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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논문은 뤼스 이리가레 철학의 촉각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촉각’

과 ‘여성 주체성’의 관계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지금까

지 철학사에서 인식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간과되어 온 촉각이 사실

상 여성 주체성에 근본적이라는 사실, 즉 주체 형성 과정에서 생성적이

고 창조적인 힘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해명하고자 한다.

프랑스 철학자 이리가레는 전통 철학에서 끊임없이 견지되어 온 시각의

특권화가 한편으로는 육체와 가장 가까운 촉각을 폄하하고, 다른 한편으

로는 여성을 억압하는 데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그녀에 따르면 전통 철

학은 일반적으로 촉각이 다른 감각보다 인식 능력에서 열등하며, 사실

판단이든 가치 판단이든 참을 판단하는 데에 오류의 근거로 기능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즉 오류 없는 진리를 추구해온 전통 철학은 촉각을 감

각들 중에서도 배제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온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촉

각뿐만 아니라, 몸, 감각, 감정, 주관 등에도 비슷한 혐의를 두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인식은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사유 방법을 추구한 전통 철

학이 몸보다는 정신을, 감성보다는 이성을, 촉각보다는 시각을 보다 우월

한 것으로 상정해 온 것에서 비롯한다. 이러한 인식을 분석하면서, 이리

가레는 철학이 배제해 온 것들의 공통분모가 “여성적-모성적”인 것과 관

련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즉 철학에서 “여성적-모성적”인 것은 남성적인

것과 대립되면서, 정신이 아닌 육체에 가까운 것, 이성적인 것이 아닌 감

각적인 것, 형상이 아닌 질료인 것을 대표하게 된다. 이로써 이리가레는

전통 철학에서 촉각의 억압과 여성의 억압이 서로 관련되어 있음을 포착

하고, 그 억압의 기원을 추적하여 촉각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시도한다.

왜냐하면 그녀에게 촉각을 활성화시키는 것이야말로 여성을 주체로 세우

는 일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리가레의 촉각론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전기 저작들과 중후기 저작들

을 대비시키는 것이 유용하다. 왜냐하면 전기 저작들에서 그녀는 촉각을

시각 중심주의와 남성 중심적 지배담론의 비판적 도구로 이용하는 데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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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 반면, 중기 이후의 저작, 특히 본고가 집중하는 『성차의 윤리학

(Éthique de la Différence Sexuelle)』에서는 촉각을 비판적 도구로 사용

하기 보다는 촉각 자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사유하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촉각이 비판적 도구이자 은유로 쓰이는 전기 저작과 긍

정적이고 경험적인 것으로 표현되는 중기 저작의 대비를 통해 그녀만의

‘여성 주체성’ 개념과 ‘성차’ 개념은 더욱 명백해진다.

그녀는 성차를 실행시키고 여성 주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촉각적인 것을

재사유할 것을 촉구한다. 왜냐하면 촉각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감각

대상의 실존을 증명하는 감각이기 때문이다. 그녀가 보기에 이러한 촉각

과 마찬가지로 전통 철학에서 여성 주체성은 가시화된 적이 없으며, 남

성 주체가 중성화되어 주체 일반의 권좌를 누려온 이래로 여성은 촉각과

같이 존재하지만 부인되어 온 주체이다. 다시 말해 철학과 정신분석학이

여성성을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결핍된 것으로 규정한 이유는 보이는 것

과 존재하는 것을 같은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이지 않아도

존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촉각은 여성 주체성을 주장하는 이리가레에

게 중요한 감각으로 나타난다. 그녀에 따르면 이 촉각은 인식적 기능에

서는 저급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체의 발생과 주체-타자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그녀는 촉각을 ‘인식적 측면’에

서 보기보다는 주체의 발생에 관여하는 ‘존재론적 측면’과 주체와 타자의

관계를 설정하는 ‘윤리학적 측면’에 주목하는 것이다.

메를로-퐁티와 레비나스의 감각론을 전유하는 이리가레는 메를로-퐁티

의 ‘살’ 개념과 레비나스의 ‘에로스’ 개념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자신만

의 독특한 촉각론을 전개한다. 이 두 남성 현상학자들의 감각론은 둘 모

두 남성적 관점에서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촉각의 존재론적이고 윤리학

적인 측면을 각각 사유했다는 점에서 그녀의 주목의 대상이 된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촉각적인 ‘사이’ 개념을 통해 주체와 타자가 동시에 발생

하며 둘 사이에는 비가역적 매개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녀는

이렇게 탄생한 주체와 타자가 서로에게 주체이자 동시에 영원한 타자임

을 주장하면서, 끊임없는 촉각적인 것 속에서 새로이 탄생하는 상호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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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통해 사랑의 윤리학을 설립할 것을 요청한다. 말하자면 촉각적인

것 속에서 비로소 여성이 주체로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주요어: 이리가레, 촉각, 여성 주체성, 성차, 시각중심주의, 팔루스로고스

중심주의, 페미니즘, 살, 사이-매개, 에로스, 감각적 초월

학번: 2009-2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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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에 표기된 쪽수는 모두 원서를 기준으로 했으며, 번역은 직접 하

였다. 참고한 번역본은 참고문헌에 함께 표기했다.

본문에서 이리가레의 중심 개념은 원어인 프랑스어로 표기하고 나머

지는 영어로 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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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본 논문은 뤼스 이리가레 Luce Irigaray(1930∼) 철학의 촉각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촉각’과 ‘여성 주체성’의 관계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

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철학사에서 인식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간

과되어 온 촉각이 사실상 주체 형성 과정에서 생성적이고 창조적인 힘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해명하고자 한다.

오감 중에서 시각은 눈앞에 있는 것을 명징하게 알려준다는 의미에서

지식에 가장 적합한 감각으로 여겨졌다. 또한 그러한 이유로 시각은 육

체적 감각임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인 것의 은유로 이용되었다. 가령, 플라

톤에게 시각은 탈물질적인 이성의 유비였다.1) 그는 시각을 육체적 감각

이라기보다는 진리에 이르게 하는 ‘정신의 눈’의 은유로 이용했으며, 이

정신의 눈을 통해 인간이 물질적인 현상계를 떠나 예지계에 있는 선의

이데아를 ‘볼’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조(contemplation)’의 어

원은 ‘보다’라는 의미의 ‘테오리아(theoria)’이다. 동시에 테오리아는 사물

을 거리를 두고 ‘봄’으로써 그것의 본질을 탐구하는 ‘이론(theory)’의 어

원이기도 하다. 즉 이론이나 사유는 “오직 시각에 대해서만 어떤 유사성

을 갖는 것”으로 생각되었다.2) 관조하는 행위는 현상의 너머에 있는 사

물의 본질을 ‘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철학은 대상의 본

질을 탐구하는 데 방해가 되는 감각들을 이론에서 제거하면서도 시각만

은 특권화했다.

시각은 미학이 탄생한 근대에서도 비슷한 위상을 지녔다. 바움가르텐

은 ‘감성적 인식에 관한 학’을 정립하고자 ‘미학’을 제창했다. 그에 따르

면 “미는 일단 진리나 선과 마찬가지로 형이상학적 완전성을 표현하는

여러 형식들 중 하나이다.”3) 그는 완전성에 관한 학문인 논리학을 두 가

1) Evelyn Fox Keller and Grontkowski Christine R., "The Mind's Eye", Discovering
Reality: Feminist perspectives on Epostemology, Metaphysics, Methodology, and
Philosophy of Science, ed., Sandrea Harding and Merrill B. Hintikka, 1983, p.
213-214.

2) 오병남, 『미학강의』,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p. 13.

3) 이창환, 「근대 미학의 발생론적 근거에 관한 고찰」, 『美學』, Vol. 20 No. 1,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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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분류했는데, 하나는 합리적 완전성을 논구하는 이성론이요, 다른 하

나는 감성적 완전성을 논구하는 미학이다.4)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그

가 당대의 합리주의 맥락에서 기존의 논리학이 감각, 감정, 상상 등의 주

관적 심리 현상들을 배제한 것을 비판하고 이 주관적 현상들을 위한 독

자적 영역을 확보하려했기 때문이다. 즉 그는 이 심리 현상들이 이론적

논리와는 다르지만 나름의 원리와 체계를 갖고 있음을 주장했던 것이다.

그런데 감성적 인식이 그 자체의 체계적 완전성을 갖고 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바움가르텐은 역설적으로 이 심리현상들을 다시 논리학에

복속시키기에 이르렀다. 즉 그는 ‘감성적 완전성’을 논증하기 위해 육체

적이면서도 정신적인 능력인 감각을 오로지 정신적 능력으로만 귀속시키

고, 이것이 이론적 인식에 기여하고 있음을 주장함으로써 미학을 논리학

에 편입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이로써 바움가르텐은 주관적 심리 현상

들인 감각, 상상 등의 독자적 영역을 확보하려 의도했으나, 미학을 논리

학 안에 들여놓고자 한 시도 속에서 육체적인 감각은 다시 그 육체성이

사상되고 정신화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감각의 정신화는 시각의 특권

화와 무관하지 않다. 왜냐하면 다른 감각과 비교해서 시각은 신체 활동

보다는 정신 활동에 더 적합한 감각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

유로 전통 철학에서 시각(혹은 청각)을 제외한 촉각, 미각, 후각은 이론

적 인식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배제되어야 했고, 감성학으로서의 미학과

미학이 다루는 예술론도 주로 시각(혹은 청각)적 대상을 다루는 데에 집

중했다.

프랑스 철학자 뤼스 이리가레는 이러한 시각의 특권화가 한편으로는

육체와 가장 가까운 촉각을 폄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을 억압하는

데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그녀에 의하면 서구 전통 철학은 촉각이 다른

감각보다도 저급한 인식능력을 갖고 있어서 대상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없다고 간주한다. 또한 촉각은 관찰자의 주관적이고 물리적인 신체가

개입할 여지를 주기 때문에 관찰대상의 참을 판단하기 위하여 배제되어

p. 266.

4) 위의 글, p.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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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리가레는 철학이 진리를 위해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감각을 지워내야 했던 것처럼 여성적인 것을 배제하고 억압해

왔다고 주장한다. 그녀에 따르면 철학은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극복해

야 할 것들로 정신에 방해가 되는 육체, 이성적 사고에 방해가 되는 감

각, 예측과 이해가 불가능한 자연 등을 상정해 왔다. 그녀는 이 철학의

장애물들의 공통분모가 “여성적-모성적(le maternel - féminin)”인 것과

관련된다고 주장한다.5) 즉 철학에서 “여성적-모성적”인 것은 남성적인

것과 대립되면서, 정신이 아닌 육체에 가까운 것, 이성적인 것이 아닌 감

각적인 것, 형상이 아닌 질료인 것을 대표하게 된다. 따라서 “여성적-모

성적” 특성을 갖고 있는 것들은 철학에서 배제되어야 할 것들이 된다.

이러한 통찰을 통해 이리가레는 모든 담론의 메타담론인 철학이 ‘팔

루스-로고스 중심주의’6)에 근거해있음을 밝힌다. 팔루스-로고스 중심주

의는 팔루스로 대표되는 남성성과 로고스인 이성을 지배모델로 사유하는

서구 전통 철학을 지칭한다. 그녀는 이 팔루스-로고스 중심주의가 ‘남성

적 형태학(male morphology)’에 근거한다고 주장한다. 남성적 형태학은

남성의 형태학적 특징으로부터 추상된 여러 개념들로 담론을 구조화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남성의 형태학적 특징으로 간주되는 ‘하나임

(oneness)’, ‘고체(solid)’, ‘현전(presence)’ 등은 철학 내에서 가치를 결정

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가령 존재하는 것은 일의적一義的

(하나임)이어야 하고, 결정적(고체)이어야 하며, 명징(눈앞에 드러남)해야

한다. 그리하여 이리가레는 이 팔루스-로고스 중심적인 철학이 기실 보

편적인 인간에 관한 철학이 아니라 남성적인 철학임을 밝힌다. 요컨대

그녀는 지금까지의 철학은 사실상 남성에 관한 철학이었으며 이 남성을

중성화시켜서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인간에 관한 사유로 만들었다고 강조

한다. 이리가레가 보기에 이 팔루스-로고스 중심주의의 남성 형태학적

5) E, 18; TS, 74-77; SO, 134-136; ILTY, 63.

6) ‘남근이성중심주의’라고도 번역되는 이 개념은, 팔루스Phallus라는 라깡 정신분석학의

주요 개념과 로고스-이성의 합성어이다. 팔루스와 이성을 지배적 모델로 사유하는 전

통 서구 철학에 대한 비판을 위해 이리가레, 데리다 등의 후기구조주의 철학자들이

사용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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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방법은 “여성적 형태학”에는 들어맞지 않는다. 그녀에 따르면 “여

성적 형태학”은 ‘다수임(multiplicity)’, ‘액체(fluid)’, ‘촉각적인 것(the

tactile)’과 관련된다. 그녀는 이 여성적 형태학이 현재의 남성 형태학적

사유방법에서 배제되었다고 주장한다. 여성의 ‘다수성’은 개념의 정확성

을 흐리고, ‘액체’는 고정되지 않아서 불명확하며, ‘촉각적인 것’은 명징한

인식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녀가 보기에 여성 형태학적

사유를 배제하는 철학은 동시에 현실의 여성을 억압하는 이론이 된다.

즉 철학에서 여성은 알 수 없는 것, 모호한 것, 신비로운 것, 질료적인

것과 등치되어 사유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로 전락한 것이다.

그리하여 이리가레에게 여성 형태학적 사유를 되살리는 것은 철학에

서 배제되어 온 육체적인 감각들, 특히 촉각을 복권시키는 것임과 동시

에 남성적인 지배담론에 여성적인 것의 자리를 마련하는 기획이 된다.

다시 말해 그녀가 보기에 촉각을 활성화시키는 것과 여성을 주체로 세우

는 일은 동연同延(coextensive)적이다. 이를 위해 그녀는 기실 남성적이

지만 외견상 무성적인 철학에 “성차(différence sexuelle)”7)를 도입한다.

무성적인 철학에 ‘성차’를 도입함으로써, 그녀는 지배적인 철학이 남성적

이었음을 드러냄과 동시에 담론 속에 여성적인 것이 제자리를 마련하도

록 시도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이리가레는 여성이 남성에 의한 규정으

로 환원되지 않는 절대적인 ‘타자로서의 여성’이 되기 위해 먼저 ‘여성으

로서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본고는 이리가레의 여성 주체성 논의를 통해 ‘촉각’을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감성학’으로서의 미학이 전통적으로 간과되어 온

촉각을 다루는 것이 미학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에 하나의 시작점을 제공

할 수 있음을 주장할 것이다. 그녀가 촉각에 대해 전 저작에 걸쳐 자주

강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촉각만을 주제화하여 논하지 않기

때문에, 그녀의 촉각론은 연구된 바가 거의 없다. 지금까지 이리가레의

‘촉각’을 다룬 연구서는 Cathryn Vasseleu의 Textures of Light: Vision

7) 이리가레의 중심 개념인 ‘성차’는 기존 담론에서 규범화된 ‘성차화Sexual

differentiation’와 달리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이리가레는 이 ‘성차’를 통해 창조적인

여성 주체성을 여성들 각자가 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본고 2장 2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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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ouch in Irigaray, Levinas, Merleau-Ponty가 있다.8) 그러나 이

책은 촉각 자체에 대한 논의라기보다 촉각과 관련시켜 그녀가 시각을 어

떻게 재개념화하는지에 집중하고 있다. 본고는 이리가레의 촉각 논의로

시각을 재개념화하기 보다는 촉각만을 주제화하여 그것이 이리가레의

‘여성 주체성’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충실히 해명하고 그것의 미학적 함

의와 한계를 지적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는 그녀의 저작들 중 촉각과 여성주체성, 그리고 성차

에 관한 논의가 집중되어 있는 『성차의 윤리학(Éthique de la

Différence Sexuelle)』9)에 주목한다. 그녀의 촉각론을 살펴보기 위해서

는 전기 저작과 이 책을 대비시키는 것이 유용한데, 왜냐하면 전기 저작

에서 그녀는 ‘촉각’을 시각 중심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지배 담론의 비판

적 도구로서 이용하는 데에 집중한 반면, 중기 저작에 해당하는『성차의

윤리학』에서는 촉각을 비판적 도구로 사용하기보다 촉각 자체를 긍정적

이고 적극적으로 사유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녀가

이 책에서 메를로-퐁티와 레비나스의 감각에 관한 사유를 비판하고 촉

각과 관련하여 자신만의 독자적인 개념들을 창조하고 있다는 점이 본고

8) Cathryn Vasseleu, Textures of Light: Vision and Touch in Irigaray, Levinas,
Merleau-Ponty, New York: Routledge, 1998.

9) 이리가레 연구자들은 대체로 『성차의 윤리학』을 기점으로 그녀 철학의 전기와 후

기를 나누고 있다. 전기 저작으로는 Speculum of the Other Woman, This Sex
Which Is Not One이 대표적이고 후기 저작으로는 I Love To You, Thinking the
Difference, Je tu nous이 대표적이다. 전기 저작들은 팔루스-로고스 중심적 담론의

남성성을 폭로하고 해체하는 것에 집중했다면, 후기 저작들은 새로운 주체성의 설립

과 그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중기이자 분기에 해당하는 『성차의 윤리학』은 철학

담론을 비판하는 전기와 성차의 도입을 주장하는 후기의 특성이 섞여 있는 형태이다.

Maria C. Cimitile and Elained Miller ed., Returning to Irigaray: Feminist
Philosophy, Politics, and the Question of Unity, New York SUNY Press, 2007, pp.
2-3.

그러나 이리가레 자신은 전 저작에 걸친 작업들의 일관성을 주장하는 바, 첫 번째

단계는 가장 비판적인 작업으로 어떻게 하나의 주체, 남성 주체가 남성의 관점으로

세계를 보는 보편적 관점을 구성하고 해석하는 지 보여주었다면(SO, TS, 부분적으로

E), 두 번째 단계는 여성적 주체성, 즉 다른 주체성을 가능케 하는 ‘매개’를 이론화하

는 데 집중하고(E, SP 등), 현재의 세 번째 단계에서는 성차를 존중하는 상호주체성

을 구성하는 것이며, 이 단계는 지금까지 아무도 하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작업이라

고 설명하고 있다. JLI,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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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목하는 이유이다.10) 이와 같이 그녀의 독자적인 촉각론을 살펴보기

위해, 본고는 우선 그녀가 철학과 정신분석학의 규범적 성차화11)와 그로

인한 실질적인 ‘성차의 부재’를 시각과 관련하여 어떻게 증명하는지 살펴

본 뒤에(2장), 촉각과 관련하여 ‘성차의 존재’를 어떻게 요청하는지 규명

하도록 할 것이다(3장). 이를 위해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I장에서는 미학에서 촉각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본고의 문제의

식을 제시하고, 이리가레 철학의 배경 및 그녀의 철학적 기획을 ‘여성적

상상계’와 ‘여성적 계보학’ 개념을 중심으로 개관할 것이다. 그녀는 자신

의 독자적 개념인 ‘여성적 상상계’와 ‘여성적 계보학’을 통해 ‘팔루스-로

고스 중심주의’를 비판하고 여성 주체성을 기획할 것을 주장한다. 그녀에

의하면 ‘여성 형태학’적인 것을 바탕으로 한 ‘여성적 상상계’는 기존 담론

에서 배제된 여성의 몸과 감각을 재현하게 해주는 ‘여성으로서 말하기’의

가능성을 담고 있다. 그리고 그녀에게 ‘여성적 계보학’은 여성이 상징 질

서에서 주체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주는 이론화 작업이다. 이 장에서는 ‘여

성적 상상계’와 ‘여성적 계보학’으로 그녀가 “두 주체의 철학과 문화”를

위한 초석을 다지려 했음을 살펴본다.12)

II장에서는 이리가레의 전기 저작인『검시경: 여성으로서의 타자』와

『하나이지 않은 성』에서 중심적으로 논구된 정신분석학과 시각중심주

10) 이리가레의 메를로-퐁티 비판에 관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하라. Tina Chanter, "Wild

meaning: Luce Irigaray's Reading of Merleau-Ponty“, Chiasms: Merleau-Ponty's
Notion of Flesh. ed. Evans, Fred and Lawlor, Leonard, New York: SUNY Press,
2000, pp. 219-236. 후설과 이리가레의 감각에 의한 상호주체성의 설립을 비교하는 논

의로는 다음을 참조하라. Sara Heinämaa, “On Luce Irigaray’s Phenomenology of

Intersubjectivity: Between the Feminine Body and Its Other”, Returning to
Irigaray: Feminist Philosophy, Politics, and the Question of Unity, Maria C.
Cimitile and Elained Miller ed., New York SUNY Press, 2007. pp. 243-266.

11) 본고는 ‘성차화(sexual differentiation)’와 ‘성차(sexual difference; différence

sexuelle)를 구분한다. 전자는 기존의 규범적으로 작동한 성적 역할이나 정체성을 이

르는 반면, 후자는 이리가레의 독자적인 개념이다. 이리가레의 ‘성차’는 규범적인 것

이 아니라 성적 차이를 발현시키는 생성적인 것이다. 본고 2장 2절 참조. 이러한 구

분은 그로츠를 따른 것이다. Elisabeth Grosz, Sexual Subversions: Three French
Feminists, Sydney: Allen and Unwin, 1989, p. 101.

12) KW, p. 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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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녀의 ‘존재론적 성차’의 의미를 고찰한다. 이리

가레에 의하면 정신분석학은 시각을 특권화시킴으로써 시각이 아닌 여타

감각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이 시각의 특권화 때문에 정신분

석학은 페니스가 ‘보이지’ 않는 여성을 ‘결핍’이나 ‘부정’으로 규정하기에

이른다. 이리가레는 정신분석학의 여성성 이론이 남성의 관점에서 만들

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규범적 성차화를 해체하기 위해

‘촉각적 거울’인 검시경을 맞세운다. 그리하여 그녀는 여성을 결핍이나

부정이 아닌 긍정적인 방법으로 사유하기 위해 남성적이고 단성單性적인

철학과 정신분석학에 ‘성차’를 존재론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장에서는 이리가레가 시각중심주의로 인한 규범적 여성성을 해체하고

새로운 여성 주체를 재구성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성차’를 도입하는 계기

를 살펴본다.

III장에서는 철학사에서 논의된 촉각에 관한 일반론을 살펴본 후, 이

리가레가 행한 ‘촉각’과 존재론 및 윤리학의 관계에 대한 사유를 해명한

다. 이리가레가 보기에 촉각은 ‘내가 감각하고 있음을 감각하는 것’이라

는 의미에서 감각의 수동성과 능동성이 구분 불가능하고 함몰되어버리는

가장 불안정한 감각이다. 그러나 그녀는 이 촉각이 주체의 형성과 상호

주체적 관계에 필수적임을 통찰한다. 그리하여 그녀는 메를로-퐁티와 레

비나스의 감각에 대한 사유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자신의 독자적 개

념인 ‘사이(entre)’와 ‘감각적 초월(transcendantal sensible)’을 창조한다.

이 장에서는 이리가레가 ‘사이’와 ‘감각적 초월’을 통해 ‘촉각’이 ‘여성 주

체성’에 근본적인 것으로 주장함을 밝힌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본고는 촉각과 여성 주체성의 관계에 대한 이리

가레의 철학을 살펴봄으로써 지금까지 철학과 미학에서 간과되어 온 촉

각의 논의의 장을 확장하고 촉각이 주체의 형성과 상호주체적 관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함을 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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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비적 고찰

1.1. 문제의식과 논의의 범위: 미학에서 촉각에 관한 사유의 필요성

주지하다시피 서구 근대에서 미학(the aesthetics)은 바움가르텐

(Baumgarten, 1714∼1762)이 ‘감성적 인식에 관한 학’에 ‘미학’이라는 학

명을 세례한데서 출발한다. Aesthetics의 어원은 ‘감각하다’는 의미의 희

랍어 ‘아이스타노마이(διαισθάνομαι)’이다. 즉 바움가르텐은 그 당시 합

리주의의 맥락에서 철학이 간과한 감각, 감정, 상상 등의 주관적 심리현

상들을 철학적으로 해명하고자 하는 시도로 감성적 인식에 관한 학으로

서의 미학을 제창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감성에도 이성과 유사한 법

규가, 그러니까 일종의 특수한 미적 합리성이 포함되어 있음을 밝히며,

이를 빌미로 미학이 학문으로서 성립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의

도”했기 때문이다.13) 그에 따르면 “감성의 완전성이란 가시적 형식 속에

포착된 완전성을 일컬으며, 그것은 곧 예술을 가리킨다.”14) 즉 감성의 완

전성은 미美 자체이며, ‘현상으로 나타나는 완전성’이라는 의미에서 다양

의 통일성을 현전시키는 예술이 ‘감성의 완전성’의 범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이 감성학, 즉 미학은 예술론을 다룰 수 있는 근거를 갖

추게 된다.15) 그에게 이 미학은 명석하고 판명한 사유의 완전함을 다루

는 논리학과 달리 명석하지만 혼연한 것에 관한 학이다.16) 그러나 그는

13) 이창환, 앞의 글, p. 277.

14) 위의 글, pp. 266-267.

15) 오병남, 앞의 책, p. 188.

16) 인식에 관한 ‘명석함(clear)’과 ‘판명함(distinct)’은 데카르트에서 시작하여 라이프니츠

와 볼프에게까지 이어지는 인식 구분에서 유래한다.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명석함’

이란 표상된 것을 재인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이것의 대립은 애매한 것(obscure)이

다. 또한 ‘판명함’이란 명석한 인식 중에서 어떤 것을 다른 것과 구분하여 구별에 필

요한 징표들을 열거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이것의 대립은 혼연한 것(confused)이다.

가령 맛, 색, 냄새 등은 그 감각들을 통해 감각의 대상들을 재인할 수 있으므로 명석

하지만 감각 대상을 지시하는 징표들을 설명할 수 없다. 이는 맹인에게 붉은 색이 무

엇인지 설명할 수 없는 것과 같다. 또한 예술가들이 예술에 대해 내리는 판단도 혼연

하다. 예술가들은 예술에 대해 특정한 판단을 내리지만 그 판단에 대한 이유를 명확

하게 설명할 수 없다. 김수현, 「A. G. Baumgarten의 Aesthetica의 근원적 의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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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감성의 완전성이 혼연하기는 하지만 그 자체 형식과 규칙을 갖고 있

기 때문에 논리학에 편입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는

명석하면서도 혼연한 것을 다루는 미학을 ‘저급한 인식의 논리학’이라고

규정한다.17)

이와 같이 ‘감성적 인식에 관한 학’과 논리학의 친연 관계에서 시작

한 미학은 감각과 감정 등 주관적 심리현상의 복권을 위해 출발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합리성이라는 이름하에 개념적 사유의 형식만을 인정했기

때문에, 개념적 판단의 직접적인 개입을 거부하는 미학을 논리학의 범주

속에 포함시키는 잘못을 범했다.”18) 이로 인해 바움가르텐은 감성학으로

서의 미학의 자율성을 완성시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즉 미

학은 “이성적 인식에 이론적으로 환원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19)으로서,

그것의 자율성이 미완의 기획으로 남게 되었다는 것이다.20) 그리고 이렇

게 시작된 미학은 육체적 감각의 정신화와 궤를 같이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정신활동으로서의 예술론을 다루는 학문이 된다. 육체적 감각의 정

신화란 감각이 그 자체 육체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감각적 인식의 완전

성과 논리를 위해서 그것의 불완전한 육체성을 버리고 합리적인 정신성

으로 환원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때 정신 활동에 가장 적합한 감각인 시

각과 청각, 말하자면 고급한 감각(higher sense)만이 예술론과 관련하여

울대학교 미학과 석사학위 논문, 1986, pp. 31-32.

17) ‘저급한 인식’이라는 의미는 볼프가 명석 판명한 것을 다루는 고급한 인식능력과 대

비시키며 혼연한 개념들이나 관념을 인식하는 능력이 저급하다고 언급한 것을 바움

가르텐이 계승한 데서 비롯한다. 김수현, 위의 글, p. 38.

18) 이창환, 앞의 글, p. 278.

19) 오병남, 앞의 책, p. 203.

20) 칸트는 『순수이성비판』에서 바움가르텐의 ‘감성 자체의 원리’에 관한 것이라는 미

학의 기획에 대해 비판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판단력 비판』에서 ‘에스테티카’

라는 말을 다시 사용하여 감성의 학적 가능성을 논증한 바 있다. 칸트는 『판단력 비

판』에서 바움가르텐에 의해 논리학에 종속된 감성을 오성과는 절대적으로 다른 정

신의 능력임을 비판적으로 논증한 것이다. 현대에 들어 바움가르텐의 미학의 기획을

실패로 평가하는 이는 대표적으로 크로체를 들 수 있다. 그는 바움가르텐이 미학이라

는 학명을 명명한 인물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논리학에 복속시킴으로써 미학의 자율

성을 오히려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보았다. Benedetto Croce, Aesthetics as science
of expression and general linguistic, trans. D. Ainslie, New York, 1958, pp.

212-219.



- 10 -

다뤄지게 되며 다른 감각들인 후각, 미각, 촉각은 저급한 감각(lower

sense)으로서 거의 다뤄지지 않게 되었다. 왜냐하면 감각과 밀접한 관련

이 있는 예술이 합리적이고 정신적인 것으로 다뤄지기 위해서는 이해와

해명이 가능하고 인식에 적합한 감각만이 학적 가치가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근대 이래로 미학과 예술론도 시각의 특권화

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해왔다고 볼 수 있다. 즉 모더니즘에 이르는 미

학과 예술론은 인식능력에 적합한 감각인 시각(혹은 청각)과 순수한 정

신활동으로서의 예술(시각 예술이나 청각 예술)만을 선호해온 경향이 있

는 것이다.

이에 반해 동시대 서구의 철학, 미학, 예술 사조들을 아우르는 후기구

조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까지 이어져온 이성중심주의, 시각

중심주의, 합리성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서 비롯한다.21) 후기구조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은 그 시작과 뿌리는 서로 달랐을지라도 주체의 불가능

성, 고정된 의미의 불가능성, 재현의 불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21) 자연과학과 인문학을 망라하여 시각 외에 다른 감각, 특히 촉각에 관한 연구가 상대

적으로 매우 부족하다는 것은 시각 이외의 감각이 경시되어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여러 감각 기능 중 각 시대마다 중요시되는 감각이 있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시각이 중요시되었고, 중세 시대에는 청각이 중요시되다가 근대 과학혁명을 계기로

다시 시각이 중요시되었다. 이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 모든 감각 작용이 시각적

입장에서 재해석된다. 이는 시각이 가장 이성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고,

이러한 경향은 개인의 공간적 영역과 경계가 존중되어야 하는 개인주의 시대에도 부

합한다. 20세기에 들어서는 일부 철학자들 사이에서 특정 감각을 넘어선 근원적인 감

각으로서 촉감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일반적으로 시각이 여전히 중요시된

다.” 최현석, 『인간의 모든 감각』, 서해문집, 2009, p. 73. 특히 현대 사회에서도 “시

각과 청각, 그리고 몸은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에서 널리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시각문화와 대중 매체의 시각 열병을 기리는 학계의 분위기로, 촉각은 여전히 폭넓게

간과되고 망각되고 있다. 시각의 중요성이라는, 플라톤에서 나타나고 계몽주의에서

심화된 끊임없는 문화적 가정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것이다.” Mark Paterson, The
Senses of Touch: Haptics, Affects, and Technologies, New York: Berg Publishers,
2007, p. 1. 현대의 사회문화 전반의 시각 중심적 경향을 근대 계몽주의의 이성중심주

의의 연속성에서 고찰하고 있는 국내 저술로는 다음을 참조하라. 주은우,『시각과 현

대성』, 한나래, 2003. 또한 현대의 프랑스 후기구조주의가 고대부터 모더니즘까지의

시각 중심주의를 비판하고 있음을 논의하는 책으로는 다음을 참조하라. Martin Jay,

Downcast Eyes: the Denigration of Vision in Twentieth-Century French,
California Univ. Press, 1993.



- 11 -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다시 말해 이 사조들은 통일적이고 자율적인 주

체에 대한 환상을 해체하고, 기표와 기의가 일대일로 대응한다는 가정을

불신하며, 재현(주로 시각적인 재현)이 원본의 존재를 증거함을 부정한

다.22) 이것은 결국 유일하고 근본적인 하나의 진리를 포기하라는 요청으

로 귀결된다. 이러한 불가능성에 관한 담론들은 70년대에 시작해서 80년

대에 주류로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불가능성’에 관한 주장들을 통해 지배

적인 서사들을 해체하기 시작했다. 즉 그들은 정신보다는 몸, 이성보다는

감각, 보편적 인간주체보다는 타자나 소수자의 문제에 눈을 돌리면서 사

회문화의 전반적인 변화를 이끌었다.23) 이는 예술 실천에서도 예외가 아

닌데, 이 시기에 몸의 미학이 다시 대두하고 신체미술과 퍼포먼스의 지

반이 예술계에서 크게 확대된 점 등은 동시대의 예술 실천들 속에서 몸

과 감각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이다.24)

22) 예를 들어 후기구조주의는 의식적 주체에 대한 불신으로 태동한 구조주의를 일면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주체가 구조에 의해 전적으로 생산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들뢰즈, 데리다, 이리가레 등의 프랑스 후기구조주의자들은 구조의 효과로

서의 주체의 측면과 동시에 그것을 벗어나는 실재나 힘에 관심이 많다. 그러한 이유

로 그들은 특히 주체와 타자, 주체와 구조와의 문제에 천착해왔다. 이것은 정신분석

학과 기호학, 후기구조주의를 수용한 포스트모더니즘에서도 그 영향을 드러내는 바,

본질적인 자아 개념을 부정하면서 주체를 분열적이고 파편적인 것으로 상정한다. 또

한 데리다가 주장하는 의미 고정의 불가능성과 차연(différance), 텍스트성(textualité)

개념은 영미의 문학비평계에 수용되면서 포스트모더니즘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나아가 리오타르가 행한 재현불가능성과 숭고의 관계에 관한 논의는 한편으

로는 포스트모더니즘 미학과 예술 실천의 분석 도구가 되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는 예술 실천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재현의 문제는 정체

성의 문제와 연결되면서 예술뿐만 아니라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실천들의 경합의 장

이 되기도 했다.

23) 후기구조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의 만남이 80년대에 이루어졌다는 논의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 Andreas Huyssen, "Mapping the Postmodern",

Feminism/Postmodernism, ed., Linda J. Nicholson, New York: Routledge, 1990, pp.
234-277.

