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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고는 미술에 관한 ‘마조히즘(Masochism)’이라는 수식을 재고하고, 그에

대하여 하나의 타당한 관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통상 마조히즘

은 고통을 받음으로써 성적인 만족을 취하는 성향이나 그러한 행위를 가리

키며, 정신의학의 치료 대상으로 진단된다. 미(美)로 해명되기 어려운 동시대

미술의 영역에서 마조히즘은 추(醜), 불쾌나 혐오, 심지어 고통을 일으키는

작품의 제작과 감상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다.

특히 1990년대 페미니즘 미술 이론가들은 크리스 버든, 비토 아콘치 등

1960년대 이후의 피학적 신체미술을 ‘마조히즘적 미술(Masochistic Art)’로

독해하고, 마조히즘을 주체의 문제로 재정의한 지그문트 프로이트와 질 들뢰

즈의 이론을 토대로 삼아 문제의 미술이 기존의 정체성 정치학에 대하여 수

행한 바를 정당화하였다. 단, 이들은 문제의 수행이 왜 마조히즘으로 정의될

수 있는지 충분히 논구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피학성만으로 마조히즘을

진단하였다. 아울러 이들은 마조히즘적 ‘미술’의 가능성을 마조히즘, 즉 미술

가나 행위자의 ‘증상’ 자체의 가능성으로 환원하였다. 이에 따라 미술에 관한

해석은 미술가나 행위자의 심리적이고 전기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문제의 증

상이 프로이트와 들뢰즈의 매력적인 개념을 어떻게 예증하는지를 밝히는 방

식으로 이루어졌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마조히즘은 인간이 주체로 구성되는 특수한 과정이다.

쾌락원칙을 명백히 위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기현상을 그는 초자아, 즉 일종

의 도덕의식이 그에 반하여 금기시된 바람을 추구하는 자아를 벌하는 메커

니즘으로 해석하였다. 마조히스트는 고통스러운 처벌을 통하여 초자아로 대

변된 질서에 대하여 속죄하고, 그에 안정적으로 소속될 수 있으며, 이로써

고통 속의 쾌락이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들뢰즈는 정신분석학이 초자아를 중심으로 마조히즘을 설명하고자

증상을 왜곡한다고 비판한다. 그는 마조히즘의 어원인 레오폴트 폰 자허-마

조흐의 문학으로 돌아가, 마조히즘의 박해자가 남성(초자아)이 아니라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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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성(자아)이라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읽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마조히즘

은 여성성(초자아를 거스르는 자아)에 대한 남성(초자아)의 처벌이 아니라,

남성성(자아를 거스르는 초자아)에 대한 여성(자아)의 처벌이기 때문이다.

들뢰즈에 이르러 마조히즘은 기존의 주체화 구도 바깥을 긍정하는 탈-주체

의 혁명으로 재정의된다.

프로이트와 들뢰즈의 이론은 마조히즘에 부여되어온 상반된 메커니즘과

가능성을 대변하며, 마조히즘적 미술 이론의 근거로 채택되었다. 단, 이들에

관한 본고의 재고는 미술 이론의 개념 오용을 지적하고 프로이트와 들뢰즈

중 한 명의 손을 들어 마조히즘의 개념을 정박하기 위함이 아니다. 오히려

본고는 미술가나 행위자의 주체성에 따라 그들의 증상을 달리 해석하고 평

가한 미술 이론, 주체로서의 현실이 인간 삶에서 갖는 무게에 관한 프로이트

의 통찰, 그리고 주체라는 단위를 벗어나는 혁명을 존재 자체의 권리로 보장

하는 들뢰즈의 기획을 함께 고려하기를 주장한다.

이를 위하여 본고는 마조히즘적 증상이 프로이트와 들뢰즈로 대변된 상

반된 가능성을 가지며, 이미지를 스크린으로 삼아 마조히즘적 전복이 가능함

을 보이는 자크 라캉의 이론을 틀로 삼는다. 라캉에 따르면 인간은 상징적

질서로 편입될 수 없는 존재를 도려내고, 그 존재-결여가 상징계 내의 대상

으로 메워질 수 있다고 믿으면서 ‘정상’ 주체로 자리한다. 다만 모두가 그러

한 기만을 체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도착증자로서 마조히스트는 여전히

자신이 상징화되지 못한 잔여, 상징적 질서의 공백, 라캉의 말로는 대상 a로

명명된다고 느끼는 비정상 주체다. 마조히즘은 문제의 주체가 그러한 스스로

를 처벌 대상으로 희생해 ‘정상’ 현실의 법이 완전무결함을 보증받는 무대다.

그런데 라캉은 상기한 바가 마조히즘의 ‘표명된’ 목표일 뿐임을 강조한다.

이는 증상의 차원에서 마조히즘으로 보이는 현상이 실제로는 ‘표명되지 않

은’ 목표를 수행할 가능성을 암시한다. 대상 a와의 동일시라는 마조히즘적

자각은 상징계 내 대상으로 주체의 존재-결여를 메울 수 없다는 깨달음, ‘정

상’ 현실과 그를 지탱하는 기만의 구조를 폭로하고 상징화될 수 없는 존재를

긍정하는 역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캉은 이러한 전복적 주체화

의 경로를 ‘환상 가로지르기’로 명명하며 이를 주체의 윤리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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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캉은 특히 환상을 공고히 하는 대표 영역인 이미지로부터 환상 가로지

르기가 촉발될 가능성을 논구한다. 본고는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시녀

들>(1656)에 대한 라캉의 분석을 통하여 이미지가 어떻게 환상 가로지르기

의 스크린으로 작동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이와 같은 분석을 근거로

본고는 마조히즘적 미술 이론이 주장한 전복성이 미술가나 행위자의 증상

자체보다 마조히즘적 자각을 일으키는 기표, 보편의 의미 작용을 벗어나는

기표의 힘에 근거함을 주장한다.

마조히즘과 마조히즘적 미술이라는 수식에 관한 이상의 재고를 통하여

본고는 주체화와 탈-주체화라는 마조히즘의 양면적 가능성을 밝히는 한편,

동시대 미술의 한 주요한 흐름인 고통을 자처하는 수행이나 그를 촉발하는

이미지의 책략에 관한 재사유를 제안한다.

주요어 : 마조히즘, 마조히즘적 미술, 크리스 버든, 비토 아콘치, 프로이

트, 들뢰즈, 라캉, 주체화

학 번 : 2016-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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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본고는 미술에 관한 ‘마조히즘(Masochism)’이라는 수식을 재고하고, 그에

대하여 하나의 타당한 관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통상 마조히즘

은 고통을 받음으로써 성적인 만족을 취하는 성향이나 그러한 행위를 가리

키며, 정신의학의 치료 대상으로 진단된다. 미(美)로 해명되기 어려운 동시대

미술의 영역에서 마조히즘은 추(醜), 불쾌나 혐오, 심지어 고통을 일으키는

작품의 제작과 감상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다.

특히 1990년대 페미니즘 미술 이론가들은 1960년대 이후의 피학적 신체

미술(Body Art)을 ‘마조히즘적 미술(Masochistic Art)’로 독해하고, 마조히즘

을 주체의 문제로 재정의한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9)

와 질 들뢰즈(Gilles Deleuze, 1925-1995)의 이론을 토대로 삼아 문제의 미술

이 기존의 정체성 정치학에 대하여 수행한 바를 정당화하였다.1) 이들은 신

체미술에서 신체가 일종의 심적 차원, 미술가나 행위자의 신체/자아로 표명

되었음을 간파하고, 물리적 행위로 환원될 수 없는 신체미술의 의의를 구제

하기 위하여 프로이트와 들뢰즈의 이론을 논거로 삼았다.

그러나 그 의의를 마조히즘이라는 매력적인 개념으로 포섭하기 위하여

이들은 문제의 증상이 왜 마조히즘으로 진단될 수 있는지는 충분히 논구하

지 않고, 피학 행위와 고통이라는 표면상의 유사성으로 되돌아갔다. 아울러

이들은 마조히즘적 ‘미술’을 마조히즘, 즉 미술가나 행위자의 ‘증상’과 동일시

하였고, 미술의 가능성 또한 그 증상이 가진 가능성으로 환원하여 평가하였

다. 이에 따라 마조히즘적 미술에 관한 해석은 미술가나 행위자의 심리적이

고 전기적인 사실을 근거로 문제의 증상이 프로이트와 들뢰즈의 개념을 어

떻게 예증하는지를 밝히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 ‘마조히즘적(masochistic)’은 ‘피학적(被虐的, abusive)’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미술가나 행위자, 혹은 감상자가 스스로 고통에 처하고 그로부터 쾌를 취하는 메커니즘이
정신분석학적 기원을 갖는 용어로 마조히즘과 동일시되는 경우 전자를, 단순히 누군가 고
통에 처하는 상황을 지시하고 기술하는 경우 후자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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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고는 마조히즘 고유의 메커니즘과 가능성을 해명하고, 증상과 이

미지의 차원을 구분하여, 마조히즘과 마조히즘적 미술이라는 수식에 관하여

정당한 관점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고는 다음의 순서를 따른

다. 먼저 Ⅰ장에서는 1960년대 이후 크리스 버든(Chris Burden, 1946-2015),

비토 아콘치(Vito Acconci, 1940-2017) 등에 의하여 수행된 피학적 신체미술

의 전개와 그를 마조히즘적 미술로 정의한 대표적인 이론가 캐시 오델

(Kathy O’Dell, 1956-)과 아멜리아 존스(Amelia Jones, 1961-)의 해석을 자

세히 살피고, 상기한 문제를 확인할 것이다.

이어서 Ⅱ장과 Ⅲ장에서는 마조히즘을 주체와 탈-주체의 메커니즘으로

구성하는 프로이트와 들뢰즈의 이론으로 되돌아가, 그들 이론에 대한 미술

이론의 오용을 확인하는 한편 마조히즘에 부여되어온 상반된 가능성을 밝힌

다. 프로이트가 마조히즘을 신체나 성적인 함의에 국한되지 않는 주체 구성

의 원리로 독해한다면, 들뢰즈는 주체라는 단위 자체를 벗어나는 역동으로

마조히즘을 재정의한다. 다만 본고의 재고는 마조히즘 이론에 대한 미술이론

의 오독을 지적하고, 둘 중 한 명의 손을 들어 마조히즘의 개념을 정박하기

위함이 아니다. 오히려 본고는 미술가나 행위자의 주체성에 따라 그들의 증

상을 달리 해석하고 평가한 미술 이론, 주체로서의 현실이 인간 삶에서 갖는

무게에 관한 프로이트의 통찰, 그리고 주체라는 단위를 벗어나는 혁명을 존

재 자체의 권리로 보장하는 들뢰즈의 기획을 함께 고려하기를 주장한다.

이를 위하여 본고는 Ⅳ장에서 마조히즘적 증상이 프로이트와 들뢰즈로

대변된 상반된 가능성을 가지며, 이미지를 스크린으로 삼아 마조히즘적 전복

이 가능함을 밝히는 자크 라캉(Jacques Lacan, 1901-1981)의 이론을 틀로

도입한다. 라캉에 따르면 인간은 상징적 질서로 편입될 수 없는 존재를 도려

내고, 그 존재-결여가 상징계 내의 대상으로 메워질 수 있다고 믿으며 ‘정상’

주체로 자리한다. 다만 모두가 그러한 기만을 체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도착증자로서 마조히스트는 여전히 자신이 상징화되지 못한 잔여, 상징적 질

서의 공백, 라캉의 말로는 대상 a로 명명된다고 느끼는 비정상 주체다. 마조

히즘은 문제의 주체가 그러한 스스로를 처벌의 대상으로 희생하여 ‘정상’ 현

실의 법이 완전무결함을 보증받으려는 무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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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라캉은 상기한 바가 마조히즘의 ‘표명된’ 목표일 뿐임을 강조한다.

이는 증상의 차원에서 마조히즘으로 보이는 현상이 실제로는 ‘표명되지 않

은’ 목표를 수행할 가능성을 암시한다. 대상 a와의 동일시라는 마조히스트의

자각은 상징계 내 대상으로는 주체의 존재-결여이자 상징계의 구조적 결여

인 공백을 메울 수 없다는 깨달음으로, ‘정상’ 현실과 그를 지탱하기 위한 상

상적 기만의 구조를 폭로하고 상징계로 해명될 수 없는 존재의 차원을 긍정

하는 역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캉은 이러한 전복적 주체화의 경

로를 ‘환상 가로지르기’로 명명하며, 이를 주체의 윤리로 부과한다.

라캉은 특히 환상을 공고히 하는 대표 영역인 이미지로부터 환상 가로지

르기가 촉발될 가능성을 논구한다. 본고는 Ⅳ장의 마지막 절에서 디에고 벨

라스케스(Diego Rodríguez Velázquez, 1599-1660)의 <시녀들(Las

Meninas)>(1656)에 대한 라캉의 분석을 통하여 이미지가 어떻게 환상 가로

지르기의 스크린으로 작동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이다. 이로써 본고

는 마조히즘 고유의 상반된 메커니즘과 가능성을 밝히는 한편 마조히즘적

미술 이론이 주장한 전복성이 미술가나 행위자의 증상 자체보다 미술이 이

미지로서 가지는 힘에 근거하여 정당화되어야 함을 보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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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미술과 마조히즘

1990년대 페미니즘 미술 이론가들은 1960년대 이후 등장한 신체미술의

피학적 경향을 수식하기 위해 마조히즘이라는 기표를 선택하였다. 특히 미술

가가 자신의 몸을 스스로 고통에 내놓는 실천에 직면하여 이들은 1960년대

미국의 모더니즘 미술에서 씻겨져 나갔던 몸의 의미와 가치를 구제하고, 몸

이라는 조건을 공유하는 인간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상을 정당화하려

하였다. 특히 이들은 마조히즘이 신체나 통념적 의미의 성(性)에 한하지 않

는 주체의 문제임을 발견한 이론에 근거하여,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하나

의 방식으로서 피학적 신체미술을 탐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학적 신체미술은

신체의 물리적 조건으로 환원되지 않는 마조히즘적 주체의 수행으로 해석되

고, 그러한 주체성을 부과하는 구조와의 연관 속에서 평가되었다. 본 장에서

는 1960년대 이후 신체미술의 등장과 그 안에서 두드러진 피학의 경향, 그리

고 그를 ‘마조히즘적 미술’로 정당화한 1990년대의 미술 이론을 작품의 구체

적인 양상과 함께 되짚어 볼 것이다.

1. 1960년대 이후 피학적 신체미술

1960년대 이후 신체미술은 클레멘트 그린버그(Clement Greenberg,

1909-1994)의 이론으로 대변되는 미국 모더니즘 미술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

으로 등장하였다. 모더니즘 미술의 철학과 조건은 그린버그의 「모더니스트

회화(Modernist Painting)」(1960)로 대변된다. 그린버그는 모더니즘을 임마

누엘 칸트(Immanuel Kant, 1724-1804)로부터 시작된 자기비판적 경향의 강

화이자 심화로 정의하고, 예술에서 모더니즘이란 각각의 예술이 그 고유의

방법을 통해 독자적인 권한 영역을 확립하는 일종의 자기정의임을 역설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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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컨대 모더니즘 회화는 회화 매체 자체의 순수한 본성 지향을 과제로

삼아야 했다. 이러한 철학에 근거해 그린버그는 회화가 3차원의 대상을 2차

원에 옮기는 모방적 재현의 전통과 단절하고, 문학이나 연극과 같은 다른 예

술의 규범과 수단을 배제함으로써 오로지 시각적인 경험을 창출해야 한다는

조건을 마련하였다. 정의상 신체를 매체로 삼으며 작품으로 화하는 신체미술

은 그린버그 모더니즘의 강령에 대한 명백한 도전으로 보였다.

이 도전은 신체의 현전(presence)에 근거해 이루어졌다. 모더니즘의 화신

이었던 잭슨 폴록(Jackson Pollock, 1912-1956)의 작업마저 ‘액션 페인팅

(Action Painting)’으로 재고되었고, 윌로비 샤프(Willoughby Sharp,

1936-2008)는 이러한 경향을 “신체가 작업의 주체이자 대상”인 미술로 구분

하였다.2) 1958년부터 샤프와 교류하였던 이브 클랭(Yves Klein, 1928-1962)

의 <인체측정학(Anthropometry)> 연작을 살펴보자. 이 작품은 <청색 시대

의 인체측정학>(1960)으로 시작되었는데, 클랭은 붓과 같은 도구를 모두 치

운 후, 나체의 여성들에게 몸 앞쪽에 온통 물감을 묻혀 벽면과 바닥의 화포

위에 몸을 찍거나 끌고 눕히는 등 그 흔적을 남기게 하였다. 클랭에 따르면

이는 붓이라는 “너무도 심리적인” 도구를 거부한 것으로, 신체는 말 그대로

작품을 만드는 “살아있는 붓”이자 그 결과물로 제시되었다.3)

그러나 이러한 경향이 신체의 현전만으로 해명될 수는 없었다. 당장 클랭

의 작품에서도 신체의 지위에 관한 논쟁이 발생했다. 턱시도를 차려입은 클

랭이 자신의 손은 거의 더럽히지 않은 채 타인, 여성의 신체를 도구로 삼아

그린 그림은 오히려 남성 미술가의 창조적 주체상을 공고히 하였다는 비판

을 받았다.4) 핼 포스터(Hal Foster, 1955-)의 지적대로 신체미술에 관한 샤

2) Harold Rosenberg, “The American Action Painters,” Art News (Dec. 1952); Willoughby
Sharp, “Body Works,” Avalanche 1 (Fall 1970) (Hal Foster, Rosalind Krauss,
Yve-Alain Bois, Benjamin H. D. Buchloh, Art Since 1900: modernism, antimodernism,
postmodernism, Thames&Hudson, 2004, p. 565에서 재인용)

3) Yves Klein, “The “Living Brushes”,” Yves Klein,
[http://www.yvesklein.com/en/articles/view/12/the-living-brushes], 2018. 3. 23.

4) David Hopkins, After Modern Art: 1945-2000,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pp. 81-83.
한편 클랭의 퍼포먼스에 직접 참여하였던 여성은 한 인터뷰에서 자신이 공동 창조자로서,
단순한 도구가 아닌 주체로서 참가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The Woman Who
Painted Her Body for Artist Yves Klein,” BBC News, 2016. 10. 21,
[http://www.bbc.com/news/entertainment-arts-37632356] 2018.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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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의 “순진한” 정의와 달리 신체미술에서 신체는 물질적 현전으로 다 해명

되지 않는 어떤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5) 포스터는 이러한 애매함이야말

로 신체미술의 정수임을 역설하며,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신

체미술이 전개된 양상을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초반 퍼포먼스의 세 가

지 모델을 정교화한 결과로 고찰한다.

중요한 것은 포스터가 신체미술 전반의 특질로 주장한 바이다. 포스터는

신체미술에서 신체의 물질적 차원과 상징적 차원, 주체로서의 능동적 신체와

수동적 신체가 결코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해낸다. 아콘치의

<트레이드마크들(Trademarks)>(1970)은 신체의 애매함을 시험한 대표적인

사례다. 이 작업에서 아콘치는 자신의 살을 깨물어 자국을 낸 뒤 그 자국에

물감을 칠해 종이로 찍어낸다. 아콘치의 행위는 일견 자기 자신에 대한 완전

한 소유와 장악을 표명하는 것처럼 보인다.6) 그러나 그가 자신의 살에 남긴

흔적, ‘트레이드’마크는 그 자신의 신체를 하나의 작품이자 상품(product of

trade)으로 화하는 징표다. 그렇기에 포스터는 아콘치가 주체와 대상으로 분

열하고 대립하며, 그의 행위가 자기 소외를 일으킨다고 해석한다. 이러한 행

위는 <트레이드마크들>에서 아콘치의 신체가 현전하는 동시에 재현, 즉 일

종의 기호이자 그러한 기호의 장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특히 신체미술에서 신체는 여타의 상징적 기호와 다른 일종의 심적 공간,

즉 미술가 또는 행위자의 신체/자아로서 표명된다. 포스터는 신체미술과 연

관된 주체-대상 관계가 주로 정신분석학을 틀로 삼아 해석되어온 전개를 언

급하며, 신체미술이 그러한 해석을 예증하기보다 예견하였다고 강조한다.7)

이러한 맥락에서 미술가나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에 물리적인 제약, 심지어

폭력을 가하는 신체미술의 경향은 인간의 신체/자아에 가해진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억압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되었다. 예컨대 1960년대의 비엔나 행동

주의(Viennese Actionism)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오스트리아의 상황에 대

5) Hal Foster, Rosalind Krauss, Yve-Alain Bois, Benjamin H. D. Buchloh, Op. cit., pp.
565-569.

6) 이에 따라 <트레이드마크들>에서 자기 신체에 대한 아콘치의 공격은 스스로의 물리적 현
전에 대한 집중 탐구이자 확인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Willoughby Sharp, Op. cit., pp.
14-17; Frazer Ward, “In Private and Public,” Vito Acconci, Phaidon, 2002, p. 13)

7) Hal Foster, Op. cit., p.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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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접적인 반응으로 여겨졌다.8) 배설이나 성, 폭력과 같이 터부시된 행위

또한 물질적인 신체가 가진, 전쟁으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 취약함의 표명

이자, 전후의 실태에 대한 고발, 더 나아가 억압적인 국가 체제에 대한 저항

으로 정당화되었다.

보다 근본적으로 피학적 신체미술은 주체라는 상징적인 단위로 구성되는

메커니즘 자체, 특히 주체성을 부과하는 질서에 의한 억압에 따른 증상의 표

출로 해석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해석 또한 정신분석학에 근거하여 이루어졌

는데, 특히 1990년대 페미니즘 미술 이론가들은 정신분석학에 의하여 재구성

된 마조히즘 개념을 도구로 삼아 피학적 신체미술을 고찰하였다. 이어지는

절에서 본고는 오델과 존스의 논변을 통하여 피학적 신체미술이 어떻게 마

조히즘으로 진단되었으며, 그에 어떠한 의미와 가치가 부여되었는지를 자세

히 살펴볼 것이다.

2. 1990년대 ‘마조히즘적 미술’ 이론

2.1. 마조히즘 계약 구조의 은유

신체미술의 피학적 경향을 ‘마조히즘’으로 정의한 선구자격 이론가는 오델

이다. 오델은 행위자와 관중 사이에 “마조히즘적 연대(masochistic bond)”가

형성된다는 것이 1970년대 피학적 신체미술의 핵심이라고 보고, 그러한 미술

을 마조히즘적 퍼포먼스로 정의하였다.9) 오델은 이러한 미술이 그를 둘러싼

당대의 사회 현실과 상동한 구조를 드러내기에 전복적이라고 평가하였다. 그

가 보기에 1970년대에 ‘합의’나 ‘조율’로 비추어지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계

약 일반은 사실 그러한 이름으로 누군가의 고통을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마

8) Konrad Oberhuber, “Thoughts on Viennese Actionism,” Viennese Actionism 1960-1971,
Ludwig Museum, 1989, p. 25.

9) Kathy O’Dell, Contract with Skin: masochism, performance art, and the 1970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8, x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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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히즘과 같은 계약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델은 1970년

대 피학적 신체미술의 미술가나 행위자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이

러한 구조를 은유하였고, 그를 통하여 비판하였다고 보았다.

오델의 주장은 버든의 <발사(Shoot)>(1971)에 관한 해석에서 본격적으로

구체화된다.10) 버든의 <발사>는 다음과 같이 행해졌다. 1971년 11월 19일

늦은 오후 F 스페이스 갤러리에서 그의 친구는 버든으로부터 15피트 떨어진

곳에 서서 22구경 장총으로 그를 겨누었다. 그가 쏜 총알이 버든의 팔을 스

치는 대신 제법 깊게 관통해버렸다는 것만 제외한다면 모든 것은 버든의 계

획대로였다. 오델은 <발사>를 접한 이라면 누구든 할 법한 질문을 던진다.

도대체 왜, 누가, 심지어 자발적으로 총을 맞는단 말인가? 오델은 미술가와

관객의 관계에서 그 답을 찾는다. 그렇다면 <발사>의 어디에서 관객의 역할

을 찾아볼 수 있는가? 오델은 <발사>의 관객들이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는 사실, 다시 말해 한 남자가 다른 남자에게 총을 겨누고 심지어 탄환을 발

사했음에도 누구도 그들을 저지하지 않았음에 주목한다. <발사>의 관객들은

바로 그 무반응으로 이 작품에 연루되며, 그들의 무반응은 갤러리에서 작품

으로서 일어난 총격을 저지하지 않겠다는 합의, 그 총격을 정당화하는 미술

가와 관객 사이의 ‘계약’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미술가나 행위자가 어떠한 기행을 보이더라도 그것이 미술관 안에서 벌

어지는 일인 이상 관객이 그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분명 모종의 합의

에 근거하는 듯하다. 다만 이러한 합의가 <발사>와 같은 피학적 신체미술에

서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오델이 주목하는 것은 피학적 신체미술에서

상정된 계약이 미술가나 행위자의 고통을 정당화하는 마조히즘의 계약 구조

를 가진다는 점이다. 오델은 피학적 신체미술에서 드러난 마조히즘의 계약

구조가 미술가, 행위자, 관객 모두를 둘러싼 당대의 제도적 구조는 물론 정

신분석학이 기술하는 인간 정신의 성장 과정 자체를 은유로서 재현한다고

주장한다.11)

10) Ibid., pp. 1-16.
11) 오델은 피학적 신체미술에서 마조히즘이 언어적이고 사회적인 존재로의 발전, 특히 라캉
의 주체 이론에서 상징계로 대변되는 현실의 의미 체계가 들어서며 발생하는 인간 정신의
구성을 재현하는 은유로 이용되었으며 관객에게 그러한 궤적을 안내하는 역할을 했다고 말
한다. 다만 오델은 미술가나 관객 개인의 고유한 정신 발전 과정 자체보다도 그 과정을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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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오델은 1956년부터 1975년까지 벌어졌던 베트남 전쟁의 상황을

들어 1960년대 이후 피학적 신체미술이 추동된 배경과 그러한 사회적 관계

의 마조히즘적 계약 구조를 설명한다.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은 공산주의 노

선의 북베트남 정권에 대하여 친미 성향의 남베트남 정권을 보호하고 1964

년 북베트남 해군 소속 어뢰정이 미군 해군 구축함을 공격한 통킹만 사건을

빌미로 본격적으로 병력을 투입해 베트남 내 상황에 적극 개입하였다. 미국

은 반제국주의를 표명하면서도 공산주의 세력 확장을 지지한다는 명분으로

전쟁을 계속했고, 당초 예상이나 정부의 홍보와는 달리 압도적인 승리도 거

두지 못하여 국내외로 들끓는 반전 여론에 당면해 있었다. 오델은 이러한 상

황에서 “무엇이 사실이었는가”와 “무엇이 권력에 의해 사실로서 재현되었는

가” 사이의 “불일치”가 몹시 명백해졌다고 진단한다.12) 예를 들어 베트남 전

쟁에서 ‘승리’라는 기표와 그 지시체, 사실상 ‘학살’이라고 불릴 만한 사태의

분리는 명백해졌을 것이다. 오델이 보기에 1970년대의 피학적 신체미술은 기

표와 기의 사이의 이러한 분리를 복제하고 기의에 대하여 기표를 특권화하

는 제도, 특히 그를 구축한 메커니즘인 합의/계약에 주목한 결과였다. 이에

오델은 앞서 논한 버든의 <발사>가 “사회로부터 예술가의 소외, 미국 서부

고전 영화, 혹은 베트남에서 벌어졌던 총격 사고들”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일상적인, 하지만 현실적으로 항상 최선의 결과에 다다를 수는

없는 합의 혹은 계약”을 다루는 데 의의가 있다고 역설한다.13)

버든 외에도 ‘마조히즘적 퍼포먼스’를 수행한 미술가로 오델은 아콘치, 지

나 판(Gina Pane, 1939-1990), 퍼포먼스 듀오 마리나 아브라모비치(Marina

Abramović, 1946-)와 울라이(Ulay, 1943-)를 포함하여 다섯 명의 미술가를

논의 대상으로 삼고 ‘마조히즘적 미술’의 비판적이고 전복적인 가능성을 주

장하였다. 예컨대 오델은 앞의 절에서 살펴본 아콘치의 <트레이드마크들>이

‘거래(trade)’를 위한 ‘표식(mark)’들을 만든다는 점에서 예술과 상업, 심지어

러싼 일상 세계와 그에서 작동하는 제도의 구조에 주목한다. (Ibid., pp. 2-10)
12) 오델은 베트남 전쟁과 함께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계약 이론에서 일어난 변화를
이와 같은 진단의 또 다른 배경으로 논한다. 1970년대 초 계약 이론에서의 변동도 ‘의미한
(meant)’ 바와 ‘말한(said)’ 바의 구분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Grant Gilmore, The Death of
Contract, Ohio State University Press, 1974, Ibid., p. 11에서 재인용)

13) Ibid.,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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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의 페르소나를 대상으로 한 상업화를 둘러싼 계약적 관계를 조명한다

고 보았다. 지나 판의 <양식(Nourriture, actualités télévisées, feu)>(1971)은

오델이 주장하는, 미술가나 행위자와 관객 사이의 계약 구조를 보다 구체적

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양식>의 관객들은 퍼포먼스 공간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문 앞의 금고에 자신의 급료의 일정 비율을 맡겨두어야 했다. 이 퍼포

먼스에서 지나 판은 자신의 맨손과 맨발에 불을 붙이는 가혹한 피학 행위를

선보였다. 오델은 앞선 절차로 인해 <양식>에서 작가와 관객 사이의 계약적

관계가 더욱 강력하게 퍼포먼스의 토대로 기능하며 동시에 그 관계의 본성

이 결국 금전적이라는 사실이 폭로된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오델은 1970년대

의 피학적 신체미술에서 미술가 혹은 행위자는 고통 그 자체를 추구하거나

그로부터 성적인 만족을 취한 것이 아님을 재차 역설하며, 그들이 의식적으

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고통을 선택하여 마조히즘적 계약의 구조를 비판, 파괴

하려 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오델은 제작은 물론 감상의 차원에서 1970년대의 마조히즘적 퍼포

먼스가 이전의 피학적 신체미술과 구분되는 근거를 “쾌의 명백한 제거”에

둔다.14) 다시 말해 오델이 보기에 상기한 다섯 명의 마조히즘적 퍼포먼스를

제외한 피학적 신체미술에는 그것이 아무리 폭력적일지라도 성적이거나 관

음증적인 모종의 쾌가 포함되었던 반면 마조히즘적 퍼포먼스는 “계속해서

관객과의 거리를 설정하고, 쾌보다는 고통의 역학을 택하였으며, 이 두 감각

사이의 잘 알려진 연관을 잘라버렸다(혹은 최소한 문제시하였다).”15) 오델은

마조히즘적 퍼포먼스와 구분되는 피학적 신체미술로서 다음의 두 미술가를

언급한다. 하나는 비엔나 행동주의 일원인 귄터 브루스(Günter Brus, 1938-)

이다. 오델은 그가 <Zereisseprobe>(1970)와 같은 작품에서 여성용 가터벨트

와 스타킹을 착용한 채 관객과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에서 자신의 몸을 일

그러뜨리고 상처입히는 행위를 하였다고 지적한다. 한편 오노 요코(Yoko

Ono, 1933-) 또한 오델의 비판 대상이 되는데, 관객에게 가위를 주어 그녀의

옷을 자르게 한 <자르기(Cut Piece)>(1964-)도 브루스의 작품과 마찬가지로

너무 가까이에서 관객을 참여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고통 자체보다 쾌와 고

14) Ibid., p. 6.
15) Ibid.,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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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이 뒤얽힌 상태에 연루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오델은 이러한 미술에서

고통이 쾌에 의해 “얼버무려졌다(gloss over)”고 표현하며, 1970년대의 마조

히즘적 퍼포먼스를 그로부터 구분한다.16) 1970년대의 마조히즘적 퍼포먼스

미술가들은 신체를 재료로 고통을 제시하거나 재현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오

델은 이처럼 고통의 실재가 강조됨으로써 관객들이 미술가나 행위자의 선택,

즉 고통의 선택에 관한 생각을 회피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마조히즘적 퍼포

먼스를 이전의 피학적 신체미술과 구분해주는 중요한 특질임을 역설하였다.

1960년대 이후 모더니즘 미술에 대한 미국 미술의 반응과 1970년대 베트

남 전쟁을 비롯한 사회적 억압에 대하여 발흥했던 다양한 인권 운동을 생각

해 본다면, 오델의 해석은 1970년대의 피학적 신체미술에 관한 하나의 가능

한 설명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델은 관객과 작품 사이의 마조히즘적 계약을

1970년대 피학적 신체미술의 핵심으로 꼽으면서도 개별 작품이 감상의 차원

에서 가질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포괄하지 않으며, 제작의 차원으로 드러

난 미술가나 행위자의 피학 행위에 근거하여 작품의 가능성을 단언하였다.

갤러리에서 친구가 쏜 총을 맞아 구급차에 실려가는 버든을 보며 <발사>의

관객들이 느낀 바가 사회적 관계 제반의 억압에 대한 은유로 수렴될 수 있

을까? 다섯 미술가를 아우르는 오델의 설명은 가능할지언정 정당하지 않다.

