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연구논문l 

에이해브의 주이상스 rr모비믿의 라캉적 읽기* 

1. 시작하는말 

이정호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벨빌(Melville)의 『모비덕~ (Moby-Dick)은 “아마도 이제까지 쓰인 가장 

위대한 미국 소설"1)일 것이다. 우리가 이 소설을 위대한 소설로 여기는 

이유는 멜벌이 이 소설에서 그 때까지 미국에서 전혀 다루지 않던 고래잡 

이를 최초로 다뤘다는 역사적인 사실도 중요한 몫을 한다. 1859년 펜실베 

니아(Pennsylvania) 주에서 석유가 처음 발견되기 전까지 고래잡이는 미 

국에서 경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산업이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에서 

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통계를 보면 1833년까지 고래잡이에 종사 

하는 사람의 수는 7만 명에 달했으며， 조선， 쫓 생산엽 등 이와 관련된 산 

업에 드는 경비는 7천만 불이었다. 그러던 것이 1없4년까지는 1억2천만 

불에 이르게 된다.2) 이 같은 액수의 돈은 당시 미국의 경제 규모로 볼 때 

대단히 큰 것이다. 

이 소설이 이처럼 당시 미국에서 중요한 포경(補願)산업을 최초로 다룬 

작품이라는 변에서도 중요하지만， 문학적으로 중요한 것은 벨벌이 이 소 

설에서 창조한 에이해브(마lab)와 이쉬메일(IshmaeD이라는 두 가지의 서 

* 이 연구는 2007년도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자유 과제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Karen F. Jacobson,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in Moby-Dick, L’Assommoir, and 

Buddenbrooks: Interpreting Novels Through Psychologirol Categories (New York 
Edwin Mellen Press, 2005), p. 85 

2) Charles Olson, “Call Me Ishmael," ed., Harold Bloom, Herman Melville ’s Moby-Dick 
(New York: Chelsea House, 1986),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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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른 인물 유형이다. 에이해브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낭만적 

이고， 과대 망상적이고， 파괴지향적인 인물인 반면， 이쉬메일은 타인 지향 

적이고， 이타적이며， 실제적이고， 현실적이며， 통합지향적인 인물이다. 이 

두 인물이 이처럼 서로 다른 성객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들에게서 공통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성격을 가 

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매력을 느끼고 있다. 특히 이쉬메일은 에이해 

브에게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 이들이 이처럼 판이헨 성격을 가지고 있지 

만， 이들이 서로 다른 인물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아마도 이들은 서로의 

분신(分身)이기도 할 것이다. 여 소설에서 에이해브가 빠지면 소설 자체 

가 성립이 되지 않듯이 이쉬메일띠 없으면 또한 이 소설이 존재하지 않는 

다. 이는 주인공이 없는 소설을 상상하기 힘든 거나 마찬가지로-물론 요 

새는 주인공이 없는 소설도 가능따다-서술 또는 서술자(화자)가 없는 소 

섣 또한 존재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때 에이해브와 이쉬 

메일은 서로를 자신 속에 내포하고 있는 셈이다. 

에이해브는 다리를 모비닥에게 불려 절단하면서까지 많은 고통을 감내 

하며 모비닥을 추격한다. 그는 결국 모디빅과 싸우는 과정에서 죽고 만 

다. 우리에게 흥미로운 사실은 에이해브가 이처럼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도 왜 모비닥의 추격을 멈추지 않느냐는 점이다. 필자는 라캉의 정신분석 

이론을 원용하여 이 같은 에이해브의 섬려 상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II. 에이해브의 자신의 실체에 대한 존재론적 질문 

에이해브가 어떤 사람이며，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 

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올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는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때 그가 하는 

다음과 샅은 말은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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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누구란 말인가. 그 어떤 알 수 없고， 측량할 걸 없는 이 세상 것이 아 

닌 자가， 어떤 기만의 보이지 않는 주인인 포악 잔인한 황제가 나에게 명령하 

여 나로 하여금 온갖 본연의 사랑과 정에 거역하게 하고 이 몸을 쉴 새 없이 

밀고 나가 부딪치게 하고， 내 바른 본심으로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것을 향해 

어리석게도 서둘러 가게 하는 건가? 에이해브가 과연 에이해브란 말인가? 이 

팔을 지금 드는 것이 나인가， 신인가， 아니면 어떤 자인가?"3) 

이 같은 에이해브의 자신의 존재에 대한 질문은 그가 보이는 신경증적 

경향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캉은 환자가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신경 

증을 다음 두 가지로 분류한다.4) 즉， 히스테리 환자는 자신의 성(性)과 관 

련하여 자신이 남자인가 여자인가라는 질문을 한다. 반면 강박 신경증 환 

자는 사느냐 죽느냐와 같은 존재론적인 질문을 한다. 이렇게 볼 때 위와 

같은 존재론적인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하는 에이해브는 강박 신경증 증 

세를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질문을 하는 강박 신경증 환자는 

실존주의적 경향을 보이는데，5) 에이해브가 모비덕에 대해 강박적인 집착 

을 보이는 것은 바로 그의 실존적인 특성과 강박신경증을 드러내는 것이 

라고 말할 수 있다. 

3) Herman Melvìlle, Moby-Dick, An Autfwritative Text, Reviews, and Letters by 
Melville, Analogues and Sources, Criticism, eds., Marrison Hayford and Hersel Parker 
(New York: Norton, 1967), pp. 때4-5. 이하 이 책에서의 인용은 Moby-Dick으로만 표기 

함 현영민[번역J， W백경 J 2권(서울‘ 신원문화사， 2001) 321-2쪽， 이하 이 책에서의 인용은 
현영민으로만 표기함. 

4) Dyl뻐 Evans, An Introduct07γ Dictionary qf ω따mα1 P앙chcanalysi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맛)6)， p. 123. 

5) Jacques Lacan, The Seminar. Book IIl, πle Psycfwses, 1앉E←5δtr. Russell Grigg 
(London: Routledge, 1993), p.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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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I. 공포의 대상으로서돼 숭엄(뿔嚴) , 모비닥， 그리고 

에이체브의 불안 

에이해브가 강박신경증적 증상을 보이는 것은 근본적으로 모비닥에 대 

한 그의 인식에 근거하는 것이다 모비덕은 한 가지의 속성으로 한정지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에이해브는 이를 악(惡)이라는 하나의 특성으 

로만 한정하기 때문에 그가 모비덕에 대해 강박적으로 집착함으로써 강 

박신경증을 드러낸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비덕이 과연 이처럼 한 가지의 

속성으보만 한정지을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숭엄이라는 개념을 통해 

점검해 보기로 하자. 