24) 몸의 미학이 대두된 시기에 대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하라. 이브 미쇼, “몸의 이미지:

오늘날의 영혼에 대한 질문”, 『몸과 미술: 새로운 미술사의 시각』, 한림미술관, 이화

여자대학교 출판부, 1999, pp. 19-41. 또한 할 포스터는 문화 영역에서의 신체성과 물

질성, 혐오, 언캐니 등의 주제가 부각한 것에 대해 “실재의 귀환”이라고 칭하며 전반

적인 포스트모더니즘 예술을 평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대의 애브잭트(abject) 예

술의 대표로 그는 신디 셔먼Cindy Sherman의 작품들을 꼽고 있다. 할 포스터, 『실

재의 귀환』, 이영욱, 조주연, 최연희 역, 경성대학교출판부, 2003, pp. 23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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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예술 실천 속에서 후기구조주의 및 포스트

모더니즘과 페미니즘의 전략적 조우가 두드러졌다는 사실이다.25) 동시대

의 철학사조들과 마찬가지로 페미니즘에게 신체는 중요한 담론의 주제로

부상한다. 왜냐하면 페미니즘에서 여성의 신체는 여성성을 표지하는 근

거이자 여성으로서의 감각과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지반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즉 추상적인 인간이 아닌 여성으로서의 주체성을 확인하기 위

해 페미니즘 예술가들이 자신의 몸을 탐색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닌 것

이다. 이러한 시도들은 페미니즘 예술이 신체미술과 밀접하게 상호작용

하도록 해왔고, 그에 따른 예술론과 미학적 분석도 몸과 감각의 영역에

집중하도록 이끌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동시대의 이러한 페미니즘

예술 실천들이 기존의 특권화된 감각이 아닌 다른 감각을 사용하거나 그

러한 감각의 존재를 환기시키는 방법으로 행해진다는 사실이다. 즉 동시

대 예술이 시각 중심적 예술 실천에서 후각, 미각, 촉각 중심적 예술 실

천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26)

25) 이 조우가 전략적이라는 사실은 이 둘의 관계의 딜레마에서 비롯한다. 그 딜레마란

동시대 철학사조들이 주체의 해체, 저자의 죽음을 주장하면서 지배담론을 비판하는

데 기여를 한 반면, 페미니즘은 여성 주체의 강조를 통해서 지배담론의 남성성을 비

판하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에 있다. 이 딜레마는 페미니즘 내에서도 서로 다른 비

평적 경향을 낳는다. 가령 제인 플렉스는 페미니즘을 지배담론에 대한 도전의 한 양

상으로 해석하고 그런 맥락에서 포스트모더니즘과 매우 유사하다고 평가하며 페미니

즘이 포스트모더니즘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주장한다. Jane Flax,

"Postmodernism and Gender Relations in Feminist Theory",

Feminism/Postmodernism, ed., Linda J. Nicholson, New York: Routledge, 1990, pp.
39-62. 다른 한편, 크리스틴 디 스테파노, 산드라 하딩, 리타 펠스키는 계몽주의적 모

더니즘의 성격을 담지한 페미니즘이 포스트모더니즘이나 후기구조주의로 흡수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포스트모더니즘의 해체 전략은 수용해야하지만 포스트모더니즘의

남성적이고 사변적인 특성과 정치적 무력함은 견제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Christine Di Stefano, "Dilemmas of Difference: Feminism, Modernity, and

Postmodernism," Feminism/Postmodernism, ed., Linda J. Nicholson, New York:

Routledge, 1990, pp. 63-82.; Sandra Harding, "Feminism, Science, and the

Anti-Enlightenment Critiques," Feminism/Postmodernism, ed., Linda J. Nicholson,
New York: Routledge, 1990, pp. 83-106.; Rita Felski, "Feminism, Postmodernism,

and the Critique of Modernity", Cultural Critique, No. 13., 1989, pp. 33-56. 이러한
조우 이래로 페미니즘은 후기구조주의나 포스트모더니즘을 전략적으로, 그리고 선별

적으로 수용하면서 지배담론의 해체에 동조하면서도 여성 주체성에 대한 상이한 이

론적 분석들을 내놓으면서 여러 갈래로 나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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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예술 실천들에 관한 미학적 논의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촉각과 신체의 물질성, 그리고 여성 주체성이다. 특히 페미니즘 예술가들

은 “자신들의 창조적 생산을 돕는 고도로 이론적인 의제들을 가지고 가

부장적 전통에 도전하고 그것을 전복”시키려 했다.27) 페미니즘 예술가들

은 전통 예술이 여성의 전형을 재생산해왔을 뿐만 아니라 여성을 대상으

로서만 취해왔다고 비판한다. 페미니즘 예술가들은 이러한 전통에 도전

함과 동시에 이러한 규범에 종속되지 않는 다른 여성 주체의 가능성을

타진하려 한 것이다. 그런 이유에서 페미니즘 예술가들이 페미니즘 이론

과 여성 주체성 이론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페미니즘 예술가들이 천착한 여성 주체성 이론가들로는 대표적으로 뤼스

이리가레, 줄리아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 엘렌 식수Hélène Cixous 등

의 프랑스 여성철학자들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정신분석과 후기구

조주의의 자장 하에서 여성성과 모성성에 대한 탐색을 통해 몸과 감각의

물질성을 복권시키기를 시도하고 지배담론에 대한 비판적 논거를 만든

대표적 이론가들이다. 이들의 영향을 받은 신체미술들은 여성의 섹슈얼

26) 본고는 예술 실천이나 예술 형식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기보다는 감각성 자체에 집

중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신체와 촉각과 관련한 수많은 작품들을 열거할 수 없다. 그

러나 대표적인 사례로 야나 슈쩨르박(Jana Sterbak)의 <바니타스: 백피성 식욕감퇴증

환자를 위한 살코기 드레스(1987)>를 들 수 있다. <바니타스>는 슈쩨르박이 실제 살

코기를 바느질 하여 만든 드레스를 전시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실제 살코기가 전시

과정에서 썩어감을 표현함으로써 시각적 이미지예술의 경계를 뛰어넘은 기념비적 작

품들 중 하나인데, 캐롤린 코스마이어는 이 작품이 시각 외의 다른 감각들을 자극시

킨다고 논평한다: “심지어 이 작품의 사진[살코기로 만든 드레스 사진]을 보기만 해

도, 불편한 공감각적 감정들이 자극된다: 그것은 사람의 피부에 닿았을 때 어떤 느

낌일까? 노화와 부패는 똑같은 냄새가 날까? 결국 인간의 육신이란 실재로 그저

도살된 고기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캐롤린 코스마이어,『페미니즘 미학

입문』, 신혜경 역,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9, p. 221. 강조는 코스마이어. 또한 이불

(Lee Bul)의 <화엄(1995)>은 생선을 화려한 인공장식으로 치장하여 전시한 작품인데

며칠 후 남은 것은 부패한 생선들의 역겨운 냄새와 화려한 인공장식뿐이었다. 이 작

품은 박물관이라는 공간의 시각적 특성, 즉 관객이 눈으로 영속적인 예술 작품을 ‘관

람’할 수 있도록 설계된 박물관의 특성을 비판하면서, 관객들이 냄새를 느끼고 동물

의 육체 즉 그것의 물질성을 경험하도록 하는 작품이다. 또한 인공장식에 둘러싸여

남성들의 시선에 의해 보이는 대상으로 둔갑한 여성의 신체를 은유한 작품으로 페미

니즘 예술 실천에서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27) 캐롤린 코스마이어, 위의 책, p.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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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티와 시각에 의해 망각되어 온 촉각성을 환기시키기 위해 자신들의 신

체를 이용하기도 했다.28) 이때 이러한 작품들에 관한 비평가들의 언어

속에 젠더, 여성성, 촉각, 액체, 점액질, 무정형, 놀라움, 역겨움 등의 말

들이 빈번하게 등장하는데, 이러한 단어들은 서로 환유적으로 연결이 될

지라도 그 개념들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는 찾기 힘들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본고의 문제의식의 출발점이다. 본고는 이리가레의 촉각론을

통해 촉각을 논의하는 것이 미학의 외연의 확장을 위한 하나의 시도가

될 수 있다고 본다.29) 나아가 이 촉각론은 동시대 예술에서 나타나는 촉

각성에 대해 이론적 참조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

하여 본고는 이리가레의 철학적 사유를 통해 촉각에 관한 미학적 탐구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담론에서 촉각은 여성성과 환유적으로 연결되는 탓에 촉각에 대

한 탐구는 주로 여성 철학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리가레 또한 촉각과

여성 주체성의 관계를 탐색하면서 주체와 타자의 관계를 철학적으로 해

명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그녀에게 촉각은 남성에 의해 규정되는 여성이

아닌, 여성 스스로 주체로서 설수 있는 감각이자 계기이다. 따라서 그녀

의 촉각론은 여성 주체성에 대한 논의와 불가분하다. 그녀의 촉각론이

여성 주체와만 관련해서 논의된다는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현

재까지 촉각에 관한 논의가 거의 전무함을 인식한다면 논의의 출발을 제

공하기에는 그녀의 논의가 일종의 참조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동

시대의 페미니즘 예술 실천이나 신체미술의 실천 및 그와 관련한 비평을

28) 코스마이어는 이리가레의 ‘여성으로서 말하기’에 관한 여성 주체성 논의가 조안나

프루어(Joanna Frueh)의 퍼포먼스에서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캐롤린 코스마이어, 위

의 책, pp. 258-259. 프루어는 자신의 신체성에 관한 탐구를 통해 여성들이 느낄 수

있는 감각들을 퍼포먼스로 제시하고 그것을 필사했다. 이 퍼포먼스와 관련한 논문들

은 다음을 참조하라. Joanna Frueh, Erotic Faculties,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6.

29) 실제로 미학이라는 학문의 외연적 확장이 절실함을 피력하는 논의는 현대 미학 담

론의 특징들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가령 게르노트 뵈메(G. Böhme)는 미학을 지각

학(Aisthetik)으로 넓힐 것을 주장하며, 단순한 예술론이 아닌 삶에서 현상하는 인간

의 경험적 지각 전반을 ‘분위기’ 개념을 통해 다루는 ‘인간학적 미학’을 제안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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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그녀의 촉각론은 본격적인 비평의 시작점이자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따라 본고는 이리가레의 촉각과 여성 주체성과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전기 저작과 중기 저작을 대비시키려 한다. 그녀의 촉각 논의는 전

저작에 걸쳐 산발적으로 있기 때문에 촉각이라는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전기 저작과 중기 저작의 구분이 유용하다. 왜냐하면

전기 저작에서 촉각은 철학의 남성 중심주의와 시각 중심주의를 비판하

기 위한 일종의 전략적이고 비판적인 도구로 나타난다면, 중기 저작에서

촉각은 비로소 여성 주체성이 설립되는 계기로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전개되기 때문이다. 본고의 논의의 범위도 이리가레의 촉각 개념의 변화

를 따를 것이다. 즉 시각의 특권화가 성차의 부재를 낳았고 이때 촉각은

시각의 특권화와 남성중심주의를 위한 비판적 도구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그녀의 주장에서 출발하여(2장), 촉각이 적극적으로 사유되었을 때 성차

가, 나아가 여성 주체성이 비로소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3장) 한정

될 것이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녀의 감각에 관한 사유를 논하기에 앞

서, 본고는 다음에 오는 두 절을 통해 그녀 철학의 전체적 기획을 고찰

함으로써 본론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다.

1.2. 이리가레 철학의 배경

일반적으로 페미니즘 비평가들은 이리가레를 후기구조주의자 혹은 포

스트페미니스트로 분류하고 있다. 그녀의 초기작인 『검시경: 여성으로

서의 타자』30)는 팔루스-로고스 중심주의31)에 관한 비판과 해체로 구성

30) 이리가레는 Speculum, de l;Autre Femme 라는 표제를 Speculum of the Other
Woman이라고 영역한 것에 대해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자신의 박사학위 청구논문이
자 이리가레를 가장 유명하게 만든 저작 중 하나인 이 책은 국내에서 “Speculum”(송

유진, 2011), “타자인 여성의 스페쿨룸”(황주영, 2008), “검시경: 타자로서의 여성”(이

서경, 2008) 등으로 번역되었다. 원어에 가장 가까운 번역어는 “타자인 여성의 스페쿨

룸” 혹은 “검시경: 타자로서의 여성”인 듯 보이나, 이리가레의 1994년 인터뷰에 의거

하여 『검시경: 여성으로서의 타자』로 번역하기로 하겠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Speculum을 단순히 “거울”이라고 이해했죠. 그러나 제목은 이보다 더 많은 것을 환

기해요. 그것은 유럽 저작들이 “Speculum mundi,” 즉 “세계의 거울”에 대해 말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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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있다. 이는 그녀가 1970년대 데리다, 들뢰즈 등의 프랑스 후기구조주

의로부터 영향을 받았음을 함축한다. 한편, 포스트페미니즘은 주체를 고

정될 수 없고 분열적인 것으로 보는 포스트모더니즘을 긍정적이든 부정

적이든 나름의 방식으로 전유專有하는 페미니즘 이후(post-)의 흐름이라

고 할 수 있다.32) 포스트페미니즘은 여성의 ‘정체성’의 인정과 남녀의 ‘평

등주의’를 목표로 했던 페미니즘의 ‘제 2 물결(Second-Wave)’에 대한 비

판에서 시작되었다. 현대의 페미니즘은 “권리”의 평등을 위한 참정권을

주장하는 ‘제 1 물결(1890년대 - 1920년대)’에서 시작되었고, 이후 시몬

에 대한 암시였어요. 단순히 우리 자신을 보는 거울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담론 안에서, 세계의 거울 안에서 세계에 대한 설명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에 관한 문

제였어요. 내 담론에서 내가 세계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하는 거요.

그런 의미에서 무엇보다도 난 거울을 가지고 유희한 거죠. 다만 내 자신을 보는 그런

단순한 의미에서의 거울이 남성적 주체를 구성하는 데에 가장 큰 부분을 담당했다는

것이에요. 부제는 더 뜻밖이에요. 왜냐하면 프랑스어 l’autre femme 때문인데, 난

l’autre 뒤에 콜론(:)을 넣었어야 했어요. De l’autre: femme로요. 그건 여성으로서의

타자the other as [en tant que] woman라는 의미죠. 이탈리아 판본에선 L’altra

donna[Speculum: The other woman]이 되었어요. 모두들 그것이 다른 여성의 이미지

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그들은 두 여성 사이의 경험적 관계를 생각

한 것이에요. 이건 『검시경』의 기획이 아니에요. 영어로는 Speculum of the Other
Woman인데, 이건 더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Speculum on the Other
Woman이나 On the Other: Woman이 되었어야 했기 때문이죠. 그게 가장 알맞아요.
그것은 보봐르와의 대립 지점을 보여주거든요. 다시 말해 보봐르는 타자가 되길 거부

했잖아요.” JLI, 99. 강조는 필자.

31) ‘남근이성중심주의’라고도 번역되는 이 개념은, 팔루스Phallus라는 라깡 정신분석학

의 주요 개념과 로고스-이성의 합성어이다. 팔루스와 이성을 지배적 모델로 사유하는

전통 서구 철학에 대한 비판을 위해 이리가레, 데리다 등의 후기구조주의 철학자들이

사용하는 개념이다. 본고에서는 이 개념의 번역에서 ‘남근'이라는 단어보다는 ‘팔루스

'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왜냐하면 ‘담론’의 남성중심적 성격을 표현하기 위해서, 생물

학적 의미가 강한 ‘남근’보다는, 생물학적 남근이라는 의미를 함축하면서도 근원 기표

이자 빈칸이라는 의미도 포함하는 ‘팔루스’는 생물학적 측면과 담론적 층위까지 아울

러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원기표란 정신분석학에서 최초의 의미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의 없는 기표를 의미한다. 라깡은 이것이 인간을 말하는 주체로 구성하기 때

문에 근원적인 것이라고 본다. 또한 팔루스가 빈칸인 이유는 그것이 기의가 없는 빈

공백으로 기능하면서 주체로 하여금 상상적으로 그 빈칸을 메우도록 욕망하게 만들

기 때문이다. 본문에서는 팔루스-로고스 중심주의 혹은 팔루스 중심주의를 혼용하기

로 한다.

32) 엘리자베스 라이트, 『라깡과 포스트페미니즘』, 이소희 역, 이제이북스 2000, pp.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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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보봐르(Simone de Beauvoir)의 『제2의 성(The Second Sex)』(1949)

의 영향으로 여성의 권리의 평등을 넘어서 사회문화의 전반적 “해방”을

주장한 ‘제 2 물결’로 나아갔다. 그런데 이 운동은 평등한 권리를 주장한

제 1 물결과 달리 남성과 다른 여성의 차이를 주장했지만 이 차이에 대

한 인식은 전통적인 성적 차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한계로 드

러났다. 그래서 후기구조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포스트페

미니즘은 여성의 차이를 강조함으로써 지배담론에 대항하려는 ‘제 2물결’

을 비판하게 된다. 전통적인 성적 차이를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전통적

인 지배담론을 그대로 답습 혹은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

이다. 그리고 포스트페미니즘은 지배담론을 약화시키려한 페미니즘 ‘제 2

물결’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고 본다. 왜냐하면 바야흐로 포스트모

더니즘의 시대는 ‘지배담론의 위기’, ‘주체의 위기’를 그 특징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포스트페미니스트들은 “여성들이 종속적이

되어선 안되지만, 이 [제 2 물결의] 목표가 기본적으로 달성되었기 때문

에, 종속에 맞서는 어떠한 페미니즘 운동도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생각

한다.”33) 그 대신에 포스트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이라는 공통분모 하에

운동을 하기보다, 계급, 인종, 동성애 인권운동과 함께 각각의 긴급한 사

태에 따라 산발적으로 연대하는 것을 더 중요시한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여성 주체성을 포기하지 않는 이리가레를 포스

트페미니즘이라고 분류하는 것이 정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세심한 검토

가 필요하다. 사실 이리가레 초기 저작에서 드러나는 ‘주체 개념의 비판

과 해체’는 많은 비평가들이 환영했지만, 이리가레의 중후기 저작에 나타

나는 ‘여성 주체성’은 몇몇 포스트페미니즘 비평가들에게는 버리고 싶은

부분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 하에 있는 그들의 입장에서 고정된 주

체 개념은 폐기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주체라는 이름으로 개념화하는

것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리가레 철학의 위치와

독자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포스트페미니즘과 무엇을 공유하고 어디서

달라지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33) Alison Stone, An Introduction to Feminist Philosophy, Polity Press, 2007,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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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대의 포스트페미니즘에서 ‘post-’는 단순히 페미니즘 이후의 시대

사적 흐름을 의미하지 않는다.34) 이들이 공유하는 관점은, 고정된 정체

성이나 주체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억압적이므로 해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포스트페미니즘의 관점은 70년대 이후 해체주의의 경향,

즉 특정한 이분법적 대립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억압적 효과를 낳는지를

분석한 해체주의의 연구 성과를 물려받은 것이다. 낸시 제이Nancy Jay

의 논문인 “젠더와 이분법(Gender and Dichotomy)”은 젠더 이분법적 사

유가 경험적 사실에 미치는 억압 효과를 탁월하게 분석하고 있다.35) 제

이에 의하면 이분법적 사유는 A와 B를 설명할 때 A/-A의 관계로 그

의미를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 제이는 남/녀의 이분법적 구조에서도 이

러한 경향을 발견하는데, 이 이분법에서 표면상으로는 남/비非남이 아니

라 남/녀이므로 두 항은 마치 서로 다른 항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녀는 전통적으로 남/녀를 설명하는 방식은 모순관계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힌다.36) 다시 말해, 첫째 항(A)은 긍정적인 가치를 가지되, 둘째 항(B)

34) 주지하다시피, 리오타르는 ‘Post-’의 규정의 어려움을 이미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논의에서 지적한 바 있다. 포스트페미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은 친연親緣해서 이

‘post-’ 규정에 대한 어려움 또한 공유하고 있다. Jean-Francois Lyotard, The
Postmordern Condition, trans. Geoff Bennington and Brian Masumi,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4. 참조

35) Nancy Jay, “Gender and dichotomy”, Feminist Studies, 7, no.1, 1981, pp. 38-56.
주지하다시피, 논리적 사유에 있어서 정합성을 보증하는 기본적인 세 가지 논리 규칙

이 있다. 동일률(A는 A이다), 모순율(A이자 동시에 –A일 수는 없다), 배중률(모든

것은 A 아니면 -A이다)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논리적 사유는 경험적 세계에는 적용

되기가 힘들다. 가령, 하양과 검정은 경험적 세계에서 반대관계이다. 반대관계는 반대

되는 항들 사이에 회색 등의 다른 제 3항, 중간, 매개, 연속성 등을 허용한다. 그런데

논리적 사유에서 하양을 규정하기 위한 가장 정합적인 방법은 “하양은 하양이 아닌

것이 아닌 것이다.” 이는 모순관계로 사유하는 방법이다. 이때, 검정은 “하양이 아닌

것”이 된다. 즉, 검정이 자체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양과 비교하여 규정되는

것은 검정을 하양의 ‘부정’으로 사유하여 하양을 철저하게 다른 것과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문제는 이 모순률에 근거한 사유가 경험적 세계에서는 적용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험적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이러한 사유 방식으로 세계를 정의해

왔다는 것이다. 한 항을 다른 항과 철저하게 구분하여 논리적으로 정의하려는 이분법

적 사고에서는 ‘둘 다 동시에 참일 수 없고(모순율),’ 이 두 항들은 상호 자율적이고

철저하게 구분되므로 ‘중간이 없다(배중률).’ 그러나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A/-A)은

필연적으로 한 항을 긍정적인 것으로 두고 한 항을 부정적인 것으로 둔다.

36) 아리스토텔레스는 여성을 “잘못 태어난 남성misbegotten male”이라고 생각했다.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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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첫째 항의 부정(-A)으로 정의된다는 것이다. 이때 둘째 항은 첫째 항

의 결핍이다.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이고, 이성이 없는 것이 감각이며, 남

성적 속성을 가지지 못한 것이 여성인 것이다. 또한 그녀는 A/B 관계

아래에 은폐된 A/-A도식에서 A는 배중률이 무너질 때 일어나는 혼동과

오염에 취약하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이분법적 사유는 이 모순 관계와

배중을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A를 순수하게 정의하기 위해서

이분법은 A와 B를 철저하게 다른 것으로 엄밀히 구분해야 하는 것이다.

그녀에 의하면 이 사유방법은 질서 유지와 오염되지 않은 순수함에 가치

를 두는 방법이다.

제이가 이 이분법을 문제 삼는 이유는, 마치 자율적인 두 항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는 존재이자 하나는 결핍으로 사유하는 이 논리적

방법이 경험적 현실을 이해하고 질서 짓기 위해 이용되면서 억압을 발생

시키기 때문이다. 제이는 이 사유 방법이 단순히 인간의 정신에서 비롯

한 것임을 지적한다. 제이는 “아마도 우리는 사회 이론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질서를 원하는 것 같다. A/-A [논리도식]을 사회로 직접

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바로 그것[사회적 질서]을 획득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고 주장한다.37) 결과적으로 이 주장에 따르면 지금까지 사

람들은 남/녀라는 대칭적이지 않은 두 실체들을 대칭적인 것으로 사유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대립 속에서 남성이 아닌, 혹은 아니길 바

라는 속성들은 모두 여성에게 투사되면서 이러한 사유는 가치있는 것과

남성적인 것을 등치해왔다. 그로써 여성은 항상 남성과의 비교를 통해서,

대립적 혹은 상보적인 것으로 규정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는 두 실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실체인 A만 존재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해체주의적 인식은 생물학적 정체성인 섹스와 사회적 정체성

인 젠더의 이분법도 해체하기에 이른다. 이는 “섹스는 오랫동안 이미 젠

더”였음을 주장하며 섹스/젠더 이분법을 해체한 주디스 버틀러Judith

로이트 또한 이런 방법으로 성차를 구성했다. 즉 “소녀는 모자란/작은lesser 소년이

다.” 본고 2장 1절 참고.

37) Nancy Jay, 앞의 글,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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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ler의 논의에서 확인될 수 있다.38) 버틀러는 『젠더 트러블(Gender

Trouble)』에서 페미니즘의 재현과 정체성의 정치를 비판한다. 왜냐하면

버틀러가 보기에 재현은 그 자체 구성의 힘을 갖고 있어서 억압적이고

배제적이기 때문이다. 재현이 구성의 힘을 갖는다는 것은, 재현의 대상이

재현물을 오히려 규범적 요소로 취하고 내면화함을 의미한다.39) 가령 여

성에 관한 이론이나 예술과 같은 재현물이 하나의 규범으로 작동하여 여

성이 그 재현을 내면화해서 자신을 여성으로 정체화한다는 것이다. 버틀

러가 보기에, 이는 재현되는 ‘원본’과 재현하는 ‘모방’이라는 위계가 오히

려 전도된 형국이다. 그리고 재현함과 동시에 그 재현에 내포되지 않는

여성들은 배제되어 버린다. 따라서 다양한 여성을 재현하지 못하는 여성

정체성은 그 자체로 억압적인 것 된다. 그런 의미에서 버틀러는 생물학

38) Judith Butler, Gender Trouble, New York: Routledge, 1990. p. 8. 버틀러는 일정정
도 데리다의 ‘해체deconstruction’적 방법론의 영향을 받는다. 간단히 말하면, 이분법

에는 두 항 중 하나가 다른 항에 대해 특권을 가지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상 이 특권

화된 항은 다른 항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다.

데리다는 완전한 특권화의 불가능성을 드러내주는 방법을 ‘해체적 독해deconstructive

reading’라고 일컫는다. 특권화된 항의 비독립적인 측면은 특권화된 항의 지배 속에서

은폐되어 있으나, 데리다는 해체적 독해를 통해 숨겨진 이 측면을 폭로한다. 그리고

특권화된 항이 다른 항에 의지하고 있음이 드러나면, 특권화된 항과 그것의 다른 항

의 위치는 전도될 수 있다. 즉 이 둘은 ‘대리보충’의 관계이다. 대표적으로 말/문자 쌍

이 그러하다. Jacques Derrida, Of Grammatology, trans., G. C. Spivak, 1997 참조.
이런 해체 과정을 통해 데리다는 전통 철학과 형이상학에 은폐된 가정들을 폭로하는

방법론을 제공하고 있다. “고전적 철학적 대립들에서, 우리는 둘 모두의 평화로운 공

존을 찾을 수 없다. 오직 폭력적 위계만 찾을 수 있을 뿐이다. 두 용어들 중 하나는

다른 하나를 (가치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등등) 지배하고, 더 높은 자리를 점유한다.

이 대립을 해체하기 위해 우리는 우선적으로 주어진 순간에 위계를 역전시켜야 한

다.” Jacques Derrida, Positions, Paris: Minuit. 1972. p. 56, (Positions, trans. Alan
Bass, London : Athlone Press, 1981. p. 41.)

39) 재현이 구성적이라는 버틀러의 통찰은 푸코의 법의 계보학에 관한 논의에서 비롯한

다. 억압적이면서도 생산적인, 이중적인 법의 본질에 대한 푸코의 분석은 욕망과 금

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에 유용하다. 푸코의 분석의 핵심은, 정신분석학이 가정하고

있는 원형적인 욕망(리비도)을 거부하고 법 자체의 생산성에 주목하는 것이다. 푸코

에 따르면, 법은 상상적으로 전제된 욕망이라는 ‘원인’으로부터 ‘결과’한 어떤 것이라

는 서사를 만든다. 그럼으로써, 법은 그 자체 마치 인간의 욕망의 결과인 것처럼 자

신을 은폐한다. 그러나 푸코는 욕망이 법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욕망을 생산

한다고 주장하며 전도된 인과론을 도출한다. Judith Butler, 앞의 책, p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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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사실성인 섹스는 섹스의 사회적 재현인 젠더의 원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녀에 의하면 생물학적 몸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명명되기 시

작할 때, 그 몸은 이미 담론의 구성물이며 효과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

다.40) 보봐르의 주장대로 “몸이 하나의 상황”41)이라면 언제나 이미 문화

적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 몸에 기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따라

서 버틀러에게 섹스는 담론 이전의 해부학적 사실성으로 볼 수 없다. 기

실, “섹스는 그 정의상 지금까지 내내 젠더였다.”42)

지금까지 설명된 이러한 해체 담론들은 페미니즘 정치학에 유용하게

전용되었다. 남성과 여성의 정신적, 육체적인 차이는 그저 사회적 산물일

뿐이거나 상징체계로부터 내면화된 일종의 효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화 가능한 우연적인 속성들일 뿐이다. 따라서 성차별의 근거는 담론의

효과에서 비롯한 것이지 생물학적 사실성에서 비롯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처럼 포스트페미니즘은 해체철학을 전유함으로써 팔루스 중심

주의를 비판하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었지만, 다른 한편 이로 인해

또 다른 아포리아에 봉착하게 된다. 남/녀 혹은 섹스/젠더 등의 이분법

해체는 결국 본질적인 여성성이 존재한다는 인식을 폐기하는 것을 전제

하기 때문이다. 여성적인 것, 또는 여성 주체 개념이 그 자체 동일성43)과

보편성을 상기시키고 여성들 사이의 다양한 차이를 사상시킨다는 이유로

40) 이것은 푸코와 라깡의 전제에서 비롯하는 주장이다. 푸코와 라깡에 의하면 우리는

각인되거나 내면화된 신체에 대해서만 인식할 수 있을 뿐이지, 온전히 생물학적이고

해부학적인 몸을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미화된 몸 이전의 의

미화되지 않은 어떤 것은 인식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의미화는 상징적 질서의 습득

이후에 가능하며, 따라서 인간은 상징적 질서와 분리된 몸에 대해서는 상상할 수 없

다. 즉 자신의 몸에 대해 일종의 표상이나 이미지만을 가질 수 있을 뿐이다.

41) Simone de Beauvoir, The Second Sex, trans. E. M. Parshley, New York: Vintage,
1973, p. 38.

42) Judith Butler, 앞의 책, p. 8.

43) 철학에서 동일성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의미로 쓰인다. ① 인격의 동일성,

② 논리적 사유의 동일성, ③ 사물 자체의 동일성. 세 가지 의미 모두, 전체적이고 본

질적인 것으로서의 어떤 것을 상정하고 있다는 것이 동일성의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

은 동일자, 동일성의 논리, 동일성의 경제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특히 동일

자라는 개념은 인격적 통일을 이루고 있음을 가정하는 전통 철학에서의 ‘자아’나 ‘주

체’와 혼용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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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주체성이나 여성만의 보편적인 특성을 논의하려는 시도는 포스트

페미니즘으로부터 큰 비판을 받은 것이다. 이에 여성의 주체성에 대해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페미니즘은 그 이론과 실천의 방법론 자체를 잃

을 수도 있는 역설적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난국에서 이리가레는 해체 담론 이후에서 다른 길을 택한

다. 이리가레 또한 포스트페미니즘의 해체 기획에 동의한다. 그러나 그녀

는 해체 이후 이렇다 할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해체 담론과 포스트모더

니즘은 철학적, 정치적으로 무책임하다고 주장한다. 이리가레는 해체 담

론과는 달리 재현을 거부하지 않는다. 정체성이나 주체라는 개념이 인간

이 자신을 재현한 산물인 한 그것은 사라질 수 없으며, 오히려 재현의

불가능성이 하나의 규범이 되어 재현하려는 욕망을 억압하는 또 하나의

기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리가레의 관점에서는, 재현이나 규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재현이나 규범을 재생산하는 구조가 문제이다.

만일 재현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

장한다면, 포스트페미니즘은 재현을 재생산하는 구조를 바꿀 수 없는 무

력한 이론이 된다. 따라서 이리가레는 더 근본적으로 문제의 지평을 이

동시킨다. 다시 말해 그녀는 구조의 문제를 지적하고 해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구조의 발생과 속성을 심문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그 구

조를 변혁시키는 것이 그녀 철학의 목표가 된다. 그녀에 의하면 이는 정

치적 혹은 인식론적 논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리하여 그녀는 구조의 존

재론적 의미를 탐색하여 그것의 변화 가능성을 타진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녀의 철학은 해체구성적이다. 다음 절에서는 이리가레가 해체주의를

배경으로 하여 어떻게 주체를 재구성하는지, 그녀 철학의 전체적 구도를

개략할 것이다.

1.2. 이리가레의 철학적 기획

이리가레는 지금까지의 문화, 과학, 철학 등의 상징적 질서가 단성적

이었으며 여성은 상징 체계 안에서 주체로서 자신의 자리를 가진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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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주장한다. 자신의 자리가 없다는 것은 발화 주체, 행위 주체로서

존재한 적이 없음을 의미한다. 그녀에 따르면 전통 철학에서 줄곧 “주체

성은 여성에게 거부되었다.”44) 오늘날의 해체철학이 주체의 위기를 말하

지만, 이리가레에게 그 주체는 여성 주체가 아니다. 그녀는 “철학의 죽음

을 의미하는 [주체의] 위기가 이리가레에게는 이미 끝나버린 일이다. 그

녀는 폐허 사이에서 낡은 질서를 대신해 무엇이 들어설 것인지를 이미

간파하고 있다.”45) 그리하여 이리가레가 기획하는 “여성 주체”란 구조주

의와 후기구조주의가 지적하는 주체와는 다른, 새로운 주체이다.

이리가레가 보기에 지금까지 여성은 공동체 내부의 구성원으로 존재

한다기보다는 공동체 외부에서 공동체 자체를 유지하는 기능적 역할 –

사적 영역의 수호자 역할이나 재생산을 위한 역할 등 – 로, 즉 ‘구성하

는 외부(constitutive outside)’로 전락했다. 그래서 이리가레는 여성의 발

화가 공동체의 공적 영역에서 의미있게 표현되고 가치있는 행위로 간주

되는 것이 차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이리가레의

철학적 기획은 두 가지로 수렴된다: 첫째, 팔루스 중심적인 가부장제에서

남성의 타자로서 규정되어 온 여성의 표지들을 해체하고, 둘째, 여성 주

체성이 담론에서 자율적 용어로 나타나는 수단을 창조하는 것이다.46) 다

시 말해 기존의 ‘성차화’를 해체하고 ‘성차’에 기반한 새로운 성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성차화’는 기존의 규범적으로 작

동한 성적 역할이나 정체성을 이르는 반면, ‘성차’는 이리가레의 독자적

인 개념이다. 이리가레의 ‘성차’는 규범적인 것이 아니라 성적 차이를 발

현시키는 생성적인 것이다.47) 이 절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성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리가레가 창조한 두 개념인 ‘여성적 상상계’와 ‘여성적

계보학’을 중심으로 이리가레의 철학적 기획을 개관할 것이다.

44) SO, 133.

45) 로지 브라이도티, 『유목적 주체』, 박미선 역, 서울: 여이연, 2004, p. 210.

46) Elizabeth Grosz, Sexual Subversions: Three French Feminists, Sydney: Allenand
Unwin, 1989, p. 109.

47)본고 2장 2절 참조. 이 구분은 이미 그로츠가 행한 바 있다. Elizabeth Grosz, 위의

책, p.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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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여성적 상상계: 여성으로서 말하기

이리가레는 새로운 성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먼저 주체

가 되는 것이 필수적이고, 여성이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성차를 존재론

적 수준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48) 이러한 존재론적 성차의 기

획은 중기의 대표작 『성차의 윤리학』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지만, 전

기 저작인 『검시경』과 『하나이지 않은 성』에서 이미 “여성적 상상계

(la Femme Imaginaire)” 개념을 통해 단성적인 철학과 정신분석학에 ‘성

차’의 단초들을 제공하고 있다.

‘상상계’49) 는 이리가레만의 독자적 개념은 아니다. 이 용어는 사상사

적으로 여러 흐름들이 있는데,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용어가 라깡의 정신

분석학적 개념이기 이전에 현상학적 개념이라는 사실이다.50) 그러나 페

48) 이리가레는 남성과 여성의 수평적 관계가 가능하기 위해 여성이 주체가 먼저 되어

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남성과 여성의 ‘수평적 초월’ 즉 남성과 여성 사이의 환

원 불가능한 차이를 세우기 위해 필수적이다. 이리가레에게 초월은 동일자적 주체가

자신의 동일성을 흩트리고 외부로 흘러넘치는 것을 말한다. “확실히 이 둘[남과 여]은

항상 잠재적으로 성적으로 차이가 있는 둘이다.[…]왜냐하면 남성과 여성 사이에는,

여성과 여성 사이에는 없는 부정, 일종의 환원불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남자와

여자 사이의 부정성(la négativité)은, 감히 말하건대, 존재론적이고 환원불가능한 전

형이다. 게다가 이는 오직 남성과 여성 사이의 존재론적 차이에서만 이해될 수 있고

남아 있을 수 있다.” JLI, 109-110. “만일 우리가 성인 남녀 사이의 수평적 관계를 수

평적 초월 – 즉 ”나-여성”과 “너-남성” 사이의 환원 불가능성 – 과 함께 가능해게

된다면, 그리고 그때, 여성이 자신의 여성적 정체성을 구성할 수 있다면[…]” JLI,

108.

49) 프랑스어로는 상상적인 것과 상상계가 같은 단어(l’imaginare)이나, 국내에서는 특히

정신분석학적 견지에서 상상계로 번역이 거의 통일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 이리가레

는 이것을 정신분석학적 용어에 한정하지 않는다. 윗포드의 주장처럼, 이리가레는 이

상상적인 것을 현상학적 의미와 정신분석학적 의미를 혼합해서, 의식적(현상학적)이

기도 하고 무의식적(정신분석학적)이기도 한 것으로 혼합하고 있다. 그러나 본고는

이미 한국에서 많이 통용되고 있는 ‘여성적 상상계’라는 번역어를 그대로 쓸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가 ‘여성적 상상계’ 개념을 제시할 때, 정신분석학을 비판하기 위해 들

여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리가레의 상상계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

라. Margaret Whitford, Luce Irigaray: Philosophy in the Feminine, NewYork:
Routledge, 1991, p. 54 - 56.

50) “라깡을 이해할 때, 특히 그가 철학, 인류학, 그리고 언어학적 관념들을 차용하는 부

분에서 기억할 것은 라깡이 항상 개념들을 정신분석적 범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즉

그는 현상학적 용어인 탈존과 무를 의식의 영역으로부터 무의식의 영역으로 이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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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스트들은 대부분 이리가레의 상상계 개념을 라깡의 정신분석적 용어

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이리가레 이론이 빠르게 알려

지는 시기에, 정신분석학과 관련해서만 연구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분적인 이해로 인해 이 용어가 철학 사상들을 넘나드는 와중에 지속적

으로 변형되어온 의미들은 간과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상상계는 정신분

석학과 더불어 현상학적 의미와도 관련하여 이해되어야 한다.

현상학에서의 ‘상상적인 것’은 사르트르나 메를로-퐁티의 논의에서

발견된다. 사르트르에게 “상상적인 것은 상상하는 의식의 지향적 대상이

다. 그 대상은 마음속에 있는 것 - 백일몽, 부재하는 사람들에 대한 환

기 등 - 이거나, 상상의 산물인 외부적 대상들(소설이나 회화들)이다.”51)

말하자면 사르트르에게 상상적인 것은 의식과 관련한다. 또한 메를로-퐁

티에게 상상적인 것은 무의식적이기도 하고 의식적이기도 하다. 즉 그는

상상적인 것을 언어로 완전히 표현되지 않지만 우리가 적어도 지각하고

감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현상학에서 ‘상상적인 것’

은 의식과 무의식의 구분을 넘나드는 개념이다.

