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터 벤야민의 언어이론적 인식론과 독서 개념

이창남 (연세대)

레오: 오 전도된 충성이로군. 어디에 충성심이 있었단 말인가!

미하엘: 나는 피로 내 충성심을 시대의 책에 썼소
Leo: O recht verkehrte Treu: Wo ist die Treue gebliben!

Michael: Mein Blut hat diese Treue ins Buch der Zeitgeschrieben 

- Gryphius, Leo Armenius -1

I. 문제설정
초기 발터 벤야민의 관심을 관류하고 있는 것은 언어 및 그에 매개된 인식의 

문제다. 이러한 관심은 ｢언어 일반과 인간의 언어에 대하여｣(1916)(아래 축약: ｢언
어｣), ｢전기 낭만주의 비평개념｣(1920) (아래 축약: ｢낭만주의｣) ꡔ독일 비극의 원
천ꡕ 속의 ｢인식비판적 서문｣(1928) (아래 축약: ｢인식비판적 서문｣)에 나타나고 있
다.

20년대 정치적 혼돈기에 사회, 정치적 관심으로부터 내적으로 침잠하는 시기
에 벤야민은 전기낭만주의 연구를 시작했으며, 이 논문으로 당시 학계의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현재성을 인정받고 있다. 교수자격논문으로 제출
한 그의 독일비극의 원천에 관한 연구는 심사에서 낙방하는 우여곡절을 겪지만, 
오늘날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풍요로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초기 벤야민의 대표적 저작들은 그 대상이 된 낭만주의 비평개념이나 독일 비
극의 근원에 관한 연구로서 연구사적 의미를 지니지만, 동시에 연구자이자 연구
대상이기도 한 벤야민의 관심적 지향점이 초기에 어떤 문제를 향하여 형성되고 
있는지 읽어낼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도 하다. 아울러 1916년에 쓰여진 ｢언어｣논
문은 벤야민이 이후 두 개의 초기 저작에서 구체화할 인식 이론적, 언어 이론적 
 1 Gryphius, Leo Armenius, Reklam-Ausgabe, S.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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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성을 예고하고 있기도 하다.2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여, 본고는 벤야민의 특
이한 인식 이론적 관심과 이의 매체 이론적 연계성을 그의 초기저작물들에 중점
을 두고 살펴보고, 30년대 이후의 ｢유사성론｣, ｢모방능력에 관하여｣에서는 초기
의 인식론적 관심이 어떻게 인간학적으로 변주되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3

II. 전기 낭만주의 연구에 나타난 벤야민의 인식이론
1. 성찰의 언어 혹은 언어의 성찰

발터 벤야민의 ｢낭만주의｣ 연구는 언어의 성찰성 Reflexivität을 낭만주의 비평
과 문학예술의 개념을 통해 구체화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동시에 그 연구는 
전기낭만주의 예술 개념에 관한 특이한 이해를 보여주는 바, 예술을 근대적 지평
에서 분화된 사회의 한 분파로 이해하기보다는 예술 Kunst의 기술적 측면을 부
각시키고, 전기 낭만주의 문학과 예술개념을 “성찰의 매체” (Vgl. G I.1, S. 87)로 
규정함으로써, 미학 내적인 지평에서 벗어나 보다 일반적인 인식 이론적/ 매체 
이론적 문제와의 연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4

 2 다음 ｢언어｣ 논문 서두에서의 언급은 포괄적으로 그의 ｢낭만주의｣ 연구와 ꡔ독일 비극의 
원천ꡕ 연구가 벤야민에게서는 언어적인 것을 궁구하는 범례적 연구임을 시사하고 있다.: 
“인간 정신생활의 모든 표현은 일종의 언어로 파악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는 참
된 방법들의 유형에 따라 도처에 새로운 문제제기의 방향들을 열어놓는다. 우리는 음악
의 언어, 조형의 언어에 관해 말할 수 있으며, 영어나 독어로 된 판결문과는 무관한 의
미에서 법정의 언어, 기술자들의 전문 언어와는 무관한 기술의 언어에 관하여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언어는 기술 예술, 법률, 종교 등 해당되는 대상들 속의 정신적 
내용들의 전달을 향해있는 원칙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말해, 모든 정신적 내용의 전달은 
언어이며, 여기서 말을 통한 전달은 단지 특수한 한 가지 경우인 바, 이는 인간적인 것, 
그리고 그 근거에 놓인 것 혹은 그 위에 기초하는 (법정, 문학) 것들이다. 언어의 현존은 
어떤 의미에서 언어 속에 늘 상존하는 모든 인간의 정신적 영역 위로 뻗쳐갈 뿐 아니라, 
심지어 모든 것들 위에 뻗쳐있다.” (G II.1, S. 140)

 3 언어에 관한 벤야민의 후기 논문으로는 ｢유사성론 Lehre vom Ähnlichen｣(1933)이 있다. 
벤야민의 초기 언어철학적 사변과 이 후기의 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한편 연계적 
보완임을 강조하는 입장 (vgl. Bröcker, 1992, S. 273)과 전환적 차이를 강조하는 입장 
(vgl. Lindner, 1992, S. 218)이 엇갈리고 있다. 



234  독일문학 ꌶ 제92집

실제로 전기 낭만주의 예술 혹은 그 대표적 범례로서 문학의 내적인 동력이라
고 할 (생성적) 성찰의 개념은 인식 이론적 문제의 지평을 다루고 있는 피히테의 
(생성적) 성찰 poetische Reflexion에서 직접 연유한다. 

근대 자아철학의 대두로 인해 “자아”는 모든 “주소들의 주소 Adresse aller 
Adressen”5로, 말하자면 모든 이해와 인식의 근원으로 이해된다. 피히테에게서 
이는 자아의 “정립함”과 비아의 “정립됨”의 대립 구도 속에서 파악되며, 성찰함
과 성찰되어짐의 그 변증법적 활동성이 (생성적) 성찰개념의 내용을 이룬다. 이
러한 (생성적) 성찰의 내적인 형식을 구성하는 근원과 그 활동성이 궁극적으로 
귀결되는 지점이 피히테에게서 자아였다면, 낭만주의에서는 예술의 이념 Idee der 
Kunst 이라는 것이 ｢낭만주의｣논문에서 벤야민의 한 가지 핵심적 논점이다.

