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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우리 연구의 목적은 블랑쇼의 주요 개념인 ‘바깥’의 현상으로서의 ‘목소리’와

‘불안’을 고찰하는 것이다. 블랑쇼의 ‘바깥’은 물리적인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

니라 합리적인 이성을 통하여 세계에 통일적인 질서를 부여할 능력을 지닌 주

체의 지위를 박탈당할 위기의 상태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의식의 균열과 같은

주체 내부의 붕괴, 주류 사회에 포섭되지 못한 주변, 이데올로기의 빈틈, 목적성

과 방향성을 상실한 의식의 상태 등의 현상이 포함된다. 바깥의 문학, 바깥의

글쓰기는 보편적 사유에 관습적으로 ‘정합된 것’ 혹은 ‘객관적으로 승인된 것’의

가장자리를 부유하는 삶의 현상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학 작업이다.

또한 바깥은 일상의 언어, 규범에 충실한 언어,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도구

로서의 표준화된 언어의 가장자리를 배회하는 잉여물들의 공간이다. 현실적인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될 수 없어서 언어 밑에 잔존하는 상태로 있는 무엇인가

를 표상해내려는 갈망은 작가적 소명으로 각인되어 블랑쇼로 하여금 끊임없이

글을 쓰도록 종용하는 내적 명령이 된다.

블랑쇼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그의 의식을 통과하여 문자로 현실화된 글쓰기

스스로가 바깥을 구현하기를 시도했다. 바깥을 구현하는 글쓰기는 객관적 정보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으로 강요된 주류 가치를 실어 나르는 기능을 상실

한, 그야말로 언어적 표상 안에 다 축소시키지 못하고 버려졌던 것들을 새롭게

끌어들이는 글쓰기를 말한다. 언어의 현실적 기능과 멀어진 바깥의 언어들은 독

자를 난해하고도 곤란한 독서로 이끈다. 바깥의 언어로 쓰인 책은 가독성을 방

해하고 독자의 의식 속에서 명확히 규정되는 것을 방해한다.

그렇다면 읽히기를 스스로 거부하는 글쓰기, 아무리 읽어도 어떤 특정한 의미

에 고정되지 못하게 만드는 글쓰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

은 마치 ‘진리’에 관한 접근과도 유사한데, 우리의 좁은 인지로는 규정할 수 없

고, 설명할 수는 없는 ‘비-존재성’에 대한 사유를 시도해볼 수 있다. ‘비존재’는,

‘존재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언어의 한계 때문에 표현될 수 없어서 빈 공백

으로 남겨진 영역에 속해 있는 존재에 관한 것이다. 일상성의 세계는 이러한 공

백을 인지하지 못하며 언어로 표현하지도 않는다. 언제나 미결의 상태로 남겨진

이 공백 앞에서 코기토적 자아는 무지상태에 놓이고 사물과 세계에 대한 주권

을 실행할 수 없는 무력함에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바깥’의 사유는 삶의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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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예기치 못하게 다가온 재난이자 모든 권력의 작동이 멈추는 지점에 대한

사유다.

블랑쇼 글쓰기는 바로 ‘바깥’을 사유할 뿐만 아니라, 글쓰기 자체가 ‘바깥’을

구현하는 것에 있다. 블랑쇼의 텍스트를 읽는 독자들은 작품 속에서 작가의 진

의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작품 속에 표현된 어떤 인물에도 자기 자신을 투영하

거나 고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블랑쇼가 쓴 대부분의 작품들은 서사 형식이

파괴된 파편적인 글쓰기를 고수하고 있고 텍스트 자체가 빈 중심을 확대하여

미결정성을 극대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블랑쇼의 텍스트는 독자에게 늘 모순

적이다. 한편으로는 그 누구라도 자유로운 해석이 가능한 개방된 텍스트가 되지

만 주체의 인식 범주가 텍스트를 해독하고 재구조화를 시도하면 할수록 고정된

의미망에 가두기 어렵기 때문에 읽히지 못하고 미결 상태로만 남아있는 두 가

지 모습을 지니고 있다.

본 논문은 블랑쇼의 텍스트의 주조를 이루는 들리는 효과에 주목했다. 블랑쇼

의 ‘목소리’는 텍스트의 공백을 만들어내는 주요한 효과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a

목소리는 그 자체로 ‘바깥’의 현현으로서, 텍스트의 조밀한 의미망에 결여를 부

여해준다. 이 목소리의 효과는 비평과 소설 장르를 가리지 않고 매우 다양한 방

식으로 등장한다. 목소리는 대부분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는 진원지가 불분명

한 웅성거림, 말이 아닌 웅얼거림, 소음 등의 표상을 지닌다.

본 논문의 목표는 과연 이러한 목소리들의 표상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지를

탐색했다. 블랑쇼의 목소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양철학의 전통에서 목소리가

차지하는 위상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이미 현대철학자

인 자크 데리다의 67년에 발간된 세 개의 저작, 그라마톨로지(Grammatologi

e)』,『목소리와 현상 (Voix et phenomenologie)』, 『글쓰기와 차이(Écriture

et la Différence)』에서 문제제기 되었다. 합리주의 철학에서 목소리는 이성을

보증하는 도구로서 기능해왔다. 의식을 울리는 목소리는 물질성을 지닌 것이 아

니기에, 시공간의 제약에서 자유롭고 자기의식과 동일적인 관계를 구축한다. 목

소리에 의한 자가 감응(auto-affection)이야말로 로고스가 현현되는 통로라는 것

이다. 데리다는 플라톤의 여러 텍스트들에 해석적 비평을 가하면서 목소리의 로

고스는 아버지의 법과 권위로 표상되고 목소리가 제거된 문자는 상대적으로 경

원시되고 비천시 되었음에 주목했다. 데리다는 서양 철학의 로고스 중심주의가

음성중심주의와 결합되어 있음을 밝힌다.

블랑쇼는 글쓰기 속에서 목소리가 구현되기를 바랐는데, 이는 서유럽 합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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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철학이 지향했던 것과 같이 주체를 보증하는 것으로서의 목소리가 아니라

사물의 존재성을 듣는 것이다. 블랑쇼의 목소리는 주체에 있지 않고 대상에 있

다. 대상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주체는 자신의 좁은 범주 속에서 사고하는 것

을 포기해야 한다. 절대 자아의 코기토(Cogito)를 포기한다는 것은 역으로, 자신

안에 무수히 존재하는 이질적인 타자성을 인식하고 일깨운다는 것을 의미한다.

블랑쇼는 목소리의 문제를 통해 철학적 반성을 이끌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의 저작 속에서 사물 속에서 침묵했던 목소리를 들리도록 만들었다. 그의 시

도는 데리다의 문제제기를 시작점으로 삼은 기존의 개념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것으로, 타자성이 극대화된, ‘두려운 낯설음(Unheimlich)’의 목소리를 환기한다.

우리는 블랑쇼의 목소리에서 원초적 쾌락의 문제에 주목했다. 블랑쇼가 작품

속에 재생해낸 목소리는 언어적 규범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 버려져야 했던 나

머지들이자 ‘아버지-로고스-법’으로 이어지는 합리주의 전통에 저항하는 목소리

다. 블랑쇼의 목소리는 ‘잃어버린 대상’의 회귀를 부추기고 그것에 매혹되게 만

든다.

그러나 부권적 규범 속에 억압된 잃어버린 원초적 쾌락의 대상들이 우리 현

실에 불쑥 나타나며, 혹은 작품의 정해진 형식과 플롯 사이의 틈으로 이질적인

것이 귀환했을 때 우리는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블랑쇼가 드러내고자 하

는 것은 주체가 통일적이고 질서정연한 세계의 모습을 구현해낼 능력을 상실한

존재라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진실적 차원은 불안정성과 위협 속에 내던져

진 개인의 실존적 한계성이다.

본 논문의 3, 4부는 목소리를 통해 구현된 블랑쇼 작품의 불안성에 대해 논의

한다. 블랑쇼의 소설은 실존의 본질에 관한 성찰로 채워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찰은 사르트르를 비롯한 당대의 여러 실존주의자들의 문제의식과는 차별화된

다. 실존주의자들은 주체가 기투되었음을 자각하는데서 출발한다. 그 자각은 절

대 자유를 향해 불안한 내적, 외적 현실에도 불구하고 반성적 사유를 향해 실천

행위를 촉구하는 또 다른 코기토를 실현하는 반면, 블랑쇼의 불안은 무수한 익

명성 속에 귀속된 하나로서 존재하기를 바란다.

블랑쇼의 실천은 어떤 이데올로기적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완벽한

주체의 소멸 속에서 존재의 이질적인 웅얼거림과 소음으로 가득 찬 의식 속에

서 실재와 의식의 경계 없이 놓이는 것을 원한다.

불안의 속성은 블랑쇼의 작품에서 언제나 보이지 않아도 잔존하고 있는 삶의

기반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블랑쇼의 ‘바깥’의 효과로서 ‘목소리’와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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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규정한 이유도 바로 이러한 불안의 속성 때문이다.

블랑쇼의 불안은 거칠게 표현하자면, 정체성을 위협하는 ‘깨어진 거울’로서 존

재하는 것이다. 거울의 통일적인 상은 자아의 시선이 사회적인 승인 하에 만들

어낸 정체성을 반영하는 모습이다. 반면에 블랑쇼는 원근법의 시선을 내면화한

자아의 통일적 상의 봉합을 깨뜨리고 일그러뜨린 상을 제시한다. 자아는 또다른

자기 자신의 현현을 바라보는데, 그 자신은 자기가 알던 익숙한 모습이 아니라

괴물적인 상으로 변모된 위협적인 모습으로 재등장한다.

우리는 본론의 3, 4부에 걸쳐서 블랑쇼 소설에 나타난 육체성이 어떻게 바깥

의 문제와 연결되는지 규명한다. 그로테스크한 육체성의 등장은 불안을 야기하

는 핵심이자, 세계에 질서정연한 규범을 부여해주고 진리의 범주를 강화하는 주

체의 통합적 구성 능력이 깨진 결과를 의미한다.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 블랑쇼의 기괴한 육체성에 모성이라는 원초적인 대

상에 대한 합일의 충동이 관여하고 있음에 주목했다. 블랑쇼의 육체성 뒤에는

모성과 분리되면서 버려진 대상을 내화하려는 충동이 강력하게 작동한다.

앞서, 목소리가 사회적 규범의 체계의 요구에 버려야 했던, 언표화 되지 못한

것들을 다시 재생 하려는 시도인 것처럼, 고통과 불안을 유발하는 타자의 ‘비천

시(a-bjet)' 된 육체의 이미지들 역시 삶의 테두리 ‘바깥’으로 방출했던 대상들

을 환기하는 것들이다. 블랑쇼 작품에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공포의 대상에 매혹

되는 장면들은 버려진 것을 반복적으로 내투사(introjection)한 환상의 결과물이

다. 나르시시즘의 구도 속에서 나쁜 대상은 버려지지 못하고 자아와 다시 불안

한 봉합을 유지한다. 원초적 대상에 사로잡힌 상태(possédé)는 존재의 경계를

지우고 ‘합일’을 추동하는 원동력이 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작품 전체를 관통

하는 블랑쇼의 시나리오 안에 주체로 거듭나기 이전 상태로 되돌리려는 죽음충

동이 잠재되어 있다고 보았다.

본론 4부에서는 모리스 블랑쇼의 첫 장편 소설이자 후속 소설들의 모태가 되

는 『아미나다브(Aminadab)』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앞의 본문에서 논의된 죽

음충동의 문제가 어떻게 불안의 효과를 드러내며 작품을 구성하는 중핵이 되는

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주요어 : 탈주체, 바깥, 목소리, 불안, 환상, 주이상스, 비천시, 사로잡힘.

학 번 : 2007-3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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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자주 인용되는 블랑쇼의 작품을 약어로 표기 하였다.

Ab: Aminadab

AM: L'arrêt de mort

AO: L'attente l'oubli

DH: Le dernier homme

TH: Le Très-Haut

TO: Thomas l'obscur

FP: Faux pas

PF: La part du feu

ED: L'écriture de désastre

LV: Le livre à venir

EI: L'entretien infini

PAD: Le pas au-delà

EL: L'espace littér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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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 선행 연구 현황

우리나라에 모리스 블랑쇼가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로,

프랑스 철학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다. 약 3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블

랑쇼는 아직도 미지의 작가, 은둔의 작가로만 각인되어 있다. 블랑쇼는 2차 세

계대전 이후 프랑스 문학의 전성기를 몸소 경험했던 거의 마지막 세대의 일원

이다. 그는 장-폴 사르트르(Jean-Paul Sartre), 알베르 카뮈(Albert Camus), 조

르주 바타이유 (Georges Bataille)와 동시대에 작품 활동을 하였으며 이후 탈구

조주의의 흐름에 많은 영감을 주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0년간 인문학 담론을 주도했던 미셸 푸코 (Michel

Foucault), 자크 데리다 (Jacques Derrida), 질 들뢰즈(Gilles Deleuze) 등의 저작

에 블랑쇼의 작품이 자주 언급되면서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다. 2011년부터 블

랑쇼 선집들이 전공자들에 의해 차례로 번역, 출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블랑

쇼에 입문하는 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블랑쇼는 자신의 사유를 체계적으로 추상적인 개념을 통해 정립했던 사상가

가 아니다. 그의 첫 비평 선집 『헛디딤(Faux-Pas)』(1943)을 필두로 마지막

『재난의 글쓰기(Écriture de désastre)』(1980)에 이르기까지 비평과 소설의 경

계를 넘는 모호한 글쓰기를 고수해왔다. 그래서 블랑쇼의 작품들은 장르적인 분

류가 불가능하고 체계화하기 어렵다.

다만, 그의 글쓰기는 미셸 푸코 (Michel Foucault)가 1966년, 블랑쇼 특집호였

던 『비평(Critique)』지에 발표한 것처럼 ‘바깥(dehors)의 사유’라는 한 가지 지

향점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사실, 푸코가 명명한 ‘바깥(dehors)’이라는 단어는

푸코의 고유한 개념이 아니라 블랑쇼의 저작에 매우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이

자 사상의 핵심을 드러내는 개념이다. 블랑쇼가 말하는 ‘바깥(dehors)’의 경험이

란, 로고스를 기반으로 하는 근대 코기토(Cogito)에 대한 부정이자, 주체가 사라

진 글쓰기의 경험을 의미한다. 블랑쇼는 글쓰기에서 발화의 주인인 주체를 소멸

시켜 그 누구도 작품에 특정적 해석을 확정할 수 없는 중성성(neutre)이 지배하

는 열린 텍스트가 되기를 실현하고자 했다.

고정된 의미망을 확보하기 힘든 작품의 난해성 때문에 블랑쇼 작품에 대한

단독 연구서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소수의 연구자에 의해 꾸준히 저

작물들이 발표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양한 비평방법을 통해 기괴하고 파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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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미지들이 부유하는 난해한 소설 장르의 분석이 시도되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서는 프랑수아즈 콜랭 (Françoise Collin)의 『모리스 블랑쇼와

글쓰기의 문제(Maurice Blanchot et la question de l'écriture)』(1971)로, 블랑

쇼의 저작들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기본 개념과 철학적 사유, 소설 작품의

주제별 이미지 분석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바깥의 힘 (La force de la

dehors)』(1977)을 출간한 조르주 프렐리 (Georges Préli)의 연구 역시 콜랭처럼

‘바깥’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 블랑쇼 작품의 주제 비평에 주력하고 있다.

비교적 최근 연구들 중 학술 논문에서 가장 빈번하게 인용되고 있는 것은 안

느-리즈 슐트 노르돌트(Anne-Lise Shulte Nordholt) 의『모리스 블랑쇼: 바깥의

경험으로서의 글쓰기 (Maurice Blanchot:L'écriture comme expérience du

dehors)』(1995)와 마를렌느 자라데(Marlène Zarader)의 『존재와 중성성(L'être

et le neutre)』(2000)이다. 특히, 마를렌느 자라데의 연구는 블랑쇼의 ‘중성성

(neutre)’의 개념을 헤겔, 후설, 그리고 하이데거의 연장선상에서 개념의 모호성

을 명확히 설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근대성 논의의 핵심인 ‘바깥(dehors)’을

푸코가 지적한 것처럼 ‘외부성(extériorité)’의 맥락 속에서 논의함과 동시에 현

상학적 방법으로 재해석을 시도했다.

현시점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는 연구자는 파리 7대학에 재직 중인 크

리스토프 비당 (Christophe Bident)이다. 그의 저작『모리스 블랑쇼: 보이지 않

는 동반자 (Maurice Blanchot: Partenaire Invisible)』는 블랑쇼의 생애와 저작

에 관한 여러 정보를 총체적으로 제시한 기본적인 참고서가 되고 있다.

탈구조주의 연구가 신드롬이라고 할 만큼 영미권 철학자들에게 각광받았던

것처럼 블랑쇼 연구 역시 프랑스에서보다 영미권 연구자들에게 다양한 방식으

로 수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레즐리 힐(Leslie Hill), 존 그렉(John Gregg)

등의 연구자들은 블랑쇼 글쓰기의 특이성을 중심으로 블랑쇼 사유를 이해하는

데 주요한 저작들을 출간했다. 특히 이들은 파편화된 글쓰기와 문학 존재 자체

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는 전모를 알기 어려웠던 블랑쇼의

파편화된 작품에 대한 상세한 해설로 체계화된 지식을 전달하고 있다.

2010년 이후의 연구자들은 블랑쇼의 중심 개념을 소개하는 데서 더 나아가

20세기 현대 비평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푸코, 데리다, 들뢰즈 등의 방법론

을 통한 재해석을 활발하게 시도하고 있다.

일례로, 2013년에 출간된 제레미 마조렐 (Jéremie Majorel)의 학위 논문 『모

리스 블랑쇼: 해석과 해체 (Maurice Blanchot: Herméneutique et

déconstruction)』에서는 데리다의 방법론을 여타의 다른 비평가들의 방법론과

연계함은 물론, 몇몇 연구서에서 파편적으로만 다루어졌던 소설 전편을 분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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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석학과 해체이론의 대표격인 데리다의 논의를 정리하면서도 소설 분석에

서는 정신분석 방법론에 대한 검토 역시 놓치지 않고 있다. 또한, 알랭 밀롱

(Alain Milon)의 기획 하에 2013년부터 꾸준히 발간된 연구 논문집에는 젊은 연

구자들을 중심으로 기호학, 서사학, 정신분석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블랑쇼

작품의 심층에 접근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는 블랑쇼 연구자들은 고재정

(1985) 이후, 대부분 2000년 이후 학위자들로, 박준상 (2001), 박규현 (2002), 유

치정(2011) 등은 꾸준한 저작 활동을 통해 블랑쇼 문학의 체계적 이해에 기여하

고 있다.

-텍스트의 접근 방법론

i) ‘목소리’의 정신분석

본 논문은 위에서 언급한 여러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1960~1970년대 프랑

스 철학의 지형도 위에서 블랑쇼 비평의 위상과 의미를 규정하고 ‘목소리(voix)’

와 ‘바깥(dehors)’의 경험에 대한 정신분석적 재해석을 시도한다. 즉, 텍스트 ‘바

깥’ 효과인 목소리와 욕망의 문제를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목소리’의 문제를 전적으로 제기한 철학자는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이

다. 그의 연구는 수 년간 문자와 목소리의 관계를 통해 서유럽 합리주의 철학의

기원을 설명하고자 했다. 탈구조주의 철학자들의 주된 관심사는 개념의 의미가

아니라 개념이 작동하도록 만드는 외부성 탐구에 있었다. 데리다 역시 철학사의

맥락 속에서 목소리가 로고스의 현현으로 작동하도록 만든 해석적 장치에 대한

사유를 계속했다. 목소리를 로고스와 동일시하는 서유럽 관념의 음성중심적 편

견 뒤에는, 목소리의 반대편에 있는 문자-시니피앙에 대한 경원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1).

1) 로고스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은 1967년에 그의 대표작『그라마톨로지에 대하여

(De la grammatologie)』에 의해 구체화된다. 더불어,『목소리와 현상 (Voix et

phénomène)』, 『글쓰기와 차이(L'écriture et la différence)』등의 굵직한 저작

셋이 67년에 함께 출간됨으로써 철학적 담론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73년에 출간

된『파종 (Dissémination)』에 실린 세 개의 에세 중 『플라톤의 약재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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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리다는 에드문트 후설 (Edmund Husserl, 1859~1938)의 현상학적 목소리를

검토함으로써 로고스 중심주의를 비판한다. 신의 현현과 자기 보증의 방식이 왜

하필 목소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현상학적 목소리는 로

고스의 현현이자 자가 감응(auto-affection)을 통한 현전의 통로이다. 즉, 자기

자신이 말하는 것을 스스로 듣는 목소리는 의식으로 연결되는 유일한 경험이

된다. 목소리는 시니피앙에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시니피

앙을 차용할 필요가 없다.2) 그러므로 목소리는 자아를 기호로부터 해방시켜 세

계를 초월하여 진리의 명증성에 다가가는 토대가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데

리다는 현상학적 목소리는 세계를 초월할 수 없으며 선(先)언어적인 진리의 토

대가 아니라 언제나 언어에 의해 오염되어 있음을 밝힌다.

블랑쇼의 ‘목소리’를 정리한 본 논문에 데리다의 6,70년대 논의는 분명한 참고

점이 되었음을 밝힌다. 하지만 우리의 논의는 데리다의 논의와는 다른 길을 택

해야 한다.

문학 연구자 브뤼노 클레망 (Bruno Clément)은 그의 저작 『층위를 지닌 목

소리 (La voix verticale)』에서 목소리는 “인물이나 기호의 불연속성을 알지 못

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목소리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사유의 도구를 정리하는

데서가 아니라 “언어적 특이성”을 연구하는데서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3) 그는

분열되고, 포개지고, 이중화 되고, 섞이고, 보충적이고, 대조적이고, 조화롭거나

혹은 귀에 거슬리는 모든 서사적 장치들이 목소리를 통해 다성성을 구현하고

있음을 지적한다.4) 뿐만아니라, 목소리의 총체적인 속성 중에서도 단어로 환원

될 수 없는 특성에 주목했다. 목소리는 어떤 사전도 표기하거나 기입할 수 없는

무엇을 부여하는 것으로 톤, 떨림, 강도 등을 통해 감정의 영향을 나타낸다. 목

소리 안에는 인간성 뿐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것 역시 존재한다고 보았다. 목

소리의 조건 속에는 동물과 신, 천사와 바보,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상황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5)는 것을 강조한다.

클레망의 이러한 접근은 목소리를 통해 블랑쇼의 다양한 문학 텍스트에 접

근할 방법적 토대가 되었다. 다성적인 텍스트를 구성하는 블랑쇼의 목소리는 시

니피앙과 음성의 대립 구도 속에서 해석되기 어렵다. 블랑쇼는 목소리의 초월하

Pharmacie de Platon)』역시 기존 논의를 더욱 심화하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

중요한 참고지점이다.

2) Jacques Derrida, De la grammatologie, Les éditions de Minuit, 1967, pp.

33~35.

3) Bruno Clément, La voix verticale, Éditions Belin, 2012, p. 11.

4) 위의 책, p. 10.

5) 위의 책,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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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순수한 자가 감응을 통해 동일적 내면세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

다. 블랑쇼는 환영적이고도 착란적인 목소리, 다시 말해 서유럽 관념의 역사에

서 철저히 배제되었던 목소리의 사유를 열어놓았다.

블랑쇼 사유의 토대가 되는 텍스트『문학의 공간 (L'espace littéraire)』에

언급된 일면을 보면, 작가의 글쓰기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고 말하는 ‘메아리’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말(parole)’이 아니라 말의

잔향인 ‘메아리(écho)’, ‘웅얼거림(murmure)’이 되게 하는 것이다. 블랑쇼는 ‘목

소리’를 뚜렷한 메시지의 형태로 된 대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그의 텍스트에

서 목소리는 ‘웅얼거림’ 혹은 ‘웅성거림(rumeur)’과 특별한 개념적 차이 없이 언

급된다. 이 목소리는 청각적 효과를 지님과 동시에 의미로 확정할 수 없는, 의

미화에 실패한 소리로 남는다. 이 웅얼거림은 그 누군가의 목소리로 규정될 수

없으며, 진리를 보증하기 보다는 오히려 잘못 발설되고, 거짓말을 일삼는 것이

자, 언어의 구조물 내부에서 고유의 장소를 지니지 못하고 떠도는 것이다. 그러

므로 세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강요된 모든 규범적 작동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이 내적 ‘웅얼거림’은 분명 물리적 청각 효과를 환기하는 것이지만 그 어디에

서도 포착될 수 없는 것이기에, 주체의 통제를 벗어난다.

블랑쇼의 ‘목소리’는 문자의 고정된 의미를 해체하여 미결정적인 상태를 경

험하게 한다. 목소리 자체가 타자성을 지닌다는 사실과 밀접하다. 자아 안에서

구현되는 타자성은 제어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이질성을 지닌 것이자 내밀

한 것이다. 의식을 울리는 타자의 음성, 혹은 타자화 된 자아의 음성은 누구와

도 나눌 수 없는 개인의 내밀함에 기반하고 있다. 블랑쇼 문학의 커다란 한 축

을 담당하고 있는 사이렌의 목소리가 가진 역설도 이와 마찬가지다. 사이렌의

목소리는 실체 없는 비존재 그 자체이다. 하지만 들려오는 유혹의 속삭임은 완

전히 의식의 내부에서 이질성을 구현하는 것으로 통제가 불가능하다.

블랑쇼는 정체성의 고정점으로 기능하는 주체적인 목소리와는 다른 ‘목소리’

에 매혹되어 있다. 그것은 주체로 거듭나기 위해 버려졌던 나머지, 잃어버린 대

상6)이다. 작가는 ‘자아 고유의 목소리에 닻을 내리기를 거부’7)하고 타자의 목소

6) 목소리는 정체성의 고정점으로 기능하며 타자와 일정 정도의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독립과 분리 과정에서 형성된다. 많은 연구자들은 주체로 거듭나는 사회 진

입 과정과 언어 형성과정이 매우 유사한 구조를 지녔음에 주목한다. 주체로 거듭

나는 과정은 타자의 규범과 법칙을 내면화 하는 것이고, 양화되고 표준화될 수

없는 내밀의 감정, 특히 주체에게 일체감과 안정감을 주었던 표상들은 일정 정도

거부당한다. 자기애로 충만하던 나르시시즘의 세계 속의 혼돈 상태에서 분리되지

않던 리듬, 어머니의 파편적인 속삭임, 옹알이, 내적 중얼거림등은 언어의 규범을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의식 내부에서 바깥으로 방출된다. 임상을 포함한 목소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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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와 혼돈 속에 표상되는 텍스트 효과를 구현한다. ‘목소리’의 환영적 속성과 소

설 텍스트들에 구현된 목소리의 기괴한 표상들은 텍스트 바깥에서 ‘환상성’8)을

실행하는 원동력이라 보았다. ‘목소리’의 형상을 토대로 블랑쇼의 비평저작과 소

설 텍스트에 잔존하는 작가의 무의식적 환상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ii) ‘불안(Angoisse)’의 정신분석

블랑쇼 텍스트에 나타난 ‘불안’의 문제는 작가의 개인적 신화에 대한 탐구로

우리를 이끄는 중심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서술하는 목소리’가 만

들어내는 표상들을 통해 블랑쇼 텍스트 안에 근원적인 ‘불안(Angoisse)’이 작동

하고 있음에 주목했다. 블랑쇼 텍스트에 나타난 ‘목소리’ 는 비평과 소설 텍스트

에서 판이하게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다. 블랑쇼의 비평 텍스트가 문자로 화하면

서 버려진 목소리의 울림을 통해 다성성을 구현하기를 주장한다.

『재난의 글쓰기 (L'écriture du désastre)』에 나타난 블랑쇼의 인식을 살펴

보면, 글쓰기는 ‘오류를 진리라고 믿도록 파종하는 것’9)이다. 매개 없이 무한의

사유를 가능케 하는 목소리에 비해 쓰인 글자는 목소리를 사라지게 만들고, 말

정신분석적 접근을 시도하는 여러 연구들의 주안점은 이 박탈의 경험이 어떻게

자리 잡히는가에 있으며 우리 연구에 많은 참고점이 되었다.

7) Alain Delbe, Le stade vocale, L'Harmattan, p. 122.

8) 정신분석에서 ‘환상성(fantasme)’의 문제를 언급한다는 것은 단순히 ‘현실에서 있

을 법함’을 넘어서는 것, 주체의 착각이나 혹은 착란의 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지

않다. 저자의 의도, 서사의 맥락을 일탈한 무엇이 계속해서 무대화를 시도하는가

를 논의하는 것이다. 총체성이 아니라 고착된 ‘부분 대상’이 만들어내는 작가의

신화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작가의 신화를 분석하는데 정신분석적 방법이 유효

한 일이라면 작가의 언어의 표면 밑 에서 보내는 예기치 못한 무의식적 신호들

에 대한 재구성을 해내는 일이다. 시니피앙의 연쇄를 뚫고 위로 떠오르는 충동이

무대 위에서 말과 아무렇게나 결합하여 무대화된 지점이 환상이 실현되는 공간이

다. 문학 작품에서 보이는 일종의 증상들을 직관적으로 이해한다고 해도 그 핵심

에 다가설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실재’를 대면한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한 일

이기 때문이다. 언어의 신호들은 실재로 향해 가는 표지가 아니라 실재에 대한

방어로서의 욕망을 떠받치는 환상만을 겨우 대면하게 할 수 있을 뿐이다. 실재의

향락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실재는 현실에서 결여된 구멍(trou),

상징계가 은폐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욕망은 오히려 잉여의 향락

으로 남겨진 부분의 위협에 대한 방어가 된다. 우리는 반복적 이미지들을 통해

‘대상 a’의 표상이 실패한 지점을 찾아가는 것이다.

9) M. Blanchot, L'Écriture du désastre, Gallimard, 1980,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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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과 정합되지 못한다. 블랑쇼 텍스트의 다성성은 문자라는 시니피앙의 한

계성을 넘어, 잃어버린 목소리를 되찾도록 하는 것이다.

블랑쇼는 비평과 마찬가지로, 소설 텍스트에서도 독자로 하여금 그 누구의 것

도 아닌 중성적인 목소리를 체험하도록 하려했다. 1981년, 한 잡지에서 자신의

신간인 『하느님 (Le très-haut)』에 나타난 3인칭의 목소리 효과를 일컬어 “어

떤 현전에 대한 긍정”이라 말한 바 있다.10) 우리는 블랑쇼가 말하는 “어떤 현

전” 의 구체적인 형상을 균열적인 것으로 보았다. 소설 텍스트에 나타난 중성적

인 ‘그’의 목소리의 현전은 모두 균열의 드라마를 무대화한다. 블랑쇼의 문제작

인 『알 수 없는 자 토마(Thomas l'obscur)』,『아미나다브 (Aminadab)』,『죽

음의 선고 (L'Arrêt de mort)』,『최후의 인간 (Le dernier homme)』등에 나

타나는 다성적인 목소리의 효과는 끊임없이 부유하는 소음과 웅얼거림, 비명의

효과로 나타난다. 이 소음 속에서 독자는 그 어디에도 고정점을 두지 못하고 불

안에 빠지게 된다.

문학 비평가 애덤 포츠(Adam Potts) 역시 블랑쇼의 글쓰기 속에서 느낄 독자

의 불안에 관하여 언급한 바 있다. 독자는 글쓰기 때문에 발생한 고통이 연장되

는 작업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언급한다. 누구에게도 동일화할

수 없는 중성적인 ‘그’의 목소리에 대한 매혹은 감각의 박탈(dispossession) 상

태를 넘어선 것으로, 텍스트 너머로 작가의 힘과 권위를 탈취(robbing)하고 견

고한 장소로서의 의미화를 거부하게 만든다는 것이다.11)

즉, 목소리는 세계 내 질서, 시니피앙 질서의 억압성을 벗어나기 위한 ‘바깥’

의 효과이고 바깥의 호명은 독자에게 고스란히 전이된다. 그러나 텍스트에서 구

현한 바깥의 결과는 자유와 해방이 아니라 불안과 고통으로 돌아온다. 쓰기와

읽기라는 행위는 작가에게나 독자에게나 향유를 선사하는 것임에도 블랑쇼의

텍스트는 고통을 반복하고자 한다. 과연 고통을 반복적으로 내화하는 텍스트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인가?

우리의 고찰이 정신분석 연구에 많은 부분을 빚지고 있는 이유도 고통과 불

안을 감수하면서도 고정점 없이 부유하는 글쓰기를 지속하고 그러한 글을 계속

해서 읽는 독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있다. 뿐만 아니라 작품 안에 블랑쇼가

구현해놓은 고유의 목소리들은 수많은 정신분석 임상 관련서에 등장하는 병리

적인 양상과 흡사하다는 사실이다.

블랑쇼의 ‘그’의 목소리가 현현하도록 하는 실험적인 글쓰기 방식은 시니피앙

10) M. Blanchot,「Prière d'insérer」in Exercices de la patience vol. 2, 1981, p.

105.

11) Adam Potts, “Writing sound and radical fiction: the abyssal space of writing,

reading and listening” in New writing, Routelage Vol.14(1), 2017, p.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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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시니피에의 최소한의 접점에 근원적인 혼란을 주고 있다. 블랑쇼의 목소리는

환상 속에서 동일화하고 있을 뿐인 대상에 위태롭게 걸려있다. 그의 것도 아니

고 타자들의 것도 아닌 현실적 목소리 사이에서 흔들리고 동요된다. 이러한 목

소리의 양상은 크리스테바의 언급처럼 동일성이나 체계와 질서를 교란시키는

경계성 환자의 언어와도 닮아있다. 블랑쇼의 텍스트에 나타난 목소리는 지정된

한계나 장소나 규칙들을 인정하지 않고 타자와 자아의 경계가 모호한 혼합물처

럼 나타난다.12) 목소리의 모호한 경계성은 그 자체로 법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폭로한다. 실제로 그의 텍스트들 대부분이 언어의 한계성을 문제 삼으면서 법의

문제를 드러낸다는 점에 매우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우리는 문학 연구에서 정신분석적 방법론에 내재된 여러 문제점들을

인지하지 않을 수 없다. 정신분석이 비난받는 지점은 마치 분석가가 환자의 증

상을 분석하듯이 문학작품을 대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신분석적 임상 연구에 드

러난 양상들이 블랑쇼 소설 텍스트의 이미지들과 흡사하다고 해서 예술 형식을

갖춘 작품이 병리적 증상의 임상보고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분명, 하나의 텍스트가 생성되는 동안 작가가 무형의 상상을 문자로 쓰인 텍

스트로 전환하는 과정에는 무의식의 흔적이 남겨져 있다. 문학 텍스트는 작가의

‘현실’과 ‘삶’의 반영론적 결과물이 아니라 ‘심리적 현실’ 임에 주목해야 한다. 작

가가 만들어낸 상상적 구성물을 독해하는데 정신분석이 의식적인 사고로는 이

해할 수 없는 부분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해왔다. 문제가 되는 것은 언제나 텍스

트의 고유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텍스트의 무의식이라는 통로에 ‘어떻게’ 접근

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프로이트의 분석적 도구들을 주관적인 방식으로 사용함

으로써 문학적 차원의 구조와 수사학적 차원의 문제를 간과할 수는 없다.

우리는 블랑쇼 소설 텍스트들을 중심으로 한 정신분석적 독해를 시도하면서,

신비평 논쟁이 가속화되던 시기의 샤를르 모롱(Charles Mauron)이 택했던 방식

을 되짚어보기로 했다.

샤를르 모롱이 시도했던 가장 탁월한 분석방법은 텍스트 내에서 강박적으로

반복되는 무의식적 이미지들을 추려내는 일이다. 작가의 강박이나 정신적 고통

들이 투영된 이미지 군(群)을 창조와 상상의 원동력으로 보는 것이다.13) 아무리

특이성을 지닌 개별 작품의 창조성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겹쳐지는 이미지의 반

복을 피할 수는 없다.

단, 우리는 모롱이 시도했던 것처럼 개인적 신화와 작가의 아바타들을 무의

12) J. Kristeva, pouvoirs de l'horreur, Éditions du Seuil, 1980. pp. 64~65.
13) Charles Mauron, Psychocritique du genre comique, Jose Corti, 1964, p.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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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적 자아와 그 발전과정에 대한 표현으로 보고 작가의 생애와 비교하는 과정

으로 회귀하지 않는다.

텍스트의 해석은 장 벨맹-노엘 (Jean Bellemin-Noël)이 언급했듯이 분석자와

텍스트 사이의 전이 속에서 드러난 접붙여진 형성물이자 진술이다. 작가는 어떻

게 해서든 나름의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려 하고 비교적 일관성 있고 이해 가

능한 내러티브 텍스트로 엮어내려 한다. 그러나 논리적 가공을 거부하는 사고가

동요하는 순간, 텍스트의 퇴적된 힘들은 해방되고 이를 통해 분석자는 환상화의

작업에 동참하고 그것을 현실화하게 된다.14) 벨맹 노엘의 관점을 반영하여 보자

면, 작가의 신화란, 논리적 가공을 뚫고 드러난 작가의 무의식에 우리가 동참하

여 재구성한 산물인 것이다.

문학 텍스트를 분석하는 비평자의 인지를 통해 재구성된 작가의 신화란 과연

어떠한 양상을 보일까? 우리는 비천시된 육체들의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제시하

는 작가적 불안에 주목했다. 블랑쇼의 텍스트에는 한편으로는 정체화를 거부하

면서도, 주체성을 박탈하고 자아의 소멸을 요구하는 대상들에 대해 공포를 느끼

는 모순적인 면이 내재한다. 양 극단의 긴장 속에서, 자신을 압도하는 공포의

이미지들에 매혹되는 환상을 소설 속에 반복적으로 배치한다. 비천하고 무력한

육체의 이미지들은 모두 자아 소멸의 공포를 표현하기 위해 선택한 표상들의

총체로 블랑쇼 텍스트의 개인적 신화를 구성하는 요체들이다.

뿐만 아니라, 블랑쇼는 비평에서도 텍스트성을 설명하기 위해 육체의 이미지

들을 사용했다. 특히, 호명에 무덤에서 이끌려나오는 나사로의 부활 장면15)은

『무한한 대화』외에도, 『문학의 공간』은 물론, 『불의 몫 (Part du feu)』에

도 반복적으로 실려 있다. 여기서 우리는 나사로의 두 가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수의로 몸을 감싼 부활한 나사로와, 다른 하나는, 무덤 속에서 썩

어가는 시체의 냄새를 풍기는 수의 속의 나사로다. 나사로가 수의 속에 감추고

있는 삶과 죽음 사이에 존재하는 썩은 몸은 오히려 어떤 해석이 거쳐 가도 알

수 없는 부분으로 남아있는 것을 표상한다.16)

블랑쇼는 나사로의 이미지를 ‘작품’의 속성을 설명하는데 사용한다. 작품에는

독자를 끌어들이기보다는 완강하게 접근하기를 거부하는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이다. 다가갈 수 없고 접근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사유를 계속하는 것이 문학

의 본질적인 존재 이유다. 그래서 블랑쇼는 범주화할 수 없고 삶의 테두리 안으

로 포섭할 수 없는 것들을 문학 안에 담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작가와 독자

14) Jean Bellemin-Noël, Le quatrième conte de Gustave Flaubert, pp. 24~26.

15) EI, p. 50.

16) 울리히 하세, 윌리엄 라지 공저, 『침묵에 다가가기』, 최영석 역, 앨피, 2008,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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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게 불안과 고통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블랑쇼의 저작들에 나타나는 불안의 문제는 단순히 두려운 감정 유발의 상

태를 넘어 욕동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죽음 앞에 선 작가의 공포와 불안(angoisse) 속에 버려진 대상을 내

화하려는 충동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추적했다. 고통과 불안을 유발하는

타자의 비천시 된 육체의 이미지들은 모두 우리가 삶의 규범에 따라 삶의 테두

리 ‘바깥’으로 방출했던 대상들을 환기하는 것들이다. 블랑쇼 작품에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공포의 대상에 매혹되는 장면들은 버려진 것을 반복적으로 내투사

(introjection)한 환상의 결과물이다. 그 환상의 핵심에 모성이 존재한다. 작가는

모성을 통해 최초로 각인된 원초적 대상에 사로잡힌 상태(possédé)를 지향한다.

나르시시즘의 구도 속에서 존재의 경계는 없어지고 ‘합일’을 시도한다. 이 합일

의 시도는 현실 세계의 교환원리에 전적으로 반하는 것으로, 고통 속의 향락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만든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블랑

쇼의 시나리오 안에는 죽음충동(Pulsion de mort)이 잠재되어 있다.

특히, 소설 텍스트의 여성 인물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들은 모성의 이

미지를 덧쓰고, 현실적 억압의 경계망을 뚫고 침투해 들어온다. 소설의 분석은

블랑쇼의 텍스트가 근원적으로 가리키는 원초적 환상의 소재지를 탐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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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Ⅱ-1.�바깥(dehors)’의 현현으로서의 목소리

Ⅱ-1-1. 블랑쇼 사유에 드러난 ‘바깥’의 제문제

Ⅱ-1-1-1. ‘바깥’이란 무엇인가

-Je remarque que Caïn, lorsqu'il veut s'expliquer avec Abel, lui dit: 

<<Allons au dehors>>, comme s'il savait que le dehors, c'est le lieu 

d'Abel, mais aussi comme s'il voulait le reconduire à cette pauvreté, à 

cette faiblesse du dehors où toute défense tombe. 

-Peut-être; seulement, à cet instant même où la présence est sans 

défense, c'est alors aussi qu'elle se révèle être ce que la  mort comme 

pouvoir détruit, mais n'atteint pas.17)

-나는 카인이 아벨에게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며 “자, 바깥으로 가자”라고 말했

을 때를 주목했다. 마치 바깥이 아벨의 장소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마찬

가지로 모든 방어가 추락하는 바깥의 유약함과 빈곤함 속으로 그를 추방하기를 

바란다는 듯이 말 했을 때를. 

-아마도, 현존이 방어 없이 존재하는 것은 오로지 이 순간 자체일 것이다. 이

는 또한, 현존은 파괴된 힘으로서의 죽음을 일깨울 뿐, 죽음에 이르지는 못한

다는 것이다.  

모리스 블랑쇼의 파편적인 글쓰기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하나의 주제가 있

다면 바로 ‘바깥(dehors)’의 문제일 것이다. 블랑쇼의 저작은 모두 바깥을 사유

하고, 바깥을 표명하는데 맞추어져 있다. 블랑쇼는 그의 저작에서 수없이 ‘바깥’

이라는 단어를 언급했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립해놓지는 않

았다. 위의 본문에서처럼 블랑쇼가 바깥을 설명하는 방식은 비유적인 표현 속에

머물러 있다.

카인은 아벨의 풍요로운 소산을 질투했다. 아벨은 카인을 추월했고 아벨이 가

진 능력의 무한함은 카인의 열등감을 부추겼다. 카인은 아벨을 대상으로 지배권

을 행사하기를 바란다. 카인이 아벨을 위협하고 살해한 것은 자신이 아벨의 주

17) M. Blanchot, L'entretien infini (이하 EI), Gallimard, 1969, p.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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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임을 보여주기 위한 행위다.18)

인간 최초의 살해자 카인이 아벨에게 요구했던 것은, 아벨의 풍요로운 소산물

이 있는 장소 바깥, 그러므로 황폐함과 모든 방어가 사라지는 헐벗음의 공간이

다. 바깥의 공간에서는 모든 보호가 사라진 현존 그 자체만 놓이게 된다는 것이

다. ‘모든 보호가 사라진 현존’에 대한 인식은 다분히 블랑쇼의 실존적인 고민이

반영된 것이다. 바깥의 공간에서는 세계 속에서 문화적, 관습적, 혹은 제도적으

로 만들어진 보호막이 사라지고 난 후 주체는 홀로 황량한 바깥에 던져진다. 바

깥의 공간에 선 자아는 그 무엇에도 기댈 수 없는 보호막의 외피를 박탈당한

채 현존재의 무화(無化)를 맞닥뜨리게 된다.

블랑쇼는 ‘바깥’을 여러 해석이 가능한 열린 상태로 놓아두었지만19), 이 단어

가 블랑쇼의 글쓰기에서 사용된 사례들을 집약해보면, 언어의 바깥으로 향하는

과정, 담론의 관계 속에 ‘펼쳐진 순수 외부성’, 작가의 주체성의 문제에서 ‘자아

너머’로 해석될 수 있다. 블랑쇼의�바깥�은 세계(le monde)에 대한 이해를 전

제로 한다. 블랑쇼에게서 세계는 자연적, 본질적인 의미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주어진 현실, 즉 현상성(phénoménalité)의 세계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 세계는

대상화된 세계, 문화적인 의미의 세계다. “대상화되고, 매개되고 노동의 변증법

18) 같은 책, p. 87.

19) 블랑쇼 연구자들에게서 ‘바깥’은 ‘중성성 (neutre)’이나 ‘재난(désastre)’ 과 같은

블랑쇼의 시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일반적인 낱말들로 통용된다. 블랑쇼만의

어법은 모호하기 이를 데 없어서 레즐리 힐(Leslie Hill)같은 연구자는 그를 바르

트, 데리다 등의 대표적인 현대 작가들과 함께 ‘근원적인 망설임(Radical

indecision)’을 구현한 작가로 규정하기도 했다. 반면에, 그의 사유에 영향을 받

은 후속 작가들은 거기에 일정한 형태의 철학적 관념성을 부여했다. 특히,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는 1986년에 발표한 그의 저작 『바깥의 사유(Pensée du

dehors) 』에서 블랑쇼 문학의 ‘바깥’에 대한 소고를 헌정했다. 특히, 데리다는

『가장자리(Parages)』,『머무름(Demeure)』이 두 권의 책을 헌정하면서 블랑쇼

의 삶과 문학에 대해 중요한 정보들을 남겼다. 모순과 역설이 담긴 블랑쇼의 시

적 표현은 그의 철학적 이력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사유는 당시의 현

상학자들과의 교류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특히, ‘주체 바깥(hors sujet)’, ‘중성

(le neutre)’, ‘비어있음(le vide)’, ‘있음(il y a)’, ‘죽음(la mort)’, ‘죽어감(le

mourir)’, 무위(le désoeuvrement) 등의 단어들은 철학자 레비나스(Emmanuel

Levinas, 1906~1995)의 저작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으며 유사한 의미

의 맥락으로 쓰인바 있다. 그가 사용하는 많은 단어들은 현상학적 접근을 시도했

던 사람들이라면 오히려 익숙하게 접근할 수 있다. 다만, 블랑쇼는 자신의 문학적

견해를 표현하기 위하여 철학의 개념들을 차용하면서도 전혀 다른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을 뿐이다. 현상학을 다시 정초한 하이데거가 후설의 괄호들을 다시 열어

그동안 철학의 가장자리에 있었던 '있음'의 문제들을 다시 제기했듯이, 블랑쇼가

사용하는 단어들 역시 단선적인 의미규정 대신, 다른 개념들과 관계 맺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비결정적 상태로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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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실천 속에서 변모된, 지식과 담론의 의미”20)로서의 세계다. 그렇다면 바깥의

반대 개념인 ‘안(dedans)’은 실제 세계가 대상으로 규정하는 한계 내의 의미를

갖게 된다. 세계의 ‘안’은 일상적이며 익숙한 일반의 공간으로 안에 속해있는 인

물들에게 자기 동일성을 보장해주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안의 세계에서는 관

습과 법칙, 규범을 내재한 담론의 체계가 작동한다. 이처럼 주체가 살아가고, 자

신의 터전을 일구는 것은 세계 ‘안’에서만 가능하다. 인간이 사물을 관리하고 지

배하고, 이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일반적인 (정상적인) 세계가 안이기 때문이

다.

블랑쇼의 이러한 관점은 그의 소설들에서도 종종 직접적으로 언급된다. 1948

년에 출간된 그의 소설 『하느님 (Le Très-Haut)』의 한 부분에서, 그는 세계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Si les malades se rassasiaient de fièvre, les autres voulaient vivre; et 

vivre, c'était coûte que coûte rentrer dans le monde normal.21)

만약 환자들이 싫증이 날 정도로 열을 앓았다면 몇몇은 살기를 원할 것이다. 

산다는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세계 ‘안’이 문화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정상으로 인식되는 일상적인 세계라

면 바깥은 그 일상의 세계에 포함될 수 없는 균열의 장이 된다. 자아가 세계와

의 관계가 결렬되는 지점을 겪게 되는 것이 바깥의 경험이라 할 수 있을 것이

다.

세계와의 균열을 겪으면서 자기 자신의 동일성마저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태

에 놓이는 경험이다. 본문에서도 보았듯이, 정상의 바깥은 질병, 고통, 죽음 역

시 존재 기반이 와해되는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일상적 기반의 와해는 주체로

하여금, 수동적 상태에 놓이게 하고, 이전과는 다르게 사물에 대한 통제권을 잃

어버리게 만든다. 그러므로 바깥의 경험은 자아의 죽음, 즉 헐벗은 자아의 경험

인 것이다.

블랑쇼가 바깥의 사유를 고수하는 데는 ‘정상’의 세계인 ‘안’의 공간이 그 자

체로 진리를 담보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실 세계에서의 사물

은 모두 말을 통해서만 인식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 ‘매개물’이다. 바로 그 언

어에는 문화적 규범과 법칙이 작용한다. 반면에 ‘바깥’은 현실이 아니라 그 무엇

20) 위의 책, p. 119

21) M. Blanchot, Le Très-Haut (이하 TH), Éditions Gallimard, 1948 (renouvelé

en 1975), p.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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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도 매개되지 않은 순수 사물, 실재의 세계로 가게끔 만드는 통로가 된다.

관습의 언어가 만들어내는 일상적 안일함이 더 이상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고

통과 낯섦, 불안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블랑쇼가 예술이 지향해야 할 공간을

‘바깥’에 두고 있는 것도 매개자 없이 대면하는 실재성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결과다.

L'art est d'abord la conscience du malheur, non pas sa compensation. 

La rigueur de Kafka, sa fidélité à l'exigence du malheur lui ont épargné 

ce paradis de fictions où se complaisent tant d'artistes faibles que la 

vie a déçus. L'art n'a pas pour objet des rêveries ni des 

<<constructions>>. [...] La vérité n'a pas être connue ni décrite, elle ne 

peut même se connaître elle-même, de même que le salut terrestre 

demande à être accompli et non pas interrogé ni figuré. [...] car l'art 

est lié, precisément comme l'est Kafka à ce qui est <<hors>> du monde 

et il exprime la profondeur de ce dehors sans intimité et sans repos, ce 

qui surgit quand, même avec nous, même avec notre mort, nous n'avons 

plus des rapports de possibilité.22)  

먼저, 예술은 보상이 아니라 불행에 대한 의식이다. 카프카의 엄격함, 불행의 

요구에 대한 헌신은 삶에 기만당한 수많은 예술가들을 만족시켰던 소설의 낙원

을 예약했다. 예술은 결코 꿈이나 “구조물들”을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진

리는 알려지거나 묘사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그 스스로를 자각할 수도 없다. 

지상의 구원은 완수되기를 요구하지만, 확인되거나, 형상화되지 않는 것과 마

찬가지로.[...] 왜냐하면 예술은 정확히, 카프카가 그랬던 것처럼 세계 ‘너머’의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술은 멀어져서, 쉼 없이 바깥의 심연

을 표현한다. 그것은 바로, 우리와, 우리의 죽음마저도 함께, 가능의 관계를 더 

이상 맺지 못했을 때, 불쑥 나타나는 것이다.

『문학의 공간』에서 언급한 예술의 문제에서는, ‘바깥’의 문제가 일종의 ‘진

리(vérité)’의 와 연결됨을 알 수 있다. 세계 너머의 것은 확인되거나 형상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세계 ‘안’에 기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때때로 불행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다분히 서유럽 사유방식의 맥락 안에서 읽어낼 수

있는 부분으로, 현실 세계 너머 존재한다. 현실 세계의 인간이 그 실재를 맞닥

뜨리는 순간, 이데아의 모사 투성이의 현실은 고통 그 자체로 화한다. 예술가는

마치 상식의 세계 속에서 진리를 자문하는 소크라테스의 변론처럼 불행의 요구

에 복종해야 한다. 블랑쇼의 저작에서 박탈의 경험, 고통이 작가의 고유한 의무

22) M. Blanchot, L'espace littéraire(이하 EL), Éditions Gallimard, 1955, 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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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주 언급되는 이유도 그가 ‘바깥’을 향한 사유를 고수했기 때문이다. 『불의

몫(La part du feu)』에 실린 에세이, 「문학과 죽음의 권리」에서는 문학과 작

가의 관계 설정을 통해 문학에서의 바깥의 사유가 지닌 의미를 설명했다.

La littérature apparaît alors liée à l'étrangeté de l'existence que l'être a 

rejetée et qui échappe à toute catégorie. L'écrivain se sent la proie 

d'une puissance impersonnel qui ne le laisse ni vivre ni mourir. : 

l'irresponasabilité qu'il ne peut surmonter  devient la traduction de cette 

mort sans mort qui l'attend au bord du néant[...]23)

그러므로 문학은 존재가 던져진 실존의 낯설음과 연결되어 나타난다. 그리고 

문학은 바로 그 모든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작가는 스스로 비인칭적인 힘

의 먹이가 되었다고 느낀다. 그 비인칭적 힘은 작가를 살지도 죽지도 못하는 

상태로 놓아둔다. 극복할 수 없는 면책은 무(無)의 가장자리에서 작가를 기다

리는 죽음 없는 죽음을 번역한 말이다.[...]

문학에서의 ‘바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존의 낯선 경험과 ‘비인칭성

(impersonnel)’, 즉 박탈된 주체성과 무(Néant)의 ‘가장자리’라는 단어들이 사용

된다. 이들은 모두 글쓰기와 그것이 낳은 소산물과의 균열 때문에 타자성을 유

발하는 단어들이다. 여기서도 물(物)에 관한 근본적인 사유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는데, 블랑쇼의 관심은 범주 속에서 일정하게 대상화된 사물에 있지 않고

모든 범주 바깥의 영역에 있다. ‘가장자리’의 문제는 항상 우리의 존재가 가진

근본적인 불능성에 대한 자각을 일깨운다. 대상화된 사물이 우리의 의식이 비춘

산물이라면, 블랑쇼의 ‘바깥’에는 의식이 미처 포착하지 못한 나머지에 대한 숙

고가 존재한다. 그래서 세계 내의 존재들이 애초부터 접근 불가능한 불가능의

경험(expérience impossible)에 대한 역설적인 표현이 반복되는 것이다.

잠시, 카인과 아벨의 에피소드로 돌아가 보면,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에 등

장하는 ‘바깥’은 그저 아벨의 노동과 풍요가 파괴되는 공간만이 아니다. 바깥은

카인이 지배권을 실행하는 중에도 작동한다. 카인은 아벨이란 존재의 ‘무한함’을

중단시키기를 바랐다. 무한한 타자의 존재는 살해 후에도 포착할 수 없었고 아

벨의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없었다.

-Ce qu'elle fait disparaître certes radicalement, mais ne saisit pas. 

-Ce qu'elle change en absence, mais ne touche pas. Le pouvoir n'a pas 

23) M. Blanchot, Part du feu (이하 PF), Éditions Gallimard, 1949, p.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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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prise  sur la présence. Ce qui découvre au contraire dans la 

décisive saisie de l'acte de mort, c'est que la présence, réduite à 

simplicité de la présence, est ce qui se présente, mais ce qu'on ne 

saisit pas: ce qui se dérobe à toute saisie.24)

-그것은 궁극적으로 어떤 사물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지, 붙잡지는 못하는 것

이다. 

-사물을 부재상태로 바꿔놓을 수는 있지만 만지지는 못한다. 죽음의 힘은 현존

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죽음의 행위의 압류 속에서 

죽음이 드러내는 것은 현존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현존의 단순성으로 환원

된 현존이 드러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그것은 드러나지만 우리가 붙잡지 못하

는 것, 즉 모든 압류된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바깥은 오히려 카인의 무력함을 드러내는 계기가 된다. 그는 살해로 인해 아

벨의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없었다. 죽음의 힘은 권력과도 동일한 의미를 지닌

다. 죽음은 사물의 살해할 수는 있어도 포착하지 못한다. 블랑쇼가 계속해서 ‘압

류’, ‘포착’과 같은 단어들의 반대 지점으로 바깥의 현현을 설명하려 하는데, 작

가에게서의 ‘포착’은 바로 사물의 고정화를 의미하고 그것이야 말로, 사물의 살

해를 표상하는 부정의 의미를 지닌다. 권력(pouvoir)과 동격인 죽음의 힘이 현

존을 살해한다 할지라도 바깥의 현현을 막을 수 없다. ‘바깥’은 본문에서처럼

‘사라짐’과 ‘부재’의 상태를 현현하는 것이지, 현존이 종말을 맞이하는 어떤 단정

적인 종결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바깥은 현존에 부여되는 죽음의 압류로

부터도 벗어나있다.

이와 관련하여 블랑쇼 연구자 조르주 프렐리 (George Préli)에 의하면 ‘바깥’

은 그 자체로 ‘무력함’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욕망의 권력 (puissance)로 이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 바깥의 힘은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인간에게

자신의 완전성을 위태롭게 할 버팀목(appui)을 강요한다.25) 이미 바깥의 개념

안에 역설적인 의미가 함유 되어 있는 만큼, ‘바깥(dehors)’과 ‘한계(limite)’ 이

두 상반되는 용어는 블랑쇼의 작품을 독해하는데 하나의 코드와 같은 도구가

된다.26) 왜냐하면 블랑쇼가 표현하는 ‘바깥’ 안에는 부정(négative)의 의미가 포

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바깥은 현실 초월의 의미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마주하

는 이 현실, 그리고 세계 내적인 모든 총체성의 의미에 한계를 부여한다. 관습

적 담론의 익숙함과 당위를 부여하는 법적 규율의 균열은 모두 바깥의 현현으

로 은폐되었던 그 모습을 드러낸다.

24) EI, p. 87.

25) George Préli, La force du dehors, Recheche, 1977, p. 9.

26) 같은 책,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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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블랑쇼에게서 바깥은 세계 내의 한계성을 인식하는 방법이라 하겠

다. 세계 내, 언어의 한계성을 인식한 이후의 작가의 삶은 그 이전과 같을 수

없다. 마치 태어나서 태양빛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모사의 세계인 동

굴 밖을 탈출하여 실재를 맞닥뜨렸을 때 눈이 머는 듯한 고통을 견뎌야만 하는

것처럼 바깥은 작가에게나 독자에게나 오히려 번민과 불안을 선사해준다. 그의

비평적인 견해를 이해하는데 비교적 명확한 표지들을 제시해주고 있는 『문학

의 공간(L'espace littéraire)』과 『도래할 책(Le livre à venir)』에서는 ‘바깥’

을 ‘밤(la nuit)’이나 ‘사막(le désert)’의 비유를 통해 제시했다. ‘밤’과 ‘사막’의 이

미지가 드러내는 것 역시 하나의 고통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세계 내에서 고통

스럽게 “경험함으로 인해” 인간 정신에 충격을 주며 떠오르는 무엇, 이것이 바

로 바깥의 속성이자 ‘밤’으로 정의되고, 모든 지표와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

는 사막 속에서는 어떤 결과의 보장도 없이 헤매는 과정 그 자체 속에서만 의

미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블랑쇼는 사막을 일컬어 ‘시간도 공간도 아닌, 장소

없는 장소, 생성되지 않는 시간’이라고 표현했다.27) 블랑쇼 연구자 마크 블롱딘

(Marc Blondin)은 2011에 발표한 그의 학위 논문에서 작가의 글쓰기를 ‘밤’의

경험을 증언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밤이 세계의 총체성, 전체성을 부

정하는 의식을 현실화하는 공간28)이기에 작가의 글쓰기 역시 스스로 고통을 감

수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작업이 된다는 것이다. 블랑쇼의 작가적 소명 인식은

이와 같이 ‘바깥’에 대한 인식의 기초 위에서 출발한다.

Ⅱ-1-1-2. ‘바깥’의 비평적 지평

블랑쇼의 ‘바깥’은 처음부터 어떤 물질성을 담보하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

었다. 블랑쇼가 자신의 문학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일종의 이미지의 일

환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렇다면 왜 블랑쇼는 문학에서 불가능성의 표지가 되는

‘바깥’을 이야기하고자 했을까? 블랑쇼는 그가 교류했던 동료 철학자들과 함께

인식의 범주를 재구성하거나, 철학적인 사유를 정초하는데 그 목적을 두지 않았

다. 블랑쇼의 작업은 대부분이 문학적 작업, 즉 글쓰기의 작업에 초점이 맞추어

져 있다. 블랑쇼는 글쓰기에서, 작가가 세계의 바깥을 구현하기를 바랐다. 글쓰

27) M. Blanchot, Le livre à venir, Gallimard, p. 111.

28) Marc Blondin, La Pensée du neutre chez Maurice Blanchot et ses

incidences sur la pensée philosophique comtemporaine(ou pourquoi y-a-t-il

l'art et la littérature?), Université de Québec à Trois-Rivieres, 2011,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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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실천에서 자발적인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밤’29)으로 혹은 ‘사막’30)으로

표상되는 ‘바깥’을 드러내는 글을 쓰고자 했다.

블랑쇼의 이러한 시도 뒤에는 시대적 성찰이 있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그는 누구보다도 언어의 한계를 잘 인식한 작가 중 하나일 것이다. 그가 작품

활동을 했었던 시기인 1930년대에서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의 시기는 서유럽

문학 예술사 속에서 매우 독특한 조류가 형성되는 시기였다. 특히나 구조주의를

비롯한 여러 언어 분과들의 약진은 말과 주체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고하도

록 하였다. 특히나, 구조주의 이론의 영향을 받아 문학적 이론을 견지한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의 텍스트 접근 방식은 작가와 작품을 가로질러서 반복되는 구조

와 배열들의 문제를 문학 비평이 본격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구조와

모형들은 글을 쓴 주체인 작가나 읽는 독자와는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바깥’에 대한 인식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시니피앙과 시니피에의 균열의 문제를 제기하고 무의식적 층위에 대한 고찰

을 해온 1960년대의 후기구조주의자들이 생산해낸 다원결정적인 담론 역시 블

랑쇼가 했던 언어의 탐구에 충분한 영향을 끼쳤다. 특히 이러한 사조와 함께 60

년대부터 등장한 문학의 신비평 조류31)는 지엽적으로는 저자와 작품의 관계를

29) 블랑쇼 문학에서 ‘또 다른 밤(l'autre nuit)은 꿈이 잠을 대신할 때와 같은 불면

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꿈을 꾸는 사람은 잠을 자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고,

꿈을 꾸는 공간 역시 장소라고 할 수 없는, 세상이 결여된 바깥의 위협을 드러내

는 상태로 설명된다. 작가는 바로 ‘또 다른 밤’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잠들지 못하

고 거처 없이 헤매면서, 바깥의 체험을 하게 되고 내밀한 중얼거림의 소리를 들

으며 진정한 말을 찾아가는 위험한 시도를 계속하게 된다. 이에 관한 설명은

『문학의 공간』pp. 211~230에 실려 있다.

30) 블랑쇼는 사막을 시간과 공간의 구분이 무색한 공간이자 지상의 지표가 무화된

공간으로 보고 있다. 사막에는 올바른 방향이 없고 모든 여정은 불확정적인 성격

을 지니게 된다. 사막의 공간 속에서 주체는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행동을 기

획할 수 있는 인식 주체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사막에서 주체는 어느 곳에도

체류하고 정착할 수 없고 끝없는 헤맴 속에 놓이게 된다. 이 헤맴은 블랑쇼에게

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글쓰기의 여정과도 같은 것으로, 모든 단일화의 시도를

거부한 채 중심을 벗어난 이탈이자 길 없는 길을 가는 탐구가 된다. 이것이 바로

바깥을 향해 가면서 헤매는 걸음을 구현하는, 낯설지만 새로운 문학 세계를 열어

가는 블랑쇼 글쓰기의 지향점이다. 블랑쇼의 ‘사막’에 관한 개념은 주로 『문학의

공간』pp. 92~101에 이르는 부분에 실려 있으며 이에 관한 요약은 유치정의 박사

학위 논문 「블랑쇼 문학과 새로운 글쓰기의 의미」에 실린 pp. 132~138과 Marc

Blondin 의 박사학위 논문 「La pensée du neutre chez Maurice Blanchot et

ses incidences sur la pensée philosohique contemporaine」에 실린 pp. 13~22의

부분을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31) 신비평 논쟁은 60년대 초반, 문학계에 광범위하게 퍼져나간 주된 화두가 되었다.

이 논쟁은 50년대 후반에서부터 실증주의적 문학 연구에 반하여 새로운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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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게 하고, 넓게는 작품을 독해하는데 독자의 주관적인 해석의 자유를 부여

하여 문학이 단순한 문학사적 해석으로 축소되는 것을 넘어, 열린 의미 관계로

전환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열린 의미의 관계에서는 필수적으로 사유의 동일성 파괴의 경험이

동반된다. 바르트와 피카르의 논쟁이 ‘비평적 진실’이란 제목 하에 벌어진 일이

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주체와 사유, 그리고 글쓰기의 정합성이 사실과 진실, 진

리의 근원적인 쟁점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저자의 사유와 글쓰기가

더 이상 동일한 대상으로 여겨질 수 없으며, 독자의 주관과 해석이 저자의 삶과

의도를 반영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새로운 지평을 제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일

반화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조류는 자연스럽게 ‘저자의 죽음’으로 이어진다. ‘저

자의 죽음’은 글쓰기 속에서 말을 다루는 주체인 작가가 자신의 말조차 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존재와 언어, 사유 사이에 생긴 결여와 재현

적 세계의 불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작가에게서 글쓰기의 중단으로 이어지는 것

이 아니라 오히려 문학의 대상의 전환을 요구한다.

블랑쇼에게 ‘바깥’은 글쓰기가 ‘결여(manque)’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만드는 원

동력이다. 우리의 말과 존재를 결여되게 하는 것, 그 부재에 대한 인식이야말로

문학을 0도(point zéro)에서 다시 출발하게 만드는32), 본질에 대한 인식이라 할

것이다. 블랑쇼의 사유에는 주체와 사물, 즉, 주체와 현상 사이에서 공백으로 남

아있는, 미결정적인 것을 완벽하게 알 수 없는 불완전한 인간의 속성이 전제되

어 있다. 즉, 주체의 인식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부재의 경험의 연속을 오히려

인간 주체와 그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세계 내 타협지점을

의해 문학작품을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되었다. 1965년 피카르의 「새로운 비

평인가 새로운 사기인가」라는 과격한 논평이 나오기 전까지는 비교적 온건한 편

이었으나 롤랑바르트와 베베르가 각각 1966년 『비평적 진실』과『신비평과 구

비평』을 통해 답하면서 프랑스의 전 저널리즘과 문단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신비평 논쟁은 비평에서의 진실이란 무엇인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신비평주의

자들의 공격은 실증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랑송주의와 대학비평에 집중된다. 이

논쟁은 객관성과 주관성, 비평에서의 진실의 문제로 집약된다. 피카르로 대변되는

보수 문단에서 작품이란 작가의 의도 하에 명백하게 분석될 수 있는 것인 반면에

신비평가들의 의식속에는 진실이나 객관성은 주관적 허구에 지나지 않으며 비평

의 대상은 세계가 아니라 ‘담론’의 문제라는 것을 제기한다. 신비평의 부상은 현

대 사상에 큰 영향을 미친 정신분석, 마르크스주의, 실존주의, 구조주의 등의 주

된 지식 담론에 기반한다. 진실이란 감추어져 있으며 진실이라고 인간이 믿는 것

은 주관성의 한 변형일 따름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관계인데 각 사항만의

관계만이 사물의 속성과 주체의 인식을 규정하는 주된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

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문학과 지성사에서 93년 출간된 김현의『현대 비평의 양

상』pp.134~138에 실려 있다.

32) LV, p.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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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한 블랑쇼의 글쓰기는 분명, 우리가 간과하는 작가, 글쓰기, 독자 간의 균열

지점들을 드러나도록 한다. 쓰는 저자는 부재하는 울림을 드러내기 위해 끊임없

이 노력하지만 결과적으로 작가에게 남는 것은 글쓰기의 실패를 이야기하는 것

뿐이다.

바깥의 사유에는 과거 모방으로서의 예술과 현실의 역동적 등가물을 구축하

려는 현대 예술 사이의 인식적 단절과 맥을 같이한다.33) 결여로부터 출발한 글

쓰기의 실패는 구조주의 이후로부터 출발한 ‘비결정성’에 대한 인식에 기반한

것이다. 이 비결정성은 ‘문학적인 것’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는 기원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그의 문제 인식은 신비평 논쟁 이후 후속 작가들에게 지속적

인 영향을 끼친다.

Ⅱ-1-2. ‘바깥(dehors)’의 현상으로서의 목소리

Ⅱ-1-2-1. ‘서술하는 목소리(voix narrative)’와 ‘제 3유형’의 관계

목소리에 관해 이야기한다는 것은 ‘바깥’의 사유로 가는 관문에 대해 말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블랑쇼가 그의 독특한 글쓰기의 관념을 형성하면서 목소리의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것은 1949년의『불의 몫 (La part du feu)』에서 카프

카 『소송 (Le Verdict)』에 대한 해석에서였다.34) “글쓰기는 특히, 말하기는

‘나’로부터 ‘그’로 전환되는 것이다. (du Ich au Er)” 이를 두고, 블랑쇼 연구자

노르돌트는 ‘이 시기가 오자마자, 외관상으로는 대명사의 단순한 전환에 지나지

않는 이 한 구절이, 블랑쇼에게는 서술의 문제가 걸린 모든 것이 사라지듯이 여

겨졌다.’고 논평한다.35) 앞 장에서도 언급했듯이 ‘나’로 말하기에서 ‘그’로 말하기

의 전환은 작가의 글쓰기에 대한 욕망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전환된 방

향이라고 할 수 있다. 블랑쇼의 기도는 부재성(vide)의 효과를 드러내는 것이었

다. 그러므로 ‘나’에서 ‘그’로의 전환은 단순한 대명사의 전환이 아니라 부재 효

33) 김현, 『현대비평사』, 문학과 지성사, 1993, p. 160.

34) M. Blanchot, La Part du feu,(이하 PF), Gallimard, 1949, p. 29.

35) Anne-Lise Shulte Nordholt, Maurice Blanchot-Écriture comme experience du

dehors, Librairie Droz S.A.,Geneva, 1995, p.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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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산물로서의 서술하는 목소리에 대한 그의 고민을 정립하는데 단초가 되었

다.

서술하는 목소리의 효과에 대해서는 『불의 몫 (Le Part du feu)』 이후 20

년 뒤 발간된 69년의 중기 저작인 『무한한 대화 (L'entretien infini)』(이하

『무한한 대화』)에서 비교적 선명하게 다루어진다. 블랑쇼가 말하는 서술하는

목소리는 ‘제 3유형의 글쓰기’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 때야 가능한 글쓰기다. ‘세

번째 유형의 글쓰기’는 서술 양식에 관하여 말하기에 앞서, 블랑쇼가 말하고자

하는 타자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는 『무한한 대화』에서 약 십

여 장에 걸쳐서 ‘세 번째 유형의 관계’를 제시한다. 다음의 본문은 블랑쇼가 비

교적 명확하게 새로운 관계에 관해 말하고 있는 부분이다.

-Et tel serait le rapport de l'homme à l'homme, quand il n'y a plus 

entre eux la proposition d'un Dieu, ni la médiation d'un monde, ni la 

consistance d'une nature. 

- Ce qu'il y aurait entre l'homme et l'homme s'il n'y avait rien que 

l'intervalle representé par le mot <<entre>>, vide d'autant plus vide qu'il 

ne se confond pas avec pur néant, ce serait une séparation infinie, mais 

se donnant comme rapport dans cette exigence qu'est la parole. 

-Admettons-le et demandons-nous ce que cela veut dire. 

-oui, qu'est-ce que cela veut dire? D'abord que l'homme, sous ce 

rapport, est ce qu'il y a de plus éloigné de l'homme, venant vers lui 

comme l'irréductiblement Distant; en ce sens, bien plus séparé de lui 

qu'il ne l'est de la lmite de l'Univers ou qu'il ne le serait de Dieu 

même. Cela veut dire aussi que cette distance représente ce qui, de 

l'homme à l'homme, échappe au pouvoir humain-qui peut tout. Là où 

cesse mon pouvoir, Là où tombe la possibilité, se désigne ce rapport 

que fonde le pur manque dans la parole.

-Autrement dit, le pur intervalle entre l'homme et l'homme, ce rapport 

du troisième genre, serait d'une part ce qui ne me rapporte à rien qu'à 

l'homme, mais ne me rapporte cependant en rien à moi-même-à un 

autre moi-même; d'autre part, est ce qui ne revèle pas de la possibilité 

et ne s'énonce pas en terme de pouvoir.

-oui, mais ne nous contentons pas de si peu et essayons, avec 

patience, sans craindre de piétiner, de nous ouvrir en chemin.36)

-이는 인간이 인간에게 가져야 할 관계가 된다. 인간들 사이에 더 이상 신의 

명제도, 세계의 매개도, 자연의 견고성(확실성)도 존재하지 않을 때. 

- 만약 ‘사이entre’라는 단어에 의해 표상된 간격밖에 없다면, 순수한 없음

(néant)과는 구분되는 것인 만큼의 비어있음(vide)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

36) EI, pp. 9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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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과 인간 사이에 있어야 할 것은, 무한한 분리이자, 말 그자체인 요구 속에 

놓인 관계처럼 주어지는 것이다.

-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무슨 의미를 뜻하는 것인지 자문해보자. 

- 그렇다. 제 3 유형의 관계란 무엇인가? 우선, 이 관계 하에 놓인 인간은 인

간으로부터 좀더 멀어져, 자기 자신한테로 돌아온 것을 의미하는데, 마치 그것

은 해독 불가능한 거리와도 같다. 이러한 의미는 바로 세계의 한계지점이자, 

신 그자체로 여겨지는 자신과 좀 더 분리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또한 거리를 의미하는데, 거리는 인간으로부터 인간에게, 인

간의 힘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을 표상한다. 내 힘이 멈추는 그곳, 가능성이 추

락하는 그곳에 이 관계가 표현된다. 언어 속에서 순수한 결핍이 토대를 이루

는. 

-다르게 말하자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순수한 간격은 이 세 번째 유형의 관계

로서 한편으로는 나를 어떤 무엇과도 관계 맺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인간조차

도. 그러나 그것은 나 자신과도 아무런 관계에 놓이게 하지 않는 것이다. 또 

다른 나조차도.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가능성을 발현하지 않음과 동시에 권력

의 말을 발화하지 않는다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 우리는 이러한 사소한 것으로는 만족하지도 않을 것이고, 인내심을 

가지고 제자리 걸음 하는 것을 불안해하지 않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여는 

것을 시도할 것이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서술하는 목소리’는 자아와 타자, 자아와 세계와의 관계

를 다시금 규정한 위에서 출발하는 블랑쇼 만의 독서 효과라 할 것이다. 블랑쇼

는 이 말을 하기 앞서서 세계 내 존재하는 두 가지 관계 인식의 유형에 관하여

말했다. 첫 번째 관계는 변증법적 객관적 동일화의 과정을 매개로한 관계, 두

번째 관계는 직접적 합일성을 요구하는 관계37)라면 제 3의 관계는 본문에서처

럼, 자기 자신에게조차도 동일화될 수 없는 관계를 의미한다. 이는 ‘신 그 자체

로 여겨지는’ 자아, 즉 절대적 자아의 존재와의 결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물과 사람에 대한 절대적 자아의 지배권이 멈추는 곳에서부터 제 3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다. 첫 번 째 관계와 두 번째 관계에서는 매개자인 언어의 결핍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차이를 배제한 동일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결여

를 인정하지 않는 언어는, 사물을 살해하는 권력의 언어이자, 시니피앙으로 전

환되지 못한 잠재적인 의미들을 잘라내는 언어이다. 언어 속에서, 그 무엇으로

도 메울 수 없는 순수 결핍을 인정하는 제 3 유형의 관계는 자신의 토대를 이

루는 모든 확정적인 기반을 허문다.

여기에서 더욱 주목할 것은, 존재의 무(無, néant)와 비어있음 (vide)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다. ‘없음’이 존재의 완전한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비어있

음은 그 무엇으로도 충족될 수 없는 상태로 이해해야 한다. 블랑쇼는 그의 저작

37) EI, p. 97.



- 23 -

에서 누차 무와 비어있음의 공백 개념이 다른 것이라 구분해왔다. 『무한한 대

화』의 초반에서도 ‘공백’은 ‘없음’와 ‘있음’의 대립 사이에 있는 것으로 설명했

다.

De plus, la parole de la dialectique n'exclut pas, mais cherche à inclure 

le moment de la discontinuité: ella va d'un terme à son opposé, par 

exemple de l'Être au Néant; or qu'y a-t-il entre les deux opposés? Un 

néant plus essentiel que le Néant même, le vide de l'entre-deux, un 

intervalle qui toujours se creuse et en se creusant se gonfle, le rien 

comme oeuvre et mouvement.38)

여기 더하여, 변증법의 언어는 불연속의 순간을 축출하지 못하고 포함하려 애

쓴다. 그것은 정으로부터 반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존재로부터 무로. 그런데 

이 두 상반된 항들 사이에 무엇이 존재하는가? 거기에는 바로 무 자체보다도 

더 근원적인 무가 존재한다. 바로 그 대립항 사이의 공백이자 간격이다. 언제

나 파묻히고 파묻히면서 울리는. 작품이자 운동으로서의 무.

공백의 개념은 변증법의 이원론적인 분할 논리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두 대립항 가운데 존재하는 공백이자 무한한 간격이다. 이것은 인용된 것처럼,

없음의 문제보다도 더 근원적인 부재성을 현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부재

성은 대립항 사이의 간격을 없애 한 결론으로 수렴하게 만들지 않고 더욱더 확

장시킨다. 그리고 그 간격이 대립항들의 불연속성을 가속화시키는 동시에 끊임

없이 움직여 미결의 상태로 남게 한다.

미결성과 관련하여 비어있음, 혹은 ‘공허’라 표현될 수 있는 이 말은 일종의

순수 기표(Signifiant pur)처럼 이해될 수 있다. 기표는 기의와 정합 되지 못하

고 미끄러지는 원리와도 같다. 중심은 본질에 도달하기 위해 대체된 시니피앙의

사슬 한 가운데에 빈 중심이 존재한다. 그런데 오히려 비어있는 이 중심으로 인

해 다른 시니피앙들은 언어의 체계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빈 중심은

결여 그 자체를 상징한다. 라캉은 그의 세미나 3권에서 이 결여의 순수 기표를

두고 ‘기의 없는 기표’라 칭한 바 있다. 물론 기표는 실제적으로 그 자체로서는

아무것도 의미화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기표가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으면 않을

수록 더 파괴할 수 없는 것이 된다는 역설을 제시했다.(Plus il ne signifie rien,

plus le signifiant est indestructible.)39) 의미의 부재성의 힘은 존재와 비존재

38) EI, pp. 7~8.

39) J. Lacan, Le Séminaire livre III: Les psychoses (1955-1956), 1981, Seuil, p.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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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대립을 넘어서서, 주체가 현존하게 만드는 근원을 형성한다.

라캉이 표현한 것처럼 결여는 소유의 차원에서, 이것 혹은 저것을 결여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한 존재에게 존재성을 부여하는 의미에서의 결여로 이해해

야 한다. 라캉은 남근(phallus)에 순수 기표의 지위를 부여했다. 그 기표를 둘러

싸고 수많은 은유가 발생되지만 정작 아무도 그것이 무엇인지에 관해 정합된

의미를 부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기의를 지니지 못한 기표로서의 남근성은 보

통의 기표가 아니라 욕망 그 자체의 실재적 현존40) 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공

백 상태로 표현되는 부재성은 이처럼 반복되는 의미화의 실패, 불능성에 관한

것이자 언어의 본질적인 진리, 실재성을 드러내는 공간이기도 하다. 순수 기표,

혹은 블랑쇼가 ‘부재하는 말(mot-absence)’ 이라고 표현한 도달할 수 없는 결여

에 대한 인식은 라캉이 남근 기표를 욕망 그 자체의 실재성을 드러내는 것이라

표현한 것처럼 모두 근원적인 부재성(vide)의 현존을 드러내기 위한 요소라는

사실이다.

블랑쇼의 비어있음, 공백의 문제는 문학 작품 내로 들어왔을 때 더욱 구체화

된다. 그는 『무한한 대화』에서 뒤라스의 『롤. V. 스텡의 황홀 (Le

ravissement de Lol. V. Stein)』의 한 구절을 인용하여 공백(vide)의 개념을 설

명했다.

[...] le <<il>> n'est pas l'englobant de Jaspers, il est plutôt comme un 

vide de l'oeuvre- ce mot-absence qu'évoque Marguerite Duras dans l'un 

de ses récits, <<un mot-trou, creusé en son centre d'un trou, de ce 

trou où tous les autres mots auraient dû être enterrés.>> et, le texte 

ajoute:<<On n'aurait pas pu le dire, mais on aurait pu le faire 

résonner-immense, sans fin, un gong vide...>>c'est la voix narrative, 

une voix neutre qui dit l'oeuvre à partir de ce lieu sans lieu où l'oeuvre 

se tait.41)

[...] "그"는 야스퍼스의 ‘포괄자’와 같은 개념이 아니다. 이는 오히려 작품 속

의 공백에 더 가깝다. -이 부재하는 단어는 바로 마르그리트 뒤라스가 그녀의 

소설 속에서 환기하는 것인데 “그 중심에 구멍이 뚫려버린, 모든 다른 단어들

이 파묻혀 있을 이 구멍이 생긴 공백이 된 말.”그리고 텍스트는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비어있는 공

을 무한히 울릴 수는 있다. 끊임없이.” 이것이 바로 서술하는 목소리이자 중성

의 목소리이다. 작품이 침묵하는. 장소 없는 장소로부터 작품에 대해 말하는. 

40) J. Lacan, Le Séminaire livre Ⅷ: Le transfert, p. 309.

41) EI, p.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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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랑쇼의 이와 같은 설명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술하는 목소리는 ‘그’의

목소리이자, 중성의 목소리이자 작품 속에 공백으로 남아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뒤라스의 말처럼 우리는 말할 수 없어서 빈 공을 울려낼 수밖에 없

는 것이다. 구멍 뚫린 말, 그것이 무엇인지 언표할 수는 없지만 그 말의 공백은

무수한 다른 단어들을 울리는 근원이 된다. 작품 속에 그 어떤 고정된 장소도

지니지 못하고 어디에서 울려오는지 그 시작점과 기원을 알 수 없지만 작품에

울림을 부여하는 빈 중심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 속에서 작가의 목표는 말이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울려내

는 근원, 비어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근원은 말의 주체로서의 작가가 말의

도구적인 목표를 위해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이 비어있음을

울리게 만들기 위해 블랑쇼가 고안해낸 것은 코기토의 주체로서의 모든 특권을

해제하는 것이다. 서술하는 목소리는 작품 속에서 그 누구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비인칭적인 ‘그’의 목소리가 현현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누구도 예기치

않았던 텍스트 내 존재하지 않는 장소에서 문자가 지시하지 않은 미결정성의

무수한 울림이야 말로 ‘바깥’의 효과라는 것이다. ‘바깥’의 현현을 위해서는 비인

칭의 서술하는 목소리이자 포착되고 압류된 모든 것을 무화시키는 중성의 글쓰

기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한

다.

Ⅱ-1-2-2. ‘그(il)’ 의 목소리와 ‘중성(neutre)’의 글쓰기

앞 장에서 서술하는 목소리(voix narrative)에 대해, 우리는 언어 구조 내에

포섭되지 않는 장소 없는 비존재성을 지닌 것이자, 주체의 통제권을 벗어난 바

깥의 경험으로 정리했다. 그리고 그 바깥의 경험은 필연적으로 낯설음으로 귀결

되는데, 이는 고양이나 승화의 감정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 블랑쇼가 자신의 글

쓰기를 설명할 때, 3인칭인 ‘그(il)’와 중성성의 문제를 함께 언급한 것은 모두

서술하는 목소리의 속성을 정립하기 위해서이다. 이 셋은 블랑쇼의 글쓰기를 설

명하는데서 언제나 동반되는 개념이다. ‘그’와 서술하는 목소리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좀 더 살펴보기로 한다.

La narration que régit le neutre se tient sous la garde du <il>, 

troisième personne, ni non plus simple couvert de l'impersonnalité. 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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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de la narration où parle le neutre ne se content pas de prendre la 

place qu'occupe en général le sujet, que celui-ci soit un <je> declairé 

ou implicite ou qu'il soit évènement tel qu'il a lieu dans sa signification 

impersonnelle. Le <il> narratif destitue tout sujet, de meme qu'il 

désapproprie toute action transitive ou toute possibilité objective.42)

중성성이 작용하는 서술은 더 이상, 단순한 비인칭의 덮개가 아닌, 3인칭 '그'

의 비호 하에 자리한다. 중성성이 말하는 서술의 ‘그’는 대개는 주어가 오는 자

리를 차지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 주어가 바로 명시된 혹은 암묵적인 '

나'이든, 비인칭적인 기호화 속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사건이든 간에. 서술하는 

'그'는 모든 대상화의 가능성이나 모든 타동적인 행위를 박탈하는 것과 마찬가

지로 모든 주어를 (주어의 역할을) 면직시킨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단순히 3인칭 대명사나 비인칭 주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의 글쓰기는 글 속에서 자아를 박탈하는 것이며, 텍스트를 중성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그(il)’의 글쓰기는 중성성이 작용해야만 가능하다. 중성성

은 서술하는 목소리의 전제가 된다. 서술하는 목소리는 모든 주어의 역할이 면

직된 ‘그’가 말하도록 하는 독서와 글쓰기의 현상이다. 이렇게, 블랑쇼에게서

‘그’와 ‘중성성’, ‘서술하는 목소리’는 일견, 순환 논법 안에 놓이게 된다. 그렇다

면 블랑쇼는 중성성(neutre)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블랑쇼는 무한한 대화

에서 중성과 서술하는 목소리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La voix narrative porte le neutre. Elle le porte, en ceci que: 1) parler 

au neutre, c'est parler à distance, en réservant cette distance, sans 

médiation ni communauté et même en éprouvant le distancement infini 

de la distance, son irréciprocité, son irrectitude ou sa dissymétrie, car 

la distance la plus grande où réagit la dissymétrie, sans que soit 

privilégié l'un ou l'autre des termes, c'est précisément le neutre.[...]

2) la parole neutre ne révèle ni ne cache. Cela ne veut pas dire qu'elle 

ne signifie rien (en prétendant abdiquer le sens sous l'espèce du 

non-sens), cela veut dire qu’elle ne signifie pas à la manière dont 

signifie le visible-invisible, mais qu'elle ouvre dans le langage un 

pouvoir autre, étranger au pouvoir d'éclairement (ou d'obscurcissement), 

de compréhension (ou de méprise). Elle ne signifie pas sur le mode 

optique; elle reste en dehors de la référence lumière-ombre qui semble 

être la référence ultime de toute connaissance et communication au 

point de nous faire oublier qu'elle n'a que la valeur d'une métaphore 

vénérable, c'est à dire invétérée; 

42) EI, p.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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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igence du neutre tend à suspendre la structure attributive du 

langage, ce rapport à l'être, implicite ou explicite, qui est dans nos 

langues, immédiatement posé, dès que quelque chose est dit.43)

서술하는 목소리는 중성을 동반한다. 중성성에 내포된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중성을 말한다는 것은 거리를 두고 말한다는 것이다. 이 거리를 유지하면서 매

개자나 공동체 없이 말한다. 이는 또한 거리의 무한한 거리성과 그것의 상호

성, 부정확성 혹은 불균형성을 표명하는 것이다. 이 비대칭성이 작용하는 가장 

거대한 거리야말로, 단어들 양쪽의 특권이 배제된, 정확하게 중성을 말하는 것

이기 때문이다.[...] 2) 중성적인 말은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지만 은폐하지도 

않는다. 이는 아무것도 의미하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다.(비-의미의 범주 하에

서 의미를 포기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이 말은 보이는 것-보이지 않는 것

이 의미하는 방식으로 뜻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중성적인 말은 언어에서 다

른 종류의 힘을 연다. 명료성(혹은 모호함)의, 그리고 이해(혹은 몰이해)의 힘

에 이질적인. 중성의 말은 시각적인 방식으로 전달하지 않는다. 그것은 모든 

인식과 소통의 기준처럼 여겨지던[...]빛과 어둠의 기준 바깥에 머문다. 3) 중

성의 요구는 언어의 권리를 부여하는 구조를 정지하기를 시도한다. 존재와의 

이러한 관계는 암묵적이든 명백하든 간에, 무엇인가가 발설되자마자 우리의 언

어들 속에 직접적으로 놓이는 것이다.  

중성성이 ‘그’가 말하는 글쓰기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본문에서처럼 말하는

행위의 ‘거리(distance)’를 두는 효과 때문이다. 이 거리는 무한으로 증폭되고,

증폭된 거리두기 속에서 말은 부정확성, 비대칭성이 구현된다. 중성의 공간은

단어가 가진 이원론적인 분할이 무력화되는 공간임을 의미하며, 이분법적인 기

준 바깥에 존재하는 공간이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인용 본문의 마

지막 줄이다. 중성성과 존재가 맺는 관계는 우리가 말 할 때, 언어 속에 ‘직접적

으로 주어지는 것’이란 사실이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중성의 언어는

설명 초반부터 매개자 없이도 말하는 것이라 설정해놓을 수 있었다. 사실, 블랑

쇼의 이와 같은 언급을 읽으면서 베르그송의 저작, 『의식에 직접적으로 주어진

것에 대한 시론 (Éssai sur les données immédiates de la conscience)』을 떠

올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직접적으로’ 주어진 것은 인간 지각의 매개를 넘

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논의의 연장 선상에서, 인간의 지각이 세계를 질적 직접성에서 다

루지 않음을 지적한 베르그송의 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간은 세계를 자

신의 사유 속에 현전시켜서만 이해한다. 철학의 원류는 세계를 단지 감각이 아

니라 형상에 의해 파악하기를 주장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이성은 감각의 세계를

넘어선 초험적 가치를 부여받게 된다. 이성은 사물을 일반화시킬 수 있는 능력

43) EI, pp. 566~567. 강조는 필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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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지만 세계와 합일을 이루는 직관 능력을 잃게 된다.44)

블랑쇼가 중성성에 대해 견지하고 있는 입장은 베르그송의 문제의식과 멀지

않은 듯하다. 언어 안에 직접적으로 놓이는 언어가 매개를 필요로 하지 않는 본

질적인 언어라고 보고있는 것이다. 중성의 언어는 기표화된 문자를 넘어선 의식

의 직관적인 영역 속에서 포착할 수 있는 매우 내밀한 목소리다. 의식에 직접적

으로 현전하는 그 중성의 말은 블랑쇼의 말대로 ‘유사-부재’의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유사 부재의 상태는 투명성과도 연결되는데, 블랑쇼는 ‘투명성

을 통해서 모호하고 불순한 입지가 드러나게 되는’ 말의 효과를 기대한다. 이

유사-부재에 관한 인식은 의식과 실재의 중간항으로 해석될 여지들이 있다. 중

간지대의 언어는 블랑쇼 스스로가 제시한 유사 부재의 모순을 해결해줄 선택이

라고 보아야 한다. 언어가 아니라 언어의 그림자, 양극단의 기준 바깥, 부재함으

로써만 ‘존재’를 떠받치는 근원적인 빈 중심에 문학의 본질이 있다. 이와 같은

접근이 있었기에 문학에서의 언어를 이미지에 비추어 설명하려고 했다. 블랑쇼

는 문학의 언어에 독특한 위상을 부여하려고 했다.『문학의 공간』에서는 언어

그 자체가 이미지가 되게 하려는 고민의 흔적이 남아있다.45) 유사-부재 상태를

구현하기 위한 시도는 서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물과 그 사물의 모사로서

의 언어, 대상 다음에 오는 이미지의 반영이라는 균열에 대한 블랑쇼 고유의 접

근이라 할 것이다.

