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터 바이스의 마라/사드에 나타난 폭력 담론*

정 항 균 (서울대)

Ⅰ. 서  론

페터 바이스의 표 인 희곡작품 마라/사드 Marat/Sade1)는 주로 마라와 

사드의 이념  립  이에 상응하는 연극기법의 립, 즉 히트의 서사

극과 아르토의 잔혹극의 립 구도에 의해 분석되곤 하 다. 이러한 분석에서 

이 작품에 나타난 폭력  성향에 한 부분  언 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이

를 면 으로 다루는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데 바이스에게 있어 폭력은 마라/사드에서야 등장하는 새로운 테마
가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바이스의 기작품에서부터 후기작품에 이르기까지 

지속 으로 등장하는 핵심주제라고 할 수 있다. 마라/사드에서 다양한 폭력
의 형태가 개되는 공간은 정신병원이다. 바이스는 보고 Rapporte에서 “지
옥, 그것은 감옥 는 정신병원에서의 원한 체류이다”2)라고 말하며, 정신병

원을 지옥에 비유하 다. 바이스는 이미 기 희곡작품인 보험 Die 

Versicherung에서 퀴벨 박사의 병원을 고문실로 묘사함으로써 인간을 치료
해야할 병원이 오히려 인간을 감시하고 억압하는 공간임을 폭로한 바 있다. 

이러한 비 은 동시에 시민사회의 강압  질서에 한 비 으로 해석될 수도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A2A01011009).
1)  작품의 원래 제목은 “드 사드씨의 지도하에 샤랑통 병원의 배우집단이 연기한 장 폴 마

라의 박해와 살해 Die Verfolgung und Ermordung Jean Paul Marats dargestellt durch 
die Schauspielergruppe des Hospizes zu Charenton unter Anleitung des Herrn de Sade”
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줄여서 ‘마라/사드 Marat/Sade’로 표기하기로 한다.

2) Peter Weiss: Gespräch über Dante. In: ders.: Rapporte. Frankfurt a.M. 1968, S. 149: 
“Die Hölle, das ist der ewige Aufenthalt in einer Strafanstalt, in einem Irrenha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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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3) 그리고 이러한 시민사회의 폭력에 맞서 작품 마지막에서 아나키즘

인 폭력이 행사되기도 한다. 바이스가 마라/사드에서 아직까지 고수하고 있
던 제 3의 입장을 포기하고 사회주의 지지를 천명한 후 쓴 희곡작품인 수사 
Die Ermittlung에서는 정신병원 신 일종의 감옥으로서의 아우슈비츠 수용
소가 지옥에 한 비유로 등장한다. 특히 바이스가 단테의 신곡 la divina 

comedia  ‘지옥 Inferno’ 장면을 이 작품의 구성을 해 많이 참조하 다

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이 작품에도 아우슈비츠에서 자행된 다양한 고문 

장면이 언어 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이 바이스의 작가  발 과정을 살

펴보면, 그의 이념  변화과정에도 불구하고 폭력이 지속 으로 작품의 심

주제 다는 사실과 그러한 가운데 정신병원과 감옥, 지옥이 상호 등가 인 의

미를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결국 정신병원이 그 수감자를 감

하고 고문하는 폭력의 장소 음을 폭로한다. 

그러나 바이스에게 있어서 폭력의 의미가 부정 인 것만은 아니다. 바이스

는 마라/사드에서 실주의 인 쇼크작용을 통해 시민사회의 억압과 폭

력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개인  차원에서의 폭력을 조장하기도 하고, 마르크

스주의 인 에서 폭력  명의 가능성에 한 성찰을 유도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도는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나폴 옹 지배 하의 시민사회에 한 

역사  성찰로부터 바이스가 살고 있던 당 의 시민사회에 한 비  성찰

을 이끌어내기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 작품에 

나타난 다양한 폭력담론을 살펴보면서 폭력에 한 바이스의 입장을 밝히고

자 한다. 

3) 정항균: 육체의 억압과 해방에 관한 담론. 페터 바이스의 작품을 중심으로. 실린 곳: 독
일문학 제 79집(2001), 231-23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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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Ⅱ.1. 폭력의 정당화와 기계  살인: 마라의 폭력 개념

페터 바이스의 마라/사드는 극 극 구조를 지니고 있다. 틀이 되는 상황

은 1808년 샤랑통 정신병원에서 사드가 환자들과 함께 연극을 상연하는 것이

다. 그리고 이때 상연되는 연극, 즉 1793년에 코르데가 욕조 속에 있는 마라

를 찾아가 살해하는 것이 극 극의 내용이다. 

1793년 6월은 마라가 살해된 시기인 동시에 공포정치가 본격 으로 이루

어지는 시 이기도 하다. 한 그  해인 1792년에 랑스의 감옥에 갇  

있는 반 명세력들의 기를 두려워한 나머지 명정부의 방  하에 1200명

이 넘는 수인들이 잔인하게 학살되었다. 마라 역시 이러한 9월 학살에 동참하

다. 랑스 명은 시민 명이지만 부분 으로는 시민 명을 넘어서는 진

 성격을 보여주기도 한다. 페터 바이스는 이 희곡작품에 등장하는 마라를 

시민 명을 넘어서서 제 4신분을 변하는 인물로 내세우며, 마르크스주의

인 사회주의 명가의 모습을 띠게 한다.4) 이는 연극에 등장하는 네 명의 가

수가 4신분을 변하는 인물들로 등장하는데서 뿐만 아니라, 마라의 지지자인 

자크 루가 “우리는 모든 작업장과 공장이 우리의 소유로 넘어갈 것을 요구한

다”5)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다.

바이스의 극  인물인 마라는 세상이 돈에 의해 지배되고 있지만, 그 돈

4) 반면 케스팅은 마라를 마르크스주의적인 사회주의 운동의 선구자로 볼 수 있을 지는 논

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한다. Vgl. Marianne Kesting: Verbrechen, Wahnsinn und Revolte. 
Peter Weiss’ Marat/Sade-Stück und der französische Surrealismus. In: Walter Hinck 
(Hrsg.): Geschichte als Schauspiel. Frankfurt a.M. 1981, S. 309.

5) Peter Weiss: Die Verfolgung und Ermordung Jean Paul Marats dargestellt durch die 
Schauspielgruppe des Hospizes zu Charenton unter Anleitung des Herrn de Sade. In: 
ders.: Werke in sechs Bänden. 4. Band. Frankfurt a.M. 1991(이하 (Marat/Sade 쪽수)로 

표기함), S. 200: 
“Wir fordern daß alle Werkstätten und Fabriken in unsern Besitz überge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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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소수만이 갖고 있으며 이들이 그 돈을 자발 으로 내놓을 의사가 없기 때

문에 폭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 극에서 지롱드 당원으로 등장하는 뒤

가 마라가 살인을 선동한다고 비난하자, 마라는 “우리는 살인하는 것이 아니

다. 우리는 정당방 로 죽이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해 투쟁하는 

것이다”6)라고 응수한다. 이와 같이 마라는 반 명세력에 한 살인을 억압과 

착취에 시달리는 민 의 자기방어로 정당화하며 폭력을 정한다. 심지어 지

까지 민 들이 지배계층에 시달리며 감내해야 했던 고통과 피에 비한다면 

지  지배계층이 쏟는 피가 수냐면서 폭력을 정당화하기도 한다. 

사회 , 경제  차별과 정치  억압에 맞선 피지배층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마라의 정치  입장에 해 작가 바이스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마라

는 이 극에서 4신분으로 변되는 민 의 이익과 정의를 해 폭력의 불가피

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 극 극의 연출자인 사드는 정작 마라의 이러한 입

장이 이기 인 개인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한다. 사드는 

욕조 안에 갇  있는 마라를 어머니의 자궁 속에 갇  있는 태아에 비유하며, 

명에 한 마라의 이념이 바깥세상, 즉 실과 무 한 주  환상에 지나

지 않음을 지 한다. 그러면서 지독한 가려움증에 시달리는 마라가 자신의 건

강을 잠깐이라도 되찾을 수 있다면 기꺼이 명을 포기할 수 있으리라고 말

한다.7) 더 나아가 마라의 명에 한 신념이 사실은 유아주의 인 개인  

6) (Marat/Sade 231): 
“Wir morden nicht
 wir töten aus Notwehr
 wir kämpfen 
 um unser Leben”

7) Vgl. (Marat/Sade 186): 
“나는 이제 네가 모든 명예와 민중의 총애를 

몇 일 간의 건강을 위해 내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너는 마치 자궁의 장밋빛 양수 속에 있듯이

그렇게 욕조 속에 누워 있구나

Ich weiß
jetzt würdest du allen Ruhm und alle Volksgunst hingeben
für ein paar Tage Gesunds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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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망의 추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암시가 ‘마라의 환  Marats Gesichte’이라는 

장면에서도 등장한다.8) 욕조 속의 마라는 열에 들떠 자신의 과거를 환 으로 

떠올리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마라의 부모나 선생 는 학문의 변자 등은 

마라가 어릴 때부터 반항 이었으며 그가 명에 동참한 것은 민 을 해서

가 아니라 자신의 억압에 한 불만과 이기심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한다. 물

론 그의 환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희화의 상이며 결코 작가의 변인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으로 신뢰할 수는 없다. 한 “이 

인물들은 결을 내리는 재 의 태도를 취하는데”9), 이에 해 “루가 변호

사로 앞으로 나서서”10) 마라를 옹호하기도 한다. 루는 마라가 명을 주도한 

이유는 기존의 상황을 근본 으로 변 하지 않고서는 아무 것도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며, 그의 명참여가 결코 개인 인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

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드는 명이란 민 에게는 “그들이 이가 아 면 

이를 뽑게 하는 것이고, 수 가 타버리면, 흥분해서 더 나은 수 를 요구하는 

것”11)이라며, 명 자체가 개인의 이익과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며 명이 끝

나도 그러한 개인  요구는 여 히 남아 있게 될 것이라며 명에 한 근본

 회의를 표명한다. 

