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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근대 미술사 속에서, 예술이 사회 변혁을 근본적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과, 반대로 예술이 여타의 도구적 목적으로부터 벗

어나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두 입장은 팽팽하게 대립해왔다. 

사회적 혁명을 목표로 하는 예술은 사회적 혁명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전

락해버리고, 예술의 자율성을 주장하는 예술가들은 사회와 동떨어져 그들

만의 세계에 자리하고는 한다. 이러한 예술과 사회의 날카로운 경계 그 

가운데에 자리한 예술 운동으로 초현실주의 운동이 있다. 

본 논문은 예술의 자율성과 사회적 혁명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추구함으로 인하여 기존 미술사에서 수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초현

실주의 운동에 대하여 정신분석학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그 오해들을 해

소함을 목표로 삼고 있다. 앙드레 브르통에 의하여 처음 선언되었던 초현

실주의 운동은 브르통이 주장한 무의식의 자유로운 탐험을 통하여 사회적 

혁명이 나아가는 방향을 설정한다는 그 이론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오해와 편견 속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하지만 예술의 사회적 역

할과 예술의 자율성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아마도 초현실주의 운동은 그 

두 목표를 가장 잘 조화시킨 예술 운동 중 하나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앙드레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운동을 연구함을 통하여 예술과 사회의 관계

에 한층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앙드레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운동은 이미 그 시작에서부터 그들

의 혁명 동지였던 공산당에 의하여 그들의 이론을 의심 받았다. 이러한 

의심의 시작은 혁명에 대한 그들의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공산당

은 사회적 혁명과 예술의 자율성을 대립되는 개념으로 상정했기에, 그들

에게 있어 초현실주의는 상반되는 두 개념을 추구하는 위선적인 이론으로 

여겨졌다. 뿐만 아니라, 무의식의 탐험을 주장하였던 브르통의 이론을 따

라 나타난 초현실주의 예술 작품들은 인간의 무의식에 억압되어 있는 것

들을 여과 없이 드러내었고, 이는 다시금 사회적 혁명으로 받아들이기에

는 부적합한 모습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초현실주의 운동은 당시의 사회

적, 정치적 상황 속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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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사에서도 그에 대한 타당한 비평 및 해석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초현실주의 운동은 20세기 말이 되어서야 미술사학자 할 포스터

에 의하여 그 진가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초현실주의 운동이 그들 운동

의 근원으로 삼았던 정신분석학을 기본 틀로 하여 초현실주의 운동을 다

시금 해석한 할 포스터는 혁명을 향하여 내달리던 초현실주의 운동의 근

원이 무의식의 탐구에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혁명이 향하는 이상향에 

대한 청사진의 제시임을 해석해 내었다. 또한 포스터는 초현실주의 예술 

작품들이 보여주는 무의식의 억압된 것들이 상기시키는 언캐니, 즉 섬뜩

한 낯설음이라는 감정 속에서 그 혁명의 이상향에 다가갈 수 있음을 설명

했다. 

그러나 이러한 할 포스터 역시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운동을 해석

하는데 한계를 보임을 본고는 주장하고 있다. 할 포스터는 프로이트의 언

캐니 개념을 통하여 초현실주의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초현실주의 운동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던 앙드레 브르통의 이론을 모순적이라고 평가한다. 

이에 대한 근거로 그는 브르통의 이론이 무의식의 탐구를 주장하였지만 

그 결과물로 나타나는 죽음 본능을 거부하고 회피하고자 하였음을 언급하

며, 무의식의 억압물인 죽음 본능과 성본능 중에서 성본능만을 수용한 승

화적인 이론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본고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다시금 살펴봄으로써 할 

포스터가 주장하던 승화에서도 결과적으로 죽음 본능이 나타나며, 따라서 

브르통의 초현실주의에서도 죽음 본능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 죽음 본능이 

필연적으로 현현됨을 주장한다. 브르통의 초현실주의에서 바로 이러한 죽

음 본능의 현현으로 들 수 있는 것으로 브르통과 초현실주의자들이 운동 

후기에 사용하였던 무의식의 탐구 방법인 검은 유머를 들 수 있다. 브르

통에 의하여 처음 사용된 검은 유머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 해석하고 

있는 유머의 모습에 검은 공격성을 담고 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공격 

본능이란 죽음 본능이 외부를 향할 때 나타나는 모습으로 죽음 본능의 2

차적 형태이다. 

이러한 정신분석학적 재해석을 근거로 본고는 브르통의 초현실주

의 운동 역시 혁명을 주장한 예술 운동이며, 이 이론에 대한 과거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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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오해임을 주장한다. 이는 공산당이 주장하던 것처럼 예술의 자율성

과 사회적 혁명의 관계가 대립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그들의 운동에서 

나타나는 예술 작품들이 보여주는 무의식의 현현은 오히려 우리에게 언캐

니의 감정을 불러 일으키고, 이는 다시금 사회적 혁명이 나아가야 하는 

이상향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또한 할 포스터가 주장하듯이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이론은 죽음 본능을 회피한 모순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무의식 탐구 결과로 나타나는 죽음 본능을 공격 본능의 모습으로 분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이론에 대한 본고의 재해석은 기존의 미술

사에서 모순적이거나 위선적으로 여겨지며 그 진가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

하였던 것에서 벗어나, 그들이 주장하던 혁명의 모습과 그 혁명을 위하여 

예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하여 심도 있게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준다. 이러한 기회를 발판으로 우리는 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예술의 자율성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

을 것이다. 

주요어: 앙드레 브르통, 초현실주의, 할 포스터, 언캐니, 죽음 본능, 

 검은 유머

학 번: 2010-2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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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20세기의 다양한 예술 운동 중에서도 초현실주의는 사회적 혁명

과 예술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독특한 모습을 띠고 나타났다. 이들은 한

편으로는 혁명을 위한 사회적 운동이기를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정치적으로 독립된 예술적 탐구의 자율성을 중시했다. 이러한 독특

한 모습으로 인하여, 초현실주의 이론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오해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 초현실주의 운동의 중심에는 앙드레 

브르통(Andre Breton, 1896-1966)이 있었는데, 그의 이론은 초현실주의 운

동의 전개 과정 그 자체를 반영한다. 이성만이 중시되는 산업화, 근대화 

사회에서 생겨나는 문제점들을 경험한 앙드레 브르통은 이러한 사회를 변

혁하고자 혁명을 꿈꾸었다. 그는 이 혁명의 방법을 인간 무의식에 대한 

탐구에서 찾았고, 따라서 정신분석학을 초현실주의 운동의 기반으로 삼았

다. 그러나 정신분석학에 근거한 예술을 통해 사회적 혁명으로 나아간다

는 그의 주장은 그 어디에서도 쉽사리 이해되거나 수용되지 못하였다. 

앙드레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이론이 모순적이라는 최초의 비판은 

이미 그 운동의 시작과 더불어 그들의 정치적 ‘동지’였던 공산당에 의

하여 제기되었다.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운동은 혁명을 위한 예술 운동임

을 주장하면서도, 다른 혁명적 예술 운동들과 달리 예술의 자율성을 중요

시하였다. 예술의 자율성을 주장하는 모습은 초현실주의자들 스스로가 대

항하였던 기존의 부르주아 예술이 가지고 있던 예술의 독립성, 즉 예술이

란 사회와 무관한 천재적 예술가 개인의 작업이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어 

보였다. 따라서 당시 공산당을 비롯한 사회적 혁명가들은 브르통의 초현

실주의 운동을 기존 예술의 특권은 포기하지 못하면서 혁명이라는 새로운 

사상을 주장하는 위선적인 이론으로 여겼다.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운동에 대한 오해는 그들의 이론에서 뿐만 

아니라, 그 이론을 통한 탐구의 결과물에서도 생겨났다. 인간 무의식에 

대한 탐구란 곧 인간 정신에 억압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탐구라는 의미이

고, 이들이 억압되어 있는 이유는 이 억압이 부재하여 이 모든 것들이 자

유로이 의식화 될 경우, 한 개인 혹은 한 사회가 그 역할을 지속할 수 없

기 때문이다. 이러한 억압되어 있는 것들을 탐구함으로써 초현실주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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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는 사회적, 개인적으로 수용하기 힘든 무의식 내의 억압물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성과 죽음에 대한 모습들이었고, 

이는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이론을 혁명을 주장하는 사회적 운동과 한층 

더 멀어지게 만들었다. 

이처럼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운동에 대하여 층층이 쌓여 있는 오

해와 비판들은 브르통의 이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논의가 충분히 이

루어지지 못한 탓이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본고는 브르통의 이론에 대하

여 그들이 기반으로 삼고 있는 정신분석학을 이용하여 이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이론에 대한 재해석을 개진할 것이다. 주

지하다시피, 정신분석학은 지그문트 프로이트에 의하여 무의식의 영역에 

대한 탐구를 목표로 개진되었다. 초현실주의자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기반

을 정신분석학에서 찾았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들의 작업에서 정신분석학

적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점에서, 정신분석학은 초현실주의 운동에 

제대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수단이다. 또한 이러한 접근 방식은 

초현실주의 운동에 대한 공산당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해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초현실주의 운동에서 정신분석학을 통해 무의식

을 탐구함으로써 필연적으로 그들의 예술에 현현된 무의식의 억압물들은, 

오히려 미술사학자 할 포스터(Hal Foster, 1955- )에게 초현실주의를 정신

분석학적 개념인 ‘언캐니(Unheimlich; Uncanny, 섬뜩한 낯설음)’1)로 해

석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프로이트는 1919년 그의 후기 이론을 개진하는 초입에, 언캐니, 

즉 이 ‘섬뜩한 낯설음’이라는 감정을 정신분석학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우리는 정신의 근원에는 성과 죽음처럼 우리에게 본래는 

친밀했던 것들이 억압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들은 평소 

1) 언캐니는 독일어 원어로 ‘Unheimlich’이며, 영어로는 ‘uncanny’로 번역한다. 한국어 번역본에서

는 ‘두려운 낯설음’을 일반적으로 번역어로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이 용어는 단순히 ‘두려움’이

라는 번역어를 사용하기에는 부정확한 표현이라고 판단한다. 두려움이란 단어는 어떠한 공포의 

대상을 향해 갖는 감정의 의미가 담겨있지만, Unheimlich가 의미하는 바는 ‘으스스한’, ‘스산한’, 

‘섬뜩한’과 같은 어떠한 명확한 대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형용할 수 없는 ‘등골 서늘한 섬뜩함’

이란 의미에 더 가깝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주로 영어 번역어로 채택된 ‘언캐니’로 기재하였으며, 

‘언캐니’의 감정적인 느낌을 강조하는 부분에서는 ‘섬뜩한 낯설음’이라는 한국어 표기를 함께 사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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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억압 기제에 의해 숨겨져 있으나 간혹 외부적 사건에 의해 되살아

남으로써, 우리에게 섬뜩하고 낯설은 감정을 상기시킨다. 할 포스터는 이 

언캐니가 초현실주의를 관통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할 포스터

의 초현실주의 분석은 그 운동에 대하여 초현실주의자들도 밝히지 못한 

다양한 관점과 모습들을 설명해준다. 

이러한 해석의 과정 속에서, 포스터는 그간 초현실주의 운동에서 

사변적 이론으로 치부되어 제대로 주목 받지 못하였던 조르주 바타유

(Georges Bataille, 1897-1962)의 철학에 주목했다. 언캐니 개념을 통한 포

스터의 초현실주의 해석은 초현실주의의 숨겨진 부분까지 모두 아울러 이

에 대한 총체적인 관점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는 

바타유의 철학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기존 초현실주의 운동의 중심에 자리

하였던 브르통의 이론에 대한 오해를 야기했다. 포스터의 설명에 따르면, 

‘억압된 것’들이 우리에게 다시 상기될 때 느껴지는 언캐니라는 감정은 

초현실주의 작품들에서 나타나는 ‘죽음 본능(Todestriebe; Death 

Instincts)’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기된다. 죽음 본능이란 프로이트가 그의 

후기 이론을 개진하면서, 우리 인간의 무의식에 존재한다고 상정한 두 가

지 본능인 삶 본능(Lebenstriebe; Life Instincts)과 죽음 본능 중에 하나이

다. 이 죽음 본능은 인간이 무의식적으로 인간 본연의 상태, 즉 무생물의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본능이다. 포스터가 보기에 바타유의 이론은 초

현실주의자들이 무의식을 탐구한 결과로 현현된 죽음 본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던 반면, 혁명을 위한 하나의 운동을 주장했던 브르통의 이론은 

이를 거부하고 억압하려 했다. 하지만 브르통의 초현실주의를 이렇게 해

석할 경우, 브르통은 그가 주장하였던 무의식 탐구의 결과를 부정하는 모

순적인 모습으로 평가 된다. 

본고는 초현실주의 운동에 대한 포스터의 정신분석학적 비평에 

대하여 대부분 동의하며 이에 대한 의의를 높이 평가하지만, 브르통의 초

현실주의 이론을 탐구의 결과물을 회피하고자 한 모순적인 이론으로 평가

절하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을 가하고자 한다.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운동

이 혁명 운동으로서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죽음 본능의 직접적인 현

현에 1차적으로 억압을 가했다는 주장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죽음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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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에 반대하여 회피하고자 승화 시켰다는 포스터의 주장은 브르통의 초현

실주의에 대한 오해라는 것이 본 연구자의 견해이다. 이 점을 밝혀내기 

위해 본고는 다시금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통하여 브르통의 이론에서 

죽음 본능이 다루어지는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본고는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이론에 대한 오해와 비판적 평가들

을 불식시키고자, 브르통의 이론은 초현실주의에서 현현되는 죽음 본능을 

외부적으로 돌려 이를 기존의 체제와 문제들에 대한 비판적 역할을 수행

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음을 설명할 것이다. 또한 초현실주의 이론에서 브

르통 스스로가 주장하였던 혁명을 위한 운동과, 이 혁명을 위한 방식으로 

행하였던 무의식에 대한 탐구 결과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님을 주장할 

것이다. 이는 무의식의 탐구에서 나타나는 결과물로서의 죽음 본능이 다

시금 혁명을 성취하기 위한 기존 체제의 공격 수단으로 사용됨을 근거로 

하여 주장된다. 이는 기존의 미술사에서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운동이 제

대로 해석되지 못함으로써 갖게 되었던 오해를 해소하고 그의 이론에 대

한 새로운 비평의 장을 열어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하여 본고는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먼저 I장에서는 혁명

을 위한 예술 운동을 주장했던 앙드레 브르통의 초현실주의를 살펴볼 것

이다. 이성 중심 사회에서 야기되는 문제에 반발하여 개진된 이 예술 운

동이 정신분석학을 통한 무의식의 탐구를 그들 운동의 기반으로 삼게 되

는 과정이 중점적인 논의의 대상이 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브르통이 

개진한 초현실주의 운동의 이론과 초현실주의 운동 내에서 나타나는 예술 

탐구의 방식 등을 다루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탐구로부터 우리는 브

르통의 초현실주의가 그들의 정치적 동지였던 프랑스 공산당과 빚은 마찰

과 그 이유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I장은 사회적 혁명과 예술 탐구의 자율

성을 동시에 주장한다는 점에서 일견 모순적인 것으로 보이는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운동의 참모습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이는 브르통의 

이론에 대한 오해를 제거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이어 II장에서는 초현실주의에 대하여 정신분석학적 관점으로 접

근한 할 포스터의 해석을 살펴 볼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먼저 포스

터가 기반으로 삼고 있는 프로이트의 언캐니 개념을 살펴봐야 한다.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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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의 언캐니 개념에 대한 선행 연구를 통하여 우리는 죽음 본능이 언캐

니를 상기시키는 주요한 요소 중에 하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러한 죽

음 본능이 초현실주의 전반에서 나타남을 발견한 포스터는 이를 기반으로 

언캐니를 초현실주의 운동을 해석하는 하나의 근본적인 이론으로 내세우

며, 한스 벨머(Hans Bellmer, 1902-1975)의 <인형(La poupée; The 

Doll)>(1936)을 이러한 언캐니로서의 초현실주의 운동의 진정한 모습을 보

여주는 작품으로 해석한다. 또한 포스터는 혁명을 위한 초현실주의 운동

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벨머의 작품을 조르주 바타유의 이론과 연결하며, 

초현실주의 운동의 중심점을 브르통에서 바타유의 이론으로 옮기고자 한

다. 포스터는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서 초현실주의 운동에서 현현되는 죽

음 본능의 거부의 모습으로 브르통의 이론을 승화로, 죽음 본능의 수용의 

모습으로 바타유의 이론을 탈승화로 설명한다. 본고는 II장의 마지막 절에

서는 할 포스터가 승화로서의 브르통의 이론과 탈승화로서의 바타유의 이

론을 개진하는데 억압의 유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살펴볼 것

이며, 이를 위해 프로이트의 이론을 통하여 이러한 억압의 개념을 알아볼 

것이다.

 마지막 III장에서 우리는 이러한 할 포스터의 논의가 브르통에 대

한 오해를 야기함을 밝히고자 한다. 이는 초현실주의와 할 포스터 모두가 

기반으로 삼고 있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통하여 이루어 질 것이다. 

할 포스터에 따르면, 브르통의 초현실주의는 무의식에 대한 탐구를 주장

하면서도, 그로 인해 현현되는 무의식의 억압물들은 승화시키고자 하였으

며, 따라서 그 결과물들을 거부했다. 하지만 본고는 프로이트의 후기 이

론을 통해 승화 과정의 결과로도 죽음 본능이 도래함을 설명하고, 브르통

의 이론에서 이러한 죽음 본능이 현현되는 지점들을 찾아 볼 것이다. 이

어서 우리는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운동에서 죽음 본능이 공격 욕동의 형

태로 분출되었으며, 따라서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운동은 이를 이용하여 

기존의 체제를 공격했음을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본고의 주장은 앞서의 

오해들을 불식시키고 초현실주의란 무의식에 대한 탐구를 통해 새로운 혁

명으로 나아가는 예술 운동이라는 브르통의 주장을 보다 명확하게 해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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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앙드레 브르통의 초현실주의에 관한 쟁점들

I 장에서는 본고가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앙드레 브르통의 초현

실주의 이론에 대하여 탐구할 것이다. 초현실주의 운동에는 피에르 나빌

(Pierre Naville, 1903-1993), 조르주 바타유 등 다양한 이론가들과 예술가

들이 참여하였지만, 그 운동의 중심에는 항상 앙드레 브르통이 자리하고 

있었다. 본고의 주제가 앙드레 브르통의 초현실주의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재해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본 장에서는 초현실주의 운동 중에서 브

르통의 이론에 국한하여 혁명을 목적으로 한 운동의 시작과 당시의 사회 

문화적 배경을 알아 볼 것이다. 또한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운동이 사회 

정치적 혁명 운동임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정치적 ‘동지’였

던 공산당과 왜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 볼 것이

다.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필연적으로 초현실주의 운동이 기반으로 삼고 

있었던 정신분석학과 초현실주의 운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신분석학이 왜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운동에서 중요한 

기반이 되었으며, 그들이 이를 통해 무엇을 하고자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를 활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연구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신

분석학의 수용의 결과로 나타난 그들의 예술에는 하나의 혁명 운동에서는 

수용되기 힘든 모습이 나타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다음 장에서 논하게 될 할 포스터의 초현실주의 운동에 대한 정신분석학

적 해석의 실마리 제공한다. 

1. 예술의 자율성을 위한 혁명적 초현실주의

1. 1. 혁명적 예술 운동으로서의 초현실주의

1918년 제1차 세계 대전이라는 4년간의 전쟁의 끝자락에서, 유럽

은 사회와 문화 전반에서 커다란 변화와 혼란을 겪고 있었다. 유럽의 지

성인들은 서구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을 갖기 시작했으며, 이와 함께 

그동안 서구 사회의 근간을 이루었던 이성 중심주의와 자본주의 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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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자각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은 유럽의 

지성인들이 마르크스의 이론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으며, 그들은 이를 통

한 사회적 혁명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변화의 물결은 사회적 상황뿐만 

아니라 예술과 문화의 영역에도 영향을 끼쳤다. 20세기 초반 유럽 전역에

서는 다양한 모습의 새로운 시각 예술 운동들이 등장했다. 마티즈(Henri 

Matisse, 1869-1954)를 중심으로 과감한 색채로 무장한 야수주의(Fauvism), 

원시주의의 환상과 실재적 재현의 틀을 공격한 입체주의(Cubism), 기계적 

선진 기술과 대중문화와의 융합을 시도한 미래주의(Futurism)까지 20세기 

초반 시각 예술은 그 어느 때보다 현란한 실험의 장이었다. 이러한 예술

사의 시기를 거쳐, 초현실주의 운동의 공식적인 시작은 1924년 앙드레 브

르통의 「초현실주의 선언(Manifesto of Surrealism)」과 함께 시작된다. 

하지만 앙드레 브르통은 그 이전부터 그의 동료들인 폴 엘뤼아르(Paul 

Éluard, 1895-1952), 루이 아라공(Louis Aragon, 1897-1982), 필립 수포

(Philippe Soupault, 1897-1990) 등과 함께 초현실주의 운동의 기틀을 마련

하고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 말, 예술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전반에 대한 반발

에서 등장한 다다이즘(Dadaism)은 1916년 전통적인 가치 체계와 예술의 

역할에 대한 회의를 표명한다. 그들은 예술, 미학, 정치 모든 것에 대한 

무정부주의적 입장을 고수하며, 모든 가치 체계를 반대하였다. 브르통 역

시 1919년 프랑스 다다운동의 주요 구성원이었다. 하지만 허무주의를 외

치며 기존 개념들에 대한 파괴와 반대의 운동으로 등장한 다다 내에서, 

브르통을 중심으로 엘뤼아르, 아라공, 수포 등의 또 다른 반동 세력이 형

성되었다. 그들은 부정의 정신으로 무장한 다다의 허무주의에 반대하였으

며, 기존 체제, 관습, 이성중심의 사회에도 역시 반발하였다. 브르통과 동

료들은 현실의 문제는 허무주의가 아닌 새로운 혁명을 통해서 해결 가능

함을 주장하였다. 브르통은 다다 운동에 대하여, “다다의 무자비한 우상

파괴와 발악하는 부정은 무엇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태도는 무엇

을 가리고 있는가?”2)라고 자문하며,  “이 운동의 안타까운 점은 이 운

2) Andre Breton, "Artistic Genesis and Perspective of Surrealism(1941)", Surrealism and 
Painting, ed. Mark Polizzotti, tr. Simon Watson Taylor, Boston Artworks, 1972. 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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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예술가들의 눈에 비친 외부세계는 텅 빈 껍데기이며, 이로써 세상은 

예술가들의 신임을 잃었고, 또한 외부세계의 관습적인 겉모습은 공허함으

로 인해 예술가들에게 비난 받았다. 따라서 (이 운동의) 예술가들은 (외부 

대상을) 잔혹하게 내쳤다.”3)고 다다 운동을 설명한다. 이처럼 브르통은 

다다가 세계에 대한 어떠한 신뢰도, 일말의 희망도 갖고 있지 않다고 설

명하였다. 브르통과 그의 동료들은 다다 운동처럼 현실을 등지는 것이 아

닌 다른 방식을 꿈꿨다. 따라서 브르통은 다다와의 결별을 선언한다. 

브르통을 중심으로 한 초현실주의는 과도한 이성중심주의, 자본주

의 사회에 대하여 반기를 들었다. 이처럼 브르통의 초현실주의는 동시대 

체제에 대한 대항으로서의 운동이라는 점에서 다다와 같은 바탕을 가지고

는 있지만, 카오스나 방종과 같은 허무주의적 체계를 거부하였다. 즉 다

다처럼 기존 체계, 심지어 그들 스스로를 포함하는 예술 전반에 반대하며 

예술의 파괴로 나아가는게 아니라,4) 예술을 통하여 새로운 유토피아에의 

접근을 목적으로 하는 혁명 운동이라는 점에서 초현실주의는 혁명적 예술 

운동에 위치한다. 

1924년 브르통은 「초현실주의 선언」을 출판하였고, 이를 시작으

로 브르통은 1927년 프랑스 공산당에 가입하며 정치적 혁명 투쟁에 참여

3) Loc. cit. (괄호는 필자)

4) 다다 운동은 1916년 취리히에서 트리스탕 차라와 프랑시스 피카비아와 같은 예술가들을 중심으

로 시작되었다. 예술 밖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의 파국과, 예술계 내에서는 미래주의와 표현주의 

예술의 도발에 대한 반작용으로 시작된 다다는 부르주아 문화를 직접 겨냥하여 전쟁의 학살이 

부르주아 문화에서 비롯됐다고 비난했다. 로잘린드 크라우스와 할 포스터가 잘 정리하고 있듯이, 

다다는 모든 기준, 심지어 초기에 설정한 그들 고유의 기준조차도 스스로 공격할 것을 목표로 

했다. 이들은 스스로 “다다는 안티 다다이다”라는 말을 자주 언급했다. 하지만 다다 운동은 취리

히의 카바르 볼테르에서 시작하여 국제적으로 뻗어나간 운동이라는 점에서, 또한 다다 운동에 

참여하였던 작가들이 각자 다양한 스타일을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이렇게 일반화 시키는 것이 쉽

지 않은 일인 것은 사실이다. 한스 아르프가 자신들의 운동에 대하여 말하듯이 다다 운동은 “한 

나무에 달리 열매”와 같은 모습이었다. 또한 비록 이들 운동의 시작이 취리히에서 무정부적인 

입장으로 시작하였지만, 이후에 베를린에서 발전된 다다 운동에서는 한나 회흐, 조지 그로스, 존 

하트필드 등을 비롯한 작가들의 포토 몽타쥬 작업에서는 사회 비판적이고 정치적인 움직임도 나

타났다. 하지만 이들의 작업은 대중 매체인 신문이나 잡지 등을 이용하여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움직임에 비판적인 문화 프로젝트의 모습이었다. 따라서 이는 초현실주의 운동에서 보여주는 혁

명을 위한 운동과는 차이가 있었다. (Hal Foster and others, Art Since 1900, 

Thames&Hudson, 2004, p.135-141, p.168-173, David Hopkins, Dada and Surrealism, 

Oxford, 2004, p.123-145, 메슈 게일, 『다다와 초현실주의』, 오진경 역, 한길아트, 1998, 

p.3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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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혁명의 참여와 함께 브르통은 적극적으로 기존 체

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내었다. 브르통은 영화 <황금 시대(L'Age 

d'Or; The Golden Age)>를 위한 팜플렛5)에서 이러한 그의 견해를 잘 표

현하고 있다. 그는 이 영화에 담겨져 있는 부르주아 사회의 썩은 모습들, 

그리고 성직자와 경찰들을 이용해서 그들의 인공적인 사회를 지속하려는 

모습들을 언급한다. 그는 지금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즉 인간의 

기계화와 산업자본주의를 통한 비인간성의 도래에 반대한다. 또한 인간의 

모든 열망들을 산업화 시장의 가치들로 바꿔버리며, 인간의 삶을 “보편

적인 지루함과 끔찍함으로 낮춰버리는”6) 문명화에 저항하는 것이다. 사

회적인 관점에서 브르통은 자본주의에 대한 적개심을 감추지 않았다. 브

르통은 공공연히 “자본주의 사회를 전복하는 것이 그들(자신들)의 의

지”7)라고 공언하였다. 이러한 시대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저항으

로 그는 혁명을 꿈꿨다. 

예술 활동에서 기존 체제에 대한 비판은 1930년 「초현실주의 제

2선언(The Second Manifesto of Surrealism)」에서 더 두드러진 모습을 띤

다. 그는 혁명을 위해서는 한 명의 천재적인 예술가를 통한 예술의 활동

이 아닌, 오케스트라의 일부처럼 합쳐질 수 있는 모습으로 예술가들이 단

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8) 그는 초현실주의 운동에서는 “예술 작품의 독

립성”9)을 반대하며, 예술가들이 스스로의 재능을 과대평가하여서는 안 

된다고 설명한다. 또한 브르통은 로트레아몽의 “시는 한 명이 아닌, 모

든 이들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한다”10)는 주장을 초현실주의 예술 운동의 

근본 중 하나로 삼는다. 당시의 예술 운동에 대한 브르통의 태도는 매우 

강경하다. 일간지 <Halo-Noviny>와의 인터뷰에서, 브르통은 당시 다른 아

방가르드 문학 종류에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초현실주의 입장에 관한 질

문에, 그는 “초현실주의자들은 오직 그들에 대하여 비판적인 태도만을 

5) Andre Breton, "Manifesto on 'L'Age d'or'(1931)", What is Surrealism?, edited by Franklin 

Rosemont, Pathfinder (1978) 

6) Ibid., p.135

7) Andre Breton, "Manifesto for an independent revolutionary art(1938)", WIS, p.190 

8) Andre Breton, "What is Surrealism?(1934)", WIS, p.165 

9) Andre Breton, "Interview with 'Indice(1935)", WIS, p.195

10) Loc.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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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고 있다. 그들은 아방가르드 예술에서 진정한 것들이 아니며, 진정한 

예술은 혁명적인 사회적 활동과 손을 잡고 나아가야 한다”11)12)고 대답한

다. 유미주의 혹은 ‘예술을 위한 예술’에 대항하는 브르통의 태도와, 

“진정한 예술은 혁명적이 아닐 수 없고, 사회의 완벽하고 근원적인 재건

을 열망하지 않을 수 없다”13)는 그의 주장은 기존 예술과 체제에 대한 

비판뿐 아니라, 당시 혁명에 동참하지 않는 예술 운동들에 대한 비난 역

시 담겨 있다. 결국 브르통은 초현실주의 운동에서 “오직 사회적 혁명만

이 새로운 문화를 위하여 길을 닦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14)고 설명

한다. 이처럼 브르통은 기존의 자본주의 사회와 부르주아 전통의 유미주

의에 반대하였고, 그들이 내세우는 한 명의 천재적인 예술가를 통한 예술 

활동을 비난하였다. 

기존 예술에 대한, 그리고 사회적 체제에 대한 비판의 시선을 유

지하던 초현실주의는 과연 어떠한 혁명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고자 한 

것일까? 우리는 이에 대한 답변을 찾기 위하여 브르통이 작성하였던 선언

서를 살펴보아야 한다. 브르통은 당시 사회의 여러 문제들은 과도한 이성

중심주의 사고로 인하여 야기되었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여전히 논리의 지배 아래 살고 있으며, (…) 문명을 핑

계로, 진보를 구실로, 옳건 그르건 미신이나 망상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 일체를 정신에서 추방하고, 관례에 맞지 않는 진

리 탐구 방식 일체를 금지하기에 이르렀다. 최근에 사람들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척했던 지적 세계의 일부가, 그것도 

11) Andre Breton, "Interview with 'Halo-Noviny(1935)', WIS, p.189  

12) 여기서 우리는 브르통이 비난하고 있는 ‘진정하지 않은 아방가르드 예술’에 대하여 잠시 언급하

고 넘어가야 한다. 브르통이 비난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 혁명과 동떨어져 순수하게 예술적 활동

만으로 선진적인 예술을 일컫는다. 이는 예술이 사회적, 정치적 역할과는 무관함을 주장하면서

도, 예술의 영역 내에서 선구적인 역할/시도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아방가르드적이라고 불리는 

예술들을 비판하는 것이다. 따라서 브르통은 진정한 아방가르드 예술이란 사회적 변혁을 열망하

는 활동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결국 사회와 동떨어져 자리하는 부르주아적 유미주의 예술

과 같은 맥락의 것들이 새로운 예술적 기교로 인하여 아방가르드 예술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한 

비난으로 볼 수 있다. 

13) Andre Breton, "Manifesto for an independent revolutionary art(1938)", WIS, p.243

14) Loc. cit.



- 11 -

내 생각에 최고로 중요한 일부가, 환하게 빛을 받게 된 것은 

(…) 그 점에 대해서는 프로이트의 발견에 감사해야 한다.15) 

이성중심주의 사회에 대한 비난은 그의 다른 글에서도 계속된다. 

이성주의, 폐쇄된 이성주의가 세계를 죽이고 있다. 물리적 폭

력이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정신적 수동성의 문제처럼 

정당화 된다. (…) 이러한 관점에서 초현실주의는 그것의 프로

그램을 위한 더 좋은 시기를 찾지 못할 것이다. 이는 사람들

에게 초현실주의의 기능들의 단단한 제국을 제공한다. 초현실

주의의 기능들이란, 오토마티즘(Automatism)16)의 잠수종 속으

로 뛰어드는 것, 비이성의 정복, 개연성의 미적분학에 대한 미

로 속으로 인내심 있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17) 

브르통의 언급이 의미하는 바는, 이성 중심의 사회에서 프로이트가 무의

식을 발견하였고, 이러한 이성 중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초현실주

의는 자신들의 기능, 즉 프로이트의 발견으로 나타난 무의식을 탐구하기 

위한 초현실주의의 기능들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브르통은 이처럼 이성이 지나치게 팽배한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

하는 혁명은 인간의 근원인 비이성의 영역, 즉 무의식에 대한 탐구에서부

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인간의 근원에 대한 탐구는 인간의 사고가 

무언가에 억압되어 있으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없다. 따라서 그는 인간 

근원의 탐구를 위해 인간 정신의 해방을 외쳤다. “인간을 자유롭게 하고 

인간의 능력 전체를 불러내기 위해 먼저 할 일은 언어를 대상으로 삼는 

언어의 작업이다. 언어의 개혁은 시의 개혁으로, 인간의 개혁으로 세계의 

개혁으로 연결된다. 이 점에서 초현실주의는 20세기의 전위 예술 운동 중

에서 존재의 총체성을 문제 삼은 거의 유일한 운동이다. 초현실주의는 시

15) 앙드레 브르통, 「초현실주의 선언」, 『초현실주의 선언』, 황현산 역, 미메시스, 2013, p.70

16)  ‘자동기술법’이라고도 번역된다. 본고는 오토마티즘으로 병기하였으며, 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

은 본 장 2. 1. 1.에서 언급된다. 

17) Andre Breton, “Interview with 'Indice'(1935)”, WIS, p.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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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동력과 언어의 잠재력에 전부를 걸었다.”18) 

하지만 예술 활동에서 시만이 이러한 인간의 개혁으로 이끄는 역

할을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 브르통은 그의 글 각주에서 “내가 화가

였다면 필경 시각적 형상이 다른 형상보다 우세했을 것이다. 그것을 결정

하는 것은 틀림없이 내가 그전부터 지니고 있던 경향이다. 그날부터, 그

와 비슷한 것들의 출현에 내 주의를 의식적으로 집중하게 되었던 바, 그

들 출현은 명백함이라는 점에서 청각적 현상에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연필과 흰 종이만 내게 준비되었더라면, 그 윤곽

을 따라 그리기는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서도 역시 그림이 문제가 

아니라, 본 떠 그리는 것이 오직 문제였기 때문이다.”19) 이처럼, 그가 시

인이었기 때문에 예술의 활동이 시에 대한 언급과 예시로 먼저 사용되었

을 뿐, 시만이 예술에서 유일한 초현실주의 운동을 위한 활동은 아니라는 

브르통의 생각을 읽어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초현실주의 회화에 

관한 그의 글20)에서 시각적 활동을 통한 무의식의 탐험 역시 유용함을 언

급한 적이 있다. 그는 또한 이 글에서 시적 언어와 회화적 언어를 동급으

로 두고 있다. 더 나아가 브르통이 시각적 활동을, 회화뿐만 아니라 영화, 

사진의 영역까지 확대하여 설명한다는 점에서 초현실주의 운동은 예술 일

반을 통한 탐험으로 정리할 수 있다. 

Mark Polizzotti에 따르면, 브르통의 초현실주의에서 인간 정신의 

해방을 통한 인간 근원의 탐구는 예술을 이용하여21) 가능하며, 예술은 

“현실이 아닌, 초현실을 구현해 내야 한다. (…) 결국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 현실을 뛰어넘는 세계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지금 현실을 

넘어 유토피아를 꿈꾸는 혁명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 이는 예

18) 앙드레 브르통, 「초현실주의 선언」, 『초현실주의 선언』, p.70

19) Ibid., p.84 

20) Andre Breton, “Surrealism and Painting(1925)”, Surrealism and Painting, edited by Mark 

Polizzatti, Artworks, 1972.

21) 잘 알려져 있다시피, 초현실주의 운동은 시에서 먼저 시작하였다. 브르통은 언어의 세계에 대한 

이론을 라깡처럼 기존 언어의 체계 안에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며, 이러한 언어체계의 붕괴, 혹은 

언어의 의미의 붕괴를 통한 탐구를 주장했었다. 하지만 초현실주의에서 다루는 예술이란, 곧 시

만이 아니라 시각 예술의 영역까지도 확장되며, 이는 더 나아가 오히려 시 만큼이나, 때론(이론

가에 따라 ) 회화와 사진과 같은 시각 예술이 초현실을 탐구하는 더 적합한 방식이라고 주장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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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작품에서는 초현실을 위한 탐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22)고 정

리한다. 초현실주의의 ‘초현실’이란 단어는 사실 시인 기욤 아폴리네르

가 브르통 이전에 사용하였다. 하지만 아폴리네르는 이 단어를 “인간은 

고전적 개념의 모방에서조차도 현실을 노예적으로 옮겨다 놓은 것이 아니

라 현실에 대해 자신이 지닌 개념을 바탕으로 또 다른 현실을 창조하였

다”23)는 의미에서 사용했다. 즉, 여기서의 ‘초현실’이란 우리가 외부의 

대상을 모방할 때, 이를 단순히 그대로 가져와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 편의를 위해 변형시키거나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대입시키는 것

이다. 즉 어느 정도는 모방자의 개념이 대상의 모방 과정에 개입된다는 

것이다. 이는 모방하는 현실에 모방자의 개념이 덧붙여진 의미에서 초현

실이 된다. 또한 이후의 아방가르드 작가들에게서도 이 말은 사용되었는

데, 그들은 이 단어를 단순히 “현실을 좀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사용되는 시대의 양식”24)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브르통

은 이 초현실이란 단어에 자신만의 독특한 정의를 내렸다. 브르통의 초현

실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그가 ‘초현실주의’에 내린 정

의를 알아보자. 

“초현실주의. 남성 명사. 순수 상태의 심리적 자동운동으로, 사고

의 실제 작용을, 때로는 구두로 때로는 필기로, 때로는 여타의 모든 수단

으로, 표현하기를 꾀하는 방법이 된다. 이성이 행사하는 모든 통제가 부

재하는 가운데, 미학적이거나 도덕적인 모든 배려에서 벗어난, 사고의 받

아쓰기.”25) 이는 마치 초현실주의 운동의 가장 중요한 탐구 방법 중 하

나인 오토마티즘과 초현실주의를 동의어로 두고 있는 듯하다. 이는 오토

마티즘이라는 브르통의 획기적인 발명이 초현실주의의 중심사상과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이는 초현실주의와 오토마티즘 둘 다 인간 순수상태

의 심리운동을 장려하며, 이성의 통제를 벗어난 무의식을 탐구하는 것이

다. 따라서 브르통의 초현실주의의 초현실은 초현실주의가 탐구하는 활동

에서의 인간의 무의식과 유사한 의미를 지시한다. 브르통도 역시 예술을 

22) Andre Breton, “Surrealism and Painting(1925)”, Surrealism and Painting, p.46

23) 앙드레 브르통, 「초현실주의 선언」, 『초현실주의 선언』, p.10 

24) Loc. cit.
25) 앙드레 브르통, op. cit.,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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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는 부분에서 이 초현실을 인간의 무의식과 동일한 것으로 언급한다. 

“회화는 현실이 아닌, 초현실을 구현해 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멀리 

봤을 때, 결국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 현실을 뛰어넘는 세계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26) 

그렇다면 이러한 순수 상태의 심리운동으로 우리 이성의 통제가 

불가능한 무의식의 사고를 받아 적는 것은 왜 필요한 것일까? 브르통은 

이에 대한 설명을 덧붙인다. “백과사전적 설명. 철학. 초현실주의는 그 

이전까지 무시되었던 어떤 종류의 연상 형식이 지닌 우월한 현실성과 몽

상의 전능함과 사고의 무사 무욕한 작용에 대한 신뢰에 기초를 둔다. 여

타의 모든 심리적 기구들을 결정적으로 붕괴시키고, 그것들을 대신하여 

삶의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27) 브르통은 인간 근원

의 탐구, 즉 인간 무의식의 탐구를 통하여 이성중심주의 사고로 인하여 

혼란스러워진 당시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혹은 변혁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성의 통제를 벗어난 인간 무의식에 대한 탐구는 자칫 

다다 운동처럼 무절제한 혼란 속의 어떠한 퍼포먼스로 끝날 수 있다. 그

렇다면 브르통이 언급한 무의식이라는 것은 다다 운동에서처럼 모든 것에 

반대하는 혼란의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 다다와 같은 자기 파괴적 허무주

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브르통은 그의 선언서에서 그들이 초현실주의 운

동을 통하여 꿈꾸는 유토피아의 지점에 대하여 분명히 상정한다. 

삶과 죽음이, 현실계와 과거와 미래가, 소통 가능한 것과 소통 

불가능한 것이, 높은 것과 낮은 것이 모순적으로 감지되기를 

그치는 어떤 정신의 한 점이 존재한다고 모든 것이 믿게 한

다. 초현실주의의 활동에서 이 한 점을 측정하려는 희망 이외

에 다른 동기를 찾으려 한다면 헛된 일이다. 이 점에서 초현

실주의의 활동에 오로지 파괴적이거나 오로지 건설적인 의미

를 붙인다는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인가를 충분히 알 수 

있다. 더구나 문제가 되는 정신의 한 점은 건설과 파괴가 서

26) Andre Breton, “Surrealism and Painting(1925)”, Surrealism and Painting, p.3

27) 앙드레 브르통, 「초현실주의 선언」, 『초현실주의 선언』,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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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간에 휘둘릴 수 있기를 그치는 그 점이다.28)

 

브르통이 언급하고 있듯이, 그가 초현실 혹은 유토피아로 상정한 그 지점

은 혼란의 지점이 아니라, 삶과 죽음, 실재와 상상과 같은 양립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대립적인 것들이 한 곳에 있는 것을 일컫는다. 브르통은 

이러한 지점은 인간의 정신 속 깊은 곳, 즉 무의식에 숨겨져 있다고 믿었

다. 따라서 무의식에 대한 탐구는 이러한 대립이 사라지는 지점에 대한 

탐구와 일맥상통한다. 이처럼 사회적 혁명을 통하여 도달하여야 하는 유

토피아의 지점은 인간 근원에 대한 탐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점을 예술적 활동으로 미리 탐구함으로써, 브르통은 사회적 혁

명이 나아가야 하는 이상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주장한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운동은 당시의 혁명

을 위한 예술운동들과 구분되는 아주 독특한 모습을 띠고 있다. 그들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변혁의 방법으로 예술을 통한 인간의 근원

에 대한 탐구를 수행했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예술 영역의 자율성을 보

장받는 것은 중요한 문제였다. 하지만 사회적 혁명을 위한 활동은 그가 

언급하고 있듯이, 집단적으로 서로간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예술가 개인의 활동인 예술 활동과 일직선상에 놓기에는 무리가 

있는 듯이 느껴진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브르통의 초현실주의는 사회적 

혁명을 위한 운동임을 자청하면서도 그들과 목표를 공유하던 공산당과 적

지 않은 마찰을 겪게 된다. 

1. 2. 혁명을 위한 예술과 예술의 자율성

당시 사회와 시대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변

혁을 꿈꾸었던 브르통은 이러한 사회적, 문화적 전복이 초현실주의 예술 

운동을 통해서는 추상적으로만 성취될 뿐이며, 따라서 이를 위한 실질적

인 정치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초현실주의와 공산

당 모두 기존 세력인 부르주아에 반발하였다는 점에서 이들은 공통의 적

28) 앙드레 브르통, 「초현실주의 제2선언」, op. cit., 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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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브르통과 몇몇 초현실주의자들

은 1927년 프랑스 공산당에 가입하였다. 초현실주의뿐만 아니라, 1차, 2차 

세계대전이라는 혼란의 시기를 전후로 다양한 예술 운동들이 사회적, 정

치적 혁명운동에 참여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술 운동으로 이탈리아 미래

주의와 러시아 구축주의가 있다. 이 두 운동과 초현실주의 운동과의 대조

를 위하여, 미래주의와 구축주의가 그들의 정치적 혁명을 위해 활동한 모

습을 잠시 알아보도록 하자. 

미래주의는 아방가르드의 대중문화와 그들이 연결되기를 원했

다29). 그들은 아방가르드의 선전선동에 필수적인 대중문화를 그들의 예술

과 연결하며, 진보적인 기계, 테크놀로지를 찬양하고 이를 그들의 예술에 

수용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단편적인 예로 이들은 그들의 미래주의 선

언서를 당시 대중매체의 상징인 신문에 발표했다. 이들은 기존의 문화와 

부르주아 유산을 공격하고 반대하였으며, 발전된 테크놀로지에 열정적으

로 열광하였다. 이들이 애호한 새로운 테크놀로지는 심지어 전쟁의 테크

놀로지까지도 포함하는 것이었다. 테크놀로지와 기계에 대한 찬양, 반전

통주의적 입장, 부르주아 문화유산의 강렬한 거부 등으로 정리되는 미래

주의는 전쟁이 위대한 정화 작용을 할 것이라고 환영했으며, 이러한 태도

는 파시즘의 이데올로기와 맞닿아 있었다. 따라서 이들에게 전통적인 형

식의 예술은 그들의 이론과 모순적인 관계를 맺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들 운동 내의 회화 및 조각은 선진 테크놀로지인 운동 사진을 환영적으

로 따라하려는 우스꽝스러운 꼴로 변해있었고, 이는 영화나 사진의 등장 

이후에 제기되는 회화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의문을 더욱 커지게 했을 뿐이

었다. 이들에게 예술은 혁명과 대중매체 중간 즈음에 위치한 선전선동의 

도구이거나, 아니면 한복 옷고름을 휘날리며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것처

럼, 이미 오래되어 낡은 예술의 옷을 입고 기술의 진보를 따라가기 위해 

헐레벌떡 뛰어가는 우스꽝스런 모습일 뿐이었다. 

한편 러시아 구축주의(Constructivism)자들은 부르주아 사회의 잔

재와 같은 ‘이젤주의’를 폐기하고 ‘생산’으로의 이동을 그들의 목표

29) Hal Foster and others, Art Since 1900, Thames & Hudson, 2004, p.90 (할 포스터 외,

『1900년 이후의 미술사』, 배수희 외 역, 세미콜론, 2007, p.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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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삼았다. 이들에게 미술가, 예술가로서의 지위는 부르주아 사회에서 가

지고 있던, 삶과 동떨어진 개인주의의 활동가가 아니었다. 그들은 삶의 

전선에서 함께 투쟁해야 하는 한 사람의 혁명가이어야 했다. 1921년까지 

이들은 아직 예술가로서 남아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기존의 예술

가와 같은 탐구방식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부르주

아 미술가 작업실의 비밀스러움과 대조적으로 조각이 가진 ‘논리적’ 생

산 방식과 연역적 구조를 예술적 영감의 물신화에 반대되는 수단”30)으로 

사용하였다. 이들의 연역적 구조, 구축적 예술 작품들은 결국 순수한 그

리드나 모노크롬으로 나아가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결국 로드첸코의 

<순수한 빨강, 순수한 노랑, 순수한 파랑(Pure Red Color, Pure Yellow 

Color, Pure Blue Color)>(1921)(도판 1)처럼 예술의 종말을 고하는 작품으

로 나아갔다. 이러한 구축주의의 예술은 예술 내에서 더 이상 나아갈 곳

이 없었다. 이제 이들의 예술은 사회적 생산에 참여하는 것 말고는 방법

이 없었다. 이 예술가들은 이제 공장에서 실용적인 물건을 디자인 하거

나, 러시아 혁명을 선전하는 포스터, 책 등을 디자인 하는 일로 나아갔다. 

