 정전화)하려는 의지는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사상가 바흐친’
에는 동의할 수 있어도, 사상의 ‘일관성과 통일성’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없지
않았다.24) 더구나 이런 종류의 강박은 결코 통일되지 않는 타자성(alétrité)을
항상 강조하던 바흐친의 입장에 배치되는 게 아닌지 의문스럽다. 바흐친 사유
의 분열성, 즉 비체계성과 불연속성이란 문제는 만지면 만질수록 덧나는, 어
떻게 처리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사유의 궁지’가 아닐 수 없다.
이제 ‘우상 파괴’의 양상에 관해 논의해 보자. 대체로 바흐친은 러시아 인
문학의 지주이자 ‘지난 시대의 성자’로 존중받아 왔다. 그의 저작들은 스탈린
시대의 엄동설한을 견딘 희생자의 휘장 속에 잘 버무려졌고, 그를 정면으로
비판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신성모독’적인 것으로 금기시되었던 것이다. 어
느 연구자의 표현에 따르면, 바흐친 연구가 심화될수록 필연적으로 ‘성자화’
라는 문제와 마주치게 되며, 이를 돌파할 수 없다면 바흐친 연구 역시 고사
(枯死)를 면치 못할 것이다.25) 확실히, 바흐친을 처음 ‘발굴’하고 직접 그와
교류하던 ‘50년대인들’은 학문적 존경심과 인격적 존경심을 구분하지 않았다.
이로부터 우리는 정전화가 발생한 최초의 정황을 능히 짐작해 볼 수 있다.
22) Аверинцев(1993:344)에서 재인용.
23) Богатырева(1996), Осовский(1997), Бонецкая(1985), 이문영(2000), 158-180.
24) “바흐친은 조각난 사상가이다. [...] 사상가이자 저술가로서 그를 다룰 때 우리를
사로잡는 문제는, 바흐친에게 전체성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조각된 파편들만
있다는 사실이다.”(Wall 1998:669-670)
25) 어느 바흐친 학회에서 바흐친이 시와 문학에 대해 강의한 육성 녹음테이프를 틀
어준 적이 있었다. 청취자들의 일부는 선 채로 숙연하게 녹음된 ‘스승의 목소리’
를 경청하고 있었고, 또 다른 일부는 자못 못마땅한 표정으로 딴청을 피우고 있
었는데, 그들은 ‘무덤 속의 목소리’가 자신들을 가르친다는 데 반감을 갖고 있었
기 때문이다. 전자들은 마치 ‘델피 신전의 사제들’처럼 경건한 자세를 시종일관
고수하고 있었다.(Falconer 1997:25-26)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런 ‘유사’ 종교적 아우라는 해소되어 갔다. 대략
1980-90년대, 바흐친을 직접 알던 세대가 퇴장하면서 연구 태도가 보다 ‘객
관화’되었고, 적절한 ‘거리화’도 가능해지게 된다. 여기서 ‘두 번째 귀환’은
별반 역할을 하지 못했는데, 새로이 불붙은 논쟁은 바흐친 사유의 ‘이데올로
기적’ 내용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탓이다.
라블레론은 가장 격렬한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26) 대표적으로, 촉망받던
바흐친 학자였던 보네츠카야가 돌연 ‘전향’을 선언하며 이 책을 집중 공격한
일을 예거할 만하다. 그녀에게 라블레론은 기독교 형이상학에 대한 최악의
독신과 불경의 표본이었던 것이다. 기독교를 포함해 형이상학에 대한 바흐친
의 전반적인 거부는, 인간과 신, 혹은 휴머니즘적 가치의 구현체인 개성적
인격에 대한 전통적인 믿음을 시궁창에 처박는 것과 다름없어 보였다. 그녀
의 말을 빌면 그것은 ‘탈객관화’요 ‘탈신성화’, ‘탈실체화’에 다름 아니다.27)
학술 논문의 수위를 넘는 거친 언사도 불사하며, 그녀는 이전에 자신이 ‘진
정한 러시아 사상가’28)라 칭송해 마지않던 지난날의 ‘우상’을 타도하기 위해
앞장섰다. 흥미로운 사실은, 보네츠카야의 입장 변화가 러시아 바흐친 연구의
중요한 결절점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두 번째 귀환’ 이후, 즉 서구 중심적으
로 경도되었던 바흐친을 ‘러시아의 사상가’로 자리매김하며 스스로 끌어들인
‘위험성’에 대해 그녀는 이렇게 회고하고 있다.
러시아 바흐친 연구의 첫 단계인 1980-90년대 경, 연구자들을 사로잡았
던 것은 ‘부정 신학(апофатизм)’이라는 신학적 열쇠어였다. 부정의 길을 따
라가면 지성에 의해 파악되지 않던 바흐친의 ‘존재’가 임의의 구체성에 얽
매이지 않는 실재로서 이해될 것이라 기대되었다. 그때 바흐친은 신비주의
적 부정 신학자로 간주되었으며, 이름 붙일 수 없는 것, 표현되지 않은 것
의 추구자로 생각되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실수였음이 명백해졌
다. 바흐친의 세계관을 사물에 대한 정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시선으로 끌
어들이려는 시도는 근본적으로 오류인 것이다. [...] 회고하건대, 수년 전 처
음으로 ｢작가와 주인공｣을 읽게 되었을 때 나를 놀라게 했던 것은,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고, 이웃을 성자로 생각하는 바흐친의 사유 구조가 러시아의
26) 변현태(2001), 227-253. 라블레론에 대한 비판은 Вахрущев(1996:46-56), Emerson
(1997:179-195) 등을 보라.
27) Бонецкая(1998), 118.
28) Бонецкая(1985), 108: “아무튼 바흐친은 러시아의 사상가이다. 그의 저작은 ‘러시
아의 이념’에 속해 있다.”(Бонецкая 1993:83). 또한 Тамарченко(2001)도 참조하라.