숭엄(또는 숭고)이라는 개념은 기원 후 1 세기경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 

는 롱기누스의 『숭엄에 관하여』라는 저작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개념 

이다. 이 저작에서 롱기누스는 주로 글쓰기에 대해 말한다， 그는 “숭엄한 

언어의 효과는 듣는 사람을 설득시키는 데 있다기보다는 황홀하게 하는 

데 있다"6)고 말함으로써 숭엄한 표현이 단지 이성의 작용에 영향을 미치 

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차원을 자극하여 황홀， 즉 엑스타시를 주는 데 있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엑스타시라는 단어의 어원은 “본래 있던 자리에서 

빠져 나오다”라는 의미가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엑스타시(황홀)라는 단 

어는 초월적인 것에 대해 보통 이상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물흰 롱기누스의 주장은 숭엠한 문체가 어떤 효과를 주는가에 대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의 숭엄에 대한 저작은 서구 문학에서 숭엄에 대한 

최초의 언급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숭엄애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18세기 말에 이르러서 이루어진다. 숭엄 

에 대한 논의의 선두에는 영국의 에드먼드 버크(1729-1797)와 독일의 칸 

트(1724--1804)7} 있다. 숭엄에 대한 논의는 버크가 쓴 『숭엄과 아름다움 

에 대한 우리의 관념의 기원에 관한 철학적인 고찰~(이하 『고찰』로 줄임) 

6) Classical Literary Criticism, tr. T. S. Dorsch (Penguin Books, 1965), p.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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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저작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이 책은 1740년대에 시작되어 1757년 

에 출간되고， 1759년에 개정판이 나왔다. 이렇게 시작된 숭엄에 대한 논 

의는 1790년에 출간된 『판단력 비판』에서 칸트가 r숭엄에 대한 분석」이 

라는 장에서 이를 본격적으로 논의함으로써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 

이제 숭엄에 대해 버크가 어떻게 말하는 지 보기로 하자. 그는 아름다 

움을 숭엄과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름다움에 대한 개괄적인 논의을 마치면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숭염과 대 

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대비함으로써 이 둘 사이의 차이가 현격 

하게 드러난다. 숭엄한 대상물은 그 규모가 어머어마하다. 반면 아름다운 대 

상물은 비교적 규모가 작다. 아름다운 대상은 유연하며 인공적으로 가공한 것 

이다. 숭엄의 대상은 거칠고 인공적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것이다. 

아름다운 대상은 규범을 벗어나긴 하지만 그 벗어난 정도가 눈에 띠지 않을 

정도이다. 숭엄의 대상은 대부분 규범을 따르기도 하는데， 규범에서 벗어날 

경우 규범을 크게 벗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름다운 대상이 눈에 띠지 않 

는 경우는 없다. 그러나 숭염의 대상은 어둡고 침울하다. 아름다운 대상은 가 

병고 섬세하지만， 숭염의 대상은 견고하고 웅장하다. 이 툴[숭염의 대상과 아 

름다움의 대상]은 관념상 상이한 특정을 가진다. 숭엄의 대상은 아픔[고통]에 

근거하고 있고， 아름다움의 대상은 쾌락에 근거하고 있다.7) 

여기에서 더 나아가 버크는 숭염의 대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고통과 위험에 대한 생각을 일으키는 어떤 종류의 것， 즉 어떤 공포스러운 

것， 또는 공포의 대상을 잘 드러내는 것， 또는 공포와 비슷한 감정을 유발하 

는 것은 숭고의 근원이 된다.8) 

이 같은 버크의 숭엄에 대한 정의에 비추어 볼 때， 모비덕은 숭엄의 대 

7) Edmund Burke, A Philosophical Enquiry into the Origin of Our Id，없s of the Sublime 
and Beautiful (Oxford and New York: Oxford UP, 1땐)， p. 113. 

8) Burke,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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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범주에 들게 된다. 멜빌이 버크의 사상에 친숙했다는 것은 그가 자 

신의 서재에 버크의 『고찰』을 비치했다는 사실로 미루어 알 수 있다.9) 이 

렇게 볼 때 다음과 같은 멜빌의 포비덕에 대한 묘사는 버크가 『고찰』에서 

정의한 숭염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묘사라고 말할 수 있다. 

모비댁은 공간을 넘어 일시에 어디서나 나타날 뿐 아니라 불사신인 것이다 

(불사선이란 시간을 초월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겨드랑이에 창살이 꽃 

혀도 아무렇지도 않게 헤엄쳐간다 또 마침내 피를 뿜어내게 되었군， 하고 생 

각하고 있으면 그것 역시 눈을 홀래는 요술에 지나지 않아， 순식간에 몇 백 

리그 먼 곳에서 맑은 파도 위에 여전히 깨끗한 물줄기를 뿜어 올리는 것이 보 

인다. 

하지만 설사 이런 해괴한 공상의 옷에 싸여 있다 할지라도 이 괴어의 체구 

와 용감한 성질의 내부에는 비길 데 없이 격렬한 것으로 상상력을 뒤흔드는 

것이 있었다. 무엇인가 하면 그 고래가 다른 향유고래보다 뛰어난 점은 엄청 

냐게 거대하다는 것보다도， 이미 여지저기서 언급하긴 했지만-이상하게 하얀 

주름진 머리를 가지고 있으며， 높이 빛나는 흰 혹을 기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그 특징이었으며， 그 고래를 아는 자에게 있어서는 한없이 넓은 전인 

미답(前人未路)의 해변에서도 멸리서부터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다. 

[중략] 

아니 이 고래에게 근본적인 공포감이 따라다니게 된 것은 다만 그 이상한 

체구， 눈부신 색채， 또는 괴기한 모양을 한 아래턱 따위였다기보다 그 투쟁에 

있어서 몇 번씩이나 발휘한 바 있는-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비걸 데 없이 

교활한 지혜에 넙치는 그 흉악함이었다 10) 

에이해브는 이 같은 공포의 대상인 모비덕과의 투쟁에서 다리를 잃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 같이 무시무시한 경힘을 한 이후 에이해브 선 

장은 모비닥을 복수의 대상으로만 보게 되며， 또한 이 고래가 숭엄의 대 

9) Barbara Glenn, “Melville and the Sublime in Moby-Dick," American literature, Vol 쇄 
No. 2, p. 165. 

10) Moby-Dick, pp. 158• 159. 현명민 1권 2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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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아년 세상의 모든 악의 총화(總和)로만 보게 된다. 

그러고 보변 거의 죽음 한 발짝 앞에까지 다다랐던 그 격투를 한 이래， 에 

이해브는 흰고래에 대하여 광기어린 복수심을 품어 오게 됐다는 데 의심할 

여지도 없는 바이지만， 그 복수심 속에서도 더욱 무시무시한 것은 광인이나 

다름없이 된 에이해브가 그 폼에 받은 피해뿐 아니라， 자신의 온갖 정신적인 

분노도 모두 모비덕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는 단정을 내린 점이었다. 눈앞을 

유유히 헤엄치는 그 흰고래는 자신의 몽을 좀먹으면서 심장도 폐장도 집어 

삼쳐 버릴 어떤 사악한 마의 집념이 응고되어 변신한 것이라 보이는 것이었 

다 [중략1 증오할 흰고래에게 그 증오의 근원을 돌려 미쳐 날뛰고， 불구의 몸 

임에도 불구하고 그 흰고래에 대하여， 즉 그 악에 대하여 싸움을 거는 것이었 

다. 사람의 마음을 미치게 하고 괴롭히는 모든 것， 사악을 그 본분으로 하는 

모든 진실， 근육과 뼈를 부수고 뇌수(腦隨)를 눌러 버리는 모든 것， 생명과 사 

상에 뒤엉키는 모든 음험한 악마성-이런 모든 악은 마음이 미쳐 버린 에이 

해브에게 있어서 모비닥이라는 분명한 현실체로서 나타나고， 그는 그 악을 향 

해 공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것이다. 그는 아담 이래로 전인류가 

쌓아올리고 자신의 가슴은 대포인 양 마음속에서 달구어진 모든 포탄을 거기 

에서 파열시키는 것이었다11) 

이 같은 에이해브의 모비덕에 대한 증오심은 아무리 봐도 정상적인 것 

은 아니다. 더구나 “그의 편향적인 집념이 바야흐로 다리를 잘린 그 순간 

에 있어서 더 한층 고조되었으리라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12)라는 묘사 

는 에이해브의 다리를 모비닥이 잘라 가지 않았더라도 그의 성격은 본래 

부터 이처럼 편향적이었을 것이라는 의미를 전달한다. 그렇다면 에이해브 

는 본래부터 악의 에 찬 인간인가? 

