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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의 욕망과 디지털 영상에 관한 연구

최 원 호
†

요 약

주체는 생존을 위한 욕구를 초과하여 근원적 결핍에 따른 욕망을 언제나 쫓는다. 이때 시각이 제공하는

직관성과 정보의 탁월성은 욕망의 대상을 향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주체는 이미지의 덫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게 된다. 영화가 ‘거울상’의 욕망을 재현하면서 무의식을 쾌락을 부상시켰다면 디지털 영상은 대상의

존재와 상관없이 완벽한 이미지로 관객을 압도함으로써 주체의 욕망에 대한 가상적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타자와의 동일시를 통해 욕망을 섭입하고 욕망하는 경험을 통해 주체를 매료시키는 디지털

영상이 주체의 무의식과 깊숙이 연관되어 있음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디지털 영상은 핍진한 이미지

의 가상성을 통해 주체의 상상적 욕망을 부상시키고 타자의 욕망에 편승하는 경로가 되어 무의식의 주체에게

쾌락을 부여함으로써 주체를 매료시키고 있었다.

A Study on The Desire of Subject and Digital Image

Won-Ho Choi†

ABSTRACT

A subject always follows desire caused by primal lack which exceeds its desire on survival. At this

time, the immediacy provided by vision and the excellence of information become important means in

mediating the object of the desire. The subject who is attracted to the vision and image toward desire

cannot get out of the trap of the image. When the film raised unconsciousness to pleasure while

reproducing the desire of ‘mirror image’, the digital image presents a virtual experience on the desire

of subject by dominating audience with its perfect image regardless of the existence of the object. This

study attempted to prove that unconsciousness of subject has close relation with digital image, which

takes other’s desire as its own by wrongly identifying other’s desire as its own desire and captivates

subject by the experience of desiring. According to the result of study, digital image escalates the

imaginary desire of subject through the virtuality of image close to reality and captivates subject by

giving pleasure to the unconsciousness of subject as a path in going along with the desire of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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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간은 태어난 후, 신체적 자율성을 확보하기까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 때문에 생후의 인간은 생

존을 위한 기본적인 욕구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여

어머니에게 의존한다. 프로이트가 '운동 무력증'이

라 했던 유아의 단계는 '미숙성 상태에서의 출생'으

로 인해 타인에 의한 보살핌을 필요로 한다. 이때 파

편적으로 인지되는 신체와 통제의 불가능성은 불안

을 야기한다.

무기력하며 자생력이 없는 아기는 불안감 속에서

본능적 생존을 위해 외부와 소통하면서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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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되는 욕구들이 해소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때

문에 미성숙한 아기는 스스로에게 주어진 감각에 의

존하여 외부의 정보를 수집하고 내부에서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욕구들을 '울음'으로 발화함으로써 어머

니를 향해 요청한다. 바로 생존을 위한 본능적 전략

이다. 이때 시각은 다른 감각보다 욕구와 요구의 생

산에서 탁월하다. 시각이 제공하는 직관성과 정보의

탁월성은 감각의 우위를 점유하면서 생존본능에 기

여한다. 성인의 경우에도 시각이 가장 많은 정보를

수집하여 감각의 차별성이 형성되는 것처럼 생후의

미성숙한 아기도 어느 감각보다 시각에 크게 의존한

다. 무엇보다도 아기는 시각을 통해 가장 가까운 곳

에 존재하고 있는 어머니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다.

낯선 세계에서 시각에 의한 어머니의 인지는 욕구의

대상을 찾는 일차적 과정1)과는 비교할 수 없는 희망

과 안도를 아기에게 부여한다. 이후 아기는 생존을

위한 욕구의 충족을 요청하고 어머니는 아기의 욕구

를 해소해준다. 그러나 아기의 욕구는 일시적으로 해

결될 뿐, 욕구는 반복적으로 재생산된다. 이러한 욕

구의 반복은 자신을 돌보는 어머니의 무한한 사랑에

대한 독점을 욕망하게 되고, 아기는 본능을 위한 욕

구와 함께 자신의 욕망을 보태어 요구를 생산한다.

여기에서 어머니를 향한 요구는 어머니의 사랑에 대

한 절대적 요구이기도 하면서 주체의 근본적 욕망을

형성하는 출발점이 된다.

