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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성 훈 

(서울대 철학과 대학원) 

1 . 루만의 체계이론은 옹호적 이론인가? 

사회철학에서 ‘비판적(kritisch)’이라는 수식어는 흔히 ‘옹호적 

(affirmativ) ’ 또는 ‘변호적(apologetisch)’이라는 수식어와 대립되는 

것으로 쓰인다. 비판적/용호척 구별은 주로 ‘비판이론(kritische 

Theo꺼e)’ 또는 ‘비판적 사회이론(kritische Gesellschaftstheorie)’올 

대표해 온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의해 유지되어 왔다. 호르크하이머 

(Max Horkheimer)는 일찍이 비판이론과 대비되는 ‘전통 이론 

(σa빼onelle Th뼈e)’을 데카르트 이래 사실을 숭배하는 조류라고 

규정하고， 비판이론은 “이성적이며， 보편성에 상용하는 사회 조직"1 ) 

이라는 이념을 갖는다고 규정한 바 었다. 현존하는 사회적 사실에 대 

한 용호적인 태도가 아니라 이성적 사회 조직의 이념에 따라 비판적 

인 태도를 취하는 이론이라는 것이다. 초기의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주로 맞섰던 전통 이론은 실증주의와 경제주의였다. 그래서 생산력 

발전이라는 인간과 자연 사이의 물질대사 진행이 모든 사회적 모순 

올 해결할 것이라 믿었던 맑스주의 내부의 자연주의 경향에 대해서 

도 전통 이론이라는 규정올 내린다.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2세대인 하버마스(jürgen Habermas)는 

1960년대 말에 시작된 루만(Nìklas Luhmann)과의 첫 번째 논쟁에서 

이러한 비판적/옹호적 구별에 따라 루만의 체계이론적 사회학올 평 

• 이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인 f루만의 다차원적 체계이꽁과 현대 사 
회 진단에 관한 연구J의 께장 | 젤올 약간 보완한 젓이다. 

1) M. Horkheimer, Traditionel/e IInd kritische Theorie, 2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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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한다. 하버마스는 “세계 복잡성의 감축올 사회과학적 기능주의의 

최상 준거지점으로 정당화하려는 시도의 배후에는， 지배에 순웅하는 

문제설정에 대한， 그리고 기성의 컷의 존속 유지를 위한 옹호론에 대 

한 그 이론의 숨길 수 없는 책무가 숨겨져 있다 "2)고 말한다. 그리고 

루만이 자기생산(Autopoiesis)3l 개념을 수용한 이후， 즉 그의 기능 

주의가 파슨스의 구조 기능주의와 더 확연히 구별된 시점에도 하버 

마스의 평가는 바뀌지 않는다. 사회적 체계 이론이 “현대 사회의 복 

잡성 상승을 옹호하는 태도를 취한다는 점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는 

다 "4)는 것이 1980년대의 평가아다. 

그런데 사회적 사실을 다각도로 탐구하는 것과 그 사실을 숭배하 

는 태도， 그리고 현대 사회의 복잡성 J않을 기술하는 것과 그 복잡 

성 상승을 옹호하는 태도는 분명 구별되어야 한다. ‘사실 탐구’는 ‘사 

실 숭배’와 ‘사실 비판’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루만뿐만 아니라 많은 철학 및 사회학 이론들이 프랑크푸르트 학파 

가 제시하는 비판적/옹호적 구별 중 한 편에 해당되기 어렵다. 더구 

나 ‘비판적’이라는 수식어가 “이성적이며， 보편성에 상용하는 사회 조 

직”이라는 이념올 가져야만 차지할 수 있는 술어라연， 여러 맑스주의 

이론들조차 ‘비판적’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이론적 반인 

간주의’에 따라 과학으로서의 맑스주의와 이론적 실천을 중시하는 알 

2) J. Habermas, “ Theorie der Gesellschaft oder Sozialtechnologie? Eine Auseina
ndersetzung mit Niklas Luhmann", J. HabermaslN. Luhmann, Theorie der 
GeselfschaJt oder Sozialtechnologie-Was leisfef die Sysfemjorschung?, 170쪽. 

3) Autopoiesis는 헬라스어 autos(자기 자신)와 poiein(제작)을 합성해 마투라나 
가 만든 용어로， 한국어로는 ‘자동생산’， ‘자기생산’， ‘자기생성’ 퉁의 번역 
어가 사용되어 왔다. ‘자동생산’은 자기 스스로가 구성요소를 재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로부터 구성요소를 받아틀여 생산하는 기계의 automatic 
production올 연상시키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자기생성’은 마투라나가 배 
격하는 생기론(vitalism)의 생명관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루만 
이 마투라나로부터 자기생산 개염을 변형해 수용하는 과정에 관해서는 정 
성훈， r구별， 일반화， 기능적 분석: 체계이론의 비교 연구 방법에 관한 고 

찰」， 「철학사상J， 제28호， 406-4 1 2쪽 창조. 이 개념의 도업으로 사회학적 
체계이론에서 일어난 전환에 관해서는 G. Kneer/A. Nassehi, r니클라스 루 

만으로의 초대J ， 77쪽 이하 참조， 

4) J. Habermas, Der philosophische Diskurs der Moderne, 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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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세는 이성적인 사회 조직과 같은 유토피아를 배격하며 과정으로서 

의 운동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알튀셰조차도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구 

별 기준에 따르면 ‘비판적’이지 않기에 ‘옹호적’으로 분류되고 말 것 

이다. 

루만은 복잡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대 사회를 좋은 사회라고 보는 

것도 나쁜 사회라고 보는 것도 아니다. 그는 “이전의 어느 때보다 뚜 

렷하게， 긍정적 면모와 부정적 면모가 떼어놓을 수 없는 방식으로 결 

합되어 있고 하나의 통일한 구조적 조건들을 통해 재생산"5)되고 있 

다고 말한다. 이는 그가 ‘이차 퉁급 관찰자의 관점(Perspekti ve) ’6)을 

견지한다는 것을 뜻한다. 일차 퉁급 관찰자에게 세계는 존재/비존재， 

혹은 긍정적 사셀부정적 사실과 같은 두 개의 값으로 기술된다 이 

러한 관찰들을 다시 관찰하는 이차 등급 관찰자는 어떤 관찰자에게 

비존재인 것이 다른 관찰자에게는 존재라는 점을 관찰할 수 있으며， 

어떤 관찰자에게 긍정적인 것이 다른 관찰자에게는 부정적이라는 점 

도 관찰할 수 있다. 그래서 이차 퉁급 관찰자의 관점에 서 있는 이 

론은 현존 사회가 최상의 사회이며 다른 대안이 없다고 말하는 관찰 

자는 물론이고， 현존 사회가 최악의 사회라고 말하는 관찰자에 대해 

서도 비판할 수 있다. 즉 일차 퉁급 관찰자의 구별이 갖는 맹점을 

지적할 수 있다 

물론 이차 등급 관찰자의 관찰 또한 그의 관찰올 이끄는 구별에 

의지하기 때문에 이 구별올 고유한 맹접으로 가지며， 이는 다시 다른 

관찰자에 의해 관찰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루만은 이차 퉁급 관 

찰자의 관찰 또한 일차 퉁급 관찰이라고 말한다. 이차 동급 관찰자 

역시 제약되어 있는 관찰자이다. 하지만 이차 퉁급 관찰자의 관점은 

일차 둥급 관찰자의 관점과 구별될 수 있다. 루만이 자주 말하듯이， 

일차 퉁급 관찰자는 자신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없다는 점을 보 

지 않지만， 이차 등급 관찰자의 관점은 자신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없다는 점을 본다. 자신의 맹점을 보지 못하지만， 이런 맹점이 다 

5) N. Luhmann. Soziologische AI까lärung， 4권 . 37쪽. 