블랑쇼 뿐만 아니라 동시대를 살았던 많은 철학자들도 감각적 현전과 존재

44) H. Bergson, L’évolution créatrice, puf, 2001, pp. 46~48.

45) “[...]Il faut donc exprimer autrement ce que nous cherchons: est-ce que le

langage lui-même ne devient pas, dans la littérature, tout entier image, non

pas un langage qui contiendrait des images ou qui mettrait la réalité en

figures, mais qui serait sa propre image, image de langage, -et non pas un

langage imagé-, ou encore langage imaginaire, langage que personne ne parle,

c'est à dire qui se parle à partir de sa propre absence, comme l'image

apparaît sur l'absence de la chose, langage qui s'adresse aussi à l'ombre des

événements, non à leur réalité, et par ce fait que les mots qui les expriment

ne sont pas des signe, mais des images, image de mots et mots où les chose

se font images? [...]그러므로 우리가 찾아내려는 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할 필요

가 있다. 문학에서 언어 그 자체가 온통 이미지가 될 수는 없을까? 이미지들을

담을 수 있는 언어, 혹은 현실을 형상화 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라 그 자신의 이

미지, 언어의 이미지일 수 있는 언어, -다채로운 이미지를 지닌 언어가 아니라-

상상적인 언어,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언어, 마치 이미지가 사물의 부재 위에 나

타나는 것처럼, 그 자체의 부재로부터 출발하여 스스로 말하는, 현실이 아니라 사

건들의 비호하에 말하며 그것들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기호가 아니라는 사실을 통

하여, 그저 이미지들, 즉, 단어들의 이미지, 사물들이 이미지로 만들어지는 단어가

되어야하는 것이 아닐까? ”in EL, pp. 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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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재성 사이에 있는 이미지에 주목했다. 앞서 언급했던 베르그송의 논의 역

시 이미지로 귀결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미지는 우리에게 전제되어 있는

견해들을 버리고 사물들을 볼 때, 가장 먼저 만나는 대상이다. 이미지는 가장

모호한 의미를 지녔다. 우리가 감각을 할 때는 지각되고, 감각하지 않으면 지각

되지 않는다. 베르그송은 모든 사물들은 지각된 성질과 함께 세계에 속한다고

한다. 즉 “그것은 하나의 이미지이지만, 그 자체로 존재하는 이마주이다.” 이미

지라는 용어가 지시하는 실존(존재)은 사실상 사유와 외재성이란 사물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실재와 관념 사이에 상정된 ‘무엇’으로서의 중간지대이

다.46) 이 이미지를 포착하는 것은 우리의 직관의 능력이다.

블랑쇼는 『문학의 공간』 마지막 장을 지나 부록에 와서야 맨 앞에서 제기

했던 이미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mouvement qui implique des degrés infinis.>> Ce que nous avons 

appelé les deux versions de l'imaginaire, ce fait que l'image peut certes 

nous aider à ressaisir idéalement la chose, qu'elle est alors sa négation 

vivifiante, mais que, au niveau où nous entraîne la pesanteur qui lui est 

propre, elle risque aussi constamment de nous renvoyer, non plus à la 

chose absente, mais à l'absence comme présence, au double neutre de 

l'objet en qui l'appartenance au monde s'est dissipé:[...]cette duplicité 

revoie elle-même à un double sens toujours plus initial.47)

“무한의 차원들을 포함한 운동” 이것이 우리가 명명한 상상적인 것의 두 가지 

모습이자, 이미지가 이상적으로 사물을 포착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그러므로 그것은 생생한 부정성이라기 보다는 자신에게 고유한 무게

를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가져다 주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더 이상 

부재하는 사물이 아니라 현존과 같은 의미의 부재성을, 세계에서 양태가 사라

진 사물의 중성적 분신을 일깨울 위험이 있다.[...]이러한 이중성은 자기 자신

을 언제나 좀 더 본래에 가까운 이중의 의미로 되돌아가게 한다.

46) “La matière, pour nous, est un ensemble d’<<images>>. Et par

<<images>>nous entendons une certaine existence qui est plus que ce que

l'idéaliste appelle une représentation, mais moins que ce que le réaliste

appelle une chose, -une existence située à mi-chemin entre la <<chose>> et

la <<représentation>>. 물질은 우리에게 “이마주들”의 총체다. “이마주들”을 통

하여 우리는 관념론자들이 표상으로 부르는 것보다 더한 어떤 실존을 이해할 뿐

만 아니라, 실재론자가 사물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덜한 어떤 것인데, 그것은 “사

물”과 “표상”의 중간지대에 위치해 있는 실존을 말한다.” in「Avant-propos de

la septième édition」 , Matière et mémoire, PUF, 1999, p. 1.

47) EL, p.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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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도 블랑쇼는 이미지를 부재 자체로 보거나, 관념이나 지각의 한 형태로

만 보는 것이 아니라 ‘중성적인 복제’라는 단어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의식의

한 가운데에서 부재성을 통해 드러남을 역설하고 있다. 어떤 특권적 언어조차

중성적인 부재를 통해 어느 한 곳에 귀속되어 있는 기표적 사슬이 끊어진다.

‘중성성’ 앞에서는 관습적, 일반적 의미가 정지되고 모호성에 처하게 된다. 이

미지는 사물을 반영하는 복제물이지만 그 앞에서 사물의 특성이 반영되기는커

녕 오히려 사물의 부재성을 드러내는 ‘중성적인 분신’이라는 것이다. 이 중성성

은 또한 사물을 최초의 상태, 좀 더 본래적인 상태로 돌아가게 만든다. 여기에

서도 말과 사물에 대한 블랑쇼의 독특한 사고방식이 드러나는데, 말의 최초의

모습은 명증한 사물의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모호한 것이고, 우리의 인지를 통

해 오히려 다양의 의미를 잃게 되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중성성 앞에서는 주

체가 부여한 특권적 가치가 중지된다. 이러한 중성성의 특징 때문에 많은 사람

들은 이 단어에서 후설의 ‘판단중지(epochē)’를 연상할 수 있다. 사태 자체로의

귀환을 말하는 ‘현상학적 환원’은 사태를 근원적으로 드러내주는 직관이라는 차

원에서, 블랑쇼의 중립, 중성성의 개념과 부합해 보인다. 하지만 블랑쇼의 사유

는 후설의 반성적 철학처럼 사태를 엄밀한 보편의 이성으로 재구성하기를 거부

하는 사유에 가깝다.

오히려 블랑쇼의 ‘중성성’은 연구자 자라데 (Marlène Zarader)가 언급했듯이,

불가능성(impossibilité)을 드러내는 과잉의 단어(mot de trop)48)로 해석된다. 이

‘불가능성’과 ‘과잉’은 서로 대비되는 단어로, 대비되는 두 단어가 동시에 유효

한, 블랑쇼 문학의 역설적인 차원을 또 한번 보여준다. 한편으로는 한계를 나타

내는 불가능성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초과적인 중성의 의미는 일반적인 언어의

구성적인 작용에서 일탈한, 혹은 역행 작용이라 설명될 수 있다. 언어의 구성작

용은 언어 고유의 사물을 재현하고 표상하는 임무를 말한다. 인간의 인지가 언

어를 통하여 사물을 포착하고 대상화하는 일은 중성의 언어 앞에서 정지된다.

블랑쇼의 문학은 보편철학의 토대를 다시 정초하여 본질직관을 실현하는 것

을 목표로 삼지 않는다. 말과 사물 간의 균열 자체를 드러내는 글쓰기가 바로

문학의 고유한 일이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한 것이다. 근원적인 모호성은 인지의

실패, 글쓰기의 실패를 통해 미결정적인 사태 속으로 되돌아가게 만든다.

그러므로 중성성의 문제는 필연적으로 ‘그(il)�의 목소리로 이어지게 된다.

‘그’는 작가와 독자 모두에게 공동의 타자로서 등장하는 독서 효과다. ‘그’의 존

재는 중성의 효과로 만들어진 글쓰기의 미결정 상태 속에서 말하는 그림자다.

‘그’는 작가나 독자, 작품 속의 허구적인 인물과도 동일시되지 않는다. ‘그’는 비

48) Marlène Zarader, L'être et le neutre, Verdier, 2001, pp. 290~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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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칭적 언어의 움직임 가운데 놓여 있다. ‘그’는 언어가 의미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이지, 특정한 의미로 환원되지는 않는다.49) 블랑쇼가 언뜻

‘그’라는 인격적인 표현을 통해 설명하는 서술하는 목소리는 자기 동일성 바깥

으로 독자를 인도한다. 블랑쇼는 그의 저작 『무한한 대화』에서 ‘il’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Le <<il>> narratif, qu'il soit absent ou présent, qu'il s'affirme ou se 

dérobe, qu'il altère ou non les conventions d'écriture-la linéarité, la 

continuité, la lisibilité-marque ainsi l'intruision de l'autre- entendu au 

neutre-dans son étrangeté irréductible, dans sa perversité retorse. 

L'autre parle.50)

서술상의 ‘그’는 부재하든 현존하든, 무엇인가를 결정하거나 박탈하고, 교체하

는 것이다. 선형성, 지속성, 가독성과 같은 글쓰기의 계약조건들이 아니라, -중

성의 공간에서 들리는-음흉한 배덕, 자신의 이질성 속에 부당하게 침입한 타자

를 나타낸다. 타자가 말한다.

중성성을 표명하는 ‘그’의 목소리는 독자와 작가 그리고 텍스트를 분석하는데

사용되는 여러 계약조건으로부터 자유롭다. 오히려 그 계약조건을 일탈하며 그

로 인해 텍스트의 이질성과 대면하게 한다. 타자성의 환기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부당한 난입’으로 표현된다. 이 말은,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을 뿐더러

원치 않았던 것이기도 하다. 예상치 못한 내부의 침범자는 글쓰기와 독서에서

고양과 쾌감을 주기 보다는 불쾌에 가까운 미감을 선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성의 공간에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다분히 무의식의 속성, 혹은 미처 병

합하지 못한 자아의 나머지가 내는 목소리와도 같은 타자성의 현상이다. 즉, 블

랑쇼가 제시한 서술적 목소리인 ‘그’의 현전이라는 표현 안에 이미 인칭적 동일

성 바깥을 지향하는 작가적 관심에 주목해야 한다. 글 쓰는 사람은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두 주체의 담론에 개입하는 대타자와도 같이, 비인칭의 ‘그’의 요구

에 화답해야 한다.51) ‘그’는 우리가 서로 말할 때 일어나는 실체 없는 사건이며,

49) Anne-Lise, schulte nordholt (이하 Nordholt), L'écriture comme expérience du

dehors, pp. 327-329.

50) EI, p. 564.

51) “il reste à savoir ce qui est en jeu, quand écrire repond à l'exigence de ce

‘il’ incaractérisable. Dans la forme narrative, nous entendons, et toujours

comme de surcroît, parler quelque chose d'indéterminé que l'evolution de cette

forme contourne, isole, jusqu'à le rendre peu à peu manifeste, quoique d'une

manière trompeuse. le <il> est événement inéclairé de ce qui a lieu quand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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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규정할 수 없는 존재나 글쓰기 안에 분명 말하는 것 뒤에 글쓰기를 왜곡

하고 고립시키는 효과로서 존재한다. ‘그’는 인물에 침입하는 것이며, 소설가는

<나>라고 말하는 것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이들에게 이 힘을 양도하게 된다.52)

블랑쇼는 이 ‘il’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다. 말하는 ‘무엇’의 문제인데, 한편으

로는,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객관적인 현실을 의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적

인 삶들의 집합의 존재로 환원될 수 있는 현실인데, 이때 '자아(ego)'는 ‘il’이란

외관의 베일 하에 드러난다.53) 즉, 제 3의 인물이 대답하기를 강요하는 중성의

공간은 바로 특별하게 인격화(personnalisé)된 자아(ego)를 무화시키는 공간이

다.

블랑쇼의 ‘서술하는 목소리’는 현상학에서 파생된 다른 서사 이론들과 비교

해보면 그 지향하는 바를 더욱 차별화할 수 있다. 블랑쇼가 비인칭적인 ‘그’를

설정함으로써 기대하는 효과는 어찌 보면, 야우스(H.R. Jauß)의 수용 미학 혹은

리쾨르(Paul Ricoeur)의 서사 이론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만 독서의 목적

과 지향점에 있어서는 매우 다르다.

Ainsi, la rhétorique de la fiction met en scène un auteur impliqué qui, 

par manoeuvre de séduction, tente de rendre le lecteur identique à 

lui-même. Mais, lorsque le lecteur, découvrant sa place prescrite par le 

texte, se sent non plus séduit mais terrorisé, il lui reste pour seule 

ressource à se mettre à distance du texte et à prendre la conscience la 

plus vive de l'écart entre les attentes que le texte développe et ses 

propres attentes, en tant qu'individu voué à la quotidienneté, et en tant 

que membre du public cultivé, formé par toute une tradition de lecture

s.54)

그처럼 허구의 수사학은, 매혹시키는 술책을 통해 독자를 자기 자신과 동일하

게 만들려고 하는 내포된 저자를 무대에 내세운다. 그러나 자기 자리가 텍스트

에 의해 규정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매혹된 것이 아니라 유린당했다고 느끼게 

되면, 일상성에 충실한 개인으로서, 그리고 전적으로 독서 전통에 의해 형성된 

문화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수단은 텍스트에서 거리를 

raconte. 알다시피, 글쓰기가 규정할 수 없는 ‘그’의 요구에 화답할 때의 쟁점이

남아있다. 서사적 형태에서,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든지 간에 초과분으로서, 서사

적 형태의 진화가 우회하고 고립시키는 미결정 상태의 무엇인가에 대해 듣는다.

차차 그가 드러나게 될 때까지. ‘그’는 우리가 서로 말할 때 일어나는 불분명한

사건이다.”, in EI, p. 558.

52) EI, p. 559.

53) EI, p. 559.

54) Paul Ricoeur, Temps et récit Ⅲ: Le temps raconté, Éditions du Seuil, 1985,

p.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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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텍스트가 창조하는 기대와 자기 고유의 기대 사이의 괴리를 가장 생생하

게 의식하는 것뿐이다.  

리쾨르는 작품과 독자를 일종의 공조 관계에 위치시키는 것으로 생각한다.

우선 독서의 행위는 작가의 의도에 동일화한 이후 자신의 내적으로 지평을 넓

히는 동시에 미결정적 상태를 독자가 스스로 채워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 리쾨

르의 이러한 접근 방식은 수용미학의 대표격인 한스 로베르트 야우스의 관점과

도 유사한 바가 있다. 리쾨르는 ‘기대지평(Erwartungshorizont)’이라는 야우스의

용어를 거의 유사한 차원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잠시 야우스의 수용문학

이론의 핵심 기제를 살펴보면, 독자와 작가의 거리와 기대지평이란 “하나의 작

품이 지니고 있는, 재구성할 수 있는 ‘기대지평’은 예상된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

상태와 정도에 따라 그 작품의 예술성이 규정될 수 있다. 이미 가지고 있던 기

대지평과 새로운 작품의 출현 사이의 거리를 미적 거리라고 한다면, 그것은 독

자층의 반응과 비평층의 판단이 교차되어 발산하는 스펙트럼[...]에 의해서 역사

적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 것.”55)으로 보고 있다.

이 미적 거리와 그 거리에서 발생하는 판단의 다양성은 작품 독해의 적극적

이며 생산적인 심급으로서의 독자를 설정한다. 즉, 작가와 독자가 기대지평의

거리두기 속에서 발생하는 해석적 차이가 ‘생산적인 대화’와 ‘텍스트와 독자의

열린 변증법’적인 관계를 만들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56) 즉, 야우스의 수용미

학은 ‘작가’와 ‘작품’으로부터 ‘텍스트’와 ‘독자’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방향으로

관심의 무게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야우스의 수용미학은 ‘경전으로서’의 공인된

작품(oeuvre)의 생산 과정을 실증적으로 접근하는 독서와 단절된 블랑쇼의 지향

점과 맥을 같이 할 수 있다.

하지만 블랑쇼에게서 독자와 작품의 거리 두기는 독자의 이성적 반성의 결

과물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독자에게서도 작가에게서도 미리 선재

적으로 존재하는 ‘기대지평’이 없는 ‘지평 없는 존재 (l'homme sans horizon)’다.

블랑쇼가 이러한 단어를 설정했을 때는 이미 해석학적인 여러 문학 이론을 염

두에 두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블랑쇼에게서 독서행위는 완벽한 타자성을 구

현하는 작업이다. 타자야말로 바로 안과 밖을 드나드는 경계가 없는 존재이자,

지속된 소통의 장의 왜곡이자 동시에 해체, 균열, 비연속성의 구현자다. 결코 안

과 연속성의 질서에서 다가갈 수 없지만 늘 무한한 관계 속에 놓이게 한다.57)

55) 신응철,「해석학과 문예비평: 가다머와 야우스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in

『철학연구 제 54집』, 2001, p. 262.

56) 같은 논문, p.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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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랑쇼의 목소리는 바로 울림과 같은 것이자, 인칭 없이도 사유가 가능하며 안

과 밖이 아닌 제 3의 중간 지대에서 파롤 없이도 말하는 것이 가능한 존재의

현현을 말한다.

리쾨르에 관해서 보자면, 블랑쇼의 서술하는 목소리가 ‘내포된 저자’에 대비될

수 있는데, 블랑쇼가 말하는 ‘il’의 개념과 다르게 이해되어야 한다. 내포된 저자

는 변장한 실제 저자가 아니며, 서술적 목소리는 실제 저자가 변모한 작품에 내

재한 화자의 목소리가 아니다. 독자 역시, 텍스트 속에서 그리고 텍스트를 통해

미리 구조화된 독자가 아니다.58) 중성(neutre)의 공간은 인물이 말하는 공간이

아니며, 서술자를 면직시킨 목소리 스스로가 말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때의

목소리는 서사 속에서 어떤 고유한 공간이나 자리를 점유하는 존재가 아니다.

목소리는 점유와 머무름 없이 존재하는 것이다.59) 블랑쇼가 말하는 서술하는 목

소리는 특정한 인물에 형상화될 수 없으며 인물의 목소리를 차용할 수 있을 뿐

이다. 그러므로 블랑쇼의 서술하는 목소리는 “어떤 한 사람의 목소리로, 때로는

그와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말할 뿐이다.”60) 그러므로 작품 안에서 말하는

‘그’는 작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내포된 저자도 아니며, 독자를 자신과 동일화

하기 위해 쓴 내포된 저자의 변형된 가면도 아니다. 또한 독자의 자리 역시 저

자의 전략에 의해 미리 결정된 요소도 아니다. 즉, 서술하는 목소리로 구현되는

‘그’는 어떤 미학적인 목표 때문에 이야기의 서술에 개입하지 않기를 선택한 저

자가 텍스트에서 거리를 두는 것과는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서사 속의 말은 중성의 공간에서 발화되는 것이다. 그곳에서는 말의 담지자

들 즉, 인칭들의 자리를 점유하고 있는 행위의 주체들은 그들 자신과 비동일적

관계 속으로 추락하게61)된다.

57) EI, p. 105.

58) Temps et récit Ⅲ: Le temps raconté, pp. 332-333.

59) Le pas au-delà (이하 PAD), p. 11.

60) EI, p. 558.

61) EI, p. 564.



- 35 -

Ⅱ-2. 환영에 사로잡힌 목소리 : 목소리의 정신분석적 문제들

Ⅱ-2-1. 목소리와 동일화의 문제

Ⅱ-2-1-1. 타자성과 울려옴

우리는 블랑쇼의 작품에서 유독 두드러지게 등장하는 청각적 이미지들에 주

목한다. 블랑쇼 연구자 유치정은 그의 학위 논문에서 “목소리의 부각은 시각이

아닌 청각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미묘한 차이를 소홀히 다루지 않고 민

감하게 듣기를 요구하는 일이라는 사실”이라 지적한 바 있다.62)

앞서, 블랑쇼에게서 ‘목소리’는 텍스트와 작가, 독자가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

었던 동일성을 모두 분리해버리는 ‘바깥의 현현’으로 정의 했었다. 이 목소리가

하는 일은 작품의 중성성을 극대화하여 관습적으로 형성된 언어의 고정적이고

특권적인 의미망을 해체하는 일이다. 이는 결국 언어와 밀착되어 있던 사물들의

관계를 사라지게 하는 자기 파괴 행위에 다다르게 한다. 이러한 문학의 자기 해

체 속에서 얻고자 했던 것은 언어의 폭력 속에 가려졌던 사물의 그림자다. 그

그림자가 가진 언어의 무수한 얼굴이 다성적인 목소리의 효과를 통해 드러나게

하는 것이었다. 블랑쇼는 『무한한 대화』에서 ‘보기’와 ‘듣기’를 구분지어 말한

다.

Parler, ce n'est pas voir. Parler libère la pensée de l'exigence optique 

qui, dans la tradition occidentale soumet depuis des millénaires notre 

approche des êtres et nous invite à ne penser que sous la garantie de 

la lumière ou sous la menace de l'absence de lumière. 

-Oui, je me rappelle que nous suivions cette idée que parler, c'est 

originellement rompre  avec toute vision et ne plus se rapporter à la 

seule mesure, et nous disions qu'il y a dans la parole une présence 

manifeste qui n'est pas le fait du jour, une découverte qui découvre 

avant tout fiat lux, parole qui, nous le pressentons maintenant, serait la 

révélation d'autrui. Seulement cet autrui, je l'avoue, reste pour moi un 

mystère. 

-C'est un mystère. 

62) 유치정, 『블랑쇼 문학과 새로운 글쓰기의 의미』, 서울대학교, 2011, p. 241.



- 36 -

-Mais aussi une énigme. Qu'est-il donc? C'est l''Inconnu, l'Étranger, le 

Prolétaire, mais le Très-Haut ou encore le Maître.63)

[...] 말하기는 보는 것이 아니다. 말하기는 시각적 강박에서 사유를 자유롭게 

만든다. 그 시각적 강박이란 수천 년 전부터 서구 전통 속에서 존재자들에 대

한 우리들의 접근을 지배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빛의 도움에 의

해서만 혹은 빛의 부재에 대한 위협 하에서만 사고하도록 했던 것이다. 

-그렇다. 나는 말하기란 근본적으로 모든 이미지를 좌절시키는 것이자 더 이상 

단 하나의 기준만으로 관계 맺지 못하도록 한다는 생각을 우리가 따르고 있음

을 상기한다. 그리고 우리는 표현된 현재가 말 안에 있다고 말한다. 낮의 사실

이 아니라 “빛이 있으라!”라는 선언에 앞서 찾아낸 발견물이란 것도. 그 발견

물은 바로, 우리도 예감했듯이 타자의 드러남인 말이다. 나는 고백하기를, 오로

지 이 타자만이 나에게 신비로움으로 머물러 있다. 

-신비로움.

-하지만 여전히 수수께끼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그는 누군가? 알 수 없는 자, 

이방인, 프롤레타리아일 뿐만이 아니라 하느님, 혹은 주인이기도 하다.   

‘시각적 강박(exigence scopique)’이라는 단어는 블랑쇼의 무한한 대화에서

심심찮게 반복되는 표현이다. 그가 쓴 본문에는 ‘말하기’의 속성이 보기와는 다

른 것이라고 말한다. 청각적 효과는 시각적 강박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여겨진

다. 빛을 통해 감지하는 시각적 효과는 이성과 합리의 표상으로 오랫동안 굳어

져 서유럽 관념의 세계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었다. ‘앎’과 ‘보다’의 관계는 매우

오랫동안 동격의 의미로 이해되었다. 가장 오래된 텍스트인 성서만 보더라도 뱀

의 유혹은 ‘눈’을 떠서 ‘앎(connaissance)’을 소유하도록 부추기는 것이었다.64)

시각을 통해 앎을 소유하는 일은 공교롭게도 목소리를 통해 자신의 현현을 고

하던 신과의 원초적 합일 상태의 포기로 이어졌다.

‘보기’의 효과는 인간의 어떤 지각 작용 보다 대상과 관찰자 사이의 거리를

없애버리고 주관적인 범주의 배치에 따라 사물을 재배열하는 과정에 지대한 기

여 한다. 사물에 이름을 부여하고 재배열 하는 것은 사물이 가진 무한성을 앗아

가는 행위이자 이성의 지배하에 놓는 행위이다. 반면에, 블랑쇼가 지향하는 문

학적 효과는 말하기 속에 드러나는 신비로움과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이다.

블랑쇼의 ‘듣기’의 위상은 철학사적인 흐름 속에서 매우 특별한 면모를 지닌

63) EI, pp. 82~83.

64) <<Non, vous ne mourrez pas, mais Dieu sait que le jour où vous en

mangerez, vos yeux s'ouvriront et vous serez comme des dieux possédant la

connaissance de ce qui est bon ou mauvais.>>“아니, 너희들은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들이 눈을 뜨게 되고 무엇이 좋은 것인

지 나쁜 것인지에 대한 앎을 소유한 신들처럼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

in GENÈSE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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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후설(Edmund husserl)에서 ‘목소리’는 1인칭의 자아와 대면하게 하는 초월

적인 것이다. 이미 데리다가 그의 저작 『목소리와 현상』에서 지적했듯이, 자

아는 스스로의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세계의 잡다하고 가변적인 사물들을 발견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고유한 내면의 공간을 확보하게 된다. 목소리

를 거쳐 포착되는 현재는 “무한정”으로 반복될 수 있는 형식 틀로서 “살아 있는

현재”가 된다. 이때의 현재는 하나의 경험적 사실에 불과한 것이 다른 잡다한

모든 경험들을 규제하고 있는 불변의 형식 틀이 된다.65) 의식의 명증성은 사유

의 순수한 형식으로 드러난 초월적인 음성을 통해 보증된다. 그러므로 목소리는

‘나’라는 존재의 ‘존재성’, 즉 있음을 증명하는 하나의 방식이 되는 것이다.66)

반면에 블랑쇼의 듣기는 이러한 후설의 존재 증명 방식의 정 반대에 서있다.

블랑쇼에게서 목소리는 그 자체로 타자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블랑쇼의 문

제의식은 오히려 하이데거의 후기 철학에 기반하고 있다. 하이데거는 모든 인간

적 차원의 계산과 예측이 사물을 공통적이고 평상적인 명확성 하에 규정함으로

써 존재가 진리를 상실한 것이 되게 한다. 절대적 자아의 범주 하에서 ‘존재자

65) 박준상, “문자가 담고 있는 목소리” in 『철학연구』Vol. 100, 2006. p. 309.

66) "En tant qu'auto-affection pure, l'opération du s'entendre-parler semble

réduire jusqu'à la surface intérieur du corps propre, elle semble, dans son

phénomène, pouvoir se dispenser de cette extériorité, de cet éspace intérieur

dans lequel est tendue notre expérience ou notre image du corps propre. C'est

pourquoi elle est vécue comme auto-affection absolument pure, dans une

proximité à soi qui ne serait autre que la réduction absolue de l'éspace en

général. C'est cette pureté qui la rend apte à universalité. N'exigeant

l'intervention d'aucune surface déterminée dans le monde, se produisant dans

le monde comme auto-affection pure, elle est une substance signifiante

absolument disponible. [...] Mais l'unité du son et de la voix, ce qui permet à

celle-ci de ce produire dans le monde comme auto-affection pure, est l'unique

instance qui échappe à la distinction entre l'intra-mondanité et la

transcendantalité. [...] 순수한 자가 감응에 한해, 자신이 말하는 것을 스스로 듣

는 작용은 자기 자신의 신체의 내부적 표면으로까지 환원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작용은 현상 속에서 외부 세계로부터 우리의 경험과 자기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이

미지가 긴장 관계에 놓이게 되는 이 내적 공간인 자신의 내밀성을 방어할 수 있

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이 바로 목소리가 절대적으로 순수한

자가 감응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다. 보편적 공간의 절대적 환원으로서만

존재하는 자기 근접성 속에서 말이다. 자가 감응을 보편성에 적합한 것으로 만드

는 것은 바로 순수성이다. 외부 세계 속에서 결정된 그 어떤 표면으로서의 간섭

을 요구하지 않고 세계 속에서 순수한 자가 감응과 같이 발생하기 때문에 순수성

은 절대적으로 취급해야 할 시니피앙의 대체물이다. [...] 순수한 자기 촉발로 발

현되는 것을 허용하는 음성과 목소리의 단일성은 세계 내적 세속성과 초월 사이

의 구분을 벗어나는 유일한 심급이다." in La voix et le phénomène, pp. 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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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존재를 떠나버린다’. 진리의 속성은 이미 인간에게서 떠나버린 존재의 비통

상적인 측면에 있다. 그러므로 존재의 본질은 인간의 인지적 공작에 대해 ‘완강

하게 거부’되고 있는 것에 속해있다.67)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존재자 속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

은 바로 목소리를 통해 자신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존재자의 울림을 ‘듣

는’ 것이다. 이 울림은 신탁을 청한 자의 의식을 울리는 소리처럼 비주체적인

것이다. 블랑쇼의 ‘듣기’는 이와 같이 절대자아의 인식 범주를 포기하고 완전히

타자화됨으로써 존재자의 울림을 포섭하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블랑쇼의 수동

성(Passivité)의 핵심이 있다.

데리다의 논의가 음성중심주의적 편견이 문자에 대한 경원시로 이어졌다는

후설의 철학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라면, 블랑쇼의 목소리는 절대 자아의 현전을

통해 얻은 동일성과 대척 지점에 있는 존재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 근거하고

있다.

이는 메를로 퐁티(Merleau Ponty)가 자신의 저작인『간접적인 언어와 침묵

의 목소리 (Le langage indirect et les voix du silence)』에서 이미 확립된 기

호를 적절히 동원한 경험적 언어로서의 말(parole)은 진정한 말이 될 수 없다고

말한 바와 같은 맥락이다. 메를로 퐁티는 ‘참다운 말’이란 현상적인 사물 속에

‘부재한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참다운 말은 이미 확립된 기호를

동원하여 메시지의 전달에만 치중한 경험적 언어에 가려져있다. 수많은 해석을

내포하고 있지만 하나의 의미로 환원되지 못하는 파롤은 사물 속에서 침묵으로

잔존할 뿐이다.68) 미결정 상태의 침묵을 지키는 ‘원초적인 파롤’의 현현이야 말

로 침묵하는 목소리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고 지성이라는 의식 작용 때문에 가

려졌던 존재자의 다른 차원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블랑쇼가 말하기 속에 드러난 타자를 ‘알 수 없는 자(l'inconnu)’, ‘이방인

(l'étranger)’, ‘하느님(le très-Haut)’, 혹은 ‘주인(le maître)’ 등으로 표현한 것은

신비로운 영역으로 남아있는 듣기의 문제를 표상하는 데 적합했기 때문일 것이

다. 블랑쇼가 명명한 것처럼, 말하기-듣기 속에 드러난 타자는 나와 동등한 존

재가 아니다. 나와 다른, 나의 인지 능력으로 헤아리기가 불가능한 존재들로 표

현되고 있다. 실제로, 『무한한 대화』에서 블랑쇼는 ‘듣기’의 문제와 타자의 현

현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67) 마르틴 하이데거, 『철학에의 기여』, 이선일 역, 새물결, 2015, pp. 169~171.

68) 메를로 퐁티, 『간접적인 언어와 침묵의 목소리』, 책세상, 2005,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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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faut-il entendre?

- Au sens le plus fort, comme il le faut toujours et en se rappelant 

peut-être ce qu'il est dit, dans l'Exode, de Dieu parlant: comme un 

homme à un autre homme. Mais voici, je crois, l'équivoque: cette parole 

de hauteur, qui me parle de très loin, de très-haut, (ou de très bas), 

parole  de quelqu'un qui ne parle pas à l'égalité avec moi  et où il ne 

m'est pas possible de m'adresser à autrui comme s'il était un autre 

Moi-même, tout à coup elle redevient la tranquille parole humaniste et 

socratique qui nous rend proche celui qui parle, puisque nous faisant 

connaître, nous rend proche, en toute familarité, qui il est et de quel 

pays il est, selon le voeu de Socrate.[...] que c'est, en outre, le 

privilège attribué à la vigilance du Moi parlant en première personne, 

c'est à dire à celle de toute subjectivité et non plus à la présence 

incommensurable du visage.69)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가장 강한 의미로 말하자면, 아마도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말하는 신에 의해 

발설된 것을 상기한다면 아마도 가능할 것이다. 마치 한 사람으로서 다른 한사

람에게 말하듯이.

그러나 나는 여기에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신의 이와 같은 말, 즉 

나에게 저 멀리서부터 말을 건네는, 저 높은 곳으로부터의 말(혹은 낮은 곳의 

말)이자 나와 동등하지 않은 누군가의 말인데, 그 말 속에서는 더 이상 내가 

남에게 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 말은, 마치 또 다른 나이기라도 했던 것처

럼 침묵의 말로 되돌아간다. 

인간적인, 소크라테스 식의 말은 우리로 하여금 말하는 자와 가까운 곳으로 돌

려보낸다. 왜냐면 소크라테스의 관점에 따르면, 우리는 친밀성 속에서 그가 누

구고, 어디 출신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 이것은 바로, 1인칭으로 말하

는 자아의 각성상태이자, 다시 말하자면 전적으로 주체성의 상태에 귀속된 것

을 말하며, 더 이상 측정 불가능한 얼굴의 현존에 귀속되지 않는다.[...]

블랑쇼에게서 ‘타자성’의 핵심은 타인과의 거리두기와 공백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블랑쇼는 ‘무한한 거리’의 개념을 제시하며, 타자와의 거리를 파괴하

지 않을 때야 관계 맺기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타자와의 거리를 유지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가? 블랑쇼에게 타자성이란 무한한, 영원히 분리된 존재를 의미한다. 사유

의 주체인 자아와 결코 동일한 기준에 의해 이해될 수 없는 존재들이다. 뿐만

아니라 ‘나’라는 한 명의 단위가 모여서 만든 집합이 ‘우리’가 될 수 없다. ‘우리’

는 결코 동등한 ‘나’의 복수형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아와 타자는 어떤 개념

적인 유일성 하에 취급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타자와의 무한한 거리는 그 어떠

한 접점도 지니지 못한 나와 타자의 ‘사이’를 의미한다. 즉, “가시적으로 고정된

69) EI, p.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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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육체와도 동일시 될 수 없고, 근본적으로 불규칙하고 지속되지 않는 시

간성에 의거한”70) 존재들이라는 것이다.

타자는 자아의 주관적 재단과 필요에 따라 사취될 수 없는 존재라는 블랑쇼

의 인식은 이문학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언어 자체는 말의 주인이 가진

권위적인 현존을 지운다. 그렇기 때문에 비평가 역시 절대성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71)

이렇듯, 블랑쇼의 들리는 글쓰기란 타자성에 근거한 것이다. 듣기-말하기는

앞서 언급했듯이 합리적인 1인칭 주체가 타자와 공동의 표준적인 발화의 특권

을 동등하게 나누고 교환하는 관계를 넘어 있다.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목소리

로, 혹은 말로써만 존재하는 신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거기에는 자아가 타자에

게 되돌려줄 말이 불가능하다. 말하는 신의 음성은 완전한 타자로 무한하고 측

정이 불가능한 거대한 현존이자 신비로움(mystère)으로 남아있는 존재이다.

Ⅱ-2-1-2. ‘들리는’ 글쓰기의 문제

블랑쇼의 목소리는 의식의 명증성에서 존재의 울림이라는 타자성으로 전회

한 존재론에 기반한다. 하지만 하이데거나 메를로 퐁티와 같은 기존 철학자들이

제시했던 방식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 블랑쇼의 듣기는 하이데거와 같이 존재자

의 본질을 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메를로 퐁티에게서처

럼 언제나 침묵하고 있는 것들(voix des silences)의 목소리로 나타나지 않는다.

퐁티의 지론은 실질적인 가청적 효과로서의 목소리와는 관계가 없다. 그는 언어

를 주체와 세계의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는 ‘바깥으로의 움직임’으로 보았다. 퐁

티의 침묵하는 목소리는 경험적 언어의 의미망 속에 숨겨진 잠재태로서의 의미

일 뿐이다.

블랑쇼는 텍스트 내에서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가청적인 이미지로서의 목소리

를 구현하고자 한다. 블랑쇼의 목소리는 역설적으로 텍스트의 문자와 단순한 대

립을 넘어 상호적인 관계에 속에서 만들어진다.

블랑쇼가 마지막으로 남긴 소설『기다림 망각 (Attente oubli) 』(1962)은 다

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된다. 소설과 문학적 에세(éssai)의 경계를 넘나드는 형

식으로 쓰인 이 소설은 대화와 짤막한 단상이 교차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이

70) 박준상, 『바깥에서』, 인간사랑, 2006, p. 75 참조.

71) EI, p.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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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이러한 형식의 담화는 『무한한 대화(Entretien infini)』(1969)나『재난의 글

쓰기(Écriture de desastre)』(1980)등의 후기 저작들에도 종종 사용된다. 본문

에 제시된 이 첫 장면은 마치 첫 소설을 쓴 지 20년이 지난 중년 작가가 글쓰

기에 대한 자신의 고뇌를 직접적으로 토로하는 것처럼 보인다.

Ici, et sur cette phrase qui lui était peut-être aussi destinée, il fut 

contraint de s'arrêter. C'est presque en l'écoutant parler qu'il avait 

rédigé ces notes. Il entendait encore sa voix en écrivant. Il les lui 

montra. Elle ne voulait pas lire. Elle ne lut que quelques passages et 

parce qu'il ne lui demanda doucement. <<Qui parle?>> disait-elle. <<Qui 

parle donc?>> [...] Elle avait le sentiment d'une erreur qu'elle ne 

parvenait pas à situer. <<Effacez ce qui ne vous paraît pas juste.>> 

Mais elle ne pouvait rien effacer non plus.72)

여기, 어쩌면 그녀에게 전하려 했던 바로 이 문장에서, 그는 멈출 수밖에 없었

다. 그가 쓴 글들의 대부분은 그녀가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쓴 것이다. 그는 

쓰면서 여전히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이제 그것들을 그녀에게 보여줄 

참이다. 그녀는 읽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몇 대목만을 읽었을 뿐이고, 그것도 

그가 그렇게 하도록 완곡하게 요구했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말했다. “누가 말

하나요?”. “그래서, 누가 말하나요?” [...] “당신에게 올바르게 보이지 않는 것

을 지우세요.” 그러나 그녀 또한 아무것도 지울 수 없었다. 슬프게도 그녀는 

종이들 전부를 내던졌다.   

그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문장을 적어나간다. 쓰는 행위와 그녀의 목소

리를 듣는 행위는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다. 파편적인 소설의 장면 속에서 ‘그’라

는 인물이 그녀가 말하는 대로 받아 적는 것인지, 아니면 글을 쓰고 있는 동안

그녀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인지는 모호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 장면

에서 화자는 그녀를 위해 쓰고 그녀에게 읽기를 누차 제안한다. 화자는 그녀가

자신의 글을 읽고 평가해주기를 바라고, 그녀는 그에게 글 속에서 말하는 사람

이 누구인지를(Qui parle?) 묻고 ‘올바르게 보이지 않는 것’을 지울 것을 명령하

며 혹평한다. 그녀와 그는 마치 ‘자아 이상’과 글쓰기를 고민하는 작가 자신의

관계를 말하는 듯하다. 그녀가 묻고 있는 ‘누가 말하는가?’의 문제는 그의 문학

적 지향을 완성하기까지 블랑쇼가 적지 않은 시간을 투여했던 것이었다. 실패가

자명한 작업을 몰아붙이는 그녀의 요구에 그는 다시 작업을 시작한다.

과연 올바르지 않게 쓰인 글쓰기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녀의 목소리

를 따라 썼던 문자는 말보다 느리고, 생생한 목소리에 부합하지 못할뿐더러 목

72) M. Blanchot, L'Attente l'oubli (이하 AO로 표기), Galiimard, 1962, p. 7.



- 42 -

소리의 울림을 담아내지도 못한다.

Écrire peut avoir au moins ce sens: user les erreurs. Parler les 

propage, les   dissémine en faisant croire à une verité.

Lire: ne pas écrire; écrire dans l'interdiction de lire.

Écrire: refuser d'écrire-écrire par refus, de sorte qu'il suffit qu'on lui 

demande quelques mots pour qu'une sorte d'exclusion se prononce, 

comme si on l'obligeait à survivre, à se prêter à la vie pour continuer à 

mourir. Écrire par défaut.73)

글쓰기; 글쓰기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오류를 선용하기. 말하기

는 그 오류들을 진리라고 믿게 만들면서 퍼뜨리고 파종한다. 

읽기: 글쓰기가 아닌 것. 읽는 것이 금지된 글쓰기.

글쓰기: 쓰기를 거부하는 것-거부를 통해 쓰는 것. 

따라서, 우리는 글쓰기로 하여금 일종의 추방된 것이 스스로 말하기 위한 어떤 

말들을 요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마치 우리가 글쓰기로 하여금 살아남기를 

요구하고, 죽음을 지속하기 위해 생을 준비해야 할 의무를 지게 하듯이. 실패

를 통한 글쓰기.

블랑쇼의�들리는 글쓰기�라는 지향점은 문자라는 시니피앙의 한계성에 대

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매개 없이 무한의 사유를 가능케 하는 목

소리에 비해 쓰인 글자는 목소리를 사라지게 만들고 말한 사람과 영영 멀어지

게만 한다. 블랑쇼는 문자 언어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는 글쓰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하나는, 오류를 진리라고 믿도록 파종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쓰기를 거부하거나 거부를 통해 쓰는 것이다.

오류를 파종하는 것은 글쓰기의 태생적인 문제를 의미하고, 거부의 글쓰기는

글을 쓰는 주체, 즉 작가의 지향점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글쓰기의 작업은 언

제나 쓰는 작가의 내적진실에 완벽히 부합할 수 없다. 작가는 쓰면서도 소외되

고 쓰고 남은, 혹은 쓰면서 살해되어 추방된 글쓰기는 앞서도 언급했듯이 기표

화에 저항하는 글쓰기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블랑쇼가 지향하는

글쓰기는 언제나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블랑쇼는 『헛디딤 (Faux-pas)』(이하 FP)에서 작가의 존재 위치를 ‘덫에

걸린’ 상태라 표현했었다.74) 따라 잡을 수 없는 목소리와 목소리의 시간성을 극

복하지 못한 작가의 무력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다. 쓰기를 통해 말하기, 혹

은 의식 내부의 목소리를 재현하는 일이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73) ED, p. 22.

74) FP,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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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기 때문이다.

『망각 기다림』의 그녀는 자신이 말했던 것을 그가 반복하기를 원했었다. 하

지만 그녀는 그가 쓴 글 속에서 자신이 말한 것을 알아보지 못한다. 그는 자신

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가 말한 것 중 무엇을 변하게 한 것인지를 되묻는다.75)

그녀가 한 말은 화자의 글을 통해 변모되어 자신도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 화

자는 그 이유를 말 주변을 떠도는 웅성거림, 울림을 표현하지 못한 탓이라 자책

한다. 화자가 원하는 글쓰기는 ‘들리기 이전에 반복해야하는 말’이자 ‘어디에도

떠돌지 않지만 어디에나 머물러 있는’ 흔적 없는 웅성거림이 있는 글쓰기다.

문자가 그녀의 목소리를 비롯한 근원적인 말을 담아내지 못했다고 해서, 글쓰

기의 불능성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어떤 외부의 매개 없이 제 자신과 직

접 소통하는, 사유의 내적 독백과도 같은 순수한 언어를 바라면서도 언어의 물

질성 없이는 문학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목소리’는 블랑쇼

에게 이러한 이중적인 모순을 해결해주는 중요한 소재이자 문학의 본질로서 기

능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목소리는 빈 중심이라는 환영에 대한 고착을 더

욱 공고히 하는 것으로서 기능한다. 상실한 대상을 향해 가는 길목에, 존재의

가장자리로서의 목소리가 존재한다. 실패를 거듭하는 작가에게 남은 작업은 ‘추

방된 것이 스스로 말하게 만드는 것’이다. 즉, 중성(neutre)의 공간에서, 서술자

를 면직시킨 목소리 스스로가 말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때의 목소리는

서사 속에서 어떤 고유한 공간이나 자리를 점유하는 존재가 아니다. 목소리는

점유와 머무름 없이 존재하는 것76)인데, 그 목소리의 효과가 글쓰기 안에 구현

되기를 지향한다. 그러므로, 블랑쇼는 단어와 단어가 결합되어 만들어낼 의미의

관계를 변화하고자 했다.

-Le mot entendre, pour cet acte d'approche, conviendrait mieux que le 

mot lire. Derrière les mots qui se lisent, comme avant les mots qui 

s'écrivent, il y a une voix déjà inscrite, non entendue et non parlante, 

et l'auteur est, auprès de cette voix, à égalité avec lecteur: tous deux, 

presque confondus cherchant à la reconnaître.

75) "Sans doute voulait-elle qu'il répétât ce q'elle avait dit, seulement le répéter.

Mais jamais elle ne reconnaissait en mes paroles les siennes. Est-ce que j'y

changeais à mon insu quelque chose? Est-ce que d'elle à moi quelque chose

changeait? À voix basse pour lui-même, à voix plus basse pour lui. Parole

qu'il faut répéter avant de l'avoir entendue, rumeur sans trace qu'il suit, nulle

part -errante, partout-séjournante, nécessité de la laisser aller. C'est toujours

la vieille parole qui veut être là à nouveau sans parler" in AO, p. 11.

76) PAD,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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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i, et ainsi se trouve justifiée, dans le cas de Beckett, la disparition 

de tout signe qui ne serait signe que pour l'oeil. Ici, ce n'est plus la 

puissance de voir qui est requise: il faut renoncer au domaine du 

visible et de l'invisible, à ce qui se représente fût-ce négativement. 

Entendre, seulement entendre. 

-Et cela vaut pour le pur mouvement d'écrire. 77)  

‘듣는다’는 단어는 ‘읽다’라는 단어보다 이러한 접근 행위에 좀 더 부합하는 것

이다. 쓰인 단어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읽히는 단어 뒤에서는 이미 등록된 목

소리가 존재한다. 들리지 않고 말하지 않는. 그리고 이 목소리 옆에서 작가는 

독자와 동등한 자리에 놓인다. 이 둘은 거의 뒤섞인 상태로 서로를 알아보려 

애쓴다. 

-그렇다. 그러므로 이것은 베케트의 경우와 같이, 눈을 위해서만 쓰인 모든 기

호의 사라짐이다. 여기서 요청되는 것은 더 이상 보기의 힘이 아니다. 표상되

는 것에 있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영역을 구분하는 일은 포기해야 

한다. 그것이 음화된 것이라 할지라도 들리는 것은 들리는 것일 뿐이다. 그리

고 이는 글쓰기의 순수 운동의 가치를 지닌다.

목소리의 순수 운동은 작가 혹은 문자의 집요한 지속성의 요구를 극복하게

만든다. 보이는 글자 안에는 문자 언어로 포착할 수 없는 목소리가 ‘등록되어’있

다. 그 등록된 목소리는 쓰인 언어를 통해 사유하는 주체에게 무언의 반향을 일

으킨다. ‘들리는 것’은 본문에도 표현했듯이 일종의 ‘부정적인(négativement)’인

것이다. 이 ‘négativement’의 의미는 일차적으로는 부정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

겠지만, 무엇인가에 대한 부정, 즉 ‘non’의 의미가 아니라 인용문에서처럼 앞과

뒤의 문제인 양화와 음화의 의미를 지닌 부정의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듯싶다.

쓰인 단어의 앞에는 시각적, 이성적 인식이 존재하는 반면, 읽히는 단어 뒤에는

목소리가 존재한다. 이 목소리를 통해 글쓰기의 문제는 ‘순수 운동’의 문제로 들

어온다.

블랑쇼가 목소리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글쓰기의 운동을 끌어온 것은 의미

심장하다. 서유럽 철학의 흐름에서 ‘운동’성은 고정된 동일성의 해체를 의미한

다. 자기 본성으로 지니고 있는 그 속성의 일부가 변화하는 것이 바로 운동의

문제다. 블랑쇼는 목소리를 통하여 계속해서 운동의 상태에 글쓰기를 놓아두고

자 한다. 고정된 문자의 영속성을 깨뜨리는 방법으로 블랑쇼는 목소리의 다성성

을 글쓰기에 부여했다. 목소리는 그러므로 작가에게나 독자에게 문자의 한계를

벗어나는 바깥이자 글쓰기 내부에 등록된 바깥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글쓰기 안에 있으면서도 독자의 명증한 의식을 이탈하여 끊임없이

부유하게 만드는 목소리의 양태란 어떠한 것인가?

77) EI, p.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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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a n'est pas un bruit, quoique, tout devienne bruit autour de nous (et 

il faut se rappeler que nous ignorons aujourd'hui ce que serait bruit.) 

C'est plutôt une parole: cela parle, cela ne cesse de parler, c'est 

comme le vide qui parle, un murmure léger, insistant, indifférent[...].

[...] parlant toujours pour un seul, mais impersonnelle, parlant tout 

au-dedans, mais c'est le dehors même, présente dans le lieu unique, où 

l'entendant, l'on pourrait tout entendre, mais c'est nulle part, partout; et 

silencieuse, car c'est le silence qui parle, qui est devenu cette fausse 

parole qu'on n'entend pas, cette parole secrète sans secret. comment la 

faire taire? comment l'entendre, ne pas l'entendre?

[...] Elle est au dessous de tout ce qu'on dit, derrière chaque pensée 

familière, submergeant, engloutissant, quoique imperceptible, toutes les 

honnêtes paroles d'homme, en tiers dans chaque dialogue, en écho face 

à chaque monologue.78)

그것은 소음이 아니다. 우리 주위에서는 모든 것이 소음으로 변할지라도. (게다

가 현재 우리는 무엇이 소음인지를 모른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것

은 오히려 말에 가깝다. 그것은 말하고, 말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이는 바로 말

하는 공백과도 같은 것이며, 경쾌하고 집요하며 무심한 웅얼거림이다. [...] 언

제나 혼자 말하면서도, 비인칭적이다. 분명 내부에서 말했으나 그곳은 바깥 그 

자체이고, 유일한 장소에 현전한다. 거기서 그것을 들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들을 수 있겠지만 그곳은 그 어디에도 없으며 동시에 도처에 존재한다. 또한 

그것은 고요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말하는 침묵이고 들을 수 없는 거짓된 말이 

되었기 때문이다. 즉, 그 비밀 없는 비밀의 말. 어떻게 이 말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말을 듣고 또 듣지 않을 수 있을까? [...] 이 말은 우

리가 말하는 모든 것 심층에 존재하며, 익숙한 모든 사유의 배후에 있으면서 

자각되지 못할지라도, 인간의 모든 정직한 말을 가라앉히고 마셔버리면서, 각 

대화에 제 3자의 자리에 놓이고 각각의 혼잣말을 마주보는 메아리 속에 존재

한다.[...]

블랑쇼는 말과 소리, 웅얼거림, 소음의 형태를 함께 놓고 있다. 존재성은 끊

임없이 들려오는 소리를 통해 그 모습을 드러낸다. 블랑쇼의 소리의 문제는 늘

역설적인 형태로 제시된다. ‘소리’로 표현되지만 말에 가까운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말의 위상을 획득한 것은 아니다. 이 웅얼거림은 집요하고 끊임없이 우리

의 의식을 떠나지 않고 울려온다. 우리의 내부 안에서 끊임없이 울려오는 그 소

음과 같은 웅얼거림은 그 자체로 바깥이 되게 한다. 목소리는 의미를 전달하는

말의 고정점 아래에서, 모든 담화의 밑바닥에 존재하며 익숙한 사유의 배후에서

정직한 말, 즉 실재와 정합된 말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이 소음과 같은 말은

78) LV, pp. 29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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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이미지로 액화된다. 이 불특정 대다수의 목소리가 웅성대는 것과 같은 이

말의 존재는 모든 성실한 말-즉, 관습적이고 실용적 목적을 위해 쓰이며 동시에

규범적 권력을 옹호하는 말-을 ‘가라앉히고’, ‘마셔버린다’.

그렇다면 이 웅얼거림의 존재란 무엇인가? 이 글을 쓰는 작가는 끊임없이 의

식 속으로 침투하는 소음과 같은 소리를 수면 위로 드러내고자 한다. 작가 스스

로도 통제할 수 없이 들려오는 청각적인 이마주의 형태로 의식에 들려오는 것

이고 사유의 확실성을 보증해주는 또렷한 말의 경계를 침몰하게 만들고 삼키고

덮어버린다. 이 언어는 본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담론 가운데 제 3의 위치에 자

리한 것이다. 제 3의 위치는 담화 속에서 확실히 의미를 얻지 못하고 해석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공백의 역할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어떤 역사서의 담화도

과거라는 시간 자체를 재현하지 못한다. 담화란 시간의 연속성을 재단하지 않고

서는 불가능하며 재단하고 남은 나머지는 공백의 영역 속에서만 존재한다. 거기

서 개인이 어떤 말을 발설했다 할지라도그 말이 울려 퍼지는 반향이나 메아리

까지 규정할 수 없다. 작가는 말하고 남은 나머지의 잔상을 끊임없이 듣는다.

그렇다면 이 메아리로 돌아오는 것의 속성은 어디서 기인하는 것인가?

-Mais quelle est cette voix?

-A la fin, il y a une sorte d'hypothèse: c'est peut-être la voix de tous, 

la parole impersonnelle, errante, continue, simultanée, successive, dans 

laquelle chacun de nous, sous la fausse identité qu'il s'attribue, découpe 

ou projette la part qui lui revient, remeur transmissble, à l'infini dans 

les deux sens, procession qui, ne s'arrêtant pas, réserve une certaine 

possibilité de communication. le voilà donc ce pas des nôtres nous y 

voilà enfin qui s'écoute soi-même et en prêtant l'oreille à notre 

murmure ne fait que la prêter à une histoire de son cru mal inspirée 

mal dite et chque fois si ancienne si oubliée que peut lui paraître 

conforme celle qu'à la boue nous lui murmurons.79)

-그렇다면 이 목소리는 대체 무엇인가?

결국, 여기에는 일종의 가정이 존재한다.: 어쩌면 이것은 모두의 목소리이자 비

인칭적이고, 방황하며 동시적이면서도 지속적인 말일 것이라고. 그 말 속에서 

우리 각자는 자신에게 귀착된 거짓된 정체성 하에서 그에게 다시 되돌아갈 부

분을 자르고 던진다. 두 개의 의미 속에서 무한으로 전이 되는 웅성거림, 소통

의 가능성을 내재한 멈추지 않는 행렬을. 자 이제 우리의 발걸음은 여기로 향

하기로 하자. 우리는 거기서 결국 자기 자신의 소리를 듣게 된다. 그리고 우리

의 웅얼거림을 들을 귀를 예비하면서, 잘못된 영감으로, 잘못된 발설로 점철된, 

자기가 만들어낸 이야기만을 예비한다. 그리고 매번 그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

게 너무나도 오래되고 너무나도 잊혀졌기에 진흙과 같은 앙금의 형태로만 나타

79) EI, p.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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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에게 속삭일 것이다.  

이 웅얼거림은 진리의 울림이 아니라 ‘잘못된 영감(mal inspirée)’, ‘잘못 발설

된(mal dite)’ 비(非)진리들의 집합체다. 뿐만 아니라 그 웅얼거림은 외부에서 들

려오는 물리적인 소음이라기 보다는 그러한 소음의 이미지를 띠고 의식 안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그리고 클레망이 지적했듯이, 개념으로서의 ‘말’이 아니라 그

야말로 영혼과 육체 사이에80) 있는 ‘웅얼거림’, ‘비명’, ‘메아리’가 되게 하는 것

이다. 그 소음들의 기원을 블랑쇼는 바로 ‘우리가 만들어낸(de son cru)’것, 거짓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소음들의 진원지는 주체 내부에 있다. 그 소음들이 만들

어내는 이야기는 우리 자신의 한 부분이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나 ‘잊힌’ 것이고 너무나도 ‘오래된’것이어서 원형을 알 수 없는 것이다.

진흙이나 물 밑에 깔린 앙금은 마치 부유물 같은 것이어서 존재로 취급받기 어

렵다. 하지만 물이 흔들릴 때 바닥에 깔렸던 앙금들은 물을 흐리고 물 속을 혼

탁하게 만들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만든다. 웅얼거림(murmure)’ 혹은 웅성거

림 (rumeur)과 특별한 개념적 차이 없이 언급되고 있는 목소리는 주인을 찾을

수 없는 비인칭의 형태로 떠돌아다니는 것이지만 진원지였던 자기 자신으로 되

돌아오며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말의 권력을 이탈하는 것이다. 그리고 블랑쇼는

그러한 웅얼거림을 가청적인 형태로 표현하고자 했다. 『무한한 대화』의 같은

장에서, 블랑쇼는 이 웅얼거림을 또한 성서의 ‘성구(parole biblique)’를 들어 설

명한다.

-C'est la parole biblique:de generation en generation, elle roule, elle 

s'étend. Seulement ici, le devoir n’est pas la prolonger, mais plutôt d’y 

mettre fin, de reconduire le mouvement au repos, et pour cela le 

recitant se demande s’il n’y aurait pas une formulation qui en même 

temps qu’elle le supprimerait tout à fait  et lui ouvrirait la voie de ce 

repos-là au moins me rendrait moi seul responsible de cet inqualifiable 

murmure dont  voici par conséquent les dernière bribes tout à fait

- responsable de cet inqulifiable murmure, responsable de 

l’irresponsabilité : même au de la boue, telle demeure donc l’exigence 

dont nul être qui entend ne peut tout à fait s'écarter. Étrange, étrang

e.81)

-이는 바로 성구와도 같다: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면서 성구는 어디로든지 흘

러가고, 퍼진다. 오로지, 여기서, 의무란 성구를 확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거

80) B. Clément, Voix verticale, p. 7.

81) EI, p.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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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종말을 부여하고 운동에 휴지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그 

의무를 암송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없애버리거나, 단절의 길을 열 형식은 없는

지를 자문하며, 최소한 나로 하여금 나 자신에게 이 쓸모없는 웅얼거림을 부여

하지 않을지를 자문한다. 자, 결론적으로, 이 웅얼거림 속에는 -무용한 웅얼거

림에 대한 책임을 지는 무책임에 대한 책무이기도 한 최후의 파편 조각들이 있

다. 진흙 속에서조차도, 일종의 강요와도 같은 머무름이자 그 강요를 듣는 어

떤 존재도 단번에 떨어져나올 수 없는. 이질적인, 이질적인. 

성구는 끊임없이 세대와 세대를 이어 흘러간다. 규범은 성구를 퍼뜨리고 확장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구가 이리저리 흘러가는 그 운동을 단절하고 재

단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의무는 왜 세대를 걸쳐 확장되고 이어지는

운동을 재단하는 것일까? 거기에는 일종의 의무 자체의 존속을 위한 목적이 있

는 것처럼 보인다. 의무는 성구 가운데 파편 조각같이 부유하는 쓸데 없는 웅얼

거림을 부여하지 않을지를 염려한다. 그만큼 무용한 웅얼거림은 규정된 형식을

벗어나는 것이자 침전물처럼 의식에 강요되는 것이다. 결코 단번에 분리할 수

없는 들리는 현상이자 이질적인 목소리이다.

여기에서도 목소리가 현실적, 인위적 질서에 편입되지 못한 잔여물로 생각하

는 블랑쇼의 사유가 드러난다. 목소리는 “본성의 매개이자, 바로 이 본성과의

관계에 의해 사회화된 언어의 인위적인 질서를 포기하는 것”82)의 의미를 지니

고 있다. 블랑쇼는 우선 사회화, 표준화되기 이전의 언어를 본성에 더 가까운

언어로 보고 있다. 목소리는 이 본성으로 향해 가는 매개물이 되고 있다.

규범과 의무는 성서의 구절들을 인위적 질서에 편입하려는 시도들이다. 인위

적 질서 하에서 만들어진 정체성 하에서 우리는 내면의 일부를 잘라내어 무한

에 투사한다. 무한으로 던져진 우리의 일부는 다시 메아리처럼 ‘웅얼거림’으로

되돌아오고 그 이질적인 속삭임을 의식 속에서 그 누구도 분리해낼 수 없다. 현

상 뒤에 감추어진 보편의 진리의 현현 같은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진리다.

그렇다면 이 목소리는 언제 침묵하고 언제 나타나는가?

La voix se tairait donc parfois?

-<<La voix, la vieille voix faiblissante, elle se tairait enfin que ce ne 

serait pas vrai qu'elle parle, elle ne peut pas parler, elle ne peut pas se 

taire. Et il y aurait un jour ici, où il n'est pas de jours, qui n'est pas un 

endroit, issu de l'impossible voix l'infaisable être, et un commencement 

de jour, que tout serait silencieux et vide et noir, comme maintenant, 

82) EI, p.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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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 bientôt, quand tout sera fini, tout dit, dit-elle, murmure-t-elle.

>>83)

-그러면 목소리는 때때로 침묵하는가?

-“목소리, 희미해져가는 오래된 목소리는, 말한다는 것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결국엔 입을 다물 것이다. 목소리는 말할 수도 침묵할 수도 없다. 그리고 목소

리에는 날짜를 알 수 없고 장소도 없는 어떤 날이 있을 것이다. 불가능한 목소

리의, 불가능한 존재의 결과가. 그리고 모든 것이 침묵하고 비어있으며 어두울 

어떤 날의 시작에, 마치 지금, 아니 조금 뒤에, 이를테면, 모든 것이 끝날 때, 

목소리는 말하고, 속삭인다.

앞서, 블랑쇼는 목소리의 속성을 일컬어 ‘너무나 오래되어 잊힌’것이라 표현

했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목소리는 너무나 오래되어 희미해져만 가는 것

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 희미해져만 가는 목소리의 흔적은 메시지의 형태로 언

표화 될 수 없는 것이다. 침묵했던 목소리가 말을 하게 되는 시점은 시간성이

작동을 멈추는 때라 할 수 있다. ‘날짜를 알 수 없고 장소도 없는 어떤 날’이자

‘모든 것이 침묵하고 비어있는 어둠의’ 어떤 날이 시작 될 때의 웅얼거림이다.

블랑쇼는 왜 하필 시간성을 넘어서는 목소리를 설명하려 했을까? 이 웅얼거림

을 설명하는 방식은 사막 속의 방황을 설명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사막은 시간

도 장소도 없는 곳이다.84) 하이데거의 표현을 빌어서 설명하면, 사막은 세계-내

-존재로서‘주위 세계와 친숙해져 있는’ 관계를 벗어나 있는, 근원적인 시간성을

지닌 곳이다. 세계 내의 시간은 근원적인 시간이 아니라 수평화되어 있는 통속

적인 연속성의 세계이다.85) 하이데거는 본래적인 시간, 즉 근원적인 시간은 언

제나 익숙해진 세계의 연속성 바깥의 ‘도래할’ 시간인데, 그것은 언제나 자기 자

신의 양태 ‘바깥’으로부터 다시 되돌아온 형태의 시간이다.86)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목소리는 분명 우리에게 ‘존재’했었던 것이었다. 그러

나 너무나 오래되어 그 존재성을 인정받지 못할 만큼 희미해져가는 것이다. 그

러나 친숙한 세계의 시간성 너머 우리에게 도래할 ‘날짜도 장소도 존재하지 않

는’ 어떤 시간에서 자기 바깥으로 나간 자신의 근원적 양태, 즉 희미해져가는

오래된 목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또한 들리지도, 말하지도’ 않는 침묵의 목소리 (voix aphone)는 진실과 거짓

83) EI, p. 485.

84) LV, 111.
85) 김정옥,「하이데거와 베르그손의 시간개념 비교연구」in 『철학논총』Vol. 64,

2011, p. 159

86) 같은 논문, p.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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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를 넘어선 ‘빛이 보이지 않는 낮의 언어’라는 역설적 표현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87) 분명 낮이지만 빛이 없는 낮처럼, 어두움과 공존하는 중간지

대에 머무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목소리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웅얼거리고 있는

것이다. 이 웅얼거림은 청각적 효과를 지님과 동시에 의미로 확정할 수 없는,

좀 더 나아가 의미화에 실패한 소리로 남는다. 블랑쇼의 목소리는 바로 ‘서술하

는 목소리’의 효과인데, 이 목소리의 웅얼거림은 그 누군가의 목소리가 아니며,

언어의 구조물 내부에서 고유의 장소를 지니지 못한다고 언급했다.

중간지대에 속한 ‘듣기’의 영역은 한편으로는 개방되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는 소통 불가한 문학적 행위다. 목소리는 문자의 고정된 의미 이상의 비결정적

인 상태를 경험하게 한다. 그것은 글을 읽는 우리의 스스로의 목소리가 일정 정

도의 타자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자아 안에서 구현되는 타자성은 제

어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이질성을 지닌 것이자 내밀한 것이다. 의식을 울

리는 타자의 음성, 혹은 타자화 된 자아의 음성은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개인

의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블랑쇼 문학의 커다란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사이

렌의 신화의 한 장면 역시 이와 같은 속성을 지녔다. 뱃사람을 유혹하는 사이렌

의 목소리는 실체도 없이 듣는 이들을 견딜 수 없게 만든다. 들려오는 유혹의

속삭임에 청자는 대꾸하거나 대화할 수 없다. 하지만 사이렌의 유혹에 노출되는

자들은 오로지 듣고자 하는 자들이었다. 오딧세우스 만이 귀를 막지 않았다. ‘저

너머’의 공간에서부터 들려오는 타자의 호명에 응답하는 자들에게만 탈존의 경

험이 허락된다. 우리는 다음 장에서 탈존의 양상이 어디로 귀결되는지 논의할

것이다.

Ⅱ-2-1-3. 광기로 이행하는 목소리

블랑쇼의 역설은 목소리의 이중화된 맥락을 통해 구현된다. 목소리는 타인과

공유할 수 없는 은밀한 개인 내부의 것이자, 탈주체적인 측면에서 열려있다. 이

목소리들은 이제 광기로 이행한다. 광기는 실재에 대한 원초적 합일 상태를 체

험하는 상태이다. 이는 이성을 통해 진리의 현존을 자각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

한 외부성에 주체를 던짐으로써 주체인 자아의 소멸 상태에서 경험하는 사로잡

힌 상태를 의미한다.

블랑쇼는 ‘서술하는 목소리’와 관련한 사실을 말할 때마다 불행과 ‘광기’를 말

87) EI, p.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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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서술하는 목소리의 효과는 불행의 어두운 목소리와

혼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La voix narrative est, sous ce rapport, la plus critique, qui puisse, 

inentendue, donner à entendre. De là que nous ayons tendance, 

l'écoutant, à la confondre avec la voix oblique du malheur ou la voix 

oblique de la folie.88)

이러한 관계 하에서, 들리지 않는 상태의 서술하는 목소리는 들리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위태로운 것이다. 따라서 서술하는 목소리를 들으며 우리

가 불행으로 우회하는 목소리 혹은 광기를 비껴간 목소리로 혼동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서술하는 목소리의 매우 중요한 속성을 읽어낼 수 있다. 블

랑쇼는 서술하는 목소리를 들리지 않는 것을 들리게 하는 ‘위태로운 것

(critique)’이라 규정하고 있다. 일상의 삶 속에서는 들을 수 없는 상태의 목소리

가 ‘서술하는 목소리’를 통해 들리게 되는 것인데, 텍스트 읽기의 작용 속에서

불행의 목소리와 광기의 목소리가 뒤섞일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앞에서, ‘바

깥’이 열림과 개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정 정도의 고통을 수반

하는 것으로 설명되었듯이, 서술하는 목소리는 불현듯 어두운 예감, 불행을 자

초하는 내적 영감에 사로잡히게 만든다.

블랑쇼는 이 부분에 서술하는 목소리의 속성을 설명하기 위해 작은 각주를

하나 덧붙인다.89) 그는 그 각주에서 마르그리트의 소설을 읽고 (아마도 『롤.

88) EI, p. 567.

89) “C'est cette voix-la voix narrative-que, peut -être inconsidérément, peut-être

avec raison, j'entends dans le récit de Marguerite Duras, celui que j'ai évoqué

tout à l'heure. La nuit à jamais sans aurore-cette salle de bal où est survenu

l'événement indescriptible que l'on ne peut se rappeler et qu'on ne peut

oublier, mais que l'oubli retient-le désir nocturne de se retourner pour voir ce

qui n'appartient ni au visible ni à l'invisible, cest-à-dire de se tenir, un

instant, par le regard, au plus près de l'étrangeté, là où le mouvement se

montrer [...] puis le besoin (l'éternel voeu humain) de faire assumer par un

autre, de vivre à nouveau dans un autre, un tiers, le rapport duel, fasciné,

indifférent, irréductible à toute médiation, rapport neutre, même s'il implique le

vide infini du désir -enfin l'imminente certitude que ce qui a eu lieu une fois,

toujours recommencera, toujours se trahira et se refusera: telle sont bien, il

me semble les <<coordonnées>> de l'espace narratif, ce cercle où, entrant,

nous entrons incessamment dans le dehors. Mais, ici, qui raconte? non pas 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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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스텡의 황홀(Le Ravissement de Lol. V. Stein)』이라는 소설일 것이다.) 자

신이 규명하고자 했던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한다. 블랑쇼는 거기서 소설이 전개

되는 주 무대인 무도회장을 지적한다. 롤. V. 스텡이 버림을 받았던 그 무도회

장은 반복적으로 소설 속에 등장하는데, 그 무도회장의 풍경이 무엇이었는지는

잘 알 수 없도록 서술되어 있다. 같은 장면의 반복은 기억과 망각의 중간에 있

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시선의 중간 지점에서 묘사된다. 어찌보면 무의미

하게 반복되는 같은 공간속에서 타자화된, 제 3자의 시선과, 어떤 매개자로도

환원될 수 없는, 중성적 관계 등이 욕망의 무한한 공백 상태를 그려내며 움직인

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공백 상태의 원환을 일컬어 블랑쇼는 서술적 공간의 ‘좌

표’와 같이 보인다고 말했다. 예지이자, 광기는 말이 포함하고 있는 불가능한 서

술적 원환이자 순수한 바깥, 부조리로 표현되었다. 즉, 광기는 어떤 체계나 체제

내에서 소화될 수 없는 순수한 바깥의 속성을 지녔다.

이러한 광기의 속성은 오히려 오랫동안 예술 장르에 영감을 부여하는 원천으

로 이해되었다. 블랑쇼는 광기가 바깥의 중요한 사례로 사용될 수 있음을 주목

했다. 특히, 체제 내의 법적 한계지점에 관한 고민을 광기를 통해 작품에서 구

현하기도 했다. 이러한 블랑쇼의 관심은 『무한한 대화』에서 푸코의 『광기의

역사』에 대해 짧게 남긴 논평에서도 확연히 남겼다. 광기는 문화의 한계, 외부

로 가는 모호한 몸짓이며,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문학과 예술이 그 한

계-체험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문화가 배척한 것, 한계의 말, 글쓰기의 바깥과

맺는 관계를 준비할 수 있을지 자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90) 한계성이 문학

의 소재가 되어야 한다는 작가의 생각 속에는 광기가 예술과 단절되어야 할 대

상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에게 속한 신비로운 비인간적 가능성”91)이라는 태도

가 토대를 이루고 있다.

블랑쇼 역시 데카르트 이후 합리적 이성과 절대적 자아의 개념이 광기와의

단절과 배제를 함께 가져왔다는 푸코의 의견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블랑쇼는

역시 광기의 체험을 바깥의 체험으로 규정하면서, “광기의 언어를 새로 듣기 위

해서는 아마도 문학과 예술의 위대한 어두운 작품들 속으로 돌아서야 할 것”92)

rapporteur, celui qui prend formellement - du reste peu honteusement -la

parole, et à la vérité l'usurpe, au point de nous apparaître comme un intrus,

mais celle qui ne peut raconter parce qu'elle porte-c'est sa sagesse, c'est sa

folie- le tournement de l'impossible narration, se sachant( d'un savoir fermé ,

antérieur à la scission raison-déraison) la mesure de ce dehors où, accédant,

nous risquons de tomber sous l'attrait d'une parole tout à fait extérieur : la

pure extravagance.” in EI, p. 567.

90) EI, pp. 291~292.

91) 위의 책, p.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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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말했다. 광기가 인간 내밀의 본질이자, 문학 예술이 목표로 하는 한계 체

험이라면 서술하는 목소리가 텍스트 속에서 불행과 광기가 뒤섞인 어두운 목소

리의 일면을 보이는 것은 어찌 보면 블랑쇼의 문학 내 논리 안에서는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다음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예술은, 혹은 시의 언어는 바로

휠더린이 그랬던 것처럼 ‘기관 없는 목소리에 신체를 부여하는 것이다.

La voix qui parle sans mot, silencieusement, par le silence du cri, tend 

à n'être, fût-elle la plus intérieure, la voix de personne: qu'est-ce qui 

parle quand parle la voix? Cela ne se situe nulle part, ni dans la nature, 

ni dans la culture, mais se manifeste dans un espace de redoublement, 

d'écho et de résonance où ce n'est pas quelqu'un, mais cet espace 

inconnu-son accord désaccordé, sa vibration-qui parle sans parole. 

(Hölderlin, dans la folie, <<déclamant>> à la fenêtre, donne un organe à 

cette voix)93)

단어 없이, 고요하게, 비명의 침묵을 통해서 말하는 목소리는 존재하지 않으려 

한다. 그것이 가장 내밀한 것이라 해도 인칭적인 목소리: 즉 목소리가 말할 때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자연에도, 문화

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것은 이중의 공간이자 메아리의 공간, 반향의 공간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 공간은 ‘누군가’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

다. 그 미지의 공간이야말로-그 공간의 떨림은 부정합의 정합을 구현하는-말

없이 말하는 공간이다. (휠더린은 광기 속에서 창을 향해 ‘내뱉으며’ 이 목소리

에게 기관을 부여했다.)

서술하는 목소리는 누군가를 특정 지칭하는 인칭의 목소리가 아니다. 가장

내밀의 목소리인 인칭의 목소리 저 너머에서 또한 말하고 있는 누군가의 목소

리다. 이는 말(parole) 안에서 찾을 수 없는 외부성을 지닌 것이자, 내밀의 공간

안으로 침투해오는 불청객이기도 하다. 텍스트 상에 쓰여진 말에 내재해있지는

않지만, 그 말들이 울려내는 반향 속에 존재하는 것이기도 하다. 휠더린의 위대

한 점은 반향 되는 공간, 실체 없는 목소리에 살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그가 이

목소리에 기관을 부여할 수 있었던 것은 광기에 차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서 미지의 공간의 속성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공간에는

아무도 존재하는 이가 없다. 그 누구에게도 귀속되지 않는 이 공간의 떨림은

‘부정합의 정합’을 구현한다는 것이다. 광기에 찬 예술가 휠더린은 작품 속에서

들리지 않는 것에 목소리를 부여하고 텍스트의 반향 속에서 정합성을 구현했다.

92) 위의 책, p. 296.

93) EI, p.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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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논리는 신적 혼돈의 상태를 갈망하는 희랍에 기원을 둔 사유를 닮아

있다.

『파이드로스』 편에서 소크라테스는 광기를 두 가지로 구분한다. 인간적인

열병에 의한 광기와 다른 하나는 일상의 관습에서 벗어난 신적인 일탈에 의해

생긴 광기다.94) 신적인 광기 중에서도 시적 영감은 뮤즈 여신들에게서 온다. 뮤

즈의 여신들은 여리고 순결한 영혼을 사로잡아 그 영혼을 일깨워 도취 상태에

빠뜨려 시를 짓게 한다.95) 광기와 시의 영감에 관한 테마는 고대 그리스에만 국

한된 것은 아니었다. 프랑스 문학의 위대한 시인으로 기억되는 랭보 역시 폴 드

므니 (Paul Demeny)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시인은 ‘모든 감각기관에 걸친 광대

무변하면서도 이치에 맞는 착란에 의해 투시자’가 된다고 쓴 바 있다. 투시자를

‘사랑, 괴로움, 광기의 모든 형태, 모든 독소를 스스로 찾아 자기 속에 흡수하여

그 정수를’96) 보는 사람으로 썼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다. 블랑쇼가 주목했

던 사이렌의 신화의 부분 역시 이러한 도취의 상태, 광기에 사로잡힌 영감의 상

태에 미혹 당하는 인간에 있었다.

광기는 그러므로, 말하지 않는 목소리의 현현을 가능하게 만드는 우리의 상태

다. 목소리의 위상에 환영적인 속성을 부여한 작가의 의도를 고려하면 더욱 확

연해진다.

La voix narrative qui est dedans seulement pour autant qu'elle est 

dehors, à distance sans distance, ne peut pas s'incarner: elle peut bien 

emprunter la voix d'un personnage judicieusement choisi ou même créer 

la fonction hybride du méditateur (elle qui ruine toute médiation), elle 

est toujours différente de ce qui la profère, elle est la 

différence-indifférente qui altère la voix personnelle. Appelons-la (par 

fantaisie) spectrale, fantomatique.97)

거리 없는 거리 속에서, 오로지 바깥에 있는 한해서만 안에 존재하는 서술하는 

목소리는 구현되지 못한다. 서술하는 목소리는 적절하게 선택된 인물의 목소리

를 빌리거나 혹은 매개자(서술하는 목소리는 모든 매개를 파괴하는 것이다.)의 

다양한 기능을 창출할 수도 있다. 서술하는 목소리는 말하는 무엇과는 전혀 다

르다. 그것은 인칭적인 목소리를 변질시키는 중립적 차이다. 우리는 그것을(환

상의 영역에서) 유령, 환영적인 것이라 부르기로 하자.    

94) 플라톤, 『파이드로스』, 조대호 역해, 문예출판사, 2008, p. 111.

95) 플라톤, p. 57.

96) Arthur Rimbaud, Œuvres Complètes, Gallimard, 1972, p.251, 이에 관해서는 정

남모의 『한국프랑스학논집』제 88호, p. 130에 있는 내용을 재인용하였다.

97) EI, p.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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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랑쇼는 언어 체계 내부에서 고유한 장소를 지니지 못하는 목소리는 ‘유령’

혹은 ‘환영적인’ 효과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역시 목소리는 ‘말(parole)’

로 육화될 수는 없으나 ‘들리는 것’이라는 모순적인 위상을 지녔다. ‘바깥’의 문

제와 관련하여 목소리의 위상은 확실히 무의식의 위상과 닮아있다. 무의식은 말

로 표상되지 못하는 이미지들의 저장고와도 같다. 우리는 현실적 삶에서 결코

표상될 수 없는 무의식의 신호를 인지할 수 있는 것처럼 부재 상태의 텍스트의

어느 장소에도 머무르지 않는 목소리의 존재를 환영처럼 나타난다. 바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블랑쇼의 목소리가 지닌 환상성이란 속성이다.

사실 ‘목소리’의 주제는 블랑쇼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서양철학의 시작인 플

라톤의 존재철학이 지녀온 사유 내적인 문제로부터 출발했다. 현대의 현상학에

까지 이르러 목소리는 언제나 ‘정신의 현현’으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았다. 블랑쇼

의 사유는 후설부터 하이데거, 메를로 퐁티, 레비나스에 이르기까지 현상학의

담론을 피해갈 수 없었을 것이다. 실제로 많은 기록과 블랑쇼 입문서들에서는

이와 같은 맥락으로 그를 이해하려 노력한다. 그러나 블랑쇼는 목소리의 철학

사적 맥락을 인지하고, 일정 정도는 그 맥락을 차용하면서도 전혀 다른 방식으

로 소화하며 문학적 세계를 구축했다.

목소리에서 광기와 환상성을 찾아낸 블랑쇼의 서술하는 목소리의 문제에 대

해서는 기존 철학의 논의로 설명될 수 없는 부분들이 존재한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논의해보기로 한다.

II-2-2. ‘바깥’의 호명에 화답하는 목소리

II-2-2-1. 부권적 호명의 거부

블랑쇼는 목소리의 순수한 자가감응(auto-affection)의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작가의 향방은 텍스트의 무한으로 나아가지도, 시니피앙의 한계로 인한 전통의

음성 중심적 문제로도 회귀하지도 않는다. 블랑쇼의 목소리는 동일자이기를 주

장하는 부권적 타자의 욕망이 강요된 목소리에 대한 거부의 의미를 지닌다. 특

히 외부 세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하여 요구하는 모든 규범의 목소리에 대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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렬한 저항이 전제되어 있다.

블랑쇼가 구현하고자 한 텍스트의 들리는 효과 자체는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

한 물질적인 속성을 지니고 텍스트 속에 자리 잡지 못한 채로 배회하며, 무의식

적인 원형 대상을 환기하는 역할을 한다. 목소리를 따라가면 텍스트 바깥에서

전혀 다른 서사(drame)가 전개된다. 문자의 끈질긴 고착에서 벗어난 목소리는

부권적 계약을 위반하고 일탈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죽음의 선고(Arrêt de mort)』 2부에 나오는 N과의 관계는 블랑쇼가 시의

리듬과 운율, 음조들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한다.

Depuis quelque temps, je lui parlais dans sa langue maternelle, que je 

trouvais d'autant plus émouvante que j'en connaissais moins les mots. 

Pour elle, elle ne la parlait pour ainsi dire jamais, du moins avec moi, 

et cependant, si je commençais à ânonner, à lier ensemble des termes 

maladroits, à former des locutions impossibles, elle les écoutait avec 

une sorte de gaieté, de jeunesse, et à son tour elle me ré -pondait en 

français différent du sien, plus enfantin, plus bavard, comme si sa 

parole fût devenue irresponsable, à la suite de la mienne, employant 

une langue inconnue. Et il est vrai que, moi aussi, je me sentais 

irresponsable dans cet autre langage, si ignoré de moi ; et ce que je 

n'aurais jamais dit, ni pensé, ni même tu à partir de mots véritables, ce 

balbutiement, irréel, d'expression à peu près inventées, et dont le sens 

se jouait à mille lieus de ma tête, me l'extorquait, m'invitait à le faire 

entendre, me donnait, à l'exprimer, une petite ivresse qui n'avait plus 

conscience de ses limites et allait hardiment au-delà de ce qu'il fallai

t.98)

얼마 전부터 나는 그녀에게 그녀의 모국어로 말을 하였는데 내가 아는 어휘 수

가 적기 때문에 더욱 감동적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는, 말하자면 

결코 모국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적어도 나와는 그랬다. 그렇지만 내가 더듬더

듬 말하기 시작하고 어색한 어휘들을 함께 연결하고 말도 안 되는 어구들을 만

들어내기 시작하면 그녀는 일종의 쾌활함, 젊음을 가지고 경청했고 그녀가 대

답할 차례가 되면 프랑스어로 내게 답했다. [...] 그래서 진실한 단어들을 사용

했다면 결코 말하지도, 생각하지도, 침묵조차도 하지 않았을 것을, 거의 멋대로 

지어낸 표현들로 이루어진 그 비현실적 더듬거림, 내 머리로부터 천리나 떨어

진 곳에서 그 의미가 결정되는 그 더듬거림이 나로부터 그것을 끄집어냈고 발

성하게 만들었고, 그것을 표현하는 데 작은 도취감을 느끼게 하였으며 한계를 

의식하지 못하고 적정선을 넘어 무모하게 나가게 만들었다.

98) M. Blanchot, L'Arrêt de mort (이하 AM), Gallimard, 1948, p. 9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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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공인 ‘나’는 그녀의 모국어인 러시아어로 말하고 ‘그녀’는 익숙하지 못한

프랑스어로 대답한다. 그는 모국어가 아닌 이질적인 다른 언어로 이야기 할 때

자유로움을 느낀다. 역설적이게도, 자신의 아는 어휘의 수가 적을수록 말의 표

현에서 인상과 감동은 더욱 늘어난다. 그 언어는 경계를 넘는 더듬거림이자 놀

이의 규칙을 벗어나는 언어였다. 하지만 반대로, 한계가 없는 무한으로 나아가

는 언어는 결여와 소외가 없는 언어가 된다.

블랑쇼는 문학에서 어떤 낱말이 지시하는 것이 더 이상 특정한 사물이 아니

라 ‘다른 말들’이라 지칭한 바 있다.99) 그는 문학의 언어들이 어떤 사물이나 개

념을 지시하지 않기를 바랐다. 견고한 외부 현상의 세계가 떨어져 나가면서 문

학 언어의 기반은 실재와 부실한 관계를 맺는다. 문학은 낱말들의 무한한 연쇄

를 반복하는 비결정의 상태에 놓인다. 이것이 바로 책이 일상적인 의미화에 저

항하는 근원이다.

본문에서 언급했듯이 익숙지 못한 낯선 언어, 모국어가 아닌 언어를 더듬거리

며 말하는 행위는 모국어를 둘러싼 외부적 실재의 압력에서 더 자유로워진다.

마치 시처럼 언어와 그 언어가 지시하는 관계가 깨지고 그 언어에서 느껴지는

음조나 악센트, 무한히 미끄러지는 연상 작용이 지배적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주인공이 모국어를 썼을 때, 이 둘의 관계는 분리를 맞이한다. 때마침 상황은

공습이라는 외부적 위협 속에서 군중에 휩쓸려 정처 없이 멀어지게 된다.100) 블

랑쇼에게 일상의 삶을 지배하는 모국어는 '광적인 위력을 가지고 그녀 위로 떨

어지는 짓누르는' 것이다. 그리고 군중 속에 휩싸여 이 둘을 멀리 떨어뜨려 놓

는다. 낯선 타자의 언어로만 이야기 하는 둘 만의 언어유희는 어찌 보면 소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실(vérité)이 아니라, 허상과도 같은 연약한 지지대(faibles

appuis)에 의지하는 것이었다. 외부 위협 상황에서, 이 지지대는 무너지고 다시

모국어에 갇히게 된다.

모국어야말로 주체의 사유를 관장하는 견고한 체계이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99) AM, p. 99.

100) "J'allai sans doute extrêmement loin, le jour de l'abri. Il me semble que

quelque chose de furieux me poussait, une vérité si violente que, rompant tout

à coup les faibles appuis de cette langue, je me mis à parler en français, à

l'aide de mot insensés que je n'avais jamais affleurés et qui tombèrent sur

elle avec toute la puissance de leur folie. 공습이 있던 날, 나는 여지없이 극도

로 지나친 일을 저질러버렸다. 광폭한 무엇인가가 나를 누르는 것만 같았다. 진실

은 너무나도 폭력적이어서 단번에 이 언어의 연약한 버팀목을 무너뜨리는 바람에

나는 프랑스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내가 한 번도 떠올려 본적이 없는 엉뚱한 말

들로. 그리고 그 말들은 광적인 위력을 가지고 그녀 위에 떨어졌다. " in AM, p.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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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현실의 이데올로기의 매개가 되는 언어이기도 하다. 많은 지역에서 근대

국가 체제 정비기에 국어 체계를 완성하거나 순화하는 사례들을 볼 수 있다. 이

질적인 외국어를 받아들이는데 모국어의 견고성이 명백한 간섭 현상을 일으킨

다는 수많은 연구 논문들이 그것을 방증한다. 모국의 말은 소통 구성원들의 규

약과 도덕 원칙들을 내면화함으로써 습득된다. 즉 말의 사용에는 기본적으로 동

일화 과정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말의 규범, 혹은 관습, 제도 등

의 상징 이데올로기를 내포한 규범적인 말이 목소리로 화한 ‘초자아’를 통해 작

동된다는 것이 프로이트를 필두로 한 정신분석에서 논의된 바 있다. 프로이트는

유아기에 주입되는 부모의 금지 목소리가 내면화되어 초자아가 형성된다고 보

았다.101) 이상적 자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양심이 파수꾼으로 임명되는데, 양

심의 독려는 목소리에 의해 중개된 부모의 비판적인 영향의 효과 속에서 생겨

난다. 내적 목소리는 부모의 영향을 주체에게 선사하는-타자들과 더 나아가 공

론의 관계로까지 확장된-중개자가 된다.

블랑쇼의 언어관은 이와 같은 언어들에 대한 명백한 거부를 담고 있다. 서양

철학사에서 매우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진리와 사유를 보증하는 내적 언어,

가치의 내면화 과정 속에 만들어진 법의 현현으로서의 목소리는 그의 문학적

지향점과는 다르다. 어깨 위로 떨어져 짓누르는 모국어의 무게처럼 초자아적 이

미지는 억압을 상징하는 부정의 이미지들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소설 『아미나다브(Aminadab)』 에 나타난 한 장면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Tu peux beaucoup, car c'est ton témoignage qui fixera le régime auquel 

nous serons condamnés. Tu ignores ce qui nous menace. La vie à 

l'hôpital est un enfer. [...] L'épreuve la plus douloureuse est la 

purification de l'ouïe. La chambre dans laquelle on nous tient 

prisonniers est fermée à tous les bruits. On jouit d'abord de ce silence 

et de cette paix. [...] Le premièr moment pénible vient d'une parole que 

la malade fait entendre à haute voix et qui est, paraît-il, toujours la 

même; c'est un nom, je ne sais lequel, un nom qu'il prononce d'abord 

avec indifférence, puis avec curiosité et enfin avec un amour plein 

101) “초자아는 자아와 마찬가지로 그 근원이 귀로 들은 어떤 것에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잠정적인 답변이다. 초자아는 자아의

일부이고 이 언어표상을 통해서 의식에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리비도가 집중된

에너지’는 청각적인 지각을 통해 이러한 초자아의 내용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드 속에 있는 원천에서 오는 것이다. [...]” in 「자아와 이드」, 열린책들, p.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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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goisse.; or l'ouïe, déjà desseché par le silence, ne l'entend que 

comme un mot privé de sensibilité et de chaleur.[...] Le malade 

commence une conversation avec lui-même où il met toute sa tendresse 

et qui lui est répétée avec une indifférence croissante.[...] Plus il 

s'exprime avec chaleur, plus ce qu'il dit le glace. S'il fait appel à ce qui 

lui est le plus cher au monde, il le perçoit comme séparé de lui à 

jamais.[...] En y songeant, et naturellement il ne pense qu'en parlant, il 

s'aperçoit que les paroles qu'il entend sont comme les paroles d'un 

mort; il s'entend comme s'il était déjà privé de conscience; il est son 

propre écho dans un monde où il n'est plus; il subit ce supplice de  

recevoir en dehors de l'existence les mots qui ont été l'âme et le 

discours de toute sa vie. Le délire s'empare de cette impression. 

L'oreille devient immense et prend la place du corps. Chacun se croit  

changé en ouïe où meurent les chants les plus beaux, les paroles les 

plus aimées, la vie même par un terrible et éternel suicide. On ouvre 

alors votre chambre, on prononce votre nom.102)

당신은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당신의 증언여부에 따라 우리에게 명령된 

정화의식이 정해지니까요. 당신은 모르는 군요, 우리가 무엇에 겁을 먹고 있는

지를. 병원 생활은 지옥이나 다름없어요. [...]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청력의 정

화이지요. 우리가 갇힌 방은 모든 소리로부터 차단됩니다. 처음에는 이 침묵과 

평화가 즐겁습니다. 자기가 사는 장소에서 세계가 물리쳐짐으로써 기분 좋은 

휴식이 되는 것이지요.[...] 최초의 괴로운 순간은 병자가 고함을 질러 어떤 말

을 내뱉을 때인데, 그 말은 언제든지 같은 말이 되곤 합니다. 그것은 이름인데 

무슨 이름인진 모르지만 그 이름을 처음엔 무관심하게 입으로 발설하다 호기심

을 가지고 발음하고 마침내는 고뇌에 찬 애정을 담아 그것을 발음하게 됩니다. 

그런데 청각 쪽은 이미 침묵으로 인해 메말라 있어서 그 이름은 감각에 호소할 

힘도 열도 없는 단어로서밖에 들려오질 않는 것입니다. [...]병자는 자기 자신

과의 대화를 시작하고 거기에다 그의 모든 애정을 쏟고 있지만 대화가 되풀이 

될 때마다 거꾸로 무관심의 정도가 자꾸 늘어갑니다. [...]그가 열정을 가지고 

자기를 표현하면 할수록 그가 말하는 것은 그를 얼어붙게 하는 결과가 되지요. 

