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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구조주의와 후기모더니즘 문화이론에 큰 영향을 미친 사상가 조르

주 바타이유(Georges Bataille, 1897-1962)에 있어 ‘죽음’의 의미는, 인식론

적인 맥락에서는 ‘맹목’(盲目, aveuglement)과 反지성주의에, 그리고 인간 

존재의 좀더 깊은 차원에서는 난폭함과 성스러움, 에로티시즘 등에 밀접

히 연관되어 있다. 바타이유가 최고의 혁명적인 작가라고 여긴 사드

(D.A.F. de Sade, 1740-1814)는 육체적 폭력이라는 죽음의 시뮬레이션을 통

해 인간의 신체를 지배하는 상징적 질서를 전복하는 가장 급진적 방법을 

창안한 경우라 할 수 있다. 바타이유는 오직 죽음을 통해서만 삶이 긍정될 

수 있고, 죽음에 다가가는 극단적 난폭함 만이 인간의 객체화된 몸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성스러운 힘을 분출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바타이유는 

그런 의미에서 전통적인 서구 기독교 문화, 형이상학과 관념론을 거부하

고, 예술에 있어서는 상징적 내용과 형식적 질서를 전복하는 ‘비정형’(佛

informe, 英 formless) 개념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를 모두 포괄하여 ‘금기

와 위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격렬한 ‘내적 체험’(expérience intérieure)으로

서의 에로티시즘을 궁극적인 인간 실존의 방식으로 주장했다. 바타이유의 

사상 전체에서 죽음의 의미는, 철학과 정신분석학, 문학, 문화이론에 이르

기까지 여전히 매우 현재적이고 변함없이 창의적인 토론 주제이다. 그러

나 본 발제에서는 범위를 좁혀서 예술에 있어서, 그 중에서도 특히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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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미술에 있어 바타이유의 죽음의 개념이 어떻게 표현되고 응용되고 있

는가를 그의 비정형 개념을 중심으로 논해보고자 한다.

1. 시각과 의미의 죽음: 비정형
비정형 개념은 바타이유가 기존의 철학체계를 비판하고 당대의 초현실

주의 예술의 미학을 정의하기 위해 제시되었던 개념이다. 바타이유는 서

구의 인습적 세계관과 철학 속에서는, 인간의 지적 능력을 넘어 넘쳐흐르

는 세계의 비합리적이고 성스러운 차원이 일종의 ‘초과분’(excès)처럼 간

주되어 언어적 질서 외부로 삭제되어 왔다고 비판한다. 그는 서구의 기존

의 철학과 종교적 사상들이 일종의‘수학적인 외투’(mathematical frockcoat)

와 같은 인위적 질곡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바타이유가 제시한 비정형

은 결코 수학적인 엄밀성과 언어에 의해 정의된 것 이상의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언어적 형태적 정의로부터 벗어나 끊임없이 ‘탈정의화’되는 과

정을 의미한다. 본래 바타이유는 비정형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하려 하

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비정형은 그 자체가 언어질서에 역행하는 개념이

기 때문이다. 바타이유는 비정형을 정의하는 대신 시각적인 은유를 빌어 

그 작동(operation)의 사례를 보여준다.

“하나의 사전이란 것은, 그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단어들의 의미를 제공

하지 못하고 단지 단어들이 수행할 ‘일꺼리’를 제공할 때 비로서 시작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비정형이란 것은 그 어떤 의미를 가진 형용사가 아

니라, 모든 개개의 사물이 자신의 형태를 지니고 있을 것을 요구하면서 동시

에 이것을 전락시키는 기능을 하는 용어이다. 비정형은 그 어떤 의미도 가지

지 못하며, 도처에서 마치 거미나 지렁이처럼 으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사실 고루한 전통적 학자들은 세계라는 것이 필히 모종의 형태를 지니고 

있어야만 만족할 수 있었다. 모든 철학의 목표는 단지 하나였다 ― 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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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1) Edouard Manet, <막시밀리언 황제의 처형>, 1868, 
캔버스에 유채.

