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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heme of this paper is that language is also a social and cultural 

product made by humans. Therefore, it is insisted that modem language has 

a lot to contribute to social consensus. ln this aspect, the German language 

is treated as a test case. Since the German enlightenment, idealistic 

philosophy has proposed that human beings must be built as sentient 

beings. The German cultural discourse has been characterized by a tendency 

to abstraction. ldealistic ideas have led to formalistic effects in face of the 

great conf1ict of modem society. For that reason, the semiotic aspect of 

modern identity is a very important field of research. 

1 . 관섬의 출발 

임마누엘 칸트(1724-1803)의 이 른바 초월 철학(Transzendentalphilosophie) 

이 인간의 인삭능력을 ‘비판적 kritisch ’1 )으로 정리하여낸 이후， 피히테， 젤 

* 서울대학교， 목포대학교 강사 
1) 어떤 주제에 대한 비판적 접근방식을 칸트는 판단랜 비판 셰 74조(S 74)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칸트는 교조적인 dogmatisch 방볍과 비교하면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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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 그리고 헤겔로 이어져 완성되고 쇼펜하우어에 이르기까지 그 사상적 

맥락이 연결되는 철학의 발전을 독일 고전 관념론(Der Deutsche 

Klassische Idealismus) 이 라 일걷는다. 

‘이상주의적 idealistisch’이라는 맥락에서 사용되기도 하는 독일어 단어 

‘Ideal’은 원래 초인간적 규범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고대 플라톤 철학에서 

는 인간세계와는 별도의 완전한， 고정불변의 이념의 세계를 지칭하는 것 

이었다. 독일 관념론은 이 이념과 현실의 경계를 현실을 이념에 접근하도 

록 구조화함으로써 넘어서려 하였다. 이 구조화 작업의 기초는 인간의 인 

식능력을 이념에 따라 조건짓고 활성화시키는 데 있다. 칸트의 저서들 중 

제 3비 판이 라 이 름 붙여 진 판단력 비판(Kritik der Urteilskraft) (1790)은 

인간의 색다른 판단능력인 미감판단 활동을 분석하고 여타의 지적활동들 

과의 차이점을 철학적으로 정리하였다. 이때 ‘철학적 정리’란 인간의 인식 

활동이 세계의 구성원리에 조응하여 이루어지는 점을 구명하였다는 뜻이 

다. 논리적 분석활동이 못 미치는 세계상태[칸트의 경우 물 자체 (Ding an 

sich)의 세계]를 인간적 틀 속으로 들어올려 인간이 세계의 총체성을 ‘의 

식 bewußt’하도록 하는 연결고리가 미적 판단력 (ästhetische Urteilskraft) 

하였는데， 여기에서 개념적 정합성을 따지는 통상의 ‘철학적’ 사고와 비판적 사 

고의 차이점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 Wir verfahren mit einem Begriffe (wenn 

er gleich empirisch bedingt sein sollte) dogmatisch , wenn wir ihn als unter 

einem einem anderen Begriffe des Objekts, der ein Prinzip der Vemunft 

ausmacht, enthalten und ihn diesem gemäß bestimmen. Wir verfahren aber 

mit ihm bloß kritisch , wenn wir ihn nur in Beziehung auf unser 

Erkenntnisvermögen, mithin auf die subjektive Bedingungen, ihn zu denken, 

betrachten, ohne es zu unternehmen, 너ber sein Objekt etwas zu entscheiden. 

Das dogmatische Verfahren mit einem Begriffe ist also dasjenige, welches 

für die bestimmende, das kritische das, welches bloß für die reflektierende 

Urteilskraft gesetzmäßig ist." 

우리의 인식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 사이의 차이점을 변별적으로 지적해 

나가는 칸트 자신의 이 서술을 그의 비판적 접근방법이 전형적으로 적용된 일 

례로 삼아도 좋윤 것이다. 가능한 일틀의 섣칠적인 가능성과 그 한계에 대해 

생각해보는 이 ‘초윌적인’ 접근방식은 아도프노를 비롯한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이콘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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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인간이 천부적으로 지니고 있는 인식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 신적 이념 

의 세계를 지상에 수립할 수 있으리라는 전제에서 출발한 독일 관념론은 

헤겔 철학이 대표적으로 보여주듯 체계화에 심혈을 기울였다. 따라서 전 

체와 개별사이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논구하였다. 관념론의 논리적 구조는 

언제나 <보편 (das Allgemeine) - 특수(das Besondere) - 개별(das 

Einzelne)>의 세 단계를 보인다. 이 구조를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조명한 아도르노는 독일 고전철학이 개별과 특수를 늘 보편으로 

상승 통합시켜온 점을 비판하였다. 이 관념론적 변증법의 역사철학적 귀 

결이 파시즘이라는 아도르노의 테제는 독일 고전관념론의 출발점을 핵심 

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사실 이 철학은 그런 논리적 상승을 처음부터 전 

제하고 시작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독일 관념론적 전통을 보편이 특 

수를 지배하는 ‘실증적 변증법 Positive Dialektik’의 폐해라고 비판하는 

아도르노는 보편이 이끄는 거짓된 (falsch) 상승과 그에 의지한 모순의 지 

양을 모두 거부하는 ‘부정의 변증법 negative Dialektik’을 구축하였다. 특 

수의 다양성을 억누르지 않으면서도 보편이 ‘전망제시적’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영역을 탐구한 아도르노는 바로 문학과 예술에서 그러한 능력을 짚 

어낸다. 세계가 탈 주술화되는(Entzauberung )2) 현대 산업사회에서 우리에 

게 참된 삶에 대한 기억을 일깨워 주는 예술이야말로 사회가 전체라는 이 

름으로 개인의 감성을 억압하고 합리적 효율성에 따라 관리하는 이른바 

총체화 과정 (Totalisierungsprozeβ)에 그 자체로서 저항하는 사회적 기관 

2) 주로 막스 베버적 ‘문화적 근대’ 개념정의와 더불어 이해되는 이 단어는 서구 
적 사고 틀의 원형을 드러내주는 경우에 속한다 이 구조에 따르면 본래 하나 

로 통일되어 있었는데， 역사 과정에서 분화와 분열을 겹게된 인간과 세계의 본 

절이 그래도 전문화된 가치영역들 속에 나뉘어진 상태로 보존되어 있어 현대 

인들이 ‘형식적으로’나마 그 본질에 다가갈 수 있다고 설명된다. 막스베버는 종 

교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세계상들이 파편화되기 시작하면서 학문 도덕 예술이 

분화되어 간 시점을 주목한 반면， 아도르노는 인류문명사 전반을 이 틀에서 설 

명한다. 호르크하이머와 공동으로 펴낸 계몽의 변증법 중 첫 번째 본론 “오덧 

세우스 혹은 신화와 계몽”에서 그는 계몽으로 분석적 사고능력을 갖추게된 문 

명인들은 분열이전의 ‘참된’ 삶에 다가갈 자질들을 점점 앓어버린다는 비관적 

인 전망을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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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 

