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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삶의 위험한 거리

The Dangerous Distance of Culture and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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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관계적 접근으로 문화와 삶의 위험한 거리의 문제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문화와 삶의 각자의 거리와
닫힌 거리를 통해 문화와 삶의 위험성의 경로와 메커니즘을 파악한다. 발견된 내용은 닫힌 문화와 닫힌 삶의 구조가 문화와 삶의

거리를 위험하게 만들고 위험한 문화와 삶을 만드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문화와 삶의 각자의 거리가 닫힌 거리로 나아가는 과정에 각자성이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울러 문화와

삶의 서로의거리가 가능성을 가져야 위험한 거리의문제가 해소가능성을 가지는것으로 확인되었다. 진정한 서로의 거리는문화

와 삶이 동시적으로 열린 조건충족성을 가질 수 있어야 되나 실제에 있어 그것이 오히려 위험한 거리를 야기하는 경로와 메커니

즘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단층위험성’이 아니라 ‘다층위험성’의 개념을 제안하였다.

또한 문화와 삶에 작용하는 위험성의 해소를 위해서는 ‘인식의 위험성의 중요성’이 발견되었다. ‘인식의 위험성’이 ‘현상의 위험

성’을 낳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아가 건강한 문화와 삶을 위해 본래적 인식이 요청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각자의 거리를

넘어서 서로의 거리로 나아가는 열린 인식이 강조되었다.

주요어 :
문화와 삶의 위험한 거리, 각자의 거리, 서로의 거리, 닫힌 거리, 열린 거리, 단층위험성, 다층위험성, 인식의 위험

성, 현상의 위험성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distance of culture and life by 'The Relation-Approach.' For this, 
We identified the path and mechanism of importance of culture and life through the concept of respective 
distance and closed distance. We found that the structure of closed culture and closed life makes the distance 
of culture and life dangerous, which is operated as the factor of making dangerous culture and life.
  This fact shows that respectiveness operates in the process of converting respective distance to closed 
distance. Also, It was confirmed that the problem of solving dangerous distance can be established in the 
condition that mutual distance of culture and life can have the possibility of accomplishment. But We found the 
fact that the distance which is regarded as the true mutual distance having the consistence of the open 
condition-accomplishment in culture and life is actually operated by making the dangerous path and mechanism. 
In this point, We suggested the concept of ‘The Multi-tier Dangerousness,’ not ‘The Single-tier Dangerousness.’  
  We also found the importance of dangerousness of perception with a view to resolving dangerousness 
operating in culture and life. The fact that ‘dangerousness of perception’ produced ‘dangerousness of 
phenomenon’ was identified. Further more, We suggested that intrinsic perception is needed so as to healthy 
culture and life. And Open perception was emphasized to go to mutual distance beyond respective distance. 

Key words : 
The Dangerous Distance of Culture and Life, Respective Distance, Mutual Distance, Closed 
Distance, Open Distance, Single-tier Dangerousness, Multi-tier Dangerousness, Dangerousness of 
Perception, Dangerousness of Phenome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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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문화와 삶의 거리는 중요하다[1-3]. 문화와 삶은 안전

한 거리 속에서 안전한 문화와 삶이 되기 때문이다. 이

러한 점에서 문화와 삶이 위험해진다는 것은 문화와 삶

의 거리가 위험해지고 있음을 말한다. 문화와 삶의 거리

가 문화와 삶의 내용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아울러

말해준다. 안전한 문화와 삶의 추구는 문화와 삶의 안전

한 거리의 추구 속에서 가능성을 갖는다. 안전한 문화와

안전한 삶을 희망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성의 접근이 되

지 못한다는 것을 일러준다. 그동안 문화[4]와 삶의 거

리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

는 안전한 문화와 안전한 삶에 관심을 보인 만큼 안전한

문화와 삶이 어떤 경로와 메커니즘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것은 문화

와 삶의 위험한 거리 속에 작용하는 그 무엇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음을 확인시켜준다. 문화와 삶의 위험성이

