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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회화의 지각은 미학에서 많은 논의가 있어 왔던 주제이다.하지만 여

러 미학자들의 논의는 비 에 비 이 연쇄될 뿐 정돈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회화의 지각에 한 미학자들의 논의가 엇갈리는

이유는 그들이 회화를 지각하는 인간의 능력을 각각 다르게 설명하게 때

문이다.회화를 지각하기까지의 과정을 밝 인간의 능력이 어떻게 작용

하는지 알 수 있다면,회화 지각에 한 논의에 도움이 될 것이다.이에

본 논문은 회화를 지각하는 인간의 인지신경과학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인지신경과학이란 뇌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처리과정 한 이

해를 통해 인간의 사고와 행 를 설명하는 학문이다.인지신경과학자들

은 최근 격히 발 한 신경 상 기술의 도움으로 어떠한 사고나 행

를 할 때 인간의 뇌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변화들을 찰할 수 있게 되

었고,이를 활용하여 뇌신경계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처리과정을 연구할

수 있게 되었다.그러므로 인지신경과학은 인간이 어떻게 회화를 지각하

게 되는지,그 과정을 알아보기에 가장 합한 연구 방법론이다.

그런데 회화의 지각에 한 인지신경과학의 이해에 치 하다보면 자

칫 회화의 지각을 시각 자극의 생리학 처리과정으로만 소하게 이해

하거나 혹은 미학의 틀로 소화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이를 방지하기

해 본고는 곰 리치의 회화 지각이론을 시작 에 놓고,이를 기 삼아

인지신경과학의 설명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서술을 진행하고자 한다.곰

리치의 이론을 기 으로 삼은 까닭은 그가 다른 미학자들과는 달리 인

간의 지각작용에 한 설명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하 기 때문이다.

곰 리치는 감각과 구별할 수 없는 지각을 이야기 하 다.그는 망막

이 빛의 치가 아니라 상 치에 반응한다는 실험 결과를 기 로 인간

의 은 감각에 해석 행 가 이미 결부된 지각의 이라고 하 다.그리

고 이 게 되면 감각과 지각의 구분은 무의미해진다. 인 감각이

없으면,감각과 지각의 구별은 없어져 버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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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과 구별되지 않는 지각에 한 곰 리치의 주장은 제키의 시각체

계가 곧 지각체계라는 주장으로 검증된다.제키는 실험을 통해 시각 요

소들은 기능 으로 특수화된 여러 개의 자극 처리 체계에 의해 별도로

분리되어 병행분산 으로 처리됨을 밝혔다.그리고 다른 실험에서 이

와 같이 기능 으로 특수화된 자극 처리 체계가 지각의 단계까지 이어짐

을 알아냈다.기능 으로 특수화된 자극처리 체계는 시각자극이 망막에

입력되면서 시작되어 지각될 때까지 계속된다는 것으로 시각과 지각은

하나의 처리체계의 처리결과임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곰 리치는 회화의 지각에 하여 물감에 기억이 더해져 얻

는 환 으로 설명하 다.감상자가 그림에서 떨어져 뒤로 물러남에

따라 그의 기억이 발동하여 칠해진 물감들을 완벽한 이미지인 환 으로

보이게끔 해 다는 것이다.그리고 기억이 발동하는 과정에서 투사와 일

성 테스트가 일어난다.투사란 실제로 감각되는 상에 기억을 더하는

행 로,곰 리치는 인간에게는 투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 다.그리고

회화에서의 투사는 화가가 그림을 통해 주는 암시와 그 암시를 받아들인

감상자의 투사가 맞아 떨어졌을 때 일어난다.그런데 이때 투사되는 기

억에는 여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감상자는 일 성 테스트 즉,여러 기

억들을 환하여 투사해보는 행 를 통해 가장 잘 맞는 투사를 찾아낸

다.

곰 리치의 회화 지각에 한 이와 같은 설명은 인지신경과학 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먼 물감에 한 지각은 상향처리/자료주도

처리에 의한 지각이다.상향처리/자료주도 처리는 회화에 칠해진 물감

에 의한 시각자극을 처리한다.그리고 기억이 발동하는 투사와 일 성

테스트의 과정은 하향처리/개념주도 처리에 의한 지각이다.하향처리/

개념주도 처리에 의한 지각은 주어진 회화가 무엇인지 지식을 바탕으

로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확인하여 재인하는 과정이다.차례로 살펴보자.

먼 투사는 하향처리/개념주도 처리에 의한 지각 지식을 바탕으로

가설을 세우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지식은 장기 기억에 장된 정보로

기억의 회수 과정을 통해 지각에 개입한다.그래서 물감에 기억을 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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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투사는 회수된 기억을 토 로 감상자가 지각된 물감이 무엇인지에

한 가설을 세우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여러 투사 가장 잘 맞는 투

사를 찾는 일 성 테스트는 주의를 이동시켜가면서 회화를 탐색하여 가

설을 확인하는 과정과 유사하다.그리고 물감에 기억을 투사하고,일 성

테스트를 거쳐 최종 으로 완벽한 이미지인 환 을 얻는 것은 물감으로

그려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본 것으로 이는 인지신경과학 으로는 상

재인에 해당된다.그리고 지각 과정 에서 하향처리/개념주도 처리는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 로 회화가 재인되도록 상향처리/자료주도 처

리과정을 유도할 수도 있다.

회화 지각에 한 인지신경과학의 이해는 곰 리치에 한 월하임의

비 이 옳지 않음을 증명한다.월하임은 곰 리치가 자연에 한 지각과

회화에 한 지각에 차이를 두지 않았다고 비 하면서,회화의 지각에는

매체에 한 지각과 재 된 상에 한 지각을 동시에 허용하는 인간만

의 특별한 지각 능력이 작동한다고 주장하 다.인지신경과학 인 연

구결과 인간에게는 회화만을 지각하기 한 특별한 지각 시스템이란 없

다.자연에 한 지각이건 회화에 한 지각이건 상 없이 인간은 동일

한 시지각 체계의 처리결과로 지각하게 된다.다만,자연에 한 지각과

회화에 한 지각에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지각-지식의 개입-재인’의

과정에서 개입하게 되는 지식의 차이 때문이다.그러니까 자연에 한

지각과 회화에 한 지각을 구별하지 않은 곰 리치의 설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와 같은 설명을 통해 본고는 곰 리치의 회화 지각이론을 기 삼아

회화 지각에 한 인지신경과학의 설명을 수용하고자 하 다.회화를 지

각하기까지의 과정에 한 이해와 이를 근거로 한 곰 리치의 회화 지각

이론에 한 검증이 회화 지각에 한 다른 많은 논의들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주요어 :지각,회화의 지각,곰 리치,세미르 제키,인지신경과학

학번 :2011-2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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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미학에서 회화의 지각에 한 연구는 캔들 월튼(KendalWalton)의

‘믿는 체하기(make-believe)’이론과 리처드 월하임(RichardWollheim)의

‘-에서 보기(seeing-in)’이론,에른스트 곰 리치(ErnstGombrich)의 환

(illusion)이론의 세 가지가 표 이다.1)캔들 월튼은 회화의 지각을

‘믿는 체하기’게임에서의 역할로 설명한다.회화 재 은 재 존재하

는 상을 재 한 것이든 상상속의 상을 재 한 것이든 간에 상 없

이,모든 회화 재 은 재 된 상을 지시하지 않는다. 신 지각자로

하여 재 된 것이 그 상이라고 믿게 하기 때문에 상의 재 이 된

다.O의 재 은 그것이 O를 지시하기 때문에 O의 재 이 되는 것이 아

니라, 람자로 하여 마치 O를 보는 체하거나 O를 보는 것으로 상상

하게 만들기 때문에 O의 재 이 된다.2)

리처드 월하임은 회화의 지각을 재 의 표면에 한 지각과 주제에

한 지각의 이 성으로 설명한다.회화 재 을 지각하는 람자는 회

화 재 에서 재 된 상을 보긴 하지만 동시에 회화 재 의 디자인

인 양상인 색,명암,물감 등도 함께 본다.이것이 리처드 월하임의 ‘-

에서 보기'이론이다.리처드 월하임은 Seeingyinx,즉 그림 x에서

그림인 x와 주제인 y를 함께 본다고 한다.3)

에른스트 곰 리치는 회화의 지각을 람자의 투사와 일 성 테스트

를 통해 이루어지는 환 으로 설명한다. 람자는 앞에 있는 회화에

기억을 투사한다. 람자가 그림을 통해 화가가 주는 암시를 받아들여

그 암시가 이끌어낸 어떠한 기억을 회화에 투사하는 것이다.그래서 화

가의 암시와 그 암시를 받아들인 람자의 투사가 맞아 떨어 졌을 때

람자는 회화를 지각하게 된다.4)그리고 이때 투사되는 기억들에는 여러

1)MarkRollins,"PictorialRepresentation:whencognitivesciencemeetsaesthetics",

PhilosophicalPsychology,vol.12No.4,1999,p.388.

2)Ibid,p.397.

3)Ibid,p.397-401.



- 2 -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람자는 일 성 테스트를 통해 가장 잘 들어맞는

투사를 찾아낸다.5)

캔들 월튼과 리처드 월하임 그리고 에른스트 곰 리치는 회화를 지각

하는 동일한 상에 하여 각기 다른 설명을 하 다.이들 세 미학자의

설명에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완 히 동의할

수는 없는 부분이 남는다.그래서 논의는 계속 이어진다.리처드 월하임

은 에른스트 곰 리치가 회화의 지각을 seeingxasy,즉,그림 x를 주

제인 y로서 지각하는 것으로 설명하 다고 하면서,여기에는 주제인 y를

보는 동안 물감인 x를 볼 수 없는 제한이 있다고 비 하 다.6)그리고

캔들 월튼의 주장에 하여도 재 된 내용을 악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상상이 개입되어야 한다는 을 비 하 다.7)그 지만 리처드 월하임의

‘-에서 보기’설명도 비 을 피하진 못했다.알 히슬롭(AlecHyslop)은

리처드 월하임이 “지각 이론에서 이미 확립된 seeing( 상의 지각),

seeingthat(사태의 지각),seeing-as(재 의 지각)의 구분을 넘어서 새로

운 seeing-in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데 반 한다.”8) 도미닉 로페즈

(DominicM.Lopes)는 리처드 월하임의 ‘-에서 보기(seeing-in)’를 다시

5종류의 ‘-에서 보기(seeing-in)’로 재분류 한다.9) 테일러(Dan

Cavedon-Taylor)는 도미닉 로페즈의 5종류의 ‘-에서 보기(seeing-in)’에

한 종류를 더 추가하여 6종류의 ‘-에서 보기(seeing-in)’를 제안한다.10)

4)E.HGombrich,ArtandIllusion,PhaidonPress,1984,p.155.

5)Ibid,p.183,188.

6)RichardWollheim,“Seeing-as,Seeing-in,andPictorialRepresentation",Artandits

object,2nded.CambridgeUniversityPress,1980,p.213-214.

오종환 「월하임과 월튼의 묘사론 비교:“seeing-as",“seeing-in"을 심으로」 ,

『인문논총』 59집,2008,p.5에서 재인용.

7)Ibid,p.2.

8)AlecHyslop,“Seeingthroughseeing-in,"BritishJournalofAesthetics,Vol.26,

No.4,1986,p.371-379.

오종환 「월하임과 월튼의 묘사론 비교:“seeing-as",“seeing-in"을 심으로」 ,

『인문논총』 59집,2008,p.11.에서 재인용.

9)D.Lopes,SightandSensibility,Oxford,2005.

DanCavedon-Taylor,“TheSpaceofSeeing-In”,BritishJournalofAesthetic,Vol.

51,No.3,2011,p.271.에서 재인용.

10)Ibid,p.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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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소개한 것처럼 회화의 지각에 한 논의들은 비 에 비 이

연쇄된다.이러한 사태에 직면하여 연구자는 회화의 지각에 하여 새로

운 방법으로 근해 보고자 한다.새로운 연구 방법의 용은 기존의 방

법으로는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면을 연구할 수 있게 해 다.이것이

낯선 방법론을 용하는 장 이다.11)연구자가 회화의 지각에 하여 드

러내고 싶은 새로운 면이란,어떻게 회화를 지각하는지의 측면이다.회화

의 지각에 한 미학자들의 논의가 엇갈리는 이유는 그들이 회화를 지각

하는 인간의 능력을 다르게 설명하기 때문이다.12)회화를 지각하기까지

의 과정을 밝 인간의 능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 수 있다면,회화

지각을 둘러싼 논의에 도움이 될 것이다.이러한 까닭에 연구자는 본고

에서 인지신경과학이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회화 지각 이면의 지각 과정

에 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인지신경과학이란 뇌신경계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처리과정에 한

이해를 통해 인간의 사고와 행 를 설명하는 학문이다.최근 10년간 신

경 상 기술(neuroimaging)은 격한 발 을 이루었다.신경 상 기술

이란 외과 인 수술 외의 방법으로 뇌를 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기술로 CT나 MRI가 일반에 잘 알려져 있다.13)다양한 신경 상 기술

11)김진엽,「 술이란 무엇인가?:진화심리학 답변」 ,『미학』 36집,2003,p.121.

12)월튼과 월하임은 논의를 시작할 때 각각 인간에게는 믿는 체 할 수 있는 상상력과

이 으로 지각할 수 있는 특별한 지각능력이 있음을 제하 다.월튼은 ‘믿는 체하

기’놀이를 하는 어린이들의 행 를 찰 한 후,‘믿는 체하기’놀이의 주된 특징인 상상

하기가 어른이 되어 회화 재 을 지각할 때에 다시 발 된다고 하 다.그리고 회

화 재 은 ‘믿는 체하기’놀이에서 상상을 발 시키는 도구로 상상의 방향을 지시하

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강선아,「월튼의 회화 재 이론에 한 비 연구」,서울 학원 석사학 논

문,2005.p.40.

조진근,「리처드 월하임의 ‘회화 재 ’에 한 연구」,『미학』,2006,48집.p.331.

13)신경 상 기술은,일반 으로 알려진 CT(Computedtomography)와 MRI(Magnetic

resonanceimaging)외에도 PET(Positron emission tomography),fMRI(functional

Magneticresonanceimaging),MEG(magnetoencephalography)등이 있다.

CT는 두뇌 부의를 여러 방향에서 조사하여,투과한 X선을 검출기로 수집하고 두뇌

여러 부 의 X선의 흡수 차이를 컴퓨터가 재구성하는 촬 기법으로, 액,뇌척수액,

백질,회백질,종양 등을 구분하는데 우수한 분해능과 조도를 가진다.

MRI는 가장 최근에 개발된 뇌내 을 상화하는 기술로,굵은 경동맥이나 기 동

맥의 병변을 찾는데 효과 으로 이용될 수 있다.쉽게 말해서 컴퓨터 촬 을 이용하

여 뇌의 단면을 여러 컷 어 내어 환자가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뇌 손상 부 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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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인간이 어떠한 사고나 행 를 할 때에 인간의 뇌신경계에서 일어나는

류량,산소의 소모량,포도당과 아미노산의 사량,신경세포의 활성화

량 등에 변화가 나타나는 양상을 컴퓨터 상이미지로 볼 수 있게 해

다.뇌신경계에 변화가 감지된다는 것은 변화를 겪고 있는 그 부 가 지

그 인간이 하는 사고 는 행 에 여된다는 뜻이다.이처럼 신경

상기술은 인간의 사고 는 행 와 이를 장하는 뇌 신경계의 부 를

정확한 인과 계로 알 수 있게 해주었고,인지신경과학자들은 이를 활용

하여 뇌신경계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처리과정을 연구할 수 있게 되었

다.그러므로 인지신경과학은 인간이 어떻게 회화를 지각하게 되는지,그

과정을 알아보기에 가장 합한 연구 방법론이다.

지각은 미학에서 뿐 아니라 인지신경과학에서도 요 키워드 하나

이다.그래서 인지신경과학자들은 지각에 한 뇌신경계의 처리과정을

분석하 고,2013년 재 많은 연구결과들이 있다.인지신경과학자들

특별히 술에 심을 갖은 세미르 제키(SemirZeki),마거릿 리빙스턴

(MargaretLivingstone),로버트 솔소(RobertSolso)는 술 상에 한

확히 알아낼 수 있게 해 다.