이제 이들에게 예술은 하나의 자주적 활동이 아닌 삶 속의 일부로 작아졌

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혁명에 봉사하는 예술 운동은 예술의 독

자성을 유지하기가 거의 불가능했다. 이들은 삶 속의 예술로 남아야 하

며, 예술은 예술 스스로의 오롯한 길을 보장받기 힘들다. 그렇다면 초현

실주의 운동은 어떠한가? 초현실주의 운동은 혁명과 예술이라는 두 축의 

문제에 있어서, 위의 두 예술 운동들처럼 혁명의 가치를 예술의 가치보다 

더 중요시 하였다기 보다는, 최소한 이 둘을 같은 무게로 혹은 예술을 혁

명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다루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초현실주의 운

동이 공산당의 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브르통을 기점으로 한 초현실주의 운동가들이 1927년 프랑스 공

산당에 가입한 이후, 그들의 공산당 활동의 첫 참여는 1930년 프랑스 공

산당 창단 10주년 기념대회 준비에 초현실주의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공산당 내부의 분열로 인하여 취소되었다. 흐지부

30) Hal Foster and others, op. cit., p.178 - 이러한 예로, 로드첸코의 기하학적 조각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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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끝나버린 초현실주의의 공산당 참여 활동은 1931년 12월 결실을 맺는

데, 이는 <반식민지 전시(Anticolonial Exhibition)>31)의 참여였다. 초현실주

의자들은 그들의 작품을 이 전시에 자발적으로 내놓았을 뿐만 아니라, 이 

전시를 위한 작품을 빌리고 모으는데 주요한 역할을 해냈다. 하지만 이러

한 초현실주의자들의 활동은 공산당 내에서 커다란 인정을 받지는 못하였

다. 이는 이미 공산당 내부에 자리하고 있던 의혹의 눈빛 때문이었다. 그 

당시, 공산당원들은 초현실주의자들이 혁명과 함께할 수 없는 이론을 가

지고 있다고 여겼다.32) 뿐만 아니라, 당시에 루이스 아라공, 조르주 사둘

(Georges Sadou, 1904-1967), 피에르 우닉(Pierre Unik, 1909-1945) 등과 같

은 초현실주의자들은 이미 공산당으로부터 초현실주의 운동을 탈퇴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었다. 초현실주의의 또 다른 정치적 참여는 아라공과 사둘

의 <제2차 혁명적 작가들의 회의(Second Congress of Revolutionary 

Writers)>33)의 참가였다. 하지만 이 회의의 참여는 결국 양 진영 모두의 

비판을 받았다. 프랑스 공산당 정당은 자신들의 허가 없이 이들이 참석한 

것에 대하여 분노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운동 내

부에서도 이들의 참여를 문제 삼아 이들을 초현실주의 운동에서 퇴출시켰

다.34) 프랑스 공산당 활동에 초현실주의가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이것

뿐이었다. 

그렇다면 초현실주의자들은 왜 공산당의 활동에 구축주의나 미래

주의처럼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을까? 달리 말하자면 왜 초현실주의자

들은 미래주의나 구축주의처럼 문화적 영역에서의 공산당의 정치화에 순

응하며 예술의 폐기와 더불어 예술에 대한 정치적 헌신의 요구를 거부했

을까? 이러한 초현실주의의 모습을 당시 공산주의가 비난하였듯이 단순히 

31) 유럽 식민지 예술에서 나타나는 원시주의에 대한 유러피언 페티시에 대한 반대운동의 일환으로 

열린 반식민적 전시이다. 

32) 프랑스 공산당은 초현실주의 운동을 부르주아 예술과 동급으로 보는 시선이 있었다. 공산당은 

프로이트의 사상이 역사적 유물론에 위배되는 ‘이상주의적인 위험한 학설’이라고 비난했다. 따라

서 그들의 혁명과 초현실주의의 예술 이론이 양립할 수 없다고 여겼다. (앙드레 브르통, 황현산 

역,『초현실주의 선언』, p. 29 참고)

33) Kharkov에서 1930년 11월에 개최됨. 

34) Steven Harris, Surrealism Art and Thought in the 1930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p.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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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의 예술가로서의 신념과 권위를 포기 못하는, 지나친 강직함이나 

또는 위선적인 엘리트주의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구축주의자들도, 그리

고 미래주의자들도 예술은 그 개개인들에게 직업이자 목표이며 삶의 전부

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술의 폐기 혹은 예술의 정치적 

헌신을 선택한 것은 그들의 신념과 더 높은 사상의 고취를 위해서였다. 

또한 초현실주의자들에게도 혁명의 열망은 결코 이 두 혁명적 예술 운동

에 뒤지지 않았다. 우리는 이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하여 브르통의 초현

실주의에 대한 설명과, 그들의 입장에서 공산당과의 관계를 연구해 보아

야 한다. 

브르통은 1938년 혁명에 대한 그의 글35)에서 아래와 같이 주장한

다. 

우리는 오직 사회적 혁명만이 새로운 문화를 위하여 길을 닦

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 진정한 예술은 혁명적이 아

닐 수 없고, 사회의 완벽하고 근원적인 재건을 열망하지 않을 

수 없다.36)

하지만 이러한 브르통의 언급은 의아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는 1935

년 공산당과의 양립할 수 없는 관계를 깨닫고 초현실주의 운동과 공산당

과의 결별을 고했기 때문이다. 브르통은 이어서 비슷한 시기의 다른 글에

서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공산주의는 우리와 모든 방식에서 완전히 다르다. 그들은 무의

식 세계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을 거절하며, 그들의 모든 체

계는 인간의 간단한 계획과 실재 세계로 이루어졌다. 우리의 

작업에서 그들은 오직 꿈만을 보며, 우리의 종합적인 것에 대

한 다른 요소들은 그들에게 맹점(blind spot)이다. (…) 공산당에

게 초현실주의는 또 다른 ‘-주의(-ism)’이다. 그들은 이것을 

35) Andre Breton, "Manifesto for an Independent Revolutionary Art(1938)", WIS.
36) Ibid., p.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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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회화의 방식이나 예술의 이론으로 생각한다. (…) 초현

실주의는 모든 인간의 활동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는 인간 

삶의 종합적 태도이다. 그리고 초현실주의는 그들의 습관적인 

사고의 하찮은 규모를 넘어서는 것이다.37)

우리는 브르통의 위의 글에서 그가 주장하는 ‘혁명’이 프랑스 

공산당의 단순한 정치적 혁명과 더 이상 동일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는 이 글에서 스탈린의 문화정책을 신랄하게 비난하며, 공산당은 예술

적 세계 안에 있는 예술 영감의 원칙을 부끄럽게도 부정하고 있다며 반감

을 표시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진정한 “공산주의적 혁명은 예술을 두려

워하지 않는다”38)고 주장한다. 결국 그의 이러한 언급은 브르통이 당시 

공산당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예술 문화정책에 반대하였지만, 여전히 초현

실주의 운동을 통하여 혁명을 이루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독자적

인 노선을 외치는 그의 목소리는 바로 이 글의 제목인 ‘독립된 혁명적 

예술을 위한 선언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공산당이 주장하던 ‘혁명’과 초현실주의

자들이 주장하던 ‘혁명’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도록 하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공산당이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운동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오해의 

지점을 찾아낼 수 있다. 당시의 혁명을 위한 예술은 미술사조에서 크게 

‘아방가르드 예술’로 불리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아방가르드라는 명칭

은 여러 미술사가들이 정리하듯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해석된다.39) 아

방가르드라는 용어는 처음 군사 용어를 기원으로 하여 등장했다. 이는 전

쟁 시에 전위에 서는 선발된 소수의 집단을 의미한다. 하지만 1825년을 

기점으로 생시몽주의자들에 의하여 이는 사회적 혁명을 위해 가장 선두에 

자리하는 예술가들을 일컫는 의미로 사용되었다.40) 즉 여기서 의미하는 

아방가르드로서의 예술가는 운동의 가장 선두에 서서 지적 능력을 가진 

37) Andre Breton, “International Surrealist Bulletin(1935-36)”, WIS, p.444-445

38) Ibid., p.443

39) 이에 대한 더욱 자세한 설명 및 개념 정리는 조주연, 「아방가르드와 모더니즘: 그 개념적 혼

란에 관한 소고」, 미학, 제29집, 2000년 11월, p.171-197 참조

40) M. 칼리네스쿠, 『모더니티의 다섯 얼굴』, 이영욱 외 역, 시각과 언어, 1993, p.17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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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이들을 인도하여 용감히 행진하는 예술가로서, 이는 사회 변혁의 

‘아방가르드’인 것이다.41)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의 아방가르드인 

‘사회적 아방가르드’로서의 예술가인 것이다. 이는 이후에 등장하게 되

는 ‘예술적 아방가르드’와 구분된다. 사회적 아방가르드가 사회 발전 

혹은 혁명을 위한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한다면, 뒤이어 등장하는 

예술적 아방가르드는 여전히 근본적으로는 사회적 변혁을 지향하지만 특

정 정치 사상에 종속되지 않는 독립적인 예술 개념으로 바라봐야 한다. 

이러한 예술적 아방가르드는 1870년에 등장한다.

이 “새로운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은 협착한 정치 철학에 복속된 

채 단순한 선전가로 복무하는 것에서 벗어나 예술의 변혁을 삶의 변혁과 

동일시했기에, 구속적이며 형식적인 모든 예술의 전통을 전복하고 이전에

는 금기되어 있던 전적으로 새로운 창조의 지평을 탐험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고자 했다. (…) (따라서) 예술적 극단주의나 실험적 정신은 (…) 아방

가르드 미학의 본질적이 요소가 된다.”42) 이처럼 변화된 의미의 예술적 

아방가르드는 사회의 변혁, 혁명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아방

가르드와 같은 맥락에 서 있지만, 예술의 자율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

이점을 갖는다. 

그러나 이들이 추구한 예술의 자율성이라는 것이 아방가르드 이

전의 부르주아 예술이 추구하던 자율성과 같은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

다. 예술적 아방가르드는 “자율적이고 내향적이며 자기 지시적이고 자기

비판적인 미술의 관행을 넘어서 예술이 아닌 선동, 집단 봉쇄, 사회적 생

존 등의 방식과 전술까지도 포함하는 훨씬 포괄적인 용어가 된다.”43) 즉 

예술적 아방가르드들은 기존의 부르주아 예술이 가지고 있었던 “예술의 

자율성에 대한 공격, 즉 삶의 실천으로부터 떨어져나와 단절한 예술에 대

한 저항”44)으로 볼 수 있다. 예술적 아방가르드는 “예술 제도에 대한 

공격과 삶의 변혁의 결합”과, 부르주아의 가치체계인 “부르주아의 사회

적 실천적 모더니티를 부정”하는 두 측면을 가지고 있다.45) 이처럼 예술

41) 육영수, 「생시몽주의자들의 사회미학, 1802-1830: 이론」, 서양사학연구, 제7집, 2001, p.73

42) 조주연, 「아방가르드와 모더니즘: 그 개념적 혼란에 관한 소고」, p.178

43) Ibid., p.181

44) Ibid., p.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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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아방가르드는 부르주아 모더니티가 주장하던, 사회적으로 동떨어진 그

들만의 세상에 존재하는 예술의 자율성에 반대하고 공격하며 삶의 변혁을 

추구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 아방가르드의 입장처럼 예술가들

이 사회적 혁명을 위해 선전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역시 주장했기에 사회적, 정치적으로부터 독립된 예술의 자율성을 주

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주장한 미적 자율성의 영역이 부르주아 모더니티

가 가지고 있던 “예술의 경계 안으로의 이주는 아니었다.”46) 이들은 

“더 이상 정치 사상에 종속되지는 않는다 해도 예술적 아방가르드는 정

치적 아방가르드와 동일한 전제, 곧 삶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47)

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사회적 정치적으

로 예술의 자율성을 보장받고, 예술의 자유로운 탐구를 통한 예술의 변혁

이 삶의 변혁을 이끄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것이 어

떻게 가능할까? 실제적으로 예술이 사회적 혁명을 주장한다고 하였을 때, 

이러한 실질적인 프로그램에 동참하지 않고서 어떻게 혁명을 이룬다고 말

할 수 있을까? 

예술적 아방가르드를 추구한 이들은 사회적 혁명에 대한 실질적

인 변혁은 사회적 사상가들, 정치가들의 몫임을 알고 있었다. 예술가는 

예술가로서 혁명에 봉사하는 방법이 있고, 이것은 단순히 혁명의 선전가

로의 역할만은 아님을 또한 주장하였다. 초현실주의자들에게 예술의 변혁

은 삶의 변혁을 이끄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들은 예술의 

탐구를 통하여 사회적 정치적 혁명이 나아가야 하는 유토피아에 대한 청

사진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사상가들

과 정치가들은 그들이 이상으로 가야하는 지점과 개념을 얻게 되고, 이를 

실질적인 사회 정치적 프로그램을 가지고 혁명을 ‘실천’하는 것은 정치

가, 기업인들의 몫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아방가르드와 예술적 아방가르드의 차이가 바로 

45) Ibid., p.182

46) Ibid., p.180

47) Loc.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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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이번 장에서 다루고 있는 공산당이 주장한 ‘혁명을 위한 예술’

과 브르통의 초현실주의가 주장한 ‘혁명을 위한 예술’에서 나타나는 차

이임을 알 수 있다. 즉 공산당은 사회적 혁명을 위해서 예술이 수행해야 

할 역할은 사회적 혁명의 전위부대로서 혁명의 선전선동의 역할을 수행하

고, 따라서 예술가들은 이론가와 사상가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적 혁명의 

프로그램을 수행하도록 기대되는 것이다. 그 결과 공산당의 관점에서의 

예술가들은 예술의 자율성 보다는 혁명을 위한 사회적 역할이 더 중시된

다. 반면 예술적 아방가르드는 삶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전제에 

뿌리를 두고 유토피아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아방가르드와 같은 관

점을 공유하고 있지만, 예술의 자유로운 탐구를 통한 예술의 실험이 삶의 

변혁을 이끄는 것이기에 정치 철학을 위한 단순한 선전가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 예술가가 사회적 혁명을 위해 담당할 수 있는 고유한 역할, 즉 혁

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

술가들은 혁명을 위한 전위 부대로서 혁명이 나아가야 할 곳에 대한 이상

향을 먼저 탐색하고 그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는 전위부대 즉, 아방가르드

이며, 그 뒤를 이어 과학자, 정치가, 기업가들이 본부대 혹은 후위 부대로

서 혁명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혁명적 예술’에 대한 관점의 차이로 공산당과 초

현실주의 운동은 1935년을 기점으로 결별할 수밖에 없었다. 초현실주의 

운동과 공산당은 1920년대에 부르주아라는 하나의 적을 공유하였기에 서

로 연합할 수 있었지만, 이들 내부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던 혁명을 위한 

예술의 역할에 대한 관점의 차이로 이들은 분리되었다. 공산당은 스스로

의 관점을 포기하지 않는 초현실주의 운동을 부르주아적 예술의 특권인 

자율성을 주장하면서도, 사회적 혁명 역시 포기하지 못하는 위선적이고 

모순적인 이론으로 치부하며 비난하였다. 

그렇다면 브르통은 어째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야만 했을까? 

다른 혁명 운동들처럼 공산당과의 일체로 나아가던가, 아니면 혁명을 포

기하고 예술의 전통을 따라가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브르통의 초현

실주의는 왜 그 중간에서 그들만의 독자적인 혁명을 외칠 수밖에 없었을

까? 이는 혁명을 이루고자 했던 브르통의 초현실주의의 방식과 그들의 이



- 24 -

상에서 찾을 수 있다. 

브르통의 초현실주의는 인간 정신의 자유, 즉 인간 정신의 해방을 

그들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았다. 이는 인간 정신이 이성의 억압으로

부터 벗어나 스스로의 자유가 보장되어야지만, 인간 근원의 탐구를 가능

케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의 정신과 마찬가지로 “예술의 창조 활동

의 영역에서 상상력은 반드시 모든 제약들로부터 탈출해야만 하며, 그것

을 묶는 어떠한 구실도 허락되어서는 안 된다.”48) 하지만 브르통은 이러

한 “사고의 자유를 옹호하는 것은 우리가 정치적 무관심을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절대 아니며, 또한 이는 소위 순수 예술이라 불리는 것의 부흥을 

소망하는 것도 아니”49)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예술의 자유로운 창조 활

동과 인간 정신의 자유를 보장받아서, 그들이 하고자 한 인간 근원의 탐

구는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 그것은 브르통의 초현실주의의 이상향, 

그들이 인간 근원의 탐구를 통해 도달하고자 한 목표의 지점은 삶과 죽음

이, 실재와 상상과 같은 대립되는 것들이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인간 근

원의 한 지점이다. 자유로운 예술의 방식으로 인간 근원의 탐구를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이러한 지점을 향하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혁명이었다. 

이 지점으로의 이행은 예술가가 스튜디오에 갇혀 자신만의 예술의 탐구를 

위해서 도달할 수 있는 지점은 아니며, 이는 예술가들이 “외부로부터의 

강압 없이 오직 우정 어린 협동을 기반으로 하여”50)서만 이루어 낼 수 

있는 것이다. 

구축주의나 미래주의와 같은 혁명적 예술 운동들은, 혁명적 사회

에 봉사하기 위하여 삶 속의 예술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브르통의 초현

실주의는 삶 속의 예술이 아니라, 예술을 통한 삶의 변혁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예술을 통한 혁명은 결국 인간의 해

방, 인간의 자유를 통하여 가능한 것이고, 이러한 활동이 가능하기 위해

서 예술은 그 어떤 억압에서도 벗어나 예술의 자율성을 필수적으로 보장

받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브르통에게 초현실주의의 최종 목표는 “혁

48) Andre Breton, "Manifesto for an Independent Revolutionary Art(1938)", WIS, p.245

49) Ibid., p.245 

50) Loc.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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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위한 예술의 독립성”51)이며, 이와 동시에 “예술의 완전한 해방을 

위한 혁명”52)이 된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운동이 구축주의나 

미래주의처럼 실질적인 사회적 혁명으로부터 거리를 두었기 때문에, 이들

이 주장하는 ‘혁명’이나 ‘이상향’은 어느 정도 추상적인 개념으로 다

가올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추구했던 방법

이 실현 불가능한 맹목적인 방식이나 사변적인 것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예술을 통한, 정치적 혁명, 개혁에 실질적인 실천 보

다는 개념적인 이상향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였다. 바로 이것이 예술가들

이 사회적 혁명을 위해 아방가르드로서 수행해야 하는 역할, 즉 혁명이 

지향해야 하는 이상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역할로 정리할 수 있다. 

그들은 현실의 문제에 대한 자각과 혁명을 통해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이상향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예술을 통해 제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던 것이다. 따라서 브르통이 주장하는 ‘대립이 사라지는 지점’은 

혁명의 수단, 도구로서가 아니라, 삶의 혁명이 현실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자 지향해야 하는 지점인 것이다. 바로 이러한 지점을 브르통은 예술의 

탐구를 통하여 보여주고자 했으며, 바로 이 지점을 예술적 탐구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 사회적 혁명을 위한 예술가의 역할이 되는 것이다. 즉, 실

천적으로 혁명에 봉사하는 예술이 아니라, 예술을 통한 탐구의 결과로 얻

게 되는 예술의 질서, 예술을 영위하는 질서를 삶의 질서가 모방함으로써 

삶 속에서 변화와 혁명의 물결이 일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바로 브

르통의 초현실주의가 주장하였던 혁명을 위한 예술의 모습이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공산당으로 부터 초현실주의가 비난받고, 이들이 

공존할 수 없었던 이유를 살펴보았다. 초현실주의 운동에서 주장한 혁명

을 위한 예술의 역할이 공산당이 원했던 모습과 다르다는 이유로, 프랑스 

공산당은 초현실주의 운동을 혁명적 예술이 아닌 것을 취급하였다. 또한 

공산당은 이러한 예술적 아방가르드로서 혁명을 위한 예술의 역할을 이해

하지 못하였기에, 예술적 아방가르드가 주장한 ‘예술의 자율성’과 ‘혁

51) Andre Breton, op. cit., p.246

52) Loc.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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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적 예술’을 대립되는 개념으로 상정하는 오해를 범했다. 하지만 초현

실주의 운동은 공산당이 원하던 사회적 아방가르드의 역할에 부합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아방가르드가 아닌 것은 아니다. 이들은 

여전히 혁명을 위해서 예술가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주지하고 있었고, 초

현실주의 운동 내에서 그리고 예술적 아방가르드의 관점 내에서 사회적 

정치적으로부터의 예술의 자율성과 혁명을 위한 예술은 서로 대립되는 개

념이 아니었다. 따라서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운동은 공산당이 주장하듯

이, 서로 다른 두 가치를 포기 못하는 모순적인 이론으로 평가받아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이들은 예술의 자율성을 통해 혁명이 향해야할 유토피

아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인간의 근원에 대한 탐

구를 수행하고자 하였을까? 인간의 근원에 대한 탐구를 위하여 그들은 필

연적으로 정신분석학을 그들 운동의 기반으로 삼았다.

2. 무의식의 탐구로서의 초현실주의

1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브르통의 초현실주의는 인간 근원에 대한 

탐구를 통하여 그들이 상정한 유토피아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들

이 탐구하고자 한 인간의 근원이란 무엇일까? 인간의 이성만이 중시되는 

사회에서 그러한 이성의 억압에서 벗어나 모든 대립되는 것들이 나눠지기 

이전의 지점으로 상정한 바로 그 유토피아가 인간의 근원 안에 있는 것이

다. 브르통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근원을 예술을 통해 탐구하기 위해서는 

“프로이트의 탐험, 더 일반적으로는 무의식적 삶을 의학적으로 연구하는 

프로이트의 작업과 특별히 중요하게 관련 된다”53)고 설명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수용하여, 자신들의 독특한 예술 

운동을 구축해나간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운동의 방식들을 예술 작품들과 

함께 살펴볼 것이다. 

브르통의 초현실주의는 정신분석학에 기반을 두고, 예술에서 무의

식의 탐구를 통해 그들만의 독특한 예술 세계를 펼쳤다. 이러한 브르통의 

53) Andre Breton, “Interview with 'Indice'(1935)”, WIS, p.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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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현실주의 이론은 시, 회화, 영화, 사진 등 초현실주의 운동 전반에서 다

양한 모습으로 발달하였다. 본고에서는 초현실주의에 대한 시각 예술을 

기반으로 브르통의 초현실주의를 재해석하고자 하므로, 브르통의 이론을 

수용하고 받아들인 시각 예술의 영역을 주로 다루게 될 것이다. 정신분석

학을 기반으로 인간 무의식의 탐구를 진행한 결과로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운동에는 그들 스스로도 예상하지 못했던 성과 죽음의 모습들이 그들의 

작품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 우리는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운동에서 나타

나는 이와 관련된 모습 또한 살펴 볼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다음 장에서 

할 포스터가 초현실주의 운동 전반을 프로이트의 이론을 통해서 해석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2. 1. 정신분석학 수용

브르통은 “꿈과 같은 실재 속에서 정신은 반드시 ‘잠재하는’ 

의식에 도달”54)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술이 외부적 실재에 대

한 묘사나 재현이 아니라, “순수하게 내면의 모델을 참조하거나 아니면, 

예술의 존재는 없어져야 한다”55)고 설명했다. 이러한 순수한 내면의 참

조에 대한 연구는 “우리 내부로 어지러움을 느끼며 내려가고, 숨겨진 장

소에 조직적으로 빛을 비치면서 나머지 장소를 점차적으로 어둡게 하고, 

금지된 지대 한복판에서 끝없이 산보하는 것 이외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바로 이 방법을 통해”56)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즉, 순수한 내면에 대한 

연구는 인간 개개인이 자신의 정신 내부를 연구하고, 정신 내부의 금지된 

곳, 그 억압된 곳을 끝없이 탐구하는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러한 순수한 내면에 ‘잠재하는’ 의식, 즉 무의식의 탐구는 1900년 프로

이트가 꿈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처음 개진하였다. 이러한 프로이트의 무

의식 연구는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브르통은 무의식에 대한 연구를 초현실주의의 선언 이전부터 지

54) Andre Breton, "Interview with 'View' Magazine(1941)", WIS, p.268 

55) Andre Breton, “Surrealism and Painting(1925)”, Surrealism and Painting, p.2 

56) 앙드레 브르통, 「초현실주의 선언」, 『초현실주의 선언』, p.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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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고 있었다. 그는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1914년 젊은 의학도였다. 그

는 전쟁 중인 1915년부터 1916년까지 의무병으로 근무하였으며, 1917년 

인턴과정을 끝낸 뒤 잠시나마 의사의 길을 걸었었다. 의사로서의 경험을 

통해 신경정신과 진료에 사용되던 자유 연상과 꿈을 통한 치료법을 접했

으며, 더 중요한 경험은 그가 의무병으로 전쟁에 참여하였던 시절, 전쟁

으로 인하여 노이로제나 기타 정신병에 시달리는 군인들을 마주했던 것이

다. 브르통은 당시의 시기에 대하여 스스로 설명한다. “그 무렵 나는 여

전히 프로이트에 몰두했고, 그의 무의식을 탐구하는 자유연상법57)실험 방

법에 숙달하여 전쟁동안 환자들에게 그 방법을 잠시 시험할 기회를 갖기

도 했지만, 나는 환자들에게서 얻어 내려던 것을 내 자신에게서 얻어 내

기로 결심했다. 이를 테면, 가능한 한 재빠른 어조의 혼잣말이 그것인데, 

그에 대해 피험자의 비판 정신이 어떤 판단도 내리게 하지 않아야 하고, 

그 결과로 어떤 묵비(默祕)에 의해서도 방해를 받지 않아야 하며, 말해진 

사고와 가능한 한 일치하는 것이어야 한다.”58) 이러한 브르통의 언급을 

통해 우리는 그가 초현실주의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여겼던 오

토마티즘의 탄생을 알게 된다. 우리는 이제 오토마티즘을 비롯한 브르통

의 초현실주의자들이 무의식을 탐구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던 방법에 대하

여 연구해 볼 것이다. 이는 그들이 무의식의 탐구에 대하여 행하였던 방

식을 따라 구분해 놓았지만, 이들은 그들의 활동에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

를 맺고 있으며, 따라서 한 작가, 혹은 한 작품에서 여러 개의 방식들이 

함께 사용되거나 나타난다. 

2. 1. 1. 오토마티즘 

57) 자유연상법(free association/ 自由聯想法) - 프로이트는 초기에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방

법으로 자유연상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환자가 의자에 편한 자세로 누워있고, 분석자는 환

자가 볼 수 없는 환자 뒤쪽에 앉아있고, 환자는 혼잣말처럼 무엇이든 비판 없이 떠오르는 말을 

한다. 분석자는 이러한 환자의 화법, 태도, 얘기의 내용들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분석하는 방법이

다. 하지만 프로이트는 후에 이러한 진단방법을 폐기하는데, 이는 자유연상법을 통해 피분석자의 

정신이 분열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제기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험성의 제기는 초현실주의 

운동 안에서도 나타났다. 초현실주의 운동 안에서의 자유연상법-오토마티즘 논쟁은 뒤의 각주 

61번 참고.  

58) 앙드레 브르통, 「초현실주의 선언」, 『초현실주의 선언』, 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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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르통의 초현실주의에서 오토마티즘의 중요성은 그가 초현실주

의를 정의한 부분에서도 알 수 있다. 본 장 1절의 인용 글에서 알 수 있

듯이 브르통은 초현실주의에 대한 정의를 순수 상태의 심리적 자동운동으

로 설명한다. 이러한 설명에서 우리는 이성이 행사하는 모든 통제에서 벗

어난 사고의 받아쓰기로 오토마티즘을 정의할 수 있다. 브르통은 초현실

주의 예술 활동의 그 처음과 끝까지 오토마티즘을 그들의 지속적인 활동

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브르통의 오토마티즘에 대한 연구의 첫 결과물은 

1919년 브르통이 그의 동료들과 출간한 첫 번째 오토마티즘 시집 『자기

장( Leschamps magnétiques; The Magnetic Fields)』이다. 오토마티즘은 

작가가 외부의 모든 자극들로부터 일체의 개입을 받지 않고, 자신의 내면

에 귀를 기울여 자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 어떤 이성의 제재

나 필터링 없이 빠르게 받아 적는 기술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작가는 그의 이성의 도움 혹은 방해 없이 그의 무의식에 있는 것들을 그

대로 표현해 낼 수 있다고 믿었다. 

브르통은 오토마티즘에 대한 그의 글, 「오토마틱 메시지」에서 

“직접 실험해 본 바에 따르면, 오토마티즘은 시각적 환각으로 이끌고 간

다”59)고 설명했다. 실제로 많은 초현실주의 화가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오토마티즘을 실험하였다. 또한 브르통은 회화의 영역에서 오토마티즘이 

두드러진 활동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60) 그 중에서 브르통은 회화의 

영역에서 대표적인 오토마티즘의 연구자로 앙드레 마숑을 꼽고 있다. 브

르통은 마숑이 그의 손에 날개를 달고 있다고 표현했다. 작가는 그의 무

의식, 그 내면에 집중하여 이를 이성이 개입할 시간을 주지 않을 정도의 

빠른 속도와 함께 수동적으로 캔버스 위에 그려 넣는다. 사실 이러한 기

법은 유화나 수채화처럼 시간이 걸리는 회화 작업보다는, 마숑의 오토마

티즘 대표작인 <오토마틱 드로잉(The Automatic Drawing)>(1924)(도판 2)>

과 같은 드로잉을 통하여 가능했다. 이러한 오토마티즘 회화는 두 방향에

서 무의식에 도달할 수 있다. 먼저, 자신의 무의식을 그대로 드러내는 작

59) Andre Breton, “Automatic Message(1933)", WIS, p.138

60) Andre Breton,  “Surrealism and Painting(1925)”, Surrealism and Painting, 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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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활동에서 작가의 무의식은 표출된다. 또한 그러한 결과물은, 브르통의 

말대로 외부적 대상에 대한 재현이 아니므로, 이 작품을 바라보는 감상자

의 무의식을 자극하여, 그의 욕망을 이끌어낼 수 있다. 위에서 잠시 언급

하였듯이, 이러한 오토마티즘은 프로이트의 ‘자유연상법’에서 영향을 

받았다. 프로이트는 그의 이론 초기에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 중 하나로 

이 자유연상법을 사용하였다. 그는 환자가 ‘자유연상’을 통하여, 무언

가에 의하여 억압되어 표출되지 못하는 무의식적 욕망을 자유롭게 표출하

도록 유도하였다. 브르통 역시 오토마티즘을 통하여 이성의 억압에서 벗

어나 작가들이 자유롭게 그들의 무의식 속 욕망들을 표출하기를 장려하였

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결과물로서 나타난 작품은 관람자에게 또 다른 

자극물이 되어 그들의 상상을 자극하고, 그들의 무의식적 욕망에 다가갈 

수 있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러한 오토마티즘의 활동은 인간의 개인적 의지 없이 신

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영매와 구분되어야 한다고 브르통은 설명한다. 

그는 “오토마티즘을 실행하는 초현실주의자들은 자신의 개성으로부터 스

스로 분리되지 말고 오히려 인격의 통일을 유지하려는 시인(예술가)으로

서의 시각을 잃지 말아야 한다”61)고 강조한다. 자신의 개성을 잃지 않는 

예술가의 모습을 유지하라는 브르통의 설명은, 그가 언급하는 다양한 초

현실주의 작가들의 작품에서 보여진다. 

무의식을 드로잉의 방식으로 빠르게 담아낸 앙드레 마숑뿐만 아

니라, 브르통이 극찬해 마지않았던 막스 에른스트는 회화에서의 오토마티

즘 방식으로 프로타쥬62)를 발명했다. 이는 나무나 잎사귀와 같은 사물의 

표면에 종이를 대고 문지르거나 긁는 과정을 통해 그것의 이미지를 담아

61) Andre Breton, “Automatic Message(1933)", WIS, p.137 - 사실 이러한 브르통의 언급의 배

경에는 프로이트의 자유연상법의 포기와 관련된 논쟁이 존재한다. 프로이트는 그의 무의식 연구 

초기에 사용하였던 자유연상법의 사용을 얼마 안 가서 중단하였다. 정신분석학자들의 연구 결과, 

이러한 자유연상법이 주체자의 정신을 분열 시킬 위험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유연상법의 문제를 근거로, 초현실주의 운동 내부에서도 오토마티즘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 되

었다. 따라서 브르통의 이 언급은 이러한 논쟁을 염두에 두고 언급한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62) 프로타쥬(Frottage) - 나뭇조각, 돌, 형겊 등 울퉁불퉁한 물건 위에 종이를 놓고, 연필이나 숯

으로 문질러서 종이 아래 놓여있는 사물의 독특한 모양을 얻어내는 기법. 에른스트는 1919년부

터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1926년 이러한 작품을 모아 「자연사(The Nature History)」

라는 모음집을 출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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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방법이다. 이는 마치 인간에게 숨겨져 있는 다른 면과 같은 무의식

을 드러내듯이, 실제 사물에 숨겨져 있는 다른 모습을 드러냄으로서 마치 

사물의 무의식을 드러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때때로 작가는 이렇게 문

지르는 행위로 얻어진 이미지에, 그 이미지가 상기시키는 내용을 담는다. 

이러한 행위에서 작가는 나타난 이미지를 바라보고 관찰하는 관람자가 되

기도 하는 것이다. 브르통은 이에 대하여 “예술가가 자신의 작품의 탄생

에 있어 무관심하거나 열정적이거나 간에 단지 방관자”의 역할을 취하

며, 그는 “그 진행의 추이를 주목할 뿐인 것”63)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이미지는 앙드레 마숑의 오토마티즘 회화만큼 작가의 무의식이 직접적으

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 결과로 발생된 이미지에 대하여 작가나 관람자 

모두 상상을 통한 무의식의 자각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러한 

것을 어떠한 이성의 통제나 억압 없이 그대로 드러나게 한다는 점에서 오

토마티즘의 방식으로 볼 수 있다. 

2. 1. 2. 꿈 

 브르통의 초현실주의에서 예술을 통하여 무의식을 탐구한 다른 

방법으로 꿈에 대한 탐구가 있다. 프로이트는 새로운 세기의 시작인 1900

년 무의식의 등장을 알리는 책『꿈의 해석(The Interpretation of Dream

s)』을 출판하였다. 프로이트의 이 책은 꿈을 통해 과거 합리주의적 사고

에서 무시되었던 무의식에게도 의식적인 사고와 같은 규칙과 시스템이 존

재함을 밝히고, 따라서 무의식에도 의식과 동등한 위치를 부여하였다. 프

로이트에게 꿈은 이성의 사고에서 벗어나 인간의 무의식에 접근할 수 있

는 방법이었다. 이는 꿈속의 자유로운 사고들 혹은 무의식의 발현을 그 

근거로 한다. 따라서 꿈을 해석하는 것은 그 사람의 무의식에 접근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하지만 꿈이 단순히 우리의 무의식 속의 모습들을 혼돈

의 방식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꿈 역시 이성적 사고가 그러하듯이 

일련의 법칙과 과정들이 있다고 프로이트는 주장한다. 그는 “꿈은 완벽

63) S. 알렉산드리안, 『초현실주의 미술』, 이대일 역, 열화당, 1984. 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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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심리적 현상이며, 정확히 말해 소원 성취”64)라는 주장아래, 꿈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시도한다. 즉 프로이트의 해석에서 꿈은 우리의 무의식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욕망들을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성취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이러한 꿈은 두 가지 메커니즘에 의하여 작동

하는데 이는 압축65)과 전치66)이다. 이 두 메커니즘이 필요한 이유는 무의

식 속의 사유가 의식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검열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의식 혹은 전의식67) 속에 진입할 수 없기 때문이

다. 이 두 과정을 거쳐 무의식의 사유는 그들의 모습을 탈바꿈하고 이로

써 검열관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꿈에 대한 프로이트의 메

커니즘과 이론은 브르통의 초현실주의에 수용되었다. 

브르통은 1932년 그의 동료들과 함께 자신들의 꿈을 스스로 분석

한 모음집『연통관(Les Vases communicants)』68)을 출판했다. 이는 프로

64) Sigmund Freud,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24 vols., tr. and ed. James Strachey, London: Hogarth, 1953~74 중 IV, p.122 (지

그문트 프로이트,『꿈의 해석(1900)』, 김인순 역, 열린책들, 2010, p.163)

65) 압축(Verdichtung):여러 무의식적 사고와 표상의 내용들이 혼합 혹은 압축되어 하나의 표상으

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꿈에서 나타나는 표상들은 간단하고 빈약하지만 그 속에 중첩되고, 숨

겨져 있는 사고들은 매우 복합적이다. 꿈에서 나타나는 형상들이 이러한 압축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는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꿈에서 다양한 방식을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면 단 하나의 요소(주체, 인물)가 여러 꿈에서 등장하기고 하고(ex.교차점) 여러 요소가 

잡다하게 모여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기도 한다(ex. 혼합인물) (장 라플랑슈 외, op. cit., 
p.236-237)

66) 전치(Verschiebung): 숨겨져 있는 사유의 중요한 부분이 위치를 바꿔 나타나는 것이다. 즉 잠

재 내용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극히 사소한 사실(흔히 관심을 끌지 않은 최근의 사실이거나 어

린 시절에 이동이 이미 이루어진 사소한 사실)로 나타난다. (장 라플랑슈 외, op. cit., 
p.317-319)

67) 전의식(Vorbewusste): 의식에 진입하기 위하여 무의식의 사고가 거쳐야 하는 중간의 과정. 하

지만 이는 의식에 있는 것은 아니고 무의식적이지만, 이론적으로 의식에 접근 할 수 있다는 점

에서 무의식계의 내용과도 구분된다. 무의식이 전의식을 진입할 때 1차적 검열을 거쳐야 하며,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계속 억압되어 무의식에 머무르게 되다. 이때 우리는 이러한 억압된 것들

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고는 무의식에 억압된 것들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

이다. 전의식과 의식의 사이에서 2차 검열이 일어난다. 이들을 검열이라 부르는 이유는 이들은 

기억이나 사유를 변형시키지는 못하고 선택하기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차 검열을 통

과한 것들 만이 우리의 의식을 떠오를 수 있는 것이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인간의 꿈은 일반적 

사고에서는 무의식에 접근할 수 없지만, 의식이 느슨해지는 잠 속의 상태에서는 접근 가능해진

다는 점에서 잠에 빠져 있을 때 나타나는 꿈은 전의식적이다.  (장 라플랑슈 외, op. cit., 
p.395-397)

68) 브르통은 꿈을 해석한 자신의 책이 무의식과 이성을 연결해 준다는 의미에서 책의 제목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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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의 꿈 연구와 아주 흡사한 방식을 보여준다. 브르통은 자신의 꿈을 

잠에서 깨자마자 바로 기록하였으며, 이를 그날 낮 동안의 활동과 비교하

는 방식으로 연구하였다. 이를 통하여 그는 자신의 무의식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그는 또한 중세부터 근대까지의 다양한 학자들의 꿈에 관한 글을 

모아 『꿈의 궤도(Trajectoire du reve)』라는 책을 1938년 발표했다. 이러

한 꿈의 탐구는 회화의 영역에서도 많은 작가들에 의하여 진행되었는데, 

브르통이 언급한 초현실주의 화가들은 꿈 회화의 영역에서 꿈의 일면과 

같은 장면의 묘사나, 꿈과 같은 몽환적 회화의 탐구 방법으로 이를  발전

시켰다.  

우리는 그 예를 막스 에른스트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 위에서 프

로타쥬의 발견으로 그는 회화에서의 오토마티즘을 확립하였을 뿐 아니라, 

꿈의 회화에 대한 연구 역시 두드러졌다. 그의 작품, <나이팅게일에 위협

받는 두 아이들(Two Children are Threatened by a Nightingale)>(1924)(도

판 3)은 작가가 홍역에 걸려 고열에 시달리며 꾸었던 꿈에 영감을 받아 

제작하였다. 이처럼 초현실주의 작가들은 자신들의 무의식이 꿈의 과정을 

거쳐 현현된다고 믿었고, 따라서 스스로의 꿈에서 모티프를 따와 그 일면

의 모습을 작품으로 형상화하였다. 이러한 작가의 꿈은 오토마티즘과 마

찬가지로 작가 스스로에게 그리고 관람자에게 모두 낯선 새로운 이미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흥미를 끈다.  

2. 1. 3. 객관적 우연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운동에서 무의식에 관한 활동의 마지막은 

객관적 우연(objective chance)의 탐구이다. 프로이트는 우연성에 대하여 

특별한 연구나 방법론을 내세운 적은 없지만, 그는 우리의 무의식이 때때

로 자신도 모르게 불쑥 튀어나오는 경우로 일상생활 속에서의 농담과 꿈

을 그 예로 들고 있다.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이론에서 객관적 우연도 이

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 할 수 있다. 이는 우리의 삶에서 예기치 못한 

뜻밖의 상황에서 갑작스레 마주하게 되는 어떠한 것, 혹은 비논리적으로 

통관’이라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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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치된 사물의 모습이 우리에게 어떠한 번뜩임을 가져다주는 것을 말한

다. 이 번뜩이는 느낌, 혹은 깨우침을 브르통은 우리의 무의식과 마주하

게 되는 순간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것이 왜 ‘객관적’ 우연일까? 우연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이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을 의미한다.69) 사전

을 찾아보면 이와 비슷한 말로 ‘뜻밖’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이와 반대

로 ‘객관적’이라는 단어는 “자기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제삼자의 입장

에서 사물을 보거나 생각하는. 또는 그런 것”70)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우

연이라는 것은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발생된다는 점에서, 즉 나의 상황과 

맥락에서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연’인 것이고, 이 우연은 일반적

으로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주관적인 

것이다. 그런데 브르통에게 이 상반되는 두 단어가 어떻게 하나의 결합된 

단어로 사용될 수 있을까? 

브르통은 ‘객관적 우연’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에서, 어떠한 우

연한 마주침(encounter)을 통해 우리는 이것이 어떠한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으리라는 예감을 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아무런 맥락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이 어떠한 단순한 우연만이 아닐 것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 즉 

이는 브르통의 소설 『나자(Nadja)』에서 나자와의 반복적 마주침 혹은 

우연히 발견된 습득물은 주관적인 인간의 갈망을 객관화하는 하나의 상징

적 오브제가 되어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를 이어주는 열쇠가 되는 것이

다. 이는 즉 브르통의 말대로, 객관적 우연은 “인간의 요구와 자연의 요

구를 위한 화해의 중심”71)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우

연이라는 것을 통하여 자연과 인간의 잠재적 가능성들이 현실 속에서 순

간적으로 실현되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브르통 자신의 소

설 『광란의 사랑(L'Amour fou; Mad Love)』속에 등장하는 <슬리퍼-숟가

락(Slipper-Spoon)>(1934)(도판 4)을 들 수 있다. 그는 파리의 한 벼룩시장

에서 이 슬리퍼 모양이 달린 숟가락을 우연히 발견하였고, 이를 자신의 

69) 국립 국어원 사전 참조.

70) 국립 국어원 사전 참조.

71) Andre Breton, “Interview with 'Indice'(1935)”, WIS, p.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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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가져왔다. 이 물건의 발견과 구입은 자신조차도 이유를 알 수 없

는 우연이었지만, 이 물건을 통해 그는 자신의 무의식적 욕망을 쫒아가게 

된다는 이야기가 소설에서 전개된다. 따라서 브르통에게 이 객관적 우연

은

두 연쇄적인 인과관계가 교차하는 지점이다. 첫 번째 인과관

계가 주관적이며 인간 심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면, 두 

번째 원인은 객관적이며 현실 세계의 사건들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다. 두 인과관계의 교차는 전혀 예기치 못한 일처럼 보이

지만, 교차가 일어나면 양쪽에서 각각 일종의 결정론이 작동

했음을 알게 된다. 현실 쪽에서는 주체가 예상되었던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교차의 순간에 세계가 선호하는 것이 다름 

아닌 그 혹은 그녀를 부르는 ‘기호’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

편으로 주체 쪽에서는 그 혹은 그녀로 하여금 부지불식간에 

이 기호를 취하도록 충동질하는 무의식적인 욕망이 있다. 이 

욕망은 또한 심지어 기호를 그렇게 구성하기도 하며, 나중에 

기호의 의미가 그렇게 해석되는 것도 허용한다.72)

할 포스터가 잘 정리하고 있듯이, 이 객관적 우연이란 주관적인 영역에서

의 인간의 욕망과 객관적 현실의 사건이 마주하게 되는 그 지점, 외부적 

자극에 의하여 우리는 내부의 울림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통하여 우리의 

무의식적 욕망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브르통의 

‘객관적 우연’은 인간 내부의 세계와 외부의 현실 세계가 연결되는 순

간이다. 

객관적 우연은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작가들에게 주로 ‘발견된 

오브제’를 통하여 나타난다. 이러한 작품 중 하나로 만 레이(Man Ray, 

1890-1976)의 <선물(Gift)>(1921)(도판 5)을 들 수 있다. 다리미와 압정이라

는 서로 간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두 사물을 함께 조합함으로써 이는 

우리의 무의식적 욕망을 자극하는 새로운 해석을 이끌어 낸다.73) 또 다른 

72) Hal Foster and others, op. cit., p.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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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 메렛 오펜하임(Meret Oppenheim, 1913-1985)의 <오브제, 모피로 된 

아침식사(Object, Fur Breakfast)>(1936)(도판 6)가 있다. 이는 매끄러워야 

할 찻잔을 아무런 맥락 없이 모피로 감쌈으로써 만 레이의 작품과 마찬가

지로 대상의 본래의 기능을 없애버렸다. 이 뜻밖의 결합은 우리의 입술에 

닿는 찻잔에서 느껴지는 까슬까슬하면서 간지러운 털의 느낌을 상상하게 

되고, 이는 다시금 우리를 (프로이트의 용어를 따르자면) 구강기74) 시기의 

자극을 떠올리게 한다. 오펜하임의 같은 해의 작품 <나의 유모(My 

Nurse)>(1936)(도판 7) 역시 그릇 위에 묶여져 있는 여성의 구두라는 낯선 

조합이 우리를 여성을 향한 가학성으로 이끌어 간다. 또한 제목에서 언급

하고 있는 ‘유모’라는 대상은 나에게 어머니를 대신하는 존재이다. 이

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서 보여주는 어린 여자아이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그와 동시에 동성의 부모에게 느끼는 억압과 분노 혹은 질투를 떠

오르게 한다.75) 브르통의 글 「최근의 초현실주의 회화 경향」에서 언급

된 볼프강 팔렌(Wolfgang Paalen, 1907-1959)의 퓌마주(Fugmage)76)나 오

스카르 도밍게스(Oscar Domingue, 1906-1958)의 데칼꼬마니(decalcomani

a)77)와 같은 작품들도 우연성에 의한 실험의 결과가 무의식의 세계를 탐

73) 이 작품에 대한 해석은 할 포스터가 『Art since 1900』에서 수행하였다. 만 레이는 선물 작

품에 대하여 ‘당신은 이걸로 드레스를 갈기갈기 찍을 수 있다. 나는 언젠가 드레스를 찢은 다음, 

아리따운 열여덟 살의 유색인 소녀에게 그 드레스를 춤출 때 입어달라고 부탁했었다. 그녀의 몸

은 그녀가 춤을 춤에 따라 언뜻언뜻 드러났고, 이는 마치 움직이는 청동상과 같았다. 정말 아름

다웠다’고 말했다. 할 포스터는 이런 언급은 만 레이가 이 작품을 통한 여성을 향한 가학증을 드

러내고 있으며, 이는 또한 젠더적인 측면(대게 다리미는 여성의 노동을 연상시키는데 반해, 이것

은 다리미에 페니스처럼 생긴 압정이 박혀있다는 점에서)에서도 드러난다고 설명한다. 또한 이 

다리미는 물신(fetish)(여성성에 대한 물신)의 예술적 등가물이 되는데, 프로이트는 물신을 상충

하는 욕망들이 한 데 모여 있는 대상이라고 정의하였다. (Hal Foster and others, op. cit., 
p.251)

74) 구강기(oral stage)-‘구순기’로 번역되기도 한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리비도 발달 제1단계로 ‘구

강기’를 설명한다. 이 시기에 인간은 성적 쾌감을 주로 음식 섭취를 동반하는 구강과 입술의 흥

분과 결부되어 있다. 영향 섭취 활동은 대상관계를 표현하고 조직하는 의미 작용을 선택적으로 

제공한다. 즉 먹고, 먹이를 주는 관계가 어머니와의 사랑의 관계에 표시되는 것이다. (관련 내용

은 지그문트 프로이트,『성욕에 관한 세편의 에세이(1905)』, 김정일 역, 열린책들 참고)

75) 프로이트에 따르면 이는 무의식 속에서 진행되는 어린 아이의 오이디콤플렉스의 과정이다. 아

이들은 이성의 부모에게 사랑을 느끼고 이는 곧 동성의 부모에 대한 적대감 혹은 양가감정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는 동성부모와 자신의 존재를 동일시하는 과정을 통해 극복된다. 

76) 퓌마주(Fumage) - 양초의 연기나 그으름을 이용하여 캔버스에 자국을 남기는 방식이다. 

77) 데칼꼬마니(Decalcomania) - 종이의 한쪽 면에 페인트를 놓은 후에 이 종이를 접거나, 다른 

종이를 마주하여 찍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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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열쇠가 된다는 점에서 ‘객관적 우연’의 회화적인 예로 설명 될 

수 있다. 

오토마티즘, 꿈, 객관적 우연이라는 방식들로 브르통의 초현실주

의자들은 예술의 영역에서 무의식에 대한, 인간 근원에 대한 탐구를 진행

하였다. 이는 이미 언급했듯이, 인간 근원 내에 존재하는 그들의 이상향

인 ‘통합의 지점’, 즉 대립되는 것들이 나뉘지 않는 인간 근원의 지점

을 발견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이상향을 통해 그들은 과도한 이성 중

심, 자본주의로 인해 썩어가는 당시의 세계를 전복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초현실주의 운동은 그들이 기반으로 삼았던 정신분석학적 탐구로 인하여, 

그들의 작품에서는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져 있던 어두운 부분들이 현현되

기 시작했다. 

