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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논문은 라캉의 다원적 시각세계인 시각의 타자성에 근거한 응시의 
개념을 만화에 적용하여 만화를 해석하고 분석하여 비평할 수 있는 기제
로서의 가능성에 대해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만화라는 매체가 그림
과 언어라는 상징적인 요소로 이루어진 시각세계라는 점은 단지 법과 질
서의 제1시니피앙으로서 작용해 주체의 욕망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를 빛의 지점에서 응시하여 가시적 세계에서 볼 수 없는 비가
시적 세계의 결여 지점을 제시하고 욕망을 분출시키는 타자로서 기능한
다. 결여의 주체, 욕망의 주체로서 실재를 맞이하는 응시가 컨템포러리 
아트에서 경향을 분석하고 비평의 중요한 잣대로 작용한 점과 만화 역시 
응시를 작품 속에 융화시켜 표출한다는 점은 예술작품과 만화는 동일선상
에 놓여있음을 반증한다.

본고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인디 만화계에서 활동하며 쌓아올린 실험

정신으로 인해 모호하고 난해한 형식을 구조화한 강도하 작가의 작품들 

중에 『큐브릭』을 중심으로 비가시적 세계를 의미화 하고자 했다. 하여 

『큐브릭』을 해석하고 분석함에 있어 라캉이 이론화한 시각세계에서의 

욕망의 원인이자 대상인 응시를 은유와 환유, 모호적 상황표현, 의도적․
감정적 오류, 개별성과 통합성의 구조, 의미가 초과되어 표출되는 긴장 

등을 제시하였다.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서로의 존재를 표현하는 응

시, 작가가 독자 혹은 대중들을 응시하며 드러내고자 했던 결여의 지점

으로서의 응시, 비평가나 독자가 작품을 보고 작품의 이면을 분석하고 

비평하는 응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응시의 개념을 활용할 수 있지만 가

장 중요한 것은 욕망의 법을 배반한 주체에게 난폭하고 잔인한 실재가 

가면을 쓰고 유희의 놀이를 하도록 하는 장소인 스크린으로서 기능을 하

는 만화에 분석과 비평의 눈으로 바라보고 표출하는 작가의 응시이다. 

이는 만화가 단지 시각세계에 머물러 재미와 흥밋거리로만 전락하는 것

을 억제하고 당당히 예술의 길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

할 것이다.

주제어 : 만화비평, 큐브릭, 라캉, 주체, 시선과 응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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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근대적 사유체계,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데카

르트의 코기토(Cogito)는 자율적이고 통합적 의식을 가진 존재로

서 ‘나’를 규명한다. 세계의 모든 대상들을 의심하는 반성적 

사고에서 확실한 진실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신과 우리 자신만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나’는 세계의 중심에 서서 조망하며, 

모든 것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절대적 권력을 가지게 된다. 이러

한 데카르트의 의식적 사유는 주체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

리의 눈에 들어오는 시각세계에도 그대로 적용한다. 기하학적 원

근법에 근거한 시각세계는 모든 대상들을 한 점으로 수렴하는 위

치에 서게 되고, 데카르트의 자율적인 의식의 사유 주체가 경험

하는 시각세계는 “나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나를 본다”라는 말

로 대변할 수 있다. 이는 존재와 주체가 일치를 이루는 의식의 

자기 충족성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러한 기하학적 조망점의 시각

세계는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어 한 점에서 한 점을 연결하는 점

대점 대응의 공간적 배치에 지나지 않는다. 하여 눈이 보이지 않

는 맹인들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각세계를 온전히 규명하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의 ‘눈’은 정확하고 확실한 것이 아니라 

‘눈’으로서 파악할 수 없는 지점이 존재한다는 것이 드러나면

서 데카르트식 기하학의 시각세계는 균열과 파열을 내기 시작한

다.

세계의 중심으로서 소실점에 존재하는 시각세계의 허구성은 라

캉이 시각세계에 욕망과 시각과의 관계를 조명하면서 우리의 

‘눈’이 파악할 수 없는 불가능한 지점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

게 되었다. 우리의 의식이 파악할 수 없는 균열의 지점, 그것은 

‘응시’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우리의 시각세계에 분열로서 표

출된다. 즉, 우리의 ‘눈’이 기하학적 차원의 원근법에 근거한 

데카르트의 자율적 의식 주체라면, ‘응시’는 우리가 대상을 바

라보는 ‘눈’과는 전혀 다른 차원인 결여를 지닌 욕망의 주체이

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세계는 근본적으로 ‘눈’과 ‘응시’가 

분열관계에 놓여 있어 균열이 생성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다. 

이러한 시각세계의 분열은 라캉이 주장한 욕망하는 주체개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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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선상에 놓여 있다.

‘응시’는 바라보는 것, 즉 의식적 사유 주체에 선행하여 

‘나’는 바라보임을 당하는 위치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응

시’는 균열의 지점으로서 주체의 결여이자 주체의 욕망이다. 따

라서 ‘응시’는 시각세계에서 욕망의 원인/대상인 ‘대상 ’의 

지위를 갖는다. ‘대상 ’는 우리가 상실한 ‘존재’와 관련되

며 실재의 귀환으로서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아무 

것도 없는 무(無)이며, 주체의 욕망과의 관계 속에서만 모습을 

드러낸다. 이처럼 ‘응시’는 데카르트의 기하학적 시각세계에서

는 볼 수 없는 주체의 결여를 드러냄으로서 시각세계에 욕망의 

주체를 기입한다.

만화는 시각세계이다. 그러나 만화는 우리의 ‘눈’, 즉 자율

적 의식 주체의 기하학적 차원에 머물러 있어 단지 보여지는 시

각세계는 아니다. 만화는 ‘응시’가 위치하는 빛의 지점에서 주

체의 욕망을 드러내며, 우리를 대상으로 바라본다. 즉, 만화에는 

권위적 지위를 가진 자율적 사유주체인‘눈’과 주체의 결핍과 

욕망을 표출하는‘응시’가 공존한다. 그러므로 만화 속에는 시

각세계의 분열이 생성된다. 만화를 보는 내 눈 깊은 곳에 만화가 

그려진다. 다시 말해서 만화는 분명 능동적 주체인 내 눈 속에 

있지만 나는 수동적 주체, 즉 결핍과 욕망의 주체로서 만화 속에 

있다. 

이렇듯 전통적인 주체에 대한 개념과 시각세계에 대한 인식을 

전복(顚覆)시킨 라캉의 ‘응시’개념은 만화에 새로운 시각을 부

여한다. 그것은 자의적 시선이 아니라 타자적 시선이다. 이 타자

적 시선은 상징적 체계로 질서를 구축한 작품 자체 내에서도 존

재하고 상징계에 종속되어 있는 작가에게도 존재하며, 욕망의 법

을 배반하는 독자에게도 존재한다. 즉, 실재 위에 상징적 질서로 

현실을 규정한 상징계는 완결된 전체로서 닫혀져 있는 체계가 아

니라 실재가 우리 현실에 침투할 수 있는 작은 틈이 벌어진 체계

이며, 그 자체로 결여를 안고 있는 불완전한 체계라는 것의 반증

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라캉의 주체형성과정에서 생성된 욕망이 

시각세계에 닿아있는 ‘응시’개념을 만화에 적용하여 만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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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가 등장하는 다양한 차원을 분석하고 만화를 대면하는 

작가나 독자 등 모든 사람들에게 ‘응시’가 어떻게 기능을 하는

지, 그리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하고, 만화를 해

석하고 분석하여 비평할 수 있는 기제로서의 가능성에 대해 모색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의 구성은 라캉의 ‘응시’ 개념을 만화에 

