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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초 록 

아도르노에 따르면, 유일한 실천적 원리로서 오로지 합리적 이성에게만

의지하는 것은 오늘날 더 이상 유의미한 사회적 변화의 창출에 있어서

한계를 갖는 듯 보인다. 심지어 이성적 원리에 따르는 것 자체가 사회의

불합리한 지배적 체제를 공고화하는 상황에서, 이제 요구되는 것은 이성

과 합리성을 통해서 다시 이성과 합리성에 대항하는 직접성이 아니라 어

떤 우회로이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아도르노는 미메시스 개념에 주목

하며, 직접적인 저항이 무력해진 현대 사회의 총체적 지배에 대항할 가

능성을 찾고자 한다. 이에 본고는 억압적 지배연관에 대한 저항적 행동

양식과 그 원리를 탐색하려는 아도르노의 관점을 공유하는 바, 그의 미

메시스 개념을 살피고 그에 근거한 대안적 사유가 유효한지 검토함으로

써 그 현재적 의미와 가능성을 확인한다.

본 논문은 먼저 아도르노의 미메시스론의 역사적, 이론적 배경을 설명

한 후 미메시스론에 대한 독해를 시도하며, 이것이 논문의 앞서 설명한

문제의식과 더불어 논의의 출발지점이 된다. 이런 독해를 통해 적시되는

바는 아도르노의 미메시스론이 그의 전체 사유 내에서 타자성을 수용하

는 실천적 원리로서 기능한다는 사실이다. 미메시스의 타자성과의 친연

성(Affinität)은 의태와 주술적 미메시스 등의 원초적 미메시스, 계몽 이

후와 현대 사회에서의 미메시스, 그리고 예술에서의 미메시스라는 세 국

면 속에서 나타난다. 아도르노는 이중에서도 예술에서의 미메시스에 주

목하는데, 특히 현대의 예술에서의 미메시스는 사물화에의 미메시스로

규정된다. 즉, 예술은 사물화와 그것의 산물인 경직된 사회 자체에 대한

미메시스를 수행함으로써 오히려 사회의 부조리를 폭로하고 그에 대한

저항의 단초를 마련한다. 이와 같이 아도르노에게서 미메시스 개념은 이

성의 보완물로서 대안적 실천 개념의 지위를 갖는다.

그러나 이런 아도르노의 미메시스 개념에는 근본적 난점이 있다는 의

혹이 제기되는데, 마이클 칸(M. Cahn)은 그의 논문에서 아도르노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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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스 사유가 “전복적” 성격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전복적

성격은 긍정적 변화를 예기하는 전복을 의미하지 않는다. 즉 칸이 발견

하는 전복성은 지배 구조의 전복이 아닌 미메시스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적 의미구조의 전복이다. 칸의 비판의 핵심은 아도르노의 미메시스론

이 대상에 대한 동일화와 차별화를 동시에 주장한다는 것이다. 칸은 이

것이 대상을 긍정하는 동시에 비판하는 모순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하

며, 그에 따라 미메시스의 내적 의미구조가 전복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에 입각해 칸은 일종의 동종요법(Homeopathy)으로 간주되는 아도르

노의 미메시스론이 갖는 한계에 대해 논한다.

하지만 칸의 비판을 검토하기 위해 미메시스 개념 자체에 대한 반성을

수행함으로써 드러나는 사실은 오히려 미메시스 자체에 본디 동일화와

차별화라는 양면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부

터 시작하여 현대 포스트구조주의, 라쿠-라바르트(P. Lacoue-Labarthe)

등에 의해 다양하게 사용된 미메시스 개념 자체에 대한 고찰은 그 개념

의 근본적 양면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이런 미메시스의 근본적 양면

성은 그와 관련된 실천적 문제에 있어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미메시스

적 현상이 현대 사회에서 지배 연관에의 동화로 나타남으로써 종속적 관

계를 심화시킬 수도 있는 한편, 그것의 차별화 계기는 억압과 동일성의

강제에 대한 저항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호미 바바(H. K. Bhabha)는

그의 식민지 분석에서 모방 행위들이 어떻게 양가적으로 기능하는지 보

여주는데, 이는 아도르노에게서 암시되는 미메시스 개념 자체의 근본적

양면성의 다름이 아니다.

따라서 본고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결론에 이른다. 첫째, 미메시스 개

념은 근본적으로 양면적이다. 둘째, 미메시스의 양면성을 바탕으로 한 아

도르노의 사유는 ‘저항의 가능성이 희박해진 현대 사회’에서 요구되는 비

판적 실천의 행동 원리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의성을 갖는다. 셋째, 그

럼에도 아도르노의 미메시스 개념이 제공하는 차별화의 계기는 대상의

규정성에 먼저 참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차이를 생성시킨다는 점에서

가장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차별화라고 부르기 어렵다. 그렇기에 사회에



- iii -

대한 반성적 사유에게 다시금 요구되는 것은 맥락에 제한된 차별화가 아

닌 자신만의 고유성에서 비롯하여 타자와의 차별성을 이끌어내는 원리

다. 따라서 아도르노의 미메시스론은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차이와 고유

성 개념과 관련하여 미메시스의 양면성이 어떤 이론적 가능성을 갖는지

고찰하는 것으로 연구자들을 인도한다.

주요어: 미메시스, 양면성, 아도르노, 해방, 전복, 사회 비판

학 번: 2008-2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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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본 논문은 현대 사회의 억압적 지배 연관에 저항할 수 있는 가능적 행동

양식을 연구하고 그 실천적 단초를 아도르노의 미메시스론에서 모색하는

시도이다. 이 작업은 아도르노의 미메시스 개념이 지배 논리에 봉사하여

지배 관계를 심화시키는 종속적 가능성을 갖는지, 아니면 억압과 총체적

지배에 대한 저항의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는지 묻는 방식으로 전개될 것

이다. 저자는 이를 위해 미메시스 개념에 대한 남다른 주목과 적극적인

사회 비판을 함께 실천한 아도르노를 선택하여 그의 중요 저작들을 독해

한다. 그리고 그를 향한 다른 연구자들의 비판을 검토함으로써 과연 그

의 사유에서 생산적 함의를 취할 수 있는지 고찰하는 것이 이 글을 구성

한다.

물론 사회 비판과 분석을 촉발하는 현실 인식과 문제의식의 설정은 익

히 알려진 아도르노의 그것과 같이 염려로 가득한 무엇일 수도 있지만,

혼란한 근현대사 속에서도 사회의 발전을 의심하지 않는 긍정적 전망을

낳는 문제 설정 역시 존재한다.1) 이런 방향성을 차치하고 사회 비판적

문제의식의 설정은 형식적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서로 다른 두 가지 관점

을 취할 수 있다. 첫째는 비판 대상으로서의 문제적 현상이 사회라는 개

념 그 자체로부터 발원한다는 시각이다.2) 둘째는 다른 형태의 사회와 달

1) “따라서 1927년과 1928년경에 이제는 자본주의가 위기로 향하는 경향이 극복

되었다고 선언하는 경제학자들이 매우 많았다는 것은 그다지 놀라울 것이 없

다. 그리하여 이를테면 앨빈 한센(A. H. Hansen)은 1927년에 “유아기의 자본

주의가 걸리게 되는 소아과적 질병이 호전되고 있다”고 쓸 수 있었고, 독일

의 베르너 좀바르트(W. Sombart)는 “1875년 이후로 유럽 경제의 생활 영역

에서 적대적인 경향들이 상쇄되어 감소하다 결국 소멸하는 추세가 있어왔다”

고 주장했다.” C. Harman, Explaining the Crisis: A Marxist Re-Appraisal,
Bookmarks, 1984, p. 5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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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분석의 대상이 되는 사회만이 갖는 고유한 성격 및 그 특수성으로부

터 문제 현상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관점이다.

그런데 어떤 한 사회가 구성원들에게 지배 논리를 강제하는 억압을 통

해 존속하고 있다고 본고에서 다루는 아도르노의 시선과 같이 판단한다

면, 그러한 판단은 종종 해당 사회를 아직 미성숙하여 개선이 요구되거

나 응당 갖추어야 할 공정성을 상실한 상태로 보는 시각과 인접하곤 한

다. 이렇게 사회적 문제가 해당 사회의 정체 또는 퇴행적 경향에서 비롯

한다고 보는 시각은 곧 그 사회가 갖는 우연적 성질에 주목한다. 하지만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근본적 원인이 사회의 부수적 요소와 본질적 토

대 사이의 독립적 분리 관계를 전제할 수는 없다. 어떤 사회가 떠안은

부조리가 갖는 특수한 양상이 우연적 조건에서 비롯한 것일지라도 그 기

저에는 사회 그 자체가 갖는 근본적 성격과의 결부를 부정할 수 없기 때

문이다. 사회의 여하한 문제들을 이해하고 해명하려는 시도는 최소한 이

러한 이유 때문에라도 사회 개념 자체에 대한 고찰을 도외시 할 수 없

다.

공동체로서의 사회는 본질적으로 그것이 어떠한 유형이건 한편으로는

내적으로 다양한 층위들과 서로 이질적 성격을 지닌 구성원들을 포함하

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체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기 위

해서 동일성을 유지해야한다. 다시 말해서 이종적이고 다양한 요소들의

내포에 대한 요구와 다른 사회들과 구별되는 공동체로서의 자기동일성에

대한 요구가 동시에 제기된다. 사회는 그렇게 자신인 것과 자신이 아닌

것을 끊임없이 재확인할 필요를 지닌다. 따라서 다양한 구성 요소들을

내포하는 집단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구성 요소’ 차원에서의, 혹은 ‘구성

체’ 차원에서의 수정과 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한 사회가 자신의

정체성을 갱신하며 변화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사회는 자신의 자기

동일성을 해치는 구성 요소들을 추방하거나 교육이나 계도 등과 같은 방

법을 통해 구성 요소들을 자신에게 맞게 변화시켜야할 필요가 있다. 한

2) 이 경우 각 집단들이 갖는 고유한 조건과 성격 등은 중요하지 않으며, 오직

공동체와 그 구성적 개체로서의 개인이 형성하는 관계, 그리고 그 관계의 기

체들의 전체를 의미하는 사회 자체가 문제시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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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이 이에 실패할 경우에는 구성 요소들의 무차별적 다양성을 허용하

게 되고 결국 집단은 와해된다.3)

문제는 이런 근본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로부터 구성원에게 가

해지는 수정과 변경의 요구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의 강제성을 넘

어설 수 있다는 점이다. 사회가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요구하는 틀이 점

점 더 구체화 되고 구속력을 갖출수록, 그리고 동시에 구성원들의 다양

성을 위한 용인의 한계가 협소해질수록 사회는 억압적 성격을 띠게 된

다. 이러한 점을 감안했을 때, 사회로부터 가해지는 억압이 우연적 요건

들에 의해 특수한 경우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

개념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근본적 성격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라면 억

압의 문제는 한층 더 심각성을 띠게 된다. 사회와 구성원들 사이에 상존

하는 갈등이 일시적이거나 파생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 차이와 갈등에 대

한 사회의 반응으로서의 억압 역시 간단하게 해소될 수는 없다. 억압의

문제가 사회의 본질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면, 아도르노의 분석대로

치밀하고 견고해진 사회의 지배 체제로부터 이탈을 꾀하거나 그것의 바

깥을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만큼 더 희박해진다. 이와 같은 상황에

서 자본주의 사회의 인간에 대한 사물화(Verdinglichung) 및 상품화가

인간적 본질을 훼손시키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나,4) 또는 그와 유사

한 인간성에 대한 믿음에 기댄 사회에 대한 낙관적 태도는 인간 본질의

이해에 관한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적어도 인간과 사회 사이에서 성립하

3) 이런 사실이 암시하는 바는 공동체와 개인, 사회와 사회 구성원 사이에서 나

타나는 갈등의 많은 부분이 사회의 우연적, 상황적 조건과 상황에만 기대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차원에 원인을 두고 있다는 점

이다.

4) 이를테면 루카치(G. Lukács)는 인간의 총체성이 완전히 구현되는 것에서 인

간의 해방을 본다. 인간의 본성의 발전과 도야는 곧 해방을 향한 노정이며,

그 자체 해방의 계기인 인간 본질을 상품으로 만들 수는 없다고 믿는다. G.

Lukács, Studies in European realism : a sociological survey of the
writings of Balzac, Stendhal, Zola, Tolstoy, Gorki, and others, translated
by Edith Bone ; foreword by Roy Pascal, London : The Merlin Press,

1972. 또는, G. Lukács, Geschichte und Klassenbewusstsein : Studien über
marxistische Dialektik. Darmstadt : Luchterhand, 198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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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관계의 본질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는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 억

압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인간과 사회의 관계 자체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현실의 변화를 꾀하는 실천적 행위의 유효한 방식을 가늠하기 어렵게 만

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것의 가능성 자체에 대해서조차 회의적으로

판단하게 하는 것이다.

본고에서 중점을 두고 관찰하고자 하는 아도르노는 여타의 사회 연구

자들에 비해 오늘날 저항과 비판이 직면한 곤경을 더욱 철저한 수준에서

인식한다. 물론 이 글이 의도하는 바는 현상의 정치(精緻)한 이해에 그치

지 않으며 사회의 억압적 지배로부터 벗어나거나 그것을 완화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작금의 사회가 그러한 저항적 행

위와 비판적 사유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누구보다도 비관적인 어

조로 설파하는 아도르노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 의도에 비

추어 사뭇 역설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의 결론은 독자들에게 마치 더

이상의 저항과 비판적 실천이 불가능함을 주장하는 것 같은 인상을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배와 억압의 문제가 간단한 사유나

임시적 조치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오늘날의 사

회를 비판하려는 시도는 먼저 그런 기획이 처하게 되는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숙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만 한다. 그런 점에서 아

도르노의 사회 진단은 비판의 적절한 단초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그

의 저작들은 대중, 노동자, 인간 이성, 인간 공동체와 같은 개념들을 향

한 호의적이긴 하지만 막연한 낙관과는 거리가 멀다. 그와 정반대로, 아

도르노는 ‘현대 사회가 은밀하게 감추려는 지배의 의도’와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총체적 사물화의 기도(企圖)’로 말미암아 서서히 퇴보하고 있는

사회에 공연히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고자 노력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단호한 태도로 직시할 것을 요구한다. 즉 구성체 전체와 구성원들 사이

에 상존하는 근본적 갈등을 우연적인 것이라고 간단히 치부(置簿)하는

태도를 지양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므로, 사회의 치부(恥部)를 분명하

게 확인할 것을 주문하는 것이다. 비록 쓰디쓴 관찰의 결과가 기대에 어

긋나서 전망을 지나치게 불투명하게 만들더라도 만약 우리의 행위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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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변화시키고자 하는 대상의 실체를 먼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로부터

발생되는 사유와 실천은 모두 현실의 피상(皮相)만을 겉돌 터이다. 가장

비판적이고도 비관적인 사유로부터 긍정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시도의

정당성이 여기에 존재한다.

2. 아도르노의 미메시스론이 갖는 현재성

철학적 분과들 사이의 선명한 경계를 배타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갖는 어

려움을 인정했을 때, 적어도 우리는 사회철학에 있어서 주요하게 논의되

는 개념과 쟁점을 제시하는 방법을 통해 그 윤곽을 어렴풋하게나마 가늠

할 수 있다. 구심점의 확인을 통해 대상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은 언제

나 결코 그 경계의 명확성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만족을 주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여전히 논의의 출발점이자 발화의 가능근거로서 유의미

하다. 사회철학의 구심점으로서 그것의 학문적 성격을 규정할 수 있는

주제적 개념들이 있다면, 권리, 공동체의 존속 원리, 정체(政體), 대중 등

과 같은 개념들이 그로부터 배제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도르노의 학문

적 관심 역시 이러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물론 예술 비평,

미학, 음악학 등의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한 것을 감안하면 사회철학

자로서의 면모만이 아도르노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의 사회철

학적 사유와 그 분야에 대한 기여는 그가 관심과 재능을 보인 다른 분야

에 비해 단연 두드러짐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현대 사회라는 용어로 통칭하기에는 아도르노의 시대와 현재의

간극이 다소 넓어 보일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미 그 간극 내에는

인간의 삶과 사회의 양상 모두에 큰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일컬어지는

기술적 발전과 정세의 변화들이 존재하며, 당시에 비해 오늘날 사회상의

변화의 속도가 급격함을 더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게다가 아도르노의 사

유가 그의 여러 저작들에 걸쳐 대동소이한 내용의 비평을 담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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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것을 표현하는 수단에서의 변주만이 반복되었을 뿐이라는 지적을

인정한다면, 아도르노에게서 모종의 정체(停滯) 현상이 발견된다는 의심

을 지우기 어려워진다.5) 이러한 사실들은 과연 아도르노가 그의 분석에

서 고려 대상으로 삼을 수 없었던 아도르노 이후의 사회에서도 그의 사

유가 유효성을 갖는지 질문하게 만든다. 즉 그의 이론의 현재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아도르노의 저작들이

동일한 비판적 사유들의 변주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상이 정체되었다

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오히려 아도르노의 사상적

세계가 갖고 있는 일관성을 의미할 수 있다. 그의 사상이 시대의 흐름에

뒤처져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면, 그의 비평과 저작들이 담고 있는 메시

지의 반복 자체를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내용이 일관적으로

의미하는 바의 타당성과 유효성에 주목해야한다. 따라서 아도르노의 사

유의 현재성을 검토하는 것은 아도르노의 핵심적인 통찰이 오늘날에 있

어서도 과거 및 현실에 대한 반성적 이해와 앞날의 전망으로서의 결과물

을 풍부하게 내놓을 수 있는지를 겨냥해야할 뿐이다.

아도르노로 하여금 오늘날의 연구자들에게까지 유의미한 사회철학자로

서 긍정될 수 있게 만드는 면모는 사회의 지배연관에 대한 치밀하고 날

카로운 그의 분석에서 찾을 수 있다. 아도르노는 사회를 형성하고 규정

해온 중요한 요인으로서 지배의 관심을 지목하며 사회와 인류의 역사에

통시적으로 접근한다. 즉 아도르노의 사회 분석은 지배연관의 역사적 전

개 양상에 대한 독해이자 그 구조에 대한 독해이다.6) 그런데 이런 지배

의 연관은 봉건제와 왕정, 독재와 같은 특수한 형태의 정치체제나 노예

5) 아도르노의 변증법이 보이는 정체현상에 대한 지적은 S. Buck-Morss, The
Origin of Negative Dialectics: Theodor W. Adorno, Walter Benjamin,
and the Frankfurt Institute, New York : Free, 1977, pp. 189-190. 및 R. R.

Subotnik, "Why is Adorno's Music Criticism the Way It is? Some

Reflections on Twentieth-century Criticism of Nineteenth-century Music",

in Developing variations : style and ideology in Western music,
Minneapolis :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1. 참조.

6) 아도르노의 지배 연관이 갖는 삼중적 구조에 관해서는 정호근, “사회 구성과

지배의 연관: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의 계몽의 변증법을 중심으로”, 『철학

사상』 Vol.16 No.2,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3, pp. 149-17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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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신분 제도와 같은 일부 사회제도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역시 사회적 소수자, 사회의 상대적 약자 계층, 또는 반대로

사회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으면서도 경제적 지배 계층에게 예속된 노동

자 계층들 등은 지배의 논리에 영합하지 않을 경우 여전히 언제든 사회

로부터 퇴출되어 개인의 삶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느슨한 정신의 소유자들만이 현대 사회에서 사라진 것으로 착각하

는 명백한 계층적 지배 관계 속에서,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은 일종의

“사용될 자원으로서 ....... 체계를 위한 여분의 근위병들로 길들여진다.”7)

그리고 근위병들을 양성하기 위한 현대 사회의 지배 기술은 더욱 세련되

고 교묘하게 다듬어져 왔다.

특히 문화 산업은 비판과 저항의 가능성을 ‘희석’시키기 위해 대중들이

“적극적으로 사유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기제로서 지배 논리에

봉사한다.8) 하지만 아도르노가 바라본 현대 사회의 지배의 양상은 사회

구조의 저층에 위치한 시민들이 불평등한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다른 사

회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지배의 총

체성은 심지어 어떠한 구성원과 계층도 그 지배 구조의 억압적 상태로부

터 자유로울 수 없게, 즉 “억압하는 이 역시 그의 사회적 역할에서 벗어

날 수 없도록”9) 구속한다. 다시 말해서 구속의 범위는 인식의 일반적 차

원에까지 이른다. 현대 사회는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개인적 삶의 존

립이 억압적 체제에 의존하고 있다는 가상에 빠지게까지 만드는 것이

다.10) 민주주의를 근본적 원리로 삼는 현대의 사회체제들에서 지배의 연

관은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장막 뒤에 상존하고 있다. 즉 현대에 이르러

서도 지배연관은 인간의 자연 지배에 국한되지 않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

7) T. W. Adorno und M. Horkheimer, Dialektik der Aufklärung:
Philosophische Fragmente, Gesammelte Schriften Bd. 3, Rolf Tiedemann

(hrsg.), Frankfurt am Main : Suhrkamp, 1981, p. 56. 이하에서 해당 저작에

대한 인용은 DA로 표기한다.

8) Ibid., p. 148.

9) Ibid., p. 51.

10) Th. W. Adorno, Soziologische Schriften 1, Gesammelte Schriften Bd. 8,

Rolf Tiedemann (hrsg.), Frankfurt am Main : Suhrkamp, 1990,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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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으로 나타난다.

지배연관 분석으로서 아도르노의 사회비판의 현재성은 바로 이 장막에

존재한다. 현대 사회에 이르러서도 지배연관이 명백히 실재함에도 의도

적으로 고안된 장막은 그것의 존재를 은폐하고 가린다는 것이다. 사회의

지배는 피지배자로부터의 착취와 지배의 영속을 위해 더 이상 표면에 분

명하게 드러나는 노골적인 힘과 권력에만 의지하지 않는다. 그것은 더욱

교활하고 교묘해져서 지배의 관계망 속에 들어가 있는 자로 하여금 자신

이 억압적 상황에 처해있음을 인식하기 어렵게 만드는 원리를 자신의 것

으로 한다. 지배연관에서의 자신의 위치의 확인을 저해하는 것은 그저

그들의 혼란이나 불명료한 인식에 의지하여 지배를 용이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앞서 밝혔듯 더 나아가 사회의 구성원들이 자

신을 착취하는 구조가 자신들의 삶을 부양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까지 넘본다. 이는 체제에 속한 구성원들의 순응을 질적으로 완전히

탈바꿈시킨다. 그들은 위력과 위계에 눌려 마지못해 복종하는 것이 아니

라 그들의 이익이 마치 자신들의 이익인 양 적극적으로 체제를 옹호하고

그것을 위해 봉사하게끔 계몽된다(Aufklärung)된다. 그리고 아도르노는

억압의 은폐와 장막, 가상이 이런 역설적 관계를 실현시키는 것에 관해

지속적이고도 엄중하게 경고했던 것이다.

억압적 구조 내에서 벌어지는 억압의 주체와 객체의 기이한 유착을 폭

로하는 것이 아도르노의 현재성의 전부는 아니다. 아도르노의 주요한 두

저작인 『계몽의 변증법』과 『부정변증법』11)은 각각 계몽에 관한 변

증법적 사유와 변증법에 관한 ‘부정의 사유’라는 의미를 지닌다.12) 이 두

저작의 제목과 성격에서 드러나는 바는 이성과 합리성을 자신의 원리로

삼는 계몽이 아도르노에 의해 비판의 대상으로 설정된다는 점과, 비판의

11) T. W. Adorno, Negative Dialektik ; Jargon der Eigentlichkeit,
Frankfurt am Main : Suhrkamp, 1973. 이하에서 해당 저작에 대한 인용은

ND로 표기한다.

12) 여기서 말하는 변증법에 관한 ‘부정의 사유’란, 변증법을 전적으로 부정함을

뜻하거나 변증법이 부정적인 가치를 지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을 폐

쇄적 긍정에 우선하는 형식상의 계기로 간주하여 타자성의 영역으로 향하는

진입로를 열어놓는 변증법의 사유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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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인 계몽과 그 계몽에 대한 비판, 또한 대안적 사유라는 서로 이질적

인 세 차원 모두가 자신의 전개 방식으로서 변증법을 취한다는 점이다.

이는 우선 아도르노의 반성이 이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을 뜻하는데, 합

리성과 이성을 비판한다는 것은 근대 이래로 학문, 정치, 경제 등을 위시

한 인간 현상 제반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개념을 근본적으

로 다시 사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인간 이성에 월권적 지위를 부

여하는 근대성에 대한 비판은 이미 근대 당시의 파스칼(B. Pascal)에 의

해서는 물론이거니와, 니체(F. W. Nietzsche), 실존주의 등 다양한 출처

로부터 각각의 고유한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 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

서는 이성 비판을 수행하는 것만으로 아도르노에게서 현재적 의미를 발

견할 수 있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합리성과 이성을 비판하는 아

도르노에게는 여타의 이성 비판과 차별화되는 사유의 예봉(銳鋒)이 존재

하며, 이것이 그로 하여금 유효한 현재적 사상가로 나타나게 한다.

아도르노는 단순히 이성과 합리성이라는 원리가 세계와 현상 전체를

아우르거나 본질에 이름에 있어서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비판의 논조

로 삼지 않는다. 그의 계몽 비판의 가장 중요한 통찰은 현대 사회의 비

이성적 야만성과 불합리가 오히려 합리성과 이성의 무제한적 승인에 의

해 배태되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계몽은 이성적 원리에 근거한 인간

지성의 발전의 상징과도 같이 받아들여지지만, “자기 자신조차도 돌아보

지 않는 계몽은, 마지막으로 남은 자신의 자의식의 흔적마저 없애버렸다.

스스로에 대해서도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유야말로 신화를 파괴

시킬 만큼 충분히 강한 것이다.”13) 아도르노에 의하면 인간의 행복을 실

현시키기고 불합리한 사회를 개선함에 있어서 의지할 거의 유일한 원리

로 여겨지던 합리성과 이성, 그리고 그것에 기반을 둔 계몽에 의해 오히

려 인간은 다시 억압적 현실에 처하게 되었다. 게다가 이성이 비이성의

원인이라는 설명의 자못 역설적인 매력 같은 것에 주목하기엔, 그의 분

석으로부터 예견된 작금의 사회가 마주하는 역설적인 현실의 심각성이

너무 큰 것이다. 이성 능력을 사용하여 자신의 이익에 근거해 합리적인

13) DA,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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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政治)적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불합리한

이유로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정치적 선택을 내리는 사례를 우리는 심심

치 않게 마주한다. 또한 사회적 부조리나 여타의 비합리적 현상들에 대

한 이성적 접근이 오늘날 그것의 형성과 결과 모두에 있어서 피상적 수

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이나, 또는 그 비합리성의 해결을 요구하는

사회적 실천과 운동들이 ‘합리적으로 제정된’ 법적 제도에 의해 차단되는

현상들은 공통의 분모를 가지고 있다. 합리적,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하

려는 태도가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경우들 역시 이른바 계몽의 시대를 거

쳤다는 현대 사회가 겪는 역설적 상황의 일면에 해당한다. 더군다나 아

도르노에 따르면 고도로 발달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산업은 사회

의 불합리한 억압과 지배 체제에 저항하고자 하는 시도들을 무력하게 만

드는 기제로 기능한다. 이런 사례들과 아도르노의 진단이 공통적으로 의

미하는 바는 합리적 이성에 의해서 초래된 현대 사회의 억압적 구조를

겨냥하는 저항적 실천이 재차 합리적 이성만을 구성적 원리와 근거로 삼

는다면 본래 목적으로 하는 바의 성취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사실이다.

대중의 계몽을 통한 의식 수준의 고양이나 평등한 소통을 통한 문제의

해결, 기득권에 대하여 법과 제도 내에서 보장된 이의 제기의 창구를 이

용하는 행위 등, 이와 같은 합리적 이성에 기댄 실천적 행위들이 유의미

한 사회적 변화의 창출에 있어서 한계를 갖는 듯 보이며, 더 나아가 이

성적 원리에 따르는 것 자체가 지배적 체제를 공고화한다면, 이제 요구

되는 것은 이성과 합리성을 통해서 다시 이성과 합리성에 대항하는 직접

성이 아니라 어떤 우회로이다. 그리고 이런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아도

르노의 또 다른 현재적 의미를 구성한다. 이를테면 아도르노는 『부정변

증법』에서 대상을 고정시켜 인식 주체와 대상 사이의 직접적 인식 통로

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의 주변부 및 대상과의 연관 관계를 통해

인식 대상으로 진입하는 우회적 길을 제시한다. 이것이 인식적 차원에서

의 우회성이라면, 아도르노의 신화 분석에는 실천적 영역에서의 우회로

가 암시된다. 그는 『계몽의 변증법』에서 『오디세이아』의 독해를 통

해 직접적 저항이 효과를 갖기 어려울 때 인간이 어떤 종류의 저항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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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취하는지 보여준다. 아도르노에 의하면 술책에 능한 인간인 오디세우

스(Ὀδυσσεύς)는 초자연적 대상들을 마주하여 직접적인 힘과 힘의 대결

을 통해 그들에 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미메시스를 내적 원리로 삼는

행동을 통해 그들을 극복한다. 미메시스에서 대안적 가능성을 발견하는

보다 분명한 시도는 그의 『미학이론』14)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에

따르면 직접적인 저항이 무력해진 현대 사회에서 지배의 총체성에 대항

할 가능성을 예술은 사물화에의 미메시스를 통해 갖게 된다. 저항의 가

능성이 사회의 총체적 관리에 의해 의문시되고 체제에 대한 합리적 문제

제기가 청자(聽者)를 잃어버린 시대에 대한 응답으로서 아도르노는 미메

시스라는 개념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에 본고는 억압적 지배연관에 대한

저항적 행동양식과 그 원리를 탐색하려는 시도로서 앞서 설명한 아도르

노의 현대 사회에 대한 시각에서 나타나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바, 그

의 미메시스 개념을 살피고 그에 근거한 대안적 사유가 유효한지 검토하

는 것에 충분한 현재적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 가능성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3. 미메시스론 검토의 방향

논의 전개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지향점을 가리키는 것만으로는 불충

분하며 현재의 논의가 과거의 어느 지점으로부터 발원하여 어떤 과정을

거쳐 왔는지 해명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입각점 혹은 발원 지점이 규명

되지 않을 경우, 사유가 목표에 도달했다고 하더라도 출발지와 도착지

사이의 관계가 생략되어 그 도달의 궤적을 알 수 없으므로 과연 그것이

타당성을 갖추었는지 반성해볼 수 없다. 학문적 결과물에게 이런 처지는

14) T. W. Adorno, Ästhetische Theorie, Gretel Adorno und Rolf Tiedemann

(hrsg.), Frankfurt am Main : Suhrkamp, 1974. 이하에서 해당 저작에 대한

인용은 ÄT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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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본 논문은 먼저 아도르노의 미메

시스론의 역사적, 이론적 배경을 설명한 후 미메시스론에 대한 독해를

시도할 것이며, 이것이 논문의 앞서 설명한 문제의식과 더불어 논의의

출발지점이 된다. 아도르노의 미메시스론으로부터 저항적 실천의 가능성

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지일 때, 그 도정에서 아도르노의 미메시스론에

가해지는 비판들을 반드시 거쳐 가야함은 자명하다. 그러므로 아도르노

에 대한 비판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그 비판이 지적하는 아도르노의 미메

시스론의 한계를 고찰하는 것이 논의의 다음 단계를 이룬다. 이를 통해

본고의 중심 사유를 드러낼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다. 즉 본고에서는 아

도르노의 미메시스론에 대한 비판에 답하는 것은 곧 미메시스 개념 자체

를 ‘근본적으로(gründlich)’ 다시 사유하는 것이어야 함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철저함(Gründlichkeit)’의 추구를 통해서 미메시스의 이중적

성격과 구조 및 아도르노의 미메시스론의 내포하고 있는 저항적 가능성

에 대한 해명이 이루어질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두 번째 장에서는 아도르노의 미메시스

론이 갖는 실천적 의미의 검토를 위한 사전적 작업이 수행되는데, 먼저

아도르노의 이론의 성립 조건으로서 20세기 초의 역사적 배경 및 연구

환경과 그것이 프랑크푸르트학파의 학적 정체성 형성에 미친 영향에 관

해 논할 것이다. 그리고 이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일원이자 비판이론가로

서의 아도르노의 이론과 통찰 전반을 약술함으로써 그의 미메시스론의

이론적 배경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아도르노의 주요 저작들을 독해하

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그런 독해가 궁극적 목적으로 삼는 것은

아도르노의 중심적 사유들이 미메시스 개념의 요청에 이르게 되는 이론

내적 필연성을 가능한 분명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적시되는 바

는 아도르노의 미메시스론은 그의 전체 사유 내에서 타자성 수용이라는

실천적 원리의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이다. 이에 본고는 인간 행위에서

미메시스에 의해 타자성의 수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것이 어떤 실천

적 의미를 갖는지, 또한 그런 미메시스의 성격이 억압과 지배에 대한 저

항적 원리로서 어떻게 가능한지 살펴보기 위해 아도르노의 미메시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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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살필 것이다. 미메시스의 타자성과의 친연성

을 밝히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작업은 의태와 주술적 미메시스 등의 원초

적 미메시스, 계몽 이후와 현대 사회에서의 미메시스, 그리고 아도르노가

제안하는 예술에서의 미메시스의 세 국면으로 나뉘어 이루어진다. 미메

시스 개념의 단계적 서술은 그것이 인간 해방이라는 기치와의 연관 속에

서 어떻게 변천해왔으며 어디를 지향하는지 파악하는 것을 용이하게 만

든다.

이와 같은 아도르노의 미메시스론에 대한 본고의 분석은 미메시스 자

체에 대한 개념사적 연구 및 아도르노와는 다른 관점에서 미메시스 개념

을 고찰하는 시도들을 도외시하지 않고 적극 참조할 것이며, 직접 아도

르노의 미메시스론에 천착했던 선행 연구들에게 더 큰 빚을 지고 있음은

중언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수다한 아도르노에 대한 연구 중에서도 특

히 다음의 연구자들은 주목할 만한데, 벅모스(S. Buck-Morss)는 아도르

노의 사유가 지니는 의미를 부정변증법을 중심으로 한 해석으로 펼쳐 보

이며, 특히 아도르노의 문체가 갖는 철학적 의미와 아도르노의 벤야민과

의 연관성을 설명함에 있어 두드러진 성과를 보인다.15) 랑(P. C. Lang)

은 가다머(H. G. Gadamer)와 아도르노를 비교 연구하며, 한편으로는 해

석학과 이데올로기 비판의 매개적 가능성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철학적

미학의 가능성을 가늠한다.16) 아도르노의 미메시스 개념에 더욱 집중한

연구로는 그 광범위함과 포괄성에 있어서 프뤼히틀(J. Früchtl)의

Mimesis: Konstellation eines Zentralbegriffs bei Adorno를 빠뜨릴 수

없으며, 슐츠(K. L. Schultz)는 호머(Homer)와 사드(Marquis de Sade),

횔덜린(J. C. F Hölderlin)과 베케트(S. B. Beckett)에 대한 아도르노의

해석을 바탕으로 미메시스적 충동의 유동성과 유연성을 함의하는 아도르

노의 맥락 발생적 미메시스 개념을 해명하려 시도한다.17) 다른 철학자의

15) S. Buck-Morss, The Origin of Negative Dialectics: Theodor W. Adorno,
Walter Benjamin, and the Frankfurt Institute, New York : Free, 1977.

16) P. C. Lang, Hermeneutik, Ideologiekritik, Ästhetik: Über Gadamer und
Adorno sowie Fragen einer aktuellen Ästhetik, Königstein : Anton Hain

Meisenheim GmbH, 1981.

17) K. L. Schultz, Mimesis on the Move: Theodor W. Adorno's Concep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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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메시스 개념과 아도르노의 미메시스 개념을 비교한 연구로는 탈구조주

의와의 비교, 특히 라쿠-라바르트(P. Lacoue-Labarthe)의 미메시스 개념

과의 비교를 주 내용으로 삼는 마틴 제이(M. Jay)의 “Mimesis and

Mimetology: Adorno and Lacoue-Labarthe"가 있다.

그밖에도 아도르노의 미메시스론을 부분적으로 다루거나 주된 논제로

삼는 의미 있는 연구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본고는 마이클 칸(M. Cahn)

의 논문에 분석의 역량을 집중한다. 그의 논문에 주목하고자 하는 이유

는 칸이 아도르노의 미메시스 개념에 근본적 난점이 있다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칸은 그의 논문인 “Subversive Mimesis: Theodor

W. Adorno and the Modern Impasse of Critique"에서 아도르노의 사유

를 현대에 이르러 비판이 처한 난관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 이해한다.

그는 아도르노가 주장하는 비판의 위기를 현대의 프랑스의 사유에서 논

의된 ‘표상의 위기’와 비교하며 그에 대한 이해를 철저히 하는 한편, 비

판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제안된 미메시스 개념에 관한 아도르노

의 서술들을 재평가한다. 아도르노의 미메시스론은 칸의 분석에 따르면

그의 논문 제목에 명기된 대로 “전복적”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아도르

노의 미메시스 개념의 전복적 성격은 긍정적 변화를 예기하는 전복을 의

미하지 않는다. 즉 칸이 파악하는 아도르노 미메시스론의 전복적 성격이

란 본래 아도르노가 의도했었던 억압적 지배 구조와 총체적 물화로 규정

되는 현대 사회의 억압의 전복과 같은 것을 뜻하지 않는다. 칸이 발견하

는 전복성은 지배 구조의 전복이 아닌 미메시스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

적 의미구조의 전복이다. 칸은 아도르노가 대상을 긍정하는 동시에 비판

함으로써 모순이 발생하며, 그에 따라 미메시스의 내적 의미구조가 전복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의미구조가 와해되어버린 개념에 비판 기능의

수행을 기대하는 것은 공허한 바람일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장에서는 이

런 칸의 비판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아도르노의 미메시스 개념에 전복적

성격이 실재하는지 추적한다.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일종의 동종요법으

로 간주되는 아도르노의 미메시스론이 갖는 한계에 대한 칸의 주장을 검

Imitation, New York : Peter Lang, 1990,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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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한다.

칸의 논점을 분명하게 만든 후, 이어지는 네 번째 장에서는 이런 칸의

비판에 대한 응답으로서 아도르노의 미메시스 개념을 정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며 미메시스 이해에 관한 본고의 핵심적 고찰을 제

시할 것이다. 그런데 칸의 지적은 미메시스 개념의 어떤 외적 조건과 상

황에 의해서 그 개념의 실천적 의미가 퇴색한다는 것과 같은 종류의 비

판이 아니다. 칸의 판단은 미메시스 개념 자체가 아도르노의 서술 ‘속에

서’ 모순에 빠져 일관적 의미를 상실한다는 것이다. 즉 그의 비판은 아도

르노의 미메시스론의 외재적 비판에 해당하지 않고 그의 이론과 개념 내

에서 성립하는 일종의 내재적 비판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응답은 미메시스 개념과 그 행위에 간섭하는 외적 조건들보다

는 아도르노의 서술과 함께 미메시스 개념 자체에 대한 반성을 요한다.

그리고 개념 자체에 대한 본 논문의 반성을 통해 드러나는 바는 미메시

스 자체에 동일화와 차별화라는 근본적 양면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

라서 네 번째 장에서는 양면적, 혹은 이중적 미메시스라는 개념의 근거

를 제시하며 그 타당성을 확증한 후, 이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적

용해 앞서 언급한 아도르노의 미메시스의 다양한 단계와 국면들을 다시

독해함으로써 그의 이론의 일관성을 재확인하고자 한다.

칸의 비판에 답하는 방식을 통해 이르게 될 미메시스의 동일화와 차별

화라는 근본적 양면성에 대한 이해는 이제 아도르노의 미메시스론의 본

래 목적인 사회 비판과의 연관 속에서 의미를 부여받는다. 즉 미메시스

의 두 양상은 각각 동일화에 의한 대상에의 순응과 종속, 그리고 차별화

에 의한 저항이라는 실천적 행위들을 가능하게 한다. 결론에서는 미메시

스의 종속적 가능성과 저항적 가능성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아도르노와

그 외의 현대의 저술가들의 분석을 참조하며 살펴볼 것이다. 실제 실천

적 행위가 요청되는 상황에서 미메시스가 이렇게 근본적 양면성을 지닌

다고 했을 때, 문제는 그 이중적 양상들을 결정할 수 있는 일관된 원리

가 존재하지 않으면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난

점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는 실천적 원리로서는 치명적인 결함이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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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결론에서는 미메시스의 양면성에 대한 갱신된 이해가 지배 논리로

의 종속의 심화와 그에 대한 저항이라는 실천적 문제에 있어서 어떤 새

로운 가능성과 이해를 제시하는지 살핌과 동시에, 미메시스의 이중적 양

상들을 결정하는 요소를 해명함으로써 미메시스의 이중적 양상들이 그저

모순으로 이해되지 않고 각각 미메시스의 고유한 양상으로 인정될 수 있

음을 보일 것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충분히 아도르노의

미메시스론의 유효성에 대해, 특히 저항적 실천의 가능성이 희박해진 사

회에서 그 여지를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고 본다. 그리고 동시에 아도르노의 미메시스론은 미메시스 개념에 대한

사회철학적 연구에 있어서 모종의 새로운 방향으로 연구자들을 안내하는

역할 또한 맡는다는 것을 결론에서 보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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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아도르노의 미메시스론의 실천적 의미

1. 아도르노의 미메시스론의 배경

이론이 가지고 있는 실천적 의미란 그것이 행위를 통해 실제로 현실 세

계에 영향을 주며 의도한 바의 관철을 가능케 하는 것에 있다. 사유가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과의 관계로부터 실천적 의미를 길어온다면,

아도르노의 미메시스론의 실천적 의미를 이해하는 작업 역시 그 이론의

역사적 배경과 현실적 형성 조건들을 도외시할 수 없다. 또한 아도르노

의 미메시스론은 그것이 그의 사상적 세계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

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그 역시 전체의 일부이자 한 측면이다. 그러므로

미메시스론을 아도르노의 전체 사유와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아도르노 자신의 의도에 어긋나는 행위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번 장은 아도르노의 사유의 형성을 조건 짓는 배경적 요소들을 다루고

그에 이어서 미메시스론을 포함하고 있는 아도르노의 비판이론 전체에

천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역사적 배경에 관해서는 20세기 초의 계

급 혁명의 실패와 파시즘, 문화산업의 확산, 그리고 프랑크푸르트학파의

학자들과의 교류와 같은 사건들을 관찰함으로써 그것들이 아도르노에게

미친 영향을 확인할 것이다. 또한 미메시스론은 아도르노의 비판이론 전

체의 작업의 일환이라는 인식 하에, 그의 세 주요 저작인 『계몽의 변증

법』, 『부정변증법』, 『미학이론』을 중심으로 삼아 미메시스론을 지탱

해주고 있는 이론적 지평을 살펴보고자 한다.

a) 비판이론의 성립 환경과 그 의미

프랑크푸르트학파라는 용어가 지시하는 외연과 비판이론의 그것은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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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일치한다. 비판이론은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단초이며 구심점이자 비

판이론의 산실이기도 했던 프랑크푸르트 사회연구소를 배제하고 논의될

수는 없다. 그런 프랑크푸르트 사회연구소의 성립의 배경이 된 역사적

사건과 환경적 요인이 있다면 그것으로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는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해 벌어진 혁명운동

의 실패이다. 둘째는 민중 혁명의 유일한 성공 사례로 여겨졌던 러시아

혁명 이후에 결국 스탈린주의가 득세함으로써 마르크스주의가 변질된 것

이다. 마지막으로 유럽 전역에서 창궐한 파시즘이 있다. 이들 세 사건들

은 모두 마르크스주의의 부분적인, 혹은 전적인 실패로 규정될만한 요소

를 지니고 있다. 즉 그것들은 자본주의의 종점에서 프롤레타리아의 계급

혁명에 의해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전환이 좌절된 것을 의미한다.

19세기 말, 자본주의가 서서히 제국주의의 모습을 갖추어가고 있을 때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본 것은 자본주의의 최종적 단계와 사회주의 혁명이

그 뒤를 이을 것이라는 희망적 예측이었으며, 이와 맥을 같이 하여 레닌

(V. I. Lenin)은 제국주의를 사회주의 혁명의 전야에 비유할 수 있었

다.18) 그러나 러시아를 제외한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노동 운동과

계급 혁명의 시도가 무위에 그쳤다. 1918년에 발생한 독일의 11월 혁명

은 노동자에 의해 제국 제정을 붕괴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지속가능

한 정부를 수립하지 못해 1919년 실패로 돌아간다. 헝가리에서 역시

1919년 헝가리 소비에트 공화국이 창건되면서 프롤레타리아에게 권력이

이양되는 듯하였으나, 대내외적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곧 무너졌다. 자

본주의의 기득권 논리에 대항해 경제활동 부문에서 벌어진 노동자 운동

인 생디칼리즘도 1차 세계대전 이후로 쇠퇴를 거듭하여 마르크스주의의

계급 혁명과 사회주의 도래의 전망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이런 좌절들이

하나 같이 마르크스주의의 이론적 모순을 증명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지식인들로 하여금 마르크스주의의 실천과 인식에 있어서 무언가 개선이

18) V. I. Lenin,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최고단계로서』, 박상철 역, 서울 : 돌

베게, 1992,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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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고 인지하게 만들기에는 충분했다.

그러나 사회주의를 향한 신념에 치명타를 입힌 것은 오히려 계급 혁명

을 성공시켜 사회주의 국가 체제를 지향할 것으로 여겨졌던 러시아의 변

모였다. 스탈린 이전에도 마르크스주의가 다양한 노선과 해석으로 나뉘

었다고는 하나, 레닌 사후 스탈린이 이른바 전위대를 조직해 권력을 장

악하고 수립한 국가체제는 마르크스주의의 근본적 정신에마저 등을 돌리

게 되는 심각한 왜곡을 낳았다. 러시아의 사회주의는 민중과 노동자의

정치 참여를 배제하고 중앙집권적 관료집단을 구성함으로써 검열제도,

정부 주도의 통제력 확장을 정책적 기조로 삼는 정치체제로 변해갔다.19)

노동자들을 소외된 노동으로부터 구제하려던 마르크스주의의 구상과는

달리, 러시아어로 주먹을 의미하는 ‘쿨라크(Kulak)'라는 이름의 부농층을

비롯한 수백 만 명의 농민들은 집산화(collectivization) 정책에 반대한다

는 이유로 감금하거나 강제로 이주시켰으며 처형되기까지 했던 것이

다.20) 스탈린의 주도 하에 레닌과 자신에 대한 우상화 작업이 착실하게

수행되었다는 것은 이미 러시아에서는 마르크스주의로부터 유리된 또 다

른 형태의 전체주의가 실현됐을 뿐임을 의미한다. 계급 혁명의 실패만으

로는 마르크스주의의 이론적 실현가능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을

지 모르나,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한 후에 스탈린 개인을 위한 체제로 변

질되는 러시아의 모습은 그것을 지켜보는 이들의 희망을 꺾기에 충분했

다.