배증됨에 따라 문화와 삶의 각자의 길이 위험성에 노출

되게 작용하는 그 무엇을 알아내야 하는 문제와 더불어

그것이 작용하는 방향성이 잘못되었음을 알아내야 하는

문제, 그리고 각자이게 하는 것의 작용과 방향성의 오류

를 알아차리지 못한 인식의 결여의 문제에 대해서 알아

내야 하는 시대적 요청[5-7]을 함께 부여받는다. 이러한

부름에 응대하지 못할 경우 문화와 삶의 위험한 거리의

문제는 단순히 거리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험

한 문화와 삶의 문제로 전이되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문화와 삶의 거리의 중요성에 비해 이 분야의 연구는

일천하다[8-10]. 문화와 삶의 안전한 거리에 관한 연구

는 전무한 상황이며, 문화와 삶의 관계에 바탕을 두고

접근하고 있지 못하여 문화와 삶의 거리의 위험성에 관

한 근본적인 지점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문화와 삶에 대한 얕은 수준의 연구는 문화와

삶이 위험성에 노출되게 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

다. 이는 연구 방향성의 오류와 관련되어 나타난다. 문

화와 삶의 근본적인 문제에 관한 근본적 지층에서의 접

근이 절실하다. 문화와 삶의 위험성과 관련된 문제의 연

구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인식의 접근을 하지 못

할 경우 그것이 오히려 위험한 문화와 삶의 문제를 가중

시킨다는 사실이다. 위험한 문화와 삶의 문제 속에 연구

의 위험성이라는 위험한 연구의 문제가 이미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위험한 문화와 삶에 관한 연구는 위험해

지는 문화와 삶의 현상을 넘어서는 지점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위험성으로부터의 도피가능성을 열

어주게 된다. 위험한 문화와 삶에 관한 연구가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위험성의 작용을 허용하거나 묵인 방

관하여서는 곤란하다. 위험성을 해소하려고 접근하는

위험성에 관한 연구가 위험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

하다. 모든 연구의 시작이 이미 위험성의 시작임을 알아

가야 한다. 그 시작을 여는 연구는 위험성에 노출되어있

는 연구로 위험성 밖에 존재하는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

다. 그래서 모든 연구는 이미 위험성 속에서의 연구다.

위험성으로서의 연구다. 특히 모든 연구로서의 문화와

삶의 위험성에 관한 연구에 있어 위험성의 접근이 또 다

른 위험성이 될 수 있다는 연구의 유희적 위험성을 넘어

서 간절한 반성적 성찰이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것은 위험하지 않은 관점의 발견에서 가능해진다.

이상의 문제인식 속에서 본 연구는 문화와 삶의 위험

한 거리에 작용하는 경로와 메커니즘을 찾아 그것의 논

리적 해명을 시도한다. 연구의 전개는 문화와 삶의 각자

의 거리와 닫힌 거리를 지목하여 그 속에 작용하는 각자

성의 위험성, 각자의 방향성의 위험성, 각자의 인식성의

위험성을 파악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연구는

문화와 삶의 거리의 위험성에 내재한 위험성의 근원적

인 지점을 찾아가는 접근동기를 반영한다. 이를 위하여

‘스스로의 능력으로 스스로가 될 수 없다’는 필자의 관

계의 관점에 기초한 개념과 논리구성 속에서 접근한다.

‘스스로의 능력으로 스스로이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식

하지 못하는 그곳에 이미 위험성의 문제가 잉태된다는

인식이다.

Ⅱ. 문화와 삶의 각자의 거리

문화와 삶의 거리가 위험한 거리가 되는 것은 문화와

삶의 거리가 안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때이다. 그것

은 문화와 삶의 ‘각자의 거리’에서 찾아진다. 여기서는

각자의 거리의 위험성을 각자의 거리의 각자성의 위험

성, 각자의 거리의 방향성의 위험성, 각자의 거리의 인

식성의 위험성에서 접근한다.

