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 혹은 도핑의 역사와 전시(戰時)화된 일상*

40)

정 현 규 (숙명여대)

Ⅰ. 들어가는 말

‘피로사회’, 최근 화두가 된 사회진단서의 제목이다. 최근 들어 이런 식의
제목 짓기가 유행인 듯, 사회를 말하는 사회라는 책에서는 이러한 ‘사회’
시리즈의 양상을 다음과 같이 상세히 나열하고 있다: 소비사회, 자기절제사회,
낭비사회, 잉여사회, 하류사회, 탈학교사회, 허기사회, 위험사회, 분노사회, 감
시사회, 과로사회, 탈감정사회, 피로사회, 투명사회, 탈신뢰사회, 승자독식사
회, 격차사회, 부품사회, 주거신분사회, 팔꿈치사회, 영어계급사회, 절벽사회,
제로섬사회, 분열사회, 네트워크사회, 단속사회, 루머사회, 무연사회, 싱글사
회, 신 없는 사회. 이름만 들어도 대개는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제목들이
다. 이들과 어느 정도 함의를 공유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그래
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본질을 어느 정도 포괄하는 다른 용어로 ‘도
핑사회’를 제안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용어를 통해 우리는 몸에 바람들
어간 듯 항상 ‘펌핑 pumping’되어 있는 육체와 만능인을 요구하는 현대사회
의 한 단면을 적절하게 그려낼 수 있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점은 ‘도핑’의 이면에 항상 ‘환각’작용이 함께 동반된다는 점이
다. 이는 신화에서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확인되는 양상이다. 따라서 아
래에서는 편의상 환각의 역사와 도핑의 역사를 나누어 기술한 후, 이 둘의 관
계가 현재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경험되고 있으며 현대인의 보편적이고 일상
* 본 연구는 숙명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과제번호 1-1403-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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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약물복용이 어떻게 유래했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
다. 그 중 하나의 논점은 개인적 차원의 도핑이 사회적으로는 비합리적인 투
기의 양상으로까지 확대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특히 벤야민
의 해시시 체험기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Ⅱ. 환각과 도핑의 역사

도취에 대한 요구는 얼마나 본질적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매일 도취에
대한 충동을 느끼고 있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주장은 그리 과장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사랑에 대한 요구, 사회적 인정, 흥분을 일으키는 체험, 권력 혹은 임의의 다른 모
든 획득된 동기가 비정상적이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도취에 대한 요구 역시 비
정상적이지 않다. [...] 네 번째 충동이라 할 수 있는 도취에 대한 요구는, 섹스와
배고픔 그리고 목마름과 마찬가지로 억압될 수 없다(Siegel 1995, 214).1)

여기서 ‘도취’란 말을 ‘도핑’이란 말로 바꿔도 그다지 큰 의미의 변화 없이
사용될 수 있다. 왜냐하면 도핑의 어원이 되는 ‘Dop’라는 말의 기원은 아프
리카어이며, 구체적으로는 마을축제에서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 마시던 독주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이 말이 영어권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경우 도핑이란
주로 경마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말에게 약물을 투여하는 것을 일컫게 된다.
여기에는 아편과 다양한 마취제 성분이 혼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세기
초에 이르면 도핑물질로 분류되는 것들은 코케인, 모르핀 및 카페인 등을 일
1) Das Verlangen nach Rausch ist genauso wenig anormal wie das Verlangen nach Liebe,
sozialer Anerkennung, aufregenden Erlebnissen, Macht oder jeder beliebiger anderer
erworbenen Motivation. [...] Der vierte Trieb, das Verlangen nach Rausch, kann ebenso
wenig wie Sex, Hunger und Durst jemals unterdrück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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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었다. 따라서 도핑물질과 환각제 사이에 명확한 선을 긋기는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신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도핑물질을 사용한 예로 자주
언급되는 스칸디나비아 신화에 따르면, 베르세르커 Berserker라는 신화적 존
재는 ‘butotens’라 불리는 음료를 마심으로써 제정신을 잃을 위험을 무릅쓰고
육체적 힘을 증강시켰다고 한다. 이 음료의 성분은 환각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Amanita muscaria’, 즉 광대버섯류에서 추출한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
다(Vgl. Rowbottom 2003, 16). 이러한 기원은 ‘to go berserk’(=미쳐 날뛰다)
라는 영어표현에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 독일어로 ‘Fliegenpilz’로도 불리는
이 버섯은, 시베리아의 샤먼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환각물질 중 하나로서
가장 오래된 환각물질로 여겨진다. 샤먼들은 예언자적인 최면상태에 빠지거나
샤먼적인 치유력을 동원하기 위해 이 버섯을 사용하곤 했다. 고대 그리스에서
는 이 버섯을 포도주와 함께 복용한 것으로 보이며,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버
섯을 ‘Rabenbrot’으로 지칭했는데, 이 명칭에서 학자들은 오딘/보탄의 까마귀

(후긴, 무닌), 즉 스칸디나비아와 게르만적인 문화유산과의 교류를 추측하기도
한다(Vgl. Parnefjord 2007, 60).
이와 같은 신화적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도핑물질과 환각제는 그 유래에서
볼 때도 서로 분리할 수 없도록 연계되어 있다. 문제는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성향이 더 강조되고 있느냐이다. 이는 같은 약물에 대해 다른 반응을 보인 비
교적 현대적 예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앙토냉 아르토는 향정
신성 알칼로이드 성분인 메스칼린을 함유한 페요테 선인장 추출물을 복용한
후, “최종적이자 최고의 현실이 초월적 방식으로 눈앞에 그려지는 것”(Müller

