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 클레르 로파르스의 <<

Hors sujet 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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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프랑스 미학자 마리 클레르 로따르스Marie.C1aire Ropars-Wuilleu찌g
(1936 - 2007) 1)는 예술 개별 장르의 흘 안에서 샤유하는 대 신 영화，
i

혼 연구는 2α”년 〈프랑스용찍한회 가율 학g대회〉 애셔 방요한 내용용 수갱， 보완

한 것입

1) 로여르스는 영찍혀 올쓰기용 용하여 영화 이악의 이혼율 깅이 파고올었으며， 이
~. 문학， 영화， 이융 풍 여러 얘 g 장르용 아우르여 이학혀 이용용 에얘여하였다

84년우터 2004 연까지 앵샌느 대학 출판우장* 역입하여 1 얘우리 아의 이학 ""'"
hOl'1 cadre’ 아슐 요잉융 이용었다 그녀의 이S 작엉용 어느 한 엉주에 용

t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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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미슐， 옹악 둥 여러 에슐 장르흘 념나들여 영화와 글쓰기 연
구， 이미지 이론과 공간 연구， 주체의 문제 동 미학적， 철학적 사유
의 체제흘 세워나갔다 그녀는 서로 다른 예슐 장르나 상이한 이론
툴융 "1-"히얘 분석하려하기보다는 여러 예슐 간의 혹용 상이한 이

롱 간의 정점과 경계에서 일어냐는 소용 혹은 충용의 웅직임얘 주목
하여 “상호 가장자리가 율어혜쳐 지는뼈angement récillπ때"，，" 현상
융 멸쳐 보여주고자 한다 로따르스의 연구는 어 느 한 분야로 운류

하기 힘든 독자객인 위치 용 차지하는데， 그것은 소피 샤용랭이 지적
한 것처럽 서로 다론 장르용 녕냐드는 연구 대상 때문만이 아니랴
무엇보다 그녀의 연구 판정과 이 흔적인 바당 또한 어느 한 분야에
속하지 않는 ‘복수적인’ 엉주이기 때문이다 2) 로따르스에게서 복수
성 에 uralire은 다양한 요소롤의 총체라기보다 여러 요소툴용 서로 연

결시키기도 하고 분리하기도 하며 경계를 넙나드는 역동객인 용직
잉융 의이한다 “La pl띠허 ité impli엔Je la mìse en relation

sieurs éléments 이stincts ， plut이 que leur tout

de plu

eUe dδ Igne une

dynamique cransversa1 e de mise en rapport, doublée de mise à
distance. "3)

우리의 연구는 로따르스가 유작으로 냥긴 마지막 논문

jetou : d’un 얘et e배n sans SllJet

‘

Hors

5U

아)에서 열쳐나가는 예울과 주

하져 앙으며， 그녀의 샤씩의 야앙이 외는 앙고 이용률도 영앵위하고 그 앵위도 다

양하다 용 연구의 예상인 아져악 유고가 실연 꽁저 L 'Q7I'

$4IIIS

~씨는 2008년에，

”녕예부터 2007 년꺼지의 연구 션장 u.꺼，. dνM pmsh(2009 연 11 엠}이 융연
되었다

2) ú

umps

‘{'WIl!

cha찌띠)，

PnUIt, Marie-C\aîre

R얘ars

(1Ute5 rtunis

t1

présmtb par

puv‘ 2009, p. 6 “Les rechtTChes de Marie.c:t.a.ire Ropan ()C.
ru야nt une place singulitte t1 d iffi.d.lement dusable , e
aison d'abord dcs
。'Oisement 며sciplinaires qu ’cJles proposent(entre cinéma et !j‘ thature) mais c1l
raison aussi du point de VUC' qu'cUes adoptent $ul les 얘eb &udib et 1es théo~ ∞nvoquées dans ta rtftenon." (présenratiα1 de Sophie Charlin)
J) lbid. , p. 10. prfsentation 야 Sop hie charlin
Sophie

’‘ ’

M C. ζ아E스의 " Hon sujct ou ...•에 나타닝 에*화 추세

체”의 문제애 대해 살며보는 것융 목척으로 한다 L ’411

""

sans sujet?라

는 제목으로 여러 연구자율의 논문용 모아 올판한 공저의 앤 마지막
에 설린 이 논문에서 로따르스는 이미 중명된 기존의 가정 훌 에서 사
색융 총옐"，는 대신 그 녀 가 선핵한 일련의 서로 다른 장르의 몇몇

작용별융 바탕으로 ‘주에 없는 얘울의 주체’의 문제라는 새로운 가
갱률용 안을어 냐간다 6) 로따르스는 이 연구에서 첫째， ‘주혜냐 책
째n냐의 난껑을 Sujet ou objet1 A∞"'"’， 툴X얘， ’예슐 혹은 자신의 오

브제애 의째 오히려 방해받은 주쩨 L찌 。 u 1e sujet c=m야ché par son
∞jet même’‘ 셋째， ‘예 숭과 주체의 애읍용기 αlier art et sujcl’의 사

색의 과갱융 설정하고 예슐에서 주체의 자리용 비용으로써 역설척
으로 예슐에서의 주에의 위치 톨 다시 자리얘김하고 몇몇 양상으로
주셰흘 배쩨하는 일련의 작용용의 예용 용하여 예슐과 주셰 의 관계

해셰시짐으로써 그 판계용 재갱립해나간다
우리의 사색은 로따르스가 유작논운에서 유언처럽 냥긴 아지악
문장 "L’ étrangeté est le dernier mot

de

I’ art. "S)융 옹 01 하는 과정에

서 떠용리게 원 몇 가지 정문에서 되었다 과연 예승의 마지악 알은

4) Marie-Cla ire Ropan 의 << Hors s에C1 ou : d‘'" 써et enfin sa띠 sujel... >>, ouvr
age coUectif L'arr sans suja. 2008, PUV, p. 151-168 앙으호 호아료스의 온 논용
외 인용운온 세욕융 생약하고 에이지만 JlAI안

S) 'Sujet'는 *리앙료 주셰’， 주세‘의 쭈 가지 깨녕으호 에석핑 수 잉'11 '1안 로여E
스의 논용에서 이 용어의 정의 톨가놓언 육잉격이고 R용쩍인 연 ... "여추고 잉
논 정융 강안하여 우리의 연구에셔는 용어의 g용융 여여기 위에 입외 호 ‘후에 라

농용어로 샤용히g아

‘’‘'" '" •

6) ML'hypo

p," 어rt fort

∞nDUS，

∞nstruire， eUe Ie sera • b'aVO'S des stries d'exon어ð ， •
mais dont \a mìsc c: n st꺼.t mile des specu Íßa ttendus."