적용하여 분석․비평의 기제로 활용하기에 앞서 라캉의 주체형성과

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파니시스(aphanisis)1)에 대해 고찰

하고, 존재를 상실한 대가로 상징계에 자리를 잡은 주체가 필연

적으로 결여를 가지게 되면서 등장하는 결여의 지점이자 주체의 

욕망이요, 존재를 함유하고 있다고 가정되는 ‘대상 ’에 대해 

살펴본 뒤 시각의 세계에서 ‘대상 ’가 등장하는 방식인 ‘응

시’의 개념과 기능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이렇게 라캉의 이

론을 고찰한 후에 시각의 타자성인 ‘대상 ’를 대변하는 ‘응

시’를 토대로 작가와 독자, 그리고 작품을 중심으로 하여 분석

하고 해석하는 방법론을 제시할 것이다. 만화에 내재되어 있는 

비가시적인 측면을 라캉의 ‘응시’개념을 통하여 연구함으로써 

이 연구가 만화만이 가지고 있는 시각세계의 타자성을 밝히는 계

기가 될 수 있으며, 만화가 시각 예술 분야에서 당당하게 하나의 

위치를 정초할 수 있는 기조(基調)가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Ⅱ. 본론

1.‘아파니시스(aphanisis)’의 주체 

라캉은 주체를 형성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두 단계를 거쳐야 한

다고 주장한다. 이 두 단계에서 주체에 선행하는 상관항으로 타

자(Autre)라는 개념은 주체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의 삶이 언어를 매개로 하는 이상 주체는 언

1) 라캉이 주체의 분열에 대하여 설명하는 개념으로 시니피앙의 지배를 받는 주

체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출현한 욕망의 시니피앙이 다른 시니피앙으로 끊

임없이 대체되면서 주체가 드러나고 사라지는 과정이다. 즉, 사라짐의 운동 

속에서 주체가 모습을 나타내는 순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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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에 종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소외(aliénation)의 

과정이며, 두 번째 단계는 결여된 주체와 결여된 타자가 겹치게 

됨으로서 욕망을 형성하는 분리(separation)의 과정이다. 소외는 

상징계로 들어온 주체가 존재를 상실하고 분열된 주체를 산출하

는 과정으로 유아기에서 타자와의 동일시, 상징계의 이미 주어진 

강요된 선택의 종용이라는 두 차원에서 발생하는 상상적 동일시

에 의한 오인(méconnaissance)의 수동적 경험이다. 이러한 소외

의 두 과정을 거치면서 자아는 주체로 이행하게 되지만 주체는 

실체가 없는 형식으로서의 주체이며, 가능성을 내포한 텅 비어있

는 주체, 불가피하게 결여를 가진 주체로 상실한 존재를 찾아야

만 실현될 수 있는 주체이다. 하지만 소외는 우리가 피한다고 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연적으로 찾아오는 것도 아니며, “자

아 형성이 초래하는 필연적 결과이며, 주체성을 획득하기 위한 

필수적인 첫 걸음”2)이다.

소외가 타자에게 의지하고 종속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마련하는 

과정이라면 분리는 타자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이며, 욕망의 영역

에서 상실한 존재를 향해 끊임없이 욕망한다. 의미화 연쇄 속에

서 야기된 결여를 적극적으로 포섭하고 메우려는 과정인 분리는 

분열된 주체를 넘어 구조 밖의 언어와 타자 너머에 있는 것을 알

고자 하는 능동적 과정이다. 소외로부터 ‘존재결여’가 생성된 

주체는 상실한 ‘존재’를 찾아 끝없이 욕망을 분출시켜 타자에 

종속되어 있는 ‘결여의 주체’는 타자의 종속으로부터 벗어난 

‘충만한 존재’가 되기를 갈망한다. 그러나 소외와 분리는 순차

적 관계에 놓여있는 것이 아니라 순환적 관계를 형성한다. 라캉

에 의하면 소외와 분리의 “과정은 주체와 타자 사이에서 순환적

인 것으로서 분절되어야 한다. 이는 타자의 장에서 호명된 주체

로부터, 그 자신이 지켜보는 가운데 타자, 즉 그곳으로 되돌아온 

타자의 장에서 출현한 무언가의 주체로 되돌아오는 순환과정이

다. 이 과정은 순환적이지만 본성상 상호적이진 않다. 순환적이

긴 하지만 비대칭적인”3) 특징을 가지고 있다.

2) 숀 호머, 김서영 역, 『라캉읽기』, 은행나무, 2006, pp.134-145.

3) 자크-알랭 밀레, 맹정현, 이수련 역, 『자크 라캉 세미나 11-정신분석의 네 

가지 근본 개념』, 새물결, 2008, p.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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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시니피앙(기표, signifiant)이 다른 하나의 시니피앙에 

의해 대리됨으로써 소외와 분리의 과정을 겪는 주체는 어떠한 영

속성(永續性)과 지속성(持續性)을 가진 불변(不變)의 주체가 아

니라 항상 변화하는 주체이다. 즉, 라캉은 주체를 “언제나 지금 

도착하고 있거나 또는 막 도착한 것으로서-항상 너무 이르거나 

또는 이미 늦은 것으로서-정의한다. 주체가 마침내 안정되고 완

전한 총체로서 나타났다고 말할 수 있는 시점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주체는 시간의 특정 순간이라기보다는 끊임없는 주체화

과정-소외와 분리-을 통해 단지 섬광처럼 나타날 뿐이다. 주체는 

단순히 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체가 되기 

위해 우리는 타자의 욕망과 관련하여 우리의 위치를 설정해야 하

며, 주체는 상징계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받아들인 후에야 행동

할 수 있게”4)된다고 하였다.

타자로부터 주체가 등장하고 형성되기 때문에 타자의 욕망과 

마주친 주체는 타자의 장에 출현한 욕망의 시니피앙을 다른 시니

피앙으로 대체하는 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타자의 욕망을 추구하

고 그 시니피앙들과 동일시함으로써 자신을 구성하지만, 주체와 

타자 사이에 벌어진 틈을 좁히지는 못한다. “이때 이 다른 시니

피앙은 주체의 ‘아파니시스(aphanisis)’라는 효과를 갖는다. 

바로 거기서 주체의 분열이라는 사태가 발생한다. 즉, 주체가 한

쪽에서 의미로서 나타난다면 다른 쪽에서는 ‘페이딩’, 즉 사라

짐으로서 모습”5)을 드러낸다. 즉, 시니피앙에서 시니피앙으로의 

‘노마드(nomad)’6)적 항해 속에서 주체는 나타났다 사라짐을 반

4) 숀 호머, 김서영 역, 앞의 책, p.140.

5) 자크-알랭 밀레, 맹정현, 이수련 역, 앞의 책, p.330.

6) 노마드는 거처를 정하지 않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유랑민, 유랑자를 뜻하

지만 들뢰즈가 노마드라는 개념을 차용한 개념은 탈영토화의 흐름 속에서 끊

임없이 탈주를 하며, 무의식적인 욕망에 따라 미시적 세계관을 가진 현대인들

을 일컫는 말이다. 질 들뢰즈와 펠릭스 가타리 공저 ‘천(千)의 고원’(1980)

을 해설한 ‘노마디즘’(휴머니스트 발행)을 낸 이진경씨는 ‘노마디즘’에 

대해 “유목주의, 즉 유목민적 삶과 사유”라고 풀었다. 그는 “들뢰즈와 가

타리가 주목한 유목적 삶은 그저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버려진 

불모지에 달라붙어 새로운 생성의 땅으로 바꿔가는 것”이라며 “노마디즘은 

제자리에 앉아서도 특정한 가치와 삶의 방식에 붙박지 않고 끊임없이 탈주선

(線)을 그리며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사유의 여행”이라고 설명했다. 본 논문

에서는 노마드의 개념을 주체의 형성과정에서 시니피앙에서 다른 시니피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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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한다. 그러므로 “‘아파니시스’는 좀 더 근본적인 수준에, 

즉 치명적이라고 규정했던 사라짐의 운동 속에서 주체가 모습을 

나타내는 수준에 위치”7)시켜야 한다.