바로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 일종의 수학적 외투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와 반

대로 이 세계가 그 어느 형태에도 닮지 않은 비정형적인 것이라고 단언한다

면, 이는 곧 세계가 거미나 가래침과 같은 그 무엇이라는 말이 된다”.1)

조르주 바타이유는 비정

형을, 서구문화의 전통적인 

시각중심주의, 그리고 미술

에서의 양식적, 미학적 규범

에 대한 효과적인 공격수단

으로 보았다. 예를 들어 에

두아르 마네(Edouard Manet, 

1832-1883)에 대해 쓴 글에

서 바타이유는, 당시 큰 물

의를 일으켰던 마네의 1865

년도 살롱출품작 <올랭피

아>(1863)와 <풀밭 위의 점

심>(1863)에 대해 논하면서 이 작품들이 ‘회화적으로 결여되고 냉담한 묘

사방식’, ‘회화의 형태적 질서를 훼방놓는 비정형적 묘사’를 통해 회화의 

존립근거 자체를 공격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그럼으로써 마네는 전통적인 

회화의 기능인‘주제(의미)의 전달’이 위기를 맞게 된다고 본다. 또한 마네

의 다른 작품인 <막시밀리언 황제의 처형>(1868, 圖 1)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다.

“총살부대에 의해 차갑고 방법적인 방식으로 집행되는 죽음은 사실 무덤

덤한 취급될 주제가 아니다. 그것은 많은 의미와 격정적 감정이 수반되는 주

제이다. 그러나 마네는 이 주제를 매우 무감각하게 그려내고 있다. 그리고 

 1) Georges Bataille, “Informe”, Documents, no 7 décembre 1929, p.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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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객 역시 그러한 무감각을 그대로 따라가게 된다. 이 그림은 마치 치과에서 

마취된 치아를 생각나게 한다. 마네는 그의 모델들을 일부는 죽는 자세로 일

부는 죽이는 자세로 설정해놓았지만, 그 모델들이 마치 시장에서 무우 한다

발을 사러온 듯한 무의미한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2)

 

즉 마네는 누드를 묘사하기 위한 형식주의적, 이데올로기적 코드를 거

부한 것이며, 이는 곧 그림이라는 시각적 장치 자체에 대한 거부이다. 이

것은 ‘회화의 뿌리를 뽑아내기’(uprooting) 혹은 의미의‘미끄러짐(slippage)’

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의미와 시각의 죽

음’이 바로 바타이유가 생각하는 ‘비정형’의 의미가 된다. 바타이유는 형

태와 시각 기표라는 명백한 ‘시각질서’에 반대하였다.3) 그는 그 모든 시각

적 질서가 ‘초과된 에너지’를 억압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으며, 비정형이

란 바로 그러한 초과분을 방출(佛 dépense, 英 expenditure)시키는 난폭함, 

작은 죽음의 실천이라는 것이다.4) 

2. 비정형의 포스트모던적 해석
바타이유의 비정형은 좁게는 초현실주의 미술을 옹호하고, 당대의 관념

론철학 등을 비판하기 위해 사용한 개념이지만, 80년대 이후 로잘린드 크

라우스(Rosalind Krauss)나 이브 알랭 부아(Yves Alain Bois) 같은 포스트모

 2) Bataille, “Manet”, Oeuvres Complètes, vol 9, Gallimard, 1979, p. 133.
 3) Yve-Alain Bois, Rosalind Krauss, Formless : a user's guide, Centre Georges Pompidou, 

New York, Zone Books, 1999, pp. 14-15.
 4) 이러한 논지는 바타이유의 저작 전편에 걸쳐 강하게 반복되는 주제이다. 예를 들

어 그의 저서 바타이유의 태양의 항문, 송과선의 눈, 눈 이야기 등은 그러한 

시각중심주의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며, 이를 바탕으로 서양문화와 종교, 철학에 

