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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리다(Jacques Derrida)의 동물 타자 시선에서 본 

현대 형상 예술 표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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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이희영

초 록

인류는 오랜 역사에 걸쳐 타자를 만들어내고 그들을 차별, 배제해왔다. 

‘우리’와 ‘타자’를 구분하는 현대사회의 대립 구조에 대해 데리다(Jacques 

Derrida)는 그만의 시적 사유를 통해 동물 타자를 향한 인간 존재의 깊은 성찰

을 질문한다. 본 논문은 데리다의 「동물, 그러니까 나인 동물(The Animal 

That Therefore I Am)」을 중심으로 동물 타자의 확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

구자는 오늘날 동물을 바라보는 현대인의 시선을 통해 ‘인간-외-동물’의 지위

에 관한 메시지를 던지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의 작품에 등장하는 반려

동물 이미지를 분석함으로써 ‘인간-외-동물’의 지위에 관한 고찰을 통해 앞으

로 우리 사회가 추구해 나가야 할 공생, 공진화의 길에 대한 방식을 제안하고

자한다. 데리다는 샤워 후 밖으로 나온 고양이의 집요한 응시 앞에 느꼈던 ‘수

치심’이라는 정념을 통해 동물 타자를 우리에게 불러내고 그리하여 타자의 영

역에서 배제되어왔던 기존 담론의 관행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 수치심이라는 

정념은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데, 여기서 데리다는 이 수치심을 통해 비로소 

‘인간’이 되는 경험을 한다고 이야기한다. 이에 연구자는 ‘인간이 되는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문화 속의 인간과 자연 속의 동물의 역설을 ‘발가벗음’의 양가

성으로 살펴본다. 이러한 모색은 ‘우리’ 공동체의 바깥에 있는 자는 고통 받아

도 괜찮은 집단으로 여기는 종차별주의(Speciesism)를 비판하며 인간 중심주

의에서 벗어나 동물 그 자체로 보려는 시도이다. 오늘날 동물 타자의 위치를 

도나 해러웨이(Donna Haraway)의 이론 및 제인구달(Jane Goodall), 수잔 손

택(Susan Sontag)의 철학을 통해 바람직한 인간과 동물의 관계, 동물에서 인

간으로 인간에서 동물로 향하는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국내에 잘 알려져 있

지 않은 데리다의 동물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통해 연구자의 작품을 분석함으

로써, 본 연구 논문이 새로운 텍스트로 거듭나 인간중심적 사고의 경직을 완

화하고 기존의 이분법적 사유를 탈피하여 인간과 동물 사이의 수평적, 횡단적 

관계 시도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동물타자, 데리다, 수치심, 시선, 양가성, 성찰, 현대인, 반려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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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프랑스 현대 철학자인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는 타

자의 윤리학을 정립한 에마뉘엘 레비나스(Emmanuel Levinas)의 

철학에서 출발하여 새로운 주체의 단서를 찾는다. 레비나스는 자

아, 동일자, 주체, 존재의 우위성을 강조해왔던 종래의 자아론에

서 반역을 시도하며 타자의 개념을 상정한다. 주체에서 타자에까

지 의미를 확장한 레비나스는 타자의 범주를 오직 인간만을 대상

으로 한다는 점에 그 한계가 있다. 그에 반해 데리다는 타자의 

범위를 인간뿐만 아니라 그동안 인간의 주변부라고 생각해왔던 

동물1)(타자)에까지 넓힌다. 특히 데리다는 『아듀 레비나스』2)

에서 자신만의 시적 사유를 통해 타자라는 존재를 자신의 내부에

서 찾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데리다의 「동물, 그러니까 나인 동물」3)을 

중심으로 동물 타자로의 타자에 대한 의미의 확장과 본인 작품과

의 관련성을 밝히고, 작품에 등장하는 동물 이미지를 동물 타자

로 이해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

다. 데리다는 「동물, 그러니까 나인 동물」에서 자신의 ‘절대

적 타자성’의 경험이 구체적으로 동물의 존재를 하나의 타자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고백한다. 따라서 Ⅱ장에서는 데리

다를 참고하여 연구자의 작품 <beloved> 연작을 분석하며 동물 

타자 개념의 타당성을 입증하려 한다. 이어서 Ⅲ장 ‘연구자의 

동물 타자’에서는 동물 타자로 보는 반려동물의 존재와 위치를 

행동가 다나 해러웨이(Donna Haraway)의 이론을 통해 살펴보며, 

본 연구에서 다룰 동물 타자를 반려동물에 한정한다. 마지막으로 

1) 인간 역시 동물의 한 종이기에 ‘인간과 동물’은 옮은 표현은 아니지만,
편의상 이하 본문에서는 ‘인간 외 동물’을 ‘동물’로 약칭하도록 한다.

2) 자크 데리다, 『아듀 레비나스』, 문성원 옮김, 문학과 지성사, 2016.
3) Jacques Derrida, The Animal That Therefore I Am, ed. Marie-Louise

Mallet, translated by David Wills, New York, Fordham University
Press, 2008: 자크 데리다, 「동물, 그러니까 나인 동물」, 최성희, 문성

원 역, 『문화과학』, 문화과학사, 겨울 76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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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에게 작품 제작 동기를 부여하며, 반려동물을 타자로서 바

라볼 수 있게 해준 수전 손택(Susan Sontag)의 철학을 통해 작품

을 분석하며 바람직한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모색하고자 한다. 

II. 데리다의 동물 타자 시선

1. 상호 관계성 속 두 시선

  데리다는 「동물, 그러니까 나인 동물」에서 실제로 자신과 

함께 살고 있는 고양이와의 에피소드를 언급한다. 샤워 후 밖으

로 나온 자신의 벌거벗은 몸을 ‘응시’하는 고양이의 시선에 곤

혹스러운 감정 즉,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고백하는 것이

다. 이어 데리다는 동물의 시선에 포착된 인간의 곤란함, 부끄러

운 상황을 상상해보기를 요청한다. 데리다는 이 부끄러운 감정이 

어떤 이유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질문하고, 이 경험에 대해 다음

과 같이 설명한다. “동물의 집요한 응시 앞에 발가벗은 채 진실

된 모습으로 서는 이 곤란한 만남의 원초적인, 단일하고 비교 불

가능한 경험”4)이다. 이 경험은 원래 발가벗은 동물 앞에서 인간

의 발가벗음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알게 하며, 부끄러움이라

는 정동이 지극히 인간적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다시 말하자면, 

바라보는 고양이는 부끄러움에 대한 기색이 전혀 없지만, ‘나’

는 수치심을 느끼는데, 이것은 고양이의 시선을 의식 한 후에야 

자신의 발가벗음을 아는 인간의 것이라는 것이다. 