‘

(p. 156)
7) 로따르스의 논의에서 ‘얘t 의 용어는 추세와 대조외는 찍셰익 의이료 A 용외기도
하고 주판객인 에융 작용 ~"~에 이얘 a판억필 수 잉는 오으새의 의이로 사용
되기도 하는예 용 논운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유의 논리에 여악 에세’ 또는
‘오브애’의 두 용어호 입의호 사용하었다

8) p.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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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알일까7 예울이 마지막으로 하고자 히는 말， ‘ ) 'étr양1gete’는

무엇융 의미하는 것일까? 왜 ‘마지악’이라고 했올까? 예슐의 마지악
말은 누가 한 말인지에 대한 질운응 예슐에서의 주체의 문제에 연철

왼다 예울이 마지악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우엇인가， 즉 예술은
무엇을 표현하는가는 로파르스가 ‘주체올 배제하는 예슐’에서 여러

시리즈의 작풍틀융 흥해 g현하고자 하는 예슐의 몇 가지 경향을과
연관시켜 올 수 있율 것이다 또 우리가 궁금하게 여긴 ‘ l ’ étrangeté’

의 의미는 ‘l’étrangeté’가 온질객으로 인식의 주제와 대상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앞의 두 질문에 대한 사유에서 도출될 수 있는 예슐
과 주체의 판계에 대한 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절국 로따르스의 마
지막 운장은 예술에서의 주체와 잭체의 달레마릉 포착한 로파르스
의 사유의 미 학적 가치툴 드러 내주도륙 형상화한 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사썩은 그녀의 마지악 운장에서 출방하였지만， 이
문장에 웅혹펀 사유의 축은 역셜적으로 논문 전체의 사색의 흐용으
로 우리률 안내혜주고 있다 이에 우리는 로따르스가 유작으로 냥긴
요핸 미화객 사유의 정정체의 흐름용 따라 주체와 객체의 아포리아

로부터 주제를 배제하는 오프제의 여러 양상을 거쳐 예슐파 주체의
분리와 관계 맺기의 역동척인 웅직임올 음이해보고자 한다

n

본

론

l ‘주제 바장에서 사유하기
주체의 개념이 지닌 문제객 속성은 L 'an sans sujet 공저 전체에서
상기되고 있다 피에르 소를랭은 이 책의 앤 첫 논문에서 이미 ‘주제

SUjet’의 운제는 언쩨나 문제가 되는 쟁의흘 상정하며 때로는 서로

M,C.

~따르스의

‘

Hors sujet OLL ...• 애

나타난 얘융과 주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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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인 관계률 맺는 상반왼 입장율 동시에 포함하기도 한다고 주
장하였다 9) 로파르스는 공저의 앞에서 이미 다른 연구자들이 주제
를 운영하게 정의하는 것도 어영지안 그형다고 주제를 완전히 제거

하는 것도 불가능하며， 예측하기 어영고 불안정한 정제성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절대적으로 띨요한 것으로 머물려 있다는 점을 보여주
고 있기 때문에 1 0) 자신은 주제에 정근용는 기존의 각도블 뒤집어보

고 정근하는 방엄올 바쩌보는 시도를 해보고자 한다고 밝힌다
주체에 접근하는 각도를 뒤집어보기 위해 그녀가 구제적으로 시
도하는 것은 ‘주제 "PI!'에 머무르는 판정을 취하는 것이다 그녀는
일단 예술 작풍이 만들어지고 나연 주제의 의도에서 벗어나기 때문
에 11) 미화객 쩨협에서 주체는 제외되고 또 예울 자제의 고유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체에 대한 정보에 의존하는 것을 휠피해。벼
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예술의 문제에서 주제가 계외된다고 온다

“ Al ’ lflverse‘ Ia jX'rs야ctive que je vais e lq)lorer se placera hors su
9)

Pieπ'(" Sorlin , << L'oeuvn." a -l‘lIe un 5ujet'μ. L’'ort $iJJlS sujκ PUV , 2008. p. 19
"La dtfinitiOD d'un s셰이， entcndu I。이。"" ∞ nme "ce donl il est questlon"
est tellement aJb itraîre que ct:rtains tiennem au contraαe à I'éviter."

l이

'Tolll au lon8 de notl'e chemin ('lT\ent ∞ Ueciif. e SUJ(" (de I'art) , 띠isend‘ b..
dans la question inallgurale, a été: ∞Mιru，‘ comme insaisissable et ∞pendant
'"에X)Sé ìnexpugnable
rna J.grt son statut imprévisible ou pκé:ca ire ， il est dc
meuré lelle une nécess 아 impérat
à rnau tenir. même dépla c:é et désub
jectivé, dans une peusee de 1’art qUI 야 p。‘J.rTait se 야- 잉.ns luÎ." (p. 15 1)

’ ’

…

‘

11) 잉단 하용이 안융어지고 냐연 히}용응 더 이상 작가용 영요g 하지 않고 완전히
특엉적이 핀다고 주장<Hõ 띠애으 소융쟁의 의견은 로따르스의 주장용 윗양칭한
다 ‘ L'auteur les a pt'여"'’ es mais une foι acbevées elles lui sont devenues
extérieures , n'ont plus besoin de lui et pousuivent leur carrière en pleine
indé:pen띠 nα
Pierre Sor lin , <<L' OC'UVTe a-t -e Ue un sujet'μ. ，. 이 ， p. 18. 학
용이 완성외는 승간 더 이상 작%’용 창작자의 의도에 어용지 앙고 작용 자혜의
상율 영워하기 얘문에 삭용이 완성되는 것과 용시에 작용은 양작자애게 낯선 대
상이 원다 하지안 장직 과갱의 주재는 작용이 완성되는 승간 악용으g우터 애제

'1 연서 작용에게서 이생적인 혼재가 외여 우재의 상태로 작용과 연정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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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l , au double sens de la formule : le sujet est mis hors s에et dans le
rapport å 1’art , parce que ]'expérience esthétique le rend im JXlSSìblc ; il
f，uψ"ait donc - et c’esl le second sens impliqué dans ce titre - sortir
de la référence au

s미 et

pour saisir la singularité dc I'art." (p. 151)

그녀는 주체애 의존하는 것융 악끄 찌판척인 가갱애 근거하기 위

해 미학적인 오브제， 예슐작용 자째애 의지함으로써 주제와 거리흩
우는 것올 정당화한다 12}

로파르스는 낭시와 바디유， 그리고 리오타르 등의 사유틀이 전적
으호 주제를 우위에 두는 입장과 주관성융 완전히 배제하고 책째를
용호하는 입장으로 상반되게 갈리는 양상융 대비하여 극화시킨다