우리는 이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히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에 대해 가능한 한 가지 답은 그가 소위 딸하는 바이 런적 인‘ 주인 

공13)이라는 점이다. 그가 바이런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특징으 

11) Moby-Dick, p. 160. 현영 민 1권 252-3쪽， 
12) Moby-Dick, p. 160. 현영 민 1권 2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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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그의 뛰어난 두뇌와 병이 들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한 것 

도 아년 그의 건강 상태， 그리고 신비스러우면서도 범상하지 않은 그의 

이력 닫을 들 수 있다.14) 우울하끄 신비스런 특징끌 드러내는 바이런적인 

주인공은 바이런이 쓴 『맨프레드』라는 희곡의 주인공이 대표적인데， 이 

같은 바이런적인 주인공은 19세기 작가들 사이에서 대단히 인기가 있었 

다. 벨벨은 이 같은 당시의 추세에 따라 에이해브라는 주인공을 바이런적 

인 주인공의 특징을 가진 인물로 창조했다고 추측하기는 어 렵지 않다. 

그러나 에이해브가 모비덕을 C삭의 화신으로 보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 

은 가설은 좀 더 많은 설득력을 제공한다. 에이해브는 자신의 무의식 깊 

숙한 곳에 가지고 있는 불안을 모비덕에 투사(投射)하여 모비덕을 악의 

원천으로 본다. 융은 인간이 성숙의 단계에 이른 것을 개성화(個性化)라 

고 부르는데， 이 같은 성숙의 단계에 이른 개인은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보지 않는다. 예를 들면 개성화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자신은 선하고 홀 

륭하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생각한다. 개성화에 

다다른 사람은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객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자신만이 

옳고 다른 사람은 그르다는 편협한 사고방식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러나 

개성화에 다다르지 못한 사람은 자신은 선하고 훌륭하지만 남은 악하고 

열등하마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같이 미성숙한 사람은 자신이 불행한 일 

을 당할 경우 그것을 외부의 요인으로 돌린다. 그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을- 외부의 사물에 투사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그는 악(惡)을 외부의 요인때 전가함으로써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유지 한다. 따라서 자신은 선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게 불행을 가져다주는 외부꾀 사물을 전적으로 사악한 것으로 간주 

한다. 에이해브가 모비댁에 대해 보이는 태도가 바로 이 같은 아직 개성 

화에 이르지 못한 미성숙한 사람이 보이는 이분법적인 태도인 셈이다. 에 

이해브가 보이는 이 같이 미성숙한 태도는 개인의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 

13) Leon Howard, “The Composition of Moby-Dick" in Moby-Dick, p. 711. 
14) Howard, p.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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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집단적인 종교 체험에 기초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에이해브의 미성숙한 태도는 미국의 주류 종교인 개신교가 칼뱅 

주의 신학에 기초한 청교도라는 점에 의해서 더 악화된다. 청교도 신학에 

의하면 개인의 구원은 오직 신의 의지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인간은 단지 

이러한 독단적인 신의 의지에만 기댄다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 

학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오직 구원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는 

두 종류만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신학적인 가르침은 이분법적인 분류를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게 되는대-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은 선과 악을 

이러한 이분법에 의해 구분한다. 따라서 구원을 받은 자신들은 선(善)의 

편에 서고 그렇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악의 편에 서게 된 

다. 에이해브는 바로 이 같은 미국 사회의 집단 무의식을 자신의 개인적 

인 심리 기제로 가지고 있는 셈이다. 

IV. 에이해브의 신경증적 심리 기전(機轉)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에이해브에게는 “확연한 정신 질환"15)이 있다. 

이러한 그의 정신 질환의 근본 원인은 그가 보이는 “그의 성격의 밑바닥 

에 [깔려 있는] 얼마간 고집스럽고 오만한 병적 자질"16)라고 말할 수 있 

다. 이러한 병적 자질을 보이는 사람들의 경우 살상(殺傷)의 성향이나 자 

살(담殺)의 성향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17) 에이해브의 경우에는 

살상과 자살 경향 두 가지가 모두 나타난다. 그의 살상욕은 모비덕을 살 

해하고자 하는 충동과 그러는 과정에서 자신의 선원들이 아무리 많이 죽 

어도 개의하지 않겠다는 태도이다. 또한 그가 모비닥을 추적하여 살해하 

15) Jacobson, p. 129 
16) Moby-Dick, p. 71. 현영 민 1권 119쪽. 

17) Stanley J. Rachrnan and Ray ]. Hodgson, Obsessions and Comp띠sions (Englew∞d 
Cliffs, N.].: Prentice-Hall, 198이， p 정4 



132 美 國 學 第三f輯(2007)

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상관하지 않는 것은 그의 자살 

충동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해서 이런 깊은 

우수에 빠지게 되었는가? 그의 이 같은 우수의 원인을 우리는 그의 개인 

사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모비덕에게 다리를 두 번띠나 부상당했다. 한 번 지체(뼈體)를 잃 

는 것만도 대단히 심각한 충격이어서 이것은 우울증의 원인이 된다. 그런 

데 두 번이나 다리를 상했으니 에이해브에게 그 충격은 아주 심각했을 것 

이다. 그가 두 번째로 다리를 부상당했을 때는 그의 의족이 파괴되는 바 

람에 거 의 거세(去勢)될 뻔하기도 했다. 더구나 그는 한 살 적에 고아가 

됐기 때문에， 가정에서 사랑을 전혀 받은 적이 없으며， 50세가 지난 늦은 

나이에 ;결혼했으나 선장으로서 항해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생활 또한 안정 

적이지 못하다. 그의 독특한 신체깎인 특징이 목발을 짚고 있는 것이라면， 

그에게는 또 다른 신체적인 결함이 있다. 그것은 머리에서 목에까지 걸쳐 

있는 흉터 자국이다. 그가 어떻게 해서 이런 흉터를 갖게 되었는지에 대 

한 언급은 전혀 없지만， 그의 이런 흉터는 분명 정산적인 외상을 일으킬 

만한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 원띤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그의 

깊은 우수는 그의 정신 질환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마음의 고뇌와 불안감 

의 무게를 짐작케 한다. 이러한 고뇌와 불안감이 그의 분노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에이해브의 이러한 외상 이외에도 우리는 그가 신화적인 인물일 뿐만 

아니라 그의 이러한 신화적인 요소는 멜빌의 자전적인 요소와도 결합돼 

있음을 딴견할 수 있다. 우선 에이해브라는 이름의 어원을 보자. 에이해브 

는 “형은 아버지”라는 의미와 “아버지의 형 또는 삼촌"18)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어원은 멜빌파 관계하여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멜빌의 아버지인 앨런은 멜벌이 12살 때 죽고 아버지의 역할은 그의 형인 

간스보르트가 대신하게 된다. 멜빌의 아버지가 죽기 전에도 이미 그의 역 

18) Edward F. Edinger, Melville ’'s Moby-Dick An Ameriam Neky따 (Toronto, Canada: 
Inner City Books, 1995), p.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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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은 멜빌의 외삼촌인 피터 간스보르트의 몫이었다. 멜빌의 형의 이름과 

외삼촌의 성(姓)이 모두 간스보르트라는 사실에서 드러나듯이 벨벨의 집 

안은 아버지의 지배력보다는 벨법의 어머니 집안의 영향력 하에 있었다. 

