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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라캉 정신분석학의 사후성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미술작품

의 새로운 의미를 구성, 해석해보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일반적으로 인과관계는 시간의 선후관계를 따른다고 여겨진다. 과거의

사건이 원인이 되어 미래라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그러나 정신분석학에

서는 사후성이라는 역전된 인과관계, 시간성, 서사성을 이야기한다. 이는

인간의 정신에서 현재의 사건이 과거의 사건에 사후적으로 영향을 미치

는 방식을 일컫는다. 이는 인간이 무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기인하

며, 그럼으로써 인간이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에

영향을 끼친다. 이 개념은 일찍이 프로이트가 발견하였고 여러 분석사례,

그 중에서도 <늑대인간>을 통해 설명하였으며 이후 프로이트를 계승한

라캉이 정식화하였다. 하지만 그 동안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채

여러 후대 이론가들의 사상에서 발견되었다. 그러므로 본고는 라캉의 정

신분석학에서 사후성이 갖는 위치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을 우선

으로 삼는다.

사후성은 주체의 정신 구조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계승한 라캉은 인간에게 의식으로는 알 수 없는 정신상태

인 무의식이 있으며 이것이 인간 정신의 근간을 이룬다고 본다. 더 나아

가 인간은 무의식을 가지게 되면서 신경증 환자가 되고 욕망하는 존재,

즉 ‘주체’가 된다. 라캉이 이야기하는 주체는 라캉의 ‘상징계’와 ‘오이디푸

스 콤플렉스’ 이론을 통해 짚어볼 수 있다. 인간이 따르는 법칙이자 살아

가는 세계 중 하나인 상징계는 곧 언어로 대변된다. 라캉은 당대 구조주

의 언어학을 받아들여 하나의 기호는 그것이 가리키는 의미인 기의와 그

것을 가리키고 있는 기표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다. 기표와 기의는 고

정적으로 대응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하나의 기표에 대응될 수 있는 수

많은 기의가 있으며 그 기의들은 기표 아래에서 계속해서 미끄러져 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기표를 다른 기표로 대체하는 은유와 환유

같은 수사학이 가능해진다. 언어의 이러한 속성은 곧 상징계의 속성이다.

인간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해소를 통해서 상징계에 진입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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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대 그리스의 오이디푸스 신화를 차용한 오이디푸스 단계는 아이와

어머니, 아버지 삼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세 가지 시간 또는 계기(temps)

로 설명된다. 첫 번째 시간에서 아이는 어머니의 나타남과 사라짐 앞에

서 어머니가 결여를 갖고 있으며 자신이 아닌 다른 것을 원한다고 상정

하고, 어머니의 욕망(le désir de la mère)의 대상, 즉 팔루스(phallus)가

되기를 욕망한다. 두 번째 시간에서 어머니의 욕망의 대상인 팔루스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등장하며 아이는 자기 자신도 아버지처럼 팔루스

를 소유하고 있는지 묻게 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간에서 아이는 어

머니가 복종하는 아버지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우회적으로 어머

니의 욕망을 욕망하고자 한다. 이렇게 해서 아이는 사회의 금지들을 내

재화하며 사회화된다.

라캉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자신의 언어이론을 통해 설명했다. 이

에 따르면 아이는 어머니의 욕망이라는 기의를 얻기 위해 어머니의 욕망

이라는 기표를 억압하고 대신 아버지의 법이라는 기표로 대체한다. 다시

말해, 아버지의 법이라는 기표는 어머니의 욕망, 즉 팔루스를 기의를 은

유하게 되는 것이다. 기표의 억압은 아이에게서 무의식을 구성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아이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른 기표로 대체하는 신경증

환자, 그리고 욕망하는 주체가 된다.

이러한 주체 형성 과정 안에서 사후성은 세 가지 단계를 통해 나타난

다. 첫째, 말 속에서 기표와 기의가 대응됨으로써 의미가 만들어지는 의

미화작용은 사후적이다. 둘째, 주체 역시 이러한 사후적 의미화작용을 통

해 말 속에서 자기 자신, 즉 자신의 욕망을 드러낸다. 주체는 다른 기표

로 대리될 수밖에 없는데 이 대리는 말 속에서 사후적으로 일어나는 것

이다. 마지막으로, 사후적 과정은 주체가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는 방식까

지 결정한다. 주체의 과거는 자신의 욕망을 통해 사후적으로 구성된다.

본고는 이러한 사후성의 메커니즘을 통해 미술작품의 의미를 새로이

해석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본고는 미술작품의 기표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기존의 정신분석학적 미술사/미술비평은 미리 정답을 만들어놓고

그것에 작품을 꿰맞추는 식으로 진행되어 작품은 이론을 설명하기 위한

수단에 그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는 정신분석학을 과정이 아닌 결

과를 중시하는 이론으로 왜곡되게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진정한 정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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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학은 기표들의 유희를 통해 욕망, 그리고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다. 이

를 적용한 미술사/미술비평 역시 작품 속 기표들의 유희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구성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본고는 이러한 방법으로 20세기 아

방가르드 미술가인 마르셀 뒤샹의 작품 <자신의 독신자들에 의해 발가

벗겨진 신부, 조차도>와 <여행 가방 상자>의 관계를 분석해볼 것이다.

이 작품들의 기표들이 서로 은유, 환유하는 과정 속에서 후자가 전자의

의미에 영향을 끼치는 사후적 관계가 생기며, 그리하여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질 것이다.

주요어 : 라캉, 정신분석학, 사후성, 정신분석학적 미술비평, 기표 분

석, 뒤샹, 자신의 독신자들에 의해 발가벗겨진 신부, 조차도, 여행가방

속 상자

학 번 : 2008-2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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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는, 거스를 수 없는 시간 속에서 살아간

다. 이 시간 속에서 과거는 미래에 영향을 끼치고, 종종 미래의 원인이

된다. 즉 자연적 시간의 경우 인과관계는 곧 선후관계를 따르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이 느끼고 기억하는 시간은 이와는 사뭇 다르다. 개별적 인

간의 시간 속에서는 사건들의 인과관계가 곧 선후관계로 이어지지 않기

도 하는 것이다. 지나간 연인의 말과 행동은 이별을 거치며 더 큰 의미

를 지니게 되고, 어릴 때의 풍경과 인상들은 어른이 된 후에는 다른 것

으로 기억되거나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 요컨대, 인간에게서 이전의

순간 또는 사건은 이후의 순간 또는 사건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변하기도

한다.

인간의 정신세계를 연구하는 학문인 정신분석학(psychoanalysis)은 이

러한 인간 고유의 시간성을 이야기한다. 정신분석학을 창시한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9)는 “정신에서 현재의 사건이 과거

의 사건에 사후적으로(a posteriori) 영향을 미치는 방식”1)을 가리켜 ‘사

후성(Nachträglichkeit; 事後性)’2)이라 불렀다. 프로이트를 계승한 프랑스

정신분석학자인 자크 라캉(Jacques Lacan, 1901-1981)은 이 개념을 받아

들여 정식화했다. 그의 이론 안에서 사후성은 인간 일반의 정신 구조가

보이는 특성으로서 자리매김했다.

정신분석학이 자연적인 시간과는 반대되는 사후성을 이야기하게 된 데

에는 ‘무의식’의 공이 크다. 정신분석학은 의식으로는 알 수 없는 무의식

(the unconscious; l'inconscient)이라는 심급(instance)이 인간 정신 구조

의 근간이 됨을 밝혔다. 무의식을 가진 인간은 필연적으로 신경증의 정

신 구조를 갖게 된다. 여기에서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으며 합리적이

1) 딜런 에반스, 『라깡 정신분석 사전』, 김종주 외 옮김, 인간사랑, 1998, p. 211.

2) ‘사후성’은 여러 가지 번역어를 갖는다. 영어로는 retroaction, retrograde, deferred

action, 한국어로는 이러한 영어 단어를 받아들여 지연(작용), 소급(작용) 등이 쓰

인다. 이에 대해 라캉은 ‘사후(事後)’의 의미를 강조하는 après-coup를 프랑스어

번역어로 사용했고, 라플랑슈는 afterwardsness를 영어 번역어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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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 한 존재가 아니라 원인을 알 수 없는 꿈, 말실수, 농담, 정신질환,

그리고 욕망을 겪어내는 존재로 설명된다. 그 기저에 깔려 있는 무의식

은 인간의 욕망을 지배함으로써 이처럼 비합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합리

적인 것으로 보이는 선택과 행동까지도 결정짓는 기제가 된다.

‘사후성’은 이러한 신경증 환자, 즉 인간 일반의 정신 구조 안에서 나

타난다. 인간이 무의식을 갖고 있다는 점은 인간의 시간성을 자연적인

시간과는 다른 것으로 만든다. 인간에게는 미래의 사건이 과거의 사건에

게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정신분석학에서 이야기하는

사후성이 단순히 사건들 사이의 선후관계 또는 인과관계만을 논의하는

것은 아니다. 사건들의 역전된 시간은 결국 인간이 그 사건을 어떻게 보

는지에 영향을 끼친다. 즉, 그 사건에 부여되는 의미에 영향을 끼치는 것

이다.3)

사건들의 발생뿐만 아니라 의미화작용(signification)의 방식인 ‘사후성’

은 비단 인간 개인의 사적인 역사에서만 보이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만

들고 꾸려나가는 대표적인 산물인 미술에서도 이후의 사건이 이전의 사

건에게 영향을 끼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이는 미술을 창조, 감상,

해석하는 자가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에 기인한다. 미술은 ‘작품’을 만들

어내는 일종의 생산과정으로, 물리적 존재인 작품들은 당연히 자연적인

시간성을 따른다. 그러나 어떠한 작품을 언제, 어떻게 만들어낼지를 결정

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은 인간이며, 그렇게 탄생한 작품을 감상하고, 분

석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인간이다. 따라서 미술에서는 자연적인 시

간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도 일어난다. 예를 들어, 어떤 작가의 작업

세계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급격한 변화를 겪기도 하고, 일정한 의미를

3) 프로이트가 이야기하고 라캉이 정식화한 이 개념은 프랑스 현대 철학을 비롯한

여러 현대 사상가들이 고루 차용했다. 프랑스 현대 철학에서는 1970년대 이후 후

기구조주의자들이 등장하면서 ‘사후’의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동일성

과 전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능동적으로 행동을 하는 근대적 주체 개념을 비판하

고, 고정되어 있으며 단일한 의미가 있다는 통념에 반대했다. 이들에게 일반적이

지 않은 선후관계 또는 인과관계를 이야기하는 ‘사후성’은 유용한 개념으로 보였

다. 가장 대표적으로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는 ‘지연(to defer)’ 개념을 ‘차

이(to differ)’와 혼합해 ‘차연(defférance)’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켰다. 이는 글쓰기

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다르게 하기(differing)와 미루기(deferring)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마단 사럽, 『후기구조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 전영백 옮김, 조형교

육, 20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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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것으로 읽혔던 작품은 이후의 작품들을 계기로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읽히기도 한다.

전통적 미술사는 이처럼 난해한 미술작품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꾸

준히 노력해왔다. 수많은 미술작품들 사이에서 일련의 연속성을 발견하

고, 이를 통해 한 작품에 역사적 위치를 부여함으로써 그 작품의 의미와

의의를 밝히고자 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근대적 미술사학의 이러한 작

업에는 자연적인 시간관과 함께 “앞의 사건이 뒤의 사건을 낳는다”4)는

역사주의가 깔려 있었다. 요컨대, 근대의 미술사학자는 이전의 작품이 이

후의 작품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 하에 “작품을 역사적 연속의 한 위치

에 놓”5)고, 그 작품과 역사적 연속성을 갖는 다른 작품들과 비교하여 작

품의 ‘숨겨진’ 의미를 ‘발견’하고자 한다.

전통적 미술사의 이러한 관점은 그것이 오직 단일하고 불변하는 진리

로서의 의미만을 추구하며, 다른 가능한 의미들을 억압한다는 점에서 크

게 비판을 받았다. 1980년대 이후 ‘신미술사학(new art history)’ 이론들

이 “‘미술’에 본질이 있다고 가정할 뿐만 아니라 미술작품은 초역사적 성

격을 띠고 원저자의 의미는 단일하고 불변하다”6)는 전통적 미술사의 시

각에 반대한 것이다. 이제 미술 작품의 의미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해

석될 수 있으며, 하나의 작품에 고정된 의미는 없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미술사가 전제하는 역사주의적 시간관에 대한 비판도 생겨났다. 미술에

있어서 항상 이전의 작품이 원인이고 이후의 작품이 결과인 것만은 아니

라는 것이다. 정신분석학을 주된 방법론으로 삼는 미국의 정신분석학자

할 포스터는 어떤 예술 작품의 “의미는 처음 출현한 순간 전적으로 드러

4) 할 포스터, 『실재의 귀환』, 이영욱, 조주연, 최연희 옮김, 경성대학교 출판부,

2010, p. 43. 그는 “다른 분과들에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

사주의는 아직도 미술사, 특히 모더니즘 연구에 만연해 있는데, 이러한 역사주의

는 미술사를 정초한 위대한 헤겔주의자들로부터 알프레드 바와 클레멘트 그린버

그 같은 막강한 큐레이터 및 비평가들을 거쳐 그 이후로 이어져왔다.”고 비판했

다.

5) Michael Hatt and Charlotte Klonk, Art H istory: a critical introduction to its
methods,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06, p. 11.

이 책에서는 할 포스터가 이야기하는 미술사에 만개한 역사주의와 그 영향을

한 미술사학자가 파블로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을 분석하는 과정에 빗대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pp. 11 ~ 20 참조.

6) 정은경, 「미술사와 미술비평에서 정신분석의 의의」, 『인문학논총』 제26집,

2011, p.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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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 그 작품이나 전환의 발생은 오직 한 번뿐이며, 그래서 그것을 정교

하게 발전시키는 작업은 무엇이든 다만 복창에 불과할 뿐”7)이라는 기존

의 미술사적 통념을 꼬집어 이야기했다. 그는 “인과성, 시간성, 서사성에

대하여 역사주의와는 다른 모델들이 필요”8)하다고 이야기하며, 정신분석

학이 포착한 주체의 심리적 시간성인 ‘사후성(Nachträglichkeit)’을 그 대

안으로 제시했다. “이 지연된 작용(사후성)은 이전과 이후, 원인과 결과,

기원과 반복이라는 단순한 도식을 모조리 뒤엎어버린다”9).

이처럼 정신분석학의 ‘사후성’은 선형적 시간관에서 벗어나 무의식과

욕망에 주목함으로써 기존의 방법론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현상들을

새롭게 고찰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다. 본고는 이 점에 주목하고, ‘사후

성’을 통해 미술작품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을 시도해 보는 것

을 목표로 한다. 본고의 논의는 ‘사후성’을 정식화한 라캉의 정신분석학

이론을 기반으로 삼을 것이다. 라캉은 기존의 정신분석학 이론들이 프로

이트의 이론을 왜곡해서 수용해 왔다고 비판하며, 프로이트의 초기 텍스

트로 돌아가 그것을 문자 그대로 읽어낼 것을 강조했다. 이러한 그의 이

론 속에서 인간의 정신 구조는 상징 체계를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무의식

을 갖는 것으로 설명되고, 사후성 역시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난다. 라캉의

이러한 강조점을 받아들이는 것은 기존의 정신분석학적 미술사/미술비평

과는 다소 다른 접근법을 택하도록 하는데, 정신분석학을 방법론으로 사

용하여 미술작품을 분석할 때에도 결국 상징 체계와 그곳에서 나타나는

무의식이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라캉의 정신분석학 속에서 사후성 개념의 정확한 위치

와 내용을 짚어내고, 이를 미술작품 분석에 적용하고자 한다. 우선 Ⅰ장

은 예비적 고찰로서, 여기에서는 프로이트가 이야기한 바의 ‘사후성’을

살펴볼 것이다. 프로이트는 한 분석 사례에서 신경증의 원인인 외상적

경험의 작용이 미루어졌음을 밝히며, 이러한 메커니즘을 ‘사후적’이라 불

렀다. 여기에서 과거의 사건과 현재의 사건은 선후관계가 역전된 인과관

계를 보이고 있다. 라캉의 ‘사후성’의 골격은 바로 이 분석 사례에서 찾

을 수 있고, 라캉이 이야기하는 개념의 여러 지점들 역시 이 사례를 통

7) 할 포스터, 앞의 책, pp. 43-44.

8) Ibid., p. 71.

9) Ibid., pp. 75-76. 괄호는 필자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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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프로이트의 ‘사후성’은 라캉의 개념을 이해

하는 기본적인 틀이 될 것이다.

Ⅱ장에서는 라캉의 ‘사후성’이 모습을 드러내는 장(場)인 ‘주체’의 정신

구조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라캉의 이론에서 사후성은 인간 고유의 시

간성으로서 등장하므로, 라캉이 이야기하는 인간이 어떤 정신 구조를 가

지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라캉은 인간이란 무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신

경증의 정신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리하여 항상 욕망하는 주체라고 이

야기했다. 본고에서 이 주체 이론은 특히 라캉이 받아들인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라캉 고유의 개념인 상징계를 통하여 설명될 것

이다. 인간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거치면서 상징계에 진입하게 되는

데, 이는 곧 언어라는 상징체계를 습득하고 사회화되는 과정이다. 이 과

정을 통해 ‘주체’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Ⅲ장은 이러한 라캉의 주체에게서 보이는 ‘사후성’의 모습들을 짚어본

다. 이는 크게 세 가지 층위에서 나타난다. 첫 번째는 주체가 살아가는

상징계인 언어, 즉 말에서 의미화작용이 일어나는 지점이다. 두 번째는

그러한 말을 기반으로 주체가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는 기표에 의해 대리

되고 이를 통해 주체로서 자리매김하는 지점이다. 마지막으로 말 속에서

주체의 욕망에 따라 어떠한 장면이 사후적으로 재구성되는데, 이는 그의

과거로서 나타난다. Ⅲ장의 설명을 통해 이러한 층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리하여 사후성이 인간의 시간을 아우르는 메커니즘이라는 것

을, 인간에게서 과거는 사후적으로 만들어지며 과거는 인간의 욕망을 보

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Ⅳ장에서는 라캉의 이론을 바탕으로 미술작품의 의미를 분

석해 볼 것이다. 본고는 정신분석학적 미술사/미술비평에서 최근 논의되

고 있는 ‘기표 분석’이 진정한 정신분석학적 방법론으로 행해져야 함을

주장할 것이다. 이 경우 미술작품은 하나의 장면이 되고 그것이 보이는

기표들을 분석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일정한 의미가 만들어질 것이다. 여

기에서 시간적 선후관계를 갖는 두 개의 작품이 있을 때 그들의 기표를

분석함으로써 어떠한 장면이 사후적으로 구성되며, 그렇게 해서 새로운

의미 또한 구성됨을 볼 수 있다.

사후성 개념을 통해 미술작품을 분석하는 작업은 20세기 아방가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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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가인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 1887-1969)의 작품들을 통해 이

루어질 것이다. 그의 1923년 작인 <자신의 독신자들에 의해 발가벗겨진

신부, 조차도(La Mariée mise à nu par ses célibataires, même)>와

1941년작인 <여행가방 속 상자(Boîte-en-valise)>가 바로 분석 대상이

다. 이들의 기표를 분석해보면 후자를 계기로 하여 전자의 장면이 사후

적으로 구성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후적 구성으로부터 어떠한 의미

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의미 역시 전자의 작품에 부여되고 사후적으

로 구성된 것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뒤샹의 두 작

품들은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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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예비적 고찰: 프로이트의 사후성

19세기에서 20세기로의 전환기에 활동했던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오스

트리아에서 신경과 의사로 시작하여 정신분석학이라는 독자적인 학문 분

야를 창시했다. 정신분석학은 인간에게 의식뿐만 아니라 의식으로는 알

수 없는 무의식이라는 정신 상태가 존재하며, 이것이 인간 정신 구조의

근간을 이룬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후 20세기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

인 자크 라캉은 “프로이트로의 회귀(le retour à Freud)”를 부르짖으며

프로이트의 텍스트로 돌아갈 것을 주장했다.10) 라캉은 프로이트의 텍스

트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이론을 정립했다. 그 안

에서 프로이트의 많은 개념과 증례들은 그 의미가 더욱 풍부해지거나 변

화했고 라캉 정신분석학의 체계 속으로 흡수되었다.

라캉의 정신분석학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따라서 프로이트 정신

분석학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후성’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 개념

은 최초로 프로이트에게서 신경증 외상의 메커니즘으로 등장했다. 이후

많은 정신분석학자들이 이 개념을 간과한 것과는 달리 라캉은 이에 주목

하고 정식화했다. 그는 프로이트가 이야기한 사후성의 사례들을 해석하

고, 신경증 외의 다른 영역에서도 사후적 메커니즘을 발견한 것이다. 그

리하여 라캉의 이론 속에서 프로이트의 ‘사후성’은 주체 정신 구조가 겪

는 시간성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따라서 프로이트가 이야기한 바의 사후성 개념에서 출발할 때에야 비

로소 라캉의 사후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의의를 포착할 수 있을 것이

10) 정신분석학은 프로이트 이후 여러 분파로 나뉘어 발전했는데, 그 중 에른스트

크리스(Ernst Kris), 에리히 프롬(Erich Fromm) 등을 위시한 미국의 자아심리학

이 우세를 떨치고 있었다. 자아심리학은 이드, 자아, 초자아를 통해 인간의 정신

구조를 설명하는 프로이트의 후기 이론에 주목했다. 그리고 정신질환을 가진 환

자는 자아, 즉 에고가 약하기 때문에 병에 걸린 것이고, 따라서 환자의 자아가 분

석가의 건강한 자아를 닮을 수 있도록 강화시켜주어야 한다고 보았다. 라캉은 자

아에 대한 이들의 해석이 프로이트의 이론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프로이트의 저작들 그 자체로, 특히 초기 저작들로 돌아가 텍스트를 꼼꼼히 독해

하고 그럼으로써 본래의 정신분석학 방법론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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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장에서는 예비적 고찰로서 프로이트가 이야기한 ‘사후성’을 살펴

보고자 한다. 이 개념은 그의 저작 여러 곳에서 나타나지만, 특히 <늑

대인간(Wolf Man)> 사례에서 자세하게 나타났다. 한 러시아 청년의 유

아기 때 신경증을 분석한 이 사례에서 사후성은 과거 사건이 뒤늦게 작

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 구조는 이어서 라캉이 확장하여 발전시킨 사

후성 개념의 기본 틀이 되었다.

1. 외상의 지연된 작용으로서의 사후성: <늑대인간>

프로이트에게서 사후성은 신경증의 원인이 되는 외상을 설명하면서 등

장했다. 신경증(neurosis)은 원래 인격적 장애를 초래하는 신경 계통의

질병을 일컫는 말이었으나, 프로이트에 의해 도착증(perversion), 정신병

(psychosis)과 함께 정신분석 임상의 세 가지 핵심구조 중 하나로 재정

의되었다.11) 그의 정신분석학에서 신경증은 그 출발점이자 근간에 위치

11) 신경증은 “기능상의 결함을 일으키는 정신장애”로, 개인의 생활환경과 연관성이

없이 나타나는 불안, 우울, 근심 또는 불쾌한 느낌 등의 증상을 갖는다. 19세기

중엽의 정신과 의사들이 이러한 증상을 갖는 질환들을 분류하여 처음으로 ‘신경

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신경증의 원인이 신경의

문제, 즉 신체적인 것이라고 보았다. 이후 그 원인으로 정신적인 요인과 정서적인

요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정신신경증’이라 부르게 되었다. (브리태니커,

『브리태니커 세계 대백과사전』, 한국 브리태니커, 1993, pp. 225-226. 참조)

프로이트는 신경증(Neurose; neurosis)의 세 가지 형식들로 크게 불안 히스테

리(Angsthysterie; anxiety hysteria)와 전환 히스테리(Konversionhysterie;

conversion hysteria), 그리고 강박 신경증(Zwangsneurose; compulsive neurosis)

을 든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정신분석강의』, 임홍빈, 홍혜경 옮김, 열린책들,

2003, p. 406.) 히스테리는 억압된 기억과 표상이 주로 특정 신체 부위의 마비, 국

소적 통증, 기침, 실어증 등의 신체 장애로 나타나면서 심하면 환각이나 의식 분

열에 시달리는 병적 상태를 일컫는다. 이 중 그 증상이 특정 대상에 대한 불안으

로 나타나면 불안 히스테리로, 증상이 신체적 증상으로 전환된 것이면 전환 히스

테리로 분류된다. 강박증은 주로 특정한 생각이나 행동에 집착하고 이를 계속해

서 반복하면서 불안이나 공포에 시달리는 불안정한 상태를 말한다. (김석, 『프로

이트와 라캉』, 김영사, 2010, p. 25. 참조)

프로이트는 이 각각의 신경증들을 그 증상에 따라 구분해야 할 때를 제외하고

는, 자신의 저작에서 히스테리와 신경증을 엄밀하게 구분하여 사용하지는 않고

있다. 히스테리와 여타 신경증은 그 원인이 동일하고, 프로이트의 작업은 주로 히

스테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 역시 그 증상을 구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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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는 신경증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의식과는 다른 무의식이라는 정

신 상태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이것을 연구하면서 정신분석학이 탄생했

던 것이다.

프로이트는 신경증 환자들을 관찰, 치료하면서 신경증의 발병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것은 “히스테리의 정신 병리

를 결정하는 데 외부적 사건이 큰 작용을 한다”12)는 것이었다. 그가 치

료한 히스테리 환자들은 발작이 일어날 때마다 첫 번째 발작을 야기한

것과 똑같은 사건을 환각으로 보았다. 그리고 관련된 각종 증상들은 모

두 히스테리를 촉발한 외부적 사건에 연관되어 있었다. 이처럼 신경증의

원인은 환자의 정신생활에서 짧은 기간 내에 엄청나게 강한 자극의 증가

를 가져오는 외상(Trauma; trauma)이었다.13)

외상을 중심으로 하는 신경증 발병 과정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보여

야 할 때를 제외하고는, 프로이트에게서 히스테리와 신경증을 엄밀히 구분하여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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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p. 4. (지그문트 프로이트, 『히스테리연구』, 김미리혜 옮김, 열린

책들, 2004, p. 14.)

13) 신경증의 발병 원인을 신체적인 것이 아닌 심리적인 것으로 보는 프로이트의 견

해는 당대의 관점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었다. 당대에는 몸 안, 주로 자궁에 이상

이 생겨 그것이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신경증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고대부터 시작되었다. 고대 이래로 여성의 신체 안에 생긴 문제

가 히스테리의 발병 원인이라고 보았고, 따라서 치료법 역시 신체에 충격을 주거

나 치료를 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견해는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히스테리’라는 병명은 약 2500여년 전 고대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에

의해 확립되었다. 그리스어 히스테라(Hystera)는 ‘자궁’을 뜻하고, 히스테리아

(Hysteria)는 ‘자궁의 이동’을 뜻한다. 즉,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히스테리의 원인

이 자궁이 말라 물기를 찾아 온 몸을 돌아다니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자궁

이동설에 따라 제시된 치료법은 성관계를 갖거나 어머니가 되게 함으로써 자궁

의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자궁을 몰아내어 없애는 것이었다. 중세시대에는 여자를

성적 존재의 화신으로 보았고, 히스테리는 악마의 소행으로 보았다. 따라서 치료

법 역시 악마를 몰아내는 것이었는데, 이는 ‘귀신들린 여자들’을 치료하는, 즉 화

형하는 것이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히스테리의 원인이 머리로 옮겨왔다. 한편,

프로이트 당대에도 히스테리를 신체적인 질병으로 보는 관념이 뿌리박혀 있었다.

따라서 원인이 신체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원인을 없애기 위해 전기치료나 물고

문을 하는 등 가혹한 치료 방법을 쓰기도 하였다. (김석, 『프로이트와 라캉』,

pp. 42-44, 크리스티나 폰 브라운, 『히스테리』, 엄양선, 윤명선 옮김, 여이연,

2003, pp. 23-8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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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늑대인간(Wolf Man)>이다. 프로이트는 1914년

부터 1917년까지 한 러시아 청년의 신경증을 분석하고, 그 결과 1918년

「늑대인간-유아기 신경증에 관하여(From the History of an Infanfile

Neurosis)」14)라는 논문을 집필했다. 이 청년은 4세부터 10세까지 신경

증을 앓았었는데 18살 때 임질을 앓고 난 후 신경증이 다시 발병하여 프

로이트를 찾아왔다. 프로이트는 이 청년을 분석하면서 유아기 신경증에

관해 자세히 알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신경증 일반의 구조와 과정을 이

해할 수 있었다.

<늑대인간>에서 우리가 제일 처음 만나게 되는 것은 환자의 늑대 공

포증과 그러한 증상을 일으키게 된 ‘불안-꿈(anxiety-dream)’이다. 환자

는 어렸을 때 성질이 좋고 온순하며 조용한 아이였다. 그러다 네 살 반

이 되던 즈음부터 유모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며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

는 등 갑자기 성격이 나빠졌다. 동시에 늑대에 대한 공포가 생겼으며, 이

후 크건 작건 상관없이 다른 동물들에게도 겁을 먹었다. 이런 증상을 낳

은 것은 그가 네 살 반 경 크리스마스 즈음 꾸었던 늑대가 나오는 꿈이

었다. 그 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꿈에 나는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그때는 밤이었다. (내 침대

는 발쪽이 창문을 향하게 놓여 있었다. 창문 앞에는 오래된

호두나무가 한 줄로 서 있었다. 내가 그 꿈을 꾼 것은 겨울

이었고 밤이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갑자기 창문이 저

절로 열렸다. 그리고 나는 창문 앞에 있는 큰 호두나무에 하

얀 늑대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무서웠다. 늑대는 예닐곱

마리가 있었다. 그 늑대들은 아주 하얬다. 그리고 늑대가 아

니라 여우나 양치기 개처럼 보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우같

이 큰 꼬리가 있었고, 개들이 어디에 주의를 집중할 때처럼

귀를 바짝 세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매우 무서웠다.

분명히 늑대들에게 먹힐까 봐 그랬을 것이다. 나는 소리를

지르고 깨어났다. 유모가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려

14) SE XVII, 'From the History of an Infantile Neurosis', 1918[1914]. (지그문트

프로이트, 「늑대인간」, 『늑대인간』, 김명희 옮김, 열린책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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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내 침대로 달려왔다. 그것이 단지 꿈이었다고 확신하는

데는 꽤 시간이 걸렸다. 나에게는 창문이 열리고 늑대들이

나무에 앉아 있는 모습이 아주 선명하고 생생하게 느껴졌

다... 꿈에서 움직인 것은 창문이 열린 것뿐이었다. 늑대들

은... 모든 주의를 나에게 고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

나는 이것이 나의 첫 번째 불안-꿈(anxiety-dream)이라고

생각한다.15)

환자의 기억에 따르면, 그가 이 꿈을 꾸고 난 후 늑대 공포증이 생겼다.

환자는 분석 과정에서 이 꿈을 기억해내고 난 뒤 분석을 받는 몇 년 동

안 이 꿈과 관계되는 연상들을 떠올렸고, 이를 통해 이 꿈의 의미를 이

해할 수 있었다.16) 이 꿈은 환자가 한 살 반 정도 되던 해에 목격했던

부모의 성교 장면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이다. 프로이트는 이 장면을 ‘원

초적 장면(Urszene; primal scene)’17)이라 불렀다.

그는 부모의 침실 안에 있던 아기 침대에서 자고 있었다. 그

리고 아마 열 때문에 일어났을 것이다. 아마 오후 다섯 시였

을 것이다. 나중에 그 시간에 우울증이 있어서 표가 났다. 그

의 부모가 반쯤 옷을 벗고 오후의 낮잠을 자려고 누웠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그때를 한여름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한 것과

일치한다. 그가 깨었을 때 뒤에서 하는 성교를 목격했는데,

그것은 세 번 되풀이되었다. 그는 어머니의 성기를 볼 수 있

15) SE XVII, p. 29. (『늑대인간』, pp. 226-227.)