6) 루만의 관찰 개념에 판해서는 G. Kneer/A. Nassehi • . 니클라스 루만으로의 
초대J . 130-14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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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관찰에 의해 관찰될 수 있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그의 세계는 

‘다맥락적 세계’이다. 반면에 자신의 맹점을 인정하지 않는 일차 둥급 

관찰자 관점에서 세계는 단일맥락적 세계이다. 

사회적 체계 이론은 비판적/옹호적 구별의 한 펀을 택하는 것으로 

부터 출발하지 않는다. 마참가지로 정치적 보수/진보， 경제적 자본/노 

동 등의 구별 중 어느 한 편을 택하는 것도 아니다. 그럽에도 이차 

퉁급 관찰자로서의 비판 잠재력올 가질 수 있다. 하버마스가 심어놓 

은 루만에 대한 편견， 그리고 하버마스를 겨냥한 비판을 지나치게 확 

대하여 “비판적 사회학의 종말"7)을 선언하는 루만 자신의 태도로 인 

해 체계이론은 사회비판과 무관하다는 편견이 만연해 있다. 하지만 

루만 체계이론의 주요 내용， 즉 체계 통일성이 아니라 체계/환경 차 

이로부터 출발하는 체계이론， 구조 기능주의가 아닌 퉁가 기능주의 

(Äquívalenzfunktionalismus), 현행성과 잠재성의 끊입없는 교체를 

강조하는 의미 이론， 체계들의 자율성과 의존성을 해명한 자기생산 

개념， 일시적인 사건과 우연적 연결 과정이 가변적 구조를 가능하게 

한다고 보는 소통 체계에 관한 이론 동을 살펴본다면8)， 우리는 루만 

의 체계이론이 현존하는 사회 질서를 비판하는 데도 충분히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그의 현대 사회 진단9)을 통해 우리가 

곧 바로 비판적 실천의 방향을 도출할 수는 없지만， 오늘날 세계사회 

의 심각한 문제 상황이 무엇인지는 간파할 수 있다. 

“인지(cognition)와 행위(action)의 느슨한 접속(loose coupling)'’10> 

에 만족해야 한다고 말하며 다른 종류의 실천과 거리를 두는 것을 

학적 이론의 장점으로 보는 이차 동급 관찰자 관점의 사회학 이론이 

비판 잠재력을 가질 수 있는가의 문제는 논란거리이다. 그럽에도 루 

만은 짱전에 출판한 마지막 저작인 r사회의 사회 Gesellschajt der 

7) 1991 년에 루만이 쓴 짧은 논문 제목이다 
8) 루만의 체계이론이 ‘체계’， ‘기농’， ‘의미’， ‘소통’ 동을 주요 개념으로 하는 
다른 이흔들과 갖는 차별성을 해명하고 있는 정성훈， T루만의 다차원적 

체계이론과 현대 사회 진단에 관한 연구J I-ill장 참조. 
9) 루만의 현대 사회 진단에 관해서는 정성훈， r루만의 다차원적 체계이론과 

현대 사회 진단에 관한 연구J V 장 참조. 
10) N. Luhmann, Organisation und Enlscheidung, 4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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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sellschaftJ에서 프랑크푸르트 학파와는 다른 비판적 사회학의 가 

능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그의 체계이론을 계승하면서 확 

장하고자 하는 시도들 중에는 체계이론이 가진 비판 잠재력을 해명 

하고자 한 시도들도 있다. 여기서는 비판이론에 대한 루만 자신의 평 

가를 살펴본 후， 이차 등급 관찰자 관점의 이론이 갖고 있는 비판 잠 

재력에 대한 크네어(Georg Kneer)의 논의， 그리고 체계이론의 비판 

잠재력에 대한 바그너(Elke Wagner)의 평가를 차례로 살펴보겠다. 

II. 비판이론에 대한 루만의 평가 

루만은 1990년과 1991년의 논문들에서ll}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 

판이론이 현대 사회의 자기기술의 의미론(Semantik)12l이 아니라 현 

대 사회로의 이행기에 나온 의미론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루만은 초기 현대의 의미론은 아직 전변화되지 못한 현대 

성을 구유럽의 개념들에 의지해 미래를 기획하는 의미론이라고 본다. 

‘존재/비존재 구별’로 작동하던 이가(二價) 논리인 존재론은 ‘객관적/ 

주관적 구별’에 의해 보완되어 유지된다. 모든 관찰자들이 일치를 이 

루는 인식인 ‘객관적’ 인식에 의해 단일맥락적 실재는 유지된다. 루만 

은 상호이해 지향적 행위의 합리성올 다른 합리성과 구별하는 하버 

마스의 관찰 방식 역시 이러한 이가 논리 및 단일맥락적 실재 관념 

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다고 본다. 하버마스가 합리적 관찰자에게 요 

11) N. Luhrnann, “Ich sehe was, was Du nicht siehst", Sozio{ogische Aujk{ärung, 
5권， 그리 고 N. Luhrnann, “Arn Ende der kritischen Soziologie", Zeilschrift 
끼r Sozio{ogie, 20호. 

12) 루만은 ‘의미론(Sernanlik)’을 “(의미를 현행화하는 체험 사건 및 행위 사건 
전체와는 구별되는) 한 사회가 이용할 수 있는 형식 들”， “고도로 일반화되 
고 상대적으로 상황에 독립적으로 이용 가농한 의미”라고 정식화하며， 소 

통의 주제 저장고인 문화(Kultur) 중에서 보존가치블 획득한 것이라고 본 
다. 쉽게 말해， 개별 사건틀의 차이를 넘어서 반복해 사용되는 개녕 도식 

틀 중 오래 지속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체/객체 도식， 인간/자연 도식 
퉁이 있으며， 채계/환경 도식도 하나의 의미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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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것은 결국 “그들이 하나의 동일한 세계에 살고 있다는 점과 

이러한 세계에 관해 일치되게 보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받아 

들이는 가운데 행위"13)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엽 도구에 의지 

했던 미래 기획의 의미론으로는 계몽의 의미론， 프랑스 혁명의 이념， 

19세기의 기술-경제적 진보 낙관론 퉁이 있다. 루만은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이미 고갈된 이러한 이행의 의미론을 반사실적으로 고수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루만은 일차 퉁급 관찰자의 맹점을 드러내는 이차 퉁급 관찰이 18 

세기의 소설에서 시작되었고 이를 사회과학적 분석으로 옮겨놓은 것 

이 맑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이라고 본다. 그리고 프로이트도 이러한 

관찰의 확산에 기여했다고 본다. 하지만 밝스는 변중법올 통해， 프로 

이트는 심리치료법을 통해 이차 등급 관찰을 제약하게 되었다고 본 

다， 이데올로기 비판자 또는 특정한 계급의 맹점， 그리고 심리치료사 

의 맹점은 관찰되지 않기 때문이다. 루만은 이들이 더 나아간 이차 

퉁급 관찰올 봉쇄한 것에 대해 “사회를 변혁하거나 인간을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용기를 달리 어떻게 불어넣을 수 있었으랴. 실천적인 이 

해관심은 새로운 관찰 방식에 대한 관찰과 기술을 방해한다 "14)고 평 

가한다. 실천적 필요가 이론의 계속적인 자기비판과 재기술(再記述) 

전개를 제약한 것이다. 

