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도르노 미학얘셔 예술의 지시적 기능 

이 병 진 (시울대) 

1. 들어가는 밀 

서구의 문화와 사회 전반에 대한 비판의 맥락에서 전개된 현대예술 

에 대한 아도르노의 비판적 입장은 예술의 기원， 예술의 역사， 그리고 

예술의 현재위상에 관한 그의 역사철학적 고찰에 바탕올 둔디. 그리하 

여 사회의 야만화라는 일반적인 역사과정 속에 다른 문화현상들과 함 

께 변증법적 발전을 통하여 휩쓸려 뜰어간 자율적 예술이 지니는 문제 

점을 다루고 있는 그의 『미학이론 Asthetische Theorie~ (1970)에서 상 

론되고 있는 바， 미메시스적인 행동양식올 합리적인 행동양식으로 대 

제한 계몽의 역사를 통해 발전된 예술의 자율성이 갖는 변증법적 성격 

은 예술이 현실에서 유리된 채 절대화됨으로써 물화된 현실을 긍정하 

는 결과를 가져온 역사적 사실에서 드러난다. 그 과정은 끈대 이후 가 

속적으로 진행된 산업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심화된 예술의 ‘정신화’가 

마침내 예술의 ‘물화’로 이어진， 변중법적인 전회로 설명될 수 있다1) 

한편으로는 화해되지 못한 삶을 고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화해에 

대한 유토피아적 이념올 구현하는 데 예술의 본질이 있다고 보는 아도 

르노는 예술이 현실에 대해 갖는 관계를 ‘죽은 것에의 마메시스’와 ‘합 

리적 구성’이라는 이중적 측면에서 고찰한다. 겉보기에 대립관계에 있 

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상보적 관계에 있는 (예술에 본래적인) 미 

메시스적 충동과 (예술올 구성하는) 합리적인 계기를 통해 예술의 개 

1) 이에 대해서는 이병진아도르노의 역사철학적 예술관J ， 실린 곳.r독일 

문화~， 제75집， 서울， 한국독어독문학회， 2αX)， 313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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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올 규정하고자 시도하는 그는 현대예술이 퇴행적 미메시스와 물화된 

합리성으로 양극화되는 역사적인 현상에 직면하여， ‘반성된 미메시스’ 

와 ‘자기반성적인 합리성’을 (진정한) 예술의 본질적 요소들로 부각시 

킨다.2) 

그렇듯 현대예숲에서 지켜져야 할 내용과 형식의 원칙으로 강조되 

는， 물화된 현실에의 미메시스와 그 현실의 합리적 구성은 결국 잘못 

된 현실을 넘어서는 ‘타자 das Andere’를 지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왜 

냐하면 강조적인 의미에서의 예술작품이란 단지 기존현실의 재구성이 

나 혹은 변형올 뜻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올 넘어 지시하는 것이기 때 

문이다. 예술이 지시하는 타자는 예술이전의 타자， 예술외적인 타자， 

그리고 유토피아적인 타자를 두루 포팔하며 이들은 각각 인류의 전사 

(前史)， 사회현실， 그리고 유토피아적 세계와 관련된다.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으면서도 가능한 것이라는 이중적 규정올 

가진 타자와 관련된 예술의 지시적 성격에 관한 다음의 논의는 아도르 

노에 있어 역사적 현실 이외에 예술의 또 다른 관련점으로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 유토피아의 이념과 그 현실적 기능， 그리고 유토피아적 

화해이념의 예술에서의 현상방식 둥올 규명함으로써 그의 예술이론이 

갖는 역사철학적이고 사회비판적인 함의를 드러내는 데 주안점올 둔 

다， 

II. 티자의 개념 

예술이 타자를 지시한다는 것은 예술이 갖는 미래선취적인 기능과 

관련된다 그것은 예술이 죽은 것에의 미메시스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물화된 세계를 중복하거나 고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 

다. 왜냐하면 신화화한 합리성에 대한 미메시스적 예술의 비판은 언제 

나 합리성과 미메시스의 화해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예술에서 고발과 선취는 하나가 되어있다"(AT 130). 이러한 사실은 

2) Vg l. Th. W. Adomo, Asthetische Theorie, S. 201 f.; S. 86 f.; S. 38 f 
이하 ‘AT’로 줄여 쪽수와 함께 인용 뒤에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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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이 역사적 현실에 대해 그리고 유토피아적 이념에 대해 가지는 이 

중적 관계를 밝혀준다. 한편 유토피아적 화해의 선취는 언제나 예술의 

미메시스적 행동양식 자체가 아직 자연과 정신의 분리가 일어냐지 않 

았던 인류의 전사를 상기시킴으로써 가능하다. “미메시스의 긍기 이후 

미메시스의 기관”으로 기능한 예술은 따라서 “주체와 객체의 고착된 

대립이 일어나기 이전”의 현실에 대해 입장올 취한다(ÄT 169). 그리고 

예술에서 찾아볼 수 있는 “미머l시스적인 기억의 혼적 Erinnerungsspur 

der Mimesis"은 바로 “개별자와 타자들 사이의 분리 이후 상태의 선 

취”를 함축한다C~T 198). 이처럼 아도르노에 있어 두가지 측면을 내포 

하는 미메시스의 개념은 한편으로 주체와 객체의 분리 이전의 태고적 

계기를， 다른 한편으로 주체와 객체의 분리 이후의 유토피아적 계기를 

나타낸다. 그렇게 하여 예술에서의 “미메시스작인 잔재”는 “손상된 삶 

속에서 손상되지 않은 삶의 대리자"(AT 179)가 되는 것이다. 역사적 

현실의 고발자인 예술은 그러한 방식으로 기역의 대상인 선사시대와 

선취의 대상인 유토피아적 세계에 이중적으로 관련된다. 

예술이 선사시대와 관련되는 첫번째 경우에는 예술이 예술이전 

vorästhetisch의 요소들을 상기시키는 능력이 중요한 역할올 한다. 여 

기에 속하는 것으로는 바로 주술행위와 예배의식에서 해방된 예술의 

타자라고 볼 수 있는 미메시스적 잔재가 있다. 하지만 이제 신화적 세 

계에서 해방된 주체가 역사에서 억압받은 타자인 예술이전의 것을 상 

기하게 되는 것은 바로 현존하는 세계에 접근함으로써만 가능하다. 왜 

냐하면 그가 물화된 세계 앞에서 충격올 경험한다는 것은 태고적 시대 

에 자연의 위력이 가졌던 신화적인 마법이 이 0] 오래 전에 약화된 것 

으로 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계몽된 시대에도 여전히 사회적 세력의 

형태로 존속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반중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태고적 공포의 미메시스적 잔재로 확인되는， 물화된 현실 앞에서 경험 

하는 충격은 그 기원상 꿰뚫어볼 수 없는 사회적 힘에 대항하는 ‘계몽 

의 정신’으로 전환한다 이에 해당하는 예로 아도르노는 무엇보다 “계 

몽의 정신으로 계몽의 신화로의 퇴보"3)에 반용하는 카프카의 작품들 

올 꼽는다. “신화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굴복하게 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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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PR 341). 이와 같은 언술에서 아도르노가 예술에 중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가 밝혀지는데 그것은 바로 예술이 공포의 경험이 계몽 

적 인식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형상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 

디 하지만 그러한 변화는 엄밀히 말하면 예숨에서 미메시스적 잔재를 

‘합리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가능하다. “대상화의 시대에 

남아있는 선사시대의 공포의 형상들”로서 상기된 예술의 계몽적 계기 

는 따라서 예술이 본래 주술시대에 “분명하게 인식되지 못했던” 공포 

를 인간에게 “인식가능하게” 만들어 주려는 소망에서 생겨났다는 점에 

있다(AT 124). 그리고 이것은 다시 예술이 반성된 미메시스라는 것올 

전제한다. 