마라/사드에서 마라를 괴롭히고 시기했던 인물들이 재 이 되어 마라

에게 유죄선고를 내리고 루가 마라의 변호사 역할을 맡지만 그의 무죄를 완

히 입증할 수 없었다면, 후에 바이스가 소  ‘제 3의 입장’을 포기하고 당

Du liegst in deiner Wanne
wie im rosigen Wasser der Gebärmutter”

8) 정항균: 페터 바이스의 작품에 나타난 기록문학적 요소와 초현실주의적 요소의 기능에 

관하여. 실린 곳: 독일문학 제 76집(2000), 132쪽 참조.
9) (Marat/Sade 222): “Die Figuren nehmen die Haltung von Richtern ein, die ein Urteil 

aussprechen.”
10) (Marat/Sade 223): “Roux eilt nach vorn, als Verteidiger.”
11) (Marat/Sade 214): 

“Sie haben Zahnschmerzen
und sollten sich den Zahn ziehen lassen
Die Suppe ist ihnen angebrannt
aufgeregt fordern sie eine bessere Sup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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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을 취하며 마르크스주의를 지지한 이후 쓴 첫 작품인 수사에서는 
세가 역 되어 마르크스주의 인 입장에서 시즘 인 자본주의가 고발되

고 유죄 결을 받게 된다. 

마라가 명의 필연성과 이를 한 폭력의 정당화를 시도할 때, 그러한 시

도의 문제성은 사드와 같은 타인의 말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마라 자신의 행

동의 모순성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마라는 구체제의 억압과 폭력을 비 하면

서 그러한 제정치에 맞서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지만, 정작 그 자신이 제

군주 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는 자신을 헌신 으로 간호하는 시모느에

게 “ 제군주 인 tyrannisch”(Marat/Sade 233) 태도를 취하곤 한다.12) 사드는 

마라가 “피에 굶주린 괴물 einem blutgierigen Ungeheuer”(Marat/Sade 232)이 

될 것이라고 언하는데, 이는 스탈린주의에 한 비 을 어느 정도 선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바이스는 나 에 실사회주의가 지닌 

료주의 이고 비인간 인 측면에 거리를 두며 이를 망명 의 트로츠키 

Trotzki im Exil에서 형상화한 바 있다. 체주의 이고 폭력 인 스탈린체

제에 한 비 은 랑스 명의 9월 학살과 마라의 폭력선동에 한 작가의 

거리두기에서 이미 어느 정도 선취되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작품에서 마라의 명 이념은 특히 그의 수인 사드에 의해 비 되고 

있지만, 사실은 사드 역시 이 에는 공화주의와 랑스 명을 극 으로 지

지했었다.13) 사드는 규방철학 La philosphie dans le boudoir이라는 책에서 
생탕주 부인과 돌망세라는 남자가 으제니라는 은 여성을 성 인 방탕으로 

인도하는 이야기를 포르노그래피 인 나라한 묘사를 통해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음탕한 이야기의 나라한 묘사 외에 도덕과 성의 문제를 둘

러싼 철학  담론도 펼쳐진다. 특히 작품 후반부에는 돌망세가 구입했다고 하

12) 정항균: 페터 바이스의 작품에 나타난 기록문학적 요소와 초현실주의적 요소의 기능에 

관하여, 131쪽 참조.
13) 그러나 사드가 프랑스 혁명을 지지한 이유를 혁명을 통해 그가 바스티유 감옥에서 풀려

나올 수 있었던 것 때문으로 해석하는 학자도 있다. 이에 따르면 사드는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감옥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정권의 구미에 맞는 말을 하 다는 것이다. Vgl. Kesting: 
Verbrechen, Wahnsinn und Revolte, S.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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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랑스인이여, 공화국의 시민이 되기 해 조 만 더 노력을이라는 소책
자가 소개되는데, 여기서 사드는 살인, 강간, 남색, 도둑질 등을 한 모든 범죄

자를 도덕의 굴 에서 벗어나게 하며 무죄로 선언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런 행 를 권하기조차 한다. 특히 살인은 요한 문제로 다루어지는데, 랑

스 명에서 질러진 잔혹한 살인행 는 인구를 조 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공화국의 국민들에게 자유를 가져다  행 로 정된다.

그러나 바이스의 연극 마라/사드에서의 사드는 랑스 명의 공포정치
에서 이루어지는 살육행 에 반 한다. 이러한 반 는 물론 도덕  이유 때문

은 아니다.  

우리의 살인은 어떤 열정도 갖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상의 질서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열정 없이 우리는 유죄 결을 내린다.

더 이상 우리에게 아름다운 개별  죽음은 나타나지 않는다.

단지 무가치해진 익명  죽음만이 나타날 뿐이다.14)

아무런 열정이나 쾌감을 동반하지 못한 채 기계 으로 이루어지는 살인은 

기계화된 료주의 사회의 모습을 보여 다. 이러한 사회는 인간의 개별  욕

망과 성애를 억압하며  다른 감옥을 만들어낸다. 사드는 마라가 이러한 내

 감옥에 갇힌 채 세계의 변 을 부르짖는 자기모순에 빠져 있으며, 그러한 

자기 억압은 자신에게 향하는  다른 폭력이 될 수 있다고 비 한다. 

14) (Marat/Sade 179): 
“Unsere Morde haben kein Feuer
weil sie zur täglichen Ordnung gehören
Ohne Leidenschaft verurteilen wir
kein schöner individueller Tod mehr
stellt sich uns dar
nur ein anonymes entwertetes Ster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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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2. 쾌락과 자기해방의 수단으로서의 폭력: 사드의 폭력 개념

사드의 규방철학이 성행 장면과 철학  토론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

럼, 바이스의 사드극 역시 다양한 장면  제시와 사드와 마라 간의 논쟁  

화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화  흥미로운 것은 죽음과 삶에 한 마라와 

사드의 화이다. 이 장면에서 마라의 살해장면을 연출하는 연출가 사드는 이

제 극  인물의 역할을 맡아 마라와 화를 나 다. 사드는 이 화에서 자

연은 죽음에 무 심하며 인류가 모두 멸망하여도  상 하지 않는다고 말

한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자연을 싫어하며, 그래서 자연을 그것 자체의 무기

를 사용하여 극복하려고 한다. 

그러나 규방철학에서 자연에 한 사드의 입장은 훨씬 정 인 것으로 

묘사된다. 이 책에서도 사드는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간주하는 인간의 오만함

을 질타하면서 인간이 자연에 속된 하찮은 존재에 불과함을 강조한다. 더 

나아가 인간의 죽음은 자연의 질서를 유지하기 해 불가피한 것으로 기술된

다. “존재의 원성이 자연에게 불가능하다면 존재의 괴는 자연의 법칙들 

 하나가 된다. 그런데 괴가 자연에게 단히 유용한 것이므로 자연에게 

반드시 괴행 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자연이 죽음으로부터 마련하는 수많은 

괴들 속에서 퍼 올리지 않고서는 창조에 이를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순간부터 우리가 죽음과 동일시했던 생명을 앗는 행 란 더 이상 실제 인 

것이 아닐 것이다. 더 이상 어떤 살해의 행 도 확인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가 생명을 가진 동물의 종말을 이르는 말은 더 이상 실제 인 종말이 아니라 

단지 간단한 변형이 될 것이다 [...] 죽음이라는 것은 이 부인할 수 없는 원칙

들에 따르면 형태의 변화, 한 존재로부터 다른 존재로 이동하는 지각할 수 없

는 이동에 불과하다.”15) 

이러한 에서 보면 살인은 결국 자연에 득이 되는 행 이다. 더 나아가 

사드는 이 책에서 살인충동을 느껴 살인할 때 그것이 내  본성에 따르는 ‘자

연 ’ 행 임을 강조한다. 보다 자연에 가까운 야만 인 인간은 보다 약하고 

15) 도나티앙 알퐁소 프랑소아 드 사드(이충훈 역): 규방철학. 도서출판 b 2008, 247쪽.



페터 바이스의 마라/사드에 나타난 폭력 담론 157

유순한 인간을 정복하고 심지어 살해할 것인데, 이는 으로 자연의 이치에 

합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사드는 살인 같은 폭력을 으로 정

한다. 그가 반 하는 살인은 제도 인 살인이다. 그는 사형제도의 폐지를 요

구하는데, 그 이유는 “법이 자연과 같은 권리를 얻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법이란 그 자체로 정리에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살인이라는 잔인한 

행 를 우리에게 합법화해주는 정념들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연에게서 이러한 행 를 용서해야 한다는 마음의 작용을 받았던 것이나, 이

와는 반 로 법은 항상 자연과 립하게 되며 자연을 수용하지 않으려 들기

에 동일한 탈선을 허락할 수가 없는 것이다.”16) 이처럼 사드는 “자연을 즐기

고 자연의 법칙을 존 하는”17) 법을 가르친다.