신학적 입장 및 윤리적 명령에 무척 근접해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렇다. 그
때 내게 들었던 생각은 바흐친이란 자는 이런 낯선 사유를 우리에게 설명
해줄 사람이란 것이었다. [...] 오랫동안 생각한 끝에 바흐친의 ‘철학적 이
념’을 명백히 파악하고서야, 그의 ‘제1철학’이 함유한 반(反)형이상학적이고
반기독교적인 본성을 밝혀내고서야, 내게는 모든 것이 비로소 분명해졌다.
바흐친은 죄와 신성함을 ‘설명해준’ 게 아니라, 기만과 허위로써 기독교적
변신론의 근본 범주들을 파괴하고 해체시켜버린 것이다.29)

바흐친은 ‘형이상학적’ 성격, 즉 신학적 입론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학문을
위한 정신적 지주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극에 달한 그녀의 비판은
격앙된 언어를 통해 증폭되고, 학문적 비판의 한계를 훌쩍 넘어선다. ‘우상
파괴’의 중핵이 어디에 있었는지 보여주기 위해 조금 더 인용하겠다. “사란스
크의 사상가를 발견해냈던 50년대 인들은 힘세고 교활한 뱀에 현혹된 토끼
떼나 마찬가지였다”(БГМ, 107). “바흐친의 위험성 [...] 그는 간악하게도 교묘
한 방법들을 통해 자신의 의도를 숨겼다. [...] 그는 능수능란한 소피스트 철학
자였다”(БГМ, 110). “이런 신비주의는 ‘memento mori(죽음을 기억하라 ― 인
용자)’라는 기독교적 신념에 대항하고, 형이상학 및 모든 상식에 대한 도전을
뜻한다. [...] 바흐친은 가장 논리정연하고, 가장 방탕한 변증론자라 말하고 싶
다”(БГМ, 111). “‘영혼’에 대한 바흐친의 소피스트적 날조는 치욕스런 노릇이
다”(БГМ, 121). “[라블레론에 나오는 ― 인용자] 야비한 욕설들을 들었을
때, 순간 지옥문이 열린 듯 영혼이 한기로 얼어붙는 느낌이 든 것은 절대 우
연이 아니다. 바흐친은 러시아 욕설의 신비주의와 형이상학 및 그 유럽적 변
종들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 유형지에서 그는 ‘쿠스타나이 농장원들’로
부터 이 욕설들을 듣고는, 자신의 어휘록에 추가했던 것이다”(БГМ, 141).30)
바흐친에 대한 우상 파괴는 비단 종교적 차원에 국한되지 않았다. 특히 고
대와 중세 텍스트들로부터의 인용이 많은 라블레론을 둘러싸고, 고전 문헌
학자 진영은 강한 불쾌감과 반발감을 감추지 않았다.31) А.Ф. 로세프가 미학
29) Бонецкая(1998), 114-115, 123-124. 이하 본문에서 약어 БГМ과 쪽수를 병기한다.
30) Бонецкая(1995)에서 그녀는 이미 사유의 논리적 정합성을 지킨다는 이유로 ‘바흐
친의 진정한 저작들’ 목록에서 라블레론을 제외시켰으며, 형이상학/신학적 진정
성을 이유로 Бонецкая(1998)에서는 이미 모든 저작들을 부정하고 있다. 이것이야
말로 ‘신앙으로서의 학문’의 전형적인 태도가 아닐까?
31) 로세프를 비롯해, 가스파로프나 아베린체프 등이 여기 속한다. 보네츠카야와는 다
른 방식으로 정교 신앙을 옹호하는 이들은, 정통 문헌학적 지식(филология)을 앞

적·예술적 관점에서 바흐친의 르네상스 관에 격렬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32) 그뿐 아니라, 라블레론이 서구에서 현대 문화 연
구의 정전으로 인지되었을 때, 이미 바흐친은 ‘이상주의’나 ‘단순성’, ‘개념적
불명료성’을 이유로 전방위적인 비판을 받기 시작했다.33) 또, 라블레론에
나타난 폭력의 미화가 스탈린주의의 이론적 지지대라는 정치적 비판 역시 간
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34)
바흐친 연구사의 궤적에는 ‘분열’과 ‘우상 파괴’가 수반되어 있으며, 이는
‘두 번째 귀환’ 이후 바흐친의 권위가 심각한 회의에 휩싸였음을 뜻한다. 서론
에서 제기한 정전화는 이에 대한 방어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며, 어떤 사유에
대한 공격과 방어가 그 사유의 전통과 체계를 조성함은 불가피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그 결과로서 정전화란 어떤 점에서는 사유의 갱신과 새로운 접속 및 변
환을 저지하는 장애물이 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바흐친을 ‘학제’35)로서
영토화하려는 다음 시도는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러시아 인문학에서 ‘적용’을 위한 방법론적 매뉴얼로서가 아니라, 바흐친의
사유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삼으려는 학제화에의 욕망은 1980년대 이후, 곧
세우며 바흐친 사유의 비정통성을 공박했다.
32) “바흐친이 물질적-신체적 하부라고 부르던 영역의 실체는 완전히 파악 불능한 것
이다. 여기서 언급되고 묘사되는 것들은 불쑥 나온 배, 자궁, 창자, 엉덩이, 생식
기 따위뿐이다. [...] 라블레의 리얼리즘이란 온갖 종류의 추악함과 불쾌함에 대한
숭배일 따름이다. 만일 이따위 리얼리즘을 진보적이라고 부르고 싶다면, 맘대로
하시라!”(Лосев 1978:591). 로세프는 르네상스를 우아하고 조화로운 미적 이상으
로 제시했다.
33) “[서구 중세와 러시아 중세 사이의 ― 인용자] 유비가 틀렸다는 것은, 고대 루시
에 유사한 현상이 없었다는 이유 때문이라기보다, 바흐친의 사상 체계가 자의적이
고 근거 없는 개념에 기대있기 때문이다.”(Живов 2002:313)
34) Гройс(1997), 76-80.
35) 여기서 학제(discipline)란 한 사회의 공식적인 지적 담론으로 통용됨으로써, 대학
의 교과 과정에 포함되어 교수되고, 학술 논문 등을 통해 학문의 자격·지위를 주
고받는 제도를 뜻한다. 근대의 대학 체제가 대표적인 학제적 기구이다.