사회주의의 기치를 내건 러시아 바깥의 유럽 국가들에서는 파시스트당

을 창당한 무솔리니가 1922년 이탈리아의 국무총리에 취임하면서 유럽의

정치 판도에 파시즘적 색깔을 한층 분명하게 만들었다. 독일에서는 국가

19) H. David, Introduction to Critical Theory: Horkheimer to Habermas,
Berkeley : Univ. of California Press, 1980, p. 18.

20) 소련의 탈쿨라크화(dekulakization) 정책은 사회주의의 실현이 아닌 또 다른

압제적 권력이 등장했을 뿐임을 알려주는 단적인 예다. 탈쿨라크화 정책의

폭압성에 관해서는 J. Hughes Stalinism in a Russian province : a study of
collectivization and dekulakization in Siberia, Houndmills, England :

Macmillan Press in association with the Centre for Russian and East

European Studies, University of Birmingham, 19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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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를 변형한 민족사회주의(Nationalsozialismus), 즉 나치즘이 대두

하기 시작했는데, 파시즘과 나치즘은 공통적으로 불평등이란 사회를 유

지시키는 원동력이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믿음으로써 계급 간의

위계를 고착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21) 사회주의가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불평등한 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착취를 문제로 인식하고, 무산

계급 혁명을 통해 그들 사이의 지배연관을 철폐하려 한다면, 파시즘과

나치즘은 그 대척점에 서 있다. 노동자 혁명을 기대하는 마르크스주의자

들로서는 계급 혁명의 주체여야 할 노동자들이 오히려 계급적 질서를 고

착화시키는 정치적 입장에 경도되었을 때, 과연 어떤 이론적 해명과 실

천적 대응이 요구되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스탈린이 일국사회주

의라는 명분하에서 나치 독일과 불가침조약을 맺는 광경 역시 비슷한 역

설을 인지시켰던 것이다.22)

프랑크푸르트학파는 이런 정치적 상황과 역사적 배경들로부터 마르크

스주의를 더욱 엄밀하게 이해해야할 필요성을 자각하는 것에서 시작되었

다. 1923년 그륀베르크(C. Grünberg)가 프랑크푸르트 사회연구소를 설립

했을 때 전제하고 있었던 것은 마르크스 사상의 학문적 성격을 분명히

하는 것이었다. 그는 “단지 권력과 재원 사이에 존재하는 균형에 봉사할

능력 밖에 없는 관료들의 생산과 연구를 희생해가며 교육”에 몰두하고

있는 독일 대학의 흐름에 반대하여, “과학적 연구의 방법과 철학적 체

계로서의 마르크스주의가 이러한 경향들에 대항해야한다”고 주장했다.23)

그륀베르크는 마르크스주의에 상당한 정도의 믿음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21) J. W. Bendersky, A concise history of Nazi Germany, 3rd ed., Lanham,
Md. :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7. 참조.

22) 트로츠키의 영구혁명론, 또는 연속혁명론에 반대하여 스탈린이 표방한 일국

사회주의론은 정치·경제의 대내 여건 개선에 집중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

을지는 모르나, 일국사회주의가 갖는 쇄국적 성격은 사회주의 국가로의 지향

이라는 모토에서 ‘사회주의적 가치’보다 ‘국가’의 존망이 우선시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에 따라 자본주의 열강들과의 경쟁 속에서 빠른 경제적 성장과 산

업화를 달성하고 부강한 국가로 먼저 서기 위해 오히려 심각한 마르크스주의

의 왜곡의 감행과 더불어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부정하는 나치즘과의 협약

도 서슴지 않은 것이다.

23) H. David, Introduction to Critical Theory: Horkheimer to Habermas,
Berkeley : Univ. of California Press, 1980,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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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그가 완전성을 더해가는 사회 제도의 발전적 전개를 제안할 때

엔 다소간 낙관적 결정론으로 비추어질 수 있을만한 표현들이 등장한

다.24) 이런 낙관적 태도는 마르크스의 전망의 실현에 대한 강한 믿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과학적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이해

를 엄밀하게 하는 것으로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관점을 취

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는 1930년 프랑크푸르트 사회연구소에 2대 연구소

장이 취임한 이후 바뀌기 시작했다. 호르크하이머(M. Horkheimer)가 연

구소장을 맡게 된 후 연구소의 학문적 방향성은 오늘날 일반적으로 프랑

크푸르트학파의 것이라 일컬어지는 성격을 갖게 된다. 1930년 이후로 연

구소에서는 초기의 모습과는 다르게 정통 마르크스주의로부터 거리를 두

면서 마르크스주의의 교조적 답습을 피하려는 기조가 유지되었다. 이런

태도는 마르크스의 예측과 달리 인간이 비이성적 파시즘에 몰두하게 된

이유를 탐색하는 것으로 비판이론의 중심적 질문이 전환되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즉 그들은 생산관계에서 발생하는 모순과 그를 배경으로 발생

하는 계급의식이 인간 해방을 가능하게 만드는 조건으로는 불충분하며

그런 조건이 갖추어진 상태에서도 사회의 역행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인식

한다. 그들은 광범위하게 번진 파시즘, 그리고 인종 학살과 같은 만행에

서 인간성과 이성의 퇴보를 목격한다. 인류는 마르크스가 예상한 것과

같이 발전의 도상에 있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

이 되어버린 인류의 퇴행을 설명할 수 있는 사유의 틀을 마련해야만 마

르크스가 본래 의도한 인간 해방에 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판단이

선 것이었다. 이렇게 그륀베르크와 호르크하이머의 프랑크푸르트 사회연

구소는 각각 전술한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비판적 반응으로서 한쪽은 마

르크스주의 이해를 더욱 과학적으로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다른 쪽은 마르크스의 비판적 가능성에는 동의하되 과학적 예측으로서의

타당성은 무너졌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프랑크푸르트학파, 또는 비판이론은 이제 과학적 마르크스주의로부터

24) Ibid.,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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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서 고유한 반성과 그 결과물들을 형성하기 시작하는데, 그것들은

대저 도구적 이성 비판, 정신분석학적 성격의 도입, 생산관계 및 경제적

연관 외의 문화 산업에 대한 반성 등으로 성격상 규정될 수 있다. 이중

에서도 특히 도구적 이성과 문화 산업 비판은 정통 마르크스주의와 분명

하게 대별되는 지점이며, 또한 아도르노의 사유에서도 중심적 위치를 차

지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이것들은 마르크스가 인간과 사회 및 역사적

발전을 설명하며 간과한 부분이기도 한데, 마르크스의 예상대로 생산관

계에서 발생한 모순으로부터 필연적으로 계급혁명이 발생한다는 예측은

인간이 적어도 자신의 이익에 기반을 두고 합리적으로 행동할 것을 기대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결국 마르크스는 사회의 전개가 최소한 자

신의 생존과 이익을 좇는 인간의 합리적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경

우를 전제하고 사회적 체제의 발전 도식을 제시한 셈이다. 그렇지만 이

것은 인간이 자기 파괴적이며 비합리적인 행위의 주체이기도 하다는 점

을 도외시하거나, 최소한 중요한 정치적 선택과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면들이 발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간단히 치부하지 않고서는 확신하

기 어려운 결론이다. 비판이론은 인간의 이런 면모들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을 인정한다. 그리고 오히려 이성의 극단적 추구가 그 원인이라는

분석을 제시하며 도구적 이성 비판을 행한다. 문화산업 비판도 이런 도

구적 이성 비판의 연장선상에 있다. 혁명과 저항을 무력화시킴에 있어서

그것을 지향하거나 의도하는 것조차 차단하는 기제로 작용하는 것이 문

화산업이며, 이는 철저하게 도구적 이성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체

제의 고착화가 극단화된 합리성과 이성의 산물이라면, 사회에 존재하는

갈등의 은폐 역시 그들의 몫이다. 따라서 비판이론이 마르크스주의와 형

성하는 차이는 능동적으로 비판에 임하거나 비판을 수용하고 그것을 실

천할 주체가 과연 현대에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에서 발생한다

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호르크하이머의 취임을 기점으로 형성된 프랑크푸르트 사회연

구소의 학풍과 이전의 그것 사이에 큰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마르크스

의 사상의 근본적 방향성에 동의한다는 점에서는 서로 다르지 않다.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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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공히 억압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변증법

적 사유를 통해 현실을 비판하고자한다. 또한 인식의 확실성과 정교한

사고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인식한 바를 토대로 그 현실

에 변화를 기도하는 실천적 관심 하에서 비판이 수행되었다는 점에서도

서로 조응한다. 그러므로 마르크스주의적 설립 취지를 지니고 있었던 초

기 프랑크푸르트 사회연구소의 변화는 전적인 부정이 아닌 지양

(Aufhebung)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도르노의 비판이론도

이런 맥락 속에서 전개된다고 볼 수 있는데, 본 논문이 아도르노의 비판

에 주목하는 이유 역시 그의 사유가 저항적 실천의 방식과 그것을 가능

하게 하는 이론적 근거의 탐색이라는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기 때

문이다.

b) 아도르노의 비판이론

프랑크푸르트 사회연구소의 일원으로서 아도르노는 프랑크푸르트학파의

현대 사회에 관한 비판적 인식과 궤를 같이하여 현대 사회가 일종의 전

체성 속에 빠져 있다고 본다. 아도르노가 본 전체성이란 다름 아닌 지배

의 연관이며 그것이야말로 강압의 본질이다.25) 현대 사회의 전체성이 외

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자기 부정의 계기를 전혀 용납하지 아

니함을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사회 문제에 관한 저항적 성격

의 사유조차도 “전체적인 생산 과정에 붙들려 있다.”26) 이런 상황의 근

본적 원인에 대한 아도르노의 진단은 칸트(I. Kant)의 그것과 다분히 유

사하다. 아도르노는 현대 사회의 제문제의 원인이 실상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이성에 있으며 또한 그럼에도 한정적인 이성을 무차별적으로

오남용하는 것에 있다고 판단한다. 다만 칸트가 이성의 한계를 명료화하

고 그 오용을 비판하며 인식론적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면―물론 그에 의

25) DA, p. 60.

26) Ibid.,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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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도덕과 같은 실천적 문제에 있어서도 해결책을 제시한 것 역시 사실

이지만―아도르노는 이성의 무제한적 승인과 전용에서 사회적 억압과 사

물화의 뿌리를 본다는 점에서 사유의 지향점이 서로 다르다. 하지만 이

들 사이의 더 근본적인 차이에 비하면, 이처럼 그들의 반성이 다만 지향

하는 바에 있어서 다르다는 것은 외려 그들의 유사성만을 돋보이게 할

뿐이다. 양자 간의 더욱 본질적인 차이는 칸트가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

고 그것의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때 다시 이성에 기대는

것 외에는 다른 원리의 조력을 구하지 않았다는 점과, 반면 아도르노는

이성의 한계를 자각하고 그것에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적

원리를 적극 찾으려고 한다는 점에 있다. 이런 아도르노의 입장을 정리

하자면, 총체적 지배 연관으로서의 현대사회가 보유한 문제의 원인이 이

성에 있으며 이 이성은 모종의 보완적 원리에 의해 개선 및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아도르노의 일련의 주요 저작들을 이런 관점

에 입각하여 저술된 것으로 규정하고 그에 대해 논할 것이다.

아도르노의 현대 사회에 대한 진단은 그와 호르크하이머의 공저인

『계몽의 변증법』에서 상당부분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후의 저

작들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될 대안적 사유를 암시하는 서술들 역시 『계

몽의 변증법』 곳곳에서 발견된다. 서명에서도 드러나듯이 비판의 초점

은 계몽 개념에 맞추어져 있다. 그럼에도 이 비판이 노리는 바는 협의의

계몽에 그치지 않는다. 아도르노가 계몽 비판을 통해 겨냥하는 바는 계

몽을 위시한 지식, 합리성, 이성과 같은 근대적 이념들에 이른다. 인식은

물론이거니와 정치와 경제, 교육을 아우르는 인간 삶의 거의 전 분야에

걸쳐 가장 신뢰할만한 원리로서 간주되던 이념들은 그렇게 아도르노에

의해 역으로 퇴행적 계기를 담고 있다는 혐의를 받는다. 즉 “역사의 형

태나 사회적 제도뿐만이 아니라 이 계몽 개념이 오늘날 모든 곳에서 발

생하고 있는 퇴행의 전조를 담고 있다.”27) 아도르노는 퇴행적 원리로 전

락한 계몽을 논하기 위해 지식과 같은 개념들이 가장하는 순수성의 배면

을 폭로한다. 지식은 고결한 앎에의 추구나 보다 나은 이해를 바탕으로

27) Ibid.,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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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식과 행위의 조화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 “지식의 목표는 방법과

타인의 노동에 대한 착취와 자본이다 ....... 자연으로부터 인간이 배우려

하는 것은 완전히 자연과 인간을 지배하기 위해 자연을 이용하는 방법이

다.”28) 타자성을 향한 관심이 단순히 지배의 관심으로 변질되는 순간 타

자성과 대상성의 보고(寶庫)로서의 자연은 억압된다. 계몽적 인간은 부

리는 목적에 불필요한 대상의 ‘비본질적’ 측면을 사상(捨象)하거나, 혹은

그것을 부리기 적합한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 ‘비본질적’이라는 표식을 붙

인다. 이와 같이 “계몽이 사물에 대해 취하는 행태는 독재자가 인간에

대해 취하는 행태와 동일하다.”29) 이 행태는 획일화(Konformität)의 방식

으로 이행(履行, Ausführung)되기도 하고, 모든 것의 평준화, 또는 공약

할 수 없는 것(Inkommensurable)의 추상화로 나타나기도 한다.30) 이것

들이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타자성의 거세다. 타자를 주조하고 재단

하여 처리 가능한―엄밀히 말하자면 지배 가능한―대상으로 만드는 것이

다. 하지만 이성에 의한 지배는 대상을 외적 자연에 국한시키지 않는다.

인간은 계몽을 수단으로 삼아서 인간 자신마저도 거세된 지배 대상으로

전락시킨다.

지배의 대가는 단순히 인간이 지배된 객체들로부터 소외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정신이 사물화되면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나 개별 인간

의 자신에 대한 관계 역시 악령에게 사로잡힌다. 인간은 기계적으로 기

대되는 관습적 반응 및 기능들이 집약되는 지점으로 축소된다. 물활론

은 사물에 영혼을 불어넣는 한편 산업주의는 영혼을 사물화한다.31)

이제 인간은 대체 가능한 부품의 역할과 존재 의미를 기꺼이 받아들인

다. 인간의 인간에 대한 지배는 노동을 착취하기 위한 대상으로서 지배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심층적 차원에서는 내적 자연을 해방

시킬 경우 자아를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맞서서 자기동일성을 유

28) Ibid., p. 20.

29) Ibid., p. 25.

30) Ibid., pp. 28-29.

31) Ibid., 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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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기 위해 내면을 억압함을 뜻한다. 아도르노는 『오디세이아』를 독

해하며 인간 내면의 억압이 전개되는 과정을 상세하게 분석하는데, 그에

따르면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고유한 동일성을 부정하고 무정형한 것에

의 의태(Mimikry ans Amorphe)를 통해 자신의 삶을 구한다 ....... 오디

세우스의 자기보존을 위한 방법은 이 서사시의 전체에서와 모든 문명에

서 드러나는 것처럼 자기 부정이다.”32) 오디세우스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자연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생존하고 또 자연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자

신의 고유성을 모두 포기하지 않고 고수하기만 할 수는 없다. 인간이 고

유한 자기동일성에 의해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한다는 것은 다만 그가 생

존해있을 때에 의미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고유성의 일

부를 포기하고 내적 자연을 억압함으로써 생존의 대가를 지불한다. 내적

자연의 억압에 의해 ‘바람직한’ 정체성을 형성한 인간은 이제야 적합한

수탈 대상으로서의 소질을 갖는다. 도구화된 이성이 인간의 자연 지배를

거들었듯이, 인간 착취와 억압 역시 철저히 합리적인 ‘산업’의 모습을 갖

춘다. 현대 사회의 ‘문화 산업’은 인간과 자연 사이의 지배 연관만이 아

니라 인간의 인간 자신에 대한 지배 연관마저도 공고하게 만드는 도구적

이성의 기제로서 기능한다. “처음에는 자기 보존의 충동에 의해 승인된

이성이었던 도구적 이성의 목적은 문화 산업에 의해 스며든 거짓된 보편

성의 이름으로 반성을 침묵시키는 것이다.”33) 이렇게 대중을 길들이고자

하는 문화 산업은 개성의 획일화를 도모하지만 결코 조야한 수단에 의지

하지 않는다. 문화 산업의 교묘한 책략은 획일화를 가리는 가상적 다양

성을 대중의 눈앞에 들이민다. “소비자가 손수 분류할 것은 더 이상 어

떤 것도 남아 있지 않다.”34) 개성 역시 문화 산업에 의해 소비하도록 마

련된 분류표에서 빌려온 것일 뿐이며, 다만 “현혹 연관 안에서 목표를

정해야만 한다.”35) 결국 문화 산업은 “불량이 없는 규격품을 생산하듯

32) Ibid., pp. 86-87.

33) T. W. Adorno, The Culture Industry: Selected essays on mass culture,
edited and with an introduction by J. M. Bernstein, London ; New York :

Routledge, 2001. p. 11.

34) DA, p. 146.

35) Ibid., p.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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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을 재생산”하는 공장인 것이다.36) 문화 산업에서 드러나는 지배

연관의 자기동일적 논리는 자연을 억압하듯 자신의 논리에 부합하지 않

는 인간 내면을 규제한다.

이렇듯 자연으로부터의 인간 해방을 약속하는 것으로 보였던 계몽과

이성은 오히려 그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내적, 외적 자연을

타자로 간주하여 억압하며, 이것이 현대 사회의 억압적 지배의 본질이라

는 것이 아도르노의 분석이다. 계몽의 변증법은 이성에 의한 타자성의

억압이 전개되는 운동 과정인 것이다. 계몽에게 이질적인 것이란 단지

용인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도르노의 이런 진단은 총체적 이성

비판으로서 마치 해방을 위한 모든 이성의 시도들이 필연적으로 도구적

이성의 억압으로 전화(轉化)한다고 주장하며 이성의 해방적 잠재력을 전

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37) 그러나 아도르노의 분석이

이성의 전적인 폐기처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유와 이성의 무력화는

오히려 문화 산업에서도 드러나듯 총체적 지배를 실현하려는 관심이 바

라는 바임을 아도르노는 분명히 지적한다.38) 따라서 사유와 이성, 합리

성의 전적인 폐기와 부정이 아니라 이성 외의 타자성으로서의 계기들을

대안적 사유로 수용하는 것이 요청된다. 아도르노의 부정 변증법과 미학

에의 주목은 바로 이런 타자성의 구제를 지향하는 것으로부터 비롯한다.

이성적 사유의 요체로서의 개념(Begriff)은 상술한 이성의 자기동일적

계기로서 이성의 피아를 구별하는 기준 중 하나로서 간주될 수 있다. 이

런 의미로 타자성의 구제라는 목적 하에서 개념적이지 않은 것은 철학적

관심의 대상이 된다. 아도르노는 『부정변증법』에서 “개념으로는 닿지

못하고, 개념의 추상화 기제를 통해 소거되며, 아직 개념의 본보기가 되

지는 않은 그런 것이 개념에게는 절박하게 된다.”고 밝힌다.39) 그런 화급

함을 야기하는 결핍을 해결하고자 아도르노는 개념의 차원에서, 그리고

36) Ibid., p. 148.

37) J. Habermas, Der philosophische Diskurs der Moderne, Frankfurt am

Main : Suhrkamp, 1986, p. 130.

38) DA, pp. 147-148.

39) ND,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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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바탕으로 한 정신적 활동 및 학문의 차원에서 타자성을 지향한다

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보여주려 시도한다. 이를 위해 아도르노는 헤

겔의 변증법에 천착하는데, 헤겔에 의해 변증법이 개념의 운동 원리이자

메커니즘으로 제시된 이래로 그 유효성만큼이나 맹점 역시 점증했다. 헤

겔은 사유와 개념에 개재해 있는 부정의 계기를 발견하고 그것에 착안하

여 모순과 변화를 설명한다. 모순을 지양하며 새로운 상태로 변전해가는

변증법적 운동에서는 부정된 것이 논리적 부정에서 그러하듯 그저 부정

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지양된 것에서 긍정적 계기로서

잔존한다. 그렇기 때문에 변증법은 사유와 현상을 설명할 부정과 타자성

을 배척하지 않는 메커니즘인 듯 보인다. 하지만 헤겔의 변증법에서의

부정의 계기는 단순히 지양된 것에 봉사하기 위해서 도입된 부속물에 지

나지 않는다고 아도르노는 비판한다. 부정의 계기는 보다 근본적으로 사

유될 필요가 있음을 아도르노는 주장한다.

헤겔의 변증법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고, 또한 최상위의 철학이

고자 했으며, 실제로도 절대적 주체라는 동일성 원리에 의해서 최상위

의 철학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사유가 가장 첫 번째의 것과 확고한 것

을 포기하는 것을 통해 그 사유가 자유롭게 부유하는 것으로 절대화되

는 것은 아니다. 바로 그 포기에 의해 사유는 그 자신이 아닌 것에 포

섭되며, 사유의 자율성이라는 환상도 해소된다 ....... 사유는 그 자체의

의미상 무엇에 대한 사유다. 의견이나 판단과 같은 것으로서의 어떤 것

에 대한 논리적 추상형식은 그 자신 외의 어떠한 존재자도 규정하지

않는다고 확언하는데, 그런 논리적 추상형식에서조차 사유가 제거하고

싶어 함에도 사유의 비동일자이자 사유가 아닌 어떤 것이 제거되지 않

고 잔존해있다. 이성(Ratio)이 이것을 망각하고 자신의 생산물인 추상

들을 사유의 의미에 거슬러 실체화할 때, 이성은 비이성적인 것이 되어

버린다. 사유의 자율성이라는 계율은 사유에게 공허하다는 평결을 내리

며, 결국에는 우둔함과 원시성의 평결에까지 이른다.40)

40) Ibid., p.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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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겔의 변증법은 비동일자(das Nichtidentische), 타자성, 부정의 계기

를 사유에 끌어들였음에도 나르시시즘적 자아도취에 빠진 것이다. 아도

르노는 이에 총체적인 자기기만적 긍정으로 귀결되지 않는 변증법을 구

상한다.

비동일적인 것을 향하게 만드는 개념성의 이와 같은 방향의 전회가

곧 부정변증법의 문이 열리게 만드는 경첩(das Scharnier negativer

Dialektik)이다. 개념에 내재하는 비개념적 요소의 구성적 성격에 대해

서 통찰하게 된다면, 그렇게 제동을 거는 반성이 부재할 경우 개념이

일으킬 동일성의 강압은 와해될 것이다. 개념의 자각은 의미의 통일체

로서 즉자적으로 존재한다는 가상을 넘어서서 개념 자체의 의미를 지

향한다.41)

부정변증법의 이러한 정향은 곧 개념의 타자를 목표로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도르노는 그런 목표를 위해 타자와 비동일자에 접근하는 몇

가지 방식에 회의적인 견해를 피력한다. 그는 비동일자가 그 자체로 긍

정적인 것으로 획득될 수 없으며, 또한 동시에 부정의 부정을 통해서도

비동일자를 긍정적인 것으로 획득할 수도 없다고 말한다.42) 비동일자란

근본적으로 대상을 파악하고자 하는 주체의 동일성에서 벗어나 있는 것

으로서, 만약 그것과 어떤 차원과 맥락에서 상호 연관을 맺고자 한다면,

자신의 동일성을 갱신하거나 타자의 규정성에서의 변화가 있어야만 한

다. 즉 갱신이건 변화건 부정의 계기가 있어야만 서로 다른 두 대상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다. 헤겔이 부정의 계기에 주목한 것 역시 이

러한 이유이며, 절대적 주체를 강조하는 결론으로 잘못 전개되기는 하였

으나 피히테(J. G. Fichte)가 세계 전체를 자아(Ich)에 정초했을 때조차도

비아(das Nicht-Ich)에 부정의 계기를 끌어들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다. 따라서 비동일자를 그 자체로 긍정적으로 획득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그래서 부정의 부정이라는 매개적 방식을 통해 타자의 획득을

41) Ibid., p. 24.

42) Ibid., p.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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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하는 것인데, 만약 그것이 헤겔의 변증법의 귀결과 같이 긍정성에

이른다면 이 또한 허구라고 아도르노는 주장한다. 부정의 부정을 긍정으

로 통합한다는 것은 “해소할 수 없는 비동일성의 표현인 변증법적 모순

을 동일성을 통해 재차 구겨짐 없게 손질하는 것”이며, 이는 “그 표현이

의미하는 것을 도외시하고 순수한 일관성사유(Konsequenzdenken) 속으

로 회귀하는 것”을 뜻한다.43) 다시 말해서 부정의 부정을 통해 비동일자

를 획득하려는 노력은 그것이 비동일자를 획득했다고 여기는 순간 다시

새로운 타자성과 비동일자 앞에 놓이는 것이다. 아도르노에게 부정이란

‘불굴의 부정’이어야 한다. 이와는 다르게 사유는 역으로 비동일자와 객

체의 해소불가능성(Unauflöslichkeit)으로부터 개별자에 대한 집착으로

엇나갈 수도 있다. 하지만 “개별적 실존은 해석할 수 없는 어떤 것도 아

니고 인식할 수도 없는 어떤 궁극적인 것도 아니다.”44) 오히려 절대적

개별성은 보편성을 내포하는 추상과정의 산물이기도 하다고 아도르노는

지적한다.45)

타자성을 향한 인식적, 실천적 노력을 전제로 한다면, 타자를 긍정성으

로 왜곡시키지 않는 부정변증법은 상술한 것들과는 다른 타자-접근

(Annäherung an andere)의 유형을 가져야 한다. 이에 대한 답으로서 아

도르노는 성좌(Konstellation)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성좌 외에도 짜임관

계 또는 별자리, 형세, 구도(構圖) 등으로 번역되는 이 용어에 철학적 함

의를 부여한 것은 사실 아도르노가 처음이 아니다. 벤야민은 언어이론의

일종으로서 미메시스에 관한 사유를 전개시키면서, 현상과 해석자 사이

에서 성립하는 ‘비감각적 유사성(unsinnliche Ähnlichkeit)’이 성좌적 관계

에 따라 형성되는 것에 대해 말한다.46) 또한 그는 자신의 비극

(Trauerspiel) 이론과 관련하여서도 성좌 개념을 적극 사용하는데, 아도

43) Ibid., p. 162.

44) Ibid., p. 163.

45) Ibid., p. 164.

46) W. Benjamin, "On the Mimetic Faculty", in Reflections : essays,
aphorisms, autobiographical writing, translated by Edmund Jephcott ;

edited and with an introduction by Peter Demetz, New York : Schocken

Books,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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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는 이런 벤야민의 성좌 개념을 자신의 사유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 개념으로 적극 받아들인다. 두 사람의 성좌 개념 사이에는 다소간

의 차이가 있지만 근본적인 착안점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즉 어떤 개체

가 갖는 의미와 내용적 규정성이란 상호적 연관 관계 내에서 결정된다는

것이―마치 별자리들의 배열에 따라 동일한 별이 갖는 의미가 변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성좌 관계의 모티브이다.

통합적 계기는 부정의 부정 없이, 또한 한편으로는 추상을 최고의 원

리로서 따르지 않으면서도, 개념들로부터 단계적으로 더 보편적인 상위

의 개념들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들이 성좌적 관계 속에 진입하

는 것에 의해 생존한다. 이 성좌적 관계는 분류적 방식과는 관계가 없

거나 오히려 그에 부담이 될 뿐인 대상의 고유한 측면을 밝혀준다.47)

서로 다른 별들이 각각의 위치에서 별자리를 구성할 때 위계적 질서에

의해 구성되지 않는 것처럼 아도르노가 말하는 성좌적 관계는 병렬

(Parataxe) 관계에 의해 대상의 특수성을 이끌어낸다. 아도르노는 또한

대상을 성좌 관계에 입각해 인식한다는 것은 대상 자체 내에 함축되어있

는 대상 형성의 과정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것은 독

립적 개체성의 이해를 가장하며 대상을 고립시켜 이해하는 방식을 추구

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으나, 실상 아도르노는 대상 내부로의 침잠 역

시 대상의 외부를 지향한다고 여겼던 것이다. 대상에 내포되어 있는 대

상 형성의 과정이란 이미 대상 주변의 타자들에 의해 영향을 주고받아온

역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론적 사상은 자신의 대상의 되는

개념이 지닌 자기동일성의 외곽과 그것의 타자를 맴도는 것으로부터 해

명을 시작한다.48) 개념과 대상은 최종적 심급이 되는 원리로부터 밝혀지

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개념과 대상들에 의해 드

러난다. 사유 모델로서의 성좌적 관계는 개념과 대상이 가진 자기동일성

을 새로운 타자성과의 갱신된 관계 속에서 깨뜨림으로써 개념성의 “방향

47) ND, p. 164.

48) Ibid., p.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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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회에 의해 비동일적인 것을 향하게 만드는” 타자성의 부정변증법의

일종이다.49)

계몽과 도구적 이성의 총체성에 저항하며 타자와 비동일자에 다가가는

사유와 실천의 또 다른 유형은 『미학이론』에서 발견된다. 즉 아도르노

는 예술에서 타자성 수용의 가능성을 발견한다.

예술은 경험적 현실에 대한 관계 속에서 그 현실에 존재하는 자기

보존(sese conservare)의 원리를 예술 작품의 자체적 존재(Selbstsein)

라는 이상으로 승화시킨다. 즉 쇤베르크(A. Schönberg)의 말을 빌리자

면 우리는 그림을 그릴 뿐이지 그 그림이 나타내는 것을 그리지는 않

는다. 모든 예술 작품은 자체와의 동일성(Identität mit sich selbst)을

스스로 원한다. 그런데 경험적 현실에서는 모든 대상에게 주체와의 동

일성이 강요되기에 그러한 자기 자신과의 동일성이 경시된다. 미학적

동일성은 현실에서 강제되는 동일성으로 인해 억압되는 비동일적인 것

에도 유의해야 한다.50)

이 구절에 따르면, 예술은 이 세계가 자기 보존의 원칙에 따라 전개되

는 것을 자신의 자체적 존재라는 예술 내적 원리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 자체 존재를 고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규정성을 스스로 정립할 수

있어야 한다. 자기 정립이란 달리 표현하자면 그것은 스스로 말미암음,

즉 자유(自由)를 의미할 수도 있고, 또는 자기 존재와 자기 규정이 일치

함을 의미할 수도 있다. 현존하는 자신의 규정성이 다른 원리에 의해 좌

우되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를 규정하는 바와 일치한다면 그것이 자기 자

신과의 동일성인 것이다. 예술이 자체 존재를 자신의 원리로 승화시킴으

로써 성취하는 것이 이 자기 자신과의 동일성이자 예술 작품 자체와의

동일성이다. 이는 경험적 현실에서 만나는 예술 작품 외의 대상들이 갖

는 동일성과는 구별된다. 그것들은 이미 상품과 교환과 지배의 대상으로

서 주체가 부여하는, 더욱 근원적으로는 도구적 이성이 부여하는 동일성

49) Ibid., p. 24.

50) ÄT,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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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이다. 결국 대부분의 일반적 대상들은 자기 자신과의 동일성,

자기 존재의 자신에 의한 규정을 상실한다. 하지만 “예술 작품은 동일성

의 강압으로부터 해방된 자기 자신과의 동일성이다.”51) 즉 예술은 오히

려 경험적 현실에 지배적인 강요된 동일성으로부터 벗어나 자기 자신과

의 동일성을 고수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의 강제된 동일성 너머의 타자

성에 주목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점에서 예술이 자신의 것으로 승화시킨

자체적 존재의 원리는 폐쇄적 동일성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다. 이것이

함의하는 것은 예술 자체가 이미 현대 사회의 타자인 동시에 또 다른 타

자성과 비동일자의 창구가 된다는 사실이다.

예술이 타자와 비동일자를 위한 창을 마련해 놓았다면, 이제 그 창을

통해 엿보이는 것의 내용과 출처에 관한 질문에 이르게 된다. 이것은 곧

현대 사회의 타자와 비동일자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이기도 하다. 아도

르노는 자연을 이 질문의 답으로 제시하며 자신의 사유를 진행시킨다.52)

51) Ibid., p. 190.

52) 아도르노가 말하는 예술의 대상과 지향점으로서의 자연과 자연미는 독자에

게 혼동을 불러일으키기 쉽다. 예술이 지향하는 바로서의 자연은 인간이 실

제 세계에서 마주하는 자연의 대상들을 의미하지 않으며, 또한 그 자연물들

각각이 나타내는 특정한 미적 가치를 의미하지도 않는다. 아도르노는 예술이

자연미 ‘자체’를 모방한다고 하는데, 이때 자연미는 그 개념이나 대상의 불확

정성을 통해 규정된다고 말한다. 아도르노가 “미(美)는 사물들 가운데 규정

불가능한 것을 충실히 모방할 것을 요구한다.”라는 발레리(P. Valéry)의 말을

직접 인용하며 예술이 대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암시하는 것에서도 자연, 혹

은 자연미에 관한 동류의 관점이 나타난다. 자연미에 초점을 맞춘 아도르노

의 서술들에 관해선 ÄT, p. 113.를 참조. 이런 일련의 서술들은 아도르노의

자연 개념이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자연을 뜻하지 않으며 개념과 이성이 부과

하는 ‘규정’을 벗어나는 것, 즉 개념 바깥의 타자성 일반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려준다. 그렇기 때문에 정진범은 그의 논문 “아도르노 역사철학에서의 자

연 개념”(서울 :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5)에서 아도르노의 ‘자연’은 “정신 또

는 이성에 의해 지배 받는 타자의 총괄개념”이라고 언술할 수 있었을 것이

다. 따라서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아도르노의 예술이 자연미를 추구할 때 그

것은 특정한 타자나 타자가 불러일으키는 개개의 미적 판단이 아닌 타자성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기도 하다. 다만, 총괄이라는 개념이 갖는 종합 개념과

의 인접성과, 종합이라는 용어가 갖는 폐쇄적 완결성의 어감에 아도르노가

취하는 극히 부정적인 태도를 감안한다면, 그의 자연을 타자의 총괄개념이라

고 표현하기보다는 타자의 개념적 초과, 다시 말해서 개념을 초과하는 타자

라고 표현하는 것이 보다 아도르노의 의도를 잘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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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계몽에 의해 총체적 성격을 갖게 된 사회

에서 그것의 타자로 규정되는 존재는 지배 논리에 의해 추상되고 사상되

는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계몽이 지배를 위해 강제적, 기만

적 동일화를 감행했던 대상이 다름 아닌 자연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수월하게 사회의 비동일자가 무엇인지에 대한 아도르노의 답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자연미는 보편적 동일성의 속박 속에서 사물들에 존재하는 비동일적

인 것의 흔적이다. 동일성의 속박이 지배하는 한 비동일적인 것은 그

무엇도 긍정적으로 현존하지 못한다. 그런 까닭에 인간 내적 요인을 넘

어서는, 자연미로부터 약속되는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자연미는 산만

하고 불확실하게 남는다.53)

따라서 타자성을 구한다는 것은 자연과의 재회를 뜻한다. 문제는 이

타자성을 있는 그대로 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아도르노는 자

연이란 단순히 주체를 위한 존재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

에 어떤 면에서는 칸트와 같이 표현과 같이 물자체(Ding an sich)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다.54) 물자체, 또는 있는 그대로의 타자란 일종의

절대적 타자이며, 그렇기 때문에 여하한 매개가 없다면 그것을 경험할

수도 또한 인지할 수도 없다. 즉 그것은 무의미한 타자가 되어버린다. 따

라서 타자성의 발현은 자연에 의해 무매개적으로 나타날 것이 요구되지

만 기실 그것은 “자연이 약속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

이며, 오히려 “예술 작품이 그것을 실현한다.”55) 다시 말해서 자연은 매

개자이자 대변자인 예술에 의지함으로써만 그 타자성과 비동일성을 발현

시키며 역으로 예술은 그 자연에 의지하여 의미를 형성한다.56) 이제 타

자성을 지향하는 기제로서 예술이 갖는 두 가지 성격이 분명해진다. 예

53) ÄT, p. 114.

54) Ibid., p. 99.

55) Ibid., p. 104.

56) Ibid., p.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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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한편으로 자기 자신과의 유사성(Identität mit sich selbst)을 내적

원리로 삼음으로써 계몽과 도구적 합리성의 전횡으로부터 벗어나 그것의

타자를 경험 영역으로 불러낸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동일자를 간

직하고 있는 자연의 즉자 존재를 미학적인 객관성을 통해 반영함으로써

예술 작품은 자연과 유사해진다.57) 이는 사회의 총체성에 직면한 예술의

자기 보존 전략이라고 판단된다. 즉 모든 사물을 지배의 대상으로 전유

하려는 억압으로부터 어떤 것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독자적 존립을 확고

히 하는 동시에 사회의 총체적 지배가 표방하는 바와는 또 다른 가치와

규정의 영역을 확보해야 한다. 예술이 마련한 자기 자신과의 유사성과

자연과의 유사성은 각각 이런 목적에 부합한다. 이를 종합해보면 계몽의

타자성을 구현하는 예술의 현대 사회에서의 의의가 유사성과 관련된 두

계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예술을 비동일자와 타자성의 재현(representation)이 되게 만드

는 계기가 일종의 ‘유사성’이라면, 그리고 일반적으로 미메시스가 개체들

간의 유사성을 증대시키는 작용으로 이해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런

규정성을 보유하도록 예술 작품을 형성하는 원리가 미메시스라고 주장하

게 되는 이론적 이행(移行, Übergang)은 자연스러워 보인다.58) 아도르노

는 예술의 성격을 규정하면서 미메시스가 예술 작품의 중요한 축이라는

견해를 곳곳에서 피력한다. 아도르노가 보기에 예술은 내적 구성의 측면

에 있어서 합리성과 미메시스의 변증법이 전개되는 장이다.59) 이는 예술

57) Ibid., p. 120.

58) 미메시스는 그 개념의 기원에서부터 재현으로 이해되거나 그와 큰 관련성

을 지니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옹호되기 어렵지만

재현을 미세시스의 가장 본원적인 의미로 보는 관점에 대해서는 H. Koller,

Die Mimesis in der Antike: Nachahmung, Darstellung, Ausdruck, Bern :

A. Francke, 1954. 참조. 또한 엘스(G. F. Else)는 미메시스와 재현을 기원에

있어서 거의 등치시키다시피 하는 콜러의 관점에는 반대하지만 특정 맥락에

서는 재현의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한다. 이에 관해서는 G. F. Else,

"Imitation in the 5th Century", in Classical Philosophy, vol. 53, no. 2,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pr., 1958, pp. 73-90. 참조. 이 논문에서 엘스

는 미메시스의 의미를 삼분하며, 그 중에서도 말과 노래, 춤 등을 통해 동물

이나 사람의 외관과 행위, 발화 등을 흉내내는 것에만 재현의 의미를 부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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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합리성과 그에 대립적인 요소가 예술 내적 긴장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예술 작품의 의미와 가치는 이 긴장

관계에서 발생한다. 즉 미메시스는 예술이 외부적 세계의 합리성과의 관

계에서 이질적 개체로 존재하게 할뿐만 아니라, 예술 내적으로도 합리성

과 대별되는 기제로 작용한다.

그러나 예술 작품에서의 미메시스의 역할은 단순히 ‘이성적 원리와 반

대되는 것’의 요청에 답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예술은 개체성의 형

성 원리에 있어서도,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과의 동일성, 혹은 유사성의

측면에서도 미메시스적이다. 예술 작품이 “예술가의 이상이 아닌 그 자

신의 고유한 객관적 이상과 유사해지는 것이 모든 예술 작품의 법칙이라

고 이름할 수 있으며 ....... 예술 작품의 미메시스는 자기 자신과의 유사

성이다.”60) 즉 미메시스는 그저 합리성과 대립적인 계기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지배적 총체성의 성격이 어떤 것이건 그것에 잠식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인 자기 자신과의 유사성을 마련하기 위해 요청되는 것이

다. 예술이 자연에 정향되어 있는 방식 역시 미메시스를 토대로 한다는

것은 이보다 상대적으로 이해하기에 수월하다. 수용이라는 관계 개념 자

체가 양자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무화시키고 상대의 규정성을 받아들

임으로써 새로운 유사성을 정립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예술은 비

동일자와 타자성을 작품 내에 수용하기 위해서 자연미 자체에 대한 ‘모

방(Nachahmung)'을 시도하며, 이를 통해 객체들을 인간만을 위해 변용

된 대상으로 전락시키지 않는 ‘비대상적 유사성(ungegenständliche

Ähnlichkeit)'을 추구한다.61) 따라서 예술 작품의 형성은 서로 다른 차원

에서의 미메시스, 또는 서로 다른 방향성의 미메시스 작용에 의해서 이

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다. 예술 작품의 개체성에 있어서 중요한 두 축을

맡는 이 두 방향의 미메시스를 첸크(M. Zenck)는 각각 내적 미메시스와

외적 미메시스로 이름한다. 그는 예술 작품이 자기 자신과의 유사성을

획득하는 작용을 내적 미메시스, 또한 자연의 비규정성을 모방하여 체화

59) ÄT, p. 86.

60) Ibid., p. 159.

61) Ibid., p.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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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방식을 외적 미메시스라고 명명한다.62) 첸크의 이런 표현은 예술

의 미메시스 작용이 작품 내외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잘 보여주

지만, 작품이 여하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우선 고유한 자기동일성을

확보해 명확한 개체성의 경계를 그리는 것이―시간상이 아닌 존재론적

구성상―선행해야 하므로, 그의 표현이 내적 작용과 외적 작용 양자를

동등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예술 외의 다른 경우에

는 독자적 개별성을 형성하는 원리와 내용적 규정성을 형성하는 원리가

상이할 수 있겠지만, 예술에 있어서는 양자 모두가 미메시스라는 동일한

하나의 작용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인될 가능성이 더 크다 하겠

다. 중요한 것은 미메시스에 의해 마련된 예술의 자기동일성을 바탕으로

예술이 아도르노의 성좌 개념이 지향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절삭된 타자

성을 다시 길어내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과, 또한 그 험난한 타자로

의 잔도(棧道)를 마련하는 작업이 미메시스의 인솔 하에 실행된다는 점

이다.

이렇게 비판이론가로서의 아도르노의 사유를 그의 주요 저작의 배열에

따라 독해하며 분명해진 것들은, 우선 현대 사회의 지배와 억압이 총체

성을 향해 치닫고 있다는 점과, 그런 사회의 비합리성은 타자를 단순한

지배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도구적 이성과 합리성으로부터 연원한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그것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사상(捨象)된 타자와 비동

일자의 복권(Rehabilitation)을 꾀해야 하며, 그것은 인식과 개념의 차원

과 실천의 차원 모두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아도르노가 주장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변증법의 종국적 긍정에 반하여 부정변증법을 강조하는

것, 그리고 대상을 고정시켜 파악하지 않고 그 대상의 타자들과의 연관

에 참여하는 이해의 모델인 성좌 개념을 제시하는 것 등은 그가 인식과

개념의 차원에서 타자성을 되찾으려는 시도라 하겠다. 또한 아도르노는

이성에 의해서 왜곡되었던 타자성으로서의 자연과의 친연성을 예술에서

발견한다. 예술 작품을 통해 자연을 이데올로기적 장막이 드리워진 현실

62) M. Zenck, Kunst als Begriffslose Erkenntnis: Zum Kunstbgriff der
Ästhetischen Theorie Theodor W. Adornos, München : Wilhelm Fink

Verlag, 1977, pp. 12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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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다시 불러들임으로써 예술은 계몽의 총체적 지배에 대한 저항적 의미

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이것의 가능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미메시스 개

념이다.

2. 타자성 수용으로서의 저항적 미메시스

앞서 설명한대로 아도르노는 미메시스를 이성과 합리성에 의해 재단된

대상들이 형성하는 인식적ㆍ실천적 한계 너머의 타자 경험 방식으로 제

시한다. 그러나 미메시스 개념이 그의 이론 내에서 갖는 이러한 중요성

에도 불구하고, 그의 저작들 어디에서도 이 개념의 해명을 위해 할당된

일정한 공간을 통해서 정합적인 서술에 의해 설명되고 있지 못하다. 아

도르노의 독자는 그의 여러 저술 속에서 여하한 주제와 관련하여 그 개

념이 사용되는 경우에, 그저 그때마다의 문맥을 고려한 독해를 통해 미

메시스를 이해할 뿐이다. 만약 아도르노의 사유를 접하는 연구자와 독자

가 이런 미메시스 개념을 일종의 이론적 허사(an expletive)에 불과한 것

으로 간주한다면 그런 상황은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도

르노의 사유를 살펴본 바, 미메시스 개념은 타자성의 수용이라는 당면한

요구에 부응하는 실천적 원리로 등장한다. 게다가 그 요구는 실제 인간

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변적 관심과 같은 것에 충당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삶에 이미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억압의 문제로부

터 부각된 요구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더욱 큰 문제가 된다.

상기한 사실만으로도 해당 개념에 결여되어있는 엄밀하고 명확한 설명

이 보충되어야한다는 것이 충분히 인지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

는다. 아도르노의 미메시스 개념은 그가 예술을 논하면서 대안적 사유를

전개시킬 때에만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인간의 원시적 행동양식

속에서도 타자성의 경험 방식으로서 미메시스를 발견하며, 이는 이성과

계몽에 의해 행동이 계도되기 이전, 즉 비동일성에 대한 금기 이전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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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식이라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아도르노의 미메시스 개념의 비중과

역할의 확대와 그에 따른 개념의 복잡성의 증대는 심지어 미메시스가 계

몽에 의해 구성되는 사회에도 간여하게 된다는 아도르노의 분석에 이르

러 그 층을 더한다. 도구적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는 지배 연관의 총체화

를 실현하고자 하기에 그에 따른 동일성을 개인에게 강권한다. 이런 상

황에서 본디 타자 지향적 성격을 지닌 미메시스는 금기시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놀랍게도 미메시스는 그저 추방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적

이성에 의해 이용됨으로써 억압적 체제의 고착을 돕는다고 아도르노는

판단한다. 게다가 아도르노는 현대 사회의 총체성이 사회의 변혁과 저항

과 관련해 매우 특수한 상황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실천 역시

특수한 상황에 어울리는 방식을 취해야함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아도르노에게서 예술은 미메시스에 기대어 개체적 독립성과 타

자성으로서의 자연으로의 접근을 꾀했지만, 사회의 지배 논리가 총체화

된 상황에서는 현실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사물화에의 미메시스’라는 새

로운 내적 원리에 의해 저항적 가능성을 부여받는다.

