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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 Myong Ja. “The Picture of Dorian Gray: In Search of the Pure Signifiant.”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5.3 (2019): 91-108. This paper seeks to reveal the world of Lacanian ‘signifiant' 

of Oscar Wilde(1854-1901) by analysing Wilde’s The Picture of Dorian Grey(1890). Wilde once said that 

the painter, Basil Hallward represents actual himself and Dorian and Henry, the one who he would like 

to become, the one people think he would be. This perception shows the author aware of the multiplicity 

of the subject beneath ‘the Real,’ the imaginary and symbolic Egoes, which could be the reason why he 

titled his work ‘The Picture of . . . ’ and not ‘A Portrait of . . . ’ as Joyce did in his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1916). His picture acts in effect as the Egyptian Hieroglyphs whose pictures 

decipher as alphabets but not as things seen in the hieroglyphs. This process get together the picture, 

Lacanian letter and ‘signifiant,’ ‘the Real’ as well as the secret art of Basil in the novel: they all evolve 

around ‘the Real.’ The deaths of main character-egoes are understood as the endeavor to reach ‘the Real,’ 

the world of the pure signifiant as ‘Emptiness’(空) in full light, which ends up a sort of subject-epiphan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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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오스카 와일드(Oscar Wilde 1854∼1901)의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The 

Picture of Dorian Gray 1890)1은 통상 작가의 탐미주의 사상과 더글라스(L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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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ouglas) 경과의 동성애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와일드의 스캔들(1895)과 

연관해 당시 빅토리아 사회에서의 금지된 사랑을 중심으로 읽혀졌다. 그 후 수정 

본 소설에서의 베질(Bazil Hallward)은 도리언(Dorian Gray)을 사랑하나 감히 

그것을 공개하지 못하는 소극적 인물로 묘사된다(강준수 11). 또한 세기말

(fin-de-siecle)의 불안이라는 주제 하에서 이 작품은 그 퇴폐적 심미주의자의 

고뇌를 담은 와일드의 유일하고도 대표적인 소설 작품으로 받아들여져 왔다(원

유경 10). 한편 태기자데(A. Taghizadeh)와 지호우니(M. Jeihouni)에 따르면 도

리언이 도덕에서 일탈한 데 대한 댓가를 뼈저리게 치른다는 의미에서 소설은 미

학과 사실주의의 결합형식으로 쓰여졌다고 한다(1445, 1450). 그러나 이 연구도 

도리언의 비극적 인생(1449)에 초점을 두는데 그치고 있다.

예술과 미를 추종하는 것과 아울러 시그로트(Seagroatt Heather)는 와일드가 

당시 학문 경향으로 “점점 과학적 물질주의가 팽배해지는 것에 반대급부적으로 

심리학적 지식을 소설에 적용했다”고 한다(748). 장(Zhang)은 라캉 식 거울 이

미지들이 도리언에게 끼친 잘못된 영향으로 결국은 그가 자기파괴에 봉착했다고 

결론짓는다(380). 바니 하이르(Bani-Khair)도 장과 별반 다름 없이 모두 실패한 

아이덴티티 형성에 중점을 두는 데 그치고 만 것은 본 소설을 라캉의 거울 이미

지에 기반 한 에고 개념을 넘어 라캉 식 주체 개념까지 동원하면서 연구하는 경

우는 상대적으로 아주 드물기 때문이다. 심리분석적 견지에서 작품을 접근하는 

임종기도 주인공의 분신과 자아 문제와 연관해 도리언에게 일어나는 자아 분열

까지는 진단해 낸다(임종기 “작품해설,” �도리언� 357).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

면 진정한 심리학과 정신분석학이 확립되기도 전인 그 당시에 이미 심리와 정신 

역동에 대한 와일드의 탁월한 통찰력은 명확한 이론화까지는 못 미쳤지만 가히 

압도적이라고 할 만 하다. 

자아의 다면성과 분신들의 상호 역동성이라는 견지에서 라캉이 말하는 주체  

상호성(intersubjectivity)의 맥락에 기초한 본고는 이 소설에 대한 기존의 사회·

도덕, 혹은 전기적 비평에서 한 걸음 벗어날 것이다. 그것은 �도리언�을 먼저 정

  1 Oscar Wilde, The Picture of Dorian Gray (W. W. Norton: New York, 20). 이하 이 작품에서

의 모든 인용은 괄호 안에 면수만 기록한다. 그리고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은 약어 �도리언�으로 대

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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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석적 언어 표상과 시니피앙(signifiant) 쪽으로 시각을 돌려 찰나적 주체의 

빛나는 순간을 찾아가는 한 인간의 여정으로 삼아 탐색해보고자 한다.2 �에크리�

(Écrit 1966)에 실린 라캉의 주체 상호성은 인물들이 엘-도식(L-Schema)의 꼭

지점들을 차지하면서 자리바꿈을 할 때마다 플롯의 역동적 운동을 형성해낸다.3

주체 상호성에서 자아나 주체라는 것은 하나의 단순 합일체가 아니라 그의 엘-

도식 상의 상상적 자아, 현실의 에고(ego) 그리고 상징적 자아가 무의식과 함께 

4자 상호 관계 안에서 균형을 이룰 때 그 네 꼭지점에 상호 존재한다는 것이다. 