있어 시각중심주의와 이에 기반한 이성중심주의(logocentrism)가 가능해진다고 보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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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미술이론가들은 바타이유의 비정형을 여러 각도로 확장, 해석하여 반

모더니즘적이고 나아가 포스트모던 비평이론의 새로운 토대로 발전시켜 

나갔다. 그들은 이를 통해 “현대미술에 내재한 죽음충동”, “게슈탈트 지각

심리학과 같은 시각중심주의의 종말”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었다.5)

이브 알랭 부아와 로잘린드 크라우스는 비정형 개념을 현대미술에 폭

넓게 적용하기 위해 비정형이 미술을 통해 드러나는 다양한 특징들을 4가

지로 정리하고, 이것을 일종의 하위개념 또는 관련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이 관련개념들은 현대미술의 구조를 과거의 모더니즘의 방식과는 다른 방

식으로 재독해하면서, 새로운 포스트모던 작품분석론의 기본틀을 구축하

는 개념으로 간주된다. 그것은 1) 수평성(horizontalité), 2) ‘낮은 유물론’ 

(bas materialisme), 3) ‘맥동’(battement), 4) ‘엔트로피’(Entropie)이며, 그 의

미가 서로 밀접히 연관되거나 상호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1) 수평성(horizontalité): 바타이유에 의하면 인간은 스스로 직립의 자세

로 살아가면서 그러한 수직성을 상징적 측면으로 ‘승화’해 왔다. 그것은 

인간이 땅과 몸을 수평적으로 붙히고 사는 동물의 육신성(carnality)으로부

터 구분되어, 정신적, 관념론적, 형이상학적인 초월성을 신봉해 왔음을 의

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죠르쥬 바타이유는 프로이트와는 매우 다른 방식

으로 죽음의 본능을 설명하는데, 인간에 내재한 죽음충동과 폭력성이란 

인간 특유의 수직적 자세와 문화의 축을 수평적으로 회전시켜 ‘낮게’(bas) 

전락시키려는 충동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바타이유는 인간의 ‘입/눈’이라

는 축과 네발 동물의 ‘입/발’이라는 축을 대비시킨다. 전자는 인간의 수직

성과 언어적 능력에 연결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입은 인간의 표현능력을 

규정한다. 반대로 후자의 경우는 네발 동물의 수평성에 연결되는 것으로

서, 입이란 것을 포획, 살상, 소화를 통해 항문이란 최종점에 다다르는 체

계의 기본요소로서 이해한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경직된 이분법으로 이

해하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고통과 쾌락의 순간을 경유해서 이러한 인

 5) 이와 관련된 그들의 연구는 매우 광범위하지만, 특히 체계적인 연구는 앞서 인용

된 Formless : a user's guide를 대표적 연구사례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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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2) Jackson Pollock, <Full Fathom 
Five>, 1947, 유채, 못, 단추, 열쇠, 동전 
담배꽁초.

간의 입이 정신적인 것(상징적 문화적 질서)으로부터 동물적인 것(자연적

인 것)으로 되돌려질 수 있다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인간의 실존구조가 

근본적으로 재구성된다는 점이다. 이는 탈상징화, 탈승화(desublimation)의 

과정이며, 몸과 죽음이라는 ‘낮음’(bassesse)의 상태로의 전락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의미의 수평성의 개념은, 과