이렇게 아도르노의 미메시스 개념이 인간 행동과 사회의 양상에 걸쳐

예술에 국한되지 않는 실천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면, 그리고 그럼에도

그것을 주제로 삼아 개념적 해명에 초점을 맞춘 설명과 서술을 발견할

수 없다면, 아도르노의 미메시스 개념에 관한 검토는 검토자에 의한 재

구성으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 본 논문은 이에 아도르노의 미메시스

개념이 서로 다른 실천적 양상 속에서 나타난다고 판단하고, 그것을 크

게 세 가지로 분류한 후 각각의 양상 속에서 미메시스가 어떻게 작동하

는지 살필 것이다. 주의할 것은 이러한 구분이 발전의 최종적 상태를 예

기하는 어떤 수직적 ‘계열화’를 바탕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아도

르노 본인 역시 그의 저작에서 다양한 모습의 미메시스를 종국적으로 완

성된 미메시스 개념이 설정하는 위계에 따라 정렬하지 않았으며, 그의

사상적 경향을 보건대 암묵적으로나마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추측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구분 역시 발전된 것에

의해 과거의 것이 폐기되는 것과 같은 모종의 계열을 전제하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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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도르노의 미메시스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배열’일 뿐임을 밝히고

자 한다.

a) 원시적 미메시스

인간의 원시(原始)성이란 극복되고 폐기된 과거의 흔적에 지나지 않는다

고 이해될 수는 없다. 그것은 인간의 현재성을 구성하는 일부로서 잔존

하기도 하며, 더 나아가 현재성을 해석하는 원시(遠視)적 관점으로 기능

할 수도 있다. 혹은 인간 역사의 전개를 선형적 발전과정으로 간주하지

않는 이들에게 원시성이란 인간성의 미진한 상태를 의미하지 않으며 다

만 현재적 상태와는 구별되는 다양성을 뜻할 뿐이다. 아도르노의 원시성

에 대한 시각은 보다 복잡한데, 이것은 아도르노가 계몽의 신화로의 퇴

행을 주장할 때와 동일하게 현대성을 퇴행적 원시성의 도래로 해석한다

는 점에서 그러하다.63) 아도르노가 이렇게 원시적 상태를 다만 이미 완

결된 과거의 무엇으로 치부하지 않는다면 미메시스 개념에 대한 고찰 역

시 그런 태도로부터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다시 말해서 아도르노가 현대

성과 원시성의 공존 혹은 교차에 주목하는 철학자라면, 오늘날의 미메시

스가 갖는 실천적 의미의 확인 역시 그것의 원시적 형태를 고려하며 이

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원시적 단계에서의 미메시스 개념은 의태(Mimikry)의 형태로 나타난

다. 원시성은 그 성격상 계산과 계획에 의한 이성적 인간 행동에 선재

(先在)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오늘날에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행위의 합리적 원인, 목적의식, 잘 계산된 사유 결과와 같은 것들이 부재

하는 순간 모습을 드러낸다. 미메시스의 원시성으로서의 의태도 이런 의

식의 틈새에서 발견된다. 유적(類的) 인식을 기본으로 삼고 인간 이성에

의해 수행되는 분류나 합리적 계산에 따른 추정을 벗어나는 타자의 특이

성, 즉 이디오진크라지(Idiosynkrasie)의 경험 역시 그런 의식의 틈에서

63) DA, pp. 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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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자아의 자신에 대한 이성적 지배와 통제력 상실의 경험이다.

아도르노는 반유대주의를 분석하며 그런 특이성의 경험으로부터 의태를

포착한다.

석판 위에서 석필이 내는 날카로운 소리, 오물이나 부패한 것을 떠올

리게 하는 약간 상한 듯한 맛(hout goût), 성실한 노동자의 이마에 맺

힌 땀 같은 것, 즉 시대의 흐름에서 뒤떨어진 것이나 수세기 동안의 진

보가 쌓아온 명령들을 훼손시키는 것들은 ....... 소리만 들어도 머리카락

이 곤두서고 심장의 박동을 멈추게 하는 위험의 표지다. 이디오진크라

지에서는 개별 기관들이 주체의 지배로부터 다시 벗어나서 생물학적인

근본 자극들에 자율적으로 순응한다. 그런 반응 속에서 피부, 근육, 사

지가 경직되는 것을 경험하는 자아는 스스로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다. 잠시 동안이나마 그 신체의 일부들이 움직이지 않는 주변 자연에

동화되는 것이다.64)

그에 따르면 이디오진크라지는 개념의 질서에 종속되어 합목적적인 것

으로 될 수 없는 자연의 경험이다.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 앞에

서 인간이 취하는 반응은 몸의 경직과 같은 의식적 통제의 상실이면서

동시에 움직이지 않는 주변 자연으로의 동화다. 움직이지 않는 주변에

움직임을 상실함으로써 동화된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 첫째는 단

지 신체적 움직임의 결여만이 아닌, 신체적 움직임을 통제하는 의식의

결여와 이성의 정지를 의미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의태로서의 미메시스

의 전(前)이성적, 혹은 비이성적 성격이 나타난다. 두 번째는 의태가 움

직이지 않는 것에 동화됨으로써 생명성의 상실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아

도르노는 이디오진크라지 경험을 설명하며 이어지는 구절에서 다음과 같

이 말한다.

인간이 자연처럼 되고자 할 때 인간은 자연에 대항하여 스스로를 경

직시키게 된다. 공포로서의 방어는 의태(보호색, camouflage, Mimikry)

64) Ibid., p.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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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 형태다. 인간의 저 경직 반응은 자기 보존의 고대의 도식이다.

생명은 죽음에 동화됨으로써 존속을 위한 관세를 납부한다.65)

여기서 우리는 아도르노의 의태 개념이 직접적으로 죽음과의 연관 속

에서 언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아도르노는 의태로서의

미메시스에서 발견한 죽음과 관련된 계기들을 프로이트(S. Freud)와 카

이와(R. Caillois)의 글에서도 발견하는데, 그가 의도하는 것은 결국 인간

의 퇴행적 경향을 논하면서 죽음과 의태의 연결고리를 반복하여 보여주

는 것이다.

그는 생명에 깊이 들어와 자리 잡고 있는 경향을 나타낸다 ....... 그

경향이란, 주변의 세계 안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내세우는 대신에 그

세계 속으로 매몰되어버리는 경향, 자신을 방기함으로써 자연으로 퇴보

하는 경향이다. 프로이트(S. Freud)는 이러한 경향을 ‘죽음에의 충동’이

라고 불렀으며, 카이와(R. Caillois)는 ‘의태(Mimétisme)'라 불렀다.66)

죽음의 공포는 자신의 생명에 가해지는 위협으로부터 비롯하는데, 이

위협 앞에 선 생명체의 원시적 반응 방식은 의태라는 것이 아도르노의

주장이다. 생명을 박탈당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과 그에 따르는 공포는

이디오진크라지의 경험에서와 마찬가지로 의태라는 동화의 메커니즘을

작동시킨다. 따라서 일련의 아도르노의 의태에 관한 서술들에서는 이디

오진크라지와 죽음에의 공포가 함께 그 동인으로서 지목되는 것이다. 그

러나 일상에서 마주하는 사소한 경험과 생명의 위협이라는 경험은 그 경

중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혹자에게는 양자를

연관 짓는 것이 이론적 비약이라고 판단될지 모르겠으나 아도르노의 생

각은 그렇지 않다.

두 경험에서 나타나는 미메시스의 대상은 개체적 존립을 위협하거나

이질적 자극을 주는 표층적 대상이 아니다. 그것의 진정한 미메시스적

65) Ibid., p. 205.

66) Ibid., pp. 259-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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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즉 동화의 대상이자 모방의 모델은 움직이지 않는 주변의 자연, 주

변 세계 속으로 매몰된 상태, 자연으로 퇴보하는 행위, 그리고 죽음 등으

로 표현된다. 이디오진크라지의 경험에서 주체가 경직을 통해 모방하는

주변 자연의 정지 상태는 생명 활동의 정지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디오진크라지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경직과 죽음에의 동화로서의 경직

은 다르지 않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이디오진크라지를 마주한 자의

경직 역시 이미 개체성의 차원에서의 죽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죽음에

의 의태이다. 즉 한 개체가 주변 세계 속으로 매몰된다는 것은 개체적

특성을 상실하고 다른 사물들의 규정성에 의해 동일화되어버리는 상황을

뜻한다. 이것은 생명의 박탈이라는 방식은 아닐지라도 여전히 고유한 개

체성의 상실이기 때문에 개체의 자기동일성의 측면에서는 일종의 죽음을

의미할 수 있는 것이다. “자연으로 퇴보하는 행위”라는 표현에서도 아도

르노는 ‘퇴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역행의 의미를 지니는 다른 단어, 이

를테면 ‘귀환’과 같은 말이 긍정적 어조를 담아내는 것과 달리 부정적 어

감을 환기시키는 ‘퇴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다. 자연으로의 귀환과

퇴보 모두 자연과의 어떤 동화를 발생시키겠지만, 전자와 달리 후자는

상실했던 규정성을 ‘되찾음’으로써 개체로서의 규정성이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체적 규정성을 ‘포기’하면서 자연으로 동화된다는 의미

가 더욱 강하게 담겨있다. 따라서 의태와 관련해 아도르노가 사용한 표

현과 묘사한 상태들이 반드시 죽음에 의해 초래되는 것은 아니지만, 죽

음이 이것들 모두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아도르

노가 직접적으로 죽음에의 충동과 동화라는 말로 의태와 죽음을 결부시

키듯, 다른 표현들 역시 양자의 연관성을 함축한다. 즉 의태로서의 미메

시스는 이디오진크라지와 죽음의 공포의 경험 모두에서 일관적으로 생명

이 없는 것에 대한, 죽은 것에 대한 미메시스로 나타난다.

의태로서의 미메시스가 죽음을 대상으로 삼으며 그것이 실제 구현되는

방식으로 경직이 언급된다는 것은 두 현상 사이의 연관성을 보다 분명하

게 보여준다. 즉 이디오진크라지를 경험하는 주체는 마치 천적 앞에서

죽은 척 하기 위해 움직임을 멈추고 사물에 동화되듯이 “경직”된다.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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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모두 경직이라는 방식으로 미메시스를 실행한다. 그런데 아도르노

는 이 경직을 앞서 인용한 곳에서 ‘개별 기관들이 생물학적인 근본 자극

들에 순응’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즉 경직은 타자로부터 주어지는 자극

에 자신의 근육과 신경들이 반응하도록 내버려두는 타자 수용적 순응이

다. 그리고 이와 동일하게 생명을 위협받는 순간 생명 활동을 정지시킴

으로써 경직되는 의태 작용 역시 타자성에 순응하는 행위다. 이 경우의

의태가 순응하는 타자는 죽음 그 자체이다. 그리고 의태가 경직이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그 경직성이 죽음의 성질을 대변하기 때문이

다. 의태는 죽음에 순응하기 위해 그것의 모습인 경직성을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이디오진크라지의 경험과 죽음에의 공포라는 두 상황은 같은

성격의 의태를 공유하는 것이 분명해진다. 정리하자면, 양자는 자신이 아

닌 타자에 대한 동화로서의 미메시스를 수행한다. 그리고 이 타자성에의

동화는 공히 생명이 없는 죽은 것을 그 타자, 대상으로 삼는다. 이디오진

크라지의 경우에 인간은 주변의 정지된 자연에 동화됨으로써 자신의 개

체성의 죽음에 접근하며, 죽음에의 공포 또한 생명을 상실한 상태에 동

화하는 의태를 초래한다. 죽음이라는 타자성에 대한 동화는 그것의 실제

적 행위에 있어서도 경직과 같은 동일한 방식으로 구현되었다. 그리고

이 행위의 근본적 의미는 타자성에 대한 순종과 순응이다.

그러나 주목해야할 것은 의태가 죽은 것을 모방하는 것은 물론 타자성

에 순응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대상에 대한 방어와 저항의 의미를

갖는 행위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 저항은 앞서 논한 대로 대상으로부터

가해지는 개체적 존립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는 또한 단적으로 개체의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도 표현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의태란 외부로부터 행사되는 힘에 의해 타자에 매몰되지 않고

주체로 존속하기 위한, 즉 죽음을 모면하기 위한 일종의 ‘자기 보존’의

방어기제다. 그리고 이제 이 저항의 기제, 자기 보존의 기제가 죽음에의

동화라는 것은 자기 보존을 포기함으로써 자기를 보존한다는 역설적 메

커니즘임이 드러난다. 보다 역설적 성격이 잘 드러나게 표현하자면, 의태

는 ‘죽음에 동화됨으로써 죽음에 저항’한다. 의태는 생명이 죽음과 사물



- 45 -

이 되어버리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역으로 죽음과 사물에 굴복하

는 행동이다. 아도르노가 상기 인용문에서와 같이 “생명은 죽음에 동화

됨으로써 존속을 위한 공물을 바친다.”고 말했을 때에도 이런 역설적 관

계가 표현되었음은 어렵지 않게 이해된다. 그리고 앞서 인용했듯 아도르

노는 이런 패러독스가 어떤 착각이나 일시적 혼란 따위의 징후가 아니

라, “생명에 깊이 들어와 자리 잡고 있는 경향”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그 근원적 성격에 어울리게도 원시적 미메시스의 역설적 성격은 의태

에 한정되지 않는다. 의태와 같이 원초적이고 동물적인 단계의 행동에서

벗어나 목적의식에 의해 계도되는 또 다른 원시적 미메시스로 아도르노

는 주술적 의식, 제의(祭儀)를 언급한다. 의식의 차원에서 목적성을 갖는

행위이기에 주술적 미메시스는 본능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반사적 반응인

의태와 구분되지만, 그럼에도 또한 “주술은 학문처럼 목적의 의도를 가

지지만, 그 목적을 객체에 대한 진전된 거리(fortschreitender Distanz)가

아닌 미메시스를 통해 추구한다.”67)는 것 역시 사실이다. 즉 주술은 의태

와 합리성에 근거한 과학적 대상 파악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다. 여기서

과학적 학문과 계몽적 합리성이 대상을 대하는 방식인 진전된 거리란,

대상의 견본화와 추상화를 의미한다. 그런 방식은 대상을 일반화함으로

써 유적 인식에 있어서는 ‘진보’ 할 수 있었으나, 그것은 그만큼 한 유에

속하는 개별적 대상의 질로부터는 ‘거리’를 두게 되는 것이다.68) 이를 달

리 표현한다면 계몽과 달리 주술은 주체와 자연의 통일성(Einheit)을 요

구하지는 않는다고도 할 수 있다. 계몽은 대상을 지배하기 위해 그것을

고정시킬 필요가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대상의 변전과 다양을 언제나

동일한 것으로 통일시켜버린다. 그리고 이런 고정의 요구는 대상의 차원

에서만 성립하지 않는다. 대상에 대한 온전한 지배를 위해서는 주체 역

시 흔들리지 않는 통일성을 갖춰야한다.69) 하지만 주술의 접신 현상에서

는 대상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주체조차도 통일성을 강요받지 않는다.

따라서 대상을 그 고유성에서 만나는 미메시스이면서도 목적의식에 의해

67) Ibid., p. 27.

68) Ibid., p. 26.

69) Ibid., p. 25.



- 46 -

성립하는 주술은 의태와 계몽의 성격을 각각 부분적으로 취한다고 할 수

있다. 주술의 이런 성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양상으로 전개된다.

무당의 의식은 바람, 비, 뱀이나 병자 속의 마귀에게로 향하며, 소재

나 견본으로 향하지는 않는다. 주술을 행하는 것은 하나의 동일한 정신

이 아니다. 그는 여러 유령과 흡사한 모습을 한 경배의 탈을 즉각 바꿔

쓴다. 주술은 노골적인 비진리이지만, 그 비진리에서 자신을 순수한 진

리로 변모시켜 쇠락한 세계의 근거가 되는 것을 통해 지배가 부인되지

는 않는다. 무당은 마귀들을 놀라게 하거나 무마하기 위해 스스로 무섭

게 또는 부드럽게 행동하며 마귀와 유사해지려 한다.70)

이 구절에서는 주술적 접신이 이성에 의해 통일성을 부여 받은 대상이

라는 의미에서의 소재나 견본 같은 것들을 그 목표로 삼지 않는다는 것

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여기서 소재란 도구적 이성에 의해 처리 가능한

범주 내에서 파악되는 대상성을 의미한다. 또 견본은 모범이 되는 원형

을 의미하지 않으며, 다만 대체 가능성(Fungibilität)을 부여받은 동질적

인 사물들 중 하나로서의 전형성을 지시할 뿐이다. 이 대체를 가능케 하

는 동질성 및 계산적 처리 가능성이 바로 도구적 이성에 의해 자연에 부

과된 통일성이자, 도구적 이성이 자연의 고유한 특질을 사상하여 얻은

산물이다. 하지만 주술적 행위는 가시적 대상의 배면에 있는 것으로 여

겨지는 비가시적 대상인 혼령을 겨냥한다. 대상의 감각성은 오히려 피상

성으로 해석된다. 아도르노에 따르면, 주술적 행위의 목적이란 이 혼령이

가진 힘과 통제 불가능성에 대한 간섭과 개입이다. 그런 목적을 위해 무

당은 주술적 대상의 비가시적 공간에 위치한 혼령과 흡사해지고자 한다.

주술사는 지각된 대상의 이면에 있다고 여겨지는 초자연적 대상, 즉 악

령 혹은 초월적 존재나 강력한 짐승의 영혼 등에 대한 주술적 모사를 실

행함으로써 그 대상들에 닮아가는 것이다. 주술적 행위나 그 수단을 관

통하고 있는 성격은 혼령에 대한 미메시스다.

수다한 양식으로 치러지는 주술적 의식이 공통적으로 미메시스적 성격

70) Ibid., pp. 25-26.



- 47 -

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역으로 인간이 혼령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들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인간은 혼령

과 같은 초자연적 힘을 지니지도 못했으며, 불가사의한 현혹과 같은 교

묘한 수단을 갖고 있지도 못하다. 직접적인 퇴거 명령, 인간 자신이 지닌

힘에 의한 대상의 무력화와 같은 행동 방식들은 인간이 마귀에 비해 약

자의 위치에 처한 상태에선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가능성이 불가능에 준

한다. 그렇기 때문에 무당들은 영향력의 직접적인 행사를 기도하지 않고

마귀에 대한 모방이라는 역설적 행동원리를 택한다. 무당이 혼령 혹은

마귀들이 가진 힘에 반작용을 가하고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로부터 벗어

나기 위해 주술적 모방을 획책하는 것은, 실력을 행사하기 전에 그 마귀

들과 유사한 지위를 점유하거나 능력을 가짐으로써 마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무당은 마귀들과

유사한 힘으로 그들을 놀라게 하거나, 혹은 대등한 지위에 입각해 교섭

적 절충을―그것은 곧 마귀의 영향력 행사의 중지이다―이끌어냄으로써

마귀들의 지배를 극복한다. 이제 죽음에 동화됨으로써 죽음에 저항했던

의태와 주술적 미메시스의 구조적 동일성이 확연하게 나타난다. 주술은

대상 극복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의식적 간계로서, 그것은 마귀에 동

화됨으로써 마귀에 저항한다.

대상을 극복하고 그로부터 해방되고자 할 때 역설적이게도 그 대상을

모방하는 내적 구조가 원시적 미메시스로서 의태와 주술 양자 모두에게

속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는데, 샤이블레(H. Scheible) 또한 이와 맥을 같

이하여 주술적 미메시스에서 이중성이 발견된다고 분석한다. 그에 의하

면 주술적 미메시스는 대상의 고유한 특질을 지향함으로써 개념에 의해

사상되지 않는 것을 지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주체의 강화를 꾀한다. 전

자가 ‘태고적 특성’이라면 후자는 ‘해방적 특성’이라고 그는 명명한다.71)

전자의 경향성이 태고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타자성을 대하는 고

대 인간의 행동 유형이 근자의 그것과는 달리 타자를 있는 그대로 수용

71) H. Scheible, "Geschichte im Stillstand: Zur Ästhetischen Theorie Theodor

W. Adornos", in Theodor W. Adorno, (hrsg.) H. L. Arnold, München :

Text+Kritik GmbH, 1977, pp. 1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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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주체가 강화되는 해방적 특성이 주술적 미메시스

에 있다는 것은 주체가 자연 및 타자에 대한 상대적 약자로서 위협에 처

하곤 하는 태고적 힘의 관계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샤이블레의 주술적 미메시스에 대한 독해 역시 태고를 지향하는 미메시

스가 태고의 상태로부터 해방을 야기한다는 역설적 구조를 환기시킨다.

게다가 그가 말하는 태고적 특성이 타자성을 대표하는 자연으로 향하는

타자 친화적 특성에 해당하며, 또한 해방적 특성이란 타자성에 의해 위

협받는 주체를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추상화한다면, 주술적 미메

시스가 이중적이라는 그의 설명은 적어도 형식상 의태로서의 미메시스에

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도 있다.

의태와 주술에서 드러나는 구조적 공통점은 미메시스의 다른 형태들과

원시적 미메시스를 구별 짓는 요소이기도 하다. 대상과 주체 모두에 있

어서 통일성을 강제하지 않으며 동화 작용이 모방 대상과 모방 주체의

고유한 특질과의 관련 속에서 전개된다는 점에서 원시적 미메시스는 뚜

렷한 자기만의 영역을 형성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 원시적 미메시스들은

“개념적 사고가 대상과 거리를 두고 그것을 객관화하는 것과 일차적으로

는 구별된다. 그렇지만 이 구별은 절대적인 구별은 아니다 ....... 한편 구

별되면서도 어느 순간 다시 ‘같은 것’으로 밝혀지기 때문이다.”72) 즉 아

도르노는 미메시스와 계몽 사이의 확연한 구별에서의 전도를 예상한다.

그러나 이렇게 미메시스가 원시적 행동 양식의 차원에서조차 역설적 구

조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그것이 계몽과 결부되었을 때 복잡성의

정도를 더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게 한다.

b) 계몽 이후 및 현대 사회에서의 미메시스

앞서 주술적 미메시스를 설명하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대상

72) 정호근, “사회 구성과 지배의 연관: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의 계몽의 변증

법을 중심으로”, 『철학사상』 Vol.16 No.2,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3. p.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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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과의 차이를 확인할 기회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다름 아닌 개별

적 대상을 그 고유성 속에서 만나는 대상 친화적 성격이었다. 하지만 바

로 그러한 성격은 대량의 객체를 효율적 계산 하에 처리해야 하며 또한

인간과 사회에게 필요한 대상적 요소만을 신속하게 간취해야하는 합리성

에게는 성가신 걸림돌이 된다. 문명으로서는 타자에의 유기적 순응인 본

래의 미메시스적 행태는 필요가 없기에 그것을 합리적인 실천인 노동으

로 대체시키며 제어되지 않은 미메시스는 추방시킨다.73) 즉 미메시스는

계몽적 사회의 금기가 된다.

개념적 통일성에 의해 주술적 유산인 옛스러운 산만한 표상이 해체

됨으로써, 명령을 통해 분류되는 자유인의 삶의 체제가 드러난다. 세계

를 정복하는 것으로부터 질서를 조직하는 법을 배운 자아는 외부를 정

돈하는 사유와, 그 사유와의 구별이 없다면 존재할 수 없는 진리 일반

을 서로 동일시하게 된다. 정돈하는 사유는 미메시스적인 마법이나 대

상을 실제로 만나는 인식을 금기시했다. 미메시스나 실제적 인식에 대

한 정돈하는 사유의 증오감은 이미 정복한 선사 시대의 이미지나 그

시대에 가능했을지 모르는 행복에 대한 증오감이다.74)

여기서 정돈하는 사유가 미메시스를 금기시한다는 것은 대상을 그 자

체에 있어서 실제로 만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대상이 가진 고유한 모습을 의식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며 다만 지배의 관

심과 욕망의 필요에 부합하는 단면만을 대상에게 청구하는 것이다. 대상

은 고유한 특질이 거세됨으로써 마치 화학적 거세를 당하는 일개미와 동

성애자들처럼 합리적으로―하지만 끔찍하게―조직된 질서 안으로 편입될

수 있다.75) 그러나 동성애자들의 화학적 거세의 사례에서 드러나듯 절단

73) DA, p. 205.

74) Ibid., p. 30.

75) 흰개미는 계급사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회의 계급적 질서

의 안정화를 위해 일개미들의 생식능력은 화학적으로 억제 당한다. 일개미들

은 왕 혹은 여왕개미가 분비하는 ‘계급분화 페로몬’에 의해서 자신의 계급에

머물도록 거세당하는 것이다. 추종길, 『곤충의 사회행동』, 서울 : 民音社,

1991, pp. 108-1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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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해체됨으로써 다시 ‘보기 좋게’ 조직되는 것은 인간을 제외한 자연

과 사물만이 아니다. 동성애가 법에 저촉되는 시대에 그들에게 가해졌던

화학적 거세는 단순한 처벌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현대 사

회에 들어맞는 부속품, 즉 주체로 교화시키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

다.76) 다시 말해서 개념에 의해 타자를 통일적으로 지배하는 주체가 되

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산만한 표상”을 해체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

다. 즉 인격적 “통합의 형식적인 성과는 선험적으로 형식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내용적인 것으로서 내적 자연에 대한 지배의 결과물”이다.77) 이

는 곧 통일성의 부여가 대상의 차원에서뿐만이 아니라 주체의 차원에서

도 이루어진다는 것과, 그것에 의해 내적 자연이 통제됨으로써 계몽적

주체가 탄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물화가 객체에 통일성을 부여하며

그것을 단순한 재료로 환원하는 작업을 수행할 때, 동시에 새로이 부여

된 통일적 운동의 계기가 다시 주체의 활동으로 산정된다. 그렇기 때문

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도르노는 주관화와 사물화가 상관개념이기도

하다고 평할 수 있었던 것이다.78) 따라서 이와 같이 미메시스가 개념을

벗어나는 타자성을 다시 소환하는 것일 때 그것의 금지가 객체의 통일성

뿐만이 아닌 자아의 통일성과도 연관이 있다면, 미메시스의 금기가 배면

에 감추고 있는 것 또한 대상의 지배를 어렵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상대

적으로 사소한 염려 같은 것에 그치지 않는다. 미메시스를 금지하는 것

이 정말 우려하고 있는 것은 타자성의 봉기 이전에 주체의 통일성의 상

실인 것이다. 계몽이 축조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주체라는 다분히 근대

76) 동성애자들은 19세기에 이르러 자연에 반하는 범죄자의 위치에서 불행하게

도 유전적 질병을 간직한 환자들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이런 관점의 변화는

그들을 ‘치료’함으로써 사회적 체계 내로 포용해야한다는 인식을 갖게 했다.

그러나 이는 치료를 가장한 또 다른 탄압의 다름이 아니었다. F. Tamagne,

『동성애의 역사』, 이상빈 역, 서울 : 이마고, 2007, pp. 86-91. 참조. 동성애

자들을 정신병 환자로 규정하고 그들을 정신병원에 수감하는 것은 수용시설

에 관한 『감시와 처벌 : 감옥의 역사』에서의 푸코(M. Foucault)의 분석대

로 그들의 정신을 개조하여 사회에 들어맞게 조각하려는 폭력적 지배욕을 전

제로 하고 있을 뿐이다.

77) ND, p. 289.

78) Ibid., p.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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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관념은, 미메시스가 온전한 내적 자연에서나 가능할 행복에의 갈망

을 의식에 촉발함으로써 자신의 공고한 인격적 자기동일성을 무너뜨릴까

불안해하고 증오한다. 이런 이유로 “시민적인 생산 양식에서 모든 실천

에 내재해 있는 근절할 수 없는 미메시스적인 유산은 망각을 강요당한

다.”79)

그러나 미메시스가 계몽에 의해 현대 사회에서 배척당하고 금기시된다

고 해서, 인간의 심연에 녹아들어 있는 미메시스적 경향이 완전히 퇴화

되거나 혹은 사회로부터 미메시스적 행동 양식이 전적으로 말소되어 사

라지는 것은 아니다. 교묘한 이성의 간계에 의해서도 미메시스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음은 두 가지 현상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그 한 가지는

합리화된 세계에서 “직접성을 표출하는 제스처”나 “훈련에 의하지 않은

흉내(Mimik)”와 같이 이따금 돌출되듯 발현되는 미메시스적 경향의 잔

재이다.

과거로 회귀하는 것을 무자비하게 금지시키는 것 자체가 어쩔 수 없

는 운명이 되었으며 이러한 금지는 너무나 전적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의식조차 되지 않는다. 문명에 의해 눈이 먼 인간은 다른 사람과의 접

촉 속에서 금기시된 미메시스적 경향을 보이는 많은 제스처나 행동 방

식을 경험하게 되지만, 합리화된 주변 세계와 자연스럽게 융화되지 못

하는 이러한 제스처나 행동 방식은 퇴화된 미메시스적 경향의 잔재로

서 사람들을 당황시킨다 .......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케케묵은 충동들을

없애버린다 ....... 훈육되지 않은 흉내는 그러나 옛 지배의 징표로서

....... 그러한 흉내는 새로운 생산 관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잊어

야만 하는 옛 두려움을 드러내기 때문에 분노를 불러일으킨다.80)

미메시스를 금지한다는 것은 곧 태고적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금지하

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금지의 계율을 제정하는 주체가 다름 아닌

합리적 이성이기 때문에 금지의 총체적 양상과 그 정교함은 비할 데가

79) DA, p. 206.

80) Ibid., pp. 206-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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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적으로 합리적 이성은 금지를 금지로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가상을 개입시킨다. 그러나 합리적 계율에 의해

거세된 타자성과 본연의 내적 자연을 억압하면서도 그것을 억압으로 느

끼지 못하는 눈먼 근대적 인간이 주조(鑄造)되었음에도, 계몽은 실재를

완전히 장악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미메시스적 경향의 잔재가 타자성

과 내적 자연의 편린들을 간헐적으로 인지 상태의 표면 위로 끌어올리기

때문이다. 그것은 앞서 설명한 바 있는 이디오진크라지와 같이 합리적

질서로부터 한 발 벗어나 있기에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만든다. 제거되도

록, 아니면 최소한 드러나지 않도록 훈련 받아야하나 그러지 못한 미메

시스적 행위 중 하나로서의 흉내 역시 자아의 통일성에 균열을 일으킨

다. 이런 경향들이 합리적 질서의 틈에서 성가실 정도로 솟아오르는 이

유는 그것들이 근본적 실재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것들을 은폐-망각

(Λήθη)시키기 위해 계몽은 애를 쓴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징표로서 지

시하는 것이 옛 지배이기 때문이다. 지배자 인간은 언제나 우월적 지위

를 점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자연의 위력 앞에서 피지배자로서 존재

했던 인간은 그 타자성에 순응하는 흉내, 의태, 모방, 즉 미메시스를 자

신의 행위의 원리로 삼았던 것이다. 미메시스적 행위는 그렇게 과거 인

간의 피지배자 신분을 폭로하는 노예문서라는 낙인을 받는다.

계몽이 사회를 지배하게 된 후에도 미메시스가―정반대의 의미에서지

만―전적으로 퇴거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는 오히려 합리

적 이성으로부터 발견할 수 있다. 아도르노의 분석은 미메시스와 이성

사이의 연관성을 지시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양자의 동일성을 말하는

데까지 나아간다.81) 미메시스가 계몽의 합리성에 의해 배척당하는 대립

적 양상에 대한 서술들을 감안했을 때, 합리적 이성과 미메시스를 등치

시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따라서 독자들은 어떤 결론을 내리

기 이전에 다만 양자의 관계가 일면적 설명으로 해명되지 않는다는 판단

을 내릴 수 있을 뿐이다. 이런 합리적 이성과 미메시스의 동주(同舟)는

아도르노가 『계몽의 변증법』에서 오디세우스의 영웅담을 독해하는 부

81) Ibid., pp. 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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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에서 잘 나타난다. 특히 오디세우스와 그의 선원들이 반인반수 세이렌

(Σειρήνες)의 유혹을 떨쳐내고 고향으로 귀환하는 장면과 외눈박이 거

인인 키클롭스(Κύκλωψ)로부터 도망치는 장면은 합리성과 미메시스의

결합을 선명하게 그려낸다.

이 모험담들을 약술하자면, 오디세우스는 마녀 키르케(Κίρκη)로부터

아름다운 노래 소리로 뱃사람들을 미혹하여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세이

렌에 관해 경고를 받는다. 고향인 이타카(Ιθάκη) 섬으로 돌아가기 위해

서는 그 원초적 유혹에 저항해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노래

의 아름다움은 너무 대단하여 그것을 수이 포기할 수 없게 한다. 세이렌

은 자연의 경이로운 아름다움을 대유하고 있는 것인데, 이 자연을 체험

하기 위해서는 오디세우스 자신과 선원들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해야한

다. 즉 자연의 유혹은 인류의 자아라는 “동질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남성

적 성격”을 해체해버리는 저항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

다.82) 반대로 생존을 보장받고 동질적 자아로 남아있기 위해서는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스스로를 소외시켜야한다. 인간이 서로 다른 목적을 동시

에 달성할 수 없고 양자택일의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은 전적으로 자연에

비해서 인간이 약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어떤 선택을 행하더라도

그것은 자연에 대한 일종의 굴복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생존과 자연미의 향유라는 두 목적을 한꺼번에 달성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오디세우스는 분업이라는 대응 방식을 고안한다. 세이렌들의

서식처를 지나기 전에 선원들은 밀랍으로 귀를 막고 노를 저어야하는 반

면, 오디세우스는 돛대에 자신의 몸을 묶은 채로 세이렌들의 노래를 듣

는다. 오디세우스는 세이렌의 매혹적인 노래를 들으면서도 그것에 사로

잡혀 죽지는 않을 장치를 통해 “쾌락의 노래에 스스로를 굴복시킴으로써

죽음을 좌절시키듯 그 쾌락을 좌절시킨다.”83)

또 다른 강력한 자연의 힘을 대변하는 자는 키클롭스이다. 엄밀히 말

하자면 이들은 세이렌처럼 자연의 태고적 힘을 의미하기보다는 그 자연

82) Ibid., pp. 51-52.

83) Ibid., 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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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며 그것에 조화롭게 적응한 자들을 상징한다.

그래서 아도르노는 폴리페모스(Πολύφημος)84)에 대해 “원시 시대보다 더

이후의 참으로 야만적인 시대, 즉 사냥꾼과 목동의 시대를 대변한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85) 오디세우스와 그의 부하들은 이 탁월한 자연

의 적응자이자 포식자인 외눈박이 거인들 앞에서 여타의 자연물과 마찬

가지로 그저 먹잇감으로 전락한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키클롭스에 의해

강제로 자연과 동일시되어버린다. 그들의 인격과 정체성은 아무런 의미

가 없으며 그 관념적 형태는 해체되어버린다. 오디세우스가 이 자연의

최상위 포식자들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사용한 술책은 자신의 이름을 버

리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오디세우스가 아닌 우데이스(아무도

아님, Ou-deis)라고 폴리페모스에게 알려준다. 자기동일성을 갖춘 의식

적 존재의 표식이기도 한 ‘이름’을 포기한 오디세우스가 폴리페모스의 눈

을 찌르고 도주할 때, 바로 그 이름의 포기 탓에 폴리페모스는 동료 키

클롭스들에게 “나를 죽이려하는 자는 아무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86) 이로써 오디세우스의 간계는 또 한 번 피지배 상태를 극복한

다.

신화가 제공하는 두 극적인 모험담은 공히 오디세우스로 대표되는 인

간의 해방을 그리고 있다. 즉 그것은 “주체가 신화적 힘들로부터 도망쳐

나오는 노정(路程)에 대한 묘사이다.”87) 그리고 계몽이 본디 인간의 해방

을 가능케 하는 근대적 원리로 간주되었음을 상기한다면, 오디세우스의

탈주와 극복이 계몽적 계기를 내포하고 있을 수 있다는 짐작 역시 가능

하다. 아도르노는 이를 짐작의 차원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오디세우스의

모험담을 적극적으로 계몽에 대한 유비로서 독해한다. 그러나 그의 알레

고리는 계몽을 해방의 원리로서만 바라보는 일면적 알레고리가 아니다.

아도르노에 의한 서사의 재해석에 따르면 계몽은 인간을 해방시킴과 동

84) 포세이돈(Ποσειδών)의 아들이자 키클롭스의 우두머리.

85) Ibid., p. 83.

86) Homer, 『오뒤세이아』, 천병희 역, 서울 : 단국대학교 출판부, 1996, pp.

138-139. 참조

87) DA, p.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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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새로운 억압에 처하게 만든다. 그리고 오디세우스가 계몽적 실천을

이행할 때 의식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바로 합리성과 결합된 미메시스라

는 것이 아도르노의 주장이다.

오직 의식적으로 운용되는 자연에의 순응만이 자연에 비해 물리적

약자인 인간으로 하여금 자연을 자신의 아래에 둘 수 있게 한다. 미메

시스를 억압하는 합리적 이성은 단순히 미메시스의 대립자인 것은 아

니다. 합리적 이성 자체가 미메시스, 즉 죽음에의 미메시스다. 자연의

생기를 부여하는 측면을 해체시켜버린 주체의 정신은 영혼이 박탈된

(죽은, entseelt) 자연의 경직성을 모방하고 물활론적인 것으로서의 자

기 자신을 해체함으로써만 영혼이 박탈된 자연을 압도할 수 있다. 자연

의 의인화로부터 더 나아가 인간이 인간에 대해 자신의 모습을 강요함

으로써 모방은 지배에 봉사하게 된다. 오디세우스적 책략의 도식은 그

러한 동화를 통한 자연 지배다. 간단히 말해서 희생의 내면화, 즉 체념

을 위해 암기된 도식인 시민 계급적인 환멸의 원리는, 말하자면 생존을

자신의 패배를 용인하는 것에, 또는 잠재적 죽음에 의존하게 만드는 권

력 관계의 평가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 교활한 인간은 외부에 있는

힘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 또한 탈마법화(Entzauberung)시킬 때, 즉

그 자신의 꿈을 지불하는 대가로만 생존하는 것이다.88)

아도르노는 이 구절에서 합리적 이성 자체가 미메시스라는 주장을 펼

친다. 그에 의하면 합리적 이성은 죽음에의 미메시스와 다름이 아니다.

그리고 그 전체 전개 과정은 ‘순응’을 통한 자연 지배, ‘동화’를 통한 자

연 지배이다. 합리적 이성으로서의 미메시스의 전개의 양상이 순응과 동

화라면, 그것의 대상이자 모델이 되는 것은 죽음이다. 죽음에의 미메시스

라는 추상적 표현은 곧 주체의 정신이 ‘영혼이 박탈된 자연의 경직성’을

모방하는 것이라고 표현된다.89) 따라서 합리적 이성이란 자연의 죽은 상

88) Ibid., pp. 75-76.

89) 영혼의 박탈, 또는 죽음을 의미하는 ‘entseelt’는 ‘탈영혼화된’, 또는 ‘탈정령

화된’ 등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이 역어들은 모두 살아있다는 것이란 자신의

영혼과도 같은 고유성을 사물화에 의해 박탈당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함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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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그것이 생명력과 활동성을 상실한 경직된 상태를 모방의 대상으로

삼는 미메시스의 성격을 지닌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의문은 키클롭스

와의 비교에 있어서 자연에의 순응의 양상이 사뭇 다르다는 점이다. 키

클롭스들이 자연에 순조롭게 적응하며 풍족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상기

한다면, 오디세우스의 합리적 이성이 어째서 자연에의 순응인지 의아해

진다. 이는 죽음에의 미메시스의 전개 양상과 그 대상을 구분하는 것을

통해서 해명되는데, 오디세우스가 순응하는 자연이 키클롭스와는 달리

‘죽은’ 자연이기에 양자의 순응은 판이한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다. 즉

양쪽은 순응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한 쪽은 생명력이 넘치는 본래

적 자연에 동화된 것이고, 다른 쪽은 영혼이 박탈되어 죽음에 이른 경직

된 자연에 동화된 것이다.

이제 합리적 이성의 죽음에의 미메시스에는 선재적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된다. 즉 합리성의 미메시스에게는 자연을 모방하기 전에 먼저

그것의 영혼을 빼앗을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주체의 정신은 그렇게 자

연의 혼을 해체시켜버리는 자연에 대한 사물화를 자행한다. 자연을 죽은

것으로 전화시키는 이런 일종의 사전작업은 역설적이게도 ‘의인화’라고도

표현된다. 일반적으로 의인화가 인격과 정신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

물과 자연에 인격을 불어넣는 작업을 의미함에도 아도르노는 이 ‘인간적

속성’을 생명성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인화

에서 자연에 부여되는 것이 생명과 영혼이 아니라, 인간 주체의 통일성,

즉 이성이 부과하는 통일성임을 이해해야한다. 다시 말해서 자연은 이미

그 자신의 영혼을 지니고 있었으나, 인간이 만든 인위적 통일성을 강제

로 부여받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자연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고유한

영혼의 박탈, 즉 죽음이다. 이렇게 죽음에의 미메시스가 이미 자연에 행

사하고 있었던 영혼의 박탈이라는 폭력이 발각되지만, 그것은 자연만을

피해자로 삼지 않는다. 영혼을 박탈하고 거세하고 폭력을 행사해 불구로

만든 자연을 모방하는 것은 다시 인간 자신이다. 따라서 인간은 죽은 자

연을 모방함으로써 자기 자신마저 ‘해체’시켜버린다. 즉 인간은 영혼이

박탈된 상태를 자기 자신에게도 강요함으로써 경직된 자연과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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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직됨으로써 자신의 ‘생존을 잠재적으로 죽음에 종속’시킨다. 이런 이유

로 아도르노는 ‘인간이 인간에 대해 자신의 모습을 강요함으로써 모방이

지배에 봉사하게 된다.’는 난해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제

박탈은 자연에 그치지 않고 인간 내면으로 향한다. 다분히 인간 스스로

가 자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인간의 영혼의 해체는 그 자발성 탓에

숭고하지만은 않은 희생의 내면화가 된다.

따라서 오디세우스의 모험담은 체념과 희생을 내면화하고 자연의 경직

성을 모방함으로써 어떻게 자연을 지배할 수 있는지 안내해주는 교본과

도 같다. 오디세우스가 돛대에 자기 자신의 몸을 묶은 것은 영혼이 박탈

된 사물들을 처리하는 것과 같은 수학적 계산에 의한 자기 통제이자 따

라서 도구적 합리성과 결합한 죽음에의 미메시스였다. 또한 그 자체로

자신의 행동을 제약하여 마치 경직된 사체처럼 무력한 상태로 만들었다

는 점에서도 그것은 죽음에의 미메시스였다. 오디세우스는 이렇게 생존

을 잠재적으로 죽음에 종속시킴으로써 일시적 가사상태(suspended

animation)에 빠지지만 바로 그 때문에 세이렌의 노래라는 자연의 힘에

노출되었음에도 살아남는다. 더 나아가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생명을 대

가로 지불하지 않으면서도 세이렌의 노래를 향유할 수 있는 지위, 즉 자

연의 지배자라는 지위에 오르게 된다. 자연의 본래적 모습에서라면 죽음

과 세이렌의 노래는 불가분적이어야 한다. 그 불가분성은 노래를 듣는

자는 반드시 죽음에 이르러야 한다는 자연으로서의 세이렌의 본질이며,

자연을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자신도 자연에 참여해야한다는 실

천적 완전성에의 요구이기도 하다. 그러나 “오디세우스를 실천에 묶어놓

고는 돌이킬 수 없게 만드는 속박은 동시에 세이렌들을 실천으로부터 멀

리 떼어놓아 제외시킨다.”90) 세이렌의 가창능력과 식인의 욕구는 모두

세이렌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오디세우스에 의해서 강제로 분리된다.

본연의 모습이 분리됨으로써 세이렌은 단순한 향유의 대상으로 전락한

다. 즉 자신이 본래 갖고 있던 고유성이 거세되고 인간에 의해 새로운

통일성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세이렌이 오디세우스를 유혹하는 것에

90) DA,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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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하고 자살하는 것은 결코 충동적 행위가 아니다. 세이렌의 영혼은

이미 오디세우스에 의해 박탈되었던 것이다.

아도르노는 오디세우스가 폴리페모스로부터 탈주하는 과정 역시 합리

적으로 통제되는 미메시스적 계기에 의해 성립된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그러하듯, 오디세우스의 이 탈주를 ‘아무도 아닌’ 자라는 가칭을 통해 키

클롭스들을 속임으로써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합리주

의에 의한 진실의 은폐라고 아도르노는 주장한다.91) “이 이야기의 진정

한 의미는, 주체인 오디세우스가 자신을 주체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자신

의 고유한 동일성을 부정하고 무정형한 것에의 의태를 통해 자신의 삶을

구한다는 것이다.”92) 오디세우스가 ‘아무도 아닌’ 자라는 무정형에 빠짐

으로써 키클롭스들의 폭력은 자신의 정형적 대상을 상실한다. 이와 같이

오디세우스가 삶을 구하는 과정은 무정형성에의 의태지만 이 역시 일종

의 죽음에의 미메시스이다. 오디세우스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은 그 자신의 생물학적 죽음은 아니지만, 자신의 자기동일성을 포기함

으로써 고유한 개체성을 저버린다는 점에서는 개체로서의 죽음을 의미하

기 때문이다. 이는 의태와 주술에서 나타났던 자기동일성의 포기를 통한

자기동일성의 고수와 흡사하다. 즉 여기서도 미메시스는 ‘잠재적-일시적’

동화를 통해 대상을 극복하고 자연의 지배로부터 탈주한다. 오디세우스

는 스스로의 이름과 정체성을 버리고 잠시 무정형한 것에 동화됨으로써

정체성의 완전한 해체에 이르지 않고 위기의 모면 이후 자신의 정형성을

되찾는 간계를 마련한 것이다.

