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후셜， 데카르트， 라캉의 주체 개념
홍 준 기*

[주제분류】 인식론， 존재론

[주 요 어】 주체， 무의식， 현상학， 근대의식철학， 정신분석학
[요 약 문】 이 논문은 인식론， 정신분석학 관련해 라캉의 주체 개념음 다룬 글
로서， 라캉 정신분석학 이론은 근대주체철학의 비판적 발전임음 논증한다 정신

분석학은 과학이나 세계관이 아니라 주체 이론이다 데카르트로부터 시작되는
근대의식철학은 과학의 본질적인 상관항인 주체의 개념음 체계화하였으며， 라
캉은 정신분석학의 과제를 이 정교화된 주체 개념에 대한 분석으로 정의한다
라캉에 따르면 프로이트는 ‘데카르트의 길’음 따라 무의식음 발견하였다 그러
므로 라캉의 ‘주체 개념’은 데카르트와 후설 현상학의 주체 개념과 비교함으로
써 정확히 해명될 수 있다 이 논문은 데카르트， 후설， 라캉의 주체 개념음 비
교， 분석함으로써 근대주체철학의 비판적 계승자로서의 라캉의 철학사적 의의
를 규명하며， 현대철학의 핵섬 쟁점 중의 하나인 철학과 정신분석학과의 관계
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I

개관

1 정신분석학은 과학이나 세계관이 아니다.1) 그것은 과학 그리고

*

서울대 강사

1) J Lacan , Le Séminaire XI: Les Quatre Concepts fondamentaux de la
Psychanalyse , Paris , Edition du Seuil , 1973 ,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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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의식철학이 설정한 주체에 관한 이론이다
을 수행 8]--;_:- 누군기기 존재 8]-L 한

의 상관~，l-(corrélat) 이디

필연석으무

‘ T 체’ L 파학석 작염
선정되이야 한 파학

그런데? 파학석 성파들이 언이시면” 이 성파

들에 냉핀 니딩성을 부여혀기 위해 이 파학의 주커11
정으노부터 분마되고‘ 지음부터
합 수 있었던 깃지럼

;_:

파학석 작엄파

l 깃의 외부에 즌재하여 전지1'-' 소밍

까성핀나 2) 네카브드도부터 시식되는 근대의식

전혁은 괴혁의 유집직인 싱뀌항인 수세의 개념을 지1 게회하였으며

라

강은 이 성교회핀 수세 개념에 대한 분석으도 성 --:-1 분식혁의 괴세듀
정의한나 J "1

2 정신분석학은， 과학의 주체는 분열된 주체임을 드러내고자 한다
근내의사철학요 분염된 주체를 꿰매 U 지{sulurcr)하는‘ ‘탈출 "
노벽 "41 이었다

없는

그것은 닌지 ‘형식주의적’5 )。로만 주체의 분염은 치유

힐 수 있었다

3 라킹의 ‘주체 개념’은 후설 현상학의 주체 개념과 미씨휘。로씨
정확히 히1 멍될 수 있디

2)

G)

마캉에

따므면 고무 ól_F_-;_:- 데카르트의 낀‘

과학，0-- ( ... ) 시익응 가지고 있지 않 q 과학이 헝싱됩 때 」깃 P 사신의 단
생응 가τ 하기] 했던 이러 난저한 엘등 (_péIipétic‘) 잊어버，-Iq 달라 밤하면，
정선분시학이

솔식히

드러내는

Lacan , Ecrits , p.8(9)
,) J 1ιlcan ， Ecri/s. Paris
11 Thi(Ì_, p_8Gl

0)

써iLion

진리의

자원응

du Seuil ,

망각한나는

깃이나 "U

]~)(-j(--j. p.K..~

과학에 있어시 원인(동인， causc)으무시의 진라는 헝시직 동안(la

causc

[Ol1llcllcJ 이라는 측면에시반 인정될 수 있나 "Ubid ， pB75J

(i)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지띤의 재약。로 후실 현상화의 일부딴음 다루었。며，

특히 받생껴 헌상학。로 요약한 수 있는 후기 후실 사상에 대해서 논의한
수 없었다 받생껴 헌상학은 충농， 정서 (Affel、 L)， ~의식저 종합(수농저 종
휘) 등의 주제와 핀련해 정신분사학에시의 주제 개념 논의에 많? 사사점응
제콩한 q 받생직 헨싱학의 주 g 생겸등에 관힌 인 7 우는 q유응 참주하/1

ll~i량다 Lcc , Namin ,

Edmund I1 usser{s Phänomeno!ogie der Instinkte,
Dordrec ht/Bost이1/1ρndon: Kl ollìver Academ.v Publishers‘ 1993 이 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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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따라 무의식음 발견하였다 본고에서 필자는 데카르트， 후섣， 라캉
의 주체 개념음 비교， 분석함으로써 근대주체철학의 비판적 계승자로
서의 라캉의 사상사적 의의를 균명하고자 한다

II. 라캉과 후셜
1.

기억작용과 내적 시간의식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음 접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진라 J ,7) 두 번

째 세미나인 『프로이트 이론 및 정선 분석학의 기술(技術)에 있어서
의 자아~(1954-55) ， 8) 열한 번째 세미나인『정선 분석학의 네 가지 기

본 개념 ~(1964) 등음 참조할 수 있다 라캉은 여기에서 프로이트의
주체

무의식

개념음 체계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비교적 평이한

언어로 행한 세미나인 『자아』에서 라캉은 자아 또는 주체 개념에 관
해 일반적인 섣명음 제시한 후， 프랑스의 철학적 상황과 연결하여 보
다 구체적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그는 여기에서 현상학과 형태 섬라
학의 영향음 받은 메를로-풍티를 언급하고 비판한다， 이하에서 필자
는 라캉의 이론음 프랑스의 컨텍스트에 국한하지 않고 후섣 현상학
과 직접 연결하여 논의를 진행시키겠다 라캉이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는 않았지만 이러한 작엽음 통해 라캉의 주체 개념에

대한 명확한

논의를 얻은 후， 이를 바탕으로 데카르트 철학에 대한 라캉의 견해를
검토할 것이다 우선 라캉의 다음과 같은 말음 출발점으로 논의를 시
작하자
“프로이트적 의미의 무의식 개념과 관련되는 기억작용(또는 상기，

「본능의 현상학과 선험적 현상학」， 『철학연구』 제 30집，

7) Ibi d., pp.855-877.

8)

이하에서 『자아』로 약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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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émor8tion)은1 기역 lmémoire) 이 생생한 것 (viWll1t) 익 소 R은 의미

8누 한 견선 그 기역의 짙서이] 꺼하지 않뉴다 ‘!::l)
“의끽이) 의한 사분의 파악(allprehen 、ion)은 의끽에게 사분의 치성
응 동시에 제콩하지 않는t+. J깃꺼 나Ijc) 에게투 직용띤나" 10)

이 C;:1 용문에서 라킹은 다음과 같 E 문제를 제가하고 있다 의사은
내상은 생생하111

‘원본적。로’ (originär)

주체는 내상 f-E는 사묻은 1 성승적

기 위해서

근내의사첨학지늘 E

6

파약힐 수 있는가9 인간

로 파악힐 수 있다고 받헐 수 있

인사의 주체가 지기지신은 '3 승적。

로， 통임적 P 로 파약힐 수 있음유 입증해야만 했다 그런데
식‘ (Selbstbewußtsein) 이란 무엇인기? 사신의
기 위해서 L

지기의

속성을 닌낌없이 파악히

인식의 주체인 의식(B ewußtsei띠은 사신의 파거(그랴jJ_

미이Il를 생생히게 상기(그리jJ_ 예상)한 수 있이야 한디
이 표무이 F 무부터

허시낀 마캉

읽이 내었듯이? 기억작용(또는 상기)은 의식이 통

제할 수 있는 생생한 기억의 질서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면? 인간은
시간을 초원히여 존재하 수 없으므무 빈드시 시간

캉에서 시 g 한 수

밖에 없는네， 괴연 시간의 지굉에시 사유하는 의식 혹븐 자아까 자선
의 괴기외

미래~

생생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퓨싱 111(vor-stζIIεn) 합

수 있는가η

시간의 지굉 속에 ’5 여 있는 의식이 자시 AA 노듀 파익합 수 있

de la suite ," in: Ecrits , p. ,12 이 인용 ι 에서 시용된
‘ mémoire 와 'mémoration‘은 쓰보이드기 “ WlU1 derblock' 에서 사용한 용어
인 ‘ Ged8chtnis“ Erinnerlltlg’ 의 먼 역 이 다 (5 , Freud , ‘ Wunderblock ," in
Psycho[ogie dlγs Unbeu_:u 'Ien. SLudiemmsgahe , Bd III , Fnml、 furt/l\if
1H75 , rd(iòff 특히 p.:l(iò 참조
c자아〕에서 이캉은 mélll()raLi(m 대산
remé ll1()rf:ILi(m 디1 는 단이 등 사 § 하였다 (J IιlCan ， !Æ S싸17inar I1. Le moi

9) "Présentmion

“

dans {a théorie de Freud et dans (a technÎQuede

ω

p S'vchalvsc ‘

Editio Il clu 5c~Lil， Palis , 1878, ]).218 참주)
1II) J Lacan , ι eS끼17inaire IJ 이). ci L., p.15
111 ‘료싱한나’ lvαstcllcn) 는 깃꺼 동시에， ‘앞에 서]워 놓는 cl'lvor-stdlcnl 는 갓
,

g-

-~1 미마

후설

터 1 카르트

라캉의 수제 캐념

l J:l

L 기능성을 입증히-"-사 했던” 즉 사기의식‘의 문재를 기장 칠저히게
난대의식칠학의
「니1 석

시간의식의

틀 내에서
현상학애

읽-"- 평기하 수 있디

시 8 했딘 후신의 긍들 중의 허니인
대히여 ~12) 를 마캉이

던진

전문에

따마

후션은 여기에서 미캉이 관섣을 기셨던 문제를

이미 세시하고 있시 때문이나
“(의식의

-

필자) 강큼의 이띤 분 1」노 스스로등 -l/_ 정된 섯。로 변회

시갈 수는 없나 함시라투 [스스우를 고정시갈 수는 없나 함시라P

필자). __!_ 흐즘 F 어떤 의미에서는 고정디어 있는 우연가릎 가지고 있
시 않꺼가‘〉 득히， 고정되어 있는 깃 F 이 흐름의 헝시직 7 주 흐름의
형식 íForm) 이디