첫째, 문화와 삶의 각자의 거리가 위험성을 갖는 것은

각자의 거리의 각자성에서 찾아진다. 문화와 삶의 각자

의 거리는 그 거리에 작용하는 각자성의 산물이다.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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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삶의 각자의 거리가 각자성의 작용성으로 생겨난다

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문화와 삶의 각자의 거리의

위험성을 해소하는 중요한 지점으로 문화와 삶의 각자

의 거리가 아니라 그 속에 작용하는 각자성의 작용성이

지목된다. 따라서 문화와 삶의 각자의 거리의 위험성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각

자의 거리이게 하는 각자성의 작용성을 볼 수 있어야 한

다. 문화와 삶의 거리에 작용하는 각자성은 문화의 각자

성과 삶의 각자성 속에서 이루어지면서 문화를 문화로

만들어 주고 삶을 삶으로 만들어 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자성의 작용으로 문화는 문화가 되지 못하고

삶은 삶이 되지 못하는 것에서 문화와 삶의 각자성의 위

험성이 도사린다.

문화의 각자성과 삶의 각자성의 작용이 문화와 삶의

각자성의 위험성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삶

을 형성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존재형성의 결여성으로서

의 문화와 삶의 각자성이 작용함으로써 문화의 각자성

과 삶의 각자성으로 발현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

서 문화와 삶의 각자의 거리에서 놓치게 되는 것은 각자

의 문화와 각자의 삶이나 문화의 각자성과 삶의 각자성

을 보아서는 문화와 삶의 각자성의 작용성을 놓치게 된

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문화와

삶의 각자의 거리에 작용하는 그 무엇의 정체를 온전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문화와 삶의 위험한 거리에 작용

하는 각자성의 작용성의 경로와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화와 삶을 위험에 빠뜨리는 문화와 삶

의 각자의 거리에 작용하는 각자성을 찾는다 해도 그것

이 진정한 각자성이 아니라는 것에서 진정한 각자성의

작용성의 경로와 메커니즘의 발견이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 문화와 삶의 각자의 거리가 위험성을 갖는 것은

각자의 거리의 방향성에서 찾아진다. 문화와 삶의 각자

의 거리는 그 거리에 작용하는 방향성의 산물이다. 문화

와 삶의 각자의 거리가 각자의 방향성의 작용성으로 생

겨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문화와 삶의 각자의 거

리의 위험성을 해소하는 중요한 지점으로 문화와 삶의

각자의 거리가 아니라 그 속에 작용하는 방향성의 작용

성이 지목된다. 따라서 문화와 삶의 각자의 거리의 위험

성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거리를 보는 것이 아니

라 각자의 거리이게 하는 방향성의 작용성을 볼 수 있어

야 한다. 문화와 삶의 거리에 작용하는 방향성은 문화의

방향성과 삶의 방향성 속에서 이루어지면서 문화를 문

화로 만들어 주고 삶을 삶으로 만들어 주는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방향성의 작용으로 문화는 문화가 되지 못하

고 삶은 삶이 되지 못하는 것에서 문화와 삶의 방향성의

위험성이 도사린다.

문화의 각자의 방향성과 삶의 각자의 방향성의 작용

이 문화와 삶의 방향성의 위험성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

니라 문화와 삶을 형성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존재형성

의 결여성으로서의 문화와 삶의 각자의 방향성이 작용

함으로써 문화의 각자의 방향성과 삶의 각자의 방향성

으로 발현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문화와 삶의

각자의 거리에서 놓치게 되는 것은 각자의 방향의 문화

와 각자의 방향의 삶이나 문화의 각자의 방향성과 삶의

각자의 방향성을 보아서는 문화와 삶의 방향성의 작용

성을 놓치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

는 것은 문화와 삶의 각자의 거리에 작용하는 그 무엇의

정체를 온전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문화와 삶의 위험

한 거리에 작용하는 방향성의 작용성의 경로와 메커니

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화와 삶을 위험에 빠

뜨리는 문화와 삶의 각자의 거리에 작용하는 각자의 방

향성을 찾는다 해도 각자의 방향성은 이미 진정한 방향

성이 아니라는 것에서 진정한 방향성의 작용성의 경로

와 메커니즘의 발견이 어렵다는 점이다.

