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 또는 인간을 넘어선 민중:
미하일 바흐친의 비인간주의 존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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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미하일 바흐친의 후기 사상은 라블레론에서 집대성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 저술의 진정한 본의는 제대로 밝혀져 있지 않다. 특히 표제에 나타난 ‘민
중’은 저술 곳곳에서 끊임없이 강조되고 있지만, 그 실체적 의미나 정의는
바흐친 자신에 의해 주어지지 않은 채 모호하게 남아있다. 라블레론을 둘
러싼 갖가지 오해는 이러한 모호성에서 발원해 왔고, 그것이 분명하게 규명
되지 않는 한 바흐친 후기 사상 역시 애매하게 버려질 수밖에 없다. 이 글이
주목하는 것은 라블레론에 표명된 민중을 인간학적 실체가 아니라 생성하
는 힘, 생성의 능력으로서 의미화하는 데 있다. 유적 존재로서의 인류나 근
대적 개인, 혹은 주체로서의 인간으로 민중을 정의할 때, 우리는 라블레의
문학과 그에 대한 바흐친의 해석이 갖는 급진성을 올바로 파악할 수 없다.
바흐친은 라블레의 작품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과 세계상을 중세로부터 르
네상스로 이어지는 민중문화의 심원한 힘과 그 변형 및 이행적 양상들로 규
정하고 있으며, 이 점에서 민중은 집합적 (무)의식이자 신체적 존재, 카니발
에서 급진적으로 표명되는 창조력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
에서 라블레론에 대한 종래의 해석들, 즉 민중의 자기확신적 저력에 대한
연구들은 충분히 급진적이지 못하다. 실로 민중의 진정한 힘이란 자기변형과
변환, 극한에 도달하는 이행의 능력에 있는 까닭이다. 그때 민중은 이전의
인간학적 규정을 훌쩍 넘어서는 생성력 자체로 드러나게 된다. 중세 및 르네
상스 민중문화의 근본적인 원천은 바로 이 생성력이고, 오직 이것만이 라블
레론의 주제이자 후기 바흐친 사유의 본래면목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주 제 어: 바흐친, 라블레, 민중, 생성, 웃음, 광장, 카니발, 비인간주의, 존재론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강사.

1. 민중, 라블레론의 미스터리
스탈린이 사망하고 바흐친에 대한 ‘역사적인 복권’이 이루어진 후1) 그가
1940년대에 작성했던 박사학위논문 ｢리얼리즘 역사에서의 라블레｣가 1965년
프랑수아 라블레의 작품과 중세 및 르네상스의 민중문화라는 제목으로 정
식 출간되었다.2) 편제상의 여러 차이들 중에도 제목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 책의 주제는 ‘민중문화’로 지목되어 있으며 이는 곧 후기 바흐친 사유의
기조음을 이루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문화가 ‘구성되는’ 대상이요, 민중이
‘구성하는’ 주체로 상정된다는 점에서 민중-문화의 우선적인 초점은 ‘민중’에
있다고 보아도 좋을 듯하다.
과연 바흐친은 라블레의 예술이 ‘민중적 원천’ 또는 ‘근본적인 민중성’에서
흘러나온 것이라고 첫 머리에서부터 단언한다.3) 비록 라블레론의 표지에
작가의 이름이 명시되고 그의 작품이 분석대상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가르강
튀아와 팡타그뤼엘은 전적으로 작가 개인의 역량에만 기대어 창조되지 않
았다. 라블레는 자기시대의 ‘표현자(vyrazitel’)’라 호명되며, 이는 그가 근대적
의미의 예술가-천재와는 다른 위상에 있음을 시사한다. 그는 중세-르네상스의
민중성이 환기되고 표출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맡은 것이지 스스로 예술의
법칙을 설립하여 제시하는 ‘창조주’가 아니었다는 뜻이다.4) 이 점에서 16세기
이후 라블레가 ‘기인’ 취급을 당하고 망각된 것은 단지 예술적 천재에 대한
1) 최진석(2011) ｢바흐친 연구의 현재성과 그 전화(
21:1,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110쪽.

)에 관하여｣, 러시아연구

2) 이 책의 구성사 및 학위수여에 관련된 여러 정황들, 단행본 출판사정에 대해서는
다음 책을 참조하라. Irina Popova(2009) Kniga M.M. Bakhtina o Fransua Rable i
ee znachenie dlja teorii literatury, M.: IMLI RAN.
3) Mikhail Bakhtin(1990) Tvorchestvo Fransua Rable i narodnaja kul’tura srednevekov’ja i Renessansa, M., 1990[프랑수아 라블레의 작품과 중세 및 르네상스의
민중문화, 이덕형 외 옮김, 서울: 아카넷, 2001], p. 21(6). 이하 Bakhtin(1990)으
로 표기하고 국역본(러시아어본)의 순서로 쪽수를 밝힌다.
4) 후자는 칸트 미학의 특징이자 낭만주의 문학관의 작가론을 구성한다. 이에 따르면
근대의 예술가는 법칙정립적 창조자로 명명된다. 임마누엘 칸트(2009) 판단력 비
판, 백종현 옮김, 아카넷, §46 이하. 바흐친은 낭만주의 예술가론과 민중관을 근
대의 편협한 인식체계로 간주하여 라블레의 중세 및 르네상스적 민중주의와 맞세
우고자 했다. Bakhtin(1990), 22(7-8).

후세대의 몰이해 때문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라블레의 고독’이란 민중적 배
경을 몰각한 채 작품의 표층만을 읽었던 근대정신의 빈곤을 드러낼 따름이다.
따라서 지금-여기서 라블레를 다시 읽는 것은 동시에 상실된 민중적 원천을
회복하는 일이 된다.
(라블레에 대한 근대인들의 몰이해와 혐오 등 — 인용자) 이러한 수수께끼
는 오직 라블레의 민중적 원천들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만일 라블레가 최근 4세기의 역사 속에 나타난 ‘문학(belles-lettres)’
의 대표자들 사이에서 어느 누구와도 닮지 않은 고독한 인물로 보인다면, 오
히려 반대로 문학발전의 이러한 4세기는 올바르게 해명된 민중적 창조의 바
탕 위에서, 어느 것과도 닮지 않은 어떤 특징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블레의 이미지들은 천여 년에 걸친 민중문화의 발전 속에서 우리에게 친숙
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5)

그렇다면 대체 민중이란 누구인가? 기묘하게도 바흐친은 이에 관해 분명한
대답을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라블레론의 민중성은 포퓰리즘의 상투적
문구나 공허한 수사로 치부되는 일이 종종 벌어졌다.6) 철학적으로든 역사․사
회학적으로든 바흐친은 민중이 누구인지, 민중의 문화란 어떤 것인지에 관해
적극적인 해명을 내리지 않았다. 중세와 르네상스의 민중문화 및 그 표현자
로서 라블레에 대한 연구를 표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라블레론에서 정작
누락된 것은 민중 자체에 관한 논증이다.
도대체 민중이란 누구인가? 그저 일상적 인간집단을 지시하는 말이라면 이
런 물음은 불필요하고 어리석기만 하리라. 난점은 바흐친의 민중이 근대적
인식틀에 의해 명확하게 표지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데 있다. 근대 역사 속의
집단적 주체인 인민, 계급, 대중 등의 개념으로 ‘민중’은 포섭되지 않는다.7)
역으로 민중은 온통 모호성과 불확실성으로 점철되어 있으며, 심지어 인간학
5) Bakhtin(1990), 21-2(7).
6) 라블레론의 학문적 깊이에 대한 의심, 나아가 1930-40년대 스탈린 시대를 횡행
하던 ‘민중 이데올로기’의 막연한 치레로 여겨진 것이 그런 경우들이다. Natal’ja
Bonetskaja(1998) “Bakhtin glazami metafizika,” Dialog. Karnaval. Khronotop, 1,
Vitebsk, pp. 103-155; Boris Groys(1997) “Totalitarizm karnavala,” Bakhtinskij
sbornik III, M.: Labirint, pp. 76-80.
7) 최진석(2014c) ｢탈경계와 이행의 문화정치학｣, 비교문화연구 35, 경희대 비교문
화연구소, 35-58쪽.

적 관념조차도 훌쩍 넘어서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예컨대 라블레의 작
품에 등장하는 민중의 형상은 가르강튀아나 팡타그뤼엘, 파뉘르주, 수도사 장
과 같은 개별화된 인물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고대 신화나 서사시의 ‘영웅’이
나 ‘위인’이 아니라 가장 비속하고 비천하며 어리석은 형상을 취한다. 심지어
그들은 인간의 통상적 관념으로 환원되지 않는 비-인간적 양태들을 통해 묘
사되어 있다.8) 인간의 성격과 행위, 사고와 행동을 규정짓는 근대문학의 원
칙들은 이들 앞에 무력하다. 라블레의 인물들은 ‘초-인간적’ 양상들로 형상화
되며, 근대문학은 이를 인식하기 위하여 ‘우화’라는 레테르를 동원할 수밖에
없었다.9) 하지만 이런 레테르야말로 라블레의 민중이 합리성의 프리즘으로는
규정되지 않는 결정불가능한 존재임을, 즉 근대 인간학 ‘너머’의 형상임을 보
여주는 증거가 아닐까?
라블레의 민중은 근본적인 모호성, 어떤 정합적인 인식론적 틀에 의해 규
정되지 않는 탈규정성을 본성으로 갖는다. 마치 민중문화의 특징으로 거론한
그로테스크 이미지가 ‘비규범성’을 규범으로 삼듯10), 민중 역시 개념과 범주
를 끊임없이 이탈하는 원심적 운동을 통해 의미화되는 것이다. 이 점에서 민
중과 그의 문화는 데카르트적 명석판명에 따라 정의되는 완결체가 아니다.
역으로 그것은 자체 완결성을 주장하는 ‘공식적 문화’에 대항하고 탈주하는,
‘비공식성’을 본령으로 삼는다.11) 여기서 비공식성이란 완료되지 않는 변형의
차원, 이행과 전화의 과정이 보다 근원적인 지위에 있음을 가리킨다. 이런
8) 출생부터 한 끼 식사로 수백 마리의 소와 돼지를 먹어치우던 팡타그뤼엘, 오줌을
싸서 홍수를 일으켜 적병을 몰살시킨 가르강튀아, 투르크인들에게 산 채로 꼬챙이
에 꿰어 구워지지만 끝내 기사회생하는 불멸의 파뉘르주, 이들의 형상은 ‘인간의
언어’로 말해질 뿐 실상 초인, 혹은 비-인간에 다름 아니다. 이들의 반( )영웅적
이미지는 비단 고전문학의 영웅상에 대립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곳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최진석(2013) ｢또 다른 세계를 상상하라!｣, 너는 네가 되어야
한다, 수유너머R, 서울: 너머학교, 49-85쪽.
9) 베르당-루이 쏘니에(1984) 르네상스 프랑스 문학, 강인옥 옮김, 서울: 탐구당, 105
쪽. 라블레를 ‘우화적 풍자’로 읽는 것은 중세를 봉건적 암흑기로 상정하고 그에 대
한 비판으로 라블레의 작품들을 인식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이에 따르면 라블레 현상
이란 르네상스 휴머니즘의 발현이 되며, 여기서 전형적인 근대적 독법이 성립한다.
10) Bakhtin(1990), 63(37).
11) 비공식 문화의 역동성에 대한 단초는 이미 청년기 저작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사회적인 것으로서의 무의식이 바로 그것이다. 최진석(2014b) ｢타자-화와 주
체-화｣, 서강인문논총 40,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263-286쪽.