PET는 신 으로 투여된 방사선 물질의 뇌농도를 측정하는 것이다.양자를 방출

하는 동 원소들은 선형가속기나 사이클론에서 생성되어 신체내 생물학 활성이 있

는 화합물을 형성한다.이들의 뇌의 다양한 부 에서의 농도는 비침습 으로 신체

의 외부에 있는 검출기를 통해 측 할 수 있으며,컴퓨터에 의해 CT나 MRT와 비슷

한 방법으로 상을 재구성하게 된다. 뇌 류,산소 소모,포도당 이용은 PET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쉽게 설명하자면,CT나 MRI가 뇌의 구조를 보는 장비라면

PET는 뇌의 활동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이다.활동하고 있는 뇌의 부 에는

액이나 포도당이 증가한다.이때 형 물질을 정맥에 주입한 후 뇌 사진을 으면 뇌

의 류나 사가 증가된 곳이 밝게 빛나게 된다.이것을 상화하면 활동을 하고 있

는 뇌의 모습을 볼 수 있다.

fMRI는 헤모 로빈이 방출하는 미세한 신호를 상화함으로써 류가 증가한 곳을

찾아내도록 한다.PET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어떤 기능을 수행할 때 활성화되는 뇌의

부 를 찾아낼 수 있는 기법이지만,형 물질을 주사할 필요가 없다는 과 활성화된

부 의 치 악이 더 정확하다는 이 PET보다 유리한 이다.

MEG(magnetoencephalography)는 뇌세포가 일으키는 자기장을 감지하여 상화하는

장비로 PET나 fMRI보다 더욱 미세한 뇌의 신호를 잡아낼 수 있다.그러나 뇌의 깊

숙한 곳에서 일어나는 상을 포착하는데에는 취약하다는 약 이 있다.

RaymondD.Adams,MauriceVictor,AllanH.Ropper,『신경과학』,6ed.아담스신

경과학 편찬 원회 옮김,정담,1997,p22-24.

김종성,『뇌과학으로 풀어보는 인간 행동의 비 춤추는 뇌』,사이언스북스,2012,

p.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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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신경계의 처리과정을 연구하 다.14)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각각 시지

각의 신경생리학,회화의 조형요소와 조형효과 지각의 신경생리학,회화

지각에 한 인지심리학을 단편 으로 다루었을 뿐 회화를 지각하는 총

체 인 인지신경과학 처리과정을 설명하지는 않았다.15)연구자는 다음

과 같은 이유에서 회화 지각에 한 총체 인 신경과학 이해를 설명한

연구가 없었다고 생각된다.세미르 제키와 마거릿 리빙스턴은 신경생물

학자로서 회화의 시각 자극에 한 인간의 신경생물학 인 처리기제에만

심을 두었다.로버트 솔소는 인지심리학자로 회화 지각에 한 체

인 인지 과정을 연구하긴 하 지만,이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

지에 한 인지신경과학 인 설명이 부족하다.이들 세 명의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공과 련하여 술의 문제를 조 씩 다루었을 뿐이다.하지

만 미학도인 연구자는 이들 과학자들과 달리 회화를 지각하는 총체 인

처리과정에 심이 있다.그래서 회화의 지각에 한 총체 인 인지신경

과학 이해를 통해 회화를 지각하는 람자의 뇌신경계의 처리과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런데 회화의 지각에 한 인지신경과학 인 이해에 치 하다보면

자칫 회화의 지각을 시각 자극의 생리학 처리과정으로만 소하게 이

해하거나 혹은 미학의 틀로 소화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이를 방지하

기 해 연구자는 에른스트 곰 리치의 회화 지각이론을 시작 에 놓고,

이를 기 삼아 인지신경과학의 설명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서술을 진행하

고자 한다.연구자가 에른스트 곰 리치의 이론을 심에 놓은 까닭은

그가 리처드 월하임이나 캔들 월튼과는 달리 인간의 지각작용에 한 설

14)세미르 제키는 InnerVision에서 시지각의 신경생리학 인 설명을 통해 술은 뇌

기능의 확장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마거릿 리빙스턴은 VisionandArt에서 회화

재 에서 조형요소와 조형효과를 지각하는 신경생물학 메커니즘을 설명한다.로버

트 솔소는 CognitionandVisualArt와 Thepsychologyofartandtheevolutionof

theconsciousbrain에서 회화 재 의 지각에 련된 신경심리학 설명을 제시한

다.

15)언 한 연구들 로버트 솔소의 Thepsychologyofartandtheevolutionofthe

consciousbrain이 ‘회화 재 의 지각에는 시각 자극을 처리하는 신경생리 인 과정

과 해석하는 인지심리 인 과정이 여 된다’고 하면서 회화 재 의 지각에 한

총체 인 이해를 시도하고는 있지만 지각의 이면에서 이루어지는 신경과학 처리과

정에 한 근거제시가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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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에서부터 시작하 기 때문이다.캔들 월튼과 리처드 월하임은 회화를

지각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만을 논의했을 뿐 어떻게 그러한 지각과정에

이르는지에 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캔들 월튼은 회화 재 의

지각에 람자의 믿는 체 하는 상상력이 어떻게 수반되는지를 설명하지

않고 그냥 인간에게 믿는 체 하는 상상력이 있음을 제하 다.16)리처

드 월하임 역시도 람자가 회화를 어떻게 그것의 주제와 디자인의 양상

으로 분리하게 되는지에 한 설명 없이 이 으로 지각할 수 있는 특별

한 지각능력을 제했을 뿐이다.17)하지만 에른스트 곰 리치는 이들과

달리 인간의 지각에 한 설명에 기 하여 회화의 지각을 다루었다.그

래서 에른스트 곰 리치의 회화 지각이론이 회화 지각에 한 인지신경

과학의 이해를 수용하기에 앞서 시작 에 놓기에 합하다.18)이에 연구

자는 본 논문에서 에른스트 곰 리치의 회화 지각 이론을 심으로 회화

지각에 한 인지신경과학의 이해를 소화하여,회화의 지각에 해 미학

으로도 그리고 인지신경과학 으로도 심화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본문은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I장에서는 에른스트 곰 리치의 회

화 지각 이론과 그 이론이 비 받는 지 을 정리한 후,II장과 III장에서

각각 지각과 회화의 지각에 한 인지신경과학의 이해를 다룬다.각 장

의 세부 인 개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I장의 1 에서는 먼 에른스트 곰 리치의 지각 개념을 정리한다.

16)캔들 월튼의 ‘믿는 체하기’놀이를 하는 어린이들의 행 를 찰 한 후,‘믿는 체하

기’놀이의 주된 특징인 상상하기가 어른이 되어 회화 재 을 지각할 때에 다시 발

된다고 하 다.그리고 회화 재 은 ‘믿는 체하기’놀이에서 상상을 발 시키는 도

구로 상상의 방향을 지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강선아,「월튼의 회화 재 이론에 한 비 연구」 ,서울 학원 석사학

논문,2005,p.40.

17)리처드 월하임은 지각의 이 성은 인간이 타고난 특별한 지각능력이라고 하 다.

조진근,「리처드 월하임의 ‘회화 재 ’에 한 연구」 ,『미학』 48집,2006,p.331.

18)에른스트 곰 리치는 인간의 지각에 한 이해를 기 로,회화를 지각 할 때 투사와

일 성 테스트를 거친다는 설명을 하 다.이는 캔들 월튼이나 리처드 월하임의 설명

보다는 좀 더 회화 지각 이면의 처리과정을 다룬 것이긴 하다.하지만 에른스트 곰

리치 역시도 인간이 왜,어떻게 투사와 일 성 테스트를 하는지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회화 지각에 한 인지신경과학의 이해는 에른스트 곰 리치 회화 지각 이론을 인지

신경과학 으로 검증하고,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여 궁극 으로 회화 지각에 한 투

명하고 정돈된 이해를 가능하게 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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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른스트 곰 리치는 지각의 심리학에 기 하여 인간의 지각에 해 설

명하 고,이를 토 로 회화를 지각하는 상을 설명하 다.따라서 본

논문도 1 에서 에른스트 곰 리치의 지각 개념을 정리한 후 2 에서 에

른스트 곰 리치의 회화 지각이론을 설명하겠다.그리고 3 에서는 에른

스트 곰 리치의 회화 지각이론의 문제 을 리처드 월하임의 비 을 통

해 악한다.

II장은 지각에 한 인지신경과학의 이해로 인간의 시지각 체계와 그

것의 작동방식에 한 설명이다.1 의 ‘1.1시각 경로의 이해’에서는 시

각 경로에 따른 과 뇌의 신경계의 구성과 기능방식,그리고 자극에

한 처리과정을 설명한다.‘1.2지각으로서의 시각’에서는 세미르 제키의

주장을 소개한다.세미르 제키는 시각뇌의 기능 특수화에 한 실험과

지각의 비동시성에 한 실험 결과를 토 로 시각체계가 곧 지각체계임

을 주장하 다.과학에서나 철학에서 시각과 지각은 오랫동안 분리된 과

정으로 여겨져 왔다.이에 세미르 제키는 『이 비젼-뇌로 보는 그림,

뇌로 그리는 미술 (InnerVision)』에서 그 동안 왜 시각과 지각이 별개

로 분리되어 생각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과거의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었

던 지식에 근거하여 설명 한 후,새롭게 발견된 실험결과를 통해 시각이

곧 지각임을 주장한다.2 은 지각체계의 처리과정에 한 이해를 다룬

다.지각이란 자극에 한 인간의 경험이자 반응으로 자극- 기-경험과

행동의 순환 써클로 설명된다. 한 지식의 여정도에 따라 자극에 기

하는 상향처리/자료주도 처리와 지식에 기 하는 하향처리/개념주도

처리의 동시 이고 병행분산 인 지각작용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이

에서는 총체 인 지각 처리과정에 한 개념을 시각 경로에서의 처리

과정과 연결하여 이해한다.3 에서는 지각에 한 인지신경과학의 이해

를 토 로 에른스트 곰 리치의 지각 개념을 검증해 본다.

III장은 회화의 지각에 한 총체 인 인지신경과학의 이해이다. 이

장에서는 회화의 지각을 지식의 여여부에 따라 상향처리/자료주도

처리에 의한 지각과 하향처리/개념주도 처리에 의한 지각으로 분류하

여 각각의 처리과정을 세부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상향처리/자료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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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에 의한 지각은 물리 인 자극에서 시작되는 처리과정으로 회화

의 시각자극을 수용하여 처리하는 과정이다.쉽게 말해 조형요소와 조형

효과에 한 지각인 것이다.‘1.상향처리/자료주도 처리에 의한 지각’

은 뇌신경계의 처리과정에 따라 다시 ‘1.1어디 체계의 처리과정’과 ‘1.2

무엇 체계의 처리과정’의 경로로 구분된다.회화에서 어디 체계는 빛의

밝기 변화를 통해 입체감과 공간감을 지각하고,무엇 체계는 상 재인

과 색 지각을 담당한다.하향처리/개념주도 처리에 의한 지각은 지식

에 향을 받아 주의가 이동하는 방향에 따른 지각이다.그래서 ‘2.하향

처리/개념주도 처리에 의한 지각’은 다시 ‘2.1지식의 개입’과 ‘2.2.주

의의 이동’으로 구분된다.여기에서는 회화의 지각에 지식이 향을 미치

는 과정과 주의가 이동하는 과정에 한 지각 체계의 처리과정을 설명한

다.3 에는 회화 지각에 한 인지신경과학의 이해를 토 로 에른스트

곰 리치의 회화 지각 이론을 검증 한 후,리처드 월하임의 에른스트 곰

리치에 한 비 의 쟁 인 ‘자연에 한 지각과 구별되는 회화의 지

각을 한 특별한 지각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인지신경과학 으로

검토한다.

뇌는 한 인간의 컨트롤 타워로 모든 행동의 기 가 된다.뇌신경계에

한 연구가 부족했을 때에는 어떠한 능력이나 상을 제하고 논의를

개할 수 있었다.하지만 인지신경과학의 연구가 속속 발표되고 있는

지 은 논의를 개하기에 앞서 뇌에서 일어나는 인지신경과학 처리과

정에 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19)덧붙여 술작품에 한 지각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미 경험이나 감상의 차원을 앞서는 기본 단계이다.

연구자는 회화의 지각에 한 총체 인 인지신경과학의 이해가 회화

재 의 지각에 한 미학자들의 논의에 새로운 국면을 가져다 뿐만

아니라,더 나아가 다른 많은 미학의 주제들을 논의하는 데에 있어 토

의 역할을 할 것이라 기 한다.

19)세미르 제키는 “미학의 어떤 이론도 반드시 신경생물학에 기 해야 한다”고 말했다.

Greg Ross,“Beauty and theBrain:A neurobiologistvisitstheartmuseum",

AmericanScientist,Vol.92,No.6,2004,p.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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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곰 리치의 회화 지각이론

1.곰 리치의 지각 개념

에른스트 곰 리치는 『 술과 환 (ArtandIllusion)』에서 지각의

심리학에 기 하여 순수한 감각과 구별할 수 없는 지각을 이야기 하

다.에른스트 곰 리치는 순수한 감각을 뜻하는 ‘순수한 ’을 부정한다.

‘순수한 ’은 로 라이(RogerFry)와 존 러스킨(JohnRuskin)의 개

념으로,로 라이는 미술사를 외 에 한 진 인 발견의 역사라고

하 다.로 라이에 따르면 원시미술에서부터 인상주의로 진행된 미

술사는 아는 것에서 보이는 것을 그리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아는 것

만을 그릴 수 있었던 사람들이 으로 본 것을 같이 그릴 수 있

어지게 기법이 발 하 다는 것이다.그리고 아는 것에 방해를 받

지 않는 순수한 에 비친 것을 그 로 그릴 수 있어진 때가 바로 외

에 한 진 인 발견이 달성된 때이다.20)존 러스킨 한 로 라이

와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견고한 형태에 한 지각은 으로 경험의 문제이다.우리는 단

지 평평한 색들을 볼 수 있을 뿐이다;그리고 우리는 일련의 경험

들을 통해 검정색 는 회색 자국이 견고한 물질의 어두운 면을

가리키고 는 상이 멀리 있을 때에는 희미한 색으로 나타난다

는 것을 알게 된다.그림에 한 기술 인 능력은 으로 우리가

얼마나 의 순수함을 회복하느냐에 달려있다.”21)

존 러스킨의 이러한 설명은 비 버클리(BishopBerkely)의 『시각에

한 새로운 이론(New TheoryofVision)』에 기 한 것으로,비 버클

20)E.H.Gombrich,ArtandIllusion,London:PhaidonPress,1984,p.234-235.

21)Ibid,p.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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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우리 은 ‘색 감각’이라는 망막의 자극을 받아들일 뿐이고,우리의

정신이 이 받아들인 색감각들을 결합하여 지각으로 바꿔 다고 하

다.22)정리하자면,로 라이와 존 러스킨 모두 이 수용한 ‘순수한

감각’에 정신 는 경험 는 지식이 더해져 상을 지각하게 된다고 여

긴다.그리고 이 게 지각한 상을 화가가 묘사하게 되는 것이다.그런

데 만약 화가가 순수한 의 감각을 회복할 수 있다면,화가는 더 이상

지각한 것을 그리지 않고 감각한 것 즉 이 수용한 순수한 감각인 평면

의 색을 그 로 그릴 수 있게 된다.로 라이가 말한 외 에 한

진 인 발견이 완성되는 것이다.

하지만 에른스트 곰 리치는 순수한 이란 단지 신화에 불과할 뿐이

라고 말한다.23)심리학자인 J.J깁슨(J.J.Gibson)은 우리의 망막이 개별

인 빛의 자극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반응들의 계 는 경향

에 반응하는 기 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24)깁슨의 이러한 발견은 볼

강 쾰러(WolfgangKohler)의 실험으로 증명된다.볼 강 쾰러는 밝은 회

색과 짙은 회색 종이 항상 밝은 회색 종이 에다 병아리 모이를 놓

고 병아리들에게 주었다.두 장의 종이 밝은 쪽에 모이가 있다고 병

아리들에게 가르친 것이다.병아리들이 충분히 학습이 되었을 때,볼 강

쾰러는 짙은 회색 종이를 치운 후,밝은 회색보다도 더 밝은 연한 회색

종이를 가져다 놓고 병아리들의 반응을 살폈다.병아리들은 항상 모이를

받았던 밝은 회색 종이가 아니라 연한 회색 종이로 와서 모이를 기다렸

다.25)이 실험 결과는 병아리의 이 종이의 물리 인 명도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두 종이의 명도를 비교한 상 인 명도에 반응하여 ‘더 밝

은’종이를 찾는다는 것을 보여 다.병아리가 빛 자체에 의해서 명도를

악하는 것이 아니라,빛의 계의 에서 악한다는 것이다.병아리

의 망막이건 사람의 망막이건 간에,망막이 반응하는 것은 빛의 치

가 아니다.망막은 빛의 계들이 가져오는 상 치에 반응한다.이것이

22)Ibid.

