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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벤야민 매체론의 정치적 의의를 고찰한다. 구체적으로 그의

정치론을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가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

(이하 「기술복제」)에서 제시한 매체론의 정치적 토대를 규명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표이다. 「기술복제」에서 벤야민은 기술의 발달로 탄생한

새로운 예술로 인해 예술의 존재론적 가치가 변화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 몇 가지 개념을 매체론적 관점에서 제시한다. 그러

면서 그는 이 개념들이 파시즘의 목적을 위해서는 무용하지만, 예술정치

에서 혁명적 요구들을 표명하는 데에는 유용하다고 강조한다. 요컨대

그 개념들은 새로운 기술로 탄생한 예술의 본질적인 속성이면서도 당대

의 암울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정치적 가능성을 지닌다. 그는 새로운

예술의 본질적인 속성이 충분히 발현되면 당대의 야만이었던 파시즘의

‘정치의 심미화’에 맞서는 ‘예술의 정치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그에게 있어서 매체와 정치의 관계는 무엇인가? 본 논문은 벤

야민 정치론의 핵심에 역사적 인식이 있고, 그 인식론적 기반을 그의 매

체론이 제공해 준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 맥락에서 그 둘의 관계를 재구

성한다.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에서 축약된 그의 정치론은 이상적인 사회를

상정하고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 현실에서의 구체적인 행동을 지시하는,

목적론적 논의를 중심으로 하는 일반적인 정치 개념과는 다르다. 그의

정치론의 중심에는 행동 이전의 인식, 구체적으로 역사적 인식이 있다.

그는 당대에 파시즘과 같은 야만의 등장을 막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이

기존의 역사관에 있으며, 역사를 새롭게 인식해야만 파시즘에 맞서 투쟁

하는 자들의 입지가 개선될 것이라 주장한다. 그는 당대의 대표적인 역

사관이었던 진보사관과 실증사관이 역사에 내재된 힘을 무력화하고 있다

고 비판하며, 과거에 있었던 일이 현재와의 관계 속에서 ‘변증법적 이미

지’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변증법적 이미지는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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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보라는 시간적 흐름으로 소실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의 관계 속

에서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동적인 힘으로서 인식된 결과이다. 이

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역사의 변증법적 이미지를 인식 가능하게 하는

깨어 있는 상태인 ‘정신의 현존’과, 그 이미지로 정치적 역량을 지닌 대

중을 형성하게 하는 ‘이미지-신체공간’을 살펴봄으로써 그의 정치가 현

실에서 작동하는 노선을 정리한다.

벤야민의 정치에 대한 논의가 목적론이 아니라 인식론을 기반으로 전

개됨으로써, 예술이 정치적 과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이 가

능성의 중심에 「기술복제」에서 영화의 특성으로 제시된 ‘정신분산’과

‘유희공간’이 있다. 벤야민은 영화의 카메라와 편집, 복제기술이 인간의

지각체계에 근본적으로 가져오는 변화에 주목한다. 그에 따르면 이미지

들의 연쇄로 구성된 영화는 관객에게 빠르게 다가오는 이미지들을 기민

하게 포착하게 하는 정신분산을 훈련시킨다. 그의 정치 개념에서 보자면,

정신분산은 결국 대중을 관조의 태도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자본과

정치의 목적에서 만들어진 가상의 아우라에로 쉽게 빠져들지 않게 할뿐

만 아니라, 그들의 정신을 현존하게 하여 일상에 편재한 역사적 사물에

서 변증법적 이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나아가 벤야

민은 영화가 관객이 일상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혹은 상상하지 못했던

바를 현시함으로써 영화에서 현실의 새로운 가능성을 다양하게 실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유희공간이 열리게 되었다고 본다. 영화는 이 유희공간

에서 다양한 실험을 통해 발견되는 이미지들을 집단이 공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미지-신체공간’이 현실에서 열릴 가능성을 높여준다.

결론적으로, 벤야민의 정치적 매체론은 프로파간다 예술과 같이 특정

이념을 대중에게 전달함으로써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정치적 행동을 강요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의 매체론은 현대예술의 기술적 기반을 통해 변

화되는 대중의 지각체계에 주목함으로써 집단의 정치적 실천을 위한 인

식론적 기반을 제공해 준다. 그리하여 그의 매체론은 예술이 정치에 종

속되지 않고 예술 자신의 본질을 충분히 발현하면서도 정치적 기능을 수

행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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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본 논문은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 1892-1940)의 정치 개념을

탐구하고, 그가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1936)1)에서 제시한 새로운

예술매체의 정치적 가능성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벤야민은 자신이

「기술복제」에서 새롭게 제시하는 개념들은 “파시즘의 목적을 위해서는

무용하고 [···] 예술정치에서 혁명적 요구들을 표명하는 데 유용”2)하다며

논의를 전개해 나아간다. 그가 「기술복제」에서 새롭게 제시하는 개념

들은 정치적 목적에서 만든 개념이라기보다 발달된 기술로 탄생한 대표

적 예술매체인 영화의 본질적인 속성에 가깝다. 즉 그는 정치적 목적으

로 예술을 수단화하는 개념들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발달에

따른 예술의 존재론적 가치변화와 이에 따른 예술의 정치적 가능성을 설

1)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은 제1, 2, 3판과 프랑스어 번역본을 합해 총 4

가지 버전이 존재한다. 제1판은 1935년 10월에 쓰였고 원고의 형태로 존재한

다. 그는 2달 후에 제2판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회비판연구소를

이끌던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의 의견이 일부 반영되어 1936년 2월에 제2

판이 완성된다. 제2판은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의 가장 포괄적인 버전

이자 핵심 개념들이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된 버전이다. (그러나 제2판은 실

종되었다가 뒤늦게 발견되어 1989년 출간된 벤야민 전집에 실리게 되면서 세

상에 알려진다.) 같은 해(1936년) 제2판을 프랑스어로 번역한 버전이 나온다.

이 번역은 벤야민이 다른 이의 도움을 받아 함께 작업하였고 그는 전체적으

로 이 작업에 만족하였다. 그런데 이 번역본이 최종 출판되면서 벤야민의 동

의 없이 사회비판연구소의 파리 지부에 의해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부

분이 수정된다. 가령 ‘사회주의’라는 단어 혹은 급진적인 미학을 통해 급진적

인 정치학을 주장하는 부분이 삭제된다. 벤야민은 이러한 수정에 반대했지만,

사회비판연구소가 민감한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기를 원했던 호르크하이

머는 수정된 번역본을 1936년 5월 『사회연구지』에 출판한다. 그리고 3년

뒤인 1939년에 최종 수정된 제3판이 나온다. 여기서 몇 가지 논의가 추가되

지만, 제2판에서 언급되었던 ‘제2기술’, ‘미메시스의 가상과 유희 계기’ 등의

내용들이 삭제되면서 전체적인 분량은 줄어든다. (최성만, 「선집2 해제」,

『선집2』, 19-20쪽 참조 및 하워드 아일런드, 마이클 제닝스, 『발터 벤야민

평전 : 위기의 삶, 위기의 비평』, 김정아 역, 글항아리, 2018, 680, 690-691쪽

참조.) 본 논문은 벤야민의 논의가 가장 풍부하게 전개된 제2판을 주 참고

저서로 하되, 제2판에는 없으나 제1판과 제3판에서 논의된 중요한 내용은 인

용한다. 이하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은 「기술복제」로 약칭한다.

2) GS Ⅶ/1, 351 ; 『선집2』, 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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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는 개념들을 제시하며 이를 ‘예술의 정치화’로 압축한다. 요컨대 그

는 영화의 존재론적 가치가 충분히 발현되면 파시즘의 ‘정치의 심미화’에

대응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혁명적 요구들’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기술복제」에서 예술매체와 정치의 관계는 무엇인가? 구체

적으로 「기술복제」에서 벤야민이 영화를 중심으로 논의한 새로운 예술

매체는 어떻게 ‘정치적 매체’가 될 수 있는가? 본 논문은 이를 해명하기

위해 벤야민의 정치와 매체 개념을 각각 밝히고 이들의 관계를 탐구한

다.

「기술복제」 관련 국내 연구는 주로 영화로 대표되는 예술의 매체성

을 「기술복제」 내에서, 혹은 사진과 같은 예술매체에 대한 논의 내에

서 밝히는 데 집중해 왔다.3) 최근에는 「기술복제」의 개념들을 매체를

넘어서 벤야민의 다른 저작들에서 논의된 다양한 개념들과 관련하여 분

석함으로써 그 개념들을 좀 더 풍부하게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4) 그럼

에도 불구하고, 벤야민이 「기술복제」에서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개념들

이 어떻게 그가 주장하는 ‘정치’와 연결되는지 충분히 해명되었다고 보기

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그의 저작들에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정치 관련 논의들을 모아 개념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영화라

는 매체를 읽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벤야민의 정치와 매체 개념을 적

극적으로 연결하려는 시도가 적었기 때문이다.5)

3) 지금까지 가장 집중적으로 다루어진 개념은 단연 ‘아우라’이다. 가령 윤미애,

「벤야민의 < 아우라 > 이론에 관한 연구」, 『독일문학』, 71권 3호, 1999.

; 심혜련, 「발터 벤야민의 아우라 개념에 관하여」, 『시대와 철학』, 121권

1호, 2001. 「기술복제」 전반을 다룬 논문으로는 최성만, 「기술과 예술의

열린 변증법: 발터 벤야민의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 읽기」, 『뷔히너

와 현대문학』, 32권, 2009.

4) 이러한 논문들은 주로 「기술복제」의 개념들과 벤야민 사유체계에서 핵심

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개념들과의 관계를 분석한다. 가령 윤미애, 「정치와

신학 사이에서 본 벤야민의 매체 이론」, 『카프카연구』, 19권, 2008. ; 김현

강, 「발터 벤야민의 사유에 나타난 주체, 이미지, 기술 사이의 관계」, 『인

문논총』, 69권 , 2013. ; 윤미애, 「종교적 전회와 벤야민의 매체이론」, 『브

레히트와 현대연극』, 31권, 2014. ; 김남시, 「발터 벤야민 예술론에서 기술

의 의미: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작품 」 다시 읽기」, 『미학』, 81권 2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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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이러한 시도가 적었던 이유는 벤야민의 정치 개념을 명시적

으로 정의하기가 매우 난해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1940)6)에서 압축된 그의 정치 개념은 「기술복제」보다 더욱

짧은 분량으로 매우 비의적이고 파편적으로 제시된다. 따라서 벤야민의

정치 개념을 그의 다른 저작들과 관련하여 해명하는 작업이 먼저 요구된

다.7) 이에 따라 본 논문은 벤야민의 정치 개념을 역사적 인식의 조건의

구체적인 면모를 파악할 수 있는 「프루스트의 이미지」(1929)와 일상에

서의 정치적 경험과 집단의 관계를 집약한 「초현실주의」(1929)를 배경

으로 탐구하는 것을 첫 번째 과제로 삼는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그가

5) ‘역사적 인식’으로 대표되는 벤야민의 정치 개념으로 ‘매체’를 읽은 대표적인

논문으로는 정의진, 「발터 벤야민의 역사 유물론적 문학예술론이 제기하는

예술과 정치성의 문제」, 『서강인문논총』, 40권, 2014. 그러나 이 논문에서

도 벤야민의 정치 개념은 서론에서만 간략하게 다루고 있으므로, 정치와 매

체의 관계를 충분히 다루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6) 이하 「역사철학」으로 약칭한다.

7) 「기술복제」가 대표하는 매체론과 달리, 「역사철학」이 대표하는 정치론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서 아직 충분히 논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벤야민이

「역사철학」에서 ‘역사적 인식’과 관련된 내용을 매우 파편적으로 짧게 제시

하고 있으므로, 그 인식이 어떻게 정치적 실천으로까지 나아가느냐에 대한

연구는 그의 다른 저작들을 참고해야 한다. 「역사철학」에 대한 국내 연구

로는 최성철, 「파국과 구원의 변증법: 발터 벤야민의 탈역사주의적 역사철

학」, 『서양사론』, 79권, 2003. ; 고지현, 「발터 벤야민의 역사주의 비판」,

『독일연구』, 10권, 2005가 있지만, 「역사철학」에서의 신학적 논의 또한

함께 다루고 있기 때문에 벤야민의 ‘정치’가 비의성을 떠나 현실세계와 어떻

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얻기는 어렵다. 본 논문은 벤

야민의 「역사철학」에 대한 논의가 정치적 실천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역사철학」에서의 과거와 현재의 ‘변증법적 이미지’가 「초현실주의」

(1929)의 ‘이미지-신체공간’에서의 대중의 형성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이

다. 이 후자를 강조한 논문으로는 강수미, 「인간학적 유물론과 예술의 생산

과 수용 – 발터 벤야민의 「초현실주의」를 중심으로」, 『미학』, 52권,

2007가 있지만, 본 논문이 중요하게 보는 정치와 역사의 변증법적 이미지의

관계에 관한 논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는 않다. 벤야민의 정치 개념을 가

장 잘 해명한 논문으로는 많은 국내외 연구자들이 다음을 지목한다. Uwe

Steiner, “The True Politician: Walter Benjamin's Concept of the Political”,

New German Critique, vol.83, 2001. 또한 최근에는 다음의 연구가 주목할

만하다. Alison Ross, “Walter Benjamin’s Idea of Revolution: The Fulfilled

Wish in Historical Perspective”, Cogent Arts & Humanitie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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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매체로서 파악한 영화의 가능성을 「기술복제」의 ‘정신분산’과 ‘유

희공간’ 개념을 중심으로 탐구하는 것이 본 논문의 두 번째 과제이다. 지

금까지 「기술복제」는 ‘아우라’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지

배적이었지만, 본 논문은 이러한 경향에서 더 나아가 벤야민이 영화의

본질적 속성으로 제시한 정신분산과 유희공간에 주목한다. 벤야민은 이

들을 영화 제작자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영화의 기술적

기반에 내재한 속성으로 보고 있다. 가령 영화에서 이미지들의 연속은

관객이 하나의 이미지에 몰입하지 못하게 만들어 그들의 주의력을 분산

시키고, 영화의 카메라와 몽타주를 통해 새롭게 그려지는 세계는 인간이

세계와 유희할 수 있는 무한한 상상력의 공간을 만들어준다. 본 논문은

「기술복제」를 다른 저작들과의 관계 속에서 탐구함으로써, 구체적으로

그들 개념이 벤야민의 정치 개념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밝힘으로

써 정치적 매체에 대한 좀 더 풍부한 이해를 얻고자 한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작업, 즉 벤야민의 개념 하나를 탐

구하지 않고 그의 개념‘들’의 관계 속에서 정치와 매체 개념을 탐구하는

작업이 필요한 걸까? 이는 벤야민의 철학연구 방식 때문이다. 그의 철학

연구는 기존의 철학연구 방식인 개념들을 중심으로 한 논증적 글쓰기로

진행되기보다, ‘성좌’라는 이미지적인 사유를 중심으로 하는 산문적 글쓰

기로 진행된다. 이는 일종의 모자이크적인 사유 방법으로서, 수많은 각양각

색의 유리타일들로 모자이크라는 전체의 이미지를 구성하고 드러내듯이, 어떤

현상을 사유파편들로 분할하고 그러한 파편들을 성좌라는 총체적 이미지로

구성하여 그 현상의 진면목을 드러내는 연구 방식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벤

야민의 철학연구는 현상을 추상한 개념 중심의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방식으

로 진행되기보다, 현상의 구체적인 것들을 탐구하고 담아내는 이미지 중심의

파편적인 글쓰기로 진행된다. 이처럼 현상에 집중한 결과로 산출된 사유파편

은 그가 어떤 현상에 대해 파악한 바를 기록한 수많은 글이며, 그가 어떤 현

상을 결정화한 ‘개념’8)들, 즉 정치와 매체 개념뿐만 아니라 이들 개념의 성좌

8) 이 개념은 이성적 인식이 행하듯 현상의 구체성을 버리고 통일된 보편성으

로 ‘추상’한 결과라기보다, 오히려 현상 그 자체에 집중하며 현상이 드러내는

다양한 구체성들을 ‘구별’한 결과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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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루는 다른 개념들 또한 포함한다. 따라서 그의 개념을 이해하려 할

때, 우리는 그 개념과 연결망을 이루는 다른 개념들을 함께 고찰해야 그

가 말하고자 하는 바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정치적 매체로

서의 영화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개념들을 함께 고찰하

는 ‘이미지적인 사유’가 중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벤야민의 정치와 매체 개념을 차례로 다루고, 이 개념들

의 연결망을 구성한다. 가장 먼저 Ⅰ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벤야민의 정치와 매

체를 논하기 이전에, 그의 철학의 근간이 되는 미학적 사유와 그 기반을 이루

는 ‘현시’와 ‘성좌’ 개념을 예비적 고찰로 다룬다. 이를 통해 현상을 이루는 요

소들을 구별하고, 이 요소들을 성좌로 구성하여 그 현상의 진면목을 드러내는

벤야민의 미학적 사유의 토대를 확인한다. 이 작업은 그의 정치와 매체 개념

각각의 구조와 그 둘이 어떻게 긴밀히 연결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중요

한 인식론적 기반을 제공해 준다.

Ⅱ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벤야민의 정치 개념을 다룬다. 그의 정치 개념은 역

사관에 기반을 둔다. 그는 당대에 지배적이었던 진보사관과 실증사관을 비판

하고, 역사의 ‘정지’와 과거와 현재의 ‘구성’에 기초한 새로운 역사관을 제시한

다. 그의 정치 개념에서 역사가 중요한 이유는, 그가 보기에 현재의 새로운

가능성은 현재를 과거와의 관계 속에서 파악할 때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에게 정치의 과제는 과거와 현재의 ‘변증법적 이미지’를 구성하는 것임과

동시에,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정신이 현존’한 대중을 형성하는 것이다. 다시 말

해 그의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단적

행동보다, 좀 더 근원적으로 과거와 현재의 구성적 관계 속에서 현실의 새로

운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는 대중의 형성이다. 그는 이러한 정치적 과제를 해

결할 가능성을 예술(기술)매체, 구체적으로는 영화에서 보고 있다.

새로운 기술인 복제기술과 광학, 편집기술로 탄생한 예술매체인 영화는 벤

야민이 생각하는 정치를 현실에서 구현할 가능성을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그의 생각은 예술매체를 정치의 도구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본질적으로 내재된 정치적 가능성을 발현하려는 시도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영화라는 예술매체의 성질 그 자체를 순수하게 발현하는 것이 곧 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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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민이 말하는 정치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벤야민은

「기술복제」에서 몇 가지 새로운 개념들을 제시하는데, 그는 이 개념들

을 통해 당대에 득세하던 파시즘에 대응하고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상

호 유희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Ⅲ장에서는

앞서 Ⅱ장에서 분석한 그의 정치 개념을 배경으로 영화의 정치적 가능성을

설명하는 개념들인 ‘정신분산’과 ‘유희공간’을 탐구한다. 이 개념들이 어떻

게 벤야민이 말하는 역사적 인식과 정치적 실천에 연결되는지를 살펴보

기 위해, 「기술복제」에서 파편적으로 제시된 두 개념을 그의 다른 저

작에서 등장한 개념들과의 연결망을 구성함으로써 좀 더 풍부하게 이해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본 논문은 ‘정신분산’과 ‘유희공간’이 각

각 정치에서의 ‘정신의 현존’, 그리고 ‘이미지-신체공간’과 성좌를 이루며,

이 관계가 벤야민이 말하는 ‘예술의 정치화’의 근간을 이룸을 주장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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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예비적 고찰: 벤야민의 미학

본격적으로 벤야민의 정치와 매체 개념에 관한 탐구를 시작하기 전에,

그가 어떻게 세계를 지각하고 사유하는지를 그의 인식론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벤야민의 인식론에 대한 논의는 그의 사상 초기에 ‘경험’

개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경험은 단편 「지각에 관하여」(1917)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되는데, 여기서 벤야민은 칸트가 “경험과 경험의

인식 개념을 혼동”9)하였다고 주장한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칸트가 경험

에 독자적 인식의 영역을 부여하지 않고, 그것을 단지 개념적 인식을 위

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비판에 기인한다. 벤야민은 ‘경험’은 “직접적이

고 자연적인 개념”이고, ‘경험의 인식’은 “인식 맥락에서의 경험 개념”이

며, 이 둘은 반드시 구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10) 그가 ‘경험’과 ‘경험

의 인식’을 구별하는 이유는, 그가 부각시키고자 하는 ‘경험’을 전통적인

경험 개념에서 분리하기 위함이다. 그는 경험을 이성적 인식을 위한 감

각재료를 제공하는 수단(Mittel)이 아니(un)라 주장하며, 경험의 ‘직접성

(Unmittelbarkeit)’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그는 경험에 독자적인 인식능

력이 부여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칸트에게서 “형이상학과

경험의 분리가, 즉 칸트 자신의 용어로 순수 인식에서 경험의 분리가 진

행되었다.”11) 그가 보기에 칸트를 포함한 계몽주의자들은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 이성적 인식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을 단지 이성적 인식을 위해

봉사하는 직관으로 축소함으로써, 경험 개념을 ‘공허’한 것으로 만들었

다.12) 그에 따르면 “이 [공허한] 경험은 세계에 대한 가장 낮은 곳에 있

는 경험들 혹은 직관들 중 하나이며, [···] 최소치로 축소된 경험”이다.13)

벤야민의 이러한 생각은 1년 후에 쓰인 「미래 철학의 프로그램에 대

하여」(1918)로 이어지는데, 여기서 그는 “새로운 인식 개념을 만들어내

9) GS Ⅵ, 36.

10) GS Ⅵ, 34.

11) GS Ⅵ, 34.

12) GS Ⅵ, 34, 37.

13) GS Ⅱ/1, 159 ; 『선집6』, 1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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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세계에 대한 새로운 표상을 만들어내는”14) 것이 미래 철학의 유일한

과제라 주장한다. 그가 말하는 새로운 인식은 개념으로의 수렴 없이 그

자체로 현상을 인식하는 일종의 ‘이미지적인 인식’에 가깝다. 따라서 이

인식은 종교와 같은 신비적 경험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광범위한 영역을

지닌다. 벤야민이 인식의 성질을 의미할 때 자주 사용하는 ‘이미지’는 우

리가 시각적으로 지각하는 사물의 형체인 ‘상(像)’을 의미하는 것이라기

보다, 하나의 개념으로 환원되기 어려운 현상의 다양한 면모를 직접적으

로 지칭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벤야민의 ‘이미지적 인식’은

경험을 모두 개념적이고 기호적인 것으로 환원시키려는 것에 대한 거부

이며, 이는 곧 대상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대상을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주체 중심의 근대적 인식에 대한 거부이다. 벤야민은 “인식에서 객체와

주체의 개념과 관련하여 완전한 중립성을 띠는 영역을 찾아내는 것이 미

래 인식론의 과제”15)라고 강조하며, 이를 “새로운 인식 개념”이자 “새로

운 경험 개념”16)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그가 새롭게 제시하는 경험 개

념은 인식에 있어서 객체와 주체의 경계가 모호한, 즉 인식 대상으로서

의 객체와 인식 주체가 함께 작용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벤야민에게

진리의 인식은 인식주체가 진리를 의도적으로, 규정적으로 인식하는 것

이 아니라, 마치 깨달음과 같이 순간적으로 스치는 진리를 빠르게 붙잡

는 행위에 가깝다.17)

이 경험에 대한 진전된 논의는 「인식비판적 서론」(1928)18)에서 전개

되는데, 벤야민은 여기서 경험을 어떻게 철학적 사유로 전환할 수 있는

14) GS Ⅱ/1, 160 ; 『선집6』, 104쪽.

15) GS Ⅱ/1, 163 ; 『선집6』, 107쪽.

16) GS Ⅱ/1, 163 ; 『선집6』, 108쪽.

17) 아래의 Ⅱ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벤야민의 경험 개념은

그의 정치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역사적 인식의 기반이 된다.

18) 「인식비판적 서론」은 벤야민이 교수자격논문으로 작성한 『독일 비애극

의 원천』의 연구 방법론을 설명한 서론이다. (「인식비판적 서론」은 『독

일 비애극의 원천』이 1925년에 프랑크푸르트대학에 제출될 때에는 없었고,

1928년에 출판될 때 추가된다.) 「인식비판적 서론」의 내용은 벤야민 사유

의 기반이 되는 인식론을 담고 있기에 중요하다. 이하 「인식비판」으로 약

칭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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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대해 탐구한다. 이러한 탐구는 ‘현시(Darstellung)’19)와 ‘성좌’20) 개

념에서 절정에 이른다. 현시는 벤야민의 철학함의 바탕을 이루는 사유,

인식, 글쓰기의 방법론이며, 그 형식은 성좌에 기초한다. 말하자면 현시

는 벤야민의 철학함의 방법론이고, 이를 위한 인식과 구성에 관련된 형

식이 성좌이기에, 이 둘을 분리하여 생각하기는 어렵다. 벤야민의 미학적

사유 방법론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현시는 ‘눈앞에 있는 것,

심적이고 신체적으로 가까운 것’이라는 접두사 ‘da’와 ‘세움, 배치, 배열’

이라는 의미의 ‘Stellung’이 결합하여 어떤 사태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일

을 의미한다.21) 벤야민은 「인식비판적 서론」에서 현시를 개념적 사유

와 이미지적 사유의 중간에 있는 것으로 설명한다. 즉 현시를 다루는

“철학자는 연구자(Forscher)와 [이미지를 다루는] 예술가 사이에서 고양

된 중심을 획득한다.”22) 이는 철학자가 자기 생각의 흐름을 의도적으로

19) Darstellung은 국내에서는 ‘재현’(최성만, 김유동), ‘서술’(하선규, 최문규, 강

수미, 조만영), ‘제시’(조만영-‘서술’과 병행) 등으로도 번역되고 있고, 영어권

에서는 이를 주로 representation(John Osborne, Sigrid Weigel, David S.

Ferris)으로 번역하고 있고, 간혹 representation의 접두어 re-를 거부하고

presentation(Eli Friedlander, Hans-Jost Frey)으로만 번역하기도 한다. 국내

에서는 ‘서술’로 가장 많이 번역되고 있지만, ‘서술’은 기본적으로 구술 혹은

문자와 관련된 것으로서, 단일한 시간성을 전제로 하고 있고 필연적으로 언

어와 관련된다. 물론 벤야민에게 있어서 ‘언어’는 이미지적인 성격이 강하지

만, 국어에서 ‘서술’이라는 단어는 구술-문자의 어감과 논리적인 의미가 강하

다. 이와는 달리 벤야민이 말하는 Darstellung은 ‘사태 자체를 성좌 형식으로

선명히 드러내 보인다.’라는 의미에서, 시각과 감각, 복합적인 시간성, 총체적

이고 수평적인 인지와 관련된다. 따라서 필자는 이러한 의미를 가장 잘 드러

낼 수 있는 단어로 ‘드러내 보이다’라는 의미를 지닌 ‘현시(顯示)’를 사용하도

록 하겠다.

20) 「인식비판적 서론」에서 벤야민은 성좌를 Konstellation와 Konfiguration

두 가지 단어로 쓰고 있다. 벤야민은 이 둘을 특별히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

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전자는 별(stella)이 모인(Kon) 별자리(성좌) 그 자체

를 의미하고, 후자는 어떤 것들이 함께 모인(Kon) 형상(Figur)을 의미한다.

국내에서 최성만은 전자에 힘을 실어 둘을 모두 ‘성좌’로, 최문규는 후자에

힘을 실어 ‘형세’로 번역하고 있다. 본고는 이 둘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성

좌’를 사용하겠다.

21) 하선규, 「벤야민의 역사철학적 이념론과 예술철학에 대한 시론(試論): 『비

애극서』의 「인식비판 서문」을 중심으로」, 『미학예술학연구』, 28권,

2008, 253쪽 참조.

22) GS Ⅰ/1, 208 ; 『독일 비애극의 원천』, 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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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하는 가운데 사태 자체에 끊임없이 집중하며, 그 사태를 ‘성좌적 형

식’으로 우리 앞에서 생생하게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 벤야민에 따르면

현시의 대상은 이념이며, 이념의 현시는 이성적 인식이 행하듯 인식 주체인

인간이 자신의 의도에 따라 대상에 대한 사유를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도의 부단한 진행을 포기”하고 사유를 “끈기 있게 항상 새

로이 시작하며 사태 자체로 집요하게 돌아간다.”23) 이 사태로 집요하게 돌아

가는 태도를 우리는 자의적으로 대상을 규정해버리는 근대적 인식과 달리, 사

태의 다양한 면모를 직접 경험하려 하므로 감성에 머무르려는 태도라 볼 수

있다. 여기서 근대철학의 소산인 인식에서의 주체중심주의 벗어나, 주체와 인

식 대상인 객체의 중간 항에 인식을 위치시키려는 그의 시도를 확인할 수 있

다. 앞서 확인했듯이 벤야민은 인식에서 주체와 객체의 중립성의 영역을 찾아

내는 것이 인식론의 과제로 삼는다. 현시가 바로 이 중립성의 영역에 위치한

다. 현시는 사유의 인과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에서 추출한 사유파편

들의 불연속적인 배열 속에서 성좌적인 형식으로서 드러나는 이념을 인식하

도록 한다.24) 이러한 이념을 통해 사태가 스스로 드러내는 진리25)를 벤야민

은 “앞서 주어진 것(Vorgegebenes)”26)이라 말하는데, 이는 진리는 인식 주체

23) GS Ⅰ/1, 208 ; 『독일 비애극의 원천』, 37쪽.