바이스의 연극 마라/사드에서 사드는 자연에 해 와 다른 견해를 피
력한다. 사드는 여기서 인간이 자연에 으로 속된 존재이지만, 자신은 

인간의 죽음에 무 심한 자연을 오하며 그것을 공격해 극복하고 싶다고 말

한다. 심지어 인간은 자연 인 충동에 따라 쾌락을 추구할 때조차 자연의 지

배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런데 “사드는 죽음, 즉 삶의 부정에서 자연을 ‘극

복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하 다. 자연이라는 ‘형리’에 그 제자이자 극복자인 

인간 형리가 마주서게 되는 것이다. 그는 죽이고 고통을 주며 자연으로부터의 

자유와 독립을 얻기 해 어쩌면 사회가 그 게 부르듯이 ‘반자연 으로’ 행

동하는 지도 모른다. 이를 해서는 주체의 자유를 확인시켜주는 살인이나 주

체의 잔인함의 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권력의 희생자와 무방비 상태의 약

자가 필요하다.”18) 마라/사드에 등장하는 사드의 자연 을 기술하고 있는 

16) 사드: 규방철학, 216쪽. 
17) 사드: 같은 책, 205쪽. 
18) Otto F. Best: Peter Weiss. Vom existentialistischen Drama zum marxistischen Welttheater. 

Bern u. München 1971, S. 88: “Im Tod, als Verneinung des Lebens, sah Sade einen Weg, 
die Natur zu <<überwinden>>. Der <<Henkerin>> Natur tritt, als Schüler und Überwinder, 
der Henker Mensch gegenüber. Er tötet, quält, verhält sich vielleicht, wie die Gesellschaft es 
nennt, <<widernatürlich>>, um Freiheit, Unabhängigkeit von der Natur zu konstituieren. 
Dazu bedarf es des Opfers, also der Macht und des wehrlosen Schwachen, der dem 
freiheitsbestätigenden Töten oder der Grausamkeit eines Subjekts als Objekt die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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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의 이러한 해석은 규방철학의 자 사드의 자연 과 맞지 않는다. 후

자의 책에서 사드는 그러한 살인마  자연을 즐기고 자연을 따르는 행 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라/사드에서 마라는 명이나 실변 에 무 심한 사드에게 “네가 자

연의 무 심이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자신의 냉담함”19)일 뿐이라고 말

한다. 이와 연 해 사드가 자연을 싫어하며 자연 자신의 무기로 자연을 극복

하고자 한다고 말할 때, 그러한 자연의 무기는 자연이 지닌 무 심과 냉담함

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다면 사드는 앞에서 베스트가 말한 것처럼 개인

인 쾌락에 의한 살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지 인 냉담한 태도로 자연을 극

복하려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주의할 것은 들뢰즈가 밝히고 있듯이 사드가 

이 인 의미에서 자연 개념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 자연 개념은 경

험 인 세계로서의 자연을 의미한다. 여기서 자체 인 법칙을 지닌 것으로 묘

사되는 자연에서는 부분  과정으로서의 부정이 일어나지만 그것이 총체  

부정과 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이차  자연에서 “ 괴는 단지 창조와 

변화의 역일 뿐이며, 무질서는  다른 형태의 질서이고, 죽음에 의한 해체는 

생명의 구성과 동일시된다. 모든 곳에 부정 인 것이 스며들어 있지만 그것이 

보여주는 죽음과 괴는 단지 부분  과정일 뿐이다.”20) 그래서 사디스트에

게 경험  세계에서 완 한 범죄는 불가능하며 가학  고통에서도 완 한 만

족을 느낄 수 없는 것이다.21) 사드의 작품에서 끊임없이 동일한 사디즘  성

행 가 반복되는 것도 이를 통해 완 한 만족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규방철학에서 사드의 변인인 돌망세는 이론  담론에서  치를 

차지하며 자신의 논리를 펼쳐나간다. 여기서 화자와 청자 간의 수평  화란 

기 할 수 없다. 사디즘 인 성행  장면에 이러한 일방 인 논리 개가 병렬

kann.”
19) (Marat/Sade 179): 

“was du die Gleichgültigkeit der Natur nennst
ist deine eigene Apathie”

20) 질 들뢰즈(이강훈 역): 매저키즘. 인간사랑 2007, 30쪽.
21) 들뢰즈: 매저키즘, 30-3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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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펼쳐지는 이유는 양자 모두 일종의 폭력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

이다. “논증 자체가 바로 폭력과 동일한 것”이며 “피해자에게 가해진 폭력행

는 단지 논증이 보여주는 고차원 인 폭력의 반 일 뿐이다.”22) 경험 인 

이차  자연에서 부정이 부분 으로만 이루어진다면, 논증  이성의 쾌감이 

나타나는 일차  자연은 이고 순수한 부정이 이루어지는 근원 인 혼

돈의 세계이다. 그것은 모든 법과 창조를 벗어난 순수한 부정의 세계이지만 

단지 이데아의 상으로 생각 속에서만 나타난다. 냉담한 논증  이성에 의거

한 이러한 쾌감은 자아가 이차  자연을 부정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부

정하며 획득하는 쾌감이다.23)  

사드는 마라와의 화에서 “옳고 그름을 결정하기 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알아야 하지만, 나는 내 자신을 모른다”24)고 말한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에 

의해 알게 되는 가변  진리 외에 어떤 진리도 결코 찾을 수 없다”25)고 말하

기도 한다. 이러한 태도는 에서 언 한 일차  자연에서 나타나는 면  

괴와  부정에 상응한다. 한 사드는 자신의 삶은 환상에 불과하다며 

명에 무 심을 표하기도 한다. 실제로 9월 학살에서 잔혹한 숙청작업이 이

루어지고 있었을 때 그는 사로 법정에 섰지만 죄수를 무죄방면하기 해 

모든 것을 다 했으며 그들을 살인할 능력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왜

냐하면 거기서 이루어지는 살인은 결코 개인 인 쾌감을 유발하는 살인이 아

니라 기계 인 학살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사드는 [...] 개인 인 

것의 유발자로서 살인을 지지하지만, 합리 인 개인으로서 그것을 수행할 수 

22) 들뢰즈: 같은 책, 22쪽. 
23) 들뢰즈: 같은 책, 31-32쪽 참조. 
24) (Marat/Sade 184): 

“Um zu bestimmen was falsch ist und was recht ist
müssen wir uns kennen
Ich
kenne mich nicht”

25) Ebd. 
“nie sind andere Wahrheiten zu finden
als die veränderlichen Wahrheiten der eigenen
Erfahru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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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게 되면서, 스스로를 해 사고 속의 자유를 릴 지 를 획득한다. 그는 

자신의 철학을 실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철학에 동조할 수도 없지만, 상상

과 말을 사용할 수 있다. 그 결과는 자기 자신에게 완 히 내던져진 상태, 샤

랑통 병원에 수감된 외 인 조건에 상응하는 고독이다. 그의 지 는 미학자, 

지식이 있는 음증 환자, 연 기 기록자의 지 이다.”26) 랑스 명으로 인

한 “집단 인 의미에서 완 한 자유는 가능하지 않다. 그것은 술, 개인의 

주 , 개인 인 세계에만 존재한다.”27) 따라서 사드는 마라처럼 실에서 

행동하고 변 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사고의 세계, 즉 일차  자연의 

세계에서 조자로 남아 냉담하게 바라보고 논증을 통해 질서의 괴를 꾀하

는 미학  기와 해방을 추구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드의 폭력은 개인 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미학  유희의 차원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

을 것이다. 사드가 환자들과 함께 연극을 하는 것도 이러한 연  속에서 설명

될 수 있을 것이다.

마라와 명세력에 의해 지지된 단두 에서의 기계  살인과 폭력에 맞서, 

사드는 개인 , 술  차원에서의 폭력을 지지한다. 이에 한 몇 가지 를 

마라/사드에서 찾아보자. 

강자에 의한 약자의 무자비한 공격과 살인의 로 마라/사드 속 사드는 
다미엥의 일화를 이야기한다. 루이 15세를 암살하려다 실패한 다미엥은 4시

간 동안 처 하게 고문당한 후 죽었는데, 민 은 그의 죽음을 일종의 축제로

서 다 같이 즐긴다. 심지어 카사노바는 그 잔혹한 처형장면을 보면서 여성들

과 성 계를 갖고 쾌락을 배가시키기도 한다. 다미엥의 고문장면은 극 내에서 

26) Best: Peter Weiss, S. 93: “Andererseits gewinnt Sade [...] indem er für Mord als Movens 
des Individuellen eintritt, als rationales Individium aber unfähig ist, ihn zu vollziehen, für 
sich eine Position der Freiheit im Denken. Er ist zwar weder imstande, seine Philosophie zu 
verwirklichen, noch der Philosophie eines anderen beizupflichten, aber er hat die Vorstellung 
und das Wort. Das Ergebnis ist totales Zurückgeworfenwerden auf sich selbst, eine 
Einsamkeit, die dem äußeren Rahmen der Internierung in Charlenton entpricht. Seine 
Position: die des Ästheten, des wissenden Voyeurs, des Chronisten.”

27) Ebd.: “Totale Freiheit im kollektivistischen Sinn ist nicht möglich. Es gibt sie in der 
Kunst, in der subjektiv-privaten Welt des Individiuu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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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히 언 된다. 다미엥의 팔과 허벅지를 칼로 베어 상처를 내고 그 안에 납

물을 붓기도 하고 손을 불로 지져 잘라내거나 그의 사지에 밧 을 묶은 후 

말과 연결시켜 한 시간 동안이나 말을 끌게 하는 것 외에도 엉덩이와 어깨를 

톱으로 잘라내는 등 엄청나게 잔인한 고문장면이 서술된다. 푸코는 감시와 
처벌 Surveiller et punir에서 이러한 잔인한 처벌을 군주권력의 가시화로 설
명한다. 군주를 살해하려 한 범죄자의 신체에 엄청난 고문의 흔 을 남김으로

써 이 축제를 구경한 민 들은 인 군주의 권력을 가시 으로 확인하게 

되며 그에 한 복종심을 키우게 된다는 것이다. “고통스러운 처벌은 한 일

종의 정치  의례로 이해될 수 있다. 그것은 그 나름의 방식으로 권력이 표

되는 의례에 속하게 된다.”28) 따라서 수형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강도가 셀

수록 그에 비례하여 군주의 권력 역시 막강한 것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사드

가 다미엥의 일화를 이야기한 것은 정치  차원에서 막강한 군주의 권력

을 칭송하기 함이 아니다. 오히려 제군주에 해 비 인 태도를 견지했

던 사드에게 다미앵의 일화는 강자가 약자에게 가하는 자연  폭력을 정하

고 그것이 가져다주는 가학  쾌감을 설명하기 해 사용된다. 훗날 니체 역

시 “잔인함이 옛 인류의 축제에서 생겨나는 커다란 즐거움에 어느 정도까지 

향을 미치는지, 거의 모든 그들의 즐거움에 하나의 성분으로 얼마나 섞여 

있는지, 다른 한편으로 잔인함에 한 그들의 욕망이 얼마나 순수하고 순진무

구하게 나타나는지”29) 이야기하며, 인의 욕주의에 담긴 선을 신랄하

게 비 한다.