‘두 번째 귀환’과 더불어 본격화되었다. 이는 한편으로 서구의 열광에 비견되
는 ‘본토’에서의 바흐친 연구의 위상을 제고하며, 다른 한편으로 ‘사상가’의
위광 속에 다시 무한정 확장되려던 조짐을 보인 바흐친의 ‘유행’에 대한 비
판적 반성의 결과이기도 했다.
현재 러시아 바흐친 연구의 한 주축을 이루는 В.Л. 마흘린에 의하면, 바흐
친의 사유를 각 저작마다 분리된 개념과 범주들로 나누어 추출하는 것은 문
제 상황을 더 복잡하게 헝클어뜨리는 오판일 뿐이다. 오히려 바흐친의 사유
를 하나의 ‘전체(целое)’로서 조감하는 것이야말로 바흐친 연구의 향방을 결
정짓는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36)
마흘린에 따르면, ‘관여의 사회적 존재론(социальная онтология причастности)’은 바흐친의 전 저작을 관통하는 단일하고 변함없는 학문적·철학적
기획이다(Л, 83). 바흐친의 지성사적 공헌은, 그가 서로 교섭 불가능하게 나
뉘어진 분과들, 즉 상호 ‘비관여적인 자율성의 영역들’ 사이의 분열을 극복할
만한 토대를 제공했다는 점에 있다. 삶 자체에 있어서나, (19세기 말-20세기
초의 상징학, 형식주의 혹은 미래주의 같은) 예술에 있어서나, (근대적 분과
체제로서) 여하한의 학문적 인식에 있어서나 자율성에 대한 대가는 고립과
단절, 소통 없는 자기 폐쇄였다. 그러나 바흐친은 단자(單子)적인 문화의 성
립 가능성을 애초부터 부정한다. 모든 역사적·문화적 현상들은 본래적으로
시·공간적인(후기의 용어를 빈다면 ‘크로노토프’적인) 조건들에 의해 구성된
산물인 까닭이다. 이로써 바흐친의 사유는 근대적 분과 체제를 극복하는 유
일하고 강력한 돌파구로 상정된다.
물론, 바흐친을 만병통치약처럼 제안하는 순진함에 젖을 필요는 없다. 바
흐친을 통해 근대 학문의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사유의 조건과 체계에
대한 검토를 빼놓을 수 없다. 이는 바흐친 연구가 하나의 학문인 이상, 필수
적으로 갖춰야 할 논리와 형식37)에 관련된 문제다. 먼저, 조건성에 있어, 바
흐친에게 모든 창조 행위(행동, 존재-사건에의 관여 등)는 절대적으로 개방되
어 있다는 점(무한성)에서 무조건적이지만, 역사적 구체성(유한성)에 제약된
다는 점에서는 조건적이다. 또한, 바흐친은 체계를 독백적 사유 형태로 간주
하고 반대했으나, 방임과 아나키만으로 사유가 전개되는 경우도 없다. 따라서
36) Махлин(1996), 82. 이하 본문에서 약어 Л과 쪽수를 병기한다.
37) “삶에 어떻게 형식을 부여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20세기 초엽 서구와 러시아 지
성사에서 가장 절박한 문제들 중 하나였다.(Бонецкая 1995:51-53).

바흐친의 사유를 현실 속에 적용하려 할 때는 이 두 차원, 즉 이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의 상호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 상호성이 어떤 논리와 체계를 담
보하느냐가 진정 문제적인 것이다.38)
마흘린은 바흐친의 ‘제1철학’이 근대적 의미에서 ‘체계’를 가리키는 게 아
니라고 단언한다(Л, 83). “바흐친 저작의 중심에는 체계의, ‘전체’의 요소들
사이의 상호 관계라는 문제가 놓여있다. 그 요소들은 ‘체계의 부속 성분’이나
‘체계 외(外)적인 것’이 아니라, 체계의 외부에서 체계에 자유롭게 참여하는
것들이다. 문학과 미학 연구의 텍스트 핵심에서 바흐친이 모든 문화 현상과
문화적 행위를 ‘구체적인 체계성’이란 관점에서 논급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다. 그에게 문화의 원리는 ‘자율적인 관여’ 또는 ‘관여적 자율성’이라고 정의
될 수 있기 때문이다”(Л, 84-85). 이런 방식으로 건축학(архитектоника)이 근
대적 체계의 대안으로 제시된다. “삶의 세계와 문화의 세계를 열린 체계이자
열린 전체로서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묘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존재-사건’
은 ‘체계적’으로가 아니라 ‘건축학적’으로 묘사될 수 있다”(Л, 86).
19세기 말-20세기 초엽의 세계와 포스트모던 세계의 상동성은 그다지 놀라
운 일이 아니다. 가령 형식주의자들은 어떠한 사회적 맥락으로부터도 분리된
순수한 문학성(литературность)을 발견하려 했고, 아방가르드 시인들은 그것
을 이상적(/인공적) 언어에서 찾아냈다. “슬로터다이크에 의하면 근대의 꿈은
자율성에 관한 몽상이었다. 일체의 ‘타자적인 것’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유토
피아주의는 급진적 실험을 벌였고, 러시아 미래주의자들의 자움(заумь)이 그
이름이었다. [...] 자움은 인공의 언어이자, 극단적인 비관여성을 함축한 유토
피아적 철학소(素)였으며, 사건에 대한 가상적인 비-관여로서 존재의 알리바
이였다”(Л, 87-88).
마흘린에 따르면,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는 19-20세기의 전환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특히 바흐친 산업이 보여주듯, 개별 분과 학문들은 자율성의
허상에 사로잡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망상 속에서 그의 개념과 범주들을
마구잡이로 가져다 썼던 것이다. 이렇게 ‘대화의 조건으로서 상호적인 외부
성(вненаходимость)’에 대한 몰이해는 결국 하나의 학문으로서 바흐친 연구
가 가져야 할 영토적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말았다는 것이다(Л, 83).
38) “대체로, 바흐친의 사유에 어떤 논리를 부여하려는 시도는, 그의 사유 자체 및 저
술의 파토스와 모종의 갈등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바흐친에게 논리란 대화의
추출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Библер 1991:96).