24) Hans-Jost Frey, “On Presentation in Benjamin”, Walter Benjamin:

Theoretical Questions, ed. David S. Ferris,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6, p. 144. 여기서 프레이는 이러한 사유파편들의 불연속성의 관계가 무엇

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미메시스 능력의 비감각적 유사성이라 말한다.

즉 어떤 현상의 사유파편들은 일견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고, 이들을 성좌의

형식으로 총체적으로 고찰 했을 때야 비로소 그들의 관계를 이미지적으로 파

악할 수 있을 뿐이다. 가령 대표적인 현시의 작업이라 볼 수 있는 『파사

주』를 이루는 수많은 사유파편들(메모들)에서 명확한 관련성을 찾거나 인과

적 연속성을 기대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이들은 서로 19세기 파리에 잠

재된 이념을 드러낸다는 점에서는 유사성을 이룬다.

25) 벤야민은 ‘진리’와 ‘이념’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현시된 이념들의

윤무 속에서 현재화되는 진리는 어떠한 종류의 인식영역으로의 투사로부터

벗어나 있다.” GS Ⅰ/1, 209 ; 『독일 비애극의 원천』, 39쪽. 즉 진리는 현시

된 이념들의 형식에서 순간적으로 드러나는, 일종의 ‘깨달음’으로만 드러난다.

이러한 진리의 순간적인 드러남은 벤야민 중후기의 역사철학적 사유에서 ‘각

성(Erwachen)’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보인다. ‘각성’에 대한 논의는 아래의 Ⅱ

장을 참조.

26) GS Ⅰ/1, 210 ; 『독일 비애극의 원천』, 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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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식에 대상으로서 주어져 있음, 즉 진리의 소여성(Gegebenheit)을 의미하

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모든 의도적인 인식작용 이전에, 모든 의도의 지향성

을 벗어나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말이다.27) 따라서 벤야민에게 진정한 인

식은 섬광과 같이 다가오는 순간적인 깨달음과 유사하다.28) 벤야민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유는, 그가 보기에 진리는 개념으로 붙잡아 ‘소유’할 수 있는,

즉 인식 주체가 ‘부여’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칸트 인식론에서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회, 즉 객체에 대한 인식 주체의 우위를 비판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진리를 개념으로서, 대상으로서 소유할 수 없고, 단지 그 출현

을 모든 개념적 활동에 앞서, 주체의 모든 의도성과 지향성이 최대한 배제된

상태에서 감성적인 경험의 형식으로 인식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현시에서의 주체는 그 인식이 감성적이라 하여 자신의 감각이나 직

관에만 의존하는 수동적인 존재만은 아니다. 현시의 통일성이 개념적이거나

형식적인 통일성이 아니라는 말을 지성이 현시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다는 말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현시에서는 이념을 드러내기 위해 현상을 분

석하는 주체의 역할이 중요한데, 여기서 주체는 어느 정도 개념과 관련된 지

성적 작업 또한 수행한다. 그러나 현시에서의 지성은 이성적 인식에서의 지성

의 역할, 그러니까 현상들의 통일성을 발견하여 개념으로 포섭하고 통일되기

어려운 구체성을 버리는 추상의 역할과는 다른 활동을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

면 벤야민이 새롭게 설정하는 지성의 역할은 현상의 고유성을 발견하고 이를

구체화하여 다른 현상들과 ‘구별’하는 작업을 행하는 것과 관련된다. 벤야민에

따르면 현상을 “요소들로 해체하는 일을 수행하는 것이 개념들”29)이다. 그는

「인식비판」에서 이 ‘개념’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앞서 말했듯이 여

기서의 개념을 우리는 지성의 활동으로 보아야 한다. 이 지성은 일종의 매개

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구체적으로는 현상을 이념의 성좌를 이룰 수 있는 요

27) 하선규, Ibid., 249쪽.

28) 이러한 인식의 특성은 벤야민의 정치의 핵심을 이루는 역사적 인식에 그대

로 적용된다. 벤야민은 역사적 인식의 대상인 진정한 과거는 “단지 그것이

인식 가능성의 그 순간에 번쩍이는 이미지로서만 붙잡을 수 있다.”고 주장한

다. GS Ⅰ/2, 695 ; 『선집5』, 333쪽. 이에 대해서는 Ⅱ장에서 자세히 논하

도록 하겠다.

29) GS Ⅰ/1, 213 ; 『독일 비애극의 원천』, 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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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인, 사유파편이라 말할 수 있는 ‘극단(Extrem)’30)으로 만드는 일이 그것이

다. 벤야민은 이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현상들은 분할되어 진리의 진

정한 통일성에 참여하기 위해 [이성적 개념에 종속되었던] 자신의 거짓된 통

일성을 벗어 던진다. 현상은 이렇게 분할된다는 점에서 개념들에 종속된다

.”31)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개념들에 종속”에서의 이 ‘개념’은

현상을 추상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개념’은 앞서 말할 지성의 활동,

즉 현상의 세세한 부분을 구별한 결과이다. 즉 현상이 “거짓된 통일성을 벗어

던지고” “분할”된다는 것은, 현상을 이루는 구체적인 요소들이 사유파편들로

분할됨을 의미한다. 정리하자면, 전통적으로 지성은 복수의 현상들에게서 보

편성을 찾고, 공통분모가 아닌 것들, 즉 각 현상의 고유한 개별성들을 버리는

추상의 작업을 수행하지만, 벤야민이 재정의하는 지성은 오히려 현상을 묶고

있던 보편성을 폐기하고 각 현상의 고유한 개별성들을 찾아 나누고 구별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사실 모든 현상은 각자 자신만의 고유성을 지니고 있기에,

벤야민의 개념 작업은 각 현상의 고유한 진면목을 드러내는 작업이라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작업을 통해 결정화된 현상은 ‘극단’이 된다. 현상들은 지성의

역할로 추상된 통일성을 벗고, 자신의 참된 의미를 드러낼 수 있는 더욱 세분

화되고 명료화된 극단들이 되어 이념의 성좌에 참여하게 된다.32) 요컨대 지성

은 “현상들을 분할”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어떤 의미를 드러낼 수 있도록 “동

시에 구제”33)하여, 그들이 이념의 존재에 참여하도록 하는 두 과제를 함께 수

행한다.

이러한 구제의 형식, 현상을 극단들로 분할하여 이들이 이념을 드러낼 수

있도록 배열하는 형식이 바로 성좌이다. 성좌는 말 그대로 밤하늘의 북두칠성

과 같이 극단(별)들이 모여 어떤 총체적 이미지(별자리)를 이루는 형식을 의

30) 여기서 ‘극단’은 어떤 강도의 극한이나 평균을 벗어난 예외적 현상을 의미하

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이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상성’(즉 개념이

라는 통일성)을 벗어나 자신의 본질에 대한 의미가 더욱 명료해질 수 있는

상태로 거듭난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선규(2008), Ibid., 257쪽 참고.

31) GS Ⅰ/1, 213 ; 『독일 비애극의 원천』, 44쪽.

32) Eli Friedlander, Walter Benjamin : A Philosophical Portrait, Harvard

University, 2012, p. 41.

33) GS Ⅰ/1, 215 ; 『독일 비애극의 원천』, 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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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다. 벤야민이 성좌를 언급할 때 강조하는 것은 별들이 별자리라는 배열로

용해되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 독립적으로 자신의 존재성을 유지하면

서도, 그들의 우연한 배열이 성좌라는 이미지로서 드러난다는 것이다. 이 별

들은 얼마든지 다른 별들과 우연히 조화를 이루어 다른 별자리로 드러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연’은 그것들이 아무렇게나 혼란스럽게 배열됨을 뜻

하는 것은 아니라, 그 배열이 인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벤야

민이 지적했듯이, “혼란을 묘사하는 것과 혼란된 묘사는 다르다.”34) 현시에서

는 사태 자체로 돌아가려는 끊임없는 ‘노력’ 하에, 이념적 성좌를 모색하며 그

러한 사태를 세밀하게 인식하고 분류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35) 이러한 작업

에서 드러나는 이념을 인식하고 현시하는 일, 이것이 그의 미학으로서의 철학

이고 그가 평생 공들인 작업이다. 그의 작업은 개념적 추상과 통일을 지양하

고, 끊임없이 현상, 사태, 사물을 경험하고 분류한다는 점에서 감성론적이다.

이러한 현시를 벤야민이 직접 보인 대표적 작업이 바로 『파사주 프로젝

트』(1927-1940)36)이다. 『파사주』에서 그는 19세기의 산업문화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이에 대한 매우 방대한 양의 메모, 인용문, 논평이라는 극단들을 모

은 성좌를 구상한다. 그러나 실제로 『파사주』라는 책은 벤야민 생전에 존재

하지 않았다. 이 작업은 완결되지 못하였고 『파사주』라는 묶음은 벤야민 사

후에 다른 이에 의해 진행된 수집 및 분류 작업이었다. 벤야민은 단지 천 쪽

34) 『파사주』, [J56a,7]

35) 하선규(2008), Ibid., 257쪽.

36) 이하 『파사주』로 약칭한다. 김혜신에 따르면 ‘파사주(passage)’와 ‘아케이

드(arcade)’는 구분되어야 한다. 그에 따르면 파사주는 19세기 전반에 파리에

서 유행하였고 주로 좁은 통로들과 그 통로를 덮는 유리천장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파사주는 19세기 후반에 낙후된 공간으로 잊혀간다. 이를 대체하

는 것으로 등장한 것이 아케이드인데, 아케이드는 정부의 계획 아래에 건설

되어 큰 대로변에 화려한 석조 건물들로 세워지고 유리천정이 사라지는 특징

을 보인다. 벤야민이 ‘파사주’라 칭한 것은 벤야민 당대에 이미 폐허로 사라

져가던 것이고, “일시적인 유행이 지배하는 모더니티의 세계 속에서 오늘날

의 파사주의 폐허는 내일의 아케이드의 폐허를 예고해주고, 반대로 아케이드

의 최신 시각상은 과거 파사주의 최초 판타스마고리아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벤야민의 논의에 따라, 이 글에서 또한 영미권의 번역어인 ‘아케이드’보다 ‘파

사주’를 사용한다. 김혜신, 「파리 건축과 시각문화의 모더니티에 대한 역사

적 소고」, 『역사와경계』, 79권, 2011, 299-3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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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방대한 사유파편들을 남겼을 뿐이며, 편집자가 이들을 모아 『파사

주』라는 이름을 붙여 책으로 구성하였다.37) 『파사주』를 구성하는 글들은

단추와 같은 사소한 사물에서부터, 도박, 창녀 등의 사회문화, 보들레르 등의

문학에 이르기까지 19세기의 다양한 현상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기록한 메모

들이다. 이러한 현상을 구별하고 구체화하여 분석하는 작업이 벤야민이 말하

는 ‘개념’ 작업이다. 이 단편들은 불연속적이고 파편적이기에, 단지 다른 글들

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그러한 현시의 작업을 통해 구성하려는 성좌가 무엇

인지를 가늠할 수 있을 뿐이다. 그는 이 작업을 통해 당대에 19세기의 문화적

현상들의 파편들을 발굴, 수집, 구성함으로써 과거에 내재된 혁명적 에너지를

찾아내고자 하였다.38) 벅 모스(Susan Buck-Morss)는 하나의 서사적 틀에

서 『파사주』를 파악하려는 시도는 실패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즉 우리가 미

완의 『파사주』를 이해 혹은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 논증적인 방법으로 접근

하기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다. 그녀에 따르면 『파사주』에 중요한 방향성

을 제공하는 것은 “벤야민의 정치적 관심”이다.39) 그러니까 벤야민의 정치적

관심이 『파사주』의 방대한 메모들을 하나의 저작으로서 묶을 수 있는 중요

한 방향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이는 벤야민이 『파

사주』를 정치적 목적에서 서술(현시)한 것이라는 점을 말해 준다. 그렇다면

그의 정치 개념은 무엇일까?

37) 편집자가 ‘파사주 프로젝트(Passagenwerk)’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는 벤야민

이 이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편지들에서 직접 그 제목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Passagen은 Passage의 복수형이다.

38) 강수미, 『아이스테시스: 발테 벤야민과 사유하는 미학』, 글항아리, 2011,

123-124쪽.

39) Susan Buck-Morss, The Dialectics of Seeing : Walter Benjamin and the

Arcades Project, MIT Press, 1989, p. 54 ; 김정아 역, 『발터 벤야민과 아

케이드 프로젝트』, 문학동네, 2004, 79-80쪽.



- 15 -

Ⅱ. 정치와 변증법적 이미지

이 장에서는 벤야민의 정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 벤야민 후기 사유의

정수가 담긴 「역사철학」(1940)을 중심으로 다른 저작들을 탐구한다.

벤야민이 「역사철학」을 쓴 1940년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시

기였다. 스탈린과 불가침조약을 맺고 제2차 세계대전을 발발한 히틀러의

세력은 유럽 전체로 확장되었고, 유대인이었던 벤야민은 미국으로 망명

하기 위해 도망 중이었다. 이 시기에 작성된 「역사철학」에는 혁명과

투쟁 같은 강한 어조의 정치적 단어가 등장한다.

그런데 「역사철학」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 개념, 즉

이상적인 사회를 제시하고 그를 위한 현실에서의 구체적 행동을 지시하

는 목적론적 논의를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벤야민이 「역사철학」에서

주장하는 혁명과 투쟁의 대상은 무엇인가? 물론 그 대상은 파시즘이지

만, 벤야민이 「역사철학」에서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기존의 역사관, 즉

진보사관과 실증사관을 거부하고 역사를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

다. 그러니까 그는 파시즘의 등장을 막지 못한 이유를 기존의 역사관에

서 찾고, 그러한 역사들을 ‘정지’시키고 새로운 역사를 ‘구성’해야 함을

강조한다. 벤야민은 역사를 새롭게 구성함으로써 “파시즘에 투쟁하는 우

리의 입지가 개선될 것”이라 주장한다. 이는 당대에 파시즘에 투쟁하던

정당인 사회민주당이 “역사적 규범으로서의 진보라는 이름으로 파시즘에

대처하기 때문”40)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의 진단에 기인한다. 그

는 역사를 새롭게 인식함으로써 현실 투쟁의 “강력한 힘”41)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역사를 어떻게 인식해야 한다는 것인가? 그는 “자신의 시대

가 과거의 특정한 시대와 함께 등장하는 성좌를 포착”42)해야 한다고 주장한

다. 여기서도 어김없이 등장하는 벤야민의 성좌 개념은 앞서 Ⅰ장에서 살펴

40) GS Ⅰ/2, 697 ; 『선집5』, 337쪽.

41) GS Ⅰ/2, 700 ; 『선집5』, 343쪽.

42) GS Ⅰ/2, 704 ; 『선집5』, 3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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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듯이, 인식 주체의 의도에 따라 대상을 개념적으로 포섭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인식 주체에게 드러내 보이는 바를 현시하는 것과 긴밀하게 연관된다.

따라서 벤야민이 주장하는 역사적 인식은 현재와 과거의 새로운 관계가 드러

내는 이미지를 인식하는 것과 연관되며, 이것이 바로 그의 정치 개념에서 중

요한 위치를 점하는 역사의 ‘변증법적 이미지’이다. 다시 말해 벤야민의 역사

적 인식에서 “과거가 지금에 대해 갖는 관계는 변증법적인 것”이며, 그

것은 인과적 진보로서의 “시간적인 성질이 아니라 이미지적 성질의 관

계”43)를 지닌다. 변증법적 이미지가 ‘이미지’인 이유는, 과거가 미래로 나

아가기 위한 진보로 용해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있었던 것들(das

Gewesene)’44)이 현재와의 관계 속에서 혁명을 위한 내용과 에너지로서 인식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변증법적 이미지는 단지 이성적 개념으로 환원되지

않는, 현재와 과거의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 내는 역동성을 지닌다. 이러한 맥

락에서 왜 벤야민이 변증법적 이미지에서 “혁명적 기회의 신호를 인식”45)

한다고 말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변증법적 이미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치적

행위와 연결된다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이 장은 이에 답하기 위해,

먼저 벤야민이 주장하는 역사적 인식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역사적 인식

을 가능하게 하는 깨어 있는 상태인 ‘정신의 현존’을 살펴본다. 그리고 그 인

식을 통해 대중이 형성될 수 있는 ‘이미지-신체공간’을 탐구함으로써 벤야민

의 정치가 작동하는 노선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이 장은 벤야민

의 정치 개념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역사적 인식이 정치적 실천의

중요한 기반이 됨을, 그리고 그 인식의 대상인 변증법적 이미지가 곧 정치적

역량을 지닌 대중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됨을 주장할 것이다.

43) 『파사주』, [N3,1]

44) 벤야민은 역사적 인식의 대상을 ‘있었던 것들’이라 자주 언급하는데, 그 이

유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아래의 1.2절에서 하겠다.

45) GS Ⅰ/2, 703 ; 『선집5』, 348쪽.



- 17 -

1. 역사적 인식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회

벤야민은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회”46)가 이루어져

야 함을 주장한다. 그는 과거를 진보의 관점에서 바라보거나 현재와 유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과거가 함께 만들어내는 이미지를 인식

할 것을 요구한다. 이 요구는 “정치가 역사보다 우위”47)에 있다는 그의 생

각에 기인한다. 즉 그는 역사를 정치적 추동력을 얻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역사철학」에서 그는 대중에게서 혁명의 기회를 빼앗아

가는 기존의 역사관을 강하게 비판하는데, 그 비판 대상은 진보사관과 실증사

관이다. 이제 벤야민이 두 사관을 비판하는 근거를 확인하고, 그가 주장하는

역사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자.

1.1. 역사의 정지

「역사철학」에서 진보사관을 비판하는 벤야민의 화살은 독일의 사회

민주주의48)를 향한다. 벤야민이 보기에 사민주의자들은 순응주의

(Konformismus)에 빠져 있었는데, 그들은 혁명을 포기하고 기존의 체제,

46) 『파사주』, [K1,2]

47) 『파사주』, [K1,2]

48) 이하 사민주의로 약칭한다. 사민주의는 1875년 독일 고타에서 마르크스주의

자들에 의해서 독일사회주의노동당으로 출범한다. 이들은 1890년 독일사회민

주당으로 명칭을 바꾸고 공식적으로 합법화 되고 1912년에 전체 의석의 약

1/3을 차지한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으로 경제가 악화되자 지지기반을 잃

어가다가 1929년 대공황의 여파로 당의 동력을 크게 잃는다. 결국 이들은

1933년에 선거에서 국가사회주의독일노동자당(나치스)에 크게 패하고, 같은

해 나치에 의해 정당 활동이 금지된다. 이들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다시 정당 활동을 재개하지만, 벤야민은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다음 해

(1940년)에 세상을 떠났으므로, 사회민주당의 부활은 보지 못하였다. (『두산

백과』 ‘독일사회민주당’ 참조.) 벤야민은 이들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처

음부터 사민주의에게 있었던 순응주의는 그들의 정치적인 전략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경제적 관점들에도 연관되어 있다. 이는 결국 그들 당이 붕괴하게 된

원인 중의 하나이다. 자신들이 물결을 타고 간다는 생각만큼 독일 노동자 계

급을 타락시킨 것은 없다.” GS Ⅰ/2, 698 ; 『선집5』, 3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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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자본주의의 발전에 편승하려 하였다. 사민주의는 정치와 경제 관점에

서 기존 체제에 순응적이었으며, 이 순응이 대중에게서 혁명의 기회를

빼앗아 갔다고 벤야민은 보고 있다. 사민주의가 정치적 전략에서 체제

순응적이라는 것은 그들의 국가관에서 드러난다. 사민주의의 정치적 전

략은 그들이 1875년에 독일 사회주의 노동자당으로 출범할 때 내세운

‘고타 강령’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전독일노동자협회’를 이끌

던 라살레(Ferdinand Lassalle)의 입장이 다수 반영되었다.49) 라살레는

헤겔의 국가관을 지지하는 입장에 있었다. 헤겔은 국가를 가족과 시민사

회를 지양한 인륜의 완전한 현실태로 보았으며, 개인은 국가 안에서 비

로소 자유를 누릴 수 있기에, 국가가 없는 개인에게 자유란 있을 수 없

다고 주장했다.50) 라살레도 이와 유사한 입장에서 자유로운 사회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함을 주장한다. 따라서 고타 강령은 국가를

전복하는 ‘혁명(Revolution)’이 아닌 기존의 체제에 순응하면서 사회를

변화시켜 나아가는 ‘개혁(Reform)’의 노선으로 나아간다. 그들의 개혁적

입장은 달리 말해 부르주아 지배체제 안에서의 변화라 할 수 있으며, 따

라서 필연적으로 부르주아 정당과의 협조를 요청한다.51)

사민주의가 경제적 관점에서 순응적이라는 것은 그들의 노동 개념에서

드러난다. 벤야민에 따르면 고타 강령은 “노동을 모든 부와 모든 문화의

원천”52)이라고 말하며 노동자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었다. 이러한

49) 마토바 아키히로 외, 『맑스사전』, 오석철 외 역, 도서출판b, 2011, ‘고타 강

령’. 마르크스는 고타 강령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고타 강령 초안 비판」

을 그들에게 보냈지만 반영되지는 않았다.

50) 강성화, 『헤겔 『법철학』』,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3, 14쪽.

51) 박호성, 『사민주의의 역사와 전망』, 책세상, 2005, 116쪽. 마르크스 또한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생산관계와 소유관계의 모순이 극대화되어 필연적

으로 혁명이 등장할 것이고, 이 혁명으로 인해 자본주의가 종결되고 공산주

의가 도래할 것이라 보았다. 이러한 점에서 마르크스 또한 진보를 통해 혁명

이 발생한다는 견해를, 즉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이 극에 달하면 혁명이 등장

할 것이라는 진보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벤야민은 이러한 역사의 진보를

정지할 것을 요구한다. “마르크스는 혁명이 세계사의 기관차라고 말했다. 그

러나 어쩌면 사정은 그와는 아주 다를지 모른다. 아마 혁명은 이 기차를 타

고 여행하는 사람들이 잡아당기는 비상 브레이크일 것이다.” GS Ⅰ/2, 1232 ;

『선집5』, 3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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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은 더욱 확산되어 디츠겐(Joseph Dietzgen)은 “노동은 새 시대의 구

세주”이며 “노동의 개선에서 지금까지 그 어떤 구세주도 이룰 수 없었던

것을 이룰 수 있는 부가 생겨날 것”53)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동의

개선, 즉 기술의 발전에 따라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나아질 것이라는 정

치적 환상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벤야민이 「역사철학」에서 마르크

스를 인용하며 주장하듯이 노동력만 지닌 자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들,

즉 부르주아 계급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노동이 모든 부의 원천이라

는 사민주의자들의 생각은 부르주아의 생각에 일치한다.

사민주의자들은 노동자 계급에 미래 세대의 구원자 역할을 부여하는

것을 좋아했고, 그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노동자 계급의 가장 강력한

힘의 힘줄을 자르고 있다. 이러한 [현실의 노동에 적응하는] 훈련을

통해 노동자 계급은 증오와 희생정신을 망각하였는데, 왜냐하면 증오

와 희생정신은 해방된 자손의 이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노예였던 선조

의 이미지에 의해 길러지는 것이기 때문이다.54)

사민주의자들은 대중에게 현재의 노동에 충실해지길 요구하며 그들을 현

실의 체제에 순응하게 했다. 점진적인 개혁을 원했던 사민주의자들은 노

동자들의 순응을 통한 진보가 후대에 더 나은 삶을 가져다줄 것이라 가

르쳤다. 그런데 벤야민은 그 진보관이야말로 대중에게서 혁명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무너뜨리는 것이 혁명의 시작이라 말한다.

즉 “역사의 연속체를 폭파한다는 의식은 행동하는 순간에 있는 혁명계급

들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다.”55) 그는 정치적 행동을 하는 자는 새로운

역사적 인식을 기반으로 하며, 그 시작은 역사를 진보가 아니라 정지한

현재에서 파악하는 것이라 보고 있다.

그에 따르면 우리가 역사를 진보에서 벗어나 바라볼 때, 즉 진보라는

52) GS Ⅰ/2, 699 ; 『선집5』, 341쪽.

53) GS Ⅰ/2, 699 ; 『선집5』, 341쪽.

54) GS Ⅰ/2, 700 ; 『선집5』, 343쪽.

55) GS Ⅰ/2, 701 ; 『선집5』, 3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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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이 아니라 현재라는 “실제에 근거를 두고”56) 과거를 바라볼 때 역사

는 현재를 변화시킬 힘을 드러낸다. 이를 위해 벤야민은 역사를 ‘정지’해

야 함을 주장한다. 즉 “지나가는 것으로서의 현재가 아니라 시간이 멈추

어 정지 상태에 이른 현재의 개념”57)을 그는 강조한다. 진보사관에서 현

재란 단지 미래를 위한 인과적 흐름으로 소실된다. 그러나 정지한 현재

개념은 ‘지금’을 위한 것이고, 이때 비로소 우리는 현재를 위해 과거를 향

할 수 있게 된다. 위의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는 대중의 혁명적

힘을 미래가 아닌 과거에서만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 이는 그가 미래

가 아닌 과거를 향한 역사관을 강조하는 이유이다. 여기서 과거를 향한다

고 함은, 우리가 과거를 향해 나아간다는 말이 아니라, 과거가 현재로 끊

임없이 보내오는 이미지를 붙잡을 수 있도록 과거를 향해 깨어 있을 것

을 요구하는 말이다. 왜냐하면 그가 보기에 과거의 이미지는 우리의 삶

속에 편재한 사소해 보이는 사물들을 통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 좀 더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점에서 벤야민의 역사적 인식은

앞서 Ⅰ장에서 논의한 경험의 성격을 지닌다. 과거의 이미지를 우리 삶에

서 수없이 지나치는 사물들을 통해 발견할 수 있으므로, 벤야민은 일상에

서 “예기치 않게 등장하는 과거의 이미지를 굳게 붙잡”58)을 것을 요구하

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그가 주장하는 역사의 정지는 현재에 집중할

것에 대한 요구이다. 좀 더 엄밀히 말하자면 그 정지는 역사 자체의 정지

라기보다 역사를 바라보는 주체의 자의적 의식의 흐름에 대한 정지이다.

그가 보기에 “사유에는 생각들의 흐름만이 아니라 생각들의 정지도 포

함”59)되며, 이 정지의 사유를 통해 역사를 보아야 한다. 사실 진보사관은

인간이 역사를 진보하는 것으로 사유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진보가 아닌

정지로서 역사를 사유하는 것이 곧 역사의 정지이다. 사유의 흐름을 정지

한다는 것은 인식 주체가 자신의 의식에 빠지지 않고 현재에 깨어있음을,

삶에서 우리의 주변을 스쳐 지나가는 것들에 주의를 집중함을 의미한

56) GS Ⅰ/2, 700 ; 『선집5』, 344쪽.

57) GS Ⅰ/2, 702 ; 『선집5』, 347쪽.

58) GS Ⅰ/2, 695 ; 『선집5』, 334쪽.

59) GS Ⅰ/2, 702 ; 『선집5』, 3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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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60) 이렇게 주의를 집중하는 자는 “과거와의 유일무이한 경험을 제시한

다.”61)

정지로서의 현재 개념을 지닌 자가 과거를 향할 수 있다면, 그 과거와

현재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은 벤

야민이 실증사관을 비판하는 것에서 얻을 수 있다.

1.2. 역사의 구성: 변증법적 이미지

벤야민은 당대에 유행했던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역사탐구를 중요시하

는 역사주의자62)들을 비판한다. 그에게 역사주의자들은 “진리는 우리에

게서 달아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하는 자63), 과거를 “원래 어떠했는

가로 인식”64)하는 자, “감정이입(Einfühlung)의 방식”65)으로 과거를 보는

자, “과거에 대한 ‘영원한 이미지’를 제시”66)하는 자, “균질하고 공허한

시간을 채우기 위해 사실의 더미를 모으는 데 급급”하며 “보편사에서 정

점을 이루는”67) 자, “역사의 여러 계기들 사이의 인과적 결합을 세우는

데 만족”68)하는 자로 묘사되고 있다. 그가 역사주의를 비판하는 내용을

60) 아래의 2.1절에서 확인하겠지만, 이 ‘정지’는 곧 ‘정신의 현존’과 긴밀히 연관

된다.