의미에서 민중은 역사․사회적 실증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대상화
이전의 차원, 곧 생성이라는 존재론적 지평에서 사유되어야 한다.12) 명석판
명한 대상성이란 주객이분법, 특히 인간의 주관성을 척도삼아 그에 따라 세
계와 사물의 정상성과 정당성을 판별하는 경화된 사고로서 생성의 평면을 알
지 못한다.13) 바흐친의 주장대로 중세 및 르네상스적 민중성의 원천을 되찾
고, 그로써 라블레를 다시 읽고자 한다면, 근대적 인간학의 사유 자체를 넘
어서 민중을 사유해야 할 이유는 충분할 것이다.
이 글은 라블레론에 묘파된 민중을 존재론의 평면에서 재음미하려는 시
도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웃음, 광장, 카니발이라는 민중성의 세 가지 (비인
간적) 속성을 살펴볼 것이고, 그로써 민중을 하나의 힘으로서, 생성하는 능력
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사건과 신체, 그로테스크의 문제들이 민
중-생성을 구성하는 요소들로서 함께 논의될 것이다.

2. 민중성의 세 요소 — 웃음, 광장, 카니발
한국어 번역본으로 100여 쪽에 상당하는 ｢서론｣을 제외하고도 총 7개 장
으로 구성된 라블레론은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축조된 저작이 아니다. 바흐
친은 이 책을 ‘웃음의 역사’, ‘광장의 언어’, ‘민중․축제적 이미지’, ‘향연’, ‘그
로테스크 신체’, ‘물질적․육체적 하부 이미지’, ‘라블레 시대의 현실’ 등으로
구별해서 서술하고 있으나, 각각의 장들은 서로 엇비슷한 내용들을 반복해서
다루고 있으며 사실상 분명하게 상호 변별되는 항목들로 나뉘지 않는다. 오
히려 이 책은 중세에서 르네상스로 장기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민중문화의 여
러 요소들을 서로 연동되는 차원에서 기술하고 있고, 이러한 상관성의 수원
(水源)이자 최종 집결지가 바로 ‘민중성’ 혹은 ‘민중적 원천’이라 할 수 있다.
생성(stanoblenie)은 그와 같은 민중성을 총체적인 차원에서 아우르는 주제
어다. 라블레론의 각 장들에서 제시된 민중문화의 개별 요소들은 생성의
12) 최진석(2014d) ｢생성과 그로테스크의 반( )-문화론｣, 기호학연구 39, 한국기호
학회, 181-215쪽.
13) 대상화는 표상화, 즉 재현작용을 가리킨다. 마르틴 하이데거(1995) 세계상의 시대,
이기상 옮김, 서울: 서광사를 참조하라.

거대한 운동을 향해 일관되게 작동하는 계기들이지만, 현상의 양태들, 곧 문
화적 표현의 형식들로서는 서로 구별된다.14) 다만 민중연희나 웃음문학, 광
장의 언어는 양상적으로 분별되어도 실재적으로는 하나의 흐름 속에 합쳐지
는 것이기에 민중문화의 각 요소들을 명징하게 잘라 세분화하는 것은 불가능
할뿐더러 불필요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웃음과 광장, 카니발을 민중성
의 세 가지 요소로 제시할 때조차, 그것들은 필연적으로 서로 물고물리는 연
관의 흐름 속에서만 사유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민중성의 다양한 요소
들은 생성이라는 사건적 종합을 표현하는 존재론적 일관성을 갖기 때문이다.
사건-화야말로 바흐친의 지적 이력을 시종일관 사로잡았던 주제라 본다면15),
웃음과 광장, 카니발은 사건의 동력이자 그 무대, 그리고 사건 자체를 가리
키는 다양하되, 한 가지의 동일한 이름이라 부를 수 있다.

2-1. 웃음, 광장에서 펼쳐지는 존재론적 평등과 사건화의 힘
민중은 ‘광장 위에서 웃고 있는’ 모습으로 자신을 단적으로 표현한다.16)
아마 민중에게 단 하나의 유일한 표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웃음이라 말해
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그러나 웃는 얼굴이 아니라 웃음 자체가 핵심이다.
민중은 항상 집합적으로 웃으며, 따라서 인칭적인 표정을 갖지 않는다. 다시
말해 웃음이 곧 민중 자신이며, 민중의 온전한 역량인 것이다. 그렇다면 웃
음이란 대체 무엇인가? 웃음의 효과는 어떤 것인가?
바흐친은 민중의 웃음이 함유한 ‘독특한 본성’에 주목하는데, 이는 웃음을
개인의 생리기능이나 심리작용에 제한하여 이해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즉 웃
음은 말 그대로 민중의, 집합적 신체성의 현상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웃음
14) 민중의 웃음문화의 세 가지 기본형식들이 그것들이다. Bakhtin(1990), 24(9). ‘표현
의 형식’이란 내용적 척도에 따라 사태와 사물의 ‘본질’로 회수되지 않는, 현상
고유의 실존형태, 그 양태적 특이성을 드러내기 위해 들뢰즈와 가타리가 옐름슬레
우로부터 차용한 용어이다. 이로써 현상세계의 문화적 양상들은 그 자체의 고유한
운동 및 표현의 논리를 획득하게 된다.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2000) 천의 고
원, 이진경 외 옮김, 서울: 연구공간 ‘너머’, 제4장. 바흐친에게 문화적 현실이 가
상(simulacre)이 아니라 현상성 고유의 진리를 갖는다고 할 때, 표현의 형식이란
관점은 대단히 중요한 방법적 사유가 된다.
15) 최진석(2014a) ｢행위와 사건｣, 인문논총 71:3, 서울대인문학연구원, 45-75쪽.
16) Bakhtin(1990), 23(8).

을 개인의 신진대사 및 배변, 심적 스트레스의 해소로 간주하는 것은 웃음이
갖는 우주적이고 세계감각적 차원을 감추거나 간과하는 일이 될 것이다.17)
근대의 사적 인간은 미소한 만족과 쾌락의 차원에만 웃음을 한정시켰다. 세
상살이에 찌든 사교적 웃음이나 건강과 미용에의 염려로 강제된 웃음, 혹은
부정일색의 냉소와 조소가 그것들이다. 하지만 웃음의 본래면목은 개체와 세
계, 우주를 연결하는 거대한 호흡을 가동시키는 데 있다. 라블레의 인물들이
각자 웃음을 행위해도, 그 주체이자 궁극의 대상은 항상 민중 전체로 지목되
는 이유가 그것이다. 라블레의 웃음은 고립된 영웅, 혹은 천재 작가의 단독
적 행위가 아니라, 동시대의 ‘모든’ 민중이 함께 이해하고 행위하는 전민중성
속에서 터뜨려졌다.18) 그것이 바로 웃음의 ‘독특한 본성’이다.
이렇게 우주론이자 세계감각으로서의 웃음은 언제나 개체적 단위를 넘어서
는 ‘과잉’으로 나타난다. 마치 폭우가 내려 강이 범람하고 홍수가 일어나듯,
웃음은 인간사의 제한된 울타리를 넘어서고 흘러넘치는 ‘힘’으로서 경험된다.
이러한 웃음의 힘-능력은 ‘파괴적’이지 않을 수 없다. 중세의 공식문화를 지
배하던 종교적·국가적 질서에 대해 민중의 웃음이 항상 불온하고 위협적이었
던 것도 그런 까닭에서다. 엄숙하고 진지한 권력의 표정에 나란히 희화화된
얼굴을 맞세우고 등가화시키는 것, 그로써 견고한 위계에 균열을 내서 전복
시키는 패러디 전략은 웃음의 파괴적 능력을 전면화해서 보여주고 있다.
중세 패러디의 역사, 일반적으로 말해 모든 중세 문학작품 속에서 신학
교와 대학들에서의 유흥은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유흥은 일반적으
로 축제들과 일치했다. 웃음과 농담, 물질·육체적 삶에 대해 전통적으로 용
인되었던 모든 축제적 특권들이 바로 이러한 유흥에 거의 완벽하게 전이되
고 있었던 것이다. 유흥기간 동안에는 모든 공식적인 세계관의 체계로부터,
학교의 지식과 학교의 규칙으로부터 휴식을 취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유쾌한 격하의 놀이와 농담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 허용되
었다. 특히 경건과 엄숙함의 육중한 족쇄로부터 ‘영원’, ‘부동’, ‘절대’, ‘불
변’과 같은 음울한 범주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었다. 그러한 것들은
세계의 즐겁고 자유로운 웃음의 양상들과 더불어 완결되지 않은 열린 세계,
변화와 갱신의 즐거움이 깃들인 세계와 대비되고 있었다.19)
17) Rjumina(2003) Estetika smekha. Smekh kak virtual’naja real’nost’, M.: Editorial
URSS; Karasev(1996) Filosofija smekha, M.: RGGU를 참조하라.
18) ‘광장에서 웃는 민중의 합창’이란 이미지는 바흐친이 초지일관 강조하는 민중성
의 중핵이다. Bakhtin(1990), 671(485).