  데리다는 여기서 이 수치심을 느끼게 만드는 존재를 통해 비

로소 ‘인간’이 되는 경험을 한다고 이야기한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인간이 되는 경험’에 초점을 맞춘다. 우리는 태어나서

부터 바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닌가. 데리다가 말하는 ‘인간이 

되는 경험’은 어떤 의미인가. 데리다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성기를 가리기 위해 옷을 발명한 유일한 존재이며, 인간이 옷을 

4) 자크 데리다, 같은 글, pp.30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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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는 것은 사실상 인간이 태초에 발가벗겨진 상태라는 것을 의미

한다. 따라서 인간은 부끄러움을 이기기 위해 옷을 만들어 입었

고, 또한 부끄러워 질 수 있는 한에서 인간이 되는 것이다. 이것

은 문화 속의 인간과 자연 속의 동물의 역설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발가벗음’은 양가성을 생산한다. 데리다는 이 양가

성을 통해 로고스 중심주의, 인간중심주의의 경계를 해체하고, 

동물이 인간에게 종속되어 있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벗어나 동물 

그 자체로 보려는 시도를 모색한다.

  더불어 데리다는 동물에게 가해지는 종족 말살의 악행을 나

치의 의사와 비교하며 나치 시대의 유전학자들의 행동들(인공 수

정으로 유태인, 집시, 동성애자들을 과잉 생산, 과잉 증식)이 현

재 우리 인간이 동물에게 자행하는 도살장에서의 폭력과 같은 행

위라고 비판한다.5) 나치가 유태인들을 학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유태인들을 동등한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고 열등한 존재이자 하

나의 사물로 대했기 때문이다. 동물을 학대하고 유기하는 사태를 

나치의 종족 말살의 행위와 같이 볼 수 있는 이유는 동물을 하나

의 사물로 인식했거나 이성을 지니지 못한 열등한 존재로 인식했

기에 초래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는 동물의 입장이나 감정에 

대한 고려 없이 인간의 편의를 우선으로 본다는 의미를 나타내기

도 한다. 따라서 살아가는 세상을 좀 더 살 만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는 ‘책임감 있는 행동’이 필요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적으로 낼 수 없는 동물타자를 위해서 타자와의 관계에 작동하는 

차별과 지배의 기제를 파악하고 그것을 거부해야만 한다.  

  연구자 역시 소논문6)에서 동물을 언급할 때마다 동물을 으레 

사물로 추정해 ‘it'으로 지칭하던 것을 ‘he'나 ‘she'로 지칭

하여야 하지는 않을지 고심한 적이 있다. 이것 역시 우리의 오만

함과 편견이 자리 잡고 있는 종우월주의 혹은 종차별주의

5) 자크 데리다, 같은 글, pp.339-340.
6) 이희영, 「반려(伴侶)동물과 내적자아(內的自我)와의 관계에 투영(投影)

된 현대 형상 예술 표현 연구」, 『만화애니메이션연구』, 한국만화애

니메이션학회, 4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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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esism)7)에 대한 반성에서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동물 타자에 대한 인식은 변화되고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다.

  예를 들어 과거 우리나라의 산업화가 급성장하고 자본주의가 

팽배했던 사회적 배경 속에는 ‘애완’동물을 키운다는 것이 과

시의 행위가 되었고, 동물을 생명이 아닌 상품(사물)로 인식한 

이 시기에 대표적 반려동물인 개의 경우 수많은 개들이 버려지기

도 했다. 또한 인간 사회가 동물을 유희의 도구로 삼는 동물원이

나 수족관의 경우는 관람객에게 공연하기 위하여 그 이면에 동물

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며 어떤 혹독한 훈련을 받는지 은폐되어 

있다. 육식 산업의 경우 우리가 알고 있다 시피 동물착취의 은폐

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분야임이 확실하다.8)

  이러한 동물의 처우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동물

의 경우 인간중심주의의 질서 안에서 사회적 타자로써 규정지어

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 인식의 바탕에는 우리가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빗대는 말

로‘마치 동물처럼 행동한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동

물과 관련된 비유를 인간 이하의 존재임을 상정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종들 사이의 다양성이 우매함이나 똑똑함, 선과 악으로 

명백히 구분되고 위계 체계로 배열되는 것은 아니다. 종들 사이

의 다양성은 인간의 우월성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기보다는 동

물 그 자체의 다양성을 인정해야하는 대상이다. 오늘날 인간 중

심 사회에서 우월한 인간과 열등한 동물이라는 위계적 차이 관에 

기반을 둔 타자화를 통해 동물 타자는 우리 도덕 공동체의 구성

7) "종우월주의 혹은 종차별주의로 번역되는 이 용어는 동물을 위계적 개

념인 ‘하등 동물’과 ‘고등 동물’로 분류하게 만들고 이 서열의 최고 단

계에 인간이 자리 잡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옥스퍼드 영어사전을 

살펴보면, 종 우월주의를 “인간이 자신의 우월성을 전제로 특정한 동

물 종을 차별하거나 착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마크 베코프 

저, 『동물 권리 선언』, 윤성호 옮김, 미래의 창, 2011, p. 45.
8) 조중헌, 「동물의 고통에 대한 공감과 은폐를 통해 본 인간중심주

의」, 『생명연구』,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29, 2013, pp.171-17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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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배제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이익은 우리 인간에게 고

려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동물이 겪는 고통은 인정되지 않고 

외면 받고 있다.

  세계적인 동물학자인 제인 구달(Jane Goodall)9) 또한 그녀가 

연구하던 침팬지에게 데이브드 그레이비어드(David Graybeard)라

는 이름을 붙여주자 많은 연구가들이 그녀를 비난하기도 하였다. 

이는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동물이 개별성이 갖는다는(그래

서 이름이 필요하다는) 그리고 (오로지 인간에게만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도구를 만들어 사용할 줄 안다는 생각은 이단적이고 

제정신이 아닌 것으로 치부되었기 때문이다.10)

  연구자는 비록 인간의 관점에서 본 동물에 대한 개념을 정확

히 결론지을 수는 없지만, 시선의 주체를 동물로 전환하여 자신

의 벌거벗은 몸을 바라보는 고양이의 무심한 시선에 대해 동물의 

눈에 투영된 인간 존재의 깊은 성찰을 질문하는 데리다를 참고하

여 연구자의 미술 작품을 통해 동물에서 인간으로 인간에서 동물

로 향하는 길을 열고자 한다.