2002, 91)을 강조한 명상적 체험을 강조한 반면, 앙리 미쇼의 경우 “메스칼
린 도취 상태에서도 이전의 그, 즉 냉철한 논리적 사고를 하는 사람 im

Meskalin-Rausch der nüchterne Logiker, der er war”(Müller 2002, 14)으로 남
아 있기 때문이다.
의학적 시각에서 볼 때 환각제는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어떻게 작용하느냐
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사용하면 졸린 듯한 진정제 증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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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마약으로, 아편, 모르핀, 헤로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정신을 흥
분시키는 각성제 증상의 마약이 있는데, 여기에는 코케인, 메스암페타민, 엑
스터시 등이 속한다. 셋째, 정신을 오락가락하게 만드는 환각성 증상의 마약
이 있는데, 마리화나, LSD, PCP 등이 여기 속한다(조성권 2012 참조).
고대의 환각약물 사용양상에는 위의 여러 가지 효과가 복합돼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크게 보아 환각제를 복용하는 의도와 관련해 보자면 그 양상
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환각을 통해 일상질서를 벗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고대 사제들의 환각제 복용이나 낭만주의 시기
작가들과 모더니즘 작가들의 시험적 마약복용이 여기에 속한다. 둘째는 노동
력 증가를 목적으로 복용하는 마약의 경우이다. 항상 깨어있음, 즉 ‘각성’의
효과를 노리거나, 피로나 상처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게 함으로써 노동 혹은
전투에 계속 복무하게 하는 것이 이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먼저 환각의 이 두
방향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자.

Ⅱ.1. 환각의 역사
Ⅱ.1.1. 고대의 환각약물 복용
환각약물 복용이 인간의 원초적 욕구에 기반을 둔 것이라면, 우리는 먼저
고대의 환각제 복용 양상은 어떠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그 기원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대체로 이 분야의 연구는 이 시기의 환각제 복용이 종교
적⋅주술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시기별⋅지역별로 채취 가능
한 약재가 다르기는 하지만, 이들의 약물채취와 복용은 문화적으로 계획된
것이었다.
가장 오래된 신화적 기록은 리그베다로, 이 기록에는 ‘신의 술’이라고 불
린 소마 Soma가 등장한다. 이 음료는 “소마라는 식물의 줄기를 돌로 두들기
고, 이를 압착하여 얻은 액체를 양털의 체로 걸러 나무통에 붓고, 여기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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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하게 물을 섞으며 우유 등을 가미하여 만들었던 일종의 흥분음료”(정승석

1984, 70)이다. 베다의 제사에서는 소마를 제신에게 바치고 그 나머지는 제관
및 참가자가 마시는데, 이 음료는 신들에게는 불사(不死)의 능력을 제공하고,
인간들에게는 시적인 영감을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고대 이집트에서도 일찍이 아편을 사용한 기록이 발견되는데, 이때 “아편
의 사용은 주로 사제, 주술사, 그리고 전사들에 제한”(조성권 2012, 30)됐다.
이는 잉카 제국과 관련된 코카 잎의 사용과도 일치하는 지점이다. 코카 잎의
사용은 “왕족, 제사장과 귀족, 전쟁에서 공훈을 세운 장군들에 한정”(조성권

2012, 33)됐다. 이중에서도 사제나 주술사 혹은 제사장의 경우가 더욱 본질적
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엘리아데가 샤머니즘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사실이기도 하다. 샤머니즘의 주체는 샤
먼이며 그는 인간세계와 정신세계의 중재자이자 조정자이다. 그는 환상의식을
얻기 위해 망아상태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향정신성 마약식물을 사용
하는 것이다. “샤먼의 접신상태 자체를 야기시키는 것은 버섯중독”인 경우도
있고, 트라키아 인과 스키타이 인의 경우처럼 “대마의 연기를 이용해서 접신
상태”에 드는 경우도 있다(엘리아데 1992, 210).
이때 중독이 ‘죽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는 것은, 특히 장례식에서 환각물
질이 사용되는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헤로도토스가 스키타이의 장제(葬
祭)에 관해 기록한 바에 따르면 장례식에 앞서 정화의식이 베풀어지는데, “이
정화의식에서는 달군 돌 위에다 대마를 던지고 모두 그 연기를 쐰다.”(엘리아
데 1992, 349) 이때 환각상태는 그 자체로 죽음이며, “신비적인 접신은 일시
적인 죽음 혹은 육신을 이탈하는 상태와 동일시”(엘리아데 1992, 410)되는 것
이다. 상징적으로 보면 마취성 물질의 연소에 의해 환각상태에 빠진 사람이

‘뜨거워’지는 것은, 곧 스스로가 ‘연소상태’에 빠지는 것과 동등한 의미를 지
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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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1.2. 중세: 환각의 암흑기?
중세를 암흑기로 보는 시각은 최근 들어 많이 논박되는 주장이긴 하지만,
중세시대의 환각약물 복용과 관련해서는 이 표현이 적절한 듯해 보인다. 왜냐
하면 이 시대의 환각약물 사용은 매우 제한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당시 “약물에 대한 교회의 적대적인 태도”(Kupfer 1996, 26)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마녀사냥과 같은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환각약물의 복용
이 악마적인 의식과 결부되어 극도로 조심해야 할 사안이 되었기 때문이다.