61) GS Ⅰ/2, 702 ; 『선집5』, 347쪽.

62) 벤야민이 비판하는 실증사관은 랑케(Leopold von Ranke)가 대표한다. 랑케

의 역사관은 과거를 있었던 그대로 파악하는 것을 중시한다. 따라서 랑케는

사료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탐구한다. 그에게는 역사를 기술하는 개인 혹은

시대의 그 어떠한 입장도 들어가면 않는 객관성이 중요시되지만, 과거의 사

건들을 사이의 관계를 주체의 의도에 따라 인과적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주체

중심주의를 벗어나기는 어렵다. 랑케는 과거와 현재는 단절된 것이며, 과거의

특정 시대는 그 시대만의 고유한 가치와 본질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러한 랑케의 역사관은 보편사에서 정점을 이루는데, 그는 특정 시대의 구체

적인 사건들을 탐구하여 그 시대의 보편적인 원리를 발견하려 한다. 헤르베

르트 슈내델바하, 『헤겔이후의 역사철학』, 이한우 역, 문예출판사, 1986,

39-57쪽 참조.

63) GS Ⅰ/2, 695 ; 『선집5』, 333쪽.

64) GS Ⅰ/2, 695 ; 『선집5』, 334쪽.

65) GS Ⅰ/2, 696 ; 『선집5』, 335쪽.

66) GS Ⅰ/2, 702 ; 『선집5』, 347쪽.

67) GS Ⅰ/2, 702 ; 『선집5』, 3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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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해 보면 역사주의는 과거의 사건들을 현실에서 떠나 탐구하며, 논리

적 의도에 따라 사건들의 인과관계를 설정하여 역사의 서사를 만들고,

서사를 이끄는 어떤 보편적인 원리를 찾아내는 것을 중시한다. 이러한

작업은 이성적 인식의 활동이라는 점에서, 실증사관은 근대의 이성적 인

식 활동의 전형이라 볼 수 있다.

벤야민에게 이러한 역사서술은 현재에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는 공허

한 것이다. 실제로 역사주의자들은 자신들의 보편사를 입증할 사료가 될

만한 것을 발견하는 데 집중하는데, 그들의 이러한 작업은 현재와는 아

무런 관련이 없는, 현재를 떠나 과거로 ‘감정이입’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벤야민이 보기에 역사주의자들이 찾는 사료 대다수는 결국 기록된 역사

이며, 그것은 패자를 짓밟고 올라선 승리자들의 역사에 다름 아니다. 그

들이 감정이입을 하는 대상은 바로 그 승리자이며, 그들은 승리자들 중

심으로 ‘추체험(nacherleben)’을 하려 한다. 인류의 역사를 전쟁의 역사로

파악할 때, 역사로서 기록되는 것은 승자들의 이야기이다. 역사는 패자들

의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기에, 패자들의 이야기는 승자들에 의해 역사에

서 사라질 뿐이다.

벤야민은 이러한 역사를 야만의 기록으로 본다. 그에 따르면 오늘날

“문화재”라고 불리는 것도 승리자들의 “전리품”에 다름 아니며, 그 전리

품에는 수많은 패자의 피와, 이름 없이 역사에서 사라져간 자들의 노고

가 깃들여 있다. 벤야민은 이러한 “야만의 기록”과 문화재를 거리를 두

고 바라볼 것을 요구한다. 그 문화재들은 “하나같이 전율하지 않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곳에서 온 것들”69)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

사주의자들을 벤야민은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여기에서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진정한 역사적 이미지를 붙잡을 자신이 없는 마음의 나태

함”을 지닌 자들, 즉 “태만(acedia)”한 자들이라 비판한다.70) 심지어 벤야

민은 역사주의자들의 역사서술 방식을 ‘유곽’으로 표현하며 그들의 나태

함을 강하게 비판한다.71)

68) GS Ⅰ/2, 704 ; 『선집5』, 349쪽.

69) GS Ⅰ/2, 696 ; 『선집5』, 336쪽.

70) GS Ⅰ/2, 696 ; 『선집5』, 3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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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벤야민이 주장하는 역사관은 무엇인가? 그는 “결을 거슬러

역사를 솔질”72)할 것을, 즉 “쓰이지 않은 것을 읽어야”73)함을 강조한다.

이는 지금까지 전통으로서 내려오는 것들,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들에

서 비켜서서, 과거의 이면을 다시 읽을 것에 대한 요구이다. 벤야민은 이

‘읽기’가 순간적으로 일어남을 강조한다. 즉 “과거의 진정한 이미지는 재

빨리 지나”가며, “과거는 단지 인식 가능성의 그 순간에 번쩍이는 이미

지로서만 붙잡을 수”74) 있다고 말한다. 요컨대 “변증법적 이미지는 한

순간에 빛나는 이미지”75)이다. 과거는 현재와의 관계 속에서 인식됨으로

써 변증법적 이미지가 되며, 이러한 점에서 현재와 유리되어 과거에만

몰입하는 실증사관과 구분된다. 벤야민에 따르면 진정한 과거의 이미지

는 “지금시간(Jetztzeit)으로 충전된 과거”76)로서 등장한다.

벤야민이 이 지금시간을 설명하는 예는 프랑스 혁명이다. 그가 보기에

“프랑스 혁명은 스스로를 다시 귀환을 한 로마로 이해했다. 프랑스 혁명

은 마치 유행이 과거의 의상을 인용하는 것과 똑같이 고대 로마를 인용

했다.”77) 프랑스 혁명을 통한 왕정에서 공화정으로의 이행은 과거의 로

마에서 이미 이루어진 바 있다. 벤야민에 따르면 프랑스 혁명의 주체들

이 있었던 사건으로서의 로마 혁명을 인용하였고, 이때 로마 혁명이라는

과거의 이미지가 “역사의 연속체에서 폭파”되어 “지금 시간으로 충전된

과거”로서 드러난다.78) 이 과거는 현재와의 관계 속에서, 현재를 변화시

키는 힘을 지닌 변증법적 이미지로 등장한다. 따라서 어떤 과거의 이미

지를 인식할 수 있는 지금시간을 놓쳐버리면 그 과거의 이미지는 “현재

와 더불어 사라질 위험이 있는 과거의 복원할 수 없는 이미지”79)라고 그

71) 벤야민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역사적 유물론자는 역사주의의 유곽에서 ‘옛

날 옛적에’라고 불리는 매춘부에게 진이 빠지는 일을 다른 이들에게 맡긴다.”

GS Ⅰ/2, 702 ; 『선집5』, 347쪽.

72) GS Ⅰ/2, 696 ; 『선집5』, 336쪽.

73) GS Ⅰ/2, 1238 ; 『선집5』, 366쪽.

74) GS Ⅰ/2, 695 ; 『선집5』, 333쪽.

75) 『파사주』, [N9,7]

76) GS Ⅰ/2, 701 ; 『선집5』, 345쪽.

77) GS Ⅰ/2, 701 ; 『선집5』, 345쪽.

78) GS Ⅰ/2, 701 ; 『선집5』, 3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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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말한다. 그러니까 벤야민이 보기에 프랑스 혁명 당시에 있었던 사건

으로서 로마 혁명이라는 과거의 이미지를 놓쳐버리면, 그 순간에만 인식

할 수 있는 변증법적 이미지를 다시는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주장에서 알 수 있듯이, 그가 강조하는 역사적 인식은 단

지 과거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긴밀한 ‘관계’를 인식하

는 것,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현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과거의 이미지

를 인식하는 것에 가깝다. 이 역사적 인식의 대상이 바로 “변증법적 이

미지”80)이다. 즉 “과거가 지금에 대해 갖는 관계는 변증법적인 것”이며,

그것은 인과적 진보로서의 “시간적인 성질이 아니라 이미지적 성질의 관

계”81)를 지닌다.

이처럼 역사적 인식의 대상이 ‘이미지’적인 성격을 지니는 이유는 그것이

개념으로 명문화하기 어려운 모호함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벤야민이 역사

적 인식의 대상을 과거와 현재의 ‘변증법적 이미지’라 말하는 이유는 과거와

현재의 긴장관계가 만들어 내는 바를 지칭하기 위해서라 볼 수 있다. 벤야민

의 전기 사유에는 현시와 성좌로서 언급되던 것이 후기에서는 역사철학적 관

점이 더해져 주로 인식의 순간을 강조하는 변증법 이미지로 언급된다. 헤겔의

변증법이 합일이라는 목적을 향해 발전적으로 ‘운동’해 나아가는82) 진보적 시

간관과 논리적 사유를 전제로 한다면, 벤야민의 변증법은 진보가 아닌 ‘정지’

와 ‘순간’의 시간관과 이미지적 사유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헤겔의 변증법은

진보에 따라 모호성이 점차 사라지지만, 벤야민에게 있어서 “이의적인 모호성

(Zweideutigkeit)은 변증법의 구체적 현상이고, 변증법의 규칙은 정지 상태에

있다.”83) 즉 변증법적 이미지는 모순적이거나 다의적으로 보이는 과거와 현재

의 상호적 역동성이 긴장으로 가득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운동’이 아니라 ‘정

지’ 상태에서 결정화된 것이라 말할 수 있다.84) 이를 벤야민은 ‘정지 상태의

79) GS Ⅰ/2, 695 ; 『선집5』, 334쪽.

80) 『파사주』, [N2a,3]

81) 『파사주』, [N3,1]

82) 백종현, 『칸트와 헤겔의 철학』, 아카넷, 2010, 411쪽.

83) GS Ⅴ/1, 55 ; 『선집5』, 204쪽.

84) Alison Ross, Walter Benjamin's Concept of the Image, Routledge, 2015,

pp. 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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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증법’이라 말한다.

우리는 성좌 개념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봄으로써 이러한 역사

에서의 변증법적 사유를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다. 벤야민은 「역사철

학」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유물론적 역사서술은 구성적 원칙에 근거한다. 사유에는 생각의 흐름

뿐만 아니라 생각의 정지 또한 포함된다. 사유가 긴장들로 가득 찬 성

좌에서 갑자기 정지하는 바로 그 순간 성좌에 충격을 가하고, 이를 통

해 사유는 모나드로 결정화된다.85)

성좌야말로 과거의 이미지가 현재와 만나는 변증법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어쩌면 지금의 우리가 볼 수 있는 별들 중, 상당수는 이미 사라

져버린 과거의 것일지도 모른다. 지금 우리에게 별들로 보이는 ‘빛’은 수

만 년 전에 출발하여 긴 여정을 통해 우리에게 도달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날의 우리가 보는 별은 과거의 이미지이고

과거에서 출발하여 현재를 향해 다가오는, 일종의 기억과도 같은 것이다.

이 과거의 별들이 지금의 우리와 만나, 우리와의 교감을 통해 성좌라는

이미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자발적인 의지, 의도적 논리를 통해 별들이 성좌

로 엮인다고 생각하기 쉽다. 물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북두칠성’ 등의

실제 성좌는 오늘날의 우리 의지로 별들을 엮어 ‘북두칠성’이라고 불렀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벤야민이 말하는 과거의 이미지는 현재에서 인식 가

능한 그 순간에 “예기치 않게”86) ‘비자의적’ 혹은 ‘무의지적’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즉 변증법적 이미지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과거에 집중하면 발견

할 수 있거나, 우리의 의지로 과거들을 현재와 엮은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예기치 않은 순간에 과거의 이미지가 현재의 우리에게 다가와 구성되는

것에 가깝다. 그래서 벤야민은 과거의 이미지가 우리에게 ‘충격’으로, ‘번쩍

임’으로 다가온다고 말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역사적 인식의 ‘코페르니쿠스

85) GS Ⅰ/2, 702-703 ; 『선집5』, 348쪽.

86) GS Ⅰ/2, 695 ; 『선집5』, 3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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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전회’를 이해할 수 있는데, 그는 『파사주』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에서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는 이러하다. 이전에

는 ‘있었던 것’을 고정점으로 간주하고, 현재는 그 고정점으로 조심스

레 인식을 끌어오려 노력하는 것 같이 보였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관

계를 역전시켜, 과거에 있었던 것은 변증법적 전환, 각성된

(erwachten) 의식의 번쩍임이 되어야 한다. 정치가 역사보다 우위에

있다.87)

그는 자신의 역사관이 기존의 역사관인 진보사관 혹은 실증사관과는 정

반대의 성격을 지님을 강조하기 위해 칸트의 주체 중심적인 인식론을 대

표하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라는 다소 강한 표현을 자신의 역사적 인식

론을 설명하는 데 사용한다. 벤야민이 이러한 강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

은 “정치가 역사보다 우위”에 있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즉 그는

역사를 정치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을 요구한다. 정치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본 그는 기존의 역사관이 현실정치에서 파시즘에 대응할 힘을 잃게

했기에, 역사관에서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회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 전

회의 핵심은 앞서 확인했듯이, 우리의 일상에서 끊임없이 지나가는 지금

의 순간에 돌출하는 과거의 이미지를 인식하는 것이다. 기존의 진보사관

과 실증사관은 현재와는 무관하게 과거를 고정된 것으로서 간주하고 그

과거를 진보와 보편에 편입시키려 노력한다. 이러한 과거에서는 현실을

변화할 수 있는 원동력을 찾을 수 없기에, 그 과거는 정치에서 유리된다.

그와는 달리 벤야민은 과거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현재와의 ‘만남’ 속

에서 새롭게 인식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벤야민이 말하는 역사적

인식이며, 여기서 과거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재와의 관계 속에서 인식

되기에 유동적인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역사적 인식의 전회를 벤야민은

과거에 있었던 것이 “변증법적 전환” 즉 “각성된 의식의 번쩍임”으로 드

러난다고 말하는 것이다.

87) 『파사주』, [K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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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각성’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각성은

‘잠에서 깨어난 상태’를 의미한다. 일반적인 각성은 우리가 잠에서 깨어

나면 깨어난 상태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듯이 한 번 각성하면 그

각성의 상태가 지속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 각성은 정치적으로도 많이

사용됐다. 혁명을 주장하는 이들이 불합리한 사회구조에 저항하기 위해

대중에게 그들의 눈을 가리는 것들에서 벗어날 것을, 즉 깨어날 것을 요

구함은 주지하는 바이다. 대표적으로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부르주아

경제학이 은폐해 왔던 노동자를 착취하는 불합리한 자본주의 구조를 드

러내고, 이에 저항하기 위해 그 구조를 파악할 것을, 즉 단결을 위한 대

중의 각성을 촉구한다.

그러나 벤야민이 사용하는 ‘각성’은 그러한 각성과는 차이를 보인다.

가장 큰 차이는 벤야민의 각성은 한 번 각성되면 그 상태가 지속하는 것

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즉 그의 각성에는 ‘지속’이 없고 ‘순간’만

있다. 그의 각성은 일회적인 것으로, 우리 일상의 삶에서 그 각성이 끊임

없이 반복되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벤야민의 각성은 앞서 언급한

역사의 변증법적 이미지를 인식하는 과정을 지칭하는 것에 가깝기 때문

이다. 이 각성은 변증법적 이미지가 산출되는 순간의 상황, 과거의 있었

던 것을 현재와의 관계 속에서 변증법적 이미지로 구성하는 그 순간의

상황이다. 벤야민 자신이 직접 인식한 변증법적 이미지들의 기록이라 볼

수 있는 『파사주』를 그는 “각성의 성좌를 찾는”88) 작업이라 말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벤야민의 각성이란 무엇인가? 그는 『파사주』의

한 메모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각성이란 꿈 의식이라는 테제와 깨어

있는(Wach) 의식이라는 안티테제의 진테제가 아닐까? 그렇다면 각성의

순간이란 '인식 가능성의 지금'과 동일한 것이 아닐까?”89) 여기서 벤야

민이 각성을 변증법적 이미지를 인식하는 것에서와 같이 ‘순간’과 연결하

고, 이를 ‘인식 가능성의 지금’이라 말하는 것에 주목해보자. 여기서는 벤

야민이 질문하듯이 썼지만, 다른 메모에서 그는 “인식 가능성의 지금은

88) 『파사주』, [N1,9]

89) 『파사주』, [N3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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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성의 순간”90)이라고 명확하게 주장한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위 인용

문에서 벤야민이 각성을 꿈과 깨어 있음의 진테제로 설명하는 것을 생각

해 보아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진테제를 헤겔의 변증법에서 이해

하려 한다면 각성은 꿈과 깨어 있음의 지양으로서 해석되지만, 벤야민의

변증법에서 이해한다면 그것은 꿈과 깨어 있음의 사이, 혹은 꿈에서 깨

어 있음으로 이행하는 그 순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를 다음과 같은 『파사주』의 또 다른 단편에서 좀 더 확인해 볼 수

있다. “있었던 것(Gewesenen)에 대한 아직 의식되지 않은 지식(Wissen)

이 있는데, 그 지식의 채굴(Förderung)은 각성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91)

『파사주』의 영문 번역자는 그 ‘있었던 것’에 벤야민이 즐겨하는 언어유

희가 있다고 말한다. 즉 벤야민이 과거에 있었던 것(Gewesenen)에서 본

질(Wesen)을 채굴한다는 의미로 그 단어를 즐겨 사용한다는 것이다.92)

우리는 위의 논의에 따라 “아직 의식되지 않은 [과거의] 지식”을 일종의

깨어나지 않은 꿈으로 볼 수 있고, “있었던 것”은 그 꿈을 내포하는 과

거의 어떤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있었던 것에서 본질을

채굴한다는 말은 있었던 것에 내포된 과거의 꿈을 현재로 깨어나게 하여

변증법적 이미지를 채굴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그가 이 채굴을

바로 각성의 구조라 말하기에, 우리는 각성을 현재의 인식 주체가 과거

의 꿈 이미지로 들어가면서 이를 현재로 깨어나게 한 결과인 변증법적

이미지를 인식하는 것, 즉 과거와 현재가 만나 이루는 바를 인식하는 작

업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실 벤야민은 자신의 글들에서 ‘과거’와 ‘있었던 것’을 엄밀하게 구분

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있었던 것’을 사용하는 맥락은 주로 변증법적

이미지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파사주』의 한 메모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현재가 과거에 대해 갖는 관계는 순전히 시간적이지만, 있

었던 것이 지금에 대해 갖는 관계는 변증법적인 것이다. [후자는] 시간적

90) 『파사주』, [N18,4]

91) 『파사주』, [K1,2]

92) Howard Eiland and Kevin McLaughlin trans., The Arcades Project,

Harvard University Press, 2002. p. 983. K항목의 각주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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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성질이 아니라 이미지적인 성질을 갖는다. 변증법적 이미지만이 진정

한 역사적 이미지이다.” 그리고 그는 이 변증법적 이미지를 “읽힌 이미

지”라고 말한다.93) 이 ‘과거’라는 단어는 이미 시간적 연속성, 즉 진보의

기반 위에 있으므로, 벤야민은 주로 진보의 흐름에서 벗어나 있는 ‘있었

던 것’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이것을 지금과의 관계 속에서 읽은 것을

변증법적 이미지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논의에 따라 이 읽는 행위가 바로 각성의 행위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읽힌 있었던 것, 즉 각성의 결과로 인식한 변증법적

이미지는 현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벤야민이 『파사주』

에서 기록한 수많은 메모들은 그러한 작업의 결과로서, 19세기가 꿈꾸었

지만 실현되지 못한 있었던 것들을 20세기 당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

능성으로 읽으려한 결과이다. 그리고 또한 앞서 언급한 「역사철학」에

서 벤야민이 직접 제시한 의 프랑스 혁명의 예도, 로마시대에 있었던 사

건을 현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삼은 결과이다. 벤야민이 보

기에 진정한 역사 기술은 이 각성을 기반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는

“모든 역사 기술은 각성에서부터 시작”94)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로마의 혁명은 프랑스 혁명의 그 때에만 변증법적 이미지로서 붙잡을 수

있기에, 그 순간을 포착할 수 있는 준비된 상태가 중요하다. 즉 “과거의

진정한 이미지는 재빨리 지나가”95)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돌출하

는 그 이미지를 붙잡을 수 있는 준비된 상태를 요구하는 것이다.

93) 『파사주』, [N3,1]

94) 『파사주』, [N4,3]

95) GS Ⅰ/2, 695 ; 『선집5』, 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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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적 인식에서 정치적 실천으로

지금까지는 벤야민이 기존의 역사관을 비판하며 새롭게 제시하는, 과

거와 현재의 관계를 변증법적 이미지로서 인식하는 역사적 인식을 살펴

보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식이 정치적 실천과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

을까? 이 장은 그 연결을 벤야민의 다른 단편들인 「프루스트의 이미

지」(1929)와 「초현실주의」(1929)를 통해 구성한다. 같은 시기에 쓰인

두 단편들은 앞서 탐구한 「역사철학」(1940)과는 11년이라는 거리가 있

다.96)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두 단편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

는 이유는, 벤야민이 「역사철학」에서 언급한 ‘정신의 현존’ 개념이

「프루스트의 이미지」에서 이미 언급되었고, ‘변증법적 이미지’를 정치

적 실천과 관련지을 수 있는 근거가 「초현실주의」의 ‘이미지-신체공

간’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Ⅰ장에서 살펴보았듯이 1928

년에 쓰인 「인식비판」에서 제시된 벤야민의 인식론이 「역사철학」으

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 장에서 탐구하고자 하는 두 단편과 「역

사철학」의 사상적 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다.

이 장에서 우리는 「프루스트의 이미지」에서 벤야민이 프루스트의

‘무의지적 기억’ 개념을 다루며 논의한 인식에서의 무의지성을 통해 ‘정

신의 현존’을 좀 더 풍부하게 이해하고, 「초현실주의」의 논의를 통해

벤야민의 정치가 어떻게 정치적 행동과 연결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

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과거의 어떤 특정한] 방에 들어서는 일이 정치적

행동과 엄밀하게 합치”97)된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볼 것이다.

96) 사실 이 저작들이 완성된 시기로만 보면 11년이 차이나지만, 벤야민이 「역

사철학」의 내용들을 구상한 것은 『파사주』에서 인식론을 설명하는 묶음인

N항을 작성한 시기(대략 1930~1940년)와 비슷하므로, 실제 그 저작들 내용의

시기 차이는 수년 내라 볼 수 있다.

97) GS Ⅰ/2, 1231 ; 『선집5』, 3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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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역사적 인식의 조건: 정신의 현존

벤야민의 역사적 인식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주체로서 대상을 소유

하는 이성 중심의 인식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역사 구성의 주체는 변증

법적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인식할 수 없다. 물론 그 이미지를 인식하기

까지의 인식을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인식은 우

연과 같은 찰나에 이루어진다. 이를 벤야민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역사

적 “인식은 오로지 번개의 섬광처럼 이루어진다. 텍스트는 그런 후에 길

게 이어지는 천둥소리와 같다.”98) 벤야민의 번개에 대한 비유에 따라, 우

리는 역사적 인식의 과정을 번개의 사진을 찍으려는 사진사를 통해 생각

해 볼 수 있다. 사진사가 번개 사진을 얻기까지의 준비 과정에는 적지

않은 노력이 들어가지만, 그가 번개를 포착하는 그 순간은 전적으로 찰

나에 맡겨진다. 그리고 포착된 번개의 형상은 사진사의 의도에 따라 만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어지고, 그는 그 주어진 형상을 단지

기록할 뿐이다. 이처럼 역사적 인식의 주체는 앞서 Ⅰ장에서 살펴본 현

시에서와 같이, 자의적인 의도를 최대한 배제하고 현재의 삶에서 지나가

는 것들을 경험하고 포착하려 한다.

이 역사적 인식은 벤야민이 프루스트(Marcel Proust)의 ‘무의지적

(involontaire) 기억’ 개념을 논하며 언급했던 특성들과 매우 유사한데,

그 개념을 살펴봄으로써 정신의 현존을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

실제로 벤야민은 「역사철학」의 노트에서 과거의 이미지와 기억의 이미

지를 연결한다.

인식 가능성의 지금에 섬광처럼 스치는 과거의 이미지는 그것의 추가

적 규정에 따라 볼 때 하나의 기억(Erinnerung)의 이미지이다. 그 이

미지는 위험의 순간에 등장하는 자신의 과거 이미지들과 유사하다. 이

이미지들은 주지하다시피 무의지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

의 역사는 무의지적 회상(Eingedenken)의 이미지이고, 위험의 순간에

98) 『파사주』, [N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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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주체에게 갑자기 나타나는 이미지이다.99)

‘무의지적 기억’은 「프루스트의 이미지」에 등장하는 개념으로서, “지성

의 명령 체계에 순종하는 의지적 기억과 대비”100)되는 기억하기의 방식

이다. 이 글에서 벤야민은 프루스트의 소설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

서』를 중심으로 기억의 문제를 탐구한다. 프루스트는 무의지적 기억을

통해 잃어버렸던 과거의 경험들을 소환하였으며, 『잃어버린 시간을 찾

아서』는 그 경험들이 끊임없이 펼쳐지는 하나의 장이었다. 벤야민에 따

르면 무의지적 기억의 방식은 “반성(Reflexion)이 아니라 현재화

(Vergegenwärtigung)이다.”101) ‘의지적 기억’과 ‘무의지적 기억’의 대비에

따라 우리는 반성을 과거의 사건을 있었던 그대로 의지적으로 떠올리는

행위로, 그리고 현재화는 무의지적으로 떠오르는 과거의 대상들을 현재

의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전환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즉 반성에

서의 기억하기는 주체 중심적 행위이지만 현재화에서의 기억하기는 주체

와 객체의 중간 항에 위치한다. 벤야민은 이 현재화가 그려내는 세계는

“유사성의 상태에 있는 세계이고 그 세계 속에는 상응관계

(Korrespondenzen)들이 지배”102)한다고 말한다. 프루스트의 작업에서

99) GS Ⅰ/2, 1243 ; 『선집5』, 374쪽. 벤야민 고유의 단어인 Eingedenken은

국내에서 회상(최성만, 이용란), 회억(김남시), 불망(고지현) 등 다양하게 번역

되고 있다. 본고는 국역 전집을 따라 ‘회상’으로 번역한다. 김남시는

Eingedenken이 벤야민의 고유의 단어임을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Eingedenken은 과거를 영원성과 연속성에서 구제하여, “과거의 순간들로부터

새로운 현재를 불러내어 그것을 떠올리는 ‘지금 시간’과 공명하게 하는 것이

다. 그를 통해 과거는 ‘영원한’ 또는 ‘객관적’ 이미지를 가진 대상이 아니라

‘지금 시간’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되는 것이다.” 김남시, 「과

거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발터 벤야민의 회억 개념」, 안과 밖, 37권.

2014, 272쪽. 즉 Eingedenken은 벤야민이 「역사철학」에서 주장한, 과거와

현재의 변증법적 이미지에 대한 인식을 기억의 차원에서 하나의 단어로 표현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다른 한 편, 이용란은 벤야민이 많은 글들에서

Erinnerung과 Eingedenken을 엄밀히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고 말한다. 이용란, 「발터 벤야민의

기억이론」, 『미학』, 83권 1호, 2017, 179-180쪽.

100) GS Ⅰ/2, 609 ; 『선집4』, 183쪽.

101) GS Ⅱ/1, 320 ; 『선집9』, 2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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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역할을 하는 것은 그가 체험한 내용이 아니라 기억이라는 직조 행

위, 회억이라는 페넬로페적[, 즉 끊임없이 반복되는] 작업이며” 그것은

“기억이라 불리는 것보다 망각에 더 가까이 있는 것”이다.”103)

여기서 벤야민이 프루스트의 작업을 망각에 가까운 작업이라 말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망각은 프루스트가 실제로 체험했던 내용 중

기억되지 않은 것을 의미하기보다, “유사성의 상태에서 변형된 세계”104),

마치 꿈의 세계와 같이 그가 실제 체험한 바를 넘어 사건들의 인과성 없

이 부유하는 세계의 것에 가깝다. 이러한 프루스트의 작업은 “기억이 씨

줄이 되고 망각이 날줄”105)이 되어, 기억과 망각을 오간다. 즉 “기억된

사건이 전과 후에 오는 모든 사건의 열쇠”가 되어, 마치 꿈과 같은 망각

의 세계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들을 엮어준다. 그리고 망각의 이야기들은

다시 기억된 사건으로 이어지어, 기억의 씨줄과 망각의 날줄이 끊임없이

반복되며 교차하게 된다. 물론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분량으로

만 보자면 프루스트가 글을 쓰면서 풀어 놓는 것은 “망각이 우리의 내부

에 짜놓은, 살았던 삶의 카펫”의 실들이기에 망각과 관련된 것이 더 많

겠지만, “망각의 장식인 그 [카펫의] 그물을 풀어버리는” 것은 “기억하

기”106)이다. 그러니까 기억하기라는 행위가 망각의 세계를 과거의 기억

과 이어준다고 말할 수 있다. 벤야민은 이 기억의 행위가 일반적인 주체

중심의 의지적 기억이 아니라 무의지적인 기억이라 본다.