이로부터 마흘린은 바흐친 연구가 명확한 학제로서 포함해야 할 원칙들을
가정하기 시작한다. 타자든 대화주의든 카니발이든 바흐친의 이론적 개념들
을 무원칙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결국 체계로서 바흐친 연구의 일관성과 통일
성을 파괴하고 말 것이다. 바흐친 연구의 새로운 비전은 대단히 조심스럽고
주의 깊은 자세를 요청한다. “감히 제언하건대, 오늘날 바흐친의 개념과 용어
들에 대한 대중화된 사용에 대해서는 방법론적 ‘판단 중지(воздержание от
суждения)’가 필요하다”(Л, 87).
‘판단 중지’는 기존의 개념이나 용어를 거부하자는 게 아니라, ‘건축학적으
로’ 재정향시킴으로써 바흐친 연구의 토대를 재정비하려는 전략의 산물이다.
또한, 슬로터다이크적 의미에서 긍정적 냉소주의나 객관적 거리화에 상응하
는 것이며,39) 자율성의 환상을 걷어내고, 바흐친의 개념과 범주의 사용에 엄
격한 원리·원칙을 적용하자는 제안이다. “이는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서, 서구
의 포스트모던적 연구자들에게는 너무나도 낯선 원칙일 것이다”(Л, 87).
요컨대, 마흘린은 바흐친의 사유에 특정한 방법론적 원칙과 목표를 설정함
으로써 바흐친 연구가 학제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였다. 아이러니컬
한 점은, 자율성으로 무장한 근대적 분과 체제를 넘어서기 위해 호출된 바흐
친이 이제 아카데미의 분과 속에 자리 잡고 말았다는 사실이다.40) 바흐친에
대한 엄밀하고 객관적인 연구를 위해 제안된 ‘판단 중지’는, ‘포스트모던’한
연구 경향들에 대한 마흘린의 반감에서 엿보이듯, 기실 바흐친 사유의 확장
과 변용에 제한을 가하기 위해 도입된 방법론이며, 정전으로서의 텍스트 연
39) 새로운 문학의 전망의 대담자들이나 마흘린이 사용하는 ‘냉소주의’가 슬로터다
이크가 사용하는 개념과 정확히 일치하는지는 조금 다른 문제다. 슬로터다이크는
냉조주의를 계몽된 허위의식으로 간주하며, 그것을 넘어서길 촉구하기 때문이다.
슬로터다이크(2005)를 참조하라. 문맥상 러시아 학자들의 냉소주의는 열광도 냉정
도 아닌, 객관화를 가리킨다는 점을 지적해 두자.
40) 필자가 보기에 현재 러시아에서 바흐친 연구는 대략 세 방향에서 진행 중이다. 첫
번째는 모스크바 사범 대학교(РГПУ) 철학부 교수 마흘린으로 바흐친의 텍스트에
대한 철학사적 연구를 말한다. 두 번째는 러시아 국립 인문학 대학교(РГГУ)의 문학
부(이론 및 역사 시학과)로서 바흐친의 이론을 토대로 문학 연구에 전념하고 있다.
마지막 부류는 고전 문헌학자들로서 바흐친의 소설사 연구에 나타난 고대 문학과
문화의 문제에 전념하고 있다. 대학 교수들이 주축이 된 이 세 집단은, 그 지향과
성격은 조금씩 달라도 엄밀한 텍스트 연구에 가치를 두고 있고, 이로써 바흐친 연구
는 학제로서의 자기 영토와 경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구를 노정하고 있다. 이 글의 서두에서 제기된 정전화의 문제, 그리고 우리
가 지금 검토 중인 바흐친 사유의 현행성에 대한 문제를 이 시점에서 본격
적으로 고찰하지 않을 수 없다.