2. ‘대상 a’로서의 응시

라캉은 주체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결여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

에 지배체제로서의 사유의 의식 주체를 벗어난 탈중심화를 주장

하였다. 하나의 소실점에서 파악하는 기하학적 관점은 원근법에 

기초한 주체의 시선(oeil, the eye)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결여

의 지점이 존재함을 발견한다. 결여의 지점은 ‘대상 ’로서 드

러나는 지점으로 시각 세계에 균열을 내고 분열을 일으킨다. 라

캉은 이 ‘대상 ’를 ‘응시(regard, the gaze)’라고 명명한

다. 이 ‘응시’는 주체가 바라보는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볼 수 

없는 지점 또는 인식할 수 없는 지점에서 대상이 주체를 바라보

는 시선이다. 이러한 ‘응시’가 나타나는 원인은 주체가 모든 

대상을 의심하는 반성적 의식의 주체가 아니라 욕망을 추구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주체가 자기 자신을 보는 곳, 즉 자아의 

도식이 주어진,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한 전도된 실상이 생기는 곳

은 주체가 스스로를 응시하는 지점이 아니다. 그러나 주체가 자

기를 보는 것도 타자의 공간 속에서이며, 그가 자기 자신을 응시

하는 지점 또한 그 공간 속에서 이다. 그런데 그곳은 또한 그가 

말을 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말을 하는 존재인 한 주체는 바로 

이 타자의 장소에서 무의식적 욕망의 성질을 띠는 것의 출발점이

라 할 진실을 말하는 거짓말을 구성”8)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대상으로 해서 바라보는 ‘응시’는 주체의 욕망이 드러나

는 지점이며, 실재계가 상징계의 틈바구니를 뚫고 나오는 욕망의 

원인인 ‘대상 ’인 것이다.

로 이동하는 움직임 속에 자신의 결여된 주체의 존재를 찾아 나서는 과정을 

비유하기 위해 차용하였다. Cf. 질 들뢰즈, 김상환 역, 『차이와 반복』, 민

음사, 2004, pp.104-107; 김범수,“철학적 개념-‘현대판 떠돌이의 자아 찾

기”, 『한국일보』, 2003.04.09.

7) 자크-알랭 밀레, 맹정현, 이수련 옮김, 앞의 책, p.314.

8) 자크-알랭 밀레, 맹정현, 이수련 옮김, 앞의 책, p.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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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각의 분열과 시각세계의 응시

시각의 세계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그대로 믿을 수 있

는 것인가? 이 질문은 라캉의 시각세계에 대한 함의가 함축되어 

있다. 르네상스 이래 시각세계를 구성하는 것으로 여긴 것은 기

하학적 조망점에서 모든 대상을 소환하여 자율적인 의식을 가진 

주체에게 보여진 원근법에 근거한 시각 경험이다. 이러한 원근법

에 근거한 자율적 주체의 데카르트적 코기토에서 주체의 ‘눈’

은 초월적인 위치에서 대상 세계를 바라본다. 대상은 기하학적 

점에 위치한 주체에게 포섭되기 위한 이미지로서 배열되고 초점

이 맞춰진다. 여기에서 보는 행위는 내 앞에 있는 대상을 나와 

분리시키고 나의 시선에 종속된 것으로 만드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상은 바로 나의 시선을 통해서만 존재하는 나

의 부속물로서 존재한다.9) 하여 데카르트 코기토에서 “주체의 

특권은 내가 지각한 그 표상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주는 양극적인 

반영 관계로부터 나온다”10)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자율적 주체

를 대변할 수 있는 ‘나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나를 바라본다’

라는 말에서 ‘나를 바라보는 나를 본다’는 것은 주체의 의식이 

나의 의식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으로 바라보는 ‘나’와 바라봄

을 당하는 ‘나’가 동일하지 않다는 데에 문제의 초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나’는 ‘나’를 밖에서 바라보고 있지만 지각

은 ‘나’의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지각에 의해 파악된 대상들 

쪽에서 나를 바라보고 ‘응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나’의 실체가 드러나고 결여의 주체로 위치하게 된다. 이처럼 

점대점 대응(point-to-point correspondence)인 기하학적 관점의 

시각세계는 의식의 한계점을 드러내는 ‘암점(scotoma)’이 존재

한다. 이는 우리의 ‘눈’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것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라캉은 ‘눈’이 파악할 수 없는 이러한 지점을 ‘응

시’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응시’는 우리 눈이 본다는 것과 정반대로 우리 또한 누군가

의 눈에 보여진다는 점에 의존한다. 즉, ‘응시’는 우리의 

‘눈’에 앞서 존재하는 것으로 나는 단 하나의 지점에서만 볼 

9) 김상현 외 엮음, 『라깡의 재탄생』, 창작과비평사, 2002, p.467.

10) 자크-알랭 밀레, 맹정현, 이수련 역, 앞의 책, p.128.



87

수 있는 존재인 반면에 나는 사방에서 보여지는 존재이다. 인간

의 욕망이 타자의 욕망인 것처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

적인 시각세계에서 주체인 나를 규정하는 것은 나의 밖에 있는 

‘응시’이다. 즉, 타자의 시선인 ‘응시’에 의해 주체는 결여

를 발견하게 되고 욕망의 영역으로 진입하게 된다. ‘응시’는 

“시각을 통해 구성되고 표상의 형체들 속에 정돈되는 것과 같은 

사물에 대한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무언가가 층으로 미끄러지고 

통과되고 전달되면서 결국 항상 어느 정도는 빠져나가 버린

다”11). 이러한 ‘응시’는 “우리의 지평에 나타난 경험의 막다

른 골목-원근법적 시각이 포착하지 못하는- 즉, 거세불안의 구성

적인 결여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기묘한 우발성이라는 형태로만 

모습을 드러낸다”12). 나를 바라보는 타자는 주체가 동일시하는 

상상계적 차원의 타자가 아니라 동일시 할 수 없는 타자의 영역

이며, “눈과 응시, 시각의 영역에 충동(drive)이 나타난 곳은 

바로 눈과 응시의 분열”13)지점이다.

시각의 장에서 ‘응시’는 주체가 추락하는 지점이자 주체의 

결여를 드러내는 구멍으로서 기능하기도 하고,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 등장하는 ‘대상 ’를 그 자체 안에 포함하고 있다. “주

체의 추락이 여러 구조적 이유들로 인해 항상 인식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의해서 시각의 영역이 규정되고 그것에 적합한 만족이 생

겨난다. 주체의 추락이 인식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제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응시가 ‘대상 ’로서 거세현상 속에 표현

된 이런 중심적인 결여를 상징하는 한에서, 그리고 그것이 본질

상 변하기 쉬운 기능을 지닌 ‘대상 ’인 한에서, 주체는 표상

을 넘어선 곳에 무엇이 존재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남아 있

도록”14) 만든다. 시각 세계에 ‘응시’의 등장은 비로소 기하학

적인 조망점인 원근법으로 대변되는 ‘눈’과의 사이에서 분열을 

일으키게 된다.

11) 자크-알랭 밀레, 맹정현, 이수련 역, 앞의 책, p.116.

12) 자크-알랭 밀레, 맹정현, 이수련 역, 앞의 책, p.115.

13) 자크 라캉, 권택영 엮음, 『욕망이론』, 문예출판사, 1994, p.205.

14) 자크 라캉, 권택영 엮음, 위의 책, pp.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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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눈’과 ‘응시’의 변증법과 이미지-스크린

‘눈’과 ‘응시’의 변증법은 어떤 일치되는 것이 없으며, 배

타적인 것으로까지 보이지만 시각세계에서는 ‘눈’과 ‘응시’

가 중첩되어 있는 형태로 구성된다. 이것은 기하학적 차원의 도

식과 응시 차원의 도식이 합쳐진 형태로 기하학적 관점에서 주체

가 위치하던 자리에는 표상의 주체가 들어서며, 주체 자신은 그

림으로 기능한다. 반대로 기하학적 차원의 도식에서 대상이었던 

것은 우리를 바라보는 ‘응시’이다. 즉, 가시적인 시각 세계에

서 ‘나’를 바라보는 ‘응시’는 우리의 외부에 있으며, 그로부

터 ‘나’는 보여지는 존재가 된다. 그럼으로써 ‘나’는 재현의 

주체, 표상의 주체인 그림이 된다.