멜빌의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집안을 꾸려 나갈 능력을 갖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멜빌의 어머니가 그녀의 편지에서 밝히고 있듯이 그녀는 남편보 

다는 오빠인 벨벌의 외삼촌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19) 게다가 어머니는 

편애가 심하여 벨벌에게는 애정을 보이지 않았으며 형인 간스보르트를 편 

애했다. 멜빌은 이 같은 어머니에 반발하여 어머니가 믿고 있는 칼뱅주의 

적인 정통 청교도 신앙에 반발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이 소설에 나오는 

에이해브와 이쉬메일은 동전의 양면처럼 멜벨의 어머니가 신봉하던 정통 

청교도 교리에 반항하는 두 가지 측면을 드러낸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에 

이해브는 청교도 교리에 정변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반항아이 

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쉬메일은 수동적으로 반향하는 인붙인 셈이다，20) 

인간의 성장은 건강한 가족관계에서 이루어지는데， 멜벌에게는 정신적 

으로 건강한 가족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멜빌의 아버지가 멜빌이 어렸 

을 때 (12세 때) 타계했다는 사설에만 근거한 것은 아니다. 벨벌의 이 같은 

정신적 외상은 에이해브이 다리가 절단 당했다는 사실-그것도 한 번 부 

상 당한 것이 아니고 두 밴L뉴에 상징적으로 투사된다. 에이해브의 이 

같이 심한 외상은 멜빌이 느끼고 있었던 정신적인 외상이 겉으로 드러난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의 어머니는 그의 형을 편애했기 때문에 그는 어 

머니로부터 무시당하면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다. 이렇게 어머니의 

사랑이 결핍된 상태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의붓어머니가 아년가 하는 환상 

을 가질 정도로 어머니와의 유대가 없었다，21) 어머니가 멜빌에게 사랑을 

주지 않았다면， 그의 아버지 또한 그에게는 무능한 아버지일 뿐이었다. 그 

의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무능했을 뿐만 아니라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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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는- 대단히 황폐한 생활을 영위한 인물이었다， 이 같이 무능한 벨벌 

의 아버지는 정신이상을 일으켰요며 그 결과로 갤국 죽고 만다. 이러한 

아버지꾀 죽음은 단지 그의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죽음으 

로 인해 가족이 심한 경제적 빈곤을 경험하게 된다. 이 같은 처지에서 멜 

별의 기족은 친척이나 남의 신세를 져야 했으며 또한 그는 변변한 교육 

을 받지 못하여 선원이 되어 배를 타야만 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아버지씩 정신이상은 아버지의 죽음 자체보다도 더 심각한 효과를 멜벌에 

게 끼쳤으며， 멜빌 자신이 경험한 이러한 정신적인 충격이 에이해브의 다 

리 상실이라는 정신적 외상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정신적 외상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장애인 동시에 천재적인 능력의 발 

현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이 소설일 수도 있다 이는 

멜빌이 “인간의 위대함이란 다만 병(病)에 불과하다”껑)라고 말하는 것에 

서 잘 드러난다. 또한 에이해브는 이 소설의 마지막에서 “내 최고의 위대 

함은 내 최고의 슬픔 속에 있다고 느낀다"23)라고 말하기도 한다. 

에이해브는 흰고래에 대해 광기 어린 복수심을 품고 있으며， 이러한 복 

수심은 그의 편향적인 집념이 되썼다. 그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멜벨은 에이해브의 생각을 이렇게 묘사한다. 

내{에이해브의] 수단은 건전하긴 하지만 내 동기와 목적은 광기다. 더욱이 

그 사설을 말살할 수도 개조할 수도 없는 것이었으므로 그[에이해브]는 오랜 

옛적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일반 사람들에 대해 가장(假裝)하여 서 있는 

것이라고 자각해 왔던 것이다. 이 가장이란 자신의 감정에서 기인하는 것이었 

으며， 공고한 의지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다.껑) 

위의 띤용에는 ‘가장’이라는 말이 두 번 반복해서 나온다. 이 단어는 에 

이해브의 심리상태를 아주 잘 드러내는 표현이다. 가장이란 말로 우리는 

22) Moby- Dick, p. 71. 현영민 1권 119쪽 
23) Moby-Dick, p. 468‘ 현영 민 2권 357쪽， 

24) Moby-Dick, p. 161. 현명민 1권 25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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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감추면서 다른 사람에 게 자신의 진실하지 않 

은 다른 면을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가장의 과정에는 의식에 의 

한 욕망의 억압이 수반된다. 즉 우리는 가장하는 과정에서 욕망을 무의 

식 속으로 억압하고 우리의 욕망이 아닌 다른 변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 

는 셈이다. 욕망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불안감이 생기게 되고， 우리는 이러 

한 불안감을 감추고 감소시키기 위해 의식적(嚴式的)인 행동을 하게 된다. 

에이해브 또한 의식적인 행동을 통해 자신의 불안을 최소화시킨다. 제 

이롭슨에 따르면 에이해브가 보여주는 의식적인 행동은 다음 몇 가지가 

두드러진다.껑)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그는 거의 매일 저녁 향유고래가 잡 

혔거나 발견된 곳을 표시한 자신의 항해 지도를 꺼내는 행동이다. “거의 

매일 밤 해도는 꺼내어지는 것이었으며， 연펼 표시가 지워지기도 하고 또 

새 표시가 찍히기도 하는 것이었다"26)라는 묘사를 통해 그의 집념이 의 

식(屬式)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비가 오거나 진눈깨비가 내리는 때에도 

그는 자신의 선실로 내려가 해도를 펼칠 정도로 그가 해도를 펼쳐 보는 

것은 그의 일과가 되었다. 그는 모비덕을 사냥하기 위해 배를 준비 시킬 

때 반복해서 자신의 의족 지지대(支持臺)를 점검하는 의식적인 행동을 한 

다. 그의 또 다른 두드러진 의식적인 행동은 “뒷 갑판의 나침반 상자와 

큰 윷대를 그 양끝으로 하여 그 사이를 규칙적으로 왕래하는 습관"'17)이 

다. 이 같은 에이해브의 의식적인 행동은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효과가 있 

을 뿐만 아니라 미신적이기까지 하다. 대개의 강박신경증 환자가 그러하 

듯이 에이해브 또한 미신적이다. 그가 정해진 두 지점을 뚜벅뚜벅 걷는 

것은 그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뿐만 아니라 강박증을 충족시키기 때문이 

다. 그의 의식적인 행동 중에서 가장 이상한 것은 그의 콧노래이다. 에이 

해브는 본래 침울한 사람이기 때문에 콧노래는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그가 흥얼거리는 콧노래는 듣는 이에게 괴기한 느낌까지 불러일 

25) Jacobson, p. 136. 
26) Moby~Dick， p. 171 현영민 1권 'l70쪽 

27) M oby~ Dick, p‘ 358‘ 현영민 2권 1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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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킨다， 그는 스페인 금화를 자신의 저고리 자락으로 문지트면서 콧노래 

를 흥얼거리는데， 이는 그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하는 의식적인 행동 

이다. 이쉬메일은 에이해브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것을 다음과 같이 묘 

사하고 있다. 

