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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록

이 은 발터 벤야민의 기 술에서 나타나는 벤야민의 ‘인식비 ’

성찰들을 다룬다.‘인식비 ’이란 본래 로크로부터 시작해 칸트의 비 철

학에서 본격 으로 수행된 작업,즉 인식의 근원, 상,능력과 같은 인식

연 을 반성 으로 규정하는 비 작업을 의미한다.그러나 벤야민이 사

용한 ‘인식비 ’이라는 용어는 근 인식론의 연 에 한 ‘비 의 비 ’으

로서 ‘메타비 ’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벤야민은 1925년 랑크푸르트

학 교수 임용을 해 『독일 비애극의 원천』을 집필하고,그 서문으로

「인식비 서론」을 쓴 바 있다.이 작업은 마르크스주의 색채가 두드

러지게 표출되는 후기 사상에 비해,형이상학 이고 신학 사유가 심

을 이루는 벤야민 기 사상의 결산이라고 불리곤 한다.그러나 사실 근

인식론에 한 벤야민의 주요한 문제의식과 그 안 성찰은 이 서론

뿐 아니라 그에 앞선 기 술들 내내 통하고 있다.구체 으로 말하

자면,이러한 벤야민의 인식비 은 1918년 「미래철학의 로그램에 하

여」에서 칸트의 경험이론을 비 하는 구체 인 철학 기획으로 윤곽을

드러내고,언어이론을 심으로 다양한 기 단편들 안에서 언어에 한

성찰로 개되며,「인식비 서론」에서 결산을 이룬다.

이 은 벤야민의 기 단편들에서 그가 변형시키고자 한 경험 언어

개념을 심으로 그가 ‘미래철학’의 과제로 제시하고 추구했던 인식의 성

격과 인식비 함의들을 규명하고자 한다.이를 해 경험,언어,지각

에 한 단편들을 고찰하면서 형이상학 ·사변 성찰로 알려진 벤야민의

기 경험개념과 신학 언어이론을 인식비 맥락에서 재구성한다.

기 경험이론에서 벤야민은 칸트 경험이론의 한계를 지 하며,‘

경험’이라는 사변 인 경험개념을 제시한다.그는 칸트의 비 철학에서

규정된 한정 인 경험개념을 넘어 이념 차원,미 차원과 같은 총체

인 측면에서 경험개념이 재규정되어야 함을 요구한다.이러한 경험의 총

체성에 한 요구를 가지고,그는 인간의 사유,의지,감정을 포 하는

상학 ,심리학 경험들을 철학 탐구의 과제로서 포 하고자 한다.

한 벤야민은 이러한 요구에 상응해 인식개념과 그러한 인식론의 근본 인

제,즉 주체와 객체를 분리시켜 보는 시각을 교정하고자 한다.즉 벤야

민은 객체를 상화하고 소유하는 것으로서의 인식개념을 해체하고,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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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객체의 구분을 넘어서는 새로운 인식의 유형을 탐색한다.경험개념과

인식개념에 한 벤야민의 변형은 근 인식론에서 이미 신화화된 ‘자아’

개념을 ‘한낱 기어린 의식’으로 보는 탈주체 을 보여주고,나아가

계몽주의의 이성 심주의를 낳게 된 동일성 사유에 한 메타비 으로

나타난다.

벤야민은 근 인식론의 한계를 넘어서는 인식,곧 진정한 차원의

‘앎’이란 주체와 객체의 직 인 소통에 있다고 보고,이러한 매개성을

‘매체로서의 언어’에서 발견한다.그래서 벤야민에게 언어는 단지 인간 사

유의 표 이나,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인식과 경험의 제조건이자

새로운 철학을 한 근 인식론의 돌 구로 제시된다.무엇보다 이 은

벤야민의 기 언어이론을 하만 독일 기 낭만주의 언어사변과의

련 하에 즉,이성 심주의에 한 ‘메타비 ’의 노선에서 재분석한다.이

러한 맥락에서 그의 언어이론은 ‘순수언어’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신비주의

이고 신학 인 이론이라기보다는,언어의 지각 ·형상 특징을 근

인식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제시하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이때 그의 언어는 정신이나 어떤 신비로운 본질의 담지체로

서가 아니라,경험의 생생한 측면을 지니고 있는 동시에 다양한 의미를

무한하게 개할 수 있는 이미지이자 ‘존양식’으로 나타난다.

나아가 이러한 언어의 본질에 한 벤야민의 통찰은 그가 “유사성의 지

각”이라고 일컬은 미메시스 이론에서 새로운 인식의 패러다임으로 제시된

다.여기에서 지각 유형이라고 불리는 언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식은

상을 개념으로 추상화시키는 인식이 아니라, 상에서 새로운 의미연

들을 발견하며 다양한 해석을 산출하는 새로운 인식의 유형이라 할 수 있

다.이로써 벤야민에게 지각이란 단지 감성 수용성이 아니라 동일성 사

유에 구속되지 않는 비동일성 사유의 한 형태로 규정된다.아울러 유사성

의 지각으로서 미메시스 인식은 근 자아개념과 도구 인식의 한계

를 넘어서는 새로운 인식방법론으로 제시된다.

주요어 :발터 벤야민,인식론,경험,언어,인식비

학 번 :2011-2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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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본고는 벤야민의 기 술들1)에서 벤야민이 추구하는 ‘경험

(Erfahrung)’개념의 의미를 재검토하고 이를 통해 그가 수행하는 ‘인식비

(Erkenntiskritik)’의 성격을 밝히고자 한다.본래 ‘인식비 ’이란 인식의

근원, 상,능력 한계와 같은 우리 인식의 연 을 비 하는 근 인식

론의 작업을 말한다.2)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벤야민의 인식비 은 근

인식론의 성격을 띠는 것이 아니라,근 인식론을 비 하는 ‘메타비

(Metakritik)’이라 할 수 있다.왜냐하면 기 술들에서 벤야민이 수행하

는 인식비 은 칸트 경험 인식 개념을 변형시키고 확장시킴으로써

근 인식론의 이성 심주의,주체 심주의를 넘어서고자 하는 철학

기획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칸트의 인식론을 토 로 한 인식비 을 통해 ‘미래철학’의 윤곽

을 제시하고자 한 벤야민의 기획은 어떤 안 인 경험개념이나 인식개념

을 정립하지 않은 채,1925년 랑크푸르트 학 교수임용의 무산으로 인

해 학자로서의 후속연구로 이어지지 못하고 미완으로 끝났다고 볼 수 있

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가 벤야민의 기 술의 경험개념을 재검토

하면서 그의 인식론 의도를 악해보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벤야민

의 인식비 사유가 그의 사상의 핵심을 보여 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

1)그의 체 작은 그의 사상 환 을 기 으로 기(혹은 · 기)와 후기

로 나뉠 수 있는데 기 작들은 형이상학 이고 유 신비주의 색채가 지배

인 언어철학이 심을 이루는 반면,후기 단편들과 비평들은 역사 ·유물론

사유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여기서 기 술들이란 신학 형이상학

사유를 집약하고 있는 1916~1920년 반까지의 단편 논문들을 말한다.

2)‘인식비 ’은 인식에 해 반성 으로 규정하는 비 작업을 의미하며,그 결

과 자체가 인식론이라 할 수 있다.근 인식론 그 자체라 할 수 있는 이 비

작업은 로크의 『인간지성론』부터 시작해,칸트의 비 철학에서 본격 으

로 수행된다.칸트는 『순수이성비 』을 통해 참된 인식을 거론하기에 앞서,

이성의 인식 상,범 ,한계를 규정하는 ‘이성 비 ’을 감행한다.이러한 문제

연 을 가진 인식론을 ‘인식비 ’이라고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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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벤야민의 사상은 다양한 모티 와 주제들을 담고 있기에 그 핵심을

단 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그의 사상 특징 가장 두드러지는

은 역사,진보,이성과 같은 가치를 보편 인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기존

의 사고틀을 괴하고 재구성하는 사유를 추구한다는 이다.이러한 특

징은 기존 패러다임의 신화 요소를 간 해내는 ‘신화 비 ’으로 규정되

는데,벤야민은 특히 기 인식비 논의에서 자기의식으로서 인식을

구성하고 완성해나가는 근 주체 개념을 근 가 빚어낸 일련의 신화로

비 함으로써 이러한 비 사유의 형을 보여 다.벤야민의 사상

핵심이라고 꼽을 수 있는 하나는 ‘구제비평(rettendeKritik)’3)이라 지

칭되는 고유한 그의 비평 이다. 술작품이나 문화 상 안에는 작품을

구성하는 사실 인 내용(Inhalt)과 함께 ‘진리내용(Gehalt)’이 내재해 있는

데,구제비평이란 작품에서 이러한 진리내용을 읽어냄으로써 실의 경험

들을 구제하는 것을 비평의 역할로 삼는 것을 말한다.이 게 술작품

안에서 경험의 본질을 진리로서 구제한다는 벤야민의 독특한 비평 은 경

험,인식,이념 등에 한 기 인식비 사유를 토 로 형성된 것이다.

그러하기에 벤야민의 기 텍스트 연구는 벤야민 사상의 총체 인 이해를

해 그 요성이 차 강조되고,미출간 기 단편들에 한 연구들도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다.4)

3)‘구제비평’은 하버마스가 처음으로 제시한 용어로,이후 벤야민의 비평 을

표하는 말이 된다.벤야민은 술작품을 아름다움의 매체가 아니라 진리의 매

체라고 본다.즉 술작품은 우리에게 삶과 경험에 한 역사 본질을 진리

내용으로 담지하고 있는데,이를 간 해내는 비평은 술작품을 진리의 매체

로 변형시키고 그 안에 내재한 경험들을 구제한다는 것이다. Jürgen

Habermas, ‘Consciousness-Raising or Rescuing Critique’, in Gary

Smithe(eds.),OnWalterBenjamin:CriticalEssaysandRecollections,the

MIT Press,Cambridge,MassachusettsandLondon,England,1955.109-116

쪽.

4)이미 1990년 에 어들면서부터 유럽 미권에서는 벤야민의 미출간 기

단편들에 한 연구들이 활발해졌다.1970~1980년 에는 벤야민의 후기 작

들을 심으로 마르크스주의 으로 수용하고 해석하는 작업이 활발했다면,

1990년 이후에는 언어이론,신학,인식론 등과 련한 · 기 작들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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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야민의 인식비 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작업은 1918년 「미래철학

의 로그램에 하여」(이하 「미래철학」으로 표기)에서 시작해 그의

기 사상의 결산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 비애극의 원천』(1928)-특히

이 책의 서문으로 집필된 「인식비 서론」-까지 이어진다.5)본고가 논의

심과 연구가 본격화되었다.최문규는 이러한 표 인 사례들로 다음과 같

은 연구들을 꼽고 있다.WinfriedMenninghaus,WalterBenjaminsTheorie

derSprachmagie,Frankfurtam Main,1980;BettineMenke,Sprachfiguren,

Name,Allegorie,Bild nach Benjamin,Weimar,2001 ;Sigrid Weigel,

Entstellte Ähnlichkeiten.Walter Benjamins theoretische Schreibweise,

Frankfurt/Main, 1997 ; Pierre Missac, Walter Benjamins Passage,

Frankfurtam Main,1991.(최문규,『 편과 형세,발터 벤야민의 미학』,서

강 학교 출 부,2012,65쪽.)이 외에도 벤야민의 기 이론의 성립배경을 자

세히 조사한 우베 슈타이 (UweSteiner)의 『발터 벤야민(WalterBenjami

n)』(Stuttgart/Metzler,2004)과 그의 경험개념에 한 기 지평을 자세히 분

석한 하워드 이질(Howard Caygill)의 『발터 벤야민-경험의 색(Walter

Benjamin-Thecolourofexperience)』도 요한 자료가 된다.국내 상황을

보면,2009년 기 술에서 표 인 『독일 비애극의 원천』의 번역 출간을

기 으로,청년기 미출간 텍스트들이 지속 으로 번역되면서 기 문헌에

한 연구들이 서서히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벤야민 기 술에

한 연구들은 여 히 미흡하며,단편 연구에 그치고 있다. 기 언어철학을

주목한 최근 석사학 논문으로는 이 범의 「벤야민의 언어철학과 문학

쓰기 : 기 언어 논문을 심으로」(연세 학교 학원,2001)과 조효원의

「발터 벤야민의 Medium 개념 연구」(성균 학교 학원,2009)가 있다.

5)구체 으로 본고의 논의 상들은 다음과 같다.「미래철학의 로그램에 하

여」(1918)를 기 으로 그 후에 집필된 술들,즉 「언어일반과 인간의 언

어에 하여」(1916),「독일 기 낭만주의 술비평 개념」(1920),「인식비

서론」(1928),「지각에 하여」(1918혹은 그 이 ) 련된 메모들,그

리고 1933년 「유사성론」 「미메시스 능력에 하여」까지 연결된다.수

벅모스에 따르면,특히 『독일비애극의 원천』의 「인식비 서론」에서 벤

야민은 1918년 「미래철학」 단편에서 시작한 근 인식론에 한 비 을 자

신의 이념론 안에서 재정리하면서,칸트 경험주의와 양립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든다.그러나 칸트의 비 철학과의 계는 양립이라기보다는 계승과 극복이

라는 측면에서 더 섬세하게 고찰되어야 하는 지 들이 있다. Susan

Buck-Morss,TheOriginofNegativeDialectics:TheodorW.Ador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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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삼는 이 기 단편들에는 그가 문학 문화비평가로 본격 으

로 향하기 의 철학 ·인식론 논의들이 집약되어 있다.무엇보다 근

인식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인식론을 모색하고자 하는 이 기획

의 심에는 그의 언어이론이 놓여 있다.벤야민의 인식론 논의는 칸트

비 에서 시작하지만, 요한 함의들은 언어이론 안에서 본격 으로 포착

된다.벤야민 연구자들은 벤야민의 사상 체가 언어이론을 토 로 하고

다시 언어이론으로 수렴된다고 강조하는데,이러한 기 언어이론을 통

하는 인식론 문제의식이야말로 차후 그의 비평 과 역사철학을 구성하

는 토 가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고는 그 난해성으로 인해 쉽게 근되지 못

했던 벤야민의 기 술들에 나타난 인식비 의 작업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차원으로 새롭게 재구성해보고자 한다.첫째는 칸트의 인식론에

한 비 으로,둘째는 언어를 통한 인식의 본질에 한 탐구로서,마지막으

로는 미메시스 인식이라는 새로운 인식개념의 제시라는 에서 재구

성한다.즉 벤야민의 경험,언어,지각에 한 기 술들을 고찰하되,처

음에는 「미래철학」을 심으로 하는 경험이론,그 다음에는 언어와

련한 성찰들에서6),마지막에는 그가 ‘새 언어이론’이라고 부르는 지각이론

에서 지속 으로 철되고 있는 벤야민의 인식비 논의들을 탐색할 것

이다.

경험 인식에 한 문제를 철학 이고 분석 으로 서술한 첫 단편인

「미래철학」에서 벤야민은 칸트 경험 인식 개념의 교정을 요구한

다.그는 칸트의 경험개념이 계몽주의 세계 아래,규칙과 숫자로 포섭될

수 있는 경험의 물질 측면만을 다룬 공허한 개념이며,인식개념 한

WalterBenjamin,andtheFrankfurtInstitute,New York:TheFreePress,

1977.91.

6)여기서 「언어일반과 인간의 언어에 하여」는 미래철학 단편에 앞서 1916년

에 집필되었다.그러나 1916년 언어논문이「독일 낭만주의 술비평 개념」

(1920),「번역자의 과제」(1923),「인식비 서론」(1928),그리고 이후 「언어

사회학의 문제들」(1935)등과 연결선상에 있으며,「미래철학」이후 언어에

한 성찰이 지배 이었기에 이러한 단계로 구분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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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논리 인식만을 ‘인식’이라고 규정한 한정된 인식개념이라고 비

한다.그래서 벤야민은 종교 경험을 포 하는 “ 경험”과 신학에

버 가는 “더 높은 인식”개념을 미래 철학의 과제로 상정한다.일견 ‘

경험’이란 말은 ‘ 성’의 일반 인 의미에서 종교 경험이라고 쉽

게 해석될 수 있기에,벤야민의 기 경험개념은 한 마디로 ‘형이상학 ’

이어서 후기 역사 ·유물론 인 경험개념과 단 되거나 종교 경험 그

자체를 지칭한다고 해석되곤 했다.7)

그러나 “ 경험”이라는 의미를 그의 인식론 의도에 주목해 재고

찰한다면,벤야민이 추구하는 경험개념은 단지 사변 이고 형이상학 인

차원이나 종교 경험 그 자체로 환원될 수 없으며,이러한 벤야민의 철

학 기획은 신학으로의 정향이 아니라 칸트에 한 내재 비 을 토

로 한 ‘비 의 비 ’으로 해석될 수 있다.칸트 경험개념을 변형시키고

자 하는 벤야민의 근본의도는 근 의 과학 ·수학 인식이 배제시킨 다

채로운 경험의 측면들이 갖는 인식 가치를 회복시키는 데 있다.이를

해 벤야민은 인간의 생생한 감정,느낌,욕구,무의식 등 다층 인 경험

의 차원을 이야기할 수 있는 확장된 철학 논의로써 새로운 인식개념을

요구한다.벤야민은 개념 인식을 우리가 삶과 세계를 하는 매개방식

가운데 한 방식일 뿐이며,인식이란 인간과 세계,주체와 객체 사이를 매

개하는 ‘매체(Medium)’8)의 작용이라고 본다.그래서 벤야민에게 진정한

7)최성만은 벤야민의 기 경험개념을 형이상학 ·신학 이라고 규정한다.그는

벤야민의 기 사상과 후기 사상은 변증법 측면에서 일 성을 유지하고 있

지만,단 이 없지 않다면서 「미래철학」에서 나타나는 기 경험개념을

그 사례로 들고 있다.(최성만,『발터 벤야민-기억의 정치학』,도서출 길,

2014,32쪽.)최근 발간된 조효원의 『부서진 이름-발터벤야민의 상자』(문

학동네,2013)는 거의 국내 최 로 「미래철학」과 언어이론을 연 시켜 자세

히 논하고 있다.그에 따르면,「미래철학」에서 벤야민은 칸트 경험의 안

으로 종교 경험을 주장하고 있고,벤야민의 언어이론은 하만의 언어신학,바

울,마르키온의 성서 연구를 잇는 성서 언어 이라고 한다.이러한 해석은

신학과 유물론의 긴장 계를 비롯해,탈근 특징들까지 노출하는 벤야민의

복합 인 사유를 신학 그 자체로 환원시켜 버린다는 문제가 있다.

8)벤야민은 ‘매체’의 본성을 ‘직 매개성’이라고 규정한다.즉 매체는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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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이란 주체가 객체를 상화하고 추상화시켜 ‘소유’하는 간 ·개념

매개가 아니라,매체 안에서 서로 소통하는 직 ·형상 매개에 있는

것이다.이처럼 개념 인식의 범주에 완 히 포섭되지 않는 소통은 지각,

감정,감각 측면이 요시되는 미 차원의 인식을 지시한다.

벤야민에게 이러한 직 소통을 보증하는 매체는 바로 ‘언어’다.따라

서 ‘경험과 인식의 확장’이라는 벤야민의 기획은 칸트의 경험이론 비 에

서 시작해 언어를 토 로 인식론을 새롭게 정 하고자 하는 방향을 향하

게 된다.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벤야민의 언어이론을 검토할 때 맞닥뜨리

게 되는 문제는 신학 메타포로 철된 벤야민의 ‘언어’를 어떻게 해석해

야 하는가이다.벤야민의 언어이론은 하만9)의 언어신학을 바탕으로 하고,

인간 언어의 기원을 설명하며 창세기 설화를 끌어들인다는 에서 ‘신학

’이라고 이야기된다.그러나 그 신학 색채 안에는 인식론 으로 고찰

되어야 하는 요한 지 들이 있다.벤야민이 ‘선악의 나무’,‘아담의 언

어’,‘이름’,‘무(無)의 지식’과 같은 이른바 ‘유 카발라’10)의 용어들을 사

용하고 있지만,이 용어들은 야콥 뵈메11),하만, 기 낭만주의12)로 이어

달의 그릇이 아니라,직 인 달(소통)을 실 시켜주는 것이다.이에

한 자세한 설명은 III장 1 에서 제시될 것이다.

9)요한 게오르크 하만(JohannGeorgHamann,1730~1788)은 18세기 철학자이자,

언어학자,신학자로서 헤르더,훔볼트로 이어지는 독일 언어철학의 선구자라

불린다.하만은 당 칸트를 시로 한 계몽주의·합리주의 사유를 비 했으

며,괴테를 비롯한 독일 낭만주의에 지 한 향을 끼쳤다.

10)카발라(Kabbalah)는 ‘래된 지혜와 믿음’이란 뜻으로,유 교 통에서 내려

온 신비주의를 말한다.흔히 모세오경으로 불리는 ‘토라’를 연구함으로써,비

스런 가르침을 통해 삶과 우주의 법칙을 알 수 있다고 하며,게르 렘과

마르틴 부버가 이러한 카발라를 화시킨 연구자에 속한다.

11)야콥 뵈메(JakobBöhme,1575~1624)는 독일의 신비주의 사상가로서,강한 종

교 체험에서 나온 불가해한 것을 언어로 표 하는 것을 추구했으며 신비주

의 이론을 설 했다.뵈메는 독일의 신비주의 언어철학 통,특히 독일 낭만

주의와 셸링에게 많은 향을 주었다.

12)여기서 독일 기 낭만주의자들은 리드리히 슐 겔과 노발리스를 가리킨

다.독일 기 낭만주의에 한 자세한 설명은 본문의 각주 96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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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신비주의 언어이론의 통 에서 형성된 것이다.즉 벤야민이 수용

하는 카발라의 성격은 이미 독일 언어철학의 통에서 인용의 인용을 거

쳐 세속화되고 재해석된 카발라이며,이러한 통에서 신비주의는 보편 ,

명증 ,합리 사유에 한 항 성격을 띠었다.따라서 본고가 주목하

는 바는 벤야민의 언어이론의 인식론 함의이며,근 인식론의 인간

심주의와 주객분리의 문제를 ‘매체로서의 언어’를 통해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 성격을 악하는 것이다.벤야민이 말한 “인식의 언어 본

질”13)을 밝히기 해서는 이러한 신학 성격을 지닌 언어이론이 왜 근

인식론의 돌 구로 제시되는지 해명되어야하기 때문이다.

벤야민의 언어이론에 한 기존의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갈

라지는데,하나는 신학 내러티 에 기반해 그의 언어이론을 신성한 언

어 실체를 추정하는 이론으로 보는 입장이고,다른 하나는 그의 언어이

론의 가치가 언어 재 구조에 한 통찰에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14)본

고는 후자의 에서 벤야민의 언어이론을 고찰함으로써,벤야민이 강조

하는 언어의 성격이 ‘신의 말 ’이나 ‘로고스’로서의 언어가 아니라 “지각

유형으로서의 언어”15)라는 을 제시할 것이다.다시 말해 벤야민의

13)GSII/1,168;『선집 6』,114쪽.

14) 자의 표 인 연구자 리차드 볼린은 벤야민이 언어의 수용 이고 인식

인 측면을 주장하는 것은 “ 실의 신성한 실체로서 언어를 악하는 오랜 카

발라의 교리”라고 해석한다.(Wolin,Walter Benjamin.An Aesthetic of

Redemption,New York;ColumbiaUniversityPress,1982.)후자의 표

인 연구자 빈 리트 메닝하우스는 벤야민이 언어의 ‘비기의 본질

(nicht-signifikativenWesen)’을 조사함으로써,그가 후기 구조주의를 선취한

다고 해석한다.(Menninghaus,앞의 책)사실 메닝하우스의 서는 1980년

출간되었고,그의 연구를 통해 벤야민의 사상은 벤야민의 유물론 후기 사상

의 좁은 틀을 벗어나 총체 으로 조명되는 계기를 맞았다.(최성만,앞의 책,

395쪽.)그러나 여 히 벤야민의 · 기 사상에 한 해석은 만족할 만한 수

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다가,1990년 들어서 해체주의 는 후기 구조주의

가 서구이론의 지배 인 경향이 되면서 메닝하우스의 입장에 힘이 실리게 되

었다.

15)GSVI,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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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언어이론은 ‘순수언어’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신비주의 이고 신학

인 이론이라기보다는,언어의 지각 ·형상 특징을 근 인식론의 한계

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제시하는 이론이라는 것이다.이러

한 에서 벤야민의 ‘지각으로서의 언어’는 우리 인식의 근거이자,경험

의 생생한 측면을 달하고 다양한 의미를 무한하게 개할 수 있는 이미

지이자 ‘존양식’이다.벤야민은 하만 기 낭만주의 언어 에서 바로

이러한 언어의 특징을 자신의 언어이론으로 수렴해냄으로써 지각 인식

의 가능성,즉 인식론의 확장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은 칸트의 인식론을 비 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벤야민의 시도가 하만,독일 기 낭만주의에서 이루어진 메타비

의 노선 에 있음을 강조한다.특히 기 낭만주의에서 메타비 은 칸트

의 비 을 비평의 차원으로 계승하는 동시에,칸트가 『 단력 비 』에

서 제시한 반성 단력의 ‘반성(Reflexion)’개념을 문학 술을 통한

‘시 반성’개념으로 진 으로 변형시키는 “계몽의 계몽”을 추구했다.

이처럼 개념 인식에서 시 반성,그리고 지각 ·형상 인식으로의 확

장이야말로 벤야민이 언어를 새로운 인식론 토 로 제시하고 있는 지

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벤야민의 기 철학 기획이 언어의 지각 ·형상 특징을 통

해 인식론의 확장을 추구하고 있다는 을 본고는 다음과 같은 개를 통

해 제시하게 될 것이다.

I장에서는 비 고찰로 두 가지 면에서 벤야민의 기 경험개념의 문

제 지평을 짚어볼 것이다.첫째는 벤야민의 경험이론 체에서 기 경험

개념이 지니는 좌표를 알아보고,둘째는 경험개념이 근 인식론 안에서

갖는 논의 배경을 살펴본다.

II장에서는 「미래철학의 로그램에 하여」를 심으로 칸트의 경험

개념과 인식개념을 비 하는 벤야민 주장의 요지와 의미들을 탐색한다.

칸트의 경험 인식개념을 교정하려는 벤야민의 시도는 칸트가 가능한

경험의 상들이 아니라고 배제한 것들,즉 일시성,무한성, 성을 경

험의 역에 도입하는 것이 된다.그러나 여기에서 벤야민의 사변 개념

들은 독일 기 낭만주의자들의 시 반성이론을 수렴하는 가운데 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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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의미의 환을 일으키고 있다는 을 주시하게 될 것이다.

III장에서는 벤야민이 인식론 안으로 제시된 언어 인식이 무엇인

지 살펴본다.하만 독일 기낭만주의 언어 과 연 시켜 고찰할 때,

벤야민이 주장하는 ‘매체로서의 언어’는 직 ·형상 매개라는 언어의

본질 성격을 인식비 맥락에서 드러내는 규정이며,이로 인해 언어

는 근 인식론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인식 방식의 가능성이자 요체로

발견된다.본고는 이러한 새로운 인식의 유형이 벤야민의 지각이론에서

‘지각 유형으로서의 언어’라는 미메시스 인식으로 나타나며,이를 통

해 벤야민이 주장하는 인식의 구조 내용은 지각 ·감각 차원,그리

고 역사 차원으로의 확장을 가리키고 있다는 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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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비 고찰 :벤야민 기 경험개념의 문제 지평

벤야민의 기 술들에서 나타나는 경험과 언어에 한 본격 인 논의

에 앞서 비 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첫째,벤야민

의 체 사상에서 경험개념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나아가 그의

경험이론에서 기 경험개념의 좌표 역할은 무엇인지 살펴본다.둘째

로 본고가 ‘기 경험개념’이라고 부르고 있는 논의 상은 구체 으로 무

엇이며,이 경험개념이 인식론 측면에서 갖는 의미와 철학 배경은 어

떠한지 개 해본다.

1.경험의 구제

수 벅모스가 그의 책 『부정변증법의 기원(TheOriginofNegative

Dialectics)』에서 지 하듯이,벤야민의 기 사상 유산은 아도르노에게

서 좀 더 치 한 변증법 체계로 구성되어 “부정변증법”의 핵심으로 자

리 잡는다.16)이러한 사실을 뒤집어보면,체계 이고 변증법 인 아도르노

의 철학에 비해 벤야민의 사상은 편 이고 비의(秘 ) 일 뿐 아니라,

신학과 유물론이라는 양 극단의 긴장 계 속에 놓여있다는 에서 좀처럼

체계 인 사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아도르노는

벤야민의 사유 방식이 본질 으로 철학 방법이지만,언제나 그는 근

철학이 지하는 역들로 과감하게 뛰어들었으며,그러한 벤야민의 철학

곳곳을 채우고 있는 것이 바로 ‘경험의 측정(MaßderErfahrung)’이라고

강조하곤 했다.17)실제로 벤야민은 ‘경험’18)을 숙고함에 있어서 기존의 철

16)SusanBuck-Morss,앞의 책.xii.

17)“벤야민의 문장들 모든 곳들에 채워져 있는 경험의 측정(MaßderErfahrung)

은 표 인 철학 실천과 통 인 이론이 요구하는 로 심에서부터 주

변 인 것들을 개시키는 것이 아니라,주변부를 심으로 만드는 끈질긴 힘

이다.”TheododrW.Adorno,‘IntroductiontoBenjamin’sSchriften’,trans.R.

Hullot-Kenton,On WalterBenjamin:CriticalEssaysand Recollections,

GarySmith(eds.),Cambridge,Mass.:TheMITPress,199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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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이 경험개념에 부여한 한계들을 인정하지 않았으며,칸트가 경험 인

식의 역에서 배제한 일시성,무한성, 성을 경험개념에 도입하고자

했다.이로써 근 의 과학 ·수학 인식이 배제시키는 다채로운 경험의

측면들을 ‘구제’하고자 했다.즉 벤야민은 종교 인 경험부터 철학이 논할

가치가 없다고 여긴 모든 경험들을 철학 안에서 사유하고자 했다.

왜 벤야민은 이러한 경험들을 철학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가?그는

왜 일시 이고 무상하고,심지어 환 이라 여겨지는 경험들에 주목하는

가?이에 해 하버마스는 “벤야민의 철학 성찰 심에는 이미 오래

부터 ‘훼손될 수 없는 경험’이라는 념이 자리하고 있었으며,벤야민의

경험개념에는 자연, 기, 언, 술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복잡한

경험 양식들에 한 신뢰가 깔려있기”19)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즉 벤

야민은 기나 비합리성으로 치부될 만한 우리의 다양한 경험들에도 나름

의 가치와 진리가 내재한다고 여기고 있으며,그러한 진리를 철학이 발굴

해냄으로써 한 시 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본질 이고 역사 의미들

18)여기서 말하는 경험은 독일어로 ‘Erfahrung’이다.‘Erfahrung’은 독일 철학

문학사에서 인간이 세계와의 상호 작용의 과정이나 그 성과를 총칭하는 말로

서,감각이나 내성(內省)을 통해 얻는 것, 는 그 획득 과정을 뜻했다.이는

이성이나 직 과 같은 선험 능력과 비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경험은

베이컨,홉스 등에 의해 철학에 있어서 인식과 지식의 기원 구조와 방법

등을 밝히는 인식론의 근본개념이 되어 왔다.(참고.『문학비평용어사 』,국

학자료원,2006,159쪽.)특히 칸트에게 경험은 일종의 인식 방식으로서,지각

에 의해 객 을 규정하는 인식이었다.즉 칸트는 경험을 인식에 있어서 불가

결한 것으로 간주하면서,동시에 지식의 필연성의 근거를 주 의 선험 형식

에서 찾았다.벤야민은 기 경험에 한 논의에서 개념 인식의 소재로서

‘감각경험 ’이라고 할 때는 ‘empirisch’라는 말을 사용하며,‘경험(Erfahrung)’

을 단순히 ‘경험 인식’이나 인식의 소재로 보는 것에 반 한다.벤야민에게

‘경험’은 단순한 소재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의식 무의식에서 총화되

는 총체 성격을 띤다.

19)JürgenHabermas,‘Consciousness-RaisingorRescuingCritique’,inGary

Smithe(eds.),OnWalterBenjamin:CriticalEssaysandRecollections,the

MITPress,Cambridge,MassachusettsandLondon,England,1955.1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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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벤야민의 ‘경험의 구제(RettungderErfahrung)’는 논리 연역

이나 개념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그의 수많은 비평과 에세이들 가운

데서 다양한 모습으로 뚫고 나오며,가장 구체 이고 주변 인 실들 가

운데 수립된다. 컨 경험은 서사시의 뮤즈나 이야기를 통해 승되는

지혜(이야기꾼), 량생산 시 인들이 잃어버린 통의 가치(경험과

빈곤),무의지 기억 속에서 끌어올려야 할 역사 회상( 루스트의 이미

지)등으로 나타난다.이처럼 벤야민의 ‘경험’은 그의 자 에세이,비평

문,철학 단편들에서 다양한 모티 들로 변주되는데,그 가운데 ‘아우

라’,‘ 실주의 경험’,‘기억’,‘충격체험’,‘도시의 경험’,‘집단 신경감

응’과 같은 모티 들은 술과 정치,감각,무의식 등과 같은 요한 미학

논의들을 부상시킨다.

이러한 사실들로 알 수 있듯이,벤야민의 경험개념은 하나의 규정,하나

의 이론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벤야민은 ‘경험’에 한 몇몇 단편들을

썼지만,어떠한 텍스트에서도 완결 인 체계나 이론으로서 경험을 논구한

이 없다.20)따라서 벤야민의 ‘경험이론’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에 따라 이념론,언어이론,지각이론, 술이론 등의 윤곽으로 나타

난다고 할 수 있다.벤야민의 ‘경험’은 그의 거의 체 작에 걸쳐 편

20)벤야민이 경험을 심에 놓고 논구하는 핵심 인 텍스트들 몇몇을 짚어본다

면 다음과 같다.벤야민이 경험에 해 쓴 최 의 텍스트는 1913년 ‘경험

(Erfahrung)’이란 짧은 로서,당시 은이의 새로운 정신성을 강조한 이었

다.1918년 「미래철학의 로그램에 하여」에서는 칸트의 경험과 인식 개

념을 비 하면서 ‘더 높은 경험’을 요구하지만,그러한 경험을 어떤 규정 인

개념으로 제시하지는 않는다.이후 표면 으로는 경험에 한 논의가 단 된

듯이 보인다.「미래철학」에서의 모색 이후,벤야민의 텍스트에서 ‘경험’이란

화두가 다시 등장하는 것은 1933년 「경험과 빈곤(ErfahrungundArmut)」에

서다.나치가 집권할 무렵 쓴 이 단편에서 벤야민은 당 의 실을 ‘경험의 상

실’로 진단한다.이러한 ‘경험의 상실’은 들의 삶에서 외부세계에 한 총

체 인 이해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태를 의미한다.이후 그의 비평 에

세이들에서 ‘경험’은 ‘이야기’,‘기억’,‘노동’,‘술작품’등과 하게 연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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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나며,우리는 그의 경험이론을 ‘성좌(Konstellation)’처럼 이어

볼 수 있을 뿐이다.