16) 분석은 총 4년 반 동안 진행되었는데, 프로이트는 환자가 분석 초기에 이 꿈 이

야기를 했으나 분석 말기의 몇 달 동안에 이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정신 분석 과정이 본고에서 설명하는 것

처럼 단번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어떠한 장면을 연상시키고 그것의 의미를 이

해하는 것은 수십 번의 분석과 노력을 요했다. (SE XVII, p. 33 (『늑대인간』,

p. 231.) 참조)

17) SE XVII, p. 39. (『늑대인간』 p. 238.)

한국어본에서는 이를 ‘최초 성교 장면’이라 번역하고 있으나, 다른 정신분석학 2

차 문헌들에서는 독일어 ‘Ur’의 뜻을 살려 ‘원초적 장면’ 또는 ‘원장면’이라 번역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원초적 장면’이라는 번역을 따르겠다. Ur는 단순히 ‘첫번

째’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후 일어나는 모든 것의 근간이 된다는 의미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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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성기도 볼 수 있었다. 그는 그

과정도 이해했고, 그 의미도 이해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부모

의 성교를 방해했는데, 그 방법은 나중에 토론하겠다.18)

프로이트는 이 장면의 요소들이 아이가 보고 들은 다른 것들과 함께

섞이고 변형되어 꿈의 요소들로 바뀌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때 이 요

소들은 ‘압축’과 ‘전치’라는 방식을 따르는데, 이는 무의식이 의식의 검열

을 피해 자기 자신을 왜곡해서 의식에 나타나는 방식이다. 우선, 압축

(Verdichtung; condensation)이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줄이고

혼합하는 것이다. 프로이트는 “꿈-사고의 크기와 풍부한 내용에 비해 꿈

은 짧고 간결하며 빈약하다”19)는 사실에서 ‘압축’의 존재를 발견했다. 그

는 꿈의 분석을 통해 꿈에서 드러난 명시적인 내용과 그 아래에 숨어있

는 잠재적인 내용의 분량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하나의 요소 안에 압축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러한 압

축을 위한 수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략 어떤 잠재적인 요소가 생

략(omission)되거나, 여러 가지 복합체 중에서 단지 어떤 조각들만이 융

합(fusion)되거나,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는 여러 개의 잠재 요소가 통합

되어 하나의 단일 요소로 중첩(superposition)되는 것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치(Verschiebung; displacement)는 어떠한 요소들이 위치를 옮겨 무

의식적 사고와는 다른 위치를 점하는 것이다. 이것은 프로이트가 “꿈의

<중심>은 꿈-사고와는 <다르며>, 내용 역시 다른 요소들을 중심으로

배열되어”20) 있다는 사실에서 도출한 것이다. 그가 꿈을 분석해보니, 꿈

-내용에서는 중요했던 요소가 꿈-사고에서는 사소한 것이었고, 꿈-내용

에서 어떠한 관계로 결합되었던 요소들이 꿈-사고에서는 전혀 다른 방

식으로 결합되어 있음을 발견한 것이다. 이처럼, 전치를 위한 수단으로는

잠재적인 요소들 중 하나가 확대되어 명시적으로는 매우 크거나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거나, 잠재적 요소들의 결합이 깨져 명시적 요소에서는 그

것들이 다른 관계로 나타나는 것 등이 있다.

18) SE XVII, p. 37. (『늑대인간』, pp. 236-237.)

19) SE Ⅳ, p. 279. (『꿈의 해석』, 김인순 옮김, 열린책들, 2006, p. 337.)

20) SE Ⅳ, p. 305. (『꿈의 해석』, p.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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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꿈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이 원초적 장면으로 연결된다.

우선 이 꿈의 첫 번째 문장인 ‘밤이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에서

‘밤’은 ‘나는 자고 있었다’를 변형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갑자기 창문이

열렸다’는 ‘나는 저절로 잠에서 깨었다’로 바꾸어 읽어야 하는데, 이는 직

설적인 표현을 왜곡된 표현으로 바꾼 전치이다. 그 다음 ‘큰 호두나무’는

크리스마스 트리와 늑대 이야기에 나오는 나무가 혼합되어 압축된 것이

다. 또한 높은 나무는 관찰의 상징이므로 아이가 부모의 성교 장면을 관

찰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그들은 나무 위에 앉아 있었다’

는 전치에 의한 것으로, 원래 늑대 이야기에서 늑대들은 나무 아래에 위

치하지만 꿈에서는 그 위치가 바뀌게 된 것이다. ‘그들은 그를 아주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최초 장면에서의 그의 위치를 바꾸어 놓은 전

치이다. ‘그들은 아주 하얬다’는 가장 대표적인 압축 사례이다. 이는 최초

장면의 부모의 하얀 속옷과 하얀 침대보가, 그리고 그가 나중에 본 양

떼의 흰색과 양치기 개의 흰색이 합쳐진 것이다. 또한 동화 <늑대와 일

곱 마리 아기 염소>에 나오는 ‘하얀 손’의 하얀 색도 더해졌다. ‘그들은

거기에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는 대표적인 전치의 예이다. 아이

가 최초 장면에서 본 가장 중요한 요소인 ‘성교 중의 흥분된 움직임’을

거꾸로 ‘꼼짝도 하지 않음’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21)

이렇게 불안-꿈이 원초적 장면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

미하며, 신경증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 꿈에서 동기적 힘으로 작용한 소망들은 뚜렷하다. 첫째로

그날의 표면적인 소망들이 있다. 즉 크리스마스 선물이 여기

에 있었으면 하는 소망이고, 이것과 함께 있는 더 깊은 소망

은 아버지로부터 성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이제 영구히 존재

하는 소망이다. 이것은 즉시 매우 매혹적이었던 장면을 다시

보고 싶은 소망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정신 작용이 제 갈 길

21) SE XVII, pp. 42-44. (『늑대인간』, pp. 243-245.)

아이가 보고 듣고 경험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혼합하여 꿈을 만들어낸 과정을

설명하는 것은 SE XVII, pp. 29-32. (『늑대인간』, pp. 227-230)참조. 이 꿈을

최초 장면과 연결시키는 부분은 SE XVII, pp. 34-35. (『늑대인간』, pp.

233-2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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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아가는 것이다. 최초의 장면을 불러내어 이 마지막 소

망을 만족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이제는 피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옮겨 간다. 즉 그 소망을 부정하고 억압하는 길로

옮겨 간다.22)

요컨대, 아이에게는 본래 ‘아버지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

그것은 부적절한 욕망이었기 때문에 억압되어 무의식의 영역으로 들어갔

다. 억압된 무의식적 욕망은 사라지지 않고 아이에게 영향을 끼쳤다. 그

리하여 욕망은 환자가 어렸을 때 보았던 부모의 성교 장면을 불러 일으

켰고, 그것은 아이가 ‘불안-꿈’을 꾸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이 욕망은 여

전히 의식으로부터 억압되어 있어야만 했기 때문에 아이의 정신이 용인

할 수 없는 충격적인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그 욕망을 상기시키는 부

모의 성교 장면은 환자에게 충격적인 사건인 외상으로서 활동하게 되었

고, 그제서야 비로소 늑대 공포증이라는 신경증이 시작된 것이다.

프로이트는 외상인 원초적 장면이 다음과 같이 사후적으로 작용한다고

이야기했다.

이것은 지연된 작용(deferred action)의 또 다른 예에 불과

하다. 한 살 반일 때 아이는 어떤 인상을 받는다. 그러나 그

것에 대해 적당하게 반응할 수는 없다. 그는 그 인상이 네

살 때 되살아나자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에 의해 영향을 받

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십 년 뒤에 분석을 받는 도중에

그 당시 자기 안에서 무엇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의식적인

정신 과정을 통해 이해할 수 있게 된다.23)

외상적 사건은 환자가 그것을 경험했을 때 곧바로 외상으로서 작용하지

는 않았다. 만약 그러했다면, 환자가 부모의 성교 장면을 처음 보았던 한

살 반 즈음에 신경증이 발병했어야 했다. 그러나 환자의 정신 상태는 아

무런 동요도 없이 성장했고, 4살 반 경 외상인 원초적 장면을 연상시키

22) SE XVII, p. 32. (『늑대인간』, p. 245.)

23) SE XVII, p. 45 각주 (『늑대인간』, p.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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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꿈을 꾸고 나서야 신경증이 발병했다. 다시 말해, 외상은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외상을, 그리고 억압된 욕망을 가리키는 꿈을 계기로 해서야

신경증의 원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프로이트에게서

‘사후성(Nachträglichkeit)’은 신경증의 원인인 외상의 지연된 작용을 가

리켰다.24)

2. 프로이트에서 라캉으로: 외상의 지연된 작용에서 재

구성으로

<늑대인간>의 유아기 신경증 발병 과정에 대한 프로이트의 분석은 매

우 꼼꼼하며 정교하다. 이 글을 통해 우리는 한 신경증 사례의 원인과

과정을 생생하게 그려볼 수 있다. 아이의 숨겨진 욕망, 한 살 반 때의 경

험, 그리고 네 살 반 때의 꿈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후작용이 무리 없이

연결되고 이해되는 것이다.

<늑대인간>은 외상에 대한 프로이트의 ‘환상설’을 잘 보여준다. 초기

프로이트는 어린 아이에게 실제로 어른에 의한 성적 유혹이 일어나면 이

경험이 외상이 된다고 생각했다.25) 이 시기의 이론을 ‘유혹설(seduction

theory)’이라 부른다. 하지만 이후 그는 이러한 성적 경험의 사실성에 대

해 의문을 품게 되었다. 1897년 그는 동료인 플리스(Fliess)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나는 더 이상 나의 신경증 이론을 믿지 않는다... 나는 두 가

24) Nachträglich는 여러 가지로 번역되었다. 우선 프로이트 영문판 전집을 번역한

제임스 스트레치는 deferred action이라 번역했다. 우리말에서는 스트레치의 번역

어를 번역하여 ‘소급 작용’으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라캉은 ‘사후(事後)’라는 의미

를 강조하여 après-coup로 번역했다. 이는 ‘일이 일어난 후’라는 뜻이다. 라캉 이

후의 정신분석학자인 라플랑슈와 퐁탈리스는 이에 대해 afterward,

afterwardness라는 영어 번역어를 제시했다.

25) 이에 대해서는 또 다른 유명한 신경증 사례인 <엠마>사례가 잘 나타내고 있다.

엠마는 혼자서는 가게에 들어가지 못하는 신경증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이 증상

에는 그녀가 여덟 살 때 상점 주인이 그녀의 생식기를 만졌던 외상이 도사리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엠마가 사춘기 때 상점에서 보았던 남자들의 웃음이 외상

발생 당시의 상점 주인의 웃는 모습을 상기시켰고, 그제서야 비로소 어린 시절에

겪은 어른의 성적 유혹이 외상으로서 작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SE I, pp.

352-356 (『정신분석의 탄생』, pp. 288-28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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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사실을 포기할 준비를 했다. 신경증의 완전한 해결과, 어린 시절에서

그것의 병인을 정확히 인식해 내는 것이 그것이다”26)라고 털어놓았다.

즉, 어린 시절의 성적 유혹이라는 이론을 포기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 경험이 실제로 일어났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환자의 사실적 현실이 아닌 ‘심리적 현실(psychical reality)’이라는

것을 일련의 분석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이다. 비록 그 경험이 사실이 아

니고 환자가 자신의 기억과 경험과 상상의 산물들을 섞어서 재구성한 것

일지라도, 그것은 이미 환자에게 일종의 현실로서 자리 잡고 있다. 이것

이 바로 두 번째 ‘환상설(fantasy theory)’ 시기의 이론이다. “환상들은

물리적 현실과는 대조되는 심리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신경증

의 세계에서 결정적인 것은 심리적 현실이라는 사실을 점차 이해하게 되

었다.”27)

자신의 환상설에 따라 프로이트는 <늑대인간>에서 외상이 구성된 것

이라고 이야기했다. 아이가 목격한 최초 장면이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프로이트는 “부모가 아이와 함께 있는데 성교

를 했다고 가정하지 않아도 된다”28)고 대답했다. 그저 이 “장면이 완성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조건이 설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그가 부모

의 침실에 있는 침대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 같은 것 말이다.”29) 그러한

여러 조건들이 준비되고, 서로 맞아 들어가 하나의 외상적 경험을 구성

하게 된다. 프로이트가 강조하듯이, 늑대인간의 “유아기에서 온 장면들은

26) SE I, p. 259, 편지 69 (1897년 9월 21일) (『정신분석의 탄생』, pp. 157-158.)

27) SE XVI, p. 368. (『정신분석강의』, p. 497.)

외상적 경험은 ‘심리적 현실’로서 실제 일어난 일처럼 환자에게 영향을 끼친다.

이것이 비단 신경증 환자에게서만 볼 수 있는 병리적인 현상인 것은 아니다. 프

로이트는 신경증 환자들의 외상뿐만 아니라 인간 일반의 기억도 모두 일종의 ‘심

리적 현실’이라고 한다. 우리가 과거에 자기 자신에게 일어났었던 일이라고 추정

하는 ‘기억’ 역시 자신의 기억과 경험과 상상의 산물들을 버무려 놓은 것이기 때

문이다.

사람들이 이전부터 지니고 있으며, 모든 분석이 행해지기 전에 의식적

으로 지니고 다니는 개별적인 유년기의 기억들 역시 허위로 꾸며진 것

이거나, 아니면 최소한 진실과 거짓이 풍부하게 뒤섞여 있는 것입니다.

(SE XVI, p. 367. (『정신분석강의』, p. 496.))

28) SE XVII, p. 58. (『늑대인간』, p. 263.)

29) SE XVII, p. 59. (『늑대인간』, p.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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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중에 기억으로 재생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재구성

(recollection)된 것들이다.”30) 프로이트는 그러한 경험이 “기억으로 다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그것들을 꼭 환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다...그것은 기억한 것과 절대로 동일한 것”31)이라고 하며, 기억을 통해

구성된 외상이 기억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동시에 프로이트는 <늑대인간>에서 외상의 작용이 ‘지연되었

다’고 이야기했다. 엄밀히 말해 이는 외상이 과거에 이미 발생해서 계속

존재하고 있었고, 다만 그것의 효과가 미루어져서 시간이 꽤나 흐른 뒤

에야 작용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표현은 이처럼 외상이 되는

장면이 뒤늦게 구성되었다는 의미로 읽히지는 않는다. 더구나 프로이트

는 외상인 ‘원초적 장면’을 추적하는 데에 있어서 사건들의 선후관계를

철저히 따져 분석했다. 그렇다면 아이의 역사에서 외상적 경험은 실제로

일어난 것인가 아니면 나중에 구성된 것인가? 만약 외상이 사후의 구성

물이라면 외상의 활동이 ‘지연된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 된다.

외상은 아마도 네 살 반에서야, 즉 신경증이 발병하기 직전에야 구성되

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외상의 작용이 언제 시작되었든지 간에, “그 어느

경우에도 증상이 일찍 발생하여 저장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여

기에 나타난 행동은 엄밀하게 말하면 ‘연기된’(deferred; 지연된) 것이라

고 할 수 없다.”32) 이처럼 이 글에서 프로이트는 여전히 ‘유혹설’에서 완

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유혹설과 환상설 사이를 오가며 내용을 전개해

나가고 있고, 이러한 서술 속에서 외상을 둘러싼 시간의 문제, 즉 “외상

에 의해 왜곡되고 중략된 시간”이라는 문제가 제기된다.33)

30) SE XVII, pp. 50-51. (『늑대인간』, p. 253.)

31) SE XVII, p. 51. (『늑대인간』, p. 254.)

32) 맬콤 보위, 『라캉』, 시공사, 1999, p. 265. 괄호는 필자.

33) Ibid., p. 263.

프로이트가 <늑대인간>, 더 나아가 그의 저작 전체에서 보이는 이러한 대립,

즉 외상이 환상이냐 아니면 실재에 근거를 둔 것이냐 하는 물음은 여러 곳에서

지적된 바 있다. 조선령은 “여기서 딜레마가 도출된다. 환상이 자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자니 그 근거를 실재 장면에서 찾게 된다. 하지만 환상의 실재 근거

를 주장하자니 환상이론이 유혹이론으로 되돌아간다.”(조선령, 「라캉의 근본환상

개념과 예술이론」,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p. 61.)며 의문을 제

기했다. 이에 대해 그는 “환상 그 자체가 ‘외부’를 포함하고 있”고, 환상은 실재와

맞닿아 있지만 “실재는 환상의 배후에 있는 물리적 현실을 말하지 않는... 현실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삭제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라캉은 이러한 해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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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대인간>의 ‘중략된 시간’은 라캉이 주목한 부분이기도 하다. 그는

이 사례에서 ‘사후작용’이라는 중요한 시간적, 인과적 개념을 따로 떼어

냈다. 이 개념은 “마음 속의 인과 관계는 줄기찬 역설에 의해 왜곡되어

자연 질서로부터 벗어나있다”34)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는 이 개념을 자

신의 주체 이론 안에서 정식화하고 설명했다. 뒤이어 라캉의 주체 이론

과 그 안에서 발견되는 사후성에 대한 설명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살

펴보자.

통해서 환상과 현실의 대립구도를 넘어 외상 이론과 환상 이론을 종합하는 방법

을 찾게 된다.” (Ibid., p. 67.)

34) 맬콤 보위, 앞의 책, p.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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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라캉의 주체 이론

라캉은 구조주의 언어학, 철학, 인류학, 생물학, 수학 등 다양한 학문을

통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설명, 해석하며 이를 인간 주체에 대한

이론으로 발전시켰다.35) 프로이트에게서 ‘사후성’이 신경증자의 정신 구

35) 라캉이 주로 참고했던 이론가들은 프로이트 뿐만 아니라 언어학자인 페르디낭

드 소쉬르, 야콥슨, 벤베니스트, 인류학자인 레비-스트로스, 철학자인 아리스토텔

레스와 칸트, 메를로-퐁티 등 다양했다. 이들 중 라캉과 동시대 사람인 레비-스

트로스, 메를로-퐁티, 알튀세르 등은 라캉과 직접 교류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

받기도 했다. 라캉의 이론은 이처럼 풍부한 참조점들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다

채로운 설명 방식과 근거들을 보인다는 점에서 매력적이지만, 동시에 난해하고

불친절한 서술방식으로 말미암아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악명이 높다.

라캉은 많은 책을 출판하였으나, 그 책들이 모두 ‘충분히’ 읽히고 있지는 않다.

짧은 논문들을 제외하면 라캉의 저서는 주로 논문 모음집인 ‘에크리’와 27년동안

매주 수요일에 진행했던 세미나 모음집인 ‘세미나’로 나뉜다. 에크리는 주로 초,

중기 라캉의 이론을 다루고 있고, ‘세미나’는 초기부터 후기까지 라캉의 이론을

총망라하고 있다. (세미나는 프랑스에서도 27권 중 아직 15권밖에 출판되지 않았

다. 한국에서는 세미나 11권이 번역, 출간되었다.)

라캉의 글은 문체가 화려할뿐더러 내용도 체계적이지 않아서 이해하기가 어렵

다. 문제를 던져놓고는 답을 하지 않거나, 또는 어떠한 설명도 없이 선언을 하는

식이다. 이러한 난해함에 대해 미국의 정신분석학자인 브루스 핑크(Bruce Fink)

는 “라캉이 사용하는 특정 단어들과 표현들이 그가 뜻하는 바를 이해하는 데 부

적절한 것은 아니다...그의 글이 가진 환기적(evocative) 성격은 언어 일반에서도

중요한 요소이며...이 때문에 라캉은 때로는 고의적으로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는

공식들을 이용한다”라고 말한다.(브루스 핑크, 『에크리 읽기』, 김서영 옮김, 서

울b, 2007, P. 10.) 다시 말해 라캉은 하나의 기호가 고정된 의미를 지니지 않음

을, 그리하여 하나의 글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표들을 통해서 그러한 미

끄러지는 의미화작용과 그로 인한 무의식의 출현을 자신의 글을 통해 직접적으

로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라캉 글의 난해함은 곧 학계가 정신분석학을 ‘제대로’ 수용하는 데 장애

물이 되었다. 많은 이론가들은 라캉의 몇 가지 테제들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여

정신분석학을 다소 단순화했고, 그 정치한 결을 읽어내지 못했다. 그리하여 이들

은 라캉의 이론을 단순히 주체의 정신 구조가 자라나는 발달 과정에 대한 설명으

로 보거나, 혹은 상징 체계라는 구조 안에서 계속해서 미끄러지는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만 보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브루스 핑크 등 몇몇 이론가들은 임상의학

으로서의 정신분석학의 위치를 강조하며 라캉의 이론을 ‘문자 그대로’ 읽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학계의 상황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주로 정신분석학과 프랑

스의 후기구조주의를 받아들인 영미권의 상황이다. 정신분석학이 태어나고 자란

유럽대륙에서의 논의는 후속 연구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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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와 관련하여 나타났던 것처럼, 라캉에게서도 ‘사후성’은 신경증자의 정

신 구조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따라서 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

해서는 그가 이야기하는 신경증 구조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하는데, 이는

곧 주체 일반의 정신 구조이다. 인간은 정신이 발달하면서 무의식을 갖

게 되고 사회화되는데,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신경증, 정신병, 도착증

중 하나의 정신 구조를 택하게 된다. 이 중 가장 일반적으로 신경증을

선택하게 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주체’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라캉의 주체 이론은 그의 고유 개념인 상상계, 상징계, 실재를 중심으

로 이루어졌다. 서로 맞물리고 공존하며 인간의 정신 구조를 이루고 있

는 이 세 가지 질서를 설명하는 데에 라캉은 평생을 바쳤다. 이는 프로

이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재발견하여 설명하는 라캉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론과 맞물려, 어린 아이가 주체로 거듭나는 과정을 보여준다.

라캉의 이론은 평생 덧붙여지고 수정되었으나, 대략 세 가지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1935년부터 1950년경까지로, 라캉은 이 시기에 상

상계와 상징계의 관계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 시기에는 아직 라캉 고유

의 색채를 띈 정신분석학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두 번째 시기

는 1950년부터 1960년대 중반으로, 그는 이 시기에 구조주의 언어학의

영향을 받아 상징계의 메커니즘에 주목했다. 마지막으로 1960년대 중반

부터 그가 사망할 때까지, 라캉은 상징계로는 포섭할 수 없는 실재와 그

것의 출현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고에서는 그 중 라캉의 중기 이론에 주

목하여, 인간의 정신 구조가 상징계를 통해 구성되고 또한 무의식을 갖

게 되는 과정을 다루고자 한다.36) 인간이 주체가 되는 과정에는 상상계

나 실재보다도 상징계로의 진입이 결정적이며, 인간의 일반적인 정신 구

조 내 여러 메커니즘들, 즉 억압과 신경증의 발병, 외상의 구성을 비롯하

여 사후성의 메커니즘 등은 상징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주체

의 구조는 곧 상징계의 진입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Ⅱ장에서는 언어로 대변되는 바의 상징계가 무엇인지 살펴보

고, 인간의 정신 구조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거치게 되는 과정을 살

펴볼 것이다. 인간의 정신은 이 때 상징계에 진입하게 되는데 이 과정은

36) 본고가 중점적으로 다룬 텍스트는 라캉의 논문모음집인 Écrits(Seuil, 1966)이다.
이 선집에 실린 글은 1949년부터 1960년까지 쓰여진 글들로 라캉의 초기와 중기

사상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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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무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에 해당하고, 그리하여 인간의 정신은 ‘주체’

가 된다.

1. 상징계

1.1 언어: 기의의 미끄러짐과 고정점

라캉 고유의 개념들인 상상계, 상징계, 실재는 정의하기가 어렵다. 원

어로는 각각 l'imaginaire, 또는 l'ordre imaginaire, le symbolique 또는

l'ordre symbolique, 그리고 le réel인데, 이들을 직역하면 상상적인 것

또는 상상적 질서, 상징적인 것 또는 상징적 질서, 그리고 실재적인 것을

뜻한다. 이들은 의식, 무의식처럼 인간 정신의 상태를 나타내기 보다는,

인간 정신이 따르는 질서, 규칙, 그러한 질서의 세계를 의미한다. 또한

이들은 인간의 정신 발달 과정에서 시간적 순서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

다. 논리적으로 상상계 다음에 상징계가 나타났다고 상정할 수는 있지만,

발달 과정에서의 실제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인간 정신이

이러한 삼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다.

이 중 상징적인 것(le symbolique) 또는 상징적 질서(l'ordre

symbolique)를 뜻하는 상징계는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서 살아내는 문화

인 상징체계를 의미한다. 라캉은 인간의 사회와 동물의 사회를 구분한다.

동물 사회는 단순한 규칙이나 신호(signal)를 이용하는 반면, 인간 사회

는 신호보다 고차원적인 상징(symbole)을 이용해 문화를 만들고 유지된

다. 이 때 문화는 가장 대표적이며 보편적인 상징체계인 언어로 대변된

다. “문화...는 쉽게 언어로 소급될 것인데, 언어는 인간 사회를 본질적으

로 자연적 사회들로부터 구분해준다.”37)

상징계, 즉 언어는 의사소통이라는 방식을 통해 아이를 외적 세계와

연결시켜준다. 의사소통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의미를 상대방에게 전달

하고 또 상대방이 생각하는 의미를 전달받는 행위이다. 이를 위해서는

37) E, p.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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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의 의미를 상대방도 포착, 이해할 수 있어야 한

다. 이는 의미를 담지하고 있는, 즉 일정한 의미를 뜻할 수 있는 기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인간에게 가장 보편적인 기호체계는 바로 언어인

것이다.

따라서 상징계에 대한 라캉의 설명은 언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

는 당대의 구조주의 언어학, 그 중에서도 소쉬르와 야콥슨의 이론을 받

아들이며 자신만의 언어이론을 정립했다. 우선, 라캉이 소쉬르의 언어학

을 가져오는 과정을 살펴보자. 페르디낭 드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 1857-1913)는 하나의 언어적 기호(signe)가 기표(signifiant)와

기의(signifié)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했다.38) “언어기호가 결합시키는

것은 한 사물과 한 명칭이 아니라, 하나의 개념(idée)과 하나의 청각 이

미지(image acoustique)이다.”39) 그는 개념을 그 기호가 갖고 있는 의미

즉 ‘기의’, 그리고 청각 이미지는 의미화하는 것 즉 ‘기표’라고 불렀다. 이

때 청각 이미지란, 우리가 입으로 소리 내어 말하는, 그리하여 귀에 들린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의 정신적 흔적, 즉 감각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

는 소리의 재현”40)이다. 예를 들어 ‘나무’라는 기호가 있을 때 이것의 기

표, 즉 청각 이미지는 우리가 입을 벌려 ‘나무’라고 말하는 것을 생각했

을 때 떠오르는 어떠한 표상이다.41) 그리고 기의, 즉 청각 이미지가 가리

키는 의미는 ‘나무’라는 기호가 담지하고 있는 일정한 개념이다. 이러한

관계를 소쉬르는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설명했다.42)

38) 기표와 기의의 원어인 signifiant과 signifié라는 단어는 각각 자신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우선 ‘시니피앙’은 직역하면 ‘의미화하는’, ‘의미를 짓는’으로 번역할 수

있다. ‘시니피에’는 ‘의미화된’, ‘의미가 지어진’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의

미를 살려 한국어로는 발음 그대로 ‘시니피앙’, ‘시니피에’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라깡 정신분석 사전』을 번역한 김종주는 의미화작용에 있어서 이들이 갖는

능동성, 수동성을 보여주기 위해 각각 ‘능기’, ‘소기’라고 번역했다. (딜런 에반스,

앞의 책, <능기> <소기> 참조)

39) 페르디낭 소쉬르, 『일반 언어학 강의』, 샤를 바이, 알베르 세슈에 엮음, 최승언

옮김, 민음사, 2006, p. 92. 이 한국어 번역본에서 ‘image acoustique’은 ‘청각영상’

으로 번역되고 있다. 그러나 정적인 시각적 광경이나 재현을 뜻하는 image를 보

다 동적인 광경을 뜻하는 ‘영상’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청

각 이미지’라는 번역어를 사용할 것이다.

40) Ibid., p. 92.

41) 따라서 기표를 음소나 단어의 소리에만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 표상이 될 수 있

는 모든 것, 이미지나 관념도 기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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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그림 2

이 그림에서 기표에 해당하는 청각 이미지와 기의에 해당하는 개념은

서로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접합되어 있다. 기호를 나타내는 동그라미

양 옆의 서로 상반된 화살표는 이러한 접합을 의미한다. 소쉬르의 설명

에 따르면 이와 같은 기표와 기의의 조합이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43) 소

쉬르는 하나의 동일한 사물에 대해 언어마다 서로 다른 이름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만약 본질에 대응하는 이름이 있고 이름이 그 본질을

따른다면, 동일한 사물의 명칭은 각 언어마다 같거나 적어도 비슷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나무’라는 대상의 한국어 이름인 ‘나무’와 영어 이름

인 ‘tree’는 모양도 소리도 다르다. 이 외에 많은 사물, 개념들과 그것들

을 가리키는 이름은 필연적으로 맺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기표

를 기의에 결합시키는 관계는 자의적”44)인데, 소쉬르는 이를 가리켜 ‘기

호의 자의성’이라 불렀다.45)

42) Ibid., p. 93.

43) 반면 소쉬르 이전에는 ‘나무’라는 언어, 즉 어떠한 대상의 명칭에는 그에 상응하

는 대상, 즉 본질 혹은 실재가 존재하고, 그러한 대상의 본질이 곧 자신을 어떤

이름으로 불러야 할지를 결정하며 따라서 대상에 ‘나무’ 혹은 ‘tree’라는 이름을

부여한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바로 본질주의적 언어관이다.

44) Ibid., p. 94.

45) 기호의 자의성 외에도 소쉬르는 기호의 특성을 몇 가지로 추려내었다. 우선, 기

표의 선형성이 있다. “기표는 그 청각적인 본질 때문에 단지 시간 속에서 전개되

며 또한 시간의 속성에서 비롯되는 특징들을 지니게 된다.”(Ibid., p. 97.) 그가 보

기에 이 성질은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간과되어져 왔다. 이 성질은, 예

를 들어 기표는 청각적인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기표를 한 번에 발음할 수 없다

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기표들은 시간 속에서 선적으로 전개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소쉬르는 기호를 공시적인 관점에서 고찰한다면, 기호 체계가 그것을 사용

하는 언어 집단과 관련하여 강요된 것임을, 즉 기호는 변하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무’라는 개념을 뜻하는 ‘나무’라는 기표를 누군가가 임의로

‘생선’이라는 기표로 바꾸어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기호를 통시적인

관점에서 고찰한다면, 가변성을 지니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어여쁘다’라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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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캉은 소쉬르가 밝혀낸 언어의 자의성을 받아들여, 하나의 언어 기호

가 기표와 기의로 이루어져 있고, 언어는 그러한 기호들로 이루어진 체

계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라캉은 기표와 기의가 결합하여 의미가 만들어

지는 의미화작용(signification)에 대해서는 소쉬르와 의견을 달리했다.46)

소쉬르는 하나의 기표와 하나의 기의가 ‘분절(articulation)’을 통해 자

의적으로 결합한다고 보았다.47) 하지만 라캉이 보기에 이 이론은 실제

발화에서 의미가 발생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에 불충분했다. 소쉬르가

이야기하는 언어 기호의 여러 가지 특징들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의미화

작용의 중요한 점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라캉은 우리가 말을 할 때

에는 하나의 기표에 여러 가지 기의가 대응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그는

이를 가리켜 ‘기표 아래에서 기의의 끊임없는 미끄러짐(un

glissement incessant du signifié sous le signifiant)’48)이라고 불렀

다. 그 예로 라캉은 ‘arbre’, 즉 ‘나무’라는 기표에 대응될 수 있는 여러

의미들을 보여준다. arbre라는 기표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황량한 언덕

위에 서 있는 십자가의 그늘’을, 이분법에서는 대문자 Y를, 또는 토성 신

의 나무나 다이아나 여신의 나무를 상징할 수 있다.49)

표는 조선 시대에는 ‘불쌍한’이라는 기의를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예쁘고

귀여운’이라는 기의를 가지게 되었다. 이처럼 기호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달라진

다는 가변성도 지니고 있다. (Ibid., pp. 104-109. 참조)

46) E, 'L'instance de la lettre dans l'inconscience ou la raison depuis Freud'

본래 instance는 ‘심급’으로 번역해야 할 것이나, 많은 라캉 이론가들은 라캉이

언어유희를 즐겼다는 점을 빌어 instance에 insistance, 즉 ‘고집’ 혹은 ‘지속’이라

는 의미가 깃들어 있음을 지적한다. 이렇게 보면 이 글의 제목은 ‘무의식 안에서

의 문자의 지속’이 될 것이다. 이는 무의식이 기표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을 따라 instance를 ‘심급’이 아닌 ‘지속’으로 번역할

것이다.