상술한 에피소드들이 지배의 관심에 봉사하는 도구적 합리성과 미메시

스의 결합을 유비적으로 보여준다고 했을 때, 합리적 이성이 죽음에의

미메시스로 일컬어지는 맥락은 그것의 탈영혼적 성격이다. 아도르노는

직접 수학적 사고방식과 논리를 죽음에의 순응이라고 칭한다.93) “수학적

공식은 주술적 제의처럼 의식적으로 운용되는 퇴행이다. 그것은 가장 승

화된 형태의 의태를 실행하는 것이다. 자기 보존에 봉사하는 죽음에의

91) Ibid., p. 86.

92) Ibid.

93) Ibid., p.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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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를 ....... 정신적인 과정의 자동화를 통해, 즉 정신적 과정을 맹목적인

흐름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통해 수행한다.”94) 일반적으로 이런 수학적

사고방식이 합리적 이성의 정수로 간주된다는 것은 그것이 대상들을 계

량하고 수치로 환산하며 또한 정합적 계산에 의거해 처리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대상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질과 개별성 등은 무시되며 효

율성을 위해서라도 의도적으로 간과되어야만 한다. 수학을 위시한 합리

적 이성이 대상을 영혼 없는 죽은 사물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원리라는

점에서 그들은 자기 자신 역시 영혼이 박탈된 논리임을 입증한다. 즉 합

리적 이성은 마치 죽은 것에 대해 미메시스를 행하여 스스로 삶의 구체

성으로부터 유리된 죽은 사유라 할 수 있겠다. 아도르노가 합리적 이성

을 죽음에의 미메시스라고 부르며 오디세이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려고

했던 바가 바로 이런 합리적 이성의 사물성(Dinghaftigkeit)이다.

아도르노가 오디세우스의 모험담에서 억압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지배

를 만들어내는 계몽의 변증법의 알레고리를 읽어냈다면, 현대 사회의 문

화 산업에서는 계몽이 만들어낸 지배 구조를 고착시키는 기제를 발견한

다. 그리고 문화 산업의 고착화 역시 미메시스적 계기를 자신의 것으로

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위대한 예술 작품의 양식이 언제나 그래왔듯 자기 자신을 부정함으

로써 이러한 좌절에 스스로를 내맡기는 대신에, 저열한 예술 작품은 동

일성의 대용물로서 다른 작품과의 유사성을 견지한다. 문화 산업에게는

결국 이러한 모방이 절대적인 것이 된다. 모방은 사회적 위계질서에 대

한 순종에 지나지 않는 그 문화 산업의 양식의 비밀을 누설한다.95)

아도르노에 따르면 문화 산업의 생산품들은 기성적 양식을 넘어서려하

지 않고 오직 그것을 답습하려고 할 뿐이다. 이 모방이 지향하는 것은

자연과의 유사성, 자기 자신과의 유사성이 아닌 이른바 문화와 예술의

전형적 양식을 갖추기 위해 애쓰는 것이다. 여기서 요구되는 유사성은

94) Ibid., p. 206.

95) Ibid., p.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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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른 상품과의 유사성이다. 따라서 문화 상품의 다른 상품에 대한

미메시스에는 극복과 저항의 계기가 부재하며 순종만이 존재한다. 문화

산업은 예술이 그러하듯 유사성을 독립성과 타자성과의 연관 하에서 내

재화하지 않고, 다만 주어지는 것의 확대 재생산을 위해 존재한다. 그에

따라 “어떤 사물적 성격과도 결합되지 않은 미메시스적 계기까지 상품으

로서 헐값에 팔리게 된다.”96) 이런 미메시스적 상품이 유사성에 기대어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사회의 위계질서의 재확인이다. 그리고 문화 산업

이 위계질서의 확대 재생산을 통해 목적으로 하는 바는 인간의 인간에

대한 지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는 고도로 교묘해진 지배의 수단인

데, 물리적 폭력으로 해방을 저해하는 ‘원시적’ 지배로부터 발전을 거듭

해 체계의 논리와 강제를 마치 ‘자연적 질서’인 것처럼 주체에게 인지되

는 것을 목표로 한다.97) 따라서 대중문화의 유사성은 “인간들이 그들 문

화의 모델이 되는 것처럼 표시하지만, 그것은 보편자와 특수자의 잘못된

동일성”98)으로 대중들을 인도하는 원리가 될 뿐이다. 그리고 이 동일성

은 사회와 주체의 잘못된 동일성이기도 하다.99) 그 동일성에 의해 대중

은 “위계질서에서 꼭대기에 위치한 자, 눈에 드러나게 종속적이지는 않

은 그러한 자”100)와 다소 구별되는, 즉 명백하게 종속적이지만 그것을

자각하지는 못하는 존재가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도르노는 호머의 이른바 인간 해방사(解

防使)에 시민적, 계몽적 요소의 통찰이 담겨져 있음을 분명히 했으며, 그

를 통해 “시민적 개인의 원형으로서의 모험의 주인공”이 죽음에의 미메

시스라는 합리적 이성에 의해 자신의 죽음을 극복하고 자연을 지배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했다.101) 그리고 이는 미메시스가 합리적 이성의

자연 지배를 그 역설적 작용을 통해 성립시키는 과정이기도 했다. 더 나

96) ÄT, p. 33.

97) 정호근, “마르쿠제의 ‘일차원적 사회’ : 총체적 비판과 그 덫”, 『철학사상』

Vol.16 No.2,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3, p. 205.

98) DA, p. 141.

99) Ibid., p. 177.

100) ND, p. 219.

101) DA, p.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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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 현대 사회의 문화 산업 속에서 미메시스는 체제의 안정화에 봉사하

는 역할까지 맡는다. 하지만 앞서 미메시스는 현대 사회에서 금기시되었

다는 것을 설명한 바 있으며, 이는 다름 아닌 합리적 이성에 의한 배척

이었다. 따라서 이런 상충되는 서술들을 아도르노의 이론적 모순으로 치

부하는 손쉬운 처리 방식을 채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더라도, 계몽

과 미메시스, 합리적 이성과 미메시스 사이에는 역설적 관계가 엿보인다.

그 역설적 관계는 한편으로는 합리성의 대척점에 선 행동양식으로 나타

나는 미메시스와 다른 한편으로는 계몽에 동조하여 지배를 가능하게 하

고 그것을 지속하게끔 만드는 미메시스의 관계라고 정리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에 대해 미메시스 작용 자체가 그 방향성에 있어서 중립적이어

서, 그 작용의 성립 조건에 따라 미메시스의 성격이 판이하게 이중적으

로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단초라고 해석하고자 하며, 이를 상세히

설명하는 것은 잠시 미루어 후술하고자 한다.

c) 예술과 사물화에의 미메시스

미메시스적 행위의 국면을 원시적 미메시스, 계몽과의 관계에서의 미메

시스라는 구분을 통해 살펴보기 전에 본고는 이미 아도르노의 비판이론

을 설명하면서 예술이 미메시스적 요소를 어떻게 자신의 본질로 삼아 구

성되는지 논한 바 있다. 아도르노는 미메시스가 예술의 자기 자신과의

유사성, 그리고 자연과의 유사성 형성에 있어서 내적ㆍ외적 계기로서 작

용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예술 개념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의미 중 본

논문에서 특히 주목하는 맥락은 예술이 총체적 지배 연관에 대한 대안적

사유의 결과물로서 등장한다는 점이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현대 사회

에서 저항적 실천 양식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러나 작금의 현대 사회

는 다른 사회들과 동일선 상에서 파악되거나, 다른 시대와 양상의 사회

들에서 가능한 실천적 행위들이 그대로 유효할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하

기 어렵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에서는 저항적 실천의 근거를 제공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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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역할을 맡지만 그 성립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실제적 실천보다

자유롭다고 할 수 있는 비판적 사유 행위조차도 그 저항적 개념어의 사

용을 박탈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배적인 사고의 방향에 부합되지 않

는 어떤 표현도 더 이상 용납되지 않으며, 망가뜨려진 언어가 더 이상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부분은 사회적 메커니즘에 의해 효과적으로

보충된다.”102) 다시 말해서 현대 사회는 사유에서 조차 일말의 타자성과

저항 가능성도 남겨놓지 않는 총체성을 자신의 성격으로 삼는다. 이런

사회에서의 저항적 실천과 사유는 여타의 사회의 그것과는 다른 방식을

고민하지 않을 경우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아도르노는 현대 사회의 이와 같은 특수성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그는 예술이 본래 가지고 있는 미메시스적 계기를 설명하는 것

외에 현대 사회에서 예술이 처하는 상황과 그에 의해 야기되는 새로운

예술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논한다. 그에 따르면 현대 사회에서 성립하

는 예술의 미메시스적 계기는 사물화에의 미메시스로 나타난다. 예술의

미메시스가 현대 사회에서 사물화로 향하는 이유는 현대 사회의 총체성

이 세계와 인간을 사물화 하는 것을 그 성격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속박으로서의 사물화에 빠진 의식이라는 현상은 총체적이 되었으며, 사

회가 주체들의 속박 속에서 재생산되는 총체성을 향해 점점 더 나아갈수

록 전체의 속박을 부정하기도 한다.103) 물론 여기서 속박의 부정은 속박

의 지양과 같은 실재적 차원이 아닌 속박의 존재를 의식적 차원에서 부

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총체성의 확대가 이렇게 조금의 빈틈도 용납하

지 않는 상황에선, 오디세우스가 폴리페모스에게 직접적 힘으로 저항했

다면 좌절되었을 탈출의 시도와 마찬가지로 사회에 대한 직접적 비판과

저항은 무력하기만 하다. 사회적으로 너무나 나약한 인간의 주관적 의식

은 자신을 속박하는 사물화를 파괴하기는커녕 그에 적응한다. 그렇게

“사물화된 의식은 사물화된 세계의 총체성의 한 계기”로서의 역할을 자

임한다.104) 이런 상황에서 비판과 저항적 실천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직

102) Ibid., p. 12.

103) ND, p. 339.

104) Ibid., p.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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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성이 아닌 사물화에의 미메시스에서 드러나는 것과 같은 매개성을 자

신의 성격으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현대의 예술 작품은 사물화를 모방

한다.

현대 예술의 생산물들은 죽음의 원리인 사물화에 미메시스적으로 몰

두한다. 이로부터 도피하는 것은 예술에 있어서 환상적 계기이다 .......

예술의 미메시스는 자신과 반대되는 것에 스스로를 내맡긴다. 사회적

현실을 통해서 예술은 그와 같은 것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술은 사회

에 반대하면서도 사회의 피안에 위치하는 입장을 견지할 수는 없다. 그

반대는 예술이 대항하고자 하는 것에 동화됨으로써만 성공할 수 있다

....... 예술이 빈틈없는 사회의 망에 직접적으로 이의를 제기한다면 스스

로 더욱 더 그 망에 얽혀 버린다.105)

지배를 위해 자연이 지니고 있는 고유성과 영혼을 박탈하고 더 나아가

인간 자신의 그것마저 앗아가는 사물화는 일종의 죽음의 원칙이다. 이런

원칙이 현상 전반을 뒤덮고 있다면, 현대 사회에서 예술이 미메시스를

통해 표현할 수 있는 대상들은 이미 탈영혼화, 사물화, 도구화 되어버린

소재들의 집합이다. 따라서 예술이 사물화에의 미메시스를 수행하는 것

은 실재에 준하는 것이기도 하며, 반대로 그것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은

실재의 외면이라는 의미에서 환상이다. 그렇다면 도구적 이성의 사물화

에 저항하는 예술은 그 자체에 반대되는 것과 동화됨으로써만 그것에 반

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예술은 현실의 지배논리를 대체

할 수 있는 사회 구성 원리를 직접 제시하거나 또는 특정한 이상향을 지

시하는 것이 아니라 미메시스에 의해 매개되는 방식으로 “사물화라는 보

편적 현혹 연관에 관여한다.”106)

아도르노는 이런 사물화에의 미메시스로서의 예술의 실례를 카프카(F.

Kafka)의 작품 세계에서 발견한다.107) 아도르노에 따르면, 카프카는 그의

작품에서 사회의 억압, 그리고 그 억압이 취하는 위장을 모두 묘사한다.

105) ÄT, p. 201.

106) Ibid., p. 252.

107) Ibid., pp. 34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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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작품 내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속박을 현상으로 나타내는 매체로서

기능한다. 하지만 카프카의 언어적 형상이 속박을 그 자체로 몸소 나타

내고 있음에도, 마치 무매개적 언명은 현현을 불가능하게 만들기라도 한

다는 듯이 카프카는 사회적 속박을 직접 지시하고 고발하지 않는다. 즉

카프카는 작품의 내적 공간을 먼저 형성하고 그 안에서 속박을 의미하는

사건과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극복할 수 없는 상태로 도처에 존

재하는 속박―외부가 없는 속박―이 작품의 공간 자체를 규정하게끔 한

다. 아도르노는 이를 달리 표현하여, 카프카에게서 속박은 작품 세계를

선험적으로 미리 구속하고 있는 것이지 직접적 주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

고 말하는 것이다. 카프카의 작품은 이렇게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

적 현혹 연관들을 대상을 상정하는 비판이 아닌 스스로 체화하는 방식으

로 드러내 준다는 점에서 사물화에 대한 미메시스라고 아도르노는 규정

한다. 아도르노는 또한 보들레르(C. P. Baudelaire)의 작품 역시 사물화

에의 미메시스로 이해한다.

완전히 발전된 상품 사회의 한 가운데에서는 예술이 그저 무력하게

그 사회의 경향을 무시할 수만 있을 뿐이라는 것을 보들레르의 시가

최초로 성문화하였다. 예술은 자신에 대해 타율적인 시장에의 비유를

자신의 자율성으로 가져오는 것을 통해서만 그러한 타율적 시장의 바

깥에 이른다. 모더니즘이란 곧 경직되고 소외된 것에 대한 미메시스를

통한 예술이다. 침묵을 부인함으로써가 아니라 바로 그러한 미메시스를

통해서 예술은 의미심장한 것이 된다 ....... 보들레르는 사물화를 힐난하

지 않으며 더군다나 ‘거리를 두고 모사(abbilden)’하지도 않는다. 그는

사물화의 원형을 체험함으로써 사물화에 저항한다 ....... 절대적인 예술

작품은 절대적인 상품과 만난다.108)

인용한 곳에서도 아도르노는 보들레르를 관찰하며 현대 사회에서 무매

개성이 무력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적시한다. 예술은 사회의 상품화에

민감한 혐오를 표현하며 비난하거나 단지 거리를 두고 모사해내는 방식

108) Ibid., p. 39.



- 65 -

을 취해서는 안 된다. 예술이 현대적이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현대의

상황에서 유효한 것이기 위해서는 타율성을 내면화해야 한다. 그리고 오

늘날의 최신의 타율성이란 시장 경제가 규정해주는 상품성인데, 고유성

과 영혼을 박탈당해 죽은 채로 가공을 기다리고 있는 동물들의 뻣뻣함과

도 같이 경직된 대상을 만들어내며 삶으로부터 주체를 소외시키는 사물

화를 타율적 상품화는 그 근간으로 삼는다. 보들레르는 사물화로부터 거

리를 두는 두 가지 방식을 거부한다. 그 한 방식인 직접적 비난이란 대

상과의 윤리적 거리를 상정하는 것을 통해서 대상 부정의 강렬한 동기부

여를 획득한다. 묘사 역시 물리적, 혹은 심리적 거리를 함축한다. 모사를

의미하는 독일어의 ‘abbilden'의 분리전철 ‘ab'이 어떤 것으로부터 이격

된 위상적 공간을 단어 내에 포함시키듯, 모사는 대상과의 거리를 전제

하고 ‘관찰자와 유리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대상의 모습’을 재현하는 행위

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와 같은 상황에서 그런 거리를 확보한다는 것은

이미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예술은 정물화나 풍경화와 같은 거리를

취하는 예술일 수 없으며, 이를 인지한 보들레르의 작품은 사물화를 몸

소 체화하는 방식으로 형성된다.

이러한 아도르노의 현대 예술 개념에 대해서 제임슨(F. Jameson)은

예술이 사물화에 동화되어야한다는 입장으로부터 사물화 개념에 긍정적

가치가 부여되는 것을 확인한다. 그에 따르면 사물화가 예술의 주요한

원리로 등장함으로써, 사물화는 이제 인간관계를 사물과 같은 것으로 치

환시키는 역할을 넘어서서 상품화가 지배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추상적

등가물의 의미를 갖게 된다.109) 예술이 사회로부터 사물화를 차용해옴으

로써 전적인 사물화가 진행된 세계에서 위태롭게나마 예술은 자신의 존

재를 지속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사물화로부터 긍정적 역할을 기대

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무차별적인 사물화에 대한 아도르노의 부정

적 견해와 명백히 배치된다. 이것은 일종의 개념의 역할과 의의, 또는 가

치에 있어서 전회(Umkehrung)가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제임슨

109) F. Jameson, Late Marxism: Adorno, or the persistence of the Dialectic,
London : Verso, 1990, p.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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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 제임슨은 아도르노가 각종 개념들의 근본적

차원을 고찰할 때마다 등장하는 ‘이원론적 사유의 구도’에 주목하는데,

그는 그와 같은 근본적으로 양가적인 사유의 구도에 입각한 개념적 가치

의 전도(顚倒)를 아도르노에게서 발견한다.110) 제임슨에 따르면, 심지어

는 아도르노에게서 심한 비난을 받았던 ‘진보적인’이라는 정치적 용어조

차도 생산적 힘의 전개에 관한 다른 맥락의 논의에서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는다.111) 사물화의 긍정적 역할이 인정되는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으며, 이런 이원적 구도에 기반을 둔 사유로부터 사물화 개념의 가치

전도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물화에의 미메시스는 사물화된 세계로부터 예술을 존치할 수

있도록 돕기만 하지는 않는다고 제임슨은 말한다. 예술이 받아들인 사물

화는 오히려 아도르노의 예술에 대한 기존의 입장과 위화하게 된다. 예

술은 사물화에의 미메시스를 통해 자기 자신에게 사물적 성격

(Dingcharakter)을 부여한다.112) 이 사물적 성격이란 영혼의 박탈과 같은

고유한 특질의 제거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앞서 언급한 아도르노의 양가

적 사유의 구도에 따라 한편으로는 예술 작품의 객관적 계기를 의미하기

도 한다. 그리고 예술 작품의 객관적 계기는 예술 작품의 해석과 비평과

같은 객체의 개입을 위한 자리의 마련과 다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학적 반성은 배제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에게는 작품의 객관성의 표

현을 인정하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해체(분석, Auflösung)할 의무가 있

다.113) 그러나 제임슨에 따르면 아도르노는 주체에 의한 예술 작품의 수

용이 작품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에 반대하는 경향을

보여 왔으며, 마찬가지로 그의 미학도 문예 비평과 해석에서 자율성을

제거하거나 배제하려는 의도를 담은 것으로 독해된다는 것이 제임슨의

주장이다.114) 그러므로 제임슨에 따르자면 아도르노의 예술 이론에서는

110) Ibid., p. 178.

111) Ibid.

112) ÄT, pp. 152-153.

113) Ibid., p. 274.

114) F. Jameson, Late Marxism: Adorno, or the persistence of the Dialectic,
London : Verso, 1990, p.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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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화에의 미메시스가 수용되면서부터 예술 작품의 객관적 계기와 관련

한 모종의 혼란이 엿보이기 시작한다.

제임슨의 이런 고찰은 사물화에의 미메시스가 과연 사회에서 저항적

실천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검토해보는 비판은 아니다.

특히 그가 사물화에의 미메시스를 “해독성 독소(counter-poison)”라고 표

현했을 때나 예술이 사회에 대한 저항을 역설적 구조 속에서 성취하려는

것을 지적할 때조차도, 사물화에의 미메시스의 유효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시키는 것은 아니다.115) 그럼에도 이런 표현과 그의 비판에

는 나름의 의의가 있는데, 그것은 사물화에의 미메시스로서의 예술이 여

전히 간직하고 있는 계몽적 성격 때문이다. 카프카와 보들레르의 작품

분석에서 사물화에의 미메시스는 현대 사회를 체화함으로써 그것이 가진

지배의 연관과 거짓 필연성을 보여줄 수 있었다. 그들은 독자로 하여금

사물화를 멀리서 관찰하게 하지 않으며, 또한 사물화의 배면을 직접적으

로 제시하지도 않지만, 오히려 독자로 하여금 자신이 매몰되어 있어서

알 수 없었던 은폐되어 있던 부분들을 포함한 지배 연관의 전체 구조를

체험하게 한다. 그 목적은 독자로 하여금 계몽과 이성, 지배 사이의 유착

에 눈을 뜨게 하는 것 외의 다른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물화에의 미메

시스에서는 『계몽의 변증법』이 “계몽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계몽에 대

한 계몽, 제2의 계몽”116)인 것처럼 계몽적 성격이 엿보인다. 다르게 표현

하자면 아도르노의 예술 이론은 현실에 저항하기 위한 인식적 조건을 선

취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계몽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계몽이란 그것

의 전언을 들을 청자(聽者)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예술이 사회의 지배

연관에 저항하는 방식이 계몽적 성격을 갖는다면, 그 예술도 마찬가지로

비판적 메시지의 수신인을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비판적 주체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대두된다. 그런데 상술하였듯이 예

술의 사물화에의 미메시스에 관한 제임슨의 고찰은 예술이 사물화를 통

115) Ibid.

116) 정호근, “사회 구성과 지배의 연관: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의 계몽의 변

증법을 중심으로”, 『철학사상』 Vol.16 No.2,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3, p.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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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객관적 계기를 획득함으로써 객체 세계에 대한 저항과 비판의 기능을

갖지만 동시에 예술에 관해 그가 보여주었던 사유의 기조와는 다르게 또

다른 객체인 해석 주체들의 자립적 해석과 수용 작용에 노출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결국 제임슨은 나름의 경로를 통해 아도르노의 사회 비

판이 어떤 요구에 당면함을, 즉 비판의 수용 주체에 대한 요구에 맞닥뜨

리게 된다는 성찰에 이른 셈이다.

예술이 사물화에의 미메시스를 통해 담아내는 비판적 내용을 체험하여

사유와 실천에 반영하는 주체에 관한 문제는 아도르노의 비판 이론에서

결코 경시될 수 없다.117) 다만 본 논문에서 집중하고자 하는 바는 비판

과 관련된 실천적 주체의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저항적 실천 원리로서

의 미메시스의 함의와 타당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임슨의 사유

에 더 천착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제임슨으로 하여금 예술과 수용 주체

의 관계에 주목하게 만들었던 그 원인, 즉 사물화의 개념적 가치의 전회

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제임슨은 이 전회에 의해 아도르노에게서 사

물화에 대한 긍정적 서술과 부정적 서술을 함께 발견한다. 그리고 이것

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 장에서 다룰 마이클 칸의 아도르노에 대한 비판

의 핵심적 내용이 바로 이런 전회를 단초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

문이다.

117) 비판의 수용 및 실천의 주체에 관한 문제는 S. Buck-Morss, The Origin
of Negative D ialectics: Theodor W. Adorno, Walter Benjamin, and the
Frankfurt Institute, New York : Free, 1977, pp. 82-8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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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아도르노 미메시스 개념의

“전복적(subversive)” 성격

아도르노의 비판이론과 미학 등 그의 사유에 대한 연구는 철학을 넘어서

는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한 양의 결과물들을 남겼으나, 그중에서도 아도

르노의 미메시스론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다. 그런

현상의 원인은 미메시스 개념이 아도르노의 저술 내에서 분명하고 정합

적으로 설명될 기회를 좀처럼 얻지 못하면서도, 다발적으로 여러 저작에

서 출몰하고 사용되어 독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그의 미메시스 개념이 갖는 중요성을 인지한 연구들이 있으며,

마이클 칸의 논문도 그 중 하나에 속한다. 하지만 그는 아도르노의 미메

시스 개념이 아도르노의 이론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인

정하면서도, 그것이 긍정적인 이론적 결과를 도출해내지는 못한다는 입

장을 취한다. 오히려 아도르노의 미메시스 개념은 그것이 어떤 것을 의

미할 가능성이 “전복”됨으로써 비판적 가능성을 상실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하는 것은 미메시스 개념이 보여주는 이중성이라는

것이 칸의 주장이다. 이에 이번 장에서는 마이클 칸이 제시하는 아도르

노의 미메시스 개념 분석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그를 바탕으로 그가 아

도르노의 미메시스론이 갖는 한계라고 주장하는 바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1. 긍정적 순응으로서의 미메시스와 저항적 미메시스

칸의 아도르노 비판은 “전복적 미메시스”라는 그의 논문 제목에 담긴 표

현에서도 나타나듯 미메시스 개념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칸이 이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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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도르노의 미메시스 개념은 상반되는 특징을 함께 가지고 있다. 아도르

노의 미메시스 개념은 한편으로는 대상에 대한―대상이 어떠한 성질의

것이건―긍정적 순응로서 나타나며, 다른 한편으로는 대상으로부터의 이

탈과 그에 대한 저항을 뒷받침하는 행위로도 나타난다고 칸은 지적한다.

칸이 주로 문제시하는 것은 예술과 합리성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미메시

스, 또는 예술의 사물화에의 미메시스에서 나타나는 이중성이지만, 그것

은 예술 외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되는 듯하다. 따라서 우리는

칸의 해석을 따라가며 아도르노가 제안하는 각 미메시스의 형태들에서

나타나는 전개 양상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와 마주한다.

칸은 미메시스의 일종인 의태로부터 대상을 긍정하는 순응적 성격을

발견한다. 그는 카멜레온의 경우를 예로 들어 의태를 설명한다. 카멜레온

은 전지성적 단계에서 의태를 완벽하게 수행한다. 그것은 “언제나 주변

의 환경의 색조를 취하며, 이 동물이 ‘자기 자신’이 되는 일은 절대로 없

다.”118) 다른 동물들의 경우에는 가사상태에 임함으로써 죽음을 모방한

다. 그들은 “돌, 낙엽 또는 이미 죽은 것”들인 척 흉내 낸다.119) 칸은 본

고에서도 앞서 인용한 바 있는 아도르노의 “생명은 죽음에 동화됨으로써

존속을 위한 관세를 납부한다.”120)라는 표현을 거론하며 의태가 죽음에

대한 동화임을 말한다. 죽음에의 동화로서의 의태란 죽음을 긍정하고 그

것에 순응하며 내면화하는 것, 즉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

러나 의태는 그저 대상에 대한 긍정적 순응으로서만 기능하지는 않는다.

동물과 곤충들이 자연스러운 생명체로서의 활동을 최대한 유예하며 죽은

척하는 수고로움을 감수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천적을 속이

기 위함이다. 의태는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행위의 적극성을 유보하

고 천적의 판단에 자신을 수동적으로 맡기는 상황에 자발적으로 뛰어든

다.

118) M. Cahn, "Subversive Mimesis: Theodor W. Adorno and the Modern

Impasse of Critique", in Mimesis in Contemporary Theory: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Vol. I , edited by Mihai Spariosu,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1984, pp. 32-33.

119) Ibid., p. 33.

120) DA, p.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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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분석학적 용어로 말하자면, 그들은 그들 자신이 아닌 다른 것,

즉 죽음, 생명이 없는 물질에 거의 전적으로 동화되기 때문에 살아남는

다 ....... 일종의 문자 그대로의 사물화에 의한 미메시스적 생존법은 죽

은 체 함으로써 죽음을 회피한다.121)

즉 의태는 죽음에 전적으로 순응하면서 생명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

으며, 역으로 죽음을 회피하고 기만함으로써 그것을 극복한다. 공간적 관

계의 상상을 돕는 표현으로 다시 서술하자면, 의태로서의 미메시스는 죽

음에 가까이 다가감으로써 다시 죽음으로부터 멀어진다. 따라서 이 원초

적 미메시스에는 대상에 대한 긍정적 순응의 성격과 저항적 성격이 공존

하는 이중성이 보인다.

칸의 이와 같은 이해는 아도르노의 의태 개념이 역설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앞서 밝힌 바 있는 본고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칸이 직접

언급하지는 않지만 의태의 이런 이중적 성격은 곤충이나 동물들의 행태

에서만 나타나지는 않는다. 우리는 의태의 양면성을 특히 아도르노가 이

디오진크라지를 경험하는 인간의 반응에 대해 묘사했을 때에도 발견했

다.122) 인간이 타자의 낯선 이질성을 경험할 때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자

극에 자신의 신체들이 반응하도록 내맡기는 것은 주변의 움직이지 않는

자연에 순응하여 동화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질성을 경험하는 주체는

일종의 우려와 혐오에 빠지는데, 그것은 타자의 이질성에 의해 자신의

고유한 개체성이 잠식될 것에 대한 염려였다. 이런 염려에 따라 의태는

‘자기 보존’을 위한 방어 기제로서 기능한다. 다시 말해서 이디오진크라

지의 경험에서도 주체는 의태를 통해 움직임이 없는 자연이라는 타자성

에 동화함으로써 반대로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자 한다. 그리고 상

술한 바와 같이 칸의 시각 속에서도 의태에는 미메시스의 이중성이 고스

란히 담겨져 있다.

의태가 모방하는 대상은 형식의 차원에서는 죽음과 개체성의 상실 같

121) M. Cahn, op. cit., p. 33
122) DA, pp. 20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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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들이었지만, 현상적 차원에서 실제로 모방되는 것은 신체의 경직,

보호색 등과 같은 대상의 감각적 측면이었다. 그리고 그때 모방되는 감

각적 요소는 하나의 통일적 개체로서의 객체를 전제하는 것은 아니었다.

바로 이렇게 모방의 대상이 특정 개체로 한정되고 지칭되지 않았기 때문

에 의태는 감각적 차원에서의 미메시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추상적이

라는 인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의태와 같은 원시적 미메시스

로 간주되는 주술에서는 모방의 대상이 분명해지는 것과 함께, 모방의

지향점이 특정한 객체로 한정되는 것에 힘입어 미메시스의 이중성도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 칸은 아도르노의 주술에 관한 서술에서도 미메시스

의 이중성을 발견하면서 아도르노가 주술적 미메시스를 자연 지배의 초

기 단계로 바라보고 있다고 분석한다.

무당은 야생 동물을 진정시키기 위해 그것을 모방하면서 의태와는

조금 다른 양상의 미메시스를 사용한다. 그가 가면을 사용하는 것, 혹

은 악령의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다시 동일화의 문제에 개입하는 모방

의 일종을 나타낸다. 주술적 미메시스는 위협을 발생시키는 것과 같은

질서의 일부가 되고자 시도하며, 그리고 그것은 일종의 “내적으로 특화

된” 공격의 차단막에 기댄다. 문자 그대로, 그것은 “당신을 무력화시키

는 적과 하나가 되는” 원리에 따르는 “공격자와의 동일화”이다.123)

여기서 칸은 주술적 미메시스와 의태로서의 미메시스의 양상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말한다. 주술적 미메시스는 의태가 그러했듯이 죽은 척

하거나 주변 사물들에 동화되는 것을 통한 위협적 대상의 회피와 모면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칸이 주술적 미메시스에서 포착하는 바는 그것

이 대상을 진정시키려는 시도라는 점이다. 이 점에서 확인되는 차이는

미메시스의 수행 주체가 의태의 경우와는 다르게 주술적 미메시스에서는

대상을 직접 대면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미메시스에 의해 대상을 직접

마주한다는 것은 미메시스를 실행하는 자가 그 대상과 구별되는 개체로

서 대립적 관계를 명백하게 형성한다는 것을 뜻한다. 의태의 경우에는

123) M. Cahn, op. cit.,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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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메시스의 수행 주체가 자신의 개체성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신을 규정해주는 진정한 경계를 은폐해 위협을 피할 수 있었다

면, 주술적 미메시스의 경우에는 더 이상 그런 위험 앞에서의 은폐와 회

피가 행동 원리로 채택되지 않는다. 개체적 존립을 포기하는 듯한 양상

으로 전개되는 의태의 미메시스와 달리 주술의 경우 대상을 모방하는 모

방자는 자신의 개체성을 고수하며 미메시스적 관계에 임한다.

무당이 주술적 의식에서 실제로 실행되는 미메시스적 행위는 동물의

혼령이나 악령의 외관을 본뜬 가면을 쓰거나, 그들의 행동을 반복적으로

따라하는 것이다. 이렇게 서로 다른 개체 대 개체로서의 관계를 정립하

고 있음에도, 주술적 행위가 여전히 대상과의 동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의 개체로 합일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기에 역설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인용한 대로 칸에 따르면

주술적 미메시스의 이런 동일화는 모방 대상 자체를 지향하지 않으며,

그보다는 위협적 대상을 내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질서의 일부가 되고자

시도”한다. 즉 주술적 미메시스는 감각적 요소를 모방하는 의태와 다르

게 개체로서의 통일성을 갖춘 특정 대상을 직접 모방하지만, 그 모방은

개체적 구분을 전제로 하는 관계를 저해하지 않는 한에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서 주술적 미메시스는 특정한 객체로서의 “공격자와의 동일화”

지만, 개체성의 차원에서 그것과 합일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내적 질

서와 구성 원리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 동화되는 것이다. 모방 대상의

감각적 차원을 수용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의 내적 질서에 참여하는 것까

지 겨냥한다는 점에서 주술은 의태보다 심층적인 순응이다.

하지만 주술적 미메시스의 타자에 대한 개방성은 곧 “차단막”으로 전

화하는 것이 인용문에서 드러난다. 무당이 공격자의 “질서의 일부가 되

고자 시도”하는 것은 “당신을 무력화시키는 적과 하나가 되는” 원리를

바탕으로 삼는다. 여기서 공격자의 질서의 일부에 참여한다는 타자 순응

적 행위가 내적 방향성의 전회를 일으킨다. 공격자가 지니고 있는 질서

와 원리는 다름 아닌 대상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그 성격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당은 ‘타자를 무력화시키는’ 질서에 편입됨으로써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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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대상을 수용하고 그것의 질서에 순응하지만, 모방 대상의 질서가 갖

는 ‘타자를 무력화시키는’ 성격 때문에 모방 대상이라는 타자 역시 무력

화되고 “진정”된다. 미메시스는 이렇게 타자의 질서로 타자를 무력화시

키는 전회를 통해 그것이 모방 주체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만드

는 “차단막”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칸이 이해하는 아도르노의 의태와 주술적 미메시스는 모두 이중적 성

격을 지니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이중성은 동일화의 서로 다른 양상들

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칸은 아도르노의 서술에 의거해 동일화를 두

가지 양상으로 구분한다. 하나는 타자를 중심으로 그것에 동화되는 작용

(identification with)이며, 다른 하나는 반대로 객체를 개념적으로 동일화

시켜버리는 작용(identification of)이다.124) 그는 동일화의 이런 구분을

아도르노의 『미학이론』의 다음 구절에서 확인한다.

정신은 비동일적인 것을 동일화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스스로를 비동

일적인 것과 동일화한다. 예술은 자기 자신과의 고유의 동일성을 추구

함으로써 비동일적인 것과 동일해진다. 이것이 예술의 미메시스적 본질

의 현재적 단계이다.125)

아도르노의 두 동일화는 여기서 그 작용의 기준이 되는 축의 위치에

의해 서로 구분된다. 칸이 올바르게 자신의 표현으로 옮겼듯이, 동일화는

자아와 타자를 각각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앞서 논한 바와 같이 원시

적 미메시스가 타자 중심적 동일화에 속하며, 아도르노의 예술 또한 그

러하다. 반대로 개념과 이성에 의해 행해지는 ‘타자를 복속시키는 동일

화’는 객체를 억압하고 해체시켜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고 칸은 말한다.

예술과 주술의 “다른 것에의 동일화 작용(identification with)”은 비

억압적 행위를 지시하며, 모든 “다른 것을 동일화시키는 작용

(identification of)"이 그러는 것과는 달리 대상을 해체시키지 않는

124) Ibid.

125) ÄT, p.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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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26)

아도르노의 동일화에 대한 이런 구분은 프뤼히틀에 의해 다음과 같은

보다 명료한 개념적 언어를 획득한다.127) 그에 따르면 주체는 자신의 고

유한 인격을 타자에 동화시킬 수 있는데, 그것은 “타자 중심적 동일화

또는 원심적 동일화(alterzentrische oder zentrifugale Identifizierung)"라

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주체는 자신의 고유한 인격에 타자를 동화시키기

도 하는데, 이는 “자아 중심적 동일화 또는 구심적 동일화(egozentrische

oder zentripetale Identifizierung)"에 해당된다. 이는 각각 칸이 말한 “다

른 것에의 동일화 작용”과 “다른 것을 동일화시키는 작용”에 대응된다.

동일화 작용 자체가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성을 갖는 두 가지 양상으로

구분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칸이 말하는 미메시스의 이중성은 아

니다. 주체의 욕망과 규정성을 타자에게 강제함으로써 동일화를 달성하

는 것은 미메시스가 아닌 개념과 통일적 이성의 몫이었다. 반면 미메시

스가 저항적 의미를 획득할 때조차도 그 원리는 타자로부터 수용된 것들

이다. 만약 개념화와 같은 구심적 동일화가 미메시스에서 나타나게 된다

면 그것은 잘못된 투사의 형식을 띤 것일 뿐이라고 아도르노는 말한다.

즉 그것은 그릇된 미메시스이자 억압된 미메시스이다.

이 잘못된 투사는 진정한 미메시스의 대립물인데, 억압된 미메시스와

극도로 유사하며, 그러한 것들이 구체화되는 병리학적 특징과도 그러하

다. 미메시스가 자신을 주변 세계에 유사하게 만들려고 할 때, 잘못된

투사는 주변 세계를 자기와 유사하게 만들려 한다. 미메시스에게는 외

부 세계란 내면세계가 밀착해야 할 모델이 되고, 낯선 것은 친숙한 무

엇이 된다. 반면 잘못된 투사는 곧 분출될 듯한 내면세계를 외부 세계

에 전치시켜놓고, 친근한 것들에조차 적대자의 낙인을 찍는다. 주체에

게 고유한 것으로서 주체로부터 발원하는 것으로 용인되지 않지만 그

럼에도 그에게 고유한 충동들은 객체에게 전가된다.128)

126) M. Cahn, op. cit., p. 34.
127) J. Früchtl, Mimesis: Konstellation eines Zentralbegriffs bei Adorno,

Würzburg : Königshausen & Neumann, 1986, p.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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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적어도 아도르노의 서술에 의하면 미메시스는 타자 중심적 동

일화여야하며, 그것이 지닌 이중성은 동일화의 두 가지 양상이 혼재하는

것에서 비롯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미메시스에는 타자 중심적 동일화라

는 그 성격 때문에 다른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모방은

“주체가 주어진 원형에 따라 자신의 형태를 형성하는 행위”를 의미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물과 꼭 같은 복제(또는 그 결과)”를 지시할 수도

있다.129) 그럴 경우 미메시스는 개념의 강압적 동화처럼 타자를 자아의

동일성 속에 매립시키지는 않겠지만, 여전히 자아가 타자성 속에 매몰되

는 것을 야기할 수는 있다. 주체의 동일성에 의해서 억압당하는 타자성

뿐만이 아니라, 너무나도 이질적이며 폭력적 의도로 가득한 타자성 역시

존재함을 인정한다면, 미메시스의 타자성으로의 매몰 가능성과 폭압적

타자의 결합이야말로 미메시스를 논하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것

이다. 앞선 장에서 아도르노의 미메시스론을 소개하며 살펴본 현대 사회

의 문화 산업은 미메시스의 타자 순응적 성격이 초래하는 부정적 매몰의

일례라고 할 수 있다. 문화 산업에선 내용상의 실제적 변화 없이 이데올

로기에 의해 형성된 전형성만이 모방되고 답습된다. 그리하여 미메시스

는 다만 틀에 박힌 정형화된 타자성만을 반복적으로 재생산하며 그것이

표방하는 이데올로기에 맞추어 주체를 교화시키는 왜곡된 모방의 역할을

맡았던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미메시스의 제한적 형태로서의 모방으로

만 미메시스적 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거꾸로 미메시스를 계몽의 전개에

병합시켰다.”130) 문화 산업에서의 미메시스의 이런 전용은 현대 사회에

서 나타나는 미메시스의 이중적 양상의 한 측면, 즉 동화로서의 타자 수

용적 측면이 극단적으로 발현되어 지배적 합리성의 선전(advertisement)

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 칸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러나, 모방의 고립된 질서는 역으로 모방되고 있는 무엇이든 객체

128) DA, pp. 211-212.

129) M. Cahn, op. cit., p. 34.
130) Ibid.,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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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축소시킴으로써 사물화에 관여하게 된다. 그것은 “어떠한 상황”의

문자 그대로의 조야한 상태로 후퇴하는 “나쁜” 미메시스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호 연관적 행위로서의 미메시스는 이 사물화에 대

한 비판으로 등장할 수 있으며, 정확하게 그것이 아도르노의 비판이론

에서 미메시스를 그렇게도 중요한 것으로 만들어주는 비판적 능력이

다.131)

칸은 미메시스의 대상 수용적 성격이 대상을 있는 그대로 답습하려는

고립된 질서와 결부될 경우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것은

일차원적 복제로서의 미메시스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런데 그는 동시

에 아도르노가 다른 가능성의 축, 즉 대상으로의 순응과 매몰이 아닌 타

자에 대한 저항과 비판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음 역시 분명히 한다. 의

태와 주술적 미메시스가 대상에 대한 저항으로서 기능하기도 했듯이, 현

대 사회에서도 미메시스는 대상에의 매몰이라는 순응의 극단적 양상으로

만 현상하지 않는다. 아도르노에게서 사물화에의 미메시스로서의 예술이

도구적 합리성에 대한 비판으로 기능할 때, 오늘날에도 미메시스의 저항

적 성격은 순응적 성격과 공존하고 있음을 칸은 확인한다.

아도르노에 따르면 예술 역시 합리성의 계기를 전적으로 부정할 수 없

으며 그것을 자신의 계기로 포섭할 수 있어야 한다.132) 따라서 칸은 아

도르노의 미메시스로서의 예술은 합리성과 미메시스적 계기가 변증법적

으로 끊임없이 작동하는 장이라고 말한다. 한편, 미메시스와 합리성이라

는 서로 다른 두 계기를 담고 있는 것은 도구적 합리성 또한 다르지 않

다. 다만 도구적 합리성에서는 미메시스적 계기가 합리성에 종속됨으로

써 긴장을 상실한 정적 상태에 처한 것이라고 칸은 주장한다.133) 이런

차이점으로 인해 역동적으로 타자성과 관계하는 예술은 정체된 도구적

합리성에 대한 교정과 수정의 가능성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칸은 아도르

노의 미메시스적 예술이 갖는 비판적 기능의 원천을 ‘끊임없이 타자를

131) Ibid., p. 34.

132) ÄT, p. 86.

133) M. Cahn, op. cit., 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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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하며 재확인하는 타자와의 연관성’ 속에서 찾는다고 할 수 있다. 예

술적 미메시스의 모델로서의 타자성은 문화 산업의 미메시스의 모델들의

전형성을 그 성격으로 삼지 않는다. 그렇기에 미메시스는 예술 내적으로

합리성과의 긴장 관계 속에서도 정체 상태에 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도

구적 합리성이 도외시하는 타자들을 예술의 영역 내로 소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미메시스에 의한 타자성의 불러들임은 도구적 합리성의 견

고한 체계에 의도적으로 무시된 빈틈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사물화에

저항한다.

이렇게 현대 사회에서도 미메시스는 순응과 저항이라는 상이한 양상으

로 나타나며, 특히 합리성과의 관계에서 그런 이중적 관계를 맺고 있음

이 드러난다. 이러한 양상 탓에 칸은 미메시스가 지배 논리의 선전과 비

판 사이에서 동요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134) 그러나 칸의

우려는 단순히 미메시스의 동요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비판의 실천적

차원을 강조하는 아도르노의 예술의 교정적 기능이 비판 대상과의 연관

성을 유지한다는 비판의 선결 조건은 충족시키고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

로는 “예술의 비판적 의도가 날카로워질수록, 그에 수반되는 자기-비판

은 점점 더 예술 자체의 토대를 불안하게 만든다.”라고 평가한다.135) 그

리고 이 토대의 흔들림은 현대 사회의 예술이 타자성 연관의 기제로서의

미메시스를 넘어 사물화에의 미메시스로 규정되면서 더욱 분명해진다.

2. 긍정과 비판의 경계의 전복

마이클 칸은 아도르노의 미메시스 개념의 이중적 성격을 발견하고, 그

이중성이 각 미메시스의 양상들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서술한다. 칸은

미메시스의 이중적 성격이 현대 예술의 미메시스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

134) Ibid., p. 47.

135) Ibid., 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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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난다고 보고 비판의 초점을 그에 맞추고 있지만, 다른 형태의 미메시

스들에서도 역시 이중성의 흔적을 발견했던 것이다. 이를테면 칸은 “생

존을 위해 본의 아니게 치명적인 사물화의 충동으로 전화되는 의태에서

의 메커니즘의 전도는 아도르노의 미메시스 개념의 본질적 측면”136)이라

고 본다. 시대와 형태를 달리하며 나타나는 미메시스 개념의 전도는 미

메시스의 동요이자 딜레마로 나타난다. 미메시스는 “역설적으로 선전과

비판 사이에서 동요하며 예술을 그것이 부정하는 것을 긍정해야 하는 딜

레마에 위치시킨다.”137) 예술이 부정하고 저항해야 하는 것은 사물화인

데, 그럼에도 그것은 현실에 대한 비판이기 위해서 현실과 매개되어 있

어야 하는 것이다. 아도르노 역시 이 경우 예술이 현실과 관계를 맺고

그것에 접근한다는 사실로부터, 예술 자신이 저항하고자 하는 사물화에

무비판적으로 종속될 수 있다는 까다로운 역설이 발생함을 보여준다.138)

칸은 이를 비판의 비판 대상에 대한 친연성에 관한 요구와 차이에 대한

요구가 동시에 주어지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이해한다.

예술의 비판의 딜레마는 그것의 비판 대상에 대한 마지못한 긍정에

존재한다. 어떤 예술적 표현의 형성에 있어서도 그 형성 원리는 그것의

요소인 타자성을 억압하는 통일을 위한 동일성의 원리와의 친연성을

부정할 수 없다. 예술의 합리성에의 개입은 예술의 대립물과 차별화되

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와 대조를 이룬다.139)

이런 상황은 언뜻 보기에는 해결할 수 없는 모순에 의해 예술적 비판

이 무력화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기실 이런 대립적 요구가

발생하는 이유는 ‘학적(scientific) 비판’의 본질 탓이라는 것이 칸의 주장

이다. 즉 비판 대상과의 연관성을 확보해야한다는 요구와 그것으로부터

차별화되어야 한다는 서로 다른 요구가 동시에 주어지는 것은 그 비판이

학적 비판이어야 한다는 사실로부터 비롯한다. 그에 따르면 일관된 기준

136) Ibid., p. 33.

137) Ibid., p. 47.