항해사가 망치를 가지러 간 사이에도 에이해브는 그 금화를 더욱 더 반짝 

거리게 할 작정인지 천천히 저고리 자락으로 문지르면서 대화를 멈춘 뒤 혼 

자서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을 뿐이었는데， 그 이상하리만름 음산한 콧노래 

의 울립에는 그의 온몸에 담긴 생명의 톱니바퀴가 기계적으로 흥얼거리는 소 

리를 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었다.잃) 

이처럼 에이해브가 흥얼거리는 콧노래는 그가 자선의 강박증을 해소하 

기 위해 내는 의식적인 소리인 셈이다. 

V. 실재적 대상으로서의 모버덕 

그렇다면 에이해브가 그처럼 강박증적으로 추격하는 모비덕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실체가 있는 대상인가? 이 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파캉이 말하는 설재계(實在界)라는 개념을 원용할 필요가 있다. 

실재계는 라캉의 이론에서 대단히 중요한 개념인데， 그가 주장하는 상징 

계와 상상계가 이해하기 쉬운 것에 비하여 설재계는 이 두 범주와는 다른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상상계와 상징계를 그 안에 포함하고 있기도 하다. 

상징계가 언어를 매개로 하여 분화가 이루어진 범주라면， 실재계는 사물 

이 분화되지 않은 세계이다. 다시 말하면 상징계가 언어의 세계라면， 실 

재계는 콸질성(物質性)의 세계이다 그러나 실재계는 현실에 기초한 범주 

라는 측면에서 상상계와 다르며 그런 면에서 볼 때 현실 원리가 지배하 

28) Moby-Dick, p. 142 현영민 1권 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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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세계이기도 하다. 이러한 미분화된 물질성의 세계가 어떻게 현실에 존 

재하는지는 다음과 같은 예에서 잘 알 수 있다. 

아주 짧은 순간 엄마는 산을 선입견 없이 보았다. 이 때 엄마는 산과 연관 

해서 벌목(代木)， 스키장， 눈사태， 생태계의 인위적인 유지， 지각 표층 판상 지 

질학， 기후의 지역적인 변화， 비그늘[산에 바람이 불어 내리는 쪽으로， 바람이 

불어 올라가는 쪽에 비해 강수량이 현저하게 적은 지역J， 그리고 음양(陰陽) 

의 위치 등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연상의 상자에 갇혀 있지 않았 

다. 엄마는 그녀가 산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렌즈를 통해 산을 본 것 

이 아니었다. 그녀가 그 순간에 본 것은 “산”을 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 

연물[로서의 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름이 없었다.때) 

우리가 산을 볼 때， “산”은 그저 거기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재적 대상으로서의 산은 우리가 산이라고 부르기 이전의 상태 

에서만 존재가 가능한 것이다. 산이 산이라고 불리거나 외， 야마(山， 일본 

어)， 마운틴， 몽(mont， 산의 프랑스어)이라고 불리면 산은 이미 설재적 대 

상이 아니라 상징계에 친입해 였기 때문이다 예를 틀어 우리가 백두산 

(白頭山)이라고 부르는 산은 한 가지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창바이산(長 

白山)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 산이 백두산이라고 불릴 때와 

창바이산이라고 불릴 때는 서로 다른 상정체계 속에서 다른 위치를 차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느 사물을 실재적 대상이라고 말할 때 이 사 

물은 이 같은 상징 체계로서의 언어 체계에 진입해 있지 않음을 의미한 

다. 이처럼 언어는 가치중립적(價植中立的)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재적 

대상의 의미를 분화하고 자리매김하는 역할을 한다. 상징계에서의 언어의 

이러한 역할은 다음과 같은 설명으로 섣득력을 가진다 

언어는 경험을 반영하기보다는 경험을 구성한다. 이 같은 주장이 조금은 어 

불성설(語不成說)처럼 들린다면 다음과 같은 경우를 보변 잘 알 수 있다. 어 

29) Chuck Palahniuk, Choke (London: Jonathan Cape, 2001), p.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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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사람을 테 러리스트라고 부를 겸우와 자유투사라고 부를 때에 나타나는 차 

이를 생각해 보면 된다， 위에 예로 든 사람을 다르게 부를 때에 똑 같은 사람 

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를 부르는 호칭이 어떻게 다른가에 따라 우리가 

그를 대하는 태도는 전혀 다를 수 있다 3이 

그러나 실재계는 상상계와는 달리 불안의 대상이기도 하다. 실재계가 

불안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여기서는 어떤 가능한 중재도 결여돼 있기 때 

문이다， 라캉에 따르면 “실재계눈 더 이상 하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본 

질적인 대상이지만 모든 말이 멈추고 모든 범주가 실패한 것， 즉 불안의 

대상과 대변했던 그 무엇이다 "3D 이 같은 실재계는 불교에서 말하는 언 

어도단(言語道斷)의 경지와도 비슷한 것으로 언어의 길이 끊어진 곳에서 

우리에게 성큼 다가오는 것이 실재인 셈이다. 주체가 이러한 실재적 대상 

과의 죠우에 실패할 경우 그것은 정신적 외상의 형태로 나타난다，32) 에이 

해브가 경험하는 정신적 외상은 바로 그가 이러한 실재적 대상과의 조우 

에 실패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왜냐 하면 실재적 대상과의 조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마면 모비닥이 에이해브에게는 어떤 존재인가? 이 소설의 화자가 

이쉬메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묘사는 그의 인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쉬메일이 에이해브의 분신(分身)과도 같 

기 때문-에 이쉬메일의 묘사는 또한 에이해브의 인식과 궤를 같이 한다. 

더구나 에이해브는 외톨이이며， 접근이 쉽지 않고， 또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모비녁이 에이해브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은 그의 말보다는 그의 행동에서 읽는 편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래의 흰 빛깔」이라는 제목이 붙은 42장에 나오는 모비댁의 

30) Tony Myers, Slav에 Ziiek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3), p. 24. 
31) Jacques Lacan, The Seminar. Book !I, The Ego in Freud’s 까Jeory and the Technique 

cj Psychoonalysis, 1954• 55, π. Sylvana Tomaselli (New York: Norton, 1988), p. 164. 
32) Jacques Lacan. ηJe Seminar. Book XI. The Four Fun따mental Concepts of Psycho 

αUllysis， tr. 머an Sheridan (London: Penguin Books, 1977), p.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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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 색에 대한 묘사는 모비덕이 에이해브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가늠케 하 

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이 장(章)의 처음 부분은 이렇게 시작된다. 