어문학이 분석대상으로 삼고있는 인간의 언어는 기계적 의사소통과 감 

정전달의 두 기능을 결합하고 있다. 기호임과 동시에 인격이기도 하다. 그 

런데 개별적 욕구표현을 사회적 합의로 이끌어내야 하는 언어는 동시에 

반대의 과정도 거치고 있어서 늘 보편과 특수의 긴장관계 속에 위치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계몽주의이래 예술언어는 이러한 긴장을 주체의 정체성 

확립에 결부시키면서 사회적인 인정을 추구하여 왔다. 신분제 사회의 바 

로크 예술과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예술은 이처럼 서로 다른 사회적 조건 

속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자리 매김 하여야 했다. 문명화 과정에 대럽 혹 

은 조응하면서 주체성을 확립해나가는 것으로 설정된 서구 개인주의 시민 

문화는 예술언어의 긴장을 인간학적 문제와 연결하여 발전시키는 가운데 

이 언어를 인류의 문화적 자산으로 가꾸어왔다. 주체가 언어에 고유한 긴 

장을 어떻게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는 데 독 

일 관념론의 변증법 구조는 하나의 유용한 분석도구가 될 수 있다. 

ll. 독열 관념론과 자율성 이념 

푸코는 칸트를 읽으면서 3) ‘계몽 Aufklärung’과 ‘비판 Kritik’의 차이를 

명확하게 하고 현대인들의 삶을 조건짓는 세 축으로 ‘권력 Macht’과 ‘진 

리 Wahrheit’ 그리고 ‘주체 Subjekt’라는 개별의식의 구성물을 설정하였 

다. 우리 삶의 궤적은 이들이 서로 얽혀드는 가운데 그 모습을 드러낸다 

고 하였다. 그리고 실제의 역사진행을 돌아보면서 ‘비판적 태도 kritische 

Haltung’가 ‘계몽을 위한 용기 Mut zur Aufklärung’보다 더 결정적으로 

작용하여 왔다고 생각하게 된다 4) 

3) Foucault, M. (1978, 1992). Was ist Kritik? Merve Verlag Berlin. 
4) 1784년 9월 베륜린 월간지에 발표된 칸트의 “계몽이란 무엇인가 하는 뭄음에 

대 한 답변 (Beantwortung der Frage: was ist Aufklärung?)"은 거 의 비 슷한 
시기에 발표된 멘델스존의 ”계몽한다는 것이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인지 하논 

물음에 대하여 (Über die Frage: was heißt aufklären?)"와 더 불어 이 잡지 륜 

중심으로 활발하였던 ‘계몽’이라는 화두뜰 불러싼 당시의 논쟁을 결산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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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그의 자율성 개념은 각 영역의 한계를 구분 지우는 주체의 능력 

에서 출발하고 있다. 주체가 권력과 진리의 상관관계를 문제삼을 수 있다 

는 사실이 그가 말하는 자유에서 더 결정적인 요인으로 된다. 생산력 발 

전에 그리고 국가권력 조직에 점점 더 결정적이고도 세련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학문과 기술을 주체는 자신의 앓에서 올바른 관념을 만들어 내 

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푸코의 생각은 주체가 자기 

자신을 권력관계로부터 일정하게 거리를 둔 개체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한 

다. 

아도르노가 그의 ‘비판적’ 관점에 따라 이 주제를 다루는 방식을 푸코로 

서는 독일과 프랑스의 정치와 도덕이 서로 다르게 발전해나간 역사적 사 

실에 원인이 있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도르노에게서 주체는 일종 

의 자가당착(Teufelskreis)에 빠져 헤어날 수 없게 된 존재로 설정된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문명화란 참된 요인과 거짓된 요인들 사이의 변증법 

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주체가 권력관계를 내면화하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자연을 지배하면서 인간의 인식능력은 어쩔 수 없이 

지연강제의 해부도에 종속되고， 여기에서 인간 인식능력의 ‘주술에서 풀려 

난 포 뱃 entzauberte Format der menschlichen Erkenntnisvermögen’ 이 

생성되는 것이다. 주체가 이러한 사고구조를 지니고 사는 한 이른바 푸코 

적 ‘나름의 앓’ -푸코는 이를 통해 주체가 권력 및 진리담론으로부터 거 

요한 성과이다. 서로 사전교류가 없었던 상태에서 작성된 두 논문은 ‘비판’과 

‘계몽’을 정리하는 원형을 이루었다고 평가된다. 그렇지만 칸트의 글이 ‘자신의 

오성을 사용할 용기를 가져라’는 표어로 계몽을 형식적으로 규정하는 점을 들 

어 그 동안 이 두 정신적 태도가 칸트에게서는 분화되어있지 않은 듯 생각하 

여 왔었다. 푸코는 칸트가 앞부분과 뒷부분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고 주장하면서 계몽과 비판의 차이를 부각시킨다. ‘계몽을 위해 오성을 사용할 

용기’를 고무하는 전반부보다는 ‘공적 영역’과 ‘사적영역’에서 이성을 서로 다르 

게 사용할 것을 명시하는 논문 후반부에 바중이 주어져 있고， 역사적으로도 이 

태도가 더 결정적으로 영향력을 지녀왔다는 푸코의 분석은 지금까지 기정사실 

로 받아들여져 온 프랑스 대 혁명과 프랑스 계몽주의 문화운동의 연관성까지 

도 부정하고 있다. 푸코와 프랑크푸르트 비판이론의 유사성이 짚어지는 한편， 

현대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대표격인 하버마스는 멘델스존의 ‘계몽’ 개념에 근접 

한 문화이론으로 “근대 - 미완의 기획”이라는 논문을 1980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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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취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은 주체를 자율성으로 이끌어주지 못한 

다. 

독일에서 계몽주의 문화운동이 관념론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은5) 자율성 

개념을 설명하고 아울러 넓은 의미에서의 계몽을 개념정의 하는데 시사하 

는 바가 매우 크다. 서구 문명화역사에서 독일 특수적인 양상으로 나타나 

는 이 패러다임의 변화는 합리적으로 사회를 구성해나가는 삶을 위한 하 

나의 이념적 모델을 이룬다. 개체는 그 개체들을 모두 모은 전체라고 상 

정된 사회 속에 사는， 완결된 정체성을 확립해 자율적으로 사고하고 행동 

하는 하나의 주체를 이룬다. 그런데 이 전체는 개체들을 그 합리적인 면 

모 속에서 연결해낸 의식의 문화적 구조물로서 이 합리적 성향을 통해 개 

체들은 제도들이 매개하는 대로 서로서로 닮아간다. 이른바 감정 (Gef디hl) 

이라는 것 역시 이 ‘독일적’ 매개과정에 예외 없이 속하게된다. ‘반성되어 

합리적으로 된 감정 das reflektierte Gefühl’은 전체로서의 사회와 등가를 

이루는 ‘자율적 주체’에서 본질적인 구성성분을 이룬다. ‘독일적’ 계몽은 

자율적인 주체성이 세계의 합리화과정에서 그 상대역을 하도록 개체의 자 

율을 이념적으로 절대화하였다. 그 자체가 문화적 구조물인 이 자율성 개 

념이 아도르노에 의해 아주 독창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제시되었는데， 

그는 계몽의 실제과정에서 자연강제와 자유사이에 미몽 상태의 신화에서 

나 볼 수 있다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반복의 폐쇄회로 역학이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해내었다.6) 계몽의 이 ‘변증법’은 주체로 하여금 그 

가 애당초 ‘자율적’이고 싶다면 이 신화적인 무한반복을 분쇄하는 길밖 

에 없음을 깨우치게 한다. 이렇게 하여 이른바 ‘자율성’은 문명화 과정 

에 처해있는 합리적 주체에게 참(das Wahre)을 주술에서 풀어내어 내 

재 (Immanenz)로 보장해주는 일종의 초월로 설정된다. 주체가 합리성을 

자기자신을 향해서도 적용하고 그리하여 자신을 ‘자율적’인 주체로 구축 

해내는 일에 성공한다면 ‘참’은 개체의 내부에 들어와 있게 된다. 