루만은 20세기에는 존재론의 이가 논리와 미래 기획의 의미론이 

아니라， 다가(多價) 논리와 이차 등급 사이버네틱스 이론을 통해 현 

대 사회의 다맥락적 자기기술 가능성이 열렸다고 본다. 그럼에도 프 

랑크푸르트 학파는 그 고유의 맹점으로 인해 현대 사회의 관찰에 실 

패하며， 결국 일차 둥급 세계관찰자 관점에 서 있다고 평가한다. 루 

만은 “무엇보다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좋아하는 옹호적 (affirmativ)과 

비판적(kritisch)의 구별은 관찰에 제공되는 것과의 연결에 실패한다. 

그 구별은 맹점의 특별한 경우。l다. 왜냐하면 그 구별은 다음과 같은 

가능성， 즉 사회로 현실화되는 것이 최악의 걱정거리를 유발하지만 

13) N. Luhmann, Soziologische A때lärung， 5 권， 221 쪽. 
14) 같은 책， 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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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될 수 없다는 점올 배제하기 때문"15)이라고 말한다. 비판이론의 

주도적 구별은 기회와 위험부담을 통시에 함축하는 현대 사회의 문 

제 상황에 대한 관찰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출처를 갖 

고 있건 어떤 이론적 장비를 갖고 있건， ‘비판적 합리주의’， ‘비판이 

론’ 등은 언제나 더 나은 앓이라는 태도를 취해왔다. 그 이론들은 홈 

잡을 데 없는 도덕적 충동과 더 나은 통찰을 갖고 경쟁하고 있는 기 

술자(記述뿜)라고 자신을 내세운다. 아무리 신중하게 정식화하고 아 

무리 과학성에 대한 요청을 충족시킨다 해도， 그러한 관점은 일차 퉁 

급 세계관찰자의 관점일 것"16)이라고 평가한다. 

여기서 우리는 루만이 ‘비판적’이라는 용어를 ‘비판적/옹호적 구별’ 

을 사용하는 관찰자가 자신의 관점이 가진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쓰는 표현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루만은 맑스의 ‘정치경 

제학 비판’이 사회과학에서 이차 퉁급 관찰의 시작이었다고 평가하면 

서도， 비판 개념의 다른 시용 가능성을 탐색하지는 않는다. ‘비판적’ 

올 선호하는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맹점을 지적하기 위해 비판이론 

자체를 일차 둥급 세계관찰자 관접과 둥치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래 

서 적어도 1990년대 초반에는 비판이론이 더 진전될 수 있는 가능성 

을 별로 기대하지 않고 있다. 주체이론과 인본주의를 벗어나지 못하 

기 때문에 사회의 자기기술이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안 된다"17) 

(SozA 5, 226쪽)는 판결은 “비판적 사회학의 종말”에 대한 선언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그 종말을 선언하는 논문에서 루만은 디음과 같은 

물음을 남기고 있다. “사회가 자시 자신에 대해 그렇게 실재적으로 

대처하는 것에 도달하게 된다면， 그런 다음 이제 비판은 무엇을 뜻할 

수 있을까?"18) 

1997년에 그의 사회이론을 집대성한 저작인 r사회의 사회』에서는 

15) 강은 책， 225쪽. 
16) N. Luhmann, “ Am Ende der kritischen Sozi이ogie"， Ze따chrift fiir Soziologie, 

20호， 148쪽. 거의 비슷한 구절이 Gesellschaft der Gesellschajì, 1 1 1 5- 11 16쪽 
에도 나옹다‘ 

17) N. Luhmann. Soziologische AI싸lärllng， 5 권， 226쪽 

18) N. Luhmann, “Am Ende der kritischen Soziologie", Zeilschr띠 jùr Soziologie, 
20호， 147-1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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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용한 901녕과 91년 논문의 내용 상당 부분올 그대로 옮기면서 

도 더 나아간 진술들을 추가한다. 그는 사회학이 “자신을 ‘비판적’으 

로 이해한다면， 사회화이 반드시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지휘를 따라 

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비판적’을 취한다면， 

이것이 우선 뜻하는 바는 사회학이 이차 퉁급 관찰자의 입장올 취한 

다는 것"19)이 라고 말한다. 

루만은 이차 퉁급 관찰자가 다시 존재론적인 일차 퉁급 관찰에 머 

물게 된 비판이론을 다시 관찰하는 것을 “삼차 퉁급의 입장， 그럼에 

도 원리적으로는 이차 동급 관찰 입장으로부터 구별되지 않는 (그 

반성펌에 있어서만 구별되는) 입장”찌)이라고 말한다. 삼차 둥급이라 

합은 헤겔과 칸트가 어떻게 기술하는지를 하버마스가 관찰하고， 하버 

마스가 기술하는 것을 루만이 관찰한다는 식의 연쇄를 뜻한다. 그런 

데 루만은 여기서 일차 이차 삽차의 자리에 누가 오고 몇 차에 걸 

친 연쇄가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건이 되는 것은 

“이차 동급 관찰의 가능성 조건에 대한 반성”， “비판적 사회학의 더 

나아간 발전”， “‘비판’을 통해 지칭된 구별올 관찰자들의 구별을 통해 

대체하는 것”이다. 즉 비판이 비판자의 구별에 묶여 있다는 점， 그래 

서 자신의 비판 역시 맥락 의존적이며 반성되어야 한다는 점， 더 나 

아간 비 판은 관찰자에 게 ‘자기론적 추론(autologischen Schluß)’을 

강제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m. 이차 등급 관찰 차원의 비판이 갖는 잠재력 

크네어(G. Kneer)는 ‘옹호/비판 차이’를 “일차 퉁급 관찰 차원에서 

의 비판과 이차 동급 관찰 차원에서의 비판의 구별올 통해 대체하는 

것"21)으로부터 체계이론의 비판 잠재력에 판한 논의를 시작한다. 그 

는 옹호/비판 구별은 대부분의 사회학 이론을 옹호 이론으로 만들어 

19) N. Luhmann, Gesellschajl der Gesel/schψt， 1119쭉. 

20) 같은 책， 1117쪽， 
21) G. Kneer, Rationalisierllng, Disziplinierung und Differenzierllng, 39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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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며， 제3의 가능성을 배제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배제는 두 가지 태 

도에 해당되지 않는 사회적 맥락에 대한 기술틀이 소통의 맥락에 따라 

옹호로 작용할 수도 비판으혹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올 보지 못하게 

한다. 또한 과학 내부의 구별이 정치 경제 교육 퉁 다른 소통 맥락 

에 인과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도 간과하게 된다. 옹호/비 

판 구별은 정치에서의 진보/보수 구별이나 경제에서의 자본/노동 구 

별에 인과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른바 해방적 인식 관심 

올 가진 이론이 정치적 보수에 의해 이용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론 

의 성격을 미리 옹호적이냐 비판적이냐로 구별해버리는 것은 해방적 

인식 관심에서 출발함을 미리 선언하는 이론들 이외의 수많은 이론 

들이 가질 수 있는 비판의 잠재력을 무시하게 만든다. 