2. 절대적 타자성

  현대 사회에서 동물은 인간이 구성한 현실 속에서 존재하는 

타자화 된 동물, 즉 인간화된 동물타자로 볼 수 있다. 이는 동물

이 이미 인간과 직접적인 관계 안에 있으며 인간에게 의존적이라

는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동물타자는 자연스럽게 

인간의 바깥, 주변부에서 구성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동물을 매

우 주변적이고 취약한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고 있다.11) 

  그러나 데리다에게 고양이는 그의 일상에서 다른 것으로 대

체할 수 없는 생명체이자 모든 개념을 거부하는 하나의 실존, 즉 

9) 제인 구달, 『희망의 이유』, 박순영 옮김, 궁리, 2016, p.179.
10) 마크 베코프, 같은 책, pp.22-23.
11) 할 헤르조그, 『우리가 먹고 사상하고 혐오하는 동물들』, 김선영 옮

김, 살림, 2010,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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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 타자가 된다. 데리다에게 고양이가 절대적 타자가 되는 

‘시선’은 실존과 주체의 탄생에 대한 사유를 통해 동물과 인간 

사이 상호보완적 관계 정립을 시도하려는 그의 노력을 잘 보여준

다. 또한 데리다는 시선에 대해 ‘대체 불가능한 독특성’으로 

만나는 순간의 시선을 ‘절대적 타자성’을 경험하는 순간이라고 

말한다.12) 시선에는 시간이 배여 있고, 그 시간의 결을 따라 문

화와 사회가 기입되어 있기 때문에 데리다에게 시선이란 단지 감

각적인 ‘보기’가 아니다.13) 데리다는 「동물, 그러니까 나인 

동물」에서 시선의 주체를 인간이 아니라 동물로 전환하였다. 

“내가 내 고양이와 놀 때, 내가 고양이에게 시간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고양이가 내게 시간을 내주는 것인지 누가 알랴?”14)라는 

지적은 시선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동물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데리다의 시선에 관한 논리는 그의 ‘환대

(hospitality)’와 관련지을 수 있다. 데리다의 『환대에 대하

여』의 서문에서 안 뒤푸르망텔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간은 

단지 다른 남자나 여자 또는 어린아이에게만 환대를 베풀 수 있

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인간을 여느 동물 종(種)으로 보는 것이 

된다. 데리다는 “그와 반대로 인간의 특성은 환대를 동물들에게 

식물들에게……그리고 신들에게 베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

안한다.”15) 즉 데리다에게 환대란 초대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뜻밖의 방문자’를 받아들이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한 시선의 

주체를 동물로 전환하는 데리다만의 시적 사유야 말로 동물에 대

한 환대는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12) 자크 데리다, 같은 글, pp.303-304, 316.
13) 최성희, 「동물의 시선: 포우의 ‘검은 고양이’와 데리다의 고양이」,

『새한 영어영문학』, 55(4), 2013, p.45.
14) 자크 데리다, 같은 글, p.308.
15) 자크 데리다, 『환대에 대하여』, 남수인 옮김, 동문선, 2004,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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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beloved, 이희영, 캔버스에 유채, 50×73x2cm, 201516)

 시선의 주체를 인간에서 동물로 전환한 연구자의 <beloved> 

연작은 동물타자에게 환대를 제안한다. <그림 1>은 개의 표정을

‘인간화’시켜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인간의 표정을 닮은 개 이

미지 차용을 통해 연구자는 동물에게 행하는 지배나 억압의 문제

를 캔버스 바로 앞에 서있는 관객에게 상기시킨다. 단순한 동물

의 처우와 관련한 동물 지배나 억압의 문제의식을 확장시켜 인간

의 종차별주의적인 행동이나 인식에 대한 성찰을 요청하는 것이

다. 다시 말하면, 인간과 닮은 동물의 표정이 흡사 우리 주변에

서 쉽게 볼 수 있는 일반인의 표정과 닮아 있기에 당연시 여겨왔

던 동물의 삶에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하고 이

것을 우리 모두와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책임져야 할 문제로 인

식하고자 함이다. 연구자는 미술이란 현실적인 삶과 연관이 있어

야 하며, 단지 장식적인 표현으로써 관람자에게 단순한 위안이나 

감동을 주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손택이 『사진에 

관하여』17)에서 현실세계의 문제를 어둡거나 비참한 세계로 표현

16) 연구자의 작품

17) 손택은 현대 사회에서 대량 복제되는 이미지, 특히 폭력적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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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부정의 내러티브로 비판했다면 그와 반대로 연구자는 

<beloved> 연작을 통해 긍정의 내러티브로써 비판하고자 한다.

  <beloved> 연작은 내용과 소재의 측면에서 신구상회화

(Nouvelle Figuration)와 동일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신구상

주의 작가들은 미술의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며 차용의 대상으로

서 대중매체의 이미지를 주로 사용하는데, 이것은 <그림 1>과 비

교 분석될 수 있다. 연구자는 익숙한 대중매체의 이미지를 차용

하여 대중을 향한 메시지에 힘을 싣고자 하였다. 이것은 작가로

서 포스터 이미지 같이 익숙한 개의 형상 이미지를 통해 현실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볼 것을 관객에게 제안하는 것이다.

  너무 기쁜 순간의 표정을 간직한 채 하늘을 향해 뛰어오르는 

개 옆에 파랑새 한 마리가 날고 있다. 처음 작품을 접하는 순간 

관람자는 뛰어오르는 개의 표정과 자세히 표현된 개의 이빨에 압

도된다. 구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미지의 중심이 되는 개를 캔

버스의 반 이상 표현하여서 더욱 부각된다. 특히 뛰어오르는 순

간을 위해 드러난 이빨과 귀의 털을 세부적으로 흩날리듯이 표현

하여 사실감을 더욱 높였다. 또한 연구자는 개의 반 이상을 차지

하는 털을 반복하여 칠함으로써, 오일 물감의 특징인 두꺼운 마

티에르의 효과를 부각시켰다. 연구자의 <beloved> 연작은 주로 

반려동물과 함께 새, 나비, 작은 벌레 등이 표현되는데, 이는 다

른 종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 신들에게 환

대를 베풀기를 제안하는 데리다의 사유와 연관 지을 수 있다.