거 그린버그적 모더니즘 미학에 내재한 

시각중심주의(ocularcentrism) 혹은 ‘순

수한 시각성’(pure visuality)이 몸의 육

신성을 시각과 분리시키는 수직성의 개

념에 불과했다는 비판적 사유를 내포하

고 있다.6) 그런 의미에서 수직성이 승

화(sublimation)의 결과라면 수평화는 탈

승화 행위(desublimatory act)에 해당한

다.7) 이에 해당하는 예로서 잭슨 폴록

의 드리핑 회화는 물감의 수직적 흘러

내림이 아니라, 중력과 바닥의 비상징

적 수평성에 순응하는 기법이라고 해석

될 수 있다. 캔버스에 물감과 잡다한 

작은 오브제, 쓰레기 못 등을 뒤섞어 

뿌리는 과정은, 물감의 수직적 흘러내

림의 한계내에서 작업한 당시의 다른 추상화가들과는 매우 다른 면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Full Fathom Five>(1947, 圖 2)이나 <Number 1A, 

1948>(1948)에서는 그러한 수평적 면모가 잘 드러나는 사례이다. 또한 앤

디워홀의 <Dance Diagram>(1962, 圖 3)은 바타이유가 생각하는 분변학(糞

 6) Bois & Krauss, 앞의 글, p. 25.
 7) 탈승화에 대한 집중된 논의는 Formless에서 Bois가 쓴 글인 “Base Materialism”, pp. 

55-57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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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3) Andy Warhol, <Dance Diagram>, 
1962, 캔버스에 아크릴릭, 183×137cm.

(圖 4) Robert Morris, <Felt Tangle>, 1967, 펠트
천, 가변크기.

便學,scatologie)적 전락과 관련된 것이

다. 분변학은 수평적 전락과 관계된 것

으로, 수평성이 동물성, 육신성을 암시

하듯, 물질적 몸으로의 탈승화적 작동과

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징은 일본 구

타이 그룹의 시라가 가즈오가 발로 그

린 1956년의 그림에서도 전형적인 특징

으로 나타난다. 또한 미니멀아트 작가 

로버트 모리스(Robert Morris)가 주장한 

‘반형태주의’(Anti-form)도 비정형에 합

류하는 개념이다. 그는 “건축된 것은 중

력을 거스르는 수직적인 것에 불과하

다”8)고 비판하면서, 펠트 천을 이용해 

중력에 순응되듯이 느려뜨려지

고 와해된 모습의 설치작업을 

했다. 모리스는 펠트천을 바닥

에서 자른 다음 이를 수직으로 

벽에 걸어놓아 이것이 불규칙적

으로 분산되어 널려진 양상을 

드러내려 했다.(圖 4) 그것은 일

종의 수평적 벡터의 도입으로서 

바타이유가 말하는 ‘반건축적인 

수평화’의 한 사례라고 이브 알

랭 부아는 보고 있다.9)

 8) Robert Morris, “Anti-Form”, 1968, Continuous Project, Altered Daily: The Writings of 
Robert Morris, Cambridge, MIT Press, 1993, pp. 41-46.

 9) 바타이유는 여러군데에서 서구문화의 수직성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중에

서도 “Architecture”, Document, Mercure de France & Ed. Gallimard, 1968을 꼽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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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낮은 유물론’(Bas Matérialisme): ‘낮은 유물론’은 관념으로 승격된 미

학적 물질의 개념을 하챦은 배설물의 차원으로 전락시키는, ‘죽음충동의 

분변학적 표현’이라고 할수 있다. ‘낮은 유물론’은 바타이유에 의하면 사

물의 물신화(fétishisation), 또는 실체화를 전복하는 방법이다. 바타이유에 

의하면 기존의 대다수의 유물론자들은, 모든 정신적 실체를 제거하고 싶

어 함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그 결말은 물질과 사물의 관념론적 유형이나 

질서를 재확립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10) 낮은 유물론은 언어, 개

념, 사유, 형태 등, 바타이유가 “존재론적 감옥”(prison ontologique)이라 일

컫는 모든 것들을 본연적 위상으로부터 ‘전락’(déclasser, declassify)시키고 

그 의무로부터 해방시키는 난폭한 힘의 작동을 의미한다. 바로 이러한 난

폭함, 그 어떤 형태나 개념적 질서로부터도 일탈된 어둠의 영역을 바타이

유는 낮은 물질과 진정한 ‘성스러움’(le sacré)이 함께 만나는 궁극의 지점

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바타이유의 낮은 물질은 똥이나 웃음이나 외설적인 말이나 광기라고 

