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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홍 배 (서울대 )

Ⅰ. 머리말

지크프리트 크라카우어(S. Kracauer, 1889～1966)는 20세기 독일 지성사에
서 독특한 위치에 있는 문화이론가이다.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하고 건축설
계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그는 1914년 프랑크푸르트 시가 주관한 전몰용사
추모공원묘지 설계 공모에 당선되기도 했고, 그전에 18세 때부터 이미 <프랑
크푸르트 신문> 문예란에 기고를 시작하여 히틀러 집권 후 망명할 때까지

<프랑크푸르트 신문> 문예란 수석기자 및 편집장으로 재직하면서 2천여 편의
방대한 글을 발표하였다. 여기에 발표한 그의 글들이 다루는 주제는 게오르크
짐멜, 막스 베버, 후설, 벤야민, 카프카의 저작에 대한 서평을 비롯하여 영화
와 다양한 대중문화 현상을 분석한 에세이에 이르기까지 철학과 사회학, 문학
과 문화예술 전반을 망라하고 있다. 또한 크라카우어는 전통적인 노동자계급
이나 시민계급과는 구별되는 신중간층이라 할 수 있는 (그리고 영화의 주요
관객인) 사무직 노동자에 대한 최초의 사회학적 연구로 평가받는 사무직 노
동자 Die Angestellten(1929)를 집필하기도 했다. 그리고 자전소설과 시대소
설의 특성을 겸비한 긴스터 Ginster(1925), 게오르크 Georg(1934) 등의
소설을 발표하기도 했다. 히틀러 집권 후 파리를 거쳐 미국으로 망명한 크라
카우어는 독일 초기 영화부터 히틀러 시대까지의 독일영화를 다룬 칼리가리
에서 히틀러까지 From Caligari to Hitler(1947)와 영화의 이론 Theory of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100-2013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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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m(1956)을 발표하여 현대 영화이론의 선구자로도 평가받는다. 그리고 그
의 사후 출간된 유고집 역사 - 끝에서 두 번째 세계 History - the last things

before the last(1969)는 거시사와 미시사의 상관성을 새로운 시각으로 천착
한 문제작이다.
이상에서 간략히 일별한 폭넓은 지적 이력에서 알 수 있듯이 크라카우어는
명실상부하게 ‘멀티플레이어’의 면모를 갖춘 지식인이다. 그런 점에서 크라카
우어의 저작은 오늘날 인문사회과학의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다학제적
연구의 선구적 본보기를 보여주며, 크라카우어의 문화이론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한 일차적 이유는 바로 그런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크라카우
어의 저작은 그 분석대상의 다양성이라는 측면 외에도, 전통적 이론과는 구별
되는 독특한 분석방법의 측면에서도 주목을 요한다. 일찍부터 아도르노와 함
께 칸트를 공부했고 짐멜과 후설을 거쳐 마르크스를 섭렵한 크라카우어는 생
동하는 현실과는 유리된 관념론적 체계철학과 정형화된 이념철학의 폐해를
극복하고 후설이 말한 ‘생활세계 Lebenswelt’의 모든 표층적 현상들이 한 시
대나 사회의 역동적 움직임과 어떤 심층적 연관성을 맺고 있는가를 천착하고
자 했다. ｢지식인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1931)라는 글에서 크라카우어는 “이
론적 사유의 과도한 긴장으로 인하여 우리는 살아있는 사물들과 인간들로 가
득 차 있고 따라서 구체적으로 파악되어야 할 지금 이곳의 현실로부터 너무
나 동떨어져 있다.”1)고 강단철학의 관념적 폐쇄성을 비판하면서 구체적 생활
세계의 역동성에 주목할 것을 요구한다. 다른 한편 크라카우어는 ‘시대정신’
이나 ‘이념형’ 혹은 ‘집단 이데올로기’ 같은 정형화된 틀로 현실에 접근하는
태도 역시 상투적 관념으로 현실을 재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진정한 현실을
은폐한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이념은 이 세상을 거치면서 조잡해지
고 납작해지고 일그러진다. (…) 이념이 제도가 되면 먼지구름이 그 이념을
에워싸고 이념의 윤곽과 내용을 흐리게 한다. 이념의 역사는 오해의 역사다.
이념이 그 진실함과 온전함을 보존할 수 있는 때는 널리 인정받는 믿음에 수
1) Kracauer: Minimalforderung an die Intellektuellen, in: Werke. Bd. 5.1: Essays, Feulletons,
Rezensionen, Frankfurt a. M. 2011, S.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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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되는 확고함이 없는 때로 한정된다.”2)
그런 맥락에서 크라카우어의 문화현실분석 방법은 근본적인 의미에서 이데
올로기 비판적 특성을 갖는다. 크라카우어는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는 바이마
르 공화국 시기의 지배적인 주류 이데올로기, 즉 파시즘으로 귀착되는 보수반
동적 이데올로기와 그 대척에 있는 급진적 진보주의 내지 메시아주의 양쪽
모두에 대해 비판적이다. 후자의 측면에서 크라카우어는 벤야민이나 아도르노
로 대표되는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문제의식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크라카우어 자신은 벤야민의 사유에서 저변에 깔려 있는 구원신학적 모티브
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낭만적’이라고 비판적 거리를 두며, 아도르노에 대해
서는 끝내 ‘헤겔주의’와 결별하지 못한 문제점을 지적한다. 서구나 국내 학계
에서 벤야민과 아도르노가 집중적인 연구대상으로 주목받은 반면 크라카우어
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진한 것도 바로 그런 사정에 연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떤 이념형으로도 좀처럼 포착되지 않는 생동하는 현실, 크라카우어
자신의 표현을 빌리면 ‘미지의 땅’으로 남아 있는 구체적 현실을 역시 ‘미지
의 땅’으로 남아 있는 사유로 해명하려는 것이 곧 그의 저작에 일관된 문제의
식이며, 따라서 그의 저작에 대한 내재적 이해와 체계적 설명을 뒷받침할 이
론적 틀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프랑크푸르트학파의 그늘에 가려서 한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크라카우어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후반 이래 다소 활발해지는 편인데, 서구 학계에서 크
라카우어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대별될 수 있다. 크라카우어
가 영화이론의 선구자인 만큼 그의 영화이론에 관해서는 영화사와 영화이론
의 맥락에서 체계적인 연구가 나와 있고,3) 초기의 신문기고문을 주로 다룬
대중문화 분석에 관해서도 종합적인 연구서가 나와 있다.4) 다른 한편 크라카
우어의 사상을 그와 직간접으로 교류한 20세기 지성사의 맥락에서 다룬 최근
2) 크라카우어: 역사 - 끝에서 두 번째 세계, 김정아 역, 문학동네 2012, 22면.
3) Heide Schlüpmann: Ein Detektiv des Kinos. Studien zu Kracauers Filmtheorie, Basel
1998.
4) Inka Mülder-Bach: Siegfried Kracauer. Grenzgänger zwischen Theorie und Literatur:
seine frühen Schriften 1913-1933, Stuttgart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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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서는 크라카우어의 사유를 벤야민, 아도르노, 카시러, 블루멘베르크,
블로흐, 리글 Riegl, 바르부르크 Warburg 등과 비교하고 있다.5) 그리고 국내
에서는 크라카우어의 사무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대중문화론을 다룬 논문과
크라카우어의 영화미학을 네오리얼리즘의 맥락에서 다룬 논문이 있다.6)
따라서 기존 연구들은 주로 크라카우어의 저작을 특정 시기나 분야의 특정
한 저작 중심으로 다루거나 다른 사상가들과 비교하는 관점에서 다루고 있어
서 그의 전 저작을 관통하는 사유의 방법을 내재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시도는
거의 없다. 특히 크라카우어 사후에 역사 - 끝에서 두 번째 세계(이하 역
사)를 간행한 역사학자 크리스텔러 Kristeller가 1994년판 서문에서 지적한
대로, 크라카우어 연구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크라카우어가 자신의
생각 중 일부를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바깥에서 차용했다는 점”인데, 무엇보다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사회학적 접근과 선명하게 갈라지는 저서”인 역사에
대한 연구를 이전의 저작과 연결시키는 작업은 거의 공백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연구의 공백 내지 단절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크라카우어의 저작
전체를 관통하는 방법론을 재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는 무엇보다 크라카우어 자신이 ‘사물에 관한 사유가 아니라 사물을 관통하
는 사유 Denken nicht über die Dinge, sondern durch die Dinge’라 언급한