또한 오델은 1970년대 피학적 신체미술이 가시화하는 계약의 구조, 마조

히즘의 메커니즘 자체에 관하여 충분히 논구하지 않는다. 이는 먼저 그 자신

이 토대로 삼은 마조히즘 이론에 관한 오독과 편취로 드러난다. 예컨대 오델

은 계약을 마조히즘 고유의 요소로 주장한 들뢰즈의 이론에 근거하여 마조

히즘적 퍼포먼스를 설명하면서도, 계약의 구조에 관한 그의 통찰을 간과한

다.17)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들뢰즈는 박해자 여성에게 매를 쥐어주

16) Ibid. 특히 오델은 문화역사학자 모리스 버거(Maurice Berger, 1956-)를 인용하며 1970년
대와 달리 1960년대의 많은 퍼포먼스에서 쾌가 높이 평가되었음을 강조한다. 버거는 1960
년대의 퍼포먼스 다수가 산업 사회에서 노동자로서 존재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자 쾌와 탈
승화(desublimination)의 메커니즘으로서 예술에 관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러한
퍼포먼스들이 순진하고 유토피아적인 제스처였다고 말하며 1960년대 퍼포먼스의 미술가
들이 사회적 억압에 관한 언급을 피해버리거나 그러한 억압의 가능성 자체가 신화에 불과
함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평하였다. (Maurice Berger, unpublished statement
delivered in discussion at the conference “The Scholar and the Feminist XV,” Barnard
College, March 1988, Ibid., p. 13에서 재인용)

17) Ibid., p. 4., pp. 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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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계약이 기존의 헤게모니에서 배제되었던 영역으로의 권력 이양이 이루어

지는 절차로서 마조히즘의 중핵을 이룬다고 보았다. 반면 오델은 들뢰즈를

인용하며 마조히즘의 핵심이 마조히스트의 고통을 정당화하는 합의에 있음

을 역설하면서도 그 계약이 타자로의 권력 이양을 의미한다는 주장은 부정

하였다. 그러면서도 오델은 마조히즘적 퍼포먼스가 가진 가능성, 언제나 “그

것을 촉발한, 그리고 그것이 행해지는 제도적 틀을 고발”하는 힘을 옹호하기

위해 마조히즘적 증상에 관한 들뢰즈의 해석을 재차 인용한다.18)

마조히즘 이론에 관한 이러한 오해는 부분적인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귄터 브루스나 오노 요코의 작품으로부터 1970년대의 피학적 신체미술을 마

조히즘적 퍼포먼스로 구분하려는 오델의 시도에서 드러나듯이, 오델은 마조

히즘의 메커니즘 자체에 관하여 충분히 논구하지 않는다. 마조히즘을 폭력이

나 피학으로부터 구분하고 그를 해명이 필요한 현상으로 화하는 신비는 어

디에서 비롯되는가? 마조히스트의 쾌이다. 그러나 오델은 쾌의 배제야말로

마조히즘적 퍼포먼스의 미덕임을 역설한다. 오델 자신이 논의 대상으로 삼은

미술이 실제로 제작과 감상의 차원에서 쾌를 배제하였는지를 차치하더라도

어째서 그러한 피학의 메커니즘이 마조히즘으로 수식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오델은 충분히 해명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오델의 논변에서 마조히즘이라는

기표는 사회적 관계가 가하는 폭력이나 억압과 그것이 일상 세계에서 갖는

구조, 합의나 계약 사이를 잇는 다리의 역할을 할 뿐이며, 고통만으로 해명

될 수 없는 그 고유의 메커니즘에 관한 논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2. 규범적 주체성에 대한 위협 혹은 강화

마찬가지로 1970년대 신체미술의 피학적 경향에 주목한 아멜리아 존스는

오델의 논변을 비판하는 한편 그와 마찬가지로 피학적 신체미술을 마조히즘

적 미술로 살핀다. 앞서 살펴본바 오델의 이론에서 마조히즘적 퍼포먼스는

18) Ibid., p.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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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전쟁이나 인권 운동으로 대변된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현실에 의해

추동된 것으로 그러한 사회적 계약 구조, 더 근본적으로는 언어적이고 사회

적인 주체로 구성되는 과정 자체를 은유로 재현하며, 그렇기에 반드시 사회

적 질서를 “해체하고(deconstructive)” 심지어 관객들을 “자동적 참여자”로

만든다고 정당화되었다.19) 이에 대하여 존스는 오델이 마조히즘적 퍼포먼스

의 가능성과 그에 대한 감상의 메커니즘을 단언한다고 지적한다. 존스는 마

조히즘적 미술이 인간 정신의 성장 과정에서의 외상(trauma)이나 그를 초래

한 사회적 계약의 실패를 가시화할 수 있다는 오델의 통찰에는 동의하지만

마조히즘적 퍼포먼스가 반드시 그러한 비판성을 가지며, 관객을 자동적 참여

자로서 연루케 한다는 식의 결정론을 경계한다.

나아가 존스는 오델의 이러한 주장이 미술가나 행위자 신체의 현전에 근

거해 정당화되기에, 오델의 논의가 사실상 퍼포먼스가 비판하려 하였던 모더

니즘적 이상을 결국에는 강화하지 않느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1970년대 신체

미술이 모더니즘적 이상과 같이 일종의 진리, 일관된 존재로서 현전하는 차

원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음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오델이 자신의 그러한

입장을 다시 고통받는 신체의 견고한 현전에 근거하여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존스가 보기에 오델의 딜레마는 사실상 1960년대 이후 신체미술, 특히 퍼포

먼스가 직면했던 바이다. 이러한 딜레마 앞에서 존스는 신체미술에서 신체의

현전이 “데카르트적 주체의 탈구 혹은 탈중심화를 예증하는 수행적 관행”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를 행하는 미술가 혹은 행위자가 가

진 정체성에 따라 개별 작품이 기존의 질서에 대하여 갖는 가능성을 달리

평가한다.20) 특히 페미니즘 이론가로서 존스는 1960년대 이후 신체미술이

모더니즘 미술가로 대변되는 근대적 주체의 관념을 반박하고 해체해왔음에

동의하면서도 신체미술의 전개 속에서 남성 대 여성이라는 젠더 체계가 지

속되어온 양상을 비판적으로 재고한다.

이러한 고찰은 미술가나 행위자의 신체로 드러나는 성적, 젠더적, 민족적

19) Kathy O’Dell, “Toward a Theory of Performance,” Ph.D. dissertation, City University
of New York, 1992, p. 279.

20) Amelia Jones, Body Art/Performing the Subject,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8,
p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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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들을 강조하고 상연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신체미술이

미술가나 행위자의 신체/자아를 함의할 뿐만 아니라 그 신체/자아가 곧 작

품이 된다는 존스의 관점에 근거한다.21) 즉, 존스가 보기에 신체미술의 본질

은 미술가나 행위자의 신체로 나타나는 그/그녀의 정체성을 두드러지게 가

시화하는 데 있으며, 신체미술의 의미와 가치는 그를 통해 기존의 관습과 권

력 구조를 다루는 방식으로부터 도출된다. 이에 따라 존스는 미술가나 행위

자의 신체/자아에서 그/그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방식이 규범적 주체, 특히

남성을 규범적 주체로 상정하고 보편화해온 기존의 서사에 대하여 취하는

관계에 주목하여 신체미술의 가능성을 평하였다.

예컨대 신체미술의 선구자격인 캐롤리 슈니먼(Carolee Schneemann,

1939-)의 <내밀한 두루마리(Interior Scroll)>(1975)로부터 존스는 여성 미술

가의 신체미술이 여성 정체성을 구현함으로써 남성적 질서를 벗어날 가능성

을 논구한다. <내밀한 두루마리>는 얇은 시트만 걸친 나신의 슈니먼이 관객

들에게 자신의 책 『세잔, 그녀는 위대한 화가였다(Cézanne, She Was a

Great Painter)』(1974)를 읽겠다고 선언하며 시작되는 퍼포먼스이다.22) 여기

에서 슈니먼은 시트를 벗고 자신의 얼굴과 몸의 윤곽선을 따라서 진흙으로

굵게 선을 그은 다음 긴 탁자에 올라서서 한 손에 책을 든 채 인체 모델과

같은 자세를 취하고 읽어내려간다. 이내 책을 떨어뜨린 그녀는 자신의 질 속

에서 두루마리를 느릿느릿 꺼내어 풀어 거기 적힌 글을 읽는다. 낭독된 것은

주로 슈니먼이 자신의 작업을 위해 발췌하였던 페미니즘의 문장들이었다.

존스가 보기에 이 퍼포먼스에서 슈니먼은 그녀의 타자들, 즉 관객에 대하

여 일종의 “대상”인 동시에 자신의 여성적 신체/자아의 특징들을 과장하는,

“여성성이 구현된(embodied) 주체”이다.23) 존스는 슈니먼의 이러한 과장에

남성중심주의에 토대를 두었던 신화를 무너뜨릴 가능성을 부여한다. 이때 존

21) Ibid., p. 7.
22) 이 책은 편지나 노트, 선언과 같은 진술문, 퍼포먼스 스크립트를 포함하여 1960년대와
1970년대 슈니먼이 쓴 글들을 묶은 것이었다. 책의 서문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Around twelve years old I knew a few names of ‘great artists’… I decided a painter
named ‘Cézanne’ would be my mascot; I would assume Cézanne was unquestionably a
woman.”

23) Ibid.,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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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신화라는 단어로 의미하는 바는 남성적 주체성, 남성적 욕망, 남성적

응시를 ‘무관심성(disinterestedness)’과 같은 일종의 객관이자 보편으로 구성

해내는 서사이다. 존스가 보기에 슈니먼의 퍼포먼스는 이러한 서사에서 부정

되고 은폐되는, 숱한 욕망과 동일시의 변증법적 절충과 교차에 놓여있는 여

성적 주체성을 체현하며 따라서 “고정적인 묘사 […] 재현이 수반할 수 없는

가치”를 갖는다.24)

특히 존스는 슈니먼의 여성적 신체/자아, 즉 그녀의 정체성에 근거하여

<내밀한 두루마리>가 감상의 차원에서 가지는 가능성을 설명한다. 전략적으

로 강조된 슈니먼의 여성적 신체/자아는 그 자체 객관이나 보편으로 포섭될

수 없는 우연성이 두드러지기에, 관객 또한 어떤 신체/자아를 객관화하고 보

편화할 수 있는 거리, 일종의 무관심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존스의 주

장이다. 이처럼 존스는 여성이라는 슈니먼의 정체성에 근거하여 그녀의 신체

미술이 남성적 질서에 대하여 정체성 정치학을 재편할 수 있다고 역설한다.

자연스럽게 존스는 미술가나 행위자가 전통적으로 규범적 주체로 상정되

어온 정체성을, 예컨대 남성, 백인, 이성애자인 경우 그의 신체/자아라고 할

수 있는 그의 신체미술은 비판과 전복의 가능성을 갖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

린다. 특히 존스는 「남근의 전시/역할: 남성 예술가들의 남성성 행위

(Dis/playing the Phallus: Male Artists Perform Their Masculinities)」

(1994)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성 백인 미술가의 신체미술, 특히 그들이 자신

의 남성성을 대하는 방식에 주목한다. 존스는 오델과 같은 결정론적 해석이

가진 성긴 그물 사이로 미술의 구체적인 양상이 빠져나가버릴 위험을 경계

하면서도, 남성 미술가의 신체미술이 기존의 젠더 체계를 다루는 공통의 방

식을 도출하고자 한다. 존스는 남성 미술가의 신체미술이 천재(genius)로 대

변되는 예술가 주체성, 달리 말하자면 극한까지 추구된 근대적 주체성을 자

신의 남성적 주체성과 교차시키는 방식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이들 남성 신체미술가들은 남성성과

저자의 권위적 주체성에 담긴 남근적 특성을 과장해 다양한 결과를 낳

24) “Carolee Schneemann,” interview with Andrea Juno, Angry Woman 72, p. 69. (Ibid., p.
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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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예술적 저자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신의]

남성 신체를 가지고 남근의 관습적인 체계를 이용해 남근의 역할을 연

기하고(‘play’ the phallus)/하거나 잠재적으로 [남근의] 해체를 목적으

로 남근의 해부학적 명제, 즉 페니스를 전시한다(‘display’). 적어도 그

들은 이처럼 과장된 전시/역할(dis/play)을 통하여 남근의 상징적 기능

과 페니스 사이의 연관, 서구 문화에서 해부학적으로 남성인 주체의

특권을 숨기는 동시에 보증하였던 그 연관을 [다른 것으로] 위장하거

나 가려버리는 모더니스트의 전략을 완수하였다고 할 수 있다.25)

존스의 설명은 해부학적이고 생물학적인 기관으로서의 페니스(penis)와

남근(phallus)과 남근적 기능(phallic function)이라는 정신분석학적 개념 사

이의 구분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데, 이 개념들은 라캉의 주체 이론에서 구

체화된 것이다.26) 라캉은 인간이 주체로 구성되는 과정을 오이디푸스 콤플

렉스의 발생과 해소로 설명하는데, 남근과 남근적 기능은 그 과정에서 중요

한 역할을 한다.27) 그에 따르면 아이는 생후 얼마간 어머니의 관심과 사랑

25) Amelia Jones, “Dis/Playing the Phallus: Males Artists Perform Their Masculinities,”
Art History (Dec. 1994), p. 547.

26) SV, p. 194. 사실 페니스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곳곳에서도 등장한다. 프로이트는 남
자 아이에게나 여자 아이에게나 어떤 사람은 페니스를 갖고 있지 않다는 발견이 중요한
심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고, 남자 아이와 여자 아이가 거세 콤플렉스를 경험하는 과정
을 달리 구성한다. 초기에 남자 아이에게만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적용하였던 프로이트
는 「유아의 생식기 형성」(1923)에 이르러서야 여자 아이에게 적용한 설명을 시도한다.
다만 프로이트가 “남근 단계(the phallic phase)”와 같은 용어를 사용할지라도 그의 이론
에서 생물학적 기관인 페니스와 구분되는 의미의 남근은 거의 등장하지 않으며, 둘은 엄
격히 구분되지 않는다. 반면 라캉은 남성 신체의 해부학적 기관은 페니스, 그 기관이 상상
적으로 그리고 상징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은 팔루스로 칭하며 둘을 구분하고,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발생과 해소를 해부학적 성으로 환원될 수 없는 주체 구성의 과정으로 서술한
다. (Dylan Evans, An Introductory of Lacanian Psychoanalysis, Routledge, 1996, p. 143;
임진수, 「상징적 남근의 의미작용」, 『한국프랑스학논집』 38, 2002, pp. 347-348)

27) 그리스 신화의 등장인물 오이디푸스는 테베의 왕 라이오스와 부인 이오카스테의 아들이
다. 라이오스 왕은 오이디푸스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동침할 것이라는 델포이의 신
탁을 듣고 신하에게 그를 죽이도록 한다. 마음 약한 신하가 오이디푸스를 죽이지 못한 채
매달아두면서 운명의 장난은 시작되고 결국 오이디푸스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게 된다. 프로이트는 그의 이름을 따 아이가 어머니를 독점하려
아버지와 경쟁하고 그를 증오하며 발생하는 콤플렉스를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 부르며
남자 아이가 어머니에게, 여자 아이가 아버지에게 끌리는 “근친상간적 환상”을 신경증의
주요한 원인으로 보았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김정일 역,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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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독점한 양 행복을 누린다. 이 행복은 아이가 어머니와 자신을 굳이 분리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완전한 것이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이러한 상

태는 계속될 수 없다. 어머니는 아이의 곁을 비우기도 하고, 아이 외의 무언

가로 관심을 돌리기도 한다. 이러한 경험은 아이가 어머니는 자신이 아닌 다

른 것을 원한다고 상정하는 계기가 되고, 아이는 어머니가 욕망하는 그것이

되기를 욕망하게 된다.28) 이때 아이가 어머니가 욕망하는 것, 즉 어머니에게

결핍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남근이다. 아이는 다시 어머니의 욕망을 완전히

점하기 위하여 남근이 되고자 한다.

그러나 어머니와 아이 사이에 아버지가 등장하면서 아이는 아버지에게

어머니를 박탈당하고 남근적 대상과의 동일시로부터 분리된다.29) 예컨대 아

버지는 어머니의 젖가슴에 대한 아이의 집착이나 젖에 상응하는 신체의 분

비물을 통하여 아이가 누렸던 쾌를 금지한다. 아이는 금기를 세우는 입법자

로서 자신과 어머니의 사이에 개입하는 아버지야말로 남근을 가진 사람이라

고 상정하고 이제 자신도 남근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묻는다. 원초적인 합일

의 행복은 아버지의 법에서 금기시되었기에 이제 아이가 어머니의 욕망을

점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다. 아버지가 남근을 갖고 있다는

것이 강력하게 보증될수록 아이는 아버지의 법을 따르며 자신을 아버지와

동일시한다. 즉, 남근은 페니스라는 생물학적 특징처럼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둘러싼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아이의 욕망을 정초

하는 것이며 따라서 남근의 기능이란 “결여를 설립하는 기능”이다.30) 이처럼

남근에 대한 관계는 해부학적 성차와 무관하게 성립하며, 많은 글에서 그러

이』, 열린책들, 2003. p. 130) 프로이트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억압하고 그를 해소하는
과정을 자아를 억압하는 초자아가 탄생하는 일종의 사회화 메커니즘으로 기술한다. (Ibid.,
pp. 295-296) 라캉은 프로이트의 설명에 근거하여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발생과 해소 과
정을 현실로 포섭될 수 없는 바람을 억압하고 현실에 소속되는 ‘정상’ 주체 구성의 과정으
로 설명하였다. 따라서 라캉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필수적 기능이 “일반화”임을 역설
한다. (SV, 162) 그에 따르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소수 환자가 사로잡힌 증상이라기보
다 인간 보편의 정신 성장 과정이다.

28) Ibid., p. 192.
29) Ibid., p. 187. 물론 이는 이전의 단계에서 아버지가 실제로 부재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단, 아이가 어머니와의 합일을 누리는 아이의 현실 속에서 아버지는 부재할 수 있다. 그러
나 아이가 어머니를 독점할 수 없는 지점들에 아버지의 존재는 이미 상정되어 있다.

30) 브루스 핑크, 「성적 관계 같은 그런 것은 없다」, 슬라보예 지젝 외, 김영찬 외 역, 『성
관계는 없다: 성적 차이에 관한 라캉주의적 탐구』, 도서출판b, 2005,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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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듯이 라캉은 남근에 관한 명확한 정의보다도 기표로서의 남근으로부터 욕

망의 주체, 남성적 주체와 여성적 주체가 구성되는 과정 자체에 초점을 맞추

었다.31)

앞선 인용문으로 드러났듯이, 남근과 남근적 기능에 관한 라캉의 기술은

그러한 정신분석학의 개념을 통하여 존스가 논구하려는 바를 분명히 한다.

존스는 남근을 페니스와 구분하고 전자의 의미작용에 주목하는 한편 그러한

“남근적 기표의 남성성”이 “남근과 남성 사이의 혼란”의 상징임을 지적하는

제인 갤럽(Jane Gallop, 1952-)의 문장을 인용한다.32) 존스는 근대적 주체와

그 확장으로서의 천재 예술가가 상징적 남근의 전형으로 기능해 왔음을 밝

히며, 그와 동시에 실제로 해부학적 남성 신체가 상징적 남근과 동일시되며

우위에 놓여온 역사적 현실, “남근의 상징적 기능과 페니스 사이의 연관”을

지적한다. 즉, 존스는 남성 백인 미술가의 신체미술이 바로 그 해부학적 남

성 신체를 통하여 모더니즘의 천재 예술가라는 상징적 남근의 속성을 비판

하는 동시에 활용하는 방식을 규명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존스는 남성 백인 미술가의 피학적 신체미술이 자신의 남성

적 신체/자아를 고통에 내놓음으로써 남성적 주체성을 위협, 비판, 심지어

전복한다는 평가를 반박한다. 존스는 오델과 같이 피학적 신체미술의 메커니

즘을 마조히즘과 동일시하지만, 오델이 피학적 신체미술의 제작과 감상을

1970년대라는 시대적 배경 일반에 근거하여 정당화하였다면, 존스는 신체미

술의 피학성이 그러한 배경으로부터 추동되었을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지 않

으면서도 마조히즘이 그 자체 젠더화되고(gendered) 성화된(sexualized) 구

조를 토대로 갖는다고 역설한다.

31) “La signification du phallus,” E, p. 690. 라캉에 따르면 남성적 주체 또한 남근을 욕망할
수 있으나, 남근을 쟁취하려는 여성은 남성과는 다른 방식으로 구성된 주체이며, 상징적
남근이 전부가 아님을 인식하는(할 수 있는) 존재이다. 즉, 남근을 가지려는 욕망은 모든
주체의 바람일 수 있지만, 여성적 주체에게는 남성적 질서에 대하여 남성적 주체와는 다
른 관계를 취할 가능성이 부여된다. 이러한 성차 이론은 라캉의 『세미나 20』에서 본격
적으로 전개되었고 페미니즘 정신분석학 이론가들에 의하여 영역, 수용되었다. (Juliet
Mitchell, Jacqueline Rose eds., Jacqueline Rose trans., Feminine Sexuality: Jacques
Lacan and the école freudienne, Macmillan Press, 1982) 다만 그가 여성적 주체에게 부
과한 정의와 그에 따른 주체 이론의 재서술은 여전히 논쟁적인 영역이다.

32) Jane Gallop, Reading Lacan, Cornell University Press, 1985, pp. 140. (Amelia Jones,
Op. cit., p. 54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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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존스는 이러한 사실을 중심으로 남성 백인 미술가의 피학적 신체미

술을 비판적으로 재고한다. 존스는 프로이트를 인용하며 마조히즘을 남성 마

조히스트(능동적, 남성적 주체)가 여성 박해자(타자)에게 스스로 복종하는

메커니즘이자 그의 ‘여성적’ 태도라고 정의하고, 관객을 향한 남성 백인 미술

가의 마조히즘적 행위 또한 상동한 메커니즘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단, 존스

는 남성 백인 미술가의 마조히즘이 남성의 복종을 보여줄지라도 남성적 질

서에 저항하는 힘을 갖는다고 해석하지 않는다. 존스가 보기에 남성 주체의

피학 행위는 오히려 남성 주체의 일관성(coherence)과 권력을 보증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존스는 남성 백인 미술가의 피학적 신체미술이 가진 구체적인

양상을 근거로 그의 마조히즘적 증상이 사실상 남성적 주체성의 확인, 심지

어는 강화로 귀결된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존스는 오델이 마조히즘적 미술의 전형으로 꼽으며 비판성을 논

구해낸 버든의 피학적 신체미술로부터 더욱 공고해지는 남성적 주체성을 확

인한다. 존스는 버든의 신체미술에서 그의 신체에 가해지는 고통이 무엇보다

그 자신의 ‘명령’을 따라서 수행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즉, 마조히스트로서

버든은 실제로 박해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의 상황마저 관장하는

지배자라는 것이다. 따라서 존스가 보기에 버든의 마조히즘은 남성, 백인, 미

술가라는 주체성에 대한 규범적인 약호들을 반복할 뿐이다.

그에 따르면 <못 박힌(Trans-Fixed)>(1974)은 버든의 남성적 주체성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다. <못 박힌>에서 버든은 차고로부터 반쯤

빠져나온 폭스바겐의 지붕 위에 자신의 손바닥을 ‘못으로 박고’ 그 차가 다

시 차고로 들어가도록 했다. <못 박힌>이 은유하는 바는 너무도 분명하다.

예수의 십자가형이다. 존스는 <못 박힌>에서 버든은 “순교자”의 반열에 오

르고, 버든의 손을 박은 두 개의 못이 자연스럽게 “성물(relic)”이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버든의 퍼포먼스가 피가 낭자하는 “제의”이자 “폴록의 자살과

같은 신적인 예술가의 희생”으로 화하였다고 본다.33) 따라서 존스는 <못 박

힌>을 비롯한 버든의 피학적 신체미술이 패러디를 통하여 규범적 주체성을

비꼰다는 기존의 평가에 대하여 실상 그의 미술은 버든 본인의 철저한 통제

33) Amelia Jones, Body Art/Performing the Subject,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8,
pp. 130-131.



- 20 -

하에 그러한 주체성을 확언하고 심지어는 강화한다고 역설한다.

이러한 해석은 버든이 수행한 다른 작품들과 그것의 미술계 내 수용, 그

리고 버든 자신의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버든의 피학적 신체미술은 그

의 대학원 졸업 작품 <5일 동안의 라커 작업(Five Days Locker

Piece)>(1971)으로부터 시작됐다. 이 퍼포먼스에서 버든은 5번 라커 안에 5

일 동안 갇혀 5갤런의 물만을 마시며 살아남았다. 그가 갇힌 위에 있는 라커

에는 5갤런의 물이, 아래의 라커에는 5갤런의 물을 담을 수 있는 빈 병이 들

어 있었다. 이 작품을 시작으로 버든은 자신의 강력한 통제하에서 그의 신체

를 극한 상황에 놓이게 만드는 “과학적 탐구”이자 그것을 “예술이라고 부르

는” 퍼포먼스를 시작했다.34) 이러한 작업은 <발사>와 <못 박힌>으로 이어

졌는데, 그 사이에도 버든은 자신의 벗은 몸 위에 휘발유가 담긴 유리 접시

를 올리고 거기에 불을 붙이는 퍼포먼스 <이카루스(Icarus)>(1973)를 선보

였다. 신화 속 이카루스의 날개가 태양에 녹아내렸다면 버든의 날개에는 불

이 붙었고, 그의 날개는 벨벳의 단 위에 올라가 유리 상자로 둘러싸인 채

<이카루스>의 ‘성물’로 소장되었다.35) 이처럼 버든의 퍼포먼스는 사회적 계

약의 구조를 은유하고 관객을 그 계약의 자동적 참여자로 만들었다기보다

34) 1988년 촬영된 버든의 다큐멘터리는 실제로 당대의 다른 미술가들과 달리 버든이 과학자
이자 경험적 탐구자로 불리기를 바랐다는 나레이션으로 시작하며 라커 작업을 그의 작업
의 시작점으로 논한다. 버든 자신도 인터뷰에서 자신의 피학적 행위를 예술로 명명했다는
사실을 작업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꼽았다. (Peter Kirby, Chris Burden: A Video
Portrait, 1988)

35) 실제로 버든이 1973년 4월 13일 퍼포먼스 당시 사용한 유리는 뉴욕현대미술관(MoMA)에
<이카루스>의 성유물(Relic from “Icarus”)이라는 이름으로 소장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존스가 역설하는바 신체미술의 수행과 수용이 가진 젠더적 측면을 잘 보여준다. 존스는
1994년의 글에서도 『아트포럼』에 실렸던 주디 시카고(Judy Chicago, 1939-)와 에드 루
샤(Ed Ruscha, 1937-)의 광고가 어떻게 달리 수용되었는지를 회고하며 이와 같은 논점을
강조한다. 주디 시카고의 광고는 1970년 12월호에 실렸는데, 그녀는 자신을 권투 선수로
표현하여 여성 미술가에 대한 기존의 수식을 비꼬고 전환하였다. 한편 1967년 1월호에 실
린 광고에서 루샤는 나체에 가까운 여성 둘을 두고 침대에 누운 자신을 불량하고 정력적
인 남성 미술가로 나타냈다. 두 광고 모두 예술가의 주체성에 관한 고정관념을 풍자한 것
이었지만, 존스가 보기에 시카고가 광고를 통하여 예술가 주체의 권위가 남성 젠더, 보다
현실적으로는 생물학적 남성과 얽혀 있음을 비판하였다면, 루샤의 광고는 “남성에 의한
남성적 자기표현”일 뿐이었다. 그러나 작품의 경제적 가치부터 미술 제도 내에서의 입지
에 이르기까지 루샤의 자기표현은 분명히 “보상”을 받았다는 것이 존스의 평이다.
(Amelia Jones, “Dis/Playing the Phallus: Males Artists Perform Their Masculinities,”
Art History (Dec. 1994), pp. 549-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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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신체에 가해지는 폭력마저 철저히 통제함으로써 남성, 백인, 미술가

로 대변되어온 주체성을 확인하고 심지어 자신의 신체/자아를 순교자에 상

응하는 것으로 고양하였다.

따라서 존스는 자신이 인용하였던 프로이트의 정의와 달리 마조히스트로

서 버든이 진정 자신의 권력을 내어주는 일은 결국 발생하지 않았다고 본다.

버든은 “그에게 고통을 주는 바로 그 행위를 명령하기” 때문이다.36) 그의

대표작 <발사>나 <못 박힌>에서 확인하였듯이 그는 자신의 신체에 통제나

폭력을 가하도록 타인, 보통 남성인 그의 친구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존스는

버든이 보여주는 마조히즘이 테오도르 라이크(Theodor Reik, 1888-1969)와

들뢰즈의 이론을 정확히 예증한다고 본다. 존스는 다음과 같은 들뢰즈의 문

구를 인용한다. “마조히즘의 주인공은 권위자 여성에 의해서 새로이 교육받

고 변형되는 것처럼 보인다. 반면 그녀를 만든 것은 그이다. […] [그리고 그

는] 그녀가 그에게 말하는 잔혹한 말들을 하게 만든다. 그의 박해자의 입을

통하여 말하는 자는 바로 그 피해자[마조히스트]이다.”37) 사실 이 문장을 통

하여 들뢰즈가 주장한 마조히즘의 메커니즘을 남성적 주체성의 지속, 확인,

내지는 강화로 해석한 존스의 주장은 오델과 마찬가지로 들뢰즈의 마조히즘

이론을 오독한 결과다. Ⅲ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앞선 문장으로 들뢰

즈가 의미한 바는 마조히스트가 박해자의 권한을 주는 ‘여성’이 사실 남성적

질서 하에서 그것을 내면화한 초자아로 포섭되지 못하여 타자로 치부된 존

재의 차원이며 결국은 마조히스트의 자아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 마조히즘 이론에 관한 오독에도 불구하고 존스의 주장은 버든의 피학

적 신체미술이 제작된 구체적인 양상에 관해서는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

존스는 버든의 복종이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복종이었다는 결론을 내리며

그가 남성 예술가의 주체성을 둘러싼 약호들을 비판하거나 전복하는 대신

오히려 반복한다고, 심지어 그를 너무나 끈덕지게 강조하여 반복한다고 재차

역설한다. 같은 맥락에서 존스는 다른 남성 백인 미술가의 신체미술, 스스로

36) Amelia Jones, Body Art/Performing the Subject,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8,
p. 130.

37) Gilles Deleuze, Jean Mcneil trans., “Coldness and Cruelty,” Masochism, New York:
Zone Books, 1989,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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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할 때까지 몇 번이고 뛰어내려 천재 예술가의 신비를 연출한 클랭의

<허공으로의 도약(Leap into the Void)>(1960)이나 자신을 대상화하는 듯하

지만 실상 자신의 해부학적 남성 신체와 예술가 주체를 노골적으로 일직선

상에 정렬한 로버트 모리스(Robert Morris, 1931-)의 <아이 박스

(I-Box)>(1963)를 비판한다.38)

그렇다면 클랭이나 버든, 모리스와 같은 남성 백인 미술가의 신체미술은

언제나 남성적 주체성의 확인 내지는 강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가? 존스는

버든의 마조히즘을 비엔나 행동주의, 보다 최근으로 와서는 밥 플래내건

(Bob Flanagan, 1952-1996)이나 론 애시(Ron Athey, 1961-)와 같은 남성 백

인 미술가의 피학적 신체미술과 묶어 고찰하는 한편 아콘치를 그들과 구별

되는 특이한 사례로 해석하며 남성 주체의 마조히즘이 가진 또 다른 가능성

을 조명한다. 아콘치의 작품에서 그의 남성적 주체성은 버든과 달리 매우

“애처로운(pathetic)”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39) 앞서 언급한 아콘치의

<트레이드마크들>을 다시 살펴보자. <트레이드마크들>은 버든의 <발사>나

38) 이러한 해석이 존스의 독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예컨대 미라 쇼어(Mira Schor)는 「페
니스의 재현(Representation of the Penis)」(1998)에서 모리스가 <아이 박스>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페니스로 바꾸어버린다”고 해석한다. 이처럼 남성 미술가가 남근적 속성을
차용하는 미술은 여성 미술가의 경우와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으며, 존스는 이러한
점을 계속해서 강조한다. 여성은 자신의 것이 아닌 남근적 속성을 공격적으로 전유해 “최
소한의 인식” 즉 단지 그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식의 확인에 도달할 수 있을 뿐이라
면 모리스와 같은 남성에게 남근은 “분명, 항상, 이미 ‘그의 것’”이기 때문이다. 존스는
1974년 『아트포럼』에 실렸던 린다 벵글리스(Lynda Benglis, 1941-)의 광고와 1974년 4
월 카스텔리-소나벤드 전시를 위해 제작되었던 모리스의 포스터를 비교한다. 벵글리스의
여성적 신체가 플라스틱 모조 페니스와의 분리를 보여준다면 남성성을 과도하게 차용한
모리스의 포스터는 벵글리스는 모방할 수 있을 뿐인 남성성과 그에 대한 앎을 자신에게
적용한 결과이다. 시카고와 루샤의 경우에도 그랬듯이 실제로 신체미술 자체에 내재하는
이러한 젠더 체계는 두 포스터에 대한 수용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모리스의 포스터
가 남성성에 대한 위트 있는 비평으로 평가된 반면 벵글리스의 포스터는 “극도로 천박한
오브제”라는 비난을 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Amelia Jones, “Dis/Playing the Phallus:
Males Artists Perform Their Masculinities,” Art History (Dec. 1994), pp. 555-558)

39) Amelia Jones, Op. cit., p. 132. 존스는 앞서 살펴본 「남근의 전시/역할: 남성 예술가들
의 남성성 행위」로부터 이어지는 이 책의 3장 「행위하는 신체: 비토 아콘치 그리고 ‘일
관적인’ 남성 미술가 주체(Body in Action: Vito Acconci and the “Coherent” Male
Artistic Subject)」(pp. 103-150)에서 아콘치의 신체미술을 다른 남성 백인 미술가의 신체
미술과 구분하고 그의 작품 세계 전반을 살핀다. 특히 존스는 아콘치의 신체미술에서 드
러나는 사도마조히즘적 요소들에 주목하는데, 사도마조히즘에 관한 논의는 본고의 연구
범위를 넘어서기에 여기서는 존스의 논의를 아콘치의 신체미술이 가진 마조히즘적 메커니
즘과 그 가능성에 관한 분석으로 한하여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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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박힌>과 마찬가지로 아콘치가 자초한 것이지만 아콘치의 경우 그의 신

체에 폭력을 가하는 것은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존스는 이에 따라

아콘치의 작품에서는 아콘치의 신체/자아가 주체/타자, 남성/여성의 경계를

오가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따라 그가 자신의 주체성, 협소하게는 남성성

을 탐구하고 재정립하는 방식이 다른 남성 백인 미술가의 경우와 다르게 나

타난다고 주장한다.