그렇다면 그 기억은 왜 ‘무의지적’일까?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서 유명한 마들렌 과자 에피소드를 상기해 보자. 프루스트는 홍차에 적

신 마들렌 과자를 먹는 순간 떠오르는 과거의 기억들을 묘사하는데, 여

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리게 하는 주체가 프루스

트 자신이 아니라 마들렌 과자의 맛이라는 점이다. 그러니까 프루스트가

기억의 창고에서 과거를 꺼내는 방식, 즉 기억 행위는 곧 후각, 미각 등

102) GS Ⅱ/1, 320 ; 『선집9』, 252쪽.

103) GS Ⅱ/1, 311 ; 『선집9』, 236쪽.

104) GS Ⅱ/1, 314 ; 『선집9』, 241쪽.

105) GS Ⅱ/1, 311 ; 『선집9』, 237쪽.

106) GS Ⅱ/1, 311 ; 『선집9』, 2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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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체 감각과 결부되어 있으며, 따라서 그 기억 행위가 시작되는 지점

을 프루스트 자신이 의지적으로 통제하기는 어렵다. 프루스트는 마들렌

과자의 맛이 무의지적으로 촉발시키는 과거의 기억들, 가령 정원과 오솔

길, 종잇조각 등을 길게 묘사하는데, 이 기억들은 사실 마들렌 과자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즉 인과적 관계가 없는 것들이다. 이를 벤야민은

프루스트가 기억과 망각을 오간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프루스트가

예전에 실제로 먹었던 마들렌 과자의 맛, 그의 신체가 기억하는 그 맛은

망각의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이며, 이 통로가 언제 어떻게 열릴지 알기

란 어렵다. 따라서 프루스트에게 있어서 무의지적 기억으로 들어가는 것

은 “우연의 문제”107), 즉 언제 그 속으로 들어갈지 모르는, 혹은 언제 그

기억이 떠오를지 모르는 말 그대로 무의지적인 문제이다. 이는 프루스트

의 작업이 집중 혹은 관조 같은 의지적 행위와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그러나 그것이 우연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억 주체는 마냥 기다

리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에게 의지적인 기억과는 다른 노력이

요구될 뿐이다.

이를 벤야민의 다음의 말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프루스트의 “문장들은 예지적 신체(intelligibles Leib)의 전 근육운동이

며, 이 [잃어버린 시간이라는 바다에 던진] 그물을 들어 올리는 형언할

수 없는 노력 전체를 담고 있다.”108) 예지적 신체에 대한 벤야민의 구체

적인 설명은 부재하지만 그 단어를 통해 우리는 그의 생각에 다가갈 수

있다. 사전적으로 예지적이라는 말은 ‘지성을 통해서만 인식되는’이라는

의미를 지닌, 정신의 영역에 있는 지성을 기반으로 하는 개념이다. 이에

반해 신체는 일반적으로 감각과 연결되기 때문에, ‘예지적 신체’라는 말

은 상반되는 두 개념의 연결이다. 이 연결에 따라 벤야민이 프루스트의

작업을 예지적 신체의 근육운동이라 말한 것을 다음과 같이 이해해 볼

수 있다. 즉 미각, 후각 등의 신체 감각이 그 감각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

니라 어떤 사유를 촉발하는, 그 감각 속에 있는 사유를 일깨우는, 일종의

107) GS Ⅰ/2, 611 ; 『선집4』, 186쪽.

108) GS Ⅱ/1, 324 ; 『선집9』, 2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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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능적 직관과도 같은 신체와 정신의 교집합에 가까운 것으로 말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신체인데 사유하는 신체이다. 프루스트는 이 신체로 망

각의 바다에서 끊임없이 그물을 들어 올렸다고 벤야민은 보는 것이다.

여기서 벤야민이 사용하는 ‘신체’가 통념적인 신체와는 다름에 주목해

야 한다. 그의 신체 개념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는 그것이 근대의 이성 중심적 철학의 소산인 정신과 신체의 분리를 거

부한, 정신과 신체가 구분되지 않는 상태109)라는 점이고, 둘째는 그것이

개별적인 인간이 아니라, 집단적인 인류의 차원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

다.110) 이를 종합하자면, 그의 ‘신체’는 인간의 정신과 물질이 뒤섞여 구

분할 수 없는 집단적 인류이다. 이 맥락에서 벤야민이 『잃어버린 시간

을 찾아서』를 “한 생애 전체를 최고도의 정신의 현존으로 충전하려는

부단한 시도”111)라고 평가한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벤야민이 보기에

프루스트의 작업은 한 생애를 정신이 현존한 상태로 복원하고자 하였고

그 결과가 바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이다.

위 문단의 맥락에서 이를 이해해 본다면 정신의 현존은 예지적 신체의

근육운동에 가깝다. 이에 대한 단서는 「사유이미지」의 단편 중 하나에

서 찾을 수 있다. 벤야민은 직접 “신체적 정신의 현존”이라 말하며, 그것

은 “낮이고 밤이고 물결처럼 우리의 신체기관을 통과하고 있는 징표, 예

감, 신호”를 붙잡기 위한 일종의 “직관”이고, 태곳적 사람들이 신체에 지

니고 있던 일종의 도구였다고 말한다.112) 그는 여기서 정신의 현존을

“순간에 일어나는 일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113)이라고도 말하는데, 이

렇게 볼 때 정신의 현존은 자신을 스쳐 지나가는 일에 대해 매우 기민하

게 파악할 수 있는 일종의 깨어 있는 상태로 이해할 수 있다. 결론적으

109) Uwe Steiner, “The True Politician: Walter Benjamin's Concept of the

Political”, New German Critique, 83권, 2001, p. 50.

110) 조금 복잡한 논의이지만, 벤야민은 신체(Leib)와 육체(Körper)를 구분하는

데, 그에 따르면 “신체는 인류에, 육체는 신에게 속한다.” GS Ⅵ/1, 80. 슈타

이너는 벤야민의 이러한 신체 개념은 니체의 것과 유사하다고 말한다. Uwe

Steiner, Ibid., p. 50.

111) GS Ⅱ/1, 320 ; 『선집9』, 253쪽.

112) GS Ⅳ/1, 142 ; 『선집1』, 155쪽.

113) GS Ⅳ/1, 142 ; 『선집1』, 155쪽.



- 36 -

로 정신의 현존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어떤 대상에 집중하는 것과는 달

리, 언제 어디에서 돌출할지 모르는 대상을 순간적으로 포착하기 위한

준비상태에 가깝다.

벤야민이 보기에 프루스트는 이 정신의 현존 상태에서 “지칠 줄 모르

고 제3의 것, 즉 이미지를, 그의 호기심, 아니 그의 향수를 달래줄 그 이

미지를 거듭해서 거두어들였다.”114) 여기서 프루스트가 이미지를 거두어

들였다는 말은 프루스트의 작업이 주체의 자의적인 작업이 아님을 전제

로 한다. 앞서 논했듯이 프루스트의 작업에서 주체의 역할은 특정 순간

에 떠오르는 이미지들을 거두는 역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야민이

보기에 프루스트의 작업은 개인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비록 벤

야민은 프루스트가 “봉건주의에 길들어 있는 한 계급을 묘사”115)하였다

고 말하고, “프루스트의 관심은 상류사회라는 건물 전체를 수다의 생리

학이라는 형태로 구성”116)하는 것에 있다고 말한 바가 있지만, 그는 결

론적으로 프루스트의 작업이 “자서전적 작품”117)이라 평가한다. 오늘날

의 독자가 프루스트의 작품을 통해 당대의 사회를 엿볼 수 있는 것은 분

명하지만, 그의 작업은 전적으로 개인의 기억에 의존하여 진행되었기 때

문이다. 프루스트의 작업은 독방에서 이루어진 기억하기 작업이기에, 그

의 작업은 전적으로 개인의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에서 벤야민

은 「보들레르의 몇 가지 모티프에 관하여」(1940)에서 프루스트의 작업

은 “여러 면에서 고립된 사적 인간의 재산 목록”에 속한다고 평가한

다.118)

벤야민은 프루스트 작업의 핵심이었던 무의지적 기억의 방법론을 개인

이 아닌 집단적 기억으로, 정확히 말해 역사적 기억으로 옮기고자 하였

으며, 이것이 바로 앞서 살펴본 역사적 인식이다. 역사적 인식에서 인식

주체는 제3의 것, 역사의 변증법적 이미지를 거두어들이며, 정신의 현존

114) GS Ⅱ/1, 314 ; 『선집9』, 241쪽.

115) GS Ⅱ/1, 319 ; 『선집9』, 250쪽.

116) GS Ⅱ/1, 315 ; 『선집9』, 244쪽.

117) GS Ⅱ/1, 310 ; 『선집9』, 235쪽.

118) GS Ⅰ/2, 611 ; 『선집4』, 3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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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를 가능하게 한다. 벤야민은 『파사주』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프루스트가 가구를 실험적으로 배치하는 일을 통해 의도한 것[···]은 바

로 여기서 역사적이고 집단적인 수준에서 확보되어야 한다.”119) 이 인용

문에서 벤야민은 프루스트의 무의지적 기억의 작업을 역사적이고 집단적

으로 행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즉 프루스트의 작업은 개인의 차원이었

지만, 벤야민은 그 작업을 역사의 변증법적 이미지를 인식하는 수준에서,

그리고 이를 집단적인 수준에서 행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집단적인 수준에서 행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에 대한 단서는 「역사철학」에서 벤야민이 “역사적 인식 주체는 투

쟁하는, 억압받는 계급 자신”120)이라고 말한 바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역사적 인식의 주체를 집단으로 설정하고 있다. 인식의 주체가 집단이라

는 말은 무엇인가? 집단의 구성원들이 모두 동일한 인식을 한다는 의미

일까? 벤야민이 직접 역사적 인식을 실연한 『파사주』를 생각해 볼 때,

엄밀히 말하자면 그 인식 주체는 집단이라기보다 개인인데, 그 개인이

집단의 수준에서 인식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파사주』는 벤야민 개인의 작업이지만 그가 기록한 과거의 이미지는

19세기 파리에서 살았던 이들이 품었던 집단의 이미지이다. 프루스트가

무의지적 기억이라는 행위를 개인의 기억으로부터 시작하는 반면, 벤야

민의 『파사주』는 그것을 19세기의 다양한 집단의 산물들에서 시작한

다. 이 산물은 가령 대중의 공간이었던 파사주라는 건축물 혹은 보들레

르와 같은 당대를 대표하는 문학작품이었다. 이 맥락에서 벤야민이 『파

사주』에서 “깨어 있음과 잠들어 있음 사이에서 언제나 다채롭게 분열된

의식이 실로 요동치는 상태를 우리는 개인에서 집단으로 옮겨야”121)한다

고 말한 바를, 앞서 살펴본 역사적 인식에서의 ‘각성’의 대상을 개인이

아니라 집단의 기억이 잠재한 사물로 옮겨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이로써 정신의 현존 개념에 내포된 ‘신체’의 의미는 더욱 구체화될 수

119) 『파사주』, [K1,2]

120) GS Ⅰ/2, 700 ; 『선집5』, 343쪽.

121) 『파사주』, [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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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앞서 확인했듯이 벤야민이 “신체는 인류에 속한다.”122)고 말한 바

에 따라, 역사적 인식의 조건인 “신체적 정신의 현존”123)의 실제적인 주

체는 벤야민과 같은 개인이지만, 정신이 현존한 자가 인식하는 과거와

현재의 변증법적 이미지는 집단적 차원에서의 인식에 다름 아니라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논의를 배경으로, 역사적 인식에서의 정신의

현존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끊임없이 지나가는 현상들을 통해 과거 집

단의 기억과도 같은 이미지들을 인식하고 그를 현재와의 변증법적 이미

지로 전환할 수 있는 준비된 상태로 정리될 수 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변증법적 이미지가 정치적 행동으로 연결되는 구체적인 지점을

살펴보자.

2.2. 이미지-신체공간: 정치적 실천

「초현실주의」(1929)는 앞 절에서 다룬 「프루스트의 이미지」와 같

은 해에 쓰였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벤야민의 정치 개념이 발견

된다. 벤야민에 따르면 초현실주의는 우리 일상에 편재한 “‘낡아버린 것’

에서 나타나는 혁명적 에너지”124)를 처음으로 발견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실험하였다. 벤야민이 초현실주의에서 주목하는 작품은 브르통(Andre

Breton)의 소설 『나자』인데, 그는 이러한 초현실주의자들의 작업이

“과거에 대한 역사적 시선을 정치적 시선과 맞바꾸어,” “언뜻 보는 모든

것을 혁명적 행동은 아닐지라도 혁명적 경험으로 전환”125)한다고 말한

다. 프루스트의 작업과 유사하게 브르통이 『나자』에서 묘사한 것은 실

제 자신이 체험했던 현실세계임과 동시에 무의식의 세계였다. 그런데 브

르통은 그 “깨어있음과 잠들어 있음 사이의 문지방”126)과 같은 영역의

경험을 정치적 원동력으로 전환하려 했다는 점에서 프루스트와는 구별된

122) GS Ⅵ/1, 80.

123) GS Ⅳ/1, 142 ; 『선집1』, 155쪽.

124) GS Ⅱ/1, 299 ; 『선집5』, 150쪽.

125) GS Ⅱ/1, 300 ; 『선집5』, 151쪽.

126) GS Ⅱ/1, 300 ; 『선집5』, 1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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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제로 초현실주의자들의 작업은 예술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졌지만

그 방향은 정치에 있었다.

벤야민에 따르면 초현실주의자들은 “범속한 계시(profane

Erleuchtung)”127), 즉 일상적이고 오래된 사물들에서 인간과 사회의 이성

적이고 이상적인 것들을 전복할 수 있는 혁명적 에너지를 얻는 자들,

“사물들이 혁명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자들”128)이다. 주지하다시피 초현실주의자들에게 그 혁명적 에너지는 무

의식의 세계였다. 그들은 인간의 무의식에 관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적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일상에서 억압된 꿈과 같은 무의식의 세계를

드러내려 하였다. 그러나 프로이트가 무의식을 의식의 치유수단으로 다

루었던 것에 반해, 초현실주의는 이성에 억눌린 무의식 자체의 해방을

통해 부르주아 사회의 이성적 질서가 억압한 인간과 자연을 해방하려 했

다.129) 이러한 그들의 예술작업은 “자아보다 먼저” “이미지와 언어가 가

장 먼저 입장할 권리”130)를 갖게 하는 것으로서, 무의지적으로 돌출하는

127) 국역본은 Erleuchtung을 ‘각성’으로 번역하였는데 이 글에서는 이를 앞서

논의한 각성(Erwachen) 개념과 구분하기 위하여 원 단어의 의미를 살려 ‘계

시’로 번역한다. 영역본 또한 계시의 의미를 지닌 illumination로 번역하고 있

다. 사전적으로 Erleuchtung과 illumination이 모두 ‘빛’과 관련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단어에는 ‘빛이 비추어져 깨달음을 얻다’는 계명(啓明)의 의미

가 있지만, 이는 주체가 스스로 깨달음에 이르기보다 어떤 외부적인 (신과

같은 초월적) 존재가 주체를 깨우치는 수동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에 가깝다.

이 점에서 Erleuchtung은 ‘계시’와 좀 더 가까워 보인다. 초현실주의자들의

범속한 계시가 일상의 사물들에서 이성중심의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비이

성적인 무의식의 세계에 내재한 혁명적인 에너지를 발견함을 의미하기 때문

에 벤야민의 정치 개념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만, 그 계시는 일상의 사

물에서 과거의 소망이미지를 발견하고 이를 현재를 변화시키는 혁명적 에너

지로 전환하는 역사성을 지닌 ‘각성’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 ‘계시’와 ‘각성’의

구별은 다음의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초현실주의자인 “아라공의 작업에

대한 이 [『파사주』] 작업 경향의 경계설정. 아라공이 꿈의 영역에 머무르기

를 고집하는 반면 여기서는 각성의 성좌가 발견되어야 한다.” 『파사주』,

[K1,9]

128) GS Ⅱ/1, 299 ; 『선집5』, 150쪽.

129) 최문규, 「삶의 실천 속에의 예술의 지양?」, 『유럽사회문화』, 5권, 2010,

179-180쪽.

130) GS Ⅱ/1, 297 ; 『선집5』, 1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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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식의 세계를 예술이라는 통로로 적극적으로 드러내려는 것이었다.

벤야민에 따르면 당시 초현실주의의 강한 비판 대상은 그 운동이 일어났

던 파리에서 활동하던 프랑스 좌파 지식인들이었다. 이들은 “이상주의적

도덕을 정치적 실천과 구제 불가능하게 연계”하였는데, 이는 “정치를 온

갖 도덕화하는 딜레탕티즘”131)에 다름 아니었다. 초현실주의가 이들에

저항하는 방법은 “전방위적인 염세주의”132), 즉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모

든 것을 불신하는 염세주의를 조직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벤야민은 초현실주의자에 관한 이러한 탐구를 바탕으로 이 “통

찰이 확장될 필요”133)가 있다고 말한다. 그는 초현실주의자들의 작업이

“혁명을 위한 도취의 힘들을 얻기”이고 “그것이 초현실주의의 모든 책과

시도가 추구하는 목표”이지만, “이 과제를 성취하려면 [···] 모든 혁명적

행위 속의 어떤 도취적 요소가 살아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134)하다고 주

장한다. 즉 초현실주의자들은 환각 상태에서 볼 수 있는 꿈과 무의식적

인 세계를 드러냄으로써 혁명적 힘을 얻으려 하였지만, 이들은 “오로지

아나키적 과제에만 강조점을 두었기”135) 때문에 이들에게서 한 발자국

더 나아야 한다고 벤야민은 주장하는 것이다.

벤야민은 「초현실주의」의 마지막에서 ‘이미지공간’과 ‘신체공간’, 그

리고 이 둘을 통한 ‘집단적 신경감응(Innervation)’ 개념을 제시하는데,

이 개념들은 벤야민이 초현실주의의 작업을 자신의 정치 개념으로 전유

하고 확장한 결과이다. 벤야민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염세주의를 조직

한다는 것은 정치에서 도덕적 메타포를 추방하는 일, 정치적 행동의 공

간에서 백 퍼센트의 이미지공간(Bildraum)을 발견하는 일 이외의 다른

것을 뜻하지 않는다.”136) 일견 그의 이 주장은 초현실주의에 대한 이야

기로 보이지만, 이 문장의 바로 다음의 논의 전개를 보면 그가 초현실주

의자들을 비판하며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1) GS Ⅱ/1, 304 ; 『선집5』, 158쪽.

132) GS Ⅱ/1, 308 ; 『선집5』, 165쪽.

133) GS Ⅱ/1, 308 ; 『선집5』, 165쪽.

134) GS Ⅱ/1, 307 ; 『선집5』, 163쪽.

135) GS Ⅱ/1, 307 ; 『선집5』, 163쪽.

136) GS Ⅱ/1, 309 ; 『선집5』, 1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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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이미지공간은 관조적으로는(kontemplativ) 전혀 측정할 수

없다. 부르주아 계급의 지적 헤게모니를 무너뜨리고 프롤레타리아 대

중과의 접점을 획득하는 일이 혁명적 지식인들의 이중 과제라면, 그들

은 이 과제의 두 번째 부분에서 거의 완전히 좌절한 셈인데, 그 까닭

은 그 부분이 관조적으로는 해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도 사람들은 그 과제가 마치 그런 것인 양 거듭해서 제시하고 프롤레

타리아 시인들, 사상가들, 예술가들을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

다.137)

여기서 벤야민은 자신과 같은 혁명적 지식인들의 과제는 부르주아 계급

의 지적 헤게모니를 무너뜨림과 동시에 대중과의 접점 또한 획득하는 것

이라 말하고 있다. 그런데 그가 보기에 초현실주의자들은 이상적이고 합

리적인 것을 중요시하는 당대의 부르주아 계급에 맞서 “문학”과 “자유”

와 “유럽 인류의 운명”을, 그리고 “계급 간의, 민족 간의, 개인 간의 모

든 소통을 불신”함으로써 부르주아의 지적 헤게모니를 무너뜨리려 하였

지만, 그들은 “관조적”인 작업에만 머물렀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 대중

과의 접점을 획득하는 일”에는 실패하였다. 즉 초현실주의는 신비적이고

초현실적인 무의식의 세계를 “열정적으로 또는 광적으로 강조”하였는데,

벤야민이 보기에 이는 “우리에게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138)한다는 것이

다. 요컨대 그는 초현실주의가 대중을 형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

지 않고 기존의 예술과 사회에 대한 끊임없는 불신에만 머물렀다는 비판

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초현실주의의 전략이 끊임없는 불

신하기라는 언급 뒤에 “그러나 지금은, 그 다음엔?”이라는 질문을 던진

다.

벤야민은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정치적 행동의 공간에서 백 퍼센트

의 이미지공간을 발견해야”139) 함을 제시한다. 이는 부르주아 출신의 예

137) GS Ⅱ/1, 309 ; 『선집5』, 165쪽.

138) GS Ⅱ/1, 307 ; 『선집5』, 163쪽.

139) GS Ⅱ/1, 309 ; 『선집5』, 1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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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가가 예술이라는 경계를 벗어나고서라도 실제 정치행위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일상에서 이미지공간을 발견할 것에 대한 요구라 볼 수 있다. 그

는 이를 위한 전제로서 “변증법적인 얽힘(Verschränkung)”을 제시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변증법적 시각의 힘, 즉 일상적인 것을 간파할 수

있는 것으로, 그리고 간파할 수 없는 것을 일상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그

힘으로, 우리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만 그 [초현실적인] 신비를

간파할 수 있다.”140) 「초현실주의」에서 구체적인 변증법적 이미지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지는 않지만 여기서 그 사유의 단초가 제시되고 있

다. 이를 발전시켜 벤야민은 1930년대 초에 작성한 『파사주』의 한 메

모141) 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초현실주의자인 “아라공의 작업에 대한

이 작업 경향의 경계설정. 아라공이 꿈의 영역에 머무르기를 고집하는

반면 여기서는 각성의 성좌가 발견되어야 한다. [···] 여기서는 [아라공에

인상주의적인 요소로 남아 있던] ‘신화’를 역사의 공간 속으로 해체하려

고 한다.”142) 앞서 1.2절에서 논의한 역사적 인식에서의 변증법적 이미지

를 상기해 볼 때, 벤야민이 말하는 “변증법적인 얽힘”은 ‘정지 상태의 변

증법’, 즉 과거와 현재의 변증법적 이미지를 인식하는 사유의 구조, 다른

말로 각성의 구조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벤야민이 「초현실주의」의 결

론 부분에서 정치적 행동의 공간에서 이미지공간을 발견해야 한다는 주

장을 앞서 논한 역사적 인식의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의 문장을 보자. “한 행동이 자신의 이미지를 자

신으로부터 드러내고 [그] 이미지가 되며, 그것을 자기에게 넣고 삼키는

곳 어디서나 [···] 이미지공간이 열린다.”143) 여기서 벤야민은 이미지공간

이 어떤 행동을 통해 드러나고 그 행동 자체가 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

는데, 실제로 벤야민은 이미지공간을 “더 구체적으로 말해 신체공간

(Leibraum)”144)이라고 말함으로써 이미지와 행동이 어떤 공간에서 동시

140) GS Ⅱ/1, 307 ; 『선집5』, 163쪽.

141) 벅 모스는 『파사주』 N묶음의 N1-N3a가 1935년 6월 이전에 쓰였다 말한

다. Susan Buck-Morss, Ibid, pp. 50-51.

142) 『파사주』, [N1,9]

143) GS Ⅱ/1, 309 ; 『선집5』, 166쪽.

144) GS Ⅱ/1, 309 ; 『선집5』, 1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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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일상에서의 정치적 행동은 곧

이미지공간을 여는 것에 다름 아니고, 따라서 이미지공간은 신체공간이

라는 것이다. 앞서 인용한 “정치적 행동의 공간에서 백 퍼센트의 이미지

공간을 발견”145)한다는 말을 이 맥락에서 생각해 볼 때, 정치적 행동이

이루어지는 우리 일상의 삶의 공간, 구체적으로는 일상에 편재한 과거의

사물들이 역사의 변증법적 이미지를 발견하는 이미지공간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는 앞서 2.1절에서 언급한, 정신이 현존한

자가 일상에서 과거의 이미지를 찰나적으로 포착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다른 것이 있다면 여기서 벤야민은 그 인식 행위와 이미지를 ‘공

간’이라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공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에 대한 단서를 우리는

앞서 언급한 벤야민이 말한 “혁명적 지식인들의 이중 과제” 중 두 번째

과제, 즉 “프롤레타리아 대중과의 접점을 획득하는 일”146)에서 찾을 수

있다. 벤야민이 「초현실주의」에서 공간을 사용하는 단어는 ‘정치적 행

동의 공간’, ‘이미지공간’, ‘신체공간’이다. 지금까지의 논의에 따라 정치적

행동의 공간은 우리 일상의 공간이고, 역사의 변증법적 이미지공간은 그

곳에서 발견될 수 있다. 문제는 이 이미지공간과 신체공간이 어떻게 연

결되느냐이다. 벤야민은 “이미지공간은 관조적으로는 전혀 측정할 수 없

다.”며, 다음 문장에서 “대중과의 접점을 획득하는 일”은 “관조적으로는

해낼 수 없다.”147)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이미지공간에서는 대중과의 접

점을 획득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지는데, 이에 대한 근거는 벤야민

이 신체공간을 언급하는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이미지 공간을

“더 구체적으로 말해 신체공간”이라며, 바로 몇 문장 뒤에서 “집단 역시

신체적”148)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신체공간은 개인의 공간이라기보

다 집단인 대중의 공간에 가까워 보인다. 좀 더 엄밀히 말하자면 신체공

간은 ‘대중149)이 형성될 가능성을 지닌 공간’이라 말할 수 있다. 앞서 살

145) GS Ⅱ/1, 309 ; 『선집5』, 165쪽.

146) GS Ⅱ/1, 309 ; 『선집5』, 165쪽.

147) GS Ⅱ/1, 309 ; 『선집5』, 165쪽.

148) GS Ⅱ/1, 309-310 ; 『선집5』, 166-1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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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본 바대로 벤야민의 신체 개념은 개인보다는 집단의 차원에 있고, 인

간의 정신과 물질이 구분되기 어려운 것임을 상기할 때, 이미지공간이

곧 대중의 정신과 집단적 신체를 형성할 수 있는 신체공간에 다름 아님

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벤야민의 정치 개념에서 이미지공

간과 신체공간이 하나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미지-신체공

간이라 말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정치적

행동 공간으로 뒤바뀐 일상에서 과거의 사물들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통

해 열리는 이미지공간은 곧 대중이 형성될 수 있는 신체공간이다. 다른

관점에서 다시 말해보자면, 인식 주체가 이미지공간이 열리는 하나의 통

로가 되고, 그 이미지를 공유하는 집단적인 신체가 형성될 수 있는 신체

공간이 열림으로써 “신체와 이미지공간이 상호 침투”150)할 수 있게 된

다. 벤야민은 이 신체공간과 이미지공간이 상호 침투함으로써 “모든 혁

명적 긴장이 신체적이고 집단적인 신경감응”151)이 된다고 주장한다. 지

금까지의 논의에 따라 신체공간과 이미지공간이 상호 침투한다는 것은

대중이 공유하는 변증법적 이미지가 곧 그 대중의 신체가 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벤야민의 ‘신체’가 전통적인 정신과 신체의

경계가 흐려진 정신-신체라는 것과 집단적인 인류에 있는 차원임을 상

기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벤야민은 정신-신체와 주체-객체의 이분법을

넘어서, 이들의 교집합을 확장하면서 이미지와 집단으로서의 신체가 뒤

섞인 ‘신체’를 상정하고 있다. 이 맥락에서 이미지공간이 “더 구체적으로

말해 신체공간”152)이라는 벤야민의 주장은 합당하다. 이렇듯 신체와 이

미지가 서로 긴밀하게 하나가 되면 될수록,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

149) 벤야민에게 있어서 ‘대중’은 특정 계급에 국한되지 않고 어떤 상황에 따라

유기적으로 형성되는 집단에 가까운 의미를 지닌다. 벤야민은 영화의 관객과

이 대중을 연결하여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에 관해서는 아래의 Ⅲ장에서 논의

하겠다.

150) GS Ⅱ/1, 310 ; 『선집5』, 167쪽.

151) GS Ⅱ/1, 310 ; 『선집5』, 167쪽.