  신구상회화 작가인 질 아이요(Gilles Aillaud, 1928~)는 현

실의 문제에 대해 생각할 것을 대중매체의 이미지를 통해서 표현

한다. (그림2,3) 

들이 인간의 감수성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치밀하게 분석하였다. 수

전 손택, 『사진에 관하여』, 이재원 옮김, 이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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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그림2, Pinguins, Gilles Aillaud, 캔버스에 유채, 197118) 

우. 그림3, Intérieur vert, Gilles Aillaud, 캔버스에 유채, 

196419)

 
 이미지의 내용과 의미에서 그림1과 그림2,3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구성에서는 차이가 있는데, 아이요가 의도된 

차가운 형상의 재현적 구성으로 긴장감을 자아내는 것과 달리 연

구자는 따뜻한 형상의 표정과 분위기로 역설적인 생동감을 자아

내는 방식으로 관람자에게 그 이면의 내용에 대한 해석을 요구한

다. 

  데리다는 동물은 이성을 지니지 못한 존재이기에 동물은 소

유의 객체일 뿐 어떠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기계와 같다는 

데카르트의 철학20)과, 타자를 인간에 한정하고자 하는 레비나스 

및 다른 철학자들의 타자에 대한 정의가 주로 인간에게만 집중되

어 있음을 비판한다.21) 데리다는 레비나스의 논리를 따라가면서 

레비나스가 레비나스 자신과 달라지는 시점(Levinas against 

18) Google, www.google.co.kr, 검색어: Gilles Aillaud, 2018.01.11
19) 앞의 주소, 검색어: Gilles Aillaud, 2018.01.11
20) 자크 데리다, 같은 글, p.333.
21)“예를 들어 데카르트, 칸트, 하이데거, 라캉, 레비나스등은 분명히 이

러한 유사-시대적 범주에 속합니다. 그들의 담론은 뛰어나고 심오하지

만, 거기서는 모든 것이 마치 그들 자신이 그들에게 말 거는 동물에 

의해 결코, 특히 발가벗은 채로 바라보아진 적이 없다는 듯이 진행됩

니다.…… 보고 있는 동물, 즉 그들을 바라보는 동물의 경험은 그들 담

론의 이론적 또는 철학적 건축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자크 

데리다, 같은 글, p.321.

http://www.goog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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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inas)에 주목한다는 방식으로 철학한다. 특히 타자 개념과 관

련하여 데리다는 타자의 확장을 레비나스의 이론 내부에서 찾으

며, 그 안에서 타자의 존재 또한 찾는다. 데리다에게 타자란 자

신의 내부에 있기에 ‘나의 확장’인 같은(same)존재이며 동시에 

절대적 타자성을 유지하면서 결코 동화될 수 없기에 다른 이질적

인(different) 존재이다.

  이처럼 타자화된 존재에 대한 논쟁은 현시대의 동물의 삶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졌고, 사회적 이슈 중 하나가 되어 현대 미술

의 주제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오늘날 많은 작가들이 포스트모더

니즘과 문화 다원주의 기치 아래 위계적 경계를 허물며 다양성을 

추구하는 작업을 한다.22) 여성, 제 3세계, 유색인종, 이주 노동

자 등과 더불어 동물과 자연으로까지 관심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

으며, 현대 미술에서 소수자에 대한 관심은 타자화 된 존재들에 

대한 연구 및 재현을 통해 새로운 시선을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데리다와 같이 ‘나의 확장으로써의 타자’

개념에서 동물 타자와 관련한 본인의 작품 분석에 실마리를 얻고

자 하며, 이와 같은 내용은 Ⅲ장에서 본인 작품 분석을 통해 좀 

더 알아보고자 한다.

3. 언어의 이중성

  인간과 인간 외의 다른 존재들을 구분 짓는 기준이자, 인간

에게 고유한 것으로 ‘언어(말)’를 들 수 있다. 역사적으로 오

직 인간만이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고 주장해 온 서구 형이상학

의 계보 안에서 데리다는 인간과 동물을 서로 ‘언어의 이중성’

을 공유하는 존재로 인식한다. 

“나인 동물, 그것은 말을 합니까?”23)  

22) 김현주,「현대 미국의 아시아계 여성 미술과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이화여자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1, p.19.

23) 자크 데리다, 같은 글, p.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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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은 데리다의 관점을 잘 반영한다. 이 질문은 인간과 동

물, 인간의 언어와 동물의 언어 사이, 그 구분선을 해체하는 질

문으로 볼 수 있다. 데리다는 동물의 언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하

여 「동물, 그러니까 나인 동물」에서 루이스 캐럴의 소설인 

『거울 나라의 앨리스』를 인용한다.24) 여기서 고양이는 가르릉 

거림으로 응답하는데, 이 가르릉 거림은 ‘예’와 ‘아니오’의 

구분이 없기에 앨리스는 이원적 대립에 서 있는 고양이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며, 동물의 응답을 아주 나쁜 습관으로 평가하는 

인간 중심적 가치관을 그대로 표현한다. 다시 말하자면, 앨리스

는 자신과 동일한 말을 사용하는 인간의 말에 대한 의미만을 인

정하며, 이질적인 응답을 언어에서 배제시킨다. 데리다는 역사적

인 철학가들 역시 인간의 시선에서 바라본 동물은 ‘반응

(reaction)’과는 달리 ‘응답(response)’이 없기에 응답할 권

리조차 없는 하등한 동물’로 타자화 시킨 점을 비판한다.25)

  또한 데리다는 동물이라는 단어를 해체하고 다시 조합한다. 