다미엥의 일화가 사드와 마라의 화 장면에 등장한다면, 개인  쾌락에 

의한 살인은 장면 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극 극의 내용이기도 한 코르데의 

28) Michel Foucault: Überwachen und Strafen. Die Geburt des Gefängisses. Frankfurt a.M. 
1994, S. 63: “Die peinliche Strafe ist auch als ein politisches Ritual zu verstehen. Sie 
gehört auf ihre Weise zu den Zeremonien, in denen sich die Macht manifestiert.”

29) Friedrich Nietzsche: Zur Genealogie der Moral In: ders.: Kritische Studienausgabe. Bd. 
5. Hrsg. v. Giorgio Colli und Mazzino Montinari. München 1999, S. 301: “[...], bis zu 
welchem Grade die Grausamkeit die grosse Festfreude der älteren Menschheit ausmacht, 
ja als Ingredienz fast jeder ihrer Freuden zugemischt ist; wie naiv andrerseits, wie 
unschuldig ihr Bedürfniss nach Grausamkeit auftri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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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 살인은 역사 으로는 정치  의도에 기인한 것이었다. 지롱드당 지지자

던 코르데는 명가 마라를 랑스 사회에 한 으로 간주하며 그를 

살해하기 해 가슴에 비수를 숨기고 그를 세 차례 방문한다. 사드는 이 역사

 사실을 자신의 개인  연출의도에 따라 새롭게 해석한다. 그리하여 이제 

코르데가 자신의 가슴 속에 숨긴 칼은 사랑의 유희를 한 자극  수단으로 

간주되며, “그녀의 얼굴은 차 일그러져 증오와 쾌락이 뒤섞인 야수성을 띠

게 된다.”30) 이러한 장면들은 환자들이 성행 하는 장면을 팬터마임으로 보

여주며 “보편  성교 eine allgemeine Kopulation”(Marat/Sade 244)를 요구할 

때 더욱 두드러진다. 

사드가 타인에게 고통을 주며 살해하는 가학  행 에서만 쾌감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사드는 자신이 명에 해 말하는 동안 코르데에게 자신을 채

으로 때려  것을 부탁한다. 언뜻 이것은 마조히즘 인 행 로 보이기도 한

다. 로이트는 사디즘과 마조히즘을 립되는 것으로만 보지 않고 양자가 동

일한 한 개인에게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성 계를 가질 때 다른 

군가의 고통을 불러일으키는데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은 그 자신이 성

계에서 느끼게 되는 어떤 고통도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러므로 

사디스트는, 비록 성욕 도착의 능동  는 수동   가운데 어느 하나가 

더 많이 발달되어 그의 성행 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는 있다고 하더

라도, 동시에 마조히스트가 될 수 있다.”31) 이러한 로이트의 에 따르

면, 에서 언 한, 코르데가 사드를 채 질하는 장면은 사드의 사도마조히즘

 기질을 입증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들뢰즈는 자허 마조흐 
소개. 냉정함과 잔인성 Présentation de Sacher-Masoch. Le froid et le cruel
이라는 책에서 사디즘과 마조히즘을 근본 으로 다르며 상호 결합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사디즘의 주인공이 겪는 피학  성향은 마조히스트의 피학

30) Marat/Sade 247): “[...] verzerrt sich ihr Gesicht mehr und mehr zu einer Wildheit, in 
der sich Haß und Wollust mischen.”

31) 지그문트 프로이트(김정일 역):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 열린책들 2004, 50쪽. 
사디즘과 마조히즘에 한 프로이트의 정의는 다음을 참조하시오. 프로이트: 성욕에 관

한 세 편의 에세이, 48-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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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향과 근본 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사디스트가 피학 인 고통을 당할 때 

마조히스트의 경우와 달리 “고통이 속죄의 필요성이나 죄의식을 만족시켜 주

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인 힘과 확신을 제공해 주기 때문”32)

에 최고의 쾌감을 느끼게 된다. 

사드가 코르데를 시켜 자신을 채 질하게 할 때도 이와 유사한 이유에서 

고통의 쾌감이 생겨난다. 근본 인 부도덕성, 즉 악 자체를 나타내는 “사디스

트의 자아는 무나 강력해서 사디스트는 자신을 자아와 동일시하게 된

다. 그 결과 자아가 되어버린 사디스트는 자신의 자아를 외부세계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 사디스트의 자아는 바로 자신의 희생자들이다. [...] 사디스

트의 희생자들이 자신의 자아라는 사실은 사디즘의 명백한 역설, 즉 유사마조

히즘의 존재를 설명해 다. 난 꾼은 자신이 타인에게 부과한 그 고통을 즐기

고 있다. 괴 인 기가 외부로 표출될 때, 여기에 자신과 외부 희생자와의 

동일시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사디즘의 아이러니는 바로 해체된 자아를 필연

으로 외부에 투사하며, 그 결과 외부의 희생자를 자신의 자아로 경험하는 

그 이  작용에 있다.”33) 따라서 사드가 코르데의 채 에 맞을 때, 이러한 

폭행의 경험은 사드가 타인에게 가학  폭행을 행할 때의 상황과 근본 으로 

다르지 않다. 양쪽 모두 근원  악인 자아와 동일시하는 사드가 자아- 진짜 

자기 자신이든 타인으로 변형된 자신이든-에게 폭력을 가하며 쾌감을 느끼는 

상황인 것이다. 

비록 사드가 규방철학이나 바이스의 마라/사드에서 모두 쾌락을 느끼
는 성 인 행 의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지만, 이를 묘사하는 그의 태도에는 

어떤 열정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이러한 장면을 냉담하게 묘사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냉담성은 강렬한 쾌감을 제공해 다. 그러나 궁극 으로 

그것은 자아가 이차  자연에 참여하여 얻게 되는 쾌감(범죄성향의 자아가 

역시 범죄성향의 자연에 참여하는)이 아니라, 반 로 자아의 내부와 외부에서 

32) 들뢰즈: 매저키즘, 45쪽.
33) 들뢰즈: 같은 책, 148쪽 이하(인용된 번역문에 나오는 새디스트, 새디즘, 매저키즘은 우

리말 표기법에 맞게 각각 사디스트, 사디즘, 마조히즘으로 바꿔 인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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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자연을 부정하는 쾌감이며, 나아가 자아 자체마  부정하는 쾌감이다. 

다시 말해 그것은 논증  이성의 쾌감인 것이다.”34) 사드가 코르데의 채 을 

맞으며 9월 학살에 기계 으로 이루어지는 살인행 들을 비 할 때, 그의 독

백 역시 지 인 논증의 성격을 띤다. 이는 규방철학에서 사드의 변인인 
돌망세가 성행  장면들 사이에서 철학  사고를 펼치는 것과 유사하다. 이러

한 냉철한 사상  논증과정은 우선은 탈성화를 유발하지만 그것이 정 에 이

르 을 때 오히려 다시 재성화한다.35) 

사드의 폭력 개념과 냉담함의 태도는 연극기법 으로는 아르토의 잔혹극의 

형태로 나타난다. “마라/사드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장면들이 아르토의 
‘잔혹극’과 연 이 있다. 모리타트, 처형, 행진, 환자의 발작, ‘욕조 속의 마라’

라는 인상 인 장면, 나무딸랑이나 그 밖의 다른 수단을 사용한 소음의 음악, 

시터티 와 아리오소, 명의 춤, 행진과 마지막의 소요장면.”36) 그런데 사

드의 폭력 개념이 물리 , 신체  폭력을 넘어 순수하고 인 부정으로서

의 논증  폭력으로 나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르토에게서도 잔혹성은 단

순히 피를 흘리는 잔혹한 장면을 보여 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잔혹 연

극에서는 사디즘도 피도 요하지 않다. 어도 독단 인 방법은 요하지 않

34) 들뢰즈: 같은 책, 33쪽 이하. 
35) 이에 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하시오. 들뢰즈: 같은 책, 151-152쪽. 
36) Sang-Myon Lee: Peter Weiss’ >>Marat/Sade<< und das Theater in der Zeit des “Kalten 

Krieges”. Berlin 1993, S. 65: “Im “Marat/Sade” sind vor allem die folgenden Szenen 
auf Artauds ‘Theater der Grausamkeit’ bezogen: Moritat, Hinrichtung, Prozessionen, 
Anfälle der Patienten, das einprägsame Tableau ‘Marat in der Badewanne’, Lärmmusik 
mit Holzrasseln und anderen Mitteln, Rezitative und Ariosos, Revolutionstänze, Marsch 
und Schlußtumult.” 
또한 이상면은 아르토의 잔혹극이 바이스의 극에 미친 향으로 “다양한 무 수단의 용