138) ÄT, pp. 158-159.

139) M. Cahn, op. cit.,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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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근거하고 있는 비판은 구조적으로 그것이 부정하는 것을 긍정해야 하

는 위험을 지닌다.140) 학적 비판은 자신의 가치 기준에 비추어 대상을

가늠하는 행위이기에 비판 대상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배척할 것이 아니

라 대상을 먼저 긍정해야한다는 것이 칸의 주장이다. 즉 어떤 것을 부정

하거나 비판한다는 것은 먼저 그 대상을 부분적으로 긍정한다는 것을 전

제한다. 물론 이러한 비판 대상의 긍정은 비판적 의도를 지닌 행위조차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비판 대상에 대한 무의식적 반복으로 전락시킬

수 있으며, 예술 역시 이런 상황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 하지

만 그럼에도 예술이 무차별적 비난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저열한 수준

의 현실 비판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면, 명확한 근거와 기준을 가진

모든 비판들의 전제 조건으로서 비판 대상에 대한 부분적 긍정이 필연적

으로 요구된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만 한다. 고로 칸에 따르면 예술을

비롯한 비판 일반에는 비판 대상에 대한 긍정과 부정, 또는 수용과 비판

이라는 양면적 태도가 본질적으로 개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예술이 올바른 비판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비판 대상과의 이

중적 관계를 의도적으로 철회하여 일면적으로 만들거나―동일한 말이지

만―그 대상을 전적으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 예술은 비판 대상을 부분

적으로 긍정하고 수용하되, 자신이 어떻게 비판 대상과 차별화되는지를

명료하게 만들고 그것의 타당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야할 뿐이다. 사회

비판의 의도를 가진 “예술은 예술로 남기 위해서 사회와 차별화되어야만

한다.”141) 칸에 따르면 아도르노는 이런 비판 대상과의 차별화의 요구에

두 가지 답을 제시하고 있다. 아도르노의 예술은 “한편으로는 소통과 의

미를 포기함으로써,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술의 소재나 대상과 관련

된 어떤 비-미메시스적인 태도도 거부함으로써 이러한 차이를 유지한

다.”142) 이중에서도 의미와 소통의 포기를 통해 사회와의 거리를 유지하

는 방식에 대해서 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40) Ibid., p. 29.

141) Ibid., p. 49.

142)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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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예술이 사회에 대한 사회적 반정립”이라면, 그것은 그 자신의

소멸을 대가로 어떠한 소통이나 혹은 흥분을 일으키기 위한 수사법에

의 관여로부터도 멀어져야 한다. 그리고 “예술은 의미연관으로서의 예

술작품에 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예술의 존립을 위한 조건은 더욱

엄격히 제한된다. 모더니즘에서는 소통의 회피는 의미 현상의 회피로

확장된다. 만약 예술이 의미의 질서에 참여했다면, 그것은 이미 주요

원리가 사회를 지배하는 원리와 동일한 지식의 형태로서 나타났을 것

이다.143)

이처럼 예술이 사회에 대한 비판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은 사

회가 가지고 있는 의미의 발생 논리에 동참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의미 발생의 논리, 또는 의미의 연관의 동일성

은 실제 타자들의 세계와 그들의 비동일성에 비해 협소한 것은 물론이거

니와 대상을 왜곡하여 지배에 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지배

적 합리성의 성격은 단순히 그것이 지향하는 지배에의 관심을 단념한다

고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작용 자체에 이미 용해되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우려는 지배 대상의 경계가 인간으로까지 확장된 현대 사회의

야만성의 경험에만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미 “이미 아우슈비츠

이전에도 역사적 경험을 고려했을 때 무릇 현존재에 긍정적인 의미를 전

가하는 것은 긍정적 허위였다.”144) 따라서 “결국 예술 작품은 그런 의미

의 연관 관계라는 이념을 거부함으로써 그에 대처한다.”145)

어떤 의미 작용은 자신의 토대로서 딛고 있는 것은 그 의미 작용이 통

용되는 공동체의 의미 체계일 것이며, 반대로 그 자신이 토대로서 기능

하는 것은 그것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소통 행위일 것이다. 이는 의미를

전제하지 않은 소통은 불가능하다는 명제로도 확인된다. 하지만 만약 현

대 사회에서의 예술이 사회의 차별성을 고수하기 위해서 의미 연관 속의

존재이기를 포기한다면, 그것은 또한 예술이 소통을 전제하지 않으며 소

통적 관계 속에서 존립의 원리를 찾지 않는다는 것을 마찬가지로 의미한

143) Ibid., p. 47.

144) ÄT, p. 229.

145)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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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물과 현상에 대한 전통적인 구분에 따르자면 예술 작품은 고유의

사물적 성격에 반대하는 경향, 그리고 결국 사물화 일반에 대해 반대하

는 경향으로 인해 현상의 편에 자리하게 된다. 그러나 예술 작품에서는

현상이란 그것에 대해서 무관할 수 없는 본질의 현상이다. 즉 예술 작

품에서는 현상 자체가 본질의 편에 속한다 ....... 타자에 대해서가 아니

라 예술의 내재적 규정에 있어서 그것의 본질은 현상해야만 하며 또

그것의 현상은 본질적이다 ....... 그러므로 예술가가 작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무관하게, 어떠한 작품도 관찰자를 위해서, 심지어는 선

험적으로 통각하는 주체를 위해서조차 형성되지는 않는다. 즉 어떤 예

술 작품도 소통이라는 카테고리로 기술되거나 설명될 수 없다.146)

사물화가 자연과 세계로부터 영혼을 박탈시키고 자의적 변형을 가한다

고 했을 때, 그것은 단지 왜곡만을 뜻하지는 않으며 동시에 왜곡된 ‘의미

의 부여’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서 사물화는 그 자체로 의미 연관에 의한

자연을 소재로 한 가공 공정이다. 예술은 이런 의미 연관의 강제와 동일

성으로부터 벗어나서 비동일성이 잔존해 있는 현상의 편에 선다. 비동일

성이 남아 있는 현상의 편에 선다는 것은 예술이 소통의 전제이자 가능

적 조건인 동일성과 반대의 편에 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예술은

동일성으로의 지향을 전제로 하는 소통을 염두에 두거나 관객을 목적으

로 하여 제작되지 않는다. 예술은 자신의 내적 규정, 즉 사회의 지배적

합리성 너머를 간취하고자 하는 자신의 내적 규정에 몰두한다. 이 도구

적 합리성에 의해 등장하는 세계를 넘어서려는 시도는 타자성과 비동일

성과의 접점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사회에 대한 비판으로 기능한다. 또한

지배 연관에서 벗어난 자기규정에의 전념은 그 자체로 사회에 대한 비판

을 가능하게 하는 비판 대상과의 차별성을 의미한다.

소통을 단념하는 예술은 대상에 관한 비-미메시스적 태도에 대한 거

부에 의해서도 사회와 차별화된다. 문화 산업과 같은 현대 사회의 단면

146) Ibid., p.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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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미메시스가 왜곡된 형태로 오용되었음을 감안한다면, 여기서 부

정되고 있는 것은 대상을 규격화하는 도구적 합리성은 물론이거니와 그

에 의해 전용되는 잘못된 미메시스까지 포함할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예술이 긍정하고 자신의 것으로 삼아야할 미메시스는 비동일성과 타자성

을 다시 불러내는, 다시 말해서 타자와의 친연성을 지닌 본래적 미메시

스이다. 아도르노가 말하는 예술의 미메시스적 태도에 관해 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아도르노에 따르면, 예술은 그것이 대상과 관련된 관계에 임하는 한

미메시스적이다. 예술의 요소 또는 대상들은 역사적으로 매개된 “단어,

색채, 소리, 형태 그리고 처리 방식(Verfahrensweisen)”이자, 예술가가

작업에 사용하고 조작하는 그것의 재료(Material)이다. 재료를 향한 미

메시스적 행동은 “재료의 논리에 의해 인도”되어 그것을 받아들이고

간직하는 것을 함축한다.147)

이에 따르면, 예술이 갖는 미메시스적 태도는 그것이 재료에 대해 갖

는 태도이기도 하다. 아도르노에게서 미메시스 개념은 타자성을 경험하

고 수용하는 실천적 원리이므로, 재료에 대한 미메시스적 태도란 곧 그

재료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재료에 관한 설

명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예술이 자신의 대상인 재료의 논리에 의해

인도되어 형성된다는 점이다. 물론 타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규정적 작용

이 일방적 성립의 양상을 취하는 것은 어떤 절대적 존재를 상정하는 경

우에만 가능하다. 관계의 규정적 작용이 일방적일 수 없고 상호적이라는

것은 심지어 지배 관계와 같은 불균형한 양상에 있어서 조차 해당되며,

이는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에서 주인이 노예로부터 얻는 인정이 소외된

인정일 수밖에 없다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그럼에도 여전히 관계에서의

상호 규정의 균형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질 수 있다. 예술이 본성상 타자

를 규정하는 것보다 타자에 의해 규정되는 것을 자신의 속성으로 삼는

것은 규정적 균형의 무게가 타자 쪽에 더 실리고 있음을 뜻한다. 예술은

147) M. Cahn, op. cit., 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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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형성에 있어 예술가와 관객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그것이 객체로

삼고 있는 재료의 논리를 따른다.

예술의 이런 성격은 그것이 이른바 ‘객체의 우선성’을 충실히 준수한다

는 것을 뜻한다. 아도르노에게서 객체의 우선성, 혹은 객체의 우위는 예

술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다. 그것은 주체가 지나치게 과대평가된 근

대적 관념론의 흔적을 극복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기도 하다. 아도르노에

따르면 주체는 객체의 매개가 없으면 순수한 무와 다름이 없다.148) 객체

와 주체 양자 모두 매개되지 않으면 어떤 의미도 가질 수 없겠지만, 그

럼에도 객체의 매개성은 그것이 정태적이고 독단적인 실체로 간주되어선

안 된다는 점을 의미하는 반면, 주체의 매개성은 매개되지 않으면 존재

자체가 의문시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로부터는 객체는 절대

이념으로서도 부재하는 것으로 사유될 수 없지만, 그러나 객체는 주체

없이도 사유될 수 있다.”149) 그러므로 예술을 비롯해 객관 세계에 관여

하는 행위와 사유는 그 종류를 막론하고 주체의 자율성을 과신할 경우

허위의 요소를 내포한다. 물론 예술 외에도 존재론적으로 서로 구별되는

것들이 타자와의 관계에서 이 객체의 우위를 인정하는 방식은 각각 다르

겠으나, 예술은 자신의 규정적 원리를 타자로서의 재료에게 맡기는 방식

을 취하는 것을 통해 객체의 우선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예술과의 차이를 타자의 우위를 드러내는 방식의

측면에서 형성하고 있지 않다. 아도르노에 의하면 현대 사회는 주체가

세계를 남김없이 인식할 수 있음을 주장하는 근대의 관념적 믿음과 유사

한 태도를 취한다. 관념론적 인식 체계가 소여로서의 타자를 인식적으로

처리하듯, 현대 사회는 도구적 이성의 지배 연관이 구성한 체계에 따라

서 세계를 처리한다. 즉 오늘날의 사회는 타자의 우위를 전면 부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 인간에게 재료로서의 타자란 오직 가공되기만을

기다리는 산업 자재에 불과하다. 합리적 인간들의 전문가적 소신은 인간

마저도 예외로 두지 않기에, 문화 산업에 의해 타인이라는 원자재를 효

148) ND, pp. 186-187.

149) Ibid., p.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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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적으로 가공하여 스타라는 공산품을 만들어낸다. 사회는 예술과 정반

대로 객체에 대한 주체의 우위를 선언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긴다. 성좌

관계라는 아도르노의 개념에서도 나타나듯이 예술에게 재료를 비롯한 타

자는 ‘안내자이자 길잡이로서의 별자리’의 역할을 맡는다. 반면 현대 사

회에게 있어서 타자는 ‘주체의 불안을 해소시켜주는 듯한 가상과 저급한

호기심의 충족을 제공하는 별자리 점술’과 같은 사례에서 보이듯 피상적

위안과 흥미를 위해 자의적으로 오도될 만큼 사소하다. 사회와 예술은

각각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정반대로 스스로를 정위한다. 의미 작용으로

서 소통의 장에 서기를 단념하는 한편, 타자로서의 재료가 지닌 논리에

인도된다는 것은 각각 사회에 대한 동일성과 비동일성의 측면에서 차이

를 만들어낸다. 소통과 의미를 단념하는 것은 사회와의 동일성을 거부하

면서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이며, 재료에 순응하는 것은 사회에게 비동일

자로 남은 존재들을 지향함으로써 사회와 대별되는 것을 뜻한다. 예술이

사회의 동일성과 비동일성에 취하는 이런 태도는 사물화에의 미메시스를

행하면서도 사회에 매몰되지 않고 사회에 대한 비판으로서 존립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즉 비판이 학적 비판으로 기능하기 위해 사회와의 부

분적 연관을 긍정했던 것이 더 나아가 그 비판을 사회 지배논리의 동어

반복(Tautologie)으로 퇴화시키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비판 대상과의 동일성과 차이 사이의 긴장 관계 속에서 비판적

가능성을 일구어내는 비판 일반의 이러한 사정은 아도르노의 현대 예술

개념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무엇이라고 칸은 판단한다. 그런 난관은 아

도르노의 현대 예술 개념이 비판 대상에 대한 부분적 긍정, 부분적 동일

성의 확보에 있어서 종전의 예술과는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

다. 그 다른 방식이란 사물화에의 미메시스인데, 이에 의해 예술이 사물

화를 모방함으로써 사회를 부분적으로 긍정하는 작용은 비판 대상에 대

한 긍정을 부분적인 차원에 한정시키지 못한다. 칸은 사물화에의 미메시

스가 유효한 비판의 전제로서의 비판 대상의 부분적 수용, 그리고 미메

시스와 합리성 사이의 상호적 연관 관계라는 제한적 관계의 양상을 모두

넘어선다고 말하며, 그것을 ‘전복적 미메시스’라고 칭한다.150) 그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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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현대 이전의 비판적 예술의 딜레마는 그것이 반대하는 것을 예술 자

신의 일부로서 마지못해 수용하는 것이었으나, 전복적 미메시스의 단계

에서 예술은 반대의 것을 실로 의도적으로 긍정한다.”151) 즉 전복적 미

메시스는 우연히 사회 비판의 의미를 획득하지 않으며, 현대 사회를 비

판하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사물화를 긍정한다. 한편 칸은 여기서

예술이 지닌 대상 긍정의 기제가 미메시스이며, 그 미메시스의 본질적

성격이 대상 순응적인 것임을 다시 환기시킨다. 그런데 이 사물화에의

미메시스가 과거의 부분적 수용에서 벗어나 대상을 전적으로 자기화 한

다는 것은 그것이 더 이상 비판 대상을 분화시키지 않음을 의미한다. 즉

아도르노의 현대 예술 개념은 제한적 긍정의 국면을 넘어서서 사물화를

전적으로 내면화한다는 것이 칸의 판단이다. 이제 예술적 미메시스는 사

회 비판의 기획과 대상 순응적 기제가 어떤 변증법적 관계에서와 같이

승화되지 않고 정면으로 대립하게 된다.

전복적 미메시스는 미메시스적으로 전개된 전복의 일종 또한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긍정과 부정의 구분, 혹은 미메시스와 전복의 구분이 중

단되는 사례이며, 그리고 따라서 전복적 미메시스는 정확히 긍정과 부

정의 구조적 동시성에서 발생하는 미메시스적 전복이다. 152)

칸은 사물화에의 미메시스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가장 형식적

인 개념들의 비교를 통해 보여준다. 즉 예술이 미메시스에 의하여 사물

화에 순응하는 동시에 바로 그 사물화에의 순응으로 사물화를 비판하고

자 한다면, 예술은 동일한 대상을 긍정하면서 부정하게 된다. 대상에 대

한 저항과 순응은 부정과 긍정이라는 형식적 개념으로 환원됨으로써 사

물화의 내적 구조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 구조는 대상에 대한 전적

인 긍정과 부정의 동시성인데, 이는 유의미한 비판이 가져서는 안 되는

가장 좋지 않은 구조이다. 왜냐하면 사물화에의 미메시스가 사물화에 대

150) M. Cahn, op. cit., p. 49.
151) Ibid.

152) Ibid., pp. 49-50.



- 87 -

한 긍정과 부정의 역할을 동시에 떠안으면서 어떤 행위가 순응이고 어떤

작용이 저항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즉 예술이 사물화를 모

방할 때, 그것은 선전과 비판 중에서 어떤 것에 해당되는지 식별될 수

없다. 순응적 계기와 비판적 계기가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술에 대한 이해와 해석은 긍정과 부정의 구분의 실패와 함께 ‘무의미’

한 결과를 낳게 된다.

하지만 예술 작품을 대하는 수용자의 접근이 무의미하게 된다는 것은

비단 해석의 시도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놓지 못한다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칸의 분석에 동의한다면, 사물화에의 미메시스가 초래하는 무의

미는 더욱 근본적이다. 긍정과 부정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가장 기초적

인 개념의 쌍이다. 그리고 우리는 상호 양립할 수 없는 것들이 동시에

공존하는 것을 모순이라고 부른다. 고로 사물화에의 미메시스가 사물화

를 긍정함과 동시에 부정할 때, 그것은 모순율을 어기고 있는 셈이다. 이

런 모순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개념과 언술이 갖는 의미의 경계를

무너뜨림으로써 어떤 것도 의미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153) 엄밀히

말하자면, 모순적 언표는 모든 것을 지시하고자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지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A=B’와 ‘A≠B’를 동시에 주장한다면, B

와 B가 아닌 것의 외연적 집합에 속하지 않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따

라서 A는 모든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 경우 A라는 대상은 의미를 갖

기 위해서 형성해야할 최소한의 경계를 상실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의미하지 못하게 된다. 칸의 표현을 빌려 말하자면 모

순율에 위배되는 개념과 언표는 어떤 것을 의미할 가능성을 스스로 전복

시켜 무의미로 전락한다. 아도르노의 사물화에의 미메시스가 범하는 오

류와 그것이 초래하는 결과에 대한 칸의 판단도 이에 근거하고 있다. 그

153) “분석 문장이 타당하다는 것은, 즉 다른 것일 수 없다는 말은 단지 그렇지

않으면 모순이 결과로 나타난다는 말이다―이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아니

다. 그리고 모순율이 자체적으로 타당하다는 말은 단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는 어떤 것도 말할 수 없다는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말함 자체가 중

지되어야 한다는 말이다―이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아니다.” E. Tugendhat

und U. Wolf, 『논리-의미론적 예비학』, 하병학 역, 서울 : 철학과 현실사,

1999, pp. 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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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다면 전복적 미메시스의 전복은 사물화, 도구적 이성, 합리성과 같은

지배 논리들의 전복을 의미하지 않는다.

전복적 미메시스는 지배적 합리성을 전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긍정과

비판의 구분을 전복시킨다. 비판에 대한 비판으로서 그것은 미메시스에

의해 자신의 비판적 연관을 포기함으로써만 그 연관을 견지할 수 있는

미메시스적 비판을 전복시킨다.154)

하지만 아도르노의 사물화에의 미메시스에 대한 전복적 미메시스라는

칸의 명명은 아도르노의 사회 비판적 어조 탓에 아도르노의 미메시스가

합리성의 지배를 전복시킨다고 칸이 이해한 것처럼 오인되기 쉽다. 혹은

마치 칸이 전복적 미메시스라는 개념을 통해 비판 가능성의 전복이나 긍

정과 부정의 경계의 전복까지 주장하진 않고, 다만 미메시스의 방향의

변증법적 전회 정도만을 의미한 것으로 오해되기도 한다.155) 그러나 살

154) M. Cahn, op. cit., p. 50.
155) 최성만은 그의 논문 “미메시스와 미메톨로지: 아도르노의 미메시스 구상과

오늘날의 미메시스론 연구”에서 아도르노의 예술적 미메시스가 비동일자를

증거하는 일과 사물화에 전복적으로 적응하는 것을 통합시킨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사유와 칸의 전복적 미메시스를 연관 짓는다. 하지만 칸이 말하는 아

도르노의 미메시스 개념의 전복적 성격은 사물화에의 적응의 차원 속에서 성

립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사물화에의 미메시스가 전복적이라는 칸의

주장은 예술이 사회에 대한 비동일자인 비판으로 존립하고자 하면서도 동시

에 사물화에 적응해 그것과의 동일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두 차원이 모순적으

로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성립한다. 따라서 칸의 주장을 정치하게 이

해했다면, 아도르노의 예술적 미메시스는 비동일자의 증거와 사물화에의 적

응을 전복적으로 무화시킨다고 서술하는 것이 올바를 것이다. 최성만의 서술

방식이 본고에서 제시하는 그것과 다소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는 칸이 아도르노의 미메시스 개념의 전복적 성격을 말

할 때 그 발화에는 일말의 긍정적 평가가 개재한다고 판단하는 것처럼 보인

다. 이런 경향은 최성만의 또 다른 논문인 “발터 벤야민의 미메시스론”에서

보다 분명하게 발견된다. 그는 칸이 미메시스의 변증법적 인식 작용을 미메

시스의 전복적 성격으로 특징짓는다고 말하며, 칸의 전복적 미메시스를 변증

법적 전회와 등치시킨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는 칸의 전복적 미메시스와 벤

야민의 미메시스 개념 사이의 연관성까지 논한다. 하지만 칸이 말하는 사물

화에의 미메시스의 전복성은 전혀 변증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즉

그 전복성은 기존의 타자가 전복됨으로써 새로운 타자로 지양되는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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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본 바에서 드러나듯 칸이 말하는 아도르노의 전복적 미메시스는 사회

를 지배하고 있는 도구적 합리성과 계몽을 전복시킴으로써 비판적 기능

을 수행하는 미메시스가 아니다. 그가 보기에 아도르노의 사물화에의 미

메시스는 합리성을 전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적 구조를 전복시

킨다. 다시 말해서 사물화에의 미메시스는 자신이 내적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경계를 붕괴시킴으로써 비판적 가능성마저 전복시킨다. 따라서

“전복적 미메시스와 함께, 예술의 비판 능력은 영구적으로 유예될 준비

를 한다.”156)

칸은 사물화에의 미메시스를 행함으로써 예술이 자신의 비판 가능성의

전복에까지 이르게 된 환경적 원인을 주체와 객체의 소멸에서 찾는다.

현상을 반성하고 비판적으로 사유할 주체가 현대 사회에서는 계몽의 총

체적 지배에 의해 사라졌기 때문에 예술은 자신의 비판적 내용을 고지할

대상을 상실한다. “주체의 소멸은 비판적 실천과 관련된 모든 수용적 영

역을 분쇄해버렸는데, 그 이후 비판은 더 이상 예술의 존재의 이유

(raison d'être)가 될 수 없다."157) 이는 마치 주술적 미메시스를 통해 대

상을 극복해야하는 주체가 사라져버리고 다만 미메시스적 주술 행위만이

남아버린 상황과도 같다. 비판의 실천 주체로부터 유리된 미메시스는 목

적을 상실한 메커니즘으로서 자신의 연명만을 무의미하게 추구할 뿐이

다. 미메시스는 이제 “단지 견뎌내는 능력으로부터만 행복을 얻는다.”158)

사물화되지 않는 것은 배제되는 사회에서 예술은 살아남기 위해 사물화

에의 미메시스를 행한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자면 예술은 도무지 사물화

를 제외한 어떤 다른 것에도 미메시스를 수행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

다. 미메시스를 내적 원리로 삼는 예술은 그것이 표현하고 모방할 대상,

다. 오히려 사물화에의 미메시스는 대상을 지양하지 못하고 긍정과 부정의

구분을 무너뜨림으로써 위기에 처한다는 것이 칸의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서

는 “미메시스와 미메톨로지: 아도르노의 미메시스 구상과 오늘날의 미메시스

론 연구”, 『뷔히너와 현대 문학』18집, 한국 뷔히너 학회 편, 2002, p. 245.

및 “발터 벤야민의 미메시스론”, 『독일학 연구』5집, 서울대학교 독일학 연

구소 편, 1996, p. 182 참조.

156) M. Cahn, op. cit., p. 52.
157) Ibid., p. 50.

158) ÄT, p.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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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를 필요로 하는데, “현대성의 부흥과 함께 모든 객체들은 총체적으

로 지배적 합리성에 의해 매개되었으며, 아도르노에 의하면, 모든 것들은

지배의 상징으로 변화하여 추상적 존재들이 된다.”159) 다시 말해서 예술

이 미메시스를 행할 수 있는 대상들은 모두 합리성의 상징물로 전락해버

렸다. 따라서 미메시스는 사물화와 합리성을 제외한 어떤 타자성에도 자

신을 동화시킬 수 없다. 칸은 이를 객체, 대상의 소멸이라고 부르며, 이

것이 주체의 소멸과 상응함을 말한다. 실상 이 양자의 소멸은 공히 도구

적 합리성의 지배가 총체화 되어 그것의 바깥이 사라졌다는 것에 기인하

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물화에의 미메시스가 대상을 긍정함과 동시에 부정

하는 모순을 범함으로써 저항과 순응의 구분이 불가능하게 되는 곤경이

예술의 해석 주체와 예술적 표현의 객체가 사물화에 모두 복속되었다는

사실로부터만 비롯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사물화에의 미

메시스가 근본적으로 대상을 긍정함과 동시에 부정하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비판의 좌초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을지는 몰라

도 적어도 이와 같은 종류의 의미 가능성의 전복이라는 상황에 처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사물화에의 미메시스가 비판과 선

전 사이의 경계를 상실하게 된 것은 본질적으로는 그 이중성에 원인을

둔다. 문제는 이 이중성이 사물화에의 미메시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본 미메시스의 다른 형태인 의태와 주술적 미메시스에

서도 대상에 대한 긍정/순응의 계기와 부정/저항의 계기가 공존하는 이

중적 성격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의태는 죽음에 순응함으로써

죽음을 면하거나, 또는 개체성을 포기함으로써 개체성을 견지할 수 있었

다. 또한 주술적 미메시스는 제의의 대상인 초자연적 존재에 동화됨으로

써 역으로 그 존재를 극복할 수 있었다. 이 미메시스들 또한 사물화에의

미메시스가 맞닥뜨린 난관과 같은 상황에 봉착할 것이라고 섣불리 단언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것들은 미메시스의 구조상 동일한 행

위가 서로 반대되는 결과를 예기하는 기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여

159) M. Cahn, op. cit., 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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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히 사물화에의 미메시스처럼 이중적이며, 마찬가지로 저항과 순응의

내적 경계가 상실되는 상태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하

지만 칸은 의태와 주술적 미메시스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반성을 위한

공간을 할애하지 않는다. 그는 사물화에의 미메시스에 분석을 집중하고,

그것의 전복적 성격을 바탕으로 아도르노의 현대 사회 비판의 기획의 가

능성을 점친다.

3. 아도르노의 미메시스론의 한계에 대한 마이클 칸의

비판

아도르노의 사상적 세계를 일관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것은 사회에 대한

비판적 사유이며, 흔히 미학의 범주에 국한되는 미메시스론뿐만이 아니

라 심지어 미학 자체 또한 아도르노에게 있어서는 사회 비판적 의도 하

에서 성립한다. 그의 사유 전체가 비판으로 규정될 수 있다면, 칸이 아도

르노의 미메시스론을 살펴보기 전에 그의 논문 앞부분에서 비판에 대한

일반적 분류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한 접근 방식이라 하겠다. 그가 제시

하는 비판의 분류는 앞서 논한 바 있는 ‘학적 비판’과 ‘비학문적 또는 환

원적(reductive) 비판'으로 나누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 구분은 비판

이 객관적 기준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에 의해 나뉜다. 그에 따르면일단

의 기준들에 의해 수행되는 비판은 학적 비판이라고 불릴 수 있으며, 만

약 비판이 개인적인견해의 차이에 근거하고 있다면 그것은 환원적이며

비과학적인 비판이다.160) 본고에서는 앞서 예술이 사회에 대한 객관적

비판으로서 존립하기 위해 본질적으로 갖추어야할 조건들을 칸의 주장에

따라 논한 바 있는데, 그러한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객관적 비판과 학적

비판은 서로 다르지 않다. 그에 반해 환원적 비판은 다음과 같이 설명되

160) M. Cahn, op. cit.,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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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환원적 비판은 전적으로 그것이 부정하는 것에 의해 한정되며, 그것

은 자신의 주장에 관해 더 높은 정도의 타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 .......

추론과 증거 어느 쪽에도 의존하지 않는 이런 종류의 부정의 언표

(no-saying)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개념화되어왔다.161)

학적 비판에 대별되는 것으로서 환원적 비판은 칸이 밝히듯이 그것이

부정하는 것에 의해 한정된다. 이 한정성은 환원적 비판이 역으로 부정

하는 대상에 종속되어 있음을 뜻한다. 만약 어떤 비판이 자신이 보유한

기준을 통해 전개된다면, 그 비판적 내용의 의미와 한계는 비판의 대상

보다는 내적 기준에 근거한다. 그렇기 때문에 학적 비판은 ‘비판 대상을

부정하는 어떤 것’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유한 규정적 내

용을 지니는 비판이다. 하지만 환원적 비판은 어떤 증거와 추론에도 의

존하지 않으며 대상을 주관적으로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판의 내용을 구성하는 유일한 형식은 ‘비판되는

그것이 아닌 어떤 것’이다. 다시 말해서 환원적 비판의 내용은 비판 대상

의 부정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내용을 대상에 의존하고

그저 부정이라는 형식만을 갖출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는

환원적 비판이 그 대상에 종속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

유로 칸은 환원적 비판을 그저 단순한 ‘아니라고 말하기(no-saying)'라

고 평가한다. 보다 이해를 명료하게 만들기 위해 칸은 환원적 비판의 사

례로서 ‘reductio ad hominem’을 언급한다.162) 사람을 겨냥한 논법, 즉

대인 논법이라고도 칭할 수 있는 ‘reductio ad hominem’은 비판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주장의 내용에는 주목하지 않는다. 그것은 인신공격을 통

해서 상대방의 주장이 갖는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163) 그러므로 사회 비판은 물론이거니와 어떠한 비판도 그것이 오로

161) Ibid.

162) Ibid.

163) 환원적 비판의 사례로 대인 논법이 거론됨으로써 비학문적 비판이 어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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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사람들의 태도와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 따위에만 몰두하지 않고자

한다면, 환원적 비판과 같은 단적인 부정에서 벗어나 학적 비판을 가능

하게 하는 객관적 기준과 논거를 마련해야만 한다.

학적 비판이 고려해야하는 또 다른 문제는 그것의 서술 방식이다. 객

관적 비판이고자 하는 사유와 의도가 담긴 저작이라면 그 사유의 연결

고리를 느슨하지 않게 유지하며 서술되어야할 것이다. 아도르노의 미메

시스와 관련한 서술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저작 전체는 불행하게도 이런

면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 그 이유는 아도르노가 서술

과 표현에 있어서 독특한 구문론적 질서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서술은 앞서 설명한 바 있는 성좌 개념에 의해 규정되는 구조에 따라 이

루어진다. 어떤 텍스트가 성좌적 구조를 갖는다는 것은 곧 위계질서와

수직적 체계에 대한 거부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어떤 본질적 개념이나

명제를 상위의 원천으로 삼아 그로부터 의미를 길어오지 않음을 의미한

다. 그리고 이러한 아도르노의 저술들의 비체계성이 초개하는 불편함이

악평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칸은 아도르노의 의도가

바로 그 폐쇄적 체계성에 대한 거부였다고 말하며 아도르노의 서술 양식

의 구체적 특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미메시스적 성좌 구조의 구문론적 질서는, 어떤 측면에서는 비트겐슈

타인(L. Wittgenstein)의 단어로부터 문장으로의 전회를 따르면서도, 그

럼에도 이 구문론적 기초 단위를 저버린다. 문장에 대항해 성좌적 구조

는 단편(fragmentary)을 패러다임으로 채택한다.164)

칸은 아도르노가 인식과 이해에 있어 하나의 개념에 의존하지 않고 그

주변부를 구성하고 있는 타자들에게 의지한다는 점에서 성좌적 문체를

추구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사유와 의미를 담아내는 기본적 단위는 하

환원적이라는 표현으로도 지칭되는지 분명하게 드러난다. 즉 환원적 비판은

주장이 가지고 있는 내용과 타당성과 검증에의 요구를 주장과는 관계가 없는

요소로 환원시켜서 해소시켜 버린다. 대인 논법의 경우에는 발화자의 일신과

관련된 문제로 주장의 타당성 문제를 환원시키는 것이라 하겠다.

164) Ibid.,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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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단어보다는 단어들의 배열이라고 할 수 있는 문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하지만 칸은 아도르노가 문장 역시 문법적 기본 단위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여긴 것으로 파악한다. 칸에 따르면 모종의 내적 체계를 가지

고 있는 문장은 아도르노에 의해 단편이라는 의미의 기초적 단위로 대체

된다. 즉 단어는 단어들의 배열인 문장을 통해 성좌적 구조를 구성하지

만, 그 문장 역시 일련의 문장들에 의해 단편을 형성함으로써 성좌적으

로 형성되고 이해되어야한다는 것이 그 주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

다.

아도르노가 특히 예술의 내적 구성에 있어서 폐쇄적 총체성에 저항하

는 단편이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간주한 것은 물론 사실이다.165) 하지만

니콜슨(S. W. Nicholsen)은 칸의 이와 같은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

에 따르면,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미완성 상태인 『미학이론』은 단편

적 성격을 갖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자기 완결적인 ‘문단들’에 의해 구성

되는 일이 잦은 아도르노의 에세이들과 대조적으로, 『미학이론』은 각

문장들의 다음의 문장과 연결되어 ....... 중심을 가지면서도 또한 병렬적

인 성질을 생산해내는 것을 계속해가는 것으로 보인다.”166) 아도르노가

예술에서 단편적 계기와 총체성 사이의 변증법적 작용을 발견하는 것과

는 별개로, 비판을 기도하는 철학적 서술에게는 그보다는 자신의 사유를

명료하게 근거와 논증에 의해 드러낼 요구가 우선한다. 따라서 아도르노

의 에세이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이 자기 완결적이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

문에 저술의 전체 맥락으로부터는 이탈할 수 있는 문단과 단편은 철학에

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아도르노의 『미학이론』을 위시한 그의

철학적 저작들에서 나타나는 서술들은 성좌적 병렬 구조를 갖되, 파편화

되는 것은 지양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아도르노에 대한 생산적 독해를 위

해 보다 적절할 것이다.

165) ÄT, p. 74.

166) S. W. Nicholsen, "Aesthetic Theory's Mimesis of Walter Benjamin", in

The Semblance of Subjectivity: Essays in Adorno's Aesthetic Theory,
edited by Tom Huhn and Lambert Zuidervaart, Massachusetts : MIT

Press, 1997, p.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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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 방식의 문제와는 별도로 학적 비판으로서의 성립 여부와 관련해

아도르노의 미메시스론을 관찰한다면, 그것은 다소 애매한 위치에 자신

을 정위한다고 칸은 지적한다.167) 그에 따르면, 아도르노의 전복적 미메

시스는 그것이 대인 논법과 같은 방식으로 비판 대상인 사회의 논리를

매도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환원적 비판은 아니다. 아도르노는 도구적

합리성이 지배하는 사회를 비판하기 위해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어떤 한

개인의 문제로 환원시키거나 종교적 교리의 문제로 전환시켜 사회를 비

난하는 것과 같은 행태를 보이지 않는다. 물론 그가 어떤 사적인 신념에

근거해서 계몽 비판을 수행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그의 사물화에의 미

메시스로서의 예술에 관한 사유도 사회에 대한 단순한 부정과 비방 및

문제의 환원을 시도하지 않는다. 아도르노의 미메시스로서의 예술 개념

은 사회의 원리인 사물화를 다른 문제로 환원시키지 않고 비판의 객체로

명백하게 인정하면서 그에 대한 극복을 시도한다. 따라서 그의 미메시스

론을 환원적이라고 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칸은 그렇다고 해서 아도르노의 전복적 미메시스가 학적 비판

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사물화에의 미메시스로서의 예

술은 전복적 미메시스가 됨으로써 학적 비판으로서의 자격을 얻지 못하

게 된다. 사물화에의 미메시스가 그렇게 비판적 함의를 잃게 된 것은 그

미메시스 작용이 긍정과 부정의 구분을 전복시켰기 때문이다. 이 전복은

예술적 미메시스를 사회에 저항하는 것도, 그렇다고 긍정하는 것도 아닌

모호한 상태에 빠지게 만든다. 긍정과 부정의 경계를 상실한다는 것은

기준을 상실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결국 사물화에의 미메시스는

학적 비판의 조건인 기준이 부재하는 원리가 되어버렸던 것이다. 전복적

미메시스가 긍정과 부정 사이에서 동요하다 모호성과 무의미한 상태에

빠진 것처럼, 아도르노의 예술은 비판의 분류에 있어서도 이도 저도 아

닌 불분명한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이 칸의 평가다.

아도르노의 예술의 비판적 기능이 영구히 중단된 후 예술이 오로지 자

신의 존속만을 꾀한다는 사실은 예술로 하여금 객관적 비판이 되기 어렵

167) M. Cahn, op. cit., p.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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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는 또 다른 이유를 드러내준다. 예술의 전복적 미메시스는 사회적

실재를 개선하고자 하지 않으며 오직 자신의 존립과 미메시스적 퇴행에

만 관심을 두기 때문이다. 이는 예술이 사회에 대한 비판적 연관을 상실

했음을 의미한다. 칸은 전복적 미메시스가 더 이상 자신의 비판적 함의

를 고수하기를 단념하고 자신의 예술적 영역을 지키기만 하려는 것에 대

해, 그것이 분별을 잃은 광적인 생명의 자기 보존의 충동과 닮아 있다고

평한다.168) 따라서 그것은 마치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전의식적

차원에서 타자를 모방하는 의태와도 같다. 의태의 생존에의 의지가 비판

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에서 “의태의 단계로 퇴보하게 되는 예술적 미

메시스”169)는 결국 비판의 의도만을 완강하게 고수하고자 할 뿐이며 실

질적으로는 비판으로서의 자격을 잃게 된다.

하지만 칸의 해석을 그대로 좇는다면, 더 큰 문제는 예술이 의태의 무

비판적 성격을 갖게 된다는 사실이 아닌 다른 측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술이 맹목적 자기 보존(besinnungslose Selbsterhaltung)에 의

해 잠식될 때, 이것은 사물화에의 미메시스가 간직하려고 애쓰는 비판적

의도와는 그 성격이 판이하다. 비판적 연관 속에서 사물화에의 미메시스

를 이행하려던 것이 예술의 본래 의도라는 사실은 그것이 사물화에 자신

을 동화시키되 비판으로서 비판 대상과의 차이와 분명한 비판적 의도를

간직하고 있어야 함을 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물화에의 미메시스는

사회의 맹목성마저도 동화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그러나 예술이

맹목성을 미메시스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음에도 칸의 분석대로 맹목적인

자기 보존의 상태에 빠져들게 되었다면, 그것은 단순히 예술적 미메시스

가 의태로서의 미메시스라는 원시적 단계로 퇴보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더 나아가 계몽과 합리성조차 지배의 연관으로 전락시켜

버리며 생동하는 삶마저 해체시켜버리는 맹목적인 자기 보존이라는 원리

를 예술이 자신의 비판적 의도와 무관하게 내면화시켰다는 것을 의미한

다.170) 즉 예술은사물화에의 미메시스를 감행하며 대상과의 동화를 비판

168) Ibid., p. 52.

169) Ibid., p. 53.

170) “지배당하고 억압되고 자기보존을 통해 해체되는 실체란 다름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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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의도 하에서 수행했지만, 사회는 예술의 존재의 이유에도 영향을 미

침으로써, 결국 예술에서 비판적 계기는 사라지고 자기 보존만이 남게

된 것이다. 사회에 저항하기 위해 그에 동화하는 저항적 미메시스 작용

에는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던 동화도 수반될 위험이 상존하며, 그저 또

하나의 자기 보존을 추구하는 맹목적 존재가 되어버린 전복적 미메시스

가 그런 위험을 예증하고 있다. 따라서 이성의 도구적 맹목성을 비판하

고자 했던 예술적 미메시스로서는 그 비판의 가능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칸이 예술의 유효한 비판적 실천으로서의 가능성에 회의적 시각을 견

지하게 되는 원인은 다분히 비판 대상에 대한 예술의 동화에 기인한다.

그런데 이 동일화란, 비판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는 사회적 현상에 동

화를 실천하지 않고서는그것을 비판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자

신을 대상에 내맡기는 일종의 희생적 선택일 수도 있다. 프랑크푸르트

사회연구소의 일원이기도 했던 독일의 문필가 미헬(K. M. Michel)이 대

상의 비판을 대상에 대한 긍정을 통해 수행하는 것은 『미학이론』의 신

학적 성격을 규정한다고 주장할 때, 그와 같은 종류의 인식을 발견할 수

있다.171) 예술적 미메시스는 마치 대속을 위해 자신을 사회와 동화시키

는 희생적 선택을 하는 것처럼 간주되며, 아도르노의 저작은 예술과 사

회를 축으로 한 신학적 저술로 독해되는 것이다. 미헬의 이와 같은 해석

은 비판과 순응의 계기가 충돌하는 아도르노의 전복적 미메시스로부터

비판적 가능성을 구제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칸은 미헬의

이해를 환원적 독해라고 비판한다. “왜냐하면예술은 자신의 존재를 다른

무엇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 희생하기 때문이다.”172) 예술이 자

신을 전적으로 포기함으로써 비판적 실천의 실현이나 혹은 대안적 가치

그 기능에 의해 자기 보존을 결정하는, 그리고 원래 보존되어야만 했던 바로

그 살아있음이다.” DA, p. 73. 참조.

171) K. M. Michel, "Versuch die ‚Ästhetische Theorie‘ zu verstehen", in

Materialien zur ästhetischen Theorie Th. W. Adornos Konstruktion der
Moderne, Hg. von Burkhardt Lindner und W. Martin Lüdke., Frankfurt

am Main : Suhrkamp, 1980, p. 70.

172) M. Cahn, op. cit., p.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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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시하는 다른 가능성을 보장한다면, 그때 비로소 예술은 대속적 희

생의 의미를 획득하고 신학적 유비의 정당함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나 칸이 보기에 예술은 자기 자신의 존립 외의 어떤 다른 목적

으로 사물화에 동화되지 않는다. 즉 신학적 희생이란 자기 자신을 포기

하는 계기와 동시에 타자를 그 행위의 목적으로 삼는 계기 모두를 지녀

야 한다. 하지만 칸에 의하면 미헬은 이 두 계기 중 한 계기를 간과했으

며, 따라서 아도르노의 예술 개념을 신학적으로 환원시킬 수 있었다.

칸은 미헬의 신학적 유비를 비판하지만 아도르노의 전복적 미메시스를

유비적으로 이해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는 신학적 유비

대신 의학적 상징을 제안한다. 칸은 아도르노가 벤야민과 현대 철학의

관계에 대해 논하며 그것을 ‘방어적인 예방 접종(protective inoculation)’

이라고 평가했던 것으로부터 착안한다. 칸에 따르면 예방 접종의 메커니

즘은 사물화에의 미메시스의 그것과 매우 흡사하다.

예방 접종이란 환자를 면역상태로 만들기 위해 질병을 인위적 통제

하에 발병시키는 방법에 의해 전개되는 방어 수단의 일종이다. 예방 접

종에 있어서 행해지는 구호 조치는 구조적으로 질병 그 자체와 구별되

지 않는다. 치료 수단과 질병 사이의 차이는 사라진다. 따라서 그런 질

병의 어떠한 종류의 발생이건 그것은 다음에 발생할 것에 대한 예방

접종과 방어로 나타날 수 있다. 치료 수단과 질병 사이의 구분의 소거

는, 전복적 미메시스에서 긍정과 부정이 서로 상대방으로 전화될 때 유

사하게 그 구분이 중단된 것에 상응한다.173)

칸이 예방 접종이라는의료적 행위로부터 발견하는 것은 전복적 미메

시스의 내적 구조인 긍정과 부정의 공존이다. 이런 유비에 따르면 전복

적 미메시스에서 질병에 해당하는 것은 사물화일 터인데, 아도르노가 사

물화된 사회에 저항하고자 사물화를 수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예방 접종

은 어떤 질병에 대항하고자 그 질병을 감내한다. 형식적 차원에서 양자

는 공히 긍정과 부정을 동일한 대상에 대해 수행하며, 대상을 종국적으

173) Ibid., pp. 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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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부정하기 위해 우선 긍정하는 구조 역시 일치한다. 그러나 곧 칸은

이런 유비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예방 접종이 의미를

갖는 것은 질병이 실제로 발생하기 전에 사전(事前)적으로 통제할 수 있

는 범위 내에서 그 질병을 수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물화에 대한 미

메시스적 실천은 대부분의 비판적 행위들이 그러하듯 사후적 비판일 수

밖에 없다. 사물화에의 미메시스는 “오직 상황이 발생한 후에야 개입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전복적 미메시스는 질병이 발생한 후에야 뒤늦

게 따라오는 무용한 예방 접종이다.”174) 칸이 여기서 지적하는 바는 전

복적 미메시스와 예방 접종이 동일한 대상에 대한 긍정과 부정을 함께

수행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전복적 미메시스와 다르게 예방 접종에

는 그 행위가 문제적 상황에 대해 선재적으로 이행되어야한다는, 비판이

충족시키기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칸은 최종적으로 이런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의학적 개념을 제안한

다. 그는 의술적 행위에 있어서 예방 접종의 전신(前身)이라고도 할 수

있는 ‘동종요법(homeopathy)'과 전복적 미메시스 사이의 유사성에 주목

한다. “동종요법에게도 역시 치료제란 확실하게 병들게 만드는 병원성

요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175) 그것은 문자 그대로 병을 치료하기 위

해 병원체나 독소 따위와 동종의 어떤 것을 치료제로 사용한다. 한편 아

도르노 또한 예술이 사물화의 독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공허한 위무

에 그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176) 아도르노는 보다 분명하게 “상

처를 만든 창으로 상처를 치료하는 일”177)이라는 표현으로 예술을 규정

한다. 이는 정확하게 동종요법에도 해당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동종요법과 전복적 미메시스 사이에서 유사성을 발견하는 것은

상당한 정도의 타당성을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칸은 다음과 같이 결론

을 내린다.

174) Ibid., p. 54.

175) Ibid.

176) ÄT, p. 201.