2. 2. 초현실주의에 나타난 죽음과 성

위에서 나열한 초현실주의 탐구의 방법들은, 인간 정신에 억압되

어 있는 무의식과 접촉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들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

쳐 우리는 브르통이 언급한 ‘대립이 사라지는 지점’에 도달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브르통의 초현실주의에서의 탐구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게 된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인간의 사고는 의식, 무의식, 그리

고 전의식으로 나뉘어 있다. 그 중에서 무의식은 ‘억압된 것’이다. 즉 

무의식의 내용들은 전의식을 거쳐 의식의 영역에 진입할 수 있으며, 의식

의 영역에 진입하여야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를 인지할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무의식의 내용이 의식의 내용으로 떠오르는 과정에는 두 번의 검

열이 존재한다. 이는 1차적으로 무의식에서 전의식으로의 이동시에 발생

한다. 즉 전의식은 지속적으로 의식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무의식의 내용

을 검열하는데, 프로이트는 이것이 마치 문지기와 같다고 설명한다. 이러

한 검열은 우리에게 당연히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러한 검열이 제대로 작

동하지 않고 모든 무의식적 충동들이 의식으로 떠올라 우리가 그것을 지

각하거나, 행동에 옮기게 된다면 이는 한 개인으로서의 기능을 불가능하

게 만든다. 무의식의 내용들은 지속적으로 의식으로의 이동을 욕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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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그들의 욕망은 1차 검열관의 눈을 속이기 위하여 압축과 전치의 

방법으로 그들의 표상을 변경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나타난 것들이 우

리가 위에서 살펴본 꿈의 모습들이었다. 이들은 무의식적이지만, 때때로 

변형된 모습으로 의식에서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의식적이다. 다른 한 

번의 검열은 전의식과 의식 사이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발생한다.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한 의식의 내용들은 이제 무의식의 내용을 전혀 알아 볼 수 

없게끔 달라진 모습을 띠고 우리에게 지각된다. 

프로이트의 무의식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이제 우리는 무의식의 

내용들은 억압된 것, 즉 우리의 의식으로 떠올랐을 때 개인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거나, 사회적으로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걸 알 

수 있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은 진료를 목적으로 발전된 의학이므로, 

한 인간이 그 인간의 기능을 잘 수행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이

는 무의식에 억압되어 있는 것들이 제대로 잘 억압되어 의식으로 떠오르

지 못하도록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

한 정신분석학을 수용한 브르통의 초현실주의는 오히려 이 무의식의 세계

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의식화 되지 못한 것, 더 정확히는 의식화 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

에 대한 탐구는 필연적으로 브르통의 초현실주의를 우리가 알 수 없는 두

려움의 세계로 이끌게 된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의식화되지 않도록 억압

되어 있는 것들은 주로 무엇일까? 이것에 대한 대답이 결국 브르통의 초

현실주의가 무의식의 탐구를 통해 얻어낸 결과물들이 될 것이다.   

초현실주의 운동 내에서 바타유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에게 금기

시 되는 것 두 가지는 바로 성과 죽음이다. 사회적, 역사적으로 성과 죽음

에 대한 금기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우리는 그것을 종교적 혹은 사

회적 교육을 통해 습득하고 우리 다음 세대에 이를 물려주게 된다. 바타

유는 성과 죽음에 대한 억압의 시작에는 인간의 노동이 있다고 설명한다. 

즉 인간은 노동을 통해 일정한 음식과 삶을 제공 받고, 이러한 노동의 효

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구를 사용하고 집단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을 위해서는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고 그렇기에 성은 금지되

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언뜻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종족을 많이 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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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야 인력이 더 많아지고, 그래야 노동이 더 수월해 지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여기서의 성, 즉 억압되는 성은 동물적 종족 번식의 목적을 위한 

성이 아니다. 이는 동물이 아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종족번식

이 아닌 다른 유희 혹은 쾌락을 목적으로 하는 성이다. 따라서 바타유는 

이를 성이라는 단어 대신 에로티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한다. 

성, 즉 에로티즘은 일차적으로 노동의 생산에 저해된다. 즉 생산

에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무의

식에 억압되어 있는 성이 단순히 이러한 무의미한 소비 때문에 억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 이들은 우리에게 쾌를 유발시키고, 적절한 쾌의 

유발은 다시금 우리가 노동을 위해 움직일 수 있는 활력을 제공할 수 있

다. 그러나 우리의 무의식에 반드시 억압되어야 하는 성은 수용될 수 없

는 성이다. 성의 대상이 사회적 개인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것이거나, 성

을 위한 활동이 다른 쪽에 불쾌를 유발하거나, 노동을 통한 우리의 생산

을 심각하게 저해할 정도의 것이라면, 이들은 필수적으로 우리의 무의식

에 억압되어야 한다. 

죽음의 경우도 억압의 대상이 되기는 마찬가지이다. 인간에게 죽

음은 사실 근원적 공포라고 할 수 있다. 죽음에 대한 환기, 죽음을 상기시

키는 것들에 대한 공포는 인간의 내면에 가장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생

존하고 있는 인간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지만, 그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필연적인 것이기에 이는 자신의 일로 다가왔을 때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죽음에 대한 

원초적 두려움이 우리들 속에서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고 또 이 

힘은 일정한 조건만 주어진다면 언제라도 외부로 표현될 수 있다”78)고 

설명한다. 이는 다음 장에서 탐구할 언캐니와 관련된 설명에서 더욱 깊이 

알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프로이트 역시 죽음을 

인간의 근원적 억압물로 여겼다는 것이다. 우리가 늘 죽음의 두려움에 고

통 받고 있다면, 그 누구도 삶의 행복, 지속에 대한 이유를 발견하기 힘들

어 질 것이며,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죽음에 대

78) SE XVII. p.242 (지그문트 프로이트,「두려운 낯설음(1919)」,『예술, 문학, 정신분석』, 정장

진 역, 열린책들, 2003, p.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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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포에서 벗어나 있어야만 할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죽음이라는 

것이 그 대부분의 시간 동안 우리의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 있기 때문이

다. 

우리는 사회적 관습과 문명화를 통하여 이에 대한 언급 혹은 행

위를 자제하도록 지시받는다. 따라서 이러한 두 금기는 아마도 우리의 무

의식에 가장 많이 억압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브르통의 초현실

주의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자. 이러한 억압된 내용들은 무의식에 자

리하게 되고 이는 위에서 나열한 초현실주의 운동의 탐구를 통하여 우리

에게 현현되는 것이다. 따라서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운동의 결과, 그들의 

작품 속에서는 끊임없이 죽음과 성에 관한 모습들이 나타났다. 이는 우리

가 위에서 탐구 방법의 예로 언급했던 작품들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

다. 객관적 우연을 보여주었던 예인, 만 레이의 <선물>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 있던 성과 이에 대한 가학적인 공격의 성격을 드러내 보였

으며, 이는 오펜하임의 작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

는 프로이트가 말했던 억압된 성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떠올리게 된

다. 

혁명을 위하여 예술을 통해 인간의 근원을 탐구함으로서 동시대

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성중심의 자본주의 사회를 변혁하고자 하였던 브

르통의 초현실주의는 그들 이론의 기반으로 삼은 정신분석학의 결과로 이

처럼 죽음과 성의 현현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여기서 브르통의 초현

실주의 이론의 한계점은 지적당한다. 즉, 대립되는 것이 분리되지 않는 

통합의 지점을 이상향으로 제안하지만, 결국 그들이 탐구하였던 무의식은 

억압된 것, 즉 우리의 의식으로 떠오르지 못하는 성과 죽음의 내용들이 

잠재하는 곳이었던 것이다. 이들은 당연히 그들이 주장하였던 사회적 혁

명의 유토피아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브르통이 초현실주의 운동의 이상향을 이성과 비이성, 의식과 무

의식 모두에 대한 통합의 지점, 그 균형의 지점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브르통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음

을 알 수 있다. 이는 한편으로 이성의 과도해진 현 사회 속에서 그가 겪

어 본 자본주의, 기계화, 산업화의 문제점들과, 다른 한편으로 비이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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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없는 허무주의만이 가득한 다다 운동을 통해 그가 바라 본 그 혼란

들, 이 두 경험을 통해서 브르통은 각각의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이들의 균형을 원했다. 하지만 예술을 통한 무의식의 탐구를 

통하여 그들의 손에 떨어진 것은 성과 죽음이라는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모습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탐구의 결과는 오히려 사회적 어

둠에 대한, 혹은 삶의 멸망에 대한 가능성만을 내보이는 듯이 보인다. 현

존하는 체제와 사회를 더 나은 세계로 변화시키기를 주장하는 ‘혁명을 

위한 운동’에서 더 합리적인 이상(理想)의 모습을 주장하지는 못할망정, 

현 사회 혹은 과거의 사회, 심지어 가까운 미래의 사회 어디에서도 쉽사

리 수용되기 힘든 모습들을 현현하는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운동은 그들의 

주장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여진다. 

브르통이 주장하였던 통합과 혁명을 목표로 하는 초현실주의 운

동을 위해 진행하는 탐구에서 이처럼 사회적, 통념적으로 쉽사리 수용되

기 힘든 성과 죽음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들의 운동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결국 공산당이 취했던 

입장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혁명이라는 것에 대하여 의심을 눈초리를 보

내게 할 뿐이었다. 포스터 역시 브르통의 초현실주의가 수행하였던 탐구

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한다. 포스터는 브르통이 주장한 오토마티즘, 꿈의 

회화 등은 그들이 원하던 통합의 지점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오히려 그들이 원하던 이상향, 그 현실과 상상, 과거와 미래가 겹쳐지는 

지점은 ‘언캐니’의 경험 속에서만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는 

언캐니라는 프로이트의 개념을 통해 초현실주의 전반에 대하여 해석한다. 

또한 포스터는 초현실주의 운동에서 나타나는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힘든 

모습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언캐니’는 이러한 문제의 모습들

을 담보로 하여 경험됨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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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초현실주의 운동에 대한 할 포스터의 정신분석학적 해석

1장에서 우리는 앙드레 브르통이 개진한 초현실주의 운동에 대한 

사회적 배경을 알아보고 이로써 브르통의 초현실주의는 단순한 하나의 예

술 사조가 아니라, 예술을 통하여 사회적, 정치적 혁명을 이루고자하였던 

복합적 예술 운동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처럼 혁명을 위한 예술 운동의 

방법으로 그들은 예술 활동을 통한 인간 근원의 탐구로 나아갔다. 따라서 

이들은 인간의 정신세계를 연구하는 정신분석학을 수용하여 그들의 기반

으로 삼았고, 이로써 브르통의 초현실주의는 인간 정신세계의 근원이자, 

이성의 영역 밖에 숨겨져 있는 부분인 무의식에 대한 탐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초현실주의자들은 그들의 작품에서 무의식에 억압되어 있던 것

들을 드러내는데 이르렀다. 따라서 초현실주의 작품에서는 무의식에 억압

되어 있던 죽음과 성에 대한 모습들이 나타났다. 그들의 작품에서 나타나

는 이러한 억압된 성과 죽음의 여과 없는 현현은 혁명을 위한 예술을 꿈

꾸던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운동의 정당성을 의심받게 만들었다. 일반적인 

인간 집단으로서의 사회 어디에서도 관습적, 도덕적으로 쉽사리 수용될 

수 없는 형태를 내보이고 있는 예술 운동을 반기지 않았다. 

할 포스터 또한 브르통의 초현실주의가 수행하였던 탐구에 대하

여 의혹을 제기한다. 혁명을 위한 예술 운동을 외치며, 인간의 근원, 즉 

인간의 무의식을 탐구하였던 초현실주의에 대하여 포스터는 그들의 오토

마티즘, 꿈의 회화 등은 그들이 원하던 이상향인 대립된 것의 통합의 지

점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오히려 그들이 원하던 이상향, 그 

현실과 상상, 과거와 미래가 겹쳐지는 지점은 단순히 무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에 억압되어 있는 것이 외부적 자극에 의하여 환기 될 때 나타나는 

언캐니 감정의 경험 속에서만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는 언캐니

라는 프로이트의 개념을 통해 초현실주의 전반에 대하여 해석한다. 또한 

이들 운동에서 나타나는 억압된 것들의 현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오히

려 언캐니는 이러한 억압된 것들의 모습들을 담보로 하여 경험됨을 설명

한다. 우리는 이번 장에서 이러한 언캐니의 개념을 통해 초현실주의 운동 

전반을 해석하는 할 포스터의 비평을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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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캐니 개념을 통한 초현실주의 해석

할 포스터는 그의 책 『Compulsive Beauty』에서, 초현실주의 이

론과 그들의 미술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접근을 시도한다. 초현실주의 운

동에 대한 포스터의 이러한 정신분석학적 해석은 기존의 비평들이 초현실

주의 운동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문제점과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의의를 

갖는다. 지금까지 행해진 초현실주의 비평의 문제점들로 할 포스터는 크

게 두 가지를 들고 있다. 한 가지는 제도적 비평의 한계이며, 다른 하나는 

초현실주의 내부적 비평의 한계이다. 이 두 관점의 비평 문제는 서로 간

에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다. 

먼저 영미권을 중심으로 행해진 모더니즘 비평에서, 초현실주의에 

대한 그들의 해석은 기존의 제도적 틀에 맞추어 이루어졌다. 형식주의 시

각 경험에 기초하여 미술의 자율성을 강조한 형식주의(Formalism) 미술 

비평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각각의 예술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고유

한 형식이었다. 따라서 미술에서 회화가 가지고 있는 평면성은 가장 독특

한 특성이며, 중요시 되어야 할 부분이었다. 이러한 형식주의 비평의 틀

에서, 초현실주의자들은 시각 예술의 자율성을 유지하지 못하였으며, 이

는 초현실주의자들이 문학 중심의 예술 운동 속에서 시각 예술의  독자적

인 길을 보장하지 못한 모습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초현실주의 예술을 그

들의 사조에서 이탈자 취급하였다. 

형식주의 비평에 반발하여 시작된 네오 아방가르드

(Neo-avant-garde) 비평 역시 다다와 구축주의에만 관심을 가졌다. 네오 

아방가르드 비평가들은 시각 예술의 경험에만 기초하는 형식주의 모델에 

반대하였고, 따라서 그들은 형식적 관습에 반발하여 시각 예술의 독립적

인 모습을 파괴한 다다와 혁명적 사회 운동을 위해 예술을 변형 시켜, 삶 

속의 예술을 주장한 구축주의 예술을 탐구하였다. 네오 아방가르드에게 

초현실주의 운동은 다다처럼 극명한 반예술을 외치며 파괴의 길로 나아가

지도 못했으며, 또한 예술의 특권을 포기하지 못함으로 인해 구축주의처

럼 혁명사회에 발맞추지 못한 위선적인 엘리트주의로 여겨졌다. 할 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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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는 이러한 영미권 모더니즘의 두 비평의 역사에서 초현실주의가 불건전

하게 여겨지며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기존의 제도적 

비평의 틀을 초현실주의 운동에 대입함으로써 나타난 한계로 보았다. 포

스터는 초현실주의 운동이 그들만의 독특한 예술세계와 가치관을 구축하

였기에, 이는 기존의 관습적인 개념으로는 파악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할 포스터는 초현실주의 운동에 대해 존재하였던 비평의 또 다른 

한계로, 초현실주의 내부적 비평의 문제를 들고 있다. 초현실주의 운동은 

다양한 이론가들에 의해 유물론, 인류학, 정치학 등 다양한 관점의 이론

들이 합쳐진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이론만이 곧 초

현실주의 전체의 이론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초현실주의 운

동 내부의 다른 이론들을 사변적인 것으로 취급한다는 점에 그 한계가 있

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이러한 초현실주의 운동 내부의 다양한 대안적 실

천들에 대한 동시대적 비평 역시 부재함을 문제로 삼고 있다. 포스터는 

브르통 외에, 인류학적 관점에서 초현실주의 이론을 발전시킨 조르쥬 바

타유,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운동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그

들의 활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 

1887-1968) 그리고 브르통과 달리 공산당에 적극 참여하여 정치적 혁명의 

관점에서  초현실주의를 부각시켰던 피에르 나빌까지 포함한다면, 초현실

주의 운동은 영미권 모더니즘의 틀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할 포스터는 초현실주의에 대한 기존의 

미술사적 비평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초현실주의 운동을 위한 새로운 개념

의 틀을 제기한다. 이는 그의 말대로 기존의 틀을 이용하여 초현실주의를 

재단하는 오류를 피하고, 또한 초현실주의 내의 이론 일부만을 다루며 그

것을 초현실주의 일반론인 체하는 일반화의 오류를 피할 수 있는 것이어

야 한다. 전자의 오류를 피하기 위하여, 할 포스터는 그 새로운 개념은 초

현실주의와 동시대의 것이어야 하고 또한 그 개념의 경험들이 초현실주의 

내부에 존재하던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후자의 오류를 반복하

지 않기 위하여, 포스터는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이론에서 중심적으로 다

뤄지던 오토마티즘과 꿈을 통한 무의식의 탐구만이 초현실주의의 유일한 

길로 여겨지는 것에서 벗어나, 초현실주의 운동 중심 밖에 밀려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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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들에 시선을 돌린다. 그는 초현실주의 내부에서 그들이 다루었던 부

분적인 이론들을 모두 통합할 수 있으며, 따라서 파편적으로 존재하던 초

현실주의 이론들이 스스로를 이해했던 것보다 더 넓은 모습으로 초현실주

의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초현실주의에 대한 이러한 

비평을 가능케 하는 개념은 프로이트의 언캐니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본 장에서는 위와 같은 주장을 개진하며, 초현실주의를 프로이트

의 언캐니 개념으로 해석한 할 포스터의 연구를 살펴볼 것이다. 그의 연

구는 정치, 인류, 사회, 예술 모두를 아우르는 모습을 띠고 있던 총체적 

예술 운동인 초현실주의에 대하여 그들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신분석학

을 역으로 이용한 해석을 보여준다. 할 포스터는 그의 책 『Compulsive 

Beauty』에서 가장 먼저 초현실주의의 주요 범주인 경이(marvelous)를 언

캐니 개념을 통해 해석한다. 이를 통해 그는 초현실주의가 주장하던 아름

다움으로서의 경이는 모두 언캐니의 경험을 가리키는 것이며, 이들은 결

국 트라우마(trauma)79)와 관계됨을 설명한다. 따라서 포스터는 초현실주의

의 이론은 언캐니의 경험이었으며, 초현실주의 작가들의 작품은 트라우마

로 설명됨을 보이고 있다. 할 포스터는 초현실주의의 이론을 언캐니로 해

석하며, 언캐니의 중요한 요소들인 반복과 억압된 것으로의 죽음과 성의 

현현에 가장 적합한 예로 한스 벨머의 <인형> 작품을 설명한다. 그는 벨

머의 작품을 해석하는 관점에 가장 합당한 초현실주의 이론으로 바타유의 

이론을 가져온다. 이 <인형>은 포스터가 주장하는 언캐니로서의 초현실주

의에서 가장 주요한 작품이며, 따라서 그들의 이론 중심의 자리에 위치하

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포스터는 스스로 주장하고 있듯이 초현실주

의 운동 전반에 대한 해석을 가능케 했으며, 이는 기존의 미술사적 해석

의 틀을 벗어난 것으로서 기존의 틀에 부합하지 않는 독특한 모습을 지니

고 있는 초현실주의 운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가능케 한다. 따라서 

포스터의 주장대로, 초현실주의 운동을 관통하는 하나의 개념으로서의 언

79) 트라우마(Trauma)- ‘정신적 외상’ 혹은 ‘정신적 상처’로 번역되는 트라우마는 주체의 삶 속의 

사건으로, 그것의 강렬함과, 그것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는 주체의 무능력과, 그것이 심리 조

직에 야기하는 대혼란과 지속적인 병인의 효과에 의해 정의되는 사건을 가리킨다. (장 라플랑슈 

외, op. cit., p.266) 유아의 근본환상과 관련된 트라우마의 내용은 본고 II장 2절에서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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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니는 기존의 어떠한 해석보다도 초현실주의의 모습을 잘 설명하며, 그 

운동의 독특한 모습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다. 

포스터는 이러한 초현실주의의 해석을 통해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가 상정한 유토피아인 ‘대립이 사라지는 지점’에 대하여도 설명한다. 

포스터는 그들이 원했던 이 지점은 언캐니 개념의 경험 속에서만 존재하

며, 이는 필연적으로 죽음을 담보로 한다고 설명한다. 초현실주의자들은 

이 지점을 발견하고자 노력했지만, 이 지점이 자신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은 원치 않았다고 평가한다. 이 평가는 문맥으로 미루어보아 필시 브르

통의 초현실주의에 대한 평가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포스터는 

혁명을 위하여 서로간의 사랑과 통합을 주장하던 브르통의 초현실주의를 

승화의 운동으로 정리한다. 따라서 포스터는 이러한 언캐니로 초현실주의

를 해석할 때, 초현실주의 운동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론은, 초현

실주의에서 나타나는 죽음의 모습을 적극 수용하여 이를 통한 하나의 이

론을 개진해 나간 바타유 이론이라고 주장한다. 

필자는 할 포스터의 언캐니 이론을 통한 초현실주의 운동의 비평

에 동의하는 입장이지만, 브르통의 초현실주의가 ‘죽음 본능’을 단순히 

거부하였다는 할 포스터의 평가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어지는 3장

에서 이에 수정을 가할 것이다. 이로써 할 포스터의 초현실주의 비평에서 

오해의 여지를 남긴 브르통의 이론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브르통의 초

현실주의가 할 포스터가 평가하는 그런 모순적인 이론만은 아니었음을 보

여주고자 한다. 이러한 부분은 이어지는 3장에서 더욱 깊이 있게 다루어 

질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번 장에서는 할 포스터의 초현실주의 비평을 

두 가지 탐구 방식으로 살펴 볼 것이다. 먼저 초현실주의 전반을 가로지

르며 언캐니 개념을 통해 설명하는 포스터의 탐구를 살펴 볼 것이다. 이

를 위하여 우리는 이번 절의 시작을 프로이트의 언캐니 개념에 대한 연구

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학은 초현실주의 운동의 근원을 이루고 있으며,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이

론과 이를 해석하는 포스터의 이론 모두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

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의 이론을 살펴보는 주요한 방식 중의 하나

로, 끊임없이 프로이트의 글로 돌아가 프로이트의 이론을 다시금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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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를 이들이 개진한 이론과 비교하여 볼 것이다. 이로써 이들 이론의 

타당성과 그 배경을 탐구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언캐니 개념으로의 

초현실주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포스터가 손꼽는 한스 벨머의 

작품 비평을 알아 볼 것이다. 언캐니로서의 초현실주의 해석을 살펴 본 

후에, 우리는 할 포스터가 그의 주장을 개진하기 위해 대립항으로 상정한 

승화로서의 브르통의 이론과 탈승화로서의 바타유의 이론에 ‘억압’이 

주요한 요소로 작동됨을 이어지는 절에서 알아 볼 것이다. 여기서 행해질 

억압의 연구는 III장에서 승화와 탈승화를 탐구하는데 필수적인 사전적 연

구 과제이다.  

1. 1. 프로이트의 언캐니 개념의 수용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1919년 미학의 개념에 대한 특이한 글을 하

나 남긴다. 이 글이 특이한 점은 정신분석학자가 전례 없이, 신경증이나 

정신병도 아닌 미학의 영역, 그것도 미나 예술이 아닌 감정에 대하여 정

신분석학적으로 접근하였다는 것이다. 이 글이 탐구하고 있는 연구 영역 

외에도, 이 글이 쓰인 시기, 즉 프로이트의 이론 전반에 있어서 이 1919

년이 갖는 의미 역시 중요하다. 앞의 장에서 언급했듯이 프로이트는 1900

년 『꿈의 해석』의 출간과 함께 무의식이라는 영역을 우리의 이성 중심 

사회에 소개함으로써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그는 더 나아가 이 책에서 

행해진 꿈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그간 혼돈과 억압의 대상으로만 여겨졌

던 무의식 역시 의식의 세계와 마찬가지로 그 나름의 메커니즘과 공식이 

존재함을 드러냄으로써, 무의식을 과학적 연구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자 

하였다. 

이러한 그의 정신분석학 연구의 시작은 인간의 정신을 의식과 무

의식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에 의존하였다. 하지만, 그는 무의식에 대한 20

여년의 연구와 정신병에 대한 실질적 상담과 조사를 통하여, 이 이론을 

수정 보완하기에 이르렀다. 프로이트는 그의 초기 이론에서, 이 이분법적 

사고를 유지시켜주는 주요 원칙으로 ‘쾌락 원칙’80)과 ‘현실 원칙’81)

80) 쾌락원칙(독일어로 Lustprinzip/영어로 pleasure principle) - 정신 기능을 지배하는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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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들었다. 이들은 인간의 무의식 속의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작동된다는 

공통점을 갖지만, 쾌락 원칙이 즉각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 작동 하는 것

과 달리, 현실 원칙은 외부적 현실의 요건 역시 충족시키기 위하여 인간 

내부의 욕구 충족을 우회시킴으로서 지연의 시간을 갖게 한다. 하지만 이

는 결국 욕구에 대한 다른 형태의 충족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같은 목적

을 향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무의식 내에서 작동하며, 이 원칙의 관계

는 ‘성욕동’82)과 ‘자기보존욕동’83)에 대한 프로이트의 초기 이론을 

원칙 중 하나로 불쾌감을 피하고 쾌감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불쾌감은 흥분량의 중가

와 관련을 맺고 있고, 쾌감은 그것의 축소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프로이트는 쾌락원칙을 경제학

적인 원칙이라고 설명한다. (장 라플랑슈 외, op. cit., p.471-473 참조) 프로이트는 쾌락 원칙

은 주로 리비도, 즉 성욕동의 요구를 표현하기 위해 작동하며, 쾌락 원칙의 변형인 현실 원칙은 

외부 세계의 영향을 표현한다고 설명한다. (프로이트, 「마조히즘의 경제적 문제(1924)」,『정신

분석학의 근본 개념』, 박찬부 역, 열린책들, 2011, p.419)

81) 현실원칙(독일어로 Realitatsprinzip/영어로 reality principle) - 쾌락원칙과 함께 정신 기능을 

지배하는 또 다른 원칙으로, 현실원칙이 조정 기능으로서 확립되면, 만족의 추구는 더 이상 지름

길로 실행되지 않고 우회하면서 외부 세계가 부과하는 조건에 따라 그 목표의 획득이 지연된다. 

쾌락원칙에 대한 수정으로 2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쾌락의 원칙에서 현실

의 원칙으로의 이동이 쾌락의 원칙을 없애는 것은 아니다. 한편으로 현실의 원칙은 현실에서의 

만족의 획득을 보장하고, 다른 한편으로 쾌락의 원칙은 어떤 영역의 심리 활동에서 계속 지배력

을 행사한다. (장 라플랑슈 외, op. cit., p.535-536 참조)

82) 성욕동(독일어로 Sexualtrieb/영어로 sexual instincts) - 정신분석학에서 성욕동이란 일반적인 

의미의 성적인 활동보다 훨씬 더 넓은 영역에서 작용하는 내적 충동이다. 정신분석학에서 성욕

은 생식 기관의 기능에 의존하는 활동과 쾌감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호

흡, 배고픔, 배설 기능 등)의 만족으로 환원할 수 없는 쾌감을 가져다주고, 이른바 정상적인 성

애의 형태를 구성하는 요소로 계속 다시 나타나는, 어린 시절부터 존재하는 모든 범위의 흥분과 

활동을 가리킨다. 프로이트가 초기의 욕동 이론에서 자기보존욕동과 대립시킨 이 성욕동은, 후기

의 수정된 욕동 이론에서는 삶 본능 또는 에로스와 동일시된다. 본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

은 아직 프로이트의 초기 이론의 영향 하에 있다. 이 성욕동은 쾌락원칙만의 지배를 받고 있으

며, 끊임없이 심리 장치의 균형을 위협하러 오는 내부의 힘으로 설명된다. 하지만 후기의 이론에

서 이 성욕동은 삶 본능이라는 이름하에, 생명의 통일성을 구성 유지하며 ‘구속하는’ 경향이 있

는 힘으로 바뀐다. 반면에, 그것의 길항(생명체내에서 항상성 유지를 위해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인 죽음 본능은 완전한 방출의 원칙에 따라 작용한다. (장 라플랑슈 외, op. cit., 
p.205-210)

83) 자기보존욕동(독일어로 Selbsterhaltungstriebe/영어로 instincts of self-preservation) - 자기

보존욕동은 프로이트에게 개체의 생명 보존에 필수적인 신체 기능과 결부된 욕구의 총체를 가리

킨다. 배고픔은 그것의 원형을 이루고 있다. 프로이트는 자기보존욕동에 대하여 전체적인 설명을 

시도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는 인체의 여러 커다란 기능들(영양 섭취, 배변, 배뇨, 근육 활동, 

시각 등)이 존재하는 만큼, 수많은 자기보존욕동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그의 초기 이론

에서 성욕동이 즉각적인 욕동의 분출을 원하는 쾌락원칙의 지배를 받는 반면, 자기보존욕동은 

현실 원칙의 편에 위치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자기보존욕동은 프로이트의 초기 이론에 성욕동

과의 반대에 위치하지만, 후기로 넘어와 개체의 보존을 삶 본능의 특수한 경우로 파악하며 이 

역시 삶본능의 일부로서 죽음 본능과 대립쌍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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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는데 유용하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무의식에는 대립되는 두 욕동인 

성욕동과 자기보존욕동이 존재하는데, 전자는 외부의 대상을 향한 성적 

본능을 위하여, 그리고 후자는 인간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보존을 

위하여 작동한다고 설명한다. 이 둘은 서로간의 대립관계를84) 유지한다. 

성욕동은 쾌락 원칙에 따라 작동하는데, 이는 성욕동의 분출을 통한 즉각

적인 쾌락을 위하여 작동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기보존욕동은 성욕동의 

분출이 항상 발생할 경우에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데 해가 될 수 있으므

로, 이를 지연시키거나 다른 방식으로 우회시킴으로써 이 욕동을 현실과 

타협하게 만든다. 즉 즉각적인 욕동의 분출은 아니지만, 다른 길로 우회

시킴으로써 더 안전하게 욕동을 분출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현실 원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85) 

그러나 1920년을 기점으로 하여, 프로이트는 이러한 이분법적 사

고에 수정을 가한다. 1919년 등장한 언캐니에 관한 글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반복 강박(Compulsion to repeat)’과 ‘죽음 충동(Death 

Instincts)’이 프로이트의 후기 이론의 초석과 같은 글들인 「쾌락원칙을 

넘어서(1920)」와「자아와 이드(1923)」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

서 이 글은 단순히 감성의 영역에 대한 정신분석학의 외도라기보다는 감

성적 영역의 탐구를 통한 정신분석학의 전환점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합

84) 이러한 이 두 욕동의 대립쌍은 프로이트의 후기 이론에서 수정된다. 1920년을 기점으로 한 프

로이트의 후기 이론에서, 이 둘은 대립쌍이 아닌 삶 본능이라는 커다란 하나의 본능 안에서 함

께 자리한다. 이 삶 본능은 뒤에서 설명될 죽음 본능과 대립된다.  

85) 죽음 본능, 삶 본능, 성욕동, 자기보존욕동, 자기파괴욕동, 공격욕동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설명

이 들어가기 전에 이 용어들에 대한 번역어에 대한 언급을 해야 한다. 먼저 이들 용어의 ‘본능’

과 ‘욕동’은 독일어 원어로 모두 Trieb로 사용된다. 이는 충동, 경향, 욕동 등을 의미한다. 이 

Trieb가 영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instincts로 옮겨졌다. 하지만 이는 정확하지 못한 번역이다. 

사실 Trieb를 영어로 번역할 경우 instincts보다는 drives(충동, 욕구)가 더 적합하다. 실제로 영

미권에서도 최근들어 drives를 instincts 대신 사용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잘못된 영어 번역본에

서 다시 한국어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이는 ‘본능’으로 번역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모두 ‘- 욕동’

으로 번역되어야 하는 것이 독일어 원어에 충실한 번역이긴 하나, 본고에서는 인간의 정신을 구

성하고 있는 근원적인 본능들이라는 의미에서 삶과 죽음 본능은 ‘-본능’이라는 번역어를 사용하

였다. 대신 이 두 본능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욕동’으로 번역하여 그 본래의 의미를 살리

고자 하였다. 따라서 Lebenstriebe(Life Instincts)는 ‘삶 본능’으로, Todestriebe(Death 

Instincts)는 ‘죽음 본능’으로 번역하였으며, Sexualtriebe(Sexual instincts)는 ‘성욕동’, 

Selbsterhaltungstriebe(Instincts of Self-preservation)는 ‘자기보존욕동’, 

Aggressionstrieb(Aggressive Instincts)는 ‘공격욕동’, Selbstdestruktion(Self-destructive)은 

‘자기파괴욕동’을 번역어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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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1920년을 기점으로 진행되는 프로이트의 변화된 후기 이론에 

대한 연구는 III장의 승화 관련 내용을 다루면서 더욱 깊이 진행 될 것이

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할 포스터가 초현실주의를 분석하는 주요 개념으

로 삼고 있는 언캐니를 주 탐구 영역으로 제한 할 것이다. 이는 언캐니라

는 감정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이론의 연구라는 점에서 흥미를 끌 뿐만 아

니라, 이러한 프로이트의 감정에 대한 연구를 초현실주의 이론 전반에 적

용하여 해석한 포스터의 이론 역시 정신분석학적 미술 비평의 영역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 1. 1. 죽음과 반복

프로이트는 언캐니, 즉 이 ‘섬뜩한 낯설음’이란 감정의 연구에 

있어서, 이 감정이 환기되는 상황에 대한 탐구를 시작한다. 섬뜩한 낯설

음이란 감정은 “환상과 현실의 경계가 사라진다거나, 이제까지 공상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 눈앞에 나타난다거나, 어떤 한 상징이 상징하고 있

던 사물의 모든 의미와 기능을 그대로 갖추고 나타날 때 흔히 발생한

다”86)고 설명한다. 이러한 설명에서 우리는 문득 브르통의 초현실주의가 

언급하였던 그들의 이상향에 대한 정의를 환기하게 된다. 즉 환상과 현실

이 만나는 지점, 혹은 상상 속에 있던 것들이 눈앞에 실재화되어 지는 그 

지점, 이 지점을 만나게 될 때 환기되는 감정이 언캐니인 것이다.

프로이트는 E. T. A. 호프만(E. T. A. Hoffmann, 1776-1822)의 소

설들을 통하여 이러한 언캐니 감정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모티프를 설명

한다. 이는 언캐니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들 전반에 적용된다. 언캐

니의 감정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분신(double)의 모티프이다 

이들은 동일한 인물의 지속적인 회귀로 설명할 수 있다. 프로이트는 여기

서 분신에 관한 오토 랑크의 설명을 덧붙이며, 거울에 비친 모습, 그림자, 

영혼에 관한 이론, 죽음에 대한 공포 등과 분신의 모티프가 맺고 있는 관

련성을 언급한다. 프로이트는 “죽음에 대한 원초적 두려움이 우리들 속

에서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고, 또 이 힘은 일정한 조건만 주어

86) SE XVII, p.244 (지그문트 프로이트, 「두려운 낯설음」,『예술, 문학, 정신분석』, p.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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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면 언제라도 외부로 표현될 수 있다”87)고 주장한다. 죽음 역시 우리

에게 아주 친숙한 것이다. 인간은 그 태초부터 죽음을 인식하고, 이는 친

숙하다 못해 매순간 우리는 죽음을 향해 나가가고 있다. 이처럼 죽음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반면, 프로이트의 말대로 우리는 죽음에 대한 원초

적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1장에서 언급한 죽음에 대한 바타유의 설명처

럼, 이 죽음에 대한 원초적 공포는, 인간 집단의 필요에 의해서 혹은 한 

개인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의 무의식에 억압되어 있

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보았다. 프로이트는 이러한 “분신의 모티프는 실

제로 자아의 소멸에서 영속성을 보장하려는 욕망, 죽음의 권능함에 대한 

강력한 부인에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불멸의 영혼이 육체의 첫 번째 

분신”88)이라고 설명한다. 즉 인간은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

해 이를 부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방어막을 만들어 내었다. 이러한 방어막

으로서, 인간은 그들에게 원초적 두려움인 죽음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하여 

인간의 불멸을 의미하는 영혼의 존재를 상정한다. 따라서 이러한 불멸의 

영혼은 인간이라는 육체가 만들어낸 분신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

의 분신으로서의 영혼의 존재를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이는 다시금 우리

에게 섬뜩한 존재가 된다. 이는 이 영혼이 우리에게 억압되어 있는 죽음

의 존재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프로이트의 설명은 1장에서 

바타유가 인간의 무의식에 억압되어 있는 두 가지의 요소 중 하나로서의 

죽음에 대한 설명과 일치한다. 분신을 통하여 인간은 자아의 소멸을 부정

할 수 있는 한줄기의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결국 반대로 

인간이 자신의 분신을 마주할 때, 우리의 무의식에 억압되어 있는 죽음의 

공포를 떠오르게 하므로 섬뜩한 낯설음이 느껴진다는 것이다. 

언캐니의 감정의 원인이 되는 두 번째 모티프는 동일한 것의 반

복이라는 요소이다. 하지만 이는 어떠한 것의 단순한 반복으로는 언캐니

의 감정을 쉽사리 불러일으킬 수 없으며, 언캐니는 일정한 조건아래에서 

같은 것의 반복을 통해 나타날 수 있다. 이 조건이란 ‘비의도적인 반

복’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비의도적으로 나타나는 동일한 것의 반복은 

87) SE XVII, p.242 (Ibid., p.436) 

88) SE XVII, p.235 (Ibid., p.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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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언캐니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모티프가 된다. 예를 들어, 우리

가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고 하자. 기차를 타고 떠나는 여행에서 우리는 

기차 좌석표에 32번의 자리를 배정 받았다. 기차에서 내려 도착한 여행지

의 호텔에서 우리는 우연히 32호실의 방의 키를 받게 되었다면, 또한 여

행지에서 빌린 차량의 번호판 숫자가 희한하게도 3232라면... 이처럼 우리

가 의도하지 않는 상황에서 반복되는 숫자는 우리에게 섬뜩한 낯설음의 

감정을 느끼게 할 것이다. 이는 꼭 숫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우연치 

않게 마주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같은 경우, 혹은 같은 장소를 의도치 않

게 반복적으로 가게 되는 경우도 이런 느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프로

이트에 따르면 이러한 감정은 우리가 마치 악령에 사로잡힌 것 같은 느낌

을 들게 하지만, 이는 결국 우리가 “내적인 반복 강박이라고 부를 수 있

는 것이 바로 이상하게 섬뜩한 것으로 느껴”89)지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프로이트가 여기서 언급하는 ‘내적인 반복 강박’이란 무엇일까? 이를 

위하여 우리는 ‘반복 강박’에 대한 그의 연구를 잠시 살펴보아야 한다.  

프로이트는 1910년 이후, 그의 초기 이론에서 상정하였던 인간의 

정신을 지배하는 ‘쾌락 원칙’에 위배되는 사례들을 접하게 된다. 이러

한 사례들을 통하여 그는 쾌락 원칙보다 더 근본에 자리하고 있는 어떠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 사실 쾌락 원칙에 위배되는 가장 첫 번째 사례는 

‘현실 원칙’이다. 쾌락의 즉각적인 분출을 억압하고 이를 현실에 맞추

어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는 현실 원칙은, 그 순간만큼은 쾌락 원칙에 위

배되지만 이 역시 궁극적으로는 이후의 더 큰 쾌감을 위한 불쾌감의 순간

적인 혹은 일정 기간의 유예라는 점에서 크게는 쾌락 원칙의 다른 형태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 원칙과 달리, 외상성 신경증과 프로이

트가 관찰한 어린아이의 모습은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 그 어떤 것으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다. 

프로이트는 외상성 신경증(Traumatic neurosis)에서, 특히나 1차 

세계대전을 막 끝낸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전쟁으로 인한 외상

성 신경증에서 쾌락 원칙으로 설명되지 않는 몇 가지 단서를 발견한다. 

외상성 신경증은 외부적 환경에 의하여 놀람이나 경악을 경험하고, 그것

89) SE XVII, p.237 (Ibid., p.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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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동시에 이러한 정신적 충격에 일반적으로 저항해서 발생한다. 하지만 

문제는 외상성 신경증 환자는 꿈 속에서 그 충격의 사건 현장, 즉 또 

“다른 경악 속에서 그를 잠에서 깨우는 그 현장 속으로 반복적으로 데려

가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90)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프로이트가 지금

까지 꿈을 통해 무의식을 연구한 것과 반대로 작용한다. 즉 ‘꿈은 욕망

의 소원 성취’라는 프로이트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은 꿈 속에서 그들이 

건강했던 시절이나 그가 희망하는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이

다. 이들은 꿈을 통해서 그들의 쾌를 충족시키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쾌의 감정을 더욱 강화시킬 뿐이다. 이는 위에서 살펴

본 현실 원칙에도 위배된다. 즉 그들이 이 꿈을 통해 쾌의 욕구 충족을 

지연시켜 후에 더 크거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쾌락을 얻게 되지도 않기 

때문이다.

프로이트가 관찰한 또 다른 예로, 아이들은 유쾌한 경험이 자주 

반복되는 것을 원치 않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아이들은 고집스럽게 

반복이 반드시 동일한 반복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즉 성인의 경우 같은 농담을 여러 번 접하게 되면, 그에 대한 흥

미가 떨어지고, 이는 더 이상 우리에게 쾌의 산출로 연결되지 않는다. 하

지만, 어린아이들은 어떤 어른이 그들에게 보여 주었거나 함께한 놀이를 

반복해 달라고 줄기차게 졸라댄다. 이는 이야기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다. 

“어떤 어린아이가 멋진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는 새로운 이야기보다는 

그것을 거듭 반복해서 듣게 해달라고 졸라 댈 것이고 그 반복이 동일한 

것이 되도록 엄격하게 조건으로서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말하는 사

람이 조금이라도 다르게 말하면, 그는 그 변경된 부분을 시정하려 할 것

이다.”91) 이러한 프로이트의 발견은 쾌락 원칙만으로 작동한다고 설명하

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쾌를 산출한다는 이유로 이러한 의미 없는 반

복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작용한다고 설명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 것이다. 이는 왜 성장한 어른들은 원치 않고, 어린아이들만이 이러

90) SE XVIII, p.13 (지그문트 프로이트, 「쾌락원칙을 넘어서(1920)」, 『정신분석학의 근본개

념』, 박찬부 역, 열린책들, 2011, p.277) 

91) SE XVIII, p.35 (Ibid., p.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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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을 고집하는지 설명하지 못하며, 또한 첫 번째 예로 들었던 외상성 

신경증의 경우에 이 외상성 신경증 환자의 꿈은 그들에게 이 꿈을 통한 

현실의 안녕보다는 그에 대한 고통만을 가중시킬 뿐이기 때문이다.92) 

이러한 의문 속에서 프로이트는 인간의 정신에 작동하는 쾌락 원

칙과 현실 원칙보다 더 근원적인 무의식에 기원을 둔 억제할 수 없는 과

정이 있음을 발견하였고, 이것을 바로 ‘반복 강박’이라 불렀다. 프로이

트는 반복 강박이 순수한 상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경우

처럼 대부분의 경우 쾌락 원칙에 복종하는 동기에 의하여 강화된 형태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이러한 반복 강박을 프로이트는 억압에 대

한 무의식의 고유한 저항의 형태로 정의한다. 그는 이를 “억압된 욕동의 

과정에 대한 무의식적 원형의 인력 현상”93)으로 설명한다. 즉 이는 무의

식에 억압되어 있는 것이 한번 억압되면, 모든 힘을 소진하고 얌전히 무

의식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억압으로부터 저항하여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전의식 혹은 의식으로 진입하고자 작동하는 형태인 것이다.

바로 이러한 반복 강박이 우리의 무의식 내에 자리하고 있으며, 

이 메커니즘은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비의도적인’ 외부 상황의 자극을 

반복적으로 접하게 될 때 상기되는 언캐니의 감정을 야기 시키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언캐니의 감정을 작동 시키는 두 모티프, 죽음과 반복에 대

하여 알아보았다. 이로써 우리는 프로이트가 말하는 언캐니는 우리에게 

이 두 모티브, 죽음이라는 요소와 내적인 반복 강박을 접하게 되었을 때 

상기되는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1. 1. 2. 억압된 것의 회귀로서의 언캐니

프로이트는 언캐니에 대한 선행 연구로 언캐니에 대한 언어학적 

접근을 시도한다. 이 언어학적 관찰은, 우리의 삶에서 언캐니가 어떻게 

92) 이러한 반복 강박의 본능적인 성격을 보이는 또 다른 증거로 프로이트는 신경증 환자들의 ‘전

이 현상’과 정상인의 삶 속에서 관찰되는 ‘운명 강박’을 들고 있다. ‘운명 강박’에 관한 설명은 

뒤에 브르통의 소설에 대한 포스터의 해석에서 다시 언급되며, 이때 설명될 것이다. 

93) SE XX, p.159 (지그문트 프로이트, 「억압, 증상 그리고 불안(1926)」,『정신 병리학의 문제

들』, 황보석 역, 열린책들, 2003, p.284) 



- 55 -

나타나고 변형되었는지, 그리고 그로써 우리가 이 감정에 대하여 어떠한 

관점을 취하여 왔는지를 역사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의도이다. 이러한 

프로이트의 연구를 따라가면서 우리는 언캐니의 감정을 상기시키는 억압

되어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낯선 것이 아닌 아주 친숙한 것이었다는 결론

에 이르게 될 것이다. 

프로이트의 설명에 따르면, “섬뜩한 낯설음(Unheimlich)이라는 감

정은 공포감의 한 특이한 변종으로,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오래 전

부터 친숙했던 것에서 출발하는 감정”94)이다. 이 단어를 뜻하는 독일

어95) ‘운하임리히Unheimlich’는 ‘하임리히heimlich’의 반대말이다. 

‘하임리히’라는 단어는 독일어에서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그 중 하나

는 ‘운하임리히’의 ‘un-’이 말해주는 반의어로서의 의미인 ‘친숙

한’이다. 즉 ‘친숙한’이라는 의미에서 반의어 접속사 ‘un-(안-)’이 

붙음으로서 ‘안친숙한’, 친숙하지 않은, 결국 ‘낯설은’이라는 의미가 

‘운하임리히’에 적용되는 것이다. 하지만, 언어는 역사의 흐름에 따라, 

그리고 인간의 사용에 따라 그 의미가 추가되거나 변형되기도 한다. ‘하

임리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하임리히’가 갖는 또 다른 의미는 

‘운하임리히’와 비슷한 의미인, ‘숨어있는’, ‘위험한’이라는 뜻이

다. 즉 ‘하임리히’ 용어는 언어가 발전하면서 변형되어 이중의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이다. 프로이트는 이러한 ‘하임리히’ 용어에 대한 설명을 

통해 ‘하임리히’와 ‘운하임리히’가 시간이 지나면서 정확히 반대의 

의미만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그는 이 두 용

어는 “친숙하고 편안한 것과 숨겨져 있고 은폐되어 있는 것은 대립되는 

것도, 무관한 것도 아닌 것”96)을 보여준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언어학적 

설명을 언캐니의 글에 끌어들인 프로이트는, 이로써 우리에게 ‘운하임리

히’와 ‘하임리히’의 관계에 대한 고찰을 새로이 하도록 유도한다. 즉 

94) SE XVII, p.220 (지그문트 프로이트, 「두려운 낯설음」,『예술, 문학, 정신분석』, 

p.405-406) 

95) 프로이트는 이 언캐니의 단어에 대한 언어학적, 즉 독일 언어학적으로 접근한다. 이는 언어의 

발달 과정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언어가 어떻게 변형되어 갔는지를 살펴봄으로서 언캐니가 담고 

있는 뜻을 해석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어떠한 나라의 말을 통해 살펴보

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96) SE XVII, p.224-225 (Ibid., p.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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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어인 ‘하임리히’와 ‘운하임리히’의 관계는 진화하면서 ‘하임리

히’가 ‘운하임리히’의 의미와 그 반대의 의미, 두 가지 의미를 모두 

지니게 된 것이다. 

우리는 앞의 글에서 언캐니를 환기시키는 두 요소들에 대하여 알

아보았다. 이 주요한 두 요소는 죽음과 반복이었으며, 이것들은 무의식에 

존재하는 것들이었다. 의식화 되지 못하고 이들이 무의식에 존재한다는 

것은 억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우리가 언캐니의 감정을 경

험하는 것은 무의식에 ‘억압된 것’들이 우리에게 다시 나타날 때 고통

을 주는 것이다. 이를 위에서 언급한 언캐니의 언어학적 설명과 연결시켜 

보자면, ‘하임리히’가 반대어인 ‘운하임리히’로 전이된 상황은, 이 

‘운하임리히’는 실제로는 새로운 것도 낯선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정신적 

움직임에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친숙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이 낯선 것

이 된다는 것은 단지 우리의 정신 속 억압 기제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

는 것이다. 따라서 프로이트는 “운하임리히의 접두사 un은 억압의 표

식”97)이라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언캐니의 감정을 환기시키는 

사물들인 마네킹, 자동인형들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어 우리에게 아주 

친밀하지만, 죽어있는 사물로서의 인간이 움직인다는 점에서 인간에게 억

압되어 있는 죽음을 환기시킨다는 것이다.  