이와 같이 생후의 아기가 처한 상황에서 '시각을

통해 어머니를 인지할 수 있음'은 아기에게 위안과

안정을 부여면서 생존을 넘어 어머니를 향한 욕망과

요구를 생산케 한다. 물론 시각적 방법을 통하지 않

고서도 청각, 후각, 촉각 등의 감각을 통해서도 어머

니의 존재를 인지할 수도 있지만 시각은 다른 감각에

비해 가장 효과적이면서 탁월한 수단이 된다. 욕구의

대상을 향한 일차적 과정은 물론, 어머니를 향한 절

대적 소유에 대한 욕망의 생산에서 시각은 가장 핵심

적이다. 따라서 아기 때부터 시각이 제공하는 이미지

에 묶이게 된 주체는 이미지의 영향력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체에게 이미지의 영향력은 성

인의 경우에도 절대적이다. 시각과 이미지에 이끌리

는 주체는 청소년기, 유년기, 유아기를 거슬러 출생

과 함께 이미지의 덫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게 되는

1) 욕망의 대상을 이미지로 기억하는 과정.

것이다.

이상에서 시각 그리고 이미지가 욕망의 생산은 물

론 주체의 형성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할

때, 본 연구에서는 라깡(Jacques Lacan)의 정신분석

학을 토대로 대상의 실존과는 상관없이 완벽한 이미

지로 주체를 매료시키는 디지털 영상의 성취의 기저

에는 욕망을 향한 주체의 무의식이 깊숙이 관여하고

있음을 밝혀보고자 한다.

2. 이미지와 욕망

이미지의 덫에 의해 주체가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

라깡은 "동물행동학자인 로제 카이유가 동물이나 곤

충이 주위환경의 색깔에 맞추어 그들의 색채를 변화

시키거나 또는 그들의 환경과 구별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해 특정 무늬나 특징을 개발해왔으나, 주위환경의

외관을 닮은 곤충들이 그렇지 않은 곤충들만큼이나

포획되는 확률이 높다"2)는 이론에 기반을 두고 스스

로 주변의 이미지에 포획된다고 하였다. 동물이나 곤

충의 보호색이 눈으로 바라본 외부 세계를 받아들임

으로써 스스로를 변화시킨 것이라면 동물과 곤충의

시각에 비친 외부의 환경은 소유하기를 희망한 대상

이었던 것이다. 시각에 따라 스스로의 이미지를 실현

한 후에도 '외향의 변화'가 생존과 연관되지 않았다

면 그들에게 이미지는 욕망의 지위를 부여받았다고

할 수 있다.

라깡의 정신분석이론에 따르면 유아는 거울에 맺

힌 스스로의 이미지에 매료되면서 시각적 이미지가

제공하는 쾌락을 경험하게 된다. 비록 스스로의 신체

적 통제가 불가능하지만 거울에 의한 환희는 욕구와

욕망의 생산에 중요한 상호작용을 발생시키면서 주

체의 형성에 크게 작용한다. 라깡은 이처럼 거울에

맺힌 이미지에 의해 유아의 주체가 형성되는 과정을

'거울단계'라고 하였다. 아기가 시각을 통해 욕망을

생산하면서 주체화되어가는 과정이 자아의 형성을

위해 개인적인 맥락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고 할

때, 아기는 '거울단계'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미지

와의 동일시를 경험한다는 것이다. '거울단계'의 이

론에 따르면 주체는 "약 6개월과 18개월 사이에 거울

에 비친 자신의 이미지를 인식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2) 숀 호머,『라캉 읽기』, 김서영 역, 은행나무, 2009, p. 48～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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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쾌락이 수반된다."3) 욕구의 대상과 어머

니를 향했던 아기의 시각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신체

로 옮겨지고, 아기는 스스로에 대한 신체에 대한 완

전한 통제력이 없음을 느끼게 된다. 이때 아기는 능

동성의 부재로 인한 결여를 경험하지만, 거울 속에

존재하는 자신의 이미지 속에서 '기쁨'과 '쾌락'도

동시에 느끼게 된다. 파편화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

던 신체는 거울 속에서 통합적으로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 거울 속 이미지

의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인지하게 된다. 순간 아

기는 거울 속의 이미지를 향해 나르시시즘적인 자기

애를 형성하면서 이미지에 매료된다. 이후 아기는 거

울에 의한 이미지와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이미지에

자신의 위치를 부여한다. 이에 대해 라캉은 "그러나

동시에 그 이미지는 그것과 자기를 혼동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소외적이다. 자아는 자신의 이미지에 대한