크네어는 ‘비판’ 개념이 ‘관찰’ 개념과 결합되어 있으며， “한계를 긋 

는 것， 차이들을 설정하는 것， 그래서 구별들올 도입하고 이를 통해 

관찰들을 생성하는 것"22)이라고 규정한다. ‘비판(Kri디k)’은 그리스어 

kritike에서 유래하며， 이 단어는 ‘판단하다’， ‘판결하다’는 뜻으로 사 

용되었다. 따라서 kritike는 독일어의 ‘판단(Uπeil)’에 가까우며， 나누 

어 본다는 뜻을 함축한다. 칸트의 이성 비판에서도 비판이란 이성의 

한계를 긋는 것이다. 따라서 비판적 관찰이란 관찰 대상이 가진 한계 

를 지적하고 다른 구별들을 통한 관찰들을 생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크네어는 이러한 비판으로서의 관찰이 규범적 이상이나 유토피아 

를 정식화하고 대상올 비판한다면 이는 사회를 관찰에 독립적인 객 

체로서 외부로부터 고찰하려고 시도하는 일차 등급 관찰이라고 본다. 

그리고 하버마스의 비판이론은 이차 퉁급 관찰의 면모도 있지만， 상 

호주관적인 상호이해를 통한 합의를 비판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결국 단일맥락적인 세계 이해에 딪을 내리고 있는 일차 퉁급 관찰자 

에 머무른다고 평가한다.깅) 그리고 그는 이차 퉁급 관찰도 비판의 

요구를 포기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 일차 퉁급에서 이차 동급 관 

22) 같은 책. 391쪽 
23) 같온 책， 393쪽 참조. 하버마스 이론 전반에 대한 그의 평가는 39-159쪽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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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로의 이행을 통해 비판의 형식이 달라진다고 본다. 이런 비판 형식 

올 그는 사회학에서 흔히 비판이라고 불리는 세 가지 지점에 대입해 

설명한다. 첫째， 들여다볼 수 없는 잠재적 구조들올 드러내는 것， 둘 

째， 사회의 발전을 위한 대안들을 펼치는 것， 셋째， 사회가 위협받는 

상황이나 사회적 병리현상에 대한 계몽이다 그러면 이 세 지점과 관 

련해 사회적 체계이론이 갖는 비판 잠재력에 대한 크네어의 설명을 

차례로 살펴보자. 

첫째 지점과 관련해， 이차 등급 관찰은 다른 관찰들이 “어떤 구별 

들을 사용하는지， 그래서 개별 관찰들 자체는 무엇올 볼 수 없는지， 

그 관찰들은 어디에서 맹점을 갖는지 어떤 역설들올 비가시화하는지 

퉁퉁"24)을 관찰한다고 크네어는 말한다. 이러한 맹점 혹은 역설의 가 

시화를 통해 이차 동급 관찰은 잠재적 구조들과 기능들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고전적인 이데올로기 비판이 수행해온 것과 비슷 

한 것이다. 하지만 크네어는 이데올로기 비판이 ‘과학/이데올로기 구 

별’과 같은 것을 도입해 이차 퉁급 관찰자 자신의 맹점이 다시 비판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 반면 다맥락적 세계를 받아들이 

는 이차 퉁급 관찰자의 관점은 자신의 맹점에 대한 계몽을 감수한다 

고 말한다. 

여기서 크네어는 첫째 지점의 비판 잠재력이 루만의 의미 개념과 

구조 개념을 통해 나오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주목하고 있지 않 

다. 의미의 형식인 현행적인 것과 잠재적인 것의 차이는 폰재/비존재 

차이가 아니다. 체계이론에서 사회적 세계의 실재들올 가능하게 하는 

매체이자 그 실재틀이 가시화되는 형식인 의미 개념은 이미 현행적 

인 것의 우연성을 밝히고 잠재적인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이차 등 

급 관찰에 적합한 구상이다. 의미는 현행적인 것과 함께 잠재적인 것 

을 과잉 환기하는 형식이며， 이를 통해 현행적인 것과 잠재적인 것의 

끊임없는 교체가 가능하다. 또한 사회적 행위의 연결올 제약하는 기 

대 구조는 불변적인 것이 아니며 사건들을 미리 결정하는 행동 구조 

가 아니다. 그래서 사회적 체계들의 현행적 구조는 사건들에 의해 기 

24) G. Kneer, Ralionalisierul1g, Diszψli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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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바뀐다면 잠재화될 수 있고 잠재적인 다른 기대 구조가 현행화 

될 수도 있다. 

둘째 지점과 관련해， 크네어는 “다른 가능성들의 탐색과 가능한 대 

안들의 비교， 즉 기능적으로 퉁가적인 문제 해결 가능성들올 대조하 

여 대립시키는 것"25)이 퉁가 기능주의의 방법론적 토대라고 말한다. 

크네어는 하버마스의 비판은 이성철학적인 속박에 묶여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안들을 탐색하는 데 있어 제한되어 었다고 본다. “필연적에 

며 일반적으로 타당하며 보편적인 것으로 부각된 것은 다른 대안 없 

이 존재한다-다른 문제 해결 가능성들은 오직 우연적인 사태들에 

대해서만 있을 수 있다"것) 하버마스에게는 상호이해 지향적 행위를 

통해 합의에 이르는 길 이외의 선택은 모두 전략적인 행위들로 동동 

하게 평하될 뿐이기 때문일 것이다. 어떤 대안도 의심할 수 없게 정초 

된 것일 수는 없다고 보는 등가 기능주의의 무제한적 비판 잠재력은 

크네어가 인용하고 있는 루만의 진술 속에 이미 잘 제시되어 있다. 

“기능적 분석은 현존하는 것을 우연적인 것으로， 이질적인 것올 

비교 가농한 것으로 파악한다는 목표를 갖고서 관계화(Relatio

nierungen)를 이용한다. 기능적 분석은 상태들이건 사건틀이건 

간에 주어진 것을 문제라는 관점과 관련지으며， 그리고 그 문제가 

이런 식으로도 해결될 수 있으며 다른 식으로도 해결될 수 었다는 

점을 이해시키고 납득할 수 있게 만들고자 한다. 문제와 문제 해 

결의 관계는 여기서 그 관계 자체를 위해서만 파악되는 것이 아니 

다. 그 관계는 오히려 다른 가능성들에 관해 묻기 위한 실마리로， 

기능적 퉁가물올 찾기 위한 실마리로 쓰인다 .. 깐) 

그런데 크네어는 이렇게 과학 이론의 이차 등급 관찰이 찾아낸 둥 

가적 가능성들에 대한 제시가 다른 사회 영역에 대한 제안으로 곧바 

로 이어질 수 없다는 점도 강조한다. 사회학이 생산하는 학적 텍스트 

가 정치적， 경제적， 교육적， 법적， 예술적 퉁퉁의 맥락에서 어떤 효과 

25) 같은 책， 395쪽， 
26) 같은 책， 396쪽. 

27) N. Luhmann, Soziale Sysreme, 83-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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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갖는가의 문제는 과학 내부의 기준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지점과 관련해， 크네어는 “사회적 체계 이론이 사회의 문제 

상황과 병리현상을 손쉽게 동일시할 가능성을 제공하지 않는다"28)고 

말한다.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이론이 즐겨 말하는 ‘병리현상 

(Pathologien)’이란 이미 사회의 문제 상황이 긍정적/부정적 구별에 

따라 뚜렷이 위기로 진단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쉽게 위 

기를 진단할 수 있는 관점은 단일맥락적 세계를 관찰송}는 일차 둥급 

관찰자의 관점이다. 이와 달리 사회적 체계 이론이 말하는 ‘문제상황 

(Problernlagen)’이란 위기와 기회가 나누어질 수 없게 결합되어 있 

다고 진단하는 이차 둥급 관찰자의 관점에서 나온다. 