셋째, 문화와 삶의 각자의 거리가 위험성을 갖는 것은

각자의 거리의 각자의 인식성에서 찾아진다. 문화와 삶

의 각자의 거리는 그 거리에 작용하는 인식성의 산물이

다. 문화와 삶의 각자의 거리가 각자의 인식성의 작용성

으로 생겨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문화와 삶의 각

자의 거리의 위험성을 해소하는 중요한 지점으로 문화

와 삶의 각자의 거리가 아니라 그 속에 작용하는 각자의

인식성의 작용성이 지목된다. 따라서 문화와 삶의 각자

의 거리의 위험성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거리이게 하는 각자의 인식성

의 작용성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문화와 삶의 거리에 작

용하는 각자의 인식성은 문화의 각자의 인식성과 삶의

각자의 인식성 속에서 이루어지면서 문화를 문화로 만

들어 주고 삶을 삶으로 만들어 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

러나 각자의 인식성의 작용으로 문화는 문화가 되지 못

하고 삶은 삶이 되지 못하는 것에서 문화와 삶의 각자의

인식성의 위험성이 도사린다.

문화의 각자의 인식성과 삶의 각자의 인식성의 작용

이 문화와 삶의 각자의 인식성의 위험성으로 드러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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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문화와 삶을 형성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존

재형성의 결여성으로서의 문화와 삶의 각자의 인식성이

작용함으로써 문화의 각자의 인식성과 삶의 각자의 인

식성으로 발현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문화와

삶의 각자의 거리에서 놓치게 되는 것은 각자의 인식의

문화와 각자의 인식의 삶이나 문화의 각자의 인식성과

삶의 각자의 인식성을 보아서는 문화와 삶의 각자의 인

식성의 작용성을 놓치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중요

한 의미를 갖는 것은 문화와 삶의 각자의 거리에 작용하

는 그 무엇의 정체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문화와 삶

의 위험한 거리에 작용하는 각자의 인식성의 작용성의

경로와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화와 삶

을 위험에 빠뜨리는 문화와 삶의 각자의 거리에 작용하

는 각자의 인식성을 찾는다 해도 각자의 인식성은 진정

한 인식성이 아니라는 것에서 진정한 인식성의 작용성

의 경로와 메커니즘의 발견이 어렵다는 점이다.

문화와 삶의 각자의 거리에서 위험성의 문제가 해소

되기 어려운 것은 각자성이 문화와 삶의 방향성과 인식

성에 계속 작용성을 가지는 것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는 문화와 삶의 거리가 안전한 거리가 되기 어렵다. 안

전한 거리를 갖기 위해서는 각자성의 작용성이 성격변

화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각자성이 우선 ‘각자의 각자

성’이 아니라 ‘서로의 각자성’이 될 수 있는 계기성의 조

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것은 ‘닫힌 각자성’의 성격에서

‘열린 각자성’의 성격으로의 변환가능성을 내포한다. 각

자의 각자성을 넘어서 서로의 각자성으로 나아가는 열

린 각자성의 계기적 가능성이 자리할 수 있어야 한다.

진정한 서로성으로 나아가는 길목에 서로의 각자성이

작용성을 가질 수 있어야 진정한 방향성과 진정한 인식

성의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

Ⅲ. 문화와 삶의 닫힌 거리

문화와 삶의 각자의 거리는 문화와 삶의 닫힌 거리를

낳는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있다. 각자의 거리에 작용하

는 각자성으로 인하여 문화와 삶의 거리를 닫아가 마침

내 문화와 삶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 문화와 삶의 거리

가 닫힌 거리가 되지 않는다면 문화와 삶의 각자의 거리

가 위험한 수준으로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

한다. 그래서 문화와 삶에 작용하는 각자성을 인식하지

못할뿐더러 각자성의 위험성을 역시 알지 못한다. 오히

려 문화와 삶의 닫힌 거리가 문화와 삶의 각자의 방향성

인 것으로 오인한다. ‘닫힌 인식’의 작용으로 각자의 인

식성이 각자성의 작용성 속에 자리하기 때문이다. 열린

인식의 가능성은 그것이 문화와 삶의 닫힌 거리를 인식

할 수 있을 때이다. 닫힌 거리의 위험성이 인식가능해

질 때 각자성의 작용성에 의한 각자의 인식성이 닫힌 인

식의 위험성임을 인식하는 계기성을 가지게 된다.