그밖에 상기되어야 할 예술이전의 요소로서 아도르노가 예술에 있 

어 유치하고 어릿광대와 같은 측면을 지적하고 있음은 홍미로운 사실 

이다. 그러한 것은 합리성올 가지고 자연 위에 군립하는 인간 역시 자 

연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의 흔적이 되는데 이를테면 어린아이들이 동 

물이나 어릿광대와 놀라우리만치 잘 통하는 사실에서 바로 인간의 개 

체발생적이고 계통발생적인 발전의 변모를 엿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 

하여 “동물적인 선사시대”에 살았던 인류의 전사를 상기시키는 유치하 

고 어릿광대와 같은 요소는 자체목적으로 되어버린 합리성에 대해 심 

판올 내리는 “예술에서의 미메시스적 잔재”로서 그 가치가 있다(ÄT 

181). 그런데 문제는 ‘자기보존적’ 합리성에 의해 억압된 인간의 ‘자연 

적 계기’4)가 바로 개인의 위기가 첨예화된 상황에서 다시 나타난다는 

3) Adomo, 안ismen， S. 337 이 하 ‘PR’로 줄여 쪽수와 함께 인용 뒤 에 표 

기‘ 
4) Vg l. Adomo/M. Horkheimer, Dialektik der Aufklärung, S. 61 f. 호프크 
하이머와 아도프노는 함께 집펼한 「계몽의 변증법』에서 서구문명의 역 

사를 자연지배의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파시즘의 

출현에서 입증되듯이， 신화의 상태로 퇴보한 계몽의 역사는 자연지배의 

내변화와 총체화로 기술된다. 자연지배의 내변화는， 오디세우스의 예에 

서 드러나듯이， 인간이 신화적인 힘을 가진 자연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수단으로 사용했던 (자기보존적) 합리성이 인간의 자연적 계기인 신체 

적이고 감성적인 욕구뜰을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됨으로써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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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다. 이에 대한 단적인 예는 베케트의 『유회의 끝』에 나오는 인 

물들의 경우처럼 원시적 존재로 퇴행한 인간의 행동양식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5) 한편 정신과 자연의 화해는 채플련의 경우에서처럼 

목표지향적인 성인의 삶에서 지켜지는 현실원칙올 초기 유년시절의 반 

웅양식인 미메시스식 행동양식으로 되돌림으로써 가능한 것으로 상상 

해 볼 수 있다 6) 그와 비슷한 경우는 카프카의 작품에서 등장하는 인 

물들에게서 혼히 나타나는， “치유력을 갖는， 농물과의 유사성 "(PR 340) 

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도르노는 “동물/바보/어릿 

광대”의 구조를 예술의 기본층의 하나로 간주한다(AT 182). 그것은 이 

제까지 정신화된 예술에 의해 억압되었으나 예를 들어 프랑스의 입체 

파나 베데킨트의 “신체예술”에서 주목받은 바 있는， 예술과 거리가 멀 

고 비천한 것으로 평하된 서커스에서 살아남은 “예술이전의 층 vor

künstlerische Schicht"올 이룬다. 그리고 그것은 예술이 경험적 세계에 

서 생겨났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한， 정신화된 예술의 모범으로 간주 

되 어 야 한다고 아도표노는 말한다(ÄT 126). 

예술이전의 혹은 예술적대적인 계기들이 현존한다는 것은 예술작품 

이 “예술외적인 사물과 상황의 표현"(AT 170)이라는 사실에 대한 하 

나의 징표가 되는데， 이는 예술이 외부현실에 대해 갖는 관계플 나타 

낸다 예술이 외부현실과 맺는 관계를 나타내는 예숨외 적 außer 

ästhetisch인 요소뜰에는 이제 예술이 그로부터 소재를 취하고 또 그와 

대결하면서 탄생한 모뜬 사회적 관계갈이 속한다. 그러한 요소들은 

“주술행위， 역사적 기록" 실 용적 목석”과 구별되지 않았던 “가장 오래 

된 예술적 형상물들"(AT 11)로부터 시작하여 역시 실용적이고 예배적 

인 목적을 수행했던 서사시와 비극을 거쳐 사회적인 소재층， 자세한 

사실과 보고들을 포함했던 19세기의 사실주의적 소설에 이른다(ÄT 

17) 이와같은 사실에서 예술은， 그 개념에 따라 볼 때， 자율성의 원칙 

에 의거하여 닫순히 이질적인 것으로 치부되어 미적인 영역에서 제외 

5) Vg l. Adomo, Noten zur Literatur, S. 300 이 하 ‘NL’로 줄여 쪽수와 함 

께 인용 뒤에 표 7] 

6) Vg l. Adomo, Ohne Leitbild. S.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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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말았던， 예술외적 타자와의 관계에서만 규정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예술은 “대자적이면서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신에 이질 

적인 것 없이는 자율성을 그르치게 된다"(AT 17). 여기서 특기할 점은 

예술의 타자로서 사회적 관계를 역으로 지시하기 때문에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용가능한 예술의 계기뜰을 아도르노가 예술에 부적 

합한 것으로 판정， 재외시키지 않는다는 사설이다. 다환 한편으로 그 

는， 미적 형상화를 경시하는 글쓰기 방식을 “껍데기 프포르타주 

Fassaden-Reportage"(NL 263)라고 흑독하게 비판하는 것과 같은 맥락 

에서， 예술작품의 사회적 내용을 작품 속에서 다루어진 소재에서 직접 

이끌어내는 읽기 방식 또한 단호히 거부한다. 예술작품에서든 조야한 

소재가 여하한 방식으로든 형식을 통해 숭화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 

지로， 이른바 예술의 고유한 형식법칙이라는 것도 그것이 소재적인 내 

용과 갖는 관계에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두번째， 예술이 유토피아적 세계와 갖는 관제에 관해 말하자면， 통상 

적인 유토피아관에 부합하게 타자는， 그것이 일차적으로 ‘비존재자 das 

Nichtseiende’를 뜻하는 한에 있어서， 현상과 다른 형태를 띠게 된다， 

그렇다고 타자가 존재자와 전혀 다른 것이 아닌 까닭은 그것이 단순히 

존재자 속에 파묻혀 있는 한 현실적인 것을 거슬러 전개되어야 할 ‘가 

능적인 것 das Mägliche’이기 때문이다. 그로써 “유토피아와 이데올로 

기의 대립”은 “유토피아와 이데올로기의 매개적 관계”로 지양되며7) 

예술에서의 유토피아는， 그릇된 존재론 안에서의 “가능성의 의식 "8)으 

로서， 비록 허구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의 가능성의 ‘형태’를 띤다 

그렇게 볼 때 아도프노에 있어서 ‘유토피아적 타자’는 동일성의 현혹적 

7) Vgl. B. Schmidt, Utopie ist keine Literaturgattung, S. 22. 슈미 트는 이 
러한 특정이 블로흐의 유토피아관에 예시적으로 나타나 있음을 지적하 

면서 “이데올로기적인 것은 단순한 비방에 그치지 않고 기능을 변환시 

키는 이데올로기비판을 통해 유토피아적 가능을 획득”하며， 중요한 것 

은 “유토피아적인 것올 밝혀내는 이데올로기바판”이라고 말한다 (Ebd. , 
S. 25 f.) 

8) Adomo. Negative DiaJektik , S. 66. 이하 ‘ND’로 줄여 쪽수와 함께 인용 

뒤에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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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아래 덮여 있거나 왜팍된 채 구제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비동일 

자 das Nichtidentische'gJ의 미적인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이 

존재하지 않았으면서도 가능한 것으로서 역사적인 현실을 유토피아의 

이념과 매개하고 있는 인식론적인 tl] 동일자의 개념과 유사하게， 타자 

의 유토피아적 개념은 ‘아직 존재하지 않은 것’(ND 153)으로， 즉 현실 

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만 동시에 유토피아적인 세계에서는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특정지어진다‘ 그렇게 규정된 것으로서 아도르노의 유 

토피아 개념은 역사룹 초월할 뿐만 아니라 사회비판적 기능 또한 넘겨 

받는 셈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기되는 물음은 예술이 가능한 것으로서 현실적 

인 것 속에 숨어있는 타자를 어떻게 하면 지사할 수 있느냐는 물음이 

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술이 물화된 현실에 미메시스적으로 접근함 

으로써 그리고 (진보적인 의식에 의해 빌려난) 예술이전의 것 내지는 

(합리적인 구성에 의해 쫓겨난) 예술외적인 것올 의식적으로 상기시킴 

으로써 ‘비예술적 ruchtästhetisch ’ 타자를 지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제 유토피아적 타자는 현실석인 것에 의해 묻혀버린 가능적인 것을 무 

의식적으로 기억시키고 또 존재자의 ‘짜임관계 Konstellation’\0)를 통해 

비존재자를 구성해냄으로써 드러난다. 이퍼한 관점에서 아도르노는 존 

재자 속에 들어있란 타자의 흔적들을 찾아가는 프루스트적인 “무의식 

적 기 억 unwilllωr1iche Erinnerung"(AT 2(0)에 표본적 인 의 11] 를 부여 

한다. 이제 프루스프가 힐깨워내고 구해내고자 하는 것은 바보 유년시 

절에는 누릴 수 있었으나 현살에 적응해야 하는 압박 속에 있는 성인 

이 된 작가에게는 사라져버련， “무제한적인 경험의 가능성”인 것이다 

9) 아도르노 철학의 기초쓸 이부는 ‘부정적 변증-법’의 핵심개념으로 인식폰 

적이고 역사철학적이고 사회 tl] 판적인 함의괄 갖는다 

10) Vg l. Adomo‘ Die Aktualität der Philosophie‘ 1973. S. :β5 이하 ’AP’ 

로 줄여 쪽수와 함께 인용 뒤에 표기 아도프노는 벤야민이 깨념닫의 

도움으로 현상의 객판석 해석인 이념들을 드 "1 내주는 짜염관계로 파악 

했던 성좌구조 Konstellation의 개념올 선용‘ 동일화하는 사유에 의해 
억압되고 왜프L된 사불의 내부에 숨어있는 비동띤자쓸 구세해내단 데 꽉 

표률 둔 그의 변증법 적 철학의 중요한 방식으로 삼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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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 673).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대예술에서 핵심적인 시간체험이면서 
동시에 소외된 세계에서의 시간올 극복하게 하는 회망과 기억이다 11) 

그렇게 현실적인 것의 의식적 경험에 거스르는 ‘무의식적 기억’올 아도 

르노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서의 유토피아 Utopie, das noch 

nicht Seiende"를 선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간주한다. 왜냐하면 현 

재의 상황에서는 더구나 그런 유토피아가 예술에 “겁게 드리워져” 있 

기 때문이라고 그는 진단한다(ÄT 2(4). 