한편, 라깡 정신분석학에서 ‘상상계’52)라는 용어는 복잡하지만 비교적

켰다.” 숀 호머, 『라캉 읽기』, 김서영 역, 은행나무, 2006, p. 46.

51) Margaret Whitford, 앞의 책, p. 54.

52) 라깡은 자신의 정신분석학을 이론화하기 위해 기존의 혼란스러운 정신분석적 개념

들을 다음의 3가지 계로 분류하여 체계화했다. 이러한 세 계order는 각각 정신분석적

경험의 세 측면에 관한 것으로 서로 이질적이면서도 비독립적이다.

상상계the Imaginary: 자아와 거울상/타자 사이의 이자 관계double relation와 관련

된다. 자아는 타자의 모습을 자신의 모습으로 취하면서 구성되기 때문에 이미지와의

동일시는 상상계의 중요한 계기이다. 상상계의 이러한 이자관계는 나르시시즘적이다.

이미지, 상상, 오인, 매혹이 상상계의 내용을 이루며 상징계를 은폐하는 기만적인 외

관이다. 전체성, 통합성, 자율성, 이원성을 특징으로 한다.

상징계the Symbolic: 친족관계에 관한 인류학적 개념으로부터 라깡이 빌려온 용어

이다. 이것은 상상계를 구조화하는 언어 기표들의 연쇄와 질서이며 모든 주체에게 선

험적인 영역이다. 법과 구조로 기능하며 주체의 위치와 배치에 관여한다. 대타자

Other의 영역인 상징계는 상상계의 이자 관계와 달리 제 3자인 대타자가 개입한 3자

구도이다. 또한 죽음, 부재, 결여의 영역이기도 하다. 주체들의 상호 관계는 언제나

대타자에 의해 중재된다.

실재계 the Real: 상징화에 절대적으로 저항하는 것이며 상징계 외부에 존재하는

영역이다. 그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상징계에 통합될 수 없으므로 ‘불가능한 것’이다.

실재계는 또한 상상계와 상징계의 기반을 이루는 물질을 의미하는 질료를 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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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게 개념화되어 있다. 라깡은 초기 논문 「정신분석적 경험에서 나

타나는 자아 형성의 기능으로서의 거울 단계」(1949)에서 ‘상상계’를 도

입한다. 그는 유아가 자신을 완전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단계를 거울

단계라고 일컬었다. 이 거울단계에서 처음으로 유아는 거울 이미지를 통

해 자아라는 상을 마주한다. 그러나 이 상은 어디까지나 거울 속의 자신

의 ‘이미지’일 뿐이라서 유아는 현실에서 자신이 감각하는 몸과의 지속적

인 불일치를 겪는다. 현실의 유아는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하지만, 거울

속의 유아 자신은 온전한 형태의 몸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

아는 몸의 감각 및 운동의 불완전함에서 비롯되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자신을 온전한 형태의 거울 속 몸과 동일시하면서 거울상을 자아 이미지

로 획득하게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자아는 상상적인 것이며 항상 몸의

이미지와 관계한다. 그리고 이러한 몸에 대한 의식은 실제 해부학적/생

물학적인 몸과 일치하지 않는다. 라깡에 의하면 인간은 어떤 식으로든

의미화되지 않은 해부학적 몸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정신분석학에서 상상계와 상징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상상계는 기

표53)로 상징화되기 이전의 무의식적인 것이다. 그리고 기표가 무의식 속

의 기의와 (잠정적으로) 적절하게 결합했을 때 의미가 발생한다.54) 상징

계는 상상계를 틀짓는 구조 자체이고, 이 구조 혹은 틀을 채우는 것들이

상상계이다. 상징계는 그 자체 상상계를 구조화할 뿐 상상계로부터 영향

을 받지 않는다. 즉 이 상징계는 무역사적이다. 무역사적임은 시간과 무

관하게 이미 결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 상상계는 이미 항상 상징계

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 가령 유아가 거울 앞에 있을 때 거울 속 이미

불안의 대상이며 어떠한 매개도 결여되어 있다. 딜런 에반스, 『라깡 정신분석 사

전』, 김종주 외 역, 도서출판 인간사랑, 1998, pp. 175-176, 179, 216 참조.

53) 라깡은 언어학자 소쉬르로부터 ‘기표’의 개념을 차용했다. 소쉬르에 따르면 기표는

물질적 요소이고 기의는 기표의 개념이자 이미지이다. ‘개’라는 문자는 기표이며 개라

는 기표를 통해 연상되는 개의 ‘개념’이 기의인 것이다. 라깡은 이 소쉬르의 개념을

더욱 구체화 하여 전유한다. 라깡은 “기표가 먼저이며, 후에 기표가 기의를 만들어낸

다고 말한다.” 딜런 에반스, 위의 책, p. 95.

54) “상상계는 상징계의 효과이다. 상징계는 상상계를 구조화한다. 그래서 상상계는 그것

이 상징화될 때까지는 의미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Margaret Whitford, 앞의 책, p.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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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보여주는 어머니는 상징계의 역할을 이미 하고 있다. 유아에게 거

울상이 유아 자신임을 확인해주는 이가 바로 어머니인 것이다.

윗포드Margaret Whitford는 이리가레가 “상상적인 것/상상계를 현상

학적 정의(의식적인 것)와 정신분석적 정의(무의식)를 혼합”한다고 분석

한다.55) 두 의미를 혼합한 이리가레의 상상계는, 한편으로는 라깡의 상

상계처럼 상상계가 상징적 구조로부터 일방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

라 서로가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함을 의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상학

의 ‘상상적인 것’과 같이 의식과 무의식을 넘나듦을 의미하게 된다. 다시

말해 이리가레의 상상계는 상징계로부터 영향을 받음과 동시에 상징계에

영향을 준다.56)

이리가레가 정신분석학의 상징계와 상상계 개념을 비판하는 이유는

이것이 이미 성차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성차화되어 있다는 것은, 일반적

으로 중립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이 상상계가 사실은 남성적인, 즉 이리

가레의 말을 빌리면 남성 형태학적인 상상계임을 뜻한다. 이때 성차화된

상상계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이리가레는 ‘형태학morphology’57)을 도

55) 위의 책, p. 54.

56) 이러한 관점에서 이리가레가 여성성을 상상계와 결부시켜 무의식적이고 퇴행적인

것으로 만들었다는 몇몇 페미니스트들의 비판은 재고되어야 한다. 이러한 비판은 이

리가레의 상상계를 라깡 정신분석학적 틀에서만 검토했기 때문이다. 라깡 정신분석학

에서 상상계는 상징계를 채우는 의미의 차원이자 상징계에 의해 조직되어야 하는 무

의식적인 것이다. 또한 분절되기 이전의 충만과 융합의 장소이며 주체가 퇴행하는 장

소이기도 하다. 반면 이리가레의 상상계는 이러한 정신분석학적 틀 내의 상상계와 완

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이리가레에게 상상계/상상적인 것은 상

징적 질서를 변혁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녀가 상상계와 상징계 사

이의 역동성을 주장한다는 점에 있다. 그러한 견지에서 상상계의 현상학적 측면을 함

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57) “형태학이란 이리가레가 각 성의 몸과 해부학이 주체에 의해 경험되고 문화 속에서

재현되는 방식을 일컫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이다. 이것은 정신분석학에 만연되어 있

는 ‘해부학적 운명’ 개념의 생물학주의적이고 본질주의적인 것을 대체한다. 이리가레

에게 [여성적]형태학은 여성들의 해부학이 아니라 가부장제 속에서 거세된 것으로 간

주되는 여성들의 몸에 대한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의미들이다. 형태학은 핵가족의 위

계적 구조들을 통해 소통되는, 발달하는 아이의 성적 지대들, 쾌락들에 대한 심리학

적 의미들의 효과이다. 또한 형태학은 몸의 사회-상징적 기입의 효과이며 담론적 효

과들로서의 몸을 생산한다. 이런 의미에서, 가부장제 담론들과 팔루스적/거세된 몸은

동일한 모양을 공유하는 이질동형isomorphic이다.” Elizabeth Grosz, 앞의 책, p. xix.



- 28 -

입한다. 이리가레의 형태학이란, 몸에 대한 주체의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의미화를 말한다. 신체를 해부학적 기능들로 설명하는 것과 달리, 형태학

은 단적으로는 말하면 자아가 인식하는 몸의 형태이다. 이것은 상징계와

상상계가 몸의 형태에 대한 인식과 얼마나 동형同型적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이리가레가 도입하는 개념이다. 이 형태학적 몸은 라깡의 거울 속

이미지처럼 사회적으로 구성된 상상적 몸이다. 주체의 지각이나 경험이

의미를 획득하기 위해서 주체는 필수적으로 형태학을 내면화해야 한다.

형태학을 내면화했을 때, 주체는 비로소 자신의 감각적 경험을 의미화

할 수 있다. 이리가레는 이 형태학이 지금까지 남성적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녀에 따르면 서구 철학은 근본적으로 ‘남성적 형태학’에 기반하고 있

고, 이 남성적 형태학이 ‘남성적 상상계’를 만들어낸다. 결국 그녀는 지배

담론인 팔루스-로고스 중심주의가 남성적 상상계임을 주장하기에 이른

다. 그녀가 보기에 서구 철학의 합리성과 로고스는 다음의 세 가지 특징

이 있다: “고유함(proper)과 수량(quantification)으로 표현되는 동일성

(identity), 모호함이나 양가성 및 다수성을 [하나로] 환원 가능하다고

보는 무모순(reducible non-contradiction), 자연/이성, 주/객, 물질/에

너지, 정지/운동 등의 [둘 중 하나이어야 한다는] 이분법의 원리

(oppositions).”58) 즉 서구 철학은 하나임(oneness), 동일성(sameness),

통일성(unity), 형상/형태(form), 고체(solid), 현전(presence) 등의 개념들

에 특권을 주는데, 이 개념들이 사실상 남성적 형태학과 이질동형

(isomorphism)을 이룬다는 것이다.

이 팔루스적 모델은 가부장적 사회와 문화에 의해 발전된 가치

들, 철학서들 속에 각인된 가치들, 즉 고유함, 생산, 질서, 형태, 단

일함, 가시성의 가치들을 공유한다.59)

그러므로 이리가레 관점에서, 합리성을 전제하는 지배담론은 사실상

58) Luce Irigaray, “Is the Subject of Science Sexed?”, trans. Edith Oberle, Hypatia,
2, no.3 , 1987, p. 74.

59) TS,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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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적이며 남성 형태학적이다. 다시 말해 합리성 자체가 오로지 논리적

이고 추상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그 근거에서부터 이미지나 형태학에

의지하고 있음을 비판하는 것이다. 이로써 그녀는 정신분석학에서 일컫

는 상상계를 남성적 형태학으로 대체하고 상징계를 남성적 상상계로 대

체한 셈이다. 이리가레의 말을 빌자면, 일반적으로 상징계가 무모순적이

고 동일적이며 고정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이 남성 형태학적

상상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즉 그녀의 논의를 따라가면 기존의 상징계

와 합리성은 몸과의 연관에서 주조된 상상적인 것이 된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이리가레가 이러한 남성 형태학적 담론이

남성의 생물학적 성이나 남성 섹슈얼리티에서 직접적으로 기인한다고 주

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남성들이 자신의 이미지들 속에서 담

론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근 형태학적인] 팔루스 중심적 담

론이 남성 섹슈얼리티를 남성의 이미지들 속에서 형성한다는 것이다.”60)

다시 말해, 남근 형태학적 담론은 실제의 남성 섹슈얼리티나 해부학에서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되려 남근 형태학적 담론이 “남성의 몸을 정력적,

남근적, 능동적, 공격적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남성의 팔루스와의 동

일시가 남성의 육체성을 버린다.”61)

이리가레에게 “몸body과 육체성corporeality의 개념은 구조화되고 각

인되고 구성되며, 사회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의미가 부여된 몸을 일컫는

다. 이 몸은 오직 사회-언어학적 구성을 통해서만 존재한다. 그녀에게

‘순수’하거나 ‘자연적인’ 몸은 무의미한 것이다. 권력관계나 재현의 체계

는 몸을 가로지르고 몸의 에너지를 활용할 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몸의

감각, 쾌락 – 몸의 경험의 현상학을 구성한다.”62) 그녀에 의하면 문화적

이고 상징적인 담론은 억압적이면서도, 동시에 현실을 의미 있는 것으로

유도하고 능동적으로 구성하기도 한다. 이것은 몸에 관한 주체의 인식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녀는 몸에 대한 인식은 항상 매개되어 있고

우리가 아는 우리의 몸은 사회적으로 의미화된 몸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60) Elizabeth Grosz, 앞의 책, p. 112.

61) 위의 책, p. 118.

62) 위의 책, p. 111.



- 30 -

합리적이라고 여겨지는 중립적인 담론이 남성적 상상계임을 드러내면서,

이리가레는 합리성이 스스로를 몸 이미지, 감각, 상상과 단절된 추상적인

것으로 여겨왔지만 사실상 그러한 것들에 기반해 있음을 드러내려고 하

는 것이다.63) “당신[남성 정신분석학자들]이 보편적인 것, 모든 경험적이

고 역사적인 우연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으로 상정하는 상징계는, 사회적

질서로 변형된 당신의 상상계이다.”64)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리가레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내재화된 형태

학적 개념들은 담론에 저항하는 몸의 물질성과 감각에 의해 침범될 수

있다. 이 물질성과 감각은 기존의 재현이나 의미화의 규범 속에서 낯선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것들은 남성적 형태학의 이해에서 벗어나기 때

문이다. 다시 말해 내재화된 몸에 대한 의식이 몸의 물질성이나 감각과

불일치할 때 그 감각은 낯선 것이 된다. 이리가레는 현재의 담론이 여성

의 감각이나 몸에 대한 의식을 제대로 설명해내지 못하는 이유, 또는 역

으로 여성들이 자신의 몸을 파편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는

이유가 남성적 형태학이 여성의 몸에는 부적합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다.65) 내면화된 형태학에 불쑥 들어오는 여성들의 감각과 감정들은 그러

63) 이러한 관점은 프로이트의 초기 정신분석학에서부터 그 단초를 발견할 수 있다. 예

를 들면, 프로이트에게 있어서 가장 원초적인 판단은 삼키거나 내뱉는 것이다. “판단

의 기능은 주로 두 종류의 결정에 관계한다. 그것은 어떤 사물이 어떤 특수한 속성을

지녔나를 긍정하거나 부정한다. 그리고 그것은 표상Vorstellung이 현실계에 실존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거나 반박한다. 결정될 속성은 원래 좋거나 나쁜, 유용하

거나 해로운 것이었으리라. 가장 오래된 - 구순기적 - 본능 충동의 언어로 표현하자

면, 판단이란 <나는 이것을 먹고 싶다>이거나 <나는 그것을 내뱉고 싶다>이다. 그리

고 좀더 일반적으로 말해서, <나는 이것을 내 속에 끌어들이고 싶고 저것은 몰아내

고 싶다>이다. [...] 원래의 쾌락 자아는 자신 속에서 모든 좋은 것을 끌어들이려 하고

모든 나쁜 것은 몰아내려 한다. 나쁜 것, 자아에게 낯선 것, 외적인 것, 이런 것들은

우선 첫째로 동일한 것이다.” 다시 말해 참을 판단하는 사유의 기원은 몸과 관련한

환상, 무의식적인 정동, 대상에 대한 감정 등과 불가분하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부

정」,『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박찬부 역, 열린책들, 2004, pp. 447-448.

64) Luce Irigaray, Parlern’est jamais neutre, Paris, Minuit, 1985. p. 269.; Margaret
Whitford, 앞의 책, p. 90 재인용.

65) 여기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남성적 형태학에 낯선 ‘남성의’ 감각이나 감정도 있

을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이리가레가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다만 그녀의 논의에 따르자면, 그러한 감각과

감정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형태학은 항상 변하는 것이며, 감각이나 지각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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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유에서 말할 수 없는 것, 재현 불가능한 것, 이해 불가능하거나 기

괴한 것, 혹은 신비한 것 등으로 폄하되는 것이다.

이러한 여성의 욕망, 여성의 언어의 다양성은 위반된 섹슈얼리티

의 파편화된 잔여들로 이해되어야 하는가? 부인된 섹슈얼리티의

잔해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인가? 이 물음은 답하기 어렵다. 여성적

상상계의 거부와 배제는 여성 자신을 파편화된 것으로 경험하게

하는 위치에, 즉 지배적 이데올로기의 거의 구조화되지 않은 주변,

폐허 혹은 초과 속에 여성들을 둔다.66)

이리가레는 기존의 상징계가 사실상 남성적 형태학에 기반한 남성적

상상계라고 비판함으로써, 상징계를 무역사적이라고 본 라깡과 달리 상

징계가 변혁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그녀는 남성적 상상계가 아

닌 다른 사유방식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즉 이 다른 사유방식은 팔루

스 중심주의가 말하지 않고 배제하거나 잔여로 남긴 것들, 특히 여성에

관한 재현을 담론의 공간으로 길어 올리는 작업이 된다. 그녀는 만일 형

태학이 주체의 몸을 의미화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면, 여성적 형태학을

통해 여성의 몸을 파편화 되어있거나 부정적인 것이 아닌, 온전한 몸으

로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여성적 상상계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 장소[여성적 상상계]는 언어 활동과의 관계 속에 여성 자신의

‘특수성’이 여성에게 인정된 경우에만 생길 수 있다. 이것은 담론적

일관성이 부여하는 것과는 다른 ‘논리’를 의미한다[…]그것은 담론

의 완결 혹은 순환성 – 아르케arché나 텔로스télos을 구축하는 것

– 을 거부할 것이다.67)

상징적 담론과의 교호작용에서 비롯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리가레가 일컫는

남성적 형태학은 그 특성상(하나임, 동일성, 정체성, 고정 등) 물질적 감각을 배제하

는 원리가 구조적으로 내재되어 있어서 물질적 감각에서 비롯된 낯선 감각이 남성적

형태학을 변경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형태학 개념은 역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 변경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66) TS, 30.

67) TS,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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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여성적 상상계는 남성적 상상계와는 달리, 하나임, 동일성,

정체성, 통일성, 형상/형태, 고체, 현전과는 다른 형태학적 특징을 지녀야

한다. 이리가레는 여성 형태학과 여성적 상상계에 대한 직접적 정의보다

는 우회를 택한다. 그녀가 제공하는 여성 형태학의 특징들은 여성성이

복수적이며, 무정형적이고, 보이지 않고, 경계가 없고, 촉각적이며, 모호

하다는 것이다.

형태, 개별, (남성의) 성기, 고유한 이름, 고유한 의미의 하나임…

이것은 최소한 둘(입술들)의 접촉을 대체하여 나누고 분리한다. 이

입술들은 여성이 스스로와의 접촉을 유지하게 하며, 여기에는 무엇

이 만지고 만져지는 것인지 구별할 가능성은 없다.[…]아마도 이제

억압된 것, 여성적 상상계로 돌아갈 시간인 것 같다. 여성은 성기

를 갖고 있지 않는가? 여성에게는 적어도 두 개의 성기가 있다. 그

러나 하나하나 확인할 수는 없다. 실로 여성은 [성기를] 더욱 많이

갖고 있다. 항상 이중적인 그녀의 섹슈얼리티는 여전히 복수이

다.68)

여성적 형태학은 위와 같이 ‘두 입술’의 은유로 표현된다. 그러나 이

두 입술 은유는 사실 전통적으로 남성들이 규정해온 여성성과 다르지 않

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았다.69) 이 은유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인식

하는 해부학적인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불가분하다. 그것은 라깡이 팔루

스라는 근원기표를 설정하고 그것이 ‘부성 은유’라고 강조했지만 오히려

해부학적 성기를 연상시킴으로써 완전한 은유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와

68) TS, 26-28.

69) “피타고라스 대립표에는[...] 여성임은 분명히 경계가 없는 것 - 모호하고 비결정적

인 것 - 과 연관되었다[...]세계는 좋은 것으로서의 결정적 형상이 있는 원리들과 나

쁜 것으로서의 형체없음 - 비제한적, 불규칙적 혹은 무질서적 - 과의 혼합이다. 그

대립표에는 10개의 대조들이 있다: 제한/비제한, 홀수/짝수, 하나/다수, 오른쪽/왼쪽,

남성/여성, 정체/운동, 직선/곡선, 빛/어둠, 선/악, 정사각형/직사각형.” Genevieve

Lloyd, The Man of Reason: “male” and “female” in Western Philosophy,
Routledge, 1993,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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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효과를 낼 위험이 있는 것이다.

이리가레 자신 또한 이러한 위험을 알고 있었으며, 이것을 독해하는

방법으로 ‘미메시스 전략’을 내세운다. 이리가레의 미메시스는 모방하는

주체가 모방되는 객체를 전략적으로 모방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전략의

강점은 모방하는 자신이 모방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자신이 모방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미메시스가 아니다. 즉 모방

하는 자는 모방되는 속성들이 자신의 참된 속성이 아님을 인지해야 한

다. 그리고 모방되는 속성들과의 불일치 속에서 모방하는 자는 끊임없이

차이를 발견하며, 더 나아가 모방되는 속성들을 벗어날 수 있다.

우리는 여성적인 것의 역할을 일부러 떠맡아야 한다. 그것은 종

속의 형태를 긍정으로 이미 전환시킴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로써

그것[종속의 형태]을 좌절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미메시스 방법

으로 유희하는 것은, 여성이 여성자신을 단순히 그 [모방되는] 것으

로 환원시키지 않으면서 담론이 행한 여성 착취의 장소를 발견하

려는 시도이다.[...]이는 또한 여성들이 그렇게 잘 모방한다면, 여성

들이 단순히 이 [미메시스의] 작용에 다시 흡수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70)

위에 든 ‘두 입술’ 은유는 실제로 여성의 특수성과 몸에 대한 재사유

를 촉발시켰다.71) 페미니스트들은 이 은유의 적절성과 부적절성을 판단

하면서, 기존의 여성의 몸에 대한 사유들과 어떻게 다른지 다양한 관점

70) TS, 76.

71) 이러한 여성 몸에 대한 철학적 재사유는 그로츠Elizabeth Grosz와 브라이도티 Rosi

Braidotti 등의 육체 페미니즘(corporeal feminism)에 의해 더욱 발전되고 있다. 그로

츠는 이리가레의 몸과 감각에 대한 사유를 바탕으로 철학에서 논의되는 시공간의 변

화 가능성을 탐색한다. Elizabeth Grosz, Space, Time and Perversion: Essays on
the Politics of Bodies,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1995. 브라이도티는 이리
가레의 몸과 성차 논의를 받아들여 들뢰즈의 몸에 관한 사유와 페미니즘의 접속을

탐색한다. Rosi Braidotti, Nomadic Subjects: Embodiment and Sexual Difference in
contemporary Feminist Theo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유목적 주
체 - 우리시대 페미니즘 이론에서 체현과 성차의 문제』, 박미선 역, 서울: 여이연,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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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연구했다. 몇몇 비평가들은 이 은유를 ‘본질주의’72)라고 비판하는

한편, 몇몇은 이 은유가 여성의 본질을 보편화 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으로 여성성을 남성의 규정에서 벗어나게 하는 ‘전략적 본질주의’73)라고

불렀다. 결과적으로 이 은유는 끊임없이 새로운 의미를 생산하고 있

다.74) 이 은유의 지금까지의 효과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72) 본질주의는 사물들이 그 사물이게끔 하는 본질을 갖고 있다는 믿음에서 기인한다.

페미니즘 맥락에서, 본질주의는 모든 여성(혹은 모든 남성)이 일종의 공통적인 본질

적 특성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본질주의는 여성을 보편적

으로 정의하기 위한 시도로 이해되기도 한다. 이리가레를 본질주의로 간주하는 문헌

은 다음을 참조하라. 토릴 모이, 「가부장적 사유체계: 루스 이리가라이의 거울」,

『성과 텍스트의 정치학』, 임옥희 외 공역, 한신문화사, 1994, p. 164; Rosalind

Jones, "Writing the body: Toward an Understanding of L'ecriture Feminine",

Feminist Studies 7, no. 2, pp. 247-263.; Janet Sayer, Biological Politics: Feminist
and Anti-feminist Perspectives, London: Tavistock, 1982, p. 131.; Lynne Segal,

Is The Future female? Troubled Thoughts on Contemporary Feminism, London:
Virago, 1987, p.132.

73) 이리가레의 본질주의적인 언급을 전략적 측면을 설명하는 문헌은 다음을 참조하라.

Diana Fuss, "The Risk of Essence", Esesentially Speaking: Feminism, Nature and
Difference, New York: Routledge, 1989, pp.2-6, 18-21.; Elizabeth Grosz, "Sexual
Difference and the Problem of Essentialism". The Essential Difference, ed. Naomi
Schor, Elizabeth Weed, Indiana Univ. Press, 1994, pp. 82-97.; Naomi Shore, “This

essentialism which is not One: Coming to grips with Irigaray”, Engaging with
Irigaray, Columbia Univ. Press, 1994. pp. 57-78.; 신경원, 『니체 데리다 이리가레의
여성』, 소나무, 2004.

74) 이리가레의 본질주의 논쟁은 이 글의 논의 대상이 아니므로, 또한 국내외의 많은 논

문에서 다뤄왔으므로 다루지 않기로 한다. 그러나 본고의 관점을 간략히 밝히자면,

이리가레가 주장하는 여성성이 본질적인가 비본질적인가 하는 논쟁은 소모적이라는

것이다. 페미니즘 이론의 맥락에서 이리가레가 말하는 여성성은 본질주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페미니즘에서 본질주의는 여성성을 본질화한다는 포괄적인 의미인데,

여성성을 몸과 그것의 특수성과 관련시키는 이리가레의 주장은 이 페미니즘 이론의

맥락에서는 본질주의의 혐의를 피해갈 수 없다. 여성의 특수성을 설명하는 것은 곧바

로 여성성을 정의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몇몇 비평가들이 그녀의 이러한 주장을

‘전략적’이라고 옹호하더라도 그것으로 이리가레가 본질주의의 혐의를 피했다고 보기

어렵다. 전략적 본질주의를 옹호하는 비평가들은 그 전략이 성공했을 경우 그 성공

이후에는 어떤 여성성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해답을 내놓지 못한다. 그러한 관점에

서 전략적 본질주의는 이리가레를 본질주의라고 비판하는 반본질주의와 동일한 난점

을 갖고 있다. 즉 전략적 본질주의와 반본질주의는 해체적 관점을 견지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동일한 매커니즘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논쟁과 상

관없이 여전히 이리가레는 ‘주체성’을 주장하고 ‘몸의 물질성’을 옹호한다. 본고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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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두 입술’ 은유는 은유의 불가능성에 대한 ‘범례’이다. 이리가레

의 의도는 여성의 몸을 연상시키는 입술을 미메시스함으로써, 여성에 대

한 은유가 부적절할 수 있음을 드러낸다. 이 은유는 “여성이 주체 혹은

객체가 되는 새로운 이론을 고안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 기계 자체를

고장 내고, 과도하게 일의一義적인 진리와 의미를 생산하려는 허세를 중

단시키기” 위함이다.75) 이것은 ‘동일자(남성)의 타자(여성)’가 지닌 속성

들을 재전유함으로써 전유된 속성들을 동일자에 의한 정의로부터 떼어내

는 것이다. 둘째, 이것은 여성의 해부학적 이미지가 아닌, 능동적으로 여

성적 형태학, 여성적 상상계를 구성해 내고자 하는 ‘하나의’ 예이다. 이

하나의 예는 다른 예들을 야기할 수 있다. 즉 어떠한 식으로든 여성이

스스로 자신을 말하도록 독려한다. 여성이 스스로에 대해 말하는 것은

“담론 이전, 혹은 ‘참된’ 육체성, 경험이나 쾌락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

것은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약호화이자 기입이며, 여성의 몸을 긍정적으

로 표시하기”이다.76)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약호화와 기입은 그것의 결

과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약호화에 도전함으로써 새로

운 담론을 생산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뿐이다. 이 약호화의 효과는 아무

기에 전략적 본질주의는 이리가레가 초기 철학에서 의도한 본질의 해체와 미메시스

전략(사실상의 미미크리 혹은 패러디)을 해명해주기는 하지만, 중후기 저작에서 나타

나는 주체성의 설립과 그 주장에 관련해서는 충분한 해명을 하지 못한다. 이에 본고

는 이리가레의 본질주의적 발언을 페미니즘 이론의 맥락에서 떼어놓고 볼 필요가 있

음을 제안한다. 그리고 그녀가 말하는 여성 몸의 특수성이 반본질주의자들이 비판하

는 고정된 본질과 상응하지 않는다면, 반본질주의자들의 애초의 전제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일정정도 나오미 쇼어의 ‘본질주의 비판’에 대한 비

판에 동의한다. 그녀 또한 이리가레의 본질주의 논쟁을 소모적이라고 비판한다. 쇼어

는 이리가레를 본질주의라고 비판하는 반본질주의자들이 오히려 “본질을 본질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즉 반본질주의자들이 비판하는 본질주의의 매커니즘을 반본질주

의자들 스스로 따르는 것이 아닌지 반문하는 것이다. 또한 쇼어는, 이리가레가 몸, 액

체, 촉각 등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생물학적 본질주의이라고 비판하는 반본질주의자

들에게 ‘유물론’과 ‘본질주의’를 구분할 것을 요구한다. 즉 쇼어는 이리가레의 몸에 대

한 강조가 프랑스 지적 전통 중 하나인 유물론과 과학철학의 맥락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Naomi Shore, “This essentialism which is not One:

Coming to grips with Irigaray”, Engaging with Irigaray, Columbia Univ. Press,
1994. pp. 57-78.

75) TS, 78.

76) Elizabeth Grosz, 앞의 책, 1989, p.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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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예측할 수 없다. 셋째, 이 은유는 또한 주체성에 대한 모순적인 명령

으로 표현된다. 그것은 시각적인 것이 아니라 촉각적인 것이고, 고정되어

딱딱한 것이 아니라 흐르는 액체fluid이며, 하나가 아니라 하나 이상이며

더 많은 것, 복수적인 것이다. 이는 기존의 주체성과는 다른 새로운 주체

성의 구성을 예기함과 동시에 주체에 관한 정의를 재형상화하려는 시도

이다.

이 세 번째 효과, 즉 이리가레가 이 은유에서 사용한 촉각과 액체,

점액질적인 것은 그녀의 전 저작에서 끊임없이 표현됨에도 불구하고 이

러한 은유의 구체적 기술과 의미보다는 은유 자체를 비판하거나 전략적

으로 옹호하는 것만이 강조되어 왔다. 그로 인해 이 ‘두 입술’의 은유 이

후, 이리가레는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거의 삼간

채, 촉각과 액체, 점액질적인 것이라는 표현을 덧붙이면서 여성적 상상계

에 대한 사유를 구체화시키고 있다. 이리가레는 여성적 상상계에 대한

설명을 지속적으로 하면서도 ‘여성이 무엇인가?’ 혹은 ‘여성 섹슈얼리티

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정확히 개념화하지 않는다. 만약에 개념

화 한다면 그것은 또한 팔루스 중심주의의 담론에 포획되는 것이기 때문

이다. 다만 그녀는 합리성과는 다른 논리의 존재를 함축하면서 그것을

각자가 형상화할 수 있도록 재료들만 공급한다.

여성이 개념의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남성

적” 재현 체계에 우리 자신을 또 다시 갇히게 하는 일이 될 것이

다. [...] 만일 “여성성”을 정말로 문제 삼는 일이라면, 또 다른 “개

념”을 만들 필요는 없다. – 여성이 자신의 성을 포기하고 남성처

럼 말하길 원하지 않는 한 말이다. 여성에 대한 이론을 만드는 것

에 관해서는, 남성들이 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여성(들)의

언어활동 속에는, 그런 개념을 위한 자리는 없다.77)

강조하자면, 이리가레는 주체를 해체해야 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

녀가 비판하는 것은 주체성 자체가 아니라, 촉각적인 것, 액체, 복수성,

77) TS,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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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배제하거나 억압하고 시각적 단일함, 고체, 전체성, 하나임만을

고집하면서 동일자적 주체를 생산하는 지배적인 담론 자체이다. 이리가

레는 그녀의 이력처럼 분석가의 입장에서 스스로 정신분석학과 철학을

정신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리가레는 정신분석학과 철학의

무의식에 잠재해 있는 욕망들을 꺼내어 드러내 보이는 행위를 하는 것이

다. 이러한 분석적 행위는 억압되고 무의식적인 것으로 배제된 것에 대

한, 정신분석적 의미에서의 승화이자 상징화이다. 따라서 그녀에게 여성

적 상상계는 기존의 담론에 의해 고착되고 정지된 의미를 느슨하게 만들

어 탈안정화 시키는 수단이다. 그녀는 이를 통해 지배적 담론의 기계를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새로운 담론을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녀

에게 이 새로운 담론의 생산은 기존 개념들에 대한 재고를 촉구하는 것

이다. 이것은 담론의 정치성에 관한 문제이자 새로운 논리의 생산을 위

한 조건을 만드는 철학적 기획의 일환인 것이다.

1.2.2. 여성의 계보학: 발화 주체의 상징적 자리

이리가레가 보기에, 지금까지 여성이 주체로 설 수 없었던 이유는 남

성으로 성차화된 상상계 때문만이 아니다. 그녀는 여성적 상상계가 여성

이 지속적으로 말하도록 독려할 테지만, 그러한 상상계의 산물들이 상징

적 질서에서 순환되고 교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다시 무의미와 배제

의 영역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한다. 상징계의 위치를 취해

온 철학과 정신분석학이 남성적 상상계임이 드러났다고 해서, 이리가레

가 상징적 질서나 상징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상징적 질서는 본디

인간 집단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는 교환의 체계이다. 이리가레가 보

기에, 이러한 상징적 질서의 교환 체계에서 교환의 주체는 (남성) 주체이

고 교환의 대상은 여성이다. 그리고 그녀는 이것이 상징적 질서가 가부

장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라고 주장한다.

「시장에서의 여성」78)에서 이리가레는 『자본론』에 나타난 마르크

78) TS, 17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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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상품 분석을 상징적 질서에서 행해지는 여성 교환 분석에 대입시킨

다. 우선, 마르크스의 상품 개념과 가치론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사용가

치로서 “상품은[…]인간의 여러 가지 욕망[의식주 등]을 충족시키는 물적

존재”이다.79) 가령 음식은 우리의 배고픔을 충족시키는 물적 토대이며

이 물적 토대 자체로 교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사용

가치가 교환가치로 변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사용가치가 서로 관계를 가

져야 한다. 이 두 개의 사용가치가 교환되기 위해서는 가치의 양을 비교

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마치 무게를 재는 Kg처럼 두 사용가치 사

이에도 단위가 필요한데, 이것이 두 상품의 ‘공통요소’이다. 마르크스는

이것을 ‘가치’라고 일컫는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이 가치는 자본주의에서 ‘화폐’가 된다. “상품체로

서의 상품은 감각적으로 분명하게 포착되지만, 가치로서의 상품에는

단 한 조각의 자연물질도 들어 있지 않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상품을

아무리 돌리고 뒤집어 보아도 그것을 가치물로서 포착해낼 수는 없

다.”80) 따라서 교환가치로서의 상품은 ‘감각 가능한 상품체’가 아니라 철

저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가치’를 표현하는 ‘상징적인 재현체’가 된다.

“어떤 상품도 자기 자신에 대해 관계를 맺을 수 없고 […]다른 상품과

등가로서의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81) 다시 말해, 교환체계 내에서 상

품이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은 오로지 다른 상품과의 비교를 통해서이고,

이를 통해서만 상품은 자신을 표현할 수 있고 자신을 알 수 있다. 그런

데 상품은 여타 모든 상품과 교환이 가능해야 한다. 이때 두 상품과의

비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상품의 가치를 표현해주고 보증해주는 일반

적인 가치 형태(일반적 등가물)가 필요하다. 이것이 화폐이다. 그는 이

일반적인 가치 형태(일반적 등가물)를 모든 상품의 공통 요소이자 ‘거울’

이라고 불렀다. 이 ‘거울’을 통해서만 상품은 그 자체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리가레는 이러한 마르크스의 상품분석을 가부장제 구조의 여성 교

79) 마르크스, 『자본론 1』, 김수행 역, 비봉출판사, 2002, p. 87.

80) 위의 책, p. 103.