존스는 아콘치 자신의 말로써 이러한 주장을 정당화한다. 아콘치는 자신

의 예술을 어떠한 고정적 본질이 내재하는 오브제라기보다 “현실 주체들 간

의 현상학적 교환(interchange)”에 있는 일종의 “분배 체계(distribution

system)”로 정의한다.40) 이를 근거로 존스는 아콘치의 작업에서 그의 신체/

자아가 통일적이고 자기충족적인 근대적 주체의 이상이 아니라 욕망하는 주

체로 드러난다고 해석한다. 그녀가 대표적인 예로 논하는 작품은 아콘치의

<모판(Seedbed)>(1972)이다. <모판>은 갤러리에 가설 바닥을 만들고 그 아

래로 들어간 아콘치가 관객이 들어올 때마다 자위를 했던 퍼포먼스이다. 관

객들은 아콘치를 볼 수 없지만 이따금 들리는 그의 신음 소리로 그의 존재

를 알 수 있었다. 아콘치 또한 갤러리 공간으로 들어오는 발걸음 소리를 통

해 관객의 존재를 짐작할 수 있을 뿐 그들의 반응을 알 수는 없었다. 존스가

보기에 (비록 관객들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이처럼 ‘전시된’ 아콘치의 신체는

그 현전에 근거하여 예술가 주체성 혹은 그와 동일시되어온 남성적 주체성

을 체현하기보다 아콘치와 관객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그러한 주체성의 특권

화를 의문시한다. <모판>에서 아콘치의 신체/자아는 그가 의도한 의미의 원

천으로 기능하기보다 그의 행위와 각자 주체로서 참여한 관객에 의한 구성

물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존스는 아콘치가 (잠재적으로나마) 남근의 해체

를 목적으로 페니스, 즉 자신의 해부학적 남성 신체를 전시했다고 평가한다.

그렇다면 아콘치의 신체미술은 남근의 해체, 존스가 캐롤리 슈니먼의 <내

밀한 두루마리>에서 발견한바 남성적 주체성의 헤게모니에 대한 비판과 전

40) Vito Acconci, “Steps into Performance (and Out),” A. A. Bronson and Peggy Gale ed.,
Performance by Artists, Toronto: Art Metropole, 1979, p. 34; Acconci in Florence
Gilbard, “An Interview with Vito Acconci: Video Works 1970-1978,” Afterimage (Nov.
1984) (Ibid., p. 10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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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에 이르는 것일까? 존스의 답변은 양면적이다. 존스는 한편으로 다른 남성

백인 미술가들의 신체미술과 아콘치의 신체미술을 구분하지만, 다른 한편으

로 아콘치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자신의 남성적 주체성의 재정립이라

고 명시한다. <트레이드마크들>과 같은 아콘치의 작업은 여성성(타자성)을

그 자체로 탐구하기보다는 말 그대로 자신 외의 “타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다시] 자신을 정의하려는 욕망”을 동기로 삼기 때문이다.41)

존스는 <트레이드마크들>을 오노 요코의 <폭행(Rape)>(1969)과 비교한

다. <폭행>은 영어를 할 줄 모르는 헝가리 출신의 어린 여성 배우가 집요한

카메라에 의해 쫓기는 상황을 그린 영상이다. 1968년 오노 요코가 작성한

<폭행>의 스크립트는 그 긴박함을 보여준다. “[한] 카메라맨이 거리의 소녀

를 그가 그녀를 골목에 밀어붙일 때까지, 가능하다면 그녀가 넘어질 때까지

카메라를 들고 계속해서 뒤쫓는다.”42) 여성을 추격하는 카메라로 구현된 폭

력적 응시를 통하여 남성적 질서 하에서 욕망, 폭력, 응시가 갖는 젠더특정

성(gendered specificity)을 구현하고 관객에게 그것이 작동하는 방식을 되묻

는 <폭행>과 비교하자면 자기 자신이 주체이자 대상, 자아이자 타자로 등장

하는 아콘치의 작업에서 자신을 향한 마조히즘적 추적은 스스로의 재정립만

을 지향한다는 것이 존스의 평이다. 이처럼 존스는 남성과 여성의 해부학적

이고 젠더적인 차이, 남성 미술가과 여성 미술가의 신체미술이 그/그녀의 신

체/자아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차이를 거듭 강조한다.

그러나 아콘치가 <트레이드마크들>이나 <모판>과 비슷한 시기 수행한

작품 <구멍(Opening)>(1970)과 <전환(Conversion)>(1970-1971) 연작은 다

른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모판>이나 <트레이드마크들>에서

드러난 주체/대상, 남성/여성이라는 양가성이 아콘치의 신체미술 전반을 아

41) Ibid., p. 127. 존스는 다시 <트레이드마크들>에 관한 아콘치 자신의 언급을 통해 이러한
주장을 정당화한다. “나 자신을 찾아가는 것 […] 가능한 한 나의 신체의 많은 부분에 가
닿고 그를 표시하는 것. / 나 자신으로 회귀해 […] 나의 신체를 연결하고 재연결하는 방
식으로 […] / 내가 가진 바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 (Ibid., p. 126에서 재인용; Cindy
Nemser, “An Interview with Vito Acconci,” Arts Magazine vol. 45, no. 5 (Mar. 1971),
p. 20)

42) Yoko Ono, “Film Script No. 5, Rape (or Chase),” Barbara Haskell and John G.
Hanhardt, Yoko Ono: Arias and Objects, Salt Lake City: Peregrine Smith, 1991, p. 94
(Ibid., p. 12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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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르는 특징이라면, 아콘치가 자신의 신체가 가진 남성성을 지우고 여성적

신체의 특성을 덧입히는 <구멍>과 <전환>에서는, 존스에 따르면 “여성화를

향한(to (ef)feminization)” 욕망이 노골적으로 전면화되기 때문이다. 이는 존

스가 여성 미술가의 신체미술로부터 비판성과 전복성을 도출해낸 근거이기

도 하다. 앞서 슈니먼의 <내밀한 두루마리>에 대한 해석에서 존스는 미술가

이자 행위자인 슈니먼이 자신의 신체/자아가 가진 여성적 특수성이 전략적

으로 강조됨으로써 그녀의 퍼포먼스가 남성적 주체성이라는 규범에 대하여

저항의 가능성을 갖는다고 역설했다. 그렇다면 아콘치의 다른 작업들과 달리

<구멍>이나 <전환>은 남성적 주체성에 대한 비판과 전복을 수행한다고 정

당화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여성화를 향한”이라는

존스의 표현은 그녀의 입장을 함축한다. 존스는 아콘치가 그의 작업에서 여

성적 주체성의 구현을 완수하였다고 결론을 내리는 대신 여성화라는 단어

앞에 방향성을 암시하는 전치사(to)와 효과, 효율 등을 뜻하는 접두사(eff)를

붙여 여성화를 향한 그의 태도와 그러한 수행의 효과를 살핀다. 이제 <구

멍>과 <전환>의 구체적인 양상과 그에 대한 존스의 해석을 살펴보자.

먼저 <구멍>은 아콘치가 자신의 배꼽 주변에 난 털을 뜯어 제거하는 모

습을 매우 가까이에서 촬영한 무성 영상 작업이다. “여성화를 향한”이라는

존스의 표현은 이 작업의 양상 자체를 대변한다. 아콘치는 자신의 신체로부

터 체모, 즉 그로 대변된 남성성을 제거하며 털이 난 아콘치의 몸은 그것의

남성성을 강조하는 대신 관객의 응시에 노출된 취약한 대상으로 화하기 때

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영상 연작인 <전환>에서 더 두드러진다. <전환 Ⅰ>

에서 아콘치는 암흑을 배경으로 자신의 가슴에 난 털을 불로 태우면서 자신

의 가슴을 그러쥐어 모은다. <구멍>과 마찬가지로 <전환 Ⅰ>에서 아콘치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해부학적 신체가 가진 남성적 속성을 제거하며

그 과정을 상연한다. <전환 Ⅱ>는 아콘치가 자신의 페니스를 다리 사이에

끼워 감춘 채 앞뒤로 달리고 사면으로 몸을 움직이며 등을 젖히는 등 다소

부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특히 이 영상의 후반부에서

아콘치는 다리 사이를 클로즈업하여 양다리를 번갈아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면서 페니스가 금방이라도 다리 사이 바깥으로 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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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올 것 같은 아슬아슬한 상황을 연출하며, 튀어나온 페니스를 다시 다리

사이로 밀어 넣는다. <전환 Ⅲ>에서는 여성 타자, 캐시 딜런이 등장한다. 아

콘치는 앞을 보고 서서 자신의 페니스를 다리 사이 뒤로 밀어 넣어 그의 뒤

에 바짝 붙어 무릎을 꿇고 앉은 딜런의 입으로 페니스를 사라지게 만든다.

<구멍>과 <전환>에 대하여 존스는 아콘치가 자신의 신체/자아를 타자,

여성으로 드러내며 딜런이나 관객과 같은 타인에 대하여 자신의 남성적 신

체가 가진 취약함을 보이고자 했다고 해석한다. 확실히 <구멍>과 <전환>에

서 아콘치의 남성적 신체가 다루어지는 방식은 버든이나 클랭, 모리스의 신

체미술에서 남성적 주체성과 그들의 해부학적 남성 신체가 연결되는 양상과

결을 달리한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존스는 “여성화를 향한” 아콘치의 마

조히즘에서 그의 ‘전환’이 성공적으로 완수되었다고 결론짓지 않는다. 존스는

아콘치의 작업에서 그의 신체/자아가 가진 남성성, 페니스가 숨겨지고 가려

진다는 바로 그 사실로부터 <전환>이 결국 남성적 주체성의 확인으로 귀결

된다고 주장하는 쇼어의 지적이 유효하다고 본다. 아콘치의 페니스, 즉 해부

학적 남성성은 은폐되지만, 상징적 남근은 여전히 그것이 결여된 여성에게

자신을 재각인시키며, 이는 그 자체 남성적 질서의 작동 원리라는 것이다.43)

즉, 아콘치의 작업은 결국 남성적 주체를 보편 주체로 부과해온 기존의 젠더

체계와 동어반복적인 구조를 갖는다고 해석된다.

43) Mira Schor, “Representation of the Penis,” M/E/A/N/I/N/G 4 (Nov. 1988), p. 8.
(Amelia Jones, “Dis/Playing the Phallus: Male Artists Perform Their Masculinities,”
Art History (Dec. 1994), pp. 565-566에서 재인용)
미술이 아닌 문학을 대상으로 마조히즘이라는 수식을 재고한 닉 맨스필드(Nick
Mansfield) 또한 『마조히즘: 권력의 예술(Masochism: The Art of Power)』(1997)에서
남성적 주체의 마조히즘이 가진 이러한 메커니즘에 주목한다. 그에 따르면 남성적 주체의
마조히즘은 그를 권력을 잃은 주체로 보이게 하지만 실상 마조히즘적 상황을 지배하고 통
제하는 것은 남성이며 여성은 그에 의해 박해자로 설정될 뿐이다. 남성적 주체의 마조히
즘에서 여성(성)은 그에 의하여 편취될 뿐이다. 이러한 진단은 버든과 아콘치의 마조히즘
에 관한 존스의 해석과도 상통한다. 다만 맨스필드는 남성적 주체의 마조히즘이 기존의
남성성을 확언할 뿐 아니라 더욱 복잡한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새로운 남성성을 형성
한다고 본다. 버든과 같이 패러디로 보일 정도로 뻔뻔하게 마초적 남성성을 드러내는 전
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그에 따르면 “마조히즘적 남성성”이란 기존의 전
략을 “대체”하기 위하여 강구된 “좀 더 미묘한 형태의 남성성”으로, “권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듯 보이는 동시에 권력을 행사”할 뿐이다. (Nick Mansfield,
Subjectivity: theories of the self from Freud to Haraway, New York University Press,
pp. 1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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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존스는 여전히 아콘치의 마조히즘이 페니스와 남근의 통합, 남

성 신체미술가가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고 강화하였던 관습적 현실을 탈구시

킬 가능성을 주장한다. 존스는 <전환 Ⅲ>에서 아콘치가 자신의 페니스를 딜

런의 입속으로 은폐하는 한편 딜런의 앞에 서서 여성을 가려버린다는 사실

에 다시 주목한다. 쇼어는 이를 여성혐오적이라고 해석하였으나, 존스는 쇼

어의 해석이 가능함을 인정하면서도 문제의 구도가 “남성성(페니스의 은폐)

과 여성성(여성을 ‘취소하기’) 양쪽 모두의 삭제”를, 따라서 인간이 주체로

구성되는 과정을 실행한다고 주장한다.44) 풀어 말하자면, 존스는 아콘치의

마조히즘이 남성적 질서의 작동, 여성성을 편취하며 남성적 주체를 구성하는

과정 자체를 은폐하지 않고 재표면화한다고 본다. 따라서 존스는 <구멍>과

<전환>으로 드러난 아콘치의 마조히즘이 다른 남성 미술가의 경우와 달리

남성 중심의 정체성 정치학에 대한 강한 회의를 나타내며, 더 나아가 그의

마조히즘적 미술에 그러한 구도를 해체할 가능성이 내재한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존스의 논변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신체

미술은 미술가나 행위자의 신체/자아 그 자체이기에 미술가 혹은 행위자의

신체/자아가 가진 성적이고 젠더적인 특성에 따라 동일한 수행 방식도 다른

의미와 가치를 갖는다. 둘째, 따라서 규범적 정체성을 벗어나는 미술가, 예컨

대 여성의 신체미술은 그 비규범적 특성을 강조하는 전략을 취하여 기존의

정체성 정치학에 대한 비판과 전복의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 셋째, 반면 자

신의 남성성을 강조하는 남성 백인 미술가의 신체미술은 양면적인 가능성을

갖는다. 한편으로 그들은 상징적 남근과 남성의 신체 사이의 연관을 이용하

고 연기한다. 다른 한편 그들은 그러한 연관을 비판하고 해체하기 위해 상징

적 남근과 페니스로 대변되는 남성적 신체가 동일시되어온 양상 자체를 전

시한다. 미술계에서 남성 백인 미술가가 자신의 신체나 정신을 고통에 내놓

44) Op. cit., p. 565. 존스는 아콘치의 다른 작품 <응접실(Reception Room)>(1973)의 사례를
들어 자신의 논지를 강화한다. <응접실>에서 아콘치는 흰 시트를 머리 끝까지 덮고 누워
있다가 이따금 자신의 몸을 노출한다. <전환 Ⅲ>에서 남성성을 제거하려는 “여성화를 향
한” 경향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면 <응접실>에서 아콘치는 그처럼 페니스를 숨기려는 자신
의 욕망을 토로하는 한편 비꼬는 듯한 오디오 테이프(“내가 정말로 수치스러워하는 것은
내 음경의 크기이지만 나는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를 틀어 놓는다. (Ibid., p.
582n47) 존스는 이처럼 아콘치가 클랭이나 모리스, 버든과는 달리 남성적 주체성이 구성
되고 작동하는 원리 자체를 의식하고 구현하려 했음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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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천은 대체로 남성이라는 규범적 주체성을 문제시하고 뒤집으려 한다는

찬사를 받아왔다. 그러나 존스가 보기에 클랭이나 모리스, 버든의 작품에서

드러났듯이 남성 백인 미술가의 마조히즘은 대부분 결국 남성, 백인, 미술가

라는 규범적 주체성에 얽힌 약호들을 반복하고 강화할 뿐이다. 아콘치의 마

조히즘은 남성적 질서의 작동 원리를 가시화한다는 점에서 다른 남성 미술

가들의 신체미술과 달리 그 질서에 대한 회의와 비판의 가능성을 보여주지

만, 그의 작업 또한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남성적 주체성에 관한 탐구와 확인

으로 귀결된다.

이제 이 지점에서 제기되는 의문은 마조히즘적 미술의 감상에 관한 것이

다. 존스는 관객을 마조히즘적 퍼포먼스의 자동적 참여자로 단언하는 오델의

논변을 비판하며 자신의 탐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슈니먼과 같은 여성 미

술가의 신체미술과 클랭이나 모리스, 버든과 같은 남성 백인 미술가의 피학

적 신체미술에 대한 존스의 해석에서 드러나듯이 그녀는 그러한 미술의 제

작, 즉 미술가나 행위자가 가진 정체성과 그들의 증상에 근거하여 미술의 가

능성을 담보하며 그에 대한 감상을 정당화한다. 존스가 예외적인 남성 미술

가로 논하는 아콘치의 경우, 자신의 남성적 주체성을 탐구하고 확인하는 아

콘치의 증상과 그것의 상연, 즉 그 증상이 남성적 주체성이 작동하는 방식

자체를 가시화한 결과로서 갖는 가능성은 구분되는 듯하다. 그러나 존스는

작품의 제작 차원을 면밀히 분석한 데 반해 감상의 차원에 관해서는 충분히

논하지 않으며 “현상학적 주체들 간의 상호 교환”과 같은 아콘치 본인의 언

급을 인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만으로 미술가의 증상이 가시화된 결과로

서의 미술에 대한 감상의 메커니즘을 짐작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아콘치를

비롯한 미술가 본인으로부터 빌려온 문장들은 존스가 다시 미술가의 증상과

미술의 감상을 상동한 구조로 치환하고 있다는 확신을 부른다.

이상에서 살펴본 존스의 해석은 정신분석학을 틀로 삼은 미술 이론이 보

여주었던 일반의 문제를 보여준다.45) 먼저 존스는 미술가나 행위자의 정체

45) 포스터는 정신분석학이 탄생과 더불어 미술과 관계해온 방식을 정리하며 이처럼 개념과
이론이 앞서는 해석의 방식을 분명히 한다. 그는 정신분석학을 틀로 삼는 미술 이론의 방
식을 “상징 독해(symbolic reading)”, “과정 기술(accounts of process)”, “수사학의 유비
(analogies in rhetoric)”으로 범주화한다. 먼저 상징 독해는 프로이트식 꿈의 해석과 유사
하다. 예컨대 그림을 보며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이것은 페니스다.”하는 식으로, 명시



- 29 -

성이나 그들 본인의 언급과 같은 심리적이고 전기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그

의 미술이 가진 의미와 가치를 정당화한다. 존스는 자신의 해석이 여성, 백

인, 페미니스트라는 자신의 정체성에 근거한다고 물러서지만, 미술가나 행위

자의 신체/자아와 신체미술을 동일시하며 그것이 감상의 차원에서 갖는 가

능성 또한 미술가나 행위자의 증상으로 환원한다. 특히 존스는 그러한 증상

을 그녀가 택한 정신분석학적 개념, 마조히즘으로 포섭한다. 그러나 오델처

럼 존스 또한 자신이 논하는 피학적 신체미술이 애초에 마조히즘이라고 지

칭될 수 있는 근거에 관하여 충분히 논구하지 않으며, 슈니먼이나 버든, 아

콘치 등의 신체미술이 어떻게 문제의 개념을 예증하는지를 기술한다.

존스 또한 그 개념을 프로이트와 들뢰즈의 마조히즘 이론에 근거하여 정

의하는데, 이러한 정의는 그들 이론에 관한 존스의 오독을 보여준다. 예컨대

존스는 끝내 타자에게 권력을 넘겨주지 않는 버든의 마조히즘이 들뢰즈의

이론을, 여성화를 향한 욕망으로 드러난 아콘치의 마조히즘이 프로이트의 이

론을 예증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이어지는 장에서 확인하겠지만, 버든과 아

콘치의 마조히즘에 관한 존스의 상반된 의미부여는 각각 들뢰즈와 프로이트

의 이론을 예증한다기보다 그와 상충한다. 버든의 마조히즘에 관한 존스의

진단, 즉 그의 마조히즘적 미술이 주체성의 확인 내지는 강화로 귀결된다는

그녀의 해석은 오히려 마조히즘에 관한 프로이트의 설명에 가깝다. 들뢰즈가

마조히즘으로부터 도출해내는 혁명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때, 버든의 마조히

즘에 관한 존스의 비판은 마조히즘에 관한 들뢰즈의 이해와 대치한다. 여성

화를 향한 욕망으로 아콘치의 마조히즘을 정의하고 그로부터 기존의 젠더

체계에 대한 비판의 가능성을 끌어내는 논변 또한 마조히즘에 관한 프로이

트의 주장과 상충한다. 프로이트는 마조히즘의 고통과 쾌가 기존의 질서에

대한 처벌과 복종에서 비롯된다고 결론을 내리기 때문이다.

적인 어떤 것 배후에 잠복해 있는 메시지를 해독하고 그것을 미술가(환자)의 증상으로 간
주하는 식이다. “과정 기술”은 그러한 심적 과정의 역학, 미술로 가시화된 성적 에너지와
무의식의 힘을 다룬다는 점에서 상징 독해와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수사학의 유비”는 미
술 작품을 심적 현실이 가시화된 꿈이나 환상이라는 산물과 유비해 미술 작품이 가진 수
사학을 분석하는 것이다. 예컨대 초현실주의처럼 프로이트의 ‘꿈-작업’으로 대변되는 수사
학과 미술의 제작 과정 사이의 유사성을 찾고 그에 근거하여 제작 양상을 해명하는 식이
다. (Hal Foster, Rosalind Krauss, Yve-Alain Bois, Benjamin H. D. Buchloh, Op. cit.,
pp.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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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오델의 논변에 관해서도 강조하였듯이, 중요한 것은 존스가 프로이

트나 들뢰즈의 마조히즘 이론을 오독하였다는 사실보다 미술에 관한 존스의

논변이 어떠한 작품이 마조히즘이라는 이론적 개념을 증명하는지를 보이는

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본고는 존스가 자신의 주장을 구성한

방식이 정신분석학적 미술 이론의 문제 전반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는 한편

존스의 해석과 평가가 미술가나 행위자의 마조히즘적 증상에 관한 진단으로

서 갖는 유효성을 인정한다. 다시 말해, 존스가 프로이트나 들뢰즈의 이론을

오독하였다고 해서 슈니먼이나 아콘치, 그리고 버든으로 대표되는 남성 백인

미술가의 마조히즘적 증상에 관한 존스의 해석이 완전히 기각될 수는 없다

는 것이 본고의 소결이다. 버든과 아콘치의 증상이 각각 들뢰즈와 프로이트

의 마조히즘 이론을 예증하지 않더라도 버든의 마조히즘적 증상에서 마초적

남성성이 두드러진다면 아콘치의 마조히즘적 증상에서는 분명 “애처로운”

남성성이 갖는 전략의 양면성이 짐작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마조히즘적 미술 이론이 마조히즘 이론, 특히 그에 관한

오독에 근거하며, 마조히즘의 메커니즘과 가능성 자체에 관하여, 나아가 미

술가나 행위자의 마조히즘적 증상과 그에 대한 감상의 차원 사이의 구분에

관하여 충분히 논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한편, 미술가나 행위자의 마조히즘

적 증상에 관한 상반된 해석과 평가가 갖는 설득력의 근거를 짚어보고자 한

다. 이를 위하여 본고는 이어지는 장에서 ‘마조히즘적 미술’ 이론의 토대를

이루는 마조히즘 이론을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프로이트와 들뢰즈의 마조히

즘 이론을 통하여 본고는 마조히즘의 메커니즘과 가능성 자체에 관하여 재

고하려 한다. 또한 본고는 이러한 재고를 경유하여 1990년대 페미니즘 미술

이론가들이 정신분석학적 기원을 가진 마조히즘의 개념에 이끌리고, 1960년

대 이후 피학적 신체미술에 관하여 상반된 해석과 평가를 내놓았던 이유를

가늠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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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프로이트의 마조히즘 이론

프로이트는 마조히즘에 관한 통념을 극복하고 그를 주체의 문제로 구성

한다. 일반적으로 마조히즘은 타인에게 물리적이거나 정신적인 고통을 받음

으로써 성적으로 흥분하거나 만족을 느끼는 마조히스트의 변태적

(perversive) 성향 혹은 마조히스트와 그 박해자의 행위를 가리킨다. 그러나

프로이트는 마조히즘을 도착증의 일종으로 정의하면서도 마조히즘을 신체나

성행위에 한하지 않는 주체의 문제로 구성한다. 그에 따르면 마조히스트는

소수의 환자 혹은 변태가 아니라 특수하게 구성된 주체, ‘마조히즘적 주체’이

며 마조히즘은 그를 마조히스트로 구성하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이다. 본 장에

서는 마조히즘의 어원과 정신의학적 관점을 통하여 마조히즘의 기본적인 구

조와 그를 둘러싼 통념을 되짚어 보고, 그를 극복하는 프로이트의 마조히즘

이론을 살펴볼 것이다. 특히 프로이트가 마조히즘의 메커니즘과 그 발생적

근거에 관하여 제시한 두 가지 답변은 이후 살펴볼 들뢰즈와 라캉의 이론의

주요한 단초로 이어질 것이다.

1. 마조히즘의 통념과 그 극복

‘마조히즘’이라는 이름은 잘 알려져 있듯이 마조흐의 문학, 그 중에서도

특히 소설 『모피를 입은 비너스(Venus im Pelz)』(1870)로부터 유래하였다.

이 소설에서 남주인공 세브린 폰 쿠지엠스키는 요양 생활을 하며 ‘잔인한’

비너스상에 강박적으로 매혹된다. 예컨대 세브린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

는 황홀하다. 그러나 동시에 검은 모피로 자신의 매력을 감싸고 있는 그 여

인[비너스]의 차가운 요염함, 대리석의 용모에서 느껴지는 엄격성과 가혹함

에 두려움을 느낀다.”46) 강박에 가까운 세브린의 사랑은 곧 요양소에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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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그가 빠진 비너스상처럼 차갑고 매혹적인 미망인 완다 폰 두나예프에게

전이되고, 완다 또한 교양을 갖춘 지성인 세브린과 사랑에 빠진다. 세브린은

완다에게 청혼하지만, 결혼이라는 속박에 갇히고 싶지 않았던 완다는 그를

거절한다. 이후 세브린은 과거의 성 경험, 특히 고통에서 쾌락을 찾는 자신

의 취향을 고백하며 자신이 노예(피학대자)가 될 테니 완다에게 그의 주인

(가학대자)이 되어달라고 스스로 제안한다. 완다는 처음에 이를 거절하였지

만 세브린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 기이한 관계를 받아들이고, 세브린은 심지

어 이 관계를 계약으로 체결하고 명문화한다. 이 계약의 내용은 노예와 주인

의 관계를 일 년간 지속하는 것과 그 후의 결혼을 포괄한다. 이후 소설은 세

브린이 온갖 고통과 모욕을 당하는 장면들을 그린다. 처음에는 두렵고 부끄

러운 기색을 보였던 완다도 갈수록 강도 높은 학대를 가하며, 세브린은 고

통, 그녀의 잔인성으로부터 환희라고 칭할 만큼 강렬한 쾌감을 느낀다.47)

『모피를 입은 비너스』는 마조히즘이라는 성적 도착증과 그것의 기본

구조를 보여준다. 먼저 마조히스트는 (계약을 통해) ‘스스로’ 박해자의 지배

에 놓인다. 그리고 마조히스트는 자신의 육체와 정신에 가해지는 학대로부터

도리어 (성적인) 쾌를 취한다. 마지막으로 피학대자 남성(세브린)과 가학대

자 여성(완다) 사이에서 마조히즘은 주체(남성)가 거꾸로 타자(여성)의 자리

에 놓이는 구조를 갖는다. 『성의 정신병리학(Psychopathia Sexualis)』

(1886)에서 리하르트 폰 크라프트-에빙(Richard Freiherr von Krafft-Ebing,

1840-1902)은 실제 임상으로부터 발견된 이러한 피학적 도착 성애 증상을

마조흐의 이름을 따 ‘마조히즘’이라고 명명하였다.

특히 정신의학은 마조히즘을 정상적 성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소수 환

자들의 병리적 증상으로 규정한다.48) 정신의학의 관점에서 성적 마조히즘

46) 레오폴트 리터 폰 자허-마조흐, 『모피를 입은 비너스』, p. 184. 들뢰즈가 마조흐의 문학
에 근거하여 마조히즘 이론을 구축한 글의 국역본 『마조히즘: 냉정함과 잔인성』(이강훈
역, 인간사랑, 2007)에는 『모피를 입은 비너스』가 완역되어 함께 실려 있다. 본고에서
마조흐의 소설을 인용하는 경우 제목과 국역본의 페이지 수만을 적었다.

47) 완다의 변화는 이 이해하기 어려운 계약 관계의 또 다른 조건에서도 드러난다. 완다는
세브린과 계약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잊었다며 언제나 모피를 입어
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녀는 “그것[모피]이 폭군의 이미지를 제공해 주는 한 언제나 입겠
다”고 약속한다. (Ibid., p. 242) 주저하는 듯하던 그녀의 가혹함은 세브린이 알지 못했던
그녀의 또 다른 애인인 그리스 남자가 세브린을 학대하게 만드는 데 이른다.

48) 정신의학이 마조히즘을 이해, 진단, 치료하는 방식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은 『사이콜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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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xual masochism)은 성적 도착 장애(sexual paraphilic disorder) 다시 말

해 일종의 정신병으로 분류된다.49) 구체적으로 성적 마조히즘은 상대로부터

맞거나 묶이고 심각한 경우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육체적인 고통을 받거나

수치와 같은 정신적인 고통을 받음으로써 (혹은 그러한 고통을 받는다고 상

상함으로써) 성적으로 흥분하거나 쾌락을 느끼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마조

히즘이라는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강렬

한 성욕을 최소한 6개월 이상 반복적으로 경험해야 하며 이러한 성욕으로

인한 강렬한 욕구나 환상 심지어는 행동이 직업 등 사회적인 영역은 물론

삶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이 임상적으로 확인되어야 한

다. 따라서 흔히 마조히즘이라는 기표로부터 떠올리는, 성관계에 한하여 상

황극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강도 낮은 결박 행위 등은 도착증으로 진단될

수 있을 정도의 가학성이나 피학성을 띤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마조히즘을 ‘병’으로 진단한다는 사실은 마조히즘이 정신의학적 치료의 대

상으로 간주됨을 의미한다. 이때 치료는 정신 치료와 약물 치료 모두를 통하

여 이루어지는데, 정신 치료의 경우 고통을 유발하는 행동의 근간에 있는 원

인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컨대 정신 치료는 환자 자신에 대하여 해

를 끼치는 생각과 행동을 유발하는 인지 왜곡(cognitive distortion)을 조정하

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다른 한편 가학대자가 피학대자의 관점을 취할 수

있도록 돕는 공감 훈련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들이 더 건전한 방식으로 성

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인지 행동 치료(cognitive-behavioral therapy, CBT)

투데이(Psychology Today)』의 관련 항목과 그에 인용된 다음의 글들을 참고하였다.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ition); Ebert, Michael ed., CURRENT Diagnosis & Treatment
Psychiatry, McGraw-Hill Medical, 2008; Jack Morrison, DSM-IV Made Easy: The
Clinician’s Guide to Diagnosis (1st Edition), Guilford Press, 1995; Peter E. Nathan,
Jack M. Gorman, Neil J. Salkind, Treating Mental Disorders: A Guide to What
Works (1st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49) 미국 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진
단 분류 체계인 『정신 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에서 ‘도착증(perversion)’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고, ‘성적
도착(sexual deviation)’이나 보다 과학적이며 경멸적인 어감의 ‘이상 성애
(paraphilia/paraphilic disorder)’로 지칭된다. (Dany Nobus, “Perversion in the 21st
Century: A Psychonalalyti Conundrum,” Diana Caine, Colin Wright eds., Perversion
Now!, The Palgrave Lacan Series, 2017, p.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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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방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마조히스트에 대한 정신 치료는 마조히스트

로 하여금 피학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상상하게 하고 실제로는 부정적인 사건

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그러한 상황에 대한 욕망 자체를 경감시키는 혐오 치

료(aversion therapy)나 다양한 상상/탈감작(desensitization) 요법들이 포함

된다. 이와 같은 정신 치료 요법들은 일반적으로 성욕 자체의 정도와 빈도를

경감시키는 약물 치료와 병행되는데, 성공률은 높지 않다.

그렇다면 이 기이한 ‘병’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 정신의학의 영역에서는

마조히즘을 유발하는 원인에 대하여 아직 보편적인 이론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다만 도착증 자체에 관한 일반론은 존재한다. 사회적인 금기 등에 의

하여 억압당한 욕구가 점점 더 강해져 결국에는 도착적 증상으로 표출된다

는 것이다. 이외에도 도착증자가 사도마조히즘적인 행동을 통하여 그것의 새

롭고 특별한 느낌을 경험하고 이러한 느낌을 일종의 도피처로 삼는다거나,

어릴 적의 외상에 의해 욕망이 도착적으로 분출된다는 해석이 있다. 이처럼

성적 마조히즘이라는 병에 대한 정신의학의 진단은 마조히즘을 둘러싼 오늘

날의 통념을 어느 정도 설명하지만, 앞서 살펴본 미술의 장면들은 물론 생물

학적 성관계나 병적일 정도로 일탈적인 성생활로 환원되지 않는 마조히즘적

증상에 관해서는 충분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였다.

2. 마조히즘의 메커니즘

이에 프로이트는 크라프트-에빙을 따라 마조히즘을 도착증의 일종으로

정의하는 한편 마조히즘을 신체 혹은 통념적 의미의 성에 한하지 않는 주체

의 문제로 구성하여 인간이 스스로 고통을 추구하고 그로부터 쾌를 취하는

메커니즘을 해명하고자 하였다. 물론 ‘성’의 문제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

서 명실공히 중심을 차지하며 프로이트는 종종 인간을 ‘성적’ 목표에 갇히게

만들어버렸다는 비판을 듣기도 하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에게 ‘성’이란

동물적인 생식 본능과 구분되는 인간의, 인간 주체의 ‘성’이라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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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이 프로이트의 초기 주장에서와 같이 생식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한 성

적 행동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면, 인간의 성적 행동 대부분은 도착적일 것이

다.50) 따라서 프로이트가 마조히즘을 ‘도착증’으로 고찰한다는 것은 마조히

스트들을 소수의 환자로 혹은 변태로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마조

히즘의 주체로 구성되는 특수한 메커니즘을 고찰하는 것이다.

본고에서 이어지는 두 절을 통하여 살펴볼 것은 프로이트가 마조히즘에

관하여 제시한 두 가지의 설명이다.51) 첫 번째 답변은 마조히즘의 메커니즘

에 관한 것이다. 프로이트는 마조히즘을 기존 질서의 과도한 내면화, 즉 초

자아의 과잉에 의한 주체 구성의 메커니즘으로 기술한다. 이 메커니즘에서

초자아는 박해자로서 그가 대변하는 질서를 벗어나려는 인간의 바람을 벌하

고, 인간은 그 고통스러운 처벌을 통하여 속죄함으로써 다시 그 질서에 안정

적으로 소속되려 한다. 질서로부터의 추방, 즉 죽음보다는 그 질서에의 소속

을 보장받는 처벌이 달기에 마조히스트의 고통은 쾌락으로 피어난다. 프로이

트는 마조히즘에 관한 이러한 설명이 증상의 차원에서 유일하게 가능한 설

명임을 주지한다.