피히테 자신은 이 형식 (사유의 사유 Das Denken des Denkens: 필자)을 자아로 해
석했으며, 세계의 지적인 개념의 맹아로 이해했다. 낭만주의자 프리드리히 슐레겔
은 그 형식을 (...) 예술 이념의 맹아로 해석했다. 
Er selbst interpretierte diese Form als Ich, als die Urzelle des intellektualen Begriffs 
der Welt, Friedrich Schlegel, der Romantiker, hat sie (...) interpretiert, als die 
Urzelle der Idee der Kunst. (G I.1, S. 40). 

 
인식의 근원으로서 자기 자신에 관한 인식이 없이 사물에 대한 인식이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궁극적 인식은 언제나 인식의 인식, 사고의 사고라는 인식론적 
순환을 그리며, 필경 인식하는 주체에 관한 질문으로 귀결된다.6 바로 이러한 자
기자신에 관한 인식을 피히테는 인식론적 활동의 근원으로 설정했다면, 전기 낭
 4 벤야민에 의하면 낭만주의 예술은 더 이상 “아름다움의 표현이 아니라 이념으로서 예술 

자체의 표현 nicht mehr Ausdruck der Schoenheit, sondern der Kunst als der Idee selbst”
이다. 따라서 그것은 미학적인 근대적 미의 범례라기 보다는 이념 구성의 범례로서 벤야
민에게서는 중요성을 가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념과 작품은 서로 상이한 것이 아니다. 
“이념은 die Idee 작품 Werk이고, 만일 서술의 형식이 그 제한성을 뛰어넘는다면 작품은 
곧 이념이다.”(G I.1, S. 91).

 5 Kittler, 1987, S. 134
 6 피히테는 인식론적 순환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네가 어떤 대상을 가령 그것이 마주 

서 있는 벽이라고 한다면, 의식하면서, 동시에, (...), 벽에 관한 너 자신의 생각을 의식한
다. 그리고 단지 그것을 스스로 의식하는 한에서 만이, 벽에 관한 의식도 가능하다.”(F1, 
S.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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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의의 이론적 특이점은 자기자신에 관한 이해와 인식도 성찰의 매체인 언어
에 의해 구성된다는 데 있다. 

피히테의 성찰 개념과 낭만주의의 성찰개념의 이러한 대비는, 무엇이 자아를 
자아 자신으로 표상하게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낭만주의적 혹은 초기 벤야민
적인 테제를 담고 있다. 이는 곧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의 문제는 사물의 대상성
을 구성하는 근거에 대한 문제이자 동시에 자신 das Selbst의 절대적인 정립의 
문제와 관련된다. 벤야민이 ｢낭만주의｣논문에서 부각시키고 있는 자기 정립을 위
한 성찰의 제 일 원리는 자아가 아니라 언어이며, 바로 이 언어는 곧 모든 인식
과 이해의 근간이 되는 대자아 (大自我)7, 즉 이성의 이념이라고 불리우는 인간, 
세계, 신의 구성원리이기도 하다.

2. 비규정적 규정성으로서의 언어와 이념의 지평 (大自我)

슐레겔과 노발리스는 이념의 지평인8 대자아로서의 인간을 지칭할 때, “비규
정적 규정성 die unbestimmte Bestimmbarkeit”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여기서 인
간은 규정가능성으로 남아있는 지평을 의미하며, 아직 규정되지 않은 것이다. 슐
레겔은 이러한 점에서 특정한 규정성에 매어있는 동물과 비규정적인 것으로 남
는 인간을 구분한다. (Vgl. KA 23, 264f.). 

이성의 이념인 신과 세계 역시 그러한 총체적 지평으로서 규정가능할 뿐 언제
나 비규정적이다. 이러한 비규정적 규정가능성 (비정립적 정립가능성)은 언어의 

 7 여기서는 개개 경험적 자아에 대별적인 개념으로 사용한다. 그에 해당되는 관념론의 개
념으로서는 “선험적 자아”라는 표현도 있으나, 그 “선험성”이 논란의 여지가 많고, 벤야
민에게 곧바로 응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다만 개별 
자아들의 총체개념으로서 “대자아”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다.

 8 “이념 Idee”은 좁은 의미에서 아이디어 idea를 의미하기도 하며, 그러한 개별 아이디어들
의 총체개념으로서 Idea를 의미하기도 한다. 좁은 의미에서는 “생각” 혹은 “관념”으로, 
넓은 총체 개념으로서는 “이념”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세계, 신, 인간” 
등 이성의 이념들은 개개 개념들의 종합으로서 규정된 어떤 틀을 지니지 않는 총체적 
영역을 지칭하므로, 여기서 “이념의 지평”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이러한 이념의 구성에 
관해서는 그 선험적 본질의 직관 가능성 여부에 따라 크게 칸트적 이론과 흣설적 이론
으로 대별되며, 이는 오늘날 여러 철학적 입장들 속에 다양하게 변주되고 있다. 아래 기
술하게 될 벤야민적 이념의 구성에 관한 이론은 언어를 요체로 독특한 면모들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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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찰성과 긴밀히 연관된다. 그럴 것이 언어는 사물과는 다르지만, 사물을 구분 
가능하게 하며, 규정을 통해, 규정되지 않은 것을 남겨두기 때문이다. “판단 
Ur/Teil” 이라는 독일어는 분석적 구분의 의미를 담고 있다. “전달 Mit/Teilen”이
라는 말 속에도 구분의 원칙이 담겨져 있다. 언어 속에 내재된 이러한 “구분과 
분할”의 의미는 “근원적 통일체”의 분할이라는 측면에서 18세기 신학적, 형이상
학적 논쟁에도 연관된다.

물론 낭만주의적 언어관과 벤야민적 언어관이 전적으로 동일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벤야민은 그의 초기｢언어｣논문에서 성찰적 판단을 통한 사물과 
사태의 의미론적 생성을 “판단의 마술 die Magie des Urteils”이라는 말로 표현하
고 있으며, 언어를 “전달가능한 직접성 mitteilbare Unmittelbarkeit”으로 이해하고 
있다. 

“전달가능한” 이라는 표현은 인식론적 문제틀을 통하여 볼 때, 전달이라는 사
태의 실현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데에 강조점이 놓여있지 않다. 말하자면 언
어는 결코 사물자체를 전달하지 않을 뿐더러, 사물자체를 전달할 수도 없다. 다
만 “구분 Unterscheiden, Teilen”을 통하여 사물의 유한성을 언어적 유한성 안에
서 파악하게 하고, 그 이상 말할 수 없는 이념의 지평은 소위 “가능태 -barkeit” 
속에 남은 것이다.