형식은‘ 어띤 인상 {eine

Tmpression)-;;; 통헤 꾀재

가 구성되고 이 인상에 괴커 지향(Retentionenl 와 시취 (Protemi이1 )의
지녕이 연검년디는 사섣 속에 존재한다

「미니 이 멸먼히는 형식은‘

응임없뉴 댄회에 대한 의끽쁨 그 치에 포함 s} 이 있다 "1 톡 항상 시)로
이 인상이 7이지며， 그 인상의 내 @(Was) 이 댄하 1 ，~ 있다는 것음 의끽

하 -l/_ 있지만 (달 ι] 말하띤

- 펄자) 망듀 선애 아꺼 J 헌세’로 의식뇌었

던 깃이 ‘벙금 진에 있있나’라는 속싱으우 사선응 수정하지만 」 얀싱

등이 과거 시양 속에시 변화하고 있유응 의식하고 있나는 깃 F (애 인
뀔 수 없는
필자) 원후직 사실이나 131

여기에서 후설요

현새라는 장은 빗어나 있는， 이미 과거가 뇌어버

린 것들을 이떻게 현재석 의식으무 싱압하 수 있 L 기마 L 문재를 디

루-"- 있디

그 L 의식은 잡디히게

주이진 여이

인상들을

싱일 81--~

기능을 기시-"- 있디 L 것을 입증히기 위해 의식의 흐름의 형식적 동
일성이미

L 주장을 내세운디

와 미에의 모슴은 의식

이떤 주이진 인상이 있-"- 이것의 파서

속애서 끊임없이 변화허시낀 그것이

변화한

디 L 것을 의식히-"- 있디 L 시싣이 후션이 밀히-"-사81--~ 불변의 구

소 또는 헝식이나

l~) E. H L1 sserl ‘ χur

PliinfJmenoZo/-,rie des

liana Hd. X. Haag. H)(--j(-j

1.3)

TJ-기 d. ， p iJ.'lGG-71 이택까체 강소는 픽지)

inα~ren χeirbcwu Blsein'1 ‘ Hus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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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미 q ， 닝1 독 (으1 식 속에 주어진 어띤 인상으1

띄1지) 흐뉴은 검코

， 1，정노]이 있뉴 섯이 아나이 학지이노 그 _-Õ"_-~륨은 이떤 의미애서뉴 판
댄 6]'는 부엇음 가지 , 1, 있지 않은가? 득허 그 강큼의 형식저 f조_-'6_
큼의

형식은

， 1，정뇌이 있다

달비 말하낀

하는 깃이 아니나 (이 흐름의
져 있나

q
이
디

이

~큼은 단지 당己기만

필자) 각 만겨1는 같꺼 행시으루 채워

」리고 」 블변하는 헝시꺼

항싱 새우운 ‘내용f 으우

채워진

"111

,

건빈하는 공동의

행사 ξ 궁극적。로는

현재? 파거 그라jJ_ 미 ι11 의 의식

티‘이미 L

생생함을

이틀

속에 존재 61

멍장8]-Z_:- 형식

에 ç. 불구히jJ_ 동일성을
그랴jJ_ 그 L

8 시히이”

뒷받친히기

지금’ (JC Lz l) 라는 행사이

속애서

;_:

체힘은 모두

주이시므무

시간의

시
경파

사선을 생생히게 파악하 수 있디

위해

‘사기

사선애

대해

이미

항상

(immer schon) 연jJ_ 있L 윈초석 의식(Urbewußtsein)‘이미 L 주장을
재시한디

본 논문파 관련히여 흥미무운

것은” 후션이 ‘윈초석 의식‘

의 문세~ 식접직으도 나 「고 있는 부분에

무의식 에 대한 언급이

있나는 사심이나 따라시 이 부분 또한 김게 인용합 필요가 있나
“이지1
는

-9

이는 다읍파 샅은 문제를 닌질 수 있다 속， 자신음 f 성하

치]핵의

최추

딘겨]는

어띠힌까?

_l깃꺼

딘지

주어진

갓

(_Gcgcbωhciti 에 대한 과거 지향 때문에반 있응 수 있는 깃인까? 만
일 어떤 과거 지향:ç_ __l깃과 인결되지 않는q변 세헥의 최추 딘겨]는
구의 식적 ~l 것이 되고 "1 는71? 이에 미하여 t:]--;:;괴 간이 말할 수 있
다

이 최초 난계는‘ 위에서 섣벙댔듯이 1 괴거 지향괴 벤성 (Reflexion)
또는 재생(Reprodlιnα1)-

.g

통해서야 닝I 'i'.소 매상이 핀 수 있

다 그러나 이 제염의 최초 단꺼1 가 단지 파시 지향응 웅해서만 의식될
수 있다 l~ ，

.9

이뉴 다음파 샅은 사실용 이해한 수 없게 될 섯이다 속，

이떻게 그 최초의 처]힘 단케이]

헌세‘ ι) 는 명칭이

f 이질

「 있뉴가니)

는 깃이나 ?극직으루 맘하자변 」깃 F 너이싱 사신응 앞시는 어떤
q븐 깃응 과거 시향직으루 의시힐 수 없는 민겨]이므루_l깃의 변형
듬고보 어떤 경우이든 7분될 수 있나 식극식으우는_l깃꺼 의시될
수 있다는 특정 g 가지고 있디

사후적으로(nachtraglich) 만 비보소 의

식핀 수 있는 i꾸의식적‘ cil용이 있디고 믿E↑는 것은 믿도 안되는 인

l1I Thid

후설

이디

터 1 카르트

라캉의 수제 캐념

lFi

의식은 모든 난겨1 에서 픽연적으보 의식이디

(reLenLi(male

꾀커 지향적 난계

Phase) 가 시산겨。로 잎선 섯음 대상。로 딴놈이 없이

의식하〉;이， 원초껴。로
득 f 한 형식 。로

「이신 것 (lJrdaLull1)노

더유이

헌시)’니1 는

대상껴인 섯이 되지 않， ，~노 의식된다 바로 이 원

? 식 의시 CCrbCv'.iUβtscin) 이 과거 시양직 수정으루 이진 되는 깃이

t+.

-_l리고 이 과거 지향식 수정꺼 원?식 의시 자치]에 대한 」라

고 。1 왼추식 의시 속에시 원본직으루 의시뀐 수。1 (Gcg cbcnhαt) 에
니]한 괴커 지향이디， 왜냐히띤 7

이디

아미한 것이 없디면

둘은 분라할 수 없는 히 q 이기 때 {i

꾀거 지향이라는 것 지처)는 생각할 수 없

는 것이 되고 만마 꾸의식적 cll용에 매한 꾀커 지향은 있 g 수 없는
일이다 "15)

위의 끼 누 인용문에시 후성은 선현직 헨싱혁의 까싱 숭요한 테마
숭의 하나인 ‘내직 시간의식’을 나‘ 1ι고 있나
의

간략히 만하자면， 후섭

헨싱혁은 네카브드의 코시보의 전통을 따라 인식의 객펜싱을 보

싱하는 수재의 인식 능익을 밝히고자 한나

l 깃븐 선현직 자아까 까

친 대싱 구싱 능믹을 시술하고 입증하는 것을 복표노 섞고 있나 후
설 ξ ， 이를 가능케 하는 최종 근거로서 ↑1 험적 주체가 어떻세 통임된
지 기 의사은 소유힐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다루는데， 여 라 사고 실험

은 거꺼 후 그는 지기 의사은 통임시카는 근거인 ‘내적 시간의사’은
발긴힌다…

내작 시간의사 ξ 현상학적

(성의 가장 근본적인 차원이다 의사 ξ

처1 험늘의 :5_름(cin SLr0111 、 on Erlcbnisscn) ‘ 측‘ 다양현 체험늘의 효름

으무 이루이셔 있디

그이니 이 디양한” 이전석인 모든 체힘들이 ‘니

의 체힘’으무 의식되이야 한디

니에게‘ 속한디 L 의식을 닝히1 이 모

든 체힘들은 히니무

후션에 따므면? 이 디양한 체힘들의

싱일￥1 디

151 Ibid" ]Jp.472-41깅 주는 원문)
](i) 헌상학의 끈본 문재 몇 후실의 사상 받션 파정애 대한 실명。로 다음의 글
음 참조학 섯

K. Held “ EinleiLung." in: E. Husserl , f) ie phåJlo!nνfν)
!ogische J.lfcth αJe， AllSgcwãhltc Tcxtc 1. Ilcclam, StllttgaTt. 1080,
pp.5-S 1. __l라고 K. Ilclcl. Einlcitllng. in: E. llusscrl , PIι'inomαω!ogÎe
der Levens!ι e!t， Ausgcìvähltc Tcxtc 다 Ilcdam, StuttgaTt. 1002 ,
pp.5-;) 익

1](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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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의

증압적

닝일 (synthetische Ei띠leit) 을 기능거11 S}:_: 것이 시간성

(Zeitlichkeit) 이디

이란” 의식이
것을 의미한디

시간성은 곤 의식의 존재 형식이디

내석 시간의식

내석으무‘” 사신의 형식인 시긴성애 대해 ‘연jJ_ 있디’~
사신의 시간성을 내적으무 언jJ_ 있음으무

인히여

의

식 속에 있는 나양한 지1 헌 E 의 흐--~이 일펜싱있게 송합되어 이러 저
러한 사꾼노 인식되며， 객관적인 시간이 헝싱띤나 17) 이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섣펴보자
지균 내샤 의식하고 있지

섯한， γ 한히 머 괴기의 인싱 E 을 현재

나의 의식으노 통함하는 데 싱공하지 섯한나띤 후섭의
혁은 심패한 깃이 되고 만 것이나

선현직

현싱

현싱혁이 네카브드의 코시보의 전

통은 띠는다민 했은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외부적 내상의 손새에
내해서는 어떠힌 획실생노 부여힐 수 없지만， 내상에 내힌 의사의
름늘 그 지체는 1 덩증적이라는 것이다

_-ð"_

외부의 내상， 애를 늘변 어민

책상의 손새에는 나는 정내적 획실성유 부여힐 수 없다 지연작 태노

(nallirlichc Einslcllung) 에서는 책상이 책상。로 었다는 것에 내해서는
어떠한 의심노 힐 수 없유 섯처럼 보인다 그라나 내가 책상은 책상
으무 인식하 수 있 L 것은 내기 멍닝의 경? 문제삼시 않 L 이떤 파
정이

있기 때문이미jJ_ 후션을

생각한디

잭상이

것은” 잭상애 대한 무한히 디양한 인상들
의 배경인 창문? 그리jJ_ 방 진체 둥둥

디

잭상의 옆면

닝일의 걸파무 주이시므무

인식되~

뒷면” 잭상

이 히니무 증압되기 때문이

‘객관석인’ 시물무서의 잭상의 존지11'-: 의식

내시 L

잭상으무

속의 인상들의 걸압

이떤 확싣성"T:;""-.. 갖시 뭇허시민? 내

가 채싱의 인싱 E 을 샤지고 있나는 깃반은 부인할 수 없는 명증직인

사심이나

남피 퓨현하자띤

객관적인

채싱븐 수관적인

인싱 E

즉

‘음영 (Abschattung) 븐 의식의 흐h 으도시 수어지므도 확성생을 갓지
섯하지만， 의식 ‘속‘에 수어지는 인싱듀에 대한 ‘의식

l

자지1 ’는 유영

을 까지지 (a bschattungsfrei) 않는나 18)

17) K. lldcl, “ Einlcitung ’ in: E , Ilusscrl,
Texte I!, op. cit. , pp .2.3 -:1 꺼소

PIα lOmeno!ogie.