‘물질적 구체성’의 사유가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에 르뽀르따주 형식으로 유행
했던 즉물주의 Sachlichkeit와는 변별되면서도 크라카우어 특유의 직관적 구
성과 결합되는 양상을 해명하는 것이 관건이라 여겨진다.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먼저 크라카우어의 저작 전반에 바탕이 되는 방법론적 기
초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의 영화이론에서 중요한 논거가 되는 이미지
론과 영상의 인지효과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
크라카우어가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 시대의 새로운 집단문화로 주목하는
5) Dorothee Kimmich (Hg.): Denken durch die Dinge. Siegfried Kracauer im Kontext,
Padeborn 2009.
6) 서요성: 크라카우어의 대중문화론, 실린 곳: <브레히트와 현대연극>, vol. 13, 2005,
293~316면; 피종호: 크라카우어의 영화미학, 실린 곳: <뷔히너와 현대문학>, 2003,
183~1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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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중장식물이 어떻게 자본주의 체제와 결부되어 있으며 나아가서 파시즘에
의한 정치의 예술화와 관련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는 역사에서
거시사와 미시사의 상호결합이 단지 분과학문으로서의 역사학의 방법론 문제
에 국한되지 않고 구체적 인간현실과 미지의 역사세계를 향해 열려 있는 진
정한 인문주의 정신의 회복을 탐색한 것인가를 해명하는 한편, 그것이 그의
이미지 이론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크라카우어 문화론의 방법적 기초

크라카우어의 문화이론에 대한 내재적 이해와 종합적 재구성을 시도하는
본 연구는 크라카우어의 문화분석 방법 자체를 연구의 방법으로 원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기존의 매체론적 방법이나 영화미학 또는 사회학적 접근방법과
는 달리 크라카우어의 문화분석에 바탕으로 깔려 있는 몇 가지 전제 내지 사
유의 모티프를 연구의 길잡이로 삼고자 한다.
첫째, 크라카우어의 문화연구에 바탕이 되는 역사이해는 종전의 거시사 중
심의 역사서술과 달리 거시사와 미시사의 상호침투에 주목한다. 역사에서
크라카우어는 근대의 주류적 역사담론인 거시사가 역사적 시간을 연속적이고

‘균질적인 homogeneous’ 흐름으로 파악하여 자연과학적 인과율을 인간사에
적용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비판한다. 거시사의 입장에서 역사를 균질적 시간
의 흐름으로 파악하는 방식은 역사의 실재를 은폐한다.
동시적 사건들이 많은 경우 본질적으로는 비공시적이므로, 역사적 과정이 균질적
흐름이라는 생각은 터무니없다. 균질적 흐름이라는 이미지는 역사적 사건이 펼쳐
지는 실질적인 배열체의 시간들을 은폐한다.7)

7) 역사, 1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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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적 사건들이 대개는 비공시적이라는 것은 경험적으로 동시에 일어난
다양한 사건들도 제각기 상이한 발생적 기원에서 유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시적 사건들을 공시적 집합체로 엮어서 ‘시대정신’을 도출하는 방식
의 역사서술은 이질적인 혼합적 구성물인 역사적 시간들을 은폐하는 결과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역사의 순차적 진화를 가정하는 모든
역사담론은 역사의 모든 시대가 단일한 ‘시대정신’의 통일체가 아니라 서로
모순되고 대립하는 ‘다양한 경향들과 목표들과 활동들의 덩어리’라는 점을 간
과함으로써 역사인식을 단순화시킨다고 본다. 그런 거시사의 관점으로 포착되
지 않고 은폐된 다양한 잠재적 가능성들을 재발견함으로써 과거와 현재가 새
로운 맥락에서 연관되고 그렇게 역사가의 자아가 확장되는 과정을 통해 현재
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전망이 열릴 수 있다고 보는 것
이 크라카우어의 기본관점이다.
둘째, 크라카우어는 주로 현대 대중사회의 집단적 문화현상에 주목하는데,
그의 문화연구에 바탕이 되는 것은 개인과 집단의 관계에 대한 역동적 이해
이다. 크라카우어의 주요 연구대상은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의 (파시즘으로 수
렴되는) 집단적 이데올로기와 그 문화적 현상들이기 때문에 개인과 집단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도 크라카우어의 사유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념의 담지자로서의 집단｣(1922)8)이라는 글에서 크라카우어
는 집단을 개인들의 단순한 유기적 총합으로 보는 ‘자유주의적’ 관점과 집단

(의 이념)을 초개인적 실체로 보는 ‘낭만주의적’ 관점 모두를 비판하면서 ‘정
신활동의 경제성 mentale Ökonomie’이라는 관점에서 개인과 집단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대안적 설명모델로 제시한다. 초기 마르크스의 입장을 계승하여

‘살아 있는 구체적 개인’에 주목하는 크라카우어는 인간이 특정한 관심사에
몰입하면 그밖의 다른 영역들에는 그만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으며, 그렇게
해서 ‘정신활동의 비활성 영역’이 생겨난다고 본다. 집단에 몰입하여 그런 비
활성 영역이 과도하게 증대할 때는 온전한 인격체로서의 판단력을 상실하고
8) Vgl. Kracauer: Gruppen als Ideenträger, in: Das Ornament der Masse, Frankfurt a. M.
2009, S. 12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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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견에 항복하며 습관의 노예가 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집단에 속해 있
는 개인들은 그 집단에 의해 이끌릴 뿐 아니라 심지어 ‘창조’될 수도 있는