문화와 삶의 각자의 거리가 닫힌 거리로 나아가지 않

게 하기 위해서는 문화와 삶이 서로를 낯설어 해서는 안

된다. 서로를 낯설어하지 않을 때 비로소 닫힌 거리의

닫힌 각자성이 열린 거리로의 열린 각자성으로 나아가

게 된다. 이때 열린 인식의 계기성이 수반된다. 그러나

여전히 각자성의 작용성으로 낯설어하는 것이 문제다.

각자성의 작용성이 서로를 미워하게 하면서 낯설어하게

한다. 그 결과 서로는 서로를 인식하지 못한다. 서로를

인식하지 못하는 문화와 삶은 낯설어 하는 문화와 삶이

되면서 낯선 문화와 삶이 된다. 낯설어 하는 문화와 삶

의 인식이 작용하여 낯선 문화와 삶의 현상을 만들어낸

다. 문화와 삶의 각자의 거리의 각자성의 작용성이 문화

와 삶의 낯설어함을 통하여 문화와 삶의 닫힌 거리의 위

험성을 만든다. 문화와 삶의 거리가 낯설어함의 조합배

열 속에서 어떤 경로와 메커니즘을 통하여 닫힌 거리로

나아가는지를 낯설어함의 네 가지 조합관계를 통하여

찾는다. 낯선 문화와 삶이 되는 문화와 삶의 낯설어함은

문화가 삶에 대해 낯설어함과 삶이 문화에 대해 낯설어

함을 동시에 포괄한다. 문화가 삶에 대해 낯설어하나 삶

이 문화에 대해 낯설어하지 않는 경우, 문화가 삶에 대

해 낯설어하지 않으나 삶이 문화에 대해 낯설어하는 경

우, 문화가 삶에 대해 낯설어하며 동시에 삶이 문화에

대해 낯설어하는 경우, 문화가 삶에 대해 낯설어하지 않

으며 동시에 삶이 문화에 대해 낯설어하지 않는 경우가

그것이다.

첫째, 문화가 삶에 대해 낯설어하나 삶이 문화에 대해

낯설어하지 않는 경우이다. 문화가 삶에 대해 낯설어하

는 것은 문화가 삶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

을 반영하며, 삶이 문화에 대해 낯설어하지 않는 것은

삶이 문화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화에 있어서는 낯선 삶이나 삶에 있어서는 낯익은 문

화의 조합이다. ‘낯선 삶-낯익은 문화 조합’은 문화는 삶

과의 관계에서 ‘닫힌 문화’의 모습을 보이며, 삶은 문화

와의 관계에서 ‘열린 삶’의 모습을 보인다. ‘닫힌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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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삶의 조합’에서는 문화와 삶이 ‘서로성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한계를 갖는다. 문화와 삶의 서로성의

조건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문화와 삶이 ‘열린 관계’에

놓일 수 있어야 한다. 문화와 삶의 열린 관계가 요청되

는 것은 서로성에 기초하는 열린 관계 하에서만 ‘온전한

관계성’이 작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의미가 생산될

수 있다. 그러나 닫힌 문화-열린 삶의 조합하에서는 문

화가 닫혀 있어 열린 관계에 놓이지 못해 관계성의 작용

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 결과 의미가 생산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문화가 삶에 대한 인식이 닫혀 있는 상황에서는 ‘삶

없는 문화’가 되어 문화의 방향성이 자기필요성으로 경

도되게 한다. 각자성이 작용하면서 각자의 방향성이 올

바른 방향성인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문화

의 방향성이 ‘삶의 방향성’으로의 ‘열린 방향성’이 되지

못하고 문화의 자기필요성에 국한되는 ‘문화의 방향성’