23)Ibid,p.239.

24)Ibid,p.239.

25)Ibid,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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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른스트 곰 리치가 말하는 지각이다.로 라이가 상정한 순수한

의 개념은 개별자극에 반응하는 으로서 감각을 뜻한다.하지만 에른스

트 곰 리치는 심리학에 기 하여 빛의 계들이 가져오는 상 치에 반

응하는 을 상정하 고,이러한 은 감각에 해석 행 가 이미 결부된

지각의 이 되는 것이다.이 게 되면 감각과 지각의 구분은 무의미해

진다.26) 인 감각이 없으면,감각과 지각의 구별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이다.그래서 에른스트 곰 리치는 순수한 은 신화일 뿐이라고 말

한다.

순수한 이 신화일 뿐이라면,그래서 감각과 지각을 구별하는 것이

무의미하고 인간은 결국 지각한데로 그림을 그릴 뿐이라면,로 라이

가 설명한 미술사는 틀린 것이다.하지만 실제로 원시미술에서부터 인상

주의에 이르기까지의 미술사의 진행을 살펴보면 로 라이의 설명이

크게 틀렸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27)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에른스트

곰 리치는 그 답을 ‘항상성’에서 찾는다.항상성이란 변화를 최소화해주

는 장치이다.28)실제로 우리의 망막을 자극하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빛들이다.29)폴 세잔(PaulCezanne)의 <빅투아르 산 (Mt.st.Victoire)>

그림과 빅투아르 산을 은 사진 어떤 것이 폴 세잔의 망막에 맺힌

이미지와 더 닮았나를 비교할 순 없다.왜냐하면 폴 세잔의 망막에 맺힌

이미지는 한순간도 고정되지 않은,끊임없이 변화하는 빛들이 만들어낸

이미지이기 때문이다.30)폴 세잔이 빅투아르 산을 그리기 해 산의 풍

을 둘러볼 때,폴 세잔의 두 망막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장과 강도

를 가진 빛의 패턴이 계속해서 지나간다.그리고 끊임없이 변하는 빛의

패턴을 수용하는 폴 세잔의 안구 한 그것을 보는 각도,동공의 크기

등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모든 것이 단 한순간도 고정됨이 없이 계속해

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31)따라서 폴 세잔의 망막에 맺힌 수많은 이미

26)Ibid,p.239.

27)Ibid,p.235.

28)Ibid,p.241.

29)Ibid,p.43.

30)Ibid,p.54.

31)Ibid,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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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에서 폴 세잔의 그림 는 사진과 비교할만한 이미지를 골라낼 수

없고,그 기 때문에 폴 세잔의 망막에 맺힌 이미지와 무엇이 더 닮았는

지를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이처럼 망막에 가해지는 자극은 끊임없

이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을 그리기 해서는 이러한 변화를 최소

화해주는 장치가 필요하다.이것이 바로 항상성이다.하얀 손수건의 로

생각하면 항상성에 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다.그늘에 놓인 하얀 손수

건은 객 으로는 햇빛 아래에 있는 석탄 덩어리보다 더 어두운 색일

수 있다.하지만 우리는 그늘에 있는 하얀 손수건을 석탄 덩어리보다 더

하얗다고 여긴다.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고집하고,하얀 손수건

이 창을 등지게 되어 어두워 졌다는 변화에 둔감하다.주변세계의 끊임

없는 변화에 한 인간의 상 인 둔감함을 심리학에서는 ‘항상성’이라

고 한다.32)

항상성은 인간의 시감각에 항상 작용한다. 의 사진에서 나온 남자

의 모습은 이상하게 보인다.남자의 손이 무 크기 때문이다.남자가 손

을 뻗어 앞으로 내 었기 때문에 그 손이 지각자와 더 가까워져서 멀리

있을 때보다 커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지만,그래도 그 크기가 무

크게 보여 이상하다.33)사진의 모습은 우리의 시감각이 실제로 보는 손

32)Ibid,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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뻗은 남자의 모습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이상하게 여기는

이유는,우리가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남자를 바라볼 때 항상성이 우리

의 시감각에 작용하여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남자의 손을 도 의 경우처

럼 크게 보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손 뻗은 남자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

이 화가라면,그 화가의 그림에서의 남자의 손의 크기는 사진에서의 크

기보다 작아질 것임이 분명하다.화가는 자신이 본 즉,감각한 상의 모

습을 그린다고 생각할 때에도 항상성의 작용을 받기 때문에 화가가 그린

것은 지각한 상의 모습이 된다.로 라이가 말한 원시미술에서부터

인상주의미술로의 발 ,즉 아는 것에서 보이는 것으로의 양식의 발

역시도 사실은 이러한 항상성이 작동된 지각한 로 그린 미술 양식의

발 이다.

지각에 한 이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에른스트 곰 리치는 화가가

자신이 지각한 자연을 그리기 해서는 먼 자연을 매체의 견지에서 보

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한다.34)자연을 매체의 견지에서 보는 법이

란 그릴만한 것이 있는지 자연을 살피는 화가의 mentalset을 갖추는 것

이다.에른스트 곰 리치는 화가는 1.화가로서의 mentalset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2.지식을 잊고 순수한 형태들과 색들만을 보도록 노력

도 해야 한다고 한다.35)

먼 화가의 mentalset을 갖춘다는 것에 하여 생각해보자.그릴만

한 것이 있는지 자연을 살피는 화가의 mentalset이란 정확히 뭘 의미하

는 걸까?이는 로 드 필(RogerdePiles)의 말을 참고하면 이해할 수

있다.로 드 필은 “화가의 나쁜 버릇은 심지어 그들의 에도 향을

미쳐,자연을 그들이 그리던 방식으로 보게 만든다.”36)고 하 다.화가에

게는 자연조차도 그림처럼 보는 나쁜 버릇이 있다는 것이다.에른스트

곰 리치는 자연을 그림처럼 보는 나쁜 버릇이 바로 그릴만한 것이 있는

지 자연을 살피는 화가의 mentalset이라고 한다.37)

33)Ibid,p.241.

34)Ibid,p.244.

35)Ibid.

36)Ibid,p.254.

37)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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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컨스터블(JohnConstable)을 로 생각해보자.존 컨스터블은 화가

로서의 mentalset을 어떻게 갖추는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순수한 형태

들과 색들만을 보는지도 함께 설명하기에 좋은 가 되는 술가이다.

존 컨스터블은 국 자연주의의 표 인 화가로 로 라이는 존 컨스

터블을 ‘외 을 향한 발 ’즉,진짜 본 로 그림을 그린 화가라고 높이

평가한다.그리고 존 컨스터블 스스로도 자연을 그림의 견지에서 보는

것에 하여 반 하는 의견을 표명한 이 있었다.38)그 다면 존 컨스

터블 같은 화가는 자연을 그림처럼 보는 화가로서의 mentalset을 가지

고 있지 않았을까?그 지 않다.실제로 존 컨스터블의 습작 뒤에는 ‘맑

고 바람 부는 날.온화한 색조.가스 르 푸생과 조지 버몬트 경처럼.

체 으로는 푸생과 버몬트 경의 그림보다 깊음.’39)이라고 있는 메모

가 있었다.이 메모는 존 컨스터블이 머릿속에서 푸생과 버몬트의 작품

의 이미지를 떠올리며,그것과 앞의 풍 을 비교하고,자신의 작품을

어떻게 그릴지를 구상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해 다.존 컨스터블은 화

가의 mentalset으로 자연을 본 것이다.에른스트 곰 리치는 존 컨스터

블이 그 동안 보았던 많은 작품들에 한 기억이 그의 정신에 깊숙이 스

며들어 있어서,존 컨스터블 스스로가 순수하게 자연만을 본다고 여기는

때조차도 그 기억들이 작동하 다고 설명한다.40)

하지만 존 컨스터블은 단지 선배들의 그림의 견지에서 자연을 지각하

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그가 국 자연주의를 표하는 화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분석 인 으로 선배들의 그림과 자신이 찰한 자

연의 모습을 비교하고,어떻게 하면 자신의 그림이 찰된 자연의 모습

을 따라갈 수 있을지 자신의 매체 내에서 여러 가지 실험과 시도를 해본

후 성공 인 결과를 얻었기 때문이다.41)그리고 이것이 바로 에른스트

곰 리치가 말한 화가의 두 번째 조건인,지식을 잊고 순수한 형태들과

색들만을 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존 컨스터블은 다른 그림들에

38)Ibid,p.254.

39)Ibid.

40)Ibid.

41)Ibid,p.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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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식을 잊고 냉정하고 분석 인 으로 자연의 순수한 형태들과 색

들만을 보도록 노력하 고,그러한 노력으로 얻은 결과를 선배들의 그림

과 비교‧분석하여 자신이 찰한 결과에 한층 가까운 재 을 해내려고

노력하 다.그리고 이런 결과에 하여 에른스트 곰 리치는 ‘성공 인

신가의 성취’라고 한다.42)

2.곰 리치의 회화 지각이론

에른스트 곰 리치는 술가와 감상자에 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

다.

“ 술가의 그림을 읽는다는 것은,자연에 한 기억과 경험을 동원

하여,잠정 인 투사를 통해 술가의 그림을 테스트하는 것이다.

가시세계를 술로써 읽기 해선 반 로 하면 된다.가시세계를

술로써 읽기 해선 그 동안 보았던 회화에 한 기억과 경험을

동원하여, 앞의 자연이 소재가 될 만한지를 테스트해야 한다.”43)

자연을 지각하여 회화로 나타내기 해, 술가들은 선배들의 그림에

한 기억을 동원하여 앞의 자연이 소재가 될 만한지를 테스트해야 하고,

이 게 그려진 회화를 다시 자연으로 지각하기 해 감상자는 자연에

한 기억과 경험을 동원하여 투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화가는 첫째,자

신이 갖고 있는 지식의 견지인 화가의 mentalset으로 자연을 보고 작품

의 소재를 찾는다.그리고 둘째,지식을 잊고 냉정한 찰자의 으로 자

연을 찰한 후, 찰 결과를 다시 자신의 지식과 결부하여 회화로 나타

낸다.그리고 감상자는 앞의 회화에 하여 지식을 투사 한다.이때 감

상자는 여러 잠정 가능성을 지닌 투사들을 일 성 테스트를 통해 하나

씩 제거한 뒤 회화와 가장 잘 맞는 투사 하나만을 답으로 얻는다.

42)Ibid,p.261.

43)Ibid,p.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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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투사에 해서 보자.감상자의 지각에 하여 리엄 제임스

(William James)는 『교사들에게 보내는 (TalkstoTeachers)』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 다.

“남의 말을 듣거나,인쇄물을 읽을 때,우리가 듣거나 본다고 여기

는 것들의 부분은 우리의 기억이 제공해 것이다.우리는 오타

가 있는 인쇄물을 보면서도 맞는 자로 상상하면서 보아 넘긴다.

연극에서 우리가 실제로 듣는 것이 얼마나 은지는 외국의 극장

에 가 보면 깨닫게 된다.외국의 극장에서 우릴 곤란하게 하는 것

은 배우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배우의 말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이다.모국의 극장에서도 우리는 여 히 잘 들리지 않

는 동일한 조건하에 있지만,우리의 마음이 익숙한 모국어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미약한 청각 인 암시만으로도 배우의 사를 이

해할 수 있는 것이다.”44)

이 설명에서 리엄 제임스는 인간의 지각이 상당부분 기억에 의해서 채

워지는 것이라는 을 지 하고 있다. 상으로부터 실제로 취하는 것보

다 기억 속에 있는 그 상에 한 지식이 지각에 더 많이 작용한다는

것이다.이처럼 우리는 실제로 감각되는 상에 기억을 더하여 온 한

체로서의 상을 지각하는데,이때 기억을 더하는 행 를 투사45)라고

한다.인간에게는 투사하는 경향이 있다.우리는 뭉게뭉게 있는 구름에서

양떼를 보고,밤하늘의 여기 기에서 반짝이는 별들을 상상 속에서 연결

하여 사자, 갈,독수리를 본다.46)아무 게나 하늘에 있을 뿐인 구름과

별들의 모습에서 어떤 힌트를 얻고,기억 속에 있는 형상을 거기에 투사

44)Ibid,p.161.

45)투사란 원래 정신의학에서 사용되던 진단방식이다.“로르샤흐 테스트”란 검사는 피

험자에게 기 이 되는 잉크 얼룩을 주고 그것을 해석하도록 한다.피험자들은 동일한

잉크 얼룩에 하여 나비,박쥐,기타 등등 다양한 것으로 답하 다.이 검사를 실

행한 로르샤흐는 보통의 지각 즉,마음속에 보 된 인상들과 ‘투사’에서 기인하는 해

석들 사이에는 자각의 정도에 한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하 다.인상들이 보 되는

과정에 한 자각이 있으면 우리는 ‘해석’한다고 하고,자각이 없으면 ‘본다’고 한다.

Ibid,p.84.

46)Ibid,p.84-86.



- 17 -

하면 구름을 양떼로 별들을 사자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 다면 그림에서 투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그림에서의 투사는

화가의 암시와 그 암시를 받아들인 감상자의 투사가 맞아 떨어졌을 때

일어난다.47) 를 통해 생각해보자.티치아노(Titian)의 후기 작품인 <목

동과 님 (ShepherdandNymph)>는 가까이서 보면 물감을 문질러 놓

은 것 같지만,멀리서 보면 완벽한 작품으로 보인다.왜냐하면 감상자가

자신의 기억을 동원하여 불분명한 부분을 채워 넣기 때문이다.그림에서

떨어져 뒤로 물러나면서 객의 기억이 발동하기 시작한다.그리고

그 기억은 그림을 보는 감상자의 지각에 작용하여 칠해진 물감들을 완벽

한 이미지로 보이게끔 해 다.48)칠해진 물감을 통해 주어진 화가의 암

시를 감상자가 투사를 통해 독해한 것이다.

그 다면 투사는 추론과는 어떻게 다를까?꼬리만 보고도 우리는 상

식에 근거하여 짐승 체의 모습을 추론할 수 있다.클로드 모네(Claude

Monet)가 캔버스에 칠해놓은 여러 색의 붓터치에서 우리는 수련을 상기

하게 되어,칠해진 캔버스에 고요한 연못에 떠있는 연꽃을 투사한다.이

처럼 주어진 힌트에 지 인 작용을 더하여 어떤 형상을 지각해 내는 것,

이는 투사의 과정이자 추론의 과정이다.하지만 회화에 있어서 추론과

투사는 다르다.49)과거에는 많은 그림들이 추론을 통해서도 지각될 수

있었다. 객은 얀 반 아이크(Jan Van Eyck)가 <연주하는 천사들

(Music-makingAngel)>에서 암시한 오르간 뒤의 빨간색과 갈색으로

된 물체의 힌트에서 자신의 오르간에 한 지식을 동원하여 그것을 오르

간 뒤의 바람통을 조작하고 있는 천사로 지각한다.이와 유사하게 우리

는 많은 그림들에서 다리만 보고도 사람을,꼬리만 보고도 짐승 체를

추론하여 지각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하지만 에른스트 곰 리치는

술가들이 불완 함을 통해 객의 추론을 유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

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50) 알 히트 알트도르퍼(Albrecht

47)Ibid,p.155.

48)Ibid,p.155-157.

49)추론과 투사의 차이 은 감상자의 지각을 설득하는 데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여

부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Ibid,p.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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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dorfer)의 <천사들에게 둘러싸인 성모 (TheVirginamidstAngels)>

를 보자.이 작품에서 객은 뒤에 있는 빛나는 들을 천사로서 지각한

다.51)빛나는 들을 통해 천사를 추론해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일부를

보고 체를 추론하는 것인데,빛나는 들만 가지고 천사를 추론하기에

는 무리가 있다.추론의 한계인 것이다.이것을 천사로 보기 해 객은

그림 체의 맥락에서 상상력을 동원하여 빛나는 들에 천사를 투사할

수 있어야 한다.화가는 가시세계를 보고,자신의 매체가 허락하는 만큼

캔버스에 자신이 본 세계를 옮긴다.그런데 이때 아무리 세세하게 부

다를 묘사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매체 인 한계가 있다.얀 반 아이

크의 <연주하는 천사들>에서 객은 얀 반 아이크가 세세하게 천사의

모든 것,심지어 머리카락,옷자락 한 올 한 올 까지도 다 그렸다고 여기

지만 사실 얀 반 아이크는 부 다를 그리진 못했다.52)모든 회화에

하여 감상자가 하고 있는 것은 추론이 아닌 투사이다.감상자는 화가가

제시한 재 된 상의 일부 혹은 흐릿한 재 에 자신의 상상력 는 기

억을 동원한 투사를 한다.그러면 재 된 것이 객의 머릿속에서 명료

한 체로 지각되는 것이다.그리고 이때 감상자의 지각의 출발 이 화

가가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에른스트 곰 리치는 “모든 재 은 어떤 면

에 있어선 인도된 투사이다”53)라고 한다.