11세기에 들어서야 비로소 이러한 태도는 완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 결정
적 이유는 아라비아어로 번역된 그리스 로마의 의학서적들이, 십자군 전쟁에
서 돌아온 기사들을 통해 서구로 역수입되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가장 보
편적으로 사용된 것은 아편인데, 당시 의사들은 이 약재의 진통제적 혹은 마
취적 효능에 주목하고 어려운 외과수술에 사용했다. 아편을 비롯한 수십 종의
약재를 벌꿀에 개어 만든 해독제 ‘테리아카 Theriak’는 광범위하게 퍼져 있던 매
독과 페스트에 처방되었을 뿐 아니라, 거의 모든 병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여겨
진 만병통치약이었다. 아편을 사용한 또 하나의 약재로는 ‘란다눔 Landanum’

(das Lobenswerte)을 들 수 있다. 이 약재는 스스로를 파라셀수스라고 부른
당대의 의사이자 자연연구자 테오프라스투스 봄바스투스 폰 호엔하이트

Theophrastus Bombastus von Hohenheit(1493～1541)에 의해 만들어졌는데,
해열 진통 작용으로 인해 “오늘날의 아스피린에 해당하는 위상”(Kupfer 1996,

29)을 지녔다. 이 시기에 이들 약재들이 사용된 정황을 살펴보면, 환각물질의
도취효과가 통증을 완화하는 데에 집중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Ⅱ.1.3. 낭만주의적 전환부터 히피와 반문화까지
이전에 제식적이거나 의료적, 혹은 사회적인 차원에서 사용되던 환각제가,

19세기에 들어서면서 개인 차원의 신비적인 인식이나 자기인식 혹은 다른 현
실에 대한 추구를 위해 사용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결정적 전환’이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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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19세기를 ‘도취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데에는 낭만주의의 영향이
지대했다. 특별히 이 시기에 왜 이러한
전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서는, “계몽주의의 합리주의적인 냉철
함에 대한 깊은 불만”(Kupfer 1996, 40)
이라는 견해와 계몽주의에 기반한 시민
사회에 대한 불만이라는 견해가 지배적
이다. 독일뿐 아니라 계몽주의에 반발
하는 유럽 다른 국가의 문인들, 예를
들어 “쿨리지와 드퀸시에게 아편흡입의
습관은 문학적 영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창조적 정신을 제공”(조성권 2012,

139)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보들레르가 해시시에 취해 그린 자화상

환각물질의 이러한 사용은, 19세기
중반 파리의 뢰종 호텔을 아지트로 삼은 ‘해시시 클럽’이 결성됨으로써 절정
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이 클럽의 멤버는 보들레르, 뒤마, 발자크, 위고, 들
라크루아 등과 같은 당대의 뛰어난 작가와 예술가들이었다. 여기서 나온 가장
유명한 저작은 보들레르의 인공낙원이다. 이들의 환각취향은 한편으로는

“자연과의 합일, 고대의 시간과 장소, 초자연적인 신비주의”였으며, 다른 한편
으로는 “고도로 복잡한 도시의 타락한 취향, 극단적인 유미주의”(보들레르 외

2005, 9)였다. 마찬가지로 환각물질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보들
레르의 환각취향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던 벤야민은, 1920년대부터 당대의
철학자들과 예술가들이 함께 했던 환각실험의 결과를 프로토콜 형식으로 작
성하기도 한다. 1932년 출판된 ｢마르세이유에서의 해시시｣라는 글에서 그는
해시시의 효과를 다른 글에서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해시시가 효과를 내기 시작하는 첫 징후들 중 한 가지는, ‘희미한 예감과 답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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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낌이다. 뭔가 낯선 것, 피할 수 없는 것이 다가온다. ... 이미지들과 연속된 이미
지들, 오래 전에 잊혀졌던 기억들이 떠오르고, 전체 장면과 상황들이 현재화된다.
[...] 공간이 확대될 수 있고, 바닥이 급경사를 이룰 수도 있으며, 증기와 불투명하
고 무거운 대기 등 자극적인 분위기가 등장한다. 색채는 더 밝아지며 더 빛난다.
사물들은 더 아름답거나 혹은 더 거칠고 위협적이 된다. ... 이 모든 것은 연속적
인 진행 형식을 띠지 않으며, 오히려 전형적인 것은 꿈과 같은 상태와 깨어 있는
상태의 지속적인 교차이다. [...] 도취된 사람은 우리에게 한 가지 형식, 즉 대개는
규범에서 현저히 벗어난 어떤 형식으로 이 모든 것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앞서
지나간 것에 대한 모든 기억이 자주 갑작스럽게 중단되기 때문에, 연관관계들이
난해해지며, 생각은 말로 형상화되지 못하고, 상황은 강제적인 명랑성을 띠게 되
는 경우도 있어서 해시시 복용자는 몇 분 동안 웃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가 없다.’(Müller 2002, 75)2)

이 인용은 벤야민이 볼 때 환각상태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현상을 요약하고
있다. 꿈과 같은 이미지들의 혼돈, 무한한 확장이나 평형감의 상실을 동반한
공간적인 왜곡, 시간적으로 볼 때는 과거와 현재의 동시성이 생겨난다. 동시
에 규범세계를 벗어나 서로 상반되는 가치들이 서로 공존한다. 꿈과 현실세계
의 교차와 동시성, 그리고 끊이지 않는 웃음, 그렇게 세상은 전복된다. 이처럼
예술적이고 철학적인 기획에 대한 탐색이 이 시기의 환각제 복용에 있어 주
된 내용을 이룬다. 부언하자면 이들의 의도는 샤먼의 행위와도 일부분 닮아
2) Eines der ersten Zeichen, daß der Haschisch zu wirken beginnt, ‘ist ein dumpfes
Ahnungs- und Beklommenheitsgefühl; etwas Fremdes, Unentrinnbares naht ... Bilder und
Bilderreihen, längst versunkene Erinnerungen treten auf, ganze Szenen und Situationen
werden gegenwärtig, [...] Der Raum kann sich weiten, der Boden abschüssig werden,
atmosphärische Sensationen treten auf: Dunst, Undurchsichtigkeit, Schwere der Luft;
Farben werden heller, leuchtender; Gegenstände schöner oder auch klobig und
bedrohlich ... All dies vollzieht sich nicht in kontinuierlicher Entwicklung, vielmehr ist
das Typische ein fortwährender Wechsel von traumhaftem und wachem Zustand, [...]
Von alledem berichtet uns der Berauschte in einer Form, die meist sehr erheblich von
der Norm abweicht. Die Zusammenhänge werden wegen des oft plötzlichen Abreißens
jeder Erinnerung an Vorhergegangenes schwierig, das Denken gestaltet sich nicht zum
Wort, die Situation kann von so bezwingender Heiterkeit werden, daß der
Haschischesser minutenlang zu nichts fähig ist als zum La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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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왜냐하면 샤먼은, “의사들처럼 병을 치료하기도 주술사들처럼 고행자풍
의 이적을 행”했을 뿐 아니라, “영혼의 안내자 노릇을 하는가 하면 사제 노릇
도 하고 신비자 노릇도 하는가 하면” 무엇보다 “시인 노릇”(엘리아데 1992,