유토피아적 타자의 형상을 만들어내기 위해 예술은 무의식적 기억 

이외에 짜임관계를 통한 구성을 훨요로 한다. 예술가가 주어진 재료를 

의식적으로 다루는 작업올 의미하는 합리적 구성은 미메시스와 더불어 

예술이 현실에 대해 갖는 관계를 특정짓는 반면， ‘짜임구성’은 예술이 

유토피아에 대해 가지는 관계를 특징짓는다. 그리고 예술이 현실에 대 

해 그리고 유토피아에 대해 갖는 이중적 관계에서 볼 때， 현실적인 것 

의 의식적 구성은 가능적인 것의 무의식적 짜임구성에 기여하는 것이 

라고 말할 수 있다. ‘미적인 짜임관계’는 예술작품이 현실에 흩어져 있 

는 요소들올 자신의 주위에 모으고 거기에서 현상하는 현실과 상이한 

형태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통해 현실적인 것 속에 숨어있거나 가리워 

진 타자를 드러내어 경험가능한 것으로 만든다. “예술작품은 오직 현 

실에서 존재하는 것을 짜임관계 속으로 집어넣음으로써만 존재자 이상 

의 것올 말하게 되는” 것이다(AT 200 f.) “존재자와 비존재자의 짜임 

관계는 예술의 유토피아적 형상이다"(AT 347). 아도르노는， 예술이 그 

러한 방식으로 현실에 유토피아의 형상올 ‘미리’ 새겨넣을 수 있는 한， 

예술이 현실을 모방하기보다는 오히려 현실이 예술올 모방해야 한다 

(AT 199 f.l고 주장함으로써 모방의 대상인 현실이 모방행위인 예숨 

에 대해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전통적인 미메시스이론12)을 뒤집어놓 

11) V gl. G. Lukács, Die Theorie des Romans, S. 11 O. 
12) 아리스토텔레스는 존재론적인 연판에서 시문화올 (현실에 포함되어 있 

는) “가능한 것”의 모방으로 정의한 반면 영향미학적인 측면에서는 시 

문화에 있어서의 “불가능한 것”을 또한 인정하였다 (V gl. Aristoteles, 
Poe디k， S. 87; S.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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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셈이다. 그는 이제 예술이 현실에서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올 가능 

한 것으로 보여준다는 이유플 들어 초기낭만주의 예숨관13)에서 주장 

된 것과 홉사하게， 예술의 허구적인 것을 현실적인 것의 자리에 놓는 

것이다. 

하지만 아도르노에 있어서 예술작품의 현설은 더 나아가 “가능적인 

것의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비존재자가 존재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AT 2(0). 이로써 아도 

르노의 유토피아관은 특이하게도 있는 그대로의 현설은 결함이 있기 

때문에 타자의 유토피아적 전망을 향하여 초월되어야 한다는 그의 역 

사철학적 요구와 맞물려 있다. 그리고 이 점에서 경험직 현실과 관계 

하는 예술의 유토피아적 이념과 현실에 빌착해 있는 사유의 유토피아 

적 차원14)은 일치한다. 아도르노는 헤겔의 변증법적 법칙 15)에 따라 예 

술과 사유를 근본적으로 ‘자가 자신을 넘어 지시’하는 것으보 파악한 

다. 한편 진정한 예숭작품의 과제가 존재자 속에 숨어있는 흔적들의 

짜임구성올 통해 비존재자로서의 유토피아의 이념을 드러내는 데 있다 

면， 그것은 다시 다릎아닌 미메시스적인 방법올 통하여 가능하다. 예술 

13) 사회적이고 정치석인 체념이 깊이 자리잡고 있을수록 그만큼 더 예술 

의 유토피아적 효용성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렇게 하여 라이프니츠와 

볼프의 계몽주의적 낙관론이 역사적 현실에 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 

되고 나서 성립된 후기 계몽주의 미학 이후의 미적인 경험에는 선취의 

계기가 특징적인 것으로 각인되었던 것이다. (VgL G. Ueding, Die 

W삶πheit lebt in der Täuschung foπ Historische Aspekte der 

Vor-Schein-Ästhetik, S. 'ð1.l 그러한 발전은 철학의 한 분야로 정립된 
바움가르텐의 미학에서 시작하여 예술올 소외되고 분열된 현설에서의 

“특수한 유토피아성”으로 그리고 “인간적인 것의 연장”으로 간주한 첼 

령과 헤겔의 1)]학에까지 이판다 (Ebd. , S. 99.l. 그 파정에서 쉴려는 하 

나의 전환점을 이루는데， 그 이유는 그가 정치석 관심에서 생겨난 사회 

적 유토피아라는 판념윤 미적인 것의 유토피아로 변환시켰기 때문이다 

(VgL ebd , S. 95 f.) 
14) VgL Adomo, Minima Moralia. Reflexionen aus dem beschädigten 

Leben, S. 334 이하 ‘MM’으로 줄여 쪽수와 함에 인용 뒤에 표기‘ 
15) V gl. G. W. F. Hegel, Wissenschaft der L앵ik 1, S. 135; S.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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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험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에서 하나의 다른 연관올 만들어내기 위 

해서는 미메시스적 방식을 사용해야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술작풍 

은 우선 경험적 세계의 개별적 요소들에 침투해 들어가， 그 요소들올 

기존 연관에서 떼어내어 다시 조합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을 ‘해석’하 

는 철학이 (AP 잃5)16) 하는 방식과 비슷하다. 그러한 작업올 통해서 경 

험적 현상과 다콘 하나의 형상이 생겨나는데， 그 형상은 바로 기존세 

계의 단일자 das Eine로부터 형성되고 구성된 타자 das Andere인 것 

이다(ÄT 462). 이처럼 유토피아적 타자가 현실적인 단일자로부터 구성 

되기 때문에， 초월성은 내재성과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현실을 

넘어서는 유토피아석 초월성은 전적으로 역사석 내재성을 통해 매개되 

어 있다. 그 이유는 단일자의 짜임관계로부터 타자를 구성해내기 위해 

서는 언제나 단일자를 ’통과’하는 것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달리 표현 

하면， 아도르노가 말하는 것처럼， “초월되는 것이 없는 초월성은 없는 

법 "17)이며， 또한 유토피아적 기능은， 블로흐가 그의 “구체적 • 유토피아 

적인 것”의 구상을 서술하고 있는 것처럼， “초월성 없이 초월하는"18) 

기능인 것이다. 그러한 내재성을 통과한 초월성올 통해 예술은 역사적 

현실과 유토피아적 이념을 매개할 수 있다. 

16) 아도르노는， 벤야민이 r독일 비극의 원천』에서 세계률 객관적으로 해석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현상의 내부를 깊이 들여다보는 ‘침잠 Ver
senkung’이 요구된다 고 말한 것에 동조하떤서， 총체성을 추구하는 철학 

이 실패한 후 요구되는 현실에 판여하는 새로운 철학의 과제는 개별과 

학들에서 사용되는 개념들을 현실의 고립씬 개개의 요소둡 주위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배열시쳐 그로부터 하나의 ‘형태 Figur’를 구성해냉으로 

써 “무의도적인 현실올 해석”하는 데 있음올 강조한다 

17) Vg l. R. Tiedemann, Begriff Bild Name. Uber Adomos Utopie von 
Erkenntnis, S. 78 아도르노가 사망하던 해에 자신의 r미학이환』에 판 

련하여 한 이 말올 티데만이 “오직 내새생을 위하여 아도르노는 스스효 

초월성에 관한 사유륜 용납했고 조건자설 위하여 절대자플 희생시키려 

고 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한 것은 적확하다 

18) E. Bloch, Asthetik des Vor-Scheins I, S. 26.5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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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고통의 경험과 행복의 약속 