일체성은 이와 같은 자아의 다중성을 넘어선 외연에서 그리고 타자와의 관계 속

에서만 발견되는데 성인이 되어 이것을 찾아 다시 경험한다면 그것이 인간 운명

이라 할 것이다(Ragland-Sullivan 147, 27, Baker 재인용 54∼55).

이러한 관점 하에서의 연구를 위해 우선 본고의 몇 가지 분석 여건을 정리해

본다. 첫째, 본고에서 세 작중 인물, 즉 화가인 베질, 도리언 그리고 헨리 경

(Lord Henry Wotton)은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와일

드 자신의 한 몸 자아가 세 분신 형태로 발현된 것으로 다루어진다. 둘째, 이들 

세 분신은 라캉적 관점에서는 각각 상상계, 실재계, 그리고 상징계가 차례로 구

현된 것이다. 그러므로 인물들의 죽음은 소설 서사적 차원에서는 물론 실제 죽음

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주체의 내적 구조로 볼 때는 한 인물에서의 상상적 자아, 

상징적 자아 혹은 실재가 이동·전환되어 승화로 향하는 다분히 은유적 함의를 드

러내는 것으로 본다. 셋째, 소설에 인물화를 등장시키면서 그 제목에 조이스(J. 

Joyce)가 그러듯이 �젊은 예술가의 초상�(A Portrait4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1914)이라고 하지 않고 굳이 ‘픽쳐’(picture)라는 단어 선택을 한 와일드의 

  2 이 여정은 인물의 이름에도 나타남을 볼 수 있는데 도리언은 그리스의 도리스(Doris)인으로서 상

아와 대리석 조각의 미를 나타낸다. 또한 그리스 건축의 3대 스타일인 도릭, 이오니아, 코린트 식 중

에서 가장 초기에 발달된 간단하고도 장식없는 도릭에서 도리언이라는 이름을 선택한 것도 필자가 

보기에 도리언이 점차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그 자체를 나타내는 순수 시니피앙(signifiant)을 향해 단

계적으로 승화․변모할 것을 염두에 둔 장치로도 보인다. 그레이(gray)라는 이름은 와일드의 동성애 

친구 이름에서 따왔다는 말도 있고 또한 필자가 보기에 그레이라는 중간 느낌의 색이 라캉의 실재

(the Real)와 상징계 사이에 자리한 바로 현재 도리언의 애매한 문자적 위치를 잘 나타낸다는 의미에

서라도 작가가 의식적․무의식적으로 택하지 않았나 한다.

  3 이는 최유찬이 말하는 서사의 형상이라는 탐구 주제로 이어질 것이다.

  4 필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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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는 본고 생성의 이유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다.5 다분히 기호적인 픽쳐라는 

단어 선택은 바로 넷째 여건으로 연결되며 본 소설을 라캉의 문자(letter)와 시니

피앙(signifiant) 개념으로 이어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시니피앙으로써의 도리

언의 픽쳐는 전통적 언어학에서 상정하는 생래적(intrinsic) 의미의 소지자로 머

물지 않고 오히려 의미 출현에 저항함을 보여줄 것이다.

의미 출현에 저항하는 픽쳐의 존재 의의는 무엇인가와 그 뒤에는 누가 있을 

것인가. 이것이 본고의 결정적 문제 제기이며 필자의 연구에서 와일드의 1890년 

작품을 라캉의 시니피앙의 영역에 놓고 직 ․ 간접적으로 확장 연구해볼 때 소설

은 결말에서 미상불 작가까지 호출하게 하며 결국 그것은 시니피앙 너머의, 즉 

시니피앙의 공(空)과 찰나이자 순수 차이로서의 주체, 달리 말해 형식 형태

(form)로서의 주체까지 나타내게 됨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에 본고는 도리언의 

이야기를 라캉적 시니피앙 이론에서 분석한 최초의 연구가 될 것이며 또한 탁월

한 두 예술가가 정신 과학 탐구 과정 중 서로 동의했을 공통점의 증인이 될 것이

다. 그리고 그 증거의 끝 지점에는 실재(무의식)로부터의 창조자 ․ 관조자로서의 

작가/독자가 있다.6

II. 문자/시니피앙

본고가 의도한 분석의 방향을 위해 이제 문자, 픽쳐 그리고 라캉의 시니피앙

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한다. 이들 문자, 시니피앙 등은 모두 표상

(Vorstellung: representation)의 수단들이다. 여기서 표상은 사물의 부재를 전

제로 했을 때 머리에 떠오른 형상을 말한다. 표상을 위한 표현 수단에는 크게 보

  5 본고에서는 초상(화), 그림 혹은 페인팅 등 여러 단어 중에서도 작가가 특별히 선택한 픽쳐의 고

유한 의미를 살리기 위해 필요시 ‘픽쳐’라고 발음 그대로 표기하기로 한다.