하지만 그녀는 이융의 서로 다른 개념올 비교， 분석해서 그중 가장
척합한 개영올 세우고자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개업률융 합껴 모아
그융의 단갤과 접갱융 보여주연셔 쳐응에 가갱한 주쩨의 개녕의 모

순객인 속성융 부각시낀다 우선 로따르스는 냥시가 Après k

sujet

qui vient에서 ‘작용이 안훌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요깨 되는 것이 주
체라고 보는 랑시에르의 입장용 견지하고 있옹융 보여춘다 이들 입
장에서는 ‘S내el’ 뒤에 오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예， 왜냐하연 ‘S에 et'
야 말로 나중에 요는 것이기 때문이다 IJ} 로파르스는 주체에 대한

이러한 관정올 한 결옴 더 밀고나가 주제란 ‘언쩨나 아직 요지 않은
것 C티U I q Ul esι toujours å venir’으로 상갱한다 호따르스는 냥시의 책
은 주제가 잭쩨올 충식시키연서 <Jj쩨 뒤에 숨어 서로용 배제시키연
셔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운에 안입 주체가 모든

"μ SUjC'{ D’e$l donc 야 ici b. vistt centrale , puisqu’。n proposc prtcisément
d<,‘m 어‘Cf. Maîs 1’hypothbe est à fondcr objectiverne: n seuk une dê
marche ancte 여띠 l'étude de I 얘.e( (esthétique) pourra 얘 timer unc mise à
l'kart du su;et q미 ne relève pa$ d'un dloix subjectif." (p. 15 1.)
IJ} “J~껴u~ 없"，"π "rien ne ‘C1l1 après le 5Ujκ car il esc prkisémenl 떠ui
에 끼enI apè:s" - on pow1'피I ajouu:r id 떠ω 밍‘i c:st Ioujours å \IOIJι" (p. 152)

12)

‘

M.C

로억르스의

• Hon

suj히

OU ...• 에

나타닝 예융끽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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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와 절부되더라도 그것은 철표 주제 자신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
닝 융 지적한다
로파르스는 주제 자신이 생성해낸 객체 뒤에 숭겨져 어느 꿋에서
도 자신의 자리흘 차지하지 옷하는 주제툴 보여주는 냥시의 입장에

주제융 %빼하는 오므제 용 모두 제거하는 야디유의 입장l이이나 모
든 찌판껴 진리의 기춘융 거부하는 리오타르의 입장융 대비하여 주

채와 잭애의 딜레마용 부각시킨다 바다유와 리요타르는 잉장의 충
발정은 같지안 다시 결과는 상안되게 갈라져 바다유는 주쩨애게서
주관성 올 애쩨하지만 리요타르는 주체블 모든 책관객인 진리의 기

준에서 떼어내어 예슬의 경형 속에 다시 자리잡아주고자 한다 로파
르스는 바다유와 리오타르의 두 잉장이 모두 주체의 위상융 올바로
세우고자 하는 공용왼 옥잭에서 용발하지안 결흔적으로는 주체훌

순천히 이지적인 것이자 모든 것융 포항하는 전제적인 진싱로 보는
바디유의 잉쟁과 주제용 전적으로 강각적인 것이여， 자급자측의 자
유로운 충동으로 보는 리오타르의 입장의 상반왼 절론에 도달하게
핑옴 보여주며 통일한 개입에 대한 상이한 잉장의 총률과 대립융 용
해 주체에 내재왼 모순척이고 양링 올가능한 속성융 드러낸다

로따르스는 주제에 대한 상이한 정근융 하는 이온가율의 입장융
대비하연서 그들용 비교 운씩하여 어느 입장용 선택하거냐 비판하

기보다 이 들의 정점과 대립， 용흩융 부각시켜 미리 상정 항 수 없고
14) 야디유는 주애흩 내거티브 앙식으호 갱의하여， 주세용 싱세냐， 외이， 갱엉의 기
앤 세시힐 수 잉는 g앤외 것， 정적냐 기앤펴 구흉하며 ”한 엄후의 싼생의 'f갱
킥 강옹 진성의 져역객이거나 한예기 잉는 지왜i률 갖는다l 갱의한다

’‘

" P，。ω

Ba diou , Ia ca야e CSI ente due Ie sujd: n ’est ni une substanoe, nì I'organ
ìon d'un scns ou d'une expérience, ni un invariant de \a présentation, nÎ
un rb ultat, ni une origine α1te dtfinition ntgative pm써 de vîder l'espace
d"에~ffl uppriman t tOU$ les objc1s qui le masquen t. Ma i.s celui<i n'esl pas
non plus un point 이d<.ffl 야니 $urtou q. ’ il relève d'une tache esscntielle : e
"' “ 1e sta lU t Iocal ou fini" d ’ une vérilé ente d " , ∞mme "pt'OI:id ure 양n
ériquι d'une c;atégori<:"," (p. 153).

“‘

‘

‘

’‘

214

용어운화권연구 제22호

갱의하기 어려운 주제의 륙성용 독자틀얘재 납득시킴으로써 자연스
럽게 앞서 제시된 주제에 대한 여러 상이한 입장에서 다시금 시각올
바꾸어 예술에서 주쩨톨 분리해서 배제시켜놓고 오칙 오르제와 예

슐 작풍 자체에안 의지째서 사유해보고자 하는 자신의 시도용 갱당
화한다 그녀는 의도척으로 예술에서 주에용 배쩨하고 잭에흘 잭관
적으로 다루는 과갱용 용해 역설적으로 오브째(와의 판계) 안에 주

체의 자리를 두는 대신 추째(자신과의 관계) 안에 주체의 용래 자리
용 회복혜주고자 하는 것이다 l ’)

2

오프제가 주쩨 융 배제 '1는 예숭

주째를 예슐애서 분리빼내는 작업에서 로따르스는 ’작용。>euvre’과

’요므셰 objet’용 구분한다

작용이 주관척이라연， 오프제는 관찰된

것으로 잭관확될 수 있다 작용운 온질적으로 감상의 주판적인 연올
상정하게 되기 때분에， 작용애서 주관성용 걷어내고 그것용 액관화

하는 방엉은 예슐 요브쩨 자에에 근거해서 사유하는 것이다 로따르

스는 이에 작풍은 원래 주셰용 반영하연서 드러내게 되어 있지안 작
용이 자쳐1 내에서 자기 반사의 기능올 수행함으로써 주셰융 작풍의

궤도 밖으로 일어내는 작용을융 흥해 예슐에 서 주셰 용 배제하고자
시도한다 로따르스는 오브제로 인해 주제가 배제되는 예슐 작용융

세 가지 양상의 시리 즈로 분류하여 주체의 헤도 밖에서 예슐율 인석
하=1 하는 가설용 셰워냐간다

오므제가 주채용 배째하는 작용의 세 가지 양상 중 첫 번째 시리
즈는 회화와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틀 작용은 공용객으로 작
용 안의 시션들이 서로 안사하고 서로 어긋나연서 공액율 만를어 주