사유의 무비판적이고 무작위적인 적용에 대한 ‘판단 중지’, ‘무제한적 자율
성의 굴레에 대한 방법론적 제한’ 등이 진정 무익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하지
만 섣부른 일반화가 대개 그렇듯, 마흘린의 방법론을 일반화하는 데도 분명
무리가 따른다. 더구나 바흐친에 대한 ‘포스트모던적’ 악용을 막고자 ‘판단
중지’를 요청한다면, 이 역시 사유의 자유로운 전개와 흐름을 가로막는 소극
적/부정적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자신의 방법론을 엄격히 적용하는
마흘린의 연구 방향은 바흐친과 그 주변에 대한 텍스트 연구에 국한되는 경
향이 있으며, 개념의 변용과 변환을 허락하지 않는 보수성을 드러낸다.41)
학제화의 반대급부로서 보수성은 바흐친 연구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문화
연구에 주요한 장애물이 된다. 판단 중지는 결국 적합한 문화와 그렇지 못한
문화를 나누는 일종의 선별 장치로서 기능할 것이기 때문이다(Л, 87-88). 따
라서 바흐친 연구의 현행화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먼저 바흐친에게 문화
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바흐친에 따르면, 문화는 의미와 가치에 의해 그 무게를 부여받으며, 이는
역사적 과정 속에서 실현되는 ‘잠재적 사건’에 다름 아니다. 의미와 가치는
영원불변한 실체가 아니다. 그것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새롭게 의미화 되고
가치화되길 기다리면서, 현재 모습을 드러낸 의미와 가치의 ‘바깥’에서, 미래
의 시간 ‘속’에 내장해 있는 것이다. 문화의 ‘무조건적인 조건성’이자 ‘조건적
인 무조건성’의 의미가 여기 있다. 따라서 문화의 생성이란 언제나 의미와 가
치의 (재)발견인 동시에 새로운 창조로서 ‘대(大)시간(большое время)’에 속한
사건이다.42) 문화가 백과사전 속에 기술된 항목들을 넘어 광대한 삶의 흐름
41) 마흘린이 주로 활동하는 문학의 문제들(Вопросы литературы)이나 그가 책임
편집자인 바흐친 논문집 V에 Эмерсон(2004)의 논문이 게재된 데서 알 수 있
듯, 마흘린의 방법론은 순수 객관적 속성을 갖지 않는다. 그것은 학문적으로는 정
전주의, 정치적으로는 보수주의에 속한 것이다.

과 접속되는 것도 그런 탓이다. 바흐친의 문학사 연구 또한 문화사라는 전체
의 ‘뗄 수 없는 일부’였던 셈이다.
문학을 한 시대의 전체 문화와 절연시킨 채 연구해서는 물론 안 되지만,
문학 현상을 그것이 이루어진 어떤 시대에, 곧 당대성에 유폐하는 것은 더
더욱 치명적인 일이다. [...] 작품은 자기 시대의 경계를 파괴하고 여러 시대
에, 다시 말해 대시간 속에 살며, 그 속에서 종종 (위대한 작품이라면 언제
나) 자기 시대에서보다 더욱 강렬하고 충만한 삶을 영위하게 된다. [...] 오
로지 현재에만 속해 있는 모든 것은 현재와 더불어 사멸한다.43)

문학이든 예술이든, 혹은 건축이든, 어떤 장르의 문화적 산물에서든, 작품
에 나타난 의미와 가치는 항상 구체적인 사회·역사적 조건, 곧 주어진 크로
노토프(khronotope)에 의존한다. 그 작품이 만들어지고 출현하게 된 관계들의
총체 속에서 그 의미와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의미와 가치의 ‘본
질’, 마치 플라톤 사상의 이데아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역사적 세계 속
에서 실존하는 것은 단지 ‘특정한’ 조건들 속에 놓인 ‘특정한’ 의미와 가치일
따름이다. 이것이 바흐친적 의미에서의 조건성과 체계성, 혹은 이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의 계열화일 것이다.
이로써 문화적 구성물에 관한 해석은, 그것이 특정한 시·공간 속에 적절한
의미와 가치를 함유하고 나타날 수 있게 만든 조건들에 대한 연구로 전화한
다. 존재의 본질이 아니라 현존의 조건이 진정 문제적(problematique)인 것이
다. 만일 이데아와 같은 본질적 요소를 문제 삼는다면, 우리가 마주칠 수 있
는 것은 학문이든 예술이든 어떤 외피를 두르든 신앙의 대상일 따름이며, 그
앞에서는 어떤 논쟁도 무용할 것이다. 신, 제1원동자, 실체 등과 같이 일체의
조건-없음 가운데 성립한 존재의 밀도는 절대적인만큼 추상적이다. 그러므로
신학적 정향 속에 구축된 바흐친의 정전화나, 혹은 그와 반대로 신학적 척도
를 통해 바흐친 사유를 재단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지 않을 수 없다.
근거나 조건을 물을 수 없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구체성 속에 녹아들지
않는 것이기에 ‘삶의 창조(жизнетворчество)’로서의 문화와 무관하다. 문화를
연구한다는 것은 현존하는 문화를 가능하게 한 조건을 질문하고 탐문하는 가
42) Бахтин(1995), 7-9.
43) 바흐친(2006), 470-471. 이하 ｢<신세계> 편집진의 물음에 대한 답변｣은 본문에서
약어 НМ과 함께 쪽수를 병기한다.

운데 오랜 시간 내장되어 있던 잠재적 의미와 가치에 새로운 조명을 비추고,
현행화하는 과정을 뜻한다. ‘기원(origin)’에 관한 의문도 다르지 않은데, 기원
이란 결국 조건의 조건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의 조건은 그것을
현행화시키는 조건으로서 다른 조건들에 ‘관여’되어 있고, 그 조건들은 역시
다른 조건들에 의해 관여되고 연루되어 있다. 문제는 조건의 본질이 아니라,
조건의 조건, 곧 조건들의 계열화에 있다. 푸코 식으로 말해 ‘조건의 계보학’
이라고 할까? 이렇듯 문화의 궁극적 의미와 가치는 조건화의 효과라는 점에
서 바흐친의 문화론은 이해되어야 한다.44)
의미와 가치가 현행화된 형태를 기호라 부른다면, 이에 대해 바흐친이 예
로 든 것은 기호와 이데올로기의 상관성, 곧 자연과 문화의 ‘사이’에 놓인
기호와 그것을 충전시키는 가치와 의미의 상관관계(이데올로기)이다.
모든 물리적 사물, 생산 도구, 소비재 등과 마찬가지로 모든 이데올로기
적 생산물은 그 자체가 현실(자연적 혹은 사회적)의 일부분을 이룰 뿐만 아
니라, 또한 그러한 여타의 현상들과는 달리 이데올로기적 산물의 외부에 존
재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굴절시킨다. 모든 이데올로기적인 것은 의미를 갖
는다. 그것은 그 자신의 외부에 있는 어떤 것을 표현하고, 묘사하고, 혹은
표상한다. 바꿔 말해, 이데올로기적인 것은 기호가 되는 것이다. 기호가 없
는 곳에는 이데올로기도 없다.45)