주지하다시피,벤야민은 기에는 형이상학 이고 유 신학 인 시각에

서 언어 인식론에 한 들을 썼으며,후기에는 마르크스주의를 수용

하여 신학과 유물론을 결합시키는 비평 문화 에세이들을 썼다.이러한

시기별 술의 성격에 따라 경험에 한 벤야민의 고찰도 크게 두 시기로

나 어볼 수 있다.1916~1928년 기 술들에서 나타나는 경험에 한

고찰은 인식론의 문제를 다루며,경험에 무한성과 인 것을 도입하

는 형이상학 인 성격을 띤다.이는 칸트 철학 신칸트주의에 한 비

,언어철학,낭만주의,이념론에 한 기 논문들에서 나타난다.한편,

1930년 이후의 후기 술들에는 통과 역사,그리고 모더니티와 련

해 경험 문제에 한 사회역사 성찰이 드러난다.그가 기에 탐색한

형이상학 경험개념은 역사유물론 윤곽 아래 재정립되면서 비평의 내

구조로 작용한다. 기 술,정확하게 말하자면 「미래철학의 로그

램에 하여(ÜberdasProgramm derkommendenPhilosophie)」(1918,이

하 「미래철학」으로 여서 표기)에서 나타난 경험개념이 “ 경험”이

라는 형이상학 ·사변 인 성격으로 나타났다면,후기의 경험개념들에서

는 지각,신체,감각,이미지,무의식,분 기가 주요한 내용 특징으로

떠오른다.

‘경험’과 련한 벤야민 연구는 부분 이러한 후기 단편들에서 나타나

는 경험개념을 심으로 논의된다.벤야민의 후기 사상은 한 마디로 ‘인간

학 유물론’21)으로 수렴한다고 할 수 있는데,이 ‘인간학 유물론’의 구

21)벤야민은 실주의에 한 단편에서 ‘인간학 유물론’을 “집단,기술,정치

실천이 상호 맞물린 명구상”이라고 말한다.여기서 인간학 유물론이란

마르크스 역사유물론의 실증주의 성격,경제결정론 입장에 반 하며,인간

의 변 의지와 실천성에 천작하고자 하는 유물론 사유라고 할 수 있다.

랑크푸르트 학 는 마르크스 역사유물론의 실증주의 성격,경제결정론 입

장을 지 하며 이는 인간의 변 의지와 실천성을 간과하는 비변증법 이며

기계 인 사고라고 비 한다.벤야민의 역사철학에서(특히 「역사의 개념에

하여」 단편에서 나타나는)실증주의와 역사주의에 한 벤야민의 비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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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이루는 요한 요소들이 바로 ‘세속 각성(profaneErleuchtung)’,

‘이미지’,‘신체’,‘ ’등이다.22)‘인간학 유물론’의 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는 실주의 경험에서 보자면,여기에서 인간은 정신과 신체로

구분되지 않으며,나아가 집단 주체와 공간에 이르기까지 정신,지각,

신경기 의 연장으로 악된다.즉 실주의 경험은 주체가 뚜렷한

자기의식 안에 수렴,종합하는 성격의 경험이 아니라,공간,사물들,향기,

소리,분 기로부터 얻는 감각들이 사유를 발시킨다는 ,그래서 무의

식 이고 순간 인 계기에서 어떤 각성을 산출한다는 , 한 개인의

체험이 아니라 역사 이고 집단 인 경험의 성격을 띤다는 에 그 특징

이 있다.무엇보다도 이러한 경험의 특징은 신체 지각과 이성 사고의

구분을 넘어서고, 그가 ‘신체공간(Leibraum)’ 내지 ‘이미지 공간

(Bildraum)’이라고 부르는 안에서 경험의 주체와 경험의 상 사이

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데 있다.그래서 ‘인간학 유물론’은 분명 정치

함의를 띠고 있지만,그러한 정치 변 의 출발 은 사회 ·역사 조건

자체가 아니라 그 조건이 양산하는 리듬의 변화,그리고 지각방식의 변화

안에서 새로이 형성되는 경험의 조건에 있다.이처럼 실주의 경험

에서 벤야민이 강조하는 바는 종교 내지 환상 엑스터시라는 극단의

경험들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경험에서 발생하는 지각 이자 인식 인

‘충격’이다.이는 상을 액면 그 로 받아들이지 않고, 실 속에 내재하

는 다른 계기를 인식하는 힘으로서,일상을 지배하는 다른 ‘신화’-

진보와 노동자계 에 한 낙 주의나 상품의 타스마고리아가 갖는 힘

등-에서 그것을 부정하고 지양하는 계기를 발견해내는 단 가 된다.

벤야민에게 ‘미 경험’이라 할 수 있는 ‘아우라’의 경험은 어떠한가?미

학 술이론에서 가장 많이 언 되는 ‘아우라’의 경험은 일차 으로

술작품의 ‘원본성’,‘일회성’이 갖는 제의가치지만 단지 술작품에 한

조로서의 ‘미 경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본질 으로 아우라의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라.고지 ,「발터 벤야민의 역사주의 비 」,『독일연

구』 제10호.2005.

22)최성만,앞의 책,34-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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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은 자연과 같은 타 존재와의 시선교환,호흡,교감을 의미한다.23)다

시 말해 아우라는 자아와 타자,인간과 자연과의 일체감 는 미메시스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24)이러한 아우라 경험도 실을 지배하는 신화의

표면을 뚫고 나타나는 어떤 순간 인 인식 계기와 맞닿아 있다.왜냐하

면 일회 이고 순간 인 아우라 경험의 지각방식25)은 지속 이고 고착화

된 인식의 방식이 아니라,특정한 순간 주체가 상과의 경험 속에서 형

성되는 다른 지각가능성을 함축하기 때문이다.이 게 아우라의 경험

은 술작품에 한 ‘무 심 조’라는 의미의 ‘미 경험’을 넘어 일상

이고 실 인 체험들을 뚫고 순간 으로 얻게 되는 근원 인 소통이자

지각 인식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벤야민의 체 사상에서 ‘경험’이 가지는 특징들에 주목해 볼

때,우리는 벤야민의 기 경험개념이 반드시 형이상학 차원에 그치는

것인가, 기 「미래철학」에서 이야기한 “ 경험”이라는 것은 후기

의 경험개념들과 단 이고 이질 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가 하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왜냐하면 벤야민은 「미래철학」에서 가장 문제 인

근 인식론의 제가 주체와 객체의 분리라고 지 하며,주객 분리로부

터 자율 인 인식,의식의 주 성을 벗어난 인식개념을 요구하기 때문이

다.이처럼 벤야민의 ‘경험’에는 항상 감각과 이성,주체와 객체의 구분 해

소라는 인식론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으며, 기의 ‘ 경험’이나

후기의 ‘인간학 유물론’의 경험이나 ‘인식비 ’이라는 하나의 의도로 매

개되어 있다.따라서 벤야민의 경험이론에는 그 외면이 술작품에 한

논의든지, 루스트와 보들 르에 한 비평이든지, 화와 사진 매체에

23)“어느 여름날 오후 휴식 상태에 있는 자에게 그늘을 드리우고 있는 지평선의

산맥이나 나뭇가지를 따라갈 때 – 이것은 우리가 산이나 나뭇가지의 아우라

를 숨 쉰다는 뜻이다.”GSVII/1,355;『선집2』,50쪽.

24)윤미애,「벤야민의 아우라 이론에 한 연구」,『독일문학』,1999,Vol.71,

390쪽.

25)“아우라란 무엇인가?그것은 공간과 시간으로 짜인 특이한 직물로서,아무리

가까이 있더라도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것의 일회 상이다.”GSVII,355

;『선집2』,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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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 가능성의 고찰이든지 언제나 기존의 인식에 한 비 과 확

장이라는 기획이 깔려 있는 셈이다.이처럼 벤야민에게 경험의 문제는

곧 인식의 문제 으며,경험에 한 그의 모티 들은 새로운 인식의 지평

을 보여주고자 하는 개념들이다.

특히 근 인식론에 한 비 과 극복은 바로 그가 기에 언어를 새로

운 인식론 안으로 성찰하는 핵심 이유라고 할 수 있다.즉 벤야민

의 기 경험개념은 인식론 물음과 그 답으로서의 언어철학 안에서 철

학 의미들을 획득하는데,이러한 의미들은 후기 경험의 모티 들이 갖

는 함축들을,그리고 벤야민의 ‘경험의 구제’에 한 더욱 깊이 있는 성찰

들을 제공하게 된다.

2.경험개념과 근 인식론의 문제

본고에서 다루는 ‘기 경험개념’이란 구체 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를 먼

밝 야 할 것 같다.그것은 여타 같은 시기 단편들에서도 간 으로

시사되기는 하지만,가장 분명하게는「미래철학」에서 벤야민이 제시하는

‘더 높은 경험개념’,‘ 경험’혹은 ‘진정한 경험’이라고 언 된 사변

경험개념을 말한다.그 다면 경험과 사변의 결합이라는 이 역설 인

개념을 통해 벤야민이 말하고자 하는 경험이란 어떤 것인가?1918년 5월

경 벤야민이 「미래철학」을 쓸 당시 스 스 베른에서 그를 만난 렘은

당시 벤야민이 숙고하고 있던 ‘진정한 경험’에 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그는 여기서 자기가 의도한 경험개념의 범 에 해 말했

다.즉 경험은 인간이 세계와 맺는 정신 ·심리 결합으로서

인식에 의해 아직 침투되지 않은 역들에서 이루어지는 결합

도 여기에 속한다는 것이다.그 다면 그런 경험개념에는

술 분야들도 정당하게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는 데까지 내가

논의를 끌고 가자 그는,“‘커피 앙 ’으로 을 칠 가능성을

포 하고 설명하지 못하는 철학은 진정한 철학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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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극단 인 표 을 쓰면서 답하 다.그러한 술은 아마

유 교에서와 마찬가지로 배척받을 것이지만,사물들의 연

계에서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실제로

그가 나 에 신비 경험들에 쓴 들은 그러한 가능성을 배

제하지 않고 있다.26)

과연 벤야민은 「미래철학」에서 종교 경험부터 ‘커피 꺼기로 치

기’와 같은 신비 경험들까지 철학 경험개념으로 포 하고자 하는 시

도를 보여 다.벤야민은 칸트의 경험개념이 계몽주의 세계 의 요구아

래,그리고 수학·물리학의 모델 에 경험의 최소치만을 담은 개념이라면

서,‘더 높은 경험’,‘ 경험’을 요구한다.더구나 벤야민은 이러한 경

험이 종교 경험을 포 해야 하며,인식 한 신학의 차원까지 아우를

수 있는 최고의 질서를 담보하는 개념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 다면

과연 벤야민은 확실성과 보편성의 확립을 향해 달려온 철학의 발 사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것인가.그것도 20세기의 철학에서 배척받을 게 뻔한

‘술’이나 ‘종교’의 차원으로 복귀하자고 요구하는 것인가.

이 물음에 한 답은 앞으로「미래철학」과 같은 시기에 집필된 편

인 들 논문들을 살펴보며 ‘인식비 ’ 맥락에서 구해질 것이다.사

실 표면 으로 보자면,‘진정한 경험’을 철학 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벤야

민의 시도는 「미래철학」에서 제스처에 그친 듯하고,이후 경험에 한

논의는 단 된 것처럼 보인다.그러나 경험과 인식에 한 근 인식론

에 반 하는 그의 문제의식과 새로운 경험과 인식에 한 탐색은

기 술들 곳곳에서 표출된다.구체 으로 이러한 흔 들은「미래철학」

후에 어진 술들,즉 「언어일반과 인간의 언어에 하여」(1916),

「독일 기 낭만주의 술비평 개념」(1920),「인식비 서론」(1928),

「지각에 하여」(1918혹은 그 이 ) 련된 메모들에서 발견되며,

1933년 「유사성론」 「미메시스 능력에 하여」까지도 연결시켜 볼

수 있다.『발터 벤야민 :경험의 색』이란 책에서 벤야민의 기 술들

26)게르 렘,『한 우정의 역사』,최성만 역,한길사,2002,1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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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칸트 사상의 맥락에서 집 으로 검토한 이질에 따르면,벤야민은

1916~1919년 사이 ‘진정한 경험’의 차원을 다방면으로 모색했는데,우리에

게 잘 알려진 언어이론뿐만 아니라,색채,회화,지각,수학 등 여러 방향

에 걸쳐 이러한 경험개념의 수립을 시도했다고 한다.27)

이처럼 벤야민이 ‘진정한 경험’을 다방면으로 탐색한 것은 확고한 자기

의식 안으로 수렴하지 않는 경험들의 특성과 그 본질을 철학 으로 다루

고자 했기 때문이다.다시 말해,벤야민의 이러한 시도들은 데카르트 이후

자기확실성의 제에서 출발한 모든 인식론 요구들에 반 하는 것이다.

특히 칸트 인식론의 경험개념,즉 “과학 단의 인질에 머무르는 경험

개념”은 간소화된 근 세계와 무나도 딱 들어맞는 인식론 입지에서

나온 것이며,그 세계에서는 기술 이성의 가치들이 최고로 군림하고 있

었다.28)따라서 언어철학,지각이론 등 기 술들의 지형에서 펼쳐지는

벤야민의 경험 인식 논의들은 도구 이성의 지배,특히 주체와 객체

의 분리 문제를 비롯한 근 합리주의 인식의 문제 들을 극복하고자 하

는 시도들로 이루어져 있다.

무엇보다도 벤야민이 고려하는 ‘경험’은 단지 합리 인 인식의 역에

국한되지 않는다.그는 ‘진정한 경험’을 찾기 해,“환상이라는 말로는 충

분히 설명할 수 없는〔…〕 인간 경험의 확장”29)에 심을 가지고,가

27)하워드 이질(HowardCaygill)에 따르면,벤야민의 ‘진정한 경험’에 한 기

획은 1917년 「지각에 하여」,1918년 「미래 철학의 로그램」에서 처음

선언되지만,이러한 모색은 그 이 부터 동시 작들에서 다양하게 발견된

다.그는 1916년 언어이론뿐만 아니라,그에게 덜 친숙한 수학,기하학,논리학

그리고 색채론의 역까지 모색했다.1916년 11월 11일 렘에게 보낸 편지에

따르면,벤야민은 이러한 경험개념을 수학과 언어의 계를 밝힘으로써 체계

으로 수렴해보고자 했으나 실패했다고 고백한다. 이질은 「언어이론의

에서 본 수학에 한 숙고」라는 단편이 그러한 시도의 한 증거라고 주장한

다.HowardCaygill,WalterBenjamin:Thecolourofexperience,Routledge

LondonandNewyork.1998,pp.1-2,14.

28)Wolin,Richard,WalterBenjamin-AnAestheticofRedemption,University

ofCaliforniaPress,1994,p.34.

29)게르 렘,앞의 책,1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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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모든 방식의 경험을 탐험하고자 했다.30)이는 애당 ‘자연과학 인

식’에서 거세된 여러 경험들의 차원을 포 하고자 했기 때문이며,그가

‘성술’,‘하시시’등과 같은 ‘오컬트(okkult)’인 경험들에 주목한 이유다.

이러한 벤야민의 탐색들은 단지 심리학 호기심이나 신비주의에 한 지

향이 아니라,“경험의 역을 그 완 한 자유와 깊이에 있어서”31) 악하

고자 한 것이다.

근 인식론의 합리주의 사유가 왜 한정 인 경험개념을 만들어냈는

지 좀 더 구체 으로 짚어보자.오늘날 벤야민의 열렬한 수용자이자,탁월

한 해석자이기도 한 조르조 아감벤(GiorgioAgamben)은 ‘경험에 한 과학

검증’이라는 근 의 기획은 경험을 인간과 분리된 역,곧 도구와 숫

자 속에 치 지으려는 시도 다고 말한다.32)그에 따르면 고 와 세의

사유에서 과학이라는 인간의 지식은 오히려 ‘경험으로부터의 배움(páthei

máthos)’으로 규정되었다.33)그러나 근 과학은 실험을 통해 감각 지각

30)그가 ‘하시시’를 실험삼아 체험해본 것(이는 『일방통행로』에서도 기록되어

있다)은 그의 친구이자 의사인 조엘과 렝 의 입회하에 시행되었으며,에른

스트 블로흐도 함께 했었다.벤야민이 이러한 체험을 감행해본 것이나 실

주의 운동이 갖는 ‘도취(Rausch)’의 측면을 높이 산 것은 그러한 경험들에서

기존의 종교 역이 담당했던 어떤 ‘각성’의 계기를 발견할 수 있다는 생각

에서 다.벤야민 집 편집자 한 사람,헤르만 슈베펜호이 (Hermann

Schweppenhäuser)에 따르면,“최근 일상화된 실도피자의 마약 행 들은 벤

야민과 계가 없다.… - 시즘과 시즘 시 의 도취의 특성을 자기계

몽으로 환하면서,이같은 ‘산업 생산 과정들’의 기형을 벤야민은 경험의

매체로 환할 수 있었다.그의 미경 인 탐구가 ‘체로서 철학하기’라는

그의 특징인 것처럼,취함에 한 그의 경험들은 놀라운 발견거리들을 보여

다.”HermanScweppenhäuser,‘PropaedeuticsofProfaneIllumination“.In:

On WalterBenjamin :CriticalEssayand Recollections,edt.by Gary

Smith,Cambridge,MITPress,1995,pp.34-35.

31)GSII/1,S.160;『선집 6』,104쪽.

32)조르조 아감벤,『유아기와 역사-경험의 괴와 역사의 근원』,조효원 역,

새물결,2010,36쪽.

33)아감벤, 의 책,pp.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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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측정 가능한 정확한 법칙 속에 포섭하면서,이러한 법칙들 속에 포

섭될 수 있는 것만을 인식으로 인정하게 되었다.이처럼 근 과학의 발

을 토 로 형성된 근 인식론은 우리가 통념으로 받아들이던 것들에 인

식의 확실성이라는 잣 를 들이 면서 기존의 경험을 불신하도록 만들었

다.34)계몽주의 세계 에서 과학 인식의 규 에 합당하지 않은 무수히

다양한 경험들은 배제되고 왜곡된다.‘더 높은 경험’,‘진정한 경험’이라는

새로운 경험개념에 한 벤야민의 시도는 계몽주의 가치에 매인 경험을

깨고,‘앎’이 지니는 다양한 가치들을 회복하는 동시에 사회의 경험과

인식을 새로이 규정하고자 하는 모색이다.

사실 ‘경험’과 ‘인식’의 문제는 벤야민에게만 유효했던 화두가 아니었다.

20세기 철학자들에게 ‘경험’은 격변하는 철학의 패러다임 속에서 두된

주요한 이슈 다. 속하게 발 하는 기계문명과 자본주의는 근 철학의

토 를 흔들고,인간 존재와 삶에 한 새로운 고찰을 불러일으켰기 때문

이다.18세기 계몽주의 철학이 수립한 근 인 시민 주체의 상이 실과

어 나기 시작하고 헤겔의 사변철학이 퇴조하면서,19세기 반부터 자연

주의 ,과학주의 ,실증주의 정신이 지배하기 시작했다.이러한 자연

과학 ·실증주의 방법론이 군림하면서 인간에 한 과학 연구가 발

되고,생리학,정신과학이 발 했지만 그 반 로 철학의 고유한 역인 인

간의 정신과 삶의 문제는 자연법칙의 부수물로 간주되는 경향을 낳았다.

이러한 흐름에 항해 19세기 말부터 정신과학의 논리 ,방법론 자기

성찰이 시작되었다.그래서 20세기 철학은 기존 이성 심의 념론에

한 비 과 아울러 과학 ·실증주의 방법론에 한 비 이 첩되던

시기 다.이러한 배경 속에 ‘경험’은 인간의 정신 혹은 의식,존재와 삶에

한 재해석을 요구하며 철학의 역 한 가운데 떠오른 개념이다.

딜타이의 생철학이나 이후 후설의 상학에서 ‘체험(Erlebnis)’개념이

34)라이 니츠는 “지 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도 해가 뜰 거라고 기

하는 사람은 경험론자로서 행 하는 셈이고,오직 천문학자만이 이성을 가

지고 단한다.”고 이야기했으며,베이컨은 래된 통념에 의한 경험을 두고

질서에 따라 정돈되어야 할 ‘숲’혹은 ‘미로’라고 규정했다고 한다.아감벤,

의 책,pp.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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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론 개념으로 요하게 두된 것도 이러한 배경 속에서 다.35)벤

야민 한 과학주의 방법론의 시 에 맞서 진정한 경험의 문제를 고민했

기에,그 역시 이러한 생철학 상학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더구나 신칸트학 의 리 르트 아래서 수학했던 벤야민은 갈수록 실증주

의에 경도되는 신칸트학 에 해 회의를 느끼고 있었으며,인간 존재에

한 새로운 철학을 모색하고자 했다.그러나 벤야민은 생철학이든 실증

주의든 그들의 신념이 1차 세계 의 국 속에서 붕괴되는 것을 목도했

다.그래서 벤야민과 아도르노와 같은 비 철학자들은 딜타이의 철학이나

상학을 실천문제와는 무 한 통이론으로 간주하게 되는데,36)특히 벤

35) 사실 20세기 독일 철학자들은 ‘경험(Erfahrung)’이란 말보다 ‘체험

(Erlebnis)’이란 말에 더 주목했다.특히 정신과학에 한 성찰과 역사주의로의

환으로 형성된 생철학(Lebensphilosophie),그리고 상학은 ‘체험’개념을

요하게 두시켰다.‘경험’은 이미 칸트의 경험철학에서 이론 인식의 재료로

상정되었고 국의 경험주의는 실증주의로 발 했기 때문에,‘체험’이라는 다

른 뉘앙스와 의미가 요구되었다.‘체험’은 인간의 ‘생(生,Leben)’을 강조하는

개념이기에 계몽시 의 합리주의에 한 비 을 불러일으켰다.참고.한스-게

오르크 가다머,『진리와 방법 I-철학 해석학의 기본 특징들』,이길우·이선

·임호일·한동원 옮김,문학동네,2000,129쪽.

36)벤야민은 딜타이의 몇 가지 사고들은 받아들 으나 시즘과 공감 치를

마련한 클라게스와 융은 거 한다.아도르노나 호르크하이머와 같은 비 이론

가들은 후설의 상학을 실천 함축을 갖지 않는 이론철학으로 간주했다.호

르크하이머는 「 통이론과 비 이론」이라는 논문에서 상학을 통이론의

형 인 로 간주했다.(M. Horkheimer, ‘Traditionelle und kritische

Theorie’,GesammelteSchriften,Bd.4:Schriften1936-1941,Frankfurt/M.:

FischerTaschenbuchVerlag,1985)후설의 상학을 주제로한 논문으로 박사

학 를 취득한 아도르노 역시 후설의 상학을 비 하면서, 상학이 주제로

삼고 있는 자아는 역사 이고, 사회 인 순수자아나 유아론 자아라고

비 한다.따라서 상학은 구체 인 자아가 몸담고 있는 사회 인 삶을 탐구

할 수 없기에 실천철학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참고.Th.W.Adorno,‘Zur

Metakritik der Erkenntnistheorie. Studien über Husserl und die

phänomenologischen Antinomien’, in: Gesammelte Schriften, Bd. 5,

Frankfurt/M.:Suhrkamp,1970,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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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민은 딜타이의 생철학의 ‘체험’개념을 두고 다음과 같이 비 한 바 있다

“그들은 사회 안에서 살고 있는 인간의 삶에서 출발하지 않는다.그들은

시 문학에,아니 그보다는 자연에,그리고 마지막에는 특히 신화 시 에

기댔다.”37)벤야민뿐 아니라 게오르크 루카치,에른스트 블로흐와 같은 사

상가들은 이러한 쟁의 경험과 부르주아 사회의 몰락 속에서 비 철학에

유토피아를 목시키는 새로운 철학 기획들을 시도한다.38)따라서 벤야

민이 기 술들에서 시도하는 철학 기획은 어떤 신학 충동이나 형

이상학에 한 열정이라기보다 이러한 시 요청에서 나온 것이라는

을 분명히 주지해야 한다.

차후 벤야민은 유 신학 사상을 토 로 비 철학,정신분석학,마르크

스주의까지 아우르며 독자 인 사유의 세계를 개척해나간다.특히 벤야민

의 사상 지형도에서 유 신학 사유,즉 ‘메시아주의’는 그의 체 사

상의 토 를 이루게 된다.그러나 벤야민의 철학 성찰에 있어서 신학

사유는 철학 해결책을 신학에 기 기 해서가 아니라 근 합리성에

한 –후기에는 교조 마르크스주의에 한- 항 성격이 짙다는

한 주지해야 한다.

이처럼 ‘경험’에 한 벤야민의 심은 당 철학 패러다임과 무 하

지 않으며, 괴되는 근 세계 을 ‘세계와 인간 존재에 한 진정한

인식’으로 재구성한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이러한 새로운 ‘인식비 ’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벤야민은 신학 그 자체를 도입함으로써가 아니

라,내재 비 과 역사 안에서 경험 인식을 구제하고자 한다.

이것이 그가 칸트의 비 철학을 새로운 ‘인식비 ’의 도약 로,‘미래철학

의 로그램’을 한 단 로 삼는 이유다.

37)GS.I/1,608;『발터 벤야민 선집 4』,윤미애 역,181쪽.

38)참고.베른트 비테,『발터 벤야민』,윤미애 역,한길사,2001,pp.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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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근 인식론 비 으로서의 ‘경험’

이 장에서는 「미래철학의 로그램에 하여」를 심으로 칸트의 인

식론에 해 벤야민이 비 하는 지 과 그가 경험 인식 개념을 어떻게

변형하고자 하 는지 살펴보고자 한다.「미래철학」은 벤야민의 경험개

념에 한 철학 인 논의가 본격화되는 단편이다.그는 도래하는 철학의

과제가 칸트 철학의 성과를 계승하는 한편,칸트의 인식론에서 어떤 요소

들이 변형되고 폐기되어야 하는가를 가려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39)사실

이 단편에서 나타나는 벤야민의 논의는 상당히 복잡한 층 로 얽 있다.

칸트의 비 철학,후설의 상학,헤르만 코헨의 신칸트주의를 배경으로

하면서,새로운 경험개념과 인식개념에 한 모색이 여러 층 에서 펼쳐

지기 때문이다.따라서 이 단편은 벤야민의 다른 들과는 달리 비의 인

표 이 거의 없음에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무엇보다 가장 큰 난 은

벤야민이 ‘신학’과 ‘언어’를 직 으로 언 하면서도 그가 추구하는 경험

개념과 인식개념이 구체 으로 제시되지 않는다는 이다. 한 벤야민이

이 단편에서 제시하는 ‘경험의 형이상학’이 피상 으로는 마치 ‘종교 경

험’이나 통 형이상학으로 복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이 장의 목표

는 이러한 오해를 걷어내고 칸트의 인식 경험개념에 한 비 의 요지

는 무엇이며,벤야민이 추구하는 경험개념이 어떤 방향을 지시하고 있는

지 밝히는 것이다.40)

1.‘비 ’의 계승과 경험개념에 한 문제제기

벤야민의 칸트 비 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벤

39)GSII/1,159;「미래철학의 로그램에 하여」,『발터벤야민 선집 6』,

최성만 역.도서출 길,102쪽.[이하 『선집 6』으로 표기.]

40)이를 해 「미래철학」과 동시에(혹은 바로 에)집필된 것으로 알려진 미

출간 단편 「지각에 하여(ÜberdieWahrnehmung)」<fr19>(GS,IV,pp.

33-38)를 보충 으로 함께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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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민이 칸트 철학에 한 계승을 시하고 있으며,칸트 철학의 주요 개

념들에 해 내재 비 을 가하는 방식으로 그의 철학을 계승하고자 했

다는 사실이다.내재 비 이란 어떤 이론이나 입장을 외부의 에서

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론과 같은 입장 는 목 을 견지하며 내부

으로 논리 인 문제 을 지 하는 비 이다.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벤야민은 칸트의 비 방법론 안에서 경험개념의 한정 규정을 비 하

며,범주의 재정립이나 월 원리 안에서 새로운 경험개념의 단 를 찾

아내고자 한다.이 이 요한 이유는 벤야민의 기 술들에 신학 ·

카발라 표 들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마치 그가 신학 인,말하

자면 철학 외 인 개념틀을 제로 하여 기존 철학을 비 하고 있는 양

오독할 수 있기 때문이다.「미래철학의 로그램에 하여」의 서두에서

벤야민은 도래하는 철학이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확실성(Gewißheit)을

추구할 수밖에 없으며,이 확실성의 기 은 체계 인 통일성 는 진

리”41)라고 단언한다.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확실성을 향한 철학의 노정에

서 벤야민은 칸트의 업 이 라톤의 성과에 비견할 만하다면서 높이 평

가한다.벤야민에 따르면,“칸트는 인식의 범 와 깊이를 곧바로 시한

것이 아니라,무엇보다도 그리고 우선 으로 인식의 타당성을 시한 철

학자”이며,칸트와 라톤의 공통 은 “우리가 가장 순수하게 해명할 수

있는 인식이 곧 가장 심오한 인식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는 이

다.”42)이처럼 벤야민은 우리 인식의 객 타당성을 철학의 근본 요구

로 악한 칸트의 문제의식과 과제에 동의하고 있다.

사실 “철학은 확실성을 추구해야 하며,이 확실성의 기 은 체계 인

통일성 는 진리다”는 벤야민의 언 은 칸트가 『순수이성비 』을 통해

종래의 형이상학을 해체하고,진정한 학문으로서의 형이상학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칸트는 『형이상학서설

(Prolegomena)』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이제 형이상학이 학문

으로서 한낱 기만 설득이 아니라 통찰과 확신을 요구하고 주장할 수 있

41)GSII/1,157;『선집 6』,99쪽.

42)GSII/1,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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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해서,하나의 이성 비 자신이 〔…〕 감성,지성,이성별 선험

개념들의 구분,더 나아가 이것들의 완벽한 표와 이 개념들로부터 추론될

수 있는 모든 것과 함께 이 모든 개념들의 분해,이어서 그러나 특히 이

개념들의 연역에 의거한 선험 종합 인식의 가능성,이런 개념 사용의

원칙들,끝으로 한 이런 개념 사용의 한계들,이 같은 모든 것을 하나의

완벽한 체계에서 명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43)이처럼 칸트는 “이성 비

”을 통해 인간의 선험 능력들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험

종합 인식의 가능성을 규명하며,선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범

와 한계를 명시하기 한 모든 규정들을 하나의 체계로 총망라하고자 하

다.44)칸트는 이러한 방법만이 학문으로서의 형이상학을 가능 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벤야민은 그러한 학문의 확실성을 한 체계의 수립이

‘진정한 형이상학’을 한 방법이라는 에 동의를 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도래하는 철학이 칸트철학과 한 연 을 가져야 한다는

을 강조한다.45)그러나 벤야민은 “칸트가 인식에 하여 부여한 가장

높은 규정들을 붙잡으면서도 자연과학이나 경험의 구조에 한 그의 인식

론 이해를 반박하는 것은 가능하다”46)고 주장한다.다시 말해 벤야민은

43)임마 엘 칸트,『형이상학 서설』A198,백종 역,아카넷,2012.312쪽.

44)칸트는 이성 비 을 통해 우리의 인식이 경험의 토 에 놓여야 한다고 주장

했으며,따라서 ‘형이상학’이 진정한 학문일 수 있으려면,순수수학과 순수자연

과학처럼 선험 종합인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그래서 그는 “형

이상학은 본래 종합명제들만을 다루는 것이며,이러한 명제들이 형이상학의

목 ”(『형이상학 서설』A38)이라고 말하면서 “ 체 형이상학은 가능한가?”

라는 질문을 “선험 종합인식은 가능한가?”라는 질문으로 체한다.그러나

선험 종합인식의 실례가 순수수학과 순수자연과학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칸트는 우리가 “어떻게 선험 종합인식이 가능한가”만을 물으면 된다고 한

다.이 물음에 답하기 해 칸트는『순수이성비 』에서 인식 가능성의 원리

들을 다룬다.

45)GSII,159,160,164,165.에서 벤야민은 “칸트 사유의 유형 아래”,“칸트의

토 에”,“칸트에 목해야”,“칸트의 체계 안에서”등으로 여러 번 강조한

다.

46)GSVI,33.



- 26 -

인식의 가능성과 한계를 규명하고자 한 칸트의 월론 비 에 동의하지

만,이 과정에서 칸트가 규정한 경험개념과 구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았

다.따라서 벤야민의 의도는 월철학47)이라는 칸트의 성과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칸트의 인식규정에서 새로운 경험개념과 인식개념을 정 할

단 를 찾아내고 이를 발 시키는 데 있다.

이로써 오늘날 철학에 한 주요 요구가 제기된 동시에 그

요구의 충족 가능성이 주장된 셈이다.다시 말해 칸트 사고

의 유형 아래 하나의 더 높은 경험개념을 인식론 으로 정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그리고 다가올 철학이 주제로 삼아

야 하는 것은 칸트 체계 안에서 특정한 유형을 제시하고,

더 높은 경험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 유형을 뚜렷하게 부각시

키는 것이다.〔…〕칸트 유형의 토 에 장차 다가올 형

이상학의 서설을 획득하는 것과 이를 통해 이러한 미래의 형

이상학,이런 더 높은 경험을 주시하는 것이 요하다.48)

47)여기서 ‘월 ’(transzendental)’이란,칸트의 규정에 따르면 “ 상들 일반에

한 우리의 선험 개념들을 다루는 모든 인식의 체계를 다루는 것”을 가리

킨다.(ImmanuelKant,KritikderreinenVernunft.hrsg.RaymundSchmidt,

Hamburg,1956,A12.[이하 KrV로 약칭하며,본문이나 각주의 A는 을 B

는 재 을 뜻한다.];『순수이성비 』,백종 역,211쪽.)원래 스콜라 철학

에서 ‘월 인 것’,즉 ‘월자(transcendentia 는 transcendentalia)’란,‘모든

개별 존재자들을 넘어서 있으면서도 각 개별자들에게 필연 으로 속하는 규정

들’을 지시했으며,이는 인간의 의식작용이 아니라 신 인 차원의 원리를 의미

했다.그러나 칸트는 이처럼 ‘경험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의미를 ‘험

(transzendent)’라고 부르며,‘월 (transzendental)’이란 단어에는 “모든 경험

에 선행하면서도,경험 인식을 가능 하는”어떤 것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칸트는 『형이상학서설』 부록에서 ‘월철학’에서 ‘월 ’이란 의

미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낱말 ‘월 ’은〔…〕 모든 경험을 넘어가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모든 경험에 선행하면서도(즉 선험 이면서도),

오로지 경험 인식을 가능하도록 하는 데에만 쓰이도록 정해져 있는 어떤 것을

의미한다.”(『형이상학서설』,A204,주해 참고.3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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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벤야민은 “칸트 유형의 토 에”새로운 경험개념을 발굴하

고,그에 상응하는 ‘인식의 유형’을 드러내고 발 시키는 내재 방식을

통해 칸트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으며,어떤 외부 인 해결방법,즉 근

인식론의 성과와 무 한 어떤 신비주의나 신학을 끌어들어고자 하지는 않

았다.

그 다면 벤야민은 칸트 철학에서 무엇을 계승하고 무엇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하는가?벤야민에 따르면,칸트를 비롯한 근 철학자들의 인식

론에서 주요한 문제는 두 가지 다.즉 그것은 “첫째 지속성을 갖는 인식

의 확실성에 한 물음이고,둘째 무상하게 소멸한 어떤 경험이 지니는

엄(Dignität)에 한 물음이었다.”칸트는 이 가운데 첫 번째 물음에

해 의미 있는 답을 제시했다.즉 칸트는 인식을 경험의 토 에 놓음

으로써,우리의 인식이 경험을 떠나서는 어떠한 것도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으며, 한 그러한 경험 인식을 가능 하는 우리의 선험 이성의

능력들을 규명했다.주지하다시피,칸트는 『순수이성비 』에서 자신의

철학을 ‘월철학’으로 규정하며,우리의 이성을 비 의 심 에 세운다.