24)도 했기 때문이다.
이들의 공동의 목표는, ‘상상력을 권좌로’라고 외치며 시민문화의 비좁은
틀을 벗어나려 했던 68세대의 주장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1960년대 히피 운
동의 사제와 같은 역할을 했던 티모시 리어리가 자신의 LSD 체험에서 밝히
고 있는 것처럼, “LSD는 그를 시민적 삶으로부터 탈주시켰고, ‘순수한 에너
지의 춤’ 속으로 날아들어 가도록”(Müller 2002, 17) 했기 때문이다. 물론 차
이점도 있다. 고전적인 서구사회의 마약 사용이 주로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
진 것이었다면, 이 시기의 약물 사용은 “집단적 혹은 공동체적 마약 상용의
특성”(생-장-폴랭 2015, 155)을 보이기 때문이다.

Ⅱ.2. 환각의 또 다른 역사, 도핑
현대에 문제가 되고 있는 도핑의 전형적인 양상은, 도핑을 통해 노동의 강
도를 견딜 수 있게 만들며 노동력의 장기적인 유지가 필수적이라는 점이며
이것이 위의 환각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다. 환각에서는 죽음과 같은 상태에
까지 도달하는 것이 목적이거나 최소한 용인되는 반면, 육체능력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럴 수 없기 때문이다. 베르세르커의 신화적 예에서
이미 보았듯이, 환각제는 한편으로 육체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전통적인 환각물질인 해시시의 어원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점을 확인할 수 있
다. 어새신 assassin, 즉 암살이란 말은 어원상 해시시 haschischi란 단어로 소
급된다. 페르시아어 ‘하사신’은 대마초를 피우는 사람을 뜻하는데, 이 단어에
서 아사신이 유래했다. 이슬람의 한 분파인 아사신파(암살교단)는 엄격한 훈
련과 규율을 통해 정적을 암살하는 분파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 교단의 암살
자들이 환각제를 복용하고 낙원체험을 한 후 암살에 나섰다는 점이다(조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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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3).
환각물질을 육체적 능력의 극대화와 연관지을 때 흥미로운 것은, 고위층들
에게 환각의 쾌락을 가져다주던 코카 잎이 하층민들에게 사용이 허락된 것은,

“장거리를 달리는 연락병 혹은 해안에서 잉카제국의 수도인 쿠스코까지 매일
아침 왕의 식탁에 생선을 올리는 일을 하는 심부름꾼”(조성권 2012, 33)과 같
이 극도의 신체적인 피로를 잊게 해 주는 경우에 한정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현대 자본주의의 노동력 착취 혹은 극대화와 연관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코카
잎은 “인간의 중추신경을 자극하여 결국 덜 먹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조성권 2012, 33)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는 16세기 초
스페인이 잉카제국을 정복한 이후 300여년에 걸쳐 원주민 착취를 하는 데 있
어서도 중요한 전기가 된다. “이때 정복자들은 혹독한 원주민 착취의 메커니
즘으로 원주민들에게 코카 잎을 노동의 대가로 지불했다. 그것은 원주민들에
게 더 많은 일을 시킬 수 있고 음식을 덜 먹게 할 수 있었기”(조성권 2012,

33) 때문이다.
Ⅱ.2.1. 근대, 혁명, 전시화(戰時化)된 일상
낭만주의 작가나 벤야민을 위시한 사상가들에게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
럼 단조롭거나 폭압적인 현실을 벗어나거나 극복하는 방편의 일환으로 환각
제를 사용한 작가들이 있었던 반면, 작품활동을 노동으로 생각하고 극한의 자
기동원을 요구하는 일군의 작가도 존재한다. 흥미로운 것은 카페인의 역사에
도 이런 식의 자기동원이 문제가 된다는 점이다. 가령 발자크는 보들레르 등
과 더불어 ‘해시시 클럽’의 일원이었으나 대부분 관찰자의 입장에 머무르는
데, 흥미롭게도 커피에 대한 에세이에서 자신의 글쓰기와 커피의 관계를 다음
과 같이 적고 있다.
커피가 위로 미끄러져 들어가면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념들은 위대한
군대처럼 전쟁터에서 앞으로 나아가고 싸움이 벌어진다. 추억들은 행진이 깃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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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올리고, 태풍과 같은 발걸음으로 들어선다. 경기병은 말을 속보로 몰아 전진
하고, 보급부대와 탄통을 거느린 논리의 대포가 쉭쉭 소리를 내며 다가온다. 풍부
한 감성으로 무장한 발상들이 저격병이 되어 전투에 끼어든다. 인물들은 옷을 차
려입고, 종이는 잉크로 뒤덮이고, 전투는 점점 강해졌다가 진짜 전쟁터의 싸움이
화약연기에 뒤덮이듯 시커먼 흐름 속에서 끝난다(사이토 2009, 21 재인용).