모비덕의 극히 명백한 여러 가지 성질을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그 누구 

의 마음에나 가끔 공황(恐함)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는 바이지만， 더욱이 그 

것은 막연하고 이름 짓기 어려운 공포감이 되어 나를 억눌렀고， 그 강렬함은 

때로 다른 모든 이념을 압도해 버리곤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선비한 감정이 

었으며， 거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이었으므로 남에게 알아듣도록 

저술하는 것은 체념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것은 사실인 즉 고래의 하얀 

빛깔이 무엇보다도 나를 전율케 했다는 점이지만， 여기에 그것을 어떻게 설명 

할 해야 할지 짐작도 가지 않는다. 그러나 굳이 이것을 설명해야 한다변 어떻 

게 애매하게라도 또 난잡하게라도 그 설명을 시도해 볼 수밖에 없을 것이 

다.잃) 

이러한 묘사에서 알 수 있듯이 이쉬메일은 모비덕이 “거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다른 모든 이념을 압도하는 “이름 짓기 어려운 공포감”이며， 

“어느 누구의 마음에나 가끔 공황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는” 존재이다， 

그렇다면 모비덕은 분명 상징계의 언어로는 묘사나 설명이 불가능한 설 

재적 대상인 셈이다. 이러한 사실은 위의 인용에 곧 이어 나오는 긴 묘사 

에 양보(讓步)의 의미를 나타내는 “이기는 하다"(though)라는 접속사가 

11번이나 나오고 이 접속사로 이끌리는 절(節)이 무려 11개나 나온 후에 

야 드디어 주문장(主文章)이 나오는 사실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 같은 멜 

빌의 텍스트 쓰기 전략은 설재적 대상으로서의 모비덕이 상징계의 언어 

로는 묘사가 불가능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대단히 어렵다는 사설을 강하 

게 암시한다. 

많은 자연물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대리석이나 동백나무나 진주 따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빛깔이 희다는 것은 기쁨을 더해 주고 아름다움을 증가시 

33) Moby-Dick, p. 163. 현영인 1권 2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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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며， 스스로 덕을 나타내는 빛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한다. [중략1 요한의 환 

영(幻影) 속에서도 백의는 속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었고， 스물 네 사 

람의 장로는 흰옷을 입은 채 서 있고， 그들 앞에는 크고 흰 용상(龍皮)이 있었 

으며， 그 용상에 양털처럼 흰 주님이 앉아 계시기는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연 

상을 거듭하여 아름답고 바르고 숭엄한 모든 것에 결부시켜 볼 때， 이 흰 색 

채의 감명이 주는 가장 갚은 곳에는 무엇인가 파악하기 어려운 성격이 숨어 

있으며， 저 붉은 빛이 핏빛과 연결되어 위협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공포로서 

마음찰 때리는 것이었다，34) 

모비댁의 흰색이 이처럼 공포의 디}상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이러한 

의문은 다음과 같은 흰 색의 특정에 의해 설명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 백색의 주문(멤文)을 풀지 못하고 있으며， 어 

째서 이토록 강한 힘으로 영혼에 육박하는 것인지 아직 규명하지 못하고 있 

다. 또한 더욱 기이하고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펴가 보아온 것처럼 그 

것은 영적이고 의미 깊은 상정 아니 그리스도교적인 신의 옷 그 자체이기도 

하며， 동시에 바로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에 강렬함을 더해 주는 힘 

이 된다는 점이다 

이 파악할 수 없는 특징 때문일까， 은하의 흰 줄기를 바라볼 때， 마음조차 

꺼져 버릴 듯이 우주의 공허함과 광막한 느낌에 사로잡혀 등줄기로부터 엄습 

해 오는 허무감을 느끼게 된다. 아니면 또한 본질적으로 보아 희다는 것은 빛 

깔이라기보다는 빛깔이 없는 것을 본 상태， 더욱이 동시에 모든 빛깔을 응집 

시킨 상태라는 것， 그런 이유로 해서 황량한 설경(雪景)에는 적막하고도 공백 

인， 그러면서도 의미에 넘치는 것--무색이면서도 전색(숲色)인 무선주의(無神 

主義)의 협박감이 있는 것일까735) 

이렇게 볼 때， 흰색은 “빛깔이라기보다는 빛깔이 없는 것”이며， “동시에 

모든 빛깔을 응집시킨 상태”이다. 또한 흰색은 “의미 깊은 상정”이며， “동 

시에 바로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에 강렬함을 더해 주는 힘”이 

34) Moby-Dick, pp. 163• 4. 현영민 1권 258-260쪽. 
35) Moby • Dick, p. 169. 현영민 1권 2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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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모비덕의 특징인 흰 색은 모든 것의 근원인 실체 없는 실체인 

공(空)이며， 또한 모든 삶의 근원인 죽음인 셈이다. 그러나 이 같은 흰색 

을 두드러진 특성으로 가진 모비녁은 또한 공포의 대상이며， 동시에 삶이 

목표이고， 기쁨과 즐거움의 저 너머에 존재하는 고통으로서의 주이상스의 

근원이기도 하다. 

VI. <대상 소문자 a)(objet petit a)로서의 모비덕과 

에이해브의 주이상스 

에이해브는 모비덕에게 물려 자신의 다리를 절단 당하는 고통까지 겪 

으면서， 그리고 죽을 위험에 직면하면서도 끝까지 모비덕을 추격하다， 결 

국 백경(白願)에 의해 죽고 만다. 그렇다면 에이해브가 백경을 이처럼 끈 

질기게 추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은 에이해브가 백경을 악 

의 화신(化身)으로 간주하여 철저히 증오했기 때문에 모비덕을 죽여 없애 

기 위해 이처럼 철저하게 추적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에 

이해브가 모비닥을 이처럼 철저하게 추적한 것은 단지 그의 증오섬에만 

그 원인이 있는 것일까? 에이해브가 모비닥을 추적하는 것에 대해 또 다 

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틀은 위와 같은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에 

이해브의 이 같은 집념 뒤에는 또 다른 원인이 있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그렇다면 에이해브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원인은 무엇인가? 윌리엄스의 

다음과 갇은 주장은 모비익이 단순히 에이해브의 복수의 대상만이 아님 

을 보여준다. 

에이해브가 입은 상처[다리를 잃은 것]의 성격과 특정으로 볼 때 모비닥은 

단순히 복수의 대상만은 아니다. 모비덕은 또한 많은 환유적(換輸的)인 변주 

(變奏) 과정을 거쳐 환상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에이해브의 환상적인 <대 

상 소문자 a>(objet petit a)가 되 기 도 하다，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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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엠스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에이해브에게 있어 모비덕은 단순히 

복수의 대상 하나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의 환상 속에 존재하는 욕 

망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이 어떻거l 해서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지 보기로 하자. 