81) 위의 책, p.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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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에 대입했다. 그녀에 따르면 상품과 마찬가지로 가부장제에서 여성은

사용가치이자 교환가치로 분열되어 있다. 사용가치는 앞서 이야기했듯,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물적 토대이다. 그녀에 의하면 가부장제에서 여성

의 사용가치는 물적 토대로서의 생산력, 즉 출산력이다. 이것은 여성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의미한다. 이때 아버지의 노동은 ‘생산’이며 어머니

의 출산으로서의 생산력은 생산이나 노동이 아니라 노동력을 생산하는

‘재생산’이다. 그녀에 의하면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생산’으로서의

노동력이지 ‘재생산’으로서의 노동력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적인 것이 아

니라 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러한 사회적 성역

할 분리(division)는 여성의 생산력을 사적 영역에 가두는 것을 정당화

한다. 왜냐하면 여성의 생산력은 자연적인 것이므로 공기, 물, 불, 대지처

럼 주체가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공적

노동력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회적으로 간섭될 수 없으며 따라서

사적 영역에서 마음대로 다뤄질 수 있다. 다른 한편, 가부장제에서 여성

이 사용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를 갖는 경우는 교환 대상으로서이다. 딸

과 누이는 아버지-어머니-아들로 이루어지는 가족들 사이, 일가들 사이

의 호혜적 관계를 맺어주기 위한 교환상품이 된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상품 분석에서 교환가치로서의 상품은 제 3의 것인 ‘가치’를 담지한 ‘상

징적 재현체’가 된다. 그래서 그녀는 이 교환가치로서의 여성[딸이나 누

이]이 자신을 스스로 표현하지 못하고 이 ‘가치’에 의해서 재현될 뿐이라

고 주장한다. 이때 이 가치는 오로지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여성은

자신의 물적, 자연적 속성을 모두 지우고 이 가치기준을 재현해야 하는

것이다. 이리가레는 이 가치가 남성들 사이의 권력과 힘이라고 주장한다.

즉 교환 대상인 여성은 남성들의 힘을 표현해주는 ‘재현체’로, 남성들이

원하는 여성스러움으로, 자신의 몸을 덮어쓰고 장식하고 둘러싸서 교환

가치로서의 자신을 재현한다.

여성들이 교환될 때, 여성의 몸은 ‘추상’으로 다뤄져야 한다. 교

환이 작동하는 것은 이 상품의 어떤 본질적이고 내재적인 가치와

관련해서가 아니다. 교환은 두 대상들(두 여성들)이 이 대상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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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도 아닌 제 3의 항과의 등가 관계에 있을 때에만 발생한다. 따

라서 여성들이 교환되는 것은 “여성들”로서가 아니라, 어떤 공통된

특징 – 화폐 혹은 팔루스에 의한 여성들의 현재 가격 – 으로 환

원된 여성들로서이다.82)

부연하자면 이리가레의 논지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여성이

한 사회체제에서 사회가 작동하도록 하는 교환 대상으로서, 두 집단의

매개로 작용할 때는 순수한 ‘교환가치’로서의 ‘처녀’인 여성이다. 여성의

물질적이고 자연적인 몸은 추상적인 가치를 재현하기 위해 사라지고 남

성적 가치를 재현하는 거울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교환은 아내이자 어

머니의 자리를 차지해야만 비로소 멈춘다. 이때 여성은 ‘사용가치’로 분

한다. 그 사용가치란 일족의 부富인 아들을 (재)생산하는 것이다. 이런

사용가치는 사회적 노동력이 투입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환되지 않

으므로 그것의 사회적 가치는 부인된다. 그리고 어머니는 사적인 영역에

유폐되어 자연-물질적인 기능, 즉 임신, 출산, 양육의 기능을 맡게 된다.

그런데 사회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공적인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어머

니는 사회적 가치, 즉 부와 아버지의 이름을 소유하는 주체가 아니기 때

문이다. 즉 어머니의 (재)생산이라는 노동력은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것

이 아니라 자연과 같이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다. 모든 남성들은 어머니

의 몸으로부터 태어났지만, 자신의 몸이 어머니로부터 빚지고 있다는 것

을 잊고 자기-창조, 자기-반영, 자기-투사로 스스로 태어난 인간 존재로

변형된다. 그렇지만 사회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기능으로서의 어머니

는 사회에서 필수적이다. 그래서 가부장제는 어머니를 공적 영역이 아닌

사적 영역에 유폐함으로써 사회를 유지하도록 하면서도, 사회에의 개입

은 불허한다. 요컨대, 딸과 어머니는 각각 공적 영역에서는 교환의 대상

으로, 사적 영역에서는 착취되는 자연으로 기능하며, 결과적으로 사회 안

에서 자신을 스스로 드러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갖지 못

한다. 따라서 공적 영역, 상징적 질서와 사회적인 것 안에는 아버지와 아

들, 그리고 그 형제들만이 존재한다.

82) TS,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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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석을 통해 이리가레는 가부장제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모-녀의 수직적 관계 부재: 처녀로서의 여성은 ‘상징’으로 교환

되다가, 어머니가 되면서 비로소 교환 가치에서 사용 가치로 분한다. 여

성은 어머니가 되어서야 자신의 자연적이고 내재적인 속성들 드러낼 수

있다. 이리가레는 여기서 여성성이 모성성으로 대체되는 것을 발견한다.

여성이 자신의 내재적 속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모성성으로서의 여성

일 때만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리가레는 딸이 동일시할 여성

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모성성은 여성성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

이다.

여성들은 결코 어머니를 대신할 것을 알지 못한다. 오로지 어머

니의 자리를 취하는 것을 제외하고.83)

2) 여성들 사이의 수평적 관계 부재: 여성들은 여성들 사이의 관계

를 형성하지 못한다. 상품이 상품끼리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언제나

공통 특성인 ‘가치’, 즉 화폐라는 매개를 통해 만나게 되듯이, 여성들은

항상 남성적인 가치, 남성에 의해 정의되는 가치들을 매개로 서로를 만

날 수 있다. 이리가레에 의하면 이때 여성들이 (남성적) 가치에 부합하기

위한 경쟁에 돌입한다고 설명한다. 여성들은 서로를 여성으로서 만나지

못하고 남성의 여성으로서, 경쟁의 상대로서 만나게 된다. 남성을 매개로

하지 않고서는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므로 여성은 단지 ‘추상적이고 상징

적인 가치’을 위한 ‘실제적이고 육체적인 재현체’로, 다시 말해 “초-육체

적인(meta-physical) 것의 실제적 구현(practical realization)”일 뿐이

다.84) 이로써 여성은 남성적 가치의 재현체가 아닌 여성으로서의 여성성

을 드러낼 기회를 잃게 된다. 마르크스의 교환가치로서의 상품에 대한

설명85)을 이리가레는 다음과 같이 여성에 대한 설명으로 대체한다:

83) Luce Irigaray, ‘Etablir un généalogie de femmes,’ Maintenant 12, 28 mai, 1979, p.
43.; Elizabeth Grosz, 앞의 책, p. 123 재인용.

84) TS,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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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대상인 여성[처녀]은 사람들이 그녀를 어떻게 다뤄야 할 지

모른다는 점에서 사용가치의 여성과는 다르다. 즉 “상품들의 가치

는 상품의 실제적인 거친 물질성과 너무 달라서 어떤 질료적 원

자도 그것을 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상품이 포착 불가능

한 가치의 대상인 한, 사람들은 바로 이 상품 하나하나를 이리

저리 뒤집어보고 검토한다." 여성의 가치는 항상 빠져나간다: 검

은 대륙, 상징계의 구멍, 담론의 균열...오로지 여성들 사이의 교환

의 작동 속에서만 이 어떤 것 - 분명히 수수께끼 같은 어떤 것 -

이 감지될 수 있다.86)

3) 기원으로 ‘회귀’하려는 욕망: 이리가레는 모-녀 관계가 상징적 질

서에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즉 어머니와 딸이 각각 주체로서 분리되지

않고 혼융된 상태로 남겨지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모-녀 뿐만 아니라 아

들에게도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지적했다시피, 상징질서에서 여성이 자리

를 잡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이리가레는 상징질서에서 재현

되는 여성성은 모성성이기 때문에 아들은 여성과 모성을 구분하지 못한

다. 교환가치로서의 여성은 사회적이고 추상적인 가치의 재현이지, 여성

자체의 재현이 아니므로, 여성 자체의 재현은 상징질서에서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써 아들은 여성을 돌아가 쉴 곳, 자신의 기원으로서

의 어머니와 동일시하게 되는 것이다. 이리가레는 이것이 상징적 질서에

성차가 존재하지 않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즉 상징적 질서에는 남성과

모성만 존재하고 남성과 여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

을 통해 이리가레는 왜 인간의 기원이 남-녀 관계가 아니라 모-자 관계

가 되어야 하는지 질문하고 있는 것이다.

아이는, 소녀이건 소년이건, 두 성性의 재현을 갖는 것이 필수적

이다. 그러나 사실상 가족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에서, 소녀나 소년

은 이것[두 성에 대한 재현]을 가지지 못한다. 왜냐하면 만일 [상징

85) 해당 인용문의 강조 부분을 각주 80과 비교해 보라.

86) TS, 17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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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에서 여성성으로서] 어머니가 유일무이하다면, 아이는 여성에

대한 이미지를 가질 수 없고 따라서 성차에 대한 이미지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87)

상징적 질서가 가부장적일 때 나타나는 위와 같은 효과들을 변혁하기

위해 이리가레가 주장하는 것은 “여성적 계보학(généalogie de femmes)”

이다. 그녀의 계보학은 세대의 관계를 역사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역사학

에서의 일반적 의미뿐만 아니라, 전통 철학이 배제해 온 타자의 역사를

추적하여 철학사 전체를 비판하고 해체한다는, 철학적 계보학(니체와 푸

코)의 의미도 포함한다.88) 이리가레는 현재의 가부장제가 “남성들간의

유대 사회이며, 이 사회는 아들과 아버지들의 계보학과 형제들 사이의

경쟁만을 독점적으로 존중”한다고 주장한다.89) 따라서 그녀는 여성적 계

보학이 상징적 질서에서 자리를 가질 수 있다면 기존의 부계적인 상징적

질서를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녀에 따르면 이

것은 모-녀 관계의 분리와 재접합에서 출발한다. 이 재접합은 모-녀를

혼융시킨 기존의 지배 담론을 수정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그녀에게

모-녀 관계의 재설정 및 상징화의 의미는 1) 여성성을 모성성으로부터

분리시키고 2) 그럼으로써 어머니와 딸을 혼융상태에서 벗어나게 하고

3) 여성들끼리의 경쟁관계가 아닌 여성들 사이의 다른 관계를 만들고 4)

여성-어머니를 돌아갈 기원, 쉴 집이자 장소 자체, 무료로 사용할 수 있

는 물질-자연으로 만드는 지배 담론의 무의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여성들 사이의 관계, 모-녀 관계의 상징화는 이리가레의 ‘두

입술’ 은유를 다시 상기시킨다. 앞 절에서 지적했듯, 여성성에 대한 ‘두

입술’의 은유적 재현은 남성적 담론에서는 형상화되기가 불가능한 ‘여성

적 상상계’에 대한 재현이다. 이 두 입술들의 관계는 모-녀 관계와 여성

들 사이의 관계를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90)

87) Luce Irigaray, ‘Etablir un généalogie de femmes,’ Maintenant 12, 28 mai, 1979, p.
44.; Elizabeth Grosz, 앞의 책, p. 120. 재인용.

88) 실제로 이리가레는 계보학의 의미로 généalogie와 parentés 둘 모두를 혼용해서 쓰

고 있다.

89) SP,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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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스스로 어떤 매개 없이도 자신을 만진다. 그리고 [이것은]

능동과 수동의 구별이 생기기 전의 일이다. 여성은 항상 ‘자신을

만진다.’ 더욱이 아무도 여성이 그리 하기를 금지할 수 없다.91)

여성은 하나도 둘도 아니다. 엄밀히 말해, 여성은 한 사람도, 더

욱이 두 사람도 아니다. 그녀는 적합한 정의에 저항한다. 게다가

그녀에게는 ‘고유한’ 이름도 없다.92)

이리가레에게 여성은 남성이라는 매개가 필요하지 않다. 여성들 스스

로 만날 수 있고, 거기서 경쟁 없이 서로를 사랑할 수 있으며 스스로를

정의하는 자율적인 정체성을 창조할 수 있다. 그녀는 여성들이 고정될

수 없으므로 ‘하나임’에 속할 수 없으며, 그 두 입술들이 접촉하면서 끊

임없이 말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리가레는 여성적 계보학을

통해 여성을 남성의 교환 대상이나 물적 토대로만 정의하는 상징질서를

재조직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2. 성차의 부재: 시각의 특권화

1장에서는 이리가레의 철학을 ‘여성적 상상계’와 ‘여성적 계보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강조하자면, 그녀는 기존의 상상계와 계보학이 남

성적인 것과 이질동형을 이루며 남성주체가 보편주체의 역할을 해온 이

래로, 여성은 주체로서의 자리를 갖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그러한

담론이 여성을 배제해온 방식에는 공통적으로 시각의 특권화가 관련된다

고 주장한다.

이리가레에 의하면 ‘본다’는 감각은 관념과 대상의 동일성을 보증해주

는 진리와 이성의 은유로 기능해 왔다. 왜냐하면 그녀가 보기에 전통 형

이상학이 존재자들에게만 가치를 부여해 왔는데, 이 존재자들은 가시적

90) Elizabeth Grosz, 앞의 책, pp. 125-126.

91) TS, 24.

92) TS,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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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에 다름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녀에 따르면 가치를 부여하는 행위

는 시각에 의존하면서 동시에 시각 자체를 특권화시킨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특권화 된 시각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 가시화시키는 ‘마음의 눈’

으로 은유화되어 사변철학의 사유방식을 결정한다. 즉 이리가레는 사변

철학이 반영/반사(reflection/specular)를 통해 주체의 자기동일성을 확보

하는 것에 천착해왔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검시경』에서 이리가레는 철학과 정신분석학의 팔루스-로고스 중

심주의를 프로이트에서 시작해서 플라톤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비판한다.

이것은 동시에 시각중심주의 비판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녀가 보기에

시각의 특권화와 시각의 정신-이성 은유는 몸과 몸이 경험하는 방식을

배제하고 성차를 억압하는 것에 일조해왔기 때문이다. 그녀에 따르면 몸

의 물질성을 배제해온 철학은 자연스럽게 몸과 가장 근접한 감각인 촉각

을 억압하는 데 이바지한다. 즉 지식 생산에 상대적으로 열등한 촉각은

여타 감각의 근원감각93)임에도 불구하고 시각의 명증성을 방해하는 오

류의 감각이라는 이유로 억압되어온 것이다. 『검시경』에서 이리가레는

정신분석학의 가부장적 성격을 프로이트의 ‘남근선망’ 개념으로 직접적으

로 비판하고, ‘거울은유’를 통해 라깡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작업을 행

한다. 반면, 그 이후의 저작인 『하나이지 않은 성』에서는 본격적으로

라깡의 여성성 이론을 겨냥한다. 본 장의 1절에서는 이리가레가 『검시

93) 철학사에서 오감의 구분과 위계를 처음으로 설명한 아리스토텔레스는 단언하길, “모

든 동물들이 가지는 가장 근본적인 감각은 촉각이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생물들이

가지는 “영양섭취능력”과는 구별되는, 분명한 “감각능력”이다. 모든 동물은 적어도

촉각과 미각을 갖고 있으며 후각, 시각, 청각을 갖지 않는 동물들도 많다. 아리스토텔

레스가 촉각을 근원적이라고 보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논의에서 도출된다. 아리스토

텔레스, 『영혼에 관하여』, 유원기 역, 궁리, 2001, 413b 5.

생물학적이고 발달적인 견지에서 봐도, 촉각은 근원적이다. “피부는 다른 어떤 감

각 기관들보다 먼저 태아에게 생겨난다. (피부는 임신 2개월 말경에 생겨나는데, 이

는 몸의 중심에 가까운 기관인 후각과 미각, 내이의 전정기관, 말초 기관인 청각과

시각기관보다 앞서 생기는 것이다.) 생물학적 법칙에 따르면 어떤 기능이 더 빨리 나

타나면, 그것은 더 중요한 것이 될 확률이 크다.” 우리는 시각, 청각, 미각, 후각을 잃

어버려도 살 수 있지만, 피부의 많은 부분을 잃어버리면 생존할 수 없다. 즉 촉각은

다른 감각들보다도 생존능력 자체와 근접하다. 디디에 앙지외, 『피부자아』, 권정아,

안석 역, 인간희극, 2008,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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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하나이지 않은 성』에서 행한 정신분석학의 시각중심주의

ocularcentrism 비판을 다룰 것이다. 본 장에서 정신분석학에만 집중하는

이유는, 그녀가 이 두 저작을 집필할 시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담

론이 정신분석학이었고, 이 두 저작에서 행해진 정신분석학 비판이 시각

중심주의와 주요하게 관련되기 때문이다. 다음 2절에서는 남성적으로 성

차화 된 담론에 그녀가 어떻게 ‘존재론적 성차’의 도입을 주장하는지 해

명할 것이다.

2.1. 정신분석학에서 특권화된 시각

이리가레가 정신분석학을 비판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이유는 정신분석

학이 로고스중심주의라는 전통 철학들의 잔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몸과 정신의 이분법을 거부하고 그 둘의 구조적 역학을 주장하는 급

진적 이론임을 그녀도 인정하기 때문이다. 정신분석학에서 몸은 생물학

적인 실체 또는 해부학적인 대상이 아니라 정신의 구성에 관여하는 능동

적인 기능으로 제시된다. 특히 프로이트의 「나르시시즘 서론」(1914),

「자아와 이드」(1923)와 라깡의 「거울단계」(1949)는 자아 형성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몸 이미지에 대한 논의를 통해, 생득적이고 본능적

인 자아와 주체 개념을 전도顚倒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리가레가 보기에 정신분석학은 인간의 정신 심

리 구성과 전개에서 시각에 과도하게 리비도를 투자投資(speculative)해

왔다. 그녀에 따르면 주체 구성에 필요한 ‘몸 이미지’의 형성에는 시각뿐

만 아니라 청각을 비롯한 다른 감각, 그리고 특히 촉각의 역할이 중요하

다. 그러나 그녀는 정신분석학이 모든 감각이 동원되는 상상적 몸 이미

지를 시각에만 국한함으로써, 몸을 정신과 다시 분리시키는 결과를 낳았

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녀는 이때의 몸 이미지는 단성적이고 남성적인

몸 이미지라고 강조한다. 아래에서 그녀가 어떻게 정신분석학의 주체 형

성을 시각중심주의적이고 남성중심주의적이라고 주장하는 지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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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프로이트의 남근 선망과 여성성

이리가레가 보기에 프로이트의 시각중심주의와 가부장적 무의식이 드

러나는 부분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94) 여아의 남근선망(penis envy)이

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로 진입하기 이전의 유아는

성적으로 양성적(bisexual)이며 성정체성(sexual identity)이 미분화되어

있다. 그리고 그 유아의 사랑 대상은 어머니이다. 남아의 경우에는 아버

지가 어머니와 남아와의 이자 관계에 개입하면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진입하게 된다. 즉 아버지는 남아에게 어머니를 욕망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프로이트는 이를 근친상간금기라고 일컬었다. 이 금기는 거세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남아는 자신의 거세를 위협하는 부

친에 대한 살해 충동을 느끼게 되고, 이 충동에 대한 죄의식으로 인해

강력한 초자아를 형성한다. 그럼으로써 아버지와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정상적으로’ 법과 문화의 질서에 스스로를 위치시킬 수 있게 된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아버지와의 동일시의 과정에서 저 거세위협에 대

한 범례는 여아이다. 범례로 여아가 제시되는 이유는 “아무것도 볼 것이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과 동의어로 사용”되기 때문

이다.95) 페니스가 ‘보이지’ 않는 여아는 ‘갖고 있지 않으므로 결핍’된 존

재이다. 즉 여아의 페니스 결핍은 “오랜 시각중심주의에서 거세를 수행

하는 유도체”로 이용된다.96) 결핍된 여아를 ‘봄’으로써 남아는 자신도 여

아와 같이 될 것을 염려하여 거세위협을 느끼고, 이 덕분에 남아는 오이

디푸스 콤플렉스를 해소하는 ‘정상적인’ 과정을 밟는다.

반면 프로이트에 의하면 여아는 남아의 페니스를 ‘봄’으로써 오이디푸

94) 프로이트에 따르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아이가 경험하는 최초의 금기의 기능을

한다. 테베의 왕인 라이오스와 왕비 이오카스테의 아들인 오이디푸스는 예언에 따라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는 운명을 겪는다. 오이디푸스 신화에서 차용한 이

콤플렉스는 아버지에 의한 모자간의 근친상간 금기를 통해 초자아를 형성하는 과정

을 가리킨다. 또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아이가 주체로서 사회에 자리매김할 수 있

는 계기로 작용한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성욕에 관한 세편의 에세이』, 김정일 역,

열린책들, 2003, p. 130.

95) SO, 48.

96) SO,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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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콤플렉스에 진입한다. 다만 여아는 이미 거세된 존재이므로 남아와

달리 위협이나 공포가 없다. 대신 여아는 자신의 신체가 “손상 받았다는

느낌을” 받으며 페니스를 갖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되고 자신을 거세된

채로 낳아준 어머니를 증오하게 된다.97) 이것이 이른바 남근선망이다.

그리고 프로이트에 의하면 이 남근선망으로 인해 여아는 사랑 대상을 증

오스러운 어머니에서 아버지로 옮긴다. 그런데 이 또한 근친상간에 해당

하므로 여아는 한번 더 사랑 대상으로서의 아버지를 포기하고 방향을 전

환하여 어머니를 다시 동일시해야 한다. 이때 동일시하는 어머니는 여성

으로서의 어머니가 아닌 모성의 대리자로서의 어머니이다. 그리고 이러

한 과정을 통해 여아는 양성적인 리비도의 공격성과 능동성을 여성적 수

동성으로 전환한다. 프로이트는 이것을 ‘정상적인 여성성’의 발달 과정이

라고 주장한다.98)

이리가레는 프로이트의 여성성 이론에서 여아가 어떤 이유로 이와 같

이 ‘비정상적으로 복잡하고 힘겨운’ 과정을 거쳐서 ‘정상적인 여성’으로

발달하는 지에 대해 의문을 표한다. 그녀에 의하면 프로이트의 이론 내

에서만 보더라도 바로 제기되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왜 여아는 근친상

간금기도 없이 충만한 사랑 대상인 어머니를 증오의 대상으로 바꾸는가?

왜 여아는 자신의 성기를 남아가 느끼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결핍’으로,

즉 ‘손상 받은 것’으로 경험하는가? 다시 말해, 여아가 그것을 결핍으로

경험하려면 존재했었다는 것을 미리 알았어야 한다. 자아에 대한 관념이

없는 아이가 어떻게 그것을 미리 아는 것이 가능한가? 여아는 왜 오이디

푸스 콤플렉스 과정에서 클리토리스적 쾌락(능동성)을 질적 쾌락(수동

성)으로 전환해야 하는가? 99) 이리가레가 보기에 프로이트는 명백하지

않은 전제들을 설명하지 못하거나 무의식적으로 건너뛰어버린다. 그리고

그 전제들을 여성 발달의 ‘정상성,’ 즉 ‘수동성’이 자연스럽다는 듯이 무

97) 지그문트 프로이트, 「여성성」, 『새로운 정신분석학 강의』, 홍혜경, 임홍빈 역, 열

린책들, 2004, p. 167-168.

98) 프로이트에 따르면 이렇게 ‘정상적인 여성성’의 과정을 밟지 못하는 경우, 즉 여성성

이 ‘비정상적으로’ 발달하는 경우 여성성은 불감증이나 남성성 콤플렉스(극단적으로는

레즈비어니즘)으로 귀결된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위의 책, pp. 169-175.

99) TS, 6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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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한다. 이리가레는 이러한 물음들을 통해 프로이트의 가부장적 기획이

무의식적 욕망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포착한다.

프로이트는 “여아의 거세 콤플렉스도 또한 다른 성의 성기를 봄

으로써 시작된다.”고 말한다…여아는 남아처럼 행동하고, 남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을] 보아야 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또한 페니

스를 가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여아는 분노하게 되고, 그런 분노

는 동일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이상함을 대면했을 때 남아가 느

끼는 공포스런 놀람을 증명할 것이다…”볼 것이 없다”는 생각, 가

시성 혹은 반사/사변specula(risa)tion100)의 법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

은 아직 어떠한 현실을 갖지 못하며 이는 사실 남성에게는 견디기

힘든 것이 될 것이다.101)

다시 말해 이리가레에게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남근선망 개념은 남

아가 남성적 정체성을 갖게 하기 위한 합리화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남아는 여아도 거세되기 전에 페니스를 가졌었음을 가정하면서, 자신도

타자인 여아와 동일한 주체임을 확인한다. 다만 자신은 거세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나 여아가 거세된 것이 아니라면, 남아에게 여아는 너무 이

질적이어서 남아가 동일자적 주체를 구성하는 데에 위협적인 것으로 다

가올 것이다. 이 때문에 남아는 여아를 거세된 존재로 상상해야 한다는

가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리가레에 의하면 이러한 위협을 봉합하기

위해 여성성을 ‘볼 것이 없는’ 결핍으로 상정하고 남성의 자기동일성을

유지하는 기제가 바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남근 선망인 것이다.

이리가레가 남근선망으로 분석한 프로이트의 무의식적 기획을 다음

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프로이트는 여아가 남근을 선망하게 함으

로써 어머니를 사랑의 대상에서 증오의 대상으로 바꿀 수 있는 구실을

만든다. 이로써 근친상간금기가 아니더라도 여아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100) 불어로 사변spéculation과 반사spécularisation를 조합한 것이다. 이리가레는 자신의

글의 여러 곳에서 이러한 사변/투자/반사의 동일한 어원으로 유희하면서 저 셋의 공

모를 종종 암시하고 있다.

101) SO, 50. 강조는 이리가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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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의 분리)에 진입할 수 있다. 둘째, 프로이트는 남근선망을 통해

여성의 성감대를 클리토리스(능동)에서 질(수동)로 옮겨야 하는 이유를

만든다. 이 또한 유아의 리비도적 공격성과 능동성이 여성으로 정체화되

면서 수동성으로 변경되는 이유가 된다. 결론적으로, 이로써 프로이트는

남근 선망을 ‘정상적 여성성’에 필수적인 것으로 만든다. 중 요 한

것은 이때 프로이트에게 ‘정상적 여성성’이란 수동성과 모성으로 규정되

는 여성성이라는 사실이다. 이리가레에 의하면 이 ‘정상적인 여성성’의

두 가지 특징은 기실 남성에게 필요한, 남성을 위한 여성성이다. 다시 말

해, 이른바 정상적인 여성은 남성의 공격성의 승화를 위한 출구로서의

수동적인 여성성을 할당받고 남성의 계보를 유지시킬 아들을 재생산하

는 모성으로서의 여성성을 할당받는다. 심지어 여성이 능동적으로 아이

를 낳음에도 불구하고, 프로이트에게 어머니로서의 여성은 능동적인 생

산자가 아니다. 이리가레에 따르면 프로이트에게 “여성은 다만 남성의

생산물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릇에 불과”한 것이 된다.102) 이리가

레는 프로이트의 성차 이론 내에서 여성이 스스로 정의하는 여성성이 보

이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즉 프로이트의 성차이론은 사실상

성차화(sexual differentiation)이지 성차(différence sexuelle)는 아닌 것이

다.

위와 같이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서 이리가레가 도출하는

것은 정신분석학이 무의식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가부장적 욕망이다. 프

로이트는 섹슈얼리티 이론을 적극적으로 탐구해 왔다는 점에서 인정받아

야 하지만, 프로이트가 결국 드러낸 것은 “모든 담론의 논리의 근저에

있는 성적 미분화/무관심/무차이(indifference)”이다.103)

2.1.2. 라깡의 평면 거울과 이리가레의 검시경

『검시경』이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녀는 주체를 구

102) SO, 18.

103) TS,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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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는 거울인 라깡의 ‘평면 거울(flat mirror)’과는 다른 거울, 다른 주체

의 구성이 가능한 ‘검시경(speculum)’을 제시한다. 여기서 라깡의 ‘평면

거울’은 유아의 자기 구성 및 자기 동일성과 정체성의 유지를 위한 것이

며, 불안을 촉발하는 타자와의 차이를 거울의 주석판 너머로 추방하는

유아幼兒의 유아론唯我論적 거울이다. 반면 이리가레의 검시경은 빛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접촉에 의해서 고정된 동일자가 아닌 다른 것들을 비

출 수 있다.104) 이 검시경이라는 은유를 통해 이리가레는 라깡을 비판하

면서, 다른 주체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라깡의 ‘평면

거울’과 그것을 비판하는 이리가레의 ‘검시경’을 비교하면서 이리가레의

비판 지점을 확인해보도록 하자.

우선 이리가레의 라깡 비판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라깡의 주체 구성

과정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시각과 관련하여 라깡의 논

문「거울 단계」105)는 라깡의 주체구성 논의의 핵심이다. 라깡은 「거울

단계」에서 자아가 상상적으로 구조화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1장에서

상상계를 설명하기 위해 ‘거울단계’를 잠시 다뤘지만, 이를 시각과 관련

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다. 생후 6개월 무렵의 유아는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에 매혹되고 환호성을 지른다. 이는 유아와 가장

유사한 종인 침팬지가 거울 앞의 자신의 모습이 허구임을 알고 난 후 그

에 대해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과는 다른 반응이다. 그리고 그 유아

는 거울 속 이미지를 자신의 이미지로 받아들이고 동일시한다. 즉 유아

가 거울의 이미지라는 ‘매개’를 통해 자신을 경험함을 의미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라깡에게 “자아는 외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106) 이 경

험은 인간 존재가 처음으로 자기동일성을 획득하는 단계이다. “태형보유

104) 검시경은 여성의 자궁 경부를 검사할 때 쓰이는 오목 거울이다. 자궁 내부를 볼 수

있고 접촉해야만 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검시경은 오목거울이라서 내부를 비추

되 그 상은 항상 왜곡되어 있어서 일반 거울처럼 동일한 것을 볼 수 없다. 이리가레

는 시시각각 다른 것을 비추는 검시경을 라깡의 ‘평면 거울’에 대비시키려고 하는 것

이다.

105) Jacques Lacan, Ecrits., trans. Bruce Pink, W. W. Norton & Company, Inc., 2006,
pp. 75-81.

106) 페터 비트머, 『욕망의 전복』, 홍준기, 이승미 역, 한울아카데미, 1990, p.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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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etalization)”라는 미숙아 상태로 태어난 유아는 자기 몸과 감각을 통

제할 수 없다.107) 그러나 다른 운동 능력보다 조숙한 “시각”과 “대뇌피

질108)이라는 기제의 우월성” 덕분에 거울상을 통해 자신의 완전한 모습

을 지각할 수 있다.109) 자신의 신체가 파편화되어 있음을 망각하게 해주

는 시각적 거울상은, 주변 세계(Umwelt)의 이미지에 매혹되어 공간에

사로잡혀서 개체가 소멸하는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110), 인간들로 하여금

“정신세계(Innenwelt)와 주변세계의 사이에 어떤 특정한 관계를 수립하

게 한다.”111) 즉 인간은 공간 속에서 타자와 구별되는 개체로 자신을 위

치 짓고 자연의 영역에서 문화의 영역으로 넘어오는 것이다.

라깡에 의하면 거울 단계에서의 핵심인 ‘동일시’는 “주체가 하나의 이

미지를 받아들일 때 주체 내에서 일어나는 변형”이다.112) 즉 동일시를

통해 유아는 내적인 변형이 일어나는데, 이 동일시를 통해 형성되는 것

이 바로 자아이다. 자기의 이미지에 동일시하므로 이 때의 동일시는 나

르시시즘적 동일시이다. 그리고 이때의 자기의 이미지를 라깡은 ‘이상적

자아Ideal ego’라고 일컫는다. 그러나 이렇게 자아가 형성되는 과정은 근

본적으로 ‘오인’이다. 왜냐하면 거울 속 자신의 몸 이미지는 자신이 통달

할 수 없는 파편화된 몸을 은폐하는 환영이고 자아는 그 환영을 자신의

것으로 취함으로써 형성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역설적으로 이 오인 덕

분에 자아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오인은 주체의 소외를 야

기한다. 즉 반영된 자신의 ‘이미지’를 자신으로 오인함으로써 자신의 현

107) Jacques Lacan, 앞의 책, p. 78.

108) 대뇌 피질은 회색질이라고도 부르며 가장 고차원적인 정신활동, 즉 기억, 언어, 집

중, 사고, 의식 등을 관장한다.

109) Jacques Lacan, 위의 책, p. 78.

110) 로제 까이유와는 이것을 ‘믿기 어려운 정신쇠약Legendary psychasthenia’이라는 용

어로 설명했다. 환경이나 주위의 다른 생물을 모방하는 동물들은 그 모방이 포식자에

대한 방어 - 포식자는 시각이 아닌 후각으로 먹이를 발견한다. - 나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공간에 포획된 결과이다. 즉 공간의 유혹에 대한 반응인 이 정신

쇠약은 자신을 공간 속에 위치시킬 수 없다. 그리고 그로 인해 환경과 자기 사이의

경계가 흐려진다. 인간에게 이것은 정신병으로 나타난다. Caillois, Roger, “Mimicry

and Legendary Psychasthenia”, October 31 (Winter), 1984, pp. 17-32.
111) Jacques Lacan, 앞의 책, p. 78.

112) Jacques Lacan, 위의 책, p.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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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의 존재, 파편화된 존재는 실재계113)의 영역으로 추방된다.114) 이 이미

지는 주체 자신의 이미지이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즉 타자

라는 모호한 양가성을 갖는다.

여기서 라깡은 이 모호한 양가성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이 양가성으

로 인해 인간의 존재론적 구조로서의 소외, 즉 인간의 개체로서의 삶을

결정하는 소외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에 의하면 이러한 양극적 분열,

자기의 안에 있는 자아와 타자라는 분열의 긴장은 항상적이다. 즉 주체

는 평생 “끊임없이 점근선漸近線적으로만 자신을 구현”할 수 있고, “자

신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 간의 불일치를 해결하려고 한다.”115) ‘점근선적

으로 자신을 구현’한다는 것은 주체가 자신의 몸 이미지를 자신의 실제

몸과 일치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실제 몸에 근접하려 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주체는 끊임없이 자신의 몸 이미지와 실제 몸 사이의 관계를

의심하며 불일치가 발생할 때마다 일치시키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그

래서 거울 속 자신의 이미지와 유희하는 유아는 그것이 자신의 이미지임

을 인식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그 이미지를 의심한다. 이것을

라깡은 ‘편집증적 소외’라고 일컬었다. 라깡에 의하면 이러한 의심을 불

식시켜 주는 것은 어머니와 같은 제 3자의 존재이다. 유아는 거울상의

이미지와 유희하면서도 어머니에게 혹은 제 3자에게 시선을 돌리고 확인

을 요구한다. 그리고 저것이 자신의 상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을 어머니

혹은 제 3자로부터 받으면 유아는 다시 안정감을 찾는다. 이렇듯 거울단

계는 이미 항상 상징적 차원을 포함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인간에게 이미

“상상적 관계란 [자연의 영역으로부터] 일탈되었음”을 의미한다.116)

이리가레는 이러한 라깡의 「거울 단계」를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한

다. 첫째, 그녀는 몸 이미지가 거울을 통해서, 또는 ‘봄’을 통해서 주어진

113) 각주 52 참고.

114) 실재계로 추방된다는 의미는 상상계에서 자아가 몸을 구성할 때 구성되지 않은 몸

의 잔여물이 즉자적 상태로 있게 됨을 의미한다. 숀 호머, 앞의 책, p. 153-162.

115) Jacques Lacan, 위의 책, p. 76.

116) Jacques Lacan, The Seminar. Book III. The Psychoses, 1955-56, trans. Russel
Grigg, notes by Russell Grigg, London : Routledge, 1993, p. 210. ; 딜런 에반스, 앞

의 책, p. 17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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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라깡의 논의가 그 자체 시각중심적이라고 비판한다. 이것이 시각중

심적인 이유는 몸 이미지의 형성에 다른 감각들이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라깡은 시각으로 통제하는 ‘몸 이미지’만이 주체 구성에 참여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라깡에게 몸 이미지의 역할은 유아의 “압도적이고 엄청나게

다양한 지각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것이다.117) 즉 시각은 여타의 감각을

통제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리가레가 보기에 라깡

은 육체적 시각에서 비롯한 몸 이미지가 오히려 육체를 통제하고 구성함

으로써 몸이 정신에 의해 수동적으로 구성된다고 간주했다. 즉 라깡은

지각과 감각을 통제하고 잔여들을 제거해야 주체가 구성된다고 보았다는

것이다.