아무리 그리운 사람을 불러도, 그 음은 자기로부터 영원히 동떨어진 것으로 지

각됩니다. [...] 자기에게 들리는 말이 말하자면 죽은 자의 말임을 깨닫게 됩니

다. 그는 마치 이미 의식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 자기 목소리를 들어요. 그는 

자신이 이미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 있어서 그 자신의 메아리지요. 자기 전생애

의 영혼과 언설이었던 말을 삶의 바깥에서 받아들이는 이러한 고문을 그는 견

뎌내는 겁니다. 착란이 인상을 붙잡습니다. 귀는 거대해지고 몸 대신의 역할을 

맡게 되지요. 더할 수 없이 아름다운 노래도. [...] 생 그 자체까지가 무서운 영

원한 자살에 의하여 죽어가는 이 청각-누구나 다 자기는 그런 청각으로 변해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당신 이름이 불릴 겁니다.[...]

『아미나다브 (Aminadab)』는 블랑쇼의 『알 수 없는 자 토마 (Thomas

102) Aminadab (이하 Ab), pp. 176~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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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bscur)』 이후 선보인 첫 장편 소설이다. 블랑쇼가 저작활동을 시작한 지 얼

마 되지 않은 초반의 작품이자 발표 된 후 문단에서 그다지 좋은 평을 받지 못

했던 작품이기도 하다. 이 작품은 블랑쇼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카프카의

『성(Das Schloß)』에 대한 작가만의 해석으로 재탄생된 환상 소설이기도 하다.

소설은 주인공인 토마가 출구를 찾을 수 없는 거대한 집에 갇혀 배회하며 부조

리한 각종 사건에 휘말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세 인물군(투숙

객, 하인들-수위, 징벌자-직원)이 등장하는데 그중 규칙을 어긴 하인들과 투숙

객들에 내려지는 처벌에는 감각들의 ‘정화 의식’이란 처벌이 있다. 위의 본문은

감각을 통한 고문 의식 중 청각에 내려지는 형벌의 한 장면을 담고 있다. 이 소

설에서 주된 문제가 되는 각 방이 모인 이 건물의 배치는 마치 그 자체로 하나

의 거대한 공명기처럼 방의 소음을 증폭시키고 발생된 소리를 공유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청각적 이미지들은 법규를 기반으로 감시를 통한

통제의 도구로 나타나고 있다.

위의 장면을 보면, 블랑쇼가 ‘자기동일적’인 사유의 매개자로서의 목소리에 관

해 부정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청각의 고문은 가장 고통스

러운 고문이다. 그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외부의 소음이 차단된 곳에

서 ‘자신의 소리를 자신이 듣는 것’이다. 자신의 말이 변형되어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형태로 변환되어 돌아온다. 귀로 들려오는 목소리의 형태는 익숙한 것

이 아니라 낯설고 두려운 것으로 고통을 가한다. 텅 빈 의식은 그 자신이었던

죽은 자의 말로 채워진다. 그리고 몸 전체는 소리를 받아들이는 거대한 기관으

로 화한다. 즉, 그 목소리는 마침내 주인인 자신의 의식을 잃게 만든다. 청각의

고통은 같은 말의 반복인 시간의 정지에서 온다. 그것은 외부성을 동반하며 그

자신에게로 돌아오는데, 현존의 상태와는 무관한 죽은 언어가 되어 돌아온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청각 고문에서 감금한 자가 내뱉은 말이 내용이 삭제

된 텅 빈 상태의 ‘음’으로 화해서 돌아온다는 것이다. 그 자체로 무의미한 순수

한 음의 형태가 된 그 소리는 아무런 내용도 없이 영혼의 정화를 종용함으로써

복종을 요구한다. 자신이 발설한 같은 말이 반복된 울림으로 가득 채워져 말과

신체가 동화되는 데 이른다.

변하지 않는 타자의 언어, 우리의 주관을 뚫고 들어오는 강제적인 언어의 목

적은 법규의 문제로 소급된다. 법규를 배반한, 집의 금지 명령을 어긴 이에게

내려지는 처벌이 ‘청각적인’ 고문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법의 견고한 규

율을 내면화하기 위한 것이나 문제는 그 법의 내용은 비어있고 그 누구도 알

수 없다.103) 청각적 처벌은 그야말로 내용이 비어있는 순수한 계약의 형태로 법

103) 소설 『아미나다브』에서 법에 관한 문제는 이 논문의 3부인 「죽음충동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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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를 보증하는 외피로서 작동한다. 청각이 아버지의 법을 어떻게 환기하는 도구

로 쓰일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라캉의 세미나 『불안(Angoisse)』에 나타난 ‘뿔

피리’ 논의를 참조해볼 필요가 있다.

라캉의 세미나 『불안(Angoisse)』은 1962에서 1963년까지, 강연 활동이 편집

된 모음집으로 대상a 로서의 ‘목소리’와 그 효과에 대해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63년 5월 22일의 세미나에서는 테오도르 라이크 (Theodore

Reik 1888~1969)의 ‘뿔피리’에 대한 분석을 인용하며 논의를 전개한다.

‘schofar(chofar)’라 불리는 뿔피리는 본래 유대인의 종교의식에 사용되던 뿔나

팔이고 가장 오래된 고대의 관악기다. 라이크는 황소의 울음소리를 연상시키는

뿔피리 소리는 아버지의 법에 대한 계약과 복종을 상기시키는 도구라 분석한다.

법 그 자체는 순수한 형태로, 목소리를 통해 요약된다. 뿔피리 소리는 죽은 아

버지의 부재 때문에 생겨난 목소리 형태의 요구이자 상징적인 법의 근원적인

결핍을 은폐하는 아버지의 현현을 대리하는 것이라 말한다.104)

이러한 뿔피리와 같은 기능은 성서에서 여러 번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두를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신의 고대적인 현현은 천둥과 번개를 동

반하여 나타나는 뿔피리 소리와 함께 빈번하게 나타난다.105) 성서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장면과도 같이 블랑쇼의 소설 『아미나다브(Aminadab)』에서도 법과

계약의 이행을 일탈하는 폭도들에게 내려졌던 처벌의 장면들을 어렵지 않게 찾

을 수 있다.

토피아」로 본 소설 분석 2장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주인공인 토마는 미궁처

럼 혹은 카프카의 성처럼 건물의 전모를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집으로 우연히

들어가게 된다. 이 집은 지하실과 1층 2층으로 되어 있는데 3층으로 가는 것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집에 세를 들어 사는 사람들은 밤마

다 알 수 없는 규칙에 의해 방을 옮겨 다니고 규율에 복종하지 않거나 규율을 실

행하는 하인들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여 신고하면 방을 빼앗기고 내사와 검열에

시달린다. 이 건물에 사는 사람들의 욕망은 이 집의 법규와 배치도를 손에 넣는

것과, 원천적으로 금지된 위층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그 누구도 배

치도를 본 적이 없으며 법규의 전문을 알 지 못한다. 심지어는 이곳의 직원들조

차도 본 적이 없고 정해진 관습대로 투숙객들과 병자들을 통제할 뿐이다.

104) J. Lacan, Le Séminaire X: L'angoisse, Seuil, 2004, pp. 282~295.

105) “Or le troisième jour Quand vint le matin, il y eu des voix, des éclairs, une

nuée pesant sur la montagne et la voix d’un cor très puissant; dans le camo ,

tout le peuple trembla.제 삼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

고 나팔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Exode 19: 16) in La

Bible, société biblique française & Édition du cerf, 1988.(이하 성서의 제목과 절

만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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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t étrange, il semblait que le bruit vînt en bas, du sous sol ou d'un 

lieu plus caché encore. On eût dit que dans les fondations de la maison 

s'éveillait une voix qui  sans colère, avec une terrible et juste gravité, 

annonçais notre malheur à tous. Mais nous eûmes à peine le temps de 

nous interroger du regard.[...] Au dessus de nos têtes, des 

craquements, des bruits tantôt éclatants, un frissonnement de poutres et 

de planches se faisaient entendre. parfois, à la force de craint, nous 

nous imaginions avoir entendu le vacarme d'un écroulement, et nos 

yeux voyaient trembler les murs et les draperies frissoner. [...] Puis 

des cris inhumains se firent entendre, des cris qui ne pouvaient sortir 

que d'une angoisse épouvantable.[...] À peine l'eûmes-nous ouverte 

qu'un véritable tremblement secoua l'édifice et qu'au millieu d'un tumulte 

assourdissant une partie du plafond de la salle s'écroula, ensevelissant 

nos amis, nos chefs, et le meilleur de notre oeuvre. [...] nous autres ne 

percevions que le châtiment, châtiment d'autant plus insupportable que 

nous ignorions comment il nous avait frappés et que nous ne pouvions 

l'attribuer qu'à des puissances obscures à des maîtres invisibles à la loi 

qui nous punissait parce que nous l'avions offensée.106)

기괴하게도 소리는 아래쪽에서, 지하층 쪽에서 아니 더 깊숙이 숨은 장소에서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얻어들은 바로는, 이 집의 기반에서 어떤 소리가 눈

을 뜨고 그것이 노여움의 울림도 없이 무서우면서도 정당한 엄숙함을 깃들이며 

우리들 모두의 불운을 암시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간신히 눈으로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무언가가 떨어져 붕괴되는 굉음을 들은 것도 같았는데 우

리의 눈은 사면의 벽이 진동하는 것과 거기에 걸린 천이 떨리는 것을 보고 있

었습니다.[...] 사람의 소리라곤 여겨지지 않는 외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 

문을 열자마자 이번에야말로 뚜렷한 무시무시한 진동이 건물을 뒤흔들며 귀청

을 찢는 굉음과 함께 홀 천장의 일부가 무너져 우리들의 동료, 우리들의 지도

자들, 그리고 우리들의 중요한 일들 중 몇몇이 묻혀버렸습니다.[...] 어떻게 해

서 그 벌이 우리들을 엄습했는지 모릅니다. 우선 어둠 속에 있는 힘, 눈에 안 

보이는 지배자 밖에는 떠올려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칙을 어겼기 때문에 법

칙으로부터 벌을 받은 것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견디기 어려운 벌, 

오직 그것만을 보았던 것입니다. [...]

건물 위층으로 진격하는 투숙객의 집단에 집 그 자체는 거대한 징벌을 내

린다. 이 징벌의 형태는 굉음과 붕괴, 무너지는 집에 압사당하는 이들의 비명과

전이되는 공포다. 좀 더 주목해볼 것은 이들을 강제하고 처벌하는 힘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건물 투숙객들은 왜 올라가서는 안 되는지, 처벌하

는 자의 존재가 누구인지, 왜 처벌받는지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다. 법의 진

정한 의미는 비어있는 채로 계약 그 자체의 실행만이 존재한다. ‘법칙을 어겼기

106) Ab, pp. 13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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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법칙으로부터 벌을 받는’ 논리가 작동된다. 그래서 이 건물의 직원들은

언제나 ‘집은 곧 규율’과 같은 설명을 투숙객들에게 끊임없이 주입한다.107) 이는

명령을 이행하고 신의 현현을 대리하는 초자아적 목소리의 표본과도 같다. 블랑

쇼는 이 작품에서 통제, 혹은 그 반대인 선동의 기제로 목소리가 자아내는 청각

적인 이미지들을 사용하고 있다.108) 통제와 금기는 초자아의 양면적인 역할을

한다. 이 둘 모두 작동 방향이 다를 뿐, 타자의 요구를 담지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그 요구 속에는 자신의 욕망을 타자에 관철하고자 하는 의지가 내재되어

있다. 블랑쇼 소설에 나타나는 법의 형상은 바로 이러한 대타자의 욕망을 실현

하기 위한 도구이자 목소리의 외피를 입고 있다.

그렇다면 이 의지의 주인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여기서 초자아적인 요

구는 주인 없는 것이다. 마치 이 집의 규율을 처음 만든 사람을 아무도 본적이

없는 것처럼, 집이 작동되는 체제 자체가 초자아적인 작용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규율의 표상을 지닌 합리적 이성은 마치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cōnātus)109)처럼

107) Ab, p. 146.

108) “Mais il fut facile à quelques ambitieux d'enflammer les peuple en lui

annonçant que son heure était venue et que le voile devait être déchiré par

une génération qui avait deja foulé aux pieds tant de secrets. Ces discours

d'abord prononcé timidement furent bientôt repris en choeur par tous et il

retentirent sous les voûtes avec une si grande violence que les murs

tremblerent et que la maison tout entière sembla sortir de son mutisme pour

nous parler un langage que nous n’entendîmes pas. Les âmes craintive s’

attirèrent en vain notre attention sir ces paroles confuses qui paraissaient

tomber des cieux. Quelquefois, au fond des couloirs où l'écho ne portait que

lentement les sons, nous étions surpris nous mêmes d'entendre nos propres

conversations se répéter dans un vacarme indistinct qui en exprimait le vrai,

l'injurieux néant. Étaient-ce même nos parole? 하지만 몇몇 야심가들에게 이제

때는 왔다, 비밀을 가리는 베일은 이미 숱한 비밀을 짓밟은 세대에 의하여 찢겨

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며 사람들을 선동하기란 매우 쉬운 일이었습니다. 처음에

는 조심스럽게 하던 말들도 마침내는 모두가 입을 모아 제창하게 됨으로써 그 목

소리가 하늘 아래 세차게 메아리쳐서, 주위의 벽이 진동하고 이 집 전체가 침묵

에서 빠져나와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말을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것만 같았습니

다. 마음이 소심한 사람들은 마치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듯한 이 막연한 말에

우리들의 주의를 쏠리게 하려고 했지만 그건 헛된 일이었어요. 소리가 그냥 천천

히 메아리를 전해올 뿐인 복도 안쪽에서 가끔 우리는 자기가 하는 말이 어떤 불

분명한 소음 속에 되풀이 되며 그러한 소음으로 말의 진실이 모욕적일만큼 허망

하게 사라져버림을 깨닫고 스스로도 깜짝 놀랐었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 말

일까?” in Ab, p. 128.

109) 스피노자의 존재론과 자연학의 귀결이면서 그의 인간학이라고 할 수 있는 감정

이론 그리고 그의 윤리학과 정치론의 출발점을 구성하는 개념으로, 인간을 비롯

한 모든 유한한 사물들 즉 모든 유한한 양태들의 본질을 의미한다. 스피노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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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망을 실현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법은 자신을 보존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할

뿐이다. 많은 철학자들이 스피노자의 이성과 정념에 주목하고 있는 점은 바로

이성과 욕망이 분리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관점 때문이다. 의식이 다른 사유의

원인이 아니라 의식 자체도 원인을 지닌 것으로 ‘자신에 대한 의식을 가지려는

욕구’로 보았다. 욕망은 각 사물은 연장을 가진 신체에, 사유에 속하는 영혼과

관념이 자신의 존재 속에 계속해서 머무르려는 시도, 노력110)으로 보았다. 이성

이 외부의 ‘실재’, 즉 진리의 존재가 있어서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

에 머무르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사유하는 것이다. 푸코에게서 ‘권력의 바깥’은

없듯이 스피노자에게서 욕망의 바깥은 없다. 이러한 관점에 라캉 역시 그의 세

미나 11권111)에서 인간 실존의 핵심을 욕망으로 본 스피노자의 견해에 동의하

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스피노자가 욕망을 보편적 신적 속성으로 종속

시킨 것에 대해 이 보편성이 시니피앙의 기능을 통해 보편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란 취지의 논의를 이어간다.

이 법의 형상은 라캉의 욕망에 관한 관점과도 상통한다. 욕망의 발생지는 욕

망으로서의 대타자(Autre comme désir)의 담화 속에 놓인 결여다.112) 여기서

대타자는 상상계의 착시를 통한 타자성을 초월해있는 근본적인 타자성을 의미

한다. 아마도 대타자를 그러한 방식으로 표현한 이유는 직접적 동일시가 불가능

한 근원적인 결여를 내재한 타자성을 표현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알 수 없는 법

의 실체가 작동되는 장소에서 배제와 복종이 종용된다. 근원적인 타자성을 두고

실제로 라캉은 대타자를 법과 언어에 등치시킨 바 있다. 타자성이 실현되는 근

원적 장소에서 금기와 처벌 이 두 개의 목적은 거기에 속한 자아의 소관이 아

니다. 금기와 처벌, 그리고 배제와 차별의 목적 역시 대타자의 욕망에 속한다.

이는 목소리를 통하여 초자아의 명령으로 등록될 뿐이다. 이는 외부 현실의 억

압으로부터 자유로운 호명, 즉 아버지 중심의 계약에서 벗어난 다른 호명으로

철학에 따르면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은 신이고 신을 제외한 모든 것은 양태로서

존재하며, 인간을 포함한 모든 사물은 유한한 양태의 본질인 코나투스를 가지고

있다. 본질로 인해 사물은 필연적으로 정립되고 본질이 제거되면 사물은 필연적

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스피노자는 자기를 보존하는 능력, 곧 본인의 존재 속에

계속해서 머무르려는 노력을 사물의 본질 자체로 보았다. 이에 관해서는 2015년

『철학사상 57권』에 실린 박기순의 논문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개념과 목적론

의 문제 (Spinoza`s Concept of Conatus and the Problem of Teleology)」와 두

산백과사전(http://www.doopedia.co.kr)을 참고하였다.

110) 질 들뢰즈, 『스피노자의 철학』, 박기순 역, 민음사, 2001, p. 36.

111) J. Lacan, Le Séminaire XI: Les quatre concepts fondamentaux de la

psychanalyse, Éditions de Seuil, 1964, p. 247.

112) J. Lacan, Écrits, Éditions du seuil, 1966. pp. 84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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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하는 것이다.

블랑쇼에게서 ‘탈주체’의 문제를 이야기 한다는 것은 단지 진리 보증의 담지

자로서의 절대 자아를 부정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알튀세르 (Louis

Althusser, 1918～1990)가 이야기 한 것처럼 ‘이데올로기의 이중화된 반사구조가

보장하는 것들’에 대한 거부를 담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 아버지의 목소리로

표상된 호명, 즉 뿔나팔의 계약이 상기시키는 것은 절대자가 개인을 주체로 호

명하고, 신이 부여한 ‘주체’에 종속되고 호명된 것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인지하

는 일련의 과정들을 의미한다. 알튀세르는 그의 논문인 「이데올로기와 이데올

로기적 국가 장치」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때에 주님(야훼)이 구름 속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주님은 모세를 부르

셨다. :‘모세야!’ ‘접니다.’ 모세가 말했다. ‘저는 당신의 종인 모세입니다. 말씀

하십시오. 그러면 듣겠습니다.’그러자 주님은 말씀하셨다. ‘나는 바로 나다!’” 

그래서 신은 스스로를 가장 뛰어난 ‘주체’, 자신에 의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존

재하는 존재(“나는 바로 나다.”), 그리고 그의 호명 자체에 의해 그에게 종속되

어 있는 개인, 즉 모세라 이름 붙여진 개인을 호명하는 존재로서 규정한다. 그

리고 그의 이름에 의해 호명되고-불려진 모세는 신에 의해 불려진 것이 ‘바로’

그라는 사실을 인지함으로써 그가 주체, 신의 주체, 신에 종속된 주체, ‘주체’에 

의한, 그리고 ‘주체’에 종속된 주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113)

‘목소리’는 이러한 신적 계약에 있어 호명의 요체가 된다. 알튀세르 역시 이에

주목했다. 호명하는 목소리는 ‘그것이 말함’에서 ‘나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건다.114) 그리고 그 목소리는 한 개인을 신의 명령에 의해 복종하는 한 주

체로서 재탄생시킨다. 신의 호명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신이 부여한 주체로서의

동일화가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개인의 기원이 되는 신의 호명을 통해

신의 일부로 종속된, 내면화를 동반하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알튀세르와 라캉의 논의를 더욱 명확히 설명해주는 텍스트가

있다면 데리다의 주된 저작인 『그라마톨로지 (Grammatologie)』일 것이다.

『그라마톨로지』에서는 신의 현현과 자기 보증의 방식이 목소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이미 그가 『목소리와 현상 (Voix et

phénoménologie)』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의식’은 순수한 자가감응

(auto-affection)에 대한 경험이기에, 전혀 오류가 없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신

113) 루이 알튀세르,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in 『아미엥에서의

주장』, 김동수 역, 솔, 1991, pp. 123~124.

114) 위의 책, p.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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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실체의 무한한 타자성은 자신과의 투명한 관계 속에 그리고 자가 정서의 순

수성 속에 매개적이고 불투명한 요소처럼 간섭되지 않는 것이다. 신은 절대적으

로 자기 자신에 현전하고 절대적으로 순수한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을 가능하

게 하는 로고스다. 목소리는 로고스의 현현이자 자가감응을 통한 현전을 가능하

게 한다. 즉 자기 자신이 말하는 것을 스스로 듣는다는 것의 경험은 곧 의식으

로 연결하는 유일한 경험이 된다. 목소리는 바로 시니피앙의 질서이며, 외부로

부터 시니피앙을 차용할 필요가 없다. 이에 비해 문자는 외부적이며 물질적이고

연장의 한계를 안고 있는 시니피앙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존중된다는 점을

지적했다.115)

블랑쇼의 목소리는 이러한 아버지-신-로고스로 이어지는 연쇄를 파기한 목소

리다. 앞서도 말했듯이 블랑쇼의 목소리는 발설되자마자 자기 자신을 알아볼 수

없는 비동일적인 메아리이자 거짓 정체성, 비진리적인 것이다. ‘죽음’, 존재의

‘균열’, ‘추방’, 익명의 낯선 ‘웅성거림’ 속에 잠기는 일,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의 떨림과 ‘흐느낌’, 관계의 균열을 반영하듯이 들려오는 여러 종류의 소

115) “Le logos de l'être, <<la Pensée obeissante à la Voix de l'Être.>>est la

première et la dernière ressource du signe, de la différence entre le signans et

le signatum. Il faut qu'il y ait un signifié transcendantal pour la différence

entre signifié et signifiant soit quelque part absolue et irréductible. ce n'est

pas un hasard si la pensée de l'être, comme pensée de ce signifié

trascendantal, se manifeste par excellence dans la voix: c'est à dire dans une

langue de mots. La voix s'entend-c'est sans doute ce qu'on appelle la

conscience-au plus proche de soi comme l'effacement absolu du signifiant.:

auto-affection pure qui a nécessairement la forme du temps et qui n'emprunte

hors du soi, dans le monde ou dans la <<réalité>>, aucun signifiant

accessoire, aucune substance d'expression étrangère à sa propre spontanéité.

C'est l'expérience unique du signifié se produisant spontanément, du dedans

de soi, et néanmoins, en tant que concept signifié, dans l'élément de l'idéalité

ou de l'universalité.[...] ‘존재의 목소리에 복종하는 사유’인 존재의 로고스는 기
표와 기의 사이에서 차이로 생성된 기호의 처음이자 마지막 원천이다. 거기에는

기표와 기의 사이의 차이에 관해 절대적이고 해독불가능한 어떤 부분으로서의 선

험적인 기의가 존재할 것이다. 존재의 사유가 선험적인 기의의 사유로서 목소리

를 통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다시 말해 단어들의 언어인. 목소

리는 들린다.-이것은 분명 의식이라 불리는 것이다.-자기 자신과 가장 가까운 곳

에서 시니피앙의 절대적인 사라짐으로. 순수한 자가-감응은 필연적으로 시간과

공간의 형식을 지니고 자기 자신 외에 세계, 혹은 “현실”에서 자신의 고유한 직

접성에 이질적인 표현의 대체물도, 부차적인 어떤 시니피앙도 차용하지 않는다.

시니피에의 유일한 경험이다. 직접적으로 생산된, 자신의 내부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화된 개념으로서 관념성과 보편성의 요소 속에서.[...].”in

Grammatologie,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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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등이 이에 해당된다.

블랑쇼의 중기 저작 『하느님』과 소설 형식을 갖춘 마지막 작품인 『최후

의 인간』에서는 청각적인 이미지를 극대화하고 있다. 『최후의 인간』에서는

타자와 공동의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한 개인의 내적 의식과 욕망의 뒤섞

임, 혼란스러운 감정 등이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나타난다면, 『하느님』에서는

전염병이 창궐한 도시의 전 시청직원인 주인공 소르주의 실존적 고민과 억압적

인 사회 제도와 법의 문제가 부딪치는 균열의 서사 속에 병리적일 만큼의 소음

과 목소리들이 등장한다. 블랑쇼는 군중의 집합적인 소음 속에 완벽하게 주체를

상실한 채로 자신을 놓이게 하는 설정을 반복적으로 사용한다. 주인공 소르주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을 앓고 있다. 소설 속에 간접적으로 표현될 뿐이지만 내

부와 외부의 극심한 균열로 인한 망상의 의식의 흐름이 한 인물에 국한된 좁은

틀을 벗어나 무한히 증폭하고 유동적인 소음 속에 방황한다.

『하느님』의 주된 얼개는 작가의 주제 의식에 의해서 설정된 인물들의 몇몇

역할에 의해 전개된다. 억압된 사회의 질서가 우연적인 전염병에 의해 붕괴된

현실에서 체제 전복을 실천하고자 하는 피에르 북스, 전염병에 의해 죽어가는

도르트, 주인공을 둘러싼 여성들 (동료, 가족, 연인)은 소르주의 생활 전반을 구

성하는 요소들이다. 이들과 맺는 소르주의 관계는 언제나 헛돌고 부적응하게 만

든다. 이들과의 대화와 관계 맺기 속에서 어김없이 군중의 집합적 소음이 등장

한다.

우리의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인물들 간의 대화와 소설이란 장르의 요건을

갖춘 작품의 내용 안에서 반성적, 실존적 의미망을 찾아내는 데 있지 않다. 오

히려 집합적인 소음을 통해 새로운 의미망을 찾아내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A cet instant, j'en eus le pressentiment, il se produisit comme une 

déchirure dans notre entretien, mon interlocuteur disait n'importe quoi, 

je ne l'écoutais pas, j'écoutais tout autre chose, et pourtant ce qu'il 

disait ne pouvait être très différent de ce que je croyais entendre.[...] 

-Vous étiez journaliste? 

-Oui, j'ai écrit dans certains journaux. Il ajouta: Je ne suis revenu dans 

ce pays que depuis peu de temps. J'appartiens à ce qu'on appelle 

l'émigration, bien qu'un tel mot  ne signifie plus grande chose. Depuis 

que j'ai cessé d'être médicin, je me suis occupé de questions très 

diverses.

Je fis encore un effort.

-Vous avez été médecin? Vous avez quitté cette profession?-J'ai été 

révoqué. 

Mes yeux se portèrent sur son costume, sur ses mains ; puis 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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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ardai par la fenêtre et j'aperçus la masse sombre, incroyablement 

sombre, de l'avenue.

-J'ai été mis en disponibilité, reprit-il sur un ton tranquille. 

J'entendais hurler la radio de mes voisins. D'un étage à l'autre passait 

avec une puissance irréstible un chant violent, tapageur, une véritable 

voix collective.116)

그 순간 나는 어떤 전조를 느꼈고 그것이 우리의 대화에 일종의 찢김과 같은 

것을 만들어냈다. 상대는 아무것이나 말하고 있었고 나는 듣지 않았다. 나는 

전혀 다른 것을 들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하는 것은 내가 들었다

고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것은 아니었다.[...]-당신은 기자였습니까?

-네, 저는 몇몇 주간지에 기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

저는 이 나라에 돌아온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이민자에 속하

죠. 그런 말로는 더 중요한 걸 표현할 수 없지만. 의사직을 그만 둔 이후로 저

는 매우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나는 다시 한 번 그와 대화하려 

애썼다. 

-의사였습니까? 그럼 그 직업에서 손을 뗀 겁니까?

-의사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내 시선은 그의 복장과 그의 손에 머물렀다가 창문을 통해 거리에 어둠의 덩어

리가 깔리는 것을 알아차렸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어두운. 그는 조용한 톤으

로 대꾸했다.

-저는 휴직을 당했습니다. 

나는 옆자리의 라디오가 울부짖는 것을 듣고 있었다. 한 층에서 다른 한층으로 

난폭하고도 요란한 노래가, 집단적인 목소리가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지나갔

다.  

이 장면은 소르주가 피에르 북스를 처음 만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다. 이들

의 대화는 특별한 의미 없이 신변잡기적인 이야기로 진행된다. 블랑쇼의 소설

대부분이 그렇듯이 소설의 사건은 특정한 결말, 특정한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

짜여진 플롯의 일부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파편적인 사건 하나 하나가 그

자체로 존재할 뿐이다. 소설의 시작과 함께 지하철에서 부딪친 어떤 누군가에게

소르주가 이유 없이 얻어맞은 장면처럼, 소설은 우연적 사건의 연속에서 주체와

주체를 둘러싼 세계와의 관계를 재조명한다.

소르주는 북스와의 대화에 전혀 집중하지 못한다. 그의 의식은 주변 소음과

함께 끝없이 부유한다. 그들의 대화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찢겨진 채로 진행된

다. 소르주가 듣는 것은 타자의 말이 아니라 타자의 말과는 전혀 다른 어떤 것

이다. 그의 듣기는 관계성을 만드는데 실패한다. 그 실패를 레스토랑의 라디오

소리, 그 공간에 존재한 사람들의 주인 없는 목소리들, 귀를 아프게 하는 난폭

한 노래가 대신한다. 그러한 소음 속에 뒤섞이며 소르주는 말의 담지자로서의

116) TH, pp.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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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한다. 소음들은 소르주가 균열의 상태에 직면할 때, 그

의 소외된 존재성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블랑쇼가 만들어내는 군중의 소음들은 여타의 실존적 소설들과 차별화되게

만드는 지점이다. 대부분의 소설들은 반성적 이성을 통한 사회의 부조리를 폭로

하고, 무차별적인 삶의 현장에서 정체성을 고민한다. 사회와 개인의 균열된 관

계를 드러내는 일은 반성적 사유를 통한 개인의 윤리적 결단을 촉구하고 부조

리에 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소설적 장치들이다. 실존적 고민은 이성을 지닌

인간에 부합한 삶을 살기 위한 긍정의 노력으로 귀결된다.

하지만 블랑쇼 소설의 고민지점은 이와는 분명 다른 곳에 있다. 블랑쇼는 거

꾸로 ‘인간다움’이 과연 이성에 있는 것인지 회의한다. 또한 건강한 반성적 이성

의 회복이 자기 소외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인지를 묻는다. 블랑쇼는 오

히려 동일성의 건립 자체가 태생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유한성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소외되고 왜곡되었던 (원래

는 동일적이고 진리의 현시가 가능했던 존재가 잃어버린) 동일성의 회복이 불

가능하다. 또한 이성을 장착한 주체로 거듭난다는 것은 앞서도 논의했듯이 순수

한 진리의 담지자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국가나 사회 체계의 이데올로기에

훈육된 주체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블랑쇼가 만들어내는 익명의 소음은 훈육된 주체의 말과 사유를 아무것도 아

닌 것으로 되돌려버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중성의 언어로서의 목소리가 텍스

트 속에 구현되도록 하는 일이다. 개인은 규정할 수 없는 소음 속에서 진실을

담보하는 명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 군중의 떠들썩한 목소리와 음악과 고

함소리, 비명이 뒤섞인 소음들 속의 어느 하나로서의 개인으로 존재할 뿐이다.

그렇다면 소음과 웅성거림에 불과한 비주체적인 목소리는 아무런 반성적 역

할도 하지 않는 것인가? 오히려 더한 힘을 가진 체제 전복적인 목소리로 기능

한다. 소르주의 공원 장면은 블랑쇼의 목소리는 소설에서 진행을 방해하는 서사

바깥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권위적인 힘에 대해 강렬히 저항한다.

Sur la place je voulus me jeter dans la foule. De nombreuses personnes 

attendaient encore, qui formaient de petits groupes, des groupes de 

hasard que je disloquais rien qu'en les traversant. La lumière de midi 

s'était levée, mais le fond de ce midi restait sombre. Les voitures 

descendaient lentement. Un autobus s'étant rangé auprès des arbres, 

tous les petits groupes se soudèrent en une suite compacte qui avaça 

dans l'ordre. Le contrôleur, perché sur le marchepied, se mit à hurler.: 

à chaque appel, quelqu'un se trouvait désigné, préféré.; ceux q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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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aient le déléguaient momentanément pour partir à leur place. [...] 

Un autre autobus s'arrêta dans un bruit de ferraille mêlé à de l'étoupe, 

tous les voyageurs furent invités à en descendre et formèrent une 

seconde file pararellèle à la notre,[...] Je crus alors entendre, prononcé 

à voix basse, sorti du fond des temps, un mot qui me glaça.: 

Sabotage.[...] Sabotage, Sabotage. Ma voix? Je resté paralysé en 

entendant ma propre voix se faire l'écho de cette indécence. [...]<< 

Allons, silence!>>dit l'agent, mais son rappel à l'ordre était faible. Il ne 

pouvait rien contre le cri inarticulé qui risqué de le perdre.117)

공원에서 나는 군중 속으로 내던져지고 싶었다. 몇몇 작은 무리를 지어서 수많

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 무리들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으로 내가 그 

사이를 가로질러 가면 저절로 흩뜨려지는 것이었다. 정오의 빛이 들었지만 정

오의 바닥은 여전히 어두웠다. 차들이 천천히 내려왔다. 버스가 나무들 옆으로 

줄지어 대기하고, 차례로 나아가는 무리들이 빽빽하게 한 줄로 붙어있었다. 통

솔자는 발판 위에 올라 고함치기 시작했다. 호명할 때마다 누군가가 지명되고 

특별대우를 받는데, 모인 무리들은 출발하기 위해 그에게 잠시 위임했다. [...]

다른 버스가 엉킨 채 덜커덕 소리를 내며 와서 멈추자 모든 관광객들이 내려와 

우리와 나란히 두 번 째 줄을 만들어 섰다. [...] 나는 누군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 시대의 밑바닥에서 튀어나와 나에게로 미끄러져 들어온 

단어 하나. 사보타주. [...] 사보타주, 사보타주. 내 목소리인가? 나는 이 무례

한 단어의 메아리를 만들어내는 내 고유의 목소리를 들으며 마비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 “자 조용!” 직원이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호명은 약했다. 그의 

호명은 소멸 될 위험에 처한 분간되지 않는 비명에 아무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다. 

익명의 군중들, 그 군중들이 내는 소음은 배제되어야 할 쓸모없는 것들이 아

니라 오히려 소르주가 욕망하는 것들이다.118) 블랑쇼의 작품에서 끊임없이 들려

오는 소음들은 존재성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고함과 비명, 한숨 소리들은 그

무엇보다도 ‘있음’의 실체를 증명하는 것이다.

위의 본문은 블랑쇼의 목소리의 핵심적인 부분을 설명해주는 매우 중요한 장

면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세 개의 목소리가 나타난다. 하나는 군중들이 내는

집단적인 소음이다. 소음들은 어디서 왔는지, 누가 내는지 알 수 없고 분할하고

정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다른 하나는, 이 군중들의 무질서함을 통제하려는

직원의 목소리다. 직원의 목소리는 법의 공모자의 것이며, 그들의 배치 속에 무

한한 존재성을 가두려는 호명이다. 그 호명에 저항하는 목소리가 “사보타주”라

117) TH, pp. 100~101.

118) 블랑쇼의 작품들에서는 여러 번 군중들이 내는 소음에 대해 기호를 표현하는

장면이 나온다. TH, p. 23, DH, pp. 104~105 등의 텍스트들에서 이 소음들을 즐

겨듣고 더 가까이서 느끼기를 원하는 장면들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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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어로 화하여 소르주의 내부를 울린다. 그 목소리는 분명 자신의 내부에서

들려오는 항거의 목소리지만 누군가의 목소리인지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돌아

온 낯선 목소리다. 블랑쇼는 줄곧 자신의 저작에서 목소리는 우리에게서 나와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다시 돌아온다고 언급했었다. 사보타주를 종용하는 목

소리는 통제자의 목소리에 저항하는 분열된 자아의 목소리다. 이는 즉, ‘무위

(désœuvrement)’의 목소리와도 마찬가지다. 법의 목적을 위해, 혹은 법의 욕망

을 위해 호명하는 목소리에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법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작은 저항이 목소리로 표현되고 있다.

군중의 무리들은 블랑쇼의 공동체를 설명하기에 매우 적합한 이미지들이다.

그 무리들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우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개개

의 사람들이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스쳐 지나가는 순간 속에서 만들어진 것

으로 소르주가 그 사이를 스치고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대열이 흩뜨러졌다가 제

멋대로 다시 생성되는 우연의 산물들이다. 소설에서 군중의 행렬을 통솔하는 호

명의 목소리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군중의 소음 속에 묻히고 만

다. 누군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원하는 방식대로 존재하도록 만들 수 없는 군

중들 속에서 ‘우리’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한 우리의 존재성은

어떤 권력 작용도 무력화할 수 있는 역방향의 힘을 보유하고 있다.

법의 공모자들의 목소리에 그는 침묵으로 저항하는 소르주의 태도에는 ‘실재’

의 윤리가 담겨있다. 공원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소르주는 폴리스 라인에 막혀

더 갈 수가 없다. 행인들은 세 줄로 서서 신분증을 검열 받는다. 문제는 그때부

터 시작된다.

L'inspecteur me regarda ma carte.<<C'est un fonctionnaire>>, dit-il en 

la tendant à son acolyte. Tous deux étaient habillés comme n'importe 

lequel d'entre nous, il parlaient sans entrain,sans passion, et ce qu'il 

disaient ne semblait pas terrible, mais suffisait à me couper le souffle. 

<<pourquoi votre carte ne porte-t-elle pas de timbre?>>[...] 

Brusquement, il s'aperçut de mon silence. <<voyons, dit-il vous êtes 

bien employé à l'Hotel de Ville, Henri Sorge, 24ans, habitant rue... 

Pourquoi votre carte n'a-t-elle pas été timbrée?>>[...] Mon 

interlocuteur, élevant poliment la voix, m'expliqua que tous les habitants 

du quartier avaient reçus l'ordre de se faire vacciner dans un delai de 

quatre jours qui expirait la veille, que, comme fonctionnaire, j'avais dû 

bénéficier des soins du service de médical de l'Hôtel de 

Ville,[...]<<Dans ces conditions, votre carte devrait porter le timbre de 

vérification: ici, voyez-vous?>>[...]J'ai été malade, je ne me suis pas 

rendu au bureau ces jours-ci.<<Alors, quoi? dit-il de sa voix de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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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us êtes muet?>>J'ai été malade, je ne me suis pas rendu au bureau 

ces jours-ci.119)

검열관은 나를 바라보았다. 내 신분증을 바라보았다. “공무원이군.” 그는 내 신

분증을 부하에게 넘기며 말했다. 둘 다 우리들 중 아무 누구와도 비슷한 복장

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활력도 열정도 없이 말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끔찍

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말은 나의 호흡을 끊어놓기에 충분했다. “왜 당신 카

드에는 인지가 붙어있지 않은 것이오?” [...] 불현듯 그는 나의 침묵을 알아차

렸다. “이보시오. 당신은 시청에 고용된 앙리 소르주, 24세, 거주지는...왜 당신

의 카드는 인지가 붙어있지 않은 거냐고요?”[...]나의 상대자가 나서서 공손하

게 목소리를 높이며 나에게 설명을 했다. 이 구역에 사는 모든 거주민들은 4일 

안에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 규칙을 따라야 한다. 그 만료 기한이 어제였고 공

무원으로 시청 의료 혜택을 받았었어야 했다고. [...]“이런 상황에서는, 당신의 

신분증에 공인된 인지를 붙여야 한다고요. 바로 여기에. 알겠어요?”[...] 나는 

몸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직장에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경찰의 목

소리로 말했다.  “뭡니까, 당신! 당신 벙어리에요? ” 나는 몸이 아팠습니다. 그

래서 근래에 직장에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전염병이 돌자 국가는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인지를 첨부하여 출입을 통제한다. 그의 카드에는 인지가 붙어있지 않아서 공인

을 받지 못한다. 심문하고 캐묻는 경찰의 목소리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소

르주의 목소리는 체제와 규범에 대한 부적응과 저항의 의미가 담겨 있다. 여기

에는 상징적 장에서 방황하는 소르주의 문제가 규범체제와 빚는 갈등이 드러난

다. 불안한 국가 체제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던 소르주는 격변기에 자신의 그 어

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방황한다. 대답을 거부하는 소르주의 태도에는 신분증과

공인 받은 증서로 표현될 수 없는 개인의 실존적인 상황이 존재한다.

실어상태의 침묵은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자기 자신과의 결합을 의미한다.

타자의 말은 소르주의 침묵 바깥에서 소르주 내부로 침투하지 못한다. 일종의

우울적 자리로의 퇴행이자, 세계와 교환되기를 거부하는 비권력은 권력에 저항

하는 또 다른 힘으로 변모한다. 줄을 지어 검열 받는 체제 작동의 현장에서 그

는 묻는 말에 답하고, 체제가 용인하는 방식으로 신분증을 갱신하겠다는 약속의

제스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체제의 작동을 방해한다. ‘fonctionnaire’라는 단어

는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통용되지만 단어 안에 법의 ‘집행’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의미가 들어있다. 체제라는 거대한 톱니바퀴에 속한 작은 부품으로서

기능하는 사람이다. 소르주의 침묵은 기계의 작동을 고장 나게 하는 ‘태업’이다.

소르주의 태업은 기존의 법과 질서를 전복하고 또 다른 체제를 만들어내면서

‘화석화’ 되어버릴120) 것이 분명한 피에르 북스의 저항 방식과 대비된다. 소르주

119) TH, pp. 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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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가라는 체제 안에서 정신이 “바깥을 향했었더라 할지라도 결국 자신을 되

찾게 될 것”121)이라 말한다. 즉, 독트린으로서는 이 세계를 전복시킬 아무런 정

당성이 없음122)을 피력한다.

부권적 목소리에 대한 소리 없는 저항은 다른 목소리의 향유로 이행한다. 우

리는 다음 장에서 부권적 금기가 지배할 수 없는 희열의 목소리가 섞여들어 간

글쓰기에 관해 논의해볼 것이다.

II-2-2-2. ‘Jouissance’의 글쓰기

어찌됐든, 우리는 사이렌의 신화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신화로서의 사이

렌을 넘어, 블랑쇼가 보는 사이렌에 대한 분석적 접근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

다. 사이렌의 신화 해석은 블랑쇼 문학의 출발점이 되는 근본적인 역설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본질을 ‘결여’의 속성으로 보고 있는 블랑쇼 문학의 원형적 환상

은 사이렌의 노래로 귀결된다. 특히, 1959년에 출간된 대표적인 저작『도래할

책 (Le livre à venir)』의 제 1장 「상상적인 것과의 만남 (La rencontre de

l'imaginaire)」에 실려 있는 사이렌 신화의 재해석 속에는 말과 문자, 목소리와

현상의 근본적인 요소들이 이미 선재되어 있었다.

Les Sirènes: il semble bien qu'elles chantaient, mais d'une manière qui 

ne satisfaisait  pas, qui laissait seulement entendre dans quelle direction 

s'ouvraient les vraies sources et le vrai bonheur du chant encore à 

venir. Toutefois, par leur chants imparfaits qui n'étaient qu'en elle 

condusaient le navigateur vers cet espace où chanter commencerait 

vraiment. Elle ne le trompaient donc pas, elles menaient réellement au 

but. Mais, le lieu une fois atteint qu'arrivait-il? Qu'était ce lieu? Celui 

où il n'y avait plus qu'à disparaître, parce que la musique, dans cette 

région de source et d'origine, avait elle-même disparu complètement 

qu'en aucun autre endroit du monde: mer où les Sirènes, preuve de leur 

bonne volonté, durent, elle aussi, un jour disparaître.123)  

사이렌들. 그녀들은 정말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들이 노래하

120) G. Préli, p. 109.

121) TH, p. 174.

122) 같은 책, p. 174.

123) LV,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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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식은 만족을 주는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 노래의 본질적인 행복과 원천

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열려야 하는가를 알게 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그녀들은 아직 도래할 노래일 뿐인 불완전한 노래를 통해 노래가 진실로 

시작될 공간으로 뱃사람을 이끌어갔다. 그러므로 그녀들은 뱃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목적지를 향해 이끌어갔던 것이다. 그러나 일단 도달하고 난 

그곳에선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곳은 어떤 장소였을까? 그곳은 사라져야만 

하는 장소였다. 왜냐하면 이 원천적이고 근원적인 영역에서는 음악 그 자체가 

세계 속의 다른 어떤 장소에서보다 더 완벽하게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 바다는 

살아있는 존재들이 귀를 막은 채로 침몰한 곳이자, 사이렌들도 역시 어느날 사

라짐으로써, 자신들의 선의를 증명한 곳이기도 하다. 

우리는 여기에서 제시된 블랑쇼의 언급에서 몇 가지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

요가 있다. 사이렌의 노래는 어째서 완수된 노래가 아니라 불완전한 형태를 지

닌 ‘도래할 노래’인가? 그리고 사이렌이 뱃사람들을 이끌어 간 근원적인 영역은

음악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어야만 할까?

블랑쇼의 난해한 해석의 근간이 되는 것은 바로 본질과 근원적 결여의 관계

에 대한 사유다. ‘근원’, 혹은 ‘기원’과 관련한 최초의 영역에 대한 인식은 작가

인 블랑쇼 개인에게 일종의 신화적으로 각인되었다 할 만큼 강박적이다. 블랑쇼

에게서 기원은 ‘현상 너머’를 의미하는 저 너머(au-delà)의 세계에 있고 그 기원

은 부재하는 것이다. 같은 책에서 역시 “음악의 모태가 되는 장소란 음악을 완

전히 빼앗긴 유일한 곳”이라 언급한 사실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블랑쇼의 사유

속에서 우리는 순수의 상태란 바로 부재의 상태와 상통하며, 노래의 현존은 부

재 상태를 그 기원으로 두고 있다는 역설적인 접근이다. 그러므로 사이렌의 노

래는 소멸이라는 근원에 도달하지 못한 ‘도래할’ 노래이자, 거꾸로 말하면, 부재

의 기원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불완전한 미결의 노래에 불과하다.

여기서 부재성은 완전한 무(無)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완전한 무

(無)의 공간이 그 기원이었다면 예술은 그 기원을 향해 거슬러 올라가려는 노력

을 하지 않을 것이다. 기원의 부재상태는 현상 세계에서 기원의 전모를 드러낼

진리의 도구를 지니지 못했기 때문에 메울 수 없는 공백의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다. 분절된 말이 기원과 분리된 결여의 도구라면, 기원으로 가는 길은 현상

의 세계에서는 역방향을 의미하지만, 예술가들에게는 오히려 가야할 곳, 도달해

야 할 곳이라는 역설이 존재한다.

사이렌은 블랑쇼가 말했던 환영적 목소리의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사이렌은

순수한 목소리로만 존재하는 비존재, 혹은 탈존의 형태로 해석할 수 있다. 사이

렌의 목소리는 시니피앙으로 분화된 존재가 아닐뿐더러 타인을 통해서도 현실

화될 수 없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존재성’을 결여한 사이렌의 목소리가 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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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는 현존재를 수동적인 상태로 만들고 그 목소리에 굶주리도록 유혹한다. 이

유혹은 본문에서처럼 뱃사람들을 속인 것이 아니다. 진정한 목적지는 말이나 음

악이 되기도 전의 원천에 있기에 결국은 예술이 가야할 방향으로 이끈 것이고

언젠가는 시가 도달해야 할 노래인 것이다.

이러한 접근대로라면, 블랑쇼의 사유 속에는 현상 속의 모든 활동은 부재와

완벽히 정합할 수 없으므로 불완전한 것에 불과하다는 논리가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진정한 문학은 현상성이 아니라 현상 너머, 부재상태로 미결되어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즉, 부재하는 목소리는 물질성을 지닌 문자 언어가

만드는 이야기로 전환된다.

하지만 문자는 태생적으로 의식을 울리는 목소리의 존재성을 그대로 재현할

수 없다. 글쓰기는 쓰는 주체인 작가의 의식으로부터도 소외되고, 그 글을 읽는

독자의 역시 문자라는 시니피앙 때문에 작가의 의도와도 소외된다. 이렇게 보면

블랑쇼의 문학은 모사일 뿐인 현상 세계를 부정하고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기

를 바라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같은 맥락의 문장들은 블랑쇼의 저작 여러 군

데에서 반복되어 나타난다.

그렇다면 블랑쇼가 사이렌의 신화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문학의 본질과 부재

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츠베탕 토도로프(Tzvetan Todorov)는

그의 저작에서 사이렌 신화를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사이렌의 노래는 생명이

있기 위해서는 사라져야 하는 시이고, 또한 문학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죽어야

하는 현실이다. 사이렌들의 노래는 사이렌에 대한 노래가 나타나기 위해서 멈춰

져야 한다. 호메로스는 사이렌들로부터 생명을 빼앗음으로써[...] 영생을”124) 주

었다는 것이다. 토도로프의 해석에는, 시가 쓰이기 위해서는 시에 내재한 생명

성의 박탈이 전제 조건이라는 사실이 내재돼 있다. 사이렌은 그들이 죽음으로

유도했던 청자에 의해 유혹의 목소리가 제거된 채 이야기로 전환되어야 한다.

호메로스에 의해 전환된 문자들 안에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희열의 덫은 없어

지고 신비한 존재에 의해 한계지점까지 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만 남는다.

문자는 오디세우스가 경험했던 희열을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없지만 희열의

덫으로 새롭게 사람들을 이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문자로 남겨진 이야기를

통해 반복적으로 신화를 소비하는 이유일 것이다. 문자가 기원이라는 현상의 역

방향을 가리키는 이상, 그것은 더 이상 목소리를 억압하고 압사하는 도구가 아

니며, 기원에 대한 향유(jouissance)를 약속하는 징표가 된다. 남겨진 이야기 속

에서 오딧세우스를 유혹했던 사이렌의 호명이 재현될 수 없이 하얗게 빈 중심

으로 남게 되었지만 빈 중심의 실체, 즉 베일 너머의 존재에 대한 욕망을 연장

124) Todorov, Poétique de la prose, Éditions du Seuil, 1971, pp. 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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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역할을 한다.

결국 박탈된 사물의 그림자에 대한 매혹 (ravissement)은 문자 없이는 불가

능하다. 라캉은 그의 미출간 세미나 8권에서 글쓰기가 가려진 대상에 대한 희열

을 약속하는 매개라고 말했다.

L'écriture n'est jamais, depuis ses origines jusqu'à ses derniers 

protéismes techniques, que quelque chose qui s'articule  comme os dont 

le langage serait la chair. C'est bien en cela qu'elle démontre que la 

jouissance sexuelle n'a pas d'os... Mais l'écriture, elle, pas le langage, 

l'écriture donne os à toutes les jouissances qui de par le discours, 

s'avèrent s'ouvrir à l'être parlant. Leur donnant os, elle souligne ce qui 

était certes accessible, mais masqué, à savoir que le rapport sexuel fait 

défaut au champ de la vérité.125)

글쓰기는 그 기원으로부터 최근의 기술적인 구성주의에 이르기까지 언어라는 

살 안에 내재한 뼈와 같이 구성된 사물이라고 할 수 있다. 글쓰기는 담론 도처

에서 말하는 존재에게 개방된 모든 주의상스에 뼈대를 제공한다. 주이상스에 

뼈대를 부여하면서 글쓰기는 그것이 예전에는 접근 가능한 것이었음을 강조한

다. 하지만 그것은 베일에 가려지게 되었는데 바로 성적 관계라는 것 역시 진

리의 장에서 결핍된다. 

라깡의 표현을 빌면, 이야기의 영생이란, 애초에 접근 불가능한 것에 대한 허

망한 약속이다. 가려진 베일 뒤에 매개 없이 존재하는 순수 실체가 존재함을 계

속해서 약속하는 것이다. 이 약속은 결핍 상태를 가리기 위해 계속해서 쓰기를

이어간다. 주이상스의 측면에서 보면 글쓰기는 부재함을 폭로하기 위한 것이 아

니라 부재함을 가리기 위한 베일이다. 주이상스의 순수 현현인 사이렌의 목소리

가 사라지고 언어가 남는 것처럼 말이다. 언어는 사물을 축소된 방식으로 지칭

하기 때문에 사물이 양산해낸 그림자까지 포섭할 수 없다. 하지만 주이상스가

요구하는 것은 ‘전체(tout)’에 대한 것이다. 여기에서의 전체란 담론에서 실질적

인 소통을 위해 불가피하게 축소되거나 생략될 수밖에 없는 무수한 언어의 뉘

앙스, 주변적 의미, 언어의 그림자 등을 말한다. 전체의 요구는 거꾸로 말하면,

교환관계의 거부로도 해석될 수 있다. 소통을 위해 불가피하게 질적으로 표준화

된 교환 가능한 언어가 되기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장소 없이 잔존하다 불쑥 의

식의 가장자리에 난입하여 시니피앙의 체계를 교란시킨다. 전체에 대한 요구는

비단 언어의 문제만은 아니다. 인간이 삶의 법칙 안으로 진입하게 되면서 겪는

125) J. Lacan, Le Séminaire XVIII: D'un discours qui ne serait pas du

semblant, 1970/1971, iné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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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디푸스의 구별된 성적 정체성과 상징적 거세 이전의 나르시스적 동일화에

대한 요구이기도 하다. 언제나 ‘잃어버린’의 수사가 붙는 주이상스의 대상은 삶

을 위해 포기된 과정을 거쳤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사물의 그림자는 기표화 과

정에서 언어의 체계 안으로 재편되지 못한 나머지이자 잉여의 존재, 잃어버린

대상이자 끊임없이 회귀의 충동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매혹의 미결정상태

(indetermité de la fascination)’126)의 문제에는 박탈 이전의 세계에 대한 욕망이

담겨 있다.

라캉의 논의는 블랑쇼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목소리들은 모두 일정한 장소를

지니지 못한 채, 의식이 통제하지 못하는 틈을 비집고 불쑥 솟아오르는 서술의

효과의 근원을 설명하는 데 유효하다. 비결정성과 비인칭성을 설명하기 위한 블

랑쇼의 제 3 유형의 글쓰기는 모두 타자성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다. 블랑쇼 연

구자 노르돌트는 ‘언어의 구조물 내부에서 고유의 장소를 지니지 못한 것’127)이

서술하는 목소리의 위치라고 설명한다. “타자성의 낯섦”은 목소리가 부각되는

장면들을 통해 표현된다. 모든 익숙함을 와해시키는 타자성은 어떤 형태나 내용

도 부여받지 못한, 아직 음악이 되지 못한 목소리로 나타난다.128) 언어 구조 내

에서 물리적 공간처럼 표현된 고유한 ‘장소’를 지니지 못하는 것이나, 분명 쓰기

와 읽기의 과정 속에서 현현하는 하는 것이다. 그것은 분절적인 단어로 형상화

되기 힘든 ‘웅얼거림’이다. 이 웅얼거림은 목을 통하여 발설될 수도,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도 없는 개인의 의식 속에서 가장 내밀하게 등장하는 것이다. 서술하

는 목소리의 등장은 가장 내밀한 개인의 의식에 장소를 지니지 못한 언어 구조

바깥의 효과를 가져다준다. 텍스트의 행간이야말로 저자의 주권적인 통제에서

벗어나 독자의 의식 속으로 귀속되고 독자는 작가가 예기치 못했던 순간에 표

상화에 실패한 목소리를 경험한다.

블랑쇼는 작가를 주이상스의 요구와 언어의 일부를 교환하는 세계 사이에서

동요하는 존재로 그려낸다. ‘존재성’을 결여한 사이렌의 목소리는 그것을 듣는

현존재를 수동적인 상태로 만들고 그 목소리에 굶주리도록 유혹한다. 폴-로랑

아순(Paul-laurent Assoun)이 사이렌의 신화에서 오딧세우스를 열광에 도취하

게 했던 목소리의 실체를 희열에 이끌리기를 허락하는 ‘초자아’의 심급이 바깥

으로부터 돌아온 결과로 해석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129) 자아가 현실의 원

칙을 추구하고 무의식과 초자아 사이에서 균형 잡힌 삶을 지향한다면, 초자아는

검열자이면서 동시에 쾌락을 추구하기를 명령하는 무의식의 심급과 매우 닮아

126) EL, 29.

127) Nordholt, p. 328.

128) 유치정, p. 241.

129) Paul-laurent Assoun, Le regard et la voix, pp. 7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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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사이렌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스스로 몸을 묶는 오딧세우스의 행위는 순

수한 쾌락의 호명 앞에 순응하는 작가의 욕망과 호기심으로 해석될 수 있다. 목

소리의 순수 현현이라는 불가능의 희구 속에는 저당 잡힌 향락 외에는 아무 것

도 없다. 그것이 결코 실현 가능하지 않은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작가는 글

쓰기의 환상을 포기하지 않는다.

글쓰기가 목소리의 현상을 동반하는 유혹과 환상의 문제라는 사실은 몇몇 연

구자들에게도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 기호와 목소리의 문제에 대해 정신분석

적 해석을 시도하는 뤼시앵 바레르 (Lucien Barrère)는 시니피앙의 구조상 욕망

과 분리될 수 없음을 제기했다.

『글쓰기의 환상들 (Les fantaisies de l'écriture)』는 시니피앙과 목소리, 그리

고 무의식의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En effet, la disjonction introduite par ce qui se joue de la voix inserée 

au signifiant -qui ne dit rien que d'être-donne du fil à retordre que les 

lettres seules, une à une, ne peuvent signifier (il y a des exceptions). 

[...] Dès lors qu'il est pris au compte de l'Autre, le signifiant pur serait 

aussi bien balbutiement que toute autre forme réduite de langage, qui 

persistera pour évocation d'un lien perdu, éléments phonétiques joints 

ou disjoints, qui ensemble, constituent un texte et présente la trace d'un 

désir dont le sujet n'est pas toujours dessaisi. Le mot "arbre" dessine 

bien une courbe, évoquée par la place des lettres et l'énoncé, mais 

cette courbe ne dessine pas un arbre, elle n'en évoque qu'une image 

qui se dessinerait autour de l'élan de sa première pousse. Un mot peut 

faire symtôme, produit du langage au lieu d'une jouissance refusée. Les 

balbutiements du retour de refoulé, s'ils sont audibles, ne se produisent 

pas seulement en parole. Le cri, le rire, le sanglot, l'exclamation même 

sont des phénomènes articulés d'un registre limite que le signifiant fait 

entendre, résonner, de ce qui ne peut s'accomplir et énoncé. Ces 

brisures, éjectées de racines signifiantes, qui ne s'écrivent pas, sont ces 

déjections sonores lâchées par le signifiant, [...] qu'il le constitue, lettre 

d'un mot qui se laisse entendre, ce qui séduit le lecteur.130)

사실, -존재할 뿐 아무런 말하지 않는-시니피앙에 옭죄어 있는 목소리를 무시

하는 것이 포함된 분리(disjonction)는 오로지 문자들만으로는, 하나가 다른 하

나에 의미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흩어버린다. [...] 대타자에 좌표에 포착되자

마자, 잃어버린 연결고리의 환기를 위하여, 텍스트를 함께 구성하는 연속 혹은 

불연속적인 음성적 요소들을 요구할 순수기표는 언어로 환원된 전혀 다른 형태

만큼의 말더듬이가 되어, 주체가 포기하지 못한 욕망의 흔적을 드러낸다. 문자

와 발화의 장소에 의해 환기된 “나무”라는 말은 둥근 곡선을 묘사할 수 있다. 

130) Lucien Barrère, Les fantaisies de l'écriture, L'Harmattan, 2008,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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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둥근 곡선이 바로 나무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그것은 단지 최초의 

움이 비약하는 주위에 그려지는 이미지일 뿐이다. 단어는 증상을 만들어내고 

거절된 주이상스 대신 언어를 생산한다. 억압된 것이 회귀된 말더듬이는 그것

이 청취 가능한 것일지라도 파롤만으로 생산되지는 않는다. 비명, 웃음, 흐느

낌, 외침 등은 시니피앙이 들리고, 울리게 만든 제한된 등록부의 분화된 현상

들일 뿐이다. 말하자면, 발화체 내에서 완수되지 못한 것들이다. 시니피앙의 뿌

리에서 추방당한 균열들은 쓰이지는 못하지만 시니피앙에 의해 내쳐진 울림의 

분출물들이다. [...] 들리도록 만들어지는 단어의 문자는 읽는 이를 유혹하는 

것이다. 

뤼시앵 바레르가 주목하고 있는 것 역시 목소리의 장소와 그 역할에 관한

것이다. 목소리는 일정한 장소 없이 시니피앙의 자율적 체계 속에 압사되어 있

다. 하지만 시니피앙에 들러붙어 분절적인 시니피앙의 기능들을 방해한다. 여기

에서도 마찬가지로 박탈의 논리는 계속해서 유효하다. 시니피앙의 ‘살해’는 대타

자의 장에 포착되면서 시작된다. 즉, 현실 원칙에 의해 최초의 욕동들이 상징적

거세의 관문을 거치게 된다. 언어의 분절적 개념 속에는 이미 삭제된 목소리가

존재해있다. 시니피앙의 미세한 차이들의 체계로 이루어진 대타자의 장에서, 기

의로 대체될 수 없는 시니피앙, 즉 순수기표는 말더듬이처럼 결여의 상징이 되

어버린다. 상징계의 장이라는 대타자의 장 속에 등록되면서 삭제된 음성적 요소

들은 거절된 주이상스들이다. 그들은 완고한 대타자의(언어의) 법칙에 의해, 발

화체 내에서 완수되지 못하고 내쳐졌지만 증상의 형태로 다시 돌아와 계속해서

욕망의 언어를 파생시킨다. 그러므로 들리도록 만들어지는 문자는 최초의 박탈

상태에 대한 향수를 공명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여기에 환상(fantasme)이 구성

될 요건이 있다. 목소리는 체계 내에서 완료되지 못했으나 포기할 수 없는 ‘부

분’에 대한 욕동이 작용하는 매개자이다.

우리는 블랑쇼의 목소리를 의식의 현상적인 효과와 타자화된 작가의 욕망이

경계 없이 뒤섞여 있는 장소로 보았다. 블랑쇼의 ‘목소리’는 문자로 만들어진 텍

스트의 행간을 비집고 솟아오르는 의식의 제 3의 영역의 현현이자, 불가능한 대

상에 이끌리게 만드는 충동의 원인으로서의 경계에 있었다. 목소리는 안과 밖의

경계 없는 ‘그’의 현현을 대신하며, 상징적 거세로 설명된 현실 원칙을 따르지

않는 희열의 근원적인 형태로 되돌아온 자아 외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타자화된

자기 자신의 명령을 ‘듣는’ 것은 목소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여기에는 블랑쇼

가 그의 저작에서 지속적으로 물어왔던 “누가 말하는가? (Qui parle?)”131) 의

해답은 바로 목소리 연구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목소리 자

131) AO,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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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자기 안의 타자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

는 이 타자성에서 주체 바깥에 잔존하는 욕망의 장소를 다시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은 현실을 위태롭게 만드는 낯선 현실이며, 현실로 구성될 수 없는 여분으

로서의 무의식적 욕동들로 읽을 수 있다.

자크 알랭 밀레는 음악과 목소리의 사례를 들어 충동의 대상과 예술의 관계

에 정신분석적 해석을 시도한다. 1989년의�목소리�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에서

그는 “만일 우리가 음악을 만들고 듣는다면 [...] 대상이라 불러 마땅한 목소리

를 침묵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한다.132) 대상-목소리에 대한 인식이란,

욕망이 아니라, 오히려 욕망의 원인으로서 기능하는 환상의 원동력으로서의 목

소리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즉, 문화와 언어의 외피를 입지 않은 충동의 부

분 대상으로서의 목소리에 관한 연구를 의미한다. 이 원인 대상으로서의 목소리

는 미적 구조로 통제되지 않는 영역의 목소리를 의미한다. 충동의 세계는 시니

피앙의 연쇄를 이탈한 잔여물들과 사물이 잘려나간 가장자리들로 채워져 있다.

충동은 젖가슴, 배설물, 시선, 목소리의 환영을 통해 상징계를 위협한다. 음악은

이러한 위협적 실재를 잠재우기 위해 잠정적인 미적 질서를 부여한 것에 불과

하다.

블랑쇼에 의해 재해석된 사이렌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는 충동의 문제에 주목

하게 된다. 블랑쇼는 사이렌의 노래를 일컬어, ‘사람의 것이라 할 수 없는

(inhumain)’, ‘자연 바깥의 소리’이자, 아직 음악이 되지 못한 ‘도래할 노래일 뿐’

이라 규정했다.133) 사이렌의 노래는 인간 문화의 미적 구조 속에서 도저히 소화

할 수 없는 것으로 불완전한 형태를 지닌 것이기 때문이다. 사이렌의 노래는 말

속에, 혹은 음악 속에 장소 없이 조각난 채, 부유하다 불쑥 그 모습을 드러내는

132) Mladen Dolar, 「The Object Voice」 in Gaze and Voice as Love Objects,

Duke University Press, 1996, p. 10에서 재인용.

133) “De quelle nature était le chant des Sirènes? en quoi consistait son défaut?

pourquoi ce défaut le rendait-il si puissant? Les uns ont toujours répondu:

c'était un chant inhumain, -un bruit naturel sans doute (y en a-t-il d'autre?),

mais en marge de la nature, de toute manière étranger à l'homme, très bas et

éveillant en lui ce plaisir extrême de tomber qu'il ne peut satisfaire dans les

conditions normales de la vie. Mais disent les autres, plus étranges était

l'enchantement: il ne faisait que reproduire le chant habituel des hommes, et

parce que les Sirènes qui n'étaient que des bêtes, fort belles à cause du reflet

de la beauté féminine, pouvaient chanter comme chantent les hommes, elles

rendaient le chant si insolite qu'elle faisait naître en celui qui l'entendait le

soupçon de l'inhumanité de tout chant humain.[...] chant de l'abîme qui, une

fois entendu, ouvrait dans chaque parole un abîme et invitait fortement à y

disparaître.” in LV, pp.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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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동의 대상들처럼 완수되지 못한 것이 된다. 하지만 그 노래는 소멸의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듣기를 원하는 그 환상의 핵심으로 작용한다.

충동의 장에 블랑쇼의 목소리를 놓으면 시니피앙과 목소리의 관계는 대립의

관계를 넘어서게 된다. 또한 육체성과 시니피앙, 목소리는 그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분명, 쓰인 문자는 목소리를 사라지게

만든다. 하지만 블랑쇼가 말한 것처럼 기호 체계의 완고한 법칙134)을 거스르며

문자 속에 ‘등록된 목소리’를 끌어내어 독자로 하여금 울림의 효과를 만들어낸

다는 점은 문자가 향유의 징표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135)

134) 소쉬르의 일반 언어학 강의에 실린 「문자체계의 위력」에 관한 부분은 문자-

시각적 체계가 청각을 압도하며 문자 체계 자체가 엄격한 규칙을 준수하고 오히

려 말의 합법적이고 실제적인 사용을 뒤집어 놓는다고 말한 바가 있다. 말의 그

어떠한 음도 자기 고유의 기호로 적혀 있질 않으며 거기에는 언어의 영상이 하나

도 남아있지 않은 부분을 지적한다. 언어의 체계에서 잘려나간 부분에 관한 문제

의식은 상징체계의 규범에서 이탈한 심리적 언어경험에 대한 연구로 이어진다.

이에 해당하는 본문은 다음과 같다. “(1) 낱말의 서기 영상은 영구적이고도 견고

하여 세월의 흐름을 통해 언어의 통일성을 형성하는 데 음보다 더 적절한 대상이

란 인상을 준다. 이 유대성은 피상적이며 순전히 허구적인 통일성을 만들어내고

있으나 자연적인 유대, 유일하게 진정한, 즉 음의 유대보다 파악하기가 훨씬 더

쉽다. (2)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시각적 인상이 청각적 인상보다 더 명료하고 더

지속적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전자에 더 집착한다. 서기 영상이 마침내 음을 물리

치고 강력히 들어서게 된다. (3) 문어는 문자체계의 부당한 중요성을 더욱 증가

시킨다. 그것은 자신의 사전, 자신의 문법을 갖는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책

에 따라서이고 책에 의해서이다. 언어는 코드에 의해 지배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

런데 이 코드 자체가 엄격한 용법을 따르는 쓰인 규칙 즉 철자법이라, 이것이 바

로 문자체계에 제 1의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마침내 사람들은 쓰는 것을 배

우기 전에 말하는 것을 배운다는 사실을 잊게 되어, 이 자연스러운 관계가 도치

된다. (4) 언어와 철자법 사이에 불화가 생길 때, 보통 언어학자 이외에는 그 누

구도 이 분쟁을 해결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언어학자들은 발언권이 없으므로, 문

자어형이 대개 운명적으로 이기게 되는데, 이는 문자어형에 준거하는 모든 해결

책이 더 쉽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문자 체계는 부당하게도 중요성을 가로챈

다.” in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p. 35.

135) 물론 문자를 향유의 도구로 완벽하게 재현해낸 작가는 제임스 조이스 (James

Joyce, )일 것이다. 그는 문자 자체가 향유의 징표로서 기능하도록 만들었다. 그

가 쓴 『피네건의 경야 (Finnegans Wake)』에서 우리는 문자가 의미 차원을 넘

어 음성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을 볼 수 있다. 또한 프랑스의 자서전 작가 미

셸 레리스 역시 그의 저작 Langage tangage ou ce que les mots disent의 1부

에서 알파벳으로부터 끊임없이 증폭되는 연상 작용에 의한 문자 실험을 하는 것

역시 기표 자체가 하나의 주이상스의 도구이자 증상으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보

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블랑쇼는 시니피에를 담보할 수 없는, 그 자체

로 향유하는 문자의실험으로까지 나아가진 않는다. 의식 속에서 존재의 타자성을

드러내는 의미로서의 목소리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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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연구는 이제 문자와 목소리의 끊임없는 줄다리기를 넘어서서 충동의

장 속에서 기호의 문제를 논의해보기로 한다. 이미 충동의 장에 놓인 기호의 문

제는 무의식과 관련하여 프로이트의 주요한 저작들에서 논의된 바가 있다. 그가

‘늑대인간’이라 명명한 환자의 치료 기록에서 문자가 어떻게 주이상스

(Jouissance)로 향하는 표식으로 기능하는지를 보여준다. 프로이트는 ‘늑대인간’

의 임상 과정 중, 나비에 관한 기억이 숫자로 옮겨가는 것을 재구성한다. 나비

가 꽃에 앉아서 날개를 폈다 접었다 하는 것이 불안한 기분이 들게 한다는 진

술은 로마자 V로 옮겨가고, 그 V는 한 여성의 성적 제스처와 연관된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 프로이트는 V라는 글자는 소년시절에서부터 치료를 하고 있을

당시까지도 그로 하여금 우울한 상태에 빠지게 만들던 시간과도 연관되어 있음

을 재해석했다. 5시를 가리키는 로마자 V는 강박신경증이 발병했던 5세 시기의

늑대의 꿈과 연관된다. 어느날 열린 창문 가로 나무 위에 늑대들이 자신을 바라

보던 꿈을 프로이트는 근원장면이 재구성된 것으로 해석했다.136)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정서와 정동의 효과는 기의 속에 존재

하는 시니피앙이 거부한 것이거나 “동일화 과정 속에 내포된 의미화를 수용할

수 없는 것과의 관계를 중계한다는 점”이다.137) 문자를 연상할 때마다 떠오르는

불안한 정동은 주이상스가 문자에 스며들어갔고, 주체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무의식의 발현은 계산된 예측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주이상스

의 요구에 응하는 유일한 가치 위에 뿌리 내린 숫자에 놓여있는 것이다.138)

시니피앙(숫자 V)은 우연히 목격한 근원장면에 의해 각인된 거세의 환각을

불러일으키는 대상물인데, 수동적인 위치에 있던 어머니에 동일화한 주이상스의

흔적이다. ‘늑대인간’의 이 시니피앙 안에는 대타자-어머니와 어머니의 육체, 그

리고 그에 대한 향유의 흔적이 모두 내포되어 있다. 라캉은 문자를 일컬어 “구

체적인 담론이 언어로부터 빌려온 물질적 매체(support matériel)”이라 말한 바

가 있다.139) 문자, 즉 시니피앙은 청각적인 목소리의 질료가 된다. 그러나 이 질

료는 상징계적 의미화의 연쇄와 상관 없이, 충동의 장에서 최초 대상에 의해 각

인된(대부분 어머니) 주이상스의 대상과 결합되어 반복적인 방식으로 주체가 자

신의 현실을 구성하는데 관여할 수 있다. 이때의 청각적 효과는 대상a로서의 목

소리이자 환각적이며 육체성과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크리스테바의 ‘기호계’에는 바로 이러한 쟁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크리스테바

는 라캉의 ‘상징계’를 비롯한 개념의 대부분을 수용하면서, 상징계 진입 이전의

136) S. Freud, 『늑대인간』, 김명희 역, 열린책들, 1998, pp. 240~256.

137) Lucien Barrère, p. 59.

138) 같은 책, p. 57.

139) J. Lacan, Écrits, p.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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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 더 많은 방점을 둔 ‘기호계(sémiotique)’라는 개념을 통해 언어의 문제를

제기했다. 그가 제시한 ‘코라(chora)’는 어머니 몸과 연결된 원초적 체험과 시니

피앙 이전 상태의 결속이 충동의 근원임을 보여준다.

크리스테바는 주체를 기호계적인 동시에 상징계적인 것으로 본다. 그 주체가

산출해내는 의미 체계는 전적으로 기호계일 수도 없고 전적으로 상징계일 수도

없다. 그가 제시한 ‘코라’는 단절과 분절과 같은 분명한 것, 사실임직한 것, 공간

성, 그리고 시간성에 앞선다. 시니피앙은 아니지만 개념의 심층에 깔려 있으면

서 오로지 음성 또는 신체 근육의 리듬만을 허용하는 것이다. 사회화된 신체 이

전의 고유한 몸짓과 음성적인 유희가 존재하는 곳인데, 서유럽 철학은 플라톤으

로부터 언어 운동성의 놀이를 탈취하여 은닉하고 존재론과 무정형성의 사유 속

에서 억압했다는 것이다.140)

크리스테바의 ‘코라-기호계’는 상징계 이전 육체와 시니피앙 사이의 중간 위

치에 있는 비언어적 상태의 단계이다. 기호가 아니기 때문에 상징계적 장의 공

시적 위치(position)를 규정할 수 없고 신체와 결속된 리듬, 옹알이, 흐느낌, 파

편적인 음악의 형태를 지닌 것으로 유희적 성격을 지닌다. 크리스테바에게서 글

쓰기는 형상화할 수는 없지만 시니피앙이 우리에게 등록되기 전에 잔존하고 있

는 무형의 음성성, 사회화된 규격에 의해 탈취되었던 최초 흔적을 소생시키는

위반적인 것으로 전환된다.141)

블랑쇼의 난해하고 유동적인 목소리 논의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블랑쇼의 작품에 드러난 숱한 청각적 이미지들은 ‘들림’을 통해 충동의 대

상으로서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환기시키고 희열을 약속하는 베일처럼 기능한다.

그는 책에 인쇄된 활자 바깥에서 “리듬으로 생성되면서 언제나 순간에 전개되

고 목소리의 음성성을 구성”142)하기를 원했다. 이는 시가 하는 일과도 같은데,

시는 정작 단어를 구성하는데 쓸모없는 것들에만 귀속되어 있고, 이미지, 운율,

140) J. Kristeva, La révolution du langage poétique, Éditions du Seuil,1974. pp.

26~27.

141) 엘렌 식수스는 크리스테바의 이러한 논의를 수용하여 텍스트의 담론에 육체성

을 부여하고 그것을 남성-로고스-부권적인 글쓰기와는 전혀 다른 ‘여성들만의 글

쓰기’로 특화한다. 그는 문자 텍스트와 목소리의 관계를 “서로 땋아지고 엮인 것”

으로 규정한다. “목소리와 글쓰기는 서로 교차 되면서 글쓰기의 연속성 속에 목

소리의 리듬이 호흡을 끊고 텍스트를 헐떡거리게” 만든다. 목소리는 외침을 통해

텍스트에 찢김을 부여한다. 죽어있는 듯 건조한 시니피앙 안에 작가의 육체를 덧

씌워 텍스트의 호흡에 독자를 참여하게 만드는 일은 여성적 글쓰기만이 가능하다

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서는 박혜영 역, 『메두사의 웃음/출구』, 동문선, pp.

111~118에 실린 내용을 참고했다.

142) EI, p.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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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 음절의 음조에만 끌린다는 점을 강조한다.143) 그리고 그렇게 존재하기를

원하는 언어의 부활이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 자문한다. 이미지, 운율, 리듬은 글

쓰기의 행간에서 “표상화에 실패한 초과분의 흔적을 일깨우는 유혹”144) 과도 같

다.

사이렌의 목소리는 블랑쇼의 문학에서 하나의 지향점이다. 목소리는 언어의

그림자와도 같이 언어와 실재 간의 간격을 환기하고, 작가는 그 간격을 드러내

고자 한다. 사이렌의 목소리는 알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으며 텍스트 속에서

도 언제나 부재의 영역으로만 남는다. 그러나 그러한 목소리가 있다는 사실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남겨놓은 문자에 의해서만 전달되고, 실재의 호명을 들었

던 자들은 문자 체계의 견고성을 헐겁게 만드는 리듬과 음악적인 것을 소생시

키려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상의 세계에서 사이렌의 목소리를 지향하려는 시도는 고통

스러운 일이다. 유혹의 목소리를 따라간 대가가 파멸이었듯이, 문자로 구성된

텍스트 체계 내에서, 대타자의 장을 위반하려는 시도는, 마치 “시가 되기 위해

서는 시적 현실을 깨고 시를 파괴 (il brise la réalité poètique et ruine la

poèsie en devenant poèsie.)”145)해야 하는 것처럼, 텍스트를 이루는 근본적인

속성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기에 위협적이다.

블랑쇼의 레시(Récit)와 소설들이 두려운 낯설음 (unheimlich)의 환기로 귀결

되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작품을 읽는 독자는 내면의 갈등을 봉합하며

세계의 일부로 편입되기는커녕, 오히려 이질적인 이미지에 불안감을 느끼고 동

일성의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

『알 수 없는 자, 토마 (Thomas l'obscur)』의 한 장면은 문자와 문자를 벗어

나는 독서의 경험이 그로테스크한 경험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준다.

Thomas demeura à lire dans sa chambre. [...] Il lisait. Il lisait avec une 

munitie et une attention insurpassable. Il était, auprès de chaque signe, 

dans la situation où se trouve le mâle quand la mante religieuse va le 

dévorer. L'un et l'autre se regardaient. Les mots issues dans livre qui 

prenait une puissance mortelle, exerçaient sur le regard qui les touchait 

un attrait doux et paisible.[...] Le lecteur considérait joyeusement cette 

petit étincelle de vie qu'il ne doutait pas d'avoir éveillée. Il se voyait 

avec plaisir dans cet oeil qui le voyait. Son plaisir même devint très 

143) FP, p. 160.

144) Maxime Decout, p. 124.

145) FP, p. 158.



- 85 -

grand. Il devint si grand, si impitoyable qu'il le subit avec une sorte 

d'effroi et que, s'étant dressé, moment insupportable, sans recevoir de 

son interlocuteur un signe complice, il s'aperçut toute étrangeté qu'il y 

avait à être observé par un mot comme par un être vivant et non 

seulement par un mot, par tous les mots qui se trouvaient dans ce mot, 

par tous ceux qui l'accompagnaient et qui à leur tour contenaient en 

eux-mêmes d'autres mots, comme une suite d'anges s'ouvrant à l'infini 

jusqu'à l'oeil de l'absolu. D'un texte aussi bien défendu, loin de 

s'écarter, il mit toute sa force à vouloir se saisir, refusant obstinément 

de retirer son regard, croyant être encore en lecteur profond, quand 

déjà les mots s'emparaient de lui et commençaient de le lire. Il fut pris, 

pétri par des mains intelligibles, mordu par une dent pleine de sève; il 

entra avec son corps vivant dans les formes anonymes des mots, leur 

donnant sa substance, formant leurs rapports, offrant au mot être son 

être.[...]il garda la pensée qu'en sa personne déjà privée de sens, tandis 

que, juchés sur ses épaules, le mot  Il et le mot Je commençaient leur 

carnage, demeuraient des paroles obscures, âme désincarnées et anges 

des mots, qui profondément l'exploraient.146)  

토마는 자기 방에 남아서 책을 읽었다.[...] 그는 읽고 있었다. 꼼꼼하게 그리고 

더할  나위 없이 주의를 기울여서 읽고 있었다. 하나 하나의 문자 가까운 곳에 

처한 그는, 암사마귀가 수컷을 먹어치우려 할 때의 상황에 놓였다. 그들은 서

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치명적인 힘을 가진 책에서 뛰쳐나온 말들은 자기들에 

와 닿는 시선에 부드럽고 고요한 매력을 풍기고 있었다. [...] 독자는 틀림없이 

자기가 일깨웠다고 생각되는 이 조그만 생명의 불꽃을 즐거이 주시했다. 그는 

자기를 보고 있는 이 눈 속에서 기꺼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 쾌감 

자체는 아주 커졌다. 그 기쁨은 너무 커지고 너무 무자비해져서 그는 일종의 

공포감을 갖게 되었다. [...]말 속에 들어있는 모든 말에 의해서[...] 마치 절대

의 눈까지 무한히 열려있는 천사들의 행렬 같은 말들에 의해서, 이처럼 방어가 

완벽한 텍스트에서 멀어지기는커녕 전력을 다해 정신을 차리려 애썼다.[...] 말

들은 그를 점령하고 그를 읽기 시작했다. 그는 붙잡혔다. 보이지 않는 손들에 

의해 붙잡히고 수액으로 가득 찬 이빨에 깨물렸다. 그는 살아있는 자신의 육체

와 함께 말들의 이름 없는 형태 속으로 들어갔다. [...] 그는 어깨 위에 내려앉

는 ‘그’라는 단어와 ‘나’라는 단어가 살육을 시작하는 동안 그에게 깊숙이 침식

해 들어온 어두운 언어들, 육체 없는 영혼들, 그리고 말의 천사들이 이미 감각

을 상실한 자신의 내부에 머물고 있다는 생각을 가졌다. 

『알 수 없는 자 토마』의 이 장면은 여러모로 증상적이다. 주체를 압도하고

갉아먹는 문자 자체를 향유의 대상으로 그려내고 있기 때문이다.

문학에서 ‘환상성(fantasme)’의 문제를 언급한다는 것은 단순히 ‘현실에서 있

을 법함’을 넘어서는 것, 주체의 착각이나 혹은 착란의 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지

146) M. Blanchot, Thomas l'obscur (이하, TO), nouvelle version, Éditions

Gallimard, 1950, pp. 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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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저자의 의도, 서사의 맥락을 일탈한 무엇이 계속해서 무대화를 시도하는

가를 논의하는 것이다. 총체성이 아니라 고착된 ‘부분 대상’이 만들어내는 환상

성에 주목해야 한다.

여기서 언급된 ‘나’라는 존재는 말들에 의해 압도당한다. ‘나’의 존재가 사라지

는 순간은 ‘그’라는 단어와 함께 말들에 의해 살육당하는 순간이다. 순간 자아의

지고권은 추락하고 이름 없는 형태 안으로 스며들어간다. 그 과정은 살을 깨물

리는 것 같은 가학적인 고통을 통해서다. 『알 수 없는 자 토마』에서는 독서를

통한 유희의 쾌감과 공포가 육체성을 중심으로 표현되어 있다. 문자의 세계 속

에서 불꽃처럼 일깨워진 쾌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을 마주하게 만든다.

‘읽는 행위’는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시커먼 잉크의

거울147) 속에 비친 자아 인식은 이내 부정적인 감정에 뒤덮인다. 읽는 행위는

라캉의 거울단계에서처럼 최초의 총체적인 자아의 환상을 주는 기쁨 대신 언어

에 ‘사로잡히는’ 환각적인 공포의 경험을 준다. 언어에 사로잡히는 공포의 경험

은 분명히 구순적인 흡입의 공포, 목이 잘리는 공포의 경험을 동반한다. 다분히

분열적인 이 장면은 주체의 탄생이 좌절되는 뒤집힌 형태의 사유를 담고 있다.

거울을 보는 행위는 조각, 타자의 부분 대상으로 경험되던 자아의 최초의 목격

상태를 부정한다. 이 거울은 세계 속에 주체를 놓는 진입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

한다.

이미지와 환상이 끼어들어 인지를 방해하기는 하지만 거울은 자아를 연장성

을 지닌 육체라는 실체로서 승인하는 역할을 한다. 정신분석 이론에서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미시사의 영역에서는 근대 초, 전신거울의 등장으로 자신의 몸과

미(美)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이 가속화되었으며, 타자의 시선에 대한 인식으로

‘몸’이 사회적 의미를 획득하는 계기가 되었다.148)

하지만 잉크의 거울 속에서, 말들은 주체의 원근법적인 초점을 가뿐히 벗어

나 마치 절대의 시선 하에 놓이는 ‘실재’의 행렬을 계속한다. 천사의 행렬을 보

는 토마의 시선은 마침내는 의식을 잃고 말에 점령당한다. 말이 주는 고통은 가

학적인 이빨에 의해 깨물리고 입을 벌리고 달려드는 사마귀에 의해 흡입되는

퇴행적 경험과 연결된다. 말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겨우 자신을 알아보게 되자

마자 작가는 외부세계를 경험하지도 못한 채 모태에 갇히는 환상을 만들어낸다.

말에 흡입된 자아는 모든 감각을 잃어버린 채, 어둠 속에 침식된 말들을 영혼

속으로 이식한다. 그러므로 이 어두운 영혼의 말들은 블랑쇼가 누누이 언급해왔

147) 자전적 문학 연구자 미셸 보주르 (Michel Beaujour)는 글쓰기와 자아, 정체성

의 문제를 논의한 훌륭한 비평저작의 제목을 『잉크로 만들어진 거울 (Miroirs

d'encre)』이라 칭한 바 있다.

148) 사빈 멜쉬오르 보네, 『거울의 역사』, 윤진 역, 에코리브르, 2001, pp.18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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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소원처럼, ‘아직, 세상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더 이상 세상이 존재하

지 않았을 때의 그 위에, 어둡고 텅 빈 열림’149)의 상태가 되는 말하기가 실현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둡고 텅 빈 열림의 상태가 되는 글쓰기는 왜 집어삼켜지는 환상

으로 표현되는 것인가? 위협과 유혹을 동반한 이 장면에는 초자아적인 부권의

위협이라기보다는 유혹하는 어머니에 대한 공포가 담겨있다. 우리가 여기서 주

목해야 할 부분은 무한한 주이상스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작가는 여기서 언

어의 전모를 보기 원한다. 천사들의 행렬로 이어지는 문자는 절대상태에 도달한

언어들이다. ‘나’는 그 언어들에 의해 수사마귀처럼 목이 잘린다. 과연 이 장면

은 공포와 고통의 장면이기만 할까? 이는 마치 꿈의 한 장면처럼, 주체가 환상

속에서 상연하는 연극처럼 잘리는 자기 자신을 보도록 투사된 것이다. 말에 대

한 절대 지식의 상태에 놓이자마자 수액으로 가득 찬 입으로 변모하는 말의 형

상은 여성적 이미지로 명백히 유혹 장면에 해당한다. 환상의 무대 위에 오른

‘나’는 거세하는 어머니(mère phallique)에 굴복되는 것을 연기한다. 두려움으로

가득 찬 자신을 보이는 연극 무대를 상연하고 있는 작가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하는 것이다. 여기서 욕망은 두 개로 분열될 수밖에 없다. 집

어 삼켜지는 자신과 삼키도록 짜여진 시나리오의 실행자 역시 작가가 만들어낸

것이다. 살육당하는 무대에서는 이빨의 가학성을 실현하도록 욕망이 가동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블랑쇼의 언어는 교환 가능한 보편의 언어를 거부하고, 부권적인 규

범에 대한 위반과 일탈을 감수했다. 하지만 ‘그’의 글쓰기는 마치 희생제의와도

같은 또 다른 공포와 고통을 수반하는 과정을 통해 묘사되며 고통의 무대를 욕

망한다. 우리는 블랑쇼 텍스트의 커다란 한 축을 죽음충동150)의 향유

(jouissance)가 담당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고통 속에 놓이기를 갈망하는 작가의 욕망은 텍스트에서 불안을 극대화한다.

정체성을 보증 받지 못하는 균열을 감수한 글쓰기의 극단은 읽는 자들에게 위

협적으로 변모하는 것이다. 우리의 연구는 ‘비인칭적인’ 목소리의 체험이 과연

무엇을 야기하는지의 물음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중성의 목소리를 듣는 독자들

은 일반적인 의미의 독서의 즐거움과는 다른, 일종의 불안감이 수반된 정서적

149) PAD, p. 181.

150) 죽음충동은 현실의 원리 즉, 쾌락의 현실원리를 따르기를 거부하는 고통을 감

수하는 쾌락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상징계 속에서 방출되었던 주이상스를 향한

반복적인 동력으로 표현되는데,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최초의 환상으로, 끊임없

이 회귀하려는 힘이다. 그 힘은 불가능한 태고적 모태 실현을 지향하는 심리적인

구형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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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하게 된다. 기표가 가리키는 지점에는 공포와 이질감으로 가득 찬 환상

의 무대가 반복되기 때문이다. 그 무대는 거대한 불안의 장으로 우리를 호명한

다. 우리는 다음 장에서 불안과 목소리의 관계를 통해 표층 밑에 존재하는 무의

식의 문제를 다루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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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3. 불안 대상으로서의 목소리

Ⅱ-3-1. ‘불안(angoisse)’ 과 ‘목소리’

Ⅱ-3-1-1. 목소리의 근원으로서의 불안(angoisse)

끊임없이 흩어졌다 다시 돌아오는 익명의 목소리는 블랑쇼가 책 속에서 독자

들이 얻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 누구도 주도권을 내세울 수 없는 이 목소리가

지배하는 글쓰기를 일컬어 블랑쇼는 ‘비인칭적인(impersonnel)’ 서술이라 말했

다. 작가는 자아의 주권이 해제되는 이 목소리의 효과가 긍정적인 감정으로 이

어지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수차례에 걸쳐서 언급한다. 블랑쇼는 『미래의 책

(Le livre à l'avenir)』에서 ‘비인칭’의 중성적 목소리를 구현하는 작품으로 베

케트(Samuel Beckett)의 소설 3부작을 다룬 바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이름

붙일 수 없는 것(L'inommable)』을 들어, “비인칭적인 것의 위협 아래에서” 겪

은 체험이자 단지 “자신 만을 말하는” 중성적인 말의 접근이라고 평했다.151)

『이름 붙일 수 없는 것』에서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소음 같은 말들만이 떠돈

다. 그 말들은 “듣는 자를 관통하고, 어떠한 내밀성도 없으며, 모든 내밀성을 배

제하는 것(qui traverse celui qui l'écoute, est sans intimité, exclut toute

intimité)”이다.152) 블랑쇼는 이 작품에서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작품을 파괴하고

한없는 무위를 불러일으키는 것153)을 지목했다. 음악의 기원은 음악이 없는 곳,

즉,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모태에 기원을 두고 있는 것처럼154), 끊임없는 무의

미의 목소리가 만들어낸 베케트의 작품은 무화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작품

의 기원 지점과 근원적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다.155)

자아의 통제를 벗어난 말들 즉, 비인칭적인 익명의 목소리들의 현현은 설사

작가가 그것을 지향하고 있다 할지라도 독자에게 ‘위협하는’ 것이다. 서술하는

목소리가 야기하는 효과가 불안의 감정으로 직결된다는 사실을 블랑쇼 역시 직

시하고 있었다.

151) LV, p. 290.

152) LV, p. 290.

153) LV, 291.

154) LV, p. 9.