이 가능태는 벤야민의 주요한 이론적 글들에서 습관처럼, 그러나 지극히 의도
적으로 사용된다. 소위 “번역가능한 übersetzbar” (｢언어｣, ｢번역가의 과제｣), “전
달가능한 mitteilbar”, “해결가능한 lösbar” (｢언어｣, ｢낭만주의｣, ｢번역가의 과제｣), 
“재생가능한 reproduzierbar” (｢기술복제시대의 예술｣), “모방가능한 nachahmbar” 
(｢유사성론｣, ｢모방능력에 관하여｣) 등이 그것이다. 벤야민의 이론적 글들을 일관
되게 관통하는 이 가능태들은 그 사용맥락에 따라 의미상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인식론적, 형이상학적 문제틀 속에서는 유한성과 무한성의 경계, “말할 수 없는 
것”과 “말해지는 것”의 경계를 표시하는 지표로 이해할 수 있다. 비판적 사변 철
학에서 인식의 한계지평으로 이해되던 것은 벤야민에게서 유한한 언어의 한계지
평으로 이해되고, 그 유한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무한성의 영역은 벤야민에게서 
언어의 양태 혹은 언어 자체의 영역으로 규정되는 “가능태 즉 -barkeiten”들을 형
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가능태로서의 언어의 한계가 곧 인식의 한계이다. 그러한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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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과 밖은 곧 언어의 내부와 외부로서 무한한 이념의 지평을 열어 가는 성찰
성의 양면이다. 따라서 언어는 그 물적 유한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가능태로서 이
념의 지평을 열어가는 매체인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전달가능한, 그러나 그 
전달은 사물의 전달이 아닌 언어자체의 직접성의 전달로 정의되고 있는 것이다.

정신적 본질이 언어적 본질과 동일하다면, 사물은 그 정신적 본질의 면에서 볼 때 
전달의 매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안에 전달되는 것은 매체적 관계에 따르
는 바, 바로 매체(언어) 자체이다. 
Wenn das geistige Wesen mit dem sprachlichen identisch ist, so ist das Ding 
seinem geistigen Wesen nach Medium der Mitteilung, und was sich in ihm mitteilt, 
ist - gemäß dem medialen Verhältnis - eben dies Medium (die Sprache) selbst (G 
II. 1, S. 145).9

언어는 정신적 존재를 전달하는데, 이 존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를 통
해서가 아니라 언어 안에서” (G II.1, S. 142) 전달된다. 이 때 전달되는 것은 언
어 바깥의 어떤 외적 대상이 아니라 언어자체이며, 그것이 구성적으로 생산하는 
표상이다. 사물 자체는 그 이면의 심연 속에 머물러 침묵할 뿐, 그 표상의 영역
에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나 언어는 그 자체의 직접성으로 절대적인 것을 전달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전달함은 곧 언어의 직접성 즉 자기 자신의 전달로서만이 
가능한 것이다. 

이와 같은 역설은 ｢언어｣논문에서 뿐 아니라 낭만주의 예술을 파악하는 데에
서도 잘 나타난다. 그에 따르면 “예술은 낭만주의자들에게 절대적인 성찰의 매체
다.”(G I.1, S. 87) “성찰은 절대적인 것을 구성하며, 바로 매체로써 그것을 구성
한다. Die Reflexion konstituiert das Absolute, und sie konstituiert es als ein 
Medium” (G I.1, S. 37).

사물과 그것을 명명함을 통해 전달되는 정신은 언어의 도구적인 형식이 아니
라 비도구적인 형식 속에 있다. 이러한 비도구적인 “전달 가능한 직접성”으로서 
언어의 역설 속에 새삼 중요해지는 것은, 사물 자체보다는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9 여기서 벤야민은 인간 뿐만 아니라 사물의 정신적 본질도 상정하고 있다. (vgl. G II.1, S.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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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적 virtuell” 매체의 관계 자체이며, 이 관계성을 벤야민은 ｢낭만주의｣논문에
서 언어 매체의 집합과 분산적 성격을 고려하여 “(성찰의) 연관 (Reflexions) 
zusammenhang”으로 정의하고 있다. (vgl. G I.1, S. 26, 73).10 이 성찰의 연관은 
사물적 관계의 근원인 절대 이념의 지평이 열리고 닫히며 구성적으로 형성되는 
내적원리이자, 동시에 사물에 대한 인식의 근저에 놓인 성찰의 내적 형식이다.

3. 언어의 형식들: 번역, 비평, 문학

초기 벤야민이 언어철학에 근거한 인식론을 전개할 때 좋은 대상이 되었던 낭
만주의 예술개념이 “(언어) 형식의 (간단없는) 연속” (G I.1, S. 91)(괄호 안 보충
은 필자에 의함) 으로 파악되는 것도 우연한 일은 아니다. 언어 형식의 연속 
Kontinuum을 통해 구성되고 동시에 해소되는 이념의 지평은 낭만주의 예술과 비
평이 자기 전개를 해 나가는 영역이다. 또한 ｢언어｣논문에서 “사물의 언어를 인
간의 언어로 번역”하는 일을 지칭할 때, 이미 벤야민은 ｢낭만주의｣논문에서와 비
슷한 개념을 동원하고 있다. 즉 “번역은 한 언어가 다른 언어로 연속적으로 변주
됨을 의미한다. 여기서 추상적 동일성이나 유사성의 영역들이 아니라, 변주의 지
속 Kontinua der Verwandlung 그 자체가 바로 번역을 관통한다”(G II.1, S. 151).

모든 “정신적인 것을 언어적인 현상”으로 이해하는 ｢언어｣논문의 관점에서 볼 
때, 벤야민의 번역, 비평 개념에 내재하는 언어 형식의 연속적 변주로서의 내적 
공통성이 존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지 않다. 

낭만주의 문학개념이 진보적인 보편문학인 이유도 그것이 절대 이념의 지평을 
열어놓으며 동시에 비규정적 규정성으로서의 언어의 안과 밖으로 이동하며 생각
의 생각의 생각...이라는 성찰의 과정을 “언어 형식의 지속” 즉 언어의 언어의 언
어... 를 자발적 성찰의 과정으로 전개하기 때문이다. 