이때 기호는 사물 자체(Ding an sich)가 아니다. 그것은 의미와 가치를 함유
한 채 지금-여기라는 조건에서 현행화된 구체적 대상(object)이다. 그래서 기호
는 현실의 일부인 동시에 완전히 현실의 즉물성에 잠겨있지만은 않은, 의미와
가치의 담지물로 가시화된다. 바흐친의 말대로, 문화는 자연과 달리 일종의 가
치 평가, 의미와 가치의 관계망을 통해 조직된다. 기호는 의미와 가치를 그대
로 반영하는 게 아니며, ‘굴절’시키고 궁극적으로 ‘변형’시키기도 하는 것이다.
요점은 굴절과 변형이 절대적인 것도 아니요, 자의적인 것도 아닌, 다른 기호
들과의 상호 관계, 조건화를 통해 생겨나는 과정이라는 사실이다.
이를 조건/상호 관계의 두 양상, 곧 잠재성(virtuality, 이상적인 것)과 현행
성(actuality, 현실화된 것)의 두 차원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잠재성이란 어
44) 바흐친 사유에서 사건의 조건성 및 윤리라는 의미와 가치의 발생에 관해서는 다
음을 참조하라.(최진석 2009:173-195)
45) 바흐친(1988), 15.

떤 실체적인 사물이나 소질이 아니라, 특정한 조건에서 이질적인 것과 마주
칠 수 있고 반응할 수 있는 능력(puissance)을 가리킨다.46) 문화를 예로 들어
말한다면, 특정 시대 특정 양식의 문화는 그 자체로 영구불변한 게 아니며,
그 문화의 진정한 잠재력은 그 문화에 속하지 않는 요소들과 마주쳐 촉발
받고 변형될 수 있는 가능성에 놓여있다.47) 예컨대 생전에 단 한 점 팔렸던
고흐의 그림이 나중에 각광받게 된 것은, 거기에 어떤 알려지지 않은 고귀한
가치가 몰래 숨겨져 있던 탓도 아니요, 흘러가는 시대의 취미와 유행에 맞춰
그 차례가 돌아온 탓도 아니었다. 그것은 비평적 감식안과 대중의 감수성이
어느 순간 고흐의 작품들과 교류하고 반응하며 일어난 상호 관계, 촉발 받는
동시에 촉발할 수 있는 관계성이 작동한 효과에 다름 아니었다. 관계성이란
복수의 항(項)들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 귀속된 게 아니라, 그 항들의 배치를
따라 힘이 충전됨으로써 현행화되는 순간이며,48) 그 촉발(/사건)의 순간을 바
흐친은 ‘대시간’이라 명명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조건들(상호 관계들)의 총체를 ‘문화’라 불러도 좋지 않을까?
여기서 조건들의 총체로서 문화는 제도적이고 의식화된 영역들, 가시적이고 물
질적인 상부 구조에 국한되지 않는다. 잠재성, 혹은 대시간의 차원을 포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는 상부 구조의 범주 ‘바깥’, 비가시적이며 무의식적인
차원 역시 구성 요소로 받아들인다.49) 만일 문화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면,
문화는 사전적인 정의를 넘어서는 (총체성이 아닌!) 전체성의 개념으로 다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은 문화의 보편성이 아니라, 어떤 조건 속에서 잠
재화되고 또 현행화되는지를 가늠하는 일반 규칙에 있다.
의미론적 현상은 감춰진 형태로, 잠재적으로 존속하다가, 그 다음 시대에
서 이것의 발견에 유리한 의미론적 문화적 맥락이 제공될 때에 비로소 드
러나게 된다. [...] 또한 한 시대의 문화는, 비록 그 시대가 시간적으로 우리
46) 잠재성과 현행성(현실성)에 대한 더 자세한 논의는 들뢰즈(1996)를 참고하라. 바
흐친의 경우, 특히 30-40년대 문학사 텍스트들에서 ‘virtuality’의 의미로 ‘potential’
을 사용하고 있다.
47) 로트만의 자( )문화와 타( )문화 사이의 비대칭적 대화 역시 유사한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검토할 만하다.(김수환 2004:135-158)
48) 들뢰즈(2000)에서 이는 생성의 계열화, 혹은 계열적인 생성 과정으로 언명된다.
49) 바흐친에게 무의식과 사회적인 것의 관계에 대해서는 최진석(2009:263-286)을 참
고하라.

에게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있다 하여도, 기성의 상태로, 온전히 종결되고
또 되돌이킬 수 없이 지나가버린, 사멸해버린 어떤 것으로 폐쇄될 수 없다.
폐쇄되고 종결된 문화적 세계에 관한 슈펭글러의 생각이 지금까지도 역사
가들과 문학 연구가들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그러한 사고
는 본질적인 교정을 필요로 한다. 슈펭글러는 한 시대의 문화를 닫혀있는
원환이라고 생각했지만, 기실 일정한 문화적 통일체는 열린 통일체이기 때
문이다. [...] 문화는 죽어버린 요소, 그러니까 단순한 벽돌덩이로 창조되는
게 아니라, 건축가의 손 안에서 그것의 형식에 의해 무엇인가를 표현해 낸
다. 그러므로 의미의 물질적 담지자를 새롭게 발견하는 일은 우리의 의미
개념에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그것의 본질적인 재구성을 요구하게 될 수도
있다(НМ, 472-475).