152) GS Ⅱ/1, 309 ; 『선집5』, 1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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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사상과 에너지를 지닌 이미지가 더 깊이 체화되면 될수록 벤야민이

주장하는 정치가 현실을 변화시킬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논의를 정리하여, 정신이 현존한 인식 주체가 삶 속에서 빠르게 지나

가는 역사의 변증법적 이미지를 인식하는 것, 그 이미지가 개인의 인식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대중과의 접점을 획득”할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이 되고, 그럼으로써 변증법적 이미지가 깊이 상호 침투하는 대중이

형성되는 신체공간이 되는 것,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벤야민의 정치가

작동하는 노선이라 볼 수 있다. 벤야민은 이를 한 마디로 “신체적인 집

단적 신경감응”153)이라 말한다. 이미지공간과 신체공간이 매우 긴밀하게

하나가 되면 될수록, 그 공간에서 형성된 대중의 결집력은 더욱 강해지

어 이들의 정치적 역량 또한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신경감응이 일종

의 전기신호로 근육을 움직이는 것임을 생각해 볼 때, 벤야민은 신체와

이미지공간의 깊은 상호침투를 집단적 신경감응으로 설명함으로써 대중

이 어떤 이미지로 마치 하나의 생명체 같이 움직이는 바를 묘사하려 했

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노선은 설명을 위해 도식적으로 정리한 것이지만,

그것이 언제나 그와 같이 도식적으로 작동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역사철학」에서 그는 변증법적 이미지를 인식하는 것은 집단의 차원에

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강조하기도 한다. 즉 어떤 변증법적 이미지를 통

해 집단적 신체가 구성되기도 하지만, 집단적 신체가 변증법적 이미지를

인식함으로써 신경감응이 되기도 한다. 「역사철학」에서 그는 “역사적

인식의 주체는 투쟁하는, 억압받는 계급 자신”154)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인식 주체를 집단으로 상정하고 있다. 여기서 역사적 인식의 주체는 그

자체로 집단적 신체이며, 이 신체의 역사적 인식은 혁명적 행동의 한 가

운데에서 이루어진다. 이를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역사의 연속체를

폭파한다는 의식은 행동을 하는 순간에 있는 혁명적 계급들에게서 특징

적으로 나타난다.”155) 역사의 연속체를 폭파하는 것, 즉 과거의 있었던

153) GS Ⅱ/1, 310 ; 『선집5』, 167쪽.

154) GS Ⅰ/2, 700 ; 『선집5』, 343쪽.

155) GS Ⅰ/2, 701 ; 『선집5』, 3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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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진보사의 흐름에서 떼어내어, 정지한 과거로서 현재와의 새로운 관

계를 구성하는 것은 변증법적 이미지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일례로 벤야

민은 “프랑스 혁명은 스스로를 다시 귀환한 로마로 이해했다. 프랑스 혁

명은 [···] 고대 로마를 인용”156)했다고 말한다. 즉 프랑스 혁명의 주체들

이 고대 로마의 왕정에서 공화정으로의 이행이라는 과거사를 혁명적 이

미지로서 인용을 했다는 것이다. 이때 과거 로마의 그 사건은 현재와 유

리된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변증법적 이미지가 되고,

혁명의 순간에 있는 집단은 그 이미지를 현재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집단으로서의 신체가 혁명적 행동의 순간에서 역사적

이미지를 인식하는 것은 인식 행위와 실천이 명확하게 구분되기 어려운,

이미지-신체공간이 중첩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벤야민이 말하는 정치가 어딘가

모호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이는 벤야민이 매우 추상적

이고 압축적으로 자신의 정치 개념을 제시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 그의 정치 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존의 질서

내에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론적 행동과는 거리를 두기 때문

이기도 하다. 이러한 목적론을 배경으로 한 정치 개념은 이미 그 내용과

방법이 결정되어 있기에 그 범위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물론 벤야민

이 염두에 두고 있는 정치적 행동은 파시즘 비판에서 드러났듯이 기존의

법과 소유관계를 통해 유지되어 온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을 포함한

다.157)

그럼에도 벤야민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그가 좀 더 근본적이고 포괄

적인 차원에서, 즉 정치적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인식적 차원에서 정치

156) GS Ⅰ/2, 701 ; 『선집5』, 345쪽.

157) 「기술복제」에서 그는 “대중은 소유관계의 변화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를 되찾는 것을 정치적 행동으로 여긴다. (GS Ⅶ/2, 382 ; 『선집2』,

93쪽.) 이는 그가 「폭력비판을 위하여」(1921)에서 언급한, 법이라는 권력

(Gewalt)에 의존하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것, 결국에는 “국가권력을 탈정

립(Entsetzung)하는 데서 새로운 역사 시대의 토대가 마련”(GS Ⅱ/1, 203 ;

『선집5』, 116쪽.)된다는 주장과도 연결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꽤 강경한

정치적 주장에서도 벤야민은 구체적인 행동을 지시하기보다, 행동 이전의 인

식적 차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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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논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 벤야민은 기존의 질서에

순응하게 하는 것들로부터의 인식적 해방을 강조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할 유토피아적인 방향과 힘을 현재와 과거의 새로운 관계에서 얻길 기대

하기에, 그의 정치 개념에서 역사적 인식 및 그러한 인식을 공유하는 대

중의 형성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벤야민의 정치 개념이 인식적 차

원을 강조하기에, 인식 주체가 처한 각각의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한 정

치적 실천을 위한 내용과 방법이 나올 수 있다. 이러한 각 상황에서의

역사적 인식을 통한 대중의 형성이 정치적 실천의 토대가 되며, 그 인식

과 대중이 형성되는 공간이 바로 이미지-신체공간이다.

벤야민은 우리의 현실에서 이러한 이미지-신체공간이 열리는 것과 기

술을 연관지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기술 속에서 그 [신체적인] 집단에

게 조직되는 자연(Physis)은 [···] 이미지공간에서만 생성될 수 있다.” 그

리고 그를 통해 “신체와 이미지공간이 서로 깊이 침투”158)한다고 벤야민

은 주장한다. 「초현실주의」에서 기술에 대한 언급을 이처럼 짧게 제시

되기 때문에, 이 기술이 어떻게 이미지와 신체공간, 그리고 집단적 신경

감응과 연결될 수 있는지를 「기술복제」의 논의를 기반으로 살펴볼 필

요가 있다. 그럼 이제 「기술복제」를 통해 벤야민의 정치 개념이 기술

및 예술매체와 어떠한 관련을 맺는지를 살펴보자.

158) GS Ⅱ/1, 310 ; 『선집5』, 1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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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치적 매체로서의 영화

이 장은 「기술복제」에서 벤야민이 제시한 새로운 개념들이 앞서 살

펴본 정치 개념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그는 ‘정신분산’

과 ‘유희공간’ 개념은 “파시즘의 목적을 위해서는 무용하고 [···] 예술정

치에서 혁명적 요구들을 표명하는 데는 유용”159)하다고 주장한다. 벤야

민은 「기술복제」에서 발달된 기술로 탄생한 현대예술은 예술의 사회적

기능을 변화시켰다고 보고 있다. 즉 “예술이 의례에 바탕을 두었는데, 이

제 예술은 다른 실천, 즉 정치에 바탕을 두게”160)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

데 그는 모든 현대예술, 구체적으로는 모든 영화가 그가 주장하는 “혁명

적 요구”를 표명한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 또한 당대의 자본주의와 파

시즘이 영화를 수단화함으로써 영화의 “혁명적 기회들이 반혁명적인 기

회로 변형”161)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파시즘 영화는 영화에 내재

한 혁명적 가능성을 묵살하고 자본 혹은 정치적 목적의 수단이 되어 영

화에서 사라져가는 가상의 아우라를 인위적으로 부활시킨다. 그러나 벤

야민은 당대의 현실에 승복하여 영화를 부정하고 영화의 본질이 지닌 정

치적 가능성을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부각시켜 현실을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즉 그는 새로운 기술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돌파함으로써162), 그리고 역사의 흐름을 과거로

돌림으로써가 아니라 발전된 기술의 효과를 동원하고 재편성함으로써163)

파시즘의 ‘정치의 심미화’에 대응하고자 했다.

이 장은 그 대응의 중심에 있는 개념으로 「기술복제」의 ‘정신분산’과

‘유희공간’에 주목한다. 영화를 통한 ‘정신분산’의 습관화는 자본주의와

파시즘이 조작한 가상으로서의 현실세계를 무너뜨리고, ‘정신의 현존’을

159) GS Ⅶ/1, 351 ; 『선집2』, 43쪽.

160) GS Ⅶ/1, 357 ; 『선집2』, 53쪽.

161) GS Ⅶ/1, 370 ; 『선집2』, 74쪽.

162) Susan Buck-Morss, “Aesthetics and Anaesthetics: Walter Benjamin's

Artwork Essay Reconsidered”, The MIT Press, No.62, 1992, p. 5.

163) Miriam Hansen, “Benjamin and Cinema Not a One-Way Street”,

Critical Inquiry, No.25, 1999, p.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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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게 훈련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또한 영화가 열어주는 방

대한 ‘유희공간’은 인간이 세계를 새롭게 경험하게 한다. 영화는 유희공

간에서 다양한 실험을 통해 발견되는 이미지들을 집단이 공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미지-신체공간’이 현실에서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준

다. 이 장은 이러한 가능성들, 즉 ‘정신분산’과 ‘정신의 현존’의 연결, 그

리고 ‘유희공간’과 ‘이미지-신체공간’이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구성되는 벤야민의 ‘정치적 매체’가 어떻게 그가 말하는 혁명

적 요구들을 충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재적으로 지니는지를 탐구한다.

이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이전에, 그가 새로운 매체의 기

반으로 제시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

1. 새로운 매체의 기반: 제2기술

벤야민은 기술의 진보가 예술의 진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즉 “예술의 중요하고 기본적인 진보는 새로운 내용도 아니고 새로운 형

식도 아니라는 점이다. 기술의 혁명이 그 둘에 앞서 일어난다.”164) 기술

기반의 대표적 예술인 사진과 영화는 카메라라는 기술로 탄생할 수 있었

으며, 이 기술로 인해 사진과 영화는 전통예술인 회화와는 다른 방식으

로 세계를 표현하는 것이 가능해 졌다. 그런데 벤야민은 기술이 가져오

는 본질적인 변화를 예술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보고 있다. 그는 기술

의 변화가 만들어 내는 새로운 자연에 주목한다. 앞서 Ⅱ장의 마지막에

서 논의했듯이, 「초현실주의」에서 벤야민은 “기술 속에서 집단에 하나

의 자연(Physis)이 조직”될 수 있음을 언급하며 이를 통해 “신체공간과

이미지공간이 서로 깊이 침투”함을 강조한다.165) 자연 개념은 『일방통

행로』의 마지막 테제인 ‘천문관으로’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그는 “종

으로서의 인간”은 “발전의 끝에 서 있지만, 종으로서의 인류는 발전의

시작”에 서 있다며, 그 이유를 새로운 인류에게는 “기술 속에서 조직되

164) GS Ⅱ/2, 753 ; 『선집2』, 240쪽.

165) GS Ⅱ/1, 310 ; 『선집5』, 1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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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나의 자연”이 있기 때문이라 언급한다.166) 그가 보기에 산업화로

등장한 새로운 기술은 인간에게 새로운 자연을 조직하고, 이 자연이 종

으로서의 인류를 만들었다.

그 자연이란 무엇일까? 벤야민이 ‘천문관으로’에서 두 자연(Natur,

Physis)을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전자의

자연(Natur)을 외부세계라는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자연의

지배가 기술의 의미라고 제국주의자들은 가르치는데”, 기술은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인류의 관계를 지배하는 것이다.”167) 이

글에서 자연(Natur)은 경험의 대상으로서 외부세계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와는 달리 후자의 자연(Physis)은 인류와 구분되지 않는 내적세계로

묘사된다. 이 글에서 단 한 번 등장하는 Physis는 앞서 인용한 “기술 속

에서 집단에게 하나의 자연(Physis)이 조직”된다는 문장에서만 사용된다.

그러니까 이 자연은 집단과 관련된다. 본래 Physis는 사물에 내재한 운

동의 원리이고, 그 어원이 ‘산출하다’, ‘생겨나다’ 혹은 ‘생성하는 내적 원

리’ 등의 의미를 지닌 희랍어 퓌오(φύω)에 있는 것168)을 볼 때, 우리는

집단에게 “기술로 조직되는 자연”을 기술 속에서 집단에게 새로운 본성

혹은 일종의 힘이 만들어진다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가 말하는 기술은 무엇이고 어떻게 집단에 그러한 자연을 조직한다

는 것인가? 「기술복제」에서 그 기술은 ‘제2기술’이라 명명된다. 벤야민

에 따르면 “제2기술은 가능하면 인간을 적게 투입”하는 기술이며, “인간

을 중점적으로 투입”하는 제1기술보다 공학적으로 더 발전된 기술이

다.169) 제1기술에서는 하나뿐인 생명을 가진 인간이 직접 투입되고, 때로

166) GS Ⅳ/1, 147 ; 『선집1』, 164쪽.

167) GS Ⅳ/1, 147 ; 『선집1』, 163-164쪽.

168) 전재원,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 개념」, 『철학논총』, 75권, 2014, 244쪽.

169) 김남시는 제1기술과 제2기술의 관계가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제1기술에서

잠재적이었던 계기들이 제2기술에서 발현된 것으로 보아야 함을 강조한다.

즉 제1기술로 볼 수 있는 주술과 미메시스적 행위들에 잠재한 인간과 자연의

신비적이고 유희적 관계들이 제2기술의 등장으로 집단적으로 발현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김남시, 「발터 벤야민 예술론에서 기술

의 의미:「기술복제 시대의 예술작품」다시 읽기」, 『미학』, 81권 2호,

2015, 55-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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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간이 “제물로 바쳐지기” 때문에, 인간은 자연을 두려움과 보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 그러나 제2기술에서는 “인간을 적게 투입”하고

여러 위험을 기술에게 전가하기 때문에, 인간은 자연에 대한 두려움을

덜고 자연과 “상호 유희(Zusammenspiel)”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

었다고 벤야민은 본다.170) 그는 제2기술에 대한 예로 오늘날의 드론과

같은 무인기를 직접 언급하기도 하는데, 주지하다시피 오늘날의 무인기

술은 곳곳에서 위험한 작업을 도맡아 하고 있다. 이처럼 기술의 발달로

탄생한 장치들은 오랫동안 인간이 지녔던 자연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주

고,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생산을 가능하게 하므로, 제2기술로 인해

인간은 점점 더 “노동의 고역에서 해방”된다.

벤야민이 주목하는 것은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이 인간으로 하여금 “자

신의 요구[가 무엇이었는지를 자각하고 이]를 내세우게”171) 한다는 점이

다. 끊임없는 노동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의 요구를 자각한 인간은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회를 향한 꿈을 꾸게 된다. 아

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노동에서의 물리적

인 해방과 더불어 제2기술을 통해 “자신의 유희공간이 일순간 엄청나게

확장”되었기 때문이라고 벤야민은 말한다. 제2기술은 인간에게 물리적이

고 정신적인 여유를 가져다 줄뿐만 아니라, 제2기술 자체가 인간 집단의

일종의 신경기관이 되어 벤야민이 말하는 혁명의 가능성을 높인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혁명이란 역사적으로 새로운 집단의 신경감응의

시도인데, 이때 집단은 제2기술에서 기관을 취한다.”172) 그가 보기에 “예

술이 갖는 사회적으로 결정적인 기능”은 인간과 자연의 “상호유희를 훈

련시키는 일”173)이며, 특히 영화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한다. 제2기술을

통해 유희공간이 확장된 인간은 자연과 새로운 유희적 관계를 형성할 뿐

만 아니라, 개별적 주체를 넘어서 집단적 주체로서의 새로운 의식을 지

닐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게 된다. 우리는 이 가능성을 앞서 인용한 기

170) GS Ⅶ/1, 360 ; 『선집2』, 57쪽.

171) GS Ⅶ/1, 360 ; 『선집2』, 58쪽.

172) GS Ⅶ/1, 360 ; 『선집2』, 57쪽.

173) GS Ⅶ/1, 360 ; 『선집2』, 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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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속에서 집단에 조직되는 ‘자연’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벤야민이 예술에서의 대표적인 제2기술로 제시하는 영화를 살

펴보도록 하자.

2. 정신분산의 습관화를 통한 정신의 현존

벤야민이 영화에서 중요하게 보는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정신분산’이

다. 그에 따르면 영화에서의 “정신분산174)적 요소는 주로 촉각/전략적인

(taktische) 요소”이다. 이 촉각/전략적 요소는 “관객들에게 단속적으로

침투하는 무대나 숏의 빠른 전환에 기초한다.”175) 그는 “정신분산과 정

신집중은 상반된 개념”176)이라 말하며 이 둘의 대비를 예술작품을 통해

설명한다. 정신집중을 요구하는 회화와 같은 전통적인 예술에서 관객은

‘집중’하여 예술작품의 세계로 빠져 들어가지만, 다다이즘이나 영화와 같

은 몽타주를 기반으로 하는 현대예술은 일종의 충격으로 관객에게로 다

가와 관객의 정신을 ‘분산’시킨다. 요컨대 정신집중은 관객이 의지적으로

“예술작품으로 들어가”는 몰입과 관계되지만, 정신분산 상태에 있는 관객

은 “예술작품이 자신들 속으로 빠져 들어오게 한다.”177) 즉 정신분산은

무의지적 수용과 관계된다.

그런데 벤야민이 예술을 감상하는 태도에 있어서 정신분산과 정신집중

을 대비하여 설명하지만, 정신분산에 대한 그의 전체적인 논의를 종합적

으로 고려할 때 예술을 감상하는 태도 밖에서는 그 둘을 단순히 대비되

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우리는 정신분산에서도 집중의 요소를 찾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집중은 자아를 상실하고 특정 대상으로 몰입하는

174) 「기술복제」에서 정신분산의 원어는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림’ 혹은 ‘기

분 전환’의 의미를 지닌 Ablenkung과, ‘분산, 해산’ 혹은 ‘기분 풀이’의

Zerstreuung가 함께 사용되는데, 벤야민은 이 둘을 특별히 구분하여 사용하

지는 않는다. 이 인용문에서 사용된 것은 Ablenkung인데, 이보다 많이 사용

되는 것은 Zerstreuung이다.

175) GS Ⅶ/1, 379 ; 『선집2』, 89쪽.

176) GS Ⅶ/1, 380 ; 『선집2』, 90쪽.

177) GS Ⅶ/1, 380 ; 『선집2』, 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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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인식 주체에게 빠르게 다가오는 어떤 이미지를 붙잡기 위

한 깨어있음에 가깝다. 이러한 생각에서 이 절에서는 ‘정신분산’의 습관

화와 ‘정신의 현존’의 연결을 시도한다. 이 연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

능한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벤야민이 정신분산의 근거

로 삼는 영화의 충격효과를 살펴보자.

2.1. 지각의 과제: 충격의 전환

벤야민은 “역사의 전환기에 인간의 지각에 부과된 과제는 단순히 시

각, 다시 말해 관조를 통해서는 전혀 해결되기” 어렵다며, “그러한 과제

는 촉각적 수용의 주도하에, 즉 습관을 통해 점차 해결”된다고 말한

다.178) 벤야민이 보기에 촉각적 수용의 중심에는 영화의 이미지 연쇄에

따른 충격효과가 있고, 이 충격의 촉각적 수용은 정신분산의 핵심 요소

이다. 그렇다면 정신분산이 벤야민에게 어떠한 정치적 의미가 있다는 것

인가? 우리는 “역사의 전환기에 인간의 지각에 부과된 과제”를 벤야민의

정치 개념에서 바라보고, 이를 ‘정신의 현존’과 연결함으로써 그 답을 제

시할 수 있다. 벤야민은 직접 “충격효과는 다른 충격효과가 그러한 것처

럼 강화된 정신의 현존에서만 받아낼”179)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문구는 「기술복제」의 제2판에서는 각주에 있었는데, 제3판에서는

본문으로 올라온다. 제3판의 다음 해에 쓰인 「역사철학」의 노트에서

“역사기술은 자신의 정신의 현존을 입증해 보여야” 한다는 것이 강조된

것으로 볼 때, 벤야민이 그 둘, 즉 충격효과를 받아낼 수 있는 정신의 현

존과, 역사적 인식에서의 정신의 현존을 함께 염두에 두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영화의 충격효과를 통한 정신분산의 습관화

는 역시 하나의 충격으로서 다가오는 변증법적 이미지를 인식하기 위한

정신의 현존을 습관화할 가능성을 지닌다. 이 둘의 연결은 충격을 유발

하는 이미지와 충격 에너지가 어떻게 수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178) GS Ⅶ/1, 381 ; 『선집2』, 91쪽.

179) GS Ⅶ/1, 379 ; 『선집2』, 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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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견고해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단서를 우리는 벤야민이 “충격의

경험을 자신의 예술작업의 중심”180)에 두었다고 본 보들레르에게서 찾을

수 있다.

「역사철학」과 같은 해에 쓰인 「보들레르의 몇 가지 모티프에 관하

여」(1940)181)에서 벤야민은 프로이트의 충격과 트라우마에 대한 생리학

적 분석을 경유하며 충격 논의를 다음과 같이 전개한다. “충격의 수용은

자극을 극복하는 훈련을 통해서 수월해지는데, [···] 충격은 그렇게 저지

되어, 즉 그와 같이 의식에 의해 방어되어, 그 충격을 야기한 사건에 명

확한 의미의 체험의 성격을 부여한다.”182) 벤야민은 충격을 의식적으로

극복하는 훈련을 통해서, 충격과 그 충격을 야기한 사건이 트라우마를

일으킬 수 있는 무의식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않는 현상에 주목한다.

“외부의 에너지들에서 오는 위협은 충격을 통한 위협이다. 의식이 충격

의 기록에 익숙해질수록, 트라우마적 영향은 예상보다 적어질 것이다

.”183) 그런데 충격에 대한 의식적 방어에 성공하면, 그 충격을 준 사건에

는 체험의 성격이 부여되어 인간의 “의식적인 기억의 기록부에 직접적으

로 편입”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과정이 “시적 경험을 위한 [충격을 준]

사건을 소멸”184)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보기에 충격을 의식적으

로 방어하는 데 성공하게 되면 그 충격의 에너지는 소멸되고, 충격을 준

사건은 단순한 정보로서 환원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보들레르는 현대

사회의 충격을 어떻게 시적 경험으로 전환했다는 것일까?

벤야민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보들레르는 충격을, 그것이 어디에서

오든지 간에, 자신의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인격으로 받아 넘기는

(parieren) 것을 자기 일로 삼았다.”185) 여기서 벤야민이 충격을 막아내

는 것을 프로이트가 사용하는 ‘방어(schutz)’가 아닌 ‘받아 넘김

180) GS Ⅰ/2, 616 ; 『선집4』, 192쪽.

181) 이하 「보들레르 모티프」로 약칭하겠다.

182) GS Ⅰ/2, 614 ; 『선집4』, 190쪽.

183) GS Ⅰ/2, 613 ; 『선집4』, 189쪽.

184) GS Ⅰ/2, 614 ; 『선집4』, 190쪽.

185) GS Ⅰ/2, 616 ; 『선집4』, 193쪽. 여기서 ‘육체적인’의 원어는 ‘physischen’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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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ieren)’을 사용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받아 넘김’으로 번역된

parieren은 격투기와 같은 무술이나 축구와 같은 스포츠에서 상대방의

공격에 실린 힘을 다른 곳으로 돌려, 그 공격을 받아 쳐내며 막는 것을

의미한다.186) 그의 이 단어 선택은 그가 충격의 에너지를 완전히 방어하

는 것이 아니라, 충격에 맞섬과 동시에 그 에너지를 어디론가 돌리는 것

을 암시한다. 즉 정신적이고도 육체적으로 충격을 받아 넘기는 것은 그

충격의 에너지를 완전히 무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전환함을

의미한다. 실제로 벤야민은 위 인용문 다음에 보들레르가 그 충격을 대

하는 자세를 ‘전투’와 비유하는 다음의 문장을 인용한다. 아래의 글은 보

들레르가 자신의 친구를 묘사하는 글을 벤야민이 인용한 것이다.

그는 자기의 테이블 위에 고개를 숙이고, 조금 전 낮에 사물들을 바라

보았던 바로 그 시선으로 종이를 노려보며, 연필, 펜, 그리고 붓으로

칼싸움을 하면서, 컵의 물을 천장까지 튀기기도 하고 또 펜을 자기 웃

옷에 닦기도 한다. 마치 이미지들이 도망칠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서두

르면서 격렬하게 작업을 하는데, 이처럼 그는 혼자 있으면서도 전투적

이었으며 자기 자신의 공격을 받아 넘겼다.187)

보들레르는 이 글에서 충격을 받아 넘김이 곧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이미

지를 인식하는 행위임을 암시한다. 그가 보기에 그 이미지는 일종의 충

격으로 다가 왔던 “조금 전 낮에 [보았던] 사물들”이며, 책상에서 떠오르

는 그 이미지를 재인식하는 행위는 “자기 자신의 공격을 받아 넘기는”

것에 다름 아니다. 벤야민은 보들레르 또한 “그러한 판타지적인 전투에

사로잡혀” 보들레르가 자신의 글쓰기를 “홀로 판타지의 칼싸움을 연습”

한다고 언급한 문장을 인용한다.188) 이 칼싸움 연습은 다름 아니라 충격

을 하나의 이미지로서 인식하고 이를 시 창작의 소재와 에너지로 전환하

186) 벤야민 전집의 최신(2006년) 영역판 또한 이 의미를 살려 ‘parry’로 변역한

다. SW Ⅳ, 319.

187) GS Ⅰ/2, 616 ; 『선집4』, 193쪽.

188) GS Ⅰ/2, 616-617 ; 『선집4』, 193-1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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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노력이라 볼 수 있다.

이렇듯 보들레르가 충격을 창작의 소재와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었던

이유를 벤야민이 『중앙공원』(1939)에서 언급한 다음의 문장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보들레르의 [시] 생산의 결정적인 기반은, 극도로 강화된

민감함과 극도로 집중된 관조 사이의 긴장관계이다.”189) 즉 보들레르의

비범한 감각과 관조 사이의 긴장관계가 충격의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보들레르가 충격을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인격으로

받아” 넘긴다고 말한 바는 이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여기서의 ‘관조’는 앞서 언급한 고정된 대상으로 몰입하는 정신집중에

서의 관조라기보다, 빠르게 지나가는 이미지를 붙잡기 위한 집중으로 보

아야 한다. 즉 이 “극도로 집중된 관조”는 벤야민이 부정적인 입장을 내

비쳤던 관조와는 다른 ‘지금 여기’에서 떠오르는 이미지로의 집중에 가깝

다. 「보들레르 모티프」에서 언급된 “무의지적 기억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직관의 대상”190)이라는 글에 비추어 볼 때, 벤야민이 그 대상을 고

정된 것이 아니라 언제 출현할지 모르는 무의지적인 기억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프루스트의 작업을 특징짓는 ‘무의지적 기억’이 ‘예지

적 신체’를 배경으로 함을 앞서 확인하였는데, 이와 유사하게 벤야민은

보들레르의 작업이 “높은 수준의 의식”으로 가능해진다고 주장한다. 즉

“충격 체험이 규범이 되어버린 경험 속에서” 보들레르의 “서정시엔 높은

수준의 의식이 기대될 수밖에”191)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에 따

라 이 ‘높은 수준의 의식’을 보들레르 시 생산의 기반인 “극도로 강화된

민감함과 극도로 집중된 관조 사이의 긴장관계”, 즉 충격의 이미지와 에

너지를 시 생산의 원천으로 전환하는 고도화된 민감함과 관조의 교집합

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맥락에서 「기술복제」에서 영화의 “충격효과는 다른 충격효과가

모두 그러한 것처럼 강화된 정신의 현존에서만 받아낼”192) 수 있다는 벤

189) GS Ⅰ/2, 674 ; 『선집4』, 279쪽.

190) GS Ⅰ/2, 644 ; 『선집4』, 236쪽.

191) GS Ⅰ/2, 614 ; 『선집4』, 190쪽.

192) GS Ⅶ/1, 379 ; 『선집2』, 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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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민의 주장을 돌이켜 본다면, 그 ‘높은 수준의 의식’은 다름 아니라 ‘정

신의 현존’이라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충격효과를 정신의 현존에서 받아

낼 수 있다는 말은 그 충격을 방어함으로써 무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충격을 유발하는 이미지와 에너지를 전환함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가능하

다. 따라서 영화를 통한 정신분산의 습관화는 관객이 충격을 정신의 현

존 상태에서 받아내어 그 충격의 이미지와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을 훈련시킨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술이 제공하게 될

정신분산을 통해 지각이 당면한 새로운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벤

야민의 주장을 이해할 수 있다. 벤야민은 특히 “개인들은 그 과제들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있으므로, 예술은 대중을 동원할 수 있는 바로 그곳

에서 예술의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과제를 공략”할 것이라며, “예술

은 오늘날 이러한 과제를 영화에서 수행”193)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영

화는 구체적으로 그 과제를 어떻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인가?