그의 첫 비 서 『순수이성비 』은 이처럼 우리의 경험을 가능 하는

인식의 조건을 규명하는 것으로,선험 인식 일반의 원리와 가능성,그

용 범 를 찾음으로써 사변이성의 한계를 규정하는 작업이다.이러한

작업을 통해 우리는 이성의 한계를 규정함으로써,이성의 공허한 비행을

막는 동시에 진정한 형이상학의 토 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49)벤야

민은 이러한 월론 방법론과 비 을 칸트로부터 계승해야 한다고 본

다.즉 벤야민이 앞서 말한,“칸트 사고의 유형”이라고 강조하는 바는

48)GSII/1,160;『선집 6』,103쪽.

49)“ 월철학은 여기서 단지 한 이념이고,순수이성비 은 이를 해 구도를

건축술 으로,다시 말하며,원리로부터 기획해야만 하며,그것도 이 건물을

형성하는 모든 조각들이 완벽하고 안 하다는 보증을 하면서 그 게 해야 한

다.이 비 이 그것만으로 이미 월철학이라 일컬어지지 않는 것은 오로지

그것이 완벽한 체계이기 해서는 인간의 선험 인식에 한 상세한 분석

도 포함해야 할 것이라는 때문이다.”KrV.A14;『순수이성비 』,백종

역,2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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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칸트의 월철학의 근본 기획을 말하며,우리의 이성 능력은 경험

안에서만 그 확실성을 보증한다는 비 정신을 칸트로부터 계승해야 하는

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칸트는 지속 이고 확실한 인식을 해서 일시 이고 가변 인

경험의 요소들을 배제시켰다.벤야민에 따르면,이러한 인식의 확실성을

해 칸트는 “가장 낮은 등 의 실에 닻을 내렸다.”50)이 말은 곧 칸트

가 경험의 원칙들을 과학에서,특히 수학 물리학(뉴턴의 물리학)에서 이

끌어내고자 한 사태를 의미한다.벤야민의 표 을 빌자면,이는 “의미의

내지 최소치로 축소된 경험”이며,기존의 형이상학 통을 모두

“일종의 병원균”으로 간주하는 계몽주의 시 의 진단이자,시 요구의

발 이었다.51)이러한 칸트의 경험개념에서는 본디 경험이 가졌던 생생하

고 다채로운 의미는 탈각되고,경험과 인식의 모델은 기계 이고 역학

으로 나타났다.벤야민에 보기에,이러한 경험과 인식 모델은 그 시 의

세계 ,즉 계몽주의의 산물이며,세계와 삶에 한 풍부한 경험을 최소한

으로 환원시킨 소한 경험개념에 불과하다.

칸트의 이러한 경험개념에 따른다면 벤야민이 말하는 인식론의 두 번째

문제인 “무상하고 소멸하는 어떤 경험이 지니는 엄에 한 물음”은 칸

트 철학에서 배제되고 만다.벤야민이 말하는 두 번째 물음은 한 순간의

느낌에 해당하는 경험,꿈에서의 경험과 같은 그러한 경험이 과연 우리에

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인식 가치가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한 물음

이라 할 수 있다.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은 세계와 삶을 이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이 세계와 삶에 한 앎이 보편 이고 확실한 경험개념과

인식개념으로 모두 환원될 수 있는 것인지,철학은 인식의 확실성을 해

지속 이고 확실한 경험만을 다루어야 하는 것인지,바로 이런 것들에

해 벤야민은 묻고 있는 것이다.이에 해 벤야민은 그 지 않다고 본다.

우리 경험의 많은 부분이 말할 수 없는 것,확실하게 규정하지 못하는 것,

모호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더구나 정신과학의 발달로 인해 인

50)GSII/1,158;『선집 6』,100쪽.

51)GSII/1,159;『선집 6』,101-1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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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의식 역뿐 아니라 무의식의 역까지 학문은 심을 갖게 되었다.

이런 측면들은 인식론이 면해야 할 하나의 문제가 된 것이다.따라

서 벤야민은 “무상하고 소멸해가는 경험”에도 나름의 “ 엄”을 가지고 있

다고 본다.이는 벤야민에게 수학이나 기하학과 같은 과학 방법으로는

밝힐 수 없는 그 무엇으로,철학의 ‘권 ’와도 연결되는 것이다.이러한 생

각은 차후 그의 바로크 비애극에 한 연구나 후기 단편들에서 더욱 분명

해지는데,벤야민은 오히려 순간 인 것,실패한 것,무상한 것들에 무시

할 수 없는 인식 가치를 부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야민이 칸트의 사유유형을 토 로 미래의 철학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이는 칸트가 ‘월철학’의

체계를 향해 나아간 것,즉 자신의 첫 번째 비 서를 넘어 비 철학의

로그램을 확장시킨 구조와 방향성에 있다.벤야민은 다음과 같이 확신한

다.“칸트의 체계는 인식의 확실성과 타당성 이후 비범한 경지에 이르게

된 상승된 추가 연구를 통해 다가올 새롭고 높은 종류의 경험에 합하다

고 드러날 만한 깊이를 끌어내고 발 시켰다.”52)주지하다시피,칸트는 제

1비 서에서 순수지성의 입법을 서술함으로써 지성이 자연에 법칙을 지정

한다고 규정했다.다만 이러한 이론 이성은 오직 상계에만 한정되어야

했다.반면 제2비 서에서는 자유의 실성이 논의된다.도덕법칙은 이른

바 인간 의지의 자유와 한 연 을 맺고 있는데,자유에 한 요구는

실천 이성의 성에 한 욕구를 유발한다.이에 따라 혼의 불멸성

신의 존에 한 실천 이성신앙이 정 된다.제3비 서에서는 이론

이성과 실천 이성,즉 자연의 필연성과 의지의 자유라는 두 역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일이 과제로 제시되는데,바로 단력이 지성(자연개념)과 이

성(자유개념)사이를 매개하게 된다.이처럼 칸트는 『순수이성비 』의 이

론 단 외에도 『실천이성비 』과 『 단력 비 』에서 도덕 단

과 미 (목 론 ) 단의 원리들을 조명함으로써,인간 경험의 체 인

본질을 이해하는 지평을 마련하고자 했다.벤야민은 이러한 비 방법

론을 통해 아직은 규명되지 않은 경험과 인식의 원리들을 밝힐 수 있으

52)GSII/1,160;『선집 6』,102-1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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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더 높은 경험개념이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철학의 발 은,인식론 속의 이러한 형이상학 요소들을

척결하는 작업이 그와 동시에 이 요소들을 어떤 보다 깊은 형

이상학 으로 성취된 경험을 지시한다는 을 통해 기 할 수

있다.53)

벤야민은 이 게 더 높은 경험개념을 “보다 깊은 형이상학 으로 성취

된 경험”이라고 부르고 있다.논의의 맥락에서 볼 때, 인용문에서 척결

해야 하는 “형이상학 요소”란 학 엄 성을 결여했던 강단 형이상학을

의미하고,후자 “보다 깊은 형이상학”이란 칸트가 ‘비 ’이후 수립해야

한다고 말한 ‘이념’으로서,하나의 ‘기획’으로서의 형이상학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앞서 언 했듯이,벤야민은 칸트가 형이상학을 폐기하고

자 한 것이 아니라,기존 강단 형이상학을 비 함으로써 아직 학으로서는

수립할 수 없는 미래의 형이상학에 한 지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확신한

다.“형이상학”이란 말이 근 철학에 와서 ‘미신 인 것’,‘퇴화한 것’으로

취 받기 시작하지만,본래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고자 하는 본래 철학의

일반이 형이상학이며,‘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라는 형이상학 물음

은 인간의 이성이 갖는 본연의 심이다.그래서 칸트는 이성비 을 통해

“감성 인 것의 인식으로부터 이성을 통해 감성 인 것의 인식으로

진해가려고”한다고 말하며,『순수이성비 』을 “형이상학을 한 비

학”이라고 이야기했다.54)따라서 벤야민이 “더 높은 인식과 경험”,“더 깊

53)GSII/1,160-161;『선집 6』,104쪽.

54)형이상학(metaphysica)은 명칭상 자연,곧 경험 상의 총체를 넘어서는 것

에 한 학,“ 감성 인 것에 한 학”(「형이상학강의」:XXVIII,616참조)

이다.칸트는 이 형이상학을 정 하기 해,순수한 이성 능력을 그 체 범

와 한계들 안에서 보편 원리에 따라 규정하는 일을 그 토 로 삼고 있다고

말한다.(『형이상학 서설』:A16)그러나 칸트가 이 게 극 인 논조로 형이

상학을 논하기는 하지만,그 다고 감성 인 것을 인식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 것은 아니다.‘미래에 도달하게 될 형이상학’이라는 표 은 그 자체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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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형이상학”이라고 부르는 것은 칸트가 ‘자연의 형이상학’이라고 부른

『순수이성비 』의 인식론을 넘어 이념과 단 되지 않는 더 확장된 ‘체

계’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다.벤야민이 추구하는 체계는 기존의 칸트

의미에서 ‘인식으로서의 학’이라는 의미규정을 넘어서는 체계라 할 수 있

다.뒤에서 살펴보겠지만,벤야민은 이 체계를 단순히 철학 구조의 완

성을 갖춘 어떤 것이나 과학 지식의 정립체계가 아닌 느슨한 개념으로

사용한다. 한 벤야민은 이 단편의 추기(追記)에서 자신이 ‘형이상학 ’이

라는 용어를 도입하는 이유는 “비 부분과 독단 부분의 경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55)는 것을 선언하는 데 있다고 말한다.때문에 벤

야민이 말하는 ‘형이상학’이란 이념 인 역과 미 인 역이 모두 철학

반성으로서 비 의 상으로 고찰되어야 한다는 의미이자,인식의 구

조와 내용에 해 더 총체 인 철학 반성을 요구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벤야민은 경험과 인식개념 한 『순수이성비 』 내에서 규정

된 한정 인 규정을 넘어서 종국엔 이념 차원,미 차원과 같은 총체

인 측면에서 재규정해야 한다고 본다.다시 말해,인간의 사유,의지,감

정을 포 하는 경험의 총체 인 본질을 찾아나가야 한다는 것이다.칸트

가 통 의미에서의 형이상학 요소들을 척결하고,진정한 형이상학을

한 토 를 해 우리의 인식과 경험의 조건 능력을 엄 히 조사했듯

이,벤야민 한 기존 철학의 도그마 인 요소,혹은 신화 요소를 철

히 비 하고 새로운 인식 경험개념을 수립하는 것이 ‘철학함

(philosophieren)’에 한 자기 시 의 요구라고 보고 있다.

2.경험개념과 인식개념의 비 확장

이제 벤야민이 칸트 인 경험개념에서 경험의 확장을 어떤 식으로 제시

나의 ‘기획’이라는 뉘앙스를 풍긴다.칸트가 감성 인 것에 한 인식 체계

를 자신의 형이상학에 속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55)GSII/1,169.;『선집 6』,1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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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지 살펴보자.이러한 경험개념의 확장은 근 인식론의 제들

에 한 비 을 수반한다.다시 말해,인식을 주체와 객체의 계로 보는

것,주체가 자신의 의식 안에 객체에 한 표상을 포섭하는 것으로 보는

에 문제를 제기한다.이러한 문제제기의 근 에는 의식과 신체,즉 이

성과 감각을 립 으로 보는 이성 심주의에 한 비 이 깔려있다.따

라서 벤야민은 경험개념과 인식개념이 이러한 립을 극복하는 역에서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칸트 경험개념에 한 비 :‘순수한 인식’과 경험의 분리

벤야민은 칸트의 경험개념을 본래 ‘경험’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충만

함이 거세된 텅 빈 경험개념이라고 비 한다.벤야민의 비 을 이해하기

해 우선 칸트에서 ‘경험’이 갖는 의미를 간단히 살펴보자.

칸트가 ‘경험(Erfahrung)’이라고 부르는 바는 ‘경험 인식’을 말한

다.(B148)즉 경험은 일종의 인식방식으로 감각에 의해 상과 계를 맺

는 인식이다.칸트에서 인식은 모두 감성 직 과 지성 개념으로 구성

되어 있다.이 직 은 직 의 형식인 시간과 공간,그리고 내용에 해당하

는 감각의 재료들로 이루어진다.감각 재료들이 직 의 형식인 시간과

공간에 의해 질서를 부여받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만,어디까지나 이 직

은 우리가 상들에 의해 발되는 방식만을 갖는다.이 감성 직 의

상을 능동 으로 사고하는 능력은 지성이며,이 사고 작용에서 작동하

는 틀이 개념이다.그가 “개념 없는 직 은 맹목 ”이고 “내용 없는 사유”

는 공허하다고 했듯이(B76),모든 인식의 상은 직 에 의해서 주어지고

개념과 매개되어야 한다.이처럼 칸트는 우리의 이성이 경험 사용을 넘

어서 혼돈과 당착에 빠지는 것에서 탈피하고자,지성의 개념들이 경험

직 과 매개되어야 인식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그런데 칸트가 이처럼 경험 가능한 상들에 인식의 역을 한정했지

만,이러한 경험 인식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은 경험 그 자체에 있지 않

다.칸트는 “우리의 모든 인식이 경험과 함께 시작된다 할지라도,그 다

고 해서 우리의 인식 모두가 바로 경험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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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B1/2)고 말한다.즉 우리의 인식이 경험과 함께 시작된다 하더라도,

그 경험의 근 에 선험 인 인간 의식의 원리가 있기에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선험 인 형식은 감성에서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직 의

형식으로,지성에서는 개념이라는 사고의 형식으로 작동하고 있으며,이것

들이 그 경험의 내용들을 비로소 인식으로 성립시킨다.

따라서 칸트에게 인식이라는 것은 감성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잡다한 표

상들을 통일 으로 악하는 것을 말한다.이처럼 주어진 잡다의 통일은

인식 주 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잡다한 표상들을 일 되게 의식하고,그

것들을 한 객 과 일정하게 계 맺어 종합함으로써만 가능한데,이 종합

통일의 기능이 바로 ‘통각’이다.다시 말해,나는 잡다한 표상들을 한

의식에서 결합함으로써 인식하는 것인데,이처럼 나에게 주어진 표상들을

하나로 통일하는 자기의식을 칸트는 ‘통각’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그

래서 칸트는 이러한 통각의 통일작용을 ‘근원 통일’이라고 부르고,나아

가 이것을 객 으로 있게 한다는 의미에서 통각은 ‘월 원리’라고 말

한다.(A117) 한 이처럼 객 의 인식을 가능 해주는 주 조건을 칸

트는 ‘월 ’이라고 부르고 있으며,이 월 원리가 “모든 경험에 선행

하면서도,오로지 경험 인식을 가능하도록 한다”(A107)고 제시한다.

이처럼 칸트의 경험은 경험 인식이지만,이 인식은 ‘경험의 가능 조

건’이라는 선험 능력의 토 에 성립된다.다시 말해,경험이 가능하

다는 것은 우리 인식이 객 으로 타당하다는 것인데,이러한 ‘객 타

당성’을 갖게 되는 것은 인식의 구성요소들(선험 직 의 형식 조건들,

상상력의 종합, 월 통각의 필연 통일)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시킬

때라는 것이다.이 게 경험은 감성 직 에서 시작되지만,선험 개념

들의 규칙에 의해 조건 지워지고,나아가 우리가 마주하는 상들을 객

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월 원리에 의해 가능한 것이 된다.이러한

월 규정을 통해 칸트는 우리의 인식을 경험의 토 에 놓는 동시에,

경험을 상에 한 객 인식으로 규정함으로써,기존 통 인 합리

주의를 비 하고 로크의 경험론과 흄의 회의주의를 넘어서 인식의 객

타당성을 확보한다.

그 다면,벤야민은 이러한 경험이 왜 공허하고,왜소해졌다고 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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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벤야민은 ‘경험’과 ‘인식’의 연속성이 “깨졌기”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로써 그는 모든 자연인식과 자연의 형이상학까지도 질서

개념으로서 공간과 시간에 연 시켰을 뿐 아니라,이 질서개

념들을 범주와는 완 히 구별된 규정들로 만들었다.그래서

모든 경험을 자신 안으로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강력

한 력의 힘을 가진 통일 인 인식론의 심은 애 부터 피

해졌다.다른 한편,무릇 후험 인(aposteriorisch)경험가능성

의 토 에 한 단지 자의 인 요구가 만들어졌다.다시 말해,

인식과 경험의 계가 찢어지진 않았더라도 인식과 경험의 연

속성은 깨졌다.범주로부터 직 의 형식을 분리시킨다는 표

으로 소 “감각의 재료(MateriederEmpfindung)”라는 말이

생긴 것이다.이를 테면 이 “감각의 재료”들은 범주 인 연

계들의 살아있는 심으로부터 인 으로 멀리 떨어지게

되었으며,직 형식을 통해서 그 심으로 불완 에게 흡수된

다.그래서 형이상학과 경험의 분리가,즉 칸트 고유의 용어로

하자면 순수한 인식으로부터 경험의 분리가 수행되었다.56)

먼 벤야민은 칸트가 시간과 공간을 순수지성의 요소 원리들과는

구별시켰다는 을 문제 삼고 있다.칸트는 시간과 공간이 상에 속한

성질도 아니고, 상들의 계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라 주 의 선험 인

직 형식이라고 규정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이 선험 인 틀은 순수지

성의 개념들인 범주들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상정했다.이는 칸트에 따르

면,시간과 공간 표상은 감각 상들에게만 타당한 반면,범주들은 이러한

제한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57)즉 범주들은 감성 직 을 훨씬 넘어서

는 순 한 사고의 형식 그 자체라는 것이다.58)이처럼 그 자체로 순수한

56)GSVI,p.34.강조는 벤야민.

57)“왜냐하면 그것들은 객체들이 주어지는 (감성의)특수한 방식을 고려함이 없

이 객체들 일반을 사고하기 때문이다.”(KrV.A254=B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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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형식으로서의 범주를 실마리 삼아 칸트는 ‘순수 지성의 종합 원리’

를 제시한다.이 원칙들은 모든 종합 단을 가능하게 하는 지성의 최고

원리로서,다시 말해 ‘월 ’이자 ‘존재론 ’인 인식들로 간주될 수 있게

된다.59)

칸트는 이처럼 순수지성의 종합 원칙들을 ‘월 ’이자 ‘존재론 ’인

인식으로 간주함으로써,자연의 객 합법칙성을 우리 지성의 선험

원칙으로 돌린다.이 지성의 법칙들은 상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인식원

리들이기에,그 결과 통 의미에서의 존재론에 해당하는 형이상학은

칸트에게서 ‘자연의 형이상학’이 된다.60)칸트는 학문으로서의 형이상학을

58)칸트는 순수지성개념들,‘사고의 범주’들은 “우리의 감성 조건들에 제한을

받지 않고”,“무제한의 벌 ”을 갖는다고 말한다(B166,A253주해 참고).그래

서 ‘신’과 같은 험 상에도 사용될 수 있다.그래서 이런 경우를 염두에

두고 칸트는 때때로 범주들의 두 가지 사용방식,곧 경험 사용과 험 사

용을 말한다.(A246이하,B303이하,A499=B527)그러나 칸트는 이 범주들이

비록 “순 한 월 의미를 갖기는 하지만, 월 으로 사용될 수는 없

다.”(A248=B305)라고 말한다.이 범주들은 ‘우리의 감성 경험 직 만이 순

수한 지성개념들에게 진정한 “의미와 의의를 수 있다”(B149)라고 한다.백

종 ,『존재와 진리』290~291쪽 참고.

59)칸트는 순수지성 개념의 월 연역에서 범주 표를 실마리로 ‘순수지성의

종합 원칙’들을 제시한다.이 원칙들은 모든 종합 단을 가능하게 하는 지성

의 최고 원리로서,“선험 종합 단이 어떻게 가능한가?”즉,지성의 원리들

이 어떻게 객 실재성을 갖는가를 입증해주고,경험 인식이 ‘보편 타당

성’을 갖는 근거를 제시한다.따라서 순수 지성의 종합 원칙들 아래 종국

으로 경험 인식이 인식으로서 성립하며,이 인식에서 인식된 상,즉 경험

존재자가 존재자로서 성립한다.이런 이해에서,그 자신이 선험 인 인식인

이 원칙들은 ‘월 ’인 즉 ‘존재론 ’인 인식들이라고 볼 수 있다.백종 ,

『존재와 진리』,296쪽 참고.

60)칸트가 말하는 ‘자연의 형이상학’의 의미는 칸트가 말하는 ‘자연’의 의미와 자

연의 합법칙성을 어떻게 악하는가하는 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경험

인식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을 ‘상’이라고 할 때,칸트는 이 상들의

총체를 ‘자연’이라고 부른다.다시 말해,자연은 경험 으로 인식된 것의 총체

다.그래서 “좁은 의미에서 자연의 형식”은 “경험의 모든 상들의 합법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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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하기 해 ‘자연’을 우리 이성 소질로서의 자연,즉 “경험의 모든

상들의 총 ”61)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자연의 형이상학’에

서 인식론의 심은 “경험의 상들로서의 사물들의 필연 인 합법칙성을

선험 으로 인식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62)에 한 답,즉 순수지성의

요소와 원리가 된다.

벤야민에 따르면,칸트는 이러한 ‘자연의 형이상학’을 정 하기 해 순

수지성의 요소들과 원리들을 ‘순수한’인식론의 심에 놓았지만,시간과

공간이라는 감각 상에만 타당한 직 의 형식은 이 지성과는 구분했어야

했다.즉 칸트가 “모든 경험을 자신 안으로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아

주 강력한 력의 힘을 가진 통일 인 인식론의 심”을 피했다는 것은

이처럼 시간과 공간을 범주와는 의도 으로 분리한 사실을 말하고,벤야

민은 그 결과 경험과 인식의 연속성이 깨졌다고 이야기한다.가령 라이

니츠에서처럼 시간과 공간이 감각경험에 의한 표상이고,따라서 기하학이

경험 학문이라고 한다면,선험 종합인식의 가능성이라는 토 가 성립

할 수가 없게 된다.즉 칸트는 감각 상들에 계하는 시간과 공간을 선

험 인 형식으로 규정해야 했기에,경험에서 감각재료들과 이 선험 형

식을 떼어놓아야만 ‘자연 형이상학’의 타당성을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게 경험과 인식간의 연속성은 칸트에게는 ‘자연 형이상학이 쉽게 경

험개념 속으로 붕괴될 수 있는’ 험에 해당했으며,칸트는 이러한 붕괴를

(『형이상학 서설』,IV296)이다.그런데 상들의 법칙성은 상들을 인식하

는 주 인 의식의 월성에서 비롯하는 원리들,즉 상 경험을 가능하게 하

는 인식 원리들이 부여한 것이다.그래서 칸트는 “경험 일반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이 동시에 경험 상들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A158)이며,“그러므로

경험 일반의 가능성(원리)은 동시에 자연의 보편 법칙”이라고 말한다.(『형

이상학 서설』,§36)그리고 이 원칙을 변하는 것이 “순수지성의 종합 원

칙들”이다.따라서 칸트는 “지성은 그의 (선험 )법칙들을 자연에서 퍼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게 이 법칙들을 지정한다”고 말한다.(『형이상학 서설』,

A113/IV320)

61)『형이상학 서설』,A75.

62)『형이상학 서설』,A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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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하고자 했던 것이다.따라서 칸트에서 실성의 구조 자체는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체의 선험 인식의 필연 원리로부터 연역되어야

만 하는 것이 된다.이를 두고 벤야민은 “경험과 인식의 연속성이 깨졌

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경험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것들에 해 ‘후험 인’감각재료라는

규정이 붙게 된다.그리고 ‘감각경험 (empirisch)’인 것을 다 제외한 선험

인 형식들만이 ‘순수한 인식’이 된다.이에 따라 온 한 경험은 분해되

어,주 의 의식에 의해 하나의 표상으로 악되는 것으로만 여겨지게 된

다.즉,경험은 ‘경험 인식’으로 축소된다.그것도 물질처럼 측정되는

“감각 재료”의 측면들만 포섭되고,측정 불가능한 느낌과 정서 인 모든

것이 탈각된다.따라서 생생한 시공간 경험 그 자체는 인식의 심과는

인 으로 멀어지게 된 것이다.벤야민은 칸트가 이런 식으로 “순수한

인식으로부터 경험을”떨어뜨려 놓았다고 비 한다.이처럼 ‘순수이성’이

감각경험과는 무 한 인식주 의 선험 능력이 됨으로써,경험은 다양한

경험의 측면들이 탈각되는 한편,온 한 ‘경험’자체도 본래의 인식 가

치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벤야민은 이러한 ‘경험 인식’에

맞서 범 한 경험 역이 갖는 인식 가치를 복권시키고자 한다.

2)근 인식론에 한 비 :주체와 객체의 분리

벤야민은 칸트의 인식론에서 이처럼 “인식과 경험의 연속성이 깨지게”

된 것은 근 인식론이 갖고 있는 근본 인 문제 에서 나온 것으로 본

다.벤야민은 근 인식론이 갖는 문제 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지

한다.

첫째로 모든 단 에도 불구하고 칸트에게서 궁극 으로 극

복되지 못한 으로서,인식을 어떤 주체들과 객체들 는

어떤 주체와 객체 사이의 계로 보는 이다.둘째로 역시

단 에서만 극복된 계로서,인식과 경험이 인간의 경험

의식에 하여 갖는 계다.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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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벤야민이 제기하는 문제,주체와 객체의 분리 문제는 근

인식론에서 거부할 수 없는 커다란 제다.그러나 벤야민이 보기에,이러

한 주체와 객체의 분리는 근 인식론의 기 에 자리한 하나의 신화로,

칸트도 넘어서지 못한 문제다.벤야민은 인식을 주체와 객체 사이의 계

로 보는 에 해 비 하고,주객 분리로부터 자율 인 인식의 형태를

상정한다.주객 분리로부터 자율 이라는 말은 인식을 주체와 객체,즉

달의 주체와 달의 상으로 나 지 않는 인식,인식 상을 인식자에게

로 동일화시키지 않는 인식의 형태를 말한다. 컨 과거 통 철학에

서 참된 인식은 “존재자의 지성에의 합치”라고 여겨졌다.64)이 지성은 물

론 ‘신 지성’이었지만,앎을 하나의 특수한 ‘존재방식’으로 이해하는 존

재론 인식론이었다.따라서 인식론의 근본문제는 “앎이란 무엇인가”

으며,곧 ‘가지성(intelligibilitas)’의 문제 다.이 앎의 문제는 있음의 문제

와 연 되었고,그래서 앎이란 두 존재자들 사이의 존재론 연 을 의미

했다.65)

한편,근 인식론은 데카르트가 모든 인식의 토 에 ‘나’라는 을 분

명히 함으로써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칸트를 비롯한 근 인식론에서

인식이란 상인식으로서,주체가 객체를 악하는 것으로 여겼다.존재자

들 사이의 연 이라는 계가 주체가 객체를 포섭하고,동일화하는 계

로 된 것이다.특히 칸트는 기존의 “사물과 지성의 일치”를 “인간 지성과

인간 지성에 의해 인식되는 사물의 동일형식성”으로 해석하고,사물을 인

식하는 인간을 어도 “부분 으로는 그 사물의 창조자”로 격상시켰다.66)

이러한 동일성의 인식은 참인지 거짓인지 단하는 인식이자 인식의 확실

성,객 성만을 필요로 하게 된다.칸트는 이 객체에 한 악이 객 성

을 담보하지 못하는 주 인 것에 머무를 때 이를 지각 단이라 하고,

객 성이 담보될 때 이를 경험 단이라고 부른다.67)다시 말해,경험 단,

63)GSII/1,161;『선집 6』,105쪽.

64)백종 ,『존재와 진리』,27쪽.

65)장욱,『 세철학의 정신-존재와 원』,동과서,2002,184-185쪽 참고.

66)백종 ,『존재와 진리』,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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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인식은 잡다한 표상들이 ‘나’라는 의식의 표상에 합치되어 하나의

개념으로 악될 때에만 성립되는 것이다.근 인식론의 제에 놓여있

는 이러한 이성 심 인 태도는 구체 인 경험이 포 하고 있는 다양한

측면들을 객 감각재료와 주 인 느낌으로 양분시킨다.객 화될 수

있는 요소들은 이른바 감각재료로 불리며 인식의 재료로서 그 의미가 인

정된 반면,감정,느낌과 같은 몸이 감지하는 범 한 경험 역은 ‘객

화될 수 없는,따라서 의미 있는 논의가 불가능한 한갓 주 인 차원’으

로 간주되는 것이다.68)따라서 주객의 분리로부터 자유로운 인식의 역

을 상정하는 것은 이처럼 객체를 상화하는 이성 심 사유에 한 비

이자,의식과 감각을 나 지 않는 어떤 ‘경험’을 철학 으로 정 하고자

하는 시도다.

둘째로 벤야민이 칸트의 인식론에서 ‘기 으로만 극복되었다’고 말하

고 있는 “인식과 경험이 인간의 경험 의식에 하여 갖는 계”란 무엇

인가?칸트에 따르면,‘경험 의식’은 감각 수용 표상이 주체와

계 맺는 것으로,곧 지각을 의미한다.이 경험 의식은 다양하게 변화하

며 이것만으로는 인식이 성립될 수 없다.이 경험 의식이 인식이 되자

면 그 경험에 앞서는 월 의식,즉 ‘나는 생각한다’는 자기 의식과 필

연 으로 계해야 한다.(A 116)지각,곧 경험 의식 그 자체는 한갓

주 인 차원의 심리학의 탐구 상에 해당할 뿐,철학의 논제가 되지 못

한다.그러나 벤야민은 “감 을 수단으로 감각을 수용하고 그 토 에

서 형성되는 자신의 표상을〔…〕개인 육의 나(individuellen

67)『형이상학 서설』 IV.298.“객 타당성을 가지는 한에서 경험 단들

은 경험 단들이다.그러나 단지 주 으로만 타당한 경험 단들을 나는

순 한 지각 단들이라고 부른다.후자는 아무런 순수지성개념을 필요로 하지

않고,단지 사고하는 주 에서 지각들의 논리 연결만을 필요로 한다.그러나

자는 항상 감성 직 의 표상들 에 지성에서 근원 으로 산출되는 특수

한 개념들 한 필요로 하며,이 개념들이 바로 경험 단을 객 으로 타당

하게 만드는 것이다.”

68)하선규,「미감 경험의 상학 재정의」,『미학· 술학 연구』,제23집,

2006,2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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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ibgestigenIch)”라고 보는 념을 일종의 신화로 간주한다.69)이는 주체

와 객체라는,즉 상을 자기 앞에 마주하는 그러한 계에 한 유비로

형성된 것이며,이러한 상 계가 하나의 형이상학 잔재이자,근

‘자아개념’이 만들어낸 신화학(Mythologie)라는 것이다.이처럼 벤야민

은 칸트 ‘경험 인식’이 갖는 통일성이 이성 주체의 종합 능력에

권 를 부여한 신화일 뿐,진정한 통일성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즉 벤야

민이 보기에,진정한 통일성,곧 진리라 할 수 있는 통일성은 월 주체

의 추상 인 종합 활동과는 존재론 으로 다른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신화는 가치 단과 계를 만든다.“개인 육의 나”라

는 표상 속으로 정리되지 못한 경험 의식은 무시되거나, ‘기

(Wahnsinn)’로 취 받는다.근 자아는 “자신을 그들이 지각한 객체들

과 부분 으로 동일시하는”자들,“객체들이 자신들에게 더 이상 객체들

로 마주서 있지 않는 자들”,이른바 “자신들을 성스러운 동물이나 식물들

과 동일시하고 자신들을 그러한 동식물로 부르는”자들을 “ 기에 사로잡

힌 자들”로 취 한다.70)그러나 벤야민이 보기에,근 자아의 모든 경

험 의식은 ‘단’의 신화에 의해 포섭되느냐 포섭되지 않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토테미즘,정신이상, 지력의 경험과 마찬가지인 일종의 기어

린 의식이다.

개인 육의 인간과 그의 의식과의 련에서 악되고 더

이상 인식의 체계 특수화로서 악되지 않는 경험은 그 경

험의 모든 종류를 두고 볼 때 다시 이러한 실제 인식

(wirklichen Erkenntnis)의 단순한 상에 불과하다.그것도

그 실제 인식의 심리학 분과의 상이다.이 인식은 경험

의식을 기의 종류들로 체계 으로 분류해넣는다.인식하는

인간,인식하는 경험 의식은 일종의 기어린 의식이다.다

시 말해 이 말은 경험 의식 내부에서는 여러 종류 사이에

69)GSII/1,161;『선집 6』,105쪽.

70)GSII/1,162;『선집 6』,106-1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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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상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을 의미한다.이 차이들은

동시에 가치의 차이이기도 하다.그 지만 그 가치의 기 은

인식의 참(Richtigkeit)일 수 없으며,경험 이고 심리학 인

역에서 그러한 참과 거짓이 결코 문제되지 않는다.71)

이처럼 벤야민은 경험 의식이 통일 인 표상으로 인식에 포섭되는가,

아닌가는 정도상의 차이,가치의 차이일 뿐,그 가치의 기 이 참과 거짓

의 단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지각들이 갖는 가치는 단의 가치로

환원될 수 없다는 것이다.벤야민은 이 가치의 차이에 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의식의 종류들이 갖는 가치상의 차이를 별하는 진정한 기 을

정하는 일은 다가올 철학의 최고의 과제들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72)

따라서 벤야민에게 단의 인식은 인식의 한 국한된 차원일 뿐이며,‘더

상 의 인식’은 기존 철학의 상을 넘어 모든 경험 의식,즉 지각에

한 문제들을 포 할 수 있어야 한다.이러한 확장된 인식의 체계 하에서

는 지성의 범주가 아닌,새로운 원칙이자 새로운 범주 질서를 필요로

한다.

그 다면,벤야민이 이 경험 의식의 문제를 “단 으로만 극복되었

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이에 해 우리는 칸트가 경험을 지각들

의 종합 통일로서 규정했다는 (B246)을 주목할 수 있다.칸트에서 경

험 의식은 반드시 월 의식과 계한다.칸트는 경험 의식으로서

지각을 설명하며,“모든 경험 의식은 월 (모든 특수한 경험에 선행

하는)의식,곧 나 자신에 한 의식,즉 근원 통각과 필연 계를 맺

고 있다”(A117)고 말한다.칸트에서 자기의식으로서의 통각은 직 에서

잡다의 종합 통일 원리를 제공하는 ‘월 ’원리다.이러한 종합과 통

일이 벤야민이 주목하는 지 이다.

물론 칸트에서는 그러한 “통각의 근원 인 종합 통일 원리”는 어디까

지나 ‘나는 사고한다’는 자기의식,“최 의 순수한 지성인식”으로 규정되

71)GSII/1,162;『선집 6』,106-107쪽.번역은 필자가 수정.

72)GSII/1,162;『선집 6』,1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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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B137-138)그런데 벤야민은 이 ‘의식’이라는 말에서 주 성을 제거

한다면,그러한 ‘종합’과 ‘통일’이라는 인식의 측면은 ‘진정한 경험개념’으

로 갈 수 있는 어떤 단 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모든 진정한 경험은 순수한 인식론 인 의식-이 용어를 그

것이 모든 주 인 것을 탈각했다는 제 아래 아직 사용할

수 있다면,( 월 )의식에 바탕을 둔다.순수한 월 의식

은 모든 경험 의식과 유가 다르며,그 기 때문에 여기서

의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한지는 의문이다.〔..