‘인간쪼가리들’이다. 다시 말해 그 ‘쪼가리들’이 어떤 형태로 합성되는가에 따
라 집단의 에너지도 지극히 다양한 형태로 분출될 수 있는 것이다. 크라카우
어가 역사의 시대를 ‘다양한 경향들과 목표들과 활동들의 덩어리’라고 할 때
의 ‘덩어리’가 ‘군중 Masse’의 원래 의미인 효소를 넣지 않은 상태에서 ‘반죽
한 밀가루 덩어리 mazza’라는 말과 유비되는 것은 그런 점에서 흥미로운 발
상이다.
셋째, 크라카우어는 우리에게 너무 친숙해져서 ‘피부’처럼 우리 자신의 일
부가 되어버린 일상현실이 오히려 우리 자신과 현실에 대한 인식을 가로막는
다고 본다.
우리는 친숙한 것조차도 지각하지 못한다. 그것은 우리가 낭떠러지를 바라볼 때
무서워서 주춤하는 것과는 다르다. 우리는 친숙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
지 않는 것을 당연시하는 것이다. 오래 전부터 알던 얼굴들, 매일 걸어 다니는 길
거리, 우리가 사는 집—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피부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의 일
부이다. 우리는 정말로 그것들을 속속들이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 외적 현실은 알
지 못한다. 그것들이 우리의 실존에 육화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그것들은 우리의
지각대상이 되지 않고 욕망의 목표가 되지 않는다.9)

이러한 진단에서 출발하여 크라카우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경험하지만
타성적으로 무심코 지나쳐서 그 의미를 간파하지 못하는 ‘표층문화 Oberflächen-

kultur’의 바탕에 깔려 있는 심층적 맥락에 주목한다. 크라카우어는 그의 대중
문화 분석에서 방법론적 맹아를 압축한 글이라 할 수 있는 ｢군중장식물｣(1927)
이라는 글에서 우리의 시야에 제대로 포착되지 않는 표층문화가 당대현실의
근본적인 이해에 오히려 적절한 소재를 제공한다고 역설적인 주장을 편다.
역사과정에서 한 시대가 차지하는 위상은 그 시대가 스스로에 대해 내리는 판단
9) Kracauer: Theorie des Films, Frankfurt a. M. 2012, S.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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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분석하는 것보다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 표층의 표현들을 분석할 때 더 설
득력 있게 규명될 수 있다. 그 시대가 내리는 판단들은 시대적 경향들의 표현으로
서 그 시대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적절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그 반면 눈에 띄
지 않는 표층의 표현들은 그 무의식적 특성에 힘입어 당대현실의 근본내용을 직
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러한 근본내용을 인식할 때 그 시대에
대한 해석이 가능해진다. 한 시대의 근본내용과 그 시대의 주목받지 못한 충동들
은 서로를 해명해준다.10)

우리의 의식적 판단에 따라 파악된 한 시대의 두드러진 경향들은 앞서 언
급한 정신활동의 경제성 원리에 의해 주변적이고 부차적인 현상들을 뒷전으
로 밀어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의식이 개입하지 않는 무의식적 표층현상
들이 당대현실의 ‘근본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크라카
우어의 이러한 발상은 서로 무관해 보이는 다양한 문화현상들 사이의 전체적
연관성을 규명하고자 했던 게오르크 짐멜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으로, 크라
카우어는 짐멜에 관한 글에서 그러한 문제의식을 “사물들을 고립된 상태로부
터 해방시키는 것”11)이라 언명한 바 있다. 크라카우어가 거시사에 의해 은폐
된 역사적 경향들의 발견이 주는 인식효과를 ‘낯설게 하기’에 비견하듯이, 얼
른 눈에 띄지 않는 표층문화의 인식효과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특정한 시대와 사회가 집단적으로 공유하는 생활세계의 일상문화인

‘표층의 표현들’은 일상적으로 관습화되고 자동화됨으로써 오히려 지각의 대
상에서 배제되고 은폐되기 때문에 그런 표층현상들을 재발견할 때 비로소 집
단을 움직이는 무의식적 힘을 더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크라카우어의 미학적 사유와 역사적 사유를 연결하는 공통된
상수(常數)는 그 자신의 개념을 빌리면 ‘리얼리즘 충동’과 ‘조형충동’으로 집
약될 수 있다. 리얼리즘 충동이란 대상을 그 소재와 질료에 합당하게 가능한
한 있는 그대로 재현하고자 하는 예술적 지향을 가리키며, 그 반면 조형충동
10) Das Ornament der Masse, S. 50.
11) Kracauer: Georg Simmel, in: Das Ornament der Masse, S.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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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예술가의 지각방식과 관점에 따라
대상을 새롭게 구성하려는 충동을 가
리킨다. 크라카우어는 이 양자의 결합
을 사진을 예로 들어 설명하는데,12)
가령 앨프리드 스티글리츠 A. Stieglitz
의 <춤추는 나무들>이라는 사진은 얼
핏 보면 ‘비대상적 구상’ 같지만 사실
은 빽빽이 늘어서 있는 나무들을 근접
촬영한 것이며, 그런 점에서 이 사진
은 실물 나무들의 리얼리즘적 재현인
동시에 ‘가을날의 슬픔을 표현하는 잊
스티글리츠: <춤추는 나무들>

지 못할 이미지 혹은 알레고리’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원근법의 원리에 따라 대상을 신축성 있게 ‘클로즈업’하는 사진의 구성원
리는 크라카우어에 따르면 생동하는 역사서술의 원리이기도 하다. 역사서술은
과거의 죽은 사실들을 연대기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에 대한
원근법과 역사가의 현재적 관점이 상호작용하여 재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해명이 과거의 단순재현이 아니라 현재를
재인식하게 함으로써 미지의 미래를 향해 열려 있듯이, 사진예술 역시 일차적
외양과 달리 사진의 프레임에 갇혀 있는 완결된 것이 아니라 프레임 바깥의
다양한 현실들을 향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크라카우어의 문화분석과
관련지으면, 그가 다루는 일상문화의 미시적인 ‘표층적 표현들’ 역시 당대 현
실의 다양한 맥락과 얽혀 있다고 할 수 있다. ‘리얼리즘 충동’과 ‘조형충동’의
관계를 크라카우어는 ‘리얼리즘 충동≧조형충동’이라는 수학적 공식으로 설명
하는데, ‘조형충동’이 현실을 왜곡하는 자의성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
조하는 것이다.