이러한 기획 안에 걸맞게 아도르노의 변증법적 사고는 두 대립 축 -

5) 이행과정 자체에 대하여는 이순예. 독일 계몽주의 시기 감성복권 움직임과 반 

성성 미학원리의 발전， 문예미학 제 2잡， pp. 9-46 참조. 
6) 계옹의 변증법이 제출하는 테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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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주의적 사회와 극단적인 개별성 - 을 기반으로 웅직인다. 변증법적 

계기 자체는 이 두 대립 항 사이에 어떤 탈출구도 찾지 못하는 개별의식 

에서 찾는다. 여기에 상응하는 고뇌가 개체의 참된 감정으로 된다. 문명화 

과정에 대한 상대역으로서의 불행한 의식이 아도르노에 의해서 고뇌의 조 

건들을 제거하기 위한 계기로 적극 활용되었다. 한편으로는 합리화 과정 

에 대한， 그 과정에 포섭되지 않는 저항을 표현하는 유일한 가능성으로서 

고뇌를 평가하였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고뇌가 세계를 기능화하는 과정 

을 보완하면서 최악의 경우에 스스로를 넘어서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 

르게 되기까지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파시즘의 폭력). 사물의 물질 

성，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비로소 탈 신비화를 통해 기능적으로만 자신을 

드러내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간단없이 ‘거짓’된 것으로 되도록 하는 

그 물질성에 주체는 고뇌하는 가운데에서만 통합적으로(mimetisch) 다가 

갈 수 있다. 인간의 고뇌는 개체의 자기부정에 다름 아닌 바， 인간은 그 

부정의 순간에 자신이 획득한 훼손되지 않은 물질성을 어떻게 자신과 관 

련하여 처리하여야 할지 모르는 것이다. 이러한 경로를 생각해 보는 것이 

부정-변증법적 사고이며， 아도르노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참된 삶의 지 

킴이가 되는 것이다. 부정 변증법적 사고는 물질성을 이념적으로 흐트러 

짐 없이 담아내어 그런 지킴이가 되는 것이다. 이 이념적 물질성(ideelle 

Materialität)이야말로 인류를 불행하게 하는 물질적 조건을 타파할 유일 

한 출구가 된다. 그러나 이 탈출구는 오직 고통에서만 비롯된다. 여기에서 

아도르노와 푸코의 견해를 ‘독일적’ 계몽과 관련하여 비교를 하여본다면， 

어떤 특정한 차이점이 두드러진다. 푸코에게서는 합리성이， 아도르노에게 

서는 고통이 각자 철학적 사고의 출발점을 이룬다. 자율적 사고는 권력과 

진리를 분리하여 생각하는 능력에서 비롯되며 (푸코) 다시금 감정과 오성 

을 철저하게 구분짓는 형태로 나아가야만 한다 (아도르노). 

계몽주의 문화운동을 마감하면서 칸트는 사물을 감성과 오성사이 경 

계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여기에서 관념론 

철학의 새로운 단초들이 정리되었다. 칸트는 미적 인식을 철학적으로 

기초해나가는 가운데 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하였다. 미감판단 

( Geschmacksurteil)을 분석하면서 그는 우리 인식능력을 구성하는 요소들 

을 정리하여 나갔는데， 그러면서도 이 요인들이 객관적 진리에 이르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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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에 주목하지 않고， ‘참되고’ ‘거짓된’ 감정을 선별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로들 사이 차이점을 논구하였다，7) 진리와 감정을 동시에 거머쥐려는 칸 

트 초월철학의 야심은 감정이 그릇된 길로 들어서는 것을 방지하는 반성 

능력을 전제한다. 거짓된 감정은 자기 자신의 감정을 사안에 맞게 처리하 

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을 때 발생한다. (대상에 대한 사심 없는 애 

호심이 ‘아름답다’라는 미감판단을 내리는 규정근거가 된다. 물질적 이용 

을 통해 감각적 충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감관판단이 구성된다. ) 판단을 

7) 칸트는 인간의 이성적 두뇌활동이 외부로부터 수용한 감각적 소여들을 오성범 
주들을 사용해 정리-인식하여 그 대상을 객관적으로 규정하거나 아니면 자기 

내부의 욕구를 잠재울 도덕적 명제를 도출해내지 않는， 제 3의 결과를 가져오 

는 방식에 주목하였다. 이른바 미감美感 판단( Geschmacksurteil)은 인간 인식 

능력들 사이의 조화와 균형을 ‘인식’하는 능력이다. 장미꽃을 바라보는 이성주 

체는 이 꽃의 형태와 색채 등을 규정하는 오성범주(Verstandes Kategorie)들이 

애초 그 지각들을 들어올린 구상력 (Einbildungskraft)과 상호작용을 벌인 결과 

(이 활동을 유희 Spiel 이라 하였다) ‘긴장상태의 균형’에 도달하면 ‘좋다’라는 

감정을 느끼고 이 감정을 ‘아름답다 schön’라는 형용사로 ‘전달한다’. 판단하는 

사람은 장미꽃이 빨장다든가 아니면 활짝 피었다든가 하고 판단하는 경우와 

전혀 다르게 자신의 정신능력을 사용하게된다. 그리고 이때 주체의 심정상태는 

아주 독특한 것이다. 개인의 좋고 싫은 감정을 마치 객관적 진리인 양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이 장미꽃은 빨간 색이다’라는 경험판단과 달리 

옳고 그름을 검증할 수 있는 척도가 없는데도 모두 다 진리인 양 받아들인다. 

따라서 미감판단을 철학적으로 기초한 칸트의 도식이 중요한 이유는 사적 감 

정의 객관성을 증명하는 논리적 완결성 때문이다. ‘장미꽃은 아름답다’라는 판 

단은 우선 인식주체 내부에서 감정적 움직임이 있었고(Wohlgefallen am 

Schönen) , 그 결과가 사회관계에서 객관적으로 통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감 

정의 사회성을 증명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느끼기 이전에 오성과 구상력 사 

이의 유희라는 지적활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칸트는 ‘이 포도주가 달 

다’라는， 주관적일 뿐인 감관판단( Sinnenurteil)과 미감판단을 구별한다. 그리고 

인식능력들이 서로 긴장상태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특성을 지년 인식대상에 

는 ‘미적 (ästhetisch)’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다. 그런데 사적 감정의 보편성을 하 

나의 사회적 기구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장미꽃과 같은 미적 대상들이 세상 

에는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인간 스스로도 이 대상들을 창조할 

수 있다. 예술가는 자연으로부터 이 업무를 위탁받은 천재이다. 이순예. (근간) 

아도르노 미학과 서구 시민문화. 독일학 연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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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는 요인으로서의 감정은 우선 오성에 대해 사물을 나름대로 평가하 

는 독자적인 권리를 주장하고 나서야한다. 그렇지만 판단은 둘 사이 공동 

작업의 결과로 내려진다 (조화로운 유희， Harmonisches Zusammenspiel). 