155) LV, p.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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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c'est en partie, en effet, le malaise d'un homme tombé hors du 

monde et, dans cet écart, flottant éternellement entre l'être et le néant, 

incapable désormais de mourir et incapable de naître, traversé de 

fantômes, ses créatures auxquels il ne croit pas et qui ne lui disent 

rien, qu'évoque pour nous L'Inommable.156)

[...] 사실,『이름 붙일 수 없는 것(L'inommable)』이 우리에게 환기하는 것 중 

일부는 이 세계 밖으로 떨어져 버린 인간의 불안, 그리고 그에게 아무 말도 걸

지 않고 창조자조차 그것들을 믿지 않는 피조물들이다. 이러한 균열 속에서, 

그는 환영들에 사로잡힌 채, 죽지도 살지도 못하며 존재와 무 사이에서 영원히 

부유한다.

물론 여기에도 블랑쇼 고유의 개념인 바깥의 속성이 고스란히 설명되고 있다.

불안의 원인은 ‘세계의 바깥’으로 추락함이자, ‘균열 상태’에 놓이는 것, 그리고

완전한 무화(無化)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와 무 사이를 부유하는 중간 상

태에 있는 것이다. 어디에도 귀속될 수 없는 비인칭적인 말의 모험은 필연적으

로 불안을 수반한다. 이와 같은 작가의 생각은 독일 작가 로베르트 무질

(Roberte Muzil)의 작품 『특징 없는 남자』에 관한 비평에서도 드러난다. 무질

의 작품을 평한 블랑쇼의 언급을 보면 그가 생각하는 비인칭성과 중성성에 내

재된 의미의 윤곽을 확연하게 볼 수 있다. 무질의 작품은 “경험하는 어느 누구

도 없이 체험되는 경험”이자, “사람들이 우리에게 응답하지만 [...] 우리와 관계

없는 것”157)을 통해 중성적 힘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베케트의 작품을 평할 때나 무질의 작품을 평할 때나 계속해서 사용되는 단

어는 ‘위협(menace)’이란 단어다. 그만큼 중성적인 목소리, 비인칭적인 서술을

유지한다는 것은 소설 장르로서의 존재 기반을 흔드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블랑쇼는 왜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기를 시도하는 것일까? 그는 작

품에 진실이 담겨 있는지 아닌지의 문제를 넘어서, 문학이 실재성과 맺는 관계

그 자체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작품에는 ‘본래적 경험’, ‘시원적 관계’, ‘본질의

문제’158)와의 관계가 드러나야 하고 이것은 작가의 사명이기도 하다. 블랑쇼는

본질적인 지점을 소멸의 지점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작품의 시원으로 올라갈수

록 언어의 현실적 기반은 점차 힘을 잃게 된다. 기원의 문제를 담은 실재는 우

156) LV, p. 294.

157) LV, p. 284.

158) LV, p.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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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게 한계지점이자 불가능 그 자체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까지의 문학 언어의

관습적인 외피를 탈피하여 스스로를 파괴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블랑쇼 문

학의 밑바탕이 되는 ‘사이렌’ 신화가 삶 저편으로의 호명을 종용하는 목소리인

것처럼, ‘실재’를 향한 강한 추동은 그 반작용으로 불안을 불러일으킨다. 특정인

인 ‘나’가 아니라 ‘그’의 목소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낯

선 존재’가 되는 두려움 밖에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름이 갖는 안정성과

의식의 보증’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159)

우리는 블랑쇼의 작품 속에 드러난 불안의 양상을 두 가지 정도로 보았다.

실재 앞에 선 두려움의 신호와, 다른 하나는 소멸을 종용하는 초자아적인 명령

이 바로 그러하다. 소멸을 종용하는 초자아적인 내적 목소리 앞에 블랑쇼는 마

치 순교자처럼 순응하는 수동성을 구현한다. 블랑쇼의 수동성(passivité)의 문제

는 다음 장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우리의 연구가 주목하는 부분은 불안을 야기하는 중성적인 블랑쇼의 목소리

가 환영적 속성을 지녔다는 것이다. 목소리를 듣는 행위는 마치 거울 앞에 선

자아에게 말 거는, 내적 목소리를 듣는 것과도 같다. 이때의 목소리는 상(象)인

이미지를 더욱더 강화하며 승인하는 역할을 한다. 나르시스 신화에서처럼, 에코

라는 요정의 목소리는 나르시스와 물에 비친 이미지 사이의 시각적 관계를 증

폭시킨다.

우리가 블랑쇼의 ‘서술하는 목소리’의 효과 속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시각적

대상이 아닌 ‘응시(regard)’의 대상과 관계 맺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환각적인 효

과라는 점이다. 응시 속에서는 언제나 균열에 매혹된(fasciné) 주체가 존재한다.

그 매혹 속에서의 ‘보기’는 더 이상 보이는 대상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사로잡

힌 상태가 된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이러한 상태에서 보는 행위는 더 이상

확정성을 제공할 수 없다. 블랑쇼의 목소리의 효과는 바로 이러한 결여에 매혹

된 상태 속에서 들리는 외부성의 현현으로 보아야 한다.

앞서 언급했던 거울의 상을 강화하는 목소리의 효과와는 조금 다른 문제가

숨어있다. 많은 사람들은 라캉의 거울단계 이론에서 자아 이상(moi iéal)이 자리

잡는 과정에 주목한다.미숙한 인지 능력 때문에 오인된 것일지라도 최초의 영상

에 사로잡히는 과정이자, 보지 않고서도 자신의 고정된 이미지 상에 동일화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라 이해한다. 우리는 거울에 비친 상과 상상적 자아와의

관계에서, 불안의 근원이 되는 목소리의 핵심 문제에 주목하기로 한다.

거울단계(Stade de miroir)의 문제는 큰 실재와 상의 괴리를 인식하지 못하는

‘오인’에 기인한다. 거울에 비친 상은 자신의 본모습과는 다르게 매혹적인 환상

159) LV,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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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준다는 것이다. 잘 알려져 있듯, 생후 6~8개월이 되는 아이들이 거울 속의

자신의 모습을 보고 환호성을 지르며 통일된 이미지 상에 매료되는 것이다.

라캉은 거울상의 상상적 이미지를 인지하는데서 상징계의 심급을 찾아내려

했다는 것이다. 실재와 상의 괴리에도 불구하고 인지의 원초적 혼돈 상태에서

벗어나, 그것을 자신의 모습으로 인지하게 되는 과정에는 타자의 승인이 존재한

다. 목소리는 그 과정에 일정 정도의 역할을 담당한다. 정신분석학자 도미니크

뒤카르(Dominique Ducard)는 그의 저작에서 프랑수아즈 돌토(Françoise Dolto)

의 이론을 검토하면서 말하는 목소리는 몸에 대한 무의식적인 표상이 된다고

언급한다. 이 표상들은 몸의 최초 이미지들로, 몸의 시각적 이미지로 고정된다

는 것이다.160) 발화된 목소리의 형태 는 동일화로 이어지고 최초의 나르시시즘

으로부터 “욕망과 법의 접점 속에 존재하는 존재와 소유의 변증법”161)에 등록된

다.

이 동일화 과정 안에서도 분명 타자성과 이중화된 정체성의 문제가 존재한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내부의 상으로, 상상으로, 꿈으로 전환시키는 과정 속에

음성적 발화를 통한 언어화가 개입하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와 자신의 목소리는

신비에 가득 찬 세계에서 시공간적 한계를 넘어 혼재된 상태를 겪는다.162) 뒤카

르는 이 과정이 독서 과정이나 혹은 가상의 대화 속에 나타난 문제와 유사하며,

유아가 자신에게 말하는 최초의 타자가 되는 과정임을 언급했다.163)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목소리의 원천은, 이 정체화의 과정 속에 나타난 목소

리나 상(像)은 언제나 균열의 위험성을 지닌 위태로운 구조 속에서 나온다는 사

실이다. 거울의 상을 자신의 신체와 정합하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승인되지 못한

신호들은 존재하며 대타자의 변덕에 의해 어렵게 생성된 안정감 역시 지속되기

어렵기 때문이다.164) 동일성을 해치는 균열의 위협은 목소리의 고정점과 정체화

160) Dominique Ducard, La voix et le miroir, L'Harmattan, 2002, p. 173.

161) Ducard, p. 166.

162) Ducard, p. 166.

163) 페터 비트머,『욕망의 전복』, 홍준기 역, 한울, 2003, pp. 37~49.

164) 동화 『백설공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거울은 진리를 말하는 곳이다. 거울은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해준다. 거울은 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음성으로 진실을 말한다는데 주목해야 한다. 그 거울이 말하는 진실은 거울을 바

라보는 주체를 승인해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어느날 갑자기 거울 속에서 들리

는 목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이 ‘당신’이 아니라 ‘백설공주’라고 말하자마

자 공격성을 드러내며 잔혹한 방법으로 백설공주를 죽이려한다. 이와 같이 상상

적 자아 이상 (moi idéal)은 늘 위협받는다. 자신을 규정하는 음성적 실체는 타자

와 혼재된 내면의 음성이라 할 수 있다. 이상적 자아가 실현되는 데는 거울에 비

친 상 자체가 아니라 자신을 타자의 시선에 놓고 바라보는 과정이 동반된다. 타

자의 존재의 보증 하에 거울의 상과 정합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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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fication)를 박탈한다. 바로 이 부분이 바로 불안이 배태되는 지점이다.

블랑쇼의 ‘목소리’는 ‘상’과의 정합성을 보증해주는 목소리와는 거리가 멀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블랑쇼가 텍스트 속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소리’들은 모두

형상화되기를 거부하는 것들이었다.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는 ‘비명’, 멈출 수

없는 ‘중얼거림’, ‘웅성거림’으로 ‘사유와 말과 책의 공간에 배치할 수 없어서 자

리를 점유하지 못한 잉여’165)로만 자신의 존재를 알릴 수 있는 것이다. 언어의

변증법 안으로 손짓하는 대타자의 승인은 상에 자신의 일부를 투사할 수 있게

해주는 반면, 블랑쇼의 ‘목소리’들은 그것보다도 ‘결여’, 즉 주체가 무화되는 지

점까지 다가가기를 시도한다. 그러므로 블랑쇼의 글쓰기는 거울의 정합성을 포

기한 글쓰기다. 깨어진 정합성 뒤에 돌아오는 것은 바깥과 무위(désoeuvrement)

의 글쓰기만이 남는다.

[...]Que la littérature comme écriture-seul médium de la vocalité- sera 

investie par celle-ci d'un pouvoir d'insubordination qui s'exerce d'abord 

à l'égard de tout ordre comme à l'égard de l'ordonnance visible par 

laquelle elle se manifeste. L'écriture cesse d'être un miroir. Elle va se 

constituer étrangement comme un absolu d'écriture et de voix, <<muette 

orchestration écrite>>, dira Mallarmé, temps et espace unis, simultaneité 

successive, énergie et oeuvre où l'énergie se rassemble (energia et 

ergon), tracé où l'écrire rompt toujours par avance avec ce qui est 

écrit. Sous cette pression prend naissance, par-delà le livre, le projet 

de l'Oeuvre toujours encore à venir dans son accomplissement même, 

sans contenu, puisque toujours dépassant ce qu'elle semble contenir et 

n'affirmant rien que son propre dehors, c'est à dire elle-même, non pas 

comme présence pleine, mais en rapport avec son absence, l'absence 

d'oeuvre ou le désoeuvrement.166)  

[...]오로지 음성성을 매개로 하는 글쓰기로서의 문학은 모든 질서에 대해 실행

되는 불복종하는 힘을 부여받을 것이다. 이는 또한 문학을 드러나게 만드는 가

시적인 배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글쓰기는 거울이 되기를 멈춘다. 글쓰기

는 낯선 방식으로, 글쓰기와 목소리의 절대성으로서, 말라르메가 말한 것 같이,

�침묵하는 글쓰기의 관현악�으로 재건될 것이다. 거기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합일되고, 지속적인 동시성, 에너지, 그리고 작품 속에서는 그 에너지가 조화를 

이루며 (에르곤과 에네르기아), 글쓰기가 이미 쓰인 것과 단절된 흔적이 남겨

져 있다. 이러한 압박 하에서는, 내용이 아니라, 책을 넘어서는, 작품의 완결성 

그 자체에서 언제나 다시 올, 작품의 시도가 탄생한다. 왜냐하면 새로운 작품

의 시도란, 글쓰기가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고, 자신의 

고유한 바깥 외에는 아무것도 단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은 다시, 가득 찬 

165) PAD, p. 72.

166) EI, pp. 387~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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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이 아니라 부재 상태와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자, 작품의 부재 혹은 

무위(désoeuvrement)를 실현하는 것이다.  

블랑쇼의 글쓰기는 허상적 에고에 통일적 이미지를 부여하는 거울의 상상적

인 세계를 넘어선 세계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가시적 질서의 포기는 텍스트의

음성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음성성은 모든 가시적인 배치와

질서의 실행에 불복종 하는 힘을 지녔다. 텍스트는 스스로 ‘침묵하는 글쓰기의

관현악’이 되고자 한다. 여기에서도 언제나 부재성이 문제가 된다. 음성성은 즉,

이제까지 해왔던 논의에서처럼 ‘중성’의 목소리는 텍스트의 상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에 부재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책의 존재를 지탱하는 것을 넘어 고

유한 ‘바깥’과 관계한다는 것은 책의 존재와 그 책을 쓰는 작가 자신을 위협하

는 요소가 되고 만다.167) 바깥 외에 남지 않는 글쓰기의 시도는 거울의 허상으

로 간신히 지탱하던 존재 기반 자체를 허물어버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블랑쇼의 글쓰기는 거울을 포기하고 ‘스크린(écran)’에 고정되는 글

쓰기라 할 수 있다. 스크린에는 시선(l'oeil)이 아니라 ‘응시(regard)’가 관계하며

주체가 무화(無化) 되는 지점에 관한 사유를 내재하고 있다.

라캉은 세미나 11권에 실린 「왜상 (Anamorphose)」에서 폴 발레리(Paul

Valéry)의 시 「젊은 파르크 (La Jeune Parque)」의 한 부분을 인용하면서 ‘응

시’의 문제를 설명한다. “나는 나를 바라보는 나를 본다.”는 시의 의미를 환상의

구조 속에서 사라지는 주체가 스스로를 보는 것으로 해석한다. 거울 안에서는

자신을 형성해갈 수 있지만 스크린에서는 자아 중심의 원근법적 시선 너머, 전

혀 다른 상의 타자화된 주체가 나타난다. 이때의 주체는 사물을 관찰하고 자신

의 범주화하는 근대적 주체가 아니라 자신의 시선을 넘어선 곳에서 전혀 다르

게 ‘재현된’ 사물이 된다. 스크린에 매혹된 시선은 ‘눈’이라는 기관을 넘어서서,

167) “Qui parle ici? Est-ce <<l’auteur?>> Mais que peut désigner ce nom, si de

toutes manières celui qui écrit n'est déjà plus Beckett, mais l'exigence qui l'a

entraîné hors de soi, l'a dépossédé et dessaisi, l'a livré au-dehors, faisant de

lui un être sans nom, l’Innommable, un être sans être qui ne peut ni vivre

nimourir, ni cesser ni commencer, le lieu vide d'une parole vide où parle le

désoeuvrement et que recouvre tant bien que mal un Je poreux et agonisant.

그렇다면 여기서 누가 말하고 있는 것일까? ‘저자’인가? 그러나 이 이름은 작가를

가리킬 수는 없을 것이다. 쓰는 자가 더 이상 베케트가 아니라면, 작가를 이름없

는 존재로, 이름붙일 수 없는 것으로, 살아있을 수도 죽을 수도 없는, 멈출수도,

시작할 수도 없는, 존재로 만들면서, 자기 자신의 바깥으로 끌어내며, 박탈하고,

포기하게 만들고 바깥에 내맡겨지게 하는, 강요이자 무위가 말하고 어찌됐든 구

멍뚫려 죽어가는 ‘나’가 덮는 비어있는 말의 빈 공간인 것이다. ” in LV, p.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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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원적인 결여 이전의 상태를 좇는다. 즉, 현실 속에서는 늘 공백으로 남는 ‘진

리’, 즉 실재의 차원이다.

Ⅱ-3-1-1-1. 부재에 매혹된 최초의 욕동

진리, 실재의 차원은 앞서 언급했듯이 거울의 통일된 상을 통해 보증되는

상징적 심급으로 치환될 수 없는 것이다. 언제나 통일된 상 뒤에 존재하는 공백

은 이름 붙일 수 없는 것으로서, 균열적인 것이자 부재성으로 다가온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란, 불투명으로 가득찬 언어 바깥의 세계가 실재하고 그것 때문

에 사유의 균열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블랑쇼의 글쓰기는 현실과 바깥의 벌어진 틈 사이의 공백에 매혹된 글쓰기다.

매혹이 시간성을 정지시키고 그 속에서 사물이 아닌 사물의 환영에 고정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매혹은 결코 되찾을 수 없는 ‘실재’, 즉 완

벽한 만족의 대상에 대한 거짓된 약속이기 때문이다. 환영에 매혹된 시선을 설

명하는 블랑쇼의 논의는 매우 많은 의미들을 함축한다.

[...] Et l'on pourrait dire que si la Mère exerce cet attrait fascinant, 

c'est qu'apparaissant quand l'enfant vit tout entier sous le regard de la 

fascination. elle concentre en elle tous le pouvoirs de l'enchantement. 

C'est parce que l'enfant est fasciné que la mère est fascinante, et c'est 

pourquoi aussi toutes les impressions du premier âge ont quelque chose 

de fixe qui relève de la fascination. Quiquonque est fasciné, ce qu'il 

voit, il ne le voit pas à proprement parler, mais cela le touche dans une 

proximité immédiate, cela le saisit et l'accapare, bien que cela le laisse 

absolument à distance. La fascination est fondamentalement liée à la 

présence neutre, impersonnelle, le On indéterminé, l'immense Quelqu'un 

sans figure. Elle est la relation que le regard entretient, relation 

elle-même neutre et impersonnelle, avec la profondeur sans regard et 

sans contour, l'absence qu'on voit parce qu'aveuglante.168)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어머니가 매혹적인 형상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아이가 온전히 매혹의 시선 하에서만 형상을 보았기 때문

이다. 어머니는 그 자신 속에 희열의 모든 힘을 집중시킨다. 아이가 매혹되는 

이유는 어머니가 바로 유혹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초 시기의 인상들은 매

혹을 불러일으키는 일정한 무엇을 지니고 있다. 매혹되는 누구든, 무엇인가를 

168) EL, pp. 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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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지만, 엄밀하게 말하자면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보는 이를 직

접적인 인접성 속에서 촉발하고 그를 사로잡고 독점하는 것이다. 절대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혹은 근본적으로 중성적이며 비인칭적인 현

전이자 미결정적인 ‘누군가(on)’, 형상 없는 거대한 어떤 누군가(quelqu'un)에

게 관련되어 있다. 매혹은 시선이 머무르고 있는 관계이자, 그자체로 중성적이

며 비인칭적인 관계 자체를 의미한다. 시선과 윤곽을 가늠할 수 없는 깊이, 눈 

먼 상태이기에 보이는 부재성과 관련된. 

대상을 보면서도 부재와 관계하는 시선이란 과연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우

리는 위의 본문을 읽으며 대상을 바라보는 눈과 시선이 분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물의 환영적인 측면에 매혹된 시선은 대상의 가장자리에 지속적으로 놓

이기 위해 환상 속에 고정되어 있다. 블랑쇼가 표현한 것처럼, ‘절대적 거리’에

있음에도 그 간극을 넘어서려는 열망은 주체를 계속해서 사로잡혀있는 상태로

만든다. 블랑쇼의 표현대로라면 ‘시선이 사라진’ 눈을 의미한다. 시선이 사라진

눈은 그야말로 타자의 언어를 대신하여 표명되는 ‘요구’가 사라진 눈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바로 상징화될 수 있는 ‘요구(demande)’의 차원을 넘은 요구에 매혹

된 것이다. 이 요구는 다분히 욕망 차원에서 읽힐 수 있는 문제다. 블랑쇼는 본

문에서 매혹을 아이와 어머니의 관계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어머니라는 대상이

매혹적인 것은 “아이가 어머니에게 매혹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이가 사로잡혀

있는 것, 포착할 수 없는 부재성에 매혹되는 것이란 바로 결여(manque)에 존재

를 저당 잡히는 것이다.

그 결여를 만들어내는 것이란 “내가 보는 곳에 존재하지 않는 타자”의 욕망

이다. 위의 본문 바로 앞에서, 블랑쇼는 매혹에 사로잡힌 아이의 비유를 듦에

있어 ‘유혹의 시선 아래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썼다. 아이의 시선이 계속해서

머무르기를 요구하는 어머니의 시선이 잃어버린 실재와의 관계를 부추긴다. 아

이가 환상 속에서 보는 것은 어머니의 시선을 받는 자기 자신이다. 스크린에 비

친 시선은 분열을 동반하면서 자아의 일부를 투사한다. 매혹은 투사된 자기 일

부에 시선을 빼앗김으로써 객관적 대상을 넘어선 특권적인 실체에 포획되는 행

위라 할 수 있다. 즉, 최초의 분리로부터 균열의 장 속에 놓인 주체에게 출현한

어떤 특권적인 대상을 말한다. 매혹된 주체는 본질적인 균열 속에서 환상성에

매달린다.

블랑쇼가 설명하는 이미지 안에는 바로 이러한 정신분석의 문제들이 포함되

어 있다. 매혹된 시선은 더 이상 사물을 바라보지 않는다. 매혹된 눈의 시선은

현실 속에서 종말을 맞는 죽어버린 시선이 된다. 우리를 매혹시키는 것은 우리

에게서 의미부여의 능력을 제거해버리며 사물에서의 감각적 본성을 빼앗아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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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는 이때, 환영으로 남은 사물의 잔여를 좇으며 결코 포착할 수 없는 절

대의 거리를 체험하게 된다. 이 절대의 거리는 바로 ‘매혹의 미결정 상태’이자

형상 없는 누군가의 현전이 가능한 공간이 된다.169) 여기서 시선은 이미지 자체

가 아니라 이미지 뒤로 뻗어나가는 무한을 좇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비인칭성’, ‘중성성’ 등을 비롯한 블랑쇼의 글쓰기 개념을 추

상적인 현상학적인 개념으로 환원하는 것을 중단하고 정신분석적 해석을 가했

던 주된 이유였다. 매혹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블랑쇼의 글쓰기로 이어

진다. 블랑쇼는 『문학의 공간』 1부를 맺으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Écrire, c'est entrer dans l'affirmation de la solitude où menace la 

fascination. [...] c'est passer du Je au Il, de sorte que ce qui m'arrive 

n'arrive à personne, est anonyme par le fait que cela me concerne, se 

répète dans un éparpillement infini. [...] Écrire, c'est disposer le 

langage sous la fascination et par lui, en lui demeurer en contact avec 

le milieu absolu, là où la chose redevient image, où l'image d'allusion à 

une figure et, de forme dessinée sur l'absence, l'ouverture opaque et 

vide sur ce qui est quand il n'y a plus de monde, quand il n'y a pas 

encore de monde.170)

쓴다는 것은 매혹이 위협하는 고독의 확정성 속으로 들어서는 것이다. [...] 이

는 바로, 나에서 그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하여 나에게 발생한 것은 아

무에게도 발생되지 않으며, 나와 관련되어 있지만 무한의 흩어짐 속에서 반복

된다는 사실에 의해 만들어진 익명성이 되는 것이다. 쓴다는 것은 바로 언어를 

매혹 아래 두는 것이다. 그리고 글쓰기를 통해서, 언어를 절대의 한 가운데와 

접촉한 채, 머물러 있게 만드는 것이다. 거기에서는 사물이 이미지가 되고, 그 

이미지란 형상을 암시하는 이미지가 된다. 부재 위에 그려진 이미지를 통해서, 

사물은 아직 세계가 존재하지 않을 때, 더 이상 세계가 존재하지 않을 때, 존

재하는 것에 대한 불투명한 열림과 공허가 된다.   

쓰기는 바로 이미지에 매혹된 작가의 작업으로 연결된다. 여기서 작가는 매

혹과 고독이란 서로 다른 양 극단을 동시에 감수하게 된다. 글쓰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블랑쇼는 고독, 매혹, 그리고 익명성의 문제를 들었다. 이 대상들은 글쓰

기의 작업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들로 기능한다. 작품 자체도 고독할뿐더러,

글쓰기에 임하는 작가 역시 고독을 감수해야한다. 시간의 부재 속에 글쓰기에

임하는 작가의 눈은 사이렌 신화의 한 장면처럼 매혹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나

169) EL, p. 29.

170) EL, p. 31.



- 98 -

그 매혹의 상태는 ‘현실’과 다른 ‘실재성’에 대한 열망이자, 부재하는 것에 대한

열망이기에 블랑쇼의 표현처럼 위협적인 것이다. 작가를 매혹되게 하는 작업은

바로 언어를 절대성의 한 가운데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다. 그 절대성은 다시 순

환적으로 부재와 관계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절대 아래에 놓인 언어의 문제에

바로 이미지가 개입한다.

글쓰기 속에서 사물은 이미지로 화한다. 그런데 그 이미지는 부재 위에 그려

진 형태로서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투명한 열림이 된다. 글쓰기의 지향점

은 사물의 모사가 아니라 이미지로 화한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에

있다.

동시대 철학적 개념을 교류했던 장-뤽 낭시의 ‘헐벗은 진리(verité nue)’는

블랑쇼의 글쓰기와 상통하는 개념으로, 이미지와 글쓰기의 관계를 더욱 구체적

으로 보여줄 듯하다. 장-뤽 낭시는 그의 저작, 『이미지들의 심연에서 (Au fond

des images) 』의 헐벗은 진리는 이미지와 동반되어 설명된다. “텍스트는 텍스

트의 의미를 말하는 이미지의 의미를 말한다.” 텍스트와 이미지는 순환적인 관

계지만 사이에 놓인 것은 아무것도(rien) 없다. “이미지와 텍스트의 관계로 말하

자면 ‘헐벗은’ 진리가 발견되는, 언제나 완벽하고 결정적이며, 달콤하기까지 한

균열(fente)이다” 171) 헐벗은 진리는 보편 철학이 상정하고 있는 진리의 개념과

는 반대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저 너머의 실재에 의해 현상 속의 ‘내’가 동질성

을 보장 받을 수 있었다면, 헐벗은 진리는 동일성을 상실한 자신의 모습을 응시

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가 현상 속에서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진실임을 알려준

다. 글쓰기가 이미지를 통해 불투명한 열림과 비어있음을 구현하는 것이야 말로

헐벗은 진리가 드러나도록 하는 통로가 된다. 그러므로 글쓰기는 우리에게 안온

하고 평탄한 즐거움을 주는 도구도, 세계와의 타협과 화해를 시도하는 중개자도

될 수 없다. 헐벗은 진리 속에서는 거울 속의 상(像)을 승인하고 보증해줄 상징

적인 타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불안정한 상(像) 속에 비친 이미지는 균열된 자

아의 문제로 넘어간다.

Ⅱ-3-1-1-2. 목소리와 상의 균열

블랑쇼의 목소리는 외부의 침식으로 파열된 주체가 스크린을 응시할 때 들

려온다. 『알 수 없는 자 토마』에는 해변가에서 두 번째 날을 보낸다. 숙소에

171) Jean-Luc Nancy, Au fond des images, éditon Galilée, 2003, pp. 14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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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한밤중에 일어난 토마는 마치 환영처럼 고양이 한 마리를 본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고양이가 밤에 말 거는 목소리를 듣는다. 고양이가 말 거는 대사는

토마의 의식에 덧입혀져 전달되는데 독자로 하여금 고양이가 말하는 것인지 토

마가 고양이의 말을 해석하고 있는 것인지 경계를 가늠하기 어렵게 제시된다.

<<[...] Et maintenant je suis un être sans regard. J'entends une voix 

monstreuse par laquelle je dis ce que je dis sans que j'en sache un 

seul mot. Je pense, et mes pensée me sont aussi inutiles que le 

seraient les frisement de poils et les attouchements d'oreilles aux 

espèce étrangères dont je dépends. L'horreur seule me pénètre. Je me 

tourne et me retourne en faisant entendre la plainte d'une bête 

épouvantable. Je me sens, affreuse plaie, un visage aussi grand que 

celui d'un esprit, avec une langue lisse et fade, langue d'aveugle, un 

nez difforme, incapable de pressentiment, avec d'énomrmes yeux, sans 

cette flamme droite qui nous permet de voir les choses en nous.[...] Un 

bruit se fait entendre, je n'ai encore jamais entendu.[...]Tandis que 

l'obscurité devient plus pesante, une grande figure blanchâtre s'élève 

devant moi. Je dis moi, guidé par un instinct aveugle, car depuis que 

j'ai perdu la queue toute droite qui me servait de gouvernail dans le 

monde, je ne suis manifestement plus moi-même.[...] Je suis mort, 

mort. Cette tête, ma tête, ne me voit même pas, parce que je suis 

anéanti. Car c'est moi qui me regarde et qui ne me distingue pas. [...] 

Je cesse d'abord d'être un homme. Je redviens un petit chat froid et 

inhabitable, étendu sur la terre. [...] Je l'entends gratter le sol, avec 

ses griffes probablement. >>172)

�[...]이제 나는 시선이 없는 존재다. 나는 기괴한 목소리를 듣고 있다. 그 목

소리를 통해서 한마디도 모르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오직 공포만

이 나를 뚫고 들어온다. 나는 끔찍한 짐승의 한탄하는 소리를 내면서 뒤척이고 

또 뒤척인다. 끔찍한 고통과 함께 정신보다도 더 큰 얼굴 하나를 느낀다. 매끈

매끈하고 무미건조한 혀, 어떤 감각도 느낄 수 없는 기형적인 코, 우리 안의 

사물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곧은 빛을 잃은 눈을 가진. [...] 어떤 소음이 들려

온다. 내가 이제까지 들어본 적 없는 소리가. [...]어둠이 더욱더 짙어지는 동

안, 커다랗고 희끄무레한 형상이 내 앞에서 솟아올랐다. 나는 맹목적인 본능에 

이끌려 나라고 말한다. 왜냐면 세계 속에서 방향타로 쓰던 내 곧은 꼬리를 잃

어버린 이후로 나는 명백하게도 더 이상 나 자신일 수가 없다.[...]나는 죽었다. 

이 머리, 나의 머리는 나를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사라졌기 때문에.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선, 나는 인간이기를 

그만 둔다. 나는 차갑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위에 몸을 쭉 펼친 고양이가 된

다.[...] 나는 아마도 그가 발톱으로 땅을 긁어대는 소리일지도 모르는 소음을 

듣는다.[...]�

172) TO, pp. 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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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도 역시 바라보는 주체와 대상의 전치 현상이 일어난다. 분명 주인공

인 토마의 독백이 틀림없는 ‘나’의 의식 속에서는 스스로가 자신이 바라보았던

눈 먼 고양이가 되고 있음을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 독백은 앞서 고양이의

울음소리를 듣는 것과 함께 시작된다.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고양이로 변

모하는 것을 ‘본다.’ 그리고 타자화된 자신(‘그’로 표현된)이 내는 소리를 듣는다.

주체에서 사물로 전환되는 과정은 대상에 압도당하는 이미지로 나타난다. 예기

치 못하게 덮친 공포와 어둠 속에서 자신이 분열되는 것을 쳐다볼 수 밖에 없

는 수동성의 경험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렇듯 주체가 자기 인식을 포기하고 사물의 시각에서 바라본 자신의 모습은

불안한 낯설음의 산물이 된다. 여기에는 주체의 인식 범주를 통해 통일적인 이

미지에 균열이 갔을 때 맞이할 두려움이 존재한다. 불안은 언어로 표현될 수 없

는 공백(vide)상태 때문에 야기된 존재 파열의 감정 현상이다. 공백은 모든 상

징 기표가 실패하는 한계 지점이다. 주체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규범과 제도,

안전망이 무너지는 그 지점과 마주치기 직전의 신호가 바로 불안이라 할 수 있

다. 블랑쇼는 언제나 공백의 빈 중심이 문학 자체의 소재가 되기를 바랐다. 우

리가 본 논문의 시작점에서부터 논의되었던 ‘바깥’ 역시 보편의 표상체계가 찢

겨나간 틈으로 해석했다. 그러므로 블랑쇼의 텍스트는 언표 체계의 허술함을 비

집고 들어오는 실재의 호명에 늘 동요한다. 블랑쇼가 『문학의 공간』에서 시의

언어(모든 형태의 작품에 해당하는)는 언제나 ‘위험을 마주하는 것’이라 명명한

것은 바로 이런 맥락 속에 있는 것이다. 말을 시작하면서 말과 존재는 위험에

처하고 부정되고 거부당하는 위치에 처한다.

그가 설정해놓은 진리와 공백의 관계는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언제나 미묘

한 차이를 감지하게 한다. 블랑쇼에 따르면 예술은 진리의 속성과 관계 맺는 것

이지 그자체로 진리를 현현하지는 못한다. 작품 속에 진리의 자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바깥이 일정한 자리 없이 텍스트의 행간 속에서만 불쑥 등장하는 것처

럼, 우리는 작품의 불안정한 동요 속에 실재와 현실의 틈을 어렴풋하게나마 경

험할 수 있을 것이다.173) 이 논리에 따르면 예술이나 텍스트는 실재의 위협적인

호명을 등지고 있는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다.

C'est ce que suggère Nietzsche quand il dit: <<Nous avons l'art pour ne 

173) EL, p.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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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 sombrer [toucher le fond]par la vérité.>> Il n'entend pas, comme 

on l'interprète superficiellement, que l'art serait l'illusion qui nous 

protègerait de la vérité mortelle. Il dit plus certainement: nous avons 

l'art afin que ce qui nous fait toucher le fond n'appartienne pas au 

domaine de la vérité. Le fond, l'effondrement, appartient à l'art.: ce fond 

qui est tantôt absence de fondement, le pur vide sans importance, tantôt 

ce à partir de quoi fondement peut être donné,- mais qui est aussi 

toujours en même temps l'un et l'autre, l'entrelacement du Oui et du 

Non, le flux et le reflux de l'ambiguïté essentielle- [...]174)

이것이 니체가 “우리는 진리에 의해 침몰당하지 않기 위해 (심연에 닿지 않기 

위해) 예술을 지닌다.”라고 말할 때 그가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이 피상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처럼 예술은 우리를 치명적인 

진리로부터 보호하는 환영이라는 말이 아니다. 그는 보다 확실히 말한다. 우리

는 우리를 바닥에 닿게 하는 것이 진리의 영역에 속하지 않게 하기 위해 예술

을 가진다. 바닥, 붕괴는 예술에 속한다. 이 바닥은 때로는 기반의 부재, 하찮

은 순수 공허이기도 하고 때로는, 주어진 기반으로서의 출발 지점이기도 하다. 

-하지만 또한 언제나 동시에 이것이기도 저것이기도 한, 그렇다와 아니다의 얽

힘, 본질적 모호함의 밀물과 썰물이기도 하다.-[...]

우리는 블랑쇼가 예술과 진실의 관계에 대해 니체가 언급한 말을 새롭게 재

해석한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 “예술은 일종의 바닥과 붕괴의 경험”이다. 그 바

닥과 붕괴의 경험은 직접적인 진리의 영역에 속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예술

형식은 변증법적 세계의 언어를 통해 실현되지 않는다. 서로 모순관계에 있는

이것과 저것이 동시에 존재하며 예술이 실현되는 과정 속에 공허와 부재성이

개입한다. 명증한 진리의 형식과는 거리가 먼 형상으로 우리에게 현실에서 붕괴

의 경험을 선사하고 빈 틈 속에 실재가 호명되게 만드는 것이다.

텍스트의 ‘목소리’가 실재와 현실 사이에 정지되어 있는 불안의 모호한 위상

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175) 블랑쇼의 ‘목소리’는 실재의 그림자인

174) EL, pp. 320~321.

175) 상(象)과 목소리의 정합성이 파괴되었을 때의 주체성이 얼마나 많은 혼란을 겪

을 수 있는지는 마르그리트 뒤라스의 사례에서도 찾을 수 있다. 뒤라스는 그녀의

소설 『갠지스 강의 여인 (La femme du Gange)』을 영화화하면서 「목소리들

의 영화 (Le film des voix)」라는 글을 기록해놓았다. 그 글에서 뒤라스는 ‘영상

적인 영화’와 ‘목소리들의 영화’라는 두 개의 분리된 영화가 있음을 밝힌다. ‘목소

리들의 영화’는 『갠지스 강의 여인』이 영화로 제작되고 나서 영상과는 다른, 완

전히 자율적인 목소리들 스스로 말하기 위한, 새로 쓰인 시나리오임을 밝힌다. 이

목소리들은 영화의 전개를 도와주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전개를 방해하고 혼

란을 야기하는 것임을 언급했다. 뒤라스는 영상과 정합되지 않는 오직 목소리를

위한 영화의 시나리오를 쓰면서 “머리에 구멍이 뚫리는 것 같은 극도의 분산 상

태”를 경험했음을 밝혔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이 외부로부터 쓰고 있는 글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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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像)과 정합을 파열시키고 불안을 야기한다. 그 불안 뒤에는 주체가 완전히

붕괴되는 깨어진 자아 이상이 온다.

앞서 인용한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알 수 없는 자, 토마』에서 ‘나’와 ‘고양

이’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들리는 소리는 짐승의 기괴한 울부짖음에 가까운 목

소리다. 이 기괴한 목소리 뒤에 어둠이 찾아오고 이 어둠에 완전히 존재를 침식

당하여 존재를 뺏기는 해체가 뒤따라온다. 이 장면 뒤에 한계 체험인 죽음의 이

미지176)가 등장하는 것은 과연 우연이기만 한 것일까? 목소리는 불안이라는 신

호를 보내는 장치로서 기능한다. 목소리 그 자체가 실재와 마주치는 경험 자체

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러한 경험을 예고하며 사유와 삶의 견고성을 파기하는 작

업을 담당한다.

‘환각적인 (hallucinatoire)’ 블랑쇼의 목소리는 텍스트 내에서 불안을 야기하고

실재의 근원적인 경험을 예고하는 역할을 한다. 실재를 호명하는 경험은 바깥의

경험이고, 바깥은 다양한 방식으로 작품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그 목

소리의 표상은 일상적 삶이 작동하는 방식과는 다른 착란적이고도 환영적인 이

미지로 나타난다. 블랑쇼는 갈등과 균열을 봉합하는 세계와의 타협물을 제시하

지 않고 한계성에 직면한 주체의 균열 그 자체를 보이기를 시도했기 때문이다.

『알 수 없는 자 토마』에서처럼 소르주 역시 분열의 상태에서 비명 소리를 듣

는 의미심장한 장면을 『하느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Quand je me repris, il faisait encore jour. Les choses n'avaient pas 

bougé, la chambre me parut seulement plus vide: plus monumentale et 

plus écrasante, mais plus vide; elle sétait comme retirée et attendait un 

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꼈음을 기록해놓았다. 이때의 목소리는 주체의 통제권을

떠난 완벽한 자율성을 지닌, 스스로 말하는 공백의 언어가 된다. “목소리들은 흡

사 육체에서 분리된 어떤 정신이나 영혼처럼 흰색의 모양을 갖추고 있으나 우회

하고 있고 [...] 다가갈 수 없는 얼굴들”이 된다. 블랑쇼의 목소리가 가진 ‘바깥’의

속성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블랑쇼는 절대 자아로 하여금 언어의 주인의 자리

에서 내려오게 하기 위해 1인칭 ‘je’대신 ‘il’의 글쓰기를 시도했다. 목소리는 현상

적 자아의 정체성을 탈피하여 타자의 현존을 자각하게 만드는 매개다. 그래서 목

소리를 필연적으로 명증성이 아닌 혼돈과 균열, 불안을 야기할 수 밖에없다. 블랑

쇼의 환영적 속성을 지닌 목소리는 상의 정합성이 붕괴된 자아분열에 기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뒤라스의「목소리들의 영화 (Le film des voix)」는 『갠지스

강의 여인』의 서문에 실려있으며 이에 관한 설명은 2005년에 발표된 전선형의

학위 논문 『뒤라스 인도 연작에 나타난 ‘텍스트 상관성’ 연구 (Étude sur

l'intertextualité durassienne dans le cycle indien)』, pp. 194~199에 실려 있는

내용을 참고했다.

176) TO,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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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u en arrière, exigeant de moi je ne sais quoi pour être 

remplie;[...]Aussitôt elle m'échappa, et je me sentis glisser, tomber dans 

un remous. J'étais enveloppé d'une bave terreuse, presque froide, 

laquelle coulait, m'entrait dans le nez, la bouche, m'emplissait, 

m'étouffait.; déjà je suffoquais. Mais à cet instant, elle se retira. Un 

instant après, elle coula à nouveau,  m'imprégnant, me pénétrant, c'est 

avec elle que je respirais, je la sentis comme je me sentais. Puis elle 

se retira. Au moment même moment, tout contre moi, recommença ce 

bruit, tout contre moi, un bruit intermittent, de sable coulant et 

s'écoulant, un halètement ralenti à l'extrême, comme si quelqu'un avait 

été là, respirant, s'empêchant de respirer, caché juste contre moi. Je 

voulus ouvrir les yeux, me dégager, mais alors, avec horreur, je 

compris que mes yeux étaient déjà ouverts et déjà regardaient et 

touchaient et voyaient ce que nul regard n'aurait dû atteindre, ne 

pouvait supporter. Je dus crier, je hurlais, je me déchirais avec le 

sentiment de hurler dans un autre monde. Quand elle entra, je criais 

encore, mais était-ce parce que mon cri était devenu invétéré, 

tranquille, elle fit comme si elle ne remarquait rien.177)

정신을 차렸을 때는 다시 낮이 되어 있었다. 물건들이 옮겨지지 않아서 방은 

비어보일 뿐이었다. 좀 더 거대하고 좀 더 짓누르는 듯했으나 좀 더 공백이 많

아 보였다. 방이 갑자기 수축되어 조금 뒤로 물러나 대기하고 있었다. 나에게 

강요하면서. 나는 무엇이 채워져야 할지 알 수 없었다. [...] 조금 지나, 방은 

나에게서 빠져나갔고 나는 소용돌이 속으로 미끄러져서 빠져들어가는 것 같았

다. 나는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나는 매우 차가운 흙이 섞여 들어간 점액에 뒤

덮였다. 그것은 코로, 입으로 들어왔고 나를 채우며 질식시켰다. 이미 나는 숨

이 막힐 지경인 상태였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점액질은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얼마 안가 그것은 다시 흘러들어오기 시작했고 나에게 스며들었고, 나를 뚫고 

들어왔다. 나는 그 흙이 섞인 점액과 함께 숨쉬고, 내가 나를 자각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것을 감각으로 느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빠져나갔다. 그 순간 

나에게 이 소음이 다시 시작되었다. 나에게 흐르는 모래 같은 간헐적인 한 소

음이, 계속 흐르면서, 극도로 속도가 늦춰진 헐떡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가 거기에 있는 것처럼, 숨을 쉬고 있지만, 숨쉬기를 자제하면서 

내게 숨어있는 것 같았다. 나는 눈을 뜨고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두려움 속

에서 나는 이미 눈을 뜨고 있었다. 어떤 시선도 닿지 못할, 그리고 견디지 못

한 것을 이미 쳐다보고, 만지고 보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비명을 질렀던 것 

같다. 나는 울부짖었고, 다른 세계에서 울부짖는 감각으로 인해 찢겨졌다. 그녀

가 들어왔을 때, 나는 여전히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내 비명이 고질적이 되었

기 때문인지, 조용히, 그녀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처럼 행동했다.    

전염병에 걸려 치료를 받게 된 토마는 자신이 입원해 있는 빈 방에서 착란

적인 상태에 빠진다. 아무도 없는 빈 공간에서 압사당할 것만 같은 압박감에 시

177) TH, pp. 23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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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린다. 사물과 주체의 전치된 관계는 블랑쇼의 소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미지

들이다. 주체는 사물에 압도당한다. 방이라는 공간은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면서

두려움을 유발하고 자신의 몸을 지탱할 힘을 빼앗아간다. 소르주는 착란 속에서

진흙의 소용돌이에 빠진다. 점액질과 모래가 뒤섞여 소르주의 몸 안으로 파고드

는 이미지는 마치 모태의 양수에 빈틈없이 결합되어 있는 태아의 상태를 연상

시킨다. 몸을 뚫고 들어온 이물질과 한 몸이 되어 호흡하던 그의 모습은 점액질

이 빠져나가는 것이 더 고통스러운 상태가 된다. 점액질이 빠져나간 이후, 소음

이 찾아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우리 몸의 뚫린 기관은 분리의 징표들이다. 태

아의 첫 울음은 모태와 분리 되어 폐호흡을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하다. 아이의 울음은 어떤 측면에서는 닫힘을 표상함과 동시에 열림을 표상한

다. 비명과 울음을 통해 모태로부터 떨어져 나와 섞이지 않고 닫힌 독립적인 인

간이 됨과 동시에, 열린 기관들을 통해 입과 신체 근육을 움직여 말하는 주체가

된다.

음악의 모태가 된 곳은 아무런 음악이 존재하지 않는 진공의 상태인 것처럼,

방에 갇힌 소르주가 공간에 함몰되고, 점액으로 채워지는 완벽한 유사 죽음의

순간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진흙으로 뒤덮인 압사의 순간이 끝나면

서 비명 소리가 현실화 된다.

소음으로부터 시작된 비명(cri)은 블랑쇼 목소리의 중핵을 보여주는 요체와

도 같다. 이 비명은 소르주의 내부에서 완벽한 외부성을 구현한다. 모래가 흘러

내리는 것 같은 소음이 간헐적으로 들려오다 호흡이 실린 헐떡임으로 변하고

숨어서 자신을 지켜보는 타자처럼 실체화 된다. 소르주는 두려움 때문에 비명을

지른다. 이 비명은 울부짖음으로 변모하고, ‘다른 세계’에서 들려오는 것으로 묘

사된다. 그 소리는 나와 세계의 경계를 뚫고 침투하여 나의 세계를 찢겨 나가게

한다.

그런데 이러한 비명은 아무도 듣지 못한다는 것이다. 간호사인 잔느가 병실에

들어왔을 때도 소르주는 여전히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잔느는 그 비명을 듣

지 못한다. 이 비명은 다른 어떤 목소리보다도 무의식적인 표상이다. 유사 죽음

의 상태 이후 찾아온 비명은 목구멍의 울혈을 넘지 못하고 타자의 장으로 진입

하지 못한, 그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고 승인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목소리가 된

다.178) 블랑쇼는 이러한 목소리를 텍스트 내에서 가시화함으로써 독자에게 불안

178) 그의 세미나 12권 (미출간 세미나) Problème cruciaux pour la psychanalyse에

서 뭉크의 그림을 분석하면서, 소리 없는 절규에 대해 언급한 바가 있었다. 그가

설명하는 침묵과 비명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Mais c'est déjà fait

quand nous voyons l'image de Munch. Le cri est traversé par l'espace du

silence, sans qu'il l'habite; ils ne sont liés ni d'être ensemble ni de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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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과를 전가한다.

바깥의 목소리는 고정점을 계속해서 이탈하는 소리의 표상들로 나타난다. 그

리고 주체가 힘겹게 붙들고 있는 총체성의 균열을 야기하고, 실재와의 중간지대

에 머무르게 만든다. 이 실재와의 중간지대는 안전하지 않은 곳, 계속해서 위협

받는 곳이다. 블랑쇼의 ‘또 다른 밤’의 소음은 소르주의 비명을 설명해주는 중요

한 열쇠가 된다. 그는『문학의 공간』에서 밤과 밤의 소음, 그리고 불안의 속성

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Il y a toujours un moment où dans la nuit, la bête doit entendre l'autre 

bête. c'est l'autre nuit. [...]ce n'est qu'un susurrement imperceptible, un 

bruit qu'on distingue à peine du silence, l'écoulement de sable du 

silence. Même pas cela: seulement le bruit d'un travail de forage, travail 

de terrassement, d'abord intermittent, mais en a-t-on pris conscience, il 

ne cesse plus. [...] mais seulement l'attente, l'approche, le soupçon, le 

vicissitudes d'une menace toujours plus menaçante, mais infinie, mais 

indécise, toute contenue dans son indécision même. Ce que la bête 

pressent dans le lointain, cette chose monstrueuse qui vient 

éternellement à sa recontre, c'est elle-même, et si elle pouvait jamais 

se trouver en sa présence, ce qu'elle rencontrerait, c'est sa propre 

absence, c'est-elle même, mais elle devenue l'autre, qu'elle ne 

succéder, le cri fait le gouffre où le silence se rue. Cette image où la voix se

distingue de toute voix modulante, car dans le cri, ce qui le fait différent -

même de toute les formes les plus réduites du langage - c'est la simplicité, la

réduction de l'appareil mis en cause. Ici le larynx n'est plus que syrinx.

L'implosion, l'explosion, la coupure, manquent. Ce cri, là peut-être, nous

donne l'assurance de ce quelque chose où le sujet n'apparaît plus que comme

signifié mais dans quoi ? Justement dans cette béance ouverte qui,[...] se

manifeste comme la structure de l'Autre. 우리는 이미 뭉크의 그림을 보았을 때

이에 관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비명은 그 공간에 머물지 않고 침묵의 공

간을 가로지른다. 침묵의 공간과 비명은합체를 이루거나 차례로 등장하는 방식으

로 이어지지 않는다. 비명은 침묵이 빨려들어가는 구멍을 만들어낸다. 그림에 나

타난 목소리는 변형되는 다른 어떤 목소리와도 구분된다. -언어를 가장 축소시킨

모든 형태들이라 할 지라도- 비명에서 차별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원인 기관의

축소이자, 단순성이다. 여기에서의 목소리는 시링크스와 같은 성대일 뿐이다. 파

열, 폭발, 잘림이 결여되어 있다. 이 그림에 나타난 우리에게 주체가 시니피에로

서밖에 나타나지 않는 무엇인가에 대한 확신을 준다. 그런데 그 시니피에는 무엇

속에 드러나는가? [...] 가장자리에 표식이 남겨진 채 대타자의 구조와 같이 나타

나는 바로 벌어진 개방 상태 속에.” in Problème cruciaux pour la psychanalyse

(inédit), 17 mars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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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nnaîtrerait pas, qu'elle ne rencontrerait pas.[...]L'autre nuit est 

toujours l'autre, et celui qui l'entend devient l'autre, celui qui s'en 

rapproche s'eloigne de soi, n'est plus celui qui s'en rapproche. Celui 

qui, entré dans la première nuit, intrépidement cherche à aller vers son 

intimité la plus profonde, vers l'essentiel, à un certain moment, entend 

l'autre nuit, s'entend lui-même, entend l'écho éternellement répercuté de 

sa propre demarche, démarche vers le silence, mais l'écho le lui 

renvoie comme immensité chuchotante vers le vide, et le vide est 

maintenant une présence qui vient à sa recontre.179)

밤에는 언제나 짐승이 다른 짐승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순간이 있다. 이것이 

또 다른 밤이다. [...] 이것은 들릴까 말까한 중얼거림, 침묵과 거의 구별이 되

지 않는 소리, 침묵 속에 흘러내리는 모래 소리일 뿐이다. 그것조차도 아니다. 

일하는 소리, 구멍 내고 흙 쌓는 소리, 처음에는 이따금, 하지만 의식을 하고서

는 그 소리는 끝내 그치지 않는다. [...]기다림, 다가옴, 의혹, 언제나 점점 더 

위협적인, 하지만 무한하고 결정되지 않은, 미결정 그 자체 속에 모든 것이 포

함된 위협의 역경만이 있다. 짐승이 멀리서 예감하는 것, 만나기 위해 끝없이 

다가오는 괴물 같은 이것,  그것은 바로 짐승 자신이다. 자신의 현존 속에서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대면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고유한 부재

성이자, 그 스스로다. 하지만 그것은 알아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타자가 된

다. [...] 또 다른 밤은 언제나 타자다. 그리고 또다른 밤을 듣는 자는 타자가 

된다. 또 다른 밤에 다가가는 자는 자신으로부터 멀어지며 더 이상 자기 자신

에 다가가는 자로 있을 수 없을 뿐더러 또 다른 밤으로 향하는 방향을 바꾸어, 

이곳저곳을 배회하는 자가 된다. 최초의 밤으로 들어가, 가장 근원적인 내밀성, 

본질적인 것을 향해 가려 끈질기게 노력하는 자는 어느 순간 ‘또 다른 밤’을 

듣는다. 그는 자기 자신의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발걸음이 반향되는 메아리를 

듣는다. 즉, 침묵을 향한 발걸음의 메아리를. 하지만 그 메아리는 공허를 향해 

속삭이는 광막함처럼 침묵을 그에게 되돌려주고,  빈 공백은 이제부터 그를 만

나러 오는 하나의 현전이 된다. 

블랑쇼의 ‘또 다른 밤’은 낮의 세계가 선재해야만 유효한 공간이다. 우리가

앞서 계속해서 설명했던 ‘바깥’의 개념처럼 낮의 견고성 하에 잠재되어 있는 불

안한 공간이다. 이 ‘또 다른 밤’의 공간에서는 낮의 관계를 깨뜨리고 낮의 세계

속에서는 보이지 않던 모든 비밀과 표피가 벗겨지며,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 이

것은 마치 블랑쇼의 설명처럼, 카프카의 작품 『굴(Der Bau)』에서처럼 땅 위

의 세계의 견고함 속에서 직면하는 땅 아래의 불안성이나 마찬가지이다.180) 이

는 마치 정상의 삶이라는 ‘안’의 세계의 왜곡된 빈 틈 속에 늘 자리한 바깥이

주는 동요와도 같다.

또 다른 밤의 소리는 굴을 파는 짐승의 몸이 흙과 부딪쳐 만들어내는 부스럭

179) EL, pp. 221~222.

180) 같은 책, pp.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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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림처럼 들린다. 이는 마치 백색 소음처럼 가청의 영역 바깥에 있다 의식 내로

스며드는, 그 자체로는 의미를 생산해낼 수 없는 소리들이다. 즉, 언표의 형태

를 벗어난 것이자 침묵의 상태와 거의 구별할 수 없는 것들이다. 사실 ‘침묵’의

의미는 너무나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의식 현상이다. 메를로 퐁티가 언급했

듯이 침묵은 제한된 의식의 명증한 범주 속에서 포착되지 못하지만 잠재되어

있는 목소리의 공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침묵은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완전한 진공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유를 담당하는 의식 활동에서 배

제되었던 것, 분명 존재하지만 없는 취급을 받았던 소리들이었다.181) 그것은 본

문에서처럼 의식하게 되자마자 멈출 수 없고, 그치지 않는 소리가 된다.

이 소음들은 마치 난독증자가 겪는 것처럼 시니피앙의 의미효과와 단절되어

독서를 방해한다. 즉 블랑쇼의 목소리는 소리를 생산해내는 시니피앙의 독서효

과와는 다른 “정의 내리기 힘든 끊임없는 유동성으로 결코 기술되지 않는 목소

리”라는 것이다. 즉 이 목소리들은 “상징계/상상계로부터 방출된” 아직 어떤 형

태도 얻지 못한 흔적들과 유사하다.182)

우리는 의식의 내부로 침입한 이 소음들을 일련의 불안 신호로 규정한다. ‘또

다른 밤’이 동반하는 불안은 실존을 대면하기 이전의 동요하는 정동으로 표현된

다. 이는 앞서, 블랑쇼의 목소리 효과를 통일된 거울상 이면에 존재하는 조각날

위험에 처한 공백의 불안 효과로 규정한 것과 상통한다. 여기서 불안의 근원은

타자화된 자기 자신과의 대면에 있다. 『굴(Der Bau)』에서 자신이 내는 소리

를 다른 짐승으로 착각하고 불안에 떠는 모습을 블랑쇼는 자기 현전을 예감하

는 것으로 설명한다. 응시를 통해 사물화 된 자신을 보는 것이 이질적이고 괴물

적인 것이었듯이 자기 현전 역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모된 자기 자신의

흔적을 통해 부재성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불안의 신호를 듣는 작가는 끝없는 동요 속에서 과연 어떤 실존적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일까? 우리는 다음 장에서 블랑쇼가 지니는 ‘불안’의 속성

과 그의 윤리적 선택에 관해 고찰하기로 한다.

181) “작품을 만드는 자는 이러한 찢겨짐의 내밀성에서 유래한다. 듣고 말하는 것은

작품의 원칙을 찢겨짐 속에, 찢겨진 단일성 속에 두고 있다. 그 단일성은 유일하

게 대화의 기반이 된다. 아직 말을 얻지 못한 리듬이, 아무것도 말하지 않지만 말

하기를 멈추지 않는 목소리가, 오직 그 목소리를 듣고 전적으로 그 목소리의 들

음이 된 자에게만 그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매개가 된 자에게만 [...] 그러한 간

극 속에 자신을 둘 때 시인은 오직 들으면서만 말한다.”in EL, p. 329.

182) J. Kristeva, Folle vérité, Éditions du Seuil, 1979, pp. 10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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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3-1-2. 수동성(passivité)을 강요하는 목소리

- 읽고 쓰는 작가의 불안

‘불안(angoisse)’은 수많은 철학자들이 오랫동안 논의해온 주제다. 이미 키에

르케고어(Søren Abaye Kierkegaard 1813~1855)나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1889~1976)와 같은 철학자들만 하더라도 실존의 해결되지 않은 오랜 문제로서

의 불안을 이야기 해왔다. 키에르케고어는 불안을 규정된 어떤 것이 아니라 인

간에게만 고유한 자유의 능력으로 보았다. 무구의 상태에서 평화롭게 누리고 있

는 직접적인 통일의 상태를 위협하는 것이 바로 불안이라고 보았다. 인간은 자

유로우며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홀로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존재라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이다.183) 키에르케고어의 영향을 받은 하이데거는 ‘불안’의 현상을

이제까지 친숙했던 세계와 그 세계에 안주했던 자기 자신이 의미를 잃고 낯설

음에 빠지는 근본 기분이라고 말했다. 하이데거 역시 키에르케고어처럼 불안은

신 앞의 단독자로 서게 만드는 자유의 길이자, 자신의 고유한 가능성을 획득하

게 만드는 긍정적인 것이라고 규정한다. 즉, 불안을 인수하는 용기 있는 실천을

통해 열리는 無(무)에 진입함으로써 자신의 본래적인 존재 확보를 요구하는 것

이 하이데거의 지론이다.184) 물론, 키에르케고어나 하이데거가 제시한대로, 낯설

음과 불안 앞에 놓인 인간의 모습이 오히려 본질적인 인간의 면모라는 측면은

블랑쇼의 방향과 일치한다.

하지만, 블랑쇼의 ‘불안’은 위의 두 철학자가 언급한 것처럼 인간의 고유성을

실현하거나, 자유와 해방을 의미하는 개념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블랑쇼가 취

한 윤리적인 선택은 타자로 인한 고통과 불안에 완전히 내맡겨지는 수동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블랑쇼의 고통은 주체를 신 앞의 단독자로 세우거나, 자아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고양된 감정을 통한 승화(sublimation)185)를 약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앞서서, 블랑쇼의 불안이 현실원칙을 거부하는 욕동의 문제라

고 언급했던 이유는 바로, 작가 스스로가 글쓰기로 인한 불안을 극복하기를 바

라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블랑쇼의 불안은 글을 쓰고 읽는 작가만의 고유한 상

183) 박찬국, 「키에르케고르와 하이데거의 불안개념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철학

사상연구회 『시대와 철학』, 1999. pp. 195～199.

184) 위의 논문, p. 217.

185) 프로이트가 정신분석에 도입한 ‘승화(sublimation)’라는 개념은 주로 예술 활동

과 지적 탐구를 승화의 활동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욕동이 성적인 것이 아닌 새

로운 목표를 향하고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대상으로 대체되었을 때 승화되었다고

표현한다. in Vocabulaire de la psychanalyse, p.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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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부터 출발한다. 쓰기의 행위는 불안을 야기하지만, 작가는 쓰기의 행위를

멈추지 않고 모순된 고통의 상태를 감수한다.

작가가 느끼는 글쓰기의 불안은 『헛디딤 (Faux-pas)』의 서문격인 에세이

「불안에서 언어로 De l'angoisse au langage」에서 구체화된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글쓰기의 근본인 언어와 작가가 가진 불안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쓰기에 관한 블랑쇼의 사유는 시종일관 역설적이다. 언어가 그 자신

속에서 무너지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언어를 사용하는 작가의 불완전성이기 때

문이다. 블랑쇼에게서 글쓰기의 의무를 부여받은 작가의 존재는 마치 걸으라는

명령을 이행하는 반신불수로 표현된다. 그 명령은 작가에게 끊임없이 그가 움직

임을 박탈당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뛰라고 강요하는 것이라고 표현된다.186)

즉, 쓰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작가라는 존재는, 글쓰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

여주기 위한 역설적인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다. 블랑쇼에게서 불안은 바로, 언

어를 다루는 주체와 언어라는 대상의 태생적인 비정합성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Un savetier dans l'angoisse pourrait rire de soi qui permet aux autres 

de marcher, alors que lui-même est pris à un piège paralysant. 

Toutefois, il ne vient pas à l'esprit de décrire son angoisse comme si 

elle était le fait d'un homme qui raccommode les chaussures. le 

sentiment angoissant n'est lié qu'accidentellement à un objet, et il fait 

précisément apparaître que cet objet à cause duquel on se perd dans 

une mort sans terme est insignifiant pour le sentiment qu'il provoque et 

pour l'homme qu'il met à la torture. On meurt d'imaginer perdu 

n'importe quel objet de son attachement et, dans cet efrroi mortel qu'on 

ressent, on ressent aussi que cet objet n'est rien, n'est qu'un signe 

interchangeable, une occasion vide. Il n'est pas de chose qui ne puisse 

nourrir l'angoisse, et l'angoisse est avant tout cette indifférence à ce 

qui la crée, quoiqu'elle semble en même temps river l'homme à la cause 

qu'elle a choisie.  

마비된 덫에 빠졌을 때, 구두 수선공은 불안을 느끼며, 다른 사람들을 걷게 해 

준 자기 자신을 조롱할 수 있다. 마치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의 상태와 같은 자

신의 불안을 묘사할 생각이 전혀 떠오르질 않는다. 불안이란 우연히 한 사물과 

연결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죽음 속에서 사라지게 하는 원인인 그 

사물은, 그 사물이 불러일으킨 감정, 그리고 고통을 준 인간에게는 아무런 의

미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낸다. 어떤 사물이건 우리와 밀착해있던 사물

을 상실하는 것을 상상하는 일은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그 치

명적인 두려움 속에서, 교환 가능한 하나의 기호일 뿐, 그 사물이 아무것도 아

니었고, 비어있는 한 상황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실감한다. 불안을 야

기하지 않는 것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은 무엇보

186) M. Blanchot, FP, Gallimard, 1971,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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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 불안을 생성하는 것에 대한 무관심이다. 불안이 선택한 원인에 인간을 동

시에 묶어 놓는 것처럼 보일지라도.187)

『헛디딤 (Faux-pas)』의 서문에서 묘사되고 있는 작가적 불안의 모습은 마

치 무의식처럼 우연히 한 사물과 연결되는 통제 불가능한 대상이다. 또한 불안

의 원인과 불안을 느끼는 사람은 묶여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없다. 불안은 주체

의 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늘 존재하는 선험적인 것이다. 불안은 느닷없이 사

물과 연결되고, 불안에 사로잡힌 작가를 균열의 운동 속으로 이끌지만 우리는

무엇이 불안을 만들어내는지 인과관계를 알 수가 없다. 블랑쇼가 설명하는 불안

의 속성과 구도는 놀라울 만큼 무의식적인 기제와 닮아있다. 특히나 우리가 의

식적으로 배제하고 철수시켰던 것들이 의식의 저항을 뚫고 되돌아와 불안을 야

기하는 표상들과 결합하여 모습을 드러낸다는 점에서188) 더욱 그러하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욱 주목하게 만드는 것은 블랑쇼에게서 불안이 묘사되고, 나

타나는 방식이다. 작가가 처해진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작가에게 글쓰

기의 의무를 부여하는 내적 목소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L'angoisse exige l'abandon de ce qui risque de la faire plus faible ; elle 

l'exige et cet abandon, en signifiant l'échec de l'accord qui avait été 

désiré pour sa difficulté même, l'accroît d'une manière extrême; 

l'angoisse devient même si grande que, delivrée de ses moyens et 

perdant contact avec les contradictions où elle se noie, elle tend à une 

étrange satisfaction; en se séduisant, elle ne voit plus qu'elle, elle est 

regard qui se voile et sentiment qui se décompose; une sorte de 

suffisance se constitue avec son insuffisance; le mouvement déchirant 

qu'elle est l'entraîne vers une rupture définitive[...]189)

불안은 불안을 잠재울 위험이 있는 사물의 포기를 종용한다. 불안은 포기를 강

요하고, 포기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더 욕망하게 되는 정합

성의 실패를 가리키면서 극단적인 방식으로 불안을 증폭시킨다. 설령, 자신의 

수단으로부터 벗어난 채, 불안이 파묻히는 모순들과의 접점을 잃으며 커진다 

할지라도, 불안은 낯선 만족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스스로에 현혹되며, 더 이

상 그 자신 밖에 보지 않는다. 불안은 가려진 시선이며 붕괴되는 감정이고, 일

종의 불충분으로 구성된 충분이자, 그 자체로 찢기는 운동인 불안은 결정적인 

균열로 작가를 이끈다.[...] 

187) FP, p. 11.

188) J. Laplanche et J.-B. Pontalis, Vocabulaire de la psychanalyse, PUF, 1967, p.

199.

189) FP,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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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랑쇼에게 나타난 불안의 감정은 한 마디로 소멸되기를 거부하는 무의식적

인 욕동처럼 보인다. 작가는 자신의 불안 앞에서 분열적 위치에 처한다. 블랑쇼

가 본문에서 표현한 바와 같이, 불안의 감정을 소멸시키기 위해 작가가 선택한

현실적 대상을 포기하기를 종용한다. 블랑쇼는 불안을 작가로 하여금 복종할 것

을 끈질기게 요구하는 인격성을 지닌 것으로 표현한다. 불안은 내부의 낯설고

이질적인 목소리로 작가에게 실재보다도 더한 강박을 종용하는 부재의 인격을

통해 구현된다. 작가는 대상의 포기와 희생을 요구하는 목소리 앞에 호명되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말 그대로 ‘찢기는 운동’에 잠식되는 것뿐이다. 불안은 작

가를 균열 상태에 놓이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안의 호명에 블랑쇼

가 택한 길은 합리적 주체로서의 ‘나’가 고통을 견디다 못해 소멸되는 상태인

수동성에 놓이는 것이다. 블랑쇼는 그의 저작인 『재난의 글쓰기 L'Ecriture du

désastre』에서 수동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La passivité: nous ne pouvons l'évoquer que par un langage qui se 

renverse. Autrefois, j'en appelais à la souffrance : souffrance telle que 

je ne pouvais la souffrir, de sorte que dans ce non-pouvoir, le moi 

exclu de la maîtrise et de son statut de sujet en première personne, 

destitué, destitué et même désobligé, pût se perdre comme moi capable 

de subir; il y a souffrance, il y aurait souffrance, il n'y a plus de 

<<je>> souffrant, et la souffrance ne présente pas, n'est pas portée 

(encore moins vécue)au présent, c'est sans présent, comme c'est sans 

commencement ni fin, le temps a radicalement changé de sens. 

수동성: 우리는 이 수동성의 의미를 전도된 언어에 의해서만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예전에 나는 수동성을 고통이라고 불렀다. 이 고통이란 내가 견딜 수 

없는 것과도 같은 고통이라서,  그 결과, 지배권으로부터 그리고 1인칭으로서

의 주체의 지위에서 추방된 자아, 면직되면서, 동시에 의무로부터도 벗어난 이 

자아는 비-권력 속에서, 고통을 감내할 능력이 있는 자아로서, 소멸될 수 있었

다. 거기에는 고통이 있다. 거기에는 고통만이 있으리라. 그리고 고통 받는 ‘나’

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고통은 나타나지 않으며, 현재에 놓이지 않는

다.( 더구나 현재에서 경험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야 말로 마치 끝도 시작도 

없는 것처럼, 현재가 없는 상태며, 시간의 의미를 근원적으로 바꾸어 놓는

다.190)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블랑쇼는 수동성(passivité)을 개념화하기 전까지 그것

190) ED,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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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통이라고 명명했었다. 고통은 그 고통에 순종하는 자아마저도 소멸될 때

비로소 사라진다. 이때의 자아의 소멸이란 주체성 박탈의 단순한 차원을 넘어,

불안의 요구에 복종하여 고통과 완전히 합일해야 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는 의문을 한 가지 더 제기해볼 수 있다. 불안의 속성과 구도는 명백히 작가의

내부에서 들리는 잔인한 초자아의 명령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초자아는

작가로 하여금 계속해서 쓰기를 명령하는데, 그 명령은 작가를 고통 속에 밀어

넣는다. 하지만 작가는 증폭되기만 하는 불안의 노예가 되어, 앞서 언급했던 것

처럼 실패하는 글쓰기를 명령받는다. 이렇게 모순적인 글쓰기의 상태에 놓이게

하는 근원적인 원인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 주체의 소멸의 상태는 바로

블랑쇼의 죽음의 문제와 직결된 문제인데, 블랑쇼가 죽음을 강박하는 이유는 분

리와 박탈의 상태에 대한 불안과 괴로움이 불안을 야기하는 원인이기 때문이다.

사물과 언어와의 관계가 사실은, 교환 가능한 하나의 기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데서 오는 상실감과 고통이 글쓰기를 계속해서 불안하게 만든다. 구두 수선공에

비유된 블랑쇼의 불안은 사물 상실의 불안으로부터 출발했다. 인간이 아무리 대

상에 밀착되고 감정을 부여한다 할지라도 그 사물은 상실될 수밖에 없다. 분리

된 사물의 문제로부터 오는 불안은 ‘쓰지 않음의 상태’에 도달하는 글쓰기가 됨

으로써 해결한다.

◆[...]Ne pas écrire, effet d'écriture; comme une marque de la passivité, 

une ressource du malheur. Que d'efforts pour ne pas écrire, pour que, 

écrivant, je n'écrive pas, malgré tout- et finalement je cesse d'écrire, 

dans le moment ultime de la concession; non pas dans le désespoir, 

mais comme l'inespéré: la faveur du désastre. le désir non satisfait et 

sans satisfaction et cependant sans négatif. Rien de négatif dans <<ne 

pas écrire>>, l'intensité sans maîtrise, sans souveraineté, l'obsession du 

tout à fait passif.191)  

◆[...] 쓰지 않는 것, 글쓰기의 효과: 마치 하나의 수동성의 표지과도 같은, 불

행의 방편이다. 쓰지 않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드는가. 쓰면서도, 기어코, 

쓰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마침내 나는 궁극적인 양도의 순간에 이르러 글쓰기

를 멈춘다. 절망 속에서가 아니라 예상치 못했던 것처럼. 그것이 바로 재난이 

주는 호의이다. 충족되지 않고, 만족이라는 것을 결여한 욕망,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쓰지 않음”의 행위 속에는 부정적인 것이

란 전혀 없다. 지배 없는 강도, 최고권 없는 강도이자, 완전히 수동적인 강박일 

따름이다.

191) ED,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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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지 않음을 목표로 하는 글쓰기에는 향유의 문제가 얽혀있다. 이는 조금 역

설적인 논리인데, 쓰지 않음에 도달하는 글쓰기는 결코 절필을 의미하지는 않는

다는 것이다.『문학의 공간』의 1부는 파편적이지만 전체적으로는 블랑쇼의 지

향점을 향해 가는 배치로 되어있어서, 나머지의 장들보다 블랑쇼 고유의 문학론

을 비교적 선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가학적인 붙잡음」은「본질적인 고

독」192)이란 제목 하에 소제목이 달린 아홉 개의 작은 에세이들 중 하나다. 이

에세이는 아홉 개의 에세이들 중에서도 유독 독특한 양상을 보이는데, 자기 욕

망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소고하 할 수 있다.

Il arrive qu'un homme qui tient un crayon, même s'il veut fortement le 

lâcher, sa main ne le lâche pas cependant: au contraire, elle se 

resserre, loin de s'ouvrir. L'autre main intervient avec plus de succès, 

mais l'on voit alors la main que l'on peut dire malade esquisser un lent 

mouvement et essayer de rattraper l'objet qui s'éloigne. [...] La main se 

meut dans un temps peu humain, qui n'est pas celui de l'action viable, 

ni celui de l'espoir, mais plutôt l'ombre du temps, elle-même ombre 

d'une main glissant irréellement vers un objet devenu son ombre. Cette 

main éprouve, à certains moments, un besoin très grand saisir: elle doit 

prendre le crayon, il le faut, c'est un ordre, une exigence impérieuse. 

Phénomène connu sous le nom de <<préhension persécutrice.>>193)

연필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진정 놓고 싶어도 손이 놓아주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 손은 펴지기는커녕 오히려 연필을 더욱 죄어든다. 다른 쪽 손

이 좀 더 효과적으로 끼어들지만 우리는 병든 것 같은 손은 느릿하게 움직이며 

멀어져 가는 물건을 잡으려고 애쓰는 것을 보게 된다.[...]손은 고유의 (인간적

인) 시간 속에서 연동되는 것이 아니고, 실현 가능한 실천의 행위도 , 희망의 

행위도 아니다. 오히려 시간의 그림자, 그 자체 그림자가 되어 버린 사물을 향

해 비현실적으로 미끄러져 가는 손의 그림자이다. 이 손은 어느 순간, 잡고 싶

다는 강렬한 욕구를 표출한다. 손은 연필을 잡아야 한다. 그래야만 한다. 이것

은 명령이자, 절대적인 요구이다. "가학적 붙잡음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현

상." 

「가학적인 붙잡음」에는 글쓰기를 중단하고 싶은 바람, 연필을 놓지 않고 싶

은 바람, 그리고 쓰기의 강요가 있다. 작가의 욕망은 의지적이기보다는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상태에 놓이는 수동성의 의미가 있다. 블랑쇼의 독특한 어법을 감

안한다 치더라도 쓰기의 욕망을 말할 때조차도 작가는 비주체적인 어법을 고수

192) EL, pp. 13~32.

193) EL, pp.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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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쓰기를 계속하고자 하는 욕망은 놓아지지 않는 연필, 놓지 않는 손처럼

사물화 되어 표현된다. 끊이지 않는 글쓰기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언어라

는 존재 뒤에 주체인 작가가 숨어야 한다. 그래서 주체가 아니라 존재성 앞에서

소멸을 지향하는 이 표현은, 마치 어린 아이나 원시인의 표현처럼 대상으로 전

도되어 있다. 마치 블랑쇼는 작가로서 언어 앞에서 무력한 자신의 상태를 그런

대로 견딜만한 것으로 만들어 쓰기의 욕망을 연장하려 한다.194) 작가가 스스로

를 괴롭히는 ‘가학’의 의미는 시니피앙의 통제권을 박탈당한 작가의 소명과 태

생적으로 포착이 불가능한 대상의 그림자를 향한 욕망이 표현될 거의 유일한

방식이다. 실패가 이미 예정되어 있는 글쓰기의 작업에 작가는 내몰리고, 블랑

쇼는 스스로에 대한 가학적 태도에 순응하기를 선택하는 것이 작가의 의무라

보았다. 쓰고 싶다는 욕망은 어느새 자신에게서 쓰여지고 있는 소산물, 즉 텍스

트의 요구로 전환된다. 쓰인 것은 그 스스로 말하기를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말

하며 작가에게 글을 쓸 것을 종용한다. 작가는 자아가 통제하지 못하는 또다른

존재인 ‘말하는 존재’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헌신한다.195)

불안은 포기를 모르고 증폭되는 끈질긴 내적인 요소로 묘사된 바가 있었다.

무의식의 심급과 흡사한 불안은 완전한 만족에 이를 수가 없기에 등장하는 것

이다. 글쓰기는 아이러니하게도 행복보다 불행을 만들어낸다. 아무리 써도 결여

는 충족되지 않은 욕망을 남겨놓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글쓰기의 즐거움

은 이내 불안과 강박을 동반하는 작업이 되고 만다. 아무리 써도 결여는 충족되

지 않고 그로 인해 느끼는 불만족 사이에서 작가는 아무것도 택할 수 없다. 작

가가 할 수 있는 일은 궁극적으로, 쓰지 않음의 결과, 글쓰기를 비어있음에 양

도하는 순간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블랑쇼가 불안을 묘사하는 방식은 무의식의 위상과 매우 흡사하며, 주체의 소

멸을 종용하는 불안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방식은 프로이트가 언급한 자아가 이

드와 초자아 사이에서 충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매우 흡사하다. 프로이트

를 비롯한 일련의 정신분석 이론이 요청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이

194) S. 프로이트,「환상의 미래」in 『문명 속의 불만』, 김석희역, 열린책들, 2008,

p. 183.

195) “dans la mesure où écrivain, il fait droit à ce qui s'écrit. il ne peut plus

jamais s’exprimer et il ne peut pas davantage en appeler à toi ni encore

donner la parole à autrui. là où il est, seul parle l’être, -ce qui signifie que la

parole ne parle plus, mais est, mais se voue à la pure passivité. 작가가 쓰인

것의 권리를 인정하는 한, 그는 결코 더 이상 자신을 표현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

도 너에게 호소할 수도, 타자에게 말할 수 없게 된다. 거기에서는 오직 존재만이

말한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말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존재하며, 순수한 수동

성에 헌신한다는 것이다.”, in EL,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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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프로이트는 자아가 주체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

바가 있다.

[...] nous voyons ce même moi comme une pauvre créature, devant 

servir trois maîtres et subissant, par conséquent, la menace de trois 

dangers, de la part du monde extérieur, de la libido du ça, et de la 

sévérité du sur-moi. À ces trois dangers correspondent trois sortes 

d'angoisse, car l'angoisse est l'expression d'une retraite devant le 

danger. Comme être de frontière, le moi veut faire la médiation entre le 

monde et le ça, rendre le ça docile au monde  et rendre le monde, par 

le moyen de ses actions musculaires, conforme au désir du ça. 

[...]우리는 하나의 자아가 마치 가련한 피조물처럼, 세 주인을 섬기고, 따라서, 

세 가지 위험, 즉 외부 세계, 이드의 리비도, 초자아의 가혹함에서 오는 위험으

로부터 위협을 감내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 세 가지 위험에 상응하는 세 종류

의 불안에 대해서 말하자면, 불안이 바로 위험에서 도피한다는 표현이기 때문

이다. 경계에 위치한 존재로서의 자아는 세계와 이드를 중재하려 하고, 이드로 

하여금 세계에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하며, 힘찬 활동으로 세계가 이드의 욕망

에 부응하게 하려고 노력한다.196)

여기서 자아의 불안은 자신이 복종하는 이드의 과도한 요구에 대한 불안임을

알 수 있다. 즉, 프로이트가 말할 대로, “자아는 이드의 ‘무의식적’ 요구를 자신

의 ‘전의식적’ 합리화로 치장한다.”197) 블랑쇼에게서 불안의 요구는 실재 차원의

것으로서 이드의 요구와도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 즉, 언어화 될 수 없는 비

어있음 (vide)을 향한 요구이기 때문이다. 기원의 흔적도 찾을 수 없는, 즉 언어

나 시선으로 가리켜지지 않는 요구의 문제는 블랑쇼가 말했던 ‘책’이 작가에게

하는 요구와도 같다. 비어있음을 향한 요구, 혹은 작품에 내재하는 비어있음의

요구는 책의 죽음이자 작가의 죽음이며 죽음 충동을 지향하는 이드의 위상을

닮아있다. 블랑쇼의 저작 여러 군데에서 타자의 존재가 어떤 끈질긴 요구

(demande) 혹은 강요(exigence)의 형태를 지니는 것 역시, 이러한 비어있음의

강박에서 오는 결과물이 아닌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6) S. Freud, Le moi et le ça (1923), Éditions Payot pour la traduction

françaises, 2010, pp. 118~119.

197) 위의 책, p.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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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 est ce qui vient à moi comme parole, lorsque parler, ce n'est pas 

voir. L'Autre me parle et n'est que cette exigence de parole. Et quand 

l'Autre me parle, la parole est le rapport de ce qui reste radicalement 

séparé, le rapport du troisième genre, affirmant une relation sans unité, 

sans égalité.198)

[...] 타자는 나에게 말처럼 오는 것이다. 말을 한다는 것은 보는 것을 의미하

지 않는다. 대타자는 나에게 말 걸고 타자는 이러한 말의 강요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타자가 나에게 말 걸 때 그 말은 즉, 궁극적으로 분리되어 남아 있는 

것과의 관계를 의미하는데, 그 관계는 바로  단일성도, 동등함도 없는 관계를 

단언하는, 제 3유형의 관계다. 

블랑쇼는 타자성을 ‘말’로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서, 블랑쇼는 타자를 지칭하

는 말에 대문자 ‘A’를 써서 표현하고 있다. 대문자로 표현된 타자는 인물을 지

칭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개별적 의미로서의 타자가 아니라 타자성이라는 그

자체, 보편의 개념이자, 한편으로는 언어를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부터 언어의 장 속에 놓일 뿐 아니라 말을 하지 않더라도 언어 세계의 법칙과

질서를 강요당한다. 타자가 요구하고 있는 말의 속성, 혹은 계속해서 자아에게

요구하는 타자의 존재는 결코 자아와 동등하지 않다. 나에게 어떤 강요와 억압

이 되는 말이자 합일할 수 없는, 훼손된 언어다. 타자의 강요되는 말 앞에서, 주

체는 강요당하는 말을 넘어서는 자신의 실재를 빼앗긴다.

불안의 증폭되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글쓰기 멈추지 않는 작가의 모

습은 이드로 하여금 자신을 리비도의 대상으로 제공하고 스스로 죽음 충동의

표적이 되기를 택하는 자아의 모습과 닮아있다.199) 즉, 리비도의 요구를 삶 충

동으로 변환시켜 상징적 교환의 장에 안착하려는 자아는 역으로 죽음 충동의

유혹에 사로잡힌 불안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죽음 충동의 유혹에 빠진 자아는

대신, 어떤 형식에도 등록되지 않는 비-권력상태에 놓이게 된다.200)

블랑쇼의 ‘수동성(Passivité)’이란 마치 순교자처럼, 작가 개인의 죽음과의 합

일 상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여기에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승화(sublimation)

와 정체화(identification)가 포기되는 것이다. 승화와 정체화의 포기는 상징계적

198) EI, p. 98.

199) “Entre les deux espèces de pulsions, sa position n'est pas impartiale. Par

son trvail d'identification et de sublimation il prête assistance aux pulsions de

mort dans le ça pour la maîtrise de la libido, mais il court ainsi le risque de

devenir objet des pulsions de mort et de périr lui-même.”in Le moi et le

ça, pp. 119~120.

200) PAD, p.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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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에 대한 거부를 담고 있다. 앞서 우리는 블랑쇼의 불안이 ‘비어있음’의 강박

에서 오는 것이 아닌지 제기했었다. 진리/실재는 현실에서 ‘공백’으로 남겨진 채

계속해서 유보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어있음 (vide) 자체가 실재, 혹은 진리가

아니라 말해지지 못한 채로 남겨진 것이 공백의 상태인 것이다. 불안을 견디고

있는 블랑쇼의 수동성의 윤리는 언어로 제압되지 않고 포착되지 않은 공백의

상태를 메우려 하지 않는 데서 나온다.

우리는 이러한 블랑쇼의 윤리적 선택과는 대조되는 한 사례를 통해 확연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캉의 세미나 7권에는 정신분석가 카린 미카일리스

(Karin Mikailis)의 「빈 공간(l’Espace vide)」이라는 논문에 등장하는 우울증

환자에 대한 라캉 나름의 해석이 담겨있다. 라캉은 이 사례를 멜라니 클라인의

논문「예술 작품과 창작 충동에 반영된 유아기적 불안 상태(Infantile

Anxiety-Situations Reflected in a work of Art and in the Creative Impule)」

에서 참고 했음을 밝힌다. 미카일리스의 여성 환자는 오랫동안 우울증 증세를

보여 정신분석 치료를 받아왔다. 여성의 증상은 결혼 이후 많은 진전을 보였으

나 어느 날 우울증이 재발된다. 그 여성의 집은 쓰지 않는 방 하나를 남편의 형

제가 그린 그림으로 가득 채워 놓았는데, 어느날 화가인 남편의 형제가 그림 하

나를 팔게 된다. 벽에 가득히 걸려있던 그림 하나가 나간 자리는 하얀 벽면이

그대로 드러난다. 그 벽면이 드러나면서 우울증이 재발되었다. 그 여성 환자는

그림이 메우고 있었던 벽의 공백 상태에 엄청난 불안감을 느낀다.

이 여성 환자의 치료는 멜라니 클라인이 주목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벽에

그림을 메우는 것을 통해 진전을 보인다. 환자는 먼저 화구상을 찾아가 원래 있

었던 그림과 똑같은 물감을 구입하여 각고의 노력 끝에 화가가 그렸던 그림과

거의 똑같은 그림을 그려 그 벽면을 채운다. 그 전까지는 한 번도 그림을 그려

본 적이 없었던 이 환자가 만들어낸 그림은 전문가와 맞먹을 정도였고 남편의

형제가 감탄할 정도였다는 것이다.201)

우리는 이 에피소드에서 블랑쇼의 불안과 관련한 흥미로운 분석을 시도할 수

있다. 그림에 덮여있던 벽면의 공백은 상징계의 허술한 체계가 다 은폐할 수 없

는 메워지지 않는 간격, 즉 실재성을 의미한다. 환자는 벽면을 가득 채운 그림

들에서 안정감을 느끼고(증상을 완화시켰던 결혼 생활의 일부) 그 그림이 없어

지자, 헤어 나올 수 없는 상실감과 불안을 느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성 환자는 공백을 자신의 언어로는 메울 수 없어서 타자의

201)이에 관한 내용은 라캉의 세미나 7권 『정신분석의 윤리 (L’éthique de la

psychanalyse)』의 pp. 139~144에 실려 있다. 이 내용 요약은 백상현의 『라캉의

인간학』에 실려 있는 내용을 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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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을 재현하는 방식으로 극복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로 공인된 남편의 형제가

그린 그림과 최대한 같은 그림을 그려 엄청난 성과를 낸 것이다. 이 공백을 메

우는 과정에서 환자는 완벽하게 타자화202) 된다. 여기서의 타자화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진다. 타자의 언어에 기대어, 갑자기 대면한 실재성의 두려움을 떨

쳐낸 것이다. 그녀는 마치 프로이트의 임상 사례에 등장하는 한스처럼 빈 공간

을 표현할 대체 언어를 찾지 못하여 공포를 느낀 것이다. 그녀가 흉내낸 타자의

언어는 남편의 형제가 구현해내는 예술의 언어였던 것이다. 남의 언어를 통해

만들어낸 성과물은 타자에 의해 인정받는다. 마치 아이가 대타자의 실질적인 현

존으로 기능하는 부모나 선생의 시선과 칭찬에 의해 자아의 견고한 기반을 확

듯이 말이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그녀가 우울증을 앓는 ‘여성’의 상태에서 남성

보다 우월한(전문가인 남편의 형제가 아마추어는 그려낼 수 없는 것이라는 평

을 했다.) 팔루스의 획득을 실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환자는 언어보다는 좀

더 덜 엄격한, 예술의 형태를 통해 불안 충동의 날선 실체를 상징적인 방식으로

잠재운 것이다.

하얀 공백의 벽면은 언제나 있어왔다. 그림이 있었을 때나 없었을 때나 변함

이 없다. 벽면을 채운다고 해서 벽면의 속성 자체가 변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그림이 팔린다면 또다시 하얀 벽면을 드러낼 것이다. 거꾸로 말하자면, 그림들

은 실재를 은폐하는 도구로 위장된 것이다.

다시 블랑쇼로 돌아오자면, 블랑쇼는 오히려 그림들이 하고 있는 가짜 너머

의 벽면을 대면하기를 바란다. 블랑쇼의 수동성은 그림으로 메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글 안에 아무리 감추려 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무(無)의 상태를 현현

하게 하고 불안함 속에서 실존의 불안함에 대해 말하기를 시도하게 하는 원동

력이다.

여기에는 시니피앙의 사슬 속에 진입함으로써 사물들과 맺었던 질적인 의미

를 상실한 작가는 근원적인 좌절이 관여하고 있다. 타자의 언어를 통해 불안의

구멍을 메우는 것이 아니라 대타자의 요구에 대한 응답을 거부하는 것이다. 블

랑쇼에게서 나타나는 불안은 사물과의 근원적인 분리에 대한 불안이자 시니피

앙의 장에서 사물의 실재에 이를 수 없다는 진실에 대한 불안이다. 그래서 블랑

202) 이는 에드가 앨런 포의 『도둑 맞은 편지』에 등장하는 장관의 위치와 흡사하

다. 왕비의 연서를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편지의 겉봉을 반

대로 뒤집어 여성의 필체로 자신의 이름을 적어 수신인인 것처럼 꾸민다. 이

에 많은 연구자들이 흥미로운 분석을 제시했는데 주체는 하나의 능기로서 구조

속에서 동일성의 해체를 경험한다. 왕비가 받은 연서를 추적하던 자에서 손에 넣

은 자가 되자마자 자신의 고유성을 지키지 못하고 이 편지를 손에 얻기를 원하는

타자의 시선을 통해 자신을 변모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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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의 불안은 죽음이 주는 공포와 매우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근원적 분리에서

오는 찢김과 상실감을 대하느니 차라리 죽음의 유혹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블랑

쇼의 수동성은 자아로 하여금 살아있는 죽음 상태를 지향하게 만든다. 존재의

불안을 다룬 블랑쇼의 작품들이 모두 죽음의 문제와 연결되고 있는 것은 우연

이 아니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블랑쇼의 소설들에 나타난 육체의 이미지들을 검토함으

로써, 죽음 충동의 덫에 사로잡힌 작가의 욕망을 추적해보기로 한다.

Ⅱ-3-2. 불안의 환상 속에 나타난 근원적 고통

Ⅱ-3-2-1. 덫의 환상과 소멸의 위협

블랑쇼의 여러 소설에 나타난 여성들은 모두 텍스트의 ‘불안’과 깊은 연관이

있다. 블랑쇼 소설에서 타자와 ‘관계 맺기’는 가장 곤욕스러운 과정을 거치고 나

서야 시작된다. 이 관계 맺기의 핵심에 있는 인물들은 모두 여성이라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이 여성들은 모두 텍스트의 불안을 야기하는 진원지로 기능한

다. 이러한 불안성의 기저에는 관계 맺기의 과정에서 어김없이 일어나는 폭력과

소멸의 공포가 존재한다.

블랑쇼의 사유 속에서 타자와 나는 무한한 거리 속에 있다. 그 거리는 부정의

의미가 아니라 절대 자아의 범주 안에 타자가 재단되는 대상화를 경계하기 위

한 장치로 이해되어야 한다.203) 그런데 유독 블랑쇼의 작품에서 여성성을 대변

하는 등장인물들은 타자와 나 사이의 거리를 넘어 ‘나’의 공간을 부수고 들어오

는 침입자의 역할을 한다. 타자는 나와의 무한한 거리 속에서 결코 나의 필요와

목적에 의해 사취될 수 없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소설 속에서 주인공은 언

제나 여성들에 의해 압도당하고 덫에 걸린다. 여성들은 견딜 수 없는 공포로 다

가와 주인공을 마비 상태에 빠지게 하고 노예로 삼는다. 그러나 화자는 그러한

여성의 덫에 오히려 귀속되기를 바라고 여성적 공포에 매혹되는 환상을 반복한

다.

『죽음의 선고 (L'Arrêt de Mort)』(이하 『죽음의 선고』)에 나타난 한 장면

203) EI, p.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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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여성에 대한 양가적인 감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다.