두 번째 답변은 마조히즘이 발생하는 원리에 관한 것이다. 추방보다 속죄

가 달다는 결론이 여전히 고통 그 자체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인간 현

상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느꼈던 것이다. 여기에서 프로이트가 제시하는 개념

이 죽음 충동이다. 프로이트는 하나의 생명체, 유기체로서 인간에게 자신의

생명과 번식을 도모하는 움직임뿐 아니라 그 반대, 즉 자신의 죽음을 향하는

50) 브루스 핑크, 맹정현 역, 『라캉과 정신의학: 라캉 이론과 임상 분석』, 민음사, 2004, pp.
285-286.

51) 표면상 프로이트가 「마조히즘의 경제적 문제」에서 제시한 답변은 세 가지이다. 그는
마조히즘을 원초적인 성감발생적 마조히즘, 여성적 마조히즘, 도덕적 마조히즘으로 분류해
고찰한다. (S19, 161) 간략히 말하자면 전자는 후자의 두 가지 마조히즘이 발생하는 근거
이며, 프로이트가 임상적으로 관찰되는 마조히즘에 관한 가능한 설명으로 채택하는 것은
마지막의 도덕적 마조히즘이다. 여성적 마조히즘은 원초적 마조히즘이 도덕적 마조히즘으
로 이어지는 중간 단계로 도덕적 마조히즘의 중요한 요소인 죄의식이 형성되는 과정을 설
명한다. (S19, 162) 앞서 살펴본 존스의 논의에서 아콘치의 작업이 ‘여성화’를 향한다는 주
장은 ‘여성적’ 마조히즘으로 번역되어온 프로이트의 이러한 논변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프로이트 자신이 여성적 마조히즘에 관한 논의를 해부학적 성의
문제와 연관해 서술하며 이 논의가 프로이트가 진정한 마조히즘의 메커니즘이라고 보는
도덕적 마조히즘에 관한 설명을 매개하는 동시에 어느 정도 그에 포괄된다고 보고 원초적
인 성감발생적 마조히즘과 도덕적 마조히즘, 두 가지에 관한 프로이트의 논변만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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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이 존재하며 그것이 마조히즘의 발생적 근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마조

히즘에 관한 프로이트의 답변은 결국 첫 번째로 수렴되는데, 그가 죽음 충동

에 근거하는 원초적인 마조히즘에 관한 설명을 스스로 철회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본고에서 그의 두 가지 답변을 모두 살펴보는 이유는 두 번째 답

변의 기각이 마조히즘을 초자아, 즉 기존의 현실 질서를 중심으로 설명하려

는 프로이트의 입장을 보여주며 프로이트 본인이 기각한 두 번째 답변이 그

를 비판적으로 계승한 들뢰즈와 라캉의 마조히즘 이론에서 적극적으로 재해

석되기 때문이다.

2.1. 초자아의 과잉에 따른 주체 구성

마조히즘의 메커니즘을 논구하는 프로이트의 첫 번째 답변은 「충동과

그 운명(Triebe und Triebschicksale)」(1915)에서 제시된다. 이 글에서 프로

이트는 본능(instikt, instinct)과 구분하여 충동을 정의하고 다시 성 충동과

자아 충동을 구분하며 이에 근거하여 사디즘의 방향전환으로서 마조히즘을

정의한다. 정신병에 관한 크라프트-에빙의 논변으로부터 출발한 프로이트는

그를 따라 사디즘과 마조히즘이 마치 하나의 도착증이 가진 능동적 측면과

수동적 측면인 양 정의했던 것이다.52) 「충동과 그 운명」을 여는 본능과

충동의 구분은 앞서 말했듯이 ‘인간의’ 성을 다루려는 프로이트의 기획을 대

변한다. 프로이트는 충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우리는 ‘충동’이라는 것이 정신과 육체 사이의 경계선에 있는 개념

으로, 신체 기관 내에서 발생하여 정신에 도달하는 자극의 심리적 대

표자로, 그리고 정신이 육체와 연관된 결과로 정신에 부과된 요구의

척도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SE14, 121-122)

52) Dylan Evans, Op. cit., p.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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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본능이 신체적 영역에서의 자극만을 의미한다면 충동은 그러한 자극

을 대표하는 정신의 차원을 포함한다. 따라서 프로이트는 인간의 성을 동물

과 구분하고 생물학적 차원에서의 생식, 성기의 결합으로 해명될 수 없는 차

원으로, 언어와 문화로 대변되는 상징적 차원으로 확장한다. 정신분석학의

주체 구성 과정으로 대변되듯이 상징적인 차원은 다시 인간 성의 구조에 반

영되며, 이는 충동의 양상이 본능과 달리 해명될 가능성이 열렸음을 의미한

다.53) 프로이트에 따르면 “충동의 근원은 신체의 한 기관이나 부분에서 발

생하는 육체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변화 과정에서 생긴 자극이 정

신적 삶에서 충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SE14, 123) 즉, 충동은 본능에 근

거할 수 있지만 그 작동이 결정론적이고 인간이나 동물을 그들의 생물학적

차원에 미리 각인된 행위, 일종의 기계적인 처리로 이끄는 본능으로 환원될

수 없다.

프로이트는 충동에 관하여 다양한 정의가 가능함을 인정하는 한편 더 이

상 세분화될 수 없는 원초적인 본능을 성 충동과 자아 충동(혹은 자기 보존

충동)으로 명명하여 구분한다. 전자는 “신체 기관을 통한 쾌감

(Organlust)”(SE14, 125-126) 달리 말해 성적인 만족을 목표로 삼는 역동이

다. 성 충동은 만족, 즉 그 목표를 위해서라면 금기시된 충족마저 거침없이

지향한다. 인간이 주체로 구성되는 과정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로 기술하는

프로이트의 설명은 이러한 양상을 어머니에 대한 근친상간적 욕망으로 설명

한다. 앞서 남근과 남근적 기능에 관한 정신분석학의 설명에서 살펴보았듯

이, 아이는 어머니와의 합일이라는 원초적 상태에 머무르지 못한다. 아이가

그러한 원초적 상태로 회귀하려는 것을 방해하고 금지하는 동시에 어머니에

게 권력을 가하며 어머니를 성적 대상으로 취하는 아버지가 개입하기 때문

이다. 이에 아이는 아버지의 권력, 어머니에 대한 그의 자리, 즉 어머니의 욕

망의 대상의 자리를 차지하려 하며 아버지가 되고자 한다. 성 충동의 만족을

무분별하게 추구하는 아이는 아버지와 대등하거나 그를 넘어서려 하며 오이

53) 충동은 본능과 구분되는 한편 순수 정신의 차원으로 상정되는 표상과도 구분되는데, 이
는 같은 해 발표된 논문 「무의식(Das Unbewußte)」에서 더 분명히 드러난다. “충동은
절대 의식의 대상이 될 수 없다―오직 충동을 표상하는 관념만이 의식의 대상이 될 수 있
다.” (SE14,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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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푸스 구도에서 이는 아버지를 제거하려는 살부 충동으로 대변된다. 즉, 성

충동의 만족을 위해 인간은 그 만족의 추구에 제약을 가하고 그를 금기시하

는 현실 질서에 대하여 공격성을 띠게 된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바로 이러한

공격성이 “어떤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그에게 폭력이나 힘을 행사하는

경우” 즉 사디즘을 낳는다. (SE14, 127)

사디즘에 관한 프로이트의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자신의 만족을

거침없이 추구하는 일이 현실의 질서를 위배하며 그로써 타인의 고통을 부

를 수 있다는 것, 따라서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쾌락으로 삼으며 욕망을 규

제하는 기존의 질서에 대하여 공격성을 띨 수 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도 이

해하기 쉬운 사실이다. 다만 사디즘적 충동은 충동 일반에 관한 프로이트의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동물적 본능과 달리 일회성이나 순간성을 띠지 않고

지속된다. 오이디푸스 구도 하에서 어머니를 향한 아이의 근친상간적 욕망과

살부충동은 계속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분별 없는 욕망의 지속은 아이

에게 그의 욕망을 계속해서 좌절케 하는 아버지의 존재와 그의 권력을 더더

욱 큰 위협으로 다가오게 만든다. 아버지, 현실 질서를 향한 아이의 공격성

과 어머니를 향한 아이의 근친상간적 욕망은 계속해서 좌절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이는 자신이 어찌할 도리가 없는 아버지의 힘으로부터 어머니에

대한 자신의 근친상간적 욕망의 근원을 제거당할 수 있다는 위험, 즉 거세

콤플렉스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때 아이에게 부과되는 거세의 위협에 관하여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버지와 그의 법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그 법, 아버지는 아이에게 어

머니와의 원초적인 합일을 금기로 부과하며 아이의 “오이디푸스적 바람을

실현하는 데 있어 장애물로 인식”(S19, 34)된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아버

지는 아이의 생존을 보장하는 울타리다. 다시 말해 아버지의 법은 아이의 현

실을 구성하고 보전한다. 따라서 근친상간적 욕망의 무분별한 추구로 인한

페니스의 거세는 곧 아버지의 법이라는 현실 질서 하에서 아이의 죽음을 의

미한다. 따라서 거세의 위협 앞에서 성 충동과 자아 충동은 대립한다. 자아

충동은 자기 보존 충동이라는 그것의 이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신의 생존,

생명의 보호를 도모한다. (SE14, 124) 죽음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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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생명 충동과 자아 충동의 대립 구도에서 주도권은 후자에게 넘어온다.

이는 아이가 아버지라는 울타리 안에서의 생존을 위하여 어머니를 향한 근

친상간적 욕망과 아버지를 향한 공격성을 제어함을 의미한다.

이제 아이에게 남는 것은 자신의 울타리인 아버지를 향하여 품었던 사디

즘적 공격성에 대한 죄책감이다. ‘아이’는 아버지의 보호 없이 제대로 생존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어린’ 상태이기에 이러한 죄책감은 극대화된다. 생존을

위협하는 금기시된 바람을 제대로 억압하기 위하여 아이는 “자신 속에 이와

[아버지와] 동일한 장애물을 설치”하며, 이것이 일종의 도덕의식, “초자아의

기원”이다. (SE19, 34-35) 이제 아이에게 아버지는 공격의 대상에서 속죄의

대상이 된다. 프로이트는 이처럼 아이가 아버지에 대하여 품었던 공격적인

태도에 죄책감을 갖고 자신 안에 아버지를 설치하는 과정으로 주체가 자신

을 주체로서 정립할 수 있게 해 주는 현실 질서에 대하여 취했던 공격성을

속죄하고 그 질서를 내면화하는 메커니즘을 기술한다.

이때 죄책감은 사디즘적 공격성이 현실의 질서를 벗어나는 바람을 품었

던 “자기 자신에게로 방향을 전환”하며 속죄를 위하여 처벌을 통하여 그 공

격의 대상을 “자기 자신으로 대체”하는 근거이다. (SE14, 126-127) 죄책감에

의해 문제의 질서는 공격의 대상에서 속죄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사디즘

적 공격성은 이제 질서가 아니라 그 질서에 의하여 금기시된 만족을 추구하

려 들었던 자신에게로 방향을 바꾸며 이로써 마조히즘이 발생한다. 타인을

비롯한 자신의 외부를 향했던 사디즘적 폭력은 이제 스스로 내부를 향한 처

벌의 구조를 갖춘다. 프로이트는 이처럼 마조히즘을 사디즘의 방향전환으로

기술하며 아이 안에 설치된 아버지, 즉 주체 자신 안에 내면화된 질서로서

초자아가 그를 거스르는 자아를 벌하는 메커니즘으로 정의한다.

마조히즘의 메커니즘이 이러하다면 아이, 자아를 벌하는 심급은 응당 아

버지, 초자아이며 그로 대변되는 남성적 질서일 것이다. 그런데 앞서 마조히

즘의 어원이 유래한 소설 『모피를 입은 비너스』에서 살펴보았듯이 마조히

스트를 처벌하는 박해자는 완다와 같은 여성이다. 그렇다면 마조히스트는 아

버지에게 저지른 죄의 벌을 어머니로부터 받는 것인가? 프로이트는 이러한

불일치에 대하여 세 가지의 이유를 든다.54) 첫째, 아버지가 아들을 매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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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둘 사이에 직접적으로 동성애 관계가 형성된다. 둘째, 아이의 성적 욕

망이 본래 탐했던 대상이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매를 든다면 이는 아이의 욕

망에 처벌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아이의 욕망을 성취해주는 것이 된

다. 셋째, 아이는 어머니에게 매질을 당하는 자신의 모습을 아버지에게 보여

아버지의 자리를 위협하는 이, 즉 매를 쥐고 설치는 자가 자신이 아니라 어

머니임을 보이고 그로써 아버지에게 자신의 무력함을 내보이려 한다.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들뢰즈는 프로이트의 이러한 설명을 억지라고

비판하며 여성(어머니)의 매질이라는 증상을 그대로 읽는 데에서 마조히즘

에 관한 자신의 독해를 시작한다. 다만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프로이트가

제안한 모종의 이유가 타당하든 그렇지 않든 그가 매질의 주체란 ‘본래’ 아

버지임을 주장한다는 사실이다. 들뢰즈도 지적하듯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에서 아버지는 “페니스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아이가 거세나 살해의 욕

망을 느끼는 대상이며, 또한 처벌을 내리는 사람으로서 공격성의 선회를 풀

어주어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다. (PSM, 51) 다시 말해 프로이트는 공격성,

죄책감, 속죄로 대변되는 마조히즘의 메커니즘을 아버지라는 현실 질서를 중

심으로 재편해낸다.

이에 따라 마조히스트의 쾌 또한 처벌의 고통을 통한 속죄의 쾌락으로

설명된다. 앞서 본고는 ‘마조히즘적 미술’ 이론을 통하여 마조히즘에서 마조

히스트의 쾌가 제거되어야 한다는 오델의 주장과 그를 중요히 다루지 않는

존스의 논변을 확인하였다. 반면 프로이트는 “실로 분석적 관찰은 마조히스

트가 자기 자신에 대한 공격에서 즐거움을 취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

다”(SE14, 127)고 단언한다. 프로이트는 처벌의 고통이 아무리 괴로울지라도

그것이 거세, 추방, 죽음의 실현보다 가혹할 수는 없기에 그러한 최악의 사

태에 대한 불안을 씻어내는 데에서 마조히스트의 쾌락이 피어난다고 설명한

다. 그리고 “이것 외에 더 직접적인 마조히즘의 만족이 있을 수 있는지” 의

심스럽다며 “진정한 마조히즘이란 사디즘으로부터 파생된 마조히즘”임을 역

설하며 글을 맺는다. (SE14, 128) 이처럼 프로이트에 의하여 마조히즘은 초

자아로 대변되는 도덕의식이 과할 정도로 들어선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초자

54) 조현수, 「마조히스트의 유머와 정신분석학의 전복: 마조히즘에 대한 들뢰즈의 탈정신분
석학적 이해」, 『철학연구』 제103집, 2013, p.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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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에 의하여 자아가 억압되는 주체 구성 보편의 과정 자체와 매우 유사하게

정의된다.

2.2. 죽음 충동에 근거하는 원초적인 성감발생적 마조히즘

마조히즘의 메커니즘에 관한 단언에도 불구하고 프로이트는 고통과 불쾌

자체를 목표로 삼고 심지어 그를 쾌락으로 느낄 수 있는 원리 자체에 관해

서는 여전히 설명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특히 마조히즘은 고통을 피하고 쾌

락을 좇는 쾌락원칙(SE18, 7)으로 포섭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마조히즘의

메커니즘에 관한 답변이 본능과 구분되는 충동, 특히 성 충동과 자아 충동이

라는 가장 원초적인 충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마조히즘의 발생적 원리

에 관한 프로이트의 설명은 성 충동과 자아 충동의 이원론을 대체하는 생명

충동과 죽음 충동(Toderstrieb)의 이원론에 근거하여 구성된다.

죽음 충동이란 「쾌락원칙을 넘어서(Jenseits des Lustprinzips)」(1920)부

터 예견된 개념이다. 프로이트는 이 글을 시작하며 쾌와 불쾌 모두를 “마음

속에 존재하나 어떤 방식으로도 ‘묶이지’ 않은 흥분의 양”과 연관시킨다.

(SE14, 7-8) 불쾌는 그러한 흥분의 양의 증가이고, 쾌는 그것의 감소이다.

이처럼 프로이트는 생명체에 주어지는 자극의 양이 그것이 처리 가능한 만

큼을 넘어서지 않는 안정의 상태를 쾌로 정의하고 반대로 통제 불가능할 정

도로 자극의 양이 증가하는 불안정한 상태를 불쾌로 정의한다. 자극을 ‘묶는’

것은 그것이 쾌락원칙의 지배하에 놓일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이다. ‘묶기

(Bindung)’라는 단어는 능동적이고 의식적인 행위의 측면을 강조하는 듯하

지만 그러한 뉘앙스와 달리 이 작업은 생명체 자체에 내재하는 역동에 근거

한다.

그러나 프로이트는 쾌락원칙으로 해명될 수 없는 증상들을 마주하며 고

민에 빠지게 된다. 프로이트 자신의 말에 따르면 「쾌락원칙을 넘어서」의

초고 집필은 1919년 3월에 시작하여 그 해 5월에 마무리되었다. 당시 프로이

트는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였던 군인들을 치료 대상으로 만나게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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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환자들의 임상에 근거하여 자신의 이론을 구성하였다. 이들은 전쟁, 즉

폭격이 난무하는 살상의 현장으로부터 돌아온 생존자였다. 그런데 프로이트

가 만난 한 군인은 계속해서 전쟁터로 되돌아가는 꿈을 꾸었다. 이러한 증상

앞에서 프로이트는 쾌락원칙이 정신 현상을 보편적으로 설명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했다. 프로이트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물러섰다.

“마음 속에 쾌락원칙을 향한 강한 ‘경향’이 존재하나, 그 경향은 다른 힘이나

환경에 반하여 최종 결과가 반드시 쾌락지향적인 경향과 조화를 이룰 수만

은 없다.”(SE14, 9-10)

그렇다면 전쟁과 같은 상황으로 되돌아가려는 경향성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프로이트는 극한의 고통과 불쾌의 상황, 외상에 의하여 자극을

처리하는 체계 자체에 파열을 낼 정도로 압도적인 자극이 부과되어 쾌락원

칙을 위배하는 것으로 보이는 증상들이 발생했다는 가설을 마련하며 이를

외상적 신경증(die traumatische Neurose)으로 정의한다. 프로이트는 외상적

신경증의 메커니즘을 파악하기 위하여 어른과 달리 딱히 유쾌하지도 않은

반복에 기이할 정도로 집착하는 아이들의 사례를 떠올린다. 예를 들어 어른

은 한 번 들은 농담을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들으려 하지 않는다. 반면 아

이들은 어른과 함께한 즐거운 놀이나 그로부터 들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몇

번이고 반복하자고 졸라댄다. 특히 아이들은 “그 반복이 동일한 것이 되도록

엄격하게 조건으로 요구”(SE18, 35)한다는 것이 프로이트의 관찰 결과다. 아

이들의 경향성을 외상적 신경증과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프로이트는 두 현

상을 함께 고찰하며 시야를 넓혀 인간, 더 나아가 유기체 전반에게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려는” 충동이 “관성의 표현”으로 존재한다는 의미심장한 표현

을 남긴다. (SE18, 36)

인간, 그리고 그를 포함하는 유기체 모두에게 “관성”이라고 표현될 만한

강박이 내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쾌락원칙을 넘어서」에서 프

로이트는 외상적 신경증을 앓는 군인과 엄격할 정도로 동일한 반복을 요구

하는 아이들의 사례를 지나 심지어는 태어난 곳으로 되돌아가려는 물고기나

계절에 따라 정해진 서식처를 오가는 철새의 습성까지 예로 들며 인간과 동

물을 비롯한 생명체 전반을 망라하는 반복 강박의 사례를 살핀다. 프로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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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기에 유기체가 이처럼 과거를 반복하여 거슬러 올라가려는 종착지는

그 유기체의 가장 원초적인 상태, 생물에 앞서는 무생물의 상태이며 따라서

그 자신의 죽음이다. “무생물로 돌아가려는 충동”은 역설적이게도 생명체의

“첫 번째 충동”인 것이다. (SE18, 36-38)

수명을 연장하고 생식을 도모하는 충동, 생을 향한다고 여겨지는 역동의

존재는 우리에게 별 무리 없이 수용되지만 소멸, 자신의 죽음을 향한 충동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데 프로이트가 보기에 이러한 낯섦은 단지 생명 충동

에 비하여 죽음 충동이 은폐되어 경험의 차원에서 그 존재를 입증받지 못해

왔기 때문이다. 죽음 충동에 관한 프로이트의 가설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옹호하기는 어렵지만 「쾌락원칙을 넘어서」는 이처럼 죽음 충동의 존재를

가늠하는 선에서 매듭지어진다.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프로이트의 가설

자체가 갖는 정당성보다도 쾌락원칙으로 포섭되지 않는 인간 정신의 현실이

프로이트가 죽음 충동의 개념을 요청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라는 사실이다.

이후 「자아와 이드(Das Ich und Das Es)」(1923)에서 프로이트는 생명

충동과 죽음 충동의 대립을 본격적으로 다룬다. 앞서 「충동과 그 운명」에

서 반목하는 성 충동과 자아 충동은 근본적으로 대립하는 별개의 두 역동처

럼 설정되었다. 그러나 「자아와 이드」에서 프로이트는 성 충동과 자아 충

동을 하나의 역동, 에로스가 가진 두 가지의 다른 양상처럼 기술한다. 이 충

동은 “억제되지 않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성 충동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유래

하였으되 그 목적이 금기시되고(aim-inhibited) 승화된(sublimated) 성격을

가진 본능적인 충동”과 앞서 성 충동과 대립하는 것으로 서술되었던 “자기

보존 충동”을 포괄한다. (SE19, 40) 성 충동과 자아 충동을 포섭하는 이러한

역동은 앞서 말하였듯이 자신의 보존과 생식, 즉 수명을 넘어서는 보존을 추

구하는 역동이기에 그 존재를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나 에로스와 대립하는 타나토스, 「쾌락원칙을 넘어서」에서 등장한

죽음 충동이 그와 대립하는 역동으로 도입하면서 충동의 이원론은 계속해서

유지된다. 성 충동과 자기 보존 충동을 포괄하는 생명 충동이 “삶을 보존”한

다면 죽음 충동은 전 생명체를 망라하는 반복 강박의 목표로서 “유기적 생

명체를 무생물 상태로 인도”하며, 프로이트는 그러므로 생명의 목표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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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에 대한 해답 역시 “이원론적으로”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역설한다.

(SE19, 40-41) 이에 따라 사디즘과 마조히즘에 관한 프로이트의 답변 또한

생명 충동과 죽음 충동의 이원론에 근거하여 재구성된다.

특히 프로이트는 「마조히즘의 경제적 문제(Das őkonomische Problem

des Masochismus)」(1924)에서 생명 충동과 죽음 충동의 구분에 근거하여

마조히즘의 발생적인 원리를 본격적으로 해명하려 한다. 이 글에서 프로이트

는 초자아라는 도덕의식의 과잉으로 정의하였던 도덕적 마조히즘에 관한 설

명을 보충하는 한편 인간이 자신의 고통을 추구하고 그 안에서 쾌락을 느낄

수 있는 발생적인 근거를 죽음 충동으로 제시한다. 특히 본고에서 도덕적 마

조히즘과 구분하여 마조히즘의 메커니즘에 관한 프로이트의 두 번째 답변으

로 다루는 것은 프로이트가 보다 원초적인 마조히즘, “성감발생적(erogene)

마조히즘”으로 정의한 바이다. (SE19, 163)

그렇다면 먼저 죽음 충동과 생명 충동의 대립 하에서 설명되는 생명체의

메커니즘을 살펴보자. 앞서 「쾌락원칙을 넘어서」와 「자아와 이드」에서

드러난 프로이트의 고찰에 따르면 모든 생명체에게는 생명 이전의 상태, 즉

죽음을 추구하는 역동이 내재하며 이는 생명 충동과 대립한다. 생명 충동은

죽음이라는 생명체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위하여 죽음 충동의 방향을 외부

로 돌려 그를 자신으로부터 유출하고자 한다. 이처럼 자신의 소멸을 지향하

는 죽음 충동이 외부 대상을 향하게 될 때 발생하는 메커니즘이 사디즘이며,

따라서 죽음 충동은 “파괴 충동”으로도 명명된다. (SE19, 163)

그런데 모든 죽음 충동이 생명체의 바깥으로 유출되지는 못한다. 밖으로

유출되지 못한 죽음 충동은 생명체 내부에 남는다. 생명체에 내재하는, 그

자신의 죽음을 향하는 역동의 이러한 잔여는 상당한 자극이다. 따라서 이는

앞서 쾌와 불쾌에 관한 프로이트의 정의를 통하여 살펴보았듯이 ‘묶기’라는

처리를 요하며 이처럼 불쾌를 처리하는 묶기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쾌를 취

하는 원리가 원초적인 성감발생적 마조히즘이다. 이에 따라 사디즘과 마조히

즘은 죽음 충동과의 대립에서 생명 충동은 죽음 충동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한편(사디즘) 생명체의 내부에 남아 여전히 그의 소멸을 추동하는 충동에

대응하는(마조히즘) 메커니즘으로 재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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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죽음 충동의 잔여를 묶는다는 것은 그것을 “리비도적으로 묶는” 것

이며 그 잔여가 “리비도에 의하여 순치되는(tamed)” 것, 말 그대로 길들여지

는 것이다. (S19, 164) 리비도(libido)란 인간의 성이 가진 역동을 설명하기

위하여 프로이트가 고안한 에너지 단위 개념인데, 그에 따르면 리비도라는

에너지는 자극의 증감에 따라 어떠한 대상에 대한 “리비도 집중(cathexis)”

을 형성한다. 이러한 양상은 프로이트가 쾌락원칙으로 설명한바 불쾌를 쾌로

처리하는 메커니즘과 상통한다. 이때 묶기란 “자유롭게 흐르는 리비도 집중”

으로부터 “정지된 리비도 집중”으로의 변화 속에 있는 메커니즘이다. 프로이

트는 리비도가 죽음 충동을 대하고 그를 다루는 방식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

으로 기술한다.

유기체 속에서 리비도는 지배적인 죽음 혹은 파괴 충동과 만난다.

[…] 리비도는 파괴적 충동을 해롭지 않은 것으로 만드는 책무를 띠고,

그 충동 대부분을 외부로 돌림으로써 […] 즉 그 충동을 외부 세계에

있는 대상을 향하게 함으로써 그 책무를 수행한다. […] 이것이 정통

사디즘이다. 그 충동의 또 다른 일정량은 이러한 외부로의 자리바꿈에

동참하지 않고 유기체의 내부에 남아 […] 그 자리에 리비도적으로 묶

이게 된다. (SE19, 163)

자극의 증가량을 처리 가능하도록 묶는 묶기의 작업은 안정의 상태, 즉

프로이트의 정의상 쾌를 산출한다. 그렇다면 원초적인 성감발생적 마조히즘

에서 불쾌와 쾌, 죽음 충동과 생명 충동의 융합과 합병은 프로이트에 그에

관한 기술을 하기에 앞서 인용한 자신의 글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

(Drei Abhandlungen zur Sexualtheorie)」(1905)의 구절로 대변된다. “수많

은 내적 과정에서 성적 흥분은 그러한 과정의 강도가 일정한 양적 한계를

넘어서는 즉시 동시발생적 효과(Nebenwirkung)로서 발생한다.” (SE19, 163

에서 재인용) 즉, 죽음 충동은 생명체 자신의 파괴와 소멸을 지향한다는 점

에서 엄청난 자극이며 따라서 묶기의 대상이 되는데, 죽음 충동을 근거로 삼

는 고통과 불쾌일지라도 그 자극은 처리 가능하도록 묶이며 쾌를 발생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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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따라서 죽음 충동에 근거하여 고통 속의 쾌락이라는 메커니즘의 발

생적인 원리가 해명될 수 있다는 것이 프로이트의 답변이다.

마조히즘에 관한 프로이트의 첫 번째 답변에서 사디즘과 마조히즘의 선

후관계가 ‘사디즘→마조히즘’으로 설정되었다면, 두 번째 답변에서 그 관계는

‘(원초적인 성감발생적) 마조히즘→사디즘→마조히즘’으로 다시 정리되는 것

같다. 심지어 리비도의 역학에 근거하여 죽음 충동 자체로부터 마조히즘적

쾌의 발생 원리를 해명하는 프로이트의 두 번째 답변은 거꾸로 사디즘이 마

조히즘이 외부로 투사된 결과라는 분석도 가능케 한다. 고통과 불쾌가 (성적

인) 쾌락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사실, 즉 마조히즘을 체험한 주체가 이러한

자신의 체험을 외부로, 즉 타인에게 투사하여 사디즘이 발생한다는 식의 설

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55)

그러나 프로이트는 두 번째 답변을 축소하고 첫 번째 답변만을 고수한다.

사디즘의 방향전환으로 설명되는 마조히즘만이 ‘진정한’ 마조히즘이기 때문

이다. 프로이트는 원초적인 성감발생적 마조히즘을 일종의 “소질”로 축소하

고 그것이 마조히즘으로 “발현”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디즘적 공격성의 방

향전환에 근거한다고 역설한다.56) 두 번째 답변을 기각하며 프로이트는 생

리학적 관점은 물론 정신분석학적 사유를 통해서도 생명 충동과 죽음 충동

이라는 두 가지 역동은 둘의 융합 내지는 합병으로 가정되고 다루어질 수

있을 뿐 “순수한 생명 충동”이나 “순수한 죽음 충동” 같은 것은 다룰 수 없

으며 그러할 필요조차 없다고까지 주장한다. (SE19, 164)

프로이트가 이처럼 철저하게 마조히즘에 관한 그의 두 번째 답변을 제한

하는 이유는 그가 재차 강조하듯이 원초적인 성감발생적 마조히즘에 관한

설명은 마조히즘이 사디즘과 맺고 있는 “정규적이고 내밀한(regelmäßige

und intime)” 관계에 대하여 아무런 빛도 던져주지 못하기 때문이다.57) 두

번째 답변을 마조히즘에 관한 정설로 인정한다면 마조히즘은 초자아로 대변

된 현실의 질서를 기준으로 사디즘적 공격성이 자기 자신에게로 방향을 전

55) 조현수, Op. cit., pp. 167-168.
56) Ibid., p. 169.
57) Sigmund Freud, “Das őkonomische Problem des Masochismus,” Psychologie des
Unbewußten (Studienausgabe) Bd. Ⅲ, S. Fischer, 1989, p. 347. (Ibid.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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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하는 메커니즘이 아니라 오히려 사디즘에 앞서는 것으로 다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프로이트는 마조히즘을 사디즘으로부터 파생된, 초자아의

과잉에 따른 주체 구성의 메커니즘으로 정의하는 첫 번째 답변을 견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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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들뢰즈의 마조히즘 이론

들뢰즈는 마조히즘에 관한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의 해석을 비판하며 애초

에 마조히즘이라는 용어가 유래하였던 마조흐의 문학으로 돌아가 그가 보여

주려 했던 ‘증상 그대로의’ 마조히즘이 갖는 의미를 발굴한다. 특히 들뢰즈는

프로이트가 죽음 충동의 존재를 발견했음에도 다시 ‘아버지의 매질’을 중심

으로 마조히즘의 증상을 독해하기 위하여 두 번째 답변을 축소하고 첫 번째

답변을 고집한다고 비판한다. 마조히즘의 메커니즘은 프로이트에 의해서 초

자아의 과잉으로 설명되고 오이디푸스 구도 내에서 정신분석학의 주체가 구

성되는 과정 그 자체, 초자아가 탄생하고 자아가 억압되는 과정과 유사한 구

조를 부여받았다. 반면 들뢰즈는 정신분석학이 오이디푸스 구도에 ‘맞추어’

마조히즘의 메커니즘을 오독했다고 지적하며 마조히즘을 그러한 구도로부터

벗어나는 마조히스트의 혁명으로 재정의한다. 따라서 들뢰즈의 마조히즘 이

론은 마조히즘적 증상으로부터 비판과 전복의 가능성을 논구해내는 주장의

근거를 이룬다. 본 장에서는 프로이트의 첫 번째 답변으로 수렴된 그의 마조

히즘 이론을 비판하는 한편 그가 제한한 두 번째 답변으로부터 마조히스트

의 혁명을 예비하는 들뢰즈의 논변을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1. 정신분석학적 해석에 대한 비판

들뢰즈의 마조히즘 이론은 마조히즘에 관한 ‘탈정신분석학적’ 이해로 정의

된다. 이는 들뢰즈가 프로이트의 마조히즘 이론을 직접 겨냥하며 나아가 정

신분석학에 대한 전복을 시도하기 때문이다.58) 주목할 점은 마조히즘에 관

58) 물론 정신분석학 자체에 대한 들뢰즈의 입장은 『자허-마조흐 소개』 직후 출간된 『차
이와 반복(Différence et Répétition)』(1968) 그리고 펠릭스 과타리(Félix Guattari,
1930-1992)와 함께 집필한 『안티 오이디푸스(Anti-Œdipus: Capitalism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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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들뢰즈의 저서가 『자허-마조흐 소개: 냉정함과 잔인성(Présentation de

Sacher-Masoch: le froid et le cruel)』(1967)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다는 사

실이다. 예술을 다룬 들뢰즈의 다른 저작들, 예컨대 『프루스트와 기호들

(Proust and Signs)』(1964)이나 『카프카: 소수 문학을 위하여(Kafka: pour

une littérature mineure)』(1975), 잘 알려진 『프랜시스 베이컨: 감각의 논

리(Francis Bacon: logique de la sensation)』(1981)도 마찬가지이다. 제목이

암시하듯이 들뢰즈는 마조히즘이라는 개념의 역사를 되짚는 대신 마조히즘

의 어원인 마조흐의 일생과 그의 소설들에 관한 이야기로 논의를 시작한다.

본고는 마조히즘의 메커니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문학

비평과 유사한 형식을 취하는 들뢰즈의 방법론을 통하여 예술에 관한 정신

분석학의 이해, 그리고 정신분석학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나아가는 그의 기

획을 짚어보자.