사물은 우리들에게 물질적이 아니라 이념적으로 소용되어야 하며， 이로써 

우리는 우리의 감각이 대상과 관련하면서 펼쳐지는 정서발달을 반성 

(Reflexion)으로 도모해 나아갈 수 있다. 대상은 우리를 두 방향에서 ‘건드 

린다’. 반성구조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사물을 감각적으로 받아들이는 활동 

에서 모아지는 ‘느낌 (Empfindung)’과 구분 지우는 활동으로 나아가는 ‘지 

각(W ahmehmung)’이 하나의 조화로운 결합을 이루도록 되어야한다. 우리 

가 사물에 대한 이념적 표상을 획득하려면 우리의 수용능력들을 그 각각 

의 한계를 잘 짚어가면서 분류하여 활성화시켜야한다. 자연법칙에 따라 

대상을 구분 지어 인식하도록 하는 오성의 분석활동의 한계를 반성적 판 

단력 은(reflektierende Urteilskraft) 활성 화된 구상력 이 오성 의 규정 활동을 

견제하도록 함으로써 어느 정도 넘어설 수 있다. 미적 인식이라고도 이야 

기되는 이 반성적 판단력 활동에서 우리의 기초적인 인식능력인 오성과 

구상력은 각각 상대방에게 종속되지 않으려는 긴장 속에서 서로를 활성화 

시키면서 균형을 이루려는 몸부림을 친다. 미적 인식은 논리적 인식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지적 활동이다. 

칸트가 세운 인간 심정능력의 위계질서는 그 후 계속 이어진 철학적 미 

학의 발전에서 그 근간을 이룬다는 점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미적 

범주로서의 조화미 (das Schöne)는 문학창작에서도 어떤 결정적인 틀로 

작용하였는데， 서로 제각기 발전해나간 인간적 요인들이 연결되는 이상을 

예숨작품이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졌다. 조화미 범주는 세계와 인간의 온 

갖 다양성을 다듬는다. 이 범주는 자기내부의 도식에 따라 완성에 이르는 

균형 잡힌 조화뜰 들어올린다. 그라고 이 범주에 따르는 예술작품은 이상 

적 관념을 감각적 소여 (sinnlich Gegebenes)들에 연결시킨다. 이런 연결작 

엽이 ‘설득력 있게’ 수행됨에 따라 독일 고전문학이 이념적인 문학으로 자 

리잡아 나갔는데， 헤겔이 문학과 예술을 ‘이념의 감각적 가상이다 (Das 

sinnliche Scheinen der Idee)’라고 정 의 했을- 때 가장 잘 드러 나는 경 향이 

다. 우리는 독일문학의 특성을 이 추상화 경향으로부터 이끌어내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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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자율적 주체’라는 유랩의 문화적 구축물과 분열을 념 
어서는 인간적 가능성으로서의 추상화 능력 

이러한 경향을 설명하는 한 방편으로 위에서 짧게 언급한 아도르노의 

‘계몽의 변증법’ 테제가 매우 유효할 수 있다. 독일적 문화담론이 애용하 

는， 개개인의 의식이 자율적이고 자명하다라는 명제는 그러나 조금만 들 

여다보면 유감스럽게도 참이 아니다. ‘개체 (das lndi viduum)’라는 말 역시 

문화적 구성물에 속하는 바 개별의식이라는 그 전제를 앞세워 ‘개체들의 

총합’이라는 양( Quantität)을 ‘그 전체로서의 사회’라는 질 (Qualität)로 변 

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문화적 강제에 다름 아니다. 이 개별의식은 아도르 

노가 지적한 계몽의 ‘독일적’ 틀에 따트면 대단히 ‘변증법적’， 즉 ‘자기 부 

정적’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개체는 기술화된 계몽의 현실에 직면하여서 

는 도대체가 사회적 능력을 보이지 못한다. 시민사회에서 개체가 자신을 

하나의 주체로 형성해낸다는 것은 제도적 매개 (institutionelle 

V ermittlung)를 거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따라서 ‘비변증법적’으로 될 수 

밖에 없다. 이렇듯 의식의 변증법에 의지하여 시도되는 서구의 주체구성 

은 그 문화적 구축과정에 주체의 자기 지양이 처음부터 예견되어있다고 

보아야 한다. 어떤 한 ‘사회’를 상정하면서 나타나는 개체의 질적 변화는 

역설적이게도 개별적 특수성을 기계적으로 균등화시키는 결과로 치닫는 

다. 애초 개개인의 특수성은 개체가 세계의 탈 주술화과정 (Entzauberung) 

에 자기의식적 (selbstbewußt)으로 맞섬 8)에서 비롯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개별적 특수성에 기초를 둔， 자율적인 주체들이 모인 사회라는 서구 시민 

사회의 문화적 구축(kulturelle Konstruktion)에서 결국 개체는 하나의 단 

순한 수치로 환원되어 산술적으로 처리되고 대체될 수 있는 것으로 되고 

만다. 따라서 주체구성은 추상화 작엽 9)에 다름 아니게 된다. 

8) 아도르노는 이를 부정 (Negation)이라 하였다. 

9) 아이슬러(R. Eisler)가 칸트 사전 (Kant-Lexikon)에서 정리하는 바에 따르면 추 

상화(Abstraktion) 란 좀더 명확한 표상을 얻기 위해 볼필요한 군더더기틀을 제 

거하는 일이다‘ “어떤 개념을 일반적인 특정으로 추상한다는 말은 있을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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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도르노가 제출한 ‘계몽의 변증법’ 테제는 바로 민주주의 이념에 따라 

시민사회의 ‘불평등한’ 조건들을 ‘기회의 평등’이라는 원칙으로 수용해야 

하는， ‘자율적 주체’로서의 시민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초월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하여 새로운 인간적 가능성을 모색할 단초를 제공한다. 자율적 

시민의 어려움은 자유의지와 객관적 인식사이의 원초적 자가당착에 있다. 