15) ‘ 'JI ne 5’.~， 어s de se débarrasser du sujet dt: 1’ art , mais bien 야 • """"'"
• y PI‘:e, dans ~ $Ujct: I띠 mnc:, et non 띠ns l' oo; et art qu'il mvalú t." p. 155

M.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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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훌 작용 밖으로 비워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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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 떠 Weyden의

Sa inl μι peignant /a VI~낀양 (1435) ， Velåzquez의 Mélines (l 65씨，
Manet의 Bar aux FoIies Bt끼gmo (1881) ,

Jeff W，때의 사진 Piaure for

""""" (1 979) , Bruegel 의 L'Atú.γ.arion des Mages (1564)융 첫 언째 작
용의 예들로 쩨시하고 있다 이툴 작용은 화연 안의 인물들의 시선
들이 그들 사이에서 충족되어 밖의 시선융 멸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외의 다른 주체가 필요 없는 작용들이다 작용 안의 요소들이

자체적으로 충족되어 주채용 안으로 끌어들이지 않으여 주체률 배
제하고 있다

Sa inl Lιι peignanl /a Vierge에서는 실내에서 내다보이

는 마율 용경 안에 다시 그 용정융 관조하고 있는 두 인툴의 시션이
주쩨의 시션의 자리홀 대신 차지항으로써 주체를 배제시킨다 Ba,

aux

F{이ies &끼gmo에서도 화연 밖의 판책융 용시하는 듯한 여자 정

원의 시선과 그벼용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거울에 비친 한
냥자의 시선의 어굿난 교차의 유회로 작용 안과 밖융 채워 작풍 밖

의 다른 주체의 시선의 개입율 혀용하지 않는다 Mélines이냐 pictw'e

for ""'"'" 안얘서도 시션은 작용의 용 안과 밖으로 향하는 시션의
교차가 자기 반사의 효과용 창출하여 작풍 그 자체료 자촉적인 공간
의 웅직임융 만든다 L 'Adorarion

des Mages 안에는 여러 인울틀의

여러 방향의 시선들이 서로 교차펀다 아기 예수흉 정배하여 바라보
는 사선과 서로 것속말하며 다른 곳율 보는 시선， 또 얼굴을 툴려

화연 밖융 용시하는 화연 오른쪽의 혹인의 시선， 그리고 그 혹인을
바라보는 화연 왼쪽 인울의 시선 풍 작용 안의 인울들이 서로 주고

받거나 혹은 밖으로 던지는 시선을로 작풍이 충촉되기 때문에 그립
내의 시선들로 작용의 공간이 채워진다 로파르스가 첫 번째 시리즈
로 쩨시한 예슐작용은 주체훌 반사항으로써 주혜올 작용 안에서 드
러내는예， 이 예들은 작품 내의 요소들끼리 서로흩 반샤하기 시작하

연서 주제콩 작풍의 꿰도 밖으로 멀어낸다

"plus précisément en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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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oeuvre , dans sa singularité artistique , exhibe le sujet en le

réfléchissant, mais elle le met hors circuit en faisant de son
α'Opre

fonctionnement 1’enjeu de la reflexivité." (p. 156)

로파르스가 제시한 두 번째 작용 시리 즈틀은 오브체의 선과 색이
분열되고 갈라지:il， 경계 훌 서로 칭엄하고 포항하고 정쳐지는 왈일

치률 보여준다 그 애로 Munch 의 μ
101ιM

du

pi따o-ú

""<11(1912),

Kupka의 @

/ac(I909) , La carhédrak (1 912 - 1913) , Fugues à

‘

deux rOUJa ,, (1911 - 1912) , Amq,phes, Van

G앵1의 Lo t1 uir

étoi1ie

(1888) , Cuttionis의 Cimetibe /il“'ilnien, Mondrian 의 Compos ition en
Ugne(191 끼 동올 구체적인 예로 들고 있다

션과 색이 왈일치하고 앵체와 선과 색의 서로 맞윌리는 부분들이
용어혜쳐져 포깨져 있는 이 두 번째 예의 작용들에서는 오브쩨의 형
태 자체가 비어 있고 반사하l 리등융 만틀어 오료제라고 힐 수 있

는 영쩨 자>iI가 왈운영하여 요소들 간의 정계가 허율어져 작용이

"1

워지는 정우용 보여준다 Le so/nJ는 태양광선율 선과 액상， 앵태 오

두 그 가장자리가 율어쩨쳐져 서로의 경계훌 칭엉하며 방사선으로
언져가는 응향처렁 요브제가 비워진다 Le> "ωches

du

piano-μ

lac,

La cathédrale , Fugues à deL‘x cou/eurs 둥 로파르스가 선명한 쿠프카
의 몇몇 작풍을 또한 선과 앵태， 그리고 색상이 서로 정쳐지연서 잘

재 운항되어 구체적인 형상이 뼈에왼 요소들의 파연률안 납는다 La
nωi étoi!kOl 서는 열빛과 용빛이 각각 하늘 위와 수연 위애 언져가
연서 반사되어 앵째가 허율어진다 CiηJetière liluanien는 그립자지기

도 하고 빛융 받기도 하고 률쭉날쭉 서 있는 십자가율융 엎으며 그
립 확연 위쪽응 오른쪽 아래로 비스듬히 쓰다듬는 규칙척인 리등의
붓 터지들과 또 반대 방향의 사선으효 화연융 어루만지는 마찬가지
로 규칙적인 리 등의 붓 터치융이 정쳐지고 화연 아랫부용은 다시 가

로로 리등을 이루는 붓 터치율이 엎고 있다 그립자와 빛의 표차 놀

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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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리드미컬한 유회용 만들어내는 형태 위용 선과 색 i 연， 형태의

정계가 허물어지는 사선 방향， 가로 방향의 붓 터치들로 엎어 오므
제훌 용분명하게 만든다

Composition en ligne는 분열된 가로 세로의

작은 기호 잡은 선들이 흉어지고 정쳐지고， 모여 있는 듯도 하고 번

져나가는 듯도 하게 화연 전체를 공기처럽 " 1 워두는 듯이 채우고 있
다 이들 작용들은 공용객으로 요소들 샤이의 정계의 가장자리가 용

어져 정쳐지고 그 행체가 용분명혜져 요프계 자체가 비워짐으로써
작용 외의 어떠한 주제도 반사하지 못한다
마지악 세 언째로 로파르스가 주쩨가 작용에서 오브제로 인해 배
제되는 작용의 예로 제시한 작용은