자허-마조흐에 관한 소개 혹은 해석이나 설명 정도로 번역될 수 있는 들

뢰즈의 저서는 오드 빌름(Aude Wilm)이 불역한 마조흐의 소설 『모피를 입

은 비너스』와 들뢰즈의 「냉정함과 잔인성」, 두 글을 묶은 것이다. 즉, 들

뢰즈는 그의 책을 통하여 마조흐의 소설을 다시 출판하며 말 그대로 마조흐

를 ‘소개’한다. 왜냐하면 들뢰즈가 보기에 마조흐에 관한 그간의 평가는 부당

했기 때문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마조히즘이라는 자극적인 기표에 비하여 마

조흐의 작품 자체는 무시되고 간과되었기 때문이다. 들뢰즈는 문제의 증상에

대한 마조히즘이라는 명명 자체가 부당하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

“마조히즘이라는 도착증[혹은 변태성]의 이름이 그의 이름을 따라 붙여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이름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데 반하여 그의 작품 자체

는 잊혀버렸기” 때문에 작금의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 들뢰즈의 판단이

다.59) (PSM, 10)

Schizophrenia)』(1972)와 『천 개의 고원(Mille Plateaux)』(1980)을 아울러 해명될 수 있
을 것이나, 이는 본고의 연구 범위를 넘어선다.

59) 마조히즘이 마조흐의 소설 속 인물이 아닌 작가 본인의 이름을 어원으로 삼는 이유는 마
조흐 본인의 성적 취향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곰이나 산적의 역할을 하며 쫓겨다니
다 붙잡혀 수치스러운 처벌을 받거나 모피를 입은 여성에게 채찍질과 같은 심한 고통을
받는 일을 즐겼다고 한다. 그는 하인 복장을 하는 등 다양한 위장을 하거나 광고를 통하
여 상대 여성을 모집,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한다. (윤시향, 「잔인한 쾌락 ―자허-마조흐
의 『모피를 입은 비너스』」, 『독일어문학』 제23권, 2003, p. 165) 『모피를 입은 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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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들뢰즈는 마조히즘과 쌍을 이루는 메커니즘으로 논의되어온 사디즘

그리고 사드 개인에 관한 ‘상대적으로’ 풍부한 언급에 비하여 마조흐 개인과

그의 작품에 관한 연구가 얼마나 빈약한지 한탄하면서 사드와 마조흐가 “각

자” 즉 “한 사람은 사디즘에 관하여, 다른 한 사람은 마조히즘에 관하여” 우

리에게 “어떠한 본질적인 것을 깨우치게” 한다고 역설한다. (PSM, 10) 이처

럼 사드와 마조흐 ‘각자’를 강조하는 한편 들뢰즈는 마조흐가 상대적으로 덜

조명되어온 두 번째 이유를 사드와 비교하며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특히 들

뢰즈는 이 두 번째 이유를 통하여 마조히즘에 관한 기존의 논변, 특히 사디

즘과 마조히즘의 연관을 끈질기게 역설해온 정신분석학을 겨냥한다.

마조흐가 부당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임상

의학의 관점에서 마조흐가 사드의 보완물(complément) 역할을 한다고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실로 이것이 사드에 흥미를 보였던 이들이 마조

흐에 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은 이유가 아니겠는가? 마조히즘

은 사디즘을 뒤집은 것이라는 식으로 이해되었다. 마조히즘의 징후는

사디즘의 징후를, 마조히즘적 충동은 사디즘적 충동을 거꾸로 한 것으

로 간주되고 사디즘과 마조히즘이라는 반대되는 항들의 일체가 상정되

었다. 사도마조히즘이라는 통합체, 사도마조히즘이라는 실체는 [사드보

다] 마조흐에게 큰 해를 끼쳤다. 마조흐는 잊혀버렸을 뿐만 아니라 [사

드의] 보완물이자 [사드와의] 변증법적 통합체라는 부당한 정의를 견뎌

야 했다. (PSM, 10)

즉, 들뢰즈가 보기에 마조흐는 사드를 보완하는 것, 그것의 전환 정도로

취급되어왔고, 사디즘과 마조히즘은 소위 사도마조히즘(sadomasochism)으로

스』 또한 마조흐의 자전적인 소설인데, 실제로 그는 파니 피스트로(Fanny Pistor) 남작
부인과 그녀의 노예가 되겠다는 계약을 맺었다고 한다. 모피를 입은 그녀가 앉아있는 의
자 곁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그의 사진도 남아있다. 이후 그는 안젤리카 아우로라 뤼멜린
(Angelika Aurora Rümelin)이라는 젊은 여성과 결혼하고 계약을 통하여 마찬가지 주종관
계를 성립시켰는데, 그녀에게 『모피를 입은 비너스』의 여주인공 완다의 이름을 붙여주
었다고 한다. (Joel Schlemowitz, “Leopold von Sacher-Masoch: about the novel “Venus
in Furs”,”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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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통합적인 실체가 가지고 있는 정반대의 방향성인 양 기술되었다. 들

뢰즈는 사드와 마조흐를 둘러싼 기존의 관점이 이렇듯 마조흐에 관한 부당

한 평가는 물론 그의 작품에 대한 무관심을 낳았다고 본다.

들뢰즈가 유념하는 ‘기존의 관점’은 물론 마조히즘을 사디즘의 방향전환으

로 설명해온 정신분석학이다. 들뢰즈는 사도마조히즘이라는 통합적인 실체를

상정하고, 사디즘과 마조히즘이 서로의 변형이며 실제로 서로 간의 전환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온 정신분석학에 반하여 사도마조히즘이라는 바로 그 개

념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러한 의문은 마조흐에 관한 부당한 평가에 대한 들

뢰즈의 개인적인 불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마조흐의 작품을 접한다면

분명히 느낄 수 있는 사실, “마조흐의 세계는 사드의 세계와 전혀 무관”하다

는 사실에 근거한다. (PSM, 11) 따라서 들뢰즈는 마조흐와 그의 소설들을

‘그대로’ 읽어내 자신의 과업을 수행하려 한다.

그렇다고 해도 임상이 아니라 문학으로 되돌아가는 들뢰즈의 방법론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을까? 들뢰즈는 증후군(symdrome)과 증상

(symptôme)을 구분하며 예술에 증상론(symptomatologie)의 책무를 부여함

으로써 임상 차원의 마조히즘이나 마조히즘의 개념이 아니라 마조흐의 문학

으로 돌아가야 하는 근거를 주장한다.

의학에서 증후군과 증상은 구분된다. 증상은 질병의 특수한 기호들

이지만 증후군은 제각기 다른 인과적 계보를 갖고 다양한 맥락으로부

터 솟아오르는 현상 내지는 그러한 교차점의 일체이다. 사도마조히즘

이라는 실체가 일종의 증후군, 서로 환원될 수 없는 두 가지의 계통으

로 분리되어야 하는 증후군임은 확실하다. 우리는 동일한 이가 사디즘

적이고 마조히즘적이라고 말하며 그렇게 믿는다. [그러나] 우리는 원점

으로 돌아가 사드와 마조흐를 읽어야 한다. 임상의학적 판단은 매우

편향적이기에 그로부터 벗어나 그 도착증들이 명명된 문학의 관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 증상론은 언제나 예술의 소관이다. 사디즘

과 마조히즘의 임상의학적 특성들은 사드와 마조흐의 고유한 문학적

가치들과 불가분하다. 반대된 것들을 재결합하는 성급한 변증법 대신



- 52 -

에 예술적 기원은 물론 실로 다른 메커니즘을 드러낼 수 있는 비평과

임상의학을 목표로 해야 한다. (PSM, 11)

그에 따르면 사도마조히즘을 전제하는 임상의학이나 정신분석학은 일종

의 “증후군”이다. 그들은 편견을 비롯하여 다양한 원인과 맥락에 근거하여

증상을 곡해할 수 있다. 반면 예술은 “증상론”이기에 그러한 왜곡이나 오해

없이 증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으며, 들뢰즈는 이것이 “언제나 예술

의 소관”이라며 증상론을 예술의 책무로 부과한다. 마조히즘의 증상을 있는

그대로 해명하기 위해서는 그 자체 지각, 식별, 언어와 같은 의미 체계로 포

섭되지 않는 차원을 포섭해낸 예술로 돌아가야 하며 따라서 마조흐의 문학

으로 돌아가야만 한다고 그는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술의 소명이 증상을 왜곡 없이 드러내는 데 그친다면, 문학을

비롯한 예술의 의미와 가치는 어떻게 주장될 수 있는가? 마조흐에 관한 소

개는 「냉정함과 잔인성」이라는 들뢰즈의 글 없이 차라리 그의 문학으로

엮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하여 들뢰즈는 예술로 드러난 증상을 개

념화하고 그러한 현상을 둘러싸고 있던 기존의 설명이 하나의 증후군에 불

과함을 증명하는 “과학적이고 실험적인 […] 원인론(étiologie)”이 요청된다고

주장한다. (PSM, 114) 이러한 주장은 들뢰즈가 마조흐 소개의 나머지 반쪽,

「냉정함과 잔인성」에서 마조흐의 소설들로 직접 돌아가 수행하려는 과업

의 내용을 명확히 한다. 그는 마조흐의 문학으로부터 있는 그대로의 마조히

즘 증상을 읽어내 마조히즘이 사디즘과 근본적으로 다른 메커니즘임을 밝혀

사도마조히즘이라는 하나의 통합된 실체를 상정해온 원인론이 무용함을 입

증하고 마조히즘에 관한 진정한 원인론을 전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들뢰

즈는 ‘아버지’로 대변되는 오이디푸스 구도를 틀로 삼아 거세나 죄책감 같은

관념들에 맞추어 근본적으로 무관한 두 가지 증상을 ‘변형/전환’과 같은 관

계로 묶어낸 정신분석학을 비판하며 자신의 마조히즘 이론을 개진한다.

(PSM, 50-51)

들뢰즈가 재차 강조하는, 마조히즘에 관한 정신분석학적 이해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마조히즘의 증상을 왜곡하면서 참된 원인론을 자처한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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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이다. 특히 들뢰즈는 마조히즘의 박해자가 언제나 완다와 같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마조히즘을 ‘매질하는 아버지’라는 증상으로 기술하려는 정신분석

학의 곡해를 비판한다. 풀어 말하자면 들뢰즈는 정신분석학이 마조히즘의 박

해자가 언제나 여성(어머니)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그대로 읽지 않고 언제나

그 뒤에 남성(아버지)이 숨어있다는 식의 부자연스러운 설명을 택한다고 데

주장한다. 앞서 프로이트의 논변을 통하여 확인한바 정신분석학은 아버지가

아들을 매질하면 동성애적 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이에게 매질

을 하면 사실상 아이의 성적인 바람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아이는 어머니에게 매질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

머니에게 매질을 당함으로써 아버지에게 그의 자리를 위협하는 것은 어머니

이지 자신이 아니며 자신은 이토록 무력한 존재임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마

조히즘의 매질이 아버지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PSM, 51) 이에 들뢰즈는 마조히즘의 박해자가 언제나 여성이며 그래야만

한다는 사실을 마조흐의 문학에 근거하여 입증함으로써 아버지 혹은 초자아

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온 마조히즘의 메커니즘과 그 가능성에 대한 정신분석

학의 기술을 반박한다.

다른 한편 들뢰즈는 본고에서 마조히즘에 관한 프로이트의 두 번째 답변

으로 살펴본바 에로스와 타나토스, 생명 충동과 죽음 충동의 구분에 근거하

는 마조히즘에 관한 설명을 비판적으로 계승한다. 이때 들뢰즈는 프로이트가

충동으로 구분한 역동을 의도적으로 본능(instinct)으로 번역한다. 앞서 본고

는 생명 충동과 죽음 충동이 생리학, 심지어 정신분석학의 차원에서도 둘의

융합이나 합병으로 다루어질 수 있을 뿐이며 순수한 생명 충동이나 죽음 충

동은 가정될 수 있을 뿐이라는 프로이트의 단언을 살펴보았다. 반면 들뢰즈

는 경험의 차원에서 죽음 본능이 “언제나 생명 본능과 뒤섞인 채” 주어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본능’이라는 의도된 오역으로써 충동과 구분되

는 순수한 역동을 다루고자 한다.60) (PSM, 27)

60) 들뢰즈의 주장은 프로이트와 같이 생명 충동/생명 본능과 죽음 충동/죽음 본능의 이원론
이나 리비도와 같은 일종의 에너지 경제를 상정하고 문학 작품을 주장의 토대로 삼기에
현실로부터 점점 멀어지며 형이상학적 가정을 전제로 삼는 비과학적인 해석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문장수, 「도착증에 대한 프로이트와 들뢰즈의 논쟁에 대한 비판적 분
석」, 『철학연구』 제132집, 2014, pp. 70-75) 그러나 들뢰즈가 목표로 표명한 “과학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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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이어지는 절에서 ‘매질하는 어머니’라는 증상에서 출발하여 마조히

즘이 초자아의 과잉에 의한 자아의 억압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자아에 의하

여 초자아가 무력화되는 메커니즘임을 보이는 들뢰즈의 논변을 자세히 살펴

볼 것이다. 특히 본고는 프로이트의 죽음 충동을 죽음 본능으로 재해석함으

로써 마조히즘에 관한 정신분석학의 설명을 비판할 뿐만 아니라 마조히즘

자체를 정신분석학이 부과하는 주체화의 틀을 넘어서려는 시도로 재정의하

려는 들뢰즈의 기획을 재고할 것이다.

2. 마조히즘의 메커니즘

2.1. 자아에 의한 초자아의 무력화

마조히즘에 관한 기존의 원인론, 프로이트로 대표되는 정신분석학은 마조

히즘을 사디즘의 방향전환으로 설명하며 초자아의 과도한 진압에 의하여 주

체의 과잉 순종으로 귀결되는 메커니즘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따르면 마조히

스트를 박해하는 심급은 초자아, 즉 마조히스트 자신의 일부로 내면화된 현

실의 질서이다. 프로이트가 오이디푸스 구도를 빌어 표현하였듯이 이는 ‘아

이’의 안에 설치된 ‘아버지’(와 동일한 장애물)이다. 그러나 들뢰즈는 마조흐

의 문학으로 직접 돌아가 명령문이 대단히 많은 그의 글들에서 명령을 내리

는 이는 언제나 폭군에 가까운 여성이라는 사실에 주목한다. (PSM, 17) 예

컨대 『모피를 입은 비너스』에서도 세브린을 학대하는 이는 여성, 완다였

다.61)

고 실험적인 […] 원인론”이 앞서 마조히즘에 관한 정신의학의 이해를 통하여 살펴본바
실제로 도착증 환자로 진단된 이들에 관한 임상 차원의 해명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61) 들뢰즈는 마조흐의 소설들에 근거하여 박해자 여성에 의하여 마조히스트를 처벌하는 법
이 매우 냉정하고 엄격하게 시행됨을 강조하며 나아가 마조히즘의 세계란 오직 박해자가
여성일 때에만 성립 가능하다고까지 주장한다. 그의 주장은 『모피를 입은 비너스』의 후
반부에서 완다가 아닌 그리스인, 즉 제3자 남성이 세브린에게 채찍을 휘둘렀을 때 마조히
즘이 종결되어버리는 순간에서 확증된다. “그러나 아폴로[그리스인]의 그 끔찍한 채찍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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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앞선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정신분석학은 마조히즘의 박해자가 여

성(어머니)이라는 사실을 그 자체로 읽지 않고 박해자가 여성의 뒤에 숨을

수밖에 없었던 남성(아버지)이라고 정당화한다. 들뢰즈에 따르면 정신분석학

이 이처럼 구태여 증상을 왜곡하고 그토록 부자연스러운 설명을 택하는 이

유는 아버지의 법, 초자아를 중심으로 증상을 구성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따

라서 들뢰즈는 마조히즘의 박해자가 여성이라는 사실, ‘매질하는 어머니’라는

증상을 그대로 읽는 데서 출발하여 마조히즘의 참된 원인론을 재건해나간다.

이와 같은 심급의 역전은 들뢰즈가 정신분석학에 대하여 취하는 태도를 함

축하는 한편 마조히즘에 정신분석학과 정반대의 메커니즘과 가능성을 부여

하려는 그의 기획을 예측케 한다.

여성이 매를 쥔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이디푸스 구도 하에서

여성, 어머니와의 합일은 아버지의 법이 들어서기 전 아이가 누리던 행복을

뜻했다. 그렇다면 마조히즘에서 권한 주체를 여성으로 역전하는 들뢰즈의 해

석은 마조히즘을 아버지의 법 이전의 원초적 차원, 정신분석학에서 어머니와

의 상상적인 이자 관계로 진단한 상태로의 퇴행으로 규정하는 것인가? 들뢰

즈는 마조흐의 문학에서 박해자가 언제나 여성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뿐만

아니라 여성이 언제나 박해자라는 사실, 즉 냉정하고 잔인한 폭군의 모습으

로 나타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모피를 입은 비너스』에서 세브린과 완다

가 맺은 기이한 계약의 내용으로 드러났듯이 마조히스트가 박해자 여성으로

부터 받는 것은 따스한 포옹이 아니라 냉정한 매질이며 아버지가 아니라 어

머니가 매를 쥔다고 해서 그 강도는 결코 약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마조히스

트는 통상 어머니, 여성과 연관되는 “자연스럽고 원초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와 반대로 “인공적이고 아폴론적이며 남성적인 문화”와 관련된 유형의

“계약적 관계”를 맺는다. (PSM, 80) 즉, 마조히스트는 아버지가 개입하기 전

어머니와의 포근한 이자관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통하여 구태여

어머니, 여성를 박해자로 설정하며 그녀에게 매를 쥐어주는 것이다.

따라서 들뢰즈는 이러한 “계약”을 “마조히스트의 광기”라고 말하며 마조

히스트가 “그녀[박해자 여성]를 설득하고 그녀가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만

나에게서 그 모든 고통의 미학을 빼앗아버리고 말았다.” (레오폴트 폰 자허-마조흐, 『모
피를 입은 비너스』, p.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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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야만 한다고 역설한다. (PSM, 20) 처음에 세브린에게 폭력을 가하기를

꺼렸던 완다처럼 박해자 여성은 마조히스트에 의해 그 역할을 맡게 되는 것

이고, 따라서 마조히스트는 “본질적으로 교육자”이며 그 박해의 정도가 과하

든 덜하든 박해자 여성은 마조히스트의 기대에 어긋날 수 있다. (PSM, 20)

들뢰즈는 따라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마조히즘의 주인공은 권력을 쥔 여성

에 의해서 새로이 교육받고 구성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더 깊이 들여다

보면 그녀를 만들고 [박해자로] 가장시키고 그녀가 그에게 하는 그 거친 말

들을 그녀에게 하게끔 만든 것은 바로 그이다. [다시 말해] 그 자신은 말하

지 않되 그의 박해자를 통하여 말하는 자는 바로 그이다.” (PSM, 22) 앞서

존스는 들뢰즈의 이 문장을 인용하며 그가 마조히즘을 남성적 주체성의 확

인이자 강화의 메커니즘으로 주장하였다고 해석하였고 본고는 이것이 들뢰

즈의 마조히즘 이론에 관한 존스의 오독임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처벌이라는

모종의 법이 존재하며 그것이 결국 마조히스트 남성에 의하여 현실화된다면

어머니(여성)의 뒤에 아버지(남성)가 숨어있다는 정신분석학의 억지는 다시

설득력을 얻지 않는가?

이 지점에서 우리는 들뢰즈가 마조히스트의 광기로 정의한 ‘계약’이라는

용어를 살펴보아야 한다. 들뢰즈는 「냉정함과 잔인성」의 여섯 번째 절

「마조흐 소설의 요소들」의 말미에서 법과 계약을 비교하며 마조히즘이 계

약으로서 법에 대하여 갖는 고유한 특징들을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동의”에 근거하여 양자 간의 “권리와 의무 체

계”를 형성한다. (PSM, 68) 특히 계약은 “법이 그것을 가능케 하는 조건을

넘어서거나 그러한 조건에 개입할지라도 실제적인 법을 형성”한다. (PSM,

68) 즉, 계약은 법에 상응하는 관계를 자유로이 형성하는 절차인 한편 법의

간섭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들뢰즈는 계약이 가진, “법을

따르고 법의 우위를 인지하면서도 스스로 법을 낳는” 특수한 역동을 발견한

다. (PSM, 68) 그렇다면 계약이라는 요소 역시 법을 중심으로 마조히즘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복종으로 귀결시키는 것이 아닌가?

중요한 것은 들뢰즈가 발견하였듯이 마조히즘의 계약이 마조히스트 남성

에 의하여 박해자 여성에게 권력이 위임되는 절차라는 사실이다. 마조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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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계약을 통하여 매, 즉 법의 실행과 적용의 권한을 어머니, 여성에게 이동

시키고 어머니, 여성의 이미지와 법을 동일시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 남성, 법으로 상정되는 기존의 현실 질서는 철저히 배제된다. 따라서

마조히스트의 계약을 통하여 기존에 법이 수행하던 기능과 그 효과는 역전

되며 새로운 법이 탄생한다. 이처럼 계약의 메커니즘은 들뢰즈가 마조히스트

로부터 기존의 질서를 벗어나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가능성을 논구해내는

근거가 된다. 사디즘적 공격성의 전환, 처벌의 고통과 속죄에 따른 쾌로 해

석되었던 마조히즘의 의미는 이처럼 뒤집어진다. 들뢰즈는 프로이트가 활용

하였던 오이디푸스 구도의 표현들을 빌어 이러한 ‘역전’의 메커니즘과 가능

성을 상술한다.

마조히즘에서 계약은 아버지를 배제하고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법을

실행하고 적용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그러나 이미 살펴보았듯이 어머

니 역시 엄하고 잔인하다. […] [그러나] 같은 위협이라도 아버지에게서

유래하며 아버지의 이미지와 관련해 경험되는 경우에는 근친상간을 금

지하는 효과를 가지지만, 어머니에게 위임되어 어머니의 이미지와 연

관되는 경우에는 그 효과가 역전된다. […] 일반적으로 거세는 […] 근

친상간을 막기 위한 장애물 내지는 그에 대한 처벌이다. 그러나 어머

니의 이미지의 관점에서 아이의 거세는 곧 근친상간의 성공 조건이 되

며 그러한 [관점의] 이동을 통해서 [거세는] 아버지의 역할이 배제된

제2의 탄생과 동일시된다. (PSM, 81)

아버지의 법이 가진 기능은 어머니와의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데 있다. 아

버지의 법은 아이로부터 그가 금기시된 바를 쾌락으로 전유할 권리를 빼앗

는다. 법은 금기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금기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다시는

그러한 바람을 품을 수 없도록 금지하며 애초에 그러한 바람을 품을 만한

계기를 제거하여 금기의 위반을 예방한다. 그런데 마조히스트는 남성, 아버

지로 대변되는 질서 내에서 부정이자 타자성 그 자체로 치부되는 여성, 어머

니에게 법을 실행하고 적용할 권한을 위임한다. 이때 여성, 어머니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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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법 아래에서 어엿한 주체로 구성되지 못하는 존재이자 바로 그렇기 때문

에 그 질서가 부과하는 쾌락원칙을 넘어설 수 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아버지

를 배제하고 어머니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마조히스트의 계약은 오직 어머니

와의 관계에 근거하여 새로운 탄생을 거듭하는 절차로 재해석된다.

앞서 프로이트는 마조히스트의 박해자를 아버지로 상정하고 그의 매질이

마조히스트에 잔재하는 여성성, 즉 남성적 질서에 어긋나는 그의 존재와 바

람을 향한다고 진단하였다. 이에 따라 마조히즘은 처벌과 속죄의 메커니즘으

로 정의되고, 마조히스트의 쾌는 기존의 질서에 안정적으로 소속되는 데에서

비롯된다고 설명되었다. 반면 들뢰즈는 마조히스트가 계약이라는 절차를 통

하여 어머니를 박해자로 삼고 그녀에게 매질의 권한을 넘겨주며 이것이야말

로 마조히즘 고유의 메커니즘임을 역설한다. 앞서 오델은 들뢰즈를 인용하여

‘마조히즘적 계약’ 구조를 정의하며 그것이 법과 같은 억압과 폭력의 질서를

은유적으로 재현하는 형식이라고 역설하였지만, 들뢰즈는 오히려 기존의 법

을 배제한 채 새로운 법을 만들어내는 계약의 힘에 주목한다.

매질의 주체가 어머니, 여성이라면 그것은 어디를 향하는가? 매질하는 심

급의 역전은 곧 매질을 당하는 대상의 역전이 된다. 즉, 들뢰즈는 어머니의

매질이 마조히스트에 내재하는 “아버지와의 닮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성(남근)” 다시 말해 마조히스트가 당연시하고 내면화한 아버지(초자아)를

향한다고 주장한다. (PSM, 86-87) 마조히즘에서 박해자의 매질에 의하여 저

지되는 것은 금기시된 바를 향한 마조히스트의 바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

한 바람을 억압해온 현실의 질서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거세” 내지는 어머

니를 향한 “방해받는 사랑”으로 대변되어온 마조히스트의 고통은 금기의 질

서를 더 견고히 하는 대신 바로 그 금기를, “어머니와의 근친상간적 결합”을

가능케 한다. (PSM, 87) 이제 마조히스트의 고통은 그 자체 목표가 되거나

쾌락과 등치될 수 없으며 기존의 질서를 견고히 하거나 마조히스트를 그에

소속케 하는 처벌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마조히스트의 고통은 그 질

서의 바깥을 전유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 된다. 이것이 제2의 탄생, 아버지

를 배제한 “자율적인 단성생식” 그리고 그 결과 마조히스트가 “새로운 인간”

으로 거듭난다는 표현으로 들뢰즈가 의미한 바이다. (PSM,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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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때 들뢰즈가 마조히즘을 통하여 가능하게 된다고 주장하는 “어머

니와의 근친상간적 결합” 달리 말해 “제2의 탄생”은 성적인 방식으로 이루

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머니의 매질은 아버지, 결국 어머니를 성적으로 탐할

수 있는 남성적인 욕망(아버지의 질서 하에서 억압되는 항)마저 제거하며

이러한 제거는 곧 아버지의 질서 자체(억압하는 항)가 가진 존재 의의를 상

실케 하기 때문이다.62) 따라서 마조히스트는 성적인 사랑을 모르는, 성적 욕

망으로부터 벗어난(sans amour sexuel) 존재 즉 탈성화(脫性化)된 존재로

새로이 태어난다. (PSM, 87) 이처럼 마조히즘은 자아에 의하여 초자아가 무

력화되는 메커니즘으로 재정의된다. 정신분석학은 마조히즘을 초자아의 과잉

에 따른 메커니즘으로 진단하였으나 들뢰즈는 마조히즘에서 초자아는 아무

런 역할도 할 수 없고 따라서 마조히즘은 “초자아가 어떻게 파괴되며 이러

한 파괴로부터 무엇이 나오는지”를 알려줄 뿐이라고 역설한다. (PSM, 111)

들뢰즈는 이처럼 법을 전복하는 마조히스트의 혁명이 취하는 전략을 ‘유

머’라고 정의한다. 그는 사디스트의 전략, 아이러니와 비교하여 마조히스트의

유머에 관하여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사디스트가 초자아에 스스로를 완전히

일치시킴으로써 법의 상위 원리가 되고자 하는 ‘아이러니’의 상승 운동을 보

인다면 마조히스트는 기존의 질서를 너무도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결과적으

로 그를 거역하는 ‘유머’의 하강 운동을 보여준다. (PSM, 75-78)

먼저 사디즘의 경우를 살펴보자. 들뢰즈에 따르면 사디즘은 아버지의 법

에 대하여 아버지와 같은 자리를 점하려는 것이다. 사디스트는 너무 강한 초

자아를 갖고 초자아만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그의 존재는 초자아와 완전히

동일시된다. (PSM, 106) 사디스트가 초자아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가? 내면화된 아버지로서 초자아는 입법자이자 그 법을 실행하고 적용하는

권한 주체, 다시 말해 법의 주인이며 따라서 그의 자리는 이 법의 지배 바깥

에 있다. 앞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발생과 해소의 과정을 통하여 살펴본

바, 이때 아버지는 지배 바깥에서 어머니, 즉 그 지배에 의하여 금기시된 향

62) 조현수, Op. cit., p. 179. 들뢰즈는 “충동의 포기가 도덕적 양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
니라 반대로 그러한 포기로부터 도덕적 양심이 나온다”는 프로이트의 발견이나 “법이란
억압된 욕망”이라는 라캉의 말을 인용하며 아버지의 질서로 대변되는 법이 실로 그것이
억압하는 바에 근거하여 그리고 그에 의하여 정의된다고 이야기하며 남성적 욕망의 제거
가 남성적 질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정당화한다. (PSM,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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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를 마음껏 취한다. 따라서 사디스트가 초자아가 된다는 것, 그 자신과 초

자아를 일치시킨다는 것은 그 자체로 초자아로 내면화된 아버지의 법을 위

배하는 것이다.63)

반면 마조히즘은 법의 기능과 효과를 뒤집어 그를 무력화하는 메커니즘

이다. 사디즘에서 초자아의 존재가 아예 부정된다면 엄격한 법이 적용되는

마조히즘에서 초자아는 결과적으로 무력화될지라도 과정상 표면적으로라도

그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PSM, 106-107) 이처럼 사디즘과

마조히즘은 그것이 전개되는 양상뿐 아니라 발생하는 원리부터 다른 두 증

상이기에 들뢰즈는 사디즘과 마조히즘이 단순히 서로의 경우를 뒤집는 것으

로 해명될 수 없음을 재차 분명히 한다.64) 따라서 마조히스트의 유머도 사

디스트의 아이러니의 반대 정도로 이해될 수 없으며 독자적인 기능을 갖는

다. 들뢰즈는 다음과 같이 마조히스트의 유머를 상술한다.

유머는 초자아에 대한 자아의 승리이다. [자아는 초자아에게 이렇게

말한다.] “보아라, 당신이 무엇을 하든 당신은 이미 죽은 것이다. 당신

은 다만 캐리커처(caricature)로 존재하고, 나를 때리는 여성이 당신을

대신할지라도(représente) 내 안에서 매를 맞는 것은 바로 당신이

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부인하기에 나는 당신을 부인한다.” […]

유머가 보여주는 초자아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유머의 덫

에 걸려드는 것이다. 유머가 초자아를 그렇게 보여주는 이유는 그를

63) 따라서 들뢰즈는 마조히즘이 “계약”을 통하여 사유한다면 사디즘은 “제도”를 통하여 사
유한다고 말한다. 새로운 법의 창조를 향하지만 기존의 법의 개입과 우위성을 완전히 무
시하지 않는 계약과 달리 제도는 애초부터 법을 불필요한 것으로 탈각시키고 그보다 상위
에 있는 권한을 형성하려 하기 때문이다. (PSM, 68)

64) 들뢰즈는 사디즘과 마조히즘이 공존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 예컨대 『모피를 입은
비너스』의 세브린이 마지막에 가서 다른 여성들에게 채찍을 휘두르는 장면을 언급하기도
한다. 들뢰즈는 이러한 장면들이 정신분석학을 비롯하여 사도마조히즘적 실체를 상정하는
원인론을 형성했으리라 인정하는 한편 세브린의 경우와 같은 전환이 소설의 마지막에 가
서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는 마조히스트의 사디즘적 증상이나 사디스트의
마조히즘적 증상이 각각 사디즘과 마조히즘과 동일시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
한다. (PSM, 34-36) 이는 사디스트와 마조히스트가 고통과 쾌락을 체험하는 방식이 같다
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을 표하는 것이며, 들뢰즈는 사디스트의 아이러니와 마
조히스트의 유머를 비교함으로써 그럴 수 없음을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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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웃고 부인하기 위해서이다. 초자아의 금지는 금기시된 쾌락을 얻는

조건이 된다. 유머는 자아의 승리, 초자아의 전용 혹은 부인의 기술로

마조히즘은 그 결과이다. (PSM, 107)

계약과 유머라는 마조히즘 고유의 요소는 마조히스트가 법에 대하여 갖

는 관계가 사디스트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 사디스트의 아

이러니가 법을 넘어 그보다 상위의 원리를 향하고 그 절대성에 근거해 법을

세우는 전략이라면 마조히스트의 유머는 법이 가진 처벌의 능력을 인정하되

스스로 처벌을 요구하고 그것을 법을 벗어나는 조건으로 삼음으로써 법을

전복한다.

이처럼 들뢰즈는 앞서 프로이트가 도덕적 마조히즘의 메커니즘의 토대로

다루었던 죄책감이나 속죄가 가진 의미 또한 뒤집는다. (PSM, 87) 들뢰즈는

마조히스트가 실제로 죄책감과 속죄의 문제를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

정하지는 않는다. 단, 법의 권한 주체가 역전되었듯이 마조히스트의 죄책감

의 원인과 속죄의 대상 또한 역전되었다는 것이 그의 재해석이다.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의 매질이 향하는 곳, 마조히스트의 죄는 그 자신에게 내면화된

아버지의 모습이다. 처벌을 조건으로 아버지, 초자아, 그로 대변되는 현실 질

서를 배제함으로써 마조히스트는 속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죄를

선고한다(rend innocent). (PSM, 89) 정신분석학을 잘못된 원인론으로 비판

하며 들뢰즈는 이처럼 마조히즘을 자아에 의하여 초자아가 무력화되고 마조

히스트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혁명의 기획으로 재구성한다.

2.2. 탈성화와 재성화의 권리

“탈성화”라는 단어는 아버지로 대변되어온 질서에 의하여 금기나 지향점

과 같은 함의를 부여받아온 욕망이 사라짐에 따라 그 질서 자체가 존재 의

의를 잃는 마조히즘의 메커니즘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그런데 들뢰즈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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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마조히스트의 기획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마조히즘은 초자아를 벌하고

배제할 뿐 아니라 그것이 금기시하였던 바를 향유하는 “재성화”에 이른다.

탈성화는 신경증이나 승화의 과정에서보다 도착증에서 두드러진다.