이러한 소외와 매료의 순간에 부상한다."4)라고 하였

다. 라캉은 이와 같이 이미지에 의해 주체가 형성되

는 첫 단계를 상상계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인간은 시각에 의한 이미지를 매개로

자아와 주체를 형성하게 됨으로써 이미지에 묶일 수

밖에 없다. 신체의 성숙과 주체의 형성 전부터 이미

지에 의존하게 된 인간은 이미지의 매력에서 벗어나

지 못하여 성인이 된 이후에도 거울상에서 경험했던

이미지의 '기쁨'과 시각적 '쾌락'을 잊지 못한다. 주

체는 시각이 제공하는 이미지의 매력에서 빠져나오

지 못하고, 이미지의 중독성에 묶이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인간은 시각적 이미지를 향한 욕망을 끊임없

이 생산한다.

3. 이미지의 생산과 쾌락

활자와 인쇄술이 지식을 축적하여 문명의 진보를

이끌면서 인간의 자아를 성숙시키고 이성적으로 진

화시켰다면, 시각에 의한 이미지는 최초의 거울상에

서 느꼈던 '쾌락'과 깊은 연관이 있다. 인류는 태곳적

부터 이미지를 쫒아왔다. 삶에서의 생생한 현장을 기

록하여 전달하기를 원했고 직관적으로 제공되는 이

미지를 통해 즐거움을 찾고자 하였다. 인류문명의 발

전과 함께 이미지의 재현은 눈으로 바라본 대상과

3) 숀 호머, 위의 책, P.53.

4) 숀 호머, 위의 책, p.54~55.

같은 '사실적' 이미지의 구현을 향해 진보되어 왔고,

'사실적' 이미지의 재현은 이성의 성숙에 따라 이미

지의 생산에서도 합리성이 점차 제고되었다. 이와 같

은 이미지에는 주체 형성과정에서의 경험이 반복적

으로 축적되었기에 이성적 합리성의 기저에는 거울

상과 이미지를 향한 주체의 '쾌락'이 잠재되어 있었

던 것이다.

오랜 회화의 시대를 넘어 기계예술에 의한 이미지

는 시각에 근접한 사실적 이미지를 형성하면서 마치

'거울상'의 이미지와 같은 효과를 창출한다. '거울상

'에 대한 잠재적 기억과 이미지를 향한 욕망은 사진

의 발명을 통해 대중적 수준에서 폭발적으로 분출된

것이다. 사진술을 통해 인화지에 맺혀진 '거울상'은

이미지를 대면했던 첫 경험을 불러일으키면서 무의

식의 쾌락을 자극하고, 인류는 사진이 생산한 이미지

를 빠르게 수용, 흡수한다. 이어 등장한 영화는 '쾌락

'의 자극을 극대화하면서 시각에 의한 욕망을 심화

시켜나간다. 어두운 공간에서 시선이 스크린으로 향

할 때, 주체는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이미지를 통해

'거울상'을 보았던 기억을 되살리며 유아기로의 퇴

행을 경험한다. 이때 영화적 공간 속에서 유아기로

되돌아간 주체는 '눈'의 확장으로써 렌즈가 만들어

낸 상상적 이미지를 경험하면서 '기쁨'과 '쾌락'을

느끼게 된다. 최초의 '거울상'에서 아기가 환희와 함

께 신체에 대한 통제력의 부재를 인식하고 거울 속

이미지에 자신을 위치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소외의

고통을 느꼈다면, 영화의 이미지를 대면하는 주체는

영화가 제공하는 이미지에 몰입되어 소외와 고통이

삭제된 '쾌락'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거울의 이미

지가 소외와 고통을 수반하는 것과 달리, 영화의 이

미지는 끊임없는 시각적 즐거움과 환상을 제공하면

서 주체에게 쾌락을 선사한다. 쾌락적 영화의 이미지

에 매혹된 주체는 타인의 시각, 즉 렌즈에 의해 생산

된 이미지를 향해 주체의 통제권을 넘기면서 스스로

를 진공의 상태로 되돌려놓는다. 이때 스크린의 이미

지와 통합된 주체는 '쾌락'의 극대화를 경험하게 된

다. 주체는 영화를 통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자아를

잊고 이미지에 매료되면서 한없는 기쁨의 환희를 반

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즉 주체가 이미지에 매혹되어 시각적 쾌락을 향하

고 있는 순간, 주체의 무의식은 거울상의 경험과 유

사한 시각적 쾌락 속에 빠져들게 된다. 주체는 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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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 의해 점유당하면서 합리적 이성에 의해 지배되