있다. 
10)  바타이유는 그의 비평적 사전 (Dictionnaire critique)에서, 전통적 유물론을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대부분의 유물론자들은 모든 정신적 실체들을 제거하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묘사한 사물의 질서는 전형적인 관념론적 위계질서에 

다름아닌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물질의 가장 관념화된 형태, 달리 말해 물질의 

‘의무적 역할’과 본연적 형태라는 것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모른채, 결국 죽은 

물질(matière morte)이란 것을 잡다한 요소들로 구성된 전통적 위계질서의 정점에 

올려 놓았다”는 것이다. 죽은 물질, 순수한 이데아, 그리고 신(神), 이 세가지는, 
“사물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또 “사물을 인식하고 이해하게끔 하는 사물의 ‘관
념’이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식의, 오직 관념론 철학자들 만이 던질 질문들에 대

해, 마치 교실의 양순한 학생들처럼 완벽히 서로 똑 같고 진부한 대답을 할 뿐이

다. [...] 유물론자들은 외적 권위에 대한 필요성으로 인해 과학에게 무의식적으로 

일종의 역할모델(role model)이란 것을 부과하였다. 만일 그들이 결정해 놓은 사물

들의 법칙이란 것이 과학으로 하여금 요지부동의 위상과 신성한 영원성을 구축하

게 해주는 안정된 요소라면, 이들의 선택이 결코 우연을 향해 나아가지는 않을 것

이다. 과거에 신과 그 피조물 사이에 성립된 종교적 관계들, 즉 전자는 후자들의 

‘관념’이라고 하는 관계가 오늘날 대부분의 유물론자들에 이르러서는 과학의 관념

을 추종하는 죽은 물질이란 것에 의해 대체되고 있을 뿐이다.”(“Dictionnaire 
Critique”, in Document, no. 3, juin 1929, p.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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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5) Alberto Burri, <플라스틱 태우기>, 1964, 플라스
틱, 150×250cm.

(圖 6) Lucio Fontata, <공간개념>, 1949, 도자기.

말하여진다.11) 현대미술의 

경우, 첨단 플렉스글라스 플

라스틱을 불로 태워 녹인 알

베르토 부리 (Alberto Burri)

의 작업(圖 5), 입방체의 흙

덩어리가 마구 유린당해 배

설물 덩어리처럼 변한 루치

오 폰타나(Lucio Fontana)의 

1949년 작품 <공간개념>(圖

6), 그리고 라우센버그의 금박지와 쓰레기를 적당히 섞은 <Untitled(Gold 

Paintng)>(1953), 유화물감 찌꺼기와 잡다한 잡지사진 등을 버무려 놓은 베

르나르 레키쇼(Bernard Réquichot)의 작품들은 형태적 질서나 미학적인 질

서에 의해 ‘의미’를 가지게 된 물질

이 하챦은 배설물 같은 ‘무의미’한 

물질로 전락하는 비정형의 전략을 

보여주고 있다.12) 

3) 박동(搏動, battement): ‘박동’

은 또다른 의미에서, 모더니즘의 

순수시각성의 미학에 종말을 고하

고, 대신 시각영역에 신체적 감각

을 도입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박

동’은 바타이유가 본래 제시한 어

휘는 아니며, 이브 알랭 부아와 크

라우스가 바타이유의 이론을 응용하여 만든 개념이다. 앞서 말한 ‘수평성’

과 ‘낮은 유물론’이 인간의 직립성에 관한 신화와 순수한 시각성을 와해

시키는 전략인 것 처럼, 맥동은 모더니즘 특유의 ‘순수 시각장’(visual 

11)  Bois, 앞의 책, pp. 160～162.
12)  같은 책,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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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7) Marcel Duchamp, <Oculisme 
de Precision>, 1925.