[…] 탈성화는 언제나 그를 전혀 상쇄하지(démentir) 않으며 […] 새로

운 토대 위에서 작동하는 재성화를 수반한다. 탈성화된 것이 새로운

방식으로 재성화되는 것이다. 탈성화의 과정은 재성화의 발생 조건이

며 […] 중요한 것은 재성화가 그 자리에서 일종의 도약(saut)으로 이

루어진다는 것이다. (PSM, 101-102)

즉, 들뢰즈는 마조히즘에서 탈성화와 동시에 금기시되었던 바람의 충족,

쾌를 새로이 취하는 재성화(再性化)가 동시에 발생하며 이것이 무력화된 낡

은 질서에 의하여 매개되지 않는 방식으로 설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들

뢰즈가 견지해온 정신분석학에 대한 비판적 태도에서 잘 드러나듯이 들뢰즈

는 마조히스트가 오이디푸스 구도와 같은 틀에 종속된 주체가 아니라 진정

새로운 존재로 탄생한 것임을 입증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설명되어야 하는 것은 재성화, 그리고 그로써 마조히스트가 취

하는 쾌의 정체일 것이다. 인용문에서 들뢰즈는 재성화를 ‘탈성화의 자리에

서 동시발생하는 도약’으로 정의한다. 도약이란 정의상 일종의 고양을 의미

하는 동시에 급작스러움과 비연속성을 함축한다. 이러한 작용이 더 이상 어

떻게 언어로써 기술될 수 있을까? 들뢰즈는 경험의 차원에서 도약이라고 표

현될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충동을 토대로 원초

적인 성감발생적 마조히즘에 관하여 기술하는 프로이트의 두 번째 답변으로

되돌아가 그를 재고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프로이트는 생명 충동과 죽음 충동의 대립을 통하여

마조히즘의 발생적인 원리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충동 개념이 제시되었던

「충동과 그 운명」에서 성 충동과 자아 충동은 근본적으로 구분되며 대립

하는, 서로 환원될 수 없는 질적인 차이를 가진 것으로 설정되었지만 생명

충동과 죽음 충동의 차이는 리비도 경제에 관한 프로이트의 기술에서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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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듯이 모종의 에너지의 작동, 그 방향성과 이동의 차이로 약화되었다. 들뢰

즈는 이처럼 프로이트의 저작 곳곳에서 성 충동과 자아 충동의 이원론, 즉

두 충동이 본질적인 차이를 가지며 서로 대립한다는 주장과 생명 충동과 죽

음 충동의 이원론, 두 충동의 질적인 차이가 결국 상황의 차이에 근거한다는

식의 약한 이원론이 공존함을 발견한다. (PSM, 99)

실제로 프로이트는 순수한 생명 충동과 순수한 죽음 충동의 존재와 둘

사이의 근본적인 대립을 주장하는 한편 경험의 차원에서 순수한 생명 충동

이나 순수한 죽음 충동은 다룰 수 없으며 그 둘은 언제나 결합해 나타난다

고 물러섰다. 프로이트는 순수한 죽음 충동을 인간이 고통에서 쾌를 취하는

근거로 제시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작동을 리비도의 변화와 이동, 즉 에너지

경제의 문제로 설명하였다. 죽음 충동의 우세라는 엄청난 자극을 묶기 내지

는 순치하여 ‘다시’ 그것을 ‘처리 가능한’ 자극으로 만들면 쾌가 발생 가능하

다는 식이었다. 들뢰즈는 프로이트가 주장하는 이원론과 그 이원의 역동이

경험의 차원에서는 언제나 두 가지의 합병으로 나타날 뿐이라는 그의 주장

을 받아들인다.65)

그렇다면 사디즘과 마조히즘을 비롯한 다양한 증상들은 모두 두 가지 역

동의 서로 다른 조합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런데 들뢰즈는 프로이트와 달리

두 역동을 순수히 구분하여 논할 필요를 기각하지 않는다. 들뢰즈는 프로이

트가 충동에 부여한 인간 주체의 정신과 연관된 틀을 벗어나기 위하여 본능

이라는 표현을 도입한다. 프로이트가 본능과 구분하며 주창한 충동 개념이

65) 프로이트의 충동 이론에 관한 비판에 근거하여 전개된 들뢰즈의 본능 개념과 들뢰즈가
주장한 본능의 이원론은 비교적 초기 저작인 『자허-마조흐 소개: 냉정함과 잔인성』 이
후 그의 철학이 전개됨에 따라 양상을 달리해왔다. 조현수(2013)는 『자허-마조흐 소개:
냉정함과 잔인성』과 비슷한 시기 집필한 『차이와 반복』에서도 생명 본능과 죽음 본능,
에로스와 타나토스에 관하여 들뢰즈가 전제하는 바가 변화하였음을 지적한다. 예컨대
『자허-마조흐 소개: 냉정함과 잔인성』에서 들뢰즈는 에로스와 타나토스가 본성상 다르
다고 전제하고 “에너지의 이동이 있을 뿐”(PSM, 96)이라고 역설하는 반면 불과 1년 후
출판된 『차이와 반복』에서는 그 둘을 전서에서처럼 서로 구분되는 것으로 상정할 이유
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Gilles Deleuze, Différence et Répétition, PUF,
1968, p. 149) 다만 본고의 목표는 이러한 모순에 근거하여 들뢰즈 철학의 내적 일관성을
탐색하거나 그의 철학에서 고수되거나 수정되어야 하는 본능의 이원론을 모색하는 데 있
지 않다. 그보다 본고는 들뢰즈가 본능의 이원론을 이용하여 마조히즘을 전복적 메커니즘
으로 구성해내는 과정을 『자허-마조흐 소개: 냉정함과 잔인성』에 한하여 다루었음을 밝
혀둔다.



- 64 -

증상을 인간 주체의 현실을 중심으로 해명할 가능성, 나아가 그 필요를 주장

한다면 들뢰즈는 오이디푸스 구도로 대변되는 인간적이고 주체적인 틀을 포

기하지 않은 채 증상을 기술하려 했던 바로 그 기획이 프로이트의 한계라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들뢰즈는 생명 본능과 죽음 본능, 에로스와 타나토스

라는 이원의 역동이 가진 순수한 차원에 근거하여 마조흐의 문학이 증상론

으로서 보여주었던 바의 원인론을 세우고자 한다.

이에 따라 들뢰즈는 죽음 충동을 물질적 죽음을 향한 유기체 내적인 경

향성이나 거세나 추방을 무릅쓰는 주체의 만용이 아니라 생물학적 단위나

상징적 단위마저 와해하는 원초적이고 비인칭적인 움직임, 죽음 본능으로 재

해석하고 그에 근거하여 마조히즘의 메커니즘을 기술한다. 따라서 죽음 본능

은 유기체나 주체, 자아와 같은 단위를 부과하는 질서를 벗어나는 역동의 근

거가 되며, 이 차원에서 초자아를 배제하고 무력화하는 마조히스트의 혁명이

예비된다. 들뢰즈가 탈성화로 표현한 바 또한 죽음 본능의 역동으로 설명되

는데, 탈성화란 ‘인간의 성’과 같은 이런저런 함의에 갇혀있던 에너지의 중성

화, 즉 그러한 함의를 씌우는 질서의 탈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비인격적이고 중성적인 에너지는 어떻게 다시 마조히스트의

쾌로 화하는가? 다시 말해 탈성화된 것은 어떻게 새로운 방식으로 재성화되

는가? 들뢰즈는 원초적인 성감발생적 마조히즘을 설명한 프로이트의 답변을

참조하며 성감발생적 마조히즘 없이 성화(sexualisation)란 이루어질 수 없다

고 단언한다. (PSM, 91) 앞서 살펴보았듯이 프로이트에 따르면 원초적인 성

감발생적 마조히즘은 생명 충동과 죽음 충동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대변한

다. 그는 자극의 증가(불쾌)가 묶임으로써 자극을 처리 가능하게 만들어 안

정(쾌)에 이르는 리비도의 역학을 설명하며 이처럼 불쾌와 고통과 같은 자

극이 일정한 양을 넘는 순간 ‘동시발생적 효과’로서 성적인 흥분이 발생한다

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서술은 재성화를 탈성화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도약

으로 표현한 들뢰즈의 서술과 상통한다. 들뢰즈는 에로스를 무력화하는 타나

토스의 우세(탈성화)가 그 자체 에로스의 재활성화(재성화)를 ‘동시발생적

효과’로 갖는다고 주장하는 것이다.66)

66) 조현수, Op. cit., p.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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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재성화란 탈성화된 중성적 에너지가 다시 기존의 법로 되돌아가

는 것이 아니라 오이디푸스 구도의 바깥 자체를 향유하는 새로운 존재의 탄

생을 의미한다. 들뢰즈는 이처럼 마조히즘을 어머니, 여성에게 아버지, 남성

의 권한을 쥐어주는 메커니즘으로 재정립하며 마조히스트의 계약이 가진 전

복성을 주장한다. 법의 심급으로서의 어머니, “어머니의 남근(le phallus

maternel)”은 “성적인 기관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오히려 중성적인 에너지의

이상적 기관이며 그 자체로 이상의, 제2의 탄생을 한 자아 혹은 ‘성적인 사

랑으로부터 벗어난 새로운 인간’의 생산자이다.” (PSM, 109) 「쾌락원칙을

넘어서」를 집필케 한 증상들 앞에서도 인간에게 현실의 쾌락원칙이 가진

힘을 무시할 수 없었던 프로이트에 반하여 들뢰즈는 그러한 질서를 벗어나

새로이 태어날 가능성을 질서의 바깥, 인간적 단위를 전제하지 않는 익명의

차원에서부터 예비하며 마조히스트의 혁명을 일종의 권리로서 정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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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라캉의 마조히즘 이론

지금까지 본고는 마조히즘을 주체성의 확인과 강화의 메커니즘으로 읽은

프로이트와 반대로 마조히즘에서 주체화의 질서를 전복하고 주체라는 단위

로부터 해방될 가능성을 발견하는 들뢰즈의 이론을 살펴보았다. 이들은 인간

이 고통을 자처하고 그로부터 쾌를 취하는 이해 불가의 증상에 주체성과 연

관된 특별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였다. 주체/타자의 문제가 무엇보다도 긴

급하였던 1990년대 페미니즘 미술 이론가들은 자연스럽게 마조히즘을 주체

또는 탈-주체의 문제로 구성해낸 이들의 이론에 근거하여 1960년대 이후 피

학적 신체미술을 ‘마조히즘적 미술’로 정의하고 그 의의를 정당화하였다.

본고는 프로이트와 들뢰즈의 이론을 통하여 마조히즘적 미술 이론에서

충분히 논구되지 않은, 그러나 그들이 천착할 수밖에 없었던 마조히즘 고유

의 메커니즘과 가능성을 살피는 한편 마조히즘 이론이 마조히즘적 미술 이

론에서 어떻게 오용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다만 본고의 목표는 프로이트와

들뢰즈의 이론에 관한 미술 이론의 오독을 지적하고, 둘 중 한 이론가의 편

에서 마조히즘의 개념을 규정하는 데 있지 않다. 앞서 밝힌바 미술가나 행위

자의 주체성에 따라 그들의 증상을 달리 해석하고 평가한 미술 이론, 인간

삶에서 주체로서의 현실이 가진 무게에 관한 프로이트의 통찰, 그리고 주체

라는 단위를 벗어나는 혁명의 가능성을 존재 자체의 권리로 보장하려는 들

뢰즈의 기획은 함께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본고는 마조히즘에 관한 프로이트의 텍스트를 출발점으로

삼는 한편 마조히즘적 증상으로부터 주체의 해방 가능성을 발견하고, 나아가

그 가능성을 이미지의 차원에서 논구하는 라캉의 이론을 틀로 삼아 마조히

즘과 마조히즘적 미술에 관한 정당한 관점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정신분석

학은 증상 그 자체의 진실, 주체화의 구도 바깥을 전유하는 역동을 가늠할

수 없으며 증상을 그 구도 내의 순환으로 끼워 맞추는 확인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프로이트에 대한 들뢰즈의 비판이었다. 본고는 이러한 비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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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는 한편 존재에 부과되는 주체로서의 삶을 무시할 수 없었던 프로이

트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따라서 본고는 들뢰즈의 비판을 수용하는 동시에

프로이트의 문제의식을 축출하지 않는 라캉의 이론을 통하여 프로이트와 들

뢰즈로 대변된 양면적 가능성이 마조히즘에 내재함을 보일 것이다.

라캉은 특히 주체화의 질서를 재현하고 공고히 하는 대표적인 영역으로

상정되어왔던 이미지로부터 주체의 해방과 주체화의 질서에 대한 전복이 촉

발될 가능성을 논구한다. 본 장의 마지막 절에서는 회화 작품에 관한 라캉의

분석을 통하여 마조히즘적 미술 이론이 긍정하려 하였던 해방과 전복의 메

커니즘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이미지가 갖는 마조히즘적 가능성의 근거를 명

확히 할 것이다.

1. 신경증, 정신병, 그리고 도착증

본고는 앞서 라캉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발생과 해소의 과정으로 기

술한 주체 구성의 메커니즘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인간이 주체

로 구성되는 방식에 따라 그의 주체성이 신경증, 정신병, 그리고 도착증이라

는 증상으로 발현된다는 라캉의 기술을 따라가 볼 것이다. 라캉은 특히 이러

한 구분이 임상의 차원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며, 각각의 경우에서 분석

가가 목표로 삼아야 할 바, 즉 분석가가 취해야 할 태도를 주요하게 다룬다.

이는 임상 차원에서 동일해 보이는 증상이 그러한 증상을 보이는 주체성의

구조에 따라, 달리 말해 증상자가 현실에 대하여 취하는 관계에 따라 달리

진단되어야 한다는 라캉의 입장을 대변한다.

그에 따르면 ‘정상’ 주체, ‘정상적으로 구성된’ 주체의 절대다수는 신경증

자다. 상상계(The Imaginary), 상징계(The Symbolic), 실재(The Real)라는

라캉 고유의 개념을 통하여 그 구성의 절차를 살펴보자.67) 먼저 실재란 이

67) 라캉은 “프로이트로의 복귀(le retour à Freud)”를 주창하는 한편 단순히 프로이트의 이
론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다양한 이론들을 망라하며 프로이트가 멈춰 선 지점들을 개진하
여 자신의 정신분석학을 발전시켰다. 상상계, 상징계, 실재라는 세 가지 개념은 그 자체



- 68 -

미지나 언어의 체계에 의해서 결코 완전하게 포섭될 수 없는 선상징적 차원,

존재 자체의 원초적인 상태이다.68) 자신의 탄생에 앞서 있는 상징적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실재란 상정될 수 있을 뿐이다. 언어적이고 사회적인 주

체로서 인간은 상징화 이전의 원초적인 차원에 머무를 수 없으며,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상징적 질서에 등록되어 어엿한 주체로 거듭나는 절차가 필

수적이다. 단순히 하자면, 인간이 이처럼 일련의 사회화 과정을 거쳐서 소속

되는 상징적 현실의 의미 체계가 라캉이 상징계라는 용어로 의미한 바다. 이

렇듯 라캉은 실재(real)를 현실(reality)과 구분하며, 상징계라는 현실에 기거

하는 주체의 운명은 “실재를 폐기하면서” 구성된다고 역설한다. (E, 262)

이 문장의 의미는 상징계와 그 메커니즘에 관한 라캉의 기술을 통하여

더욱 분명해진다. 상징계를 이루는 상징적인 것(le symbolique, the

symbolic)은 인간을 그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지만 그

와 같을 수 없는 동물로부터 구분하는 지표로, 상징적인 것의 대표자는 언어

이다. (E, 496) 실재를 폐기하며 구성되는 인간 고유의 현실은 언어나 문화,

사회와 같은 상징적 질서로 대변된다. 어떻게 그러한가? 잘 알려져 있듯이

라캉은 페르디낭 드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 1857-1913)와 로만 야

콥슨(Roman Jakobson, 1896-1982)으로 대표되는 구조주의 언어학의 영향을

받았고, 기호(signe)는 기표(signifiant)와 기의(signifié)로 이루어진다는 정의

에 기초하여 언어의 구조를 설명하였다. 단어가 가진 의미 그대로 기표가

‘의미(화)하는’ 것이라면 기의는 ‘의미(화)되는’ 것이다. 하나의 기호는 의미화

시기에 따른 라캉 이론의 패러다임을 대변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1950년대까지의 초기
이론에서 라캉은 상상계, 특히 상상계와 상징계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였고, 잘 알려져 있
듯이 1960년대에는 구조주의 언어학의 영향을 받아 주체의 언어적 현실로서 상징계가 작
동하는 방식을 주로 다루었다. 본고에서는 1962년부터 1963년까지 이루어진 『세미나 10:
불안』과 1963년부터 1964년까지의 강의를 엮은 『세미나 11: 정신분석학의 네 가지 근본
개념』을 중심으로 1966년 출판된 『에크리』 그리고 1960년대 중반 이후 상징계 바깥을
향하는 역동을 주체의 윤리로 정의하려는 라캉의 문장들 일부를 참조하였다.

68) 이미지나 언어의 질서가 언제나 일종의 분화일 수밖에 없기에 라캉은 그 이전의 합일 상
태 내지는 그를 향하여 꿈틀거리는 역동을 라멜라(lamella)에 빗대어 설명하기도 한다.
(S11, 196-200; 슬라보예 지젝, 박정수 역, 『HOW TO READ 라캉』, 웅진지식하우스,
2007, pp. 29-31) 들뢰즈도 자신의 ‘기관 없는 신체’ 개념을 알(卵)에 빗대어 설명하는데,
라캉이 ‘태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여전히 모종의 인격적 단위를 유념한다면 들뢰즈는
그렇지 않다. (보다 자세한 비교는 서동욱, 『들뢰즈의 철학 ―사상과 그 원천』, 민음사,
2012, pp. 176-180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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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과 그로써 의미하는 바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소쉬르는 본질주의적

언어관에 반하여 기표와 기의의 이러한 결합이 결코 필연적이지 않으며 자

의적이라고 선언하였다. 즉, 기호로서 언어는 지시체 또는 지시체에 상응하

는 외부의 현실과 어떠한 본질적인 관계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쉬르는 상징적 체계 내에서 의미란 단지 기표와 기표 사이의 차이를 통하

여 발생한다고 역설하였다. 라캉은 기호의 자의성에 관한 소쉬르의 주장에

동의하여, 언어와 같은 상징계는 실재와 어떠한 유기적이거나 본질적인 관계

없이 하나의 기표와 기표의 차이에 의하여 구성될 뿐이며, 따라서 상징계란

실재를 폐기하며 구성된다고 보았다.

이에 더해 라캉은 기표와 기의가 일대일로 대응하지도 않으며, 따라서 의

미 작용이란 “기표 아래 기의의 끊임없는 미끄러짐(un glissement incessant

du signifié sous le signifiant)”임을 자신의 언어 이론의 핵심으로 주장하였

다. (E, 502) 라캉은 ‘나무(arbre)’라는 단어를 예로 들어 이 미끄러짐을 설명

한다. ‘arbre’라는 기표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황량한 언덕 위 드리운 십자가

의 그늘’을 상징하지만, 다른 한편 ‘순환축(arbre circulatoire)’이나 ‘소뇌 절

단면의 침엽수 모양 구조(arbre de vie du cervelet)’, ‘납(arbre de Saturne)’

이나 ‘은(arbre de Diane)’ 등을 가리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E, 503-504) 라

캉은 이처럼 하나의 기표가 하나의 기의와 대응하는 것도 아니고, 기표와 기

의의 관계조차 고정적이지 않음을 역설하였다.

기표의 기의의 실정이 이러하다면 언어는 어떻게 문화나 사회와 같은 인

간의 단단한 현실을 구성하는가? 실제의 생활에서는 “끊임없는 미끄러짐을

정지시키는”(E, 805) 달리 말하자면 하나의 기표를 정해진 기의에 꿰어주는

“누빔점(point de capiton, quilting point)”(E, 503)이 그 기능을 수행한다. 봉

제 용어로부터 차용한 이 단어는 본래 쿠션이나 쇼파 등에 들어가는 솜과

같은 충전재를 고정하여 그 형태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 작업을 뜻한다.

즉, 기표의 기의의 누빔점이란 히브리 성경에서는 ‘artbre’라는 기표가 ‘황량

한 언덕 위 드리운 십자가의 그늘’과 같은 특정한 의미를 띠는 것처럼 하나

의 기표 아래에서 영영 미끄러지는 기의를 일순간 고정하여 의미화를 가능

케 하는 근거이자 그러한 작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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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러한 고정이 본질주의적 언어관으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

니다. 라캉은 언어가 지시체와 같은 외부 현실에 연결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

니라 기표와 기의의 끊임없는 의미화 작용이 일시적으로나마 고정되는 누빔

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며, 따라서 라캉이 보기에 본질주의적 언어관은

오히려 누빔점의 무상함을 간과하여 발생하는 환상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언어적 소통, 그리고 그에 근거하는 인간 현실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

은 기표와 기의의 필연적이고 단일한 조합이 아니며, 그토록 견고해 보이는

언어적 현실은 실상 아슬아슬하게 정박된 것에 불과하다.

이렇듯 언어적 주체로서 인간에게 실재의 차원은 현실의 의미 체계에 의

해서는 해명될 수 없는 잔여로 남는다. 브루스 핑크(Bruce Fink, 1956-)는

이를 “문자 이전의 실재” 즉 선상징적 차원으로 상정되는 실재와 구분하며,

상징계에 의하여 폐기된 잔여로 발생하는 “문자 이후의 실재”로 명명한다.69)

이는 상징계의 의미 사슬로 포획되지 못하여 상실된 존재의 차원, 라캉이 대

상 a(objet petit a)로 명명하는바, 상징계 내 주체의 존재-결여이자 그를 완

전하게 해명할 수 없는 상징계의 결여를 표시한다. 즉, 문자 이후의 실재는

상징적 질서의 공백이자 상징적 현실 내에서의 불가능성 그 자체로, 언제나

상징계와 나란히 공존하는 그것의 구조적 결여다. 문자 이전의 실재는 상징

계로 환원될 수 없기에 상징적 현실은 기껏해야 문자 이후의 실재를 맴돈다.

실재가 완벽하게 상징화되는 것이 불가능한 이상, 주체의 현실은 그 자신과

세계 존재의 원초적인 상태와 결코 합치할 수 없다.

그런데 상징계 내 주체가 언제나 이러한 결여의 진실을 대면한 채 살아

가야 한다면, 그는 주체로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을 것이다. 상징계

내 주체가 문자 이후의 실재를 의식하는 것은 상징계의 결여를 자각하는 것,

자신과 세계를 고정된 의미로 꿰어 누빌 수 없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상’ 주체로 탄생하기 위해서는 누빔점을 설치하는 주체화의 계기가 필요

하다. 라캉은 『세미나 11』의 16장 「주체와 타자―소외」(SXI, 185-196)에

서 이러한 계기를 소외(aliénation)와 분리(séparation)로 구체화한다.

69) 브루스 핑크, 이성민 역, 『라캉의 주체: 언어와 향유 사이에서』, 도서출판b, 2012, pp.
66-67. 핑크는 각주에서 자신의 이러한 견해가 자크 알랭-밀레의 수업 『Orientation
lacanienne』에 근거함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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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소외는 거울 단계(stade du miroir)에서 일어난다. 거울 단계는

아이가 태어나서 6개월에서 18개월 후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상을 통

하여 그 이미지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고 자아(moi)를, “나(Je)의 기능을

형성하는” 단계이다. (E, 93) 거울상을 마주하기 전까지 아이는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알지 못했으나 거울에 비친 ‘이

미지’를 통하여 자기 자신의 모습을 획득한다.70) 어머니와의 이자 관계에 머

무르는 이 단계에서 아이는 거울 속의 이미지를 자신으로 취하는 한편 어머

니의 욕망을 독점하며 자신이 그를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대상이라는 착각

속에서 완벽한 행복을 누린다.71)

그러나 거울을 통해서 아이에게 주어지는 이미지란 말 그대로 이미지이

며 그로써 형성된 자아란 나르시시즘적인 이상형이자 동일시의 환영에 불과

하다. 자아란 결국 “이미지의 효과”에 불과하기에 거울 단계는 아이가 자신

의 이미지와 다른 이미지를 구분하는 상상적 동일시의 단계인 동시에 이미

지로부터 소외를 당하는 단계이다.72) 거울상이 이미지로서 갖는 성질에 대

하여 생각해 보자. 거울상은 거울이 부재하면 눈앞에서 사라지고 아이의 몸

이나 거울이 움직이면 그를 따라 부유하는 불안정한 이미지이다. 또한 거울

상과 아이 자신과의 동일시는 타자, 어머니에 의해 확인된 결과이며, 완전해

보이는 거울상과 달리 아이는 아직 자신의 몸을 완벽히 제어하지 못한다. 이

처럼 상상적 동일시는 아이에게 자기 자신을 안정적으로 정박해내기에는 부

족하다. 심지어 아이는, 앞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발생에서 살펴본바, 어

머니의 욕망의 공간을 완전히 점할 수 없는 현실을 계속해서 직면하게 된다.

두 번째 소외는 이러한 상상적 동일시의 불완전성을 보완하는 한편 그보

다 안정적으로 주체성을 부과하는 상징적 동일시의 단계에서 발생한다. 오이

70) 이는 아이를 안고 거울 앞에 선 어머니가 거울에 비친 아이를 가리키며 “저것이 너란다”
라고 말하는 장면으로 대변되는데, 이러한 장면은 인간이 주체로서 구성되는 것이 타자에
의하여, 즉 그의 존재에 대하여 타자적인 질서에 의해서만 가능함을 보여준다. “주체는 타
자 속에서만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게 된다.” (E, 181)

71) 앞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따른 주체 구성의 과정을 통하여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이자
관계는 아버지로 대변되는 현실의 질서가 개입하기 전 완전한 충족을 누리던 상태를 가리
킨다. 이는 아버지의 법이 들어서면서 금기시되는 어머니와의 이자관계인데, 다만 이 시점
의 아이에게 아직 자기 자신과 어머니는 구별되어 있지 않다.

72) 브루스 핑크, Ibid., p.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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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푸스 구도에서 이는 제3항인 아버지의 등장으로 대변되는 언어, 상징계가

개입하는 단계이다. 아버지의 등장으로 어머니와의 이자 관계, 그와의 합일

로부터 아이가 누리던 행복은 파기된다. 아버지는 아이가 어머니의 신체와

그 분비물, 예컨대 가슴과 젖으로부터 취했던 쾌, 사실상 어머니와 자신을

구분해내지 못한 아이가 자기완결적으로 누려왔던 충족을 금기로 부과한다.

어머니의 젖가슴에 집착하거나 젖, 혹은 그를 연상시키는 신체의 분비물이나

배설물을 통하여 즐거움을 얻는 일이 불쾌, 혐오, 수치, 무의미와 같은 자리

에 꿰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라캉이 말하는 상징계의 억압(Verdrängung,

repression)이다.

다만 억압은 아버지의 법이 아이가 쾌락을 추구하고 그를 취하는 일 자

체를 금지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SXIX, 153)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안에서

아버지의 기능은 상징화(symbolisation)에 도입된 최초의 기표, 즉 어머니의

기표를 대체하는 기표가 되는 데 있다.” (SV, 175) 즉, 아버지의 법이라는

기표가 어머니의 욕망의 기표를 억압하고 대체하며, 이는 아이가 이제 어머

니의 욕망을 직접 욕망할 수 없으며 오직 아버지가 허락하는 방식으로 아이

자신의 쾌를 추구하고 누릴 수 있음을 뜻한다.

라캉은 아버지에의 복종으로 귀결되는 이 불가피한 과정을 “주체가 정초

되는 데 기초가 되는 최초의 본질적인 연산”인 소외의 “이접(vel)”이라고 말

한다. (SXI, 190-193) 이때 라틴어 벨(vel)은 목숨을 걸고 결정해야 하는 배

타적인 양자택일을 가리키는데, 라캉이 예로 드는 것은 돈을 내놓든 목숨을

내놓으라는 강도의 협박이다. 이 상황에서 돈을 선택할 자는 없을 것이나 어

쨌든 돈을 선택한다면 결국 강도에게 돈과 목숨 모두를 빼앗길 것이고, 목숨

을 선택하더라도 돈이 없는 목숨을 건질 수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소외의

이접의 양자택일은 돈과 목숨이 아닌 존재와 의미, 주체와 타자이다.

존재를 택하는 것은 주체의 사라짐, “무의미”를 택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

의미를 택하는 것이란 “무의미의 부분이 도려진 채 존속”하는 것이다. (SXI,

192) 결국 상징계 주체로의 구성은 의미화될 수 없는 존재의 상실이다. 아버

지의 법으로 포섭될 수 없는 향유와 마찬가지로 상징화될 수 없는 존재의

차원은 상징계 내 주체로서 누릴 수 없는 바로 이는 그의 의식으로부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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쫓겨나며 이로써 무의식이 배태된다. 그렇기에 “데카르트적 주체”는 “무의식

의 전제”이다. (E, 839) 상징적 동일시는 상상적 동일시에 비하여 안정적인

주체성을 구성하지만, 기표의 질서인 상징계는 정의상 실재와 무관하기에,

자아가 이미지의 효과라면 주체는 기표의 효과인 채 소외에 머무른다.

그렇다면 소외는 인간이 자신을 둘러싼 언어적 현실을 살아내기 위한 불

가피한 선택이다. 그럼에도 라캉은 소외가 타자가 아닌 “주체의 사태(fait)”

이고 소외가 “주체의 분열(la division du sujet)”에 있음을 강조한다. (E,

840-841) 소외란 주체가 어떠한 실체를 가진 타자와 대립하고 그에 의하여

억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적 질서에 의하여 특정한 기표(S)로 대리되

는 한편 그 기표 밑으로 미끄러져 사라지는 효과(fading) 즉 자신의 사라짐

(/S)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SXI, 199) 그런데 주체의 운명이 소외

에 그친다면 그는 현실의 삶을 안정적으로 영위해나갈 수 없다. 소외의 도식

에서 교집합으로 그려진 무의미의 영역은 주체가 기표로 완전히 대리될 수

있는 통합적 주체가 아니라 자신의 사라짐을 떠안고 있는 분열된 주체임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라캉은 소외의 과정을 통하여 절대적 권력을 가진

상징계라는 구조가 아니라 그것이 기표의 질서로서 가진 구조적 결여와 그

로써 탄생하는 분열로서의 주체를 강조한다. 주체의 존재는 상징계에 의해

해명될 수 없는 공백에 자리하며 주체는 그를 자신의 결여로 떠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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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는 어떻게 소외라는 운명으로부터 나아갈 수 있는가? 라캉은 주체가

상징계의 공백, 그 구조적 결여로 인하여 무의미, 무의식, 자신의 사라짐으로

나타나는 “자신을 현실화(se réalise)”한다고 강조한다. (E, 843) 이것이 주체

구성의 두 번째 단계인 분리인데, 라캉은 ‘분리하다(séparer)’라는 단어로부

터 연상되는 단어 ‘se parer’가 가진 ‘옷을 입다’, ‘방어하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을 갖추다’ 등의 여러 가지 의미로부터 주체가 자신을 “산출”

하고 “조달”하는 작용, “자신을 부분을 떼어내는 것을 통하여 자신을 낳는

것”이라는 분리의 함의를 도출해낸다. (E, 843; SXI, 194) 분리라는 단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소외는 상징계의 공백이 주체 자신의 결여로 부과되는 과정이었다. 그런

데 재차 강조한바 상징계의 공백은 상징계의 구조적 결여에 의한 것이다. 결

여란 뒤집어 말하자면 무언가를 욕망한다는 것이기에 소외의 주체가 언어로

서의 타자를 마주했다면 소외 이후 분리의 주체는 욕망으로서의 타자( /A)를

마주하게 된다. 주체는 애초부터 공백으로 남은 없는 기표를 탐색하기에 기

표와 기의의 의미화 작용이 누벼지지 않는 지점, 기표와 기표로 이어지는 의

미화 작용이 끊어지는 지점에서 상징계라는 대타자의 불완전성을 발견하며

불안에 빠지게 된다. 이에 주체는 “하나의 결여[상징계의 구조적 결여]에 또

다른 결여[주체 자신의 결여]를 중첩”(SXI, 195)하여 대타자의 결여를 메우

고 완전한 대타자(A)를 보증받는다. 이는 주체가 상징계의 구조적 결여에

의하여 자신의 사라짐으로 떠안겨진 존재를 떼어내는 “자발적 존재 상실”로,

소외의 주체에게 부과된 존재 상실의 운명 자체와는 구분된다.73)

라캉은 분리로 “주체 형성이 마쳐진다(se ferme la causation du

sujet)”(E, 842)고 표현한다. 주체가 자발적 존재 상실을 통하여 욕망의 주체

로 태어나 환상의 주체로 거듭나기 때문이다. 이제 주체는 상징계의 불완전

성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고 그 공백의 지점을 주체화한다. 자발적 존재 상실

으로 주체는 상징계의 완전성을 보증하기 위해서 자신에 대한 부정을 감수

하고 상징계를 통하여 자신을 완전히 할 수 있음을 보증받는다. 상징계 내의

기표를 통해서는 주체 자신의 결여를 메울 수 없으나, 즉 자신의 욕망을 완

73) 김상환, 「데카르트, 프로이트, 라캉: 어떤 평행관계」, 『근대철학』 제4권 1호, 2009,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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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히 만족시킬 수 없으나 주체는 상징계 내 기표를 통하여 완벽한 향유가

가능하다고 믿는다. 분리의 단계에서 주체는 상징계 내의 기표를 대상 a와

동일시하며 이러한 기만을 통하여 욕망의 주체, 결코 완수될 수 없는 바람을

계속하는 주체로 탄생한다.

이러한 기만은 어떻게 가능한가? 상징계 내를 순환한다는 점에서 욕망은

오직 상징계가 허용하는 방식으로 향유를 추구하는 것이며, 따라서 주체에게

허락되는 것은 기껏해야 상징계를 위반하지 않는 만큼의 향유에 불과하다.

현실에서의 완전한 충족이 불가능할 때 요청되는 것이 현실에서의 불가능성

자체로 정의되는 상상의 공간, 환상이다. 주체는 환상이라는 기만을 통하여

상징계 내 대상, ‘가짜’ 대상 a를 추구하는 욕망의 운동을 통하여 완전한 향

유에 다다를 수 있음을 보증받는다(/S◇a). 즉, 환상은 욕망의 운동을 계속하

는 근거로, 욕망을 통하여 언젠가 완전한 충족에 이르리라는 헛된 믿음의 현

실을 지탱한다. 욕망의 주체이자 환상의 주체로 거듭나는 분리는 따라서 소

외를 보완하는 단계이며, 주체가 상징계 내에 안정적으로 기입되는 과정을

마무리한다.74)

의식의 주체는 존재를 도려내고 의미에 자신을 일치시키며 구성된다는

점에서 데카르트적 주체와 유사하다.75) 단, 라캉은 ‘정상’ 절차를 완수하여

구성된 주체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증명하는 대신 주체의 절대다수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신경증자라고 주장한다. 상징계 내 주체로 기입된 이상 절대

다수는 상징계의 억압에 따른 병을 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상징화가 실

재의 폐기를 조건으로 하는 한, 정신적인 건강이란 환영이고 이상에 불과할

것이다.76) 이러한 주장은 상징계의 절대적인 힘을, 구조주의자로 잘 알려진

라캉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일까?