..〕 여기가 상학이 최근에 제기하고 나온 많은 문제들의 논

리 지 이다.73)

벤야민이 상학을 들고 나온 맥락을 따져보면,여기서 ‘순수한 월

의식’이란 자기의식이라는 주 성을 배제하고,사유 운동 그 자체가 가지

는 월 성격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이는 후설이 말하는 “자기의식이

아니라 통일 원리로서 부단히 변화하며 자기 자신을 개해나가는 구체

인 주체”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74) 한 이러한 사유 활동의

73) GS II/1, 162-63 ; 『선집 6』, 107쪽. 최성만의 번역을 따르되,

‘transzendental’을 ‘선험 ’에서 ‘월 ’으로 수정했다.이는 벤야민의 「미래

철학」논문이 필수 으로 칸트 철학과의 맥락과 연계되어 독해되어야 하므로

칸트의 ‘transzendental’에 한 일반 인 번역 용례를 따랐다.

74)이는 후설이 이야기한 더 높은 단계의 의미를 향한 월 기능을 발산하는

심으로서의 주체, 상학 주체와 닮아있다.후설에서 경험 의식은 월

의식으로 환될 수 있는 것이다.후설의 월 의식은 통일 원리로서의

자기의식이 아니라,부단히 변화하며 자기 자신을 개해나가는 구체 인 주

체이다.이 주체는 반드시 인식의 주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더 높은 단계의

의미를 향한 월 기능을 발산하는 심을 일컫는다.이를 후설은 “ 월

모나드(transzendentaleMonade)”라고 부른다.이러한 월 주 은 발생의

주체이기에 월 주 의 경험이 보다 풍부해짐에 따라 그의 월 기능 역

시 부단히 생성되고 변화하는 것이다. 월론 모나드로서 월론 주 은

부단히 자기자신을 개해 나가는 주체이다.인간의 월론 모나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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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능력 그 자체를 월 원리로 보는 은 신칸트주의75)헤르만 코

헨(HermannCohen)76)이 칸트의 경험이론을 변형시킨 방법이다.코헨은

이 부단한 자기 개과정의 출발 은 “ 월론 탄생”때 그에게 주어진 다양

한 유형의 월론 본능들이다.따라서 월론 모나드는 정지해 있는 인식

의 주체가 아니라,부단히 살아 움직이는 행 의 주체,즉 은 의미의 실천의

주체이다.후설의 후기 철학에서는 동물,식물 등 모든 생명체도 발생 상

학 의미의 월론 기능을 수행하는 한, 월론 주 으로 불릴 수 있다.

참고.이남인,『 상학과 해석학』,서울 학교출 문화원,2013,333쪽.

340-41쪽.

75)신칸트학 는 1875년경부터 1차 세계 에 이르기까지 40년 가까이 칸트철

학에 한 수용,주석 그리고 해석 등 여러 측면에서 칸트철학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된 흐름을 말한다.칸트가 죽은 지 반세기 후,독일철학은 헤겔

주의를 통해 사변 념론의 부활을 목도하지만,이후 역사 정황과 한계

들은 철학 사변에 한 불신을 낳았다.1800년 반 헤겔주의의 지반이

약해지고,실증과학의 경험 연구의 성과들로 자극받아 인식론에 한 집착

이 강해지며,그 정 으로 ‘그래서 우리는 칸트로 돌아가야 한다’(Otto

Liebmann,1865)라는 캐치 이즈가 등장한다.리 만을 선두로 형성된 신칸

트학 는 마르부르크 학 ,서남학 ,베를린 훔볼트를 심으로 한 신칸트학

가 있다.벤야민은 이러한 신칸트주의 철학의 배양 에서 철학을 공부했으

며,특히 1913년부터 라이부르크 학에서 서남학 를 체계화한 리 르트 아

래서 하이데거와 함께 수학했다.이러한 벤야민의 신칸트주의 기원과 향

에 해서는 가장 최근 Matthew Charles의 박사논문 ‘Speculative

Experience and History : Walter Benjamin’s Goethean Kantianism’,

MiddlesexUniversity,2009.에서 가장 자세히 다루고 있으며,다음과 같은

술들을 참고할 수 있다.Howard Caygill,The ColourofExperience,

(London & New York, Routledge, 1998); Nikolaus Lambrianou,

‘Neo-Kantianism and messianism:origin and interruption in Hermann

Cohen and WalterBenjamin’,WalterBenjamin:CriticalEvaluationsin

CulturalTheory,PeterOsborne(eds.),Routledge,2005,Vol.1.

76)마르부르크 학 의 헤르만 코헨(HermannCohen)은 칸트의 철학,특히 인식

론에 한 자신의 해석서를 출 했는데,1871년 『칸트의 경험이론(Kants

TheoriederErfahrung)을 시작으로,『칸트윤리학의 기 (KantsBegrundung

derEthik,1877)』과 『칸트 미학의 기 (KantsBegrundungderAsthetik,

1899)』를 발표한다.특히 코헨은 『칸트의 경험이론』에서 자연과학과 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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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의 경험이론에서 ‘선험 ’이란 말을 더 분석해 들어가면서,이 ‘선험

’이란 다름 아닌 ‘변증법 매개’이자 ‘종합’이라고 주장한다.이로써 그

는 직 의 형식과 사고의 형식에서 선험성을 보증하는 공통의 끈을 바로

‘종합’으로 보면서,경험 직 과 순수한 지성 사이의 연속성을 만들어낸

다.77)이러한 변증법 인 측면을 벤야민은 주목하면서,“여기에서 요구되

고 사태에 맞게 찰된 철학의 발 을 가리키는 징표를 우리는 신칸트

주의에서 이미 엿볼 수 있다”78)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코

헨의 ‘종합’은 순 히 논리 인 형식으로서의 종합이며,경험을 과학 경

험으로 환원한 것이었다.따라서 벤야민은 코헨으로부터 변증법 매개로

서의 ‘종합’이나 ‘근원’개념과 같은 사유를 수용하지만,79)경험개념의 변형

의 월철학의 목을 시도하고,수학의 미 분 이론을 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참고:서정욱,「신칸트학 와 헤르만 코헨」,『한국동서철

학연구소 논문집』 제14회.1997)

77)코헨은 1902년 『순수 인식의 논리학(LogikderreinenErkenntnis)』을 통

해 ‘인식비 ’을 ‘순수한 인식의 논리학’으로 이동시키면서,칸트의 비 기

획에 한 진화를 추구한다.말하자면, 단의 열린 시스템 안에 과학 ·수

학 인식에 한 철학 토 를 제공하고자 한다.코헨은 경험 직 과 순

수한 지성 사이의 연속성을 만들었는데,‘직 과 사고의 형식에서,같은 선험

성을 보증하는 공통의 끈은 종합이다’고 주장했다.그는 라톤의 변증술을 일

반화해서 순수한 사고와 경험 사고 간의 연속성이자 사고,지식,그리고 경

험의 논리 바탕을 단에 한 변증법 매개(dialecticalmediation)로 설명

한다.하지만 이러한 매개로서의 인식은 과학 단이며,수학,기하학,천문

학에 한 라톤 테크네(technai)와 동일시된다.이러한 방식으로 코헨은

감성과 지성의 통일화로서 인식이라는 칸트의 개념을 거 하고,『순수이성비

』에서 논리학만을 남겨놓은 채 ‘월 감성학’을 효과 으로 제거한다.참

고.HelmutHolzhey& Vilem Mudroch,HistoricalDictionaryofKantand

Kantianism,The Screcrow Press,2005.160쪽.;Nickolas Lambrianou,

‘Neo-Kantianism andMessianism :OriginandinterrptioninHermanCohen

andWalterBenjamin’inWalterBenjamin:CriticalEvaluationsinCultural

Theory,PeterOsborne(eds.),Routledge,2005,Vol.1.88쪽.

78)GSII/1,164;『선집 6』,109쪽.

79)참고.NickolasLambrianou, 의 책,87-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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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는 코헨이 도리어 “경험개념의 기계 인 측면을 발 시켰다”80)

고 냉혹하게 평가한다.벤야민이 보기에 이러한 방향성은 칸트에게서 계

승해야 할 진정한 비 의 방식이라기보다 칸트의 한계 이라 할 수 있는

기계 인 인식개념에 더 경도된 행보 다.「미래철학」에서 신칸트주의

에 한 벤야민의 평가가 혼돈스럽고 양가 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이유다.

이처럼 칸트를 토 로 경험 인식개념을 발 시키고 확장시킨다는 노

선에서 벤야민은 상학 신칸트주의의 향 아래 이 문제를 숙고하고

있었다.즉 상학이 ‘월론 주체’를 통해 제시하는 ‘자기의식’의 탈피,

헤르만 코헨이 제시한 ‘변증법 매개’로서의 ‘선험성’등에 어느 정도 공

감 를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무엇보다 벤야민이 가진 문제

의식의 핵심은 근 인식론의 근본 인 제,지각하는 주체와 지각되는

객체사이의 구분을 거 하는 것,즉 ‘자아’를 토 로 하는 인식론의 주

성에서 벗어나 자율 이고 립 인 인식개념을 수립하는 것이었으며,그

러한 과제로 ‘경험’을 고찰하는 것이었다.이러한 벤야민의 고찰에서 주객

의 이분법을 무화시킬 수 있는 ‘매개’, ‘통일’은 핵심 인 테제가 됨으

로써,그는 자기의식 안에서의 종합 통일이 아니라 직 인 ‘매체’안

에서의 인식,유사성의 인식을 제시하게 된다.

3.벤야민의 ‘경험’과 ‘인식’

1)경험 :인식의 통일 이고 연속 인 다양함

요컨 벤야민은 칸트의 비 체계를 토 로 삼아 인식 경험개념

을 확장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이러한 경험개념의 변형을 통해 최종

으로는 우리 경험의 범 한 측면들을 포 할 수 있는 ‘최고의 질서’로

서의 인식을 추구하고 있다.벤야민은 이러한 상 의 인식의 역에서 구

해지는 경험을 “인식의 통일 이고 연속 인 다양함”81)이라고 함축 으로

80)GSII/1,164-65;『선집 6』,109-1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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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한다.

이 정의를 이해하자면 먼 인식의 통일성,연속성의 의미를 짚어 야

할 것이다.인식은 실을 악하고 반 하는 것이지만 실을 직 으

로 악하거나 반 할 수 없다.칸트가 인식은 언제나 지성의 개념을 매

개로 한다고 했듯이,인식의 객 화란 언제나 실에 한 ‘매개 작용’이

라 할 수 있다.따라서 인식은 실과 매개된 연속성을 가진다. 한 인식

은 상의 다양한 표상 내지 특질을 나의 의식 안에 통일하는 것을 말한

다.철학자마다 표 하는 말은 달라도,공통 으로 인식은 ‘다양성의 통일’

이라고 여겨졌다.그런데 벤야민은 경험의 정의에서 이러한 인식의 정의

를 거꾸로 돌린다.즉 기존 인식론에서 경험 내용에서 주어진 다양성의

통일이 인식이라면,벤야민의 경험은 인식의 통일성과 연속성을 내재한

다양성이다.인식이 합치되고 종합되는 것이라면 경험은 어떤 통일 이고

연속성인 연 계를 가지면서도 고정 이지 않는 다양함을 더 주된 특징

으로 한다.이러한 경험에 한 정의는 인식개념과 경험개념을 다음과 같

이 변형시킨다.

먼 ,인식개념은 개념 인식을 실의 한 매개방식으로 국한시키면서,

다양한 매개방식들을 넓은 의미의 인식으로 볼 수 있도록 인식개념을 확

장시킨다.모든 개별 인식,내지 학문들은 각각의 매개방식을 통해 실

을 악하고 반 한다. 컨 수학,물리학,화학,심리학과 같이 각자 학

문이 갖는 매개방식에 따라 하나의 실은 다양하게 해석된다.여기에서

하나의 존재는 다양성으로 분열된다.그러나 근본 인 인식일반으로서의

인식은 이 존재의 통일성을 요구한다.이러한 형이상학 요구가 인식의

통일성이며 ‘체계’에 한 요구다.따라서 철학의 요구는 다양한 인식들의

고유한 독자성과 자립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들을 하나의 체계 안에서

악해야한다는 것이다.그래서 벤야민은 철학이 보여주어야 할 인식은 단

지 개념 인식이 아니라,다른 차원의 매개방식을 통해 나타나는 실의

다양한 경험들을 포 할 수 있는 인식이어야 한다고 본다.82)

81)GSII/1,168;『선집 6』,115쪽.

82)벤야민의 인식론은 기부터 일 되게 통 인 분과 학문의 벽을 허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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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야민과 동시 철학자이면서,신칸트주의의 세례를 받고 이후 벤야민

처럼 문화철학의 역을 개척하고자 했던 카시러의 인식규정 한 벤야민

과 유사한 문제의식을 보여 다.카시러는 인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비록 인식이라는 개념이 아무리 보편 이고 포 으로 악된다

해도,인식은 정신에 의한 존재의 악과 해석의 체에서 항상 형식을

부여하는 하나의 개별 인 방식일 뿐이며 〔…〕특수하면서도 그와 동시

에 그 자체로 명료하고 첨 하게 제한된 원리가 인도하는 다양한 것들의

형태화 작업(Gestaltung)이다.”83)말하자면,인식은 그 연 이 논리 이든,

목 론 이든 인과 이든지 간에 어떤 하나의 ‘구조’로 나타나며,과학 ·

개념 인식의 연 방식에서 나타나는 지성 종합이라는 형태화 방식 외

에도 다른 형태화가 존재한다는 것이다.벤야민은 카시러와 마찬가지로

넓은 의미에서 인식을 실의 매개방식-이후,이는 ‘매체’로 규정된다-으

로 보고 있으며,그 가운데 개념 인식은 국한된 하나의 매개방식일 뿐

이다.84)

그 다면,경험개념은 어떻게 변형되는가?다시 “경험은 인식의 통일

이고 연속 인 다양함”이라는 정의로 돌아가면,경험은 어떤 통일 이고

연속성인 인식과 연 을 가지되,거기에서 다시 다양하게 개되는 것

이다.벤야민은 이러한 인식과의 계를 “인식연 의 상징”이라는 말로

술에서 통합 사유의 모델을 보면서 분류 ·개념 사고를 지양하려는 노

력〔…〕을 특징으로 한다.최성만,『기억의 정치학』,35쪽.

83)에른스트 카시러,박찬국 역,『상징형식의 철학-I.언어 』,아카넷,2011,31

쪽.

84)카시러와 벤야민은 인식을 기존의 인식개념을 넘어 다양한 형태화로 본다는

에서 유사하다.카시러는 헤겔의 철학 에서 인식을 규정하기에,인식을 정

신에 의한 존재의 악이라고 규정한다.따라서 인식,종교,신화, 술과 같은

형태화를 인간의 정신 활동이 외 으로 표 된 구 체이자 상징형식으로 규

정하면서 과학 개념 인식을 넘어 다양한 상들로 나타나는 인간의 정신

과 생의 본질을 악하고자 한다.그러나 벤야민은 정신이란 말을 인간에 한

해서 사용하지 않고,그런 한에서 인식을 정신의 본질 소통으로 본다. 한

이러한 인식의 소통형식들을 ‘매체로서의 언어’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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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한다.“경험은 인식연 의 상징이며 그러한 것으로서 으로 인식

그 자체와는 완 히 다른 질서 안에 존재한다.”85)즉 벤야민이 말하는 ‘통

일성과 연속성을 내재한 다양함’은 기존 인식개념의 질서 안에 속하는 것

이 아니라 ‘상징’의 질서에 속하는 것이다.그러면 ‘인식연 의 상징’이란

어떤 차원을 말하는가?이 에서 벤야민은 ‘상징’이 질서의 상이함을 표

하기 해서 선택한 표 임을 밝힌다.86)벤야민은 차후 『독일비애극의

원천』에서 상징과 알 고리를 고찰하면서, 술에서 고 주의 방식인

상징보다 바로크의 알 고리가 갖는 가치를 재발굴하지만,여기에서 상징

은 알 고리와 비교하는 차원이 아니라 단지 인식의 질서와는 다른 차원

을 지칭한다.

그 다면 상징이란 인식의 질서와 어떻게 다른가?독일 념론과 낭만

주의 통에서 상징은 의례 상의 본질을 개념 ·논리 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그 상의 본질을 감각 ·형상 으로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칸트에서도 상징은 개념의 도식과 비되는 것으로,인식을 이론 으로

규정하는 방식이 아니라,‘신’과 같은 이념을 표 하는 방식이다.이처럼

상징은 이론 인 규정 방식이 아니라,이념을 서술/ 시(darstellung)87)하

85)“인식의 개념을 한 경험은 말 그 로 경험의 외부에 놓여 있는 새로운 그

무엇이 아니라,단지 다른 형식 안에 있는 경험 그 자체이며,인식의 상

으로서의 경험은 인식의 통일 이고 연속 인 다양함이다.매우 역설 으로

들리겠지만,경험은 경험의 인식 안에서,바로 그 경험의 인식 때문에 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하나의 인식연 안에 있는 것이다.경험은 이러한 인식

연 의 상징이며 그러한 것으로서 으로 인식 그 자체와는 완 히 다른 질

서 안에 존재한다.”GSVI,p.36.

86)GSVI,p.36.

87) ‘Darstellung’은 체로 서술,재 ,표 , 시로 번역되고 있다.이를 칸트

용어법과 고려하자면,주로 국내 칸트에서 ‘Darstellung’은 개념 인 내용을

감성 방식으로 나타낸다는 뜻을 담고 있으며,이를 담당하는 능력은 상상력

(Einbildungskraft)으로 규정된다.따라서 ‘표 ’,‘재 ’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술 표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 표상과 구별되는 감성 방

식의 형상화를 의미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칸트의 한국어 번역본에

서는 이를 ‘ausdrücken(표 하다)’와 ‘vorstellen(표상하다)’와 같은 번역어와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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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식이다.88)특히 벤야민이 통일성과 연속성을 내재한 다양성을 상징

이라고 말하는 것은 낭만주의의 ‘상징’개념을 원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낭만주의 상징개념의 의미를 새롭게 형성시킨 괴테는 ‘상징 ’이라는

말을 “특징 인 다양성을 지니면서 많은 다른 것들의 표로서 그 어떤

총체성을 자체 내에 포함하는 탁월한 경우”의 경험을 가리키는 데 사용했

으며,낭만주의 통에서 상징은 “ 존성이 부여된 이념 그 자체”라는 의

미를 띠었다.89)이처럼 벤야민은 ‘경험’을 ‘인식연 의 상징’이라는 말로

지칭함으로써,경험이란 감각 이고 형상 인 존으로 표 되지만,그 본

질은 이념 차원에 있음을 가리킨다.이 게 ‘인식의 통일 이고 연속

동을 피하기 해서 ‘시’라고 번역하고 있다.그러나 벤야민의 국내 번역서

에서는 시라는 어려운 표 보다는 서술,제시,표 등으로 주로 번역되고

있다.본고에서는 철학 과업이라는 측면에서 주로 ‘서술’로 번역했다.하선규

는 어떤 번역어가 되든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첫

째,‘Darstellung’에서 두사 ‘da’는 ‘심 -신체 가까움(여기)’의 느낌을 나타

낸다는 이다.따라서 ‘darstellen’은 주어진 사태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일을

의미한다.둘째,벤야민은 진리의 본원 인 자기소여성,즉 진리 스스로가 자

신을 드러내는 존재방식을 표 할 때 ‘sichdarstellen’을 사용한다는 이다.

하선규,「벤야민의 역사철학 이념론과 술철학 :『비애극서』의 ‘인식비

서문’을 심으로」,『발터 벤야민:모더니티와 도시』,홍 기 엮음,라움,

2010.348쪽 각주 참고.

88)칸트에서 ‘상징 ’인 것은 ‘도식 ’인 것과 비되어 구별된다.우리에게 감성

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은 도식 이거나 상징 이다.(KU,B255)상징 표상

방식은 직 표상방식의 한 종류로서 경험 직 을 이용하거나 유비를 통

해 간 으로 표 하는 방식이다.인식에 있어서 이러한 상징 표상방식은

“ 상이 그 자체로 무엇인가를 이론 으로 규정하는 원리가 아니라, 상의

이념이 우리에 해서 그리고 그 그 이념의 합목 사용에 해서 무엇이

되어야만 하는가를 실천 으로 규정하는 원리인 경우에만”허용된다.이를테

면,“신에 한 우리의 모든 인식은 오로지 상징 인 것일 뿐이다.”

89)가다머,『진리와 방법 I-철학 해석학의 기본 특징들』,144-46쪽.벤야민

은 독일 낭만주의에 한 논문에서 괴테와 기낭만주의와의 계를 고찰할

뿐 아니라,괴테의 상징개념에 주목하면서 괴테의 ‘상징의 토르소’개념으로

술작품과 비평의 계를 설명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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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다양함’으로서의 경험은 논리 매개방식이 아니라 감각 ·형상 인

방식 안에서 경험의 진정한 본질이 서술되는 것을 말한다.

벤야민은 기에는 ‘상징’을 이념을 시하는 방식으로서의 언 하지만,

후기로 어들수록 이념을 ‘형상(Konfiguration)’이나 ‘성좌(Konstellation)’

로 설명한다.벤야민의 기사상의 결산이자,변증법 유물론으로 넘어가

는 시발 인 『독일 비애극의 원천』의「인식비 서론」에서 그는 “이념

들은 성좌들이다”고 말한다.벤야민에 따르면,개념은 상들을 분해하는

한편 이념은 개념으로 분해된 상의 요소들을 새로운 연 계로 재구성

하는 것을 말한다.이념으로서의 성좌란 일회 이고 극단 인 상들 사

이에서 맺어지는 연 의 형태화(GestalungdesZusammenhanges)를 말한

다.90)즉 개념은 상들에서 요소들을 분리해내고, 상에서 풀려난 요소

들은 다시 새로운 연 계에 따라 별자리처럼 다른 형상을 만들어내

는데,이 형상에서 나타나는 본질이 바로 이념이며 진리라는 것이다.즉,

개념은 상에서 요소들을 풀어주고,이념은 이를 다시 새로운 연 계

로 묶어 으로써 상에 한 진정한 ‘객 ’해석을 얻는다.

이러한 벤야민의 이념론에서 이념은 고정 이고 원불변한 것이 아니

다.벤야민에 따르면,이념은 일시 이고 잠재 인 배열이다.벤야민은 이

념의 시를 순간 인 정지 상태의 이미지로 설명한다.이 ‘순간’은 ‘휙 지

나가는’시 ,‘섬 ’과 같은 번쩍임으로서 주체에 의해 의도되거나 계획되

지 않은 찰나의 지각 계기를 말하는 동시에,시 ·역사 기를 인

식하는 각성의 계기를 함축한다.이처럼 벤야민에게 있어서 이념의 성좌,

“순간에서 독해되는 이미지는 역사 경험의 총 개념이다.”91)

한 벤야민의 이념론에서 이념은 개념의 동일화와 그 동일성이 만들어

내는 가상과는 달리, 존성과 차이에 입각해 구성되기에 개별자들의 구

체성,감각성을 더욱 특화시킨다.92)개념 인식이 추상화를 수단으로 해

90)GSI/1,214-15.

91)N.볼츠,빌렘 반 라이엔,『발터 벤야민 : 술,종교,역사철학』,김득룡 옮

김,서 사,2000,108쪽.

92)Fred Rush,‘Jena Romanticism and Benjamin’s CriticalEpistem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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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성취된다면,이념은 개별 인 상 그 자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

들의 가장 내 한 본질을 더 나라하게 드러낸다. 상들은 어떤 계나

종합에서 각각의 다양성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차이와 다양성을 드러

내고 산출하는 형상 안에서 “구제”된다.이처럼 벤야민이 새롭게 정 하

고자 하는 ‘경험’은 이념으로 변형되지만,그 경험이 가진 구체성과 감각

성,시 성 역사성을 더욱 드러내는 이념으로 나타난다.

2)철학 :언어로서 연역되는 경험

벤야민이 추구하는 ‘경험’이 실성을 무화시키지 않는 이념이라면,이

이념을 제시하는 곳,서술하는 곳은 다름 아닌 철학이다.벤야민이 도래하

는 철학에서 인식개념을 확장시켜야 한다고 말한 의미는 철학이 이러한

확장된 의미의 인식에서 개념 인식의 방법론과 상 역을 넘어서야 한

다는 것이다.즉 철학은 방법론 으로도 과학 이고 수학 인 방법론에

머무르지 않고,그 상에 있어서도 종교, 술,문화 등으로 그 고찰의

역을 넓힘으로써 이념으로서의 경험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벤야민은 무엇보다도 철학이 이념으로서의 경험을 제시하는 길은 언어

에 있다고 보았다.벤야민이 보기에 칸트의 한계는 ‘철학은 과학·수학과는

달리 언어로 이념을 표 한다’는 을 놓친 것이다.“칸트가 수학과 동등

한 철학 측면들을 의식하면서 완 히 후퇴해버린 것이 있다.그것은 철

학 인식은 자신의 유일한 표 을 언어 속에서 지니고 있지 공식이나 숫

자 속에서 지니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93)철학이 가지는 인식의 본질

은 공식과 숫자를 통해 표 되는 것이 아니라,언어로 표 된다.따라서

벤야민은 이념으로서의 경험이란 다름 아닌 언어로 구 되는 철학 그 자

체라는 사실을 제시한다.

PeterOsborne(eds.),WalterBenjamin;CriticalEvaluations in Cultural

Theory,Routlege.LondonandNew York.2005.Vol.1.73.

93)GSII/1,168;『선집 6』,1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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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은 체계 으로 상징 인 연 계 안에서 언어로써 연

역되는 인 경험이다.94)

이러한 진술에서 보이듯이,벤야민은 ‘체계’,‘연역’,‘ 인 것’과 같은

통 인 념론의 용어들로 이야기한다.특히 경험이 이라고 할

때,‘ 인 것(dasAbsolute)’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근 철학에서

데카르트가 인식의 확실한 토 를 ‘나’로 여기고,칸트가 월론 주체로

코페르니쿠스 환을 이루기 이 ,‘ 인 것’,‘근원’,‘토 ’는 본래

신의 인식,신 지성을 의미했다.벤야민이 신학을 언 하고 있다고 해서

‘ 경험’을 신 인식이나 종교 경험이라고 해석한다면,벤야민의

사상은 그야말로 세의 종교철학으로 복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러나

우리는 벤야민이 기 술들에서 사변 ·형이상학 용어들의 의미를 변

형시키고, 복시키는 가운데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

다.수 벅모스는 벤야민이 상 요소를 인 것으로,이념과 진리

를 역사 으로 특정 이고 변화하는 것으로 다루는 등 오랫동안 수립되어

온 라톤 개념을 역 시키고 있음을 지 한다.그녀에 따르면,벤야민

은 하이데거처럼 새로운 철학 용어를 받아들임으로써가 아니라,오래된

언어를 다시 새롭게 만듦으로써 철학의 진 인 방향 환을 성취할 수

있다고 여겼다.95)

이처럼 ‘체계’,‘ 인 경험’들은 벤야민에서 새롭고 복 인 의미들

을 획득하고 있는데,이는 독일 기 낭만주의96)에 한 그의 박사논문에

94)GSVI,37.

95)SusanBuck-Morss,TheOriginofNegativeDialectics,TheFreePress,

New York,1979.93쪽.

96)독일의 낭만주의는 기/ 기/후기 혹은 기/후기로 구분된다.낭만주의의

성기에 낭만주의는 세계를 피안에 한 상징으로 악하고 종교 인 성향을

띤 술 을 한 공간을 시하는 시각이 두되었는데,이는 후기 낭만주의

라 명시할 수 있으며, 리드리히 빌헬름 슐 겔과 노발리스의 기 낭만주의

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기 낭만주의는 신비 이고도 경건주의 운동에 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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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해 살펴볼 때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진다.97)독일 기 낭만주의자들

의 반성이론 술론을 다루는 「독일 낭만주의의 술비평 개념」은

칸트의 월론 비 을 낭만주의 반성개념의 확장을 통해 메타비 하

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그래서 이 논문은 벤야민의 칸트 비 에 요한

해석 맥락을 제공한다.벤야민은 리드리히 슐 겔과 노발리스의 반성

이론 술이론을 ‘더 상 의 경험개념을 한 인식론 토 ’라는 지평

에서 검하고,그들의 사유를 정제해내면서 진 인 자신의 개념을 생

산해내기 때문이다.98)

이러한 맥락에서 가장 먼 주목해야 할 개념은 슐 겔의 ‘ 성’이다.

벤야민에 따르면,슐 겔은 ‘반성(Reflexion)’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사

유의 내용으로 삼고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가가는 사유의 활동이라는 것을

피히테로부터 이어받지만,반성활동의 심을 피히테의 ‘자아(Ich)’에서

리를 두고 있으며,하만,헤르더, 은 괴테에게 향을 받았다. 기 낭만주의

문학이론과 문학의 경우 념론 철학과의 긴 한 계에서 형성된 반면,정

치 낭만주의로도 명시되는 후기 낭만주의는 메테르니히 왕정복구 운동과

결합되어 보수 정치성을 띠었다.벤야민이 다루는 기 낭만주의는 1800년

경 슐 겔 형제와 노발리스가 나(Jena)에서 주로 활동한 시기를 말하며(그

래서 나 낭만주의라고도 불린다),그들은 「아테네움(Athenäum)」이라는 잡

지를 통해 새로운 사상과 이념뿐 아니라 새로운 쓰기 형식으로 기존 습을

탈피하려는 아방가르드 면모를 보 다.참고,최문규,『독일 낭만주의』,연

세 학교출 부,2005,9~16쪽.

97)벤야민이 미래철학을 집필할 당시,1917년 10월부터 1918년 3월경까지 벤야

민이 렘에게 쓴 편지에 따르면,그가 박사논문으로 원래 구상한 것은 칸트

의 역사철학에 한 것이었으며,1918년 그 기획은 ‘낭만주의 술비평의

제를 이루는 칸트의 미학 구성’으로 확장된다.그러나 이 기획은 실 되지

못했고,그 사유의 편들은 한편으로는 「미래철학」단편으로 귀결되고,다른

한편으로는「독일 낭만주의의 술비평 개념」(1920)이라는 베른 학 박사논

문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참고,Benjamin,GBI,388~395,401~404,408~409.

440~445.

98)Peter Osborne,‘Philosophizing beyond philosophy’,Walter Benjamins’

Philosophy:Destructuon& Experience,editedbyAndrew Benjaminand

PeterOsborne,ClinamenPress,2000.2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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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의 형식’그 자체로 이동시킨다.즉 제약 없는 자유의 행 로 간주되

는 ‘ 정립작용으로서의 반성’은 주체에서 반성매체로 이동하

게 된다.그래서 벤야민은 슐 겔에게 있어서 “반성이란 직 이 아니라

으로 체계 인 사유”라고 밝힌다.이처럼 벤야민의 독해에 따르면,

독일 기낭만주의 반성이론에서 반성은 주 의 사유활동이 아니라,체계

를 으로 악하고자 하는 하나의 ‘지향작용’그 자체이다. 한 ‘

인 것’이란 라톤의 이데아처럼 도달해야 할 사유의 목표나 다다를

수 없는 이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끊임없는 반성활동 그 자체가 만들어

내는 운동성,변화하고 생동하는 계의 총체성이다.원래 기 낭만주의

문학 은 이미 선험 으로 존재하는 신,진리,본질을 거부했다.그들에게

진리란 선험 인 인식의 상이 아니라 원한 추구와 모색의 상이었

다.그 기 때문에 낭만주의 문학에서는 고 주의와 달리 공간 조화와

구축을 통한 이상 형태가 아니라, 괴와 생성을 거듭하는 형태가 이상

인 형태가 된다.99)이 듯 인 것은 총체성을 형성하는 동시에 끊

임없이 안정 인 토 를 무 뜨리는 역할을 의미한다.100)따라서 낭만주

99)김주연,『독일 비평사』,문학과지성사,2006,132쪽.

100)슐 겔은 “미 교양의 인 정지 상태는 결코 생각될 수 없다.

포에지는 언제나 자신을 변화시킬 것” 이라고 이야기했다.(F.Schlegel,

Kritische-Friedrich-Schlegel-Ausgabe,herausgegeben von Ernst Behler

unter Mitwirkung von Jean-Jacques Anstett und Hans Eichner,

Paderborn/München/Wien1958ff.,Bd.I,S.334최문규,앞의 책,13쪽에서

재인용.)포에지(Poesie)개념은 낭만주의자들에게서 하나의 고정된 개념으로

사용되지 않았다.그러나 낭만주의에 한 연구에서 포에지 개념은 ‘술’,혹

은 ‘체계’를 나타내는 총체 개념이다.낭만주의자들이 ‘술’이라는 말 신

에 ‘포에지’라는 개념을 선호한 이유는 기계 이고 체계 인 범 에 머무는

술의 의미를 뛰어넘어,다양성·개별성·상상력 같은 측면까지도 포함시키려고

했기 때문이다.포에지 개념은 낭만주의자들에게 술의 형식을 뜻하는 것을

넘어 ‘ 자유의 힘’으로서의 술 행 를 뜻했으며,슐 겔은 이를 문

학뿐 아니라 모든 것을 포 하고 통하는 정신 능력으로 표 했다.포에지

는 낭만주의에서 선험 포에지,보편 포에지,포에지의 포에지로 나뉘어 설

명될 만큼 풍부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고하라.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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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반성이론에서 인 것의 역할은 종합하고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

라 부단하게 차이를 만들고 변화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여기서 벤야민은 1916년 언어논문에서 선보인 ‘매체’개념을 풍부한

규정으로 발 시키면서 낭만주의 문학이론을 인식론 맥락으로 가져온

다.즉 벤야민은 이 부단히 변화하는 반성의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유기

이고 직 인 구성체를 ‘매체’라고 규정하며,이 매체의 성격을 ‘매개된

직 성’으로 특징짓는다.벤야민은 이들의 이론에서는 “반성은 자를

구성하되,더욱이 그것을 하나의 매체로서 구성한다”101)고 말하며,

인 것을 “개념들이 그것들에 고유한 매체 속에서 행하는 운동”102)으로

악한다. 기 낭만주의자들에게 이 반성매체는 다름 아닌 문학 술

이었다.벤야민은 “슐 겔의 사유에서 자는 어떤 때에는 교양으로,어

떤 때는 조화로서,천재 는 아이러니,종교,조직 는 역사로서 나타난

다.”103)고 말한다.따라서 반성은 단지 논리 ,철학 사유만이 아니라,

교양, 술,종교 등 다양한 정신 활동들이며,이들이 나름의 체계를 형

성한다.이때 ‘체계’는 단지 논리 연결성,즉 매개 연결이 아니다.벤

야민은 슐 겔의 체계성을 “체계와는 으로 다른 어떤 체계의 정

신”104)이라 칭하고,이를 “잠언의 방식”105)이라 말한다.즉 벤야민이 말하

규, 의 책,pp.53-98.

101)GSI/1,37;『독일 낭만주의의 술비평 개념』,심철민 역,도서출 b,54

쪽.

102)GSI/1,49;『독일 낭만주의의 술비평 개념』,75쪽.

103)GSI/1,44;『독일 낭만주의의 술비평 개념』,67쪽.

104)GSI/1,40;『독일 낭만주의의 술비평 개념』,61쪽.

105)“한 작가가 잠언으로 자신의 사고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최종 으로 그

에게 체계 지향이 결어되어 있다는 것의 증거로서 승인할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를 들면 니체는 잠언의 방식으로 술했으며,더욱이 스스로를 체계

의 이라고 칭했지만,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철학을 주요 이념에

따라 포 이고 통일 으로 생각했던 것이며,최종 으로는 자신의 체계의

서술을 쓰기 시작했다.”GS,I/1,42;『독일 낭만주의의 술비평 개념』,

64-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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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체계는 명증 이고 논리 인 체계로 수립되는 것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체계의 잠재 형식이자 체계로 발 될 수 있는 유기 인 망으로

서 ‘언어 사유’를 가리킨다.