field) 개념에서 배제되었던 시간성과 육신

성(carnality)의 측면을 회복시키는 전략이

다. 박동은 단순한 ‘운동’과는 구분되는 것

이다. 이를 예증하는 현대미술의 사례로서

는 부아와 크라우스는 마르셀 뒤샹의 <광

학장치>(Oculisme de précision)(圖 7), <빈

혈증 영화>(Anemic Cinema), 그리고 알베

르토 쟈코메티의 <매달린 공>(Suspended 

Ball>(1930-1931)을 들고 있다. 뒤샹은 과거

의 모든 회화들이 단지 ‘망막적인 예술’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면서, 예시된 작품들을 

통해 몸의 생리적 감각으로 직접 파고드는 

경험을 창출하려 했다. 부아와 크라우는 

이 작품들이 관객을 “순수한 시각을 리비

도적 경험으로 접속시키고” 나아가 일종의 

‘교미상태’와 흡사한 상황으로 몰고 간다

고 기술한다.13) 여기서 어떤 신체의 이미

지도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 이미지의 회전은 욕망의 침입을 유도하고, 

응시를 에로틱하게 ‘성애화’(sexualize)한다.14) 이러한 상황은 일종의 생리

학적 박동에 해당한다. 또한 “Flicker film”이라고 부르는 60년대 실험영화 

장르에서도 박동의 측면이 두드러진다. “Flicker” 즉 영상프레임의 불완전

한 깜빡임을 특징으로 하는 이 실험영화는 영상흐름의 중단없고 매끄러운 

연속과 지각을 중시하는 일반 영화에 대해 역행하는 특징을 지닌다.(圖 8) 

매 프레임들의 짧은 중단과 불연속, 즉 깜박임을 통해 관객은 신경시스템

13)  같은 책, p. 163.
14)  같은 책, p. 32. 이러한 사례는 바타이유의 유명한 <눈 이야기>(1928)에서 눈과 시

각이 과도한 고통에 이르러 종말을 고하는 과정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사례를 떠올

린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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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8) James Coleman, <Boxer>, 1977.

(圖 9) Gordon Matta-Clark, <Glass Plant>, 1971.

의 신체적 경험, 신경조

직이 행하는 피드백의 

리듬감 있는 박동의 경

험으로 몰입된다.15)

4 ) ‘ 엔 트 로 피 ’ 

(Entropie): 엔트로피 역

시 ‘시간 속에서의 필연

적 죽음’의 의미를 담고 

있다. 엔트로피 역시 크

라우스와 부아가 비정

형을 확대 해석하여 제

시한 개념이다. 엔트로피는 본래 변화, 변질(alteration)을 의미하는데, 비정

형의 관점에서는 형태와 질서, 재현, 의미작용을 혼란과 소멸 속에 빠뜨리

는 전략을 말한다. 전형적 사례로서 부아와 크라우스는 1960년대 대지예

술작가 로버트 스밋슨(Robert Smithson)의 작업을 예로 든다. 로버트 스밋

슨은  엔트로피를 자기의 대주제로 삼았고, 유명한 작품 <Spiral Jetty> 

(1970)는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엔트로피는 이 밖에도 다양한 전략으로 

그 무질서를 구체화시킨다. 예

를 들면 고든 마타 클라크

(Gordon Matta-Clark)의 <태우

기>(Brûlages, 圖 9)처럼 대상

을 변질시키거나, 잉여와 초과

를 드러내거나 (브루스 나우먼

의 캐스팅 작업, 앨런 맥컬럼

의 화석작업[圖 10], 올덴버그

의 <광선총>), 사물을 뒤집거

15)  Krauss, “Pulse”, 같은 책, p.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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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10) Allan McCollum, <Natural 
copies from the coal mines of central 
Utah>, 1990.

(圖 11) Giovanni Anselmo, <뒤틀
림>, 1967-68.