중세 기독교의 초자연적인 형이상학과 신분질서에 기초한 사회적 위계질 

서에서 벗어나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시민사회를 꾸려야 했던 그 구 

성원들에게 가장먼저 의식되었고，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도 확산되어야만 

하였던 태도는 무엇보다 자유의지였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 

를 확인하는 순간 또 다른 전제에서 출발하는 존재요건을 인간과 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상태라고 규범화하여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칸트는 인간의 의식활동이 유적 보편성을 지난다는 전제하에 이 ‘자연강 

제’를 인식할 수 있는 분석능력을 오성 (Verstand) 범주에 귀속시켰다. 이 

성 (Vemunft) 활동으로 자유의지 역시 인간의 의식을 구성하는 데 참여하 

지만， 존재는 오성활동이 가능한 자연규칙에 따라서만 의식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 물 자체 (Ding an sich)의 세계와 현상계 (Erscheinung swelt) 사이 

에 어떠한 연결고리도 설정하지 않는 칸트의 철학체계에 따르면 인간의 

의식자체와 그 의식으로 구성된 존재는 깨끗하게 둘로 나뒤어져 있다. 이 

러한 칸트의 논리구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외’라는 단어로 설명해온 

세계상태의 분화(Trennung) 혹은 분열 (Entzweiung)을 섣명하는 원형이 

되고있다. 인식주체와 인식대상인 객체를 일단 분리하여 설정하지만 인간 

고， 그 개념을 사용할 때 거기에 따라붙는 다양한 내포들로부터 추상한다고 해 

야한다."(p. 2) 일반적으로 이 단어가 오성개념을 감각적인 것으로부터 분리해 

낸다는 맥락에서 사용되는 까닭은 감각의 다양성이 오성의 판단력을 흐트러뜨 

려 우리로 하여금 불완전한 인식밖에 얻을 수 없게 한다는， 데카르트이래 대륙 

인식론의 합리론적 전동 때문이다. 구체적 (konkret)/추상적 (abstrakt)이라는 식 

으로 대립적인 비교 틀 속에서 주로 사용되면서 이 용어는 특정한 방법론을 

지칭하게 되었다 이 방법론은 이념을 그 이념의 현실체 구성에 참여하고 있는 

감각적인 것으로부터 분리해내는 서양의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서 비롯되었다. 

이 용어에 관해서는 요아힘 리터(joahim Ritter) 편 철학 역사사전 

(Historisches Wärterbuch der Philosophie) pp. 33-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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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식은 주체의 인식능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딴 살제로 가능하다는 관 

념론적 인식론은 그 인식하는 사람을 하나의 자연적 실체로 놓고 보았을 

때 자기분열을 논리적으로 귀결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7, 18세기에 

활발하였던 철학적 미학 논의는 이러한 인식론적 전통에 서있는 유럽에서 

주체의 정체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적 필연이었다. 칸트는 이성능력과 

오성능력의 중간자인 판단력 (Urteilskraft)을 설정하여 자연강제를 넘어서 

는 오성의 의식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하였다. 이 미감판단 

( Geschmacksurteil)이라는 특별한 의식활동을 통해서만 분열된 두 세계가 

이어질 수 있고， 이 때 활동하는 미적 판단력 (ästhetische Urteilskraft)을 

통해 인식주체는 정체성을 모색할 수 있다고 하였다. 미학의 세기인 18세 

기 동안 무엿보다 독일의 철학계는 예술을 이 정체성 모색기획에 겸부시 

켜 자리매김 하였고 그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하리라 여겨진 문학을 중요 

한 사회적 기관으로 끌어올렸다. 독일 고전문학의 조화미 이상은 이러한 

초기 시민사회의 정체성 기획에 조응하는 것이었다. 아도르노는 이 기획 

이 잘 운용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20세기 들어서는 파탄을 보였다고 진단 

한다. 유태인으로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그는 이 기획이 전체주의적 사 

회를 조장했다고 보았다. 

아도르노의 미학이론은 이 시민적 정체성 기획과 예술론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는， 한층 고도화된 의식의 ‘비판적 실행’을 기록하고 있다. 세계상 

태의 분열이 시민사회의 조건을 이루고 있다는 고전적인 진단은 더욱 철 

저하게 파고들지만 의식의 힘으로 분열이전의 통일에 다가갈 수 있다는 

고전 철학의 문화기획은 허구임을 지적한다. 따라서 문학과 예술에서의 

조화미 이상을 재검토하고， 이런 철학적 미학의 요청에 부응하려 하였던 

작품들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불러일으켰던 형식적인 문제점을 지적해낸 

다. 초기 시민사회에서는 예술이 알레고리로 될 수밖에 없다는 테제는 예 

술이 실제로는 불가능한 조화를 이념적 요구에 따라 계속 추구하였을 때 

자기스스로를 형해화하는 방식으로 진리에 대한 요구를 제기한다는， 아도 

르노적 부정의 좋은 일례가 된다. 예술의 진리는 이런 ‘부정하는 정신적 

태도’가 보장한다. 그리고 현재 시민사회와 같은 삶의 조건하에서 예술만 

이 이 ‘부정적’ 사고를 다른 인간적 요인인 감성과 결부시켜 볼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영역으로 남는다. 개념과 직관을 일치시켜 참 인식에 이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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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를 모색하여온 인식론은 늘 변증법적 지양이라는 강제를 동원하여 그 

불일치를 이념적으로 해소해왔을 뿐이다. 개념 (Der Begriff)은 사실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물과의 차이 속에서 스스로를 한계 짓는 

가운데 자선을 정립하는 것이므로 여기에 우리의 구상력 (Die 

Einbildungskraft) 이 들어올린 직관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인식론적 전제 

자체에서 출발하는 귀결점일 뿐이다. 따라서 개념적 정합성을 따지는 철 

학은 감각적 소여들과의 ‘변증법적’ 결합을 포기해야 한다. 아도르노의 철 

학적 저서 부정의 변증법은 이런 논지에서 칸트와 헤겔의 변증법을 재검 

토하고 고전 변증법에는 ‘실증적 positiv’이라는 형용사를 붙였다‘ 자신의 

철학적 방법론인 ‘부정적 negativ ’ 변증법은 예술에만 적용될 수 있고， 또 

시민사회에서 예술은 이 부정의 철학으로 뒷받침 받았을 때 바로소 분열 

을 넘어서는 인간적 가능성을 담아낼 수 있다. 

시민사회의 일반적 조건인 분열은 주관적 체험과 객관적 인식은 서로 

차이가 나기 마련이라는 방식으로 우리의 일상담론에 자리잡았다. 무엇보 

다 독일 관념론 철학이 이 문제를 계몽이후 인간의 일반적인 존재조건으 

로 천착하였고， 이 과정에서 예술을 정체성 형성이라는 인간적 화두의 중 

심에 올려놓았다. 칸트에서 헤겔을 거쳐 아도르노에 이르는 이 관념론적 

전통이 일궈낸 지적 성과는 분열과 분화를 거듭해가는 과학기술의 시대에 

언어문학을 중심으로 하는 인문과학의 추상화 작엽이 인간의 정체성 모색 

과정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확인이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니었더 

라면 분열자체가 의식되지도 않을 것이라는 관념론적 논리구조는 주체의 

통일된 정체성이라는 서구의 그 오래된 문화적 기획이 과학기술 시대로 

접어들어 매우 부담스러워졌으므로 폐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묻는， 그 

런 선택의 문제가 아님을 일깨워준다. 칸트의 초월철학은 자연강제로부터 

자유로운 의식과 그 의식에서 독립적인 자연이라고， 의식과 자연을 분리 

시켜 생각할 것을 요구한다. 그래야만 애초에 자연을 인간적인 요구에 맞 

추어 가공하여 물질적 풍요틀 이루려 한 문명화 과정의 한 축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다. 허나 자연을 인간적으로 가공하기 위해서는 문명화 

주체로서의 인간이 자신의 정제성을 제대로 확보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비인간적인’ 자연지배는 사회조직의 파탄으로 귀결되었다. 사 