육체의 총체적 형태는 마치 게슈탈트118)로서만 그[유아]에게 부

여된다. 다시 말해, 외재성 속에서 이 형태는 분명 구축된 것이기

보다는 무언가를 구성하는 요소이고[…]119)

위와 같이 라깡은 ‘게슈탈트’인 몸 이미지가 여타의 감각을 제거하고 통

제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보았다. 그녀에게 이것은 ‘시각의 정신화’에 다

름 아니다. 시각의 정신화란 육체적인 감각인 시각이 육체성을 상실하고

정신화하여 육체를 통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이리가레가 보기에 라깡의 몸 이미지가 통제하고 제거하는 지

각들은 여성의 몸이다. 왜냐하면 그녀가 보기에 라깡의 몸 이미지는 ‘눈

에 보이는’ 남성의 몸이며 이것이 중성적 몸으로 가정된 채 주체 구성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로츠Elizabeth Grosz는 실제로 라깡이 해부

학적 페니스와 상징적 근원 기표로서의 팔루스가 분명하게 구분된다고

117) 엘리자베스 그로츠, 『뫼비우스의 띠로서의 몸』, 임옥희 역, 여이연, 2001, p. 99.

118) 게슈탈트라는 개념은 “심신의 전체론적인 개념에 기반하여 신체 표상의 심리학적

의미를 강조하는 ‘게슈탈트 심리학’에서 비롯한다. 게슈탈트는 각각의 요소들이 통일

적이고 전체적인 양상으로 주체에게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 라깡에게 게슈탈트는

“거울상이 지닌 본질적으로 매혹하는 힘을 구성하는 이미지”로 사용된다. 라깡은 거

울 단계에서 “신체상의 통일된 게슈탈트”가 자아를 형성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딜

런 에반스, 위의 책, p. 49 참조.

119) Jacques Lacan, Ecrits, p.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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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면서도 곳곳에서 프로이트가 주장한 ‘해부학적 운명’을 반복적으로

드러내고 있음을 증거한다.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모든 현상(말하자면 정신 생활에서 몸

이미지의 다양한 구현)은 게슈탈트 법칙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다.

페니스가 몸 이미지 형성에 있어서 지배적이라는 사실은 이 점을

명백하게 해준다. 비록 여성 섹슈얼리티의 자율성을 목청 높여 옹

호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논의가 충격일는지 모르겠지만, 여하

튼 페니스의 지배력은 사실일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오

직 문화적인 영향력 탓만 할 수는 없는 것이다.120)

그러나 라깡 자신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라깡주의자들은 라깡이 남근과

팔루스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팔루스와의 관계는...남녀

두 성 사이의 해부학적 차이와 상관없이 이루어진다.”121) 이와 같은 라

깡의 언명을 근거로, 라깡주의자들은 팔루스를 근원기표로 세운 라깡 정

신분석학을 가부장적이라고 비판하는 몇몇 페미니스트들을 라깡을 오독

한 대표적인 경우로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라깡이 남근과 팔루스를 명

백히 구분하여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가령 라깡은 “여성에 대한/위한(for) 이미지와 상징은 여성의(of) 이미지

와 상징으로부터 결코 분리될 수 없다. [...] 억압되었건 아니건 그것은

재현이며 여성적 성욕의 재현이다.”라고 주장한다.122) 그의 이러한 언명

은 남성성의 상징이자 재현물인 남근이나 팔루스가 해부학적 남성과 분

리될 수 있다는 그의 주장과 양립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이리가레가 보기에도 라깡은 페니스와 팔루스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그녀는 라깡이 이 둘을 구분하려는 것은 두 가지의 무의식적 욕

120) Jacques Lacan, “Some Reflections on the Ego.”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34, 1953, p. 13. ; 엘리자베스 그로츠, 앞의 책, p. 146. 재인용.

121) Jacques Lacan, Ecrits, p. 576.
122) Jacques Lacan, “Guiding Remarks for a Congress on Feminine Sexuality.”

Feminine Sexuality, ed., J. Mitchell and J. Rose, New York: Norton and Pantheon,
1982, p.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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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에서 비롯한다고 주장한다. 하나는 남성의 몸을 중립적인 것으로 만들

려는 욕망이고 다른 하나는 육체를 감각과 지각을 통제하는 정신적인 몸

으로 구성함으로써 남성에게 드러나지 않는 여성의 감각이나 지각을 부

재로 만들려는 욕망이다.

만일 거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라깡이] 여아의 이런 종류의 성이 거울상의 구성적 효과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때, (“같은 종의 다른 성을 보는 것이 암컷

비둘기의 생식선의 성숙에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말할 때”) 그리고

“거울 단계는 시각적 세계로 가는 문턱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할

때, [라깡은] 여성의 성이 그것[거울상]으로부터 배제될 것이라고 강

조하는 것이 아닐까? 또한 그것[거울상]이 성차화되어 있든 아니든,

남성의 몸이 결정적인 게슈탈트의 특성, 즉 사회적 질서로 주체가

진입하는 매트릭스인 게슈탈트의 특성들을 결정함을 [그가] 강조하

는 것이 아닐까? [여성이] 여성에게 그렇게 낯선 법을 따를 때, 여

성의 기능은 어디에서 오는가? “반사적(specular) 자아를 사회적 자

아로 굴절시키는데서 시작된 편집증적 소외’가 그곳[거울 단계]으로

부터 온다.123)

이리가레가 보기에 라깡의 몸 이미지에서 배제되는 것은, 시각 이외

의 다른 감각들과, 시각을 비롯한 다른 감각들을 통해 여성이 구성하는

몸 이미지이다. 그녀가 라깡의 ‘평면 거울’을 비판하는 이유는 기실 라깡

의 상상계가 남성적 형태학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1장에서 살펴보

았듯이 이리가레는 정신분석학의 상상계가 남성적 형태학이고 상징계가

남성적 상상계라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남성적 상상계는 남성적 형태학

을 구성하고 남성적 형태학은 다시 기존의 남성적 상상계를 공고화하는

순환이 일어나게 된다. 이리가레는 이와 같이 성차화된 상상계에서 여성

의 욕망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성이 ‘결핍’이나 ‘비의미’로 추방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라깡에 의하면 의미화 작용으로 충전된 상상계에서 말

123) TS, 11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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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

과적으로 그녀가 보기에 이러한 남성적 상상계에서 의미화 되지 않는 다

른 감각과 여성 자신의 몸 이미지는, 여성이 발화 주체가 될 가능성을

박탈한다.124)

이리가레는 위와 같이 정신분석학의 팔루스-로고스 중심주의를 비판

하면서, 그것을 해체할 수 있는 것으로 자신의 ‘검시경Speculum’을 은유

로 제시한다. 라깡의 ‘평면 거울’이 ‘봄’으로써 유아의 자기 구성, 자기 동

일성을 유지하고 불안을 촉발하는 차이를 거울의 은박 너머로 추방하는

유아幼兒의 유아론唯我論적 거울이라면, 이리가레의 검시경은 빛을 통해

서 뿐만 아니라 ‘접촉’에 의해서, 자아를 통제하는 이미지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시시각각 변하는 모습의 다양한 자아를 비출 수 있는 것이다.

“평면 거울은 여성들의 성 기관의 대부분을 오직 하나의 구멍으로서만

반영한다.”125) 그러므로 이 평면 거울은 여성의 성적 특수성을 반영할

수 없다. 다만 여성은 “자신들을 되비출 수 없는 그 [평면] 거울의 구성

요소들, 즉 그 거울의 지지대, 번뜩임, 눈부심, 황홀경”이 될 뿐이다.126)

말하자면 평면 거울에 보이지 않는 여성성은 여성을 결여된 이미지로 만

들고 여성의 ‘결여’된 이미지는 남성이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게 해주는

평면 거울 자체가 되는 것이다. 즉 평면 거울이 된 여성은 남성이 규정

한 ‘결핍’된 여성으로 기능해서 남성 자신이 여성과 대칭적임을 이해함으

로써 자신을 구성하게 된다. 평면 거울 속의 여성은 남성의 대립이지 남

성의 타자가 아니다. 이리가레가 보기에 이 평면 거울로는 여성을 비출

124) 그 외에도 라깡의 팔루스 개념에 대한 잘 알려진 비판으로는 데리다의 비판을 들

수 있다. 그는 라깡이 팔루스를 모든 의미를 가능하게 하는 근원기표이자 선험적 조

건으로 배치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데리다는 모든 기표들이 다른 기표들과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면 근원 기표가 어떻게 가능한가를 묻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데리다는 모든 기표에 선험적인 기표인 팔루스를 상정하는 것이 바로 팔

루스-로고스 중심주의이자 현전의 형이상학의 전형이라고 주장한다. Jacques

Derrida, "Le facteur de la vérité", The Post Card: From Socrates to Freud and
Beyond, trans. Alan Bass, Chicago and London: Chicago Univ. Press, 1987, pp.
413-496.

125) SO, 89, 각주 92.

126) TS,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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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여성 자신은 자신을 비출 수 없는 평면거울로 인해 자신의 감

각이나 지각과 단절된다. 여성의 몸을 결핍되지 않은 완전한 몸으로 비

추기 위해서는 다른 거울인 검시경이 필요한 것이다.

이리가레의 ‘검시경’은 라깡의 평면 거울에 대한 일종의 모방 전략이

다. 그녀가 보기에 평면 거울이 상징하는 것은 가시성의 유무와 그것이

근거하는 총체적, 통일적, 합리적인 상징 질서이다. 이 ‘평면 거울’과 달

리, 상이 왜곡되고 여러 시점을 가지며 접촉해서 보아야 하는 이리가레

의 ‘검시경’은 그 ‘평면 거울’을 되비쳐서 평면 거울이 팔루스 중심적이고

시각 중심적임을 드러내는 은유이자 상징이다. 오목하여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검시경’은 여성의 성적 특수성을 여러 각도에서 다양하게 비

출 수 있으므로 여성이 자신의 특수성을 말하고 재현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다. 이때 여성이 각기 보는 자신의 특수성은 시점에 따

라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로 환원되지 않는다. 이는 보편주체를 상정하는

팔루스-로고스 중심주의에 포섭되지 않는 다양한 차이를 지닌 여성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리가레가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여성의 성적 특수성’

이나 ‘여성의 욕망’은 생득적으로 혹은 해부학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본질

이 아니다. 그녀가 보기에 몸은 순수하게 자연적이지도 않고 완전히 구

성적이지도 않다. 생물학적인 실재는 있는 그대로 파악될 수 없으며 오

직 담론을 통해서 해석될 뿐이다. 그녀에게 몸은 외부로부터의 ‘각인’과

내부로부터의 ‘충동’ 사이의 긴장이 항존하는 열린 장이다.

소결하면, 이리가레에게 프로이트와 라깡의 공통점은 여성성을 남성

성의 대칭으로, 남성을 되비추는 거울로, 그리하여 남성의 통일적 전체와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도구로서 이용한다는 점에 있다. 그리고 이 두 정

신분석학자는 상징계 안에서 주체가 될 가능성을 남성에게만 줌으로써

가부장적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리가레는 더 이상 여성이 남

성적 상상계의 주석판이 되기를 멈추고 자신의 욕망, 자신의 감각과 지

각을 긍정할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그녀는 이것이 여성적 상상계를 통

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로써 그녀의 여성적 상상계는 고정되고

정지된 것을 특권화하는 시각이 아닌 다른 감각, 즉 예측이 불가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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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적인 것을 감각하는 촉각의 부활을 강조하게 된다. 그녀의 전기 저

작인 『검시경』과 『하나이지 않은 성』에서 촉각은 시각에 의해 배제

된 감각이자, 이 시각 중심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하나의 비판적 도구로

서 기능한다. 즉 이 두 저작에서 촉각은 각각 ‘검시경’을 통해서, 그리고

‘여성적 상상계’를 통해서 비유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두 저작에 나타나는 그녀의 촉각론은 지배 담론에 대한 비판적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즉 이 두 저작에 나타나는 촉각론은 촉

각 자체에 대한 논의보다는 시각의 비판적 대당이자 그것의 부정으로서

시각을 해체할 수 있는 도구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촉

각을 그 자체로 긍정적으로 사유해야 한다는 주장의 단초들이 자주 드러

나지만 본격적으로 촉각만을 사유하지는 않는다. 이리가레가 여기서 촉

각을 사용하는 것은 남성중심적 상징질서에서 시각 또한 그저 정신의 비

유에 불과함을 밝히기 위한 하나의 비판적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다.

2.2. 존재론적 성차

이리가레에게 시각 특권화의 역사는 정신분석학에만 국한되지 않는

다. 시각과 관련된 그녀의 비판은 근본적으로 서구 문화를 지배해온 철

학과 형이상학을 겨냥하고 있다. 이리가레가 보기에 전통 철학이 성차를

사유하지 못한 이유는 그것이 문제로 떠오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철학의 주체인 남성에게는 자신의 ‘남성임(maleness)’이 특별히 문

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남성은 자신이 성적 존재라는 사실 자체가

공적 영역에서든, 사적 영역에서든 어떠한 문제의 근원으로 나타나지 않

았었기 때문이다. 반면 현대에 시작된 페미니즘에서 성차의 문제는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페미니즘은 ‘여성임’이 기본적인 전제이기 때문이

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들이 긴박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들과 대면할

때, 그들은 오히려 성차를 지워야 했다. 가령 권리의 평등, 기회의 평등,

사회에의 동등한 참여의 문제 앞에서 성차에 관한 사유는 부인되었다.

즉 평등과 동등성이라는 기치 하에 여성을 인간이라는 보편 개념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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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기 위해서는 성차의 문제를 오히려 제거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리가레에 따르면 여성들이 정작 깨닫지 못한 것은 인간이라는 보편 개

념 자체가 기실 중립적 인간이 아니라 남성과 동일한 개념이었다는 사실

이다. 결과적으로 페미니즘이 인간의 동등함을 추구했을 때, 여성은 동등

한 인간이 되려 했다기 보다는 남성과 동등하게 되려고 노력한 것이 되

어버린다. 따라서 이리가레가 보기에 페미니즘마저도 성차를 근본적인

것으로 사유하지 못했다.

이렇듯 페미니즘 ‘이후’(post-)의 페미니즘인 포스트페미니즘이 그 길

을 잃은 것은 성차에 관한 사유의 실패에서 기인한다고 이리가레는 주장

한다. 그리하여 그녀에게 성차에 대한 사유는 반드시 거쳐야 할 주제가

된다. 하이데거가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속한 시대의 근본적인 문제로

만들려고 하듯, 이리가레에게 성차의 문제는 그 자체 근본적으로 사유해

야 할 이 시대의 문제인 것이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각 시대에는 사유

해야 할 유일한 문제가 있다. 성차는 아마도 우리가 그것을 사유해내기

만 한다면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

일 것이다.”127) 『성차의 윤리학』의 첫 문장을 시작하는 위의 말로, 이

리가레는 성차가 자신의 철학뿐만 아니라 동시대 철학에서 근본적인 것

으로 사유되어야 함을 분명히 한다. 본 절에서는 이와 같이 이리가레가

위와 같이 주장하는 ‘존재론적 성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볼 것이

다.

기실 ‘존재론적 성차’는 이리가레가 명시적으로 정의하거나 개념화하

지 않은 난해한 개념 중 하나이다. 그녀는 팔루스-로고스 중심주의가 행

하는 ‘하나임’ 혹은 ‘일의성’의 측면을 비판하기 때문에, 자신의 개념을

정의하거나 규정하는 것을 꺼려 왔다. ‘여성 주체성’ 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장 중심적인 개념인 ‘성차’마저도 그 정의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그녀는 끊임없이 ‘성차’를 사유해야 하며 그것이 존재론적이라고 주장한

다. 그래서 이리가레 연구자들은 다각도에서 성차와 그것의 존재론적 측

면을 탐색해 왔다.

127) E, 13.



- 61 -

‘존재론적 성차’에 관한 이리가레의 언급은 다음과 같다.

확실히 이 둘[남과 여]은 항상 잠재적으로 성적으로 차이가 있는

둘이다. 이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매우 흥미롭다. 왜냐하면 남성과

여성 사이에는, 여성과 여성 사이에는 없는 부정, 일종의 환원 불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남자와 여자 사이의 부정성은, 감히

말하건대, 존재론적이고 환원 불가능한 것이다. 게다가 이는 오직

남성과 여성 사이의 존재론적 차이에서만 이해될 수 있고 남아 있

을 수 있다.128)

명백히 설명되지 않는 ‘성차’는 이리가레 철학에서 가장 어려우면서도

역설적으로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따라서 ‘성차’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녀의 언급은 연구자들의 몫이 되었다. 본고에서는 클레어 콜브룩Clair

Colebrook의 해석을 중심으로 ‘성차’를 설명할 것임을 미리 밝혀 둔

다.129)

콜브룩에 의하면 이리가레의 ‘성차에 관한 물음’과 ‘존재론적 성차’는,

하이데거의 ‘존재에 관한 물음(Frage nach dem Sein)’과 ‘존재론적 차이

(ontologische Differenz)’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그녀는 ‘차이’에

관한 하이데거의 사유가 이리가레의 ‘성차’와 유비적 관계가 있음을 주장

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녀는 하이데거의 형이상학 비판이 ‘사유의 근원을

사유하려는 시도’와 ‘사유가 회귀하는 본질을 상정하는 것의 거부’ 사이

에서 진자 운동을 하는 것과 비슷하게, 이리가레도 ‘성차의 근원을 사유

하려는 시도’와 ‘성차의 본질을 상정하는 것의 거부’ 사이의 긴장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130)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리가레의 ‘존

재론적 성차’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차

이’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하이데거가 ‘존재에 관한 물음’을 제기한 이유는 전통 형이상학 비판

128) JLI, 109-110.

129) Claire Colebrook, “Irigaray: The Specula(ra)tive Ec(h)onomy,” Philosophy and
Post-structuralist Theory, Edinburgh Univ. Press, 2005, pp. 129-161.

130) 위의 책, p.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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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비롯한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형이상학은 존재자와 존

재자의 관계에 대한 형이상학적 물음이었다. 그러나 하이데거는 그러한

물음을 전환해서 ‘존재자와 존재와의 관계’에 대해 물을 것을 주장한다.

여기서 존재자와 존재란 각각 무엇인가? 하이데거에 의하면 ‘존재자’는

‘존재하는 것’인 반면, “존재는 […] 존재자를 존재자로서 규정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다.131) 그리고 “존재자의 존재는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존재

자가 아니다.”132) 즉 존재자와 존재는 다르고 구별된다. 예를 들어 ‘하늘

이 푸르다’라고 했을 때, 존재자인 하늘은 ‘푸르다’라는 규정적인 서술어

덕분에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때 ‘푸르다’는 따라서 존재자를 이해 가

능한 것으로 만들어주는 지평이다. 이러한 지평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이 존재이다. 하이데거의 용어로 말하자면, 존재자는 ‘존재하는 것’이며,

존재는 ‘존재자를 존재자이게끔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존재와 존

재자의 차이가 ‘존재론적 차이’이다. 이 둘 사이에 차이가 있다 함은 존

재가 존재자와 분명히 구분됨을 의미한다.

하이데거가 존재자와 존재를 구분한 이유는 지금까지의 형이상학이

존재를 존재자와 구분하지 못해서 존재를 더욱 근원적으로 사유하는 것

에 실패해 왔기 때문이다. 존재를 사유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이유는,

전통 형이상학이 존재자를 언제나 영속적인 어떤 것으로 상정하고 눈앞

에 존재하는 것에 몰두함으로써 존재하는 것 이외를 ‘부정성’, ‘무’, ‘아님’

으로 치환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른바 하이데거가 주장한 ‘현전의 형이

상학’이다. 즉 하이데거에게 ‘현전의 형이상학’은 “다름 아닌 내 눈앞에

생생하게 제시되어 있는 근원적 존재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함”을 의미한

다.133) 그에 따르면 이 ‘현전의 형이상학’은 존재자와 구분되는 존재 자

체를 망각함으로써 존재의 드러남을 은폐하고 부정한다. 하이데거에 의

하면 전통 형이상학에서 A의 부정성으로서의 –A는 ‘무’이며 부정되는

‘존재’이다. 이것은 하이데거가 망각했다고 주장하는 ‘근원적인 무(nihil

131)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이기상 역, 까치글방, 1998, p. 20.

132) 위의 책, p. 20.

133) 김동규, 「후설의 ‘현전의 형이상학’을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 철학논집, 16,

2008, 08,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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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rium)’로서의 ‘존재론적 차이’와 구분되는 것이다. 하이데거에 따

르면 무에는 ‘부정적인 무(nihil negativum)’와 ‘근원적인 무’가 있는데,

전통 형이상학에서는 무를 ‘부정적인 무’로만 사유하고, 존재자의 ‘부정

(Verneinung)’으로만 이해했다. 요컨대, 하이데거에 의하면 전통 형이상

학은 논리적이고 지성적인 활동을 통해 이 ‘부정적인 무’를 획득한다. 그

리고 지성적 활동을 통해 드러난 ‘부정적인 무’는 존재자와 존재의 차이

를 밝혀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존재자의 근원으로서의 존재를 은폐하

는 데 일조한다. “흔히 인용되는 사유의 근본규칙 자체가, 즉 모순을 피

하라는 원칙이, 다시 말해 일반 ‘논리학’이 [무에 관한] 이 물음을 폐기해

버린다. 왜냐하면 사유는 본질적으로 언제나 어떤 것에 관해 사유하는

것이므로, [근원적인] 무에 대한 사유는 사유 그 자체의 고유한 본질에

어긋나기 때문이다.”134)

하이데거의 존재와 존재자 사이의 ‘존재론적 차이’는 이리가레에게 왜

중요한 것인가? 하이데거가 형이상학의 사유에서 ‘부정’으로 존재해온 것

을 ‘긍정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서의 존재 자체’로 구제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존재이자 ‘무’가 존재자를 존재자이게끔 하는 근원적인 것이라

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존재론적 차이’로서의 무가 망각

됨으로써, 현존재가 자신의 본래성 또한 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가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하이데거의 통찰을 통해서 이리가레는 자신

의 근본 물음인 성차가 존재론적임을 주장한다.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차이’를 전유한 이리가레의 ‘존재론적 성차’의

의미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이리가레는 하이데거의 ‘존재론

적 차이’ 개념으로부터, 부정이자 볼 것이 ‘없는’ 무로 사유된 여성과 여

성성이 긍정적으로 사유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한다. 즉 하이데거에게

철학이 사유한 ‘부정’은 존재자를 ‘긍정’으로 사유하기 위한 구분의 용도

에 불과하며 인간의 지성적이고 논리적인 인식의 활동의 ‘결과’일 뿐이

다. 따라서 이 ‘부정’은 하이데거에 의해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서의

부정이 아니라, 오히려 차이나 구분을 가능하게 해주는 ‘근원’으로 전환

134) 하이데거,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 『이정표1』, 신상희 역, 2005, pp. 15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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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마찬가지로 이리가레에게 여성은 남성이 그 자신과 타자인 여성을

구분하게 해주는 거울로서, 다시 말해 남성 자신의 ‘부정’으로서 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녀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의 규정으로부터 언제

나 벗어나 있다. 남성이 자신의 타자인 여성에 대한 규정을 견고히 유지

하는 한 여성은 항상 남성에게 알 수 없는 것, 존재자가 아닌 것, 부정으

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이리가레를 따르자면, 성차가 부정이 아니라

존재자를 드러내주는 ‘차이로서의 무’라면, 여성은 자신 스스로를 부정적

인 존재가 아닌 긍정적인 존재자로서 말할 수 있게 된다. 하이데거가 철

학에서 아직까지 사유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존재 자체, 혹

은 ‘차이로서의 무’라면, 이리가레에게 그것은 성차이다. 하이데거가 존재

하는 것과 사유로 종합되지 않는 것 사이를 사유한 것처럼, 이리가레도

기존의 재현의 논리에서 부정적인 것, 비재현적인 것으로 남아 있는 것

과 여성성 사이를 재설정하려는 것이 바로 ‘존재론적 성차’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하이데거가 ‘존재론적 차이’로 형이상학을 비판하듯, 이리가레에

게도 ‘존재론적 성차’는 형이상학을 비판하는 수단이 된다. 하이데거가

전통 형이상학에서 니체에게 이르기까지 자신 이전의 사유를 형이상학이

라고 단언하듯, 이리가레는 더 나아가 하이데거까지 형이상학자로 포함

하기에 이르는데, 그러한 비판에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존재론적 성차’

이다. 이것은 콜브룩의 분석인 바, 그녀에 따르면 이리가레의 “성차의 기

획은 관계 혹은 차이화의 순수한 기능이 아니라 감각적 되기(sensible

becoming), 차이화의 구체적 양식”과 관계한다.135) 즉, 그녀에 따르면 이

리가레의 ‘성차’는 순수한 ‘차이 자체’의 기능을 한다기보다는 감각과 지

각에 의한 실존적인 ‘되기’를 가능하게 하는 힘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리가레에게 여성적인 것은 하이데거에게 존재와 동일한 위상에서 기능”

하는데, 이 여성적인 것은 기존의 재현체계를 초과하는 어떤 것을 의미

한다는 것이다.136) 또한 동시에 그녀는 이리가레가 하이데거처럼 근원으

135) Colebrook, 앞의 책, p. 132.

136) 위의 책, p.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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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존재를 사유하는 방식은 거부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콜브룩의 분석은 그녀가 직접 예를 들지는 않았지만 이리가레

의 저작에서 고루 드러나는 바이다. 이리가레가 형이상학을 비판하는 이

유는, 형이상학이 구축해 온 ‘자기의 근원으로서의 회귀’ 혹은 ‘자기로부

터의 초월’이다. ‘자기로부터의 초월’은 자신의 근원인 물질적이고 자연적

인 것을 초월해야 할 대상으로 삼는 반면, ‘자기의 근원으로서의 회귀’는

자신이 망각했던 본래적 존재의 가능성을 잃어버린 근원에서 찾으려는

욕망이기 때문이다. 가령, 전자의 경우 이리가레는 플라톤의 예를 들고

있다. 플라톤에게 초월의 목적론적 지점은 이데아인데 이때 초월해야 할

대상은 자연-물질, 그리고 이리가레가 주장하는 바, 여성이다.137) 반면,

후자의 경우, 하이데거처럼 존재자의 근원으로 회귀하려는 욕망은 주체

의 근원으로서의 어머니에 대한 노스텔지어에 해당한다. 이리가레에게

형이상학은 초월해야 할 대상도 여성적인 것임과 동시에 근원으로 회귀

해야 할 곳도 여성적인 것으로 상정한 철학이다. 만일 여성 자신이 여성

을 ‘근원’이나 ‘목적’으로 삼는 철학을 환영한다면 그 또한 “존재[근원]-

신론[목적]을 여전히 모델로 삼는 여성적인 것의 논리를 구축”하려는 남

성적 이론, 즉 남성적 형이상학이다.138) 즉 그녀는 여성들이 자신을 규정

할 때 여성성의 근원을 상정하거나, 유일한 목적으로서의 하나의 여성성

을 상정하는 것을 거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녀

가 보기에 근원으로의 회귀나 자기로부터의 초월은 사실상 같은 구조이

다. 회귀나 초월을 통해 구성되는 전체적인 것 혹은 본래적인 것으로서

의 자기가 전제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그러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리가

레에게는 하이데거도 전통 형이상학자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139):

137) SO 243-364. 여기서 이리가레는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들어, 동굴을 떠나서 빛

으로 향하는 인간의 ‘개안開眼’을 물질-자연-자궁을 버리고 이데아로 향하려는 인간

의 욕망이라고 본 바 있다. 이리가레는 이 또한 고전철학의 시각중심주의의 전형이라

고 보고 있다.

138) TS, 78.

139) 하이데거가 진리를 여성적인 것으로 간주했음을 주장하는 한국어로 된 2차 저작으

로는 다음을 참고. 최상욱, 『하이데거와 여성적 진리』, 철학과 현실사, 2006 ; 니체,

데리다와 여성적 진리와 관련한 한국어 2차 저작은 다음을 참고. 신경원, 『니체 데

리다 이리가레의 여성』, 소나무,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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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데거가 ‘대지’를 떠나지 않는 한, 그는 형이상학을 떠나지 않는 것

이다.”140)

이런 견지에서, 이리가레는 철학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철학

에 의한 성적 분리(division)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성적 분리는 초월하

고자 하는 욕망 혹은 근원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욕망과 관련된다. 그녀

는 철학에서 구성해온 성차화가 형이상학 및 존재론과 근본적으로 연관

이 있음을 보임으로써, 기존의 성차화와 존재론 모두를 비판적으로 재검

토하는 것이다.

남성적 상상계는 남성을 남성의 외부에 중심화시킴으로써, 초월

(적 주체) 안의 모든 남성의 탈존/밖에-서기ex-stasis141)의 원인이

되었다. 전체성, 즉 가장 강한 권력의 정점으로 오르면서, 남성은

그 기반으로부터, 즉 자신이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 자신의

모체와의 경험적 관계로부터 자기 자신을 잘라 낸다. 사변하고

specularize 관조하기speculate위해.142)

이리가레에게 존재론은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의 방식

이 아니다. 그녀에게 존재론은 존재자들의 발생의 구조, 즉 어떻게 존재

자가 발생하는가에 대한 것이다.143) 하이데거의 현존재와 마찬가지로, 이

140) OA, 10.

141) Ex-istenz는 어원학적으로 라틴어 existere에서 유래하는데, 밖이라는 의미의 ex와

선다는 의미의 stare가 합쳐진 것이다. 이것은 하이데거의 용어로 하이데거의 의미에

서 현존재의 ‘초월’을 가리킨다. 하이데거에게 초월이란 “존재자를 뛰어 넘는 것”이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현존재가 초월을 하려면 “[근원적인] 무 속으로 들어가 스스로 머

물러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현존재는 “결코 존재자와 관계할 수 없으며, 따

라서 자기 자신과도 관계할 수 없다.” 이것을 하이데거는 ‘존재론적 초월’이라고 부른

다. 즉 현존재의 근원으로서의 존재와 무는 초월해 머물러야 할 곳이다. 하이데거,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 『이정표1』, 신상희 역, 2005, p. 164.

142) SO, 133-134.

143) 이러한 사유의 배경에는 정신분석학이 있다. 이리가레가 『검시경』에서 주요하게

정신분석학에 대해 논하는 이유는, 정신분석학이 다른 어떤 학문보다도 성을 근본적

인 것으로 사유했기 때문이다. 정신분석학이 성을 근본적인 것으로 사유했다는 것은

성이 존재자의 발생에 필수적인 것으로 전제했음을 의미한다. 주지하다시피 정신분석

학에 따르면 자아나 주체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나 ‘팔루스의 개입’을 통한 성적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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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레의 주체는 지성이나 논리적 사유로 환원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

다. 그러나 하이데거와 달리 이리가레는 주체가 돌아가야 할 근원적인

것을 설정하는 것을 거부한다. 그리하여 이리가레에게 존재론을 다시 자

리매김 하는 것은 기존의 성차화를 다시 자리매김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본고는 다음과 같이 ‘존재론적 성차’를 정리하고

자 한다. 이리가레의 ‘존재론적 성차’에서 ‘존재론적’이라는 의미는 주체

라는 존재자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이 아니라 주체가 어떻게 발생하는

지에 대한 물음이다. 또한 ‘성차’라는 의미는 지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설

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성차는 인간이 최소한 두 종류의 몸이고 그

에 따라 그 두 주체의 감각과 감정들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 몸이 처해

있는 사태에 따라 서로 다른 한, 성차가 존재자의 발생에 필연적으로 관

계한다는 의미이다. 이 때 “성차는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지 않는

다. 성차는 어떤 기원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144) 성차는 이전의

어떤 구분되지 않는 근원을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이데거의 ‘근원적인

무’처럼 차이로 기능한다. 그리고 이때 차이는 기존의 존재론이나 형이상

학에서 집중해왔던 사물과 주체 사이의 차이가 아니라 남성 주체와 여성

주체 사이의 차이, 즉 성적 차이이며, 이 차이의 발생적 힘으로 인해 주

체 간의 감각과 감정들의 발산과 수렴이 이루어진다. 바로 이러한 과정

을 통해 주체가 구성된다는 것이 이리가레의 ‘존재론적 성차’가 의미하는

바이다.

따라서 여성에게는 이 결핍, 이 부정을 고발함으로써, 이 결핍

과 부정 속에 자신을 두는 것, 또는 여성적인 것을 “성차”의 기준

으로 만듦으로써 동일성의 경제를 전복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

다. 그보다는 그 [성적] 차이를 실행시키려는 것이 중요한 것이

다.145)

이로 인해 발생한다. 이리가레는 이러한 정신분석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리가

레에게 정신분석학은 팔루스-로고스 중심적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성을 집중적으로

담론화 함으로써, 그 담론이 스스로 남성적임을 드러내는 징후적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144) Colbrook, 앞의 책, pp. 136-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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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그녀는 성차가 무엇인지를 여성의 편에서 규정하는 것을 통해 현

재의 동일성의 경제, 즉 남성적 담론의 경제를 전복하는 것은 진정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여성이 자신을 ‘부정’으

로 생산한 기존 담론을 받아들여서 그 담론을 고발하는 수단으로서 여성

자신을 ‘부정’으로 이용하는 것으로도 부족하다. 이리가레에게 성차는 그

것이 무엇인지 밝혀져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녀에게는 두 성이 실존적

으로 각자의 차이를 창조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성차를 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존재론적 성차’를 탐구하면서 이리가레는 두 가지의 작업을 구상한

다. 첫째, 주체의 발생이 주체와 사물 사이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주체

들 사이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존재론과 윤리학의 재설정을

요청한다. 둘째, 주체들 사이의 관계는 몸과 감각이 처한 사태가 중요하

기 때문에 – 이리가레에게 지성적 판단은 몸과 감각을 사유하여 내린

사후적 판단이다 – 감각에 대한 재고찰이 필요하다. 이리가레는 이 두

가지 작업을 통해 여성을 결핍이나 부정으로 규정하는 기존의 성차화가

아닌, 다른 성적 차이를 재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음 장에서는 이

리가레가 촉각을 중심으로 위의 두 가지 작업, 즉 주체의 발생을 설명하

고 주체들 간의 윤리학을 재설정하고 있음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3. 성차의 존재: 촉각의 현상학

『성차의 윤리학』중에서도 특히 ‘타자에 대한 사랑 Love of the

Other’으로 시작하는 마지막 장은 메를로-퐁티와 레비나스에 대한 비판

적 독해로 이루어져 있다. 본고가 이 두 철학자에 대한 이리가레의 논의

에 주목하는 까닭은 그것이 이리가레의 촉각 개념과 주체성 및 타자성에

대한 숙고, 그로부터 도출되는 성차의 설립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리가레는 여성 주체성이 서구 철학의 남성적 ‘시각’ 속에서

145) TS, 159. 강조는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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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하는 것처럼 간주되어 왔음을 지적한다. 그리하여 그녀는 여성 주체

성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시각의 특권화에 의해 망각되고 부인된 촉각을

활성화시켜야 함을 주장하게 된다.

이리가레가 보기에 철학은 촉각을 인식에 가장 불필요하며, 따라서

가장 저급한 감각으로 취급해 왔다. 2장에서 보았듯이, 이는 시각과 전통

철학이 궤를 같이 하면서 발생한 결과이다. 반면 그녀는 촉각을 사유하

여 그들 고유의 존재론과 윤리학을 성취한 이들로 메를로-퐁티와 레비

나스를 제시한다. 이리가레는 이 두 현상학자의 촉각에 대한 논의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한편, 그들의 논의가 여전히 ‘성차’를 사유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다시 말해, 이 두 현상학자는 몸과 감각이 성적으로 다

를 수 있음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우선 철학사에서

촉각이 논의되어 온 측면을 간략하게 살펴본 뒤에, 이리가레가 이 두 현

상학자의 촉각 논의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이를 통해 촉각과 여성

주체성을 어떻게 관계시키는지를 해명할 것이다.

3.1. 근원 감각으로서의 촉각

철학에서 시각을 특권화하기 시작한 것은 일찍이 ‘빛의 형이상학’146)

을 내세운 플라톤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이러한 관점은 오늘날까지도 크

게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현재까지 철학사에서 시각 논의는 많이 있어

왔지만, 촉각만을 주제로 한 논의는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그러나 감각 이론 내에서 일부 촉각을 다루면서 부족하나마 촉각의

일반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몇몇 선례들은 존재한다. 그 선례들로부터

촉각의 일반론을 이끌어내면서, 본고는 철학사의 흐름 속에서 촉각이 잊

히고 부인되는 감각이 되었음을 살펴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먼

146)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서 나타나는 시각 중심주의를 일컫는다. 플라톤은 눈과 태

양을 유비하면서 “눈이 지닌 ‘보는’ 능력은 태양에 의해 방사된, 태양이 나누어준 일

종의 유출물”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시각 이해는 동굴의 비유에서 플라톤으로 하여

금 육체적 눈을 버리고(빛은 눈을 멀게 한다) 진리를 향한 ‘정신의 눈’을 뜰 것을 강

조하고 있다. 즉 이는 시각의 물질성을 버림으로써, 시각을 정신화하는 대표적인 예

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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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살펴볼 철학자는 아리스토텔레스인데, 그는 최초로 오감을 확립하고

그 위계를 서술했다는 점에서 우리의 주목을 요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이상학』의 첫 부분에서부터 다음과 같이 말한

다: “우리는 말하건대 다른 모든 감각보다도 보는 것을 더 좋아한다. 왜

냐하면 감각들 중 시각을 통해 우리는 가장 많이 ‘느끼어 알며’(지각하

며), (시각을 통해 사물들의) 여러 가지 차이성들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147) 이러한 언명을 통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각이 다른 여타의 감각들

보다 훌륭한 감각임을 암시한다. 감각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보다 본

격적인 논의는 『영혼론』과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등장한다. 감각의

종류와 그 위계에 관련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의 다섯 가지 외에 다른 감각은 없다.”148) 이 오감은 감

각대상과 감각기관에 따라 구별된다. 가령, 시각기관의 대상은 색, 청각

기관의 대상은 소리라는 식으로 그러하다. 그리고 이 오감은 각각에 상

응하는 매체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시각과 시각 대상 사이에는 공기

나 물과 같은 매체가 있거나 하는 식이다. 그리고 이 오감은 인식에 기

여하는 정도에 따라 위계가 가려진다. 시각이 인식에 가장 많이 기여하

며 촉각은 인식에 가장 불투명한 감각이다. 그런 견지에서 아리스토텔레

스는 시각이 가장 상위의 감각이며 촉각은 가장 저급한 감각이라고 결론

을 내린다.