시각세계에서 ‘눈’과 ‘응시’의 공존은 이미지와 스크린이 

같은 위치에 있게 한다. 만약 ‘우리가 이미지-스크린을 예술의 

관례들, 재현의 도식 체계, 시각문화의 약호들이라고 부른다면, 

이러한 스크린은 주체를 위해 대상과 응시를 매개하면서도 그것

은 대상과 응시로부터 주체를 보호하기도 한다. 즉, 그것은 맥박

을 치며 반짝이고 사방으로 확산되는 응시를 포획하여 하나의 이

미지 속에서 길들이는 것’15)이다. 그러므로 응시를 조작하고 완

화시켜 가면놀이의 매개 장소로 쓰이는 이미지-스크린은 바라보

는 주체로 하여금 ‘응시’를 내려놓도록 유도한다. ‘응시’를 

난폭하고 폭압적인 것으로 규정한 라캉은 만약 주체가 ‘응시’

를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를 파괴적인 상태로 까지 몰고 갈 수 있

다고 생각한다. 하여 보여준다는 것 자체는 사악한 시선과 연관

을 갖는다. 이러한 시선은 ‘부러움(invidia)’으로 그 힘을 발

휘한다. ‘부러움’이라는 단어가 ‘본다’라는 의미의 동사인 

‘Videre’에서 유래한 것을 봐도 ‘응시’와 관련이 있음이 드

러난다. 부러움이라는 것은 “부러워하는 사람이 그 본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신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을 다른 사

람들이 소유할 때 생겨나는”16) 것이다.

이러한 ‘부러움’의 관점에서 ‘본다’라는 ‘응시’는 초자

아와 관련을 갖는다. 라캉은 프로이트가 주체를 윤리적으로 행동

15) 핼 포스터, 이영욱 외 역, 『실재의 귀환』, 경성대학교출판부, 2003,p.214.

16) 자크 라캉, 권택영 엮음, 앞의 책, p.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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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만드는 작인을 ‘이상적 자아’, ‘자아 이상’, ‘초자

아’ 세 가지로 구분한 것을 명확히 나눴다. “‘이상적 자아’

는 주체의 이상화된 자기 이미지로 상상계에 속하며, 라캉이 

‘대상 ’라고 부른 내 자아의 이상화된 분신 이미지다. ‘자아 

이상’은 내가 내 자아 이미지 속에 새겨 넣고자 하는 응시의 작

인으로, 나를 감시하고 나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도록 촉구하는 

대타자이자 내가 따르고 실현하고자 하는 이상으로 상징계에 속

하며, 내 상징적 동일화의 지점, 그로부터 나 자신을 관찰하는 

대타자 내부의 지점이다. ‘초자아’는 그와 같은 작인의 가혹하

고 잔인하며 징벌하는 측면으로서 실재계에 속하며, 내게 불가능

한 요구들을 퍼붓고 그것을 해내지 못하는 내 실패를 조롱하는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작인이자, 내 죄스러운 분투를 억누르고 그 

요구들에 응하려하면 할수록 그 시선 속에서 나는 점점 더 유죄

가 되는 그런 작인”17)으로 작용한다. 라캉은 요구가 강하면 강

할수록 도덕의식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초자아라고 주장한

다. 오히려 “초자아는 반윤리적 작인, 우리의 윤리적 배신의 상

흔(傷痕)이다. 라캉에 따르면 우리를 도덕적 성장과 성숙으로 이

끄는 자아 이상이라는 자비로워 보이는 작인은 기존의 사회에 새

겨진 상징적 질서의 ‘합리적’ 요구에 따르게 함으로써 ‘욕망

의 법’을 배반하도록 강요한다. 이 과도한 죄책감에서 자아 이

상의 필연적 이면일 따름인 초자아는 ‘욕망의 법’을 배반한 것

에 대해 우리에게 참을 수 없는 압박을 가한다. 초자아의 압박 

아래 우리가 느끼는 죄책감은 환영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것

이다. 즉,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 유죄일 수 있다면 그것은 오직 

우리 욕망에 기반을 제공해온 것뿐이다. 그리고 초자아의 압박이 

증명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배반했다는 점에서 실제적

으로 유죄라는 사실”18)이다.

  이런 비윤리적이며, 악마적 속성을 지닌 ‘응시’를 진정시

키며, 보는 자를 사로잡는 ‘응시’의 힘을 완화시키는 것은 그

림이다. 즉, 그림을 그리는 제스처는 ‘응시’가 주체를 사로잡

으려하는 것을 사전에 사로잡으려 하는 것이다.

17) 슬라보예 지젝, 박정수 역, 『How to Read 라캉』, 웅진하우스, 2007,p.124.

18) 슬라보예 지젝, 박정수 역, 위의 책, pp.12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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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화에서의 주체의 분열과 응시

1) 강도하의 『큐브릭』

강도하의 2007년작 『큐브릭』은 청춘 3부작 중 마지막 편에 

해당하는 작품이다. 1부인 『위대한 캣츠비』가 20대 중반을 맞

이한 남녀의 엇갈린 인연과 미련의 청춘 이야기를 다루었다면, 2

부인 『로맨스 킬러』는 불혹을 앞둔 전직킬러의 통제되지 않는 

사랑이야기를, 3부인 『큐브릭』은 10대 소년, 소녀의 가혹한 현

실과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상징과 비유가 많이 등

장하는 강도하의 작품은 난해하고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는데 이

번 청춘 3부작 중 마지막인 『큐브릭』은 다른 작품보다 특히 난

해함이 강력하게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난해함은 실험정신으로 

무장된 그만의 형식으로 굳어버린 듯하다.

KUBRICK은 CUBE와 BRICK의 합성어로 메디콤사의 제품명으로 시

작했으나 지금은 유사한 모델을 모두 포함하는 보통명사로 쓰이

고 있다. 머리, 몸통, 팔, 다리, 손 등 아홉 개의 구성으로 만들

어진 큐브릭은 모두 회전이 가능하며 각각의 부위가 모두 분리되

고 다른 큐브릭과도 호환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강도하의 작품 

『큐브릭』에서 ‘큐브릭’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 

작품에서 보면 제일 먼저 아주 작은 큐브릭 조각을 우연히 발

견하고 관심을 보이게 된 사람은 ‘소영’이었다. ‘소영’은 큐

브릭을 완성하기 위해 조각들을 찾지만 쉽지가 않다. 이런 와중

에 ‘수경’은 큐브릭 조각을 찾으려는 ‘소영’에게 ‘너무 작

아서 찾지 못하거나 아니면 너무 커서 찾지 못할지도 모른다’라

는 핵심적인 말을 하게 된다. 이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10대들의 현 실태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즉, 10대가 되기 전 

유아기에는 큐브릭이 완성체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점점 나이가 

들며 사회적 역할을 요구하는 시점에서 주체는 분열을 하기 시작

한다. 그것은 학생의 신분이지만 주민등록증이라는 사회적 요구

의 코드로 인해 정체성에 혼동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4명

의 등장인물들은 각자 큐브릭의 한 조각들을 발견하게 된다. 그

리고 작품의 끝부분에서 ‘소영’은 자신을 도와준 사람으로부터 

마지막 큐브릭 조각을 건네받게 된다. 이것은 기존의 기성세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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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을 무조건 질타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 아

니라 이해하고 포용하여 이끌어줘야만 하는 책임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즉, 혼동으로부터의 탈출은 청소년들이 자신들만의 

힘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성세대의 도움이 절대적으

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로써 큐브릭은 완전한 모습으로 탄생하

게 되고 자신의 형체를 드러내게 된다.

더불어 강도하의 『큐브릭』은 새로운 리얼리즘의 형식을 제시

하고 있다. 작품에 사실성을 부여하기 위해 기존에 짜놓은 스토

리를 모두 엎고 4명의 각기 다른 직업과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스토리를 다시 만들었다고 한다. 이는 작가의 개

인적인 상상이나 공상에서 출발하여 사실성으로 포장한 거짓이 

아니라 실제 우리 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리얼한 이야기인 것이

다.