해방적 놀이로서의 웃음, 그것은 일견 낭비나 방탕, 퇴폐처럼 여겨지지만
실상 정체되어 있는 현실을 움직이게 만들고 고정된 서열을 허물어뜨리는 능
동적이고 적극적인 능력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그 극적인 효과는 존재론적
평등화에서 드러난다. 현실의 문화적 관계 속에 준-자연화된 권력의 권위와
폭력은 웃음의 작용 앞에서 자신의 허위와 무력함을 폭로한다. 예컨대 팡타
그뤼엘의 제30장에서 에피스테몽은 죽음으로부터 기적적으로 ‘회생’한 후,
자신이 지옥에서 겪었던 체험을 들려준다. 그는 거기서 악마들과 ‘격의없이’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식사를 했’으며, 역사 속의 군주와 영웅, 위인들이 생전
과는 정반대로 험하고 궂은 일, ‘미천한’ 노동을 도맡아 하는 광경을 목격했
다고 장담한다. 로마의 건국자 로물루스는 소금을 팔고 있고, 키케로는 대장
간의 조수로 일하며, 아킬레우스는 염색업자, 아가멤논은 식충이, 오디세우스
는 풀베는 일꾼 등으로 허드렛일을 하며 지내더란 말이다.20) 이야기는 장장
수 페이지를 이어지며 ‘라블레적’ 입담, 우스개를 보여주는데 그 핵심은 이
우주에 영원한 것은 없으며, 만물은 영구한 변전 속에서 돌고돈다는 사상이
다. 현세에서 무소불위의 강권과 폭압을 떨치는 그 무엇도 궁극적으로 전복
의 운명을 맞을 수밖에 없다. 대관과 탈관은 반복되는 생의 진리로 선포된
다. 웃음은 이러한 변전과 전환, 이행의 근본 동력이다. 강철처럼 견고한 모
든 것에 대한 적대자이자 전복자, 해체의 화신이 웃음인 셈이다. 그러니 국
가와 교회라는 전통적 권위가 웃음을 달가워했을 리 없다.
현상적 위력이 파괴에 맞춰져 있어도, 웃음은 전적인 부정과 허무주의에
함몰되지 않는다. 웃음의 본원적인 능력은 해체 이후의 사태, 즉 새로운 종
합과 통일을 향한 구성적 차원을 향할 때 더욱 근본적인 것이 된다. 웃음은
기성의 권위와 질서를 파열시키는 동시에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세계,
현상에 가려져 있고 보이지 않던 ‘낯설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 보여준다. 아
니, 더 정확히 말해 창안해 내는 것이다. 당장 가시적으로 현존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실존하는 것이라는 명령에 맞서, 웃음은 새로운 세계가 지금-여기
서 만들어질 수 있음을 실연하는 창조행위다.21)
19) Bakhtin(1990), 140(96-97).
20) 프랑수아 라블레(2004) 가르강튀아|팡타그뤼엘, 유석호 옮김, 서울: 문학과지성
사, 453-466쪽. 탈관과 전복, 죽음과 부활의 양가성의 운동이 현행화되는 장면들
이 그것이며, 이로써 지옥은 유쾌한 경험의 장으로 묘사된다. 내세에 대한 두려움
이 소멸하는 것이다. Bakhtin(1990), 588-595(422-427).

웃음은 자신의 세계, 자신의 교회, 자신의 국가를 공식적인 세계, 공식적
인 교회, 공식적인 국가에 대항하여 세우는 것이리라. 웃음은 전례를 행하
고, 자기 신앙의 상징을 고백하며, 결혼식을 올리고, 장례식을 치르며, 묘비
명을 적고, 왕과 주교를 선출한다. 가장 사소한 중세의 패러디일지라도, 마
치 그것이 전체적이고 통일된 우스꽝스러운 세계의 일부처럼, 항상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은 특징적인 사실인 것이다.22)
중세의 패러디 작가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같이 우스꽝스러운 것이었
다. 웃음도 또한 엄숙함처럼 보편적인 것이었으며, 웃음은 세계 전체, 역사,
사회 전체, 세계관을 향하고 있었다. 이것은 모든 것에 확산되어 있었으며,
그것의 지배로부터 그 어떤 것도 빠져나갈 수 없는 세계에 관한 제2의 진
리였다. 이것은 마치 그 모든 요소들 속에 나타난 전세계의 축제적 양태이
자, 놀이와 웃음 속에 나타난 세계에 관한 제2의 계시인 것 같았다.23)
웃음의 원리를 통해 구성되는 이 모든 [...] 형식들은 완전히 이질적이고
비공식적인, 특히 교회 외적이자 국가 외적인 세계와 인간, 그리고 인간적
인 관계의 관점을 제공하고 있었다. 그 형식들은 마치 모든 공식적인 세계
저편에, 모든 중세인들이 많건 적건 참여했고 일정 기간 동안 살았던 제2의
세계와 제2의 삶을 건설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24)

이러한 세계 구성, 즉 종교와 권력의 외부에 민중의 자율적 해방구를 건설
하는 것은 하나의 단절적 사건-화이다. 기존의 기계적 공간관계, 인과적 시간
관계를 절단하고 모든 삶의 환경을 전적으로 낯설게 구성할 수 있어야 가능
한 사건적 변환인 것이다. 아마도 웃음의 폭발적 위력을 빌리지 않고는 불가
능할 이러한 삶의 전환은 웃음에 파괴와 해체의 정반대되는 힘, 즉 통일적
능력을 가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물론 이러한 통일성은 현존 문화(종교,
국가)의 파괴 이후에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민중성
자체에 선재하는 힘, 해체와 구성을 가능하게 만드는 근원적 잠재력을 전제
21) “이성적인 것이 현실적이며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이다”라는 헤겔에 맞서 바흐친
은 현실의 실정성과 이상이 불일치함을, 그러므로 항상 탈주의 가능성에 개방되어
야 함을 주장하고자 했다. ‘불일치’에 대한 욕망이야말로 생성의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본질적인 동력이다.
22) Bakhtin(1990), 146-147(101-102).
23) Bakhtin(1990), 141(97).
24) Bakhtin(1990), 26(10).

한다. 이 잠재력은 추상적·형식적 일반성이 아니라 실재적 보편성의 차원에
놓인 능력(puissance)이다.25) 그것은 ‘민중적 웃음문화의 통일된 세계’이면
서26), 분열과 생성의 ‘이중적 신체성’의 이미지에 구현된 ‘생명 과정의 연속
적이면서도 모순된 통일성’이다.27)
민중적 웃음문화의 통일성, 이는 바흐친이 평생 추구했던 이념적 물음에
대한 응답이 아니었을까? 1919년 자신의 학문적 이력의 시작점이던 ｢예술과
책임｣에서 그는 칸트적 근대, 즉 과학과 예술, 삶의 분열된 이 세계가 어떻
게 다시 통일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진 바 있다. 그
때 그가 내린 답변은 행위하는 개성을 통해 분열된 세계에 하나의 통일성을
도입하는 것이었다. 응답/책임을 경유하여 이 세계 속에 일관성을 형성해 내
는 것.28) 분명 이러한 질문과 답변의 과정에는 20세기 지성이 봉착한 절박한
위기감, 세계의 분열과 통일에 대한 문제의식이 녹아들어 있다. 하지만 여전
히 (신)칸트적 통일에의 요청으로부터 멀리 벗어나지 못했던 이런 태도는
도스토예프스키론을 거쳐 라블레론에 이르자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응답
에 도달하게 된다. 과연 어떤 차이가 여기에 응축되어 있는가?
무엇보다도, 이른바 ‘개성의 책임’이라는 초기의 모티프는 개인의 죄의식
관념과 깊이 결부되어 있었다. “책임은 죄과와도 결합되어 있다. [...] 인격은
전적인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 개성의 모든 요소들은 그저 삶의 시간적 연속
속에서 나란히 배열되는 것을 넘어서, 죄과와 책임의 통일 속에서 서로에게
속속들이 스며들어야 한다.”29) 청년 바흐친에게 통일이란 나-주체에게 ‘부과
된’ 것이다. 칸트적 의무와 당위에 의해서는 아니지만 주체는 분열을 극복하
기 위해 통일이란 과제를 떠맡아야 한다. 죄의식은 이때 통일을 견인하고 추
25) 스피노자-들뢰즈의 ‘능력(puissance)’을 통해 바흐친의 민중을 사유하는 이유는 민
중을 변형과 이행의 비인칭적인 생성-힘으로 고찰하기 때문이다. 최진석(2014c),
42-45 참조.
26) Bakhtin(1990), 98(63).
27) Bakhtin(1990), 623(448-449).
28) 보다 자세히는 최진석(2014a)와 최진석(2014b) 그리고 최진석(2012) ｢바흐친과 칸
트, 신칸트주의｣, 러시아연구 22:2, 서울대 러시아연구소, 139-160쪽 등을 참조
하라.
29) Mikhail Bakhtin(2003) “Iskusstvo i otvetstvennost’,” Sobranie sochinenij, T. 1, M.:
Izdatel’stvo russkie slovari[말의 미학, 김희숙·박종소 옮김, 서울: 길, 2006],
26(5-6).