크네어는 보편주의적 요청을 갖는 사회학이 사회의 현대화가 갖는 

부정적 측면에 대해 눈감을 수 없으며， 루만에 대한 비판자들이 지적 

하는 것과는 달리 루만이 현대생에 대한 조화로운 /않 제시하는 것 

은 아니라고 말한다. 현대 사회가 기능적으로 분화되어 있다는 것은 

각 기능체계가 전체체계인 사회의 관점에서 조화롭게 작통한다는 것 

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각 기능체계는 그 고유한 체계/환경 

차이에 의해 작동하며， 수많은 충돌과 갈동을 낳는다. 구조를 유지하 

기 위해 필수적 인 수행(performance， Leistung)의 충족을 강조하는 

구조 기능주의와 달리， 기능의 우위， 즉 문제와 수많은 퉁가적 문제 

해결책들의 관계를 중심에 놓는 루만의 기능주의는 사회의 기능적 

분화가 오히려 거의 모든 삶의 영역들에서 불확실성의 증가를 낳는 

다고 본다. 현대화란 진보와 동일시될 수도 없고 파국과 동일시될 수 

도 없다. 현대화란 매우 높은 위험올 감수하는 일이라고 진단될 수는 

있다. 그래서 이차 퉁급 관찰에 따른 사회 진단 또는 시대 진단은 이 

상올 설정하고 그에 비추어 무엇이 병리현상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아 

니라， 정상적으로 잘 기능하는 것들의 위험부담올 진단하는 것이다. 

크네어는 루만이 r민주주의의 미래 Die Zukuηft der Demokrati강」 

라는 논문에서 쓴 내용을 인용하면서 체계이론이 사회의 문제 상황 

올 진단하는 관점올 보여준다. 

28) G. Kneer, Rationa(isierll’19, Diszipfinienmg /lnd Differenzierllng, 3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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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건이 되는 것은 어디에서 그리고 어떤 지점에서 현재 이미 

위협들이 두드러지고 있는지를 찾아내는 일이다. 상황이 총족시 

키지 못하는 이상올 설정하는 것은 흔해빠진 일이자 무책임한 일 

이며， 그래서 아직 이루지 못힌 사민 혁명의 약속애 관한 한탄: 

로 이끌 뿐이다， 나는 이런 태도 속에서는 어떤 이론도 볼 수 없으 

며 물론 비판이론도 볼 수 없다. 그 대신 정상적으로 잘 기능하 

는 것의 비개연성으로부터 출발한다면， 그 체계가 자신의 구조적 

필요와 관련해 어디에서 비일관되며 그리고 어디에서 스스로를 

위협하며 작동하는지 뚜렷이 밝힐 수 있고 무엇보다 더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29)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루만의 사회 진단은 현대 사회의 생태 

적 자기위협에 대한 진단에서 잘 드러난다. 루만은 환경보존 행위/환 

경파괴 행위의 구별을 통해 후자를 제거함으로써 현대 사회가 생태 

적 자기위협에 대처할 수 있다고 보는 단순한 발상이 어떻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를， 그리고 사회의 각 기능체계들이 어떻게 그 고유한 

코드에 따라 생태적 소통들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는지를 r생태적 소 

통 Okologische f{ommunikation.J에서 잘 보여준 바 있다. 하나의 

예를 들자연， 기업의 환경오염을 규제하는 법들은 이 법올 위반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면죄부를 제공할 수도 있다. 위법의 경계선까지만 

오염물질올 배출하거나 배출하고도 적발되지 않은 기업， 그 밖의 아 

무런 환경보존 활동을 하지 않은 기업이 친환경 기업이 될 수도 있 

기 때문이다.30) 

루만이 말하는 “정상적으로 잘 기능하는 것”이란 예를 들어 과학 

에 의해 안전성이 보장되고， 합법이며， 공론장의 충분한 토의를 거쳤 

으며，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디수에 의해 결정된 일일 테다. 하버마스 

의 관점에서 봐면 소통적A로 합리적인 행위일 것이다， 그런데 우 

리는 이런 일들이 나중에 심각한 환경 파괴를 낳는 일을 볼 수 있다. 

정상적인 사회의 작동에 의한 사회에 대한 위협， 즉 자기위협이라는 

29) N. Luhmann, Soziologische AlIjklärllng, 4권， 137쭉. 강조는 펼자. 
30) 현대 사회의 생태적 자기위협에 대한 루만의 진단을 한국 사회의 환경 쟁 
점들과 결부시킨 시도로는 노진철， r환경과 사회」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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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을 통해 우리는 사회의 생태적 한계에 대해 지적할 수 있다. 

크네어는 루만의 체계이론에서 이러한 생태학의 문제틀이 가능한 

것은 외부를 고려하지 않는 체계 통일성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 

니라 체계/환경 차이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하버마스나 

푸코 퉁 기존의 여러 사회비판이 사회에 대한 생태적 진단을 결여하 

고 있는 데 반해， 체계이론은 이 차이로부터 출발하기에 생태적 자기 

위협올 주제화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체계/환경 차이에 따라 사회를 

고찰하면， 사회체계는 그 물리적 -화학적-유기체적 환경뿐만 아니라 

심리적 환경에도 철저하게 의존한다. 그럼에도 사회는 작동상 닫힌 

체계이기에 그 환경과 공통의 생태적 체계를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사회의 작동은 자기위협이라는 역작용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루만은 

이러한 자기위협이 심각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 

는다. “이전의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사회체계는 지구상의 삶의 조건 

들올 변화시킨다. 우리는 사회가 그것이 창출한 환경과 함께 더 실존 

할 수 있다고 전제할 수 없다."3D(WiπG. 169쪽) 그리고 이러한 자 

기위협의 극복이 환경파괴적 행위를 웅정하고 환경보존적 행위를 촉 

구한다고 해서 가능하다고 보지도 않는다. 

크네어는 사회의 문제 상황을 진단하는 체계이론의 비판 잠재력이 

생태적 자기위협에 대한 진단뿐만 아니라 하버마스나 푸코 동의 사 

회 진단처럼 사회 내부에 대한 조망에서도 가능하다고 본다， 그는 하 

버마스가 경제와 정치의 팽창 문제를 진단한 것은 일면적이며 더 일 

반적인 사태의 특수한 경우라고 본다. 여기서 더 일반적인 문제 상황 

은 여러 개별 기능체계들이 각각 나름의 상승과 개선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크네어는 다음과 같은 루만의 진술이 이러한 문제 상황을 잘 

진단하고 있다고 본다. 

“더 나아간 문제의 원천은 현대 사회의 고유한 성장 동역학에 

있으며 그리고 개별 기능체계들을 통해 이러한 성장의 수로가 열 

린다는 점， 특히 경제， 과학， 교육， 정치를 통해 성장의 수로가 열 

31) N. Luhmann, Wirtschaft der Gesellschaft, 1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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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는 점에 있다. 이 모든 체계들은 그 구조상 주어진 상태들로 

부터의 이탈을 겨냥한다. 이 체계들은 상숭 목표와 개선 목표를 

추구한다. 이러한 통역학의 사회내부적 후과틀은 결코 간과될 수 

없다. 범세계적 상호외존성외 동시혀 증대에 의한 지역혀 차이들 

이 커지는 것은 아마도 가장 뚜렷한 실태일 것이다. 세계사회는 

점점 더 통일적인 체계로 되고 있으며 -그리고 동시에 엄청난 괴 
리를 산출하고 견뎌내야 하는 하나의 체계로 되고 있다."32) 

251 

이는 지역 격차를 비롯한 불평퉁 문제가 경제적 불평동의 문제나 

경제 및 정치의 과도한 팽창의 문제로 환원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 

준다. 즉 사회내부적 후과들은 특정한 기능체계 안에서 잘못된 프로 

그램올 개선하거나 많은 폐해를 낳는 한두 기능체계의 영향력올 줄 

이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높은 수행실적을 

목표로 하는 여러 기능체계들의 성장 추구들이 세계사회 차원에서 

집적됨으로써 일어나는 일， 즉 사회의 부분체계들의 정상적 작동에 

의해 일어나는 일이다. 