존재자의 짜임관계를 통해 선취되는 유토피아적 타자는 무엇올 의 

미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올 찾기 위해서는 아도료노의 

부정적 변증법이 사회비판적 열정을 약화시키지 않은 채 다다른 유토 

피아 이념을 싱가할 펼요가 있다 인식론적 측면에서 볼 때 유토피아 

의 이념은 현실과 다른 세계에서는 동일화의 강제가 무너짐으로써 비 

동일자가 역사석 현설에서 거부당했던 정의릅 찾고， 주체와 객체가 동 

일자와 비동일자로서의 동등한 권리룹 가지고 함께 공존할 수 있으리 

라는 가정에 기초한다(ND 192; 31; 153) 이는， 사회이론적 판점에서 

볼 때， 현실과 다르게 건설펀 사회에서논 기존의 지배구조 빛 억압판 

계가 폐지될 것이랴쓴 것을 의미한다. 유토피아의 이념은 그리하여 한 

편으로는 현존하는 세계의 선체적 ‘현혹관계’에 대한 인식에서 생겨나 

고， 다른 한편으로단 기존세계의 변화에 대한 기대와 벨 수 없이 겸부 

되어 있어， 잘붓된 현섣이 지양되고 모든 개별자에게 자유와 평등과 

행복이 주어지는 것윤 요구한다 

여기에서 예숨이 바로 역사적 현실에 대해 갖는 관계플 봉해 규정 

되는 유토피아익 이념에 대해 예숲이 잦는- 관계가 도출된다 『부정작 

변증법 Negatiue Dialektik~에서 개진되어 있는 바와 같이 화해되지 

않은 삶이 유토피아석 화해이념에 대해 갖는 관계에 예숨에서 고통의 

정험이 행복의 약속에 대해 갖는 관계가 상응한다. 그에 따브면 예술 

은 현실에서 경험하는 고통익 표현이며 동시에 현실에 서 좌젤된 행꼭 

의 약속이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고통-익 껴험과 행복의 요구 사이 

에 벚어지늪 첨예화된 긴장핀계다 한편으파는 행복의 설현에 대한 동 

성을 무르익게 하는 것이 바로 고통의 경험이띠， 다쓴 한펜 q호는- 현 

흑된 객관적 세계에서 고동의 주관적 경험이 새생산페쓴 한 행복의 약 

속은 이 행될 수 없다“‘모판 것은 선허 다닫 젓이다 Alles ganz 

anders"(NL 205)라떤서 잃어버런 시간꽉 더듬어 찾아가쓴 프무스트적 

인 위안에 “서l 상은 그런 것이다 So ist es"(PR 304)라깐 카프카석인 

풍찰이 맞서있는 것이다 행 복의 욕구듭칠 충쪽시키는- 것이 현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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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좌절되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예술에 본래적인 행복의 약속이 전적 

으로 부정적인 경향올 띠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은 더 나아 

가 모든 종류의 값싼 위안올 거부하는 현대예술이 추구하는 “암흑의 

이상 Ideal des Schwarzen"을 근거짓는다. “현실의 극단 한가운데서 

그리고 현실의 어두웅 한가운데에서 자기자신을 위안거리로 팔아넘기 

지 않으려는 예술작품들은 저 암혹에 동화되어야 한다. 극단적인 예숨 

은 오늘날 어두운 예술이며 그 기본색은 겁다"(ÄT 65). 그처펌 극단적 

인 부정성과 굴절로 인해 예술에서의 행복의 약속은 문화산업에서 선 

전하는 기만적인 행복이나 순수예술에서 표방하는 거짓된 화해와 구별 

된다. 그에 반해 문화산업과 순수예술은 비록 서로 다른 길올 통해서 

이기는 하지만 똑같이 현실의 현혹관계를 얼버무리거나 혹은 미화하는 

결과에 이른다. 

하지만 새로운 예술의 기본정조인 어두움 암흑 그리고 회색온 그 

비존재자로부터 “꺼지지 않는 색채"(ND 66)가 빛올 발하는 유토피아 

의 대리자이다(ÄT 204). 왜냐하면 물화된 현실에의 동화에는 유토피아 

적 세계에 대한 사그러들지 않는 동경이 함께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세계를 온통 검은색으로 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술에서 이 세상 

이 달라져야 한다는 유토피아의 이념올 완전히 지워버릴 수 없는 것이 

다. 구원에의 유토피아적 동경이 바로 변화를 갈망하는 현실적 욕구에 

서 싹트는 것처럼， 유토피아적 위안파 행복의 형이상학적 경험은 그것 

이 갖는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예술에서 빠뜨힐 수 없는 

계기들이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부정이라는 것이 언제나 “무엇에 

대한 부정 Negation von Etwas"(ND 373)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 

술은 그것이 비록 절대적 부정성으로 내폴리는 경향이 있다고 할지라 

도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AT 347). 그리하여 

베케트에서조차 “무의 형상세계 Bilderwelt des Nichts"가 “그 무엇 

Etwas"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비록 『유회의 끝』이 증언하고 있듯이 

임박한 세계의 몰락에 직면하여 희망이라는 것이 세계에서 빠져나와 

죽음 속으로 도로 기어들어가는 것처럽 보일지라도(NL 321), 그 무의 

형상세계에는 “세상이 달라져야 한다는 소리없는 외침 "(ND 373 f.)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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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있기 때문이다 19)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타자의 가능 

성’이 열리는지는 카프카의 『성 Das Schlo8.IJ 어l 나오는 주인공에서 예 

시적으로 드러난다. 그는 성에 도달할 가능성이 희박해질수록 역설적 

이게도 더욱더 강렬해지는 듯한 희망의 힘으로만 지속되는 절망 속에 

서 버티어나갈 수 있는 것이다. 카프카의 『소송 Der Pro2eß.IJ 에서 고 

소를 당한 주인공이 품는 희망도 이와 크게 다를 바 없다‘ 그 희망은 

죽음을 앞둔 셰헤라자데의 경우와 비슷하게 “다가오는 것을 지연시키 

는” 데 있다 20l 그렇기 때문에 예술에서 기술되는 이른바 절대적 부정 

성이라는 것은 아도르노가 카프카에 관해 말하고 있듯이 하나의 “거울 

속에 비친 날씨 Spiegelschrift"로 읽혀질 수 있다. 왜냐하면 “극에 다 

다른 허위는 그 자신의 모순"(PR 320)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여 고 

통의 표현인 예술에는 세상이 달라질 수 있고 좋아칠 수 있다는 희망 

이 함께 들어있는 것이다. 베케트의 작품에 나오는 인물들의 현실에 

대한 반사적인 옴짓에는 “최소한의 행복의 약속”이 함께 깃뜰어 있어， 

그들은 스스로 “만들어놓고 그 속에 갇혀있는 마법”이 그들의 눈 속에 

비침으로써 풀리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서 “눈물이 말라버린” 슬 

픈 “눈”으로 말없이 쳐다보는 것이다(NL 425). 그러나 “극에 다다른 

부정성이 한번 온전히 눈 속에 포착되고 나면 그 반대인 거울 속 글씨 

로 만들어진다는"(MM 잃4) 생각은 하나의 헛된 희망일 뿐이다 존재자 

에 대한 예술의 극단적인 부정성은 그처럼 비존재자의 구원올 위한 하 

나의 암호가 되는 반연， 긍정은 자체내에 절망을 품고 있다(ÄT 346 f.). 

19) 그렇기 때문에 베케트 작품에서 ~1려진 “존재론의 부정”으로서의 “부정 

적 존재론"(NL 319)이 지시하고 있는， 물화된 세계에 대한 유보피아적 

대립상을 아도르노의 극단적 부정주의뜰 근거짓는， “파묻혀 있는 신학” 

이라고 간단히 처리해버렬 수는 없는 것이다 톰베르크는 이처럼 “극단 

적인 유토피아가 비로소 극단적인 부정을 낳는다"(VgL F. Tomberg, 

Utopie und :--Jegation Zum ontologischen Hintergrund der Kunst
theorie Theodor W. Adomos. S. 33; S. 36)고 주장함으로써 아또프노 
에서 현실이 유토피아에 대해 갖는 판계를 왜곡시키고 있다 

20l VgL W. Benjamin, Franz Kafka, S. 173. (VgL 매erzu auch M. 
Foucault, Das unendliche Sprechen, S. !X)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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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은 아도르노에게 일차적으로 “고통의 표현"(ÄT 84)이며 “축적 

된 고통의 기억 "(ÄT 않‘7)이다. 그러한 ‘고통의 의식’으로서만 예술은 

지금까지 자신과 공범판계에 있던 비인간적인 세계에서 아직 자신의 

존재권리를 내세울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멍랑한 예숨’에 대한 아도 

르노의 공개적인 비판이 근거한다. 명랑한 예술은 모든 종류의 오락과 

함께 “죽은 자들에 대해” 그리고 “축적되고 말없는 고통에 대해” 일종 

의 “불의”를 행한다는 것이다(AT 66). 그처럼 예술을 근본적으로 윤리 

적인 진지함의 의미에서 파악하는 아도묘노는 쉴러의 이데올로기21)와 

는 정반대 입장에 서서， 예술 특유의 유회적 성격이 부자유와 연합한 

다고 본다(AT 470). 이 점을 고려하여 자기비판적인 예술은 쉴러가 예 

술의 본질적인 특징으로 삶의 진지함에 대치시켰던 명랑함을 스스로 

포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L 603). 더 나아가 아도르노가 예술에서 

고통의 표현올 강조하는 이유는 감각적으로 느끼는 고통의 경험은 단 

지 구체적으로밖에 묘사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그러한 묘사에 예술 

이 가장 적합한 수단인 이유는 그것이 다른 어떤 것 보다도 미메시스 

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 

서 아도르노는 예술의 ‘미메시스적 언어’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 이유는 고통이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해서 기술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념화시킨 고통은 말을 잃고 아무런 작용도 

하지 않는다"(ÄT 3.5). 하지만， “고통이 말로 표현되고 그렇게 하여 자 

신 속에 갇혀있는 직접적인 고통으로부터 거리를 취함으로써， 소리를 

질러 참기 어려운 아픔을 털듯이， 그렇게 고통은 변화된다"(AT 178 f.) 