물을 요소별로 분리해서 생각해보는 추상화 능력은 세계가 분화되어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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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사회조직이 복잡해질수록 더욱 절실하게 된다. 내면이 통일된 주체라 

는 인간관이 비록 서구 시민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문화적 전제에 불과한 

것임이 분명하고 모든 것을 수량화시키는 현 자본주의 세계체제하에서의 

민주주의가 주체의 정체성 구축에 많은 어려움을 안겨주는 것도 사실이지 

만， 우리는 지구의 다른 쪽에서 오랜 세윌 가꾸어온 이 문화적 구축물을 

전체적인 틀에서 진지하게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인간의 추상화 능력은 

우리를 둘러싼 조건이 어려워질수록 더 요청되며 그리고 무엇보다 

한 사실은 이 능력이 훈련된다는 점이다. 독일 교양시민 계층은 여기에 

착안하여 예술을 사회의 교사로 삼았다. 이 패러다임을 기초한 칸트의 판 

단력 비판은 정신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가능성에 따라 예술장르의 위계 

질서를 수립하였는데， 그 후 이 관념론적 전통에서는 문학이 언제나 인간 

적 가능성을 매개하는 가장 탁월한 지위를 차지한다 언어의 정신성은 그 

형상성과 더불어 서구의 문화전통에서 늘 갚이 천착되어왔다. 분열을 

개하는 문학은 무엇보다 언어의 정신성에 주목한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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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언어와 사고 

오늘날 우리는 통상적으로 정서 (Emotion)와 인지 (Kognition)가 서로 상 

충한다고 여긴다. 독일 관념론자들이 세계의 총체성과 개체의 주체성을 

기획하면서 ‘미의 세계’를 주목한 까닭은 무엇보다 여기에서는 이 두 요소 

들이 결합되어 독특하고도 독자적인 인간적 가능성이 열린다고 보았기 때 

문이다. 

문명화과정 자체가 이 

현 세계상태에 직면하여 

‘발견’하고 ‘다듬은’ 독일 

무엇보다 분열을 밑거름으로 

없는 오늘날의 인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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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능력을 인간적인 규모에서 서로 

된 정서능력과 인지능력을 자율적으로 

었다. 어떤 독자적인 틀을 구조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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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질서는 

‘많은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 

내포하기 시작하였다. 18새 

분과로 되는 과정에서 철학과 

이후 문화담론에서 

denken veranlaßt) ’10) 반성 능 력 을 

근대문학은 미학이 철학의 한 

u l-_Q_ 
2.1:二‘미적’이라는 하여 

(viel zu 

기 이후 

L. -,_ 

독일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새롭다. 독일 계몽주의 작가 레싱은 바로크 

회화적인 것에 등치시키면서 회화가 세계를 정적인 고정상태로 들어 

올린다고 지적하는 한편， 문학은 언어의 전진적인 서사성을 본령으로 삼 

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근대문학은 세계의 진보를 의식적으로 따라잡을 

새롭게 자리 매김되어야 하였다. 칸트 역시 문학의 사회적 

인정하였다. 문학의 매체인 언어가 다른 장르들의 매체인 색채 

내세우기 가치로 사회적 긴유하 -‘- '1 'L.. 
자신의 반성능력을 미적 결합하면서 

학을 

느
 
O 있도록 /-‘ 

T 

호으 -, '-
려_Q__ 
-, "코 

10) 칸트의 서숨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Nun behaupte ich, dieses Prinzip sei 

nichts anderes als das Vermögen der Darstellung ästhetischer Ideen; unter 

aber verstehe ich diejenige Vorstellung der 

Einbildungskraft, die viel zu denken veranlaßt, ohne daß ihr doch irgendein 

bestimmter Gedanke, d. i. B e g r i f f, adäquat sein kann, die folglich 

keine Sprache völlig erreicht und verständlich machen kann." 칸트， 판단력 

비판， pp. 167-168. 

Idee ästhetischen e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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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들에 비해 우리 인식능력들이 반성구조를 이루도록 하는 데 절대적으 

로 우호적이라는 까닭에서이다. 

회화의 정태성과 언어의 전진성을 버질 (Virgil)과 호머 (Homer)의 작품 

에서 변별적으로 특화해 내는11) 레싱의 저술 라요콘 혹은 문학과 화화의 

경계는 이후 계속 이어지는 문학언어를 둘러싼 논쟁의 출발을 이룬다. 레 

싱이 제출한 언어의 회화성과 서사성 테제는 G. 루카치가 진보의 관점에 

서 문학적 형상화의 가능성을 점겸한 「설명이냐 묘사냐?J 논문에서 구체 

적 현실과 관련하여 논구되었다. 20세기 들어 K. 쉐르페 (Scherpe)는 소 

논문 「묘사하라， 설명하지 말라! J 12)에서 반-루카치 노선을 주창하였지만， 

변화된 현실에서의 새로운 창작가능성을 모색하는 논의였다. 쉐르페에게 

서도 이미 고정된 사물의 관계를 재확인하는 것 이상이 되는 표현수단을 

확립하는 일이 문제였다. 그는 오늘날과 같은 무감동의 시대에 그림이 불 

러일으킬 수 있는 환기효과에 주목하였고， 섣명과 묘사의 적절한 조합으 

로 새로운 반성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리라 진단하였다. 이러한 문학 

언어를 둘러싼 논의들은 “의사전달이란 무엇이든 그 본질에 있어서 변화 

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다”라는 페터 바이쓰(Peter Weiss)의 언명을 화두 

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림은 인간존재가 처한 고통을 마주하면서 

11) 회화와 문학의 가능성과 한계를 논하면서 레싱은 거의 전적으로 매체의 특성 

을 문제삼는다. 이차원의 공간에 선과 색으로 나열 (Nebeneinander)된 후 평면 

의 정지상태에서 수용자를 마주하는 회화작품은 수용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그를 정서적으로 자극할 수 있지만， 이때 수용자의 반응은 즉자적인 세계파악 

에서 벗어나기 어렴다. 반면 활자가 그려내는 이야기 줄거리는 수용자의 독서 

속도와 읽은 부호를 머리 속에서 사불과 대응시키는 상상력을 예술적인 틀 

속에서 연결시키는 것인 바， 문학의 매체는 시간적인 선후관계 (Nacheinander) 

를 뼈대로 한다 언어의 회화적 특성에 주로 의지하는 묘사(beschreiben)가 하 

나의 예숨양식으로 굴어진 바로크 문학은 그 장식성 때문에 전 근대적인 폐 

해룹 보인다고 비판한 레싱은 언어의 시간성이 진보적인 계몽주의적 세계관 

에 부합하는 문학을 담보해준다고 믿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물은 변화하기 

마련이지만， 이 변화플 진보로 모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인간의식이 새로운 시 

대에는 요청된다고 하였다. 이 전진적인 사고방식이 형성되도록 문학은 이야 

기를 서숨(erzählen)해나가야 한다. 