2.2. 몽타주의 촉각/전략적 요소

벤야민은 정신분산 개념의 중심에 ‘촉각/전략(taktisch)’이란 용어를

위치시키고 있다. 비교적 최근 연구에서 윌크(Tobias Wilke)는 벤야

민이 사용한 독일어 taktisch가 ‘촉각적(taktil, tactile)’이라는 의미에

193) GS Ⅶ/1, 381 ; 『선집2』, 92쪽. 이는 영화가 대중 동원과 과제 해결이라

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대중을 동원

한다는 말은 물론 영화가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복제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더해 정신분산으로 번역되는 독일어가 두 가지

의미를 지님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정신분산으로 번역되는 Zerstreuung은

사전적으로 ‘분산’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휴식’, ‘기분풀이’ 혹은 ‘오락’

이라는 의미 또한 지닌다. 본 논문에는 통일성을 위해 Zerstreuung을 ‘정신분

산’이라고 일관되게 번역하였지만, 벤야민은 의도적으로 유희와 정신분산이라

는 의미를 동시에 담기 위해 Zerstreuu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

다. 즉 정신분산은 오락과 분산의 요소를 동시에 지니고 있으므로, 대중을 동

원할 수 있으면서도 역사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국역 선집에는 문맥에

따라 Zerstreuung을 ‘오락’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정신분산’과 ‘오락’을 함께

표기(『선집2』, 144쪽)하기도 한다. 정신분산으로 번역되는 Ablenkung 또한

‘기분 전환’이라는 유사한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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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해 ‘전략적(taktisch, tactical)’이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음을 주장

한다. 그런데 이는 윌크의 독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본래 벤야민이

‘전략적(taktisch)’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했음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

나 벤야민 전집의 편집자들은 이 단어를 벤야민이 오기한 것으로 보

고 그 어원인 촉각과 관련된 라틴어 ‘tactilis’을 근거 삼아 그 단어들

중 일부를 ‘촉각적(taktil)’이라는 단어로 수정하였다.194) 따라서 윌크

는 벤야민이 의도적으로 ‘촉각/전략’이라는 양의적인 개념어를 사용한

것임에도, 이 수정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지나치게 ‘촉각적’이라는 의

미로만 번역 및 해석됐음을 지적한다.

실제로 벤야민의 정신분산을 촉각에만 의지하여 파악할 경우, 그

해석이 충격효과의 수용적 측면에만 치중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정신분산을 ‘수용’의 입장에서만 고려하고, 영화의 어떠한 구

조가 정신분산을 야기하는지에 대한 ‘생산’의 입장에 대한 고려가 약

해질 수밖에 없다. 왜 이 생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냐면, 벤야민은

정신분산을 영화의 이미지 연쇄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모

든 영화가 정신분산을 야기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정신분산

이 영화의 본질적 속성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충분히 발현하는 인간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화의 어떠한 구조가 정신분산의 핵심인

충격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필요하다.

이 관점에서 벤야민이 정신분산을 “역사의 전환기에 인간의 지각기

관에 부과된 과제”195)를 해결할 가능성을 지닌 것으로 보았음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그는 기술의 발달로 등장한 도시화된 사회와 새로운

예술매체로 인해 인간의 지각 체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에

주목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변화들은 개인의 차원에서는 대도

194) 벤야민 전집 편집자들의 용어 수정과 관련된 노트는 다음을 참조. GS Ⅰ

/2, 1053. 및 Ⅶ/2, 664. 이에 대한 윌크의 지적은 다음을 참조. Tobias Wilke,

“Tacti(ca)lity Reclaimed: Benjamin's Medium, the Avant-Garde, and the

Politics of the Senses”, Grey Room, No.39, 2010, p. 48.

195) GS Ⅶ/1, 381 ; 『선집2』, 91쪽.



- 59 -

시의 교통 혼잡 속에 모든 행인이, 그리고 세계사적 차원에서는 오늘

날의 사회질서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체험하는 것이

다.”196) 전자를 분주한 도시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대면하는 환경

들, 가령 빠른 기계의 속도에 맞추어 반응해야 하는 노동 환경에 적

응하고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 등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후자의 세계사적 차원은 이 장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서, 그 ‘투쟁’을 앞서 Ⅱ장에서 언급한 벤야민의 정치 개념을

배경으로 읽는 것이다. 이 맥락에서 “역사의 전환기에 인간의 지각기

관에 부과된 과제”를 역사의 변증법적 이미지를 인식할 수 있는 신체

적 기반을 마련하는 “지각의 재편성”197)과 연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각의 재편성”을 위한 벤야민의 ‘전략’은 무엇인가? 벤

야민이 「기술복제」 제1판에서 “이미지 연속의 충격 효과”는 “지각

의 재편성을 지배하는 촉각/전략적으로 지배적인 요소”198)라고 언급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영화에서는 몽타주에서 인간의 지각

을 재편성할 가능성을 본다. 몽타주는 본래 ‘결합하다’, ‘조립하다’ 등

의 의미를 지닌 프랑스어 ‘monter’를 어원으로 하여, 예술에서는 주로

어떤 효과나 의미를 얻기 위하여 두 개 이상의 이미지들을 중첩 혹은

배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더해 monter는 ‘올리다’, ‘상승하다’의

196) GS Ⅶ/1, 379 ; 『선집2』, 89쪽.

197) GS Ⅰ/2, 466. 여기서 벤야민이 사용한 원어는 통각(Apperzeption)이다. 그

런데 벤야민이 「기술복제」에서 언급하는 통각(Apperzeption), 통각기관

(Apperzeptionsapparat), 지각(Wahrnehmung), 지각기관

(Wahrnehmungsapparat)은 인간이 세계를 경험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서,

그는 특별히 이들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각’으로

번역하면 칸트의 ‘통각’과 혼동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지각’으로

통일하여 번역하도록 한다.

198) GS Ⅰ/2, 466. “지각의 재편성(Umgruppierung der Apperzeption)”이라는

능동적인 표현은 「기술복제」의 제1판에만 등장하고, 지각과 관련해서 제2

판과 제3판에는 다른 맥락이기는 하지만 “지각기관의 변화”라는 다소 수동적

인 표현이 사용된다. 「기술복제」의 제1판의 영역본은 다음을 참조하였다.

Michael W. Jennings, “The Work of Art in the Age of Its Technological

Reproducibility [First Version]”, Grey Room, vol.39, 2010. 이 번역은 ‘전략

적(taktisch, tactical)’이라는 원문의 의미를 살려 번역한 버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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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또한 지닌다. 이를 종합하여 몽타주가 이질적인 것들이 서로 만

나 질 혹은 역량이 상승한다는 의미 또한 내포하고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199) 벤야민은 몽타주에 대한 논의를 다다이즘으로부터 시작

하는데, 그는 다다이즘이 몽타주를 통해 “훗날 새로운 예술형식에 의

해 저절로 달성될 효과를 애써 [회화나 문학에서] 얻으려고 노력”하

였다고 말한다.200)

벤야민에 따르면 정신분산의 기원은 이 다다이즘에 있다. 다다이즘

의 작품들은 “온갖 폐기물들을 담아 놓은 ‘말의 샐러드’”이고, “관조적

침잠의 대상으로서의 작품의 무가치성을 중시”201)하며 전통적인 예술

과는 다른 방식으로 관객에게 접근한다. 다다이즘은 정신집중을 방해

하는 요소들, 이질적인 사물들의 몽타주로 관객의 정신을 분산시킨다.

이 이질적인 사물들의 관계가 만들어내는 긴장을 정신을 분산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벤야민은 보고 있다. 즉 “다다이즘 작품들이 만들어내

는 고도로 정신을 분산시키는 효과는 그 작품들이 틀림없이 불화

(Parteiung)를 야기한다는 점에 바탕을 둔다.”202) 벤야민은 다다이즘

작품의 그러한 불화는 충격 에너지를 내재한 “일종의 포탄”으로서

“촉각/전략적 성질을 획득”했다고 말한다.203) 다다이즘은 이질적인 것

들을 병치하는 몽타주라는 ‘전략’으로 “자연적 충격”이라는 ‘촉각적’인

효과를 얻어 낸 것이다.

벤야민에 따르면 다다이즘의 촉각/전략적 요소는 영화에서 완전히

실현된다. “영화는 그 기술적 구조의 힘 덕분에 다다이즘이 마치 도

덕적으로 포장해 붙잡았던 자연적 충격을 그 포장에서 해방시켰다

.”204) 영화의 기술적 기반은 다다이즘에 잠재해 있던 가능성들이 발현

199) 이정하, 「모던의 예술적 제작원칙 및 인식의 방법론으로서의 몽타주」,

『미학』, 81권 2호, 2015, 114-115쪽.

200) GS Ⅶ/1, 378 ; 『선집2』, 86쪽.

201) GS Ⅶ/1, 379 ; 『선집2』, 88쪽.

202) GS Ⅰ/3, 1041 ; 『선집2』, 210쪽.

203) GS Ⅰ/2, 501-502 ; 『선집2』, 141-142쪽.

204) GS Ⅰ/2, 503 ; 『선집2』, 1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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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기회를 주었다. 이를 기회로 보아야 하는 이유는 그 가능성을 발

현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영화의 몽타주는

그 역할의 중심에 있다. 영화에서 “카메라맨이 촬영한 영상은 여러

부분들로 잘게 나뉘어 있는 것으로서, 그 부분들은 새로운 법칙을 통

해 결합”205)되며, 어떤 법칙으로 몽타주를 구성하는가에 따라 영화는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벤야민은 정신분산을 언급하며 그 몽타

주를 충격의 관점에서 생각하며, 다다이즘이 완전히 실현하지 못했던

촉각적 충격을 영화가 온전히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영화가 충격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관객은 그 충격을

어떻게 수용하는지를 살펴보자.

2.3. 몽타주의 충격생산과 수용

서사 중심의 전통적인 영화에서는 숏들의 연결지점을 관객이 인지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기법들을 통해 최대한 매끄럽게 만듦으로써 숏들의 연

쇄가 주는 충격을 최대한 완화한다. 이러한 영화에서 관객은 마치 회화

의 아름다움에 빠져들듯이 숏들의 매끄러운 연결이 그려내는 서사에 몰

입하는 정신집중적인 성향을 보인다. 이 서사 중심의 영화에서는 정신분

산적인 특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벤야민은 1929년에 채플린의 영화 <서

커스>(1928)에 관한 짧은 감상평을 작성한다. 여기서 그는 채플린의 영

화에서 끝날 것 같지만 다시 시작하는 과정이 수차례 반복되거나, 일관

된 서사의 구조에 균열을 냄으로써 관객들이 단일한 서사에 몰입하지 못

하게 하는 “모티프들의 변주”206)를 높게 평가한다. 이 감상평은 「기술

복제」 제1판보다 6년 앞서 쓰인 것이지만, 여기서도 단일한 서사에 몰

입하지 않도록 만드는 영화를 선호하는 벤야민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벤야민이 정신분산의 핵심으로 제시한 충격효과가 두드러지

는 영화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벤야민과 동시대를 살았던 몽타주의

205) GS Ⅶ/1, 374 ; 『선집2』, 80쪽.

206) GS Ⅵ/1, 138 ; 『선집2』, 2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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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이론가인 에이젠슈테인(Sergei Eizenshtein)의 영화 속에서 충격

효과의 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벤야민은 1926년 말에 러시아

를 방문하여 당시 사회와 문화, 영화를 직접 체험하였고207), 에이젠슈테

인의 대표작 <전함 포템킨>(1925)을 “위대한 영화, 드물게 성공한 영

화”208)라 평가한바 있다.

에이젠슈테인은 몽타주를 충돌의 관점에서 구성함으로써 관객에게 정

서적이고 신체적인 충격효과를 이끌어 내려 했다. 그에게 몽타주는 “극

적인 원리에 따라 서로 독립적인 두 숏들 사이의 충돌에서 파생되는 관

념이다.”209) 여기서 ‘극적’인 것은 영화의 내용 혹은 플롯이 아니라”, “형

식의 방법론과 관련된 것이다.”210) 그가 보기에 한자의 회의문자는 자신

의 몽타주를 설명하기 위한 좋은 예이다. 가령 ‘날 일(日)’과 ‘달 월(月)’

이 합쳐져 ‘밝을 명(明)’이 되는 것은, 독립적 의미를 지닌 두 상형문자

(에이젠슈테인은 이를 영화에서의 ‘숏’이라 말한다)가 만나 새로운 의미

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211)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새로운 의미를 만

들어 낸 것은 결합을 통해 연결된 문자(숏)의 ‘관계’라는 점이다. 다시 말

해 충돌 몽타주에서 “중요한 점은 단순한 연쇄인 두 상형문자의 교미가

그들의 총합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다른 등급의 가치를 지닌 산출물이

라는 것이다.”212)

에이젠슈테인의 몽타주는 지금까지 헤겔의 변증법으로 많이 논의되어

왔지만, 오히려 벤야민의 고유의 변증법인 ‘정지 상태의 변증법’과 좀 더

유사한 속성을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에이젠슈테인의 몽타주

는 모순점이 ‘폐기’되고 합일점이 ‘보존’됨으로써 결국 ‘높여’진다는 의미

를 동시에 지닌, ‘지양(Aufheben)’으로서의 헤겔식의 운동-발전적인 변증

207) 벤야민은 1926년 말에서 1927년 초의 약 2달 동안 모스크바를 방문하였는

데, 이를 일기의 형식으로 기록한 글이 『모스크바 일기』(『선집14』)이다.

208) GS Ⅱ/2, 755 ; 『선집2』, 243쪽.

209) Sergei Eisenstein, “The Dramaturgy of Film Form”(1929), Selected

Works Ⅰ, translated by Richard Taylor I.B. Tauris, 2010, p. 163.

210) Sergei Eisenstein, “The Dramaturgy of Film Form”(1929), SW Ⅰ,

163-164.

211) Sergei Eisenstein, “The Dramaturgy of Film Form”(1929), SW Ⅰ, 164.

212) Sergei Eisenstein, “Beyond the Shot”(1929), SW Ⅰ,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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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다는, 모순들의 완전한 폐기 없이, 그들의 긴장관계를 그대로 유지하

는 가운데 그 긴장들이 만들어내는 의미에 집중하는 ‘정지 상태의 변증

법’에 가까워 보이기 때문이다. 이 정지 상태의 변증법을 이루는 존재들

은 자신의 존재성과 구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며, 언제든 다른 존재들과

다른 변증법적 관계를 구성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닌다.

가령 에이젠슈테인이 몽타주의 예시로 제시한 ‘밝을 명(明)’을 구성하

는 ‘날 일(日)’과 ‘달 월(月)’은 여전히 자신의 독립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

으며, 언제든 다른 글자와 만나 또 다른 의미를 만들어 낼 수 있고, 그

의미를 논리적이기보다는 이미지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물론 회의문자는

이미 오랜 시간 독립적인 단어로서 학습되어 왔으며, 그 의미가 개념과

같이 고정되어 있기에 ‘정지 상태의 변증법’의 대표적인 예시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러한 학습 없었던 사람, 즉 ‘밝을 명(明)’이라는 회의문

자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날 일(日)’과 ‘달 월(月)’의 결합을 처음으로 보

는 순간은 ‘정지 상태의 변증법’의 한 예시로 제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몽타주를 통해 충격이 발생하는 구조인

데, 그 결합을 처음으로 보는 이는 이 순간을 충격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단, 여기서의 전제는 회의문자 이전의 각 상형문자들이 자신만의 고유성

을 유지한 상태에서 회의문자로 만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의 연결에서

발생하는 충격은 그러한 각각의 고유성들의 충돌에 기인한다. 만약 이러

한 충돌로서의 연결이 빠르게 지나가며 감각으로 지각하는 영화의 숏들

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관객이 받는 충격효과는 더욱 커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처럼 충돌 몽타주에서 중요한 것은 결합되는 숏들의 관계가 이질적

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숏들 사이의 이질적인 관계가 드러나려면 숏들

각각의 고유성이 유지되어야한다. 에이젠슈테인의 숏에 대한 입장은 다

음의 문장이 대표한다. “숏은 몽타주의 요소가 아니다. 숏은 몽타주의 세

포이다.”213) 여기서 그는 요소와 세포를 대비시키고 있는데, 그는 ‘요소’

는 서사라는 전체를 위한 일종의 부품을 의미하는 단어로, 그리고 ‘세포’

213) Sergei Eisenstein, “The Dramaturgy of Film Form”(1929), SW Ⅰ,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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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서사적, 연쇄적 흐름에 용해되지 않는 고유성을 지닌 단어로 사용하

고 있다. 따라서 세포로서의 숏들은 서로 이질적이고, 빠른 이미지의 전

환을 통한 이들의 만남은 극적인 충돌이며 이 충돌이 충격효과를 발생한

다. 충돌을 만들어 내는 몽타주는 숏들 사이에서는 물론이거니와, 하나의

숏 내에서도 작동한다.

에이젠슈테인은 충돌 몽타주의 사례를 매우 다양하게 제시한다. 가령

그래픽, 면, 양, 공간, 조명, 박자의 차이뿐만 아니라, 연기 동작의 차이

등 우리가 영화에서 직접적으로 지각하는 부분을 통해서도 충돌을 만들

어 내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에 더해 상이한 감각들의 충돌 또한 가능한

데, 이러한 감각들의 충돌은 가령 영화가 직접적으로 주는 시각과 청각

에서부터, 시청각적 요소들이 간접적으로 주는 후각과 촉각, 미각의 차이

를 이용한다. 그리고 감각들에서 벗어나 우리가 영화를 통해 지적으로

수용하는 내용 혹은 주제적 충돌도 가능하다. 이는 숏에서 보다는 그러

한 숏들이 모인 시퀀스 차원에서 이루어져, 일견 이질적으로 보이는 내

용들의 충돌을 만들어낸다. 이렇듯 몽타주의 충돌을 만들어 내는 데에는

감각-지각의 감성적 차이와 내용 등의 지성적 차이 또한 이용된다. 그렇

다면 이를 통해 발생한 충격효과가 관객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

까?

영화 이미지들의 연쇄가 관객에게 충격을 준다고 생각한 점은 벤야민

과 에이젠슈테인이 유사하다. 그러나 벤야민은 영화의 충격이 영화라는

매체가 지닌 근원적 속성으로 파악한 반면, 에이젠슈테인은 영화의 충격

을 제작자의 관점에서 의도적으로 극대화하려 했다는 점은 분명히 구별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충격효과에 대한 관점 또한 구별되어야 한다. 이

구별의 근거를 그들 각자가 영화를 통해 얻으려는 목적이 다르다는 데에

서 찾을 수 있다. 에이젠슈테인은 관객에게 의도된 바를 가장 효율적으

로 전달하고 의도된 관객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몽타주 구조를 매우

치밀하게 수학적으로 계산해야 함을 주장한다. 즉 그는 몽타주를 “작품

전체에 적절하게 배열된, 관객에게 특정한 감정적 충격을 줄 수 있도록

수학적으로 계산되고 경험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모든 요소들”로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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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에, 관객의 반응은 그 계산을 통해 의도된 바를 넘어서기 어렵다.214)

실제로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지만 그는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영화

논문’이라는 부제로 영화로 만들려고 시도하였을 정도로, 그에게는 관객

에게 구체적인 내용에 기반을 둔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에이젠슈테인의 몽타주는 프로파간다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215)

그러나 앞서 Ⅱ장에서 확인했듯이 벤야민은 프로파간다와는 거리를 둔

다. 벤야민은 몽타주를 통해 의도한 바를 전달하거나 의도된 반응을 이

끌어 내려는 것이 아니라, 충격효과에 의한 정신분산이라는 상태에 주목

한다.

벤야민에게 있어서 몽타주의 충격은 다다이즘처럼 “사람의 마음을 사

로잡는 시각적 가상이나 사람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음향물이기를 그치

고 일종의 포탄이 된다.”216) 그가 보기에 몽타주가 주는 충격효과는 연

상의 흐름을 중단시켜 관객이 자의적인 의식의 흐름에 빠지지 않게 하

고, 끊임없이 뒤바뀌는 숏들을 수용하는 정신분산적인 상태로 만든다. 주

의해야 할 점은 그가 주장하는 정신분산은 관객의 정신을 말 그대로 분

산시키거나, 단지 시선을 변화하는 이미지에 따라 빠르게 돌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정신분산은 의식적 연상의 흐름을

중단시키고 본능적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것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정신-

신체적인 집중의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

노엘 캐럴(Noël Carroll)은 이 점을 간과하고 벤야민의 정신분산에 관

한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한다. 캐럴은 비판의 근거로 다음의 두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벤야민은 지각의 실상에 대해 혼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벤야민이 말하는 지각적 움직임은 19세기 후반에 등장한 것이

아니다.” 둘째 “영화 관객은 일반적으로 화면을 응시하고 [있기 때문에]

관객의 주의는 산만하지 않다.”217) 캐럴은 첫째에 대한 설명으로, 적어도

214) Sergei Eisenstein, “The Montage of Attractions”(1923), SW Ⅰ, 34.

215)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로는 다음을 참조. 안상원, 「에이젠슈테인의 몽타

주론과 프로파갠더: 관객의 수용 문제를 중심으로」, 『미학』, 70권, 2012.

216) GS Ⅶ/1, 379 ; 『선집2』, 89쪽.

217) Noël Carroll, A Philosophy of Mass Art, Oxford, 1998, pp. 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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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지각은 수천 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으며, 오래 전의 인간의 지

각 또한 먹이를 찾거나 포식자를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주변 환경의 변

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정신분산적인 특징을 보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농경사회 이전의 수렵사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발달된 언어가 부

재하고 사회성이 부족한 이들로까지 인간의 지각을 소급하여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오늘날과 관련된 인간 지각의 기원을 논한다면 적어

도 농경사회 혹은 산업화 이전의 도시사회에서 생각해야 할 것인데, 여

기에서도 어떤 특정 순간에 감각적으로 긴장하는 것과 일상에서 감각적

예민함을 지니는 것은 구분되어야한다. 캐럴의 주장과는 달리, 농경사회

나 초기의 도시사회에서도 인간 삶의 속도는 자연의 흐름과 동일하여 기

본적으로 정신집중적인 특성을 지녔으며, 이들이 향유했던 예술 또한 정

신집중적인 특성이 지배적이었음은 주지하는 바이다.

그리고 캐럴은 둘째에 대한 설명으로, 영화는 관객의 눈을 화면에 고

정시키는 기계이며, 영화 제작자는 관객이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지

못하도록 매우 효율적인 영화적 장치들을 개발해 왔기 때문에 영화에서

의 관객은 산만해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물론 그 중심에는 단일한 서사

를 전개하기 위해 이미지들의 연결 부분을 최대한 매끄럽게 만든 몽타주

가 있다. 그러나 관객의 외면적 시선은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을지라도

영화에서의 시선 고정은 전통적 예술인 회화나 조각과는 구별되어야 한

다.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대상이 이미지라고 할 때, 회화나 조각

의 이미지는 고정되어 있어서 관객은 하나의 이미지에 집중할 수 있지

만, 영화에서의 이미지는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관객이 하나의 이미지

에 집중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혹 다수의 숏이 몽타주 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숏에 긴 시간을 부여하는 롱테이크라 할지라도, 그

것이 사진이 아닌 영화인 이상 그 이미지는 변화한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캐럴이 염두에 두고 있는 영화적 장치들

은 영화의 단일한 서사 전개를 위해 가상을 만들어 내는 영화 기법을 기

반으로 하는 것218)으로 보이기 때문에 벤야민의 논점과는 거리가 있다.

218) 캐럴은 자신이 말하는 영화적 장치들을 설명하는 내용을 다음의 논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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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한 서사를 중심으로 하고 이 서사의 전개를 위해 영화의 모든 요소

를 배치하는 전통적인 영화와는 달리, 벤야민은 서사의 연속성을 끊임없

이 중단시키고 이질적인 숏들의 관계가 만들어내는 충격효과를 중심으로

하는 영화를 옹호한다.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영화에서는 ‘가상’

보다는 ‘유희’적 계기가 두드러진다.

벤야민이 말하는 정신분산에는 앞서 논의한 정신의 현존에서와 같이

지금 여기에서 언제 출현할지 모르는 것을 포착하기 위한 ‘집중’이 있다.

그러나 이 집중은 자아를 잃고 대상으로 몰입하는 정신집중과는 달리,

자신에게로 다가오는 이미지를 기민하게 포착하기 위한 깨어있음에 가깝

다. 벤야민은 자신에 대한 의식을 잃고 특정 대상으로 몰입하는 것보다,

자신의 의식을 지니고 집중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219) 「기술복

제」에서 벤야민은 이 집중이라는 단어가 줄 수 있는 오해 때문에 다음

과 같이 집중 보다는 ‘습관’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촉각적 수용은

주의력(Aufmerksamkeit)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습관(Gewohnheit)을 통해

서 이루어진다.”220) 여기서 벤야민이 말하는 주의력은 “예술작품 앞에서

정신집중을 하는 사람이 그 작품으로 들어가”221)는 것에서의 정신집중에

가깝지만, 습관으로서의 촉각적 수용은 “긴장된 주의보다는 무심코 주목

(Bemerken, 인지)함으로써 이루어”222)지는 것과 관련된다. 벤야민이 말

하는 ‘촉각적’이라는 단어는 실제 우리의 피부로 사물에 접촉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영화에서는 실제 접촉이 부재하기 때문에 충격 혹은

제시한다. Noël Carroll, “Film, Attention, and Communication”, Engaging

the Moving Image, Yale, 2003, pp. 10-55

219) 윤미애, 「벤야민의 관조와 세속화론」, 『독일언어문학』, 55권, 2012, 149

쪽. 이 논문은 벤야민의 ‘관조’ 개념은 ‘종교적 관조’와 ‘세속화된 관조’로 구

분되며, 벤야민은 신학적 논의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는 전자의 관조를 옹

호하는 입장에 있음을 설명한다. 이 논문에서 벤야민이 말하는 종교적 관조

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금욕적, 비의적, 폐쇄적 상

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깊이와 개방, 몰입과 집중력, 자아성찰과 대화가

변증법적으로 매개되는 상태”이며, 이러한 “관조는 자아상실이나 유아독존이

아니라 외부에 대해 열린 마음과 정신집약[정신의 현존]을 특징으로 한다.”

220) GS Ⅶ/1, 381 ; 『선집2』, 91쪽

221) GS Ⅶ/1, 380 ; 『선집2』, 90쪽

222) GS Ⅶ/1, 381 ; 『선집2』, 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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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의 상황에 대한 본능적인 반응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

서 우리는 정신분산을 본능적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것에 반응하고 대응

하는 차원에서, 즉 순발력 있게 이미지를 포착하기 위한 일종의 준비 상

태를 만들어주는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 벤야민은 이것에 습관화되는

것이 자신을 경직시키고 대상에만 몰입하는 “관조를 통해서는 전혀 해결

될 수 없는,” “역사의 전환기에 인간의 지각에 부과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223)

벤야민에게 있어서 ‘신체’가 정신과 신체가 구분되기 어려운 영역에 있

음을 상기할 때, 정신분산의 습관화를 신체적 집중이라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224) 이러한 맥락에서 영화의 “충격효과”는 “정신분산 속의 수용방

식에 잘 부응”하고, 영화는 이 점에서 “그리스인들이 미학이라고 부른

지각론의 가장 중요한 대상으로 등장”225)하고 있다는 벤야민의 주장을

이해할 수 있다.

3. 유희공간과 예술의 정치화

이제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유희공간’의 정치적 기능을 ‘이미지

-신체공간’과의 연계 속에서 살펴보자. 그리고 이를 통해 역사적 각성을

통한 대중의 형성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확인함으로써, 파시즘의 정치의

심미화에 벤야민의 예술의 정치화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

겠다.

국내에서 주로 유희공간으로 번역되는 Spielraum을 전집 영역판에서

223) GS Ⅶ/1, 381 ; 『선집2』, 91쪽.

224) 이와 유사한 벤야민의 언급은 「사유이미지」의 ‘습관과 주의력’이라는 단

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 벤야민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주의력

은 사람을 지나치게 긴장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습관으로 흘러들어가야

한다. 반대로 습관은 그것이 사람을 무뎌지게 만들지(lähmen) 않게 하려면

주의력의 방해를 받아야 한다.” GS Ⅳ/1, 407-408 ; 『선집1』, 193쪽. 윤미

애는 이 습관과 주의력의 중간 항에 위치한 것을 ‘습관화된 주의력’이라 말한

다. 윤미애(2012), Ibid., 150-151쪽.

225) GS Ⅶ/1, 379-380 ; 『선집2』, 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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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활동영역(field of action)으로 번역하고, 다른 학자는 유희/놀이공간

(room for play)226)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유희의 영어 번역(action, play)

에서 알 수 있듯이, 유희는 어떤 활동 혹은 놀이와 관련된다. 물론 벤야

민이 실제 유희를 아이들의 놀이227)와 같은 물리적 활동으로 비유하기도

하지만, 이를 통해 그가 말하고자 하는 유희 개념의 핵심은 어떠한 선입

견 없이 세계를 다양하게 실험하는 것에 가깝다. 이러한 유희는 의지적

으로 행하는 관조와는 거리가 있는, 물리적 신체를 활용하여 사물을 다

양하게 실험함으로써 무의지적인 세계를 발견하는 활동이다. 즉 “유희는

제2기술의 모든 실험적 방식들의 무한한 창고”228)이다. 앞서 확인했듯이,

제2기술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연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고 인간과 자연

이 상호 유희적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새롭게

한다.