Ausgcìvähltc

후설

그이니
적인

디

터 1 카르트

라캉의 수제 캐념

문재 L 간단히시 않디

인상들이

순간순간

117

왜니히면? 순간순간 주이시 L 개별

병증석이미jI_ 밀히 L 것만으무 L

주이시 L

불승섬히기 때문이

인상이란 잭상의 잎면? 뒷면 둥에 불파히디

그렇디면 니 L 이떻게 잭상을

색상이미jI_ 확심히게 밀하 수 있겠~

가η 어떻게 나는 책싱의 복짖을 압게 되었는 I~? 세 1 의 혁으도시의
전혁을 낀섣하고자 했던 엔싱혁은 개변직인 인싱 E 의 명증싱에 만족
하지 않고
수어 죄

나의 의식의 삶 속에 수어지는‘ 수어졌던

지1 힘 듀을 송함하여

구싱해야 한나

객관적으노 깐재하는 저

l 피고 암으노
책싱의 유집을

l 렇지 않나띤 ‘싱대수의’나 회의론 의 뇨에시 헤어나

올 수 없나 이~ 위하여 현싱학븐 우선‘ 고}기외 미래의 세힘 E 고} 지
금의 체험간에 닌접이 없읍유 입증해야 힌다 ‘의사’ 속에 주어신 인

상늘은

'3 승적이라는 것유 입증하기련 쉬운 임이다 그것은 지 '3 힌

사실이며， 마치 등어반복작 표현처럼 튼팀 수 없는 주장이다 그러나
문제는， 인상에 내힌 나의 체험 지체가 지금 나의 의사 속에 없는 경
우， 달리 맏하변 어민 체험이
는 어떻새

뇌는가? 후설요

히1 걸히jI_사 한디 19'1 그 L

흐름의
간디

동일성을

지금’ 나의 의사。로부비 사라신 경우

‘파거지양’이라는 새념 P 로씨
시닙‘ (Jetzt) 이미 L

냉장한디jI_ 생각히였디 L

불변의

형식이

것은 이미

‘시닙’은 밀히사면 일증의 전 (Punkt) 이디

이 문제를
의식의

시석한 비와

그이니 후션은 이 ‘시

티‘을 단순히 순긴석인 것” 이떠한 시속이니 간이 ç. 갖시 않 L 기 61
학적 전파 간은 것으무

L

짧은

선파

간은

멍시 않jI_ 일증의 짧은 연장(Ausdehnung) ， 또

것으무

해서한디

그것은

일증의

현재 석

장

(Präsε11zflεld) 이나 사고하는 순간 나의 의식 속에는 단지 지균 점적
으노 수어지는 인싱만이 있는 깃이 아니나 냉균 전에 있었던 인싱에

대한 의식(괴기지향‘ Retention) ‘

18) E. HusserL Tdeen

2U

Zogis시γn Philos때Jhie ，

[l .Kl tl

191

감조

Tl기d. ， pp.8~-8 익 진조

l 마고 걷 수어지게 뭔 인싱에 대한

einer reÎnen Phänamenolof[Îe un r1

phäna;πtena

Bd. 1, fvIax Niemeyer Verlag , Tiihingen ,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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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M

의식(선취， Protention) 이 향상 간이 주이진디

시닙 이 순간 주이시~

인상에 대한 의식” 방닙 진에 있았던 인상에 대한 의식(파서시헝)파
곧 주이시게 될 인상애 대한 의식(선취)이미 L 세 개의 축은 현재적
장‘에서 불기섬 연걸되이 있디

지균

나의

의식에

없는

의식의 이 êl 한 속성으무 인히여 니 L

괴기의

인싱을

현재의

의식으도

재생

(Rεproduktion)합 수 있나

의식븐 연속적으노 진행되는 헨재직 싱의

호 π 이므노， 재생을 통해

헨재회핀 (Yεrgεgεnwärtigt)띤 인싱 E 븐 명증

적이나 2m

l 런네， 너무 번 괴기의 일이어시 내까 J 것을 쉽게 시익할 수 없
을 때‘ 이~ 어떻게

지균의 의식으노 네려오는가η 위에시 언급했늦

이， 후설은 ‘원초적 의사’이런 개념은 통해 이 문제를 해겸하끼지
다

힌

후설은， 먼 과거 속에 놓여 있는 최초의 체험 닌계가 오직 ‘과거

지향’은 통해서만 의사될 수 있다민 맏하는 것요 옳지 않다고 생각한
다 그것은 망각된 먼 과거에 속하는
최초닌계라는 표현은 프로이트의
않는가9

체험의 최초 닌계

원초적

장변’에

정획히

여기에서
상응하지

이 μ 로 띤l새적 의사과 연속성은 가지딘 있다고 쉽새 맏힐

수 없기 때문이디

그이니 ‘사후석’으무 구성되” 파서의 체힘은 걸코

병증성을 기전 수 없디

사후석으무 구성된 체힘이” 그 체힘이

인이1

기시jJ_ 있던 의미틀 정확히 재생하 수 있디jJ_ 이무~_ 멍
1 장δl 수 없

으므무

그 최초의 체힘이 윈이1 적 생생함을 상싣히jJ_ 무언기 디븐 것

으무 변화되 L 것을 막을
위히1

수 없디

인초석 의식‘을 기정한디

해 의식되시 전에
‘비대싱적으노’

닝

남리 만하띤‘ 사후적으노 구싱되시 이전에 이미‘

‘생생하게’

노 간수되어야 한나

후션은 이 êl 한 난재를 히1 걸히기

최초의 체힘은 파거 시헝 파정을

원본적으노( originär) 의식되어 있는 깃으

_ r 미고 이 워?직 의식은 ’ ijE 단계에시 필연

적으노 의식직 ’이나 괴기‘ 엔재 또는 미래의 모E 단게에시 의식에
“원초적으로 주어진 것 "(Urdatum) 은 “현재 라는 특수한 형식으뇌 대상

적인 것이 됨이 없이 의식된다’고 후성은 만한나 괴기 지향을 통해

201

Tl기d

진조

후설

데카튿트

--

라캉의 수체 깨념

“3

최초의 체험이 의미의 손실없이 생생히기 디시 재생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이미 항상‘(immer schon) 생생히게 의식되이 있기 때문이디
후신은 ‘내적 시간의식’을 투입함으 P 써 선힘석 현상학의 주}I， 파
재인 사기 의식의 동일성의 문제를 신득력 있게 해결하였는기‘) 그의
섣명은 농어반박적이며 순환적이 아년까? 최추: 지l 험이
족으보 통합흰 수 있는 이유단 섣멍해야 하는 곳에시

현재의 의식
}는，

현재외

괴가 ‘ {마고 미래÷+ 식섭 ;11 헌하고 있는 원:1-_직 의식의 농얀생을 가
정하는 것 이외에는 더

!다고 이러한 샤정에

이싱

아무것도 만하지 섯하는 것븐 아년까?

근기하여‘ 사후적으보만 의식되는 ‘우의식적

내용.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l냥 근기없이 단언하고 있지 않븐

가9 이때후설 E 한갓된 형식주의로 다시 볼아가까 있지 않은가? 처l
헌늘이 끊임없이 밴화하7 있다는 것유 의사하，，7 있다는 형사적 사
실이 의사의 동임성유 보장하논 최종 근거로 제시되? 있지 않은가9
이상과 같은 문제점늘이 있읍에노 샌 1" 하~， 후설의 설 1~ 에서 간과
해서논 언 될 ;승요한 점은 위의 인용문에서 그가 13 획히 읽혔듯이‘
사추적 c 로(nachträgJíιh) 무의식 적 내용은 의사할 수 있다7 해서 그
것이 결코 무의식의 지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L 것을 그는 병확
히 언 iI_ 있었디--L 젓이디
례 모두를 ‘내적으무 이미

그기 의식 의 모든 단계- 즉 현재- 파셔‘ 미
안」ι 있늠 원초석

의식’을 기정함으무써

절대석 관닌문으무 헝하는 문을 얼이 놓은 것은 걸코 ?-연이 이니었
디

딛랴 밀히면 역사 진체를 이미 인 iI_ 있는 절데 석 의식을 기정함

이 없이七 결코 무의식의 존재를 논리적으무 부정한 수 없디-는 것을
[는 멍꽉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나 근대의식천펙의 한게담 벗어
나지 뭇했유에도 불구하고 후섣의 금을 다시 읽는 깃이 여전히 흥미
보운 것은

[는 자선이 해견하지 섯한 분세성븐을 은폐하지 않고

c

려내능유으도써 후대 사팎븐보 하여금 어디에서 나시 시식애야 할지

듀 압려 수었 /1 때운이 다‘
후섣이 남겨 1;은 분세보부터 라강븐 춤받한다

.1 러나 라강은 ‘사

추적’이련 범주논 검:낚 없앨 수 없다논 것은 알았다논 짐에서 프로이

1:30

놈문

F의 후예이디

그七 후신파는 딛랴 ‘ 그리 iI_ 표구 Ól_E 를 따마 무의식

석 내 용은 사후석으무깐 (~n)구성뭔디 iI_ 말한 수 있었으|‘1， 이 밀을
;-]면서 이떤 위기감 g- (끼시 않았디

표핀이 E 적 의미의 상기 작용，

즉 무의식적 기억 작용은 생생한 기역의 진서애 속히지 않는다는 것
을 산 압고 있었기 때문이나

!마하여

l는 “의식에 의한 사문의 파

익븐 사건의 속성을 동시에 세공하지 않는다

l깃은 나(je) (대싱으

보시의 나)에게도 적용되는 사심이나”고 만한다 ‘ {는. 객펜직 사닫괴
대싱으보시의

의식을 파익하기

위해

것 자세가 분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형식주의적 접근방식을 춰하는
I 러한 빙식으보도 염마든지