절대적인 것은 이러한 성찰의 내적 고양 속에 그 성찰매체의 연관에 의해 매
체 자체의 수평적 표면 위에서 형성과 재형성을 반복한다. 그러한 과정에 참여하
10 벤야민은 성찰의 무한성 Unendlichkeit der Reflexion에 있어서 “진행적 무한성 Unendlichkeit 

des Fortgangs”과 “연관적 무한성 Unendlichkeit des Zusammenhangs”을 구분하고 있는데, 
낭만주의의 성찰개념은 매체에 의해 규정되는 “연관적 무한성”으로 이해된다. (vgl. G I.1, 
S. 26)

발터 벤야민의 언어이론적 인식론과 독서 개념  239

는 것 가운데 하나로서 비평은 “평가가 아니라, 한편 작품의 완성과 보완과 체계
화이며, 다른 한편 절대적인 것 속으로의 해소 nicht Beurteilung, sondern 
einerseits Vollendung, Ergänzung, Systematisierung des Werkes, andererseits seine 
Auflösung im Absoluten"(G I.1, S. 78)이다. 또한 번역은 “작품들의 영원한 삶과 
언어의 끝없는 재생에 점화하는 것, 그리고 언제나 새로이 언어의 성스러운 성장
을 시험해 보는 것 So ist es die Übersetzung, welche am ewigen Fortleben der 
Werke und am unendlichen Aufleben der Sprachen sich entzündet, immer von 
neuem die Probe auf jenes heilige Wachstum der Sprachen zu machen”(G IV.1, S. 
14)이다. 

말하자면 이러한 문학내적 형식들은 비규정적 규정성으로서의 대자아와 그것
의 규정가능성으로서의 언어의 자기 활동성들을 지칭하는 내적 공통성을 지닌 
다른 이름들인 것이다. 이러한 활동성은 언어에 의해 정립되면서, 동시에 언어의 
한계 끝에서 비규정성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놓으며, 한편 “자기 안으로, 다른 한
편 자기 바깥으로 In-Sich-Hinein und Aus-Sich-Heraus”11 운동하는 언어의 자기 
성찰의 내적인 동력을 이룬다. 

III. ꡔ독일비극의 원천ꡕ의 ｢인식비판적 서문｣에 나타난 벤야민의 비
판적 인식이론

1. 소유와 서술

벤야민의 ｢낭만주의｣논문은 언어적 성찰개념을 전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언
어가 단지 이차적 수단에 불과한 인식론과 관념론적 형이상학을 비판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인식비판적 서문｣에서도 우선은 자아철학 혹은 의식 철학 

11 성찰적 활동성의 운동 방향을 논하며, 피히테는 상호 교체되는 구심적 (zentripetal, 
In-Sich-Hinein), 원심적 (zentrifugal, Aus-Sich-Heraus)인 운동방향을 설정하고 있는데 (F1, 
S. 273), 이는 슐레겔이 아테네움 프라그멘트 116 번에서 성찰의 운동을 “바깥에서 안으
로만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nicht bloß von innen heraus, sondern auch von außen 
hinein”(KA 2, 183) 이동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과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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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wusstseinsphilosophie이라고 불리우는 근대 초두의 인식론이 비판의 대상이 되
고 있다. 

인식은 일종의 소유함이다. 인식의 대상은 의식 속에 소유되어져야만 하며, - (...) 
- 이를 통해 그 대상 자체가 규정된다. (...). 이러한 소유에 있어 서술은 부차적이
다. 소유함이란 이미 스스로 서술하는 것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진리는 바
로 그 스스로 서술함에 통하는 것이다. 
Erkenntnis ist ein Haben. Ihr Gegenstand selbst bestimmt sich dadurch, daß er im 
Bewußtsein - (...) - innegehabt werden muß. (...). Diesem Besitztum ist Darstellung 
sekundär. Es existiert nicht bereits als ein Sich-Darstellendes. Gerade dies aber gilt 
von der Wahrheit (G II.1, S. 209). 

벤야민은 의식철학의 인식은 대상을 소유하는 것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와 대별적으로 “서술 Darstellung”이라는 개념을 제기하고 있다. 그
가 철학적 논문의 서술 문제로 ｢인식비판적 서문｣을 시작하는 것은, 철학적 인식
에서 부수적인 것에 불과했던 서술의 문제를 부각시키는 데 그치지 않는다. 보다 
근원적으로 “개념 속의 통일”이 아니라 “존재 속의 통일”인 (G I.1, S. 210) 진리 
자체에 대한 자신의 차별적인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함이다. 요컨대 진리는 오성
적 성찰의 종합에 의해 개념화하는 과정에 의해 파악되지 않는다. “개념적 표현” 
역시 일종의 “서술”에 해당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진리를 담지하는 “서술”의 함
의는 무엇보다 끊임없이 개념의 제한성을 초월하는 데 있으며, 해석학적 “이해”
의 틀을 담보해주는 개념의 역할 너머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진리
는 개념의 바깥에 존재하며, 개념 속의 통일이 아니라 “존재 속의 통일”로 설정
된다.

여기서 벤야민은 일견 인식 이론적 범주를 넘어서는 형이상학적인 진리 이해
를 보여주는 듯하다. 하지만 그의 진리론은 그가 언급하는 플라톤의 이념론과 그 
밖의 근대적인 의미의 형이상학을 구축했던 라이프니츠의 단자론, 헤겔의 변증법 
등과도 본질적인 면에서는 공유하는 것이 많지 않다.12 그 차이는 무엇보다도 ｢
12 이는 “지적직관 die intellektuelle Anschauung”의 가능성에 대해 벤야민이 ｢낭만주의｣ 논

문과 ｢인식비판적 서문｣에서 일관되게 부정적인 데서 확인될 수 있다. (G I.1, S. 32, 
215f.). 그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벤야민이 철학적 전통을 되집는 aufgreifen 것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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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논문 이후 지속적인 관점 즉 진리의 현현 장소라 할 “이념은 언어적” (G 
I.1, 216)이라는 이해에 근거한다. 문제는 ｢낭만주의｣논문 이후 다시 한번 이러한 
이념의 세계가 가진 구조를 기술하는 것이었으며, 이것이 ｢인식비판적 서문｣의 
한 주요 과제였다.