던 주도권을 박탈당한 후, 영화 속 이미지가 제공하

는 즐거움에 동참하는 것이다. 스크린과 거울 속 이

미지를 동일시하게 된 주체는 영화 속에서 생산되는

욕망의 대열에 스스럼없이 동참하여 영화 속의 욕망

을 섭입(攝入)한다. 이제 주체는 이드(Id)5)에 의해 점

유 당한다. 합리성과 이성에 기반을 둔 주체의 의식

은 무기력해지고, 상상과 욕망이 부상하여 실현되는

영화의 시각적 쾌락에 한 없이 빠져들게 되는 것이

다. 이때 주체는 영화적 공간에 의해 신체가 구속되

지만 영화가 선사하는 욕망의 무대에 저항하지 못한

다. 주체는 마치 거울단계의 유아처럼 신체의 자율성

을 상실한 후, 이미지에 이끌리며 그것에 의존한다.

영화는 미장센을 통해 시각적 깊이를 전달하거나 연

속되는 몽타주를 통해 주체의 시선을 지속적으로 확

보하고, 주체는 스크린이 제공하는 데쿠파주의 내러

티브에 빠져들면서 이미지에 포획되어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제 스크린이 제공하는 일련의

이미지들은 주체와의 동일시를 형성하면서 거울 속

의 이미지에서 경험했던 환희를 불러일으킨다. 이미

지를 향한 반복적인 과정 속에서 시각적 환상과 쾌락

을 쫒아 온 주체는 영화가 유혹하는 시각적 욕망에

이끌릴 수밖에 없다. 개인적 맥락에 의해 생산되어

무의식 속에 잠재되었던 욕망은 스크린에 의해 매개

된 후, 주체는 영화가 제공하는 이미지의 늪에서 빠

져나오지 못하고 호명되는 것이다.

이처럼 영화는 주체의 무의식에 충격을 가하면서

잠재되었던 쾌락의 실현을 경험하게 한다. 때문에 관

객은 영화에 열광할 수밖에 없다. 영화는 인간의 시

각을 확장한 이미지의 재현이라는 표면적 탁월성을

넘어 무의식의 욕망을 부상시키고 눈앞에서 실제적

으로 이를 실현시킴으로서 관객이 영화의 마력에 빠

져들 수밖에 없게 만든다. 사진이 합리적 시각의 재

현으로 시각적 즐거움을 제공하였다면 영화는 어두

운 공간에 주체를 앉힌 후 주체의 감각을 통제하면서

무의식의 부상을 이미지를 매개로 유도한다. 이때 능

동성을 상실한 주체는 수동적 신체 속에서 시각의

감각을 극단적으로 자극하는 이미지의 향연에 빠져

저항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5) 본능적 에너지의 저장소로서 쾌락을 따르는 무의식의

영역.

4. 디지털 영상과 욕망 이미지의 재현

아날로그가 직면한 한계를 디지털은 완벽히 새로

운 방식으로 뛰어넘었다. 상상의 이미지를 대상이 부

재한 상태에서도 실제보다 더 핍진적으로 구현하면

서 주체를 향해 다가온 것이다. 디지털은 존재를 시

각적으로 재현하는 것을 넘어 이미지에 생명을 부여

하였고, 이로써 디지털 영화, 디지털 영상은 수용자

의 저항을 불식시키며 실재를 실현하였다. 여기에 관

객은 매료될 수밖에 없다. 이제 디지털 이미지는 실

제 대상의 부재와 무관한 완벽한 이미지의 생명으로

관객을 압도하면서 상상의 이미지로 관객을 유혹한

다.

즉 디지털이 시각적 이미지의 완성도를 높였거나,

불가능한 비현실적 이미지를 사실적으로 표현했음

은 디지털이 선사한 이미지 창조의 단면적 차별점이

다. 디지털이 실현한 보다 지대한 업적은 억제되었던

상상계적 욕망을 생생한 이미지로 시각화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했으며, 나아가 자아와 초자아6)의 성숙

에 따라 억제되어 왔던 이드를 이미지로 부상시킴으

로써 이미지를 매개로한 가상적 주체의 전복을 향한

경험을 선사하게 된 것이다.