해(‘총체극’), 신체언어와 에로틱의 강조, 드 사드라는 인물에게서 작가와 연출가가 한 

인물로 통합된 것, 연출극을 위한 여러 변형 가능성을 지닌 임시연극 본, 심리치료로서

의 연극의 기능 die Fusion der verschiedenen Bühnenmittel (‘Theater der Grausamkeit’), 
Betonung der Körpersprache und der Erotik, Personalunion von Autor und Regisseur in 
de Sade, der Spielvorlage mit seinen Möglichkeiten für das Regietheater und die 
Funktion des Theaters als Psychotherapie”을 들고 있다. Lee: Peter Weiss’ >> 
Marat/Sade<< und das Theater in der Zeit des “Kalten Krieges”, S.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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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는 체계 으로 공포심을 배양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 잔혹성이라는 말

은 습 으로 주어진 동물 이고 물리 인 의미가 아니라 보다 폭 넓은 의

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나는 언어의 상투  의미를 타 하고 단호하게 언어의 

구조를 무 뜨리며, 언어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결국 언어의 어원학  

근원으로 복귀할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언어의 어원학  원천은 

언제나 추상  개념을 통해 구체  개념을 환기시키기 때문이다.”37) 즉 잔혹

극이란 기존의 언어텍스트, 본 심의 연극에서 벗어나 무 라는 공간을 구

체 , 물질 으로 채우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용해 스펙터클한 연출을 하는

데 을 맞추는 연극이론이다. 여기서 물질 , 구체  요소들이란 의미 달

에 사용되지 않는 억양, 음성자질의 소리, 제스처, 조명, 의상 등의 모든 감각

 기호를 포 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인간의 감각에 향을 미침으로써 한 

정신에 향을 미치려 한다. 즉 정신을 뒤흔들고 흥분상태에 빠뜨리며, 순수

한 감정과 그것의 운동으로서의 삶을 표 하려고 한다. 따라서 잔혹성이란 피

를 흘린다든지 폭력을 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엄 성을 가

지고 돌이킬 수 없는 필연성에 의해 극단 으로 실천해나가는 순수하고 

인 태도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엄격하고 냉정하게 괴 인 잔혹함을 일삼

는 것은 이성에 종속된 신체와 정신에 고통을 가하지만, 삶에 이러한 악을 허

용하는 것은 동시에 궁극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주기도 한다. 바이스의 연극 

마라/사드는 신체 인 동작이나 의미 달에 사용되지 않는 소리나 외침 등 

잔혹극의 감각  기호들을 다양하게 사용하면서 정신  차원에서의 폭력을 

행사한다.38) 

순수하고 인 논증  폭력을 주장하는 사드의 태도가 ‘냉담함’이듯, 

아르토에게서도 “무엇보다도 먼  잔혹성은 냉정하다. 그것은 일종의 엄격한 

37) 앙토넹 아르토(박형섭 역): 잔혹연극론. 현 미학사 2004, 149쪽 이하. 
38) 이상면은 바이스의 극이 아르토의 잔혹극의 향을 받기는 했지만, 그것은 형이상학적 

의미를 상실하고 물질적, 신체적 차원에서의 의미만 남았다고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르토의 잔혹극은 바이스의 폭력적 연극으로 변형되었다는 것이다. Vgl. Lee: a.a.O., S. 
69-70. 그러나 바이스에게서의 폭력 개념을 이와 같이 신체적 차원으로 국한시키는 것은 

앞의 사드의 예에서 살펴보았듯이 지나치게 협소한 이해가 아닌가 생각된다.



정 항 균166

지침이며 필연성에 복종하는 것이다. 의식, 이를 테면 몰입하는 의식이 없다

면 잔혹성도 없다. 삶의 모든 행 를 실천하는데 피의 색깔과 잔혹한 뉘앙스

를 부여하는 것은 바로 그 의식이기 때문이다.”39) 물론 사드의 폭력이 신체

, 물리  폭력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듯이, 아르토의 잔혹극에서도 신체에 

가해지는 잔인한 폭력장면이 나올 수 있지만, 그것이 잔혹성의 본질은 아니

다. 냉정하게 신체의 무의식  언어를 읽어내며 그것을 해방시켜 인간을 자유

롭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아르토의 잔혹성 개념이 갖는 순수하고  특성

인 것이다. 그것은 동일한 자아와  진리를 괴하는 사드의  부

정이라는 폭력의 연극학  표 인 것이다. 

Ⅱ.3. 폭력에 항하는 폭력: 쿨미에의 제의  폭력과 상호폭력

푸코는 고 주의 시 의 기의 역사 Histoire de la folie à l’âge 

classique에서 르네상스 시 에서 19세기 까지 기에 한 담론  인

들에 한 사회  인식의 변화를 역사 으로 기술한다.40) 이에 따르면 17세

기 반부터 18세기 반까지 인은 부랑자, 거지, 범죄자들과 함께 비이성

인 인간으로 분류되어 감 되었다. 이 경우 인은 수감자들과 달리 사람들

의 시선에 노출되어 구경될 수 있는 존재 다는 에서 차이가 있다. 이 시기

에 인은 갑작스럽게 시작되는 강한 발작에서 드러나듯 야수성을 지닌 존재

로 간주되었으며, 그러한 동물  폭력의 험성 때문에 동물우리 같은 방에 

쇠사슬에 묶인 채 비참하게 감 되었다. 그러나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반으로 넘어가면서 피넬과 튜크의 에서 드러나듯이, 인들은 다른 수감자

들과 분리되어 새로운 수용소로서의 근 인 정신병원으로 옮겨지게 된다. 

이러한 새로운 치료시설에서 인들에 한 물리  억압은 상당 부분 폐지되

었으며, 처벌과 보상이라는 도덕  메커니즘을 통해 환자 스스로 자신의 죄를 

39) 아르토: 잔혹연극론, 150쪽 이하. 
40) 아래의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시오. 미셸 푸코(이규현 역): 광기의 역사. 나남출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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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며 기를 통제할 수 있도록 유도되었다. 이러한 치료법은 인도주의

인 것처럼 선 되었지만, 의사는 인의 내면세계에 심이 없었고 단지 그의 

외 인 행동만 찰하고 통제하려 했다는 에서  다른 지배 내지 권력체

계를 보여  뿐이었다.

페터 바이스의 마라/사드는 사드의 지도하에 정신병자들이 샤랑통 정신
병원에서 마라에 한 극을 상연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사드가 샤랑통 

병원에서 연극을 상연한 시기는 1808년 나폴 옹 통치시기로 언 된다. 하지

만 이 작품에 등장하는 샤랑통 병원은 앞에서 언 한 감 수용소와 근  

정신병원의 양상을 모두 갖고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서문에서 샤랑통 병원의 

원장인 쿨미에는 “계몽된 근 인으로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 정신병원의 환자

들이 더 이상 폭력에 시달리며 살지 않고 교양을 쌓고 술  활동을 하는데 

찬성한다”41)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언과 달리 실제로 사드의 연극에 참

여하는 환자들은 간호사나 간호보조원들에 의해 여러 차례 폭력을 당하며 비

인도 인 우를 받는다. 

푸코도 고 주의 시 의 기의 역사에서 샤랑통 병원에서 쿨미에가 정
신병환자들로 하여  연극을 공연하게 하 음을 언 하고 있다. “이 연극공연

에 참여하는 정신이상자들은 경박하고 생각이 모자라며 때때로 심술궂은 일

반인들의 심과 호기심의 상이었다. 이 불행한 사람들의 기묘한 태도, 그

들의 몸가짐은 참석자들의 조롱 섞인 웃음, 모욕 인 동정을 샀다.”42) 인들

은 고 주의 시 의 감 된 다른 수감자들과 달리 무  에 올라가 사람들

의 앞에 등장하 지만, 이는 그들이 르네상스시 처럼 다른 평범한 사람들

과 함께 일상 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야수처럼 창살을 통해 거리를 두고 

41) (Marat/Sade 159): 
“Als moderne und aufgeklärte Leute
sind wir dafür daß bei uns heute
die Patienten der Irrenanstalt
nicht mehr darben unter Gewalt
sondern sich in Bildung und Kunst betätigen”

42) Esquirol: Mémoire historique et statistique de al Maison Royale de Charenton. In: Des 
maladies mentales II. p. 222. 푸코: 광기의 역사, 267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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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되는 구경거리가 되었음을 의미한다.43) 마라/사드에 등장하는 샤랑통 
병원장인 쿨미에 역시 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을 인간 으로 우하

고 치료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들을 공격 이고 폭력 인 성

향이 내재된 비이성 인 야수처럼 취 하고 있다.