74) 인간이 상징계에 주체로 등록되는 단계는 소외와 분리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술되지만,
사실 이러한 과정은 상징계 자체의 구조적 결여에 의한 것이며, 따라서 상징계 내 주체는
언제라도 이러한 공백을 맞닥뜨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라캉은 상징계 주체로서의
삶, 주체로 구성되는 매 순간이 소외와 분리의 뒤얽힌 순환임을 강조한다. (SXI, 190; E,
844)

75) 데카르트가 회의로부터 자기의식적 주체인 코기토를 발견하고 신이라는 완전무결한 대타
자를 빌어 자신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일련의 과정은 앞서 라캉이 소외, 분리, 환상으로 기
술한 과정과 상동한 구조를 갖는다. (김상환, Op. cit., pp. 10-11)

76) Dylan Evans, An Introductory of Lacanian Psychoanalysis, Routledge, 1996, p.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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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와 분리를 통하여 탄생하는 주체는 실상 분열로서의 주체이다. 의미

로 포섭되는 의식의 주체와 무의미로 남는 무의식의 주체는 언제나 분열되

어 있으며, 이 분열이 곧 주체(/S)이다. 이에 핑크는 라캉적 주체가 일종의

“틈(breach)”으로 존재한다고 강조하며, 인칭대명사 ‘나(I)’로 표시되는 “언표

된 것의 의식적 주체”와 프랑스어 ‘ne’나 영어의 ‘but’과 같은 표현으로 드러

나는 “언표 행위의 무의식적 주체”를 구분한다.77) 예컨대 프랑스어에서 ‘ne’

는 ‘pas’와 더불어 부정의 표현을 완성하는데, 많은 표현에서 ‘ne’는 ‘pas’ 없

이 단독으로 사용되며, 아무 기능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핑크

는 여기서 ‘ne’의 실제 역할이 그 발화에 어떠한 주저, 애매모호함, 불확실성

을 부여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역할은 예를 말하며 아니오를 동시에 말하

는 “양면적 화자”를 표시하며, 핑크는 이것이 틈으로서 존재하는 주체 고유

의 특질이라고 주장한다.78) 무의식과 무의미로 밀려나간 존재의 차원은 이

처럼 섬광처럼 나타나고 사라지거나 ‘ne’나 ‘pas’와 같은 기표로 그 존재를

가리킨다는 것이 핑크의 해석이다. 이러한 해석은 주체가 “무의식적 박동에

따라 숨었다가 나타나기를 반복”(SXI, 172)하며 ‘정상’ 주체는 신경증을 앓을

수밖에 없다는 라캉의 진술과도 상통한다. 현실에서 대상 a를 통한 실제적

향유는 금기시되고 무의미로 밀려났을 뿐만 아니라 신경증자 본인의 의식에

서도 무의식으로 밀려났기에 주체는 이유도 모르는 불안이나 우울, 죄의식에

사로잡힌다는 것이다.

따라서 절대다수의 주체가 상징계의 억압에 따른 신경증의 운명을 갖는

다는 주장을 통하여 라캉은 상징계가 가진 힘뿐만 아니라 상징계의 빈틈을

조명하며, 무의식의 발견을 통하여 그 빈틈으로 투사되는 존재의 힘을 주장

한다. 상징계 내에서 기표를 다른 기표로 대리하는 허무한 순환의 운동인 욕

망 또한 이러한 존재의 본성에 근거하여 재기술될 수 있다. 존재가 본성상

길들여질 수 없다면, 그를 향한 역동 또한 사라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앞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발생과 해소로 살펴본바 어머니의 욕망

의 ‘기표’가 아버지의 ‘기표’에 의하여 대체된다는 라캉의 말로 대변된다. 상

징계에 의해서는 관념이 억압될 수 있을 뿐 감정과 같이 억압된 존재의 차

77) 브루스 핑크, Ibid., 89-91.
78) Ibid., p.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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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향한 역동 자체는 무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욕망의 운동이 환상이라는

기만에도 불구하고 완료에 이르지 못하고 계속되는 이유 또한 그러한 역동

이 관성처럼 남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상징계가 애초에 들어서지 못하는 경우, 인간은 어떠한 주체로

구성되는가? 라캉은 상징계의 폐제(foreclosure)에 의하여 성립하는 주체성을

정신병으로 분류한다.79) 단, 정신병자에게는 상징적 동일시가 일어나지 않을

뿐 정신병자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이인 것은 아니다. 정신병자는 언어,

그리고 그로 대표되는 상징계에 대하여 신경증자나 도착증자와는 다른 관계

를 취할 뿐이다. 본고에서는 정신병의 발생과 메커니즘 자체를 자세히 논하

는 일은 유보하고, 핑크의 정리를 통하여 라캉이 어떠한 점에서 정신병자를

신경증자와 반대의 축에 두는지를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80)

앞서 욕망의 운동으로 대변된바, 신경증자는 자신이 겪는 것이 무엇을 의

미하는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를 의심하며 언제나 그에 관하여 알고자

하는 자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묻는다. “내가 혹시 미친 것은 아닐까?” “신

이 나에게 말했다. 혹시 이것은 내가 그의 사도가 됨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

렇다면 그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반면 정신병자는 분명히 알고

있는 자, 확신하는 자이다. “신은 내가 그의 사도가 되기를 원한다.” “정부가

나의 몸에 감시용 칩을 이식했다.” 의심이, 질문이 없다는 것은 곧 욕망이

없다는 것이다. 상징계가 들어서지 않은 정신병자에게는 억압이 일어나지 않

기에 억압에 의한 것도 발생하지 않는다.81)

79) 라캉이 정신병의 메커니즘을 정의하는 단어 ‘폐제’는 프로이트가 1925년 논문 「부정」에
서 등장한 ‘Verwerfung’에서 유래했다. 핑크는 프로이트의 저술들을 집대성한 영역자 스
트레치와 초기의 라캉이 이를 ‘배척(rejection)’으로 번역하였으나(SI, 53; SI, 43) 곧 ‘폐제
(foreclosure)’로 수정하였음(SIII, 361)을 확인한다. 핑크는 정신병의 메커니즘이 무엇보다
도 상징계 전체를 지탱하는 어떤 요소를 그로부터 완전히 추방해버리는 데 있다고 할 때
후자의 번역이 건전함을 강조한다. (브루스 핑크, 맹정현 역, 『라캉과 정신의학: 라캉 이
론과 임상 분석』, 민음사, 2004, p. 134, 139)

80) Ibid., pp. 139-195.
81) 이와 같은 정의가 신경증자에게 확실성이라는 것이 전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정신병자가
어떠한 의심도 하지 않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라캉이 신경증자와 정신병자라는 주체성
의 구조로 구분하고자 하는 것은 그에 따라 달라지는 의심과 확신의 메커니즘이다. 신경
증자의 확신이 데카르트적 코기토의 발견과 같이 의심에서 확신에 이르는 과정의 결과라
면 정신병자의 의심은 그것이 의심해 마땅한 것이라는 확신에 근거한다. (맹정현, 『리비
돌로지: 라캉 정신분석학의 쟁점들』, 문학과지성사, 2013, 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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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증은 신경증과 정신병이라는 양극의 사이에서 정의된다. 라캉의 이론

을 임상의 차원에 적용하며 핑크는 라캉이 도착증을 신경증과 정신병에 상

응하는 독립적인 단위로 정의하고, 프로이트를 따라 도착증의 원인을 상징계

의 부인(Verleugnung, disavowal/denial)으로 보았다고 해석하며, 이러한 부

인의 메커니즘 역시 상징계의 설치와 상징계의 축출 사이에서 설명한다. 정

신병자에게 상징계가 부재하고, 신경증자가 환상을 통하여 상징계의 설치를

지탱한다면, 도착증자에게 상징계는 ‘아직’ 설치되지 않았으며 도착증은 그

설치를 완수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뒤집어 말하자면 도착증자는 ‘아직’ 상징계에 의해서 금기시된 향유를 모

두 포기하지 않은 주체다. 따라서 다음의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도착증자

는 신경증자에 비하여 원초적인 향유, “주이상스(jouissance)에 대하여 특권

적인 자리”를 점하는가? (E, 823) 핑크는 ‘아직’이라는 표현으로 도착증자가

상징계에 대하여 정신병자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갖는다는 사실을 강조한

다. 도착증은 정신병자의 자유가 아닌 상징계 설치의 완수를 추구하며, 도착

증자가 도래하기를 갈망하는 것은 결국 신경증자의 것과 같은 억압의 현실

이라는 것이다.

도착증에 관한 핑크의 해석은 라캉의 정신분석학에서 도착증이 정의되는

방식에 관한 보편적인 이해를 대변한다. 그러나 대니 노부스(Dany Nobus)

는 라캉 본인의 저작에서 도착증이 주체와 타자, 대상과 타자의 관계를 설명

하기 위하여 등장할 뿐 신경증이나 정신병과 같이 독립적인 정신 구조로 취

급되지 않으며, 도착증의 억압이나 폐제와 구분되는 부인으로 규정된 적도

없다고 비판한다.82) 실제로 핑크의 해석은 그 근거가 되는 라캉의 저작보다

자신의 임상 경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도착증자가 표명하는 목표 즉 신

경증자나 정신병자와 구분되는 도착증자의 태도를 중심으로 한다. 그런데 라

캉은 사디즘과 마조히즘을 도착증의 전형적인 예로 다루는 『세미나 10』에

서 마조히스트의 태도로 환원되지 않는 마조히즘적 증상의 가능성, 심지어는

82) 라캉 본인은 오히려 증상적 차원에서 관찰되는 도착증과 신경증의 연속성과 유사성에 주
목하였으며, 도착증을 임상적 실재로 상정하는 일반론은 분석가나 정신분석학 관련 기관
의 이해관계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 노부스의 해석이다. (Dany Nobus, Op. cit., pp.
1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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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조히스트의 의식과 상반된 목표가 수행될 가능성을 주장한다. 이에 본고는

핑크의 해석과 함께 라캉이 마조히스트가 ‘표명한’ 목표로서 주장한 바를 분

명히 하는 한편 『세미나 10』과 그로부터 이어지는 『세미나 11』을 통하

여 라캉이 의식상의 목표로 환원되지 않는 증상의 메커니즘으로 기술한 바

를 살펴봄으로써 마조히즘적 증상이 가진 상반된 가능성을 주장할 것이다.

2. 마조히즘적 증상의 양면적 가능성

2.1. 현실의 정립: 금기를 설치하는 도착증자의 무대

라캉은 『세미나 10』의 제목이기도 한 불안을 거세를 중심으로 정의하

였던 프로이트와 달리 상징계의 결여이자 주체 자신의 결여와 연관하여 설

명하며, 이러한 결여를 표시하는 대상 a를 중심으로 주체가 불안에 대응하는

방식을 설명한다. 아버지로 대변된 질서 하에서 거세 불안이란 그 질서로부

터의 배제일 것이다. 프로이트는 극복할 수 없는 거세 불안을 중심으로 신경

증을 설명하였다. 반면 라캉에 따르면 신경증자의 궁극적인 난국은 거세 불

안에 의하여 구성되지 않는다. (SX, 58) 라캉은 거세라는 가혹한 법의 집행

이 아니라, 그 법의 공백이자 주체 자신의 결여를 가리키는 대상 a의 임박을

표지하는 “실재의 신호”(SX, 188)로 불안을 재정의하며, 이에 따라 불안이란

대상 a에 대한 “주체 고유의 번역(traduction)”(SX, 119)임을 주지한다.

신경증자의 환상은 상징계 내 대상을 대상 a인 양 위장함으로써 불안을

가리는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다. 대상 a가 “가짜(un a postiche)여야만 그[주

체]를 불안으로부터 방어하는 데 성공”하기 때문이다. (SX, 63) 환상은 상징

계 현실 내에서 욕망의 완전한 충족이 가능함을 보장하는 상상의 공간이자

욕망의 운동을 추동하는 토대이다. 라캉의 정신분석학에서 신경증자의 환상

이 갖는 지위에 관하여 슬라보예 지젝(Slavoj Žižek, 1949-)은 다음과 같이

상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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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캉의 이론에서 환상은 주체를 대상 a에 대하여 ‘불가능한’ 관계,

대상 a가 주체의 욕망의 대상-원인이라는 관계에 지정한다. […] 환상

이 무대에 올리는 것은 우리의 욕망이 성취되는, 그것이 완전히 충족

되는 장면이 아니라 반대로 그러한 욕망을 실현하고 무대화하는 장면

이다. 정신분석학의 근본적 요소는 욕망이 미리 주어지는 바가 아니라

구축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정확히 이것이 주체의 욕

망에 좌표를 부여하고 그것의 대상을 구체화하고 주체가 그 안에서 상

정하는 지위를 찾아내는 환상의 역할이다. 주체가 욕망하는 주체로 구

성되는 것은 오직 환상을 통해서이다. 환상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욕

망하는지를 배운다.83)

욕망의 운동은 절대 성공할 수 없으나 환상을 통하여 주체는 ‘가짜’ 대상

a, 환상 대상 a를 공급받으며 욕망의 운동이 완수될 수 있다는 헛된 바람을

보증받는다. 지젝이 지적하듯이 이는 일종의 무대화인데, 무대에 오르는 것

은 단순히 “욕망이 성취되는, 그것이 완전히 충족되는 장면”이 아니다. 환상

은 크리스마스에 받고 싶던 선물을 양말로부터 꺼내는 장면을 상연하지 않

는다. 오히려 환상은 왜 그 선물을 바라야 하며 어떻게 그것을 바라야 하는

지를 무대화한다. 환상을 통해 주체는 “어떻게 욕망하는지” 배운다. 환상 대

상 a는 상징계의 완전무결함을 빙자하는 동시에 완벽한 향유가 불가능하다

는 진실을 은폐하기에 대타자에 대한 기만이자 주체 자신에 대한 기만이다.

신경증자처럼 환상의 전략을 익히지 못한 도착증자에게 대상 a의 임박은

훨씬 실재적이며 시급할 것이다. 그런데 상징계의 현실이 법으로 들어서지

않은 도착증자에게 대상 a의 임박은 어째서 해방이 아닌 불안으로 표지되는

가? 왜 도착증자는 금기시된 향유를 마음껏 누리는 대신 신경증자와 같은

위치를 점하고자 하는가? 라캉은 법의 설치로 가능해지는 욕망의 운동이

“향유의 한계를 넘어서는(outre-passer) 것에 대한 방어”(E, 825) 달리 말하

83) Slavoj Žižek, Looking Awry: An Introduction to Jacques Lacan through Popular
Culture (October Books), The MIT Press, 1991,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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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면 상징계 현실로부터의 추방에 대한 방어임을 역설한다. 정신병자와 달리

어느 정도 상징화된 현실을 살아가는 도착증자에게 필요한 것은 정신병자의

자유가 아니라 신경증자의 방어벽이다. 핑크의 해석대로 도착증자가 표명하

는 목표란 상징계 바깥이 아닌 그 안에 성공적으로 자리하는 것이다.

조엘 도르(Joël Dor, 1946-1999)와 핑크는 이러한 도착증자의 태도를 프

로이트가 말한 부인의 메커니즘으로 보고, 오이디푸스 구도를 틀로 삼은 그

의 표현을 빌어 “어머니는 거세되지 않았다”는 문장으로 이를 설명한다.84)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발생과 해소로 기술된 주체 구성의 과정을 다시 돌

이켜 보자. 아이는 어머니가 자신이 아닌 다른 것을 욕망한다고 여기고 어머

니가 결여하는 그 대상, 남근이 ‘되고자’ 한다. 그런데 아버지가 등장하면서

아이는 그러한 동일시로부터 떨어져 나온다. 아이는 아버지야말로 남근을 가

진 사람이라고 여기고, 자신도 남근을 ‘가졌는지’ 질문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이는 결국 어머니의 욕망을 점하는 유일한 방식은 아버

지가 되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고, 아버지의 법을 내면화한다.

이처럼 ‘정상’ 주체는 어머니가 남근을 욕망하며, 즉 어머니는 거세되어

있음을 자각하고, 남근을 가진 자인 아버지의 질서로 포섭되며 구성된다. 라

캉은 이 질서를 아버지의 이름(Noms-du-père)이라고 표현한다. ‘이름(nom)’

이라는 단어가 아버지의 상징적인 기능을 강조하는 동시에 금지를 명령하는

동음이의어 ‘안 돼(non)’를 떠오르게 만들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이름은 어머

니의 거세와 아버지의 등장이 아이가 어머니와의 합일로 누렸던 원초적인

향유를 영영 포기하게 만드는 금기의 설치임을 정확히 보여준다.

그런데 도착증자에게 “어머니는 거세되지 않았다.” 부인은 어떤 것을 알

고는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도착증자는 어머니가 남근을 갖

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의식하였을지라도 그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아버

지의 이름이 애초부터 배척되는 정신병의 경우와 달리, 아버지의 이름이 ‘일

부’ 기표로 작용하지 못하면서 ‘부분적으로나마’ 어머니로부터 향유를 취할

수 있다고 여김을 의미한다. 핑크가 ‘아직’이라는 단어로 표현한바, 도착증자

는 상징계 이전의 향유를 포기해야 한다는 현실을 인정하지 못한 주체다. 도

84) Joël Dor, Susan Fairfield trans., “Psychic Structures and the Phallic Function,”
Structure and Perversions, Other Press, 2001, pp. 53-59; 브루스 핑크, Op. cit., p.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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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증자에게 대상 a는 상실되거나 포기되어 상징적 대상으로 가려지지 않은

채 “제자리에” 있는 것이다. (SX, 62)

핑크는 라캉이 도착증을 ‘père-version’으로 표기하며 이러한 부인의 원인

을 덜 위협적인 아버지, 예컨대 어머니와 아이의 친밀한 이자관계에 전혀 끼

어들지 못하거나 아이가 어머니를 포기하여 누릴 수 있을 보상을 충분히 담

보하지 못하는 아버지에게 돌린다고 해석한다.85) 도착증자는 신경증자와 마

찬가지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해소되며 아버지가 법의 주인으로 자리해

야 하는 “세 번째 시간”에 이르지만, 그 해소를 신경증자와 같이 해내지는

못한다. (SIV, 113) 방해꾼으로서의 아버지가 그 상징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

할 만큼 강력하지 못했던 탓이다.

오이디푸스 구도를 통하여 살펴본 부인의 메커니즘은 주이상스가 금지되

어야 그가 ‘정상’ 주체의 자리를 점할 수 있다는 정도의 자각은 이루어지지

만, 주이상스의 차원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와야 한다는 법이 ‘정상’ 설치

되지는 못한 도착증자의 현실을 보여준다. 소외와 분리의 단계에 비추어 보

자면 도착증자는 소외의 단계를 지났으되 분리를 완수하지는 못한 주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바 소외는 존재 없는 의미, 상징계로의 소속을 택할 수밖

에 없음에도 그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오직 공백으로 발견하는 단계이기에

주체의 운명이 소외에 그친다면 그는 자신의 현실을 견뎌낼 수 없을 것이다.

주체화가 마감되기 위해서는 환상을 통하여 욕망을 지탱하는 분리의 단계가

요청된다. 이것이 도착증자에게 법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현실이 자유가 아

닌 막연한 불안이며, 도착증자가 정신병으로 탈주하지 못하고 신경증의 현실

을 목표로 삼는 이유다. 도착증자는 상징계 법의 설치, 그 자신의 향유에 한

계를 부과하는 방어벽의 설치, 욕망의 수립을 열망한다.

따라서 핑크는 상징계의 법을 벗어나 바라는 바를 거침없이 추구하는 것

처럼 보이는 도착적 증상이 사실 그를 제지하는 법을 설정하기 위한 무대임

을 강조한다. 특히 핑크는 사디스트가 스스로 법의 자리에 서려는 도착증자

라면 마조히스트는 자신을 기꺼이 그의 파트너, 박해자의 학대에 내놓으며

마조히즘 고유의 메커니즘은 타자로 하여금 법을 공표하게 만드는 데 있기

85) Ibid., pp. 297-302, p.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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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도착증의 메커니즘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해석한다.

라캉의 관점에서 볼 때, [상징계의] 부인에 내재한 현상적인 모순은

다음과 같이 기술될 수 있다. “아버지는 내가 엄마를 포기하도록 요구

하지 않았지. 그리고 (그녀가 실제 인물이건 환상 속의 존재건) 그녀에

게서 얻은 주이상스도 마찬가지야. 그는 나에게 ‘가혹한 요구’를 하지

않았어. 나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지. 하지만 나는 그를 대신할 만한

인물로 그러한 요구를 무대화할 거야. 그가 아니라면 다른 누군가가

법을 공표해야만 하기 때문이지.” 물론 이 말은 […] 마조히스트에게

더 적당한 말일 것이다. […] 부인은 아버지의 기능과 관련된 어떤 신

념이나 무대화를 함축한다.86)

다만 핑크는 이러한 피학대의 주도권이 마조히스트 본인에게 있음을 강

조한다. 박해자가 마조히스트를 학대하고 그에게 모욕을 주는 일을 주저하고

꺼릴 수 있으며, 온전한 도덕의식을 가진 이라면 누구든 그럴 것이기 때문이

다. 박해자는 마조히스트에게 냉혹한 법을 실행하고 적용하라는 강요를 받는

다. 마조히즘은 현실의 덜 위협적인 아버지를 극복하기 위하여 그 이상 강력

할 수 없는 아버지를 등장시키는 무대이기 때문이다. 『모피를 입은 비너

스』에서 세브린에게 가해진 처벌 자체는 가혹하였지만, 완다 자신은 세브린

의 억지에 의하여 마지못해 그 기이한 계약 관계를 시작하였던 것처럼 말이

다. 이러한 강조를 통하여 핑크는 언제든 박해자는 마조히스트에게 언제나

그의 기획을 배반하는 명령(“이제 제발 그만둬!”)을 내릴 공산이 크다고 주

장한다.87) 마조히즘은 결국 강력한 법의 설치를 주장하고 상연하는 무대일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핑크는 마조히스트가 원초적 향유, 주이상스에 대하여 신경증자와

반대의 특권적인 자리를 점하며 억압의 질서에 대하여 저항과 전복을 수행

한다고 해석될 위험을 경계한다. 그에 따르면 도착증자로서 마조히스트는 실

86) Ibid., p. 294.
87) Ibid., p.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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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자신의 주이상스를 금기의 질서에 의하여 희생되도록 만들어 신경증자와

같은 현실을 정립해내려 하기 때문이다. 핑크의 해석은 마조히즘적 미술 이

론으로 대변된바 증상의 전복성을 그 도착적 측면에 근거하여 정당화해온

관점에 대한 비판이다. 나아가 이러한 해석은 도착증자가 “그 자신을 대타자

의 주이상스에 기꺼이 바친다”(SX, 62)는 라캉 자신의 정의와도 상통한다.

2.2. 현실의 무력화: 금기를 넘어서는 신경증자의 윤리

그러나 라캉은 핑크의 해석을 통하여 살펴본바 마조히스트가 자신을 대

타자의 주이상스의 대상으로 바치는 것은 그 자신에 의하여 “선언된

(déclaré)” 목표에 불과하다고 역설하며, 마조히즘에서 선언되지 않은 채 수

행되는 목표의 존재를 암시한다. (SX, 124) 마조히즘적 증상의 이러한 양면

성은 상징계의 구조적 결여이자 주체 자신의 존재-결여의 표지, 상징적인

것과 실재적인 것의 사이에 위치하는 대상 a의 양면성에 근거한다. 도착증자

로서 마조히스트는 신경증자와 달리 대상 a의 실재적 차원을 상징적인 것의

베일로 가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도착증자와 신경증자의 환상을 비교함으로써 라캉은 이러한 차이를 분명

히 한다. 앞서 신경증자를 욕망의 주체로 거듭나게 하는 환상의 구조로 살펴

본바, 신경증자는 상징계 내 대상이라는 ‘가짜’ 대상 a로 대타자의 결여를 메

울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러나 도착증자는 이러한 기만을 체화할 수 없으

며, 따라서 도착증자는 여전히 제자리에 있는 대상 a를 대타자에게 돌려주어

그의 결여를 메우리라 상상한다. 신경증자와 도착증자는 모두 상징계의 결여

를 메우고자 하지만, ‘가짜’ 대상 a를 가지고 유희하는 욕망의 운동이 상징계

내를 순환하며 언제나 반복될 수밖에 없는 반면 대상 a를 그 자체 바치는

것은 상징계를 완전무결하게 메울 수 있다. 신경증자의 환상이 ‘가짜’ 대상 a

를 미끼로 대타자의 결여, 대타자의 욕망을 위협적이지 않은 것으로 길들인

다면, 도착증자의 환상은 대상 a를 그 자체 바쳐 더는 결여하지 않으며 따라

서 더 이상 욕망하지 않는 대타자를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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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마조히스트의 목표로 표명된바 도착증으로서 마조히즘은 마조히스

트가 대타자에게 대상 a를 바치고 완전한 대타자를 등장케 하는 “무대”로서

이러한 환상의 구현일 것이다. 그렇다면 대상 a를 바치는 마조히즘 고유의

방식은 무엇인가? 대타자의 결여, 상징계의 공백으로 표기되는 대상 a가 상

징계 내 대상으로 길들여지지 못했다는 사실은 결국 도착증자가 그것을 자

신의 존재-결여로 자각하며, 따라서 그들 자신이 여전히 대상 a로 명명된다

고 느낌을 의미한다. 사디스트가 대타자를 대상으로 취하여 자신의 존재-결

여를 채우려 한다면(SX, 193), 마조히스트는 자신을 대상으로 바쳐 대타자의

결여를 채우고자 한다(SX, 124). 마조히스트는 자기 자신을 대상 a와 동일시

하며, 그 자신을 대타자의 주이상스의 대상으로 희생한다. 라캉은 이러한 메

커니즘에 주목하여 마조히즘을 가장 중요한 도착증으로 꼽는다.

그[마조히스트]는 도착증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하다. 당신은 내게

그가 즐기는[향유하는] 자는 대타자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 그 도착증자[마조히스트]가 그 자신에

관한 진실로 들어섰음을 의미하며, 그는 내가 앞서 말하였던 도착증자,

누가 즐기는지를 모르는 도착증자 중 예외가 될 것이다. 그러나 자신

이 대타자의 주이상스를 추구한다고 그가 믿고 있다는 사실은 마조히

스트 자신의 의식을 벗어나며 그를 나머지 도착증자들과 같은 위치에

자리하게 만든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믿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

에 이[대타자의 주이상스]는 그가 추구하는 바가 아니다. 그가 대타자

의 불안을 추구한다는 사실은 누구든 알 수 있는 매우 분명한 진실임

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의식을 벗어난다. (SX, 178)

이때 대타자의 불안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라캉은 명확한 설명을 제시하

지 않는다.88) 다만 앞서 대상 a의 임박으로 표현되었듯이 불안은 상징계로

88) 라캉은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을 영혼이 없는 신, 희생자 예수, 그의 희생으로 빚어진 영혼
이라는 세 가지 심급으로 구분하고 대타자의 불안을 신의 불안에 빗대어 설명하는 것처럼
보인다. (SX, 192) 세미나의 후반부에서 라캉은 이를 “기독교적 해답(la solution
chrétienne)”으로 다시 언급하며, 이것이 “마조히즘의 결과(l’issue masochique)”로 수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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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되지 못한 주이상스와 동전의 양면과도 같으며, 대상 a와 자기 자신, 상

징계의 구조적 결여와 주체 자신의 존재-결여를 겹치는 마조히즘 고유의 메

커니즘은 대타자의 주이상스에의 의지가 주체의 주이상스에의 의지와 맞닿

아 있다는 역설적인 진실을 함축한다. (SX, 192) 마조히스트는 신경증자와

같이 대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질서를 세우고자 선언하지만, 궁극적으로

“마조히스트가 보여주는 바는 […] 법을 규정하는 것이 대타자의 욕망이라는

사실” 그 자체, 욕망의 실재적 성격이다. (SX, 126)

이에 따라 마조히즘은 대타자의 주이상스라는 표면상의 목표를 향하되

향유하는 자는 언제나 대타자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역설적이게도 주체의 주

이상스라는 숨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갖는 증상으로 재정의

된다. 라캉은 말한다. “자기 자신을 욕망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은 언제나

마조히즘적이다.”(SX, 125) 그러나 라캉은 다시 말한다. “도착증자는 그가

자신의 행위로 수행하는 주이상스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어떠한 경우든

도착증은 도착증자 자신의 주이상스를 위한 것이 아니다.”(SX, 177) 대상 a

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고 이를 대타자의 결여로 자각하여 그 결여를 메우

려는 마조히즘의 메커니즘은 기존의 상징계 현실에서 배제되었던 존재의 차

원을 자기 자신으로, 나아가 새로운 현실로 수립해내려는 전복적인 주체화의

역동일 수 있다. (SX, 204) 마조히스트 자신의 선언과 그에 대한 믿음만 아

니라면 말이다.89)

라캉은 이처럼 마조히즘의 증상에 마조히스트가 목표로서 표명하는 바와

정반대의 가능성이 동전의 양면처럼 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며, 도착증의

무대로 귀결되지 않는 마조히즘적 인식으로부터 그 가능성을 도출한다. 그는

들뢰즈와 같이 프로이트의 죽음 충동을 재해석하여 욕망과 구분되는 충동의

는 “기적(miracle)”이라는 수수께끼 같은 표현을 남긴다. (SX, 255) 신의 영혼이 예수의
희생으로 바쳐지는 바처럼 묘사될 뿐, 신의 불안으로 라캉이 의미한 바를 짐작하기는 어
렵다.

89) “마조히즘에서 그 자신을 대상으로 구현하는 것은 선언된 목표다. […] 그가 추구하는 것
은 일반적인 대상, 교환의 대상과의 동일시이다. 그에게 그 자신을 대상 a로서 파악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그러하듯이, 불가능하다.”(SX, 124) 라캉은 이처럼 자기 자신을 대상
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마조히스트의 목표와 대상 a와 그 자신을 동일시하는 마조히스트의
실제적 수행을 구분하고, 나아가 상징계 내 주체로서 자기 자신을 대상 a로 ‘파악(sasir)’
하는 것의 불가능성을 주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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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을 정의하고, 충동의 여정으로 촉발될 수 있는 마조히즘적 자각과 전복

을 주체의 권리이자 윤리로 보장한다. 본고는 『세미나 11』의 13장부터 15

장에서 서술된 충동의 여정을 따라 이러한 전복의 메커니즘을 밝히고, 이러

한 메커니즘에서 대상 a에 대한 주체의 위치와 증상의 표면이 마조히즘적이

라고 진단될 수 있는 근거를 확인할 것이다.

앞서 소외와 분리의 단계로 살펴보았듯이, 주체는 어머니와의 이자관계에

서 누린 향유, 사실상 어머니와 구분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한 채 누렸던 자

기완결적인 향유로 되돌아갈 수 없다. 다만 상징계에 의하여 억압되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관념일 뿐 그를 향한 정동이 아니기에, 그를 향한 역동은 관

성처럼 남는다. 앞서 본고는 대상 a를 원인으로 발생하며 환상에 의하여 생

성, 지탱되는 욕망의 운동을 살펴보았다. 욕망은 대상 a를 목적으로 삼고 그

를 취득하려 하지만 신경증자의 기만으로 살펴본바 그 목적의 달성은 언제

나 실패할 수밖에 없고, 욕망의 운동은 언제나 상징계 내에서 허용된 만큼의

향유로 귀결된다.

반면 충동은 욕망과 마찬가지로 대상 a에 의하여 발생하지만, 욕망과 달

리 대상 a를 목적으로 삼지 않는 역동이다. 충동이 목적으로 삼는 것은 오직

그 자신의 만족이다. 중요한 것은 충동이 대상 a를 향하는 운동 자체, 대상

a의 주변을 돌고 다시 돌아오는 그 자신의 “순환적 회귀” 자체로부터 실제

의 만족을 얻는다는 사실이다. (SXI, 163) 라캉은 충동의 경로를 다음의 그

림으로 표현한다. 이 그림은 대상 a로 표시되어 있는 충동의 대상이 충동에

게 있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과 라캉이 “충동은 그 주위를 맴돈다

(pulsion en fait le tour)”고 표현한 충동의 여정을 간명하게 보여준다. (SXI,

153) 대상 a는 상징계 내 주체에 의하여 실제로 획득될 수는 없기에 그것을

‘가짜’ 대상 a로 대체하는 욕망의 운동을 계속하게 하였다. 반면 충동은 대상

a를 원인으로 하지만, 대상 a의 주변을 빙 돌아 되돌아오는 운동 자체로부터

‘진짜’ 만족을 취한다. (SXI, 164)

충동은 어디로 되돌아오는가? 그림에서 원으로 그려진 가두리(rim)는 그

즐거움이 주어지는 기관 자체로, 충동의 목적은 대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기관의 즐거움(Organlust)”(SXI, 153)으로 정의된다.90) 그렇다면 기관의 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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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움은 충동의 만족일진대, 그것이 어떻게 대상과 완전히 무관한 채 획득될

수 있을까? 갈증이나 배고픔의 해소, 그리고 그에 따른 만족은 분명 물이나

음식과 같은 대상으로부터 기원한다. 반면 충동의 만족은 껌을 씹는 행위에

빗대어 설명될 수 있다. 껌이라는 대상 자체는 그것을 씹는 행위 자체가 입

에 선사하는 즐거움과 무관하다. 대상의 취득, 씹던 껌을 삼키는 일은 심지

어 그러한 즐거움을 무화할 수도 있다. “충동의 기재부로서 열려 있는 입”에

음식이 들어가는 순간조차 충동의 만족은 “입을 만족시키는 음식물이 아니

라 입의 즐거움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SXI, 153)

이 지점에서 라캉은 충동의 목적(aim)과 목표(goal)를 구분하며, 이러한

구분을 활쏘기 게임에 빗대어 설명한다. (SXI, 163) 이 게임의 ‘목적’은 득점

으로, 새와 같은 표적을 쏘아 맞히는 ‘목표’로써 달성된다. 표적을 맞히는 것

자체는 이 게임의 ‘목적’이 아니다. 그렇다면 충동의 여정은 다음과 같이 기

술될 수 있다. 실재의 차원으로 상정되는 원초적인 향유는 상징계 내 주체에

게 ‘실제로’ 획득될 수 없다. 하나의 언어를 습득한 이가 그것을 전혀 모르던

90) 라캉은 프로이트가 논한 두 가지의 충동(구순 충동, 항문 충동)에 시각적 충동과 청각적
충동 두 가지를 더하여 네 가지 충동 각각을 네 가지 기관(입, 항문, 눈, 귀) 그리고 네 가
지 대상(젖가슴, 배설물, 시선, 목소리)에 대응시킨다. (SXI,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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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 돌아가는 일이 불가능에 가까운 것과 마찬가지이다. 대상 a는 영영 상

실된 채로, 그를 향한 역동의 원인이 된다. 이때 충동은 대상 a를 원인으로

발생하되 대상 a의 획득이나 선상징적 차원으로의 퇴행이 아니라 충동 스스

로의 만족을 목적으로 삼는다. 기관 자신으로 되돌아가는 순환의 여정은 충

동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목표이다.