무의식에 억압되어 있는 것은 죽음뿐만이 아니다. 무의식에는 우

리에게 친숙한 것, 심지어 너무 ‘친숙’하여 사회적으로 수용 불가능하

며, 따라서 자아에게 이성적으로 받아들여 질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예

로 우리는 어머니에 대한 환상을 들 수 있다. 어머니의 품속에서 살던 환

상 혹은 기억은 우리에게 원초적인 친숙함이다. 이는 더 깊이 들어가면 

‘여인의 성기나 어머니의 품'으로 대치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인간이 

한번은 머물렀던 장소이지만, 성장하면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시기를 

지나) 인간은 이러한 어머니에 대한 성애적 사랑 혹은 여인의 성기에 대

한 욕망을 억압한다. 이들은 우리의 무의식에 머물게 되고, 이러한 것들

은 무의식에서 작동하는 반복강박에 의해 끊임없이 우리 정신 내부에서 

반복적으로 동요된다. 우리가 외부적 자극에 의하여 바로 이러한 것과 맞

97) SE XVII, p.245 (Ibid., p.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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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뜨렸을 때 우리는 언캐니의 감정을 갖게 된다. 

프로이트는 억압되어 있는 것을 설명하는 예를 다시금 호프만의 

소설에서 찾고 있다. 프로이트는 호프만의 소설 <모래 인간(The 

Sandman)> 속에서 언캐니적인 핵심 요소는 여자 인형인 올리피아가 아니

라, 아이들의 눈을 빼가는 ‘모래 인간’의 모티프에 있다고 설명한다. 

소설 속 주인공 나타니엘의 어린 시절 기억 속에 두려움의 대상은 어린아

이의 눈을 빼먹는 모래 인간의 존재였다. 인간은 신체의 어느 부위보다도 

눈의 손상을 두려워한다. 프로이트는 신화에 대한 탐구에서 눈을 잃어버

리는 것이 거세 불안98)의 한 변형임을 설명한다. 즉 “오이디푸스라는 신

화 속의 범죄자가 스스로 자신의 눈을 멀게 한 것도 거세라는 응징의 약

화된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99)는 것이다. 물론 프로이트 역시 거세공포

와 눈의 상실을 등가관계로 놓는 것에 대한 논리적 설명이 부족함을 인정

한다. 하지만 그는 이 둘이 관계가 없다면, 어째서 소설 속 모래 인간의 

대상은 나타니엘의 사랑의 방해자로 끊임없이 등장하며, 이는 또한 왜 나

타니엘의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을 맺느냐고 반문한다.100) 어린 아이들에

게 눈을 잃는다는 것은 곧 그들에게 거세 불안과 같은 느낌, 즉 그 공포

를 느끼게 한다는 것이다. 

98) 거세불안 - 프로이트는 어린 남자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거세의 공포를 갖게 된다고 설명한다. 

유아기의 아이들은 어머니, 아버지 모두 남근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남근

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들은 어머니가 거세되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 역시 거세

당할 수 있다는 공포가 생기는 것이다. 

99) SE XVII, p.231 (Ibid., p.420) 

100) 이러한 프로이트의 반문은 우리가 눈의 상실을 거세와 연관 지어 생각할 때 이해된다. 즉 거

세라는 것은 아이의 환상 속에서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저지하는 아버지가 가하는 폭력과 같다. 

따라서 아버지는 어머니를 향한 아이의 사랑의 방해물로 등장하며, 아이는 이 방해물을 제거하

기를 욕망한다. 이러한 관점은 프로이트 이론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연

결된다. 따라서 소설 속 주인공에게 눈을 멀게 하는 공포의 대상인 모래 인간은 아버지를 대신

하고 있는 것이며, 이 모래 인간은 따라서 소설 속에서 주인공의 사랑을 방해하는 모습으로 나

타난다. 또한 주인공은 자신의 아버지가 죽음에 이른 것이 이 모래 인간 때문이라고 상상한다. 

이는 아버지의 죽음을 원하는 주인공의 욕망이 변형되어 나타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아

버지의 죽음을 무의식적으로 바라던 주인공에게 직접적으로 아버지가 사망에 이르는 일이 발생

하자, 이를 모래인간의 탓으로 결부시켜 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무의식 속에서 이러한 아버지의 

죽음을 욕망하는 자신의 모습이 상처로 남고 죄책감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주인공은 

이러한 모래인간을 상기시키는 것을 마주할 때 마다 언캐니한 감정을 갖게 되고 이는 자신이 욕

망하던 것에 대한 처벌, 즉 거세의 공포로 주인공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이러한 거세의 모습은 

눈을 상실하는 모습으로 다시금 변형되어 주인공을 두려움에 떨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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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 인간> 소설 속의 주인공 나타니엘에게도 이 모래 인간이라

는 것은 어린 시절 그에게 공포감을 갖게 했고, 따라서 그의 어린 시절에 

두려움의 대상으로 남아 있었던 무서운 아저씨 코펠리우스가 그의 기억 

혹은 망상 속에서 모래 인간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101) 이러한 공포의 대

상, 즉 인간으로서의 코펠리우스가 아니라 나타니엘의 기억 속에 존재하

는 ‘어린아이의 눈을 빼먹는 모래 인간’으로서의 공포의 대상은 그가 

성장한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그의 삶에 등장한다. 이는 때로는 안경을 파

는 코폴라라는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이후에 이러한 눈에 관한 공포

물은 다시 나무 인형인 올림피아의 눈이 바닥에 떨어진 장면으로 상기된

다. 따라서 여기서 억압된 것은 어린 시절 거세에 대한 공포, 즉 어머니에

게 남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아이가 자신도 거세 될지 모른다는 공포

를 갖게 하는 환상이다. 하지만 이러한 거세 공포는 프로이트의 이론에 

따르면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꿈꾸는 아이에게 이를 저지하는 아버지가 

아이에게 보이는 무기와 같은 것이다. 즉 아이의 환상 속에서 거세의 위

협을 가하는 대상은 아버지인 것이다. 이러한 어머니에 대한 사랑, 그리

고 아버지의 거세 위협의 환상은 억압되어 아이의 무의식에 자리하게 된

다. 이것이 다시금 외부적 자극으로 반복되어 접하게 될 때 이는 우리에

게 언캐니의 감정을 환기시키는 것이다.  

정신분석학적 고찰을 통해서 우리는 처음에는 결코 무섭지 않았

고 오히려 어떤 관능적인 환상, 다시 말해 어머니와의 사랑 즉 어머니의 

품속에서 살고 있다는 어떤 다른 환상이 억압되어 변형된 것이나, 혹은 

우리의 무의식에 억압되어 있는 죽음이 상기되는 것이 언캐니의 감정을 

일으킴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일회성 상기가 아니라, 지속적

이고 비의도적인 반복을 통해서 더욱 강화된다. 따라서 ‘섬뜩한 낯설음

(Unheimlich)’의 감정은 “자기 집(Heim)인 것이다. 그것은 아주 오래된 

것이지만 친근한 것이고, 친근한 것이지만 아주 오래전의 것”102)이다. 이

것이 억압되어 우리의 무의식에 자리하고 있다가 외부적 여건에 의하여 

101) 우리가 I장에서 알아 본 것처럼, 꿈 속에서 무의식의 표상들이 압축과 전치를 통해 나타나듯

이, 여기 나타니엘의 무의식적 기억과 망상 속에서는 그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모래 인간과 

코펠리우스가 하나의 모습으로 합쳐져 남게 되는 것이다. 

102) SE XVII, p.245 (Ibid., p.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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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들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섬뜩한 낯설음을 느끼게 된다. 그렇

다면 왜 ‘섬뜩하고’ ‘낯선’것 일까? 위에서 설명했듯이, 억압된 것은 

엄청난 저항력에 의하여 무의식에 억압되어 있다. 이것을 외부적 자극에 

의하여 대면했을 때, 우리는 이 억압이 깨어져 분출될 것만 같은 느낌을 

받는다. 하지만 이 분출은 쾌를 위한 분출이라기보다는 이 억압이 실패할 

경우 우리의 생존 혹은 자아의 생존이 위협받는다는 데서 오는 섬뜩함이

다. 또한 친숙한 것이 이 저항력으로 억압되어 있기에 이것은 우리가 다

시 접했을 때 친숙하지 못한 낯선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어떠한 사물을 접했을 때 이러한 억

압된 것의 회귀를 느낄 수 있을까? 이는 우리에게 친숙하지만 낯선 것, 

낯설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아주 친숙한 것들이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언캐니의 감정을 갖게 된다. 프로이트는 그의 글에서 이처럼 억압된 

것의 회귀의 예로 마네킹이나 오토마톤103) 등을 들고 있다. 즉 삶이 있는 

모습에서 나타나는 죽음의 그림자,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이 혼용되

어 있는 이러한 이중의 모습이 나타날 때 우리는 언캐니의 감정을 접하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할 포스터는 초현실주의에서 나타나

는 모습들이 억압된 것의 회귀, 즉 언캐니를 가리킨다고 주장한다. 

1. 2. 언캐니로서의 초현실주의 

할 포스터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언캐니로 초현실주의 운동

을 설명하기 위하여 초현실주의가 주장하는 아름다움인 ‘경이

(marvelous)’에 대하여 해석한다. 브르통이 설명한 초현실주의의 아름다

움인 경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개념이 제시되는데 이는 각각 ‘발작적 아

름다움(Convulsive Beauty)’과 ‘객관적 우연(Objective Change)’이다. 

할 포스터는 브르통이 설명하는 이 두 개념들을 따라간다. 브르통은 ‘발

작적 아름다움’을 “베일에 가려진 에로틱한 것(veiled-erotic), 폭발하는 

상태가 멈춰버린 것(fixed-explosive), 마법적인 상황과 관련된 것

103) 오토마톤(Automaton)은 ‘자동인형’이라고도 번역된다. 마네킹과 같은 사람의 형상을 한 인형

이 마치 사람처럼 자동으로 같은 움직임을 반복적으로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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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cal-circumstantial)”104)으로 설명하며, 각각의 예를 보여주는 몇 장

의 사진을 제시한다. 할 포스터는 브르통이 제시하는 사진들을 분석하며, 

발작적 아름다움을 설명하는 세 가지 것들 모두가 결국은 언캐니의 요소

들을 보여주는 것임을 주장한다. 

초현실주의 경이에 대하여 제시된 또 다른 개념인 ‘객관적 우

연’에 대하여 포스터는 ‘우연한 마주침(encounter)’과 ‘우연히 발견

된 사물(trouvaille)’이라는 초현실주의에서 접하게 되는 우연적 두 요소

에 대한 설명으로 접근한다. 이는 초현실주의의 ‘객관적 우연’의 증거

가 되는 것들인데, 포스터는 이 두 요소에 대한 예로 브르통의 두 소설, 

『나자』와『광란의 사랑』에서 발견되는 네 가지 모습들을 찾아내어 설

명한다. 이 네 가지 중 첫 번째는 『나자』에서 등장하는 청동 장갑이고, 

다른 하나는 브르통의 소설 속에서 나타나는 불륜의 관계들이며, 나머지 

두 가지는『광란의 사랑』에서 등장하는 여인 자클린 랑바와, ‘발견된 

오브제’인 스푼과 마스크이다. 이 네 가지 예를 분석함으로서 포스터는 

브르통의 초현실주의에서 설명하는 ‘객관적 우연’은 과거의 상실, 즉 

과거 근원적인 욕망의 상실과 미래의 죽음을 상기시킨다는 점에서 언캐니

라고 주장한다.  

브르통의 초현실주의에서 설명하는 경이의 두 요소인 ‘발작적 

아름다움’과 ‘객관적 우연’을 모두 언캐니로 설명한 할 포스터는 초현

실주의에서 나타나는 언캐니적 요소가 트라우마와 관련됨을 설명한다. 여

기서의 트라우마는 억압되어 있는 유아기의 근본 환상(Urphantasien; 

primal fantasies)105)에 대한 충격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이 환상은 사라지

지 않고 우리의 무의식에 억압되어 있다. 여기서 트라우마의 고유한 성격

104) Hal Foster, Compulsive Beauty, The MIT Press, 1993. p.23

105) 프로이트에게 유아기의 ‘근본 환상’은 네 가지로 구분되는데 각각 ‘유혹 환상’, ‘원장면’, ‘거세

환상’ ‘자궁 속의 존재 환상(intrauerine existence)’이다. (여기서 언급되는 세 환상들, 즉 ‘유혹 

환상’, ‘원장면’, ‘거세 환상’은 본문에서 작가들과 함께 설명될 것이다) 이들은 유아기의 시절 겪

게 되는 성에 관한 환상으로, 이는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무의식에 억압되어 우리 기억에서 잊

혀지지만, 우리의 정신에 상처를 남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외부적 자극을 접할 경우 이는 트라

우마인 정신적 외상으로 나타난다. 프로이트는 사후적으로 나타나는 이 과정을 ‘사후성

(Nachträglichkeit; 事後性)’이라 불렀다. 즉, 이러한 근본 환상이 없이는 트라우마를 겪게 되는 

일도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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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것이 비록 억압되어 있지만 우리의 정신에 상처를 남겼고, 이는 이

후에 다시 이러한 요소가 외부적으로 자극을 통해 언제든 우리에게 다시

금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다. 포스터는 이러한 억압된 환상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초현실주의의 세 화가로 조르조 데 

키리고(Giorgio de Chirico, 1888-1878), 막스 에른스트(Max Ernst, 

1891-1976), 알베르토 자코메티(Alberto Giacometti, 1901-1966)를 소개한

다. 이들은 각각 억압되어 있는 ‘근본 환상’인 ‘유혹 환상(fantasy of 

seduction)’, ‘원장면(primal scene)’, ‘거세환상(fantasy of 

castration)’을 상기 시키며, 우리에게 억압되어 있는 것의 회귀를 자극한

다. 따라서 이들의 작품들은 우리에게 언캐니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1. 2. 1. 경이 

할 포스터는 브르통이 그의 선언서에서 제시한 초현실주의 예술

의 일반적인 성격인 경이를 분석하며, 초현실주의자들이 주장한 경이의 

모습은 결국 언캐니임을 주장한다. 브르통은 그의 자전 소설 『나자

(Nadja)』의 마지막을 그의 아름다움에 관한 정의로 마무리하고 있다. 그

는 “아름다움은 발작적인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아름다움이 아니다

.”106)107) 브르통은 초현실주의에서 아름다운 것은 경이이며, 이 경이 즉 

아름다움은 발작적인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이다. 할 포스터는 이러한 브

106) 앙드레 브르통, 『나자』, 오생근 역, 민음사, 2008, p.165

107) 브르통은 오토마티즘 이후 ‘경이’를 초현실주의의 기본 원리로 채택한다. 브르통은 「초현실주

의 선언문」에서 경이는 아름답다고 언급한다. 포스터에 따르면 브르통의 경이는 아라공의 경이

와 달리 개인적이라고 설명한다. 아라공의 경우, 그가 주장하는 초현실주의의 경이는 현실의 ‘부

정’이며, 따라서 아라공은 현실의 갈등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구조물로서의 현실을 제시한다. 이

러한 맥락에서 아라공은 “경이는 실재에서의 모순의 분출”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브르통에게 

경이는 아라공처럼 정치적이기 보다는 개인적이었다. 브르통은 「초현실주의 선언문」에서 경이

의 예로 낭만주의 시대의 잔재(romantic ruins)와 근대 마네킹(modern mannequins)를 들고 있

다. 이처럼 경이가 아름다움이라면, 그가 다시금 『나자』의 마지막 부분에 언급하듯이, 이 경이

는 발작적인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것은 경이가 아닌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포스터는 그의 

책에서 브르통이 경이의 예로 들고 있는 낭만적 시대의 잔재와 근대 마네킹은 다시금 언캐니와 

연결된다고 주장한다. 즉 낭만적 시대의 잔재는 문화의 발전과 자연이, 근대 마네킹에서는 인간

과 비인간이 뒤섞여 있으며, 이 뒤섞임은 “인간 본능의 보수적 경향, 즉 삶 속에 내재해 있는 죽

음을 상기”시키기에 언캐니 하다고 설명한다. (CB, p.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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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통의 아름다움에 대한 정의에서, 브르통이 말하는 아름다움이 “발작적

인 아름다움이라면, 아름다움의 발작적인 힘이 생겨나는 근원에는 억압된 

것의 회귀인 언캐니가 있다”108)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포스터는 브르

통이 경이에 대하여 언급하는 두 관련 개념인 발작적 아름다움과 객관적 

우연을 통해 이들이 보여주는 언캐니를 설명한다.  

브르통은 그의 소설 『광란의 사랑』에서 ‘발작적 아름다움’에 

대하여 “베일에 가려진 에로틱한 것(veiled-erotic), 정지된 폭발

(fixed-explosive), 마법적인 상황과 관련된 것(magical-circumstantial)”109)

으로 정의한다. 할 포스터는 브르통이 언급한 이 세 가지 발작적 아름다

움의 예를 하나씩 언캐니를 통해 해석한다. 먼저 브르통이 언급하는 첫 

번째 발작적 아름다움의 예인 ‘베일에 가려진 에로틱한 것’의 특징을 

할 포스터는 다시금 이를 설명한 브르통에게서 찾고 있다. 브르통은 이 

예로, 달걀모양의 석회암 침전물, 작은 조각물과 같은 맨드레이크 뿌리 

등의 사진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생명이 있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과 매우 가깝다”110)고 말했다. 할 포스터는 여기서 제시되는 사

진 속 이미지들이 자연적 모방물이라는 것에 집중한다. 이들은 브르통이 

설명하듯이 생명이 없는 것이지만 역사나 시간의 흐름에 의해, 혹은 인간

의 제작에 의해, 생명이 있는 것처럼 나타나는 이중성을 내보이고 있다. 

이는 언캐니의 설명에서 우리가 알아본 것처럼 삶에서 죽음을 내보이고 

죽음에서 삶을 내보이는 이중적인 모습과 같다. 

이러한 설명은 두 번째 예인 ‘정지된 폭발’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브르통은 이러한 정지된 폭발의 예로서 또 다시 두 장의 사진

을 제시한다. 하나는 울창한 처녀림(수풀)에 수년간 방치되어 있는 고속열

차의 사진이고, 다른 하나는 만 레이가 찍은 회전하고 있는 탱고 댄서의 

사진이다. 포스터는 이 사진들을 통해 브르통이 말하고 있는 정지된 폭발

의 예는 생동적인 움직임을 순간적으로 포착함으로 인해 이 생기 넘치는 

움직임이 억지로 중단됨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남근을 상징

108) CB, p.23 

109) CB, p.23 재인용

110) Ibid., p.27 재인용



- 63 -

하는 검은 고속 열차가 처녀림에 둘러싸인 모습은 분명히 성적인 충동을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한다.111) 그러나 사진 속 이 검은 고속열차는 수년

간 작동되지 않은 채 버려져 있다. 이는 성적 충동과 함께 죽어있는, 즉 

소진되어 버린 남근의 모습을 떠오르게 한다. 이처럼 움직이면서 동시에 

움직이지 않는 것, 생명이 있으면서(처녀림) 동시에 생명이 없는 모습(고

속기차)인 ‘정지된 폭발’은 ‘베일에 가려진 에로틱한 것’과 마찬가지

로 언캐니의 감정을 환기시킨다. 하지만 이 ‘정지된 폭발’은, ‘베일에 

가려진 에로틱한 것’이 자발적으로 삶과 죽음의 동시성을 내보인 것과 

달리, 사진이라는 물리적 속성에 의하여 강제로 멈춰진 움직임과, 시대의 

흐름에 의하여 버려짐으로서 죽음의 모습이 된 기차라는 점에서 강압적인 

혹은 파괴적인 충동을 내보인다고 포스터는 설명한다. 

포스터는 발작적 아름다움을 설명하는 마지막 정의인 ‘마법적인 

상황과 관련된 것’에 대한 설명을 위에서 브르통이 제시한 이미지들 모

두의 공통점에서 찾고 있다. 브르통은 발작적 아름다움에 대한 설명을 모

두 사진 이미지로 제시했다. 포스터는 사진에 대한 바르트의 언급을 잠시 

인용하며, 사진은 죽음을 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바르트는 

사진에 대한 언급에서, “나는 주체도 대상도 아니다. 다만 주체는 대상

이 되어가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 나는 죽음의 다른 작은 형식을 경험한

다. 나는 진정으로 유령이 되어가고 있다. 죽음은 사진의 형상(eidos)”112)

이라고 말했다. 즉 할 포스터는 생명이 있는 것을 생명이 없는 것으로 만

들어가는 사진의 과정에서 브르통이 제시한 이미지들은 사진의 속성인 순

간적인 포착, 그 포착을 통한 삶의 연속성의 파괴인 죽음을 담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위에서 언급되는 이미지들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자연

111) 할 포스터는 이 두 사진(고속열차와 처녀림/움직이는 탱고 댄서)에 관한 설명에서 추가적으로 

죽음 충동 이론이 제시하는 사도마조히즘적 성격을 떠오르게 한다고 주장한다. 즉 다 소모된 남

근적 엔진과 처녀림의 관계, 그리고 즉흥적 움직임과 정지된 이미지의 관계는 에로틱한 충동과 

파괴적인 충동 사이의 사도마조히즘적 성을 떠올린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필자는 이 부분에서 

성적인 해석 보다는 삶과 죽음의 혼용이라는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 할 포스터의 이론을 소개하

고자 한다. 억압된 성과 억압된 죽음본능에서 나타나는 파괴 충동을 연결 짓는 초현실주의의 사

도마조히즘적 모습은 뒤에서 이어질 한스 벨머의 작품을 다루는 부분에서 설명될 것이다. 또한 

언캐니의 억압된 성의 모습의 회귀에 대한 설명은 뒤이어 등장하는 할 포스터의 초현실주의 작

품해석에서 나타나는 트라우마에 대한 언캐니적 모습에서 다뤄질 것이다. 

112) CB, p.28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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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태초의 모습들과 그것의 인위적 모방물들, 그리고 죽은 남근과 살아있

는 여성의 성기를 각각 상징하는 고속열차와 처녀림의 모습은 대립된 모

습이 하나의 이미지로 환원되며, 이는 삶과 죽음의 모습을 한 이미지에 

동시에 보여줌으로써, 삶의 연속성에서 죽음의 순간을, 죽음에서 삶을 상

기시키는 언캐니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주장한다. 포스터는 따라서 초현실

주의가 주장하는 “발작적 아름다움이란 결국 멈춰진 생동(arrested 

animation)”113)이라고 결론짓는다.

지금까지 포스터는 브르통이 아름답다고 여긴 것, 즉 ‘경이’의 

모습인 ‘발작적 아름다움’에 대한 예시의 이미지들을 분석함으로써, 브

르통이 언급한 ‘발작적 아름다움’은 결국 ‘멈춰진 생동’으로서 죽음

과 삶의 모습이 공존하는 언캐니의 모습을 상기 시킨다고 설명한다. 이는 

경이의 개념이 드러나는 객관적 우연에 대한 포스터의 설명들에서도 이어

진다. 포스터는 초현실주의에서 나타나는 객관적 우연에는 ‘우연한 마주

침’과 ‘우연히 발견된 사물’의 두 가지 양상이 있다고 설명하며, 이 

두 양상을 언캐니적 요소들로 해석한다. 그러나 할 포스터는 여기서 우연

한 마주침은 “브르통이 주장하듯이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 여기서의 우연한 마주침은 재회, 즉 다시 만나는 

것이며, 우연히 발견된 사물은 잃었던 대상을 도로 찾는 것에 해당한

다.”114)고 설명한다. 그는 발작적 아름다움이 삶과 죽음의 공존을 보여준

다는 점에서 언캐니 했던 반면, 객관적 우연에는 반복 강박의 메커니즘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언캐니를 상기시킨다고 주장한다.

         할 포스터는 ‘객관적 우연’의 두 가지 측면인 ‘우연한 마주

침’과 ‘우연히 발견된 사물’들에 대한 네 가지 모습들을 브르통의 두 

소설 속에서 찾아 예를 든다. 그 첫 번째 예는 『나자』에 등장하는 청동 

113) Ibid., p.30 

114) CB, p.29 - 할 포스터는 객관적 우연을 브르통이 “우연은 외적 필연성이 발현된 형태이다. 

그것은 인간 무의식 속에 길을 만들어준다”고 설명한 부분에 대하여 이는 방어적 투사라고 설명

한다. 즉 브르통은 객관적 우연에 대한 설명을 ‘방어적 투사(defensive projection)’로 생각하고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방어적 투사’란 무의식적 강박증은 실제 사건의 결과로 나타나지

만, 방어적 투사는 이와 반대로 무의식적인 강박증을 실제 사건으로 보고, 그것이 무의식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하는 태도이다. 이에 대한 설명은 후속 연구를 필요로 한다. 투사에 관한 

문제는 할 포스터가 에른스트의 작품을 설명하는 뒷부분에서 더 다루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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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갑이다. 포스터는 이 청동 장갑에 대한 해석을 두 가지 관점에서 수행

한다. 하나는 청동으로 만들어진 장갑은 인간의 손을 죽음과 같은 생기 

없는 주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다.115) 다른 하나는 소설에서 등장하는 

여인의 손에 대한 브르통의 열망과 공포를 이 청동 장갑이 대신 한다는 

점에서 이 장갑이 페티시116)로 거세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설명한

다. 즉 이 장갑은 “브르통에게 거세를 알게 함과 동시에 이를 부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117) 따라서 포스터는 이 청동 장갑은 생명이 없는 근

원적인 태도와 생명을 가진 손의 모양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리고 거세

에 대한 유아적 환상을 떠오르게 하는 페티시의 반복적인 이동118)을 상기 

시킨다는 점에서 두 가지 종류의 언캐니가 뒤섞여 있는 오브제라고 설명

한다. 

‘객관적 우연’의 두 번째 예는 브르통의 소설 속 불륜의 관계

에서 나타난다. 브르통은 그의 연인 나자를 통해 에로스적인 결합을 원했

지만, 결국 나자에게서 자신의 분신을 찾는 것으로 결말짓는다고 설명한

다. 소설 속에서 나자는 억압된 것을 병적으로 반복하는 증세를 보였다. 

브르통은 나자의 이런 모습에서 반복, 파괴, 죽음의 모습을 보았고, 이는 

브르통까지도 혼란의 상태로 이끌었다고 포스터는 설명한다. 브르통은 이

러한 나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또 다른 사랑의 대상인 수잔 뮈자르와의 

관계를 형성한다. 하지만 이 역시 브르통의 결여를 채우려는 욕망을 만족

시키지 못했으며, 브르통은 또 다시 새로운 연인인 자클린 랑바로 욕망의 

대상을 옮긴다. 이러한 브르통의 관계들은 결국 욕망의 대상에 대한 반복

적 이동을 보여주며, 이는 영원히 만족될 수 없다. 이는 마치 언캐니를 설

115) CB, p.33

116) 페티시(영어로 fetish, 국어로 ‘음란물품’으로도 번역된다)란 어머니에 대한 욕망의 대용품으로 

정리할 수 있다. 완벽한 상으로서의 어머니, 즉 남근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서의 어머니에 대한 

상상에서 어린아이는 어머니에게 남근이 없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서, 거세의 공포를 느낀다. 하지

만 이들은 이러한 거세를 부인하고픈 마음에 어머니의 남근을 대신 하는 대상, 예를 들면 장갑, 

스타킹, 손과 같은 것에 욕망을 투사함으로서 이들을 어머니의 남근의 대용물로 여긴다. 이러한 

어머니의 남근을 대신하는 사물에 집착하는 것을 페티시즘(fetishism)이라 하며, 그 집착의 대상

을 ‘페티시’라 부른다. 페티시즘은 국어로 ‘절편 음란증’이라고도 번역되고, 최근에는 ‘물품 음란

증’ 혹은 ‘음란 물품증’이라고도 번역된다.  

117) CB, p.33 

118) 욕망의 대상이 하나의 대상에서 다른 대상으로 끊임없이 이동하게 되는 것으로, 페티시의 이

동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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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는 프로이트의 글에서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같은 곳을 

맴돌게 되는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느껴지는 언캐니의 감정을 떠

올리게 한다. 

세 번째 예는 『광란의 사랑』중 「해바라기 밤(the night of the 

sunflower)」에서 등장하는 우연한 마주침의 여신인119) 자클린 랑바이다. 

소설 속에서 브르통은 그녀와의 만남은 그가 1923년에 파리에서 산책하는 

여인에 대해 쓴 시 「해바라기」가 미리 예언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할 

포스터는 시가 그들의 만남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이 역시 브르통이 

‘운명 강박(fate compulsion)120)’에 사로잡힌 것이라고 해석한다. 운명 

강박에 대한 포스터의 주장은『광란의 사랑』에서 등장하는 브르통과 자

코메티의 관계와, 『나자』에서 등장하는 브르통과 나자의 관계에서도 언

급된다. 포스터는 이들의 관계들이 프로이트가 설명하는 또 다른 유형의 

반복인 운명 강박과 매우 흡사하다고 설명한다. 즉 브르통처럼 “운명 강

박에 사로잡힌 주체는 사악한 운명에 쫓기고 있고 어떤 알 수 없는 ‘악

마적인’ 힘에 사로잡힌 노예처럼 느껴지면서 그 때문에 자신에게 비슷한 

종류의 불행이 계속 찾아온다고 생각한다”121)는 것이다. 이 운명 강박에 

대하여 프로이트는 주체가 이렇게 느끼는 이유는 사실 그들이 무의식적으

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기를 소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언

급했듯이, 이는 무의식적인 소망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체는 자각하지 못

하며, 다만 이것이 성취되었을 때 그것이 마치 운명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다.122) 

119) 『광란의 사랑』 속에서 등장하는 자클린 랑바가 브르통과의 끊임없는 우연한 만남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우연한 마주침의 여신’이라고 일컬었다. 

120) 운명 강박 - 프로이트는 ‘반복 강박’을 소개하는 그의 글 「쾌락원칙을 넘어서」에서 반복 강

박의 예를 보여주는 것 중 하나로 ‘운명 강박’을 들고 있다. (SE XVIII, p.21-22 (지그문트 프로

이트,「쾌락원칙을 넘어서」,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p.289 참고) 이는 정상인들의 삶 속

에서 나타나는 반복 강박의 예로, 그들의 삶에서 무언가 같은 것이 영원히 되풀이 되는 문제와 

같은, 즉 우리의 운명이라고 느껴지며 반복되는 것들을 일컫는다. 예를 들어 자신이 도와주었던 

사람에게 늘 배신을 당하는 사람은, 그것이 자신의 운명인 듯 느껴지는 것이다. 하지만, 프로이

트는 이러한 ‘악마적인’ 힘에 붙잡힌 것과 같은 ‘운명 강박’에 대하여, 이는 그 사람의 ‘능동적인’ 

행위와 연결되어 있거나, 그에게 항상 동일한 상태로 남아있어 동일한 경험의 반복 속에서 자기 

표현을 하도록 되어 있는 어떤 근본적인 성격적 특성이라고 말한다. 

121) CB, p.32 

122) SE XVIII, p.22 (지그문트 프로이트, 「쾌락원칙을 넘어서」, 『정신분석학의 근본개념』, 



- 67 -

반복의 일종인 운명 강박에 사로잡혀 나타나는 브르통의 소설 속 

인물들 사이의 관계는 결국 만남과 헤어짐, 그리고 또 다른 만남이라는 

반복적 모습으로서의 언캐니의 경험인 것이다. 포스터는 또한 랑바의 성

격에 관한 설명에서, 소설 속 그녀는 “해바라기의 밤을 지휘하는 전능한 

사령관”123)으로 묘사되는데, 이는 “빛을 향하기도 하고, 어둠을 향하기

도 하는 이중적 굴성을 보이는 이상한 해바라기, 즉 삶과 죽음 사이에서 

벌이는 고통스러운 투쟁을 보여주는 암호”124)라고 설명한다. 소설 속 그

녀의 성격 역시 브르통을 향한 빛과 같은 사랑을 추구하면서도, 함께 죽

음을 향해서 달려갈 것을 요구하는 극한 이중적 성격을 보여준다. 자클린 

랑바의 예에서 할 포스터가 설명하는 반복적으로 운명의 굴레를 돌게 되

는 ‘운명 강박’과, 삶과 죽음 사이 투쟁의 이중적 요소들은 다시금 언

캐니로 환원된다.

객관적 우연에 대하여 포스터가 들고 있는 마지막 예는 『광란의 

사랑』에서 브르통과 자코메티가 발견한 대표적인 초현실주의의 두 오브

제, 스푼과 마스크이다. 브르통은 자코메티의 조각 작품 <보이지 않는 오

브제>에서 오랜 시간 문제가 되었던 조각의 얼굴 부분을 해결 할 수 있는 

이 마스크의 발견을 기뻐했다. 이 마스크는 군인이 쓰는 헬멧과 성적 욕

망을 자극하는(사도마조히즘적 행위에서 사용되는 성적 자극물로의) 마스

크라는 양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포스터는 설명한다. 하지만 브

르통이 그 마스크에 대하여, 자코메티의 여성 조각물에 남성적인 모습의 

현현으로 여성성으로도 남성성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완전한 유기체적 

통합(perfect organic unity)”125)을 부여했다고 하는 주장과 달리, 포스터

는 오히려 이 마스크는 쾌락원칙을 넘어서는 반복 강박을 가리킨다고 주

장한다. 즉 브르통이 설명하는 남근을 가진 어머니의 완성적인 모습, 결

여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마스크가 나타내는 내용의 일부일 뿐이며, 

p.289)

123) CB, p.36 

124) CB, p.36 

125) CB, p.40 - 여기서 ‘완벽한 유기체적 통합’이란 어린 시절 아이가 어머니도 남근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데서 나타나는 ‘남근을 가진 어머니’의 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어머니의 상은 여성성

과 남성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유기체적으로 완벽한 성기의 통합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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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오히려 결여를 알게 된다는 것이다. 마스크를 ‘완전한 유기체

적 통합'으로 주장하는 브르통은 결여 없는 완벽한 모습의 여성상, 즉 남

근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상상하는 아이와 같다. 하지만 포스터

는 여성의 조각에 남성적 마스크를 덧붙이는 것은, 어머니의 남근 없는 

모습을 발견하고 이를 어떻게든 부정하려하며 어머니의 형상에 남근을 대

신 하는 대체물을 부합시키려 하는 반복적인 시도, 그 강박을 내보이는 

것일 뿐 그 이상은 아니라는 것이다.126) 

포스터는 이러한 모습은 스푼에서 더 직접적으로 나타난다고 설

명한다. 스푼과 슬리퍼의 결합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 슬리퍼-스푼에 

대하여 브르통은 ‘결여(lack)’이면서 ‘통합(unity)’이라고 설명했다. 브

르통은 이 스푼을 “슬리퍼=스푼=페니스=페니스의 완벽한 형태(어머니가 

페니스를 가지고 있는 완벽한 형상)라는 객관적 등식”127)으로 보았으며 

따라서 브르통은 이를 “되풀이되는 모순의 순환을 끝낼 수 있는 이상적

인 종결 지점의 발견”128)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하지만 할 포스터는 

이러한 브르통의 결론에 반발하며, 이는 ‘완전한 유기체적 통합’이 아

니라 마스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결여를 보여주는 원천일 뿐이

라고 설명한다. 포스터는 이를 “근원적인 심리 분열의 전형을 보여주는 

원천”129)으로 정리한다. 즉 “브르통은 결국 자신이 (완벽한 모습으로서 

남근을 가진 어머니와 자신의 에로스적 결합의 욕망인) 근본적인 통합을 

투사한 슬리퍼 스푼 속에서, (어머니와의) 최초의 분리 때문에 생기는 욕

망, 즉 (어머니를 다른 것으로) 끝없이 대체해나갈 수밖에 없는 욕망을 나

타내는 이미지와 맞닥뜨리게 된 것”130)이다. 즉 여기서 우리는 앞에서 

포스터가 언급한 ‘우연한 마주침’은 재회이며, ‘우연히 발견된 사물’

은 잃었던 대상을 도로 찾는 것이라는 말을 이해 할 수 있다. 우연한 마

주침은 어린 시절 잃어버린 완전한 상으로서의 어머니와의 재회이며, 우

연히 발견된 사물은 이러한 어머니를 향한 욕구의 대리물로서의 대상을 

126) 이것이 바로 페티시이다. 페티시에 관한 설명은 앞의 각주 116번 참고 

127) CB, p.42 

128) Loc. cit.
129) Loc. cit.
130) Loc.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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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찾는 것이다. 하지만 포스터가 주장하듯이 이는 한 번의 찾음으로 종결

되는 것이 아니다. 어머니의 완전성은 근원적으로 잃어버린 것이기에 우

리는 이를 영원히 찾거나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는 영원히 만족되지 

못하며, 끊임없이 이를 대체하는 것만을 찾아다닐 뿐이다. 

따라서 이 두 오브제, 스푼과 마스크는 어머니의 남근 결여를 떠

올린다는 점에서 거세에 대한 불안131)을 보여주며, 다른 한편으로는 완벽

한 어머니의 상을 실현코자 함으로써 어머니와의 재결합 환상, 즉 남근 

상실 이전의 완벽한 어머니와 결합으로서의 사랑을 이야기한다고 포스터

는 주장한다. 할 포스터는 초현실주의에서 발견되는 “객관적 우연에 의

한 우연한 마주침이 언캐니한 반복인 것처럼, 객관적 우연에 의해 발견된 

오브제는 결코 되찾아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 

찾아 헤매도록 하며, 그 결과 영원한 반복을 불러일으키는 잃어버린 대

상”132)이라고 결론짓는다.

포스터는 위와 같은 예시들을 설명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지속

적으로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이론을 비판한다. 이는 브르통이 위에서 나

타나는 객관적 우연들 속에서 언캐니는 감지했지만, 이를 죽음으로 이어

지는 반복으로 보지 않고 진정한 사랑과 통합의 과정으로 생각하려고 했

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브르통은 무의식에 대한 초현실주의 모습들에서 

죽음 본능의 부분들은 거부하고 삶을 향한 욕망을 주장하고자 하였다고 

설명한다. 브르통의 소설 속에서는 포스터의 주장대로, 애정의 대상 혹은 

사랑을 쫓는 모습들이 나타난다. 페티시 이론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 포

스터에게 욕망은 끊임없이 대체물을 찾고 그 주체는 이것이 욕망의 끊임

없는 대체물임을 안다 하더라고 그러한 강박적인 상태를 스스로 멈출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언캐니적 반복을 브르통의 경우처럼 사랑을 쫓는 모

습으로 설명하던지, 바타유의 경우처럼 죽음으로서의 사랑으로 인식하였

던 간에, 이는 초현실주의 전체를 언캐니로 해석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논쟁은 여기서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을 것이

131) 거세 불안에 관한 설명은 앞의 언캐니 설명 부분(「모래인간」관련 내용)인 각주 98번과 100

번 참고

132) CB,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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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이러한 브르통의 작품에서 나타는 모습만을 브르통의 초현실

주의 이론 전반으로 확대 해석하여 브르통의 초현실주의를 승화로 해석하

는 포스터의 이론에는 오해의 여지가 있음을 3장에서 설명하고 이러한 브

르통의 초현실주의 이론에 대한 해석을 수정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포스터는 브르통의 초현실주의가 아름다

움의 대상으로 삼는 경이에 대하여 스스로 언급한 두 요소인 ‘발작적 아

름다움’과 ‘객관적 우연’이 모두 언캐니를 환기시키며, 언캐니의 주요 

요소인 반복과 죽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이제 브르통이 주장

하던 초현실주의의 아름다움인 경이는 언캐니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결론

지어 졌다. 할 포스터는 이러한 초현실주의의 언캐니적 성격들을 시각 예

술의 영역에서 대표적인 세 명의 작가들과 그들의 작품들을 통해 해석한

다. 이러한 해석을 위하여 할 포스터는 이들 작품에서 나타나는 트라우마

를 설명하며 이를 언캐니와 연결한다. 따라서 우리는 뒤이어 언캐니와 트

라우마를 연결하는 포스터의 설명을 살펴 볼 것이며, 그 결과 우리는 초

현실주의의 대표적인 세 명의 작가들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트라우마의 모

습들이 언캐니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다시금 발견하게 될 것이다.   

1. 2. 2. 트라우마와 초현실주의 작품 해석

지금까지 우리는 초현실주의 운동이 주장하던 아름다움인 경이가 

결국 언캐니를 보여주는 것임을 설명한 할 포스터의 주장을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이의 설명들은 어째서 우리에게 혹은 초현실주의자들 

스스로에게 언캐니의 감정을 상기시키는 것일까? 할 포스터는 초현실주의

자들의 이론과 작품들이 억압된 것의 반복적 회귀인 언캐니를 상기 시키

는 이유는, 그들의 모습이 트라우마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즉 “모

든 초현실주의자들의 행위들은 트라우마를 통제하기 위하여, 불안을 미학

적인 것으로, 그리고 언캐니한 것을 경이로운 것으로 변형시키기 위하여 

강박적으로 반복된 수많은 시도들을 보여주는 것”133)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여기서 초현실주의자들의 활동이 트라우마적이기에 언캐니하다고 

133) CB,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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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고 있는 포스터의 주장을 따라가 보아야 한다.  

위의 인용구에서 할 포스터는 초현실주의에서 나타나는 언캐니적 

요소들이 결국 트라우마와 관계된다고 설명한다. 정신적 외상을 의미하는 

트라우마는 인간의 “심리적 삶에 엄청난 자극의 증가를 가져와서 정상적

인 방법으로는 그것의 정리나 해결이 실패로 돌아가는”134) 것을 의미한

다. 포스터는 초현실주의에서 나타나는 트라우마는 우리의 유아기 환상에 

대한 충격의 트라우마라고 설명한다. 유아기에 충격으로 다가왔던 경험 

혹은 환상135)들은 우리에게 의식적으로 기억되지 않지만, 절대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무의식에 억압되어 있다. 하지만 이들은 다른 억압된 기억들

처럼 단순히 억압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 삶에 상처를 남겼고 

이러한 상처와 충격 역시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다. 이러한 억압된 기억은 

아이가 사춘기를 지난 후에 아무렇지 않게 보이는, 특이할 것 없는 장면

이 아이에게 어떤 연상적 자극을 가함으로써 첫 번째 장면을 무의식적으

로 상기시킨다. 그때 첫 번째 장면의 기억은 자아의 방어를 넘어서는 성

적인 자극의 쇄도를 일으킨다. 따라서 프로이트는 첫 번째 장면을 외상적

이라고 명명했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첫 

번째 장면을 상기시키게 하는 사춘기 이후의 두 번째 장면이라는 것이 분

명하다.136) 이를 달리 표현하면, 첫 번째 장면은 오직 기억의 자격으로서 

내적인 흥분의 쇄도를 야기한 뒤 무의식 속에 숨겨지며, 이는 두 번째 장

면으로 인해 외상의 병인이 되는 것이다.   

할 포스터는 프로이트의 언캐니에 대한 설명으로 “언캐니는 죽

음을 상기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트라우마적 장면을 유발하는 것에 

의해서도 환기된다”137)고 설명한다. 여기서 트라우마적 장면이란, 우리가 

앞의 언캐니에 대한 설명에서 살펴본 언캐니를 상기시키는 ‘억압된 것’

과 관련된다.138) 즉 인간에게 근원적으로 존재하는 트라우마적 장면은, 어

134) 장 라플랑슈 외, op. cit., p.266 

135) 프로이트는 처음 이러한 것들을 기억 혹은 경험이라고 이야기 했지만, 이후 이것들이 환상이

라고 정정한다. 

136) 프로이트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사후성(Nachtraglichkeit)’이라는 단어로 설명했다. 사후성 

관련 내용은 앞의 각주 105번 참고

137) CB, p.57 

138) 그리고 프로이트의 본능 이론에서 이 억압된 것인 성과 죽음, 즉 성욕동은 죽음본능과 불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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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시절 겪게 되는 유아기의 ‘근본 환상’들이다. 이 ‘근본 환상’을 

통하여 인간은 완전한 결합의 상으로 존재하던 어머니의 남근 결여에 대

한 발견과, 가학적 두려움의 대상으로의 아버지, 그리고 그에 대한 거세

의 불안을 느끼면서 욕망을 억압하게 된다. 이는 커다란 충격으로 남고 

이는 우리의 정신에 상처를 남긴다.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첫 번째 근본 

환상의 장면은 우리의 무의식에 억압되어 있고, 이를 상기시키는 두 번째 

장면을 경험함으로써, 이는 회귀한다. 이러한 트라우마, 외상을 능동적으

로 다루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은 우리 스스로를 반복적으로 그 첫 번째 

장면의 고통스런 순간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139) 이러한 억압된 것으

로의 반복적인 회귀는 우리에게 언캐니의 감정을 상기시킨다. 

초현실주의의 경이를 설명하는 포스터는 브르통이 경이를 설명하

는데 사용하는 두 개념, ‘발작적 아름다움’과 ‘객관적 우연’을 모두 

언캐니를 내보이는 것들로 해석하였다. 그는 이들이 언캐니적인 이유를, 

의 관계처럼 다뤄진다. 이에 대한 연구는 3장에서 다뤄질 것이다. 

139) 이처럼 수동적으로 우리가 당했던 상황을 능동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에 관하여, 

우리는 앞의 반복 강박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언급하지 않은 어린아이의 포르트/다 놀이를 언급

해야 할 것이다. 프로이트가 관찰한 한 어린아이의 포르트/다 놀이는 외상에 대한 아이의 능동

적인 대처 방안의 한 예로 볼 수 있다. 평범한 한 살 반의 이 아이는 어머니와의 애착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머니와 몇 시간이고 떨어져 있어야 할 때에도 결코 울거나 보채지 않았다. 이 아이

는 손에 잡히는 작은 물건을 가구 구석이나 침대 밑으로 집어 던지는 버릇이 있었으며, 이를 다

시 찾아 집어 올리는 일은 어른들을 귀찮게 했다. 어느 날 프로이트는 이 아이가 실이 달린 실

패를 커튼이 쳐진 침대 가장자리, 즉 그의 시야 밖으로 던져버리며, 그와 동시에 그는 ‘오-오-

오’(아이가 입으로 내는 이 소리에 대하여 프로이트는 독일어 단어 fort(제거하다)와 연관 지으

며, 이는 아직 언어를 완벽히 구사하지 못하는 아이가 형용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소리 음절을 

가졌으며, 아이가 다시 실패를 잡아 당기면서 ‘다da(거기에)’라고 외친다는 점에서 이를 포르트/

다 놀이로 불렀다)라는 소리를 내는 것을 관찰했다. 아이는 다시금 이 실패에 달린 실을 잡아 

당겼고, 그것이 침대 밖으로 끌려나와 다시 나타나자 ‘다da(거기에)’라는 소리와 함께 즐거워했

다. 이러한 사라짐과 돌아옴의 반복적인 놀이는 아이에게 계속 되었고, 아이는 이를 매우 즐기는 

듯이 보였다. 우리는 아이에게 헤어짐(특히나 자신의 애정의 대상인 어머니와의)이 고통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어린아이에 대한 관찰을 통하여 우리는 아이가 그 물건을 자신의 의지로 사

라지게 하고 그것을 다시 되돌아오게 하는 반복적인 놀이로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아이는 자신이 겪어야만 했던 수동적인 상황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놀이

로 전환시킴으로서 이에 대한 쾌를 산출하고 이로써 불쾌에 대한 보상을 받았던 것이다. 이는 

어머니와의 헤어짐이라는 고통스런 상황을 자신의 실패에 능동적으로 행함으로써, 수동적으로 

당해야 했던 사건을 능동적으로 변형시키고자 하는 노력이다. 이에 대해 프로이트는 “어린이들

의 경우, 그들이 불쾌한 경험을 반복하는 것은 어떤 강력한 인상을 단지 수동적으로 경험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능동적으로 되어서 좀 더 철저하게 정복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한

다. (SE XVIII, p.15-17 (프로이트, 「쾌락 원칙을 넘어서」,『정신분석학의 근본개념』, 

p.277-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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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작적 아름다움은 언캐니의 주요 요소 중 하나인 죽음을 상기시키며, 객

관적 우연은 최초의 상실, 즉 완전한 대상으로서의 어머니로부터 그 완전

한 사랑의 대상을 잃어버린 충격을 떠오르게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러

한 결여된 어머니의 완전성을 반복적으로 채우고자 한다는 점에서 이들이 

억압된 근원인 죽음과 성을 반복적으로 마주하게 한다고 설명하였다. 따

라서 포스터는 “초현실주의의 중심 사상으로서의 경이가 언캐니를 수반

하고, 억압된 것의 회귀로서의 언캐니가 다시금 트라우마와 관련된다면, 

이는 필시 트라우마가 초현실주의 예술에 영향을 미칠 것”140)이라고 주

장한다. 따라서 포스터는 이러한 트라우마적 행위를 통한 언캐니의 상기

가 브르통의 소설이나 이론 속에서만이 아니라, 초현실주의 전반에서 나

타남을 초현실주의의 대표적인 세 명의 작가들과 그들의 작품을 통해 설

명한다. 