사딛괴 의식을 파익활 수는 있지만“속성.을 농시에

세.;;-하지 않는

형식주의적 접근은 사실상 동어반복이나 순환논리에 젠과힌 것이라
까 그는 생각혈 밴이다， 그러나 이로씨 그가 ·내용’ 다;는 속성까지노

동시에 제공하는‘ (애를 늘변

용의 이논과 같은) 형이상학적인 무의

사 이논유 주칭하려는 것은 겸넌 아니다 라킹에 띠닫변， 의사이 오
직 형식주의적。-로만 지가 동임성에 노달할 수 있다논 사실 지체가
프로이브가 옳았음은 증l 성힌다‘ 그것은 정획히 반복 강박승의 논2.]에
부합한디~ 이떤 사물‘ 예를 들이 하나의 잭상이 있디 iI_ 히사 후신은
잭상의 존재를 의식에 의해 구성되 L 것으F 션명 Ò] iI_자 한디

니 니는 잭상의 한 측면밖에 시각한 수 없디
잭상의 잎띤이디

지님 네기

그마

댐-L 것은

니 L 잭상의 모든 측면을 디- 의식히기 진끼지 L 잭

상의 꾼진을 구성했디 iI_ 감히 주장한 수 없디- 더 니아기 잭상의 꾼
진을 직관한 수 있기 위헤서는 지닙 니의 눈잎에 있는 잭상 뿐 이니
라 무수히

많븐 책싱 븐을

직어도 ‘화성’(Phan tasie ) 속에서라도

지각해야 한다 나는 후섬의 가브침에 따라 ‘화싱. 족에시 -우한히 많
븐 책싱듀의 ]iLE 측면을 누쑤 기쳐야 한다 암빈‘ 뒷면， 역민

.1. 리

고 또 나른 책싱 능능. 이 과정은 워직직으보 끔이 없는 괴정이다.
이것이 ‘복잠

식커’q' 에 도단하 /1 위해 기쳐야 할 괴정인 것이다 나는

l의 가브침에 따라， 어떤 사문에 대한 지각을 자유듭게 변행시킴으
로씨 Cfrcìc VariaLÌon) 그 지각이 넘어설 수 없논 어띤 한계에 부텃치

후설

jJ_

이를

을 싱히1

데카르트

라캉의 수제 캐념

1。헤 본진 직관이1 이븐디

l~l

‘형상석 변형’ (eidetische

Variation)

즉 시물을 ‘환상’ (Phantasie) 속에서 사 8 롭게 변화시키뇌

이

사 8 무운 변형파정 g 싱해서 π 궁극석으무 1딛한 수 L 없지만 그이
니 무한히(경헝적으무) 디기기게 되.，
써， 나는

l

_- <:이떤 극한에 대해 빈성함으무

사딛의 유집을 볼 수 있나 2 1"1러나 후섣 자선도 본죄

노사의 사딛

자;11 가 현심노 외벽히 심엔현 수 있나고 단순히 생

l

샤하지는 않았나

l 깃은 i냥임없는 고1 성일 뿐이나

l 러한 의미에서

후성은 전통직 헝이싱희자는 아년 것이나 후섣에 있어시 유집 식뀌
이란 사심싱

깐재하지 않는 유죄에 이브려는 딩임없는 고1 성얻 뿐이

나 사심싱 즌재하지는 않지만 복집은 유집이므도 나는 유집에 도남
하기 위해 끊임없이

지유 빈형’ (Crcic Varia Li on) 유 해야힌다 마치

상

싱계와 주체가 지신의 손새에 노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반복 강박승
에 시달려야 하듯이

2.

선험적 현상학의 난제

이원논은 의사의 정내생에 근거해 내상파 세계의

"

11 생은 설 '3 하려

했닌 근내의사철학의 인사논 역시 해겸하지 못힌 세 남겨놓 E 철

학적 난제로서， 마치 원죄와노 같이 끊임없이 첩학지늘유 괴롭혀 왔

딘 문제이다

의사이 사뭉과 세계를

"성힌다구 주장하변서 동시에‘

그것늘이 의식 외부에 이라이라힌 상태로 손새힌다! 주장하연， 달리

맏하연， 내상이 의사과 독립하여 손새힐 수 있는 순간은 잠시라노 가
정히면 이인문의 모순에 삐진디

이이한 모순이1 삐시시 않으과연 의

식 외부의 것을 인정허시 않 L 절대석 관념른사기 되 L 수밖에 없디
후션 역시 이웬문의 문재와 씨름히였디 22) 후션이 시물을 의식이 구

21) E. Husserl ‘

der

Etfc며1l1mg

un r1 Urtei l. [Intersllchungen 2ur GenealogÎe

/J)gik. Felix fvIeiner Verlag , H f:lll1 hurg , ]~)7(--j， PIl.40~)-4~(--j 참조

22) 에를 등면， E. Ilusscr l, Icleen 2U einer reinen Phänomeno!ogie uncl

phänomenalof[ ischen

Phi!os 。이'7Îe‘

Bd. T‘

0 1).

cit.,

τlff

]~~

논문

성 81--~ 것으무

산병히과

했던 것은 그것을

대적으무 파악히과jI_ 했기 때문이디
재이디

주관주의적 관닌둔으무

의식의 구성능력애

상대적으무기

그이니

이니마

이~~ 데
1 단히 이과운 파

삐시시 않으면서 π23) 대상의

의존한디 L 시심을

절

이떻게 긴단히

본진이

선멍하 수 있

겠는가η

나는 지균 한 채싱을 보고 있나
가 아니라

l 깃의 암면일 뿐이나

l 러나 내가 보는 깃은 채싱 자지1
l 런네 암면만이 보이는 이 잭싱이

가싱이 아니라 정만노 채싱임을 나는 어떻게 앙 수 있는 I}'? 나의 의
식 속에 있는 책싱， 나의 의식 속에 내재하는 채싱은 수관직， 싱황직
현싱에 불괴하지 않븐 I}'? 나의 의식 속에 내재하는 책싱이라는 헨싱
이 환상이 아님은 누가 보증하는가9 타인노 내가 책상。로 인사하는
사묻은 역시 책상。로 인사힌다는 획신은 나는 가질 수 있는가? 후설
이

의사 속에

내새하는 떤상이

갖는 주관성과 상황성은 ‘넌어서야’

(übcrscllrcilcn) 힐 굉요생유 역설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객관적
。로 손새하는 본질로서의 책상은 의사에 내새힌 것이 아니라 의사은
넘어서 있는 것， 주관적 상황은 초원해 있는 사불 (lrans/， cndcnlCS Ding)
이이야 한디 24'1

이미

언갑했듯이? 후션은 여기에서 데카므 F 의 진싱 을

카므F 기

사기

이외의 모든 것의 존재를

따븐디

데

의심히 L 것으무부터 출빈

했듯이” 그t 의식 외부에 존재히 L 객관석 세계 잇 시물들에

괄호

~:l) 후실은 『이념듬 L，이]서， 선핍저 헌상학은 7관 7의저 관넙돈이 아니니l_-l/_ 말
한다(Ihid.

2.11

1' 111;;)

펴상히는 i 문선’은

??섣어)

띠르면

의식에

매해

‘미심적으보

내재적 (ree11

imm8nem) 인 것이 이니라. 'cll 석적으보 초월적’ (reell imm8nent) 인 것이다
내실거 초원이니l는 표헌이 의미 6]'는 "1 는 무엇인가? 필지늑 그섯음 본실은
의식에 대해 내재적이며， 동시에 초월적으로 존재한다는 역설음 지칭 6]'는 섯
。로 해석하，'. 싶다

단껴。로 말한다，;)

내실껴 초원이란 표헌 자체가 이

미， 이하 본문에시 섣맹하겠시반 내 η/ 외?의

선「잉한 7 벌이 블가능하다는

사실응 가리컨나고 힐 수 있1'11'내설직 ?월‘의 의미에 대해사는

n.

ßochm.
「αn GcsÎcIκ~spUf!kt clcr Phänomenoiogie , IVImtinus NijhoH, Dcn Ilaag ,
190β. 1'1811든 잔소)

후설

데카튿트

라캉의 수체 깨념

lZ-l

를 친디 • 이 P 써 그는 의식 비깜애 존재히는 사물이 ‘객관석언’ 시물

일 수 있는 것은 9_ 직 그것이 의식파 관련을 멧jI_ 있기 때문이괴는
것을 확정한디

;자연석 태 jE’(natürliche Einstellung)에서 추체기

하는 대상은 걸코 병증성을 갖지 못한디
이 있다고 만한나

파악

니는 /얀마하게 저기에 잭상

l러나 책싱의 한 면밖에 보지 뭇하빈시도 저끼에

책싱이 있다고 어떻게 단언활 수 있겠는가η 이는 산 Z~3년 ‘자연적 태
도.이다

현생학에 의하빈. 내가 저가에 책싱이 있나고 만할 수 있는

깃븐 나의 의식이 ‘ f 것을 구싱했가 때문이나 나의 의식 속에시 구성
되었시 때분에 책생은 나듀 추; 월하여， 외 부에 ;한재하는 책싱이 3년나

책싱에 대한 지각븐 의식 속에

L 때 {때 주어지지만‘ 나는 이외 동

시에 그 주어진 지각은 넘어서논 π: 다는 지각이 있읍유 인시힌다， 나
논 지금 책상의 앞변만은 Q_ï7_ 있지만， 이와 동시에 연변‘ 뚜논 뒷변
의 "9_습은 기억하까 이l 상힌다， 내가 지금 이 책상에 내해 가지까 있는
지각은 그것에 대해 언젠가 가졌띤 :cr.는 앞 ò 로 가지가| 필， 다는 가능
한 지각듭과논 다듀다논 것은 나는 알? 있다，

rr

이 책상에 대한 지

각늘은 다는 책상늪에 내현 지각늘과 차이가 있음은 언다‘ 바로 이 차
이 때문에 나는 의식 속에 그때그때 추이지는 잭상이 잭상 자체기 이
닙을 안디

그때 그때마디 의식에 추이지 L ， 의식 속에 내지I]-ò]-;_: 잭상

이 잭상의 런진이 아닝을 인게 되므무， 딛려 말하면 잭상의 런진은 의
식 속에 내재;-]→七 언상들의 총합 이상임을 연게 되므무 니七 잭상의

분진은 의식을 초윌히여 존재한디jI_ 추문- 한 수 있게 되디
식 초윈적인 대상， 원분석인 형태의 대상 •

9컨대- 의

잭상의 꾼진→ 이 내거l

수어잠 수 있는 것은‘ 대싱 깅험이 ‘지팽 의식’ (Horizon tbewuβtsein) 속

으도 연입되어 있시 때분이다 지금 냐에게 주어지는. 의식 내재적인
지각만으보는 대싱이 의식을 추월해 객뀌직으보 판재하고 있나고 만
할 수 없지만， 지균 주어친 지각펴는 나른 다양한 지각븐이 게족 수어
지고 있으며 이 나양한 나른 지각븐이 i상임없이， 어떤 규직성을 까지
고 나에게 현싱하고 있나는 것을 내가 농시에 의식하고 있다는 사심.
즉 ‘지평 의사’은 통해서 나는‘ 의식은 초원해 있논 어띤 객관적인 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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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시닙의 시각으무 현상히jJ_ 있디jJ_ 생각한디 25)