동하는 심리적 강제로 작용하며, 책임은 그와 같은 심리적 중압을 자발성이
라는 외피로 감싸안는다. 그런 죄의식은 자연스런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역
사적으로 형성된 일종의 ‘이념적 감정’으로서 19세기 유럽의 지식인들, 특히
민중으로부터 소외된 러시아 인텔리겐치야들에게 사회적 행위를 유인하는 한
편으로 자신들의 무기력을 정당화하려 끌어들인 부정적 감정이었다.30) 그것
은 민중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감정이되, 지식인 각자가 받아들여야 할 개별
적 의식이다.
이런 죄의식, 개별적 의식은 라블레의 민중성에 이르러 극적으로 해소된
다. 고립된 내면에 갇혀 죄책감에 빠지거나 세상 전체를 적으로 삼는 소외된
자아감정은 민중의 본래적 감각이 아니다. 그것은 과잉된 자의식에 함몰된
근대적 주관주의, 인텔리겐치야의 왜곡된 자의식일 뿐이다. 그와 반대로 민중
은 이 세계가 바로 자기 자신이며, 자기가 세계 전체임을 당당히 선언하고
전유해 나간다. 민중은 세계와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이 세계의 전체성에
대해 민중 자신의 전체성으로 응답한다. 파편화된 주관성과 사적 개인, 고독
한 내면과 과잉된 자의식 및 소외감은 민중 전체로부터 탈구된 주체의 부분
적 의식에 불과하다. ‘세계 대 나’(또는 ‘타자들 대 나’)의 이분법적 자의식은
근대 낭만주의에서 특화된 감각이지 본래적인 민중성에서 연원한 것이 아니
다. 가령 낭만주의 이래 사람들은 카니발의 이미지로부터 “개인적 운명의 상
징들을 보”지만, 실상 “그 이미지 속에 드러나고 있는 것은 바로 대지와 밀
접하게 연결되고 우주의 태초가 스며들어 있는 민중의 운명”인 것이다.31)
개체보다 전체를, 개별성보다 집합성을 선차적으로 놓는 것은 결코 전자들
을 후자들을 통해 억압하거나 소거하는 게 아니다. ‘근본적인(radikal’naja) 민
중성’ 또는 ‘전민중성(vsenarodnost’)’에 대한 강조는 긍정/부정의 이분법이 아
니라 전면적이고 충일적인 긍정에 기반해서만 가장 적합한 표현이 된다. 다
시 말해 그것은 형식논리적 일반성도 아니며 헤겔식의 전일적 보편성도 아니
다. 전자는 개체를 전체보다 앞세우고 후자는 무차별적인 전체만을 중요시하
는 탓이다. 반면 바흐친에게 전민중성은 잠재성의 전체 집합을 가리킨다. 그
것은 부분과 전체가 얼마든지 상호 이행가능한 근본적인 변형가능성에 다름
30) Philip Pomper(1970) The Russian Revolutionary Intelligentsia, New York: Thomas
Crowell Company, pp. 1-8; 파이지스(2005) 나타샤 댄스, 채계병 옮김, 서울: 이
카루스미디어, 제4장.
31) Bakhtin(1990), 392(277).

아니다. 달리 말해, 민중이라는 전체는 개별화된 부분들에게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거꾸로 영향을 받아 변화될 수 있고, 실제로 이러한 변환적 상관성이
야말로 부분과 전체, 전세계성에서 본질적 관계라는 것이다. 웃음은 이러한
상호변형과 이행, 전화의 본질적인 동력원으로 작동한다. 웃음은 전체 민중에
서 발원하여 전체 민중에게 속속들이 스며들고, 이렇게 웃음의 전일성(全一
性)은 세계와 민중이 분리된 객체와 주체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유일무이한
하나의 신체로 연결되어 있음을 증명해 준다. 바흐친이 카니발의 웃음을 세계
에 대한 웃음이자 민중 자신에 대한 웃음으로 설명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카니발의 웃음은 첫째로 전민중적(이미 언급했듯이 전민중성은
카니발의 본질 자체에 속한다)이며, 모든 사람들이 웃는 ‘세계에 대한’ 웃음
이다. 둘째로 카니발의 웃음은 보편적으로서 모든 사물과 모든 사람들을 향
한 것인데(카니발에 참여한 사람들을 향한 것도 포함해서), 세계 전체는 익
살스럽게 제시되며 자신의 우스꽝스런 모습 속에서 자신의 유쾌한 상대성
속에서 이해되기도 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러한 웃음은 양가성을 지닌
다. 유쾌해하기도 하고 환호작약하기도 하며 동시에 조소하기도 하고 비웃
기도 하는데, 부정하기도 하고 동시에 긍정하기도 하며, 매장되기도 하며
부활하기도 한다. 그러한 것들이 바로 카니발적인 웃음인 것이다. [...] 이
웃음은 웃고 있는 자기자신을 향하기도 한다. 민중은 생성되고 있는 세계
총체성에서 자신을 제외시키지 않는다. 그들 역시 아직은 미완성이며, 죽음
을 맞이하고, 재탄생하며, 갱생한다. 바로 이 점이 근대의 순수하게 풍자적
이기만 한 웃음으로부터 민중·축제적 웃음을 구별해 주는 본질적 요소 중의
하나이다.32)

만약 이 세계를 살아가고 움직여가는 주체를 꼽을 수 있다면, 그것은 민중
전체이지 개별화된 주체가 아닐 것이다. 나아가 민중은 단지 주체이거나 타
자라 불릴 수 없다. 이행과 변형, 생성을 통해 민중이 표현되는 한, 민중은
타자-화와 주체-화의 양가적 운동 속에서만 자신을 현재화할 수 있다. 따라서
민중은 타자로서의 주체이자, 주체로서의 타자라는 양가적 이미지 속에서만
드러나며, 이런 모호성이야말로 힘-능력으로서의 민중을 특징짓는다. 그것이
생성의 관점이며, 이에 따를 때 민중은 차라리 비(非)인칭적이고 전(前)인칭
적인 실체로서 변환과 변이의 탈형식적 과정을 가리킨다고 할 만하다. 물론
민중이 역사의 페이지들 속에서 호명될 때, 인간의 이미지로, 인민, 계급, 대
32) Bakhtin(1990), 35-6(17).

중의 형상으로 표상되는 것 역시 틀림없는 사실이다. 핵심은 민중을 어떤 제
한되고 규정된 범주의 주체나 객체 등으로 고정시키는 것은 민중이 지닌 역
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민중의 웃음이 세계 전체와
민중 자체의 온전한 잠재성을 전면화시켜 표현하는 것은 그가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힘-능력이 될 때이다.

2-2. 광장, 카니발적 신체성의 표현공간
전체로서의 민중이 모이는 공간은 광장이다. 고립된 개인의 내면이 침잠하
는 장소인 밀실과 달리 광장은 항상 집합적 표현의 공간이자 집단적 신체성
이 출몰하는 장이다. 만일 민중이 세계와 동일한 존재성을 갖는다면, 광장은
곧 세계 자체라 말해도 좋을 것이다. 항상 열려있는 광장의 개방성은 이행과
변형가능성, 그 능력으로 충전된 민중의 잠재성을 나타낸다.
하지만 민중은 단일체(monolithic body)가 아니다. 민중이 개인(individuum)
이나 개체성(individuality)의 산술적 합산이 아니듯, 또한 마찬가지로 민중은
나뉠 수 없는 총체성(totality)도 아니다. 오히려 민중은 전일적 집합체지만 균
열없는 단일성이 아니라 분기하는 다양성과 복수성에서 존립하고, 거꾸로 다
양성과 복수성을 통해서만 전일적 집합성을 갖는다.33) 그것은 위계적으로 피
라미드처럼 구조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 곧 서열없는 혼성에 다름 아니다.
이 점에서 민중이란 개체와 개인, 개성의 복수성이며, 욕망과 무의식의 혼성
체이기도 하다.34) 따라서 민중은 ‘너’와 ‘나’, ‘우리’와 같은 인칭적 관계어를
33) “유기체는 물론 모든 생명체는 사실 분할가능한(divisable) 요소들의 집합체다. 생
명체의 어떤 층위도 분할할 수 없는 ‘개체’가 아니라 반대로 분할가능한 요소들의
집합체다. 좀더 강하게 표현한다면, 생명체의 경우 개체(individual)는 없다. 분할가
능한 것들의 집합체만이 있을 뿐이다. 이처럼 분할가능한 요소들의 집합체를 우리
에게 익숙한 개념을 약간 변형시켜 ‘중-생’이라고 불러도 좋다면(혹은 다중체
multi-dividual?), 이제 이 말은 이렇게 바꾸어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생명
체는 ‘중-생’이다.” 이진경(2006) 미-래의 맑스주의, 서울: 그린비, 354쪽. 같은
의미에서 바흐친의 민중은 곧 중-생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34) 개별화된 의식에 대비되는 집합체의 무의식, 이는 청년기의 바흐친이 동시대의
‘부르주아 과학’이던 프로이트주의에 반대하고 더 넓은 의미에서 무의식을 받아들
인 점과 같은 맥락이다. 달리 말해 바흐친에게 민중은 무의식이며, 무의식은 개별
적 의식으로 분화될 수 있는 잠재력의 총체로서 실재하는 힘이다. 최진석(2009)

통해 분절되는 동시에 그런 인칭어들을 산술적으로 합해 놓은 것 이상의 전
체성을 갖는다. 개인의 의식 너머에 있는 집단의 의식, 그것은 일종의 집합
적 무의식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담아내는 그릇으로 제시되는 것이
신체다. 여기서 신체는 개별 인간, 개별 사물들 각자의 구별되는 물리적 특
성(체적, 질량)에 한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민중의 신체는 모든 유기체들 전
체의 신체, 유적인 삶 전반을 포괄하는 우주적 신체로 확장되어 표현된다.
광장은 이러한 민중의 신체성이 온전히 펼쳐지고 접히며, 이행하고 변형되는
생성의 장으로서 지시된다.
광장이나 거리에 서 있는 민중장터의 카니발 군중은 단순한 군중이 아니
다. 이들은 자신들의 방식으로, 즉 민중의 방식으로 조직화된 전체로서의
민중이다. 이는 축제기간 동안 잠시 중지되는 사회·경제학적, 정치적 강제
조직의 모든 기존 형태들과 대립하면서, 그 바깥에 존재한다.
이러한 민중의 축제조직은 무엇보다도 구체적이고 감각적이다. 빽빽하게
모인 군중과 그 몸의 육체적 접촉까지도 일정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개인
은 자신이 집단에서 분리될 수 없는 부분임을, 민중의 거대한 신체의 한 기
관임을 느낀다. 이러한 전체 속에서, 개인의 몸은 얼마간 개별적이기를 멈
춘다. 서로서로 몸을 바꿀 수 있으며,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다(의상이나
가면으로), 동시에 민중은 자신들의 구체적이며 감각적인 물질적·신체적 통
일성과 공통성을 느낀다.35)

개인 각자로 명석판명하게 분석되지 않은 채 개별화된 의식 너머에서 존
립하는 민중은 그 양가적 집합성과 신체성으로 말미암아 일종의 괴물적 존재
로 보인다. 그것은 ‘나=나’라는 근대적 자기의식, 내면의 밀실에 갇히지 않고
광장이라는 열린 무대 위를 흘러내리고, ‘나=너=우리’를 반복왕래하며 끊임
없이 이행하여 변형됨으로써 명석판명한 법과 규범의 바깥으로 빠져나간다.
민중이 타자-화하고 주체-화하는 양가적 운동을 수행한다는 것은 이런 뜻이
다. 가시적으로 민중은 언제나 ‘나’나 ‘너’의 각자성으로 회수되지만, 그것의
비가시적 토대에서는 항상 ‘나’, ‘너’로 분별되지 않는 집합성을 본성으로 삼
는 것이다. 이탈리아 여행에서 괴테가 목격했던 것은 바로 이런 민중의 모
호한 괴물성, 집합적 유동성이었다. “질서도 없고 특별한 규율도 없이 혼란스
｢바흐친과 무의식, 또는 사회적인 것에 관하여｣,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32, 한
국러시아문학회, 278-80쪽.
35) Bakhtin(1990), 396-7(280-1).