나(만조니Manzoni의 <세계의 좌대>, 로

버트 스밋슨의 <뒤집힌 나무>, 신축성

을 부재하게 하거나(세라Serra의 <두루

마리납판>, 지오반니 안셀모(Giovanni 

Anselmo)의 <뒤틀림>[圖 11]), 메시지 

안에 잡음이 침투하게 하거나(장 뒤뷔

페의 <Messages>, 그리고 빌르글레

Villeglé나 앵스Hains의 찢어진 포스터

들[圖 12]), 또는 혹은 전혀 사용하거나 

소비하지 않은 상태로 보여줌(에드 러

샤 Ruscha가 찍은 도시의 인적이 없는 

풍경) 등은 모두 비정형 적 엔트로피와 

탈승화의 측면이다.16) 

바타이유의 비정형 개념, 그리고 이

와 관련된 다른 개념들은 그의 후반기 사상

에서 ‘금기와 위반’의 이론, 그리고 에로티시

즘의 이론으로 완성되어 나갔다. 바타이유는 

에로티시즘을 공포와 불결, 신성, 죽음을 경

유해서 이루어지는 극단적인 쾌락 혹은 ‘내

적인 체험’(expérience intérieure)으로, 그리고 

성스러운, 혹은 ‘불가능한’(impossible)한 경

지로의 진입으로 정의한 바 있다.17) 공포와 

불결, 죽음, 이 모든 것이 바로 낮은 유물론, 

수평화 등 비정형의 전략들과 정확히 일치

하는 개념임은 더 논의할 필요가 없을 것이

16)  같은 글, p. 38.
17)  조한경, 고광모, 바타이유와 에로티즘 , 조르주 바타이유, 저주의 몫, 조한경 옮

김, 문학동네, 2000, p.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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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12) Jacques Villeglé, <ABC>, 1958.

다. 그리고 이후 자끄 라깡

(Jacques Lacan)은 바타이유의 

그 ‘성스러움’과 ‘불가능성’을 

‘실재’(the real)라는 유명한 개

념으로 바꿔 불렀음은 잘 알려

져 있다. 이 실재란, 인간이 

‘쾌락원칙’(pleasure principle)을 

넘어, 끊임없이 되돌아가고 마

주치려는 ‘죽음의 영역’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바타이유를 

이어받는 현대미술이론의 가장 실험적 연구들은 명증한 시각과 의미의 세

계 속에서 죽음충동에 의해 추동되는 ‘눈멈’(盲目)과 무의식들을 찾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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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isual Death and Art in Georges Bataille

Won-bang KIM

In Georges Bataille's thought, the meaning of death is related to an 

intellectual blindness in epistemological level, and in a more fundamental level 

of human existence, to the notion of "the sacred" and "eroticism". In that 

sense, Bataille refused Christian and metaphysical understanding on the world 

and emphasized his original notion of "formless"(informe) which encourages to 

subvert the symbolic and formal order of arts. 

Formless is a word employed to stigmatize the dominant philosophical 

system of occidental culture and to define the aesthetics of surrealist art at 

Bataille's time. But postmodern theorists as Rosalind Krauss and Yves Alain 

Bois enlarged and remapped the semantic implication of formless in 

postmodern way, and enumerated its various concret facets as "horizontality", 

"base materialism", "pulse" and "entropy". 

"The visual death" or "the impossible" as dicussed by Bataille, accords to 

the notion of "the real" as defined later by Jacques Lacan. For the later, the 

real is the dimension of death that man endlessly tries to return to and confront 

beyond the "pleasure principle". The recent contemporary art theories based on 

Bataille look for visual blindness and unconscious driven by death drive 

paradoxically in the world of clear vision and meaning of visual art. 

주제어 : 바타이유(Bataille), 죽음(death), 시각(vision), 에로티시즘(eroticism), 비정형(formless), 

포스트모던 비평(informe, postmodern criticis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