12) 역사, 66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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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크라카우어의 이미지론과 영상의 인지효과

Ⅲ.1. 크라카우어의 이미지론: 상징에서 알레고리로
크라카우어의 사유를 이끄는 모토 중 하나는 “현실은 구성물이다”13)라는
것이다. 이미 언급한대로 한 시대의 사회현실은 ‘시대정신’의 통일체가 아니
라 복잡다기한 경향들이 들끓는 무정형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지각하는 방식에 따라 동시대의 현실도 개인과 집단마다 다르게 경험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런 현실을 ‘재현’하는 동시에 ‘조형’하는 예술적 표현
역시 같은 의미에서 ‘구성물’이다. 크라카우어는 사진이 출현하기 이전의 예
술과 사진이 출현한 이래의 예술을 대별하여 예술적 표현방식이 어떻게 달라
지는가를 역사적으로 설명하는데, 그것은 상징예술이 알레고리 예술로 전환되
는 과정, 사물과 재현의 유사성이 해체되는 과정, 연속적 형식이 비연속적 형
식으로 대체되는 과정의 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14) 크라카우어
에 따르면 전통적인 상징예술은 발생사적으로 보면 자연과의 유기적 친화성
을 간직한 공동체 의식의 표현으로, 여기서 대상과 재현은 미메시스적 유사성
의 관계로 정립된다. 이러한 상징예술은 인간이 자연의 힘에 종속된 의식상태
의 표현이다. 그러나 자연에 대한 지배가 강화될수록 상징의 재현적 가치는
상실되고 자연사물과의 유기적 친화성도 해체되는 반면 재현형식의 구성적
특성이 강화되는데, 그렇게 탈상징화된 예술형식을 크라카우어는 알레고리라
일컫는다.(앞에서 언급한 스티글리츠의 사진에서 구성적 특성을 ‘알레고리’라
한 것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크라카우어는 상징에서
알레고리로의 전환을 예술사적 사실로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처럼 구성
적 요소가 강화된 알레고리적 예술이 현대의 조건에 더 적합한 현실인식의
효과를 낳는다고 말한다. 대상과의 유기적 친화성에 의존하는 상징예술이 현
13) Die Angestellten, S. 16.
14) Vgl. Kracauer: Die Photographie, in: Ornament der Masse, S. 35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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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인식의 관습화와 타성화로 기우는 반면, 알레고리는 그 구성적 특성에 힘입
어 관습적인 의미연관에서 벗어난 사물의 본래적 현존을 더 효과적으로 드러
낸다고 보기 때문이다.
크라카우어는 알레고리적 표현에서 사물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는 근거를
알레고리가 역사적 기억의 구성물이라는 데서 찾는다. 가령 사진의 역사에서
초기의 인물사진은 인물의 실물적 재현에 몰입함으로써 인물의 삶을 ‘정물’로
고정시키는 역효과를 낳는다. 그 반면 원근법과 클로즈업을 원용하여 ‘카메라

-현실’을 추구하는 현대의 사진은 삶의 시간 속에서 ‘부스러기들로 붕괴된 요
소들을 쌓아올림’으로써 그 파편적 디테일과 장구한 세월에 걸친 삶의 다양
한 연관성을 더욱 강하게 환기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크라카우어는 단
순한 표층의 연관성은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역사가 서술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표층의 연관성은 해체되어야 한다. 예술작품에
서는 대상의 의미가 공간적 현상이 되지만 사진에서는 대상의 공간적 현상이 그
대상의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공간적 현상, 즉 자연적 공간현상과 인
식된 공간현상은 서로 합치되지 않는다. 예술작품은 인식된 공간현상을 위해 자연
적 공간현상을 지양함으로써 그와 동시에 사진이 추구하는 유사성을 부정한다.
(…) 예술작품 역시 시간 속에서 붕괴된다. 하지만 예술작품이 부스러기들로 붕괴
된 요소들로부터 작품이 의도하는 의미가 생겨나며, 그 반면 사진은 그 요소들을
쌓아올린다.15)

이러한 주장은 앞에서 ‘표층의 표현들’이 한 시대의 심층적 움직임을 더
잘 드러내 보인다고 했던 주장과 모순되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이미
언급한대로 크라카우어는 표층적 현실의 즉물주의적 재현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새롭게 (재)구성되어야 함을 일관되게 역설하기 때문이다.

1920년대에 유행한 르뽀 형식들은 대상과의 직접적이고 유기적인 연속성을
추구하지만, 그것은 대상의 외연적 단순모사라는 점에서 대상에 대한 인식을
오히려 은폐하는 거짓된 가상인 것이다. 대상의 단순모방이 아니라 구성을 추
15) Ebd., S.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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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사진이 ‘삶의 시간에 붕괴된 부스러기들을 쌓아올린다’는 말에서 엿볼
수 있듯이 크라카우어가 주목하는 현대의 예술적 이미지는 르뽀가 아니라

‘모자이크’에 가깝다. 르뽀 형식에 대한 비판에서 그것은 분명히 드러난다.
어느 공장의 실태에 관한 100개의 보고서는 그 공장의 실상을 제시한 것으로 합
산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고 그 공장에 대한 100개의 관찰로만 남을 뿐이다.
현실은 구성물이다. 현실의 구성물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삶이 관찰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우연적일 수밖에 없는 르뽀에는 결코 현실
의 구성물이 담겨 있지 않으며 오로지 모자이크 속에만 숨겨져 있다. 모자이크는
개별적인 관찰을 바탕으로 관찰내용에 대한 인식을 통해 합성되는 것이다.16)

공장의 실태에 관한 르뽀 형식의 보고서를 아무리 많이 모은다 하더라도
공장의 실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는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위의 인
용문 바로 앞부분에서 크라카우어는 1920년대의 르뽀 붐이 ‘독일 관념론으로
인한 영양실조의 반대급부’일 뿐이라고 비판한다. 관념론이 현실의 실상을 보
지 못하게 만들었다면 그에 대한 반작용인 르뽀는 경험 자체에 매몰되어 경
험이 어떻게 현실의 구성물로 짜여져 있는가를 전혀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
이다. 르뽀 형식의 문제점을 비판한 또 다른 글 ｢직업소개소에 대하여｣(1930)
에서 크라카우어는 르뽀 형식을 ‘구멍이 뚫린 두레박으로 삶의 내용물을 길
어올리려는’17) 부질없는 시도라고 비판한다. 르뽀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의
재현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관찰자의 특정한 의도에 의해 걸러지는 사
실의 편린들만 본다는 것이다. 이러한 르뽀 형식과 달리 ‘현실의 구성물’을
포착하게 해주는 모자이크의 탁월한 가능성을 크라카우어는 “지금까지 인지
되지 않은 인간관계의 역동성을 농축한 시각적 상형문자”18)인 영화에서 발견
한다.
16) Die Angestellten, S. 16.
17) Kracauer: Über die Arbeitsnachweise, Zit. nach: H. Stadler: Das anschmiegende Denken,
in: D. Kimmich (Hg.): Denken durch die Dinge. Siegfried Kracauer im Kontext,
Padeborn 2009, S. 56.
18) Kracauer: Von Caligari zu Hitler, Frankfurt a. M. 2011, S.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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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2. 영상의 인지효과
크라카우어는 모자이크적 구성이 성공하려면 자의적 이미지의 산출이 아니
라 ‘질료에 대한 내재적 인식’에 근거하는 구성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
다. 그것은 사물의 물질성에 자체에 충실한 표현을 촉구하는 것인 동시에 매
체론적 관점에서 표현매체의 고유한 특성이 최대치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이
중적 요청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한 이중적 요청이 영화 이미지 분석에 적
용된 대표적 사례로 영화의 내러티브에서 클로즈업과 롱숏의 역설적 관계에
관한 논의를 꼽을 수 있다. 크라카우어에 따르면 그리피스 Griffith의 무성영
화 <비관용 Intolerance>(1916)
에 나오는 재판장면에서 마쉬

Marsh의 손이 클로즈업되는 장
면은 내러티브에 통합되는 요
소이자 물리적 현실의 새로운
측면을 드러낸다.19) 그 장면을
보는 관객은 그것이 보통의 손
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데, 몸
통에서 분리되어 크게 확대되
그리피스: <비관용>