럽게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을 평소에 익히 보아왔기 때문에 수많은 머리와
가슴을 지니고 흔들거리며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는 이 괴물같은 존재는 자신
이 하나의 고상한 형체로 통일되고 하나의 단위로 설정되어 ‘통일한’ 정신으
로 살아 움직이는 ‘통일한’ 형상으로서 하나의 집단으로 결합되고 고착화되
었음을 발견한 것이다.”36) 양가적 운동이 본성인 한, 민중의 ‘통일된’ 정신과
형상이 단일체적 총체성과 다르다는 것을, 심지어 대립적이란 것을 깨닫기는
어렵지 않다.
광장에 놓인 것은 근대적 의미에서의 민중적 정신이나 의식이 아니라 다
만 그의 신체다. 무의식적 질료덩어리이자 비인간적 실체로서의 민중-신체가
그것. 이와 같은 신체의 유물론에서 민중은 자아와 타자의 구별이 지워지고,
매 순간 변이와 전환, 즉 생성을 통해 새로 태어나는 존재로 언명된다. 이
과정은 도덕이나 진리의 초월적 근거에 의거하지 않는, 순전히 이 세계의 규
칙에만 의지하는데 그것은 ‘자기자신과, 모든 주어진 상황과 일치하지 않으
려는’ 욕망의 운동에 다름 아니다.37) 두말 할 나위 없이, 이 욕망은 인간학적
분절 이전의 존재론적 운동에 토대를 두고 있다. 즉 민중의 욕망이란 세계의
욕망이며 우주의 욕망, 어떤 결여에 의해 유인되지 않고 순수하게 자기변형
과 이행의 힘에 추동되는 생성에 대한 욕망인 셈이다. 이러한 욕망의 전일성
은 당연히 공식문화의 범주로는 인지할 수 없는 차원에 놓여있다.
통일되었으나 비공식적인 세계상. 그것의 어조(웃음)처럼, 그 내용(물질
적·신체적 하부)도 비공식적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태어나서, 죽고, 스스로
출산하고, 그리고 먹히고 먹는 것들과 세계의 유쾌한 질료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나 결국은 항상 성장하고, 증식하고 점점 좋아지고, 점점 풍요로
워지는 것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이 유쾌한 질료는 양가적이다. 이
것은 무덤이며, 출산하는 모태이고, 사라져가는 과거이며, 찾아오고 있는 미
래이다. 이것은 생성 그 자체인 것이다.38)

36) Bakhtin(1990), 397(281).
37) 이는 생성하는 힘이자 비인칭·비인격적 운동으로서 소설의 욕망을 정의하는 관점
이다. 괴물성의 존재론, 다시 말해 바흐친의 소설론은 생성의 관점에서 민중론과
일의적이다. 미하일 바흐친(1988)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전승희 외 옮김, 서울:
창작과비평사, 57쪽.
38) Bakhtin(1990), 304(215).

생성의 급진성(radicality)은 그것이 문화세계의 가장 하부에서 움직이는 힘
이라는 데 있다. 정교하게 형식화되고 세련되게 가공된 표상들, 곧 법과 제
도, 도덕적 규범과 미적 대상 등은 이렇게 하부에서 관류하는 흐름을 읽어낼
수 없다. 공식적 문화의 장에 포착되는 것은 개별화되고 특정화되어 있기에
통제할 수 있는 (인간을 포함한) 대상적 사물들이다. 이러한 근대적 체계에서
주체도 아니고 타자도 아닌 영구적 변형의 상태, 항상 타자의 자리를 향하도
록 정향된 힘과 욕망 따위는 존재하지조차 않는 것이 된다. 라블레 시대의
민중, 중세-르네상스의 민중이 근대적 사회·문화적 틀로 포착되지 않았던 것
은 민중이 그렇게 유동하는 흐름의 존재로서 실존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고체가 아닌 액체이고, 명사가 아닌 동사로서 유동하는 존재가 민중이 아닌
가? 명료한 정체성과 규정성을 자꾸만 벗어나고, 이탈하며 흩어져 버리는 양
태로서 민중이란 대체 어떤 존재인가? 민중의 양가성이란 어떤 것인가?
광장의 언어는 두 개의 얼굴을 갖고 있는 야누스이다. 광장의 예찬은 이
미 말한 바와 같이 아이러니적이며 양가적이다. 예찬은 욕설과의 경계에 위
치하고 있다. 예찬은 욕설을 잉태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 둘 사이에 명확한
경계선을 그을 수 없고, 어디에서 한쪽이 시작하고 어디에서 다른 한쪽이
끝나는가를 가리킬 수 없다. [...] 결국 그로테스크적 광장의 말투(특히 가장
오래된 층위에서)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밤에서 아침으로, 겨울에서 봄으로,
낡은 것에서 새 것으로, 죽음에서 탄생으로 옮겨가는 상태에 있는, 완료하
지 않고 변형의 상태에 있는 세계이거나 이러한 세계의 모든 현상인 것이
다. [...] 이 양가성은 예찬에서 욕설로, 또는 그 반대로의 이행에 있어서 유
기적이며 직접적인 성격을 규정하며, 이러한 예찬이나 욕설의 수신자가 불
확정적이라는 잘 알려진 ‘미(未)준비성’을 또한 규정한다. [...] 이러한 현상
의 밑바탕에는 영원히 완성되지 않은 채, 죽어가면서 동시에 탄생하는 두
개의 신체를 가진 세계라는 관념이 자리잡고 있다.39)

근대의 ‘순수한’ 풍자가 상대에 대한 비하와 절하, 죽음에의 의지로 점철되
어 있다면, 중세-르네상스 민중의 욕설은 ‘죽이는 동시에 살리고’ ‘살리는 동시
에 죽이는’ 철저한 양가적 운동으로 충만해 있다. 문제는 이러한 양가성이 의
미상으로 볼 때 그렇다는 식의 절충주의가 아니라는 데 있다. 의미적 양가성
을 따지는 것은 말의 외연과 내포를 구별하고 그 두 층위 사이의 일치를 따지
려는 근대적 언어관에 불과할 것이다. 바흐친이 지적하는 것은 중세-르네상스
39) Bakhtin(1990), 257-8(182-3).

의 언어인식이 본래적으로 이중성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며, 이는 말이 본래적
으로 양가적 가치를 가지며 그것이 말이라는 신체의 본성을 구성한다는 사실
이다. 말을 언어학적으로 분석되는 기표, 기의와 변별되는 기호로 이해하는 것
은 지극히 근대적인 언어관일 뿐이다. 또한 언어에 특정한 (민족·국가 등의)
선험적 가치를 채워넣는 것 역시 라블레의 언어와 동일하지 않다.40) 문제는
말의 신체, 근본적으로 양가적 가치의 유동으로 작동하는 언어의 신체성에 있
다. 다소 순환적으로 들리지만 말의 신체성이란, 웃음과 마찬가지로 양가성에
의해 추동되는 사멸과 부활, 격하와 예찬의 실재적이고 실체적인 운동을 가리
킨다. 여기서 무엇이 보다 근본적인가?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 가운데 어떤
쪽이 더욱 본질적인가?
광장의 언어는 양가적이고 거기에는 웃음과 아이러니가 울려퍼진다. 광
장의 언어는 언제나 그것의 반대편을 가리키려는, 즉 욕설과 저주로 돌아서
려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이들은 또한 격하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
며, 세계를 물질화하고 육체화한다. 이들은 본질적으로 양가적인 물질·육체
적 하부와 결합되어 있다. 그러나 음식, 완치, 부활, 생식력, 풍요 등과 같은
이러한 하부의 긍정적인 ‘극’이 그것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41)

물의 원리가 그러하듯, 이 세계의 모든 사물은 제 아무리 높은 곳에 있더라
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아래로 떨어지고 분해되어 흐르게 마련이다. 그렇게
멈추고 고여있는 것, 정체된 것을 다시 움직이도록 추동하는 힘이 바로 ‘물질
적·육체적 하부’의 견인력이고, 웃음이자 광장의 욕설인 것이다. 따라서 ‘하부
의 부정적인 극’42)은 동시에 ‘하부의 긍정적인 극’이 된다. 긍정과 부정은 한
꺼번에 뒤섞이고 명확한 정체성과 의미를 상실하지만, 양가적 층위를 획득함으
로써 생성이라는 거대한 운동에 참여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광장의 언어, 양
가성으로 충전된 말은 기성의 문화적 현실을 파열시켜 새로운 집합성으로서의
40) 전자는 소쉬르에 의해 체계화된 구조주의적 언어학이고 후자는 18세기 낭만주의
이래 정립된 실체주의적 언어관이다. 바흐친은 마르크스주의와 언어철학(1929)
에서 이 두 가지 언어학설을 모두 부적절한 것으로 비판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말은 그 자체의 생명력을 갖고 가치의 변형을 추구하는 자생적 삶을 살아가는 힘
이다. 따라서 언어는 그것이 작동하는 화용론적 차원에 의해 분석되어야 한다.
41) Bakhtin(1990), 291(206).
42) Bakhtin(1990), 291-2(206).