2) 작품 속에서의 주체와 응시

(1) 은유(metaphor)와 환유(metonymy)로서의 주체와 응시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 1857-1913)가 계열관계와 통합

관계로 구분한 언어의 두 축을 차용한 야콥슨(Roman Jakobson, 

1896-1982)은 은유를 수직적인 계열적 축으로, 환유를 수평적인 

통사적 축에서 작동하는 통합적 축으로 상응시키며, 은유와 환유

를 언어의 기본 법칙으로 제시한다. 야콥슨에 의하면 “은유는 

하나의 개념을 다른 개념으로 치환(substitution)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선택의 축인 계열 축에 상응하고, 환유는 한 개념이 다른 

개념을 연상시키거나 그것에 인접해 있으므로 인접(contiguity)

관계이며, 결합의 축인 통합 축에 상응”19)한다. 야콥슨이 제시

한 은유와 환유의 구조적 형태가 압축(condensation)과 전치

(displacement)라는 프로이트의 무의식 세계와 직접적으로 대응

된다고 생각한 라캉은 무의식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으로 공식화

한다. 그럼으로 해서 “주체는 은유에 의해 구성되고 욕망은 환

유에 의해 지속”20)된다.

19) 숀 호머, 김서영 역, 앞의 책, p.83.

20) 김석, 『에크리-라캉으로 이끄는 마법의 문자들』, 살림, 2007, 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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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하의 『큐브릭』에서 이러한 은유와 환유가 빈번하게 등장

한다. 작품 전체를 관통하며, 진행 방향의 방향타를 잡고 있는 

제목, ‘큐브릭’이 환유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작

품 전체가 비유적 표현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림 1.21) 그림 2.22) 그림 3.23)

1부 4화를 보면 ‘혜화’의 집에서‘독우’를 처음 만나는 

‘미우’는 ‘독우’를 사냥개로 비유하며, ‘독우’의 성격을 

대변하고 있다<그림 1>. 이는 ‘독우’를 바라보는 ‘미우’의 

응시이다. ‘미우’는 빛의 점에서 ‘독우’를 바라본다. ‘독

우’는 스크린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그 너머에 있는 어떤 감추어

진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나 ‘독우’는 자신을 바라보는 타자의 

시선, 즉 ‘미우’의 응시를 볼 수 없다. ‘미우’의 응시는 

“전혀 상이한 두 개의 상들의 단순한 병치보다는 하나의 시니피

앙이 다른 시니피앙으로 대체되는”24) 형상으로 나타난다. 즉, 

‘독우’라는 시니피앙이 사냥개라는 다른 시니피앙으로 대체되

면서 ‘독우’와 ‘사냥개’의 이미지는 합쳐져서 합성이미지가 

형성되는 압축의 형태를 띤다. 이는 무의미했던 ‘독우’라는 인

물에 의미를 부여한 은유의 형태로서 ‘독우’의 주체를 구성하

21) 출처: http://cartoon.media.daum.net/webtoon/viewer/1959

22) 출처: http://cartoon.media.daum.net/webtoon/viewer/1982

23) 출처: http://cartoon.media.daum.net/webtoon/viewer/2185

24) 브루스 핑크, 김서영 역, 『에크리 읽기-문자 그대로의 라캉』, 도서출판b, 

2007, p.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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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것은 본래 시니피앙인 ‘독우’에 덧붙

여진 새로운 의미의 출현이다. 그러나 대체하며 등장한 시니피

앙, 즉, 사냥개는 의미만을 남기고 이내 사라진다. 이는 라캉이 

제시한 은유의 공식에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다. 라캉의 은유 

공식은 다음과 같다.


′
≅

은유 공식에서 는 은유의 기능을 나타내는 기호이며, 대수학 

부호 ≅는 좌항과 우항이 ‘서로 같거나’ 혹은 ‘서로 합동한

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은유 공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은 하나의 시니피앙이 다른 시니피앙으로 대체되는 것이 은유의 

본질적 기능이라는 것이다. 이 은유 공식에 ‘미우’의 응시를 

대입해 보면 다음과 같다.

독우
사냥개

독우≅독우 

여기에서 좌항을 보면 ‘독우’는 ‘사냥개’로 대체되었지만 

그것은 괄호 속에 있어 여전히 ‘독우’임이 유지된다. 그러나 

‘독우’와 ‘사냥개’ 사이에 있던 분리 장벽(-)은 이내 가로질

러 돌파되며 새로운 의미를 생성한다. 여기서 +는 가로지르기 또

는 돌파를 의미함과 동시에 새로운 의미(s)가 추가된(+) 것을 가

리킨다. 즉, 시니피에(signifié, 의미)가 시니피앙과 결합을 하

려고 할 때는 항상 의미화를 가로막고 저지시키는 저항이 발생한

다. 그러나 은유는 이 저항을 뛰어넘어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효과를 가능하게 한다.25)

이렇게 주체를 구성하는 은유로서 응시가 등장하기도 하지만 

주체의 욕망을 지속시키는 환유로서의 응시도 등장을 한다. ‘미

우’가 아버지를 만나는 장면에서 아버지의 얼굴은 늘 구더기로 

가득 뒤덮여 있다<그림 2>. 이것은 ‘미우’의 욕망이 드러나는 

지점으로 ‘미우’가 아버지를 바라보는 응시로 그려진다. 즉, 

25) 김석, 앞의 책, pp.14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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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구더기로 가득한 얼굴의 아버지는 증오하는 아버지를 닮

고 싶어하지 않는 ‘미우’의 욕망이 담겨있다. 그러므로 아버지

를 바라보는 ‘미우’의 응시는 결여된 주체이자 욕망의 주체이

다. “주체는 끊임없이 뻗어 있는 욕망의 철길 속에 거의 광적으

로 사로잡혀 있으며, 욕망은 늘 다른 어떤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

는 환유적 운동”26)을 갖는다. 그러므로 욕망을 드러내는 이 

‘미우’의 응시는 시니피앙들 간의 인접성에 의한 결합관계의 

축인 환유로서 표현된다. 환유는 의미화의 연쇄가 한순간 멈추게 

되면 그 지점에서 왜곡된 집착(fixation)이 일어남으로서 자칫 

욕망이 충족된 듯한 환상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환상에 지

나지 않을 뿐더러 시니피앙은 의미의 저항선에 눌려 있어 자신 

속에 있는 것을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단지 미끄러질 

뿐이다. 그럼으로써 주체의 존재를 드러낸다. 라캉의 환유 공식

을 보면 다음과 같다.

 … ′≅–

환유의 공식에서 시니피앙은 다른 시니피앙으로 지속적으로 미

끄러지게 하고 “시니피앙과 시니피에 사이의 가로선을 유지하게 

만드는 단어 대 단어의 결합에서 볼 수 있는 기능이다. 이는 적

어도 어떤 면으로는 시니피앙이 시니피에 속으로 들어가거나 시

니피에를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 착각을 일으킨다. 단지 무의식이 

검열을 피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전적으로 다른 의미를 만들어

내지는 못한다. 즉, 환유를 이용해 시니피에 안에 새로운 어떤 

것을 채워 넣을 수는 없다. 단순히 ‘동일한 이야기’를 다른 단

어들로 말할 뿐이다. 괄호 속의 가로선(-)은 시니피앙과 주체의 

대상관계에 구축한 존재의 결여를 상징하므로 일종의 마이너스 

기호라고 할 수 있다. 라캉은 매우 간결하게, 기표는 ‘의미작용

의 지시적 가치를 이용하여 그것이 견디고 있는 결여를 목표로 

욕망을 불어 넣는다’라고”27) 주장했다.

또한 어느 여학생이 귀가할 때 동행해주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26) 자크 라캉, 권택영 엮음, 앞의 책, p.85.