12) Scherpe, K. R. (996). Beschreiben, nicht erz때len! Beispiele zu einer 

ästhetischen Opposition. In Zeitschrijt fiir Germanist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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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고통을 즐기지만， 말은 그 고동의 기원을 알려고 한다"13)는 그의 분석 

은 말과 그림의 근대적 위상을 잠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서 벗어나려는 

말은 주어진 인상들을 조직하는 운동과정 속에 있게 되고， 읽는 사람 또 

한 이 운동과정 속으로 끌어들인다. 말은 사고를 전진시킨다. ‘진보’와 ‘질 

서’라는 서사적 요인이야말로 근대적 세계상태 속에 처해있는 ‘쓰는 사람’ 

의 실존적 환경이 된다. 

‘바로크’에서 ‘근대’적인 세계상태로의 변화를 ‘라오콘 군상’14)에서 살아 

도망치는 아들의 상징으로 읽어내는 레싱은 그가 목격한 일을 정리하여 

전달하고 그리하여 자신의 존재를 계속 추스르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간의 

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트로이-그리이스-로마로 이어지는 직선적 발전 

을 이 조형물은 상징하고 있고， 여기에서 미학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는， 

‘비상식적인’ 구성을 보이게 되었다. 진보가 사물의 새로운 질서를 이룬다. 

따라서 공간은 단지 정지상태로 된 시간으로， 한곳에 고정된 것으로 정의 

13) 페터 봐이쓰. 라오콘 혹은 언어의 경계에 대하여. In Rapporte, p. 182. 
14) 석고 조형물 ‘라오콘 군상’은 그리이스인이 선물한 목마의 불운을 민중들에게 

경고한 트로이의 사제 라오콘이 트로이를 멸망시키고 그리이스의 패권을 결 

정한 신들의 저주를 받아 두 아들과 함께 뱀에 휘감겨 죽는 장면이다. 왼쪽의 

아들은 이미 죽어 머리가 늪어져 있는 상태이나， 오른쪽 아들은 필사적인 탈 

출의 노력을 하고 있다 아버지 라오콘 자신은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마치 절 

규하는 듯한 인상이지만， 입 모양이 일그러져 있지 않고 부드럽게 처리된 접 

을 둘러싸고 많은 미학적 논의가 있었다. 빙켈만은 고통을 참는 숭고한 영혼 

음 형상화한 것이라고 하여， “고귀한 단순성과 조용한 위대성 (Edle Einfalt 

und stille Größe)"이라는 자선의 고전주의 이상을 전개하는 발판으로 삼았다. 

레싱은 조각품에서 구멍을 보는 일은 우리의 미감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예술 장르별 매체의 특성을 정리하여 나갔다. 고전주의 문학작품에 

서는 울부짖는 묘사가 가능하지 않느냐는 것이 레싱의 반론이었다 (라오콘 후 

은 문학과 화화의 경계 참조 ) 탈출에 성공한 아들은 이 사건을 보고할 의무 

달 지게 되는데， 이 장면의 역사적 의의는 세계사의 진보플 파악하는 일이다 

트로이의 아이네아스는 불타는 도사를 빠져나가 그리이스 이후 세계패권을 

장악할 로마플 건설하게 된다. 트로이 멸망은 그 다음 역사단계를 준비하기 

위한 필연이었고， 이 필연에 인간적으로 저항하는 사제 라오콘은 벌을 받아야 

만 하였다 살아남은 아뜯은 변화하는 세계상태 속에서의 ‘쓰는 일’의 불가피 

한 실존적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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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문학에 비해 회화를 한 단계 낮은 것으로 파악하는 논의는 이처 

럼 진보의식에서 출발한다. 회화 및 조형예술은 공간적으로 고정되어 있 

어 우리가 외부사물을 받아들이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 세계상태의 

변화를 포착하는 표현매체들에게서는 시간적 인지속도와 공간적 인지속도 

가 다르다는 점이 한계로 작용한다. 묘사(beschreiben)가 지향하는 바 공 

간적 확산을(räumliche Entfaltung) 언어로 기록하여 독자의 눈암에 생생 

하게 보여주겠다는 의도는 여기에서 좌절한다. 

“물체의 병렬이 언설의 나열과 여기에서 (물체를 묘사할 때: 필자) 충돌하기 

때문에， 그리고 병렬이 나열 속으로 해소되는 바， 전체를 부분으로 나누는 일 

이 용이하게 되기는 하나 그 부분들을 궁극적으로 다시 연결하여 전체를 꾸 

미는 일은 말할 수 없이 어렵고 불가능한 경우도 적지 않다 "15) 

형상적인 묘사에서 일단 부분들로 해체된 전체를 다시 조합해 드러내는 

일이 이토록 어려운 까닭은 앞에서 말한 인지속도들 사이의 차이 때문이 

다. 따라서 문학이 인위적인 부호인 활자로 어떤 사물을 공간적으로 ‘그린 

다면’ 그 부호와 지시대상사이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바， 공간적인 인지를 

시간 속에서 발현되면서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언어로 전환시킬 때 속도가 

늘어지기 때문이다. 

문학매체로서의 언어를 인간의 인지방식과 세계상태에 결부시켜 천착한 

레싱의 라오콘은 무엇보다 문학이란 무엇인가 하는 독일적 물음에서 출발 

하고 있다. 변화를 따라잡아 파악하는 가운데 자신의 실존을 확보해야 하 

는 ‘계몽된’ 인간은 정지된 공간적 확산을 지루하다고 느낀다. 전진적인 

사고가 사물의 새로운 질서에 맞는 ‘자연적인’ 질서이다. 이 사고의 질서 

에 맞게 물체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려면 그 물체를 ‘완성된’ 상태가 아닌 

‘되어가는(werdend) ’ 과정으로 그려야 한다. 버질과 호머의 방패가 두 경 

우의 전형이다. 버질은 아이네아스의 방패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그들은 거대한 방패를 연마한다. [ ... ] 저쪽에서는 부풀어오른 거푸집에 

계속 공기를 뿜어 넣었다가 또 빼내었다가 한다.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은 쉰 

15) 레싱. 라오콘， p.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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쉰거리는 불덩이플 물 속에 집어넣는다 [ ... ] 다부진 팔을 들어올려 단단한 

부삽을 집어 어마어마한 덩어리를 이리저리 돌린다 "16) 

이러한 장면묘사는 지루함이라는 고약한 효과를 불러일으키므로 문학에 

서 추방되어야 한다 반면 물체가 지루하게 묘사되는 회화로부터 생생한 

줄거리를 엮어내는 호머의 기법은 탁월한 바가 있다. 레싱은 호머의 탁월 

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우리는 방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신적 장인이 방패를 어떻게 완성하는지 

를 보게된다. 그는 망치와 부삽을 들고 자기 작업대 앞으로 가서 거친 주물 

로부터 철판들을 다듬어낸 후 장식으로 고안해낸 그림들을 그려 넣는데， 바 

로 우리 눈 앞에서 차례차례로 드러나게 한다. 모든 것이 완성될 때까지 우 

리는 그의 작업의 경과를 눈앞에서 놓치지 않게 된다. 완성이 되면， 우리는 

그 작품에 경탄을 보낸다. 만드는 과정을 지켜본 증인이 보내는 신뢰의 경탄 

을 "17) 

이러한 경지에 이르게 하는 호머의 예술적 기교는 “하나의 사물에 하나 

의 특성"(앞 책， p. 92)만을 부여하는 데 있다. 바로 ‘전체의 줄거리에서 

차지하는 그 부분의 몫’만을 선택하여 호머는 사물들을 진보하는 줄거라 

로 배열한다. 