  6 한 인간의 자아와 의식 그리고 주체의 형성-성장-소멸의 과정에 원인을 제공하고 그것을 이끌어 

줄 수 있음과 동시에 그 전 여정을 끝까지 온전히 관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그 자는 과연 유발 

하라리(Yubal Harari)가 말하는 호모 데우스(Homo Deus)의 위상에 도달하지 않았을까. 물질적 영생

만이 호모 데우스의 평가 기준이 아니라면 �도리언�에서 작가나 독자는 창조자로서 그런 위치에 있

을 수 있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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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미지와 언어(langage: 말)가 있다. 토킹 큐어(talking cure)를 방법으로 삼

는 정신분석에서는 언어가 더 중요한데 그것은 시니피앙과 시니피에(signifié)로 

이루어져 있고 라캉에 따르면 시니피앙은 다시 문자(늑대인간의 V 처럼 문자 그

대로의 형상, 철자)와 음성언어로 구성된다.

라캉의 문자는 실재에 속하며 달리 말해 상징의 그물에 걸리지 않고 빠져나간 

나머지. 카풋 모르툼(Caput Mortuum)이다. 프로이트가 분석한 늑대인간에게 증

상을 불러일으켰던 문자 V 나 W, 혹은 쥐인간의 RAT 등은 알파벳 v도 w도 rat

도 아니며, 어느 특정 동물도 딱히 가리키지 않는, 자기동일성을 반복하는, 말 그

대로 문자 그대로 취급해야 할 문자들이다. 더 정확히 말해 그것은 라캉의 실재

와 상징계 사이의 연안지대(littoral)에서 발견되는 오브제 a이다. 라캉은 조이스

의 �피네건의 경야�(Finnegans Wake 1939)에 나오는 쓰레기에서 글자를(letter 

from litter) 같은 문구들에 착안하여 문자를 실재의 연안 지대에서 발견되는 찌

꺼기라며 연안-쓰레기-문자(littoral-litter-letter)라는 말놀이를 한다.

라캉의 시니피앙은 “언어 기호(형식)의 심적 표상”7으로 정의된다. 그것은 소

쉬르(F. de Saussure) 식의 전통적 언어학과는 달리 시니피앙은 기표가 나타내

는 음성적 이미지뿐 아니라 그 이전의, 음성과 의미가 비어있고 비가시적이라고 

할, 일명 문자 그 자체까지를 가리키는 폭넓은 개념이다. 엄밀히 말해 시니피앙

은 예로 딱히 정의 불가능한 느낌/감성적 질료로도 간주되어, 어떤 의미 발생이 

이루어지는 곳이면 이미 시니피앙이 존재한다. 또한 실재계의 문자와 프로이트

의 사물 표상도 시니피앙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미 발음되기 이

전의 순수 차이로써의 모든 기호들의 구조, 달리 말해 그 구조의 위치와 자리들

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그런데 베질의 초상화, 픽쳐가 어떻게 문자로 작동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이집

트 식 상형 문자를 고찰해야 하며 이것은 바로 본고에서 그림을 읽는 핵심 방법

으로 작용한다. 다시 말해 상형 문자의 이미지는 그 가시적 사물에 의거해 이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와는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알파벳에 의해 대체되는 시

  7 “시니피앙은 언어 기호의 심적 표상이 형상된 것을 말한다.”(Un signifiant désigne une 

représentation mentale de la forme du signe linguistique.) (Carnets2psycho)

(https://carnets2psycho.net/dico/sens-de-signifiant.html)(201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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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을 따른다. 이는 상형문자가 음성언어로 변환된 경우이다. 도리언의 픽쳐처

럼 이들도 외양은 독수리나 뱀 같은 어떤 실제 사물을 나타내고 있는 듯하지만 

샹폴리옹(J. François Champollion 1790-1832)이 그들을 해독해내었듯이 그 

이미지는 그림으로 읽을 것이 아니었고 실은 고유한 알파벳을 나타내고 있었다. 

더구나 그 알파벳 문자들은 고립되어서는 그 자체 아무 것도 의미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화가 베질이 그린 도리언의 픽쳐도 말하자면 도리언이라는 식별 

가능한 형상을 가졌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 픽쳐는 그로부터 어떤 순간의 의미심

장한, 이집트 상형 문자에서 처럼 어떤 알파벳을 닮은 시니피앙으로 드러나 화가

에게 교감·전달될 뿐인 기호의 효과로 작동하는 것이다.8 이렇듯 베질의 화가로

서의 예술 정신은 이집트 상형문자 단계에 위치하고 있다. 그렇기에 이는 그가 

도리언을 모델로 삼은 덕분에 발견할 수 있었다고 기뻐하던 새로운 예술 수법에

서 그의 얼굴 그림은 정작 사라져 없어지는 연유가 된다.

“도리언 그레이는 내게 그저 예술의 모티브일 뿐이야. 자네는 그에게서 아무것도 

보지 못할지도 몰라. 하지만 나는 그에게서 모든 것을 본다네. 그가 내 작품 속에

서 가장 잘 드러날 때는 바로 내 작품에 그의 이미지가 없어질 때야.”

“Dorian Gray is to me simply a motive in art. You might see nothing in him. 