다음으로 에른스트 곰 리치는 그림을 독해한다는 것은 이미지의 잠

재력을 테스트하는 것,즉 무엇이 더 잘 들어맞는 것인지 여러 가능성을

시도해보는 것이라고 한다.54)한 이미지에 하여 여러 투사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그러나 여러 가능성들이 한꺼번에 지각될 순 없다.그래서

감상자는 여러 가능성을 투사해 보는 ‘환(switching)’행 를 통해 가

장 잘 맞는 이미지를 찾게 된다.55)그리고 이때 여러 가지 투사 가능성

들 에서 잘못된 투사들을 제거하여 가장 잘 맞는 투사를 찾기 해 감

50)Ibid,p.169.

51)Ibid,p.172.

52)Ibid,p.175.

53)Ibid,p.161.

54)Ibid,p.180.

55)Ibid,p.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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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가 하는 것이 ‘일 성 테스트(consistencytest)’56)이다.솔 스타인버

그(SaulSteinberg)의 드로잉을 보면 일 성 테스트에 하여 쉽게 이해

할 수 있다.솔 스타인버그는 감상자가 일 성 테스트를 통해 어떻게 하

나의 선을 맥락에 따라 변형시키는지에 하여 잘 알고 있었다.그래서

그는 하나의 연결된 선이 상황에 따라 강의 수평선이 되었다가 사막의

지평선이 되고,빨래 이 되었다가 기찻길이 되고,테이블의 모서리에서

벽과 천정의 이음새가 되는 드로잉을 그렸다.57)솔 스타인버그의 재미있

고도 간단한 이 드로잉은 감상자가 어떻게 그림을 읽는 지를 단 으로

보여 다.‘수평으로 그어진 선’이라는 동일한 요소는 맥락에 따라 다양

하게 투사되고,다양하게 읽힌다. 객은 그림 체의 상황을 살펴,각각

의 상황에서 수평으로 그어진 선을 수평선으로 보는 게 더 잘 맞는지,

지평선으로 보는 게 더 잘 맞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이다.

이처럼 회화 재 을 지각하는 데에 있어 투사와 일 성 테스트 같

은 람자의 몫이 분명히 존재한다.특별히 아델버트 에임스(Adelbert

Ames)의 의자실험은 재 의 지각에 있어서의 람자의 역할을 잘 보여

주는 실증이다.에임스는 세 개의 요지경 상자를 만들었다.구멍을 통해

상자 속을 보면 의자가 보인다.하지만 정해진 구멍을 통하지 않고,다른

각도에서 상자 속을 보게 되면 세 개 하나만 의자로 보이고 나머지 두

개는 네모와 선들로 보일 뿐이다.58)곰 리치는 세 개 하나만 의자로

보이고 나머지 두 개는 의자로 볼 수 없는 이유에 하여 람자의 개념

속에서 그것들은 의자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한다.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의자와 맞아떨어지도록 네모와 선들이 올바른 치를 잡아 의자의

모습을 형성한 것은 의자로 지각할 수 있지만,네모와 선들이 불규칙하

게 있는 것에 해선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다.아무리 상상하고,기억

을 더듬어 보아도 우리의 머릿속에는 네모와 선들이 불규칙하게 있는 것

에 한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59)회화 재 을 지각한다는 것은 결국

56)Ibid,p.183,188.

57)Ibid,p.190-191.

58)Ibid,p.200.

59)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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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에 근거하여 상의 정체를 추측한다는 것이다. 람자는 컨스터블

의 <와이벤호 공원>풍경화에 하여 잔디가 얼룩얼룩 한 것은 명암 때

문으로 사실 잔디는 균일한 색이라는 , 국에는 소인국 사람처럼 작

은 사람들이 살 리가 없으니 작은 사람들은 멀리 있다는 등을 알아야

<와이벤호 공원>풍경에 한 올바른 추측을 할 수 있다.

3.곰 리치의 회화 지각이론에 한 월하임의 반박

에른스트 곰 리치는 투사를 설명하면서 티치아노의 후기 작품인

<목동과 님 >를 지각하는 경우를 로 들었다.그는 이 작품이 가까이

서 보면 물감을 문질러 놓은 것 같지만,멀리서 보면 완벽한 작품으로

보이는 이유에 하여 그림에서 뒤로 물러남에 따라 감상자의 기억

이 발동되기 시작하기 때문이라고 하 다.그리고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

들을 채워 넣어 완 한 이미지로 보이게끔 해 다고 한다.60)그리고 이

게 물감이 흐려진 부분에 기억이 채워져 보이게 되는 완 한 작품을

에른스트 곰 리치는 환 이라고 한다.

“우리는 미술 애호가들이 캔버스로부터 몇 발자국 뒤로 물러남으

로써,그 모습을 드러내는 환 뒤로 에 보이던 붓놀림이 사라지

는 그 감각의 즐거움을 발견했던 바로 그 시 와 공간 속에 다시

돌아와 있다....캔버스로부터의 거리는 보는 이의 식별력을 약화하

여,투사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어떤 희미함을 창조해낸다.몇몇

뚜렷한 특징들이 충분한 힘을 가지고 드러나며,그와 모순되는 메

시지들이 에 와 닿아 우리가 받은 인상을 망쳐놓지만 않는다면,

캔버스의 불분명한 부분들은 스크린이 될 것이다.”61)

캔버스를 가까이 마주하고 있을 때에는 물감자국들이 세세하게 보여서

투사하기 어렵지만, 뒤로 물러나 붓놀림의 세부사항들이 희미해지

60)Ibid,p.155-157.

61)Ibid,p.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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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작하면 투사에 의한 환 이 떠오르게 된다는 것이다.그러니까 에

른스트 곰 리치가 말하는 환 은 캔버스의 물감이 희미해져 지각되지

않게 되는 때에,기억의 투사에 의해 나타나는 이미지에 한 지각이 된

다.

에른스트 곰 리치의 이와 같은 설명에 하여 리처드 월하임

(RichardWollheim)은 ‘이 성 이론(thetwofoldthesis)’으로 반박한다.

‘이 성 이론’이란 지각자의 “시각 주의가 반드시 두 상[즉,매체와

상]으로 분산(distributed)되어야 한다”는 리처드 월하임의 주장이다.62)

리처드 월하임은 그의 서 『 술과 그 상들(Artanditsobjects)』

의 다섯 번째 논문인 “seeing-as,seeing-in 그리고 회화 재

(Seeing-as,seeing-in andpictorialrepresentation)”에서 재 보기

(representational seeing)와 회화 재 에 한 보기(seeing

appropriatetorepresentation)의 차이를 설명하 다.그리고 회화의 지각

은 이제부터 “재 보기인 seeingx(=매체 는 재 )asy(=사물

는 재 된 상)가 아니라 seeingyinx”63)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그러니까 매체를 재 된 상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매체에서 재

된 상을 보는 문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리처드 월하임은 seeingxasy와 seeingyinx의 지각에서의 차이

에 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 다.

“seeingin은 보여 진것과 매체의 양상에 하여 제한 없는 동시

주목을 허락한다.[하지만]seeing-as는 허락하지 않는다...[ 략]...

62)에른스트 곰 리치에 한 리처드 월하임의 비 은 에른스트 곰 리치를 옹호하는

KaterinaBantinaki의 “PictorialPerceptionasIllusion"과 오종환의 「월하임과 월튼

의 묘사론 비교:“seeing-as",“seeing-in"을 심으로」를 참고하 다.

KaterinaBantinaki,“PictorialPerceptionasIllusion”,BritishJournalofAesthetics,

Vol.47.No.3,2007.

오종환 「월하임과 월튼의 묘사론 비교:“seeing-as",“seeing-in"을 심으로」 ,

『인문논총』 59집,2008.

RichardWollheim,“Seeing-as,Seeing-in,andPictorialRepresentation",Artandits

object,2nded.CambridgeUniversityPress,1980,p.213-214.

63)RichardWollheim,“Seeing-as,Seeing-in,andPictorialRepresentation",Artand

itsobject,2nded.CambridgeUniversityPress,1980,p.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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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ing-as의 경우에 생기는 동시 주목에 한 제한은 기 특징들

(sustainingfeatures)로 설명될 수 있다.만약 내가 x를 y로서 본

다면 그것은 x의 어떤 특징이 나로 하여 그것을 y로서 보거나 y

로 설명하도록 허락하 기 때문이다.[이때의 x의 어떤 특징이]바

로 내가 말하는 seeing x as y의 기 특징들이다.그리고

seeing-as의 경우에서의 동시 주목에 한 제한은 x를 y로서 보는

것과 [x를 y로서 보는]이러한 지각에 기 가 되는 x의 특징들에

한 시각 인 알아챔을 동시에 할 수 없다는 말로 표 될 수 있

다.시각 으로 이러한 특징들을 알아채기 해서는 반드시 주의를

환해야 한다....[ 략]...하지만,x에서 y를 보는 데에 한 기 특

징들의 경우인 seeing-in에서는 [seeing-as에서와 달리]x에서 보

는 y와 [x에서 y를 보는]이런 지각에 한 기 특징들을 동시에

시각 으로 볼 수 있다는 에서 비된다.”64)

간단히 정리하자면,seeingxasy의 경우에 지각자는 x를 y로서 보는

데,이는 x가 y로 보일만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그리고

이 경우에는 지각자가 y와 x가 가진 y로 보일만한 어떤 특징을 동시에

지각할 수 없고,x에서 y로 주의를 환해야 한다.반면 seeingyinx

의 경우에는 지각자가 y와 x에 있는 y로 보일만한 특징을 동시에 지각

할 수 있다.그러니까 seeingxasy의 경우에는 y즉,재 된 상만

볼 수 있고,seeingyinx의 경우에는 y인 재 된 상과 x인 매체를

동시에 볼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리처드 월하임은 회화 재 에 한 보기 즉,seeing-in은 “우리가

재 을 재 으로서 보는 한,우리가 재 된 상과 매체를 동시에 주목

하는 것이 단지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요구되어진다는 사실로부

터 나온 것”65)이라고 하 다.그리고 이러한 요구를 그의 ‘이 성 이론’

으로 뒷받침하 다.리처드 월하임의 ‘이 성 이론’은 『 술과 환 』에

서의 에른스트 곰 리치의 설명을 비 하면서 주장되었다.66)리처드 월

하임은 다음과 같이 에른스트 곰 리치를 비 하 다.

64)Ibid,p.212-213.

65)Ibid,p.213.

66)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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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과 환 』의 심 명제는 재 인 그림들을 볼 때에 감상

자는 이 인 지각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에른스트 곰 리치는

‘캔버스 보기’/‘자연 보기’ 는 내가 매체 보기 vs 상 보기로 표

한 것의 차이를 없애는 것을 통해 그의 주장을 지지하 다.”67)

리처드 월하임은 에른스트 곰 리치가 매체 보기와 상 보기에 차이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감상자가 이 인 지각을 할 수 없다고 한 것이라

고 비 하 다. 리처드 월하임은 즉각 인 지각(straightforward

perception)과 특별한 지각 능력(aspecialperceptualcapacity)을 구별

하 다.

“즉각 인 지각은 인간과 동물들이 감각에 제시된 상들을 지각

하는 능력을 말한다.이러한 즉각 인 지각 능력은 아마도 한

지각 인 경험 그리고 [지각 경험과 지각된 상 간의]올바른 인

과 계를 통해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다.Seeing-as는 이러한 능력

에 직 으로 연결되어 있고, 한 이러한 능력의 필수 인 부분

이다.반면,seeing-in은 특별한 지각 능력으로부터 나온다.특별

한 지각 능력은 즉각 인 지각을 제하지만,즉각 인 지각을

넘어선 즉각 인 지각 이상의 것이다.이러한 특별한 지각 능력

은 동물에게는 없는 인간만의 능력이라 할 수 있다.특별한 지각

능력은 인간으로 하여 감각에 제시되지 않은 상에 한 지각

인 경험을 허락한다.여기서 감각에 제시되지 않은 상들이란

부재하거나 존재하지 않은 상들을 의미한다.”68)

리처드 월하임에 따르면,seeing-as는 즉각 인 지각에 의한 것이고,

seeing-in은 특별한 지각 능력에 의한 것이다.즉각 인 지각은 인간

과 동물 모두가 가진 것으로 감각에 제시된 상을 지각하는 능력을 말

한다.하지만 특별한 지각 능력은 감각에 제시된 상뿐 아니라 제시

되지 않은 상까지도 지각하는 특별한 인간만의 능력이다.

67)Ibid,p.213-214.

68)Ibid,p.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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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른스트 곰 리치에 한 리처드 월하임의 비 의 핵심은 바로 이것

이다.에른스트 곰 리치는 회화의 지각에 하여 감각에 제시된 물감이

희미하게 흐려져 지각되지 않는 때에 투사에 의한 환 으로 지각되는 재

된 상에 한 지각으로 설명하 다.그리고 리처드 월하임의 입장에

서 이는 즉각 인 지각에 의한 것으로 이 경우 매체와 재 된 상은 동

시에 지각될 순 없고 매체와 재 된 상 사이에서의 주의의 환이 필

요하다.리처드 월하임은 에른스트 곰 리치가 매체에 한 지각과 재

된 상에 한 지각에 차이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회화의 지각에 하

여 이와 같이 설명하 다고 비 하 다.그리고 회화의 지각에는 매체에

한 지각과 재 된 상에 한 지각을 동시에 허용하는 인간만의 특별

한 지각 능력이 작동한다고 주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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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지각에 한 인지신경과학의 이해

1.지각으로서의 시각

1.1시각 경로의 이해

인간은 빛을 매개로 세상을 본다.그래서 시각 경로를 이해하려면 먼

빛에 해 알아야 한다.빛은 자기 (electromagneticradiation)로

인간은 자기 가 방출하는 물리 인 에 지를 통해 사물을 보게 된

다.69) 자기 는 하를 띠고 있는 입자들이 일으키는 동으로 구성되

며,이 동의 길이인 장은 각각의 자기 의 고유한 물리 속성이

된다.인간의 은 모든 장의 자기 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

시 선이라는 특정 장 구간만 볼 수 있다.가시 선은 자기 스펙

트럼에서 장이 략 380nm에서 780nm사이에 해당하는 구간이다.

69)기원 5세기 부터 그리스인들은 과 보이는 상 사이에 어떤 연계가 있음을 알

고 있었다.그리고 1604년 요하네스 코 러(JohannesKepler),1672년 아이작 뉴턴

(Issac Newton),1802년 토마스 (Thomas Young),1905년 알버트 아인슈타인

(AlbertEinstein)등에 의해 과 보이는 상 사이의 어떤 연계가 빛이 라는 것과

빛의 물리 속성에 한 여러 사실이 밝 졌다.

MargaretLivingstone,Vision and Art:TheBiologyofSeeing,Abrams,2002.

p.12-16.

자기 는 지구가 탄생할 때 우주로부터 쏟아져 들어왔다.

RobertSolso,CognitionandtheVisualArt,MITPress,1997,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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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이 사물을 비추면,그 사물은 어떤 장은 흡수하고 어떤 장은

반사한다.사물의 분자구조 혹은 분자의 에 지 성질에 따라 흡수하거나

반사하는 장 역이 다르기 때문이다.70)사물이 가장 확실하게 반사하

는 장이 그 사물의 색이 되는데,이때의 장의 색은 그 장의 고유

한 속성이다.

“색은 자연 물체의 반사나 굴 에서 비롯되지만 본래의 타고난 특

성은 다양한 선에서 나온다.어떤 선은 빨간색을 보여주고 어

떤 것은 노란색을 보여주며 어떤 것은 녹색을 보여 다.....선에서

어떤 한 종류가 다른 종류로부터 잘 분리될 때 그 로 그 색을 유

지하는데,내가 색을 바꾸려고 수없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

는 마찬가지 다.”71)

아이작 뉴턴(IsaacNewton)은 물체가 반사하는 빛의 성질 때문에 색으

로 보인다는 사실과 이때 보이는 색은 그 장의 고유한 속성으로 다른

색으로 변화시킬 수 없음을 발견하 다.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히 할 사

항은,물체가 반사하는 장이 색을 지닌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 특정

장을 특정 색으로 본다는 이다.각각의 빛이 지닌 장은 그 빛의

고유한 속성이고,여기에는 색에 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색은

인간의 이 특정 장의 빛을 특정 색으로 지각한 결과이다.