는 손은 우리가 익히 알던 손
에서 ‘스스로 살아 움직이는

미지의 생명체’로 변형된다. 이처럼 영화의 매체적 특성에 힘입어 현실의 구
체적 디테일의 내러티브적 연속성을 끊을 만큼 확대되어 충격효과를 발휘함
으로써 작중인물과 사건들은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될 여지가 살아나는 것이
다. 이러한 역설은 역사가의 과제와 합치된다. 거시사의 틀과 합치되지 않는
작은 사건들을 클로즈업함으로써 대규모 역사 속의 사건들이 전달할 수 없는
다른 가능성과 전망을 암시하고,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열린다고 보는
것이다. 이처럼 파편화된 이미지를 통해 전체를 보는 시야를 환기시켜주는 영
19) 역사, 145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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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적 시각은 ‘벽에 뚫린 작은 구멍으로 끝없이 광활한 풍경을 보는 시각’20)
에 비견된다.
영화매체를 통해 비로소 가능해지는 또 다른 중요한 인지적 기능으로 크라
카우어는 실제 현실에서 경험할 때는 너무 끔찍해서 우리의 의식을 마비시키
는 사건들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인식효과를 강조한다. 이것을 크라카
우어는 그리스 신화에서 페르세우스가 어떻게 ‘메두사의 머리’를 제압하는가
하는 비유로 설명한다. 메두사의 머리는 너무나 공포스러워서 아무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지만, 페르세우스는 아테네 여신의 방패거울에 비친 메두사를
보고서 공포심을 극복하고 메두사의 머리를 벤다. 그런 맥락에서 “영화의 화
면은 아테네의 방패거울이다.”21)라고 하면서 크라카우어는 영화의 이미지가
우리를 마비시키는 가공할 현실을 여실히 바로 보게 해주는 인식효과를 갖는
다고 말한다.
그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영상은 현실에서 직접 보기에는 너무나 끔찍한 사물들
의 민낯을 기억에 각인시키도록 관객들을 유혹한다. 우리가 줄줄이 매달린 송아지
머리들(Georges Franju 감독의 파리 도살장 다큐영화를 가리킴－인용자), 또는 나
치 수용소에서 고문당해 죽은 시체 더미를 볼 때—다시 말해 경험할 때—우리는
그 끔찍한 형상을 패닉과 환상의 베일 뒤에 가려진 상태로부터 구제하는 것이
다.22)

그런데 그리스 신화에서 페르세우스는 메두사의 잘린 목을 가지고 다시 적
들을 제압하는 공포의 수단으로 이용한다. 이 대목을 가리켜 크라카우어는

“거울상의 관찰자인 페르세우스는 괴물을 영원히 몰아내지는 못했다.”고 말하
거니와, 현실의 끔찍한 사건들을 날것으로 보여주는 영화가 때로는 작가의 의
도와 달리 가공할 폭력의 불가항력을 추인하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음을 비
판하는 것이다.
20) G. Koch: Siegfried Kracauer zur Einführung, Hamburg 2012, S. 120.
21) Theorie des Films, S. 395.
22) Ebd., S. 396.

물질적 구체성과 직관적 구성의 변증법

135

프리츠 랑 F. Lang의 ‘마부
제 Mabuse’ 영화에 대한 크라
카우어의 비평은 역으로 ‘사물
들의 민낯’이 아니라 철저히

‘마술적 환상’에 의존하는 영상
이 어떻게 상반된 효과를 낳을
수 있는가를 분석한 흥미로운
글이다. 프리츠 랑의 영화 <도
프리츠 랑: <마부제 박사>

박사 마부제 박사 Dr. Mabuse,

Der Spieler>(1922)는 1차대전
이 끝난 직후 무정부적 혼돈 속에서 정신과 의사 마부제가 신출귀몰하는 마
법을 부리면서 살인과 지폐위조 등의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만행을 통해 가
공할 독재자의 출현 가능성을 경고하는 작품이다. 이 영화에서 칠흑 같은 화
면을 배경으로 마부제의 얼굴이 클로즈업되면서 빠른 속도로 앞으로 다가오
는 장면을 가리켜 크라카우어는 마부제의 무시무시한 시선이 관객을 똑바로
직시하면서 사로잡는 영상이 다름 아니라 전후의 혼란스러운 시대상황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대중집단이 마부제 같은 타입의 독재자에게 언제라도 휘
둘릴 수 있는 시대상을 탁월하게 묘파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한다.23) 그리고
수시로 변신하는 마부제가 도처에 존재하면서도 어디에서도 좀처럼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 양상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불안’이 팽배한 대중사회에서 누
구나 독재자의 하수인으로 동원될 수 있는 군중심리에 상응한다. 그런 점에서
파시즘이 작동하는 기제를 적확한 영상으로 구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프리츠 랑은 바이마르 공화국 말기에 마부제를 소재로 한 두 번째 영화

<마부제의 유언>(1932)을 제작했는데, 훗날 감독 자신이 ‘히틀러의 테러책동
을 드러내기 위한 알레고리’로 구상한 것이라 밝힌 이 영화는 상영이 금지되
었다. 마부제의 후계자로 역시 정신과 의사로 등장하는 주인공 바움 Baum은
마부제와 마찬가지로 온갖 범죄를 자행하는데, 이 영화에 대한 크라카우어의
23) Vgl. Von Caligari zu Hitler, S. 88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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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는 양면적이다.24) 한편으로 크라카우어는 ‘가장 단순한 사건으로 테러를
연출할 줄 아는 프리츠 랑의 비범한 재능’이 이 영화에서도 빛을 발한다고 높
이 평가한다. 가령 영화의 시작 장면에서 한 남자가 소음으로 가득한 황량한
작업실을 유심히 둘러보고 있는데, 관객은 이 남자가 바움의 위조지폐 제작을
추적하는 형사이고 또 작업실에 가득한 소음이 인쇄기가 돌아가는 소리라는
것을 미처 모르는 상태에서 이 화면을 접한다. 관객은 모종의 위험이 임박했
다는 것을 시각과 청각으로 고스란히 느끼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위험이
닥칠지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테러 통치하의 불안한 삶을 이보다 더 인상적
으로 제시하기는 힘들다고 크라카우어는 평한다. 우리가 익히 아는 기성의 관
념으로는 파악할 수 없지만 온몸으로 감지되는 파시즘의 전조를 감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 이 영화에서 관객이 뻔히 인지할
수 있는 상투적 영상이 반복되는 측면에서 첫 번째 마부제 영화보다 떨어진
다고 크라카우어는 비판한다. 예컨대 바움이 마부제의 주술에 빠져들 때마다
마부제의 환영이 시각적 영상으로 나타나는데, 감독의 의도는 긴장효과를 지
속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정작 관객의 입장에서 보면 예측 가능한 장면의 지
루한 반복으로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는 것이다.
크라카우어는 또 다른 차원에서 두 영화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감독이 마부제와 바움의 카리스마적 마력을 부각시키는 데 너무 몰입한 나머
지 이들에게 도저히 거역할 수 없는 마력을 부여하여 역설적으로 이들의 우
월함을 보여주는 형국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파시즘을 비판하려는
감독의 의도와 달리 “이 반파시즘 영화는 나치즘의 마력에 저항할 능력이 없
는 관객층의 의식을 나치즘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프
리츠 랑의 마부제 영화에 대한 크라카우어의 비평은 이처럼 영화의 모자이크
이미지가 제작자의 의도까지도 넘어서는 독자적인 영상세계를 구축하여 관객
층의 의식을 지배하는 현실적 구성물임을 보여준다. 두 영화의 결말부에서 결
국 형사가 범죄자를 제압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오히려 ‘무법자가 더 빛나는
존재’로 관객의 뇌리에 각인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법이
24) Ebd., S. 261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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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함에도 무법자가 더 빛나는 존재로 부각된다는 것은 법이 무용지물이 되
고 파시즘의 선동이 득세하는 현실적 사태의 반영이기도 하다.