Mariana Otero의 Histoire d'un

"""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이다 로따르스는 이 작품 속에서 주체의

정세가 감추어지는 과정이 작용 속의 에슐 작용의 형에가 드러나는
과갱과 용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율 주체가 오브제에 의해 제외되

는 한 양상으로 소개한다 영확에서 오래전 죽은 엄마의 존재용 비
밀에 부치연서 엉마의 갱혜성이 작용에서 배쩨되는 것은 엄마흘 당
은 오브제로서의 초상화가 완성되어 작용융 채워가는 것과 함께 이

루어진다 또한 엄마가 그린 그림틀 속의 주체의 정체성 또한 에일

에 가혀져 있는대 그링들은 일종의 오프제의 사리즈처렁 차층지층
완성원 형태용 띠게 된다 그래서 파연객인 오브제로서의 그립이 모

여 완생원 형태로 드러나는 동안 엄마가 그린 그림의 주세의 갱체는
숭겨지제 원다는것이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로따르스는 오므제로 인해 주체가 방해받는
작용들의 세 가지 정향으로 작풍 내의 시선틀의 유회가 자체의 고유
한 반사 기능을 함으로써 주혜의 개잉율 제외시키는 경우와 오프계

자체가 션， 색 ， 형태의 정계가 허물어지고 가장자리가 울어혜쳐져
리듭만 남기고 비워진 것처럽 되어 버린 경우， 주체의 갱체성이 화
연 밖에 감추어지는 과갱이 작용 속의 오브제의 갱체가 드러냐는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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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과 동시에 일어나 오브제로 인해 주혜가 배제되 는 경우를 상쟁하
였다 이 톨 애슐 작용은 자기 자신융 반사하여 주에용 밖으로 일어

내거나 스스로 형체가 용운영왜지거나 비워져 주채용 상기하는 것
이 용가능하게 되거나 주째흩 요갱할 때는 그것융 정계밖에 두어 주
에흘 배제시킨다

3 주채와 예슐의 딜레아
로따르스는 주혜와 잭째의 딜레마 중 잭채융 우위에 두고 자신의

마지악 미학척 사유흘 세워나갔다 그녀는 여기서 뱉↑는 주제용 리
오타르의 견해애 근거하여 ”보고 욕망하는 중에 뀔연격인 푸사와

생성되는 동일회애 의해 예슐이 자기 자신에게서 느껴지재 하.j!자
하는 것”으로 규갱한다

“ il s’ agit d’ un 잉~et que 1’ art auratt pour

tâche de rendre sensible å soi-même , à

voir et dtsirer, par
projection nécessaire et identification naissante ; ( ...)"(p. 165-1 (6)
σa vers

로파르스는 이미 주어진 가갱에 기대는 대신 여러 가지 기존의
사유의 혹융 뒤집어 보고 상찍 바꿔 보는 시도용 하며 주체의 쩌도

애서 벗어나 잭판화할 수 있는 입장에 근거하기 위해 오프제가 주째
흘 작용애서 제외시키는 작용 경향을의 시리즈율로 주째와 오프쩨
흘분리왜냐간다

하지만 로파르스는 주셰와 객애용 분리하는 작엉융 흥해 역성척
으로 작용이 주째를 배칙.，는 것과 동시에 주세에 이몰리깨 핑융 강
조한다 작용은 주재용 반사하는 오프재로 출발하지안 작풍 자신이

스스로의 오브재가 되어 주에톨 제외시키기 때문에 주째는 자기률
제외시키연서 끌어들이는 작용과 오순격인 관계 속에 며툴게 된다
여기서 예술의 주제는 “주체 없는 예슐의 주체 suκt d’un art sans su
jet" 라고 힐 수 있다

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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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따르스가 밝히고 있듯이 주체를 배제하는 예슐의 논의에서 주

체의 개녕은 단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때로는 주제가 작
풍용 지각히는 인간의 관정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
적인 생각과 상관없는 예술의 논리 차원의 의미， 즉 인간적인 의도

를 녕어 작품이 독자적으로 지니제 된 작용의 주계의 의미호 시용되
기도 한다 예를 들어 로파트스가 소개한 요프체가 주쩨툴 배제히는
예술의 시리즈들에서 작풍 속의 시선들로 작용이 충족되는 예에서
주제는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갑상의 주체의 시선융 상기한다연 작

용 속의 오므제의 경계가 용어헤쳐져 올운영해지는 작용 시리즈에
서 주제는 인간적인 차원의 주제가 아니라 오브제가 g현하고자 하
는 주쩨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로따르스는 자신의 마지악 미학적 사유의 끝에 예술 작용은 주제
를 배제함으로써 주체 밖에 머툴여 바로 그 정으로 인해 주제를 유

인하게 왼다는 점을 상기하며 자신의 마지악 알의 자리를 예슐의 마
지악 말에 내어춘다

“L’6σangeté

est le demier mot de I’art"

그녀의 마지막 문장에서 우리가 가장 언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예슐이 남긴 마지막 딸이 무엇인가이다 그녀는 그것을 ’ l'étrangeté’
라고 표현하였는데， 이 “낯싫”이라는 개녕은 ’누가 무엇을 낯설재
느끼는가?’의 문제올 상기시키며 주체의 문제를 제기한다

이 문장

의 의미를 ”예술이 마지막으로 한 말은 낯성 이 다”라고 g현항 때
주제는 예울이라고 율 수 있다 하지만 ‘ le

전치사 de는 ‘ le

demier mot de

1 ’art’에서

demier mOI ’와 ’l’art’를 ‘예슐이 한 마지악 말과

1 예슐에 관한 마지막 얄의 이중쩍인 의미로 연결시켜준다 또한 비

언어객인 표현의 예슐올 ‘얄 m이’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때 ‘알’은 언

어적 주제릉 상정한다 ‘ mot’의 언어척 주체툴 영두에 두고 전치사
de 율 ‘-에 판한’이라는 의이로 올 경우 문장은 예슐에 판한 마지막
말이 외고 이때 언어적 주제는 문장에서 생략왼(제외된) 것으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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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다시 알해 주체가 예슐에 대해 마지막으효 즉 최종객으로