따라서 충동은 상징계 현실 내에서 정의상 불가능한 대상 a의 획득을 가

능하게 만드는 역동은 아니지만, 그로써 상기되는 원초적인 향유를 직접 추

구하는 원동력이며, 그에 상응하는 만족을 취한다. 그렇기에 라캉은 “충동의

경로는 쾌락원칙과 관련해 주체에게 허용된 유일한 형태의 위반”(SXI, 167)

이며, 욕망의 질서 바깥을 맴도는 “모든 충동은 사실상 죽음 충동”(E, 848)

이라고 역설한다. 이러한 재정의는 프로이트의 충동을 본능으로 재해석하여

상징적 단위마저 와해하는 역동을 존재의 권리로 보장하고자 한 들뢰즈의

기획과 상통한다. 라캉에 의하여 죽음 충동은 유기체의 생물학적 죽음, 무생

물의 상태가 아닌 주체의 상징적 죽음을 향한 존재 자체의 역동으로 재정의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라캉은 환상으로 지탱되는 욕망의 질서가 무력화되는

계기를 충동의 차원에서 마련한다.

그런데 충동의 여정에서 주체가 대상 a에 대하여 취하는 관계는 정의상

상징계 현실에서 금기시된 바로 상상의 영역, 환상에서나 가능한 것이다. 지

젝이 지적하였듯이 환상은 주체를 대상 a에 대하여 불가능한 관계에 위치시

키는 것, 대상 a를 주체의 욕망-원인으로 지정하는 구조를 갖기 때문이다.

다만 충동의 운동에서 환상은 상징적인 것을 ‘가짜’ 대상 a로 삼아 그 실재

적인 차원을 가리는 기만으로 기능하지 않는다. 대상 a는 원초적인 향유의

근원으로서 “제자리에” 있으며, 주체는 대상 a를 자신의 자리로 느끼기에,

이러한 환상은 도착증자의 환상과 같은 구조를 갖는다. 특히 충동은 대상 a

를 원인으로 하는, 원초적인 향유에 상응하는 실재적인 만족을 자신의 것으

로 취하는 경로를 갖는다. 이러한 실재적 동일시는 그 자체 마조히즘적이다.

대상 a에 대하여 마조히스트와 같은 위치에 자리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충

동의 여정은 증상의 차원에서도 마조히즘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쾌락원칙으

로 포섭되지 못한 원초적 향유는 상징계 현실에서 불쾌나 고통, 수치, 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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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무의미로 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라캉이 주장하는 전복성은 대상 a에 대하여 마조히스트와 같은 위

치를 점하지만 마조히스트의 목표를 표명하지 않으며, 마조히즘적으로 보이

지만 마조히즘으로 귀결되지는 않는 증상에서 마련된다. 본고는 이미 상징계

를 현실로 정립하여 도착증자의 목표를 선언할 필요가 없는 신경증자의 마

조히즘적 자각이 이러한 경로를 가질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신경증자도

도착적 환상을 가질 수 있으나 그러한 환상이 도착증자의 경우와 달리 기능

한다는 라캉의 언급은 이 경로의 가능성을 암시한다. (SX, 62-63) 도착증자

로서 마조히스트에게 대상 a와의 동일시는 그 자신을 대타자의 주이상스의

대상으로 바치는 계기다. 마조히스트가 마조히즘이라는 무대로 표명한 목표

는 완전무결한 대타자를 수립하여 자신의 주이상스를 중단하는 것, 신경증자

와 같이 실재의 침입을 방어하는 데 있었다. 반면 신경증자는 이미 기만을

전략으로 욕망의 질서를 법으로 설치한 주체다. 따라서 신경증자에게 대상 a

와의 동일시는 충동의 목적과 목표로 대변된바 실재적 만족을 주체 자신의

주이상스로 취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여정은 기만으로 지탱되는 욕망의

질서를 벗어나는 역동일 수 있으며, 라캉은 이를 신경증자의 윤리로 주장하

는 동시에 그러한 역동의 가능성을 존재 차원의 권리로 보장한다.

“환상 가로지르기”의 순간은 이처럼 환상을 통하여 주체가 욕망하는 대상

으로 지탱되었던 바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제2의 분리”이다.91) 이를 추동하

는 충동의 역동이 증상의 차원에서 마조히즘적이라고 수식되는 이유, 즉 불

쾌나 고통, 수치나 무의미, 심지어는 그 자신의 죽음을 향하는 증상으로 드

러나는 이유는 이처럼 그것이 정의상 현실을 규정하는 욕망의 질서 바깥을

맴도는 여정이기 때문이다.92) 욕망의 주체는 환상을 가로질러 대상 a에 대

한 관계를 변경한다. 이는 대상 a로 대변되는 향유, 무의미와 무의식으로 밀

91) 김상환·홍준기 편, 『라깡의 재탄생』, 창작과비평사, 2008, p. 167.
92) 이러한 맥락에서 마조히즘에 관한 주장은 라캉의 주체 이론에서 특별한 위치를 점한다.
본고는 앞서 도착증에 관한 라캉의 언급을 토대로 마조히즘을 더욱 가혹한 법의 설치로
정의하는 핑크의 논의를 살펴보았다. 다른 한편 『라캉 정신분석 사전』을 집필한 에반스
는 마조히즘이 쾌락원칙을 넘어서 ‘한계-체험(limit-experience)’을 추동하는 죽음 충동에
직접 기원한다는 점에서 특권적이라고 해석한다. (Dylan Evans, Op. cit., p. 171) 본 장에
서 밝혔듯이 이러한 해석들은 주체성의 구분에 관한 라캉의 주장을 토대로 양립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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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난 존재로의 길이 더 이상 아무런 현실적 장애물을 갖지 않는 어떤 자리

에 서는 순간일 것이다.

다만 라캉은 이 순간을 상징계 현실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으로 그리지 않

는다. 환상이 가로질러지는 순간 주체가 느끼는 것은 대상 a에 대한 “노스탤

지어”가 아니라 불안으로 엄습하는 “그것의 임박함”이기 때문이다. (SX, 67)

환상 가로지르기의 순간으로 그려지는 실재의 과잉이 계속된다면 신경증자

는 결국 정신병자가 되고 말 것이다. 라캉이 그리는 혁명의 종착지는 결국

정신병자의 자유가 아닌 더 나은 환상으로의 해방, 더 나은 욕망으로의 구속

이다.93) 환상을 통하여 욕망하는 법을 배운 신경증적 주체의 마조히즘적 자

각과 자신의 상징적 죽음을 향하기에 ‘마조히즘적’이라고 수식될 수 있는 증

상은 법을 설치해내려는 도착증자의 시도와 달리 법의 너머를 가늠하는 전

복의 가능성을 부여받는다.

3. 마조히즘적 이미지: 환상 가로지르기의 스크린

그렇다면 신경증자에게 있어 불가능성의 영역으로서 환상은 ‘가짜’ 대상 a

로 주체 자신과 대타자를 기만하는 전략이자 그러한 기만의 구조가 폭로되

는 환상 가로지르기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라캉은 마찬가지로 상상의 영역인

‘이미지-스크린’의 차원에 빗대어 환상 고유의 구조를 살피는 동시에 이미지

자체에 내재하는 가능성을 논구한다. 본고는 ‘이미지-스크린’에 관한 라캉의

93) Op. cit., p. 168. 들뢰즈는 이처럼 대상 a의 획득을 불가능하다고 상정하고 충동의 운동
으로 실재와 일종의 “만남”의 순간을 갖는다고 서술하는 듯한 라캉의 정신분석학도 비판
의 대상으로 삼는다. “정신분석학은 모든 것을 환상으로 번역하고 모든 것을 환상에다 팔
아먹으며(monnayer) 환상을 보존하며 특히 실재를 만나지 못하기(rater)” 때문이다.
(Gilles Deleuze, Félix Guattari, Mille Plateaux, Editions de Minuit, 1980, p. 188) 들뢰즈
는 정신분석학이 실제로 가능한 실재와의 만남을 환상이라는 주관적 층위에서 기술함을
비판하는 것이다. 혁명에 관한 들뢰즈와 라캉의 구체적인 입장차에 관한 논의는 그 비판
이 본격적으로 수행되는 『안티 오이디푸스』에서 이루어진다. 자세한 논의는 서동욱,
『들뢰즈의 철학 ―사상과 그 원천』, 민음사, 2012의 제4장 「새로운 욕망 이론을 향하
여: 들뢰즈의 스피노자적 욕망 이론과 라캉」(pp. 152-224)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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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에서 대상 a에 대한 관계 설정으로서 환상이 내포하는 양극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한편 이미지 자체에 내재하는 환상과 환상 가로지르기의 가능성을

고찰할 것이다. 특히 본고는 회화 작품에 관한 라캉의 분석을 통하여 이미지

에서 환상 가로지르기가 수행되는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미지(image)’라는 단어는 라캉의 이론 곳곳에서 등장하지만, 라캉은 그

에 관하여 분명한 규정을 내리지 않는다. 이미지는 거울상으로 대표되는 상

상계 고유의 특성이나 고전 미술 작품 자체를 가리키기 위하여 사용되기도

하고, 표상의 대표자(Vorstellunrepräsentanz)나 기표, 고전을 벗어난 미술 작

품, 환상 등에 관한 기술에서 언급되기도 한다.94) 『세미나 11』에서 라캉은

이미지-스크린을 원근법과 같은 시관적 장의 질서를 재현하는 한편 그러한

질서로 포섭될 수 없는 잔여가 침입할 수 있는 영역으로 논한다. (SXI, 89)

이는 실재의 본성을 가려서(screening) 길들이는 동시에 그러한 본성이 투사

되는(screened) 환상 고유의 구조와 상통한다.

「선과 빛」(SXI, 85-96)에서 라캉이 인용한 제욱시스와 파라시오스의 일

화는 이미지-스크린에 내재하는 이러한 가능성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제

욱시스와 파라시오스는 기원전 4세기경의 그리스 화가이다. 이들은 어느 날

서로 솜씨를 겨루게 되었는데, 구경꾼들이 모이자 제욱시스가 먼저 그림을

가리고 있던 막을 들추어 자신이 그린 포도송이 그림을 보여주었다. 제욱시

스의 포도송이를 실제의 포도라고 생각한 새들이 하나둘 그 그림에 부딪혀

떨어질 정도로 생생한 그림이었다. 한편 파라시오스는 어서 막을 올려 그림

을 보여달라는 제욱시스의 말에 그가 들추라는 바로 그 막이 자신의 그림이

라고 대답하였다. 제욱시스는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제욱시스 자신

은 기껏해야 새의 눈을 속였지만, 파라시오스는 제욱시스를, 사람의 눈을 속

였기 때문이다.

환상은 파라시오스의 베일과 같다. 그것은 그 베일이 그림에 불과하다는

진실을 은폐하는 한편 그로써 가리고 있는 바에 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

에 대한 물음을 추동한다. 이 베일의 너머가 욕망과 충동의 원인으로서 대상

94) 남인숙, 「정신분석학에 나타난 이미지의 구조와 의미 ―표상의 대표자, 이미지, 스크린,을 중심으로」, 『라깡과 현대정신분석』제12권 1호, 2010, pp. 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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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자리하는 곳이다. 상징계 내에서 대상 a는 공백으로 표기될 수밖에 없

지만, 환상의 베일은 대상 a를 길들여 환상 대상 a를 제공함으로써 기표에서

기표로 향하는 상징계 내 욕망의 운동과 그 순환을 지탱하는 기만을 보장한

다. 다른 한편 실재의 차원에 기거하기에 본성상 이미지와 언어의 질서로 길

들여질 수 없는 대상 a는 불현듯 베일을 뚫고 투사될 수 있으며, 그 주변을

맴도는 것만으로 실재적인 만족을 달성하는 충동을 추동한다. 제욱시스와 파

라시오스의 일화로 대변된바, 시각장에서 이러한 순간은 ‘본다’는 것을 규정

하는 질서를 재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와 같은 질서의 의미 작용을

벗어나는 기표로서 그 질서의 불완전성을 폭로하는 이미지의 메커니즘으로

묘사된다.

라캉은 시각장을 길들이는 가장 대표적인 전략, 원근법에 충실한 고전적

인 회화 작품에서 주체가 자신이 보는 바의 의미를 안정적으로 누비기 위한

하나의 시각 체제가 환상에 불과하다는 진실이 폭로되는 지점을 분석한다.

‘봄’의 주체에게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조망점을 부여하

는 르네상스 원근법은 그 자체 데카르트적 주체의 자리를 보증하는 수단이

다. 그러나 『세미나 11』에서 라캉은 한스 홀바인(Hans Holbein,

1497-1543)의 <대사들(The Ambassadors)>(1533)을 예로 이러한 조망점의

자리가 와해되는 양상에 주목한다. (SXI, 80-83) 바니타스(Vanitas) 도상으

로 해석되는 사물들이 원근법적 공간을 충실하게 채우고 있는 이 그림에서

두 인물의 앞에는 왜상(anamorphosis)으로 그려진 두개골이 자리한다.

왜상이란 원근법이라는 ‘보기’의 장치를 이용하여 그러한 ‘보기’의 누빔점

을 와해하는 역설적인 형상이다. 왜상은 알브레히트 뒤러(Albrecht Dürer,

1471-1528)가 만든 원근법 기록기(perspectographe)의 일종인 루신다

(Lucinda)를 역으로 이용하여 얻은 것이다. 루신다는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이

달린 창틀처럼 생겼는데, 조망점, 즉 화가의 시선의 출발점으로부터 이 창을

통과하여 그 너머에 있는 실제 피사체의 여러 지점에 실을 연결하고, 그 실

들이 창틀 안에 남긴 점을 이어서 비례에 충실한 평면을 얻는 장치였다. 왜

상은 제대로 된 형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자리, 그것을 제대로 된

형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조망점을 찾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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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대사들>에서 그러한 시점의 발견은 원근법을 이용하여 그것의

탁월함이나 미묘한 조망점을 보여주는 유희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 “기하광

학이 연구되던 바로 그 시대에 홀바인은 무화된 것으로서의 주체에 다름 아

닌 어떤 것을 가시화해서 보여준다.”(SX, 139) 그림의 다른 부분이 보편의

의미 작용으로 포섭되는 상징적 오브제라면, 뒤틀어진 두개골은 정면에서는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으며, 보는 각도에 따라 사라졌다 나

타나기를 반복하고, 그러한 질서로 고착되기를 거부한다. 라캉은 그림이 있

던 방을 나서면서, 즉 그로부터 거리를 두고 시선을 기울이고 나서야 그것이

비로소 두개골로 파악되는 순간에 주목한다. 원근법의 역투사로 획득된 두개

골 상은 문득 그 텅 빈 눈으로 그림을 보던 이를 응시한다. 이로부터 라캉은

대상을 상징적 질서에 따라 조율하는 시선이 아니라 대상의 실재적 차원 자

체로부터 되쏘아지는 존재를 발견한다. <대사들>의 다른 부분이 대상 a를

상징계의 베일로 길들인다면, ‘보기’의 누빔점을 와해하는 두개골의 엄습은

그 베일을 뚫고 투사된 대상 a의 실재적 본성을 대면하는 체험이다.95)

보다 구체적으로 라캉은 『세미나 13』에서 디에고 벨라스케스(Diego

Rodríguez de Silva Velázquez, 1599-1660)의 <시녀들(Las Meninas)>(1656)

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원근법이라는 환상의 구조가 드러나는 계기들을 살

핀다.96) <시녀들>은 원근법에 철저히 충실하였던 스페인의 궁중 화가의 대

표작인 동시에 그 충실함으로 인하여 환상의 구조가 폭로되는 순간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라캉이 보기에 <시녀들>은 ‘보기’의 주체가 절대적인 조망점

의 자리를 보장받을 때에만 가능한 지각의 완전성을 무너뜨리는 스크린이다.

이에 따라 라캉은 화가와 그림 안의 인물, 관객의 시선을 교차시키며 <시녀

들>이 기존의 원근법 회화들과 어떠한 불일치를 보여주는지를 분석한다.

95) 회화 작품에 관한 분석은 아니지만, 라캉은 이러한 경험에 대한 자신의 일화를 소개한다.
그는 바다 위에 떠서 빛을 받으며 반짝거리는 통조림 깡통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런 자
신을 바라보던 꼬마 장으로부터 “저 깡통이 보여? 하지만 저 깡통은 너를 보고 있지 않
아!”라는 당황스러운 일침을 들었다. 라캉은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자신이 원근법적 주체
와 같은 유일무이한 절대적 조망점이 아님을, 빛을 받은 깡통뿐 아니라 광점에 위치한 모
든 대상이 실상 자신을 “응시(regard)”하고 있음을 깨달았던 불쾌함을 회고한다. (SXI,
88-89)

96) <시녀들>에 대한 라캉의 분석 내용은 『세미나 13』의 영역본과 조선령, 『라캉과 미
술』 제5장(pp. 157-219) 그리고 남인숙, 「라깡의 ‘라스 메니나스’ 해석 ―1966년 5월 세
미나를 중심으로」, 『미학·예술학연구』 제37권, 2013, pp. 159-180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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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원근법 회화에서 어떤 장면을 그림으로 그리는 화가의 시선

과 소실점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일정한 시선의 흐름은 일치하는 것으로 나

타난다. 소실점은 화가의 선택에 따른 것이기에 실제로 자신이 그리는 장면

을 바라보는 화가의 시선과 화면 안에서 구성되는 시선은 다를 수 있지만,

통상 원근법 회화는 그 불일치를 길들여 감추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녀들>

은 장면 안에 화가의 전신과 그 앞에 놓인 캔버스를 포함한다. 자신이 그리

는 장면 안에 포함된 화가라는 불가능한 설정이 벨라스케스의 뛰어난 묘사

를 통하여 구현되기에 <시녀들>의 장면은 실제로 화가의 앞에 놓여 있었다

는 느낌을 일으킨다.

그림 안에는 그려지지 않았지만, 이 설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화가의 전

신과 그 앞에 놓인 캔버스를 포함한 전체 장면이 오롯이 담길 만큼 커다란

거울이 필요했을 것이다. 심지어, 라캉이 지적하듯이, 화가와 캔버스의 사이

는 그가 팔을 뻗어도 닿지 않을 것처럼 멀다. 이 사이 공간은 화가의 “환영

적 현존” 즉 <시녀들>의 장면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요청되는 거울과

화가는 공존하기 어렵다는 사실의 흔적으로 기능한다. (SXIII, 390) 화가는

그림 내부의 소실점, 이 그림의 유일한 광원을 등지고 서 있는 우측 문가의

남성과 정반대에 있기에, 아무리 큰 거울이 있어도 그 남성과 화가의 전신,

그리고 그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캔버스가 하나의 장면으로 담길 수 없기

때문이다.97)

거울은 그림의 내부에도 존재한다. 화가와 우측 문가에 선 남성 사이에

존재하는 흐릿한 거울이 그것이다. 거울 속 인물들은 통상 벨라스케스에게

이 그림의 제작을 지시한 국왕 부부, 펠리페 4세와 마리아나 왕비로 해석되

었다. 모든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이들의 시선은 통상 그림을 바라보는 이가

자신의 시선을 동일시하는 대상이다. 즉, 화가는 자신이 그리고 있는 장면

97) 사실 이는 원근법에 준하는 엄밀한 이론적 분석의 결과 획득된 소실점이다. <시녀들>에
서 소실점의 위치는 그러한 접근을 부를 정도로 모호하다. 그림을 보고 있노라면 문가의
남성 왼편의 거울이 오히려 소실점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술사학자들은 남성
의 팔꿈치께가 소실점이라는 주장과 그림 중앙의 거울이 소실점이라는 주장 사이에서 논
쟁하기도 하였다. (Amy M. Schmitter, “Picturing Power: Representation and Las
Meninas,”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vol. 54 issue 3 (Summer,
1996); 조선령, Ibid., pp. 18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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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를 바라보고 있는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또 그 장면을 모두 바라보고

있는 이들을 자신의 그림 안에 설정한다. 그러나 그림의 안에서 가능한 것은

왕과 왕비를 비춘 거울 혹은 왕과 왕비, 두 항 중 하나뿐이다. (SXIII, 392)

왕과 왕비가 그림 바깥의 절대적인 조망점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앞서 요구되었던 거울, 화가의 전신과 장면 전체를 비추는 거울의 뒤에 자리

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면 부부는 거울에 비추어진 채 그림 안에 있을 수

없고, 모든 것을 바라보기는커녕 무엇도 볼 수 없을 것이다. 관객이 자신의

시선을 이들의 것과 동일시하는 순간, 그는 이처럼 데카르트적 조망점의 자

리로부터 쫓겨나 보는 자이자 보이는 대상이 된다.

<시녀들>에서 장면 안에 그려지지는 않았으나 그 전체를 비추는 거울,

그 거울의 뒤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국왕 부부, 그리고 오롯이 장면 안에

포함된 채 모든 것을 바라보며 그리는 화가, 이 세 가지 항은 어떻게 짝을

지어도 공존할 수 없다. 정교한 원근법을 표방한 <시녀들>은 이처럼 원근법

이 상정하는 기만적인 구조, 더 정확히는 데카르트적 주체의 조망점이 불가

능하다는 진실을 폭로한다. 이러한 ‘보기’의 체험은 시각장의 질서로서 원근

법이라는 환상이, 나아가 그로써 대변되는 주체성의 환상이 가로질러지는 순

간일 것이다. 화가의 시선은 장면 전체를 기획하는 동시에 화면 안에서는 불

가능한 대상을 갖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진실은 다시 많은 이들이 <시

녀들>에 사로잡힌 질문의 계기가 된다. 그렇다면 도대체 자신의 앞에 놓인

캔버스에 화가가 그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화가는 왕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우리 앞에 완성되어 있는 바로 그 그

림의 장면을 그리고 있는 중이다. 아니, 한편으로 화가는 앞서 라캉이 지적

하였듯이 그림과 떨어져 서 있기에 이미 완성한 그림으로부터 어느 정도 거

리를 두고 그를 확인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보이는 것은 화가의 앞에

놓인 캔버스의 뒷면 뿐이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화가의 욕망에 관하여 물을

수밖에 없다. 라캉은 재차 이러한 설정이야말로 자신의 앞에 있는 장면을 보

며 그리는 자에서 그림 안에 보이는 자로서의 화가로의 전복, 화가가 그린

그림 전체를 보는 자에서 화가에 의하여 보이는 대상으로 그려진 감상자로

의 전복을 일으킨다고 강조한다. 원근법이라는 상징적 질서가 가리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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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을 맴돈다는 점에서 이러한 시선의 운동은 그 자체 대상 a를 맴도는 화

가와 감상자의 충동의 경로를 대변하며, ‘보기’를 지배하는 상징적 질서의 완

전무결함이 얼마나 환영적인지를 폭로하는 계기가 된다.

<대사들>과 <시녀들>에 관한 라캉의 분석으로 살펴본바, 이미지-스크린

으로서 미술은 대상 a를 길들여 철저한 환상의 상연으로 상징계를 지탱하는

한편 그러한 스크린 너머를 맴도는 충동을 추동하여 환상을 가로지르는 계

기를 정초할 수 있다. 주체의 문제로서 마조히즘적 증상 또한 이러한 양면적

인 가능성을 갖는다면, ‘마조히즘적 미술’이라는 정의, 마조히즘적 이미지의

메커니즘과 가능성은 미술가나 행위자의 마조히즘적 증상보다 감상자의 마

조히즘적 자각을 일으키는 기표, 나아가 보편의 의미 작용을 와해하는 기표

로서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에 근거하여 정당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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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본고는 마조히즘이라는 기표가 미술의 영역, 특히 추, 불쾌나 혐오, 고통

을 자처하고 그를 촉발하는 동시대 미술의 제작과 감상을 해명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온 궤적을 비판적으로 재고하고, 마조히즘과 마조히즘적 미술이라는

수식에 관하여 정당한 관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고는 1960년대 이후 피학적 신체미술의 제작 양상에 관한

1990년대 페미니즘 진영의 마조히즘적 미술 이론을 살펴보았다. 주체/타자의

문제가 무엇보다도 시급했던 이들은 마조히즘을 주체의 문제로 정의하였던

프로이트와 들뢰즈의 이론에 근거하여 신체미술에서 두드러진 미술가나 행

위자의 증상을 마조히즘으로 진단하고, 그 증상의 가능성을 미술의 가능성으

로 성급하게 등치하였다.

이에 본고는 증상 표면의 피학성으로 환원될 수 없는 마조히즘 고유의

메커니즘과 가능성을 밝히고 미술가나 행위자의 증상 자체와 구분되는 이미

지로서 미술이 가지는 전복성을 논구하고자 라캉의 이론을 틀로 삼았다. 이

로써 본고는 프로이트와 들뢰즈에 대한 동시대 미술 이론의 오독을 지적하

고 마조히즘의 개념을 정박하는 것을 넘어, 미술가나 행위자의 주체성에 따

라 그들의 증상을 달리 해석하고 평가한 미술 이론, 주체로서 체험하는 현실

에 관한 프로이트의 진단, 그리고 그러한 단위의 속박을 벗어나는 혁명을 존

재 자체의 권리로 정당화하는 들뢰즈의 기획을 함께 고려하고자 하였다.

라캉에 따르면, 스스로가 주체나 의미와 같은 상징적 단위로 포섭될 수

없는 차원으로 명명된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마조히즘적인 자각이다. 이때

문제의 주체는 자신을 상징적 질서의 처벌 대상으로 화함으로써 다시 그 질

서를 공고히 하기를 표명할 수도 있고, 상징적 질서의 공백이자 그 자신의

존재-결여를 자각하고 더 나은 현실을 정초하는 길로 나아갈 수도 있다. 인

간 고유의 상징적 현실은 존재 자체의 원초적인 차원을 모두 건져올릴 수

없으며, 그물망을 빠져나간 존재의 관념만을 억압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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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주체의 문제로서 마조히즘은 문제의 주체가 현실에 대하여 취하는 관

계에 따라 ‘정상’ 주체화 혹은 ‘탈-’ 주체화의 가능성을 갖는다. 라캉이 대상

a와의 동일시로 표현한바, 스스로가 상징계의 공백으로 명명된다는 자각은

문제의 주체가 현실에 대하여 마조히스트의 자리를 점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그를 상징계라는 대타자에게 돌려주려는 수행은 증상의 차원에서 마조히즘

으로 진단된다. ‘정상’ 주체가 되기를 갈망하는 도착증자로서 마조히스트는

실재적 차원으로 명명되는 스스로를 상징계 법의 처벌 대상으로 제공하며,

마조히즘이라는 처벌의 무대를 통하여 그 법의 존재와 기능을 보장받기를

표명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마조히즘적 자각은 그 법을 회의하고 넘어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전복은 충동의 여정으로, 그 표면에서는 상징계

법의 바깥을 맴도는 마조히즘적 증상으로 나타나지만, 마조히스트가 ‘표명한’

것과 정반대의 목표를 수행한다.

라캉은 이처럼 실재의 본성이 주체의 현실을 뚫고 엄습하는 순간, 상징적

현실의 완전무결함을 지탱하던 상상적 기만의 베일이 벗겨지는 순간, 상징적

질서의 공백이자 주체 자신의 존재-결여에 대하여 관계를 변경하는 전복적

주체화의 순간을 ‘환상 가로지르기’로 명명하고, 주체의 윤리로 정초한다. 라

캉은 그 가능성을 충동이라는 존재 자체의 역동으로부터 보장하며, 대표적인

상상의 영역인 이미지에서 그러한 전복이 촉발될 가능성을 주장한다. 본고는

회화 작품에 관한 라캉의 분석을 통하여 이와 같은 이미지의 작동을 살피고,

마조히즘적 미술 이론이 겨냥한 전복성이 미술가나 행위자의 증상 자체보다

마조히즘적 자각을 일으키는 기표, 보편의 의미 작용을 벗어나며 환상 가로

지르기를 촉발하는 기표의 힘에 근거함을 주장하였다.

이로써 본고는 주체화 혹은 탈-주체화의 메커니즘으로서 마조히즘이 갖

는 양면의 가능성을 밝히고, 마조히즘적 미술 이론의 토대를 확인하였다. 이

에 대하여 마조히즘의 구체성이 주체 보편의 태도로 추상되었다는 비판이

가능할 것이나, 본고는 마조히즘이라는 기표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양극의

스펙트럼과 그 근거를 논구하고자 하였다. 다른 한편 본고는 미술가나 행위

자의 증상과 이미지로서의 미술을 구분함으로써, 전자에 대한 진단을 중심으

로 삼는 정신분석학적 미술 비평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재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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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아닌 것이 되기 위해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고, 자신으로부터 벗어

남으로써 비로소 자신이 되는 주체화와 탈-주체화의 경계에 마조히스트는

서 있다. 양극을 오가는 수행이자 기표로서 미술은 주체화로 마감되지 않는

탈-주체화의 순간을 그리고, 또 다른 주체화의 경로를 가늠한다. 본고에서

마조히즘이라는 수식을 축으로 살펴본 실천과 이론의 책략 또한 탈-주체화

를 상쇄하지 않는 새로운 주체화를 사유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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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rt and Masochism
― through masochism theory of

Freud, Deleuze and Lacan

Ahn, Soo 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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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tiy

The aim of this thesis is to reconsider the expression ‘Masochism’ which

modifies art and to offer a valid perspective on it. The generally accepted

meaning of masochism refers to one’s tendency or action to take pleasure

from one’s pain. Therefore, psychiatry diagnoses masochism as

paraphiliac disorder. For contemporary art which is difficult to define

with the concept of beauty, the term masochism is used to explain the

artworks with ugliness, provoking unpleasure, abjection, or even pain.

Particularly, feminist art theorists in 1990s defined the abusive

aspect of Body Art after 1960s as ‘Masochistic Art’ and justified what

those artworks performs against the previous identity politics based on

masochism theory of Sigmund Freud and Gilles Deleuze which reads

masochism as the matter of subject. However, they did not discuss the

reason why the performance in question can be defined as masochism

and they defined the abusiveness of the performance’s surface as



- 111 -

masochism. Furthermore, they identified masochistic ‘art’ with the

‘symptom’ of the artist or the performer and reduced the possibility of

the art to the possibility of the symptom. Accordingly, they interpreted

the artwork by justifying how the symptom in question illustrates the

concept of Freud or Deleuze according to the psychological or biological

facts of the artist or the performer.

According to Freud, masochism is the particular constructive

process of subject. He describes the strange phenomenon which seems

against the pleasure principle as the mechanism that super-ego, a kind of

moral consciousness, punishes ego for pursuing the prohibited wishes

while violating the order. Despite the punishment is painful, masochist

can atone for one’s deviation by it and therefore belong to the existing

order. Freud insists the pleasure of masochist coming from one’ own pain

derives from this stable belonging.

On the contrary, Deleuze criticizes the psychoanalytic perspective

on masochism because it distorts the symptom to explain masochism

around the order of super-ego. He chooses to return to the literature of

Leopold Ritter von Sacher-Masoch and insists to read the masochistic

symptom as it is that the persecutor of masochism is always a

woman(ego), not a man(super-ego). It is because masochism is not the

mechanism that man(super-ego) punishes for one’s femininity(ego) but

that woman(ego) punishes for one’s masculinity(super-ego). In this way,

masochism is redefined as the revolution of de-subjectification.

The theories of Freud and Deleuze represent the contradictory

mechanism and possibility of masochism and were chosen as the basis of

Masochistic Art theories. Nevertheless, this study is not to point out the

misuse of the term masochism and to fix the concept of masochism by

supporting the view of Freud or Deleuze. Rather, this study insists that

the art theory assessing the symptom of the artist or the performer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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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r subjectivity, Freud’s insight on the weight of the reality of

subjectification, and Deleuze’s project ensuring the possibility of

revolution as a right of the existence be considered together.

To achieve this aim, this thesis introduces Jacques Lacan’s

theory as a frame which declares the contradictory mechanism of

masochistic symptom and explains that mechanism in the dimension of

image. According to Lacan, human beings becomes a ‘normal’ subject by

cutting out their own existence which cannot be symbolized and believing

that lack-of-existence can be filled with the symbolic object. However,

not all can master that kind of deception. The abnormal subject,

masochist, still feels as if he/she is located in the lack of the symbolic

reality, as if he/she is denominated as the remainder which is impossible

to symbolize, object a. Masochism is the stage where masochist who

identifies oneself with object a sacrifices oneself loyally as the object of

the punishment to establish the law without any lack and therefore to

become a ‘normal’ subject.

However, Lacan insists the above-mentioned is just ‘declared’

purpose of masochism. This statement suggests the possibility of

masochistic symptom which can perform different purpose, which is not

‘declared.’ It is because the subject’s identification with object a, the

dimension of the original existence, is based on the subject’s recognition

that the symbolic object cannot fill the lack of the subject’s

lack-of-existence, the structural lack of the symbolic order. This

recognition implies the possibility of revealing the structure of the

imaginative deception which supports the ‘normal’ reality. Lacan names

this subversive dynamic ‘traverse the fantasy’ and imposes this on

subject as ethics.

Lacan draws a possibility of traversing the fantasy particularly

from the dimension of image, which has been considered a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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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esentative field of the fantasy. Through Lacan’s analysis on Las

Meninas by Diego Rodríguez de Silva Velázquez, this study confirms the

specific process how the art works as a screen of traversing the fantasy

as an image. Hereby, this thesis argues that the subversive possibility of

the art advocated by the masochistic art theories is not based on the

symptom of the artist or the performer itself but on the possibility of

image as the signifier which provokes the masochistic recognition by

escaping the normative signification.

Through this reconsideration on masochism and masochistic art,

this thesis establishes the contradictory possibility of masochism,

subjectification and de-subjectification, and furthermore, suggests to

rethink the strategies of painful performances or images.

Keywords : Masochism, Masochistic Art, Chris Burden, Vi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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