발자크가 설정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에게 도핑의 본질적인 욕망이 가장 극
명하고도 극단적으로 표출되는 곳은 전시상황의 군대이다. 자본주의 산업생산
의 가장 큰 시장인 전쟁터, 이 극단적 상황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노력도
가히 극단적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은 메스
암페타민 성분의 퍼비틴 pervitin이라는 각성제를 복용하고 전투에 임했다.

‘헤르만 괴링 알약’ 혹은 ‘기적의 알약 Wunderpille’이라고 불린 이 약은 두려
움을 없애고 잠을 자지 않아도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마법의 약으로 알려
졌는데, 이 약의 효력을 증대시키고 부작용을 알아보기 위해 유대인을 대상으
로 체계적인 실험이 행해진 것은 물론이다. 대전에 참전했던 독일의 저명작가
이자 훗날의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하인리히 뵐 역시 이 약의 상시 복용자였
다. 22살의 젊은 병사였던 뵐은 1939년 11월 9일 독일군이 점령했던 폴란드
에서 부모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낸다. “근무는 긴장의 연속입니다. 그러
니 내가 나중에 이틀이나 나흘 간격으로 편지를 쓰더라도 이해해 주셔야 합
니다. 오늘 내가 편지를 쓰는 주된 목적은 퍼비틴 때문입니다.” 전쟁이 격화
되면서 이 약을 요청하는 그의 말투도 한층 격해진다. 1940년 7월 19일 브롬
베르크에서 보낸 그의 편지에서 우리는 이를 감지할 수 있다. “가능한 한 빨
리 퍼비틴을 좀 더 보내주세요.” 이처럼 일반 병사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일
종의 자살특공대를 위해서도 퍼비틴은 빠질 수 없는 약물이었는데, 1인용 소
형 잠수함에 어뢰를 달고 적함을 위해 돌진하는 병사들에게도 어김없이 퍼비
틴이 지급되었던 것이다.3)
이러한 양상은 제 2차 세계대전의 또 다른 축인 일본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되풀이된다. 전쟁 중 대량생산된 각성제인 필로폰(=히로뽕)은 군수산업에 종
3) 2012년 5월 3일자 3sat 방송분 ‘기적의 알약 퍼비틴 Wunderpille Pervitin’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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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고 있던 인력의 잠을 쫓는 데 사용되었다. 뿐만 아니라 “진주만을 폭격했
던 가미가제 특공대의 용기를 부추기는 데에도”(이창기 2004, 88) 사용된 이
마약은, 수많은 젊은이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흥분상태에서 적함대로 돌
진하도록 만들었다.4)
이러한 극단화는 근대의 시작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근대를 특징짓는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특징적인 것은 ‘혁명’이 이들을 아우르는
중요한 개념어라는 점이다. 프랑스 혁명을 위시한 정치혁명에서부터 산업혁명
과 과학혁명에 이르기까지, 근대의 급격한 변혁의 양상을 표현하는 데에 있어

‘혁명’은 가장 적합한 용어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양상은 현재까지 이어지
며 극단화되고 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요소로는 끝없는 속도의 ‘혁명’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증기기관의 발명으로부터 자동차를 거쳐 우주선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빛의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애써 왔다. ‘믿기지 않는 속도,
광대역 LTE-A’, 얼마 전까지 최신 모바일 기기의 선전내용이었던 이 광고카
피는 벌써 추월당해 ‘Giga-LTE’가 또 다른 속도의 기준이 되었다. 그렇게 현
재 우리는 정보와 자본이 빛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혁명의 시대를 마약의 남용이 동반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마약중독의 사회경제적 파행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즉, ‘산업
혁명 → 생산성 강조 → 노동량 증가 → 노동피로 증가 → 마약사용 증가’(조
성권 2012, 132)가 그 전형적인 양상인 것이다. 이전에는 일상적이지 않은 상
황, 예를 들어 예술창작과 전쟁과 같은 예외적/극단적 상황에서 약물복용이
문제가 되었다면, 위와 같은 악순환과 맞물려 현재 우리는 상시적인 도핑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약적 무기로 기능하는 환각제에 취
한 채 진군하는 군인들은, 이미 현대라는 성과만능 사회, 속도위주 사회 속의
일상인의 모습을 선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진
단, 즉 “활동사회라고도 할 수 있는 성과사회는 서서히 도핑사회로 발전해간
4) 하늘에 가미가제가 있었다면 바다 밑엔 인간 어뢰 가이텐(回天)이 있었다. 궁지에 몰린
군국주의가 보이는 발악의 양상이 닮아 있다는 점은 여기서도 확인된다. 이에 대해서는
중앙일보 2015년 8월 15일자 기사 ‘군국주의 절망적 초상화 ... 인간 어뢰 가이텐은 역전
의 기적 이룰 수 없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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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한병철 2013, 65)는 진단은 현재 우리의 상황을 적절히 지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Ⅱ.3. 도핑의 ‘변증’과 대안들
벤야민은 위에 인용한 글에서 현실을 전복시키는 환각의 효력에 대하여 말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각제를 사용한 도취에 대해서는 양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그의 ｢해시시 도취 이야기｣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에서 그는 화가인 에드워드 셸링거의 입을 빌려 해시시 체험을
설명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 체험의 핵심은 폭등한 주식투자에 관한 경험
이다. 이 화가는 아버지가 죽고 난 후 적지 않은 재산을 물려받고 이를 은행
에 맡겨 놓았는데, 이 은행의 임원에게서 “수익 좋은 투자 건이 있을 경우 즉
시 알려 주겠다”(벤야민 2005, 161)는 언질을 듣는다. 그리고 마르세이유에
머물던 어느 날 호텔에서 해시시를 복용하고 그 효과를 기다리던 화가는 다
음과 같은 속달 전보를 받는다. “추천-1000 로얄더치 금요일 / 공식 금리로
구입 / 전보 승인”(벤야민 2005, 164). 유럽의 다국적 석유회사인 로얄더치의
주식을 구입하겠다는 이 요청을 승인하기 위해 길을 나선 화가는, 전보를 보
낼 우체국 건물을 앞에 두고 “건물 안의 모든 사무실과 서류들이 전송될 채
비를 갖추고 귀중한 내 승인만 기다리고 있어,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것처럼
생각”한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그는 자신이 “투기에 너무 가까이 접근해서
많은 것들을 잃게 될 것이며, 종국에는 전부를 잃게 될 것임”을 느낀다(벤야
민 2005, 166). 이러한 혼란스런 상태에서 결국 마감시간을 넘긴 그는, 다음
날 아침 주간 신문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를 읽는다. “로얄더치 주가 놀라운
폭등!”(벤야민 2005, 169) 해시시 복용의 약효가 상승하는 양상과 더불어 투
기의 긴장감이 맞물리는 이 서술에서, 우리는 환각에 대한 벤야민의 양가적인
태도를 읽어낼 수 있다. 환각의 전복적인 기능에도 불구하고 벤야민이 이처럼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위의 일화에서도 드러나듯이 환각의 다른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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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 즉 비합리적 투기 혹은 도핑의 양상이 사회적으로 지배적이 되어 가고 있
기 때문이다.
그의 양가적인 태도는 ｢초현실주의｣라는 글에서도 확인된다. 그에게 중요
한 것은 환각이 제공하는 초현실주의적인 이미지들이 아니라, 종교적 각성을
극복할 수 있는 “범속한 각성, 유물론적이고 인간학적인 영감”(벤야민 2012,