한 말이 낯성이라고 할 수 있다 ‘ 예술이 냥긴 마지악 알’과 ’예울에
관한 마지막 말이라는 이충객 의미로 혜석될 수 있는 ‘ le

demier

mot de 1’art’는 예술과 주체의 딜레마릉 단척으로 보여준다 이 문

장은 예슐이 표현하고자 하는 말일 수 있융 훈만 아니라 예슐의 알
이라고 여기고 감상자가 예슐에서 주관척으로 느낀 것율 표현한 말
혹은 예슐에서 발견하게 되는 예술에 반사된 감상자 자신의 모융올

요현한 것이기도 하다 로따르스의 마지악 말이 상기시키는 주제와
잭체의 딜레마는 피터 잭슨 작 〈킹콩>(2005)에서 뉴욕의 가장 농은

빌딩 위에서 킹콩이 앤용 한 손안에 안고 아침 햇우리를 보며 남긴
마지악 한마디에서도 홉사하게 나타난다 엉밍한 의이에서는 킹콩의
말이 아니라 킹콩이 우엇인가 말하고 싱어 하는 표정융 들여다보연

서 앤이 대신혜준 “Beautiful?"은 킹홍이 하고자 한 알아연서 동시
에 킹콩이 말하고자 한 것이라고 주판적으로 생각한 앤의 말로서 로
따르스 예슐의 마지악 말에 내포된 주제와 객쳐1 의 상호 애격과 상호

반사와 풍일한 미학적 문제흘 상기시킨다 비언어적인 예슐의 표현

올 언어로 전달하는 이 문장이 보여주는 예술과 미학척 주제와의 상
호 반사성과 의존성은 〈정룡〉애서 영콩융 대변하는 앤의 말을 용해
서야 언어화되는 깅콩의 표현에 비견될 수 있다 로따르스의 마지막

문장은 그녀의 글 전제에서 가정올 세우고 중명해 71는 예슐에 전적
으로 자리률 내어주고 자신올 비용으로 예슐에 참여하게 되는 주체
의 역셜객인 위상융 드러내준다

에용로 용티가 인간은 보는 동시에 보이는 구조흘 지난 수수께끼
와 감은 유일한 촌재이기 때문에 대상융 관철.~는 갱신적인 주제가
될 수 었다고 하였듯이 1 6) 로따르스의 마지악 문장은 주제가 독자척
16) 오리 스 에 용g 용티，간정칙인 언어와 칭뭇의 온쇼리， . 김와자 &깅

액새상‘

2여5 ‘ 7쪽 얘 !l:<e 용티는 r지각의 힌상학 μ 이hwmhwIcgie de ül pmzptúmJ 융
용얘1 이정의 판녕흔객 갱어과 얄리 지악원 애져의 현상에 주용하";1， ‘ 지'l'용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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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예술의 주혜가 윌 수 없고1 예슐이 자신의 말의 주셰가 될 수
없으며， 서로플 배제하는 것과 통사에 서로에 온절적으로 의존하연

서 존재항 수밖에 없는 예슐과 주셰의 관계용 상기시킨다 ‘존재하
는 것은 지각되는 것 혹은 지각하는 것’ In 이라는 료파르스의 표현과

강이 주제와 예슐은 서로 지킥f하고 지각되는 상호 역전씩 관채 속얘
서 서로애께 의존한다

4

예슐의 마지막앙

우리는 이제 ’예술의 아지악 말’에서 ‘마지막 'lf'과 ‘낯성’의 의미
에 대혜 읍이혜보는 것으로서 로따르스의 미학적 가정용 짚어보고

자 한 우리의 사색융 아무리하고자 한다 로파르스는 그냥 예슐의
양이라고 하지 않고 예슐의 ‘마지악’ 말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최종
쩍인’ ‘걸흔적인’의 의미로 쓰이는 마지악 알은 그 이전에 나옹 모든

알툴용 엎는 유언과 장다 몇 가지 차원에서 우리는 이 ‘마지악의
의미 용 옴미합 수 있다 이 문장은 로따흐스의 사잭용 당은 글(주훌
제외한 온문)의 실질척얀 마지악 문장이자 에슐에 대한 사색의 본문
의 마지악 문장이기 때문에 예슐에 대한 최종적인 해씩이 왼다
또한 로파르스의 사유의 논리척인 흐률의 차원에서 상여옵 때，
‘아지막 얄은 로따르스가 에슐과 주체와의 고유한 관계에 대해 연

구의 시유의 마지악에 얘슐과 주계용 분리시키고 예슐과 추에간의
때듭용 룡연서 1 8) 액학상으로 혹은 실째로 섞여 있는 얘슐과 주제의
신액인 주세가 아니라 융와 예상과외 상호작용이으혹

보는 앵위 와 1 샤유하는

앵위‘는 서호 용리원 g퉁이 아닝융 후장’!다

17) Marie.Clair e

R이잉$-Wuilleumier，

,'"‘ '"' 야"" ' " κrcevoir. "

L'idk d'j쩌I~， PUV , 1995. p. 81 “ Etre,

…

‘

18) "L'antinomie de 1에 et du s t ronrraint donc à d lier deux tennes in
。ompañbles : art el sujet ‘。 nl • dénouer concepruellement π‘rne s'ils restenl
enchevêtrés factue바 menl et ∞fllextuelleπ"'‘ (p. 1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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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녕융 분리해내고， 예술과 주제툴 서로 우관한 상태에 두도록 시도

하는 단계에서 퉁장하는 표현이다
예슐의 마지악 알은 논리객으로 예슐이 주제와 맺고 있는 관계의
끈이 울어지연서， 에슐이 주체와 서로 무관해지는 새로운 관계륨 맺

게 될 때， 다시 알혜 로따르스의 사유의 흐름에서 최총적으료 드러
나는 주제와 예슐의 관계 풍기 과갱에서 그 두 요소가 맺는 판계의
최총객인 표현이다 그것은 ‘예슐의 마지막 말’올 표현하고 있는 문
장이 그 연구 글의 마지악에 써진 문장이라는 것과는 다른 차원인

논리적인 >f원에서 주제와 예술이 서로 맺고 있연 관계가 해제되는
순간， 그들의 관계의 해체 과정에서 드러나는 예슐의 표현이라고 올
수있다
또한 ‘예슐의 아지악 말’은 이학자 로파르스가 자신의 영생의 아
지막 연구의 마지악에 냥긴 말이라는 점에서 학문적 유언과 같은 가

치와 무게 툴 지닌다

언어는 단순히 단어 자체를 전달'f-는 정우와

단어의 의미가 현실에 척용되는 정우의 양연성이 있다 ‘마지악’이라

는 단어를 언제든지 사용될 수 있지만， 까지막이 마지악일 수 있는
되 는 것은 한 번원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녀의 마지막 말은 실존