177) Ibid., p.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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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적 미메시스는 준의료적으로 동종요법의 이중-적용 전략을 따름

으로써 전개된다. 그것은 정확히 세계를 이미 고통에 빠뜨린 무엇을 다

시 세계에 투여한다. 즉 전복적 미메시스는 비-미메시스적 합리성을 과

다하게 주입시킨다 ....... 그리고 이것은 정확히 동종요법의 원리인

‘similia similibus curantur(동종은 동종의 것으로 치유된다)’이다.178)

문제는 아도르노의 전복적 미메시스가 동종요법이기는 하지만―적어도

칸의 판단에 따르면―실패에 이르는 동종요법이라는 점이다. 칸의 표현

대로 말하자면 전복적 미메시스는 ‘성공한 실패’다.

그러나 아도르노는, 칸트가 철학을 위한 ‘분명한 한계를 설정’하려던

기획과 대조적으로, 이런 치료의 성공을 바랄 수 없다. 전복적 미메시

스에 의해 수행된 치료 행위는 분명 그 행위의 유일한 수신인으로서

학적 비판에서의 역할을 부여받은 주체의 마지막 자취인 ‘가상의 목격

자’를 갖는다. 칸트는 그의 비판을 이성의 불충분함을 인정하는 것이

동시에 이성의 치료제가 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해 전개되었다. 이것

은 ....... 더 이상 아도르노에게는 유효하지 않다. 칸트가 대인 논법을

피하기 위해 의존한 인류학적 ‘우리’는 어떤 의미로는 아도르노에게 있

어서 불가피하게 현실이 되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의식이 차이를 만들

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떠한 희망도 무너진다.179)

전복적 미메시스가 실패로 귀결되는 동종요법이라는 판단의 근거는 상

세한 설명을 요함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 칸에 의해 상론(詳論)되고 있

지 못하다. 행간의 연결고리가 불분명한 이 서술에서 적어도 아도르노의

비판이 칸트의 ‘비판’과 비교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 비교에 있

어서 동일성을 형성하는 요소와 차이를 형성하는 요소를 구별하자면, 양

자는 모두 비판이라는 점에서 일치하며 또한 긍정이 부정으로 전도되는

양상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 칸에 의해 제시된 공통점이다. 아도르노의

전복적 미메시스에서는 사물화를 긍정하는 것이 사물화에 저항으로 기능

178) M. Cahn, op. cit., p. 54.
179) Ibid., p.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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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으로 기대되었다면, 칸트에게서는 이성의 한계를 긍정하는 것이 오

히려 이성의 올바른 사용을 가능케 함으로써 이성에 대한 전면적 회의에

의해 설정되는 부당한 제한을 부정하고 이성을 구해낼 수 있었다.180)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에 따르면 아도르노의 비판은 칸트의 그것과 달

리 성공을 기대하기가 요원하다. 이런 결과의 차이는 두 비판의 내적 차

이로부터 비롯할 터인데, 칸이 명확하게 대조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서

는 칸트의 보편적 이성 주체와 아도르노의 사물화에 의해 잠식되어 사라

져버린 비판적 주체가 비교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칸트의 주체는 이

성 능력을 가진 보편 주체로서, 칸이 인류학적 ‘우리’라고 말할 때 염두

에 두고 있는 것이 이 보편적 주체이다. 칸트의 주체가 대인 논법에 근

거한 비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바로 그 보편성 때문이며, 엄밀히 말

하자면 이 보편성이 보장하는 객관성과 함께 그것의 익명성 때문이다.

즉 보편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특정할 수 없는 주체 개념을 바탕으로 한

칸트의 비판은 특칭할 대상을 요구하는 대인 논법을 피해간다. 칸은 아

도르노 역시 현실에서 보편적 주체를 마주하게 된다는 서술을 통해 칸트

와 아도르노의 주체 사이에서 보편성이라는 공통점을 발견하려는 듯 보

인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비판의 결과가 다르다고 칸이 판단

하는 이유는 칸트의 보편적 주체와 아도르노가 만나는 보편적 주체에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즉 아도르노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보편적 주

체는 칸트의 그것과 같은 보편 이성을 지닌 비판의 수행자가 아니다. 아

도르노가 그와 같은 비판적 주체를 만날 수 없다는 것은 그가 예술적 미

메시스에 의한 비판의 수용자로서 다만 ‘가상’의 주체만을 기대할 수 있

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아도르노가 실제로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주

체들이 아닌 가상의 주체에게서 비판적 가능성을 찾는 이유를 우리는 이

미 논한 바 있다. 즉 현대 사회의 주체들은 이미 도구적 이성의 지배 연

관에 속해 있는 사물화의 동조자들이다. 결국 칸트와 아도르노는 서로

다른 종류의 보편성을 지닌 주체들을 바탕으로 비판을 전해야 하는 것이

다.

180) I. Kant, 『순수이성비판』, 백종현 역, 서울 : 아카넷, 2006, pp. 18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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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은 이렇게 아도르노의 시대의 주체들이 지배 논리에 종속된 주체들

이라는 사실로부터, 의식이 비판과 저항을 위한 어떠한 차이도 만들어내

지 못한다는 결론으로 손쉽게 넘어간다. 물론 이를 간단히 비판적 실천

을 수행할 주체가 부재하므로 사회로부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의

미의 명제로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칸이 칸트의 비

판도 어떤 동종요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으며, 그럼에도 불구하

고 아도르노의 그것과 달리 성공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

라서 단순히 비판적 주체의 존재 여부로 두 비판의 성패의 전개 과정을

환원시키는 이해는 성급하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

만약 ‘의식이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표현을 비판의 결과의 측면에서 이

해하자면 의식적 주체가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의미가 될 것이며, 칸은

그것의 부정을 통해 아도르노의 비판이 무력함을 단지 다른 표현으로 되

풀이한 것에 불과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에 앞서 칸이 아도르노와

칸트에게서의 보편적 주체를 비교하며 동종요법의 성패를 논하는 맥락

속에 그 표현이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동종요법이 성공한

다는 것은 동종의 요인이 병원체로서만 작용하지 않고, 치료제로 작용하

기도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다시 말해서 동종요법은 동종의 것 사이에

서도 차이가 발생해야한다는 것을 그 성공의 전제로 삼는다. 따라서 동

종요법은 병원체 주입 행위를 치료 행위로 전도시켜줄, 즉 동일한 행위

에 차이를 부여해줄 원리이자 작용인을 필요로 한다. 이런 이해를 전제

로 하고 칸의 주장을 살펴본다면, 칸이 보기에 칸트의 비판은 동종요법

에 차이를 부여해주는 원천을 가졌던 것이고, 반대로 아도르노에게서는

그것이 발견되지 않았기에 실패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제 요구되는 것은 칸의 서술에서 두 동종요법에 차이를 부여해줄 원

천의 후보임에도 아도르노와 칸트 양자에 있어서 서로 다르게 거론되는

어떤 것의 발견이다. 그리고 우리는 칸의 서술로부터는 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체보다 더 알맞은 어떤 다른 것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문

맥을 통해 칸의 관점을 재구성하자면, 동종요법에서 수행되는 동일한 두

행위에 차이를 부여하는 것은 곧 비판의 청자이자 비판적 실천의 수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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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도 한 주체이다. 칸트의 경우 이성의 객관적 타당성에 대한 회의 앞

에서 그 회의를 받아들임으로써 오히려 이성의 타당성을 구해낼 수 있었

다. 이성의 인식과 판단에는 한계가 있다는 회의적 시각을 수용하여 이

성에 제한을 두지만, 바로 그 제한과 한계의 설정에 의해서 이성은 인식

과 실천적 영역에서의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이성

적 주체의 반성에 의해 현상(Erscheinung)과 물자체(Ding an sich)가 구

분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칸트의 보편적 이성 주체가 만들어낸 이 구분

과 차이가 결국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는 행위에 있어서의 차이를 이끌어

내는 요소가 된다. 칸트의 동종요법이 칸에 의해 성공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주체가 차이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며, ‘의식’은 주

체의 중요한 속성 중 하나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를 다시 의식이 차이를

만들어냈다고 표현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칸이 밝히다시피 아도르노가 처한 상황은 사뭇 다르다. 대상에

대한 필연적 판단의 타당성이 의심받기는 했어도 이성적 주체의 반성적

사유 능력까지 무력화되지는 않았던 칸트의 시대와 달리, 아도르노가 보

는 현대 사회의 주체들은 이미 이성의 반성 능력을 박탈당해 맹목적인

도구적 이성의 부속품으로 전락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은 현실에

서는 자신을 목격하고 해석해줄 수신인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는

곧 아도르노의 동종요법인 사물화에의 미메시스에서 이행되는 동화 작용

에 차이를 부여해줄, 즉 동일한 동화 작용에서 저항과 순응, 혹은 부정과

긍정의 구분을 가능하게 해줄 의식적 주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

라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물화에의 미메시스는 긍정과 부정의 경계

가 사라져 구분이 중단된 채로 남겨진다. ‘의식이 차이를 만들 수 있었을

거라는 기대의 좌초’는 바로 이렇게 미메시스에서 저항과 순응의 계기를

구별해줄 차이를 만들어줄 주체가 사물화로 매몰되버린 상태를 함축한

다. 비로소 칸이 아도르노의 전복적 미메시스를 칭하면서 사용한 ‘성공적

실패’라는 표현의 근본적 의미가 분명해진다. 그것은 서로 다른 측면에서

관찰했을 때 각각 성공과 실패로 평가받을 수 있는 미메시스를 의미하지

않는다. ‘성공적 실패’라는 표현은 문자 그대로 성공과 실패라는 양립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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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모순적 개념을 공존시킴으로써 그것들을 구분할 수 없음을 뜻할

뿐이며, 이는 전복적 미메시스의 긍정과 부정 사이의 혼란을 고스란히

담아내기 위한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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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동일화로서의 미메시스와 차별화로서의

미메시스

전복적 미메시스라는 오인되기 쉬우면서도 또한 자극적인 명칭을 제목으

로 삼는 칸의 논문은 여러 연구자들의 논문과 저술 속에서 언급되지만,

칸이 지적하는 아도르노의 미메시스 개념의 이중성에 주목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 일부는 전복적 미메시스 개념이 아닌 아도르노에 대한 다른

분석들에 초점을 맞추며,181) 또 다른 일부는 사물화에의 미메시스가 갖

는 이중성에 기인한 전복적 성격을 사물화와 지배적 합리성에 대한 전복

으로 오해를 담고 있기도 하다. 이에 비해 슐츠는 정확하게 칸의 전복적

미메시스 개념 분석을 겨냥하고 칸을 언급한다. 그러나 슐츠는 칸이 아

도르노의 저항적 미메시스 개념을 칸트의 비판 이래 객관적 비판을 시도

하는 동종요법적 전략으로 정의한다는 것을 밝히면서, “그것은 패러디에

가깝게 보일 정도로 미메시스 개념을 추상적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

고 평가한다.182) 슐츠의 힐난에 가까운 혹평에 일말의 정당성이 존재함

을 인정하더라도, 칸의 논문은 여전히 가벼이 지나칠 수 없는 어떤 사태

를 보여주고 있음이 분명하다. 아도르노의 미메시스 개념에 대한 칸의

181) 제이는 아도르노의 미메시스 개념이 단순한 모방으로서의 'Nachahmung

(모방, 흉내)'보다는 모방 주체와 모방 대상 사이의 연속성과 모방 대상의 우

위를 드러내주는 ‘anschmiegen(밀착하다)'라는 용어에 더 가깝다는 것을 칸

의 분석을 인용하며 보여준다. M. Jay, "Mimesis and Mimetology: Adorno

and Lacoue-Labarthe" in The Semblance of Subjectivity: Essays in
Adorno's Aesthetic Theory, edited by Tom Huhn and Lambert

Zuidervaart, Massachusetts : MIT Press, 1997, p. 32. 참조. 또한 제임슨은

그의 저작에서 아도르노의 미메시스 개념과 벤야민의 그것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칸을 소개할 뿐이다. F. Jameson, Late
Marxism: Adorno, or the persistence of the Dialectic, London : Verso,

1990, p. 256 참조.

182) K. L. Schultz, Mimesis on the Move: Theodor W. Adorno's Concept of
Imitation, New York : Peter Lang, 1990, pp.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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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은 그것이 갖고 있는 이중적 양상에서 비롯하는데, 비록 칸과 같이

전복적이라는 결론에 동일하게 도달하지는 않더라도 미메시스 및 동화

작용의 이중적 양상은 샤이블레와 같은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서도 지적

되는 것을 본고에서는 확인한 바 있다. 그런데 미메시스의 이중적 성격

은 아도르노의 저작과 그에 대한 연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 이중성

은 플라톤을 비롯하여 현대의 사상가들에 이르기까지 미메시스 개념을

성찰한 이들에게서 미메시스 개념에 대한 대립적 이해의 구도로 나타난

다는 것이 본고의 관찰이다. 미메시스 개념이 이렇게 여러 연구자들의

사유 사이에서 대립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은 아도르노의 미메시스

개념의 이중성이 미메시스 작용 자체에서 비롯하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

으로 의심해볼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이어지는 장에서는 미메시스 개념

에 대한 사상사적 추적을 통한 미메시스 개념 자체의 고찰이 주를 이룬

다. 그리고 이는 결국 전복적 미메시스를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것이다.

1. 미메시스의 동일화 및 차별화 양상

a) 사회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미메시스

플라톤이 미메시스에 인식론적 범죄의 혐의를 두고 있다는 해석은 세간

에 이미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다. 특히 그가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

는 동굴의 비유와183) 그의 시인들에 대한 비판184) 같은 것들을 통해 미

메시스라는 개념에 사뭇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일

반적으로 플라톤이 시인과 미메시스에 대해 제기한 공소의 내용으로 인

183) 동굴의 비유에 대해서는 Plato, 『국가(政體)』, S. R. Slings 편, 박종현 역

주, 파주 : 서광사, 2007, 514a-517c. 참조.

184) Ibid., 59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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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되고 있는 바는 미메시스가 진실을 추구함에 있어서 진실의 근거가 되

는 원형들의 가치와 권위들을 훼손함으로써 인식적 혼란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프렌더개스트(C. Prendergast)는 관점의 변위

를 요청한다.185)

‘이미지’의 통제되지 않는 증식의 가능성, 즉 미메시스에 의해 벌어지

는 무한한 표상의 전개에서 위험에 처하는 것은 올바른 의미의 ‘구분

(division)’과 계급적 분류(classification)이다. 모든 것과 모든 사람들은

그것의, 그의, 또는 그녀의 ‘올바른(proper)’ 위치에 있어야한다는 규칙

에 의해 질서를 갖게 되는 사회적 체계에 대해 미메시스적 예술가는

중첩화(doubling)와 증식(multiplication)을 통해 ‘부적절함(impropriety)’

을 도입한다. 그는 동일성의 법칙과 분화의 법칙을 동시에 어지럽히며,

도시의 조직에 근본적인 범주적 구분들의 위계적 체계에 혼란을 가져

온다. 만약 어떤 사람이 목수, 군인, 의사, 왕자를 ‘모방’할 수 있다면,

그 경우 도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유일한 요소인 인지와 분리의 경계

선이 난잡하고 무분별한(차별화되지 않은, undifferentiated) 혼란으로

소실되어 버린다.186)

이런 해석에 따르면 플라톤이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였던 것은 진리

의 문제가 아니며, 그보다는 미메시스가 사회의 존립 근거로서의 경계의

설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한 사회나 집단이 그것의 정체성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분명 외부에 존립하는 것과의 경계를 확정하고자 시

도할 필요, 즉 자신과 다른 것이자 자신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 식별할

필요가 있다. 한 집단은 그러한 타자 확인의 작용에 의해 다시 자신을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무너지는 경계는 사회에 부착된 외면적

경계, 대외적-대타적 규정성이 아니다. 프렌더개스트가 말하는 플라톤의

염려는 미메시스가 사회 구성원들의 고유한 ‘사회 내적’ 위치를 모호하게

만들 가능성에 대한 우려다. 정체성의 형성은 인격의 차원과 사회적 집

185) C. Prendergast, The Order of Mimesis: Balzac, Stendhal, Nerval,
Flaubert,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pp. 9-11.

186) Ibid.,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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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차원을 막론하고 구심점으로서 작용할 일의성 혹은 동일성을 필요

로 한다. 하지만 사회가 내적으로 구성된다는 것은 그 사회의 구성 원리

와 메커니즘이 구성 요소와 구성원들 간의 동질성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

가지로 또한 차이를 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메커니즘은 그것에

기반을 둔 작동이나 과정에서 특정한 순서나 시점, 혹은 작용에 소용될

수 있는 내적 구성 요소 간의 차별화된 특수성을 요구한다. 다시 말해서

어떤 체계에는 그것의 복잡성에 대응되는 구성 요소들의 특수성이 급부

된다. 그런데 만약 사회 내 어떤 구성원의 사회적 역할과 특질이 모방된

다면,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신분과 역할들이 구분될 길이 사라지고 그

들을 구분해주는 규정적 경계 자체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심지어 플라톤이 시에 대해 훌륭한 사람의 모방을 허용하는 예외를 두는

듯 서술한 경우에도 해당된다.187) 근시안적으로는 선하고 훌륭한 사람을

모방하는 행위가 도시 국가의 체제(πολιτεία)에 유익할지 모르나, 통제

와 제한이 따르지 않는 모방의 계속적 진행은 선한 사람과 그를 모방한

사람을 결국 구분할 수 없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플라톤 역시 그 모

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면서도 동시에 “규범들에 의거해서”188) 모방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의 구성 요소로서의 구성원의 역할,

직업, 신분과 같은 경계가 희미해진다는 것은 사회를 구성하는 원리 혹

은 메커니즘의 정지를 초래하며, 곧 사회 존립의 기반이 침하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회의 내적 차이 혹은 내적

규정성인데, 이처럼 내적 규정성을 상실하게 된 집단은 바깥으로부터의

잠식과 침탈이 아닌 내적 규정의 유실에 의한 혼란과 내부로부터 시작되

는 붕괴에 이름으로써 존속에 실패하게 된다.

플라톤이 미메시스를 추방하고자 하는 이유는 사회적 질서를 구성하는

내적 경계 자체가 모호해짐으로써 사회가 위기에 처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는 이런 해석은, 프렌더개스트의 주장대로 “형이상학적이라기보

다는 정치적” 문제이며 또한 “진리의 문제라기보다는 분류법의 문제”라

187) Plato, 『국가(政體)』, S. R. Slings 편, 박종현 역주, 파주 : 서광사, 2007,

398a-398b.

18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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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189) 하지만 그와 같은 정치적 진단의 기저에

는 미메시스 작용 자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성립하는지에 대한 개념적 이

해가 암장(暗葬)되어 있다. 미메시스 개념 자체에 대한 일반적 이해 및

그것이 통상적으로 고찰되어온 양상은 오랜 시간에 걸쳐 일방성을 그 특

징으로 해왔는데, 플라톤에게서와 마찬가지로 미메시스는 대개 두 대상

사이의 동일성이 증대되는 현상이자 모델에 대한 일종의 반복으로 간주

되어 왔던 것이다. 미메시스가 답습, 흉내, 재현, 의태 등 어떤 양상으로

나타는지 불문하고, 작용의 기체가 되는 것들 사이의 유사성에 대한 주

목이 미메시스를 바라보던 주된 시선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여타의 동화작용과 달리 미메시스에서는 이

동일성 확보에 있어 모델이자 모방 대상이 되는 존재의 지위와 권위가

기준으로서 우선시 된다는 점이다. 그 결과 미메시스에 있어서는 다만

모델로부터 작용의 모든 규정성들이 연원하는 것으로 이해되곤 한다. 개

념적 고찰의 차원에서 봤을 때 미메시스의 이런 양상은 다음 하단의 도

식과 같이 모종의 맥락적 배경 속에서 서로 다른 두 개체를 식별할 수

없게 만드는 결과, 즉 식별 불가능성을 낳기도 한다.

이 도식은 미메시스가 진행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미메시스의 각

단계를 나타내는 직방형들에 속한 한 쌍의 원들 중에서 왼편에 자리한

원은 모델에 해당되는데, 미메시스가 모델 중심적 동화작용이란 것을 나

타내듯이 그 원은 전 과정에 걸쳐서 하등의 변화도 일으키지 않는다. 그

에 반하여 오른편에 위치한 원은 자신은 보유하지 못했으나 모델에는 존

재하는 성질들을 생산하며―그것이 역으로 기존의 속성들의 제거와 폐기

189) C. Prendergast, The Order of Mimesis: Balzac, Stendhal, Nerval,
Flaubert,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p. 10.



- 110 -

를 의미할 수 있음에도―점진적으로 모델과의 유사성 관계를 심화시켜

간다. 도식의 세 단계 중에서 첫 번째 단계는 모방 대상과 모방자, 즉 미

믹(mimic) 사이에 색채와 관련한 차이가 성립하는 상태를 나타낸다. 그

러나 이는 서로 다른 색을 갖고 있는 상황을 지시하지 않으며, 그보다는

색을 지니고 있는 모델과 색을 전혀 결여하고 있는 미믹을 표현하고 있

다. 그리고 미메시스가 차츰 전개되면서 미믹은 모델에 따라 색을 띠게

되며, 그럼으로써 색채를 보유한다는 모델과의 동일성을 확보하게 된다.

도식의 두 번째 단계가 바로 그런 상황을 그리고 있다.

하지만 미믹은 색을 가졌다는 점에서는 모델과 동일해졌음에도, 모델

의 색과는 다른 색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차이를 보이게 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미믹이 모델의 그것과 전적으로 동일한 색을 갖게 됨

으로써 색이라는 차원에서는 완전한 동일성에 이른다. 그러나 동시에 도

식의 마지막 단계는 그런 동일성의 생성이 서로 다른 개체들을 구별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 즉 서로

다른 개체임이 분명하게 드러났던 미메시스 작용 이전의 상황과 달리 이

제는 동일성이 너무 증대되어서 개체들의 차이를 인지하기 어렵거나 아

예 다른 개체들로 식별하는 것조차 난망하게 된다.

도식을 통해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미메시스에서 미믹은 모델을 닮

아야할 원형적 대상으로 승인하고 그것에 조응해 간다. 그리고 두 개체

는 최종적으로 모방이 이루어진 차원―이를테면 색조―에 있어서 동일화

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런데 도식에 따르면 이런 동일화가 치닫는 결과

는 양자의 비교가 성립하는 배경 하에서 인식적 구별을 위한 최소한의

차이조차 성립하기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다. 하지만 극단적 동일성의 추

구는 여기서 중지되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은 심지어 A=B와 같이 서로

다른 개체 사이에서 성립하는 동일성이 아니라 한 개체의 자기동일성으

로까지, 즉 완전히 단일한 하나의 개체의 동일성으로까지 수렴될 수 있

다. 동화작용이란 극단에서는 개체적 경계 자체를 무너뜨리고 그것의 설

정을 전혀 불가능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러므로 동일성의

증대로서의 미메시스는 점점 모델과 미믹의 구별을 불가능하게 할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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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기존의 미믹의 자기동일성이 폐기되고 모델의 자

기동일성으로 미믹이 편입됨으로써 개체성을 상실하는 것을, 즉 자기동

일적 개체성의 전적인 갱신을 야기한다.

모델과 미믹 사이의 구별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과 사회 내 구성원들의

고유한 역할이 불분명해지는 것, 이 양자의 상응은 미메시스에 플라톤이

내린 부정적 평가와 인식을 공유할 가능성을 열어준다. 프렌더개스트에

의해 재해석된 플라톤의 비판은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에 근거한 사

회의 내적 차이들을 명료하게 규정해주는 경계를 전제한다. 그리고 그에

따르면 미메시스에 의한 동일성의 증대가 이 경계의 설정을 둔화시키고

경계를 희미하게 만듦으로써 구성 요소들의 구분을 불분명하게 만드는

상황을 초래한다. 따라서 플라톤의 이런 비판은 상기 도식에서 살펴본

미메시스의 전개 양상을 전제로 한다. 그는 동화 작용으로서의 미메시스

가 끊임없는 동일성의 점증과 차이의 점감을 일으킨다는 인식을 바탕으

로, 그에 따른 결과로서 미메시스에 의한 여하한 사물, 대상, 개념, 정체

(政體), 사회적 역할과 같은 것들이 지닌 규정적 경계 자체의 소멸, 그

중에서도 사회를 지탱하는 내적 차이들의 상실을 예견한 것이다.

플라톤이 진리에 대한 직접적인 인식과 통찰에 대별되는 단순한 모조

로서의 미메시스가 의도적이든 아니든 인간을 진리와 형상으로부터 멀어

지게 만든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이다.190) 그리고 이는 플라톤이 갖고 있

던 매개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최소한 진리 인식의 문제에 관해서 만큼

은 뚜렷하게 관찰되는 부정적 인식―과 결부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

다. 일반적으로 어떤 대상들 사이에 매개성이 틈입할수록 그 대상들의

관계에는 거리가 발생하며 직접성은 감퇴한다. 이러한 매개성과 직접성

의 반비례적 성격에 비추어볼 때, 미메시스의 매개적 성격이 직접적 진

리로부터의 유리로 귀결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인식론적 차원에서 플라

톤이 미메시스를 폄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그러나 플라톤의 미메시스 비판은 미메시스에 대한 인식론적인 조망에

190) Plato, 『국가(政體)』, S. R. Slings 편, 박종현 역주, 파주 : 서광사, 2007,

597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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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매개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의 비판에는 그

보다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성립하는 미메시스 자체에 대한 이해가 영향

을 미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피아의 구별은 물론이거니와 여하한 존재

자들의 존립의 가능조건 자체로서의 경계적 질서가 문제시 될 때, 미메

시스가 동일성의 증대 작용으로서 그 경계를 소거하게 된다는 이해에 플

라톤의 시인과 예술가들에 대한 부정적 시선의 뿌리가 존재한다는 것이

다.

미메시스적 재현의 가능성과 그 정도에 관한 논의를 첨언하자면, 플라

톤은 생산적 행위가 이데아(ιδεα)를 완벽하게 재현할 수 없다는 견해를

표하기도 했다.191) 이는 미메시스와 같은 재현의 행위가 최대한의 가능

성을 발현시킨 상태에서도 형상에 비해 그저 열악한 정도의 모사품을 만

들어내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플

라톤의 국가론에서 미메시스가 터부시 되거나 시인들의 추방이 주창될

이유는 엄밀하게 말하자면 부재한다. 그 조야함 탓에 미메시스는 개체성

의 상실을 일으키는 동일화라는 극단에 이르러 사회를 완전히 붕괴시키

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미메시스는 여전히 미믹과 모델 사이의 서로 다른 개

체적 구분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고유성, 원형성이 어느 쪽에 귀속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재언하자면, 미메시스는 존재적

규정성을 소거하지는 못할지라도 인식적 차원에서의 규정성을 불분명하

게 만들어 식별을 어렵게 만들 수는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메시스가

사회 구성원의 본연의 위치와 고유성의 전적인 망실을 야기한다는 혐의

를 벗어날 때조차, 그것들의 호도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만한 충분한

이유가 존재한다. 미메시스를 바라보는 플라톤의 시선은 그렇게 모델과

미믹 사이에서 방황하게 될 고유성 귀속의 문제에 의해 불안하게 흔들린

다.

191) Ibid., 596a-596b.



- 113 -

b) 지배적 이데올로기의 증식으로서의 미메시스

플라톤 이후 미메시스 개념은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또 이론적 변위

를 겪는데, 특히 현대에 이르러 미메시스에 관한 이론적 태도에서 주목

할 만한 변화가 관찰된다. 그 일례로서, 폴 드만(Paul de Man)은 문학과

미학을 구별하고자 하는데, 그는 “우리가 이데올로기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히 언어적 실재와 자연적 실재의 혼동”이라고 말하며 문학을 미학의

하위에 종속시키는 행위가 바로 그런 혼동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한

다.192) 그는 이런 미학과 문학의 구별을 미학이 근본적으로 미메시스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문학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확인한다. 즉 미메

시스란 문학에서 본질이 아니며 다만 문학적 소재들 중 하나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에서의 미메시스는 “동

음이의어를 사용한 언어적 유희(paronomasis)”193)와도 같이 모사 대상에

대한 동일성의 주장 없이 모델을 미끄러져 간다고 그는 말한다. 이런 폴

드만의 주장은 문학이 언어적 실재임에도 마치 자연적 실재성을 갖는 것

처럼 간주되는 것을 해체해야한다는 전제 하에서 전개되며, 바로 그러한

이유로 미메시스는 문학적으로 경시되는 것이다. 즉 폴 드만은 미메시스

적 계기가 언어적 실재와 자연적 실재 사이에서 작동함으로써 양자 간의

친연성을 증대시키고 결국은 양자의 혼동으로서의 이데올로기를 공고화

한다고 보기 때문에, 미메시스에 근본적 지위를 부여할 수가 없었으며

그것을 차용할 경우에도 의도적으로 대상을 직접 지시하지 않는 유희의

형태로만 인정했던 것이다. 따라서 그에게 미메시스란 배척해야할 어떤

고착의 계기다.

마틴 제이는 미메시스에 대한 이와 유사한 시각이 오늘날 자칭 혹은

타칭 포스트구조주의자로 분류되는 연구자들에게서도 발견된다는 것을

지적하며 그들을 한 데 묶어 다음과 같이 논한다.194) 그에 따르면 바르

192) Paul de Man, The Resistance to Theory, Minneapolis :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6, p. 11.

193) Ibid.

194) M. Jay, "Mimesis and Mimetology: Adorno and Lacoue-Labarth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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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R. Barthes)는 차이를 생성하는 끊임없는 유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이자, 모델의 우위와 권위에의 지시와 단순한 반복에 불과한 것으로 미

메시스를 파악한다.195) 이와 맥을 같이 하여, 데리다(J. Derrida)가 숨겨

진 일의적 의미와 텍스트의 주제적 중핵(中核)을 발견하려는 행위에 대

해서 그것이 기존의 존재론을 재확인함으로써 그것의 공고화에 기여하는

미메시스적 독해이자 형이상학적 미메톨로지즘(mimetologism)이 아니냐

고 물었을 때,196) 제이는 여기서 미메시스에 대한 바르트와 유사한 이해

를 발견한다. 들뢰즈(G. Deleuze)와 가타리(Guattari) 역시 미메시스는 경

직된 복제품을 생성하는 역할 외의 다른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보면서

자신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자유로운 유목적 공간으로서의 삶과 대비

시킨다.197) 경직된 복제품을 생산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주인의 논리이며

자유의 박탈의 상징인 동시에 그것을 심화시키는 명령이다. 그래서 리오

타르(J. F. Lyotard)는 이른바 주인의 법과 그 기제를 어지럽히는 행동에

대해 예찬하면서 미메시스를 그 법과 동일시했던 것이다.198)

이 ‘포스트구조주의자’199)들은 공통적으로 미메시스가 기존의 지배적

질서의 유지와 확산에 대해 핵심적인 기능을 공여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들에 따르면 미메시스는 단순한 모조품의 재생산자이자 복제물을 대량

으로 생산해내는 처리과정을 지닌 공장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렇게

The Semblance of Subjectivity: Essays in Adorno's Aesthetic Theory,
edited by Tom Huhn and Lambert Zuidervaart, Massachusetts : MIT

Press, 1997, pp. 29-30.

195) R. Barthes, S/Z , Paris : Seuil, 1970, p. 145.

196) J. Derrida, "The Double Session" in Dissemination, trans. Barbara
Johnson,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1, p. 245.

197) G. Deleuze and F. Guattari, Mille plateaux, Paris : Les Editions de

Minuit, 1980, p. 144.

198) Jean-François Lyotard, "On the Strength of the Weak" in Toward the
Postmodern, edited by Robert Harvey and Mark S. Roberts, Atlantic

Highlands : N.J:Humanities Press, 1993, p. 69.

199) 본고에서는 논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제이의 용법을 좇아 이들을 잠정

적으로 포스트구조주의자라 이름할 것이다. 이런 명명은 그 명칭에서 기인하

는 어떠한 결정적 확정―수정과 적확한 이해로의 갱신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러한 확정―도 그들의 사유에 대해서 의도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논의 전

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속칭을 따르는 것에 불과함을 밝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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닮은꼴에 불과한 산물들에 의해 특정 대상이 무비판적으로 재생산 되고

답습되면, 그 모방 작용의 지시체는 점차적으로 모범과 전형의 지위를―

심지어는 그것이 위조의 성격을 지녔다고 하더라도―획득해 가게 된다.

즉 미메시스가 범례와 원형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미메시스를

통해 따라야할 범례가 생성되어버리고 없었던 진본이 가공(架空)되는 것

이다. 인간이 증식과 확대 재생산 되는 대상을 보고 그것에 권위를 부여

하는 것은 인간 본성에 새겨진 추종적 습성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추

론적으로 어떤 것이 재생산된다는 사실로부터 그 대상이 모범적 존재임

을 알려주는 징후적 현상이라는 해석을 이끌어내기 때문일 수도 있다.

원인이 무엇이건 간에 그를 통해 발생하는 효과는 ‘복제/강제’된200) 정상

상태의 유형, 모범적 행동 원리, 사회 규범과 같은 지배 논리의 안정화라

는 것이 이들의 사유다.

주목할 만한 것은 여기서 언급된 포스트구조주의자들의 미메시스 비판

이 플라톤의 그것과 완전히 반대의 결과를 예기한다는 점이다. 플라톤은

미메시스를 사회의 안정성을 뒤흔드는 기제로 보았던 반면, 포스트구조

200) 복제는 복제물이 복제 대상의 규정성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

는다. 복제물이 갖추어야 하는 규정성은 전적으로 복제 대상으로부터 비롯해

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복제물이 그 규정성, 규정적 내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자기화하는지, 그 규정적 내용을 ‘가져오는 방식’에 대해서는 불문하지만, 그

규정성이 갖는 내용 자체에 관해서는 일말의 자의성도 허용하지 않는다. 그

것을 벗어난다면 이미 더 이상 ‘복제물’이 아닌 것이다. 강제성의 관계에서

강제 당하는 자 역시 강제하는 자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하

지만 강제 당하는 자가 수용해야하는 그 강제성의 내용, 또는 그 강제적 명

령의 규정적 내용은 복제의 경우처럼 반드시 강제하는 자가 자신의 것으로

삼고 또 보유하고 있는 규정성을 따를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것은 강제하는

자의 규정성과 전혀 상관없는 것일 수 있다. 다만 강제성의 관계에서는 강제

당하는 자가 따라야할 것은 오로지 강제하는 자의 의도로부터 비롯해야만 할

뿐이다. 즉 복제의 경우에는 복제 대상의 ‘규정성에서의 이탈’이 불허되는 한

편 강제에서는 명령자의 ‘의도에서 이탈’하는 것이 불허되지만, 복제와 강제

는 공히 이탈 불가능성을 대상에게 요구한다는 공통분모를 지닌다. 바로 이

복제와 강제의 인접성이 포스트구조주의자들의 미메시스 개념에 대한 부정적

이해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이 나의 판단이다. 포스트구조주의자들의 비판에

따르면 복제가 거듭될수록 규정성에서의 이탈 불가능성은 어느새 반드시 그

렇게 복제해야만 하고 따라야만 하는 것처럼 현상함으로써 강제성의 이탈 불

가능성으로까지 확장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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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자들은 반대로 미메시스가 지배적 이데올로기의 고착을 야기한다고

우려한다. 동일한 개념에 대한 반성이 이렇게 극명한 대비 구도를 가시

화한다면, 독자는 적어도 양쪽의 개념들이 미메시스라는 표층 차원의 희

박한 외피만을 동일하게 두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볼 수 있다. 이

러한 의심을 좇아 미메시스 개념은 다시금 도식을 통해 전개 양상의 검

경(檢鏡)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 도식에서 모델을 모방하는 미믹은 자신이 추구할 수 있는 가능한

최대의 유사성을 재현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러한 최종적 목표에 이르렀

을 때 ‘A=B’라는 동일성 표현 양식을 빌어 그 관계가 일컬어질 수 있을

정도로 둘은 규정성의 근접을 실현시키게 된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도

식과 달리 이 도식에서는 미메시스 작용이 진행된 상태에서도 구별은 오

히려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더군다나 이 두 개체는 각각 복제물과 원

본을 의미할 텐데, 복제물이 원본과 서로 다른 개체인 상태에서 추구할

수 있는 양자 사이의 최대한의 유사성을 획득한다고 하더라도, 그 작용

은 절대적 의미에 있어서의 동일성으로까지 전개되지는 않는다. 모델과

미믹은 서로 독립적인 개체로서 유사함과 동일성의 관계를 맺을 뿐이며,

하나의 개체로 합일되거나 그렇게 될 것으로 오인되지는 않는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미메시스는 미믹이 견지하고 있던 기존의 개체성의 상실

및 개체성의 갱신―모델의 개체성으로의 병합―으로서의 무차별적 동일

성, 다시 말해서 양자가 각각 확보하고 있던 개체로서의 고유한 독립성

과 차별성마저 스스럼없이 융합시켜버리는 동일성을 종착지로 삼지 않는

미메시스다. 이 경우 서로 다른 두 개체는 미메시스 작용을 통해 유사성

이 증대됨으로써 자신을 규정하는 내용적 변경과 더불어 상대적 위상 및

관계의 변화를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자기동일적 개체



- 117 -

성마저 잃거나 또는 자신의 정체성 및 고유한 한계와 경계까지 잃지는

않는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종류의 미메시스에 대해 무차별적 동일

화가 아닌, 서로 다른 개체의 가장 기저에 놓인 고유성, 혹은 최소한의

차별성은 침해하지 않는 제한된 동일성, 차별적 동일성의 미메시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상술한 미메시스의 전개 양상과 플라톤이 염두에 둔 미메시

스는 그 작용에 제한이 가해진다는 점에서 상이하다. 그리고 이 상이함

이 플라톤과 포스트구조주의자들이 미메시스에 대해 취한 태도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원인이자 그것을 설명해주는 근거가 된다. 플라톤의 미메시

스가 원형성의 침해자였다면 포스트구조주의자들의 미메시스는 모범형의

옹립자이다. 따라서 그들의 미메시스는 플라톤의 미메시스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무차별적 동일성일 수 없다. 어떤 것이 원형과 전형으로서의

독점적 지위와 권위를 가진다는 것은 그것에 예속 및 종속된 것들과의

차별적 관계가 전제됨을 뜻한다. 원본과 모조의 관계가 어떤 강제성을

띤 예속적 성격을 탈피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모조는 최소한 원본과

참조적 관계(reference)를 형성하며 그 원형을 지시할 수 있어야만 원형

의 원형성(originality)이 보장된다. 역으로 모델과 미믹이 개체적 독립성

마저 상실하며 동화되어버리거나, 여하한 구별이 전혀 불가능한 동일화

가 진행된다면, 어떤 모델도 원형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가공의 권

위를 만들어낼 수 없다. 즉 모델과 미믹 사이의 최소한의 구별이 문제의

핵심이다. 포스트구조주의자들이 기존 지배 체제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미메시스의 역할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최소한의 차별성을

그 한계로 갖는 미메시스, 혹은 개별성을 고수하는 동일화로서의 미메시

스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양자의 이와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

메시스 작용 자체가 지향하는 방향성만을 비교한다면, 분명해보였던 차

별성이 도리어 퇴색한다. 포스트구조주의자들이 바라본 대로 미메시스가

모델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미믹은 모델에 저항하거나 그로부터의

이탈을 열망해서는 안 된다. 미믹의 모델에 대한 정향이 바로 그 권위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포스트구조주의자들의 미메시스는 플라톤과 최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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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면에서는 이견을 보일지라도, 여전히 동일화를 그 근본 메커니즘으로

삼는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이렇게 공히 미메시스를 동일성의 생산자로 파악하면서도 플라톤과 달

리 오늘날 일단의 포스트구조주의자들은 미메시스가 기존의 질서, 권력

또는 도식 등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지니고 있는 지배적

점유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본다. 더 나아가 단지 지배의

강화만이 아니라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원형을 가공한다는 의심마저 품

고 있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다. 플라톤과 앞서 언급된 현대 사상가들, 혹

은 일부 포스트구조주의자들 사이의 미메시스에 대한 입장 차이는 사회

철학적 관점에서 보아도 가히 대립적이다. 따라서 양자 간에 이와 같은

극명한 차이가 성립하는 원인에 대한 질문은, 그들이 각자 파악하고 있

는 미메시스 개념이 전혀 동일한 개념이 아니며 화해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다른 작용을 미메시스라는 이름 하에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답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미메시스 작용 자체에 대한 앞서의 고찰을

염두에 둔다면, 오히려 포스트구조주의자들의 미메시스 이해는 작용의

한계 지점이 인위적으로 설정된다는 점에서 플라톤의 그것에 비해 동화

작용으로서의 미메시스를 철저하게 그 극단까지 사유하지 못했다는 혐의

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포스트구조주의자들의 견해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플라톤적 미메시스 이해에 대립하는 사유 역시 존재하는

데, 우리는 그 사례를 라쿠-라바르트와 이미 앞서 살펴보았던 아도르노

의 미메시스론에서 발견할 수 있다.

c) 차이를 발생시키는 미메시스

플라톤과의 대칭적인 조망 하에서 근래의 포스트구조주의자들의 미메시

스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았지만, 그들의 해석이 현대적 미메시스 이해에

대한 대유적 위치에 선다고 보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못한다. 우리는

그러한 부적합의 판단의 근거가 되는 사유를 아도르노의 미메시스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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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의 내적 규정성의 붕괴를 우려하는 플라톤과 지

배적 이데올로기의 공고화를 비난하는 현대적 비난을 모두 뒤로하고, 아

도르노는 미메시스 개념의 긍정적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성찰했다. 그에

게 있어서 미메시스란 총체적 지배를 실현시키는 “이성에 의해 규정되는

것에 저항하는” 비판적 미메시스이면서,201) 또한 개념적 동일성에 의해

억압되어 있던 “객체의 특수성 속에서 대상을 경험하게 하는” 실천적 원

리였다.202)

이런 아도르노의 미메시스 개념은 타자성의 지향이라고 특징지을 수

있다. 그러나 이 타자성의 지향은 엄밀히 말하자면 미메시스를 통해 차

이와 타자성이 발생한다는 것은 아니다. 아도르노가 기본적으로 취하고

있는 미메시스 개념은 동화를 의미한다. 다만 그것은 타자를 주체의 동

일성에 복속시키는 구심적 동일화가 아니었을 뿐이다. 아도르노의 미메

시스 개념은 동일화에 있어서 타자를 모델로 삼는 원심적 동일화 작용이

다. 하지만 우리가 아도르노의 미메시스 개념에서 이중성을 발견했던 것

또한 사실이다. 그리고 그 이중성은 미메시스적으로 대상에 순응함으로

써 그것과의 동일성이 증대되는 긍정의 양상과, 역으로 그 미메시스에

의해 대상을 부정함으로써 미메시스의 주체와 대상 사이에 차별적 계기

를 마련하는 저항적 양상 간의 이중성이었다. 우리는 여기서 대상 부정

의 계기가 동화 작용으로 이해되는 전통적 미메시스 개념에 이질적이라

는 것에 착안해야 한다. 미메시스와 같은 타자 중심적 동화작용이 타자

를 긍정하며 수용하는 것을 자신의 본질로 삼고 있기 때문에, 대상과의

차별성을 만들어내는 부정의 계기는 미메시스 개념에 이질적으로 보인

다. 따라서 실상 아도르노의 미메시스론은 미메시스 개념과 배치되는 요

소들을 거듭 자신의 것으로 삼고 전개되었던 것이며, 그것을 분명한 문

제로 부각시켜 주제화한 것이 칸의 비판이었던 것이다.

201) R. Bubner, "The Central Idea of Adorno's Philosophy", in The
Semblance of Subjectivity: Essays in Adorno's Aesthetic Theory, edited
by Tom Huhn and Lambert Zuidervaart, Massachusetts : MIT Press,

1997, p. 163.

202) W. M. Lüdke, Anmerkungen zu einer <Logik des Zerfalls>:
Adorno-Beckett, Frankfurt am Main : Suhrkamp, 1981, p.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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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메시스로부터 차이의 계기를 발견하는 건 아도르노만이 아니

다. 라쿠-라바르트는 사변적ㆍ절대적 관념론과 비극의 연관성에 대해 고

찰하면서, 미메시스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을 관찰한다. 그에

따르면, 형이상학적 관념론과 비극 모두의 기저에 흐르고 있는 내적 논

리는 미메시스의 그것과 다른 것이 아니며, 이와 같은 사태는 “그것이

‘고대의 것의 모방(imitation of the Ancients)’이라는 의미에서의 ‘모방’의

문제이건, 아리스토텔레스적 미메시스인 포이에시스(ποίησις)의 양상으

로서의 미메시스의 문제이건” 어떤 층위에서 검토하더라도 마찬가지이

다.203) 중요한 것은, 사변적 관념론이 불가분적으로 주체의 이론, 예술

이론, 역사 이론으로 전개되는 이유가 정확히 이 미메시스적 논리에 근

거하고 있다는 것과, 또한 동시에 그러한 형이상학적 동일성에 봉사하는

미메시스의 논리인 미메톨로지(mimetology)를 비극 또는 비극에 관한

이론이 다시 ‘극복(overcome)’할 수 있게 하는 요인 역시 미메시스라는

것이다.204)

동화와 극복이 함께 성립한다는 점에서, “이것은 단적으로 역설의 논

리의 얼개가 바로 미메시스의 구조라는 것을 의미한다.”205) 그런데 미메

시스가 대상을 극복한다는 것은 그것이 단조로운 동일성의 생산 작용에

지나지 않을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다. 미메시스가 절대적 관념론의 사변

적 전개의 기저에서 작동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극복하고자 한

다면, 미메시스 작용에 모방 대상과의 차이가 발생할만한 여지가 존재해

야만 하는 것이다. 이에 라쿠-라바르트는 미메시스에 차별화의 계기가

존재함을 분명히 밝힌다. 그는 미메시스를 전적인 동일화 작용으로 이해

하거나 일차원적인 유사성의 생산자라고 파악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미메시스에서 대상 부정의 계기 즉 차별화의 메커니즘을 발견한다. 그는

미메시스가 차이를 발생시키는 내부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밝히며, 서로

다른 개체가 닮아가는 과정이 단지 유사성과만 관련된 것은 아님을 주장

203) P. Lacoue-Labarthe, Typography: Mimesis, Philosophy, Politics, edited
by Christopher Fynsk, Havard University Press, 1989, p. 214.

204) Ibid., pp. 214-215.

205) Ibid., p.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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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복제, 재생산, 배우의 기술, 미메티즘(mimetism), 변장, 대화체의

글쓰기 등 어떤 층위의 미메시스를 취하더라도 규칙은 언제나 동일하다.