그는 대표명사인 동물(정관사가 붙은 the animal과 복수형 

animals)대신, 프랑스어의 동음이의어를 인용하여 animaux(동물

의 복수형)과 발음이 같은 animot(동물-말)이라는 단어를 만든

다. 동물(animal)과 말(mot)의 결합인 이 단어는 동물이 곧 하나

의 말임을 보여준다.26) 데리다가 ‘동물’이라는 일반명사를 사

용하는 것을 문제 삼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데리다는 동물이라

는 의미를 단수처럼 들리게 해서 동질화될 수 없는 개별적인 존

재를 인식시키고자 하였다.27) 이것은 곧 인간이 아닌 살아있는 

24)“고양이들은(앨리스는 이 점에 관해 이미 지적한 적이 있다.) 아주 나

쁜 습관이 있다.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해도 언제나 가르릉 거리는 것으

로 응답한다는 거다. 고양이가 가르릉 거리는 건 ‘예’이고, 야옹하는 건 

‘아니오’이기만 한다면, 또는 그런 종류의 어떤 규칙을 따른다면, 고양

이와 대화를 할 수가 있을텐데! 하지만 언제나 똑같이 응답하는 누군

가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지?......이번에도 고양이는 가르릉 거리기만 

했다. 그래서 고양이가 ‘예’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지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지 짐작하기가 불가능했다.”자크 데리다, 같은 글, p.311.
25) 자크 데리다, 같은 글, p.349.
26) 최성희, 같은 논문, 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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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은 모두 ‘동물’로 지칭하는 일반화가 크나큰 범죄임을 알

려주는 말이다. 또한 이 말의 접사 mot는 명사라는 말의 성격을 

상기시킨다. 명사는 현재 눈앞의 사물을 사물로만 한정 짓기에, 

데리다는 동물이라는 말, 우리가 명사 혹은 이름이라고 부르는 

단어를 동물-말로 나타내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이 말은 동물에

게 말을 들려주는 문제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름과 말의 부재

를 박탈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사유하기 위한 것이라 밝힌다. 이는 

우리가 동물 타자에 대한 윤리와 관련한다. 우리 인간은 동물에

게 아픔이나 두려움의 감정이 존재함을 매시간 목격할 수 있으

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존재이기에 그들이 느끼는 불안, 슬픔

과 같은 연민에 반응해야 한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타자와의 

경계를 흐림으로써, 동물에서 인간으로, 인간에서 동물로 향하는 

길이야 말로 동물 타자를 대하는 기본 윤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

이다.

Ⅲ. 인간과 동물 타자의 경계 가로지르기

1. 타자를 대하는 방식, 반려동물

  반려동물 타자의 현재 위치를 언급하기 위해 이동연은「동물

과 인간 사이, 그 철학적 질문들과 문화적 실천」에서 다음과 같

이 말한다. “동물은 인간에게 어떤 존재인가? 인간의 육식을 위

한 사육의 대상인가? 인간의 곁을 함께 하는 반려의 대상인가? 

전생에 죄의 억겁을 짊어진 채 비천하게 살아야 하는 윤회의 대

상인가? 아니면 인간과 다른 자연의 세계에 살고 있는 독립적인 

존재인가?”28) 이 네 가지 질문은 모두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 본 

동물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요구되는 질문들이다. 현재 동물은 

27) 자크 데리다, 같은 글, p.349.
28) 이동연, 「동물과 인간 사이, 그 철학적 질문들과 문화적 실천」,

『문화과학』, 문화과학사, 76호, 2013,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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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식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소비되는 고기 덩어리이며, 핵가

족화가 진행된 현대 사회에서 외로움을 해소해 주는 동반자이기

도 하고, 현세엔 자신의 운명을 따라 살지만 다음 생에는 더 나

은 존재로의 윤회를 기약하는 인간중심주의식의 사고로 바라보는 

존재이기도 하며, 인간을 배제한 그 자제로 독립적인 내적 존재

성을 지닌 존재이기도 하다. 이러한 동물의 존재 중에서 오늘날 

반려동물은 인간의 인간관계를 대신하는 매개체로서 존재하기도 

한다. 반려동물은 대부분 특정한 종(개, 고양이)을 지칭하지만, 

동물과 인간의 사교성을 촉진하는 종속적인 타자의 위치에만 머

무르지 않고,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존재한다. 현대 사회에서 반

려동물 문화는 하나의 사회적 이슈로서 본격 등장하였고,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들(동물 유기, 반려동물 내 위계화, 인간을 위

한 동물보호, 동물보호운동에 따른 문화 충돌 등)이 대두되고 있

다.

  여기에 반려동물의 존재와 위치에 대해 가장 중요한 이론을 

제시한 사람 중 한 명으로 다나 해러웨이를 들 수 있다. 해러웨

이는 2003년에 『반려동물선언』을 발표하면서 반려동물 문화에 

논쟁을 불러 일으켰는데, 그녀는 이 선언문에서 인간과 반려동물

의 관계를 서로 공생(co-habitation), 공진화(co-evolution)하는 

자연문화(natureculture)의 형성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 선언

문에서 해러웨이는 인간과 반려동물과의 대당관계가 아닌 공진화 

하는 관계에 대해 강조하며, 인간의 심심함이나 외로움을 매워주

는 대상으로 반려동물을 조악하게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반려동

물의 관계와 존재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인간도 변화

하고 진화하듯 동물도 변화하고 진화한다. 이 점에 착안하여 그

녀는 반려동물을 훈련함으로써 인간과 공생하는데, 여기서 훈련

이라는 것은 인간에 의한 종속적인 행위로 보지 않고 반려동물의 

권리를‘반려동물 훈련이라는 상하 위계적 훈육에 의해 가능해지

는 종횡단적 성취’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다. 여기서 종횡단

적 사회성이란 종과 종의 경계를 허무는 사회적 성격을 상상하는 

것이며, 기술, 인간, 동물의 사회적인 경계를 해체하고 재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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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새로운 형태의 자연문화를 형성하는 것이다.29) 

  인간과 반려동물의 공생, 공진화하는 문화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를 위해 반려동물을 인간의 외로움이나 심심함을 

달래주는 도구적 수단으로 간주하려는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나 

하나의 가족구성원으로 인간과 반려동물은‘가족 만들기’라는 

끊임없는 공생, 공진화의 실천이 필요하다.30) 반려동물과의 가족 

만들기는 결국 인간역사의 산물이 아니라 동물과 기계와의 공생

을 통해 변형되면서 소멸하는 자연문화의 유산인 셈인 것이다. 