I see everything in him. He is never more present in my work than when no 

image of him is there.” (13-14)

여기서 위에 언급한 이집트 상형 문자의 해독 과정을 화가의 작업에 적용하자

면 도리언의 이미지가 없어질 때 베질에게는 바로 알파벳 모양이라거나 혹은 무

어라고 딱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와 비슷한 어떤 다른 모양이 외형의 꿈 형태로 

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베질이 무언가 비밀을 간직함을 좋아하고 그림을 

전시회에 내놓기를 거부하는 등의 외부에 대한 두려움은 동시에 그가 표현하는 

이러한 문자라는 실재의 예술과도 연관이 있다. 베질은 도리언을 만난 후부터 

“완전히 새로운 예술 수법(13)”을 발견했고 도리언이 그에게는 “사색으로 보낸 

  8 그럴 때면 필자는 와일드를 대신하여 소설 제목을 ‘도리언 그레이의 얼굴 문자’라고 다시 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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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들에 꾸었던 외형의 꿈”(13)에서 말하는 바로 그 대상이라고 흥분한다.

여기서 말하는 외형의 꿈이란 의미부여 이전의 외형적 문자이자 그 겉껍질의 

형상, 즉 시니피앙이다. 이어서 그가 자신의 기묘하고도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의 

양식에 대한 화법을 계속 설파하는 대목은 그의 예술이 도리언의 그림에서부터 

출발하여 색 혹은 다른 형태의 선들같이 어떤 휘거나 각진 문자로 전개돼가는 표

상 현상을 묘사한다.

도리언이 단지 화가 베질 옆자리에 위치만 함으로써도 화가에게 영향력을 행

사하고 그에 따라 “특정한 곡선”과 “특정한 색의 사랑스러움과 미묘함”(14)이 

생성되는 것은 그 곳이 바로 대타자의 시선이 도달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선과 

색의 특유함(trait)은 화가가 라캉의 거울 단계에서 볼 수 있는 대타자로부터의 

신호로 연결되며 소년, 도리언이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신호를 통해 그는 

실은 자신을 보고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스러움과 미묘함 속에서 그를 발견하

지”(14)는 바로 “ . . . 나를 발견하지”로 읽히게 된다. 동성애적으로 그는 이미 

도리언과 그의 그림 속에 어머니 눈에 비쳤던 소년 자신을 “너무나 많이” 투영하

고 있다(7, 14). 

베질은 과거의 자신으로서 현재에 출몰한 도리언을 어머니의 눈길로 받아들이

며 그와 동성애에 빠진다. 그의 예술은 대타자의 표지(trait)로서 받아들인 자아

인 특정한 곡선들, 색깔들의 미묘함, 즉 그 시니피앙을 가시화하는 것에 다름 아

니다. 어머니와의 모자관계는 은밀한 것이었기에 그는 줄곧 자신의 예술이 “감춰

졌던” 방식이며 “무의식적으로” 보여 지는 유파임을 강조한다.

. . .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의 회화양식을 제시해주었어. 나는 사물을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지. 이제 나는 이전엔 감춰져 있던 방식으로 삶을 재창조할 

수 있게 됐어. . . . 그 [도리언]는 무의식중에 내게 새로운 유파의 선들을 윤곽지

어주지.

. . . un entireky new mode of style. I see things differently, I think of them 

differently. I can now create life in a way that was hidden from me before. 

. . .  Unconsciously he defines for me the lines of a fresh school. (13)



98 유  명  자

이러한 은밀함이 비밀스러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작가는 작품을 외부에 전시

하기 꺼려하는 것이다. 그것은 자신의 그림에 스스로를 너무 많이 투영했기 때문

이다. 그리고 그 투영에는 대타자와의 합일체에서 오는 향락이 있다. 화가는 “자

네를 독점하고 싶었네. 자네하고 같이 있을 때만 행복했지. 자네가 내게서 떨어

져 있을 때도 여전히 나의 예술 속에 존재 했었네”(95)라고 고백한다. 베질이 도

리언을 처음 만난 순간도 대타자의 응시와 관련 있다.

문득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게 느껴지더군. 그래서 나는 반쯤 몸을 돌렸고, 

그때 처음 도리언 그레이를 보았다네.

I suddenly became conscious that some one was looking at me. I turned 

half-way round, and saw Dorian. (10)

도리언은 베질에게 자신의 “모든 본성과 영혼과 예술 자체를 완전히 흡수해버

릴 것 같은 어떤 인물”이다(10). 이는 단연 이상 자아인 대타자(어머니)를 말한

다. 그러나 대타자에서 영감 받은 그의 문자 예술은 그만이 비밀로 간직하고픈 

은밀한 예술이라는 데에 한계가 있다. 문자, 도리언의 운하임리히(unheimlich)9

한 실재적 응시에 고착되어버린 화가는 자신의 예술에 집착하며, 기어이 모델/예

술에 죽음으로 합일하게 되고 만다.