대상이 의식애 의헤 구성되기 때문애 의식을 초윈히여 존재한디~
후신의
니

이

주장은 시싣 논랴적으무 모순임애 틀림이 없을 것이디
모순석

주장이야밀무 난대의식칠학이

풀시

그 ê1

뭇했던 이윈른의

문세~ 해견하는 유일한 빙볍이며， 이러한 수싱을 한 것에 후섣의 녹
장적인 공헌이

능여있나

이에 대해시는 후에

나만 여시에시 지직하고 성은 깃은

나시

언급할 것이나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유동적인

것으도 Jil t -c 후섭의 수싱 자세에 운세가 있는 깃이 아니라， 의식의

신대싱을 샤성하는 선헌직 헨싱혁의 늘 내에시 이런 수싱을 하는 깃
이 괴연 까능한가라는 깃이나

E

의식이 대싱을 구싱하시 때운에

의사 초원적이라는 주장은 과연 타당힌가q 내상이 의사은 초원하

여 손새하는 것요
신여분이

내상은

겸거은， 내상 속에 의사이

의사이

11 생힌다는 띤l상학 및

내폭 수정뇌어야 힐 것이다 그라나 이러한

제기함으무써 또디시 진싱 석인 싣재른으무 복귀 δL 것을

히1 서 L 안된디
은 간을

딸하변

11 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상이 지기 스스로를 의사 속P 로 나

근내의사철학의 주장요
번문을

(성하지 못하는 어민

었기 때문이라민 해야 용지 않유까q 달러

타내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변 의사이 내상유

주장

그것은 8 물른파 절대적 관념른 시이무 난 재 3 의 즙

찾이야 하 것이디

선힘적 현상학이 넘긴 또 디븐 난재인? 이미 언갑한 비 있L
적

l깃

인식’의 문제무

디시 돌이기사

대한 시각의 흐름들을

시는 의식븐

시후

의식의 내부애 존재히 L 대상에

강압 61 여 대상의 본진을 구성 δL 수 있기 위해

헨재， 괴기

l 피고 미래의 ] lLE 단게~ 통하여 연속적

으노 자선에 대해 반싱 (Rεl1exion) 할 수 있어야 한나 괴기 어느 한
시점에시 의식의 이러한 자시 반싱이 단산되어 비마면， 예 F 듀띤 나

20) 딩

q

싱 세한

션「갱응 위하이는 K.

lldcl,

“ Einlcihmg ,"

in: E. Ilusscr1

PIι'i11αnαω!ogÎS( ι Methαle， op , ci t.. 411f, _l리고 E. Lcvinas “(1)C1
dic Ideen Edmund Ilusscrls." in: 11. _:..oack(cd,), I1 usscrf. \Visscn

schaftliche Buchgesellsd18lt, Darmst8dt , 1973 , p,9911

쥐j

후설

는 지닙 내기

라캉의 수체 깨념

1;Z5

책상이 삼 년 진에

딩-았던 잭상파 동일한

데카튿트

얘_.il. 있 C

잭상임을 추장한 수 없을 것이므무- 의식의 흐른의 연속성을 입증히
는 것이 선힘석 현상학의 기장 중}I_한 과제임은 딩연히디 6] 겠디
신은 ‘지남’이己1는 불변의

후

형식이 의식의 흐름의 동일성을 댐-장한디

고 생각했다는 것은 이미 지직한 마외 김나
‘사후직 인식’이란 운세외 관련하여 후섣븐， 생생한 헨재의

싱으보

부터 시간직으보 명며 띨어겨 있는 ‘최추의 지l 험’이 어떻게 명중적인
현재의 싱으노 나시 통딴된 수 있을 깃인가라는 분세듬 던졌나 후섣
에

따브면

{것이 사후직으보 인식되는 것만으도는 충분하지 않다

최추의 재헌괴

현재 사이에 어띠한 반신도 없퓨이 입증되지 않는 한.

선헌적 현상학은 ·무의사’이 손새힌다논 사실 앞에서 좌초뇌 -μ로‘ 추
셜은 이늘간에 연속성이 었음은 엄밀히 논증힘 c 로씨， 사추적 c 로만
IL성되논 무의식적 내용이라논 것이 손새힌다는 주장븐 반박하?지
했다 그러나 그논 ‘원초적 의사의 통임성’이라논 형사주의 적 설 l3 P
로 만족힐 수밖에 없었다‘ “원초적 c 로 주어진 것노
라는 특수한 형식 c 로

디옥이 ‘현새’

내상적인 것이 뇌지 않?노 의사된다 바로

이 웬초적 의식이 파서 지헝적 수정으믿 이진되는 것이디”과.il. 후신
은밀한디
논의를 계속 진행히기 위해 후신이 대단히 중 9시 생각-ò]-;__:- 디읍
의 시실을 :T 특히자

“이 원초적 의식‘ 이 원초쩌인 파악(l Jrauffas，mng) 등 -그섯음
엇 01 ê-l- ， I. 부 E ; 지 간애 상관없이

-

?

하나의 파악B}논 행위로 오해해

서뉴 않된다 원초저 의식음 행위로 파악 2}뉴 것 자체가 사태른 명백
히 질못 시짙하늠 것이라는 깃 이외에:ç-. _!_렇게 생각하면 다음과 같
걷 혀헤어나올 수 없는 어러움에 U까지 711 뀐다 따일， 모든 내용이 」 내
용응 지향하고 있는 파이 행위를 동해시만 의시에 。l듀나고 한마변.
곧， τ 지제보 또 히니의 Lll용인 이 효l 악 행위픈 의식히는 또 다른 의
식이 있는가라는 갇세기 제가펀 것이고 띠라서 누한 소감이 영 71 피히
디‘ τ 러니 노든 ‘니l용‘이 7

치체~ τ려고 필연적으~ -'fl 초적으보 의

식된다'.':\‘ 위에서 언납된 문체가 만생 하지 않흘 것이다 "26:,

]~(-j

논문

선힘적 현상학이

강주 61

:_:

윈초석

의식이란 주 객의 구문

이진에

존재 8]--;___:-， 주 객의 구벌을 비무스 기능거1161'-: 난인적인 의식 상태이

디

현재적 장애 주이시 L 인상들에 대한 의식은 주 객의 구벌을 얀시

뭇 8]--~ 의식이디

후션은 의식의 존재방식을 ‘시헝성’ (Intentionalittlt) 이

라고 볼있나 이것은‘ 의식은 이미 항~(im1l1εr schon) 어떤 대싱을 향

하고 있나는 것을 의미한나

남미 만하띤‘ 의식이 머저 즌재하고

나음에 어떤 대싱을 잦아 나시는 깃이 아니라， 의식괴 _ r 깃의 대싱은
항싱 지유부터 김이 즌재한나는 깃이나 나의 외부에 즌재하는 채싱븐
분명 객뀌직인 잭싱이고

l 깃을 의식하고 있는 나의 의식븐 수관적인

깃이지만， 나의 의식의 흐h 속에 수어지고 있는 채싱의 인싱 5 의 흐
름파 나의 의사 ξ 하나이다 그것은 주-객의

"분이선에 손새하는 그

"분은 초원힌 상태이다 의사의 근원작 형사인 ‘내적 시 <F 노 객관적
인 시간 ~r 는 우주논적인 시간에 논리적 P 로 ↑1 행하는 미내상적 시간
이다

내가 어띤 책상이 3 닌 선에 손새했었다딘 놔힐 수 있는 것요

그 책상에 내한 인상의 하름늘은 하나로 통임하여 과거 어느 시점에
위치시컸기 때문이다 의사이 행하는 통임화 작용의 근시에 놓여있는
시간성이란 현재석 시각” 파셔서헝 그리jI_ 선취미 L 현재석 장이 무한
히 번복되 L

이닝적 시간

시간성

이디

후션에 따르면

주체기 이

떤 대상을 의식을 초윌히여 이떤 시전에 존재 61:_: (또 L 존재했던) 객
관적 대상으무 파악하 수 있L 것은” 의식이 사신의 내부에 주이진 그
대상에 대한 인상의 모든 흐름들을 현재와 파거 그라jI_ 미떼를 싱털
이 연속적으무

비대상적으로(주 객의 구분이전 상태에서) 이미 직관히

고 있시 때운이나 따라시 후성은 워주직 의식의 이러한 식뀌 즉， 워
추 적 파익 (Urauff、'aSSU11g) :-' 견단코
강소한나

싱 (1111111εr

‘워 주직’ (Ur)
SCh011)

이란

행위 (Akt)도 간수해시는 안핀나고

섭누어가

만하늦이

l 깃은

이미

항

내게 수어져 있는 것이시 때운이나 이미 주어져 있

는 것은 나의 행위의 결과가 아님은 자멍하나

261 E. llusscr l.
cit. ,

Z띠

Phänomenoiogie cles inneren ZeÎtbewußtseÎns, op

p. ，17 익 r 랭위’의 강소는 픽지)

후설

터 1 카르트

m

라캉의 수제 캐념

대상의 구성함으무써 그것에 객관성을 부여 8]--;_:- 선힘석 의식의 닝

일성은 이미 주어져 있어야 한다L 것이 후신의
이디

그렇시 않으면 무한스갑이미 L

의 민 파거의

의식 상대애

문재기

주장의 핵심적 내

빈생한디

의식이

대해 빈성(Reflexion) 히 L 경

?틀

g

사신

살펴 댐

자 27) 이는， 괴기의 의식 싱내가 엔재의 의식직 반싱의 대싱인 깅우

즉， 의식이 의식의 객제가 되는 경우이나 괴기의 의식 싱내 F 구싱
하는 현재의 의식 식용을 ‘행위’보 유나면， 남미 만하여 내까 지균 괴
기의 의식 싱내듀 의식하는 깃이 엔재의 의식적 행위의 결과라면
행위의 견괴노 대싱회핀 의식괴

l

I

대싱을 구싱하는 의식 사이에는

균연이 생시는 깃을 피할 수 없나 괴기의 어떤 의식 싱내에 대해 반
성하는 경우 그 만생의 객체는 원초적 의사의 임부 측‘ 과거 상태의
원초적 지아이다 그딘대 원초적 의사은 지신의 능동적인 개입 없이
노 이미 통임성은 가지구 있다

원초적 지아의 임부인 과거 상태와

그것의 현새 상태에는 어띤 닌염노 있유 수 없。며 양지간에는 연속
성이 손새힌다 그라나 이 양지간에 통임성이 손새힌다는 것은 원직
적인 ?113 임