라캉익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어릴 적의 상상계흘 지나 언어가 지배하 

는 상징계에 진입한다. 이 기간은 생후 18개월쯤이다. 상상계의 가장 두 

드러진 특징은 어머니와의 합일이다. 이 시기의 어린애는 어머니와의 합 

일을 통하여 세상과 자신이 분리뭔 개체가 아니라 합일된 개체로 잘못 인 

식하게 된다， 그러나 아버지의 법이 지배하는 상징계에 들어가기 위해 어 

린애는 언어라는 매개를 통해야 딴다 그런데 언어는 어린애가 가지고 있 

던 이 같은 합일의 환상을 여지없이 캔다. 상징계는 합일의 세계가 아니 

라 차별과 분별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저것과 구별되며， 위는 아 

래와의 차별 속에서 존재한다. 이박한 차별의 세계는 또한 어머니와 자신 

이 통합된 것이라는 인식의 붕괴흙 가져온다， 따라서 인간이 주제로 탄생 

한다는 것은 언어에 의해 매개되눈 합일감의 엄청난 붕괴를 수반한다. 따 

라서 상정계에 진입한 주체는 통웹된 주체가 아니라 파편화된 주체일 뿐 

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주체는 이전에 가졌던 합일감에 대 

한 향수를 간직하게 되고 이러한 향수는 곧 돌이킬 수 없는 그 무엇에 

대한 욕망이 된다， 이러한 분열 이전에 느끼던 충만에 대한 욕망의 대상 

을 라캉은 <대상 소문자 a)(여기서 a는 프랑스어의 autrdother]를 지칭 

하는 것으로， 이는 대타자(大他者)라고 번역되는 대문자로 시작되는 

Autre[Other]와 대비되는 개념이다)라고 부른다. 그는 더구나 이러한 용 

어가 가지는 신비감을 그대로 간직하게 하기 위해 〈대상 소문자 a)를 다 

른 나라 말로 번역하지 말고 프랑스어 단어를 그대로 쓸 것을 주문한다. 

라캉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36) Dennis Williams, “Filling the Void: A Lacanian Angle of Vision on Moby-Dick," John 
Bryant, et al., eds., “ UngrasαÚJle Phm1om": Ess，αys on Moby-Dick (Kent, OH: Kent 
State UP, 2α)6)， p.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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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소문자 a>는 주체가 스스로를 주체로 형성하기 위해 [어머니로부터] 

하나의 개체로 분리돼 나올 때 형성되는 그 무엇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것 

은 펠러스(phallus)가 그 자체로서는 그렇지 않지만， 결핍인 한에 있어서는 결 

핍되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상징이다. 따라서 〈대상 소문자 a>는 대상으 

로서 우선은 분리돼야 하고， 그 다음으로는 결핍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37)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대상 소문자 a>가 

주체가 상징계에 진입할 때 형성되는 것이라면 모비덕은 왜 흉폭하며 악 

의에 차 있는 것일까? 이 같은 의문에 대답하기 위해 우리는 라캉이 든 

〈대상 소문자 a>의 예 몇 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가 예로 든 것 중 

에는 대변(大便)과 남근(ph따lus)이 포함돼 있다.38) 이러한 예로 대변이 

든 것은 약간은 의외이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는 재미있는 예가 된다. 상 

징계에 진입하기 전의 어린이는 아직도 대소변 가리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다. 따라서 그는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때에 대소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애는 대변을 자신과 구별하지 못하여 이것을 가 

지고 노는 수도 있다. 그러나 상징계에 진입하면 상황은 바뀌어 이러한 

일은 금지 된다. 그렇다면 남근은 왜 이 러 한 〈대상 소문자 a>의 옥록에 

들어 있는가? 그것은 상징계에 진입하기 전의 어린애는 자신이 어머니에 

게서 결핍된 남근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소 

설에 나오는 모비덕은 에이해브에게는 이 같은 오이디푸스 기(期) 이전의 

남근인 셈이다 에이해브가 모비익을 강박적으로 추격하는 이유는 그것이 

에이해브에게는 〈대상 소문자 a>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이해브는 자신 

과 모비덕이 통합돼 있던 상태로의 환원을 구현하고 싶어 한다. 이처럼 

모비닥이 〈대상 소문자 a>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선/악， 호/불호의 

경계 너머에 존재하는 영원히 획득 불가능한 미분화된 원초적인 이미지 

이기 때문이다. 

37) Lacan, The Seminnr. Book XI, p. 103. 
38) Jacques Lacan, Ec，πts ‘ A Selection, tr. Alan Sheridan (New York: Norton, 1988), p.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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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적 대상은 단지 정신적 외상만을 야기 시키는 것인가? 이러한 질 

문에 대한 대답은 이상하게도 ‘아니오’이다. 실재적 매상이 극복하기 힘든 

정신적 외상을 야기 시킴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즐거움의 차원을 넘어서 

는 커다판 희열(喜脫)을 가능하게 한다. 라캉은 이러한 희열(喜뻐)을 주이 

상스(jouíssance)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정신적 외상을 일으키는 실재적 

대상이 어떻게 해서 주이상스의 관원이 되는지 보기로 하자. 라캉은 기쁨 

을 다음 두 가지로 나눈다. 그 하나는 흔히 말하는 쾌락(pleasure)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주이상스이다. 쾌락윤 우리가 흔히 이는 즐거움으로， 같은 

즐거움도 반복될 경우 식상하게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즐거움 

을 지속적으로 느끼기 위해서는 매번마다 즐거움의 역치(關順， threshold 

leveD를 높여 야 한다는 어 려 움이 항상 존재 한다. 

쾌락괴 대비되는 개념은 주이상스이다. 주이상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퍼한 쾌락과는 차원이 다푼 즐거움이다. 라깡은 주이상스를 성적 

인 희열， 특히 여성이 느끼는 성적인 오르가즙과 떤관하기도 하지만， 여 

기서는 또 다른 종류의 주이상스뜰 살펴보자. 대부분의 이론가들은 주이 

상스가 고통을 동반한다는 역설적인 사설에 동의한다. 에번스는 주이상스 

는 “고통스러운 즐거움”이며 “역설적인 만족"39)이라고 말한다. 또한 치에 

사는 “주이상스는 통증 속에 느끼는 즐거움”때)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주이상스를 추구하는 주체는 자신이 얻는 만족에서 고통을 느끼게 된다. 

주이상스가 이처럼 역설적인 이유는 주이상스는 “죽음으로 가는 길"41)이 

기 때문씨다. 이렇게 볼 때 주이상스는 죽음 욕동(death drive)과 밀접하 

게 연결돼 있다. 또한 죽음 욕동은 삶 욕동Oife drive)과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섞여 있다. 그러므로 주이상스는 죽음 욕동， 삶 욕동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세 발(三빼)을 형성하는 셈이다. 라캉은 죽음 욕동은 

39) Evans, p. 92 
40) Lorenzo Chiesa, “Lacan with Aπaud: j'ouïs• sens, jouis-sens, jouis-sans," Slavok Zizek, 

ed. LαTIll: The Silent Partners (London and New Y ork: Verson, 2뼈)， p. 353. 
41) J acques Lacan, Lι S하ninaire. Livre XVII. L ’énvers de la psychanalyse, 196.9-70 

(Paris: Seuil, 1991), Jacques•A1 ain Miller, 00.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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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파괴적인 욕동”이 아니라 “무(無)에서 창조하려는 의지 "42)라고 말 

한다. 라캉의 이 같은 말은 죽음 욕동이 단순히 주체 스스로에 게 향한 공 

격적인 파괴 본능인 자살에의 충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주장하는 

것이다. 라캉이 말하는 죽음 욕동은 오히려 창조적인 삶의 욕동까지도 포 

함하기 때문이다. 라캉은 또한 주이상스는 “욕구의 충족이 아니라 욕동의 

충족"43)이라고 말한다. 이 같은 라캉의 말은 주이상스가 단순히 성욕이나 

식욕 같은 육체적인 본능의 충족이 아니라， 그보다 좀 더 차원이 높은 정 

신적인 갈증을 메워줌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에이해브가 모비덕을 

추적하여 사냥하려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인 죽음 욕동 

이 맹렬히 작동했음을 의미하며， 이 같은 그의 죽음 욕동은 또한 그의 삶 

욕동에 불을 지 폈음을 의 미 한다. 이 같은 죽음 욕동과 삶 욕동의 작동은 

그의 주이상스를 찾기 위한 몸부림인 셈이다. 이러한 그의 무의식적인 삶 

욕동과 죽음 욕동의 발동은 이 소설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그의 마지막 

말에서 잘 드러난다. 