따라서 ‘체계 ’이라는 말이나 ‘상징 ’이라는 말은 모두 ‘언어 ’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며,“철학은 체계 으로 상징 인 연 계 안에서

언어로써 연역되는 인 경험이다”는 말은 그 의미상 동어반복이라

할 수 있는 문장이다.다시 말해 이 문장은 “철학은 언어로 표 되는

경험이다”라는 의미를 지시하며,벤야민은 여기서 ‘언어’가 갖는 의

미를 유기 인 체계성과 감각 ·형상 상징성으로 강조하고 있는 셈이

다.

이처럼 벤야민이 ‘체계’와 ‘ 인 것’과 같은 용어를 통해 강조하고

있는 철학의 성격은 ‘언어 ’이라는 이며,이는 철학이 개념 ·과학

사유로 환원되는 것을 반 하는 것을 말한다.그러나 여기에서 개념 그

자체가 거부되는 것은 아니다.앞 에서 언 했듯이,벤야민의 이념론에

서 개념은 상을 요소로 분석함으로써,개별 상들이 성좌라는 형태

로 나타나는 데 이바지한다.따라서 벤야민에게 성좌는 ‘비개념 ’사고가

아니라,개념을 사용하는 ‘방식들’로서의 사고를 가리킨다.106)이러한 사고

방식들의 다양화 재구축이 곧 인식에 있어서 언어 인 것의 성격이다.

사실 언어는 로크,홉스,라이 니츠를 비롯한 칸트 이 철학자들 사이

에서 인식과 련해 꾸 히 논의되어온 주제 다.107)그러나 이처럼 2세

106)FredRush,‘JenaRomanticism andBenjamin’sCriticalEpistemology’,앞

의 책,75쪽.

107)합리주의와 경험론은 언어를 논리 이상에 결부시키느냐,경험 기원과

목 에 련해 악하느냐의 차이가 있지만,공히 언어를 인식의 수단으로서

고찰했다.합리주의는 정신 존재를 악하기 한 시도에서,경험주의는

념을 분석하기 한 시도에서 언어는 불가결한 요청으로 존재했다.이 같은

철학사에서의 언어문제에 한 고찰은 카시러에서 풍부하게 제시된다.Ernst

Cassirer,Die Philosophie der symbolischen Formen,Erster Teil:Die

Sprache,(1923~1929);한국어 번역본으로는,에른스트 카시러,박찬국 역,『상

징형식의 철학-I.언어 』,아카넷,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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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걸쳐온 언어문제를 칸트는 자신의 논의에서 거의 배제시켰다.칸트

의 동시 사상가들은 언어에 한 칸트의 침묵에 해 지 했으며,그

하만은 이 이 칸트의 순수주의에 있어서 가장 큰 결함이라고 비 한 바

있다.108)따라서 벤야민은 칸트 인식개념에 한 변형과 교정 작업은

이미 칸트 생 에 하만(J.G.Hamann)이 시도한 것처럼 인식을 언어와

련짓는 가운데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수학 이고 기계론 인 방향을 일방 으로 지향하는 인식개

념을 상으로 이루어져야 할 거 한 변형과 교정의 작업은

인식을 언어와 련짓는 가운데 얻을 수 있는데,이것은 칸트

생 에 하만이 시도한 것이기도 하다.〔…〕인식의 언어 본

질에 한 성찰에서 획득되는 인식 개념은 그에 상응하는 경

험개념을 만들어 낼 것이며,이 경험개념은 칸트가 참된 체계

로 정리해내지 못한 역들도 포 하게 될 것이다.그 역들

최상의 역은 종교라고 할 수 있다.그리고 이로써 다가

올 철학에 제기되는 요구를 다음과 같은 말로 요약할 수 있

다.그것은 어떤 경험에 해 인식이 그 가르침(Lehre)109)이라

108)하만은 1784년,칸트의 『순수이성비 』에 한 메타비 ,「이성의 순수주

의에 한 메타비 」을 썼다.그 안에서 하만은 『순수이성비 』의 최 결

은 이성을 언어로부터 분리시켜 버린 것이라고 비 한다.이에 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언 될 것이다.

109)‘Lehre’는 이론,학설 등으로 번역할 수 있으나,여기서는 ‘가르침’이라는 최

성만의 번역을 따랐다.이는 벤야민이 ‘철학’을 ‘정신 질서에 한 가르침’이

라 불 다는 때문이다. 렘에 따르면,‘가르침’이라는 개념은 종교 역

의 심에 놓여있는 것으로,철학 역을 포 하면서도 그 역을 월하는

개념이다.당시 벤야민은 이론(Lehre)을 원래 히 리어로 ‘가르침’을 뜻하는

‘토라’(Tora)의 의미로 이해했다고 한다.토라의 의미는 “이 세상에서 인간이

처해 있는 진실한 상태와 인간이 걸어가는 길에 해 가르친다는 뜻일 뿐만

아니라 사물들의 인과 연 계와 신 안에 그것들이 규정되어 있는 상태

에 해 가르친다는 뜻이다.”따라서 벤야민에게 ‘가르침’이라는 종교 개념

은 감성 세계와 감성 세계 모두에 한 인식을 뜻하고,여기서 “종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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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이러한 경험개념에 상응하는 인식의 개념을 칸트의 체

계를 토 로 만들어내는 일이다.그와 같은 철학은 그것의 일

반 부분에서 스스로 신학이라 칭할 수도 있고,그것이 이를

테면 역사 으로 철학 인 요소를 포함하는 한 그 신학 에

치할 수도 있을 것이다.110)

여기서 주된 문제는 신학과 철학이 같아질 수 있는가,철학이 신학

에 치하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다.이 에서 벤야민이 언 하는 ‘신학’

은 좁은 의미의 일반 인 신학 그 자체를 지칭하지 않는다.벤야민에게

신학은 인간에게 제시될 수 있는 최고의 질서로서의 인식을 변하며,종

교 경험은 철학이 보여주어야 하는 ‘이념으로서의 경험’에서 가장 높은

역을 차지한다는 의미다.111)신학 종교의 언 에 해 다음과 같은

단지 신학이 아니라 최고의 질서를 나타낸다.” 렘,『한 우정의 역사』,pp.

116-18.참고.

110)GSII/1,168;『선집 6』,pp.114-15.

111)벤야민의 ‘신학’에 해서는 더 심화된 논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신학에

한 벤야민의 얽힌 치를 푸는 것은 연구자들 사이에 여 히 논란이 분분하

다.우선 벤야민의 사상을 ‘마르크스주의 랍비’,즉 ‘부정신학(Negative

Theologie)’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부정신학은 주로 오늘날 실 모순에

한 어떤 인식 해결 이나 안 실천을 부정하는 태도를 일컫는다.하버마

스와 알 이트 벨머는 벤야민과 후기 아도르노가 결국 부정신학자가 아닌가

하는 비 을 제기했다.원래 부정신학은 4세기 교부들이 고 신 라톤주의

철학을 통해 자연신학을 받아들이면서 기독교화된 라톤주의에서 세 마이

스터 에크하르트로 표되는 신비주의 신학으로 이어졌다.이러한 부정신학에

서 신에 도달하는 길은 오로지 ‘부정을 통해서’이며, 신학의 흐름에서는

‘탈 심화된 주 성’쪽으로 무게 심이 이동하게 된다.즉 인간 이성에 한

과신이나 도구 이성에 한 비 에서 나타나는 신학 성격을 부정신학이라

규정하게 된 것이다.아도르노와 벤야민을 ‘부정 신학’의 맥락에서 해석한 논

의에 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Christopher,C,Brittan,Adorno and

Theology,T&T Clark,2010.반면,아도르노가 정의했듯이 벤야민의 신학을

“신학의 구원화를 한 신학의 세속화”로 보는 입장이 있다.이를 토 로 볼

츠와 라이엔은 벤야민의 신학을 ‘역신학(InverseTheologie)’로 악한다.수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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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린의 지 은 무척 참고할 가치가 있다.“언뜻 보기에,‘미래철학의 로

그램’에서 벤야민이 칸트를 뛰어넘으려 시도하며 종교의 역을 소 하는

것은 선천 으로 불안을 조성하는 측면이 있다.그러한 소 들은 도그마

인 -계몽주의의 기 들,칸트가 그토록 경탄스럽게 그의 생을 통해

거부하려 싸운 그 기 들로 퇴행하는 사례가 아닌가?그러나 벤야민의 사

례에서 그러한 비 들은 정당화될 수 없다.이 에세이에서 문제시되어 나

타나는 그 종교개념이 실증 인(positive)종교 개념이 아닌 한 말이다.

신,종교개념은 규제 인 념으로서 사용된다.”112)

벤야민이 스스로 분명히 밝히듯이,칸트 경험개념과 인식개념의 교정

을 요청하는 것은 철학 도처에서 다양한 층 를 갖는 경험을 이해하

는 문제가 결정 으로 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113)칸

트의 철학에서 우리는 지속 이고 확실한 인식의 조건을 얻을 수 있었지

만,이제는 기존의 과학 인식론의 방법과 한계 안에서는 감당할 수 없

는 수많은 실 차원의 경험 문제가 두되고,그에 따라 인식론의 원

칙 인 확장이 당 철학에서 요구된다는 것이다.이처럼 경험개념과 인

식개념의 변형이라는 벤야민의 기획은 인식의 범 ,철학의 범 를 확장

시켜 지각 이고 감각 인 차원들,규정할 수 없는 무한하고 일시 인 차

원들까지 다루고 반성하는 철학을 향한다.이는 즉 인식 일반이라고 부를

벅모스는 ‘부정신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내용 으로는 볼츠와 라이엔의

견해와 가깝다.벤야민과 아도르노의 역신학은 정치와 종교,즉 유 주의와 마

르크스주의의 만남을 말하는데,이 계는 신학이 정치에 포섭되거나,정치가

신학에 포섭되는 방식이 아니라 도된 계,역 의 방식으로 설정된다. 컨

‘메시아 인 것’은 역사의 도달 지 이 아니라,정치 곧 역사의 흐름을 ‘

단’시키고 ‘정지’시키는 결단이라는 것이다.역신학에 해서는 주로 다음을 참

고하라.N.볼츠,빌렘 반 라이엔,『발터 벤야민- 술,종교,역사철학』,김득

룡 옮김,서 사,2000.벤야민의 신학 사유 세속화에 한 개 인 논

의로는 윤미애,「벤야민의 조와 세속화론」(『독일언어문학』 제55집,2013,

pp.143-159.)을 참고할 수 있다.

112) Wolin, Richard, Walter Benjamin-An Aesthetic of Redemption,

UniversityofCaliforniaPress,1994,p.36.

113)GSII/1,167;『선집 6』,1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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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차원으로 철학 인식개념을 확장할 것을 요청하는 가운데,114)

‘철학함’자체에 한 패러다임의 환을 제시하는 것이다.무엇보다 벤야

민은 이러한 인식론의 확장을 언어에 한 통찰에서 얻고자 하는바,다음

장에서 우리는 그가 말하는 ‘언어’란 무엇이며,언어를 통해 인식개념이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114)이러한 에서 벤야민이 추구하는 ‘인식’의 차원은 ‘인식 일반(Erkenntnis

überhaupt)’의 의미에 해당한다고 보인다.벤야민은 「미래철학」에서 칸트의

『 단력 비 』과 인식 일반에 해 암시 인 언 을 하고 있지만,구체

인 논의는 하지 않는다.칸트는 넓은 의미에서의 인식이라 할 수 있는 ‘인식

일반’에 이론 인식뿐 아니라 미 단 한 포함하고 있다.이처럼 미

단도 상상력과 지성이 개입하는 측면에서 인식일반의 조건을 충족시킨다고 할

때,우리는 인식일반을 “주 이 상호주 으로 공감할 수 있는 의미있는 형

식의 지평으로 상승하는 월 반성과정의 상태”(하선규,「미감 경험의

상학 재정의」,『미학· 술학 연구』,vol.23,2006.133쪽)라고 이해할 수

있으며,이러한 인식일반은 벤야민이 추구한 ‘상 의 인식’과 상응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 단력 비 』의 논의와 벤야민의 인식에 한 더

깊은 련성은 본고의 고찰 범 를 넘어서는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기에 다

른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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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언어 :지각 ·형상 인식으로의 확장

경험개념의 확장,그리고 철학이 다루고 반성해야 하는 범 의 확장에

한 벤야민의 해결책은 “인식의 언어 본질”115)을 성찰하는 데 있다.인

식의 언어 본질이란 무엇인가?앞서 말하자면,인식이란 객체를 ‘소유’

하는 것이 아니라,객체와 ‘소통’하는 것이며,서로의 정신 본질을 수용

하고 재창조하고,표 하는 언어의 소통 안에서 진리가 드러난다는 것이

다.벤야민은 이처럼 서로 정신 본질을 소통하는 ‘매체’가 언어 본질

이며,이러한 본질을 성찰함으로써 철학은 이성 심,주체 심의 인식론

을 벗어날 수 있다고 여긴다.따라서 벤야민의 언어이론은 근 인식론을

교정하는 안으로 제시된다. 한 이러한 언어이론에서 간과될 수 없는

요한 지 은 언어에 한 논의가 기호론 측면이나 사변 존재론에

그치지 않고,지각과 연 됨으로써 우리의 지각 감각 차원이 갖는

인식 가치를 부각시킨다는 이다.벤야민의 지각론에 한 기존의 연

구들은 주로 1933년 미메시스 능력이론부터 이후 후기 술들에만 주목해

다루고 있는데,벤야민이 언어를 지각으로서 고찰한 것은 이미 기에 해

당하는 1910년 부터 다. 한 벤야민이 이처럼 언어에서 지각 ·감각

측면을 주목한 것은 하만의 언어철학,독일 기 낭만주의자들의 언어성

찰을 자신의 새로운 으로 수렴한 결과다.이 장에서는 언어와 지각에

한 기 논의들을 다룸으로써,그가 제시하는 언어 인식이 신비주의

이거나 사변 인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지각 ·형상 인식으로

의 확장을 지시한다는 해석을 제시한다.

1.언어의 새로운 인식 의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벤야민은 칸트의 경험 인식개념을 교정하는

안으로 ‘언어’를 지목하면서 이는 “칸트 생 에 하만이 이미 시도한 것

“이라고 언 한다.수학 이고 과학 인 인식에 경도된 인식에 한 이해

115)GSII/1,168;『선집 6』,pp.1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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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만이 시도한 언어 심주의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벤야민

은 「언어일반과 인간의 언어에 하여(ÜberSpracheüberhauptund

überdieSprachedesMenschen)」(이하,「언어일반」으로 표기)에서 하

만 언어철학의 토 에서 언어의 본질에 해 고찰한다.이 에서 벤

야민은 “언어,이성의 어머니이자 계시,그것의 알 와 오메가”116)라는

하만의 말을 직 인용할 뿐만 아니라,하만의 언어 을 토 로 인간 언

어의 기원과 언어의 본질을 밝 보고자 시도한다.이 언어논문은 언어의

본질에 한 동어반복 인 서술들과 신학 인 모티 로 철되어 있기에

연구자들 사이에서 난해하기로 악명이 높으며,그 해석에 있어서도 여

히 논란이 분분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벤야민 언어이론 연구

가장 독보 인 성과는 단연 빈 리트 메닝하우스(WinfriedMenninghaus)

의 연구라 할 수 있다.그는 기 언어이론에 한 신학 으로 경도된 해

석에서 벗어나 야콥 뵈메,하만,독일 낭만주의에 이르는 카발라 수용사

그 향을 밝 냄으로써 벤야민 언어이론의 “비신학 기능”을 제시했

다.117)벤야민은 「언어일반」에서 성서의 창세기를 끌어들이며,인간의

근원 이고 순수한 형태의 언어를 ‘아담의 언어’라고 이야기하고 오늘날의

언어를 타락한 언어로 기술하기에,그의 언어철학을 성서 언어이론으로

만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118)그러나 메닝하우스에 따르면,언어에 한

116)GSII/1,147;『선집 6』,81쪽.강조는 벤야민.

117) W. Menninghaus, Walter Benjamins Theorie der Sprachmagie,

SuhrkampVerlagFrankfurtam Main,1995.S.34.

118)사실 메닝하우스의 연구 이 벤야민의 기 언어이론에 한 이해는 벤야

민의 친우이자 카발라 연구자 던 렘의 견해에 많이 의지했던 측면이 있었

다.그래서 벤야민의 언어이론은 카발라 방식으로 쓰여진 언어의 ‘신성(神性)’

에 한 이론으로 피상 으로 이해되었다.메닝하우스의 연구가 벤야민의 언

어이론에 놓인 카발라 향사를 독일 언어철학의 통 안에서 분석해내고,

벤야민이 수용한 카발라는 이러한 독일 언어철학의 통에서 재인용된 카발라

임을 밝히지만,여 히 벤야민의 언어이론을 신학 내지 카발라 입각 에 의

해 해석하는 연구들이 있다. 표 인 로 리차드 볼린(RichardWolin)은 벤

야민의 언어이론이 성서의 언어 분석이고,이 분석이 ‘구원의 상태’라는 카

발라 념과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벤야민을 13세기 스페인 카발라주



- 63 -

벤야민과 하만의 주장은 언어의 기원과 타락을 유비 으로 보여주는 성서

이야기의 진 여부를 떠나 인식론 으로 고찰되어야 하는 요한 지 들

이 있다.119)다시 말해 벤야민은 언어의 기원을 성서 그 자체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인식론 비 이라는 맥락에서 성서 설화를 원용하고 있

다는 것이다.따라서 벤야민의 언어이론은 언어에 한 신학 해석이 아

니라, 통철학의 한계를 넘어서는 진정한 인식론의 가능성을 한 하나

의 ‘실험학’으로 읽 져야 한다.120)이 언어논문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들

과 생시키는 논의들은 무척 범 하지만,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인식

론의 가능성’이란 측면에서 하만의 언어철학과 그 연장선상에 있는 벤야

민의 언어이론을 고찰해볼 것이다.

1)하만의 언어철학 :이성의 순수주의에 한 메타비

하만은 계몽주의의 성기에 데카르트로부터 칸트까지 이어지는 이성

심의 철학을 비 한 언어철학자이자 신학자다.데카르트에서부터 시작

된 근 인식론은 인식의 토 ,출발 은 인식작업을 수행하는 ‘나’에 두

었으며,그것도 선험 인,곧 이성 자체에 내재하는 원리에 두었다.칸트

의 비 철학의 월론은 이러한 이성론에 경험론을 수용함으로써 둘의 화

해를 시도하지만 기본 으로 이성론의 입장에 선다.121)그러나 하만은 사

유의 출발 이 이성의 자발성,즉 이성의 선험 능력이 아니라 언어에

있다고 주장한다.이러한 그의 언어철학은 헤르더,훔볼트로 이어지는 독

의자 아 라함 아불라피아와 연 시킨다.그러나 그의 견해에도 ‘카발라’,‘신

성’의 의미가 곧 언어의 창조 성격이라는 은 주요하게 부각된다.

119)W.Menninghaus, 의 책,S.16-17.

120)RodolpheGasché,‘SaturnineVision and theQuestion ofDifference:

ReflectionsonWalterBenjamin’sTheoryofLanguage’,PeterOsborne(eds.),

Walter Benjamin; CriticalEvaluations in CulturalTheory,Routlege.

LondonandNew York.2005.Vol.1.10.

121)백종 ,『존재와 진리』,21-23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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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언어철학의 계보에서 선구 인 역할을 차지한다.그러면서도 그의 언

어철학의 토 는 신학이며,신에 한 믿음을 제로 한다.하만에게 모든

피조세계는 신이 자신을 표출하는 장이며,역사는 신의 의지가 실 되는

장이다.122)물론 그 가운데서 성서야말로 신성이 가장 직 으로 시하

는 통로이며,자연과 역사에 한 인식을 열어주는 유일한 열쇠가 된다.

무엇보다 이성 심주의를 비 하는 그에게 있어서 인식의 원천은 “신의

말 ”이며,인간의 언어는 “신의 선물”이다.

그 다면,벤야민이 칸트 철학을 수정하는 안으로 하만의 언어철학을

언 한 의도가 인식의 출발 은 신에 있고 개념 인식의 극복은 종교 안

에 있다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일까?하만은 분명 이러한 종교 사유를

바탕으로 하지만,그의 사유는 성서에만 국한되지 않고 데카르트,라이

니츠,흄,칸트의 철학과 소통한다.123)특히 벤야민이 칸트의 인식론을 수

정하는 안으로 하만을 맞세운다면 우리는 하만 언어철학의 인식론 특

징들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만이 계몽주의·합리주의 사상을 비 하는 근본 인 이유는 이성 인

간의 주 성에 한 과신과 교만이다.그런데 이처럼 계몽주의에 맞서는

하만 언어철학의 인식론은 놀랍도록 감성 ·감각 인 성격을 띤다.우선

하만에게 있어서 우리가 경험하는 살아있는 모든 자연 상은 ‘자연의 책’

이라는 일련의 언어다.인간의 말과 문자뿐 아니라,자연 상,문화 상,

습과 술 모두가 언어라고 할 수 있다.그래서 하만은 인간 인식의

풍요로움은 이미지로 구성되며,그 “이미지를 읽는”것이 바로 인간의 감

각과 열정이라고 말한다.124)즉 하만에게 신성으로 충만한 인식은 말과

122)“자연과 역사는 〔…〕신의 말 의 훌륭한 두 주석이다.”JohannGeorg

Hamann,‘ErklärungdesTitles’,SämtlicheWerke,Hist.-kritischeAusgabe

vonJosefNadler.Bd.I.Wien1950,S.308.[이하,하만의 번역 원본은 해당

의 제목과 나들러 의 약자 N으로 표시하고,권수와 쪽수를 함께 표기한

다.]

123)김 권,「하만의 언어신학」,『괴테연구』,Vol.16,2004.265쪽.

124)“감각들과 열정들을 다름 아닌 이미지를 말하고,이미지를 이해한다.인간의

지식과 행복의 모든 풍요는 이미지로 구성된다.”Hamann,‘Aesthetica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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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그 자체라기보다 이미지로 나타나며,그러한 인식은 이성 능력만으

로 개념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각과 열정이 수반된다.

하만에게 이러한 인식의 원천은 ‘신의 말 ’이다.그 다면,인간은 어떻

게 신의 말 을 들을 수 있으며,신 지혜에 다가갈 수 있는가?

내가 당신[하느님]을 볼 수 있도록 말 하십시오!-이 소망

은 피조물을 통해 피조물에게 하는 말하기(Rede)인 창조에 의

해 성취되었다.날은 날에게 말하고,밤은 밤에게 지식을 하

니 그 표어는 온 세상 끝까지 모든 풍토들에 통하고,그 목소

리는 모든 방언들에서 들린다.125)

이처럼 하만은 신의 말 이 이미 창조에 의해 성취되었고,우리는 이

창조된 세계 부를 통해 신의 말 을 듣고 있다고 주장한다.신의 말

은 우리 인식의 원천이지만,신은 인간에게 직 으로 시하지 않기 때

문에 우리가 신의 말 을 듣는 방식은 구체 이고 감각 인 경험을 통해

서인 것이다.그래서 하만은 “감성의 역을 지성,이성 그리고 믿음의 토

로 간주한다.”126)이처럼 하만은 살아있는 모든 자연 안에 신의 계시가

깃들어있다고 여기는바,인간은 가능한 이 세계를 생생하고 총체 으로

음미하는 가운데 그 계시의 드러남을 목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하만이

계몽주의·합리주의 인식론을 비 하는 것은 합리주의 인식이 상에

서 이러한 감각과 열정을 벗겨내어 만을 발라내는 해부학 사유이기

때문이다.하만에게 계몽주의·합리주의 사유의 ‘추상화’란 “살아있는 자

연 상과 개별 주체의 생생한 모습을 사상(捨象)하고,이들을 감싸고 있

는 ‘감각 껍질’을 벗겨내어 죽은 ‘찰 상’으로 만드는 것이다.”127)이

nuce’,NII,198.

125)Hamann,‘Aestheticainnuce’,NII,199.

126)HelmutWeiß,JohanGeorgHammansAnsichtenzurSprache.Versuch

einerRekonstuktionausdem Frühwerk,Münster1990,S.127.김 권,앞

논문 253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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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하만은 계몽주의 사유의 보편 추상화에서 배제된 감각 경험을

요시할 뿐 아니라,인간의 이해능력에서 감정 ,열정 측면을 존 한

다.

한 인용문에서 나타나듯이,하만에게는 매일 변화하는 자연 상

이나 사람들의 다양한 방언들까지 그 모두가 감각 껍질 안에서 신의 창

조를 ‘표명하는 표어’로서 살아있는 언어다.문자,소리,자연언어 등 모든

언어는 감각 인 것 안에 비감각 인 것이 결합된 통합체로서,이 언어

안에서는 감각 인 것과의 어떤 립도 없다.이처럼 하만은 언어를 감각

에서 연유하면서 동시에 의미,개념을 형성하는 사유능력의 근거로 보았

다.이는 칸트의 『순수이성비 』을 비 한 ,『이성의 순수주의에 한

메타비 (MetakritiküberdenPurismum derVernunft)』(1784)에서도 잘

드러난다.128)

그러므로 소리들(Laute)과 문자들(Buchstaben)은 순수한 선

험 인 형식들이다.그 형식들 안에서는 감각에 속하거나

립으로서 개념(Begriff)에 속하는 것과 같은 그 무엇도 마주치

지 않는다.소리와 문자는 모든 인간의 인식 이성의 참된

감성 요소들(ästhetischenElemente)이다.가장 오래된 언어

는 음악이며,코의 숨결과 맥박의 뚜렷한 리듬에 맞춰 함께한

다.그것은 모든 템포들(Zeitmaße)과 음계들(Zahlverhältnisse)

의 육체 인 원상(Urbild)이다.가장 오래된 쓰기는 그림과 기

호이며,이는 형상을 통해 공간의 조화(Ökonomie),즉 공간의

한정과 규정을 아주 오래부터 다루어왔다.이로써 시간과 공

127)하선규,「 술과 자연의 상호 연 성에 한 연구 :칸트,하만,실러의 미

학을 심으로」,『미학· 술학 연구』,Vol.34,2001,196쪽.

128)벤야민이 말한 “하만이 시도했던 것”이란 칸트의 『순수이성비 』이 출간

된 이후 하만이 이에 한 비 을 담은 「이성의 순수주의에 한 메타비

(MetakritiküberdenPurismum derVernunft)」(1784)을 발표했다는 사실

을 표 으로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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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개념은 시각과 청각이라는 가장 고귀한 두 감각들의 열

이고 집요한 흐름을 통해 지성의 체 역으로 들어갔으

며,(마치 우리의 ,귀,그리고 목소리에게 빛과 공기가 있

듯이)이 시간과 공간은 본유의 이데아(ideaeinnatae)는 아니

더라도, 어도 모든 직 인식의 모태(matrices)로 여겨질

정도로 그 게 보편 이고 필연 인 것이 되었다.129)

이처럼 칸트에게 시간과 공간이라는 직 형식과 지성의 범주들이 순수

한 선험 형식이었다면,하만에게 순수한 선험 형식은 소리와 문자다.

칸트는 시간과 공간을 인간의 이성 능력 안에 내재한 선험 형식이라고

규정하지만,하만은 인식의 모태로 여겨지는 시간과 공간 개념조차도 우

리의 감각들을 통해 언어로부터 얻어진 것이라고 말한다.이 언어의 가장

기 인 형태는 음악,그림,기호들이며,이들의 원상(Urbild)130)은 신체

의 숨결이나 맥박이다.즉 숨결,맥박과 같은 신체 이고 감각 인 것이

하만에게는 ‘근원 ’인 것이며,가장 기 인 언어의 형상이다.이처럼 하

129)Hamann,‘MetakritiküberdenPurismum derVernunft’,NIII,286.

130)원상(Urbild)는 모상(Vorbild)과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모상은 라톤의 이

데아처럼 모사의 상이 되는 이미지로서 모사된 것보다 더 완 한 것으로 여

길 수 있지만,원상은 모상과는 달리 ‘근원 ’이미지라는 의미를 지닌다.여기

서 ‘근원’은 18세기 철학에서부터 여러 가지 의미가 부여되었다.근원은 시 ,

토 라는 기본 인 의미가 있지만 인식론 존재론 차원에서 가장 기본 인

토 가 무엇이냐에 따라 그 의미를 달리한다.가령 근 인식론에서 주로 ‘근

원’은 자의식(Selbstbewußtsein),자아성(Ichheit),존재(Sein), 혼(Seele),

인 것(dasAbsolute)등으로 간주되었다.그러나 하만,슐 겔과 노발리스,

벤야민에게 있어서 ‘근원’은 근 인식론의 ‘자의식’,‘자아성’에 맞서는 다른

토 를 의미하는데,가령 노발리스에서 근원이라는 의미는 “ 체와의 연 성”

을 갖는 그 무엇을 뜻했다.(참고,최문규,『독일 낭만주의』,pp.99-101.)

한 칸트가 ‘선험 인 자의식’을 ‘근원 통각(ursprünglichApperzeption)’이라

고 말하며,자의식을 ‘근원 ’이라고 부르지만,벤야민은 이러한 인식론에 맞서

지각에 ‘근원 ’인 의미를 부여하며 철학에게 ‘근원 청각(Urvernehmen)’으로

되돌아가는 자세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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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에게서 ‘언어’는 이성 ·논리 언어나 ‘신의 말 ’과 같은 어떤 신비

본질이 아니라 감각에서 발되고 연유하는 언어이며,이성 활동의 표출

이 아니라 이성 활동의 근원이다.131)그래서 언어는 이성의 모태,자궁,

어머니다.

결론 으로,하만은 언어를 “경험 이면서 순수한 직 이다”132)고 규정

한다.이것이 언어가 가진 “경험 순수주의”다.역설 으로 보이지만,이

듯 하만의 언어개념에서 감각경험 인 것과 순수한 것은 립하지 않는

다.하만이 칸트를 비 하는 지 은 ‘순수함’을 감각경험 인 것과 립

인 것으로 만들었다는 데 있다.즉,칸트는 ‘순수이성’이라는 개념을 만들

어내기 해 ‘언어’를 인식으로부터 배제시키고 감성의 수용성과 지성의

자발성을 인 으로 분리해냈다는 것이다.하만에 따르면,“감성과 지성

은 하나의 공통된 뿌리에서 나온 인간 인식의 두 기로서 먼 객체들이

주어지고,그 다음 이것이 사고됨으로써 자라난다.”133)그런데 이처럼 서

로 결합된 인식의 본성을 하나는 순수한 것으로 다른 하나는 감각경험

인 것으로 설정한 것은,하만이 보기에 인식의 결합된 측면에 한 “폭력

이고 부당하고 인 인 분리”다.134)그 결과 칸트에서는 ‘감각경험’과

는 분리된 ‘순수이성’이-하만의 표 로라면 ‘순수이성의 도’가-등장

하게 된다.이에 해 하만은 야코비에게 보낸 편지(1787,4월,27일)에서

“인간의 본성에서 감각은 지성으로부터 거의 분리될 수 없으며 감성으로

부터도 분리될 수 없다”고 반박한다.135)

그 다면 ‘언어가 순수하다’는 하만의 규정은 어떤 의미인가?하만에서

131)Hamann,같은 곳.

132)“말들은 순수하고 경험 인 개념들인 만큼,순수하고도 경험 인 직 들이

다.순수하다는 것은 감각들에 속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서 그들의 의미

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Hamann,‘Metakritik über den Purismum der

Vernunft’,NIII,288.

133)Hamann,‘MetakritiküberdenPurismum derVernunft’,NIII,286.

134)Hamann,같은 곳.

135)W.M.Alexander,‘J.G.Hamann:MetacriticofKant’,Journalofthe

HistoryofIdeas,Vol.27,No.1(1966),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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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 언어의 본질은 언어가 갖는 무한한 선택가능성과 직 성이다.칸

트가 인식의 순수함을 ‘확실성’ 에 놓았다면,하만이 ‘언어는 순수하다’

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그 언어가 갖는 무규정성,애매성에 있다.즉

하만은 “사고 능력 체가 언어에 기 할 뿐 아니라,언어는 이성 자신에

한 오해의 심 이기도 하다”136)고 말한다.언어의 힘은 선험 인 필

연성이 아니라,무한한 의미의 선택가능성을 발생시키는 무규정성에 있다.

앞서 밝혔듯이,하만에게는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자연 ,문화 상은

“창조를 표명하는 암호”로서의 ‘언어’다.이러한 언어는 근원 인 이미지

로서 그 자체로는 무규정 이다.가령 인간의 목소리나 울음소리,몸짓,

미소 그 자체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표 하지만,그 의미를 뚜렷하게 규정

할 수 없다.목소리가 말로,단어로 바뀔 때 음성이 분 되고,다시 조합

됨에 따라 비로소 의미가 규정된다.이처럼 이미지로서의 언어가 갖는 무

규정 이고 근원 인 형태는 기호의 조합에 의해 비로소 그 의미를 획득

한다.이 상(Bild)으로서의 언어,이미지로서의 언어는 무한한 의미의 선

택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문자나 음 들의 새로운 형태들 안에서 나

어지고(분석) 재결합함으로써(종합) 수립된다. 언어가 “철자바꾸기

(Logogryphen)”,“제스처 놀이(Charaden)”,“수수께끼(Rebus)”같은137)새

로운 조합으로 새로운 형식과 의미가 창조되는 것은 언어가 갖는 이러한

무규정 인 순수함에서 비롯한다.

이러한 이미지로서의 언어는 경험 실과 직 으로 하는 감성

요소들 안에서 형성된다.하만에게 모든 자연은 주체의 느낌,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생생한 경험의 원천이자 출발 이며,‘반성’과 ‘사유’에 앞서 주

체에게 닥쳐오고 주체를 사로잡는 ‘직 실성’의 상이다.138)이미지

로서의 언어는 형상의 감각 껍질 안에 그러한 ‘직 실성’을 생생하

게 담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처럼 주체의 의도와 무 하게 나에게 나타나는 ‘스스로

136)Hamann,같은 곳.

137)Hamann,‘MetakritiküberdenPurismum derVernunft’,NIII,288.

138)하선규,앞 논문,1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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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냄(Sich-Zeigen)’은 다름 아닌 ‘계시(Offenbarung)’를 의미한다.139)즉

언어의 계시 특질은 생동하는 구체 인 실 안에서 주체의 의도와 상

없이 진리가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에 있다.하만의 유명한 격언 “언어

는 이성의 어머니이자 계시”에서 ‘계시’는 이러한 ‘직 실성’에서 무

의도 인 진리가 드러남을 의미한다.다시 말해,계시는 근본 으로 종교

이고 신학 의미를 갖지만,언어에서 ‘계시’는 어떤 험 인 계기로서

의 ‘신의 말 ’이 아니라,이미지로서의 언어에서 불 듯 나타나는 진리를

말한다.그래서 하만에게 인간의 가장 근원 인 표 형식이자 자연에 내

하게 깃든 계시를 일깨우는 언어는 바로 시와 술이다.140)

그러나 하만이 말하는 계시는 단지 시와 술 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메닝하우스에 따르면,하만에게 계시는 일상의 언어 안에 있는 모

든 “직 작용(unmittelbarenActus)”141)을,일상 언어의 ‘형식,문법 그

리고 습’에 각인되어 있는 모든 마법 인 힘을 의미한다.쉽게 말하자

면,언어는 어떤 고유하고 고정된 의미를 가짐으로써 진리를 달하는 것

이 아니라, 달되는 말의 사용에서 의도치 않았던 의미가 생겨나며,그

언어의 어조,말투,몸짓 등에서 형성되어 달되는 것이 바로 진리로서

나타나는 ‘계시’라는 것이다.그래서 메닝하우스는 하만이 계시를 “우리

이성의 (언어 )정력이자 월경”142)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한편,“우리의

언어 경험과 계시는 같은 종류”143)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지 한다.이

139)Menninghaus, 의 책,S.21.