고 아도르노가 강조하는 것처럼 고통이 예술에서 객관화된 표현을 통 

하여 줄어들지 혹은 아주 사라져버렬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낚 

아있다. 왜냐하면 그가 또 다른 연관에서 말하고 있듯이 미적인 승화 

내지 양식화는 그 자체가 고통파 잔혹함의 일부를 제거함으보써 불가 

21) 유회와 가상과 자유의 판계에 대해서는 V g!. F. Schiller, Uber die 
ästhetische Erziehung des Menschen in einer Reihe von Briefen, S. 
617 f.; S. 앉)6; S. 668. Vg!. auch F. Schlege1. Uber das Studium der 
Griechischen Poesie, S.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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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하게 희생자들에게 불의를 행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NL 423 f.l. 이러한 사실은 “뺑하게 공허한 눈” 속에 잠긴 “비탄"(NL 

α)5)으로 이루어지쓴 예술의 내용보다는 오히려 예술의 태도 자체에 

관련되는데， 그 이유는 ‘예술존재 Kunstsein’리는 것이 원래 삶의 진지 

함과는 반대되는 것이기 때푼이다(NL 600). 병랑성과 진지성의 양극화 

저편에 있는 예술은 그 때문에 단지 화해의 안호일 뿐이며， 그리고 이 

제 3의 것은 아직 덮여 있기 때푼에， 진보된 예술작품은 무의 형상뜰 

을 기 술할 뿐이 다(Ì\i'L 6(0)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은 행복올 추구하는 일을 단념할 수 없다. 

문제는 다만 예술에서 선취되는 유토피아의 세계에서는， 생산이 자체 

목적으로 되는 경향을 보이는 오늘날의 야생적 사회에서와 반대로， 행 

복이라는 것이 맹목석인 노동강제로부터 해방됨으로써 향유될 수 있는 

상태로 특정지어진냐는 데 있다(AT 108). 비합리적인 자기보존법칙이 

지양되면서도 인류가 더 이상 삶의 궁핍을 겪지 않게 될 유토피아의 

충족된 사회에서는 영원한 평화가 지배하는 것이다(MlVl 207 f.J. 자체 

목적이 되어버런 생산의 허위를 폭로하고， 노동의 마법익 피안에 있는 

실천의 세계를 위해 작업하는 예술에서 이루어지는 “행꽉의 약속 

promesse du bonheur은 지감까지의 실천이 행복올 가로막는 것 이상 

윤 말한다. 다시 말해 행복은 실천 너머 있을 것이다"(ÄT 26l. 그렇게 

유토피아가 본래 설천융 ‘넘어서’ 비호소 시삭된다고 서술되고 있는 

한， 아도르노의 미학은 대안석인 사회적 생산의 모델을 제시하지 않는 

다 22)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행복은 역사 이전에 주어져 있는 것이 아 

닐 뿐더러， 역사적인 노동을 통해서만 얻윤 수 있다. 이와 판련하여 아 

22) VgJ. lI. Schwarz. Entfesselung der Produktivkräfte und ästhetische 
Utopíe. S 얘o f.: .'1 러나 이도i~_노에서 정산과 신체의 분리상태뜰 되돌 

리려는 (사유의) ‘세2의 성찰.의 꽉적이 예숲의 목적으로 바렘으보써 그 

의 합리성비펀은 τ 설천적 수행을 담당하논 111 적인 경험으로 구1 착원 

수 밖에 없었다는 슈바프츠의 비난은 아도_i.L ~::c의 띠학구상 자체가 이미 

사회비판을 대체한 것이라고 전세하는 한에서만 옳은데， 심제보 사정은 

그와 다프다 



아도르노 미학에서 예슐의 지시적 기능 59 

도르노는 “목표로서 설정된 행복은 합리성의 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 

하고 합리성올 수단으로 필요로 한다"(AT 429)고 딸하는데， 이 역설적 

인 언술은 만일 행복이 그처펌 합리성의 적으로 간주된다면 행복의 개 

념이 자칫 비합리적인 것올 함의하는 것으로 오해되기 쉬운 여지를 제 

공한다 23) 그렇지만 여기서 갈구해마지 않는 행복의 경험이라는 것이 

이른바 매개되지 않은 감정의 향유에 있다기보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한 수단에만 집착하는 합리성이 갖는 비합리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항 

하는 ‘자세’에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와 같이 예술이 추구하논 행복의 이념은 예술의 알레고리적 성격 

과 결부된다. 사회적 실천의 최종목표라고 할 수 있는 행복이 그처럼 

(기존의) 사회현실을 넘어서 있는 만큼， 예술에서 이루어지는 행복의 

약속 또한 그만큼 이행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행복의 요구와 

행복의 좌절 사이에 낀 예술의 딜레마가 생겨난다. 맹목적인 자연관계 

속에 들어 있는 삶에 소송올 거는 예술은 무엇보다 극단적 부정성으로 

인해， 포기할 수 없는 행복의 약속과 어긋나게， 바로 “지금까지 결핍되 

었기 때문에 절실하게 요구되는 행복 Desiderat von GJück"올 실현하 

는 일과 거리가 먼 것이다(AT E01). 그 이유는 아마도 또한， “행복의 

수난자”인 프루스트의 경우처럽 행복 전체를 요구하는 대신 삶 전체 

를 포기하는 데 있쓸지 모른다(NL 675). 따라서 예술은 “가상 없는 현 

재적인 행복， 하지만 진정한 행복이 아닌 허상이라는 치명적인 유보조 

건올 가진， 행복의 알레고리다"(AT 197). 그러나 바로 이 점이 아도르 

노에게는 행복이 마치 실현된 것으로 짐짓 꾸며댐으로써 행복을 기만 

하는 문화산업에 대한 비판올 근거짓는다 “기존의 것에서 그리고 그 

속에서 누리는 모든 행복은 대용물이고 거짓이기 때문에， 예술은 약속 

에 충실하기 위해 약속올 깨뜨려야 한다"(AT 461). 그것은 또한 미적 

쾌락주의에 대한 비판의 근거가 된다. “잘못된 세계에서 누리는 쾌락 

은 모두 거짓이다. 행복을 위해 행복이 거부된다. 그렇게 하여 예술에 

서는 욕망 Begehren이 살아남는다"(AT 26). 행복의 완전한 실현이 유 

23) Vgl. ebd., S. 459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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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피아적 상태에 유보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삶 속에서 행복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단지 값싼 위안에 불과한 것으로 포기되어야 한다면， 

그리고 예술에서 허상에 불과한 행복이 단지 부정적으로만 그리고 굴 

절되어 나타난다면， 그로부터 어떤 결론올 내릴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같이 예술에서 행복의 약속과 행복의 실현 사이에 풀기 어려운 이율배 

반과 관련하여 아도르노는 예술작품에서의 행복을 (현실 속에서 꿋꿋 

이) “버티는 느낌 Gefühl des Standhaltens" (A T 31)이라고 정의한다. 

즉 예술작품올 통해 매개되는 행복은 미적인 쾌락의 향유나 관조적인 

만족으로 용해되지 않으며， 오직 잘봇된 사회의 힘에 저항하는 능력에 

있다. 

N. 화해불가능한 화해 

고통의 제거에 대한 갈망으로 무르익는 행복의 약속이 그저럽 진정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유토피아적 화해이녕올 실현시키는 예술의 업적 

은 가상적이다. 현실적인 것에 의해 억압당한 가능적인 것에 대한 프 

루스트적인 무의식적 기억을 통해 선취되는 유토피아가 기껏해야 상상 

적이라는 점은 유토피아의 비현실적인 것을 점짓 현실적인 것으로 나 

타나게 하는 예술의 비진실성을 특정짓논다. 이 점에 예술을 영원히 

이데올로기로써 위협하는 비현설을 조건으로 하논 “화해볼가능한 화해 

unversöh띠iche Versöhnung"를 성취하는 예술의 진실과 허위가 있다. 