샤랑통 병원에는 정신병자들뿐만 아니라 정치범들 역시 수감되어 있다. 이

들이 쿨미에의 주장과 달리 얼마나 비인간 인 우와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지는 그들이 상연하는 연극이 진행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폭로된다. 도살자 

같은 모습의 간호보조원들은 곤 을 지니고 있고, 간호사 역은 운동선수들이 

맡는다. 정치 인 이유에서 수감된 한 환자는 마라의 추종자인 자크 루 역을 

맡고 있다. 그는 인의 신체  활동을 구속하는 가죽조끼를 입고 있으며 선

동 인 발언을 하면 간호사들의 개입으로 극 에 끌려가기도 한다. 쿨미에 

원장은 사 검열을 통해 험한 사들을 삭제하도록 지시할 뿐만 아니라 연

극 에도 사회비 인 사가 나오면 사드에게 항의하면서 개입한다.44) 

1막 14장에서는 이 에 신부 던 한 환자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며 무릎

을 꿇고 폴짝폴짝 뛰는 사고가 발생한다. 간호보조원들이 그 환자에게 달려들

어 로 묶은 다음 뒤로 데려가 샤워기 에 그를 세워둔다. 그리고 그는 간

호사와 간호보조원의 감시를 받는다. 실제로 샤랑통 병원에서는 환자의 치료

법으로 기습  샤워를 이용하곤 하 다. “의자에 묶여 있는 정신병자 로 찬

물이 가득한 수조가 설치되어 있었고, 여기에서 폭이 넓은 을 통해 차가

운 물이 정신병자의 머리 로 곧장 쏟아졌다.”45) 마라/사드에서 진행자는 
욕조 속에서 명을 한 격문을 쓰는 마라 역을 정신병원의 한 편집증 환자

가 맡았다며, “우리는 물치료법으로 편집증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례 없는 

성공을 거두고 있다”46)고 말한다. 실제로 17세기 말부터 목욕요법은 기의 

43) 고전주의 시 에 광인들이 어떻게 일반인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는지에 한 자세한 설명

은 다음을 참조하시오. 푸코: 같은 책, 265-268쪽.
44) 정항균: 육체의 억압과 해방에 관한 담론, 234쪽 참조.
45) Esquirol: Des maladies mentales II, p. 225 (푸코: 같은 책, 510쪽 이하 재인용). 
46) (Marat/Sade 161): 

“mit denen wir in unsrer Hydrotherapie
Erfolge erzielen wie sonst noch 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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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치료수단으로 다시 사용되었으며, 차가운 물이 냉각제로 작용하여 조

증이나 발작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특히 피넬의 시 에는 

샤워가 가장 인기 있는 치료법이었는데, 그 이유는 흘러가는 물이 기의 원

인이 되는 모든 불순물을 씻어낸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가운 물

로 샤워하는 치료법은 기를 불순한 것으로 낙인 고 물에 의한 세례를 통

해 환자의 재탄생을 약속하는 이데올로기 인 성격을 지닐 뿐만 아니라, 갑자

기 환자의 머리 에 찬물을 뿌리거나 심지어 환자를 거꾸로 들어 그의 머리

를 욕조에 처박는 것과 같은 폭력  성격을 띠기도 하 다.47) 다시 말해 물

을 통한 정화의 이념 뒤에는 폭력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극의 마지

막에 가면 처음에 계몽  인간을 자처하고 인도주의와 고귀한 이상을 외치던 

쿨미에의 공허한 말과 달리, 간호보조원들은 몽둥이를 들고 달려가 미쳐 날뛰

는 환자들을 폭행하면서 강제로 제압하는 야만성을 보인다. 이로써 계몽주의

와 시민사회가 내세우는 이상의 이면에 감추어진 폭력성이 나라하게 폭로

된다. 

르네 지라르는 폭력과 성스러움 La violence et le sacré에서 희생제물을 
바치는 제의  폭력이 사회질서를 태롭게 만들 수 있는 상호 폭력을 막기 

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다. 사법제도가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고 상호

인 보복을 통해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 정도로 폭력이 확산되어가는 것을 

지하기 해, 사회가 만장일치로 희생제물을 선택하여 보다 작은 폭력으로 

더 큰 폭력을 막으려는 것이 제의  폭력의 기원이라는 것이다.48) 그 다면 

이러한 희생제물의 선택요건은 무엇인가? 희생제물은 한편으로 사회공동체의 

완 한 일원이어서는 안 되지만, 그 다고 그 사회와 완 히 무 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사회의 완 한 일원을 희생시키면 보복이라는 상호  폭력을 

낳을 수 있고, 반 로 그 사회와 무 한 사람은 그 사회의 죄를 신 짊어질 

희생제물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나라에 사는 이방인, 아이, 가축

과 같이 사회의 경계에 서 있되, 복수를 통해 상호폭력을 퍼뜨릴 수 없는 존

47) 푸코: 광기의 역사, 510-511쪽 참조.
48) 르네 지라르(김진식, 박무호 역): 폭력과 성스러움. 민음사 2003, 217쪽과 401-40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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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들이 신성시되면서 희생제물이 된다.49)

지라르가 말한 제의  폭력과 속죄양은 사에서도 그 의미를 잃지 않고 

있다. 를 들면, 사에서 나치시 에 유 인들이 그러한 희생제물의 역할

을 수행하 다. 나치는 사회에 완 히 통합되지 않으면서도 그 사회의 일원인 

유 인을 비롯해 집시나 동성애자 등을 강제수용소에 감 하여 사회와 격리

시키고 심지어 그들을 집단살해하기까지 하 다. 이들을 희생제물로 삼음으로

써 민족주의를 강화시키고 국민들에게 집단  정체성을 만들어내면서 사회통

합을 이루어내려고 했던 것이다. 바이스가 수사에서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
를 다룰 때, 여기에서 고문당하고 죽어가는 사회의 속죄양 모티 가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제의  폭력은 소  사회  악을 희생제물에게 집

시켜 괴함으로써 사회의 해악을 말살시키는 동시에 이를 통해 사회의 질

서를 보존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치료보다는 일종

의 방  성격을 띤 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면 지라르가 말한 제의  폭력 모델이 마라/사드에도 용될 수 
있을까? 르네상스 시 와 달리 17세기 반에서 18세기 말까지도 여 히 사

회에서 격리되어 수용소에 감 되었던 인들은 이성 인 인간들과 구분되는 

짐승으로 간주되었다. 그들은 범죄자나 거지 같은 비이성 인 인간들과 함께 

수감되어 폭력에 내맡겨졌다. 이들은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서와 마찬가지

로 수용소에 격리되어 있었는데, 18세기 엽에는 감 수용소에서 발생한 병

이 도시로 퍼져나가 도시 체를 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곤 

하 다. 심지어 1780년에는 리를 휩쓴 풍토병의 원인으로 한 구빈원 건물

을 지목하며 그곳을 불태우자는 주장마  있었다.50) 여기서 “비이성에 한 

오와 질병에 한 오랜 강박 념”51)이 서로 결합되는 상을 확인할 수 있

다. 염병의 확산은 폭력의 확산의 비유로 해석되기도 하는데52), 이러한 의

49) 지라르: 폭력과 성스러움, 406-410쪽 참조. 
50) 푸코: 광기의 역사, 562-564쪽 참조. 
51) 푸코: 같은 책, 565쪽. 
52) 지라르는 오이디푸스 왕의 분석에서 페스트로 시작된 전염병이 어떻게 상호폭력의 전

염병으로 이어지는지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다. 그는 여기서 언급되는 페스트가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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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에서 수용소에 갇힌 야수 인 인들은 잠재 인 폭력의 험인자로 간주

되어, 격리되고 고문당했던 것이다. 즉 소  계몽 인 이성  사회는 인들

에게 사회의 모든 비이성 인 죄와 해악의 책임을 가하며 그들을 속죄양으

로 삼았다고 할 수 있다. 비록 그들이 나치 강제수용소에서처럼 집단학살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심지어 19세기 반 근 인 정신병원에서마  감시와 

폭력에서 완 히 벗어날 수 없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나폴 옹 시 의 시민사회가 비이성 인 정신병자만을 샤랑통 병원에 수용

했던 것은 아니다. 이와 더불어 자크 루의 역을 맡은 인물처럼 정치  이유에

서 병원에 수용된 사람들도 있었다. 마라/사드에서 정신병자와 반정부세력
은 모두 사회에 폭력의 염병을 퍼뜨릴 수 있는 인물들로 간주되어 사회로

부터 격리되고 정신병원에 수용된다. 그리고 병원은 이들을 치료하기보다는 

통제와 폭력을 통해 이들이 가할 수 있는 폭력을 미리 방하고 사회질서를 

공고히 하려는 것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감 수용소가 사드의 비이성  담론

의 문학  환상을 탄생시킨 것처럼, 샤랑통 정신병원 역시 역설 으로 폭력이

라는 염병의 근원지로 바 어버린다. 

바이스는 마라/사드에서 사드로 하여  환자들을 데리고 한 편의 연극을 

공연하게 한다. 그러한 미학 인 유희의 공간 내에서 다양한 폭력장면의 제시 

외에도 마라와 사드 간의 논쟁이 벌어진다. 극 극의 인물로서 사드는 마라가 

유아주의 인 이기심에 여 히 사로잡  있다고 말하면서 그가 내세우는 

명의 환상을 비 하는 반면, 마라는 사드의 냉담한 조의 태도를 비난하며 

행동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작품 마지막의 에필로그에서 연출가로서의 사드는 

이러한 논쟁  화의 의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의 의도는 화 속에서

한 전염병의 문제가 아니라, 근친상간과 부친살해 같은 폭력에서 시작해 역모나 왕권 박

탈과 같은 국가질서의 위기를 초래하는 폭력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

석하고 있다. 이러한 폭력의 확산은 오이디푸스가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집단의 희생양

이 되는 제의적 폭력을 통해서만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라르: 폭력과 성스러움, 
105-13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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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되는 명제들을 시험해보고 이것들을 끊임없이 서로 맞서게 하며

항구 인 의심을 해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어떻게 사건을 개하든 

우리의 연극에서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하 습니다.