2. 공생주의의 실현 추구와 조형의지의 표상

  본 연구자는 인간중심적인 사유가 사람들의 생각 안에 너무

나 자연스럽게 반영되어 있는 것에 항상 의문을 가졌다. 또한 인

간중심적 구조와 사유가 너무나 당연시 되고 있는 이 사회에 의

문을 던지는 일이 꼭 필요하며, 때때로 동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반성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던지고 싶다는 생각을 종종

했다. 이런 생각은 연구자가 회화 작업을 할 때 자연스럽게 반영

되어 동물이미지를 주로 그리게 되었다. 연구자는 본인 회화 작

품의 동물이미지를  통해 관람자들에게 동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동물의 권리나 처우에 대한 현실의 문제를 상기

시키고자 한다. 그리는 행위야 말로 작가가 수용자에게 건네주는 

메시지인 것이다. 연구자는 동물이라는 대상을 통해 그들의 아름

다움(인간을 향한 무한한 헌신, 인간과 달리 가식적이지 않은 순

수 그 자체로 발현되는 표정 등)을 함께 인식하고 그 아름다움이

라는 말 이면에 숨겨진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고통 받

는 동물 지배나 억압의 문제의식을 확장시켜 인간의 종차별주의

적인 행동이나 인식에 대한 성찰을 요청하고자 한다. 

29) Danna Haraway, The companion Species Manifesto: Dogs, People,
And Significant Otherness, PRICKLY PARADIGM PRESS CHICAGO,
2003. p.16.

30) 이동연, 같은 논문,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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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연구자는 동물을 인간을 위해 대체되어진 우의

(allegory)가 아닌 그 자체로 보길 원한다. 작품 속 동물은 단순

한 메타포가 아니라 특이성을 가진 개별적인 동물 존재를 지칭하

며, 이러한 점은 데리다의 고양이와 같다고 말할 수 있다.   

  연구자의 <attention> 연작은 각종 다양한 간행물이나 스냅

사진의 이미지로부터 출발한다. <attention> 연작의 차용된 이미

지는 사진 영상 기법을 이용해 캔버스 위에 투영한 다음 회화적 

이미지로 전환된다. 파란색이나 회색 톤으로 그려진 이미지는 사

진과 회화의 균질적 통합과 회화적 언어로서의 전환을 보여주며 

대상과 배경은 동일한 층위에서 움직이게 된다. 이것은 회화적 

표현과 사진적 이미지를 합쳐 그야말로 사진의 특별한 매력을 작

업 속에 용해시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 온 리히터(Gerhard 

Richter)의 작품과 그 맥을 같이한다.<그림 4>31) 

그림4, 리츠 케르텔게 초상, Gerhard Richter, 캔버스에 유채, 

65×70cm, 196632)

31)“내게 사진은 미술사보다 더 중요하다. 그것은 나와 우리들이 당면한 

현실의 모사이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현실의 대용물이 아니라 현실을 

위한 받침대로 여겼다.” 위르겐 슈라이버, 『한 가족의 드라마 : 독일 

화가, 게르하르트 리히터』, 김정근, 조이한 옮김, 한율, 2008, p.13.
32) 앞의 주소, 검색어: Gerhard Richter,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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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리히터의 작업에서와 같이 연구자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

물의 이미지는‘기억-이미지’로서 시간성을 보유한다. 이것은 

개인적이고 닫힌 세계에 사는 현대인과 인간이 구성하는 현실 속

에서 존재하는 인간화된 동물타자를 보여준다. 현실의 삶과 대량 

생산의 산물로 이루어진 소재들의 이미지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

면서 또 다시 새로운 대중문화를 만들어 낸 것이다.33) 이처럼 그

가 차용한 일상 이미지는 우리가 이미 행해졌거나 경험한 적이 

있는 보편화된 이미지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

은 예술가만의 주관적 해석이 아닌 관객과 공유할 수 있는 기억-

이미지라는 점이다.34)

그림5, attention, 이희영, 캔버스에 유채, 73x50.5x2cm, 201435)

 

  <그림5>은 리히터와 달리 프린트 기법은 사용하지 않지만 역

시 사진으로부터 출발하며 ‘기억-이미지’를 차용한 인물 회화

33) 홍미희,「백남준 미디어 아트에 나타난 팝 아트의 특성 연구, ‘매체 

확장’과 ‘관객 참여’를 중심으로」,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제42
호, 2016. p.208

34) 정종기,「게르하르트 리히터의 이미지 차용과 탈주체화」, 홍익대학

교대학원 미술학과 회화전공 석사학위논문, 2008, p.163.
35) 연구자의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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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사진은 작업의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전통적인 방식대

로 연필로 밑그림을 그리며 작업에 착수하였고, 이 때 사진은 본

래의 용도인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제작과정에서 참조물로 이용

될 뿐이다. 모노톤의 배경에 주인공이 허공의 한 지점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는 모습에 반해, 연구자의 반려묘 루시가 연구자를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올려다보고 있다. 으레 표정이라고 하면 

짐작할만한 단서들, 이를 테면 웃음, 슬픔, 분노, 짜증 등 감정

을 동반한 얼굴 근육의 미세한 움직임은 온데간데없다. 작품 제

목인 시선(attention)은 서로를 향하고 있지 않다. 연구자는 이 

그림을 단순히 동물애가 가득한 인간의 표정으로 보지 않게 많은 

작업을 했다. 주인공이자 연구자인 이 작품 속 여인은 동물과 함

께 산책하거나 어루만지는 것 같은 동물 친화적인 이미지를 떠올

리는 어떤 종류의 행동도 하지 않는다. 반면, 연구자는 혼자이고 

움직이지도 않는다. 옆모습이 보여 지기 때문에 동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 이에 반해 루시는 탐구적

이면서도 호기심어린 표정으로 주인을 섬세히 살펴보고 있다. 

  기법적인 면에서는 두 개체의 다른 시선에만 집중하기 위해 

일본 판화(부세회) 기법을 사용하였다. 화려한 일본 판화에 비해 

연구자의 그림이 생기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연구자는 일본 

판화의 특성 중 하나인 색의 평평함에 흥미를 느꼈다. 명암이 없

는 평평한 질감의 소녀를 표현하기 위해, 명암 대신 채도를 낮추

고 명도를 높여 표현하고 반대로 연구자의 애묘, 루시에게만 화

려한 색감을 넣었다. 이로써 더욱 단조로운 인물에만 집중하여 

이질적인 두 개체가 강조되었다. 또한 두 개체의 얼굴부분만을 

집중적으로 구도화하여 관람자로 하여금 이들의 시선에 집중하여 

순간의 상황에 몰입 할 수 있게 의도하였다. 이렇게 클로즈업된 

두 개체의 포즈가 일부분 촬영된 듯한 표현은 영화관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자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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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attention, 이희영, 캔버스에 유채, 90.9x65.1x2cm, 201536)