주목할 부분은 촉각에 관한 논의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동물

들이 지닌 가장 근본적인 감각은 촉각이다.”라고 단언한다.149) 모든 동물

은 적어도 촉각과 미각을 갖고 있지만, 후각, 시각, 청각을 갖고 있지 못

한 동물들은 적지 않다. 모든 동물이 촉각을 갖고 있다는 의미에서 아리

스토텔레스는 촉각이 근원적인 감각이라는 주장을 이끌어낸다. 그러나

사실 『영혼론』의 많은 부분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촉각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듯 보인다. 예를 들면, 감각의 대상을 분류하는 중요

한 대목에서, 시각의 대상은 색이라고 규정하면서도, 촉각의 대상은 규정

147)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 김진성 역, 이제이북스, 2007, A 980a 25.

148) 아리스토텔레스, 『영혼에 관하여』, 유원기 역, 궁리, 2001, 424b 20.

149) 위의 책, 413b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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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한다든가, 촉각의 기관은 눈이나 귀처럼 관찰될 수 있는 것이 아

니라서 몸 내부의 어디엔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부분이 그러하다.

또한 그는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다른 간접적 감각들과는 달리 몸과 직

접적으로 접촉하는 감각인 촉각의 매체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

다. 그는 촉각의 매체를 다른 감각들과는 달리 살이 아닐까 하며 추측할

뿐이다. 우리가 보기에, 촉각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는 양가적이

다. 한편으로는 그는 플라톤이 다루지 않은 감각인 촉각을 다른 감각과

구분되는 독립감각으로 구제하면서도,150) 다른 한편으로는 촉각을 감각

의 능력 중 가장 ‘하위’의 감각이라고 폄하하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

스가 촉각을 모든 감각의 근원이라고 주장하기는 하지만, 그에게서 가장

우월한 감각은 단연 시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151)

아리스토텔레스의 촉각에 대한 비난은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더

욱 드러난다. 그는 이전의 철학자들과 달리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감각을 인식적 측면뿐만 아니라 윤리적 측면에서도 다룬다. 특히 욕구를

야기하는 감각을 절제할 것을 주장하는 3권 10장은 촉각을 윤리적 관점

에서 비난 받아 마땅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쾌락에는 정

신적 쾌락과 육체적 쾌락이 있지만, 정신적 쾌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

제나 무절제 등과 무관하다. 이는 마치 그것은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 배움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절제가 필요하다거나 무절제하다고 하

지 않는 것과 같다. 이로써 아리스토텔레스는 “절제가 반드시 육체적 쾌

락과 관련함”을 도출시킨다.152) 나아가 이러한 육체적 즐거움을 감각과

관련시켜 더욱 세분화한다. 우선 시각과 청각은 정신적 쾌락에만 관여하

므로 육체적 쾌락의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 그러나 그는 촉각과

150) 플라톤은 『티마이오스』에서 촉각을 독립된 감각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다른 감각과는 달리 특정한 기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151) 아리스토텔레스가 시각을 더욱 중요한 것으로 사유했음은 논의의 여지가 거의 없

지만, 다른 한편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촉각과 사유를 유비함으로써 촉각과 그의 시

학의 관계를 논하는 글로는 다음을 참조하라. Stanley Rosen, "Thought and Touch,"

The Quarrel Between Philosophy and Poetry: Studies in Ancient Thought,
Routledge, 1988.

152)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이창우, 김재홍, 강상진 공역, 서울: 이제

이북스, 2006, 3권 10장 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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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각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타의 동물들도 동참하는 이런

종류의 즐거움(먹는 것)들에 절제와 무절제가 관련한다. 바로 그렇기 때

문에 이러한 즐거움들은 노예적이며 짐승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촉

각과 미각이 그런 것이다. […]무절제한 사람이 기쁨을 느끼는 것은 향락

으로, 이것은 모두 촉각을 통해 일어나며,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른바

성애적인 것 안에서 일어난다. […]그렇다면 무절제가 관계하는 감각은

[…]우리가 인간인 한에서가 아니라 동물인 한에서 갖는 것이므로, 비난

받아 마땅한 것으로 보일 것 같다.”153) 이로부터 그는 다음의 결론을 이

끌어낸다. 윤리적 관점에서 볼 때, 감각은 항상 그것이 연상시키는 욕구

의 대상과 관련되어 있으며, 그런 점에서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동물적

인 것, 즉 비난 받아 마땅한 것이다. 그리고 그 비난의 화살은 촉각에 집

중되어 있다.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감각론은 현대까지도 끊임없이

참조되는 원천이 되고 있다.

촉각에 대한 비난은 중세의 기독교 사상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아

리스토텔레스와 유사하게, 기독교에서도 촉각은 에로틱한 욕정과 육체적

인 욕구(식욕)와 관련한다. 특히『고백록』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모든

감각을 절제의 대상으로 삼지만 그중에서도 촉각은 “육체의 유혹”과 관

련되어 있으며, 절제해야 할 감각 중 최초의 것으로 중요하게 나타난다.

즉 그에게 촉각은 가장 물리치고 절제해야 할 감각인 것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의 손은 내 영혼의 모든 병을 고쳐주십니다. 주님의 넘쳐흐

르는 은혜로 내 수면 중의 호색한 마음의 충동까지 진정하게 해주십니

다.[...]수면 중이라도 감각적 영상에 의하여 부패하고 썩은 일을 행하여

육체 자체를 더럽히거나 또한 동의하는 일조차 하지 않게 하소서.”154)

즉 촉각과 같은 육체에 가까운 감각은 악이자 감각적 쾌의 근원이므로

금욕적이고 종교적인 삶을 위해서는 배척해야 할 것이 된 것이다.

촉각의 폄하는 근대에 오면 더욱 더 심화된다. 오히려 이 시대에는

시각의 특권화를 심화시키면서 촉각의 존재는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한

153) 위의 책, 같은 곳.

154)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 김희보, 강경애 역, 서울: 동서문화사, 2008, p.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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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근대의 합리주의는 감각 자체를 인식적 앎을 방해하는 오류의 원천

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감각과 상상력, 정념 등은 통제해야 할 대상이다.

그러나 합리주의는 인식적 앎에 가장 도움을 준다는 이유로 시각을 특권

화 시켰고, 오히려 시각의 특권화를 넘어서 육체적 시각을 더욱 이론적

으로 정신화, 과학화하기에 이른다. 데카르트의 『굴절광학』은 시각이

어떻게 인식을 가능하게 해주는가에 대한 이론적 연구이자 시각의 신경

과학화이다. 이론적 인식과 구분되는 미적 경험도, 기실 시각이나 청각과

관련한 정신적 경험을 다루고 있을 뿐, 그 외 여타의 감각들이 육체적

감각으로써 인간에게 어떤 의미화된 경험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철학적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155)

현대에 이르러 감각에 대한 철학적 사유에 변화가 일어난다. 특히 현

상학은 전통 형이상학이 인식적이고 개념적으로 사유했던 ‘존재란 무엇

인가?’에 대한 물음 자체를 비판하면서, 이론적 인식에 침입해오는 감각

적이고 경험적인 사실들을 해명하고자 한 철학이다. 즉 현상학은 감각적

인 것을 개념에 앞선 감성의 수준에서 고려하면서, 이러한 감각 경험과

감성을 설명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한다. 현상학에 의하면, 분석적이고

개념적인 설명은 감수성 자체의 풍부함을 많은 부분 탈각시킬 것이고,

감각들을 온전히 주관적인 것으로 기술하는 것은 문학적 혹은 심리적 영

역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현상학의 창시자인 후설에게 현상학적 분

석은 논리적 분석이나 심리적 분석과 구별되는 것으로, 감각적인 “의미

의 보고”에서 출현하는 경험적 사실들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한 탐색이

155) 그러나 아주 드문 예외들이 발견되기도 한다. 프랑스 유물론자이자 계몽사상가인

디드로(Denis Diderot, 1713 - 1784)는 자신의 허구적 서간문 『맹인에 관한 서한』에

서 수학자이자 과학자인 맹인 손더슨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감각, 특히 촉각적 인식

은 시각적 인식과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경험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그는 촉각적 경

험에서 비롯한 신학적 혹은 도덕적 관념은 시각의 그것과 다를 수 있다는 주장으로

감옥에 갇히기도 한다. 이 서간문에서 주인공 맹인 손더슨은 자연의 경이로움을 찬미

하는 사제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 아름다운 광경 이야기는 그만 하십시오. 그

것은 결코 나를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둠 속에서 생애를 보내야 했습

니다. 그런데 당신은 내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초자연적 경이를 언급하십니다. 하

지만 그건 당신과 당신처럼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증거가 됩니다. 내가 신을 믿기

를 원하신다면 당신은 내가 신을 만지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드니 디드로, 『맹인에

관한 서한』, 이은주 역, 지만지, 2010, p.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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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탐색은 현상들에 대한 기술로 시작하지만, 현상학은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 현상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개념적 실재이든, 심리적 실

재이든 두 방법 모두 생동하는 경험적 현상에 대해 근원적 설명을 하지

못한다는 점은 자명하다. 따라서 현상학의 목표는 “현상학적 환원”156)

이라는 방법을 통해 개념적으로는 파악할 수 없지만 분명히 실존하는 것

들의 근원적인 정초를 세우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현상학적 환원’으로 감

각과 지각에 대해 기술한다 함은, 감각과 지각이 의미화되는 근원적인

지점을 탐구하는 것이다. 현상학은 그 근원적인 지점을 탐구하여 인식뿐

만 아니라 감각과 지각들도 존재의 의미, 즉 ‘존재란 무엇인가’의 물음에

참여하고 있음을 밝히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현상학도 결국 존재론을

다루는 학문이 된다.

이리가레 촉각론의 배경인 메를로-퐁티와 레비나스는 감각이 여타의

인간 능력들보다도 주체성 형성에 근원적으로 작용함을 주장한 동시대의

현상학자이다. 이리가레에게 이 두 철학자가 중요한 이유는, 이 현상학자

들이 몸과 감각을 인식적 측면에서 논구하기보다는 몸과 감각이 인식의

발생과 인간 제 경험의 근원으로 작용함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즉 감각

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전통 철학과 달리, 현상학은 감각과 경험

의 발생을 의식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면서 인간의 경험이 세계에 “대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미 세계 “속에” 존재함 자체에서 연원함

을 분석하는 방법론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이리가레는 자신

의 촉각론을 현상학자들의 논의를 통해 확장시키기를 시도한다. 촉각과

관련하여 이리가레의 대전제란, 주체와 타자는 ‘접촉’ 즉 촉각적인 것에

의해 구성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전제를 통해서 우리는 이리가레가 ‘촉

각을 통해 무엇을 인식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

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론적 물음보다, 그녀는 촉각을 통해 ‘주체/

156) “현상학 수립을 위해 일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작업은 “사태 자체로!” zu den

Sachen selbst!라는 현상학의 구호가 말해주듯, 철학이라는 학문의 정체에 대한 일체

의 선입견에 대해 일단 판단 중지(에포케)한 후 그런 선입견에서 벗어나 철학이 다루

고자 하는 다양한 유형의 “사태 자체로” 귀환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처럼 “사태 자체

로” 귀환하는 작업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현상학적 환원” phänomenologische

Reduktion이다.” 이남인, 『현상학과 해석학』,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4, p.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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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가 어떻게 탄생하는가?’와 ‘주체와 타자는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를

해명하는 데 집중한다. 즉 기존의 감각론이 시각을 위시하여 감각의 인

식적 기능과 의미를 다루는 것과는 달리, 그녀는 감각론이 존재론적 측

면과 윤리학적 측면에서 사유되어야 함을 요청한다. 그리고 그녀에 따르

면 특히 이 존재론과 윤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감각이 바로 촉각이다. 이

리가레에게 영향을 준 두 현상학자들에게도 촉각은 중요하게 나타난다.

메를로-퐁티는 촉각적인 것이 주체의 발생(존재론)에 관여한다고 주장하

고, 레비나스는 주체들 간의 상호 관계(윤리학)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

하는 의미에서 그러하다. 이리가레가 보기에 촉각과 몸, 육체성과 물질성

을 사유하는 것은 여성적인 것과 모성적인 것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정

의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이며, 촉각을 다룬 두 현상학자의 사유가 이리

가레에게 중요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1장에서 언급했다시피, 이리

가레의 철학적 목표는 몸의 감각성의 복권이자 여성 주체성의 설립이다.

다음 절에서는 이 두 현상학자들이 어떻게 촉각을 통해 주체성이 구성된

다고 주장하는지를 보이고, 나아가 이리가레가 이들의 촉각에 대한 사유

를 바탕으로 어떻게 여성 주체성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지를 해명할

것이다.

3.2. 촉각의 존재론

현상학자들에 따르면 “현상학적 환원”의 방법론이 없이 자신의 주관

적 경험을 기술하는 것은 사태의 진실을 보증하기는 힘들다. 즉 주관적

경험의 기술은 심리적이거나 문학적으로 표현되기 십상이고 진리로 인정

되기 힘들다. 마찬가지로 재거Alison Jaggar는 페미니스트들이 여성들만

의 경험과 감정을 기술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느낌과 감정은 사회적으로 구성되기에, 만일 급진적 페미니스트들

이, 몇몇이 그러듯, 그들의 느낌과 감정이 항상 그 상황에 적합한 것이라

고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혹은 심지어 그것을 경험하는 이들이 항상 올

바르게 그것을 확인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그들은 틀렸다.[…] 이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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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그 이론 자체가 [그 경험들이] 근거하는 세계에 대한 기술을 수

정하게 할 것이다.”157) 이리가레가 보기에 이러한 경험적 기술의 문제점

은 여성이 ‘동일자의 타자’로 구성되는 구조 자체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가령 경험과 감정을 단순히 기술하는 것은 내가 무엇

을 어떻게 느끼는지를 기술하는 것이지, 내가 왜 그렇게 느끼게 되었는

가에 대해서는 의문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리가

레는 감각과 감정이 사회적이고 상징적인 것과 항상 교호하고 있다고 주

장한다. 그래서 그녀에게 감각적 경험은 그것이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항상 객관적이고 상징적인 질서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그 역

도 마찬가지다. 또한 이리가레는 경험적 기술이 지닌 문제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 여성들이 여성만의 경험을 끊임없이 말한다고 해도 상징

적 구조가 그 경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한갓 수다나 광기가 되기 십상이

다. 그에 반해 그녀는 현상학을 통해, 사태가 발생하는 바의 경험을 기술

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태가 발생되도록 만드는 구조 자체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타의 페미니즘 비평가들이 전기 메를로-퐁티의 『지각의 현상학』

을 페미니즘적으로 전유한 것과는 달리, 이리가레가 후기 메를로-퐁티의

현상 이면의 존재론적 구조로서의 ‘살’ 개념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

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이다. 이리가레와 메를로-퐁티 모두 언어 이전의,

전-담론적前-談論的인 사태를 탐색해 왔고, 의미화 된 것 이전의 ‘의미

화 하는 힘’과 ‘야생적 의미’를 복원하기를 원한다. 그런 점에서, 이리가

레에게 현상하는 것들 이면의 근본적 구조는 매우 중요하다. 본 절에서

는 메를로-퐁티의 살 개념에 대해 이리가레가 한편으로는 일부분 받아

들이면서도 그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표하면서 자신만의 촉각 개념을 어

떻게 차별화시키는지 살펴볼 것이다.

157) Alison Jaggar, Feminist Politics and Human Nature, Brighton: Harvester, 1983,
pp.380-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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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살: 주체 발생의 계기

이리가레는 주체와 타자, 주체와 환경이 존재하게 되는 것은 그것들

사이의 관계로부터 나오고 이것은 감각과 지각158)에 의해 가능해진다고

주장한다.159) 공간속에서 이루어지는 세계와의 ‘접촉’이 나와 외부를 동

시에 구성하며 그것은 단번에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운동하는 유동적인 것이다. 즉 인간이 자신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는 타

자의 존재, 세계의 존재를 감각하면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리하

여 감각은 나와 세계의 최초의 경계이자 존재 발생의 계기가 된다. 그녀

는 우리가 의식적 주체에 관한 철학들이 간과해 온 “전-담론적인 경험의

순간으로 되돌아가야 하며, 사물들과 세계, 주체와 객체의 분리를 이해하

게 한 범주들, 그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60) 즉 의

식에 의해 반성적으로 혹은 사후적事後的으로 재단된 세계가 아니라 언

어에 의해 분절되지 않은 사태에서 이미 존재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여기

서 존재론적 구조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녀의 이러한 생각은 메

를로-퐁티의 ‘살(chair)의 존재론’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메를로-퐁티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Le visible et l’invisible)』에서 처음으로

‘살’ 개념을 논의하면서 경험 발생의 구조와 그것의 촉각성을 통찰해내고

있다. 그런데 그녀가 보기에 메를로-퐁티는 자신의 ‘살’ 개념으로 촉각을

통한 주체의 존재론적 구조를 설명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각이

158) 본고에서는 감각과 지각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철학에서 감각은

자극 소여를 이르고 지각은 그 자극 소여의 ‘알아챔(perception)’인데 이 둘 중 하나가

없이는 어떤 의미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그러한데, 의학에서도 감

각은 “외부 자극에 대해 신경세포가 처음으로 자극되는 단계를 말하고 지각은 외부

자극에 대한 뇌의 경험을 말하지만 두 단계의 경계가 명확한 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감각이 주체에게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지각으로서의 감각이 필수적이

라는 말이다. 최현석, 앞의 책, p. 28.

159) 이는 의학적으로 증명된 바, 감각과 지각이 적절하게 작용하지 않을 경우, 인간은

자아 혹은 주체 관념을 가질 수 없다. 이때 나 對 세계 혹은 나 對 타자의 관계가 성

립되지 못하면 정신분열증(본고의 각주 110 참고), 우울증이나 환각이 일어날 수 있

다. 또한 사실상 지각과 감정은 동시적이라서 감정 장애는 지각의 장애 및 뇌의 장애

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최현석, 위의 책, pp. 30-31.

160) E,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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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이고 남성적이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 항에서는 메를로-퐁

티의 살의 존재론을 간략히 살펴보고 이리가레가 비판한 지점들을 살펴

보겠다.

1) 메를로-퐁티의 살의 존재론 - 가역성과 촉각적 시각

메를로-퐁티는 철학사에서 몸을 정당하게 사유하려 한 현상학자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지각의 현상학』에서 지성주의 관념론과 경험주

의 실재론을 모두 비판하며 ‘체험된 몸(lived body)’을 통해 경험의 모호

함과 그것의 창조성을 구제하려고 했다. 그에 따르면, 경험주의 실재론자

들은 세계의 존재자들을 객관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그로부터 주체가 완

전히 분리되어 있음을 전제하는 반면, 지성주의 관념론자들은 세계가 의

식에 의해 구성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세계의 존재자들을 주체의 의식으로

환원시켜 왔다. 그런 이유에서, 이러한 극단적 사유들은 체험된 몸과 그

것에서 용출하는 불투명한 경험을 설명해낼 수 없다. 왜냐하면 경험주의

와 지성주의는 모두 의식적 주관과 물질적 대상을 명확히 분리하고 둘

중 하나에 우선성을 두었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메를로-퐁티는 경험주

의와 지성주의의 이원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데카르트의 몸/정신 이원

론을 극복하고자 제 3의 것으로 ‘몸 도식(le schéma corporel)’을 제시한

다. ‘몸 도식’은 의식적으로 구성되는 것도 아니고 육체적으로 실재하는

대상도 아니다. 다시 말해 몸은 그 자체 물질적 의미에서 육체적이기만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의식적으로 통제가 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의

미이다. 몸의 지각적 구조는 의식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세계에 항상 열

려 있고 세계에 영향을 미치면서도 세계를 감수感受한다. 메를로-퐁티는

이러한 몸을 데카르트의 코기토와 구분되는 ‘무언의 코기토(tactic

cogito)’라고 불렀다.161)

161) 메를로-퐁티의 ‘몸 도식’과 ‘무언의 코기토’는 페미니즘에서도 즉자적인 것으로 간

주되는 섹스와 사회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젠더라는 이분법을 해체하는 데에 많은 도

움을 주는 개념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Judith Butler, “Sexual Ideology

and Phenomenological Description: A Feminist Critique of Merleau-Pont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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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메를로-퐁티는 그의 사후에 출판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

는 것』에서 자신의 전기 철학인 『지각의 현상학』의 기획을 미완성의

것으로 규정한다: “『지각의 현상학』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해결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거기서 나는 ‘의식’-‘대상’의 구분에서 출발했기 때문이

다.”162) 의식적 코기토는 아닐지라도 여전히 데카르트적 코기토의 선재

함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에서, 메를로-퐁티는 주체와 객체의 이

분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스스로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미완의

기획을 메를로-퐁티는 후기 저작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서 자신의 ‘살’ 개념을 통해 다시 완성하려고 시도한다. 이 살은 메를로-

퐁티에게 코기토적 주체의 선재성을 폐기하게 해주는 개념이다. 즉 도처

에 편재하는 ‘일반적인 존재(l’Etre)’인 살 속에서 주체와 객체는 분기하

고 수렴됨을 반복한다. 세계는 모두 이 살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원리적

인 살로부터 주체, 객체, 사물, 세계 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메를로-퐁티의 살은 주체와 객체의 이중성 자체다. 즉 이것은 살이

주객을 모두 품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는 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

다:

살은 물질이 아니고, 정신도, 실체(substance)도 아니다. 살을 가

리키기 위해 ‘원소(élément)’라는 오래된 용어를 써야 할 것 같다.

물, 공기, 흙, 불을 말하던 의미에서, 즉 시공간적 개체와 관념 사

이에 있는 것, 존재의 파편이 있는 곳 어디에나 존재의 양식을 가

져오는 일종의 육화의 원리, 즉 사물 일반이라는 의미에서의 원소.

살은 이러한 의미에서 존재의 한 ‘원소’이다.”163)

Phenomenology of Perception,” The Thinking Muse: Feminism and Modern
French Philosophy, ed. Jeffner Allen and Iris Marion Young, Indiana University
Press, 1989, pp. 85-100; Iris Marion Young, “Throwing Like a Girl: A

Phenomenology of Feminine Body Comportment, Motility, and Spatiality,” Human
Studies, Vol. 3, No.2 (Apr., 1980), pp. 137-156; Moira Gatens, Imaginary Bodies:
Ethics, Power and Corporeality, Routledge, 1996.

162) VI, 253.

163) VI,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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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를로-퐁티는 이러한 존재의 원소로서의 살 개념으로 주객 이분법

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그에게 이 살 개념은 단순히 이분

법을 극복하기 위해 상정된 허구의 전제가 아니다. 편재하는 존재인 살

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예로 메를로-퐁티는 이른바 ‘이중 감각

(sensations doubles)’을 들고 있다. 19세기 말 심리과학에서 처음 나타나

며 후설에게서 현상학적으로 설명된 ‘이중 감각’은 메를로-퐁티의 존재

론에서도 살의 “가역성(réversibilité)”을 가장 잘 설명해준다. 이 가역성

이 가능한 한에서, 살은 존재로서의 하나의 원리이자 존재론적 동질성

(homogénéité)으로 증명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중 감각을 간단히 설명

하자면 다음과 같다. 사물을 만지고 있는 내 왼손을 내 오른손이 만질

때, 이것은 ‘만짐의 만짐’의 현상으로, 이를 통해 “‘만지는 주체’가 만져지

는 것의 계열로 넘어가서 사물들 속으로 내려가며, 그럼으로써 촉각은

세계의 한가운데서, 그리고 사물들 속에서처럼 형성된다.”164) 다시 말해,

나는 왼손이 사물을 만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는데, 오른손이 왼손을 만

지는 순간 내 지각은 오른손이 왼손을 만지고 있음으로 옮길 수 있다.

그리고 왼손은 나라는 지각 주체가 아닌 사물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더

불어 오른손도 사물의 영역의 일부분이 되어야 왼손을 만질 수 있다. 그

러니까 두 손 모두 사물의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즉 ‘만짐’이 없으

면 손은 주체도 객체도 아닌 것이다. 그리고 나는 왼손이 사물을 느끼는

것과 오른손이 내 왼손을 느끼는 것을 동시에 감각할 수 없다. 다만 나

는 왼손이 만져짐을 느끼거나 내 왼손을 만지는 오른손을 느낀다. 즉 왼

손은 만지는 주체이자 만져지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한 나는 내 왼손

에서 내 오른손으로, 또 내 오른손에서 내 왼손으로 관점의 역전이 가능

하다. 만지는 것과 만져지는 것의 ‘가역성’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은 촉

각 속에서 주체와 대상이 구분 없이 함께 속해있으면서도 서로 분리되는

이중적인 움직임을 나타내는 범례이다. 이러한 이중 감각과 가역성으로

메를로-퐁티가 증명하려고 했던 것은, 살의 존재론적 이중성 그 자체이

다. 즉 이러한 이중성 속에서, 감각하는 것(주체)과 감각되는 것(객체)

164) VI,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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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어떤 것이 먼저인지에 대한 문제는 사라진다. 오히려 그는 ‘먼저’

가 존재론적으로 불가능함을, 그리고 그러한 존재의 이중성은 ‘먼저’에

대한 – 즉 토대 혹은 근거를 두려는 – 사유의 관습 때문에 항상 부인

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지각의 경험, 엄밀히 말해 촉각의 경험 속

에서 주체와 객체는 동시에 발생한다.

이러한 촉각의 이중 감각은 동일한 몸에서만 일어나는 가역성을 보여

주지만, 메를로-퐁티는 주체와 세계 사이의 공속성과 동질성을 보여주기

위해 이 이중감각의 영역을 확장한다. 우선 그는 봄과 만짐도 서로 가역

적임을 보인다. 이것이 가역적이라면, 봄과 만짐 사이의 구조적 동일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동일한 몸이 보고 만지기 때문에 보이는 것과

만질 수 있는 것은 동일한 세계에 속한다.”165) “시각이란 시선에 의한

촉지觸知이다.”166) “눈에 보이는 광경은 ‘만질 수 있는 성질들’보다 더도

덜도 아니게 촉각에 속한다.”167) 이렇듯 봄을 묘사하는 메를로-퐁티의

설명은 촉각적이다. 그에 의하면 나의 봄은 사물들과 세계를 만지는 것

이고, 또 그 봄 속에서 사물들은 나를 감싼다. 나의 눈이 빛과 색을 ‘접

촉’해야지만 나의 봄이 구성된다. 이러한 봄의 촉각성을 통해 메를로-퐁

티는 보는 자와 보이는 것 사이의 가역성까지 설명해낸다. 즉 보이는 것

은 동시에 보는 것이 될 수 있고, 그 역도 가능하다. 내가 책상의 앞부분

을 보고 있을 때, 책상도 한편으로는 나의 앞부분을 보고 있는 셈이다.

내가 타인을 볼 때, 타인은 내가 그 타인을 봄을 볼 수 있다. 나 또한 그

때 나를 보고 있는 타인을 내가 본다. 마치 내가 감각되는 것을 감각하

고 있는 감각인 촉각처럼, 보는 것도 그러한 것이 된다. 그는 시각에도

촉각성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그것이 시각의 가역성을 증명한다고 주장

하는 것이다. 메를로-퐁티에 의하면 이 가역성이 가시성의 조건이자, 일

반적인 살로서의 구조적 동일성을 증명해주고 있다. 이를 통해 그에게

주체와 타자의 문제는 변증법적으로 해소가 되기보다는 문제 자체가 성

립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168)

165) VI, 177.

166) VI, 177.

167) VI,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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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리가레의 살 개념 비판

이리가레에게 이러한 살 개념이 중요한 까닭은 그것이 주체와 객체를

발생케 하는 구조를 설명해주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 발생은 인식

과 관련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 특히 촉각적인 것과 관련하는 것이라는

점이 이리가레가 더욱 주목하는 이유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존재를 인

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감각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리가레는 메를로

-퐁티의 이러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성차의 윤

리학』에서 메를로-퐁티의 「얽힘-키아즘l’entrelacs – le chiasme」장

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이리가레는 메를로-퐁티가 촉각을 시각으로 환원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녀가 보기에 촉각을 시각으로 환원하는 문제는 메를로-퐁티

의 보는 자와 보이는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이중적 움직임

에 관한 설명에서 자주 나타난다. 앞에서 우리는 메를로-퐁티가 살의 촉

각성을 확장하여 보는 자와 보이는 것 사이의 가역성을 설명하면서, 촉

각과 시각이 동일한 구조에, “동일한 지도”에 속해 있다고 주장하는 것

을 보았다: “우리는 모든 보이는 것이 만져지는 것 안에서 재단됨을, 모

든 만져지는 존재가 어떤 방식으로든 가시성을 약속받음을 생각하는 것

에 익숙해져야 한다. [...] 동일한 몸이 보고 만지기 때문에 보이는 것과

만질 수 있는 것은 동일한 세계에 속한다.”169) 그런데 이리가레는 이러

한 메를로-퐁티의 설명이 촉각을 시각화하려는 욕망에서 비롯한다고 주

장한다. 그녀에게 ‘촉각의 시각화’가 문제인 이유는 궁극적으로 그것의

“가역성”에 있다. 왜냐하면 메를로-퐁티는 주체의 살과 세계의 살의 동

질성을 증명하기 위해 만지는 것과 만져지는 것 사이에 가역성이 있듯,

봄과 만짐 사이의 상호 가역성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리가레에

168) “나는 나의 녹색 속에서 그의 녹색을 인식한다[…] 여기에 타아alter ego의 문제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보는 ‘나’가 아니라 보는 ‘그’이기 때문에, 익명적 가시성, 즉

봄 일반이 우리 둘 모두에 거주하기 때문이다.” VI, 187.

169) VI,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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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시각은 촉각으로 역전이 가능하지만 촉각은 시각으로 역전이 불

가능하다. 보이는 것은 만져질 수 있지만 만져지는 것은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가령 보이는 것은 눈이 빛과 접촉함으로써 만져지는 것이지만 빛

이 없다면 만져진다 해도 보일 수 없다. 시각과 촉각은 동일한 지도, 동

일한 구조에 있는 것이 아니며 서로 다른 리듬, 다른 지도를 그리고 있

는 것이다.

시각과 촉각이 다른 구조, 다른 지도에 있다는 것은 다음을 의미한다.

촉각은 ‘내가 만져지고 있음을 만지는 감각’이라는 측면에서, 시각이 ‘내

가 보여지고 있음을 보는 감각’인 한 시각은 촉각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촉각은 시각과 같이 대상을 소유할 수 없다. 메를로-퐁티에 의하면, “보

는 자가 보이는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자신이 보이는 것에 의

해 소유될 때만, 자신이 보이는 것에 속할 때에만” 가능하다.170) 즉 시각

의 가역은 그것이 서로 소유하고 소유될 때 가능한 것이다. 시각에 의해

인간은 대상을 명징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명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은 그 대상을 나의 이해에 종속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시각

은 대상의 소유와 관련된다. 그렇지만 이리가레에게 촉각은 소유가 불가

능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깨닫게 되는 감각이다. 소유가 불가능하다는 것

은 대상을 나의 이해에 종속시킬 수 없음을 의미한다. 촉각 속에서 내가

대상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시 그 생각을 방해하는 다음 차례

의 촉각적인 것이 뒤따라온다. 즉 촉각적 소여는 시각과 같이 단번에 눈

앞에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떠오르는 것이기 때

170) VI, 178, 이 외에도, 촉각을 시각으로 환원시킨다는 혐의는 다양하게 발견된다:

“결국 보이는 것과 만져지는 것의 가역성으로, 비신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상

호 신체적인 존재가 우리에게 열린다.” VI, 188.

“보이는 것에는 만지는 이의 기입도 있으며, 만져지는 것에는 보는 자의 기입이 있

다” VI, 188.

“경험이 시각 속에 그려지지 못하는 것은 어떤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없다.”

VI, 188.

“내가 상호적으로 보고 만지는, 동일한 전형, 동일한 양식의 몸들 모두에는 이러한

교환이 펼쳐져 있다 – 그리고 이 현상은 감각하는 자와 감각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분열 또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뤄지며, 바로 이 분열 또는 분리가 측면적으로 나

의 몸의 기관들을 흐르고, 한 몸에서 다른 몸으로의 전이를 기반하고 있다.” VI, 188.



- 84 -

문에 촉각으로는 대상을 완전히 알 수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촉각은 소

유와 관계할 수 없다. “이 보이는 것과 만져지는 것은 살의 동일한 법들

과 리듬들에 복종하지 않는다.”171) 따라서 메를로-퐁티의 주장과는 달리,

이리가레에게 촉각과 시각은 서로 다른 기제, 다른 지도를 그리고 있으

며, 따라서 이 둘은 서로 비가역적이다.

둘째, 이리가레가 보기에 메를로-퐁티는 살의 촉각성을 시각화하기

위해 여성적-모성적인 은유에 의지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 은유를 중

성적인 것으로 표현함으로써 한번 더 여성적-모성적인 것을 은유 아래

에 억압한다. 이리가레의 이러한 비판을 확인하기위해 메를로-퐁티의 텍

스트로부터 이리가레가 지적하는 단락을 우선 살펴보자.

우리 주변에 있는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 자신 속에 들어 있는

것 같다. 이는 우리의 시각이 보이는 것의 중심에서 형성되는 것처

럼, 혹은 보이는 것과 우리 사이에 바다와 바닷가 사이의 교제와

같이 친밀한 교제가 있는 듯하다.172)

이 구절은 시각 속에서 보이는 것과 보는 것은 바다와 바닷가의 관계

처럼 서로를 만지는 촉각적 관계임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이리가레가 보

기에, 바다와 바닷가가 서로를 잠식하고 드러내는, 불가분의 친밀한

(intimate) 기원의 관계처럼 묘사되는 부분은 자궁 속의 태아와 어머니의

관계의 은유이다. 바다는 유동성 자체이며 이것은 보이기 이전에 바닷가

를 만지는 것이며 – 빛이 없어서 보이지 않아도 바다는 항상 바닷가를

만진다 – 나아가 바닷가를 형성한다.

만일 보여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면, 메를로-퐁티가 여기에서

자궁 안의 삶을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나아가, 그는

바다와 바닷가의 “[시각적]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잠김

에 대해서인가 출현에 대해서인가? 그는 보는 자와 보이는 것의

171) E, 152.

172) VI,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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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의] 사라짐의 위험을 말하고 있다. 자궁의 품 안의 현실에 의

심스럽게 상응하는 것은 무엇인가?173)

여기서 이리가레는 메를로-퐁티의 바다와 바닷가의 은유는 여성적-

모성적인 것에 대한 은유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메를로-퐁티는 이 장의

많은 부분에서 이 구절 – 바다와 바닷가의 은유 – 뿐만 아니라 여성적

인 것에 관한 은유를 빈번하게 차용한다.174) 그런데 이리가레에 따르면

메를로-퐁티가 여성적-모성적인 것을 ‘바다-바닷가’라는 중성적 은유로

대체함으로써 텍스트 속에서 여성적-모성적인 것은 사라지게 된다. 즉

그가 여성적-모성적인 것을 중성적인 ‘살’을 설명하기 위해 이용할 때,

이 은유의 여성적-모성적 특질들이 가려지고, 이를 통해 여성적인 것은

다시 텍스트 바깥으로 물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리가레가 보기에, 이러한

은유는 여성적-모성적인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이며, 생명을 잉태

하고 시각을 형성하는 환경으로서의 모성에 대한 빚을 부인하는 것이다.

셋째, 이 구절에서 문제가 되는 마지막 지점은 바로 이 은유적으로

상징화된 모성적인 것, 즉 자궁 안의 삶이다. 이리가레가 메를로-퐁티의

바다-바닷가 은유를 인간 기원으로서의 태아의 자궁 내 삶에 관한 것으

로 독해했음을 앞에서 이미 언급했다. 그녀에 따르면, 이 때 문제는 바다

-바닷가 은유에서 바닷가에 해당하는 태아는 전적으로 수동적인 것으로

묘사된다는 것이다. 메를로-퐁티의 글에서 “보는 자와 보이는 것의 사라

173) E, 144.