“경험적 현실에서 거부되는， 예술의 진실인 화해에서조차 예숨은 이데 

올로기의 공범자가 되어 화해가 벌써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한다"(AT 

202 f.). 예술은 어떻게 그것이 자연지배적 정신에 의해 초래된 불화된 

세계에 직연해 있으면서도 정신과 자연의 분열이 지양될 수 있을 유토 

피아의 화해된 상태의 가놓성올 지시한다는 그런 딜레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술이 화해되지 못한 현실을 충실하게 묘사함으로 

써 바로 화해의 가능성올 비록 가상적으로나마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만 가능하다. 그리하여 예술은 화해되지 못한 것올 “증명”하면서도 또 

그것올 화해시키려는 “경향”올 보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예술에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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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논증적인 언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AT 251>. 다시 말해 예술은 

집요한 부정성으로 말마암아 더욱 더， 표현할 수 없는 유토피아적 화 

해이념에 집착하게 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그려 

낼 수 있는 유토피아의 상이 아니라， 현실의 그릇된 가상에 대한 ‘올바 

른 의식’인데， 그 이유는 그 올바른 의식이 비로소 유토피아의 설제적 

인 가능성올 전망케 하기 때문이다. 아도르노는 예술이 갖논 가장 심 

각한 이율배반이 예술이 “유토피아이어야 하고 유토피아이고자 하지만 

[...J 가상과 위안으로 인해 유토피아를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유토피 
아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에 있으며， “화해의 가상에 대한 화해 

할 수 없는 거부를 통해 예술은 화해되지 못한 것 속에서의 화해를， 

즉 한 시대의 올바른 의식올， 그리고 그 속에서 유토피아의 실제적인 

가능성 을 포착”한다고 역 설 한다(AT 55). 
아도르노는 유토피아의 세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 

지를 규정하거나 또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릇된 형상이 만들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또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이다. 아도르노가 “형상들의 

세계”를 거의 “실증주의적으로 수집하고 분류”하는 데 반대하여 오히 

려 유토피아적 상의 부재를 옹호하는 이유는 사유라는 것이 그에게는 

“특정한 부정”을 통해서만 화해를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티데만 

은 옳게 지적하고 있다 24) 아도르노에 있어서는 개념올 통하여 긍정적 

으로 정립되기를 거부하는 유토피아(ND 149)의 상의 부재에 “신학적 

인 우상금지”의 세속화된 형태인 유물론적인 “상의 부재"(ND 207)뿐만 

아니라 예술의 극단적인 부정성이 근거한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예술 

에 대해 전적으로 우상금지 명령올 내렬 수 없는 이유는 예술에는 ‘형 

상적 성격 Bildchar와야er’이 본래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도르노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바로 그러한 아포리아에 화해의 ‘부정성’과 ‘순간 

성’이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상금지와 형상적 성격이 결합되어 

있는 예술은 곧 유토피아를 단지 부정적으로만 제시할 수 있으며 예 

24) Vg l. R. Tiedemann. a. a. 0 , S. 69’ “사유는 존재하는 것에서 단지 그 
것이 무엇 때문에 ‘진정한 전체’가 아년지찰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전체가 과연 무엇인지는 사유에 의해 선취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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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유토피아의 부정적 현상"(AT 196)을 위한 장소다 , 예술이 현 

실에서 화해되지 못한 상태에 이의를 제기할 때 기준점이 되눈， 가능 

한 화해는 단지 순간에만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토피아의 상은 

현대의 암울한 (비의적) 예술작품에서처럼 단지 부정적으로， 또 인상주 

의 회화에서처럼 단지 순간적으로 포착펄 수 있을 뿐이다(AT 1(0), 

따라서 (현실에서) 불가능한 것으로부터 (예술작품에서) 가능한 것 

으로의 타자의 전환， 즉 ‘화해불가능한 화해’는 단지 순간 속에서만 기

능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아도르노는 천체의 현상 혹은 불꽃놀이에 

비유되는 “섬광 ap떠rition"의 상으로 섣벙하늪더1. 이로써 또한 앞서 말 

한 유토피아적 타자의 현상방식인 짜임판계가 밝혀진다. 비존재자는 

“예술작품들이 섬광으로 모으는 존재자의 파편뜰을 통해” 예술작품들 

에 매개된다(AT 129), 그로써 불가능한 것의 가능성이 할연 ::1 속에서 

번쩍 빛을 발하고 그 다음 순간 다시 빠프게 사라져버리는 예술은 비 

존재자의 압도적인 상이 된다. “순간적인 것”파 “갑작스러운 것”은 “압 

도하는 느낌”을 준다(ÄT 123). 섬 광의 미 적 인 현상에 상웅하는 순간의 

미적인 경험이 그처럼 아도르노에서는 전적으로 현대의 역사적 경험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는 그가 “순간으화 줄어든” 신음악은， 그것이 

“부정적 경험의 표뜰”로서 “실제적인 고통”에 해당되는 한， 진정한 것 

이라고 말한 데서도 드러난다，25) 예술에 들어있는 유토피아적인 것의 

순간성이라는 것이 아도르노에게는 역사적 현실과의 관련 없이 순수하 

게 예술내적인 것으로 체험될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술은， 이저l 그것이 

지속성이라논 고전적 이상에 대치되연서 현대의 특정인 경험의 상실달 

예술적으로 추체험하는 한， 역사적 진실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 

서 아도르노가 강조하는 순간성은 가평 보리가 후기낭만주의 이후의 

미학의 기본범주로 밝혀내고 있는 “돌연성 Plötzlichkeit"의 개념과 결 

정적으로 다르다 보러가 순수하게 미적인 범주로 파악하는 ‘할연성’은 

유토피아적인 것이 비쳐드는 순간의 순수한 내재성에 근거한다. 그보 

써 보러는 아도르노나 블로흐에게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유토피아적 

25) Vg l. Adomo, Philosophie der neuen Musik, S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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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이 갖는 역사철학적인 함의를 배제시키고 있다쟁) 

아도르노에서는 덧없음에 지속성을 부여하는 예술의 형상적 성격이 

진리현상의 순간성과 결합된다. 왜냐하면 예술작품에서 “진리내용의 

시간적 핵"(ÄT 326)을 이루는 “진리현상의 순간"(ÄT 265)은 전통적인 

진리불변설에 대치되기 때문이다. “순간의 요청”은 “불변적인 것의 담 

기”와 일치한다(AT 427). 따라서 아도프노가 보기에 의심의 여지없이 

예술이 그 한 몫을 담당하지만 하지만 결코 예술의 객판화 괴정의 영 

구적인 결과로는 인식될 수 없는 진리에는 순간적 성격이 책섬적이다， 

“모든 예술작품은 하나의 순간이며 성공한 모든 예술작품은 하나의 

평형상태 Einstand, 즉 집요한 시선에 드러나는 과정의 순간적인 정지 

다"(AT 17) 지속되는 과정을 정지시키는 순간은 그로써 덧없는 것을 

형상으로 객관화하고 영구화시키는 과정의 물신화에 거역한다. 예술작 

품의 객관화는 휠연적으로 예술작품이 “웅결”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 

문에 (ÄT 154), “물화의 대 립 작용 Widerspiel einer Verdinglichung"(ÄT 

49)으로 볼 수 있는 순간은 작품들이 통상적으로 추구하는 “지속성의 

이념”에 대치되는데， 이 지속성의 이념 자체는 시민사회에서 통용되는 

소유범주들에 따라 형성된 것이다(AT 265). 그럼에도 붉구하고 예술은 

일시적인 것과 무상한 것올 하나의 형상으로 객관화시켜야 하기 때문 

에 예술의 시간구조는 “평형상태 속의 역동성 Dynamik im Einstand" 

으로 특정지어진다. 일례로 베케트의 작품 『고도를 기다리며』의 끝부 

분에 나오는 “제자리걸음의 몸짓”은 전진운동의 불가피성과 또 그 불 

가능성을 동시에 표현한 것이다(AT 52). 그렇게 볼 때 예술작품은 “과 

정과 순간이 하나"(AT 154)뜰 이룬 것이며， 그러한 과성파 순간의 변 

증법에 대한 인식이 진정한 예술경험을 만뜬다. 과거의 일은 그것이 

현재의 일과 번개처럼 하나의 성좌구조를 이푸는 곳에서만 하나의 변 

증법적인 상으로 포착될 수 였다고 앞한 바 있는 벤야민의 “정지 속의 

26) Vg l. K. H. Bohrer, Plötzlichkeit. Zum Augenblick des ästhetischen 
Scheins, S. 200 f.; S. 186 f 그러한 맥락에서 보러는 아도르노가 예술 

작품의 현상방식인 룹연성의 계기플 다시 예술작품의 진리내용과 판련 

시킴으로써 혜캠적인 전통플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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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증법 Dialektik im Stills떠nd"27J에 의거하여 아도르노는 “예술작품들 

속에서는 순간적인 것이 초월하며 예술작품은 객관화를 통하여 순간이 

된다. L..J 예술작품들은 형상들 속에서 덧없는 것을 지속시키면서 순 
간적인 것의 현상 속에서 웅축한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예술의 

내재적 과정뿐만 아니라 순간 속에서 :::1 정지상태를 깨닫게 되는 일이 

다"(AT 130 f.)따고 발한다. 