2. 별과 별자리: 이념, 개념, 현상의 관계 

소유로서의 인식인 파악함 erfassen에 존재 속의 통일로서 진리의 드러냄인 서
술함 darstellen을 대별시키는 벤야민의 인식론적, 형이상학적 모델은 별과 별자
리의 비유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념의 서술에 복무하는 개념들의 지팡이는 이념을 개념들의 구성을 통해 현현케 
한다. (...) 이념들은 개념들 속에 들어있지 않다. 더욱이 이념들은 그것들의 가상
적 배열이며, 그것들의 객관적 해석들이다. 
Der Stab von Begriffen, welcher dem Darstellen einer Idee dient, vergegenwärtigt 
sie als Konfiguration von jenen. (...). Sie sind in ihnen nicht enthalten. Vielmehr 
sind die Ideen deren objektive virtuelle Anordnung, sind deren objektive 
Interpretation. (G I.1, S. 214).

이념들과 사물들과의 관계는 별자리와 별들의 관계와 같다. 이는 우선 이념들이 
사물들의 개념도 법칙도 아니라는 것을 말한다. 
Die Ideen verhalten sich zu den Dingen wie die Sternbilder zu den Sternen. Dies 
besagt zunächst: sie sind weder deren Begriffe noch deren Gesetze. (G I.1, S. 214). 

이념은 개념적 통일성 자체도 아니고, 개념적 이해의 지평을 넘어서서 비판철
학적 의미의 (칸트적 의미의) 규제적 법칙으로 작용하는 것도 아니다. 비규정적
인 것으로서의 “이념은 영원한 구성이다. 그 요소들이 점들로서 그러한 구성 속
에 파악되면서 현상들은 동시에 구분되면서 또한 구제된다.” (G I.1, S. 215). 소
위 ｢인식비판적 서문｣에서 제기되는 “현상들의 구제와 이념들의 서술 Die 

전통들 속에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전통들을 벤야민 자신의 맥락 속에 기
능하게 하기 위함이다.” (Menninghaus, 1980, S.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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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tung der Phänomene und die Darstellung der Ideen”(G I.1, S. 215) 이라는 두 
가지 과제는 서로 떨어진 “현상”과 “이념”의 매개 문제와 관련된다. 오랜 전통 
철학적 과제이기도 했던 “현상”과 “이념”의 매개 문제와 관련하여, 벤야민은 자
신의 특징적인 구도를 제기하고 있다. 그는 현상을 분할하거나 모으는 것을 개념
의 역할로 규정하고, 이념을 서술하는 데 있어서, 개념들은 그와 같은 분할과 종
합을 통해 구성적으로 이념에 참여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러한 개념이 곧 
바로 이념은 아니며, 이념의 존재 즉 진리는 그러한 구성적 형성과정에서 이 “경
험적인 것의 본질을 비로소 각인시키는 힘 die das Wesen der Empirie erst 
prägegende Gewalt” (G I.1, S. 216)으로 규정된다. 

이 힘의 의미론을 ｢인식비판적 서문｣에 국한하면13, 별들 즉 개념에 의해 분할
된 현상들 위에 순간적으로 별자리와 같은 그림이 그려지면서 그 개별적 현상들
이 그 자체의 경험적인 개체들로서의 형상이 갑자기 소거 Verlöschen되는 가운데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전이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로써 서로 섞일 수 
없는 이념 Idee과 개념 Begriff과 현상 Erscheinung 사이에 일종의 관계성이 정립
되는 바, 그것은 이념과 경험의 변증법적 매개에 기반하는 사변철학적인 이념의 
체계와는 달리 불연속적이며, 집합적이고 구성적인, 그리하여 결론적으로 언어적
인, 현상과 개념과 이념의 체계로 그들 사이의 관계성이 그려지는 것이다.

IV. 인식의 나무와 파라다이스로부터의 추방
1. 범속한 것과 상징적인 것

벤야민의 범언어적인 사유는 다른 한편 언어 내적인 구분을 보여준다. 무엇보
13 벤야민에게서 “힘의 의미론”은 형이상학적 진리의 현상학일 뿐만 아니라 아방가르드 예

술론과 정치, 역사 철학과도 연계되어 있다. 여기서 “힘”으로 번역하는 Gewalt는 벤야민
에게서 부정적인 “폭력” 혹은 “강제력”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자세히 논구하는 
것은 본고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벤야민의 초기 ｢힘(폭력)의 비판 
Zur Kritik der Gewalt｣이라는 글과 그의 포괄적인 힘(폭력)의 의미론과 관련된 쟁점들에 
대해 참고할 만한 논문으로는 Menke, 1992, S. 1672-1690 와 Habermas, 1972, S. 212-215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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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가 언어의 본질로 파악하는 것은 진술적이거나, 소통적인 것은 아니다. 진
술과 소통이 언어의 전달적 임무에 복무하는 것이라면, 그가 진리의 장소로 이해
하는 언어의 상징적 측면은 철저히 무의도적이다. 소위 아담을 모델로 하는 명명
하기는 벤야민에게 의도적인 진술이나 소통적 전달과는 다른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구분은 사물의 언어를 일깨우는 상징적 언어와 일상에 복무하는 범속한 
언어의 구분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언어를 내적으로 중첩된 것으로 이해한다면, 서술의 직접성에 의존하
는 진리와 매개된 간접성에 의존하는 소유로서의 인식이 언어의 내적인 중첩성
의 다른 표현이기도 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이해는 초기 논문인 ｢언어논문｣
에도 이미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언어는 “전달 가능한 것의 전달일 뿐만 아니
라 전달 가능하지 않은 것의 상징 nicht allein Mitteilung des Mitteilbaren, sondern 
zugleich Symbol des Nicht-Mitteilbaren” (G II.1, S. 156) 이기도 하다. 흥미롭게도 
벤야민은 이러한 세속적 전달의 수단으로써의 언어와 비수단적 직접성의 마적인 
언어를 파라다이스로부터의 추방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고 있기도 하다. (G II.1, 
S. 154) 

인식의 나무는 그것이 줄 수 있었을는지도 모르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의 해명을 
위해서 신의 정원에 서있었던 것이 아니라, 질문하는 자들에 대한 법정의 표식으
로 거기 있었던 것이다. 
Der Baum der Erkenntnis stand nicht wegen der Aufschlüsse über Gut und Böse, 
die er zu geben vermocht hätte, im Garten Gottes, sondern als Wahrzeichen des 
Gerichts über den Fragenden. (G II.1, S. 154). 