47) 소쉬르, 앞의 책, p. 156. 핑크, 앞의 책, p. 169.

소쉬르는 또한 상징체계 내에서 하나의 기표가 다른 기표에 대해 가지는 차이

를 통해 가치, 즉 의미가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분절을 통해 기호가 만들어진 후

그 기호가 기호 체계 내에서 일정한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다른 기호들과의 연

결 속에서 차이를 가져야 한다. 하나의 기호가 일정한 가치, 즉 다른 기호와는 구

별되는 의미 혹은 개념을 지니기 위해서는, 그 기호 하나만 존재해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기호들로 이루어진 체계 내에서 차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야 하

는 것이다. 이처럼 “언어는 하나의 체계로서 이 체계의 모든 사항이 연대적이고,

한 사항의 가치는 다른 모든 사항의 존재에서 비롯”(소쉬르, 앞의 책, p. 159.)하

는 것이다.

48) E, p.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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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하나의 기표 아래로는 수많은 기의가 미끄러지고 있고, 따라서

여러 가지 기의가 이에 대응될 수 있다. 이 경우 의미화작용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나의 기표에 여러 의미가 올 수 있다 해도, 다시 말해 기

표 아래에서 기의가 끊임없이 미끄러진다 해도 실제 언어생활에서 우리

는 어느 순간 하나의 기표에 하나의 기의를 대응시켜 고정된 의미를 만

들어낸다. 그리고 하나의 기표에 고정된 의미는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러한 작용을 라캉은 ‘고정점(point de

capiton; button tie)’50)이라 불렀다. 프랑스어에서 point de capiton, 즉

‘싸개단추달기’란 쿠션의 덮개와 속에 들어가는 솜을 서로 묶어두기 위해

달린 단추를 뜻한다. 이는 덮개와 솜이 미끄러져 쿠션의 형태가 흐트러

지고 제 용도를 다 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를 기표와 기

의의 관계에 적용해보면, 고정점은 “의미작용의 끊임없는 미끄러짐을 정

지시키는”51) 작용을 한다. 예를 들어, ‘나는 주님의 나무 밑에서 쉰다’라

는 문장이 있을 때 이 ‘나무’라는 기표를 히브리 성경에서의 ‘황량한 언

덕 위에 서 있는 십자가의 그늘’로 이해한다면, 이는 ‘나무’라는 기표 아

래에서 끊임없이 미끄러지는 ‘기의’가 일순간 고정된 결과인 것이다.

1.2 언어: 기표의 우위, 은유와 환유

라캉은 기의의 미끄러짐과 고정점을 특징으로 갖는 언어에서 중요한

것은 기표라고 보았다. 언어의 구조란 곧 기표의 구조라고 이야기하며

언어에서 기표의 존재를 강조한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은 수식을 제안

했다.

[언어학 또한] 그것의 바탕을 이루는 하나의 알고리즘의 구

성적 순간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49) E, pp. 503-504.

50) E, p. 503.

세미나 Ⅲ을 번역한 러셀 그리그는 point de capiton을 quilting point라 번역하

였고, 한국어 번역에서는 ‘누빔점’, ‘고정점’, ‘정박점’ 등으로 번역하였다. 본고에서

는 ‘고정점’으로 번역할 것이다. (브루스 핑크, 앞의 책, p. 170. 참조)

51) E, p.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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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s

그것은 다음과 같이 읽힌다: 기표는 기의 위에 있으며, ‘위에’

는 이 두 단계를 분리하는 금에 상응한다.52)

라캉은 이 수식에서 대문자 S는 기표를, 소문자 s는 기의를 의미하고,

금(barre)은 기표와 기의가 서로 분리되어 있으며 의미화작용에 저항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표와 기의가 대응되는 과정에서

기의를 결정적인 것이고 그에 대한 기표의 대응은 자의적인 것으로 보았

던 소쉬르의 이론과는 정반대이다. (그림 1, 2, 3) 라캉이 보기에 기표는

기의에 매여있는 것이 아닌 자율적인 것이고, 기의는 오히려 기표들의

연쇄로부터 자신의 일관된 의미를 얻는다. 이를 라캉은 ‘기의에 대한 기

표의 우위(le suprématie du signifiant au signifié)’라고 불렀다. 라

캉의 예를 살펴보자.

이것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화장실 표시, 즉 화장실임을 의미하는

기호이다. 이것이 소쉬르의 기호라면 ‘남자화장실임’ 혹은 ‘여자화장실임’

이라는 기의가 기표에 대해 우위를 점할 것이다. ‘남자화장실’이라는 개

념과 ‘Hommes’라는 기표를 임의로 대응시켜줌으로써 의미화작용을 만드

는 것이다. 하지만 라캉은 만약 똑같이 생긴 이 두 개의 문에서 남자 화

장실과 여자 화장실을 구별해주는 글자가 너무 작게 쓰여 있다면, 그래

서 급히 남자화장실에 가고자 하는 근시를 가진 남자가 어디로 가야 할

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면, 이 사람에게 ‘이 곳이 남자화장실이다’

라며 알려주는 것은 무엇인지 질문을 던진다.53) 이 질문을 좀 더 풀어

52) E, p. 497.

53) E, p.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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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자. 화장실은 남자화장실이건 여자화장실이건 동일한 구조를 갖게 만

들 수 있다. 게다가 이 상황에서는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을 가리켜주

는 문의 모양이 똑같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것은 남자화장실이고 저것은

여자화장실이라고 구분해 주는가? 그래서 이 소변이 급한 남자가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자신에게 필요한 의미를 가진 기호를, 즉 남자화장실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가? 라캉에 따르면 그것은 화장실 문에 쓰여

있는 표식, 즉 기표이다. 남자는 ‘Hommes’와 ‘Dames’라는 두 개의 기표

가 서로 다른 것을 보고 나서야 이 두 화장실이 다르다는 것을, 즉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화장실과 관

련된 여러 가지 의미들 중에서 ‘남자화장실’ 혹은 ‘여자화장실’이라는 의

미를 만들어 주는 것은 곧 ‘Hommes’와 ‘Dames’라는 기표들이다. 이처럼

중요한 것은 기의가 아니고 기표이다.

기의에 대한 기표의 우위는 곧 “기표들의 연쇄가 기의의 총체를 지배

한다”54)는 것을 의미한다. 화장실에 대한 예에서 하나의 기표, 예를 들어

Hommes만 존재한다고 하면 이 소변이 급한 남자는 자기의 화장실을 제

대로 찾아갈 수 없을 것이다. 만약 그가 프랑스어를 모른다고 하면 더더

욱 그러하다. 이처럼 기의를 지배하는 것은 Hommes와 Dames라는 기표

들의 연쇄이다. 라캉은 기표들의 연쇄(la chaîne signifiante)가 언어의 구

조가 갖는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고 이야기했다. “[언어의 구조의] 부분

들은 궁극적이고 차등적인 요소들로 환원된다는 것과 후자[요소들]를 닫

혀진 질서의 규칙에 따라 조합한다는 이중적 조건에 종속된다.”55) 다시

말해, 기표들의 연쇄란 “하나의 목걸이가 고리들로 이루어진 다른 목걸

이의 고리에 단단하게 걸려 고정되는 고리들”56)이다. 기표를 이루는 요

소인 각 음소들이 질서를 만드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마치 사슬이 연결

되듯 서로 묶이는 것이다.

기표의 우위, 즉 기표들의 연쇄가 기의를 지배한다는 속성으로부터 라

캉은 언어 속에서의 수사법(rhétorique)인 은유(métaphore)와 환유

(métonimie)를 이끌어냈다. 은유와 환유는 기표들로 이루어진 의미화작

54) 조엘 도르, 『라깡 세미나·에크리 독해 Ⅰ』, 홍준기, 강응섭 옮김, 아난케, 2009,

p. 74.

55) E, p. 501. 꺽쇠는 필자.

56) E, 앞의 책,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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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사슬 속에서 기표들 아래로 기의가 미끄러지기 때문에 가능하다.

만약 소쉬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의 기의에는 하나의 기표가 대응

되는 것이라면,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과는 다른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 수사학은 불가능할 것이다. “은유가 기의는 기표

의 그물로부터만 자신[기의]의 일관성[의미]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

여주는 한에서, 기표의 대체라는 성격은 기의에 대한 기표의 자율성, 따

라서 기표의 우위를 증명해준다.”57)

라캉의 은유와 환유에 대한 강조에는 또 다른 구조주의 언어학자인 로

만 야콥슨(Roman Jacobson, 1896-1982)의 영향이 엿보인다. 야콥슨은

단어들의 선택과 조합이 실제 발화를 이룬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설 <이

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대화를 예로 든다.58) 고양이가 “너, pig

라고 말했니 아니면 fig라고 말했니?”라고 묻자 앨리스가 “pig라고 말했

어”라고 대답한 것이다. 앨리스는 pig와 fig 중 pig를 선택했고, 이 발화

의 기호들은 ‘p-i-g’ 또는 ‘말-했-어’라는 식으로 조합되어 있다. 결국 모

든 발화는 어떠한 기호를 선택하고, 조합하느냐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다.59)

선택과 조합이라는 원칙은 유사성과 인접성의 원칙, 그리고 은유와 환

유로 이어진다. 발화에서 하나의 자리에 어떠한 단어를 선택할 것이냐를

생각할 때, 선택가능한 단어들은 모두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거나 반

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등 다양한 등급의 유사성에 의해 연결된다. 반

면 하나의 자리 다음에 어떠한 단어를 조합시킬 것이냐를 생각할 때는,

조합가능한 단어들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따라 인접성에 의해 연

57) 조엘 도르, 2009, p. 72. 꺽쇠는 역자.

58) 로만 야콥슨, 모리스 할레, 『언어의 토대- 구조기능주의 입문』, 박여성 옮김,

문학과지성사, 2009, p. 82.

59) 야콥슨은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모든 언어기호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정렬 양식이 있다

① 조합combination: 모든 기호는 구성 성분 기호들로 이루어지거나, 그리고(또는)

다른 기호들과 조합되어야만 출현한다...조합과 [문장] 구성contexture은 동일한

연산의 상이한 국면이다.

② 선택selection: 대안들 사이의 선택은 어느 한 항이, 한 시각에서는 자신과 등가

이지만 다른 시각에서는 자신과 상이한 다른 대응항으로 대체하는 가능성을 의

미한다. 선택과 대체는 사실상 동일한 연상의 상이한 측면이다. (Ibid., pp.

84-85.)



- 29 -

결된다. 그리고 전자는 은유의 원칙, 후자는 환유의 원칙이다.60)

라캉은 여기에서 유사성을 기반으로 하는 은유와 인접성을 기반으로

하는 환유를 자신의 언어 이론에 도입했다. 일반적으로 은유(métaphore)

란 “어떠한 것을 다른 것을 가리키는 하나의 이름으로 바꾸는 것”61)이

다. 이를 라캉은 “한 단어를 다른 단어로 대체하는 것(un mot pour un

autre)”62)이라고 정의한다. 그가 드는 예는 ‘사랑은 햇빛에 부서지는 조

약돌이다(L'amour est un caillou riant dans le soleil)’63)라는 문장이다.

이 문장에서 사랑은 조약돌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어떻

게 조약돌이 될 수 있을까?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문

장이 사랑을 조약돌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 은유

는 ‘유사성’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다. 사랑은 빛나는 아름다움을 가지

고 있고 햇빛에 부서지는 조약돌 역시 빛나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으므

로, 우리는 유사성에 의해 사랑이 곧 햇빛에 부서지는 조약돌이라고 표

현할 수 있는 것이다.64)

환유(métonimie) 역시 기표의 우위 덕분에 가능한 수사학이다. 환유란

“하나의 기표에 대해 다른 기표를 제시하는 것”65)이다. 라캉은 이를 “단

어 대 단어(mot à mot)”라 표현하고 ‘30개의 돛(trente voiles)’이라는 표

60) 선택과 조합, 유사성과 인접성, 은유와 환유에 대한 야콥슨의 설명은 인접성 장

애와 유사성 장애라는 두 가지 종류의 실어증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

다. 여기에서 야콥슨은 조합의 변이태로 공동출현과 연쇄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소쉬르가 인식한 것은 시간적 연쇄, 즉 소쉬르의 용어를 빌리면 ‘언어의 선형성’

뿐이었다며 소쉬르의 한계를 지적한다. 라캉은 이 이론의 영향을 받아 소쉬르의

이론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한계에 정확히 선을 그었던 것으로 보인다.

야콥슨은 또한 선택은 “주어진 메시지가 아니라 코드로 연결된 속성들”을 다루

는 반면, 조합은 “그 속성들이 메시지와 코드 양자 안에서 또는 실제의 메시지

안에서 연결”된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이를 실어증을 중심으로 설명했을 뿐만 아

니라, 일반적인 농담, 프로이트의 꿈의 형성 기제 등을 언급했다. 이러한 점은 정

신분석학의 입장에서 볼 때 주목할 만한 일이다. 또한 큐비즘, 영화 이미지 등을

은유, 환유의 기제로 분석하기도 했다는 점은 시각이미지에 있어서도 은유와 환

유라는 기호학이 쓰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Ibid., pp. 106-113. 참조)

61) André Jacob, Encyclopédie philosophique universelle, vol. 2 Les Notions
philosophiques, Paris :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89-1998, p. 1614.

62) E, p. 507.

63) E, p. 508.

64) 라캉은 은유를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했다. (E, p. 515.)

f(S'/S)S≅S(+)s

65) André Jacob, 앞의 책, p.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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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이 표현에서 ‘돛’은 곧 ‘배’를 상징하는데, 이는

돛이 배의 한 부분이라는 속성에 기반하고 있다. 즉 돛이라는 부분이 배

라는 전체를 가리키게 된 것이다. 이처럼 “환유는 이러한 연관관계의 단

어-대-단어라는 본성에 기반하고 있다.”66)

은유와 환유라는 수사학은 라캉이 그저 언어이론만으로 만들어낸 것은

아니다. 이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요

컨대 은유는 ‘압축’, 환유는 ‘전치’에 해당하는 것이다.

기의에 대한 기표의 영향의 두 가지 양상[즉, 은유와 환유]

은 또한 여기에서 발견된다:

Verdichtung, “압축”은 은유가 자신의 영역을 발견하는, 기

표들에게 부과된 구조이다; Dichtung이라는 단어를 그 자신

안에 압축하는 그 이름은 그 메커니즘의 시와 같은 성질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시의 고유한 전통적 기능을 담지하는

정도이다.

Verschiebung 또는 “전치”- 환유가 보여주는 이 의미화작

용의 이동은 그 독일어 용어에 가깝다; 그것은 프로이트의

저작에서 처음 나타났을 때와 똑같이, 검열을 피하는 무의

식의 최선의 수단으로서 나타난다.67)

라캉이 설명하듯이, ‘사랑’은 유사성을 통해 ‘조약돌’로 은유되는데, 이는

곧 프로이트가 발견한 꿈의 형성 방식 중 압축에 해당한다. 앞서 Ⅰ장 1

66) E, pp. 505-506.

환유에 대해 라캉은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설명했다.

f(S...S')S≅S(-)s

이 때 ‘배’라는 기표가 은유의 경우에서처럼 아예 쫓겨나는 것은 아니다. 은유의

경우에 ‘사랑’이라는 기의는 어떠한 유사성에 의해 ‘햇빛에 빛나는 조약돌’이라는

기표 아래에 유지될 수 있었다. 반면, 환유의 경우에는 ‘배’라는 의미, 기의가 ‘배’

라는 기표 덕분에 유지되므로, 이 ‘배’라는 기표는 사라지지 않고 기의 위에 남아

있게 된다. 대신 ‘돛’이라는 기의는 일시적으로 쫓겨난다. 그리고 은유에서는 새로

운 기호, 즉 ‘사랑’이라는 기의를 가진 ‘햇빛에 빛나는 조약돌’이라는 새로운 기호

가 만들어졌지만, 환유의 경우 새로운 의미나 기호는 발생하지 않는다.

67) E, p. 511. 강조는 라캉. Dichtung은 창작 또는 시를 의미함. 그리고 재미있게도

schiebung은 부당한 거래, 암거래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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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에서 압축의 한 가지 기제가 ‘공통점을 갖고 있는 여러 개의 잠재 요

소가 통합’되는 것임을 상기해보자. 늑대인간의 예에서도 늑대의 하얀색

은 부모의 하얀 속옷, 하얀 침대보 등과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후자로 압

축되었다. 라캉의 환유 역시 프로이트에게서 전치에 해당한다. 앞서 전치

는 ‘사소한 것을 통해 중요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이는 부차적인

것으로 본질적인 것을 표현한다는 것이고, 따라서 부분으로 전체를 표상

하는 환유에 해당한다. 부분과 전체의 ‘인접성’ 덕분에 이러한 대체가 가

능한 것이다. 결국 라캉의 언어이론은 일정 정도 프로이트의 재발견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68)

이처럼 언어로 대변되는 상징계는 기표들의 연쇄로 이루어져있고, 기

표는 기의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은유와 환유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

는다. 라캉이 구조주의 언어학을 끌고 와 자신만의 것으로 변형시킨 이

이론은 단순히 언어이론인 것만은 아니다. 2절에서 인간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거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인간이 상징계와 만나는 과정을

보자. 이를 통해 인간이 언어를 습득하면서 무의식을 갖게 되는 과정과,

그 때 은유와 환유가 언어와 무의식의 문형(le style de figure)으로써 작

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69)

2.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주체의 탄생

2.1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세 가지 시간

라캉에게서 주체의 형성 과정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중심으로 설명

68) 이런 부분들에서 라캉은 프로이트의 초기 텍스트를 재발견하고 있다. 프로이트

의 초기 텍스트들, 특히 농담이나 말실수, 꿈 등을 면밀하게 분석한 텍스트들은

구조주의 언어학의 지점들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캉은 이러한 점을

여러 차례 지적했다.

69) 본고에서는 상징계의 메커니즘에 주목하고자 하므로, 실재에 대해 지면을 활용

하지는 않겠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실재는 “상징화되지 못한 잔여”이다. 주체는

오직 상징계를 통해 상징화된 것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실재와의 만남은 상징

화에서 벗어나는 것, 즉 사회적 죽음을 뜻한다. 그러나 간혹 극도의 슬픔 또는 기

쁨, 예술작품과의 만남 등 어떠한 찰나를 통해 실재는 주체에게 모습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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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오이디푸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로, 테베의 왕인 라이오스

와 그 부인 이오카스테 사이에서 태어난 왕자이지만, 운명의 장난으로

인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게 된다.70) 프로이트는 아이들에

게 “아들은 어머니에게로 끌리고 딸은 아버지에게로” 끌리는 “명백한 근

친상간적 환상”이 있다고 보았는데, 이를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고 부

르며 신경증의 핵심적 콤플렉스 중 하나라고 보았다. 이에 따르면, 오이

디푸스 콤플렉스는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아이의 욕망을 억압함으로

써 아이를 사회화시키는 역할을 한다.71)

라캉은 이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보충 설명을 통해 주체의 탄생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발전시켰다. 여기에는 아이의 욕망의 억압뿐만 아니라 아

이가 상징적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역동적인 과정이 나타나 있다. 오이

디푸스 콤플렉스를 해소함으로써 아이는 무의식을 가지고 있는, 신경증

적인 주체로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욕망하며 주체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

이다. 그래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일반화라는 필수적인 기능을 갖는

다.”72) 프로이트에게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신경증의 한 원인이었지만,

70) 브리태니커, vol. 18, p. 237. 참조

71) 지그문트 프로이트,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 김정일 옮김, 열린책들,

2003, p. 130.

프로이트에 따르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해소, 즉 자아가 오이디푸스 콤플렉

스를 억압함으로써 그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능동적인 면과 수동적인 면을 모두 만족시켜 준

다. 능동적인 만족은 자신을 남성으로 아버지의 위치에 놓고 아버지처럼

어머니와 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이 경우 아버지를 훼방꾼으로 여길 것

이다. 수동적인 만족은 어머니를 대신해 아버지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 경우 어머니는 필요 없게 된다... 부모에 대한 대상 리비도 집

중은 동일시로 바뀐다. 아버지나 부모의 권위는 자아에 유입되고, 여기서

초자아의 핵심이 형성된다. 이 초자아는 아버지의 엄격함을 넘겨받아 근

친상간을 금기시하고, 부모를 향한 리비도 집중으로부터 자아를 지켜 준

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속하는 리비도 경향의 일부는 동일시로 인해

약해지고 고상해지며, 일부는 억제되어 애정으로 바뀐다. (Ibid., pp.

295-296.)

결국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해소함으로써 근친상간적 욕망은 억압되고 아이를

평생 엄격하게 다스리고 지켜줄 초자아가 탄생한다. 초자아는 용납될 수 없는 아

이의 욕망을 억제하며 아이가 사회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규율, 통제한다.

따라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아이의, 자아의 사회화에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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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캉에게 이는 모든 인간 존재가 거치게 되는 필수적인 발달 단계인 것

이다.

라캉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세 가지 시간 또는 계기(temps)로 설명

한다. 우선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첫번째 시간은 거울단계(le stade

du mirroir)로 설명된다. 거울 단계는 생후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일

어나는 발달 단계로, 이 시기를 거치면서 아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상상

적 이미지, 즉 ‘자아(moi)’73)를 갖게 된다. 이 시기에 아이는 거울 속에

비친 자기의 이미지를 보며 그것이 자기 자신의 모습이라고 인식하며 다

른 사람의 이미지와 구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아직 자신의 몸을 온

전히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거울 속에 비친 자기의 전체적이고 통합적

인 이미지를 통해 자신의 신체적 능력이 충분히 발달했을 때의 모습을

예상(anticipation; 예기, 선취)한다. 이러한 상상의 이미지가 계속 집적되

어 ‘자아’가 된다.74)

이 단계에서 아이와 어머니라는 타자(autre)는 정확히 구별되어 있지

않다. 이는 아이와 어머니의 긴밀한 관계에 기인하는데, 먹고 자고 싸는

등 본능적인 욕구를 가진 아이에게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사람이

바로 어머니이기 때문이다.75) 이렇게 아이와 어머니는 ‘미분화

(indifférencié)’되어 있다.

하지만 아이와 어머니의 관계는 이내 곧, 어쩌면 애초부터 결렬에 처

할 수밖에 없다. 어머니가 항상 아이에게 붙어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이

다. 어머니는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의 곁에서 떠났다가 돌아오기도 하

72) SV, p. 162.

73) 라캉은 상상계를 설명하며 moi, 즉 ‘나 자신’을 이야기한다. 이는 핑크 등이 번

역본에서는 영어로 주로 me가 아닌 ego로 번역된다. 그러나 에크리에서 라캉은

프로이트의 후기 개념인 ego를 의미할 때는 ego를 사용하고, 그 외에 ‘자아’를 뜻

할 때는 프랑스어인 moi를 사용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74) E, 'Le stade du mirroir comme formateur de la fonction du Je',

'L'aggressivité en psychanalyse' 참조.

이것이 바로 상상계이다. 거울 단계를 통해 구성된 상상계는 평생 아이의 ‘자

아’의 근원이 된다.

75) 그러나 이 어머니가 실제로 아이의 생물학적 어머니이거나 사회적 어머니일 필

요는 없다. 라캉이 ‘아버지의 은유’라는 표현에서 ‘아버지’가 하나의 비유이며 따

라서 실제 아버지의 의무태만(carence du père)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영향을

끼치지 않음을 강조했듯이, ‘어머니’라는 표현 역시 아이에게 만족을 주는 존재

또는 그러한 만족을 비유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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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아이 외의 다른 사람들이 어머니의 주목을 사로잡기도 한다. 이러한

어머니의 있음과 없음(présence et absence de la mère) 앞에서 아이는

어머니가 자신이 아닌 다른 것을 원한다고 상정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

이 어머니가 욕망하는 무언가가 되기를 욕망한다. 라캉은 이를 아이가

어머니의 욕망(désir de la mère)을 욕망한다고 표현했다. 이 프랑스어

표현은 de가 소유격과 동격 모두를 의미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욕망, 즉 어머니가 욕망하는 것’과 ‘어머니라는 욕망, 즉 아이가 어

머니를 욕망함’ 모두를 의미한다. 따라서 ‘아이가 어머니의 욕망을 욕망

한다’라는 언어유희를 통해 라캉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아이는 어머니

를 욕망하며, 그리하여 어머니가 욕망하는 것이 되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머니가 욕망하는 것은 무엇일까? 아이는 어머니가 무언가

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즉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욕망하는 것이며,

그 대상이 바로 ‘팔루스(phallus)’76)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아이는 팔루

스가 되기를 원한다. 자기 자신이 팔루스냐 아니냐라는 존재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첫 번째 시간 그리고 첫 번째 단계에서는, 따라서 이것이 문

제이다 - 주체는 거울을 통해 어머니의 욕망의 대상(l'objet

du désir de la mère)인 것과 동일시한다. 이는 원시적인

(primitif) 팔루스적 단계이고, 여기에서 아버지의 은유는 그

자신 스스로가 움직인다...아이는...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

서...팔루스가 되어야 하고 또한 [그렇게] 되는 것만으로도 충

분하다.77)

이어서 오이디푸스의 두 번째 시간/계기가 등장한다. 첫 번째 시간에

서 아이는 자기 자신이 어머니의 욕망의 대상, 즉 팔루스가 되고자 했다.

그러나 두 번째 시간에서 아버지라는, 아이와 어머니 사이의 중재자가

나타나는데, 아버지는 어머니로부터 어머니의 팔루스적 대상인 아이를

76)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설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팔루스’는 실제 남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비유적 표현이다. 라캉은 그의 저작에서 phallus와 penis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77) SV, p. 192. 꺽쇠는 필자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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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탈하고(privation), 아이를 팔루스적 대상에 대한 동일화로부터 분리

(détachement)시킨다.78) 이 과정에서 아이는 어머니의 욕망이 복종하고

있는, 어머니의 것이 아닌 다른 법이 있다고 상정하게 된다. 이것이 곧

‘아버지의 법(la loi de père)’이다. 아이는 어머니의 욕망을 결정하는 것

이 어머니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 즉 아버지라는 대타자(Autre)라는 것

을 알게 되는 것이다. ‘아버지의 법’은 동시에 아이와 어머니 사이에 개

입하는 ‘아버지의 이름’이다. 이 때 ‘이름’을 뜻하는 Nom은 프랑스어에서

‘안 돼’를 뜻하는 Non과 동음이의어이다. 따라서 이 말은 아버지의 이름

이면서 동시에 아버지의 금지이다. 아버지는 금지하고 거부하는 자로서

불리우는 것이다.

아버지는 정말로 어머니를 박탈하는 사람으로서 개입한다.

이는 결정적이고(nodal) 부정적인 단계(stade)인데, 주체를

그의 동일시로부터 떼어놓는 것이 이 단계에 의해 동시에

그[주체]를 법의 첫 번째 출현에 다시 연결시킨다. 이는 어

머니가 그 자신의 욕망의 대상에 지나지 않는 대상이 아니

라, 대타자(l'Autre)가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지 않은 대

상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 하에서 이루어진다.79)

이러한 상황에서 아버지는 법을 정립하는 사람, 즉 팔루스를 가지고 있

는 사람이 된다. 아이는 이제 자기 자신이 팔루스냐 아니냐라는 질문보

다는, 자신이 팔루스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리하여 존재에서 소유의 영역으로 넘어오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해소되는 세 번째 시간

이 시작된다. 이제 아버지는 자기 자신이 팔루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즉 자신이 법을 정립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78) 사실 아버지는 첫 번째 시간에서부터 아이와 어머니 사이에 개입하고 있다. 아

이가 어머니와 미분화되어 있을 때, 즉 아이가 어머니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 할

때 아버지는 현실적으로 부재할지 모른다. 그러나 아이가 어머니와 동일시하지

못할 때도 있다. 요컨대, 어머니는 언제나 아이의 곁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

서 아이와 어머니 사이를 중재하는 아버지라는 심급은 이미 아이와 어머니의 관

계에 전제되어 있다. (SV, p. 187. 참조)

79) SV, p.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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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단계는 두 번째만큼이나 중요한데, 오이디푸스 콤

플렉스의 해소(sortie)가 이 단계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시기의 단계가 통과되기 위해서는, 지금, 세 번째 시간

에서 아버지가 자신이 그것[팔루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을 약속해야 한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한 그는 [그것

을] 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지만, 그는 자신이 그것,

팔루스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그

가 세 번째 시간에서 팔루스인 자가 아니라 팔루스를 가지

고 있는 자로서 개입하는 한, 팔루스의 심급이 어머니의 욕

망된 대상으로서 재창출된다. 이는 더 이상 아버지가 빼앗

을 수 있는 대상으로서만은 아니다.80)

아버지는 아이에게 자신이 팔루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즉 법을 정립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증명한다. 아이는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

고, 또 그래야만 한다. 아이가 욕망하는 어머니의 욕망이 아버지의 법에

종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이가 어머니의 욕망을 욕망할 수 있는 방법

은 곧 자기 자신이 아버지가 되는 것, 요컨대 자신을 아버지와 동일시하

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이는 자신이 팔루스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의

소유의 문제로 고민하던 두 번째 단계에서부터 이행하여, 자기 자신을

팔루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동일시하게 된다. 이렇게 아이는 자기 자

신이 팔루스를 가지고 있기를 소원하면서, 아버지의 법을 따르며 아버지

와 동일시하게 된다.81)

80) SV, p. 193.

81)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발생하고 해소되는 이러한 세 가지 시간을 라캉은 아버

지의 심급과의 동일시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아버지의 심급(instance paternelle)에 대해 이루어질 수 있는 동일시

(identification)가 여기 이 세 가지 시간들 안에서 실현되었다.

첫 번째로, 아버지의 심급은 가려진 형태로 도입되거나 또는 나타나

지 않는다. 그래도 아버지는 세계의 현실 안에서, 다시 말해 세계 안에

서, 존재하는데, 그곳에서는 상징의 법이 다스린다는 사실로 인해 존재

한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팔루스의 질문이 이미 어느 정도로는 어머니

안에서 던져지는데, 이곳에서 아이는 이[질문]를 포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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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발생하고 해소되는 이 과정은 어머니를 원하

고, 아버지를 질투하며, 결국은 아버지와 동일시하는 사회화라는 결과를

낳게 되는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대응된다. 그러나 다소 생

물학적인 프로이트의 이론과는 달리 라캉의 이론은 어머니, 아버지, 팔루

스와 같은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철학적 뉘앙스를 띄고 있다.