140)“시는 인류의 모국어다.이는 원 가 경작보다,그림이 〔…〕문자보다,노

래가 〔…〕연설보다,비유가 〔…〕추론보다,교환이 〔…〕무역보다 오래된

것과 마찬가지다.아주 깊은 잠,이것이 우리의 가장 오랜 선조들이 가졌던 고

요함이었다.이어 이들의 움직임,일종의 도취상태의 춤이 나타났다.이들은

명상의 침묵 혹은 놀라움의 침묵 속에서 7일 동안 앉아있었다.-그리곤 입을

열어-날개 달린 말을 향해 달려갔다.”(NII,197-198.)

141)Hamann,‘ZuBuffonsDiscourssurlestyle’,NIV,421.

142)Hamann,‘PhilosophischeEinfälleundZweifel’,NIII,39.

143)Hamann,BriefanJacobi(November1784),Briefwechsel,hg.vonArthur

Henkel,Wiesbaden1955-1959,Frankfurta.M.1965.Bd.V,S.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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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바로 하만이 말하는 언어의 마법이자,계시 언어의 “직 성”이라

는 것이다.144)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러한 언어의 계시 특징이 세속화된 일

상 언어의 습들 가운데 놓여있다고 보는 이다.하만은 이러한 언어

의 마법이 “동방의 샘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언어사용의 공통감(sensu

communi)에 놓여있다”145)고 말한다.언어의 마법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일상 인 언어사용,즉 말의 진술(Vortrag),말의 형식을 통해 나타나며,

언어가 갖는 본질 인 내용(Inhalt)이 비로소 개시된다는 것이다.이처럼

하만은 개별 단어들의 고립된 의미론에서보다 “말의 형식,문법과

습”에서,말하기와 쓰기의 “질서와 운동”,즉 “문체(Still)”에서 언어의 계

시 특질을 찾아낸다.146)

언어의 마법 본질이 일상 언어 가운데 있으며,그 의미규정은 언어사

용과 습에 의해 자리매겨진다는 것은 언어의 역사성을 상기시킨다.즉

우리는 벤야민이 주장하는 언어의 역사성,곧 언어가 어떤 변치 않는 본

질을 지닌 것이 아니라,역사 으로 늘 새롭게 규정된다는 것을 하만의

사상에서 수렴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다음과 같은 하만의 말은 이

를 뒷받침한다.“말하기는 번역하기(Übersetzen)다.-천사의 말을 인간의

언어로.즉 사고된 것을 단어들로,사물들을 이름들로,형상들을 기호들로

번역하는 일이다.이때 기호들은 시 이거나 본래 이거나,역사 이거나

상징 이거나 상형문자 이거나,-아니면 철학 이거나 특징 일 수 있

다.”147)벤야민에게 언어의 본질 인 문제가 ‘번역’개념을 통해 제시되듯

이,하만에서도 인간의 언어는 ‘번역’이라고 규정되는데,번역된 것으로서

인간의 언어들 안에는 시 삶과 정신 특질들이 용해되어 있다.이처

럼 하만의 번역개념에는 언어의 역사 ·사회 측면을 주목하는 요한

계기가 내재해있다.

144)Menninghaus, 의 책,S.211.

145)Hamann,BriefanJacobi(November1783),Briefwechsel,Bd.V,S.95.

146)Menninghaus, 의 책,S.24.

147)Hamann,‘Aestheticainnuce’,NII,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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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 ,하만의 언어철학에서 ‘언어’가 갖는 인식론 의미는 한 마디

로 인간의 선험 사유능력이라는 ‘순수이성에 한 메타비 ’이라고 할

수 있다.감성과 지성의 립,계몽주의 사유의 ‘추상성’에 반 해,인식의

근원은 감성과 지성이 립하지 않고,추상화되지 않은 언어라는 것이다.

이 언어는 감각경험에서 연유하는 것이자,감각 인 것과 지성 인 것의

어떠한 립도 없으며,나아가 그 안에 구체 이고 역사 인 실성을 내

포한 언어다.따라서 하만에게서 벤야민이 계승하고 있는 지 은 단지 ‘신

의 말 을 듣는 순수이성’으로서의 언어라는 측면이 아니다.벤야민은 이

미지로서의 언어,감각 언어,역사 언어를 하만으로부터 계승하고 있

으며,그 가운데 이미지로서의 언어는 벤야민이 왜 형상화에 주목하고,지

각을 “형상에서 읽어내기”라고 규정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결정 인 열쇠

가 된다.벤야민이 「미래철학」에서 언 한 하만과 같은 교정 작업,즉

경험과 인식개념의 수정이 정향해야 하는 “인식의 언어 본질”이란 결코

‘신의 말 ’이나 어떤 신비로운 종교 본질을 지칭하지 않는다.하만에게

서 신 지혜는 감각 경험에서 분리된 것이 아니라,구체 이고 역사

인 이미지로서의 언어를 통해 인간에게 계시되기 때문이다.148)이는 이성

의 순수주의에서 탈각된 살아있는 실성,즉 구체 ·감각 인 경험이자

역사 경험의 측면이 모두 포 되는 인식의 차원으로서 ‘언어’를 가리킨

다.

2)벤야민의 언어이론 :언어의 직 성과 무한성

하만에게 있어서 자연 상은 ‘자연의 책’이라는 일련의 언어이듯이,벤

야민에게도 자연 상,문화 상과 같은 모든 실이 텍스트이자 언어

표 이다.이러한 의미에서 자연 는 실 체가 ‘언어 일반’이라면,여

기에서 인간이 사용하는 말과 문자는 ‘인간의 언어’라고 따로 지칭될 수

있다.그러나 ‘인간의 언어’라고 해서 말과 문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정신 삶을 표출한 것은 모두 일종의 언어로 악될 수 있다.

148)하선규, 논문,2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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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견해는 진정한 방법론만 용한다면 어디서든 새로운 문제

들을 제기한다.우리는 음악의 언어나 조형 술의 언어를 이야기할 수 있

고,법정의 언어도 이야기할 수 있다.”149)이처럼 기술, 술,법률 는

종교까지 인간의 정신 내용을 달하면 모두 인간의 언어다.이때 이

언어는 그 분야의 문용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그 분야의 표 방식

그 자체를 말한다.

1916년 「언어일반과 인간의 언어에 하여」에서 벤야민은 이러한 언

어들이 갖는 언어의 기능,언어의 본질,그리고 인간 언어의 기원을 논구

한다.벤야민은 언어를 달의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도구주의 언어 을

비 하면서,다른 한 편으로는 언어를 어떤 사태,사물의 본질,혹은 정신

본질과 동일시하는 한 신비주의 언어 도 거 한다.앞서 언

했듯이 벤야민의 언어이론은 이성 심주의를 비 하는 하만의 언어철학

을 토 로 하고 있다.따라서「언어일반」의 목 역시 성서 언어 을

부활시키고자 하는 데 있지 않다.벤야민이 이 단편을 쓴 배경으로 우리

가 고려해야할 상황은 언어,매체가 정치 수단으로 복무하고 있는 당

실이다.격변을 겪는 독일의 정치 상황에서 정치 결단과 행 를

해 문학 잡지 등 모든 술활동이 그 수단으로 락하고 있는 데 해

벤야민은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150)이처럼 벤야민은 언어를 의도의 표

149)GSII/1,137;『선집 6』,71쪽.

150)그가 1916년 7월 『유 인』 잡지에 한 기고와 력을 제안한 마르틴 부

버에게 보낸 정 한 거 의 편지 내용은 이러한 정황과 벤야민의 문제의식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술활동이 행동의 동기를 손에 쥐어 으로써 윤리

세계와 인간의 행동에 향을 미친다는 견해는 리 퍼져 있고 실제로 거

의 도처에서 자명한 견해인 양 통용되고 있습니다.이런 의미에서 언어라는

것은 그러니까 혼의 내면에서 행동하는 사람을 규정하는 동기들을 다소 암

시 으로 비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이러한 견해의 특징은 그 견해

가 언어와 행 의 계에서 언어가 행 의 수단이 되지 않을 계를 고

려하고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Benjamin,Gesammelte Briefe,Bd.I

Hrsg.vom T.W.AdornoArchiv,SuhrkampVerlagFrankfurta.M.,1995.

325-326.[이하,GB로 여서 표기]우리말 번역서로는 『선집 6,』,최성만

역.2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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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행 의 수단으로 보는 도구 언어 에 반 해 언어의 본질과 근원

인 기능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의도로 집필된 「언어일반」은 두 가지 큰 논지로 이루어진다.

첫째는 언어의 본질을 성찰하는 것이고,둘째는 구약성서의 「창세기」를

끌어들이며 인간 언어의 역사를 발 이 아니라 타락으로 기술하는 것이

다.

먼 ,언어의 본질을 살펴보자.벤야민은 단지 언어가 내용 달의 도구

가 아니라는 을 강조하면서 언어를 ‘매체(Medium)’라고 정의한다.그

다면 벤야민이 정의하는 ‘매체’란 무엇인가.일반 인 의미에서 매체는 무

엇인가를 달하는 것이다.그러나 벤야민이 말하는 매체는 달하는 그

릇,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

모든 언어는 자기 자신을 달한다. 는 정확히 말해 모든

언어는 자기 자신 속에서 달되며,언어는 가장 순수한 의미

에서 달의 “매체”다.이 매체 인 것,이것이 모든 정신

달의 직 성이며 언어이론의 근본문제이다.그리고 우리가

이 직 성을 마법 이라고 부른다면,언어의 근원 문제는

바로 그것의 마법성(Magie)이다.그와 동시에 언어의 마법이

라는 말은 다른 말을 지시하는데,그것은 언어의 무한성이

다.이 무한성은 직 성을 통해 생겨난다.왜냐하면 언어를 통

해(durch)자신을 달하는 것이 아니기에,언어 안에서(in)

달되는 것은 외부에서 한정되거나 측정될 수 없기 때문이

다. 한 그 기 때문에 모든 언어에는 그것의 통분 불가능한,

유일한 종류의 무한성이 내재한다.151)

진술에서 나타나듯이 벤야민은 수단으로서의 언어가 아닌,직 성의

매체로서의 언어를 주장한다.벤야민은 언어를 분명 ‘매체’라고 이야기한

다.그 다면 원래 매체의 본성은 ‘매개하는(mittelbar)’성질이라고 할 수

151)GSII/1,142-43;『선집 6』,75쪽.강조는 벤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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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그런데 벤야민은 이 언어의 매개 본질이 ‘직 (unmittelbar)’임

을 주장한다.이처럼 매체가 갖는 ‘직 성’은 그 말이 내포하는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일차 으로는 어떤 외부 인 내용 달의 ‘수단이 될 수 없

는(un-mittel-bar)’것을 말한다.이러한 그의 주장은 ‘통해서’와 ‘안에서’

라는 비 인 설명에서 잘 드러난다.언어는 자신을 통해서가 아니라,자

신 안에서 정신 내용을 달함으로써,“매체”의 진정한 속성인 ‘직 성’

을 갖는다.즉,언어는 외부세계나 사물에 한 반 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자기 안에서 스스로를 달하는”어떤 것으로서 존재한다.이처

럼 자신 안에서 달하는 정신 본질이 바로 언어의 본질이라는 주장은

언어의 달내용이 언어에 앞서 존재하고 언어가 그 존재 혹은 표상을 재

해내는 것뿐이라는 시각에 반 하는 것이다.

그 다면,‘자신 안에서 달하는 언어의 정신 본질’이라는 것은 무엇

인가?일차 으로 지시 상의 정신 본질은 언어의 정신 본질과 같지

않다는 것인데,이는 지시하는 내용,곧 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달된

것,즉 발화된 내용 그 자체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다시 말

해,언어 안에는 언어가 지시하는 내용뿐 아니라,언어 안에서 자신의 내

용을 형성하는 어떤 계기가 있다는 것이다.152)쉽게 말하자면,언어는 지

시 상의 내용을 달하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그 언어가 지시하는

상의 내용을 넘어 독자 인 내용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처럼 언

어 안에서 자신을 실 하는 원리,즉 언어가 자신의 내용을 그 자체로 ‘형

성하는(formativ)’원리를 가진다는 주장은 하만과 훔볼트의 연장선상에

있다.앞서 살펴보았듯이,하만은 언어의 계시 특징,마법 본질이 추

상화된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언어의 사용과 “양식”속에 있다고 주

장했다.이는 언어가 단순한 달체가 아니라 사회 ·역사 맥락 안에서

새롭게 자신의 의미를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52) 메닝하우스는 이러한 언어의 자기형성 원리를 “내용 월

(inhaltstranszendent)”인 계기라고 부르고 있으며,(Menninghaus, 의 책,p.

15.)최문규는 이러한 언어의 자기형성 원리를 오늘날의 언어학 용어로,

일종의 언어 자체의 ‘자기 거 특성’이라고 해석한다.(최문규,『 편과 형

세』,1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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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하나의 ‘언어형식’이 스스로 하나의 고유한 ‘내용’을 갖는다는 사고

는 훔볼트 언어철학의 핵심이다.훔볼트는 언어를 단순히 달 수단으로

보지 않았으며,자신의 내 형식을 통해 창조 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보

았다.그래서 훔볼트는 언어의 본질이 사상을 형성하는 특수한 기능에 있

다고 보았다.즉 언어는 분 된 음성을 사상의 표 으로 만들어주는 정신

의 활동이라는 것이다.훔볼트의 언어 에서 언어는 하나의 자기형성

구조로서,언어(모국어)야말로 우리 인식의 선험 구조가 된다.그러나

훔볼트의 언어철학에서 이러한 구조,기 (Organ)으로서의 언어는 어디까

지나 ‘사유를 형성하는 기 ’이자 정신의 활동(Energeia)이다.그는 “언어

란 분 된 음성을 사유의 표 으로 가능 해주는 원히 반복되는 정신

활동”153)이라고 정의한다.즉 언어는 사유활동의 생산물(에르곤)이 아니

라,생산의 과정으로서의 행 (에네르게이아)라는 것이다.이처럼 훔볼트

에게 형식(Form)은 동 성질로서,형성의 원리이자 결과를 말한다.154)

이러한 훔볼트의 “내 언어형식(InnereSprachform)”개념은 언어의 동

인 활동성,생명력을 통찰했던 하만 기 낭만주의 언어철학과 련이

깊은 것이었다.155)

따라서 벤야민은 이러한 훔볼트의 언어 을 숙고하면서 많은 향을 받

지만156),“훔볼트가 몰두한 측면은 헤겔 인 의미에서 객 정신

(Objektiv-Geistige)일 뿐”이며,언어의 마법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고

평가한다.157)훔볼트의 개념에서 언어가 갖는 고유한 내용이 ‘언어형식’안

153)Humboldt,W.v.,Werke in FünfBäden,Herausgeben von Andreas

Flitner und Klaus Giel,Darmstadt: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63,III,S.418.

154)참조.안정오,『훔볼트의 유산』,푸른사상,2005,25쪽.

155)Menninghaus, 의 책,S.30.

156)벤야민은 에른스트 비와 함께 진행한 훔볼트 연구(1914)에 해 “자신의

언어철학 심을 일깨워주었다”고 고백한 바 있다.GS VI,‘Curriculum

vitaeDr.WalterBenjamin’,S.225.

157)‘ReflexionenzuHumboldt’,GSVI,26.이러한 벤야민의 비 은 훔볼트에

해 하이데거가 지 하는 비 과 공명한다.하이데거는 훔볼트의 언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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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인간 주체(혹은 민족)의 사유를 형성하고 표 하는 힘을 말하는 것

이라면,벤야민의 언어이론에서 언어가 스스로 형성하는 내용은 주체의

사유와는 자율 인 존재로서,새로운 의미생성의 힘 그 자체라는 구별

을 갖는다.때문에 벤야민은 훔볼트를 의식하며 “독일어는 우리가 그 독

일어를 통해 표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한 표 이 결코 아니다.오히려

독일어는 그 독일어 속에서 스스로 달하는 것의 직 표 이다.이

‘스스로’(sich)가 정신 본질이다”158)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벤야민에게 언어가 스스로 형성하는 내용은 환원 불가능한 언어

의 표 특질(Ausdrucksqualität)을 시사한다.이러한 언어의 표 특

질이 언어의 신비 인 힘이며,언어가 “내용 월 인 내용”159)을 자율 으

로 생성해내는 지 이다.그래서 메닝하우스는 이러한 벤야민의 언어마법

이 언어의 기의 인 측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언어의 기표 인 층 에

있다고 말한다.그에 따르면,벤야민이 이야기하는 ‘자신 안에서 달하는

언어의 정신 본질’이란 언어로 형상화된 (인간)정신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언어의 표 그 자체가 갖는 자율 인 생성의 힘을 말하며,이는

‘어조(Ton)’,‘문체(Still)’,‘언어형식(Sprachform)’과 같은 ‘구체 인 언어요

소’로 나타난다.160)

이처럼 벤야민이 언어의 마법 성격을 발화행 언어의 사용에 두

는 것은 언어의 놀라운 힘이 개념 인 지시,논리 인 연결에 있는 것이

세계 으로서의 언어,혹은 언어 세계 을 강조함으로써 헤겔 의미의 이

성이나 정신을 그 기반에 두고 있으며,본질 으로 근 주 형이상학이라

는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본다.따라서 하이데거도 언어란 ‘인간만의 유일한

정신활동’이 아니며,오히려 언어가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규정한다.(참

고 M.Heidegger,Unterwegs zurSprache,Bd.12,Frankfurta.M :

VittorioKlostermann,1985,S.234-235.)하이데거와 훔볼트의 언어개념 비교

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배상식,「M.하이데거와 W.v.훔볼트의 언어개념

비교연구」,『철학연구』,제98권,2006.5.

158)GSII/1,141;『선집 6』,72-23쪽.강조는 벤야민.

159)Menninghaus, 의 책,S.31.

160)Menninghaus, 의 책,S.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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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언어의 표 서술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이러한 표 서

술에서 언어의 자기표명 무한한 형상화의 가능성이 잠재해 있는 것이

다.따라서 “언어의 마법 본질이 직 성과 그로 인한 무한성”이라는 것

은 언어가 가진 핵심 인 능력이 지시기능이 아니라 ‘형상화’에 있다는 것

을 가리킨다.이 형상화는 사유의 형상화,주 이 생각한 것의 형상화가

아니라, 존하는 존재들을 가장 생생하게 드러내주는 측면을 의미한다.

하만의 언어철학에서 살펴보았듯이 직 성이란 실의 생생한 ‘직

실성’이 탈각되지 않는 형상의 힘을 말하고,무한성이란 이러한 형상 언

어가 갖는 무규정성,그리고 그로 인한 무한한 선택가능성을 말한다.이처

럼 벤야민은 형상으로서의 언어,이미지로서의 언어가 갖는 ‘직 실

성’과 무규정성의 성격을 직 성과 무한성을 내재한 ‘매체’로 설명하고 있

는 것이다.

이 게 언어의 표 층 에서 ‘언어가 스스로 말한다’는 벤야민의 주

장은 신학 인 ‘계시’개념이 어떤 신성의 독 인 증서가 아니라,모든

언어들의 표 특질임을 반증한다.

그리하여 언어 으로 가장 존 인 표 ,즉 가장 단단하

게 규정된 표 ,언어 으로 가장 충만하고 확고한 것,한마디

로 가장 명백하게 언명된 것이 동시에 순수하게 정신 인 것

이 된다.계시 개념이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161)

언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것’이 제거된 “명백한 언명”은 벤야민이 ‘계

시’개념의 핵심이다.이는 언어의 진술된 내용을 통해서는 진술될 수 없

는 것이 언어 안에서 표 될 수 있다는 것이며,이러한 표 이 가장 순

수한 정신 인 것이자,계시로서 언어 경험의 진리내용이라는 것이다.

이는 ‘스스로 말함’이라는 하만의 계시개념을 계승하면서,하만과 마찬가

지로 언어의 일상 요소와 언어의 카발라 인 요소를 교차시키는 것이

다.하만은 “사람들은 카발라 는 징표기술을 단지 히 리 언어의 비

161)GSII/1,146.;『선집 6』,80쪽.



- 79 -

에서뿐 아니라 모든 언어에서 찾아야 하며, 자 그 로의 해석에서가 아

니라,말의 타당한 이해와 사용에서 찾아야 한다”162)고 말했다.

이처럼 언어의 마법 힘이 그 언어의 원리 안에,그것도 말의 사용과

표 안에 ‘일상 ’으로 있다는 생각은 하만뿐 아니라, 기 낭만주의자들

의 언어철학에서도 강력하게 발 되었다.언어가 기의 이고 상지시

인 기능을 넘어서 자기 자신만의 독자 인 내용을 새롭게 형성해내는 자

율성을 가장 잘 발 하는 곳은 바로 시 언어다. 기 낭만주의자들은

이러한 시 언어의 힘을 언어의 본질 인 마법으로 보았기에,‘포에지

(Poesie)’163)를 진정한 마법으로 간주했다.그래서 그들은 ‘포에지(Poesie)’

개념을 단순히 시를 지칭하는 것을 넘어 “ 인 자유의 힘”으로서의

술 행 로 정 시켰다.나아가 언어의 마법 성격을 포에지에 제한하

지 않고,살아있는 일반 언어의 성격으로 이해했다.그래서 이들에게 이

러한 살아있는 언어의 마법은 단지 상상 인 말과 사물의 모방(Mimetik)

이 아니라,푸코의 용어로 말하자면 “말과 사물을 꿰뚫고 말해지는 것”이

었다.164)

이처럼 벤야민의 언어마법이론은 하만과 훔볼트,독일 기 낭만주의

언어철학에서 숙고된 언어의 근본문제들을 다루고 있으며,이들의 언어철

학에서 ‘계시’,‘마법’으로 나타난 언어의 근본원리를 “비기의 인 존

(Präsenz)”이라는 언어의 존재론으로 수렴하면서 후기구조주의의 언어담

론을 선취하고 있다.165)즉 벤야민에게 언어의 핵심 인 기능 본질은

개념 인 지시가 아니라 표 (Ausdruck) 서술(Darstellung)이며,인식

162)G.Hamann,NIII,23.Menninghaus, 의 책,23쪽에서 재인용

163)독일 낭만주의에서 포에지(Poesie)개념은 “ 자유의 힘”으로서의 술

행 를 뜻했으며,이는 곧 자율 특성에 한 술의 자기인식과 하

게 연결되어 있었다.본래 창조하는 행 를 뜻하는 “포이에시스(Poiesie)”에서

생된 포에지 개념은 좁은 의미로는 산문(Prosa)와 립하는 운문이라는 의

미로 사용되었으나,낭만주의에서 “ 술” 역을 나타내는 총체 개념으로

발 한다.(참조.최문규,『독일 낭만주의』,54-55쪽.)

164)Menninghaus, 의 책,S.29.

165)Menninghaus, 의 책,S.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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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언어 본질이란 그러한 살아있는 언어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진리

내용이다.

3)인식론 비 을 한 성서 요소의 도입 :이름언어와 단하

는 말

벤야민은 언어가 의사소통의 도구나 단지 인간 사유의 표 수단이 아니

라,창조 이고 형성 인 원리로 인해 도리어 우리의 사유와 의식의 제

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해 인간언어의 기원에 한 신비주의 요소

를 도입한다.「언어일반」 후반부에서 인간 언어의 기원 타락사가 성

서의 창세기를 토 로 고찰되는 것은 이러한 목 에 따른 것이다.따라서

벤야민은 이러한 성서 요소의 도입이 성서에 한 종교 해석도 아니

고,성서가 “계시된 진리로서 객 으로 성찰의 토 로 제시된다는 뜻도

아니다”166)고 못 박고 있다.즉,벤야민이 언어의 기원이나 본질을 설명하

기 해 성서를 끌어들이는 이유는 결코 존재론 신학으로서 언어를 분

석하는 것이 아니라,성서라는 텍스트가 언어학 고찰에 요한 열쇠가

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낙원의 언어’,‘아담의 언어’와 같은 메타포들은

야콥 뵈메 이후 독일 바로크의 언어철학,하만과 기 낭만주의자들의 비

의 인 언어성찰에서 빈번하게 사용되어 왔으며,이는 벤야민의 의도

한 언어의 기원에 한 신학 해명에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뒷받침

한다.무엇보다 언어철학의 통에서 곧 인용되어온 창세기 설화에서

벤야민이 진정 주목하는 것은 ‘이름언어’와 ‘단의 말’이라는 인식의 두

형태에 한 고찰이다.

벤야민은 인간언어의 참된 본질이 ‘개념’이라는 보편성의 도출이 아니라

‘이름’이라는 개별 이고 특수한 차이들에 있으며,이를 창세기 설화가 유

비 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제시한다.창세기에 따르면,신은 세계를 말

으로 창조했다.그런데 인간은 이 자연세계와 달리 말 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질료(흙)로 빚어지면서 신의 숨결로 창조된다.이 숨결이 곧 언어

166)GSII/1,147;『선집 6』,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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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으로서,사물들에게 이름을 부여하는 능력이다.인간은 언어를 신

의 ‘선물(Gabe)’로서 부여받고,사물들에게 이름을 부여한다.이처럼 ‘창조

하는 말 ’과 아담이 부여받은 명명하는 언어를 ‘이름언어

(Namensprache)’라고 한다.‘이름언어’가 갖는 순수한 마법성은 창조성과

인식의 완 한 일치라는 신의 명명행 에서 유래한다.그러나 인간의 이

름언어는 신의 이름언어와 같지 않다.“이름이 인식에 해 갖는

계는 오로지 신 안에서만 가능하고,신 안에서만 이름이 가장 내 한

부분에서 창조 말 과 동일하므로 인식의 순수한 매체가 된다.〔…〕하

지만 인간은 인식에 따라 그 사물들을 명명한다.”167)즉 신 인 차원에서

사물은 그 이름과 더불어 생겨났기에,창조와 그 사물의 정신 본질을

아는 일은 하나이지만,아담은 신이 창조한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붙이는

것뿐이기에 인간의 언어에서는 이러한 명명하기와 인식의 인 상응

을 구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따라서 “모든 인간의 언어가 갖는 무한성

은 신의 말 이 갖는 ·무제한 ·창조 무한성에 비해 볼 때 제한

이고 분석 인 성격을 띤다.”168)

그 다면,‘아담의 언어’라 불리는 인간의 ‘이름언어’는 어떻게 사물의

본질과 상응을 실 할 수 있는가?벤야민의 주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이름은 인간이 신에게 부여받은 정신 능력 그 자체에서 생겨나는 것

이 아니라,‘사물의 언어’를 수용함으로써 가능하다.“인간은 스스로 사물

의 이름 없는 무언의 언어를 수용하여 그것을 음성 속의 이름으로 옮기는

가운데 그 과제를 해결한다.”169)이처럼 언어의 마법 본질이 총체 으

로 구 되는 장소라고 일컬어지는 ‘이름’은 신의 선물로서 직 부여된 정

신 능력이라는 맹아를 가지고 있지만,그 정신 인 능력은 오로지 사물

의 언어를 수용함으로써만 발 될 수 있다.신의 창조 인 인식능력은 인

간에게 그 로 부여된 것이 아니라,자연세계에 깃든 “언어의 마법 공

동체 속에서 물질의 달이 되고,이를 인간이 인식함으로써”170)부분

167)GSII/1,148;『선집 6』,83-84쪽.

168)GSII/1,149;『선집 6』,84쪽.

169)GSII/1,151;『선집 6』,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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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나마 달되기 때문이다.벤야민은 이러한 지각 ·수용 측면을 강

조하면서 하만을 인용한다.“인간이 태 에 듣고 으로 보고...손으로 만

진 것은 모두....살아있는 말 이었다.”171)이처럼 인간의 이름언어가 갖는

참된 인식의 힘이란 신앙의 어떤 지력이나 직 력이 아니라,이성능력

의 토 로서의 지각 수용성을 말한다.벤야민은 차후 「인식비 서론」

에서 이러한 지각 인 수용성을 ‘근원 지각/청각(Urvernehmen)’이라고

일컫는다.172)인간이 이 근원 인 듣기를 통해 신의 말 을 인식할 때,사

물과 인간,신,즉 세계 체는 소통을 이룸으로써 “모종의 공동체성”173)

을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벤야민이 인간 언어의 수용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요컨

인간의 ‘이름언어’가 갖는 성격은 수용성과 능동성의 종합이며,여기에

170)GSII/1,같은 곳.

171)GSII/1,151;『선집 6』,88쪽.

172)GSI/1,216-17;『독일 비애극의 원천』,48쪽.통상 ‘Urvernehmen’은 근

원 지각/청각/청취라고 해석되며,이 말은 벤야민이 괴테의 ‘근원 상

(Urphänomen)’이라는 개념에서 유래한다고 알려져 있다.괴테는 자연세계를

하나의 보편 인 원리로 환원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그 유형을 ‘근원 상’이

라고 불 다.이러한 자연 은 헤르더에 가서 자연의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인식하고자 하는 자연철학으로 발 한다.(참고 :강두식,「괴테의 자연탐

구」,독일학 연구,Vol.3.1994)특히 ‘근원 지각’이라는 말은 청각의 의미

를 지니는데,이처럼 벤야민은 지각을 표 하고 설명할 때 ‘보기’보다 ‘듣기’라

는 용어를 채택한다.러쉬에 따르면,그 이유는 ‘보기’로서의 지각이 칸트나 후

설의 지각에서 ‘종합’의 개념에 의존하고,오염되어 있다고 벤야민이 생각하기

때문이다.(Fred Rush, Jena Romanticism and Benjamin’s Critical

Epistemology,PeterOsborne(eds.),WalterBenjamin;CriticalEvaluations

inCulturalTheory,Routlege.LondonandNew York.2005.Vol.1.72.)그

러나 한편으로 하만,헤르더 등 신비주의 언어이론의 통에서 ‘근원 지각’

이란 개념은 이성을 우리 인식의 근원 토 로 여기는 사조에 반 하는 개념

으로 오래 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즉 시각이 인간의 능동 주

성을 표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에 반해,청각을 강조함으로써 사유능력

의 근원을 수용성에 두고 있는 것이다.

173)GSII/1,156;『선집 6』,94쪽.



- 83 -

서 창조가 발생한다.벤야민은 ‘이름언어’의 성격을 다시 ‘번역’개념으로

설명하는데,여기서 ‘번역’이란 일상 이고 실용 인 의미에서의 ‘번역’을

넘어서 더 본질 인 차원에서 논의된다.즉 사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사물의 언어를 인간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인데,이 번역은 수용이자 동

시에 자발성의 성격을 띤다.번역은 사물의 말없는 언어를 수용하면서 자

신의 정신 본질로 그 언어를 재창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이처럼 수용

과 창조의 결합으로서의 명명하기가 인간의 언어행 이며,이를 체 언

어공동체의 측면에서 보면 ‘번역’이다.신과 인간,피조물이 이루는 모종의

공동체에서 인간 언어의 과제는 “무언의 것을 음성으로,이름 없는 것을

이름으로 번역하는 일”174)이다.그래서 벤야민은 인식을 “상이한 농도를

가진 매체들 사이의 계”175)에서 일어나는 소통이자 번역의 행 로 보

며,인간의 언어뿐 아니라 모든 매체에 “상호번역가능성”이 주어져 있다

고 말한다.이처럼 벤야민의 ‘번역’개념은 인간의 감각 수용성과 지성의

자발성을 종합하는 계기이자 벤야민이 추구하는 언어의 총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 ‘번역’이라는 인간언어의 타고난 과제는 벤야민의 인식론에서

한 가지 요한 특징을 알려 다.벤야민에게 ‘번역’은 번역의 상,즉 원

작 혹은 번역되어야 하는 언어보다 더 ‘근원 ’인 것이 된다.왜냐하면 번

역은 모든 언어들 속에 분해되어 잠재하는 순수한 언어의 흔 들을 미약

하게나마 체로서 재통합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번역은 말들이 서로

‘근친 ’으로 공유하는 이러한 흔 요소들을 재결합함으로써 성취되는 의

미의 회복이다.이 에서 우리는 벤야민의 ‘근원 ’이라는 말이 갖는 의

미가 태고의 상태나 시간 으로 선행하는 어떤 상태,혹은 선험 인 그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을 확실히 알 수 있다.따라서 벤야민

에게 언어가 ‘근원매체(Urmedium)’라고 할 때,이 근원매체는 태곳 원

형이 아니라,늘 새롭게 복원되고 창조되는 인식의 근원으로서의 언어,가

장 재 인 언어다.

174)GSII/1,150;『선집 6』,87쪽.

175)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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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창조사가 순수한 ‘이름언어’의 본질 인 계기들을 보여 다면,

인류의 ‘타락사건(Sündenfall)’,즉 뱀의 유혹으로 선악을 알게 되면서 인

간이 타락하고 낙원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는 언어정신의 타락을 유비

으로 보여 다.인간의 이름언어가 신의 무제한 인 창조성과 분석성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나마 사물들의 언어를 통해 언어와 인식과의 계가

깨지지 않았다면,이제 인간의 언어는 선악과를 먹는 행 에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단의 인식을 얻게 되고,이름언어로부터는 멀어지게 된다.벤

야민은 이 단의 인식에 해 인식비 의미들을 부각시킨다.

뱀이 유혹하던 인식,선악에 한 지식은 이름 없는 것이다.

그 지식은 심오한 의미에서 헛된 지식이며,바로 그 자체가

낙원의 상태가 아는 유일한 악이다.선악에 한 지식은 이름

을 떠나며,그것은 외부에서의 인식이고,창조 말 에 한

비생산 인 모방이다.176)

즉 단의 인식은 이름 안에서 언어가 자신을 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 외부의 것을 달하는 도구 인식이다.이러한 인식은 자의 인 인

식이며,이 인식에서는 신의 참된 주권 신 인간이 단의 주체로 서게

된다.이처럼 인류의 타락은 인간 언어정신의 타락에 한 유비 인 설명

이 되는데,타락한 언어란 자신을 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이외에 외

부 인 무엇인가를 달하고,신 언어가 가진 창조성에 한 비생산

인 모방에 그치는 언어를 말한다.이는 ‘한갓 기호’로서의 언어,자의 인

‘정하는 말’로서의 언어이며,언어의 ‘추상화’를 낳게 된다.“추상 언어

요소들은 –추측해보건 - 정하는 말, 단에 뿌리를 두고 있다.”177)이

처럼 벤야민은 인식론 인 분석의 범주로서 ‘단’을 ‘이름’에 한 립으

로 놓음으로써 칸트 비 에 다가간다.178)

176)GSII/1,153;『선집 6』,89쪽.

177)GSII/1,154;『선집 6』,91쪽.

178)Menninghaus, 의 책,S.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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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요한 은 ‘이름언어’와 ‘단하는 말’이 단순히 립과 배제의

구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언어 본질의 맥락에서 이러한 원

죄 사건은 인간의 언어가 순수한 이름언어에서 스스로 떨어져 나와 수단

으로,단순한 기호로 변질되었다는 사태를 비유 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벤야민은 이러한 ‘단하는 말’ 한 하나의 마법임을,즉 “손상된 이름의

직 성을 복구하는 행 로서의 새로운 마법”179)이 등장했음을 지 한다.