그런데 이 지점에 대한 크네어의 설명은 ‘포함(Inklusion)/배제 

(Exklusion) 형식’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33) 현대 사회 

의 매우 중요한 문제 상황에 대한 진단 하나를 결여하고 있다. 불평 

퉁 문제가 크네어의 표현대로 ‘사회내부적(innergesellschaftlich) 문 

제 상황’이라면 안과 밖의 문제를 다루는 포합/배제는 ‘사회적(sozi떠) 

문제 상황’에 대한 진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32) 같은 책， 169-170쪽. 
33) 시기적으로 볼 때 크네어가 이콜 다루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저작은 1996년에 나왔지만 체계이돈의 비판 장재력에 대한 논의의 개요는 
이미 1993년에 낫세이와 함께 쓴 Niklas Luhmanlls Theorie sozialer Systeme 
에도 밝혀져 있다. G. Kneer/A. Nassehi, r니콜라스 루만으로의 초대j 
237-244쪽 참조. 기능적 분화를 침식하는 메타코드로서의 포함/배제 형식 

에 관한 루만의 논의는 1995년 이후에 봉격적으로 이추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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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물질론적 비판 전통과의 관련 빛 아도르노와의 비교 

바그너(E. Wagner)는 루만 체계이론의 비판 잠재력올 탐구했다기 

보다는 체계이론에 의해 가능한 비판이 기존의 사회비판과 어떤 차 

이점을 갖는지 해명하고자 한다. 그는 아도르노의 ‘사회비판’과 루만 

의 ‘사회학적 계몽’을 비교하면서 체계이론이 부정적 변증법과 마찬 

가지로 ‘부정적 성격(Negativität)’올 갖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바그 

너는 체계이론의 부정적 성격은 한편으로는 사회학에 제한된 맥락 

의존성올 갖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비판이론이 그 비판 잠재력 

을 고정시켜놓는 지점인 ‘이성’과 ‘화해(V ersöhnung)’를 넘어 무자비 

한 사회학적 계몽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그는 체계이론 

이 이성 계몽이라는 의미에서나 정치적 해방이라는 의미에서의 비판 

이론은 아니라고 본다. 

바그너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계몽하는 루만의 사회학적 계몽을 비 

판이라고 부르고자 한다면 “기능적으로 분화된 사회 안에서 하나의 

비판적 비판가의 입장”회)일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그가 ‘비판적 

비판가’라고 부르는 것은 맑스가 r독일 이데올로기』에서 디음과 같이 

말한 구절， “노동이 배분되기 시작하자마자， 모든 개인들은 그들에게 

강요되는， 그들이 벗어날 수 없는 특정한 배타적인 활동의 영역올 갖 

게 된다. 그는 한 사람의 사냥꾼이거나 한 사람의 어부， 목동， 비판적 

비판가일 뿐이며， 그가 생계 수단을 잃지 않으려 한다면 그는 계속 

그렇게 살아야 한다”쩌)고 말할 때의 그 ‘비판적 비판7F이다. 맑스는 

그 다음 구절에서 공산주의에서는 소를 치면서도 목동이 되지 않고 

비판하면서도 비판가로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래서 바그너는 해방 

된 사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루만의 비판적 비판은 소외의 표출이 

라고 말한다. 더 나은 사회에 대한 전망을 갖고 있지 않으며 사회학 

이론이 사회학을 넘어선 영역에 인과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34) E. Wagner, “Gesellschaftskritik und soziologische Aufklärung", 8erliner JOllrnal 
für Soziologie, 2005, 49쪽. 

35) K. MaαfF. Engels, r독일 이데올로기J， ”칼 밝스/프리드리히 앵겔스 저작 
선집J 1 권， 2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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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때문에 루만의 비판은 이성 비판도 아니고 정치적 비판도 아니 

라는 것이다. 바그너는 루만의 비판을 ‘사회학 이론적 비판’， 즉 관 

례적인 사회학의 관찰들을 관찰하는 ‘이차 퉁급 관찰로서의 비판’이 

라고 본다.36) 

자신의 기능적 소통 맥락올 넘어성 수 없지만 철저하게 부정적 사 

유를 펼쳐나가는 사회적 체계 이론올 ‘비판적 비판가’라고 부르는 것 

은 결코 부당하지 않다. 그런데 바그너는 사회적 체계 이론이 사회학 

적 맥락을 넘어서 그 비판 잠재력을 확장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다. 크네어가 루만이 강조하는 재기술(再記述) 권고킨) 

에 따라 “사회적 체계 이론의 많온 내용이 다시 사유되어야 하며 다 

시 기술되어야 한다"38)고 강조하는 데 반해 바그너는 사회적 체계 

이론의 현상태를 다소 냉소적으로 평가할 뿐이다. 

바그너가 루만과 아도르노가 공유하고 있다고 말한 이론의 부정적 

성격에 관해 조금 더 살펴보고 넘어가겠다. 앞서 보았듯이 바그너는 

비판이론이 그 비판 잠재력을 이성， 화해 진리 등에 고정시켜 놓는 

다고 말한다. 이는 헤겔의 정신철학에 대한 물질론적 비판 시도들이 

‘통일성 논리’에 대한 비판올 합축하연서도 끊임없이 자연 또는 객체 

안에서 다시 새로운 주체(프롤레타리아트)를 발견하거나， 벼통일적인 

것툴의 세계(생활세계) 안에서 합의를 부각시키면서 다시 통일성 논 

36) 푸만의 비판이 철학적 비판도 정치적 비판도 아닌 과학의 이판적 비판이 
라연， 이는 후기의 경제학 비판 시기에 밝스가 취했던 비판 개념과 유사 

성윤 갖는다. 초기에 ‘소외’， ‘유적 본질’ 풍의 개념을 중심으로 철학적 또 

는 인간학적 비판에 사로잡혀 있었던 맑스는 점차 새로운 이흔판올 통해 

부르주아 경제학을 비판하는 방향으로 옳겨간다. 맑스의 비판 개녕 변천 과 

정에 대한 분석은 곽노완， r밝스의 비판개념과 경재철학」， -시대와 철학; 
제 17권 3호 창조. 하인리히(M ichael Heinrich)는 후기 맑스의 과학적 벼판 
이 정치적 비판을 구멸하면서 “정치적 비판은 과학적 성과의 전제가 아니 

라 그 결과”임을 강조한다. M. Heinrich, Wissenschaft vom Werl, 383쪽 참조. 
37) 루만은 「사회적 체계틀」의 서문(Vorwort)에서 사회적 체계 이론에 대한 독 

자틀의 재기술 시도를 기대하고 있으며， 여러 곳에서 관창에 대한 관찰인 

이차 퉁굽 관찰은 재기술 시도이며， 이는 사회적 체계 이폰 자신에 대한 
재기술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용 강조한다. Soziale Sysleme, 14쪽 및 
Gesellschaft der Gesellschaji, 1140쪽 참초. 