포스터는 프로이트가 인간의 어린 시절에 생성과 탄생에 대한 신

비, 즉 인간의 근원적인 기원의 수수께끼를 풀고자 애쓰는 과정에서, 인

간의 ‘근본 환상’을 발견하는 것을 수용한다. 프로이트는 이러한 근본 

환상을 네 가지로 규정하는데, 이는 ‘유혹 환상’, ‘원장면’, ‘거세 

환상’, ‘자궁 속 환상’이다.141) 초현실주의 예술에서 가장 커다란 두각

을 드러낸 조르쥬 데 키리코, 막스 에른스트, 알베르토 자코메티에 대하

여 포스터는, 이들이 프로이트가 주장하는 인간의 ‘근본 환상’을 자신

들의 예술의 기원으로 삼았다고 해석한다. 즉 이들은 유아기 근본 환상에 

대한 “트라우마 장면이라는 주제에 사로잡혀 그 장면을 그들 예술의 기

원 신화142)들로 만드는 지점으로 나아갔다”143)고 설명한다. 포스터는 이

140) CB, p.57 

141) 근본 환상의 각각을 포스터는 아래에 언급되는 세 명의 초현실주의 작가들과 연결하면서, 그

는 유혹 환상, 원장면, 거세 환상만을 다룬다. 따라서 이러한 포스터의 논의를 따라 본고에서도 

이 세 환상만을 설명할 것이다. 

142) 할 포스터는 이러한 예술의 기원신화에 대하여 초현실주의와 모더니즘의 것을 대조한다. 그는 

예술에서 “기원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자아를 탄탄한 기반 위에 세우려고 할 때, 또는 새로운 

양식의 기초를 다지고자 할 때 모더니즘이 흔히 사용했던 방법”이지만, 초현실주의의 예술의 기

원은 모더니즘의 것과 달랐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설명하는 이 세 명의 예술가들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초현실주의자들은 자기 예술의 기원을 주로 근본 환상에서 찾았다. 그런데 그 근본 

환상들은 모더니즘의 예술 기원과는 다른데, 이는 모더니스트들이 체제 전복적인 근원 없는 장

면들로 나아가기 위하여, 그들의 기반을 찾고자 했던 반면, 초현실주의자들은 그런 모든 기원들

의 문제적인 모습들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이 둘의 중요한 차이점을 언급하고 있다. (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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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모습을 세 작가들과 그들의 작품들을 통해 살펴보며, 데 키리코는 

유혹 환상을, 에른스트는 원장면을, 그리고 자코메티는 거세 환상을 자신

들의 예술을 통해 나타낸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환상들은 서로에게 영

향을 끼치며, 따라서 순수하게 한가지만의 환상이 따로 떨어져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다고 포스터는 덧붙인다. 즉 데 키리코의 유혹 환상에는 거세

의 측면이 들어있고, 에른스트의 원장면에서는 유혹의 측면이 나타나며, 

자코메티의 거세 환상은 자궁 속 환상이 또한 나타난다. 이처럼 프로이트

가 설명한 근본 환상은 이 네 가지의 종합물이며, 따라서 이들은 상호간

에 영향을 끼친다. 이 모든 환상들은 인간의 기원에 관련된 것인데, 즉 유

아기의 인간은 “유혹 환상을 통해 성의 기원에 관한 수수께끼를 풀고자

하며, 원장면을 통해 인간 개인의 기원에 대한 수수께끼에 풀고자하고, 

거세 환상을 가지고 성 차이의 기원에 관한 수수께끼를 풀고자 한다는 

것”144)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이러한 포스터의 설명에 따라 초현실

주의 작가들의 작품과 근본 환상간의 관계를 고찰해 보도록 하자. 

첫 번째는 ‘유혹 환상’이다. 유혹 환상은 일반적으로 어린아이

가 대부분의 경우 성인으로 여겨지는 타인으로부터 성적인 접근이나 성적

인 농락을 당하였다는 환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때 아이는 이러한 ‘유

혹’에 대하여 수동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점에서 이는 어린 아이에게 성

적인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설명된다.145) 이러한 유혹 환상을 통해 

어린아이는 “성의 기원에 관한 수수께끼”146)를 풀고자 한다고 프로이트

p.57)

143) Loc. cit.
144) CB, p.58

145) 프로이트에게 ‘유혹 환상’은 처음 ‘유혹 장면’으로 명명되었었다. 하지만, 프로이트는 1897년

을 기점으로 이러한 유혹 장면에 대한 생각을 어린아이 환상의 재구성의 산물로 정정한다. 즉 

이러한 어린아이의 ‘경험’은 실제 장면이나 사건이 아니라, 아이가 그와 같은 장면을 환상적으로 

재조합한다는 것이다. 프로이트는 이에 대한 이유로, 어린아이는 유아기 초기의 자가-성애적

(auto-erotism) 활동을 숨기며 이를 미화하고 좀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고자 하는 것을 발

견함을 제시한다. 즉 아이는 이러한 성인으로 부터의 유혹 환상을 만들어 냄으로써 자신의 자가

-성애적 활동을 숨기고 이를 타인이 자신에게 한 행위로 바꾼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프로이트는 

그러한 환상 뒤에는 어린아이의 성생활의 전모가 드러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아이의 유혹 환

상은 실제 사건은 아닐 수 있지만, 그 환상의 일부가 자신의 자가-성애 행위를 숨기기 위해서 

탄생한 환상이라는 점에서 전부 환상일 수만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프로이트는 이 환상이 실제 

사건과 똑같은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설명한다.  (장 라플랑슈 외, op. cit., p.303-304)

146) CB, 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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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설명한다. 포스터는 이러한 유혹 환상이 변형되어 데 키리코의 형이상

학적 회화의 기원이 되었다고 설명한다. 

데 키리코의 회화 작품들에는 반복되어 등장하는 한 가지 주제가 

있는데, 이는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이다. 하지만 회화 속에서 아버

지 혹은 아들의 모습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의 작품 속에는 

얼굴 없는 조각물이나 단단한 대리석의 남성 조각물이 등장한다. 포스터

는 데 키리코의 회화 속 이러한 조형물들이 바로 아버지에 대한 분신이라

고 해석한다. 데 키리코 회화의 특이점은 이처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아

버지의 분신으로서의 조각물 외에, 그가 사용하는 강렬한 원근법도 있다. 

깎아질 듯이 불안한 원근법과 소실점으로 인하여 그의 회화 내부의 공간

에 자리하고 있는 인물들은 폐쇄공포를 일으킬 듯이 갇혀있거나, 때론 텅 

빈 공간에 소외되어 있는 듯하다. 이러한 회화 속 배경과 공간들은 작품 

속 주체를 위협하는 듯이 보이거나 불안하게 만든다. 이는 그의 작품의 

주요 주제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생각할 때 이러한 공간의 처리 방식

은 좀 더 이해가능하다. 

데 키리코의 1917년 작품 <회귀(The Return)>(도판 8)에서 아버지

의 분신으로 여겨지는 콧수염이 달린 근엄한 조각상이 자리하고 있다. 조

각상 옆에는 얼굴과 팔이 없는 갑옷 입은 마네킹이 한쪽 무릎을 꿇은 채 

자리하고 있다. 포스터는 여기서 콧수염이 달린 조각상을 아버지로, 그리

고 그 옆에 자리한 마네킹을 아들인 작가 자신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

한 아버지의 분신은 데 키리코의 다른 작품들147)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들

은 모두 강하고 커다란 조각상의 모습으로 화면을 압도하고 있다. 반면 

그 화면의 다른 인물들은 너무나 작아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게 나타나거

나, 조각상과 비슷한 크기의 모형으로 나타나더라도 그들은 신체의 일부

를 잃거나 훼손당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즉 이는 거대하고 단단한 아버지

의 대리물로서의 조각상과 상처입고 훼손당한 아들의 대리물로서의 형체

147) 데 키리코의 주요 작품 중 하나인 <어느 가을날 오후의 수수께끼(Enigma of an Autumn 

Afternoon>(1910) 뿐만 아니라 <어느 날의 수수께끼(The Enigma of a Day)>(1914), <불안하

게 하는 뮤즈들(The Disquieting Muses)>(1945-1962)의 반복적인 모습에서도 커다랗고 무거

워 보이는 조각물들이 그 화면을 장악하고 있다. 포스터는 데 키리코의 이러한 조각물들은 아버

지의 분신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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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인 것이다. 이처럼 포스터는 데 키리코의 작품에서 아들을 학대하는 아

버지, 그리고 아버지에게 학대받아 훼손된 아들의 모습을 읽어낸다. 이 

아버지의 대리물을 데 키리코가 표현하는 방식에서 포스터는 그의 작품 

속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학대자이면서 또한 이와 동시에 아들에게 욕망

의 대상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포스터는 이처럼 학대자로서의 아버지를 등장시키는 데 키리코의 

모습은 파라노이아의 환자들을 연상시킨다고 한다. 파라노이아 환자들의 

경우 자신의 애정의 대상, 즉 자신이 사랑하는 동성 부모를 학대자의 모

습으로 변형시켜 나타내거나 상상한다. 데 키리코 작품들 속 장면들은 하

나같이 아버지를 상징하는 대상물들을 반복적으로 등장시킨다. 하지만 이

처럼 작가는 아버지의 모습에 매달리면서도, 아버지의 모습을 학대자로서 

나타낸다. 게다가 화면 속의 공간들은 이러한 소외와 공포의 분위기를 더

욱 극대화 시키며 작품 속 인물들을 혹은 바라보는 관람자를 불안하게 만

든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표현해 내는 이는 누구도 아닌 작가 스스로이

다. 이러한 모습은 아버지를 경멸하면서도 아버지에게 매달리는 것이며, 

이는 곧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위장된 모습이라고 포스터는 해석해 낸다. 

따라서 작품 속에서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는다는 환상은 사실 자신의 애

정의 대상인 동성의 부모, 즉 아버지에게 유혹을 받고 싶다는 욕망이 전

도된 형태인 것이다. 

이러한 포스터의 설명은 프로이트가 개진한 유혹 환상의 설명과

도 부합된다. 유혹 환상은 유혹의 대상인 아이가 수동적이라는 점, 즉 이

러한 유혹을 방어하고 피하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아이의 성욕을 자극한

다. 그러나 프로이트는 이는 진짜 사건이 아니며, 아이 스스로가 자신의 

자가-성애(auto-erotism)를 가리고자 하는 환상이 만들어낸 방어벽임을 설

명했다. 이처럼 데 키리코의 작품에서 학대자로서의 아버지에 대한 반복

적인 집착은 아버지를 가학적으로 만들고, 그 가학의 대상인 작가 자신을 

수동적인 입장으로 만듦으로써, 오히려 아버지에게 유혹 받고자 하는 자

신의 욕망을 변형시켜 드러낸다. 하지만 여기서도 여전히 자신을 아버지

와의 관계에서 수동적인 위치로 유지시킨다. 이는 아이의 유혹 환상과 같

은 결과를 만들어 낸다. 즉 유혹 환상 속에서 유혹 당하는 주체인 아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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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유혹자인 아버지는 자신의 욕망(애정)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그에게 공

포를 갖게 됨으로써 이를 피하고자 하는 수동적인 입장이라는 이중 의식

을 갖는 것처럼, 작품 속 아들의 모습인 작가도 작품에서 나타나는 아버

지를 학대자와 유혹자라는 이중 의식으로 보여준다.  

할 포스터가 설명하는 근본 환상을 보여주는 초현실주의 화가의 

두 번째는 막스 에른스트이다. 그의 작품들은 우리에게 ‘원장면’148)을 

보여준다. 프로이트가 개진한 원장면은 “어린아이가 실제로 관찰하거나, 

몇 가지 단서로 추측하고 상상하는 부모의 성관계 장면이며, 이는 어린아

이에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학-피학의 관계, 즉 아버지의 어머니에 대한  

공격”149)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장면은 실제로 아이가 목격한 것일 수도 

있고, 직접적인 목격은 아니지만, 이러한 장면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을 

단서로 아이가 추측하거나 상상하여 조합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장면

은 “아이에게 성적 흥분을 유발함과 동시에,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 즉 

아버지로부터의 거세 불안의 근거를 제공”150)한다.  

포스터는 이러한 막스 에른스트의 작품들, 특히 그의 콜라주 작업

들에서 이러한 원장면이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에른스트는 1936년 자신의 

예술과 스스로를 정신분석한 내용을 담은 책 『회화 너머(Beyond 

Painting)』를 출판한다. 포스터는 이 책에 담긴 에른스트의 직접적인 언

급과 그의 프로타쥬를 가지고 에른스트와 그의 작품을 분석한다. 에른스

트의 예술 활동에서 가장 커다란 발전의 과정은 그의 예술적 발견인 프로

타쥬를 통하여 가능했다. 우리는 I장에서 이를 오토마티즘의 예로서 살펴

보았다. 에른스트는 자신의 프로타쥬 기법을 설명하며 이러한 과정 속에

서 예술가는 “관람자로서(…)작품의 탄생을 돕는다.(…)화가의 역할은(…) 

148) 다른 근본 환상들은 ‘환상’이라는 점을 그들의 이름에서 명시하고 있지만, 원장면(primal 

scene)은 장면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다. 이것이 실제로 아이가 목격한 장면이냐, 아니면 아이의 

환상이냐 라는 점은 프로이트와 융의 논쟁의 대상이었다. 프로이트는 설사 이것이 아이가 직접

적으로 부모의 성교장면을 목격한 것이 아니고, 이후에 아이의 기억 속에서 재조합되거나 꾸며

져서 의미가 생겨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이전에 경험한 혹은 그것들을 재조합할 수 있는 어

떤 사건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직접적인 성교의 장면이 아니더라도 그와 유사한 어떠

한 사건이 아이에게 경험되었고 아이는 이러한 단서들을 근거로 추측하거나 상상하여 조합한 장

면이라고 프로이트는 설명한다. 

149) 장 라플랑슈 외, op. cit., p.219

150) Loc.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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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신 내부에서 본 것을 투사하는 것”151)이라고 언급한다. 이러한 에

른스트의 설명으로부터 포스터는 그의 예술에서 예술가는 “능동적 창조

자이면서 수동적 수용자”152)의 위치에 자리한다고 설명한다. 포스터는 

이러한 에른스트의 프로타주 예술에 대한 설명과 그 제작 방식이 에른스

트의 원장면에 대한 트라우마적 상태를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프로타쥬, 이 문지르는 행위는 아이가 부모의 성교장면에서 발견

한 부모의 행위가 아이에게 전이된 것, 즉 아이의 자가-성애를 가리킨다. 

여기서 아이는 원장면으로부터 발현된 성적 흥분과 함께 자신이 목격한 

것에 대하여 충격을 받고 놀라지만, 이러한 관음증적 행위에 빠져들며 저 

행위자가 자신이기를 욕망하게 된다. 이는 에른스트가 자신의 프로타쥬를 

설명하는 것과 정확히 부합한다. 그는 프로타쥬 작품에 대하여 “내가 본 

것에 놀라고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과 내가 같은 것이기를 바라게”153) 된

다고 적고있다. 오토마티즘의 설명에서 언급했듯이, 프로타쥬는 그 작품

의 특성상 작가의 능동적인 행위로 제작된 것이지만, 작품의 제작 과정과 

결과물에 대하여 작가는 수동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 문지르는 행

위는 작가의 능동적인 행동이지만, 그로서 현현되는 이미지는 작가가 제

어 할 수 없는 것이며, 이 이미지가 만들어 졌을 때 작가는 그 이미지에 

현혹되어 이를 바라 볼뿐 이에 대한 어떠한 능동적인 참여도 가능하지 않

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가 처음으로 원장면을 접했을 때 반응하게 되는 

결과인 것이다. 아이는 원장면의 목격으로부터, 그 장면 안에서의 어떠한 

능동성도 획득하지 못한다. 하지만 아이는 이 ‘문지르는’ 행위를 통해 

능동성을 획득하고자 하며, 이는 아이의 자가-성애와 연결 된다. 반면 이 

‘보는 행위’는 아이의 능동적인 행동이다. 그러나 이 또한 아이가 목격

한 순간 이것에 매혹되면서 충격에 휩싸인다는 점에서 이 장면은 아이에

게 ‘보여 지는’ 것이다. 여기서 장면에 대한 아이의 능동성은 다시금 

수동성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수동과 능동의 중간에 위치하는 애매모호한 

입장은 바로 에른스트가 자신의 프로타쥬를 설명하는 것과 같다. 또한 에

151) Max Ernst, Beyond Painting, Solar Books, 2009. p.9 

152) CB, p.79

153) Max Ernst, op. cit.,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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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스트는 오랜 기간 동안 그의 프로타쥬 작업을 반복했다. 포스터는 이러

한 프로타쥬 작업을 통하여 화가는 자신의 원장면의 트라우마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한다.154)

할 포스터가 근본 환상의 마지막 예로 다루고 있는 알베르토 자

코메티는 자신의 오브제 작품들을 통하여 ‘거세 환상’을 보여준다. 거

세 환상은 페니스의 유무라는 성의 해부학적인 차이가 어린아이에게 성 

차이에 대한 수수께끼의 답으로 제시되는 것이다. 처음에 어린아이에게 

페니스는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아이가 어머니에게 페니스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아이는 어머니

의 페니스가 거세되었다고 생각한다. 아이는 이러한 거세의 가해자가 아

버지라고 믿으며155), 따라서 아이에게 거세의 대리인은 아버지가 된다. 이

제 아이는 환상 속 아버지의 거세 위협을 두려워하며, 그로 인해 아이에

게는 거세 불안이 생긴다. 따라서 아이에게 거세 환상은 성 차이의 궁금

증을 풀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며, 이와 동시에 거세 불안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156) 포스터는 자코메티가 그의 오브제 작품들에서, 성 차이를 

불분명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거세 환상에 대한 작가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의 작품들에서는 오브제가 상징하는 성을 애매하게 

함으로써 성차를 불분명하게 하거나, 때로는 이러한 거세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부정하는 페티시의 모습을 띠고 있다고 설명한다. 

거세 환상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자코메티의 작품은 1931

154) 포스터는 이후 에른스트의 콜라쥬 작업에 대한 이와 비슷한 해석을 시행한다. 하지만 원장면

에 대한 트라우마로서의 그의 작품 활동이라는 점을 설명하는데는 프로타쥬의 작업이 더 잘 부

합된다는 필자의 생각에 따라 이후의 포스터의 해석은 생략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포스

터는 에른스트의 작업들, 프로타쥬, 콜라쥬 그라타쥬, 데칼코마니 모두 ‘원장면’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만들어졌고, 이들은 반복 과정을 통해 구성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이러한 작품들에

서 나타나는 이미지는 ‘심리적 몽타주’와 같은데, 이들은 심리적이고 성적인 트라우마의 증상을 

본떠서 만들어졌으며, 따라서 이들은 트라우마를 나타내는 수수께끼 같은 기표라고 설명한다. 

155) 이는 아이의 ‘원장면’과도 관련된다. 아이는 ‘원장면’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학-피학의 관

계로 인식했다. 이러한 아이의 환상은 ‘거세 환상’에서도 연결되어 아버지를 페니스의 거세자로 

간주한다. 

156) 지금까지 행해지고 있는 근본 환상에 대한 설명은 남자아이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프로이트의 이론에서 역시 성에 대한 설명은 남자아이를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이러한 ‘거

세 환상’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만큼은 여자아이의 경우도 다뤄진다. 하지만 본고의 본 장에서 

다뤄지는 작가들이 모두 남성이므로, 이에 대한 설명도 남자아이의 근본 환상으로 제한하였다. 



- 80 -

년작 <소리 없이 움직이는 오브제(Objets mobiles et muets)>(도판 9)157)이

다. 이 작업 시리즈 중 <매달려 있는 공(Suspended Ball)>(도판 10)은 대표

적으로 성의 구분을 애매하게 만든 작품이다. 끈으로 공중에 매달려 있는 

구(毬)와 그 밑에 자리한 쐐기 모양의 조형물은, 서로가 닿을 듯 말 듯 한 

모습으로 매달려있다. 언뜻 보기에 이 두 조형물은 남녀의 성행위를 상징

하며, 여기서 구는 남성을, 그 아래에 위치한 조형물은 여성을 상징하는 

듯 보인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위에 매달려 있는 것은 완전한 형태

의 구가 아니다. 구의 아랫부분은 갈라져 있으며, 이는 다시금 여성의 성

기를 떠오르게 한다. 이와 동시에 아래에 위치한 것은 긴 쐐기의 형상에

서 남근을 상기시킨다. 이처럼 이 두 조형물의 관계는 ‘소리 없이 움

직’이는 모습으로 성행위를 연상시키지만, 여기서 어떤 사물이 남성인

지, 혹은 여성인지 그 구분이 애매모호해진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아이는 아버지의 거세 위협만이 아니라 어머

니에게 페니스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야지만, 거세를 인정하게 된다. 

이러한 거세 여부의 인정은 언급했듯이 거세 가해자로서의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아이는 거세 불안을 갖게 된다. 이러한 거세 불안

을 통해 아이는 어머니에 대한 성적인 사랑을 지속 할 경우, 아버지에게 

거세의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로서 어머니에 대한 ‘잘

못된 사랑’을 억압한다. 하지만 아이에게 어머니의 포기는 너무나 힘든 

일이기에, 아이는 어머니의 사랑의 대상인 아버지와 자신을 동일시함으로

써158), 어머니에 대한 자신의 애정을 포기하는 과정을 가능하게 한다. 하

지만 포스터는 자코메티의 이 작품에서 자코메티는 거세를 인정하고 사랑

의 대상으로서의 어머니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세를 인정하지 않는 

방법, 즉 아버지나 어머니나 모두 아직 페니스를 간직하고 있다는 방식으

로 이중성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한다. 

157) 이 작품은 1931년 『혁명에 봉사하는 초현실주의』에 작품의 드로잉이 실렸다. 이 이미지는 

7장으로 이루어 져 있었는데, 이 중에서 5가지가 이후에 오브제로 만들어졌다. 이 5가지 오브제

는 <새장(Cage)>, <매달려 있는 공(Suspended Ball)>, <기분 나쁜 오브제 1(Disagreeable 

Object)>, <기분 나쁜 오브제 2(Disagreeable Object)>, <사각형 프로젝트(Project for a 

Square)>이다. 

158) 이러한 아버지와의 동일시, 즉 아버지를 자신 안으로 투사하여 아이는 이를 자신의 초자아로 

삼게 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3장에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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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거세의 부인은 자코메티의 작품들에서 페티시의 모습으로

도 나타난다. 아이는 거세의 증거, 즉 어머니에게 페니스의 부재를 목격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어머니 페니스의 대체물을 끊임없이 만들

어낸다. 자코메티의 작품 <기분 나쁜 오브제(Disagreeable Object)>(도판 

11)에서는 <매달려 있는 공>에서 등장한 쐐기 모양의 남근 형상물이 사각

형 판에 의해 절단되어 있다. 여기서 사각형 판은 안으로 움푹 패어져 있

다. 이는 여성의 성기 혹은 엉덩이를 떠오르게 한다. 포스터는 <매달려 

있는 공>이 남성과 여성을 상징하는 것을 애매하게 만들었다면, 이 <기분 

나쁜 오브제>는 남성과 여성이 분리되지 못하고 합쳐져 있는 모호한 모습

을 보여준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성차를 모호하게 만드는 사물은 거세에 

대한 부정이며, 이는 아이가 거세를 확인하고도 페니스의 대체물로 이를 

부정하는 모습과 같다. 이러한 설명은 이 작품의 제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 오브제에 자코메티는 ‘기분 나쁘다’고 말하고 있다. 즉 어머

니의 거세를 부인하지만, 이 부인은 이미 거세를 확인했기 때문에 이를 

부인하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이에게 발생한 거세 불안과 

거세의 위협은 ‘기분 나쁜’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포스터는 초현실주의의 세 작가들의 작

품이 근본 환상에 대한 트라우마를 보여준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성적인 

트라우마는 억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고 이들의 작품을 통해 이 무의식

에 억압되어 있던 유아기적 근본 환상은 끊임없이 회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작품은 억압된 것의 끊임없는 회귀로 인한 언캐니의 감정을 야기

시킨다. 

이상으로 우리는 초현실주의 운동에 대한 할 포스터의 해석을 살

펴보았다. 할 포스터는 제일 먼저 초현실주의 운동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

는 브르통의 초현실주의에서 설명하고 있는 아름다움, ‘경이’에 대한 

설명을 ‘발작적 아름다움’과 ‘객관적 우연’이라는 두 요소를 통해 언

캐니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포스터의 이론을 알아보기 위한 선행 연구로 

우리는 프로이트의 언캐니 개념을 살펴 보았고, 그로써 우리는 언캐니가 

‘억압된 것의 반복적인 회귀’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억압된 것, 즉 무

의식내에 자리하는 죽음과 성에 관한 것의 반복적인 회귀는 우리에게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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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니를 불러일으킨다. 이어서 우리는 트라우마적인 모습으로 성에 관한 

근본 환상의 반복적인 회귀를 보여주는 세 명의 초현실주의 작가들과, 그

들의 작품을 통해 다시 한 번 초현실주의가 보여주는 언캐니의 모습을 살

펴보았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존의 초현실주의 운동 내의 중심적인 모습

을 모두 언캐니의 현현으로 해석한 포스터가 시도하고 있는 초현실주의 

운동에 대한 해석의 결정적인 모습을 이번장의 마지막 부분으로 살펴 볼 

것이다. 

포스터는 지금까지 언급한 초현실주의의 주요한 작품들이 성에 

대한 반복적 회귀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초현실주의를 구성하고 

있는 초현실주의 중심 이론인 앙드레 브르통의 이론은 억압되어있는 것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비난한다. 따라서 포스터는 초현실주

의에 대한 새로운 정신분석학적 해석에서 억압된 것들의 현현과 이에 대

한 분출을 주장한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언캐니 이론에서, 억압된 

것으로서의 주요 요소인 성과 죽음은 초현실주의자들의 무의식의 연구에

서 필연적으로 현현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나타나는 성과 죽음의 모습

들은 브르통을 주축으로 한 이론과 작품들에서 강박적인 반복과 그에 대

한 부정과 회피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할 포스터는 해석한다. 따라서 그

는 성과 죽음의 수용이라는 진정한 초현실주의 운동의 본모습을 드러내고

자 하는 의도에서, 이러한 억압된 것들의 분출의 예로 한스 벨머의 <인

형>을 설명한다. 

1. 2. 3. 초현실주의에서 죽음 본능의 현현: 

한스 벨머의 <인형>

위에서 우리는 초현실주의 작품들을 트라우마의 언캐니로 설명한 

포스터의 해석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이러한 트라우마의 근

본 환상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작품들을 살펴보았고, 브르통의 초

현실주의 이론에서는 억압된 성과 죽음의 반복적인 회귀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제 포스터는 “초현실주의의 종합 연구서”159)의 모습을 가지

고 있는 한스 벨머의 <인형>(도판 12)160)작품을 통해 언캐니로서의 모습을 

159) CB, p.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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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고 언캐니를 야기시키는 억압된 것들의 단순한 반복이나 끊임없는 

회귀가 아니라, 이들의 분출을 보여주고자 한다. 

포스터는 벨머의 <인형>작업에 대하여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

이 없는 것, 그리고 거세와 페티시의 형태가 양면적으로 결합되어 있

다”161)고 설명한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 작업들에는 “에로틱한 장면과 

트라우마 장면이 강박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나는가 하면, 사디즘과 마조히

즘, 욕망, 탈통합, 죽음 등이 복잡하게 뒤엉켜”162) 있으며, 이러한 인형을 

둘러싸고 초현실과 언캐니가 아주 복잡한 방식으로 교차되어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작품은 프로이트가 언캐니를 설명하면서 그 개념을 가

장 잘 보여주는 예로 들었던 호프만의 「모래 인간」이야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오페라를 벨머가 관람한 후에 제작하였다. 이는 벨머의 작업과 

프로이트의 언캐니와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드러나게 하지만, 포스터는 이

러한 측면 외에도 벨머의 작품에서는 아주 다양한 관점의 언캐니가 드러

난다고 주장한다. 

포스터는 먼저 벨머의 <인형>을 거세와 그것의 방어인 페티시로 

해석한 로잘린드 크라우스의 이론을 소개하며, 그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페티시적 요소들에 대하여 설명한다. 프로이트의 이론에서 페티시163)는 

‘욕망의 고착’, 즉 어머니에게 페니스의 부재를 발견한 아이가 이를 부

정하는 방법으로 어머니의 페니스를 대체하는 물건에 집착하는 것으로 아

이의 욕망이 하나의 사물에 고착되는 결과를 낳는다. 하지만, 포스터는 

초현실주의에서 나타나는, 특히 벨머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페티시는 욕망

의 고착만이 아니라, 이것이 반복 강박과 합쳐져 끊임없는 ‘욕망의 이

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164) 

160) 한스 벨머의 <인형> 작품은 1934년 벨머의 인형 작품의 모음집인 『인형(Die poupees)』이 

발간되었다. 여기에는 벨머가 만들어낸 ‘인형’ 사진 10장과 「조합된 소녀 몽타주 베리에이션

(Variations sur le montage d'une mineure articulee)」이라는 제목의 인형 사진 18장이 들어

있다. 1936년 벨머는 또 다른 인형 작품을 제작한다. 포스터는 1934년 작업들을 편의상 ‘인형 

I'이라 부르며, 후에 만들어진 작품들을 ’인형 II'라 부르고 있다. 그는 이 두 인형 작업들의 차이

에 대하여, 후자의 ‘인형 II'가 전자의 작업들보다 훨씬 더 “거칠게 뒤틀린 모습”을 가지고 있다

고 설명한다. 

161) CB, p.101

162) Loc. cit.
163) 로잘린드 크라우스가 사용한 페티시 이론 역시 프로이트의 이론을 바탕으로 사용하였다. 



- 84 -

포스터는 벨머의 이 작품을 단순한 페티시의 현현보다는 좀 더 

복잡한 관계를 가진 언캐니로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포스터는 <인

형>이 페티시만큼이나 사디즘과 결부한다고 설명한다. 즉 이 작품에서는 

인형에 대한, 그리고 그 인형이 형상화 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가학적인 

사디즘이 나타난다. 이는 여성의 신체를 사디스틱하게 지배하기를 욕망하

는 남성의 모습을 가감 없이 드러내고 있는 듯하다. 포스터의 설명에 따

르면, 벨머는 “‘희생물’을 지배하고 싶다는 충동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글”165)을 썼으며,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하여 인형의 포즈를 최대한 관

음자(voyeur)166)의 시선에 맞추었다.”167) 작품에서 알 수 있듯이, 작가가 

인형에 가한 가학적인 행위는 직접적으로 드러나며, 이러한 인형을 사진

으로 찍어 제시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인형에 대한 관음적 시선을 갖게 된

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인형 작품이 단순히 사디즘만을 보

여주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마조히즘까지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디즘과 마조히즘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는 잠시 프로이

트의 이론을 살펴봐야 한다. 

프로이트는 인간을 지배하는 본능을, ‘삶 본능’과 ‘죽음 본

능’ 두 가지로 나누었다.168) 이 중 죽음 본능은 1차적으로 내부를 향하

는 ‘자기파괴욕동’을 갖으며, 2차적으로는 이 힘이 내부에서 외부로 방

향을 선회하며 외부를 향한 ‘공격 욕동’을 갖는다. 죽음 본능은 그 힘

의 일정량이 삶 본능 안의 성욕동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데, 이러한 죽음 

164) 포스터는 이와 같은 설명에서, 우리가 브르통의 초현실주의를 언캐니로 설명하는 포스터의 이

론에서 살펴보았듯이, 브르통이 잃어버린 대상을 끊임없이 찾아 헤매는 행위를 이러한 예로 들

고 있다. 그는 벨머의 작품 역시 브르통처럼 욕망의 이동을 보여주지만, 브르통이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끊임없이 헤메다니며, 결국은 완전한 욕망의 대상을 찾지 못하고 결여만을 보여주는 채

로 결론나는 것과 달리, 벨머는 다른 모습의 이동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즉 벨머의 욕

망에 대한 탐구는 “앞으로 나아가다가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즉 욕망 자체로 회귀하는 모

습을 띠고 있다고 설명한다. (CB, p.103)

165) CB, p.107

166) ‘voyeur’란 단어는 한국어로 ‘관음증을 가진 남성’을 일컫는다. 하지만 문맥상 이러한 도착적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기 보다는 인간이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음증을 자극하는, 따라서 그 

결과 이 인형을 바라보는 사람을 관음증자로 만든다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하여 단순히 ‘관음하

는 자’라는 의미의 ‘관음자’로 표기하였다. 

167) CB, p.107

168) 이 두 본능과 그들의 기능에 대해서는 3장에서 더욱 자세히 다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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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능의 2차적 형태인 공격 욕동이 성욕동과 결합하여 나타나는 것이 사디

즘이다. 하지만 이러한 욕동은 설명했듯이, 2차적인 것이다. 1차적 죽음 

본능인 내부를 향하는 욕동(자기파괴욕동)이 2차적인 외부를 향한 공격 

욕동으로 전환될 때(이때를 다른 말로 설명하자면 성욕동과 결합하여, 사

디즘으로 전환 될 때), 그 “욕동의 다른 일정량은 이러한 외부로의 자리

바꿈에 동참하지 않고, 위에서 말한 부수적 성적 흥분의 도움으로 그 자

리에 남아있게 된다. 바로 이 속에서 우리는 최초의 성감 발생적 마조히

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169) 즉 죽음 본능의 일정량이 이렇게 외부

로의 전환에 동참하지 않고 일종의 흔적으로 내부에 남게 되고, 남아있는 

죽음 본능이 성욕동과 묶이게 되면, 이것이 바로 ‘마조히즘’이다. 따라

서 프로이트의 이론에서 사디즘과 마조히즘은 같은 근원, 즉 같은 죽음 

본능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는 죽음 본능의 움직임에 따라 사디즘과 마

조히즘이 서로 전환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도마조히즘적 모습이 벨머의 <인형> 작품에서도 나타난

다. 즉 그는 외부적 인형을 파괴하면서도 자신 내부를 향한 “자기 파괴

의 욕동을 표현”170)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벨머의 작품을 위한 스케치

나, 그가 작품과 함께 찍은 사진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포스터는 언급한

다. <인형 I>의 사진 중 하나에서 벨머는 인형과 함께 자신 스스로를 촬영

했는데, 이는 인형을 만들어낸 작가, 창조자의 모습이라기 보다는 인형 

옆에서 희미한 유령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즉 자신을 “인형의 유령

과 같은 분신의 모습”171)으로 표현하였으며, 그의 작품을 위한 스케치에

서 그는 자신의 이미지와 인형의 모습을 뒤섞어서 그려놓았다. 이러한 모

습에서 작가는 여성의 신체를 파괴하는 것만을 욕망하는데서 그치지 않

고, 이 파괴된 신체와 자신을 동일시하려는 듯이 보인다. 포스터는 이 작

품에서 나타나는 사디즘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마조히즘의 모습에서 작품

에 대하여 벨머가 스스로 언급한 말, “인형이 벨머의 시선과 손에 ‘사

로잡히는 순간’ 인형 스스로 승리를 쟁취한다”172)는 것을 이해할 수 있

169) SE XIX, p.163 (지그문트 프로이트, 「마조히즘의 경제적 문제(1924)」, 『정신분석학의 근

본개념』, 박찬부 역, 열린책들, 2011, p.423) 

170) CB, p.109. 

171) Loc.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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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즉 이 ‘인형의 최후의 승리’는 인형에 대한 사디즘적인 작가

의 결과물을 작가가 관음증적으로 바라보는 순간, 이 인형은 다시금 작가 

자신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는 작가의 인형을 향한 사디즘이며, 

반대로 이러한 사디스틱한 지배를 받는 신체가 되기를 욕망하는 마조히즘

적인 작가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죽음 본능의 모습은 작품의 성적인 모습인, 사도마조히즘

적인 모습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포스터는 이 작품을 인형 형태의 

‘변형’의 관점에서 다시 바라본다. 작가가 인형에 가한 변형은 인형의 

주체성을 지워버렸다. 이 결과물로서의 인형은 “시체이며, 조각난 신

체”173)이다. 포스터는 이처럼 시체로서의 인형은 “주체성이 사라지고 

난 ‘이후’의 신체”174)이면서 이와 동시에 “주체성이 생기기 ‘이전’

의 신체”175)라고 설명한다. 포스터의 이 말을 좀 더 알아보자면, 인간의 

죽음은 우리의 ‘미래’이다. 따라서 이는 주체성이 사라지고 난 이후의 

우리의 모습이다. 그렇다면 이는 어떻게 우리의 주체성이 생기기 ‘이

전’의 신체일까? 프로이트는 인간은 죽음을 통해 탄생한다고 설명하는

데, 이는 생리학적으로 설명할 때 좀 더 이해하기 쉬워진다. 즉 인간의 탄

생은 정자와 난자의 결합으로 탄생한다. 여기서 이들 결합의 결과물인 하

나의 새로운 세포, 즉 이후 태아로 성장할 이 수정란의 탄생은, 정자의 개

체와 난자의 개체 개별성의 죽음을 의미한다. 이들의 독립적 세포들은 사

라지고 이들의 결합물만이 하나의 새로운 세포로 탄생하는 것이다. 이처

럼 죽음을 통해 새로운 주체성이 탄생한다는 프로이트의 설명에 따라 여

기서 나타는 죽음의 모습인 인형은 우리의 주체성이 생기기 ‘이전’의 

신체인 것이다.176)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벨머의 <인형>은 여성의 신체에 대한 

에로틱한 모습과 함께 여성에게 가해지는 거세의 공포를 드러내는 트라우

172) Ibid., p.107 재인용

173) Ibid., p.113

174) Loc. cit.
175) Loc. cit.
176) 이러한 죽음의 현현에 대하여 포스터는 바타유의 죽음 이론을 이용하여 벨머의 작품, 더 나아

가 초현실주의 전반에 대한 이론으로 적용하려 한다. (이는 본고 3장에서 더 언급되며, 관련 내

용은 할 포스터의 『Compulsive Beauty』와 『Art Since 1900』의 「1930b」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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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적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이는 이러한 거세를 부정하는 페티시적 욕망

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욕망의 이동을 보여준다. 욕망의 이동

은 사도마조히즘의 모습과 결부되는데, 작가가 인형에게 가하는 사디즘은 

곧 작가에게 되돌아와, 작가의 마조히즘적 욕망을 나타낸다. 이러한 죽음 

본능의 사도마조히즘적 현현은 인형 형태의 변형 과정을 통해서도 나타났

다. 인형의 신체를 공격적으로 변형시킴으로서 작가는 조각난 시체와 같

은 모습이 나타나게 했으며, 이는 다시금 인간의 주체성이 사라진 시체, 

즉 죽음의 현현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언급된 세 명의 초현실주의 작가들의 작품과의 차이

를 분명히 드러낸다. 포스터가 브르통의 초현실주의를 보여주는 예로 설

명한 트라우마적 모습으로서의 세 작가들은 억압된 것에 대한 반복적 회

귀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들은 욕망의 대상물을 쫒아 끊임없이 방황하

는 모습이었다. 이런 점에서 포스터는 이들의 작품이 언캐니를 보여주지

만, 무의식의 억압물들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반면 벨

머 작품의 경우, 인형과 작가의 사도마조히즘적 관계를 통해 억압되어 있

는 성과 죽음을 ‘분출’하였다. 이러한 분출 행위를 통해 <인형>은 우리 

앞에 변형된 모습, 즉 시체처럼 나타났고, 이는 다시금 우리에게 죽음을 

상기시키며 언캐니의 감정 속으로 밀어 넣는다. 따라서 포스터는 벨머의 

<인형>을  “한편으로는 과거에 가졌던 성적 욕망을 회상하게 하는 환영

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미래의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환영”177)으로 설

명한다. 

포스터는 이러한 벨머의 작품을 해석하는 두 관점, 즉 성에 대한 

사도마조히즘적 성격과 죽음에 대한 변형의 이미지를 바타유의 이론과 연

결한다. 바타유는 자신의 변형 과정에 대한 이론에서 사디즘은 마조히즘

의 성격을 갖기도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는 이러한 예로 절단된 신체로 

변형되는 이미지는 화가 자신의 신체를 절단하는 의미를 갖기도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포스터는 설명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벨머의 인형 작품

에서 나타나는 사디즘과 마조히즘 사이의 이동은 바타유의 이론과 부합한

다. 포스터는 또한 벨머의 작품에서 나타는 인형의 변형 모습 역시 바타

177) CB, 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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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재현에서 나타나는 변형에 대한 이론을 개진하였던 것과 연결하여 

소개한다. 바타유는 인간 사회 속 재현의 역사를 변형의 역사로 설명하는

데, 여기서 설명하는 재현은 전통적인 미술사에서 설명하는 ‘유사한 것

을 생성하고자하는 욕망’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을 ‘변형시키고자 하는 

욕망’에서 재현(그림)이 탄생했다는 것이다. 즉 이미지는 형태를 왜곡 시

키는 것이며, 이는 벨머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인형의 왜곡, 즉 변형의 모

습과 같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포스터는 벨머의 작품은 바타유의 탈승화

를 보여주는 작품이며, 이것이 진정한 초현실주의의 모습인 죽음 본능의 

수용이라고 설명한다. 우리는 이후 3장에서 포스터가 이러한 바타유의 이

론과 브르통의 이론을 대척점에 두고 브르통의 이론을 ‘승화’로 바타유

의 이론을 ‘탈승화’로 정의하는 그의 논의를 살펴 볼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프로이트의 언캐니 이론을 통한 할 포스터의 초

현실주의 연구를 살펴보았다. 무의식에 ‘억압된 것의 반복적인 회귀’로

서의 언캐니는 초현실주의의 중심부에 자리한 브르통의 경이에 대한 설명

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언캐니의 감정을 상기시키는 것임을 알게 하였

다. 또한 포스터는 이러한 언캐니라는 감정은 근본 환상에 대한 트라우마

에서 나타남을 설명하며, 이러한 성에 대한, 혹은 억압되어 있는 근본 환

상에 대한 반복적 회귀의 모습으로 초현실주의의 대표적인 세 명의 작가

와 그들의 작품들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데 키리코, 막스 에른스트, 자

코메티의 작품들에서 나타나는 근본 환상에 대한 그들의 트라우마적 반복

은 포스터가 주장하듯이, 억압된 것에 대한 수용이라기보다는 작품을 통

하여 환기되는 억압되어 있는 것들의 모습을 반복적인 행위로 제어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포스터는 초현실주의 운동의 무의식에 대한 탐구에

서 필연적으로 현현되는 무의식에 억압되어 있는 성과 죽음의 모습을 가

장 직접적으로 작품에 현현시킨 모습으로 한스 벨머의 <인형>을 제시하였

고, 이것이 초현실주의 운동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모습이라고 주장하였

다. 할 포스터는 이 벨머의 작품처럼, 초현실주의의 탐구 활동을 통해 현

현되는 죽음에 대한 모습을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이론으로 발전시킨 바타

유의 이론을 벨머의 작품을 설명하는데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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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본 할 포스터의 초현실주의 운동 해석은 무의식에 

존재하는 억압된 것들이 초현실주의자들의 예술적 탐구에 의하여 현현됨

으로써 사회적 혁명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무의식 속 삶 본능

과 죽음 본능의 현현이 불러일으키는 언캐니한 경험이 바로 초현실주의자

들이 주장한 ‘대립이 사라지는 지점’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예술적 아방가르드로서의 초현실주의가 제시하는 혁명이 향해야 하는 이

상향의 청사진이 된다. 

초현실주의에서 나타나는 억압된 것들의 ‘분출’을 바타유의 이

론과 연결 짓는 포스터의 초현실주의 비평은, 그동안 브르통 중심으로 치

우쳐있던 초현실주의 이론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게 

만든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바타유의 이론으로 초현실주의 운동

의 중심축을 옮기는 과정에서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이론에 가하는 포스터

의 평가가, 브르통의 이론에 대한 오해의 여지를 남기는 부분이 있음을 

우리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며, 이에 수정을 가할 것이다. 우리는 브르통

과 바타유의 이론을 인간 욕동의 억압과 그에 대한 분출이라는 이유로 승

화와 탈승화로 구분한 포스터의 이론을 알아보기에 앞서, 이처럼 구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메커니즘인 억압에 대하여 프로이트의 이론을 가져와 

살펴봐야 할 것이다. 

2. 초현실주의에서의 억압

우리는 지금까지 초현실주의 운동에 대한 할 포스터의 정신분석

학적 해석을 살펴보았다. 포스터는 이러한 해석을 통하여, 초현실주의 운

동이 혁명을 위하여 채택한 브르통의 이론은 초현실주의 운동의 모순만을 

드러낼 뿐이며, 그들이 원하던 새로운 이상향으로의 혁명은 바타유식의 

‘억압된 것’들의 자유로운 분출을 통하여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진정한 초현실주의 운동의 모습으로 포스터는 한스 벨머의 <인형> 작품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포스터가 언급하고 있는 

브르통의 이론과 바타유의 이론의 차이를 살펴보아야 한다. 포스터는 이

들을 ‘승화’와 ‘탈승화’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이 승화, 탈승화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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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세한 설명은 이어지는 III장에서 더 심도 있게 수행될 것이다. 그보

다 먼저, 우리는 이러한 승화와 탈승화를 가능하게 하는 ‘억압’의 기능

에 대하여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억압이 중요한 이유는 이 억압의 유무

에 따라 승화와 탈승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며, 이는 억압이 초현실주의 

운동과 그들의 예술 작품에서 어떻게 나타났느냐에 따라 브르통과 바타유

의 이론을 구분해 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또한 초현실

주의 운동 전반에서 나타나는 모습들 역시 억압 기제로 인하여 무의식에 

존재하였던 것들 이라는 점에서 억압은 본고에서 반드시 집고가야 할 부

분이다. 