문화의 ‘본질적인 재구성’이란 어떻게 가능한가? 어떤 조건에서 어떤 방식
으로 문화는 구축되는가? 혹은 낡은 형식을 폐절시키고 새로운 현행성으로
충전된 문화를 예전 문화의 ‘재탄생’이나 ‘재구성’이라고 불러도 좋은 걸까?
차라리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이전의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생겨난 문화 또
는 다른 무엇이라 불러야지 않을까? 궁극적으로, (바흐친 연구도 예외는 아
닐 터!) 다시 태어난 모든 것들은 전적으로 다른 종(種)의 도래라고 생각해야
옳지 않을까? 문화의 창조나 생성은 언제나 사멸과 해체의 경계선에서 그 단
초가 드러난다. 기존의 의미와 가치가 황혼녘에 잠기고, 새로운 조건과 상호
관계들, 크로노토프들 속에서 낯선 의미와 가치가 돌연 조명되기 시작할 때,
새로운 문화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가 바흐친의 문화 개념을 상세히 뜯어본 이유는, 문화가 바흐친 연구
의 가장 중요한 테마이자 바흐친 연구의 현재를 돌아보는 시금석이고, 그것
의 미래를 가늠해보는 시험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바흐친은
문화에 관해 어떤 적극적인 정의나 관점을 내놓은 적이 없다. 가령, 그의 가
장 중요한 문화학적 연구로 평가받는 라블레론의 어느 장절에서도 그는
문화의 본질이나 이념에 관해 서술하려 들지 않았다. 이 책에서 문화는 단지
특정한 ‘조건들’ 속에서 발현된 특정한 삶의 ‘양상’을 가리킬 따름이다. 바흐

친은 문화의 ‘전일성’이나 ‘보편성’에 관해 말하지 않았다. 그가 우리에게 관
심을 갖도록 촉구했던 것은, ‘중세와 르네상스’의 ‘민중’의 ‘웃음’이라는 현상
이었던 것이다. 문화의 특정한 양상, 곧 조건화된 문화야말로 이 저작의 근
본 테마였던 셈이다.50)
바흐친은 문화를 변화하지 않는, 절대적으로 확정된 단일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따라서 문화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무용하다. 달리 말해, 문화는 현
재의 여러 물질적·비물질적 조건들이 특정한 배치를 이룸으로써 가시화된, 조
건들의 성좌(constellation)인 것이다. 동시에 문화는 늘 새로운 성좌로 이동하
고 있으며, 내용도 형식도 변함없이 지속될 수 없다. 변화를 본성으로 삼는
이 특성이야말로, 바흐친이 문화를 역동성의 장에서 사유했던 근본 이유였다.
그렇다면, 라블레론이나 기타 다른 텍스트들에서 문화에 대한 명석 판명한
정의를 찾아볼 수 없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닐까?
문화에 관한 이런 입장은 바흐친 연구에 대한 우리의 고민에 한 줄기 서
광을 비춰준다. 현재 바흐친 연구의 당면 문제는 정전화, 곧 바흐친과 그의
텍스트를 절대시함으로써 사유의 촉발 능력을 상실해 버렸다는 사실이다. 그
런데 바흐친 연구사의 성립 과정에서 보았듯, 어찌 보면 정전화란 바흐친 연
구가 하나의 학문으로 자기 정체성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떠안아
야 했던 자기 내적 모순에 다름 아니었다. 그래서 바흐친 연구의 학문적 영
토를 지키려들면 들수록, 정전화라는 ‘악령’은 점점 떼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접착력을 보이는 것일지 모른다. 이 난관의 돌파구는 어디에 있는가?
바흐친의 문화론, 또는 문화에 관한 바흐친의 역설적인 입장은 이 문제에 대
체 어떤 응답을 내놓고 있는가?
바흐친이 문화에 관해 적극적인 규정을 내리지 않았던 것은, 우리로 하여
금 문화라는 것을 성립시키면서 동시에 해체시키는 힘, 즉 문화의 가시적 형
태보다는 그 형태를 조직하거나 허물어뜨리는 비가시적인 힘에 주목하도록
50) 저명한 중세 사학자 구레비치는 라블레론의 의의를 역사학과 그 너머로, 인문학
일반의 수준에서 정립시킨 장본인이다. “바흐친의 저술들이 나온 후, 이전과 같은
관점에서 중세사를 연구한다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 아무튼 우리가 직시해
야 할 것은, 바흐친이 중세의 민중 문화에 대한 결론을 내려주었다기보다는, 우리
들의 관심사를 이 문제로 이끌어 주었다는 데 있다. 그 시대의 문화를 바라보는
일반적 맥락에서, 공식 문화가 민중 문화에 어떤 작용을 했느냐가 여전히 의문인
것처럼 후자가 전자에 끼친 작용도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있으며, 이렇게 민중 문
화의 위치는 아직 완전히 해명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Гуревич 1981:273).