이름언어와 단하는 말은 서로 배제의 계에 있지 않으며,오늘날 단

의 말 안에는 이름언어의 순수한 본질이 편 이고 왜곡된 형태로 내재

해있다.이처럼 단의 말이 가진 다른 마법에 한 언 은 이후 추상

언어에 한 복 인 정을 견한다.벤야민은 차후 바로크 연구에

서 비애극 알 고리의 특성이 자의 인 기호,추상성에 맞닿아 있다는

을 제시하는데,180)비애극의 알 고리는 그것이 자의 이고 추상 인 방

식임에도 불구하고,다시 직 이고 비도구 인 ‘표 ’을 실 해내는 가

능성의 장이 된다.181)

179)GSII/1,153;『선집 6』,91쪽.

180)벤야민은 독일비애극의 원천에서 상징에 해 비 입장을 취하고,알

고리를 새롭게 분석한다.그에 따르면 분명 알 고리는 추상화라는 기원을 가

지며,부정 측면을 지니고 있다.“주 성의 승리로서 그리고 사물들에 한

자의 지배의 시작으로서 모든 알 고리 찰의 원천은 그러한 인식이다.

원죄에 의한 타락 자체에서 죄와 의미작용의 통일체가 ‘인식’의 나무 앞에서

추상화로서 생겨난다.추상들 속에서 알 고리 인 것이 살아 있으며,추상화,

언어정신 자체의 한 능력으로서 알 고리 인 것은 타락에서 연원한다.”(GS,

Bd.I,407;독일비애극의 원천,351쪽.)그러나 벤야민은 통 인 알 고리

의 부정 특성들에서 정 인 측면을 발견한다.즉 유기체의 가상을 깨는

비 내지 비 계기가 있다는 것이다.즉 총체성과 통일성을 지닌 변용

된 자연으로서의 상징에 항하여 알 고리는 몰락한 사물, 편,잔해 등의

모습을 띤다.허무와 죽음을 담고 있는 바로크 술은 조각조각 편화된 것

을 결합하는 알 고리컬한 형상화로 나타나는데,벤야민은 여기에서 총체성으

로서의 상징에 한 비 ,즉 역사의 항구 인 발 이데올로기를 거부하는

인식을 발견한다.(참조.최문규,『 편과 형세』,176-177쪽.)

181)Menninghaus, 의 책,S.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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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 1916년 벤야민의 언어논문은 칸트 이성의 순수주의에 해 비

한 하만의 연장선상에 있다.그것은 신학 지향 때문이 아니라,‘인

식의 원천은 선험 이성이 아니라 언어에 있다’는 비 에 있다.이 언어

는 감각 이고 수용 인 언어이자,수용성과 자발성이 융합하는 언어이며,

나아가 구체 이고 역사 인 언어다.그 다면 벤야민은 칸트 인식개념

과 경험개념을 넘어서 인식개념을 확장할 수 있는 길이 왜 인식의 언어

본질에 있다고 보았는가?이는 첫째,언어를 곧 매체라고 규정했을 때 우

리는 개념 인식이라는 철학 방법론을 국한된 매체의 한 형식으로 여

길 수 있다. 한 이로써 ‘매체’로 기능하는 다른 형상화 방식들에 을

돌림으로써 직 이고 형상 인 매개방식의 가능성과 가치를 상기할 수

있다.둘째,언어 매체의 본질을 직 성과 무한성을 담지한 소통으로

규정함으로써,언어를 단의 인식을 한 추상화된 도구로 보는 을

비 하고 그 극복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셋째,인식의 본질을

인간 사물들의 상호간 정신 본질의 소통으로 보면서 주객분리를 넘

어서는 새로운 인식에 한 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다시 말해

인간을 달 주체로,세계를 달내용 혹은 달의 상으로 나 는

에서 벗어나,인식을 사물세계와 인간이 가진 본질이 상호 침투하는 계기

들로 으로써 근 인식론의 인간 심주의를 극복하게 되는 것이다.

2.지각 인식으로의 확장 :‘지각 유형’으로서의 언어

기 언어논문에서 나타나는 벤야민의 언어 고찰은 하만 독일 언어

철학의 통을 새롭게 해석한 언어이론으로 등장하지만, 차 벤야민은

이를 인식론 인 맥락에서 발 시킨다.언어이론에서 매체로서 제시되는

언어는 ‘매체’의 본질 성격인 직 인 형상화,즉 지각,감각에 한

다양한 형상화 방식들에 한 탐색들로 발 한다.특히 직 이고 비도

구 인 ‘표 ’을 언어의 본질로 보고 있는 벤야민은 이러한 언어를 “지각

의 유형”182)이라고 언 한다.벤야민의 지각이론은 1933년 「유사성론」

182)GSVI,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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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미메시스 능력에 하여」에서 본격화되지만,이미 벤야민은 「미래

철학」의 집필시기인 1918년경부터 지각을 언어 인식의 측면에서 고찰

하고 있었다.따라서 우리는 당시 지각에 한 편 인 들183)과 그의

지각이론을 통해 ‘지각 유형으로서의 언어’가 무엇인지 탐색해 으로써,

근 인식론을 넘어 벤야민이 확장시키고자 한 인식의 유형과 역을 확

인할 수 있을 것이다.

1)지각 :“형상에서 읽어내기”

‘지각(Wahrnehmung)’184)은 우리가 세계와 가장 일차 으로 하는

183)여기서 살펴볼 텍스트들은 「지각은 읽기다(Wahrnehmung istLesen)」

(f16),「지각에 그 자체에 하여(ÜberdieWahrnehmunginsich)」(fr17)

「지각문제에 한 노트(NotizenzurWahrnehmungsfrage)」(fr18)「지각에

하여(ÜberdieWahrnehmung)」(fr19)이다.GS.VI,pp.32-38.)특히 「지

각에 하여」는 「미래철학」 단편을 쓰기 바로 ,혹은 동시에 작성된 텍

스트로,「미래철학」 과 동일하게 칸트의 경험개념에 한 비 을 담고 있다.

이 텍스트는 ‘1.경험과 인식’만 작성되어 있는 미완결 텍스트이지만,「미래철

학」 단편에 한 벤야민의 구상과 의도를 이해하는 데 요하다.

184)지각(Wahrnehmung)의 어원은 그리스어 아이스테시스(αίσθησιϛ)이며,아리

스토텔 스는 지각을 단지 외 사물의 수용과 지각기 의 변용으로 보지 않

았다.『 혼론』의 지각론에서 아리스토텔 스는 지각을 일종의 인식으로 보

았으며,지각세계는 지각의 인식주체를 기 으로 두 차원으로 구분되는 것으

로 보았다.즉 지각에는 외부 상으로부터 발되는 것과 내 -자발 인 지향

성이 둘 다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그러나 이러한 아리스토텔 스의 지각

견해는 근 의 사상 변화와 더불어 계승,발 되지 못했다.데카르트와 칸트

에 의해 표되는 의식 철학의 통속에서 지각은 단순히 수동 인 것으로,

그리고 의식의 사유 형식만이 능동 -자발 인 것이 되었다.(참조.이상인,

「아리스토텔 스의 지각론」,『철학연구』,제54집,2001,pp.132-133)이처

럼 지각이라는 개념을 다시 고찰하는 요구는 철학 미학에서 두되고

있다.오늘날 볼 강 벨쉬,게르노트 뵈메와 같은 학자들은 바움가르텐의 감성

학으로부터 시작된 미학을 본래 기획 로 “일반 인 지각 이론으로서의 미학

(ÄshthetikalsallgemeineWahrnehmungslehre)”으로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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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 인 계기이며,인식에서 가장 먼 작동하는 작용이다.신체를 가진

주체가 세계를 보고 만지고 듣는 가장 일차 이고 생생한 수용 이다.그

러나 근 인식론에서 데카르트는 지각의 요소인 감각을 오류의 원천으로

생각했으며,칸트는 경험 이고 지각 인 요소를 타당한 인식의 필수조건

으로 상정했지만,그러한 인식의 과정에서 지각에게 가장 낮은 자리를 부

여했다.즉 칸트에게 지각은 실세계로부터 감각 재료들을 받아들이는

기능이며,단지 다양하고 혼돈스러운 표상의 상태일 뿐이다.이 표상이 시

간과 공간이라는 직 의 선험 형식에 의해 악되고,다시 개념에 의해

통일되고 종합되는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에게 진짜 인식이 된다.

그 다면,벤야민에게 ‘지각’이란 무엇이며,인식에 있어서 어떤 치를

차지하는가?우선 벤야민은 “지각은 읽기”185)라고 정의한다.여기서 ‘읽기’

는 단순히 보는 감각을 뜻하지 않을뿐더러,책이나 문자로 된 매체들을

읽는 독서 행 만을 뜻하지도 않는다.미리 말하자면,‘읽기로서의 지각’은

더 근원 이고 포 인 인식의 방식을 가리킨다.벤야민은 1933년 「유

사성론」과 「미메시스 능력에 하여」를 자신의 새 언어이론이라고 부

르며,1916년 언어이론을 형이상학 색채가 그러진 ‘지각의 계보학’으

로 발 시킨다.그러나 렘에 따르면,벤야민은 이미 1910년 에 지각의

문제에 사로잡 있었으며,“그는 이미 그때 지각이라는 것을 표면상의

형상(Konfiguration)을 읽는 행 로 본다는 생각에 몰두했다.”186)특히 그

다.특히 벨쉬는 고 에서는 지각이 본래 진리와 계했다는 을 요하게

생각한다. 그에 따르면, 말 그 로 지각은 ‘참된 것(wahr)’을 ‘취하는

것’(nehmung)’이다.즉 지각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오류가 있

고,착각이 있기 때문에 의심받아야 마땅한 것이 아니라,참된 것,진리 그리

고 실재와 계된 것이며,인간이 인식 작용을 할 때 무엇보다도 먼 작동하

는 것이기도 하다.이와 련해서 벨쉬는 단순한 지각에는 오류가 없고,오류

가 발생하는 지 은 바로 ‘단(Urteil)’이라고 주장한다.(Welsch,2005 :

189-205)참조.심혜련,「볼 강 벨쉬의 감성학과 심미 교육에 하여」

『문화 술교육연구』,Vol.1No.2,2006,9쪽.

185)“WahrnehmungistLesen/LesbarisnurinderFläche[E]rscheinedes..../

FlachedieConfigurationist-absoluterZusammenhang.”GSVI,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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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미완결 단편 「지각에 하여」에서 “언어는 언어유형으로 자세히 설

명되며,지각은 그 유형 하나다.”187)라는 언 은 신학과 카발라의 지형

에서 이루어진 기 언어에 한 고찰이 ‘지각 유형으로서의 언어’라는

기호론 이고 좀 더 구체 인 인식론 고찰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

다.이 시기에 지각에 해 쓴 편 인 들 하나는 지각에 해 다

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지각은 읽기다.

상하는 것은 표면에서만 읽을 수 있다....

표면은 형상, 인 연 계의 형상이다.188)

여기서 벤야민은 “지각은 읽기”이며,더 구체 으로는 “표면에서 형상을

읽어내기”라고 정의한다.그런데 한편,표면은 곧 형상이라고 규정되기

도 한다.그 다면 지각에서 벤야민이 말하는 표면과 형상이란 무엇인가?

이에 한 해독의 열쇠는 다른 편,‘지각문제에 한 노트(Notizen

zurWahrnehmungsfrage)’(fr18)에서 발견될 수 있다.여기서 벤야민은 지

각,상징,기호에 한 기호론 분석을 시도하면서 ‘지각’을 ‘기호’와 비

시킨다.189)벤야민은 기호를 “읽고 쓸 수 있는 것”,즉 오늘날의 ‘문자’와

186) 렘,『한 우정의 역사』,125쪽.

187)“언어는 언어유형으로 일일이 거되며,지각은 그 유형 하나다.지각에

한 학설과 인 경험의 직 인 상들 일체에 한 학설은 의의 철

학 학문들에 속한다.철학 학문들을 포함한 철학 체가 가르침이다.

[Sie(Sparache) spezifiziert sich in Spracharten, deren eine die

Wahrnehmung ist;dieLehren überdie Wahrnehmung sowie überalle

unmittelbaren Erscheinungen der absoluten Erfahrung gehören in die

PhilosophischenWissenschaftenim weiternSinne.DieganzePhilosophie

mitEinschlußderphilosophischenWissenschaftenisLehre.]”(GSVI,38)

188)‘WahrnehmungistLesen/LesbarisnurinderFläche[E]rscheinedes..../

FlachedieConfigurationist-absoluterZusammenhang’(GSVI,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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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인식방식으로 규정하고,지각을 “단지 읽을 수만 있는 것”,즉 이러

한 ‘기입(Inschrift)’으로 고정되지 않은 인식의 형태라는 의미에서 ‘언어’라

고 규정한다.

벤야민의 설명에 따르면,기호는 “표면에 있는 형상”이고,지각은 “형상

화되는 표면”이다.이처럼 지각은 인간의 감각 수용능력이 아니라,하나

의 표면이자 형상으로 정의되는데,이는 벤야민이 인식 지각을 주체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주체와 객체 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작용으로 보고

있다는 을 시사한다.그러한 에서 벤야민은 지각을 일종의 매체,즉

언어의 한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벤야민에 따르면,기호는 표면

에 있는 하나의 형상으로서,원리상 무한하게 많은 의미들을 가질 수 있

지만,필연 으로 그 많은 의미들 가운데 하나의 의미만 갖게 된다.190)반

면 지각은 “ 인 표면에 있는 형상이 아니라,형상화되는 인

표면이다.”191)다시 말해,지각은 우리에게 무한하게 많은 의미를 지시할

가능성을 품고 있지만,표면 에서 ‘하나의 형상으로서 기호’가 지시하는

의미는 단일하다.그래서 기호는 동일성의 원리에 따라 통일된 하나의 표

189)일반 인 념론 언어철학의 통 안에서 어떤 상을 제시하는 방식은

‘상징’과 ‘기호’으로 비되는데,여기서 벤야민은 상징에 한 고찰은 보류한

채 지각과 기호를 비시켜 설명한다.상징은 기호와 지각의 연 계,그리고

언어와 문자의 연 계에서 고찰되어야 한다고만 언 되어 있다.(GS,VI,

32.)

190)“기호는 인 표면의 형상이다.이 형상에게 원리상으로는 무한하게 많

은 것들이 그 표면을 통한 의미된 것으로서 귀속될 수 있으나,그러한 형상에

서는 그 연 계에 따라 나타나는 무한히 많은 가능 의미된 것들 그 연

계 안에서 필연 으로 나타나는 단 하나의 의미된 것으로서만 귀속된

다.(Zeichen isteine solche Configuration in derabsoluten Fläche,der

prinzipiellundendlich vielesalsdurchsieBedeuteteszugeordnetwerden

kann,der jedoch beiihrem jedesmaligen Vorkommen nur ein nach

Maßgabe des Zusammenhanges in welchem sie vorkommt aus den

unendlichvielmöglichen<B>edeutetennotwendigzuzuordnenist.)”(GSVI,

32.)

191)GSVI,32-33.<fr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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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새겨지지만,지각은 하나의 ‘표상’으로 합치되지 않은 다양하고 모

호한 형상,카오스 형상이며,이 형상 자체가 표면을 구성한다.즉 지각

의 형상은 표면에서 하나로 결집되어 그 윤곽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표면 그 자체를 형성하는 조건이면서도 “무한한 형상화”의 가능성이자 계

기가 된다. 한 기호로서의 표면이 우리에게 틀 지워지고 구획된 인식방

식의 한 형태라면,지각의 표면은 역동 인 표면으로 무한하게 다양한 방

식으로 의미를 읽어낼 수 있는 형태를 의미하게 된다.

그 다면 지각의 표면과 기호의 표면은 다른 것인가? 이질의 해석에

따르면,벤야민은 지각과 기호를 하나의 표면을 축으로 뒤집힌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다시 말해 지각의 표면과 기호의 표면은 서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서로 뒤집힌 방식을 갖는다는 것이다.192)그 다면 지각의

표면과 기호의 표면은 별개가 아니며,결국 ‘표면’이란 경험의 상에서

마주하는 감각경험 외 을 말한다.즉 사물이나 세계의 감각경험 외

자체가 우리에게 개념 인식과는 다른 차원으로 다가왔을 때,그 의

미는 다른 형식과 다른 내용을 갖는 하나의 마법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새로운 인식 가능성의 차원이 열린다는 것이다.193)

192) 이질은 벤야민이 이처럼 지각을 ‘형상화되는 표면’이라는 기호의 뒤집힌

방식으로 표 함으로써, 하나의 표면을 “읽기나 지각을 해 외 들

(apperaences)을 형상화하는 특정한 양식”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다

시 말해,표면에 나타나는 형상은 경험 상의 외 이며,형상화되는 표면이

란 그 경험 상의 외 으로서의 표면이 한편으로 무한한 형상화의 가능성

을 가지고 있는 ‘주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이처럼 이질은 벤야민이 제시

하는 ‘표면’을 펼침의 계기를 담고 있는 내재 총체성의 장으로 해석한다.

(HowardCaygill,WalterBenjamin:Thecolourofexperience,Routledge

LondonandNewyork.1998.pp.5-8.)

193)벤야민은 차후 『1900년경 베를린의 유년시 』의 ‘장롱들’이라는 에세이에

서 이러한 인식의 사례를 보여주는데,이때 양말에 한 어린아이의 지각은

형식과 내용,껍질과 껍질에 싸인 것을 동일한 사물의 뒤집힌 측면으로 경험

하는 마법 인 것이 된다.“옛날 방식 로 차곡차곡 쌓여 있는양말 켤

들은 모두 작은 주머니처럼 보 다.〔…〕 나를 주머니의 깊숙한 심연으로

끌어넣은 것은 둘둘 말린 양말의 안쪽에서 언제나 내 손에 쥐어졌던 ‘그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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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야민이 이 표면을 ‘ ’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러한 감각경

험 인 외 에 경험의 총체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벤야민은 “지각

된 것(DasWahrgenommene)은 형상화된 인 표면의 순수한 열

쇠”194)라고 말하며,지각을 고정된 의미연 들을 재해석할 수 있는 가능

성의 규 으로 제시한다.이는 우리가 만일 우리의 경험 상을 형상 인

방식으로 수용한다면,기호가 단일하게 지시하는 의미를 넘어서 그 의미

연 들은 무한하게 재해석될 수 있으며,지각은 그러한 무한한 해석가능

성의 열쇠라는 것이다.지각으로서의 표면은 형상화되는 표면,즉 역동

이고 변화하는 형상들이 만들어내는 표면으로서 고정된 보편 인식의 계

기가 아니라,역동 이고 생생한 인식 계기이기 때문이다.앞서 II장에

서 살펴본 바처럼,‘ 인 것’이란 총체성을 형성하는 동시에 끊임없이

괴되는 것,부단하게 차이를 만들고 변화하는 힘이다.195)따라서

인 표면으로서의 ‘형상’은 성좌로서의 이념과 같은 짜임 계를 의미하며,

순간 으로 무의도 인 진리가 드러나는 열림의 계기를 지시한다.

이처럼 기 벤야민의 사유에서 지각은 념론이나 경험론 인 통에

서 규정된 것처럼 단순한 감각 수용성을 의미하지 않는다.벤야민에게

지각은 인상들의 수용성이 아니라,스스로 조직화된 ‘읽어내기’라는 인식

행 이자,196)표면 그 자체에서 구성되는 사건이다.더욱이 이러한 ‘지각

읽기’의 인식방식에서 읽기의 상들은 그 자체로 어떤 짜임 계를 가

이었다.그것을 주먹으로 꽉 움켜쥐고 털실로 된 부드러운 모직 덩어리가 내

수 에 들어왔음을 확신할 때 비 을 벗기는 숨막히는 유희의 제2부가 시작되

었다.그 선물을 모직 주머니로부터 끄집어냈기 때문이다.나는 그것을 내 쪽

으로 끌어당겼다.그러면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난다.즉 그 ‘선물’을 끄집어냈지

만 그것을 담았던 주머니는 더 이상 없었다.나는 지칠 모르고 이 수수께

끼 같은 진실을 계속 시험할 수 있었다.형식과 내용,껍질과 껍질에 싸인 것,

선물과 주머니는 동일한 것이라는 진실이 그것이었다.”GS IV,284;『선집

3』,윤미애 역,pp.118-119.

194)GSVI,33.

195)II장 3 2)를 참고하라.

196)Caygill.앞의 책,4쪽.



- 93 -

진 존재들이 되면서 ‘독자’와 ‘읽을거리’사이에 능동성과 수동성의 구분이

희미해진다.‘읽을거리’는 ‘읽기로서 지각’을 성취하는 데 결코 수동 인

재료들이 아니라 ‘독자’만큼이나 능동 으로 기여하기 때문이다.197)이처

럼 벤야민은 지각과 (근 개념의)인식을 “읽기(Lesen)”라는 더 포

인 인식개념으로 묶는다.이 확장된 인식개념 안에서 지각은 주체와 객

체의 구분,즉 수용성과 능동성의 구분과 립이 해소되는 장이며, 상에

한 새로운 해석가능성의 지평을 여는 인식 가치를 지닌다.이 듯 벤

야민은 ‘지각-언어’를 우리의 근원 인 인식의 조건으로 놓는 동시에,기

호로 변되는 근 주체의 인식방식에서 풀려나 탈주체 이면서 탈근

인 사유198)를 가능 하는 지 으로 주목한다.

2)‘지각-언어’:지각 ·형상 인식

벤야민의 언어이론 지각론을 살펴보면,이러한 ‘지각-언어’의 무한한

잠재력,언어이론에서 마법 이라고 지칭된 힘은 오늘날의 ‘타락한’언어

에서는 이미 퇴화했으며,이를 회복할 길은 요원한 것처럼 여겨진다.하지

만 벤야민이 이러한 ‘지각-언어’의 력을 피력하는 것은 이미 잃어버린

언어의 본질에 해 통탄하고 오늘날의 언어가 가진 기호 기능을 부정

하기 해서가 아니다.벤야민이 첫 번째 언어이론에서 기호,즉 ‘추상화

197)Caygill. 의 책,4쪽.벤야민은 세계나 사물에 한 이해를 이처럼 상호

인 계로 본다.언어와 번역에 한 에세이에서 인식 소통으로서의 언어는

‘상호번역 가능성’이라고 제시되듯이,이러한 상호 인 계는 미메시스 능력

이론에서뿐 아니라,‘아우라 개념’에서도 ‘시선의 주고받음’으로 나타난다.

198)베르 융에 따르면,탈근 주의 사유는 근 의 엄격한 이성 심주의와는

척지 에 있는 사유라고 규정될 수 있다.그는 우타 쾨서(UtaKösser)를 인

용하며 탈근 주의 사유를 근 이후의 그 어떤 단계가 아니라,“근 의 원

한 비 ”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한 탈근 주의 사유는 진보,완 성

그리고 목 론을 지향하는 사유에 지속 으로 반 함으로써,순간성,복수성,

차이,감각 등을 시하며,미학 인 것,지각을 지향하는 사유를 복구한다.참

고.베르 융,『미메시스에서 시뮬라시옹까지-미학사 입문』,장희창 역,경

성 학교출 부,2006,pp.238~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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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언어요소’를 ‘순수언어’와 단지 립의 계로 설정하지 않으면서,이

추상화된 언어에도 새로운 마법이 깃들어 있다고 보고 있는 에서도 알

수 있듯이,오늘날 언어에 한 벤야민의 은 언어의 기호 인 면과

지각 인 면의 립 혹은 양가성이 아니라 언어에 한 역사 내지 변증

법 고찰이다.다시 말해,‘지각-언어’와 ‘기호-문자’의 계는 원형과 변

질이라는 계,혹은 상호배제의 계로 볼 수 없으며,직 성과 무한성이

라는 언어의 마법 측면은 ‘한갓 기호로 락한’그 언어 안에 변형된 채

잠재해있다고 할 수 있다.

기호로서의 언어 안에 순수한 언어 본질이 고도로 변형되어 내재해있

다는 벤야민의 견해는 1933년 지각이론이라 할 수 있는 두 단편에서 더욱

구체 으로 나타난다.1933년 「유사성론」과「미메시스 능력에 하여」

는 벤야민이 자신의 ‘새 언어이론’이라고 칭한 단편들로,‘지각에서 기호로

의 변천’이 본격 으로 고찰된다.「유사성론」에서 ‘읽기로서의 지각’은

유사성을 읽어내는 능력,즉 ‘미메시스 능력’으로 규정된다.벤야민의 정의

에 따르면,미메시스 능력이란 유사성을 지각하고 생산해내는 능력을 말

한다.199)벤야민은 이러한 미메시스 능력을 인간 인식의 근원 인 기능으

로 보면서,미메시스 능력이야말로 인간의 다른 동물들에 비해 최고의 수

으로 갖추고 있는 능력이며,“어쩌면 인간이 지닌 상 의 기능들 가운

데 미메시스 능력이 함께 작용하지 않는 기능은 없을 것”200)이라고 이야

기한다.그러나 여기에서 벤야민이 말하는 ‘미메시스’는 통 인 의미의

‘모방’이나 ‘의태’를 뜻하지 않으며,‘유사성’ 한 단순히 형태나 소리의

유사성과 같은 감각 인 유사성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벤야민에게 ‘유사성을 읽어내는 능력’이란 가장 원 인 형태의 인식방

식이면서 가장 포 인 인식방식이다.벤야민은 “모든 언어 이 의 읽기,

동물의 내장,별들 는 춤에서 읽기”201)등을 유사성 읽기의 형태로 설

명하면서, 성술이나,동물들의 내장에서 운명이나 미래를 ‘읽어내는

199)GSII/1,204;『선집 6』,199쪽.

200)GSII/1,204;『선집 6』,199쪽.

201)GSII/1,213;『선집 6』,2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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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auslesen)’태곳 인간들의 마법 인 인식방식을 미메시스 능력의 원

형 인 모습으로 제시한다.이처럼 유사성의 지각은 오늘날의 감각경험

인 지각방식보다 훨씬 폭넓고,의식의 의도에 따르기보다 무의식의 역

과 결합된 것이다.202)왜 벤야민은 오늘날 보기에 미신 이고 비합리 인

‘읽기’의 방식에 더 근원 인 인식의 차원이 있다고 보는 것인가?벤야민

에 따르면,이러한 ‘유사성의 읽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처

럼 신비 인 형태로 여겨지는 다양한 인식방식들 안에는 공통된 어떤 마

법 본질이 있다는 것이며,그 본질은 다름 아닌 “결코 어지지 않은

것을 읽기”203)라는 것이다.결코 어지지 않은 것을 읽는다는 것은 우선

개념으로 매개되지 않는 언어 안에서 드러나는 ‘계시’개념과 맞닿아 있다.

한 기입되지 않은 형상화를 읽어낸다는 에서 벤야민이 더 앞서 숙고

한 ‘지각-언어’의 성격을 변한다.이러한 사태는 첫 번째 언어이론에서

벤야민이 비매개 인 소통의 본질로 제시한 ‘계시’ ‘이름 안에서의 번

역’개념이 ‘유사성의 지각’이라는 역사 인 지각 개념으로 환되었다는

것을 보여 다.

한편,유사성의 지각이라는 벤야민의 지각이론에서 유의해야 할 은

이러한 읽기가 단순히 감각 인 형태나 소리 등의 유사성,즉 감각 유

사성에 따라 사물을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벤야민

은 이러한 지각의 본질이 감각 유사성이 아니라,‘비감각 유사성’이라

고 규정한다. 에서 제시된 태곳 지각방식의 사례처럼,별자리에서 그

순간 태어난 아이의 운명을 읽어내는 행 와 같은 읽기가 비감각 유사

성의 표 인 형태라 할 수 있다.별자리의 형태와 아이의 운명과는 어

떠한 감각 유사 이 발견될 수 없기 때문이다.그런데 벤야민은 이러한

202)GSII/1,205;『선집 6』,200쪽.

203)GSII/1,213;『선집 6』,215쪽.“결코 어지지 않은 것을 읽기”라는 말

은 호 만스탈(Hofmannsthal)의 『바보와 죽음』에서 나오는 말이다.벤야민

은 이 말을 미메시스 능력에 하여 뿐 아니라 사젠 베르크에서도 인용하는

데,호 만스탈의 소설에서 “결코 어지지 않은 것을 읽기”라는 것은 추상

인 말에 한 회의를 극복하고자,일상의 사건과 사물을 그 로 표 해내고자

하는 직 인 언어를 의미한다.(참고.최문규,『 편과 형세』,123-1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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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감각 유사성을 무엇보다도 오늘날 문자와 언어에서 가장 잘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에 투시력의 토 던 미메시스 능력은 수천 년의 발

과정을 거치면서 차 언어와 문자 속으로 옮아갔고,이 언어

와 문자 속에서 비감각 유사성의 완 한 서고를 만들게 되

었다고 가정해볼 수 있다.204)

이처럼 벤야민은 근 인간 주체의 인식조건을 유사성의 지각으로부

터 ‘기입(Inscrift)’이라는 기호·문자로의 환원으로 보고 있는 한편,205)과거

유사성을 지각하는 능력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기호·문자 속으로 고스란

히 ‘변형’되어 들어갔다고 주장한다.벤야민에 따르면,우리는 언어에서

“소리로 말한 것과 사유된 것”,“ 로 어진 것과 사유된 것”,그리고

204)GSII/1,209;『선집 6』,206쪽.

205)그는 이를 「인식비 서론」에서 ‘역사 성문화(historischeKodification)’

라고 표 한다. “철학 가르침은 역사 성문화 작업(historische

Kodification)에 바탕을 둔다.”(『선집 6』,146.)여기서 ‘Kodification’은 빌렘

루서(Vilém Flusser,1920~1991)의 매체이론에서 ‘코드화(Kodification)’라는

기호론 의미에 용해 볼 때,벤야민이 의도한 역사성의 함의를 보다 분명

히 읽어낼 수 있다. 루서는 인류의 의사소통의 상징체계를 ‘코드’라고 표

한다. 루서는 이 코드를 역사 으로 고찰하는데,인류의 코드는 먼 ‘이미

지’라는 이차원 코드(동굴벽화와 같은)에서,‘문자’라는 선형 코드로의 변

형을 거쳐 오늘날 ‘테크노-이미지’이라는 새로운 코드로 환되고 있음을 주장

한다.세계는 코드화된 세계이고 이것이 인간의 지각방식과 삶의 방식을 규정

한다.이러한 루서의 매체이론은 벤야민의 매체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탈주체 사고를 비롯한 많은 사유의 특징들을 계승하고 있다.참고:Vilém

Flusser,‘KodifizierteWelt’,「코드화된 세계」,김성재 역,『피상성 찬-매

체 상학을 하여』 커뮤니 이션북스,2006.벤야민의 사유가 맥루한의 매

체이론과 루서에 미친 향에 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라.S.van

derMeulen,‘Between Benjamin and McLuhan:Vilem Flusser's Media

Theory’,NewGermancritique,DukeUniversityPress.No.11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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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로 말한 것과 로 어진 것”사이에 비감각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벤야민은 이 가운데,마지막 “소리로 말한 것과 로 어진 것”사

이의 유사성이 가장 고도로 진화한 ‘비감각 유사성’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주장은 오늘날 언뜻 보기에 일종의 신비주의 언어 의 형태로

보이지만,당 언어학의 통과 그다지 무 한 주장은 아니었다.언어의

기원과 형성원리를 통해 인간 인식의 신비로운 비 을 푸는 것은 야콥 그

림,훔볼트 등에서부터 20세기 반까지 언어학의 주 심사 으며,특히

16세기와 17세기 언어철학은 의성어에서 인류의 근본 이고 근원 인 언

어,즉 아담의 언어를 해명할 수 있는 열쇠를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

다.206)언어에 한 이러한 의성어 설명방식은 여러 다양한 언어들에서

음운군의 형식 유사성을 도출해내면서,그 음운군들에 어떤 표상이 ‘

혼’처럼 깃들어있다고 보는 것이었다.벤야민은 이러한 견해가 비록 소박

한 것이기는 하나,여기에서 기호로서의 언어라는 도구 언어 을 벗어

날 “더 날카로운 통찰”을 도출해낼 수가 있다고 본다.즉 언어가 가진 유

사성의 본질은 의성어 방식의 고찰,즉 음성 조합체로서의 언어에서

보다,문자와 음성이라는 보다 더 비감각 인 결합의 형태에서 발견될 수

있으며,이는 “더 새롭고 독창 이며 견 불가능한 결합방식”207)이라는

것이다.즉 시각과 청각이라는 감각 으로는 이질 인 유사성의 결합은

언어의 형식이 가지는 신비이며,이 신비야말로 언어가 단순히 모방

모사의 도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언어에서 비감각 유사성은 ‘기호 인 것’과 무 한

206)이러한 근원 언어에 한 꿈은 갈수록 사라지게 되었지만,언어형성 최

의 단계에서 의미군들과 음운군들이 서로 응했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시도들

은 곧 있어왔다.카시러는 이러한 사례들로,산스크리트어와 헤 라이어의

공통 모음군을 연구한 토이버(Täuber)의 연구부터,라이 니츠,훔볼트,야

콥 그림의 시도들을 열거하고 있다.카시러 한 벤야민과 유사하게,언어를

이러한 음운군과 표상의 직 인 ‘유비 ’ 응으로 고찰할 수 없으며,언어

에는 이러한 표상내용의 재 이 아니라 표상운동이 각인되어 있다고 본다.카

시러,앞의 책,271-284쪽을 참고하라.

207)GSII/1,208;『선집 6』,2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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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기호 인 것’과의 결합을 토 로 형성되고 고도로 발 된

언어 힘이다.다시 말해,그것은 매개된 ‘기호 인 것’의 표면에서 다시

개될 수 있는 새롭고 독창 인 의미형성의 힘이다.이는 기호로 다가오

는 모든 일상의 표 매체들,말과 같은 음성언어부터 텍스트 문자언어,

몸짓언어(Gebärdensprache)등이 지시나 모방의 기능만을 가진 것이 아니

라 새로운 의미의 해석과 창조를 낳는 힘을 원 으로 가졌음을 말한다.

때문에 벤야민은 미메시스 능력을 두고 ‘유사성을 지각하고,생산해내는

능력’이라고 규정한다.이처럼 ‘미메시스 능력’에서 유사성의 읽기와 유사

성의 생산은 별개가 아니라 결국 하나의 계기이며,미메시스 인식이란

결국 “미메시스와 포이에시스의 결합”208)으로서의 인식방식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지 까지 살펴보았듯이 벤야민이 말하는 ‘지각으로서의 언어’란 우리가

태고의 지각방식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오늘날의

언어가 미메시스 인식(생산을 포함하는)에서 발 될 수 있는 잠재 능

력을 말한다.그 다면 문자와 언어 속에 녹아들어간 이러한 잠재력,힘은

오늘날 어떤 방식으로 발 될 수 있는가?