La personne qui était entrée se trouvait au milieu de la pièce. Je 

voulais écrire qu'elle ressemblait à une statue; mais la pierre n'était pas 

de son élément, c'était plûtot la peur qui était sa nature, non pas une 

peur folle ou monumentale, mais quelque chose qu'expriment ces mots.: 

pour elle l'irrémédiable était arrivé. [...] J'ai vu une fois un écreuil se 

faire prendre dans une cage pendue à un arbre: il franchissait le seuil 

avec tout l'élan de sa vie le plus gaie, mais à peine sur la planchette 

intérieure, le leger déclic ayant rabattu la porte, et bien qu'il n'eut 

aucun mal, qu'il fût encore libre, car la cage était vaste avec dedans un 

petit tas de coquilles, son sotillement s'était brisé net et il demeurait 

paralysé, frappé dans le dos par la certitude que maintenant le piège 

l'avait pris. [...] La voyant bondir vers l'aire libre, l'instinct de proie me 

saisit, je la rattrapai vers l'escalier, la pris à bras-le-corps et la 

ramenai en la traînant à terre jusque sur le lit où elle tomba tout à fait. 

[...] Je ne sais d'où venir cette violence, j’aurais pu à un tel moment 

tout faire: lui casser le bras, lui écraser la tête ou m'enfoncer le front 

dans le mur, car cette force furieuse n'était pas, il me semble, dirigée 

particulièrement contre elle. C'était une puissance sans but, pareille au 

souffle du tremblement de terre, qui secouait, renversait les êtres. Ce 

souffle, moi-même, j'en ai été ébranlé et ainsi je suis devenu une 

tempête qui a ouvert les montagne et rendu la mer folle. [...] Comme 

j'étais hors d'haleine et peut-être encore avec des yeux féroces, elle 

fut très surprise. [...] Qu'on veuille bien comprendre qu'elle me 

regardait comme quelqu'un qu'elle semblait n'avoir jamais vu, qu'elle se 

découvrait donc enfermée, tout à fait en désordre, dans une pièce 

lugubre d'hôtel, auprès d'un individu furieux qui, au moindre geste, se 

précipitait sur elle pour l'arrêter. Et pour mon compte, j'agissais de la 

même manière instinctive, car, ne m'étant pas aperçu que je ne la 

connaissais pas, je la repoussais brutalement dans la chambre, non pour 

l'y garder, mais pour l'empêcher d'aller perdre au-dehors cet esprit de 

terreur qu'elle avait rencontré ici et sous lequel elle était appelée à se 

courber ou à disparaitre.204)  

나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이미 어둠이 퍽 짙었을 것이다. [...] 바깥에서 들어

온 어떤 사람이 방 한가운데 있었다. 나는 그녀가 마치 석상 같았다고 쓰고 싶

었다. 그러나 돌은 그것의 기본 원소가 아니었다. 그것이 가진 본질은 오히려 

두려움에 가까운 것이었는데 광적인 혹은 거대한 공포라기보다는 돌이킬 수 없

는 일이 일어났다는 말들로 표현될 수 있는 어떤 것이었다. [...]그 당시는 몰

랐던 현기증과 방황의 감정에 서늘한 무엇, 기이한 가슴 저밈을 느끼기에 나는 

그 사람에게 뒤로 물러나기를, 그리고 문 뒤에 남아있기를, 그리하여 나 역시 

204) AM, p.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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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해주기를 간청하고 싶다. 그러나 규칙은 이미 정해졌

고 그것을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녀가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것을 보

자 사냥본능이 나를 엄습했다. 나는 계단 근처에서 그녀를 잡아서 겨드랑이를 

잡아채 바닥에 질질 끌면서 침대까지 데려왔고 그녀는 거기 완전히 쓰러졌다. 

[...] 어디서 이런 폭력이 기인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순간에 나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녀의 팔을 부러뜨리고 그녀의 머리를 짓이기거나 나의 

이마를 벽에 갖다 박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존재들을 뒤흔들고 뒤엎어버리는 

지진의 기운처럼 목표 없는 힘이었다. 나 자신이 이 기운에 뒤흔들렸으므로 그

렇게 산을 가르고 바다를 광포하게 만드는 폭풍이 되었다. [...] 내가 숨을 헐

떡이고 있었고 아마도 눈빛은 여전히 흉포했을 것이므로 그녀는 대단히 놀랐

다. [...]확실히 이해해야 할 것은, 그녀가 나를 결코 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쳐

다보았다는 사실이고, 그녀는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음침한 호텔 방에, 

조금만 움직이려 해도 그녀를 잡아두기 위해 달려드는 분노에 찬 한 인간 옆에 

갇힌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로 말하자면, 나 역시 똑같

이 본능적인 방식으로 행동했다. 내가 그녀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

한 채 나는 그녀를 거칠게 방 안으로 다시 밀쳤다. 그녀를 그곳에 잡아 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그곳에서 만난 공포의 정신을 바깥으로 나가 잃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내며 화자의 방에 침입해있다. 잠을 청하려 완전

히 무장 해제되어 있는 화자는 난입한 침입자에 공포를 느낀다. 그녀는 굳어 있

는 조각상처럼 방의 창살로 들어오는 빛을 반사하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다.

여기서 화자가 느끼는 공포의 속성은 조롱에 갇힌 다람쥐 한 마리의 이미지로

표상되고 있다.205) 다람쥐는 조롱에 갇혔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꺾이

고 마비된 채 굳어진다. 가벼운 찰카닥 하는 소리를 통해 문이 닫히고 안과 밖

이 구분이 되자 밖으로 통해지지 않는 ‘안’속에서 굳은 몸으로 움직임을 멈춘다.

난입한 조각상 같은 그녀의 공포 앞에서 나갈 수 없는 것은 “그것이 바로

규칙이었기 때문이다.” 타자와 한 번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은 규칙과도 같다.

마치 담화의 관계를 맺는 것처럼 반복되어 벗어나기 어렵다. 공포에 압도되기를

바라는 욕망의 작동은 내적으로 규범화 된다. 자신에게 사고를 강요하고, 난입

한 타자에 의해 겪었던 폭력을 다시 가하게 만든다.206)

205) “J'ai vu une fois un écureuil se faire prendre dans une cage pendue à un

arbre: il franchissait le seuil avec tout l'élan de sa vie la plus gaie, mais à

peine sur la planchette intérieure, le léger délic ayant rabattu la porte, et bien

qu'il n'eût aucun mal, qu'il fût encore libre, car la cage était vaste avec

dedans un petit tas de coquilles, son sautillement s'était brisé net et il

demeurait paralysé, frappé dans le dos par la certitude que maintenant le

piège l'avait pris.” in AM, pp. 65~66.

206) J. Kristeva, Folle vérité, Éditions du Seuil, 1979, 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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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나의 내밀의 공간을 침범당한 화자의 감정이 공포

를 붙들고 싶은 마음으로 변모된다는 점이다. 이 변모 과정은 여러모로 흥미로

운 부분인데 침입자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던 화자는 공포의 노예가 되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는 능동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침입자가 화자의 이 방에서 나가려

고 하자, 상황은 전도된다. 그는 폭력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그녀를 잡아채고 방

에 가두어버리는 장면이 바로 그 예이다.

나탈리를 가두고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 안에는 에로티즘이 담겨있는 것처럼

보인다.207) 나탈리라는 여성의 존재가 화자의 방에 난입함으로써 비로소 둘 사

이에는 관계가 시작되는데, 그 관계란 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존재하는 ‘규칙’

에 의한 것이다. 즉, 갇힘의 규칙 속에서 타자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관계가 되

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나탈리에게 행사하는 폭력의 근원은 분노이다. 하지만

이 분노가 표현되는 방식에는 다분히 에로티즘이 존재한다. 이 분노는 ‘어디서

향하는지 모르는’ 주체의 외적인 것이며, “존재들을 뒤흔들고 뒤엎어버리는 지

진처럼 산을 가르고 바다를 광포하게 만드는 폭풍”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의 눈

빛은 마치 먹잇감을 놓지 않으려는 흉포한 야수에게 어울리는 것이 되어 있다.

본문에서도 그녀를 가두는 것을 ‘사냥’의 본능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그녀

를 가두기 위한 그의 시도는 난입한 그녀에 대한 공포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공포의 정신’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포를 가두어 나가

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모순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화자는 공포에 압도당하고 공

포의 덫에 마비되기를 원한다. 선연한 죽음의 공포를 체현하기 위한 규칙 속에

서는 갇힌 자와 가두는 자, 다람쥐와 다람쥐를 가두는 조롱의 문을 닫는 자, 그

리고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전도된다. 화자는 나탈리가 체현하는 공포의 규칙

속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

블랑쇼 텍스트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관계성의 규칙은 바로 위의 장면처

럼 공포의 대상에 무한한 불안을 느끼다 자신의 존재를 불안을 야기하는 대상

에 던져 합일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아미나다브』의 마치 입을 뜯어

버릴 것처럼 흡수해버리려는 광폭한 뤼시와, 『망각 기다림』에서의 끊임없이

화자에게 글쓰기를 요구하면서 화자가 쓴 글을 질책하는 ‘그녀’ 등『죽음의 선

고』 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공포의 관계성에 있

어 문제적이다. 블랑쇼 작품에서 여성의 문제는 작품 밑에 잔존한 환상의 논리

를 재구성하는데 핵심적인 이미지 군을 형성하고 있다. 블랑쇼에게서 여성의 문

제는 작품의 의미를 전혀 다르게 재구성할 수 있는 요소가 되고 있다. 이미지들

을 통해 표층 밑에 감추어진 심층적인 시나리오를 다시 구성하는 일은 드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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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의 형상과는 전혀 다른 욕동의 논리를 읽어내는 작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아미나다브』가 법의 외부성과 억압의 표상으로 나타난 건물의

작동 방식에 실존적인 고민을 그려낸 것이 표층적인 줄거리라면 구원자로 등장

한 뤼시라는 여성 인물과 만들어내는 또 다른 서사는 승화(sublimation)208)가

전무한 출구 없는 모태신화를 구현하고 있다. 거세하는 전능한 어머니(Mère

phallique)의 덫에 걸리는 환상의 논리를 통해 반 성장, 반 오이디푸스의 시나리

오가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설『하느님』에서 블랑쇼는 소르주를 통해 법의 유한성과 한

계성이라는 본원적인 문제를 사색하는데 주력한다. 전염병과 쿠데타로 함몰된

도시에서 주인공 자신마저도 전염병에 걸리고 죽어가는 과정을 묘사하면서 법

의 ‘바깥’을 드러낸다. 법의 바깥은 아이러니 하게도 여성 인물을 통해 구현되는

데, 자신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 수 없으나, 견딜 수 없는 시선을 보내는 어

머니와 근친적인 애정 관계를 연상하게 하는 변덕스러운 여동생 루이즈, 소르주

에게 총을 발사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잔느가 삶의 반대편으로 끌어당기는

죽음 충동의 서사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 외, 여타의 작품들은 소설 장르 보다는 거의 레시 (Récit)의 형식을 지닌

작품들로 일정한 이야기(Histoire)의 형식을 가지지는 못했지만 파편적인 이미지

들을 재구성했을 때, 공포로 표상되는 모성성에 대한 내화를 암시하는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다.

분명한 것은, 권력과 법,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는 인간 윤리의 고민을 담고

있는 소설의 표층적인 서사 속에 여성의 존재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

려 여성은 작품에서 말하는 이의 사회적 관계망을 훼손하고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억압적 체제에 대한 실존적 고민과 바깥의 힘에 내맡겨진 수동적이고도

병든 몸의 격렬한 저항과는 다른 신화적인 모성의 서사가 따로 전개된다. 우리

는 이를 ‘덫의 환상’으로 규정하였다.

블랑쇼의 작품에서 사랑은 죽음을 경험하듯이 마비된 상태로 ‘너’에게 ‘갇히

는’ 행위로 나타난다. 타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죽음을 수용하는 것만큼이나 고

통스러운 것이지만 고독한 개인성을 지닌 자아가 해체되어 고통을 넘어서는 합

일의 완전성을 경험한다.

이 갇힘의 경험을 표현할 때 블랑쇼는 가학적인 ‘입’에 잘리는 환상과 모래의

이미지를 반복해서 사용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환상들은 누군가의

208) 프로이트가 정신분석에 도입한 ‘승화(sublimation)’라는 개념은 주로 예술 활동

과 지적 탐구를 승화의 활동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욕동이 성적인 것이 아닌 새

로운 목표를 향하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대상으로 대체되었을 때 승화되었다고

표현한다. in Vocabulaire de la psychanalyse, p.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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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의) 몸이 움직이지 못하게 밀착하고 구덩이에 파묻혀 헤어 나오지 못하고

흡수되는 이미지를 통해 구성된다. 『죽음의 선고』는 죽어감의 과정을 묘사하

는데 분량 대부분을 소요하는 작품이다. 여기서도 죽음의 공포는 에로티즘을 동

반한 이미지들로 나타난다. 죽어가는 J는 하나의 조각상이 되어 침상에 누워 있

다.209) 이미 그녀는 신체의 일부인 손에 석고형을 떠놓았다. 그 석고형에 새겨

진 손바닥은 ‘갈라진 손금들과 주름으로 거의 늙어보이던’ 실제의 손바닥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희고 매끄러워진다.210) 이 굳어가는 몸은 주인공을 꽉 잡아

가둔다.211) 경련 속에 마비되고 굳어가는 시체라 할지라도 주인공을 가두고 놓

아주지 않으려한다.

특히, 마비된 육체로 죽음과 사투를 벌이는 J의 입에 관한 묘사는 인상적이

다. 그녀의 입술은 마지막 순간에 악물어져 ‘지금까지도 풀어지지 않은 이빨의

거친 힘을 연상시키며 꽉 다물려 있는’ 입술이었다.212) 살짝 내민 두 입술은 턱

과 꽉 다문 이빨들의 경직 상태를 보여주었는데, 이것이 그녀의 표정을 꽤 혼란

스럽고 잔인하게 만든다.213) 죽어가는 그녀의 모습은 ‘산 자가 아닌 묻힌 자의

부동성’을 극대화하는 ‘준엄한 모습’을 띤다. 부동성의 덫을 형상화하는데 입의

이미지는 유난히도 강조된다. 현실의 말이 수월하게 나오지 못하게 하는 꽉 닫

힌 입, 그 사이를 뚫고 단말마의 비명만이 나올 뿐이다.214)

이 언어를 단절하는 입은 블랑쇼 작품에 불쑥 모습을 드러내는 환각적인 이

미지를 구성하는 중핵이다. 우리는 성난 입에 잘리는 환상을 이미 불안과 목소

리의 관계를 다루면서 언급한 바 있다.『알 수 없는 자 토마』의 한 장면은 문

자와 텍스트의 경험, 즉 언어의 경험이 즐거움의 한계를 벗어나 공포의 경험으

로 전환되고 마치 머리를 뜯어먹는 암사마귀 같은 시니피앙에 잘리고 깨물리는

환상에 사로잡힌다.

가학적인 구순 환상은 『최후의 인간』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다.

209) “La peau, d'une blancheur admirable par l'éclat, noir des cheveaux, me

serra le coeur. Elle n'était déja plus qu'une statue, elle absolument vivante.”

in AM, p. 35.

210) AM, p. 21.

211) “Sa main s'agitant dans la mienne pour se rendre libre, je voulus la

relâcher, mais elle me ressaisit sur-le-champ avec une vivacité sauvage où il

n'y avait aucune idée des rapport humains.” in AM, p. 46.

212) AM, p. 46.

213) 위의 책, p. 35.

214) 위의 책,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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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nd il était là et dès qu'il fut là à nouveau, je fus surpris par la 

manière dont elle se mit à parler d'elle-même: très légèrement, sans 

rien dire d'important; elle ne s'avançait pas. Mais comme le mot je 

vibrait entre ses dents, passant comme un souffle, calme violence, à 

travers la bouche serrée.215)  

그가 거기에 있었을 때, 그리고 그가 다시 거기에 있게 되자마자, 나는 말이 

그 스스로 말하기 시작하는 양상 때문에 놀라게 되었다. 매우 가볍게,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파롤은 더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 단어처럼 앙다

물어진 입을 가로질러 고요한 폭력으로서의 한숨처럼 지나면서 그의 이빨들 사

이에서 떨고 있었다. 

이 장면은 소설 속에서 무엇보다도 작가의 죽음에 대한 이미지와 입이 드러

내고 있는 보이지 않는 환상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최후의 앙다물어진

입에서 나오지 않고 떨고 있는 말들을 들으며 이를 바라보는 ‘나’는 이빨들 사

이에서 방금이라도 씹혀서 소멸될 것 같은 공포를 표현한다. 이 장면은 서사 속

에 맥락을 점하는 환상(fantasmatique)보다는 절편된 이미지들로 등장하는 환각

적(hallucination)인 장면으로 접근해야 할 듯하다. 그의 입을 통해 발설되지 못

하는 단어들은 ‘죽음의 선고’에서 J의 입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숨결과 비명과도

같다. 우리는 여기서도 계속해서 갇히는 이미지의 반복과 그에 따른 작가의 공

포에 주목해야 한다. 이빨들 사이에 떨고 있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공포감은 삶

의 소실에 대한 불안을 드러낸다. 이 환각적 이미지는 먹어 삼키려는 강한 구순

적 욕동 앞에서 소멸될 자아에 대한 걷잡을 수 없는 공포를 드러낸다. 화자를

가두는 입의 이미지는 존재를 가두는 덫으로서의 모래 이미지로 계속해서 변용

된다.

[...]Peut-être le dernier je, celui qui étonnera la mort, que celle-ci, 

attire à elle comme le secret qui lui est interdit, une épave, une trace 

toujours vivante de pas, une bouche ouverte dans la sable.

[중략]아마도 죽음을 놀라게 할 이는 바로, 이 최후의 ‘나’ 일 것이며, ‘나’는 

바로 이 죽음이 마치 금지된 비밀처럼, 표류와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는 발자

취, 모래 위에 열린 입처럼 죽음 그 자신에게 유인해 갈 대상이다. 216)

모래의 열린 입으로 들어가는 블랑쇼의 상상적 이미지들은 모두 가두어지는

죽음의 덫을 향하고 있다. 이 덫의 환상, 특히나 모래 위에 열린 ‘구덩이’가 아

215) DH, p. 28.

216) DH,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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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입’이라 칭하고 있는 이 ‘모래 위의 입’은 블랑쇼의 작품 속에서 죽음의

고통을 형상화하는 정형화된 장면으로 반복되어 나타난다. 『죽음의 선고』 1부

에서 J의 모래주머니와 죽음을 맞이하는 최후의 ‘나’를 모래의 열린 입 안으로

파묻히는 이미지로 변용한 작가의 상상적 산물은 과연 우연의 산물이었을까? J

가 죽어가는 공간인 호텔은 모래뿐인 사막217)으로 묘사된다.

Le surlendemain, je reçus quelques lignes de la main de J., de sa main 

plutôt que de son écriture, car l'écriture était extraordinairement 

tourmentée. Elle m'apprenait qu'une heure avant de venir pour la 

première piqûre, le médicin avant décidé de quitter Paris pour installer 

ses enfants en province; il serait de retour dans un jour ou deux. 

<<Restez à l'abri derrière vos sac de sable>>, lui avait déclaré ce 

docteur au téléphone, faisant sottement allusion au sable de la défense 

passive. <<Eh bien, disait le mot de J. en terminant, je serai bientôt 

encore mieux à l'abri sous six pieds de terre.>>218)

이틀 후, 나는 J의 손으로 쓴 글 몇 줄을 받았다. 그녀의 글씨라기보다는 그녀

의 손이 느껴지는 몇 줄, 그만큼 글씨가 극심한 고통을 드러내고 있었다. 첫 

주사를 놓으러 오기 전 한 시간 전에 의사가 자기 아이들을 지방에 데려다 놓

기 위해 파리를 떠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그녀는 내게 전했다. 그는 하루 

이틀 후에 돌아올 것이라 말했다. 의사는 멍청하게 수동적인 방어책으로 모래

를 암시하면서 “당신의 모래주머니 뒤에 잘 숨어 있으시오”라고 전화로 그녀에

게 말했다고 한다. “뭐, 어차피 죽으면 땅 밑으로 여섯 발자국 쯤 파면 나오는 

피난처로 가게 되겠죠.”라는 말로 J는 글을 맺었다.  

병자에게 휴식의 의미를 유도한 의사의 ‘모래주머니’는 J에게 곧 몸을 누일

무덤의 형상으로 변모한다. 모래 속은 죽음의 공간이자 안식의 공간으로 인식된

다. 앞서 제시된 인용문에서와 같이 모래주머니는 모래의 열린 입 안으로 파묻

힐 것만 같은 소멸성, 죽음의 이미지와 함께 쓰인다. 이 이미지들은 모두 몸과

밀착된 상태를 상상하게 만든다. 이 이미지들이 만들어내는 상상적 효과는 관념

적인 죽음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블랑쇼의 소설에서는 마치

모태에 완전한 밀착으로 잠긴 태아의 상태처럼 모래 속, 무덤 속은 실체를 가진

촉각적 효과로 인지된다. 죽음은 사막-모래-대지의 흙으로 이어지는 상상적인

변용을 통해 계속 재생산된다. 이들은 모두 지상의 삶의 방식이 도달하지 못하

는 구덩이 속으로의 침잠을 암시한다.

217) AM, p. 23.

218) AM,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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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알 수 없는 자 토마』에서는 죽음의 구덩이를 스스로 파헤쳐 들어가

는 장면도 존재한다. 토마 (주인공으로 추정되는)는 바닷가에서 만족스러운 수

영을 하고 해변으로 나와 수풀 속에 눕는다. 수풀에서 일어나 호텔로 돌아갈 무

렵 땅에 짚은 몸은 움직이지 않게 되고 땅 밑으로 꺼진 지하에 빠진다. 어둠 속

에서 주검과도 같은 형태의 분열된 자기 자신을 대면하고 감정에 ‘먹혀버린다.’

어둠 속에 침잠한 그의 육체는 수천 개의 손에 의해 몸의 구석구석을 옭죈

다.219) 이 불쾌한 경험은 얼마 지나지 않아 토마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구덩이를

파는 행동으로 이어진다.

A genoux, le dos courbé, Thomas creusait la terre. Autour de lui 

s'étendaient quelques fosses au bord desquelles le jour se tenait 

refoulé. Pour la septième fois, il préparait lentement, en laissant dans le 

sol l'empreinte de ses mains, un grand trou qu'il élargissait à sa taille. 

Et tandis qu'il creusait, le vide, comme s'il eût été rempli par des 

douzaines de mains, puis par des bras, enfin par le corps tout entier, 

offrait à son travail une résistance que bientôt il ne pouvait plus 

vaincre. La tombe était pleine d'un être dont elle absorbait l'absence. 

[...] Dès que, la fosse achevée, Thomas s'y jetait, ayant suspendu à son 

cou une grosse pierre, il se heurtait à un corps même du fossoyeur 

déjà entré dans la tombe pour la creuser. Cette fosse qui avait 

exactement sa taille, sa forme, son épaisseur, était comme soin propre 

cadavre, et chaque fois qu'il cherchait à s'y enfouir, il ressemblait à un 

mort absurde qui aurait essayé d'enterrer son corps dans son corps.220)

무릎을 꿇고 등을 구부린 채 토마는 다시 땅을 파고 있었다. 그의 둘레에는 구

덩이가 몇 개 패었고 그 주변에는 낮이 물러가고 있었다. 일곱 번째로 그는 땅

에다가 자기 손자국을 남기면서 자기 키 만큼 커져가는 구덩이를 천천히 파고 

있었다. 그가 구덩이를 파고 있을 때, 그 빈 공간은 마치 수많은 손으로 그리

고 나서 팔로, 결국엔 온 몸 전체로 채워지기라도 한 것처럼 그의 작업에 저항

을 해왔다. 결국 그는 이겨낼 수가 없었다. 무덤은 하나의 존재로 가득해져 존

재의 부재를 빨아들이고 있었다. [...] 구덩이가 완성되자마자 토마는 목에다 

커다란 돌멩이를 매달고 거기에 몸을 던졌다. 그는 땅보다 훨씬 더 딱딱한 몸

체에 부딪혔다. 그것은 바로 무덤을 파기 위해 벌써 무덤 속에 들어간 자의 몸

이었다. 정확하게 그의 키, 그의 형태, 그의 두께를 가진 이 구덩이는 마치 자

신의 시신과도 같았다. 

무덤에 스스로 파묻히는 행위는 죽음의 의미가 관념성과는 전혀 먼 육체의

219) TO, pp. 19~20.

220) TO,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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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수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손으로 흙을 만지고 온 몸에 흙을 묻

히며 작업하는 행위를 통해 무덤의 경험을 실체화한다. 여기에서도 죽음의 경험

은 마치 자신의 분신을 만나는 경험처럼 여겨진다. 이때도 육체적 밀착의 이미

지가 어김없이 사용된다. 여기에서 부재성을 드러내는 빈 공간은 육체화 되어

물리적인 저항감을 제공한다. 앞서 어둠이 손을 뻗어 토마의 몸을 옭죄는 장면

처럼 무덤을 파는 작업 역시 감각을 통해 죽음과 부재를 표현하는데, 무덤은 그

자체가 키, 형태, 두께가 똑같은 분신으로 체감된다. 우리는 계속해서 덫의 이미

지가 어떻게 변용되는지를 지켜볼 수 있다. 사막의 모래 구덩이의 열린 입, 모

래주머니, 무덤의 형태에서 주체는 자신의 몸에 꼭 맞게 만들어진 거푸집, 혹은

상자에 있어야 할 내용물처럼 갇히고자 한다.

블랑쇼는 그의 비평 저작에서 ‘사막’과 관련된 이미지들은 시간과 공간성을

모두 넘어서는 순수한 ‘바깥’을 드러내는 것으로 설명된다. 블랑쇼는 『도래할

책』에서 앙드레 느에르(André Neher)의 저작에 논평을 가하면서 사막의 의미

를 설명한다.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둔 사막은 “시간도 아니고 공간도 아닌 불안

하고 불확실한 경험의 장소”다. 거기서 인간은 단지 방황할 뿐이다. 사막에서의

시간은 과거도, 현전도 없는 그저 약속의 시간일 뿐이다. 사람들은 여기서 머무

를 수 없고 벌거벗은 땅의 불모성 안에서만 유효한 약속으로 맺어져 있다.221)

사막은 그야말로 방황하는, 혹은 지나쳐 가는 유목민의 아무런 역사도 남지 않

는 과도적인 공간이다.

하지만 소설 텍스트에서, 안의 세계의 모든 시간표와 정해진 장소의 배치

성222)이 힘을 잃는 ‘바깥’의 드러남으로 선택된 사막의 공간은 소설 텍스트에서

221)“Le désert, ce n'est encore ni le temps, ni l'espace, mais un espace sans lieu

et un temps sans engendrement. Là on peut seulement errer, et le temps qui

passe ne laisse rien derrière soi, est un temps sans passé, sans présent,

temps d'une promesse qui n'est réelle que dans le vide du ciel et la stérilité

d'une terre nue où l'homme n'est jamais là, mais toujours dehors.” in LV, p.

111.

222) 블랑쇼의 ‘사막’을 설명하면서 들뢰즈의 개념을 언급한 이유는 사막의 개념이

‘배치’와는 정 반대의 문제들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건과 의미는 서로 다

른 계열들이 배치됨으로써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성직자와 신도, 십자가가 계열

화되면 교회의 배치를 구성하고, 교사와 학생, 그리고 칠판이 서로 계열화되면 학

교의 배치를 구성한다. 하나의 동일한 사물도 무엇과 계열화되는가에 때라 전혀

다른 사물이 된다. 이러한 배치에서 계열화되는 각각의 핵심적인 요소는 일종의

특이점을 형성한다. 특이점의 분포를 통해 어떤 배치의 특이성이 정의된다. 예를

들어 학교의 배치는 교사와 학생, 시간표, 교단, 교실 등과 같은 특이점들의 분포

에 의해 정의된다. 그런데 이 특이점들의 분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배치에 욕

망이 가미되었기 때문이다. 가르치려는 욕망, 교육을 통해 능력을 생산하려는 욕

망, 훈육하려는 욕망 등이 이러한 배치를 형성하고 그 배치를 작동시키고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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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를 가두는 실질적인 덫, 혹은 육체를 담는 그릇처럼 묘사된다. 덫은 모태적

인 상상력을 내포하고 있다. 말이 자신의 거푸집에서 발설되지 않는다면 오류는

애초부터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모태의 영역은 음악이 들리지 않는 공간이다.

모태로, 자신의 몸과 꼭 일치하는 굴로 돌아가는 일은 두려우면서도 희열을 약

속하는 일이다.

『알 수 없는 자 토마』에서 토마는 자신에게서 나온 ‘자신’의 모습에 엄청난

두려움과 이질감을 느낀다. 토마는 호텔 숙소에 혼자 있어도 빈 공간에서 나오

는 이질적인 존재를 느낀다. 공허 속에서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존재와 대치하

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 존재하지 않는 자는 어느새 육체성을 얻어 현실화한

다. 그 두려움은 자기 자신과 분열되는 것으로 이어지고 타자화된 자기 자신과

대면한다.

밀착된 육체의 이미지는 비단 죽음을 표상하기 위해서만 사용되지 않는다. 블

랑쇼 사유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공동의 관계, ‘우리’를 설명 하는 데서도 마찬

가지다.

<<Nous>>: ce mot se glorifie éternellement, il monte sans fin, il passe 

entre nous comme une ombre, il est sous les paupières comme le 

regard qui a toujours tout vu. Il est sous les paupières l'abris sous 

lequel nous nous pressons, ne sachant rien, les yeux fermés, et la 

게 만든다. 이러한 욕망이 사라지게 되면 더 이상 학교라는 배치는 존속할 수가

없다. 따라서 모든 배치는 욕망의 배치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배치는 다시

말하면, 욕망에 의해 탄생되지만 배치 안에 들어오면 누구라도 그러한 욕망을 소

유하게 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가르치고 훈육하려는 열망이 학교라는 배치를 탄

생시켰지만, 이 학교라는 배치에 속해 있는 것만으로, 좋은 성적을 받고, 학교가

주는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잘 내면화하고 싶다는 욕망을 의식적으로든 무의

식적으로든 품게 된다. 반면에, 이러한 배치 안에서 주어진 욕망을 욕망하지 않을

경우, 즉 지배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지 않을 경우, 계열들의 배치 안에서 제재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배치 역시 권력의 한 양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욕

망하는 주체는 권력의 한 양식인 배치를 통하여 탄생된다. 그러나 배치 안에는

기존의 권력을 유지하고 재생산하려는 욕망의 반대편에 그것을 분해하여 변환하

려는 욕망이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배치를 창출하는 탈주선이다. 이 탈주

는 기존의 관계, 기존의 배치, 기존의 배치를 유지하려는 권력의 절편(segment)

들을 가로지르려는 데서 오는 욕망이다. 들뢰즈에게서 혁명은 기존의 관계를 다

른 방식으로 배치하는 것이다. 즉, 욕망이 생산되는 양식을 변화하는 것이고 삶의

양상을 고착화시키고 구조화시키는 메커니즘 자체를 새롭게 배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에 관한 내용은 질 들뢰즈의 저작 『카프카 (Kafka)』, pp.

145~157에 실려 있으며, 이 개념을 요약하는데 이진경의『철학의 외부』,

pp.248~276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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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uche aussi est fermée. 223)  

"우리": 이 단어는 영원히 자랑스러울 것이다. 이 단어는 끝없이 비상하고, 마

치 어둠처럼 우리 사이를 지나며, 언제나 모든 것을 본 시선처럼 우리의 눈꺼

풀 밑에 존재하고 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 채로, 감겨진 눈 밑

에서, 그리고 입 역시 닫혀서, 몸을 밀착하고 있는 피난처와 같다.

블랑쇼는 『최후의 인간』에서 ‘우리’를 감은 눈, 눈꺼풀 밑에 존재하는 어

둠, 발화되지 않는 닫힌 입 속에 갇힌 혀처럼 분리될 필요가 없는 단어로 표현

하고 있다. 사실, 블랑쇼의 ‘우리’는 매우 역설적인 개념으로, 인간과 인간이 맺

는 실질적인 유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고통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만

이 보이지 않는 공동의 관계에 놓이게 만든다는 것이 블랑쇼의 기본 입장이다.

하지만 블랑쇼가 그려낸 그 고통의 피난처인 ‘우리’는 마치 감은 눈처럼 우리에

게 밀착된 육체적 이미지들로 표현되고 있다.

우리가 블랑쇼 텍스트가 만들어내는 육체의 이미지들에서 죽음과 소멸을 자

처하는 일정한 방향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 이미지들은 형용할 수 없는

불안을 자아내는 것들이지만 불안 속에 내맡겨지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우리는

덫의 환상의 근원을 분리의 고독이 주는 불안성에 있는 것이라 추론했다.

절묘하게도, 분리의 고독 때문에 만들어지는 불안은 작가가 ‘말’과 맺는 관계

속에서 겪는 일종의 장애와 연관되어 있다. ‘최후의 인간’인 교수의 어눌한 입을

통해 발설되지 못하고 씹히는 말들은 나오자마자 금세 오류를 파종할 것이다.

발설된 말에 대한 불신의 극단을 볼 수 있는 작품은 『망각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는 그녀의 발설된 말 속에서 내가 원하는 중성적인 말인 ‘그’를

들을 수 없고 그녀 안에서 들리는 ‘그’의 말에 집중한다.224)

뱉어진 말은 덫의 환상을 통해서 보면 말을 담은 그릇을 벗어나 변질된 말이

다. 반면에 ‘우리’라는 단어는 닫힌 입을 나올 필요도 없이 어둠처럼 우리의 ‘사

이’를 관통한다. 어둠은 어떤 물리적 실체를 지니지 않지만 타자와 나 사이의

분리된 공간을 없애고 덮어버린다. 눈꺼풀 밑은 마치 시선의 망막에 맺히지 못

하고 남은 잔상들이 들어가 있는 암점과도 같다.

블랑쇼가 제시한 밀착된 육체의 이미지를 통해, 우리는 불안과 공포의 원천

인 쇼즈(Chose)225)의 속성에 주목해보기로 한다. 재구성된 덫의 환상에는 먹어

223) DH, p. 113.

224) "Elle lui parle, il ne l'entend pas. Pourtant c'est en lui qu'elle se fait

entedre de moi. Je ne sais rien de lui, je ne lui fais aucune place, en moi ni

hors de moi. Mais si elle lui parle, je ne l'entends en lui qui ne l'entend pas."

in AO, 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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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키려는 강한 구순적 욕동 앞에서 소멸될 자아에 대한 걷잡을 수 없는 불안이

존재한다. 모래의 열린 입, 최후의 인간의 입을 뚫고 나오지 못하는 말들의 표

상, 말에 의해 물리고 뜯기는 토마의 환상 등은 어머니와의 공생 관계가 끝나는

시점의 가학적인 구순 환상과도 너무나 닮아있음을 시인해야 한다. 어머니에 의

해서 삼켜지고, 어머니를 삼키는 식인적 환상은 블랑쇼 텍스트에 나타난 죽음

충동 이미지들의 원형이 되고 있다.226) 세미나 『불안』에 언급된 다음의 본문

은 이러한 우리의 관점에 많은 확신이 들게 한다.

La langue nous permet de faire intervenir dès le niveau oral ce qui, 

dans les sous-jacences de notre analyse, est là pour nourrir une double 

homologie avec la fonction phallique et sa dissymètrie singulière. D'une 

part, la langue joue dans la succion le rôle essentiel de fonctionner par 

aspiration, soutien d'un vide, dont la puissance d'appel permet à la 

fonction d'être effective. D'autre part, elle peut nous donner image, sous 

une première forme, de la sortie du plus intime du secret de la succion, 

qui restera à l'état de fantasme au fond de tout ce que nous pouvons 

225) 바로 라캉이 대상 a라 부르는 충동의 소산물이다. 라캉의 후기 세미나로 가면,

대상 a들은 대상, 즉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객체를 나타내는 objet와는 다른, 물

(物), chose로 표현된다. 즉, 이는 언어 세계로 진입하면서 탄생된 주체에게 한때,

완벽한 만족을 준다는 환상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만드는 조각난 어머니 몸의 환

각이자 잃어버린 대상이다. 이 잃어버린 대상은 어머니의 가슴, 배설물, 시선, 목

소리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그 실체를 알 수 없다. 이 실체를 알 수 없는

대상 a 들을 보존하고 있는 곳이 바로 실재계이다. 상징계에서 밀려난 충동의 대

상들이 보이지 않게 저장되어 있는 곳을 의미한다. 이들은 현실의 법칙을 끊임

없이 위반하고 금지된 대상을 탈취하기 바라는 언어적 차원으로 드러나는 욕망

désir의 차원이 아니라 충동 (pulsion) 의 원인으로 등장하는 육체적이고도 쾌락

적인 것이다. 이는 라캉의 후기 세미나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미나 7권의

pp. 55~71, pp. 121~138에서 자세히 논의되고 있다.

226) “[...] 그것이 바로 실재다. 퇴행은 바로 거기에 존재한다. 모든 불만족스러운 존

재들처럼, 퇴행은 집어삼킬 대상을 찾는다. quaerens quem devoret. (악마는 우는

사자처럼 누구를 집어삼킬까 찾아다닌다.)그것이야 말로 아이 그 스스로가 예전

에 상징계적 결핍을 짓누르기 위해 찾아냈던 것이자, 아이는 그 앞에 서있는 벌

려진 입처럼 그것을 다시 되찾는다. 구순적 상황에 투사된 이미지, 우리는 그것을

역시나 상상적 성적 만족의 차원에서 되찾게 된다. 메두사의 벌려진 구멍은 아

이가 어머니의 만족을 위한 모색의 과정 속에서 가능한 사건처럼 대면할 수 있는

형상인 것이다. 우리가 찾아낸 환상들, 즉 ‘삼켜진다’는 일련의 환상들에는 커다란

위험이 존재한다. 우리는 그 환상의 원형적 형상을 찾아냈다. 그리고 이번에 그

환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환상이 우리에게 공포증의 표상 밑에 존재하는 근본

적인 형식을 제공해준다는 사실을 밝혀내게 되었다.” in La relation d'objet, p.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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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uler autour de la fonction phallique-à savoir, le retournement du 

gant, la possibilité d'une éversion de ce qui est au plus profond du 

secret de l'intérieur. Que le point d'angoisse soit au-delà du lieu où 

s'assure le fantasme dans son rapport à l'objet partiel, c'est ce qui 

apparaît dans ce prolongement de ce fantasme qui fait image, et qui 

reste toujours plus ou moins sous-jacent à un certain mode de la 

relation orale, le fantasme qui s'exprime sous l'image du vampirisme. 

S'il est vrai que, dans tel mode de son rapport à la mère, l'enfant est 

un petit vampire, et que son organisme est pendant un temps suspendu 

en position parasitaire, il n'en reste pourtant pas moins qu'il n'est pas 

non plus ce vampire, à savoir qu'à nul moment il ne va de ses dents 

chercher chez la mère la source vivante et chaude de sa nourriture. 

Pourtant, si mythique qu'elle soit, l'image du vampire nous révèle, par 

l'aura d'angoisse qui l'entoure, la verité du rapport oral à la mère. 

Au-delà de la réalité du fonctionnement organismique, s'ébauche et se 

profile une dimension qui donne au message son accent le plus profond, 

celle d'une possibilité du manque, réalisée au-delà de ce que l'angoisse 

recèle de craintes virtuelles par le tarissement du sein. Il met en cause 

la foncrion de la mère. Le rapport à la mère, pour autant qu'il se profile 

dans l'image du vampirisme, voilà ce qui nous permet de distinguer le 

point d'angoisse du point de désir. Au niveau de la pulsion orale,  le 

point d'angoisse est au niveau de l'Autre, c'est là  que nous l'éprouvon

s.227)

우리 분석의 토대에서 언어는 구순단계에서부터 우리로 하여금 팔루스적 기능

의 이중적인 동질성과 그것과 (대응하는) 단일한 비대칭성을 키우기 위한 무엇

에 개입하도록 한다. 한편으로, 언어는 흡입하는 행위 속에서 호흡, 빈 공간의 

유지라는 근본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 언어가 가진 호명의 힘은 실질적인 기능

을 부여한다. 다른 한편으로, 언어는 우리로 하여금 최초의 형태 하에 존재하

는 이미지를 부여해주는데, 흡입하는 행위의 가장 비밀스럽고 근원적인 환상적 

상태로 머물러 있게 된다. 불안 지점이 부분대상과의 관계가 환상성의 장소라

고 믿어지는 장소 너머에 있다고 말한 이유는 이 환상성이 이미지를 만들어내

면서 연장된 것 속에 불안점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불안점은 언제나 

많게든 적게든 구순적 관계의 일정한 양식을 부여했던 소산물 속에 머물러 있

다. 즉, 이 환상성은 뱀파이어리즘의 이미지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의 형태 속에서 어찌 보면 아이는 작은 뱀파이어나 마찬

가지다. 그리고 아이의 신체는 어느 순간까지는 마비된 채로 어머니의 몸에 부

착된 상태에 있다. 뱀파이어의 이미지는 너무나 신화적이어서, 우리에게 그것

을 둘러싸고 있는 불안의 아우라를 통해 어머니와의 관계가 구순적 관계라는 

진실을 일깨운다. 현실적 신체 기능을 넘어, 어떤 차원 즉 가장 근원적인 강조

점에 메시지를 주는 차원이자 결핍의 가능성의 차원,  젖가슴의 고갈에 의한 

근원적인 염려를 불안이 숨기고 있는 것을 넘어서 현실적으로 실현된 차원의 

밑그림이 그려지고 펼쳐진다는 것이다. 그것은 어머니의 역할에 근원이 있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뱀파이어리즘의 이미지 속에서 펼쳐진 것에 한해서 나타

227) L'angoisse, p. 272.



- 133 -

난다할지라도. 바로 여기에 불안지점과 욕망의 지점이 구분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구순충동의 차원에서, 불안지점은 대타자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그것을 규명해야 한다. 

라캉의 ‘불안’의 현상에 관한 설명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정신현

상의 하나인 언어가 생물학적 구순충동의 단계에 개입한다는 것이다. 언어의 개

입은 구순 단계에서 실질적 의사소통의 호명 기능과 최초 형태로 남아 있는 흡

입하는 환상의 이미지를 부여한다. 의사소통의 실질적 기능이 팔루스적 기능이

라면, 어머니의 몸에 밀착되어 있었던 상태를 환기하는 원초적 형태의 환상성을

제공하는 것은 실재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뱀파이어의 마비된 신체의

신화적 속성은 불안의 환상을 구성하는 주된 소재가 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

다.

특히, 라캉은 불안의 지점은 욕망의 지점과 다른 지형도에 그려진다는 사실

을 강조했다. 대상이 존재하는 욕망과 달리 불안은 그것을 야기하는 대상이 불

분명하다. 욕망은 결핍을 중심으로한 실재의 대상들, 즉 대상a라 불리는 환상의

요소들을 중심으로 구조화되는 반면, 라캉은 불안의 문제를 오히려 ‘결여’의 ‘결

여’로 보고 있다. 결핍의 차원을 잃어버린 실재의 호명이 불안의 상태를 야기하

는 차원이다. 본문에서 언급했듯이 ‘젖가슴의 고갈에 대한 근본적인 염려’가 현

실화되어 우리 앞에 나타나는 차원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다시 이야기하자

면, 박탈된 대상에 대한 애도와 상징화의 문제가 아니라 박탈된 대상의 현시가

불안의 원인이라는 것이고, 다시 말해, 최초의 대타자인 어머니의 포기되지 못

한 욕망을 대면한 주체의 정동이라는 것이다. 소멸되지 않는 대타자의 욕망 앞

에서 “주체가 서있는 곳이 어디인지 더 이상 알 수 없는 그 순간과 자신을 다

시는 되찾을 수 없을 것 같은 미래 사이에 정지해있는 지점”228)이 불안이라는

것이다.

다시, 블랑쇼의 텍스트로 돌아오자면, 지금까지 블랑쇼가 그려낸 육체성은

삶과 죽음 사이의 경계에서 규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다가와 주체를 불안에 떨

게 했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이러한 죽음 충동의 시나리오를 더욱더 강화

하고 있는 것은 ‘정상’이란 범주를 넘어선 모습을 하고 있는 와해되고, 허물어진

형상의 육체들이다. 블랑쇼는 그러한 육체성을 반복적으로 그려내면서 그 대상

과 육체적으로 밀착되고 결합하기를 시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랑쇼가 도

달하기 바라는 ‘죽음’이나 ‘공동의 관계’, ‘우리’ 등은 육체적 밀착성에 의해서 설

명되었으며, 이 공포의 덫에 내맡겨지기를 바라는 작가의 욕망이 곳곳에 드러나

228) J. Lacan, Le seminaire IV: La relation d’objet, p.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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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고통의 원인 대상과 결합하려는 시도는 박탈의 거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미 우리는 블랑쇼 텍스트 곳곳에서 세계 ‘안’의 작동 방식에 의해 거절된 가

치들에 대한 관심을 분석했었다. 우리의 논의가 ‘목소리’에서 ‘불안’의 논의로 이

행된 이유도 텍스트 곳곳에 산재한 거절된 최초의 욕동의 흔적을 찾기 위한

것이다. 박탈된 최초 대상들에 대한 향수는 삶의 역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추동

이 된다. ‘불안’의 현상은 삶의 완전한 반대 방향인 ‘죽음’이란 완료형 사건과는

다르다.229) 죽음에 가까이 다가가는 과정에서의 공포와 고통으로부터 위협받는

불안의 감정을 울리게 하는 것이다. 이는 ‘바깥’의 현현이 완전한 ‘무(無)’를 의

미하는 것이 아닌 현실의 빈틈과 균열, 실재의 호명을 듣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

과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블랑쇼 텍스트에서 최초 대상의 흔적을 가늠할 수 있

는 모성의 형상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분명, ‘비천시’된 육체와 공포를 내화하

는 환상의 시나리오 속에는 모성의 문제를 의심할 만한 이미지들이 등장한다.

다음 장에서는 블랑쇼의 텍스트 속에 폐제된 어머니의 흔적을 통해 불안의 관

계를 고찰해보기로 한다.

Ⅱ-3-2-2. 모성성과 여성들

Ⅱ-3-2-2-1. 여성의 목소리와 육체

정신분석학자 장 아베카시스 (J. Abeccassis)는 목소리가 두 축을 중심으로

얽혀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나는, 모태를 향한 욕망, 다른 하나는 상징적 아버

지의 법칙과 관계 맺는 복종이다. 모성적 목소리는 우리의 기억 심연에 남아 있

다가 시간성을 초월하여 혼재된 상태로 향수를 불러일으킨다.230) 블랑쇼의 작품

속에서 모성적인 표상은 여성의 호명을 통해 회귀한다. 호명은 ‘타자와의 관계’

와 동일어나 마찬가지다. 관계의 시작은 매번 여성의 호명으로부터 출발한다.

그 호명은 대부분 벽과 벽을 통해 분리된 호텔이나 건물의 공간적인 장애물을

넘어 삶 속으로 침투해온다.

229) EI, p. 510.

230) Joëlle déderix, Voix et estime de soi chez des enfants ayant un vécu d'abus

sexuels, L'Harmattan, 2010, p. 2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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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명하는 여성의 목소리는 동일자와의 합일, 안정과 행복, 조화 등의 긍정적

가치를 약속하는 부권적 계약과는 전혀 다르다. 여성의 목소리는 경계를 뚫고

불쑥 난입하여 지금까지 영위하던 삶의 방식을 흔들어놓는다.『죽음의 선고』 1

부에 나타난 J와의 만남은 자신의 방에 침입했던 사람이 화자인 줄 착각하여

방문을 두들기는 장면에서부터 서사가 시작된다.231) 『망각 기다림』에서도 역

시, 이름 모를 호텔에서, 이름도 모르는 방금 만난 어떤 여성의 목소리를 따라

서 그녀의 목소리가 반영된 글을 쓰려 애쓴다. 또한,『아미나다브』에서는 밖으

로 나가는 출구를 알 수 없는 건물 속에서 희미한 호명의 목소리를 듣고 뤼시

라는 여성을 만나며 건물의 실체와 진실에 대해 알게 된다.232)

여성의 목소리는 블랑쇼 문학의 근본이 되는 사이렌의 호명을 표상하기 위

해 배치된 것이라 보아도 될 정도로 닮아있다.

<<Que vous est-il arrivée? Vous êtes tombé?>> J'écoutai ces paroles de 

derrière le brouillard, prononcées par une voix sans corps, elle-même 

corporelle, toute différente de la mienne, féconde et avide, ah! une très 

belle voix. Puis brusquement, le brouillard fut emporté. La pièce brilla 

de tout son éclat. Elle même, je la vis debout, grande et forte, 

semblable à une paysanne vigoureuse. [...] Je ne quitté pas la porte; 

elle non plus ne s'approchait pas, les yeux fixé sans entrain sur mes 

vêtements, probablement sales et chiffonées.-Êtes-vous souffrant?  

demanda-t-elle. Malgré le ton de sympathie, je ne retrouvai pas dans 

cette manière de parler la voix de derrière le brouillard, la voix sans 

corps, elle-même corporelle celle-ci était parfaitement secourable et 

bonne, mais elle parlait de n'importe où , je ne voyais pourquoi je m'en 

serais rapproché.233)   

“무슨 일이신가요? 넘어지셨나요?” 안개로 둘러싸인 뒤에서 누군가의 말을 들

었다. 실체 없는 목소리로 발음된 목소리였다. 목소리 그 자체가 실체가 된. 나

의 목소리와는 전혀 다르게 풍성하고도 게걸스러운, 아! 그러나 매우 아름다운 

목소리였다. 갑자기 안개가 걷혔다. 나는 서있는 그녀를 바라보았는데, 그녀는 

키가 크고 강하며 원기왕성한 시골 여자 같았다. [...] 나는 문 앞에 기대어 있

었다. 그녀는 나에게 더 이상 다가오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넋을 놓고 나의 

옷에 고정되어 있었는데 내 옷은 아마도 구겨지고 더러워보였을 것이다. 그녀

가 나에게 물었다. “어디 편찮으세요?” 다정한 그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안

개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대답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 목소리는 

실체가 없었다. 목소리 자체가 실체였다. 그것은 완벽하게 선한 구원의 목소리

였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어디에서나 말하고 있어서 어째서 내가 그 목소리에 

231) AM, p. 16.

232) Ab, p. 235.

233) TH, p.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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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가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소르주는 지하철을 오고가는 군중의 무리들에 이끌려 마리가 직원으로 일하

는 사진관까지 온다. 소르주에게 말을 건네는 마리의 목소리는 신화 속의 에코

처럼 신체 기관이 삭제된 목소리로 표상된다. 사진관을 뒤덮고 있는 뿌연 안개

가 실제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다. 안개는 군중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사람들

의 구분되지 않는 존재성 혹은 소르주의 심리 상태를 표현하는 것일 수 있다.

의식의 혼돈을 뚫고 여성의 목소리는 소르주를 호명한다. 그 목소리는 아름답

고, 선하며 군중에 치이고 방황하는 소르주를 구원할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가

들리자 소르주의 시야에서 흐릿한 안개가 사라진다.

소르주에게서 목소리는 일종의 욕망의 대상을 표상하는 것이다. 온 도시를

들끓게 하는 전염병에 감염되어 갇혔을 때도, 소르주는 실체 없는 목소리가 나

타나 주기를 기대하고 기다린다. 메아리의 울림은 분할된 공간과 금기된 빗장을

넘는다. 실체 없는 목소리는 존재의 무거움과 사회적으로 강요된 배치에서 벗어

나게 한다.234)

육체 없는 목소리가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것과 블랑쇼 소설에 육체적 에로스

가 삭제되어 있다는 점은 동전의 양면을 구성하는 짝으로 존재한다.235) 타자의

존재성을 인식하고 관계를 맺는 것은 육체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목소리의

촉발에 의해야만 한다. 목소리와는 다르게 여성의 육체는 제압할 수 없는 두려

움의 대상으로 나타난다. 육체의 두려움을 뚫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폭력이

사용된다. 삭제된 에로스는 갑자기 난입한 폭력이 대신한다. 이에 관해서는 앞

장의 ‘덫의 환상’에서 난입한 나탈리를 가두고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을 통해 이

미 설명한 바 있다. 『하느님』에서도 육체적 폭력을 동반한 마리와의 관계 장

면은 어김없이 나타난다. 소르주는 사진관에서 일하는 마리에게 매료되어 있다.

그녀가 자신과 닮은꼴이라 생각하고 그녀에게 접근한다. 그 접근 방식은 마리를

234) "Personne à nos fenêtres, pas un rumeur. Pas de vent. Plutôt une

immobilité lourde, un été massif qui's'étouffait lui-même. C'est en vain que

j'attendis le hurlement des sirènes, Si je crus les entendre, ce fut comme un

lointain souvenir et l'écho d'un écho." in TH, p. 105.

235) 이에 관해 프랑수아즈 콜랭은 “블랑쇼는 에로스에서 관계의 묘사를 방해하는

속성”을 끌어내었다고 말한다. 에로스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고정시키는” 것이

자 “찢겨지는 모든 것 속에 노출시키는 것”이라 해석했다. 또한 그 자체의 이야

기 속의 질서에서, 혼란 속으로 소환된 재해석될 수 없는 “야만성”을 표현하기

위한 설정이라는 것이다. in Maurice Blanchot et la question de l'écriture, p.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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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두렵게 하는 것으로, 잡고 밀치는 몸싸움 끝에 하마터면 마리의 팔을 부러

뜨릴 뻔 한다.236)

여성의 육체에 관해서는, 소르주가 집 근처의 카페에서 여동생을 만나는 장

면에서도 유사한 면모를 찾아볼 수 있는데, 건장한 여성들의 오케스트라가 뿜어

내는 소리 역시 폭발할 것 같은 음색을 지녔다.

Le café était bondé. L'impression étaient celle d'un jour de fête, chacun 

paraissait surexcité et fièvreux. Louise choisit une glace, la goûta, la 

reoussa. <<Elle n'est pas bonne?>>Elle sourit. Un vendeur de journaux 

passa devant notre table, nous offrant un numéro à demi étalé. <<C'est 

curieux, remarquai-je, encore un incendie.>>Les consommateurs 

suvaient les allées et venues avec une gravité passionnée, presque 

douloureuse. Ils ne disaient rien, et cependant il y avait un fracas 

assourdissant de voix, de cris, d'instruments de musique désaccrodés et 

réaccordés, et même des hurlements venaient de l'arrière-fond, un 

chahut ayant probablement éclaté entre garçons et maître d'hôtel.

Voyons, on fait bien des commentaires sur moi à la maison. Ne 

pourrais-tu pas me rapporter mot pour mot une conversation : à table, 

par exemple?

-Une conversation? Maman désire que tu reviennes. Mais tu le sais, 

elle te l'a dit.

-Et toi, cela te ferait plaisir?

-Je pense qu'un un jour ou l'autre les disputes commenceraient.

-Les disputes?

La musique éclata. C'était un orchestre de femmes, des femmes grandes 

et fortes, en blouse blanche garnie de broderies rouges. Elle 

exécutaient un morceau d'ouverture bruyant et sauvage; à chaque coup 

de cymbale, les voix hurlaient, brûlaient.Je me senti fatigué. La torpeur 

était générale. Louise ouvrant son sac, je crus qu'elle cherchait son 

rouge à les lèvres, mais à cet instant, son visage me révéla qu'elle 

n'était pour ainsi dire pas maquillée.[...]

카페는 사람으로 가득했다. 축제의 어느 날에 느꼈던 인상이었다. 각자 흥분

되고 들떠있었다. 루이즈는 잔을 골라 마시고 되밀었다. “맛이 없어?” 그녀가 

미소 지었다. 신문 판매원이 우리 테이블 앞을 지나갔다. 우리에게 반 접힌 신

문을 놓으면서. 나는 그것을 눈여겨보면서 말했다. “이상한 일이구나, 또 화재

라니.” 카페의 손님들이 가고 오는 것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고통스러울 정도

의 열광의 무게와 함께.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귀를 멍하게 만드

는 목소리와 비명, 화음과 불협을 반복하는 악기들의 굉음이 있었고, 심지어는 

울부짖음이 깊숙한 곳에서 흘러나왔다. 어쩌면 호텔의 종업원과 지배인들 사이

에서 터져 나온 소란이었을지도 모른다. 

236) TH, pp. 95~96, pp. 9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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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때, 집에서 다들 나에 대해 말이 많았겠지. 나에 대해 나눈 대화를 한 마디

도 빠짐없이 옮겨봐. 가령, 식사 자리에서?

-대화? 엄마는 오빠가 집으로 돌아오길 바라셔. 오빠도 알잖아. 엄마가 이미 

말했고. 

-너는, 너도 그게 좋을 것 같니?

-조만간 말다툼이 또 시작될 거라 생각해.

-말다툼이라니?

음악이 터져 나왔다. 여성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였는데, 붉은 자수가 놓인 흰 

블라우스를 입은 크고 육중한 여인들의 오케스트라였다. 그녀들은 시끄럽고 야

만적인 서곡을 능숙하게 연주했다. 심벌즈가 울릴 때마다 목소리들이 비명을 

지르고 불타올랐다. 나는 피로감을 느꼈다. 피로감의 대부분은 무기력증이었

다.[...] 루이즈가 가방을 열어서, 나는 그녀가 입술에 바를 루즈를 찾는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 그녀의 얼굴은 화장한 얼굴이라고 할 수 없었

다.[...] 237)

루이즈와 소르주는 행진이 있는 축제 같은 주말에 카페의 소음 속에 앉아서

대화를 나눈다. 소르주의 가족은 감정적인 동요와 자기 소외의 상태에 놓이게

만드는 원인이다. 이미 독립을 한 그에게 계속해서 보호자의 역할로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욕망과 그 욕망을 적절히 차단해주면서도 소르주

에게 형용할 수 없는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변덕스러운 여동생 앞에서 역시 소

음과 웅성거림의 이미지가 등장한다. 집으로 돌아오기를 종용하는 어머니의 욕

망이 소르주에게 전달되자 음악이 폭발하듯이 터져나온다. 소리의 위력과 상응

하여 여기에서도 크고 육중한 여인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장면이 등장한다. 그

녀들이 내는 소리는 시끄러우면서도 야만적이다. 사이렌의 목소리가 자연 바깥

의 것이자, 인간의 것이 아닌 소리를 지닌 것과 여성들이 내는 야만적인 음악은

상통하는 데가 있다. 소르주의 무기력에 가까운 피로감은 여성의 육체가 지닌

활력과 대비된다. 대개는 클라이막스에 등장하는 심벌즈의 연주에 맞추어 튀어

오르듯이 불타오르고 절규에 가까운 비명 소리는 성적으로 들뜬 쾌락적인 상태

를 연상하게 만든다.

소르주의 시선은 루이즈를 향해 옮겨간다. 폭발하는 소음들 속에서 소르주는

루이즈를 바라본다. 군중의 소음 뒤에 루이즈의 미소를 보는 소르주의 시선이

그려진다. 소르주는 그녀가 붉은 루즈를 바를 것을 기대한다. 육체성이 배제된

목소리, 혹은 소음이 소르주에게 욕망의 대상이 되는 장면들은 여러 번 등장한

다.

작가가 욕망하는 여성은 거울에 비친 전신이 아니라 조각나고 분열된 일부로

237) TH, pp.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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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드러난다. 여성 전체가 아니라 여성의 일부만 욕망이 되고, 그 욕망이 되는

부분 대상들은 목소리와 함께 결합하여 그를 호명한다. 이미 앞의 ‘덫의 환상’에

서도 언급했듯이, 손을 본 뜬 조각, 무한을 바라보는 텅 빈 시선, 목소리, 그리

고 여성이 가지고 있는 옷감과 루즈, 리본 등의 붉은 색감이 그를 끌어들인

다.238) 붉은 색은 그 중에서도 블랑쇼의 텍스트에서 욕망의 신호로 빈번하게 등

장하는 소재이자 루이즈의 상징처럼 각인되어 있다.

소르주가 독립하기 전 어머니와 루이즈가 살고 있는 집으로 돌아온 날 아침,

아직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때 루이즈가 방에서 내려와 소르주의 방으로 들른

다. 그때의 루이즈가 입고 있는 붉은 색은 이질적이고 난폭한 감정을 촉발하면

서239) 소르주의 시선을 끈다. 특히, 여동생인 루이즈에게서는 다른 여타의 여성

들과는 다르게 목소리와 육체성이 분리될 수 없는 독특한 관계를 형성한다. 루

이즈의 붉은 원피스에는 사이렌의 목소리가 덧입혀진다. 루이즈의 존재는 그녀

가 입은 붉은 옷에서 나는 소음으로 인지되고 그 소음을 따라가게 만든다.

L'étoffe rouge, redevenant visible, passa avec un léger bruit d'arbre en 

arbre. Étrange bruit que ce bruit d'étoffe. Il m'entraînait. Je me levai 

pour le suivre.240)

다시 눈에 들어온 붉은 옷감은 가냘픈 소음과 함께 나무 사이를 지나갔다. 옷

감에서 나는 소음은 정말 이질적이었다. 소음은 나를 이끌었다. 나는 그 소음

을 따라가려 몸을 일으켰다.   

238) 몇몇 연구자들은 블랑쇼 소설들에 나타난 여성의 이미지들 속에서 페티시즘과

마조히즘의 특성이 드러남을 지적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임상적 진단에

동의하지 않는다. 텍스트는 작가의 심리적 병리를 기록해놓은 보고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마조히즘이나 페티쉬의 현상은 텍스트가 작가의 통제권을 벗어나서 만

들어내는 이미지들의 일부이자, 텍스트 밑에 잔존하는 더 근원적인 무의식적 환

상을 구성하는 요소들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텍스트의 욕망에 의해 재구성된 무

의식적 환상은 언제나 유동적이며 임상적 범주의 경험적 사례들을 넘어선다.

239)"Louise descendie dans mas chambre. Elle portait une robe rouge, étrange

rouge, sombre, et violent. Marchant à deux pas, devant moi, elle me fit

traverser la salle, puis une autre, plus grande, et entrer dans le vestibule. Je

la suivais, regardant ce rouge si étrange. 루이즈가 내 방으로 내려왔다. 그녀는

붉은 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것은 어둡고도 난폭한 낯선 붉은 색이었다. 두

걸음쯤 다가와서 그녀는 거실을 통과하여 좀 더 넓은 다른 방으로 안내했다. 그

리고는 현관으로 들어가게 했다. 나는 그 이질적인 붉은 색을 바라보며 그녀를

따라 들어갔다." in TH, p. 55

240) TH, 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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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르주의 귀에 들리는 소음은 귀의 이명처럼 가냘프면서도 붉은 색의 이질성

때문에 난폭하고도 위협적이다. 여성의 위협성은 주체의 균열을 알리는 위험 신

호와도 같다. 위협적인 이 붉은 색은 불안의 감정을 야기하지만 동시에 그 위협

속에 놓였을 때만 욕망이 촉발되기 때문이다. 루이즈와 소르주 앞에는 근친상간

의 금기라는 모종의 벽이 존재한다. 소음은 그 경계를 넘어 들리게 하는 것이

다. 소음은 호명과 동시에 금기 위반을 경고하는 위험 신호이자 억압된 충동의

지각이다.

이와 같은 충동과 위험은 붉은 거미의 기억과 연결된다. 붉은 천의 루이즈는

어린 시절 사이프러스 나무 가지 위에 있던 작고 붉은 거미의 기억이 덧입혀진

표상이다. 소르주는 어린 시절의 루이즈가 붉은 거미를 닮았음을 이야기 한다.

젖은 잎 위로 물러나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미의 모습은 이상하면서도 귀여운

이질적이고도 특별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소르주는 그 거미를 만지려다 으스

러뜨려 버렸다.241) 존재를 원하는 것과 존재를 죽게 만드는 것은 경계를 맞대고

있는 일이다. 루이즈의 붉은 옷에서 나는 위험 신호는 아직 실을 잣지도 못하는

어리고 작은 거미를 손으로 압사했던 기억과 무관하지 않다. 소음을 내는 건장

한 여성들 사이에서 루이즈는 유독 작고 가련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가족의 기

억 속에서도 마찬가지다.

A cet instant, je me rappelai soudain quelque choses, une scène: elle 

me revint tant de force et je l'avais si complètement oubliée qu'il me 

semblait y assister seulement maintenant. Cela se passait vers quatre 

heure de soir. J'avais ouvert une porte et j'aperçus Louise debout au 

milieu de la pièce, les mains derrière le dos, terriblement maigre, un 

maigre fantôme de cinq ans, et à quelque pas, ma mère la menaçait, le 

poing levé, d'un geste de dépit et de rage. je vis cela une seconde, 

deux secondes; je voyait Louise, la figure noire, pitoyablement maigre, 

et impassible, d'une impassibilité sans âge, hors du temps, et en face, 

le poing de ma mère, la majesté de ma mère réduite à cette menace, 

pitoyable elle aussi, plus impuissante devant ce morceau d'étoffe rouge 

que devant le masque de son propre crime.242)

그 순간 갑자기 무엇인가가 떠올랐는데, 그것은 한 기억의 장면이었다.: 그 장

면은 나에게 엄청난 위력으로 돌아왔고 나는 그 기억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어

서 단지 지금 목격한 것처럼 여겨졌다. 그 일은 새벽 네 시 쯤에 일어났다. 나

는 방문을 열었고 루이즈가 방 한가운데에 서있었다. 손을 등 뒤로 숨기고. 너

무나도 마른, 바싹 마른 다섯 살 아이의 환영이 있었다. 몇 발자국 앞에, 어머

241) TH, p. 62.

242) TH, p.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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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울분과 격분에 차오른 몸짓으로 주먹을 든 채 그녀를 협박하고 있었다. 

나는 그 광경을 일, 이초 쯤 바라보았다. 검은 형상의, 가엽게도 비쩍 마른 루

이즈가 아무런 감정적 동요도 없이 서있었고, 정면에서 주먹을 든 어머니가 있

었다. 나이에 맞지 않은 루이즈의 무덤덤함이란, 시간을 넘어선 것이었다. 협박

으로 축소된 어머니의 위풍당당함 역시 불쌍하게도, 스스로 저지른 범죄의 얼

굴보다 붉은 천 조각 앞에서 훨씬 무기력해졌다.  

새벽에 바싹 마른 다섯 살의 루이즈 검은 형상은 주먹을 든 어머니의 위력

(majesté) 과 대조를 이룬다. 소르주의 눈에 의해 그려진 루이즈의 모습은 동정

심과 애정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어린 아이를 위협하는 어머니의 격분은 그가

‘crime’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만 보아도 소르주에게 오랫동안 분노를 일으킬 만

한 사건이었음을 알 수 있다. 가족은 언제나 소르주의 과거 속에 화석화되어 있

는 대상들이다. 가족이 과거라는 시간적 단절을 뚫고 현재 속으로 돌아오는 것

은 소르주에게 매우 거북한 일이 된다. 그런데 루이즈 만큼은 과거의 모습 그대

로 현존한다. 뿐만 아니라 그가 잊고 지냈던 과거의 기억들을 재구성하여 들려

주는 특별한 역할을 한다. 소르주는 작고 가련한 붉은 거미 상태의 루이즈의 모

습을 욕망한다. 작고 어린 루이즈의 모습을 욕망하는 것은 어찌보면 일찍 남편

을 잃은 너무나도 앳된 모습의 어머니를 사랑했던 기억과 연결된다. 다시, 오케

스트라의 연주 소리가 들리는 카페의 장면으로 돌아가보면, 소르주는 루이즈가

붉은 거미의 모습을 하고 있기를 바란다. 작은 손가방에서 루즈를 꺼내 바르기

를 기대하다 화장하지 않은 모습을 보고 그녀를 비난한다.

-Comme tu es mal habillée, ma pauvre Louise. Pourquoi maman ne 

t'achète-elle pas d'autre robe? Tu as l'air d'avoir trente ans.[...] 

-Que se passe-t-il? Maintenant je m'en rends compte, toute 

l'après-midi j'ai été gêné par cette impression. Je n'arrivais pas à te 

regarder, j'avais le sentiment de quelques chose de désagréable, de 

pénible. Pourquoi t'habille-t-on en pauvresse?[...] Je te trouve un air 

bizarre. Es-tu malade? Me reproches-tu quelques chose? Tu es là, nous 

ne nous disons rien.[...] 

Je voulus lui dire comme toute son attitude exprimait une réserve 

humiliante. Elle me regardait avec une affectation de regard juste, 

comme si j'avais agi d'une manière fautive et condamnable. C'est cela 

qui la vieillissait, la faisait paraître autre temps. Elle avait un air 

arriéré, elle prétendat me faire regarder en arrière, moi aussi. J'appelai 

une petite fille qui portait une corbeille de fleur et lui achetai un 

bouquet de violette.243)

“어쩌면 이렇게 심하게 옷을 못 차려 입을 수 있니, 가엾은 루이즈. 왜 엄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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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에게 다른 옷을 사주지 않는 걸까? 한 서른은 되어 보이는 구나. [...]도대체 

무슨 일이야? 지금 나는 나 나름대로 생각해봤어. 오후가 될 때마다 나는 이런 

감정 때문에 불편해졌어. 도무지 너를 쳐다볼 수가 없고, 나는 무엇인가가 불

쾌하고 견디기 힘든 감정에 빠졌어. 왜 가족은 너에게 그렇게 남루한 옷을 입

히는 거지?” 그녀는 나에게 시선을 고정시켰다. 거의 비난하는 투로. 

“오빠는 너무 과장되게 말하고 있어.” “난 네가 더 이상해. 어딘가 아픈거니? 

지금 나를 비난하는 거야? 너는 바로 여기 있지만 우린 아무 대화도 나누지 않

았어.”

[...]나는 그녀의 모든 태도가 굴욕적인 조심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말하고 싶었

다. 그녀는 정의로운 체하는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마치 내가 야만적이고 

비난받을 만하게 행동 했다는 듯이. 그것이 바로 그녀를 늙게 만들고 다른 시

간 속에 나타나게 만드는 것이다. 루이즈는 먼 과거에 있었다. 그녀는 나로 하

여금 과거를 바라보게 만들었다. 나는 꽃바구니를 들고 있던 작은 소녀를 상기

해냈고 그녀에게 제비꽃다발을 사주었다.   

루이즈에 대한 애정은 어머니에 대한 비난으로 표현된다. 루이즈는 과거를

형상화하는 인물이다. 소르주에게서 ‘과거’의 일은 단지 시간적 간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소르주는 과거의 일정부분에 고착되어 있다. 그 고착은 현실적 원

칙에 의해 계속해서 거부되고 있지만 무의식에 토대를 둔 욕망은 언제나 그를

과거의 형상을 고수하게 만든다. 루이즈는 과거의 가족의 형상을 표상해야만 하

는 인물이다. 루이즈는 소르주의 잊힌 과거의 상기를 돕는 단 한명의 가족이다.

어머니는 간헐적으로만 등장하며 시선, 목소리 등의 불분명한 부분적인 이미지

로만 남아있다. 소르주의 파편적인 과거를 재구성하는 일은 루이즈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루이즈에 대한 애정은 어리고 작은, 하지만 아리따운 붉은 색을 띤

거미의 형상을 연상할 때만 지속된다. 그녀에게 제비 꽃다발을 사주는 행위는

현재의 루이즈에 대한 애정이 아니라 과거의 루이즈를 상기하기 위한 수단이다.

소르주는 루이즈에게 계속해서 과거 속의 젊음을 요구한다. 작고 아름다운 붉은

거미 루이즈를 나이들고 속되게 만드는 것은 그녀를 돌보는 어머니와 새아버지

의 무신경함 때문이다. 젊고 아름다운 루이즈의 모습에는 소르주의 기억 속에

각인된 젊고 아름다운 어머니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다.244) 그녀의 아름다운 모

습은 재혼을 통해 새 후견인에게 양도되었고 소르주는 고착된 환상 속에서 더

이상 그녀를 욕망할 수 없게 되자, 어머니는 고착된 환상의 담지자의 지위에서

추락한다. 어머니를 빼앗아간 새아버지의 인색함은 소르주가 욕망하는 루이즈의

형상을 망가뜨린다.

243) TH, pp. 22~23.

244) “Elle a gardé longtemps un air de jeunesse extraordinaire.”in TH, p.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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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르주 주변의 여성성의 문제를 논의할 때마다 억압의 시초이자 원형적인 환

상의 담지자인 어머니의 문제가 제기된다. 어머니의 형상은 블랑쇼의 텍스트들

속에서 특권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그러나 그러한 모성의 지위란 숨겨진 차원에

서만 작동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는 다음 장에서 블랑쇼의 텍스트의

중핵이 되는 어머니의 문제에 좀더 가까이 다가가기로 한다.

Ⅱ-3-2-2-2. '폐제된(forclus)'245) 어머니

블랑쇼가 1948년에 발표한『하느님』은 가족관계와 주인공의 어머니를 직접

적으로 형상화한 처음이자 마지막 작품이다. 고통스러운 가족 관계의 중심은 모

두 어머니를 관통하여 짜여진 것들이다. 어머니에 대해 언급한 분량은 매우 적

은 편이고 간헐적으로만 등장하지만 블랑쇼 소설이나 레시(Récit)에 등장하는

여러 여성 등장인물들의 속성을 규정하는데 참고할 만하다.

Avoir une famille, je savais ce que cela voulait dire. Parfois, je n'en 

avais aucune idée, je travaillais, j'étais utile à tous, nous étions proches 

les une des autres. Mais brusquement, il se passait quelques chose: je 

245) ‘폐제(forclusion)’는 프로이트가 억압(Verdrängung)과는 다른 개념의 특수한 방

어기제의 의미로 사용한 배제(Verwerfung)의 의미를 라캉이 거부refus나 배척

rejet의 의미로 사용하다 56년에 와서 ‘저당물에 대한 반환권 상실’이라는 뜻의

‘forclusion’을 제시하게 된다. 라캉이 이 개념을 전면에 사용하게 된 계기는 57년

에 와서, 정신병의 구도에서 ‘아버지의 이름(Nom du Père)’이 상징계에서 완전히

배척됨을 의미하면서부터다. 정신병의 구도에서 ‘아버지의 이름’에 관한 은유의

상실이 상징계의 메울 수 없는 구멍을 내게 되고 아버지의 이름을 강요하는 현실

과의 대면이 동일화할 수 없는 시니피앙과의 충돌로 발병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논문에서 어머니의 문제를 논의하는데 ‘폐제’의 개념을 차용한 것은 블랑

쇼의 텍스트에서 ‘어머니’란 인물은 텍스트 속에서 “주체를 일반적으로 구조화하

는 상징화 바깥에 놓여있을(ce qui a été mis hors de la symbolisation générale

structurant le sujet)”(Le séminaire III, p.58) 정도로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에 관한 내용은 라캉의 세미나 3권 (Le séminaire III: Les psychoses)의 56~58,

170~171에 설명되어 있으며, 아버지의 이름에 관해서는 같은 책의 344~345에 언

급되어 있다. 블랑쇼 텍스트에서 어머니를 대체하는 인물은 많으나 어머니 자체

는 거의 언급된 바가 없다. 게다가 매우 간헐적으로 미미하게 등장하는 어머니의

존재의 등장은 텍스트에 이질적인 균열을 가져다주고 어떤 표현으로도 설명될 수

없는 실질적인 간극으로 기능한다. ‘폐제’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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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uvais me retourner en arrière. [...]Je n'avais pas revu ma mère 

depuis plusieurs années. Je sentais qu'elle m'observait. -Tu n'as pas 

bonne mine. Elle me demanda pourquoi l'on avait tant tardé à les mettre 

au courant. -Dès que je l'ai pu, je vous ai écrit. J'ai eu une fièvre 

extraordinaire, rien que la fièvre. On attendait d'autres symptômes, mais 

il n'y avait pas. J'ai déliré, je crois. Au fond, je ne me sentais pas mal. 

C'est plutôt maintenant que je suis fatigué et déprimé.-Tu vis dans de 

trop mauvaises conditions. Ton logement, paraît-il, est un tombeau. 

Pourquoi ne reviendrais-tu pas à la maison?-Mon logement? Oui, mon 

logement y est pour beaucoup.[...]Cela venait de jadis. Ma mère était 

maintenant quelqu'un d'autrefois, une personne monumentale, qui pouvait 

m'entraîner à des choses absolument folles. La famille, c'était cela. Le 

rappel des temps antérieurs à la loi, un cri, des paroles brutes venues 

du passé. Je regardais ma mère, elle me fixait avec une expression de 

gêne. -Retournez chez vous, dis-je. A demain.-Mais voyons, qu'as-tu? 

Nous venons à peine d'arriver. Elle se mit à pleurer. Ses larmes 

obscurcirent mon malaise.[...]246)

가족을 이룬다는 것, 나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있다. 예전에는 가족

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 나는 일하고 있었고 모든 이에게 필요한 사람

이었으며 사람들과 서로 가깝게 지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도, 무슨 일인가가 

일어났고 나는 과거로 돌아가야만 했다. 병원에서 나의 어머니와 누이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거북했다. 어머니를 다시 본지는 여러 해가 지났다. 

어머니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안색이 좋지 못하구나.” 

어머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소식을 늦게 전해주었는지를 물었다. 

“제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자마자 편지를 쓴 거예요. 평상시와는 다르게 열

이 많이 났어요. 그저 열이 난 것뿐이에요. 사람들은 다른 증상일 거라고 예상

했지만 다른 건 없었어요.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나는 상태가 괜찮

아졌어요. 오히려 지금이 피곤하고 지쳤어요.” “네가 열악한 조건에서 살아서 

그런 것 같다. 네가 묶고 있는 집은 마치 무덤 같아. 왜 집으로 돌아오지 않

니?” “제 집이요? 저는 거기서 지내기 충분해요.” 

[...]옛날부터 그랬다. 나의 어머니는 예나 지금이나 나를 완전히 미치게 만들

어버리는, 엄청난 사람이었다. 가족은 바로 이랬다. 위반하는 과거의 호명, 비

명, 과거로부터 온 가공되지 않은 말들. 나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거

북스러운 표현과 함께 내 얼굴에 시선을 고정했다. 

“댁으로 돌아가세요, 어머니. 내일.”“하지만 너는 어쩌고? 우린 방금 도착했단

다.” 

어머니는 울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물은 나의 병을 더 악화시켰다.[...]

『하느님』에서 어머니와 가족에 관하여 언급한 부분은 이 정도가 거의 전부

라고 할 만큼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언급에서 몇

246) TH, pp.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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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사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가족은 화자인 소르주에게 ‘과거’의 일이

다. ‘antérieur’, �autrefois�, ‘en arrière’ 등의 단어가 반복 되는 것을 보면 확

실히 가족이라는 사적인 영역 속의 인물과 가 사회적 인간형으로서의 소르주는

확실히 다른 인간형으로 서술되고 있다. 공적 영역에 시민으로 존재하는 소르주

는 ‘일 하며’, ‘모두에게 필요한’, 그리고 ‘원만한 인간관계’의 소유자다. 반면에

가족은 현재의 삶과 단절된 과거의 인물들이자, 현재의 삶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는 좀 더 서술된 뉘앙스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일에 몰두하고 모두가

필요로 하는 그의 사회적 면모는 결코 긍정의 의미만으로 읽어낼 수 없다. 그것

은 시청 직원이자 시민으로서의 소르주가 내면화한 사회적 가면이다. 자신의 욕

망이라기보다는 훈육된 사회 가치를 내면화한 결과물이다. 그의 훌륭한 인성은

현대 관료제의 요구에 순응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도시의 보잘것없는 공간에서

의 삶을 감내하는 소시민의 태도를 내면화한데서 나온 것이다.

반면에 가족들은 애써 쓴 가면을 벗겨내는 원초적인 역할을 한다. 과거의 표

상인 가족 이미지는 어머니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거북한 (gêne)’ 감정의

근원지는 과거이자-본래적인 인간 앙리 소르주를 요구하는 어머니에게 있다. 어

머니에게서 소르주의 집은 ‘집(maison)’이 아니라 거쳐 가는 의미의 ‘숙소

(logement)’이자 병자들의 종착지인 ‘무덤 (tombeau)’일 뿐이다. 어머니는 소르

주에게 집으로 돌아올 것을 종용한다. 집은 어머니의 이미지 자체와 연결되어

있다. 도시에서의 삶은 일시적일 뿐, 어머니는 시골의 집을 소르주가 언젠가는

돌아와야 할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가족은 계속해서 이미 ‘떠나보내기’를 통

해 형성한 심리적 경계를 예고 없이 넘나드는 거북한 존재다. 과거의 호명은

말 그대로 위반적인(à la loi) 것이다. 가족과의 대면은 갑작스러운 병에 의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 하나의 우발적인 ‘사건’으로 기능한다.

여기에 더하여 어머니의 시선과 흐느낌은 특별한 효과를 야기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불안’의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하게 된다. 이미 떠났던 집으로 돌아오기

를 간청하는 어머니의 실현 불가능한 요구 뒤에 어머니의 욕망을 대면한다. 어

머니의 욕망은 비명(cri), 가공되지 않은 말 (parole brute)과 눈물(larme)을 통해

현실화 된다. 이 앞에서 주인공은 갑자기 난입한 과거의 급습에 당황한 채로 정

지 된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언제나 심리적 경계선을 넘고 위반하는 역할을 한

다.

『하느님』에서 어머니는 언제나 ‘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는 사람’으로 나

타나있다. 어머니의 눈물은 화자를 언제나 ‘미치게’ 만들거나 ‘환장하게’ 만든

다.247) 소설 속에 나타난 어머니는 불가능한 감정을 요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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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신의 시선 속에 화자를 가두기 바라며, 그것을 모성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인식한다. 그녀에게서 ‘감시하다(혹은 지켜보다) surveiller’ 와 보살핌 ‘soigner’

는 같은 의미다.248)

어머니의 문제는 소르주의 현실적 삶과는 전혀 다른 맥락에 있다. 어머니의

시간은 과거에 정지되어 있다. 『하느님』의 첫 장면은 소르주가 병원에 입원하

여 가족과 대면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어머니는 그 때도 소르주에게 집으로 돌

아오기를 요구했고 소설이 약 60장 쯤 전개된 시점에서도 똑같이 소르주에게

자신의 보살핌을 받을 것을 요구한다. 가족과 함께 한다는 것은 과거에 함몰된

시간 속에 놓이는 것이다.

블랑쇼 연구자 아르튀르 쿨스는 블랑쇼의 여성성을 다룬 그의 논문 「붉음,

밤. 글쓰기의 핵심으로서의 여성성으로의 회귀 (Le rouge, la nuit. Le retour

du féminin comme source de l'écriture)」에서 『하느님』에 등장하는 어머니

의 모습은 블랑쇼가 『문학의 공간』에서 언급한 유년기를 특징짓는 매혹의 지

배와 유년기와 연결된 유일한 존재로서의 어머니 상249)과는 상반되는 인물이라

지적했다.250)『하느님』에 등장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무력함의 표상이자 『아미

나다브』에 등장하는 하녀 바르브 (Barbe)와 같은 인물의 변용이라 언급한다.

다른 한 편으로, 욕망의 대상이 되는 여성상을 대리하는 인물로는 여동생 루이

즈(Louise)를 지목한다. 『알 수 없는 자 토마』에 등장하는 안느(Anne)나『아

미나다브』의 뤼시(Lucie)의 이미지들은 그대로 루이즈에 투영되었다는 것이

다.251) 특히, 욕망의 대상인 변덕스러운 여성의 이미지들은 높은 곳에 올라서서

명령하는 장면을 공유하고 있다는데 주목했다.

우리는 분명, 다르게 변주된 여성들의 존재를 블랑쇼의 텍스트 속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여동생과 어머니의 범주를 동일선상에서 해석한다는 것은 들뢰즈가

그의 저작에서 강하게 비판했던 것과 같이252) 오이디푸스 중심의 정신분석적

247) “Je l'entendis pleurer. Ses larmes aussi me jetaient hors de moi.” in TH, p.

60.

248) “-Pourquoi dis-tu cela? J'ai parfois peur pour toi. C'est vrai, tu nous fais

peur. Tu es trop seul, tu es si souvent malade. Un jour, j'apprends que tu as

passé plusieurs semaines à la clinique. [...] Tu as besoin d'être surveillé,

soigné.[...]”, in TH, p. 61.

249) EL, pp. 30~31.

250) Arthur Cools,「Le rouge, la nuit. Le retour du féminin comme source de

l'écriture」in L'oeuvre du feminin dans l'écriture de Maurice Blanchot,

Éditions Complicités, 2004, p. 118.

251) 같은 책, p. 118.

252) 들뢰즈는 그의 저작, 『카프카 (Kafka)』에서 정신분석적 비평 방식을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누이, 하녀, 창녀의 세 가지 요소가] 그 전체로서만 [결집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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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해가 지닌 환원적인 방식에 안주하는 것이다. 분명, 여동생은 어머니를 주인

공에게서 차단하거나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거나 성적으로 유혹적인 대상으로서

존재한다. 다른 질적 속성을 지닌 계열들이 텍스트 상을 가로지른다.

하지만 이 계열들은 분명 텍스트 밖의 작가의 현실과 접목되는 ‘실재’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더구나 블랑쇼의 소설들에서 어머니와 여동생의 이미지들은

소설마다 교차되거나 혼재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어머니-누이의 계열이 설사 분

리되어 있다 할지라도 여성성을 통해 드러나는 삼켜지고 뜯겨지는 구순 환상의

반복적 제시와 죽음충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우리가 블랑쇼 텍스트 속에서 주목하는 것은, 모든 언어의 특권을 해제하는

중성성(neutre), 혹은 중성적 미결정성을 위반하는 최초의 대상, 원초적인 자아

의 흔적이 텍스트 내에서 어떻게 향유되고 있는가의 문제다. 라캉은 모든 기호,

의미, 담론의 뚜껑을 여는 열쇠로 아버지의 이름을 사용한다. 부권의 부재는 기

호를 구성하는 압축 기능을 실패하게 만들고 음성적인 이미지/시각적인 이미지

사이의 견고성은 무너진다. 블랑쇼의 텍스트들 속에서 아버지는 철저히 부재하

고, 내부로 침투하고 난입하는 불만족스러운 어머니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로 남아 텍스트들을 떠돈다.

블랑쇼의 텍스트들 속에서는 주체의 ‘안’과 ‘밖’이 불안정한 경계선에 시달리

며 비천한 몸을 내화하고, 청각과 촉각을 포함한 전신 감각을 통해 ‘공백

(vide)’ 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에 직접적인 의미 작용을 시도한다.253) 우리가 다

만] 유효성을 얻는다는 이 결합의 공식은 분열적 근친상간의 공식이다. 정신분석

학은 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두 가지 종류의 근친상간을 혼동

한다. 즉 정신분석학은 누이를 어머니의 대체물로 간주하며 하녀는 파생물로, 창

녀는 반동적 구성물로 간주한다. 그것은 ‘누이-하녀-창녀’의 그룹을 기껏해야 마

조히스트적 우회로 해석할 뿐이다. [...]결합의 공식을 수반하는 분열적 근친상간

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오이디푸스적이고 신경증적인 근친상간과 크게 대립된다.

후자는 영토성 혹은 재영토화인 어머니와 행해지는 근친상간이다. 분열적 근친상

간은 누이와 행해지는 것인데, 이때 누이는 어머니의 대체물이 아니라 어머니와

의 계급투쟁의 상대편이고 하녀와 창녀의 편이며 이러한 점에서 탈영토화의 근친

상간이다. [...]즉 미친 아버지와 과잉보호적인 어머니, 편집증 직전의 신경증적 아

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족적-부부적 원환에서 다시 시작한다. [...]”in Kafka,

Éditions de Minuit, 1975, p.120, pp. 121~122. 한편으로, 이와 같은 들뢰즈의 접

근 방식에 대해 바디우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경우(cas)와 계열(serie)을 통해

의미에 정박하지 못한 채, “차이를 반복하기 위한 차별화의 시도”에 불과하다.여

기에는 오히려 들뢰즈가 경도되어 있던 베르그송의 철학으로부터 이끌어낸 두 개

의 이분법적 계열을 설명하기 위해 작품을 끌어들였다는 것이다. 들뢰즈의 그와

같은 분석은 작품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무색하게 만든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관해서는 바디우의 저작 Deleuze: La clameur de l'Être, Hachette, 1997, pp.

60~61에 실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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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장에서 비천시된 육체의 문제를 다루는 이유 역시 이러한 문제의 근원이 최

초의 대상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소설에서 어머니는 매우 짧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지만 한 가지 형상으로 규

정할 수 없는 다양한 면모를 지닌 존재로 나타난다. 여기서도 과거와의 단절의

문제는 매우 명확한데, 유년 시절, 어머니에 대한 욕망이 억압을 통해 거북함으

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텍스트 곳곳에 숨어있다.

Je sentis ses yeux se tourner vers les miens. De très beaux yeux, me 

semblait-il, des yeux d'un autre pays, pâles, d'un bleu distant qui 

appelait la lumière. Maintenant, je n'en recevais qu'un mouvement 

trouble et avare.254)

나는 어머니의 시선이 내 쪽으로 향하는 것을 느꼈다. 그 아름다운 두 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나에게는 이국적으로 느껴질 만큼 창백하면서도, 빛을 끌어들

이는 아득한 푸르름을 간직한 눈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눈에서 흐릿하고 인

색한 움직임 밖에는 보이질 않는다. 

이 장면은 어머니의 시선이 지배적이었던 시기를 회상하게 한다. 어린 시절은

어머니의 눈에 완전히 매료되었음을 보여준다. 어머니의 눈은 마치 이국 사람의

눈처럼 신비롭고 아름다운 푸른 눈이었다. 그는 가족을 회상하는 대화에서 어머

니가 유달리 오랫동안 앳된 얼굴의 소유자였음을 언급했었다.255) 앳된 얼굴의

어머니는 소르주와 루이즈가 태어난지 얼마 되지 않아 죽은 아버지를 대신하여

생계를 책임져야 할 처지에 놓였다. 그녀는 결국 아버지의 옛 동료였던 고위직

공무원과 재혼한다.256)

여성들의 표상이 복잡하고 난해하게 등장하는 텍스트의 구조에 비해, 어머니

와의 관계구도는 비교적 통속적이고 평범한 편이다. 어머니의 앳된 얼굴을 회상

하는 소르주의 말 속에는 한 때 어머니에 대한 깊은 애착이 있었음을 확인해준

다. 『하느님』에 등장한 어머니의 과거는 비교적 명확한 가족적 억압의 구도를

보여준다. 애착의 대상이었던 어머니의 재혼으로 인해 아버지의 자리에 놓인

‘더 나쁜’ 아버지와의 전선이 성립된다. 게다가 새아버지는 국가 체제의 폭력과

통제를 정당화하는 인물로 등장한다.

화자는 과거와는 다른 어머니의 눈을 보고 있다. 창백함은 흐릿함으로, 신비

253) J. Kristeva, Pouvoirs de l'horreur, pp. 64~65.

254) TH, p. 61.

255) TH, p. 86.

256) 같은 책, 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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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움을 주던 푸른빛에선 인색한 성정을 느낄 뿐이다. 어머니의 눈이 변한 것은

화자가 어머니의 지배권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어머니는 지배권

을 잃고 추락한 비천한 존재가 된다. 어머니의 울음 섞인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창피함을 느끼거나257), 여동생 대신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관리인의 목소리로 착각한다.258) 어머니는 소르주가 곁에 머무르지 않는 것을

불평하며 여동생인 루이즈가 아들과 자신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방해하는 주범

으로 인식한다.259)

그러나 이러한 비천시 된 어머니는 언제나 다시금 억압의 경계망을 뚫고 소

르주의 삶 속으로 침투한다. 특히, 어머니의 시선은 화자를 동요시킨다. 누구의

시선일지라도 참아낼 수 있는 소르주는 어머니의 시선 앞에서는 침착성을 잃어

버리고 동요한다. 그 거북함이 눈에 보일 정도라서 어머니는 몰래 보는 것 외에

는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다.260) 특히, 금지된 시선의 문제는 『아미나다브』의

뤼시에게서 거꾸로 나타나는데, 뤼시는 토마와 연인이 된 후 “자신을 바라보지

말 것”을 둘 간의 계약 조건에 건다.261) 시선의 회피는 시선이 없는 눈을 욕망

하는 장면과 연관이 없지 않다.