Ⅳ. 군중장식물과 정치의 예술화
크라카우어가 1920년대에 집필한 수많은 대중문화 분석은 나중에 파시즘
의 집단선전 도구로 악용되는 ‘군중장식물 Massenornament’에 대한 방법론적
성찰을 그 바탕으로 삼는다. 크라카우어는 먼저 그의 당대에 화보잡지들을 뒤
덮은 육체문화의 변화에서 논의를 시작하는데,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 시대
와 결부된 새로운 육체문화의 징후로 주목하는 것은 댄스걸의 집단율동이다.
댄스걸들의 쇼는 거의 반나체로 육체를 노출함에도 불구하고 에로틱한 관능
미를 느끼게 하지 않는데, 그것은 이러한 집단 쇼 자체가 육체를 ‘재료’로 만
들어진 ‘장식물’로서 ‘아메리카식 오락공장의 제품’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댄스걸의 집단 쇼에서 육체는 상품적 소비가치 이외의 그 어떤 효용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발레에서는 연기자 개개인이 전체의 안무를 조망
하면서 연기에 참여하지만, 댄스걸의 쇼에 참여하는 개개인은 전체적인 율동
을 조망하지 못하며 단지 기계식 생산의 재료나 생산수단처럼 투입될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댄스걸의 다리는 공장 노동자의 손에 상응한다.”25)
이처럼 크라카우어는 새로운 대중문화에서 인간의 신체까지도 집단적 장식
물로 상품화되는 양상을 고도화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상응하는 것으로
유추한다.
군중장식물의 구조는 현대세계의 전체적인 상황을 반영한다. 자본주의적 생산과정
의 원리는 순전히 자연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생산과
정의 수단이 되거나 방해가 되는 자연 유기체를 부수지 않을 수 없다. 계산가능성
이 요구되면 주민공동체나 인격은 사멸한다. 인간은 오로지 군중의 작은 부분으로
25) Ornament der Masse, S.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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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만 마찰 없이 (자본주의적 생산력을 나타내는－인용자) 도표에 기입되거나 기계
를 사용할 수 있다. 형태의 차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시스템은 자동적으로 민족적
특성을 희석시키고, 지구상의 모든 지점에서 균일하게 투입되는 노동자대중을 제
조해낸다.26)

테일러 시스템의 자본주의적 상품생산양식을 현대적 삶의 기본모델로 설정
하는 이러한 유추는 ‘형태의 차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시스템’이 전통적으로
개인의 집단적 귀속성을 규정하던 ‘민족적 특성’마저 희석시키고 ‘지구상의
모든 지점에서 균일하게 투입되는 노동자대중’을 마치 상품처럼 ‘제조’해낸다
고 진단한다. 그런 점에서 군중/대중을 구성하는 개개인의 모든 삶이 송두리
째 자본의 생산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조공정’에 노동력으로 소모되고 ‘산
술적 숫자’로 기입되는 현재의 사태를 예견하는 통찰을 보여준다. 파시즘이
설파한 ‘아리안족’의 집단신화는 그 자체가 ‘비균질적 요소의 덩어리’인 독일

(민족)사의 이미지 조작이다. ‘시대정신’이라는 추상적 실체가 그 시대가 낳은
산물인 역사가의 자아가 다시 역으로 자신의 아버지인 ‘시대정신’을 만들어내
는—다시 말해 아들이 아버지를 낳은 형국의—‘생물학적 괴물’이듯이, 파시즘
은 그러한 괴물적 집단표상의 산물인 셈이다. 나아가서, 그러한 집단적 표상
의 야만적 공격성이 개개인의 일상문화를 통해 내면화되고 문화적으로 순치
되고 육화됨으로써 개개인의 생활세계에서 자본의 상품적 생산력을 자신의
인격적 가치로 오인하는 총체적 물신주의가 지배하는 작금의 현실에서 크라
카우어의 예지적 통찰은 오늘의 시점에서 거듭 되새겨볼 여지가 있다.
크라카우어는 군중장식물의 분석에서도 특유의 구성적 직관력을 발휘하여
군중장식물을 운동경기장 모형에 견준다.
운동경기장 모형처럼 조직은 군중의 위에 군림한다. 이것은 그 모형의 제작자에
의해 그 모형을 떠받치고 있는 사람들의 시야에는 보이지 않는 기괴한 형상으로,
심지어 제작자 자신조차도 그 관찰자가 되기 어렵다.27)
26) Ebd., S. 53.
27) Ebd., S.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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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경기장에서 개인은 집단의 일부로 미리 지정된 장소에 편입되어 있지
만 결코 전체를 조망하지 못하고 따라서 자신의 위치를 자각하지 못하는 것
이다. 크라카우어는 이러한 군중장식물이 상품처럼 대량소비와 향유의 대상이
라는 점에서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추구하는 균질적 합리성의 미적 반영물이
라고 보면서, 군중장식물의 흡인력은 그 현실성의 강도 면에서는 오히려 전통
적인 예술작품을 능가한다고 본다.
크라카우어에 따르면 이른바 ‘교양인’들은 이러한 대중문화 현상을 단지
대중의 ‘여흥’ 정도로 그 의미를 폄하하지만, 그들의 견해와 달리 군중장식물
에서 대중이 느끼는 ‘미적 쾌감’은 ‘적법한 legitim’ 것이다. 댄스걸의 집단율
동을 관람하거나 군중집회에 참여하는 사무직원과 노동자들은 그들이 작업장
에서 일하는 방식과 똑같이 주어진 ‘재료’에 ‘형식’을 부여하는 집단연행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익명의 추상성이 지배하는 대중사회에서
전통예술의 소재가 고급취향을 가진 소수 수용자의 감상물로 위축되는 상황
에서는 “종래의 미적 영역 바깥에 있는 현실을 더 많이 차용할수록 미적 표
현은 그만큼 더 리얼해지기 때문이다.”28) 다시 말해 전통적인 예술에서는 관
심 밖으로 밀려나는 생활세계의 집단적 경험을 심미적으로 조직하는 집체예술
이 거기에 참여하는 집단대중에게 훨씬 더 큰 호소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크
라카우어의 이러한 설명은 바이마르 공화국 말기에 사무직원으로 대표되는 신
중간층과 노동자 대중들이 파시즘의 ‘정치예술’에 열광했던 태생적 연원에 대
한 해명으로서 설득력을 갖는다. 군중장식물에 대한 크라카우어의 분석은 파
시즘의 득세와 승리를 가능하게 했던 ‘정치의 예술화’에 대한 해명인 것이다.