으로의 ‘닫힌 방향성’이 된다. 그 결과 문화의 각자의 방

향성은 위험한 방향성이 되어 문화와 삶의 각자의 거리

를 위험한 거리로 만들면서 문화와 삶의 거리를 닫아간

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문화 있는 삶’이 작용을 하나 서

로성의 동시성의 조건충족성이 생기지 않아 낯선 문화

와 낯익은 삶의 조합은 서로성에 바탕을 둔 온전한 관계

성이 작용하는 것에 실패하게 된다. 각자성 작용성의 인

식의 위험성이 방향성의 위험성 속에서 문화와 삶의 위

험성을 만들어 가는 경로와 그 메커니즘을 보여준다.

둘째, 문화가 삶에 대해 낯설어하지 않으나 삶이 문화

에 대해 낯설어하는 경우이다. 문화가 삶에 대해 낯설어

하지 않는 것은 문화가 삶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며, 삶이 문화에 대해 낯설어하는 것은 삶이

문화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화에 있어서는 낯익은 삶이나 삶에 있어서는 낯선 문

화의 조합이다. 그러나 낯익은 삶-낯선 문화의 조합은

낯선 삶-낯익은 문화의 조합과 마찬가지로 의미생산에

필요로 하는 문화와 삶의 관계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의미생산에 실패하는 조합이다. 문화와 삶이 의

미를 생산할 수 있는 관계성으로서의 온전한 관계성은

문화와 삶의 ‘서로성의 조건’이 충족될 때 가능해진다.

문화와 삶이 서로성의 조건을 갖기 위해서는 문화와 삶

이 서로의 의미로 동시적으로 열려있어야 된다. 낯익은

삶-낯선 문화 조합에 있어서는 문화는 열려있으나 삶이

닫혀 있어 결과적으로 ‘삶이 없는 문화’가 된다. 문화는

있으나 삶이 없는 문화는 ‘삶의 문화’가 되지 못하고 ‘문

화의 문화’가 된다. 문화의 문화는 결국 의미생산에 실

패하는 문화로 문화가 되지 못한다.

삶의 문화가 되지 못하고 문화의 문화가 되는 경로와

그 메커니즘은 각자성의 작용성이 각자의 인식성을 통

하여 자기필요성의 각자의 방향성 속에서 문화의 자기

목적성을 가지게 함으로써 문화의 문화라는 닫힌 문화

에서의 닫힌 거리의 위험성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확인

된다. 이러한 점에서 문화의 문화는 삶을 낯설어하지 않

으면서 문화의 자기필요성을 추구하는 문화의 성격을

가져 진정한 삶의 문화의 가능성을 가지기가 더욱 어렵

다. 문화가 삶을 낯설어하는 문화의 경우 삶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면 문화의 문화를 쉽게 벗어날 수 있으나 삶

을 낯익어 하는 문화의 문화의 경우는 문화의 문화로서

닫힌 문화로 나아가나 그것이 열린 문화의 착각 속에서

삶의 문화로 오인되기 때문이다.

셋째, 문화가 삶에 대해 낯설어하며 동시에 삶이 문화

에 대해 낯설어하는 경우이다. 문화가 삶에 대해 낯설어

하는 것은 문화가 삶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영하며, 동시에 삶이 문화에 대해 낯설어하는 것

은 삶이 문화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

여준다. 문화와 삶에 있어 낯선 삶인 동시에 낯선 문화

의 조합이다. 낯선 삶-낯선 문화의 조합은 의미생산의

가능성이 제일 낮은 경우의 조합이다. 문화와 삶 모두에

있어 닫힌 문화와 닫힌 삶의 구조를 띠므로 관계성이 촉

발될 수 있는 계기적 가능성이 가장 낮기 때문이다. 이

러한 상황에서는 문화와 삶의 거리가 가장 강한 수준의

각자성이 작용함으로써 가장 위험한 문화와 삶의 거리

를 통해 가장 위험한 문화와 삶의 국면을 만들어 가게

된다. 문화와 삶의 거리의 조합이 닫힌 문화-열린 삶이

나 열린 문화-닫힌 삶의 경우는 그나마 약한 수준의 닫

힌 문화와 닫힌 삶의 구조를 띠고 있어 결과적으로는 닫

힌 질서를 지니나 약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닫힌 문화-닫힌 삶의 조합배열 하에서는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여전히 위험한 조합이다.