이와 같이 언어는 미메시스 능력을 지고로 이용한 것이 되

었으리라.즉 기의 유사성을 감지해내는 그 능력이 남김없

이 하나의 매체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이 매체 안에서 사물

들은 처럼 더 이상 언자나 성직자의 정신 안에서 직

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그 사물들의 정수,가장 무상하게

208)최문규,『 편과 형세』,133쪽.최문규는 벤야민이 주장하는 미메시스 능

력,곧 ‘비감각 유사성’을 읽어내는 능력이란 단지 외 을 모사하는 모방의

능력이 아니라,형상화하고 창조해내는 ‘포이에시스’의 역까지를 포함하는

미메시스라고 해석한다.이러한 의미에서 벤야민의 비감각 인 유사성은 “미

메시스와 포이에시스 사이의 문지방에 놓여있다”고 지 하면서 “결국 비감각

유사성이란 물질과 표상,미메시스와 포이에시스(신비성),확실한 달과

수수께끼 같은 이미지,‘의도’와 ‘의도없음’같은 양극단이 모순 으로 서로 결

합된 것을 뜻한다.”고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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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쳐지나가고 가장 섬세한 실체들,그러니까 향기로 마주치면

서 서로 만나는 계를 형성한다.다시 말해,언어와 문자는

투시력이 자신의 오랜 힘들을 역사가 흘러가는 동안 물려주게

된 그러한 것이다.209)

이처럼 벤야민에 따르면,오늘날 언어에서 ‘비감각 유사성’은 ‘섬세한

실체들’에서,‘사물들의 독특한 향’으로 스쳐지나가는 것과 같은 계 안에

서 형성된다.다시 말해 벤야민은 매체로서의 언어가 그 잠재력을 개시

킬 수 있는 계기를 오히려 감각 ·물질 이고,시간 인 계기들로 설정하

고 있는 것이다.‘지각으로서 언어’는 이러한 발화 혹은 발 의 순간에 형

성되는 감각 층 에서 일시 으로 형성되는 존으로 간주된다.따라서

‘유사성 읽어내기’라는 지각 인식은 매체 안에서 달하는 자나 읽는 자

의 의식 인 의향성을 떠나서 매체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임의성

을,- 기낭만주의자들의 표 로라면,언어의 “숨결(Hauch)”210)을 -순

간 으로 포착하는 작업이다.

여기서 우리는 벤야민이 의도하는 ‘읽기’곧 지각 인식의 특징 두 가

지를 주목할 수 있다.첫째는 이러한 ‘읽기’가 고정 이거나 선험 인 것

이 아니라,그 순간이라는 “시간의 계기에 묶여서”211)생성된다는 사실이

다.이처럼 지각 인식으로서의 읽기는 향기가 스쳐지나가듯이 “지 ”이

라는 시간성을 띤다.벤야민은 이러한 읽기의 인식이 “번개처럼 번쩍 비

추고는 휙 다시 가라앉아버리는”212)순간의 인식이며,이를 포착하는 것

이 읽어내는 자의 몫임을 피력한다.그는 이후에도 “과거의 진정한 이미

지는 휙 지나간다.”“섬 같은 이미지로서만”진리를 붙잡을 수 있다213)

고 역설한다.이처럼 벤야민에게 진정한 인식이란 ‘지 시간(Jetztzeit)’에

209)GSII/1,209;『선집 6』,206쪽.

210)Menninghaus,앞의 책,S.30.

211)GSII/1,206;『선집 6』,202쪽.

212)GSII/1,209;『선집 6』,207쪽.

213)GSII/1,695;『선집 5』,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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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루어지는 ‘단’이자 ‘정지’이며,이는 이후 그의 역사철학 비평의

핵심으로 나타난다. 한 ‘읽기’라는 언어 이미지를 통한 인식방식은 순

간성, 재성을 띰으로서,언어에 한 역사 지평을 상기시킨다.벤야민

에게 언어는 ‘념론 이고 비역사 ’인 것이 아니라,특정한 역사 상황

속에 존재하는 사물의 본질,다시 말해서 역사 기억을 잠재 으로 품고

있는 ‘근원매체(Urmedium)’임을 보여 다.214)따라서 지각 인식이란 언

어가 가지고 있는 ‘재화’의 힘,즉 구체 인 역사 실성과 동떨어질

수 없는 생생한 표 의 힘 안에서 사물 세계의 본질을 읽어내고 표

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이러한 지각 인식,곧 ‘읽기’는 정신 의식의 반성이 핵심

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사물과의 에서,감각 이고 형상 인 계

기가 요하게 부각된다는 것이다.이러한 이미지 언어에서 형성되는 인

식은 동일성 사유에 의한 추상 인식이 아니라,-마치 하만이 우리의 지

성과 감성의 원천으로서의 언어에 해 규정한 바처럼-개념과 감각의 어

떠한 립도 갖지 않는 인식이다.이러한 인식의 유형을 우리는 술 경

험에서,즉 미 인식이라고 일컬을 만한 인지방식에서 찾을 수 있을 것

이다.

이러한 지각 인식을 벤야민은 아도르노에게 쓴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언 한 바 있다.“동일성은 인식의 카테고리다.그것은 엄 하게는 냉철한

지각 안에 나타나지 않는다.가장 엄 한 의미에서 냉철한 지각,모든 선

입견(Vor-Urteil)으로부터 자유로운 지각은 극단 인 경우 언제나 유사한

것에서만 맞닥뜨린다.”215)이처럼 벤야민은 기존 인식개념의 범주로서의

동일성이 아니라,유사성에서 마주하는 인식으로서,지각을 제시하고 있으

며, 단 앞에 있는 것이 아닌,즉 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인식의 형태를

214)B.Witte,‘BilderderErinnerung.WalterbenjaminsBerlinerKindheit’,

InternationaleWalterBenjaminGesellschaft,p.5.하선규,‘벤야민의 역사철

학 이념론과 술철학 :『비애극서』의 인식비 서문을 심으로’,『발터

벤야민:모더니티와 도시』,홍 기 엮음,라움,2010.367쪽에서 재인용.

215)Benjamin,GBVI,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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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냉철한 지각’이라고 말하고 있다.

3)‘매체’안에서의 지각과 인식의 통일

1920년 벤야민의 베른 박사논문「독일 낭만주의 술비평의 개념」은

지각에 한 이러한 그의 견해가 독일 기 낭만주의의 시 반성을 고찰

하면서 그 형태를 갖춰나갔음을 추측해볼 수 있게 한다. 기 낭만주의

언어이론을 벤야민이 정제시키면서 수렴하는 지 은 낭만주의 문학의 자

율성이나 아이러니 개념과 같은 문학이론 차원이 아니라 인식비 의 차

원이다.216)무엇보다도 벤야민의 ‘인식비 ’에서 기 낭만주의 언어이론

이 갖는 요한 시사 은 주객분리의 해소라는 벤야민의 요구가 감각을

다시 존 하는 사유,미학 사유로 귀결된다는 이다.

벤야민은 기 낭만주의 언어사변을 칸트의 인식론에 한 변형과 확장

의 한 사례로서 검토하고 있으며,여기에서 그들의 ‘시 반성’이라는 인

식의 형태를 통해 주객분리가 해소되는 인식의 모습을 드러내는 데 역

을 두고 있다.특히 벤야민이 주목하는 부분은 기 낭만주의자들에게 시

언어가 단지 표 의 수단이 아니라 반성의 매체로서 그 안에서 지각과

인식이 서로 다른 무엇이 아니었다는 이다.벤야민에 따르면,독일 기

낭만주의자들은 근원 인 사유의 성격을 감각으로 악하고 있으며,이

감각을 이미 사유 그 자체로 충만한 것으로 제했다.217)그는 기낭만

주의 인식론에서는 “본질 으로 지각의 두드러진 특징들을 인식에도 부여

216)메닝하우스는 이 때문에 이 논문의 한 제목은 오히려 “독일 낭만주의

시 반성이론”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Menninghaus, ‘Walter

Benjamin’s Exposition ofthe Romantic Teory ofReflection’,in Peter

Osborne(eds),앞의 책,Vol.1.25쪽.

217)“ 단순한 반성,즉 사유의 사유가 낭만주의자들에 의해 아 리오리하게

사유의 하나의 인식작용으로서 악되었던 것은 그들이 제일의 근원 이고

질료 인 사유,즉 감각이라는 것을 이미 내용 충만한 것으로 제하고 있는

데에서 유래한다.”GS I/1,54;『『독일 낭만주의의 술비평 개념』,pp.

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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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218)는 을 피력한다. 기 낭만주의자들에게 ‘인식’이란 상

에 한 유가 아니라,반성의 매체 안에서 사물과 인간과 같은 여러 존

재자가 서로 상 방 속으로 이행해들어가는 것을 의미했다.따라서 이들

에게서 벤야민이 발견한 인식으로서의 ‘지각’은 “주체와 객체의 부분 인

질료 침투”219)이며,이러한 상호침투는 주체가 일방 으로 객체를 바라

보거나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주체-객체의 시선,질료가 서로에게 이행

되고 있는 차원을 의미한다.

벤야민은 독일 기 낭만주의 술비평에 한 논문에서 특히 노발리스

의 자연인식론에 해 한 을 할애해 소개하고 있다.노발리스의 자연철

학은 계몽 이성 인식에 립해,인간의 감정과 감각,욕구를 가장 이상

이면서도 근원 인 사유로 악했다.노발리스에게 자연은 인간이 상실

한 공동체 감정을 회복시켜 주는 심 으로 작용한다.그에 따르면,오늘

날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소외된 상태,즉 자연을 하면서도 자연을 직

느낄 수(인식할 수)없는 이유는 인간이 이성 심의 사유에 젖어있기 때

문이며,이를 극복하고 회복할 길은 감각에 있다.220)벤야민에 따르면,이

러한 노발리스의 인식론이 보여주는 바는 반성의 모든 차원에 인식,특히

지각이 계하고 기 해야 한다는 것이다.다시 말해 반성 사유의 핵심

인 토 는 순수이성이라는 선험 능력이 아니라 지각이 된다.이러한

에서 주객분리의 문제는 일말의 해결가능성을 얻게 된다.벤야민은

노발리스의 객체 인식은 주체가 객체를 일방 으로 악하는 것이 아니

라,객체의 자기 인식 안에 한정되어 있으며,이러한 객체의 자기인식의

218)GSI/1,58;『독일 낭만주의의 술비평 개념』,91쪽.

219)GSI/1,58;『독일 낭만주의의 술비평 개념』,91쪽.

220)“과연 그가(인간-역주)언젠가 느끼는 것을 배우게 될까?모든 감각 가

장 자연스럽고도 아름다운 감각을 그는 여 히 알지 못하고 있다.아마도 그

옛날의 정다운 시 는 바로 느낌을 통해서 회복될 것이리라.느낌의 인자는

더욱 아름답고도 힘찬 색깔 속에서 부서지는 내 인 빛이다.〔…〕사유란 느

낌의 환상·무감각한 느낌·창백하고도 연약한 삶이다.(Novalis, Werke,

TagebücherundBriefe,hrsg.v.R.samuel,München1978,Bd,I,219.최문

규,『독일 낭만주의』,197쪽에서 재인용.번역은 최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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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표가 바로 지각의 역임을 제시한다.다시 말해,노발리스에게 “모든

인식은 주체 안에서의 하나의 내재 연 ”이며,‘객체’라는 개념은 계

를 칭하는 개념이 아니라, 계의 결여를 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따라

서 인식이라는 것은 존재자끼리의 상호인식이며,한 존재자의 자기 인식

이 다른 존재자 속에 반사되는 것뿐이다.벤야민은 이러한 노발리스의 인

식개념을 ‘주의깊음’안에서 이루어지는 상호 인 시선으로 이해한다.

(노발리스는)“지각할 수 있다는 것은 주의깊음이다”라는 간

명한 명제 속에,그것을 지극히 역설 인 동시에 명백한 모습

으로 주장했다.이 명제에서 자기 자신에게서의 상에 한

주의 깊음이라는 것을 넘어,지각하는 자에 한 주의 깊음이

라는 것이 의미되고 있는가 어떤가는 어느 쪽이든 무방하다.

왜냐하면 노발리스가 이 사상을 명료하게 표명하여 “우리가

화석을 보게 되는 곳인 모든 술어들 속에서 화석이 우리를 본

다”라고 말할 때조차,보는 자에 한 어떤 주의 깊음은 사물

이 사물 자신을 보는 능력에 한 징후로서만 의미가 있는 것

이라고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221)

이러한 벤야민의 진술 속에는 차후 그가 카 카에 한 비평에서 사용

되는 “주의깊음(Aufmerksamkeit)”222)라는 모티 가 등장할 뿐 아니라,인

식으로서의 지각이란 우리가 사물을 보는 동시에 사물이 우리 자신을 본

다는 상호침투 인 계기임이 분명히 드러난다.이러한 인식,즉 지각이

221)GSI/1,55-56;『독일 낭만주의의 술비평 개념』,86쪽.

222)벤야민은 이후 ‘란츠 카 카’라는 에서 카 카의 내면에는 민요와 같은

민 통의 뿌리와 맞닿아 있다고 말하며,이러한 카 카의 자세를 ‘주의깊

음’이라고 말한다.“비록 카 카가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고 할지라도〔…〕그

는 여 히 말로 랑쉬가 ‘혼의 자연 인 기도’라고 일컬었던 것,즉 주의깊

음을 최고도로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다.그리하여 그는 모든 피조물들을,마치

성인들이 그들의 기도 속에 그 게 하듯이,이러한 주의깊음 속에 포용하 던

것이다.”GSII,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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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되고,지각이 심이 되는 인식의 형태에서는 주체-객체라는 상 개념

이 폐기되어 있으며,인식은 주체의 활동이 아니라,매체 안에서 일어나는

상호 인 활동이 된다.이러한 인식은 벤야민에게 근 인식론을 비 하

고 확장해나갈 일련의 안 방향으로 여겨졌기에,그는 언어의 본질을

지각과 연 시키면서 ‘지각-언어’로서의 인식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즉

벤야민은 지각이 갖는 물질 감각성과 개념으로 환원될 수 없는 무한한

다양성의 특징이 언어의 표 과 서술에 놓여 있으며,이러한 언어 경험

에서 얻는 타자와 세계에 한 이해야말로 도구 인 인식을 넘어설 수 있

다고 보고 있다.

벤야민은 1920년 이후 이러한 지각 ·형상 인식을 통한 사유들을

비평의 형식 안에서 펼쳐보인다.그리고 이러한 서술들을 그 스스로 “사

유이미지(Denkbilder)”223)라고 일컫는다.아도르노는 벤야민이 쓴 『일방

통행로』가 사유이미지들의 모음이라고 하면서,이러한 사유이미지가 “

통 인 개념 형태로 굳어진 채로 있고 인습 으로 노화된 사유에 수수

께끼와 같은 형상으로 충격을 주고 사유를 움직이게 한다”224)고 말했다.

이는 상을 액면 그 로 받아들이는 타성에 젖은 사고에 충격을 주는 기

능을 한다는 것이다.이러한 이미지가 인식과 계를 맺는 것은 “이제껏

묻 있던 진리의 어떤 측면을 드러내주는가 하는 을 서술형식을 통해

포착하려고 한다는 이다.”225)즉 이러한 이미지는 단지 형상의 차원 그

223) ‘사유이미지’라는 용어는 원래 18세기 철학자이자 문헌학자인 헤르더

(Herder)가 『순수이성 비 에 한 메타비 』(1799)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것이다.이후 벤야민이 잘 알고 있던 시인 슈테 게오르게(StefanGeorge,

1868~1933)는 1908년 출간된 『 혼의 해』라는 시집에서 “사유이미지가 태양

으로 올라가 다면”이라는 구 을 남겼다.(참고.최문규,『 편과 형세-발터

벤야민의 미학』,서강 학교출 부,2012,80~81쪽.)벤야민은 이 게 시어로

사용된 사유이미지라는 자신의 철학 ·심미 사유와 쓰기를 나타내는 개념

으로 끌어들이면서,1932년 후에 쓴 단편들 모음의 제목으로 사용한다. 실

공간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찰하며 기술한 이 들처럼 ‘사유이미지’는 ‘인상

학 (physiognomisch)’시선으로 실을 읽어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224) Th. W. Adorno, ‘Benjamins Einbanstraße’, Noten zur Lieratur

(GesammelteSchriften,Bd.11),Frankfurta.M.,1974,S.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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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인식과 계 맺고 있는 철학 사안

이라는 것이다.철학자는 이 형상을 서술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그러한

서술 안에서 ‘진정한 경험’이라는 이념이 드러날 수 있다.그래서 그러한

이미지는 “규율받지 않은 경험의 매체가 되며 딱딱하게 굳어버린 사유의

각질 표면에 맞서는 인식의 원천이 된다.”226)이처럼 벤야민의 지각 인

식,‘사유이미지’는 단지,감각 표상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형상을 이루는 감각 인 층 들-색,소리,패턴,리듬 등-과 ‘거리두기’를

없애는,그래서 사유의 감각성을 복구하는 것을 의미하며,이러한 감각성

이 분석, 단의 능력보다 우리 사유에 있어서 더 근본 임을 말한다.벤

야민은 철학 사유의 방법을 두고 ‘조(Kontemplation)’가 아니라 ‘찰

(Beobachtung)’이 되어야 한다고227)강조한 것도 실증주의 태도를 역설

하는 것이 아니라,고정된 시선과 확고한 주 의식을 벗어나 부단히

직 실성에 자신을 던지고, 고드는 철학 사유 방식을 제기하는

것이다.이러한 벤야민의 사유방법을 두고 아도르노는 다음과 같이 말한

다.“사유는 마치 만지고 냄새 맡고 맛보는 가운데 변하려는 듯이 사물에

근해간다.그러한 이차 감각성을 통해 벤야민은 분류 방법으로 도

달할 수 없는 맥에까지 고들면서도,맹목 직 의 우연에 굴복하지

225)Adorno,같은 곳.

226)Adorno,같은 곳.

227)벤야민은 「인식비 서론」에서 철학 인식 방법으로서 침잠의 방식이 아

니라 ‘찰’의 태도를 요구한다. 한 이러한 ‘찰’의 태도를 단속 인 리듬

의 쓰기,몽타주와 같은 에세이식 쓰기,논고(Traktat)’,‘모자이크’로 제시

한다.벤야민은 ‘조/정 (Kontemplation)’을 철학의 자세로 이야기할 때도,

어디까지나 “부단한 심호흡”으로서의 조를 말한다.벤야민은 “사유는 지구력

을 갖고 늘 새롭게 시작하며,지나칠 정도로 상세하게 사태 자체로 되돌아간

다.”고 말하며,“이러한 부단한 심호흡이 조의 가장 고유한 실존형식”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GS,I/1,208)이러한 ‘찰’은 후기에 들어서 조에

한 립 개념으로 생성된 것이 아니라,이미 철학 인식방법의 변화를 요

구하는 기 논의들 가운데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벤야민은 낭만주의 술비

평에 한 논문에서도 벤야민은 주객의 경계가 없어지고 고양되는 반성의 방

식을 ‘찰(Beobachtung)’이라고 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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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자 한다.”228)

이처럼 벤야민은 지각 ·형상 인식이라는 새로운 인식의 형태를 제시

함으로써 주체와 객체를 분리하고 객체를 자기 심 으로 소유하는 인식

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과 인식에 한 새로운 이해의 지평을 제시하고

있다.

228)아도르노,『 리즘』,홍승용 옮김,문학동네,2004,2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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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본고는 벤야민의 기 술들에서 나타나는 경험개념과 언어이론을 인

식론의 측면에서,더 정확히 말하자면 ‘인식비 ’의 시 에서 분석해보았

다. 기 벤야민이 새롭게 설정하고자 한 경험개념은 근 인식론의 한정

인 인식연 에 한 비 이자 ‘경험 인식’이라는 칸트 경험개념의

확장이었으며,이를 해 제시한 언어이론은 인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한 탐색이자 ‘메타비 ’이었다.근 ‘인식비 ’에 한 메타비 이라

는 철학 기획의 출발 으로서 벤야민의 기 단편 「미래철학의 로그

램에 하여」는 이제까지 국내 연구에서 제 로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같은 시기 형성된 그의 언어철학과의 연 성은 구체 으로 해명되지

못했다.따라서 본고는 벤야민의 경험개념을 심으로,그가 칸트의 비

철학을 토 로 추구했던 인식론의 교정방향이란 무엇이며,거기에서 왜

언어가 안으로 제시되었는지를 밝 보고자 했다.이러한 작업에서 가장

실히 요청되는 것은 벤야민 기 술들 언어철학의 신학 성격 안

에 내재한 인식론 함의들을 정제시켜 내는 것이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벤야민의 인식비 작업에서 그의 의도는 철학

을 신학의 차원으로 환원시키는 것이 아니었다.벤야민의 비 은 계몽주

의·합리주의 사유와 과학의 발 이 불러온 도구 이성담론을 넘어 인간

의 존재와 삶을 총체 으로 해석할 수 있는 철학에 한 요청이었다.

다시 말해,선험 이성능력을 토 로 객 을 구성하는 월 인 주체나

개념 인식으로 세계의 원리를 악하고자 하는 근 인식론으로는

인의 삶의 실이나 도처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층 의 경험들을 제 로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이었다.벤야민이 더 포 인 경험개념을 요구하고

그 안으로서 언어를 통해 근 인식론의 주객 분리를 타 할 수 있는

인식의 유형을 탐색한 것은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고자 한 모색이었다.

이제 결론을 신하여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요약해보자.벤야민은

칸트 경험 인식개념의 교정을 요구하며 경험이라는 사변

경험개념을 제시했다.이는 다분히 신학 이고 형이상학 인 개념으로 읽

히지만,앞서의 논의에서 드러났듯이 과거의 형이상학이나 신학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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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복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다.왜냐하면 독일 낭만주의 언어사변에

한 그의 성찰에서 드러나듯이 벤야민이 말하는 ‘ 인 것’이란 고정

된 진리로서의 총체성이 아니라,끊임없이 괴되고 재형성되는 역동 인

총체성을 의미했기 때문이다.나아가 이러한 총체성은 벤야민의 철학에서

‘이념’으로 설정되는데,이때 이념은 ‘성좌’라는 감각 ·형상 인 형태화

안에서 사태의 본질을 가장 나라하게 보여주는 역사 ·시간 진리로

규정되었다.따라서 철학의 과제는 이러한 시 의 진리를 추구하며,역사

경험의 이념 차원을 드러내는 것이 된다.벤야민은 이러한 철학의

과제가 언어를 매개로 이루어진다는 을 강조하고 인식의 본질은 물론

이념 한 언어 이라는 을 피력했다.즉 언어는 어떤 고정 이고 보편

인 인식의 본질이나,어떤 신비주의 인 본질을 지닌 것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인식의 차이와 다양성을 드러내고 산출하는 능력의 담지체

이며,그래서 가장 구체 이고 형상 인 형태로 역사 이념을 서술할 수

있는 철학의 돌 구로 제시되었다.

기 언어이론에서 나타난 이러한 벤야민의 통찰은 하만의 언어 에서

나타나는 사유능력의 근원이자 감각 구체성을 담지한 ‘이미지로서의 언

어’,그리고 기 낭만주의자들이 추구한 자기형성 원리를 갖는 ‘시

언어’를 인식비 맥락으로 정제시켜낸 결과 다.무엇보다도 벤야민은

자신의 언어이론에서 언어를 ‘매체’라고 규정하면서 직 ·형상 매개를

언어의 본질로 보았다.이러한 언어의 본질 성격이 벤야민의 기 언어

이론 안에서는 신학 유비들로써 제시된다면,같은 시기 지각에 한 단

편과 이후 유사성론 등에서는 ‘기호’와 비되는 ‘지각’의 특징으로 고찰되

었다.이러한 맥락을 주목하면서 본고는 벤야민이 주장하는 ‘매체로서의

언어’란 도구 이고 개념 인 지시기능을 강조하는 ‘기호로서의 언어’가

아니라,‘지각으로서의 언어’임을 제시했다.다시 말해 언어의 근원 인 성

격은 지각 유형 안에 가장 잘 드러날 수 있으며,벤야민이 안 으로

제시하는 인식의 패러다임은 ‘지각으로서의 언어’안에서 이루어지는 인식

이라는 것이다.이 인식은 상을 고정 이고 단일한 개념으로 추상화시

키는 인식이 아니라, 상에서 새로운 의미연 들을 발견하며 다양한 해

석을 산출하는 새로운 인식의 유형이라 할 수 있다.이러한 인식을 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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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이라고 부른다면,지각이란 단지 감성 수용성이 아니라 동일성

사유에 구속되지 않는 형상 사유의 한 형태이며,유사성의 지각이란

단의 주체로 설정된 근 자아개념과 도구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인식론의 제시라고 할 수 있다.이 듯 벤야민은 미메시스 인식,

내지 지각 인식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개념 인식의 노화된

습 을 깨는 새로운 인식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토 로,벤야민의 경험이론 언어이론에서 나타난 ‘인

식비 ’의 철학 ·미학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벤야민의 ‘인식비 ’ 논의는 인식의 구조와 내용의 립을 해소

하는 가운데 새로운 인식의 방법론과 내용이라는 ‘철학함’자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는 에서 칸트의 ‘비 주의’와의 련성이 재발견될

수 있다.229)벤야민은 인식 일반의 차원을 세계와 인간의 매개작용으로

으로써,인식이란 주체가 객체를 일방 으로 구성하거나 표 하는 것이

아니라,이 매체 안에서 상호침투하고-달리 말하자면,상호규정되고-형

성되는 하나의 작용임을 주장한다.이로써 벤야민은 언어를 인식의 형식

과 내용의 립,주 인 것과 객 인 것의 립을 해소할 수 있는 종

합 통일의 지 으로 제시하고 있다.230)이에 따라 철학은 과학 ,개념

229)피터 오스본(P.Osborne)은 이러한 맥락에서 벤야민의 사상을 ‘포스트 칸트

주의’로 규정한다.포스트 칸트주의란 기존 철학 통을 비 함으로써 새로

운 철학을 형성하고,과학과 여러 문화 역과의 계들을 발굴하는 경향을

말한다.그러한 에서 포스트 칸트주의는 기 독일 낭만주의부터 시작해 마

르크스,키에르 가,니체,실용주의,후기 비트겐슈타인을 거쳐,아도르노와

데리다,들뢰즈까지 포함시킬 수 있다.PeterOsborne,‘GeneralIntroduction’,

Walter Benjamin : CriticalEvaluations in CulturalTheory, Peter

Osborne(eds.),Routledge,2005,xxvii.

230)이러한 에서 벤야민의 기 ‘인식비 ’은 변증법 성격을 맹아 인 형태

로 내포하고 있다.칸트의 비 철학은 우리 인식의 내용,즉 우리가 마주하는

사물들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문제는 배제하고 우리 인식의 형식들,특히 선험

인 형식들을 밝 내고 그 타당성을 입증하고자 했다.따라서 칸트는 ‘물자

체’는 논할 수 없는 것으로 한계를 그었다.사실 피히테,셸링,쉴러,헤겔 등

칸트 이후 철학자들은 칸트가 설정한 이 한계와 인식불가능성의 규정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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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들과 법칙들로서의 기존 인식규정을 좇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언

어로 매개한다는 ‘과제’를 목표로 하게 되며,이러한 과제에서 술 문

화에서 형성되는 무규정 인 감각 질들이나 공통감 등을 요하게 포

한다.이러한 에서 벤야민의 ‘인식비 ’은 실증 인식의 한계를 밝히면

서 철학 사유가 갖는 진리 추구의 성격을 분명히 하는 한편,철학 반

성의 방법이자 과정으로서 철학함 자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함으로

써 칸트의 ‘비 주의’를 다른 차원에서 발 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벤야민의 ‘인식비 ’으로서의 언어이론은 매체 술의 역사성,

나아가 우리 인식과 경험이 갖는 역사 ·시 성격을 보여 다.벤야민

의 ‘인식비 ’은 인식가능성 경험가능성의 조건을 언어 매체의 역사

이고 구성 인 성격으로 제시하기 때문이다.인식의 본질을 언어의 매

체 성격으로 고찰하는 것은 인식의 근원을 선험 인 이성능력이 아니

라,‘언어’라는 역사 이고 집단 인 조건에 놓고자 하는 시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다시 말해 언어는 인간의 인식능력과 경험의 조건을 구성하는

‘역사 선험성’의 토 라 할 수 있다.이때 언어는 단순히 말과 문자가

아니라,역사 이고 시 인 모든 표 양식들, 술 문화 인 것들,

곧 ‘매체’를 의미한다.이처럼 우리의 인식가능성 조건이 이러한 매체

들 안에서 시 ·역사 으로 형성된다는 것은 설득력 있는 통찰이라 할

수 있다.

셋째,이 게 철학의 무게 심을 구체 실성으로서의 ‘언어’로 옮기

고자 하는 벤야민의 시도는 개념 ·논리 인식으로부터 지각 ·감각

인식이라는 철학의 확장으로서의 미학 노선을 뚜렷이 취하고 있다.서

구의 이성담론이 니체와 하이데거에 의해 비 되고,양차 세계 이라는

국 속에서 부르주아 세계 이 가치를 상실하면서 등장한 탈근 주의 사

서고자 한 분투 다고 할 수 있으며,형식과 내용 곧 주체와 객체 사이의 경

직된 립의 해소라는 변증법 과정은 헤겔의 총체성의 논리학에서 비로소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벤야민의 변증법 성격은 주로 ‘정지의 변증법’이라

고 이야기되지만,그 성격과 특징에 해서(특히 헤겔의 변증법과의 차이 내

지 연 성에 해서는)여 히 깊이 있는 논의가 부족한 상태이며,철학 으

로 더 상세한 고찰을 요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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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들은 진보,역사, 체와 이성을 거부하고 순간,복수성,차이,감각을

지향하는 특징을 지닌다.231)특히 개념들을 제어하는 능력으로서의 이성

의 한계를 실감하는 오늘날의 실은 지각 인 사유의 요성이 날로 제

기되고,지각 곧 아이스테시스(αίσθησιϛ)로 돌아가는 사유로서의 미학

사유가 제기되고 있다.근 세계 이 그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던 당시

지각 인식의 필요성을 제시한 벤야민의 인식비 논의는 이처럼 변화

하는 사회에서 탈근 인 사유의 작동방식을 밝힌 이론 원천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지각-언어’에 한 벤야민의 통찰,즉 지각이 탈주체 조건이자

매체라는 주장은 오늘날 매체이론에서 제기되는 논의들을 선취한다.

오늘날의 매체이론가들에 따르면,매체는 더 이상 정보의 ‘달’ 는 교

환이 아니라 정보들과 맞물린 ‘구성작용’으로 악된다.즉 우리의 감각

상,즉 감각 으로 가장 확실한 것조차 이미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한

구성작용의 산물이라는 것이다.따라서 언어가 의미 달의 수단이 아니라

이미 하나의 짜임 계이며 지각의 유형이라는 벤야민의 진술은 인간의 지

각과 매체의 계를 선구 으로 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고는 벤야민의 기 술들의 경험이론 언어이론을 이처럼 ‘인식

비 ’의 측면에서 재구성해보았다.특히 벤야민의 편 인 사유들을 칸트

를 비롯한 독일 념론 철학의 시 안에 자리매김해보고,하만 기

낭만주의 언어철학과의 향 계 안에서 해명해보고자 했다.최근 이러한

벤야민 기 술들에 한 재해석은 학계에서 다시 활발하게 등장하고

있는데,특히 기 낭만주의 미학에 한 재조명과 맞물려 기 낭만주의

와 벤야민의 향 계를 극 검토하는 움직임232)이 나타나고 있다.이러

한 맥락에서 그의 기 사상의 인식비 성격을 검토한 본고의 작업이

231)참고.베르 융,『미메시스에서 시뮬라시옹까지-미학사 입문』,장희창 역,

경성 학교출 부,2006,pp.238~239.

232)2005년 피터 오스본이 편집한 앞의 책에서는 1973년에서 2003년 사이에 발

간된 요한 벤야민 크리틱들을 집 성하고 있는데,여기에서 벤야민의 인식

론과 언어이론에 련한 논문들 4건은 모두 독일 기 낭만주의와의 계를

핵심 으로 조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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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야민 기 사상의 철학 함의들을 재조명하는 단 를 제공함으로써 앞

으로 벤야민의 기 사상과 후기 비평의 매개 을 해명하고 그의 사상을

총체 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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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anguage as ‘a critique of Knowledge’

: A study on the conception of experience and language 

in Walter Benjamin

Lee, Jinshil

Department of Aesthetic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examines and explicates Benjamin’s ‘epistemo-critical’ 

consideration in his early philosophy. A critique of knowledge 

[Erkenntniskritik] originally  means that a philosophical task, which have 

been undertaken by modern philosophers from Locke to Kant, examines the 

grounds, objects and abilities of human knowledge. However, the word of ‘a 

critique of knowledge’ used by Benjamin was a ‘meta-critique’, which was a 

‘critique of critique’ on the structure of modern episteme.

In the Epistemo-Critical Prologue on baroque drama (published 1928), 

Benjamin intensively exposed his critique of modern philosophy. The text is  

referred to as ‘the essence’ of Benjamin’s early philosophy in that it 

characterizes metaphysical, theological thinking in contrast with his latter 

philosophy, which reflected Marxist materialism. As a matter of fact, his 

question and re-conceptulization of the theory of knowledge almost passes 

through his early fragments as well as Epistemo-Critical Prologue. To be 

more specific, such a critique initially took shape as a critique and 

reformulation of Kant’s theory of experience in Program of the Coming 

Philosophy [Über das Programm der kommenden Philosophie]. It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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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essed to a more mature reflection of language in his theory of language, 

which would be condensed into the ideas of the Prologue.

 I attempt to refine his notion of experience [Erfahrung] and language 

[Sprach] in the ‘epistemo-critical’ dimension. In doing so, I would like to 

articulate Benjamin’s conception of knowledge which he had pursued for 

future philosophy.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losely examines his early 

fragments about experience, language, perception and then restructures them in 

terms of the epistemological context. It could unveil the intention and 

implication inherent in Benjamin’s critique of knowledge. 

In his early works, Benjamin suggested a speculative concept of 

experience, ‘the absolute experience’ by pointing out the limitations of Kant’s 

concept of experience and system. He proposed a re-concepturaliztion of 

experience in which philosophical discussion can embrace all experiences 

from ethical to aesthetic types of experience beyond the division in the 

Kantian system. By considering such a totality of experience, he required the 

task of philosophy to offer an explanation of every phenomenological and 

psychological experience such as the temporal, feeling in human life. 

Corresponding to these needs, Benjamin attempted to revise the concept 

of knowledge, and its basic assumption that there is a distinction between the 

subject and the object. Without accepting the distinction, he explored the 

possibility of breaking down the knowledge in that the subject possesses the 

object and seeks to find the model of understanding, which brings about  

reconciliation between them. In this way, Benjamin’s program transformed the 

concept of experience and knowledge, showing his non-subjective perspective 

and how the mythified conception of ‘I’ is merely one ‘type of insane 

consciousness, while his critique is embodied in a meta-critique of identifying 

thoughts which have produced “enlightenment” rationalism.

Benjamin highlights the essence of true understanding in direct 

[unmittelbar] intermediation, ‘language as medium’. For Benjamin the 

language is not merely a representation of ideas in the mind or an instrument 

of communication, but a precondition of understanding and experience or 

even a breakthrough of modern episteme. At this point, I reconstr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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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jamin’s philosophy of language within the context of Hamann’s linguistic 

reflection and early German romanticism. Benjamin’s theory can then be 

considered as a theory that suggests the nature of language with the 

characteristic of perception and configuration for a new model of 

understanding rather than a theology of language based upon religion. Further, 

his concept of language is not an agent of spirit or mystical, but an image 

and ‘a mode in presence’, which bears a living moment of experience, the 

possibility of unfolding infinity.

Moreover, Benjamin‘s crucial insight of language evolved into a new 

paradigm of knowledge in the theory of “Memetic faculty” in that he says 

“reading affinity.” In this theory, the understanding formed in  the language 

of so-called ’a perception type’ is a new model of knowledge that generates 

multiple meanings and interpretation with finding out new references in 

object. In this sense, Benjamin’s perception appears as not only a sensible 

reception, but as a form of non-identifying thinking and Memesis is 

characteristic of a new epistemological methodology that extends beyond the 

limitation of modern conception ‘I’, instrumental under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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