민중을 창설해 낸다.
언어적 의사소통 속에 확립되어 있는 규범을 고의적으로 위배하는 것으
로 [...] 언행(rech’) 전체를 다른 차원으로 옮겨놓고, 언어의 조건성과는 동
떨어진 측면에서 그 언행을 확립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언어의 규
범, 질서, 금지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그와 같은 언행은 마치 특수한 언어로,
즉 공식적인 언어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자체가 일종의 특수한 은어로 바
뀌는 것처럼 보인다. 바로 이 때문에 그와 같은 언행은 특수한 집단 ― 거
리낌없는 교제를 위한 집단, 언행이 솔직하고 자유분방한 집단 ― 을 만들
어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집단은 본질적으로 광장의 군중인데, 특히 축제,
정기시장, 카니발의 군중이라고 할 수 있다.43)

실상 이것은 현실의 세계에서 시공간의 인과율을 벗어나는 이탈이며, 가능
성으로부터 불가능성의 차원으로 도약하는 분기점을 가리킨다. 카니발적 광
장의 말의 힘은 현실의 위계와 제한을 파기하여 본래의 생성적 차원을 되돌
리고, 그로써 웃음의 통일적 세계를 회복하여 새로운 현실을 구성해 낸다.
이와 같은 언어적 요소를 사용할 수 있는 카니발적 가능성들은, 바로 축제
적인 광장에서 사람들 사이의 모든 위계적 장벽들이 제거되고, 그들 사이에
거리낌 없는 현실적 접촉이 이루어지는 조건 속에서 완전하게 전개된다. 이곳
에서 그들은 통일적인 웃음의 세계상을 잘 이해하고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44)

이렇게 새로이 구성된 현실, 그것의 역동적 풍경은 그러나 근대인의 눈에
는 낯설고 기이한 것, 때로는 끔찍하고 두려운 광경으로 비치는 것이다. 기
존의 익숙한 세계는 명석판명하게 구별되고 이름붙일 수 있는 질서를 이루었
던 반면, 카니발적으로 (재)구성된 세계는 변형과 이행의 과정을 통과하며 명
명불가능한 차원을 열어보이는 까닭이다. 카니발적 신체란 미완성과 비종결
의 과정에 있는 질료적 흐름 자체에 다름 아니다. 그로테스크 리얼리즘은 이
와 같이 카니발화된 세계상을 가리키며, 형식화된 문화세계를 탈구시킴으로
써 비정형과 비규범, 탈개체적 실재성 자체를 전시해 준다.

43) Bakhtin(1990), 292(207).
44) Bakhtin(1990), 293(207).

그로테스크는 신체에서 기어나오고, 밀려나오고, 솟아나오는 모든 것, 신
체적 경계들을 넘어서려 애쓰는 모든 것들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 그
로테스크한 신체는 우리가 여러 번 강조한 바와 같이 생성하는 신체이다.
이러한 신체는 결코 완성되거나 종결되지 않는다. 이 신체는 언제나 세워지
고, 만들어지며, 스스로 다른 신체를 세우고 만든다. 게다가 이러한 신체는
세계를 삼키고 스스로 세계에게 삼켜 먹힌다(사육제에 가르강튀아가 태어나
는 에피소드의 그로테스크 이미지를 떠올려보자). 그러므로 그로테스크한 신
체에서 가장 본질적인 역할은 원래 자신의 크기보다 더 커지고 개별적인 경
계들을 넘어서며 새로운(두 번째의) 몸을 수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들이 하
게 된다. 예를 들면 배와 남근이 그러하다. 이들은 그로테스크한 신체의 이
미지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바로 이 때문에 이들은 탁월한 긍정적
과장, 즉 과장법에 속하게 된다. 이들은 심지어 신체에서 분리될 수도 있으
며, 독자적인 삶을 영위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신체의 나머지 부분
들을 이차적인 것으로 덮어버리기 때문이다(코도 어느 정도 몸에서 분리될
수 있다). 그로테스크한 신체에서 배와 생식기 다음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삼켜진 세상이 들어가는 입이고, 그 다음은 엉덩이이다. 실제로 이 모
든 융기된 부분과 구멍들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바로 이들 안에서 두 신
체들 사이의 경계 및 신체와 세상 사이의 경계들이 극복되며, 상호교환과
상호관심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로테스크한 신체적 삶에서 기본적
인 사건들은 육체적 드라마의 행위들이다. 즉, 먹기, 마시기, 배설(그 밖에
다른 구분으로는 발한[發汗], 코풀기, 재채기 등이 있다), 성교, 임신, 출산,
성장, 노화, 질환, 죽음, 찢기기, 조각조각 나뉘기, 다른 몸에게 먹히기 등인
것이다. 이 사건들은 신체와 세계의 경계, 새로운 신체와 낡은 신체 사이의
경계에서 생겨난다. 그리고 이 모든 육체적 드라마의 사건들 속에서 삶의
시작과 끝은 서로 밀접하게 얽히게 된다. [...] 본질적으로 그로테스크 이미
지는 그 극단의 장소에서 결코 개별적인 신체라는 것을 갖지 않는다. [...]
그로테스크한 신체는 우주적이며 보편적이다.45)

2-3. 카니발, 그로테스크한 신체의 존재-사건
신체에 대한 위와 같은 인식은 우리들에게 대단히 낯설지만, 중세와 르네
상스 시대에는 평범한 일상의 지식이었다고 바흐친은 전한다. 르네상스 이래
4세기간 신체에 관한 우리의 관념에서 어떤 변화가 벌어졌는지 설명하기 위
해서는 대단히 장구한 설명이 필요하다. 고정된 형식을 갖지 않음으로써 오
히려 천변만화하는 ‘무형식의 형식’을 근본으로 삼았던 그로테스크가 근대의
엄격하고 절제된 형식의 미학으로 탈바꿈하게 된 사연이 일종의 연구사 소개
45) Bakhtin(1990), 492-495(351-353).

로서 라블레론의 서론에 자세히 밝혀져 있다. 바흐친에 의하면 그것은 생
성하는 힘이라는 삶의 본원적 차원에 대한 축소와 왜곡의 역사라는 것이다.
이는 라블레의 작품에 대한 해석사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설명되는데, 일단
이 논의를 축으로 이야기해보도록 하자.
16세기 이래 라블레의 작품과 생애, 혹은 그의 시대에 대한 연구는 오해와
의혹으로 가득차 있었다. 17세기부터 가르강튀아나 팡타그뤼엘은 괴력난
신(怪力亂神)과 황당무계한 환상 모험담, 또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우화나 요
설(饒舌)로 받아들여졌을 뿐 삶의 진실을 담고 보여주는 작품이라 간주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의 작품들은 기껏해야 세태 풍자적 우스개로 읽히게 되었
고, 라블레는 16세기의 이인(異人) 취급을 받으며 문학사에서도 고독한 ‘섬’처
럼 기술될 따름이었다. 그가 어떤 ‘비밀스런’ 해석의 코드 없이는 읽고 이해
할 수 없는 암호문처럼 취급되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바흐친은 실상
16세기의 “동시대인들이 라블레를 이해했고 그와 친근했다”고 주장한다.46) 더
욱이 “[그의] 동시대인들은 라블레적 세계의 통일성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세계 속에 나타난 모든 요소들 사이의 본질적인 상호관계와 심오한
근친관계를 감지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요소들은 17세기에 들어와서는 이
미 이질적인 것이 되었으며, 18세기에는 서로 결코 양립할 수 없는 것이 되
어버리고 말았”다.47) 라블레가 어렵다거나 기이하다고, 유별난 별종이라는 식
으로 꼬리표를 붙이는 이른바 ‘라블레의 예외성’이란 표현은 역설적으로 라블
레의, 더 정확하게는 민중의 힘-능력이 미처 지각되지 않은 근대의 시대정황
을 증거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48)
동시대인들은 세계에 대한 라블레적인 모든 예술적·이데올로기적 총체성
과 일관성, 스타일의 통일성과 세계에 대한 단일한 관점, 통일적이고 거대
한 스타일로 일관하고 있는 그의 작품에 나타난 모든 요소들의 화성(和聲)
도 파악하고 이해하고 있었다. [...] 라블레의 동시대인들은 통일된 거대한
스타일의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49)
46) Bakhtin(1990), 106(72).
47) Bakhtin(1990), 108(73).
48) 이런 예외성의 한 가지 예는 라블레를 (프랑스) 문학사상의 특정 사조(
)에 편입
시키지 못한 채 그저 개인적 현상으로 봉인하는 데서 확인된다. 가령 라블레는 ‘인생
에 대한 사랑’이라는 표제로 독립되는 16세기의 독특한 문학현상인 셈이다. 귀스타브
랑송(1997) 랑송 불문학사 (상), 정기수 옮김, 서울: 을유문화사, 제3부 제3장.

라블레에 대한 근대인들의 몰이해는, 그의 작품의 정신성이나 예술성에 대
한 인식부족에서 기인한 게 아니라 중세에서 르네상스로 이어지는 민중성에
대한 몰각에서 연원한 것이다. 이때 민중성이란 다름 아닌 민중적 신체, 또
는 세계-신체에 대한 감각의 상실일 것이다. 이 세계는 이름붙일 수 있는 개
별적 사물들, 개체들로 나뉘어져 있지만 그것들은 궁극적으로 하나의 신체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신체의 전체성이야말로 민중문화의 통일성이라는
사실. 그것은 전일적인 이데올로기적 통합성도 아니요, 제도와 체계의 정합성
도 아니다. 오히려 이는 인식과 개념의 틀로는 확정되지 않는 우주적 신체의
통일성이기에 근대적 범주관념으로는 포착되지 않는다. 바흐친이 강조하듯,
민중의 통일성은 그로테스크한 이행의 잠재성에서 성립하는 힘의 통일성이기
때문이다. 민중(성)이 명시적 언어로 표명되지 않고 다만 ‘스타일’로서만 기
술될 수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행하고 변형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민중의 스타일이며, 만약 민중에 대한 정의가 가능하다면 바로 이러한 자기
변환의 스타일을 창조할 수 있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이 진술에 동의한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체에 대한 스피노자의 다음과
같은 영감넘치는 정의들을 이해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듯하다. “내가
이해하는 ‘개체(singular things)’는 유한하며 제한된 존재를 갖는다. 만일 많
은 개체가 모두 동시에 하나의 결과의 원인이 되게끔 한 활동으로 협동한다
면, 나는 그러한 한에서 그 모두를 하나의 개체로 여긴다.”50) 스피노자에 따
르면 ‘개체’는 무엇보다도 신체적 존재이며, 다수의 이질적인 신체들의 결합
으로 나타난다. 생물과 무생물을 막론한 모든 자연물은 각각 개체를 이루지
만, 그 개체는 또한 분리가능한 여러 개의 다른 개체들로 이루어져 있다. 예
컨대 인간의 신체는 ‘나’를 중심으로 축조된 하나의 개체로 여겨지는데, 실상
수많은 분자적 결합구조들을 가진 수백만 개의 세포들이 모인 결과가 바로
‘나’라는 자아와 그 신체의 실상인 것이다. 그런 집합체가 ‘나’의 유지와 재생
산을 위해 기능할 때, 나는 마치 분리불가능한 단일한 개체라고 표상되지만,
나의 생명활동이 끝나는 순간 이미 그런 나는 각각의 분자적 개체상태들로
흩어져버리게 되고 이전에 ‘나’라고 표상되던 단일체도 사라져 버릴 것이다.
개체는 분명 존재하지만, 어디까지나 집합체(‘중-생’)로서만 그러할 뿐이다.
49) Bakhtin(1990), 108-9(73).
50) 베네딕트 스피노자(1990) 에티카, 강영계 옮김, 서울: 서광사, 68쪽. 제2부 정의 7.