27) 부르스 핑크, 김서영 역, 앞의 책, pp.18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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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공 ‘미우’가 그 여학생과 대화하는 장면에서 등장하는 환

유에 의한 응시는 주체의 욕망과 분열의 관계를 드러낸다. 여학

생은 탄생에서부터 우리는 자의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며, 자

율적 선택권은 이미 박탈되었다고 ‘미우’에게 말한다. 그러자 

점점 여학생의 몸은 마리오네트 인형으로 변해간다<그림 3>. 이 

장면에서 주체의 형성과정 중 소외와 분리의 과정이 함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자유가 박탈당한 선택권, 즉 그것은 ‘의미’와 

‘존재’ 사이에서 주체에게 주어진 선택은 강요된 선택으로서의 

‘vel’28)의 소외이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상징계로 진입하기 

위해 타자의 영역인 ‘의미’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

는 것이다. 실재계 위에 현실을 구성하는 것은 상징계의 질서 체

제이기 때문에 주체는 누군가가 조종해야만 움직이는 마리오네트 

인형처럼 상실한 ‘존재’를 억압하고 순응하듯이 살아간다. 여

기에 주체를 바라보는 응시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주체

를 응시하고 있는 규범적이며 윤리적인 사회적 질서로서의 자아 

이상이다. 자아 이상은 우리로 하여금 욕망에 따라 행동하도록 

요구하는 욕망의 법을 배반하며 살아가도록 강요한다. 따라서 자

아 이상은 주체를 바라보며, 억압하고 통제하는 응시이다. 그런

데 상징계에 종속되어 살아가도록 강요하는 것이 주체의 욕망이 

아니기 때문에 주체의 욕망은 이러한 자율권이 박탈된 종속으로

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아 이상의 응시 외에 또 다른 

응시가 존재한다. 그것은 욕망의 법을 배반한 것에 대해 주체에

게 가차 없이 압박을 가하는 초자아의 응시다. 초자아의 응시는 

주체로 하여금 욕망을 추구하도록 유도한다. 그것은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법을 어기며, 쾌락을 즐기는 원초적인 아버지다. 그러

나 이런 폭압적인 성격의 초자아, 원초적 아버지는 주체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 죽음충동으로 인도한다. “죽음은 쾌락 너머에 

있는 것으로 접근이 불가능함과 동시에 금지된 것이다. 그것은 

극복될 수 없는 궁극적 한계이다. 그리고 이 궁극적 한계는 주이

28) 'vel'은 영어의 접속사 or에 해당하는 라틴어이며, ‘~이거나’에 의해 연결

된 선언명제(選言命題, disjunctive proposition)의 논리로서 ‘주체가 정초

되는 데 기초가 되는 최초의 본질적 연산’이다. 자크-알랭 밀레, 맹정현, 이

수련 역, 앞의 책, p.318.



96

상스(jouissance)29)와도 연관”30)을 갖는다. 이런 죽음충동으로

부터 주체를 보호하는 것이 상징계로서 스크린의 기능을 한다. 

(2) 표현형식의 모호적 상황에 의한 작가의 응시

『큐브릭』에서는 자주 흑백으로 처리되는 장면과 색이 가미된 

장면이 병치되어 나타난다<그림 4>. 이는 ‘미우’가 세상을 바

라보는 시각이자 정신적 상태를 암시해주는 시선이라는 다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주인공 ‘미우’는 어린시절, 어머니의 죽

음으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트라우마(trauma)가 형성되어 

정신착란증을 앓으며 환각을 보게 된다. 붉은 피를 흘리며 죽어

간 어머니를 목격한 ‘미우’는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몸부림은 당시의 기억을 모두 지워 어

머니를 감쌌던 붉은 색을 구별하지 못하게 된다. 라캉은 ‘아버

지의 이름(Nom-du-Père)’이 폐제된 결과가 정신병이라고 보았

다. “‘아버지의 이름’은 주체를 어머니와의 상상적 합일의 단

계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상징계로 이끄는 아버지의 기능과 법을 

대표하는 제1 시니피앙이다. 라캉이 ‘한 시니피앙이 또 다른 시

니피앙을 위해 주체를 대리한다’라고 말할 때 한 시니피앙이란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말하며 또 다른 시니피앙은 상상계에 

속한 ‘어머니의 욕망’의 시니피앙을 가리킨다. ‘아버지의 이

름’이 오이디푸스콤플렉스 극복 과정에서 아이에게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거부될 때 아이는 욕망하는 주체로서 자신을 구성하

는 데 실패한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이름’은 여러 시니피앙 

중 하나가 아니라 시니피앙 전체를 떠받치는 주춧돌 같은 것으로 

그것이 폐제되면 상징계 전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하여 

정신병에서 주로 등장하는 망상은 본질상 주체가 만들어낸 환상

이라기보다 상징계에서 배제된 것이 되돌아오는 것인데 그것은 

29) 주이상스는 사전적으로 성적 대상에서 나오는 쾌락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쾌

락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초월적인 것이다. 라캉에 의하면 주이상스는 무

엇보다도 쾌락원리 너머로 가보려는 전복적인 충동으로 본성상 파괴적인 특성

을 갖는다. 쾌락원리를 넘을 때 주체를 기다리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죽음뿐이므로 주이상스는 죽음 충동을 통해서 구체화 되며, 상징계가 부과한 

법을 넘어서 영원히 잃어버린 대상을 되찾고자 하는 갈망이요, 쾌락원리이다.  

김석, 앞의 책, pp.243-244.

30) 숀 호머, 김서영 역, 앞의 책, p.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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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실재의 귀환이라 할 수 있다. 실재는 상징계를 매개로 해서

만 주체에게 인식되지만 정신병에서는 그것이 환각의 형태로 직

접 체험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신병에서 보이는 망각이나 환상은 

정신병의 핵심 구조가 아니라 증상의 하나”31)일 뿐이다. 

그림 4.32) 그림 5.33)

‘미우’가 보는 환각은 분열된 상태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흑

백처리로 인해 자신이 인지하고 인식하고자 하는 범위를 나타내

주기도 한다. 즉, 흑백은 정신적인 부정의 표출인 것이다. 또한 

한 장면에 모노톤과 색의 융합된 형태는 청소년들을 주체적인 개

별적 존재자로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작가의 소망이 담긴 응시인 

것이다. 그것은 시각 세계에서 기하학적 관점에 있는 우리의 

‘눈’이 식별할 수 있는 길들여진 응시인 가시적 응시이다. 즉, 

모노톤의 칸들은 색채가 입혀진 다른 칸들과 차이를 드러내는 얼

룩으로서의 응시이다. 한편 작가가 독자를 바라보는 응시가 존재

31) 김석, 앞의 책, pp.223-225.

32) 출처: http://cartoon.media.daum.net/webtoon/viewer/1967

33) 출처: http://cartoon.media.daum.net/webtoon/viewer/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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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미우’가 ‘독우’를 도우러 간 내용이 등장하는 1부 

11화에서는 이전의 그림체와는 다르게 상당히 거칠게 표현되어 

있다<그림5>. 이는 ‘독우’의 대사인 ‘적당히 채워 넣고 말아

버린 싸구려 김밥처럼...’이라는 말과 융합되어 다의적 의미를 

드러낸다. 거칠면서도 단순한 그림체는 적당히 화면을 채우고 있

다. 하지만 이렇게 적당히 그려도 일반적인 대중들은 만화라고 

인식하는 것처럼 적당히 기성세대에 끼워 맞춰 살아야 한다는 것

과 역설적으로 그와 반대로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선택은 기성세대가 왈가왈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에게 달려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3) 의도적 오류(The Intentional Fallacy)에 의한 응시

      

그림 6.34)

의도적 오류는 작가의 시선보다 독자, 즉 수용자의 입장에서의 

의미파악을 더 중요시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작가의 의도와 독자

의 해석 간의 불일치로 인해 오류가 발생하며, 작가의 의도나 독

자의 주관과는 상관없이 작품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다.35) 웜세트(W. K. Wimsatt)와 비어즐리(Monroe C. Beardsley)

가 주장한 의도적 오류는 독자와 텍스트 사이의 관계에서 독자의 

적극적인 능동성을 강조하며, 접근하는 문학비평방법인 수용미학

과 독자반응비평과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텍스트의 의미는 

독자의 내적 구조와 텍스트의 구조간과 작가와 독자 간의 의식이 

유기적 상호관계를 형성하면서 구체화 된다. 즉, 작가와 텍스트, 

34) 출처: http://cartoon.media.daum.net/webtoon/viewer/2459

35) 김혜니,『내재적 비평문학의 이론과 실제』, 푸른사상, 2005, 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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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그리고 독자 간의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써 새로