레싱의 이러한 문학언어관은 이후 독일 문학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계몽주의적 세계관에 따른 철저함이 지나쳐 언어를 너무 사변적으로 몰고 

갔다는 비판도 제기되지만， 변화하는 근대세계에서 거듭 자신을 추스르며 

살아야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방향감각을 매개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작 

가들에 의해 다듬어지고 있다. 

독일 관념론의 이상주의적 세계파악과 인간의 주체성 형성 기획은 위에 

서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까지 수미일관하게 적용되고 있 

다. 개개인의 사적 행복을 나름의 내용대로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합리적 

인 사회제도를 꾸려가겠다는 독일 계몽의 기획은 독특한 문화를 이루었 

고， 우리가 이른바 ‘독일적’이라고 일걷는 어떤 내용을 담게되었다. 말을 

16) Virgil. Aeneid.. pp. 447-454. 
17) 레싱. 라오콘， pp. 10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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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적으로 가꾸는 일은 한 사회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도 매 

우 중요하다. 어떤 사회적 합의가 언어를 통해 공유되지 않으면 일상생활 

에서 학문에 이르기까지 개체들간의 상호교류가 불가능할 것이다. 18세기 

이후 독일은 개인주의 문화를 발전시켜 가는 가운데 언어가 지년 가능성 

중 보편적 개념을 전달하는 능력에 주목하였다. 개체들이 모인 합인 전체 

가 한 사회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개인들이 ‘나름으로’ 보편을 인식하여 

입장을 정리하고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이 ‘나름의’ 형성과정을 사회적으 

로 떠맡은 기관으로 자리잡은 문학과 예술은 언어의 이러한 가능성을 최 

대한 계발하였고 일상용어에도 영향을 주었다. 언어가 어떤 기계적인 도 

구가 아니라는 사설을 이처럼 다른 방향에서 짚어볼 수도 있다. 언어는 

사람과 더불어 변화하는 것으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지니고 사는지를 의 

식하지 않은 채 가꾸지 않으면 도리어 우리 스스로에게 이물질이 될 수도 

있는 나름의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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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Sprachliche Konfiguration und Subjektkonstitution 

In diesem Essay wird versucht, die Sprache und die geistigen 

Fähigkeiten des Menschen in einem Zusammenhang darzustellen. Ich 

gehe davon aus , dass die Sprache nicht einfach nur ein technisches 

Mittel bildet, um zwischen dem Gegenstand und dem erkennenden 

Subjekt zu vermitteln. Sprache gehört auch zu den konstruktiven 

Mitteln, vermittels derer das Subjekt sein Bewußtsein organisiert und 

die Welt ergreift. Hiermit stelle ich die These auf, dass die Sprache 

auch ein formbares , kulturelles Produkt einer Gesel1schaft ist. Daraus 

ergibt sich ein Postulat: Die modeme Sprache sollte einer 

konsensfähigen Gesellschaft dienen. 

Die deutsche Sprache bildet einen Musterfal1 hierfür. Man kann ihre 

Entwicklung seit der kulturellen Bewegung der deutschen Aufklärung 

unter diesem Aspekt beschreiben und ihre spezifischen Charakteristika 

sachgem패 einordnen. Seitdem die deutsche idealistische Philosophie 

den Menschen als ein geistig konstitutives Wesen darstellt, wird der 

deutsche kulturelle Diskurs durch eine Abstraktionstendenz geprägt. Da 

der deutsche Idealismus von dem Grundsatz ausgeht, dass der Mensch 

die Entzweiung der Welt geistig transzendiert, tritt das kritische 

Projekt der Identitätsbildung eines Subjektes in den Mittelpunkt der 

kulturellen Offentlichkeit. 

Die westliche Zivilisation stellt den Menschen in einem entzweiten 

Zustand dar. Die Herrschaft über die Natur führt nicht nur zur 

Freiheit, sondem auch zur Unterjochung der menschlichen Natur. Um 

seelische Freiheit zu gewinnen, soll der Mensch seine Trie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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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wältigen. Er verfährt analytisch, wie er es bei der materiellen 

Naturbeherrschung gewohnt ist. Sein eigener Leib wird zum 

Gegenstand der Analyse des Verstandes. Daraus ergibt sich die 

westliche Vorstellung über den Leib: Er wird in den Naturzwang 

gefesselt. Geistige Freiheit und leibliche Unterjochung bilden eine 

klassische Form der Entfremdung in der modemen Welt. 

Angesichts dieser Entzweiung hat man die Idee der Einheit in die 

menschliche Vorstellung der Natur verlagert, die man doch als einen 

Weltzustand vor der Zivilisation charakteristisch annimmt. Dass diese 

natürliche Einheit des Ursprungs in der modemen Welt nur ‘ideell' 

nachvollziehbar ist, bildet den Ausgangspunkt des deutschen 

Idealismus. Sein Pr이라야 wird durch die transzendentale Leistung der 

geistigen Fähigkeit des Menschen unterstützt. Der Mensch 

transzendiert die materielle Trennung und konstituiert sich als ein 

autonomes Subjekt mit einheitlichem Bewußtsein. Das Subjekt beruht 

grundsätzlich auf der seelischen Einheit der entfremdeten Seele. Daher 

wird das W ort ‘ autonom ’ nicht statistisch, sondern dynamisch 

verstanden. Das Subjekt ist autonom, indem es Fremdkörper bei der 

einheitlichen Identitätsbildung ausschließt und nur dem eigenen inneren 

Prinzip folg t. Das Subjekt stellt sich in den Konstitutionsprozeß. Das 

harmonische Ideal, das die deutsche klassische Kunst und Literatur 

intensiv beschäftigt, soll die Trennung von der Welt und die Idee der 

Einheít vermitteln. 

Kunst und Literatur gewinnen in dieser kulturellen Konzeption 

gesellschaftliche Anerkennung. Vor allem die Literatur, welche die 

Sprache als ihr Ausdrucksmedium hat, wird besonders geschätzt. Die 

Tatsache, dass die Sprache im Vergleich mit Farbe und Ton vielmehr 

geistig eingesetzt werden kann, wird auf dem Tisch eingeholt. Die 

philosophische Asthetik macht die Geistigkeit der Sprache zum 

Programm. Das Subjekt konstituiert sich, indem ihm die transzendierte 

Ebene der Welt bewusst wird und es dieses Bewußtwerden organisi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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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Sprache übemimmt das Organisieren. Erst nachdem wir unser 

Bewusstsein mitgeteilt haben, können wir als ein Subjekt das Mitglied 

einer Gesellschaft werden 

Ein gesellschaftlicher Konsens in der modemen kapitalistischen 

Welt ist jedoch nur eine Idee. Angesicht der Steigerung des 

gesellschaftlichen Konflikts ist das Modell der Identitätsbildung in der 

deutschen idealistischen V orstellung neu zu überdenken. Die 

dogmatische Schlussfolgerung, das harmonische Ideal abzuschaffen und 

dennoch die Idee einer Konsens unter den Mannigfaltigen weiter zu 

verfolgen, muss für uns mehr als eine leere Formel s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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