“파라다이스로부터의 추방이후” 진리에 대한 질문이 어떤 이해할 수 있는 대
답으로 반향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언어｣논문에서의 벤야민의 언급은 ｢인식비
판적 서문｣에서 현상의 베일을 벗기는 순간 사라져 버리는 진리 혹은 이념의 존
재에 대한 언급과 (vgl. G I.1, 216) 상통하는 바가 있다. 말하자면 진리는 해석학
적 진술의 담론속에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현현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잡담 
속의 언어의 노예화는 그 불가피한 귀결로써 어리석게도 사물의 노예화를 불러
온다” (G II.1, S. 1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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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를 부여받으면, 모든 자연은 탄식하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말은 형이상학적 진
리다. 
Es ist eine metaphysische Wahrheit, daß alle Natur zu klagen begönne, wenn 
Sprache ihr verliehen würde. (G II.1, S. 155). 

명명되어짐은, (...), 아마도 늘 슬픔의 예감으로 남을 것이다. 
Benannt zu sein, (...), bleibt vielleicht immer eine Ahnung von Trauer. (G II.1, S. 
155).

벤야민에게서 언어와 자연의 관계는 이처럼 이율배반적이다. 이러한 관계는 
ꡔ독일비극의 원천ꡕ에서는 자연적인 것에 대별되는 인위적 “알레고리” 개념 속
에 집약되고 있는데, “슬픔은 알레고리의 모태이자 그 내용” (G I.1, S. 403)이
다. 바로크 비극의 알레고리를 통해 역사와 자연의 이율배반적 관계를 보여줌으
로써 벤야민은 “구체적 역사를 자연으로 해석하고 자연을 구체적 역사의 표식
으로 보는” “자연사의 이념”15의 한 단초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ꡔ독일비극의 원천ꡕ으로 이어지는 파라다이스
로부터의 추방의 우화16와 그것의 언어 내적 성찰이라고 할 도구적 언어/ 상징적 
언어의 대별점은 문화적 의미론과 자연적 인간학의 이율배반적 접점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17 여기서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ꡔ독일 비극의 원천ꡕ에서 의미의 

14 여기서 잡담 Geschwätz 혹은 담화 Gespräch는 신의 언어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인간의 
언어를 통칭한다. 그와 경계를 이루는 것은 침묵 Schweigen이다. (vgl. G II.1, S. 92, 
154f.)

15 Adorno, Die Idee der Naturgeschichte, in: GS., I. S. 360
16 ｢언어｣ 논문에서 파라다이스로 부터의 추방과 관련된 한 단락은 ꡔ독일비극의 원천ꡕ에서 

그대로 옮겨지고 있다. “그것은 (슬픔으로 자연이 침묵하는 것: 필자) 모든 슬픔 속에 내
재하는 무언(無言)에의 동경이다. 그리고 그것은 전달하고자 하는 욕구나 전달 능력의 
결여 이상의 것이다. 그 슬픔은 전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을 통하여 인식된다고 느끼
는 것이다. 명명되어짐은 - 만일 명명자가 신과 같은 자이거나 지복한 자라면 - 아마도 
늘 슬픔의 예감으로 남을 것이다. Es ist in aller Trauer der Hang zur Sprachlosigkeit und 
das ist unendlich viel mehr als Unfähigkeit oder Unlust zur Mitteilung. Das Traurige fühlt 
sich so durch und durch erkannt vom Unerkennbaren. Benannt zu sein -- selbst wenn der 
Nennende ein Göttergleicher und Seliger ist -- bleibt vielleicht immer eine Ahnung von 
Trauer.”(vgl. G. I.1, S. 398 u. G II.1, S. 155). 

17 무엇보다 여기서 벤야민은 개인사와 인류사의 맥락에서 언어의 “비감각적 유사성 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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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과 죽음이 상호 연계되고, 이것이 자연과 문화의 긴장적 교착을 이루며 알레
고리적인 표현의 내포를 형성하고 있는 점이다. 

의미와 죽음은 그 역사적 전개 속에 동시적으로 나타난다. 이는 마치 그것들이 
(파라다이스로부터 추방당한 후: 보충 필자)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죄스러운 피조
물의 상태에서 그 맹아들이 서로 밀접히 엇물리는 것과 같다. 
Bedeutung und Tod sind so gezeitigt in historischer Entfaltung wie sie im 
gnadenlosen Sündenstand der Kreatur als Keime enge ineinandergreifen. (G I.1, S. 
343). 

선악의 구분과 파라다이스로부터 추방은 동시적 현상으로 이해되는데, 이는 
“추방”이 “죽음”을 “선악의 분별”은 “의미의 생성”을 지칭하기 때문이다. 이 신
화적인 의미생성의 이론을 개인사에 응용하면, 어린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하면서, 
인위적인 인식이 증가하고 동시에 죽음과 같은 상실감이 동반되는 현상으로 연
관지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멸되고, 잊혀지는 것, 그러나 끊임없이 회귀
하고자하는 어떤 지향성은 개인사의 차원을 넘어 역사철학적으로 “과거적인 미
래”를 비추는 파편들로 알레고리를 형성하는 것이다. 

벤야민이 알레고리를 소위 “의미함의 원사 Urgeschichte des Bedeutens” (G I.1, 
S. 342)로 규정하는 것은 알레고리 속에 위에 언급한 바 의미함, 인식함의 사태
가 지닌 다층적 맥락들이 얽혀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의 비극 연구는 따라서 
개별 문학장르에 대한 연구라기보다는, 언어에 근거한 의미함과 인식함의 사태에 
대한 근원적 천착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벤야민에게서는 곧 비극에 관한 천
착이기도 하다. 그럴 것이 비극 Trauerspiel은 알레고리가 담고 있는 비극성을 그 
슬픔의 유희 Spiel der Trauer를 통해 드러내기 때문이다.

 

unsinnliche Ähnlichkeit”을 근거지우고 있는데, 인간의 성장사가 헤르더, 훔볼트, 다윈을 
거치며 인간의 일반적 역사 개념에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패러다임임을 고려한다면, 어떻
게 벤야민이 이러한 전통을 이으며, 그 자신의 맥락에서 어떻게 언어 매체와 그 역사적, 
인간학적 내용을 구성했는가 하는 질문은 의미 있어 보인다. 



246  독일문학 ꌶ 제92집

2. 서술 Darstellung 개념에 조응하는 독서 Lesen의 개념

이념의 서술이 벤야민의 인식론과 형이상학의 골자를 이루는 점을 고려하면, 
독서라는 개념이 그에 조응하는 것은 벤야민이 가진 사유체계에서 당연한 논리
적 일관성으로 보인다.