그러나 아도프노가 파악하는 예술에서의 순간과 과정이 갖는 관계 

는 대상과의 동일성올 산출하려는 목적으로 사유의 전진운동올 정당화 

시키는 헤겔의 변증법에 대한 비판적 단초로 그가 (벤야민에 동조하면 

서) 서술하고 있는 ‘변증법의 정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극히 자명한 것으로 보이는 형태로 존재하는 예술작품이라는 

결과물 속에는 실제로 이미 생성의 과정 다시 말해 예술에서의 객관 

화의 역사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작품 속에서는 적 

대적인 계기들의 화해가 단지 순간적으로만 현현한다는 사실은 역으로 

대립적인 계기들， 즉 정신과 감각， 미메시스와 합리성 사이의 긴장관계 

가 그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올 지시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예술작품에 

서 생겨나는 극심한 긴장은 바로 그것이 대립적인 현실에서 서로 양립 

될 수 없는 개개의 계기들올 종합하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는 데서 비 

롯된다. 그렇게 예술작품 속에서는 “동열자와 비통일자의 동일성 "(AT 

263)을 장출하기 위한 노력이 행해진다고 아도르노는 말한다. 이러한 

표현은 일견 헤겔의 공삭2SJ을 연상시키지만， 아도르노의 시사에서 볼 

때 예술에 필요불기결한 종합적인 활동이 헤젤의 철학에서 목표로 섣 

정된， 정신적인 동일화와 구별되는 이유는 그것이 헤겔의 경우에서처 

27) Vgl. W Benjamin, Das Passagen-Werk, Bd. 1, S. 578‘ 벤야민이 ‘정 

지 속의 변증법’으로 파악하는 유불관적 역사시술의 1L성원칙은 사유의 

운동과 정지에 토대플 둠으갚써 사실늪의 집적 〈프로부터 파거의 영원한 

상을 구성해내는 역사주의의 부가적 i강식에 대치된다. (Vg l. Ders , 

Geschichtsphilosophische Thesen, in ‘ ders. , Zur Kri tik der Gcwalt und 
andere Aufsätze, S. 91 f.) 

28) Vg l. G. W F. Hegel, a. a. 0. , S‘ 74 헤껴은 “존재와 비폰새의 동인” 
을 창출하는 션대자칠 “동일성과 비동일성의 동일성”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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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결국 자기자신에게로 돌아온 ‘안정된’ 통일성올 지향하는 것이 아니 

라， 그 구조상 운동과 정지라는 변중법적 관계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 

다. 이 점이 과정으보서의 예술작품의 역동적인 성격을 만들어내며 그 

렇게 해서 예술작품은 시간적인 사건으로 파악될 수 있다 서로 충돌 

하는 비동일적인 계기들을 종합하는 예술작품들이 추구하는 통일성은 

과정 속에 있는 하나의 “계기이지， 전체활 위한 마법의 주문이 아니다. 

[...J 예술작품들의 역설적 본질인 평형상태는 스스로를 부정한다. 그둡 

의 운동은 정지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 정지뜰 통해 가시화된다. [...J 예 

술작품들의 과정적 성격은 그들의 시간의 핵에 다름아니다"(AT 263 f.) 

그리하여 아도르노가 말하는 것처럼 역설적이게도 정지의 순간에 

가시화되는 ‘과정적 성격 Prozeßcharakter‘은 인간노동의 산물이면서도 

‘즉자적 존재’라는 가상을 불러일으키는 예술작품이 지니는 생산의 측 

면에 관련된다 다시 말해 예술작품은 형성된 것으로서 형성의 과정을 

자체내에 포함한다. 아도르노는 이와 갇이 헤겔적인 변증법적 사유에 

충실하게 따르는 한편， 예술작품이 단지 하나의 사물일 뿐이라는 환상 

을 물리치고 바로 예술작품에 들어있는 ‘과정성’을 깨닫기 위해서는， 

다시금 벤야민적인 역사의식에 따라29) ， 예술작품올 둘러싸고 있는 지 

속성의 가상올 부수는 일이 필연적이라고 강조한다. 그리하여 순간 속 

에서 일어나는 현상의 폭발에서 예술작품에 내재한 ‘내적인 시간’이 드 

러나는데， 이 내적인 시간은 기실 예술작품에 저장된 내적인 역사 이 

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 예술작품은 그 자체로서 “존재자이면서 하나 

의 형성자이다. 예술작품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것의 내적 시간이며 현 

상의 폭발로 인해 현상의 지속성은 깨어진다. [...J 예술작품둡읍 분석 
한다는 것은 그뜰 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만큼의 내적 역사뜰 깨닫는 

29) Vg l. W. Benjamin, Geschichtsphilosophische Thesen 벤야민은 “동죄 
적이고 공허힌 시간윤 통과하는 발전"의 관념과 연결되어 있는， “인류 

역사의 진보”에 관한 견해를 비판하면서 역사주의가 꿈꾸고 있는 “역사 

의 연속체”는 부수어져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S. 89 0. 따라서 그에게 
중요한 것은 “이행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냄추어 정지상태”에 이픈 “현 

재의 개념”인 것이다 (S. 91.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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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이 다"(ÄT 132). 

현대예술에서의 일반적인 시간경험은 역사는 전진한다는 생각이 환 

상에 불과하다는 의식으로 각인되어 있다. 그러므로 조이스와 프루스 

트의 소설들에서 판 수 있닷이 문학에서 두드러지는 지속적인 경험적 

시간의 해체는 “현실에서 진행된 시간연속성의 해체， 즉 시간을 앞칠 

러 기술화(하術化)된 물질적 재화들의 생산과정에 기인하는 경힘의 소 

멸”과 일치한다(NL 438). 그리하여 루카치에 의하면 이념파 현섣 사이 

의 커다란 간극에서 생겨나는 19세기의 환상파피적 낭만주의 문학， 특 

히 “선험적 고향상설의 형식”인 소설에서 뜩징적인 사섣은 그것이 회 

상을 통하여 내적 시간의 통일성을 창출함으로써 한 “순간” 속에서 

“삶의 풍요”를 체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소외된 삶 속에서 무의미 

하게 흘러가는 시간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30) 영원 

으로 충만한 ‘충족펀’ 순간으로써 역사적 진보라는 통념에 대항했던 그 

러한 현대 이전의 예술의 시간경험과 대조적으로 현대예술의 시간경험 

은 아도르노에 따르면 더욱 ‘부정적인’ 카이로스로 특정지어진다 31) 그 

가 지적하는 “부정적인 카이로스 K a l p oç 익 심화”의 증요한 특정은 

베케트의 작품에서 드러나쓴 것처럼 “순간의 풍요”가 “무와 일치하는， 

끝없는 반복”으로 전도되는 점에 있다(AT 52 ), 현실에서 진행되는 시 

간적 경과가 공전에 불과하다는 의식이 확산된 이후에는 그에 상응하 

게 예술에서 관절되는- 역동적 원칙 또한 쏠모없고 무가치한 것으로 간 

주된다. 구성의 차원에서 역동성이 완전히 정태성으로 전도되는 것윤 

객관화의 역설 자체텅- 볼 수 있다면， 유명한 (1따名論)회한 예술의 역섣 

은 그것이， 예뜰 탈어 문학에서 사용되는 간계나 음악에서 진행되는 

연주에서처럼， 독자적인 역동화의 ':JL성원칙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데 있다고 아도르노는 지적한다(AT 쩌0). 이제 여기에 뒤따르는 

30) V gl. G. Luk“cs. a. a. 0., S. 107: S 112 
:m Vg l. N. Zimmermann. Der ästhetische Augenblick, S. 75‘ 지 머 1간은 예 

술-의 역사적 변천에 각각 싱응하는 순간익 유 형듣윤 가리켜 주숙적 · 예 
배적 시대에서의 강펠한 순간， 현대 이전의 예숨에서의 충족￥l 순간 .-2 

리고 현대예술에서의 부정석 카이보스로 l'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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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이른바 현실에서의 진보원칙올 동일한 것의 영원한 반복으로 폭 

로하는 미적 구성원칙이다. “발전이라는 상투적인 관념에 무관심한 채 

베케트는 무한히 작은 공간에서 무차원의 점 위에서 움직이는 것을 자 

신의 과제로 삼는디. 그러한 미적 구성원칙은， ‘계속되어야 한다 n faut 

continuer’는 구성원칙이라는 점에서 보자면 정태성의 피안에， 그리고 

역동성의 무익성을 고백하는 제자리걸음이라는 점에서 보자면 역동성 

의 피 안에 있올 것 이 다"(AT 333). 