이제 시각에 하여 알아보자.인간의 시각 기 은 과 뇌로 구성된

다. 과 뇌는 매우 정 하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모든 구조와

기능을 여기에서 설명하기는 어렵다.그래서 시각 처리과정(visual

process)에 직 련되는 부 의 구조와 기능만을 시각 경로에 따른 순

서로 살펴보겠다.

70)빨간색의 사물은 긴 장인 빨간색보다 란색과 록색을 더 잘 흡수하기 때문에

결과 으로 빨간색이 많이 반사되어 빨간색으로 보이게 되고, 록색의 사물은 록

색보다는 빨간색과 란색을 더 잘 흡수하기 때문에 록색으로 보이게 된다.

Ibid,p.17.

71)Ibid,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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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경로에 따른 시각 처리과정을 설명하기에 앞서 먼 뉴런

(neuron)과 시각 처리과정의 방식에 하여 알아둘 필요가 있다.뉴런은

기 신호(electricalsignal)를 생성하고 달(transmit)하는 세포로 신경

계를 구성하는 기본 단 이다.72)뉴런 에는 자극을 수용하여 기 신

호를 생성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뉴런인 수용체(receptor)가 있다.망막에

있는 수용체는 빛 에 지를 수용하여 기 에 지로 변환(transduction)

72)뉴런은 뇌와 척추의 두 곳의 신경계에 존재한다.그래서 크게는 뇌 뉴런(brain

neuron)과 척추 뉴런(spinalcordneuron)으로 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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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기 신호를 생성한다.그래서 망막에 있는 수용체를 수용체

(photoreceptor)라고도 한다.망막에는 원추체(cone)와 간상체(rod)두 종

류의 수용체가 존재한다.73)원추체와 간상체의 가장 윗부분에는 여러

겹의 디스크(disc)로 구성된 외부 (Outersegment)이 있으며,각각의

디스크에는 수천 개의 시각 색소 분자 (visualpigmentmolecules)가 있

다.각각의 시각 색소 분자는 단백질 분자와 티날(retinal)분자로 구성

되는데,바로 이 티날 분자가 빛을 흡수하여 활성화 되면 에 지가 변

환되어 기 신호가 생성된다.74)

수용체에서 생성된 기 신호는 신경 처리과정(neuralprocessing)

을 거쳐 뇌까지 달된다.신경 처리과정은 축삭(axon)과 시냅스

(synapse)에 의해 이루어진다.뉴런에는 축삭이 연결되어 있고 그 끝에

는 시냅스가 있다.축삭과 시냅스는 한 뉴런의 기 신호를 다른 뉴런으

로 달한다. 선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뉴런은 선이고 뉴

런이 활성화 되었다는 것은 기가 흐른다는 뜻이다.뉴런은 안과 밖의

나트륨(Na)과 칼륨(K)의 농도에 따라 바깥쪽은 러스,안쪽은 마이 스

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활성화 되면 안 의 를 바꾸어 축삭을

통해 다른 뉴런으로 기 신호가 달되도록 한다.그런데 한 뉴런의 축

삭은 기 신호를 달하려는 다른 뉴런과 맞닿아 있지 않아 그 사이에

빈공간이 생기게 된다.이 빈 공간이 바로 시냅스이다. 기 신호가 축삭

을 지나 시냅스에 닿으면 시냅스는 신호를 받을 뉴런을 활성화하기 한

화학 작용으로 신경 달물질(neurotransmitter)을 분비한다.시냅스에서

는 흥분성 달물질(excitatory transmitters)과 억제성 달물질

(inhibitorytransmitters)의 두 종류의 신경 달물질이 분비된다.흥분성

달물질은 뉴런의 내부를 좀 더 러스 상태가 되도록,억제성 달물

질은 뉴런의 내부를 좀 더 마이 스 상태가 되도록 한다.75)정리하자면,

신경 처리과정은 뉴런이 한 뉴런에서 다른 뉴런으로 기 신호를 달함

73)E.Bruce Goldstein,Sensation and Perception 8/e,Cengage Learning,2010,

p.27-33.

74)Ibid,p.47-50.

75)Ibid,p.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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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이루어지고,그 과정에서 시냅스가 어떤 신경 달물질을 분비하

느냐에 따라 흥분과 억제의 작용을 거치게 된다.

다음은 시각 처리과정의 처리방식을 설명할 차례이다.시각 처리과정

은 병행분산 처리방식(parallelprocessing)으로 진행된다.76)시각 처리

과정에서 뇌는 복합 인 자극에 직면하게 된다.그러면 인체의 자극 처

리 시스템은 각각이 담당한 자극을 감지하여 처리하는데 각각의 시스템

이 처리되는 방식은 병행분산처리이다.산책할 때를 로 생각해 보자.

가로수 길을 산책하고 있다.산책자는 일렬로 지어 선 가로수들을 보

면서 천천히 걷고 있다.간단한 풍경이지만 시각 처리과정에 비추어 볼

땐 여러 가지 자극이 복합 으로 섞여 있는 장면이다.인간의 시각 체계

(visualsystem)는 복합 으로 뒤섞여 있는 자극을 나무의 치,나뭇잎

의 색,나뭇가지들의 기울기 등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분 하고 분류하

여 각각의 자극에 맞는 뉴런들로 하여 처리하게 한다.그래서 나무의

치,나뭇잎의 색,나뭇가지들의 기울기 등이 각각의 처리 시스템에 의

해 병행분산 으로 처리된다.시각 체계의 모든 단계는 병행분산 처리방

식에 의해 진행되며 이는 망막에서부터 시작된다.77)

76)RobertSolso,CognitionandtheVisualArt,MITPress,1997,p.32.

77)MarieT.Banich,RebeccaJ.Compton,Cognitive Neuroscience 3/e,Cengage

Learning,2011,p.146.



- 30 -

뉴런과 시각 처리과정의 방식에 해 알았으니,이제 시각 경로에 따

른 세부 인 시각 처리과정을 설명하겠다.시각 처리과정의 가장 첫 단

계는 망막이다. 상에서 반사된 빛은 의 망막에 맺힌다.망막의 뒤편

에는 세 겹의 신경층이 있다.한 층은 수용체로,그 다음 층은 수평세

포(horizontalcells),양극세포(bipolar cells),아마크린 세포(amacrine

cells)로,그 다음 층은 신경 세포(ganglioncell)로 채워져 있다.78)도

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세 겹의 신경층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신경

세포는 시신경을 형성하며 뇌로 뻗어있다.

망막에 맺힌 이미지를 처음 맞이하는 것은 수용체인 간상체와 원추

체이다.앞에서 설명했듯이 간상체와 원추체는 에 지를 변환하여 신경

신호를 생성한다.그리고 간상체와 원추체의 에 지 변환 메커니즘은 동

일하다.하지만 그 밖에는 크게 세 가지 에서 차이가 난다.첫째는 함

유하고 있는 색소(pigments)의 차이이다.간상체에는 로돕신(rhodopsin)

이 있다.로돕신은 빛에 매우 민감하여 단 하나의 분자에도 반응하는

성질이 있다.그래서 빛의 양이 많은 낮에는 로돕신이 포화상태가 되어

간상체는 기능 하지 못하게 된다.원추체에 있는 색소는 세 종류이다.그

래서 원추체는 가지고 있는 색소에 따라 단 장 원추체

(short-wavelengthcone), 장 원추체(mid-wavelengthcone),장 장

78)E.BruceGoldstein,SensationandPerception8/e,CengageLearning,2010,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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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추체(long-wavelengthcone)로 구분된다.단 장, 장,장 장 이란

색소의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각각의 색소가 반응하는 스펙트럼의

장 구간은 다르다.단 장 원추체는 단 장인 란색의 스펙트럼 구간

에서, 장 원추체는 장인 록색의 스펙트럼 구간에서,장 장 원

추체는 장 장인 빨간색의 스펙트럼 구간에서 더 잘 반응한다.그리고

각각의 원추체 색소의 반응 비율에 따라 인간이 지각하는 색이 결정된

다.79)

두 번째 차이 은 간상체와 원추체가 신경 세포와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다.간상체는 많은 간상체들이 함께 수렴(convergence)되어 하나

의 신경 세포로 이어지지만,원추체는 단지 몇 개만이 함께 연결되어

신경 세포로 이어진다.좀 더 상세히 살펴보자.망막에는 120만 개의

간상체와 6만 개의 원추체 그리고 1만 개의 신경 세포가 있다.그래서

평균 120개의 간상체가 연결된 묶음이 1개의 신경 세포에 신호를 보내

고,평균 6개의 원추체가 연결된 묶음이 1개의 신경 세포로 신호를 보

낸다.그리고 심와에 있는 원추체는 신경 세포와 1:1로 연결되어

있다.80)

79)MarieT.Banich,RebeccaJ.Compton,Cognitive Neuroscience 3/e,Cengage

Learning,2011,p.147.

80)MarieT.Banich,RebeccaJ.Compton,Cognitive Neuroscience 3/e,Cengage

Learning,2011,p.148.

E.Bruce Goldstein,Sensation and Perception 8/e,Cengage Learning,2010,

p.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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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차이 은 간상체와 원추체의 분포이다.원추체는 macula와

심와(fovea)에 주로 분포되어 있고,간상체는 그 이외의 망막 부 인

주변부(periphery)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

원추체와 간상체의 이와 같은 차이 은 심와 시각(fovealvision)과

주변부 시각(peripheralvision)의 차이와 연 된다. 심와 시각은 원추

체와 연결된 시각으로 높은 해상도(highacuity/resolution)가 특징이다.

주변부 시각은 간상체와 연결된 시각으로 빛에 민감한 특징이 있고,낮

은 해상도(low acuity/resolution)를 보인다.81)

심와 시각은 높은 해상도를 주변부 시각은 낮은 해상도를 보이는 이유

는 다음과 같다.시각의 해상도를 측정하는 방법 하나는 두 이 얼

마만큼 떨어져 있어야 한 으로 보이지 않고 두 으로 지각될 수 있느

냐를 측정하는 것이다.도 에서 왼쪽은 주변부 시각에서 간상체가 신경

세포와 연결된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고,오른쪽은 심와 시각에서

81)MarieT.Banich,RebeccaJ.Compton,Cognitive Neuroscience 3/e,Cengage

Learning,2011,p.147.

E.Bruce Goldstein,Sensation and Perception 8/e,Cengage Learning,2010,

p.5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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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추체가 신경 세포와 연결된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다.간상체는 (a)

와 (b)처럼 자극하는 빛의 치가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경

세포가 활성화 되었다.이 경우 주변부 시각은 빛의 근원이 하나인지 둘

인지,만약 둘이라면 둘의 치 계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다.반면

원추체는 빛의 근원의 치가 달라짐에 따라 활성화 되는 신경 세포도

달라졌다.그래서 심와 시각은 빛의 근원이 둘이고 둘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악할 수 있다.82)덧붙여 수용체의 앞쪽에

치하고 있는 들과 세포층들은 심와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으로

비켜져 있어 빛은 가장 깨끗하고 투명하게 심와의 원추체에 도달할 수

있다.이는 심와가 섬세한 세부사항을 보기 해 특별히 고안된 기

임을 말해 다.83)

간상체와 원추체의 신경 세포와의 연결 구조는 한 주변부 시각의

빛에 민감한 성질의 원인이 된다.도 처럼 간상체는 많은 수의 세포가

하나로 수렴되어 신경 세포로 연결된다.그 기 때문에 각각의 간상체

에 소량의 빛 에 지가 가해져도 이것들이 수렴되면 하나의 신경 세포

를 활성화하기에 충분한 양이 된다.84)정리하자면, 심와 시각은 심와

82)E.BruceGoldstein,SensationandPerception8/e,CengageLearning,2010,p.61.

83)MargaretLivingstone,Visionand Art:TheBiologyofSeeing,Abrams,2002,

p.68.

84)E.BruceGoldstein,SensationandPerception8/e,CengageLearning,2010,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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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별한 구조와 높은 해상도로 인하여 상의 섬세한 세부를 보기에

합하고,주변부 시각은 빛에 민감한 성질과 낮은 해상도로 인하여 빛

의 밝기의 변화를 통해 지각하게 되는 시각정보와 섬세함이 요구되지 않

는 시각 정보(coarserinformation)를 처리하기에 합하다.85)

수용체에서 생성된 기 신호는 다음 층인 수평세포,양극세포,아

마크린 세포가 있는 층을 통과하여 다음 층인 신경 세포에 도달한다.

수용체 층에서 신경 세포층으로 연결되는 경로는 직 경로와 간 경

로가 있다.직 경로는 수용체-양극세포-신경 세포의 연결이고,간

경로는 수평세포가 수용체와 양극세포를 연결하고,아마크린 세포가

양극세포와 신경 세포를 연결한 수용체-수평세포-양극세포-아마크

린 세포-신경 세포의 경로이다.86) 수용체 층에서 신경 세포 층으

로 연결되는 간단계인 수평세포,양극세포,아마크린 세포에 해선

재 연구가 진행 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겠다.

수용체가 입력을 담당하는 망막 세포라면,신경 세포는 출력을

담당하는 망막 세포이다.신경 세포의 몸체는 망막에 있지만 축삭은

시신경(opticnerve)을 형성하며 뇌로 뻗어 있어 기 신호를 뇌로 달

85)MargaretLivingstone,Visionand Art:TheBiologyofSeeing,Abrams,2002,

p.69-71.

86)E.BruceGoldstein,SensationandPerception8/e,CengageLearning,2010,p.58.



- 35 -

한다.신경(nerve)은 뉴런의 축삭들로 구성된 것으로,신경을 구성하는

축삭들을 신경섬유라고도 한다.87)신경 세포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

데,그 80%를 차지하는 것이 M 신경 세포(M ganglioncell)와 P

신경 세포(Pganglioncell)이다.M 신경 세포는 섬세함이 요구되지

않는 시각 자극에 반응하는 경향을 보이고,빠른 움직임을 잘 감지한다.

P신경 세포는 원추체 시스템에서 기 신호로 암호화 된 색의 정보

를 처리한다.88)

신경 세포층에서는 기 신호의 재암호화가 일어난다.앞에서 망막

에는 126만개의 수용체와 1만개의 신경 세포가 있다고 하 다. 수

용체가 발생시킨 신경신호는 신경 세포의 축삭으로 구성된 시신경을

통해 뇌로 송된다.그 다면 이는 마치 126만 차로에서 달리던 자동차

가 1만 차로로 좁아진 다리를 동시에 건 려고 하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

다.126만 차로가 1만 차로로 어들게 되면 엄청난 병목 상이 일어날

것이다.도로 작업이나 공사 등을 이유로 4개의 차선 한 차선만 막아

도 얼마나 도로가 복잡하고 막히게 되는가!모든 운 자는 이런 상황을

피하고 싶어 한다.인간의 시각 체계도 마찬가지이다. 기 신호의 병목

상을 피하기 해 인간의 시각 체계는 차선이 어드는 신경 세포

층에서 수용체가 발생시킨 기 신호를 재암호화 한다.126만개의

수용체가 발생 시킨 기 신호들이 1만개의 차선으로 원활히 건 수 있

도록 조 하여 기 신호의 병목 상을 방지하는 것이다.신경 세포

는 수용체가 발생한 인 시각 정보를 담은 기 신호를 상 인

시각 정보를 담은 기 신호로 재암호화 하는 것을 통해 처리되는 기

신호의 용량을 조 한다.컴퓨터에 이미지가 장되는 방식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컴퓨터의 이미지 장방식에는 RGB와 JPEG두 가지가 있

다.검정 바탕에 빨간 네모가 그려진 이미지를 장할 때를 로 생각해

보자.RGB는 각각의 픽셀에 담긴 빛의 정보를 하나하나 다 장하여

체 이미지를 구성한다.각 픽셀의 인 정보를 모두 장하는 것이

87)Ibid,p.27.