아래에서 논하겠지만, 벤야민은 “가장 넓은 유희공간은 영화에서 열렸

다.”229)며 영화를 통해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유희공간

이 확보”230)되었다고 말한다. 영화에서 만들어지는 유희공간이 그에게

중요한 이유는 유희공간이 확장될수록 기존과는 다르게 세계를 볼 수 있

는 무의지적인 공간 혹은 무한한 상상력의 공간이 늘어나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에 더해 “영화에서 가상의 계기가 유희의 계기를 위하여 전적으

로 밀려”231)나기 때문이기도 하다.

앞서 살펴본 정신분산과 마찬가지로, 가상의 아우라 붕괴와 유희공간

의 확장 또한 발달된 기술의 등장으로 인해 도시사회와 예술에서 일어나

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232) 즉 이 현상은 누군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

226) 대표적으로 유명한 벤야민 연구자인 미리엄 한센이 이 번역어를 택한다.

Miriam Hansen, “Room-for-Play: Benjamin's Gamble with Cinema”,

October, vol.109, 2004.

227) 벤야민은 「유사성론」과 「미메시스의 능력에 대하여」에서 미메시스 능

력의 사례로 어린아이들의 흉내 내기 놀이를 제시한다.

228) GS Ⅶ/1, 369 ; 『선집2』, 72쪽.

229) GS Ⅶ/1, 369 ; 『선집2』, 72쪽.

230) GS Ⅶ/1, 376 ; 『선집2』, 82-83쪽.

231) GS Ⅶ/1, 369 ; 『선집2』, 72쪽.

232)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가상의 아우라와 유희공간을 절대적인 이분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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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기술의 발전에 따라 자연스레 나타난다. 그러나 자본주의와

파시즘은 사라져가는 제의성이 농후한 가상의 아우라를 예술을 통해 인

위적으로 만들어 냄으로써 유희공간을 뒤덮는데, 우리는 이를 ‘정치의 심

미화’의 특징이라 말할 수 있다. 벤야민은 이에 대응하여 현대기술로 탄

생한 예술에서 확장되는 유희공간에 주목하고, 여기서 ‘예술의 정치화’의

가능성을 발견한다. 그럼 이제 그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3.1. 유희공간과 대중의 형성

「기술복제」 제2판에서 유희 개념은 “제2기술의 기원은 유희에 있

다.”233)라는 문장으로 처음 등장한다. 인간에게 세계의 다양한 가능성을

실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인 “제2기술은 자연과 인류의 상호유희를 지

향”하며, 제2기술로 탄생한 예술인 영화가 그러한 상호유희를 훈련한다

는 벤야민의 주장234)은 앞서 확인한 바 있다. 이러한 유희는 인간이 자

연과 일정 수준의 거리를 두면서 등장하였다.235) 그는 인간과 자연의 사

이에 제2기술이 개입됨으로써 인간은 자연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자연의 다양한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실험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이 영화와는 어떠한 관련

이 있는 것일까?

벤야민에 따르면 영화의 카메라를 통해 드러나는 자연은 인간의 육안

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벤야민의 상당수의 개념이 그렇듯이, 두 개

념은 서로 중첩될 수 있는 지점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현대사회에서 전통적

인 아우라는 사라져 가지만, 제의적 성격을 지닌 새로운 아우라 또한 다른

형태로 가능함을 벤야민은 「보들레르 모티프」에서 언급한다. 이에 대한 논

의로는 다음을 참조. 윤미애, 「벤야민의 < 아우라 > 이론에 관한 연구」,

『독일문학』, 71권 3호, 1999.

233) GS Ⅶ/1, 360 ; 『선집2』, 57쪽.

234) GS Ⅶ/1, 360 ; 『선집2』, 57쪽.

235) 벤야민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2기술에서는 실험이 중요하고 이 실험을

통해 시험적 구성을 지칠 줄 모르게 변형해보는 일이 중요하다. 제2기술은

인간이 처음으로 [···] 자연으로부터 거리를 취하려고 시도했던 때에서 기원

한다. 달리 말해 제2기술의 기원은 유희에 있다.” GS Ⅶ/1, 360 ; 『선집2』,

56-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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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는 자연과는 분명히 다르며, 이는 일종의 무의식 공간에 다름 아

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술집과 대도시의 거리, 사무실과 가구가 있는 방, 철도역과 공장들은

우리를 절망적으로 가둔 듯 보였다. 그런데 영화가 등장하여 이러한

감옥의 세계를 10분의 1초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함으로써 우리는 사방

으로 흩어진 감옥의 세계의 파편들 사이에서 유유자적하게 모험 여행

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클로즈업으로 공간은 확대되고, 고속촬영으로

움직임 또한 연장되었다. 확대하는 것은 단지 그것이 ‘원래’ 불분명하

게 보이던 것을 분명하게 한다는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물질

의 완전히 새로운 구조 형태들을 드러낸다. 마찬가지로 슬로우모션

도 이미 알려진 운동모티브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알려진

모티브들 속에서 전혀 알려지지 않은 모티브들을 [..] 드러낸다.236)

유명한 이 글에서, 벤야민은 카메라를 사물을 파고드는 클로즈업의 공간

적 변화와 움직임을 세밀하게 포착하는 고속촬영을 통한 시간적 변화를

통해 특징짓는다. 그가 여기에 주목하는 이유는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보던 세계를 카메라가 공간적으로 분해하거나 시간적으로 변형하여 일상

세계의 완전히 새로운 구조를 보이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현실의 새

로운 구조는 일상세계를 ‘폭파’함으로써 드러난다. 이 폭파는 현실세계를

카메라를 통해 가상적으로 깨뜨림을 의미하는데, 벤야민의 방점은 폭파

를 통해 흩어져 나온 파편들을 마치 모험하듯이 여행할 수 있다는 것에

있다. 즉 현실세계를 공간적으로 혹은 시간적으로 변형한 세계의 이미지

파편들은 우리가 전혀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혹은 일상에서 보

았지만 인식하지 못했던 새로운 물질구조의 세계라고 벤야민은 보는 것

이다. 이를 그는 “우리가 정신분석학을 통해 충동의 무의식적인 세계를

알게 된 것처럼 카메라를 통해 비로소 시각적 무의식의 세계”를 알게 되

었다고 설명한다.237)

236) GS Ⅶ/1, 376 ; 『선집2』, 83쪽. 강조는 필자의 것이다.

237) GS Ⅶ/1, 376 ; 『선집2』, 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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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적 무의식’은 단순히 ‘시각’이라는 지각적 차원에 국한되지 않

는다. 시각적 무의식은 「기술복제」 제1판이 나오기 8년 전인 「오스카

슈미츠에 대한 반박」(1927)에서 “영화와 더불어 [등장하는] 의식의 새로

운 영역”238)이라는 용어로 등장한 바 있으며, 이 용어 뒤에 위에서 길게

인용한 문단의 상당 부분이 그대로 적혀 있다.239) 여기서 벤야민은 카메

라가 우리 주변의 환경과 공간, 사물들을 “이해할 수 있게, 의미 있게,

열정적으로 펼쳐”240)준다고 말한다. 이러한 생각은 「사진의 작은 역

사」(1931)로 이어지는데, 여기서 언급된 “인간의 의식으로 직조된 공간

의 자리에 무의식으로 직조된 공간이 들어”241)선다는 문장은 「기술복

제」 제2판에서도 그대로 등장한다.

우리 주변의 모든 공간은 우리의 의식으로 구성된 세계이다. 가령 인

공물인 책상, 의자, 책 등은 모두 인간에 의해 그 쓸모 혹은 개념이 정의

되어 있으며, 자연의 나무, 꽃, 흙 등도 모두 그러하다. 이러한 의식으로

직조된 공간에서, 카메라의 클로즈업은 의식의 직조를 풀어헤치고 무의

식으로 직조된, 마치 꿈과 같은 무한한 상상력이 만들어내는 세계를 열

어준다. 벤야민은 이 세계를 ‘다른 자연’이라 말한다. 즉 “카메라에게 말

하는 자연은 [인간의] 눈에 말하는 자연과는 다른 자연임이 분명하다

.”242) 요컨대 의식으로 직조된 공간이 0과 1의 세계라면, 무의식으로 직

조된 공간은 0과 1 사이의 무한한 소수점의 세계이다. 카메라의 클로즈

업을 통한 공간의 확장과, 고속촬영을 통한 시간의 확장은 현실세계에서

무한한 소수점의 세계를, 인간이 세계와 자유롭게 유희할 수 있는 무한

한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 보인다. 이러한 이유에서 벤야민은 영화가 “우

238) GS Ⅱ/2, 752 ; 『선집2』, 239쪽.

239) 이 영화를 통해 등장하는 “의식의 새로운 영역”에 대한 벤야민의 생각은

현시, 성좌, 극단 등을 논한 「인식비판」(1928), 그리고 그가 『파사주』 작

업을 시작한 1927년과 같은 시기의 생각이고, 「초현실주의」(1929), 「프루

스트의 이미지」(1929)보다 앞선 생각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시기적으로

볼 때 영화의 유희공간에 대한 벤야민의 관심과 생각은 앞서 Ⅰ장에서 논의

한 그의 미학적 사유와 맞닿아 있다.

240) GS Ⅱ/2, 752 ; 『선집2』, 239쪽.

241) GS Ⅱ/1, 371 ; 『선집2』, 168쪽.

242) GS Ⅶ/1, 376 ;『선집2』, 83쪽.



- 73 -

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유희공간을 확보”해준다고 설명한

다.243)

그렇다면 유희공간은 벤야민에게 어떠한 정치적 의미가 있다는 것일

까? 우리는 이 정치적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는 벤야민이 시각적 무의식을 언급한 이후 직접 전개하는 논의이다. 영

화를 통해 대중이 현실에서 보기 어려운 꿈과 같은 과장된 사건들을 접

함으로써 현실에서 실제로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대중이 그 사건의 확

장을 막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벤야민은 “카

메라를 통해 얻어낼 수 있는 현실의 다양한 측면들의 많은 부분이 사람

들의 감각적 지각의 정상적 스펙트럼을 벗어나”244) 있다는 점을 중요하

게 본다. 이를 그는 프로이트가 말한 무의식의 세계를 영화가 직접 이미

지로서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는데, 카메라의 다양한 기법과 여러 특수효

과를 통해서 영화는 “정신이상, 환각, 꿈에서 나타나는 지각세계”를 사실

적으로 그려낼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세계는 회화 또한 그려낼 수 있

지 않을까? 주지하다시피 초현실주의의 회화에서 그러한 세계가 그려진

바 있다. 벤야민은 영화가 “정신병자나 꿈꾸는 개인의 지각적 방식을 관

객의 집단적 지각으로 전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 주목한다.245) 즉

영화는 시각적 무의식의 세계, 인간이 세계와 유희할 수 있는 세계를 집

단에게 동시에 공유한다는 점에서 벤야민에게 유의미한 정치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영화는 사디즘적 또는 마조히

즘적 망상들이 과장되게 발전한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현실에서 그러한

에너지들이 자연스럽고 위험한 방식으로 성숙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

다.”246)

고도화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현실에서 파시즘과 같은 야만이 등장한

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특히 벤야민 당대의 독일은 이미 민주주의

와 법치라는 발전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런데 히틀러는 그러

243) GS Ⅶ/1, 376 ; 『선집2』, 82-83쪽.

244) GS Ⅶ/1, 376 ; 『선집2』, 84쪽.

245) GS Ⅶ/1, 377 ; 『선집2』, 85쪽.

246) GS Ⅶ/1, 377 ; 『선집2』, 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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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민주주의의 시스템 내에서 투표로 선출되었고, 역시 법적 시스템 내

에서 계엄령을 선포하여 국가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권한을 얻

었으며, 이들을 추종하는 대중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당대의

독일에서는 마치 꿈의 세계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들이었다. 벤야민은 영

화가 이러한 일들을 앞서 과장되게 보여 줌으로써 관객에게 “대중적 정

신이상에 대해 정신적 예방접종의 가능성을 제공”했다고 말한다. 영화를

통해 과장되게 표현되는 그러한 사건들은 일종의 재미로서 관객에게 다

가오며, 벤야민은 관객이 이를 “집단적 웃음”이라는 “유익한 방식으로

분출”한다고 말한다. 그는 이를 일종의 “심리치료”라고도 말한다.247)

유희공간의 두 번째 정치적 의미는 벤야민의 논의를 좀 더 확장함으로

써 만들어볼 수 있다. 즉 「기술복제」에서의 유희공간에 대한 논의를

역사적 인식의 지평으로 확장해 보는 것이다. 앞서 Ⅱ장 2.2절에서 초현

실주의에 관한 탐구에서, 초현실주의자들이 혁명적 에너지를 일상의 낡

은 사물에 내재한 무의식의 세계에서 얻으려 하였으며, 벤야민이 이를

‘범속한 계시’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음을 살펴보았다. 이 범속한 계시를

벤야민은 ‘종교적 계시’와 대비하여 사용하는데, 종교적 계시는 초월적

존재를 통해 어떤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지만, 범속한 계시는 “도취를 통

해 자아가 느슨하게”248) 된 인식 주체에게 일상의 사물에 내재된 무의식

적이고 초현실적인 이미지가 마치 계시처럼 다가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는 일상의 사물들에서 이성중심의 사회에 저항할 수 있는 계기를 발견하

는 것이기 때문에 벤야민에게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이

[낡은] 사물들이 혁명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아무도 이 [초현실주의]

작가들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았다.”249) 초현실주의자들이 사물

247) GS Ⅶ/1, 377 ; 『선집2』, 85쪽. 벤야민은 이러한 영화의 효과들이 역기능

또한 지니고 있음을 각주에서 주의시킨다. 가령 디즈니의 <미키마우스>는

잔인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을 코믹하게 표현하는데, 이는 정신적 예방접

종의 기능을 할 수도 있지만, 유색영화가 표현하는 그러한 잔인한 장면의 사

실성은 오히려 파시즘이 실제 현실에서 잔인한 행동을 하는 것에 내성을 만

들어 줄 수도 있다. 벤야민은 이를 “파시즘이 이 분야에서도 ‘혁명적’ 발명들

을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하는지”를 보이고, “잔인성과 폭력성을 생존의 부대

현상으로서 느긋하게 용인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라 말한다.

248) GS Ⅱ/1, 297 ; 『선집5』, 1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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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무의식적인 세계를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의 작업

에 “이미지와 언어가 가장 먼저 입장할 권리”를 갖게 하였고 이를 위해

자아를 ‘느슨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250) 즉 그들은 인식 주체의 이성적

사유를 최대한 억제하고, 사물이 드러내는 이미지와 언어를 최대한 받아

들인 것이다.

우리는 이와 유사한 논의를 「기술복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앞서

시각적 무의식을 언급한 인용문에서, 벤야민은 “카메라에게 말하는 자연

은 [인간의] 눈에 말하는 자연과는 다른 자연임이 분명”251)하다고 말한

다. 여기서 벤야민이 자연을 주체로 상정하여 자연이 카메라에 말을 한

다(sprechen)고 언급한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카메라맨이 의

도적으로 포착하고자 하는 바를 영상에 담는 것이라기보다, 카메라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자연이 영상에 담긴다는 의미에 가깝다. 위의 인용문

바로 뒤에 벤야민은 ‘다른 자연’이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다르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사람의 의식으로 직조된 공간의 자리에 무의

식으로 직조된 공간이 대신 들어선다는 점이다.” 즉 카메라에게 자신을

내보이는 다른 자연은 다름 아니라 무의식으로 직조된 공간에 속한 것이

다. 이러한 무의식의 세계는 우리가 일상에서 보기 어려운 마치 꿈에서

나 볼법한 시간과 공간이 변형된 세계이다.

249) GS Ⅱ/1, 299 ; 『선집5』, 150쪽.

250) GS Ⅱ/1, 296-297 ; 『선집5』, 146쪽.
251) GS Ⅶ/1, 376 ;『선집2』, 83쪽. 여기서 벤야민이 의도적으로 ‘자연이 말한

다’는 의미로 그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벤야민의 언어철학에 있다. 자연이 정신적 본질을 스스로 ‘침묵의 언어로’ 말

하고, 이를 인간의 언어에 담은 것이 ‘이름’임을 벤야민은 「언어 일반과 인

간의 언어에 대하여」(1916)에서 주장한 바 있다. “자연 전체는 이름 없는 침

묵의 언어, 인간 속에서 인식하는 이름과 인간에 대해 판결하는 판단으로 군

림해온 창조하는 신의 말씀의 잔재인 침묵의 언어로 채워져 있다.”(GS Ⅱ/1,

157 ; 『선집6』, 95쪽.) 이 자연의 언어를 인간의 언어로 바꾸는 것을 ‘번

역’이라 주장한 그의 논의에 따라, 우리는 카메라가 자연의 언어를 영상 이미

지로 ‘번역’함으로써 자연의 본질적인 영역을 드러낸다고도 말할 수 있다. 골

드(Joshua Robert Gold)는 이러한 관점에서 카메라와 번역 개념을 연결시킨

다. Joshua Robert Gold, “Another Nature Which Speaks to the Camera:

Film and Translation in the Writings of Walter Benjami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No.12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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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초현실주의자들은 의도적으로

도취를 통해 자아를 느슨하게 함으로써 그러한 무의식의 세계를 드러내

려 하였지만, 영화는 이를 그러한 노력이 없이도 기술적 기반으로 성취

한다는 점이다. 이는 벤야민이 다다이즘의 충격효과를 언급했던 내용과

유사하다. 벤야민에 따르면 예술형식의 전환기 직전의 예술은 새로운 기

술로 가능해진 예술형식에 의해 달성될 수 있는 바를 얻으려 노력한

다.252) 그리고 그는 다다이즘이 애써 얻으려 한 충격효과가 영화에 이르

러 기술적 기반으로 성취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초

현실주의자들이 무의식의 세계를 드러내려는 노력은 영화에 이르러 카메

라라는 기술적 본성으로 성취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초현실주의가

자아를 느슨하게 하여 범속한 사물이 계시하는 바를 인식하려 했다면,

영화의 카메라는 자연이 말하는 바를 기록한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

가 앞서 살펴본 바대로, 영화가 “정신이상, 환각, 꿈에서 나타나는 지각

세계”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집단적 지각으로

전유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초현실주의자들의 작업보다 더 넓은 대중

과의 접점을 지닐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논의를 조금 더 확장해 본다면, 벤야민이 「초현실주의」의 마지막

에서 주장한 이미지-신체공간과 영화의 연결 또한 기대해 볼 수 있다.

앞서 Ⅱ장에서 벤야민이 초현실주의에서의 “통찰은 확장될 필요”가 있다

며 꿈과 같은 무의식의 세계만 머무르는 초현실주의를 넘어 대중과의 접

점을 획득할 수 있는 역사의 변증법적 이미지를 구성하고자 했음을 확인

한 바 있다.

이를 벤야민이 직접 시연해 보인 작업이 바로 『파사주』이다. 벤야민

이 초현실주의의 작업을 『파사주』로 확장했듯이, 무의식으로 직조된

공간을 집단의 지각으로 전유하는 영화의 가능성을 『파사주』와 연결하

252) “전통적인 예술형식은 어떤 일정한 발전 단계에서, 훗날 새 예술형식에 의

해 저절로 달성될 효과를 애써 얻으려고 노력한다.” 벤야민은 사진과 영화를

비교하기도 하는데, 가령 여러 사진을 책자 형식으로 만들고 이 사진책자를

빠르게 돌림으로써 마치 영화와 같이 움직이는 효과를 애써 얻으려고 노력했

다고 말한다. GS Ⅶ/1, 378 ; 『선집2』, 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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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확장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파사주』에서 벤야민은 19세기의 파리

의 여러 문화현상들의 흔적을 찾아 세밀하게 분석하고 기록하였고, 이

작업은 현상을 파편화하고 극단화하는 작업이었다. 이 극단은 수많은 짧

은 메모로서, 그가 20세기 당대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기 위해 19세

기 파리의 다양한 사물과 문화현상들을 “구별”253)한 결과이다. 이는 그

자체가 “인용 부호 없이 인용”254)한 것, 즉 과거를 진보사와 보편사의

‘가상’에서 분리하여 현재와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해석할 뿐만 아니라,

현재 또한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드러내 보인 결과이다. 이

작업은 보들레르와 같은 문학작품을 분석하면서 이루어지기도 하였지만,

벤야민이 직접 파리에서 체험한 다양한 현상들을 분석하면서 이루어지기

도 하였다. 그는 이 후자의 작업에 사진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했

고, 직접 관련 사진을 수집하여 앨범으로 만들기도 하였다.255) 여기서 더

나아가 그는 파사주 작업을 영화화 하는 것을 실제로 생각해 보았다. 그

는 『파사주』의 한 메모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파리 전도로 한 편

의 흥미진진한 영화를 만들어 낼 수는 없을까?” 그가 생각한 촬영 방식

은 “파리의 다양한 모습을 시간적인 순서대로 펼쳐 보이는 것”, 즉 “파

사주들이나 광장들의 변화를 30분이라는 시공간 안에 응축”시키는 것이

었다.256) 그러니까 그는 텍스트로서 표현하기 어려운 파리의 시공간의

변화, 즉 역사적 이미지를 영화로 직접 담아보려 생각해 보기도 한 것이

다.

여기서 벤야민이 『파사주』의 방법론을 ‘문학적 몽타주’이며, “나는

할 말(sagen)이 없다. 단지 보일 뿐”이라고 언급한 바를 살펴볼 필요가

253) 벤야민은 「인식비판적 서론」(1928)에서 자신의 개념적 작업은 “사물들을

요소로 해체하는 일”이며, 이 작업은 곧 “개념들로 구별하는 작업”으로서, 이

를 통해 “현상들은 이념의 존재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한다. GS Ⅰ/1, 213

; 『독일 비애극의 원천』, 44쪽. 이 “개념들로 구별”된 것을 우리는 “극단”

이라 말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현상들에서 요소들을

환기하는 일은 개념의 과제인데, 이 요소들은 극단에서 가장 정확하게 드러

난다.” GS Ⅰ/1, 215 ; 『독일 비애극의 원천』, 46쪽.

254) 『파사주』, [N1,10]

255) 수잔 벅 모스, 『아케이드 프로젝트』, 101쪽 참조.

256) 『파사주』, [C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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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257) 여기서 ‘말하다’로 번역된 sagen은, 사전적으로 ‘입으로 말하다’

는 의미를 지닌 sprechen과는 달리, ‘설명하다’는 의미에 가까운 논리성

을 배경으로 하는 단어이다. 즉 sprechen은 ‘발화적 소리’에 가깝지만,

sagen는 ‘논리적 내용’에 가깝다. 따라서 할 말이 없고 보일뿐이라는 그

의 말을 우리는 그가 논리적인 언어로 현상을 설명하지 않고, 그가 드러

내고자 하는 바를 이미지로서 드러낸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벤야

민이 이러한 배경에서 사진 혹은 영화로 『파사주』 작업을 진행하는 것

은 생각해 본 것은 아닐까? 물론 『파사주』는 글로 쓰인 것이기 때문에

그 이미지는 시각적 이미지라기보다 ‘성좌’와 같은 이미지적인 사유의 형

식을 의미하지만, 벤야민이 『파사주』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다

양한 각도에서 마치 이미지를 그려 내듯이 세밀하게 분석하고 기록했다

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우리는 이러한 이미지적인 사유의 형식을 실제

시각적인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파사주』처럼

연구와 글을 통한 작업은 벤야민과 같이 매우 예민한 감각과 수준 높은

의식을 지닌 자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영화에서의 카메라와 다양

한 편집기술을 통한 작업은 그 기술적 기반으로 비교적 용이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현상을 극단화하는 데 있어서 카메라 또한 세

계를 대하는 촬영자의 감각과 의식의 중요성이 결코 간과될 수는 없지

만, 그 작업에서 적지 않은 부분이 카메라라는 기계장치를 통해 달성된

다.

이러한 영화는 관객에게 어떤 이미지공간을 열어줄 것이다. 만약 영화

가 드러내고자 하는 바가 『파사주』와 같이 과거에서 현재로 깨어나는

순간의 경험인 ‘각성’의 이미지라면, 영화가 열어주는 이미지공간은 앞서

Ⅱ장에서 살펴본 변증법적 이미지를 통한 대중을 형성하는 신체공간이

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기서 앞서 Ⅱ장의 마지막에서 논했던 「초

현실주의」에 등장하는 세 공간, 즉 ‘정치적 행동의 공간’과 ‘이미지공간’

그리고 ‘신체공간’을 상기해보자. 앞선 논의를 따라 이 셋의 관계를 다시

요약해보자면, 정신이 현존한 자에게 일상의 삶은 정치적 행동의 공간이

257) 『파사주』, [N1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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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그가 인식한 역사의 변증법적 이미지는 대중과의 접점을 획득하는

이미지공간이 되며, 결국 그 역사적 이미지의 혁명적 에너지로 신경감응

하며 그 에너지를 방출하는 대중을 형성하는 신체공간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Ⅲ장에서 살펴본 영화의 정치적 요소들을 읽어보자면, 영화

의 충격효과는 관객의 정신-신체를 일깨움으로써 정신을 현존하게 하고,

영화가 현시하는 바는 관객이 일상의 삶을 유희공간으로서 바라보게 한

다. 영화의 이러한 요소들은 관객의 일상을 정치적 행동의 공간으로 뒤

바꾼다. 나아가 영화는 정신이 현존한 관객이 대중과의 접점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매체가 되어 누구나 현실에서 이미지공간을 열 수 있게 만

들어 준다. 이러한 영화는 곧 하나의 이미지를 공유하는 대중을 형성하

는 신체공간을 열 수 있는 매체 또한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벤야민에게 있어서 ‘대중’ 개념이 특정 계급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은

영화가 신체공간을 여는 매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벤야민이 말하는 ‘대중’은 마르크스에게서의 프롤레타리아와 같

이 고정된 계급이 아니다. 벤야민은 곳곳에서 이를 강조한다. 그는 「기

술복제」의 노트에서 “대중 개념을 포기하고 그것을 계급 개념으로 대체

하지 말 것”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대중의 형성은 결코 계

급의 품 안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계급의 형성이 대중의 품 안

에서 일어난다고 말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258) 여기서 그는 대중

을 고정된 집단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형성되는 집단으로 설정하고, 이렇

게 유기적으로 모이고 흩어지는 집단이 정치적 역량을 지닌 계급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는 이 대중을 영화 관객과 연결한다. 그에

따르면 “영화 관객은 그 계급적 구조를 두고 볼 때 확고하지 않으며,

[···] 특정한 영화들을 통해 모종의 정치적 운동 가능성이 그 관객 속에

서 상승하거나 감퇴”259)할 수 있다.

영화 관객은 특정 계급에 국한되지 않고, 특정할 수 없는 다양한 계층

으로 구성된다. 벤야민은 이러한 관객이 영화를 통해 영화를 통해 정치

258) GS Ⅶ/2, 668 ; 『선집2』, 203쪽.

259) GS Ⅶ/2, 668 ; 『선집2』, 2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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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역량이 지닌 집단으로 형성될 가능성을 지닐 수 있다고 기대한다. 물

론 이 가능성은 관객이 지니고 있던 어떤 정치적 역량을 오히려 빼앗아

갈 수도 있지만, 그는 이보다 정치적 역량을 지닌 계급이 형성되는 것에

방점을 둔다. 이 계급의 형성은 프로파간다가 행하듯이 특정한 목적을

위한 고정된 이데올로기를 관객에게 주입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벤야

민의 자세한 설명은 부재하지만 우리는 그것은 앞서 논의한 바와 연결지

어, 영화를 통해 정신이 현존하게 된 관객이 현실에서 이미지공간을 발

견하고, 나아가 대중을 형성할 수 있는 신체공간을 구성하는 것과 관련

하여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영화를 통한 대중의 형성은 영화의 특정

내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화라는 매체 그 자체의 속성260)

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영화는 직접적이라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정치적 역량을 지닌 대중의 형성에 관여한다. 아래에서 자세

히 논하겠지만 ‘순수한 수단’이라 말할 수 있는 영화의 정치적 기능은 간

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발달된 현대기술로 탄생한 새로운 예술이 이

러한 정치적 기능을 하는 매체가 되는 것, 이 예술이 우리 일상의 삶에

서, 우리라는 집단적 신체의 한 기관이 되어 파시즘과 같은 야만이 등장

하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정치적 역량을 지닌 대중을 형성하는 것, 이를

우리는 벤야민이 「기술복제」의 시작과 끝에서 내세우는 ‘예술정치’, 그

리고 ‘예술의 정치화’라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화는 현실에서

어떻게 파시즘의 정치의 심미화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일까?