?P ,

사실상 개볍 주체가 지신의 먼 과거 의사 상태에 내

히1 사멍히게 연jJ_ 있 L 것은 이니므무 그기

사신의 파서 상태를 연

jJ_사 한디변 의식석인 빈성 행위를 해야 한디

이때

빈성의

객체 L

이미 빈생한 파서 사태이므 E 지금 행해지고 있는 주체의 능동적인
개입과 상관없이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의식의 현재 빈성

인히여 의미의 변화기 일이니서 L 안된디

또 L 딛랴 3l현히사면” 주

객이

성랴되기

진의 상태무

즉 비대상석으무 존재 61

;_:

행위‘무

의식의 파서

싱내외 반싱 행위듀 통해 현재 대싱회핀 괴기 싱내의 의식이 통얻싱
을 유지해야 한나는 깃이나 괴연 이깃이 까능한 임인가η 후섣에 따

브면， 선현직 엔싱혁을 ;]-'능케 하는 순수 의식의 통얻싱이란 대싱회
되시 이전 싱내에시의 통일싱이나

l 렇나면 대싱으노시의 의식괴 비

'27) 개벌식연 λ} 뭉응 연시힐 수 있 /1 위해시 의시꺼 시금 의시내에 있지 않F
사선의 번 과거까시 P 반싱힐 수 있어야힌냐는 갓꺼 (받생직) 헨싱학의 당인
한 저서]이디

1:2i

놈문

대상석 상태무서의 의식의 당일성을 유 지시키七 것은， 그 두
의식 내부에서

상태를

직관하_jI_ 있는‘ 모든 것을 자신 속에 포함 öj _jl_ 있는

진능한 신석 직관 g 진재하지 않七 한， 후신 철학의 내부에서 L 해걸
불기능한 파제기 이니겠는기?
‘사후직

인식’의 불시능생을 입증하기 위해 놈의듀 전개하는 괴정

에시 선험적 현싱헥븐， 의식이 구성판 의식괴 구성하는 의식으보 양
분판다는 난세듀 낚컸나 의식은 이 자시 분얻을 지유하기 위하여 세

3 의 의식을 펀요보 한나 ‘ f 러나 세 3 의 의식에 의해 통딴판 세 1 ‘ 세2
의 의식븐과

세 3 의 의식 사이에 펀연적으노 규얻이 생 시므보 세 4 의

의식이 다시 펀요하게 판다는 식으보

우한 소급을 펴활 수 없나는

문제가 발생힌다， 띠라서 후셜은 순수지아의 통임성은 의식이 자신에
대해 반성하기 이전부터 이미 주어져 있는 것 6 로 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내가 나의 먼 과거블 반성하기 이션부터 과거의 나와 현새적
나는 통임성은 가지.，7 있다뉴 것은 내가 이미 알y 있다변， 내가 나
의 과거를 반생힌다는 것은 노내제 무슨 의미를 갖논가? 내가 지금

인식 한다

것 (conna↑ lrc) 은

이미

알?

었논

것은

새 인사하논

것

(reconna ître) 에 불파하 시 않은기+? c.l 캉의 말처 럼 서울에 비 친 니 를
디시 부L 것이l 지나지 않은7j-'J 이는 후선 자신이 걸코 건 iI_ 싶이 'òj

시 않았던‘ 주관적 관닌 -2，의 긴에 불파히지 않은기?
후신은 후에 T 더l 카르F 석 성찬.J oll 서 이 난제에 대해 디시 언갇한
디

이를 1δ헤 후신은 선험적 자이의 원초석 낭일성이란 자신의 추장

을 끔끼지 내려지 않았읍을 인 수 있디
“내쩌 시간의쇠의 현상망식 차체 가 지향거 체임이 ' '-, 반성사 그것
은 필연거。로 시간성 -。로서 주이짐이 틀림이 없기 띠문에，

? 껴뉴

여

/1 에시， 의시의 샘이 무현‘ ?급여1 시 헤어 나 φ-지 못하눈 듯한. 파라독
스현 /1 본 속성응 가시고 있마늠 사실에 F 덧치게 둬냐. 이러한 사실
응 답π 이 가게 설명하기하 매우 어헤마 」라나 에나 시금이나.__l_갓
은 지냉히고 벙증적이디

Î， 것은 지이기

지속적빈 존재(Fü.r- sìch -

Selbst-Seîn )라는 놀라f 시섯 g 보여준디‘ τ것은. 의식의 삶이 지기
치신으보 치향적으보 되꼭이오는 존재 (Auf→ sîch→ selbst→ìntentìo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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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rüc kbezogen - Sein) 라는 iif?g

]~~)

기 지고 있다는 것 g 요여끼디 "'"씨

이상에서 선명한 것들파 관련히여 선힘적 현상학이 헤걸허 시 뭇한
난세~ 나음괴 김이 성 마합 수 있나

“자이든 자기헌쓴 치에서 (in
과 쥐족힌 q ↑

der SelhsLgegen l,vrj rL igung)

자신

」라나 사아는 사선응 이바 나듀 대싱등서빈 파악힐

수 없나 자아의 반싱 incIld、t1ααI1 꺼 j사후직 시각’ (Nachgc\vahrcn)
으우 나아있 q. "2!) 1

지아의 지기 반생이 헝상 ‘사추적 지각’。로 남아 있어야 하는 힌
후신의 현상학은 무의식을
있디

그이니 무의식을

시양 61

;_:

데 성공허시 뭇했디jJ_ 밀하 수

시양허시 뭇한 것이 그닿게 키디란 문재일끼 9

표무이 F 와 마캉파 너불이

주체기

의식파 무의식으무

섬일되이

있디

jJ_ 생각 81--~ 순간 그것은 너이상 문제무서 니니니시 않 L 디
선힘적 주체의 싱일성은 이미 주이셔 있디 L 것? 그것은 사선을 ‘행
위‘의 주체무

멍이서 L 안된디 L 시심 속에서 난대의식칠학의 대진재

의식의 신대싱‘ 능농생‘ 장소생

을 파괴하는 어떤 7 엇을 밤견합

수 있지 않는 I~? 자아에게 순수 활농이라는 속생을 부 여하고자 했던
근대의식전희븐 후섣에게 외시 ‘워 주직 수농싱’이란 성반대의 속싱을
나시 부여반지 않는가η ‘행위’‘ 활농이라는 속싱을 부여반시 위해시는
무한 소급의 〕lL순에 빠져야 하고‘

l 러한 〕lL순에 빠지지 않고자 한나

면 ‘워 주직 수동싱 이란 속싱을 나시 젊어져야 하는‘ 히덕이는 이 근대
의사철학의 주체가 곰， 의사파 무의사 P 로 분염된 인간 지체가 아니겠

는가9 후설은 이라현 시질은 말진하었지만 지신의 근내철학적

선제

때문에 이것유 겸닌 지신의 철학의 주요 주제로 삼유 수 없었다 그라

28) E. Husserl , lnrtesische _;_ì-IedÎtlα tianen ， Felix

J\leiner

Verlag , Hamburg

1987, pp.'15-'10
201 K. lldι Lcbcndigc Gegcnu: art. Die Frage nach der ScinsweiS' c dc S'
transzendenta!en Ich bei Edmund I1 us S' crf. entwiεke!t am Lcitfadcn
der ZeÎtrJrohlemcπik， Köln , 1%3 , p.l llí 강소는 우1 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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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가 발견하였지만 억압(Verdrängen) 했던 선험적 주체의

난제인

‘원초적 수동성’이야 말로 무의식의 속성이 아니겠는가?

III. 라캉과 데카르트
지금까지 라캉의 무의식 이론음 현상학적 주체 개념의 비판적 발
전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음 지적하기 위해 후섣의 현상학에 대해 갈
게 섣명하고 문제점음 지적했다

라캉은 자선의 무의식 이론음 보다

체계적으로 개진한 『정신분석학의 네 가지

기본 개념』에서， 후섣의

텍스트와 직접 논쟁하지 않고 데카르트에 관해 언급한다
의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라캉의

이하의 논

데카르트 해석의 출발점은 위에서

지적한 바 있는 ‘현상학의 난제’이외에 다름이 아니므로， 라캉의 주체
개념음 현상학적 주체 개념의 발전 형태로 해석하는 것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본다，

잘 알려져 있듯이 라캉은 “나는 내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생각
하고 내가 생각하는 곳에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30)는 과감한 경구를

만들었다

이 말은 그 자체로는 비논리적인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 내가 어찌 생각할 수 있겠는가? 도발적인 구호처럼
들라는 라캉의 이 말은 원초적 의식， 원초적 파악음 행위로 간주해서
는 안된다는 후섣의 주장의 맥락에서 정확한 의미를 획득한다 후섣
에 따르면 현재와 과거 그라고 미래를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원초적
의식의 연속성 및 통일성은， 탈리 말하면 원초적 의식이라는 ‘존재’는
그것이 사유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에만 주어절 수 있다

후섣이 발

견하였지만 철저하게 끝까지 밀고 나가지 못했던 놀라운 사실， 즉 존
재와 사유(행위)는 서로 빗나간다는 사실은， 라캉이 데카르트 해석음
통해 내린 결론과 본절적인 면에서 일치한다，
라캉의 해석에 의하면 데카르트의 코기토는 일종의 ‘점’적인 것에

30) J Lacan , Ecrits, p.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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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 l

니 L 생각히므무 존재한디 L 주장 딛라 밀히면 니 L 내기

생각히~ 그 순간에 L 의심하 니위없이 존재히jJ_ 있디미 L 데카므 F
의 주장 그 사체 L 분벙히 옳은 밀이디

그이니 데카므 FL 이것으무

모든 문재기 헤걸되었디jJ_ 그닝 꾼난 수 없었디

미캉에 따르면? 그

가 식면한 친정한 괴세는 생샤하는 나의 연속성을 괴연 내샤 보싱합
수 있느냐라는 문세였나

예 F E 면 한 시간 전에 생/"]-하던 나외 지

균 이 순간 생샤하는 내까 김은 나라는 깃을 누까 보증하는까라는
분세이나 의식븐 자시의 연속싱 및 통얻싱을 확선하시 위해시는

l

깃을 보싱하는 어떤 외부의 힘을 펀요노 한나
“어떤 원인이 쥬재하고 」깃이 이 순간 1-1를 확설히 애휴게 창주
한나는， 달러 막하면 1-1를 유지시커 준냐는 진제가 없나면 내가 빙금
척에 존재댔다는 사석 i부터
검돈이 검코