그것은 닮으면 닮을수록 더욱 달라진다.”206) 다시 말해서 미메시스는 단

지 두 대상을 거의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유사하게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구별 가능성이 증대되게끔 만들기도 하는 것이다. 미메시스가

차이와 구별을 발생시킨다는 라쿠-라바르트의 주장은 동일화를 축으로

하는 전통적 미메시스 개념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유사성과 동일화를

동시에 주장함으로써 마치 칸이 아도르노의 미메시스론에 대해 지적한

것과 같은 모순을 범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만약 그가 말하는 미메시스

작용을 도식화하여 검토해보는 시도에서도 모순적 정황이 포착된다면,

그때 우리는 정당하게 라쿠-라바르트의 미메시스론이 모순적 오류를 담

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에 따라 명백히 무의미한 주장으로 치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도식에서 미믹은 모델을 모방하며 유사성을 확보해간다. 포스트구

조주의자들의 관점을 설명할 때 이 도식은 그들이 말하는 유사성의 확보

가 무차별적 동일성으로까지 치닫지 않는다는 전제를 지니고 있었음을

명시하는 의미가 있었다. 이 도식에서 미믹이 자신의 고유한 색을 보유

하지 못한 상태로부터 점차 검은색에 가까워져 가는 과정을 거쳐 완전히

같은 색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미메시스 작용의 최종적 단계에서 양자는

여전히 독립적인 개체로서 구별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를 통해 모델에

권위를 부여하는 참조적 관계가 성립할 수 있었다.

그러나 라쿠-라바르트의 사유는 이 도식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가

능성을 제시한다. 엄밀히 말하자면 도식의 세 단계 중 가장 왼쪽의 첫

206)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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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단계는 애초에 두 개체가 서로 다른 개체라는 것이 분명히 식별되

지 않거나 구별이 분명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사태를 지시할 수 있다. 그

리고 구별과 식별의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모종의 맥락을 공

유하지 못하거나 같은 장(field) 위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비교는 물

론이거니와 애초에 어떤 차이와 동일성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까

지 의미할 수 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첫 번째 단계에서 미믹에 해당

하는 오른쪽 원이 색이라는 속성 자체를 전혀 결여하고 있는 상태를 나

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최소한 색이라는 맥락에 있어서는 양

자가 어떻게 같고 다른지에 관한 여하한 비교도 성립할 수 없다. 그러나

비교 불가능성은 그저 색상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인지 가능한 대상들을 전제로 한 위치,

크기, 형태 등에 관한 비교 역시 불가능하게 된다. 즉 여타의 인지 수단

을 가지지 못한 채 시각에 의한 정보 습득에만 의존하는 인식 주체를 가

정한다면, 그는 미믹의 존재 여부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체의 비교

불능 상태에 처하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 미믹은 색을 발함으로써 차츰 모델과의 동일성을 확보

하며 점차 미메시스의 다음 단계들로의 진행이 이어진다. 포스트구조주

의자들은 이 진행 과정에서 동일성의 증대를 보았지만, 라쿠-라바르트는

이런 변화에서 새로운 맥락 위에 수립되는 차이의 발생과 구별 가능성의

증대를 발견한다. 미믹이 색상을 보유함으로써 두 개체는 기존에 지니지

못했던, 양자 모두 가시적 색상을 가진 개체라는 동일성의 관계 속에 자

리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단지 동일성만을 발생시키는 이행(Übergang)

이 아닌데, 그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그것이 바로 동일성을 발생시키는

이해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즉 ‘색을 가진 개체와 그렇지 못한 서로 다른

개체’라는 관계로부터 ‘양자 공히 색상을 지닌 개체들’이라는 유사성이

확대된 관계로의 진행되는 것이 그 관계를 동일성의 증대에만 그치지 않

게 한다. 처음 미믹과 모델의 관계는 색상이라는 맥락을 공유하지 못하

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맥락의 차원에서 견주어짐으로써 양자 간의 모종의

―색채라는 맥락 하에서의―동일성과 차이가 성립할 수 없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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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는 처음에는 색채 자체의 보유 여부에서 차이를 보였지만, 미메시스

이 전개 이후 가시적 색상을 가지고 있다는 동일성을 지님과 동시에 색

상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맥락을 갖게 된다. 즉 새로이 생성된 동일성이

맥락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맥락이 색의 종류에서 또 다른 동일성과 차이가 성립

할 수 있는 기반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미메시스를 통해 미믹이 색이라

는 성질을 지님으로써 ‘색상의 보유’라는 모델과의 동일성을 확보했지만

그 색에 있어서는 구별됨으로써 색상의 차이라는 새로운 관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미메시스 작용에 의해서 새로운 차이가 발생한다

는 것인데, 이와 마찬가지로 구별 가능성의 생성 혹은 증대 역시 미믹이

기존에는 참여하지 못하던 맥락에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미믹은 처

음에는 색채를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시적 차원에 있어서 모델과 비

교될 수 없었다. 이는 곧 공통된 맥락의 성립 없이는 구별 가능성의 발

생 자체가 불가능함에 기인한다. 그러나 미메시스 작용에 의해 미믹이

색상을 보유하게 되면 양자는 비로소 시각적 인지라는 틀에 함께 포섭되

고 그 안에서 서로 다른 개체로 분명하게 나타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이를 통해 모델과 미믹 사이에는 새로운 동일성이 개입함과 동시에 종전

의 상황에 비해 양자의 구별 가능성의 증대되는, 정확히 말하자면 새로

운 구별 가능성이 생성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라쿠-라바르트가 주장한

닮을수록 더 구별된다는 명제가 미메시스 작용의 이런 측면에 근거한다

는 것이 본고의 판단이다. 따라서 포스트구조주의자들이 위의 도식에서

나타나는 미메시스의 양상을 서로 다른 개체의 가장 기저에 놓인 고유

성, 혹은 최소한의 차별성마저 침해하지는 않는 차별적 동일화의 양상으

로 받아들인 것과 근본적인 차이가 발생한다. 위의 도식은 최소한의 구

별만을 전제한 채 그 한계 내에서 오로지 동일화 공정을 통해 운영되는

미메시스가 아니라, 최소한의 구별과 차별성이라는 요소가 확장되어 적

극적인 차이의 발생으로서 목격되며 그로 인해 구별 가능성 역시 증대되

는 미메시스를 나타낸다.

지금까지의 고찰에 따라 본고에서 논의된 미메시스 이해와 관련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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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적 대립의 국면은 전환을 겪는다. 체제에 서로 상반된 방식의, 하지만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메시스 개념의

서로 다른 이해들 간의 대립이 플라톤과 포스트구조주의자에서 발견되었

을 때, 그 대립은 무차별적 동일화와 최소한의 한계점을 갖는 동일화 사

이의 대립이었다. 이 대립은 이제 타자에 완전히 병합되는 동일성으로

치닫는 동화 작용과 동일성의 추구 속에서도 차이와 구별 가능성을 만들

어내는 작용 사이의 대립으로 전환된다. 즉 플라톤의 이해와 같이 종국

에는 구별 및 개체적 존립마저 불가능하게 만드는 기제와 다른 한편으로

는 그에 못지않게 이종적 관계 방식을 생성해내는 메커니즘 간의 상충이

미메시스를 재구성한다. 이러한 미메시스에 대한 모순적인 이해들이 보

여주는 갈등은 어떤 이론적 선택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다시 말해

서 미메시스에 대한 무모순적 이해를 도모한다는 것은 대립적 이해들 중

어느 한 쪽만을 택하여 그 반대의 의견은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폐기

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인다.

2. 미메시스의 근본적 양면성

앞 장에서 다룬 미메시스에 관한 두 종류의 도식 사이에 다소간의 차이

는 있었지만, 미믹과 모델 사이에서 벌어지는 동화작용 자체의 성격과

방향성만을 본다면 어떠한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다. 두 도식 모두에서

동일하게 미믹이 모델에 닮아감에 따라 모델에 동일화의 기준을 두는,

대상 중심적 동화작용으로서의 미메시스가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도식은 구별 가능성의 증감 및 동일성과 차이의 발생에 있어서 상반

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렇다면 서로 대립되는 결과의 원인이 되는 차이

를 작용 외적인 요소로부터 찾아야할 것이다.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작용

들임에도 다른 결과를 산출했을 경우, 일반적으로는 작용의 주체와 대상

과 같은 작용의 기체들의 측면에서 변경된 요소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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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 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도식들이 보여주듯 동일한 미메시스 작용이

다른 결과에 이르게끔 만드는 것은 작용의 기체들로 일컬어지는 것들에

서 발생하는 차이가 아니다. 두 도식에서 미메시스 작용의 기준이 되는

모델도,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메시스를 수행하는 미믹도 정확히 동일한

변화의 양상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도식 1.

도식 2.

이제 다시 한 번 두 도식을 잘 비교해본다면, 관찰될 수 있는 유일한

차이는 작용과 기체 어느 쪽에도 있지 아니하며 오직 두 개체 사이의 미

메시스적 이행의 관계가 성립되는 배경이자 장(field)에만 존재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장이란 두 개체의 맥락, 기반, 여백 등 여

타의 호칭으로 불리거나 또는 그 개념들의 의미 영역과의 중첩도 가능하

겠으나, 적어도 그러한 것은 미메시스의 작용 기체들이 서로 관계를 맺

으며 비교되는 지평과 같은 것이 지시되는 한에서만 허용된다. 다만 모

방자와 모방대상, 또는 미믹과 모델이라는 미메시스의 두 공연자들이 관

계를 맺는 맥락적 지평은 단지 특정한 하나의 종류에 국한되지 아니하

며,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지평 하에서 동일한 미메시스 현상이 파악되

고 구성될 수도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그렇다면 미메시스의 두 양

상에서 미메시스의 동화작용 자체의 방향성과 기체의 변화의 국면은 동

일하며, 오직 그 작용의 맥락적 지평에서만 차이가 난다는 사실이 암시

하는 것은 무엇인가? 미메시스 작용이 도식 1과 같은 맥락 하에서 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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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식별하기에 어렵게 만드는 방향으로 진행되면서도, 또 다른 맥락에

서 조명될 경우 동일한 작용이 도식 2처럼 구별을 더욱 분명하게 만든다

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미메시스가 구별 가능성과 차이의 발

생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양상에 도달함에도 그 작용에 있어서는 맥락적

요소 외에 어떠한 것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그 맥락적

요소가 미메시스의 양상들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기능함을 뜻할 뿐이다.

미메시스가 아닌 어떤 작용을 미메시스인 것처럼 오인하여 논의에 끌어

들임으로써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을 배제하기 위해 도식을

검토해 보더라도, 작용 자체만을 논했을 때 두 양상은 어떤 어긋남도 없

는 미메시스적 동화작용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미메시스 개념이 가지

고 있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고려한다면 현 시점에서 미메시스 개념의 정

의를 긍정적 언표의 형식을 통해 완전히 확정하기 어려울 수는 있다.207)

하지만 최소한 미메시스가 아닌 것의 판별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위 도식으로 표현된 작용들에는 타자 중심적 동일화로서의 미메시스

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될만한 어떠한 다른 요인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미메시스의 이중적 양상들은 그것의 맥락적 지평이라는 요소에

의해 결정이 되며, 어떤 맥락과 결부되어 나타나는 어떠한 양상이건―심

지어 차별화 및 차이 생성의 양상마저도―그것들은 미메시스의 고유한

양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미메시스는 본질적으로 양면적

이다.

미메시스를 논한다는 것은 더 이상 미메시스를 모델과 미믹 사이의 작

용이자 관계로만 파악하는 것에 안이하게 머무를 수는 없다. 이는 미메

207) 미메시스 개념의 다양한 변형들은 대상 중심적 동화작용이라는 기본 개념

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미메시스 개념은 이 바탕으로부

터 다소 이탈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의 미메시스 개념은 포이에시스

(ποίησις), 즉 세계를 변형시키고 유지시키는 일종의 생산적 행위와 연결된

다. 그렇기 때문에 미메시스적 실천은 그 행위의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들

의 미를 개선”시키거나, “결점을 가지고 있더라도 장점을 부여”하는 것과 같

은 방식을 취한다. 이는 다시 말해서 미메시스가 대상을 동화작용의 중심으

로 삼고 있지 않으며, 대상은 오히려 미메시스에 의해 보충이 필요한 무엇임

을 의미한다. S. Halliwell, Aristotle's Poetics, London: Ducksworth, 1986,

p. 6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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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 이해가 기체들 사이의 동일성을 중심으로 삼는 것으로는 불충분함

을 의미하기도 한다. 동일성 관계를 ‘A=B’와 같은 표현으로 치환하는 관

습적 이해, 혹은 관성적 사유에서도 나타나듯, 동일성을 축으로 하는 관

계들에 대한 이해는 A와 B라는 작용의 두 기체만이 관계를 구성하는 요

소의 자격을 얻는 이원(二元)적 관계로 이해되기 쉽다. 그러나 미메시스

는 단순히 미믹과 모델 사이에서 성립하는 작용이 아니다. 미메시스의

전개 양상은 둘이 아닌 최소한 세 요소를 꼭짓점으로 하여 작도(作圖)된

다. 그리하여 마치 그것은 두 요소의 연결인 1차원적 선(線)이 아니라,

꼭짓점과 모서리를 갖는 ‘2차원적 면(面)’처럼 ‘양면(兩面)’적 성격을 갖는

다. 즉 미메시스에 대한 이해는 모델, 미믹이라는 미메시스의 작용적 기

체 외의 제3의 차원, 또는 제3의 요소인 맥락적 지평의 간섭을 필수적으

로 인정해야 한다. 미메시스는 미믹과 모델과 그것들의 맥락적 지평이라

는 세 요소 사이에서 형성되는 작용이자 관계인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미메시스의 양상 속에서도 미믹과 모델의 역할이 갖는 의미는

훼손되지 않으며, 맥락적 지평을 어떻게 설정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미

메시스는 동일성의 증대와 그에 따른 구별 가능성의 감쇄를 일으키는 듯

보일 수도 있고 역으로 차이를 발생시키며 구별 가능성의 증대를 일으키

는 것으로 현상할 수도 있다. 미메시스는 본질상 양면적이며, 양면적 미

메시스의 두 양상들은 배중률적으로 어느 한 쪽만이 타당한 것으로 승인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단지 맥락의 설정을 달리할 때 서로

상반된 듯이 보이는 양상들로 나타나는 것일 뿐이다. 또한 만약 미메시

스적 현상이 서로 대립적으로 보이는 양면적 국면들로 관찰될 때, 그 양

상들의 분화를 결정하고 해명해줄 일관된 원리와 요소를 발견할 수 없다

면 미메시스의 양면성의 근본성에 대한 주장은 타당성을 갖출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미메시스의 작용에 있어서 맥락적 요소가 반드시 고려되

어야한다는 것이 인정됨과 동시에 비로소 미메시스의 양면성과 이중성이

자신의 근본적 성격으로 인정될 수 있었던 것이다. 게바우어(G.

Gebauer)와 불프(C. Wulf)가 내놓은 미메시스 개념에 대한 탁월한 통시

적 연구는 그 광범위함과 전문성에 있어서 비할 데가 없는데, 이 문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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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그들은 전체적 검토의 결론으로서 미메시스 개념에 대한 다음

과 같은 이해를 밝힌다.

미메시스적 과정들은 유사성에 근거하지 않는다. 오직 모방하는 쪽의

세계와 다른 세계 사이에서 참조적 관계(reference)가 설정된 후에야

비로소 두 세계를 비교하는 것과 비교의 일치점(terium comparations)

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유사성은 미메시스의 참조적 관계의

결과물이다 ....... 일반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어떤 대상과 사건은 그

것과 모방되는 다른 대상 사이에 미메시스적 참조 관계가 존재할 때에

만 모방 대상의 이미지, 모형, 재현으로 간주될 수 있다.208)

게바우어와 불프는 여기서 미메시스 개념의 핵심이자 중추로 간주되곤

하는 유사성과 동일성이 그 작용에 있어서 근거로 기능하지 않음을 밝힌

다. 그들에 따르면 미메시스에 있어서 유사성이란 일종의 결과물이다. 유

사성을 미메시스의 결과물이라고 표현했을 때, 최종적 목적인(τέλος)으

로서 작용을 이끄는 힘을 갖는 결과물과 혹은 작용에 의해서 생산되는

결과의 종류, 조건, 양상 중 하나에 불과한 어떤 결과물, 이 양자 사이에

서 유사성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 이론적 위치를 확정하기 어려울 수는

있다. 하지만 게바우어와 불프의 주장에 따른다면 적어도 우리는 미메시

스가 자신의 개념적 규정을 유사성과 동일화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그들이 보기에 보다 중요한 것은 미메시스의 기저에는

유사성이 아닌 미믹과 모델 사이의 참조적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참조적 관계란 양자의 일종의 연관성이자 공통의 지반이라고 할 수 있으

며, 그들에 따르면 비교 자체는 이 관계가 선재해야만 성립할 수 있다.

또한 미메시스의 결과물로서의 유사성, 혹은 작용 기체들 사이에서 성립

하는 Tertium comparationis209)이 생산되고 인식되는 것 역시 참조적

208) G. Gebauer and C. Wulf, Mimesis: Culture, Art, Society, trans. Don

Reneau.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5, p. 317.

209) 비교의 세 번째 요소를 의미하며, ‘비교일치점’, ‘비유의 비교점’과 같은 용

어로 번역되기도 한다. 비교되는 대상들 사이에 성립하는 공통적 측면을 가

리킨다. 비교 행위에서 대상들의 공통점이 갖는 중요성 탓에 그것은 마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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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이런 판단은 어떤 접점

과 연관도 없는 서로 다른 대상 사이에는 동일성과 차이라는 가장 추상

적 형식의 관계조차 성립할 수 없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그렇다면 이 참

조적 관계라는 것은 결국 미메시스 현상의 두 기체들이 함께 딛고 있거

나 공유하고 있어야 하는 무엇이라는 점에서, 미메시스에 의해 발생하는

공통점 이전의 공통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미메시스 작용의 근거로서 기능하는 참조적 관계의 게바우어와 불프에

의한 적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로 그것은 미

믹과 모델 사이에서 유사성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두 기체 외에도 미

메시스 작용이 전개될 장, 유사성이 성립될 수 있게 하는 토대로서의 지

평이 요구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즉 참조

적 관계는 앞서 논한 미메시스의 맥락적 요소와 다르지 않다. 둘째로 참

조적 관계라는 요소의 확인은 차별화로서의 미메시스의 성립 조건을 해

명해준다. 미메시스에 의해 발생하는 결과물로서의 공통점과 유사성은

미메시스 작용에서의 참조적 관계, 또는 맥락적 요소라는 모방자와 모방

대상 사이의 공통적 지반과 구별된다. 미메시스의 맥락적 요소와 결과물

모두 작용 기체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

고 그것들은 개념 분석의 차원에서 서로 구별되는 공통점이며, 더 나아

가 공통점의 내용 측면에서도 또한 구별될 수 있다. 우리는 이미 맥락적

요소에 의해 미메시스가 동일화와 차별화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을 관찰했

는데, 바로 이렇게 내적으로 서로 구별되는 동일성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 동일성이 서로 다른 두 차원에서 성립한다는 사실이 미메시스로

하여금 차이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 미메시스에 있어서 작용의 지평, 장, 맥락적 요소는 다양한 것들이

될 수 있으며, 우리는 그 하나의 사례를 코프찬(T. Kowzan)이 ‘도상성

(iconicity)’과 미메시스 개념을 상호 호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비판하며

그것들을 구분할 때 발견할 수 있다.210) 코프찬은 도상적 기호가 유사성

교의 각 대상들로부터 독립적으로 따로 존립하는 별도의 요소처럼 간주된다.

비교의 구조에 속하는 대상들 외의 세 번째 요소로 일컬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생각에 뿌리를 두고 있다.



- 130 -

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며 그것이 미메시스적 기호(signe mimétique)일

수 있는지 묻는다. 그러나 그의 답은 부정적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도상

적 기호는 “모방적 지향성(l'intention d'imiter) 속에서 표현되지 않기 때

문”이다.211) 다시 말해서 그에 따르면 미메시스는 유사성의 관계만을 의

미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그 작용은 지향성(intention)에 의해 규정된다.

그가 의도와 지향성을 본질로 삼고 있는 인공적 기호에 대해 논할 때에

도, 바로 그 지향성 때문에 여타의 기호들은 배제되고 오직 인공적 기호

만이 미메시스의 범주에 속하게 된다.212) 즉 미메시스 작용에 의해 형성

되는 유사성과 별도로 지향적 요소가 미메시스의 내적 구조에 참여한다.

이 지향적 요소는 모방 대상에 대한 지향, 모방 행위의 의도 등으로 나

타나면서, 앞서 논한 맥락적 요소와 같이 미믹과 모델, 또는 미믹과 모델

사이의 유사성과는 또 다른 미메시스의 구성 요소가 되는 것이다.

이제 동일화와 차별화라는 미메시스의 모순적 양상은 미메시스 개념

자체에 대한 근본적으로 갱신된 이해를 통해 다시 파악될 수 있다. 즉

미메시스는 지금까지 맥락적 요소를 배제한 채 이원적 작용으로 이해되

어왔던 것이다. 그 이원적 작용의 한 양상은 플라톤과 포스트구조주의자

들이 이해한 것과 같이 동일성의 생산 작용으로의 미메시스다. 또한 아

도르노의 미메시스론에서 나타나는 미메시스의 종속적 성격 역시 이와

동일한 전제에 기반을 둔다. 그것은 다만 타자의 규정성을 수용함으로써

그것과 유사해지기만 할 뿐이다. 이와 반대의 관점에서 성립하는 이원적

미메시스의 양상은 미메시스를 차별화로 바라보는 것에서 나타나며, 또

한 아도르노의 미메시스론의 저항적 함의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 두 양

상을 별개로 간주하거나 서로 모순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이미 미메시스

에 대한 통념적 이해를 이루고 있었으며, 칸이 아도르노의 미메시스를

전복적 미메시스로 규정할 때에도 역시 작동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들

은 실제 미메시스를 구성하고 있는 맥락적 요소의 양가적 함의를 배제함

과 동시에 그것을 하나의 국면으로 고정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무엇이다.

210) T. Kowzan, Sémiologie du théātre, Paris : Nathan, 1992, p. 69.

211) Ibid., p. 70.

212) Ibid., pp. 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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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시선은 미메시스를 구성하는 요소를 모방자와 모방 대상에 한정시

켜 이해함으로써, 또 다른 요소인 맥락적 지평에 관해서는 그 맥락의 내

용적 성격을 자의적으로 선택하여 제한한 채로 미메시스를 해석 대상으

로 삼는다. 이를테면, 미메시스를 동일성의 생산자이자 구별 가능성의 제

거자이며 안정된 체계를 뒤흔드는 기제로 보는 플라톤의 시선과, 미메시

스의 동일화 작용이 모델으로서의 지위의 강화와 권위적 체제의 안정화

에 기여한다고 보는 시선은 미메시스의 두 양상 중 동일성의 생산이라는

한쪽 양상에만 주목하고서 그것이 미메시스의 전체 모습이라고 오인하는

것에서 비롯한다. 또한 어느 한 양상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미메시스

의 이중적 양상을 동시에 언술한다면, 미메시스를 이원적 작용으로 보는

시선은 그런 언술을 모순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칸이

아도르노의 미메시스론을 검토했을 때 이른 전복적 미메시스 개념이 바

로 이런 경로를 통해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동일화 또는 차별화, 저항 혹은 종속의 기제, 타자의 긍정 또는

부정이라는 이분법적 도식 속에서 미메시스를 어느 한쪽에 해당하는 것

으로 이해하는 시각은 각각 상이한 측면에서 단편적이다. 만약 미메시스

의 동일한 작용이 맥락적 지평에 의해 모순적으로 보이는 상반된 결과를

산출하기도 한다는 점이 이해되었다면, 사상사적으로 나타난 미메시스

개념을 둘러싼 대립은 물론이며 아도르노의 미메시스 개념이 전복적이라

는 주장 역시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바꾸어 말하자면, 대

립적으로 보이는 두 입장들은 미메시스 자체가 양면적 효과와 이중적 양

상을 지닌다는 고찰에 비추어 보건대 각각 일면적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

로는 전적으로 부당하지는 않으며, 그렇기에 양립할 수 없어 배척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존할 수 있다는 지양된 이해로 수렴할 가능성을 의

미하기도 하다. 아도르노의 미메시스론에 있어서도 저항적 미메시스와

순응적ㆍ종속적 미메시스가 전개되는 양상과 그것이 초래할 결과는 극명

하게 상반되지만, 그럼에도 그 각각에 관련된 반성은 각자 나름의 유효

성을 지니며 상호 간의 이론적 폐기를 강요하지 않는다. 즉 아도르노의

미메시스 개념은 칸이 말한 것과 같이 전복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럼



- 132 -

에도 아도르노의 미메시스에 서로 다른 계기와 양상이 존재한다는 그의

포착은 틀리지 않았으며, 그런 포착은 미메시스의 근본적 양면성이라는

새로운 이해 속에서 아도르노의 미메시스론을 독해할 단초를 제공한다.

3. 아도르노의 이론에서 미메시스의 두 양상의 양립

가능성

미메시스는 근본적으로 이중적 양상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상가들에게서 그 한 양상의 편에서만 이해되며 사유되어온 것이 사실

이다. 그와 달리 아도르노는 이미 그의 미메시스 개념에 모종의 모순과

이중성이 개재해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에서도 알 수 있듯, 일면적 미

메시스 개념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있지 않았다. 이제 우리는 의태, 주술

적 미메시스, 합리적 이성과 미메시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 예술에

있어서의 미메시스라는 각 실천적 영역에서 나타나는 아도르노의 미메시

스 개념이 미메시스의 근본적 양면성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앞서 아도르노가 의태에 대해 “생명이 죽음에 동화됨으로

써 존속을 위한 관세를 납부”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는 것과,213) 또한 카

이와와 프로이트를 인용하며 의태를 주변 세계 속에 매몰되려하며 자연

으로 퇴보하려는 경향이자 생명의 내부에 깊숙하게 뿌리를 심고 있는 내

면적 본성이라고 말한 것을 살펴본 바 있다.214) 또한 아도르노는 그와

같은 의태의 사례로 이디오진크라지의 경험에서 주변 사물에 조응하는

신체적 변화 등을 거론했었다.215) 그리고 죽은 것에 동화되는 의태와 이

디오진크라지의 경험에서 나타나는 의태에서는 공히 미메시스의 양면성

213) DA, p. 205.

214) Ibid., pp. 259-260.

215) Ibid., p.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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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디오진크라지를 경험하는 인간은 “머리가 곤두서고 심장의 박동이

멈춰버리는”216) 경직 상태에 빠진다. 아도르노는 이를 “주체의 지배로부

터 다시 빠져나가 ....... 생물학적인 근본 자극들에 자율적으로 순응하

는”217)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움직이지 않는 주변 자연에 동화되는

것”218)이며, 그 부동성과 경직 상태에 순응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직

이 참으로 의미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타자의 생소한 이질성 앞에서 인

간이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는 것이다. 즉 엄습해오는 이질성

을 대면하는 이성적 주체는 자기 자신의 의지와 통제에서 벗어나 마치

타인의 것처럼 변해버린 자신의 경직된 신체를 마주하게 된다. 따라서

“생명체는 스스로로부터 소외된다.”219) 이디오진크라지에 대한 반응으로

서의 의태는 자신의 신체와 이성을 순간적으로 정지시켜 자신의 지배력

을 벗어난 타자이자 이질적인 존재로 만든다. 그렇게 정지된 신체와 정

지된 이성은 미메시스로서의 의태에 의해 이질성에 순응한다. 따라서 이

디오진크라지의 경험에서는 미메시스적 순응이 경직성에의 순응과 이질

성에의 순응으로 중첩된다.

의태로서의 미메시스가 이렇게 타자에 대해 중의적 순응 구조를 가지

고 있다면, 대상을 저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연원하는 지점을 어디서 발

견할 수 있는지 불분명해진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순응하는 자의

측면이 아닌 저항과 극복의 대상의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한 개체

가 타자의 특이성에 의해 자신의 고유한 개체성이 와해될 것을 염려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 기반을 흔드는 타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것을 상정해

야 한다. 즉 그 위협의 주체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특이성을 대상에게 강

제함으로써 고유한 개체성을 압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개

체성의 고유한 영역을 침범해오는 이런 시도는 행위에 의해서 특정 결과

의 도출을 기대할 수 있는 대상을 전제한다. 다시 말해서 개체성의 침입

216) Ibid., p. 204.

217) Ibid.

218) Ibid.

219) Ibid., pp. 20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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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는 고유한 개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타자에 의해 그것이 잠식

되는 변화를―자의건 타의건, 외부로부터 주어진 변화건 자발적 변화건

―겪을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때 고유성의 강탈로 개체성을 붕괴시키려는, 변화의 수용체

를 필요로 하는 힘의 행사 앞에서, 주체는 의태에 의해 경직된 것에 동

화됨으로써 더 이상 변화의 수용체가 아닌 존재가 된다. 즉 이디오진크

라지를 경험한 주체는 엄습해오는 감당할 수 없는 특이성의 침범에 대해

자신의 수용 능력을 정지ㆍ경직시킨다. 생명 활동은 일시적으로 중단되

며, 경직은 마치 어떤 특이성 앞에서도 그저 무표정하게 남아있을 생명

없는 사물들인 양 움직이지 않는 자연을 모방한다. 여기서 의태는 이렇

게 생명체라는 정체성을 포기함으로써 변화의 수용체이기를 포기하는 메

커니즘으로 작동한다. 변화의 수용체임을 인정하는 순간 압도적 타자성

에 의해 개체적 동일성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

다. 그러므로 이디오진크라지의 경험에서 의태는 정체성의 상실 상태에

동화됨으로써 정체성을 보존하는 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정체성의 상실을 일종의 죽음이라고 이해한다면, 이디오진크라지를 경험

할 때 역시 미메시스는 실제적 생명의 위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죽은

것에 동화됨으로써 존속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의태 개념과 죽음의 이러한 관계 하에서, 생명이 죽은 것에 동화됨으

로써 존속을 위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아도르노의 성찰은 미메시스 양면

성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 존속, 삶의 유지란 그 삶의 존폐

여부가 문제가 되는 그 특정한 시점에서 죽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곧 죽

음의 위기가 닥친 순간 그 죽음으로부터 벗어나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

다. 즉 미메시스가 모방 대상으로 삼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의태를 행

하는 생명은 죽은 것과 유사해짐으로써 어떤 대가를 지불하기는 하지만,

그 대신 당장의 죽음으로부터는 벗어나게 된다. 이러한 의태의 전개 과

정은 우선 죽음에 순응하여 사물 및 생명 없는 것들과의 유사성 혹은 동

일성을 확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여기서 발생하는 유사성은 양자

가 모두 생명을 잃은 상태에 임한다는 것이다. 아도르노가 언급했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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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이나 곤충의 죽은 척하기와 주변의 생명 없는 사물들의 색이나 형태

를 수용하는 것은 생명체가 생명 없는 것과 동일성을 확보하는 행동의

유형으로 이해된다.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 사이에서 나타나는 생명과

죽음의 차이가 이제는 양자 모두 죽음의 상태라는 동일성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그러나 양자 사이의 이러한 동일성의 확보는 다시금 차이를 발

생시키는데, 그것은 실제로 죽음(死)에 이른 상태와 가사(假死) 상태라는

죽음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구별이다 즉 양자 모두 생명 활동의 정지를

의미하는 상태에 속해 있음에도, 한 쪽은 그것의 죽음이 영구적인 생명

활동의 정지를 의미하지만, 다른 편은 생명 활동의 일시적인 정지 혹은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수준에서의 생명 징후의 제거를 의미한다.

의태로서의 미메시스가 어떤 대상에 대한 순응을 통해 그 동일한 대상

으로부터 해방을 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 미

믹이 처한 상황은 생명을 강탈당함으로써 타자에 의해 완전한 죽음이라

는 전적인 동일성 속에 강제로 복속 되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만약

미메시스가 전적으로 동일성의 생산 작용에 지나지 않는다면 죽음에의

미메시스는 진정한 죽음에 이르는 또 다른 방식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

이다. 그러나 미메시스는 유사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그를 바탕으로 차이

가 자리할 수 있는 맥락을 갖게 된다. 생명 없는 상태를 모방함으로써

동일성이 발생하지만, 오히려 그 동일성을 바탕으로 영구적 죽음과 일시

적 죽음이라는 차이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동일성이 맥락으로 전환

된다는 것, 즉 동일성의 발생은 곧 새로운 맥락의 출현이라는 점이 여기

서 목도된다. 그리고 이 맥락을 바탕으로 하여 발생하는 차이는 모델로

부터의 해방의 여지를 제공한다. 즉 미메시스에 의해 여러 가지 경로로

미믹이 죽음에 근접해 가고 죽음과 관련된 성질들을 보유하지만, 더 이

상 생명 현상의 사례로서 취급될 수 없는 완전한 죽음과는 달리, 다시금

생명 활동을 기대할 수 있는 일시적인, 혹은 표면적인 죽음의 상태라는

차별성이 해방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은 양상은 의태의

작용에 있어서 동일성과 차이를 함께 발생시키는 미메시스의 양면성, 혹

은 이중적 구조가 동일한 대상에 대한 종속과 해방의 실마리를 모두 제



- 136 -

공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의태의 단계를 넘어 미메시스는 주술의 형태로 이행해 가는데, 주술적

행위는 가시적 대상의 배면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비가시적 대상인 혼

령을 겨냥한다는 것을 이미 확인한 바 있다.220) 아도르노의 서술에서 드

러나는 주술적 행위의 목적이란 이 혼령이 가진 힘과 통제 불가능성에

대한 간섭과 개입이다. 이런 목적 하에서 전개되는 주술적 미메시스에서

도 양면적 효과와 이중성은 명백하다. 우선 주술적 미메시스의 과정은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 배면에서 지각에 나타나지 않는 초자연적 대상을

발견하고 그것을 대상으로 삼는다. 무당은 바람이 지나간 자리, 혹은 병

자나 동물의 내부에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마귀의 형상들에 ‘따라서’

그들을 모방한다. 실제로 무당은 각각의 마귀에 해당하는 “탈을 즉각 바

꿔 쓰는”221) 방법이나 동작, 울음의 모사와 같은 형상화 수단을 구사함

으로써 그들을 재현해낸다. 이러한 마귀에의 미메시스를 통해서 그와의

동일성을 확보하는 것이 주술의 1차적 단계이다. 동일성을 증대시켜 모

델과 미믹 사이의 규정적 거리를 좁히는 미메시스의 동일화 양상이 전개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동일성의 증대는 무당이 규정성의 차원에서 모방 대상

에게 흡수되어 버리거나 혹은 위계적으로 그에 복속되는 결과를 낳지 않

는다. 그 이유는 미메시스의 또 다른 양상인 차이와 구별 가능성의 생산

의 작용이 주술적 행위에서도 작동하기 때문이다. 무당이 마귀를 모방함

으로써 오히려 마귀와 동등한 지위를 점하고 비슷한 위력을 지니는 것은

동일성의 증대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동시에 새로운 차이가 성립하는

계기가 된다. 처음에는 초자연적 존재인 마귀에 비해 인간이 무력하다는

사실이 마귀를 포식자로 정위하게 된다. 반대로 마귀는 인간을 먹잇감이

나 놀잇감으로 응시한다. 마귀는 일종의 식민자의 자격을, 그리고 인간은

피식민자의 자격을 부여받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주술적 미메시스에

의해 동화작용을 거치면서 마귀를 따라 초자연의 차원에 발을 들여놓게

220) Ibid., pp. 25-26.

221) Ibid.,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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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인간이 마귀와의 동화로 인해 초자연적 존재

로 승격되기 때문에, 인간과 마귀는 더 이상 먹이사슬과 같은 포식관계

에 머물 수 없고, 오히려 먹잇감이 될 다른 약자를 탐하여 경쟁하거나

서로가 서로를 굴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긴장 관계에 놓이게 된

다. 마귀의 시선에서 인간이 지배와 착취의 대상이자 식민지로 나타났던

관계에서 벗어나, 이제는 다른 식민지를 차지하기 위해 그와 전쟁을 벌

이거나 협상의 탁자에 앉혀야하는 존재로 인간이 새롭게 나타나는 것이

다. 새로운 관계가 설정되고 기존에는 부재했던 차이가 발생하며 미메시

스는 양가적으로 작동한다. 그리고 이것은 동일화에 의한 경계의 무화가

아닌 경계의 재설정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무차별적 동일화와 혼동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측면은 의태의 경우와는 달리 주술적 미메시스에서

는 대상과의 관계에서 새로이 성립되는 동일성의 관계가 동일성의 일종

인 동등성(equality)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즉 무당이 미메시스를 통해

노리는 동일성은 그를 마귀에 무차별적으로 동일화시키는 매몰적 동일성

이 아니라, 오히려 모델과 같은 정도로 지위, 권리, 힘의 권역 등을 주장

할 수 있는 동등성으로서의 동일성인 것이다. 서로 다른 개체들 사이에

서 새로이 성립하는 동등한 위치, 즉 등위라는 ‘동일성’은 다시금 등위라

는 ‘맥락’으로서 재기입 됨으로써 이제는 그 개체들을 같은 위상적 수준

에서 상호 비교되며 대별되는 개체들로 탈바꿈시킨다. 이것은 의태에서

그러했듯이 미메시스에 의해 확보된 동일성이 맥락으로 전환되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동시에 위계적 질서에서 서로 구별되던 인간과 마귀의

개체성은 동등한 지평에서 구별되는 개체성들로 재편된다. 그렇기 때문

에 이제 양자 사이에 성립했던 지배자와 피지배자라는 차이는 동등하지

만 서로 구별되는 다른 지배자들이라는 새로운 차이로 갱신된다. 비록

무당이 마귀에 비해 약하고 하찮은 존재일 때에는 자기 고유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방식으로 마귀와 구별되는 개체성을 견지하기 어렵지만, 주

술적 미메시스가 수행됨에 따라 양자 간의 동등성이 성립하기 때문에 역

설적이게도 마귀에 대한 동의와 거절의 의사를 ‘자의에 따라서’ 개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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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독립적 개체성의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기실 동등성 개념은 미메시스 작용이 갖는 이중적 차원을 그 개념 자

체에서 암시해주는데, 그것은 동일성 개념에 비해서 동등성 개념이 서로

다른 개체가 각각 독립적으로 성립하고 있다는 의미 차원을 보다 적극적

으로 자신의 것으로 삼기 때문이다. 동등(同等)하다는 용어가 대등(對等)

이라는 유의어로, 즉 상대(相對)하고 있는 별개의 개체들 사이에서 성립

하는 등위 및 등가라는 유의어로 종종 치환된다는 사실에서 그러한 이해

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동등성 개념을 축으로 한

미메시스 작용은 의태에서 나타난 미메시스의 양면성에 대해 주술적 미

메시스의 양면성이 갖는 고유한 특질이자 차별성이기도 하다.

이렇게 동등성은 주술적 치료의 대상인 병자를 장악하고 있는 마귀의

영향력에 대항하여 무당이 마귀와 교섭하고 조율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한다. 그리고 교섭 가능성이 성립한다는 것은 그 이전에 동등한 힘의 균

형이 전제됨을 의미하기에 위력에 의한 마귀에의 저항 가능성 또한 의미

한다. 교섭과 위력에 의한 저항 중 어느 방식으로든 무당은 동등성을 권

리근거로 삼고 마귀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데, 그러한 영향력의 행사

는 모두 무당이 마귀를 극복하고 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 독립적 개체성의 쟁취와 인간의 ‘해방’은 근본적으로 미

메시스에 의해 차별화의 기초가 마련되었기에 가능한데, 주술적 미메시

스가 지향하는 이 동등성 자체가 차별화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

라서 주술 또한 의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방 대상과의 동일성을 지향

하는 것이 동일성과 더불어 차이 역시 이끌어내는 미메시스의 근본적인

이중 구조에 기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상술한 바를 통해 의태와 주술에서 나타나는 미메시스의 이중적 양상

이 모순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병존할 수 있음이 드러났지만, 보다 직접

적으로 모순적 성격을 비판받는 것은 칸에 의해 전복적 미메시스라고 일

컬어진 예술에서의 사물화에의 미메시스였다. 사물화에의 미메시스는 그

것의 대상에 대한 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지배적 이성을 전

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비판과 긍정의 경계를 전복시킨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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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의 비판의 핵심이었다.222) 앞서 살펴본 바, 실제로 아도르노의 예술은

사물화된 사회를 비판하기 위해 사물화에 동화되는 것을 자신의 성격으

로 삼았다.223) 그에 따르면 예술의 사물화에의 동화라는 존재 방식은 사

회가 갖게 된 총체성이라는 조건 하에서 피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어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메시스로서의 현대 예술이 갖는 근본적 성격은

단순히 존재하는 사물들에 동화되면서도, “단순히 존재하는 것에 의해

혼탁해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 한층 더 엄격하게 이 단순한 존재자를

본 뜨는”224) 것이다. 즉 예술이 세계를 ‘있는 그대로의 것(Comment

c'est)'으로 보여주면서도 그것과 뒤섞이지는 않는다는 서술을 통해 예술

적 미메시스의 이중적 구조가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이중적 구조는 칸이 판단한 것과 같이 행위의 조야한 모

순적 수행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그를 위해서는 현대 사회의 사물

화가 일종의 추상화라는 것을 알아야할 필요가 있다. 사물화는 곧 “자연

속에 있는 모든 존재자를 반복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추상화의

평준화하는 지배”이며 산업에 봉사하는 추상화인 것이다.225) 따라서 현

대 예술은 사물화의 추상화 작용에 동화되는 작용을 통해서 추상성을 자

신의 계기로 받아들인다. 사물화에 의한 예술 작품의 추상화는 자연이

자신의 고유성과 영혼을 사물화에 의해 박탈되어 상품으로 전락하는 것

과 동일한 결과를 낳는다. 즉 예술 작품은 사물화에 의해 자신의 내적

작품 연관은 박탈된 채 상품으로서 ‘무언가 새로운 것’이라는 “소비재의

상표”226)를 얻는다. “새로움에 의해 예술은 항상 똑같이 공급되는 것들

과 구분됨으로써 소비를 부추긴다. 즉 팽창하지 않는 한, 즉 상품유통의

언어로 말하자면 무언가 새로운 것이 공급되지 않는 한 후퇴하는 자본을

이용하려는 욕구에 대해 순종하는 것이다.”227) 보들레르가 “사물화의 원

형을 체험함으로써 사물화에 저항”228)하고자 할 때, 그의 작품이 자발적

222) M. Cahn, op. cit., pp. 49-50.
223) ÄT, p. 201.

224) Ibid., p. 36.

225) DA, p. 29.

226) ÄT, p. 39.

227)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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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수용하는 사물화의 성격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이제 “절대적인 예

술 작품은 절대적인 상품과 접한다.”229) 이로써 예술과 사회 사이에는

추상적 사물화라는 동일성이 성립하게 된다.

추상화된 상품의 내적 작동 원리는 자기 자신의 고유한 성격과 사용

가치를 잃어버리고, 추상적인 교환 원리가 부여하는 가치에 의해서만 존

재의 의미를 부여받는다. 이는 사물화를 받아들이는 예술에게도 예외가

아닌데, 독점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사용 가치가 아닌 교환 가치만이 중

요한 것이 되었듯이,230) “예술의 사용가치이자 예술의 존재는 그들에게

물신으로 간주되고, 그 물신, 즉 그들이 예술 작품의 수준이라고 오인하

는 예술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그들에게 즐길 수 있는 유일한 성질로서

의 유일한 사용가치가 된다.”231) 예술 작품은 평론가들의 비평이나 대중

들의 조악한 평점을 매기는 행위에 의해서 자신의 사용 가치를 물신적으

로 규정받으며 교환 가치가 지배하는 시장에 들어선다. 예술에게 사회적

평가란 화폐와도 같은 것이다. 이런 교환가치로서의 객체 규정은 상품에

서건 예술에서건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사용 가치를 완전히 장악

하고자 하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배의 관심에 의해서 추동되는 도

구적 이성의 본질 그 자체이다. 상품과 소재, 지배의 대상으로 전락한 자

연에는 인간이 투사한 의미 외의 다른 모든 것은 추상되며 그 어떤 잔여

도 허락되지 않는다. 이것이 추상화의 진정한 의미다.

그러나 아도르노에 따르면 예술은 사물화에 동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새로운 전율(frisson nouveau)'을 가져다준다. 이런 전율은 사물화

에 의해 생산된 상품들을 대하는 경험에서는 발생할 수가 없다. 이 전율

을 야기하는 원인은 사물화에의 미메시스로서의 예술에 내포되어 있는

폐쇄성, 즉 “불확정적인 요인들의 기능인 암호적 폐쇄성”이자, “미메시스

로서의 추상성”이다.232) 사물화에 대한 미메시스는 결국 추상성에 대한

228) Ibid.

229) Ibid.

230) Ibid.

231) DA, pp. 181-182.

232) ÄT, p. 38.



- 141 -

미메시스인데, 이를 통해 예술 작품은 어떤 새로울 것도 없이 지배연관

에 충실히 봉사하는, 즉 예측 가능한 상품과 달리 불쾌한 어떤 존재가

되어버린다. “현대 예술 작품에게는 그것의 추상성, 즉 그것이 무엇이어

야 하며 무엇을 지향하는가라는 문제에 있어서의 불쾌한 불확정성이 그

작품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한 암호가 된다.”233) 즉 사물화가 자연을

추상시키는 것은 그것을 지배하고 전용하기 위해서인데, 사물화에 동화

됨으로써 추상적 계기를 수용한 예술 작품은 도무지 그 목적과 존재의

당위성에 있어서 적합한 곳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어떤 유용

성을 갖고 있지도 못하며, 보들레르의 작품들의 악마주의적 요소가 그러

하듯 전통적 의미에서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지도 않다.234) 오히려

그런 아름다움과 유용성과 같은 것들이 예술 작품에서 발견되는 순간 그

것들은 작품과 그에 대한 향유 행위, 심지어는 그에서 느낄 행복조차도

“사회의 무가치한 총체성 속으로 끌어들인다.”235)

그런데 예술이 아름다울 수 없는 것은 사물화에 동화되어 현대 사회를

‘있는 그대로의 것’으로 드러내기 때문이다. 사물화된 사회를 그 자체로

드러내는 행위는 미의 부재만큼이나 의미의 부재로도 나타난다. 베케트

는 그의 연극에서 인위적이지 않은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린 사회의 총체

적 사물화를 고스란히 재현한다. 사물화에 의해 부여된 가치와 의미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말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 베케트는 그저 침묵으로

그것을 표현할 뿐이다. “피해자들과 함께 주체로 존재한다는 관념을 제

거해버린 두 번의 세계 대전과 홀로코스트 이후의 상황에서 베케트에게

는 새로운 것의 도래를 알리거나 옛 것의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작

풍(idiom)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236) 자신의 존재의 당위성을 알려줄 의

미도 갖고 있지 못하며 지배연관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예술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평준화된 사물화의 체계 속에서 불편하고 꺼림칙

233) Ibid., pp. 39-40.