88)MarieT.Banich,RebeccaJ.Compton,Cognitive Neuroscience 3/e,Cengage

Learning,2011,p.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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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그래서 RGB 일은 보통 용량이 몇 만 메가바이트쯤으로 굉장히 크

다.JPEG 일은 이미지에는 검정색과 빨간색이 사용되었다는 것과

상의 윤곽선,그리고 윤곽선의 안쪽의 색과 바깥쪽의 색에 한 정보를

장한다.각각의 픽셀이 가진 정보를 모두 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의 내용을 분석해서 장하는 것이다.그래서 동일한 이미지에 한

JPEG 일의 용량은 RGB 일보다 훨씬 다.실제로 포토샵을 이용해

검정 배경에 빨간 네모를 그린 후 RGB 일로 장했을 때와 JPEG

일로 장했을 때를 비교해 보니 RGB 일의 용량이 JPEG 일의 용

량보다 300배 더 컸다.신경 세포가 기 신호를 재암호화 하는 것은

수용체가 만든 RGB 일을 JPEG 일로 환하는 것과 유사하다.89)

간상체가 생성한 기 신호에 담긴 인 시각 정보는 신경 세

포를 거치면서 빛의 밝기의 차이(contrast)인 상 인 밝기에 한 정보

로 재암호화 된다.90)그리고 이러한 재암호화 과정은 신경 세포의

89)MargaretLivingstone,VisionandArt:TheBiologyofSeeing,Abrams,2002,

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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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주변 구성(center-surroundorganization)과 계된다.1953년 인지신

경과학자인 스테 코 러(StephenKuffler)는 신경 세포의 반응 속성

에 하여 발견하 다.그의 발견에 따르면 시각 체계에 있는 모든 세포

에는 수용 역(receptivefield)이 있는데,신경 세포의 수용 역은

심-주변 구성을 가지고 있다. 심-주변 구성이란 수용 역이 심-활

성(on-center),주변-억제(off-surround)의 구성을 보인다는 뜻이다.도

은 각각 다른 형태의 빛에 한 심-활성,주변-억제의 심-주변 구

성을 가지고 있는 신경 세포의 반응이다.첫 번째는 펜라이터로 심-

활성 부 만을 비춘 경우이다.두 번째는 펜라이터로 주변-억제 부 를

비춘 경우이다.세 번째는 형 등처럼 분산된 빛을 발산하는 조명기구로

수용 역 체를 비춘 경우이다.네 번째는 빛의 밝기에 변화가 생기도

록 수용 역의 일부만 비춘 경우이다.신경 세포는 첫 번째와 마지막

의 경우에서 가장 높은 반응을 보 고,두 번째와 세 번째에서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도 에서 나타난 실험결과는 신경 세포가 분산된

빛 보다는 작은 의 빛에,그리고 밝기에 변화가 있어 수용 역의 일부

만 비춘 경우에 더 잘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 다.91)신경 세

포가 분산된 빛보다는 작은 의 빛에 더 높은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이

해하기 쉽다.분산된 빛은 수용 역의 활성화 부분뿐만 아니라 억제 부

분까지도 비추게 되는데 반해 작은 의 빛은 활성화 부분만 비추기 때

문이다.분산된 빛에 하여 신경 세포는 활성화 반응을 얻는 만큼 억

제 반응도 얻게 되어 이들은 서로의 반응을 상쇄한다.하지만 네 번째

경우처럼 밝기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서 더 잘 반응하는 것을 이해하기

해서는 설명이 더 필요하다.

90)MichaelF.Marmor,MamesG.Ravin,TheArtist'sEyes:VisionandtheHistory

ofArt,Abrams,2009,p.30.

91)MichaelF.Marmor,MamesG.Ravin,TheArtist'sEyes:VisionandtheHistory

ofArt,Abrams,2009,p.31.

MargaretLivingstone,VisionandArt:TheBiologyofSeeing,Abrams,2002,p.53.



- 38 -

도 에서 하얀 부분은 빛이 비춘 부분,회색은 어두운 부분이다.왼쪽

은 수용 역이 모두 하얀색으로 분산된 빛에 한 신경 세포의 반응

이고,오른쪽은 수용 역의 일부만 하얀색으로 밝기에 변화가 있는 빛

에 한 신경 세포의 반응이다.왼쪽은 형 등이 켜진 방에서 빛이 골

고루 비춰진 벽의 한가운데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오른쪽은

빛이 골고루 닿지 않아 밝기에 차이가 생긴 방의 모서리 부분을 보고 있

다고 생각하면 된다.신경 세포에는 각각 10개의 활성화 요소와 10개

의 억제성 요소가 있다고 가정하자.환하게 켜진 형 등 불빛은 수용

역 체를 비춘다.그래서 활성화 요소 10개와 억제성 요소 10개가 모

두 자극된다.이는 +10-10으로 이때의 신경 세포의 반응은 0이 된다.

그런데 빛이 골고루 닿지 않아 밝기의 변화가 있는 모서리를 볼 때는 수

용 역의 일부가 비춰지지 않는다.그래서 활성화 요소 10개가 자극 될

때 억제성 요소는 6개 밖에 자극되지 않는다.이는 +10-6로 이 신경

세포의 총 반응은 4가 된다.환한 벽을 볼 때에는 반응하지 않던

신경 세포가 모서리를 볼 때는 반응하는 것이다.92)그래서 신경 세

포는 골고루 밝은 경우보다,밝기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에 더 잘 반응하

게 된다.

92)MargaretLivingstone,VisionandArt:TheBiologyofSeeing,Abrams,2002,

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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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 세포의 심-주변 구성은 한 인간의 시지각 체계가 진

인 변화보다는 작스런 변화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원인이 된

다.93)도 은 휘도(luminance)94)의 변화에 있어서 인간이 진 인 밝기

의 변화 보다는 작스런 밝기의 변화를 더 잘 지각함을 보여주기 한

것으로 CornsweetIllusion이라고 한다. 부분의 사람들은 이 도 에

하여 오른쪽 체가 왼쪽 체보다 밝다고 여긴다.하지만 실제 밝기는

양 끝이 동일하다.

93)인간의 시지각 체계는 휘도,색,움직임,깊이의 지각에 있어서 진 인 변화보다는

작스런 변화에 더 민감한 경향을 보인다.

Ibid,p.58.

94)휘도는 지각된 밝기이다. 분자의 측정치로 말하는 물리 인 밝기가 아니라 인간의

시지각 체계가 특정 장의 빛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측정한 수치이다.

Ibid,p.37.



- 40 -

도 은 의 도 에서 밝기의 변화가 뚜렷이 보이는 가운데 부분을 가린

것이다.어떤가.이제 양 끝이 동일한 명도의 회색으로 보이지 않는가.

CornsweetIllusion도 에서 실제 밝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처음의 일정 구간에서는 동일한 명도를 유지하다가 차로 어두워진다.

그리고는 간선에서 갑자기 밝아졌다가 다시 차로 어두워 진 후 왼편

시작 과 동일한 명도를 유지한다.하지만 신경 세포의 심-주변 구

성은 CornsweetIllusion에서 차 으로 어두워지거나 밝아지는 부분보

다는 작스럽게 밝기가 변하는 간선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그래서

인간의 시각체계는 간선에서 지각된 밝기에 따라 왼쪽 체는 어둡게,

오른쪽 체는 밝게 보게 된다.95)정리하자면,신경 세포는 심-주변

구성으로 인하여 밝기의 변화에 민감한 성질이 있다.그래서 체 으로

밝은 역보다는 밝기에 변화가 있는 모서리 는 윤곽을 더 잘 지각하

고, 진 인 빛의 변화보다는 작스런 빛의 변화를 더 잘 지각한다.96)

그리고 신경 세포의 이러한 성질 때문에 간상체가 생성한 기 신호는

신경 세포에서 빛의 밝기의 차이에 한 신호로 재암호화 된다.원추

체가 생성한 기 신호가 신경 세포를 거치면서 재암호화 되는 과정은

III장에서 색의 지각과정을 설명할 때 자세히 다루겠다.

95)Ibid,p.58.

96)MarieT.Banich,RebeccaJ.Compton,Cognitive Neuroscience 3/e,Cengage

Learning,2011,p.149.



- 41 -

신경 세포를 끝으로 망막을 빠져나온 기 신호들은 시신경을 통해

뇌로 이동한다.뇌는 각각의 크기가 주먹 하나 정도인 두 개의 반구

(hemispheres)로 나뉘어져 있다.좌뇌와 우뇌이다.각각의 반구는 2mm

두께의 뇌피질로 뒤덮여 있다. 뇌피질에는 뉴런들이 촘촘히 채워져

있다.피질의 표면 은 주름처럼 생긴 이랑(gyrus)과 고랑(sulcus)에 의

해 크게 증가된다. 뇌피질은 특히 두꺼운 주름에 의해 크게 두엽

(frontallobe),두정엽(parietallobe),후두엽(occipitallobe),측두엽

(temporallobe)으로 나뉜다. 뇌피질의 기본 작동 원리는 모듈 구성

(modularorganization)이다.모듈 구성이란 특정 기능이 뇌피질의

특정 역에서 수행된다는 의미이다. 뇌피질에 각각의 감각별로 일차

수용 역(primaryreceivingareas)이 있다는 사실은 뇌의 모듈 구성

에 한 증거이다.97)두정엽은 각의 일차 수용 역이고,측두엽은 청

각의 일차 수용 역이며,후두엽은 시각의 일차 수용 역이다. 두엽

은 모든 감각들로부터 신호를 받으며,두 개 는 그 이상의 감각들을

통해 수용한 정보를 통합하는 지각에 있어서 요한 역할을 한다.98)

97)E.BruceGoldstein,SensationandPerception8/e,CengageLearning,2010,p.26.

98)Ibid,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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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경를 통해 망막을 빠져나온 기 신호들이 뇌에서 가장 먼 가

는 곳은 시상(thalamus)의 LGN(lateralgeniculatenucleus)이다.LGN은

좌뇌와 우뇌에 각각 하나씩 있으며,한 LGN은 6겹으로 이루어져 있다.

LGN은 망막으로부터 받은 신호들을 뇌피질로 달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단지 달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LGN의 주요 기능은 정보의

조직(organize)이다.LGN에서 기 신호는 다음과 같이 조직된다.6겹

에서 1,4,6층은 반 편에 치한 으로부터 신호를 받고,2,3,5층은

같은 편에 있는 으로부터 신호를 받는다.LGN의 1,2번 층은 M LGN

층(MagnocellularLGN layer)으로 M 신경 세포로부터 입력을 받는다.

3,4,5,6층은 PLGN 층(ParvocellularLGN layer)으로 P신경 세포로

부터 입력을 받는다.M 신경 세포에서 기 신호를 받은 M LGN 층

은 M 신경 세포와 마찬가지로 섬세함이 요구되지 않는 시각 자극과

움직임을 지각하는데 요하고,P신경 세포에서 기 신호를 받은 P

LGN층은 섬세한 세부와 색의 지각에 요하다.99)

덧붙여 LGN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정보의 양과 방향에 주의를 기울

일 필요가 있다.도 은 LGN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기 신호의 양을 화

살표의 방향과 크기로 나타낸 것이다.LGN의 역할이 망막에서 받은

기 신호를 뇌피질로 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실제로 LGN으로 입

99)MarieT.Banich,RebeccaJ.Compton,Cognitive Neuroscience 3/e,Cengage

Learning,2011,p.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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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되는 기 신호는 망막에서 온 것보다 뇌피질에서 오는 것이 더 많

음이 찰되었다.100)이는 뇌피질이 LGN에서의 기 신호의 조직 과

정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려 다. 뇌피질은 LGN에서 조직되는

기 신호들 일부는 흥분시키고 일부는 억제시키는 방식으로 향을 미

친다.101)그리고 이때 억제된 기신호는 다음 단계인 뇌피질로 달

될 수 없다.LGN에서 일어나는 이와 같은 상은 뇌피질이 LGN에서

의 기 신호의 조직 과정에 향을 미쳐 뇌피질로 달 될 신호를 조

정함으로써 궁극 으로 인간이 볼 장면을 형성(shape)함을 나타낸다.102)

LGN을 통과한 기 신호는 이제 후두엽의 일차 시각 피질(primary

visualcortex)에 도착한다.일차 시각 피질도 LGN처럼 6겹의 구조이다.

M LGN층과 PLGN층은 각각 일차 시각 피질의 4번째 층으로 달된

100)E.BruceGoldstein,SensationandPerception8/e,CengageLearning,2010,p.75.

101)MarieT.Banich,RebeccaJ.Compton,CognitiveNeuroscience3/e,Cengage

Learning,2011,p.153.

102)LGN에서 찰된 뇌피질에서 LGN으로 입력되는 기 신호의 흐름은 시각이 단

지 망막에서 뇌로 올라가기만 하는 과정이 아님을 나타낸다.시각에는 망막에서 뇌로

올라가는 경로 뿐 아니라 뇌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과정도 계된다.망막에서 뇌로

올라가는 경로은 상향처리/자료주도 처리와 뇌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과정인 하향처

리/개념주도 처리에 해서는 III장에서 자세히 다루겠다.

Marie T.Banich,Rebecca J.Compton,Cognitive Neuroscience 3/e,Cengage

Learning,2011,p.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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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 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일차 시각 피질의 4번째 층은 다시 A,

B,C-α,C-β의 층으로 나뉜다.M LGN 층과 PLGN 층을 통과한 기

신호가 일차 시각 피질의 4번째 층의 여러 분류 어느 층으로 기 신

호를 달하는지 세세하게 밝 지진 않았지만,신경 세포에서 LGN으

로 분리되어 이어진 경로는 그 로 분리된 채 유지된다.103)

다음은 일차 시각 피질의 구성이다.일차 시각 피질에 한 연구는

1900년 말 데이비드 휴벨(David Hubel)과 소스턴 젤(Thorsten

Wiesel)에 의해 큰 성과를 거두었다.이들 두 학자는 일차 시각 피질에

있는 뉴런들의 구성과 수용 역의 속성에 하여 알아냈다.104)일차 시

각 피질에는 단순(simple),복합(complex),하이퍼-복합(hyper-complex)

세포들이 있다.세 종류의 세포들은 신경 세포와는 달리 형태의 빛

보다는 선 형태의 빛에 더 잘 반응한다.단순 세포는 심-주변 구성

신 선 형태의 수용 역을 갖고 있다.105)흥분성과 억제성의 역이

103)Ibid.

104) 뇌피질에 한 연구와 시각 체계에 한 다른 연구를 통해 데이비드 휴벨과 소스

턴 젤은 1982년 생리학과 약리학 부분에서 노벨상을 수상하 다.

E.BruceGoldstein,SensationandPerception8/e,CengageLearning,2010,p.77.

105) 수용체,신경 세포,LGN은 심-주변 구성의 수용 역을,일차 시각 피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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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과 주변의 구성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으로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

것이다.106)그래서 단순 세포는 특정 기울기의 선에 잘 반응한다.복합

세포는 움직임에 반응하기 때문에 복합 세포의 수용 역은 흥분성과 억

제성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극이 발생했을 때 반응을 이끌어

내는 역으로 나타난다.하이퍼-복합 세포는 특정 길이의 선에 반응한

다.그리고 수용 역의 한계 때문에 선이 더 길어지면 어느 지

에선가 반응을 멈추게 된다.107)

일차 시각 피질 속에는 에서 설명한 세포들을 비롯한 여러 세포들

이 세 개의 컬럼(column)을 이루며 체계 으로 조직되어 있다.세 개의

세포들은 선-모양(bar-shape)의 수용 역을 가지고 있다.그리고 심-주변 구성의

수용 역은 형태의 빛에,선-모양의 수용 역은 특정 기울기가 있는 선 형태의

빛에 잘 반응한다.

106)MarieT.Banich,RebeccaJ.Compton,CognitiveNeuroscience3/e,Cengage

Learning,2011,p.154.

107)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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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은 기울기 컬럼(orientationcolumns),안 컬럼(oculardominance

columns),하이퍼 컬럼(hypercolumn)이다.기울기 컬럼은 특정 기울기를

선호하는 세포인 단순 세포가 집합을 이루어 형성한 컬럼이다.이웃하는

컬럼들이 선호하는 기울기는 조 씩 변화하여 결국 컬럼 체를 합치면

모든 기울기에 반응하게 된다.기울기 컬럼은 한 특정 방향으로의 움

직임에 반응하는 복합 세포도 포함한다.안 컬럼은 신호를 발생시킨

의 치에 따라 다른 컬럼으로 분리되어 있다.하이퍼 컬럼은 이 두

종류의 컬럼들을 모두 합친 것이다.그리고 하이퍼 컬럼을 수직으로 가

로지르며 있는 것은 블롭(blobs)이다.블롭은 색 정보를 담은 기 신호

를 받는다.108)

일차 시각 피질을 거친 기 신호들은 계속해서 신호가 나타내는 정

보에 따라 무엇,어디에,어떻게의 경로로 분리되어 처리 과정을 계속한

다.이 논문은 시각 경로만을 다루므로 어떻게는 설명하지 않겠다.무엇

의 경로는 후두엽의 일차 시각 피질에서 측두엽으로 연결되는 경로이다.