38) G. Kneer/A. Nassehi . • 니콜라스 루만으로의 초대J ， 2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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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로 회귀했다는 점에서는 타당한 지적이다. 하지만 적어도 아도르노 

의 경우 ‘화해’가 동일성에 대한 지향올 뜻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비 

판의 이성적 척도나 규범적 척도를 고정시킬 수 없는 이차 등급 관 

찰 차원의 비판은 개념 논리상에서 볼 때 비판이론 전통에서도 가능 

한 하나의 전개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 

루만의 체계이론이 비판적일 수 없다는 평판의 주요한 근거 중 하 

나는 체계이론이 비판의 이성적 척도 또는 규법적 척도를 정초할 수 

없다는 것이다.39> 그런데 이러한 정초(Begrtindung) 능력이 비판이 

론의 요건이라면， 우리는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l세대인 아도르노가 

과연 이런 의미에서 비판적인 이론인지 의문올 제기해볼 수 었다. 하 

나의 보편적 척도를 제시해야만 비판이 가능하다는 관점은 비판올 

일차 퉁급 관찰의 차원에 제한한다. 이는 비판하는 자에 대한 비판을 

봉쇄한다. 이차 퉁급 관찰 이론은 일차 등급 비판자의 맹점을 다시 

관찰한다는 점에서 비판에 대한 비판의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이는 

무엇이 옳고 다른 무엇은 그르다는 식으로 말하는 명쾌한 비판을 어 

렵게 한다는 점에서 비판올 곤경에 처하게 만든다. 하지만 곤경에 처 

하지 않는 비판이 과연 비판드로서의 부정적 사유인가에 대해 우리 

는 의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념을 통한 화해의 긍정을 단 

호히 거부”뻐하는 아도르노의 관점에서 볼 때 합의된 이성적 척도나 

규범적 척도에 의존하는 비판은 통일성 사유로의 회귀일 것이다. 부 

정적 변증법은 그 비통일성 사유의 전개를 통해 비판자에 대한 비판 

의 연쇄가 빠질 수밖에 없는 곤경을 회피하지 않는다. 

보면/특수 도식4 1 )을 이용하는 헤겔은 특수와 구별되는 동시에 특 

수를 종속시키는 참된 무한한 보편자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생명， 자 

。k 정신， 절대적 개념"42) 등을 꼽고 었다. 그래서 개념 외부에 놓이 

39) 선우현， r복합성과 가치중립적 기술」， r시대와 철학4 제 12권 2호， 248쪽 
참조. 

40) T. W. Adomo, r부정 변중법J， 238쪽， 
41) 전체/부분 도식의 초기현대적 변형인 헤겔의 보편l특수 도식에 대한 비판 

은 정성훈， r구별， 일반화， 기능적 분석 : 체계이론의 비교 연구 방법에 관 

한 고찰J， r철학사상J ， 28호. 385-394쪽 참조， 
42) G. W. F. Hegel, Wissenschaft der Logik II, 2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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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연은 정신에 의해 매개된 것으로 된다. 현존재(Dasein)가 “비존 

재와 함께 있는 존재”로 규정되며 그 한계를 넘어서려는 시도가 다 

시 유한으로 되돌아오고 마는 존재 논리의 차원에서 자연은 정신의 

외부에 놓여있다. 그런데 자연은 본질 논리로 이행하면서 ‘정립 

(Setzen)’과 ‘정립된 존재( Gesetztseinl’ 간의 매개로 되면서 정신이 

라는 본질의 부정성으로 규정된다. 자연이라는 존재 범주는 본질 논 

리 속에서는 정신이라는 본질의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운동에 의해 

매개된 규정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신에 동반되는 부정이었던 자 

연은 정신의 ‘자기관계적 부정성(selbstbezugliche Negativität)’ 안 

에서 소멸된다.43) 존재와 본질의 통일인 개념의 논리에서 정신이 직 

접성이자 동시에 매개된 것이 됨에 따라서 자연은 개념의 외부로 쫓 

겨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정립된 존재’ 혹은 ‘매개된 것’으로서의 정신이 ‘직접성’ 또 

는 ‘즉자폰재’이기도 하다는 점이 헤겔의 ‘동일성 논리’ 또는 ‘절대자 

논리’의 핵심이다. 이 통일성 논리에 의해 자연은 배제된다. 이를 체 

계이론적 용어로 말하자면， 정신 안에 재도입된 정신’(자연’와 구별 

되는)， 즉 관찰에 의해 자기지시된 정신올 그 작동(정샌자연 구별) 

과 통일시함으로써， 즉 정신과 자연의 통일을 다시 정신으로 지칭함 

으로써 자연이 배제되는 것이다. 루만이 “어떤 구별의 통일， 나누어 

진 것들이 합께 속함을 지칭"44)송}는 것이라고 정식화한 ‘상징’ 개념 

을 이용해 말하자연， 정신은 자연과 구별되는 지칭이자 통시에 그 통 

일에 대한 상징으로 이용된다. 여기서 정신의 자기관계적 부정성이라 

는 헤겔의 반성(Reflexion) 개념은 루만이 자기생산적 체계의 자기지 

시로서 반성을 규정하는 것과 유사하다. 하지만 루만에게 반성이란 

관찰 불가능한 작동에 의지하며 자기통일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임에 

반해， 헤겔에게 반성이란 ‘자기 안에서의 반성(Reflexion-in-sich) ’을 

통해 정신이라는 주체 안에서 가능한 일이며 이를 통해 자기동일성 

이 보장된다. 이는 헤겔 철학의 목적론적 구조， 즉 분열되어 있는 것 

43) 이상의 논의는 강순전， r칸트에서 헤겔로j 중 제7장 ‘존재논리， 본질논리， 
개념논리의 형식’을 참조했다. 

44) N. Luhmann, Wissenschafl der Gesellsch야， 1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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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정신과 같은 무한한 개념들에 의해 화해 또는 통일에 이른다는 

것을 보장하는 논리이기도 하다. 이를 사회철학적으로 보면， 실체적 

보편성인 국가는 형식적 보편성인 시민 사회의 분열을 극복하는 목 

적으로 설정된다. 

헤겔 철학으로부터의 물질론적 전환은 바로 이러한 정신 우위의 

목적론적 구조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다. 청년 맑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포이어바흐의 인간학적 물질론은 정신과 이성의 우위를 

자연과 감성의 우위로 반전시킨 것이다. 그가 나의 본질이란 “사유하 

는 존재”가 아니라 “현실적이고 감각적인 존재”이며 철학자의 시각 

이란 “도야된 감각”이라고 주장했을 때45)， 이는 헤겔 철학에서 정신 

에 의해 홉수되어버린 자연이 오히려 정신의 근거임을 밝히는 것이 

었다. 이러한 물질론적 전환은 국가의 토대가 분열된 시민 사회임을 

밝히는 맑스의 물질론적 역사 파악으로 이어지며， 호르크하이머나 아 

도르노와 같은 초기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자연 우위， 객체 우위의 사 

고로 이어진다. 