  <그림6>에서 두 생명체를 안고 있는 소녀는 관람자를 향해 

미세한 얼굴 근육의 움직임조차 없이 한 곳을 응시하며 소통부재

의 현실을 폭로한다. 현대인의 부조리를 드러내며 이중적 상황들

을 보이는 이 작품은 익명화된 존재로서의 현대인과, 그러한 타

자로서의 존재를 드러낸다. 다시 말하면, 인간으로서 이름을 가

진 존재자이지만 그에 부합하는 실명(real name)을 상실하였고, 

그 실명을 상실한 인간이 겪는 주체의 상실을 보여준다. <그림7>

은 실재가 부재한 채, 덩그러니 기표만으로 존재하는 이미지로써 

사실상 인간의 표정이 아니라 실재를 상실한 인간의 표정인 것이

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관람자를 향한 소녀의 응시는 직접적

인 행동이나 현실 참여적인 종차별주의의 이념 투쟁보다는 우리 

현대인이 지니고 있는 막연한 무관심을 드러낸다. 이로써 인체의 

이미지를 빌려 거기에 내재해 있는 현대인의 내면 풍경을 폭로하

기에 하이퍼리얼리즘과 궤를 달리한다. 하이퍼리얼리즘은 실상을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 그 자체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더 

36) 연구자의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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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말해서, 실상이 곧 실재임을 확인하는데서 하이퍼리얼

리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37) 

  기법적인 측면에서 많은 부분들이 검은색과 흰색으로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회색은 상징적이고 중간적인 용어로써 무관심, 

중립, 의견의 부재, 모양의 부재를 환영적으로 드러낸다. 이것은 

피카소가 <게르니카>에서 흰색, 회색, 검정색을 사용하여 햇볕 

드는 날의 폭격에 대한 전쟁의 강렬함과 저항의식을 표현하고 비

판한 것과 같은 방식이다.

  연구자는 억압된 불안함과 저항의 표정을 무채색으로 표현하

였으며, 대조적으로 강아지와 다람쥐를 원색조로 표현함으로써 

종차별주의에 항거하는 소녀의 바람을 관객에게 보여주고자 했

다. 이것은 위에서 언급한 일본 판화(부세회)에서 살펴 볼 수 있

는 대담한 색채와 선 표현의 기법으로, 마네는 이 방식을 명암으

로 물체의 양감을 내는 표현을 버리고, 강조될 부분에만 평면적

인 색채표현으로 화면에 강한 대비감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

였다.

  수전 손택은 『사진에 관하여』와 『타인의 고통』을 통해 

사진이라는 이미지와 효과에 관해 진지한 성찰을 요구한다. 손택

은 이 책들에서 우리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분쟁 지역에서 살아

가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염려 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묻

는다. 윤리를 판단하는 증거, 혹은 기준이 되었던 사진의 단편적 

이미지는 정서적 호소력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한다.38) 분쟁 지역

의 사진들은 처음에는 충격이나 연민을 줄지언정 그 정동에서 사

람들의 사유를 멈추게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손택은 

연민이라는 감정 이상의 것을 사람들에게 요청한다. 연민이라는 

감정이 변하기 전에, 점차 무감각해지고 지루해지기 전에 행동으

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손택은 『사진에 관하여』에서 발자

크의 소설을 예로 들어 사진 이미지 혹은 사진의 제작 공정을 소

설가의 집필 과정과 비교한다. 현실 이미지를 사진이 확대하듯이 

37) 정종기, 같은 논문, p.166.
38) 수전 손택, 『사진에 관하여』, 이재원 옮김, 이후, 2013, p.44.



319

발자크의 소설 또한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자세히 묘사함을 밝힌

다. 즉 사진의 내러티브가 이제 소설의 내러티브를 따른다는 해

석이 가능 한 것이다. 손택은 “현실 자체가 해독되어야 하는 일

종의 글쓰기로 이해되기 시작했다”39)라고 말하며 현실 이미지를 

충실하게 반영한 사진 이미지를 글쓰기와 비교한다. 따라서 연구

자는 사진이 현실 이미지를 찍어내어 반복하고 재현한다는 점에

서 연구자의 회화 작품과의 공통점을 발견한다. 연구자의 회화 

작품은 이미지의 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사진 이미지로부터 출발

하기 때문이다. 손택은 사진 안의 사건이 의미를 갖게 되더라도, 

결정적인 요소로 이데올로기가 작용해야 함을 지적한다. 사진이 

도덕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는 그에 상응하는 정

치의식이 존재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며, 이러한 정치의식이 부재

한다면 역사적인 살육 현장을 담은 사진일지라고 비현실적이거나 

보는 이의 정서를 혼란시키는 사물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 것이

다.40) 연구자의 작품은 사진과 유사하지만 다른 회화작품이다. 

연구자는 수용자를 끊임없이 추론하고 사색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설명을 제시하기 보다는 그 이미지 이면에 담긴 다른 

관점의 시각을 제시한다.  

Ⅳ. 결론

  본 연구는 데리다의 「동물, 그러니까 나인 동물」을 중심으

로, 동물의 존재를 소외된 존재에서 하나의 타자로 인식하는 과

정을 보여주며 본인의 작품 이미지를 통해 인간과 동물 사이의 

관계 안에서 생성되는 문제를 다시 한 번이라도 상기시키고자 하

는 시도를 제시하였다. 연구자는 인간과 동물타자와의 관계에 대

39) 수전 손택, 『사진에 관하여』, 이재원 옮김, p. 228.
40) 강현윤, 「선거를 소재로 한 신문보도사진의 기호학적 그리고 담론적 

의미작용에 관한 연구-제 17대 대선과 18대 총선사진을 중심으로」, 경

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저널리즘학과 신문잡지전공, 석사학위논문,
2008,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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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인간이라는 종적 특수성 및 우수성만을 내세워 동물에게 가해

지는 폭력적인 행동들이나 야만적인 집단사육이 당연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인간의 식욕을 위해 동물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현실, 인간의 오락을 위해 동물을 우리에 가두는 방식 

또한 반대한다. 연구자의 유학시절, 외국의 한 가정에서 생활하

면서 보았던 반려동물은 그 동안 미처 깨닫지 못했던 연구자의 

내면(어리석음, 이기적 속성 등)을 깨닫게 해주는 숭배와 성찰의 

존재가 되었고 인간의 인식 저 너머에 있는 동물만의 고유한 세

계를 알고 싶게 만드는 충동을 일으키게 해주는 존재가 되기도 

하였다. 연구자는 본인의 작품을 통해 동물이 독립적인 종으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거나, 동물을 배려하여 연민의 감정으