오이디푸스의 과정을 생물학적으로 이해한다면, 이 과정은 단순히 생물

학적인 한계와 결핍을 가지고 있던 아이가 부모, 특히 어머니에게서 자

기 자신을 분리하여 독립하는 과정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라캉은 이

과정을 상징계로의 도입과 연결시킨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각 심급

들이 상징계의 각 기표와 기의에 대응되면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한

인간의 정신 구조가 은유를 통해 이루어지는 상징체계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이 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만 인간의 정신이 주체로 탄생

하게 된다. 이어서 그 여정을 살펴보자.

2.2 상징계로의 진입: 아버지의 은유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프로이트의 이론에서 라캉의 주체 이론으로 발

돋움하기 위해서는 기표와 기의의 운동을 통해 작동하는 상징계로 설명

되어야 한다.

법의 텍스트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그 자신이 기표의 수준

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이는 내가 아버지의-이

두 번째로, 아버지는 자신이 법을 지탱하는 자인 한 자신의 박탈하

는 존재 안에서 드러난다. 그리고 이것은 더 이상 가려진 방식이 아니

라 어머니에 의해 매개되는 방식으로서 이루어지는데, 어머니는 마치

그[아버지]를 그가 법이도록 만드는 자로 위치시킨다.

세 번째로, 아버지는 그가 그것[팔루스]을 가지고 있는 한 드러난다.

이것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해소이다. 이 해소는 아버지에 대한 동

일시가 이 세 번째 단계에서 일어나는 한 바람직한데, 이 단계에서 그

[아버지]는 그것[팔루스]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개입한다. 이 동일시는

자아 이상(Idéal du moi)이라고 불린다. 이[동일시]는 상징적 삼각형

안에서 아이인 장소인 극(pôle)에 기입되게 된다. 현실(réalité)일 모든

것이 구성되기 시작하는 곳이 어머니의 극이고, 곧이어 초자아

(surmoi)일 모든 것이 구성되기 시작하는 곳이 아버지의 수준이다.

(SV, p. 194. 꺽쇠는 필자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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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 다시 말해 상징적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다...그것은

오이디푸스 신화라는 프로이트의 이론에 필수적인 이 신화

가 표현하는 바로 그것이다.82)

이는 ‘아버지의 은유’라는 개념을 통해 이루어진다. ‘아버지의 은유’는 말

그대로 어떠한 기표를 ‘아버지’라는 기표로 대체하는 ‘은유’를 일컫는다.

라캉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서 세 번째 단계를 결정짓는 ‘아버지의 법’

또는 ‘아버지의 이름’은 이 ‘아버지의 은유(métaphore paternelle)’83)와 교

차하며 상징계로 진입하는 계기로 설명된다.

아버지의 은유를 이해하기 위해 프로이트가 이야기한 ‘포르트-다’ 놀

이를 살펴보자.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서 아이의 욕망을 만들어낸 것은,

어머니의 있음과 없음, 즉 나타남과 사라짐이었다. 이 현상으로부터 아이

는 어머니의 욕망에 대해 생각하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 이어서 팔루스

의 존재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라캉이 명시적으로 때로는 암시적으로

지적하듯이, 일찍이 프로이트는 이러한 어머니의 있음과 없음에 아이가

대처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포르트-다’를 통해 아이가 상징계에 진입하

게 되는 순간을 설명했다.

프로이트는 자신의 손자가 실패를 가지고 노는 ‘포르트-다’를 보고 다

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 착한 어린아이는 이따금씩 자기의 손에 잡히는 작은 물건

은 아무 것이나 구석이나 침대 밑 등으로 집어던지는 당혹스

런 습관을 갖고 있어서 그의 장난감을 찾거나 그것을 집어

올리는 것은 큰 일이 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이런 짓을

하면서 그 아이는 관심과 만족의 표현이 수반된 크고 오래

끄는 <오-오-오-오> 소리를 냈다. 그의 어머니와 나는 이것

이 단순한 감탄사가 아니고 독일어로 fort(가버린)를 의미한

다는 생각에 일치했다...어느 날 나는 나의 견해를 확인시켜

주는 한 가지 사건을 관찰했다. 그 아이는 실이 감긴 나무

82) SV, p. 146.

83) 이 단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번역어가 존재한다. 홍준기는 ‘부성적 은유’라고

번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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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를 갖고 있었다...그가 한 일은 실패의 실을 잡고 대단히

익숙한 솜씨로 그것을 커튼이 쳐진 그의 침대 가장자리로 집

어던지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실패는 그 속으로 사라졌고

그와 동시에 그는 그 인상적인 <오-오-오-오> 소리를 냈던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는 다시 실을 잡아당겨 그 실패를 침

대 밖으로 끌어냈고 그것이 다시 나타나자 즐거운 듯 da(거

기에)라고 소리쳤다. 그렇다면 그것은 사라짐과 돌아옴이라

는 완벽한 놀이였다.84)

이 놀이에서 아이는 실패의 사라짐과 돌아옴을 가지고 유희한다. 프로

이트는 아이가 자신에게 불쾌와 쾌를 가져다주는, 그래서 자신은 수동적

위치에서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어머니의 사라짐과 돌아옴을, 자신이 손

에 쥘 수 있는 실패를 스스로 조종함으로써 능동적 유희로 바꿔버린 것

이라고 분석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는 어머니와 언제나 함께 하고자

하는 자신의 본능을 포기했다. 요컨대, 이 놀이는 “아이의 위대한 문화적

업적, 즉 아무 저항 없이 그의 어머니가 가도록 허용하는 데서 그가 이

룩한 본능의 포기(다시 말해서, 본능적 만족의 포기)와 관련”85)된 것이

다.

이 과정을 좀 더 뜯어보자. 우선 어머니의 사라짐은 실패가 사라짐으

로, 어머니의 돌아옴은 실패가 돌아옴으로 ‘상징화’되었다. 아이는 그러한

상징체계를 습득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 어머니의 부재와 현존을 자

유자재로 가지고 노는 것이다. 이 과정을 라캉은 아이가 겪는 ‘첫 번째

상징화’라 불렀다. “첫 번째 상징화(première symbolisation)는 최초의 분

절들(premières articulations)에 연결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가 포르트-

다에서 확인하는 것들이다.”86)

첫 번째 상징화는 곧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해소되는 과정에 해당한

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서 아이는 어머니의 사라짐과 돌아옴을 통해

어머니가 욕망하는 대상인 ‘팔루스’가 있음을 상정했다. 다시 말해, 어머

니의 사라짐은 팔루스라는 존재의 증거가 되었고, 그리하여 팔루스로 상

84) 지그문트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pp. 279-280.

85) Ibid., p. 280.

86) SV, p.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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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화된 것이다. 따라서 아이가 팔루스를 가진 자, 요컨대 아버지, 아버지

의 이름, 아버지의 법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신이 원하던 어머니의 욕

망을 팔루스라는 상징으로 대체하고 그러한 상징체계로 진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 아이는 아버지의 법의 세상, 상징의 세상, 언어의

세상, 즉 상징계로 진입한다. 아이는 더 이상 어머니의 욕망을 직접적으

로 욕망할 수는 없게 되었다. 그것은 아버지에 의해, 아버지의 법에 의해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라캉은 최초의 상징화에서 실패로, 그리고 팔루스로 상징화되는, 즉 대

체되는 어머니의 욕망의 대상, 아이의 욕망을 ‘원초적 기표’라 불렀다. 이

렇게 아이가 겪게 되는 최초의 상징화를 기표들의 대체로 치환함으로써

우리는 ‘아버지의 은유’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언

어로 대표되는 상징계에서는 기표들의 연쇄 아래에서 의미는 계속해서

미끄러지고, 그래서 하나의 기표에 대응되는 기의를 대체하는 유희인 은

유와 환유가 가능하다. 이러한 특성을 갖는 상징계의 시작에는 첫 번째

상징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아버지를 통한 대체, 은유, 즉 ‘아버지의 은유’

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란...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안에서...무엇인가? 만약 그

가 실재적 대상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그는 무엇인가?...아버

지, 그것은 상징적 아버지이다. 아버지는 하나의 은유이다.

하나의 은유는...다른 기표의 자리에 [대신하여] 오는 기표이

다. 아버지는 다른 기표를 대체하는 기표이다.87)

아버지의 은유는...아이와 어머니 사이의 원초적인 상징화를

구성하는 것 안에서, 아버지가 상징 또는 기표로서 어머니

의 자리를 대체하는 것이다.88)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안에서 아버지의 기능은 상징화에 도

입된 첫 번째 기표, 즉 어머니의 기표를 대체하는 기표가

87) SV, pp. 174-175.

88) SV, p.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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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이다.89)

‘아버지’에 대한 라캉의 설명에서 볼 수 있듯이, 라캉이 오이디푸스 콤

플렉스에서 이야기하는 ‘아버지’는 아이에게 생명을 주었거나 아이의 양

육을 책임지는 실제 아버지가 아니다. 그가 강조하듯이 ‘아버지’는 아이

가 자신의 본능을 억압한 후 복종해야 하는, 상징체계로서의, 법으로서

의, 그 상징 체계 내의 기표로서의 상징적 아버지인 것이다. 그리고 이

‘아버지’라는 기표는 ‘어머니’라는 기표를 대체함으로써, 다시 말해 그러

한 은유를 통해서 작동한다.

이러한 은유 과정을 라캉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보여준다.90)

Père . Mère

Mère x

이것은 다음과 같이 라캉이 언어학에서의 은유를 설명하면서 도입한 공

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91)

이 공식에서 어머니의 욕망의 기표는 S´이고 그러한 어머니의 욕망의

관념, 다시 말해 팔루스는 기의인 x이며,92) 아버지의 이름은 S이다. 어머

니의 욕망인 팔루스라는 의미를 가리키는 어머니의 욕망이라는 기표 S´

는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기표 S에 의해 대체된다. 하지만 대체된 S´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정신 속 어딘가에 남게 된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지는 것이 바로 무의식(l'inconscient)이다. 이러한 첫 번째 상징화를 라

캉은 ‘원초적 억압(refoulement promordial)’이라 부르고 있다. 그렇기 때

89) SV, p. 175.

90) SV, p. 175.

91) SV, p. 176.

92) 다음과 같은 라캉의 말을 참조하자. “기의는 무엇인가?...어머니의 오고 감들(des

allées et venues)의 기의, 그것은 팔루스이다.” (SV, p.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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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이 공식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상징화, 억

압, 다시 말해 아버지의 은유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오이

디푸스 콤플렉스의 해소는 “원초적 억압에 의해 유지되는 아버지 이름의

은유의 성취를 통해 잃어버린 대상을 상징적으로 지배”93)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94)

2.3 주체의 탄생

아버지의 은유는 아이가 상징계에 진입하는 시작점이 된다. 아버지의

기표가 어머니의 욕망의 기표를 억압/대체하고 난 후 의식적인 기표들의

연쇄가 시작되고 또한 무의식적 기표들의 연쇄가 시작된다. 아이의 의식

에 허용된 아버지의 기표에서부터 꼬리를 무는 일련의 기표들의 연쇄가

만들어진다. 이 기표들은 아이가 말하도록(parler) 허용된 것들이다. 그리

고 억압되어 무의식적 기표가 되어버린, 즉 아버지의 기표라는 다른 기

표로 대체된 어머니의 욕망 기표에서부터 억압된 기표들의 연쇄가 만들

어진다. 이 기표들은 어머니의 욕망이라는 기표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억

압되고, 이들은 아이의 말(parole) 속에서 말실수와 농담과 같은 증상들

을 만들어낸다.95) 그러므로 의식뿐만 아니라 무의식 역시 언어체계와 같

93) 조엘 도르, 앞의 책, p. 147.

94) 다소 복잡한 이 문구를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각 심급들에 대입하여 풀어보자.

우선 아이가 어머니와 합일되었던 경험을 아이의 직접적 체험이라 할 수 있다.

이 때 아이는 어머니와 동일시하고, 그리하여 자신이 어머니가 욕망하는 대상인

팔루스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버지의 이름이 개입하면서 아이는 팔루스를 가지

고 있는 존재인 아버지를 상정하게 된다. 아이는 이제 자신이 팔루스냐 아니냐의

문제에서 벗어나, 팔루스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를 생각하게 된다. 그러

나 이 시기에 아이는 이미 자신이 팔루스가 되고자 하는 욕망, 즉 직접적 체험을

잃어버리게 된다. 대신 그 체험을 대체해 줄 주관적 체험을 찾게 되는데, 이는 아

버지와 동일시하며 아버지의 법 안에서 팔루스를 욕망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

제 아버지의 이름은 아이의 직접적 체험을 대체하게 되는 것이다.

95) 라캉은 여기에서 프로이트의 ‘억압’ 개념을 차용하고 있다. 프로이트의 저술에서

‘억압(Verdrängung)’ 또는 ‘억압된 것’이란 검열되었기 때문에 ‘의식으로는 알 수

없는, 무의식에 속하게 된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억압의 본질은 어떤 것을 의

식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여 의식과 거리를 두게 하는 데 있는 것이다.”(SE

XIV. p. 147.)

그는 억압을 ‘원초적 억압’과 ‘본래적 의미의 억압’, 즉 ‘후억압’으로 나눈다. 그

중에서 “원초적 억압... 은 억압의 첫 번째 단계로, 의식으로 진입을 거부당한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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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모습을 띠고 있다.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지어져”96) 있는 것이다.

그 모습을 도르는 다음과 같이 보여주었다.97)

이 그림에서 원초적 억압이 일어나 어머니의 기표인 S1이 억압된 후, 즉

S2라는 아버지의 기표로 대체/은유된 후, S2에 이어 다른 기표들이 기표

사슬을 만들게 된다. 이 과정에서 억압되는 것은 단지 어머니의 기표뿐

만이 아니다. S5, S9와 같은 기표들도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억압된

다. 이렇게 어머니의 기표를 비롯하여 억압된 기표들은 무의식적인 기표

가 되고, 때에 따라 말실수, 농담, 또는 꿈이나 신경증 증상을 통해 의식

에 나타나게 된다.

동의 정신적 대리자(표상화된 대리자)와 관계가 있다... 억압의 두 번째 단계, 즉

‘본래적인 의미의 억압’은 억압된 표상의 정신적 파생물, 혹은 다른 곳에서 생겨

나 그 억압된 표상과 연계 관계를 맺게 되는 관념들에 영향을 미친다. 다른 곳에

서 생겨난 그 관념들은 바로 이 연계 관계 때문에 원초적으로 억압된 표상과 똑

같은 운명을 겪게 된다. 따라서 본래적인 의미의 억압은 사실상 ‘후억압’인 셈이

다.” (SE XIV. p. 148.)

96) E, p. 515. 참조

97) 조엘 도르, 앞의 책, p.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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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세 가지 시기를 거쳐 상징계에 진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이 주체로 거듭나는 과정이다. 그렇다면 이 때 ‘주체

(sujet)’란 무엇인가? 라캉의 주체는 일반적 의미의 주체와는 다른 의미

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근대적 의미의 ‘주체’란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

이 있는 존재”를 뜻한다.98) 이는 이성적 인간의 생각하는 힘인 ‘코기토

(cogito)’를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라캉의 ‘주체’는 단순히 이

러한 개인적 자의식인 것은 아니다. 그는 ‘자아(moi)’와 ‘주체(je, sujet)’

를 구분하는데, 이 둘이 자의식을 구성한다. ‘자아’는 자기 자신이라고 생

각되는 상상적 이미지를 뜻하고, ‘주체’는 “단순히 자아에 의해 만들어진

착각에 불과한 행위자의 의식적인 지각(conscious sense)에 상응하는 것

이 아니라 무의식에 상응”99)한다.

따라서 라캉의 주체는 무의식을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 주체(le

sujet inconscient)’이다. 계속 반복하여 설명하자면, 이는 곧 상징계에

진입하여 언어라는 상징체계를 사용한다는 것을 뜻한다. 상징계에 진입

해야 무의식을 가질 수 있고, 무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곧 상징계에

진입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상징계에 안착하지 못한 사

람은 무의식도 없을뿐더러 주체가 아닌 것이다.

무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상징계에 진입했다는 것은 곧 어머니의

욕망을 아버지의 기표로 대체/은유/억압했으며 따라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언제나 다른 기표를 사용한 은유를 통해서만 표현할 수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무의식적 주체는 ‘욕망하는 주체(le

sujet désirant)’이며, 또한 ‘신경증적 주체(le sujet hystérique)’이다.

주체는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 의미하는 것을 말, 즉 기표를 통해 표현

하고자 한다. 그러나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어머니의 욕망)은 억압

되고, 그것을 연상시키는 다른 기표들 또한 억압될 수밖에 없다. 전자는

원초적 억압이고, 후자는 본래적 의미의 억압이다. 하지만 아이가 어머니

의 욕망에 대한 욕망을 포기하지 못하고 아버지라는 다른 기표로 그것을

98) 이러한 근대적 주체는 “1인칭 시점을 사용하여 자기 자신을 가리킬 수 있고(je

pense, donc je suis), 생각하면서 동시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음을 생각’할 수

있으며,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알아차린

다.” (André Jacob, 앞의 책, p. 2498.)

99) 딜런 에반스, 앞의 책, p.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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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듯이, 무의식적 주체는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지 못하고 다른 기표

로 그것을 표현한다. 즉, 다른 기표로 그것을 대체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체는 말(parole)로써 자신의 욕망을, 자신을 표현하게 된

다.100) 그러나 주체가 갖고 있던 최초의, 억압된 욕망은 대체 기표로서만

자신을 나타낼 수 있다. 그리하여 주체는 계속해서 자신의 욕망을 상징

적으로 표현해 줄 기표를 찾아다닌다. 즉, 자신의 욕망을 명명하기 위해

집요하게 노력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욕망의 명명은 주체 자신의

말을 통한 것이 아니고, 자신에게 허용된 아버지의 이름,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낸 상징체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또한 대체 기표를 통한 명명이

기 때문에 그러한 명명은 결코 자신의 욕망을 제대로 지칭할 수가 없다.

주체는 이렇게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줄 기표를 찾

아다닌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의 욕망은 언제나 만족될 수 없고, 주체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욕망하게 된다.101) 이것은 곧 신경증자의 정신 구조

에 해당한다. 자신의 욕망을 ‘억압’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법인 상징체계

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욕망을 대체하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욕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경증의 메커니즘이다. 그리하여 라캉의 유명한 테제

인, “모든 현대인은 신경증자이다”라는 명제가 성립한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라캉의 주체는 무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신경증자

이고, 끊임없이 욕망하는 주체라고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강조할 것은, 이것은 근대적 의미에서 자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불변하는

본질이 있는 주체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 설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라캉

100) 여기에서 주체에 대한 또 다른 정의인 ‘말하는 주체(le sujet parlant, 라캉은 이

를 말하다(parler)와 존재(être)를 혼합하여 만든 단어인 parlêtre로 표현했다.)’가

등장한다. 주체는 말을 통해서만 자신의 욕망을 좇을 수 있고 자기 자신을 표현

할 수 있다. 따라서 주체는 말을 하는 한 주체인 것이다.

101) 이것을 도르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소유의 욕망을 위해 억압된 존재의 욕망은 아이로 하여금 이제부터 잃어버린

대상을 대체하는 대상들의 영역에 자신[아이]의 욕망을 투여하도록 만든다. 이를

위해 욕망은 요구(demande) 속에서 자신[욕망]을 전개시키며 말(parole)로 자신을

표현하게 된다. 하지만 요구하기 위해서 욕망은 담화의 기표사슬 속에서 점차적

으로 자신[욕망]을 상실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욕망은 항상 계속적으로 무수히 많

은 대체물을 발견하며, 동시에 이 대체물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무수히 많은

기표들을 계속적으로 찾는다고 말할 수 있다. 주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

의 최초의 욕망을 지칭[명명]하기 위해 집요하게 노력한다는 것이다.” (조엘 도

르, 앞의 책, p. 154. 꺽쇠는 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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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체는 자기 자신을 말, 즉 기표를 통해서만 표현할 수 있고, 기표들

의 운동 속에 위치한다. 즉, 주체는 어떤 하나의 통일되고 전체적인 무언

가가 아니라, 상징계 속에서 일종의 효과로서 존재하고 나타난다.102)

102) 라캉의 ‘주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방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핑크는

라캉의 주체에 대해 우선 무엇이 라캉의 주체가 ‘아닌지’ 짚어낸다. 이에 따르면

라캉의 주체는 “개인” 혹은 영미 철학의 의식적 주체가 아니고, 우리가 “나는…

라고 생각한다” “나는…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나’도 아

니다. (브루스 핑크, 『라캉의 주체』, 이성민 옮김, 서울b, 2010, pp.79-7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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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라캉의 사후성

결핍과 욕망, 억압과 은유로 점철된 주체의 정신 구조는 자연적인 시

간성과는 다른 고유의 시간성을 보인다. 정신분석학에서 밝혀낸 바의 이

것은 바로 ‘사후성’이다. 이 개념은 Ⅰ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프로이트에

서, 특히 그의 <늑대인간> 사례에서 ‘과거 사건인 외상의 지연된 작용’

으로서 등장했다. 라캉은 이 ‘사후성’을 받아들여 정식화했다. 다시 말해,

라캉의 이론 속에서 이 개념은 공식화되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라캉의 주체 이론과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후성이 프로이트에게서 단순히 외상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었다면 라캉은 이것이 주체에 관해 가지는 의의를 드러내었다. 사후성은

주체 일반이 갖는 고유의 시간성으로서 자리매김한 것이다. 이것은 주체

가 어떠한 본질이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기표들의 운동 속에서 자

기 자신을 드러낸다는 점과 연결된다. 기표들의 연쇄, 그 속에서 이루어

지는 의미화작용은 필연적으로 사후적 메커니즘에 의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더 나아가 기표 속에서 주체의 출현 역시 사후성에 기댄다. 그리하

여 사후성은 주체의 역사 구성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결정적인 지점들에

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신분석학 이론을 소개하는 글들은 라캉이 사후성을

어떠한 방식으로 정식화했는지 분명히 보여주지 못했다. 여러 글들 속에

서 이 개념은 그저 인간의 정신 구조가 자기 자신을 주체로 확인하는 과

정 중에 간단히 언급되곤 했던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앞서 살펴본 라캉

의 주체 이론을 바탕으로 사후성이 드러나는 모습들을 확인할 것이다.

라캉의 주체가 기표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성 역시 기표의

운동을 기반으로 한다. 이 역학 속에서는 기표뿐만 아니라 억압하는 상

징계와 억압을 뚫고 나오려 하는 욕망 역시 서로 대결하고 있다. 이렇게

정신분석학적으로 사후성을 설명했을 때, 우리는 기표들 속에서 일어나

는 미루어짐과 머무름, 그리고 나아감의 역동을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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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 사후적 의미화작용

라캉에게서 가장 간단한 모습의 사후성은 언어, 즉 말(parole)103)에서

찾을 수 있다. 앞서 Ⅱ장의 상징계에 대한 설명에서 전개되었던 라캉의

언어 이론을 생각해보자. 언어란 기표들의 연쇄로 이루어져 있고 의미는

그 아래에서 끊임없이 미끄러진다. 따라서 하나의 기표가 수많은 의미를

불러올 수 있다. 이 때 기표들의 사슬 밑에서 계속해서 미끄러지는 의미

들을 한순간이나마 일정한 기표에 고정시켜주는 것을 ‘고정점(point de

capiton)’이라 불렀다. 요컨대 하나의 문장에서 의미화작용(signification)

은 고정점을 통해 일어난다. 고정점의 작용을 통해 우리는 문장 안에서

어떠한 기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고정점, 즉 의미화작용은 실제로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가?

미국의 정신분석학자인 브루스 핑크(Bruce Fink)는 이를 다음과 같은 예

시를 통해 설명한다. “딕과 제인은 어렸을 때 반복적으로...에 노출되었다

(Dick and Jane were exposed, when they were young children and in

a repeated manner, to...)”라는 문장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이 문장에서

마지막 부분이 어떤 기표로 끝나느냐에 따라 앞서 나온 exposed의 의미

가 달라질 것이다. 이 문장을 듣는 사람은 exposed까지만 들었을 때, 이

기표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없고 다만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밖에 없다. exposed는 ‘경험했다’ 혹은 ‘불빛에 비춰졌다’일 수도 있

다. 만약 뒷부분에 ‘유해한 방사능에’가 등장한다면 이것을 확인하고 나

서야 exposed가 ‘노출되었다’라는 의미를 지니게 됨을 알 수 있다.104) 이

처럼 어떠한 문장 내 기표가 가리키는 의미, 즉 기의는 그 기표가 등장

하는 순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온 기표들에 따라 사후적으

로 결정된다. 다시 말해, 말에서 기호의 의미화작용은 사후적으로 일어난

103) 프랑스어 parole은 번역하기가 어려운데, 어떤 경우에는 speech, 또는 다른 경

우에는 word 등 여러 가지로 번역된다. 이는 언어와도 구분되는데, 라캉에게서

랑그(langue)는 대개 프랑스어나 영어 등 특수한 언어를, 랑가쥬(langage)는 모든

특수한 언어들로부터 추출되는 언어체계 일반을 뜻한다. 그러나 ‘말’은 말해진 것,

환자의 말, 이야기 등 실제 언어행위 또는 그 결과 말해진 것 등을 의미한다. 한

편 라캉은 말의 초개인적(transindividual) 속성을 강조하고자 할 때 ‘담화

(discours)’를 이용했다. (딜런 에반스, 앞의 책, p. 97, p. 116, p. 242. 참조)

104) 브루스 핑크, 『에크리 읽기』, 김서영 옮김, 서울b, 2007, pp. 17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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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고정점에 의한 사후적 의미화작용을 라캉은 다음과 같은 그래

프로 나타냈다.105)

그래프 1

여기에서 S와 S´는 각각 기표를, S→S´ 벡터는 말에서 나타나는 기표들

의 연쇄를 의미한다. S라는 기표가 발화되고 이어서 S´라는 기표가 발화

됨으로써 기표들이 서로 사슬처럼 연결되는 것이다. ∆→S/ 벡터는 고정

점의 작용을 의미하는데, 마치 베개의 단추에 베갯잎을 꿰매는 듯한 고

정점의 작용을 통해 앞서 발화된 기표의 의미가 고정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Dick-and-Jane-were-exposed-to-...라는 기표들의 연쇄(S→S´ 벡

터)에서 ∆→S/ 벡터는 to 이후에 나오는 기표들을 거쳐 exposed를 지나

가는데, 이를 통해 exposed에 ‘사후적으로’ 의미를 부여한다.

라캉은 이 그래프에서 ∆→S/벡터가 기표들의 연쇄와 만나는 두 지점

을 각각 메시지와 코드라고 설명한다.106) ∆에서부터 나온 고정작용의

움직임은 뒤늦게 발화된 기표, 다시 말해 펼쳐진 기표들의 연쇄의 뒷부

분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먼저 코드(code), 즉 일종의 규칙과 만난다. 코

드는 펼쳐진 기표들의 연쇄 모두를 지배하는 것으로, 문법, 문맥, 의도

등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기표들의 연쇄가 코드를 만남으로써

소급적으로(retroactively) 만들어지는 것은 앞서 발화된 기표에서 이루어

지는 의미화작용, 즉 메시지(message)이다. 다시 말해, 기표들의 연쇄로

105) E, p. 805.

106) E, pp. 806-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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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 발화에서 고정작용은 코드를 따르고 사후적으로 의미화작용을

일으켜 메시지를 만들어낸다.

발화된 문장에서의 고정작용(capitonnage), 즉 사후적 의미화작용은 하

나의 문장뿐만 아니라 담화(discours)107)에서도 발견된다. “담화의 모든

유효성은 소급작용(retroaction) 속에서 충분히 감지될 수 있는데, 이는

우리가 오랫동안 문장 안에서 의미의 효과에 대해 오랫동안 강조했던 것

이다. [문장의 의미효과는] 그 마지막 단어를 채움으로써 작동한다...

nachträglich 또는 사후성(après-coup)은... 더 발전된 질서의 시간적 구

조를 보여준다.”108) 여러 가지 단어와 문장을 통해 만들어지는 담화에서

도 의미는 하나의 단어 또는 문장이 말해질 때마다 확정되는 것이 아니

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들에게 “너는 말을 참 잘 듣는구나. 어쩜 그렇게

107) ‘담론(discours)’은 전통 철학에서는 일반적으로 “필수적이고 연속적인 일련의

작용들에 의해 수행되는 지적인 작용”을 의미한다. 이는 보통 직관과 대비되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작용을 뜻한다. (André Jacob, 앞의 책, p. 665.) ‘담론’은 또

한 일상적인 용법에서는 ‘모든 양상과 맥락들에 대한 대화라는 개념의 일반화’를

의미한다.

라캉의 초기 및 중기 이론에서 discours은 주로 ‘분석주체(analysand)의 담론’

또는 ‘주체(sujet)의 담론’이라는 표현에서 나타났다. 이는 신경증자가 분석가를

찾아와서 자신 혹은 자신의 병에 대해 털어놓는 일련의 언술들을 의미한다. 한편

1969년 이후 라캉은 ‘언어에 기초한 사회적 연대’를 나타내기 위해 discours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여기에서 상호주체적 관계를 조정하는 사회적 연대의 네 가지

가능한 유형이 네 가지 담론으로 표현된다. 주인 담론, 대학 담론, 히스테리 환자

담론, 분석가 담론이 그것이다. (딜런 에반스, 앞의 책, pp. 97-101.) 따라서 라캉

의 discours는 일반적인 ‘담론’으로 또는 경우에 따라 정신분석 세션에서 환자의

말을 가리키는 ‘담화’로도 해석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강조점에 따라 각각의 번

역어를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discours가 라캉에게서 단순히 환자의 말이 아니

라 그러한 말을 통해 나타나는 사회적 연대의 유형을 뜻한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discours는 어떠한 현상을 둘러싼 ‘담론’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담론’에서도 사후적인 의미화작용을 발견할 수 있다

고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지젝은 이데올로기에서 일어나는 사후적 의미

화작용(ideological 'quilting')의 수많은 예를 들고 있다. 한 예로, 그는 라캉의 그

래프1을 설명하면서 Communism이라는 기표가 Communist의 의미를 사후적으로

결정한다고 설명한다. 이 담론 안에서 ‘계급 투쟁(class struggle)’은 다른 모든 기

표들에게 정교하고 정확한 의미화작용을 부여하고, 따라서 ‘자유(freedom)’는 오

직 부르주아적 형식적 자유를 통해서만 효과적이고, 이 자유는 곧 노예의 형태이

다. (Slavoj Zizek, The Sublime Object of Ideology, Verso, 1989, pp. 87-89, p.
102.)

108) E, pp. 838-839. 꺽쇠와 괄호는 필자. (또한 맬컴 보위, 앞의 책, p. 271.를 보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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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정리하라고 해도 하지 않고, 공부하라고 해도 듣지 않니.”라고 말

하는 담화를 생각해보자. 이 때 첫 번째 문장, “너는 말을 참 잘 듣는구

나”의 의미는 담화가 진행됨에 따라 계속 달라진다. 발화되었을 때는 말

그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들리지만, 두 번째 문장에 이르러

서는 “너는 말을 참 듣지 않는다”라는 반대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밝혀

지게 되는 것이다.

고정점의 사후적 의미화작용은 또한 그 결과 만들어진 의미가 마치

‘그 기표가 원래부터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앞서 핑크가 든 예에서 우리는 그 문장을 다 듣고 난 후

마치 exposed라는 기표가 원래부터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것처

럼 상정하게 된다. 우리는 기의의 미끄러짐과 고정점을 통한 사후적 의

미화작용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슬라보예 지젝(Slavoj Žižek)이 적

절하게 지적하듯이, “(사후적으로 고정된) 특정한 요소의 의미는 처음부

터 그것[요소]의 본질인 것처럼 그 안에 존재한다...고정작용

(capitonnage)은 오직 그것이 그 자신의 흔적을 지워버릴 때 성공적이

다.”109)

라캉은 이러한 고정점의 작용이 문장 안에서 통시적 기능을 한다고 정

리한다. “이 고정점의 통시적 기능은 하나의 문장 안에서 찾을 수 있다.