III. 문자(letter)에의 간구(干求)

와일드의 소설이 그림, 문자와 기호들 세계와 연관이 있다는 맥락에서 ‘집안의 

제왕’을 의미하는 헨리(Henry Wotton)라는 이름의 선정은 그가 존재의 집인 언

어, 즉 기호 구조의 지배자를 구현하는 인물임을 암시한다. 헨리 워튼 경은 여타 

다른 인물들을 조감도 관점에서 굽어보며 상징계의 안정성을 확보해주는 인물이

  9 운하임리히(unheimlich)는 독일어로써 영어의 언캐니(uncanny: 섬뜩함)와 동의어이다(졸저 메

리 W. 셸리의 �프랑켄슈타인�(Frankenstein): 운하임리히(unheimlich) 서사 를 참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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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는 실재에도 상상에도 치우치지 않고, 급변하는 도리언의 기분과 행동이 

헨리 경 탓이라며 화내는 베질에게 “이것이 도리언 그레이의 참모습이야 . . . 그 

뿐이라고”(26)라며 단지 기호의 작동을 관찰할 뿐이다. 베질의 팔장을 끼며 그의 

‘집’으로 인도하는 이도 헨리 경이고(16) 도리언을 마차로 그의 ‘집’으로 데려다

주겠노라고(29) 공언하는 헨리 경의 말도 그런 의미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므

로 본고 분석의 중심점은 종래 주인공으로 알려진 도리언에서 작품의 중심축을 

맡고 있는 헨리 경 내지는 헨리 경의 무의식 격인 작가로 옮겨간다.

라캉은 �에크리�에서 포우의 �도둑맞은 편지�를 분석하면서 편지(letter: 문

자)는 왕, 왕비, 장관 그리고 뒤팽 같은 등장인물들이 이루는 인물 관계의 중심 

구멍으로 빠져 달아나는 문자(letter)가 오브제 a이자 실재임을 보여주었다. 그와 

동시에 그들의 반복적 관계 중심에 내재하는 “무의식에서의 문자(letter)를 향한 

필사의 간구(干求)”(“The ‘Instance’ of the Letter in the Unconscious”), 즉 

인물들이 문자를 소유하기 위한 집요함에 대해 선포하였다.10 실은 그 내용조차 

무엇인지 밝혀지지도 않는 봉투만으로써의 편지-문자는 왕비도 장관도 그 아무

에 의해서도 영원히 소유되지 못한다. 이는 단지 한 시니피앙이 다른 시니피앙을 

향해 표상하는 순수 차이로써의 주체이자 관계의 원환을 따라 이동·부유할 뿐인 

문자를 나타낸다. 도리언 스토리에서 각 인물들이 상상과 상징계를 나타내듯이 �도

둑맞은 편지�에서 장관, 경관이 각각 상상계, 상징계룰 대표하는 인물들이다.

�도둑맞은 편지�와는 다르게 도리언의 픽쳐 이야기에서는 인물들의 중심에 존

재해야 할 완벽한 미(美)이자 문자 자리를 픽쳐나 편지 같은 대상이 아니라 종내

는 도리언 자신이 그 위에 앉아 직접 현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베질을 비롯해 등

장 인물들은 미(美)의 픽쳐/문자인 도리언을 중심에 두고 각자의 방식대로 추적

을 벌이며 문자라는 실재의 소유를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러한 실재와 합체를 위

한 시도는 실재가 지닌 기묘한 공포, 운하임리히와의 만남, 즉 투케(Tuché)를 유

발하고 그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바로 그 문자를 직접 소유한 인물은 선악 분별

  10 라캉은 불어 ‘Instance’라는 말에 포개진 다중 의미를 한껏 사용하면서 독자를 당황하게 한다. 

즉 그것은 문자를 향한 애타는 갈구이자 동시에 문자의 집요함, 끈질김, 그 지속적 존재, 그리고 문자

의 심급으로까지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다. 위험에 놓인 왕비가 초를 다투며 급히 구하지 않으면 목

숨이 위태한 그것은 무엇보다 먼저 편지에의 애타는 간구로 읽힐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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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불가능하고 권력에 눈이 멀어 죽음의 불안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도리언과 

베질 등은 영원한 사라짐(죽음), 즉 불가능에 처해지는 최후를 맞이하는 것이다. 

본고는 그것을 와일드가 “표면 이상을 넘어가보려고 하는 자, 스스로 위험을 무

릎쓸 뿐”(Those who go beneath the surface do so at their peril)이라고 했

듯이 실재와 문자의 문자적 표면(to the letter)에 머물지 못하고 그 깊이에까지 

가려고 한 소위 ‘문자 인물’의 예견된 종말로 이해한다.

도리언의 픽쳐는 겉으로 보기엔 �도둑맞은 편지�에서의 편지가 회전을 하다가 

결국 주인에게 귀환하는 해후를 약속받는  인물들과는 다른 결말인 듯하지만 그

러나 이는 겉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다. 편지의 여정은 실은 왕비의 손을 

거쳐 계속 흘러가며 어느 누구의 손에서도 결정적으로는 멈추지 않을 열린 결말

을 보여준다. 다른 한 편 베질이 그린 도리언의 픽쳐는 그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편지와는 달리 독자에게 그 인물의 주인을 알아볼 수 있는 하나의 초상화로 인식