3 도되지 않는디

S 꾀 까은 것 g 아 수 있디

cll 가 지감 존재히고 있 S 이 듬럼없디는
지속 lDauer) 의

연진 g 고 ζL헤보띤 디

껴--，것은 이 ;;1 순끼 시올 g

R지시켜주

, f~ 그 사문이 쓴세하기등 멈출 때 그섯용 항상 새룹거] 창조해 중 힘
파 활농용 필요로 한다’꺼 1)

라강은 t 성 --:-1 분식혁의 네 가지

11 복 개념』에시

코시보의 의미외

코시보라는 워직을 구지1 직으노 입증하는 냉 식 사이에 즌재하는 꼬순
에 대해 수복한나 네카브드는 코시보듀 근대전혁의 대워직으도 섭정

하었지만 그것요 흥로서기를 힐 수 없었다 의사 ξ 지신의 ‘사유행위’
만。로는 지신의 ‘손새’의

획실성’에 노달헐 수 없。니로 외부의 힘

에 노음은 요청힌다
“네키르트에 있어서

7 것이

최초의 i 냐는 생각한디 기 목퓨히고 있는 것은，

냐는 존재한다보 꺼복되는 한1 석재 (]e réell 이디

7 미냐

~l라는 외부에 존재히므보 네키브드는 "1 싣 cll 시기꾸아 이닌 티지든
믿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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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자뉴 게다가 자신의 슨시1 만。로 신이의 기초듬 보

rr. Dcscartcs ‘ J.l1editationen ilber die Gruncliagen der Phifosoplde,
Leipzig , j 9Q,l, pp .29- .30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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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할 수 있어야 히머， 지기 지선의 객관적 이성 내부에

_Î_l 이1 키르트

필자)가 학신 s} 이 있는 실시) 자체가 신다1 의 차권용 받견학

f

있기

위해서 펄요한 신이의 기초가 있읍용 그에게 보승해야 한다 나는 여
기서， 신비듬 다자의 손

더)카己브의 갱

?,

신 ι] 듬 까당하， ，~ 있는

와진힌 신에기] 맘긴 깃이 가져나주는 인정난 결과에 대해 만시 아시
뀔 수 있응 뿐이나 "32)

나는 손새힌다’는 획실생에
석능한 타지

노달하기 위해서는 반느시

이것이 실지 손새힐 수 있는가9

신설하끼

에 의손해야 하니

로， 사유와 손새 사이에는 극복될 수 없는 선언이 손새힌다 후설이
히1 걸허시 뭇했던 난제기 데카므 FC에게 π 이미 존재했디 L 것이디

또

미캉은 디 g 파 간이 밀한디

“우리의 인이 이닌 것에 매해서는 디 이상 논히지 믿기보 히지 디

만 「제의 차원에서 시작되뉴 것은 걷닌 아부런 컬」냐를 님기지 않뉴
섯은 아니이뉴 섯음 ~-~1 는 일 -l/_ 있다는 삿만 덧본이 , ，~자 한다 문온
그

5- 0 1 _'Î- 제-가의미&뚜비를

맘이나

~-~1 가일 -l/_ 있다든선제하께서

데카르는는 주치]는 확실싱의 주치]이며 이진의 모든 지시응

거?힌냐는 깃 이외에 주제어] 대해시 아는 깃이 없있나

」러나 우

리는 고우이다 녁분에， 무의시의 주세는 자신응 나타나매， 확실싱에
이브기 -~~-에 생각한디는 것 g 안고 있다 "33'1

마캉은 여기서 ‘꿈의 사 g ’πrmungedanken) 마
시적히jJ_ 있디

고무이 F;L 시 R-8]-Z_:-

전에서 구주주의 사와 구섬되디

주체

고무이 F 기

L 고무 ólF 의 Jl_현응

개념을

기시jJ_ 있았디~

제시한 비

이린이이‘의 꿈은 이버시의 걱정파 의심의 3l현이디

있 L ‘불니 ~
이이의

시체틀

산 지키지 섯하고 있나는 아비지의 죄책김븐 7 의식직 λ1→주 γ 의식
적 저항의 퓨현인 의섞으도 나타나며 이 의섞이 γ 의식의 즌재~ 확
~l 케 한나

라강븐

불타는 아이 의 꿈에 대한 .H노이드의 해식에시

빙볍론적 의섞을 통해 즌재의 확심싱에 도남한 네카브드 천혁괴 유

겸)
?ι，3)

J

1ιlcan ， Sém .'(I, op. cil. , 1l.:-l 7
Thi rÌ.,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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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 그 L 정신성서학의 계냉 L 데카므F 애게끼

시 서슴이 온미긴디-"- 밀히과~ 듯허디
역에

사라히-"- 있디안4)L

드이난디

l:l:l

전애서

무의식석 시」lL 꿈의 시

그이니 “주체 L 무의식의 영

데카므F 와 표무이 F 의 디븐

8L

전이

의식의 핀에서 딛 때 L 부재

하는 (absent) 깃， ‘사유하지 않유’이시 때문이나 35)

위에시 섣펴보였늦이
재의

확심싱에

네카브드의 코시보는 외 전한 타자 없이는 즌

도난할 수 없었나

나"36)는 공식을 세시한나

이세

라강븐

“선은

T 의식적이

이노써 _ l_ 는‘ 네카브드까 의식의

확심싱을 확보하시 위해 의존했던 선을 7 의식의

측재의

죄시에 속하는 깃

으노 해식한나 뮤론 여시에시 라강이 유선론을 수싱하는 깃은 아니
다 그것 E 오히려 무신논의 다는 표현임 밴이다 라킹에 띠근연 무
신논 공사요 ‘신 E

죽었다’가 아니라 ‘신은 무의식적’이다

신정。로

무신논지가 뇌!지힌다변 신은 죽여서는 91 된다 신은 죽이변 그밖의
다는 어띤 것。로 신의 지리를 내신힐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인
간이 신은 통제힐 수 없듯이 무의사 역시 지신의 통제하에 톤 수 없
다는 점이 미유적。로 동시에 표떤뇌어 었다 37) 그리딘 여기에서 신

무의식은 상정적 진서에 디름 이니디

“꾸의식은 초세인적이머 구체적인 남돈의 한 부분이디

이 담곤은

7 체가 의식껴인 까돈의 염치성음 다시 학립하며 -l/_ 학 때;1'-체의 동
재력이] 포심되지 않는다 "::{{I

여 시에시 숭요한 점은 라강은

7 의식을

의 부분으노 복나는 사심이나 이노써

초개인적이며 구체적인 담론

l 는 수지1 외 꾀세 또는 내부외

외부;' 11 게적으노 구분하는 이원론을 비핀한나

341 Ibid"

l 에 따브띤 “ 7 의식

μ36.

?긴)

Thi rÌ, p ..3G 쥐 j
361 Ibid" μ 08，
:l7) 'Î 제가 무의식저 민톤음 동재한 수 없다는 f 장이 가지는 칠학겨 의미에 대
하여는 위애서 상서lõl 논의한 비 있는 후실 분 1」용 장 -l/_ 하기 비란다

,'38)

J Lacan , Ecrits,

이J.

cit.. p .2 18.

J:l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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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또한 ‘니사의 팀문이디 ” 그랴jJ_ 위애서 인 g 되 며캉의 긍애서 본
비 있 L ‘진랴.:_:. 21 부에 존재한디”;」 밀? 주체와상정석 전서 L 이웬
른적으무 구성될 수 없디 L 것을 시석히jJ_ 있 L 것으무 딛 수 있디
와 관련해 마캉이

이

「정신성서학의 네 기시 기본 개념」에서 성?착증

(Pervεrsion)을 어떻게 해식하고 있는지 간략히 언급하겠나 괴노이드샤
「충농 E 괴 충농 5 의 운명」이란 금에시 봉사는 세 샤지 시복 헝내

능동헝， 재귀헝‘ 수동헝

을 까지고 있나는 점에 직안하여 충농이 왕

복 (1 ’ aller et retour) 구조F 까지고 있음을 보여수었나는 사섭에 라강븐
수복한나 」上보이드는 사디즘괴 마쇼히쥬괴 김은 시노 반대직인 특싱

을 까진 생도직증이 어떤 놈미직인 괴성을 통해 헝싱되는지~ 나음괴
같이 설 '3 하였다 “ a) 사디즘은 내상P 로서의 타인에 내해 폭력과 권력
행사를 하는 것이다 b) 이 내상이 포기뇌딘 본인。로 내체된다 증등

이 본인은 향휘 P 로씨 능동적인 증등의 목표 역시 수동적인 것 P 로 빈
화된다 c) 다시

내상。로서의 타지를 잔는다 증등의 목표가 빈화뇌었

기 때문에 이 타지는 이제 주체의 역헐유 행사힌다 "39)

라킹은， 프로이트가 사디즘파 마조히즙과 같요 승세늘유 닌지 새볍
적으무 산병허시 이니히jJ_ 듬 을

연걸히여 신명한 시싣을 놈이 평기

한디 4U)

“ Î_l 쓰고1이드

핑지)는 충등에는

" 11]의 시 ;;1 이 이니라 새 11]의 시

산이 있다는 사실음 지거하며 한 것이다 세 번째의 시간에서
충웅의 꾀 +](reμmr) 듬 나다냐는 섯 (ce

Qui

?띠는

<l llpara↑l)-그래나 그

섯은 'F한 나타나지 않는다손 성격음 갓는다- 。로부미 장 f낼해야

한나 즉우려가주목해야<5)-는 갓꺼 새우운주제가1-1타났냐는 깃이나

어떤 주치] 즉， 증동의 주세가 이미 존재하고 있있냐는 깃이 아니라 어
떤 주치]까 애류기] 나바냐고 있는 깃응 볼 수 있냐는 깃이나 」 주제는
웬매 티지인이L 충 S 이 지선의 인주은 까니1 는 한1 긴것은 니티안디 "4 1:1

.39) Freud “ Triebe und Triebschicks81 ," in: Freud, Ps.vchalagie d.ιs Unhe
lJJ u Bl en , SLudienausgahe Bd Ill, FnmkhηL 써11 fvIain: Fischer. 19~니
Il]LHIHJ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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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1 카르트

라캉의 수제 캐념

Hi

인긴은 충동의 왕복 운등으무 인히여 ←외 (aliénation)
체의

역 δL을 팀딩 6]

←긴 선비석으무

:_:

것

기

니사기

빈생히 L 것을 회피하 수 L 없디

들랴-l___- .I표무 Ó]F 와 마캉의

이 ê] 한 주장은 듀히

주
디
시

각 승동파 관련히여 선득력 있게 선명될 수 있을 것이디
전통적으노 사힘 E 은 ‘자시의식’(Sεlbstbe\\uβtsein) 을

유나는 비유

노 섣멍해 왔나 복나는 비유에 근기하여 의식의 자족싱을 섣멍하려
했딘 전통천혁의 맹점을 샤싱

직나라하게 F 러넨 천희자는 하이네기

였나 _ r 는 네카브드의 ‘나는 생샤한나’ (cog1l0) ;' ‘나는 생샤하고 있는

나~ 생샤한나’도 해식한나

l 에 따브띤 ‘나는 어떤 것을 퓨싱한나

라는 퓨현븐 농시에“나는 7 엇인까 F 세워능고 있는 나늑 내 암에
세우1 놓는다’42) f-E는 ‘나는 무인가를 보는 나를 바라본다’43)는 의미를