그리고 경로의 이름에서 짐작 할 수 있듯이 상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한 처리과정이다.어디의 경로는 후두엽의 일차 시각 피질에서 두정엽

으로 연결된다.이 경로는 상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내기 한 처리과

정이다.무엇과 어디의 경로는 각각 복측 경로(ventralpathway)와 등측

경로(dorsalpathway)로도 불린다.109)

뇌피질에서 경로의 이러한 갈림에 한 발견은 몇몇 학자들로 하여

망막과 LGN에서의 처리과정도 다시 살펴보게 만들었다.그리고 학

자들은 무엇과 어디에로의 경로의 갈림이 망막의 신경 세포에서부터

시작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110)앞에서 설명했듯이 망막에는 M 신경

세포와 P신경 세포가 있고 각각의 세포가 내보낸 기 신호는 LGN

의 1,2번 층인 M LGN층과 3,4,5,6번 층인 PLGN층을 거쳐 일차 시각

피질의 4번 층 어떤 곳으로 달되었다.그리고 여기에서 무엇의 경

108)MarieT.Banich,RebeccaJ.Compton,CognitiveNeuroscience3/e,Cengage

Learning,2011,p.154.

109)E.BruceGoldstein,SensationandPerception8/e,CengageLearning,2010,p.89.

110)Ibid,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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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와 어디에의 경로로 나뉘어 후속처리 된다.

무엇 경로와 어디 경로의 분리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두 가지

있다.첫째는 두 경로가 완 히 분리된 별개의 경로가 아니라 둘 사이에

연결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이고,둘째는, 기 신호의 흐름이 지

까지 설명한 망막-LGN-일차 시각 피질-측두엽 는 두정엽의 경로로

‘올라’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기도 한다는 이다.일상에서의

경험이나 행동은 상이 무엇인지와 어디에 있는지 모두를 알아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므로 두 경로 사이가 연결되어 있는 것은 당연하다.따

라서 첫 번째 주의 은 쉽게 이해된다.그리고 두 번째 주의사항에서 ‘올

라’가는 기 신호의 흐름은 물리 인 자극에 한 시각 체계의 반응이

주가 되는 처리과정으로 지 까지 설명한 시각 경로인 망막에서 뇌에 이

르기까지의 기 신호의 달 과정이다.‘내려’가는 기 신호의 흐름은

거꾸로 뇌에 장된 지식이 주가 되는 시각 처리과정으로 이는 다음 장

에서 회화의 지각의 경우와 함께 설명하겠다.111)

1.2지각으로서의 시각

시각은 오랫동안 다음과 같이 이해되었다.

‘상의 이미지가 망막에 각인된 후 피질 망막(corticalretina)으로

달되어 수용되면 인간은 상을 보게 된다.그리고 그 후 뇌의

다른 부 에 의해 이해된다.’112)

간단히 이면 ‘피질망막으로 보고 뇌의 다른 부 에서 이해한다’는 것이

다.여기에서 피질망막이란 ‘1.1시각 경로의 이해’에서 설명한 일차 시각

피질(V1)이다.

111)E.BruceGoldstein,SensationandPerception8/e,CengageLearning,2010,p.89.

112)Semir Zeki,Inner Vision:An Exploration ofArtand the Brain,Oxford

UniversityPress,1999,p.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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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신경병리학자 샐러먼 헨쉔(SalomonHenschen) 그의 연구

원들은 ‘과 뇌의 연결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가?’에 한 연구에서 다음

의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하 다.첫째는 뇌피질이 시각 기능을 수행하

기 해 국재화(cerebrallocalizationforvision)되어 있다는 것이다.그

들은 망막이 뇌 체와 연결된 것이 아니라 오직 특정부분하고만 연결되

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 다.둘째는 망막과 그 특정부분이 - -

(point-to-point)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그래서 그들은 그 특정

부분을 피질망막(V1)이라 이름 붙 다.도 의 노란색 부분이 피질망막

이다.헨쉔 연구 은 의 연구 성과를 토 로 망막에 맺힌 상이 피질망

막에서 재구성된다고 설명하면서 피질망막이 뇌에서 즈의 상을 수용

하는 사진 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 다.셋째는 피질망막과 시각

의 연 계이다.피질망막의 일부 손상은 시각의 일부 손실로 나타났고,

피질망막의 완 한 손상은 체 시각의 상실로 이어졌다.이러한 발견은

피질망막이 망막의 상을 수용하는 사진 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주장

을 확고히 해 주었다.113)

다음으로 기 신경과학자들은 피질 망막 주변에 ‘연합(association)’

피질이라는 부 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기 신경과학자들은

연합피질이 이해를 한 역할을 한다고 여겼다.왜냐하면 연합피질은 망

막과 직 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114)헨쉔은 피질망막과

연합피질에 한 연구결과를 토 로 ‘피질망막으로 보고 연합피질로 이

해한다’고 주장하 다.115)

113)Ibid,p.15-17.

114)Ibid,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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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말에 발견된 피질망막과 연합피질에 한 새로운 지식은 ‘피

질망막으로 보고 연합피질로 이해한다’는 헨쉔의 주장을 크게 수정하

다.신경생물학자인 세미르 제키는 ‘인간의 시각 피질에서의 기능 특수

화에 한 직 인 실증(A direct demonstration of functional

specializationinhumanvisualcortex)’실험에서 시각 작용에는 V1외

에도 다른 역이 동시에 활성화 된다는 것을 밝혔다.실험에서 피험자

가 색을 볼 때 뇌 류량 변화를 측정하니 V1과 V4 역에서 변화가

감지되었다.움직임을 볼 때에는 V1과 V5 역에서 변화가 감지되었

다.116)제키의 실험은 뇌에는 V1외에도 V4나 V5같은 다른 시각 역

115)Ibid,p.19.

116)실험에 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제키는 1971년 원숭이

(macaquemonkey)실험을 통해 움직임에 특수화된 V5 역과 색에 특수화된 V4 역

을 발견하 다.이 실험을 토 로 제키는 인간의 뇌에도 색과 움직임에 여하는 기

능 으로 특수화된 역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그리고 PET(positron

emissiontomography)를 이용하여 뇌 구역별 류량 변화(regionalcerebralblood

flow rCBF)를 측정하 다.

색의 경우,① 피험자들에게 다양한 색의 추상 형태로 구성된 몬드리안의 작품 같

은 것을 보도록 하고 PET를 촬 하 다.이 실험에서 피험자들은 색 이외에는 다른

어떤 자극도 받았을 가능성이 없다.그리고 ② 몬드리안의 작품 같은 것에서 색을 제

거한 흑백 장면을 보도록 하고 PET를 촬 하 다.①과 ②의 실험결과를 비교한 결

과 V4 역을 발견하 다.

움직임의 경우,피험자들에게 흑백의 불규칙형-사각 패턴이 움직이는 것과 정지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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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있다는 것과 그 역들이 V1과 동시에 활성화 된다는 ,그리고

각각의 역들이 기능 으로 특수화(functionallyspecialized)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각각의 역들이 기능 으로 특수화되어 있다는 것은 각

역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자극에 하여 고도로 선택 인 반응을 보인

다는 뜻이다. 를 들어,빨간 색에 선택 인 세포는 빨간색에는 반응하

고 다른 색에는 반응하지 않는다.수직선에만 반응하도록 특수화된 세포

는 수직선에만 반응할 뿐,다른 기울기의 선이나 수평선에는 반응하지

않는다.117)

과학자들은 PET 는 fMRI로 자극에 한 뇌 류량 변화118)를

측정한 것을 통해 제키가 발견한 V4,V5외에도 여러 시각 역을 발견

있는 것을 보여주고 PET를 촬 하 다.실험결과 V5 역을 발견하 다.

제키는 실험결과에 하여 “색 자극과 움직임 자극 동안 최고로 활성화된 역들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인간의 시각피질이 기능 으로 구획(functionalparcellation)되

어 있다는 직 인 증거가 된다”고 하 다.

S.Zeki,J.D.G Watson,C.JLueck,K.J.Friston,C.Kennard,R.S.J.Frackowiak, "A

directdemonstration ofFunctionalSpecialization in human visualcortex",The

JournalofNeuroscience,vol.11,no.3,1991,p.642-645.

SemirZeki,InnerVision:AnExplorationofArtandtheBrain,OxfordUniversity

Press,1999,p.60.

117)Semir Zeki,Inner Vision:An Exploration ofArtand the Brain,Oxford

UniversityPress,1999,p.60.

118) 뇌 피질의 세포가 반응한다는 것은 세포가 활성화 된다는 것이다.세포가 활성화

되면 사율이 상승하고, 사율이 상승하려면 산소를 함유한 액의 소비가 증가한

다.따라서 류량에 변화를 보이는 곳이 세포가 활성화 된 곳이다.

Ibid,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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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막 시상 뇌피질

수용체 신경 세포 LGN V1 V2~V4

간상체
M 신경 세포

(움직임,모서리)

M LGN

(움직임)

4번째 층

컬럼으로

분리된 구조

(기울기, 움직

임,색)

V2,V3

(어디:공간

감,입체감)

원추체(색)
P신경 세포

(색)

PLGN

(색)

V2,V4,

(무엇:색)

하 고, 재 V1-V5의 시각 역이 알려져 있다.이 부 들을 통틀어 시

각뇌라고 한다.119)각 부 들의 치는 의 도 과 같다.시각뇌는 기능

으로 특수화된 세포 역들의 집합이다.그래서 각 역은 담당한 자극

외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한 시각에는 V1외에도 V2-V5의 역이 동시에 활성화 된다는

에서 시각은 헨쉔의 주장 로 V1의 기능에 한정되지 않는다.새롭게 발

견된 V2-V5의 역들은 과거 이해를 담당한다고 여겨졌던 연합피질이

다.120)V1과 V2-V5의 역들이 동시에 활성화되었다는 것은 시각과 이

해가 동시에 진행됨을 나타낸다.121)‘피질망막으로 보고 연합피질로 이해

한다’는 시각에 한 이해는 이제 ‘시각은 기능 으로 특수화된 시각뇌의

여러 역들이 동시에 활성화된 결과로 보는 것이자 이해하는 것이다’로

수정되어야 한다.

‘1.1시각경로의 이해’에서의 설명을 상기하면 ‘시각은 기능 으로 특

수화된 시각뇌의 여러 역들이 동시에 활성화된 결과로 보는 것이자 이

해하는 것이다’를 이해하기 쉽다.1.1 에서 설명한 시각 경로는 20세기

말에 발견된 시각뇌에 한 새로운 지식들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표

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에서 쉽게 알 수 있듯이 시각 경로는 자극에 따라 기능 으로 특수화

된 세포들로 구성된 별도의 체계이다.그리고 수용체에서 신경 세포

119)Ibid,p.16.

120)Ibid,p.16.

121)Ibid,p.6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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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연결과정에서 빛에 한 물리 인 정보가 상 인 정보로 재암호

화 되고,LGN에서의 기 신호의 조직 과정에서 뇌피질의 향을 받

아 일부 정보들은 억제되어 뇌피질로 달되지 못하게 된다. 한 III

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간상체에서 시작되는 처리과정은 어디 체

계로 공간감과 입체감을 계산하는 역할을 하고,원추체에서 시작되는 처

리과정은 무엇 체계로 색을 계산한다.이러한 것들을 고려할 때 시각은

망막의 이미지가 피질망막으로 달되어 수용되는 수동 인 처리과정이

아니다.시각은 기능 으로 특수화된 세포들로 구성된 시각뇌의 각 역

들이 각각의 시각요소들을 능동 으로 처리하는 과정으로,보는 것이자

동시에 이해하는 것이다.122)

123)

다음으로 과학자들은 지각에 심을 가졌다.과학자들은 각각의 시각

요소들이 시각뇌의 기능 특수화에 의해 별도로 분리되어 병행분산 으

로 처리된다고 해서 그것이 곧 별도로 분리되어 지각됨을 의미한다고는

122)Ibid,p.62-63.

123)MarieT.Banich,RebeccaJ.Compton,CognitiveNeuroscience3/e,Cengage

Learning,2011,p.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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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지 않았다.124)과학자들은 ‘뇌에는 각각의 시각 체계들이 처리결과를

보고하는 추 역(masterarea)이 있어 각각 처리된 시각요소들이 이

곳에서 결합되어 한꺼번에 지각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하지만 해부

학 인 실험 결과 각각의 시각 체계가 모두 연결된 하나의 추 역은

찾을 수 없었다.125)도 은 시각뇌의 각 역들이 연결된 구조를 그린

것이다.박스는 구별된 피질 역이고 선은 각 역들 간의 연결경로를

나타낸다.시각뇌를 구성하는 여러 역들은 상호간에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시각뇌의 모든 역들과 한꺼번에 연결된 부 는 없다.그리고

기신호를 받기만 하는 역 한 없다.모든 시각 역들은 신호를 주

고받지,받기만 하지는 않는다.126)이는 각각의 시각 체계들이 처리결과

를 보고하는 추 역이 없음을 나타낸다.

추 역을 찾는 데에 실패하자 제키는 ‘기능 으로 특수화된 시각뇌

의 각 역에서 각각 처리된 시각 자극들이 추 역에서 결합될 것’이

란 가설에서 ‘결합’부분에 의문을 가졌다.127)그는 ‘시각에 있어서의 지

각 비동시성에 한 직 인 실증(A direct demonstraton of

perceptualasynchronyinvision)’실험에서 ‘색 자극과 움직임 자극이

기능 으로 특수화된 별도의 역에서 별도로 분리되어 각각 처리된다는

사실에 기 하여,색 지각과 움직임 지각에 시간차가 있을 것을 가정하

는 것은 합당하다’는 가설을 세웠다.128)그러니까 제키는 기능 으로 특

수화된 시각뇌의 각 역에서 별도로 분리되어 처리된 색 자극과 움직임

자극이 추 역에서 결합하지 않고 분리된 채 유지되어 각각 지각될 것

이라는 가설을 세운 것이다.

제키는 빨간색과 록색 사각형이 아래로 움직이는 화면을 피험자

들에게 보여 후,피험자들에게 색과 움직임 방향을 연결하도록 하 다.

124)Semir Zeki,Inner Vision:An Exploration ofArtand the Brain,Oxford

UniversityPress,1999,p.65.

125)Ibid,p.65.

126)Ibid,p.71.

127)Ibid,p.66.

128)K.Moutoussis,S.Zeki,"A directdemonstrationofperceptualasynchronyin

vision",

ProceedingoftheRoyalSocietyLondon,vol.264,1997,p.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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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결과 피험자들은 색과 움직임 방향을 올바르게 연결시키지 못했

다.129)피험자들은 시간 t에 지각한 색을 시간 t+1에 해당하는 움직임 방

향과 배치하 고,이는 피험자의 뇌가 색을 먼 기록한(register)후 움

직임을 기록하 다는 것으로 색이 움직임보다 먼 지각됨을 나타낸다.

제키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뇌는 실제로 동시에 발생한 두 시각자극을

결합시키는 신,뇌가 각각 처리한 결과 로 결합시켜 결과 으로 실제

시간에서의 발생 상태와 피험자의 지각이 달라진다고 하 다.130)

실험에 하여 제키가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색과 움직임

이 비동시 으로 지각되었다는 것은 뇌가 기능 으로 특수화된 병행분산

처리과정에서 생긴 시간차를 메우기(compensate) 한 그 어떤 메커니

즘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추 역에서의 결합’이란 가설

은 기각된다.둘째,이 실험 결과는 기능 으로 특수화된 처리체계가 지

각의 벨까지 계속됨을 나타낸다.131)제키는 이와 같은 실험결과를 토

로 시각뇌는 병행분산 으로 처리되는 기능 으로 특수화된 여러 개의

시각 시스템이자 지각 시스템이라고 주장한다.132)

지 까지의 설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인간의 시각 피질에서의

기능 특수화에 한 직 인 실증’실험에서 각 요소들은 기능 으로

129)실험에 하여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컴퓨터 모니터에서 0-360도 범 에

불규칙하게 분포된 빨강과 록 사각형들이 아래로 움직인다.모니터의 바탕은

검정이어서 휘도의 차이로 인해 움직임이 달리 보이는 상은 배제된다.화면에는

30개의 사각형들이 있고,각각은 67.6degs⁻¹의 속도로 움직인다.그리고 화면은

깜빡이면서 바 다.시간t에 화면의 모든 사각형들은 모두 빨강이거나 모두 록이다.

그리고 모두 로 움직이거나 모두 아래로 움직인다.

이 실험은 두 요소들간의 지각 인 연결(binding)을 연구하기 한 것으로,9명의

성인남성에게 각각의 움직임 방향에 따른 색 그리고 각각의 색에 따른 움직임 방향을

기록하도록 하 다.