된다는 점에서 편지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그것은 일반 독자

의 눈에 그럴 따름일 것이다. 소설의 등장 인물들에게 특히 소설 말미에 이르러 

그 픽쳐는 다른 어떤 것(알파벳)으로 해독되는 이집트 상형문자처럼 변환 작동한

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정확히 말해 베질과 헨리 경에게 그 픽쳐는 가시

적인 도리언의 초상화가 아니며 늑대인간의 애매한 문자들 처럼 그 의미가 고정

되지 않는 일종의 극히 주관적 그림(픽쳐)/문자로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미 피아노 연주자라는 점에서 소리에의 민감한 잠재력을 가진 실재-도리언

은 자신을 매혹하는 상징의 헨리 경에게 마음을 뺏겨 그의 “창백한 꽃같은 손,” 

“저음의 아름다운 목소리”와 유려한 말솜씨에 더욱 막무가내로 이끌려가기만 한

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향해 안타깝게 구애하는 베질을 무시하고 만다. 상상계

의 베질은 심지어 도리언과 동일시까지 됨으로써 그에게 끝까지 아첨하고 그를 

찬양하지만 도리언은 베질을 살해, 제거하면서까지 상징의 헤리에 가 닿으려고 

한다. 왜냐하면 도리언도 하나의 시니피앙이며 하나의 시니피앙인 그가 자신의 

의미 가치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다른 하나의 음성 시니피앙으로 건너가야 하는 

숙명의 시니피앙 사슬고리에 매달려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기호-집의 제왕’ 헨리 경은 도리언이 베질 

앞에서 망설이는 위기의 장면마다 언제나 태연히, 미소 지으며 관조하기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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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 베질은 도리언이 자신과 머물기를 바라며 헨리 경과의 저녁 극장 약속에는 

가지 말라고 재촉한다. 상관없으니 헨리 경과의 약속을 어기라고 종용하기까지 

한다. 간절히 부탁하는 베질에게 도리언은 헨리 경의 눈치를 보다가 결국은 말한

다: “베질, 난 헨리 경에게 꼭 가야되겠어요”(29). 헨리 경은 도리언이 그의 소년 

시절 경험을 그대로 겪는 중임을 자기 손바닥 보듯 정확히 간파하고 있다(20).

IV. 시니피앙을 넘어

베질에게 도리언은 영원히 함께 하고 싶은 찬탄의 대상이지만 끝까지 숭배하

던 그에게 결국 죽임을 당한다. 그는 그림에 자신의 영혼의 비밀까지 너무나 많

이 반영하여 ‘도리언이라 그려놓고 베질이라고 읽는’ 식의 상상계의 합일적 동일

시에 함몰된다. 그에게 도리언은 첫 만남의 시선에서부터 욕망의 대상이 되면서 

물(物: das Ding), 상실된 원초적 실재가 되고 베질은 그에 죽음으로 합체하게 

된다. 

이 퇴행적 합일로의 죽음은 그가 헨리 경에게 도리언을 만났을 때의 소감을 

피력하는 데서 이미 예견돼 있다. 아이가 천국 같은 모자관계의 폐쇄성에서 제 3

자가 들어오거나 또는 외부인과 접촉하는 것을 두려워하듯이 베질은 자신의 그

림이 외부에 전시되는 것을 두려워하며 죽음으로 그것을 비밀에 부치고자 한다. 

이 폐쇄성은 나아가 음성 세계의 회피와도 연결된다. 그가 그림을 그릴 때는 말

을 하지 않아 모델들을 지루하게 만든다는 사실도 같은 맥락에서다. 도리언의 이

름은 말할 것도 없고 어디를 가더라도 가는 장소를 말하지 않고자 한다.

베질은 헨리 경이 도리언의 이름을 알게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헨리 경의 언

사는 도리언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바로 헨리 경의 음성이

야말로 도리언에겐 필요 조건이자 이끌림의 핵심 요소임을 베질은 모르고 있다. 

왜냐하면 도리언은 명명되기를 기다리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베질에게 글과 그

림은 무의식의 사물표상의 특성을 가졌기에 이름과 초상화가 곧 사람이 되고 얼

굴이 된다. 그의 그림은 상상의 스크린에서 벗어나 상징을 향한 양상을 띠기도 

하지만 결국 그것은 폐쇄적이고 그만이 아는 실재에 머물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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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양과 감탄에 도취된 도리언은 스스로가 무소불위의 실재가 되어 끝 모를 범

죄와 타락의 세계에 빠진다. 도리언은 미를 상징하는 오브제 a, 문자의 위치에 

있다. 문자는 문자일 뿐이지 그것이 나타내는 사물의 외양적 의미로 취급되지는 

않는 것이다.  문자가 이윽고 단어로 발음되어질 때 그것은 실재계를 벗어나 상

징계를 향한다. 그러나 도리언은 화가 베질을 만나 그가 그려준 자신의 그림을 

보고 나르시스트가 되어 자기애에 빠지고 스스로가 문자 행세를 하게 되며 그 와

중에 실재를 만나게 된다. 실재와의 만남, 투케의 결과는 섬뜩함이자 친숙함이 

주는 묘한 공포: 운하임리히, 즉 환각이며 죽음이다. 