인류의 형성과 함께 이미지를 향해 지속되어 온

인류의 염원은 주체의 형성과 자아의 성숙에 따라

합리적이며 이성적으로 진화해 왔다. 인류문명과 사

회화는 비이성적인 이드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면서

욕망을 향한 이미지는 보류했던 것이다. 이미지를 향

한 요구는 합리적 묘사를 향해 진보하면서 자아에

의한 이성적 이미지의 재현을 향해 나아갔다. 이후

영화의 등장은 억제되었던 상상계의 이미지에 대한

경험과 가능성을 스크린을 통해 제공하였고, 관객은

영화에 열광하게 되었다. 영화는 다양한 장르에서 현

실을 초과하는 이미지, 욕망의 이미지를 향해 나아갔

고, 이로서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욕망을 향한

인류공동의 염원이 감독, 작가, 연기자, 관객의 순환

구조 속에서 조금씩 부상하게 된 것이다. 관객은 욕

망이 무대화되는 내러티브와 환영적 이미지를 통해

가상적 욕망을 매개로 무의식과 욕망에 접근하게 된

다. 때문에 관객은 영화가 은유로 매개하는 원망충

족7)의 유희를 떨쳐버릴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6) 도덕적 이상을 따르는 정신의 영역.

7) 주체의 긴장 해소를 위해 시각화된 욕망의 대상을 떠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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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는 점점 더 효과적으로 무의식에 접근하는 욕망

의 이미지를 생산하게 된다. 이때 디지털은 영화의

진보에 획기적인 추동력을 제공한다. 디지털은 영화

가 시도하는 무의식을 향한 욕망의 이미지를 현실과

구별할 수 없도록 재현하면서 기술적 매개를 넘어

욕망의 영상문화를 완성시키는 무의식을 매개로써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디지털에 의한 영상제작은 조작의 가능성은 물론,

실재적 대상의 부재에서도 사실적 이미지의 생산을

가능하게 함에 따라 이미지 생산에서 주체의 적극적

개입을 허락한다. 기계예술에 의한 복제의 경우, “객

관적 관찰자로서의 '인식론적 창조'와 함께 주관적

선택자로서의 '존재론적 창조'가 가능하다.”8) 그러

나 여기에서는 근원적으로 현존하는 대상에 기반을

둘 수밖에 없다. 하지만 디지털 프로세서에 의한 영

상의 생산에서는 이미지를 조작하거나, 이미지를 창

조하는 과정에서 무의식의 반영으로서 통로를 제공

하게 된다. 개인적 맥락에 의해 생성된 무의식 속의

욕망은 디지털을 매개로 시각화를 시도하고, 디지털

영상은 자아와 초자아에 의한 이성적 이미지의 창조

에서 벗어나 이드에 의한 욕망의 반영을 실현하는

것이다. 상상계의 이미지, 원망충족의 이미지를 향한

이드 속의 이미지는 디지털에 의해 보다 효과적이며,

완벽한 이미지로 실현된다. 무한한 변용과 창조의 과

정은 '0'과 '1'의 조합을 통해 실현되면서 비로소 잠

재되어 있던 주체의 욕망, 이드의 이미지가 디지털에

서 생생하게 드러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이미지

는 디지털이 지원하는 무한 복제, 네트워크에 의한

재생산의 과정에서 욕망을 증폭하면서 새로운 맥락

에서의 재생산을 끊임없이 허락한다. 생산자와 재생

산자는 주체, 이드의 개입이 허락된 이미지에 열광하

게 된다.

나아가 디지털은 매체의 제한을 넘어 다양한 디지

털 미디어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소비와 재생산의

장을 획기적으로 넓혔다. 이제 관객으로서의 소비자

는 디지털영상이 제공하는 무의식의 가능성에 쉽사

리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원하는 곳에서 언제든지

욕망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된 것이다. 무의

식을 향해 주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무수히 생산된 디지털 영상은 수용

리는 과정.

8) 이경률,『철학, 예술을 읽다』, 동녘, 2007, p.322~323.