2. 1. 프로이트의 억압

초현실주의 운동에서 포스터가 설명하는 브르통과 바타유의 이론

을 구분 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억압’에 대하여 우리는 다시

금 프로이트의 설명을 통해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프로이트는 인간 정신 

내에 나타나는 억압을 크게 두 가지 과정에서 설명한다. 이 두 과정 모두

에서 억압은 ‘어떠한 것을 저지하는 힘’이라는 의미로 같은 역할을 한

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억압은 무의식과 의식 사이에서 나타나며, 다른 하

나는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 사이에서 설명된다. 이 두 과정은 사실 한가

지의 억압 기제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우리의 정신 속에서 이 외

에도 다양하게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의 목표는 프로이트의 

억압 기제를 이해하고, 이로서 작동되는 억압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억압 기제를 이해함으로써 초현실주의 운동 내에서 나타나는 두 

흐름, 즉 브르통과 바타유의 이론이 이 억압 기제와 어떠한 관련성을 갖

는지 이어지는 글에서 살펴 볼 것이다.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존재하는 본능 충동은 자유로운 분출이 불

가능하다. 인간의 본능이 언제든 자유롭게 분출되어 그로써 쾌가 충족된

다면 우리는 아마 공동체의 삶을 지속하기 힘들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 

너무나 명백한 것이어서, 더 이상의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따

라서 인간은 본능의 활동을 제지당하는 갖가지 저항에 부딪친다.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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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설명한 쾌락 원칙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보자. 이 원칙은 인간 정

신 내부의 원초적인 1차 과정으로서, 쾌락을 추구한다. 하지만, 이렇게 쾌

락 원칙만을 추구하며 사는 것은 불가능 하므로, 우리는 현실의 요청을 

반영하게 된다. 프로이트는 쾌락 원칙만을 추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

는 이 쾌락의 추구를 목표로 하는 행동이나 사고가 한편으로는 쾌를 불러

일으키지만, 다른 편으로는 불쾌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배고픔의 충족이라는 욕구가 있다. 따라서 우

리가 어떠한 음식의 재료를 구했을 경우, 이를 빨리 섭취하여 배고픔을 

충족시키고자 한다. 하지만 이 음식을 날로 먹을 경우에 이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이는 우리에게 배고픔의 충족이라는 쾌를 

가져다주지만, 그로 인한 고통이라는 불쾌 역시 가져다준다. 따라서 우리

는 당장 이 음식을 섭취하여 배고픔을 없애고자 하는 1차적인 쾌락 원칙

을 억압할 것이다. 이 음식을 요리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배고픔이라는 불쾌의 시간을 어느 정도 지속

하게 된다. 하지만 요리의 시간을 견디면 우리는 더 맛있는 음식을 어떠

한 불쾌함도 뒤따르지 않는 상태로 향유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더 확실한 

쾌를 보장 받는다. 바로 이러한 과정이 현실 원칙이다. 즉 “쾌락 원칙을 

현실 원칙으로 대체한다고 해서, 쾌락 원칙을 완전히 폐기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 같은 현실 원칙의 대체가 쾌락 원칙을 보호한다”178)

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쾌락 원칙을 현실 원칙으로 대체하

는 과정에서 억압이 발생한다. 즉 우리의 본능을 일시적으로나마 억제하

는 힘이 발생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억압이 발생하는 이유이다. 만약 우리에게 외부적 자

극이 불쾌를 일으킨다면 우리는 그 외부적 자극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 될 것이다. 하지만 “본능의 경우엔 (우리의 정신 속

에서 생겨나는 자극을 피해) 자아가 그 자신으로부터 도피한다는 것은 어

불성설이기 때문에 그런 도피는 아무 소용이 없는”179)것이다. 따라서 

178) SE XII, p.223 (프로이트, 「정신적 기능의 두 가지 원칙(1910)」,『정신분석학의 근본 개

념』, p.18)

179) SX XIV, p.146 (프로이트, 「억압에 관하여(1915)」,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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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능의 목표 달성이 쾌락이 아닌 불쾌를 만들어 내는 경우”180)에 억압 

기제가 작동하게 된다. 우리는 위의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의 관계를 통

해 그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으며, 또한 프로이트는 이러한 억압은 본

질적으로 우리의 무의식과 의식 사이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무의식은 의식에 진입하지 못하고 억압된 것을 의미한다고 이미 

언급한바 있다. 이들은 왜 억압되어 있는 것일까? 우리는 이에 대한 답변 

역시 위에서 브르통의 초현실주의를 살펴보며 알아보았다. 이들이 의식에 

현현될 경우 이는 우리 인간 개인에게 수용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이는 

곧 불쾌를 야기시킨다. 따라서 이들은 의식에 진입하지 못하고 억압된

다.181) 여기서 억압의 기능은 “본능의 대표적 표상이 하나의 정신 조직, 

즉 의식 조직과 관계를 맺으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며, 또한 프로이트

는 “억압의 본질은 어떤 것을 의식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여 의식과 거

리를 두게 하는데 있다”182)고 설명한다. 이는 결국 무의식 속에 존재하

는 우리 본능의 표상들이 의식으로 진입해 현현될 경우 이는 우리의 정신

에 불쾌를 일으키므로, 억압은 이들이 의식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는 역할

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프로이트는 이러한 억압은 ‘유동적’이라고 주장한다. “억

압의 과정이란 억압되면 그때부터 그대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다. (…) 억

압된 것은 계속 의식에 압력을 행사해야 하며, (…) 따라서 억압의 유지는 

중단 없는 힘의 소비를 전제로 ”183) 한다. 이러한 프로이트의 언급에서 

우리는 억압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억압은 한번 

이루어 졌다고 해서 그대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다. 무의식 속에 억압된 

것들은 지속적으로 의식으로 솟구쳐 오르려는 충동을 가지고 있으며, 억

압은 이들이 무의식에 체류하는 것을 지속시키기 위하여 계속 에너지를 

사용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억압 기제에 의하여 의식에 진입하지 못

180) Loc. cit.
181) 이 무의식과 의식 사이에 전의식이 있으며, 이들 사이에 두 차례의 관문, 즉 무의식이 전의식

에 진입하는데 한 번의 관문을 거치며, 이 전의식적 사고가 의식에 진입하는데 또 다른 관문을 

거친다. 이처럼 무의식과 의식의 사이에 두 차례의 억압이 존재함을 우리는 이미 앞에서 살펴보

았다. 

182) SE XIV, p.149 (Ibid., p.139)

183) SE XIV, p.151 (Ibid., 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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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무의식에 남게 된 것들은 이제 어찌 되는 것일까? 

이를 위하여 우리는 예를 들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만약 우리가 

외부 대상에 대한 성욕동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애정이 향하는 

대상이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용인 가능한 대상이 아니라면, 특히나 그 

대상이 우리의 부모라고 한다면, 이는 우리 자신조차도 용납 가능한 성적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무의식에 억압된다. 하지만 이 부모와 관련되어 

연상되는 표상물들, 예를 들어 부모가 어릴 적 불러 줬던 노래, 그리고 그 

노래 가사에서 파생된 꽃 이름, 그 꽃 이름과 비슷한 발음을 가지고 있는 

동물 등등. 이렇게 여러 단계의 파생과 연상을 거쳐 억압된 표상은 자신

의 형태를 바꾸어 우리의 의식에 진입할 수 있다. 즉 그 연상과 파생이 

궁극적인 성욕동의 대상으로서의 부모를 상기 시킬 수 없을 정도로 복잡

하고 다양하게 그 모습을 바꾼다면, 그 표상물의 변형은 이제 우리의 의

식에 진입할 수 있다.184) 하지만 이렇게 진입하였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

다. 이렇게 진입한 ‘본능의 변형된 표상’은 어떠한 계기를 통하여 어느 

순간 우리의 무의식에 숨겨진 본능을 환기 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변형된 표상’은 다시금 억압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프로이트가 

말하는 유동성이며, 이렇게 한번 억압된 본능의 표상은 그 모습을 변형시

켜 의식에로의 진입을 성공하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억압되어 무의식에 

남아 틈틈이 의식으로의 진입의 기회를 노리게 되는 것이다. 

184) 우리는 이러한 예를 설명하고 있는 프로이트를 그의 ‘늑대 인간’ 연구를 통하여 접할 수 있다. 

늑대에 대한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한 환자를 분석하게 된 프로이트는, 그 환자의 공포의 대상

인 늑대는 궁극적으로 그의 아버지의 대체물임을 밝혀낸다. 하지만 이는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

(필시 어머니와 자신의 사랑을 꿈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처벌로서 갖게 된 아버지에 대한 두려

움)은 억압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의식에서 두려움의 대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대신에 아버지

의 대체물인 늑대가 두려움의 대상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실패로 끝난 억압이다. 왜냐

하면 여기서 억압이 한 일이라고는 고작 표상을 제거하고 그 표상을 다른 것으로 대체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불쾌감을 없애는 데에는 실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환자는 그 공포의 대상이 

아버지에서 늑대로 대체되었을 뿐이며, 여전히 대상에 대한 공포라는 불쾌는 유지 되었다. 이렇

게 실패한 억압 때문에 그의 정신은 두 번째 단계인 도피를 시도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늑대

를 두려워하고 피하고자 하는 것, 즉 공포증이 생성되었다. 프로이트의 설명에 따르면 이처럼 우

리가 억압 기제를 살펴볼 수 있는 경우는 위의 예와 같이 억압이 실패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왜냐하면 억압이 성공하였을 경우, 억압된 것은 무의식에 자리하게 되고, 이는 지속적

으로 억압될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그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프로이

트, 「억압에 관하여」, 『정신분석학의 근본개념』, 윤희기 역, 『늑대인간』, 김명희 역, 열린

책들, 200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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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억압과 승화, 탈승화의 관계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억압은 초현실주의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더 정확히는 초현실주의를 정신분석학으로 해석한 포스터

의 이론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할 포스터는 그동안 초

현실주의 운동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브르통의 이론을 

‘승화’의 이론이라고 설명하고, 사변부로 밀려났던 바타유의 이론을 

‘탈승화’라고 설명한다. 이들의 이론이 왜 이처럼 구분되었는지에 대해

서는 뒤의 III장에서 설명될 것이지만, 우리는 그보다 먼저 이 승화와 탈

승화의 관계가 억압의 유무에 따라 구분됨을 언급하고 넘어가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억압에서 우리는 억압을 ‘어떠한 것을 저지하는 

힘’으로 설명하였다. 이는 승화의 과정에서 필수적인 것이다. 승화란 우

리가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를 그대로 분출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

함으로써, 즉 그 힘을 저지하여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궁

극적으로는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것이다.185) 모든 억

압의 결과가 승화일 수는 없지만, 모든 승화는 억압의 과정이 필수적이

다. 이렇게 억압이 나타나기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현실의 반

영이다.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를 분출하지 못하고 억압하는 첫 번째 이유

는, 우리가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실의 반영이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규범, 사회, 교육, 종교 등 다양한 현실적 요소들을 

우리가 반영함을 통해 억압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프로이트는 억압 기

제의 근원적 전제가 되는 현실의 반영에 대하여 ‘현실성 검사’라는 용

어로 설명하였다.

 브르통의 초현실주의에서 현실의 반영은 필수적인 과정이다. 현

실 사회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변혁할 수 있는 사회적 혁명운동은 필연

적으로 현실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다른 관점에서 

185) 이는 바로 앞에서 살펴본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의 관계와 유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쾌락 

원칙’의 직접적인 본능의 충족을 억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더 안정적이고 커다란 쾌의 만족을 

보장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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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보면,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운동은 현실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의 이

론에는 억압이 존재하게 된다. 억압이 존재 한다는 것은 이들이 무의식의 

탐구를 통해 얻어낸 것들에 대한 직접적인 분출이 항상 가능할 수는 없게 

된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반면 우리가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외부

적 현실을 철저히 무시 한다면 우리에게 억압은 불필요한 메커니즘이 될 

것이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탈승화가 등장한다. 탈승화에서는 억압이 존

재하지 않는다. 승화와 반대로 억압이 존재 하지 않아야지만 본능의 자유

로운 분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탈승화에서는 현실의 반영이 없다. 아니 

더 정확히는 바타유의 경우에는 현실의 반영이 있지만, 이것이 문제가 되

지 않는다. 현실이 주체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야지만 인간 본능의 자유로

운 분출이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위에서 이러한 예로 한스 벨머

의 <인형> 작품을 살펴보았다. 다른 초현실주의 작가들과 다르게 한스 벨

머의 작품에서는 현실에 대한 반영과 억압이 존재하지 않는다. 위에서 언

급한 데 키리코, 에른스트, 자코메티의 작품들과 같은 경우, 이들의 작품

에서 본능의 현현은 있었지만 이들은 현실 역시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

다. 때문에 이들의 작품에서 욕동의 대상이었던 아버지는 그 형태를 바꾸

어 나타나고, 어린 시절 갖고 있던 ‘원장면’에 대한 환상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지만 그는 반복일 뿐이지 그 원장면이 지시하는 ‘성욕동’에 직접

적으로 도달하지 못한다. 또한 그 반복 역시 그 욕동을 직접적으로 현현

할 수 없기에 이에 대한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는 자코메티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거세를 부인하는 페티시의 모

습으로 나타난 자코메티의 작품에서 역시, 페티시라는 것 자체가 어머니

의 거세된 모습을 부정하기 위해 이를 대체하는 대체물을 찾아다니는 식

으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반대로 한스 벨머의 <인형>과 같은 경우는 어떠한 현실의 억압도 

작용하지 않고 있다. 벨머는 그의 성욕동과 죽음 본능을 거리낌 없이 그

의 작품에서 분출하였다.186) 죽음 본능이 어떠한 억압 없이 자유롭게 분

186) 벨머의 작품에 대한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의 포스터의 해석이 로잘린드 크라우스가 벨머의 

작품을 단순히 페티시즘과 연결한 것을 넘어선다. 페티시의 관점에서 이 작품을 해석하였던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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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됨으로써 인형이 난자하게 폭력을 당하고, 이와 동시에 성욕동이 죽음 

본능과 함께 분출됨으로써 명시적으로 에로틱한 사도마조히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포스터의 해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작품 속에서 억압의 

부재가 가능했던 이유는 벨머가 의도하였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현실에 

대한 감각, 즉 현실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프로이트의 억압 메커니즘을 살펴보았다. 이로써 

우리는 억압을 ‘어떠한 것을 저지하는 힘’으로 설명하였으며, 이는 현

실성 검사, 즉 현실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작용되어짐을 살펴보았다. 이

러한 억압은 무의식의 탐구를 그들의 혁명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던 초현

실주의 운동에서 여전히 나타났으며, 할 포스터는 이것이 특히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이론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브르통의 

이론에 부합하는 초현실주의 작가들의 작품에서도 억압이 나타남을 살펴

보았다. 하지만 포스터가 초현실주의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주장하

는 한스 벨머의 <인형>에서는 이러한 억압이 부재하였으며, 따라서 그의 

작품에서는 인간의 본능적 욕동들이 여과 없이 직접적으로 현현됨을 살펴

보았다. 이제 이어지는 장에서 우리는 이처럼 초현실주의 운동의 커다란 

두 이론인 브르통의 이론과 바타유의 이론을 각각 승화와 탈승화로 설명

한 포스터의 해석을 심도 있게 탐구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억압의 

기제가 작용하였다는 이유로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이론을 단순하게 본능

을 회피하려고 한 승화의 이론으로 바라본 포스터의 해석에 의문을 제기

할 것이다.  

라우스와 다르게, 포스터는 벨머의 작품은 페티시의 현현보다는 사디즘과 마조히즘과 결부된다

고 설명함을 우리는 본 논문 3장 2절의 1에서 살펴보았다. 사디즘과 마조히즘은 인간의 순수한 

욕동인 ‘성욕동’과 ‘죽음 본능’을 여과 없이 드러낸다는 점에서 본능의 직접적인 현현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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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앙드레 브르통의 초현실주의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재평가

지금까지 우리는 앙드레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이론에서 나타나는 

혁명을 위한 예술 운동으로서의 초현실주의와, 초현실주의 운동 내에서의 

정신분석학의 수용, 그리고 그로써 현현되는 무의식의 억압물들인 죽음과 

성의 모습을 I장에서 탐구하였다. 이어서 우리는 이러한 초현실주의 운동

을 언캐니를 통해 해석한 할 포스터의 연구를 알아보았다. 살펴보았듯이, 

할 포스터의 초현실주의에 대한 해석은 초현실주의 운동이 기반으로 하였

던 정신분석학을 통해 그들의 내부에 자리한 죽음과 성에 대한 반복적 회

귀의 모습을 해석해 내었으며, 더 나아가 포스터는 이에 대한 새로운 접

근법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포스터는 이러한 초현실주의 운동에서 나타나

는 ‘죽음 본능’의 현현과 수용을 해석하는 가운데 초현실주의 운동의 

중심이었던 브르통의 이론이 아닌, 바타유의 이론을 초현실주의에 더 적

합한 이론으로 상정하였다. 이는 포스터가 초현실주의 ‘종합 연구서’라

는 이름으로 다뤘던 한스 벨머의 <인형> 작품을 바타유의 이론과 비교 설

명하는 부분에서 드러난다. 

포스터는 “죽음 본능이 제시하는 분열(defusion)은 정치적 혁명은 

고사하고 예술 운동 하나를 전개하는 데에도 필수적인 결집력을 무너뜨리

는 파괴적인”187) 힘이었기 때문에, 브르통은 “죽음 본능을 거부할 수밖

에 없었다"188)고 주장한다. 포스터의 초현실주의 연구에서 바타유의 탈승

화 개념, 즉 ‘죽음 본능’의 수용과 분출이라는 것은, 초현실주의 운동

을 언캐니와 연결시키는 할 포스터의 새로운 해석을 개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또한 이는 반대로 초현실주의 안에서 나타

나는 죽음 본능을 브르통이 억압하고 회피하고자 하였다는 포스터의 브르

통 이론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시작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처럼 브르통

의 이론과 바타유의 이론을 승화와 탈승화로 구분 짓는 데는 억압이라는 

것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II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살펴보았다. 

본고는 포스터의 언캐니를 통한 초현실주의 해석에 동의하고 이를 수용하

187) CB, p.47

188) Loc.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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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바타유의 이론에 치우쳐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이론을 죽음 본능을 

거부하고 통합만을 주장한 ‘승화’의 운동으로 평가한 포스터의 주장에

는 수정을 가하고자 한다.  

우리는 I장에서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연구를 통하여, 브르통의 초

현실주의가 무의식을 탐구했으며, 그 결과로 무의식에 억압되어 있는 것

들이 그들의 예술에 그대로 현현되었고, 이것을 문제로 그들의 정체성을 

의심받고, 공산당과도 더욱 멀어졌음을 살펴보았다. 브르통의 이론이 포

스터가 주장하는 것처럼, 혁명 운동으로의 결집력을 위하여 죽음 본능을 

거부하였다면, 왜 브르통은 혁명을 목적으로 하는 운동이라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의심받으면서까지 이러한 죽음 본능을 현현시키는 무의식에 대

한 탐구를 지속하였을까? 또한 거기서 나타나는 죽음 본능을 몰랐다고 하

기에는 무의식에 대한 그의 탐구는 너무나 전문적이며, 그러한 죽음 본능

을 거부하려 했다고 하기에는 무의식 탐구에 대한 브르통의 의지가 너무

도 굳건하다.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이론에 대한 여러 오해를 불식시키고, 

혁명을 위한 정신분석학적 탐구를 지속한 브르통의 이론이 할 포스터가 

주장하는 모순적인 모습이 아님을 보여주고자 하는 본고의 목표에 있어

서, 브르통의 초현실주의에서 죽음 본능의 현현은 반드시 상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본고 III장에서는 브르통과 바타유의 이론을 대척점에 

상정하여 이들의 이론을 각각 승화와 탈승화로 해석한 포스터의 주장을 

살펴보고, 이를 다시 포스터와 초현실주의가 스스로의 기반으로 삼고 있

는 프로이트의 이론을 통해 탐구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죽음 본능의 수용을 거부한 승화로서의 브르통’이라는 할 포스터의 결

론과 달리, 브르통의 승화를 통해서도 죽음 본능이 도출됨을 알게 될 것

이며, 또한 이를 브르통이 어떻게 혁명을 위한 그들의 예술운동에 활용하

였는지 살펴볼 것이다. 

1. 할 포스터의 승화 개념의 문제점

할 포스터는 초현실주의에 대한 그의 정신분석학적 해석을 위하

여 초현실주의의 두 중심축인 브르통과 바타유를 대척점에 두며, 그 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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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현실주의 이론을 각각 ‘승화(sublimation)’와 ‘탈승화

(desublimation)’로 나눈다. 할 포스터의 이러한 이분법에 대한 탐구를 위

하여 본고는 승화와 탈승화로서의 브르통과 바타유 이론을 각각 알아볼 

것이다. 이를 위하여 포스터가 가져온 프로이트의 승화 개념을 알아보고, 

이를 포스터가 설명한 브르통의 초현실주의와 연관하여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마찬가지로, 포스터가 브르통과 대척점에 두었던 바타유와 그의 

탈승화 이론 역시 알아볼 것이다. 

III장에 들어서기 직전에 우리는 억압의 유무가 승화와 탈승화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임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억압은 우리가 앞으로 알아 

볼 승화와 탈승화에서도 지속적으로 등장할 것이다. 이번 절에서 우리는 

할 포스터의 승화와 탈승화 개념의 연구를 통해 브르통과 바타유의 이론

을 상세히 알아보고, 포스터가 브르통의 이론을 프로이트 이론의 초기189) 

승화개념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프로이트의 

초기 이론만을 가지고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이론을 설명하기에는 브르통

의 이론에 대한 오해의 여지가 있음을 문제 삼아, 본고는 프로이트의 후

기 저서, 『자아와 이드(The Ego and the Id)』에서 발견되는 보다 더 발

전된 개념의 승화를 확대 연구 할 것이다. 이러한 프로이트의 후기 승화 

개념은 프로이트가 초기에 예술가의 탐구 욕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용

하였던 탈성화로서의 승화개념에서 더 확장된 모습으로, ‘자아’와 ‘이

드’, 그리고 ‘초자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승화의 과정과 그 결과로

서 도래되는 ‘죽음 본능’의 모습까지도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고찰의 결과로부터 우리는 바타유의 탈승화와 브르통의 

승화 이론이 다른 방식이지만, 둘 다 결론적으로는 죽음 본능이 현현된다

는 것을 주장할 것이다. 이는 본고의 논점과 중요한 관련성을 갖는데, 브

189) 본고에서 언급하는 프로이트의 ‘초기’ 혹은 ‘후기’의 개념은 프로이트의 이론의 큰 전환점을 

갖는 192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프로이트는 이 시기에, 「쾌락원칙을 넘어서」라는 글을 시

발점으로 하여, 기존에 인간의 사고를 의식과 무의식이라고 구분했던 초기의 이분법 개념에다가, 

‘자아’, ‘이드’, 그리고 ‘초자아’라는 새로운 개념을 덧붙인다. 뿐만 아니라, 인간 욕동의 움직임 

혹은 욕동 흐름의 기준을 쾌락원칙으로 잡았던 초기의 이론에서 한층 더 깊숙이 나아가 ‘반복 

강박’이라는 것이 존재함을 발견한다. 이러한 발견을 기반으로 그는 ‘삶 본능’과 ‘죽음 본능’을 

발견하기에 이르고 이는 그의 정신분석학 연구 전반에서 커다란 발견이며, 또한 중요한 전환점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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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통의 초현실주의가 프로이트의 개념에서의 승화라면 이는 포스터가 주

장하듯이, 죽음 본능을 회피하고 거부하려는 결과가 도출되는 것이 아니

라, 바타유의 이론에서와 마찬가지로 브르통의 이론에서도 비록 다른 방

식이지만, 죽음 본능이 현현된다는 결말에 이르게 된다. 이는 바타유의 

이론을 통하여 초현실주의의 작품에는 죽음 본능의 수용이 가능하며 따라

서 이를 통해서만 진정한 초현실주의 이론에 다가갈 수 있다는 포스터의 

주장 속에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역시 이러한 죽음 본능의 분출 모습으로 

포함되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브르통의 초현실주의는 무의식의 탐구를 

주장하지만 그 결과물은 회피하려고 했던 모순적인 이론이 아니라, 그들

의 탐구를 통해 현현되는 무의식의 것들을 이용하였고, 이러한 모습에서 

브르통의 이론 역시 혁명을 추구하는 모순되지 않는 이론으로 해석된다는 

본고의 주장이 성립 가능하게 된다. 이 주장과 함께, 마지막 절에서는 브

르통이 초현실주의 안에서 발견되는 죽음 본능을 어떻게 처리하였고, 이

러한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이론이 어떻게 언캐니를 보여주는지 알아 볼 

것이다.  

1. 1. 승화와 탈승화에 대한 할 포스터의 이해

1. 1. 1. 할 포스터의 승화와 브르통

할 포스터는 그의 책, 『Compulsive Beauty』 4장에서 바타유와 

브르통, 이 둘의 이론을 비교 설명하며, ‘승화’의 개념에 대한 프로이

트의 이론을 언급한다. 그렇다면 우리도 포스터가 언급한  승화와 탈승화 

개념을 알아보기 위해, 그가 가져온 프로이트의 승화 개념에 대하여 먼저 

알아봐야 할 것이다. 프로이트는 스스로 승화라는 용어와 그 개념을 그의 

저서 여러 곳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한 번도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

린 적이 없다. 따라서 우리는 프로이트의 논고 여러 곳에 파편적으로 흩

어져 있는 승화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프로이

트가 그의 글, 「쾌락원칙을 넘어서」에서 상정한 인간의 두 본능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두 본능은 뒤에 등장할 프로이트의 승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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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에서 뿐만 아니라, 할 포스터가 주장하는 초현실주의에서 나타나는 죽

음에 관련된 내용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언급하

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프로이트는 인간에게 두 가지 본능, 즉 ‘삶 본능’과 ‘죽음 본

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비록 구분되어 설명되지만, 한 가지 

본능만이 순수하게 현현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항상 함께 자리하고 있

다. 이에 대하여 프로이트는 플라톤의 『향연』에 나오는 말을 빌려 설명

한다. “인간의 두 쪽은 서로가 다른 반쪽을 갈망하면서 함께 모였고 하

나가 되려는 열정으로 팔을 서로에게 휘감았다.”190) 이처럼 하나로 서로

를 강하게 끌어안고 있는 삶 본능과 죽음 본능은 프로이트의 이론에서 다

시 각각 두 개의 욕동으로 나누어져 설명된다. 삶 본능은 성적인 ‘성욕

동’과 비성적인 ‘자기보존욕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죽음 본능은 1

차적으로 발견될 때는 ‘자기파괴욕동(destructive instincts)’으로 나타나

며, 2차적으로 이 힘은 외부로 돌려져 외부적 ‘공격욕동(aggression 

instincts)’으로 발현된다.191) 192)   

이러한 인간 내부의 두 본능을 염두에 두고, 이제 우리는 프로이

트가 예술 활동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승화 개

념을 알아보아야 한다. 프로이트는 레오나르도 다 빈치(Leonardo da 

Vinci, 1452-1519)의 예술 활동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해석을 시도한 글193)

에서 승화란 삶 본능 안의 성욕동이 자기보존욕동에 의존하여 탈성화적인 

목표로 향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즉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경우 그의 천

재적인 예술성에 대한 설명은 어린 시절 억압된 성에 대한 탐구의 대체물

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어린 아이들은 아이가 어디서 오는지에 대한, 또는 

190) SE XVIII, p.57 (지그문트 프로이트, 「쾌락원칙을 넘어서」,『정신분석학의 근본개념』, 

p.335 재인용)

191) ‘성욕동’과 ‘자기보존본능’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언캐니를 설명하는 본고 II장 1절에서 설명되

었다. 앞의 각주 82번, 83번 참고

192) 우리는 이러한 ‘죽음 본능’의 모습을 2장에서 사도마조히즘에 관한 언급에서 살펴보았다. 여기

서 1차적인 ‘자기파괴욕동’이 ‘삶 본능’ 중 하나인 ‘성욕동’과 결합되면 마조히즘으로, ‘죽음 본

능’의 2차적 형태인 ‘공격 욕동’이 마찬가지로 ‘성욕동’과 결합되면 사디즘으로 나타난다. 

193) SE XI, 'Leonardo da Vinci and a Memory of His Childhood(1910)' (지그문드 프로이트,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유년의 기억(1910)」, 『예술, 문학, 정신분석』, 정장진 역, 열린책들,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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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행위에 대한 의혹을 갖게 된다. 하지만 아직 이들의 성은 생식을 담당

할 만큼 성숙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의혹, 탐구는 해결되지 못

한 채 곧 좌절되거나, 사회적 교육이나 종교적 교육에 의해 억압되어 종

결된다. 이렇게 억압된 성적 탐구는 영원히 소멸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

니라, 그 모습을 변형시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희귀하고 완벽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다 빈치의 경우이다. 성

적 억압은 일어나지만, 이 “억압은 성욕의 한 부분 본능을 무의식 속으

로 보내 버리는 것이 아니”194)라, 반대로 성욕동이 탈성화195), 즉 성적인 

모습이 아닌 다른 욕구의 모습으로 변화됨으로써, “억압에서 벗어나 처

음부터 스스로를 알고자 하는 욕구로 승화시키고 탐구 본능과 연결되어 

이 욕망을 보강하기에 이른다. 여기서 예술의 탐구는 일종의 강박이 되고 

성적 행위의 대리물이 된다.”196) 즉 다 빈치가 가지고 있던 성욕동은 억

압되었고, 이는 II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그 모습을 성적이지 않은 다른 표

상, 즉 자신의 근원적인 성욕동을 알아 볼 수 없을 만큼 변형시킨 다른 

표상으로 탈바꿈함으로써 의식으로 진입하였다. 이 변형된 성욕동이 예술

에 대한 탐구 욕동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수용 불가능한 

다 빈치의 성욕동을 수용 가능한 탐구의 모습으로 변형시켰고, 이는 궁금

증의 욕망이라는 같은 근원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적 개인적으로 수용 가

능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이익을 창출하는 모습으로 변형되어 나타남으로

써 승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로써 프로이트는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그의 “어린 시절에 알

고자 하였던 욕구를 성적인 관심에 집중 시켰지만, 그 이후에는 그 성욕

동의 대부분을 탐구 본능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다”197)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낼 수 있는 프로이트의 승화는, 어린 시절 성

에 대한 탐구에서 시작된 성적 충동을 억압하여 성적인 특징을 버림으로

194) SE XI, p.79 (프로이트,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유년의 기억(1910)」,『예술, 문학, 정신분

석』, p.181)

195) 여기서 탈성화란, 탈(脫)성화라는 단어가 의미하듯이, 성적인 욕구가 버려지고 이것이 성적인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196) SE XI, p.79 (Ibid., p.181)

197) SE XI, p.80 (Ibid., p.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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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모습의 것으로 탈바뀜되는 것을 일컫는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할 포스터가 그의 책 4장에서 승화 개념에 

대하여 “승화란, 대상(미와 진실)의 통합과 주체(예술가, 과학자)의 정제

(refine)와 같은 정화의 방식을 통하여 문명화198)를 위하여 성적인 충동을 

우회시키는 것에 관한 것”199)으로 정리한 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 포스

터는 또한 프로이트를 인용하여 “승화란 에로스의 주된 목적인 통합과 

결합이 유지되도록 돕는”200) 것이며, 덧붙여 “이런 승화가 고통스런 문

명화의 과정”201)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할 포스터가 프로이트를 인용하

여 사용한 ‘에로스’라는 말을, 프로이트는 그의 저서에서 삶 본능과 동

의어로 사용하고 있다.202) 따라서 우리는 할 포스터의 말을 ‘승화는 삶 

본능의 주된 목적인 주체의 통합과 결합’이 유지되는 것을 도움으로서 

문명화의 과정에 이바지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삶 본능이 결합과 통합으로 유지되도록 돕는다는 것’은 통합과 결합을 

원하는 성욕동이 강해지면서, 삶 본능 내부에서 자기보존본능이 줄어들게 

된다. 자기보존본능이 줄어든다는 것은 곧 인간의 죽음을 의미하게 되므

로 자기보존본능이 성욕동을 억압하여, 즉 우회시킴으로써 결합과 통합이

라는 의미는 유지하지만 그 성적인 모습을 탈성화 시키는 것이 곧 승화라

는 것이다.203) 이러한 개인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승화의 개념을 프로이트

198) 프로이트에게 개인의 문명화란, 한 개인이 한 집단으로서의 사회에 수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 큰 사회적인 문명화란, 인간 개개인의 욕구를 어느 정도 억압하고 더 발전된 모습으로 이

행하는 과정 모두를 문명화라 일컫는다. 포스터 역시 이러한 프로이트의 문명화에 대한 의미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는 혁명 역시 한 종류의 문명화의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새로운 문명, 더 나

은 사회로의 이동의 방식이 혁명이 되는 것이다.  

199) CB, p.110

200) Loc. cit.
201) Loc. cit.
202) SE XVIII, p.60(footnote 1.) (지그문트 프로이트, 「쾌락원칙을 넘어서」, 『정신분석학의 근

본 개념』, p.340, 각주100)에서 프로이트는 “우리는 보통 성적 본능이라고 부르는 것은 대상을 

지향하는 에로스의 일부라고 생각된다. ... 그리하여 우리의 고찰은 이 대극성을 삶 본능(에로스)

과 죽음 본능 사이의 대극성을 바꾸어 놓았다.”고 설명한다. 

203) 인간은 외부 대상에 대한 성욕동이 강해지면, 이를 분출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불태운다’. 

하지만 이는 인간 주체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므로, 자기보존욕동은 이를 억압하고 삶을 유지하

도록 돕는다. 때문에 여기서의 언급은 성욕동의 목표인 통합과 결합을 즉각적으로 달성하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이를 계속 가지고 유지할 수 있도록, 즉 삶을 지속하도록 돕는다고 표

현하는게 정확할 것이다. 사실, 프로이트의 초기 이론에서 결합과 통합은 주로 성욕동의 욕구이

며, 자기보존욕동은 오히려 인간을 태초의 무생물의 상태로 돌려놓기 위한 것으로 설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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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후에 문명에 접목시켜 설명하기도 한다.204) 포스터 역시 한 인간의 이

러한 승화의 과정은 더 크게는 인류의 발전과정과도 같다는 프로이트의 

관점과 같이 한다. 따라서 승화 개념은 한 인간 뿐 아니라, 인류 전체의 

문명화 과정, 즉 발전의 과정에도 적용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포스터가 

언급하듯이 문명화와 관련하여 설명하자면, 삶 본능 중에서도 성욕동은 

인류의 문명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억압되어야 하며, 이는 성

욕동을 사회에 이익이 되는 비성적인 활동으로 순화시키는 것이라는 의미

를 지닌다고 정리할 수 있다.205) 

그러나 여기서 언급되는 프로이트의 승화 개념은 그의 전체 이론

에서 절반만을 다루고 있을 뿐이다. 프로이트가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예

술 개념을 설명하는 1910년도까지만 해도, 그는 오직 삶 본능 내에서의 

승화 개념만을 다루고 있다. 즉 그의 초기 개념에서는 성욕동과 자기보존

욕동이 서로 대립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듯이 설명된다. 즉 성욕동은 인

간의 성적인 욕동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기보존욕동은 인간 기원의 상

태인 무생물의 상태를 위하여 활동하는 대립쌍으로 여겼던 것이다. 따라

서 승화를 위해 성욕동을 억압하는 것 역시 자기보존욕동의 역할처럼 설

명되었다. 여기서는 죽음 본능의 개념에 대한 설명도, 심지어 죽음 본능

이라는 것에 대한 자각도 정확치 않았던 시기였다. 오히려 자기보존욕동

이 뒤에 나타날 죽음 본능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이

러한 프로이트의 이론은 1920년을 기점으로 하여 커다란 발전을 이룩하는

데, 이것이 죽음 본능의 발견이며, 따라서 그의 승화 개념도 좀 더 확장되

며 변화한다. 우리는 이를 III장 1. 2.에서 더욱 자세히 알아 볼 것이다. 

하지만 프로이트는 곧 이러한 이론을 수정하고, 이 두 욕동 모두 삶의 유지를 위한 삶 본능에 

봉사한다고 정정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 둘의 관계를 정합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프로이트의 

초기 이론에 국한하여 삶 본능 내부에서 일어나는 성욕동의 충동을, 자기보존본능이 제어하는 

모습으로 설명해야한다. 

204) 프로이트는 그의 글 「문명 속의 불만」등에서 인간의 승화 과정과 사회적, 인류학적 문명화

의 과정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탐구를 시도했다. 

205) 우리는 이러한 문명화를 위해 억압되는 성욕동의 모습을 이미 앞의 I장 2절에서 살펴본 봐 있

다. 거기서 바타유는 노동을 통하여 발전한 인류에게 필수적인 두 가지 금기 중 하나가 성에 관

한 것임을 설명하였다. 이는 이후에 다시금 바타유의 탈승화 이론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언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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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2. 할 포스터의 탈승화와 바타유

할 포스터는 앞에서 알아본 승화의 방식으로, 브르통이 형식과 이

상주의적인 삶 본능만을 수용했고, 미학의 전통적 기능을 지지하는 쪽으

로 돌아섰다고 결론 내리며, 이와 반대되는 탈승화의 예로 바타유의 이론

을 설명한다. 포스터는 인류의 문명화의 과정은 승화와 반대 방향으로, 

즉 탈승화의 방향으로도 진행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문명화(로 가는 

길은)는 (승화와) 반대쪽 방향의 길도 있다. 이것이 탈승화이다.”206) 포스

터는 “탈승화의 과정에서는 삶 본능의 결합이 느슨해진다. 예술에서 탈

승화는 성적 에너지를 분출하는 행위로 나타나곤 한다.”207)고 언급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포스터가 말하고 있는 승화는 단순히 ‘문명화의 

과정에 이바지 하는 것’이라는 넓은 개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탈승화 역시 문명화에 향하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

문이다. 이제 우리는 포스터가 브르통과 대척점에 있다고 평가한 탈승화

로서의 바타유 이론에 대한 포스터의 평가와 설명을 알아봄으로써, 포스

터가 사용하고 있는 탈승화의 개념 역시 알아 볼 수 있을 것이다. 포스터

는 1930년 브르통이 「제2차 초현실주의 선언문」을 쓰고 승화를 옹호하

는 입장으로 돌아섰던 것과 달리 바타유는 아주 확고한 태도로 “승화를 

공격하고 도착을 찬양하”208)는 입장을 유지했으며, 더 나아가 이를 위반

을 실천하는 철학으로 발전시켰다고 설명한다. 

바타유의 이론은, 위의 장에서 언급한 한스 벨머 작품과의 피상적

인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중요성 외에도, 본고에서 바타유의 이론을 통

해 초현실주의의 진면목을 해석하려는 포스터의 주장을 제대로 이해해야 

포스터에 의하여 그 반대항으로 자리한 브르통의 이론에 더욱 접근 할 수 

있다는 중요성도 가지고 있다. 바타유는 일생을 거쳐 ‘에로티즘’에 관

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였다. 그의 ‘에로티즘’ 연구의 결과물은 

크게 두 권의 책을 통해 접할 수 있는데, 『에로티즘』과『에로티즘의 역

206) CB, p.110 (괄호는 필자) 

207) CB, p.113

208) CB, 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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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그것이다. 우리는 또한 바타유가 편집자로 활동하였던 잡지 

<<Documents>>를 통해 그가 인류의 역사와 문화를 해석하는데 어떠한 관

점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는 인류 발전의 시작은 “동물에

서 인간으로의 이행을 통해”209) 이루어 졌다고 진술한다. 이는 인간이 

도구를 사용하면서, 아니 그 보다 먼저 인간은 도구를 필요로 하는 “노

동을 통해서 동물과 구분”210)되기 시작했다. 여기서 노동이라는 행위는 

집단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가장 효과적이며, 그렇기에 인간은 집단생활을 

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인간의 노동은 이성을 통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

양한 충동들을 통제하기를 요구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노동은 생산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인간의 본능적 욕구, 즉 

폭력이나 성행위 등은 일차적으로 억압되어야 한다. 억압을 통해 인간은 

즉각적인 만족 대신 노동을 통한 이득을 차후에 보상받는다. 이러한 인간 

역사에 대한 설명은 승화의 모습에 가깝다. 즉 인간의 욕구를 억압하는 

대가로 노동을 통한 문명화를 이루어 낸다는 설명은 앞에서 언급한 승화

를 통한 문명화의 과정인 것이다. 

하지만 바타유는 여기에 금기와 위반의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한

다. 바타유는 인간에게 두 가지의 금기가 있는데, 하나는 죽음과 관계되

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성과 관계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211) 죽음, 특히

나 무질서와 폭력을 통한 죽음은 노동의 이유이자 최종 목표인 우리 인간

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고 파괴하기에 금기되어야 하며, 집단 사회 혹은 

공동 노동 시간 동안의 성행위는 노동력의 저하를 가져오므로 당연히 성

의 자유에는 제한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간은 죽음 앞에서 그

리고 성행위 앞에서 ‘금기’를 느끼도록 습득되어왔다. 하지만 바타유 

이론의 특이점은 이러한 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위반함으로서 인간의 

문명이 발전하였다는 그의 주장에 있다. 바타유는 금기의 위반은 “금기

를 부정하는 대신 오히려 금기를 초월하고 완성시킨다”212)고 주장한다. 

209) Georges Bataille, Erotism: Death and Sensuality, tr. Mary Dalwood, City Light Books, 

1986(1957), p. 30 (조르주 바타유, 『에로티즘(1957)』, 조한경 역, 민음사, 2009. p.32)

210) Georges Bataille, op. cit., p.30

211) Bataille, op. cit., p.43 (바타유, op. cit., p.46)

212) Ibid., p.64 (Ibid., 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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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타유에게 위반은 금기의 반대편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

은 위반을 통하여 금기를 더욱 강화한다고 말한다. 바타유에 따르면 인간

의 금기 중에서 위반이 불가능한 금기는 없다. 때로는 위반이 허용되며, 

어떤 때는 위반이 처방전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금기와 노동을 통해 구축된 인간 문명사회는 지속적으로 본능을 

억압한 결과, 어느 지점에 이르러 포화 상태를 맞는다. 이러한 포화 상태

는 인간 사회의 위기이며,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인간 사회는 내적 파괴

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를 유지시키는 금기를 일시적으로 유예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금기에 대한 위반이다. 이 위반의 예는 원시사회에서 나타나는 성적이고 

물질적인 타락을 보여주는 축제일 수도 있고, 약하게는 노동의 시간을 대

체하는 놀이와 예술의 형태일 수도 있다.213) 하지만 금기에 대한 위반의 

시간은 단순히 금기로부터의 무질서하고 제한 없는 영원한 해방을 의미하

는 것이 아니라고 바타유는 설명한다. 이러한 금기의 위반은 “단지 무절

제한 방종과 타락을 통해 노동이 건설한 세계의 질서를 혼란시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금기를 다시 세워 세계를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

다.”214) 즉, 금기에 대한 일시적 유예를 통해 인간의 본능을 해소하고, 

이들이 다시금 금기 속에서 삶을 지속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 

문명화의 역사는 금기의 역사이면서 그에 대한 위반의 역사이기도 한 것

이다. 하지만 이러한 금기의 위반을 일시적으로 가능케 해주는 축제와 놀

이 등이 바타유가 궁극적으로 주장하는 바는 아니다. 이처럼 궁극적으로 

금기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위반은 사실 승화에 가깝다.  

바타유에 따르면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떠나온 ‘자연’, 그 근원

적 본능으로 회귀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진정한 의미로의 회귀

는 아니다. 즉 이는 억압만으로 지속될 수 없는 인간의 본능을 일시적으

로 분출시켜, 오히려 다시금 금기의 사회를 지속시킬 수 있는 승화의 한 

213) 예술의 기원을 신화를 설명하는 바타유의 이론은 사뭇 흥미롭다. 그는 예술의 기원, 그 시작

이 위반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한다. 예술은 인간의 삶을 위한 노동의 시간을 빼앗는다. 그 시간을 

노동 외에, 생산적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소모적인 행위에 사용하는 모습, 즉 이러한 금기의 

위반에서 예술이 시작되었다고 설명한다. 

214) 박평종, 「위반의 언어-조르주 바타이유의 예술론」, 프랑스학 연구. vol. 39. 2007. p.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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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일 뿐이다. 바타유가 자신의 이론에서 진정으로 주장하는 바는 총체

성에 도달하는 것이다. 여기서 총체성은 사유의 방식을 통해서는 도달 불

가능한 것이다. 사유의 방식으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통

일성이다. 하지만 통일성은 우리에게 사변적으로 여겨지는 것, 부정적으

로 여겨지는 것은 거부하고 억압하며, 주된 것들의 흐름을 따라 가는 것

이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바타유가 주장하는 총체성은 이와 

다르다. 총체성이란 간단히 말해 부정까지도 포함하는 전체로서의 것이

다. 따라서 이들은 우리에게 타인까지도 수용하는, 즉 '고립되지 않은 대

상과의 관계'이다. 이것이 바로 바타유가 지향하는 것이고, 그는 이 총체

성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에로티즘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주장한다.215)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노동은 인간에게 금기를 만들게 하였다. 하

지만 그 금기는 인간을 완전히 억압하는데 성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인

간의 본능은 억압한다고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기의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분출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축제와 예술, 놀이의 형태인 금기 위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들은 사유 방식으로의 통일성을 추구할 뿐 진정한 총체성으로 

볼 수 없다. 인간이 총체성을 지닐 수 있는 것, 이는 오직 에로티즘을 통

해 가능하다고 바타유는 주장한다.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에로티즘은 무

엇일까? 바타유에게 진정한 에로티즘이란 ‘개별자의 파멸과 상실에 이를 

수 있는 개별자들의 합일'이다.216) 즉 에로티즘은 말 그대로 성행위이다. 

하지만 이는 종족번식을 위한 동물적인 성행위와는 다른 인간만의 것이

다. 

바타유는 그의 책 『에로티즘』의 서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에로티즘, 그것은 죽음까지 인정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엄밀히 

말해서 이것이 에로티즘의 정의는 아니지만, 이 표현은 다른 어떤 표현보

다 에로티즘의 의미를 잘 나타낸다고 생각한다”217)고 설명한다. 바타유

215) Georges Bataille, The Accursed Share: An Essay on General Economy, volume II & 
III, Zone Books, 1991(1951-3), p.21-26 (바타유, 『에로티즘의 역사(1951-3)』, 조한경 역, 

민음사, 1998 p. 22-31)

216) Bataille, op. cit., p.111-121 (바타유, op. cit., p.158-168)

217) Bataille, Erotism, p.11 (바타유,『에로티즘』,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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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에로티즘을 단순한 성행위를 통한 번식 충동에 참여로 보지 않고, 이

를 더 확장시켜 죽음 본능과의 연관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에로티즘

은 죽음의 문을 열어준다”218)고 정의한다.

에로티즘은 두 주체의 욕망의 합일을 필요로 한다. 바타유는 그 

합일에 도달하는 순간 개별자들은 죽음에 이른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

것은 생물체로서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정말 생물학적

으로 죽어버린다면 우리는 그가 설명하는 총체성에 결코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그가 언급하는 ‘죽음’은 일시적인 개별 대상으로서의 죽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에로티즘의 순간에 인간은 개별자로서의 죽음을 맞이하

며 이는 총체성에 도달하게 되는 순간이 된다. 즉 ‘너와 내가 아무런 구

분이 없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다. 바타유는 이러한 죽음을 ‘작은 죽음

(petite mort)’219)이라고 불렀다. 따라서 바타유는 죽음 속에서 삶을 보

고, 삶의 끝에서 죽음을 본다고 언급한다. 이처럼 개별자의 죽음을 통해

서 우리는 개별자의 소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신의 총체

성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바타유는 “죽음의 충동과 성 행위를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다”220)고 주장한다. 주체와 대상의 합일, 그 에로티즘 안에

서 개별자의 죽음을 목도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장하는 에로티즘은 승화

의 형태가 아니다. 바타유는 인간의 죽음 본능과 성욕동을 억압하거나 탈

성화 시키지 않는다. 인간의 욕동 그 자체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야만 총체

성에 도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바타유의 이론을 가져와 포스터는 이를 

‘탈승화’라고 정의했다. 이러한 에로티즘을 통한, 즉 죽음 본능과 성욕

동의 억압 없는 자유로운 분출을 통하여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총체성, 

그것이 바로 초현실주의가 원하던 혁명의 지향점이라고 포스터는 설명하

고 있는 것이다.221) 

218) Ibid., p.14

219) Bataille, The Accursed Share, p.177 (바타유, 『에로티즘의 역사』, p.248)

220) Ibid., p.99 (Ibid., p. 137)

221) 이러한 바타유의 ‘성욕동’과 ‘죽음 본능’과의 관계는 프로이트의 이론을 통해서도 설명 가능하

다. 우리가 위에서 언급했던 삶과 죽음 본능의 관계에서 삶 본능 안의 성욕동과 자기보존욕동은 

에로티즘의 관계, 즉 성욕동의 상승과 함께 삶 본능 내부는 자기보존욕동이 줄어들고, 성욕동으

로 가득 차게 된다. 프로이트의 초기 승화 개념에서 이 성욕동이 억압된다면 자기보존욕동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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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는 바타유와 브르통의 이론을 결정적으로 다르게 하는 중

요한 지점은 바로 브르통이 죽음 본능에 대한 직관에 저항하였던 것과 달

리 바타유는 죽음 본능을 통하여 더 정교히 그의 철학을 개진하고자 했다

는 것이다. 이러한 바타유의 이론에 대하여 포스터는 명시적으로 바타유

가 죽음 본능에 대한 수용, 더 정확히는 “브르통이 죽음 본능에 거부한 

것과 반대로 죽음 본능에 저항하지 않고 죽음 본능을 체계 안으로 받아들

여 이론적으로 발전시켰다”222)고 평가한다. 즉 이러한 죽음 본능의 수용

과 연구를 통해 바타유는 탈승화적으로 문명화를 이루고자 했다는 것이

다. 포스터의 설명에 따르면 “바타유는 에로티즘을 삶과 죽음의 대립으

로 몰고 가지 않았다. 바타유에 따르면 에로티즘은 삶과 죽음을 하나로 

만든다. (…) 에로티즘의 최종 목적은 모든 것이 하나로 융합되는 것이며, 

모든 장벽이 사라지는 것이다.”223) 에로티즘의 끝에서 인간은 개별자의 

죽음을 맛보고, 그 극점에서 다시금 희열을 느끼며 모든 것이 하나로 융

합되는 총체성에 도달하게 된다는 이러한 설명을 우리는 문명화의 과정과 

연결하여 설명할 수 있다. 

할 포스터가 주장하듯이 문명화는 바타유가 지향하는 이 총체성

을 통하여 이루어 질 수 있다. 성욕동과 죽음 본능을 억압하지 않고 밀고 

나감으로서, 삶과 죽음이 통합된 지점에 도달해야 하는 것이 어떻게 인류

의 문명에 적용될 수 있을까? 바타유는 “자연의 법칙 (…) 그 법칙에 의

하면 삶은 치솟음이며, 넘침이다. 삶은 균형, 안정과는 반대의 것이다. 그

것은 터져서, 소진하고 마는 대소동이다. (…) 인간의 삶은 극단적 소모,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극단적 소모를 의미하며 그런 점에

서, 인간의 생명 운동이 갈망하지 않는 것은 없다.”224)고 설명한다. 즉 

강해지겠지만, 여기서의 성욕동은 억압되지 않고 분출되기 때문에 자기보존욕동을 포함한 삶 본

능의 모든 힘은 성욕동으로 가득찬 상태가 되어, 분출을 기다린다. 이러한 성욕동은 분출됨과 함

께 “삶 본능은 더 이상 힘을 갖지 못하고 소멸/소진되며, 이제 인간 안에 남아 있는 죽음 본능

만이 마음껏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 힘을 갖는다.”(프로이트, 「자아와 이드(1923)」, 『정신분

석학의 근본개념』, 박찬부 역, 열린책들, 2011, p.391) 따라서 성욕동의 분출은 죽음 본능을 부

르며, 이러한 죽음 본능이 분출되면, 이는 다시금 성욕동을 포함한 삶 본능을 갖게 한다. 이처럼 

이 둘은 서로의 분출을 통해 반대항을 마주하는 순간을 갖게 된다. 