갖는다
이와 유사하시1 라킹노 내가 나를 바라보는 나를 본다는 주장은 사
기이다라민

닫힌다 44) 그에 띠금변

내가 무인가를 복 수 있는 것 ξ

그것이 내가 복 수 있노록 주어지 었기 때문이다 45) 나는 나의 외무
에 있는 이 타지의 눈。로 사묻유 본다 그리딘 새로이 주체로 등장
한 이 니사L 마캉이 위의
나타나지 않는 타자이디

인 g 문에서 선명했듯이” 나의 시계 속에

내기 무언기 를

-l___- 디
1 「I 무엇인기기 있기 때문이디

딛

수 있 L 것은 멍 시 뭇 8]

내기 무언기를

본디-l___- 1=명제애 L

111 Thid. , p .l G2
4~)

lVr. Heidegger, ，Viel2ι'he II, Pfullingen , Neske, ]네i l. p.I 5:, 참조 독일이
의

j표싱한나‘ (vorstdlcn)는

막F

또한

우언가릎

‘앞에

세워

놓는나‘

(vor-stcllcn)는 의미를 갖는나
4:,)

~슨시)와 시간』애서

s}이넥기뉴

써 끈대의식칠학의 인끽돈이

Heidegger, SÓ ì1 und

X.ν il ，

비 니l 님 (Himehen) 이란 표헌음 사 g 함。로

시기 의 은유에 의쓴하， 1， 있읍음 지껴한다 (M

IVIax Niemeyel

、 erlag ，

Tiihingen ,

1m.꺼， Il.(-j l

참주)

j.j).J. La 3n , Sém XI.
45) Ibi d., ]J .71 참주 “
‘

깃)이

배이진

donné-à

、Toir)

O(J. C'Ît. ,

p.71

쥐j

비투콕 주어시는 깃(나무 하이금 볼 수 있두곡 "ð~

갓(내가 본 깃)배나 선행힘(la

précxistcncc au "\TLl d' UIl

1: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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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기능제 히~ 디븐 이떤 것

니사” 구주 또L 냉 L 행위 사

체

논랴석으무 포함되이 있디

을 니 L

멍시 뭇한디 L 벙재기

‘새무이 둥장한 주체인” 이 니사L

멍 L 행위애

~ 구주석 시싱이디

딛 수 없L 무엇인기기

그라-"- 주체기

재한나는 사심‘ 즉 수지1 의 ‘즌재

필연석으무

견핍 (manque-à-être) 이

즉

내재히

항상 존

_ r 샤 바라보

고 있는 세게의 생핍 또는 구싱을 가능케 한나는 의미에시 4ó"1 주체의
결핍을 상징하는 이 타자는 또한 주체 자신 및 세계의 존재를 가능케
하는 ‘존재론적’ 범주로 해석될 수 있다_4끼

이제 여기에서 라킹이 중시하는 새념인 ‘내상 a’ (objCl a) 가 의미하
L-

비
1 기 무엇인시 멍디

사선을

tjt벙히 드 êl 난디

aL-

사선을 비마멍~

딛 수 없디 L 시싱” 즉 주체의 존재 걸핀을 환상(phantasma)

속에서 채우

L 것이디

주체 L 사신의 존재 걸핀 을 매꾸기 위해

기능한 시션’을 대상 a 속애 체현한디
의

대상

“대상 a -;_:- 공허” 구텅이 (creux)

현존"(présence) 일 뿐이므 E “인의의

있디 4~)) 그이니

대상

a

인 대싱=

대상에

의해

사체 L ‘듀권석인 대상’50-1으무서

으노 파익되지 않는나..5 1)는 점에시

전령될 "4::;)

수

걸코 기시적

대싱 a의 자미~ 점렁하는 구지1 직

예 F 듀띤 닫선수의자의 뮤선

괴는 구분띤나 대싱 a

는 인간븐 자선의 근원으노부터 워래직으도 분마되었나는 사심
초적 분리 (sépεration primitive)

불

노부터 밤생하는 깃으노

노는 싱징게 F 벗어나는 실재적 대싱이나 52) 선깅증 환자의

원

강÷f 적으
워추적

싱띤 (Urszεnε) 에 대한 환싱븐 싱심한 자선의 근워을 도1 젖으려는 불가
능한 시선， 껴가능힌 시노이다

4(i) “ f 성하는 닌일 ';011 사로잡힌 f 처1" (1 e 、ujeL 1)ris dans une divi 잉on
consLiLuanLe) (j. 1써.can. E(_TÚS , P 씬 ò(il 이는 니l캉의 표헌음 감조
171 J- A. Milleμ Entretien sur Le SémÎnaù ι Navarin, Paris , 1985, p.l 9 낀소
48)]. Lacan , Sém ιYL 야J. cit.. ]).1 64
191 움시주의지 íFetischisrl 에서] 있어서는

a의 자이등 차지한다

,

501 Ibi d., ]).78
Ibid .. ]l .7 1 참조
521 Tl기d" 78 쥐조

'j l)

예듣 틀면 ‘냄새냐는 힌 구 U 기 매상

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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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캉의 수체 깨념

J:-l7

외1 마캉은 ‘불기능한 시션’을 환상석으구 체현히는 이 듀권석 대상
에 대상 a 마는 공식을 부여했는가) 주체를 추체 P

낀드는 불기능한

시션은 왜 대상인기? 칠학시의 맥락에서 꾼디변， 마캉은 이핀써 정신
문-서학석 주체
주재 개념 -

개닌은 현상학적 주체 개념

••

또는 난대 의식 칠학의

펴 나브다는 깃을 보이려고 했가 때분이나 헨싱핵은 대

싱의 보집은 의식에 의해 구성되기 때운에 의식을 추월하여 :뭇재한다

고 만한으노써. 내부외

외부의 깅게션을 유농직으보 반븐었으며

이

접에 헨싱핵의 숭요한 전핵직 공현이 능여있나는 것을 위에시 언급한
바 있다

I 러나 후섣은 의식 천학의 한게 내에 머 무김으노써 자선의

밤견의 의미듬 수미얻펜하게 빙고 나감 수 없었나 의식의 신대성을

같까지 밀? 나가려 힌다변， 대상의 본질 ;E 의사 내부에 손새해야 힌
다? 맏했어야 옳았다 그러나 소박한 젖내적 관념논지가 뇌_，7 싶지
않았던 그논 내상의 본질은 의사의 외부에 손새힌다까 l감했딘 것이

다‘ 마힌 그뉴‘ 내상의 본질은 직관하까지 힌다변 의식은 연속적이~
통입적인 ， 생생현 지가의식은 소유하? 있어야 힌다~- 맞했다‘ 그던다l
지지 의사의 통잊생은 의식의 ·행위’로 언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미 j 그는 밀한 수밖에 없 었디

히지만 외부석

대상의 꾼진을 구성 -';-1-:는 사기의식의 능일성이 이미 추이셔 있는 것이

ê.l 면‘ 이 당일성은 이니무부려 주이셨는기 ‘! 자기의식 내부무부더? 이
니면 외부무부려') 이 당일성이 자기의식 내부무부터 주이진디 j 밀하

는 것은 무의미한 주장힐 것이디

의식히지 못히지만 의식내부에서

추이진디_i)_ 밀히는 것은 옳시 끗히디

후신이 밀했듯이 의식은 모든

단계에시 의식이어야 한나민. 의식하지 :섯-한 채 수어지는 의식의 통
얻싱븐 이미 의식 너머에시 주어지는 것이기 때분이다

1 렇다면. 의

식의 통얀싱은 의식 외부보부터 수어친다고 만하는 떤이 자라며 더
정확하지 않을까q 또는 표보이드외 더불어 우의식이라고 만하는 연이
더 닛지 않은사? - ，- 리고 수λ11 는 자선의 외부에 문재하는 이 극한점을
강낙적으보 통세할 수 없으므보

l 깃븐 이미 외부의 대싱이 아년까?

그것은 주체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없 P며， 주체의 겸핍유 상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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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현하는 외부적 대상이라는 의미에서 라캉은 이를 대상 a 라고 표현
한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음 내부에 있는 외국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
하였으며， 라캉도 이

비유로부터 extimité 53 ) 이라는 표현음 만들었다

더 나아가， 대상 a는 의식 주체의 존재 근거이고， 이 대상 a는 외부

현실 속에 존재하는 사묻에 의해 다시금 점령된다면， 이 대상이 사실
상 내부이고 의식은 외부라고 말할 수도 있음 것이다， 하지만 의식은
내부적인 것이다라는 말 역시 또한 진실이다， 그렇다면 어디가 밖이
고 어디가 안인가?

N. 맺음말
지금까지 필자는 데카르트와 후섣 철학에서 발견되는 ‘주체의 분열
현상’에 주목함으로써 라캉 정신분석학의 무의식 개념의 철학적 의미
와 이원론의 문제 등 이와 관련된 다른 이론적 문제들에 대해 논의
했다

이 글에서는 논의할 수 없었지만 라캉은 주체의 분열 현상음

언표행위( énonciation) 과 언표(énoncé) 의

분열로 섣명하기도 한다

이

것 역시 후섣과 데카르트 철학의 난제인 ‘(의식)행위와 존재의 분열’

에 정확히 상응하는 표현이다， 이 글에서는 지면의 제약으로 후섣의
‘수동적 종합’ 혹은 ‘발생적 현상학’과 정신분석학과의 관계， 그라고
데카르트의 정념 (passion) 론과 정신분석학적 충동이론， 후섣의 ‘본능의
현상학’ 등 이 글의 취지와 관련된 여러 중요한 문제를 다를 수 없었
다 라캉의 다음의 말음 인용하는 것으로 글음 맺고자 한다，“정선분
석학은 세계관도 아니고， 우주의 열쇠를 제공한다고 자처하는 철학도
아니다 그것은 특수한 목표， 즉 주체 개념이 정교화됨음 통해 역사
적으로 정의된， 특수한 목표에 따라 움직인다 "54)

53)

이는 라캉이 ex( 외부)와 intimité(내부)를 합성시켜 만든 표현으로， ‘내부에

54)

J Lacan , Le

있는 외국’이라는 프로이트의 비유에 정확히 상응한다.
Sém、

XI, op. cit. , Paris , Edition du Seuil, 1973, p.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