자의 개인적 욕망에 따라 비선형적으로 접근을 시도

할 수 있게 되었다.

5. 실재계의 빈틈과 디지털 영상

주체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이때 주

체는 타자의 시선에 의해 영향을 받아 타자의 욕망을

스스로의 욕망으로 재설정한다. 상징계에서 욕망은

부분적으로만 발현되고 그 대상의 주위만을 맴돌지

만, 영화에서는 욕망이 이미지를 통해 부상하고, 상

징적 실현이 시도된다.

영화가 만들어내는 욕망의 근원에 대해 옥타미오

파스는 "'사이'는 공간이 아니라, 한 공간과 다른 공

간 사이에 있는 어떤 것이다. '사이'의 왕국은 이율배

반과 역설의 유령적 공간이다."9)라고 하였다. 여기에

서 '사이'는 현실에서 실제화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초현실과는 다르다. 초현실이 합리성과 이성의 대립

점에 있는 무의식을 향한 세계라면 실재계로서의 '

사이'는 욕망의 원인이 생성되는 빈틈이다. 실제의

현실에서 실재계는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영화에

서는 현실적 이미지의 틈을 비집고 영화적 공간을

통해 실재계의 반영을 드러낸다. 이 틈을 통해 욕망

이 부상하는 것이다. 영화의 독창성 가운데 실재계를

이미지로 드러내는 창조성은 무의식과 욕망을 향할

수 있는 혁신적 통로이다. 때문에 영화의 공간은 환

상의 공간이 되고, 현실과 초현실의 경계를 허물면서

무의식이 드러나는 계기가 된다.

디지털에 의한 영상은 실재계의 빈틈에서 부상하

는 무의식의 대상을 향한 이미지의 구현을 시도한다.

순간의 찰나를 극대화하며, 불가시의 영역을 가시화

한다. 디지털 영상의 공간이 불가능한 공간을 창조할

때, 욕망의 반영을 탁월하게 시도한다. 그러나 디지

털 영상이 초현실적 이미지, 비현실적인 이미지를 생

산하기 때문에 실재계적 이미지를 드러낸다고 할 수

없다. 실재계의 틈은 구체화할 수 있는 객관적 대상

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에 실재계에 의한 욕망의

원인, 욕망의 대상은 전통적인 기계예술에 의해서도

구현이 시도되어 왔다. 이는 시각적 묘사에 대한 시

도를 넘어 실재계를 향한 시도이며, 실현 불가능한

9) 옥타비오 파스, Xavier Villaurutia <죽음에 대한 노스탈

지>의 서문, p.18.

장 루이 뢰트라, 영화의 환상성, p.3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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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망을 향한 시도였다.

상징적 체계로 진입하면서 주체의 바깥으로 방출

된 영역인 실재계는 실현될 수 없는 영역이다. 여기

에서 상징은 의미체계이며 체계적으로 구축된 시스

템으로써, 이는 사회화와 이성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

이다. 실재계는 상징계에 속하지도 않고 상상계에도

속하지 않는 비어있는 진공상태와 유사하다. 실재계

의 빈틈에서 주체는 향락적 욕망만을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욕동'과 같은 주이상스를 포함하기

도 하다. 이때의 주이상스는 주체의 전복, 상징계의

전복을 시도하면서 주체에게 고통을 부여한다. 그러

나 주체는 고통 속에서도 불구하고 욕망을 향한 시도

를 포기할 수 없다. 무의식에서서 욕망이 끊임없이

생산되고, 이동하기 때문이다.

이때 영화는 실재계의 빈틈에 대한 시각화 시도와

함께 주이상스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한다. 영화 속

의 주이상스는 주체에게 실제적 고통을 부여하지 않

지만 주이상스의 어두운 측면을 경험하게 한다. 타자

의 욕망을 체험하면서 내러티브와 영상 이미지가 생

산하는 주이상스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기계예술에

의한 이미지가 내러티브를 매개로 실재계의 구현을

시도하였다면, 디지털 영상은 실계재를 생생한 이미

지로 구현하면서 주체를 더욱 강하게 끌어당긴다. 디

지털 영상은 이미지를 향한 주체의 욕구에 부응하면

서 대중적 차원에서 상징파괴와 상징해체의 가능성

을 열어놓는다. 디지털 영상은 길들여진 욕망만을 생

산,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제어할 수 없는 각 주체의

주이상스에 대한 접근을 허락한다. 주체는 성(性)을

향해, 폭력을 향해, 죽음을 향해 상징계 속에서 상징

질서를 파괴하고, 주체의 전복을 실현한다.