만든다. 일반적으로 문화라는 언표를 통해 우리는 제도화되고 의식화된 산물
들을 지각하고 그것을 문화의 견고한 현실성이라고 간주하지만, 사실 모든
정립된 문화는 자기 해체의 필연적이고 자연적인 과정을 향하고 있다. 바흐
친이 대시간을 거론하며, 지금 살아있는 것들이 사멸하고, 과거에 망각된 것
들이 다시 살아나는 미래의 시간을 언급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화의 밝은 표면에 드러난 구성적 힘은 배면의 해체적 힘없이는 성립하
지 않는다. 문화의 역동성이란 관점에서 존재론적 선차성을 갖는 쪽은 해체
적 힘인 것이다. 만약 문화의 본질에 관해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언제나
자신의 경계를 넘어서는 능력으로 정의되는, 자기 변형과 해체의 힘을 가리
킬 것이다. 하지만 이 해체의 힘은 구성의 힘과 샴쌍둥이처럼 한 몸을 이루
고 있는 바,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는 동일한 힘이란 사실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바흐친이 라블레론에서 역설했던 그로테스크 리얼리즘(гротескный
реализм)이란, 어떤 규정된 양식이 아니라 어떤 양식이든 가능하게 하는 생성
의 힘, 생성 능력에 다름 아니다.51)
따라서 문화의 해체적 힘은 결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힘 자체를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늘 새로운 생성을 노정하고 있으며, 의미와 가치의 변형 및
창조를 포기하지 않는다. 바흐친의 ‘창조적 이해’의 이미지가 이에 해당된다.
창조적 이해는 자신을 부정하거나, 시간 속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부정하
거나, 스스로의 문화를 부정하는 게 아니다. 창조적 이해는 아무것도 망각하
지 않는다. 이해를 위해 중요한 것은 이해자가 창조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대상과의 관계에서 시간과 공간과 문화 속에서 이해자의 외부성(вненаходимость)을 확보하는 일이다. [...] 문화 영역에서 외부성은 이해의 가장 강한
지렛대이다. 다른 문화는 오직 타 문화의 시선에 의해서만 스스로를 온전하
고도 깊이 있게 드러내는 것이다(그러나 완전히는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이해하게 될 타 문화들이 계속 도래할 것이기 때문
이다). 하나의 의미는 낯선 다른 의미와 마주치고 접촉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깊이를 드러내게 된다. 그리고 이 사이에서 의미와 문화의 폐쇄성과
일면성을 극복하는 대화와 같은 것이 발생하는 것이다(НМ, 475-476).

정전화라는 사태를 헤쳐가기 위해 바흐친 연구가 취해야 할 행동도 이로
부터 뚜렷해지지 않을까? 긍정적인 냉소주의나 객관적 거리화, 또는 판단 중
51) Чои Чжин Сок(2009), 제3장.

지 등은 바흐친의 사상 체계가 비정통적이고 불순한 것들에 의해 훼손되고
변형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설정된 경계들이다. 하지만 이런 견고한 경계
선들로 과연 바흐친 사상의 영토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을까?
현재 바흐친 연구의 딜레마를 돌파하는 길은 바흐친적 사유를 그 외부에
적극 개방하고 마주치게 함으로써 어떤 변형과 전화를 이끌어내는 데 있을
것이다. 창조적 이해를 위해서는, 또는 창조적 이해 자체는 외부성의 계기들
없이 작동할 수 없는 까닭이다. 바흐친 사유의 진정한 힘, 문화의 창조 능력
은 낯섦과 차이의 외부성과 접속함으로써 연속성 내에 불연속성을 도입하고
불연속성 내에서 연속성의 계기들을 찾아내는 데 있다.
바흐친 연구는 어떤 척도를 통해 정통성과 순수성을 선별함으로써 자신의
영토적 경계를 보존하는 데 목적을 둘 수 없다. 마흘린의 주장대로, 영토성
은 바흐친이 극복하고자 했던 근대적 분과 학문의 테두리에 불과한 것이다.
새로운 문학의 전망의 대담자들이 도달한 결론처럼, 바흐친의 정전화를 깨
뜨리기 위해 그 경계선을 유연화 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한 작업일 것이다.
하지만 보다 근원적인 차원에서 바흐친 연구가 학문적 영토성에 대한 독점적
이고 배타적인 권리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문제와 위기가 언제
든 반복될 것이란 사실은 명약관화하다. 차라리 바흐친적인 모든 것의 경계
를 사건화 하는 것, 외부성과 충돌시키고 교합시킴으로써 다르게 변형시키는
것, 요컨대 사유의 전화(transformation)야말로 역설적으로 가장 바흐친적인
사유의 힘이라 할 수 있다.52)

52) 바흐친의 사유를 외부와 만나게 하고 어떻게 격발시켜 전화를 이룰 것인지에 대
해서는 안타깝게도 이 글에서 다 담아내지 못했다. 이는 앞으로 바흐친 연구자로
서 필자가 삶과 사유의 구체적인 현장들에서 실험하고 탐문해야 할 실천들에 속
할 것이다. 일단은 테제의 형식으로나마 그 실천적 전화의 첫 번째 계기를 마련
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이 논문을 끝맺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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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езюме

Проблемы актуальности в бахтиноведении
и его трансформация
Чои Чжин Сок
Целью этой статьи являются анализ проблем канонизации бахтина и
поиск ее преодолении. Данная статья поставила задачу не “правильной”
интерпретации бахтинской идеи, а ее трансформации через историческое
рассмотрение бахтиноведения в России от его начала до настоящего времени.
Вплоть до 1980-х годов на Западе взгляды Бахтина изучались лишь
как применимые в узких рамках литературоведения, в результате чего
бахтиноведение как дисциплина постепенно теряло свою актуальность. В
отличие от Запада, в России речь шла об образе “Бахтина как философа”,
но этот новый подход встречался с “расколом” и “идолоборчеством” как
кризисом бахтиноведения. Канонизация идеи Бахтина происходила из
реакции на этот кризис, от чего нам задается вопрос о теоретическом и
практическом выходе в изучении Бахтина. К примеру, “воздержание от
суждения” как принцип представляло собой,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помощь
тщательному изучению бахтинской идеи,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препятствие
ее свободного развития и изменения, и наконец, ускорило регрессивную
канонизацию в бахтиноведении.
В этом, размышление Бахтина о культуре нам помогает преодолеть этот
тупик, потому что он считал культурный потенциал становящейся силой,
которая способствует и деконструкции и конструкции в истории культуры.
По существу же, культура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бесконечную силу самокритики и самоизменения, поэтому она не исключает чужие, внешные моменты под предлогом защиты своей территории.
В этом, должно быть, находится настоящая фундаментальная позиция

бахтиноведения. Целью бахтиноведения не является ни сохранение его
академической власти, ни уважение насладства Бахтина как “святой духовности”. Скорее всего, самым важным в бахтиноведении, представляется
способность к самотрансформации в качестве всегда обновляющей сил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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