그러나 그러한 운하임리히한 실재와의 만남, 즉 투케는 그림을 통해 도리언을 

점점 더 가공할 환각의 세계로 인도한다. 실재를 마주한 자는 절대 권력과 폭력

이 주는 불안과 죽음욕동에 빠진다. 범죄와 타락에 빠진 도리언에게 그의 초자아

는 더욱 더 죄의식을 부추기고 급기야는 그림을 통해 환각으로 나타난 도덕과 양

심의 대변자, 초자아적 인물과의 한 판 대결 끝에 그는 죽음으로 사라진다. 이로

써 상상적 자아이던 베질과 현실 자아인 도리언은 사라졌다. 그는 자신을 벌한 

것이다. 프로이트 이론에 따른 이해라면 결말이 될 수도 있을 이 지점에서 본고

는 오히려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자리매김하여 그에 따라 분석은 더욱 확장된 관

점으로 전개된다. 그 터닝 포인트는 한 마디로 라캉의 주체 상호성, 그 네 꼭지점

에서 보이는 분열성과 연속성으로 이어진다. 이는 마치 들뢰즈가 �천 개의 고원�

(Thousand Plateaus 1980)에서 그가 소설에서 발견했다고 하는 도주선 혹은 무

형식의 추상선들과 같다. 탈주하고 벗어나는 선들의 끝점에서 주인공이 자신을 

더 이상 지각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새로이 생성되는 것은 더 이상 아무도 아닌 

자이다. 그렇게 분열분석적으로 자신의 자아를 해체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참

된 분신, 참된 주체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과 닮았다. 이 분열 과정

의 색감을 들뢰즈는 바로 도리언 그레이를 연상시키듯 회색에 회색으로 자신 스

스로를 덧칠하는 것으로 표현한다.

분열성은 주체성의 네 꼭지점 방향으로의 분산이었고 연속성이란 그 네 꼭지

점들이 보이는 일련의 나타남과 사라짐이라는 순차적 전개과정에서의 흐름이다. 

서두에서 밝힌 것을 부연하자면 분열성은 라캉의 주체 상호성 이론을 빌려 베질, 

도리언, 그리고 헨리 경 모두를 작가의 주체성의 네 꼭지점에 놓인 자아들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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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고 또 연속성은 그러한 상상적, 상징적 자아들 내지 실재가 하나하나 나

타나고는 사라지며 동시에 그 흐름의 운동을 타고 좀 더 높은 차원의 주체성을 

향해 나아가는 소위 변증법적 경향을 포착할 수 있는 것과 연계된다. 

도리언의 죽음 후, 즉 베질과 도리언이 사라지고 남은 것은 무엇인가. 도리언

이 죽어 시체로 누워있는 바닥에는 그의 이름이 새겨진 반지가 놓여있는 반면 벽

에는 여전히 아름다운 도리언의 초상이 걸려있었다고 소설은 말해주고 있다. 방

의 아래와 위 부분을 각각 차지하고 있는 ‘도리언’이라는 반지의 글과 벽의 그림 

이미지는 우연하게도 아래

위 라는 위상학적 골격 위에 라캉이 말하는 의미에 대한 

시니피앙의 우위 (
 : 의미

시니피앙
)를 역설해주고 있다. 이미지가 시니피앙이고 도

리언이라는 이름이 의미 담지요소가 되는 것이다. 전통적으론 벽의 그림이 도리

언을 가리킨다고 말하겠지만 그림을 라캉 식으로 감상해보면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다. 그가 늙고 추하게 죽어 사라진 지금, 벽에 걸려있는 불가능의 미(美)로써 

빛나는 그림이 도리언이라고 아무리 그 의미를 고정하려 해도 라캉적 기호이론

은 그 찰나적 의미 고정점(point de capiton)을 제외한다면 평상시 의미라는 것

은 시니피앙의 바(bar) 밑을 미끄러져 나가기만 할 뿐임을 상기시키며, 소설은 

이를 바닥과 벽의 위/아래 세팅을 통해 다시금 확정시켜주는 것 처럼 보인다. 위/

아래로 떨어진 그림과 글을 어떻게 합일하고 고정시킬 것인가. 독수리 문양을 알

파벳으로 변형시키는 이집트 식 문자로 읽으면 그것은 라캉 식 그림 독법이 되어 

전후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관람자의 경우 자유·극단적 주관적 사고 개입과 함

께 이제 그 그림은 실재의 문자가 되어버린다. 도리언은 없다. 아니 그것은 도리

언일 수도, 아닐 수도 있으며 동시에 도리언 아님이 아닐 수도 있는, 양가적이며 

운하임리히한 규정 불가능성을 띠고 종내는 우리 인식체계를 벗어나 들뢰즈가 

말하듯이 탈주선을 그려보일 뿐이다.

이렇게 시니피앙 밑으로 빠져 달아나는 의미의 불가능성을 라캉과 거의 비슷

하게 표현한 화가로 르네 마그리트(René Magritte 1898∼1967)가 있다. 그의 

작품 <이미지의 배반>(The Treachery of Images 1929)에서 당시 미처 언어학

적인 차원의 사고를 하지 못했던지 그는 시니피앙과 의미를 가르는 횡단선을 전

제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바 대신 그는 캔버스를 아래/위 두 부분으로 상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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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부분에 기록되는 글을 ‘부정’으로 처리하여 ‘이것은 파이프가 아닙니다’라고 

써 넣었다.