이상에서 순간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과정성의 반대개념이 아니라 

양자는 상호관계 속에 있으연서 예술의 개념올 구성한다는 사실이 밝 

혀진다. 과정적 성격이 예술이 대결하는 역사적 현실에 대해 갖는 관 

계를 특정짓는다면， 순간적 성격은 예술이 실현시키고자 노력하는 유 

토피아의 이념에 관련된다. 그리고 예의 화해불가능한 화해를 가능한 

것으로 만들고자 감행하는 데서 유래하는 그러한 간장을 통하여 예술 

은 한편으로는 물화에 빠지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실제적인 대립항쟁과 유토피아적인 화해 사이에서 해소되지 않 

는 긴장을 유지합으로써 예술은 현실에서 진행되는 물화에 저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은 다른 한편으로 스스로 물화 

되지 않올 수 없는데， 그 까닭은 비존재자의 가상 없는 진실올 비록 

순간적이나마 드러내주기 위하여 예술은 덧없는 것을 지속적인 것으로 

객관화시키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지속성올 통하여 예술은 죽음 

에 이의를 제기하며，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짧은 영원은 가상 없는 영 

원의 알레고리다"(AT 48). 그로써 예술작품은 화해되지 못한 삶과 화 

해의 이념 사이에 폰재하는 모순이 소멸되지 않은 채 극단으로 치닫는 

장소가 된다. 그리고 그렇듯 “순간적이고 섬약한 균형"(ÄT 17)올 이루 

고 있는 예술이 일시적이고 덧없는 것올 지속시키는 가운데 구제하려 

고 하는 “시지프스의 노력 "(ÄT 326)이나 “불가능한 것올 가능하게” 하 

고자 “전력을 다하는 tour de force" 작업은 “어떻게 하면 만든 것올 

만들어 지 지 않은 것 저 럼 보이 게 만들 수 있는가"(Ä T 163 f.)라는 역 설 

로 가득 차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현실에서 해결되지 않은 대립항쟁올 

재현하는(AT 껑3) 예술작품은 스스로 대립항쟁적인 “힘의 장 K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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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ld"(AT 264)이 된다. 

이러한 견지에서 아도르노는 관념론적 미학에 비판올 가하고 있는 

데， 왜냐하면 관념본적 미학은 가상의 개념올 가지고 미적인 화해가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것처럽 보이게 하고 조화의 개념을 가지고 대립 

항쟁적 현실 속에서 판철되는 자연지배 법칙윤 미적인 형식으로 승화 

시키는 예술을 옹호하기 때문이다 그가 여기서 주목하는 사설은 미적 

인 화해와 실제적인 비화해 사이에 존재하는 극심한 모순이다. “폭력 

행위로서의 화해와 미적인 형식주의와 화해되지 못한 삶은 삼위일체를 

이룬다"(AT 78). 주판적 정신에 의해 창출된 화해는 비동일자의 억압 

을 대가로， 그리고 주관적 정신이 누리는 자유는 타자의 부자유플 대 

가로 얻어진 것이다(AT 98). 이 점에 칸트의 형식미학이 형식을 단지 

내용으로 치환했을 따름인 헤겔의 내용띠학을 통해 극복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유가 있다-

V. 맺는밀 

예술의 역사철학적 성찰과 사회비판적 기능올 무엇보다 강조하는 

아도르노 미학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예술의 지시적 성객은 앞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술이 (역사적 현실에서 경험하는) ‘고통의 표 

현’이자 동시에 (유토피아적 세계에서 성취되는) ‘화해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따라서 스스로 선화화됨으로써 

계몽의 이념에 반하여 비인간적이 된 사회체제를 긍정하는 데 기여했 

던 예술이 이제 자기비판을 통하여 지금까지의 역사에서 비동일자로 

억압받고 배제획어 온 타자를 상기시키고 타자와의 유토피아석 화해를 

선취하는 본연의 임무활 수행할 때 현대 이후 해체의 위기에 처한 예 

술은 다시 존재할 권리를 얻게 된다. 그렇듯 부정성에 기초를 둔 아도 

르노의 미학에서 화해되지 못한 삶과 유토피아적 화해이념을 매개하는 

예술의 기능은 중요한 사회적 함의를 지년다 

예술의 매개적 기능에 대한 아도르노의 강조는 다름 아닌 그의 사 

회비판의 토대를 이루는 매개적 사유에서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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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동일성철학의 화해이데올로기와 물화된 현실의 현혹관계를 파헤 

치는 데 주력하는 그의 부정적 변증법이 :'1 철저한 부정성에도 불구하 

고 화해되지 못한 삶에서 유토피아적 화해이념을 이끌어낸 것과 같은 

맥락에 있다. 아도르노의 비판적 사유는 그 대상을 막론하고 모든 종 

류의 물화에 반대한 매개를 지향한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매개와 

화해는 현실적인 고통과 억압이 모두 제거된 것올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는 현실에서 화해가 실현될 가능성에 대해 지나치리만치 유보적인 

자세를 취하는 반면， 현실을 모방하면서 동시에 현실을 비판하는 가능 

을 가진 예술에서 미약하면서도 강렬하게 드러나는 유토피아직 화해의 

가능성에 그만큼 더 많은 애착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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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Verweischarakter der Kunst bei Adomo 

Byung ]in Lee (Seoul National Univ.) 

In der vorliegenden Arbeit habe ich versucht, herauszuarbeiten, 

auf weJche Weise die zwischen dem unversöhnten Leben und der 

utopischen Idee der Versöhnung vermittelnde Funktion der Kunst in 

der Asthetischen Theo끼e Adomos dargestellt ist. Dies zu unter 

suchen, scheint besonders wichtig zu sein, da Adomo ja wie kaum 

ein anderer den ideologischen Aspekt der Kunst, die diese 

Versöhnung vollbringen soll, massiv kritisiert. Man darf in diesem 

Zusammenhang aber nicht übersehen, daß Adomos kritisches 

De따‘en， das sich gegen jegliche Verdinglichung richtet, ganz und 

gar auf die Vennittlung von Mensch und Natur, Geist und 

Sinnlichkeit etc. , ausgerichtet ist. Das giIt sowohl für seine Er

örterung der Kunst , die sowohl realitätsbezogen 따s auch utopie 

bezogen gesehen wird, und ebenso auch 띠r seine negative Dialektik, 

die nicht umhin kann, die utopis이le Versöhnung in Aussicht zu 

stellen, obwohl es ihr in erster Linie darauf ankommt, den falschen 

Schein der Ontologie zu enthüllen. Vor diesem Hintergrund erscheint 

es angebracht. die kritische Einstellung Adomos zur autonomen 

Kunst, die durch ihre geschichtliche Entwicklung einen 비alektischen 

Umschlag von der Vergeistigung in die Verdinglichung erfahren hat, 

auf seine utopische Perspektive auf die Versöhnung von Geist und 

Sinnlichkeit hin zu lesen. 

Das Verhältnis der Kunst zur Wirklichkeit betrachtet Ado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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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er dem Doppelaspekt der ‘Mimesis ans Tote’ und der rationalen 

Konstruktion, so wie er auch den Begriff der m띠emen Kunst im 

emphatischen Sinne eben durch clie beiden Momente bestimmt hat. 

Darüberhinaus bemüht er sich, gegen clie Polarisierung in clie 

regressive Mimesis einerseits und in die verclinglichte Hationalität 

andererseits, eine Polarisierung, zu der clie von der He머ität 

abgehobene Kunst tencliert, clie ref1ektierte Mimesis und clie sich 

selbst ref1ektierende Hationalität als clie für die authentische Kunst 

konstitutiven Momente hervorzuheben. Und aus dem Wechselspiel 

dieser beiden Momente wird in der Kunst ein Anderes als clie 

W’ irklichkeit kofiguriert 

Daraus ergibt sich der Verweischarakter der Kunst, die bei 

Adomo vorab als Ausdruck des geschichtlichen Leidens und 

zugleich als Statthalter der utopischen Versöhnung client. Solange 

clie Kunst aus dem I3ewußtsein des Leidens entsteht, kann sie auf 

das Glücksversprechen nicht verzichten. Das Andere, auf das clie 

Kunst verweist, umf왜t somit das vorästhetische, außerästhetische 

und utopische Andere, das sich jeweils auf clie Vorgeschichte, clie 

vorhandene Wirklichkeit und clie utopische Welt bezieht. Durch den 

Verweis auf das Andere. das bisher als das Nichtidentische 

verdrängt bzw. unterdrückt wurde und nun auf seine Hettung 

W와tet， wird der Kunst, clie seit der Modeme in eine Krise geraten 

ist. ihr Daseinsrecht zurückgegeben. Kunst, in der die Versöhnung 

antizipiert wird, bleibt dennoch ein Schein, und zwar nicht nur der 

seienden Healität, sondem auch der noch nicht seienden Utopie 

gegenüber. Das hat zur Folge, daß clie ‘un versöhnliche Versöhnung ‘, 

clie in der Kunst gewagt wird, sich durch Negativität und 

Augenblicklichkeit auszeichnet und eine unaufhebbare Spannung 

erzeugt, wie clies in der raclikal modemen Kunst festzustellen ist. 

Das erweist sich wiederum 매s eine mimetische Auseinandersetz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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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 Kunst mit der antagonistischen Healität. Auf diese Weise 

vermitteJt die Kunst nur negativ zwischen der unversöhnten 

Wirk1ichkeit und der Idee der Versöhnu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