이제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거부할 수 없는 영상방

법론이 되었다. 디지털은 주체의 무의식과 욕망을 드

러내는 경로가 되거나, 타자의 시각적 욕망에 편승하

여 실재계의 빈틈을 경험하게 한다. 디지털 이미지는

공간과 시간을 넘나들면서 주체를 미지의 공간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디지털 영상은 타자를

향한 주체의 욕망을 언제나 상기시키고, 욕망의 대체

물이 되어 주체를 불러들인다. 재생산의 가능성과 타

자를 향해 열어놓은 디지털 윈도우는 재의미화를 거

쳐 또 다른 타자를 유혹한다. 이때 주체는 타자와 결

합하여, 타자의 욕망에 편승하게 된다.

그러나 디지털이 생산하는 이미지를 매개로 타자

의 이미지를 재생산하거나,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것이 모두 실재계와의 조우는 아니다. 실재계는 이미

지로 구체화할 수 있는 시각적 대상이 아니라, 욕망

이 생산되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또한 실재계의 주이

상스가 동반하는 고통이 타자의 욕망을 향한 이미지

에 내재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모든 이미지에 향락

과 고통, 쾌락과 죽음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

지만 디지털 이미지는 무의식 속에 잠재한 주체의

욕망을 드러낼 수 있는 경로이며, 시뮬라시옹의 실현

을 통해 타자의 욕망을 가상적으로 욕망할 수 있다.

때로는 디지털 이미지 속에서 반영되는 주이상스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주체가 경험하는 고통은 현실의

측면에서는 가상적 고통이다. 디지털 이미지는 실상

이면서 허상이기 때문이다. 디지털 영상은 주체에게

실재계와의 만남, 상징 너머의 공간, 고통이 부과되

지 않는 주이상스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언제나 잠재

된 욕망을 억제할 수밖에 없는 주체에게 거부할 수

없는 대상으로 다가온다.

디지털 영상이 테크놀로지의 성숙에 의해 이루어

지기는 했으나, 실재계의 간극에서 형성되는 욕망을

시각적 이미지로 실현하면서 가상적 조우를 경험하

게 했다. 디지털 영상이 논리적, 이성적, 합리적 주체

성을 보류하면서 상징적 질서 속에서 주체를 욕망으

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다.

6. 결 론

주체의 욕망은 상징적 질서 속에서 실현되지 못한

다. 그러나 디지털 영상, 특히 영화적 장치를 기반으

로 하는 디지털 영화는 타자의 시선을 섭입하는 가상

적 시각의 확장을 통해 영화가 구현하는 욕망의 이미

지로 주체의 전복을 경험하게 한다. 원망충족을 시각

적으로 재현하면서 이드의 욕망에 대한 성취를 경험

하게 하는 것이다. 물론 아날로그 영상도 거울상의

이미지를 재현하면서 영화의 환상성을 드러내었으

나, 디지털 영상은 비실재적 이미지를 완벽한 구현하

면서 수용자의 저항을 불식시켰다.

디지털 영상의 구현력이 표피적 차원이라면 상상

적 욕망의 시각적 통로의 구현은 보다 중대한 디지털

영상의 업적이라 할 수 있다. 이드와 욕망의 억제는

문명화된 주체에게 가장 큰 시련이다. 디지털 영상은

개인적 맥락에서의 욕망을 향한 주체의 원망충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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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하면서 생산과 재생산을 거듭한다. 아날로그 영

상이 환상, 실재계의 간극에 대해 시도하였다면 디지

털 영상은 실재계를 향해 주체를 끌어당기면서 주체

의 충동성을 만족시킨다. 상징계 속에서 상상적 이미

지의 구현을 통해 주체의 전복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다.

또한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개인적 재생산은 새로

운 주체의 욕망을 향한 대체물이 되어 주체를 만족시

키거나, 타자를 유혹하게 된다. 주체와 타자는 디지

털 영상을 통해 결합하고, 타자의 욕망에 편승하여

욕망을 재생산한다. 이제 디지털 영상은 욕망의 생산

경로가 되고, 타자의 욕망이 비춰지는 창으로서 다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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