174) 이 은유 외에도 메를로-퐁티는 경험을 “임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가 자주

쓰는 용어인 ‘함입陷入(invagination)’이라는 용어 자체도 그러하다. VI, 261. 그에게

또한 의미를 ‘출산’하는 것은 살이다. 이 살은 “태아를 신생아로 만들고 보이는 것을

보는 자로” 만든다. VI, 193. 심지어 그는 두 입술의 은유를 사용하기도 한다. “몸은

자신의 개체적 발생에 의해, 즉 몸을 이루는 두 기초 형태, 두 입술을 붙여서 우리를

직접 사물에게 결합시킨다. 두 입술, 곧 몸이라는 감성하는 덩어리와, 감성적인 것의

덩어리를. – 몸은 이 감성적인 것의 덩어리로부터 분리에 의해 태어났으며, 이 감성

적인 것의 덩어리에게 몸은 보는 자로서, 열려서 머문다.” VI, 179. 의미심장하게도

메를로-퐁티의 이 글의 영역자인 링기스는 이 입술을 주름으로 번역했다. 그로츠는

이것 또한 여성적-모성적인 것의 이중적 억압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Maurice

Merleau-Ponty, The Visible and the Invisible, trans., Alphonso Lingis, Evanston:
North western University Press, p. 146.; Grosz, 1994, p. 227, 각주 1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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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의 위험”을 발견하는 이리가레는 이것을 남성들이 상상하는 자궁 속

태아, 그 충만하면서도 위험한 기원으로의 회귀에 대한 노스텔지어로 간

주한다.175) 남성들의 상상적 기원으로서의 자궁 속 삶은 메를로-퐁티에

게 지각적 경험의 신비 그 자체이다. 이리가레가 보기에 ‘자궁 속 충만한

경험’과 ‘주체의 사라짐의 위험’이라는 자궁에 대한 이중적 표현은 여성

의 몸에 대한 남성의 상상에 해당한다. 남성의 상상 속에서 자궁은 주객

이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고 충만하면서도 ‘나’라는 주체가

사라질 수 있는 위험한 장소로 여겨진다. 그녀는 자궁을 기원이자 위험

으로 이중적으로 사유하는 것은 시각 경제를 다시 특권화 할 위험이 있

다고 주장한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태아는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자궁

밖으로 나와서 신생아가 되어 보는 자가 되어야 비로소 주체가 된다고

메를로-퐁티가 주장하기 때문이다. 바로 그런 한에서, 여성적-모성적인

것은 다시금 융합의 장소, 사라짐의 장소로 약호화된다. 그러나 이리가레

에게 보이지 않지만 만질 수 있는 장소인 자궁은 어머니와의 융합의 장

소가 아니라 태아의 촉각적 ‘환경(milleu)’이다. 이러한 ‘환경’이 태아의

감각과 내부성을 이미 조직하고 있다. 이리가레에 따르면, 메를로-퐁티

의 서술에서와는 달리, 실제로 여성이 지각하는 자궁 속 태아와 어머니

와의 관계는 융합과 충만의 회귀적 장소나 위험한 노스텔지어가 될 수

없다. ‘내 안에 타자’인 태아가 몸속에 실제적으로 있다 해도 어머니는

타자를 소유하는 능동적 존재가 될 수 없다. 지각적 측면에서, 어머니는

태아를 시각이 대상을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파악할 수 없고, 오로지 간

접적으로만 태아를 만지고 태아에 의해 만져질 수 있을 뿐이다.176)

175) E, 144. VI, 173.

176) 실제로 이리가레는 생물학자 헬렌 로쉬와의 인터뷰에서 태반 경제에 대해 논의한

다. 임신한 모체와 태아와의 사이에는 태반이 있는데, 이것은 태아에 의해 생성된 조

직이다. 즉 일반적으로 상상되듯 태반은 어머니와 태아로부터 반반 섞여 형성된 것이

아니다. 또한 태반은 태아가 형성했지만 태아와는 거의 독립적이다. 태반은 모체와

태아의 중간에 위치하며, 따라서 모체와 태아의 조직은 서로 융합될 수 없다. 나아가,

태반은 태아와 모체의 생체 교환을 조정하는 체제를 구성한다. 모체의 물질이 그대로

태아에게 수여되는 것이 아니라 태반에 의해 변형되고(영양), 그 역도 그러하다(배

출). “태반의 이와 같은 상대적 자율과 다른 사람의 몸에서 한 생명이 자랄 수 있게

하는 통제 기능은 융합(모체와 태아의 살과 피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섞여 있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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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 이리가레는 메를로-퐁티의 은유들이 남성적

관점에서 여성의 몸을 사유한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이 남성철학자가 태

아와 어머니의 융합을 벗어나고자 촉각적인 것을 시각적인 것으로 환원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177) 이리가레에게 태아와 어머니

사이의 촉각성 속에 있는 ‘구분 불가능한 융합’이라는 남성적 상상은 가

역성의 소유 관계와 그것의 폐쇄성을 상징한다. 즉 이리가레는 메를로-

퐁티가 비가역적인 촉각성을 가역적인 시각성으로 대체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동일한 몸, 융합된 몸 안에서의 그러한 가역성 속에는 어떠한 타자

도 들어설 자리가 없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3.2.2. 매개로서의 사이

이리가레의 이러한 비판은 그녀가 메를로-퐁티의 살의 존재론을 폐

기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아니다. 사실 메를로-퐁티는

이 「얽힘-키아즘」의 중간에 다음과 같이 중요한 언급을 하고 있다.

이제 이 가역성은 언제나 임박해 있지만 결코 사실로 실현되지

못하는 것임을 강조해야 한다. 나의 왼손은 항상 사물을 만지는 중

인 오른손을 만지려는 찰나에 있기는 하지만, 결코 나는 그러한 일

치에 도달하지 못한다. 일치는 실현되는 순간에 사라지며, 항상 둘

중 하나만 일어난다.178)

이전 항에서 우리는 메를로-퐁티가 살의 동질성을 증명하기 위해 보

혹은 반대로 침범(모체에서 흡혈귀처럼 모든 영양가를 빨아먹는 이물질로서 태아를

보는 견해)의 형태로 환원될 수 없습니다. 융합이나 침범은 상상에서 나온 것에 불과

하며, 복잡한 생물학적 실제와 비교할 때 – 극히 문화적으로 결정된 것이 분명한데

– 정말 보잘 것 없습니다.” 모체와 태아는 서로에게 처음부터 타자이며 그럼에도 끊

임없이 삼투하는 과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장기 이식(면역에 의한 거절 반

응)이나 타자로 인식되지 않아 면역이 불가능한 암조직과 다른 것이다. 뤼스 이리가

라이, 『나, 너, 우리』, 박정오 역, 동문선, 1996, pp. 40-46.

177) E. 154.

178) VI,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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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것, 만지는 것 등의 모든 감각의 가역성을 주장한 것을 보았다. 그

러나 위의 인용문에 따르면 메를로-퐁티의 가역성은 언제나 가능성으로

서의 가역성, 미완의 상태로서의 가역성이다. 즉 이 인용문은 가역의 불

가능성, 가역의 과정에 만나는 심연의 단절을 일컫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의 글은 대부분 가역의 불가능성보다는 살의 존재론적 일원성, 감각들

사이의 가역성에 할애되어 있고, 그것이 담보될 때 ‘존재의 원소’로서의

살이 증명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메를로-퐁티의 전

체 글에서는 가역성을 통해 주체와 객체의 구분을 기각시키고 이를 극복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다.

위의 인용문과 같이 메를로-퐁티는 살의 불가역성을 통찰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이리가레가 보기에 그가 동질적 살의 가역성을 계속적으

로 강조함으로써 그의 ‘살’은 “닫힌 체계”179)나 “총체화하는 것”180)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181) 따라서 그녀는 “그가 살에 대해 말하는 방식

은 가장 강력한 구성요소들, 더욱 창조적인 그것[살]의 힘을 이미 취소하

고 있다.”며 그 위험성을 상기하는 것이다.182) 즉 메를로-퐁티에게 단초

가 보였지만 사라질 위기에 있는 살의 불가역성을, 이리가레는 자신의

입으로 그 단초를 살리고 있는 셈이 된다.183) 그리고 그녀는 메를로-퐁

179) E, 161.

180) E, 163.

181) 메를로-퐁티의 시각장에 관한 이리가레의 비판, 즉 그것의 총체화하려는 욕망, 가

역성과 나르시시즘적 시각은 라깡에 의해서도 유사하게 비판받는다. 사실 라깡은 메

를로-퐁티의 보이는 것이 보는 것으로 가역되는 키아즘의 영향으로 그것을 더욱 발

전 시켜 시각과 응시를 구분하는 「눈과 응시의 분열」이라는 세미나를 진행했다.

Lacan, The Four Fundamental Concepts of Psycho-Analysis, ed. By Jacques-Alain
Miller, trans. by Alan Shridan, London & New York: Penguin Books, 1979 pp.

71-72.; 자크 라깡, 『정신분석의 네 가지 근본 개념』, 맹정현, 이수련 역, 새물결,

2008, p. 113-118.

182) E, 164.

183) 이리가레가 메를로-퐁티의 살 개념을 받아들인다는 주장은 본고가 처음이 아니다.

다음을 참고. Tina Chanter, "Wild meaning: Luce Irigaray's Reading of

Merleau-Ponty“, Chiasms: Merleau-Ponty's Notion of Flesh. ed. Evans, Fred and
Lawlor, Leonard, New York: SUNY Press, 2000, pp. 219-236. 그러나 이 글에서

Chanter는 이리가레가 살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논의하는 데서 더 나아간 점은

없다. 본고가 이리가레의 메를로-퐁티의 비판적 수용과 전유를 다룬다는 점에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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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의 불가역적인 살, 그러면서도 발생하는 생성적 힘인 살을 자신의 ‘사

이(entre)’ 개념으로 변형시키고 있다.

메를로-퐁티가 근원적 존재로서의 살을 “존재 일반의 구체적 상

징”184)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고대 자연 철학자들의 근원적 ‘원소’를 염

두에 둔 것이다.185) 이 원소 개념은 고대의 자연 철학자들이 세계를 해

석하기 위해 고안한 상상적인 것이지만 그것은 자연의 ‘질료성’을 근간으

로 하고 있다. 원소론에 대한 재해석은 현대 철학에서 비교적 활발히 이

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나 기존의 과학적, 합리적

사고로는 포착되지 않는 것들을 사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186) 메를로-퐁티가 제시한 살 개념은 세계와 내

가 모두 물질적이고 동질적인 살로 이루어졌음을 알려준다. 세계와 나

사이의 어디에도 빈 공간은 있을 수 없다. 세계와 나는 살이라는 근원적

원소로 가득 차 있으며 언제나 서로를 만지고 있다. 주체와 객체는 살의

운동하는 힘으로부터 발생한다. “말하자면 메를로-퐁티는 ‘살 일원소설’

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187)

그러나 이리가레는 메를로-퐁티의 모든 것이 융합되어 있는 하나의

원소인 ‘살’과는 다른 ‘살’을 사유하려고 한다. 이리가레에게 세계와 나는

메를로-퐁티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동일한 살로 이루어져 있되, 세계의

살과 나의 살은 서로 융합되어 있지 않다. 이미 발생한 주체와 객체는

서로 가역되지 않고 서로를 만질 뿐이다. 이와 같이 그녀의 살에 대한

다른 모델은 서로 결합해 있으나 하나가 다른 하나를 카니발리즘적으로

파괴하거나 먹어버리지 않는 관계를 설명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와 존재자들, 주체들의 관계 모델은 이리가레가 제시한

의 중심이 서로 다르다.

184) VI, 194.

185) “살을 가리키기 위해 ‘원소élément’라는 오래된 용어를 써야 할 것 같다. 물, 공기,

흙, 불을 말하던 의미에서, 즉 시간과 공간의 개체와 관념 사이에 있는 것” VI, 184.

186) 원소론의 재해석은, 바슐라르를 비롯해 하이데거, 데리다, 들뢰즈, 이리가레 등의

후기구조주의 현대철학자들에게까지 이른다.

187) 조광제, 「메를로-퐁티의 후기 철학에서의 살과 색」, 철학과 현상학 연구, Vol.

16, 2000, p. 134.



- 90 -

여러 가지 개념들로 구체화 된다: 태반(placenta)188), 문턱

(seuil/threshold), 매개(intermédiaire/ intermediary), 간격

(intervalle/interval), 사이-들어감(entre/in-between),189) 제 3의 것(un

tiers/a third term), 점액질(muqueux/mucous), 천사 (ange/angel) 등이

그것이다.190) 이것들은 모두 둘 사이를 연결해주면서도 동시에 분리해주

는 것에 관한 비유들이다. 따라서 이리가레에게 살은 이러한 매개로서의

살이다. 그것은 타자와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타자와 분리시키는 살이다.

살로부터 존재하게 되는 모든 것들은 주체이자 동시에 객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한에서 모든 존재들은 살로부터 분기한다. 그러한 매개이자

사이는 “다공질적(poruex/porous) 생산성 (fécondité/fecundity) 덕분에

빨려들어 갈 위험 없이”191) 서로를 보호하면서도 서로 삼투하는 “피부

(peaux/skin)이자 점막(muqueuse/mucous membrane)”이다.192) 이리가레

는 이 매개로서의 사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사이를 직접 정의하기보다

는 그에 상응하는 단어들을 환유적으로 사용한다. 이것은 일의적인 개념

화를 피하기 위한 그녀만의 글쓰기 전략이기도 하다.193)

또한 이리가레에게 이 사이와 관련한 용어들은 성차 그 자체를 지시

하기도 한다. 이 사이로부터 주체든 객체든 모든 존재자들이, 특히 서로

사랑하는 커플들이 나온다는 것이다. 매개로서의 사이는 사랑하는 커플

들을 이어주는 동시에 분리하여 서로의 타자성을 지속적으로 보호해주는

것이다. 그녀가 두 성간에 매개로서의 사이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여성과 남성 사이에는 매개나 사이가 없었고 오히려 여성이 남

성의 매개가 되어왔기 때문이다. 즉 그녀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이 주체

가 되도록 만드는 계기로서 남성 주체의 대립물 혹은 보완물이 되면서,

188) 각주 176 참고.

189) 이리가레는 사이between라는 의미와 들어가다enter라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

는 프랑스어 entre를 유희하고 있다.

190) 각각에 대한 주석은 Margaret Whitford, 앞의 책, pp. 159-165 참조.

191) E, 25.

192) E, 103.

193) 이는 동시대 후기구조주의 철학자, 특히 데리다의 글쓰기 양식에서도 드러난다. 그

는 차연과 유사한 용법으로 대리보충(supplement), 파레르곤(parergon) 등을 사용하여

이 단어들 사이를 유희함으로써 하나로 고정되는 규범이나 정의를 피하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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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이 주체가 되기 위한 매개 역할을 벗어나지 못했다. 남성에게 여성

이 (남성)주체를 구성하는 집이자, 거주하는 장소이자, 쉴 곳이자, 돌아갈

기원으로 재현되는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볼 수 있다. 그렇게 때문에, 이

리가레는 여성을 남성의 안식처인 장소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도

자신의 장소, 자신의 거주하기를 창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며 여성과

남성 사이의 매개를 설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사이-매개와 관련한 그녀의 관계 모델들은 메를로-퐁티의 보이지

않지만 만지고 만져지는 것에서는 드러나지 못한다. 메를로-퐁티에게 어

둠 속에서 보지 않고 만져지는 자가 겪는 ‘환경’인 자궁은 보는 자의 소

유 속에서 기원적인 것의 상상으로 대체되며 그 안에서 여성적-모성적

인 것은 억압되는 동시에 왜곡된다.194) 이러한 남성적 상상 속에서 기원

적인 것은 여성적-모성적인 것이라는 이름을 잃으면서도 다른 방식으로,

즉 살이라는 무성적 방식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성적

살은 여전히 은유로서 ‘여성적-모성적인 것’이라는 의미를 간직한 채 남

성적 상상계에 의해 재약호화된다. 이러한 남성적 살을 이리가레는 위와

같은 매개와 관련한 모델들로 다시 수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리가레의

촉각적 매개 모델은 존재자들의 비가역성을 보증한다. 다시 말해 각각의

존재자들은 서로의 존재를 감수하면서도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흡수될

수 없다. 이러한 매개 모델을 통해 이리가레는 살이라는 동질적인 원소

가 주체를 발생시키지만 그것이 하나의 살로 다시 융합될 수 없음을 주

장하면서 자궁에 대한 남성적 상상을 비판하고, 나아가 살로부터 발생한

194) 정신분석학에서 억압은 항상 은유에 의해 이루어진다. 라깡과 동시대의 구조주의자

들, 언어학자들, 인류학자들은 은유를 수사법의 하나로 보기 보다는 언어학자인 로만

야콥슨Roman Jakobson(1896 - 1982)의 은유와 환유에 대한 재해석을 받아들여 사용

한다. 특히 은유는 하나를 다른 하나로 치환(substitution)한다는 의미에서 치환하는

것이 치환되는 것을 억압한다고 설명된다. 가령 라깡의 경우 어머니에 대한 욕망을

아버지의 법으로 치환하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부성 은유’이다. 그러나 은유에 의

해 억압된 것은 증상으로서 항상 회귀한다. 정신분석학에서는 그것을 ‘억압된 것의

귀환’이라고 일컫는다. 즉 은유의 불가능성을 말하는 것이다. 딜런 에반스, 앞의 책,

pp. 303-307. 이리가레는 메를로-퐁티가 은유적 설명을 통해 여성적-모성적인 것을

억압할 때, 그 여성적-모성적인 것은 언제나 다시 해석되어야 하는 것, 즉 증상으로

회귀하는데, 그 증상을 해석하는 주체가 남성적이라면 여성적-모성적인 것이 남성적

관점에서 왜곡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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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들 간의 환원불가능성을 견지하고 있다. 그녀에게 주체들 간의 환원

불가능성은 남성 주체에게 환원되지 않는 여성 주체의 가능성을 예기한

다. 결국 이리가레에게 살은 기원으로서의 융합의 상태도 아니고 지각적

앎의 소유 경제도 아니다. 서로를 끊임없이 감수하고 만지면서 각자를

타자로서 구성하는 육체적이고 관능적인 ‘감성체’다.

3.3. 촉각의 윤리학

『성차의 윤리학』에서 결론의 역할을 하는 마지막 장은 레비나스의

『전체성과 무한(Totalité et infini)』중 「에로스의 현상학

(Phénoménologie de l’Eros)」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결론부에 레

비나스 윤리학에 대한 논의를 배치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의 윤리학이

이리가레의 ‘성차에 윤리학’에 미친 영향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앞 절에

서 논의했듯이, 이리가레는 메를로-퐁티의 살을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

써, 주체들 사이의 촉각적 매개가 주체들의 환원불가능성을 보증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환원불가능성을 주체 일반이 아닌, 성적 주체 사이에

설립하기 위해 그녀는 레비나스를 참조하고 있다. 왜냐하면 레비나스는

촉각적 애무라는 에로스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성적 주체들 사이의 윤리

학을 설명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말해, 성적 주체 사이에 설립

된 촉각적 매개와 그것으로 도출되는 윤리학이야 말로 『성차의 윤리

학』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리가레는 레비나스의 ‘급진적인 타자성

(altérité radical)’, ‘환원 불가능한 타자(autre irréducible)’, ‘타자로서의

타자(autrui en tant qu’autrui)’ 논의를 자신의 ‘타자의 타자’ 관계와 ‘성

차’의 설립을 위해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메를로-퐁티에 대한 비판과

수용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녀는 레비나스라는 남성 철학자가 여성을 전

통적인 방법으로 성차화하여 재현하고 있음을 비판하면서도, 레비나스에

게 보여지는 실마리들을 다시 취해서 그의 개념을 수정하고 있다. 본 1

항에서는 우선 『전체성과 무한』에서 나타나는 레비나스의 타자성과 에

로스 개념과 그에 대한 이리가레의 비판을 살펴본 후, 2항에서는 레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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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철학의 주요 개념들을 이리가레가 어떻게 수정하여 자신의 개념으로

흡수하고 있는지를 보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촉각과 어떻게 관련되는

지를 살펴볼 것이다.

3.3.1. 에로스: 타자성 출현의 계기

타자를 동일성에 귀속시키는 과정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가?195)

레비나스와 이리가레가 공유하는 철학적 기획은 어떻게 타자를 동일

자로 환원하지 않고 타자성(altérité)을 보존하는가 하는 문제이다.196) 이

두 철학자가 주장하는 ‘동일자로 환원될 수 없는 타자’ 논의는, 그들의

철학적 기획에서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차이가 있다면

레비나스에게는 환원 불가능한 타자 개념이 동일자적 주체의 초월의 계

기, 즉 형이상학적 계기와 관련되는 데 반해, 이리가레에게 환원 불가능

한 타자 개념은 남성 주체에게 환원되지 않는 여성 주체, 남성 주체의

인식을 항상 초과하는 여성 주체의 공간을 위한 계기가 된다. 즉 이리가

레는 레비나스의 주체와 타자와의 관계의 축을 성적 차이의 축으로 옮겨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성적 존재자들이 서로에게 타자이자 주

체인 것으로 발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두 철학자의 상호 연

관과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레비나스의 타자성과 윤리학과의 관계

를 그가 기술한 에로스의 현상학을 통해 간략하게 살펴보자.

1) 레비나스의 타자의 윤리학과 에로스

레비나스에게 ‘타자성’이 중요한 이유는 타자성이 동일자로 환원될 수

195) TS, 159.

196) 레비나스가 타자와 주체와의 관계를 철학적으로 해명하려고 한 이유는 그가 겪은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더욱 쉽게 이해된다. 유대인 철학자였던 그는 젊은 시절 나

치즘의 전체주의 속에서 타자로 명명된 것들이 말살되는 과정을 목도했다. 히틀러에

게 타자란 무엇이었으며 그것이 전체성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밝히는 과정이 바로

레비나스 철학의 시작이자 목표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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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것의 존재를 증명하는 속성임과 동시에, 이 타자성이 동일자적 주

체를 깨뜨리고 그 주체가 윤리학적 주체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레비나스는 이 ‘동일자적 주체,’ 즉 ‘존재론적 주체’와 ‘윤

리학적 주체’를 명확히 구분한다. 전자는 자기의 동일성을 구성하는 주체

이고 후자는 타자와 관계하는 주체이다. 레비나스에게 진정한 주체는 이

두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는 주체이다. 그러나 타자와 관계하는 윤리학

적 주체야말로 레비나스 주체이론의 핵심인데,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철

학이 “자기 동일적인 주체가 무엇인가?” 그리고 “(주체에게)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전념하면서 주체를 중심으로 ‘전체성’만 사유한 결과,

타자성을 지우거나 배제하는 ‘존재론적 주체’만이 철학에 의해 지지되어

왔기 때문이다. 레비나스에 따르면 이 ‘존재론적 주체’는 반쪽짜리 주체

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타자와 관계하는 윤리학적 계기야말로 주체를

주체이게끔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그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존

재가 무엇인가에 관한 물음이 아니라 그 존재가 타자와 어떻게 관계를

맺는 것인가에 관한 물음이 된다. 그런 이유로 그는 윤리학을 존재론에

앞서는 것으로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우리는 타자의 현존

에 의해 나의 자발성(spontanéité)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윤리학이라고

명명한다. 타자의 낯섦, 즉 나의 사유와 나의 소유로 그를 환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분명 내 자발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 즉 윤리학을

이룬다.”197) 즉 나에게 낯설게 다가오는 타자성이야말로 주체가 존재론

적 주체를 벗어나서 윤리학적 주체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동

시에 이 계기 속에서 타자성은 주체에 귀속되지 않는 절대적인 타자성으

로서 보존된다. 레비나스에 따르면 주체에게 타자성이 출현하는 계기는

여러 경로가 있지만, 특히 그는「에로스의 현상학」에서 연인과의 사랑

에서 발견되는 타자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 타자성은 연인들 사

이의 촉각적 행위, 즉 애무(caress)의 행위를 통해 발견된다. 이런 이유

로 레비나스의 이 글은 이리가레로 하여금 촉각과 타자성의 관계에 주목

하게 한다. 그렇다면 레비나스의 ‘에로스’는 그의 윤리학에서 무엇을 의

197) TI,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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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는가?

레비나스에게 주체가 윤리성을 갖게 되는 것은 절대적인 타자를 대면

하는 순간에 찾아오는 ‘초월’을 통해서이다.198) 그는 플라톤의 철학에서

존재자들에 선행하는 존재자 너머에 대한 최초의 사유를 발견한다. 플라

톤에 의하면 모든 사물은 그 자체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물 너머

의 선의 이데아 덕분에 알 수 있게 된다. 선의 이데아는 예지계에 영원

하고 무한한 것으로 있지만 현상계의 인간은 그것을 온전히 알 수 없다.

그러나 현상계의 존재자들이 선의 이데아를 분유하고 있기에 인간은 이

존재자들의 본질을 통해 선의 이데아의 존재를 상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선의 이데아는 레비나스에게 ‘무한성의 이념(l’idée de l’Infini)‘으로 대

체된다. 이때 이 이념의 무한성(infinité)이 바로 타자(l’autrui)199)이며, 이

타자의 타자성은 나의 소유, 나의 지식 체계로는 절대로 잡히지 않는 것

이라는 의미에서 무한하다. 또한 이렇게 무한한 것으로서의 타자성은 나

를 초월해있는 것이며 절대적으로 나의 외부에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

에서 레비나스는 플라톤의 형이상학을 이어받으면서, 이 초월-외재해 있

는 것에 대한 욕망을 ‘형이상학적 욕망(désir métaphysique)’이라고 명명

한다. 레비나스는 욕구(besoin)와 욕망(désir)을 구분한다. 욕구는 만족되

는 것이며 배고픔이나 갈증과 같은 것이다. 반면에 그에게 욕망은 “만족

198) 레비나스에게 초월은 어디에서 어디로의 이행인데, 그의 철학 내에서는 두 가지 용

법으로 쓰인다. 한편으로는, 자아가 아닌 타자적 존재자들, 나의 외부의 존재자들 모

두는 나를 넘어서 있는 한에서 초월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때 초월적인 것은

외재적인 것이다. 다른 한편, 이것은 외재적 존재자들 자체를 가리키는 것을 넘어서

서, 외재적인 것으로의 이행의 운동을 초월의 운동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형이상학적

욕망의 운동, 윤리학적 관계로의 이행 모두 초월적 운동에 속한다. 강영안, 『타인의

얼굴: 레비나스의 철학』, 문학과 지성사, 2005, pp. 85-86.

199)『전체성과 무한』의 영어 번역자 링기스Alphonso Lingis는 레비나스의 autrui를

‘the you’ 즉 인격적 타자personal Other의 의미로 간주하고 Other로 번역한다. 한편

autre는 통상적인 other로 번역한다. 본고는 autrui를 타인으로, autre를 타자로 번역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널리 통용되는 개념어, 예를 들면 ‘환원 불가능한 타자’, ‘타

자의 타자’ 등은 autrui임에도 타자라는 용례를 따랐다. 이리가레는 둘 사이의 명백한

구분 없이 사용한다. 『성차의 윤리학』에서 쓰이는 타자autre는 세계나 사물 자체인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는 인격적 타자, 여성적 타자, 남성적 타자를 가리키는 것이 대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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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못한 욕구와 동일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만족과 불만족의 너머에

있다. 타인과의 관계 혹은 무한성의 이념과의 관계가 그것[욕망]을 성취

한다.”200) 즉 욕구는 만족되는 것이라면, 욕망은 만족이나 불만족과는 관

계가 없으며 항상 무한한 것에 대한 욕망인 것이다. 그래서 레비나스에

게 욕망은 이미 ‘형이상학적 욕망’이다. 그런데 이 형이상학적 욕망은 절

대적 타자성을 대면할 때 발생한다. 그리고 이 대면으로 인해 동일자적

이고 존재론적인 주체의 질서가 깨지는 사건이 일어난다. 이렇게 존재론

적 주체가 절대적으로 환원 불가능한 타자를 대면하는 관계를 레비나스

는 윤리학이라고 부른다. 형이상학이 존재 너머에 관한 사유인 한, 레비

나스에게 형이상학과 윤리학은 동일한 것이다. 윤리학은 동일자의 너머

에 있는 무한한 타자성을 대면하는 것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레비나스는 ‘에로스’ 행위 속에서 모호하고 역설적인 타자성의

계기를 발견한다. 그에게 에로스는 연인이 애무라는 만짐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레비나스에 따르면 이 에로스 속에는 타자에

게로 초월하려는 형이상학적 욕망이 아니라 시간과 죽음으로 인한 유한

성을 넘어서려는 다른 형태의 초월의 욕망이 있다. 그것은 에로스를 통

해 나타나는데, 그에 따르면 이 에로스적 관계는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유한한 주체에게 또 다른 무한한 차원, 무한한 미래, 즉 ‘아들’을

선사한다. 레비나스가 기술하는 에로스의 현상학은 이중적인 의미를 띤

다. 에로스는 한편으로는 관능의 힘으로 매혹을 발산하는 ‘욕구’의 차원

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윤리적인 ‘욕망’의 차원이기도 하다. 앞서

서 레비나스가 욕구와 욕망의 차원을 구분했음을 고려할 때, 에로스는

향유201)적 욕구의 차원과 형이상학적 욕망의 차원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200) TI, 196.

201) ‘향유(jouissance)’는 레비나스의 ‘존재론적 주체’가 가능하게 되는 계기이다. 초월을

위해 초월의 시작점이 필요하듯, 윤리학적 주체에게 있어서 존재론적 주체는 필수적

이다. 레비나스는 최초의 주체의 출현 계기를 ‘분리(la separation)’라고 부른다. 분리

는 ‘향유’의 행위에서 비롯한다. 레비나스의 주체는 세계를 ‘향유’하는 가운데 출현한

다. 레비나스의 주체에게 최초의 세계는 요소적 세계이다. 이 요소적 세계는 무규정

적, 익명적이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소유가 불가능한, “누구의 것도 아님”이다. 즉 대

지, 바다, 빛, 도시. 모든 관계 혹은 소유는 포함되거나 감싸질 수 없으면서 포함하거

나 감싸는 소유 불가능한 것에 있다. 우리는 이것을 요소(élément)라고 부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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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러한 에로스는 애무의 행위를 통해 실현되는데, 애무는 “접촉

으로서, 감수성이다. 그러나 애무는 감각적인 것을 초월한다[…]애무는

무를 잡는 것, 끊임없이 미래를 향한 형태로 탈출하는 것을 간청하는 것

속에 있다.”202) 그리고 “애무는 아직 아닌 것, “무보다 못한 것”, 미래에

잠재해 있는 것을 찾는다.”203) 다시 말해 레비나스에게 에로스는 알 수

없는 것을 향하는 어떤 움직임이며, 그 알 수 없는 것은 윤리적 주체로

나아가는 절대적 타자성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다. 그것은 관능과 유혹의

신비로 드러나면서도 언어 너머에, 그와 동시에 언어 이전에 있는 모호

한 것이다. 이러한 에로스의 기술에서 레비나스에게 ‘미래에 잠재해 있는

것’은 에로스의 생산성(fécondité)을 통해 나오는 ‘아들’이다. 레비나스에

게 ‘아들’은 주체의 시간과 죽음이라는 유한성을 초월하는 절대적 타자를

의미한다. “비밀을 침범하는 속됨은 얼굴 너머에서 이 얼굴이 표현하는

다른 심오한 나를 ‘발견하지’ 않는다. 그것은 아이를 발견한다. […] 아이

는 나에게 낯선 나이다 […] 나 자신의 것이자 나의 것이 아닌”204) 아이.

이 아이가 나의 궁극적 초월을 가능케 하며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 타

자인 것이다. 다시 말해, 그는 에로스 속에서, 즉 애무라는 만짐 속에서

욕구와 욕망의 동시성을 포착한다. 그런데 여기서 그 욕망이란, 애무의

생산성을 통해 나에게 오는 절대적 타자, 즉 ‘아들’을 향한 욕망이다. 즉

에로스의 상관자에 대한 욕망은 아닌 것이다. 애무는 그 자체 욕구적인

것이면서도 애무의 상관자인 여성을 통해 미래에 올 절대적 타자를 불투

명하게나마 볼 수 있는 계기이다. 따라서 레비나스에게 이 에로스는 윤

리적이지 않으면서도 윤리적인 애매함(équivoque) 자체인 것이다.

TI, 138. 레비나스에 따르면 이 향유가 주체의 내부성(intériorité)을 구성한다. 자아가

먼저 있고 그것이 세계를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향유하는 행위 자체가 자아를 구성

하는 것이다. 그래서 레비나스에게 이 향유는 “개별화의 원리(principe

d’individuaion)”이다. TI, 157. 그리고 이러한 향유의 설명에서 레비나스는 주체가 되

기 위해서는 이미 요소 세계의 ‘무한성’을 조우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202) TI, 288.

203) TI, 288.

204) TI,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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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레비나스의 ‘에로스’에 대한 이리가레의 비판

이리가레는 레비나스가 주장하는 에로스의 양가성이 타자와 촉각성에

관한 풍부한 함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비나스의 남성 중심적

사유로 인해 그 함의가 충분하게 논의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왜냐하면

레비나스에게 사랑의 상관자인 여성은 단지 ‘미래로부터 올 절대적 타자’

인 아들을 생산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에 불과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레

비나스에게 에로스의 세속적인 관능과 그 이면의 초월적 신비로움, 애무

에 의해 잡히지 않는 지속적인 움직임은 결국 윤리학적 주체의 유한한

시간과 죽음을 무한한 것으로 변경하는 과정일 뿐이다. 그리하여 에로스

는 애무의 생산성을 통해 타자인 아들을 조우하지 못한다면 윤리학적인

것보다 못하고 “욕구로 판명되는 타자와의 관계”일 뿐이다.205) 다만 이

중적인 애무의 현상학을 통해 주체는 미래의 타자를 어렴풋이 예견할 수

있을 뿐이다.

이리가레가 보기에, 레비나스의 이러한 애무의 현상에 존재하는 이중

성은 이미 성차화되어 있다. 여성은 요소적인 것으로서의 향유 및 욕구

와 관련하고 남성은 애무의 과정을 통해 생명을 부여하고 초월적인 것으

로 나아갈 수 있는 형이상학적 욕망과 관련하여 묘사되기 때문이다. 따

라서 이리가레가 보기에, “그, 사랑하는 자는 초월적인 것으로 보내지는

반면, 그녀, 사랑받는 자는 구덩이에 떨어진다.”206) 그녀가 보기에 애무

의 행위 속에서 레비나스 혹은 사랑하는 자는 ‘사랑받는’207) 여성을 “영

속적인 미래[아들]로 일축”하고, “이미 여기 그리고 지금[향유의 애무]을

망각하는 것”이다.208) 마치 물에 빠진 자가 물 밖으로 탈출하기 위해 도

205) TI, 285.

206) E, 188.

207) 「에로스의 현상학」에서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의 구분은 명확하며 사랑받는

자는 사랑받는 여자가 되어버린다. “새벽과 같은 취약함 속에 사랑받는 자가 나타난

다. (남성) 사랑받는 자는 (여성) 사랑받는 자이다. L’Aimé(남성 단수) qui est

Aimée(여성 단수). 이 남성 사랑받는 자의 현현, 여성적인 것의 현현은 이미 주어지

거나 중립적으로 조우된 대상objet과 너tu에 부가될 수 없다. 사랑받는 여성의 현현은

부드러움의 왕국과 함께 하는 것이다.” TI, 286.

208) E,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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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의 발판으로 나무토막을 심연으로 밀어야 하듯, “그가 초월로 도약하

도록 그녀를 심연으로 내려 보낸다.”209)

그가 애무에서 쾌락을 느낄지라도, 그는 여성적 타자를 유기하고

그녀를 유사 동물성의 어둠[욕구적 차원] 속에 가라앉도록 내버려

두고 있다. 이는 그의 남성-자신들의-사이의 세계 속의 책임성[윤

리학]으로 되돌아가기 위함이다.210)

이리가레는 레비나스의 여성적인 것과 에로스에 대한 현상학적 기술

을 전통 철학에서 기술하는 여성 재현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측면

에서 비판하고 있다.211) 왜냐하면 주체의 형이상학적 욕망, 주체의 초월

을 위해 에로스는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이때 에로스의 상관자인 여성

209) E, 178.

210) E, 183.