 스스로 폭력의 옹호자 습니다만,

마라와의 화에서 는 곧 의 폭력이 그의 폭력과는 다른 폭력이었으며

제가 그가 가는 길을 부정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에는 도끼와 칼로 

세계를 변 시키고 바꾸려는 열망이 있었고

다른 한편에는 그 자신의 생각이 지닌 힘으로 몰락하려는 

개인 인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은 제가 재의 상황에서 

여 히 답변되지 않은 질문 앞에 서 있음을 보고 계십니다.53)

의 인용문에서 흥미로운 두 부분이 있다. 첫 번째는 많은 비평가들이 지

한 로 사드가 극  사드와 마라의 입장 가운데 어느 하나를 지지하지 

않고 제 3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54) 두 번째는 사드가 이 마지

53) (Marat/Sade 253):
“Es war unsre Absicht in den Dialogen
Antithesen auszuproben
und diese immer wieder gegeneinander zu stellen
um die ständigen Zweifel zu erhellen
Jedoch finde ich wie ichs auch dreh und wende
in unserm Drama zu keinem Ende
Ich war selbst ein Fürsprecher der Gewalt
doch im Gespräch mit Marat sah ich bald"
daß meine Gewalt eine andre war als seine
und daß ich seinen Weg verneine
Einerseits der Drang mit Beilen und Messern
die Welt zu verändern und zu verbessern
andererseits das individuelle System
kraft seiner eigenen Gedanken unterzugehen
So sehn Sie mich in der gegenwärtigen Lage
immer noch vor einer offenen Frage”

54) 그러나 비평가들 중에 바이스가 사드 또는 마라의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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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입장표명에서 사드 자신과 마라를 폭력의 지지자로 내세우되, 그들이 표방

하는 폭력의 상이성을 지 하고 있다는 이다. 연출가 사드가 마지막 발언에

서 ‘폭력’을 언 하고 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그것은 폭력의 문제가 이 

작품의 핵심주제임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마라의 폭력이 사회의 경제  조건

을 변화시키는 명을 추구한다는 에서 집단  성격의 폭력이라면, 사드의 

폭력은 인간의 무의식과 성 욕망을 억압하는 내면의 감옥에서 인간을 해방

시켜주는 개인  성격의 폭력이다. 

그런데 이 두 상이한 폭력은 하나의 상에 향해 있다. 그것은 바로 쿨미

에로 변되는 나폴 옹 인 시민사회이다.55) 이러한 시민사회는 스스로를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인권을 수호하는 사회로 내세우지만, 그 이면에는 인

간의 생존권과 욕망을 억압하는 폭력  성향이 숨어 있다.56) 바이스는 극

는 사람들도 있다. 가령 바이제는 바이스가 마라/사드를 원래 마라의 극으로 구상하는

데서 출발했으며 마라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입장이 마지막 개정판본까지 지속적으로 이

어져왔음을 작품분석을 통해 주장하고 있다. Vgl. Arnd Beise: Peter Weiss. Stuttgart 
2002, S. 86-97. 
반면 두르착은 이 작품에서 마라는 사드가 연출하는 극에 등장하는 하나의 인물일 뿐이

며 따라서 구조적으로 볼 때 사드에 종속되어 있는 인물로 간주한다. 그래서 마라는 사

드가 거쳐 간 과거의 한 단계일 뿐이며 작품 마지막에서 사드가 제 3의 입장을 표명하

더라도 그것은 사드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Manfred Durzak: Dürrenmatt, Frisch, Weiss. 
Deutsches Drama der Gegenwart zwischen Kritik und Utopie. Stuttgart 1972, S. 269.

55) Best: Peter Weiss, S. 99: “사드가 마라와 립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두 사람이 함께, 
그리고 그와 더불어 루가 쿨미에와 그가 변하는 소위 시민사회라고 불리는 것에 립

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Nicht Sade steht gegen Marat, beide zusammen, und mit ihm 
Roux, formulieren die Gegenposition zu Coulmier und zur sogennanten bürgerlichen 
Gesellschaft, deren Repräsentant er ist.”
비슷한 의견은 김겸섭의 논문에서도 찾을 수 있다. 김겸섭: 페터 바이스와 소수적 연극. 
마라/사드를 중심으로. 실린 곳: 브레히트와 현 연극. 제 21집(2009), 135쪽: “다른 한

편 작품에 한 새로운 해석의 출발점은 인물들 간의 립·갈등구도를 마라/사드 축에서 

사드(마라, 코르데)/쿨미에 일파의 갈등구도로 조정하는 것이다.”
56) 바이스는 ｢아방가르드 화 Avantgarde Film｣라는 글에서 브뉘엘 감독의 화 <안달루

시아의 개 Un Chien andalou>를 언급하면서 시민사회의 “도덕법칙이 갖는 폭력성 die 
Gewalten der Moralgesetze”에 해 언급한다. Weiss: Avantgarde Film. In: ders.: 
Rapporte, S. 21. 이를 마라/사드에 나오는 쿨미에의 정신병원과 그것이 변하는 나폴

레옹 사회에 적용시키면, 이들이 공공연히 드러내는 폭력뿐만 아니라 이들이 내세우는 

경직된 도덕 자체가 이미 인간의 무의식적 욕망과 개인의 자유에 한 일종의 폭력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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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에서 사드와 마라를 서로 결하게 하고 이들의 결을 논쟁  화를 통

해 첨 화시킴으로써 폭력의 염병을 퍼뜨려나간다. 이것은 쿨미에로 변되

는 시민사회가 정신병원이라는 감 수용소에 환자와 정치  험분자를 가두

고 이 속죄양들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사회질서를 공고히 하려는 시도를 

수포로 돌아가게 한다. 사드가 작품 마지막에서 표방하는 제 3의 입장은 결코 

만연한 폭력의 해소를 한 것이 아니라  제의  폭력에 맞서 상호폭

력을 퍼뜨리기 한 의도된 략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극의 마지막에 나오는 두 지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첫 번째 지문에서는 합창단이 정신병자들이 더 이상 쇠사슬에 묶여 있지 

않고 가난한 사람과 병자가 잘 살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나폴 옹 황제 덕분

이며, 그로 인해 명이 롭게 막을 내렸다고 노래한다. 그리고 나폴 옹

을 신성화하는 수막이 무  로 내려오는데, 그때 음악이 고조되고 환자들

의 행렬이  움직이며 앞으로 행진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음악과 행진박

자가  폭력 이 되어간다.”57) 두 번째 지문에서는 루가 환자와 객에게 

“언제 희들은 보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인가. 언제 희들은 마침내 이해하게 

될 것인가”58)라는 말과 함께 행진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 그들을 뒤로 몰아

내려 하지만, 역으로 그들 속으로 빨려 들어가 행렬 속에 사라지고 만다. 환

자들이 미친 듯이 춤을 추며 행진할 때, “쿨미에는 간호보조원들에게 과격한 

폭력을 행사하도록 사주한다.”59) 그리고 “환자들은 두들겨 맞고 쓰러진다.”60) 

하지만 이러한 진압시도가 결코 성공을 거두지 못함을 다음의 지문을 통해 

알 수 있다.

사드는 자신의 의자에서 일어서 의기양양하게 웃음을 짓고 있다. 쿨미에는 망한 

보여준다. 
57) (Marat/Sade 254): “Musik und Marschtakt werden immer gewaltsamer.”
58) (Marat/Sade 255): 

“Wann werdet ihr sehen lernen
Wann werdet ihr endlich verstehen”

59) Ebd.: “Coulmier feuert die Pfleger zur äußersten Gewalt an.”
60) Ebd.: “Patienten werden niedergeschla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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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막을 내리라는 신호를 한다.61)

의 지문에서 쿨미에가 지시한 폭력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정신병원환자

들의 폭력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감을 알 수 있다.62) 그러나 이러한 혼란이 

단순히 극 극 인물 사드가 주창하는 개인  폭력의 승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작품 마지막에서 모든 환자들이 행진해갈 때 그들은 샤랑통 병원과 나

폴 옹, 민족에 한 언  이후 명과 성교를 같이 외치고 있으며, 비록 루의 

외침이 수용자들의 행렬 속에 묻히고 있기는 하지만 언어 으로 여 히 객

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성찰을 유도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는 

에서 지문으로 제시된 환자들의 란의 발작  장면과 조되며, 언어와 비언

어 인 연극  수단이 총체 으로 작용해 기존의 질서를 뒤흔드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극형식의 차원에서 역시 마라와 

사드 사이에서의 제 3의 입장이 표명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작품 마지막 사인 루의 외침은 환자뿐만 아니라 객에게도 향하고 있

다.63) 이로써 바이스가 나폴 옹이 집권하는 1808년의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동시 사회를 이 연극의 상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한 암시는 1막 마지막 부분에서 진행자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도 분명

히 드러난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동시 를 즐기며 

여러분들이 커피와 맥주를 마신 후에 다시

이곳 욕조에서 보게 될

마라를 가리킨다

61) Ebd.: “Sade steht hoch auf seinem Stuhl und lacht triumphierend. Verzweifelt gibt 
Coulmier das Signal zum Zugziehen des Vorhangs.”

62) 더 나아가 김겸섭은 사드의 웃음을 바흐친이 말한, 기존 사회의 전복이라는 의미를 지닌 

축제에서의 웃음과 연결시키며, 억압적 사회로부터의 총체적 해방을 기획하는 사드의 연

극적 의도가 작품 마지막에 성공을 거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김겸섭: 페터 바이스와 

소수적 연극, 142쪽 참조.
63) Vgl. Ebd.: “zu den Patienten und zum Publik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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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의 상황에 해 생각해 시다.64)

바이스는 랑스 명이 나폴 옹 지배체제로 끝나며 명의 이상이 배반

당한 시기를 자신의 극의 배경이 되는 시 로 다루면서, 자신이 속한 시 의 

상황에 해 생각한다. 그는 자신의 극을 통해 객에게 시민사회가 정착한 

동시 에 과연 명이 가능한지, 그러한 (개인 , 집단 ) 명은 어떤 폭력의 

양상으로 부르주아 시민사회의 폭력에 맞서야 하는지 성찰을 요구한다. 