한 문장은 오직 그것의 마지막 단어를 통해 의미화작용을 끝내고, 각 단

어들은 다른 단어들로 이루어진 구성 안에서 예상되며, 반대로 그들의

의미를 그 소급적 작용(retroactive effect)에 의해 봉인한다.”110) 이처럼

우리가 말에서 짚어내는 의미는 그 의미를 담지하고 있는 기표가 발화되

는 바로 그 순간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미루어짐과 끌어당김이라는

리드미컬한 역학을 통해 생겨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말에

서 발견되는 ‘사후적 의미화작용’이며, 여기에서 우리는 가장 간단한 형

109) Slavoj Zizek, 앞의 책, p. 102. 강조는 지젝.

110) E, p. 805.

라캉은 말에서 사후 작용, 소급 작용과 더불어 예기(anticipation)를 이야기한

다. “기표는 그 본성상 그것[기표]의 범위를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 앞에 배치함으

로써 의미를 예상(anticipate)한다. 이는 문장의 수준에서 볼 수 있는데, 이 때 후

자[의미]는 중요한 단어 이전에 중단된다.” (에크리, p. 502.) 그는 “I'll never...”,

“Still perhaps...”와 같은 말들을 예로 든다. 문장의 맨 앞에 위치하게 되는 이러

한 구문들은 이어서 나올 내용을 ‘예상’하게 해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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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의 ‘사후성’을 볼 수 있다.

2. 주체: 사후적 효과

가장 단순한 모습의 사후성, 즉 말에서의 사후적 의미화작용이 언어의

속성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이 과정은 언어라는 상징계를 살아가는

욕망하는 주체가 자신의 욕망을 대체하여 표현할 기표를 찾는, 그리하여

주체가 기표에 의해서 대리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라캉은 고정점을 설명

하는 그래프1이 주체의 생성을 나타내는 ‘욕망의 그래프(le graph du

désir)’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라고 이야기한다. 그래프1은 “기표에 의한

분절을 기초로 하여 정의되는 주체와의 관계에서 욕망이 위치하는 곳을

보여줄 것이다.”111)

그래프1에서 이루어지는 고정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은 기표에 의

해 대리된 주체이다. 라캉은 이를 ‘S/ ’112)라는 알고리즘으로 나타냈다. 앞

서 Ⅱ장에서 주체가 상징계에 진입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인간은 상징계에 진입하게 되면서, 즉 무의식을 갖게 되면서, 자신의 욕

망을 대신 표현해줄 대리 기표를 찾는다. 그리고 주체는 이 기표에 의해

대리된다. 라캉은 말에서의 고정점이 주체가 기표에 의해 대리되는 순간

을 설명한다고 이야기했다. “이 가장 단순한 분절은 이미 개인들을 주체

들로 호명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고정점은 주체가

111) E, p. 805.

라캉이 ‘욕망의 그래프’라 명명한 이 그래프들은 세미나 V(1957-1958)와

VI(1958-1959)를 통해 발전했고 1960년 논문인 「프로이트적 무의식 안에서의 주

체의 전복과 욕망의 변증법(Subversion du sujet et dialectique du désir dans

l'inconscient freudien)」에서 완성된 형태로 나타났다. 이 글에서 욕망의 그래프

는 총 4가지 그래프를 통해 점차적인 발전단계를 이루는데, 본고에서는 그 중 그

래프1, 2, 3을 다루기로 하겠다.

112) 라캉이 고안한 이 알고리즘은 le sujet barré(the barred subject; 빗금쳐진 주

체)라고 읽는다. 이는 정신분석학에서 이야기하는 주체는 통일된 자의식을 가진

전체로서의 존재가 아닌, 소외와 분리의 기제를 통해 만들어진 ‘분열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알고리즘이다. 본고에서는 ‘분열된 주체’에 대해 살펴보지는 않겠

다. 본고의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이 ‘분열된 주체’의 한 가지 속성인 ‘기표에 의

해 대리되는 주체’라는 점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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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로 ‘기워지는(sewn)’ 지점이고, 동시에 특정한 주인-기표의 부름으로

그것을 호명함으로써 개인을 주체로 호명하는 지점이다.”113) 이 과정을

라캉은 그래프2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보여준다.

라캉은 그래프1을 발전시켜 그래프2를 만들었다.114) 이는 상상적 질서

와 상징적 질서를 거쳐 기표로 대리되는 주체가 나타나는 사후작용의 지

점을 좀 더 자세하게 그려낸다.

그래프2

그래프2는 그래프1에서 보이는 사후작용의 기본적인 틀을 따르고 있

다. 다만 그래프1에서의 ‘코드’는 대타자 A로 바뀌고, ‘메시지’는 대타자

에 의해 생겨난 의미 s(A)로 바뀌었다. 이러한 변환에서 알 수 있듯이,

코드는 주체가 아버지의 은유를 터득하고 아버지의 법을 따르게 되면서,

즉 상징계에 진입하면서 복종하고 내면화하는 법, 규칙, 상징계이다. 기

표들의 연쇄에서 뒷부분에 자리 잡는 기표들을 관통하면서 작동하는 이

대타자는 “공시적 상징 코드(synchronous symbolic code)”로서 앞서간

것들에 코드, 법칙을 부여한다. 이 대타자를 통과하는 고정작용을 통해

앞선 기표에 의미(signifié)인 s(A)가 주어진다. s(A)는 말 또는 담화에

서 앞서 간 기표에 사후적으로 부여되는 의미이면서 동시에 대타자의 법

113) Slavoj Zizek, 앞의 책, p. 101. 강조는 지젝.

114) E, p.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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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따른 결과로서의 의미이기도 하다. 이 “안에서 의미화작용은 종결된

생산물로서 끝이 난다.”115)

i(a)→m 벡터는 상상적 타자와의 동일시를 통해서 상상적 자기이미지

인 자아, 이상적 자아(moi-idéal; Idealich)가 생기는 상상적 작용, 즉 ‘거

울단계’를 나타낸다. m은 자아(moi)이고, i(a)는 ‘타자에 대한 상상적 동

일시’, 즉 자아인 m이 만들어지는 기반인, 거울 속에 비친 자아와 비슷

한 타자 이미지(autre)인 것이다. 상상적 작용의 벡터는 이 그래프에서처

럼 A→s(A) 벡터라는 의미화작용의 아래에 위치한다. 이는 곧 말에서

의미가 만들어지는 상징적 작용의 기저에는 상상적 작용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타자를 거쳐 사후적으로 의미가 만들어지는 고정작용, 사후작용을

나타내는 벡터 S/→I(A)는 ‘기표에 의해 대리된 주체’, S/에서부터 시작하

여 ‘대타자(Autre)와의 상징적 동일시’, I(A)116)를 낳는다. I(A)는 “대타자

안에서, 상징적 질서 안에서 어떤 의미화하는 특성...과 주체와의 동일

시”117)를 나타낸다. 말에서는 대타자에게 복종함으로써 의미가 만들어지

는데, 이것은 곧 대타자와 상징적으로 동일시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이 벡터에서 S/와 I(A)는 그래프1에서는 각각 △과 S/였다. 그렇다면 S/

는 어째서 벡터의 왼쪽에서 오른쪽, 다시 말해 이 벡터의 끝점에서 시작

점으로 이동했는가? 라캉은 이것이 사후작용의 효과라고 설명했다. “이

[두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S/를 대체하게 되는 I(A)... [이것은] 소급

(rétroversion)의 효과인데, 이를 통해 주체는 각 단계마다 그가 이전에

되었어야 했던 것이 되고, ‘그가 되어있을 것(il aura été)’을 오직 전미래

시제118)로 선언한다.”119) 이러한 사후 효과는 비록 뒤늦게 일어나는 것이

115) E, p. 806.

116) 이는 다른 말로 ‘자아이상(idéal-moi; Ichideal)’이다. 자아이상은 프로이트가 이

상적 자아(Idealich; moi idéal)와 구별하며 제시한 개념이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아이는 아버지와 동일시한 결과 ‘초자

아’, 즉 ‘자아이상’을 갖게 된다. 라캉에게서 주체가 내면화하고 복종하며, 이를 통

해 사회화되게 만드는 상징적 아버지의 또 다른 이름이 자아이상이라는 점에서,

라캉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및 삼원적 구조는 프로이트의 이론을 충실히 따르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7) Slavoj Zizek, 앞의 책, p. 104.

118) 프랑스어에서 전미래시제란 ‘미래에 이미 완료되었음’을 뜻한다. 예를 들어

Quand j'y arriverai, il sera déja parti는 ‘내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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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마치 그 효과가 실제로 일어나기 전부터 그러했던 것처럼 여겨진

다. “주체는 매 단계마다 ‘이미 항상 그러했던 것(what it always

already was)’이 되는 것이다. 사후적 효과는 처음부터 그곳에 이미 있었

던 무언가(something which was already there from the beginning)로

서 경험된다.”120) 그래프1에서 보았듯이, 기표로서의 주체는 기표들의 연

쇄 속에서 뒤늦게 만들어지는데, 생성되는 바로 그 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 의미는 마치 이전부터 그렇게 존재했던

것으로, 그저 그 존재가 뒤늦게야 발견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따라

서 이러한 사후적 의미화작용이 끝났을 때, 의미, 주체는 실은 나중에 만

들어진 것이지만 마치 그 이전부터 이미 있었던 것처럼 여겨진다. 이러

한 주체의 ‘이미 항상 그러했음’을 나타내기 위해 라캉은 S/를 벡터의 시

작점에 놓은 것이다.

3. 과거: 환상 장면의 사후적 구성

그래프2는 기표들의 연쇄 속에서 주체가 기표에 의해 대리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욕망의 그래프의 다음 단계인 그래프3은 더 나아간 형태의 사

후작용을 보여 준다.121) 이 그래프는 주체의 과거 역시 사후적으로 만들

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 사람의 과거, 즉 역사는 이미 먼 옛날에 일어난 것이고

떠나 있었을 것이다’라는 뜻의 문장으로, 여기에서 전미래시제는 내가 생각하는

미래의 시점 이전에 그는 이미 떠나 있는 상태일 것임을 의미한다. 이는 영어에

서 ‘미래완료’로 설명되는데, 브루스 핑크는 이에 대한 예로 By the time you get

back, I will have already left라는 문장을 들고 있다. 이를 번역하면 ‘당신이 돌

아올 때 쯤, 나는 이미 떠나있었을 것이다’이 된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예상은 곧 말에서의 의미화작용에서 사후작용과 함께 나

타났던 ‘예기(anticipation)’와 연결된다. 단순한 말, 발화에서도 의미화작용은 지나

간 기표들에 의미를 부여하는 소급작용과 먼저 나온 기표가 미래의 의미를 예상

하게 하는 예기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작용은 곧 기표로서의 주체가 말 속에서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도 발견되는데, 그 설명을 바로 이곳, 전미래시제에서 찾을

수 있다.

119) E, p. 808. 꺽쇠는 필자.

120) Slavoj Zizek, 앞의 책, p. 104.

121) E, p.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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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결코 변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정신분석학

에서 환자 또는 주체가 기억하는 과거는 옛날에 발생했던 그 모습 그대

로가 아니다. 또한 주체의 과거는 반드시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주체의 말 속에서 과거 장면은 사후적으로 구성되는

데, 이는 기표들 속에서 주체가 억압과 욕망을 통해 나타나며 주체의 말

또한 그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Ⅱ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주체는 아이의 욕망, 다시 말해 ‘어머니의 욕망

을 욕망함’에서부터 형성되기 시작했다. 아이는 어머니, 즉 타자가 원하

는 것이 되기를 원하고 또 갖기를 원하는 것이다. 아이가 아버지의 은유

를 통해 대체하게 되고, 그리하여 평생 대체 기표들을 통해 좇게 되는

기표인 팔루스는 엄밀히 말하면 어머니의 욕망, 즉 ‘타자의 욕망’이다. 따

라서 주체는 “타자로서 욕망한다.”122)

라캉은 이러한 사실이 주체에게 ‘타자의 질문’, 즉 Che vuoi?123)가 도

입되도록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는 ‘너는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뜻으로,

더 구체적으로는 “너는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지만, 네가 정말로 원하

는 것은 무엇이며, 이 요구를 통해 네가 목표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124)를 의미한다. 라캉이 이야기하듯이, 이 물음은 그래프를 더 연장된

형태로 밀고 나간다. “그 구조가 부여된 이 단계가 우리의 그래프를 완

성된 형태로 밀고 나간다. [이 단계는] 그곳에 우선 대타자인 대문자 A

의 원에 심어진 물음표의 그림처럼 자기 자신을 도입하고, 당황스러운

동형어관계(homographie)를 통해 그것이 의미화하는(signifie) 질문[Che

vuoi]을 상징한다.”125)

122) E, p. 814.

123) E, p. 815.

124) Slavoj Zizek, 앞의 책, p. 111.

125) E, p. 815. 꺽쇠는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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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3

그리하여 그래프3에서 볼 수 있듯이,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환상(le fantasme)’126)이 만들어진다. 이는 S/◇a라는 공식

으로 표현되는데, 여기에서 ◇(poinçon; 각인)는 소외, 분리, ~보다 큰, ~

보다 작은 등을 의미하며, ‘~와의 관계’ 또는 ‘~에 대한 욕망’으로 읽을

수 있다. 그러므로 S/◇a는 ‘주체는 대상과 관련된다’ 또는 ‘대상에 대한

주체의 욕망’을 뜻한다.127) 이는 ‘너는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질문 앞에

서 타자가 대답으로 내놓는 것으로, 주체와 타자의 욕망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일종의 환상적 장면인 것이다. 그리고 이 장면은 주체가 지금

까지 기억하지 못했던 과거의 사건으로 여겨진다.

환상-장면에서 욕망은 충족되지, ‘만족되지(satisfied)’ 못하

고 (그 대상이 주어지거나 하는 등을 통해) 구성된다 - 환

126) 프랑스어에서 ‘환상’을 나타내는 단어는 fantasme과 fantaisie가 있다. 전자는

환상, 환영 또는 환각을 뜻하고 후자는 상상력, 몽상, 환상 또는 독창성, 참신한

것 등을 뜻한다. 이처럼 fantasme은 상상적 이미지를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능력,

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백일몽이나 헛된 꿈처럼 부정적인 것을 가리키

고 있다. (정지영, 홍재성 엮음, 『동아프라임 불한사전』, (주)두산동아, 2003

<fantasme>, <fantaisie> 참조)

127) E, p.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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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통해서, 우리는 ‘욕망하는 법’을 배운다. 이 중재적인

위치에 환상의 역설이 놓여 있다: 그것은 우리의 욕망을 조

정하는(co-ordinating) 틀이면서 동시에 ‘Che vuoi?’에 대한

방어, 타자의 욕망의 간극(gap)과 심연(abyss)을 덮는 스크

린이다... 욕망 그 자체는 욕망에 대한 방어이다: 환상을 통

해 구성된 욕망은 타자의 욕망에 대한, 이 ‘순수하고’ 초-환

상적 욕망에 대한 방어이다.128)

지젝이 설명하듯이, 환상은 주체가 욕망하는 역설적인 모습을 잘 보여

준다. 환상-장면은 팔루스, 대체 기표, 그리하여 타자의 욕망을 향한 주

체의 욕망을 구성한다. 그러나 그 장면에서 구성된 욕망은 결코 만족되

지 못한다. 주체는 그저 자신의 환상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욕망해야 하

는지’만을 만들어나갈 뿐이다. 따라서 환상은 역설적인 기능을 하게 된

다. 그것은 주체의 욕망을 구성한다. 동시에 그러한 욕망을 불러내는 ‘무

엇을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방어한다. 주체가 욕망하는 타자의 욕

망이 결코 만족될 수 없다는 절망적인 사실, 그 심연을 일종의 환상-장

면으로서 애써 가려버리는 것이다.

이런 특징을 갖는 환상은 그래프3에서처럼 말을 지배하는 규칙, 즉 대

타자에서부터 사후적 방향의 벡터를 따라 만들어진다. 주체의 말은 규칙,

코드를 따르며 진행되지만 이 때 주체의 욕망을 보여주는 과거 장면이

만들어진다.129) 말하는 주체의 욕망은 말 속에서 만들어진 이 과거 장면

128) Slavoj Zizek, 앞의 책, p. 118. 강조는 지젝.

129) 이 때 주체가 타자에 대해 갖는 욕망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 이 환상 장면을

분석함으로써 알아낼 수 있는 욕망은 어떤 욕망인가? 앞서 살펴본 어머니의 욕

망이라는 원초적인 기표인가, 아니면 그 기표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후억압된

다른 기표들인가? 프로이트는 이 환상 장면을 통해 환자의 욕망을 알아내고 이

를 말함으로써 의식화시키면 그 욕망에 대한 억압이 사라져 신경증 증상이 없어

질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라캉은 프로이트의 ‘억압’ 개념을 정교하게 두 가지

로 나누었음을 생각해보자. 이 때 ‘원초적 억압’은 인간이 상징계를 습득하기 위

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일종의 존재론적 의미의 억압이다. 따라서 이 억

압의 정체를 알아낸다는 것은 기표들로 이루어진 상징체계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것은 ‘후억압’, 즉 ‘본래적

의미의 억압’뿐이다. 이 때 기표들에게 가해진 억압은 존재론적, 논리적 의미의

억압이 아니라 좀 더 사회적인 의미의 억압일 것이다. 한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

이 만들어내는 공동체가 갖는 규율이나 규범 등이 그 억압을 만들어내는 심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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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작동하기 시작한다.

4. <늑대인간>에서 과거의 사후적 구성

프로이트의 <늑대인간> 사례는 라캉의 그래프3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다. 그래프3에서 환상이 사후적으로 구성되었다면, <늑대인간>에서는 아

이의 외상인 원초적 장면이 사후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우선, 프로이트에

게서 신경증 증상의 원인인 외상은 일종의 환상 장면으로 설명되었다.

“무의식적인 환상은 모든 히스테리성 증상의 직접적이고 심리적인 전조

가 된다.”130) 프로이트는 신경증 증상을 만들어내는 환상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해소로부터 시작된다고 보았다. “매를 맞는 환상과 그와 유

사한 성도착적 고착 역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침전물, 말하자면 그

과정이 끝난 뒤에 남은 상처”131)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이트에게

서 많은 신경증의 외상들이 “무의식적 욕망을 상연하는 무대”132)인 ‘환

상(Phantasie)’133)이었고, 라캉에게서도 환상은 “주체와 상실된 만족의 대

상 간의 관계를 무대화”134)하는 것이다. 135)

라고 할 수 있다.

130) 지그문트 프로이트, 『정신병리학의 문제들』, p. 64.

131) Ibid., pp. 155-156.

132) 딜런 에반스, 앞의 책, p. 436.

133) 프로이트에게 ‘환상’이란 “주체가 등장하는 상상적 각본으로, 방어 과정에 의해

다소 왜곡된 형태로 욕망의 성취, 요컨대 무의식적인 욕망의 성취를 보여주는 각

본”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환상’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의식적인 환상이나

백일몽, 분석에 의해 드러나는 무의식적인 환상, 원환상 등이 있다. (장 라플랑슈,

장 베르트랑 퐁탈리스, 『정신분석 사전』, 다니엘 라가슈 감수, 임진수 옮김, 열

린책들, 2005, p. 541.) 그가 이야기하는 이 여러 가지 환상들은 모두 서로 다른

설명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그는 의식적인 환상들과 무의식적인 환상들을 철저

히 구별되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것들 사이의 유사성과 긴밀한 관

계와 소통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정신분석을 통해 “주체의 삶 전체가

환상 체계(une fantasmatique)-구조화하는 특성을 강조하기 위한 명칭-라 부를

수 있는 것에 의해 빚어지고 구성되는 것처럼 보인다.”(Ibid., p. 544.)

134) 브루스 핑크, 『라캉과 정신의학』, 맹정현 옮김, 민음사, 2004, p. 122.

135) 엄밀히 말해 늑대인간의 ‘원초적 장면’은 프로이트에게서 ‘원환상’으로 정의된

다. 원환상은 “주체의 개인적인 경험과 관계없이 환상 생활을 조직하는 것으로,

정신분석이 발견한 전형적인 환상의 구조물들(자궁 내의 생활, 원장면, 거세, 유



- 60 -

<늑대인간>에 대한 라캉의 설명은 명시적으로 환상의 사후적 구성,

즉 과거 장면의 사후적 재구성(restructure d'après coup)을 이야기하고

있다.

프로이트는 원초적 장면의 날짜를 따지는 일에 있어서 증

거의 철저한 객관화(objectivation)를 요구한다. 그러나 그는

단지 주체가 자신을 재구성하는 매 전환점에서 원초적 장면

의 효과를 설명하는 데에 필수적으로 보이는 그 사건의 모든

재주체화들(resubjectivations)을 전제할 뿐이다. [이 재구성

은] 다시 말해, 그가 표현하듯이 nachträglich, 사후에(après

coup) 작동하는 사건[원초적 장면]의 재구성들이다. 건방짐에

닿아있는 과감함을 가지고, 그는 [그] 과정들의 분석에 있어

서, 그 사건이 주체 안에 내재적으로 남아 있는 기간들을 무

시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여길 것이라고 선언한다.136)

Ⅰ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프로이트는 엄밀한 확인을 통해 환자의 말들

로부터 원초적 장면이라는 과거 기억을 이끌어냈다. 그 장면이 언제 일

어났는지 그 “날짜를 따지는 일”에 있어서 철저한 고증을 거칠 정도였

다. 라캉은 이 분석 작업이 이처럼 객관적인 사실과 시간들을 따져 보는

객관화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 사건들의 “재주체화”를 전제로 하고 있었

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 재주체화를 전제로 하여 “원초적 장면의 재구성

들”이 이루어진다. 그 장면을 구성하는 여러 사건들을 자기 자신의 것으

로 만들어서, 즉 그것들을 모아 ‘심리적 현실’로서의 원초적 장면을 만들

었다는 것이다. 요컨대, 프로이트가 객관적인 탐구를 통해 원초적 장면을

혹)”(장 라플랑슈, 장 베르트랑 퐁탈리스, 앞의 책, p. 292.)이다. 이 개념은 ‘사후

성’의 단점을 보완한다. 프로이트가 여러 차례 사후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어린

시절의 성욕, 성적 경험이 결정적인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고 성인의 신경증 증상

이 모두 어린 시절의 경험으로 소급된다는 한계를 지니게 되었다. 이에 대해 그

는 개체 발생적 개념이 아닌 인류 역사의 관점에서 보는 계통 발생적인 개념인

‘원환상’을 내세웠다. 이를 통해 인간의 성욕은 “내인적인 욕동의 성숙에 의해서”

가 아니라 “개인의 출현보다 선행하는 주체 간의 구조”를 통해 설명될 수 있었

다.(Ibid., pp. 207-208.)

136) E, pp. 256-257. 꺽쇠는 필자 삽입. 강조는 라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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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끌어낸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 그 과정은 모든 세부적인 사건들의

재주체화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졌고, 그 결과 원초적 장면이 재구성된

것이다.

이러한 “원초적 장면의 재구성들”은 “사후에 작동”했다. 원초적 장면의

재료가 되는 사건들의 재주체화, 재구성은 그 장면이 일어났다고 보이는

어린 시절이 아닌 ‘사후에’ 일어난 것이다. 이 시기는 보위가 지적하듯이,

‘불안-꿈’을 꾸었던 네 살 반일 수도 있고, 프로이트와 만나 대화치료를

했던 20살 중반일 수도 있다.137) 정확한 시기가 언제이든지 간에, 프로이

트는 “그 사건이 주체 안에 내재적으로 남아 있는 기간들”을 무시하였

다. 그는 원초적 장면이 일종의 환상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것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설명하지 않은 것이다. 다시 말해, 원초적 장면이 한 살

반 경 일어난 것으로, 그리하여 몇 년 동안이나 주체 안에 내재적으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일지라도, 그에게 그러한 시간 간격은 중요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 안에서 환자가 이전에 일어난 사건에 부여하는 의미는 이

미 결정되어 있었다. 라캉은 또한 <늑대인간>의 원초적 장면과 같은 외

상들은 주체의 정신적 삶에 큰 영향을 끼친 ‘역사적 전환점들’이라고 이

야기했다. 이 사건들은 그것이 발생한 직후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고,

‘사후에야’ 자신의 역할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이 역할

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이미 역사적 사실들로, 즉 일정한 의미 안에서

발견되고 일정한 질서 안에서 검열된 것으로서” 존재한다.138) <늑대인

간>의 원초적 장면이 비록 사후에 만들어지고 제 역할을 하기 시작했지

만, 그것이 자신의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미 그 이전부터 일정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일정한 질서 안에서 검열된 역사적 사실로 간주되는

것이다.

라캉이 이야기하는 외상의 이러한 성격은 Ⅰ장에서 제기되었던 <늑대

인간>의 원초적 장면의 구성이라는 문제에 답을 제시해준다. 프로이트는

원초적 장면이라는 ‘심리적 현실’이 사후에 구성되는 것임을 알고 있었고

이 점을 계속해서 주지하면서도, 실제 주체의 사적 역사를 설명할 때는

137) 맬컴 보위, 앞의 책, p. 265.

138) E, p.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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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그 장면이 원래부터 자리 잡고 있었고 그리하여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처럼 서술하는 모순을 범했다. 과거의 사후적 구성에 대한

라캉의 설명에 따르면 이는 모순이 아니다. 사후작용은 ‘원래 그러했던’

것처럼 여겨지도록 하는 작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늑대인간의 원초적

장면은 사후에 구성된, 주체와 타자의 욕망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환

상이지만, 동시에 그것이 영향력을 행사할 때는 주체가 원래부터 그러한

환상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작용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과거의 사건들(les contingences)에게 앞으로 다가올 필연

성의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그것들을 재배열하는 것”139)이다. 다시 말해,

정신분석을 통해 우리는 과거의 사건들을 재배열하게 된다. 하지만 이는

그저 시간상으로 배열하는 것이 아니다. 재배열은 과거의 사건들에게 ‘그

사건이 꼭 일어났어야 했음’이라는 필연성을 부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늑대인간에게는 우연한 것처럼 보이는 과거의 사건들(les

contingences)이 있었다. 목장에서 양을 보았던 일, 늑대에 관한 동화를

들은 일, 아기일 때 열이 났던 일 등은 어떤 연관성이나 필연성이 보이

지 않는 우연한 일들이다. 이 우연한 과거 사건들은 정신 분석을 통해

환자의 말 속에서 필연성을 부여받게 된다. 우연한 사건에서부터 필연적

인 사건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이처럼 <늑대인간>의 원초적 장면은 사후적으로 구성된 것이고, 이는

라캉의 그래프3에서 보이는 환상의 사후적 구성과 일치한다. <늑대인

간> 사례를 그래프3에 대입한 모습은 다음과 같다.

139) E, p.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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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3에 대입해 본 <늑대인간> 사례

우선 주체가 만들어내는 기표들의 연쇄가 진행된다. 이는 주체가 프로이

트와의 정신분석 중에 늘어놓은 담화일 수도 있다. 그러한 ‘말’을 하게

만든 의도 또는 욕망은 일정한 규칙인 대타자의 법을 따르며 기표들의

연쇄를 만들어낸다. 말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대체할 기표를 찾는 주

체에게 “너는 무엇을 원하는가(Che vuoi?)”라는 질문은 중요하다. 이에

대해 주체가 답으로 갖게 되는 것은 바로 자신과 타자의 욕망 사이의 관

계를 나타내주는 ‘원초적 장면’이다. 주체에게는 과거로 여겨질 원초적

장면, 즉 환상 장면은 이렇게 해서 사후적으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 장

면을 통해 주체가 타자의 욕망에 대해 갖고 있던 욕망, 즉 ‘아버지에게서

성적 만족을 얻고 싶다’는 욕망이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하여, 미래의 사건이 과거의 사건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후성’

은 억압된 욕망을 통해 기표들의 체계에 진입하고 기표를 통해서 살아가

는 정신분석학적 주체에게서 여러 가지 층위로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단

순히 선후관계가 뒤집힌 인과관계만이 보이는 것이 아니다. 과거의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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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여겨지는 지나간 사건은 실제로는 미래에 구성되는 것이며, 이를 통

해 지나간 사건의 의미 또한 미래에 부여되는 것이다. 정신분석학에서

사후성은 이처럼 역사와 의미를 움직이는 하나의 메커니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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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미술 작품 의미의 사후적 구성

주체의 말 속에서 작동하는 사후성은 새로운 장면을 만들고 새로운 의

미를 낳는다. 그 아래에는 잃어버린 것을 향한 움직임과 가능한 것을 허

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교차하고 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정신분석학

의 분석 대상인 주체의 말뿐만 아니라 미술작품이라는 말, 즉 기표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사후성을 미술작품의 의미를 분석하는 이론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

존의 정신분석학적 미술사/미술비평의 지평을 살펴보아야 한다. 주로 프

로이트의 이론을 받아들여 작품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했던 기존의 정신

분석학적 미술비평은 오늘날 미술작품이 정신분석학 개념을 설명하는 도

구에 그치고 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들이 이해하는 정

신분석학 이론이 그 근간이 되는 기표를 중심에 두지 않고 발달과정에서

의 일부 개념들을 정답으로 상정해 놓았다는 비판 또한 가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정한 정신분석학 이론을 도입하여 미술작품의 고유성

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정신분석학적 미술비평의 방법론이 요구되고 있

다.

이에 대해 본고는 기표들의 유희 속에서 작동하는 사후성, 그리고 그

로 인해 만들어지는 과거 장면과 의미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가능성

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사후성’은 이전부터 미술작품과 그를 둘러싼 현

상을 설명하는데 유용하게 쓰여 왔다. 이는 선형적인 시간관을 전제로

하는 서사성과 인과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주었

다. 그러나 이들은 동시에 ‘사후성’을 라캉이 이야기하는 바의 ‘과거의 구

성’과 그 결과 일어난 ‘사후적 의미화작용’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 대표

적인 예로 미국의 신미술사학자인 할 포스터(Hal Foster)가 있다. 그는

『실재의 귀환』에서 프로이트의 ‘사후성’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면서 1900

년대 초의 역사적 아방가르드의 의미가 당시에는 이해되지 못하고 ‘지연’

되어 이후 1950년대의 네오-아방가르드에 이르러서야 이해되었다고 설

명했다.140) 또 다른 예로 데이비드 필립스(David Phillips)는 「포토-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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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사진과 해체주의」에서 즉각적인 것으로 보이는 사진의 의미가 지연

되어 나타난다고 쓰고 있다.141) 이처럼 지금까지 미술사 서술에서 ‘사후

성’은 ‘의미의 지연’으로 이해되어 왔던 것이다.

하지만 ‘사후성’은 단순히 ‘미루어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과

거의, 그리고 의미의 적극적인 ‘구성’의 계기가 강조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앞서 살펴 본 바의 ‘사후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미술작품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

서, 기존의 정신분석학적 미술사/미술비평을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그 한

계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하여 진정한 정신분석학적 미술비평이 어떠해

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이어서 이러한 방법론을 통해 20세기 아방가르드

미술가인 마르셀 뒤샹의 두 작품, <자신의 독신자들에 의해 발가벗겨진

신부, 조차도>와 <여행가방 속 상자>를 분석해 볼 것이다. 정신분석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이 두 작품을 분석해 보면, 두 작품들의 요소가 서로

사후적 관계로 연결될 수 있으며 그리하여 새로운 의미가 드러남을 알

수 있다.