147)이다. 그러한 영감에 “대마초나 아편 또는 그 밖에 어떤 것이든 선례를
줄 수” 있을 뿐이다. “환각제 도취에 관한 제아무리 열정적인 연구도, 사유의
범속한 각성이 환각제 도취에 관해 가르쳐주는 것의 절반만큼도 (그 자체가
고도의 마취제인) 사유에 관해 가르쳐주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그의 환각제
에 대한 관심은 “일상을 꿰뚫어 볼 수 없는 것으로, 그리고 꿰뚫어 볼 수 없
는 것을 일상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변증법적 시각의 힘”을 얻기 위한 경유지
일 따름인 것이다(벤야민 2012, 163).
페르낭 브로델도 지적하고 있듯이 자본주의 시대에는 시장경제의 합리성과
반대되는 비합리성, 지배와 착취, 투기 등이 점점 더 극단화되는 형태로 나타
난다. 근대화 자체가 가속력, 편리함의 극대화 등을 통해 통제 불가능한 제국
주의적 폭력, 이산화탄소 배출, 쓰레기 등의 문제 등을 함께 가져오는 딜레마
를 양산하고 있다면, 이와 맞물려 항상 깨어있음, 혹은 항상 발기해 있음을
추구하는 현 사회는 몸에 대한 비합리적 지배와 착취 그리고 몸에 대한 투기
를 조장하고, 의도와 달리 거꾸로 몸의 탈진가능성을 그만큼 강화시키는 모순
을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가진 본질적인 측면은 ‘계몽의 변증’이라는 시각에서도 바
라볼 수 있다. 자유와 분리할 수 없는 계몽의 역사가 자기파괴적 계몽의 양상
으로 돌진해 나갈 수도 있다는 사실은,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가 계몽의
변증법에서 이미 충분히 논구하고 있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이와 같은 논지
에서 이 저작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수단이 목적으로 군림하는 것’ - 이것은 후기자본주의에 와서는 노골적인 광기의
조짐마저 보인다. - 을 우리는 주체가 발생하는 원역사 속에서 이미 인지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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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지배’는 ‘자아’라는 것을 만들지만 지배가 봉사하고
자 하는 바로 그 주체를 파괴할 소지를 언제나 잠재적으로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자기유지가 가능한 것은 바로 이 삶의 기능이며 유지되어야 할 무엇도 바로 이
삶이지만, 지배당하고 억압당하며 자기유지에 의해 해체되는 것은 바로 생동하는
삶 자체이기 때문이다. 전체주의적인 자본주의의 반이성, 즉 지배에 의해 결정된
‘대상화의 형식’을 통해 욕구를 불가능하게 만듦으로써 욕구를 충족시키고, 나아
가 인류의 절멸위기로까지 몰고 가는 자본주의의 기술은 자기 자신을 희생시킴
으로써 희생을 모면하는 영웅의 모습에서 그 원형을 만난다(호르크하이머/아도르
노, 91).