Ⅴ. 거시사와 미시사의 상호침투

크라카우어의 마지막 역작 역사는 ‘끝에서 두 번째 세계’라는 부제가 암
28) Ebd., S.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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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듯 ‘궁극적인 것’ 내지 ‘절대자’에 대한 관심에만 몰입해서 발밑의 현실
을 보지 못하는 관념적 사변철학과 거시사 중심의 역사서술의 맹점을 비판하
면서 ‘눈에 띄지 않는 현실의 표층들’이 제공하는 발견적 인식효과를 논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미시사에 관한 최고의 안내서’라는 평가를 받기
도 하지만, 크라카우어의 관심은 단순히 미시사의 복권에 머물지 않고 어떻게
미시사와 거시사의 유기적 상호침투가 가능한가를 파헤치는 데 있다. “과학의
논리와 역사철학 모두에 가장 큰 발전을 가져오는 것은 꼭대기에서 밑바닥까
지 서로 다른 수위들의 결합유형들에 대한 정밀분석이다.”29)라는 레이몽 아롱
의 말을 원용하여 크라카우어는 서로 다른 심급(‘수위’)의 역사적 단위들이 상
호침투할 때 과거와 현재의 활발한 소통이 가능한 진정한 원근법적 통찰이 얻
어진다고 본다. 그러한 역사가의 과제를 크라카우어는 영화의 작업에 견준다.
어떤 시위에 대한 선명하고 정확한 인상을 얻기 위해 관찰자는 여러 가지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 우선 옥상으로 올라가야 한다. 시위대 전체를 내려다보면서 규모
를 가늠하기 위해서이다. 이어서 그는 옥상에서 내려와 1층 창문 앞에 서야 한다.
시위자들의 플래카드를 읽기 위해서다. 마지막으로 그는 군중 속에 섞여 들어가야
한다. 참여자들의 면면을 알기 위해서다.30)

전체와 부분 사이를 부단히 오가는 이러한 작업과정에서 디테일을 확대하
는 ‘클로즈업’은 단지 큰 단위들 사이의 빈틈을 메우는 ‘접착제’가 아니라 총
체적 그림을 구성하는 ‘통합적 integrant’ 요소들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때의
통합성은 역사적 시간의 비균질성을 균질적인 것으로 변환하는 것이 아니라
모순과 대립을 끝까지 지탱하는 비균질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을 취해야 한다.
그러한 역사가의 작업을 크라카우어는 ‘영화적인 것’과 ‘연극적인 것’의 딜레
마에 대한 그리피스의 ‘비해결 non-solution’에 정확히 유비되는 것이라고 말
한다. 그리피스의 영화에는 내러티브의 ‘연극적 흐름’을 끊거나 교란하는 클
로즈업이 곧잘 등장하는데, 앞에서 언급한 ‘마쉬의 손’처럼 그 자체로 흥미를
29) 역사, 120면.
30) 역사, 1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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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함으로써 전혀 새로운 ‘물리적 현실’을 환기시키고, 그러한 클로즈업이
때로는 영화의 연극적 내러티브를 잊게 하는 효과까지도 발휘한다는 것이다.
바로 그러한 망각, 후설의 개념을 빌리자면 ‘판단중지 epoché’를 통해 비로소
현실에 대한 전혀 새로운 인식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역사가의 자아가 활성화되고 풍요로워지는 과정의 생생한 비유를 크라카우어
는 프루스트 작품의 한 장면에서 발견한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한
대목에서 주인공 마르셀은 마차를 타고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점점 멀어지는
나무들을 보면서 이렇게 상상한다.
유령들처럼 그 나무들은 내게 자기들을 데려가 달라고, 되살려달라고 말하는 듯했
다. (…) 그 나무들은 내게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우리는 너를 향해 이토록 발돋
움했는데 네가 우리를 이 길 위에 그냥 내버려둔다면, 우리가 네가 건네주려 했던
너 자신의 한 부분은 영영 모조리 소멸될 것이다.’31)

점점 멀어져 가는 나무들이 우리 자신에게 건네주려 했던 우리 자신의 일
부를 되살리는 것, 바로 그것이 역사가의 과제라는 것이다. 그처럼 죽은 사물
로 묻혀 있던 과거가 우리 자신의 삶으로 틈입해 들어오는 과정은 프루스트
의 기억술인 ‘무의지적 기억’처럼 대개는 우리 자신도 미처 알지 못하는 은밀
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예컨대 오래 전에 내 인생관을 송두리째 바꾸어놓은
친구가 정작 그 자신은 내가 그렇게 바뀐 줄 모르는 것과 같은 형국이다. 그
러한 영향관계의 수수께끼를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는 ‘유일하게 믿을만한 제
보자’의 형상을 크라카우어는 ‘방랑하는 유대인’ 아하수에로 Ahasuerus에게서
발견한다.
그는 발전과 이행들을 직접 체험하여 알고 있다. 그는 역사를 통틀어 유일하게 생
성과 사멸의 과정 그 자체를 경험할 기회를 원치 않게 얻은 인물이다. (필경 그는
형언할 수 없이 끔찍한 모습일 것이다. (…) 그는 여러 개의 얼굴을 가졌고, 각각
의 얼굴은 그가 거친 시대들을 반영하며, 그의 모든 얼굴은 수시로 새로운 패턴으
31) 역사, 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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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결합된다. 그는 자신의 얼굴에 반영되어 있는 모든 시간들로부터 자신의 얼굴
이 끝내 구현해야 할 하나의 시간을 재구축하기 위해 그 헛된 방랑을 멈추지 않
는다.)32)

끝없는 방랑 속에서 간난신고의 역사를 겪고 ‘형언할 수 없이 끔찍한 얼굴’
에서 그가 경험한 시대들의 ‘관상’을 읽어내는 것이 곧 역사가의 과제라는 것
이다. 그렇지만 ‘끝내 구현해야 할 하나의 시간을 재구축’하는 궁극의 과제는
역사가에게 언제나 미완의 과제로 열려 있다는 것이 크라카우어의 기본입장
이다. 역사세계에서 과거가 ‘미지의 땅’이듯이 미래 역시 ‘끝’이 없이 열려 있
기 때문이다.
역사가의 과제에 대한 크라카우어의 이러한 생각은 단지 역사서술에 국한
된 방법론의 문제라기보다는 인간경험의 무궁무진한 폭과 깊이를 향해 최대
한 개방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하는 모든 학문분야에서 두루 요청되는 과제일
것이다. 크라카우어는 역사의 서론에서 그런 과제를 굳이 이름붙이자면 ‘인
문주의적’ 정신의 회복이라고 말하거니와, 문학이든 역사든 철학이든 인문학
이 현실적 설명력을 확보하기 위해 긴요한 탐구자세일 것이다.