1. 라캉의 정신분석학과 미술작품 분석

1.1 정신분석학적 미술사/미술비평

정신분석학은 탄생 직후부터 미술과 깊은 연관관계를 가져 왔다. 정신

분석학은 이성으로는 설명하거나 인식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 이야기했

기 때문에 많은 예술가와 비평가들의 관심을 끌 수 있었다. 그리하여 정

신분석학을 방법론으로 하여 예술작품을 분석 및 비평하는 흐름이 생겨

났는데, 그 중 정신분석학적 미술사/미술비평142)은 정신분석학적 문학비

140) 할 포스터, 『실재의 귀환』, 이영욱, 조주연, 최연희 옮김, 경성대학교 출판부,

2010

141) 『미술사의 현대적 시각들: 해체주의에서 퀴어이론까지』, 조선령 옮김, 경성대

학교 출판부, 2007

142) 일반적으로 미술사(art history)와 미술비평(art criticism)은 서로 다른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나, 그 경계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미술작품의 역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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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과 함께 활발히 전개되었다.

정신분석학을 미술작품 분석에 적용하는 경우 프로이트, 멜라니 클라

인(Melanie Klein), 칼 융(Karl Jung) 등 여러 이론가들의 사상이 그 방

법론으로 이용되었다. 다양한 강조점을 가진 정신분석학 이론들을 받아

들이면서 정신분석학적 미술사/미술비평도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게 되

었다. 그 이론들 중에서도 프로이트의 이론은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는

데, 미술에서 프로이트 비평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는 “미술 작품을 마치 꿈처럼 분석하는 상징 독해”이다. 아주 단순한 예

를 들어보자면, 회화 속에서 보이는 담배나 등대는 남근을 상징한다는

식이다.143) 이 때 작품은 “분명해 보이는 내용 뒤에 잠복해 있는 메시지

에 입각해 해석된다.”144) 이런 해석에서 그러한 상징을 만들어낸 주체는

작품을 만들어낸 미술가이므로, 작품은 미술가의 증상을 나타내는 표현

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러한 비평은 결국 작품을 통해서 미술가의 심

리를 분석하게 되는 ‘심리전기분석’ 경향을 띤다.

둘째, 프로이트 비평은 “미술을 감상할 때뿐만 아니라 제작할 때 작동

하는 성적 에너지와 무의식적 힘 같은 과정의 역학”145)도 설명해왔다.

이는 첫 번째 상징독해가 미술가의 작품 창작 과정을 설명하므로, 이로

부터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다. 프로이트는 예술창작을 예술가의 억압된

무의식적 에너지가 승화된 결과이며 그 무의식은 작품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술가에게 예술이란 “사회질서에 관

한 한 근본적으로 보수적이며, 강력한 본능의 포기에 대한 조그마한 미

학적 보상”146)이다.

세 번째는 “꿈과 환상 같은 정신의 시각적 생산물과의 유비를 통해 예

술 작품의 수사학을 분석”147)하는 것이다. 프로이트가 이야기한 꿈이 형

맥락과 의미를 탐구하는 미술사학의 경우 미술작품을 정확히 기술하고 다른 작

품과의 연관관계 하에서 그 의미와 의의를 분석해내는 비평작업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미술사와 미술비평을 함께 논의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143) 주지할 것은, 정작 프로이트는 이런 식의 단순하고 일방적인 상징 독해를 지양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사실이다.

144) 할 포스터 외, 『1900년 이후의 미술사』, 배수희, 신정훈 옮김, 세미콜론, 2007,

pp. 18-19.

145) Ibid., p. 20.

146) Ibid., p. 20.



- 68 -

성되는 ‘꿈-작업’과 같은 과정의 수사학이 어떤 그림을 제작하는 과정에

유비될 수 있다. 한 마디로, 꿈이 만들어지는 작업 방식과 예술작품이 만

들어지는 방식 사이에서 유사성을 찾고, 그러한 유사성을 기반으로 작품

제작 방식을 풀어내는 것이다. 20세기 미술사조인 초현실주의가 가장 대

표적인 예인데, 이들은 무의식이나 자동기술법, 기이한 낯설음(the

uncanny) 같은 정신분석학의 개념들을 빌려와 자신들의 작품 창작 메커

니즘으로 사용했다. 이러한 개념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작품 창작 과정

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이용되고 있다.148)

프로이트 미술비평의 이러한 흐름은 정신분석학적 미술사/미술비평의

큰 줄기를 이루고 있다. 다른 정신분석학 이론들을 응용하는 경우도 이

러한 분류에 맞추어 구분,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이러한 정

147) Ibid., p. 20.

148) 정신분석학적 비평은 미술보다도 문학의 영역에서 두드러졌다. 문학비평은 미

술사/미술비평과 마찬가지로 20세기 이후 근대와는 다른 것을 추구하는 일련의

사상들의 영향을 받아 역동적인 변화를 겪어 왔다. 문학이론가인 피터 베리는

“이 새로운 비평방법들은 모두... 자유 인본주의를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입장”(피

터 베리, 『현대 문학이론 입문』, 한만수, 박오복, 배만호, 김봉광 옮김, 도서출판

시유시, 2001, p. 11.)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새로운 비평방법들은 구조주의와

후기 구조주의, 해체주의, 포스트모더니즘, 정신분석 등의 이론들을 사용하며, 이

이론들을 자신의 방법론으로 쓰는 페미니즘 비평, 퀴어 비평, 마르크스주의 비평,

탈식민주의 비평, 문체론 비평 등으로 뻗어나갔다.

이처럼 정신분석학적 문학비평은 자유 인본주의, 즉 “‘인간본성’을 위대한 문학

이 표현하고 있는 영구불변한 그 무엇으로 믿고” 있는 사상에 대한 반발로 등장

했다. 그 중 프로이트식의 문학비평가들은 다음과 같은 일을 행한다. 1. 문학작품

의 표층적 내용, 즉 의식적 부분이 어떠한 심층적 내용, 즉 무의식적 부분을 나타

내고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2. 저자의 또는 등장인물의 무의식 속에 숨어 있는

동기와 감정을 분석한다. 3. 문학작품 속에 프로이트의 이론이 말하는 증후, 기제,

단계 등이 숨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 4. 문학사 일반에 정신분석학 개념

을 폭넓게 적용하여 분석한다. 5. 문학작품을 분석할 때 사회적, 역사적 맥락보다

는 심리적 맥락에 초점을 맞춘다.

정신분석학적 문학비평은 라캉의 등장과 함께 상황이 달라졌다. 라캉은 후기구

조주의 사상의 핵심 개념인, 언어에서 기표와 기의의 분리를 가져오면서 무의식

과 언어의 상관관계를 이야기했다. 무의식은 언어적이고, 언어는 이미 완전한 체

계이자 선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름의 고유성을 지닌 독립된 자아라는 개념

은 해체되고, 따라서 우리가 성격을 분석할 ‘등장인물’이라는 개념 역시 해체된다.

그러므로 문학 텍스트를 읽어낼 전혀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1. 텍스트 자

체의 무의식을 찾아낸다. (이는 ‘해체주의’와 연결된다.) 2. 문학작품 속에서 거울

단계와 같은 라캉 정신분석학의 개념들을 찾아낸다. 3. 문학 텍스트를 결핍, 욕망

과 같은 좀 더 폭넓은 라캉적 관점에서 다룬다. (Ibid., pp. 166-2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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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석학적 미술사/미술비평은 한계 또한 보인다. 이들은 미술작품보다

프로이트의 개념들을 우선시하여, 작품의 고유성을 간과한 채 이론에 작

품을 짜 맞추는 작업만을 중시할 수도 있는 것이다. “프로이트와 그의

추종자들은 오직 미술(이나 문학)에 대해서만 논할 때조차, 정신분석학

이론의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증명하고자 했으며... 그 결과 정신분석학

담론은 무리한 적용으로 흐르게 됐다.”149) 그렇기 때문에 ‘상징 독해’와

‘과정 설명’의 경우 극단적인 일반론으로 흐를 위험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이러한 방식에 따르면 작품 속의 모든 등대는 모두 남근을 상징하

며, 모든 미술가들은 성적 억압 때문에 작품을 만든 것이 되어 버린다.

최근의 이론가들은 이러한 방법이 “프로이트를 하나의 정답으로 간주하

고 작품에 적용”150)한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때에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제시된 결론이 텍스트 자체가 제시하는 내용으로 보증될 수 없다.”151)

더구나 이러한 방법은 작품을 통해 정신분석학의 개념들을 증명하는 데

에 치중한 나머지 미술작품의 고유성을 간과하게 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152)

그렇다면 미술작품의 고유성은 살리면서 정신분석학을 적용하는 미술

사/미술비평은 어떠해야 하는가? 많은 정신분석학적 미술사/미술비평 이

149) 할 포스터 외, 앞의 책, p. 20.

150) 김서영, 앞의 글, p. 58.

김서영은 이 글에서 정신분석학적 비평 중 ‘심리전기비평’의 문제점을 짚어내

며 비판하고 있다.

151) Ibid., p. 56.

152) 기존의 정신분석비평에 대한 이러한 비판 또한 문학비평에서 두드러졌다. 라캉

의 이론을 따르는 비평가들은 기존의 문학비평이 정답을 미리 상정해놓고 작품

에 대입하는 식이었다고 비판하며,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비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중 대표적인 이론가인 쇼샤나 펠만(Shoshana Felman)은 프

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만이 정답으로 간주되어 많은 문학비평이 본래의

정신분석비평으로 다가가지 못했다고 이야기했다. “프로이트가 추구하고자 한 것

은, 혁신적인 이론적 발견으로 개인적 서술을 변형시킴으로써 자서전을 기술하는

극단적인 새 방식이다. 그러나 이론의 구조 속에서 서술로부터 드러난 발견 자체

는 그것을 확정하는 이야기에 되돌려져 언급된다.”(맥락과 비평 현대문학연구회,

『라깡과 문학』, 예림기획, 1998, p. 173.) 결국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문학비평

의 기준적인 서사가 되어 모든 이야기들이 이 서사에 짜맞춰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특히 MLN지의 1983년 특집호인 <라깡과 서술>을 번역한 『라

깡과 문학』(맥락과 비평 현대문학연구회 편저, 예림기획, 1998)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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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가들은 프로이트 또는 그 외의 정신분석학자의 이론들을 충실히 따르

며 미술작품에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혹여 정신분석학적 미술사/

미술비평은 결국 작품이 수단이 되어 버린다는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눈을 돌

려 미술작품이 아닌 정신분석학 이론을, 그리고 그 이론이 적용되고 있

는 사태를 살펴보자. 그리했을 때, 우리가 정신분석학에서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에 대한 대답은 라캉의 정신분석학에서 찾을 수 있다. 앞서 살펴보

았듯이, 라캉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적 설명이 언어학적 색채를 띠고

있음을 밝혀주었다. 주체는 기표들의 연쇄인 상징계에 진입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무의식을 갖게 되기 때문에 주체일 수 있다. 주체는 기표의

대리를 통해 표현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도 안에서 중요한 것은 ‘기표’

이다. 실제로 프로이트가 행했던 것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나 무의식 같

은 정답을 미리 만들어놓고 그것에 환자들의 분석 사례를 대입한 것이

아니다. 그는 환자들의 말, 즉 기표들을 분석함으로써 기표들의 유희 안

에서 무의식의 영역을 발견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프로이트의 <늑대인

간> 역시 단순히 환자의 과거를 되짚어가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말, 즉

기표들을 분석함으로써 환자의 과거를 구성하는 작업이었다. 분석가의

“임무는 잊혀져 왔던 것이 남긴 흔적들로부터 그것을 되살려내는 것, 더

정확하게는 그것을 구성하는 것이다.”153)

라캉이 주지하듯이, 정신분석학은 인간이 기표를 통해 주체로서 살 수

있으며, 무의식 또한 기표를 통해 나타난다는 사실을 근간으로 삼는다.

인간에게 무의식이 있다는 사실만은 중요하지 않다. “무의식은 원초적인

것도 본능적인 것도 아니고, 그 요소들은 기표의 요소에 다름 아니”154)

며,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 지어져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다. 따라

서 정신분석학에 있어서 기표분석은 가장 필수적이며 근본을 이루는 방

법론이 되고, 이는 일찍이 라캉이 ‘프로이트로의 회귀’를 통해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다.155)

153) SE XXIII, pp. 258-259. 강조는 프로이트.

154) E, p. 522.

155) 기표분석으로서의 정신분석학은 프로이트 이후 라캉에 이르러서야 이야기되기

시작했다. 그 전까지는 멜라니 클라인의 대상관계 이론, 에리히 프롬 등의 자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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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정신분석학은 곧 기표 분석이다. 다시 말해, 한 사람을 정신분

석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보여주는 여러 기표들을 분석함으로써 그 사람

의 무의식을, 그리고 과거를 구성하는 것이다. 앞서 설명한 프로이트식의

정신분석학적 미술사/미술비평이 간과한 점은 바로 이것이다. 그들이 받

아들인 정신분석학이 기표분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시도한 정신

분석학적 미술사/미술비평은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

므로 정신분석학이 기표분석인 한, 정신분석학적 미술사/미술비평 역시

기표 분석의 방법론을 따라야 한다.

정은경은 정신분석학적 미술비평이 ‘시니피앙’의 분석, 즉 기표 분석

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미술은 이미지라는 언어를 사용하고...모든 예술은 ‘언어’의

‘천’(texture)으로 되어 있다. 본고가 주창하고자 하는 시니피

앙의 정신분석은 예술작품을 하나의 텍스트(text), 즉 시니피

앙의 씨실과 날실의 교차로 생산된 것으로 보고 접근해 들어

간다... 텍스트 분석은 내용분석이 아닌 ‘시니피앙’의 분석이

되어야 한다...156)

이 때 미술의 ‘이미지’는 언어, 즉 기표로 간주된다. ‘기표’는 소쉬르에서

부터 청각적 이미지(image acoustique)를 의미함을 알아보았다. 기표는

리학 등 하나의 근본이 되는 개념을 상정해두고 모든 사례에서 그 개념을 발견하

려는 식의 하위이론들이 생겨났다. 라캉은 이러한 이론들이 프로이트 정신분석학

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프로이트로의 회귀’를 외친 것이다. 그는 프

로이트 텍스트의 재독해를 통해 프로이트가 기표들의 유희를 중시했으며 그 분

석을 통해서 무의식을 발견했음을 주지시켰다.

156) 정은경, 앞의 글, pp. 159-160.

이 논문을 쓰기 전, 정은경은 2011년 벨라스케스의 <라스 메니나스>를 정신

분석학적으로 비평하는 박사논문을 저술했다. 이 논문에서 정은경은 ‘시니피앙의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그녀는 이때에 아직 진정한 시니피앙의 분석에 이

르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그렇다면 예술작품을 분석할 때 도출되는 욕망은 누구의 것인가가 문제입니

다. 그것이 작가의 것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저도 <벨라스케스 프로이트를 만나

다>에서도 벨라스케스의 정신을 분석했습니다. 고백하건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의

분석 방법은 진단학 수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3년 5월 31일 필자에게 보

낸 메일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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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할 때 말해진 소리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기표를 생각했을 때 떠올

리게 되는 ‘이미지’인 것이다. 시각적 이미지 역시 일종의 기표로 볼 수

있으며, 하나의 시각적 장면은 여러 가지 기표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밑

에서 의미는 미끄러져 간다고 생각할 수 있다. 라캉은 일종의 시각적 장

면인 ‘꿈’을 분석할 때 기표 분석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꿈

이미지들은 오직 그들의 기표로서의 가치를 기본으로 하여 고려되어

야”157) 한다.

그리고 기표분석이야말로, 꿈의 분석에서 “꿈의 ‘해답’이 아니라 꿈을

해석하는 과정”158)을 중요시 하듯이, 예술작품을 분석할 때도 작품의

‘답’이 아니라 작품을 해석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에 입각한

것이다. 이러한 비평에서 “그들이 만들어내는 리듬을 읽고 그것의 역할

을 분석해 내고...구체적 자료로써 구성해내는 것은 환자의 언어로 만들

어진 숲을 헤쳐 가는 정신분석가의 방법과 다르지 않다. 임상의가 이론

을 잊고 환자를 맞아야 하는 것처럼 작품의 분석 또한 이론과 해답을 버

린 상태에서 행해져야 한다.”159)

미술작품의 기표를 분석하는 것은 어떤 의의를 갖는가? 일찍이 프로이

트와 라캉은 ‘끝이 없는 분석’을 이야기했다. 정신분석이란 기표들의 연

쇄 속에서 은유와 환유의 작용을 통해 무의식을 발견하는 것이므로, 분

석 과정에 따라 과거는 계속해서 새로이 구성되며 의미 또한 새로이 생

겨난다. 그러므로 분석 과정은 끝이 없다.

정신분석학적 미술작품 역시 마찬가지이다. 기존의 정신분석학적 미술

사/미술비평에서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나 응시와 같은 ‘정답’을 미리 마

련해놓았기 때문에, 작품을 분석하여 그러한 정답을 ‘발견’해 내면 성공

적인 분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그러한 비평에 대한 비판

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미리 만들어놓은 해답에 빠져 버리는 한계를

가지며 예술작품을 정신분석학 이론에 종속시켜 버리는 것이다. 그러므

로 “텍스트를 함축적으로 읽어낸다는 것은... 프로이트를 하나의 정답으

로 간주하고 작품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체계를 통해 작품의 다양

157) E, p. 424.

158) 김서영, 「해방적 정신분석의 시선: 오이디푸스의 시선을 넘어서」, 『문학과영

상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문학과영상학회, 2004, p. 2.

159) Ibid.,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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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미들을 분석한다는 뜻이다.”160)

하지만 여전히 기표를 중심으로 하는 정신분석학적 비평에서 ‘주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남는다. 주체에 대한 정답을 미리 정해놓지 않는다

고 하더라도, 그렇게 빈 곳에서부터 시작한 분석이 이끄는 곳은 여전히

주체의 자리가 아닌가? 다시 말해, 순전히 기표들을 분석해 얻은 의미는

‘주체’의 의도로, 그리고 욕망으로 여겨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이에 대해

최근의 정신분석 비평가들은 ‘텍스트론적 전환’을 이야기하며 작품 속 기

표들의 유희를 통해 나타나는 무의식에 반드시 그 주인을 상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프로이트 자신의 분석도 포함해서 초기의 분석가들이 문학

작품을 대상으로 행했던 분석의 대부분은 그런 의미에서 엄

밀히 비평이라기보다도 진단학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었습니

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제기할 문학의 방법으로서의 정신분

석은 ‘텍스트론적 전환’ 이후의 것입니다... 작품에서 작가에

의해서 정해진 유일하면서 진정한 의미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경우에 한해서, 쓰인 글

은 이제 작품이 아니라 텍스트로 불리는 겁니다. 여기서 정

신분석 비평 또한 의미있는 한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텍스트의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파악하게 됩니다.

물론 문자의 나열에 불과한 텍스트가 의식적이든 무의식

적이든 고유의 욕망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이야

기입니다. 텍스트의 무의식은 텍스트로서 나열된 문자와 우

리 해석자의 욕망과의 복잡하게 뒤얽힌 관계를 통해서 비로

소 존재하게 됩니다...정신분석 비평이란 이러한 욕망의 상

호 차용과 뒤엉킴을 받아쓴 것으로, 거기에 각각의 말(시니

피앙)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명시하는 것이라고 해도

좋을 겁니다.161)

160) 김서영, 「정신분석학 연구방법론 일반의 학문적 의의- 프로이트의 <모세상>

분석을 중심으로」, 『해석학연구』 vol. 23, 한국해석학회, 2009, p. 58.

161) 가와모토 고지, 고바야시 야스오 엮음, 『문학, 어떻게 읽을까』, 윤상인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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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긴 이 인용문에서 일본의 문학비평가인 야마다 히로아키는 ‘텍스트

의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이것은 글자 또는 그림에 불과한 텍

스트가 고유의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즉 억압을 겪고 상징체계를 습득

하며 무의식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텍스트의 기표들을 분석함

으로써 얻게 되는 욕망, 의미는 기표들의 분석, 즉 기표들의 연쇄와 운동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앞서 정신분석학에서 주체란 미리 만들어져 있

는 것이 아니고, 기표들의 연쇄와 운동 속에서 일종의 사후적 효과로서

주체라는 효과로 구성되는 것임을 생각하면, 작품의 기표들에서 사후적

효과로 나타나는 욕망과 의미를 읽을 수 있는 것이다. 텍스트론적 전환

이후, 즉 더 이상 작가나 독자와 같은 주체가 아닌 텍스트의 운동이 주

인의 자리에 들어선 이후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떠한 억압을 겪고 어떠한

민음사, 2008, pp. 216-217.

쇼샤나 펠만과 뜻을 같이 하는 문학비평가들은 라캉적으로 텍스트를 읽는 진

정한 방식을 찾기 위해 고심했고, 그 과정에서 ‘텍스트의 무의식’이란 개념에 이

르렀다. 박찬부는 텍스트성이 일종의 무의식을 갖는다고 보고, 분석가가 환자의

말을 분석해 무의식을 알아내듯이 문학비평가 역시 텍스트를 분석해 텍스트적

무의식을 알아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모든 비평은 텍스트 <구심적>이어야 한

다...그러나 종래의 고전적 정신분석 비평은 원심적으로 텍스트에 접근하는 경향

을 보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텍스트를 통한 작가의 연구 같은 것이었다...텍스트

는 사라지고 남는 것은 <작가의 의도>나 <독자의 반응> 뿐이다. 새로운 정신분

석 비평이 표적으로 삼는 것은 텍스트의 언어적, 수사적 측면이다...정신분석 비평

이 관심 하는 것은 언어로 표현된, 언어 속에 드러난 무의식에 국한되어 있기 때

문이다.” (박찬부, 『현대 정신분석 비평』, 민음사, 1996, pp. 156-157.)

1980년대에 들어와 텍스트를 분석의 대상으로 보았던 영미권과는 달리 정신분

석학의 본거지인 프랑스에서는 일찍이 1970년대부터 이러한 흐름이 있었다. 앙드

레 그린(André Green), 베르나르 팽고(Bernard Pingaud), 장 벨맹-노엘(Jean

Bellemin-Noël) 등은 ‘텍스트의 무의식(textual unconscious)’이라는 개념을 발전

시켜 문학비평에 적용했던 것이다. 그 중 벨맹-노엘은 ‘텍스트의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내세우며, “마치 작품 자체가 하나의 주체인 것처럼, 그것도 그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할 유일한 주체인 것처럼 작품에게 질문을 던져야 할 때”라고 주장

했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방법을 ‘텍스트분석(textanalyse)’라고 이름 붙였는데,

이는 하나의 텍스트를 정신분석하는 것이다. 이 때 텍스트는 “제목으로부터 출발

하여 마침점과 함께 종결되는, 그리고 맥락이 (작가, 다른 작품들) 완전히 배제된,

경계가 분명한, 닫힌, 일관된 하나의 총체로서 정의된다.”(장 벨맹-노엘, 『문학

텍스트의 정신분석』, 최애영, 심재중 옮김, 동문선, 2001, p. 82.) 그는 실례로 보

들레르의 시 두 편을 하나의 텍스트로 놓고 분석하는데, 이 시의 시어들 간의 연

관관계를 분석하여 이들이 연상시키는 이미지와 감정을 엮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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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망을 가지느냐가 아니라 기표 자체가 보여주는 의미와 그 욕망이다.

그리하여 작품의 기표 분석은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다. “새로운 독

자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계속 생기는 한 끝이 없다. 그리하여 새로운

분석들이 이전의 분석에 보태어지고 또다시 새로운 분석들이 거기에 추

가될 것이다. 그렇게 분석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162)

1.2 미술작품의 기표 분석과 사후성

정신분석학적 미술사/미술비평이 기표분석인 한에서 라캉의 ‘사후성’은

미술작품 분석의 한 가지 유용한 방법론이 될 수 있다. Ⅲ장에서 살펴보

았듯이, ‘사후성’은 기표들의 연쇄를 통해 나타나며 여러 단계의 수준에

위치한다. 말 속에서 의미를 사후적으로 규정하며(그래프1), 그러한 사후

적 의미화작용은 곧 주체의 출현으로 이어지고(그래프2), 그리하여 주체

의 욕망에 따른 과거의 사후적 구성이 일어난다(그래프3).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사후성이란 기표들의 선택과 조합이라는 연쇄과정 속에서 의

미가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이며, 이 의미는 곧 기표들의 유희를 통해 나

타난 무의식적 욕망과 일치한다. 즉, 무의식적 욕망은 기표들의 연쇄 속

에서 사후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정신분석은 환자의 말을 기표로 삼아 그 압축과 전치의 수사학을 분석

함으로써 기표들의 유희에서 나타나는 무의식적 욕망을 읽어내는 작업이

다. 의미의 사후적 규정, 주체의 출현, 과거의 사후적 구성이라는 여러

수준의 사후성은 바로 환자의 말의 분석 속에서 드러난다. 그리고 하나

의 예술작품 역시 기표들로 이루어져 있는 텍스트이며, 정신분석학적으

로 작품을 분석한다는 것은 그러한 기표들의 결을 분석하여 기표들의 유

희에서 나타나는 의미를 읽어내는 작업이다.163) 조선령은 “예술이 기표

162) 정은경, 『벨라스케스 프로이트를 만나다』, 한길사, 2012, p. 62.

정은경은 이 글을 에드가 앨런 포우의 다음과 같은 문구로 끝을 맺고 있다.

“인생의 한 시기에 자신의 어떤 생각이 어떻게 거기까지 도달하게 된 것인지

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보는 일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한 작업에는 흥미로운 부분이 있으며, 그것을 처음 해보는 자는 그

출발점과 도달점 사이에 발생하는 무한한 것처럼 보이는 거리, 모순에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놀라는 법이다.”

163) 예술작품을 일종의 기호로 보고 기표와 기의의 만남과 헤어짐을 분석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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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것은 그것이 감각적 존재이며 기의(signifié)를 갖지 않아도 그 자

체로 존재한다는 함의를 담고 있다”164)고 설명한다. 언어에서의 기표는

기의를 갖지 않아도 그 자체로 존재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기의는 계속

해서 미끄러지고 기표는 일종의 사후적 의미화작용인 고정점을 통해서만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다. 기표로서 예술작품은 “고정된 오브제

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욕망과 주체의 욕망이 얽힌 무의식의

공간 속에서 실현되는 것”165)이다.

다시 한 번 정신분석의 과정과 미술작품 분석을 비교해보자. 분석가

앞에 신경증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있고, 그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쏟아놓

는다. 환자의 말은 여러 가지 기표들이 선택, 조합되어 만들어진 기표들

의 연쇄이다. 분석가는 사소해 보이는 부분에도 주목하여 기표들의 연쇄

에서 작동하는 ‘은유’와 ‘환유’를 찾아낸다. 그렇게 해서 기표들의 연쇄는

새로이 구성되고, 이에 발맞추어 과거가 사후적으로 구성되며 의미가 만

들어진다. 작품을 분석하는 과정도 이에 대응한다. 독자, 또는 비평가인

해석자는 자신 앞에 놓인 작품을 보고 있다. 그 작품에서는 여러 가지

데리다, 바르트 등의 기호학을 도입한 기호학적 미술비평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들은 “의미의 맥락은 기호들로 이루어진 체계”(Michael Hatt and Charlotte

Klonk, 앞의 책, p. 200.)라고 보고, 그러한 기호들의 체계에서 의미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읽어내려 했다. 이들의 이론에 따르면 확정된 의미는 없으며, 의미는 경우

에 따라 언제나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은 작품 분석에서 작가의

의도나 작품의 내적인 의미가 아닌 독자의 수용과 그로 인해 만들어진 새로운 의

미를 중시하게 되는 ‘텍스트적 전환’을 가져 왔다.

기호학적 미술비평이 수용한 데리다와 바르트는 각각 소쉬르와 퍼스의 이론을

기반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소쉬르의 기호 이론을 가져온 라캉의 이론과도 상당

부분이 비슷하다. 데리다와 라캉, 이들은 모두 하나의 기호가 기표와 기의로 이루

어져 있으며 기의는 기표 아래에서 계속 미끄러진다는 점을 전제로 삼는 것이다.

그러므로 라캉 정신분석학적 미술비평에서 이야기하는 기표 분석은 데리다식의

기호학적(해체론적) 미술비평과 혼동될 수 있다. 하지만 데리다의 해체론이 기의

의 무한한 유희를 밝혀주는 데 비해, 라캉의 기표분석은 일정한 의미를 만들어주

는 고정점, 즉 ‘대타자’의 모습과 역할을 설명해준다. 이는 우리의 실제 삶에 더

부합하는 모습이다. 만약 데리다 식으로 의미가 계속해서 변하기만 한다면 타인

과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할 것이고, 따라서 어떠한 문제에 대한 합의들의 총체인

담론과 학문도 발전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라캉의 고정점이 시사해주듯이,

기표 아래에서 의미는 무한히 흘러가지만 일정한 질서와 규칙에 의해 일시적으

로나마 고정되어 안정적인 의미화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다.

164) 조선령, 『라캉과 미술』, 경성대학교 출판부, 2011, p. 15.

165) Ibid., p.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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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들을 발견할 수 있고, 작품의 의미를 설명한다는 것은 선택과 조합

을 통해 여러 가지 기표들로 기표들의 연쇄를 만드는 것이다. 해석자는

사소한 부분에도 주목하여 기표들의 연쇄에서 작동하는 ‘은유’와 ‘환유’를

찾아낸다. 이렇게 해서 그 해석 안에서 기표들의 연쇄는 새로이 구성되

고, 이에 발맞추어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진다.166)

그렇다면 이 때에 상징계는 무엇인가? 환자의 경우 상징계는 문화, 즉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서 살아가기 위해 습득해야 하며 따라야 하는 일종

의 규칙이다. 이는 언어(langage)에서는 구체적인 언어행위들을 지배하

고 있는 일반적인 법칙으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서는 아이에게 금지

와 거부로서 나타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주체가 아닌

기표에 초점을 맞춰보자. 욕망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상징계는 말

속에서 기표들이 어떻게 연쇄되어야 할지 결정하며(그래프1), 더 나아가

그 안에서 어떠한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지 결정한다(그래프2).167) 또한

상징계가 허용하는 한에서 주체의 과거가 재구성된다(그래프3). 이처럼

상징계는 기표들의 유희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후적 작용들을 허가

하며 제한한다.

이러한 점들을 생각해보면, 미술작품의 경우 역시 상징계는 기표들에

게 씌워지는 규칙이라고 볼 수 있다. 정신분석학적으로 미술을 기표분석

할 경우, 미술작품을 여러 기표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장면’이라고 상정

할 수 있다.168) 이 때 기표에 초점을 맞추어 상징계를 설명해보자. 우선

미술에서 상징계는 하나의 그림에서 기표들이 어떻게 연쇄되어야 할지

결정한다. 이는 ‘광원이 비치는 곳은 밝게, 그 반대편은 어둡게 그려야

함’, ‘멀리 있는 것은 가까이 있는 것보다 작게 그려야 함’, 또는 ‘이러저

166) 앞서 설명했듯이, 정신분석 과정에서 환자의 외상을 파악한다는 것은 곧 환자

의 말 속의 여러 요소들을 재료로 삼아 ‘구성’하는 것이다.

167) 이를 욕망의 그래프에서 라캉은 ‘코드(code)’라 불렀다. 이는 라캉의 동시대 구

조주의 인류학자이자 친구였던 레비-스트로스의 ‘코드’ 개념을 따온 것으로 보인

다.

168) 김원방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외상의 이론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의 그림은 과거에 발생한 사건 (혹

은 허구적으로 추정된 사건)과 같은 것으로 상정될 수 있다. 이것은 실재계로서

존재하다가 구체적인 형상, 재현, 의미론, 해석 등의 상징계 언어를 향해 나아가

게 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김원방, 「사후적 읽기와 끝나지 않

는 작품」, 『현대미술사연구』 vol. 29, 현대미술사학회, 2009, p. 313.)