3.2. 순수 수단으로서의 정치적 매체: 예술의 정치화

본 논문의 마지막 절인 여기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벤야민

이 「기술복제」에서 제시한 개념들이 어떻게 파시즘에 대응할 수 있는

지를 살펴본다. 지금까지 살펴본 정신분산과 유희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벤야민의 정치적 매체론은 그가 「기술복제」를 시작하며 말했듯이 “파

시즘의 목적을 위해서는 전혀 무용하고 [···] 예술정치에서 혁명적 요구

260) 대표적으로 앞서 논의한 정신분산의 습관화와 유희공간의 확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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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표명하는 데는 유용하다.”261) 우리는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에 답하기 위하여 예술의 존재론적 가치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벤야민은 기술의 발달로 새롭게 탄생한 예술인 영화의 본질적

인 속성에 파시즘에 대응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앞서 영화에서 유희공간의 확장은 카메라와 같은 기술적 기반으로 이

루어짐을 확인하였다. 벤야민은 이 유희공간의 확장이 예술을 “‘아름다운

가상’의 왕국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말한다.262) 즉 “영화에서 가상의 계

기는 유희의 계기를 위해 전적으로 밀려났다.”263) 이는 곧 전통예술과

오랫동안 공존해 왔던 아름다운 가상이라는 아우라가 영화와 같은 현대

의 예술에서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는 말이다. 회화, 조각과 같은 전

통예술에서 두드러졌던 “아름다움에 대한 가장 세속적인 형태의 숭배행

위”는 예술을 하나의 “제의의 대상”으로 삼았던 결과였다.264) 이처럼 전

통예술의 중심에는 “제의가치”가 있었지만, 벤야민은 현대예술에서는

“절대적 역점이 전시가치에 주어짐으로써 예술작품이 전혀 새로운 기능

을 지닌 형상물”이 되었다고 주장한다.265) 즉 그는 예술의 사회적 기능

이 현대예술에 들어서면서 완전히 변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는 전통예술이 진품성에 근거하고 제의적 속성을 지녔기 때문에 “은

밀한 곳에 숨겨”져 온 것과 달리, 현대예술은 ‘복제기술’에 근거하기에

“전시 가능성이 엄청나게 커”졌다고 주장한다.266) 현대예술이 복제기술

에 근거한다는 말은 전통적으로 예술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원본 혹은 진품가치가 사라짐을 의미한다. 벤야민은 고대에서의 복제기

술을 목판 혹은 석판으로 설명하는데, 이들로 인쇄된 것에는 사실상 원

본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태생 자체가 복제기술

에 근거한 영화는 대량생산이 용이하며 전통적인 예술에서 중요했던 진

품성의 가치가 매우 희미하다. 벤야민은 영화 자체가 “대량 보급을 그야

261) GS Ⅶ/1, 351 ; 『선집2』, 43쪽.

262) GS Ⅶ/1, 368 ; 『선집2』, 71쪽.

263) GS Ⅶ/1, 369 ; 『선집2』, 72쪽.

264) GS Ⅶ/1, 356 ; 『선집2』, 51쪽.

265) GS Ⅶ/1, 357-358 ; 『선집2』, 53-54쪽.

266) GS Ⅶ/1, 358 ; 『선집2』, 54-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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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 강요”한다며, 그 이유를 “영화의 제작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이라

말한다.267) 즉 한 편의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기술과 인력은

많은 비용투자를 요하기 때문에, 이를 회수하기 위해서 영화는 대량으로

보급되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영화에서의 제의가치는

사라지고 전시가치는 더욱 높아지게 된다.

벤야민은 영화에서 전시가치가 높아진 현상을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예술생산에서 진품성을 판가름하는 척도가 그 효력을 잃게 되는 바로

그 순간, 예술의 모든 사회적 기능 또한 변혁을 겪게 된다. 예술이 종교

적 의례에 바탕을 두었었는데, 이제 예술은 다른 실천, 즉 정치에 바탕을

두게 된다.”268) 이처럼 벤야민은 예술의 제의가치에서 전시가치로의 이

행을 예술이 정치에 바탕을 두게 된 근거로 보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정치’를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정치가 아니라 벤야민 자신의 정치 개념에

근거한 것으로 한정지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가 강하게 비판한 파시즘의

정치의 심미화는 이미 제의가치에서 전시가치로 이행한 현대예술에서 다

시금 과거의 제의가치를 인위적으로 부활시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

다. 실제로 벤야민은 「기술복제」에서 정치뿐만 아니라 자본의 목적으

로 영화의 “혁명적 기회들이 반혁명적인 기회로 변형”269)될 수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 영화를 수단화하여 경제적 이득을 위해 스타를 만들어

내거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영웅을 만들어내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는 이미 주지하는 바이다. 그런데 이렇게 정치와 자본에 수단화된 영화

에서 우리는 영화의 본질적 요소에 기반을 둔 전시성과 더불어 인위적으

로 만들어진 제의성이 공존하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제의성에 벤야민이 현대예술에서 사라져가는 것으로 제시한 개념들인 정

신집중과 가상으로서의 아우라가 착종되어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다시 정리해보자면, 벤야민이 「기술

복제」에서 대비되는 것으로 제시한 대표적인 개념들은 제의가치와 전시

가치, 정신집중과 정신분산, 가상과 유희이다. 그는 현대예술, 특히 영화

267) GS Ⅶ/1, 356 ; 『선집2』, 52쪽

268) GS Ⅶ/1, 357 ; 『선집2』, 53쪽.

269) GS Ⅶ/1, 370 ; 『선집2』, 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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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러 이 개념들이 좌에서 우로 이행하였다고 말한다. 즉 영화 제작

자가 의도적으로 우측의 개념들이 두드러지도록 영화를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의 기술적 기반으로 인해 자연스레 그 개념들의 속성이 영

화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다. 요컨대 벤야민은 전시성, 정신분산, 유

희를 영화의 본질적 속성으로 보고 있으며, 그 이유를 영화의 탄생 배경

인 기술에서 찾고 있다. 가령 영화의 전시성은 복제기술, 정신분산은 영

상 이미지를 연결하는 편집기술, 그리고 유희는 시공간을 변화시키는 카

메라와 편집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다. 벤야민은 이러한 기술적 배경 때

문에 영화가 정치적 기능을 얻게 되었으며, 영화의 기술적 본성을 최대

한 발현하는 것이 곧 예술정치에서 혁명적 요구들을 표명하는 일이라 보

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파시즘의 정치의 심미화가 예술을 활용하는 방식은 그

와 같은 예술의 기능변화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즉 프로파간다로 수단화

되는 영화는 제의가치와 정신집중, 가상의 아우라를 정치적 목적에서 인

위적으로 부활시키고, 예술을 정치에 종속시킨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벤야민이 현대예술에 이르러 사라져 가는 제의가치, 정신집중, 아우

라라는 개념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그는 자연적으

로 사라져 가거나 오늘날에도 남아 있는 그 속성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

니라, 정치 혹은 자본의 목적에 의해서 예술적 장치들을 조작하여 그들

을 인위적으로 부활시키는 인간의 행위를 비판하는 것이다.270) 프로파간

다 영화에서 그들은 함께 작용하는 것으로 뒤섞여 부활되는 경향을 보인

다. 왜냐하면 프로파간다 영화는 앞서 논의한 유희공간을 최대한 억제하

고, 영화에서 밀려나게 된 가상으로서의 제의적 요소를 다시 소환하여

관객으로 하여금 그 가상으로 정신집중을 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이기 때

270) 일례로 「사진의 작은 역사」(1931)에서 아직 카메라 기술이 성숙하지 못

한 초창기의 초상화에서 볼 수 있는 아우라를 비판하는 벤야민의 입장은 찾

아볼 수 없다. 그러나 그는 광학기술의 발달로 초기 초상화의 아우라가 사라

진 1880년 이후에, 사진사들이 “사라져가는 아우라를 모든 덧칠 기법, 특히

이른바 문지른 사진을 통해 조작”하려 한 것에는 분명한 비판적 입장을 취한

다. 이 사진사들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라진 아우라 효과를 인위적으로 조

작해내려 하였다. GS Ⅱ/1, 376-377 ;『선집2』, 175-1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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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그러니까 가상의 아우라는 제의성을 기반으로 하고, 관객이 정신

집중을 하는 대상은 그 아우라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의 심미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주 거론되는 나치 영화

<의지의 승리>(1934)271)는 영화의 기술적 장치들을 총동원하여 히틀러

의 아우라를 만드는 데 주력한다. 이 영화는 실제 나치당의 전당대회를

촬영한 다큐영화이지만, 여기서 히틀러는 마치 종교적 의례의 경배 대상

으로서 강한 아우라를 지니고 등장한다. 이 영화에서 대중은 정신이 분

산되는 것이 아니라 히틀러의 아우라에 정신을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여기서의 관객은 마치 회화의 아름다움이라는 가상의 아우라에 자아를

잃고 몰입하듯이 히틀러의 강한 아우라에 자아를 잃고 완전히 몰입하며,

영화에서 묘사되는 히틀러를 추종하는 집단에서 자아를 찾는다. 왜냐하

면 그 영화에서 반복적으로 묘사되는 히틀러의 연설에 감동하여 절도 있

게 움직이는 집단의 모습은 관객으로 하여금 그 집단과 동일하게 움직일

것을 직접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이다. 벤야민은 이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파시즘은 대중으로 하여금 결코 그들의 권리를 찾게 함으로써가 아니

라 그들 자신을 표현하게 함으로써 구원책을 찾고자 한다. 대중은 소

유관계의 변화를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파시즘은 소유관계를 그대로

보존한 채 그들에게 표현을 제공하려 한다. 파시즘이 정치적 삶의 심

미화로 치닫게 되는 것은 당연한 역사적 귀결이다. [···] 정치의 심미

화를 위한 모든 노력은 한 점에서 그 정점을 이루는데, 전쟁이 바로

그것이다. 전쟁, 오로지 전쟁만이 전승된 소유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

서 대규모의 대중운동에 하나의 목표를 설정할 수가 있다.272)

앞서 살펴보았듯이, 제2기술로 인해 유희공간이 일순간에 확장된 대중은

자신의 요구를 자각하고 이를 내세우게 되지만, 파시즘의 정치의 심미화

271) 대표적인 나치 프로파간다 영화인 리펜슈탈(Leni Riefenstahl)의 <의지의

승리>는 1934년에 상영된다. 벤야민이 「기술복제」를 작성한 시기가 1935

(제1판)이고, 나치가 <의지의 승리>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음을 고려하면, 벤

야민은 이미 그 영화를 보았거나, 적어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272) GS Ⅶ/1, 382 ;『선집2』, 92-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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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중을 <의지의 승리>의 히틀러를 추종하는 대중에 동화시킨다. 위

의 인용문에서 대중이 “그들 자신을 표현하게 함으로써 구원책”을 찾는

다는 말에서의 이 ‘표현’을 우리는 <의지의 승리>에서 묘사되는 대중의

‘재생산’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인용문의 각주에서 벤야민은 “대량복제에

특히 잘 어울리는 것은 대중의 재생산”273)이라며, 영화에서 묘사되는 대

중의 모습이 재생산될 수 있음을 언급한다. 파시즘의 대중 재생산은 결

국 전쟁이라는 하나의 목적에 방향을 맞춘다. 프로파간다는 특정 목적을

위해 대중을 선동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에 맞는 대중을 무한히 재생산

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파시즘은 벤야민이 「기술복제」에

서 제시한 영화의 혁명적 요구들을 표명하는 데 유용한 영화의 본질적

가능성들, 즉 정신분산과 유희공간을 억제한다. 그리고 그들은 영화를 수

단화하여 영화에 이르러 사라져 가는 제의적인 요소들을 부활시킨다.

이러한 관점에서 파시즘의 정치의 심미화에 대응함과 동시에, 벤야민

이 말하는 예술정치에서 혁명적 요구를 표명하는 일은 다름 아니라 그가

「기술복제」에서 제시한 영화의 본질적 속성들이 충분히 발현되는 것이

라 볼 수 있다. 즉 앞서 살펴본 정신분산과 유희공간이 정치적으로 기능

할 때는 그것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때

가 아니라, 영화의 기술적 기반의 본질적 속성이 합목적적으로 발현될

때이다. 이 맥락에서 우리는 「폭력비판을 위하여」(1921)에서 언급된

“수단이 아니라 발현(Manifestation)”274)을 기술과 관련지어 읽을 필요가

있다. 벤야민은 여기서 폭력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령 임금임

상을 위한 파업 등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폭력 그 자체가

목적 없이 발현되는 현상을 설명한다.

벤야민이 예시로 제시하는 것은 ‘분노’인데, “분노는 극명하게 드러나

는 폭력의 폭발, 눈앞의 목적에 대해 수단으로서 관련되지 않는 그러한

273) GS Ⅶ/1, 382 ;『선집2』, 93쪽. 여기서 ‘재생산(Reproduktion)’은 「기술복

제」에서 그 ‘복제’로 번역된 단어이다. ‘기술복제’는 이미 있는 것을 다시 생

산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 자체가 이미 복제기술을 근원적으로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복제’를 사용하지만, 여기서는 영화에서 묘사된 대중을 다

시 현실에서 재생산한다는 의미에서 ‘재생산’이 더 적절해 보인다.

274) GS Ⅱ/1, 196 ; 『선집5』, 1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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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로 사람을 이끈”275)다는 것이다. 그가 보기에 분노에 찬 사람이 행

하는 폭력은 어떤 구체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분노 그 자체

의 발현이다. 벤야민의 이 논리를 빌려 그의 기술에 관한 생각을 말하자

면, 앞서 언급한 기술의 합목적적인 발현을 통한 혁명적 요구의 표명은

기술이라는 “존재의 발현”276)이며, 이때 기술은 “순수한 수단”277)으로서

사용된다. 그는 이 “순수한 수단들은 결코 직접적인 해결이 아니라 항상

간접적인 해결을 가져다주는 수단들”278)이라고 말한다.

이 배경에서 우리는 앞서 살펴본 영화의 정신분산과 유희공간이 파시

즘에 대응하면서 혁명적 요구를 표명하는 방식이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

적인 방식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의지의 승리>와 같

은 영화는 직접 대중에게 구체적인 목적에 따른 행동을 강조279)하지만,

벤야민이 말하는 정신분산과 유희공간은 직접 지시하는 바는 없고 다만

간접적으로 파시즘에 대응하고 혁명적 요구를 표명할 수 있는 관객의 상

태를 만들어줄 뿐임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관객은 자신의 요구를 자

각하고 각 상황에 따라 정치적 행동을 할 준비가 되어있는 정신이 현존

한 자이다. 그리고 기술의 존재가 발현된다는 것은 기술이 자신의 본질

을 드러냄을 의미하지만, 기술이 순수한 수단으로서 사용된다는 것은 그

기술의 존재를 발현하게끔 하는 인간의 역할을 잊지 않게 한다. 예술을

다루는 인간이 이러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때, 벤야민이 「기술복제」

의 마지막에서 주장한 예술의 정치화는 실현될 것이다.

275) GS Ⅱ/1, 196 ; 『선집5』, 106쪽.

276) GS Ⅱ/1, 197 ; 『선집5』, 107쪽.

277) GS Ⅱ/1, 192 ; 『선집5』, 99쪽. ‘순수한 수단’으로 ‘기술’을 읽는 것에 관

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 윤미애, 「종교적 전회와 벤야민의 매체이론」, 『브

레히트와 현대연극』, 31권, 2014, 388-394쪽.

278) GS Ⅱ/1, 191 ; 『선집5』, 99쪽.

279) <의지의 승리>에서 히틀러는 열광만 하지 말고 행동할 것을 강조하는 연

설을 하고, 이 연설 중에 무언가 결심을 한 듯한 군인과 소년들의 표정과 몸

짓이 번갈아 묘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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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벤야민이 「기술복제」에서 주장한 ‘예술정치’의 의미

를 파악하기 위해, 그의 정치 개념에 관한 분석을 토대로 정치적 매체로

서의 영화를 탐구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기술복제」를 벤야민의 다른

중요한 저작들에서 제시된 개념들을 통해 새롭게 이해해 보고자 하는 배

경에서 진행되었다. 벤야민이 박사학위를 받고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

작하던 1920년대의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이후 슈퍼인플레

이션이라는 경제난을 겪었고, 나치라는 야만의 등장으로 정치난 또한 겪

었다. 이러한 우울하고 부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벤야민은 긍

정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찾았고 이를 자신의 철학적 사유로 승화시켰

다. 다음의 말은 이러한 그의 시선을 보여준다. “모든 부정은 생동하는

것, 긍정적인 것의 윤곽을 드러내게 하는 기반으로서만 그 가치를 지니

게 된다. 그러므로 사전에 배제된 부정적인 부분을 다시 구분하여 관점

(기준이 아니다!)의 변화를 줌으로써, 그것의 새로운 긍정적인 의미와 이

전과는 다른 의미를 지닌 부분이 빛을 발하도록 하는 것은 결정적인 중

요성을 지닌다.”280)

벤야민의 글 중 적지 않은 부분에서 우리는 잊혀왔던 것들, 혹은 부정

으로 평가되어온 것들에서 새로운 긍정의 가능성을 발굴하려는 그의 시

도를 발견할 수 있다. 가령 그의 교수자격논문이었던 『독일 비애극의

원천』은 당대에 크게 주목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비극의 관

점에서 적지 않은 결함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어온 바로크 극들을 재조명

하며, 바로크 극을 전통적인 비극과 구별되는 비애극(Trauerspiel)으로

칭하고 비애극만의 새로운 가치를 탐구한다. 이 작업을 통해 벤야민이

‘발굴’한 ‘알레고리’ 등의 개념은 바로크 비애극을 구제하기 위한 것일 뿐

만 아니라, 현대예술을 새롭게 읽을 가능성 또한 발견하려는 노력의 결

과였다. 실제로 ‘알레고리’ 개념은 벤야민의 사유 방법론으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상당수의 저작에서 예술을 분석할 때 등장한다.281) 이

280) 『파사주』, [N1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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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기존의 부정에서 긍정의 계기를 적극적으로 찾아 새롭게 조명함으

로써,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구제하는 일은 그의 저작 전체에서 두드러

지게 나타나는 특징이다.

기술을 대하는 벤야민의 자세 또한 그와 같다. 벤야민 당대의 기술은

전쟁을 위한 무기들을 생산하였고, 기술로 발달한 산업은 인간을 생산력

을 극대화하기 위한 도구로 취하였다. 기술로 탄생한 새로운 예술매체인

영화와 같은 현대예술이자 대중예술은 정치 혹은 경제적 목적을 위해 대

중을 기만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전락하였다.282) 벤야민 또한 기술의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을 잘 알고 있고 「기술복제」 곳곳에서 그 우려를

드러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야민은 기술 그 자체가 지닌 성질들을

탐구하며, 이를 더 나은 사회를 향한 소망을 현실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활용’이 기술을 ‘수단’화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기술이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수단이 되

는 것이 아니라, 기술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지닌 성질들이 합목적적으

로 발현하는 가운데, 이 발현이 자연스레 더 나은 사회로의 소망을 현재

화할 수 있는 방향을 그는 탐구하였다. 「기술복제」에서 이 탐구는 영

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벤야민은 영화라는 매체가 ‘순수한 수단’이

될 가능성을 ‘정신분산’과 ‘유희공간’ 등의 개념으로 압축하였다.

그렇다면 그 개념들로 압축된 영화라는 존재의 발현은 인간과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이에 대답하기 위해 우리는 벤야민의 정치

개념을 앞서 탐구하였다. 이는 벤야민의 정치 개념이 비교적 명확하게

밝혀져야 영화 자신의 합목적적인 발현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더욱 명확

하게 알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앞서 Ⅱ장에서 우리는 그의 정치 개념

이 진보사와 보편사에서 벗어나 역사를 ‘중단’으로서 파악하는 역사적 시

281) 단 한 문장만 쓰였지만 벤야민은 영화를 알레고리와의 관계로 생각해 보

려고도 했었다. “알레고리: 영화가 예술의 왕국으로 진입하다.” GS Ⅰ/3,

1044 ; 『선집2』, 214쪽.

282) 이러한 주장을 한 대표적 학자는 단연 아도르노이다. 주지하다시피 아도르

노는 대중문화를 ‘문화산업’이라 칭하고, 이를 대중이 지배계급의 의도에 따

라 동일한 생각을 하고 반응하게 만드는 ‘동일화’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간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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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전환에서 시작되며, 과거와 현재의 변증법적 이미지를 구성하기 위

한 정신-신체적 준비 상태인 ‘정신의 현존’이 중요한 위치를 점함을 확

인하였다. 그리고 그 변증법적 이미지가 하나의 공간이 되고, 그 공간이

정치적 역량을 지닌 대중이 형성되는 신체공간이 됨을 살펴보았다. 이를

배경으로, Ⅲ장에서는 새로운 예술매체의 기반이 제2기술임을 밝히고, 이

를 통해 ‘정신분산’과 ‘유희공간’이 ‘예술의 정치화’로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를 탐구하였다. 이를 통해 벤야민이 주장하는 정신분산의 습관화

는 곧 관객의 정신을 현존하는 것과 연결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

고 영화가 열어주는 유희공간은 우리가 세계를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

롭게 바라볼 수 있는 무한한 공간을 열어줌으로써, 우리의 삶에서 이미

지-신체공간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준다. 이러한 배경에서 벤

야민의 정치 개념에서 확인했던 역사적 인식을 통한 정치적 행동 가능성

이 현실세계에서 어떻게 커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우리는 이 탐구의 결과를 「기술복제」의 마지막에서 벤야민이 말한

‘예술의 정치화’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예술의 정치화’는 예술을 특

정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이

라는 존재의 발현, 구체적으로는 제의가치에서 떠나 전시가치를 얻게 된

현대예술의 본질적 발현이 벤야민의 ‘정치’를 현실화하는 것이다. 그렇다

면 벤야민으로 하여금 ‘예술의 정치화’를 주장하게 만든 ‘정치의 심미화’

는 무엇인가?

나치가 그랬듯이, 당대의 정치는 예술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이때 자주 거론되는 것이 리펜슈탈의 <의지의 승리>(1934)이다. 이 영화

는 다양한 영화적 장치를 활용하여 히틀러를 영웅화하는데, 이 과정은

영화에서 유희적 계기에 의해 밀려나게 된 가상적 계기를 인위적으로 부

활하며 이루어진다. 이는 전통예술의 중심에 있던 제의가치를 인위적으

로 만들어 현대예술의 전시가치와 적극 융합하는 것이며, 이때 영웅화된

존재를 둘러싼 가상의 아우라는 강한 정치적 기능을 발휘한다. 그리고

히틀러의 명령에 따라 마치 기계처럼 절도 있는 동작으로 단결되어 움직

이는 대규모 대중의 모습은 관객을 그 대중에 동화시킨다. 히틀러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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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에 복종하는 대중에게서 자신의 표현을 찾은 관객은, 영화에서 인위적

으로 생산된 히틀러의 가상의 아우라에로 정신을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

다. 이는 마치 회화와 같은 전통적인 예술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서, 발

달된 기술로 탄생한 도시사회와 예술매체들이 관객의 정신을 분산시키는

경향에 역행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들은 자신의 경제적 목적을 위해

상품을 조작된 가상의 아우라로 두르고, 이를 구매하는 대중으로 하여금

그 상품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게 한다. 앞서 말한 <의지의 승리>가 ‘정

치의 심미화’의 전형이라면, 이 자본주의에서의 상품은 ‘자본의 심미화’의

전형이라 말할 수 있다. 이 둘 모두는 기존 질서를 견고하게 하면서, 기

존 질서 내에서 특정 목적을 위해 어떤 대상에 인위적인 가상의 아우라

를 씌우는 매체를 생산하고, 그 매체를 통해 가상의 아우라를 접하는 대

중이 그것에서 자신의 표현을 찾게 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것이 ‘심

미화(Ästhetisierung)’인 이유는 정치와 자본의 목적을 위해 인간의 감성

을 적극 활용하기 때문이다. 즉 그들은 인간의 특정 감각을 활성화하거

나 마비시킴으로써 자신들의 목적에 부합하는 대중을 생산한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는 ‘예술의 정치화’는 인간의 근원적인 감각들을 깨

움으로써, 우리 일상에 흩어져 있는 작은 사물들에서 과거의 인간이 꿈

꾸었던 유토피아적인 소망의 이미지를 발견하게 하고, 그 소망을 통해

현재를 새롭게 바라보게 한다. 인간의 근원적인 감각들을 깨우는 것을

벤야민은 정신분산의 습관화라 말한다. 이 정신분산이 습관화된, 즉 정신

이 현존한 자들이 일상에서 새로운 감각으로 발견하는 이미지들은 인간

이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는 유희공간이 된다. 벤야민은 이 공간에서

과거의 소망 이미지가 발견되며, 이 공간에서 대중이 형성됨으로써 그것

이 과거의 기억으로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변화시키는 정치

적 추동력이 되기를 기대했다.

벤야민 당대에 이 기대를 현실화할 가능성을 크게 지녔던 매체는 영화

였지만, 오늘날에는 이른바 뉴미디어라 불리는 디지털 기반의 매우 다양

한 매체들이 탄생했다. 이 디지털 매체들은 유형의 물질 영역에서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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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무형의 가상 영역을 자신의 본토로 삼았고, 이로써 지금까지 견고했

던 공간과 시간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역사상 유례없이 강한 힘을

내재한 이 디지털 매체의 수많은 부정적인 것들 속에서, 과거의 사람들

이 소망했던 이미지들을 현재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가능성을 ‘발굴’하고

‘개념화’하는 새로운 ‘예술의 정치화’는 우리의 몫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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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amines the political significance of Walter Benjamin

's media concep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political

concept of Benjamin and to identify the political foundations of the

media concept presented in ‘The Work of Art in the Age of Its

Technological Reproducibility’. In the work of art essay, Benjamin

focuses on the fact that the ontological value of art is changing due

to the new art created by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in

order to explain this, he presents several medium concepts. He then

emphasizes that these concepts are useful for the formulation

revolutionary demands in the politics of art, while useless for the

purposes of fascism. In short, these concepts are the intrin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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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ributes of art created by new technologies and have the political

potential to overcome the gloomy situation of the time. He saw that

if the intrinsic attributes of the new art were fully manifested, it

would be possible to realize the ‘politicizing art’ against the

'aestheticizing of politics' of fascism. So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media and politics for him? This paper focuses on the

historical knowledge at the core of Benjamin politics and his media

theory provides this epistemological basis. In this context, This paper

reconstructs the relationship between his politics and media theory in

this context.

His politics summarized in ‘On the Concept of History’ differs from

the general concept of politics centered on teleology, which postulates

an ideal society and enforces specific actions in order to reach it. At

the center of his politics is the knowledge of pre-action, specifically

historical knowledge. He argues that the fundamental cause of failure

to prevent the emergence of fascism is the traditional historical view

and that new knowledge of history will improve the position of those

who fight against fascism. He criticizes progressive history and

empirical history which were the representative historical viewpoints

of the day as neutralizing the power inherent in history, and

emphasizes that what has been in the past should be recognized as a

‘dialectical image’ in relation to the present. According to him, the

dialectical image is recognized as a dynamic force that can change

reality in relation to the present. In this context, to organize routes

that his politics work in reality, this paper examines the ‘presence of

mind’, which is a waking state that enables the dialectical image of

history to be recognizable, and the ‘image–body space’ that forms of

masses with the political capacity.

Benjamin's discussion of politics is based on epistemology rather

than teleology, opening the possibility that art can solve political

tasks. At the center of this possibility is the ‘distraction’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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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m for play’ presented as characteristics of the film in the work of

art essay. Benjamin focuses on the changes that film’s camera,

editing, and reproduction technology fundamentally bring to human

perception. According to him, a film composed of a series of images

trains audiences for distraction that promptly captures the images

that fast approaching. In his political conception, distraction ultimately

frees the audiences from the attitude of contemplation so that they

not only fall into the aura created for capital and political purposes

but also present their minds, which opens up the possibility of

discovering dialectical images. Furthermore, Benjamin thinks that the

film opens the room for play where the audience can experiment and

experience various new possibilities of reality by showing what he

could not discover or imagine in everyday life. By sharing images

found through various experiments in the room for play, the film

increases the possibility of ‘image–body space’ will be open in

reality.

In conclusion, Benjamin's political media theory does not directly

impose political action on the masses by conveying certain ideas to

them, like propaganda art. Rather, his media theory provides an

epistemological basis for the political practice of the collective by

paying attention to the perceptual system of the masses, which is

changed through the technological basis of contemporary art. Thus,

his media theory suggests a possibility that art is not subordinate to

politics, but can perform a political function while fully manifesting

its own essence.

keywords : Walter Benjamin, politicizing art, presence of mind,

image–body space, distraction, room for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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