234) Ibid., pp. 38-39.

235) DA, p. 163.

236) K. L. Schultz, Mimesis on the Move: Theodor W. Adorno's Concept of
Imitation, New York : Peter Lang, 1990, p.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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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예술의 이런 불확정성은 사물화의 확정적 체계

로부터 자신을 유리시키는 폐쇄성으로 기능함과 동시에, 사물화에 종속

된 상품으로서 예술을 취급하려던 주체들에게 일종의 ‘거리’를 발생시킨

다. 상품이 아닌 예술에서만 이 거리가 발생하는 이유는 “예술 작품들의

전적인 무용성 가운데서만 현존하는 도구적 이성의 지배가 거부되기 때

문이다.”237) 즉 사물화를 내적 원리로 갖고 있는 상품은 지배연관으로서

의 사회 체제에 정확히 조응함으로써 그것을 대하는 주체를 그 연관 속

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지만, 사물화에 동화되고 그것을 체험하게 하

는 예술 작품은 사물화에 종속되어 있는 것처럼 보임에도 도무지 그 연

관 속으로 편입될 소지가 없는 불쾌하고 무용한 존재인 것이다. 따라서

예술 작품을 대하는 주체들은 상품을 대하듯 사물화에 매몰되는 방식으

로 예술을 경험하지 않는다. 도구적 지배연관에 자연스럽게 편입되지 못

하는 사물화, 사물화로부터 유리된 사물화로서의 예술 작품이 갖는 사회

에 대한 거리를 예술 작품을 대하는 주체 역시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예술은 비로소 사회의 부정적 측면들을 보여줄 수 있게 되

며, 카프카의 작품은 이런 사회의 부정적 현실의 현시를 가장 잘 구현해

내는 것들이라 하겠다. 즉 “카프카가 갖는 힘은 확실히 어떤 부정적인

현실감이 갖는 그것이다.”238)

우리는 여기서 예술이 사회에 대해 갖는 이 거리는 양자 사이에 추상

적 사물화라는 동일성이 마련된 것을 바탕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 주

목해야 한다. 즉 예술의 사회에 대한 미메시스에 의해 양자 사이에 사물

화라는 동일성이 성립하게 되었지만, 이 미메시스 작용은 다른 한편으로

는 ‘사물화되었지만 도구적 연관에 부합하지 않는 예술 작품’과 ‘지배 연

관에 성실하게 봉사하는 사물화된 상품들로 채워진 사회’ 사이의 차이가

성립하는 바탕을 마련한다. 미메시스에 의해 성립된 사물화라는 동일성

은 여기서도 새로운 차이를 위한 맥락적 요소로 전환된다. 만약 어떤 것

이 사물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도구적 연관 속에 포섭될 수 없지만, 예

237) M., Jay, 『아도르노』, 최승일 역, 서울 : 지성의 샘, 1995, p. 222.

238) ÄT,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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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과 사회는 공히 사물화를 내재화함으로써 이성에 의해 전용될 수 있다

는 공통의 자격을 획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공통의 자격이라는 맥

락을 바탕으로 예술과 사회에서 오히려 새로운 거리가 발생하는데, 예술

은 사물화되었음에도 도구적 연관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없는

어떤 것으로 나타난다. 현대 사회에서 상품의 목적, 존재의 당위성 같은

존재 규정은 오로지 지배 연관 속에서 비롯할 수 있는데, 예술은 그런

연관 속에서 불필요하고 불가해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상품 및 사회와

의 거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 즉 예술은 오히려 사물화되었음에도 도구

적 연관에 의해 규정받지 못하는 무의미와 불확정성으로 전락하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 이는 현대 사회의 의미 규정이 오로지 도구적 합리성에

만 근거하고 있음을 폭로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예술과

사회 사이의 거리가 주체에게도 전이되는 것이다.

앞 장에서 아도르노의 미메시스론을 소개하며 논했듯이, 도구적 합리

성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사물화에의 미메시스는

현대 사회의 가상으로부터 주체를 벗어나게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계몽

적 성격을 띠고 있다. 다만 그 저항의 방식이 비판 대상에의 동화라는

대상 긍정의 형식을 갖고 있었기에 칸과 같은 해석자들에 의해 전복적

미메시스라는 부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사물화에의

미메시스는 동일한 대상에 대한 긍정과 부정을 기하학적 대칭성의 수준

에서 수행하고 있지 않다. 사물화에의 미메시스에서는 의태와 주술적 미

메시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메시스 작용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양면

성에 의해서 대상과의 거리와 차이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 거리는 밀착

되어 있을 때에는 불가능했던 사물화에 대한 비판 가능성의 원천이 된

다. 동일화로서의 미메시스가 모종의 분열을 이끌어내기도 하는 것이며,

아도르노의 예술 역시 이 미메시스의 동일화와 차별화라는 근본적 이중

성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칸으로 하여금 아도르노의 예술적 미메시스를 전복적이라고 비

판하게 만들 수 있었던 아도르노의 미메시스 개념의 이중적 양상은 미메

시스 개념에 대한 착오와 이론적 혼란에서 기인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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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미메시스 개념의 근본적 양면성에 대한 아도르노의 이해를 함축하

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다고 해서 슐츠가 그러했듯이 칸의

전복적 미메시스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또한 적

절하지 못할 것이다. 비록 칸의 아도르노 독해는 그 추상적 성격을 부인

할 수 없으며 또한 미메시스 작용의 양면적 성격을 모순이라고 파악함으

로써 아도르노의 미메시스론을 전복적이라고 오해한 것 역시 사실이지

만, 그럼에도 그는 미메시스 자체가 갖고 있으며 또 그렇기에 아도르노

의 미메시스론에서도 그대로 나타난 양면성을 포착했다는 점에서는 의의

가 있다. 그러므로 그의 분석에 미진함이 있다면 지나친 추상성이라기보

다는, 미메시스 개념의 양면성에 대한 몰이해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이

다. 미메시스 개념 자체에 대한 이해의 철저화를 통해 아도르노의 미메

시스론이 전복적이라는 비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면, 그 철저화는

이제 반대로 아도르노의 미메시스론이 함축하고 있는 비판적 실천의 가

능성의 해명에 소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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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1. 종속과 저항의 근거로서의 미메시스의 양면성

그리스인들은 미메시스를 유사성을 만들어내는 작용으로 간주했기 때문

에, 어떤 대상과의 유사성을 표현해내는 그림, 조각, 시와 같은 예술의

영역 내에서 미메시스 개념은 통용될 수 있었다.239) 이후 플라톤에 의해

미메시스 개념이 사회와 교육과 관련되어 광범위하게 논의되었을 때에도

그것은 동화작용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미메시스 개념이 플라

톤에 의해 사회와의 관련 속에서 사유되었지만 그 의의는 제한적일뿐더

러 사회의 구조적 안정성의 저하라는 부정적 함축을 지녔던 것이다. 미

메시스를 동일성의 형이상학에 기여하는 메커니즘인 미메톨로지로 바라

보는 현대적 시선 역시 그것이 예상하는 사회 양상에 있어서는 표면적으

로 플라톤과 대치되는 듯 보이지만, 그 시선이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로 동일화로서의 미메시스였다. 물론 이렇게 미메시스를 일면적

인 작용으로 이해하는 것이 미메시스를 사유함에 있어서 이론적, 개념적

혼란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결국 그러한 일방적 이

해가 실제 미메시스적 현상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적 차원에서

설명할 때에 마치 모순을 범하는 듯 보이는 서술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

던 것이며, 더 나아가 미메시스 개념의 실천적 함의를 위축시킨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실제로 현상하는 미메시스 작용 자체가 그것의 양면성에 대

한 이해를 촉구하고 있다. 즉 미메시스가 그 자체로 양면적 양상으로 작

용한다는 사실은 사회 철학적 논의 속에서 미메시스가 자신의 실천적 의

미에 대한 재조명을 요구할 정당한 근거를 갖고 있음을 가리킨다.

239) G. Sörbom “The classical concept of mimesis", in A companion to art
theory, edited by Paul Smith and Carolyn Wilde, Oxford ; Malden, MA :

Blackwell, 2002,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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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사회 비판적 고찰과의 직접적인 연관성 속에서, 미메시스가

동일화 작용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통합적 계기로 간주될 수 있음을 뜻한다. 통합은 구심점을 필요

로 하며 그 구심점이 사회의 구성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반복’적으

로 ‘표상’될 필요가 있다. 반복(repetition)과 표상(presentation)의 요구,

즉 다시-표상되는 것의 요구이자 재현(representation)에 대한 요구가 통

합을 지향하는 사회에서 강력하게 제기된다는 것은, 전통적 이해에 따른

동일화 작용을 바탕으로 한 재현적 미메시스가 사회의 응집을 위한 최적

의 메커니즘임을 보여준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우리는 르네상스 이후의

유럽의 정치 체제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미메시스는 르네상스에서

사회적 질서를 유지시키기는 작용을 했다.”240) 이런 경향은 이후 프랑스

의 절대 왕정에서 심화되어 루이 14세가 통치하던 프랑스에서는 미메시

스가 국가의 지배적 질서를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에 얼마나 잘 부합하는

지를 실제로 보여준다. 게바우어와 불프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한다.

통치자가 군사적 힘과 재정적 자원을 제외하고 궁극적으로 정치력을

규정(enact)해주는 상징적 표현 보다 더 화급하게 필요로 하는 것은 없

다. 국가의 제정(enactment)이 없다면, 역사가들에 의해 역사적 사실로

변모될 업적들, 심지어 실제로 수행된 업적들을 갖춘 국왕에 해당되는

중심적 권력의 표현도 없을 것이며, 그의 편재(遍在)성, 영원히 지속되

는 영웅적 위업에 대한 표현도 없을 것이다. 왕이 구(求)하는 위대함과

완전성과 절대성과 합법성은 재현 없이는 성취될 수 없다. 미메시스는

프랑스의 절대주의에서 구성적 기능을 갖는다.241)

여기서 국왕이라는 상징은 국가의 구심점으로서 사회의 통합의 기준인

데, 미메시스는 이 상징이 표방하는 가치를 모방의 대상, 즉 모델로 삼는

다. 사회의 중심적 기치를 모델로 삼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미

240) G. Gebauer and C. Wulf, Mimesis: Culture, Art, Society, trans. Don

Reneau.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5, p. 105.

241)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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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스는 가치의 확대재생산을 통해서 사회의 통합을 가능하게 한다. 사

회의 분열과 분란이 심각한 상태라면 이와 같은 미메시스의 사회적 기능

은 더욱 환영받을 것임이 틀림없다. 따라서 동일화로서의 미메시스는 사

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충분히 긍정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동일화로서의 미메시스는 그것이 동화되고자 하는 대상의 가치

와 정체를 미리 앞서 결정하지 않는다. 모방의 대상은 어떤 것이든 될

수 있고 그렇기에 미메시스는 가치중립적이다. 사회의 통합은 폐쇄성으

로 표변할 수 있으며, 통합의 규준이 되는 가치는 사회의 구성원들의 공

익이 아니라 일부 사회 지배 계층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일 수 있다.

이때 미메시스는 지배적 지위를 점유하고 있는 가치 체계와 상징들의 기

득권적 상태를 더욱 강화시킴으로써 사회를 더욱 부조리하게 만든다. 다

시 말해서 미메시스의 양면성은 동일화로서의 미메시스가 타자에 대한

종속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 역시 함축하고 있다. 일례로, 현대의 문화

상품들이 자행하는 서로의 서로에 대한 미메시스에 의해 “모든 것을 유

사성으로 기술적으로 포괄함으로써, 현대의 문화는 아도르노가 촘촘한

‘기술적 장막’이라고 부른 것에 의해 직조(織造)된다.”242) 문화는 획일성

을 처음부터 지향했던 것인 양 변질된다. 하지만 그 종속이 야기하는 결

과는 더 극단적이고 비인간적인 형태를 띠기도 한다. 아도르노가 반유대

주의를 분석하며 발견한 것 또한 미메시스의 이런 부정적 동화 기능이었

던 것이다. 20세기 초의 유럽 사회를 휩쓸었던 반유대주의는 파시즘이라

는 정치적 형식으로 실현되고 있었다. 아도르노에 따르면 파시즘을 확산

시키기 위해 파시스트 선동가들이 취하는 행동은 과연 미메시스적이다.

파시스트 선동가나 수용소 관리인의 울부짖는 음성은 그와 똑같은

사회적 정세의 이면을 보여준다 ....... 그들은 자연의 비탄의 소리를 몰

수하여 자신의 기술의 요소로 만든다. 그들의 포효는 독일 장거리 미사

일에 달린 불쾌하고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장치가 그러하듯 인종학살

242) E. L. Krakauer, The D isposition of the Subject: Reading Adorno's
Dialectic of Technology, Evaston, Illinois : Northwestern Univ. Press,

1998,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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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것이다. 즉 공포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공포의 외침이 작동되는

것이다. 그 선동가와 관리인들은, 가장 처음 폭력의 이름이 무엇인지

부르짖는 희생자의 신음을,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프랑스인, 니거

(Neger), 유대인처럼 희생자를 뜻하는 텅 빈 단어를 수단으로 삼아서

공격받아 마땅한 박해받는 자들의 자포자기 상태에 일부러 자신을 이

입시킨다. 그것은 공포에의 미메시스의 거짓된 모사물이다. 그들은 그

들 자신이 두려워하는 힘의 만족할 줄 모르는 성질을 그들 안에서 재

생산한다.243)

파시즘 사회의 체제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파시스트들은 겁

에 질린 사람의 표현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다. 그들이 재생산하는 것은

공포에 질린 사람들이며, 이는 파시즘 사회가 구심점으로 삼고 있는 사

회의 중추가 다름 아닌 타자에 대한 공포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사회

작동 원리는 놀랍게도 그 자체 내에 사회가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를 전

혀 담고 있지 않으며, 다만 공포스러운 존재로 규정되는 대상에 대항하

는 정치적 행동을 촉구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을 뿐이다. 즉 “파시즘의

내용이란 참으로 공허한 것이어서 그 내용은 보다 나은 것에 대한 대용

물로서 오직 기만당한 자들의 절망적 노력에 의해서만 지탱될 수 있었던

것이다. 파시즘의 공포는 노골적으로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거

짓말에 의한 공포다.”244)

아도르노의 분석에 따르면 미메시스는 이런 공포의 재생산에 ‘공포에

의 미메시스’로서 가담할 수 있다. 파시스트들은 사회 전반에 공포가 확

산될수록 대중의 통제가 수월해지며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이익에 봉사

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는

자, 겁에 질린 자의 탈을 쓴다. 그렇게 미메시스는 공포스러운 것과 공포

스러워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재현(representation)함으로써 공포라는 정

서를 재생산(reproduction)한다. 공포를 모방함으로써 타자를 경악스럽고

두려운 것으로 규정하는 미메시스의 연쇄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

243) DA, p. 207.

244) Ibid., p.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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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가들의 공포에 가득 찬 얼굴과 두려움에 떨리는 외침은 대중들에 의

해 다시 모방됨으로써 공포는 전파된다. 동일화로서의 미메시스는 이와

같이 파시즘 사회의 원동력이자 구심점인 공포라는 정서에 구성원들이

동화되게 함으로써 그들의 비판적 사유와 파시즘에 대한 객관적 관찰을

무력하게 만든다. 유대인들은 사람들의 공포를 야기하는 끔찍한 존재로

규정됨으로써 배척과 탄압의 근거가 탄생한다. 미메시스에 의해 파시즘

과 같은 새로운 야만성이 재생산될 수 있다는 사실은 역으로 미메시스의

모델이 되는 사회 구조의 핵심적 가치와 방향성이 어떤 것이든 될 수 있

음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그리고 이는 더 나아가 미메시스가 사회의

다양성의 통합의 수준을 넘어서서 복속의 원리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즉 미메시스의 동화 작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회의 분열을 수습하는 통합의 기제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와

달리 사회 구성원들이 지배 체제에의 종속되는 것에 적극 협력하기도 하

는 것이다. 이와 같이 동일화로서의 미메시스의 양상은 종속적 성격을

지니며, 미메시스의 종속적 성격은 전체주의의 확산에 기여한다.

그러나 미메시스 개념은 그저 지배 체제의 점유에 대한 권리를 강화시

키는 기제로만 이해될 수는 없다. 이미 앞서 상세하게 논했듯이, 미메시

스는 서로 다른 대상에 대한 작용이 아닌 동일한 대상에 대한 작용일 때

에도 그 대상에 동화되는 만큼 그것과 차별화되는 이중적 국면을 자신의

성격으로 삼는다. 그리고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차이를 만들어내고 구별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것은 모방자의 모방대상과의 관계를 매몰의 양상이

아닌 독립적 개체성을 유지하는 관계의 양상으로서 정립한다. 이런 독립

적 개체성의 유지가 대상에 대한 저항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은

앞서 주술적 미메시스를 분석하면서 이미 확인한 바 있다. 즉 미메시스

의 양면적 국면 중 차별화로서의 미메시스는 대상과의 거리를 형성함으

로써 실천적 차원에서의 저항 원리로서 나타날 수 있다.

아도르노가 분석했던 전체주의는 한 사회 내에서 미메시스에 의해 종

속적 구조가 심화되는 것을 보여주려는 목적에 매우 적합한 사태이지만,

종속적 관계는 사회 내적 현상에 국한되지 않는다. 한 사회는 그에 인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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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른 사회와의 외적 관계에서 그 다른 사회에 종속될 수도 있고 반대

로 지배적 위치에 임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한 관계를 우리는 식민국과

피식민국 사이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기실 사회적 차원에서 종속적 양상

을 보여주는 현상으로 식민지 보다 더 좋은 다른 사례를 찾기는 쉽지 않

다. 호미 바바(H. K. Bhabha)는 그의 저작 『문화의 위치』에서 식민지

를 형성하는 사회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가

피식민국의 식민국에 대한 순응으로서의 모방 현상을 다루며 그것이 어

떻게 양가적으로 작용하는지 보여준다는 점이다.

그의 논의는 식민지에서 “지배의 공시적인 원형감시적(panoptical) 전

망과 역사적 통시성의 대항력”245) 사이의 긴장 관계로부터 관찰을 시작

한다. 지배의 공시적인 원형감시적인 전망에서의 공시성이란 서로 다른

계열과 계기들의 연쇄에 의해서 성립하는 것들을 동일한 인식과 판단의

규준 속으로 강제 편입시키는 것이다. 대상에 대한 발생론적 관점은 무

시되며, 대저 주어진 조건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통해서만―마치 일제

강점기 대한 제국의 국민들이 충실한 황국 신민이라는 분류에 속하는지

여부를 통해 규정되듯―대상은 규정될 뿐이다. 지배 계층에 의해서 부여

되는 이 공시적 규정성은 곧 식민지의 피지배자로서의 동일성이다. 지배

와 종속의 양상은 이 규정성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쉽게 허용하지 않으

며, 식민지를 거느리는 식민국은 감시의 시선, 즉 모든 것을 한눈에 보는

원형감시적 전망 속에서 피지배 상태에 처한 성원들을 관리한다. 그와

반대로 식민지로 전락한 피지배 국가는 획일화에 대한 요구에 앞서, 그

리고 그에 맞서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시킨 발생론적 특질을 지닌

다. 피지배자가 갖는 고유한 정체성은 과거로부터 전승되어 현재 존재하

는 그 대상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시적이다. 이러한 피식민국의

통시적 고유성은 점령과 수탈의 의도를 지닌 다른 국가의 시선 속에서

식민화의 대상으로 나타나게 만드는 요소이면서도, 공시적 동일화에 대

항하는 차이의 토대이기도 하다. 이 두 축에 의해 형성되는 식민지적 긴

245) H. K. Bhabha, 『문화의 위치 : 탈식민주의 문화이론』, 나병철 역, 서울 :

소명, 2012, p.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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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관계 속에서 모방은 양가적 작용으로서 나타난다는 것이 바바의 성찰

이다.

모방은 한편으로 개명(reform)과 규칙, 규율의 복합적 전략의 기호이

며, 이때의 전략은 권력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면서 타자를 ‘전유한다.’

그러나 모방은 또한 부적합의 기호이기도 하며, 식민권력의 지배 전략

적 기능에 조응하고 감시를 강화하게 하면서, 또한 규범화된 지식과 규

율권력에 내재하는 위협이 되는 차이와 반항의 기호이기도 한 것이

다.246)

식민지적 모방은 이중적 방향으로 작동하는데, 한편으로는 식민지가

가지고 있던 고유성을 개명시키고 감시자가 부여하는 규칙과 규율에 조

응시키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식민권력은 이런 전략에 입각해 효과적으

로 통제 가능한 대상들을 식민지에서 생산해낸다. 그러나 한편으로 모방

은 규율과 규범의 지위에 상응하는 지배 권력의 논리에 대하여 차이를

발생시킴으로써 저항을 가능케 하는 위협으로서 기능한다. 식민지에서의

모방의 이런 양 극단을 넘나드는 작용은 모방 주체가 모방을 통해 “거의

동일하지만 아주 똑같지는 않은 차이의 주체로서”247) 규정되는 것에 기

인한다. 즉, 식민지적 권위의 양가성은 ‘거의 없지만 아주 없지는 않은

차이’의 모방이 ‘거의 전적으로 다르지만 아주 다르지는 않은 차이’인 위

협으로 전환되는 것의 경험이다.248)

바바는 몇 가지 사례들을 분석하며 식민지에서 모방이 어떻게 분열의

기호가 되는지 보여준다. 그에 따르면 영국의 식민지 상태에 있는 인도

에서 찰스 그랜트는(C. Grant)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른 정치적 개혁을

지향하며 기독교적 행동과 사유의 양식을 식민지 인도가 따라야할 모델

로 제시한다.249) 그러나 그가 신조로 삼는 ‘복음주의 체계’는 한편으로는

“주체 형성의 시스템을 요구”하며 따라서 “개인적 정체성의 감각을 식민

246) Ibid., p. 197.

247) Ibid., pp. 196-197.

248) Ibid., p. 210.

249) Ibid., pp. 198-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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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부여”한다.250) 이는 식민지의 구성원들의 개별성을 함양하는 원리

인데, 통치와 지배를 강화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피해야할 무엇이다. 이

에 대한 두려움은 “기독교 교리가 위험한 정치적 연합을 막기 위해 계급

구분적인 카스트 제도의 실행과 공모”251)하는 것을 꿈꾸게 한다. 이제

“기독교 정신은 사회적 통제의 형식으로 인식”252)된다. 그 결과 권장되

는 모방의 형태는 기독교적 정신의 정수를 상실하고 다만 “영국 풍습의

모방의 공허한 형식”253)을 생산해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미 지배 논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모델을 향한

동화작용이 ‘위험하고 두려운’ 결과를 야기할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

이다. 즉 기독교적 교리라는 모델에 대한 모방은 인도인들을 충실한 피

지배자로 교화시키는 동시에 개별적 주체로 각성시키는 양가성을 보인

다. 이 위험은 통제와 지배의 대상이 아니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에 그 원천을 개인적 정체성의 감각을 키워내는 기독교적 정신만큼이나

식민지적 관계에 두고 있다. 기독교적 가치관에 동화되어 가는 피지배

상태의 사회는 오히려 그 동화를 통해서 새로운 차이 위에서 식민국과

구별된다. 그 구별은 기독교적 교리의 수용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동일성을 바탕으로 ‘지배하는 기독교 사회’와 ‘지배되어야 하는 기독

교 사회’라는 차이를 바탕으로 한다. 피지배 상태에서 이탈할 수 없으면

서도 기독교적 교리를 수용해야 하는 사회는 그렇지 않은 기독교적 사회

와의 대별되는 지점에서 모델이 되는 사회의 초과이거나 그것으로부터

미끄러지는 존재로 나타난다. “모방의 양가성에 의해 만들어진 초과 혹

은 미끄러짐은 담론을 ‘분열’시킬 뿐만 아니라, 어떤 불확실성으로 변형

되어 식민지적 주체를 ‘부분적’ 현존으로 고정시킨다.”254) 이 부분화와

파편화는 카스트 제도를 존치하면서 기독교적 교리를 다만 내용이 결여

된 공허한 형식과 풍습의 측면에서만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250) Ibid., p. 199.

251) Ibid.

252) Ibid.

253) Ibid.

254) Ibid., p.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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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주의는 결국 모델을 기이하게 해체시킨다. 바바는 벵갈의 선교사가

쓴 다음의 글을 인용하며 모델을 해체함으로써 수행되는 식민지적 저항

을 발견한다.

여전히 모든 사람들은 기꺼이 성경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유는

무엇인가?―그들은 호기심 때문에 그것들을 쌓아놓을 수도 있고, 아니

면 몇 푼을 위해 팔아버릴 수도 있으며, 또는 화장실에서 휴지로 쓸지

도 모른다. 그런 것들이 이 지역에서 분배된 성경들의 일반적 운명임은

잘 알려져 있다 ....... 일부는 시장에서 교환되었으며, 또 다른 것들은

코담배 가게에 던져져 궐련지로 사용되었다.255)

이와 같이 지배자는 모방을 통해서 자신의 권위를 확인하고 지배를 확

대시키지만, 모방은 미끄러짐, 초과, 혹은 분열을 일으키는 차이의 기제

로도 작동하기에 종국적으로 지배자의 재현의 권위를―성경이 궐련지로

전락하듯―실추시킨다. 주의해야할 것은 미메시스라는 동일한 작용이 상

반되는 국면으로 등장할 때, 미메시스에 기반을 둔 행위들을 실제 실천

에 옮김에 있어서 그 양상과 방향성의 결정을 단지 우연적 조건에 맡길

수는 없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미메시스적 실천이 대상을 적극 수용

하고 더 나아가 종속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지, 혹은 오히려 대상과

의 차이를 발생시킴으로써 갈등을 더욱 첨예하게 만들거나 저항적 가능

성을 제공할지에 대하여 예측하고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원리가 필요하

다. 따라서 앞서 논한 바 있는 미메시스의 맥락적 요소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대상에 저항하고자 하는 미메시스는 역으로 그것에 동화되고 대상

의 규정성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맥락 속에서 신생하는 차이를 지향한

다. 그것은 마치 식민지에서의 기독교가 종교적 의식과 절차의 형식이라

는 맥락에서는 모델과 구분되지 않을 터이지만, 사회의 통제라는 맥락

속에서는 비로소 자율적 주체를 전제하는 종교관으로서의 모델과 미메시

스를 통해 사회 통제의 형식이 되어버린 기독교 사이의 차이가 극명해지

255) Church Missionary Society, The Missionary Register vol. 5, London :

Seeley, Jackson, & Halliday, 1817, p.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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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과도 같다.

반대로 미메시스의 동화 작용을 통해 미메시스적 관계에 임하고 있는

두 기체 사이의 종속적 양상을 심화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델과 미믹

사이에 형성되는 동일성의 외부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양

자 사이에 확보되는 동일성 외의 어떤 다른 기준과 맥락에 의해 양자가

비교되어서는 안 된다. 실로 반유대주의의 기치 아래에 결집하는 전체주

의적 사회의 성원들은 ‘가장된 공포에의 미메시스’에 의해 공포를 퍼뜨리

는 선동가들의 혐오에 조응해야 한다. 그들에게 찬동하는 성원들은 공포

에의 미메시스를 수행하면서 선동가를 비롯한 기득권자들의 유대인에 대

한 공포와 일반 시민들의 공포가 이질적이라는 것을 결코 발견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대중이 미메시스에 의해 ‘진정한 피해자들의 공포’를 체험

하게 된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적어도 다중의 공포를 이용하려는

자들에게 있어서는―악화된다. 그러한 이유로 이 경우에도 절취에 의한

맥락의 선택이 발생한다. 파시즘 사회의 기득권자들은 그들의 공포에의

미메시스가 진정한 피해자와 공포를 가장하는 자의 구도, 혹은 공포에

의해 이익을 실현하는 자와 이용당하는 자의 구도 속에서 조명되는 것을

꺼린다. ‘유대인종’에 대한 공포를 재생산하는 미메시스의 행위자로서 대

중은 ‘인종 간의 대치’라는 맥락적 울타리 내에서만 타자를 판단하고 공

포의 정서를 처리해야 한다.

이제 미메시스는 합리적 이성의 원리가 만들어놓은 종적을 고스란히

좇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떤 저급하고 원시적인 생물학적 단계의 행동 유

형이라고 판정되거나, 혹은 주술적 미메시스를 염두에 두며 불합리한 미

신적 행동 양식으로 오해될 수는 없다. 또한 반대로 미메시스가 합리성

의 원시적 형태로 이해될 수도 있겠지만,256) 그런 수준의 이해에만 머무

를 수도 없다. 미메시스는 개인의 삶의 양상마저 바꿔놓는 사회의 현실

적 권력 구조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제적 행동 원리인 것이다.

미메시스는 엄격한 감시의 시선이 빚어내는 사회의 긴장 관계 속에서조

256) H. Gripp, Theodor W. Adorno: Erkenntnisdimensionen negativer

Dialektik, München : Paderborn, 1986, p.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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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저항의 역설적인 실천 원리로서 그 가능성을 잃지 않는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상론한 바에 따라, 미메시스는 저항과 종속이라는 서로 다른

실천적 양상을 가능하게 하며, 그 가능적 근거는 미메시스 개념 자체에

존재하는 동일화와 차별화라는 근본적 양면성에 존재한다고 결론 내린

다.

2. 아도르노 미메시스론의 유효성

본고에서 아도르노의 미메시스론을 검토하기 위해 주요하게 다루었던 비

판은 칸에 의해 제기된 그것이었다. 그러나 미메시스 작용 자체의 근본

적 성격을 살펴보는 것과 그것을 통해 아도르노의 미메시스론을 독해하

는 작업은 단순히 칸의 아도르노에 대한 비판을 반박하는 것에만 목적을

두지 않았다. 그것은 아도르노의 미메시스론에서 사회 비판적 실천의 가

능 근거를 확인하는 작업이기도 했다. 애당초 사회의 어떤 문제에 대하

여 그런 비판적 실천을 시도한다는 것은 그 사회와의 차이 및 대별되는

지점을 비판의 맹아로서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동화 작용을 비판의 원리와 근거로서 제시한다면, 그런 제안은 내적 성

립 조건 자체에서부터 회의될지도 모른다. 더군다나 아도르노의 미메시

스 개념의 의의를 그것의 타자 지향적 성격에서만, 즉 합리적 이성과 개

념적 동일화에 의해 억압된 타자에 대해 친화적 태도를 취하는 것에서만

찾는다면, 그 비판적 함의는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다. 벨머(A.

Wellmer)는 아도르노의 미메시스에 대한 주목이 정신의 의사소통적 계

기를 개념과 이성 너머의 영역에서도 간취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고 주장한다.257) 벨머의 이 평가대로라면 아도르노의 미메시스는 개념적

257) A. Wellmer, Zur D ialektik von Moderne und Postmoderne:
Vernunftkritik nach Adorno, Frankfurt am Main : Suhrkamp, 1985, pp.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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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와는 다른 종류의 원리로서 비개념적인 영역에서의 소통을 지향하는

것을 자신의 비판적 가능성의 근거로 삼는다.

혹자가 아도르노의 미메시스론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한다 하여

도, 그것은 최소한 아도르노의 미메시스가 동화 작용임에도 어째서 비판

대상과의 차별화를 전제로 해야 하는 비판을 수행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납득할만한 설명을 제공하는 장점을 갖는다. 이때의 미메

시스는 개념과 합리성에게 타자로 남는 것들을 지시하면서 사회의 억압

적 동일성에 의해 은폐되어 있던 것들을 개념적 동일성에 의존하지 않고

드러내는 방식으로 저항을 실천할 것이다. 즉, 여기서의 미메시스는 동화

작용이기는 하지만, 비판 대상의 타자의 쪽으로 그 작용을 정향하고 그

로부터 자신의 규정성을 길어옴으로써 비판의 근거가 될 차이를 확보하

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의 전략은 그 내적 논리 구조에서 정합성을 갖춤

으로써 비판의 기본적 전제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만약 그 동화 작용

의 모델이자 비판의 대상의 타자가 충분한 비판적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는 존재라면 유효한 결과 역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아도르노의 미메시스 개념은 타자 중심적 동화를 자신의 성격으

로 하고 있으며, 벨머의 말대로 아도르노의 미메시스론은 개념과 이성의

외부를 지향함으로써 개념적 동일성에 매몰되지 않는 형식을 취하기도

한다. 그러한 미메시스는 현대 사회 이전의 예술적 표현의 영역 등에서

작용함으로써 아도르노의 전체 미메시스론의 비판적 가능성을 구성하는

한 축을 담당한다. 하지만 만약 아도르노의 미메시스론이 그런 방식의

저항과 비판을 제안하는 것에 머물렀다면 그의 미메시스 개념이 전복적

이라는 지적을 칸으로부터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즉 아도르노는 비판과

극복의 대상 자체를 분명하게 지시하는 미메시스를 수행함으로써 다시

그것에 대항하는 역설적 미메시스를 논한다. 다시 말해서 아도르노의 미

메시스론은 다만 타자 중심적―원심적 동화 작용이라는 원리에만 의지해

서 형성되지 않았으며, 몇 가지 ‘합당한’ 이유로 인해 그에서 벗어나 칸

이 이론적 결함이라고 본 것과 같은 미메시스의 이중적 적용을 자신의

비판이론에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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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도르노의 미메시스론은 특히 현대 사회의 비판과 관련해 그 성립의

방식에 있어 양면성이 뚜렷하게 드러났던 것인데, 이 경우에 이중적 미

메시스가 더욱 예리하게 드러난 것은 우선 사회의 총체성에 기인한다고

본고에서는 이미 살펴본 바 있다. 저항적 실천으로서 미메시스를 수행할

때, 그것이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 중 지배 논리에 의해 탈영혼화되

지 않은 것들이 없는 사회에서 저항으로서의 미메시스는 탈영혼화에 의

해 사물이 되어버린 것을 모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술의 미메시스

는 사물화된 현실을 사물화에의 미메시스에 의해 작품에 그대로 담아낸

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아도르노의 사물화에의 미메시스는 루카

치의 “작품의 전체를 현실의 전체와 관계시키는 일을 가능케 해주는 전

체적 리얼리즘의 요구”258)를―비록 아도르노의 미학 이론은 루카치의 예

술에 대한 입장과 큰 간극을 형성하고 있지만―충족시킨다고도 할 수 있

겠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이러한 사정은 미메시스에 의해 대상에 동

화함으로써 그로부터 이탈하려는 이중적 전개가 현대 사회의 미메시스론

에서 필연적이라고 볼 근거쯤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전개에 따

른 비판의 타당성과 유효성을 예상할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즉 미메시

스를 사회 비판적 실천의 원리로 삼는다는 조건 하에서라면 현대 사회에

서는 불가피하게 미메시스의 양면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미

메시스의 이중화는 필연적이지만, 그 역시 유의미한 저항을 가능하게 할

지 확언하기 위해선 다른 근거들이 더 요구된다.

아도르노의 미메시스론이 미메시스의 양면성에 기대는 두 번째 이유는

현대 사회가 지배와 통제를 실행하는 수단과 방식의 교묘함이 이미 조야

한 수준의 직접적 비판과 저항에게 일말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성립한다. 아도르노와 바바의 분석은 공히 지배와 억압의 욕망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실현되는 전체주의 사회와 식민지라는 정치적 공간

에서 존재 가능한 저항의 수단이 있다면 어떤 것일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런 정치적 공간에서 비판과 저항의 의도를 지닌 행위들

258) G. Pasternack, “미메시스 개념과 미적 원리들”, 『문예미학 vol. 4: 루카치

의 현재성』, 문예미학회 편, 1998, p.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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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즉각적이고도 가혹한 통제의 수단에 의해 좌절되곤 한다. 통제는 더

욱 광범위하고도 세밀한 영역까지 침투한다. 하지만 지배 논리에 의한

동일성의 강제의 수준이 과도해져 사회 구성원들의 구체적 영역까지 규

정하려 할수록 오히려 억압되고 거부되는 개개인의 고유한 다양성들은

반대로 저항 가능성의 토대로 적층되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원들에

대한 체제의 직접적 구속력이 대단한 사회는 그만큼 내부로부터 발생하

는 구조적 붕괴와 성원들의 집단적 탈주에 임박해 있다고 해도 좋을 것

이다.

하지만 아도르노의 분석대로 현대 사회의 지배 기술은 사회의 논리를

직접적으로 강제하는 수준을 넘어선다. 앞서 살펴보았듯 그것의 교묘함

은 지배 논리가 생산하는 세계를 이해하는 틀, 취향, 윤리적 판단의 모범

적 범형을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고유한 자기동일성으로 오인하는 것

까지 기획한다. 피지배 상태에 있는 자들은 기득권자들의 이익과 자신들

의 존립을 동일시하는 가상에 빠진다. 이는 주체의 의식마저도 지배 논

리의 총체성에 포섭되는 단계라고 이를 수 있겠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저항과 비판의 방식 역시 일관성과 명료함만을 자신의 미덕으로 고수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의 제기가 무력해지는 사회의 총체

적 가상 앞에서 아도르노의 미메시스는 저항을 위한 우회로로서 대상에

대한 동화를 수행하는 것이다. 억압의 기제가 복합적이 될수록 그에 대

한 저항 역시 복잡성의 층위를 더해야 하며, 아도르노는 그런 의미에서

다분히 현대적인 저항적 실천의 원리를 제시했다고 하겠다.

하지만 이 두 번째의 이유가 양면적 미메시스에 의거해 비판을 전개하

는 것이 비판 행위가 딛고 서 있는 현실의 상황적 조건을 잘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본고에서 살펴본 칸의 비판과 같은

종류의 반박에 의해서 비판의 성립 자체가 의문시될 수 있다. 미메시스

에 의해 대상에 동화되면서 동시에 그것을 비판하고 저항한다는 것은 하

나의 대상을 긍정하면서도 부정하는 것이기에 그 행위가 본래 의도한 긍

정과 부정 모두 전복된다는 것이 칸의 견해였다. 아도르노의 미메시스론

이 이중적 양상을 보이게 되는 세 번째 이유가 이런 칸의 비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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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으로도 기능한다. 즉 아도르노의 미메시스론이 미메시스 개념에 대한

이중적으로 보이는 서술로 구성되는 것은 그 근거를 미메시스의 근본적

양면성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미메시스는 그 개념과 작용 자체에 있어

서 동일화와 차별화라는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두 양상 모두를 자신의

고유한 양상으로 삼는다. 그리고 그 근본적 양면성은 사물화에의 미메시

스의 경우에 첨예하게 드러났을 뿐 이미 아도르노가 논한 다양한 미메시

스의 형태들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므로 아도르노의 미메시스론이

동일화와 차별화의 양상 모두를 자신 안에 내포하고 있는 양면적 미메시

스 개념을 바탕으로 이해되지 않고 합리성과 개념의 타자로서만 이해된

다면 그것은 거의 의도적 오해의 수준에 근접한다 하겠다. 다시 말해서

그의 미메시스론은 비판의 주춧돌이 되는 차이의 계기를 미메시스의 외

부에서 구하지 않으며 오히려 미메시스의 내적 구조 자체에 마련해두고

있다. 그러므로 아도르노의 저작 내에서 발견되는 미메시스 개념에 대한

서로 다른 방향의 서술들을 이론적, 개념적 모순의 징후로 해석하여 그

유효성을 의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본 논문에서 확인한 바에 따라, 칸이 제기한 것과 같은 종류의 비판에

의해 이론적 타당성이 훼손되지 않는 아도르노의 미메시스론은 이제 다

음과 같은 의미들을 지닌다. 첫째, 아도르노는 대부분의 기왕의 사유들이

보여준 미메시스의 국면에 대한 편향적 이해를 넘어서며 미메시스가 가

진 두 양상 모두를 공히 인정하여 자신의 이론을 전개시켰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것이 미메시스를 동화 작용으로만 바라보는 일면적 이

해에 의해서는 잘 설명되지 않았던 현상, 즉 미메시스에 의한 대상의 저

항과 극복이 암시되는 현상들을 분명하게 해명해주는 준다는 점에서 실

제적 설명력을 갖춘 사유임은 더 재언할 필요가 없다. 둘째, 아도르노의

미메시스론은 지배와 통제가 총체적 단계에 접어들고 그 수단 역시 교묘

해진 현대 사회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비관적이긴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에 적확한 현실 인식을 배경으로 두고 있다. 현실과의 관계에서 그것과

소원해지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는 철학의 일반적 성격을 감안한다면, 아

도르노의 미메시스론은 음울한 현실 인식이라는 평가만으로는 그 이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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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와 함의들이 채 드러나지 않을 만큼 현실을 탁월하게 반영한 성찰들

로 이루어져 있다. 즉 그의 양면적 미메시스론은 저항의 가능성이 희박

해진 현실에 상응하는 비판적 실천의 행동 원리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

의성을 갖는다.

셋째, 그럼에도 아도르노가 제시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미메시스의 차

별화는 어떤 한계를 갖는다. 미메시스가 동화 작용을 통해서 동일성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차이도 예기한다는 것은 물론 대상과의 거리를

통해 달성되는 저항적 실천을 위한 차별성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의미

가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이 차별성은 대상 중심적 동화 작용인

미메시스에 의해서 모방의 대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규정성을 양자 사이

의 동일성으로까지 승화시켜야 비로소 성립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별성은 모방의 대상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규정성으로서의 맥락에 먼

저 참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생성된 차이라는 점에서 가장 적극적인 의

미에서의 차별화라고 부르기는 어렵다는 난점이 존재한다. 아도르노의

비판이 갖는 탁월한 통찰과 시의성, 유효성에도 불구하고, 아도르노의 미

메시스론이 제공하는 종류의 실천적 저항의 가능성, 그리고 더 근본적으

로는 그런 저항을 가능케 하는 차이 발생의 가능성은 어디까지나 대상과

공유하는 맥락 내로 국한된다는 한계를 보이는 것이다.

아도르노의 미메시스론이 현대 사회에서 성립 가능한 저항적 실천의

유효한 모델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의 매개성을

극대화시키면서도 차별성을 이끌어내는 저항적 행위의 기제를 자신의 것

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 실천적 원리의 무매개성의 탈피가 현대 사회

라는 특수한 상황에 적합한 저항과 비판을 가능케 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결국 대상의 규정 영역으로부터의 이탈을 성립시키는

궁극적 요인은 대상과의 관계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이다. 그렇기에 아도

르노의 양면적 미메시스가 야기하는 차별성이 대상의 규정성에 입각한

맥락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은 그만큼 그에 기반을 둔 실천들의 저항

적 가능성과 함의 역시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시 새롭게 사회

철학적 사유에게 요구되는 것은, 맥락에 제한된 차별화, 혹은 맥락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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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상대적으로 발생하는 차이가 아닌, 자신만의 고유성에서 비롯하여 타

자와의 차별성을 이끌어내는 원리이다. 사회가 다양한 방식으로 강제하

는 획일적 가치를 자기동일적 고유성으로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현대

인간 주체에게는 사회와의 차별화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고유성 자체

가 한층 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아도르노의 미

메시스론이 현대 사회에서 유효한 차별화의 기제로서 미메시스의 근본적

양면성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여준다고 했을 때, 그의 미메시스론은 더

나아가 미메시스의 양가성이 과연 사회적 구성원의 자기동일적 고유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고구(考究)하는 것으로 연

구자들을 인도한다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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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Adorno, relying on human reason and rationality as the

only practical principle seems to face its limits nowadays on the

issue of making socially meaningful difference. In a situation in which

even following rational principles itself fortifies the unreasonable

governing system, what we need is not some kind of immediacy like

fighting reason with reason, but a detour. With this awareness of

problem, Adorno pays attention to the concept of mimesis, and seeks

possibilities to stand against modern society's total domination under

circumstance in which immediate protest isn't effective any more.

This paper shares Adorno's perspectives, thus digs into his concept

of mimesis and tries to find out what his mimesis can im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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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this paper elucidates historical and theoric background of

Adorno's mimesis theory. With this observation, we can see that

Adorno's mimesis theory is the principle which makes acceptance of

otherness possible in his philosophy. Adorno especially emphasizes the

mimesis of art. For him modern art is defined as mimesis onto

reification. Because art is mimesis onto reification and the stiffened

society itself by the reification, paradoxically art exposes irrationalities

of the society and provides a clue for resistance. This means that

Adorno's concept of mimesis functions as a complement to reason

and rationality and also as a alternative practical concept.

But Michael Cahn suggests that Adorno's mimesis has radical

aporia, and insists that his theory is subversive. Cahn doesn't mean

that Adorno's mimesis can overthrow the unjust and rigid society.

The subversive character Cahn catches from Adorno's mimesis is

subversion of the meaning structure of the concept itself. The core of

Cahn's critique is that Adorno's theory of mimesis functions

simultaneously as the identification and the differentiation. That is,

mimesis's adabtation to objects presupposes some kind of

identification. Conversely resistance needs and aims differentiation.

Cahn judges that this is a contradiction which affirms and also

negates the same object. So the meaning structure of Adorno's

mimesis collapses.

However, after some consideration about the concept of mimesis

itself, and after consideration about Plato, Aristotle, Modern

post-structuralism and Philippe Lacoue-Labarthe's mimesis, it

becomes clear that mimesis has originally double-sidedness or

ambilaterality. This means a lot to the practical problems in relation

to social phenomenon. Since on the one hand mimesis as

identification to modern society's dominative system can caus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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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nsifying of the subordination, and on the other hand mimesis's

differentiation makes it possible to resist oppression and forced

Identität. Homi K. Bhabha's research on colonization shows how

imitative acts functions ambivalently, and he also shares the insight

into the radical ambivalence of mimesis itself with Adorno.

Thus, this paper reaches following conclusions. First, the concept of

mimesis is originally ambivalent. Second, Adorno's critique of modern

society based on the ambivalence of mimesis can provide the

principle of critical thinking and practice even in modern society

where the possibility of resist is rarefied. Third, nevertheless this

kind of differentiation cannot be the most radical and intrinsic

differentiation. Its range of difference can only be confined to the

context of the object imitated. Therefore what is needed to social

criticism now is the principle which derives not the context-confined

difference, but some sort of self-generated difference from the

originality. Eventually Adorno's theory of mimesis guides researchers

to ask what the ambivalent mimesis can suggest in regard to the

problem of originality.

keywords : Mimesis, Ambivalence, Adorno, Emancipation,

Subversion, Social Criticism

Student Number : 2008-2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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