이를 다른 말로 하자면, “객체에 대한 합리주의적이고 헤겔주의적인 주체
의 지배는 결국 지배하는 주체 자신에게로 향한다 Die rationalistische und

hegelianische Herrschaft des Subjekts über das Objekt, wendet sich
schließlich gegen das herrschende Subjekt selbst”(Zima 2005, 14)는 것이다.
이 논지가 ‘도핑’의 양상과 관련해서 유효한 점은, 도핑이 우리 몸에 대한 전
체주의적인 극단화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위의 인용과 연관해 이를 다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주의적인 도핑의 반이성, 즉 (몸의) 지배에 의해
결정된 ‘대상화의 형식’을 통해 피로를 불가능하게 만듦으로써 피로를 충족시
키고, 나아가 몸의 절멸위기로까지 몰고 가는 도핑의 기술은 자기 자신을 희
생시킴으로써 희생을 모면하는 (도핑)영웅의 모습이다. 계몽의 극단화가 그
이면에 광기를 감추고 있듯이, 육체의 끝없는 발기인 도핑은, 비아그라가 그
런 것처럼 강요된 흥분상태를 지속하며, 거꾸로 의미없는 죽음으로의 급격한
추락 혹은 대파국을 내면에 동반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진단에 따라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아도르노로 다
시 돌아가 보자. 그는 한줌의 도덕 146번째 단상에서, 생계는 모든 활동을
단순한 수단으로 억류하며, 추상적인 노동 시간으로 환원된 교환 가능한 것인
데, 이때 ‘실상에 대한 기쁨’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상품
세계’의 모습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그에 대한 대안은 목적없는 활동으로서,
그 구체적인 현상은 어린아이들의 유희와 동물의 존재양식이다. 유희는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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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방어”(아도르노 1995, 320)로서 이들의 “놀이는 올바른 삶을 위한
무의식적인 연습”이다. 놀이와 같은 수준에서 언급되고 있는 동물의 존재양식
의 경우, 이것이 키르케에 의해 동물로 변한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이 처한 것
과 같은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이들의 목
가적 상황은 “환각제 - 이것의 도움으로 냉혹한 사회질서에 예속된 계층은 참
을 수 없는 것을 참아내기도 하지만 - 의 행복”(호르크하이머/아도르노 1995,

101)으로서 “무미건조한 무위도식이고, 동물의 삶처럼 결핍된” 삶이기 때문이
다. 아도르노가 주목한 점은 동물이 “인간 없이 그 어떤 인식할 수 있는 과제
로 존재함으로써 표현으로 흡사 자기의 본래 이름, 즉 단연코 교환될 수 없는
것을 제시한다”(아도르노 1995, 321)는 점이다. 결국 동물과 어린아이의 관계
에서 대안으로서 드러나는 것은, 도달할 수 없는 유토피아적 속성이다.
도핑 혹은 의사환각체험이라는 양상에 의해 대체되거나 억압된 도취체험이
아도르노식의 대안과 연결되는 지점은, 이것이 예술의 부정성과 유사한 양상
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예술작품과 주술의 공통점은 이
들이 세속적인 현존재의 관계망에서 벗어난 ‘독자적이고 자기완결적인 영역’
을 설정”(호르크하이머/아도르노 1995, 45)한다는 점이다. 이 둘은 자신들의
고유한 힘이 작동할 공간을 주변 환경과 구분지음으로써 폐쇄적인 자신의 영
역을 만들어낸다. 도취체험 역시 어떤 면에서는 예술작품이 지닌 이러한 공간
혹은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도취에 대해 언급하려
할 때 다음과 같은 일, 즉 도취를 이성적으로 장악하려는 일을 통해 이 경험
이 “이중으로 여과되며 체계적으로 오도되 doppelt gefiltert und systematisch

fehlgeleitet”(Feustel 2013, 8)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언급된 것
은 한편으로 체험된 것을 재구성하려는 보충적인 시도를 통해서 왜곡되며, 다
른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경험을 어쩔 수 없이 이성적인 언어로 번역하는 것
을 통해서 왜곡된다.”(Feustel 2013, 8)5) 뒤집어 얘기하자면, 데리다도 언급하
5) Einerseits wird es durch den nachträglichen Versuch der Rekonstruktion des Erlebten
und andererseits durch die Übersetzung individueller Erfahrungen in zwangsläufig
vernünftige Sprache verzer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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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듯이 도취의 의미를 언어적으로 고정시키고자 할 때 이미 도취는 한 발
자국 벗어난다. “왜냐하면 도취에 대해 말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적대자이자
질서의 자리로 넘어가 있기 때문’ weil man im Moment des Sprechens über

Rausch ‘bereits zum Feind und auf die Seite der Ordnung übergetreten
[ist]’”(Derrida 2000, 61)이다. 도취가 이처럼 합리적 언어에 의해 포착되거나
고정될 수 없다는 점은 거꾸로 합리성에 의해 사로잡히지 않는 도취의 생존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취에는 자주 다음과 같은 약속,
즉 언어적으로 매개된 상징적 층위, 즉 의미의 불안정한 연결망을 부순다는
약속, 그리고 이처럼 변화가능한 질서 저편에서 무엇인가를 인식층으로 불러
온다는 약속이 결부되어 있다. 때때로 도취상태에는, 이성 자체 그리고 말하
기 행위가 부적절하며 결함이 있는 것으로 고발하고 어떤 의미에서 언어 이
전의 진실을 통찰하게 만드는 역할이 부여된다.”(Feustel 2013, 8)6)
하지만 과도한 긍정성이 지배하는 세계, 부정성의 결핍이 지배하는 세계,
모든 것이 포착되어 상품화되는 세계에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
는 요소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이미 예로 든 요소들, 즉 도취와 예술 그리고
놀이를 인정하는 태도와 더불어 한 가지 더 언급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피로’에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도핑사회에서 피로의 가치는 은
폐되거나 무시되며, 치열한 경쟁의 대열에서 이탈 혹은 탈락할까 조바심내면
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가치를 교환대상으로 내어 놓는다. 하지만 롤랑
바르트에 따르면 피로는 “사회적 휴식(내 안에 있는 사회성이 잠시 휴식하는
것이며, 이는 중립의 일반적 테마임)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는 개인적 육체의
소모적 요구”이다. 사실 그것은 매우 강렬한 어떤 체험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코드화되어 있지 않다(바르트
6) Am Rausch hängt also häufig das Versprechen, die sprachlich vermittelte, symbolische
Ebene, das instabile Netz der Signifikanten, zu durchbrechen und etwas jenseits dieser
wandelbaren Ordnung ins Bewusstsein zu holen. Rauschzuständen kommt mitunter die
Rolle zu, die Vernunft selbst und mit ihr das Sprechen überhaupt als unangemessen und
defizitär zu denunzieren und eine gewissermaßen vorsprachliche Wahrheit einsichtig zu
ma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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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57). 피로는 사회적으로 고려할 만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치부되는 것
이다. 만성피로에 시달리면서도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쳇바퀴에 내맡기는 우리
의 자본주의적 일상 속에서, ‘피로’의 요구를 시인하고 그것에 자리를 잡아주
는 시도가 이 시점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이 바로 롤랑 바르트식의
해결책이다. 페터 한트케식으로 이야기 하자면 이러한 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된 탈진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능력으로서의 피로’,