“페터 바이스는 마라/사드 연극의 첫 번째 본에서 정신병원환자들이 
박수갈채를 보내는 객들에게 으로 궐기하도록 한다. 비록 이 기가 

진압되지만, 그 제스처의 의미는 분명하다.”65) 즉 그는 거리로 나가 에게 

무차별 으로 총격하라고 말한 르통의 실주의  발언처럼, 객에 한 

폭력  공격을 감행하면서 그들로 하여  실을 새로운 으로 바라보도록 

요구한 것이다. “이것은 실주의극이 그 내용이나 방식에서만 시민  규범

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이러한 공격성이 무 를 넘어 실로, 이 경우

에는 객석으로 뛰어들어 실주의  기를 실 인 것으로 만들려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66) 물론 바이스는 나  본에서 배우가 객을 공

64) (Marat/Sade 224): 
“Erfreun wir uns jetzt unsrer gegenwärtigen Tage
und erwägen wir in der Pause dessen Lage 

zeigt auf Marat

den Sie bald wieder nach Kaffee und Bier
sehen werden in der Wanne hier”

65) Kesting: Verbrechen, Wahnsinn und Revolte, S. 318: “[...] läßt Peter Weiss in seinem 
Marat/de Sade-Stück erster Fassung die Irrenhauspatienten drohend sich gegen die 
applaudierenden Zuschauer erheben. Dieser Aufstand wird zwar niedergeknüppelt, aber 
die Geste ist eindeutig.”

66) Kesting: a.a.O., S. 319: “Das bedeutet, daß sich das surreale Stück nicht nur in seinen 
Inhalten und Verfahrensweisen aggressiv gegen die bürgerlichen Normvorstellungen 
verhält, sondern daß diese Aggressivität die Tendenz hat, über die Rampe in die 
Realität, in diesem Falle den Zuschauerraum, überzuspringen und so die surrealistische 
Revolte zu einer realen zu ma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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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하는 장면을 삭제했고 극의 실주의 인 성향도 어느 정도 완화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스가 시민사회의 규범과 이에 상응하는 시민들의 의

식구조를 공격하고 도발하려 했다는 것은 본부터 그가 폭력을 테마로 다

루었다는 데서 여실히 드러난다.

Ⅲ. 결  론

바이스는 실주의의 향을 많이 받던 기에 모리타트 풍의 작품을 썼

다. 모리타트란 시장통의 떠돌이가수가 무서운 사건이나 살인을 소재로 노래

하는 장르를 가리킨다. 손님과 보낸 밤 Nacht mit Gästen에는 모리타트라는 
장르제목이 달려 있고, 모킨포트 씨의 고통이 어떻게 내몰아졌는가 Wie 

dem Herrn Mockinpott das Leiden ausgetreiben wird도 에 띄는 폭력  내

용과 교훈  의도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모리타트로 분류될 수 있다.67) 바이

스의 마라/사드에도 진행자가 등장해 민속극의 풍으로 코르데의 마라 살인 
사건을 이야기한다는 에서 의 극들과 공통 을 지닌다.

폭력과 살인이 심에 놓이는 모리타트 풍의 극으로서 마라/사드의 일차
인 공격목표는, 선 인 태도로 인간애와 도덕을 강조하는 나폴 옹 사회 

는 이로 변되는 시민사회의 폭력이다. 그러한 폭력에 맞서 바이스가 이 

작품에서 추구하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역설 이게도  다른 종류의 폭력이

다. 그 한편에는 마라가 추구하는 폭력 명을 통한 사회변 이 있고, 다른 한

편에는 사디즘 인 폭력을 통한 개인의 해방이 있다. 마라로 변되는 명세

력의 폭력은 료주의 이고 기계 인 성향을 띰으로써, 그것이 개인을 집단의 

억압과 속에서 진정으로 해방시켜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게 한다. 사

67) Vgl. Reinhold Grimm u. Carloline Molina y Vedia: Artaudsche Vollendung? Antonin 
Artaud und das Werk von Peter Weiss. In: Rainer Koch u.a. (Hrsg.): Peter Weiss 
Jahrbuch Bd. 3. Opladen 1994, S.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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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로 변되는 극단 인 회의주의68)는 마라의 실변 의 노력에 의구심을 표

명하면서 쾌락에 의한 살인 같은 신체  폭력과 그를 통한 개인의 쾌락과 해

방을 추구한다. 그러나 더 나아가 사드의 폭력은 단순히 신체 인 폭력을 넘어

서 극단 인 회의주의에서 표명되는 순수한  부정, 즉 논증  부정의 폭

력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지 인 회의주의에 맞서, 마라와 그의 지지자인 

루는 실에 한 올바른 인식과 실천  행동의 요성을 주장한다. 

서로 다른 두 폭력을 구 하는 사드와 마라의 결은 극에 등장하는 두 번

의 화에 그치지 않고 작품 체의 구조를 결정짓는다. 이들의 논쟁  결

은 일종의 결투이며 작품에 폭력의 분 기를 고조시킨다. 그것은 연극기법의 

차원에서 아르토의 잔혹극  히트의 서사극의 결로 확장되기도 한다. 

이러한 결은 궁극 으로는 승부를 가리지 못하지만, 쿨미에가 변하는 정

신병원의 질서를 혼란에 빠뜨리며 자신의 의도를 달성한다. 바이스가 이 극에

서 실험한 두 가지 상이한 정신의 결은 그  어느 하나가 승리를 거둠으

로써 그 목 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린 결말 속에서 상호  폭력

을 강화시키고 이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통합하려는 시민사회를 기에 

빠뜨림으로써 진정한 성공을 거두는 것이다. 쿨미에의 정신병원이 정치범과 

정신병자를 수감하고 일종의 희생제물로 삼으며 이들의 희생 하에 사회질서

를 유지시키는 폭력을 행사한다면, 바이스는 사드와 마라가 변하는 서로 다

른 두 종류의 폭력을 등장시켜 기존의 폭력과 맞서게 함으로써 자아와 사회

에 한 새로운 변화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바이스가 말한 제 3의 입장 

역시 이러한 의미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68) 바이스는 자신의 발전단계를 언급하면서 간접적으로 사드의 근본적 특징으로 회의주의를 

들고 있다. “마르크스주의로 향하는 내 자신의 발전은 여러 단계를 거쳐 갔다. 그것은 초현

실주의의 실험, 의심과 회의 그리고 부조리한 견해의 상황에서 출발해 급진적인 정치적 입

장으로 발전했다. Meine eigene Entwicklung zum Marxismus hat viele Stadien durchlaufen, 
vom surrealistischen Experimentieren, von Situationen des Zweifelns, der Skepsis und der 
absurdistischen Auffassung aus, bis zur radikalen politischen Stellungnahme.” Weiss: Offener 
Brief an den Tschechoslowakischen Schriftstellerverband. In: ders.: Rapporte 2. Frankfurt 
a.M. 1971, S. 7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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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Der Gewalt-Diskurs in Marat/Sade 

von Peter Weiss

Jeong, Hang-Kyun (Seoul National Uni)

Das bekannteste Drama von Peter Weiss, Marat/Sade, ist ein Spiel im 

Spiel. In der Rahmenhandlung wird ein Marat-Stück unter der Leitung von 

Sade von den Patienten in der Irrenanstalt Charlenton aufgeführt. In der 

Binnenhandlung wird der Revolutionäre Marat von einer konservativ 

gesinnten jungen Frau namens Corday ermordet.

In diesem Stück treten Marat und Sade als Gegenspieler auf, obwohl 

Marat eigentlich eine vom Regisseur Sade erfundene Figur und daher 

strukturell diesem untergeordnet ist. Marat vertritt die Idee der Revolution 

und rechtfertigt die Notwendigkeit der Gewalt für die gesellschaftliche 

Umwälzung, während Sade auf den hinter den revolutionären Forderungen 

verborgenen Egoismus hinweist und daher den Lustmord als Voraussetzung 

für die individuelle Befreiung bejaht.

Sade kritisiert den Massenmord der französischen Revolution, der mittels 

der Guillotine mechanisch durchgeführt wird. Diesen anonymen Morden stellt 

er Cordays Mord an Marat als exemplarischen Lustmord gegenüber. Darüber 

hinaus will er die Natur, die kein Interesse am Tod des Menschen zeigt, mit 

ihren eigenen Waffen schlagen. Mit dem gleichen Desinteresse lehnt er die 

Natur ab, indem er Wahrheit und Ich-Identität radikal in Frage stellt. Seine 

Gewalt gipelft nicht in der szenischen Darstellung des Lustmordes, sondern 

in der absoluten Negation im geistigen Spiel, die auf der theatralischen 

Ebene als Grausamkeit im Sinne von Artaud realisiert wird. Sade, der kei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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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en Lustmord zu begehen vermag, schwelgt in Mordphantasien im fiktiven 

Spiel, während Marat und sein Anhänger Roux im Gegensatz zum Ästheten 

Sade für die Veränderung der gesellschaftlichen Verhältnisse eine reale 

Handlung fordern. 

Weiss hält die Frage offen, ob Sade oder Marat seine Weltanschauung 

vertreten. Diese Offenheit ist beabsichtigt, denn das unentschiedene Rededuell 

zwischen Marat und Sade im Binnenstück ist eine Art blutiger Kampf und 

verbreitet die Gewalt wie eine Epidemie. Sade und Marat, die unterschiedliche 

Gewaltformen verkörpern, wenden sich gegen die Gewalt von Coulmier, der 

die durch den Kaiser Napoleon verkörperte bürgerliche Gesellschaftsordnung 

vertritt. Die Irrenanstalt, in der die Patienten eigentlich gesund werden sollen, 

entpuppt sich im Lauf der Geschichte als Folterkammer, in der sie 

unmenschlich behandelt werden und ihnen Gewalt angetan wird. Gegen die 

Irrenanstalt als Inkarnation der bürgerlichen Gesellschaft, die die schwachen 

Geisteskranken als Sündenböcke im Sinn von René Girard aufopfern will, 

lehnt sich Weiss auf, indem er dieser bürgerlich institutionalisierten Gewalt 

die von Sade und Marat vertretenen anderen Gewaltformen entgegensetzt und 

sie dadurch grundsätzlich erschütt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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