222) CB, p.111

223) Loc. cit.
224) Bataille, The Accursed Share, p.79-80 (바타유, 『에로티즘의 역사』, p. 11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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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삶은 노동을 통한 생산뿐만 아니라 소모225)를 필요로 한다. 이 비

생산적인 소모는 노동과 반대되는 분출이다. 이러한 분출을 진정으로 밀

고 나가야지만 총체성에 도달할 수 있다. 즉 금기의 단순한 위반을 통한 

순화된 소비나, 더 큰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가 아닌, 노동과 전혀 반

대되는, 반대되다 못해 우리의 금기 저 밑바닥에 자리하고 있는 인간의 

근원적 욕동을 분출시키는 소모가 노동의 생산과 함께 존재하여야지만 총

체적인 모습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금기를 통한 생산과 그 생

산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소모가 인간 사회에서 나타나고 이를 모두 수용

해야 하며, 이것이 바타유가 주장하는 인류의 지향점인 것이다. 

포스터는 바로 이러한 바타유의 지향점, 즉 이 총체성이 초현실주

의자들이 혁명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유토피아의 개념이라고 설명하는 

것이다. 브르통이 언급한 대립이 사라지는 지점은 포스터가 설명하는 승

화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불안정하고 지속적일 수 없다. 왜냐하면, 브르통

의 이론은 현현하는 죽음 본능을 억압하고 거부하려고 하며, 반대로 이 

억압된 죽음 본능 또한 지속적으로 현현되고자 혹은 분출되고자 요동치기 

때문이다. 반면 바타유의 이론에서는 억압 없는 자유로운 분출을 통하여 

죽음 본능과 성욕동, 즉 삶 본능과 죽음 본능이 총체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지점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포스터는 이것이 바로 초현실주의자들이 

주장했던 대립이 사라지는 지점인 그들의 유토피아를 진정으로 보여주는 

이론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설명들에서 우리는 바타유가 에로티즘에 관한 연구를 통

하여 도래하는 죽음 본능을 거부하지 않고 이를 더욱 밀고 나감으로써, 

삶과 죽음의 총체성에 도달하고자 시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포스터가 바타유의 이론을 ‘탈승화’라고 정의한 맥락에는 

억압의 부재에 따른 죽음 본능의 수용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포스터가 말하는 바타유의 탈승화는 성욕동의 분출로 도

래되는 죽음 본능을 수용하여 총체성에 도달하는 것을 통한 문명화의 과

225) 소비/소모(disposal) - 바타유는 더 큰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투자), 즉 더 많은 부를 창

출하기 위한 소비가 아니라 순수하게 비생산적 분출, 낭비등을 의미한다. 이를 구분하기 위하여 

‘소비’가 아닌 ‘소모’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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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으로 결론짓게 된다. 

우리는 브르통의 승화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할 포스터가 승화를 

무의식에 억압된 것들의 분출을 억압하는 혹은 이들을 탈성화 시킴으로서 

문명화를 위한 통합을 추구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

어서 우리는 바타유의 탈승화에 대한 연구에서, 포스터가 탈승화를 에로

티즘의 분출, 즉 성욕동의 분출과 이와 함께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죽음 

본능의 도래로 여기고 있음으로 정리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포스터가 말

하는 브르통의 승화는 죽음 본능의 도래를 피하기 위해서226) 성욕동의 분

출을 억압하고 죽음 본능을 피했다는 포스터의 승화 개념의 결론에 이르

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할 포스터가 승화 혹은 탈승화와 지속

적으로 연관관계에 놓고 있는 죽음 본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함을 언급하

고 가야할 것이다. 

사실 프로이트의 초기 개념에서 승화란 엄밀한 의미에서 탈성화, 

즉 성욕동의 성적인 모습을 없애버리거나 억압하는 과정까지만 의미한다. 

하지만 할 포스터는 바타유의 탈승화를 설명하면서, 성욕동을 분출하는 

과정을 통해 필연적으로 죽음 본능이 도래함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

다. 죽음 본능을 피하고자 하였던 브르통의 승화를 설명하기 위한 과정에

서 우리는 프로이트의 초기 승화 이론, 즉 죽음 본능이 아직 발견되지 않

은 상태에서의 승화 개념을 통해 포스터의 승화 개념을 알아보았다. 그 

이유는 포스터의 승화 개념과의 적합성을 위해서였다. 즉, 포스터가 설명

하는 승화의 결과에서는 성욕동이 억압되고, 이 결과로 죽음 본능이 나타

나지 않거나 함께 억압되어야 하는데 이를 프로이트의 승화 개념으로 살

펴보자면 초기 이론의 성욕동과 자기보존욕동 사이의 승화 이론에 상응하

는 것이다. 

브르통의 초현실주의와 바타유의 초현실주의 이론을 프로이트의 

승화와 탈승화로 다루는데 있어서 같은 시기의 같은 개념을 통한 고찰이 

226) 할 포스터의 글에서 우리는 이러한 것에 대한 그의 직접적인 언급을 찾을 수 있다. 그는 “브

르통은 위반의 파생물, 탈통합,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것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는 영향에 대하여 

괴로워했다. (…)그러나 바타유는 이러한 생각(에로티즘 이론)을 철학적 실천으로 받아들였고, 이

것이 브르통의 초현실주의가 죽음 충동의 직관에 저항한 것과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이다." (CB, 

p.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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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중요하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 필자는 바타유의 이론을 설명하는 

포스터와 마찬가지로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역시 프로이트의 후기 개념인 

‘자아’와 ‘이드’ 그리고 ‘초자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삶 본능과 죽음 본능을 통해 설명할 것이다. 그 설명으로부터 우리는 프

로이트의 승화를 통해서도 결과적으로 탈승화와 마찬가지인 죽음 본능이 

나타나게 됨을 알게 될 것이다. 이는 본고의 논점과도 중요한 관련성을 

갖는다. 이 죽음 본능은 결국 본 장에서 목표로 하는 브르통의 초현실주

의 운동이 혁명을 위한 무의식의 탐구 방법과 그 탐구의 결과물을 모순되

게 다루었다는 포스터의 주장을 기각하는데 주요한 요소로 작동 할 것이

기 때문이다. 

1. 2. 죽음 본능의 거부로서의 승화 이해에 대한 반론

1. 2. 1. 프로이트의 승화

이번 절의 초반부에서 우리는 프로이트의 초기 이론에서 예술 활

동을 설명하는 과정 중에 언급되는 승화 개념을 알아보고, 이러한 승화의 

개념으로 브르통의 이론을 설명한 포스터의 주장을 함께 알아보았다. 하

지만 프로이트는 1920년을 기점으로 쾌락 원칙보다 인간에게 더 근본적으

로 자리하고 있는 ‘반복 강박’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스스로의 이론에 수정을 가한다. 이론 초기에 프로이트는 성욕동과 

자기보존욕동을 대립 관계로 두었다. 당시에 자기보존욕동은 “무생물이 

생명을 얻음으로써 생기고 그 무생물적 상태를 복원하”227)려는 것이고 

성욕동은 “생명의 연장을 향해 압력을 가한다는”228)것으로 설명되었다. 

따라서 승화의 과정에서 역시 성욕동을 억압하여 탈성화 시키는 것은 성

욕동의 대립항인 자기보존욕동의 역할이었다. 

하지만 프로이트는 곧 이러한 이분법에서의 오류를 죽음 본능의 

227) SE XVIII, p.44 (지그문트 프로이트, 「쾌락원칙을 넘어서」,『정신분석학의 근본개념』, 

p.316)

228) Loc.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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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과 함께 수정한다. 마치 어린아이의 삶을 유지시켜주는 어머니의 젖

가슴이 아이에게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삶 본능을 위하여 

이 둘은 함께 움직이는 것이다. “젖먹이의 배고픔은 먹이의 가치에 대한 

직관을 내포하고 있다. 의탁적 대상 선택에 대한 프로이트의 생각이 보여

주고 있듯이, 성욕에 대상의 길을 알려주는 것은 자기보존욕동”229)인 것

이다. 다만 이들이 초기에 표면적으로 대립적인 상태로 보였던 이유는 성

욕동은 목적달성을 위한 즉각적인 활동을 목표로 하는 쾌락 원칙의 지배

를 받고 있고, 자기보존욕동은 이를 유예시키는 현실 원칙의 지배하에 있

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자기보존욕동도 궁극적으로는 삶을 지속하고

자하는 성욕동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으므로, 둘 다 삶 본능 안에 위치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성욕동과 자기보존욕동은 삶 본능 안에 모두 

포함되었고 이들은 서로의 힘을 공유하며 한쪽이 커지면 다른 쪽은 작아

지는 모습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삶 본능은 이제 다시금 죽음 본능과 대

립 쌍에 놓이게 되었다.

프로이트는 그의 후기 이론에 등장하는 ‘이드(Id)’, ‘자아

(Ego)’, ‘초자아(Super-ego)’를 설명하는 과정230)에서도 승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프로이트가 정신분석학적 과정을 설명하는 

곳에서 사용한 승화 개념을 알아볼 것이다.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구조로 

인간의 정신을 구분했던 초기의 이론과 달리 프로이트는 1920년을 기준으

로 이드, 자아, 초자아라는 새로운 개념을 정립하는데, 이 세 개념은 모두 

무의식적231)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프로이트는 이 셋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승화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여기서의 승화 역시, 앞에서 설명했던 성

욕동의 성적 목적의 포기, 즉 탈성화의 과정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정의가 근본적으로는 같음을 알 수 있다. 먼저 프로이트는 ‘이드’가 인

229) 장 라플랑슈 외, op. cit., p.332

230) 이러한 과정은 주로 프로이트의 1923년 글 「자아와 이드」에서 설명된다.

231) 프로이트는 초기 이론에서 ‘무의식’을 명사로 사용하였던 것과 달리 후기 이론에서는 무의식

을 대부분 형용사로 사용한다. 이는 의식과 무의식을 이분법으로 나누었던 초기와 달리 무의식 

안에서 일어나는 억압에 대한 연구에서 발견된 자아와 이드, 그리고 초자아의 설명을 위하여 불

가피한 표기법이다. 즉 이 세 요소들은 모두 무의식적이지만, 완전히 무의식이라고 정의하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자아의 경우는 의식과 어느 정도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때때로 

프로이트는 자아를 전의식적이라고도 설명한다. (전의식 관련 설명은 본고 각주 67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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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두 본능인 죽음 본능과 삶 본능 모두를 가지고 있는 저장고의 역할

을 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이러한 이드 안에서는 삶 본능과 죽음 본능

이 투쟁을 하지만 이드는 생물학적으로 평화의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갈

망으로 대부분 막강한 죽음 본능의 지배하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이드 안의 삶 본능, 특히 그 중에서도 성욕동은 끊임없이 소란을 일으

키며, 따라서 삶 본능과 죽음 본능의 충돌이 끊임없이 나타난다. 

‘자아’는 이드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자아는 이

드가 “특별하게 분화된 일부분”232)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자아

의 일부는 전의식적233)이어서 의식에 부착될 수 있고, 다른 한편은 언급

했듯이 이드의 일부분이기에 무의식적이다. 따라서 자아는 “외부 세계의 

영향에 대하여 스스로 그 경향과 연결시키려 하고, 이드 속에서 무제한적

으로 세력을 떨치고 있는 쾌락 원칙을 현실 원칙으로 대치시키려고 노력

한다.”234) 즉 자아는 “열정을 포함하고 있는 이드와는 대조적으로, 이성

과 상식이라고 붙여질 수 있는 것을 대변"235)하는 것이다. 

자아와 이드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방식이 바로 승화이다. 인

간은 외부 대상에 대한 애정이 상승할수록, 이드 속에는 그 외부 대상을 

향한 사랑인 성욕동236)이 가득 차게 된다. 이는 결국 성욕동의 분출을 목

적으로 한다. 이때 삶 본능 안의 대부분의 힘은 성욕동에 몰리게 되므로, 

자기보존욕동은 당연히 작아진다. 이제 삶 본능 내에는 성욕동의 분출이

라는 하나의 목표가 남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성욕동이 향하는 외부 대

상이 사회적, 개인적으로 용납 가능한 대상이 아닐 경우, 이러한 이드 속

의 성욕동은 억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자아는 이러한 외부의 현실을 

반영하여 이드 속의 성욕동을 억압시켜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이러한 

232) SE XIX, "The Ego and the Id", p.38 (프로이트, 「자아와 이드」,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

념』, 박찬부 역, 열린책들, 2011, p.380)

233) 프로이트의 이론 후기로 접어 들수록 ‘전의식’이라는 용어는 주로 형용사로 사용된다.(전의식

적), 엄격한 의미에서 무의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의식을 벗어나는 것을 지칭하고 있다. 

(장 라플랑슈 외, op. cit., p.395-396 참조)

234) SE XIX, p. 25 (프로이트, op. cit., p.364)

235) Loc. cit.
236) ‘외부 대상에 대한 성욕동’이란 대상을 향한 리비도의 집중으로 설명할 수 있다. 어린아이에게 

대부분 1차적인 대상 성욕동은 그에게 만족감을 주는 어머니(더 정확히는 어머니의 젖가슴)를 

향한다. 이는 성욕동, 즉 성애적 리비도로서 이후에 필연적으로 억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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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은 아이의 어린 시절, 그의 첫 번째 애정의 대상인 자신의 어머니를 

향한 성욕동의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를 위해 자아는 이러한 이드의 외부 대상을 향한 성욕동을 자

기애적 성욕동237)으로 돌림으로써 애정의 대상을 외부에서 내부로 돌린

다. 이드의 성욕동은 자기애적 성욕동으로 변형되고 이는 성적 목적의 포

기, 즉 탈성화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오이디푸스 콤플렉

스(Oidepus Complex)’를 극복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어린 아이가 외

부적 대상(ex.어머니)에 대한 성욕동을 갖게 되는데, 이는 외부적 요인(ex.

아버지의 존재 혹은 사회적 억압)으로 인해 억압되고, 어린아이의 자아는 

이를 자기애적 성욕동으로 돌림으로써 탈성화 혹은 승화 시키는 것이다.  

즉 이는 “자아가 대상의 특성을 자기 것으로 할 때, 그것은 사랑의 대상

으로서의 이드에게 자신을 강요하면서 ‘아마, 너는 또한 나를 사랑할 수 

있어, 나는 대상과 똑같아’라고 말함으로써 이드의 상실을 보상”238)하

려고 한다. 이는 즉 애정의 대상인 어머니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이처럼 외부 대상에 대한 성욕동을 자기애적 성욕동으로 

바꾸고 다른 목적을 부여하는 것을 프로이트는 1차적 나르시시즘의 모습

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승화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자신을 대상

으로 성욕동을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돌려진 성욕동, 즉 탈성

화된 성욕동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는 결국 성욕동의 힘은 작아지

고, 반면 자기보존욕동의 힘은 보다 크게 나타난 모습이 되기 때문이

다.239) 

하지만 이드 내에 성욕동에 대한 승화 과정의 설명은 이렇게 끝

날 수는 없다. 이 이드를 억압하는 힘, 즉 외부를 향하는 힘을 내부로 돌

237) 자기애적 ‘성욕동’은 다른 용어로 나르시시즘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외부로 향하는 사랑을 내

부적으로 돌려 스스로에게 투사하는 것이다. 

238) SE XIX, p.25 (프로이트, op. cit., p.364) 

239) 지금까지의 승화 과정의 설명에서 우리는 프로이트 초기의 승화 과정과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성욕동을 억압하는 것이 자기보존욕동이 아니라 자아라는 것은 변경되었지만, 궁극적으

로 성욕동의 억압으로 삶 본능 안에 자기보존욕동에 힘이 몰리게 된 비슷한 결과가 발생하기 때

문이다. 하지만 프로이트의 후기 이론에서 이는 삶 본능 안에서 만의 설명이며, 또한 이 결과는 

어머니라는 애정의 대상과의 동일시에서만 발생한 것이다. 동일시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

와도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프로이트의 초기 이론은 승화 개념의 절반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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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려면 이에 대한 억압의 힘이 필요하다. 앞의 설명에서는 자아가 어떻게 

외부를 향하는 이드의 힘을 내부로 돌릴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재하

다. 따라서 자아가 어떻게 이드의 힘을 억압하여 내부로 돌릴 수 있는지, 

그 억압의 방식을 찾기 위해 우리는 ‘초자아’의 역할을 알아봐야 한다. 

우리는 위에서 외부를 향하는 성욕동을 좌절시키기 위하여 자아가 동일시

라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을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이 동일시는 애정의 대

상인 어머니와만 가능한 것일까? 프로이트에 따르면 어린아이에게는 부모

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240) 그렇다면 우리는 성욕동의 억압에서 아버

지와의 동일시도 알아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초자아와 관련한다. 

‘초자아’는 자아 속의 한 등급, 혹은 자아 내에서 분화된 어떤 

것으로 프로이트는 설명한다.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초자아는 최초에 이드

의 외부 대상을 향한 성욕동을 자기애 적으로 돌리는 과정을 통해, 외부 

대상을 내적 자아와 동일시하는 과정의 결과로 나타났다.241) 자아가 성욕

동으로 가득 차있는 이드의 성욕동을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를 

억압할 수 있는 이에 상응하는 힘을 가져야 하는데 이 힘을 초자아로부터 

얻는 것이다. 이 초자아는 위에서 설명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과정에

서 아버지와의 동일시를 통해 생겨난다. 어린아이는 어머니를 향한 애정

을 갖게 된다. 이러한 애정은 어린아이의 이드 속에 어머니를 향한 성욕

동을 생성시킨다. 하지만 이러한 어머니를 향한 성욕동의 분출은 아버지

라는 존재가 위협이 되어 필연적으로 억압되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성욕

동의 억압, 즉 어머니에 대한 애정을 거두어 드리는 것은 아이에게 매우 

힘든 일이므로, 아이는 어머니의 애정의 대상인 아버지와 자신을 동일시

240)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성의 차이, 즉 남근의 결핍에 대한 확실한 지식에 도달하기 전에는(우리

는 이러한 성차에 대한 궁금증에서 ‘원환상’을 갖게 되는 아이의 모습을 II장에서 살펴보았다) 아

버지와 어머니를 가치 면에서 구별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이에게 동일시는 어머니와 그

리고 아버지와 모두 일어난다. 

241) 우리는 이러한 초자아의 탄생을 II장 거세환상과 관련된 자코메티의 작품 설명에서 잠시 살펴

보았다. 아이가 어머니의 페니스의 부재를 확인하고, 이 페니스의 거세자를 아버지로 상정하면

서, 자신도 아버지에게 거세당할지 모른다는 거세불안이 생겼다. 이러한 두려움으로부터 아이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게 된다. 하지만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어머니의 포기는 아이에게 

너무나 힘든 일이기에 아이는 어머니의 사랑의 대상인 아버지를 자신과 동일시하게 된다. 이러

한 외부적 대상으로서의 아버지를 내부적으로 투사한 것이 초자아이다. 따라서 인간의 정신 내

부에서 초자아는 ‘아버지의 법’을 수행하는 엄격한 모습을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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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 이는 ‘아버지의 법’242)을 내부화 시키는 것이며, 이처럼 내

부화된 아버지의 법은 초자아라는 존재로 우리의 정신에 남게 된다. 즉 

어린 시절 외부적으로 아이에게 제제를 가했던 아버지의 법이 초자아에 

의해 무의식에 내부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초자아

는 어린아이가 한때 부모의 복종을 따라야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복종

을 요구하고 명령하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이 초자아는 어린 시

절 “아버지에 의해서, 그리고 후에는 신의 섭리와 운명에 의해서 수행되

었던 것과 똑같은 보호와 구제의 기능을 수행한다.”243) 

이 초자아의 힘을 빌려 자아는 이드의 외부 대상을 향한 성욕동

을 억압한다. 이러한 승화 현상은 결국 자아가 이드 안의 죽음 본능의 힘

을 초자아에게 넘겨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드를 억압시켜야 하

는 자아는 성욕동과 반대되는 힘인 죽음 본능을 초자아에게 보낸다. 이제 

초자아는 죽음 본능으로 가득 차게 되고, 이는 성공적으로 이드 속의 성

욕동을 억압한다. 이러한 승화의 결과로, 즉 성욕동으로 가득차 있는 삶 

본능으로서의 이드를 성공적으로 억압한 초자아의 승리의 결과로, 이드 

속의 성욕동은 탈성화되었고, 탈성화됨으로써 성욕동은 그 힘을 잃고 약

해지게 된다.244) 반면 초자아는 죽음 본능으로 가득 차게 되며, 이제 인간

242) 아버지의 법이란, 생물학적인 아버지의 규범을 뜻할 수도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게 합당하다. 어린아이가 제멋대로 행동하지 않도록 행동에 제재를 가하며,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을 알게 해주는 것들을 ‘아버지의 법’이라 부른다. 이는 어린 시절 아이가 어머니에게 향하는 성

욕 리비도를 제재하는 기능을 한다. 훗날 아이가 성장한 이후에는 사회적 관습, 법, 종교적 규범 

등이 이러한 기능을 대신한다. 

243) SE XIX, p.58 (프로이트, op. cit., p.406) - 프로이트는 또한 “죽음의 공포가 자아와 초자아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설명한다. 

244) 초자아가 자아의 요구로 이드의 성욕동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앞에서 설명된 초기의 

승화 과정을 떠올리며, 이러한 질문을 가질 수 있다. 삶 본능 안의 성욕동이 억압되는데 어째서 

삶 본능의 다른 욕동인 자기보존욕동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가? 우리는 초기의 승화 개념에

서 후기의 승화 개념으로 변화된 모습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에 대한 프로이트의 설명을 

덧붙여야 한다. 프로이트는 1926년 「억압, 증상, 그리고 불안」이라는 글에서 억압과 자아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며 이에 관하여 언급한다. “만일 우리가 자아와 이드를 서로 상반되는 두 그

룹으로 간주하고서, 자아가 억압이라는 수단으로 이드의 일부분을 압박하려고 할 때 나머지 이

드가 그 위험에 처한 부분을 구하러 와서 자아와 힘을 겨룬다고 가정하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일 것이다.”(SE XX, p.97 (프로이트, 「억압, 증상 그리고 불안(1926)」, 『정신 병리학의 

문제들』, p.219)) 이러한 프로이트의 설명처럼, 이드 속에 존재하는 삶 본능 안의 성욕동이 억

압되었을 때, 자기보존욕동이 성욕동을 돕기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하거나 움직인다고 설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자아는 이드와 구분되는 대립적 존재가 아니라, 이드의 분화된 일부이며, 따라

서 성욕동이 억압을 받으면 억압당한 성욕동은 대게 탈성화 된 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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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신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이것은 초자아의 자아를 향

한 공격과 파괴의 경향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제 초자아 속에서 지

배적인 세력은 죽음 본능이라는 순수한 문화이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상 

자아를 죽음으로 내모”245)는 것이다. 즉 자아의 승화 작업이 초자아 속

에 있는 죽은 본능의 발현이라는 결과를 낳으므로, 자아의 성욕동에 대한 

투쟁은 자신을 초자아로부터의 학대와 죽음의 위험에 노출시키게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초자아는 자아에 대한 가혹함, 잔인함의 일반적인 성격

을 갖게 되는 것이다.246) 

이처럼 프로이트의 승화 개념에서 우리는 승화의 결과로 초자아

에 죽음 본능이 집중됨을 알게 되었다. 프로이트의 개념에서 승화, 즉 탈

성화의 결과는 죽음 본능의 현현으로 나타나고, 탈승화 즉 바타유식의 성

욕동의 분출의 결과도 결국 죽음 본능의 도래라는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는 이어지는 프로이트의 언급에서 다시금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억압을 받게 되는 본능적 

충동은 대개 고립된 상태로 남아 있다. (…) 억압을 받아 증상으로 바뀐 정신 과정은 이제 자아

의 조직 밖에서 자아와는 무관하게 존속하기 때문이다.”(SE XX, p.98 (Ibid., p.220)) 추가적으

로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우리는 이러한 억압의 과정이 최초에 발생하였을 때는 본문에서 언급

하듯이 최초의 나르시시즘이 그 결과로 나타남을 확인했다. 하지만 ‘최초’라는 단어가 말해주듯

이 이는 지속적으로 나르시시즘으로 돌려지지는 않는다.  

245) SE XIX, p. 53 (프로이트, op. cit., p.399) 

246) 자아를 죽음으로 내모는 강압적인 공격의 힘을 지닌 초자아의 이후의 귀추는 사뭇 궁금하다. 

프로이트는 이후에 발생되는 일들에 대하여 “이 위험스런 죽음 본능은 개인들 속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루어진다. 부분적으로 그것은 성애적 요소와 결합됨으로써 무해한 것으로 되고 또한 

일부는 공격의 형태로 외부 세계로 돌려진다.” 즉, 죽음 본능으로 가득찬 초자아의 상태는 오래

도록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이것이 오랜 시간 지속된다면, 죽음 본능으로 가득찬 초자아는 

그 폭력의 대상인 자아를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극단적인 경우를 우

리는 우울증 환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초자아의 공격 대상이 된 자아는 죄책감을 갖고, 자

신에 대한 자존감을 잃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 극단적인 선택으로 자살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하

지만 인간 대부분의 경우에, 인간은 곧 사회적, 개인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애정 대상을 외부에 

상정하게 되고, 이로써 다시금 인간의 정신 안에는 성욕동이 그 영역을 넓히게 된다. 또 다른 경

우로, 인간의 정신 안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죽음 본능은 분출하게 되는데, 이는 대부분 외

부적으로 향하는 공격 욕동으로 나타난다. 이는 단순히 외부에 대한 물리적 공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권위 즉 재물이나 권력에 대한 욕구 등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돌려

진다. 

여기서 어머니를 향한 최초의 성욕동과, 어머니와의 동일시를 통한 나르시시즘, 그리고 

아버지와의 동일시를 통한 초자아의 생성은 어린아이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겪고 극복하는 

과정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성장의 시기를 거쳐, 인간은 억압되어야 하는 성욕동을 갖게 하는 어

머니가 아니라 개인적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애정 대상을 상정한다. 이러한 애정의 대상이 어

떠한 문제로 인하여 다시금 억압당했을 때 죽음 본능을 내, 외부적으로 분출하거나, 또는 다시금 

또 다른 애정의 대상을 상정하게 되는 것이다.(SE XIX, p.53-54  (프로이트, op. cit., 
p.39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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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두 과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모두 죽음 본능이 현현되지만, 이 둘

이 생성되는 모습에는 차이가 있다. 즉 바타유의 경우는 성욕동의 분출의 

결과로 이드 안에 죽음 본능만이 남게 되는 것이며, 브르통의 경우는 성

욕동의 억압을 위해 이드의 힘이 초자아로 돌려져, 죽음 본능으로 가득찬 

초자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다. 두 경우 모두, 승화와 탈승화의 결과

로 인간의 정신에는 죽음 본능에 힘이 쏠려진 모습이 나타난다는 공통점

을 갖지만, 이는 남아있는 순수한 죽음 본능과 초자아의 탈을 쓰고 나타

난 죽음 본능이라는 점에서 차이는 있다. 

물론 이러한 승화의 결과가 자아, 이드, 초자아의 관계에 국한된

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바타유와 브르통, 할 포스터, 그리고 프로

이트 스스로도 이러한 인간 정신 내부의 발전 양상이, 인류 문화의 발전 

양상과 다르지 않음을 주장하였고, 따라서 이들은 이러한 정신분석학을 

이용하여 그들의 이론을 개진할 수 있었다. 또한 본고는 이러한 정신분석

학을 근본으로 발전된 초현실주의 운동을, 그리고 이를 다시금 정신분석

학으로 해석한 할 포스터의 이론을 탐구한다는 점에서, 프로이트의 후기 

개념을 통하여 본고의 논의를 발전시키는 것에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프로이트의 말대로 삶 본능, 그 중에서도 특히 성욕동은 죽음 본능과 동

전의 양면처럼 언제나 함께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프로이트의 승화의 

개념, 즉 성욕동의 탈성화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삶 본능, 이상(ideal)과 

같은 것의 현현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죽음 본능의 결과가 나타 날 수밖

에 없음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제 할 포스터의 이분법으로 돌아가서, 그의 주장대로 

브르통의 초현실주의가 죽음 본능을 회피하고자 성욕동을 억압한 승화라

면 브르통의 승화된 이후의 초현실주의에서는 죽음 본능이 사라져야 한

다. 하지만 포스터의 주장대로 브르통이 1930년 「제2차 초현실주의 선

언」에서 완전히 승화를 지지하는 입장으로 돌아섰다면, 왜 1930년대 이

후에 브르통이 지지하던 작가들의 작품에서 죽음 본능이 더욱 확연히 나

타나는 것일까? 특히 포스터가 언캐니 개념을 가지고 죽음 본능의 직접적

인 현현으로 해석했던 한스 벨머의 <인형> 작품은 1935년에 제작되었다. 

게다가 브르통은 이 벨머의 작품을 1941년 그의 글 「초현실주의의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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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기원과 관점(Artistic Genesis and Perspective of Surrealism)」247)에서 

진정한 초현실주의 작품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이 글에는 데 키

리코, 막스 에른스트, 자코메티와 같은 다른 초현실주의 작가들과 그들의 

작품들 역시 진정한 초현실주의 작품들로 언급되는데, 이러한 작품들에서

도 죽음 본능의 현현으로 읽혀지는 것들이 포착된다는 점에서 이런 의구

심은 더욱 깊어진다. 

그렇다면 브르통은 스스로의 이론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승화의 

개념을 끌어들여 설명한 적이 있을까? 브르통은 1938년 멕시코에서 트로

츠키(Leon Trotsky, 1879-1940)와 디에고 리베라(Diego Rivera, 1886-1957)

와의 만남을 계기로 작성한 글, 「독립된 혁명적 예술을 위한 선언서

(Manifesto for an independent revolutionary art)」에서 공산주의 혁명과 

예술의 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승화의 개념을 언급한다. 

타락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예술가의 역할은 

개개인과 예술가에게 적대적인 다양한 사회적 형식들 

사이의 충돌에 의하여 결정되어짐을 깨닫는다. 예술가

가 그것을 의식하는 한, 이는 예술가를 자연스레 혁명

의 동맹으로 만든다. 여기서 작동하게 되는, 그리고 

정신분석학이 분석하고 있는 그 승화의 과정은 필수

적인 자아(ego)와 자아가 거부하는 외부적 요인들 사

이의 깨어진 평형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재건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요소이며, 지속적으

로 꽃을 피우며 발전하는 이드(id)의 자신의 이상(ideal 

of self)(초자아)의 이익을 위해 작동한다. 이 자신의 

이상(초자아)은 참을 수 없는 현실의 실재에 대항하여 

내부적 세계의 이러한 모든 힘을 통제한다.248) 

247) 1941년도에 쓰여진 이 글은 1925년 초현실주 운동 초기의 글 「Surrealism and Painting」

보다 초현실주의 회화에 대하여 더욱 깊이 있는 역사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며, 초현실주의 회

화의 판단기준이 한층 더 확실해진 듯이 보인다.

248) Andre Breton, "Manifesto for an Independent Revolutionary Art(1938)", WIS. p.244 (강

조는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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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결국 브르통이 생각하는 승화의 과정이란, 자아와 자아가 거부하

는 외부적 요소들인 세계의 깨어진 평형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또한 이러

한 승화의 결과는 자아 이상, 즉 초자아의 이익을 위해 작동한다는 것이

다. 승화에 대한 브르통의 이러한 설명은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프로이트

의 자아와 이드, 그리고 초자아에 대한 설명에서 접한 승화의 개념과 일

맥상통하는 지점이 있다. 브르통이 설명하는 승화 역시 프로이트와 마찬

가지로 자아의 평형을 위해 이드의 성욕동을 승화시키며, 이 결과로 자아 

이상, 즉 초자아에게 힘을 실어주게 되는 것이다. 이는 이드의 성욕동을 

승화시킨 결과로 초자아가 죽음 본능의 힘을 갖게 되는 것과 같은 맥락으

로 이해할 수 있다. 

1. 2. 2. 브르통의 초현실주의에서 죽음 본능

할 포스터는 브르통의 초현실주의를 승화의 운동으로 정의하면서, 

브르통의 초현실주의가 마치 혁명이라는 고고한 뜻을 위하여 죽음 본능을 

회피하고, 성욕동의 분출을 억압하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운동으로 여겨지는 오해의 소지를 남기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브르통이 초현실주의 운동을 통

해 진정으로 추구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의 글을 통해 추적해 

보아야 한다. 브르통이 주장했던, 인간의 근원, 즉 이성과 비이성 같은 대

립되는 것들이 나눠지기 이전 근원으로의 탐구는 우리가 살펴본 프로이트

의 정신분석학에서 다뤄지는 정신의 근원인 이드 혹은 무의식의 탐구로 

볼 수 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근원, 즉 이드 안에는 죽음 본

능과 삶 본능의 끊임없는 반복이 있다. 이러한 삶과 죽음 본능이 함께하

는 근원의 지점을 탐구함을 통해서 현재의 과도한 이성의 사회를 혁명하

고자 한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이론은 삶 본능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죽

음 본능을 담고 있다고 설명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운동에서 죽음 본

능이 나타난다면, 브르통은 이러한 죽음 본능을 할 포스터의 주장대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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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하거나 부정하려고만 하였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는 브르통과 

바타유의 에로티즘에 대하여 연구해보아야 한다. 포스터가 설명한 탈승화

로서의 바타유의 이론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바타유가 주장하는 에

로티즘이 죽음 본능과 연결되는 지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포스터의 설

명대로, 바타유는 에로티즘을 통해 그의 철학에 새로운 이론을 개진하였

으며, 그로써 나타나는 죽음 본능의 현현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하지만 

브르통은 바타유의 이론에 대하여 “철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막연하고, 

그 새로움을 시적 관점에서 보자면 아무것도 없다249)”고 비판하며 적대

감을 표현한다. 나아가 브르통은

만일 누가 또 ‘광인들과 함께 유폐된 사드 후

작250)이, 가장 아름다운 장미들을 가져오게 하여 그 꽃잎

을 배변 구덩이의 똥물위에 뿌렸던 그 어리둥절한 행

동’을 들어 내 말을 반박한다면, 나는 이런 항의 행위가 

그 기막힌 효력을 잃으려면, 그것이 자신의 사상을 지키

기 위해 자기 생애의 27년을 감옥에서 보낸 사람의 행위

가 아니라 도서관의 <앉아 있는 사람251)>의 행동인 것으

로 충분하다고 대답할 것이다. 모든 사정을 따져 보면, 

사실, 바타유의 경우와는 반대로, 그 정신적, 사회적 해

방의 의지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드는, 인간 정신으로 

하여금 그 족쇄를 벗어 버리게 하기 위해, 그런 기행으로 

오직 시적 우상을 공격하려는 것뿐이며, 누구나 꽃 한 송

이쯤은 내놓을 수 있다는 정도에서. 그 한송이 꽃을, 좋

249) 앙드레 브르통, 「초현실주의 선언」, 『초현실주의 선언』, 황현산 역, p.193

250) 사드 후작 도나티앙 알퐁스 프랑수아(Donatien Alphonse Francois, marquis de Sade, 

1740~1814), 프랑스의 작가이며 사상가. 그는 <정의 또는 미덕의 패배(Justine ou les 

Malheurs de la vertu)>(1791), <줄리엣 이야기 또는 패덕의 승리(Histoire de Jliette, ou les 

Prosperites du vice)>(1797), <소돔의 120일(Les Cent Vingt Jounees de Sodome)>등 다양

한 작품을 남겼다. 하지만, 이 소설 대부분이 변태성욕의 묘사로 인하여 스캔들과 검열의 표적이 

되었다. 그의 소설들뿐만 아니라, 그의 삶 역시 변태적 성행위와 신성 모독의 죄로 인생의 대부

분을 시간을 감옥에서 보냈다. ‘사디즘’이란 단어는 그의 이름에서 따왔다.  

251) 여기서 ‘도서관의 앉아 있는 사람’이란 도서관 사서로 일하던 바타유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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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싫든 간에, 가장 고결한 감정에서 가장 저열한 감정까

지 모든 감정의 화사한 매체로 삼는 저 인습의 미덕을 

공격하려는 것뿐이었다고 믿게 된다.252)

고 평가한다. 이처럼 브르통은 에로티즘과 죽음을 극단적인 일체로까지 

밀고 갔던 사드 후작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253) 바타유의 이론이 가지고 

있는 인간 유혹의 자극성을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브르통이 바타유의 이

론을 비난하고 반대하였다고 해서, 브르통이 성욕의 분출과 죽음 본능을 

억압하는 포스터 식의 승화를 추구했다고 분석하기 보다는, 브르통은 성

욕동과 죽음 본능에 대하여 바타유와 크게는 같은 선상에 있지만, 이에 

대한 다른 방식을 취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 이에 대한 브르통의 

입장을 우리는 그가 에로티즘에 대해서 취한 태도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바타유를 비난하고 있는 브르통에게 에로티즘254)은 어떤 

것이었을까? 1959년 브르통은 8번째 <국제 초현실주의 전시>를 파리에서 

개최하는데, 그 전시의 주제는 다름 아닌 ‘에로티즘’이었다. 브르통은 

이 전시의 서문에서 에로티즘에 관한 그의 이론을 개진한다. “에로티즘, 

이 개념은 초현실주의 밑에 항상 자리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이것은 우리

의 관점에 어떤 특별한 터닝 포인트를 암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

는 현재 뿐만 아니라 과거에 그래왔듯이 이러한 작업들을 굳게 강조할 뿐

이며, 이는 즉 성욕의 유혹 주위로 이끌리는 것이다.”255) 이처럼 브르통

의 초현실주의 운동 내에서 에로티즘은 항상 자리하고 있었고, 브르통은 

단지 그들의 에로티즘을 바타유의 에로티즘과 구분하고자 한다. “초현실

주의의 에로티즘은 예를 들어 바타유의 에로티즘처럼, 억제된 에로티즘의 

252) 앙드레 브르통, 「초현실주의 제2선언」, 『초현실주의 선언』, p.198

253) 실제로 브르통은 그의 글 「황금 시대에 관한 선언서(Manifesto on L'Age d'or)」에서도 사

드 후작에 대한 언급과 사드 후작이 그의 주장을 위해 사용한 방식을 통해 현 체제를 뒤집어 혁

명을 이뤄낼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254) 초현실주의 이론에서, 그리고 포스터의 이론에서 에로티즘은 성욕동의 또 다른 이름으로 보아

도 무방하다. 실제로 프로이트 역시 성욕동, 삶 본능, 에로스를 비슷한 의미로 혼용하여 사용한

다. 

255) Andre Breton, “Introduction to the International Surrealist Exhibition(1959)”, 

Surrealism and Painting, p.380-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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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큼한 배출, 우스운 가식, 암시와 같은 것으로 변형시켜 나타내는 것을 

거절한다. 그런 태도의 보상할 수 없는 죄악은 인류의 가장 거대한 미스

테리에 대한 모독이다.”256) 브르통은 바타유의 에로티즘을 가식적인, 현

실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는 에로티즘으로 비판하지만, 바타유의 이론이 

가지고 있는 에로티즘에 대한 두 가지 관점만은 동의하는 모습을 보인다. 

“바타유의 에로티즘을 말하자면, (…) 두 가지의 커다란 원칙을 드러내는

데 성공했다. (원칙 중 한 가지는) 인간의 에로티즘은 동물의 성생활과 구

분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내부적 삶에 의문을 제기한다. 에로티즘은 그 

자신의 존재에 의문을 제기하는 인간의 의식의 일부이다. (다른 하나는) 

에로티즘의 내부적 경험은 금지의 근원과 그것을 폭력적이게 하는 욕망을 

제공하는 괴로움을 향하는 것과 동일한 감성을 포함하는 것을 인간에게 

요구한다.”257) 이처럼 브르통 역시 바타유와 마찬가지로 에로티즘이 가

지고 있는 특징 두 가지에 동의한다. 하나는 인간의 에로티즘이 동물의 

성행위, 즉 종족번식에만 목적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인간의 에로티즘은 

스스로에 대한 탐구, 바로 인간의 본능에 대한 탐구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브르통이 바타유의 이론에 동의하는 다른 한 가지는 에로티즘이 

‘금지의 근원과 그것을 폭력적이게 하는 욕망을 제공하는 괴로움을 향하

는 것과 동일한 감성’과 가지는 관계이다. 즉 에로티즘과 죽음 본능과의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 두 부분에 있어서 브르통은 바타유와 같은 

관점을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어지는 브르통의 언급들에서 우리는 포스터가 브르통의 

초현실주의를 승화의 운동으로 생각한 지점을 발견할 수 있다. 브르통은 

바타유의 이론을 비난하는 맥락에서 “바타유의 분석이 특정 지점까지는 

전적으로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에로티즘에 관한 것들은 

바타유가 칠했던 것처럼 그렇게 어둡지 않다.”258)고 설명한다. 하지만 그

렇다고 해서 브르통이 바타유와 전혀 반대되는 노선을 택해 에로티즘을 

순수하고 아름다운 영역으로 승화 시키고자 했다는 주장은 브르통의 에로

256) Breton, op. cit., p.377

257) Loc. cit. (괄호는 필자. 기울임체는 역자)

258) Ibid., p.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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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즘을 확대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브르통은 “초현실주의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일반적인 특징은 다른 무엇보다도 그들의 에로틱한 암

시”259)라고 설명하며, 에로티즘에 대하여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에

로티즘이 저급하고, 비천한 것이라고 여기는 “편견의 빽빽한 덤불로부터 

구분해”260) 내야 함을 주장한다. 또한 사람들이 에로티즘을 제대로 이해

하는데 실패하는 이유는 그들이 “에로티즘의 근원적인 요구를 깨닫는데 

실패했기 때문”261)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브르통의 바로 이러한 주장들에서 에로티즘에 대한 그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그는 초현실주의 운동 내에서 나타나는 에로티즘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에로티즘을 통해 필연적으로 귀결되는 죽

음 본능에 대해서도, 비록 바타유처럼 이를 이용해 새로운 이론이나 철학

을 개진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언급했던 사드 후작에 대한 설명 혹은 인

용들로 미루어 보아, 죽음 본능을 거부하였다고 보기 힘들다. 그는 이를 

회피하려고 하였다기보다는 죽음 본능에만 치우치는 것을 피하고자 하였

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이다. 이는 결국 대조되는 두 모순들이 사라지

는 하나의 ‘지점’으로 가고자 했던 그의 초현실주의 목표에 더 걸맞기 

때문이다. 이성만이 중시되는 당시의 사회 체제를 전복하기 위하여 그만

큼의 반이성, 혹은 무의식의 탐구를 주장했던 브르통이기에, 죽음 본능에

만 치우치기 보다는 삶 본능과 죽음 본능이 모두 어우러져 있는 그 근원

을 탐구하는 것이 그의 초현실주의의 궁극적인 목표였던 것이다. 

그러나 브르통의 글에서 우리는 포스터가 주장한 승화의 운동으

로서의 초현실주의에 대한 다른 언급들을 접하게 된다. 브르통은 그의 글 

여러 곳에서 명시적으로 ‘통합’과 “윤리적으로 무균 처리된 도덕적 상

태”262)라는 말을 언급한다. 통합에 대한 브르통의 언급은 사회적 변혁을 

259) Ibid., p.380

260) Ibid., p.379

261) Loc. cit.
262) Andre Breton, “Surrealism Yesterday, Today and Tomorrow(1932)”, WIS, p.117-118 - 

브르통은 이에 이어 “초현실주의는 또한 다양한 지적이고 도덕적인 동시대적 관심의 문제들에 

대하여 비판적인 태도에 매달려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없애기 위하여,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

의 존재에 거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회적 조건들안에서 격변의 가능성을 고려하는 관계가 되

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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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 내고자 하는 필연적인 하나의 운동 형태를 추구하는 모습에서 해

석해야하며, 또한 이는 포스터가 주장하는 죽음 본능의 억압과 삶 본능의 

지향이라는 의미의 통합이라기보다는 인간 근원의 탐구를 통한 삶 본능과 

죽음 본능 모두의 통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언급되는 ‘도덕적 

무균의 상태’ 역시 당시 예술가들이 상업적인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는 

모습에 대한 비판의 맥락에서 사용하고 있음을 잊어서도 안 된다. 따라서 

예술적 상상력을 통해 인간 근원을 탐구하고자 하였던 초현실주의 운동의 

근원의 모습을 간과하고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운동 전체를 단순히 죽음 

본능의 존재를 부정하는 승화로 보는데는 무리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상으로 우리는 먼저 할 포스터가 브르통과 바타유의 초현실주

의 이론을 각각 승화와 탈승화로 분석한 것을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결

론으로 우리는 포스터가 브르통의 경우에는, 성욕의 분출을 억압하고 나

아가 죽음 본능을 피하려고 함으로써 통합을 통한 문명화의 과정에 이르

고자 하였다고 주장하고, 바타유의 경우에는, 성욕동을 분출하여 그로써 

도래되는 죽음 본능에 대한 수용을 통해 삶과 죽음이 통합되는 지점으로 

나아감으로써 문명화에 이르고자 했다고 주장함을 알아보았다. 이어서 우

리는 프로이트가 자아, 이드, 초자아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승화의 개념을 알아보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오히려 죽음 본능이 그 

승화의 결과로 도래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브

르통의 초현실주의 이론을 그의 언급들을 바탕으로 알아봄으로써 그는 초

현실주의 운동에서 삶 본능과 죽음 본능을 모두 수용하고자 하였음을 살

펴보았다. 초현실주의를 프로이트의 언캐니 개념으로 해석한 포스터의 글

에서 브르통은 죽음 본능을 회피했다는 누명을 썼지만 우리는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역시 필연적으로 죽음 본능을 담고 있었다는 분석을 통해, 이

제 그의 이론에 대한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2. 죽음 본능의 표출로서의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브르통의 초현실주의가 필연적으로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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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능을 담고 있다면, 그리고 이 브르통의 초현실주의가 바타유의 이론처

럼 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수용의 모습이 아니었다면, 혁명을 위한 운동이

라는 특성상 운동 내에서의 죽음 본능은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제 이러한 죽음 본능의 처리의 방식에 대하여, 브르통은 바타유와는 다

른 방식인 죽음 본능의 2차적 형태 즉 외부적 공격의 형태로 나아갔음을 

살펴보도록 하자. 이러한 과정에서 발견되는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내의 

죽음 본능들은 결국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역시 혁명을 향한 모순적인 이

론이 아니라 진정한 초현실주의 운동의 이론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포스터는 초현실주의 작가들과 그들의 작품들에서 나타나는 근본 

환상에 대한 트라우마적 반복을 통해 언캐니의 개념을 이끌어내었다. 이

러한 모습에서 포스터는 죽음 본능과 성욕동이 혼용된 상태에서 내적인 

반복이 작품 속에서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이번 절에서 필자는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운동에서, 브르통이 ‘진정한’ 초현실주의자라고 명명하였던 

세 명의 작가와 그들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죽음 본능을 살펴볼 것이다. 

이들의 작품에서 죽음 본능은 2차적 형태, 즉 1차적인 내부적 자기파괴 

욕동이 외부로 돌려진 외부적 대상을 향한 공격성의 상태로 표현된 공격 

욕동의 모습으로 설명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사디즘과 마조히즘의 관

계에서 알게 되었듯이, 이들의 1, 2차적 파괴성과 공격성 역시 하나의 같

은 힘, 즉 죽음 본능의 두 형태이므로, 이 외부적 공격성 역시 어느 정도

는 내부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의 작품에서도 외부적 대

상, 혹은 체제에 대한 공격으로 남지만, 이러한 죽음 본능은 언뜻 언뜻 자

신들에게 되돌아와 작가를 괴롭히고 있음도 발견하게 될 것이다.  

2. 1.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작가들과 죽음 본능 (공격 본

       능) 

브르통은 시각 예술에 대한 자신의 두 글인 「초현실주의와 회

화」,「초현실주의의 예술적 기원과 관점」에서 초현실주의 운동 내의 회

화의 역할과 시각 예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주요한 초현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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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들과 그들의 작품에 대하여 언급한다. 1925년에 작성된 첫 번째 글 

「초현실주의와 회화」에서 브르통은 막스 에른스트와 앙드레 마숑을 비

롯한 몇몇 초현실주의 화가들의 작품을 언급하며, 이들을 진정한 초현실

주의자들로 명명했다. 시간이 흐른 1941년, 초현실주의 회화에 대하여 좀 

더 역사적, 이론적으로 보강된 글인 「초현실주의의 예술적 기원과 관

점」에서는 위의 두 작가들을 비롯하여 르네 마그리트(Rene Magritte, 

1898-1967) 역시 그의 초현실주의 운동에서 주요한 화가로 인정받고 있

다. 이들은 필자가 판단하기에 초현실주의 운동 내에서 브르통의 신뢰를 

얻고 있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들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기존 

질서의 파괴와 공격의 모습 때문이다. I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브르통의 초

현실주의 운동은 기존 체제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혁명을 목적으로한 

예술 운동이었다. 따라서 이들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기존 체제에 대한 비

판이나, 그들의 모순을 폭로하는 행위는 분명 초현실주의 운동 내에서 필

수적인 태도였다. 