‘세계를 신뢰하는 피로’, ‘짧고 빠른 과잉 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저 길
고 느린 형식’(한병철 2013, 69 재인용)에 주목하게 하는 피로이다. 흥미로운
점은 한트케가 이러한 상태를 놀이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그에게 있어
놀이는 성과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혀 결연하게 움켜쥐는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탐욕도 없고 손에 움켜쥔 것도 없고, 그저 놀이만이 있을
뿐”(한병철 2013, 70 재인용)인 그러한 상태를 가리킨다. 이때 사물은 더 이
상 지배의 대상이 아니고, 타자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며, 세상은 느슨하게 개
방된 자아 속으로 들어오게 된다.

Ⅲ. 나가는 말

엘리아데에 따르면 진정한 샤먼은 저급한 중독물질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접신상태에 이를 수 있는 존재이다. 반면 “중독은 ‘순수한’ 탈혼망아 상태의,
영락한 대체 수단이다. [...] 중독 수단(알콜, 담배 등)을 사용하는 것은, [...]
샤먼적 기술의 영락을 의미한다. 중독 수단을 통해서 도달하는 접신상태는,
다른 방법으로 그런 상태에 이를 수 없는 샤먼이 편법으로 도달하는 가짜 접
신상태이다.”(엘리아데 1992, 354) 도핑과 관련하여 엘리아데의 말을 변주하
자면, 힘으로 오인된 도핑은 쉼 없이 돌아가는 생산현장의 고됨을 잠시 잊게
만들어 다시 거기에 복무하도록 만드는 영락한 가짜 발기제들이다. 팽팽하게
부푼 혹은 펴진 육체와 항상 깨어 있음을 약속하거나 강요하는 사회에서 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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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져 가는 요소들, 즉 상상력과 환각의 유토피아적 요소를 복권시키거나,
늘어진 몸에 적합한 “피로의 카드를 만들 필요”(바르트 2004, 57)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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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Die Geschichte des Rauschs od. Dopings und der
militarisierte Alltag
Jung, Hyun-Kyu (Sookmyung Frauen Uni)

Rausch und Doping sind zwei Seiten ein und derselben Medaille. Dies
Merkmal ist schon im Berserker-Mythos festzustellen. Diese nordische
Mythenfigur nahm ‘butotens’, eine Art Rauschmittel, ein, um seine
körperliche Kraft zu vermehren, obwohl dabei die Gefahr bestand, durch
diese Einnahme fast verrückt zu werden. Das Getränk besteht aus ‘Amanita
muscaria’ bzw. ‘Fliegenpilz’, die die Rauschsubstanz in sich trägt. Die beiden
Seiten des Rauschmittels sind in der Geschichte unterschiedlich betont
worden, je nachdem welches Ziel man dadurch erreichen will. Einerseits hat
man das Rauschmittel verwendet, um ein Gegenbild gegen die rationalistische
Kälte und die trockene bürgerliche Welt zu setzen. Dies trifft bei den
Schamanen in der antiken Welt, dem Dichter in der Romantik, aber auch bei
den Hippies Ende der 60er Jahre zu. Andererseits hat das Rauschmittel als
Dopingmittel gewirkt, indem es kontrolliert verwendet wird. Z.B. spielte es
eine solche Rolle bei den niederen Arbeiterklassen im Inkareich, weil man
mit den Kokablättern die Arbeiter weniger essen aber mehr arbeiten lassen
konnte.
Leider wird die letzte Tendenz im totalitären Kapitalismus immer wieder
stärker. “Die Leistungsgesellschaft als Aktivgesellschaft entwickelt sich
langsam zu einer Dopinggesellschaft”(Byung-Chul Han). Das extremste
Beispiel dafür bieten die Soldaten im zweiten Weltkrieg, die mit der
Einnahme der Wunderpille Pervitin oder Philopon durch die Kriegsfelder
marschierten. Diesen im Krieg auffällig gewordenen Mechanismus können w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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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er heutigen Dopinggesellschaft tagtäglich beobachten.
Es bleiben nur ganz wenige Möglichkeiten, etwas gegen diese unendliche
Ausbeutung unserer Leistung zu unternehmen und der totalen Mobilmachung
zu entkommen. Adorno sieht eine Möglichkeit in der zweckfreien Aktivität
beim Spiel der Kinder. Eine andere Möglichkeit wäre, gegen die
Ich-Müdigkeit als die Erschöpfungsmüdigkeit die Wir-Müdigkeit als die
“Müdigkeit der negativen Potenz, nämlich des nicht-zu”(Byung-Chul Han)
wie im Handkeschen Sinne zu set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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