<<Regarde-moi.>> Sa tête, en effet, se souleva entre mes mains et, 

aussitôt, à trois ou quatre pas de moi, je la vis encore, cette flamme 

morte et  vide de ses yeux. De toutes mes forces, je la fixai et elle 

aussi paraissait me fixer, mais à l'infini derrière moi. Alors, quelque 

chose en moi se leva, je me penchai sur elle et lui dis.262)  

“나를 봐.” 그러자 내 두 손 안에서 그녀의 머리가 들렸고, 곧바로 나는 서너 

걸음 떨어진 곳에서 다시 한 번 그녀 두 눈 속의 죽은 텅 빈 불꽃을 보았다. 

온 힘을 다하여 나는 그녀를 주시했고, 그녀 역시 나를, 그러나 무한히 나의 

뒤쪽을 쳐다보는 것 같았다. 그러자 내 안에서 무엇인가 일어났다. 

대상을 응시하지 않는 시선만이 그를 자극하고 대상으로 다가가게 만든다.

257) “Ses larmes filtraient à nouveau, à travers sa voix, en faisaient quelque

chose de honteux, d'ancien, une voix de pleureuse.”, in TH, p. 61.

258) [...]Mais quelqu'un d'autre me répondit; en entendant cette voix, je pensai. :

c'est la concierge; je savais pourtant que c'était ma mère. Doucement, je

raccrochai l'appareil et sortis. in TH, pp. 28~29.

259) TH, p. 60.

260) TH, p. 59.

261) Ab, p. 254.

262) AM, pp. 111~112.



- 150 -

이 죽은 시선들은 사실은 대상 너머를 응시하는 시선이다. 서술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 스스로도 죽음의 불꽃을 지니고 또한 사물 너머의 무한한 곳을 향한

다. 『아미나다브』에서도 죽어있는 시선에 관한 비슷한 패턴들이 발견된다. 화

가가 제멋대로 그린 토마의 초상에서 살아있는 것은 바로 시선, 눈이다. 이 눈

의 시선은 죽어있는 채로 빛나는 역설적이고도 기묘한 눈인데 이 눈은 잔해와

폐허의 표정을 부여한다. 블랑쇼 소설에서, 완료된 죽음이 아니라, 죽음의 길목

에 서있는 존재들은 공포와 매혹의 이중적인 대상들이다. 이 대상들의 중심에

어머니가 존재한다.

소르주를 언뜻언뜻 스치는 회상에서 어머니는 위협적인 인물로 나타났다. 앞

장에서도 언급했듯이 어머니의 표상은 협박하는 주먹으로 축소되어 기억된다.

뿐만아니라 어린 시절 추락 사고는 어머니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Quel âge avais-tu quand j'ai quitté la maison?-Douze ans.-Douze ans! 

C'est donc à Douze ans que tu m'aurais lancé cette pierre, dis-je en lui 

montrant ma tempe. Elle secoua la tête.-Comment non! Je creusais un 

trou. Tu te tenais sur le bord. Tu as pris une pierre, un morceau de 

brique, et tu l'as lancé au moment où je me relevais.  Elle continua à 

secouer la tête. -Tu sais bien, dit-elle, qu'étant petit, tu as fait une 

chute: maman t'a laissé tomber.263)

내가 집을 나갔을 때 네가 몇 살이었지? -열 두 살. -열 두 살이라니! 나는 루

이즈에게 내 상처를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열 두 

살 때면 네가 나에게 돌을 던졌던 나이었잖니. 아니지 참. 나는 구덩이를 파고 

있었어. 너는 그 구덩이 가장자리에 있었고. 네가 벽돌 조각 같은 돌을 집었는

데 그것을 나한테 던졌었지. 내가 올라가려는 순간에. -잘 아네. 오빠 어렸을 

때 오빠가 떨어진 적이 있었지. 엄마가 오빠를 밀쳐버렸기 때문이지.   

『하느님』에서 여성들은 모두 주인공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인물들이다. 특히

나 이 둘의 폭력은 모두 주인공을 구덩이에 갇히게 하거나 아래로 추락하게 만

드는 것이다. 구덩이를 파는 장면은 우리로 하여금 금세 『알 수 없는 자 토

마』의 초반에 무덤을 파는 행위를 떠올리게 만든다. 그 장면은 죽음이라는 한

계 체험을 표현하기 위해 설정된 것으로, 자신의 몸과 똑같은 크기의 구덩이에

서 공백과 부재성의 경험을 형상화하여 제시했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소설

속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죽음의 체험이 애정이라는 또 다른 면모와 결합된

광폭하고 위협적인 관계성과 연결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강박적인 반복 안

263) TH, 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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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늘 외상적인 경험이 중핵을 차지한다. 언표로 이분화될 수 없는 관계는 존

재에 관한 사유 자체에 수수께끼처럼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남아있다.

자신을 위험에 빠지게 하는 어머니, 돌을 던져 상처 입히는, 그러나 성적으

로 유혹하는 어린 누이264), 누이의 차갑고 메마른 시선 속에 숨겨진 욕망, 어머

니의 무력한 울음 섞인 목소리 속에 담긴 요구 등은 계속해서 ‘알 수 없는 영

역’에 대한 글쓰기를 부추기는 동력원으로 작용한다. 이들은 그야말로『하느

님』이라는 텍스트 바깥에 존재하는 동일적 질서의 교란자들이다. 특히 소르주

의 여동생은 알 수 없음을 더욱 가속화시킨다. 경멸적이며(mépriser), 증오심에

차 있고(haineuse), 이상하지만(bizarre) 애착을 놓을 수 없는(attaché)존재다.265)

블랑쇼의 덫의 환상의 중핵은 나쁜 대상을 간직한 모성, 혹은 모성으로부터

출발한 여성성이 지배한다. 그리고 이 대상들과의 결합을 시도한다. 그 결합의

결과는 죽음의 체험이다. 죽음이란 완료성의 사건이 아니라, 죽어가는 과정의

체험으로 나타난다. 그 체험은 무덤 속의 공간에서 빈 공백이 육체성을 지니고

실체화되어 토마를 괴롭히듯, 점액질로 뒤덮인 흙 속에 파묻혀 호흡을 멈추게되

는 흡착의 체험으로 나타난다. 소르주가 자신이 살던 집으로 휴가를 받아 돌아

간 날, 루이즈는 그를 예전에 와본적이 있었던 작은 성채 옆의 동굴 같은 공간

으로 데려간다. 무덤처럼 어두운 그곳에서 루이즈는 소르주를 무릎 꿇렸다가 다

시 눕힌 채 마치 맹세를 속삭인다. 그녀의 입을 통해 나오는 목소리는 액화되어

소르주에게 들린다(흘러간다). 루이즈가 발설한 단어는 땀과 물로 액화되어 흘

러 소르주에게 스며든다.

<<Tant que je vivrai, vous vivrez, et la mort vivra. Tant que j'aurai un 

souffle, vous respirerez, et la justice respiera. Tant que j'aurai une 

pensée, l'esprit sera ressentiment et vengeance. Et maintenant, je l'ai 

juré: là où il y a eu une mort injuste, il va y avoir une mort juste; là 

où le sang s'est fait crime dans l'iniquité, le sang va se faire crime 

dans le châtiment; et le meilleur devient ténébres pour que le jour 

manque au pire.>> J'entendis cette voix échevelée et basse parce que 

je l'avais déjà entendue; et les mot écumant sur sa bouche et, comme 

l'écume mouillant le coin de ses lèvres, coulant devenant de la sueur et 

de l'eau, je les avais entendue.266)

“내가 살아있는 한, 당신 또한 살아있을 것이고, 죽음조차 살아 있을 겁니다. 

나에게 숨이 남아있는 한, 당신 역시 숨을 쉬며, 정의가 숨을 쉴 겁니다. 내가 

264) TH, pp. 73~74.

265) TH, p. 87.

266) TH, p.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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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생각을 하는 한, 정신은 원한과 원한에 대한 복수만을 생각할 것이며, 지

금, 나는 맹세합니다. 부당한 죽음이 발생한 곳에 정당한 죽음이 있을 것이며, 

흘린 피가 부정한 범죄가 된다면, 피는 그것을 징벌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를 

것이고, 최악이 되지 않기 위한 최고는 어둠이 되는 것이다.” 나는 낮고 광적

인 목소리를 들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그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기 때문이

다. 그녀의 입 위에서 목소리는 거품처럼 단어들을 내뱉고, 마치 거품처럼 입

가를 적시고, 흐르고 땀과 물이 되는 그것들을 나는 들었다. 

루이즈의 목소리는 소설이 구현하고자 하는 비권력의 권력, 즉 부권적 질서

의 틀을 가로지르는 핵심적인 형상을 하고 있다. 액화된 목소리의 이미지는 소

설에서 중요한 시점에 반복되어 나타난다. 소르주는 착란 속에서 온 몸이 점액

으로 뒤덮인 진흙에 휩싸이는 체험을 한다. 액화되어 흐르는 루이즈의 맹세하는

목소리는 이중화된 자신과 합일하는 동일적 환상을 체현한다. 블랑쇼의 소설에

서 육체의 부분적 기관이 과잉적으로 확대된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로 등장하는

것은 빈번한 일이다. 루이즈는 작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죽어감’의 대표적 무덤

체험을 직접적으로 실행하는 장본인이다. 이러한 루이즈의 액화된 목소리는 블

랑쇼의 텍스트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공포이자 욕망의 대상이 되는 여성적인

이미지들에 하나의 고정점으로 기능하는 요소를 갖추었다. 누워있는 소르주의

시각에서 올려다본 루이즈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액체의 이미지로 형

상화된다. 목소리를 통해 발설되는 단어들은 거품처럼 생성된다. 그 단어들은

말하는 입가를 흥건하게 적시고 땀과 물이 되어 소르주에게 떨어지는 듯한 이

미지들을 연상시킨다. 그리고 소르주는 무덤과도 같은 지하 동굴에서 물처럼 떨

어지는 단어들 속에 침잠한다. 거품처럼 단어를 내뱉는 루이즈의 입은 본 논문

에서도 언급했듯이 『알 수 없는 자 토마』의 책읽기 장면에서처럼 수액으로

가득 찬 암사마귀의 입처럼 달려드는 문자들을 연상시킨다. 루이즈는 유일하게

‘붉은 거미’의 애칭을 지닌 인물이다. 입에서 실을 잣는 붉은 거미와 수액으로

가득 찬 입으로 압도하는 암사마귀의 이미지들은 구순 가학적인 환상을 내포하

면서 여성적 기관에 대한 두려움과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고자 하는 욕망을 구

현한다.

여기에 더하여, 루이즈의 목소리는 벽 하나를 나란히 두고 입원해있는 동료

도르트가 죽어가면서 내는 기침 소리와 비명,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땀의 이미지

와 닮아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개인과 개인의 신체적-물리적 경계를 넘어 옮겨

붙고 물들이고 침잠하게 만든다. 전염병에 감염된 도르트의 기침소리와 신음소

리는 지울 수 없는 얼룩이 되어 병원의 벽과 모든 공간적인 제한을 넘어 병원

전체를 뒤덮는 물질이 된다.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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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여성과 여성의 목소리는 죽음을 연상시키는 불안의 대상이자 모든 배

치와 질서에 대한 전복적인 성격을 내재하고 있다. 블랑쇼의 텍스트 속에서 모

성은 숨겨져 있지만 여러 여성 인물의 부분적 속성을 통해 그 모습을 드러낸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소르주에게 죽음을 부여하는 ‘잔느(Jeanne)’의 일면을 검토

하기로 한다.

우리는 모성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부터 두 개의 이질적인 질서

속에서 그 어디에도 동화되지 못하는 소르주의 불안에 대해 언급했었다. 죽어감

의 체험은 평범한 일반인으로서의 자아가 경험할 수 없는 죽음 자체를 탐구하

는 근원적인 체험이다.

‘나’의 죽음은 국가 체제와 법에 의해 만들어진 무수한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하나의 기능체로서만 존재하는 ‘사회적 가면을 쓴 나’에 종말을 가하는

행위이다. “모두에게 필요한 사람이자 인간관계가 원만하며 일에 시달리는” 그

는 사회적 질서 속에서 가면을 쓴 자아의 표상이다.

<<Réfléchissez à ceci qui est terrible. C'est que moi-même, par bien 

des côtés, je ne suis qu'une figure. Une figure? Pouvez-vous pénétrez 

quelle manière de vivre, dangereuse, perfide, sans espoir, un tel mot 

suppose? Je suis un masque. C'est d'un masque que je tien lieu et, à ce 

titre, je joue un rôle de mensonge dans cette affabulation universelle 

qui, sur l'humanité trop complète de la loi, étale-ainsi qu'un léger 

vernis, pour en adoucir l'éclat-une humanité plus grossière, plus naïve, 

rappel des étapes antérieures dans une évolution qui, arrivée à son 

terme, tente en vain de revenir en arrière.>>268)

“이 끔찍한 것을 생각해보세요. 그게 바로 나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서든 나

는 하나의 외형에 불과합니다. 어떤 외형이냐고요? 무슨 수로 당신은 삶 속으

로 침투할 수 있습니까? 위험하고, 허구적이고, 희망도 없는, 그런 단어들이 가

정하는. 나는 하나의 가면입니다. 그것은 내 역할을 하는 가면일 뿐입니다. 보

편적인 플롯 속에서 이 가면을 통해, 너무도 완벽한 법적 인간성 위에서 -광택

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가벼운 유약처럼-더 대충, 더 순진하게 펼쳐진 인간성을 

거짓으로 연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간성은 시한이 만료되어, 헛되게 이전

으로 돌아가기를 시도하는 진화 과정 속의 이전 단계들을 환기하는 것입니다.”

가면을 쓴 자아는 삶의 생생함 그 자체로 침투해 들어갈 수 없다. 사회 속에

서 자아는 안이 텅 빈 가면을 쓰고 개별자로서 살아간다. 그 가면에 알맞은 거

267) TH, p. 188
268) TH, p.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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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 연극을 하면서. 하지만 그 연극은 완벽한 법적 질서가 만들어낸 인간형의 모

사물일 뿐이다. 모사물은 보편 질서를 넘어설 수가 없다. 그 누구의 연극도 인

간성이라는 개념에 부합한 이데아적인 인간성을 구현할 수 없다. 개별자의 삶은

사물의 진짜 광택을 오히려 누그러뜨리는 유약칠일 뿐이고, 진화의 끝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이전 단계들로 후퇴해버리는 와해된 삶의 형상들이다. 집으로

돌아오기를 요구하는 집요한 모성의 욕망을 피해 세워진 허상적인 인간형은 부

실한 무대 위의 가면극일 뿐이다.

소르주의 가면을 쓴 인생은 공교롭게도 그를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잔느에

의해 종말을 맞이한다. 잔느에 의한 죽음을 일컬어 피에르 클로소프스키는 자신

의 저작에서 하나의 자살과 같은 것이라 언급했다.269)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클

로소프스키의 해석을 반영이라도 하듯이 쿨스의 논문에서도 총을 들어 발사하

는 잔느의 이름을 ‘Je-anne’로 해체하여 자신의 죽음을 주는 존재로 해석한

다.270) 마치 이름의 철자가 가리키는 것처럼, 잔느 ‘Je-néan(t)’는 죽음의 위협을

주던 모성의 표상에 의해 가면이 벗겨지고�무(無)�로 돌아가는, 비천시된 대

상과 결합된 자아다.

그녀는 가면 속의 소르주가 아닌 진짜 존재를 부여하고자 한다.271) 잔느는 소

르주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생생한 삶(vivre) 속으로 침투하여 육체의 죽음

이라는 종말을 직접적으로 가한다. 이처럼 블랑쇼에게서 여성성과 모성성은 체

제에 귀속된 (전염병으로 뒤덮이고 테러로 붕괴된 국가의 전 시청 직원) 이름으

로 살아가는 사회적 질서를 교란하는 실재성을 부여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루이즈와의 동굴 체험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 바인데, 루

이즈의 맹세가 지니는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루이즈는 자신이

살아있는 한, 소르주 역시 살아있을 것이며, 정의가 살아있게 할 것이라고 말한

다. 그녀의 정신은 소르주를 지키며, 소르주에게 해악을 가한 자들에게 복수하

는 것만을 위한 것이다. 가족주의를 가장한 애정 속에는 국가 질서체제와는 다

른 법이 내재되어 있다. 루이즈에게 정의란 주체의 감정이 중화된 제도로서의

처벌이 아니라 부당함을 징벌하기 위해 범죄도 불사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루이

즈는 어둠으로 존재하기를 맹세한다. 소르주가 완전한 착란의 세계로 들어가 죽

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루이즈의 맹세는 그를 지탱해주는 허약한 개인의 질서로

기능한다.

269) P. Klossowski, Un si funeste désir, Gallimard, 1963, p. 172.

270) A. Cools, p. 127.

271) “-Maintenant, voici l'heure. Vous n'avez eu d'existence que pour moi, c'est

donc moi je dois prendre. [...] Personne ne sait qui vous êtes, mais moi qui le

sais, je vais vous perdre.”, in TH, p.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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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즈를 비롯한 『하느님』의 여성들은 일부분 ‘안티고네’의 속성을 나누어

가졌다. 오빠의 시신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자신의 순수한 욕망을 포기하지 않음

으로써 오히려 상징계에 작동하고 있는 아버지의 법의 허약성을 드러내듯이, 여

성의 목소리가 흘러가는 곳마다 배치(agencement)와 질서의 견고한 벽은 허물

어질 만큼 위력을 갖는다. 도르트는 남성이면서도 비천한 몸 상태의 그가 죽음

을 목전에 두고 울부짖을 때 완전히 여성화된 목소리를 낸다. 이때에도 도르트

의 비명은 물질처럼 그의 입을 틀어 막는 소르주의 손가락 사이를 흘러나온

다.272) 소르주에게 죽음을 주는 잔느의 목소리 역시 마찬가지다.

-Maintenant...Et elle se redressa brusquement, leva la tête et, d'une 

voix qui perçait les murs, bouleversait la ville, le ciel, d'une voix si 

ample et pourtant si calme, si impérieuse qu'elle me réduisait à rien, 

elle cria.: Oui, je vous vois, je vous entends, et je sais que le 

Plus-Haut existe. Je puis le célébrer, l'aimer. Je me tourne vers lui en 

disant: Écoute, Seigneur.273)

“지금.......” 그녀는 별안간 몸을 일으켜 세우고 머리를 들어 올렸다. 벽을 뚫고 

도시와 하늘을 뒤흔드는 목소리로, 낭랑하지만 너무나 고요한 목소리로, 너무

나 강압적이어서 나를 무(無)로 돌려보낼 정도의 목소리로 그녀는 비명을 질렀

다. “그래요. 나는 당신을 보고, 당신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느님이 존재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나는 그를 찬양하고 사랑할 겁니다. 나는 기도하며 

그를 향합니다. 들으소서, 주님이시여.”    

“들으소서, 주님이시여.”라고 간청하는 잔느의 목소리는 블랑쇼의 법을 가로

지르고 거부하며 위반하는 목소리 그 자체를 체현한다. 그것은 벽을 뚫고 도시

와 하늘을 뒤흔들어 동요하는 목소리다. 잔느의 목소리는 소르주가 말했던 가면

적 ‘허상’에 죽음을 준다. 소르주의 가면적 삶과 ‘하느님’은 같은 것이나 마찬가

272) “Brusquement, il se tourna, s'assit, les yeux fixé sur les miens.;puis il se

dressa sur ses pieds d’un bond terrible et poussant un cri aigre, semblble à

un cri de femme, il se mit à hurler.[...]même quand ma main se fut appliquée

sur sa bouche, la pressant et l'écrasant pour l'étouffer, mes doigts continuent

à entendre ce même cri, et rien ne put le faire taire. 갑자기, 그는 돌아앉아 나

에게 시선을 고정시켰다. 그러고나서는 튕겨지듯이 도약하며 일어나 마치 여자의

비명 같은 날카로운 소리를 지르면서 울부짖기 시작했다. [...] 심지어는 내 손이

그를 질식시키기 위해 그의 입을 누르고 으스러뜨릴 때조차, 내 손가락들은 같은

비명을 계속해서 들어야했고 아무것도 그를 입다물게 하지 못했다.” in TH, p.

189.

273) TH, p.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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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다. 둘 다 실체를 확인할 수 없으며 무수한 이름으로만 불릴 뿐 그 본질이 무

엇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만이 소르주를 안다고 확신한다.

우리는 잔느라는 인물에게서 아무도 개입할 수 없는 거울 속의 환영에 사로

잡힌 모성이 주도하는 고통 속의 향락을 볼 수 있다. 잔느의 환영적인 거울 속

에서 이상화된 소르주를 위해서는 현실의 낮은 곳에 비천하게 존재하는 실제의

소르주에게 죽음을 주어야 한다. 실제로, 텍스트에서 소르주와 잔느의 관계는

거울의 앞 뒷면처럼 등을 돌린 채로, 서로를 관찰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잔느의

시선을 통해 우리가 포착한 것은 소르주가 지각한 것들이다. 소르주의 시선은

잔느의 시선을 통해 그려진 것보다 훨씬더 불연속적이고 파편적으로 그려진다.

블랑쇼 연구자 클로딘 위노(Claudine Hunault)는 이러한 파편적인 소르주의 시

선을 세계 속에 속한 존재에 주어진 최초의 질료처럼, 일상적인 것으로 환원될

수 없는 것이라 지적했다.274) 소르주는 병이 침투하는 바깥의 세계에서 완전한

퇴행의 상태에 놓인다. 방 한가운데 가두어진 채 시선의 통제권을 잃어버린 단

락(court-circuit)된 영상의 세계로 침잠한다.

공교롭게도 잔느의 성은 갈가(Galgat)이다. 잔느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나’

를 무로 돌아가게 하는 장본인이자 ‘돌로 된 무덤(galgal)’ 속에 가두는 죽음의

담지자이다. 또한 그녀는 평범한 소시민인 소르주를 ‘하느님’이라 높여서 숭상하

고, 소르주를 속속들이 안다고 자부하는, 왜곡된 갈라테이아 (Galatée)다. 잔느

는 루이즈와 어머니의 부정적인 속성을 모두 내포한 인물이다. 루이즈의 매마르

고 날카로운 목소리를 지닌 동시에, 그의 어머니처럼 회색빛 눈동자를 지녔다.

(나이 든 어머니의 흐릿한 눈동자) 또한 병이 든 소르주를 돌보는 어머니의 역

할을 한다. 어머니가 언제나 소르주를 보이지 않는 시선으로 감시하고, 돌보는

역할을 했듯이, 잔느는 소르주를 독점하고 소르주의 모든 행동에 통제를 가한

다. 잔느는 늙고 무력해진 어머니, 즉 하녀, 혹은 집안 관리인의 이미지로 계열

화된 비천성과 죽음의 위협과 애정의 요구를 동시에 실행하는 어머니의 광폭함

을 동시에 실행한다. 그녀는 소르주의 방을 떠나지 않으며 그를 나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 말한다. 그러한 그녀의 모습에서 소르주는 착란에 빠진다.

Elle me fit répéter des mots que j’entendis à peine et qui ressemblaient 

à ceux-ci.: <<Je te chérirai et protégerai, je ne regardai que toi.>> Je 

dus la fuir, car elle me griffait le visage. Je m’accroupis dans un coin, 

elle se déchirait, pleurait, et criait.[...] j’observais qu’une eau noire et 

épaisse lui coulait goutte à goutte du corps, une eau semblable à celle 

274) Claudine Hunault, Des chose absolument folles, EME, 2012, p.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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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 une fois déjà s'était infiltrée à travers les murs. Peut-être plus que 

de l’eau: un signe avant coureur sorti d’une chose encore intacte et 

pourtant prêt à se liquéfier, quelque chose de suintant et d’hésitant, 

montant au jour et corrompant le jour et, à la manière d'une odeur, se 

répandant, flottant, croupissant, puis montant encore comme l’esprit 

d’une eau froide, épaisse et noire.275)  

그녀는 나에게 어떤 말들을 반복했는데 나는 간신히 알아들을 수 있었고 그 말

들은 다음과 같은 말들이었다. :“나는 너를 소중히 할 것이고, 너를 지키고 너 

밖에는 바라보지 않을 거야.” 나는 그녀로부터 달아나야 했었다. 왜냐면 그녀

는 내 얼굴을 할퀴었기 때문이다. 나는 방 한구석에 웅크렸고 그녀는 자학하

고, 울고, 비명을 질렀다.[...] 나는 검고 짙은 색의 물이 그녀의 몸 위를 방울 

방울 흐르는 것을 보았다. 그 물은 언젠가 한 번 벽을 가로질러 침투했던 것과 

비슷한 것이었다. 어쩌면 그것은 물 이상인지도 모른다. 그것은 어떤 전조를 

알려주는 기호다. 흠없으면서 금방이라도 물로 변할 어떤 것으로부터 나온, 물

기가 밴 불확실한 어떤 것, 하루가 시작되고 낮을 부식시키고, 냄새처럼, 퍼지

고 부유하고 오래 머무르는, 그리고 또다시 짙고 어둡고, 차가운 물의 정신처

럼 거슬러 올라가는 어떤 것.

그녀는 자신을 자학하고 울부짖고, 소르주에게 폭력을 가한다. 소르주의 눈

에는 그녀의 몸을 검은 물방울이 타고 흘러내리는 것이 보인다. 그 물은 도르트

의 체액처럼 벽을 가로질러 침투하고 부식시키고 온 건물을 부유하며 퍼지는

것이다. 잔느의 광적인 존재성은 썩어가는 어떤 것으로 표현된다. 부식되는 육

체성은 루이즈에게서도 나타났었다. 흙 속에 파인 동굴에서 죽음을 맹세하는 그

녀에게서 잔느와 같이 흙과 썩은 물 냄새를 느꼈었다.276)

모성 혹은 여성성과 관련된 모든 장면들은 소설적 장치와 구성을 가로질러

확실한 역설을 부여해준다. 블랑쇼의 텍스트에서 죽음의 문제는 완료된 것이 아

니라 죽어감에 집중되어 있었다. ‘살아있지도 죽어있지도 않은’ 중간적인 존재들

과 결합을 시도하는데, 이 모든 것은 비천시된 육체성을 동반하는 형태로 나타

난다. 모성과 결합한 자아의 죽음은 비천의 상태를 내화하는 방식으로 나타난

다. 우리는 이에 관하여 다음 장에서 논의를 이어가보도록 한다.

Ⅱ-3-3-3. ‘비천시(abjet)’의 내면화

블랑쇼의 소설들에는 죽음 충동을 대리하는 육체들의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275) TH, p. 216.

276) TH,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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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다. 블랑쇼는 극도로 연약한 몸을 하고 죽어가고 있는 존재들에 주목했

다. 하지만 화자들은 이러한 연약한 존재들의 힘에 오히려 압도당한다. 죽음의

시련을 주는 존재들은 모두 블랑쇼의 작품에서 무한한 공포를 불러일으키면서

도 욕망하는 대상으로 나타난다. 경직되고 마비된 몸을 가진 불안의 대상들은

일상의 경계마저 넘는 힘을 가졌다. 『최후의 인간』의 문제적 인물인 ‘교수’라

불리는 인물은 무력한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어디에서나 불쑥 나타나고 우

리들 ‘사이’, 경계를 넘나드는 지평 없는 사람으로 나타난다.277)

Pour quelques-uns, il était d'un abord étrangement facile; pour d'autres, 

environné d'une innocence merveilleusement lisse au dehors, mais 

au-dedans faite des mille arrêtes d'un cristal très dur, de sorte qu'à la 

moindre tentative d'approche, il risquait d'être déchiré par les longues 

et fines aiguilles de son innocence. Il était là légèrement en retrait, 

parlant très peu, avec des mots très pauvres et très ordinaires; il était 

presque enfoncé dans le fauteuil d'une immobilité gênante, ses grandes 

mains pendant, fatiguées, au bout des bras.278)

어떤 사람들에게, 그는 이상하리만치 쉬운 사람이었다. 또 다른 이들에게는 겉

으로 보기엔 주름 한 점 없는 최상의 순결로 둘러싸인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 

내부는 매우 단단한 크리스탈의 수천 개의 각으로 만들어져 조금이라도 접근할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는 순결의 길고도 섬세한 날카로움에 의해 찢겨나갈

지도 모르는 위험에 처한다. 그는 가볍게 뒤로 물러나 있었다. 매우 보잘 것 

없고 매우 일상적인 말 외에는 거의 말도 없이 그의 손은 팔 끝에 달려 피곤한 

듯 축 늘어뜨리고는 거북할 정도의 부동적인 자세로 소파에 박혀 있었다. 

소파에 움직이지도 않고 박혀있는 이 남자는 한없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다. 잘 가누지 못하는 그의 몸은 소설 속 화자에게 역겨움마저 느끼게 만든

다. 거의 물 같은 음식을 매우 천천히 극도의 인내심을 가지고 빨아들였기 때문

이다.279) 이 경직된 몸의 이미지로 표현된 대상은 그야말로 화자에게 한없는 불

안을 가져다준다. 하지만 소파에 기울어진 채 늘어져 있는 부서진 것처럼 보이

는 몸은 공포의 위력을 지니고 있다. 다가가면 찢길 것 같은 날카로움과 유리의

단단함과 투명성을 지녔다.

타자와 관계를 맺는 시작은 우리를 둘러싼 단단한 막을 뚫고 들어가는 것이

다. 경직된 몸의 이미지들은『죽음의 선고』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사랑

277) DH, p. 10.

278) DH, pp. 15~16.

279) DH,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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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람의 육체는 마치 시체처럼 굳고 차갑고 딱딱해진 상태에 있다.

Mais, il y a une autre barrière qui nous sépare: celle de l'étoffe morte 

sur un corps silencieux, de ces vêtements qu'il faut reconnaître et qui 

n'habillent rien, imprégnés d'insensibilité, avec leurs plis cadavériques et 

leur inertie de métal. C'est cette épreuve qu'il faut vaincre.280)

그러나 우리를 갈라놓는 다른 장벽이 하나 나 있다. 말 없는 몸 위의 죽은 천 

조각, 인정해야 하는 옷, 그러나 아무것도 감싸고 있지 않은, 무감각이 배어든, 

굳은 사체 같은 주름과 금속의 부동성을 가진 옷. 극복해야 하는 것은 이 시련

이다. 

‘굳은 사체와 같은 금속의 부동성을 가진’ 옷은 우리에게 극복해야 할 시련

으로써 존재하는 것이다.『최후의 인간』에서 역시 굳은 몸은 타자와의 관계가

맺어지기 전의 상태, 극복해야 할 상태로 나타난다. 굳은 몸에 대한 반복적인

이미지는 타자성에 대한 블랑쇼의 개인적인 신화가 반복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최후의 인간』에서도 잠시 스친 그녀의 몸은 무엇보다도 단단한

몸을 하고 있다. 그녀는 주인공의 접근을 거부하지만, 마침내는 그의 존재를 인

정하고 그의 팔에서 무너질듯 녹아내린다.281) 이렇게 액화된 이미지로의 전환은

블랑쇼에게서 타자에 대한 연대와 관계의 의미를 지닌다. 굳은 몸에 자신의 몸

을 밀착하는 행위는 위의 작품에 나타난 이미지처럼 굳건한 금속성으로 둘려진

방어막을 뚫고 타자의 고통에 동참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간 블랑쇼의 저작들에서 타자는 언제나 고통받는 육체의 이미지를 동반한다.

우리는 그 『문학의 공간』의 한 장면에 주목해보기로 한다. 브레쿠네프는 눈

속에서 죽어가는 니키타의 몸 위에 자신의 몸을 겹쳐 체온을 나누어준다. 눈 속

에 언 몸, 사체와 같은 금속의 단단한 옷을 뚫고 그 위에 눕는 것, 그것은 윤리

적 고양의 문제가 아니라(작가는 여기서도 스스로, 일반적인 의미의 선, 윤리적

승화가 아님을 강조한다.) “죽음의 필연성에 기꺼이 자신을 내맡기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282)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 죽음으로 연약해진 육체, 역겹고 버려진 육체를

텍스트가 욕망하는 것이라 보았다. 특히, 『죽음의 선고』에 나타난 한 장면을

보면 작가를 촉발하게 만드는 원인 대상이 무엇인지 고찰하게 된다. 『죽음의

선고』에 나타난 주인공은 나탈리가 자신이 아니라 자신 뒤쪽으로 뻗어있는 무

280) AM, p. 113.

281) DH, p. 80.

282) EL, pp. 17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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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을 보았을 때 주체 내부의 ‘무엇인가’ 그녀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촉발했다고

말한다.

À ce moment, les paupières étaient encore tout à fait closes. Mais une 

seconde après, peut-être deux, brusquement elles s'ouvrirent, et elles 

s'ouvrirent sur quelque chose de terrible dont je ne parlerai pas, sur le 

regard le plus terrible qu' un être vivant puisse recevoir[...]283)

이 순간 눈까풀은 여전히 완전히 닫혀 있었다. 그러나 일초, 아니면 이초 후에 

갑자기 눈까풀이 열렸다. 그것들은 내가 말하지 않을 끔찍한 그 무엇을 향해 

열렸다. 살아있는 자가 마주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시선을 향해서.[중략] 

살아있는 자가 마주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시선이란 죽음 그 자체를 체현하

는 시선이다. 그 시선들은 모두 죽음과 삶의 중간 선상에 놓여있는 존재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 같은 것처럼 여겨진다. ‘그 무엇’은 결코 현실과 일상의 시각

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왜상이고, 그녀의 시선은 그 왜상을 응시하고 있는 것

같다. 정신분석적 의미의 응시란, 코기토로서의 주체로 환원되는 장 속에서의

어떤 균열이 각인되는 무화(無化)의 지점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주

체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의식의 시선 밖에 있는 상징계에 얼룩으로

남겨진 향유의 대상을 향한 응시다.284) 소설 속의 주인공들은 마치 죽음을 연습

하듯이 마비된 채, 그 왜상을 계속 바라본다. 그 시선은 객관적인 인식이 담보

하는 ‘실제성’과는 전혀 다른, ‘실재(le Réel)’의 덫에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다.

이 실재의 덫에 고정된 눈은 독에 물든 눈의 광채에서 오는 아름다움285)을 가

졌다고 표현된다.

이렇듯 블랑쇼의 소설 속에서 죽음은 시종일관 매혹적인 것으로 묘사된다.

이 책의 1부에 나타난 J는 병 때문에 지나칠 정도로 어려보여서 소녀처럼 보일

정도다. 그녀의 눈은 고열로 인해 가끔씩 초점이 어긋나지만 더 검고, 더 빛나

고, 더 커진 아름다운 모습으로 묘사된다.286) 죽음을 응시하고자 하는 작가의

283) EL, p. 36.

284) 이에 관한 논의는 자크 라캉의 세미나 11권, pp. 65~75에서 자세히 논의되고

있다.

285) “J'ai pensé que cette beauté venait de l'éclat des yeux, touchée par le

poison.” in, AM, p. 27.

286) “bien que de quelques mois mon aînée, elle avait un visage très jeune que

la maladie avait à peine touché. [...] Elle paraissait encore plus jeune, e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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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망은『죽음의 선고』에 등장하는 간호사의 모습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이 간

호사 역시 죽음을 앞두고 더욱더 빛나는 J의 아름다움에 매혹 당한다. 이 간호

사가 J에 매혹당한 계기는 J가 죽어가는 사람이 아닌 ‘진짜 죽음’을 보여주겠다

는 말을 했기 때문이다. J의 죽음을 통해 이 간호사는 죽음의 본질을 보기를 욕

망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주인공에게도 많이 아프게 되면 자신이 돌볼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한다.287) 이 간호사 역시 죽어가는 육체를 욕망하고 내재화하

는 주인공처럼 죽어가는 사람들을 통해 ‘죽음’ 자체를 보기를 욕망할 것이다.

우리는 앞선 논의에서, 덫의 환상으로 표현된 공포와 그것을 내화하는 매혹

뒤에 불안의 대상과 합일하려는 무의식적인 욕망이 원인으로 존재한다고 해석

했다. 프로이트는 『자아와 이드 (Le moi et le ça)』에서 자아가 불안의 실질

적인 소재지라는 언급을 했었다. 훗날 이 주장은 『억압, 증상, 불안 (Inhibition,

symptôme, et angoisse) 』(1926)에서 상당 부분이 수정된다. 하지만, 불안을

두고 그것은 자아가 완전히 압도당하고 소멸될 것 같은 리비도의 위협이 주는

공포라 지적한 초기 이론은 오히려 우리의 논의에서 더욱 유효하다.288)

여기서 바로 불안의 양가적인 문제가 등장한다. 압도당하고 소멸 될 것 같은

공포의 이미지들에 매혹당하는 환상이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블랑쇼의 불안 속

에는 한편으로는 정체화의 거부하는 주체와 주체성을 박탈하고 자아의 소멸을

요구하는 대상들에 대한 공포가 공존한다. 블랑쇼는 비천시된 육체들의 이미지

를 작가적 불안을 표현하는 표상들의 총체로서 제시해왔다. 지금까지 블랑쇼의

소설에서 반복된 덫의 환상과 공포의 이미지들은 모두 자아의 소멸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블랑쇼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비천하고 무력화된 육체의 이미지들은

모두 자아 소멸의 공포를 표현하기 위해 선택한 장치들이다. 이러한 장치들은

l'était alors exagérément de sorte que le principal effet de la maladie était de

lui donner traits d'une adolescente. Seuls, les yeux, plus noirs plus brilliants

et plus larges qu'ils n’auraient dû être –et quelque fois un peu tirés de leur

orbite par le fièvre-avaient une fixité anormale. sur une photographie, prise au

mois de septembre, ces yeux sont devenus si grands et si sérieux qu’il faut

lutter contre leur expression pour apercevoir encore le sourire, poutant très

apprent. 내 손윗 누이보다도 몇 달 앞서있었지만, 그녀는 병에 거의 걸리지 않은

것처럼 매우 젊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지나칠 정도로 어려 보여서 그녀에게 소

녀 같은 모습을 가져다준 것이 병의 주된 효과였다. 단지 정상의 경우보다 더 검

고, 더 빛나고, 더 커진, -그리고 고열로 인해 가끔씩 초점이 어긋나는-두 눈만이

비정상적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9월에 찍은 사진 한 장에서 그 눈은 너무나 크고

도 심각하여 그녀가 분명 미소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소를 감지해 내기

위해서는 두 눈의 표정과 싸워야만 했다” in AM, pp. 11~12.

287) AM, p. 30.

288) S. Freud, Le moi et le ça, pp. 1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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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속에서 죽음 충동에 사로잡히기를 원하는 작가의 환상을 실현하는 장치들

이라고 볼 수 있다.이 장치들은 블랑쇼의 불안을 표현하는 소설적 이미지로 끝

나는 것이 아니라 비평에서도 블랑쇼가 지향하는 텍스트성을 설명하기 위해 사

용된다. 그의 비평 텍스트『무한한 대화』에 나오는 나사로의 일화를 통해 확인

해보자.

[...] Mais ce Lazare sauvé et ressuscité que vous m'offrez, qu'a-t-il à 

voir avec ce qui est là et qui déjà vous fait reculer, l'anonyme 

corruption du tombeau, celui qui déjà sent mauvais, le Lazare perdu, et 

non le Lazare rendu au jour par une puissance sans doute admirable, 

mais précisément une puissance et qui vient, en cette décision, de la 

mort même; quelle mort? La mort comprise, privée d'elle-même, 

devenue la pure essence privative, la pure négation, la mort qui, dans 

le refus approprié qu'elle constitue pour elle-même, s'affirme comme un 

pouvoir d'être et comme ce par quoi tout se détermine, se déploie en 

possibilité.289)

[...] 당신이 나에게 제시한, 부활하고 구원을 얻은 나사로는, 거기에 동반한 것

과 무슨 상관이겠는가? 이미 악취를 풍기며, 무덤 속 익명의 부패이자, 여러분

들을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그는 놀라운 힘에 의해 낮의 세계로 돌아온 나사로

가 아니라, 바로 잃어버린 나사로다. 물론, 그것은 하나의 분명한 힘이지만, 이 

결정에 있어서, 죽음 그 자체로부터 나온 힘을 말한다. 어떤 죽음을 말하는가? 

양도된 죽음, 그 자신을 빼앗긴 죽음이자 박탈의 순수한 본질이 된, 순수한 부

정, 스스로를 위해 구축한 합당한 거부 속에서 존재의 힘처럼, 그리고 모든 것

이 종결되고 가능성 속에 펼쳐지는 그런 죽음이다. 

이 나사로의 부활 장면 역시 인용문으로 제시한 『무한한 대화』 외에도,

『문학의 공간』은 물론, 『불의 몫 (Part du feu)』에도 실려 있다. 여기서 우

리는 나사로의 두 가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수의로 몸을 감싼 부활

한 나사로와, 다른 하나는, 무덤 속에서 썩어가는 시체의 냄새를 풍기는 수의

속의 나사로이다. 그는 낮의 태양이 내리쪼이는 가운데 순수한 박탈의 상태로

존재한다. 블랑쇼는 이와 같은 이미지를 작품의 의미와 가치를 설명하는데 사용

한다. 특히, 나사로가 수의 속에 감추고 있는 삶과 죽음 사이에 존재하는 썩은

몸은 오히려 어떤 해석이 거쳐 가도 알 수 없는 부분으로 남아있는 것을 표상

한다.290)

289) EI, p. 50.

290) 울리히 하세, 윌리엄 라지 공저, 『침묵에 다가가기』, 최영석 역, 앨피, 2008,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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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작품에는 독자를 끌어들이기보다는 해석에 완강하게 접근하기를 거부하는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이다. 글쓰기가 은폐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작품의 본

질이라면, 이는 곧 작품의 실재성을 지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문학을 향

유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공포와 혐오감을 주는 그 가려진 실체를 향해 가는

여정을 반복해야 한다.

다가갈 수 없고 접근할 수 없는 텍스트성의 문제가 육체의 이미지들과 함께

제시된다는 점은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블랑쇼가 만들어

내는 비천시된 몸은 모든 언어적 범주가 실패하는 대상들이자 불안의 원천이다.

언어적 범주가 실패하는 대상들은 삶의 공간에서 삶의 법칙을 거스른 존재들이

기에 정체화 될 수 없는 존재들이다.

언어적 범주가 실패한 육체성에 대한 공포와 매혹이라는 모순된 이중성은

버려진 것에 대한 반복적인 내투사(introjection)의 결과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불안에 떠는 상태를 욕망하는 텍스트 밑에는 원초적 경험의 흔적이 존재한다.

멜라니 클라인의 연구에는 두 개의 이질적인 대상의 내화 현상에 대한 고찰

이 담겨있다. ‘투사적 동일화’ 개념에는 삶과 죽음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경계 없

이 뒤섞인 나르시시즘적 구도가 존재한다. 죽음충동의 위협 앞에서 자아는 정체

성의 역전을 경험한다. 위협받고 있는 자기의 원치 않는 일부분으로부터 벗어나

기 위해 일정한 대상파괴를 감행한다. 그 파괴되는 대상은 동일화된 가학적인

어머니의 일부일 수 있다. 가학적인 어머니의 환상(삼켜버리고 물어뜯는) 을 제

공하는 어머니의 일부를 제거하는 과정 속에서 자아의 좋은 부분을 외부 세계

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타자에게로 투사한다면 이는 대상의 이상화를 초래할 것

이며, 이것이 과도한 경우 자아의 가치를 손상시킨다.

이 두 경우 모두에서 투사적 동일화는 나르시시즘적 구조를 지배한다. 왜냐하

면 대상이 내부로 내면화되었고 그것이 외부에서 갖는 고유한 특성을 박탈당하

며 주체의 정체성은 타자에 대한 의존을 통해서만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러한 관점에서 볼 때 클라인에 따르면 “나르시시즘적 구조”는 대상이 자아 속

으로 밀려들어오는 것에 근거한다.291) 이 구도는 앞서 1장에서 언급했던 프로이

트의 불안 구조에서, 연약한 자아가 이드의 ‘무의식적’ 요구를 자신의 ‘전의식적’

합리화를 통해 불안의 대상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내화의 구도에 놓이는 것과

일맥상통 한다.292)

블랑쇼의 두 작품 속에는 모두 비천의 육체를 지닌 인물들을 내화하는 과정

이 나타나있다.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현실적 질서에 의해 박탈될 수밖에 없는,

291) J. Kisteva, Le génie féminin 2. Melanie Klein, pp. 115~116.

292) S. Freud, Le moi et le ça, p.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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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초적 대상에 대한 향유(jouissance)를 욕망한다. 라캉은 불안의 원인이, 유방

의 부재가 아니라 둘러싸여서 감춰지고 있는 유방의 현존293)으로부터 온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완벽한 만족을 준다고 믿었던 최초 향유의 대상이 어머니의

유방이라면, 인간은 오이디푸스와 같은 시련을 통해 완벽한 만족이란 것은 현실

에서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성장한다. ‘아브제(abjet)’는 ‘아브젝트

(abject)’와 ‘대상(objet)’의 결합된 용어로, 특히, ‘아브제(abjet)’ ‘a’는 박탈의 의

미를 지닌다. 오이디푸스적 성장은 박탈을 수용하고 상징화하는 것을 전제로 한

다. 즉, 성장에는 박탈과 결여의 표식이 기본 전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블랑쇼 작품들 속에서는 소멸의 공포와 불안을 감수하면서도, 오래전

박탈당했던 대상들을 흡수하기를 끊임없이 시도한다. 오히려 고통은 타자와 분

리되는 데서 오는 절망을 가리는 베일로 작용하고 욕망을 연장하는데 쓰인다.

그러므로 공포의 대상에 대한 매혹이라는 블랑쇼 소설의 역설적인 차원은 원초

적 대상을 수용한 죽음충동의 결과로 볼 수 있다.294)

죽음충동의 내화는 결국 반(反)성장의 신화로 이어진다. 우리는 다음 장에서,

블랑쇼 소설들의 모태가 되는 『아미나다브』의 구조와 이미지들을 면밀히 분

석하면서, 불안의 근원을 고찰해보기로 한다.

293) J. lacan, Le semminaire X: L'angoisse, Édition du Seuil, 2004, p. 272.

294) “아브젝트가 살아남게 하는 자는, 일종의 버려진 자라 할 수 있는데, 그는 스스

로를 인식하거나 어딘가에 속하거나 혹은 거부하는 대신에, 배치되었다, 분리되

고, 또 다시 어떤 곳을 점유하다 방황한다. [중략] 이밖에도, 종종 그는 자기를 분

리하는 메스를 자아의 내부로 던짐으로써, 거기에 포함된다. (필자 역)” in

pouvoirs de l'horreur,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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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4. 불안의 현전으로서의 블랑쇼 텍스트

Ⅱ-4-1. 죽음 충동의 유토피아:『아미나다브(Aminadab)』

Ⅱ-4-1-1.『아미나다브(Aminadab)』 접근의 제문제

블랑쇼의 소설 『아미나다브』는 1942년에 발표된 장편 소설이다. 이 소설을

발표하기 전에 블랑쇼는 『알 수 없는 자 토마』를 발표했다. 앞의 소설과 공교

롭게도 주인공의 이름이 같지만, 이 둘은 형식적인 면에서 완전히 다른 작품이

다. 첫 소설이 전적으로 의식의 흐름에 의거한 전개였다면, 『아미나다브』는

미궁과도 같은 거대한 건물에 호명되어 배회하며 여러 사건들을 겪게 되는 소

설이다. 그동안 이 소설은 블랑쇼의 첫 장편소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주

목받지 못했다. 이 소설이 발표된 당시, 파리는 독일군에 의해 점령된 상황이었

다. 문학이 정치를 대신해야 했던 사회적 상황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아미

나다브』는 여전히 논외의 소설로 남아있다. 발표 후 근 60년이 지난 오늘날에

도 여전히 이렇다 할 접근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아미나다브』에 대한 주목할 만한 서평은 미셸 푸코의 『바깥의 사유

(Pensée du dehors)』295), 사르트르의 『상황 1 (Situation,1)』296)에 실려 있는

짧은 에세이에 불과하다. 1990년대서부터는 미국 대학들을 중심으로 조금씩 연

구 논문이 배출되고 있으나 대부분이 칸트나 하이데거의 현상학을 주축으로 하

는 철학적 개념을 통한 접근이거나297), 카프카(Kafka)에 비추어 소설의 의미를

밝히는 데298)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블랑쇼의 『아미나다브』에 대한 직

접적인 연구로 보기는 힘들다. 블랑쇼 특유의 난해한 사유에 대한 선입견이 소

설에 대한 분석적 연구를 유보하게 만드는 가장 주된 원인이 될 것이다.

『아미나다브』는 비평가들에 의해 거의 언급되지 않는 소설이긴 하지만, 블

295) Michel Foucault, Pensée du dehors, éditions fata morgana, 1986.

296) Jean-Paul Sartre, Critiques littéraires (Situation, 1), Éditions Gallimard,

1947, pp. 113~132.

297) William S. Allen, �The Image of the Absolute Novel: Blanchot, Mallarmé,

and Aminadab, MLN 125, 2010, pp. 1098~1125.

298) Paul Davies, �Kafka's Lesson, Blanchot's Itinerary�, Parallax, vol. 12 №

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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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쇼의 문학적인 행보 속에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블랑쇼가 1940년

에서 작고하기 전까지 쓴 마지막 소설들을 살펴보면,『아미나다브』는 앞으로

출간될 소설들에 대한 예비적인 작품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블랑쇼는『아

미나다브』를 집필하면서 문학적 유토피아를 기획한 듯이 보인다. 블랑쇼의 후

속 작품들은 몇 가지 주제로 분류할 수 있을 만큼 반복적인 테마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미나다브』는 이 모든 주제를 총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소설이다.

본 논문 3부의 주제를 구성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아미나다브』에 등장하

는 몇 가지 테마에서 착안한 것이었다. 이를테면, 억압적인 법과 제도 속에서

방황하는 개인의 문제는 『하느님』이라는 소설에서 변형되어 나타나고, 여성성

과 공포의 문제는 그의 첫 소설인 『알 수 없는 자 토마 』에서 비롯되어 『아

미나다브』를 거쳐,『죽음의 선고』를 비롯한 여러 소설들에서 반복적으로 제시

한다. 뿐만 아니라, 『아미나다브』의 쌍둥이 신화를 차용한 분신의 문제는 하

느님과 나를 동반하지 않았던 자에서 더욱 구체화된다. 이와 같이, 모든 주제는

이미 첫 장편 소설인 『아미나다브』에서 각각의 의미망을 형성하면서 총체적

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아미나다브』야말로 블랑쇼의 개인적 신화가

하나의 완결된 서사 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소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난해한 소설 내용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지점은, 텍스트의 욕망이 이상화된

여성과 분신의 이야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텍스트 상의 욕망의 문제를

언급한다는 것은 작품을 작가의 의도에 구속시키지 않고, 오히려 작가로부터 말

해지지 않은 텍스트의 심층 차원을 논의한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앞에서 언급

했던 블랑쇼의 개인적 신화에 대한 접근 역시, 작가가 의도하지 않고 만들어낸

이미지들의 체계로 보아야 한다. 그 이미지들의 군집은, 일정한 원형적인 환상

을 중심으로 반복된다. 그러므로 우리가『아미나다브』를 검토하는 것은 이후에

출간 된 소설들의 나르시시즘적인 구도와 불안의 근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 소설의 모태 회귀적 요소는 모두 여성의 문제에서 도출되는 것이다. 여성은

이 소설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작품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

건물 안으로의 호명과, 전언에 대한 전달자, 그리고 결말에 이르러 구원으로서

의 역할에 모두 여성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소설에 나타난 여성

의 이미지들은 이후로 출간될 소설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날 이미지들을 모두 함

축하고 있다.

『아미나다브』에서 여성성의 문제를 찾아내는 것은 비단 우리의 문학적 직

관에 의존한 것만은 아니다. 실제로, 블랑쇼 텍스트를 여성성에 의거하여 접근

하는 논문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고, 페미니즘 성정치(Politics of sexual

difference)의 문제로 보고 있는 논문들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글쓰기와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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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원에 관한 중심적인 테마가 여성성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의견들은 매우

유효한 지적으로 여겨진다.

앞서 2부에서 우리는 블랑쇼의 목소리에 대한 개념이 불안성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그 불안성의 구도는 잃어버린 나르시시즘적 대

상에 대한 포기되지 못한 욕망의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언급했었다. 블랑쇼

의 소설 속에서는 그 잃어버린 대상의 자리에 언제나 여성이 자리한다는데 주

목해 볼 필요가 있다. 라인 휴퍼 (Lynn Huffer)는 여성주의적 접근으로 블랑쇼

작품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사라짐에 대한 두려움’을 설명하면서 잃어버린 원

형에 대한 향수가 언어적, 구조적 문제를 넘어서서 여성적 기표로 나타난다고

언급했다.299) 이와 같은 논의의 기반 위에서 『아미나다브』에 나타난 나르시시

즘적인 구도와 텍스트의 무의식에 잔존하고 있는 죽음충동의 의미를 살펴보아

야 한다. 기원으로 거슬러가고자 하는 강한 욕망은 앞으로 그의 소설에서 등장

할, 분신의 문제, 그리고 모태 회귀 신화의 작동으로 이어진다.

Ⅱ-4-1-2. 사라진 얼굴의 환상

블랑쇼는 ‘사라짐’에 대해 근원적인 고민을 해왔던 문학가다. 문학의 공간을

비롯한 수많은 저작에서 언급한 오르페우스300)와 사이렌 신화301)는 그의 문학적

인 틀을 견고하게 떠받치는 중심적 해석의 틀이다. 이 둘은 모두 본질적으로

‘사라짐’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블랑쇼의 문학작품에서 사라짐은 하나의 ‘증상

적인’ 주제 같다. 블랑쇼에게서 사라지는 대상, 잃어버린 대상은 기원의 문제를

발생하게 하는데, 작품 속에서 작가는 현실에서 그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려는

강력한 역방향의 추동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블랑쇼에게서 사라지는 것은

욕망의 대상과 동일한 의미로 나타난다. 사라진, 혹은 베일에 가려진 대상은 진

실적 차원을 지닌 것이자 근원적인 대상이다. 블랑쇼는 여러 비평 저작에서 근

원적 대상의 문턱 앞에서 대상 상실을 감수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작가의 태생적인 위치라고 언급해왔다. 그래서 남겨진 이야기, 시인의 노래는

잃어버린 대상과의 합일이 불가능함을 애도하는 작업이 된다. 그러므로 사라짐

299) Lynn Huffer, “Blanchot's Mother”, in Yale French Studies 93, 1998, pp.

179~187.

300) EL, pp. 225~232.

301) LV, pp. 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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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작가에게 가장 큰 불안의 원천이 되나, 반대급부로 가장 큰 이끌림을 제공하

는 원인이다. 이러한 블랑쇼의 논리는『아미나다브』를 독해하는데 매우 주효한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소설『아미나다브』야말로 사라짐의 호명에 응답하는 긴

여정의 소설이다. 얼굴과 미소는 이 소설에서 일종의 호명의 역할을 하고 사라

지는 빈 중심이자, 비어있는 전언이 된다. 주인공인 토마는 창가에서 마주친 병

약해 보이는 어떤 젊은 남자의 얼굴에 스민 미소를 보고 이 건물로 들어왔으며

자신에게 남겨진 메시지를 기다리며 이 건물을 방황하게 되기 때문이다.302) 첫

장면이자 이 소설의 기원적인 장면이 될 가려진 얼굴의 이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Le rideau de fer du magasin était à demi levé. Thomas se pencha un 

peu et aperçut à l'interieur une femme couchée dans un lit qui tenait 

toute la place laissée libre par les autres meubles. Le visage de la 

femme, quoi que tourné vers le mur, n'échappait pas à la vue.; doux et 

fiévreux, tourmenté et pourtant déja gagné par le repos, voilà ce qu'il 

était. 

그 가게의 철 셔터는 반쯤 들려 있었다. 토마가 몸을 조금 기울이니 가게 안에 

가구들 사이로 남은 공간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침대 위에 누워있는 한 

여인이 보였다.  벽 쪽을 향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의 얼굴에 시선이 계

속 머물렀다. 그 얼굴은 바로 부드러우면서도 열이 올라 괴롭지만 이미 수면에 

잠식된 얼굴이었다.303)

『아미나다브』의 첫 장면은 반쯤 열려진 철 셔터 안을 들여다보는 토마의

시선으로부터 시작한다. 그의 시선은 가구들 사이에 파묻혀 있는 한 여인에게

고정된다. 토마는 벽면을 바라보는 여인의 얼굴의 일부만 볼 수 있을 뿐이다.

얼굴을 향한 토마의 시선은 집요하게도 벽 쪽으로 가려진 얼굴에 고정된다. 반

쯤 가려진 얼굴은 토마에게 표층과 심층이 다른 매우 이질적인 인상을 남긴다.

열이 올라서 괴로운 상태지만 깊은 잠에 빠져서 고통을 표할 수 없는, 마치 삶

과 죽음 중간선상의 흐릿한 경계에 와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몸의 병은 살

아있는 인간을 고통스럽게 한다. 그러나 의식이 정지된 잠은 살아있는 고통을

잠잠케 하는 모순이 있다. 어쩌면 이렇게 가사상태를 연상케 하는 병을 앓는 얼

굴은 주인공인 토마의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상상적 대상인지도 모른다. 가려진

나머지 얼굴은 오히려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토마가 열망하는 모습을 투사하

302) Ab, p. 11.

303) Ab,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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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력이 된다. 왜냐하면 이 부분 뿐만이 아니라 소설이 전개될수록 계속해서

등장하는 초상화의 장면에서도 그렇듯이 어떤 내적인 빛을 발휘하는 시선에 대

한 서술들이 나오는데, 이 내적인 빛 자체가 객관적인 내부 사물에 대한 투시라

기보다는 오히려 보이지 않는 요소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여

인의 얼굴에 이끌리는 토마의 모습은 작품에서 한 번 더 반복된다. 토마는 다른

건물로 들어온다. 가구에 둘러싸여 침대 위에 잠들어 있는 여인이 있는 그 건물

에서는 거절을 당했기 문이다. 하지만 새롭게 들어온 건물에서도 첫 장면을 연

상시키는 사라지는 여인의 얼굴이 그려진 초상화는 반복된다. 이 초상화의 얼굴

을 자세히 보기 위해 초상화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토마의 모습을 보면 사라지

는 여인의 얼굴 보이지 않는 나머지는 이 작품의 하나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작가의 욕망적인 측면 역시 엿볼 수 있는데 사라

진 얼굴을 지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의 손에 수갑을 채우는 동반자(돔) 때문

에 볼 수 없는 미완의 상태로 계속 남아있게 된다. 사이렌의 목소리를 향해 움

직이는 몸의 추동을 뒤로 당겨 스스로를 묶어놓는 밧줄처럼 초상에 다가갈 수

가 없다. 이후로 더 이상은 초상에 관한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는다.304) 이 소설

의 중후반부에 등장하는 토마의 연인이자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뤼시(Lucie)의

모습 역시 소설의 초반에 등장했던 여인의 가려진 얼굴의 이미지를 그대로 연

장하고 있다. 뤼시를 처음 만난 장면 역시 그녀는 커다란 가구에 파묻혀 반쯤

가려져 있다. 가려진 여인의 얼굴의 모습은 토마에게 거리감과 경외감을 유발한

다.

Sa voisine était à demi cachée derrière un pupitre plus grand et plus 

important que celui de la première salle, le visage penché sur un cahier 

qu'elle feuilletait, les pieds recouverts par de beaux tapis blancs.305)  

그녀는 첫 번째 방의 것보다 훨씬 크고 육중한 책상 너머로 몸이 반쯤 가려져 

있었다. 얼굴은 펼쳐 놓은 노트 위로 숙여져 있고 아름다운 흰 발은 담요로 덮

여있었다.

304) “C'était le portrait d'une jeune femme dont on ne voyait que la moitié du

visage, car l'autre partie était presque effacée. L'expression avait de la

douceur, et bien qu'elle ne fût pas sans tristesse, on se sentait attaché au

sourire qui l'éclairait. Comment se sourire pouvait-il s'interpréter? C'était le

moment de se pencher en avant et d'essayer de mieux voir. ce fût en vain.

Thomas ne réussit pas à relâcher sa propre étreinte.”in Ab, p. 36.

305) Ab, pp. 239~240.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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뤼시를 보는 토마의 시선은 다른 인물들을 보는 시선과는 크게 다르다. 먼저

방향이나 투시의 차원에서 토마의 시선을 가늠하기 어렵게 만들어져 있다. 뤼시

는 분명 육중한 책상 너머로 몸이 반쯤 가려져 있다. 그 상태에서 노트를 내려

다보는 얼굴과 담요에 덮여있는데도 보이는 흰 발의 모습은 일반적인 위치의

시선으로는 포착되기 힘든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소설에 나타난 묘사는 현실

적 대상에 대한 묘사라기보다는 마치 조각상이나 그림을 바라보는 듯한 느낌이

든다. 뤼시를 직면할 수 없는 설정은 매우 의미하는 바가 크다. 뤼시의 등장은

사라지는 얼굴을 욕망하는 블랑쇼의 테마에 금기적인 의미까지 부가하는 계기

가 되고 있다. 뤼시는 토마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À partir du moment où commencera notre union, vous aurez l'obligation 

de ne pas penser à moi. Obligation rigoureuse qui ne pourra souffrir 

d'adoucissement. Cette interdiction s'applique avant tout aux pensées 

amicales que vous auriez le désir de m'adresser et qui transparaîtraient 

sur votre visage, donnant à votre présence un caractère de réalité tout 

à fait en désaccord avec la situation déjà si précaire dont vous devez 

vous accommoder.306)

우리의 결합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당신은 나를 생각해선 안 됩니다. 이 엄격한 

의무는 앞으로도 완화되지 않을텐데, 이 금기는 무엇보다도 나에게 표현하고 

싶은 모든 친밀한 생각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생각들은 당신이란 존재에 현

실적인 성격을 부여하는, 얼굴에 그대로 드러날 것입니다. 당신이 받아들여야 

만하는 임시적인 상황과는 부조화된 현실의 얼굴에. 

뤼시는 토마와의 관계 조건으로 자신을 보아서도,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당부한다. 혹자는 소설의 이 장면을 두고 에로스의 얼굴을 볼 수 없었던 프시케

의 신화에 대한 변형으로 읽어내기도 한다.307) 얼굴의 부재 상태만이 관계를 유

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뤼시와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바라보는 행위와 생

각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가 전제 조건이 된다. 토마를 호명했던 여인의 가려진

얼굴이나 정면으로 바라볼 수 없는 뤼시의 얼굴에 대한 장면은 입구에 놓인 얼

굴 없는 초상화를 배치한 작가의 의도와 연계되지 않을 수 없다.

사라진 얼굴, 허물어진 얼굴에 대한 응시의 반복적 등장에는 다분히 작가적

욕망이 관여하고 있다. 토마의 시선이 머문 곳은 평범한 그림 한 장이다. 마치

306) Ab, p. 256.52521

307) Josephe D. Kuzma,�Intimacy of the Dispossessed: On Liminal Relations in

Blanchot and Apuleius�, in Clio Vol. 44, 2015, pp. 2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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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피지처럼 한 캔버스에 여러 번 그림을 그린 위에 덧칠된 이 초상화는 얼굴을

그리려는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파괴된 도시의 건물이 얼굴 위를 뒤덮어 망

가뜨리고 있다. 계속 끊긴 얼굴의 선은 도시의 건물 뒤로 사라지려 하고 있다.

여러 개의 표상들이 뒤섞이고 다른 표상들과의 경계가 파괴된 얼굴은 부분만이

남아있다.

보통, 문학에서 자신의 얼굴을 비추는 거울이나 초상은 개인의 정체성을 상상

적으로 고정해놓는 장치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아미나다브』에서는 의도적으

로 이러한 설정을 파괴해놓은 것처럼 보인다. 반쯤 가려진 얼굴, 부분만 남고

현실 저 너머로 사라진 얼굴상은 마치 깨어진 거울처럼 조각난 파편에 새겨져

완성되고 통일된 형태가 독자들에게 제시되기 어렵다.

Il regarda à droite et à gauche, puis ses regards se fixèrent sur un 

objet qui n'avait pas retenu son attention et qui se trouvait dans la 

devanture. C'était un portrait dont la valeur artistique n'était pas grande 

et qui avait été peint sur une toile où l'on voyait encore les restes d'un 

autre tableau. La figure malhabilement representée disparaissait derrière 

les monuments d'une ville à demi détruite. un arbre grêle, posé sur une 

pelouse verte, était la meilleure partie du tableau, mais 

malheureusement il achevait de brouiller le visage qui devait être celui 

d'un homme imberbe, aux traits communs, au sourire avantageux, autant 

du moins qu'on pouvait imaginer en prolongeant de lignes sans cesse 

interrompues.308)

그는 양 옆을 두리번거렸다. 그리고 나서 그의 시선은 그때까지 별 주목을 끌

지 못하고 쇼윈도에 있었던 한 사물에 고정되었다. 그것은 예술적 가치는 별로 

있어 보이지 않는 한 장의 초상화로 다른 그림의 잔재가 보이는 캔버스 위에 

그려진 그림이었다. 서툴게 표현된 형상은 반쯤 파괴된 도시의 여러 가지 큰 

건물 뒤로 사라졌다. 푸른 잔디밭 위에 서있는 한 그루의 키 큰 나무는 그 그

림 속에서 가장 잘 그려진 부분이었는데 불행하게도, 누군가의 얼굴을 가리고 

말았다. 적어도 계속해서 끊긴 선을 연장하면 상상할 수 있는 정도인 만큼, 그 

얼굴은 아마도 수염이 없고 오만한 미소를 지닌 평범한 얼굴이었을 것이다. 

파괴되고 손상된 얼굴에 대한 응시가 애초부터 부분적 대상에 대한 욕망이

개입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토마의 초상화 속에서다. 초반에 등장

한 이 초상화가 바로 토마의 얼굴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수위의 안

내를 따라 들어간 방에서 한 화가는 거의 반 강제로, 토마의 초상화를 그려준

다. 그 초상화는 토마와는 닮은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그림에 그려진 초

308) Ab,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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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화는 슬프고, 나이 먹은 얼굴로 이목구비는 흐릿하며, 세월에 의해 지워진 모

습으로, 모든 의미를 상실한 것처럼 보인다. 화가에 의해 탄생된 초상화는 토마

가 입구에서 눈여겨보았던 얼굴 부분이 파괴된 초상화와 마찬가지로, 몸과 의복

은 세부적인 부분까지 매우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으나 시선을 제외하고는 폐허

와 잔해와도 같이 그려져 있다.

Le peintre lui avait donné une expression étrange, non pas vivante, car 

elle semblait au contraire condamner l'existence, mais liée au souvenir 

de la vie par une réminiscence perdue au milieu des décombres et de 

ruines. Ce regard ne parut pas à Thomas aussi étranger que le 

reste.[...] on eût dit qu'ils regardaient grâce à une lumière intérieure 

dont le reflet pouvait s'éteindre d'un moment à l'autre et qui ne se 

prolongeait que par une obstination perverse.309)

화가는 그 시선에 이상한 표정을 부여해놓았다. 생기를 띠기는커녕, 오히려 존

재를 단죄하고 있는 듯이 보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잔해와 폐허 한가운데 사라

진 어렴풋한 기억에 의해서만 생의 추억에 연결되어 있었다. 이 시선은 토마에

게 그림의 나머지 부분처럼 낯설게 보이진 않았다.[...] 마치 그 눈은, 내적인 

빛에 의지해 보고 있는 듯했다. 그 빛의 반영은 조금 있으면 곧 꺼질 수도 있

어서 도착적인 집요함에 의해서만 연장될 뿐이었다. 

그림에 나타난 시선은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머무른 생기 없는 시선이 소

멸되어 가는 얼굴 속에서 내적인 빛을 발산하고 있다. 내적인 빛의 투영은 자칫

하면 꺼질 것처럼 위태롭다. 이 내적인 빛은 인용문에 나타난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작가가 의지적으로 연장하고 싶은 것이다. 작가의 의식적인 배치를 차치

하고서라도, 주인공 토마의 시선을 통해 보이는 사물의 모습이 나르시시즘적인

퇴행구도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조각난 얼굴상, 사라지는 얼굴상에 대한 반복

적 욕망은 통일적인 상을 배제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하게 된다. 『아미나다브』

의 초상화를 주제로 다룬 논문을 발표한 마조렐(Jérémie Majorel)이 이 장면을

들어 거울 단계 이전의 우울증적 요소를 제기한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310)

309) Ab, p. 30.

310) “Ce portrait sans visage devant modèle et ce modèle qui ne se reconnaît

pas dans ce cadre vide proposent une version mélancolique du stade miroir(le

regard du sujet est comme mort.) Les “décombres" et les “ruines", autre trait

mélancolique, entrent en résonance avec le visage de Thomas dont "les traits,

flou, comme effacés par le temps, avaient perdu toute signification."” in

Jérémie Majorel, “Portrait avec visage absent: Aminadab (1942) de Maurice

Blanchot”, in Alea vol.12, 2010, p.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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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상이 가지는 의미는 정체성의 근원이다. 토마가 들어와 있는 집안 곳곳의

초상들은 이 소설이 정체성에 관하여 지향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암시하는 역할

을 한다. 양피지의 수많은 흔적들 위에 그려진 선이 끊긴 한 인간의 얼굴의 반

복적 제시는 애초부터 존재의 ‘타자성’을 드러내는 설정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블랑쇼의 시각은 실제로 그의 사유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현상

학적인 관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흔히들 현상학에서 시선은 감추어

진 것을 드러내는 통로로서 언급되어 왔다. 후설은 그의 『논리학 강의』에서

“현상하는 모든 것은 지향적인 빈 지평 속으로 짜여져 들어가 침투되어 있음으

로 해서만, [...] 사물 현상이 된다. 이 지평은 빈 것으로 단순히 무가 아니라 채

워질 수 있는 빔, 즉 규정 가능한 비규정성”이라고 쓴 바 있다.311) 의식 바깥에

존재하는 사물은 비규정적인 상태로 남아있다. 우리의 의식이 사물에 닿았을 때

야 사물은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내고 대상화된다. 하지만 우리의 주관에 들어

온 사물조차 진실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우리의 시선 밖에서 채워지지 않는 근

본적인 비어있음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타자성의 문제 역시 블랑쇼의 소설에서 통일된 거울상의 이미지를

부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거울보기’는 조각난 몸으로 경험되던 신체의 전

체성을 획득하는 주요한 사건이다. 거울단계에 들어서면서 인간은 드디어 상상

적으로 동일화 된 자신의 통일적 신체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언제나 기쁨과 환희를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거울상을 승인해주는 타자의 시선

을 통해 상징적 의미를 획득하고, 거울상의 인지를 통한 자아 이상(Moi Idéal)

을 구축한다고 해서 이전의 상태와의 긴장과 갈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미지의 전체성은 조각난 주체상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므

로 거울상의 이미지는 언제나 불안정한 대상으로 기능하며, 상상적 거울상에 동

일화하려는 자아의 통합적 시도는 언제나 불안정하고 붕괴될 위험에 놓여있다.

312)

폐허와 잔해로 그려진 초상화 속에 살아남은 시선은 현실적 모든 의미화를

퇴색하게 만든다. 이 시선은 현실이 아닌 파편화되어 무의식으로 흡수된 환상적

실재를 응시하는 시선으로 보아야 한다. 통일된 자아상을 가지는 시도가 실패했

다는 사실은 분신의 역할을 하는 돔(Dom)의 등장으로 좀 더 명확해지는 듯하

다. 토마가 돔의 문신을 목격하는 장면을 조금 더 주목해보기로 한다.

311) Edmond Husserl, Analysen zur passiven synthesis (1918-1926), Hrsg.von M.

Fleischer, 1966, p. 6. 이에 관하여서는 이남인 편저『현대철학사조』, pp.53~54를

참조했다.

312) J. Lacan, Écrit, p.97, p.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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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passa à l'examen du cou; la tête semblait sortir presque 

directement des épaules, à cause peut-être du vêtement bouffant qui 

l'emmaillotait; quand au visage, ce qu'il avait pris pour des 

boursouflures et des cicatrices était les traces d'une deuxième figure 

qu'un  tatoueur avait dessinée, probablement sur les conseils d'un 

artiste, pour reconstituer sur le visage même le portrait de ce visage. À  

regarder avec attention,  le travail  apparaissait comme très habile. Il y 

avait dans le dessin d'énormes erreurs - par exemple, les yeux 

n'étaient pas pareils et l'un, celui qui était en dessous de l'oeil droit, 

semblait embryonnaire, tandis que l'autre s'épanouissait sur la portion 

gauche du front d'une manière exagérée-mais on était touché par une 

grande impression de vie. Ce seconde visage ne superposait pas au 

premier, loin de là. Si l'on considérait le détenu de face, on ne voyait 

que les traits grossièrement façonnés, mais en tournant la tête 

rapidement de gauche à droite, sans cesser de regarder la bouche, on 

distinguait de traits pleins de finesse qui étaient comme le reflet d'une 

beauté ancienne.313)  

[...] 이어서 그는 남자의 목을 살폈다. 남자를 둘러싸고 있는 헐렁한 옷 때문

인지, 머리가 어깨에서 바로 나와 보였다. 부종과 흉터가 나있는 얼굴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예술가의 조언이라도 따랐는지 얼굴 위에 이 얼굴의 초상을 

재구성할 목적으로 문신가가 그려놓은 제 2 형상의 흔적들이 있었다. 자세히 

보면 솜씨가 능숙해보인다.[...]그러나 그 스케치에는 중대한 오류들이 있었는

데, 예를 들어, 눈은 원래의 모습과 닮지 않았다. 특히 오른쪽 눈 밑에 있는 눈

의 형상은 마치 작은 씨앗의 상태 같아보였다. 다른 하나가 과장된 방식으로 

왼쪽 이마 부분까지 퍼져있는 반면에. 하지만 우리는 이로부터 살아있다는 강

한 인상을 받았다. 이 제 2의 용모는 제 1의 용모에 겹쳐져 있지 않았다. 그와

는 거리가 멀었다. 이 죄수를 정면에서 바라보면 조잡하게 가공된 형태들밖엔 

보이지 않지만 머리를 돌려 입에서 눈을 떼지 않고 상대방 얼굴을 왼쪽에서 오

른쪽으로 재빨리 보면, 마치 고전미의 재현과 같이 섬세함으로 가득 찬 모습을 

식별하게 된다.

토마의 눈 안으로 돔의 귀에서 목, 머리, 어깨 등의 감각적 형태가 파편화되

어 들어온다. 돔의 얼굴은 마치 두 개의 거울을 반사시킨 것처럼 자신의 얼굴

안에 또 다른 얼굴이 존재한다. 얼굴의 흉터로 착각한 문신이 돔의 제 2의 모습

을 나타낸 흔적이다. 의식과 시선에 따른 비결정성에 관한 문제의식은 돔의 의

미심장한 문신의 묘사에서도 드러난다. 자신의 일부는 자신을 반영하면서도 제

1의 용모와는 다른 흔적을 가졌다. 뿐만 아니라 돔의 얼굴은 정면이 아닌 측면

에서 토마의 목을 일부러 비틀어 돌리듯 하여 좌에서 우로 살피면 정면에서 보

313) Ab,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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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인상을 준다. 무수한 배경이 존재하는 초상화의 얼굴, 얼

굴 안에 존재하는 이질적인 얼굴의 모습은 ‘현상학적 환원’의 무한성을 드러낸

다. 그러므로 인간의 자기 주체성, 정체성은 의식의 현상적 표면에서 미완의 상

태로 남겨지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고 있는 점은, 『아미나다브』의 서사 자체가 거울과

초상의 테마가 끝없이 반복되는 ‘자기 대상화’, ‘자기 환시적’ 면모를 구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토마는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군데군데 선이 끊겨있는 얼굴

이 그려진 초상화를 접한다. 나중에 가서는, 그 얼굴이 토마 자신의 얼굴이었음

을 알게 된다. 뿐만 아니라 화가에 의해 초상의 대상이 된다. 초상의 이미지에

서 자신의 몸에 제 2의 얼굴을 장착한 돔의 이미지로 전개 되고, 돔은 작품 중

반에까지 수갑이 채워진 채, 토마의 분신 역할을 하게 된다.

분신은 토마의 또 다른 거울로서의 역할을 한다. 돔의 등장은 관습적인 ‘분

신’의 테마라고 하기에는 특이점들이 존재한다. 토마는 돔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다. 서로의 팔목에 수갑이 채워져 너무나도 가깝게 밀착되어 있기 때문

이다. 토마의 눈은 돔의 통일되고 전체적인 상을 응시할 수가 없다. 뿐만 아니

라 토마는 돔의 현실적인 상을 부정하고 입매를 중심으로 왼쪽에서 오른 쪽의

얼굴로 눈을 돌려 돔의 얼굴에서 아름다운 이목구비의 모습을 찾아내려 애쓴다.

돔의 얼굴을 바라보는 토마의 시선이 그려내는 상은 양 옆의 얼굴 두면을 펼쳐

놓은 듯한 상이다. 밀착되어 있는 분신의 파편적인 이미지들은 마치 거울 이전

으로의 퇴행을 의심케 한다. 돔에 밀착되어 있는 토마의 모습은 마치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는 유아의 미숙한 인지에 비친 파편화된 상을 떠올리게 한다. 뿐만

아니라, 앞서 제시했던 토마가 돔을 바라보는 장면의 세부를 살펴보면, 돔의 몸

으로 빨려 들어갈 것만 같은 환각적 이미지가 드러난다는 점이다.

Thomas détourna d'abord les yeux, puis il s'habitua peu à peu au visage 

en commençant par fixer les oreilles qui semblaient chercher à entendre 

une fois encore les paroles qui venaient de les frapper. Elles se 

tendaient humblement vers lui, et s'il ne se fût maintenu un peu l'écart, 

elles aurait fini par se coller l'une après l'autre contre sa bouche à 

laquelle elles aspiraient pour en mieux recevoir le souffle. 

우선 토마는 눈을 돌려 조금씩 그의 얼굴을 익혔다. 마치 방금 그들을 놀라게 

했던 말들을 한 번이라도 더 듣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 같이 보이는 귀에 시

선을 고정시키기 시작하면서. 남자의 귀는 토마를 향해 조심스럽게 뻗어 있었

는데 만약 토마가 그와 조금 떨어져 있지 않았다면 이 귀들은 그의 입을 동경

한 나머지, 숨결을 더 잘 받아들이기 위해 마침내는 하나씩 차례로 입에 달라

붙어버렸을지도 모른다.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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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함께 잠들었다 일어난 토마의 눈에 신체의 부분적인

상이 들어오는데 토마를 향한 돔의 귀는 마치 토마의 입에 달라붙을 것만 같은

느낌을 준다. 제각각 움직이는 조각난 신체, 기관들의 이미지는 한편으로는 공

포의 대상이, 다른 한 편으로는 애정의 대상이 된다. 흡착되고 자신의 입을 빨

아들일 것 같은 기관에 대한 묘사는 다분히 환각적이다. 뿐만 아니라, 부분적인

기관에 대한 기괴한 밀착된 상태 등은 분명, 자신의 분신인 돔과의 성애적 관계

를 암시하는 이미지들이라 할 수 있다.

『아미나다브』에서 현실적 욕망 차원을 넘어서는 충동 차원의 문제에 주목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파편화된 환각적 이미지들을 재구성했을

때 삶의 역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죽음충동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충동의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텍스트 속에 드러난 표상의 질서를 어지럽

히는 지점의 근원을 논한다는 의미이다. 언어를 통해 드러나 있으면서도 근본적

으로는 언어로 설명되기 불가능한 역설적인 지점들을 텍스트 속에서 찾아내는

일이다.

욕망(désir)과 충동(pulsion)은 엄연히 다른 위치에 있는 욕동의 심급이다. 욕

망은 타자의 결여를 인정하고 동일화 과정에 귀속되는 상징적인 면모를 지닌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라캉의 거울단계에 대한 언급은 많은 해석적 여지를 가지

고 있다. 거울단계는 이상적 대상의 상상적 동일화가 시작되는 첫 지점으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거울단계의 특성을 조금 더 살피면, 거울은 상징

계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거울의 환영 속에 놓인 이상적

자아(moi-idéal)의 발견은 미숙한 주체에게 기쁨을 선사하지만 그만큼의 자아

소외를 불러일으킨다. 거울에 비친 매혹적인 상에 비해 아직 몸을 잘 가누지 못

하는 상태의 간극에서 오는 긴장감이 불안을 야기한다. 주체는 이내 거울과 자

아의 간극이 결코 메워질 수 없는 거리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뿐만

아니라, 거울에 비친 모습은 타자를 통해서만 승인되는 것이다. 거울에 비친 상

에 대한 소유는 나르시시즘적 착각의 상태가 아니라 타자의 존재에 의한 것이

된다.315) 거울을 통한 최초의 기쁨은 타자의 욕망 속에서 결여와 긴장을 반복하

며 환영적인 기원만을 남긴 채 사라질 것이다.

『아미나다브』에서 살펴보았던 파편화된 거울상의 이미지들은 ‘욕망의 차

원’으로 의미화할 수 없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계속해서 거울의 표상

314) Ab, p. 34

315) J. Lacan, 「Le stade du miroir」in Écrits, Seuil, 1966, pp. 9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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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다루었는데, 그 표상들은 거울이 제시하는 통합적인 속성에 대한 거부를

표하고 있었다. 언어로 표현된, 전인적인 것, 대상적인 것이 아니라, 마치 시니

피앙의 연쇄가 단락 (court-circuite)된 채로 끊임없이 부유하는 것처럼 통합 이

전의 상태로의 퇴행하여 대상화될 수 없는 무결정성의 상태로 남으려는 것이다.

여기에 바로 부분 대상(objet petit a)의 문제가 제기된다. 타자의 눈짓과 말, 음

성적 요소에 의해 승인되기 이전의 완전한 결합 상태를 향해 충동이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얼굴의 환상은 타자와 주체의 봉합

상태에서 만족을 주던 환각적 대상에 대한 회복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

로 『아미나다브』에서 사라진 얼굴, 깨진 거울의 형태로 남겨진 이미지들은 대

상화, 언어화에 대한 지연이자, 인간 존재에 근원적으로 주어진 결여에 대한 거

부로 읽어낼 수 있다. 결여에 대한 거부는 거울의 자기 복제 작용 속에서 초자

아적인 모성에 대한 공포와 제 2의 자아상인 분신을 만들어낸다.

Ⅱ-4-1-3. 공포와 구원의 이중적인 여성성

우리는 앞서 파편화되고 훼손된 얼굴의 이미지들을 재구성하면서 소설 전반

을 지배하는 원형적인 환상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었다. 사라지는 얼굴, 현상 너

머를 보는 시선만큼 작가의 욕망을 촉발하는데 적합한 것은 없다. 앞서도 제시

했듯이, 화가가 그려준 폐허가 된 자화상 속에서 토마는 유독 빛나는 내적인 시

선을 주시했었다. 이후 발간된 소설인 『죽음의 선고』에서도 연인인 나탈리가

죽은 텅 빈 불꽃의 시선으로 자신 뒤 쪽으로 뻗어있는 무한을 보았을 때 주체

내부의 ‘무엇인가’ 그녀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일어나는 장면이 나온다.316) 현상

너머를 바라보는 시선들은 소설 속의 서술자가 알 수 없는 그 ‘무엇’을 향해 열

리게 만드는 시선으로 나타난다. ‘볼 수 없는 것’, ‘응시해서는 안 되는 것’은 어

떤 진실적 차원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끊임없이 욕망되고 있는 것이다. 죽음의

본질, 진실을 체험하는 데 대한 두려움과 불안은 항상 잔존한다. 또한 이 장에

서는 그러한 불안의 문제가 언제나 소설 속의 여성 이미지와 연결된다는 사실

을 논의해야한다.

316) “<<Regarde-moi.>> Sa tête, en effet, se souleva entre mes mains et,

aussitôt, à trois ou quatre pas de moi, je la vis encore, cette flamme morte et

vide de ses yeux. De toutes mes forces, je la fixai et elle aussi paraissait me

fixer, mais à l'infini derrière moi. Alors, quelque chose en moi se leva, je me

penchai sur elle et lui dis.” in Ab, pp. 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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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 공포와 구원의 이중적인 여성상을 설명하기 위해 논의해야 할 부

분은 두 가지 다. 그 중 하나는 법의 문제를 초월해있는 여성의 위치에 관한 것

이다. 소설에서 법과 규범, 규율의 질서들은 뤼시의 자의적 질서 앞에서 모든

효력을 잃는다. 오이디푸스적 구도의 실패이자 현실적 규범 가치의 실패를 시사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체로 거듭나기를 스스로 거부하는 모태 회귀적인 속성

을 드러내는 표지들이다. 물론, 이 표지들을 잇는 열쇠는 ‘뤼시’라는 인물이 가

지고 있다. 토마는 규율의 억압에 복종하는 대신 뤼시와의 계약 속에 등록되기

를 희망한다.

나머지 한 부분은 장편 소설 내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환각적 이미지를 추

출해내어 규정하는 것이다. 뤼시는 법의 초월자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된다. 블랑쇼 소설 전반에서 여성은 공포와 불안의 대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

하고 끊임없이 합일을 시도하는 대상으로 나타난다. 공포의 대상과 합일을 시도

하는 작가적 선택은 블랑쇼의 작품 활동 전반을 지배하는 하나의 환상적 시나

리오 역할을 한다. 우리는 이 장에서 반(反) 오이디푸스적 퇴행 이후�비천시

(abjet)�의 대상을 내화하는 덫의 환상을 재구성하여 텍스트의 심층차원에 접

근해보기로 한다.

Ⅱ-4-1-3-1. 법의 초월자

<<Or les loix se maintiennent en crédit, non parce qu'elles sont justes, mais par ce que

qu'elles sont loix. C'est le fondement mystique de leur authorité, elles n'en ont point d'autre.

>>317)

우리는 이 장에서 건물에 사는 사람들에게 부여된 법칙의 문제를 다루어보

기로 한다.318) 『아미나다브』에는 두 개의 법이 존재한다. 건물에서 방을 배정

317) Montaigne, Essais, III, ch.XIII, "De l'expérience", Bibliothèque de la Pléiade,

p. 1203.

318) 법의 문제와 사회 체제, 국가, 그리고 사회와 국가의 일부로서 살아가는 사람들

에 대한 숙고는 『아미나다브』에서 발전하여, 6년 뒤 발표한『하느님 Le

Très-haut』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된다. 많은 연구자들이『아미나다브』에

나타난 법의 문제를 이야기 할 때, 위의 텍스트를 언급하고, 오히려 후속 텍스트

인 『하느님』의 텍스트에 비추어 『아미나다브』를 부속적으로 다루는 것이 일

반적이다. 이 장에서 다루는 법의 문제는 뤼시의 초월성을 설명하는 근거이자, 블

랑쇼 소설과 비평에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비어있는 원형적 대상, 즉 본질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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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살아가는 세입자들을 위한 법과 뤼시가 토마에게만 부여하는 법이 극명하

게 대조된다. 누구도 건물 안에서는 법의 바깥에 놓이지 못한다. 하지만 뤼시의

위치는 매우 독특하다. 건물에 속해있으면서도 법칙에서 자유롭기에 배회하는

토마를 해방한다. 이 장에서 논의해야 할 주제는 서로 다른 규범이 지니는 양상

의 차이에 대한 것이다. 건물의 법을 초월하는 인물로서 설정된 뤼시의 규범은

공포와 구원의 이중적인 여성성을 구현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주인공이 경험하는 사건들은 분명 현실 비판적인 저자의 인식을 반명하고 있

으나 딱히 무엇을 설명하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하기 어려운 환상적인 서

사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랑쇼의 『아미나다브』는 알레고

리적인 방식을 통해 읽을 여지들이 많다. 블랑쇼는 그 자체로 투명한 법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모순을 이야기 하고 싶었던 듯 보인다. 블랑쇼는 작품에서 규범

의 체계와 언어의 체계, 그리고 건축물의 공간배치를 긴밀한 관계에 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작가가 『아미나다브』의 결말로 가는 부분에 배치해놓은 한

장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Il poursuivit donc son essai en s'attaquant d'abord à un pupitre. C'était 

qu'un meuble de salon; il était composé de pièces de bois fragiles et 

finement taillées, et les doigts étaient trop gros pour atteindre les 

grains de poussière qui garnissaient les rainures; il dut arracher au 

balai un morceau de jonc qu'il passa dans les creux des parties 

sculptées; mais le travail était encore plus délicat qu'il ne l'avait cru; à 

mesure qu'il dégageait les minces entailles, il en découvrait de plus 

fines qu'il avait d'abord négligées et quand son oeil ne distinguait plus 

rien, l'aiguille de bois à son tour trouvait d'invisibles broderies qu'elle 

mettait au jour lentement.[...] il pria sa voisine de lui prêter une 

épingle. [...]La jeune femme [...] lui glissa dans la main une fine pointe 

qu'il eut de la peine à saisir tant elle était petite et que seul son éclat 

l'empêchait de perdre de vue. Il continua avec ce nouvel outil à creuser 

les lignes; leur enchevêtrement lui apparaissait toujours plus grand; il 

s'éloignait de plus en plus du point de départ, et les cercles qu'il traçait 

étaient comme les différents chemins d'un labyrinthe qui n'avait pas 

d'issue. Parfois il pensait s'être trompé et il se disait que tout était à 

recommencer, puis la pointe qui ressemblait à un éclat de diamant le 

conduisait dans une autre voie dont les circonvolutions passaient à côté 

des obstacles, laissant une trace brillante qui était comme un point de 

repère. [...]Il se recula un peu et tout le dessin qu'il avait tracé en 

accord avec le modèle lui apparut dans une douce lumière, chaque ligne 

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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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yant reçut de la pointe de diamant quelques parcelles brillantes qui la 

faisaitent étinceler. Ce dessin, à proprement parler, n'avait pas grand 

sens; c'était un écheveau qui n'avait pas encore été débroullié et dont 

les fils entraînaient le regard dans d'interminables détours à la 

recherche de l'image qu'ils avaient servi à construire. Peut-être était-ce 

un plan, peut-être un simple travail de broderie; il n'importait. 