- 78 -

러한 색의 조합이 일정한 효과를 낳음’과 같은 그림에 일반적으로 부여

되는 규칙들일 것이다. 그 다음, 상징계는 이러한 기표들의 연쇄 안에서

일정한 의미가 부여되는 과정에도 규칙으로서 부과된다. 거칠게 예를 들

면 ‘그림의 가운데에 있는 것이나 크게 그려진 것이 더 중요하다’와 같은

통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림의 표면적인 의미를 밝히는 데에서 더

나아가 심층적인 의미를 분석할 때에도 상징계는 작동한다. 상징계는 어

떠한 욕망은 가능하며 어떠한 욕망은 불가능한지를 규정한다. 작품의 의

미를 분석할 때에도 가능한 의미와 불가능한 의미를 규정한다.169)

그러므로 상징계는 우리가 미술작품의 분석에서도 작동하고 있다. <늑

대인간>이 아버지로부터 성적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 그 욕망을 은유

하는 원초적 장면은 아이에게 부과된 허가와 금지의 세계인 상징계 속에

서 만들어졌다. 미술작품을 분석할 때에도 작품의 기표들의 운동 속에서

드러나는 장면과 의미는 그러한 기표들의 체계에 부과되는 규칙, 즉 상

징계를 따라 만들어질 것이다. 요컨대, 기표 분석을 통해 만들어지는 새

로운 장면이나 의미는 그 기표들의 체계가 따르는 상징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그렇다면 미술작품의 기표분석에서 사후성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두

가지 작품들의 관계를 분석할 때 그 작품들이 보이는 기표들 사이에서

일종의 은유, 환유적 관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기표들의 수

사학은 하나의 환상적 장면을 낳을 것이다. 그 장면은 두 작품 중 더 과

거에 만들어진 작품의 변형으로도 읽힐 것인데, 이 관계 속에서 어떠한

의미가 발생하고 이 의미는 두 작품 모두가 가리키는 것으로 부여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과거에 만들어진 작품은 이후에 만들어진 작품의 영

향으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170)

169) 미술에 있어서 ‘상징계’의 문제에 대해 김원방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모든 미술에 대한 ‘사후적’ 이름들과 형용사들, 미학, 미술사 등 ‘예술적 상징계’

는 사실상 그림의 미적차원으로부터 동떨어진 별도의 영역이 아니라, 그림의 내

부와 절합되어 하나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 (Ibid., p. 327.)

170) 앞서 미술에 있어서 ‘시니피앙의 분석’을 주장했던 정은경은, 이러한 여러 작품

간의 관계에서 기표분석을 하는 것을 ‘거시독서’라 불렀다.

“씨실과 날실의 결합조직인 한 작가의 예술작품을 분석하는 것이 ‘미시독서’라

고 한다면, 한 작가의 작품들 간의 관계, 즉 다른 텍스트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상

호텍스트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분석방법을 ‘거시독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한

작품을 분석할 때, 그 작품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생산한 작가의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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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본고가 시도하는 미술작품의 기표분석, 그리고 그 곳에서 작동

하는 사후성에 주목하는 것은 기존의 정신분석학, 미술비평 그리고 이

둘이 만나는 정신분석학적 미술비평의 흐름 위에 서 있다. 이러한 기표

분석이 실제로 미술작품 분석에 적용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마르셀

뒤샹의 작품들을 통해 살펴보자.171)

2. 마르셀 뒤샹의 두 작품

20세기 아방가르드 미술가인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

1887-1969)은 캐리커쳐, 회화, 설치, 퍼포먼스 등 여러 장르를, 그리고 사

실주의, 입체주의 등 여러 사조를 넘나들며 작품 활동을 했다. 그의 작품

들은 몇 가지 모티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 중 가장 자주 반복되는

것은 ‘여자 누드’ 또는 ‘남자에게 발가벗겨진 여자’이다.172) 초기 사실주

의 작품인 <수풀(Le Buisson)>(1910-1911), 입체주의 성향을 띄는 <뒬

시네(Dulcinée)>(1911), <자신의 독신자들에 의해 발가벗겨진 신부(La

Mariée mise à nu par ses célibataires>(1912)에서부터 뒤샹의 작품세계

에서 준거점이 되는 <자신의 독신자들에 의해 발가벗겨진 신부, 조차도

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며, 나아가 다른 작가의 작품들과의 관계를 분석하

는 것이다.” (정은경, 앞의 글, p. 160.)

171) 모든 미술작품들을 분석할 때 항상 사후적 관계가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정신

분석학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환자의 모든 말에서 사후성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

다. 사후성은 환자의 욕망을 은유하고 있는 기표들, 즉 욕망이 드러나지 않고 숨

어있기 때문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기표들에서 오히려 작동하는 것이다. 미술

작품을 분석할 때도 마찬가지로 작품의 의미가 명백하게 보이는 기표들보다는

그 뜻을 헤아릴 수 없는 난해한 기표들의 유희 속에서 사후적 관계가 더 쉽게 드

러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후속 연구를 필요로 한다.

172) 뒤샹의 작품 세계 전반을 아우르는 중요 모티브로 다음을 들 수 있다. 우선 ‘광

학’에 대한 관심은 1910년대 초반의 <계단을 내려오는 누드(Nu descendant un

escalier)> 시리즈에서도 보이는 움직임과 이를 포착하는 시각에 대한 주목으로

나타나고, 이후 <안과의사 목격자(Oculist Witnesses)>(1920), <로토릴리프(광학

적 디스크) (Rotoreliefs; Disque optiques)>(1935) 등으로 이어졌다. 뒤샹 그 자신

이 선구자였던 ‘레디메이드(readymade)’는 <샘(La Fontaîne)>(1917), <로즈 셀라

비는 왜 재채기를 하지 않지?(Why not Sneeze Rose Sélavy?)>(1921) 등에서 그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섹슈얼리티, 언어유희, 기계에 대한 관심 등을

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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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Mariée mise à nue par ses célibataires, même)>(1915-1923)와

<주어진: 1. 폭포 2. 가스등(Étant donnés: 1. La chute d'eau, 2. Le gaz

d'éclairage>(1946-1966), 그리고 그 사이에 누드를 모티브로 그려진 많

은 소품들이 그 흐름을 보여준다.

이렇게 일정한 모티브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뒤샹의 작품은 또한

이전 작품들을 참조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예를 들어, <자신의 독신

자들에 의해 발가벗겨진 신부, 조차도>(일명 <큰유리>)는 이전에 만들

어진 많은 입체주의 그림들, <자신의 독신자들에 의해 발가벗겨진 신

부>와 <재빠른 누드에 둘러싸인 왕과 왕비(Le Roi et la Reine entourés

de nus vites)>, <처녀에서 신부로 이행하기(Passage de la vierge à la

Mariée)> 등에서 그 주제와 형식의 흐름을 이어받고 있다. 또한 <안과

의사 목격자>와 <Rotorelief> 등과 같은 일련의 작품들에서는 뒤샹의

광학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비슷한 형태를 모티브

로 하여 만들어진 듯 보인다. 이처럼 동일한 모티브를 갖고 있는 일련의

작품들은 과거의 작품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뒤샹의 작품 중 <자신의 독신자들에 의

해 발가벗겨진 신부, 조차도>와 <여행가방 속 상자(Boîte-en-valise)>

두 작품을 분석하고자 한다. 뒤샹 작품들을 기표 분석하는 것은 다소 용

이한데, 그의 작품세계가 특정한 모티브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여러

작품들은 과거의 작품들을 참조하고 있으므로 유사한 이미지들이 반복되

기 때문이다. 뒤샹처럼 자신의 ‘과거’를 자기 작품의 소재로 삼는 경우,

둘 이상의 작품들에 있는 기표들 사이에서 유사성 또는 인접성을 발견하

는 것, 다시 말해 그 기표들 사이의 은유와 환유의 수사학을 발견하는

것은 용이하다. 본고에서는 찾기 쉬운 연관성뿐만 아니라 사소한 부분들

에도 주목하고, 두 작품의 기표들이 보이는 은유와 환유를 통해 기표들

의 연쇄 속에서 발생하는 사후적 메커니즘을 끌어내고자 한다. 이 과정

에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지고, 그 의미는 과거 작품인 <자

신의 독신자들에 의해 발가벗겨진 신부, 조차도>를 새로운 관점에서 보

도록 해 줄 것이다.173)

173) 그러나 뒤샹처럼 자신의 과거를 소재로 작품을 만드는 경우 그것이 기표를 분

석하고, 거기에서 사후적 메커니즘을 발견하는 데에 오로지 득이 되는 것만은 아

니다. 우선 과거의 작품을 부분부분 뜯어내 다시 구성하여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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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자신의 독신자들에 의해 발가벗겨진 신부, 조차도>

<자신의 독신자들에 의해 발가벗겨진 신부, 조차도>, 소위 <큰 유

리>(도판 1)는 1915년부터 1923년까지 구상 및 제작되고 1926년 처음으

로 전시되었다. 이 작품은 뒤샹의 작업세계 전반을 알려준다고 평가받는

다. 기존의 작품들과 여러 모티프들이 집약되어 있기 때문이다. <큰 유

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옮겨진 작품들뿐만 아니라 뒤샹이 쓴

두 권의 노트, <1914년 상자(1914 Box)>와 <녹색 상자(Green Box)>를

참고해야 한다.174)

<큰 유리>는 높이가 283cm, 길이가 189cm에 이르는 거대한 작품으

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두 개의 큰 유리 두 장 사이에 끼워 넣어 만

들어졌다. 서로 맞붙여놓은 유리는 금속 틀로 고정되어 있으며, 작품은

이 틀에 의해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뒤샹의 메모에 따르면 이는

각각 ‘신부의 영역’과 ‘독신자들의 영역’이다.175)

경우 이는 말 그대로 물질적 의미에서의 ‘재구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후자, 즉 새로 만들어진 작품이 ‘과거의 사후적 구성’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사후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사후성’ 그리고 ‘사후적 구

성’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만들어내면서 그것이 마치 과거

부터 존재했던 양 여기는(여겨지게 되는) 메커니즘을 일컫는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과거의 작품을 해체해 새로운, 그러나 유사한 작품을 만드는 경우는 정

신분석학적 의미의 ‘사후적 구성’은 아닌 것이다.

174) 뒤샹의 작품은 언제나 앞선 혹은 이후의 작품들의 복제와 반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1914년 상자> 역시 드로잉 <햇빛 속에서 견습생 얻기>(1914)가

사진 건판으로 들어가 있다. 이 <1914년 상자>는 단지 5부만 제작되었다. <녹색

상자>는 리차드 해밀턴의 저서인 The Bride Stripped Bare by Her Bachelors,
Even(1960)에 조지 허드 해밀턴이 번역한 영어본으로 들어가 있다. 한편 뒤샹은

195 년 세 번째 노트인 À l'infinitif 를 출간했다.

뒤샹의 작품 분석에 자주 쓰이는 뒤샹의 인터뷰 및 글로는 Cabanne, Pierre,

Dialogues with Marcel Duchamp, Thames and Hudson Ltd., 1971.(『마르셀 뒤

샹 : 피에르 카반느와의 대담』, 정병관 옮김,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2.),

Marcel Duchamp, Writings of Marcel Duchamp, New York: Da Capo Press,

1989 등이 있다.

175) 돈 애즈, 닐 콕스, 데이비드 홉킨스, 『마르셀 뒤샹』, 황보화 옮김, 시공사,

2009, p. 110.

뒤샹은 다음과 같이 썼다.

두 개의 주요 요소: 1.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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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영역들은 서로 다른 여러 이미지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은 모두

1910년대부터 1923년까지 만들어진 작품들의 이미지를 복제하여 가져다

쓴 것으로, 대부분 기존 작품의 이미지를 거의 그대로 이용하였다. 따라

서 <큰 유리>를 독해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이미지들이 무엇인지 살펴보

아야 하며, 그럼으로써 전체적인 의미를 가늠할 수 있다.176)

우선, 신부의 영역을 살펴보자. ‘신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꾸로 ‘매

달린 여인(La Pendu femelle)’의 모습인데, 실린더 또는 말벌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 이 이미지는 1912년 작품인 <신부(La Mariée)>에서 찾

을 수 있다. 큐비즘의 영향을 볼 수 있는 이 작품에서 왼편에 있는 실린

더는 여기에서도 신부를 가리키고, 그대로 <큰 유리>로 들어와 신부를

형상화한다. 또한 <큰 유리>의 신부의 영역에서 신부의 오른쪽 위쪽에

퍼져 있는 구름 모양의 이미지는, 뒤샹에 따르면 ‘은하수’이다. 맨 오른

편, 은하수 아래에는 ‘아홉 개의 탄환 구멍’이 있다.

하단의 독신자의 영역은 좀 더 복잡하고 기계적이다. 우선 1913년과

1914년에 제작된 <제복과 정복의 묘지 1(Cimetière des uniformes et

livrées 1)>, <제복과 정복의 묘지 2>가 발전하여 <아홉 개의 말릭 주

물(9 moules mâlic)>(1914-15)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바로 <큰 유리>

에서 독신자들의 모습을 이루고 있다. 그 밑에는 글라이더 위에 물레방

아가 올려져 있는 모습의 기계가 있는데, 이는 <삶의 완충 장

치>(1913-15)의 이미지이다. 그 오른편에는 세 개의 통으로 구성되어 있

는 ‘초콜릿 가는 기계’가 있다. 이는 1914년 작 <초콜릿 가는 기계

2(Broyeuse de chocolat No.2)>의 이미지이다. 초콜릿 가는 기계는 곧

위에 놓인 체 또는 파라솔과 연결되어 있고, 그 오른편에는 ‘안과의사 목

격자(Oculiste Witness)’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

2. 독신자들

시각적 배열.

긴 캔버스, 직립.

신부는 위- 독신자들은 아래.

176) 이에 대해서는 방대하고 깊은 연구가 필요하고,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

졌다. 그러나 본고는 앞으로의 분석에 필요한 부분만을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

겠다. 이를 위해 John Golding, Duchamp: The Bride Stripped Bare by her
Bachelors, Even, New York: The Viking Press, 1972, 돈 애즈, 닐 콕스, 데이비

드 홉킨스, 『마르셀 뒤샹』, 황보화 옮김, 시공사, 2009를 주로 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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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미지들은 하나의 풍경 혹은 장면을 재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는 않는다. 배경도, 원근법도 없으며, 요소들 간의 유기적이고 정합적인

연관관계도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큰 유리>는 ‘무엇을’ 그린

것인가? 뒤샹의 말과 메모들, 그리고 이전 작품들과의 연관 관계를 통해

<큰 유리>가 그린 메커니즘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177)

우선 신부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세 개의 피스톤이 있는 은하수를 통해

서 독신자들의 영역 쪽으로 내보낸다. 신부의 메시지는 말릭 주물들이

내뿜는 가스를 자극하여 아홉 명의 독신자들의 모양을 이룬다. 이 가스

는 독신자들과 연결된 모세관 튜브를 통해서 반-고체인 안개로 바뀌고,

일곱 개의 체에서 걸러지면서 액체로 압축된다. 초콜릿 가는 기계의 오

른쪽으로 떨어진 액체는 바닥에 부딪히고, 그 부딪힘은 다시 신부의 영

역을 향해 상승하게 된다. 위로 올라가는 부딪힘을 안과의사 목격자는

빛 에너지로 바꾸어 놓는다. 그렇게 액체는 다시 한 번 분산되고 그 과

정에서 신부를 다시 흥분하게 만든다. 액체의 대부분은 탄환 구멍을 통

해서 신부에게 닿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 복잡한 구성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는 <녹색 상자>의 메모를 통

해 이해할 수 있다.

신부는 기본적으로 모터다. 그러나 자신의 숫기 없는 힘

(timid-power)을 전달하는 모터이기 전에 그녀 자체가 바로

숫기 없는 힘이다. 이 숫기 없는 힘은 자동차를 움직이는 일

종의 사랑의 연료로 아주 연약한 실린더에 의해 모터에 분배

된 후 신부의 일상적 삶이 만들어 내는 스파크에 닿아 폭발

을 일으키며, 자신의 욕망을 채운 이 처녀로 하여금 개화하

게 만든다.

전체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면은 이 영화적 개화

(cinematic blossoming)이다. 따라서 아주 연약한 실린더를

가진 이 모터는 두 번의 스파크를 일으킨다. 첫 번째 스파크

(욕망-자석)는 움직임이 없는 나무-형상(arbor-type)을 지배

한다. 이 나무-형상은 일종의 척추 기둥 같은 것으로 신부가

177) John Golding, 앞의 책, pp. 7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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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옷을 벗어 개화하게끔 도와준다. 두 번째 스파크(전

기적 자극에 의해 옷을 벗는 인위적 스파크)는 자동적으로

기계를 작동시키며, 독신자들에 의해 옷이 벗겨지는 개화를

보여 준다(전자시계 추의 왕복운동으로 표현된다).178)

<큰 유리>에서 신부와 독신자 기계는 각자 에로틱한 에너지, 즉 욕망을

만들 뿐만 아니라 소진한다. 이 욕망이 목표로 하는 것은 결국 신부의

‘영화적 개화’이다. 실린더 모양의 신부에게 두 가지의 개화, 스파크가 가

능한데, 첫 번째 개화는 신부 스스로 이루어내는 개화, 두 번째는 독신자

들이 옷을 벗겨 이루어지는 개화이다.

그러나 독신자들과 신부의 만남은 ‘좌절된 신체적 사랑의 희-비극(a

tragi-comedy of frustrated physical love)179)’으로 남는다. <큰 유리>에

서 신부를 발가벗겨 개화시키고자 하는, 즉 신부와 성관계를 하고자 하

는 독신자들의 욕망은 결코 신부에게 다다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한계는 말릭 주물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독신자들의 모습에서도 유추

할 수 있다. 주물은 어떠한 사물을 뜨기 위해 외형만 남아 있는 것으로,

주물의 형태를 한 독신자들은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텅 빈 존재들’이다.

‘초콜릿 가는 기계’에 대해서 뒤샹은 ‘독신자는 스스로 자신의 초콜릿을

간다(Le célibataire broie son chocolat lui-même)’고 이야기했는데180),

이는 독신자들의 자위(onanisme)를 뜻한다. 이처럼 독신자들은 ‘자신의

초콜릿을 자신이 간다.’ 즉, 그들은 성관계가 아닌 자위를 통해서만 욕망

에 이를 수 있고, 이는 남성 독신자들이 진정한 욕망의 완성에 이르지

못함을 뜻한다.

2.2 <여행가방 속 상자>

178) Marcel Duchamp, George Heard Hamilton and Richard Hamilton, The Bride
Stripped Bare by Her Bachelors, Even, Edition Hansjörg Mayer, 1976. (이 책

에는 페이지 표시가 없음), 돈 애즈, 닐 콕스, 데이비드 홉킨스, 앞의 책, pp.

127-128.

179) John Golding, 앞의 책, p. 81.

180) 뒤샹이 프랑스 루앙에 있는 제과점 진열장에서 본 분쇄기를 스케치한 그림인

1913년 작 <독신자는 스스로 자신의 초콜릿을 간다>에 쓰여 있는 문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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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셀 뒤샹은 1935년 자신의 친구이자 후원자인 카트린 드라이어

(Catherine Dreier)에게 쓴 편지에서 “나는 내가 만들었던 모든 물건을

담은 앨범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썼다. 이것이 바로 그의 이전 작품들의

복제품을 상자 안에 모아 만든 <여행가방 속 상자(Boîte-en-valise)>(일

명 <상자>)(도판 2)이다. 이 상자는 ‘여행가방’이라는 말처럼, 위급상황

에 자신의 모든 작품들을 보존하거나 운반하기 위해 만든 것처럼 보인

다. 요컨대, “갖고 다닐 수 있는 박물관(portable museum)”인 것이다.181)

<상자>는 1935년부터 시작해서 41년에 첫 번째 에디션이 완성되었다.

이후 뒤샹이 죽을 때까지 여러 버전의 상자 수 백 개가 만들어졌다. 이

상자들은 그 재질이나 색깔, 또는 복제된 작품의 종류나 수 등에서 미미

한 차이를 보인다. 그 중 이 작품들의 준거점을 이루는 처음 스무 개의

작품들은 <마르셀 뒤샹의 또는 마르셀 뒤샹에 의한, 에로즈 셀라비의 또

는 에로즈 셀라비에 의한(de ou par Marcel Duchamp, de ou par Rrose

Sélavy)>이라는 부제를 갖고 있다.

<여행가방 속 상자>의 모습을 살펴보자. 상자 안에는 뒤샹이 ‘아이템

(item)’이라 부른, 그의 작품 69개의 복제품들이 들어있다. 이들은 가방

안에 차곡차곡 접히고 쌓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모양은 일반적

인 미술 작품이 전시장 벽에 걸려 감상할 수 있는 형태를 띠고 있는 것

과는 상당히 다르다. <여행가방 속 상자>는 그 작품 자체로는 벽에 걸

어 감상할 수가 없고, 상자를 열고 안에 있는 이미지들을 모두 꺼내어

늘어놓아야만 감상이 가능한 것이다.

상자를 열면 맨 처음 <큰 유리>와 세 개의 레디메이드들, 즉 <파리의

공기 50cc(50cc air de Paris)>, <여행용 접의자(...Pliant, ... de

voyage)>, <샘>의 복제 이미지들이 전면에 붙어 있다. 이를 중심으로

접혀 있는 왼쪽과 오른쪽의 날개들을 펴면, 각각 <계단을 내려오는 누

드>와 <너를 나에게(Tu m')>, <아홉 개의 말릭 주물(9 moules

181) Ecke Bonk, Marcel Duchamp: The Box in a Valise, trans., David Britt,

New York: Rizzoli International Publications, Inc., 1989.

뒤샹이 이 작품을 만들기로 한 1935년은 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고 있었고 독일

군의 침공으로 인해 프랑스의 정세는 매우 위험했다. 뒤샹과 그의 친구들은 독일

군의 파리 점령을 피해 남부 프랑스로 향해야했다. 이런 상황은 뒤샹이 자신의

많은 작품들을 온전하게 보존하고자 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불러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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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âlic)>, <물레방아를 담은 글라이더(Glissière contenant un moulin à

eau)>, 그리고 <레디메이드(빗) (Readymade: Comb)>의 복제품이 붙어

있다. <큰 유리>와 레디메이드들이 붙어 있는 가운데 판은 투명해서 그

판을 통해 밑의 이미지들을 볼 수 있다.

열려 있는 상자의 아랫부분, 즉 상자의 내부에는 1910년부터 1940년까

지의 작품들이 장르 또는 모티브에 따라 분류되어 모여 있는 여러 개의

폴더(feuilles libres)가 있다. 예를 들어, 뒤샹의 초기, 자연주의적 회화를

보여주는 폴더에는 <아버지 초상화(Portrait père)>, <뒤무쉘 박사의 초

상화(Portrait Dr. Dumouchel)>, <수풀>, <체스시합(Partie d'èchec)>이

있고, <체스 선수들(Joueurs d'èchecs)>과 <계단을 내려오는 누드>와

같은 입체주의 작품들은 하나의 폴더에 모여 있다. 또한 개념 미술 작업

들도 하나의 폴더에 붙어 있는데, <L.H.O.O.Q.>, <치과의사 창크(Soin

dentaires Dr. Tzanck)> 등이다. 이처럼 <상자>는 뒤샹의 초기작부터

근작까지 모든 작품과 주제들을 아우르고 있다. 그리하여 이 작품은 뒤

샹 작품을 모아놓은 “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182)

182) <여행가방 속 상자>는 1936년부터 1940년까지의 아이템 준비 기간을 거쳐

1968년 뒤샹이 죽을 때까지 총 320개가 만들어졌다. 그 중 1966년 이전에 만들어

진 <상자>들은 총 69개의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데, 17개가 가방 내부에 고정되

어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13개의 폴더로 분류되어 있다. 그 작품 목록은 다음

과 같다.

① de ou par MARCEL DUCHAMP ou RROSE SELAVY

② La Mariée mise à nue par ses célibataires, même (Le Grand Verre)

③ 50 cc air de Paris

④ ... pliant, ... de voyage

⑤ Fountain

⑥ 9 moules mâlic

⑦ Glissière contenant un moulin à eau (en métaux voisins)

⑧ Ready made, New-York, Feb. 17 1916, 11: A.M.

⑨ Tu m'

⑩ Nu descendant un escalier

⑪ Mariée

⑫ Le roi et la reine entourés de nus vites

⑬ Sonate

⑭ 3 stoppages étalon

⑮ règles à tracer

⑯ Broyeuse de chocolat

⑰ Why not sneeze

⑱ Moulin à caf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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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품은 그 복잡함만큼이나 다양하게 해석되었다. 이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개념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뒤샹적 재생산(Duchampian

reproduction)’이다. 이 작품이 이전 작품들의 복제로 이루어져있다는 점

은 어떠한 것을 그대로 복제하는 ‘재생산’의 개념을 환기시킨다. 그러나

<상자>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복제가 아닌 변형된 모습의 복제를 보여

준다. 이러한 모순적인 재생산을 이론가들은 ‘뒤샹적 재생산’이라 부른다.

이는 요컨대 원본과 아주 똑같은 복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본을

다시 만드는 것이다. <상자>를 면밀히 분석한 에케 봉크(Ecke Bonk)는

이 작품에서 “기계적 재생산과 재생산의 좀 더 ‘해석적인’ 형태의 가능성

사이의 구분”183)을 보았고, 달리아 주도비츠(Dalia Judovitz)는 “회화의

폴더 1: Portrait père, Portrait du Dr Dumouchel, Le Buisson, Partie d'échecs

폴더 2: Médiocrité, Portrait, à propos de jeune soeur, Yvonne et Magdeleine

déchiquetées, Encore à cet astre

폴더 3: Jeune homme triste dans un train, Joueurs d'échecs, Joueurs

d'échecs, Portrait de joueurs d'échecs, Nu descendant un escalier

폴더 4: 2 nus: un fort et un vite, Le roi et la reine traversés par des nus

vites, Le roi et la reine traversés par des nus vites

폴더 5: Le passage de la vierge à la mariée, Vierge, Vierge, La Mariée

mise à nue par ses célibataires

폴더 6: Cimetière des uniformes et livrées, Glissière (vue de dos), Broyeuse

de chocolat, Elevage de poussière (dos du grand verre, détail) Combat de

boxe

폴더 7: Ready made(bottle dryer), Ready made(hat rack), In advance of the

broken arm, Ready made malheureux, Sculpture de voyage, Pharmacie

폴더 8: Ready made aidé (à bruit secret), 33 West 67th. New-York

(1917-18), Roue de bicyclette (exemplaire 1916), Trébuchet (porte-manteau

accroché au sol - 1917), Apolinère enameled

폴더 9: L.H.O.O.Q., Soins dentaires du Dr Tzanck, Ready made rectifié

'WANTED/$2,000 REWARD', Obligation de Monte Carle

폴더 10: La bagarre d'Austerlitz, Fresh Widow

폴더 11: A regarder d'un oeil, de près pendant presque une heure,

Couverture, Tèmoins oculistes (à regarder en transparence), Coeurs volants

폴더 12: Rotative plaques verre, Rotative demi-sphère, Rotative plaques

verre (Stéréoscopie Man Ray), Stéréoscopie à la main, Rotorelif-disque optique

폴더 13: Morceaux moisis, Recette, Rendezvous du Dimanche 6 Février 1916

à 1h 3/4 après midi (이 작품들은 이전에 만들어지지 않은 것으로, 즉 복제품이

아닌 원본이다.)

1966년 이후에는 3개의 폴더에 붙여져 있는 12개의 아이템이 추가되었다.

183) Ecke Bonk, 앞의 책, p.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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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승자는 재생산을 통해 재정의된 예술적 생산이라는 개념의 기능”184)이

라고 분석했다.

<상자>의 형식을 보면 뒤샹적 재생산의 구체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작품의 제작 과정은 “만들기”라는 문제, 그리하여 원본성

(originality)이라는 문제에 의문을 제기한다. 뒤샹은 콜로타입(collotype;

pochoir) 인쇄법을 사용했는데, 이는 원본의 사진을 찍고 이를 현상, 인

화한 다음 그 위에 직접 색칠을 하는 방법을 통해 아이템들을 만드는 것

이다.185) 이 아이템들은 물론 원본의 모사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들 각

각이 변경된 부분을 갖고 있는 개별적인 것들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원

본과 복제품의 관계에서 우리는 원본과 복제품을 구별할 수 없게 된다.

원본과 복제품이 너무 똑같아서가 아니라, 어느 하나만이 원본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없고 단지 많은 버전들이 있기 때문이다.186)

두 번째로, 이 작품에 수많은 버전이 있다는 점 역시 뒤샹적 재생산을

보여주며 ‘원본성’ 개념에 문제를 제기한다. 뒤샹은 35년부터 그가 죽기

전까지 총 300개의 상자를 만들었고 이 중 20개는 “de luxe” 버전으로

가죽 상자로 만들어졌다. 이 버전은 페기 구겐하임, 카트린 드라이어 등

뒤샹의 친구들에게 선물로 주어졌다. 이 각각의 상자에는 받는 사람의

이름이 쓰여 있고, 상자의 덮개에 있는 작품과 덮개 색깔이 모두 다르다.

1950년 이후에는 “non valise version”, 즉 “여행가방이 아닌 버전”이 만

들어졌는데, 이들은 69개보다 더 많은 아이템들을 담고 있다. 이런 식으

로 뒤샹의 <여행가방 속 상자>는 수많은 변형을 보이는데, 우리는 이들

중 어떤 것이 ‘원본’ 또는 ‘진품’이고 어떤 것이 그것의 ‘복제품’ 또는 ‘가

짜’인지 규정할 수가 없다. 각각의 상자가 모두 그 나름대로 ‘원본’인 것

184) Dalia Judovitz, Unpacking Duchamp,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5, p. 73.

185) 포슈아르는 스텐실의 한 종류로, 스텐실은 시각 예술에서 판지나 금속의 구멍

을 통해 장식하려는 표면에 잉크나 물감을 흘려 도안을 복사하는 기법이다. 포슈

아르는 섬세한 기법으로 제작하는 한정된 수의 정교한 스텐실 판화라고 보면 되

며, 핸드 컬러링이나 핸드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도 한다. (돈 애즈, 닐 콕스, 데이

비드 홉킨스, 앞의 책, p. 221, 옮긴이 각주)

186) 이러한 점에 대해 봉크는 “시간이 소요되는 고도의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그는

고유의 미술 작품과 다수 사이의, 원본과 그것의 기계적 재생산성(mechanical

reproducibility) 사이의 경계를 흐리게 만들었고, 정의하거나 구분하기 어려운 많

은 이행적 단계들을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Ecke Bonk, 앞의 책,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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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3. 두 작품의 분석

3.1 과거 장면의 사후적 구성

여러 작품 이미지들을 조합해 만든 <큰 유리>와, 이를 포함하여 많은

과거 작품들의 복제품들로 이루어진 <상자> 사이에서는 서로 비슷한 이

미지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구성방식은 확연히 다르다. <큰 유

리>의 경우 거대한 유리판 위에 마치 이차원의 작품인 것처럼 이미지들

이 배열되어 있고, <상자>는 작은 여행가방 안에 각자의 위치와 고유의

조합방식을 갖는 좀 더 복잡한 설치작품인 것이다. 이 두 작품들에서 보

이는 기표들을 은유와 환유의 수사학을 통해 분석해보자. 요컨대, 각각의

기표들이 어떠한 유사성 또는 인접성을 보이며 연결될 수 있는지, 그러

한 연결을 통해 어떠한 장면을 사후적으로 만들어내는지 분석해보자.