문화와 삶의 거리의 위험성과 이를 통한 위험한 문화

와 삶의 문제는 바로 문화와 삶이 가장 강한 수준으로

낯설어하며 닫힌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에서 비롯된

다. 그것은 실제로는 약한 수준의 낯설어함을 일부 갖고

있는 조합의 경우도 그 약한 수준의 낯설어함이 낯익은

수준의 열린 가능성을 약하게 갖고 있기는 하나 그것이



The Dangerous Distance of Culture and Life

- 444 -

여전히 닫힌 문화-닫힌 삶의 제3의 거리와 다르지 않다

는 것에 있다. ‘닫힌 문화-열린 삶의 제1의 거리’나 ‘열린

문화-닫힌 삶의 제2의 거리’ 모두 ‘닫힌 문화-닫힌 삶의

제3의 거리’ 속에서 작용성을 가진다는 점이다. 이렇게

볼 때 제1의 거리와 제2의 거리 모두 제3의 거리를 강화

시켜줄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한다. 문화와 삶의 제1의

거리와 제2의 거리가 제3의 거리에 비해 약한 수준의 위

험성의 거리라고 인식되게 하는 것이 제3의 거리의 위

험성을 더욱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와 삶의

제1의 거리와 제2의 거리는 제3의 거리와 연동시켜 접

근해야 된다. 이것은 제1의 거리와 제2의 거리 그리고

제3의 거리가 연계되어 제1의 거리와 제2의 거리가 제3

의 거리의 위험성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

는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제1의 거리와 제2의 거리가

‘열린 문화-열린 삶의 제4의 거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

니라 제3의 거리를 더욱 위험성에 빠지게 하며 그 위험

성을 망각하게 만드는 새로운 경로와 메커니즘이라는

사실이다.

넷째, 문화가 삶에 대해 낯설어하지 않으며 동시에 삶

이 문화에 대해 낯설어하지 않는 경우이다. 문화가 삶에

대해 낯설어하지 않는 것은 문화가 삶에 대한 인식을 갖

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며, 동시에 삶이 문화에 대해 낯

설어하지 않는 것은 삶이 문화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다

는 것을 보여준다. 문화와 삶에 있어 낯익은 삶인 동시

에 낯익은 문화의 조합이다. ‘낯익은 삶-낯익은 문화’의

조합은 ‘열린 문화-열린 삶’의 구조로 의미생산의 가능

성이 제일 높은 경우의 조합이다. 문화와 삶 모두에 있

어 열린 문화와 열린 삶의 구조를 띠고 있어 관계성이

촉발될 수 있는 계기적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문화와 삶의 거리가 ‘최적의 거리’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열린 가능성을 갖는

다. 서로성의 동시적 조건성의 가능성을 가장 높은 수준

으로 가지기에 그러하다. 문화와 삶이 서로를 낯설어하

지 않는 조합이 열린 문화와 열린 삶의 가능성을 높이며

‘온전한 관계성의 작용성’을 통한 ‘건강한 의미생산의 경

로이자 그 메커니즘’임을 확인시켜준다. 열린 문화와 열

린 삶의 ‘제4의 거리’는 열린 관계성을 통하여 문화와 삶

의 각자의 낯선 거리를 넘어선다. 이것은 닫힌 거리를

서로의 낯익은 거리 속에서 열린 거리로 만들어 가는 진

정한 삶의 문화와 문화의 삶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상에서 볼 때 삶이나 문화만으로는 각자성의 작용