적인 의이를 지닌다 미학자 자신의 실제 축음으로 인한 “ 예슐과 주
체의 매듭 융기”에서의 예슐과 자신의 관계에 대한 고액이다

‘예슐의 마지악 말’은 " 1 언어쩍인 예슐의 표현을 언어로 전당창으
로써 예출의 생각은 언어척 주체를 용해서만 비로소 형상화될 수 있

다는 정과， 로파르스 자신의 마지악 말의 자리툴 예슐에게 내어줌으
로써 그녀의 사유 천체에서 펼치고 있는 주제가 예술에 전적으로 자
리를 내어주고 자신을 비융으로 예슐에 창여하게 된다는 정융 상기
하연서 예슐과 미학적 주제간의 상효 반사생과 배제생의 역설율 드
러낸다
그렇다연 ‘낯성 étrangeté’의 의띠는 우엇일까? 우선 우리는 이 개

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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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올 로파르스가 제시한 일련의 작풍 시리즈들이 각기 서로 다른 방
식으료 작용에서 주체의 자리를 배제하는 것과 연관시쳐 생각해볼

수 있다 이때 주제는 작용 내에 차지할 자신의 자리가 없는 이질적
인 존재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로따르스의 사색의 핵심이 되는 작

풍에서 배제왼 주제， 오히려 작품 안에서가 아니라 주체 자신 안의
위치릎 회복하게 되는 주혜에 대해 작용의 입장에서 낯설고 이질객
인 존재라고 경흔지어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러 작용들의
예흘 들어 주체를 어떻게 그 오브제에서 제외하는지를 보여주고자
한 로따르스의 사색에서 주제는 작용의 이질적인 존재로 작용에 장
여한다 작풍 내의 요소들이 서로 반사하기 때문에 작용은 주제의

이미지륭 반사하지 않는다 예술 작풍은 관껴의 이이지블 안사하는
시선의 이미지를 넣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립 내의 인플틀 샤이
의 시선놀이를 흥해 그립 밖의 주제가 작용 속에 들어갈 자리가 었

다 주제는 작용에서 이질적인 존재다 그런 의 미 에서 ‘낯싫’은 주체
의 배제 혹은 작용에서 이질적인 존재로서의 주체룡 표현한 것이라
고 륭 수 있다 주체는 예슐에 관여할 때， 예술에 들어강 때 예송의
밖으로 멸려나연서만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은 앞서 살여온 로파르스

의 마지막 문장에서 주제가 운장에 창여하는 방법에서도 확인항 수
있다 예울이 냥긴 마지막 알은 주제률 흉혜서안 표현휠 수 있지안，

또한 주째가 문장에 장여하는 것은 자신이 그 문장 밖으로 배제외연
서만가능하다

어떤 의미에서 서로를 배제하여 무관혜지면서안 서로률 상기하는
주체와 예슐의 모순은 루이 마랭이 카라바지오가 그린 에두사의 효
과를 분석하연서 이야기한 ‘지금까지 j 뼈u 'å maincenant’의 현재와

‘지금까지의 현재’ 속에 벌어지는 미세한 릉새와 갈은 ‘갑자기 tout å
∞up’， ‘느닷없이 soudain’의 현재의 두 가지 현재가 ‘동시애· 하지만
‘양립불가능하게’ 함께 있음이라는 역동객 역설에서 그 유추척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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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찾용 수 있다 19)

미화척 주체의 차원에서 용 때， 명생 예슐융 강상하고 예슐옵 연
구한 미학자 로파르스가 축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슐이 겹국 하는 말
은 낯성이라고 한 것은 그녀가 그때까지 자기가 보아옹 예슐에재서

자신이 보지 옷했던 모융을 문특 발견하게 되는 정허한 고액이기도
하다 로따르스의 ‘낯엉’의 고액은 예슐의 두 가지 연(‘이재까지 ’ 드

러나 있던 연과 ‘이재까지’의 현재의 톰 사이로 ‘갑자기’ 보이는 연)
용 총체적으로 보재 되는 옹전한 미학적 체협에 대한 인식의 고액일
수도 있지 않율까 추측해온다

m 결론
우리의 사잭은 미학자 마리 클레르 로따르스의 유고 글 ‘

s ujet o u

d’ un objet cnfin sans s ujet ..... 의 마지악 문장

geté est le demier mot de ) 'art."에서

Ho"

“ L’ énan

비롯되었다 그런예 예술의

아지악 알의 주체에 대한 운제， 다시 말해 예슐과 주체의 판계용 상
기시키는 이 문장은 로파르스 논문 전체에 영쳐진 예슐에서의 주체

의 문쩨가 용축되어 있어 이 문장올 응미하연서 우리는 다시 그녀의
사잭의 처음으로 동아가 그 흐용을 따라가 보게 되었다 로파르스는

19) loui<; Marin‘ Dirnlirt iD pftmw에 1977)， G피@ιd. “ lðm"‘ p. 22 , MaJie..Cωπ
"""ι'. “ lmage er lemps , ou k ttI여)$ de I'antt"‘ m μ rtmpS d'une κ-.
PUV , 2009, p. 374에셔 제인용 " Dans k meme pdsenl"‘ 1m, ωuîs Marin
m꾀써ant I'dfe M ust que figurc un tablea l du Cara vage “iI Y en a deUJ[
"P"=‘ qui C:SI ün “j야q'’i maintenant" αu k présmt clOl une ltistoire et
un présent qUÎ est un "toul å ∞ up"， un “ ..，d잉n" ， qui 'karte infinitésimak
ment du premi c:r et quì 01 ]'instanl. Dans le ~mc momcnt “ "''''。 띠 ceJa"
et "et ttci et cda". Cc qui est reprbenté ici, c’est I'écart sur qui "sc fonde"
U κprésmtatioD， l'tnrt du prbenl."