[...]그래서 시험 삼아 먼저 뚜껑 달린 작은 책상부터 시작했다. 그것은 객실에 

놓인 물건에 불과했지만 연한 나무에 섬세한 세공이 된 것이었다. 홈에 들어박

힌 먼지를 떼어내기엔 그의 손가락이 너무 굵었다. 빗자루에서 골풀 한 개를 

꺾어서 그것으로 조각한 부분의 홈을 파냈다. 하지만 그 일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까다로웠다. 작은 홈의 먼지를 없애나감에 따라 이전에 내팽개

쳐두었던 더 가는 홈이 나타났는데, 눈으로는 아무것도 구별이 안 될 지경에 

이르자 이번엔, 골풀 끝이 눈에 보이지 않는 조각을 찾아내어 천천히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었다.[...]그는 곁에 있는 여자에게 핀을 하나 빌렸다. [...] 젊은 여

인은 너무나 작아서 쥘 수 조차 없을 만큼 가는 바늘을 그의 손으로 넘겨주었

다. 오직 바늘의 반짝거림만이 시선을 잃는 것을 막아주었다. 그는 이 새로운 

도구로 선들을 따라 홈을 파는 일을 계속했다.[...] 그것은 모두 심하게 얽혀있

는 것 같았다. 그는 점점 출발점에서 멀어져서 그가 그리는 원들은 출구 없는 

미로의 각각 다른 길들 같았다. 때로는 길을 잘못 들었단 생각이 들어 모두 다

시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자 다이아몬드 빛과도 같은 바늘 끝이 그를 다른 

길로 이끌었다. 그  마치 기준점처럼 빛나는 흔적을 남기면서, 원들이 장애물

을 통과하는 다른 길로.[...]그는 조금 물러섰다. 모형에 따라 그가 그린 그림이 

부드러운 빛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각각의 선이 다이아몬드 바늘 끝으로부

터 빛나는 입자를 받아들여 반짝이고 있었다. 이 그림은 실제로 별다른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았다. 그것은 아직 다 풀리지 않은 실타래였을 것이다. 그래서 그 

실타래의 선들은 그들이 구축하는데 쓸 이미지들을 찾아서 끝없는 우회로 속으

로 시선을 끌어들였다. 아마 그것은 배치도일 것이다. 아니, 어쩌면 단순한 자

수의 무늬일지도 모른다. 무엇이라 하더라도 상관은 없다.319)

건물에서 방황하던 토마는 자신을 하인으로 착각한 뤼시의 요구에 방청소를

시작한다. 객실 안에 놓여 있는 한 책상을 윤이 나게 닦다가 두텁게 쌓인 먼지

에 가려 보이지 않던 세공된 흔적을 파서 다시 재구성한다. 뤼시에게 미세한 바

늘을 얻어 감추어져 있었던 진실을 드러내듯이 책상의 본 무늬를 찾아 홈을 파

는 일에 열중한다. 심하게 얽혀있는 책상의 무늬는 이 소설의 첫 장면과 상통하

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우리는 1장에서 한 캔버스 위에 지웠다 여러 번 다

시 그린, 이전 그림이 얼굴의 윤곽을 흐릿하게 만들어버린 그림을 연상하게 된

다. 미로 같은 이 건물의 배치도는 출구 없는 미로처럼 얽히고설켜서 결국에는

처음 들어온 곳이 어딘지, 애초부터 무엇을 목적으로 들어온 것인지, 자신이 누

구였는지조차 잃어버리게 만든다. 토마가 가늘게 파인 홈을 따라서 재구성한 미

319) Ab, pp. 23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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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그자체로 선이 아니라 빛으로 존재한다. 그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이 집의

배치도이자, 배치도 본연의 기능을 아예 상실해버린, 선으로만 남겨진 문양이다.

실제로 그것이 이 집의 어딘가를 가리키고,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전혀 알 수 없

다. 그 자체로 기의를 전혀 갖지 않는 순수 기표 (pur signifiant)320) 로서의 빛

나는 문양일 뿐인 것이다. 뒤에 언급될 뤼시의 글씨나 부조처럼 새겨진 토마의

서명의 의미 역시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자수 문양처럼 그

려진 이 집의 배치도는 이유 없는 호명,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겉봉만 남겨진

메시지일 뿐이다.321)

블랑쇼에게서 공간은 하나의 법의 순수형식과 보이지 않는 억압을 드러내는

320) 라캉의 ‘순수기표’ 개념은 소쉬르(Saussure)의 개념에서 차용한 용어로 ‘기의를

갖지 않는 기표’를 의미한다. 라캉은 세미나 20권, Le séminaire XX: Encore

(1975)에서 '의미의 실패'를 상징하는 기표로 표현한 바가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무(無)를 지향하는 팔루스의 기표로서 설명되고 있다. (pp.74~75 참조)이 순수기

표와 관련한 설명은 『에크리 (Écrits)』를 포함한 라캉의 저작 여러 군데에서 설

명되고 있는데, 1955년에서 1956년 사이에 쓰인 세미나 3권, Le séminaire III,

Les psychoses 에서도 이미 언급된 바가 있다. 여기에서도 기표를 라캉은, ‘그 자

체로서는 아무것도 의미화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의미화 될 수 없을수록 파괴할

수 없는 것’으로 표현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의 역설이 존재하는데, 이 비어

있는 순수기표 덕분에, '비로소 우리가 세계를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이다.' (p.209

참조)

321) 포의 「도둑맞은 편지」는 왕비의 방에 왕과 장관이 함께 들르면서 사건이 시

작된다. 왕비는 왕이 알면 안 되는 편지를 받고는 왕이 들어오자마자, 편지를 다

른 곳에 숨기지 않고 편지를 그냥 탁자에 올려 놓음으로써 그 편지가 왕이 전혀

신경 쓸만한 것이 아닌 것처럼 행동한다. 그러나 왕을 따라 들어온 장관은 그것

이 중요한 편지임을 알아차리고 자신의 호주머니에 있던 편지를 꺼내 왕비가 보

는 앞에서 바꿔놓는다. 왕비는 자신의 편지를 빼앗아간 장관의 무례함을 눈 앞에

서 보고서도 꾸짖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편지를 왕이 알게 해서, 자신의 명예에

손상이 가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왕비는 경감을 불러 그 편지를 찾

아 달라고 호소하고 경함은 장관이 없는 사이 집 안의 숨길 만한 곳을 샅샅이 뒤

진다. 그러나 아무런 성과도 올리지 못한 경함은 사설 탐정인 뒤팽에게 그 일을

맡긴다. 뒤팽은 우선 장관의 집에 적외선 안경을 끼고 들어가 천천히 그 집 안을

둘러본다. 그 편지는 마치, 왕비가 왕 앞에서 드러내놓으면서 감추려 했던 것처

럼, 난로 위에 구겨진 채로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뒤팽이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

다. 라깡은 이 소설을 편지의 도난과 회수로 구조화하고, 인물들이 각각의 상호

구조 속에 처하게 되면서 같은 상황을 반복하는 것이 상징계의 질서를 닮아있음

을 지적했다. 상징계가 결코 채워질 수 없는 빈 중심을 대신하는 차이를 지닌 시

니피앙의 무한 반복이듯이, “도둑맞은 편지” 역시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전혀 언

급되지 않은 채, 그 편지를 점유하는 주체들만이 계속 뒤바뀌며 이야기가 진행될

뿐이다. 이 집의 배치도 역시 도둑맞은 편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아무도 본 적

없는 배치도를 찾기 위해 토마의 끊임없는 방황이 시작되며 『아미나다브』 전체

를 이끌어가는 핵심 능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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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로 쓰인다. 내재적 구조와 규범은 건물 자기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이다.322) 문과 문, 방과 방, 창은 모두 인간의 행동을 제어하는 중

요한 규칙과 질서의 형식으로 기능한다. 인간이 공간을 만들었으나 이미 배치된

공간은 인간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간다.

[...] Si j'en crois ce que vous m'avez dit, il y a entre l'étage où nous 

nous trouvons et les autres qui sont au-dessus un tel éloignement que 

lorsqu'on en revient, on se souvient à peine d'y avoir été et qu'on ne 

se rappelle plus ce qu'on y a vu. il est par conséquence inutile de faire 

un effort pour imaginer ce qui s'y passe. Peut-être les sens n'y 

rendent-ils aucun service; peut-être la pensée même y reste-elle 

inoccupée et ne saisit -elle rien. Peut-être, comme il n'y a aucun 

moyen d'observer ce qu'on y fait et ce qui arrive, ne constate-t-on 

rien de particulier et peut-on s'y trouver sans savoir qu'on y est.[...] 

C'est que, malgré sa bonne volonté, le messager, losqu'il  sera parvenu 

en  haut, aura oublié son message et sera incapable de le transmettre; 

ou encore, en admettant qu'il en ait conservé scrupuleusement les 

termes, il lui sera impossible de savoir quelle en est la signification, car 

ce qui avait un sens ici doit nécessairement avoir là-bas un sens tout 

différent ou n'avoir aucun sens.[...]323)  

당신 말대로라면 우리가 있는 층과 위에 있는 다른 층과의 사이엔 심한 거리가 

있어서, 거기서 돌아왔을 때,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기 때

문에, 그곳에서 본 것이 무엇인지조차 떠올릴 수가 없지요. 무슨 일이 일어났

는지 상상하려고 애쓰는 건 무용한 일입니다. 의미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어쩌면, 사람들이 거기서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이 생겼는지를 관찰할 방법

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하고 [...]어쩌면 생각 자

체가 비어 있어서, 아무것도 포착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관찰할 수단이 전혀 없기 때문에 

특별한 일은 아무것도 확인할 수가 없게 되고 그저 우리는 거기서 우리가 존재

했다는 사실 조차 알지 못한채 있는 것이지요.[...]결국 전달자는 아무리 좋은 

의도를 지니고 있어도, 위에 다다랐을 때는 메시지를 잊어버려서 전할 수가 없

습니다. 혹은 낱낱이 그 말들을 다 기억하고 있어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는 일이 불가능해집니다. 하여간 이곳에서 어떤 한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일이, 위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거나, 혹은 전혀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니까요. [...]

322) “...et vous savez bien que même avec tous les pouvoirs du monde nous ne

réussirions pas à déprécier l'immeuble, pas plus du reste qu'à en augumenter

la valeur. Non, la maison est toujours à chaque instant exactement dans l'état

qui lui convient. Elle est hors d'atteinte.” in Ab, p. 147.

323) Ab, p.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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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는 처음부터 주어져 있지 않은 호명의 이유를 찾아, 남겨진 메시지를 찾

아 얽히고설킨 선의 표면을 따라 이방 저 방으로 미끄러져 왔을 뿐이다. 주인공

인 토마가 거대한 집을 배회하는 것이 전부일 수밖에 없는 것 역시, 이 건물의

배치도가 지닌 비어있음 때문일 것이다. 토마가 이 건물에 들어온 목적은 자신

을 호명했던 사람을 다시 만나는 것과, 배회하던 중 바르브(Barbe)라는 하녀를

통해 남겨진 메시지를 되찾는 것이다. 토마는 자신의 계획을 전혀 실행하지 못

한다. 자신을 호명했던 사람에 대한 단서를 얻기는커녕, 자신에게 남겨진 메시

지를 끝까지 전달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바르브를 기다리는 동안, 방에 세들어

사는 사람들에 부여되는 규칙에 의해 계속해서 방을 옮겨 다닐 뿐이다. 호명한

자를 찾지도, 메시지를 손에 넣지도 못한 토마는 건물에서 나가고자 애쓰지만

출구를 찾지 못하고 타의에 의해 이리저리 끌려 다닌다. 공간 때문에 결국은 최

초의 메시지는 소멸되어 가고 이 공간을 전전하는 동안 부여된 목적성, 의지,

소명 등은 다 사라져 버린다. 남은 것은 최초의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

고 끝없이 부유하는 개인, 표류하는 개인의 실존뿐이다.

사실, 이 부분은 블랑쇼의 문학 비평 이론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에피소

드가 된다. 블랑쇼는 초기 비평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언어의 불능성에 관하여 언

급해왔다. 기원은 빈 공간처럼 도달할 수 없고, 원형을 잃어버린 불완전한 언어

의 파편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쓰는 작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작가의 모순된 존

재에 관하여 언급했었다. 결국 작가는 ‘쓸 수 없음’을 계속해서 말하는 반신불수

의 상태를 유지한다.324) 아무 것도 얻지 못한 토마의 여정 역시 블랑쇼가 생각

했었던 비어있는 기원과 원형에 태생적으로 도달할 수 없다는 허무주의적 맥락

으로 읽어낼 수 있다. 원형은 현실 속에서 폐제되었다는 (forclusion) 본질을 은

폐하려는 기표들만이 부유할 뿐이다.

소설의 이러한 면모는 많은 연구자들이『아미나다브』를 분석하면서 법과

권력, 근대적 삶의 모순에 관하여 알레고리적인 소설을 썼던 카프카 (Frantz

Kafka)와 비교하는 이유일 것이다. 사르트르는 그의 저작 『상황 1(Situation

1)』에서『아미나다브』를 『성』과의 유사성을 언급하면서, 인간 세계를 뒤집

혀진 형태의 환상적 이미지를 통해 그려냈음을 언급한 바가 있다.325) 또한, 위

에서 제시한 본문은 많은 부분에서 카프카의 단편, 『황제의 전갈』326)이나

324) M. Blanchot, Faux-pas(renouvelé), Gallimard, 1971, p. 10.

325) J-P. Sartre, Situation 1, Éditions Gallimard, 1947, p. 127.

326) "황제가-그랬다는 것이다-그대에게, 한 개인에게, 비천한 신하, 황제의 태양 앞

에서 가장 머나먼 곳으로 피한 보잘것 없는 그림자에게, 바로 그런 그대에게 황

제가 임종의 자리에서 한 가지 전갈을 보냈다. [...]사자는 즉시 길을 떠났다. 그는

지칠 줄 모르는 강인한 남자로 이켠 저켠 팔을 번갈아 앞으로 뻗쳐가며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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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앞에서』327)와 같은 작품과 연계되어 논의되곤 한다.

분명, 블랑쇼는 카프카가 가졌었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회와 개

인, 법의 안과 밖의 문제를 고민했다. 특히나 블랑쇼가 주목했던 부분은 법의

비가시성과 형식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아미나다브』에서의 법은 궁극적으로

형식 그 자체에 상응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법은 비가시적인 전체의 총체성을

드러내며 그 스스로에 의해 폭로된다. 법은 그 어떤 장소로부터도 비어있고 그

스스로에게 적합한 자기 동일적인 것이다. 이 집을 배회하는 누구도 새로운 법

칙을 발의하기 위해 법의 원전, 즉 실체를 참조해 본 적이 없으며, 법과 불법적

무리를 헤쳐 길을 트는데, 제지를 받으면 태양 표지가 있는 가슴을 내보인다. 그

는 역시 다른 누구보다 수월하게 앞으로 나아간다. [...] 그러나 그러는 대신 그는

속절없이 애만 쓰고 있다. 아직도 그는 가장 깊은 내궁의 방들을 힘겹게 지나고

있는데, 결코 그는 그 방들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설령 그 방들을 벗어난다 해

도 아무런 득이 없을 것이니, 계단을 내려가기 위해 그는 또 싸워야 할 것이고,

설령 싸움에 이긴다 해도 아무런 득이 없을지니, 뜰을 지나야 할 것이고, 뜰을 지

나면 그것을 빙 둘러싸고 있는 제 2의 궁전이 있고, 다시금 계단들, 궁전들이 있

고 또다시 궁전이 있고 등등 계속 수천 년을 지나 드디어는 가장 바깥쪽 문을 뛰

쳐나온다면-그러나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비로소 세계의 중심, 그 침

전물이 높다랗게 퇴적된 왕도가 그의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그 어떤 자도 이곳

을 통과하지는 못한다." in 프란츠 카프카,『변신․시골의사』, 전영애 역, 민음사,

2007, pp. 189-190.

327) “법 앞에 문지기 한 사람이 서 있다. 시골 사람 하나가 와서 문지기에게 법으

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청한다. 그러나 문지기는 지금은 입장을 허락할 수 없노라

고 말한다. 그 사람은 이리저리 생각해보다가 그렇다면 나중에는 들어갈 수 있게

되느냐고 묻는다. “그럴 수는 있지만”하고 문지기가 말한다. “그렇지만 지금은 안

되오.” 문은 언제나 그렇듯이 열려 있고 문지기가 옆으로 물러섰기 때문에 그 사

람은 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려고 몸을 굽힌다. 문지기가 그것을 보고는 웃으면

서 말한다. “그렇게 마음이 끌리거든 내 금지를 어기고라도 들어가도록 해보라고.

그렇지만 명심하시오. 내가 막강하다는 걸. 그런데 나로 말하면 최하급 문지기에

불과하거든. 방을 하나씩 지날 때마다 문지기가 서 있는데 갈수록 막강해지지. 셋

째 문지기만 되어도 나조차 쳐다보기도 어렵다고.” 그런 어려움을 그 시골 사람

은 예기치 못했었다. 법이란 누구에게나 언제나 개방되어 있어야 마땅한 것이거

늘 하고 생각하지만,[...]차라리 입장허가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게 낫겠다고 결

심한다. [...]마침내 시력이 약해져 그는 자기의 주위가 정말로 어두워지는지 아니

면 눈이 자기를 속이는 것인지 분간을 못한다. 그런데 이제 어둠 속에서 그는 분

명하게 알아본다, 법의 문들로부터 끌 수 없게 비켜나오는 사라지지 않는 한 줄

기 찬란한 빛을.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다.[...] “이 여러 해를 두고 나

말고는 아무도 들여보내 달라는 사람이 없으니 어쩐 일이지요?” 문지기는 이 사

람이 임종에 임박해있음을 알아차린다. 그리하여 그의 스러져가는 청각에 닿게끔

고함질러 이야기 한다. “여기서는 다른 그 누구도 입장 허가를 받을 수 없었어.

이 입구는 오직 당신만을 위한 것이었으니까. 나는 이제 문을 닫고 가겠소.”” in

프란츠 카프카,『변신․시골의사』, 전영애 역, 민음사, 2007, pp. 16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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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행위를 구분할 기준 역시 모호하다.328)

『아미나다브』에서는 법의 고유한 표상이란 그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이 계

속 폭로된다. 이와 같은 논리는 블랑쇼의 전 작품에서 드러나는 특징인데, 『낮

의 광기 (La folie du jour)』의 일부에서도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 J'apercevais la silhouette de la loi, écrit-il. Non pas la loi que l'on 

connaît, qui est rigoureuse et peu agréable.: celle-ci était autre. Loin de 

tomber sous sa menace, c'est moi qui semblais l'effrayer.  A la croire, 

mon regard était la foudre et mes mains des occasions de périr. En 

outre, elle m'accordait ridiculement tous les pouvoirs, elle se déclarait 

perpétuellement à mes genoux. Mais elle ne me laissait rien de me 

demander et quand elle m'avait reconnu le droit d'être en tous lieux, 

cela signifiait que je n'avais de place nulle part. Quand elle me mettait 

au-dessus des autorités, cela voulait dire que je n'étais autorisé à 

rien.[...] >>329)

그는 다음과 같이 쓴다. “나는 법의 실루엣을 알아보았다. 그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엄격하고 불쾌한 법이 아니라, 그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법의 위

협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을 겁내고 있는 것은 바로 나인 것처럼 보

였다. 정말로 내 눈은 벼락을 맞은듯 했고, 내 손들은 거의 소멸할 지경이었다. 

게다가 그 법은 우스꽝스럽게도 모든 힘들을 나에게 부여하였다. 법은 내 무릎

에서 영원히 선언되었다. 하지만 법은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그 법

이 나에게 모든 곳에 존재할 권리를 인식시켜 주었을 때, 그것은 내가 그 어느 

곳에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법이 나에게 여러 권한을 부여했을 때, 

그것은 바로 나에게 허가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블랑쇼가 법을 이와 같이 이해한 이유는 ‘형식성(formule)’ 속에 가두어진 이

상 ‘주체’의 질적인 특성은 모두 인정받을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보는 연구자들도 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개별자들은 모두 익명의 존재가 된

328) “Certains affirment que le règlement interdit les pensée sournoises, les

plaintes informulées, les revendications qu' on garde pour soi, source de

malaise et de désordre dans un établissement public. Un tel texte existe-t-il

vraiment? C'est invérifiable. En tout cas, il a toujours été difficile à appliquer.

Peut- on distinguer entre les pensées permises et les pensée défendue? […]

어떤 사람은 우울에 잠긴 사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한탄, 타인에게 것은, 공공

건물에 있어서의 불쾌와 무질서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법규에 의해서 금지되어

있다고 단언합니다. 그런 법규가 쓰인 텍스트가 정말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건

확인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여간 지금까지는 항상 법규의 적용이 어려웠습니다.

허용된 사상과 금지된 사상을 구별할 수가 있을까요? [...]” in Ab, p. 155.

329) M. Blanchot, La folie du jour, Gallimard, 2002, pp. 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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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은 위반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나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법이

‘나’에게 부여한 권리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블랑쇼가 구현하는 법의 표

상은 미셸 푸코 (Michel Foucault, 1926~1984)의 해석을 통해 더욱더 명확해진

다. 푸코 역시『바깥의 사유 (Pensée du dehors)』에서 법의 비가시성에 대해

언급했다. “법의 현존은 법의 은폐 (La présence de la loi, c'est sa

dissimulation.)”330)와 동격이며, “그것은 도시와 제도들, 처신과 동작을 절대적

으로 구속한다.(La loi souverainement, hante les cités, les institutions, les

conduites et les geste[...])”331) 뿐만 아니라, 법의 외부성에 관해서는, “행동의

내적 원리나 규칙이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행위들을 둘러싸고 있어서 오히려

그 행위들을 일체의 내면성으로부터 빠져나오게 하는 외부(dehors qui les

enveloppe, et qui par là les fait échapper à toute intériorité )”332)로 표현한다.

법은 하나의 순수한 형식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개별자들의 특수한 질적인 측

면은 “보편이라는 무미한 단조로움(en la grise monotonie)” 안으로 포섭한

다.333) 개인의 질적인 삶은 표준화된 법칙과 관습 안으로 재편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배치도의 본 모습은 아무런 의미 없는 얽힌 선에 불과하지

만 그 배치도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건물의 공간은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삶을

규정한다. 그 실체가 없는 법을 실행하는 집행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블랑

쇼는 제롬이라는 청년의 입을 빌어 이 집의 규칙과 금기, 그리고 세입자와 하인

의 관계, 소송이 만들어낸 해프닝을 설명하는데 약 40페이지에 가까운 긴 지면

을 할애하고 있다.334)

특히나 소설에 나타난 법 집행의 부조리는 억압 그 자체를 드러내고 있다. 먼

저, 이 집에 들어오면, 수위의 안내에 의해 방을 배정받고, 세든 사람이 된다.

세 든 사람은 그 방에서 오래 기거할 수가 없고 늘 옮겨가도록 명령을 받는다.

방을 옮겨가는 과정은 수위와 직원이라고 불리는 자와 하인이라고 불리는 자들

에 의해서 실행된다. 법은 건물 위쪽으로부터 하달되며, 이 집의 일하는 하인들

에 의해 실천되나 그 법을 적용받는 대상은 세든 사람들이다. 이 법은 임대계약

을 통해서 실행되는데, 계약의 가장 중요한 사항은, 오직 한 방에서만 살며, 공

동의 공간은 적당히 사용하고, 같은 층에 사는 다른 세입자의 방에 옮겨다니며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다.335) 뿐만아니라, 자신이 사는 곳이 아닌, 다른 층에는

330) Michel Foucault, Pensée du dehors, p. 33.

331) 앞의 책, p. 33.

332) 앞의 책, p. 34.

333) 앞의 책, p. 34.

334) Ab, pp. 106~142.

335) “Tous les débutants sont ainsi. Comment pourraient-ils mettre les pi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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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로 방문해선 안 되며, 복도로 이어진 거처 외의 공간을 오르내리는 것은 모

두 금지되어 있다. 1층과 2층은 이상한 배치도에 의해 한 복도로 이어져 구분이

어려워 사람들이 드나들지만, 위쪽의 두 개 층과 두 개 층 위에 있는 꼭대기 다

락방에는 결코 가서는 안 된다는 금지 명령이 존재한다.336) 또한 이 집의 구조

는 세입자 각자가 각자의 방에 틀어박혀서 살기에 적합하며, 이 방과 방들은 단

절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전체적인 현황을 알고 있는 사람

들은 거의 없다.337) 세 들어 사는 사람, 즉 권리자와 하인, 직원 간의 구분은 모

호하며 주인이 오히려 노예의 위치에 놓이는 경우가 허다하게 일어난다.338) 자

dans cette maison obscure et mal tenue sans avoir une fâcheuse impression?

Il n'y a pour eux que des motifs de se plaindre, et quels motifs!

Connaissent-ils seulement la chambre où ils habitent? Nous avons coutume de

dire que les locataires sont d'éternels vagabonds qui ignorent même leur

chemin. c'est un peu exagéré, mais c'est vrai au fond. À part quelques

privilégié dont on respecte les caprices, personne ne peut jurer qu'il couchera

deux fois dans le même lit, et ce n'est qu'un va-et-vient de gens, parfois

réveillés en plein sommeil, qui à demi habillés portent dans les couloirs leur

linge en désordre. 처음 오신 분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수상하고 정돈이 안 된

집에 기분 나쁜 인상 없이 발을 들여놓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곤 불평의 동기가 될만한 것 뿐인데요. 아, 무슨 동기 같은 것이 있을리가

요! 자기 방이 어딘지 밖에 모른다고나 할까요? 겨우 거처를 정해도 강제로 이동

해야 하니까요. 그 누구도 같은 침대에서 두 번 잘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존경하는 몇몇 변덕스러운 특권자들을 제외하고는요. 우리는 항상 이런

말을 하고 있지요. 세든 사람들이란 앞으로 갈 길도 모르는 영원한 방랑자라고.

표현이 좀 지나쳤는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그 말이 맞아요. 그저 복도를 채우고

있는 것은 거의 잠옷을 입다 만 채로, 때로는 완전히 잠에 빠져 꿈결에 무질서하

게 오고 가는 사람들 뿐이니까요.” in Ab, pp. 106~107.

336) 앞의 책, pp. 124~126.

337) 앞의 책, p. 118.

338) “Ces gaillards sont presque tout le temps invisibles, il est superflu de les

appeler ou de songer à les rencontrer; comme on sait qu'ils logent au

sous-sol, certains locataires, irrités de les attendre en vain, descendent parfois

les chercher dans leur repaire. Qu'arrive-t-il? Que voient-ils? Ils remontent

en proie à un tel dégoût qu'ils sont incapables de répondre et qu'on renonce

à les interroger. Plus tard, ils expliquent qu'ils ont trouvé d'immenses pièces

vides où s'entassaient des ordures et des débris de toute espèce. [...] 그녀석들

은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그들을 호출하거나 만나는 것을 생각하는 일은 쓸데 없

는 일이에요. 하인들이 지하층에 기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때, 몇몇 사람들이

그들을 헛되이 기다리기 짜증이 나서 때때로 그들을 찾으러 그들의 본거지로 내

려가곤 했었지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들이 무엇을 보게 될까

요? 그들이 올라올 때엔 심한 혐오감에 사로잡혀서 대답조차 할 수 없을 지경이

라 그들에게 이야기 듣는 것은 단념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들이 말하기를 갖은 종류의 쓰레기며 잔해가 한없이 쌓인 여러 개의 커다란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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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방의 권리인인 세든 사람들은 언제나 소외 상태에 놓인다. 세입자들의 권리

에 봉사하는 공적인 의무는 ‘법적인 것’이나 하인들의 자의적인 행동에 의해 영

향 받는다. 그러나 이 집의 하인들은 제멋대로며 불친절하고, 오히려 세입자들

을 억압하는 자들로 기능한다. 하인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명령과 위계는 세든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 작동되는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본말전도 된다. 세입자가

하인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하인들의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구걸해야만 한

다. 이 집에서 기거할 방을 마련한 개인이 자신의 안락함을 위해 권리를 실행시

킬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만일 세입자가 하인들의 처우에 불만을 가지고 소

송이라도 걸게 되면 더욱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Car, pendant qu'elle est examinée,[...]votre chambre est frappée 

d'interdit; sous prétexte qu'une enquête est en cours, vous n'avez pas le 

droit de l'habiter; et si vous passez outre à l'interdiction, c'est un enfer. 

Non seulement votre chambre ne bénéficie plus de ces petits 

nettoyages fortuits qui en temps ordinaire peuvent toujours être 

attendus du caprice d'un domestique, mais chaque jour des valets 

apportent en cachette des monceaux d'ordure nouvelle, des déchets 

dont l'odeur est insupportable.[...]Vous n'avez aucune chance de 

survivre à la perquisition à laquelle votre demande doit normalement 

aboutir. Que se passe-t-il?[...]À partir du jour où vous apprenez, le 

plus souvent par hasard, que ces messieurs ont décidé de venir 

eux-même faire une inspection, vous ne quittez plus votre chambre, 

vous ne vous asseyez pas, vous restez debout au milieu de la pièce, la 

porte grande ouverte, malgré les courants d'air et le froid, pour les 

entendre venir de loin. De plus, il est de règle que vous ne portiez pas 

de chaussures et que vous soyez presque privé de vêtements.[...]339)

당신의 요구가 검토되는 동안[...]당신 방은 금지 명령을 받게 되죠. 증거조사

중이라는 것을 구실로 당신이 방에 살 권리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만일 당신이 

그 금기를 위반하면 벌써 지옥이나 다름없게 되지요. 당신의 방은 평상시, 하

인들의 변덕에 기대할 수 있는 간단한 청소의 혜택조차도 받지 못하게 될뿐더

러 날마다 하인들이 참을 수 없는 냄새를 풍기는 쓰레기와 폐기물 더미를 나릅

니다. [...] 당신의 요구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을 가택 수사라는 것에서, 당신

이 살아 남을 수 있는 확률은 전혀 없어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

대부분 우연이지만, 그 사람들이 직접 조사를 나온다고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순간부터 이미 방을 떠날 수가 없어요. 앉지도 못하고 찬 공기 속

에 문을 활짝 열어놓은 채, 그들이 멀리서 오는 발소리를 듣기 위해 방 한복판

에 계속 서있게 되지요. 게다가 관습대로 신발을 신어서는 안 되며 옷도 거의 

벗은 채로 있어야 합니다.[...]

방들을 발견했다는 겁니다.[...]”in Ab, p. 109.

339) Ab, pp. 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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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서 장황하게 언급된 것처럼 소송의 과정은 절차의 연속에서 개인이

옴짝달싹 할 수 없다. 데리다가 그의 저작 『종말 (GLAS)』에서 법 앞에 주체

가 ‘마비된다’는 표현을 쓴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340)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소송을 하지만 입증해내는 과정과 절차에 개인의 삶은 고사 될 지경이다. 악덕

을 저지른 하인들에 대한 처벌이나 조정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절차를 힘겹

게 이행하는 개인만 남아있을 뿐이다. 관료 체제 속에서는 책임자 없는 피해자

만이 속출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법 앞에서 그것이 진실한지 아닌지, 어떤 의

미를 지니는지 간에 개인은 굴종해야 한다.

호텔인지, 공동주택인지, 감옥인지 혹은 병자들 때문에 병원이랄지 구분가지

않는 이 건물이 상징하는 바는 법체계 하에 살아가는 근대 사회 전체의 모습인

지도 모른다. 병원이든 호텔이든, 규율이 작동하는 방식은 같다. 하인들과 직원,

수위들은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방의 세입자들을 감시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치 감옥의 죄수들처럼 감시받는 삶을 산다. 뿐만 아니라, 법을 어겼을 경우에

는 거의 고문에 가까운 교화과정을 거쳐야만 한다.341) 자신의 층을 벗어나 위층

으로 가는 것을 금지하는 법에 대한 일탈의 욕구로 이 집에는 마치 혁명과 유

사한 폭력 사태가 종종 일어났고 그럴 때마다 맨 꼭대기 층에서는 마치 존재를

와해시키는 듯한 고통을 느끼게 하는 소음이 들려와 모두를 제압한다. 이러한

반복된 법의 실행에, 아무도 위층의 존재에 대해 알려고 시도하지 않게 된다.

블랑쇼 작품에 나타난 순수형식으로서의 법의 외부성과 억압의 표상으로서

의 건물의 배치를 언급하는 이유는 바로 이에 저항하는 방법으로써 블랑쇼가

신화적 상상으로의 회귀를 택했다는 점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블랑쇼는

뤼시라는 여성 인물을 통해 모성적 신화와 구원의 표상을 구현하고 있다. 블랑

쇼에게서 새로운 근대적 가치는 개인 존재의 부정과 소외를 주는 억압으로 작

용한다. 그리고 제도와 시스템에 의거한 보이지 않는 억압이 권력자의 자의적이

고 임의적인 지배에 놓이는 것보다 더 큰 억압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일련의 과

정을 고려하면, 초기의 블랑쇼가 극우 잡지에 기고했던 실제 행적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블랑쇼의 정치적 입장 변화에 대해 서술한 한 논문에서

는 그와 같은 사유 방식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었던 사회적 상황에 대해 자세

히 서술하고 있다. 이는 비가시적인 법체계와 개별자들에 대한 억압에 대한 블

랑쇼의 인식과 밀접한 영향을 가진다. 박규현은 2009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필

340) J. Derrida, GLAS, Éditions Galilée, 1974, p. 227.

341) Ab, p.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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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메스나르의 의견을 인용하여 블랑쇼의 정치적 경향의 연원을 설명한다.

“1907년생인 블랑쇼는 프랑스 사회가 급격히 산업화되던 시기에 태어났다. 블랑

쇼는 1895년과 1910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에 속하며, 이 당시 일부는 생산과 이

윤이 전통적 가치를 곧바로 잠식해버린, 급격한 산업화 사회에 격분한다. 프롤

레타리아 계층과 거리가 있고 아직은 현실적인 가치를 평가받지 못한 마르크스

적 전통에 낯선 모든 부류의 젊은 지식인들의 인식을 지배한 현실적인 것이었

다.”342) 이 당시의 극우파 잡지들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둘 다, 물질주의 문화

의 구현으로 보았고 시장의 지배를 국가의 지배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랑스의 극우파들은 법이 아니라 신화와 민족의 역사, 종족의 생물학적 순수성

이 지탱해주는 국가를 꿈꾸었다.343) 이런 정황으로 볼 때, 블랑쇼가 샤를르 모

라스(Charles Maurras, 1868~1952)의 반 순응주의에도 충분히 동의할 수 있었을

것이라 여겨진다.

『아미나다브』에서 블랑쇼가 살았던 사회적 상황과 법의 문제로 논의를 우

회한 이유는 바로 여성성의 문제 때문이었다. 뤼시의 존재는 내밀한 자기 환시

의 대상인 분신을 뛰어넘는, 그야말로 초월적인 지위를 지녔다. 뤼시는 이 집의

모든 규칙과 질서들을 뛰어넘어, 토마에게 새로운 체계를 제시한다. 즉, 뤼시는

세계 속의 ‘다른’ 법체계이다. 뤼시의 법은 앞서 언급했던 순수형식으로서의 법

과는 판이하게 다른, 실체가 존재하는 신화적인 규범이다. 토마의 방황은 뤼시

를 만나게 되면서 급격하게 반전을 맞게 된다.

토마는 이 집에 등록되지 않은 외부인, 이방인으로서 존재했다. 토마는 이방

인과 등록된 자의 경계 선상에서 아무런 선택을 하지 못한다. 토마는 법적 등록

과 상징적 교환을 거부하며 계속해서 건물을 방황하는 ‘불법적인’ 상태에 놓인

다.344)

뤼시의 계약서는 토마에게 이러한 모순된 상황을 탈피하게 만든다. 뤼시의

계약서는 마법처럼 건물의 규범을 뛰어넘게 한다. 이 계약서의 특징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계약서와는 사뭇 다른 성격을 지닌다. 보통, 계약은 계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요구에 대한 이행을 의무로 한다. 하지만 이 계약서는 오히려 이

집의 규율로부터 해방하는 자유의 역설을 보여준 것이다. 블랑쇼에게서는 언제

나 모순되는 두 가지의 어법을 발견하게 되는데, 뤼시의 법은 이러한 작가의 지

향성을 반영하는 듯하다. 뤼시에게 등록되는 ‘갇힘’은 오히려 이 집의 모든 계약

에서 ‘해방됨’을 의미한다.

342) 박규현, 「블랑쇼에게서 글쓰기와 유대성의 관계」in『불어불문학연구』80집

겨울호, 2009, p. 153 재인용.

343) 위의 논문, p. 152.

344) Ab, pp. 10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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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 ne devrais pas me contenter de cette signature incopmplète, 

dit-elle, mais le temps presse et nous avons encore beaucoup de 

choses à éclaircir. Votre voici un peu plus libre. Votre attestation se 

rapporte au passé et vous met grosso modo à l'abris des demandes par 

lesquelles les divers étages de la maison pourraient vous revendiquer. 

Vous voici un peu plus libre. [...] votre séjour auprès de moi ne peut 

être toléré que dans des limites strictement définies. Si vous ne trouvez 

pas un moyen d'échapper aux régles, je serai dans l'obligation de vous 

renvoyer.345)

“내가 이 불완전한 서명만으로 만족해선 안 되지만,” 하고 그녀가 말했다. “시

간도 촉박할 뿐 아니라 아직 분명하게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제 

당신은 좀더 자유로워졌습니다. 당신의 증명은 과거에 관련된 일이고, 이 집의 

여러 층이 당신한테 청구했을 요구에 대해서 대충은 피해갈 수 있게 된 셈이에

요. 자, 이제 당신은 좀더 자유로워졌어요. [...] 당신이 내 곁에 있는 일은 엄

밀하게 규정된 범위에서밖에 허용되지 않아요. 당신이 규칙을 면하는 방법을 

찾지 않으면 난 당신을 송환하지 않을 수 없어요.”

뤼시는 토마가 자유로워졌음을 두 번이나 확인해준다. 이 계약서가 보이는 증

명은 이 집의 여러 층이 토마에게 요구하는 것을 해제한다. 뤼시의 존재는 이

집에 속해 있으면서도 자유로우며, 그녀를 둘러싼 여러 규정들에 둘러싸여 있으

면서도 예외적인 조항을 둘 수가 있다. “여러 층의 요구”로부터 해방시키는 뤼

시의 힘은 비가시적인 상태서 오는 블랑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선고’와도 같

이 기능한다. 뤼시는 법을 대체할 새로운 법이자 규범이다. 아무도 법의 모습을

본 적은 없었다. 법은 일탈자에게만 그 모습을 드러낼 뿐이다. 하지만 뤼시는

보이지 않는 법을 가시화하여 정체를 알 수 없는 법을 강박적으로 인식하고 두

려워하지 않게 만들어준다. 뤼시의 입에서 발설된 법은 그 위력을 잃고 자기 한

계를 드러내며 사라진다. 뿐만 아니라, 건물과 뤼시의 요구는 전혀 다름을 알

수 있다. 건물에서는 토마에게 일시적으로 두 직원의 소임을 맡기기로 했다는

전언을 보낸다. ‘직원’이라는 존재는 건물이라는 거대한 기계의 한 부품처럼 살

아가기를 요구한다.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불법적인 토마에게 부여된 여러 층의

요구는 뤼시와의 계약에서 말끔히 사라진다.346) 법의 텍스트가 비어있었다면,

345) Ab, p. 250.

346) “-Pendant votre absence, vous avez été l'objet d'une communication qui

concerne l'affaire dans la quelle vous êtes témoin. On vous faisait savoir que

vous auriez momentanément à remplir les fonctions des deux employés. [...]

En même temps on était heureux que la sentence eût été édictée par elle d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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뤼시와의 계약서는 직접 쓰이고, 그녀의 입을 통해 낭독된다.

-[...]Confiez-vous donc à moi; je vais vous faciliter les choses. [...] 

Elle s'assit après avoir ramassé le cahier et y colla une étiquette sur 

laquelle Thomas lut le nom de Lucie, probablement celui de sa 

propriétaire. Il ne cessait de la regarder, comme si à cet instant ne plus 

la voir êut entraîné des conséquences d’une gravité incalculable. [...] 

Après avoir déchiré une page du cahier, elle commença d’écriture 

minitieuse et pesante. À ce qu’il semblait ce n’était pas le choix des 

mots ni la correction des phrases qui retenait son attention, elle 

s’appliquait surtout aux détails des lettres, dessinant plutôt qu’écrivant 

et donnant toute leur valeur aux pleins et aux déliés, aux signes de 

ponctuation, aux accents de toutes sortes.347)

“[...] 그러니 저를 믿으세요. 일을 수월하게 해드리겠어요.”[...] 노트를 주워들

고는 책상에 앉자 노트에 라벨을 붙였는데 토마는 그 라벨 위에 쓰인 뤼시라는 

이름을 읽었다. 아마도 노트 주인의 이름이었을. 그는 그녀를 쳐다보기를 멈췄

다. 마치 그 순간에 측정할 수 없는 중력의 영향력에 끌려들어가 그녀를 더이

상 볼 수 없는 것처럼. [...] 노트를 한 장 찢은 다음 그녀는 가늘면서도 무게 

있는 글씨체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내가 보기에, 그녀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

는 것은 단어의 선택도 아니고 문장의 정확성도 아니었다.  쓴다고 하기보다도 

그리는 것에 가까웠는데, 선의 굵기, 가늘기, 구두점, 모든 종류의 악센트 기호

에 모든 가치를 부여하면서 철자의 세부에 열중하고 있었다. 

뤼시의 선언문은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마치 ‘비어있음’, ‘비가시적’

성격의 대척점에 있는 듯이 보인다. 뤼시는 글을 쓰지 않고 ‘그린다.’ 뤼시는 선

언문에 내적인 의미(signifié)를 부여한다기보다는 글의 외관인 글씨의 세부에

더욱 정성을 들인다. 특히나, 호흡의 향방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구두

점 같은 경우, 뤼시의 입을 통해 발설될 때만 가질 수 있는 목소리의 유일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보편성에 반하는 뤼시의 계약서는 철저히 개인의 임의성에 의

해 만들어진 것이다. 뤼시에게 등록되면서 토마는 한 사람만의 요구에 복종하게

toute sa vérité et dans toute sa force, telle d'une fois exprimée il semblait

qu'il n'y eût plus rien à en redouter. “당신이 없는 동안에 당신에 대한 연락이

왔어요. 당신이 입증해야 할 사건의 대상이 되었더군요. 일시적으로 당신은 두 직

원의 소임을 대신해야 한다고 통지했습니다.” [...] 본래 있는 그대로, 전심을 다

해, 그 목소리에 의해서 선고가 내려지는 동시에 사람들은 행복함을 느낀다. 한

번 표현되면 더이상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 같기 때문이

다.” in Ab, pp. 230~231.

347) 앞의 책, pp. 24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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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뤼시의 계약서는 의미의 심층이 아니라 의미를 둘러싸고 있는 외연, 표층

적인 것이다. 내용이나 의미가 아니라, 뤼시의 그림처럼 쓰인 글씨가 해방하는

것이기에 유일무이의 계약이 되고 토마와의 관계에서만 유효하다. 그러나 이 사

적인 계약서는 건물 내의 법적 효력을 무화시키는 힘으로 작용한다. 법이 개인

의 모든 질적 특이성을 소멸시키고 가두는 현상에 대한 거부감은 블랑쇼로 하

여금 뤼시라는 구원의 대상을 만들게 한 동력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뤼시와의

관계 역시 법칙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뤼시와의 관계 역시 타자의

강요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다. 하지만, 계약서를 통해 만들어진 관계는 이전의

투명한 법의 체계의 비가시적인 요구와는 전혀 다른, 자의적인 쾌락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뤼시의 법에는 토마 외에 다른 어떤 이도 참여할 수가 없다. 뤼

시가 토마를 도운 것은 뤼시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기 때문이다.

-Votre attestation est très belle, dit la jeune fille en frappant 

doucement avec la feuille de papier sur le pupitre. Elle m’attire 

puissamment vers vous. Aussi, quels qu’en soient les inconvénitients, 

doit-elle rester à vos yeux une source de satisfation et de plaisir. Je 

vais même contrairement aux usages, vous la confier pendant quelques 

instants. Elle vous reconfortera. Je sens à travers le papier le relief de 

la lettre que vous avez tracée. Vous l’avez gravée d’une maière 

magnifique. C’est un vrai contact qu’elle établit entre nous.348)

"당신 증명서는 매우 아름다워요." 그녀는 종이조각으로 가볍게 책상을 치면서 

말했다. “이 증명서가 당신을 향해 나를 강하게 끌어들입니다. 물론 몇가지 부

정적인 측면이 있다할지라도 당신 눈에는 만족과 쾌락의 원천으로 남아있을 것

입니다. 관습에 위배되지만 이것을 잠시 당신한테 맡겨두도록 하겠어요. 이것

이 당신의 원기를 되찾게 해줄 겁니다. 종이를 통해 내게는 당신이 쓴 글자의 

입체감이 느껴집니다. 당신은 기막힌 솜씨로 글자를 새겼어요. 이것이 바로 우

리 사이에 진정한 접촉을 성립하게 주었답니다.”

뤼시가 계약서를 쓰듯이 토마 역시 서명을 한다. 뤼시는 토마의 글씨를 칭찬

한다. 토마가 쓴 문자의 아름다움은 계약의 기초가 된다. 뤼시의 계약서는 현실

적인 계약서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닌다. 현실의 계약서는 표준화된 형식 그

자체로서만 의미를 갖는다. 서명을 어떻게 하든, 계약서의 가치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명을 한 형식에 주체가 동의했다는 사실에 있다. 하지만 뤼시와

토마의 접촉은 한 사람의 타자의 임의적인 감정에 기반해 이루어진다. 뤼시의

등장은 법과 관습의 비어있음에서 오는 허무감의 초월을 가능하게 한다. 대신

348) 앞의 책, pp. 25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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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에서는 사적인 애정의 문제가 개입하며 토마는 뤼시의 쾌락에 봉사하게

된다. 뤼시라는 새로운 법규는 이전 모든 생활과의 단절을 야기한다. 뤼시는 하

녀이자 토마에게 전달할 메시지를 가진 바르브의 관계에 개입하여, 자신과 바르

브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강요한다. 그것이 자신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첫 번째

규칙으로 제시한 것이다.

-Je ne voudrais pas vous déranger, lui dit-elle, mais je dois vous poser 

une question. Avez-vous regardé les bras de Barbe avec les mêmes 

yeux? Ne les avez-vous pas jugés agréables? Quelle était votre 

impression? Étrange question. -Barbe, dit Thomas d’un air absent. - 

Oui, dit la jeune fille, Barbe, la servante. Vous la connaissez 

certainement, elle est votre amie. [...]- Il est pourtant très utile que 

vous vous souveniez d’elle, reprit la jeune fille. Le moment est venu de 

comparer le présent et le passé et c’est un choix important à faire. 

Mais peut-être, ajouta-t-elle, préférez-vous vous abstenir de juger.349)

“당신을 방해하고 싶진 않지만”, 그녀는 말했다. “당신은 바르브의 팔도 똑같

은 눈초리로 보았나요? 바르브의 팔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진 않았나요? 당신의 

느낌은 어땠나요?” 이상한 질문이다. “바르브.”하고 토마는 무표정하게 말했다. 

“그래요. 하녀 바르브 말이에요. 분명 알고 있겠죠. 당신 친구니까요.” 젊은 여

인이 말했다. [...] "하지만 그 여자의 일을 생각해내는 것은 무척 유용한 일이

에요." 그녀가 다시 말했다. “현재와 과거를 비교해 볼 시기가 왔기 때문에 그

것은 중대한 선택이랍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마 판단을 피하고 싶겠지요.”

사실, 바르브는 토마에게 ‘메시지’의 전달자이자, 이 건물로 들어오라고 호명

한 단 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지닌 사람이다. 토마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와도 같다. 바르브에 대한 단절은 ‘갑자기 발 밑이 흔들리며 아직도 자

신에게 살아있도록 해주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목도하는 기분

(l'impression que s'il se tournait vers ce souvenir, il allait subitement perdre

pied et voir disparaître tout ce qui lui permettait encore de vivre.)’이 들게 한

다.350) 미끄러지듯 빈 메시지 중심으로 부유하던 토마의 존재는 뤼시라는 고정

점을 만나서 새로운 계약관계로 묶인다.

이 소설에서 뤼시의 위치는 매우 독특하다. 거대한 건물의 규범에서 자유로운

초월적인 대상이자, 유일하게 자신의 욕망을 충실히 실천하는 인물이라고 하겠

다. 토마를 단단히 구속하고 옭아매던 모순적인 규율과 규범으로부터 자유롭게

349) 앞의 책, pp. 242~243.

350) 앞의 책, p.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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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드는 뤼시는 여성이자, 여성의 표상을 뛰어넘는 존재자로 나타난다. 흔히, 여

성의 실재성과 법의 한계의 문제를 논의 할 때 언급되는 인물로 안티고네를 든

다. 게다가 안티고네는 라캉의 정신분석적 해석으로 여성성과 실재성을 대표하

는 문제적인 인간형으로 각인되고 있다. 문학적 환상 속에서 여성이 남성성으로

대변되는 법과 제도, 아버지의 규율에 대한 저항적인 지점으로 나타나는 것처

럼, 뤼시와 안티고네 역시 주어진 규율의 감시를 일탈하고 무력화하는 존재로

나타난다는 점에서는 상당한 유사성을 보인다. 이는 다분히 성정치적인 접근으

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인데, 여성 히스테리가 남성 중심적인 언어의 세계에서

주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거부하고 몸의 언어로 일탈과 저항을 표현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블랑쇼의 『아미나다브』는 뤼시의 ‘실재성’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

냈다. 뤼시는 토마에게 이 건물의 진실을 보게 해주는 초월적인 역할을 하기 때

문이다. 뤼시는 카프카의『성』에 등장하는 K의 보호자를 자처했던 프리다나

올가도, 남성적 법규와 규범가치 속에서 자신의 욕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안티고네도 아니다. 특히, 뤼시와 안티고네는 법을 어기고, 또한 법을 가로지르

는 일탈적인 인물이라는 데서 많은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안티고네가

규범은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 상징계의 균열적인 부분을 스스로 드러내는 의미

의 실재의 무게351)를 보여주었다면, 뤼시는 그 차원을 넘어 아무도 본적 없는

이 건물의 배치도의 진실적 차원을 토마에게 제시해주는 궁극적인 인물이다. 여

기서 우리는 토마가 건물의 실체를 목도하는 장면에 주목해보기로 한다.

351) 라캉은 그의 세미나 7권에서 현실적 도덕 규칙의 균열을 이야기하는 소재로 실

재성을 설명했다. “[...]Ma thèse est que la loi morale, est ce par quoi, dans

notre activité en tant que structurée par le symbolique, se présentifie le réel-

le réel comme tel, le poids du réel.(필자 강조) Thèse qui peut paraître à la

fois vérité triviale et paradoxe. Ma thèse comporte en effet que la loi morale

s'affirme contre le plaisir, et nous sentons bien aussi que parler de réel à

propos de la loi morale semble mettre en question la valeur de ce que nous

intégrons d'ordinaire sous le vocable de l'idéal. 나의 전제는 바로 다음과 같다.

도덕적 법칙은 상징계에 의해 구조화된 범위의 활동 속에서 실재를 드러낸다는

것이다. 바로 그 스스로에 의해. 그 실재란 마치 실재의 무게와도 같은 것으로 설

명되는 것이다. 아마도 내 명제는 진부한 진리인 동시에 역설적인 것일지도 모른

다. 사실 나의 명제는 도덕법칙이 쾌락적 요소에 반하여 정의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때문에 우리는 도덕 법칙 앞에서 실재를 말한다는 것은 보통 ‘이상’이라는 단어

하에 포함된 것의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느끼게 된다.”, in Le

séminaire VII: Éthique de la psychanalyse,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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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 tout cas, dit-elle, maintenant il est hors d’usage. Cessez donc de 

vous en occuper. Si vous avez vraiment le désir de vous rendre utile, il 

y a ici d’autres travaux qui vous réclament. -Quel travaux? demanda 

Thomas toujours étonné. La jeune fille éluda la qustion en désignant la 

chambre.; c’était  celle qu’il venait de nettoyer si consciencieusement. 

Qu’avait-il donc oublié? Il examina à nouveau le parquet, les meubles, 

les draperies, les colonnes; son examen ne lui révéla aucune 

négligence. Évidemment, il y avait les voûtes qui ne devaient pas être 

très propres, mais il pouvait à peine les regarder tant elles étaient 

hautes et indifférentes, et il ne disposait d’aucun moyen pour les 

atteindre. -Voulez-vous parler du plafond? demanda-t-il.[...] D’une main 

tenant le balai et le torchon, de l’autre saisissant la corde, il monta 

lentement, les regard dirigés vers la draperie dont les plis avaient des 

reflets d’argent. Parvenu peut-être à mi-chemin, il leva les yeux et 

remarqua que l’échelle n’atteignait pas le sommet de l’édifice, mais était 

fixée par deux crampons à un chapiteau au-dessus duquel s’élançait une 

nouvelle colonne. Voilà qui réglait la question. Néanmoins il reprit 

l’ascension et, ayant atteint la corniche, il redressa a nouveau la tete 

pour voir ou il en etait. Les voûtes, cette fois paraissaient toutes 

proches. Une dizaine de mètres, un peu plus peut-être, le séparait de 

premiers arceaux. Quant au sommet des arcs, il ne savait jusqu'où il 

s'élevait, car la pierre en était si blanche et elle brillait d'un tel éclat 

qu'on ne  pouvait que se sentir très loin de tous ces rayons. Il était 

bien question de nettoyage. Thomas éprouva un vertige en pensant à 

son projet. Pour retrouver l'équilibre, il s'accrocha à la colonne et 

s'assit sur l'entablement. Il y avait quelque chose de glacial dans la 

lumière qui tombait de là-haut. Elle ne repoussait pas les regards, au 

contraire elle les attirait, mais ensuite elle ne leur donnait rien et 

ceux-ci, après s'être réjouis de la splendeur à laquelle ils étaient admis, 

se sentaient dédaignés et ne rapportaient de leur élan que dégout et 

amertume. Où donc étaient les voûtes? On se demandait si réellement la 

pierre existait derrière cette poudre étincelante qui brisait en gouttes 

innombrables et se reformait constamment sans chasser le regard. 

C'était à croire que les arceaux, en arrivant au sommet, s'étaient 

rompus et que ce que l'on prenait pour la clé de l'édifice n'était qu'une 

grande ouverture par laquelle pénétrait la lumière du jour. Thomas eût 

aimé parler à cette lumière. Était-il possible qu'elle l'éclairât en vain? 

Ne pouvait-il pas lui dire qu'un homme ne se perd pas ainsi, sans un 

signe, sans un mot d'éclaircissement, sans rien comprendre aux efforts 

infinis qu'il a faits pour arriver jusque-là? 352)

[...] "어찌됐든, 그건 이제 쓸모없는 일이에요. 하던 일을 멈추세요. 좀더 쓸모

있는 일을 하고 싶다면, 당신에게 요청된 다른 일들이 있어요." 토마는 여전히 

놀란 기색으로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젊은 여인은 방을 가리키면서 질문을 

352) Ab, pp. 236~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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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했다. 그 방은 방금까지만 해도 신경써서 그가 청소했던 곳이었다.[...] 둥근 

천장이 있었다. 물론 깨끗할 리는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겨우 보일락말락 한 

것이다. 그만큼 높아서 생각이 미치지 못했으며, 게다가 그에게는 거기까지 손

을 닿게 할 아무런 수단도 없었다. “천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그가 물었다. 

[...] 한 쪽 손에 빗자루와 걸레를 들고 다른 한 쪽 손으로 밧줄을 잡고 그는 

천천히 올라갔다. 눈은 은색의 반영을 보이는 커튼의 접힌 부분을 보고 있었

다. 반쯤 올라갔을 때 눈을 드니 사다리가 건물 꼭대기까지는 이르러 있지를 

않고 기둥머리에 두 개의 꺾쇠로 고정시켜 놓았는데 그 기둥머리 위에 다른 두

리기둥이 서있는 것을 알았다. 그는 될 수 있는 대로 높이 올라가려고 했다. 

두리기둥의 차양에 다다른 다음 다시 얼굴을 들고 어디까지 왔는가를 살폈다. 

둥근 천장이 이번에는 바로 가까이 보였다. 아치의 제일 가까운 부분에서 10미

터. 혹은 조금 더 될까. 아치의 정점은 어디까지 솟구쳐 올라가 있는지 알 수

가 없었다. 이유는 석재가 너무나 희고 또 빛났으므로 그 빛나는 곳까지는 아

직도 무척 멀게 밖에 느껴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청소를 할 것인

가. 토마는 그 생각에 이르자 현기증이 났다. 균형을 잡으려고 그는 두리기둥

을 붙잡고 윗부분의 장식 위에 앉았다. 위에서 내려오는 빛에는 어딘지 얼음 

같은 느낌이 있었다. 그것은 시선을 물리친다기 보다는 반대로 끌어들이지만 

막상 끌어들여도 시선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으므로 시선은 허용된 광휘를 

즐긴 후에는 무시당한 상태가 되어서 그 비약에서는 혐오감과 불쾌감밖에 전해

지는 것이 없었다. 둥근 천장은 도대체 존재하는 것일까? 수많은 물방울처럼 

흩어져서 항상 반짝반짝 자신의 존재를 뚜렷하게 빛내면서 그렇다고 해서 시선

을 물리치는 것도 아닌 이 분가루 같은 반짝거림 뒤에 실제로 천장의 돌이 있

을까 의심스러워지는 것이었다. 어쩐지 둥근 천장을 구성하는 궁형이 꼭대기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망가져버려, 건물 천장의 중심이 되는 돌인 줄 알았던 것이 

사실은 커다란 환기통이어서 거기서 햇빛이 비쳐드는 것 같았다. 토마는 이 빛

을 보며 말을 하고 싶었다. 이 빛이 그를 쓸데없이 비추고 있다는 일이 될 수 

있을까? 이 빛을 향해 인간이란 이런 식으로 표지도 없고 해명의 말도 없이, 

거기까지 다다르기 위해서 행한 무한한 노력을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허

무하게 멸망해 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해 줄 수는 없을까?

이곳은 빛이 들지 않는 건물에서 빛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며 공

교롭게도 ‘빛’의 의미가 내재된 이름의 뤼시에 의해 토마에게 개방된다. 아치의

정점은 그 끝을 알 수가 없고 석재는 너무 희고 빛나서 천장의 모습을 직시할

수 없다. 빛은 마치 얼음과 같아서 시선을 한없이 끌어들이지만 시선은 허용된

빛을 즐긴 다음에는 마치, 완전한 무기력에 빠지듯이 눈이 멀게 된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욕망이라 할 수 있

다.『아미나다브』에서는 비어있는 것, 볼 수 없는 것을 보기를 욕망하는 테마

가 계속 반복되어 나타났다. 가려진 장막 뒤의 실재를 보기 원하는 작가적 욕망

은 현실 속에서 결코 애도라는 문턱을 넘지 못한다. 아니, 작가는 오히려 가려

진 장막 뒤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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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세계의 시각으로는 본 모습을 포착하는 것을 번번히 실패하지만, 금기하고

있는 것, 베일로 가려진 너머에는 실재가 ‘있음’을 믿는다. 이 믿음으로 인해 상

상적 실재의 결여를 인정하는 것은 유보되고 가려진 베일 너머로 향하는 방황

과 배회는 계속된다.

뤼시의 지시에 따라 도달한 맨 꼭대기층은 실재의 부재에 대한 실망과 두려

움을 반영하는 듯하다. 그곳은 투명한 얼음 같은 빛만이 가득 차있는 곳으로,

텅 비어있다. ‘빛’을 설명하는 대목은 블랑쇼의 어법을 이해하는데 우리에게 많

은 것을 알려주고 있다. 블랑쇼가 이해하는 욕망이란 ‘강요된’것에 가깝다.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는 빛에 우리의 시선은 저절로 빛을 향하게 된다. 빛은 우리의

시선을 마치, 요청받는 신처럼 실재로의 지향성을 강요하지만 아무것도 보여주

지 않는다. 즉, 블랑쇼에게 결여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화로 완료되는 차원이 아

니라 계속해서 ‘있음’을 약속하며 반복적인 욕동을 구성한다. 비어있는 본질에

얼마나 쾌락적인 욕동이 수반되는지는 본문에 사용된 어휘들에서 확인할 수 있

다. 빛을 바라보는 일은 허용된 만큼의 쾌락이다(après s'être réjouis de la

splendeur à laquelle ils étaient admis). 빛을 보는 장면은 허용된 쾌락의 총량

을 넘어서는 고통을 수반하는 향락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 비약은 이내

불쾌감( se sentaient dédaignés et ne rapportaient de leur élan que dégout et

amertume.)을 수반하는 경험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빛을 경험한 주체, 즉 쾌락

의 한계치 이상을 경험한 주체는 더 이상 현실적 사물을 볼 수가 없다. 이미 눈

이 멀어버렸을 뿐 아니라 현실적 삶으로 돌아올 수 없어서 불쾌감만 남긴다. 빛

의 본질 때문에 인간 삶이 ‘표지도 없고 해명의 말도 없이, 거기까지 다다르기

위해서 행한 무한한 노력을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허무하게 멸망해 가는

것’으로 의미를 잃어버린다.

사실, 이 장면은 많은 해석의 여지들이 있다. 플라톤의 ‘동굴의 이데아’353)를

변용한 듯한 장면이기도 하고,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 중세 신학의 체계를 구축

353)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의미한다. 현상계에서 인간은 모두 사물의 본질인 이

데아를 보지 못하고 이데아의 그림자만을 보게 된다. 이데아의 그림자만을 보는

인간을 설명하기 위해 플라톤은 비현실적이지만 독특한 동굴의 이데아를 들어 설

명한다. 동굴 속에 죄수들은 태어날 때부터 모두 한쪽 벽면만을 볼 수 있도록 묶

여있고, 그 죄수들 뒤에는 횃불들이 놓여져 있어서 벽면에 무엇이 비치는지 알

수 있다. 한편 그 죄수들 뒤로는 갖가지 동물과 사람, 물건의 형상을 한 모조품이

지나간다. 죄수들은 그 모조품들이 벽면에 비치는 것만을 보고 그것이 실재의 것

이라 믿지만, 그것은 진실과는 거리가 먼, 진실의 그림자일 뿐이다. 반면 동굴 밖

은 태양의 생생한 빛에 의해 사물의 참모습이 존재하는 이데아의 세계이다. 태양

은 그 자체로 선의 이데아로 기능한다. 이에 관한 내용은 C. F. 코플스톤, 『그리

스 로마 철학사』, 김보현 역, 철학과 현실사, 1998, pp. 223~2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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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조명설’354)처럼 해석될 수도 있다. 건물의 통풍구를 뚫고

들어오는 빛은 선택된 인간을 비추고, 현실 너머를 경험하게 한다. 하지만 왜

그가 선택되었는지 이유는 알 수가 없으며, 신의 선택을 받는 일은 인간의 노력

과 의지에 의해서도 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 소설에서도 ‘빛’을 의미하는 이름을

지닌 뤼시의 선택 덕분에 ‘위로 가는 것’이 허락된다. 신의 뜻과 뤼시의 선택은

닮은 적이 많다. 단지 한 글자밖에 쓰이지 않은 서명이지만, 마치 새긴 것 같은

아름다운 글씨가 뤼시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토마는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곳을

경험했다. 인간을 초월적인 공간으로 이끄는 신의 선택 역시 뤼시의 쾌락만큼이

나 자의적인 것이다. 누군가가 선택받았다면, 그저 ‘신이 보기에 흡족했기 때문

이다.("Dieu vit que cela était bon.")’355)

신의 법-뤼시의 법과 건물의 규범은 모두 공교롭게도 대타자(Autre)와 대타

자의 요구(demande)와 쾌락(Jouissance)의 문제를 수반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뤼시와 토마와의 관계는 마치 결여를 은폐하는 어머니-아이와의 관계처럼 뤼시

의 일방적인 요구에 순응하는 관계다. 뤼시의 요구는 건물의 규범과 법에 비해

즉각적인 것이다. 사랑에 빠진 토마는 육체적 실체가 있는 그녀의 모든 것이 되

고자 노력한다. 토마와 뤼시가 맺는 관계를 보면, 뤼시는 “안다고 가정된 주체

(sujet supposé savoir)”356)로 토마의 사랑이 향하는 대상이다. 블랑쇼는 이 사

랑의 대상에 ‘실제로도 알고 있는’ 초월적인 존재성을 부여해주고 있다. 건물의

법이 가진 결여를 뛰어 넘을 수 있는 ‘있음’을 상정해놓고 있는 것이다. 법적 규

범이 가진 한계성은 순수한 형식으로서의 경계에 불과한 것이었다. 윤리, 법을

상징계의 산물이라고 한다면, 대타자의 선물357)은 원초적 욕구로 표현되는 만족

354) 아우구스티누스는 필연, 불변, 영원의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되는 것인지

를 ‘조명’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자 했다. 영원의 진리는 감각 경험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작용 하에서만 가능한 것이라 생각했다.

하느님은 우리의 정신을 비추는 태양과 같다. 이때의 조명은 육안으로 볼 수 있

는 대상을 태양빛이 비추어야만이 볼 수 있듯이 하느님이 우리 정신에 진리를 현

현하게 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이에 관한 내용은 역시 C. F. 코플스톤의 『중

세철학사』, 박영도 역, 서광사, 1988, pp. 94~98까지의 내용을 참조했다.

355) La Genèse (1:24)

356) '안다고 가정된 주체'란 1961년에 라캉이 소개한 개념으로, 전이를 설명하기 위

한 것이었다. 이는 정신분석 치료 과정에서 분석가와 피분석가의 전이현상에서

피분석자는 분석가를 ‘알고 있는(지식을 소유한)’ 주체라고 가정하게 된다. 피분석

자는 분석가가 자신이 하는 말 속에 숨겨진 의미들, 자신도 알지 못하는 말의 의

미작용을 안다고 가정한다. 분석의 종결은 피분석자가 분석가의 앎을 탈피하여,

알고 있는 주체에서 추락하게 될 때다. 이와 관련한 논의는 라캉의 세미나 11권,

『Le séminaire XI: Les quatre concepts fondamentaux de la psychanalyse』

pp. 209~221에서 확인할 수 있다.

357) “[...]Comme ayant le <<privilège>>de satisfaire les besoins, c'est à dire le



- 200 -

자체의 ‘특수성’을 취소하는, 결여의 선물인 것이다.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상징

과 타자의 욕망에 둘러싸여 거울 이전의 실재를 영영 잃어버리지만, 상징계의

장(場) 때문에 법 바깥에 존재하는 무한한 쾌락이 삶을 과도하게 위협하는 것으

로부터 해방되며, ‘주체’로 거듭나게 된다. 토마는 상징적 주체로 ‘다시’ 거듭나

는 것을 거부한다. 토마의 긴 방황은 욕망의 법적 한계선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

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뿐만아니라, 법적 한계선조차 통제와 지배욕구라는 대타

자의 쾌락의 한 산물이었을 뿐이란 사실을 깨닫는다. 그러므로 건물이라는 하나

의 거대한 사회를 운용하기 위한 법-효용적 도구는 푸코가 그의 저작에서 언급

했듯이, 지배 규율의 이성을 가장한 비이성, 때로는 광기의 산물처럼 묘사된다.

『아미나다브』에서 드러나고 있는 허무주의는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믿고 있

는 현실적 가치에 무능함을 되돌려준다.『아미나다브』의 초반에서 잃어버린 초

상의 테마가 거듭 등장했던 이유도 바로 이러한 작가적 견해가 전제되었을 것

이다. 법적 금기 너머로 잃어버린 대상들에 대한 역방향적인 추동은 현실적 가

치의 부정 혹은 거부로부터 출발한다. 진실적인 것은 ‘여기’, ‘현재’에 머무를 수

가 없다. 블랑쇼에게서 삭제되지 않고 ‘통일된’ 얼굴은 상징계가 억압한 일련의

통합 과정 속에서 부분 대상들이 박탈된 채 ‘재편’된 얼굴이다. 이에 반해 블랑

쇼의 삭제된 얼굴, 훼손된 얼굴의 초상화는 거울 이전 상태의 원형적 환상의 덫

에 빠진 것으로, 계속해서 진실 차원을 약속하고 유혹한다. 비어있는 얼굴은 진

실의 차원, 실재의 차원을 다 담지 못한 채 현실적 언어로 그려낼 수 없는 불가

능성의 지표이자, 반대로 베일로 가려둠으로써 실재로의 추동을 부추기는 덫이

기도 하다. 토마가 상징적 교환의 장의 선택을 망설이게 하고 긴 방황을 하는

주된 원인이 바로 그것이다. 무의식의 강요된 쾌락 앞에서 어떤 선택도 하지 못

한 채 고통 받는 자아가 바로 토마의 표상인 것이다.

법 앞에 무기력한 자아(그러면서도 강요된 쾌락의 담지자)는 뤼시라는, 결코

pouvoir de les priver de cela seul par quoi ils sont satisfaits. Ce privilège de

l'Autre dessine ainsi la forme radicale du don(필자 강조) de ce qu'il n'a

pas, soit ce qu'on appelle son amour. C'est par là que la demande

annule(aufhebt) la particularité de tout ce qui peut être accordé en le

transmuant en preuve d'amour, et les satisfactions même qu'elle obtient pour

le besoin se ravalent (sich erniedrigt) à n'être plus que l'écrasement de la

demande d'amour[...]([...]욕구들을 만족시키는데 특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 그것에 의해서만 만족될 수 있는 것들을 빼앗을 수 있는 힘을 의미한

다. 이렇게 대타자의 이러한 특권은 그가 가지고 있지 않은 선물(증여)의 근본적

인 형태를 말한다. 그것을 우리가 대타자의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이든 간에. 바로

그것에 의해 요구는 사랑의 증거들로 전환하는 것과 일치하는 모든 것의 특수성

을 삭제한다. 그리고 요구가 욕구를 위해 획득한 만족 그 자체 역시 사랑의 요구

를 분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격하되는 것이다. )” in Écrits, p.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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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화 될 수 없는 존재로 되돌아간다. 뤼시는 선을 가장하고 있는 법칙체계들과

는 다른 나르시시즘적인 숭배와 공포의 대상이자 토마에게는 합일의 대상이다.

다음 장에서는 소설 속에 등장하는 공포의 대상과의 합일의 메커니즘과 모성성

에 관하여 논의해보기로 한다.

Ⅱ-4-1-3-2. 공포의 대상에 대한 현혹

앞 장에서 우리는 건물 내부의 규율과 소외의 문제를 다루었다.『아미나다

브』에서 공간은 균열의 장의 핵심인 법의 규칙과 질서를 작동시키는 하나의

기계와도 같다. 비어있는 공간들의 배치는 모두 인간의 행동을 제어하는 미시적

인 질서의 경계로 기능한다. 블랑쇼에게서 진정한 관계의 시작은 이 벽들이 만

들어내고 있는 질서를 넘는 것이다. 블랑쇼는 1942년에 발표된 『아미나다브』

이후의 작품들에서도 호텔이나 요양원 같은 폐쇄적인 방으로 나뉜 거대한 공동

생활 공간을 배경으로 설정해놓고 있다.『죽음의 선고』(1948)에서 주인공은 옆

방의 한 여인의 비명에 화답함으로써 관계를 맺게 되었고,『최후의 인간』

(1957)에서는 벽을 넘어 복도로 흘러나오는 각방의 소음과 웅얼거림(murmure)

속에 존재를 안착시킨다. 뿐만 아니라 그가 발표한 마지막 소설인 『망각 기다

림』(1962)역시 이름 모를 호텔에서 만난 그녀와 방의 폐쇄성을 뛰어넘어 대화

를 시도하는 장면들을 제시하고 있다. 장벽을 뛰어넘는 모티프들은 이미『아미

나다브』에서 기획되고 수정 발전되어 각 소설에 실린 것으로 보인다. 블랑쇼의

‘경계 넘기’는 소외된 관계가 아닌, 합일적인 관계로 가는 과정을 표현하는 의미

를 지닌다.

2장에서 ‘법의 초월자’로서의 뤼시는 바로 원형적 환상의 담지자이기도 하다.

법적 배치의 경계를 넘어 정합을 주는 역할을 담당했다. 2장에서 논의했던 법의

위반과 초월의 문제는 뤼시라는 인물이 『아미나다브』에서 수행한 구조적인

역할이라 할 수 있다. 3장에서는 거꾸로, 제도의 억압적 합리성, 현실의 부조리

함에 저항하는 대안으로써 여성적 이미지들이 사용되는 이유에 대한 고찰이 될

것이다. 라인 휴퍼(Lynn Huffer)는 그의 논문인 「블랑쇼의 어머니 (Blanchot's

mother)」에서 에우리디케의 신화에 대한 블랑쇼의 해석을 여성학적으로 분석

하면서 전혀 중립적이지 않은 접근이라고 지적한 바가 있었다. 그의 중성적인

문학의 공간(neutral literary)은 이미 이원론적이고도 젠더화되어 있다는 것이

다. 사라지는 원형과 침묵을 담당하는 것은 여성에게로 돌아가고 목소리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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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남성에게만 부여된다. 에우리디케와 오르페우스의 관계는 마치 어머니와 아

들의 관계로 읽어낼 수 있을 만큼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358)

여성적 이미지들이 언제나 블랑쇼에게서 ‘기원’의 문제가 된다는 점에서 이

와 같은 휴퍼의 논의에 상당부분 동의한다. 하지만 휴퍼의 논의처럼 여성성, 여

성적 이미지들의 변용을 곧바로 ‘모성성’이라 공식화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

블랑쇼 문학에서 여성의 이미지는 하나의 테마적인 것으로 접근했을 때만 보이

는 것으로, 파편화된 채 산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이 이미지들은 오히려, 모

성성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작품의 논리적 연관성을 파괴하는 역할을 한

다. 우리가 주목한 부분은 오히려, 여성적 이미지들에 가려진, 말해지지 않고 잔

여물로 계속 남아있는 무의식적 층위에 관한 것이다. 그러한 무의식적 층위는

철저히 개별적 소설 속에 작동하는 하나의 이면적인 ‘드라마’를 재구성하는 과

정 속에서 도출될 것이다.

소설은 마치 두 개의 이질적인 양상이 함께 결합 되어 있는 매듭처럼 보인

다. 토마는 출구 없는 집에 들어와 내적 규율과 억압 속에서 고통 받았지만 반

대로, 이 집은 뤼시 그 자체가 된다. 사실, 『아미나다브』는 건물로 주인공이

들어오는 설정에서부터 모태로의 회귀를 지향하는 자궁 신화를 충실히 변용하

고 있다. 테세우스가 아리아드네의 실을 가지고 탈출한다는 미궁신화359)나 거대

한 고래의 뱃속에 갇히는 요나스의 신화360)의 한 변주처럼, 출구를 찾는 방랑의

테마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집과 뤼시의 동일성은 소설에서 의미 없이 부유

하는 조각들에 심층적인 의미를 부여해준다. 이 소설이 모태 회귀적 성격을 바

탕으로 하고 있다면, 모성성의 담지자 역할은 집의 모습을 하고 있는 뤼시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Depuis longtemps il aurait dû s'en douter, la jeune fille, à force de 

vivre dans la maison, en avait pris l'aspect et à certains moments où on 

discernait mieux ce qu'elle était, c'est le corps triste et énigmatique du 

bâtiment qui semblait se confondre avec le sien.361)

그것은 오래 전부터 그가 생각했어야 할 일이었다. 그 젊은 여인은 이 집에서 

산 나머지 집의 외관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리고 그녀가 대체 누구인

지를 좀 더 잘 알게 된 어느 순간, 그녀는 자신의 것과 뒤섞여버린 건물의 음

358) Lynn Huffer, 「Blanchot's mother」in YFS 93, Yale University, 1998, pp.

192~195.

359) 토마스 불핀치, 『그리스 ․ 로마 신화』, 최혁순 역, 범우사, 2000, pp.

216~217.

360) Jonas (2:1~11)

361) Ab, p.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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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고도 수수께끼 같은 본체가 되었다. 

위의 인용문은 소설에서 어떤 의미로는 본질적인 부분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뤼시는 소설의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지만 최초의 상태로 돌아가게

만드는 하나의 원점이다. 뤼시는 토마에게 구원과 해방을 약속하는 담지자였으

나 음산하고 수수께끼 같은 집과 동일시 된다. 뤼시의 모습은 결코 본질을 알

수 없는, 규정할 수 없는 불안감만 주는 인물로 변모하고 있다.

사실, 집과 여성의 공포를 동일시하는 이미지들의 변주는 다른 문학 작품에

서도 종종 발견할 수 있는 논리였다. 프로이트가 ‘불안한 낯설음’을 뜻하는 단어

인 ‘Unheimlich’를 설명하면서 ‘집’을 뜻하는 ‘heim’ 을 통해 익숙한 대상이 주는

공포에 관해 설명했었던 것도 우연은 아니다.362) 그 일례로, 에드가 앨런 포

(Edgar Allan Poe, 1809~1849)의 『어셔 가의 몰락(The Fall of the House of

Usher)』363)과 같은 설정을 연상할 수 있는데, 그 소설에서는 거대한 저택의 소

리 없는 공포가 이미 장례를 치러 유폐된 누이의 부활로 연계되도록 구성되었

다. 『어셔 가의 몰락』은 집과 여성이라는 익숙한 곳, 애정의 대상에 수반되는

공포를 드러내는 꼭 알맞은 문학적 사례라 하겠다.

공교롭게도, 블랑쇼가 『아미나다브』에서 그려내는 뤼시의 모습은 최초의

타자를 연상시키는 오래된 기억과 그 기억을 억압하는 현실적 논리, 유폐된 기

억의 귀환과 공포라는 세 개의 연결고리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 우리가 이 장에

서 다루고자 할 논의는 바로, 세 번째의 주제다. 2장에서 다루었던 제도적 억압

의 논리를 넘어서 강력한 무의식적 추동을 받는 대상에 대한 연구다. 잃어버린

원형에 대한 회복의 시도와 익숙했던 대상의 낯선 실재성을 대면하는 데서 오

는 공포의 논리를 분석하는 일이다. 뤼시의 목소리를 듣기 직전 토마는 바깥으

로 나가기 위해 덧문을 들춰 뚜껑을 열기를 시도한다. 바깥의 소리를 듣기 위해

몸을 웅크려도 보고 뒤에 있는 커튼을 잡아당겨본다. 하지만 아무런 소리도 들

을 수가 없었다. 바깥에서 나는 소리를 기다리는 동안 토마 앞에는 침묵만이 놓

인다. 이 침묵을 끝내는 것은 바로 뤼시의 벽과 벽을 넘어 들리는 뤼시의 목소

리다. 뤼시의 목소리가 등장하고 나서야, 미궁을 배회하기만 하던 토마에게 타

자와의 관계라고 할 만한 것이 생긴다. 침묵 뒤에 들려오는 가는 여인의 목소리

는 바로 자신의 비명소리를 듣는 것과 같은 친숙한 것이다. 토마는 현재이자,

과거의 나 자신을 연결하는 연속성을 그 목소리에서 체감하고 있다. 마치 잠시

362) 지그문트 프로이트, 「두려운 낯설음」in 『예술, 문학, 정신분석』, 정장진 역,

열린책들, 2004, pp. 399~452.

363) 에드거 앨런 포, 『에드거 앨런 포 단편선』, 전승희 역, 민음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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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숨을 멈추듯이 존재를 멈추고 들려오는 먼 과거의 소리는 토마 내부에 있

던 또 다른 자신처럼 익숙한 최초의 기억을 되돌려준다.

Une voix en effet finit par se faire entendre, elle était encore très 

faible quoiqu'elle parût toute proche, il fallait une sorte de foi pour la 

recevoir, pour la suivre sans la confondre avec le son de sa propre 

voix dont elle était comme l'écho. Elle évoqua pour Thomas les cris 

qu'il avait entendus en entrant dans la maison. Il écoutait le coeur 

battant, comme si elle avait reproduit une plainte qu'il aurait lui-même 

proférée dans un passée très reculé. Après être resté l'oreille tendue 

vers l'appareil, il s'aperçut que la voix venait de la chambre. Il souleva 

vivement le rideau et vit la jeune femme, debout, sur les marches qui 

conduisaient à la deuxième partie de la pièce.364)  

마침내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매우 가까운 곳에 있는 것 같았음에도 그 

목소리는 너무나 약했다. 그 목소리를 받아들이기 받아들이기 위해서, 마치 메

아리처럼 들려오는 자신의 목소리와 뒤섞이지 않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일종의 

신앙이 필요할 정도였다. 그 목소리는 토마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들었던 비명

을 연상케 했다. 토마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마치 그 목소리는 

아득하게 먼 과거에 외쳤을 탄식을 재생하는 것 같았다. 창 쪽으로 귀를 기울

인 채로 머무른 끝에 그 목소리는 방 안에서 들려오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힘

차게 커튼을 열어젖히자 그 젊은 여인이 방의 두 번째 구역으로 가는 계단 위

에 서있는 것이 보였다.

뤼시의 존재는 목소리를 통해서 유폐되었던 먼 과거를 소환한다. 그런데 그

과거란 원래는 자기의 일부였었던 것으로 강한 동일성을 일깨우는 것이다. 여기

서 더욱 중요한 것은, 오래된 기억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상기’되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것이 이미 의식의 바깥으로 밀려난, 유폐된 것이었다는 사실이 더 중

요하다. 유폐된 기억은 쾌락이 단절된 지점, 즉 원형적인 대상과의 균열을 드러

내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유폐는 우리 삶의 결여의 표식이나 마찬가지이다.

채워지지 않는 결여는 우리로 하여금 욕망을 가진 인간이 되게 한다. 욕망을 지

닌 인간이란 한계성에 대한 자각으로 억압의 법칙을 중심으로 허용되는 쾌락의

일부 만을 향유한다. 결여는 더 이상 원형적 대상을 향유할 수 없다는 상징적인

거세의 징표이자 최초의 상처의 흔적과도 같다. 원형적 대상에 대한 블랑쇼의

소설적 설정은 유폐된 기억을 넘어 현실로의 귀환을 꾀하고 있다. 블랑쇼가 구

현하는 이중적이며 다층적인 이미지들은 프로이트의 『그라디바』365)와 『모래

364) Ab, p. 235.

365) 『빌헬름 옌젠의 “그라디바” 에 나타난 망상과 꿈』에서 프로이트는 네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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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이』366)가 주는 ‘불안한 낯설음(Unheimlich)’ 사이에 있다. 기억의 유폐는

억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하르놀트는 조에를 만나 전이 관계 속에서 꿈과 망

상에서 벗어나 치료된 승화(sublimation)의 전형적인 모델이라면 『아미나다

브』의 설정은 닫혀버린 출구의 집에서 근원적 공포의 불안 속에 놓이는 것이

다. 뤼시와의 만남은 유폐된 동일자의 귀환으로 커다란 전환점이 된다. 이제 토

마는 원형적 대상을 만나기 전까지의 규율의 금기를 위반하는 방황을 끝내고

귀환된 실재의 세계로 들어간다.

Il réfléchit à ce qu'elle lui avait dit, mais il ne parvint pas à surmonter 

la fatigue. Il se leva alors pour partir, en remettant à plus tard la 

conclusion qu'il lui faudrait tirer de cet entretien. Il resta un moment 

immobile; la pièce lui parut étonnamment basse et exiguë; il lui 

semblait, maintenant qu'il était debout, qu'il la contemplait de très haut 

챕터에 걸쳐 소설 『그라디바』의 주인공인 노르베르트 하놀드의 망상과 그 망상

이 그의 약혼녀 조에에 의해서 어떻게 치료되는지를 설명한다.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망상이나 꿈이 어떤 근거 없는 순수한 상상이나 창작에 의한 것이 아닌

억압의 징후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잠정적인 결론은 프로이트의 『그라디바』 분

석의 기본 뼈대이다. 여기서 프로이트는 프로이트는 하놀드의 꿈을 압축과 전치

라는 정신분석적 기법에 의해 해석을 시도한다. 낮에 보았던 인상이나 사고, 심리

적인 정동들이 이토록 압축과 전치를 통해 나타나는 이유는 억압이라는 무의식의

매커니즘 때문이라는 사실을 논증하고자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지그문트 프로

이트, 『예술, 문학, 정신분석』, pp. 55~116을 참조하기를 바란다.

366) 프로이트는 두려운 낯설음�에서 어휘 분석을 통하여 두려움과 불안을 야기하

는 정신분석적 요소를 설명하고자 했다. 기괴한 문학에 나오는 섬뜩한 장면은 주

체 내부에 감추어진 불안에 의해 생기며, 그 결과 거기에서 나오는 불안감에 입

각해서 세계를 이해하게 된다. 기괴함을 뜻하는 독일어 ‘das unheimlich’에는 두

가지 층위의 의미가 존재한다. 이는 프로이트 역시 주장했듯이 환상에 관한 그의

이론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먼저, das unheimlich의 긍정형인 das

heimlich 역시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데, 의미의 첫 번째 층위에서 그것은 편안한,

친숙한, 다정한, 쾌활한, 안락한 , 친밀한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세계 속에서 ‘편

안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그것의 부정은 친숙하지 않은, 불편한, 낯선, 이질적인

것이라는 단어들이다. 그것은 낯섦에 관한 느낌, 즉 세계 속에서 편안하지 않은

느낌을 산출하는 것이다. 의미의 두 번째 층위는 기괴함의 교란적인 힘을 설명한

다. das heimlich는 또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감추어진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감

추어지고 비밀에 부쳐지고 모호한 것이다. 그래서 이 단어의 부정형인 das

unheimlich는 보통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영역을 발견하고 폭로하고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 기괴한 것은 이 두 의미의 결합을 의미한다. 이는 정확히 이중성 안

에 놓여있다. 따라서 그것은 감추어진 것을 폭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낯익은 것

을 낯선 것으로 교란시켜 변형하는 효과를 지닌다. 이에 관한 논의는 프로이트,

『예술, 문학, 정신분석』, pp. 434 ~452를 참조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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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qu'ayant percé le plafond avec la tête. il ne distinguait plus ce qui se 

passait à ses pieds. Ses yeux se troublèrent lorsqu'il voulut regarder en 

haut et il tomba pesamment sur le sol. Après cette chute, Thomas entra 

dans une longue maladie et il perdit le souvenir des événements.

[...]그녀가 한 말을 가만히 생각해보려고 했으나, 피로를 이겨낼 수가 없었다. 

그는 나가려고 일어섰다. 이 대화에서 끌어냈어야 할 결론은  나중으로 미루면

서. 그는 잠시동안 부동자세로 있었는데 놀라울 정도로 방이 낮고 너무 좁아 

보였다. 그는 지금 일어선 채로 있는데, 머리로 천장을 뚫고 나가, 마치 방을 

매우 높은 곳에서 응시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발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

고 있는지 분별이 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위쪽을 보려고 하였을 때 흐려졌다. 

그리곤 바닥에 둔탁하게 쓰러졌다. 이러한 졸도가 있은 후에, 토마는 오랜 병

에 걸려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의 기억을 잃어버렸다. 367)

병상에서 깨어난 토마는 이전 기억과 완전히 단절된다. 몸도 의식도 뤼시를

만나기 전까지 건물을 배회하던 시기와는 확연히 달라졌다. 토마의 이러한 상태

는 건물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변화를 가져온다. 지금까지 보아왔던 방 역시 전

혀 다른 모습으로 제시되고 있다. 여기에서도 블랑쇼의 현상학적인 관점은 여실

히 드러난다. 지금까지는 토마의 시선을 중심으로만 보여지던 사물이 오히려 토

마를 바라보는 듯한 시선으로 전환되고 있다. 원근법의 소실점에 기반한 주체의

관점은 여기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만다. 여기에 더하여 병자가 되는 설정은 매

우 의미심장하다. 블랑쇼에게서 아픈 몸, 혹은 시체 같은 몸은 존재의 전환을

드러내는 표지라고 할 수 있다. 프랑수아즈 콜랭(Françoise Collin)은 그의 저작

에서 블랑쇼의 육체는 ‘주체’와 ‘객체’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개념이라고 설명했

다. 주-객의 문제 뿐 만이 아니라 정상, 비정상의 두 극점을 넘어 육체 그 자체

가 가지고 있는 이질성을 스스로 드러내는 방식으로써368) 병을 앓는 이미지들

이 사용되는 것이다. 병적인 모습은 물질적 세계의 결정성 속으로 환원되는 것

에 대한 거부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블랑쇼의 죽음의 문제와도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데, 병든 몸은 삶과 죽음의 한 가운데 (mit-sein)에 존재하며 오히

려 건물을 바라보는 시선의 전환과 오랫동안 병을 앓아 지난 과거를 잊게 된

토마의 전환은 일치된다. 병든 몸의 이미지들은 서사의 논리 속에서는 설명 되

지 않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전반적으로 죽음의 테마이기도 하다. 토마는 병을

앓는 청년의 미소의 호명으로 건물에 들어와 그 스스로도 병을 앓는 환자가 된

다. 블랑쇼의 병든 몸의 개념에서 보면, 병을 앓는 청년의 호명은 토마에게 존

367) Ab, p. 226.

368) Françoise Collin, Maurice Blanchot et la question de l'écriture, Gallimard,

1971, p.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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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호명이자 전환의 요구로도 읽어낼 수 있다. 병을 통해 코기토적 주체이기

를 포기하는 지독한 수동성의 세계로 진입하는 전환을 예고한 것이다.369) 즉 삶

과 죽음의 중간지대에 머무는 존재가 되고 나서야 건물의 진실적 차원370)을 목

도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존재 전환의 장면은 뤼시라는 새로운 인물의 공간에

갇히는 장면과 연결된다.

Mais la jeune fille lui ayant posé la main sur le bras, il se sentit 

prisonnier et s'abandonna à un étrange sentiment de sommeil et de 

paix. Ce repos ne pouvait durer qu'un instant, ses yeux se fermaient, 

ses membres se détendaient, il se disait qu'il était revenu de très loin 

et qu' il n'avait plus rien à chercher; il posait aussi sa main sur le bras 

de la jeune fille et, dans l'inquiétude de cette paix, il essayait de savoir 

ce qu'il avait bien pu faire pendant un si long voyage, à l'insu de tous, 

puis il pensait qu'après tout, cela n'avait pas d'importance puisque le 

voyage est terminé. En regardant le bras qu'il touchait légèrement, il se 

répétait: <<Pourquoi ne serait-elle pas une femme comme les autres, 

auprès de qui je pourrais oublier mes soucis, me reposer à mon aise et 

redevenir l'homme que j'étais? Qu'a-t-elle donc qui la distinguerait? Ne 

puis -je serrer son poignet entre mes doights? N'est-elle pas à moi? 

Ne m'endormirai-je pas, tout à l'heure, à ses côtés? Qui maintenant 

pourrait l'enlever?>> Toutes ces pensée étaient très reposantes. Il 

n'avait pas depuis bien longtemps ressenti un pareil calme. <<De même, 

se disait-il en revoyant la pièce, qu'aurait-je à reprocher à un si bel 

édifice? C'est une magnifique construction et je n'aurais jamais rêvé 

trouver un domicile aussi grandiose.[...]>>

그녀가 그의 팔에 손을 얹자 그는 포로가 된 기분을 느꼈고, 졸음과 평화의 기

묘한 감각에 빠져들었다. 이런 휴식은 잠시동안밖에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눈

은 감기고 팔다리는 긴장이 풀어져서, 그는 스스로가 멀리서 돌아왔고 더 이상 

찾아나설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도 손을 그녀의 팔에 얹고 평화로움이 주

는 불안감 속에서, 이처럼 긴 여행을 하는 동안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었는가

를 알려고 애썼다. 어찌됐든 간에 여행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건 중요하지 않다

고 남몰래 생각했다. 그의 손이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는 팔을 바라보면서 같은 

혼잣말만 되풀이 하고 있었다. ‘왜 이 여인은 다른 이들과 같을 수 없는가. 그

녀 곁에 있으면, 나는 괴로움을 잊고 마음껏 휴식할 수 있어서, 본래의 자기로 

되돌아갈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이 여인은 다른 여자들과 어떤 점이 다른가? 

이 여인의 손목을 잡을 수는 없을까? 이 여인은 내 것이 아니란 말인가? 조금 

뒤에도 그녀 곁에서 잘수는 없을까? 이제 누가 나에게서 그녀를 앗아갈 수 있

겠는가?’ 이 모든 생각들이 편안했다. 이러한 고요는 오래전부터 이제까지 느

369) F. Collin, p. 126.

370) 진실적 차원을 목도하는 논의는 이미 2장에서 언급했으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하

겠다.



- 208 -

껴보지 못한 것이었다.  방안을 살펴보면서 그는 생각했다. ‘그리고 이렇게 훌

륭한 건물에 어떻게 불평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멋진 건축 뿐 아니라 이처럼 

장대한 집을 발견한다는 일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다.[...]'371)

토마는 뤼시를 보는 순간 자신을 절망에서 구원해줄 사람으로 생각한다.372)

위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토마는 뤼시의 손에 포로가 된 느낌을 받는다.