30년대 언어 형이상학의 인간학적 전환18 속에 벤야민은 선사적 의미의 독서
를 포괄적으로 별자리, 동물의 내장, 우연 등등을 읽는 것으로 이해한다. 여기서 
독서라는 개념은 책을 읽는 것을 넘어서서 보다 일반적인 것으로 확장되어, 자연
의 사물에 대한 인간의 독서와 그 능동적 독서 속에 명명함 (이름 붙이기)의 활
동을 의미한다. 1933년 ｢유사성론｣에서, 그는 이러한 독서능력이 역사와 더불어 
퇴화하면서 말과 문자의 내적인 “비감각적 유사성” 속으로 이동해 갔다고 전제
하고 있다.

유사성을 생산하는 능력은 한편 보호색을 만드는 자연의 능력과, 다른 한편 
상인, 교사 등의 모방뿐 아니라 풍차, 열차 등 외적 사물에 대한 모방으로 나타
나는 어린이 놀이와 태고적에 별자리 속에 인간의 운명과 미래를 읽는 고대인들
의 자연에 대한 독서를 그 모델로 한다. 이것이 퇴화하면서 모방능력은 말과 문
자 속으로 이동하며, 말과 문자의 직접성 (마성)을 구성한다. 이로써 소위 “모방 
가능한”, 즉 같아지지는 않지만 어떤 유사성에 대한 인지가능성이 언어의 상징적 
직접성에 내재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언어는 이러한 비감각적 유사성의 
전형 혹은 규범 Kanon이다. 

우리의 현존 속에 더 이상 이전에 가능했던 것, 즉 그러한 유사성에 관하여 말하
는 것, 혹은 무엇보다도 그것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가능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비
감각적 유사성이 의미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규준을 갖고 있는 바, 그
것은 곧 언어이다. 
In unserem Dasein findet sich zwar nicht mehr, was einmal möglich machte, von 
einer solchen Ähnlichkeiten zu sprechen, vor allem: sie hervorzurufen. Jedoch auch 

18 린트너에 따르면, 후기 벤야민의 “근원에 대한 구성이 더 이상 본체론적, 신학적으로 파
라디스의 근원적 상태를 지향하기 보다는 인간학적으로 종의 내면적 발생을 향해 방향
지워지고 있다.” (Lindner, 1992, S. 218). 볼파르트 역시 초기 “형이상학적 패러다임이 
인간학적인 것으로 대체되었다”(Wohlfahrt, 1992, S. 309) 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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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 besitzen einen Kanon, nach dem das, was unsinnliche Ähnlichkeit bedeutet, sich 
einer Klärung näherführen läßt. Und dieser Kanon ist die Sprache. (G II.1, S. 211).

언어에 “비감각적 유사성”이 내재한다는 벤야민의 관념에는, 한편 진보하면서 
동시에 퇴행하는 역사 속에 사물로부터의 멀어짐, 다른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방 가능한 가능태로서의 언어의 존재에 대한 이해가 교차한다. 이러한 모방가
능성은 물론 “유사성의 감각적 영역에 머무는 의성어적 언어”(vgl. G II.1, S.207 
u. G I.1, S377ff.)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것은 벤야민이 과거의 비감각적 유사성
의 예로 드는 별자리와 운명이 외적 유사성이 없는 것과 같다. 오히려 그 유사성
은 “쓰여진 것과 그 속에 의미된 것”, “말해진 것과 의미된 것” (G II.1, S. 212) 
사이의 팽팽한 긴장을 의미하며, 이러한 긴장은 대상적 자연과 자의적의 언어 사
이의 교착 속에 심연을 이룬다. 유사성은 이 심연을 둘러싼 언어의 “화학적인
chemisch” 혹은 “자력적 magnetisch” 언어의 집합과 분산에 의해 생성된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유사성론｣과 ｢모방능력에 관하여｣에서 언어의 마적인 측면과 기호학적인 측
면이 대별되는데, 마적인 측면을 형성하는 모방적 유사성은 기호학적 운반자에 
의해 현상하며, 그 현상은 불꽃 매타퍼를 통해 표현되고 있다. (vgl. G II.1, S. 
213). 이것은 언어조직의 화학적 친화성 chemische Verwandtschaft을 암시하는 것
으로19 언어의 분절과 연결의 화학적 작용 속에 유사한 것에 관한 성찰의 강도가 
더해지며, 결국 현실의 목적수단의 연관성을 소거시키는, 그리고 모든 외적 의도
가 그 위에서 증발하는, 점증하는 정신의 강도로서 언어의 표면 위에 나타난다. 

쓰기와 읽기의 급속함이 언어 영역에서 기호학적인 것과 모방적인 것의 용해를 
고양시킨다는 것은 그럴 듯하다. 
Nicht unwahrscheinlich, daß die Schnelligkeit des Schreibens und des Lesens die 
Verschmelzung des Semiotischen und des Mimetischen im Sprachbereiche steigert. 
(G II.1, S. 213). 

19 벤야민의 불꽃 메타퍼는 언어의 연결과 분절 Verbinden und Trennen을 화학적인 작용으
로 설명하는 슐레겔과 노발리스의 언어철학을 상기시킨다. 또한 역사철학적으로 고대의 
유기적 총체성 organische Totalität에 대별되는 현대를 화학적인 chemisch것으로 특징지
웠던 슐레겔의 역사철학과도 일견 상통하는 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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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속의 기호학적인 것과 모방적인 것 사이의 심연에서 나타나는 유사성의 
현상학으로서 이러한 독서의 현상학은, 벤야민이 비감각적 유사성을 설명하기 위
해 인용하는 “가장 오래된 읽기 das älteste Lesen”로서의 “한 번도 쓰여지지 않
은 것을 읽기 was nie geschieben wurde. lesen.” (G II.1, S. 213)라는 독서 모델의 
현대적 변주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독서는 고금을 통해 유사성의 생성적 활동인 
것이다. 그럴 것이 쓰여지지 않은 것이란, 쓰여져야 할 책이거나, 아직 쓰여지지 
않은 책이거나, 이미 쓰여진 책들 속에 없는 것20으로서의 비규정적인 것이기 때
문이다. 