‘ ‘'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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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이흔들에서 보여주는 예슐에서의 주체의 개업의 문제적인 특

정을율 상기하며 정근의 각도용 뒤집어 예술융 주제 바쩔얘서 생각
하는 시도훌 한다 주제에 의지하지 않고 찌판화힐 수 있는 기준에
근거하는 방법으로 예슐 자체에 의지하기 위혜 로파르스는 때로는

작용 안에 당긴 다양한 방향으로의 시선틀의 교차와 벗나감， 상호
반사는 작용 내재객 시선으로 작용의 공간율 채융으로써 작용 밖의
주제의 시선의 자리용 제외시키는 작용을.-"， 때로는 오브제틀 간의

경계가 해째되어 셔로 겹쳐짐으로써 오프계의 앵체가 불용영해지고
비워져 오프제가 상기하고자 ')는 주제가 부재하게 되는 작용들로，

또 오브쳐1 가 형상화되는 과쟁이 주제툴 화연 밖으로 배제하는 것과
홍시에 일어나는 작용으로 로파르스는 주쩨 없는 예슐의 가정올 세

우고 이 가정올 바탕으로 예술과 주쩨가 맺고 있는 에듭융 풀어준
다 로따르스는 이 연구에서 주체와 예슐이 양립용가능하연서도 서
로 상대 요소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며， 서로를 반사하연서 전적
으로 상대를 포합하거나 상대방으로 채워져 자기 스스로툴 " 1웅으
포써 관계용 맺고 었용융 드러낸다

우리는 또한 로따르스의 마지막 문장이 표현하고 있는 예울의 마
지막 알에서의 주제와 예숭의 관계， ‘마지막이 암시하는 몇 가지 판

정의 뉘앙스， 그리고 그녀가 예슐의 01지악 말로 제시한 ‘ l ’ éttan
geté‘의 의이에 대해 사씌혜보았다 예슐의 마지악 말융 전해주는 이

마지악 문장은 예슐의 마지악 말의 주체가 무엇인가의 문제률 상기
시커며 주제와 예슐의 관계의 딜레마률 상기시킨다 이 문장에서 주

제와 예슐은 서로의 목소리용 반사혜주는 때아리처럼 상호반사하연
서 풍시에 서로용 배제하연서만 자신의 모슐융 드러내는 모순척 관
계 속에 어문다 또 예슐의 마지악 알은 로따르스의 마지악 논푼의
앤 마지막 문장인가 하연， 그 논문의 마지막 논지로 제시융는 주제

와 예슐의 관계의 ’얘듭 용기’의 판정에서 융 때1 주제와 예슐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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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맺음융 푸는 것의 의미를 상정하기도 한다 또한 예슐의 마지악
말은 예송과 명생 판계를 맺어온 미학자인 로따르스 자신의 죽음 앙
에서 에슐과 맺는 관계의 얘듭융 풀연서 예슐에 대해 표현한 마지막

말이기도 하다 ‘마지막j은 그다음에 다른 아우 것도 오지 않융 때에
만 유일하게 진실일 수 있다 로파르스의 문장 ‘예술의 마지악 말은

예슐과 주체에 대왜 사색한 글의 맨 마지막 걸흔적인 말이라는 정에
서， 예슐과 주체의 관계가 해제되는 순간 악 드러나께 된 마지막 표
현된 말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미학적 주체로서의 로따르스가 설제

앤 마지막 유언으로 냥긴 말이라는 정에서 그 가치블 가질 수 있다
우랴가 마지막으로 주목하고자 한 것은 ‘예슐의 마지막 얄로 제
시된 ‘ l ’ étrangeté 낯성’이다 로파르스의 사색에서 예울은 주제흘 끊

잉없이 배제시키는 과정올 흉혜서만 역성적으로 주제률 상기시키고
사실상 주체와 연관됩올 보여주었다 ‘낯삶’ 혹은 ‘무관항’은 자신의
오브제로 주체를 배제하는 예슐이 주체와 맺는 관계로부터 귀결되

는 예울에서의 주혜의 역설객 위상율 의미한다

로따르스가 자신의 마지악 연구에서 냥긴 예슐과 주체의 판계에
대한 문제는 이학의 가장 근본적인 딜레마의 하나다 주제흉 예슐에

서 떼어내고 예술 자체에만 기대는 시도를 용해 역설적으로 예술에
서의 주체에 본래의 자리융 회복시켜주고자 시도하는 로따르스의

시도는 기존의 주체에 대한 접근방법융 뒤집는 독창적인 시각으로
두 요소의 오순척， 대립적， 공존의 판계훌 드러내는 미학적 효과를
보여주는 정에 로파르스 사유의 의미가 있다 특히 예술의 이지악
말올 당은 그녀의 마지악 운장은 주제와 예슐의 관계에 대한 그녀의

미학객 가치흘 당아내는 용축적인 언어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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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ésumé ~
Le sujet et 1’ art
dans

‘

Hors sujet ou : d ’ un 。이et enfin sans s매et... ))

de Marie-Oaire Ropars-Wu띠 eunuer

HWANG Hye-young
(U nivcrsité Seowon)
Nooe réðexion ∞rte sur la demier arti c1 e esthétique (‘ HOß
sujet ou : d’ un objet enfin sans sujet... ,.) de Marie-C1 aire Rop잉응
Wuilleumier , aiti때e linéraire et esthéticienne. Dans son demier
。uvrage， Marie。히IC Ropars tente de ∞ nstruÏte ’ hyp때\èse au
travers des séries d’exemples et dont 1a mise en série , de révéler
des aspects inattendus
Nous commençons par nQUS intéresser à la demìère phrase de
cet article , “ L ’ ét:ran geté est le demier mot de I’ art". En effct cette
phrase est effectîvemcnt le demier mot de 1’ autcur qui a décédé
avant la parution de 50n Quvrage. Nous tentons de saisir sa der
nière phrase de 50n uJ time

tJa vail

de uois JX>ints de vue : le pre-

le rapport entre le sujet et I’ art qUI nous κ-rmet de
compπndre la notion du s비 et. Notre deuxième réfle.ι。 n tend
vers le sens du mot "demier". En effet , si I' éπangeté est le derrruer

con∞me

nier mot de 1’art, c'est éga1ement celui de I’auteur. Etant donné
que le demier ne peut êπe ηaJ qu ’ il n’ y a rien après , n0U5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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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nons la valeur spécifique et existentielle du mot “ demier"
dans 50n arti cJ e
mα

Si le demìcr

de I'art est

I ’εtran양té，

qucl est le scns du

m。‘

“ é tTangcté"? Notre demière réflcxion porte sur 1e tenne de 1’ξ←

trangcté qui est le demier mot de 1’art sclon Marie-C1aire

‘

Nous avons con taté que
que

signifie I'aspect inattendu

pcrçoit à travers la fanúliarité , 1‘ au tTe quc

1 ’。n

son intérieur en fuce de
q

1’εtrangeté

1’。euvre

R。띠5

’

1’。n

trouve à

d art. L'étrangeté est le temps

…cou야 1a linéarité du tcmps où I'on subit 1’expérience scnsor

icl1e , esthétique. La notion de 1’ étrangeté révèle la relation para
doxale en tTe le

s 니Ljet

et 1’ art qui ne peuvent sc réconcilier dans le

même espace et en même temps qui ne
dc 1’ autrc. L’ auteur commence å

pcuv.εnts’en

εIiminer

I’oeuvre d'art afin de le resituer dans

passcr 1’ un

la pJace du sujet dans

1’ art ; les에et

reste étranger

à 1’3rt or celui-là habite celui-ci dans 50n absence mê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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