그런데 물질론적 전환이 단순히 매개(Vermitte]ung)의 역전을 뜻 

한다면， 즉 자연이나 객체가 그와 구별되는 정신이나 주체와의 통일 

올 상징하는 것으로 된다면 이는 통일성 논리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 

하다. 자연으로부터 다시 실체화되는 다른 주체의 퉁장을 우리는 맑 

스주의의 사례에서 볼 수 있다. 사회의 정치적-법적 상부구조에 대 

한 경제적 토대의 우위는 정신에 대한 자연의 우위를 뜻하는 물질론 

적 전환이다. 상부구조의 변화는 토대의 변화에 조웅한다. 그런데 생 

산관계의 총체인 물질적 토대는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로 분 

열되어 있으며， 이 분열된 토대의 변혁은 프롤레타리아트가 담보하고 

있는 생산력의 발전에 의해 가능하다. 생산관계에서 자연과 직접 관 

련올 맺는 계급이 시민 사회의 분열은 물론이고 자립화된 국가를 비 

롯한 상부구조와 토대의 괴리까지 극복한다는 발상은 정신 우위의 

화해에 맞서는 자연 혹은 물질 우위의 ‘역전된 화해’를 함축하고 었 

다. 이는 통일성 논리를 반복하는 것이다. 그러한 역전된 화해의 결 

45) L. Feuerbach, r미 래철학의 근본원칙J ， 제36항 및 제4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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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차이에 대한 관찰을 억압하는 또 하나의 주체 형성(계급으로서 

의 프롤레타리아트 및 그 당) 및 국가로 이어졌다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물론 맑스의 물질론적 역사 파악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을 경제결정론 및 생산력주의라고 비판하는 흐름도 많다. 하지만 

그러한 해석이 맑스의 주요한 명제들로부터 충분히 따라 나올 수 있 

는 귀결임은 틀림없다. 이렇게 물질론적 비판이 헤겔의 통일성 논리 

로 회해하는 경향을 가장 철저하게 보여준 것은 프롤레타리아트에게 

“역사의 주체-객체 동일자”라는 위상을 부여한 루카치이다. 

아도르노 역시 주체와 객체가 매개되어 있고 여기서 객체가 우위 

에 놓인다는 점을 강조하며， 진리， 화해， 구원(Erlösung) 등에 대한 

믿음을 견지한다‘ 하지만 그는 비통일자로서의 객체 속에서 다시 주 

체를 부각시키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객체 우위의 화해가 

긍정적￡로 정립될 수 없다고 본다. 주체/객체 도식과 매개， 화해 퉁 

변증법의 용어에 의지하기 때문에 아도르노의 객체 우위 테제에 대 

해서는 “주객 변종법이라는 헤겔과의 공동전선을 전제한 상태에서 

제기되는 헤겔과의 편차에 불과"46)하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이는 

아도르노의 매개와 헤겔의 매개가 갖는 차이를 주목하지 않기 때문 

에 가능한 평가이다. 주체 우위의 매개와는 달리 객체 우위의 매개는 

아도르노에게 있어서는 매개된 것들 사이의 화해나 상징적 통얼의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올 뜻하기 때문이다. 

아도르노는 매개 개념에 담긴 불평등 즉 객체의 주체 귀속과 주 

체의 객체 귀속 사이의 불평동을 지적하면서 객체의 우위를 주장한 

다. “객체는 단지 주체를 통해서만 사유될 수 있지만， 주체에 대해 

언제나 타자로서 보존된다. 주체는 그 자체의 특성상 미리부터 객체 

이기도 하다. 주체에서는 이념으로세도 객체를 결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하지만 객체에서 주체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있다 주관 

성의 의미에는 또한 객체이기도 하다는 사실이 포함된다. 하지만 객 

체의 의미에 주체이기도 하다는 사실이 그와 마찬가지로 포함되지는 

않는다"47)고 말한다. 이는 주체와 구별되는 객체가 동시에 그 구별 

46) 강순전 r아도르노의 부정변증법」， r헤겔연구J 19호， 77-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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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의 통일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객체를 우위에 두는 매개의 역전 

올 뜻한다. 이럴 때 객체는 그것과 구별되는 것까지 포괄하는 개념이 

다. 루만은 이런 개념올 “무-차이적(differenzlosY' 개념48)， 즉 다른 

것과의 차이를 낳올 수 없는 개념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객체는 그와 

구별되는 주체까지 포괄하는 ‘세계’의 지위를 갖게 된다 

그런데 아도르노가 헤겔의 절대 정신에 대립되는 절대적 객체로의 

고양과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접올 고려한다연， 우리는 

객체 개념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종의 혼란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아도르노가 주체와 객체를 ‘양극 상태’로 보는 것 

을 반대한다는 점， 그리고 정신의 “자기 안에서의 반성”인 헤겔식 주 

체에 의한 매개와는 달리 객체에 의한 매개는 이런 식으로 자기동일 

성을 보장하는 반성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아도르노는 주체와 객체의 양극 상태 자체를 비변중법적 구조로 

보며， 이 두 개념이 “결합시킬 수 없는 어떤 것을 표시”하는 “반성 

범주들”이며， “궁극적 이원성도 아니며 그 배후에 어떤 궁극적 통일 

성을 감추고 있는 것도 아니다. 서로를 통해 구성되며 또 그러한 구 

성을 통해 서로 분리된다. "49)고 말한다. 여기서 양극 상태나 궁극적 

이원성이 아니라는 점은 주체 역시 객체라는 객체의 존재론적 우위 

를 뜻한다. 그런데 이렇게 우위에 있는 객체가 궁극적 통일성올 담보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체를 통해 구성된다는 말은 객체의 주체 

의존성올 동시에 보여준다. 주젝는 결코 객체에게 홉수되지 않고 그 

구별을 유지한다. 또한 아도르노는 “오직 주체의 반성， 특히 주체에 

대한 반성올 통해서만 객체의 우위에 도달할 수 있다”， “객체의 매개 

는 그것이 정태적， 독단적으로 실체화되어서는 안 되고， 주관성과 얽 

힌 상태 속에서만 그것이 인식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말 

한다.fj)) 이는 존재론적 우위에 있는 객체가 오히려 주체의 반성에 

47) T. W. Adomo, ~부정변증볍~， 264쪽. 

48) 루만의 체계이론에서 다른 것과의 차이를 낳을 수 없는 세 가지 개념인 세 
계， 의미， 실재에 관한 셜명은 정성훈， r구별， 일반화， 기능적 분석: 체계이 
론의 비교 연구 방법에 관한 고찰」 ， r젤학사상J ， 19호， 389-394쪽 창조. 

49) 같은 책， 2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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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한다는 점， 그리고 주체의 인식 노력 속에서만 객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혜겔의 주체가 자기 안에서의 반성을 통해 객체를 산출할 수 있는 

반면， 동일성이 아닌 비통일성으로 간주되는 아도르노의 객체는 자기 

안에서 주체를 산출할 수 없다. 루만의 자기지시적 체계 이론에서 체 

계/환경 차이를 체계 안에 재도입하는 것(관찰)이 체계와 환경의 또 

다른 차이(작동)를 전제로 하듯이， 아도르노에게서 객체의 우위는 주 

체의 비통일성 사유나 미메시스에 의존해서만 확인받을 수 있다. 체 

계와 환경의 차이가 재도입에 의해 은폐될 뿐 제거될 수 없듯이， 주 

체와 객체의 차이는 매개에 의해 지양되지 않는다. 

아도르노의 비판 이론과 루만의 체계이론이 갖는 유사성올 더 추 

적하는 일은 본고의 범위를 벗어난다. 하지만 『부정적 변증법j을 중 

심으로 한 이 정도의 분석만으로도 아도르노의 객체 우위가 다른 물 

질론적 비판과는 달리 구별되는 것들 사이의 차이를 제거할 수 없다 

는 점에 대한 강조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차이로부터 출발하며 모든 

통일성은 이러한 구별의 한 연으로서만 가능하다고 보는 루만 체계 

이론의 기본적인 개념 논리와 유사하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 논리상 

의 유사성은 비판이론의 전통에서 반복되어 온 동일성 논리로의 회 

귀에 의해 제한되어 온 부정의 가능성 혹은 비판의 잠재력을 열어놓 

는다 비판은 역사의 주체， 이성적 척도， 생활세계의 합의 동에 의해 

획득된 통일성 앞에서 멈출 수 없다. 

50) 같은 책， 266쪽 빛 267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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