“나는 태양에게 등을 툴린다. 어찌 된 건가 태쉬테고- 네 망치 소리를 들려 

다오. 오오， 내 세 개의 불굴의 첨탑이여， 깨어지지 않는 용골이여， 신만이 상 

하게 할 수 있는 선체여， 견고한 갑판， 오만한 키， 북극성을 가리키는 뱃머리， 

죽어도 빛나는 배여! 이제 너도 멸망해야 하는가? 더욱이 나와 따로따로? 나 

에게는 가장 비참한 난파선의 선장조차 가지는 최후의 애절한 자랑마저 주어 

지지 않는단 말인가? 오오， 고독한 생애 끝의 고독한 죽음! 오오， 내 최고의 

위대함은 내 최고의 슬픔 속에 있다고 느끼도다. 하하하， 내 지난 생애에 있 

어서의 사나운 파도여， 저 끝없는 곳에서 다시 빌려와 이 높직한 내 죽음의 

파도 위를 더욱 높이 솟게 하라! 네 녀석이 파괴력을 휘두르지만 정복할 힘이 

없는 고래여， 나는 네 녀석을 향해 돌격하고 네 녀석과 핑굴고 지옥의 한 가 

운데에서 너를 찔러 다만 증오만으로 마지막 숨결을 네 녀석에게 몰아붙이겠 

42) J acques Lacan, 까Je Seminar of Jacques Lacan, Book VII, ηJe Ethics of Psyhcα1f1iysis， 
195.9-1960 (London: Routledge, 1992), tr. Dennis Porter pp. 212-3 

43) Lacan, The Seminar 01 Jacques Lacan, Book VII, p‘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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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든 관(相)도 관 받침대도 한군데 커다란 물웅덩이에 묻어라. 그러나 나 

에게는 그런 게 소용없다. 저주받은 고래 녀석아， 산산조각으로 가루가 되는 

거다. 자， 이 창을 받아라1"44) 

이렇게 하여 에이해브는 이루어지지 않은 주이상스를 향해 자신의 창 

을 마지막으로 던진다. 

VI I. 나가는 말 

우리는 에이해브의 주이상스를 향한 추격 과정을· 추적해 보았다. 그렇 

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는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그가 

보여주는 강박 신경증과 주이상스를 향한 추구는 같은 것인가， 그렇지 않 

으면 디른 것인가 하는 의문이다. 필자는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의 강박 신경증은 억압된 죽음 욕동이 

신경증띄 형태로 겉으로(신체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그는 죽음 욕동이 

부정적띤 것으로만 생각하여 이흙 억압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죽 

음 욕동이 무의식에서 나오는 것인 이상 그것을 억압할 수는 없다. 그런 

이유로 해서 억압된 죽음 욕동이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에 

게 있어 죽음 욕동은 두 가지 형 1펴로 나타났다. 그껏이 자신 내부로 향할 

때 그것은 자살 충동이 되 고， 외 부로 향할 때 그것은 살인 충동이 된다. 

그는 모비덕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두 본능을 모두 드러낸다. 모비덕을 

죽이겠따는 충동과 그러는 과정에서 선원들의 안위를 패념하지 않는 것 

이 바로 그것이다. 반면， 그는 자신의 죽음 자체를 패념하지 않음으로써 

자살 충동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 같은 에이해브의 죽유 욕동은 단지 죽음 욕몽 하나만으로 남 

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죽음 욕봉은 무에서 창조하려는 의지인 삶의 욕 

44) Moby-Dick, p 얘8 현영 민 2권 35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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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으로 변한다. 이는 그가 주이상스를 추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의 

무의식에 죽음 욕동과 삶 욕동이 이처럼 서로 엉켜 있는 것 자체가 바로 

그가 주이상스를 추구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육체적인 고통이 비 

육체적인 쾌락으로 변할 때 주이상스가 발생한다"45)고 새럽은 말하기 때 

문이다. 에이해브는 이루어지지 않은 주이상스를 향해， 모비덕을 향해 자 

신의 창을 마지막으로 힘차게 던진다. 주이상스는 언제나 과정일 뿐 성취 

는 항상 미완으로 남아 있는 고통스런 즐거움이기 때문이다. 

45) Madan Sarup, ]acques ω따n (New York Harvester Wheatsheaf, 1992), pp. 9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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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hab ’s Jouissance: A Lacanian Reading of Moby-Dick 

Chong-Ho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Jacobson points out, Moby-Dick is definitely ‘'the greatest Amerkan novel 

ever written." Then we have to consider what makes it the ever greatest 

American novel. Since the publication of Moby-Dick in 1851, various attempts 

have been made to answer this question, with the results, however, not being 

very satisfactory to everyone concemed. In this essay 1 try to combine two main 

concepts in answering the time-old issue of the greatness of Moby-Dick. These 

are the concept ofthe sublime and that ofjouissα1ce advocated by Jacques Lacan. 

The first point ofview utilized is the concept ofthe sublime advocated by both 

Edmund Burke and Kant. This attempt was found to be useful only to a certain 

extent in accounting for the psychology and behavior of Ahab. Then, the concept 

of jouissance advocatεd by Jacque:s Lacan has been applied in an a때empt to 

probe into the intricate psychology of Ahab. Jouissance has been found to be a 

very helpful concept in explaining Ahab’s monomaniacal pursuit ofMoby-Dick. 

Lacania:n concept ofjouissance is v~:ry suitable in unlocking the enigmatk nature 

of Ahab’s pain and joy in his single애ninded pursuit ofMoby-Dkk. The complex 

interlocking of pain and joy is found to be at the very c:ore of Ahab’s psyche in 

his maniacal pursuit of Moby-Diek. Lacan proposes that pain and joy are 

inextricably informjouissance that is the cause and at the same time εffect ofthe 

pursuit of objet petit α In this respec:t, Moby-Dick is Ahab’s objet petit α and his 

pursuit of this giant white whale b~:comes a source of jouissa.ηce， pleasure and 

pain beyond description. 

주제 어 i[KeyWonJs) 

주이 상스(jouissance ), 에 이 해브(Ahab)， 이 쉬 매 일(Is비nael)， 숭염 (sublime), 대 상 
소문자 a(objet petit a), ~모비 덕 ~(Moby-Di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