위에서 언급한 세 작가들은 같은 목표를 꿈꿨지만, 그 지점에 도

달하는 데는 서로간의 차이가 있었다. 막스 에른스트의 경우는 근대 산

업, 자본사회에서 보여주는 인간의 기계화를 폭로하는 방식으로 기계적-

인간을 표현하였다. 앙드레 마숑은 그의 작품에서 무분별한 산업화로 인

하여 억압된 자연의 모습과, 그와 마찬가지로 억압된 인간의 모습을 회귀

시키고자 노력한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르네 마그리트는, 브르통도 언급

했듯이, 다른 초현실주의자들과 아주 다른 방식으로 예술의 영역에서 기

존 체제를 공격하고 있다. 그는 재현의 속성을 통하여, 기존 회화 체계가 

가지고 있던 투명성의 믿음을 공격하고 있다. 

막스 에른스트는 그의 초기 콜라쥬 작업에서 기계화된 인간의 모

습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작품을 남겼다.263) 1920년 초반에 주로 나타난 

263)  에른스트 작품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기계화에 대한 비평은 할 포스터의 글 「Armor Fou」

에서 심도 있게 다뤄진다. 본고는 이러한 할 포스터의 비평을 바탕으로 에른스트의 작품에서 나

타나는 인간 신체의 기계화에 대하여 다룰 것이다. 하지만, 포스터가 에른스트의 작품을 ‘파시즘

에서 나타나는 남성 신체의 기계화’의 모습을 현현했다는 의미를 넘어, 필자는 남성 여성 모두의 

신체에 대한 ‘산업화를 통한 인간 신체의 기계화’라는 조금 다른 의미로 접근하고자 한다. (할 

포스터의 글에 대한 내용은 “Armour Fou”, October, vol. 56, High/Low: Art and Mass 

Culture(spring, 1991), pp.64-96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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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작품들은 당시 1914년 시작된 전쟁으로 인한 인간의 무기화, 비인

간화에 대한 문제와, 20세기에 들어 급속한 산업화와 자본주의 체제 속에

서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되고, 인간이 하나의 기계적 부품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다. 1920년 <무제(Untitled)>(도판 13)의 제목을 달고 

등장한 에른스트의 콜라주 작업은 전쟁 직후 인간의 기계화를 그대로 드

러낸다. 전투용 비행기 사진에 인간의 팔을 덧붙여 만들어낸 이 콜라주 

작업에서, 전투용 비행기와 인간 신체의 융합이라는 것이 낯설게도 보이

지만, 작품 속 분위기는 오히려 우울증에 가까운 슬픔을 자아낸다. 특히

나 비행기의 몸체가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고 있지만, 그 머리 부분은 아

래를 향하는 각도에서, 마치 하늘로 날아가는 고개 숙인 인간-전투기를 

상기시킨다. 허허벌판에 뎅그러니 떠 있는 전투기 아래로 아주 작은 모습

의 인간 세 명이 나타난다. 하지만 여기서의 인간들은 저 기계를 조작하

거나 지휘하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다. 이는 부상을 입어 걸을 수 없는 한 

군인이 다른 두 사람의 부축을 받아 황급히 화면 밖으로 도망치는 듯이 

보여 진다. 그들을 쫒아내고 있는 것은 작품의 가운데에서 슬픈 괴물과 

같은 형상을 한 저 인간-전투기이다. 인간은 기계와 합쳐져서 커다란 괴

물이 되었고, 그러한 기계인간은 다시금 인간들을 상처 입히고 이들을 위

협한다. 이 작품은 단순히 기계와 인간 신체의 결합이라는 것 외에, 전쟁

에 대한 트라우마적 공포를 상기시키며, 전쟁을 겪은 작가 자신뿐만 아니

라, 이를 바라보는 관람자에게도 전쟁의 장면을 다시금 떠올리게 한다. 

기계화된 인간, 인간성의 말살이라는 주제는 에른스트의 다른 콜

라주 작품들에서도 나타난다.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비대한 트로피

(Hypertrophic Trohpy)>(1919-20)(도판 14)에서 인간 형상은 더욱 기계화되

어 기계의 부품 그 자체로 나타난다. 첫 번째 작품에서 인간의 신체를 기

계적인 것과 혼합하였다면, 이 작품에서는 기계 자체를 인간으로 받아들

였다. 포스터는 이러한 에른스트의 작품에 대하여 “신체에 대한 무력-산

업적 구조변경에 대한 트라우마를, 그것의 정신적 물리적 영향을 설명하

기 위하여”264) 효과적으로 나타냈다고 평가한다. 포스터는 또한 이러한 

작품이 보여주는 것이 전쟁을 경험한 작가265)가 전쟁의 트라우마를 극복

264) Hal Foster, "Armour Fou",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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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여주는 기계화된 신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그것 

뿐일까? 물론 작가의 작품은 작가 스스로의 전쟁공포를 극복하기 위한 방

법으로 바라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작가의 내면을 반영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작품을 통해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쟁

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인류를 전쟁을 위한 단순한 기계로 취급해버리

는 이들에게 이 작품을 통해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

다. 작가의 작품이 인간의 기계화, 인간의 산업화를 보여주고 있다면, 이 

작품의 제목은 이러한 사회에 책임이 있는 이들에게 작가가 하고 싶은 말

이 될 것이다. <비대한 트로피>, 이는 작품과 결합하여 반어법, 더 정확히

는 빈정대는 말투로 들린다. 이러한 인간 기계화의 결과로 ‘당신들이 획

득한 이 비대한 트로피를 보라.’ 작품의 배경에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텅 빈 종이 위에 차가운 기계들만이 기울어져 쓰러질 듯이 서 있을 

뿐이다. 이들은 그들이 획득한 트로피이지만, 이 트로피는 아무런 행복이

나 기쁨을 가져다주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에른스트가 전쟁을 겪어

야 했던,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난 인간의 기계화를 통해 기존의 체제에

게 묻고자 하는 말이다. ‘그래서 당신들의 손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인간 신체의 기계화는 단순히 전쟁에 대한 공포 혹은 그에 대한 

트라우마적 후유증 이상의 의미를 보여준다는 필자의 주장은 에른스트의 

마지막 작품에서 더 드러난다. <젊은 신부의 해부구조(The Anatomy of 

Young Bride)>(1921)(도판 15)라는 제목을 가진 이 콜라주에서 ‘신부’는 

화면 아래쪽에 얼굴을 포함한 상체만이 나타난 반기계-반인간의 모습이

다. 신부의 하반신이 있어야 할 부분에는 다른 상체가 마주보며 누워있

고, 이는 마치 갑옷이나 가면을 두른 남성의 기계화된 신체이다. 이 두 신

체들은 관과 같은 욕조에 서로의 상체를 마주한 채로 누워있다. 신부의 

265) 막스 에른스트는 1914년 독일 포병대에 입대하였고, 그곳에서 두 번이나 부상을 당하였다. 

그는 당시의 경험에 대한 회상에서 “우리 젊은이들은 마비의 상태로 전쟁에서 돌아왔다”고 언급

했다. 또한 그는 자신이 1914년 8월 1일(전쟁 발발날짜)에 사망하였고, 1918년 11월 11일(종전 

날짜)에 소생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포스터는 이러한 작가의 언급으로 미루어 보아 이 작품들은 

당시 전쟁에 대한 경험의 트라우마를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한다. (Hal Foster, "Armour Fou", 

p.79)



- 132 -

얼굴 절반은 이미 철판으로 뒤덮인 기계의 모습이며, 그녀의 눈은 감겨 

있고, 얼굴에는 인간과 같은 표정이 없다. 그녀의 한쪽 팔은 떨어져 나갔

으며, 그나마 남아있는 다른 쪽은 마네킹의 팔을 달고 있다. 이 두 신체의 

마주보는 자세는 흡사 이 둘의 결합을 의미하는 듯하다. 기계로서 상징되

는 남성과 그의 신부로서, 기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여성의 결합, 이 결

합의 모습은 좁은 욕조와 같은 곳에서 옴짝달싹 못하게 갇혀있다는 점에

서 행복하거나 자유로워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기계화 되어가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인간들 사이의 결합의 과정에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

은 또 다른 기계적 인간의 생성이다. 브르통의 주장대로, 당시 사회는 비

대해진 이성의 욕망으로 인하여 인간성은 말살되었으며, 인간은 산업화를 

위한 부품으로 전락하였다. 이들은 마치 이러한 산업화에 기여할 다른 기

계를 생산하기 위해 작동하는 신랑과 신부의 모습 같다. 

가장 은밀하고 인간적이어야 할 남녀의 결합에 대하여 이처럼 기

계적인 무생명성과 관 속에 누워있는 죽음의 모습으로 이들을 표현한 에

른스트의 작업은 <화학적 결혼식(The Chemical Nuptials)>(1948)(도판 16)

에서도 나타난다. 이 작품은 초기 작업들과 다르게 화려한 색채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 나타나는 결혼식의 주인공들은 형상만 인간일 뿐 그들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은 모두 기계적 구조물들이다. 제목이 말해주듯이 

이는 화려한 결혼식이지만, 이들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결합 모습은 아니

다. 마치 현대적 로봇과 같은 모습의 우스꽝스러운 두 주인공이 폐허가 

된 배경과 대조적으로 만족스레 서있는 모습은 작가의 기계-인간화에 대

한 한층 더 강화된 빈정거림이다. 산업중심사회, 즉 이성 중심으로 발전

된 사회에서 유용한, 새로운 기술 발전의 양상을 상징하는 기계는 우리의 

신체와 결합하여 인간에게 충격의 장면으로 돌아온다. 본능이 억압된 인

간의 기계적 모습으로서의 회귀는 우리에게 섬뜩한 낯설음의 감정을 환기

시키며, 이는 억압된 인간의 현재 모습을 다시금 뒤돌아보게 만든다. 인

간의 기계화에 대한 씁쓸한 애도와 그 모습에 대한 우스운 일면을 폭로하

는 막스 에른스트의 작품들은 이성중심의 산업화로 억압된 우리의 본능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앙드레 마숑의 작품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을 마

련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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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른스트가 그의 콜라주 작품에서 인간과 기계와의 결합 모습을 

드러냈다면, I장에서 오토마티즘 드로잉의 창시자로 소개된 앙드레 마숑의 

작품들은 그의 드로잉과 회화 작업들에서 산업화로 억압당한 자연과 본능

으로서의 인간의 결합을 드러내며, 자연을 향한 인간의 회귀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역시 산업화 되고 이성만이 중시되는 사회에 대한 

공격과 비판을 발판으로 나타난 것이다. 브르통은 1939년 앙드레 마숑에 

대한 글에서 그가 작품을 표현하는 방식을, “앙드레 마숑의 마법적인 수

사법(The magical eloquence of Andre Masson)”266)이라고 칭했다. 이는 

인간의 자연성 회복이라는 주장을 표현하는 마숑의 표현 방식을 설명하는 

언급이다. 또한 브르통은 이 글의 시작을 “꽃밭 밑에 숨어있는 세계의 

메스꺼움(sickness)과 관련된 작가의 고민을 보여 준다”267)고 설명한다. 

이 글에 실려 있는 앙드레 마숑의 드로잉과 회화는 이러한 작가의 모습과 

브르통의 설명을 잘 나타내고 있다. 

<세상(The Earth)>(도판 17)과 <숲(Forest)>(도판 18)은 인간과 자

연의 결합을 보여준다. 여기서 나타나는 인간은 여성으로서의 인간이며, 

이는 자연 근원으로서의 어머니처럼 여겨진다. 특히 <세상>에서 나타나는 

여인의 형상은 우리가 접하는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 아니다. 어쩌면 혐

오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그녀의 몸은 작품의 관람자에게 성기의 형태까

지도 그대로 드러낸다. 여성의 신체 주변에서 혼란스러움을 부추기는 나

선형의 선과, 머리를 부여잡고 다리를 벌린 그녀의 모습에서, 자연을 잉

태한 혹은 분만하고 있는 어머니로서의 자연을 보여준다. 하지만 언급했

듯이, 여기서의 여인은 가녀리고 아름답다기 보다는 강하고 힘이 넘치다 

못해, 산고를 겪는 듯한 고통을 여과 없이 보여주어 보는 이를 압도한다. 

작품에서 나타는 여성은 아름다운 옷과 장신구를 걸친 서구 전통 예술에

서 나타나는 여인의 모습이 아니라, 강한 자연으로서, 본능으로서의 여인, 

즉 서구 전통 사회에서 억압되어 제대로 드러나지 못했던 ‘자연인’으로

서의 여인이다. 

이러한 여성과 자연의 결합의 모습은 두 번째 작품에서도 나타난

266) Andre Breton, "Surrealism and Painting", Surrealism and Painting, p.151

267) Loc.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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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숲>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신체는 어디가 그 시작인지 또한 어디가 

그 끝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숲과 혼연 일체되어 있다. 그녀의 발은 점

점 나무가 되어가고 있으며, 그녀의 가슴과 하부는 이미 풀로 뒤덮였다. 

여기서도 여인의 몸은 전통적인 개념의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여기서의 자연 역시 정제되어진 아름다운 정원의 모습이 아니라, 거친 숲

의 혼란스러움, 무질서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작가가 나타내고자 하는 

자연은 베르사유 궁의 정원처럼 잘 정돈된, 깔끔하게 다듬어져 상품화된, 

그런 죽어있는 자연이 아니다. 그는 미화되지 않은 자연, 거친 혼란과 본

능으로서의 자연과 신체의 결합을 보여주고 있다. 정화되지 않은 인간, 

이성중심 사회에서 억압되어야 할 그 인간의 모습과 문명화, 산업화 되지 

않은 거친 자연의 모습을 혼합하여 보여주는 마숑의 작품은 당시의 사회

아래 숨겨진 모습 이면을 폭로한다. 그리고 이러한 억압되지 않은 자연과 

인간의 혼합된 상태로의 회귀를 주장한다. 이러한 억압된 것의 회귀의 모

습은 우리에게 언캐니를 불러일으킨다. 

이는 마숑의 회화 작품 <연인들의 변형(The Metamorphosis of the 

Lovers)>(1938)(도판 19)에서 자연과 인간의 혼합을 넘어 무질서의 상태에

까지 이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작품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신체는 팔과 그

들의 머리 형태를 통해서만 이들이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있음을 겨우 추

측할 수 있다. 그들의 신체 대부분은 자연의 수풀과 꽃과 같은 식물의 일

부로 녹아들어갔다. 이 연인들은 흐물흐물 자연과 일치되어 여유로워 보

이고, 나른한 느낌까지 든다. 그들은 꽃을 ‘먹고’, 과일을 먹으며 자연

의 일부로 녹아들어가 있다. 하지만 여기서 자연은 우리가 보아온 미화된 

자연이 아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자연은 늪지와 같은 어둡고 습한 자연이

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과 연인들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한줄기의 빛을 

날카롭게 반짝이는 난간 안에 자리하고 있다. 이 난간을 기준으로 어둡고 

습한 혼돈의 자연과 고요하지만 사막처럼 메마른 땅의 또 다른 자연은 구

분되어 있다. 이들은 이 난간 내부에 갇혀있다. 이들은 저 난간 너머의 고

요한 자연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내부에서 그들만의 자연으로 남아 있다. 

그리고 화가는 그 내부의 시점에서 그들을 표현하고 있다. 이 연인의 자

연으로서의 상태는 우리가 보아오지 못한 억압된 ‘자연’을 우리에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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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준다. 

이러한 자연과 인간, 또는 기계와 인간의 결합을 보여주는 마숑과 

에른스트의 작업과 다른 방법으로, 르네 마그리뜨는 기존 체제를 공격하

고 있다. 또한 사회적 체제 혹은 산업화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위의 

두 작가와 달리 마그리뜨는 예술 내에서 재현의 문제에 대한 공격을 시도

하고 있다. 마그리뜨의 회화는 의식적 사고에 혼란을 부여한다. 우리가 

지각하는 이성에 대한 믿음을 배신하게 하는 효과는, 브르통이 기존에 재

현으로서의 회화를 비판하였던 것에 대한 시각적 주장으로 볼 수 있다. 

브르통은 과거 예술가들의 한계에 대하여 논하며268) 이들의 한계는 외부

적 지각, 즉 감정의 영향으로 인한 시각적 지각을 따라 자연을 그대로 재

현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브르통은 「초현실주의와 회화」에서 

단순한 재현으로서의 회화를 강하게 비난하고 회화의 역할은 내면의 표현

이며, 지각에 대한 새로운 탐구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마그리뜨의 작업은 언뜻 보기에 이러한 브르통의 주장과 

상반되는 입장에 있는 듯하다. 그의 작업들은 재현 중에서도 극사실적 재

현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그리뜨의 작업은 재현

을 위한 재현이 아니라 반(反)재현을 위한 재현이다. 이러한 작품의 예로 

마그리뜨의 <인간의 조건(The Human Condition)>(1933)(도판 20)을 살펴보

자. 이 작품에서 나타나는 이젤 위의 회화와 창문 밖의 풍경은 정확히 일

치한다. 이 두 풍경은 어떤 것이 진짜 풍경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그것의 

재현물인 회화인지 구분하기 힘들게 만든다. 이는 기존의 미술에서 회화

의 ‘재현’이 투명한 현실의 반영이라고 여겨졌던 그 믿음을 공격한다. 

이제 우리는 작품을 통해 나타나는 그 창문 밖의 배경조차도 단순한 이미

지의 재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처럼 마그리뜨는 재현을 

통해 재현의 불확실성을 내보인다.269) 

268) Andre Breton, "Artistic Genesis and Perspective of Surrealism(1941)", Surrealism and 
Painting 참고

269) 할 포스터는 마그리뜨에 관한 글에서, 마그리뜨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반복적인 모습에 집중하

여 그의 작품을 ‘반복의 한 변형’으로 설명한다. 할 포스터는 “반복은 이렇게 죽어 있는 것이기

에, 살아 있는 현실 속에서 분출하는 반복은 현실의 견고함을 위협하고, 거울을 통해 귀환하는 

뱀파이어마냥 살아 있는 현실의 실체를 빨아 먹어버린다”고 설명한다. 그가 명시적으로 마그리

뜨의 재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포스터 역시 마그리뜨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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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재현으로의 회화에 대한 공격은 그의 대표작인 <이미지의 

배반(The Treachery of Images)>(1929)(도판 21)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파이프를 그대로 재현한 그림 아래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고 명시한

다. 이 문장은 우리에게 생각할 것을 던져 준다. 먼저 이 글을 통하여 우

리는 이 그림이 파이프를 재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작품의 시각적 이미지가 주는 믿음을 저버릴 수 없다. 이는 아

무리 봐도 파이프이다. 그렇다면 이는 왜 파이프가 아니라고 말하는가? 

말 그대로 이는 파이프가 아니라 파이프의 재현물인 것이다. 따라서 파이

프의 재현물이 곧 파이프 그 자체라는 재현에 대한 현실 반영의 믿음을 

완전히 무너뜨린다. 이처럼 전통적 회화에서의 ‘재현’에서 억압된 부분

인 재현의 ‘불투명성’을 반복적으로 드러내는 그의 회화는 관람자들에

게 재현의 그림을 통하여 재현의 죽음을 내보인다.  

우리는 지금까지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작가들에서 나타나는 기존 

체제에 대한 공격의 모습을 알아보았다. 위에서 살펴본 예는 할 포스터가 

주장하듯이 성욕동과 통합된 죽음 본능의 모습은 아니다. 포스터가 주장

한 죽음 본능에서 현현되는 것들은 근본 환상으로부터의 트라우마에서 야

기되는 성욕동과 결합되어 있는 죽음 본능, 즉 사디즘과 마조히즘 모습의 

반복적 회귀로서 언캐니의 모습이었다. 반면 우리가 이번 절에서 살펴본 

죽음 본능은 2차적인 모습으로, 전쟁을 야기시킨 외부적 체제나 현실을 

공격하고 비판하는 태도이다. 막스 에른스트의 작품들은 전쟁과 기계적 

산업화를 통한 인간성의 말살이라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내보이고 있으며, 

앙드레 마숑의 경우 수동적으로 경험한 정제당한 인간, 본능을 억압당한 

인간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욕구로 인간과 자연의 통합을 

통한 본능으로의 회귀를 보여주고 있다. 르네 마그리트의 경우 위의 두 

경우들과는 다른 방식인, 시각 예술의 기존 체계인 재현에 대하여 공격적

인 모습을 나타냈다. 이는 재현의 절대성, 그 투명한 진실성에 공격을 가

해 그 안에 내재한 재현의 죽음, 즉 그 무의미성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반

성에 집중하여 현실의 실체에 대한 공격과 더불어 현실의 견고함을 위협한다고 해석한다는 점에

서 마그리뜨의 작품이 가지고 있는 공격성에 접근한 듯 하다. (Hal Foster and others, Art 
Since 1900, p.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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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과 죽음의 두 요소를 통해 언캐니를 보여주고 있다. 

2. 2. 브르통의 초현실주의에서 죽음 본능과 언캐니 : 

      <검은 유머>

지금까지 브르통의 초현실주의에서 언급되는 주요 작가들의 작품

에서 죽음 본능의 2차적 형태인 공격 본능이 나타남과 함께, 이들의 작품

에서 반복적으로 현현되는 억압된 것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언캐니의 감정

을 상기시킴을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이론에서 나타나는 죽음 본능의 처리과정을 알아볼 것이다. 할 포스터도 

언급하고 있듯이, 하나의 혁명 운동으로서의 초현실주의에서 죽음 본능은 

자칫 운동의 근본을 흔들 수도 있는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다. 따

라서 이것이 본고의 주장대로 브르통의 이론에서 부정되고 거부되지 않았

다면, 반드시 어떠한 방식으로든 처리되어야 한다. 이 처리 방식을 알아

보기 위하여, 우리는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운동의 정신분석학적 수용의 

모습을 다뤘던 I장에서 언급하지 않은 초현실주의의 운동의 또 다른 표현 

방식 한 가지를 탐구해 볼 것이다. 

브르통은 1937년 초현실주의 국제 전시회 회의장에서 처음으로 

‘검은 유머(Black Humor)’라는 용어를 사용했다.270) 그는 이어 1940년 

『검은 유머 선집(Anthology of Black Humor)』을 출간했다. 여기서 그가 

언급하는 ‘검은 유머’란 무엇일까? 브르통은 그의 선집에서 프로이트의

「유머(1927)」글을 통해 유머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해석을 끌어들인다. 

프로이트는 유머에 관한 그의 정신분석학적 해석에서, 유머는 “체념적이

지 않고 도전적이다. (…) 빠져나갈 수 없는 현실을 밀어내고 쾌락 원칙의 

우월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유머는 정신 병리 현상 속에서 흔히 볼 

270) 비록 브르통이 이 ‘검은 유머(Black Humor)’라는 용어를 1937년이 되어서야 공식적으로 사

용하긴 하였지만, 그는 이러한 종류의 유머에 대하여 1914년 그의 군대 시절 동료였던 자크 바

셰(Jacques Vache)를 통하여 이미 접하고 있었다. 자크 바셰를 통하여 접하게 된 이러한 유머 

개념을 그는 초현실주의 운동에서 더욱 발전 시켰고, 1935년 그의 친구 피에르 캥트

(Pierre-Quint)의 권유로 이와 관련된 유머를 선집으로 만들고자 마음먹었다. 하지만 1940년 발

간된 이 선집은 당시 제2차 세계대전의 사회적, 정치적 혼돈의 시기에 등장했고, 거의 주목받지 

못하였다. 브르통 역시 이 선집이 발간된 다음해인 1941년 미국으로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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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퇴행적이거나 혹은 반항적인 과정과 근접해 있다고 할 수 있

다”271)고 설명한다. 

또한 그는 유머의 활동에 대한 설명에서 이와 같은 말을 덧붙인

다. “유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싶을지도 모른다. ‘보아라, 이것이 그

렇게 위험해 보이는 세계다. 그러나 애들 장난이지. 기껏해야 농담거리 

밖에는 안되는 애들 장난이지.’”272) 프로이트는 유머의 특성에 대하여, 

유머는 외부 세계로부터의 문제가 자신에게는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고 설명한다. 더 나아가 자아는 그것들이 자신에게는 단순히 쾌

락 획득의 한 계기일 뿐임을 보여준다고 설명한다. 유머를 통해 죽음 본

능은 외부적 사건으로 야기된 트라우마에 대한 자아의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이는 외부로 돌려지고 그렇기에 브르통은 이를 ‘유머’라 불렀

다. 유머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 혹은 감당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자아

가 내보이는 ‘허세’와 같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나 사건을 유머로 처리

함으로써, 그에게 이러한 일이 별것이 아니라는 것을 외부에 내보인다. 

유머에 대한 프로이트의 설명을 가져온 브르통은 그들의 운동 내에서 현

현되는 죽음 본능의 처리 방법을 검은 유머에서 찾았다. 하지만, 브르통

의 검은 유머는 프로이트가 설명하는 유머처럼, 단순한 허세가 아니다. 

여기에는 ‘검은’ 공격성이 담겨 있다.273) 

브르통은 검은 유머의 선구자로 호세 과달루페 포사다(José 
Guadalupe Posada, 1852-1913)를 꼽았다. 과달루페 포사다는 신문에 정치

적 풍자만화를 싣는 만화가이자 예술가였다. 그의 작품들에서는 대부분 

인간의 형상을 한 해골이 등장한다.(도판 22) 그의 작품에는 주로 사치를 

일삼는 상류층의 화려한 옷차림새를 뽐내는 우스꽝스러운 해골이 나타나

271) SE XXI, p.162 ( 프로이트, 「유머(1927)」, 『예술, 문학, 정신분석』, 정장진 역, 열린책들, 

2003, p.512)  

272) Ibid., p.162 (Ibid., p.516)

273) 초현실주의의 ‘검은 유머’에 대하여 신현숙은 “유머는 단순히 현실로부터의 자아 해방인 반면, 

초현실주의의 검은 유머는 정신이 세계의 부조리, 삶의 절망 속에 두 발을 깊숙이 박고 서서, 그 

현실과 ‘거리’를 둘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검은 유머는 우리의 정신이 잔혹하고 부

조리한 현실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차원 높은 반항의 형태”라고 덧붙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

리는 브르통의 초현실주의가 사용한 검은 유머가 사회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사회를 변혁하

고자한 방법이었음을 알 수 있다.  (신현숙,『초현실주의』, 동아출판사,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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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우아하게 차려입은 커플이 해골의 행색으로 나타난다. 여기에는 분

명 당시의 상류층에 대한 직설적인 풍자와 비아냥거림이 담겨있다. 

브르통은 초현실주의 내에서, 특히 회화의 영역에서 이러한 검은 

유머가 보여진다고 설명한다. 그는 초현실주의 회화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검은 유머의 예로 막스 에른스트의 세 권의 콜라주 소설274),<100-머리 없

는 여자(La Femme 100 tetes, The 100-Headless Woman)>(1929), <베일은 

벗는 어린 소녀의 꿈(Reve d'une petite fille qui voulut entrer au Carmel, 

A Little Girl Dreams of Taking the Veil)>(1930), <자선 주간(Unve 

semaine de bonte, A Week of Kindness)>(1933)(도판 23)을 들고 있다. 작

가는 이 콜라주 소설에서 이미지들을 “비이성적이고 설명 불가능한 방

식”275)으로 표현하고 있다. 콜라주 소설은 세 가지 모두 비슷한 내용과 

설명 방식을 나타내고 있다. 

브르통은 왜 이 작품을 ‘검은 유머’를 보여주는 예로 설명했을

까? 이 작품들은 당시 사회에 대한 풍자이며 비판이다. 하지만 이는 신문

의 네 컷 칼럼 만화에서 볼 수 있는 씁쓸하지만 낄낄거리는 웃음을 자아

274) 막스 에른스트는 <La Femme 100 tetes(The 100-Headless Woman, 100-머리 없는 

여자)>(1929), <Reve d'une petite fille qui voulut entrer au Carmel(A little girl dreams of 

taking the Veil, 베일은 벗는 어린 소녀의 꿈)>(1930), <Unve semaine de bonte(A Week of 

Kindness, 자선 주간)>(1933)을 차례대로 발표하였다. 이 ‘콜라주’ 소설은 마지막 작품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텍스트도 들어가 있지 않은 판화 이미지만으로 이루어진 삽화 소설이다. 

이를 ‘콜라주’소설이라 부르는 이유는, 여기서 사용되는 이미지들은 외부에서 작가가 발견한 

이미지들의 조합이기 때문이며, 작가는 이 이미지들을 판화로 만들었다. 또한  판화의 깎여진 

판을 작가 임의대로 조합하여 찍어 내었기 때문에 이는 또 한 번 이미지의 ‘콜라주’이다. 따라서 

같은 배경이나 인물들이 다르게 조합되어 반복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도판 참조) 설명의 

텍스트가 부재한 관계로 소설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 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텍스트가 추가된 

마지막 소설은 제목과 전혀 대조되는 이미지들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 소설은 등장하는 

사자의 머리를 한 남성의 한 주간의 사건과 일상을 다루고 있다. 소설은 일요일부터 시작하여 

한 권당 하루의 일상을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처음 발간되었을 당시에 총 7권의 

낱권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동물과 인간이 조합된 남성은 권력의 상징으로 묘사되는데, 이는 

마치 그가 사회적 종교적 권력을 대변하는 것처럼 설명된다. 또한 대부분의 장면에서 그는 살인, 

강간, 폭력, 고문의 행위자로 나타나며, 그 인물은 다른 형태(사자 머리의 인물에서 스핑크스로 

부유한 부르주아로 외형이 다르게 등장함)로 등장하며, 다시금 ‘수요일’의 소설에서 

오이디푸스의 신화적 캐릭터로 이번에는 새의 머리를 한 형상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소설은 

일반 소설과 달리 맥락을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비이성적이며, “불안하고 잔혹한 (소설 속의) 

많은 이미지들이 조합을 이루어,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불안과 위험한 권력의 등장에 

경고”하고 있다. (오르세 미술관 참조 http://www.musee-orsay.fr/en/events/exhibitions/)

275) John Russell, Max Ernst: life and work, Harry N. Abrams, NY., 1967, p.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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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그런 가벼운 ‘유머’를 넘어, 기괴한 인물들과 행위들, 또한 그들

의 어색한 조합이 우리에게 경악을 불러일으키고, 사회의 내면에 잠재해 

있는 공포와 죽음을 보여줌으로써 이들을 검은 유머로 만들고 있다. 상대

방의 내면에 잠재해 있는 공포, 그들의 비합리성을 까발리는 방식과 함께 

초현실주의자들은 이를 유머로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해서 초현실주의자

들은 내부에서 현현되는 죽음의 그림자에 대한 공포를 외부로 돌렸다. 그 

외부에 대한 공격 방식은 기존의 다른 예술 사조들이 추구하던 그러한 합

리적인 사고를 통한 대처방식이 아니었다. 그들은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

인, 억압된 내면의 모습을 거울처럼 그들의 공격 대상들에게 비췄다. 검

은 유머가 보여주는 인간 내부의 다양한 욕망들, 특히 막스 에른스트의 

작업에서 보여주는 이미지들은 어떠한 언어적 설명 없이 시각적 이미지로

만 그 억압된 욕망들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하지만 이는 파괴적인 욕망

을 드러내던 한스 벨머의 작품과는 차이가 있다. II장에서 언급한 벨머의 

<인형> 작품이 성적이고 파괴적인 욕망을 드러냈다면, 에른스트의 작품은 

성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욕망을 드러낸다. 이 시각적 이미지는 다시금 보

는 이들의 무의식을 자극하여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무의식과 마주

하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무의식에 억압되어 있는 것과 마주함으

로써 얻게 되는 언캐니의 감정을 상기시킨다. 

초현실주의자들은 자신들의 내면을 탐구하여 새로운 혁명의 세계

를 향한 유토피아를 찾고자 했다. 이를 위하여 기존 체제와 세력에 대한 

공격이 필수적이었다. 모든 것을 성취한 듯이 보이는 초현실주의자들의 

공격 대상들이 두려워하는 그들 내면의 나약함과 모순성을 내보임으로써 

이러한 공격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초현실주의자들의 공격 대상

이었던 파시즘 혹은 기존의 체제들 내부에 억압되어 있는 그들의 죽음 본

능, 즉 자기파괴 욕동이 드러난다. 이처럼 그들 속에 억압되어 있던 것들

을 회귀시키는 방식을 통해 초현실주의자들은 그들을 공격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억압된 것들의 회귀된 모습들은 우리에게 언캐니를 불

러일으킨다. 이로써 우리는 브르통의 초현실주의에서 나타나는 2차적 죽

음 본능인 공격 본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우리는 브르통의 초현실주의에서도 죽음 본능이 현현됨



- 141 -

을 살펴보았고, 이렇게 현현되는 죽음 본능의 회귀를 통하여 언캐니의 감

정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이제 우리는 초

현실주의를 언캐니로 해석한 포스터의 주장을 수정할 수 있는 결과에 도

달한다. 초현실주의를 탐구함으로서 도출되는 죽음 본능을 언캐니로 해석

한 포스터는 바타유의 이론이 죽음 본능을 수용하기 때문에, 그가 해석한 

언캐니로서의 초현실주의 운동의 진정한 모습을 담고 있는 이론이라고 주

장했다. 반면 초현실주의 운동의 중심으로 여겨지던 브르통의 이론은 바

타유와의 대척점에서 승화로 정의되고, 포스터는 이러한 브르통의 초현실

주의에서 죽음 본능을 부정하거나 회피하였다고 평가하며, 브르통의 초현

실주의를 죽음 본능의 거부의 모습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

본 것처럼 브르통의 초현실주의에서도 바타유의 이론과는 다른 모습이지

만, 죽음 본능, 즉 2차적 죽음 본능인 공격욕동이 현현되었고, 이에 대한 

결과로 우리는 언캐니가 상기됨을 살펴보았다. 이로써 우리는 브르통과 

바타유의 초현실주의 모두 언캐니의 감정을 상기시키며, 브르통의 초현실

주의 이론은 이러한 언캐니의 모습을 담고 있는 공격 본능으로 기존의 체

제를 공격함으로써, 할 포스터가 주장하던 모순된 이론이 아닌, 새로운 

문명화, 즉 혁명을 위하여 삶 본능과 죽음 본능을 모두 수용하고 처리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초현실주의 운동은 무의식의 탐구의 방법을 통해서 혁명이 나아

가야 하는 유토피아를 제시한다. 이처럼 혁명이 나아가야 하는 지향점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예술적 아방가르드로서의 초현실주의 

예술의 역할이었다. 따라서 초현실주의 운동이 추구했던 무의식에 대한 

예술적 탐구의 방식인 오토마티즘, 꿈, 객관적 우연, 그리고 검은 유머 역

시 이러한 맥락에서 바라봐야 한다. 언급된 방법들은 초현실주의자들이 

예술을 통하여 무의식에 접근하기 위해 시도한 다양한 방식들이고, 이러

한 방식으로 접근한 무의식에 바로 이들이 찾아 헤매는 이상향인 ‘대립

이 사라지는 지점’이 존재하는 것이며, 이 지점을 예술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혁명이 지향해야 하는 이상향에 대한 청사진의 제시가 되는 것

이다. 따라서 검은 유머라는 이들의 예술적 방식 역시 무의식의 탐구라는 

초현실주의의 예술적 방식 중 하나이며, 이는 동시에 본고가 주장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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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이 초현실주의 운동 내에서 죽음 본능의 분출을 보여주는 가장 적합한 

예가 된다.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운동은 혁명이 나아가야 하는 이상향을 예

술의 탐구를 통하여 제시함으로써, 예술적 아방가르드 운동으로 자리매김

한다. 또한 이 예술을 통한 그들의 무의식의 탐구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

는 죽음 본능을 2차적 형태인 공격 본능으로 분출함으로써, 이 죽음 본능

이 내적 파괴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그 처리 방법을 찾아내었을 뿐

만 아니라 이를 기존 체제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의 양상으로 표현했다. 

지금까지 본고를 통하여 살펴본 앙드레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이론에서 나

타나는 일련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 운동이 브르통 스스로가 주장하듯이, 

예술을 통하여 인간 무의식을 탐구함으로써 혁명이 나아가야 하는 이상향

인 ‘대립이 사라지는 지점’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브르통이 주장하는 이 대립이 없는 한 곳은 삶 본능과 죽음 

본능, 이 대립되는 것들이 하나의 유기체를 지속시키며 함께 존재하는 무

의식의 지점이며, 따라서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운동은 무의식의 탐구를 

통한 혁명적 예술 운동을 개진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그 결과 이 운

동과 그 이론에 대하여 가해지던 기존의 다양한 오해와 비난들을 해소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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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 혁명을 위한 예술 운동으로서 초현실주의 

본 논문은 혁명을 위한 예술 운동을 개진하며 정신분석학을 그들

의 기반으로 삼았던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운동을 다시금 정신분석학적으

로 접근하여 재해석함을 목표로 삼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기존

에 브르통의 초현실주의에 제기되던 오해의 모습들을 해소하고, 브르통의 

이론 역시 그가 주장하던 인간 무의식의 탐구를 통한 혁명적 예술 운동 

이론으로 해석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앙드레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운동은 초현실주의 운동 전반에서 

가장 중심적인 이론이었지만, 그의 이론이 가지고 있는 복잡한 양상으로 

인하여 다양한 비판을 받아왔다. 가장 첫 번째로 제기된 비판은 초현실주

의 운동의 정치적 ‘동지’였던 공산당에 의하여 제기되었음을 살펴보았

다. 사회적 혁명을 위한 예술을 주장하던 초현실주의 운동이 어찌하여 예

술의 자율성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주장하였는지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하여 공산당은 초현실주의 운동을 그들이 위선적이라 여겼던 부르주아 

예술과 같은 부류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본고 I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브르

통의 초현실주의 운동은 예술의 자율성을 보장받아 인간의 근원을 탐구하

고자 하였고, 이러한 탐구를 통하여 도달 할 수 있는 지점인 ‘대립이 사

라지는 지점’을 그들 혁명의 지향점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이유

로 정신분석학을 통한 인간 무의식의 탐구는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운동의 

근원을 이루게 되었다. 

이처럼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운동은 외견상 대립적으로 보이는 

그들 이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부재함으로 인하여 모순적인 이론으

로 비난받았지만, 이는 그들이 지향하는 유토피아에 대한 탐구를 통하여 

이해 가능함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앙드레 브르통의 초현실주의에 대한 

비판은 그의 이론뿐만 아니라, 초현실주의 예술을 통한 무의식의 탐구 결

과물 때문에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비판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초현실주의 운동에 대하여 가장 주요한 비평의 관점을 제시한 할 포스터

의 해석을 살펴보았다. 

포스터는 이렇게 초현실주의 운동에서 현현되는 무의식의 억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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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근거로 하여, 오히려 그들의 운동을 언캐니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해

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초현실주의자들의 예술적 탐구 결과

물들이 상기시키는 언캐니라는 감정 속에서, 바로 그들이 지향하는 혁명

의 이상향의 지점인 대립이 사라지는 곳을 발견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초현실주의 운동은 무의식의 탐구라는 그들의 이론

과 그 결과가 상응하는 모습으로 해석 될 수 있었다. 포스터는 초현실주

의 운동 전반을 하나의 개념으로 분석하였고, 그로써 초현실주의 운동 내

에서 사변적으로 여겨졌던 이론들에 대해서도 재조명 하였다. 하지만 초

현실주의를 언캐니로 해석한 할 포스터가 제시한 초현실주의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작품인 한스 벨머의 <인형>은 브르통의 이론 보다는 바타유의 

이론에 더 부합하였고, 따라서 포스터는 초현실주의자들이 주장한 혁명의 

목표 지점은 바타유의 이론을 통하여 도달 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포스터는 다시금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이론을 

무의식의 탐구는 주장하였지만, 그 결과물은 회피하고자한 모순적인 것으

로 위치시켰다. 본고는 이러한 포스터의 주장 역시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이론에 대한 또 다른 오해임을 보여주기 위하여, 포스터와 브르통 모두가 

근원으로 삼았던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통하여 이를 재해석하였다. 이

러한 재해석의 과정으로부터 우리는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이론이 포스터

가 주장하듯이 ‘승화’의 모습으로 ‘죽음 본능’을 회피하고자한 모순

된 이론이 아니라, 브르통의 이론은 혁명을 위한 사회적 예술적 운동의 

한 형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죽음 본능을 2차적 형태인 ‘공격 욕동’의 

모습으로 분출하였음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브르통의 초현실주의에

서의 공격 욕동은 기존에 존재하던 사회적, 예술적 체제에 대한 공격의 

모습을 띤 <검은 유머>의 방식으로 나타났고, 이는 다시금 혁명을 위한 

운동의 한 방식으로 해석되었다.  

이로써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이론은 사회적 혁명과 예술 운동의 

자율성 사이에서 모순을 드러내거나, 스스로 주장했던 무의식의 탐구 결

과물에 대하여 회피하는 자가당착의 모습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또한 브

르통의 초현실주의 운동은 인간 정신의 근원에 대한 예술의 자율적 탐구

를 통하여 기존의 이성 중심의 사회적 체제를 공격하고, 대립되는 것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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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을 멈추는 한 지점으로서의 유토피아를 제시하는 예술적 아방가르드 

운동으로서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 

위의 내용을 통하여 본고는 아래와 같은 의의를 주장할 수 있다. 

먼저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운동은 사회적 혁명에 봉사하는 모습과, 예술

의 자율성을 주장하던 두 가지 상반되는 모습으로 인하여 비난받아 왔었

다. 하지만 본고의 연구를 통하여, 예술의 자율적인 탐구를 통하여 혁명

을 이루고자 주장하는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이론의 정당성을 밝힐 수 있

었다. 둘째로, 할 포스터가 초현실주의 이론을 정신분석학적 개념으로 해

석하는 과정을 탐구함으로써, 정신분석학적 미술 비평의 타당성과 그 의

의를 밝혔다.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정신분석학의 언캐니 개념을 통하

여 할 포스터는 초현실주의 운동의 사변부에 밀려나있던 이론까지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 비평을 선보였으며 이로써 초현실주의 운동을 바

라보는 관점을 더욱 확장시켰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앙드레 브르통의 초

현실주의 이론에 대한 포스터의 비판을 수정하여 브르통의 이론 역시 바

타유의 이론과 비록 다른 방식이지만, 초현실주의 운동에서 나타나는 죽

음 본능을 외부로 분출하였음을 살펴보았다. 이로써 포스터가 해석하는 

혁명을 위한, 언캐니로서의 초현실주의 운동에서 브르통의 이론 역시 모

순 없이 자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이론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포스터가 주장한 언캐니로서의 초현실주

의 해석을 초현실주의 중심부와 사변부 전반에 더욱 적합하게 적용되는 

해석으로 확장 시킬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운동과 예술의 관계는 자석의 양극처럼 대립

적으로 여겨져 왔다. 사회적 운동에 봉사하는 예술은 혁명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전락하거나, 예술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속적 사회를 등지

는 모습을 추구해야 하는 것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우리는 정신분석학을 

통하여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이론을 탐구함으로써 이 둘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하고자 한 모습을 살펴보았다. 물론 반사회적 운동 혹은 혁명

을 위한 예술 운동을 모두 정신분석학, 그 중에서도 특히나 죽음 본능으

로 해석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초현실주의 운동의 경우, 그들 스스로 

혁명의 지향점으로 삼았던 유토피아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정신분석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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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믿었고, 따라서 초현실주의자들은 예술을 통한 

무의식의 탐구라는 독특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에 이러한 초현

실주의 운동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들 스스로 사용한 정신분석학

이 가장 적합한 비평의 도구가 될 수 있었다. 

사회에서 동떨어져 작가 개인의 만족만을 위한 예술이 예술일 수 

없듯이, 사회적 기능의 한 부품으로 전락한 예술도 진정한 예술이라 평가

될 수 없다. 그 아슬아슬한 균형의 지점에 자리한 예술의 줄타기에서, 본

고가 지금까지 살펴본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운동이 보여준 고뇌의 모습이 

사회와 예술에 대한 새로운 생각의 지평을 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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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history of modern art, the two positions have conflicted with each 
other: on the one side art should basically aim the social revolution, and on 
the other side the art should have independency from social, political or any 
other purpose except its own. The art, for the purpose of social revolution, 
usually appeared as the degradation of the independency of art and became a 
tool for propaganda. On the other hand, the artists who insist the freedom of 
art built their own nest far away from the real world. In the middle of the 
matter, there is the Surrealism movement standing between art and society. 

Andre Breton’s theory and the movement have been misunderstood in 
the conventional history of art because he pursues the two different values, 
independency of art and social revolution, together in the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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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 in this thesis, I would like to psychoanalytically re-interpret his 
theory of Surrealism to unveil the misunderstandings of the movement. The 
Surrealism began with the Andre Breton’s manifesto, has not been appreciated 
since it emerged; it claims such a complicated idea for social revolution that 
artists should explore the unconscious to provide the concept of utopia of 
social revolution. However, in the matter of social role of art and the 
independency of art, the Surrealism i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art 
movements, which harmonizes the two different aims of art. Therefore I try 
to find a way to solve the matter between social role of art for revolution 
and the value of artistic independency by studying Breton’s Surrealism. 

Breton’s Surrealism was suspected by the French Communists at the 
beginning of the movement. The suspicion ultimately was caused by the 
different concepts of social role of art for revolution between the Surrealism 
and the French Communism: the role of art for social revolution, expected by 
the French Communists, was conflicted with the independency of art that 
surrealists insisted. Therefore the Surrealism, which adheres to the freedom of 
art for the purpose of social revolution, has been considered hypocritical. Not 
only that, Andre Breton insists the artistic exploration of the unconscious. 
The surrealist artworks resulted in unveiling the repressed drives of human 
mind, which are hard to be accepted as social and political revolutionary arts. 
As the result, the Surrealism movement has not been appreciated, as well as 
could not be appropriately interpreted until Hal Foster’s endeavor.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there was an American art historian, 
Hal Foster who focused on the significance of the Surrealism movement. He 
analyzed the Surrealism with the psychoanalysis which had been used as the 
basis of the movement by Surrealists. According to his psychoanalytic 
interpretation, the Surrealism is based on the psychoanalytic exploration of the 
unconscious which, presents the blueprint of the utopia that the social 
revolution should head to. Furthermore he insisted that providing the ideal 
concept of revolutionary utopia is only possible to reach through Sigmund 
Freud’s concept of uncanny in the works of the Surrealism produced by the 
artistic expl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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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nalyzing the Surrealism with Freud’s concept of uncanny, Foster 
criticizes that Breton’s theory of Surrealism, which has been considered as 
the main stream of the movement, is contradictory. Foster claims that while 
Breton had explored the unconscious, he failed to accept all the results of the 
exploration, mainly the death drives.

In this thesis, however, I will reanalyze Andre Breton’s Surrealism 
with the Freud’s psychoanalysis to prove that Breton’s theory of Surrealism 
too presents the death drives as the result, opposite to what Foster argues. In 
addition, I will insist that the theory of Andre Breton’s Surrealism inevitably 
presents the death drives in the movement, not avoiding it. To insist this, I 
will refer to the Black Humor, which was one of the surrealists’ critical 
ways to explore the unconscious, as the manifestation of the death drives. 
First emerged by Andre Breton, the Black Humor includes Freud’s concept of 
humor and furthermore the black aggressiveness, the other form of death 
drives towards external. 

The needs to reanalyzing the Surrealism should be found in the 
previous harsh criticisms for the movement mostly based on the 
misunderstandings of its theory, and thereby the Surrealism has not been 
appreciated as the social revolutionary art movement. As I argue in this 
thesis, Breton’s theory of Surrealism is not contradictory, in the relation of 
social revolution and the independency of art. Also the Surrealism artworks, 
which present the unconscious, stimulate the emotion of the uncanny, and in 
doing so they resonate with the conceptual idea of the utopia for social 
revolution. In addition, different from what Hal Foster insisted, the Breton’s 
theory of Surrealism did not try to avoid the results of its artistic exploration 
of the unconscious, the death drives. On the contrary, in his theory of 
Surrealism, the death drives erupted in the form of aggressive instincts, 
presented as the Black Humor in the movement. 

This reanalysis of the Surrealism in this thesis would go beyond the 
existing criticisms which failed to estimate the significance of the Surrealism. 
It suggests an opportunity to explore the Surrealism movement to think about 
what the artistic role of social revolutionary is and what the social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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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art could be. This thesis, I wish, would be a valuable way to get closer 
to the matters between the social role of art and the artistic independency.

Keywords: Andre Breton, Surrealism, Hal Foster, Uncanny, Death drives, 
Black Humor

Student Number: 2010-2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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