Ⅵ. 맺는말

아도르노는 김나지움 시절 매주 토요일마다 크라카우어와 함께 칸트의 순
수이성비판을 읽었던 경험을 회고하면서 크라카우어의 지적 자극 덕분에 칸
트의 저서를 단지 인식론으로 읽은 것이 아니라 ‘일종의 암호화된 문자’로 해
독했으며, 그런 독서과정을 거치면서 나중에 대학에서 배운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웠노라고 회고한 바 있다.33)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철학서
32) 역사, 173면.
33) Vgl. Adorno: Der wunderliche Realist, in: Noten zur Literatur, Frankfurt a. M. 1981, S.
381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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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읽을 때 체계적 일관성의 측면보다는 정합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단절과
균열에 더 주목하는 지적 훈련이 가능해졌다고 말한다. 아도르노의 이러한 회
고담은 크라카우어의 사유에 두드러진 특징을 가리키는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크라카우어는 이미 공고한 이론체계로 구축되어 있는 기성의 사유에 비
판적 거리를 두고 특정한 이론체계의 틀로는 포착되지 않는 생생한 현실경험
을 특유의 직관적 구성으로 규명하는 데 주력했기 때문이다. 아도르노가 말하
듯이 브레히트가 도입한 ‘낯설게 하기’의 효과도 더 이상 낯설지 않고 친숙해
진 상황에서 크라카우어는 모든 사물을 낯선 경이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의 의식에서 배제되고 망각된 새로운 현실을 드러낸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크라카우어는 나날의 일상에서 우리에게 너무 친숙해져서 오히려 인지되지
못하는 표층의 문화현상이 그것을 작동시키는 사회적 에너지와 어떻게 연관
되어 있고 또 우리의 의식구조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천착하였다. 그런
점에서 크라카우어의 시각은 일찍이 짐멜이 ｢대도시와 정신생활｣에서 말한
바 있듯이 ‘삶의 표층에 존재하는 모든 지점들에서 영혼의 심층을 탐사하는
탐침(探針)을 내리는’ 투시력을 발휘한다. “삶의 표층에 존재하는 모든 지점
들에서 영혼의 심층을 탐사하는 탐침을 내릴 수 있으며, 아무리 하찮은 외적
현상들이라 할지라도 삶의 의미와 생활양식에 대한 궁극적인 결단들과 연관
되어 있다.”34) 군중장식물에 대한 분석에서 보듯이 일상생활에서 단지 여흥
의 오락 정도로 가볍게 스쳐가는 문화현상이 그 심층적 맥락에서는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의 작동체제와 같은 원리에 의해 움직이면서 우리의 의식을
마비시키고 파시즘의 군중심리로 작동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어진 경험적 사
실로 당연시하는 모든 현실경험은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순
간에도 이미 우리 자신이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구성물인 것이다. 크라카우어
가 현대의 문화이론에 남긴 유산은 그러한 현실적 구성물이 복합적인 사회문
화적 맥락과 물적 토대에 의해 어떻게 중층적으로 구성되고 현실적 힘으로
작동하는가를 기존의 이론체계 바깥에서 새롭게 규명하고자 했다는 데서 찾
을 수 있을 것이다.
34) G. Simmel: Großstädte und Geistesleben, in: Ders.: Gesamtausgabe, Bd. 7.1, Frankfurt
a. M. 1995, S.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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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Zur Dialektik von materialer Konkretion und
anschauender Konstruktion
― Kracauers kritische Kulturtheorie
Lim, Hong Bae (Seoul National Uni)

Die vorliegende Arbeit unternimmt den Versuch, die methodologischen
Grundzüge von Kracauers Kulturtheorie zu rekonstruieren. Als Erstes werden
die Schlüsselbegriffe, die der Kracauer’schen Kulturanalyse zugrundeliegen, als
Anleitung dieser Untersuchung erörtert: die Wechselwirkung von Makro- und
Mikrogeschichte, der Gegensatz von Tiefenstruktur und Oberflächenkultur
sowie das Verhältnis zwischen dem realistischen und dem plastischen Trieb.
Anschließend wird Kracauers Bildtheorie mit Hilfe des Begriffspaars Symbol
und Allegorie erklärt. Kracauer zufolge fungierte die traditionelle symbolische
Kunst als

naturwüchsige Repräsentation

des

Gegenstandes.

Mit der

Intensivierung der Naturherrschaft und der damit verbundenen Erfindung der
neuen Medien wie der Fotografie gewinnt die allegorische Konstruktion
weitaus größeres Potential, die Dinge als solche zu erfassen, weil das
allegorische Bild das geschichtliche Gedächtnis nachhaltig speichert und
veranschaulicht.
Kracauers Bildtheorie erweitert sich zu einer Filmtheorie. Filme sind
“sichtbare Hieroglyphen bislang nicht wahrgenommener Dynamik menschlicher
Beziehungen.” Die Filmtechnik verwirklicht ein enormes Wahrnehmungspotential.
Dazu gehört vor allem die Closeup-Technik: Der fokussierte Gegenstand wird
aus seinem gewöhnlichen Zusammenhang herausgelöst und eröffnet damit e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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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z neue Perspektive, die denselben Gegenstand ‘wie unbekannte Lebewesen’
neu zu entdecken vermag. Eine andere wichtige Funktion des Films erklärt
Kracauer am Beispiel der Spiegelbilder des Grauens. Solche Bilder verleiten
den Zuschauer dazu, die Schreckensbilder in sich aufzunehmen und das wahre
Angesicht von Dingen, die zu furchtbar sind, als dass man sie in der Realität
wirklich sehen könnte, tief in sein Gedächtnis einzuprägen.
Bei der Analyse der Massenkultur gilt das Ornament der Masse als Leitfaden.
Die Tillergirls-Show, ‘dieses Produkt der amerikanischen Zerstreuungsfabriken’, ist
das exemplarische Massenornament, das der hochentwickelten kapitalistischen
Produktions- und Lebensweise genau entspricht. Bei der Tillergirls-Show werden
menschliche Körper als Bruchteile und Stoffe zur Produktion des Massenornaments
eingesetzt. Die geometrisch regulierten mechanischen Massenbewegungen
entprechen der Produktionsweise des Taylor-Systems. “Den Beinen der Tillergirls
entsprechen die Hände in der Fabrik.” Die Zuschauer, aus den Büros und Fabriken
geholt, erfahren dasselbe Formprinzip, das sie auch in der Realität bestimmt. Damit
wird das ‘ästhetische’ Wohlgefallen der Zuschauer ungewöhnlich gesteigert, “denn
eine ästhetische Darstellung ist um so realer, je weniger sie der Realität
außerhalb der ästhetischen Sphäre enträt.”
Damit erklärt sich auch die Massenpsychologie des Faschismus. Die Zuschauer
selber nehmen an dieser Massenbewegung enthusiastisch teil und werden auf
diese Weise zur Masse mobilisiert. Das Massenornament zeigt die typische
Funktionsweise der Ästhetisierung der Politik unter der faschistischen Herrschaft.
In diesem Sinne sind alle Wirklichkeiten, die wir in der alltäglichen Lebenswelt
als vorhandene Gegebenheiten wahrnehmen oder vernachlässigen, schon als
solche spezifische Konstruktionen unseres (Un)bewussts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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