민중의 신체 역시 복수적인 것으로, 분할가능할 뿐만 아니라 합체가능한
집합체로 이해되어야 한다.51) 인간의 것이든 비인간적인 것이든 신체는 그것
이 개체로서 얼마나 현존할 수 있으며 다른 (신체적) 개체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만 신체라 불릴 수 있다.52) 그러므로 다양한 신체들의 복합
체로서 신체의 비밀을 푸는 열쇠는, 신체의 변이와 생성뿐만 아니라 신체의
결합가능성, 상호 접속능력의 해명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때 인간의 신체가
분리불가능한 단일한 전체로 표상되지 않음은 물론이다. “인간의 신체는 각
부분이 매우 복잡한, 본성이 다른 매우 많은 개체로 조직되어 있다.”53)
이런 점들로부터 그로테스크 리얼리즘이 기성의 완결된 신체적 이미지를 거
부하는 이유가 확연히 드러난다. 근대의 정전들은 완성되고 자족적인 개체성을
중시했고, 그것이 표현된 신체만을 ‘정상’의 범주에 끼워 넣었다. 근대 예술과
미학이 상정했던 ‘고전적 아름다움’, ‘조화와 균형의 미’, ‘이상적 절제’ 등은
이런 정상화된 신체의 이미지에 부여된 가치들이었다. “이러한 규범들의 관점
에서 본다면, 그로테스크 리얼리즘의 신체를 추하고 기이하며 기형적이라고 간
주하는 것은 전적으로 납득할 수 있다. 근대에 형성된 ‘미(美)에 대한 학문’의
테두리 속에 신체는 포함되지 못했던 것이다.”54) 더욱 정확히 말한다면, 신체
51) 이것이 스피노자를 좇아 들뢰즈와 가타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을 ‘기계’로 부르는
이유며, 니체와도 상관적인 관점이다. “개체(individuum)를 대신해 니체는 분할가
능한 것(dividuum)에 관해 말했다. 이는 우리의 자아가 분할가능하다는 것을 뜻하
며, 자아는 어떤 경우에도 영혼을 가진 실체인 단순한 원자로 표상되지 않는다.
니체는 말한다. “나는 이중체다. 내게는 두 번째 인격이 있다. 그리고 필시 세 번
째도 있을 것이다.” 우리들의 자아란 우리 자신이 결코 조성해 낼 수 없는 복합
적인 구조를 갖는다.” Boris Markov(2005) Chelovek, gosudarstvo i Bog v filosofii
Nitsshe, SPb.: Vladimir Dal’, p. 601.
52) “스피노자는 철학자들에게 새로운 모델, 즉 신체를 제안한다. 스피노자는 그들에
게 신체를 모델로 세울 것을 제안한다. “사람들은 신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 한 신체가 다른 신체를 ‘만날’ 때, 한 관념이 다른 관념을 만
날 때, 이 두 관계는 결합되어 보다 큰 능력을 갖는 하나의 전체를 이루든가, 아
니면 하나가 다른 하나를 해체하여 그 부분들의 결합을 파괴하게 되든가 하는 일
이 일어난다. 신체와 정신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것이야 말로 놀라운 것이다. 살아
있는 부분들의 전체는 복잡한 법칙들에 따라 결합하거나 해체된다. 따라서 원인들
의 질서는 끊임없이 자연 전체를 변용시키는, 관계들의 결합과 해체의 질서이다.”
질 들뢰즈(1999) 스피노자의 철학, 박기순 옮김, 서울: 민음사, 32-34쪽.
53) 스피노자(1990), 87.

자체가 근대 미학의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게 아니라, 조화롭고 아름답
다고 평가된 신체, 완결되고 완성된 규범화된 신체만이 그 안에 포함될 수 있
었다. 그로테스크한 신체, 즉 변형의 과정을 보여주고 성장하고 있거나 사멸해
가는 신체는 근대적 관점에서 ‘신체’라고 인정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모든 언어와 문학, 몸짓의 체계를 가득 채우고 있는 신체의 그로테스크
한 이미지들이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무한하게 퍼져있는 이 바다 속
에서, 근대의 예술, 문학, 예절바른 말이 갖고 있는 신체의 규범은 작고 한
정된 섬에 불과하다. 그리스 로마의 고대문학에서 이러한 규범이 지배적이
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유럽민족의 공식적 문학에서 이러한 규범이 우
세하게 된 것은 최근 4세기 동안의 일일 뿐이다.55)

근대의 규범으로서 ‘단일한 신체’에 대립하여56), 그로테스크 리얼리즘에서
민중의 신체는 그것이 복수적 실체로 나타나는 한, 하나의 통일된 이미지를
갖는다. 그런 실체성의 본질이 이행과 변형에 열려있음은 당연하다. 이런 관
점에서 민중과 그의 신체를 논의할 때 우리는 인간학적 관념을 필연코 벗어
나야 할 필요가 있다. 생성의 관점에서 민중을 사유할 때, 민중은 결코 인간
의 유한성에 갇힐 수 없는 거대한 힘-능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라블레론에서 거론되는 민중을 인칭적 존재 혹은 인간 유기체와
어떻게 변별할 것인가? 실제로 바흐친은 자신의 저작을 통해 꾸준히 민중을
인간학의 시선에서 바라보며, 인간적 존재로 묘사하고 있지 않은가? 그의 민
중이 기성의 정치·사회·문화적 관점을 크게 이탈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해
도, 그의 저작 깊숙이 스며든 민중에 대한 도저한 인간주의적 태도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분명 바흐친의 태도 자체에 모호한 측면이 있다.
그로테스크한 신체에는 정면도 없고, 꽉 막혀버린 표면도 없으며, 감정표
현을 위한 외양 역시 없다. 이 신체는 풍요로운 육체의 심연들이며, 생산하
고 수태하는 돌출부들이다. 이 몸은 먹어 삼키고 출산하며, 빼앗아가고 되
돌려준다.57) 풍요로운 심연들과 생산하는 돌출부들로 구성된 신체는 단 한
54) Bakhtin(1990), 62(37).
55) Bakhtin(1990), 496(354).
56) Bakhtin(1990), 499(356).
57) 민중의 신체, 그로테스크한 몸의 이미지는 정확히 들뢰즈·가타리의 기관없는 신체
와 일치하는 게 아닌가? 들뢰즈·가타리(2000)을 참조하라.

번도 세상과 명확하게 구분된 적이 없다. 이 신체는 세상과 서로 교환되고
뒤섞이며 합쳐진다. 신체 속에는(팡타그뤼엘의 입처럼) 완전히 새로운 미지
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다. 신체는 우주적인 규모를 받아들이고, 우주는
신체적 성질을 갖게 된다. 우주의 힘은 자라고 번식하고 승리하는 유쾌한
신체의 힘으로 변화한다.58)
이러한 테마의 전개과정에서 그로테스크한 신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전민중적이고, 끊임없이 성장하며 영원토록 승리하는 신체는 우주
를 자신의 고향집처럼 편안하게 느낀다. 이러한 신체는 우주 자신의 살과
피로서, 우주와 동일한 자연력과 힘을 훨씬 더 조직적으로 갖고 있다. 신체
는 우주의 가장 훌륭한 마지막 말이며, 우주를 이끄는 힘이다. 따라서 신체
는 모든 자연력을 지닌 우주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신체는 죽음도 두려워하
지 않는다. 개인의 죽음은 민중과 인류의 승리하는 삶 속에서 그저 찰나일
뿐이며, 이는 인류의 삶이 새로워지고 완성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순간이기
때문이다.59)

우주 자체, 우주의 힘과 같은 것으로 표명된 신체가 단지 인간의 몸에 국
한되지 않음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바흐친에 의하면, 인간과 그의 신체에
대한 그러한 우주론적 인식은 중세에서 르네상스로 이행하는 시기에 광범위
하게 확산되었으며, 민중의 소박한 일상적 믿음 속에 뿌리박혀 있었다. 이
이행기를 특징짓는 신체에 대한 관념은 분명 근대의 인간 이해, 신체에 대한
이해와 판이하게 다르다. 가령 피코 델라 미란돌라는 인간의 존엄성에 관하
여에서 인간은 변화를 그 본성으로 삼기에 천상의 영혼을 포함해 모든 다
른 하등한 존재자들보다 지고한 존재라 주장했던 것이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가능한 모든 삶이 다 담긴 씨앗들을 받는다. 인간
은 스스로 성장하여 열매를 맺을 씨앗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인간은 자
신 안에서 이 씨앗을 기르고 육성한다. 인간은 사물도 될 수 있고 동물도
될 수 있으며 천사가 될 수도 있고 하느님의 아들이 될 수도 있다. [...] 생
성, 수많은 씨앗과 가능성의 현존, 선택의 자유와 같은 요소들은 시간과 역
사의 변화생성이라는 수평선 위로 인간을 이끌어낸다. 인체는 그 속에서 모
든 요소들과 동식물 및 인간의 모든 자연의 왕국들을 통합한다는 점을 강
조해야겠다. 인간은 닫히고 미리 만들어진 무엇이 아니라 완성되지 않고 열
려있는 존재이다.60)
58) Bakhtin(1990), 525-526(375).
59) Bakhtin(1990), 527-528(377).