그러나 오히려 포로가 됨으로써 안정과 평화를 느끼고 있다. 마치 오래 전부터

누군가에게 갇히기를 바랐던 사람처럼, 잠시동안의 불안한 평화 속에서 토마는

뤼시에 안착할 수 있을지 자문한다. 건물의 규율에 끊임없이 저항하고 방황하는

길을 택하던 토마는 자발적으로 뤼시 앞에 복종한다. 뤼시 앞에서 토마는 소외

를 극복하고 본연의 자기 자신으로 돌아간다. 뤼시를 만나는 시점을 길었던 여

정의 종착역으로 여기는 것이다. 물론, 모든 신화 속에서 주인공은 일종의 세상

에 대한 입문의식으로 익숙했던 곳을 떠났다 돌아오는 과정을 거친다. 떠남으로

인한 고난과 시련은 주체를 성장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신화 속의 주인공은 고

난과 시련을 통해 외부 세계의 가치관을 내면화하면서 성장한다. 그런데 토마의

귀환은 성장과는 거리가 멀다. 블랑쇼는 외부 세계의 질서와 가치관에 대한 환

멸 및 거부를 원형적 상태로의 회귀라는 방식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앞에서 우

리는 블랑쇼의 죽음과 병적 상태에 관해 논의하면서 존재와 비존재 사이, 그리

고 객체와 주체 사이의 한가운데를 지향한다고 언급했다. 중간지대에 존재한다

는 것은 존재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결정화하는 힘에 대한 거부이기도 하다. 토

마가 뤼시를 만나기 전까지, 건물의 법과 규율은 계속해서 토마의 행동을 통제

하고 보편적 질서에 통합되기를 요구했다. 하지만 구원자인 뤼시와 함께 있은

후에는 억압적인 건물조차 전혀 다른 공간으로 뒤바뀐다. 억압의 공간이었던 이

건축물조차 ‘훌륭한’ 곳으로 바뀐다. 기상과 동시에 방을 재배정 받아야 하는,

숙면을 취할 수 없는 건물이었으나 뤼시 옆에서는 숙면을 취하고 건물의 장대

함과 멋진 건축 양식에 감탄한다.

집과 모성성이 연결되는 모태회귀적인 속성은 뤼시라는 인물을 상정하지 않

고도 이미 소설 초반부터 암시되고 있었다. 뤼시의 존재는 우리에게 모태적 속

성을 확증해주는 대상이지, 뤼시라는 인물의 등장으로 인해 모태적인 속성이 강

화되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거대한 집에 들어오는 설정에서부터 예비된 인물

371) Ab, pp. 241~242.

372) "<<Enfin, pensa-t-il, voici une bonne âme qui ne laissera pas dans mon

désespoir. Tout maintenant va être vite réglé.>>나를 절망한 채로 놓아두지 않

는 훌륭한 영혼을 만난 것이다. 이제 모든 일이 곧 해결될 것이다." in Ab, p.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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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는지도 모른다. 다시 소설의 첫 부분으로 돌아가 보기로 한다.

Il avait apporté des provisions, et bien qu'il n'eût pas faim, il mangea un 

peu pour prendre des forces. Puis quand il eut fini, il ôta son 

pardessus, le plia et s'en servit comme d'un oreiller qu'il mît sous sa 

tête en s'entendant par terre. Ses paupières ne tardèrent pas à se 

fermer. Il n'avait null envie de dormir, mais il se reposait dans un 

sentiment de calme qui lui tenait lieu de sommeil et qui l'emportait loin 

d'ici. Le même calme régnait au dehors. C'était une tranquillité si 

assurée, si dédaigneuse, qu'il crut avoir agi sottement en ne songeant 

qu'à son repos. Pourquoi demeurait-il là sans rien faire, pourquoi 

attendait-il un secours qui ne viendrait jamais? Il ressentit une grande 

nostalgie, mais bientôt la fatigue fut la plus grande et il tomba dans le 

sommeil. 

먹을 것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배가 고프지는 않았지만 기운을 차리기 위해 조

금 먹었다. 다 먹고 나자 그는 외투를 벗어 접어서 그것을 베개 삼아 베고 몸

을 바닥에 누였다. 곧 눈꺼풀이 감겼다. 자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으나 잠 

대신 그를 먼 곳으로 데려간 고요한 느낌 속에서 휴식을 취했다. 같은 정적이 

밖에도 퍼지고 있었다. 그것은 너무나 분명한, 엄숙할 정도의 정적이었으므로 

그는 자기의 휴식밖에 생각하지 못한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다고 생각되었다. 

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소리 없이 이곳에 있어야 하는 걸까, 왜 절대로 찾

아오지 않을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 그는 강한 향수와도 같은 감정을 느

꼈다. 하지만 그 감정의 대부분을 피로가 차지해버려서 그는 곧 잠들어버렸

다.373)

토마는 단순히 호기심으로 거대한 집에 들어와 지하층의 떠들썩함과 불결함

에 마뜩치않은 기분으로 이리저리 배회하다 소음이 사라지고 정적만이 감돌자

먹고 몸을 바닥에 뉘여 잠을 청한다. 토마가 수위를 만나서 이 방 저방을 배회

하고 ‘등록’의 문제와 싸우며 출구 없는 배회를 거듭하기 전까지 분명, 이 집은

토마를 호명하고 있었고, 그야말로 ‘먹고’, ‘자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집으로 기

능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원래는 잠을 잘 의지도 없었던 토마였지만 집이라는

공간에 들어오자마자 무장해제 되어 깊은 잠에 빠진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집에

서 수면을 취하는 일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여기에서도 뤼시의 목소리에 자

신의 먼 과거를 상기했듯이 조금 있으면 억압 그 자체가 될 집에서 강한 향수

를 느낀다. 먼 곳, 기억할 수 있는 과거, 최초의 기억의 향수를 가진 채 잠에 드

는 설정은 집의 모성적 성향을 더 강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위의 안내를

373) Ab,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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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이끌려 간 곳은 화가의 방이었는데, 자화상의 모델이 되는 동안 그는 침상

위에 마지 죽은 사람처럼(resté comme inanimé.) 누워 꼼짝 못하는 상태에 놓

이게 된다. 베개며 쿠션 등의 소품에 의지해 한참 동안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

태로 있으면서도, 불분명하지만 예전 기억을 상기시켜(comme si tout ce qui

arrivait maintenant avait déjà eu lieu une fois.) 기묘한 기분을 느낄 정도이

다.374) 집에 처음 들어와 알 수 없는 규칙을 경험하는 토마는 마치 유아의 모습

을 상기시킨다. 먹고, 자고, 수위의 도움을 받아 침상에 억지로 앉혀져 드러누워

있는 상태 등은 어머니의 돌봄을 받는 아이의 상태와 흡사하다. 게다가 이러한

양태들은 계속해서 낯설지만 그 낯선 어색함 속에 오래된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들을 동반하고 있다.

그렇다면 귀환된 실재는 유토피아를 약속해주는 것일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과거 동일적 대상과의 육체적 대면에서 나타나는 공포의 낯설음이다. 뤼시

의 문제는 우리에게 2장에서 논의했던 욕망의 한계 지점의 일탈 차원을 넘어선

더 근원적인 지점을 파헤치기를 요구한다. 하지만 뤼시에게서 느껴지는 불안한

낯설음은 언어 이전, 법의 금기가 생기기 이전으로 후퇴된 환각적 차원으로 접

근해야 무의식의 시나리오를 이해할 수 있다. 그토록 바라던 원형적 향수의 대

상이 오히려 존재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요소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374) “Parvenu auprès du divan, Thomas crut les obstacles aplanis et il se laissa

tomber plutôt qu'il ne s'étendit sur la couche recouverte de velours. Ce fut

une vraie chute, le divan était très bas. Le choc fut si vif qu'il resta comme

inanimé. Le gardien lui passa les mains sous les bras et le souleva, en

l'enfonçant dans un amas d'oreillers qu'il arrangea non pas pour la

commodité de la pose mais en vue du décor. Cette position d'ailleurs ne lui

convint pas. Il redressa encore son modèle pour que la jaquette fût plus

visible, déboutonna le gilet et enfin croisa les deux mains sur la poitrine dans

une attitude de recueillement. Thomas qui avait commencé par maudire ce

tourmenteur, lui fut finalement reconnaissant de ses soins. Il ressentit un

étrange bien-être comme si tout ce qui arrivait maintenant avait déjà eu lieu

une fois. 소파 옆에 이르러, 토마는 평평한 장애물들로 생각했다. 그리고 빌로도

커버가 덮인 침상 위에 눕는다기 보다는 그 위로 쓰러지다시피 했다. 그것은 정

말로 추락에 가까웠다. 소파가 몹시 낮았던 것이다. 강한 충격에 그는 잠시 동안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어 있었다. 수위가 양쪽 팔 밑에 손을 넣고 베개가 몇 개

나 포개진 속에 파묻힌 듯이 하여 그의 상체를 일으키고 베개를 고르게 해놓았는

데 그것은 편한 자세를 취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림의 배경을 위해서였다.

그 자세도 토마에게 편하게 맞지는 않았다. 그는 모닝코트의 웃옷이 좀더 잘 보

이도록 모델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조끼 단추를 끄른 다음 끝으로 두 손을 가슴

앞에서 명상하는 듯한 자세로 교차시켰다. 이 고문인을 무턱대고 저주부터 했던

토마는 결국 그의 보살핌을 인정하게 되었다. 토마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모두 전에 한 번 꼭 일어난 일이었던 듯 기묘한 편안함을 느꼈다.” in Ab,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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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커니즘은 블랑쇼에게서 늘상 남녀 간의 사랑의 양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사

실이다. 뤼시와의 성적 관계를 맺는 장면이 공포와 두려움으로 뒤덮인 채 싸움

을 해야 하는 것으로 그려진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Elle se pencha brusquement et se jeta sur son visage qu'elle toucha 

légèrement de sa bouche, comme un jeune animal qui veut épuiser en 

quelques coups de langue l'eau de la source; puis elle l'étreignit avec 

rage, d'une main pressant sa figure, de l'autre le tenant avec force par 

la nuque; bien que ses mains fussent plutôt petites, elle étaient très 

vigoureuses et elles tenaient sa tête dans un véritable étau. 

<<Évidemment, pensait Thomas, il n'y a dans tout cela rien de bien 

agréable, mais il vaut mieux en finir, même au prix de quelques 

désagréments.>> Cette pensée lui donna du courage et lorsque la jeune 

fille se mit à lui mordrela bouche furieusement, comme pour épuiser 

cette source de fausses paroles, il l'attira lui-même contre lui afin de 

lui montrer qu'il était tout à fait d'accord avec ce qui arrivait Ce furent 

des instants qui lui parurent durer sans fin. Il luttait désespérément non 

pas pour sa vie, mais pour mettre un terme à cette vie. Il cherchait, en 

pressant de toutes ses forces la poitrine de la jeune fille, une dernière 

explication, un dernier éclaircissement qu'on ne pouvait plus lui refuser 

et qu'il ne pouvait trouver que là. 

갑자기 그녀는 몸을 숙여 그의 얼굴 위로 덮치며 마치 샘물을 두세 모금만으로 

다 핥아 마셔버리려는 어린 짐승처럼 입으로 가볍게 스쳤다. 그런 다음 여인은 

한쪽 손으로 목덜미를 꽉 잡고는 그를 미친 듯이 껴안았다. 그녀의 손은 작은 

편이었는데도 무척 힘이 세어서, 마치 바이스처럼 그의 머리를 죄었다. 토마는 

생각했다. ‘물론 이 일은 조금도 유쾌하진 않지만 웬만큼 불쾌한 감을 느끼더

라도 결말을 내는 편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자 용기가 솟아나서, 그녀가 거

짓말의 원천을 말려버리려는 듯, 그의 입술을 난폭하게 깨물기 시작했을 때도 

자진하여 그녀를 끌어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완전히 동의하고 있음을 

나타내려고 했다. 그에게 있어서는 무한정 계속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

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생명에 결말을 내기 위해서 절망적으

로 싸우는 격이다. 전력을 다하여 그녀의 가슴을 꽉 누르고 마지막 설명, 마지

막 해명을 찾고 있었다. 이미 아무도 그것을 거부할 리가 없었고, 여기서는 그

것을 찾아낼 수밖에 없었다.375)

뤼시는 토마를 압사하듯이 껴안는다. 그녀의 손은 작지만 토마를 죄어놓는

다. 가두고 압사할 뿐만 아니라 그의 입술을 난폭하게 물어뜯는다. 말하는 기관

의 ‘원천’은 마치 그를 집어 삼키려는 뤼시에 의해서 흡수될 것만 같은 인상을

375) Ab, pp. 24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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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 말을 한다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주체로 거듭나게 하는 상징적인 표식

과도 같은 것이다. 하지만 블랑쇼는 여기서 ‘말하는 기관’과 ‘거짓말 하는 기관’

을 동격에 놓고 있다. 입으로부터 발설되는 순간부터 언어는 소외를 느끼게 하

고 거짓말이 되어버린다. 뤼시는 마치 징벌자처럼 정합성을 이룰 수 없는 기관

을 앗아가려 하고 있다. 이러한 이미지들의 중첩을 보면, 말하는 기관인 입에

대한 원죄 의식의 발로라고 보여진다. 입으로 발설되는 거짓말에 대한 죄책감은

뤼시의 난폭함을 징벌로 받아들이고, 이에 수동적으로 응하게 만드는 이유이기

도 하다. 토마에게서 관계를 만드는 행위는 생명을 건 사투다. 이 장면에서는

성애적인 것과 폭력적인 것, 죽음이 구분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요소들은 전도

된다. 뤼시와의 몸싸움은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

라 생명에 결말을 내기 위해’ 싸우는 것이다. 성충동의 실현은 생명의 위협과

불안이 가중되는 모순적이고도 역설적인 상황이 이어진다. 성적 행위에 대한

공포가 그토록 강하게 드러나는 밑바탕에는 ‘수치스러움을 동반할 죄의식’이 깔

려 있다. 그 수치스러움은 행위를 통한 희열보다는 육체의 참혹한 변형을 가져

오고 불행과 절망으로 귀결된다.

Parfois ils s'arrêtaient et se regardaient en grimaçant. Puis ils roulaient 

à nouveau sur le sol, se heurtant tantôt au tabouret tantôt au pupitre, 

s'attirant et se rejetant avec des gémissements qui n'étaient que des 

paroles incompréhensibles, perdus tous deux, égarés parmi d'infâmes 

châtiments qu'ils essayaient d'atteindre, sans un espoir de lumière, dans 

des ténèbres de plus en plus épaisses n'ayant plus ni mains ni corps 

pour se toucher, entraînés par une transformation déchirante dans un 

monde de malheur et de désespoir. Finalement, Thomas entendit le bruit 

du lourd pupitre qui tombait après un choc plus violent que les autres 

et il pensa avec frayeur que, étant donné leur combat aveugle, cela ne 

pouvait que finir ainsi[...]376)

때때로 두 사람은 멈추어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마주보았다. 그러고는 다시 바

닥을 뒹굴었다. 때론 의자에 혹은 책상에 부딪치면서 알 수 없는 말에 불과한 

신음소리를 내며 서로 잡아당겼다 떠밀었다 하면서 두 사람 다 자아를 잃고 그

들이 다다르고자 한 비천한 징벌 한가운데를 배회하면서 빛의 희망은 조금도 

지니지 못한채 점점 더 짙어지는 어둠 속에서 서로를 보듬을 손도, 몸도 없는 

고통스러운 변형과 함께 불행과 절망의 세계 속으로 끌려들어갔다. 토마는 지

금까지보다 훨씬 심한 충격을 받고 무거운 책상이 넘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

는 두려움에 떨며 그들의 눈먼 싸움 때문에 이렇게 끝날 수 밖에 없겠다고 생

각했다.[...]  

376) Ab, p.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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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도 다분히 쾌락에 대한 징벌을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작가의 독특한 사

고관이 드러나고 있다. 뤼시라는 타자의 벽을 부수고 합일의 욕망을 채우는 순

간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손과 몸이 잘리고 변형되어 불행의 세계로 끌려들

어가는 과정이다. 여기서 토마의 의식은 지독한 수동성을 표현하고 있다. 생명

을 건 사투와도 같은 둘의 행위 속에서 의지적으로 자행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

다. 자신 스스로가 원치 않더라도 불행과 절망의 세계로 끌려들어간다. 쾌락의

끝에서는 이미 불행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블랑쇼의 저작에서는 유난히도 쾌락에 대한 죄의식의 발로에서 나오는 표현

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 물론, 그러한 면모는 작가가 살던 야만적 시대에 대한

성찰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그의 문학 이력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념

비적인 저작,『무한한 대화 (Entretien infini)』에서 로베르 앙텔므(Robert

Anthelm)의 수용소 경험을 언급하면서 ‘향유 없는 욕구(besoin sans

jouissance)’라는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377) 블랑쇼가 제시한 이 단어들은 마치

위에서 제시된 장면들을 설명하기 위한 단어들처럼 보일 정도이다. 블랑쇼에게

서 향유 없는 욕구란, 자아 고유의 욕망이 소멸된 욕구를 의미한다. 향유 없는

욕구에서는 고유한 자아가 폐기되면서 아래로 내려오게(descendre au dessous)

된다. 향락 없는 욕구의 차원에서는 자아의 고유한 의지는 없어지고 박탈당한

상태를 뒷받침하는 비인칭에 준하는 단언만이 존재한다. 이때의 나와의 관계는

완벽하게 타자화 된다. 그것은 마치 내가 음식을 먹고 있지만 음식을 먹는 것은

(주체로서의) 내가 아니라 마치 타자를 수용한 듯이, 낯선 이방인이나 모르는

사람을 먹이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과도 같다.378)

인용문에서처럼, 절단된 신체의 환상과 함께 어둠 속에 묻히는 둘의 합일은

와해된 자아이자, 장벽과 경계가 완전히 무너진 타자화된 자아를 표상하는 듯하

다. 토마와 뤼시의 성애적 장면에서 드러나는 공포스러움은 건물의 규칙을 어기

고 위층으로 올라가고자 전진하던 군상들에 대한 장면과도 흡사하다. 블랑쇼는

‘이전에 사랑했던 사람이 다가올 때 느끼는 공포’의 논리를 이미 알고 있는 듯

보인다. 블랑쇼에게 ‘타자화된 자아’의 논리는 공포의 메커니즘을 벗어날 수 없

다. 음험한 얼굴에서 느껴지는 친숙함에 대한 ‘불안한 낯설음(Étrangeté

inquiétante)’의 논리는 모두 같은 불안 대상의 기원에 있다.

377) EI pp. 195~196.

378) Ab,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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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vertige s'emparait de la mémoire quand on regardait le passé 

cependant encore proche, quand on essayait de revivre les jours 

d'autrefois, quand on comparait aux visages des amis avec lequels on 

avait été intimement lié les figures vicieuses et surnoises des 

domestiques en qui on croyait les reconnaître. [...] Du plus loin qu'on 

apercevait, on était saisi par la peur, une peur absurde qui troublait les 

regards et l'esprit. Quelquefois, cette peur était si grande qu'on n'avait 

plus la force de s'éloigner. On voyait s'approcher avec une terreur 

insurmontable l'homme que l'on avait aimé et sur la face de qui, par 

une illusion née de l'effroi, se dessinait peu à peu une étrange et folle 

ressemblance. Était-ce un être humain? Pourquoi avait-il deux paires 

d'yeux? Pourquoi la bouche avait-elle disparu? Car c'était encore une 

de nos superstitions que d’attribuer aux domestiques un physique 

différent du nôtre, on croyait notamment qu'ils n'avaient pas de bouche, 

ce qui expliquait leur mutisme incompréhensible, on croyait même que 

les plus anciens d'entre eux étaient entièrement privés de sens, sans 

oreilles, sans regard, sans odorat, et quelques-uns parlaient d'êtres 

repoussants dont la tête s'était desséchée ou ressemblait à celle d'un 

serpent.[...]on s'en redait bien compte lorsque, au comble de 

l'égarement, ne pouvant plus fuir l'être monstreux qui venait à votre 

rencontre, on se précipitait vers lui, on se jetait à ses pieds, on 

l'embrassait convulsivement et qu'enfin retrouvant dans l'épuisement un 

peu de calme on s'apercevait que la plupart des changements étaient 

imaginaires et que la figure autrefois chérie était seulement décomposée 

par la fatigue, la faim et la servilité.379)

오래 지나지 않은 과거를 응시했을 때, 아무리 지난날들을 재생하려고 노력해

도, 어지러움이 기억을 방해했다. 우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었던 동료들의 얼굴

들을 꺼림칙하고 음험한 하인들의 얼굴과 비교했을 때, 그들에게서 동료들의 

모습을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을 인식하자마자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

니다. 그 두려움이란 시선과 정신을 흐리는 모순된 불안이었습니다. 때로는 그 

불안이 너무 커서 벗어날 힘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전에 사랑했던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공포와 더불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에는 공포에서 나온 환영에 의해 점점 더 낯설고 광기 어린 유

사성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사람일까? 왜 눈이 네 개 있을까? 왜 입이 사라

져버린 것일까? 왜냐하면 하인들에게 우리들과는 다른 육체적 모습을 부여한다

는 일은 불합리한 일이니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입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해할 수 없는 침묵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들 중 제일 오래된 사람은 감

각의 기관을 빼앗겼습니다. 귀도 없고 눈도 보이지 않고 코도 없어보였고, 어

떤 사람들은 그들의 머리가 말라버렸거나 뱀 대가리 같아서 혐오스럽다고 말하

기도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이리저리 방황

하는 것이 극에 달했을때, 그 당신 앞으로 다가오는 괴물같은 사람들을 피할 

수 없어서 그에게 달려들고 그 발 앞에 몸을 던지고, 경련하듯이 그에게 입맞

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기력을 소진한 가운데 조금의 안정을 되찾고는 

379) Ab, pp. 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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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변화는 상상에 불과했고 예전에 친했던 사람의 얼굴은 피로와 굶주림

과 비굴함 때문에 이지러졌을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하인들의 군집은 입을 비롯한 신체 기관이 무너진 모습을 보인다. ‘귀도

없고 눈도 보이지 않고 코도 없다고 믿어질 정도’의 비정형적인 군집이 주는 공

포감을 드러내고 있다. ‘머리가 말라버린’ 끔찍한 모습이거나 ‘뱀의 대가리’처럼

인간의 모습을 상실해버린 모습의 군집의 모습을 본다. 개인성과 정체성을 상실

한 군집은 형용할 수 없는 공포로 다가온다. 거대한 미로의 구조 속에서 하인들

은 규칙과 규율을 실행하는 기능체에 불과하다. 기능체, 조직체에 불과한 개인

은 변형되고 비천시된 신체의 환영을 야기하는데 이는 반성적 이성이 사라진

인간 존재에 대한 공포와도 같다고 할 수 있다.

뤼시와 하인들의 군집에서 느끼는 일련의 공포는 모두 입과 관련되어 있다

는 점 역시 흥미로운 부분이다. 입을 잃어버린 인간들의 모습과 입을 물어뜯는

뤼시의 난폭한 행동 사이에는 일정한 상관성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개인성을 잃

어버린 비정형적인 신체들의 타자성은 말할 권리를 박탈당한 입이 없는 모습으

로 나타난다. 공포의 환영이 덧씌워진 그들의 이질성, 타자성은 그들을 피하거

나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천한 신체에 ‘몸을 던지고 경련하듯이 입을 맞추

는’ 행위를 통해서 극복된다. 그러고 나서야, 타자에 대한 공포감은 그저 공상에

서 비롯된 환영적인 것일 뿐이고 피로와 굶주림, 비굴함 때문에 변형된 얼굴이

공포스럽게 보였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장면 역시 블랑쇼가 제시했

던 ‘향유 없는 욕구’의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하겠다. 피로와 굶주

림 외에 남지 않은, 자아가 완전히 상실된 비인칭적인 집단은 그 어느 때보다도

즉각적인 욕구에 노출되며, 타자화 된다. 블랑쇼의 윤리는 비천한 존재에 자신

을 던져 넣는 방식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다. 신체의 정형성을 잃고 역겨움을

자아내는 하인 군집에 입 맞추며 몸을 내던지는 행위는 다분히 성애적인 이미

지로 연출된다. 역설적으로 뤼시와의 관계 장면에서는 징벌적 측면이 강화되는

반면, 헐벗은 욕구로 가득 찬 동료에 기꺼이 입 맞춘다.

이러한 소설적 이미지들의 구도 속에서, 향유에 대한 막연한 죄의식이 존재

하고 그래서 스스로를 고통 속으로 밀어 넣는 설정을 하게 된 것은 아닌지 추

측하게 된다. 현실적 삶을 위협하는 강요된 고통 속으로 자신을 던져 넣는 윤리

성 속에서 우리는 표층에 감춰진 문제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 안에 내포된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해보면, 향락 없는 욕구란, 향유와 즐김이 빠져 있는 상태

를 자아 스스로가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향유가 배제된 욕구는 그야말로 고통

을 지향하는, 극단적인 헐벗음 상태에 자원하도록 만든다. 고통에 내맡겨지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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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는 욕망 속에서 거세하는 전능한 어머니(Mère phallique)의 이미지를 연상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확실히, 뤼시에게는 일종의 거세의 변모와 같은

징벌을 부여하는 전능한 어머니의 이미지들이 덧입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

다.

블랑쇼의 소설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마비 상태가 애정의 대상에 대한

공포와 불안에서 비롯된 것임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메두사에 압도되어 마비

되는 시나리오는 타자와 맺는 관계 자체를 두려워하는 작가적 공포를 드러낸다.

누군가와의 관계를 맺는 것은 타인에게 포섭되는 것이자, 그의 존재에 갇히는

것이다. 출구 없는 건물에 들어온 것처럼, 타자의 존재의 영역에 갇혀 마비상태

에 이른다. 덫에 걸리는 환상은 『아미나다브』 이후의 저작들에서도 관계가 시

작되는 장면에서(특히 여성과의 관계에서) 매우 자주 등장하는 테마이기도 하

다.『죽음의 선고』에서도 갑작스러운 나탈리의 난입에 주인공은 온 몸이 마비

되는 것 같은 공포에 사로잡힌다. 화자는 조롱에 갇힌 다람쥐 한 마리의 이미지

로 그 스스로를 표상하는 부분이 등장한다.380) 다람쥐는 조롱에 갇혔다는 사실

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꺾이고 마비된 채 굳어진다. 여기서도 출구가 없는 건

물의 표상처럼, 어김없이 문이 닫히고 밖으로 통해지지 않는 ‘안’ 속에서 굳은

몸으로 움직임을 멈추는 존재의 두려움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안느 리즈 노르돌

트(Anne-Lise Shulte Nordholt)는 그의 저작에서 블랑쇼에의 방(chambres)의

이미지는 외부세계의 위험을 방어하는 무기력한 내밀성을 의미하는 거부의 의

미가 아니라 탈중심화되어 끝없이 증폭하는 문학적 의미를 지닌 것이라고 말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인들의 공간에서는 서술자와 등장인물들이 여타의 사

람들과 절대적으로 분리된, 닫힌 공간의 양상을 구축한다고 설명한다. 세계와의

단절은 또한 블랑쇼의 『말할 수 없는 공동체(Communauté inavouable)』의 핵

심 문제라 설명한 바 있다.381)

분명히 바깥과 분리된 내부는 개인의 내밀성을 극대화한 공간이 된다. 연인들

의 공간에서는 외부 세계의 모든 규범이나 원칙들이 무력화되고 둘만의 규칙이

실행되는 내밀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그 내밀함은 ‘갇힌 상태’로부

터 오는 것이다. 그 내밀함이 어째서 주인공에게 갇혔다는 자각과 함께 마비의

380) “J'ai vu une fois un écureuil se faire prendre dans une cage pendue à un

arbre: il franchissait le seuil avec tout l'élan de sa vie le plus gaie, mais à

peine sur la planchette intérieure, le leger déclic ayant rabattu la porte, et

bien qu'il n'eut aucun mal, qu'il fût encore libre, car la cage était vaste avec

dedans un petit tas de coquilles, son sautillement s'était brisé net et il

demeurait paralysé, frappé dans le dos par la certitude que maintenant le

piège l'avait pris.” in AM, pp. 65~66.

381) Nordholt, p.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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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을 증폭시키는 것이어야 하는지를 설명할 수는 없다.

Mais vous vous êtes également presque chassé de cette pièce qui  ne 

saurait être séparée des autres chambres ou des autres étages. Vous 

n'y avez déjà plus qu'un pied et lorsque je vous regarde un peu 

distraitement, je vous vois à demi suspendu dans le vide et vous 

raccrochant avec peine à l'arête d'une corniche. Rassurez-vous, 

ajouta-t-elle en remarquant combien ses paroles effrayaient Thomas; ce 

n'est encore qu'une image; vous ne courez pas un réel danger. Voilà 

cependant où vous êtes et vous n'avez pas à vous en désoler. Une telle 

situation est tout à votre honneur.382)

“하지만 당신은 다른 층과 다른 방들과 분리될 수 없는 이 방에서도 역시 거의 

내몰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미 당신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는 상태

에 있어서, 건성으로 당신을 쳐다보았는데도, 두리기둥 위의 처마 한구석에 매

달려 반쯤 허공에 떠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 말이 토마를 얼마나 

무섭게 만들었는가를 깨닫고는 덧붙여 말했다. "안심하세요.”, “아직까지는 상

상에 불과해요. 당신이 실제로 그런 위험에 빠진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바로 이것이 당신의 상태이므로, 비탄에 빠져 있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이와 

같은 상황은 모두 당신의 신용과 관련된 것이니까요.”

『아미나다브』의 뤼시는 애초부터 토마에게 굳은 몸의 환상을 제시했었다. 뤼

시는 토마를 보면서 기둥 위에 걸린 시체와도 같은 모습을 상상한다. 토마의 모

습은 살아남기 위해 간신히 기둥 위에 매달려있는 모습이거나 이미 죽어서 시

체와도 같이 내어 걸린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 마치 뤼시는 견자처럼 토마의

상태를 예언해주고 있다. 뤼시의 방에 들어온 토마는 일종의 딜레마에 빠진다.

더 이상 아래층으로는 바르브를 찾아 배회하던 2층으로는 불법적인 사람이 되

어 갈 수가 없고, 이 방에서도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뤼시가 토마

에게 건네는 말은, 말의 의미보다는 단어가 환기하는 기표적인 효과가 훨씬 더

크다. 토마는 뤼시의 방에서 발 한 짝을 잃어 (Vous n'y avez déjà plus qu'un

pied) 도망갈 여지를 차단당한다. 마치 그는 포획당하여 (Mais vous vous êtes

également presque chassé de cette pièce) 기둥에 시체처럼 걸려있다. 뤼시와의

새로운 관계의 시작은 뤼시의 덫에 꼼짝없이 갇히는 것이다. 시니피앙들의 조합

은 덫에 갇힌 존재, 혹은 덫에 갇힐까 머뭇거리는 존재의 상상적인 영상으로 재

구성되고 있다. 이후 그려진 이미지들은 뤼시가 토마에게 제시한 상상적인 영상

과 유사한 마비의 장면이 등장한다. 뤼시가 책상 앞에 앉아, 규범과 절차와 계

382) Ab, p.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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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조항을 불러주는 동안 토마는 마비된 신체를 경험한다. 토마의 마비를 계약

서를 낭독하고 난 뒤 배치했다는 점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토마는 뤼시의 계약

서에 서명하고 뤼시의 법에 등록된다(inscrite). 계약에 등록되고 기입되는 것은

마비상태의 포로가 되는 것이다.

[...]Thomas, voyant que la jeune fille ne songeait pas à venir à lui, 

mais se reposait de son travail, les deux mains sur le pupitre, sans rien 

dire, essaya en vain de se lever; il avait perdu beaucoup de ses forces 

depuis quelques instants, quoique tout à l'heure il fût déja très faible. 

C'était fâcheux, mais il n'y avait pas à s'en attrister; au lieu d'aller vers 

la jeune fille, en marchant droit, la tête assez haute pour se tenir à son 

niveau, il se traînerait par terre et peut-être cette pénible position 

déciderait-elle Lucie à venir à son devant. Il se mit immédiatement en 

route et s'aperçut que ses jambes étaient à demi paralysées. Il 

s'appuyait sur le sol avec les deux bras pour faire glisser le reste du 

corps, mais il était à tout instant obligé de lever la tête pour voir s'il 

s'avançait dans la bonne direction. Néanmoins, malgré ces peines qu'il 

n'avait pas prévues et en dépit de la sourde inquiétude que lui causait 

pour l'avenir la pensée de sa demi paralysie, il se sentait si plein 

d'espoir qu'il ne prit pas garde à la fatigue et qu'il arriva  assez 

rapidement près du pupitre. Encore hors d'haleine, il dit en bégayant un 

peu: <<Me voici.>>[...]383)

토마는 뤼시가 좀처럼 자신 쪽으로 올 생각은 하지 않고, 두 손을 책상 위에 

올려 놓은 채 아무 말 없이 하던 일을 멈추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헛되이 일

어서려고 노력했다. 이미 매우 쇠약해져 있기는 했어도, 불과 얼마 안되는 시

간동안 갑자기 많은 힘을 소진했다. 괴로웠지만 슬프진 않았다. 그녀가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직진하면서,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머리를 꽤나 높이 쳐들

고 땅에 발을 끌며 나아갔다. 아마도 이렇게 힘겨운 자세가 그녀를 토마 앞으

로 오게 만들지도 모른다. 그가 출발하자마자 그는 다리가 거의 마비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머지 몸을 끌기 위해 두 팔을 땅에 대고 기었다. 하지만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줄곧 머리를 높이 들어야만 했다. 어쨌든 예상치 

못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마비된 몸에 대한 생각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을 야기해도, 너무나 희망에 가득 차, 피로 따위는 까마득히 잊은 채 꽤 빨리 

책상 곁에 다다랐다. 아직도 숨이 차서 더듬거리면서 “왔습니다.” 라고 말했

다.[...] 

그러므로, 세계로부터 분리된 공간 내에서 기존의 자아를 잃어버린 두 연인

의 공동의 관계 속에 작동하는 것은 메두사적인 여성에 매혹된 수동적인 아이

383) Ab, p.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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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환상이라는 것이다. 방이라는 공간이 운용되는 규율과 규범은 토마가 거부했

던 외부세계의 억압이라면, 내밀성의 세계 속에서는 메두사적인 어머니 환상에

종속된다. 뤼시는 토마에게 언제나 거리를 둔 주종관계를 유지한다. 몸짓으로

동감의 뜻을 나타내려 애쓰는 그의 모습이나 마비된 신체에도 불구하고 뤼시에

게 기어가는 모습은 마치 전능한 어머니를 바라보는 아이의 상태를 닮아있다.

위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토마는 마치 다리를 잃은 뱀처럼, 혹은 성서에

등장하는 수많은 우화에서 병이 낫기를 바라는 환자가 구원의 대상을 향해 나

아가듯이, 방바닥에 두 손을 짚고 몸을 끌며, 머리를 쳐들고 뤼시가 앉아 있는

곳을 향해서 간다. 뤼시는 토마를 사랑하면서도 토마가 낮은 자세로 마비된 채

기어 오는 것을 일으켜주지 않고 바라보기만 한다. 토마가 책상에 눌려 압사될

위험이 있어도 가볍게 피하기만 할 뿐 냉정한 태도를 보인다.384) 그럼에도 불구

하고 토마는 기대에 결여된 뤼시의 행동에도 헌신적인 사랑을 보낸다. 뤼시를

바라보는 토마의 감정은 나르시시즘에 가까울 만큼 존재의 일치를 바라고 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뤼시를 동일자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현되는 단어들이 의미심장한데, 마치 뤼시에게 흡수되어(il

était si absorbé[...]) 뒤섞일(se confondre) 정도다.385) 앞서 우리는 뤼시와의 관

계 장면에서 그녀에게 뜯어 먹히는(la jeune fille se mit à lui mordre la

bouche furieusement[...]) 환각적인 속성에 대해 논의했었다. 뤼시와 관련된 일

련의 이미지들은 초자아 형성기에 각인될 법한 대타자의 이미지들과 흡사하다.

384) Ab, pp. 257~258.

385) "Il remarqua avec plaisir qu'elle acceptait sa demande. Pendant quelques

instants, ce fut à nouveau le calme et presque l'intimité retrouvés; il était si

absorbé qu'il croyait vraiment retenir la jeune fille par sa contemplation et

qu'il perdait de vue tout autre souci. [...] C'étaient des mots avec lequels il

aurait voulu se confondre pour en connaître toute la douceur, pour être aussi

vrai, aussi parfait qu'eux. Il se tourna vers la jeune fille afin de lui exprimer

sa satisfaction et lui faire comprendre, au moins par un geste, qu'il était

d'accord avec elle. [...] les paroles étaient superflues; un geste ou même une

expression du visage, un clignement d'oeil éclaircirait tout.[...] 그는 뤼시가 그

의 요구를 들어준 것에 기쁨으로 화답했다. 이는 잠시동안이나마, 새롭게 되찾은

고요와 내밀함이었다. 토마는 너무나 정신을 빼앗기는 바람에, 정말로 영혼과의

합일을 통해 이 여인을 붙잡을 수 있다고 믿을 정도였다. 그리고 여타의 다른 모

든 부정적인 관점은 사라졌다. [...] 그 말이 가지고 있는 부드러움을 더 잘 알기

위해 합일되고 싶을 정도의 말이었다. 또한 그 말들이 가진 만큼 진실되고, 완벽

해지기 위해.그는 그녀를 향해 자신의 만족을 나타내며, 일부러 몸짓을 해가며 그

녀와 동감이라는 뜻을 전하려 애썼다.[...] 말 같은 것은 불필요 했다. 몸짓 하나,

아니 얼굴 표정만으로 깜빡거리는 눈짓 하나만으로 모든 게 해명될 것이다.[...]"in

Ab, pp. 24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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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루스적인 어머니를 표상하는 뤼시 앞에서 무력한 아이의 상태로 남아있는 토

마의 이미지는 결과적으로는 팔루스적 남성성 획득의 실패로 이어진다. 과연 이

러한 추측은 과잉된 접근인 것일까? 토마의 수동성은 뤼시를 중심으로 모두 충

동(pulsion)의 수준에서 환상적 무대를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구순충동의 타자화된 표현으로서의 모든 마조히즘적 반향’386)들은 결코 소설의

다른 부분들과 독립적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자의적인 어머니의 질책과 요구에

자기가 남긴 흔적을 정화하는 항문적 이미지들은 원초적 모성성이 무대화되는

시나리오의 일부이기도 하다.

Thomas sortit rapidement et alla chercher dans le couloir les ustensiles 

don't il avait besoin. Il dut faire un assez long parcours. Comme il 

l'avait imaginé, ce corridor était monumental. Presque entièrement 

plongé dans l'obscurité, on s'apercevait, en avançant, qu'il ne 

ressemblait en rien à un clouloir ordinaire, il avait plutôt l'apparence 

d'une galerie de mines dont le plafond eût été invisible et que de 

niches, d'énormes tuyaux, des excavations profondes succédnat à des 

piliers de bois ou à des poutres en fer auraient transformée en de 

silencieuses catacombes.387)  

토마는 빠른 걸음으로 복도로 나가 필요한 도구를 가지러 갔다. 상당히 오랫동

안 걸어야 했다. 상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 복도는 거대했다. 거의 완전히 어

둠에 잠겨 있었는데, 앞으로 나감에 따라 이건 보통 복도와는 전혀 다른 것임

을 알았다. 차라리 광산의 갱도와 같은 외관으로서, 천장이 보이지 않고 움푹 

들어간 벽이나 거대한 관이나 깊숙한 옆길이, 목재의 기둥이나 쇠로 된 들보와 

함께 조용한 지하묘지 같은 광경으로 뒤바뀐 것 같았다.

거대한 관, 음푹 들어간 벽, 지하묘지, 깊숙이 파인 갱도 같은 복도 등은 모두

죽음과 어둠의 이미지이자 항문성(Analité)을 드러내는 이미지들이라 할 수 있

다. 블랑쇼는 소설 초반에서부터 건물 안에서 풍기는 악취와 극도의 불결함에

대한 필요 이상의 자세한 묘사를 했었다. 창문이 없는 집에 가득 찬 공기에는

약 냄새가 배었다. 그 공기는 토마의 목 안으로 들어와 불쾌감을 유발한다.388)

뿐만 아니라 건물의 배식을 담당하는 주방에서는 식기를 세척하지만 물 자체가

더러워서 기름때에 뒤덮여있다. 여기에서는 먹고 마시는 것과 부패, 오염과의

386) J. Lacan, Le Séminaire XI: Les quatre concepts fondamentaux de la

psychanalyse, Éditions de Seuil, 1964, p. 178.

387) Ab, p. 229

388) Ab, p.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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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방에서 토마는 커피 한 잔을 얻어 마시는데 목과 내

장까지 타고 내려가는 뜨거운 커피는 그를 부식시킬 것 같이 자극적인 것이었

다.389) 더구나 이 건물의 지하층은 습기에 내버려진 채 방치되었는데 그 곳으로

가는 길은 썩은 사다리 하나만을 통해 갈 수 있다. 더구나 그곳은 바로 허공 속

을 수직으로 내려가야 하는 어둡고 고립된 곳이다. 항문적 속성을 지닌 이미지

들은 꼭 더러움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오염과 부패의 공간 속에서 더러움

에 대한 정화행위가 병존한다. 더러움에 대한 정화, 그리고 여러 절차가 연결된

의례와 의식 역시 항문기적 지표들이다.390) 공교롭게도 뤼시와의 만남에서 가장

먼저 행해진 일은 토마가 하인이 되어 집을 청소하는 일이었고, 그러한 행위는

모두가 가고자 하는 위층의 진실391)을 목도하기 위한 일종의 예비적인 의식이

되었음을 연결해볼 수 있다.

Le sol était dallé, mais une épaisse couche de terre recouvrait, couche 

qu'on ne pouvait espérer enlever qu'en la raclant avec une pelle ou une 

pioche; comme ces instruments lui manquaient, il se contenta de balayer 

la surface à grand coups en rejetant à droite et à gauche les détritus 

les plus grossiers; il soulevait beaucoup de poussière; une sorte de 

terreau rouge qui dégageait une odeur acre, obscurcissait l'atmosphère 

et retombait lentement en se collant aux objets. Bien qu'il apportât 

beaucoup de soin à travail, il en vint rapidement à bout, et il arriva à 

l'endroit où des planches remplaçaient le dallage et la terre; un peu 

plus loin, c'était la chambre. Il pouvait donc considérer sa tâche comme 

terminée. Néanmoins, ne voulant pas faire savoir officiellement qu'il 

avait fini, il continua de balayer devant le seuil des deux chambres, 

sans prendre garde aux traces rouges qu'il laissait sur le parquet. Ce 

qu'il craignait et  ce qui était pourtant le résultat  de ses efforts, se 

produisit bientôt.[...] la poussière qu'il avait soulevée s'était agglutinée à 

ses vêtements et recouvrait probablement sa figure et ses cheveux; par 

terre le seau heureusement vide était renverse et le chiffon qui était 

fait des deux pans d'une jaquette traînait dans la boue grasse. Il 

s'attendit donc à une sévère réprimande.392)  

389) Ab, p. 55.

390) 라캉은 그의 세미나 11권 『정신분석의 네 가지 근본 개념(Les quatre

concepts fondamentaux de la psychanalyse)』에서 항문충동의 문제를 설명하면

서 그것이 강박신경증적인 신진대사와 동일시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말한다.

항문성이 표상하는 것 역시 선물이나 더럽힘, 정화, 카타르시스 등과 맺는 관계로

부터 분리시킬 수 없다고 말한다. 헌신성이나 영혼이란 추상적 개념과도 멀지 않

은 것이라 설명한 바 있다. 이에 관해서는 위의 책 p. 178을 참조하기 바란다.

391) 위층의 진실과 관련해서는 이미 2부에서 다룬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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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에는 돌이 깔려 있었으나 흙이 두껍게 덮여 있어서, 삽이나 곡괭이로 찍어

내지 않는 한 그 흙은 떨어질 것 같지도 않았다. 그런 도구는 없었으므로 표면

을 세게 닦기만 했기 때문에 좌우로 몹시 더러운 찌꺼기를 흩뿌리게 되었다. 

대단한 먼지가 일었다. 일종의 붉은 부식토가 역한 냄새를 풍기면서 방을 어둡

게 하고는 천천히 떨어져서 물건에 달라붙었다. 퍽 꼼꼼히 했는데도 금방 끝이 

나서 돌바닥과 흙 대신 널마루로 되어 있는 장소에 나타났다.[...]바닥에 붉은 

얼룩을 남기고 있음을 깨닫지 못했다. [...] 필시 나는 비참한 몰골을 보이고 

있음에 틀림없다. 일으킨 먼지가 옷에 묻어 있을 뿐 아니라, 아마 머리나 얼굴

에까지도 뒤집어쓰고 있을 것이다. 바닥에는 다행히도 빈 것이기는 했지만 물

통이 엎어져서 모닝코트의 늘어진 자락 두개로 만들어진 걸레가 기름기 있는 

진흙투성이가 되어 나뒹굴어 있었다. 그래서 토마는 매서운 질책을 각오하고 

있었다.

토마는 돌바닥 위에 덮인 흙과 부식토의 역한 냄새를 감수하고 하인이 되어

바닥 청소를 한다. 질척하게 달라붙는 흙을 떨쳐내면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왜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지만 뤼시의 명령에 주어진 의무를 다하고 있다. 널마

루 바닥을 계속 청소하는데도 자신의 몸에서 나온 찌꺼기와 부유물 탓에 바닥

에 얼룩이 계속 남겨진다. 토마가 노예처럼 청소에 매진하는 장면은 바르브를

만난 초반에도 제시되었었다. 토마는 건물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적인 인물이었

음에도 때로는 하인의 역할을 자처했다. 토마가 하인의 역할을 하게 되는 순간

들은 공교롭게도 모두 여성과 연관된 장면들에 있다. 토마는 전해줄 메시지가

있다는 바르브의 말에, 그의 분신인 돔과 함께 바르브를 따라다니며 방을 치우

는 일을 했었다. 바르브와 방을 치우는 장면들은 마치 어머니를 따라 일을 돕는

아이들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차례로 줄을 지어 각방을 다니고 바르브의 지시에

불평하지 않고 따른다. 바르브를 따라다니면서 한 일은 남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는 자신들이 남긴 자국을 지워가는 일이었다.393)

392) Ab, pp. 229~230.

393)“La jeune fille reprit son balai et son seau, et ils refirent une fois encore le

trajet, La jeune fille essuyant les murs et frottant doucement le parquet pour

effacer les traces qu'ils lassaient en marchant.[...]Le travail fut terminé

rapidement. Dom portait le seau et la jeune fille y plongeait le torchon avec

lequel elle lavait l'entrée des portes. [...]- le parquet et le carrelage luisaient

comme si la lumière avait pu s'y réfléchir.- Barbe cria d'une voix

pointu.:-Maintenant, à l'ouvrage![...] 젊은 여자는 빗자루와 물통을 집어 들었고

그들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들은 다시 여정을 시작했다. 그녀는 그들이 걸으면

서 남기고 가는 자국을 지우기 위해 주위의 벽을 닦는다거나 마룻바닥을 훔치거

나 하면서 걸어나갔다.[...] 일은 금방 끝났다. 돔이 물통을 들고, 여자가 거기에

걸레를 적셨다가 문 앞을 닦아나간다.[...] 마루판과 타일이 마치 빛이 반사되는

듯 반짝였다. 바르브가 높고 날카로운 소리로 말했다. “자, 일을 시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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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남긴 흔적을 깨끗이 지워가는 정화의 행위, 그리고 걸레통이 엎어져

있었을 때, 질책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모습은 다분히 자기 검열적인 측면을 가

지고 있다. 특히나, 위에서 제시한 인용문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바

닥에 나뒹굴고 있는 걸레조각의 장면이다. 바닥에 엎어진 빈 물통에서 흘러나온

물과 진흙에 더럽혀진 걸레는 성적인 방종과 난잡함을 연상케 한다. 그것은 모

닝코트의 일부로서, 원래 걸레의 용도가 아니라 누군가의 헌옷을 잘라 아무렇게

나 만든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누군가의 몸에 접촉하고 닿았던 옷의 형태는

잘려나간 채 흙과 기름에 뒤덮여 나뒹굴고 있다. 그 걸레는 원래는 남성의 외출

복이었으나 훼손되고 더럽혀진 채로 청소도구가 되어 아무 곳에나 내던져 있다.

이는 그 자체로도 여러 가지를 연상할 수 있게 하는데, 외출복의 일부로 만들어

진 넝마 앞에서 토마는 뤼시에게 질책을 들을까 두려워한다. 이 건물 안에서는

모두 죄수와 같은 수의를 입거나, 환자복, 혹은 잠옷에 슬리퍼 차림으로 있어야

한다. 법규와 규율은 모두 보호를 위한 통제를 명목으로 한 사람의 인격을 어린

아이와 같이 만든다. 자유의지가 배제된 한 개인이 끊임없이 감시받고 보호되며

바깥과 단절된 안, 내부에서는 바깥이라는 공식적인 삶, 어른의 의식적인 삶이

부정된다. 성인 남자가 바깥에서 입는 의례적인 옷이 여기에서는 진흙투성이가

된 더러운 걸레 조각으로 쓰일 뿐이다.

우리가 이 소설의 항문적 속성과 관련한 이미지들의 파편을 조직하고 병합

해온 이유는 이 파편들의 종착점이 반(反)오이디푸스의 시나리오로 귀결되는데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아미나다브』에 대한 본 연구의 시작에서부터 지속적으

로 제기해온 주제이기도 하다. 본문의 1장에서부터 다루었던 돔, 바르브, 뤼시가

등장하기까지 보인 일련의 토마의 행동은 남성성 훼손 혹은 팔루스적 남성성에

대한 거부 대한 의심을 갖게 한다. 누구나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는 소설의

첫 장면으로 돌아가보기로 한다.

토마는 이 건물로 들어오기 전, 다른 건물에 들어가려고 했었다. 한 가게 건

물의 올려진 셔터 너머로, 침대에 누워 잠에 빠진, 병을 앓는 여인에 시선을 두

었었다. 하지만 그 앞에는 한 건장한 남자가 가게를 청소하고 있었다. 토마를

보자 그 남자는 입구로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면서 들어가기를 권했다. 토마는

그 건장한 남자에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지만 그 사람은 그 악수를 받지

않았다. 악수의 거절은 토마를 화나게 했고 건너편 건물 창가로 보이는 병약한

젊은 청년의 미소를 호명으로 듣고 배회의 긴 여정을 하게 될 이 건물에 들어

오게 된 것이다.

in Ab, pp. 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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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rez, dit-il, tandis que son bras se tendait vers la porte et indiquait 

le chemin à suivre. Cela n'était pas dans les intentions de Thomas. Il 

s'approcha cependant pour voir de plus près l'homme qui lui parlait 

avec tant d'autorité. C'était surtout l'habillement qui était remarquable. 

Une jaquette noire, un pantalon gris avec des rayures, une chemise 

blanche dont le col et les manchettes étaient légèrement fripés, chaque 

pièce du costume valait la peine qu'on l'examinât. Thomas s'intéressa à 

ces détails et, pour pouvoir s'attarder auprès de son voisin, il lui tendit 

la main. [...] Il regarda la main tendue et, après avoir adressé un signe 

vague de politesse, il recommença de balayer en négligeant cette fois 

ce qui passait autour de lui.394)

“들어가십시오.”팔을 입구 쪽으로 뻗으면서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앞으로 나갈 

길을 가리켰다. 그것은 토마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

처럼 권위적으로 말을 걸어온 남자를 좀더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다가갔다. 옷

차림이 특히 그의 흥미를 끌었다. 검은 모닝코트, 회색 줄무늬의 양복바지, 화

이트 셔츠, 깃과 커프스는 약간 구겨져 있었다. 옷차림의 어느 부분도 그의 흥

미를 끌만했다. 토마는 그러한 인상에 관심을 느끼고 곁에 좀더 머무르고 싶은 

호기심이 생겨서 남자 쪽으로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 남자는 내민 

손을 바라보며 모호한 의례적인 태도로 응하고는 다시 주변 일에 무관심한 채 

청소를 시작했다. 

구도로만 보면, 권위적인 호명의 남자는 열을 앓고 있는 여성에 대한 토마의

호기심을 차단한 격이다. 건장한 몸과 모닝코트, 코트 상의에 꽂힌 커프스와 깃,

이 모든 것은 성인 남성의 공식적인 석상에서 입을 법한 외출복이다. 앞에서 언

급한 모닝코트의 늘어진 자락 두 개를 잘라 이어붙인 더럽혀진 청소도구, 안에

서 입는 가운이나 수의, 환자복과는 전혀 다른 옷차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우정 어린 악수를 거부당한 토마는 이 건장한 성인 남성이 가리키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팔루스를 ‘소유한’ 남성의 정체성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토마가 선택한 것은 한 쌍으로 존재하는 남녀의 결합적인 모습이었다.

De l'autre côté de la rue, des ombres s'approchèrent de l'une des 

fenêtre. On les voyait mal, mais une porte qui devait donner sur un 

vestibule plus clair fut poussée, et la lumière éclaira un couple de 

jeunes gens, debout dernière les rideaux. Thomas les regarda avec 

discrétion; le jeune homme se crut visé et vint s'accouder sur l'appui de 

la fenêtre: c'est un toute candeur qu'il considérait le nouveau venu. [...] 

394) Ab, pp.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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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c son regard qui souriait, il dissipait toute allusion à des pensées 

décourageantes, [...] La jeune fille, comme si elle se fût rendu compte 

de cette attente, fit la main un petit signe qui était comme une 

invitation et, aussitôt après, elle ferma la fenêtre et la pièce retomba 

dans l'obscurité. Thomas fit très perplexe. Pouvait-il considérer ce 

geste comme un appel véritable? C'était un signe d'amitié plutôt qu'une 

invitation.395)

길 건너 쪽에서 사람의 그림자들이 창문들 중 하나로 다가섰다. 별로 잘 보이

진 않았지만 훨씬 밝은 현관으로 통해 있을 문 틈새로 흘러나오는 빛이 커튼 

뒤에 서있는 한 쌍의 젊은 남녀의 모습을 비추었다. 토마는 그들을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청년 쪽에서는 자기를 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 채고 앞으로 나와 

창턱에 팔꿈치를 짚었다. [...] 미소를 띤 시선으로 그는 비관적인 분위기를 모

두 날려버렸다. [...] 젊은 여자 쪽이 마치 이 기대를 깨닫기라도 한 듯, 한손으

로 손짓해 부르는 것 같은 동작을 하고는 이내 창을 닫았다. 그러자 방은 갑자

기 다시 어둠에 잠겼다. 토마는 무척 당혹했다. 저 동작을 정말로 손짓해 부르

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은 것일까? 저것은 권유라기보다는 오히려 우애의 

표시다. 

창문에 비친 두 남녀의 모습은 환상성을 부여하는 정지된 스크린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 새어나오는 불빛, 가려진 커튼 사이로 드러난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토마는 그 영상에 꼼짝 않고 서서 응시한다. 토마를 사로잡힘의 상태에 놓

이게 하는 것은 젊은 청년의 병약한 미소다. 이 두 쌍의 남녀를 바라보는 토마

의 시선에는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 대한 질투나 배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팔루스를 소유한 남성으로서 아버지와 경쟁하고 어머니를 소유하는 오이디

푸스의 시나리오는 이 소설에서 전혀 무용하다. 이 두 쌍의 남녀는 토마에게 결

합된 이미지로 어느 것에 우위를 둘 수 없는 중요성을 지닌다. 오히려 여성이

호명자, 메시지의 전달자, 메시지의 소유자로서의 남근성396)을 소유한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다. 토마 자신은 병을 앓고 있는 청년에 동일화한다. 오이디푸스

시나리오는 결합된 남성성과 여성성의 환상이 좌절되는 방어기제라고 할 수 있

다. 결합으로부터의 분리는 강렬한 팔루스적 어머니 상을 대리하는 뤼시 앞에

놓인 토마의 불안과 무력감은 최초의 유대관계를 형성한 원초적 모성성과의 여

395) Ab, p. 11.

396) 이때의 남근성은 언어적 차원에서 설명되는 개념이다. 빈 중심으로서, 시니피앙

들로 표상될 수 없는 폐제된 기의로서의 남근성을 말한다. 라캉은 생물학적 현실

로서의 의미보다 담론과 담론이 만들어내는 환상 속에서의 기능을 강조하기 위해

음경(pénis)보다는 팔루스 (phallus)라는 용어를 선용했다. 여기서는 이 기관의 상

징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된다. 이에 관한 논의는 라캉의 세미나 4권 『대상관계

(La relation d'objet)』, pp. 189~196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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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동일화를 추측하게 한다. 토마를 사로잡은 스크린에 등장한 것은 두 남녀

였다. 맨 처음에 제시되었던 장면은 맨 마지막 장면의 뤼시와 돔의 결합으로 이

어진다.

Le jeune homme à ce moment se rapprocha de Lucie et lui fit quelques 

pénibles politesses. Il la prit par la taille d'une curieuse manière en la 

serrant fortement, comme s'il avait voulu ne faire qu'un avec elle. Il y 

avait dans ses gestes une assurance désagréable. [...] Thomas le pria 

d'approcher en faisant un signe imperceptible. Ils s'avancèrent tous les 

deux, car ils étaient toujours étroitement serrés l'un contre l'autre. 397)

청년은 순간 뤼시에게 다가가서 그녀에게 거북할 정도로 공손하게 굴었다. 그

는 마치 그녀와 하나가 되기만을 원하고 있다는 듯이 그녀를 꽉 껴안으며, 묘

한 수법으로 허리를 붙잡았다. 그의 행동에는 불쾌한 확신이 있었다. [...] 토마

는 희미한 신호를 하여 그녀에게 가까이 와달라고 부탁했다. 그들은 둘 다 함

께 다가왔다. 그들은 여전히 꼭 부둥켜안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토마의 호명에 다가온 것은 한 쌍의 남녀였다. 분명히 애정의 대상은 뤼시였

고 토마는 마지막으로 뤼시에게 와달라고 부탁했으나 돔과 뤼시는 마치 분신처

럼 한 덩어리가 되어 함께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남녀의 결합된 이미지로 존재

하는 공동의 관계는 분열과 불안의 관계에 놓이기를 자처하는 것이다. 분열

(schizophrène)의 관계는 분리(Séparation)의 관계와 다르다. 분리의 관계는 나

르시시즘적인 세계에서 벗어나 하나의 주체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분열의 세계는 자아의 일부가 투사와 내투사를 반복하면서 통합되지 못한 깨진

거울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의 분신격인 돔(Dom)398)의 출현은 이미 주인공

인 토마의 이름에서 예견된 것이었다. ‘토마(Thomas)’라는 이름은 헤브라이어로

쌍둥이를 의미한다.399) 돔(Dom(e))400)은 토마와 발음상의 유사성을 지닐 뿐 아

397) Ab, pp. 288~289.

398) 돔(Dom)은 블랑쇼의 소설 『하느님(Le Très-Haut)』에 등장하는 주인공 소르

주(Sorge)의 분신 도르트(Dorte)와 유사한 인물이다. 『아미나다브』에서 블랑쇼

가 말하고자했던 법의 문제, 분신의 문제는 이후 『하느님(Le Très-Haut)』에서

더욱 완성도가 높아지고 정교해진다. 법의 문제와 분신의 이미지에 대해 논의하

는 관련 논문들은 『아미나다브』보다는 하느님을 인용하여 설명하는 비중이 높

다. 필자는 모태신화를 드러내는 작품으로 『아미나다브』를 선택했다. 모태신화

에 관련된 논의를 핵심으로 하기 때문에 분신과 관련한 쌍둥이 신화의 논의는 다

음 장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399) 또한 예수의 제자였던 토마는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여 그의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 본 자이기도 하다. 실제 소설 속에서도 토마는 진실을 ‘목도하고자’ 어디에

속하지 못한 채로 방황을 계속하는 자였다는 사실 역시 일치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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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모음 ‘e’를 붙이면 불어로 ‘대성당’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닿을

듯이 솟아있는 거대한 건물의 지붕의 형태를 말하는 이름을 가진 이 인물은 팔

루스(phallus)의 표상으로 기능한다. 분신으로 나타난 돔과 뤼시의 결합은 토마

에게 내부적 병합에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지로 읽어낼 수 있다.

환각적 분열 효과는 내부적 병합에 실패했을 때 등장한다. 토마의 스크린에는

환각적 팔루스의 현실인 돔과 팔루스적 모성의 뤼시는 결합된 형태의 이마고를

보여준다. 돔과 뤼시는 분명 다른 대상이면서도 상징적이 아닌 환각적 팔루스적

대상과 분리되지 못한 채로 결합되어 있다. 블랑쇼 저작에서는 -적어도 소설 작

품 속에서는-그 둘 중 어떤 것도 포기되기가 어렵다.

초자아가 우세한 장면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며 작품의 긴장도를 높이는 속

성 역시, 결합적 이마고에 기인한 것이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 블랑쇼가 의도하

지는 않았으나 텍스트 표층 밑에 드러나는 사도-마조히즘(Sado-Masochisme)의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을 듯하다. 주인과 노예, 그리고 수동성과 능동적인 폭력

성이 교대로 등장하는 측면은 팔루스적 어머니에 대한 환상을 동반하며 작품

속에서 지속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토마의 고통을 내

화하는 피학적인 시나리오는 바르브를 찾으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하인들

을 향해서는 가학적으로 전환된다.

[...] Il se tourna vers la porte comme pour rejeter tout ce qu'il avait 

appris, puis il cria  aux deux employés.: -Vous êtes libres. Courez tous 

les deux chez Barbe et dites-lui que je veux lui parler tout de 

suite.-Mais répondirent-ils ensemble, nous n'avons pas le droit de 

sortir.-Alors, dit Thomas, comme j'ai le droit de vous châtier, le 

châtiment commence. Il saisit le morceau de bois et les frappa 

sévèrement quoique sans méchanceté. Pendant la correction, le gardien 

poussa la porte et entra. Thomas ne s'interrompit pas de frapper mais 

dit: -Ils refusaient d'obeir. Puis, comme il se sentait fatigué, il rejeta 

son bâton et attendit.[...] les deux employés que la correction avait 

matés obéirent tout de suite; ils ne donnaient plus les signes de sotte 

terreur qui était si désagréables et qui semblaient attirer irrésistiblement 

les coups; le plus jeune, bien que son visage fût rayé de traînées 

rouges, avait retrouvé sa vigueur.401)

[...] 토마는 알게 된 모든 것을 내던질 것처럼 출입문 쪽을 향해 돌아섰다. 그

런 다음 두 직원들에게 소리쳤다. “두 사람 다 자유입니다. 둘 다 바르브에게 

달려가서 당장 내가 대화하기를 원한다고 전하시오.”그러자 하인들은 둘이 동

400) 필자 강조

401) Ab, p.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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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대답한다. “하지만 밤에 나갈 권리가 없어요.” 토마가 말했다. “그렇다면 

나는 당신들을 처벌할 권리가 있으니까 처벌을 시작하겠소.”그는 나무 막대기

를 집어들고 심술궂기보다는 엄격하게 그들을 때렸다. 매질을 하고 있는 도중

에 수위가 문을 밀고 들어왔다. 토마는 매질을 중단하지 않고 말했다. “이들은 

복종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서는 피곤함을 느껴 막대기를 내던지고 기다렸

다. [...] 매를 맞고 혼난 두 직원은 곧 복종했다. 그토록 불쾌한 이유 없이 얻

어맞은 데 대한 턱없는 두려움의 기색은 사라지고 없었다. 가장 어린 쪽은  얼

굴에 몇 가닥이나 붉은 줄이 나있었음에도, 활기를 되찾았다. 

가학적인 측면과 피학적인 측면은 서로 분리되지 않는 속성을 지녔다. 자신

에게 건물의 진실과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기대되는 바르브에 대한 욕망은 그

것을 방해하는 자들에게 폭력을 가하도록 만든다. 토마는 그녀의 메시지에서 실

마리를 찾고 그 메시지가 가리키는 대로 행동하기 위해 그녀를 기다린다. 나르

시시즘적인 착각 속에서 그 메시지는 토마에게 꼭 도달해야 할 지표처럼 여겨

진다. 바르브는 비어있는 메시지의 담지자다. 소설의 반이 넘는 분량은 비어있

는 메시지의 전달자인 바르브를 찾느라 배회하는 것으로 채워졌다. 마치 신탁을

기다리듯이, 토마에게 바르브는 진실적 차원의 대리자가 됨으로써 욕망이 가동

되도록 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이는 뤼시에게서도 마찬가지다. 광포한 분노는 뤼시가 자신을 떠나려는 몸짓

을 보였을 때 유발된다. 뤼시와의 관계는 주인과 하인처럼 명령하고 명령을 받

는 관계였다. 토마는 뤼시의 명령에 따라 집안의 물건을 옮기거나, 바닥을 닦는

일을 수행한다. 하지만, 뤼시가 토마로부터 벗어나려는 순간만큼은 떠나지 말기

를 명령하는 자가 된다. 뤼시가 떠나는 순간 그녀의 노예가 되기를 바라는 욕망

이 좌절되기 때문이다.

주인과 노예의 관계, 가학성과 피학성은 모두 분열적 자아의 일부가 서로 다

르게 작동할 뿐 뫼비우스의 띠처럼 서로 연관된다. 바르브를 소유하기 위해 하

인들을 향해 막대기로 매질하는 토마의 모습은 텍스트의 묘사와는 달리 ‘엄격하

고 근엄하기’보다는 분이 풀리지 않아 이유 없는 매질을 하고서는 제 풀에 지쳐

서 막대기를 내던지는 제멋대로의 어린 아이와 같다. 가버리려는 뤼시에게 화가

나서 도구를 복도로 내던지며 큰 소리를 내는 행위도 이 연장선상에서 읽힌

다.402) 그 격정적인 분노 이후에는 스스로를 검열하는 죄의식에 두려워하는 것

역시 가학의 대상은 타자의 일부에 투사된 분열적 자아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 토마가 앞서 보았던 장면에서 하인들에게 휘두르는 막대기가 소타자

의 상상적 팔루스의 변용이라고 보는 것은 너무나 과잉된 해석일까? 이 장면과

402) Ab, p.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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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반대편에 존재하는 한 장면을 분석하면서 이 장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토마의 남성성을 돔에게 귀속시켜버린 것 같다. 뤼시와의 관계 장면에 나타나는

죄의식의 문제는 분신으로 표상되는 마조히즘적인 속성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Thomas tendit la main pour saisir l'un des fauteuils. Aussitôt il fut 

entouré des trois maîtres d'hôtel qui, en se bousculant, se jetèrent sur 

le siège qu'ils mirent à sa disposition, puis sur son compagnon qu'ils 

firent avancer à coups de pied et à coups de poing. Thomas se trouva 

assis assez commodément, mais le jeune homme avait une jambe prise 

dans le bras du second fauteuil, et il ne gardait son éuilibre qu'en 

touchant le sol avec la main. Il commença à gémir.[...] À leur tour, les 

hommes intervinrent. Ils ne voulaient que réduire le prisonnier au 

silence, mais avec leur gestes désordonnés ils le frappèrent rudement 

et les gémissements recommencèrent de plus belle. -Faites-le donc 

taire, cria Thomas. Il était si près du détenu que cette voix lui semblait 

sortir de sa propre poitrine et il avait peine à repousser l'envie de se 

lamenter lui aussi. L'un des trois entrouvrit précautionneusement sa 

jaquette. Il en tira un mouchoir qu'il pila en quatre et, après avoir 

consulté du regard ses camarades, il courut sur le jeune homme en le 

menaçant de lui passer un bâillon.[...]le maître d'hôtel plaça finalement 

sa main devant la bouche du malheureux.403)  

토마는 안락의자 중 한 개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다. 그러자 순식간에 그는 세 

명의 급사장들에게 둘러싸였는데, 옥신각신하면서 토마에게 권한 그 의자에 달

려들었다. 그러고는 토마의 동료를 차고 때리고 하면서 앞으로 나오게 했다. 

토마는 한결 편하게 앉아 있을 수 있었으나 청년 쪽은 두 번째 의자의 팔걸이

에 한쪽 발이 걸렸다. 그래서 그는 손으로 방바닥을 짚어 간신히 균형을 유지

할 뿐이었다. 청년은 신음하기 시작했다.[...]이번에는 급사장들 쪽이 끼어들었

다. 그들은 틀림없이 죄수의 입을 다물게 하려고 했지만 저마다 제멋대로 난폭

하게 청년을 때렸기 때문에 신음 소리는 다시 한층 더 강하게 시작되었다. 그 

소음은 참을 수가 없었다. “그만 좀, 닥치게 해줘요.” 토마가 소리쳤다. 토마는 

이 구금된 사나이의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신음소리가 마치 그 자신의 가슴

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 그 역시 신음을 토해내고 싶은 욕망을 물리치기 어

려웠다. 세 사람 중 하나가 모닝코트의 앞섶을 조심스럽게 반쯤 열었다. 다음 

거기서 손수건을 꺼내어 네겹으로 접더니 청년 쪽으로 다가가 입을 틀어막겠다

고 위협했다. [...] 손수건은 바닥에 떨어졌지만 급사장은 결국 그 불운한 청년

의 입에 손을 가져다대고 말았다.

다분히 성애적인 측면이 짙은 이 장면에서 토마는 돔이 완장을 찬 건물의 직

403) Ab, pp. 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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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에게 매를 맞는 것을 목도한다. 건물에 들어왔을 때, 돔은 토마에게 수갑을

채운 장본인이었다. 하지만 그 둘의 관계는 역전된다. 여러 개의 호칭 중 ‘죄수’

라는 호칭은 돔에게만 쓰인다. 또한 건물 안을 배회할 때도 적극적으로 행동을

이끌고 결정하는 것은 토마 쪽이다. 수갑이 채워진 채 밀착된 돔의 육체가 때로

는 참을 수 없이 역겹지만 이질적인 만족감을 느낀다. 앞서 수위에게 잡혀서 꼼

짝 못한 채로 초상화의 모델이 되었을 때처럼 몸을 구속하는 낯선 밀착의 감각

에 토마는 시종일관 양가적인 감정을 표현한다. 인용문에서 ‘매 맞는 돔’은 전적

으로 토마의 환각적인 스크린이 된다. 토마는 의자에 앉아서 완장을 찬 요리사

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맞고 있는 돔의 모습을 바라보며 방관한다. 의자에 앉아

있는 토마 앞에서 돔은 굴욕적인 자세로 엎드려서 신음한다. 매를 맞는 돔을 바

라보면서 토마는 고통을 느끼지만 매질을 멈추도록 명령하지 않는다. 토마의 요

구가 독특한데, ‘입을 다물게 (se taire)’하라는 것뿐이다. 돔의 신음소리는 토마

의 가슴에서 나오는 것 같은 착각을 주며 고통의 강도를 높인다. 신음 소리에

반응하는 토마의 고통은 감정적 상태로 묘사되기 보다는 육체적으로 묘사가 된

다. 돔의 신음 소리가 마음(coeur)에서 느껴지는 것으로 표현되기 보다는 그의

가슴팍(poitrine)에서 나오는 것처럼 표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토마는

돔에게 부여되는 매질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차차 강도가 높아지는 돔

의 신음소리에 동화되어 자신 스스로도 돔의 흉내를 내고 싶은 이질적인 감정

을 느끼기 때문이다. 어느 날 토마에게 수갑을 채우고 불편한 몸의 관계를 지속

하고 있는 수상한 청년은 자아의 일부가 전치된 분열의 산물로 볼 수 있는 여

지들은 늘어난다. 토마는 마치 연극을 감상하듯이 동반자가 호된 매질에 시달리

는 것을 주시하는 구경꾼의 위치에 놓였다가 마침내는 동화된다. 여기서도 고통

의 신음 소리를 내는 입은 틀어 막힌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블랑쇼에게서 향

유가 배제된 쾌락의 전모는 남성성에 대한 분열적 전치와, 고통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수동적 징벌 상태를 이해할 수 있는 통로였다. 뤼시가 거짓을 말하는 입

을 물어뜯는 구순가학적인 어머니 환상은 갑자기 난입한 집행자들에 의해 징벌

을 부여받고 틀어 막히는 항문성애의 마조히즘적 환상과 짝을 이루며 결합한다.

환각적 팔루스의 영상과 결합된 분신과 원초적인 모성, 이 둘은 『아미나다브』

에 지속적으로 잔존하는 불안충동의 양대 두 축이다. 블랑쇼가 의도하지 않은

바였을지는 몰라도 토마는 깨어진 거울의 파편 조각에 투사된 상들을 병합하지

못한다.

크리스테바는 멜라니 클라인(Melanie Klein)의 저작인『시기심과 감사(Envy

and Gratitude and Other Works 1946-1963)』에서 언급된 ‘모친살해

(matricide)’의 개념을 재해석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언급했다. 주체의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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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능력이 조직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나쁜 대상에 대한 배제, 즉, 일종의

환각적 영상 내부를 지배하는 모친에 대한 살해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것은 결

코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 모친에 대한 살해가 없다면 내적 대상 자체가 구성될

수도 없고 환상을 경유해서 충동을 이성으로 전화시키는 일 자체가 불가능해진

다. 모친살해는 오히려, 상상적 어머니의 죽음을 수용하여 분열적 망상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종의 의례가 된다.404)

우리가 시작에서부터 『아미나다브』를 ‘죽음충동의 유토피아’라고 규정했었

던 것은 바로 이러한 양가적 분열환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시도를 작가의

내적 심층이 원하지 않는다고 분석했기 때문이다. 토마는 양가적 감정이 야기하

는 불안(거세하는 어머니가 주는 애정과 공포)에 자기 자신을 내던져 그 스스로

어둠에 파묻히는 극도의 수동성(Passivité)의 길405)을 택한다. 그것이 바로 귀환

된 실재가 강요하는(exigence) 윤리인 것이다.

404) J. Kristeva, Le génie féminin 2. Melanie Klein, Gallimard, coll. Folio, 2000,

pp. 212~213.

405)“Thomas comprit que ces paroles lui étaient destinées; il devait s'y

soumettre; il ne pouvait pas, après avoir soutenu son rôle jusqu'au bout, se

cabrer à la dernière minuite. Pourtant il leva la main afin d'obtenir un

surpris de quelques instants. La jeune fille avait certainement quelque chose à

lui dire, il suffisait d'appeler au secours une bonne fois. Il se jeta donc en

avant, mais à ce moment le dernier reflet du jour s'évanouit. Il écarquilla les

yeux et tendit les bras. Ses mains s'ouvrirent timidement et tâtonnèrent dans

la nuit. 자신의 역할을 끝까지 다한 이상, 최후의 순간에 와서 반항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는 몇 초인가의 유예를 얻으려고 한손을 들었다. 그녀는 그에게 할 말

이 있다. 이번 만큼은, 구원을 요청하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그는 몸을 앞으로 던

졌다. 그러나 이 순간에 햇빛의 마지막 반사광이 사라졌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팔을 앞으로 내밀었다. 그는 팔을 벌려 머뭇거리다 어둠 속을 더듬었다.[...]”, in

Ab, pp. 289~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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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론

블랑쇼는 『헛디딤』에서 랭보의 선택을 언급하면서, “시의 절정에 도달한 한

인간이 한치의 후회도 없이 돌연 일상의 진부함으로 돌아가버렸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게 한다고 말했다. 블랑쇼는 랭보의 절필을 “시의 존재 그 자체”가

되기 위한 시의 요구에 의문을 던지면서 “언어의 순수한 부재”상태인 또다른

언어를 선택한 것이라 해석했다.406) 블랑쇼는 어둠과 텅 빈 공허를 글쓰기 속에

서 실현하기 바랐고 그러한 자신의 작업이 늘 실패로 돌아갈 것을 알고 있었다.

침묵으로 돌아간 랭보처럼 쓰기를 멈출 수 없었던 블랑쇼는 “멀고 가까운 차이

를 지우는 허약한 추락과 미끄러짐만이 남아있는 시간”407)을 감수하는 것이다.

겨우 글쓰기의 문턱을 넘어선 작가를 기다리는 것은 침묵의 말이다. 침묵하는

말을 드러내는 작업은 작가를 두렵게 한다.408)

침묵하는 말은 말의 범주 가장자리에 머물러 있는 순수한 외부성이다. 바깥은

물리적, 공간적인 장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지식으로 정식화 된 것의 한계

지점이자 언어로 표현되기 번번이 실패하는 무엇이다. 블랑쇼를 비롯한 현대 작

가들은 언어를 통해 동일적인 세계를 구축하기 보다는 언어의 바깥을 드러내기

를 시도한다. 아무리 사물과 언어 간의 동질적인 세계를 구축한다 할지라도 그

세계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진리는 언어의 경계를 향한 탐구를 하게 만드는

강력한 추동이 된다.

‘안’의 세계는 플라톤이 제시했던 동굴의 비유에서처럼, 모사물로 만들어진 관

습적인 세계와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습관처럼 벽에 비친 그림자를 실재로 상

정하고 삶의 토대로 삼는다. ‘안’의 사람들은 관습적인 인식에 회의가 들 때까지

동굴 바깥을 희구하지 않을 것이다. 균열 지점을 인식한 사람만이 진리의 세계

로 나가려 할 것이다.

블랑쇼의 목소리는 진리를 보증하는 것이 아닌 세계와 자아의 균열로 인해

그제서야 모습을 드러내는 타자성 그 자체이다. 목소리는 이성이 봉합해 놓은

균질한 자아를 조각내고 거울 속에서 정합해 놓은 자아의 통일적인 이미지들을

해체하기 위해 찾아온다. 예기치 않게 찾아온 이 균열의 목소리는 삶의 안정성

이 거짓된 베일에 불과한 것임을 알려주고 관습적 이데올로기의 작동을 방해한

다. 대신, 붕괴된 삶의 규범 속에서 그동안 가려져 들리지 않았던 타자들의 무

406) FP, p. 166.
407) PAD, p. 24.

408) 위의 책,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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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한 목소리들을 재생하는 역할을 한다.

블랑쇼의 목소리가 만들어내는 문학은 필연적으로 읽는 사람에게나 쓰는 사

람에게나 고통을 수반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진리는 언어를 초월한 순수한 바

깥으로서 존재한다. 작가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만 알 뿐, 공백으로 남겨진 부

재성 그 자체를 텍스트 안으로 끌어들여 표현하기 위해 목적지를 알 수 없는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 블랑쇼는 그래서 바깥의 세계를 마치 사막처럼 이 세계

의 모든 시간표가 멈추는 곳이라 표현했다. 글쓰기의 작업은 사막 속을 헤매는

과정 그 자체가 된다.

우리의 연구는 헤맴의 과정 그 자체에 고통 속의 향유의 문제가 있음을 주목

했다. 향유 속에는 관습적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기 이전 상태에 대한 향수가

억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향수는 최초에 각인된 모성과의 관계와 결합되어

있다. 블랑쇼의 작품 속에서 의식을 울리는 타자성은 신-로고스-이성으로 대변

되는 부권적 질서에 억압되어 있던 박탈된 대상의 귀환을 통해 실현된다. 거기

에는 우리의 시선을 눈멀게 했던 전능한 어머니의 표상들이 존재한다. 무의식에

각인된 욕동들은 서사 속에서 표층적 질서 속에서 불쑥 타자의 얼굴을 드러내

고 언어 규범의 작동을 교란시킨다. 블랑쇼의 서사는 동질성을 파괴하는 타자성

의 이미지에 특권적인 위치를 부여한다. 텅 빈 시선, 이질적인 목소리가 가리키

는 곳에서 원형적인 환상의 무대를 재구성하게 된다.

우리 연구의 목적은 블랑쇼 텍스트의 형식적 실험이자 서사 속의 주된 이미

지인 목소리의 개념을 규명하고 텍스트 내에서 목소리가 어떻게 불안의 효과를

나타내는지에 관하여 논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론의 1부는 블랑쇼의 비평 텍스트에 산재해 있는 목소리에 관한

서술을 몇 가지의 쟁점으로 정리했다. 블랑쇼의 바깥의 글쓰기는 ‘결여

(manque)’에 대한 인식 위에서 출발한다.

블랑쇼는 전통 소설 장르의 ‘진실임직함(vraisemblance)’이 구현되는 방식을

거부한다. 즉, 사실적인 것과 상상적인 것 사이의 전이 관계를 통해 텍스트의

확정된 조건 속으로 환원되는 타협에 저항하는 것이다.

부재성을 구현하기 위해, 블랑쇼는 가장 먼저 ‘나’로 표현되는 주체를 지우는

작업을 시도한다. 주체를 지우는 대신�비인칭적(impersonnel)�인 ‘그(il)’의 목

소리가 들리도록 하는 것이다. ‘나’가 아닌 ‘그’라고 서술함으로써 작가와 독자

모두에게 이질적인 제 3 인물의 효과를 드러낸다. ‘그’는 작가나 독자, 작품 속

의 허구적인 인물과도 동일시되지 않는다. ‘그’의 목소리를 듣는 독서는, 작품

내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서술하는 목소리(voix narrative)’를 듣는 행위이자, 쓰

인 기표에 고정되지 못하고 모호한 상태에 머무는 목소리가 환기하는 환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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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를 경험 하는 것이다.

본론의 2부는 글쓰기의 환영적 경험이 근원적인 타자성에 근거한 일이라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의 목소리는 자아 안에서 구현되는 제어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이질성의 효과를 선사한다.

우리는 2부에서 블랑쇼의 목소리가 하이데거나 메를로 퐁티와 같은 기존 철

학자들이 제시했던 방식과 차별됨을 밝힌다. 블랑쇼가 지향하는 ‘서술하는 목소

리’의 효과는 하이데거와 같이 존재자의 본질을 현성하거나, 메를로 퐁티에게서

처럼 언제나 침묵하고 있는 잠재적인 상태에 놓인 것이 아니다.

블랑쇼는 텍스트 내에서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가청적인 이미지로서의 목소리

를 구현하고자 한다. 블랑쇼의 목소리는 역설적으로 텍스트의 문자와 단순한 대

립을 넘어 상호적인 관계에 속에서 만들어진다. 이 목소리들은 이제 광기로 이

행하며 순수한 외부성에 노출되어 사로잡힌 상태를 구현한다. 사로잡힌 상태의

목소리들은 동일자이기를 주장하는 부권적 타자의 욕망이 강요된 목소리에 대

한 거부의 의미를 지닌다. 특히 외부 세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하여 요구하는 모

든 규범의 목소리에 대한 강렬한 저항이 전제되어 있다. 동일화와 내면화에 대

한 저항은 기호 체계의 법칙을 거스르며 문자 속에 ‘등록된 목소리’를 끌어내어

잃어버렸던 희열의 대상을 추구하는 글쓰기가 되고자 한다.

3부에서 다루는 불안의 문제는 법칙을 거부하고 잃어버렸던 대상을 글쓰기

내에 재등록하려는 시도가 야기하는 효과를 논의하는 것이다. 우리는 라캉의

거울단계 이론을 검토함으로써 거울에 비친 상이 목소리에 의해 승인되고 정체

성을 획득된다는 심인적인 문제에 주목했다. 블랑쇼의 ‘목소리’는 글쓰기 자체가

붕괴될 위험을 감수하는 글쓰기라는 것이다. 블랑쇼에게서 작가의 의무는 붕괴

위험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실존의 불안함에 스스로를 내맡기는 수동성을 실현

하는데 있다.

블랑쇼의 소설 텍스트들은 범주화할 수 없고 삶의 테두리 안으로 포섭할 수

없는 고통을 담고 있다. 불안의 환상 속에 나타난 근원적 고통은 타자에 대한

공포, 죽어감을 체현하는 육체에 대한 불안, 그리고 끊임없이 삶의 장을 교란시

키는 여성성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우리의 연구가 4부에서 단독 텍스트『아미나다브(Aminadab)』를 검토하는

것은 이 소설이 이후에 출간된 모든 소설들에 나타나는 불안의 근원이 담겨있

는 원형적인 텍스트가 됨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이 소설을 죽음 충동이

완성한 유토피아로 규정했다. 그의 세계는 이 소설에서 반(反) 성장, 반(反)오이

디푸스적 표상으로 가득 차있다.

우리는 순수 형식으로서의 법의 외부성과 억압의 표상으로 나타난 건물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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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방식을 분석했고, 이에 저항하는 한 개인의 윤리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

소설에서도 어김없이 부권적인 상징계의 작동에 대한 거부가 드러나는데, 부권

의 거부는 이성을 통한 합리적 저항이 아니라 신화적 상상으로의 회귀를 택했

다는 점에 주목했다. 출구 없는 모태에 스스로 갇히기를 원하는 욕동을 밝히는

데 주력한다.

블랑쇼의 글쓰기는 획일화된 목소리를 거부하면서 이성의 억압을 위반하고

문학의 본질을 추구해간다. 그리고 이에 따른 불안과 모순의 상태를 감내하는

글쓰기라고 할 수 있다. 블랑쇼는 문학을 비롯한 예술 전반의 의미를 세계의 근

본을 이루는 황량하고 빛이 없는 바닥의 상태를 드러내는 데 있다고 보았다. 이

는 균열 자체를 고민하는 글쓰기이자, 바깥으로 호명하는 글쓰기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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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ésumé

L'écriture comme désubjectivation

-la voix et l'angoisse dans l'oeuvre de Maurice Blanchot

Cette étude a pour but d'examiner le concept de la voix, qui 

est l'image principale dans le récit, comme une expérience 

formelle du texte de Maurice Blanchot, et de discuter de la 

manière dont les voix dans les textes représentent les effets de 

l'angoisse. 

   La voix et l'angoisse sont phénomène du 'dehors' de Maurice 

Blanchot. Le ‘dehors’ est un concept en tant qu’expérience 

littéraire qui nous fait reconnaître que nous sommes en rupture 

avec nous-même. Maurice blanchot tente une écriture débordante 

et excédante de l'ordre resignant du monde: de telles formules 

indiquent qu’il s’agit du ‘désœuvrement’ et de l’'autodestruction' 

de la littérature. L'écriture du ‘dehors’ conteste l’ordre du monde 

et du langage. Elle le bouleverse, le destitue de son pouvoir, et 

en ébranle les fondements. Le dehors, le neutre, le désastre de 

l’écriture sont les mots qui nous permettent d’approcher la 

signification littéraire de Maurice blanchot. Ce sont les noyaux 

qui bouleversent tout ce que nous entendons communément dans 

la littérature, nous entraînant à l'extrême que l'art puisse 

atteindre fondamentalement. À l'extrême de l'art, l’écriture tente 

de s’incarner de l’absence. 

  Chez Maurice blanchot, c'est considérer la vérité que tous les 

arts impliquent l'absence de l'origine. De là, blanchot nie la 

tentative habituelle de l'art qui dissimule l'absence. Selon 

Blanchot, le poète brise la réalité poètique et ruine la poèsie 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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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nant poèsie.

  Le langage essentiel de la littérature, celui qui cherche à 

restaurer la valeur propre, à s’occuper de tout ce qui dans les 

mots ne sert à rien, est attentif aux images, au rythme, comme 

le poème.

  Au-delà de cette limite de langage quotidien, le langage de l’art 

doit être vide de mots, la respiration muette, la voix projetée par 

une émission inépuisable. La voix est l’incarnation de l'extériorité 

pure, le dehors, le neutre. Elle surgit dans le langage, se laisse 

entendre, ouvre un vide. Mais, pour les lecteurs qui sont 

dominés par le langage quotidien, cette voix de vide qui surgit au 

sein de l’œuvre, serait une source d’anxiété. Elle défait le 

discours, fait de l’œuvre une ruine. La littérature de Blanchot 

endure le malheur, on croit qu’il devient sa fantaisie personnelle 

pour maintenir l’acte de l’écriture. Il s’agit du mythe d’Orphée, 

où Blanchot retrouve tous les aspects de l’expérience littéraire 

qui occupent son esprit. Écrire, c’est attirer hors du monde, loin 

de la lumière du jour, vers les enfers.

   Cette étude se compose de quatre parties. 

   La première partie de cet article reconstitue la description des 

voix disséminées dans le texte critique de Blanchot. L'écriture du 

'dehors' de Blanchot reconnaît le 'manque'. Blanchot rejette l’idée 

de «vraisemblance» dont les romans traditionnels sont incarnés. 

En d'autres termes, il résiste au compromis réduit à la condition 

définie du texte par le transfert entre la réalité et l'imagination 

du roman.

   Afin de réaliser l'absence, Blanchot essaie d'abord d'effacer le 

sujet représenté par 'je'. Afin d’y parvenir, il fait nous écouter la 

voix de 'il'. En décrivant «il» plutôt que «moi», il révèle l'effet de 

la troisième personne étrangère à la fois à l'auteur et au lecteur. 

Ce 'il' ne s'identifie pas à l'auteur, au lecteur ou au personn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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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ctif de l'œuvre. 

  La lecture qui entend la voix de 'il' est un acte d'écoute de la 

'voix narrative' qui ne peut pas s’inscrire dans l'œuvre, et les 

voix restant dans la condition ambiguë qu’elles ne soient pas 

fixées au signe utilisé. 

  La deuxième partie de cet article relève le fait que l'expérience 

illusionnante de la voix narratrice est basée sur l'altérité 

sous-jacente. La voix de 'il' donne l'effet d'une hétérogénéité 

incontrôlable incarnée en soi. Nous trouvons que la voix de 

Blanchot est différente de celle suggérée par les philosophes tels 

que Martin Heidegger et Merleau Ponty. L'effet de la «voix 

narrative» que proposait Blanchot n'est pas dans la condition 

potentielle de présenter l'essence de l’existence comme pour 

Martin Heidegger ou  toujours silencieux comme pour Merleau 

Ponty. 

   Blanchot cherche à incarner les voix comme des images 

auditives qui fonctionnent réellement dans le texte. 

Paradoxalement, la voix de Blanchot est créée dans une relation 

mutuelle qui transcende la simple confrontation entre le signifiant 

et la voix. Ces voix se déplacent maintenant dans la folie et sont 

exposées à l'extériorité pure pour créer un état d'être captivé de 

sujet.

   L'état des voix dépossédées a le sens du rejet des voix forcées 

par le désir de l'Autre paternel qui prétend être le Même. En 

particulier, il y a une forte résistance aux voix de toutes les 

normes nécessaires au bon fonctionnement du monde extérieur. 

La résistance à l'identification et à l'intériorisation du nom du 

père est destinée à l’essai d'une écriture qui poursuit l'objet de 

l'illumination qui a été perdu en dessinant des voix enregistrées 

dans des lettres contre la loi du système de signes.

   Le problème de l'angoisse dans la troisième partie 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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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xamen de l'effet du rejet de la loi et la provocation d’une 

tentative de réenregistrement de l'objet perdu par écrit. Nous 

avons considéré la théorie de Jacques Lacan sur 'le stade de 

miroir', soulignant que l'image dans le miroir est l’approbation 

par les voix et l'acquisition de l’identité. L'écriture de Maurice 

Blanchot est celle qui prend le risque de s'effondrer elle-même.  

Le devoir de l'auteur est d'incarner la passivité de se confier à 

l'angoisse de l'existence tout en acceptant le risque 

d'effondrement. 

  Les textes de Blanchot montrent la douleur qui ne peut être 

catégorisée et ne peut être incorporée dans les limites de la vie. 

La douleur sous-jacente dans l'illusion d’angoisse comprend la 

peur de l'autre, l'angoisse du corps incarnant la mort, et le 

problème de la féminité qui dérange constamment le champ de la 

vie.

   Notre étude examine le texte “Aminadab” dans une quatrième 

partie afin d'illustrer le fait que ce roman est un texte 

prototypique qui contient les sources d'angoisse qui apparaissent 

dans tous les romans ultérieurs. Nous avons défini ce roman 

comme une 'utopie de pulsion de la mort'. Le monde 

romanesque, dans le fantasme de Maurice Blanchot, est rempli de 

représentations d'anti-roman d'apprentissage et d'anti-Œdipe. 

    L'écriture de Blanchot va à l'encontre de la suppression de 

la raison et refuse de l'essence littéraire où la voix uniformisée  

fonctionne. C'est une écriture qui supporte l'état d'angoisse et de 

contradiction. C'est une écriture qui s'inquiète de sa propre 

rupture, et une écriture appelée au 'dehors'.

Les mots-clés : Désubjectivation, Dehors, Voix, Angoisse, a-bjet, 

Jouissance, Fantasme.

Numéro d'étudiant : 2007-3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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