프로이트가 <늑대인간>에게서 제일 먼저 ‘불안-꿈’을 이끌어냈듯이,

<여행가방 속 상자>의 기표들을 이끌어내보자. <상자>는 여행가방 속

에 여러 작품들이 겹치고 쌓여 있는 형태이므로, 가방을 열어 작품들을

한 겹 한 겹 살펴보아야 한다. 여러 버전들 중 한 가지를 가져와 가방을

열면, 윗부분에 그 버전에 따른 아이템이 붙어있고 밑에는 <마르셀 뒤샹

또는 에로즈 셀라비로부터 혹은 의해(De ou par MARCEL DUCHAMP

ou RROSE SELAVY)>가 있다.(도판 3, 7) 이것은 나무판 위에 나무막

대를 M자로 붙여 놓은 모양인데, 이 M은 Marcel의 첫 글자처럼 보이기

도 하고 이젤의 뒷부분처럼 보이기도 하며 구획을 긋는 경계선처럼 보이

기도 한다.

이 나무판을 위로 올리면 투명한 여러 작품 이미지들이 서로 겹쳐있는

모습이 보인다.(도판 4) 왼편에는 위에서부터 <50cc air de Paris>,

<...pliant, ...de voyage>, <fountain>이 있고 오른편에 <큰 유리>의 복

제품이 넓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투명한 <큰 유리>의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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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작품들이 겹쳐 놓여있기 때문에 <큰 유리>의 모습을 정확히 알아

보기는 어렵다. <큰 유리> 뒤에 있는 작품들을 꺼내보자. 왼편으로는

<계단을 내려오는 누드(Nu descentdant l’escalier)>가, 오른편으로는 위

에서부터 <Tu m'>, <Ready made(comb)>, <유사한 금속으로 만든 물

레방아를 갖고 있는 글라이더(Glissière contenant un moulin à eau en

métaux voisins)>, 그리고 <9개 말릭 주물(9 moules malic)>이 있다.(도

판 5) 왼편의 <계단을 내려오는 누드>는 한 번 열어 그 뒤의 작품들을

볼 수 있는데, <신부(Mariée)>와 <재빠른 누드에 둘러싸인 왕과 왕비

(Le roi et la reine entourés de nus vites)>가 그것들이다.(도판 6)

여기까지가 가방을 열었을 때 세워져있는 윗부분에서 볼 수 있는 작품

들이다. 밑부분에는 여러 복제품들이 폴더(feuilles livres)에 분류되어 차

곡차곡 쌓여 있다. 윗부분의 작품들, 그 기표들은 각각 유사성 또는 인접

성에 의해 <큰 유리>의 기표들과 연결되고, 이러한 기표들의 연결을 통

해 하나의 장면이 만들어진다. 그것은 바로 ‘신부를 발가벗기기(mettre

la mariée à nu)’이다.

<상자>를 열었을 때 가장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은 바로 <큰 유리>이

다. 이 <큰 유리>의 복제품은 두말할 나위 없이 <큰 유리>라는 과거의

작품을 가리키고 있다. 그 주위에 보이는 여러 기표들을 분석해보자. 우

선 <큰 유리>의 독신자들 왼편에 있는 <샘(Fountain)>은 당시 남성용

변기를 거꾸로 뒤집어놓은 것이다. 게다가 이 작품은 한국말로는 ‘샘’이

라고 번역되고 있지만, 실제 뜻은 물이 솟구쳐 나오는 ‘분수(fountain)’이

다. 즉, <샘>이라는 기표는 ‘남성’이라는 기표, 즉 물을 뿜어대는 ‘남성

독신자들’이라는 기표를 은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샘>

위의 <...pliant, ...de voyage>는 원래 타이핑 기계 덮개로 만든 레디메이

드였다. 그러나 그 형태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것은 속이 비어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한 ‘텅 빔’은 바로 위에 있는 <파리 공기 50cc(50cc air de

Paris)>와 연결되는데, 이 아이템은 제목 그대로 ‘공기(air)’를 가지고 있

는 것이다. 이러한 기표들은 공기의 형태를 갖고 있는 ‘가스’, 즉 <큰 유

리>에서 남성독신자들이 내뿜는 ‘가스’를 은유한다.

<큰 유리> 오른편을 살펴보자. <Tu m'>에서 여러 장의 네모난 색판

들은 은하수 안에 있는 네모난 환기 피스톤들과 형태적으로 닮아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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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 피스톤들의 은유이며 따라서 이 색판들을 통해 신부가 만들어내는

‘연료’가 이동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색판들이 끝나는 지점 아래에 있는

오른쪽 방향을 가리키는 손은 이동방향을 더욱 분명하게 알려준다. 이렇

게 이동한 연료는 <유사한 금속으로 만든 물레방아를 갖고 있는 글라이

더>, 즉 물레방아를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다. 그리고 <Ready

made New-York, Feb. 17 1916, 11:A.M.>이라는 레디메이드를 찍은 아

이템은 이러한 색판들과 평행으로 놓여 있다. 그 아래에는 <9개 말릭 주

물>, 즉 신부가 만들어낸 자극을 받는 9명의 남성독신자들이 큰 자리를

차지한다. 이처럼 <큰 유리>를 왼편과 오른편의 아이템들의 분석을 통

해 이들이 독신자들의 ‘가스’와 신부의 ‘연료’의 흐름을 은유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큰 유리> 아이템 왼편에서 볼 수 있는 세 장의 큐비즘 회화 작품들

은 <큰 유리> 작품에서 독신자들의 목표였던 신부와의 합일, 즉 ‘신부를

발가벗기기’라는 기표가 변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계단을 내려오는

누드>(도판 8)에서는 ‘누드’라는 기표가 보이고, <신부>(도판 9)는 말 그

대로 ‘신부’이며, <재빠른 누드들에 둘러싸인 왕과 왕비>(도판 10)는 제

목에 ‘누드(nus)’라는 기표를 가지고 있다. 제목들 자체가 ‘신부’ 또는 ‘벗

기기’라는 기표를 은유하는 기표들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아이템들은 형

태상으로도 ‘신부를 발가벗기기’라는 기표를 만들어낸다. <계단을 내려오

는 누드>에서 인물은 주로 삼각뿔이나 원통 등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데, 이는 <큰 유리>에서 ‘신부’의 삼각뿔 모양의 웨딩드레스와 유사하다.

<신부>는 좀 더 직접적으로 <큰 유리>의 ‘신부’를 가리키고 있다. <재

빠른 누드들에 둘러싸인 왕과 왕비>는 <큰 유리> ‘신부’와 신부에게서

이어진 기구들을 해체하여 그려놓은 큐비즘 회화처럼 보인다. 이와 같은

제목의 유사성, 형태의 유사성으로 인해 세 회화 아이템들은 서로 조합

되어 ‘신부를 발가벗기기’라는 기표를 은유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표들과 그것이 은유하는 것들을 조합했을 때, <상자>를

열었을 때의 윗부분은 독신자들이 내뿜는 가스와 신부의 연료의 순환,

그리고 그러한 가스와 연료가 목적으로 하는 신부 발가벗기기를 나타내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 아랫부분으로 이동해보자.(도판 11) 윗부분을 다 열어놓은 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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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부분을 보면 우선 <에로즈 셀라비는 왜 재채기를 하지 않지(Why Not

Sneeze Rrose Selavy)>라는 작품을 사진으로 찍은 아이템이 맨 위편에

있고, 왼편에는 <세 개의 표준정지장치>가, 오른편에는 뒤샹의 자매들을

그린 큐비즘 회화인 <소나타(Sonate)>가 있다. 가장 전면에 나와 있는

<소나타>는 네 명의 인물이 모여있는 모습이 마치 X자를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는 앞서 <마르셀 뒤샹 또는 에로즈 셀라비로부터 혹은 의

해>의 M자를 연상시킨다. <소나타>는 이러한 연상작용에 의해 자연스

럽게 ‘마르셀 뒤샹’으로 이어지고, 바로 위의 <에로즈 셀라비는 왜 재채

기를 하지 않지>가 연상시키는 ‘에로즈 셀라비’와 이어진다.

여기에서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사이에는 <에로즈 셀라비는 왜 재채기

를 하지 않지>의 아이템이 마치 두 부분을 연결하는 경첩과도 같이 놓

여 있다. 윗부분이 가리키는 ‘신부를 발가벗기기’와 아랫부분이 가리키는

‘마르셀 뒤샹’ 또는 ‘에로즈 셀라비’가 <에로즈 셀라비는 왜 재채기를

하지 않지>를 통해 연결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뒤샹은 왜 ‘에로즈 셀라

비는 왜 재채기를 하지 않지’라고 묻는가? 어떤 경우에 에로즈 셀라비가

재채기를 할 것이라고 기대되는가? 에로즈 셀라비는 여성의 이름이고,

신부 또한 여성이다. 또한 ‘발가벗기기’와 ‘재채기’는 인접성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이 제목을 ‘신부는 왜 재채기를 하지 않지’로 바꿀 수 있다. 다

시 말해, 이 제목은 신부를 발가벗겼는데도 그녀는 왜 재채기를 하지 않

느냐는 물음을 은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아랫부분의 <소나타>는 ‘신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 <소나타>의 형태는 M, 즉 마르셀 뒤샹과 조우하고, ‘에로

즈 셀라비’는 뒤샹의 여성 자화상이다. 따라서 역시 여성인 ‘신부’를 연상

시킨다. 뿐만 아니라 <소나타>와 그 밑의 폴더들에 담긴 아이템들을 보

기위해서는 폴더들을 하나씩 벗겨 내야, 즉 발가벗겨야 하는 것이다.187)

<상자>의 아랫부분, 즉 폴더가 담긴 부분은 ‘발가벗겨져야 하는 신부’에

대한 은유이고, 폴더들을 보기 위해 하나씩 꺼내어 펼치는 것은 신부의

옷을 하나씩 벗기는 것에 해당한다.

187) 더구나 이 여러 아이템들이 담겨 있는 ‘폴더’는 원어로는 feuille로, 직역하면

‘나뭇잎’이다. 이것을 영미권에서는 'folder'로 번역하기에 한국어로도 ‘폴더’라 번

역했지만, 원어를 생각해보면 나무에 매달린 이파리를 하나씩 뜯어 펼쳐내는 모

습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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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상자>의 여러 기표들은 <큰 유리>의 기표들

과 은유, 환유의 관계로 얽혀 있으며, 이를 통해 그들이 은유하는 것을

연상해보았을 때 <상자>는 ‘신부를 발가벗기기’라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

으로 읽을 수 있다. <큰 유리>도 ‘신부를 발가벗기기’라는 같은 주제를

보여주지만 두 작품의 시점은 다르다. <큰 유리>의 제목에서 신부는 이

미 발가벗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작품을 살펴보면 신부와 독신자들

의 합일은 실패될 수밖에 없으므로 신부는 아직 발가벗겨지기 전이다.

반면 <상자>를 통해 만들어진 장면에서는 신부를 실제로 발가벗길 수

있다. 작품을 본다는 것은 폴더들을 꺼내어 펼쳐보는, 즉 신부를 발가벗

기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장면은 신부를 발가벗기고

있는(en train de mettre à nu) 과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상자>와 <큰 유리>의 기표 분석, 그리고 이를 통해 만들어진 ‘신부

를 발가벗기는 과정’이라는 장면은 앞서 살펴본 <늑대인간> 사례에서

‘불안-꿈’에 의해 ‘원초적 장면’이라는 장면이 만들어진 것에 대응해볼 수

있다. ‘불안-꿈’의 기표를 환자가 듣고 보았던 사건들의 기표들과 연결해

보았을 때, ‘원초적 장면’이 사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상자>의 경

우에서도 마찬가지로 <상자>의 기표를 과거 작품인 <큰 유리>의 기표

들과 연결해보았을 때 ‘신부를 발가벗기는 과정’이라는 장면이 사후적으

로 만들어짐을 알 수 있다. 이를 라캉의 그래프3에 대응하면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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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캉의 그래프3에 뒤샹의 작품들을

대입한 모습

<늑대인간>에서는 그러한 원초적 장면의 의미, 즉 환자의 무의식적

욕망 역시 사후적으로 주어졌으며 ‘불안-꿈’ 역시 그 욕망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상자>의 경우 역시 사후적으로 만들어진 장면을

통해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질 것이며, 그 의미가 <상자>와 <큰 유리>

에게도 부여되는 것으로 이해될 것이다.

3.2 의미의 사후적 구성

<상자>를 통해 사후적으로 만들어진 ‘신부를 발가벗기는 과정’의 장면

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신부를 발가벗기고자 하지만 결국 실패하는 <큰

유리>와 그 발가벗기는 과정을 이끌어 보여주는 <상자>, 이 둘의 기표

들은 모두 ‘신부’와 연결되어 있으며 ‘신부’를 중심으로 모든 일이 돌아간

다. 도대체 이 ‘신부’는 누구인가 또는 무엇인가?

‘신부’는 뒤샹의 작업을 통틀어 기묘하게 생긴 실린더 모양으로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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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뿐 더 구체적인 정보는 보이지 않는다. 반면, 신부들을 발가벗기고자

하는 남성 독신자들은 좀 더 구체적인 모습을 보인다. 왕비를 발가벗기

는 ‘왕’이나 ‘기사’, 당대 여러 직업 유니폼들의 모습을 하고 있는 ‘독신자

들’ 등이다. 하지만 <큰 유리>와 <상자> 그 무엇도 옷이 벗겨진 신부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신부’의 정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상

자>가 이끄는 대로 ‘옷을 벗기는 것’이다. 그 지시대로 폴더를 한 장씩

벗겨 살펴보자. 결국 신부의 옷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폴더들은 흥미롭게

도 뒤샹의 전 작품세계 뿐만 아니라, 매우 다양한 장르들을 담고 있다.

사실주의적인 초상화에서부터 큐비즘, 설치, 설계도면, 개념미술, 레디메

이드, 행위예술, 그리고 언어유희까지, 당시 미술의 거의 모든 장르를 담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옷을 벗기면 무언가가 나올 것이라고 기

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황당한 언어유희를 담고 있는 폴더를 끝으로, 아

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모든 폴더들의 총체가 바로 ‘신부’라

고 볼 수는 없는가? 요컨대, 우리가 옷을 벗기고자 하는 신부는 바로

여러 다양한 장르들로 이루어져 있는 ‘미술’인 것이다.

‘신부’가 ‘미술’에 대한 은유라고 보았을 때, 신부를 발가벗기려는 욕망

은 곧 미술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한 겹 한 겹 벗겨 그 정체를 알고자

함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후적으로 재구성된 장면에서 미술을 발가

벗긴 결과는 무엇인가? 이를 통해 우리는 미술과 합일할 수 있는가 혹은

미술의 정체를 밝힐 수 있는가? 아이러니하게도 또는 어이없게도 ‘신부’,

즉 ‘미술’을 이루는 <상자> 아랫부분은 언어유희를 보여주는 폴더 13으

로 끝이 난다.(도판 12) <상자>의 아이템들 중 유일하게 ‘원본’인 이 폴

더는 어떤 회화적 재현이나 개념적 실험이 아닌 아무 의미도 없는 소리

들의 조합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중 한 부분을 살펴보면, “Litanie des

saints: je crois qu'elle sent du bout des seins. Tais-toi, tu sens du

bout des seins. Pourquoi sens-tu du bout des seins? Je veux sentir

du bout des seins.”이라고 쓰여 있다. 이는 “성인들의 송가188): 나는 그

녀가 젖꼭지로 느낀다고 생각한다. 시끄러워, 너는 젖꼭지로 느낀다. 왜

너는 젖꼭지로 느끼는가? 나는 젖꼭지로 느끼고 싶다”라는 뜻으로,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인다. 이를 소리 내어 읽으면 “리따니데셍: 쥬크롸껠썽뒤

188) 이 단어는 ‘지루한 반복’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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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데셍. 떼뚜와뛰썽뒤부데셍. 뿌르꾸와썽뛰뒤부데셍”이다. 여기에서 썽,

뒤부데셍, 데셍 같은 소리들이 반복됨을 알 수 있다. 이 마지막 폴더는

무의미한 형식적 유희가 유일하게 원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온갖 유의미한 미술장르들을 벗겨버린 후에 마치 중요한 결말처럼 드러

나는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그렇다면, 미술을 발가벗긴 결과, 미술의 정

체를 알고자 노력한 결과가 바로 이러한 아이러니 또는 무의미함이라고

할 수 있다.

<상자>를 통해 사후적으로 만들어진 ‘신부를 발가벗기고 있는 장면’은

곧 ‘미술의 모든 장르들을 제거했을 때 남는 것은 언어유희’라는 의미를

가리키고 있다. 우리가 ‘미술’이라고 생각하는 인공적인 생산물들, 그리고

‘미술작품’이라고 부를 수 있는 물질들은 모두 일정한 규칙에 따라 만들

어진다. ‘신부’의 요체, 즉 여러 장르들을 담고 있는 13개의 폴더는 그 규

칙들을 압축해서 보여준다. 사실주의적인 회화, 그로부터 벗어나고자 한

입체주의, 미술이라는 개념의 경계를 무너뜨리려고 한 레디메이드 또는

개념미술 등 이 장르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반발하여 나타난 역동적인 힘

들이다. ‘미술’이 무엇인지 그 정체를 밝히기 위해 미술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장르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작업은 그러나 단지 언어유희만을 남

긴다. 어떠한 의미도 없이 그저 즐거움만이 남아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후적으로 구성된 장면은 다시 한 번 우리가 ‘미술’이라고 여기는 것에

대해 숙고하도록 해준다. 미술의 본질은 결국 언어유희와 같은 즐거움뿐

인 것인가?

마지막으로 ‘미술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언어유희’라는 의미는 <자신

의 독신자들에 의해 발가벗겨진 신부, 조차도>를 다시 보도록, 그리하여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지도록 한다. 이 작품의 제목에 다시 주목해보자.

모든 수식들을 제거해보면, 결국 이 작품은 ‘신부’이다. 다시 말해, 여러

다양한 장르들로 이루어진 ‘미술’이다. 결국 <자신의 독신자들에 의해 발

가벗겨진 신부, 조차도>라는 작품은 ‘미술’에 대한 은유인 것이다. <큰

유리>의 세부 이미지들이 다양한 장르와 기법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이 은유를 뒷받침한다. 이 작품 안에는 정교한 스케치, 사진, 구멍 뚫기,

입체주의, 개념미술 등 다양한 장르들이 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이 작품

의 제목은 ‘모든 장르들을 제거한 후의 미술, 조차도’로 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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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조차도(même)’는 결정적인 종결을 만들어낸다. 프랑스어에

서 même는 ‘조차도’라는 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자신, 바로 그것’

을 의미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le jour même de sa naissance는 ‘그(녀)

가 태어난 바로 그 날 또는 그 날 자체’를 의미한다.189) 그러므로 <La

Mariée mise à nu par ses célibataires, même>는 ‘자신의 독신자들에

의해 발가벗겨진 신부, 조차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독신자들에 의해 발

가벗겨진 바로 그 신부 또는 신부 자체’라고 읽을 수도 있다. 후자의 독

해는 이 작품이 ‘미술’에 대한 은유라는 독해와 공명한다. 결국 이 작품

은 ‘모든 장르들을 제거한 후의 미술 그 자체(L'Art même mis à

nu)’인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미술에서 모든 장르들을 제거했을 때 남

는 것은 결국 다시 한 번 언어유희이다. <La Mariée mise à nu par ses

ibataires, même>는 마르(Mar)와 셀(cél), 즉 ‘마르셀’을 가리키기 때문이

다.

<큰 유리>와 <상자>의 기표분석은 이렇게 <큰 유리>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이끌어낸다. 정체가 분명한 이미지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것들

이 모두 모여 만들어내는 의미는 분명하지 않은 이 작품은 그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읽혀 왔다. 그 중 가장 일반적이라고 여겨지는 해석은 영

국의 미술사학자인 존 골딩(John Golding)의 해석이다. 그는 <큰 유리>

가 서양의 오랜 비기인 연금술의 상징주의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분석

했다. <큰 유리>에서 보여주는 ‘옷 벗기기(stripping)’ 도상이 곧 연금술

에서 ‘돌의 정화’를 의미하는 ‘처녀의 옷 벗기기’ 도상과 유사하다는 것이

다.190)

189) 정지영, 홍재성 엮음, 『동아프라임 불한사전』, 두산동아, 2003, <même> 참

조.

190) John Golding, Duchamp: The Bride Stripped Bare by her Bachelors, Even,
New York: The Viking Press, 1972. 그는 이 도상들의 유사성 외에도 뒤샹 당대

에 연금술적 사고방식이 널리 알려져 있었다는 점, 그리고 <큰 유리>의 다른 이

미지들과 연금술 도상들의 시각적 유사성을 증거로 들고 있다.

영미권에서 <큰 유리>에 대한 분석은 주로 1970년대에 이루어졌다. 이들은 모

두 <큰 유리>를 그 이전에 존재했던 도상들과의 형식적 유사성을 통해 분석했

다. 골딩은 위에는 신부가 위치하고 밑에는 독신자들이 위치하는 구도가 르네상

스 시대 성모 마리아 신앙 아래 만들어졌던 ‘성모승천(Assumption of Mary)’ 장

면의 구도와 유사하다고 지적했고, 옥타비오 파즈(Octavio Paz)는 고대 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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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독해는 <큰 유리>를 그 전사와의 관계 속에서만 분석한다. 그

러나 작품으로부터 읽을 수 있는 다양한 의미들을 고려할 때, <큰 유

리>보다 이후에 만들어진 <상자>와의 관계 속에서 그 기표들이 만들어

내는 역학을 분석할 때 앞서 살펴보았듯이 더 심층적인 의미를 읽어낼

수 있다. 그리고 작품 읽기를 한 발 더 나아가게 만들어준다. 정말로 미

술의 본질은 즐거움인가? ‘미술’, 즉 ‘신부’가 보여주고 있는 이 가지각색

의 장르들과 미술실천들은 무엇으로 봐야 하는가? 여기에서 우리의 분석

은 다시 한 번 시작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새로운 독자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계속 생기는 한 끝이 없다. 그리하여 새로운 분석들이 이전의 분

석에 보태어지고 또다시 새로운 분석들이 거기에 추가될 것이다. 그렇게

분석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191)

신화의 다이아나 여신이라고 분석했다. (Octavio Paz, Marcel Duchamp:
Appearance Stripped Bare, Seaver books, 1978.)

191) 정은경, 『벨라스케스 프로이트를 만나다』, 한길사, 2012, p. 62.

정은경은 이 글을 에드가 앨런 포우의 다음과 같은 문구로 끝을 맺고 있다.

“인생의 한 시기에 자신의 어떤 생각이 어떻게 거기까지 도달하게 된 것인지

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보는 일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한 작업에는 흥미로운 부분이 있으며, 그것을 처음 해보는 자는 그

출발점과 도달점 사이에 발생하는 무한한 것처럼 보이는 거리, 모순에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놀라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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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고는 정신분석학에서 이야기하는 시간성인 ‘사후성’의 내용을 정확하

게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 미술작품의 의미를 분석해보고자 했다. 우선

프로이트가 <늑대인간> 사례에서 이야기한 바의 ‘사후성’이 외상의 지연

된 작용임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그리고 프로이트를 계승한 라캉이 이

야기하는 ‘주체’의 생성 과정을 좇으면서, 상징계를 통해 다른 사람과 의

사소통할 수 있지만 동시에 무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자신의

욕망을 찾아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체에 대한 이러한

설명 속에서 사후성은 말에서 이루어지는 의미화작용, 주체가 기표로 대

리되는 과정, 그리고 그러한 말 속에서 재구성되는 과거를 통해 모습을

드러냈다. 이렇게 사후성은 라캉에 이르러 외상의 지연된 작용이 아닌,

과거의 사후적 구성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이 개념을 미술작품 분석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정신분석학적

미술비평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아야 한다. 그리했을 때, 정신

분석학적 비평은 기표들의 분석으로 이끌어져야 하며, 기표들의 운동 속

에서 사후성이 드러남을 알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뒤샹의 <큰 유

리>와 <상자>에 적용해봄으로써, <상자>를 계기로 일종의 환상적 장면

이 사후적으로 만들어졌음을 구성해보았다. 이 장면은 또한 새로운 의미

를 만들어내는데, 이에 따르면 <큰 유리>는 여러 가지 장르들로 이루어

진 ‘미술’이라는 총체가 결국 ‘유희’로 귀결됨을 의미하게 된다.

본고의 논의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그동안 지엽적으로

또는 왜곡되어 이해되었던 ‘사후성’의 정확한 원인과 작동방식을 밝힐 수

있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후성, 소위 ‘지연’은 프랑스 현대 철학과

신미술사의 영역에서 널리 쓰이며 세상의 현상을 이해하는 관점을 넓혀

주었다. 그러나 이는 정신분석학의 얼개에 엮여 있는 개념의 정확한 내

용은 간과하고 ‘미루어짐’이라는 한 가지 측면만을 따로 떼어 자신의 이

론에 적용한 경우가 많았다. 이 때 기표들의 연쇄 속에서 억압과 욕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후성’의 고유한 특성은 퇴색되어 버리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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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정신분석학에서 이야기하는 ‘사후성’이 그저 모든 ‘미루어짐’만

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며, 중요한 것은 장면과 의미의 사후적 구성임

을 밝혔다. 여기에서 사후성은 단순히 뒤집어진 인과관계 또는 선후관계

에서 벗어나 주체가 자신의 욕망, 더 정확히는 자신이 욕망하는 타자의

욕망에 따라 자신의 과거를 한 땀 한 땀 봉합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사후성은 더 나아가 주체와 타자의 욕망 사이의 관계를 알려주는

메커니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본고는 그동안 쉽사리 시도되지 않았던

사후성에 관한 논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것이 욕망하는 주체의 구

조 내에서 갖는 위치와 작동방식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사후성, 더 나

아가 정신분석학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둘째, 정신분석학의 사후성 개념을 미술작품을 분석하는 데에 적용함

으로써 정신분석학이 미술을 이해하는 데에 유용한 개념이 될 수 있는

한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다. 동시에 Ⅳ장에서 지적했던, 지금까지 이루어

져왔던 미술과 정신분석학의 만남이 갖는 한계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

고자 했다. 정신분석학이 탄생한 후 100여 년 동안 정신분석학과 미술은

긴요한 협력관계를 가지면서도, 미술은 그저 정신분석학을 증명하기 위

한 수단이 되고 정신분석학은 미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설명하지 못하

는 한계를 지녔다. 이는 미술의 관점에서 보면 정신분석학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그러한 이론의 적용이 실제 미술작품에 대해 알지 못했던 것을

알려주지는 않는 것이다.

오늘날 그러한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기표

분석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정신분석학적 비평이 이야기되고 있다. 본고

는 진정한 정신분석학적 비평은 기표의 분석이어야 함을 보여주고, 그

안에서 사후적 메커니즘을 통하여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질 수 있음을 살

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기표와 욕망이 만들어내는 정신분석학과

미술의 교차점에서 미술작품에 대한 해석은 더 넓은 지평으로 뻗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뒤샹의 <여행가방 속 상

자>를 <자신의 독신자들에 의해 발가벗겨진 신부, 조차도>와의 관계 하

에서 면밀히 분석했다. 그 결과 그저 ‘뒤샹식 재생산’의 범주에만 머물러

있었던 이 작품에 대한 해석을 확장시켰으며, <큰 유리>의 새로운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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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밝힐 수 있었다. <상자>는 이전에 만들어진 모든 작품들을 망라하

는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적게 논의되었다. 그러나 이 작품을

<큰 유리>와의 연관관계 속에서 살펴보면 이 작품이 <큰 유리>에서 더

나아간 환상적 장면을 구성하며, 이 장면으로부터 <큰 유리>에 새로운

의미가 주어짐을 알 수 있다.

미술작품의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그 기표들에 주목하고 그들에게서

작동되는 새로운 관계를 이끌어내는 것, 그리하여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내고 기존의 작품 역시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

로 본고에서 시도해보고자 한 정신분석학적 미술비평의 요체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작품 분석에 있어서 텍스트, 즉 기표들이 중요하게 된 지금

작품 분석의 세계는 끊임없이 새로이 태어나는 의미들로 넘쳐날 것이다.

그 의미들 중 몇몇은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사라질 것이고, 몇몇은 또 다

른 의문과 분석을 낳으며 다시 또 다른 구성과 의미를 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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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essay aims to construct and analyse meaning of an art work

through a mechanism so called afterwardsness in Lacanian

psychoanalysis.

The causality is usually considered to follow the order of

temporality: an incident in the past is the cause and brings the

consequence of the future. However, psychoanalysis claims a reversed

causality, temporality, and narrativity: afterwardsness. This refers to

the way that the present event influences retroactively-afterwardly-

the past event in human mind. This is based upon the fact that

human mind has the unconsciousness, and therefore, influences the

way of remembering and signifying his or her past. Freud revea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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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notion and explained it through a lot of experiences, especially

the Wolf Man, and later Lacan who is successor of Freud

conceptualized it. Yet, this notion is not fully illuminated but merely

discovered over many contemporary thoughts. Therefore, this essay

gives emphasis to grasp the notion’s position and content in Lacanian

psychoanalysis.

Afterwardsness reveals itself in the mind of subject. Lacan argues

that human has the unconscious state of mind which cannot be

captured by the conscious and that this is the foundation of human

mind. Furthermore, human becomes ‘subject’ by having the

unconsciousness, the neurosis, and the desire. Lacanian subject can be

explained through the symbolic order and the Oedipus complex. The

symbolic order is the order that human follows and the world in

which human lives and is represented by language. Lacan accepted

the structuralist linguistics in his time: a sign is composed of a

signified and a signifier. A signifier and a signified are not tightly

corresponding. There are lots of signified which can be correspond to

a signifier and they are sliding under the signifier. Thus, rhetorics

such as metaphor and metonymy are possible. This feature is also a

feature of the symbolic order.

Human enters to the symbolic order through the settlement of the

Oedipus complex. Oedipus complex, which is borrowed from the

Oedipus myth from the ancient Greece, composed of three times –

temps – between the child, the mother, and the father. In the first

time, the child considers that his mother has a lack and desires

something other than himself and he desires to be the phallus, which

is the object of the desire of the mother. In the second time, the

father is introduced who possesses the phallus and the child asks to

himself whether he has the phallus as his father does. Lastly, in the

third time, the child identifies himself with the father in order to

desire indirectly the mother’s desire. Like this, the child internaliz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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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al restrictions and laws.

Lacan explained the Oedipus complex with his theory of language.

According to this, the child represses the signifier of mother’s desire

and replaces it with the signifier of father’s law in order to obtain

the signified of mother’s desire. In other words, the signifier of

father’s law is a metaphor of the phallus, the signified of mother’s

desire. The repression of the signifier constitutes the unconsciousness

in the child’s mind. Then, the child becomes a neurotic who replaces

his wants to other signifiers, and a desiring subject.

The afterwardsness appears in the formation of the subject

through three stages. First, the signification that the signifier and the

signified correspond to each other in a speech is retroactive. Second,

the subject also reveals himself or herself, that is his or her desire in

the speech by this afterward signification. The subject has to be

represented by other signifier and this representation takes place

afterwardly in the speech. Thirdly, afterward process decides the

subject’s way of remembering his or her past. The subject’s past

constitutes afterwardly through his or her desire.

This essay tries to analyze the meaning of art works by adopting

the process of afterwardsness. Therefore, this also tries the analysis

of signifiers in artworks. Existing psychoanalytic art history and art

criticism have sometimes a flaw that they presuppose an answer and

adjust art works’ analysis to it and that art works become a mere

tool for the theory. This is resulted from the fact that they

emphasized the theory’s end result but not its process. True

psychoanalysis, according to Lacan, is to reveal a desire and then a

meaning through the play of signifiers. Psychoanalytic art history and

art criticism should be to reveal a desire and a meaning through the

play of signifiers in art works. This essay will use this methodology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La Mariée mise à nu par ses

célibataires, même and Boîte-en-valise by Marcel Duchamp.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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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that the art works’ signifiers replaces each other through

metaphor and metonymy, the latter influences afterwardly to the

meaning of the former, and therefore, a newly analyzed meaning will

be constructed.

keywords : psychoanalysis, afterwardsness, Lacan, Duchamp,

psychoanalytic art criticism

Student Number : 2008-2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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