이미 쓰여진 책들의 여백으로서의 비규정적인 것의 틈새를 채우고, 새로운 여
백을 열어나가는 생성적 읽기와 쓰기의 운동의 과정에서, 우리는 일견 초기 벤야
민의 비평과 번역개념과의 연계성을 볼 수도 있다. 그것은 자연, 어린이, 고대인
들의 모방의 순수능력을 대체하는 현대적 읽기로서, 한 때 통일적이었다고 전제
되는 (지금은 없는 혹은 아직 쓰여지지 않은) “순수한 언어” 혹은 “총체적 언어”
를 언어의 화학적 분해와 접합을 통한 생성적인 독서의 알레고리가 대체하는 것
이다. 

이와 같은 독서의 모델은 현대의 문화적 환경과 현대인의 교섭적 관계의 역학
에서 바라볼 때, 보다 풍요로운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말하자면 독서의 과거적 
모델인 태고적인 모방능력이 어떤 외적 강제력에 직면해서, 그 대상과 유사하게 
됨으로써 적응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에 놓여있음을 고려하면, 현대적인 의미의 읽
기와 쓰기의 행위도 그 생성물들을 통해, 문화 발전의 어떤 단계에서 거대한 책
으로 변모한 외부 세계와 교섭 Umgang 하며, 적응하는 것 anpassen, 내지는 그것
을 극복하는 것이 보다 문제적인 것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21 

20 볼파르트는 “쓰여지지 않았던 것을 읽기”라는 호프만스탈의 명제를 목적 Ziel과 원천 
Ursprung의 동일성에 근거하여, “이미 쓰여져 있었던 것”으로 해석한다.(Wohlfahrt, 1992, 
S. 307).

21 이러한 점에서 초기 ｢언어｣ 논문, ｢낭만주의｣ 논문과 후기 관점 사이의 다소 강조점들의 
차이는 있으나 내적인 연관성이 있다. 그럴 것이 이미 낭만주의 예술 형이상학을 다루는 
｢낭만주의｣ 논문에서, 벤야민은 인식론과 형이상학의 문제를 철학사적이 아닌, 문제사적
으로 고찰할 단초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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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맺음말
보편문학 die Universalpoesie으로서의 “절대적인 책 das absolute Buch”에 대한 

열정과 동시에 “인쇄 중에 이미 압살되고 마는 책들을 염치없이 양산하는”22일에 
대해 환멸을 지녔던, 18세기 말 전기 낭만주의의 역설을 상기하면, 우리는 언어
와 책이라는 매체에 근거한 독서의 현대적 모습이, 20세기 초 벤야민의 범언어적 
문학론, 인식론과 형이상학, 더 나아가 그의 인간학 속으로 재차 내재화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벤야민은 언어철학적인 출발점을 가지고 전통적 인식이론, 형이상학 등에 논
쟁적으로 참여했다. 이 때 무엇보다도 주목되는 것은 전통적 인식론과 형이상학
적 이해의 틀이 언어적인 것으로 대체 되거나 재구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근대적 
사변 철학의 성찰개념은 언어의 자기 성찰로 전환되고, 물자체와 현상은 사물의 
언어와 수단으로서의 언어로 전이된다.

언어의 성찰성과 내적인 자기 중첩 그리고 그 자체 구성적인 이념의 형성에 
관한 이론은 언어를 모델로 하는 벤야민의 언어형이상학이 가진 독특한 특징들
이며, 언어와 문자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파악되는 필연적 귀결들이다. 
아울러 그는 후기에 언어에 대한 글들에서 이러한 언어 철학을 인간의 모방적 
능력과 관련하여, 개인의 성장사 및 인류사적인 전개와 연결시키고 있는데, 이를 
통해 벤야민은 언어와 역사와 인식의 내적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초기 글들에서 나타나는 언어철학적 진리의 현상학은, 그에게서 퇴화하며 동
시에 변형을 거치는 언어의 “비감각적 유사성”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축으로 후
기에는 현대적 의미의 독서의 현상학, 독서의 역사철학으로 전이되고 있다. 이는 
인간의 “모방능력”을 통한 문화적 환경에의 적응과 극복의 문제와 관련하여, 책
이 주변부 문화로 밀려나는 오늘날에도 그 현재성을 잃지 않는 풍요한 “해석가
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22 참고로 이 부분의 완전한 문장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잉크를 쏟아 부으며, 허망한 일
에 늘 매달려, 그 민족은 인쇄 중에 이미 압살되고 마는 책들을 염치없이 양산한다. 
Schamlos mehret die Bücher, die schon im Druck sich erdrücken, Tinten vergießend das 
Volk, immer noch tätig um Nichts.” (KA. 2,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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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Walter Benjamins sprachbezogene Erkenntnistheorie und sein Begriff 

des Lesens

Lee, Changnam (Yonsei-Uni.)

Benjamins philosophische Einstellung basiert auf der Sprachphilosophie, die sich von 
seiner Romantikforschung über das Trauerspielbuch bis zu den späteren Sprachaufsätzen 
weiter vertieft und erweitert hat. In seiner Romantikforschung wird die Sprache als 
Reflexionsmedium aufgefasst und in seinem Trauerspielbuch eine Formationsform von 
Ideen aufgrund von Sprache vorgestellt, die in Analogie zur Sternenkonstellation 
erscheint. Dadurch wird eine sprach- und medienbezogene Erkenntnistheorie dargelegt.

Diese Erkenntnistheorie mündet in eine merkwürdige Wechselwirkung von 
Anthropologie und Medientheorie. Wie die Parabel Paradieslos in seinem frühen 
Sprachaufsatz zeigt, besteht ein antithetisches Verhältnis zwischen der sprachlichen 
Sinngebung und dem menschlichen Dasein. Dieser Ansatz wird im Trauerspielbuch 
fortgesetzt, und zwar im Konzept der “Urgeschichte des Bedeutens”, für das Benjamin 
anhand der Allegorie des barocken Trauerspiels ein Beispiel zu geben versucht. 

Das Interesse an dieser Archäologie der Semantik, das Benjamins frühe 
Sprachaufsätze prägt, erweitert sich in den späteren Sprachaufsätzen “Über das 
mimetische Vermögen” und “Lehre vom Ähnlichen”, und zwar im Hinblick auf die 
Anpassung an die kulturelle Umwelt. Dabei kommt es auf die Phänomenologie des 
modernen Lesens an, in deren Darstellung Benjamin die Konstellation von Mensch, 
Sprache und Umwelt im Konzept der Vereinigung des archaischen und des moder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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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ens aufgzeigt. Benjamins Synthese der Handlung des Erkennens und des Anpassens 
im Akt des Lesens lässt sich bezüglich des modernen kulturellen Umgangs aneignen und 
fruchtbar interpretie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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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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