211) 레비나스의 철학이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남성에 의해 쓰여졌음이 드러나는 점들

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레비나스 연구자들에 의해 이

러한 비판은 거의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두 경우를 들 수 있다. 첫째

로, 강영안의 경우 “이 여성적 타자는…현실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여자’일 필요는

없다. 대부분의 경우, 레비나스는 조금 중립적인 뜻으로 ‘여성적인 것’이란 말을 더

많이 사용한다[…]철학적 표현법일 뿐이다.” (강영안, 위의 책, p. 140.)라고 레비나스

를 변호한다. 여기서 현실적 ‘여자’는 누구며 철학적 표현법의 ‘여성’은 누구인가? 은

유와 비유는 현실적 ‘여자’로부터 아무것도 끌어오지 않는가? 중립적인 의미란 무엇

인가? 돌이나 금과 달리, 인격적 단어인 ‘여자’가 중립적인 것처럼 다뤄질 때, 거기서

탈락하는 의미와 덧붙여지는 의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가? 우리는 은유의 불가

능성에 대해 본고의 초반부터 계속 심문해왔다. 철학적 표현법이라고 무마하기보다

표현법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을까. 둘째로, 윤대선의 경우 특히 에로스와

감수성, 여성적인 것에 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그의 저작에서, 그는 아이

러니하게도 레비나스의 에로스 개념을 성과 속이 공존하는 에로스가 아니라 온전히

윤리학적인 것으로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다. “타인들에 대한 에로스로 나타나는 그런

원초적인 감성은 존재의 자기실현 곧 타자성의 실현으로 나타나는 것 외엔 아무것도

아니다.” (윤대섭, 레비나스의 타자철학, 문예출판사, 2004, pp. 329-332.) 특히 다음의

그의 번역어에서 에로스의 속됨과 관능을 지우려는 경향이 발견된다. 본고는 “접촉으

로서, 애무는 감수성이다.”(TI 288) 라고 번역한 것과 비교하자면, 이것을 윤대섭은

“교제로서의 어루만지기는 감성이다.”로 번역한다. 사실 이러한 남성 연구자들의 경향

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여성 연구자들도 남성 철학자

들의 논의를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기보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 민감하게 경각하고 더

욱 많은 여성 철학자들이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철학을 직접 말하는 것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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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주체의 초월과 관계가 없거나 초월을 위한 지지대가 되는 것으로 나

타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리가레의 철학적 목표인 ‘중립적 철학

이 성차화되어 있음을 드러내는 작업’은 그녀의 레비나스의 독해에서도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제 본고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바, 이리

가레가 이 남성 철학자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어떻게 그녀가 생산적으로

그의 철학을 자신의 것으로 변형시키고 촉각적 애무를 통한 새로운 여성

주체성을 구상하는지를 다음 절에서 해명하겠다.

3.3.2. 감각적 초월: 초월의 다른 양상

한 사람의 살이 타자의 살로 향하는 초월인 그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이 된다.212)

이리가레가 레비나스의 ‘에로스’에 주목하는 이유는 에로스라는 성과

속이 공존하는 촉각적인 행위 속에서 두 주체들이 서로를 감각하면서도

초월의 계기를 함께 가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앞에서 지적했다시

피 사랑의 행위인 애무, 즉 연인들 사이에서 서로를 만지는 것은 오랫동

안 욕정이나 속됨과 관련되어왔다. 이러한 의미에서 촉각적인 것은 윤리

적인 것과 거리가 멀뿐만 아니라, 오히려 윤리적인 행위에 부정한 것으

로 여겨졌다.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촉각

을 탐욕이나 욕정과 관련시켜 비난받아 마땅한 것으로 주장했음을 살펴

보았고, 아우구스티누스를 비롯한 중세 철학자들도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실행을 위해서 육체의 욕망인 촉각을 가장 먼저 배제해야 할 것으로 여

겨왔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이리가레는 에로스를 통한 촉각

의 행위가 윤리적일 수 있음을 주장한다. 왜냐하면 사랑의 촉각성 속에

서 두 주체는 서로를 개방하여 둘의 경계를 흩뜨리면서 둘 사이의 타자

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때문이다. 지속적으로 타자성을 확인한다는

것은 두 주체가 서로를 완전히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유할 수 없음

212) QE,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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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 이 두 주체가 서로에게 타자로서 만나는 에로스는 이리가

레에게 ‘감각적 초월(transcendantal sensible)’이라는 개념으로 표현된다.

이리가레의 ‘감각적 초월’은 실상 레비나스의 타자의 윤리학, 특히 그

의 ‘에로스’에서 성취된 것의 많은 부분을 함축하고 있다. 즉 레비나스가

에로스를 생산성으로 귀착하는 형이상학적 욕망의 계기이자, 동시에 그

러한 욕망과 공존하는 관능과 속됨으로 기술할 때, 그러한 에로스의 특

징이 이리가레의 ‘감각적 초월’과 상응하는 것이다.213) 이리가레가 ‘감각

적 초월’ 개념을 분명하게 규정하지 않지만, 이 “탁월하게 모호한 것”으

로서의 레비나스의 에로스 설명은 그 자체 이리가레의 ‘감각적 초월’의

정의를 대신할 수 있다.214)

초월적인 것의 향유, 거의 모순되는 용어인 사랑은 진리로 진술

되지만, 감각성으로 해석되는 에로틱한 대화 속에서도 아니고, 초

월적인 것에 대한 욕망으로 고양시키는 정신적인 언어 속에서도

아니다. 타인이 타자성을 보유하면서 욕구의 대상으로 나타나는 가

능성, 즉 타인을 향유할 가능성, 언어보다 아래에 동시에 언어 너

머에 자신을 놓을 가능성 – 그에게 도달하면서 동시에 그를 넘어

서는 상대자와 관계하는 이 위치, 욕구와 욕망의 동시성, 성욕과

초월의 동시성, 형언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접촉은 에로틱한

것의 본래성을 구성한다. 이런 의미에서 에로틱한 것은 탁월하게

모호하다.215)

이리가레는 위와 같은 레비나스의 에로스에 대한 기술 속에서 촉각성

의 풍부한 함의를 포착하고 이것을 자신의 ‘감각적 초월’ 개념으로 전환

시키고 있는 것이다. 앞에 인용한 레비나스의 에로스에 관한 기술은 타

자와의 관계가 소유가 아닌 향유의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레비나스에게 향유는 욕구를 만족시킴으로써 주체가 출현하는

최초의 계기이다. 말하자면 향유는 주체의 “개별화의 원리”로서 자신의

213) Tina Chanter, Ethics of Eros, New York: Routledge, 1995, p. 180.
214) TI, 286.

215) TI, 285-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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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성을 구성하기 위해 행하는 가장 근원적이고 원초적인 주체 발생 과

정의 행위이다.216) 가령 보고 먹고 마시는 행위를 통해 물, 바람, 빛 등

의 요소적 물질들을 누리는 욕구적 차원이 향유인 것이다. 이 향유 속에

서 자아는 요소 세계의 무규정적이고 익명적인 것을 육체적으로 감수感

受한다. 즉 이 향유는 타자에게 자신을 개방하는 원초적 방식이며 동시

에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주체가 본래적으로 갖고 있는 초월적 구조를 나

타낸다. 다시 말해, 무한한 타자에 대면함으로써 가능한 초월은 무규정적

인 요소들을 향유하는 행위 속에서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주체에 의해 이

미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217)

이리가레는 이러한 레비나스의 에로스 개념에서 향유하는 주체를 발

견하며, 주체가 에로스 속에 존재하는 타자를 ‘소유’하지 않고 ‘향유’하

는 것에 주목한다. 레비나스는 욕구와 욕망을 완벽히 분리하는 것과 달

리 이리가레는 둘 모두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녀는 이 욕구와 욕망의 이중성인 에로스가 이미 욕망의 차원이라고 본

다.『전체성과 무한』에서 보이는 레비나스의 욕망은 온전히 형이상학적

인 것이다. 그리고 그의 형이상학적 욕망은 에로스에서는 욕구에 의해

좌절될 수 있다. 그러나 이리가레에게 욕망은 기실 성과 속이 공존하는

욕망이요, 욕망 자체이다. 즉 이리가레의 에로스에는 세속적 욕구과 윤리

학적 욕망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리가레에게 욕구로서의 감각

과 욕망으로서의 초월은 공존하면서도 뫼비우스 띠의 안과 겉처럼 하나

가 다른 하나로 환원될 수 없다.

이리가레가 보기에 이 향유적 행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레비나

스와 마찬가지로 생산성인데, 이 생산성은 레비나스의 ‘미래’의 아들을

216) 본고의 각주 201번 참조.

217) 그의 초기 저작인 『시간과 타자』에서는 에로스가 타자에 대한 “원형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mmanuel Levinas, Time and the Other,
trans. R. Cohen, Pittsburge: Duquesne Univ. Press, 1987, p. 76. 즉 에로스의 욕구적

측면이 향유 속에서 무규정적 타자를 대면하는 것에 상응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리

가레는 이 후의 기획인 『전체성과 무한』에서 이 부분이 약화되었다고 본다. 그녀는

이 점을 지적하면서 인간의 존재론적 구조 자체가 이미 감각과 초월을 포함하고 있

고, 그로 인해 원형적인 주체 출현의 계기가 됨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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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생산성과는 달리, ‘지금 여기’ 있는 자기의 재탄생으로서의 생산성

이자 에로스의 상관자인 타자의 재탄생으로서의 생산성이다. 성과 속의

공존 속에서, 그리고 타자를 소유하지 않고 향유하는 속에서 주체는 끊

임없이 탄생한다. 요소 세계의 향유에서 출현하는 주체처럼, 나로 환원되

지 않는 타자를 향유하는 것은 나를 지속적으로 새롭게 한다. 이것은 연

인들이 사랑행위 속에서 끊임없이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다. 이리가레에

게 타자를 향유하는 행위는 어떤 의미에서 주체의 해체와 구성을 반복하

게 해주는 기제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때의 해체는 산산이 부서짐이

아닌 느슨히 흘러넘침이다. 이리가레에 따르면 에로스라는 향유의 계기

를 통해 주체는 자기 존재를 자신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 타자에 자신

을 개방시킨다는 것이다.

이리가레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다시 부활하는 연인들, 각각의 주체들

에게 미래의 무한성으로서의 타자-아들의 도래를 기다리는 것은 중요하

지 않다. 서로에게 생기를 불어 넣는 에로스적 욕망 속에서 사랑하는 연

인은 서로 주체이자 동시에 서로 타자가 된다. 레비나스적 의미에서의

무한성과 달리, 이리가레는 서로의 되기가 “무한하게 그리고 종결 없이

(in-fini, infinity+unfinished)” 이루어진다고 말한다.218) 이러한 에로스가

성취되기 위해서는 연인 모두 이미 주체인 채로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리가레에게 에로스의 전제는 여성의 주체성이고, 여성 주체성은 ‘감각적

초월’에 의해 가능하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상관자들은 서로에 대해 주체

이자 타자이어야 그 관계가 성립하며, 그 관계가 전제되어야 각각이 감

각적인 초월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감각적

초월’은 성차의 윤리학의 전제조건이다.219) 그리고 이 에로스를 통해서

연인들이 “출산 이전에, 서로에게 부여하는 것은 생명이다. 사랑은 둘 모

두를 풍요롭게 한다. 그들의 불멸의 탄생을 통해서. 그들은 서로 다시 태

어난다.”220) 소유할 수 없는 감각인 촉각, 즉 만짐이라는 애무를 통해서

주체는 감각적으로 타자를 수용하면서도 자신을 개방하여 초월을 행한

218) E, 173.

219) Margaret Whitford, 앞의 책, p. 149.

220) E,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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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래서 이리가레에게 촉각은 물질성을 감수하는 감각일 뿐만 아니라

초월을 가능하게 하는 감각이다. 촉각이 알려주는 것은 타자의 있음 즉

타자의 존재일 뿐이며 타자가 무엇인지에 대해 남김없이 알려주지 않는

다. 또한 촉각을 통해 주체가 타자에 대한 행동을 취하게 하는 것은 주

체의 능동적인 개방에 달려 있다. 따라서 이리가레에게 촉각은 초월적

행위의 감각성을 알려주는 기제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감각적 초월’

이 의미하는 바이다. 즉 감각적 초월은 성과 속, 천상과 지상, 양극단, 두

주체, 모든 이분법의 두 항을 매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감각적 초

월의 현상, 욕구와 욕망의 동시성, 즉 촉각 속에서 둘 사이의 재탄생, 두

항 사이의 새로움이 창조되는 것이다. 따라서 ‘감각적 초월’은 두 항의

해체 그 이상이다. 이것은 새로움을 재창조하는 계기인 것이다.

창조는 우리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일상의 사소한 것에서 “거대

한”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통해 존재하게 되고 우리가 사소한

것과 거대한 것의 매개 역할을 하는 감각적 초월을 열어젖힘으로

써. 221)

레비나스에게 향유는 주체가 자신과 단절하고 타자에게로 떠나는 ‘탈

출’의 계기가 된다면222), 이리가레에게 향유는 주체를 해체하고 타자로

떠남이 아니다. 이리가레의 여성적 주체는 주체가 유지된 상태에서 타자

와의 교제가 가능하다. “사랑하는 여성은 불과 얼음의 교대에 종속되지

않는다 – 사랑하는 남성이 사랑 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위해 지나가야

하는 거울 혹은 성에인 불과 얼음에 종속되지 않는 것이다.”223) 에로스

속에서 주체의 해체와 재탄생은 불과 얼음처럼 극단적이지 않다. 그녀

에 따르면 에로스의 무아지경과 같은 환희는 환상일 뿐이다. 즉 사랑하

221) E, 124.

222) “감각하는 것은 분명히 감각되는 것으로 진실로 만족되는 것이며, 향유하는 것이고

무의식적 연장화를 거부하는 것이고 생각하지 않는 것, 즉 이면의 동기들 없이, 모호

한 것, 모든 의미들 – 즉 자신을 집에서 자신과 함께 유지하는 것 – 과 단절하는

것이다.” TI, 147.

223) E,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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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순간에도 연인들은 자신을 잃지 않는다. 탈존(Ek-sistenz)하여 타자의

자리를 점유하려 하기보다는 내존하여/자신 안에-서서(In-stante) 다시

재생시킨다.

그[레비나스]는 쾌락 속의 교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레비나

스는, 내 안에서 그리고 그와 함께 – 혹은 그녀와 함께 – 내재적

탈존extase instante이 되는 타자에 대한 초월을 경험한 적이 없는

듯 보인다. 레비나스에게, 거리는 항상 사랑의 경험 속에 있는 타

자와 함께 유지된다. 타자는 ‘이중성’ 속에서 그에게 그저 ‘근접’할

뿐이다. 이 자폐적이고 이기주의적이고 고독한 사랑은, 공유된 분

출, 즉 연인들이 몸의 점액질적 막들 속으로 피부의 경계를 지나갈

때, 연인 양쪽에게 일어나는 경계의 상실과 상응하지 않는다. 224)

즉 주체의 초월은 촉각과 촉각의 행위인 애무에서 실현되는 것이다.

이리가레에게 있어서 애무는 “가장 생기로운 차원에 있는 타자에게로 접

근하는 것, 즉 촉각”이다.225) 그리고 이러한 촉각의 행위 속에서 “타자와

의 조우”가 가능해진다.226) 그 타자는 ‘지금 여기’ 새로 태어나는 타자이

며 서로에게 타자이다. 즉 에로스 속에서 “우리는 동일자이자 타자이

다”227)

이와 같은 에로스의 욕망을 통해 이리가레는 여성 주체성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 그녀가 명백하게 주체성을 개념화 하지 않지만, 이리가

레로부터 우리는 어떤 여성적 주체를 상상할 수 있는가? 이리가레의 여

성 주체는 “어떤 것도 지배하지 않는다. 아마도 그녀 자신의 침묵, 그녀

의 되기, 그녀의 넘침을 제외하고는 말이다. 소년과 다르게, 소녀는 대상

을 갖고 있지 않다. 소녀는 [소년과는] 다른 방식으로 둘로 분리된다. 그

리고 그 목적 혹은 목표는 제스처에 의해 둘을 재결합시키고 둘을 다시

접촉시키기 위해서일 것이다. 이는 아마도 탄생의 순간을 반복하기 위해

224) QE, 110-111.

225) QE, 110.

226) QE, 110.

227) TI,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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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생각 없이 퇴행하지 않기 위해, 전체로 남기 위해, 가끔 꼿꼿이 서기

위해서일 것이다. 소녀들은 타자를 지배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 자신

을 창조하기를 원한다.”228) 타자를 지배하지 않는, 탄생을 반복하는 촉각

적인 것 속에서 여성 주체성 설립이 가능한 것이다.

본고에서 전체적으로 논의했다시피, 전통 철학에서 촉각은 감각적 쾌

락이나 욕정과 관련되어 오거나, 주로 수동적인 것으로 여겨 온 탓에 -

촉각은 대상이 물질적으로 존재함을 가장 잘 감수하므로 - 주체가 흔들

리지 않고 파괴되지 않기 위해서는 수동적인 접촉은 기피해야 할 것으로

여겨왔다. 그래서 접촉은 항상 고통, 두려움, 공포, 혐오 등과 환유적으로

연결되어 왔다. 그러나 이리가레에 따르면 촉각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물질과 육체를 부정적인 것으로 만드는 전통 철학의 기획에서 비롯한다.

즉 전통 철학에서의 주체는 감수성에 의해 동일성이 깨어지는 사건을 두

려워하는 것이다. 따라서 외부의 존재가 몸에 직접 닿는 촉각은 수동적

감수성의 극치이며 그에 따라 몸의 물질성을 상기시키는 촉각은 부정적

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물질성, 촉각성은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성과 연관되어 왔고 그로 인해 여성성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남성 주체에게 여성은 언제나 낯선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리가레는 촉각을 긍정적으로 재사유함으로써 전통 철학이

단절시킨 것, 다시 말해 정신과 육체, 물질과 관념, 감각과 이성, 능동과

수동으로 단절된 것들을 다시 연결시키고 복원시키는 작업을 행한다. 그

녀가 주장하듯, 촉각 속에서는 “무엇이 만지고 만져지는 것인지 구별할

가능성은 없다.”229) 그러나 그녀에 의하면 촉각은 능동과 수동의 해체로

공허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촉각은 구별이 느슨해진 하나의 무정형의

공간, 새로운 탄생을 예비하는 창조의 원천으로 채워진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 속에서 여성 주체성과 남성 주체성은 새로 태어날 수 있다. 감각적

초월을 통해 이리가레가 하려는 기획은 ‘남성에게 물질을 돌려주고 여성

에게 정신을 돌려주어 각각이 서로 온전한, 그러면서 끊임없이 다시 태

228) SP, 114.

229) TS,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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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날 주체로 설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두 주체의 사랑 속에서

상호 주체간의 윤리학이 끊임없이 재설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성이라는 육체적 대리자와 남성이라는 상징적 대리자를 벗어

나] 남성과 여성의 혼합되고 잠정적인 육화를 생각할 때, 우리는

나머지 네 감각의 근저에 있는 감각, 모든 감각들 속에 존재하거나

그 감각들을 강조시키는 감각, 우리의 최초의 감각이자 우리의 모

든 삶의 공간과 환경을 구성하는 감각으로 회부되어야 한다. 그것

은 바로 촉각이다. 이 감각은 우리의 물질적 수태의 시기부터 천상

의 은총, 비춤, 영광의 높은 곳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함께 할 것이

다. 가장 요소적인 것에서 진화의 가장 정교한 데까지 이르는 통로

속에 [시각에 의해] 마비된 촉각이 있는 곳을 우리가 알려면 우리

는 촉각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것이다.230)

4. 결론: 이리가레 촉각론의 미학적 의의와 한계

본고는 철학과 미학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던 감각인 촉각을 이리

가레의 여성 주체성 논의를 통해 이해하고 그 의의를 규명하고자 했다.

지금까지의 촉각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촉각은 아리스토텔레스와 이리가레의 언명처럼 근원적인 감각이다.

즉 촉각은 ‘내가 감각하고 있다는 것을 감각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감

각의 수동성과 능동성이 구분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불안정한 감각이

지만 모든 감각이 작동 가능하게 해주는 기초감각이다. 가령 촉각이 없

다면 ‘지금 여기’를 망각하게 되고 다른 감각들이 우리에게 유의미한 것

으로 나타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촉각은 다른 모든 감각에 내재하는

근원적인 것이다.

또한 촉각은 역설적인 경험의 전형이다. 촉각은 우리가 무언가를 만

질 때 나의 몸의 현실성(reality)을 망각할 수 없게 한다. 그와 동시에 촉

각은 우리로 하여금 만져지는 대상의 현실성 또한 확증하도록 이끈다.

230) SP,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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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각은 ‘주체’와 ‘대상’이 ‘지금 여기’ 물질적인 공간 속에 있다는 것을 가

장 잘 알려주는 것이다. 이것은 촉각의 물질적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물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촉각은 동시에 주체의 정서

를 가장 잘 발현시킨다. 감각 소여와는 별개로 촉각은 만짐과 동시에 대

상에 대한 심상과 감정들을 불러일으킨다. 즉 쾌/불쾌라는 단적인 느낌

에서 시작하여 복합적이고 다양한 감정들이 폭발하는 계기가 촉각이다.

만지는 대상의 물질적 성질과 관계없이 내적으로 촉발된 이 감정들은 그

런 의미에서 가장 추상적이다. 가령 끈끈하고 물컹한 대상의 성질과 그

것을 만질 때 촉발되는 주관적인 불쾌는 물리적인 인과 설명이 불가능하

다. 그러한 의미에서 촉각은 추상적이다. 물질적이면서도 추상적인, 감각

적이면서 초월적인, 양극을 아우르는 촉각이 존재들을 확인하는 인식론

적 기능으로서만 다뤄지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것은 촉각 자체에

대한 다른 사유, 즉 존재론적이고 윤리적인 사유를 요청한다.

이를 위해 이리가레는 메를로-퐁티의 존재론의 한계를 지적하며 자

신만의 발생적 존재론을 주장한다. 그녀에 따르면 주체와 타자가 발생하

는 것은 접촉에 의해서인데, 이렇게 발생한 존재는 촉각적인 것 속에서

서로를 만지고 만져지면서 지속적으로 자신과 타자를 확인한다. 그녀는

이와 같은 촉각적 발생 계기를 ‘사이’라고 일컫는다. 그녀는 메를로-퐁티

가 살의 촉각적인 존재발생을 통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촉각 속에서 존

재자들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비판한다. 이는 메를로-퐁티가 여

전히 촉각을 시각화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리가레에 따르면 촉각적

인 것 속에서 주체와 객체는 사라질 수 없다. 왜냐하면 계속 서로 감수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만짐 속에서 주체와 타자가 지속적으로

스스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리가레에 따르면 이렇게 확인된 촉각적 존재로서의 주체는 그 특성

상 타자를 소유할 수 없다.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은 인간이 다른 감각들

과 비교해서 촉각으로 대상을 온전히 파악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지속

적으로 움직이는 촉각 속에서 주체는 타자와 고정된 관계가 아닌 매 순

간 달라지는 관계를 취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녀는 촉각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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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와 타자의 관계가 윤리적으로 재설정될 수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가령 시각중심주의에서 촉각은 대상을 완전히 소유/이해할 수 없기 때문

에 주체를 불안하게 하고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리

가레에 따르면 주체를 불안정하게 하는 이 촉각적인 것 속에서 주체는

타자를 향유하고 자신을 초월할 수 있다. 주체와 타자의 촉각적 관계 속

에서 주체는 감각적 쾌락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감을 고양시키는 초월

적 계기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지금까지 논의한 이리가레의 촉각론이 현대의 미학과 예술론에

서 어떠한 함의를 가질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 이리가레의 촉각론은 여

성 주체성 문제에 국한되어 논의된다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는 그녀의 사

유를 통해서 현대의 미학과 예술 실천들에서 주요하게 드러나고 있는 촉

각 논의의 장을 확장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다. 즉 감성에 관한 철학적

사유로서의 미학을 완성시키기 위한 하나의 참조점으로 그녀의 촉각 논

의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촉각을 중심으로 세운 그녀의 ‘감각

적 초월’ 개념은 사실상 전통적인 미적 범주들을 흔들고 있다. 칸트는

『판단력 비판』에서 쾌와 불쾌를 판단하는 미적 만족의 범주로 미와 숭

고를 들고 있다. 여기서 그는 미와 숭고를 대비시키면서 형식/몰형식, 상

상력의 유희/상상력의 좌절, 자연/자유, 무관심적 쾌/(윤리적) 욕구의 쾌

를 구분하여 미적 쾌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리가레의 ‘감각적 초월’

을 따르자면 칸트의 이러한 미적 판단력의 두 영역은 그 구분이 해체되

는 동시에 이 두 영역이 새롭게 종합되는 형태로 나타난다. 즉 이리가레

의 촉각성 속에서 형식과 몰형식은 끊임없이 진자운동하며 쾌락과 윤리

적 욕망은 공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칸트의 두 미적 판단

의 관계의 재고를 요청한다. 가령 미와 숭고가 완벽히 구분이 가능한지,

그 둘의 경계에 있는 다른 종류의 쾌가 있을 수 있는지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체미술이나 페미니즘 예술 실천에서 드러나는 촉각성, 애브젝

트, 혐오, 액체, 언캐니 등의 비평 개념들은 이리가레의 촉각 논의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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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재고될 수 있다. 본고에서 논의했듯이 이리가레에 따르면 촉각이 대

체로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공포나 고통과 환유적으로 연결되는 이유는

시각의 특권화와 관련하는데, 촉각의 물질성과 예측불가능성을 거부하려

는 시각중심주의의 팔루스-로고스중심주의로 인하여 여성성이나 물질적

신체가 부정적이고 낯선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것

으로서의 촉각성은 신체미술이나 페미니즘 예술 실천에서도 드러난다.

즉 이러한 예술 실천들에서 촉각성은 시각중심적 문화에서 나타나는 일

종의 증상이자 효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이리가레가 촉각을 통해

주체의 상호적 재탄생과 그 관계의 재설정을 주장하는 지점은 촉각이 부

정적 함의를 넘어서 각 주체들 상호간의 긍정적인 표현의 장으로 재설정

될 수 있음을 함축한다. 그녀가 촉각을 긍정적인 것으로 강조하는 이유

는 이 촉각성이 주체들의 상호소통, 상호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가령 예술 실천에서 나타나는 촉각성은 예술 주체들(예

술가, 관객 등) 사이의 일방향적 관계, 즉 송신과 수신의 관계에서 벗어

나 상호작용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주체성을 해명할 수 있다. 이

때 촉각성은 예술 실천에서 더 이상 부정적인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

니라 예술 주체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재탄생시키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

질 수 있다.231) 따라서 이와 관련한 촉각론은 미학과 예술론에서도 차후

231)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의 그로테스크 미학에 의해 비판받았던 60-70년대의 몇몇 신

체미술과 퍼포먼스는 재고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초창기 페미니즘 예술 실천에서

예술가 자신의 신체를 이용한 퍼포먼스는 그 자체 나르시시즘적 경향이 있고 따라서

여성 예술가의 몸도 남성적 시선의 대상으로 전락한다고 주장되었기 때문이다. 가령

캐롤리 슈니만Carolee Schneemann의 <체내 두루마리>는 예술가가 자신의 나체로

여성성을 탐구하는 퍼포먼스를 했다는 이유로 비평계에 의해 반동적이고 나르시시즘

적이라고 강력하게 비판받았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퍼포먼스에서 대부분의 관객은

여성들이어서 남성들의 시선의 대상이 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슈니만 역시 자신

의 몸을 전통적인 아름다움의 소재로 전락시킨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감각을 긍

정하려는 창조적 행위였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녀의 작품을 나르시시

즘적이고 반동적이라고 보는 그로테스크 미학은 그 자체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신혜경, 「페미니스트 미술에서의 몸의 도전과 한계」,『美學』, 제 50집, 2007, pp.

157-159. 슈니만이 자신의 60년대 퍼포먼스에 대해 말하는 진술은 이리가레가 촉각과

몸을 주체성의 긍정적인 표현으로 보고 그것을 활성화 시킬 것을 주장하는 것과 상

당히 닮아 있다. “나는 변화하는 정서적 힘, 즉 신랄하고 재미있고 아름답고 기능적

이며 조형적이고 구체적이고 ‘추상적인’ 힘의 원천으로서 신체를 보여주려는 과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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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 대상으로 주목할 가치가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리가레의 촉각에 관한 사유에는 명백한 한계점들이 존재한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한계점을 지적함으로써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

다. 그녀의 촉각론은 전통 철학에서 관습적으로 행해진 촉각과 여성의

친연성이라는 통념을 강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리가레의 철학적 의도와

는 달리 페미니즘 이론가들은 이러한 통념이 재생산될 위험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리가레는 남성 중심적이고 이성 중심적인 지배담론을 해

체하기 위해 여성성과 촉각을 하나의 비판적 도구로 사용한다. 이것은

특히 전기 저작인 『검시경』과 『하나이지 않은 성』에서 두드러진다.

그녀는 팔루스-로고스 중심주의를 해체하기 위해 여성적인 것으로 간주

된 특징들인 촉각, 액체성, 다수성, 감각, 육체성 등을 여성 주체성과 관

련시켜 해체의 도구로 활용할 것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그녀는 ‘여성적

형태학’ 개념을 만들고 남성에 의해 규범화된 여성성을 비판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그녀의 의도와는 달리 그 자체 환원주의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 쉽다. 즉 그녀가 촉각과 여성성을 함께 강조한다는 사실은 마

치 촉각이 여성성에만 귀속되고 경험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

이다. 사실 그녀의 후기구조주의적 배경을 고려하면, 그녀가 생물학적 여

성과 여성 주체성을 등치시키고 있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또한 그녀

도 명시적으로 촉각과 여성적인 것은 비판의 도구로서, 그리고 미메시스

로서 전략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232) 그러나 이러한

그녀의 주장은 다른 지적 전통에 있는 이들에게 얼마나 성공적으로 설득

될 수 있는 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233) 이것이 성공적

과 용기를 가질 수 있었다: 그 힘은 우리 자신의 본성뿐만 아니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유기적이고 구축된 세계와의 연관된 감각에 대한 열쇠이다.[...] 어떤 의미에서

나는 다른 여성에게 내 몸의 선물을 만들어 주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우리의 몸들을

우리 자신에게로 되돌려주는 것이다.” Carolee Schneemann, Cezanne, She was a
Great Painter, Tresspuss Press, 1975, p. 24.; 신혜경, 위의 글, p. 159에서 재인용.

232) TS, 76. 또는 본고의 각주 70.

233) 정신분석학, 언어학, 기호학, 철학 등의 다방면에서 활약하는 이리가레의 이력 때문

에 몇몇 페미니스트들은 그녀를 엘리트주의자로 비판하기도 한다. “이리가레의 심리

학적이고 신화적인 모성 계보의 정치적 분석의 첫 번째 문제는 그것이 엘리트주의적

일 수 있다는 점, 그리하여 이는 바로 그러한 형식 속에서 페미니즘 정치학을 약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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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설득되지 않을 경우, 그녀가 환원주의적이고 본질주의적이라는 비

판은 계속될 여지가 있다.

이러한 비판은 그녀의 중기 저작인『성차의 윤리학』에서는 다소 완

화되어 나타난다. 이 저작에서 그녀는 촉각을 시각의 대당으로 삼기보다

는 촉각 자체의 긍정적인 힘을 사유하려는 면모를 보이고 있다. 또한 그

녀가 촉각을 여성적인 것 혹은 여성 주체와만 관련시키기 보다는 촉각의

활성화를 통해 다른 양상의 주체성 일반을 창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촉각적인 것 속에서 주체와 타자가 동시에 발생함을 역설하면서 ‘사이’

개념을 주장하고, 촉각적인 행위, 가령 사랑 행위 속에서 남과 여, 나아

가 사랑하는 연인들이 지속적으로 탄생하면서도 서로의 타자성을 보존할

수 있는 ‘감각적 초월’이 가능하다고 주장함을 고려할 때 그러하다. 즉

촉각을 그 자체 긍정적인 힘의 원천으로 사유하려는 그녀의 시도는 여성

주체와 남성 주체를 대립이나 보완이 아닌, 서로 비교 불가능하고 환원

불가능한 것으로 설립하도록 나아가는 것이다.

이리가레로부터 촉각에 관한 사유의 완전한 해답을 얻기는 힘들다.

그러나 그녀의 촉각에 대한 통찰을 통해, 본고는 미학이 아직 충분히 밝

혀지지 않은 또 다른 감각론으로 그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

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리가레의 촉각론을 규명해봄으로써, 본고는

촉각이 인식적 앎의 기능으로서가 아닌 주체와 타자의 발생과 상호관계

를 재조명해주는 다른 관점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이 글은 감

각에 관한 새로운 방식의 사유를 시작하기 위한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

을 것이다.

키고 여성들을 계급적으로 서로 분리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시몬 드 보봐

르는...‘여성적 글쓰기’가 페미니즘 정치적 저작에는 부적합한 방법이라고, 또한 페미니

즘 정치학은 모든 이의 언어, 평범한 언어를 이용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 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 나는 복잡한 문학적 암시들로 채워진 그녀의

『바다의 연인(Amante marine)』이 출판된 후 1년이 될 때까지 그것을 독해했다는

이를 찾지 못했다.[...] 이때, 오직 고도로 학적 훈련받은 이들에게만 접근 가능한 글쓰

기 양식은 어떤 정치적 힘을 지니는 걸까?” Eléanor Kuykendall, “Toward an ethic

of nurturance: Luce Irigaray on mothering and power,” Mothering, Essays in
Feminist Theory, ed. Joyce Trebilcot, Totowa, NJ: Rowman & Allanheld, 1984, pp.
26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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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henomenology of the Tactile

in Luce Irigaray's female subjectivity

Kim, Namyi

Department of Aesthetic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essay aims to elucidate the relation between 'the tactile' and

'female subjectivity', analyzing Luce Irigaray's consideration of the

tactile. In doing so, it argues that the tactile which has been hitherto

neglected as its inability for clear recognition in the history of

philosophy appears, in effect, as a fundamental element for female

subjectivity in Irigaray's philosophy, namely a source of generative

and creative power in formation of subject.

Irigaray asserts that ocularcentrism in the western traditional

philosophy has brought about the repression of women as well as

relegated touch. According to her analysis, it is because the western

philosophy has an assumption that touch is the inferior sense and

functions as basis of errors. In other words, the traditional philosophy

has extensively regarded touch among other senses as the sense to

be excluded, seeking truth without any error. This perspective has

leaded philosophers to cast the similar suspicion on body, sense it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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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bjective, et cetera, for the classical philosophical tradition has

postulated that mind is superior to body, reason to sensibility, sight

to touch, insofar as it pursues logical and abstract thinking.

Analyzing these assumptions, Irigaray finds that all these inferior

terms are involved in "the maternal-feminine" in common, that is,

"the maternal-feminine" remaining in opposition to the masculine has

represented something bodily rather than mental, sensuous cognition

rather than rational cognition, matter rather than form. "the feminine

has never been defined except as the inverse, indeed the underside,

of the masculine." From this aspect, having an insight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pression of women and the repression of

the tactile, Irigaray traces the common origin of these repressions and

examine a possibility of female subjectivity, since activating the

tactile, for her, has the same way of speaking as female subject.

To develop the argument, this essay suggests that it is useful to

compare and contrast her earlier works and her later works in

examining her consideration of the tactile. It is because, while the

tactile mainly functions as metaphorical way to criticize

ocularcentrism and masculine dominant discourse in her earlier works,

it is, more clearly, given its own value as the fundamental sense

which appears positive and affirmative in her middle and later works,

especially in Éthique de la Différence Sexuelle, to which this essay

pays attention. Namely, her unique ideas of 'sexual difference' and

'female subjectivity' are more distinctly revealed as contrasting her

earlier thought and her middle and later thought.

Irigaray urges to rethink about the tactile in order to practice sexual

difference, for the tactile is undeniably present without vision, which

means that the tactile proves the existence of objects/others though

the objects/others are invisible. Likewise, according to her, fe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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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has been never visible in the traditional philosophy and has

been denied as not-being since philosophy has neutralized and

desexualized male subject to human subject itself. Again, philosophy

and psychoanalysis have defined female sexuality as the lack or the

invisible because they see the visible the same as the existence.

Thus, for her, the tactile is significant because it proves the existence

in spite of its invisibility. She claims that the tactile plays crucial role

in explanation of the genesis/becoming of subject and the relation of

subject-object/subject-other. That is to say, she doesn't examine the

tactile in terms of epistemology. Rather, she considers it in terms of

ontology which explains the genesis/becoming of subject and ethics

which explains the relation of subject-object/subject-other.

Irigaray critically analyzes the concepts, 'chair' of Merleau-Ponty

and 'éros' of Levinas, and crystallizes her own theory of tactility,

appropriating the theories of sensation from Merleau-Ponty and

Levinas. For these two philosophers' theories of sensation

respectively examine ontology and ethics despite their male

perspective. She argues that subject and other simultaneously come

into being through the tactile 'entre' and 'transcendantal sensible'

and there is an intermediary between(entre) the two(subject/other)

which are irreversible each other. And she calls for the introduction

of 'ethics of love' through intersubjectivity which ceaselessly comes

into being in the tactile, asserting that subject and other are equally

other as well as subject to each other. In other words, women can

speak as women in the tactile.

keywords: Irigaray, the tactile, touch, female subjectivity,

ocularcentrism, chair, entre, eros, transcendantal sen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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