로 그들을 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데리다는 인간과 동물의 발가벗음의 역설을 통해 인간의 동물

에 대한 인식을 꼬집으며, 동물을 하나의 타자로 봐야 한다고 주

장한다. 현재에도 이러한 데리다의 주장이 유효할 수 있는 이유

는 과거에 비해 동물 보호운동이 확장되고 동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회의 이면에는 다양한 동물 문

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동물타자로서의 인식은 실제로 아직 많

이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타자 개념을 확장하여 동물 타

자에 대해 논의한 데리다의 사유체계를 통해 인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고양이 자체와 인간의 시선 사이, 그 한계의 심연을 들

여다보고자 했다. 동물 타자성은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기

에 보이지 않으며 온전히 재현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동물의 

타자성은 사실적인 묘사나 현실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보다는 그

동안 억압되어왔던 타자성에 대한 재현의 불가능성을 드러내고 

현대사회에서 동물을 바라보는 문제점들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사

유해야 한다. 또한 인간은 인간중심주의적 사고를 반성하고 공감

과 공생의 공간창조를 위해 고찰해야 하는 것이다.41)

  오늘날 자본주의 인간 중심주의 세상에서 인간에게 종속 된 

41) 박이문, 『더불어 사는 인간과 자연』, 서울: 미다스북스, 2001, 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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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반면 인

간의 일상은 선택의 연속이다. 무엇을 입고, 먹고, 즐기고, 구매

할 것인지 하루에도 몇 번씩 선택의 기로에 선다. 하지만 이 별 

것 아닌 것 같은 인간의 선택이 동물의 생과 사를 가른다. 여기

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동물타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

은 인간의 지성과 도덕이 마비되었음을 우회적으로 말해준다. 인

간과 자연,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는 자연과학적으로도 사회문화

적으로도 명확하게 경계 짓기 어렵다. 인간과 동물들은 서로 같

은 종이 아니기에 동물들이 느끼는 감정이 인간의 감정과 동일하

다고 할 수도 없다. 인간중심주의적 태도로 동물을 바라보면, 인

간 외 동물이 이성을 가지고 있는가, 말할 수 있는가, 추론할 수 

있는가 등으로 판단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식의 물음을 가친 채 

동물을 보는 것은 다시 한 번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위계적 체계 

안에 편입 시키는 방식이며 이때 동물들은 무력함, 할 수 없음, 

힘없음으로 귀결될 뿐이다. 

  데리다는 동물 착취의 현실 안에서 다수자의 폭력에 의한 사

회적 지배체제에 대한 문제를 강조하며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고, 

고통, 연민, 동정과 같은 파토스의 문제에 귀 기울이기를 호소하

고 있다. 연구자 역시 인간 중심에 대한 종속적 주변으로서 동물

이라는 질서에 대하여 불편해하며, 그들의 본성에 대해 다시 생

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야 말로 인간으로서 바람직한 삶의 

자세이자 동물 윤리의 기본 근간이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데리

다의 동물타자 개념은 자신의 반려동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의리

에서 시작하여 그것에 반응한 인간과 동물이라는 경계를 넘나드

는 경험에서 비롯하였기 때문에 더욱 유의미한 것이 된다. 데리

다가 고양이를 바라보면서 느꼈던 부끄러움 혹은 수치심은 그 자

체로 수동적인 정념이다. 이 수치심은 동물이라는 타자를 바라보

는 인간의 시선에서 제외되었던 동물의 시선을 마주보게 하여 그 

동물 타자를 우리에게 불러내고 그리하여 타자의 영역에서 배제

되어 왔던 기존 담론의 관행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것은 동물 타

자라는 존재의 재발견이며, 동물-주체들의 행복감을 위한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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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의 배려를 요청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동물타자의 말 건넴에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리다 만의 시적 사유와 그의 철학적 전환의 담론들을 살펴보

고, 우리 앞에 서 있는 동물타자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본인의 작품 이미지를 제시하였다. 비록 인간과 동물은 

서로 비교할 수 없는 특이성을 가진 독립된 존재이지만, 우리 인

간은 동물타자의 자리를 내 안에 비어놓음으로써 공생, 공진화하

는 관계로의 확장을 시도해야 한다. 

또한 국내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데리다의 동물에 대한 기

본 개념들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의 작품을 분석함으

로써, 본 연구 논문이 새로운 텍스트로 거듭나 향후 동물과 인간

과의 여정에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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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Modern Shape Art Expression 

with an Animal Third Perspective of Jacques Derrida

Lee, Hee-Young

Humans have made a third person over a long history 

and differentiated them from each other. Discrimination of ‘us’ 

and ‘them’ has led Derrida to make works to look upon the 

human nature towards animal strangers. This study tries to 

examine upon the expansion of animal strangers by focusing 

on ‘The Animal That Therefore I am.’ Furthermore, the 

research asserts to pay more attention to animal strangers by 

looking at his works of how modern people think about 

animals in the current society. Derrida expresses his 

‘humiliation’ that he felt when he faced his cat after a 

shower. This emotion brings up the topic that was neglected 

in the conventional wisdom and casts doubts on this. This 

emotion of humuliation is only felt by humans, and he 

explains this is one way of feeling like a ‘human.’ The 

researcher therefore focuses on the ‘experiences of humans’ 

and looks at the ambivalence of humans in culture and the 

irony in  natural animals. This perspective criticizes 

Speciesism, which considers people other than oneself able 

to be suffered. This view also tried to escape 

anthro-pocentrism and looked at the animals on their own. 

This study examines current animal strangers with theories of 

Donna Haraway and Jane Goodal, and analyzes Derrida’s 

artworks with Susan Sontag’s philosophy. This aims to lea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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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clusion of how to reach an optimal relationship between 

human and animal. By focusing on Derrida, who has not been 

highlighted yet in this country, hopes to create effective 

communication between human and animal by explaining his 

artworks through new philosophy of animals. 

Subjects: Animal Strangers, Derrida, Humiliation, 

Perspective, Ambivalence, Self-examination, Modern people

이희영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회화전공 박사수료

    (06042)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19길 34 203호(논현동, 

아테나니케)

   hylove365@naver.com

논문투고일 : 2018.02.01.

심사종료일 : 2018.03.04.

게재확정일 : 2018.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