운 작품을 수용하는 것은 독자의 내면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경

험적 사고를 부정하거나 재의식함으로써 기존의 친숙한 경험이 

전혀 새로운 경험과 충돌하여 변화하는 것이다. 즉, 경험이란 것

이 유기체와 그것을 둘러싼 환경의 부단한 변화의 연속 속에서의 

상호작용이므로 이전에 체험했던, 앞선 경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 연속되어짐과 동시에 뒤따르는 경험 속으로 흘러들어 영향

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큐브릭』에서 큐브릭의 조각들이 의

미하는 것과 모노톤과 화려한 칼라가 조화되어 있는 장면들, 마

지막 장면에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주인공들의 앞에 모든 것

을 씻어버리듯 내리는 빗줄기<그림 6> 등은 작가의 의도와는 전

혀 다른 의미를 창출할 가능성을 열어 보이고 있다. 즉, 같은 작

품이라 할지라도 다양한 독자들에게 공통되고 보편적인 의미로 

수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간혹 우리들은 한번 본 작품을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보게 될 경우 처음에 인식했던 의미들이 

확대되거나 또는 치환되어 전혀 새로운 의미를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하여 작가가 의도한 것들과 독자들의 해석 간에 발생

하는 의미의 불일치와 괴리감은 항상 잠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의도의 오류는 강도하의 작품 『큐브릭』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

는 것으로 애매성과 함께 융합되어 표출되고 있다. 이런 의도의 

오류는 데카르트적 관점인 자율적 사유 주체로 그려질 수 있는 

보편성이 아니라 개별성이 중시된다. 즉, 그것은 나는 한 점에서

만 대상을 볼 수 있지만 나는 어느 지점에서건 보여지는 존재라

는 것이며, 개별성의 차이에 따라 나를 바라보는 응시의 시선은 

서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홀바인의 ‘대사들’이라는 작품

에서처럼 우리가 그 자리를 뜨기 위해 걸어 나가면서 몸을 돌리

는 순간 얼룩처럼 보이던 것의 형태가 뚜렷하게 보이듯이 의도적 

오류에 의한 응시도 정면에서 볼 경우 그 결여의 지점을 찾지 못

한다. 따라서 우리가 그로부터 멀어질 경우 우리는 가려져 있던 

응시의 시선을 볼 수 있게 된다.

(4) 감동적 오류(The Affective Fallacy) 속에 숨겨진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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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6)

작품의 가치나 의미를 강렬한 감성의 전달에서 찾으려고 하는 

태도는 오류라는 입장으로 이러한 오류는 작품이 ‘독자들의 마

음속에 작용하는 결과를 가치와 혼동하기 때문에 발생’37)한다. 

아마도 『큐브릭』에서 감정의 극대화를 이루는 곳은 마지막 씬

이 아닐까 싶다<그림 7>.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서서히 알아가는 

주인공들의 눈앞에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이 비가 들이닥친다. 

어디에도 포함될 수 없는 주체의 정체성은 모든 것을 씻어버리는 

빗속으로 투영된다. 격한 감정의 파토스(pathos)38)는 독자로 전

이되어 그 흥분한 감정자체로 작품을 판단하는 것은 크나큰 오류

라는 것이다. 즉, 격분으로 치닫는 일시적 감정의 극대화는 전체

의 맥락 속에서 파악되어야지만 작품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찾

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감동의 오류에는 주체를 사로잡는 유혹으로서의 

응시가 선행한다. 그것은 독자에 앞서 작품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응시이다. 만약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왜 그 사람을 사랑하

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한다. 물론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사랑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근원적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지 못한

36) 출처: http://cartoon.media.daum.net/webtoon/viewer/2459

37) 이명재, 오창은, 『문학비평의 이해와 활용』, 도서출판 경진, 2009, p.241.

38) 파토스(pathos)는 이성을 의미하는 로고스(logos)와 상반되는 말로 라틴어 

passio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수동적 상태를 말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

을 ētos(풍속, 성격, 도덕, 등 지속적인 것을 의미한다.)에 대하여 일시적인 

정감, 격정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하였다. 그 후 예술상으로도 일시적으

로 주관적인 정열을 나타내는 것에 이 말을 사용, 항상적으로 숭고한 도덕적

인 감정 쪽은 에토스라 하였다. 현재에도 이 말이 때때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일시적인 강한 감정 상태를 말하거나 또 한편으로는 강력하고, 지

속적인 감정, 열정, 정욕 등을 의미하기도 한다. 네이버 백과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88866



101

다. 그 사람 너머에 어떤 것, 즉 ‘대상 ’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 그 사람의 아름다운 외모는 단

지 스크린으로서 우리를 유혹한다.

(5) 개별적 조직의 응시와 통합의 구조로서의 응시

『큐브릭』에서 방황하는 10대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작가는 

기성세대나 혹은 현재의 청소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수많은 숨은 그림으로 감춰두었다. 독자는 자신의 본모습을 감춘 

비유와 상징적 표현들을 처음 접할 때 그 의미를 쉽게 해석하지 

못하지만 결말 부분에서 모든 비유와 상징의 조직 요소들은 하나

로 귀결되며, 통합의 구조를 완성한다. 각각의 개별적 조직을 이

루던 응시는 전체와 부분을 합리적인 통일체로 이루며 하나의 총

체적인 응시를 형성한다. 즉, 작품 속에서 각각의 개별적 조직체

로 활동하던 나름대로의 응시들-등장인물들이 결여된 주체로서 

욕망을 품은 응시로 ‘미우’의 응시, ‘수경’의 응시, ‘독

우’의 응시, ‘소영’의 응시-이 전체를 융합하는 통합적 응시-

큐브릭으로서의 응시-인 것이다. 등장인물들이 어렸을 때의 경험

에서 축적된 트라우마는 기존의 기성세대에 의해 형성된 피조물

로서 정신착란증, 유아적 행동 등 다양한 양상으로 분출된다. 이 

트라우마는 주체의 결핍을 드러내고 그로 인해 생성된 욕망은 자

의적인 것이 아니라 타자로부터의 응시에 의해 형성된 것이며, 

사회로부터 격리를 조장한다. 이러한 사회 또는 기성세대로부터 

요구된 욕망으로 인한 빈자리의 채움은 기성세대의 이해와 포용

으로 가능한 것이며, 그로 인해 주체의 정체성이 확립되고 개인

적 욕망으로 전이될 수 있는 것이다. 

                                                       

(6) 초과된 의미의 긴장으로부터 응시

작품 외부를 향한 문자적 의미와 작품 내부를 향한 비유적 의

미의 충돌에는 긴장을 유발시킨다.39) 『큐브릭』에 등장하는 상

당수의 비유와 상징으로 사용된 대상들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경

험하는 실제의 대상을 지칭하지 않는다. 그것은 작품 내부에서 

39) 이명재, 오창은, 앞의 책, p.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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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의미를 생성한다. 즉, 작품 외부에 비춰지는 고유한 문자적 

의미와 작품 내부에서 의미하는 비유는 서로 충돌하며 긴장을 품

게 된다. ‘수경’이 쓴 물안경이나 큐브릭 등은 실제의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내포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수영장에

서 우리의 눈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물안경과 ‘수

경’이 쓴 물안경은 보호라는 공통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수경’의 물안경은 일상사물인 물안경과는 달리 자신의 존재마

저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되어 물안경이 가지고 있던 고

유의 기능을 덮어버리고 물질성을 초과한다. 또한 재미있는 것은 

물안경이 한자로 수경(水鏡)이라는 점이 흥미롭다. 이것은 수경

(水鏡)이 가지는 초과된 의미가 등장인물 ‘수경’과 동일시된

다. 즉, 자신을 은폐하던 수단으로 사용하던 물안경이 곧 자신이 

AV배우를 하면서 살아왔던 자신의 삶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그러

므로 수경(水鏡)을 바라보는 수경의 응시가 존재한다. 그리고 큐

브릭이라는 장난감은 어린아이들이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수단이지만 강도하의 작품에서는 재미와는 정반대의 개

념이 존재한다. 자신의 존재론적 의미를 발견해가는 과정으로서 

재미와는 상반된 고통의 시간으로써 말이다. 