확실히 인간의 우월성, 르네상스 이래 신의 자리를 제치고 존재자 최고의
지위와 영광을 누린 인간에 대한 상찬이 바흐친의 저작에는 담겨 있다. 하지
만 그러한 인간, 즉 사물도 동물도 천사도 신의 자식도 될 수 있는 존재로서
의 인간이 과연 온전히 ‘인간’이라 불릴 수 있는 것일까? 제한없는 생성의 장
에서 변화생성하는 존재를 과연 ‘인간’이라는 레테르에 봉인하는 것이 온당한
노릇일까? 오히려 인간에 대한 이러한 과잉진술, 과장된 이미지는 초인 혹은
비인간에게 돌려져야 마땅하지 않을까?
바흐친은 항상 ‘자기 자신이 되지 않을’ 욕망에 대해 강조했다. 그것은 생성에
대한 욕망이며, 그의 소설론(‘말의 미학’)과 존재론(민중의 이미지)의 근본 구도를
이룬다. 그것은 지금-현재와 일치하지 않는, 규정된 정체성을 탈구하는 ‘다른 존
재’가 되고 싶다는 변신에 대한 욕망이자 능력에 다름 아니다. 욕망과 능력의 이
러한 일치는 생성의 실재성에 대한 전제 없이는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존재론적으로 말한다면, 생성하는 힘은 인간이라는 존재자에 선행한다. 여기서
신체는 이미 그 힘에 속한 것이지 인간이라는 표상에 속한 게 아니란 것을 이해
하기란 어렵지 않다. 존재론적 선차성은 인간 너머에, 생성 자체에 있다. 따라서
민중의 신체 혹은 민중 자체는 인간이 아니라 생성의 관점에서만 정당화되는 것
이다. 자신과의 불일치, 그것이 곧 생성이자 생성에 대한 욕망이다.
인간이 자기자신과 이렇게 일치하지 않을 필연성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완
결되지 않은 현재(그리고 결국 미래)와의 접촉영역이다. 인간에게는 실현되지 않
은 잠재력과 실현되지 않은 욕구가 항상 남아있다. 미래가 존재하며, 그리고 미
래는 불가피하게 개인과 관계를 맺고 개인 속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한 개인은 현존하는 사회적·역사적 범주들로 완전하게 구현될 수 없다. 자
신의 인간적 가능성과 욕구를 완전하게 구현할 수 있는 형식은 없으며, 그 안
에서 비극적·서사시적 주인공처럼 마지막 말에 이르는 순간까지 자신을 소진
시킬 수 있는 그런 형식은 없다. 또 맨 가장자리까지 채우면서도 동시에 가장
자리 밖으로 흘러넘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형식은 없다. 항상 실현되지 않은
인간성의 잉여분이 남아있고, 미래에 대한 요구가 남아있으므로 이 미래를 위
한 자리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존재하는 모든 의복은 항상 인간에게 너무
꼭 끼며 그래서 또한 희극적이다. 그러나 아직 구현되지 않은 인간성의 이러한
잉여분은 등장인물 속에서뿐만 아니라 작가의 관점 속에서 실현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소설에서 대하는 현실은 많은 가능한 현실들 중의 하나에 불과
하다. 그것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임의적인 것이며 그 안에 다른 가능성들을
담지하고 있다.61)
60) Bakhtin(1990), 563(403).

생성이란 무엇인가? 레오니드 핀스키의 말을 빌면, “모든 무상한 것들을 무
력하게 만드는 심오하고 절멸(絶滅)없는 삶의 기쁨”이 있다.62) 소멸되지 않는
삶의 기쁨이란 죽음과 대칭적인 삶을 넘어서는, 삶-죽음의 영원한 변전을 가
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힘에 다르지 않다. 그것은 삶-창조적인 힘이자 능력이
고, 바로 생성 그 자체일 것이다. 민중은 이러한 생성의 과정에서 드러난 변
형과 이행의 한 양상일 뿐이며, 역사와 문화라는 독특한 표정을 통해 자신을
표현한다.63) 인간이 다른 모든 존재자들에 비해 특권적인 것은 바로 인간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을 넘어서 모든 존재
를 함께 사유하고자 할 때 불현듯 인간의 얼굴을 지워지고 우리는 그 자리에
인간의 집합적 신체로서의 민중을, 그리고 생성을 그려 넣어야 할 것이다.

3. 결어: 인간 너머의 민중, 또는 생성의 사건을 위하여
우리는 지금까지 바흐친의 사유에서 민중이 어떤 존재론적 의미를 갖는지,
그것이 어떻게 인간학의 범위를 넘어서는지 고찰해 보았다. 대강을 요약해 본
다면, 민중은 생성이라는 거대한 이행적 운동의 차원에서 파악되어야 하며,
그것은 웃음이라는 동력과 광장이라는 사건적 무대, 그리고 사건 자체로서 카
니발적 신체의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민중
은 근대적 인간학의 관점으로는 미처 담아낼 수 없는 존재론적 힘-능력으로
이해될 수 있다. 생성은 이와 같은 민중적 사건의 전체를 가리키는 이름이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다음과 같은 의문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왜 바흐친은 민중에게 이 눈먼 힘을 부여하고 거기에 인간의 얼굴을 부
여했을까?” “왜 그는 그토록 완고하게 인간의 이미지를 고수하고자 했을
까?” 두 가지 답변이 준비되어 있다.
우선, 우리의 맥락과는 큰 연관을 갖지 않는 외적인 요소를 제거하자. 그
61) 바흐친(1988), 58.
62) Bakhtin(1990), 223(157).
63) 이런 점에서 민중은 네그리와 하트의 ‘다중(
, multitude)’에 대한 논의와 맞물
려 있다. 자세히는 Choi Jin Seok(2009) Problemy dinamiki kul’tury v rabotakh
M.M. Bakhtina, M.: RGGU, pp. 111-116을 참조하라.

것은 민중에 대한 바흐친의 강조가 스탈린 체제의 검열을 회피하기 위해서
채택된 것이라거나, 또는 그와 정반대로 민중을 억압하던 당대의 정치적 현
실에 대한 간접적 비판이었다는 것이다.64) 그런 지적들이 갖는 나름의 근거
들에도 불구하고, 라블레론이 갖는 존재론적 층위를 면밀히 고려해 볼 때
민중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전혀 다른 의미론적 판도 위에서 세워져야 한다.
바흐친은 언제나 역사적·문화적 시공간을 염두에 두며 자신의 관점을 전개
해 왔지만, 그것은 본질적으로 시간의 총체를 고려한 사유였다. 그것은 변화
와 진전, 또는 변형과 전환을 필연적 요소로서 포함한 이행론적 입장이며,
따라서 여하한의 특정한 시대사적 이데올로기나 정황에 고착되지 않는 관점
이다. 생성에 대한 그의 구도는 ‘주체도 목적도 없는 과정’이라 할 만하고65),
이 점에서 비인칭적이고 반인간적 특징마저 엿보이고 있다. 생성이란 어떠한
인간적 정념이나 목적에도 무관심한 힘-능력인 까닭이다. 우리가 생성을 잠
재력의 차원에서 고찰하려 할 때, 민중은 이러한 생성의 일단면, 우리-인간의
관점에서 최대한으로 이해된 생성의 얼굴이자 표정, 이름의 형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란 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달리 말해, 민중은 생성이
라는 비인칭적 사건-화의 힘과 그 표현적 능력에 붙인 ‘인간학적’ 레테르에
불과하다. 한편으로 민중은 인간의 자기 확신적인 이미지이자 유적 존재능력
를 대변하는 이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더욱 본래적인 차원에서) 민중은 비
인칭적이고 비인격적인, 전(前)인간학적 층위에서 사유되어야 할 눈먼 힘, 생
성하는 능력에 대한 명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시 바흐친의 비인간주의 존재론이 인간을 부정하고 거절하는 것
이 아니었음을 지적해둘 필요가 있다. 분명 바흐친은, 그 자신 역사와 문화
의 자장에 놓인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한 개인으로서 민중의 실존과 그 역량
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했던 것은 바흐친
의 저작에 표징된 인간학적 진술들이 아니다. 오히려 신중하게 고려하고 구
성해야 할 것은 그의 글 저변에 깔린 무의식적이고 비가시적인 층위로서 인
64) “1930-40년대에 바흐친의 라블레론는 단지 라블레와 그의 시대에 관한 책이었다
기보다, 저자가 위치한 시대 정황을 드러내는 책이기도 했다. [...] [라블레라는 역
사·문화적 연구 외에, 동시대의 현실을 꼬집었다는 점에서] 이 점이 바로 전체주의
에 저항하던 위대한 20세기의 사상가 바흐친의 공헌이다.” Igor’ Kondakov(2004)
Prostranstva zhizni sub’ekta, M.: Nauka, pp. 492-493.
65) Louis Althusser(1972) Politics and History, London: New Left Books, p. 181.

간 ‘너머’의 진실인 생성의 차원이다. 아마도 ‘심오하고 절멸없는 삶의 기쁨’
이란 생성의 차원에서 표현된 민중에 다름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66)

66) 비인간주의 존재론을 단지 라블레론에서만 특화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도 있을 수 있다. 분명 그의 다른 글들과 비교해 볼 때 이러한 비인간주의는 그
의 저술들의 ‘표면’과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초기 저술 곳곳에서, 또한 후기
의 에세이들에서 그는 ‘인격’과 ‘개성’을 새삼 강조했던 까닭이다. 하지만 글의 표
층적 의식과는 다른, 무의식의 흐름에 주의를 기울일 때 우리는 사상가의 글쓰기
‘이면’에 깔린 ‘다르고’ ‘차이나는’ 사유의 흐름을 감지하게 된다. 필자는 바흐친
사유의 무의식적 층위, 그 자신도 지각하지 못했던 의식의 이면을 탐지해야 한다
고 믿으며, 그의 사상 전반에 깔린 비인간주의의 흐름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
한다. 그것이 이 논문의 부제를 ‘라블레론에 나타난 비인간주의’가 아니라 ‘바
흐친의 비인간주의’로 정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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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ecoming, or People beyond Humanism:
Non-Humanist Ontology in Bakhtinian Thought
Choi, Jin Seok*
This article tries to explain the secret of people-image in Mikhail Bakhtin’s
Rabelais. It is very strange that Bakhtin did not give a clear explanation on
people, the main concept of his last work, Rabelais. For such reasons,
Bakhtin’s philosophical foundation seems to be built on the humanistic view
of the world. But we can find the other side of Bakhtinian thought in
Rabelais, it is a non-humanistic ontology which is based on the “Becoming.”
From this point of view, Bakhtin’s people are not similar to the conventional
image of it, because people in Rabelais’s novels Gargantua and Pantagruel
are beyond the general descriptions about human being. We can’t understand
the true meaning of the Rabelais’s people as long as we keep the position of
an antropocentricism of the Modern world. So I tried to clarify the nonhumanistic concepts on Rabelais’s people from the three sides of Becoming:
laughter, square, and carnival. Through such investigation, we can reach the
final goal that will prove the non-humanistic ontology of Rabelais’s novels.
That’s why we have to shed new light on the people-image in M. Bakhtin’s
Rabelais from a vantage point of Beco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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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khtin, Rabelais, People(Narod), Becoming, Laughter,
Square, Carnival, Non-Humanism, On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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