Magritte, René. <이미지의 배반>(The Trachery of Images, 1929), 

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이미지-문자는 상징계를 배반하고 글을 피해 달아난다. 그림이 딱히 도리언이 

아니라면 그것은 작가의 주체 상호성을 이루는 네 꼭지점 인물들을 이동하며 아

울러 지칭할 수 있다. 베질, 도리언 그리고 헨리 경, 세 분신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융합된 자아로써 주체를 형성한다. 당시 작가는 물론 라캉의 이론과 상관

없이 집필했을 것이나 소설은 다음과 같은 반전 해석을 가능케 한다.   그것은 

상징 그마저도 이미지의 의미 운반 역할을 완수하지 못하고 미끄러짐의 연속으

로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과 이는 마지막에 나타날 법도 한 상징 자아인 헨리 

경의 등장이 더 이상 없음으로도 드러난다. 마지막에 남은 도리언이라는 글과 그

림 이미지는 엄밀히 말해 소쉬르의 기표/기의가 동전의 양면 처럼 합일해 있다는 

관념을 이탈하는 것이며 다시 말해 라캉의 시니피앙 개념으로 볼 때 기표는 도리

언을 가리키기에 실패한다. 라캉에게 고립된 단어는 시니피앙이자 동시에 문자

로 작동하며 달아나는 실재의 불가능이기 때문이다. 물론 죽은 도리언을 발견한 

하인들의 눈에 벽의 픽쳐는 여전히 도리언을 가리킬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그림이란 친구나 친족 관계망에서 만이 아닌 더욱 객관적인 제 3자적 관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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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V. 나가며

도리언과 헨리 경마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이 순간 본고는 이 픽쳐가 바야

흐로 그 동안 드러나지 않던 작가와의 일대일 대면을 위해 존재한다고 본다. 이

는 소설에서 작가의 위상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데 그것은 다른 기회에 뒤

로 미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시니피앙에 대해 결론짓고 마치기로 한다. 서두에서

도 밝혔듯이 작가인 와일드 자신이 소설 인물들을 자신의 세 가지 자아로 취급한 

바 과연 이들이 죽거나 극복되고 나면 남는 것이 무엇이 될 것이며 또 그것이 픽

쳐와 가지는 위상학적 존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마치 

모든 소설은 이 문제의 또 다른 변형일 뿐이라는 듯 그는 더 이상의 소설을 쓸 

필요가 없었을 지도 모른다. 관찰자로서의 작가의 출현은 여느 등장 인물과는 달

리 그의 깊은 심미안이나 정신분석적 시선 하에서 볼 때 그 픽쳐란 더이상 의미 

고정이 불가능하다는, 아니 그것은 명멸하는 양자적 운동과 빛 속에서 아예 의미

가 없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설 플롯을 또 다른 대단원의 막으로 치

닫게 한다.

그것은 무어라 결정짓기 불가능한, 없음, 실재의 텅 빔에 가 닿는다. 진정 와

일드 스스로가 되고 싶어 했던 도리언, 그럼에도 그 인물의 자아 죽음 후 마주한 

그의 픽쳐 앞에서 작가는 누가 누구라고 딱히 밝힐 필요조차 없는 찰나적 시니피

앙으로써의 주체 출현을 대면하고 있었을 것이다. 원초적 상실을 메우기 위한 노

력으로 찾아가는 인간에게 상상자아와 현실, 에고 그리고 상징자아가 차례로 분

리 ․ 사라질 때 아래 마그리트의 그림에서와 같은 광휘는 불현듯 나타난 주체 현

현 순간에 폭발하는 빛, 문자/픽쳐의 예시로 여겨진다.11

  11 이는 라캉이 Seminar VII에서 숭고를 이야기할 때 궁정풍 사랑의 기사가 상대 귀부인을 물(The 

Thing)의 위치로 고양시키면서 도달하는 현현의 순간과도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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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ritte, René. <쾌락의 원칙>(Pleasure Principle, 1937), West Dean House, UK.

�천개의 고원�에서 들뢰즈와 과타리(Pierre-Félix Guattari)는 존재의 절대적 

탈영토화에서 나타나는 도주선의 끝, 빛에 대해 이야기한다. 거기에는 이제 그림

자는 없어지고 단지 섬광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게 경험한 작가의 주체발생

은 결국 상징과 가시적 시니피앙마저 넘어 아무 것도 아닌 것, 그럼에도 불구하

고 아무 것도 아닌 건 아닌 그 어떤 공(空),  순수 시니피앙, 순수 차이로써의 구

조 그 자체를 가리키고 있다. 모든 독자는 저마다 그들에만 유니크한 얼굴 문자

의 픽쳐를 감상할 수 있고 동시에 이는 라캉이 말하는 시니피앙의 우위로도 볼 

수 있다. 와일드와 라캉의 시선은 시니피앙의 연장된 선 상에서 서로 만나며 우

리에게 주체라는 자유로의 초대장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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