Ⅲ. 결론

근대철학의 합리적 사고 중심에는 데카르트가 있다. 데카르트

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명제(命題, 

propositon)는 자율적인 의식 주체를 중심으로 하는 철학을 정초

했다. 사유의 한계를 규명하고자 했던 칸트나 사유를 역사화 하

고자 했던 헤겔 등이 데카르트의 뒤를 이음으로써 스스로 사유하

는 주체를 중심으로 한 주체철학은 굳건한 위치를 다지는 듯했

다. 그러나 라캉은 세계의 중심에서 통제와 조절을 하는 보편성

에 반기를 들고 개별성의 탈중심화를 주장하며, 데카르트의 주체

철학을 정면에서 강력하게 비판한다. 주체의 존재와 사유의 일치

를 보이던 근대철학은 라캉으로 인해 주체의 허구성이 낱낱이 드

러남으로서 발가벗겨진다. 라캉은 데카르트의 자율적 사유체계를 

드러내는 명제를 “내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나는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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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생각하지 않는 곳에 나는 존재한다”라는 말로 대체하며, 

존재와 사유의 일치는 더 이상 불가능한 것이고 우리는 타자

(Autre)에 의해 주체를 형성하게 된다.

또한 라캉의 타자개념은 철학사에 커다란 지형변화를 초래하고 

기존의 주체론을 전복(顚覆)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타자를 주

체에 선행하는 필수불가결한 상관항으로 설정함으로서 주체는 타

자에 의지하고 종속된 상태로 놓이게 된다. 즉, 스스로 사유하는 

자율적 의식 주체는 모든 대상들을 포괄하고 수렴하는 절대적 지

위를 가지고 있는 통일된 완전한 주체이지만 타자에 의한 주체는 

근원적 ‘존재’를 상실하고 결여를 품고 있는 욕망의 주체이다. 

그것은 우리의 현실인 상징계가 불완전한 체계이기 때문에 상징

계로 진입한 주체를 억압함으로서 자신의 불완전함을 은폐하려 

한다. 상징계의 타자가 억압함으로써 주체가 분열하는 과정이 주

체를 형성하는 기제가 되고 상징화로부터 밀려난 무의식은 주체 

내부에 자리를 잡게 되며, 주체로 하여금 욕망을 드러내도록 야

기한다. 즉, 무의식으로부터 출발한 욕망은 상징계로 진입하기 

이전에 우리가 향유한 것으로 가정하는 실재를 향해 끊임없이 항

해를 한다. 실재는 상징계의 구멍을 통해 우리의 현실에 침투하

지만 우리는 실재에 도달할 수 없으며, 볼 수도 없다. 이는 상징

계 또한 주체와 마찬가지로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존재의 결여는 시각세계에서도 일어난다. 우리의 시각

세계는 자율적 의식 주체로 대변되는 기하학적 원근법에 의해 파

악할 수 없는 지점이 존재한다. 그 지점은 균열이 일어나는 지점

이며, 결여를 표출하는 응시의 지점이다. 응시는 나를 바라보는 

빛의 점으로 내 자신이 나를 볼 수 없듯이 나 또한 응시의 지점

을 볼 수 없다. 우리가 응시를 발견하는 순간 응시는 사라지고 

다른 곳에서 나를 응시한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보여지는 존

재이고 응시는 어느 곳에서나 주체를 선행하여 존재한다. 즉, 나

는 언제나 소실점에 위치해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다. 내가 대상

을 보는 순간 내 눈 속에는 그림이 그려지며, 대상은 내 눈 속에 

자리를 잡는다. 그러나 나는 그림 속에도 존재한다. 이처럼 우리

의 시각세계는 눈과 응시가 분열하는 세계이다. 그 분열은 주체

의 결여를 내포하고 주체의 욕망을 대변한다. 그것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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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한 실재의 귀환이다. 실재는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만 어느 곳에서도 존재하지 않음이다.

라캉의 주체개념과 응시개념은 만화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어쩌면 만화라는 자체가 상징계적 요소, 시니피앙과 시니피에들

로 이루어진 시각세계라는 점에서 라캉의 개념들이 중요하게 부

각된다고도 할 수 있다. 우리는 만화를 본다. 우리는 상징적 질

서 체계 속에 언어처럼 구조화 되어있는 만화를 본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은 상징적 질서에 의지해 만화를 볼 뿐이다. 그러나 만

화는 나를 바라본다. 만화는 빛의 점에서 나를 응시한다. 나는 

만화에 의해 대상으로서 놓여지게 되며, 결여를 드러내게 된다. 

그러므로 나는 만화를 통해 주체의 결여를 인식하게 된다. 주체

의 결여는 주체가 실재와 대면하는 순간이다. 그러나 주체가 실

재와 직접적으로 대면하게 되면 파멸의 길로 향하게 된다. 이러

한 것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주체와 실재의 매개역할을 하는 스크

린으로서의 만화이다. 

이렇듯 결여의 주체, 욕망의 주체로서 실재를 맞이하는 응시는 

여러 방법을 통해 만화에 등장시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은유와 환유, 모호성, 오류, 조직과 구조, 긴장 등의 방법 이외

에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실재를 붙잡고 완

화시켜줄 것인지, 실재와 직접적 대면을 성사시킬 것인지에 대한 

작가의 응시이다. 라캉의 주체론과 응시개념은 신체를 직접적으

로 표현 수단으로 사용하고 폭력적이며, 심지어 잔인하기 까지 

한 현대미술의 경향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잣대가 되어 왔다. 이

러한 공격성을 내포한 현대미술은 스크린을 찢어버리고 실재로 

회귀하려는 충동의 발로이다. 라캉은 실재가 우리의 현실에 흘러

넘치지 않도록 조절하고 완충하는 역할을 화가가 한다고 했다. 

따라서 작가에게 침투한 실재의 충동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작가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만화가 

또한 실재를 함유하고 있는 응시를 작품 속에 어떻게 융화시킬 

것인지가 중요하게 대두된다. 이는 예술작품과 만화는 동일선상

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현대미술을 분석하는 수단으로서의 응

시와 만화를 분석함에 있어 응시는 서로 동일함으로 만화의 지위

를 정초할 수 있게끔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즉, 만화가 위치



105

한 자리는 어디인가? 그 자리에서 만화의 역할은 무엇인가? 만화

의 생성과 활동을 새롭게 모색하는 자리에 응시가 자리 잡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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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artoon Criticism; The subject and the gaze based on 

Lacan' s theory otherness of vision

: focusing on KUBRICK of Kang, Do-Ha

Yang, Seung-Kyu

This thesis is on the purpose of seeking for the possibility of a 

mechanism in interpreting, analyzing and criticizing cartoons which 

are applied to the concept of "the gaze" based on "the otherness of 

vision", which states a pluralistic visual world. It proves that 

cartoons are in line with other art works that are the subject to 

"lack and desire"; the gaze, greets reality and acts as an important 

criterion of analyzing and criticizing the trend in contemporary 

art, in which the cartoon expresses the gaze in harmony within its 

work of art.

In this thesis, the artist, Kang Doh-ha structuralized ambiguous 

and difficult forms of art as he has cumulated experimental minds by 

working in an indie cartoon plane for a long period of time. Among 

his works of art, he identified the "invisible world" through his 

piece "Kubrik". Therefore, he represented: a metaphor and a 

metonymy, an ambiguously situational expression, an intentional and 

emotional error, the structure of individuality and integration, 

and finally tension beyond its meaning through use of 'the gaze' 

that is both the cause and the subject of a desire in the visible 

world which Lacan academized when he interpreted and analyzed 

"Kubrik". The concept of the gaze can be used in a variety of ways 

to display one another's presence in relation each character, 

revealing a spot of lack by staring back at readers or audiences and 

furthermore, to analyze and criticize the hidden side of the art 

piece by critics. The most important details are the artist's gaze, 

which is seen in the eyes of the analysis and also his or her 

criticism of the cartoon, which functions as a metaphoric screen in 

which the subject himself or herself betrays the law of desires thus 

enabling the violent and cruel reality to be masked and indulged in 

plays. This will serve as an element that will lead into an art as 

well as control the degradation to just a piece of enjoyment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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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rtoon remaining only within the visual world.

Key Word : catoon criticism, kubrick, Lacan, subject, the eye and 

the gaze,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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