성으로 관계성이 온전히 작용할 수 없어 의미생산에 실

패하게 된다. 서로의 문화와 서로의 삶으로서의 ‘동시성

의 조건 충족성’인 삶의 문화와 문화의 삶이 서로의 낯

익음 속에서 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문화와 삶이 서로의 낯익음 속에서 삶의 문화와 문화의

삶으로 열린 관계성을 가질 수 있어야 문화와 삶의 거리

가 위험성을 벗어날 수 있는 계기적인 지점이 열리게 된

다는 점을 확인시켜준다. 따라서 문화와 삶의 진정한 서

로성의 작용성을 기반으로 하는 서로의 방향성이 작용

하기 위해서는 서로성의 인식성이 작용할 수 있는 인식

기반이 형성되어야 한다.

Ⅳ. 결 론

문화와 삶의 거리는 그 자체의 중요성을 넘어 문화와

삶을 위험성에 미끄러지게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인식

을 요청한다. 그러나 이러한 질서가 인식의 오류로 인하

여 망가지고 있다. 문화와 삶의 위험성의 작용으로 위험

한 문화와 삶이 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위험성 해소의

실마리는 문화와 삶의 근저에 작용하는 문화와 삶의 거

리의 위험성에서 찾아진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 속에서 문화와 삶의 위험

성을 문화와 삶의 거리의 위험성으로 지목하고 그 위험

성의 경로와 메커니즘을 각자의 거리의 위험성과 닫힌

거리의 위험성 속에서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문화

와 삶의 위험한 거리는 각자의 거리를 만들며 그것을 닫

힌 거리로 만드는 기저에 각자성이 작용하며 그 각자성

의 작용성으로 각자의 방향성이 각자의 인식성의 작용

성과 연동하면서 인식의 위험성이 현상의 위험성을 낳

는 중요한 사실임이 발견되었다. 그것은 문화와 삶에 노

정 되는 위험성의 성격이 ‘단층성 위험성’이 아니라 각

자의 거리와 닫힌 거리의 복잡성 속에서 작용하는 ‘다층

성 위험성’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아울러 낯설음의 정도에 따른 문화와 삶의 각자의 거

리가 닫힌 거리로 나아가는 경로와 메커니즘을 네 가지

형태의 거리의 조합관계의 제시 속에서 밝혔다. 제1의

거리, 제2의 거리, 제3의 거리 및 제4의 거리의 상정 속

에서 닫힌 문화-열린 삶의 제1의 거리와 열린 문화-닫

힌 삶의 제2의 거리가 열린 문화-열린 삶의 조합관계인

제4의 거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닫힌 문화-닫힌 삶

의 조합인 제3의 거리로 나아간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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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은 제1의 거리와 제2의 거리의 방향성의 작용성이

제3의 거리의 위험성을 약화시키며 제4의 거리의 방향

성으로 나가는 것으로 인식되나 오히려 제3의 거리의

위험성을 강화시킨다는 주장을 하기에 이르게 하였다.

그것이 문화와 삶의 위험한 거리가 생겨나는 새로운 경

로와 메커니즘이라는 사실이다.

문화와 삶의 위험성에 관한 접근은 문화의 문화여서

는 곤란하며 삶의 문화가 필요하며 그것만으로는 진정

한 삶의 문화를 가져올 수 없어 여전히 문화와 삶의 관

계에 있어 위험성을 노정시킨다는 것으로 문화의 문화

를 넘어서는 것으로 ‘삶의 문화’와 ‘문화의 삶’의 동시적

조건충족성 속에서만이 진정한 열린 관계성의 작용성이

가능성을 가지며 그 속에서 건강한 의미의 생산이 이루

어질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문화와 삶의 문제는 진정성에 바탕을 두는 인식의 문

제와 존재의 문제가 간절한 삶의 인식과 문화의 인식 속

에서 실천가능성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 그것이 삶

으로서의 문화와 문화로서의 삶이 서로의 진정성 속에

서 진정한 의미를 생산해내는 길이다. 문화와 삶의 ‘본

래적 방향성’은 ‘본래적 인식’의 작용성 속에서 열린다는

사실을 알아 가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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