K.Moutoussis,S.Zeki,"A directdemonstrationofperceptualasynchronyin

vision",

ProceedingoftheRoyalSocietyLondon,vol.264,1997,p.393-395.

130)Semir Zeki,Inner Vision:An Exploration ofArtand the Brain,Oxford

UniversityPress,1999,p.66-67.

131)K.Moutoussis,S.Zeki,"A directdemonstrationofperceptualasynchronyin

vision",

ProceedingoftheRoyalSocietyLondon,vol.264,1997,p.397.

132)Semir Zeki,Inner Vision:An Exploration ofArtand the Brain,Oxford

UniversityPress,1999,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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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화된 여러 개의 자극처리 체계에 의해 별도로 분리되어 병행분산

으로 처리됨이 밝 졌다.그리고 V1과 V2-V5 일부가 동시에 활성

화 되었다는 과 시각이 수동 인 수용과정이 아닌 능동 인 처리과정

인 에서 시각과 이해는 동시에 일어남을 알 수 있다.‘시각에 있어서의

지각 비동시성에 한 직 인 실증’실험에서는 기능 으로 특수화

된 자극처리 체계가 지각의 단계까지 이어짐이 밝 졌다.이는 기능 으

로 특수화 된 자극처리 체계는 자극이 망막에 입력되면서 시작되어 지각

될 때까지 계속된다는 것으로 시각과 지각은 하나의 처리체계의 처리결

과임을 나타낸다.시각뇌의 기능 으로 특수화된 처리체계들은 시각 체

계이자 곧 지각체계이다.무언가를 볼 때,인간은 과거 과학자들의 이해

로 피질망막으로 보고 연합 피질로 이해한 후 지각하는 것이 아니다.

시각은 기능 으로 특수화된 시각뇌의 각 역들이 색,형태,움직임 등

각각의 시각요소별로 분리하여 병행분산 으로 처리한 결과로 시각과 이

해 지각은 구분되지 않는 하나의 처리과정이다.

한 가지 주의할 이 있다.기능 으로 특수화된 처리체계의 처리결

과로 일어난 지각은 상이 무엇인지 알아본 지각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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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이해 오늘날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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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시각요소별로 기능

으로 특수화된 처리체계의 병

행분산 인 처리결과.

각각의 시각요소에 한 이해

인 능동 인 처리과정.

기능 으로 특수화된 처리가

지각의 단계까지 이어짐.

따라서 시각 체계 =지각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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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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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의 이미지와 비

교136)

연

합

피

질

이

해

지각한 결과에 장기 기억에

장되어 있던 정보들을 개입

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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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자들은 지각 처리과정을 자극(Stimulus), 기(Electricity),경험

과 행동(ExperienceandAction),지식(Knowldege)의 순환 써클로 설명

하는데133),제키가 말하는 지각은 지각 처리과정의 순환 써클 경험과

행동의 단계가 다시 세분화 되어 지각-재인(recognition)-행동(action)으

로 나뉜 단계 의 지각이다.이 단계에서의 지각은 ‘무언가가 보인다’

정도의 지각이다.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면 재인의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재인이란 지식이 개입하여 상을 올바르게 범주화하는

것을 말한다.134)인간의 경험들은 장기 기억(long-term momory)에 장

되어 있고,이 게 장된 정보들은 지식이 된다.135)그리고 인간은 지각

한 결과에 지식을 개입시켜 그것이 무엇인지 재인한다.

133)E.BruceGoldstein,SensationandPerception8/e,CengageLearning,2010,p.6.

134)Ibid,p.9-10.

135)RobertSolso,CognitionandVisualArt,MITPress,1997,p.4.

136)Semir Zeki,Inner Vision:An Exploration ofArtand the Brain,Oxford

UniversityPress,1999,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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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과 지각에 한 과거의 이해와 오늘날의 이해를 비교하면 표와

같다.‘시각-이해-지각’의 3단계는 20세기에 밝 진 시각과 지각에 한

새로운 사실들로 인해 ‘(시각-이해-지각)-이해-재인’의 5단계로 세분화

되었다.그리고 5단계 앞의 세 단계인 ‘(시각-이해-지각)’은 시각뇌

(V1~V5)의 기능 으로 특수화된 처리체계의 병행분산 인 처리결과로

각 단계를 구분 지을 수 없다.그래서 세미르 제키는 기능 으로 특수화

된 처리체계가 시각 체계이자 곧 지각 체계라고 주장한다.정리하면,20

세기에 밝 진 시각뇌에 한 새로운 지식은 ‘시각-이해-지각’의 과거의

이해를 ‘지각-이해-재인’으로 새롭게 정리하 다.

2.지각 처리과정

지각이란 자극에 한 인간의 경험이자 반응이다.137)지각은 자극,

기,경험과 행동,지식의 네 요소가 여된 복합 인 처리과정으로 이를

137)E.BruceGoldstein,SensationandPerception8/e,CengageLearning,2010,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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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으로 나타내면 와 같다.138)

자극에는 ①환경 자극(environmentalstimuli)과 ②주의 자극(attended

stimuli)이 있다.환경 자극은 산책자가 지각할 잠재 인 가능성이 있는

모든 자극들을 말한다.숲속을 산책한다고 상상해 보라.나무들과 숲속

오솔길 가에 핀 야생화들,푸르른 잔디와 하늘,숲의 냄새,숲속 동물들

이 내는 소리들.산책자는 수많은 환경 자극을 마주하게 된다.그런데 인

간은 이 많은 것들을 한 에 볼 순 없다.인간의 시야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그래서 숲을 산책할 때 산책자는 여기 기를 둘러보며 주의를

끄는 것을 바라본다.오솔길 오른편에 있는 나무가 산책자의 주의를 끌

었다.산책자는 나무 가까이에 다가간다.나무에 가까이 다가가자 나무

기둥에 낀 이끼가 보인다.그런데 더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니 그것은

이끼가 아니라 나방이었다.이때 산책자가 주의를 기울인 나무-나무 기

둥-나방은 주의 자극이 된다.산책자가 나방에 주의를 집 하여 나방을

바로 바라보게 되면 나방의 모습은 보는 이의 ③망막에 맺히게 된다.

망막에 나방의 이미지가 재 되는 것이다.139)산책자가 여기 기를 둘러

보며 산책함에 따라 주의 자극과 망막에 맺히는 이미지는 계속 변하게

된다.

138)Ibid,p.6.

139)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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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막에 재 된 이미지는 신경 체계(nervoussystem)에 의해 기 신

호로 ④변환된다.변환된 기 신호는 다른 뉴런을 활성화 시키며

망막에서 뇌까지 ⑤ 달된다. 기 신호의 달은 요하다.왜냐하면

기 신호가 뇌에 닿지 못하면 지각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그리고

이처럼 뉴런들이 다른 뉴런과 상호작용을 맺으며 서로를 활성화 시켜 망

막의 나방 이미지가 기 신호가 되어 뇌에 달되는 과정 체를 ⑥신

경 처리과정이라고 한다.140)

망막의 이미지가 신경 처리과정을 거쳐 뇌에 기 신호가 닿으면 그

이미지는 ⑦지각된다.지각은 의식 인 감각 경험이다.나방의 이미지에

응하는 기 신호가 산책자의 뇌에서 나방을 보는 경험으로 환되면

산책자는 비로소 나방을 지각하게 된다.그런데 여기까지의 단계에서는

산책자가 나방을 지각하긴 했으나 아직 그것을 나방으로 알아본 것은 아

니다.그냥 ‘나는 무언가를 본다’정도의 지각만 가지고 있는 상태이다.

나방을 지각하려면 ⑧재인의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재인이란 상을 올

바르게 범주화하는 인간의 능력을 말한다.그러니까 산책자는 나무 기둥

에서 무언가를 발견하여 가까이 다가가 그것을 지각하 고,이후 그것을

이끼가 아닌 나방으로 옳게 분류하여야 한다.나방은 나비와 유사하게

생겼지만 산책자는 나무 기둥의 생명체를 나비로 보지 않고 나방으로 제

140)Ibid,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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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알아보았다.이때 비로소 나방이 재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 산

책자는 나무기둥에 낀 이끼를 자세히 보기 해 가까이 다가서는 ⑨행동

(action)을 하 다.가까이 가서 나방을 보기 한 산책자의 행동에는 가

까이 다가가는 큰 동작부터 머리를 움직이거나 동자를 움직이는 작은

동작까지의 일련의 행동들이 있다.141)

지식은 지각자가 지각상황(situation)에 여시키는 정보(information)

이다.지식은 지각 처리과정의 순환 써클 에 치해 있다.왜냐하면 지

식은 순환 써클의 어느 한 단계의 과정이 아니라 순환 써클 체에 향

을 미치기 때문이다.지각 처리과정의 순환 써클은 지식이 향을 미치

는 정도에 따라 다시 상향처리/자료주도 처리(bottom-upprocessing)

와 하향처리/개념주도 처리(top-downprocessing)의 순환으로 설명될

수 있다.상향처리/자료주도 처리는 인체로 유입되는 물리 인 자극에

기 한 것으로 지각의 시발 이 된다.하향처리/개념주도 처리는 지식

에 기 하여 지각할 자극을 선택한다.수용체에 한 자극으로 인해 상

향처리/자료주도 처리가 시작되면,하향처리/개념주도 처리도 곧이

어 시작된다.그러니까 지각은 상향처리/자료주도 처리와 하향처리/개

념주도 처리의 동시작용이자 순환 작용이라 할 수 있다.142)

3.곰 리치의 지각 개념에 한 인지신경과학의 검증

지각에 한 에른스트 곰 리치의 이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에른스트 곰 리치는 순수한 감각과 구별할 수 없는 지각을 설명하

다.에른스트 곰 리치가 자신의 설명을 뒷받침 한 근거는 J.J깁슨의

주장과 볼 강 쾰러의 실험결과이다.J.J깁슨은 인간의 망막이 개별 인

빛의 자극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극들의 계 는 경향에 반응한다

141)Ibid,p.8-9.

142)지식은 지각에 항상 수반하는가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지식이 지각에 항상 수

반되는 것은 아니지만,매우 자주 수반되는 것은 사실이다.빛의 반짝임 같은 단순 자

극의 지각에는 지식이 수반되지 않는다.하지만 자극이 복잡해질수록 지식이 여하

는 부분도 커진다.

Ibid,p.9-10.



- 61 -

고 주장하 고,이는 볼 강 쾰러의 병아리 실험에서 증명되었다.병아리

들은 모이가 있는 밝은 쪽 종이를 찾을 때에,제시된 종이의 인

밝기가 아닌 두 종이 사이의 밝기의 차이에 한 지각에 의존하 다.이

를 토 로 에른스트 곰 리치는 빛의 계들이 가져오는 상 치에 반응

하는 을 상정하 다. 인 감각이 아닌 상 치에 반응하는 이러한

은 감각에 해석 행 가 결부된 지각의 이다.이를 통해 에른스트 곰

리치는 감각과 구별되지 않는 지각을 주장하 다.

감각과 구별되지 않는 지각에 한 에른스트 곰 리치의 주장은 세미

르 제키의 시각체계가 곧 지각체계라는 주장으로 검증된다.세미르 제키

는 ‘인간의 시각 피질에서의 기능 특수화에 한 직 인 실증’실험

에서 시각 요소들은 기능 으로 특수화된 여러 개의 자극처리 체계에 의

해 별도로 분리되어 병행분산 으로 처리됨을 밝혔다.그리고 ‘시각에 있

어서의 지각 비동시성에 한 직 인 실증’실험에서는 기능 으로

특수화 된 자극처리 체계가 지각의 단계까지 이어짐이 알아냈다.이는

기능 으로 특수화 된 자극처리 체계는 자극이 망막에 입력되면서 시작

되어 지각될 때까지 계속된다는 것으로 시각과 지각은 하나의 처리체계

의 처리결과 임을 나타낸다.시각은 기능 으로 특수화된 시각뇌의 각

역들이 색,형태,움직임 등 각각의 시각요소별로 분리하여 병행분산

으로 처리한 결과로 시각과 지각은 구분되지 않는 하나의 처리과정이다.

에른스트 곰 리치가 상정한 ‘상 치에 반응하는 ’역시도 인지신경

과학 으로 옳다.이는 ‘1.1시각 경로의 이해’에서 설명했던 신경 세포

의 심-주변 구성과 계된다.앞에서 망막에는 126만개의 수용체와

1만개의 신경 세포가 있기 때문에,이는 마치 126만 차로에서 달리던

자동차가 1만 차로로 좁아진 다리를 동시에 건 려고 하는 것과 유사한

상황으로 병목 상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 다.그리고 인간의 시각 체계

는 기 신호의 병목 상을 피하기 해 차선이 어드는 신경 세포

층에서 기신호를 재암호화 하여 용량을 조 함을 설명하 다.

신경 세포의 심-주변 구성은 인간의 시지각 체계로 하여 분산

된 빛보다는 밝기변화가 있는 빛에, 진 으로 변화하는 빛보다는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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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런 밝기의 변화에 더 민감하도록 한다.그래서 인간의 시지각 체계는

밝기의 변화에 민감한 성질을 갖게 된다.이러한 신경 세포의 심-주

변 구성으로 인하여 수용체가 발생시킨 기신호는 신경 세포층에서

밝기의 차이에 한 정보인 상 인 밝기에 한 정보를 담은 기 신

호로 재암호화 된다.그리고,앞으로 설명하겠지만,색에 한 지각의 경

우 역시도 신경 세포 층에서 인 색에 한 기 신호가 상

인 색에 한 기신호로 재암호화 된다.이 듯 수용체가 발생시킨

빛의 밝기와 색에 한 인 정보를 담은 기신호는 신경 세포층

을 거치면서 상 인 정보를 담은 기 신호로 재암호화 되고,이는 곧

에른스트 곰 리치가 상정한 ‘상 치에 반응하는 ’이 옳음을 증명하는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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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회화의 지각에 한 인지신경과학의 이해

지각 과정은 자극- 기-경험과 행동의 순환으로 설명되지만, 한 지

식의 여여부에 따라 상향처리/자료주도 처리와 하향처리/개념주도

처리로 설명될 수 있다.143)회화에서 상향처리/자료주도 처리는 물리

인 자극에서 시작되는 처리과정으로 회화의 시각자극을 수용하여 처리

하는 과정이다.이 과정은 빛의 물리학에 한 인체의 생리 인 반응으

로 이루어진다.하향처리/개념주도 처리는 감상자의 지식에 따른 지각

으로 감상자가 무엇을 지각하느냐는 감상자 개인의 지식에 달려있다.회

화를 지각한다는 것은 상향처리/자료주도 처리와 하향처리/개념주도

처리가 모두 여되는 하나의 과정이다.144)이 장에서는 회화를 지각하

는 인체의 상향처리/자료주도 처리와 하향처리/개념주도 처리의 인

지신경과학 인 처리과정에 하여 상세히 알아 본 후,이를 기 로 에

른스트 곰 리치의 회화 지각이론을 이해해 보겠다.그리고 에른스트 곰

리치에 한 리처드 월하임의 비 을 인지신경과학 으로 검토하겠다.

143)인지심리학자인 로버트 솔소는 회화의 지각을 지식의 여여부에 따른 분류에 맞추

어 설명한다.그는 상향처리/자료주도 처리를 nativisticperception으로,하향처리/

개념주도 처리를 directedperception으로 부르지만,본 논문은 회화의 지각에 한

인지신경과학의 이해를 목 으로 하므로 인지신경과학에서 통상 으로 쓰이는 용어인

상향처리/자료주도 처리와 하향처리/개념주도 처리를 사용하겠다.

RobertSolso,Thepsychologyofartandtheevolutionoftheconsciousbrain,MIT

Press,2003,p.2.

144)Ibid,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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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어디 체계 간상체
M 

신경절 포

M 

LGN 

차 시 각 피

질  4번째 

 중

정 엽  

p os t e r i o r 

p a r i e t a l 

cortex

무엇 체계 원추체
P 

신경절 포

P 

LGN 

차 시 각 피

질  4번째 

 중

엽  

inferotemp

oral cortex

1.상향처리/자료주도 처리에 의한 지각

회화를 감상하는 데에 있어서 상향처리/자료주도 처리가 작동하는

부분은 회화의 물리 인 자극 즉,조형요소와 조형효과를 지각할 때이다.

회화를 지각하는 상향처리/자료주도 처리는 어디 체계(wheresystem)

와 무엇 체계(whatsystem)의 두 경로로 분리되어 있다.그래서 회화의

조형요소들은 두 체계에 의해 요소별로 각각 지각되고,이러한 분리된

지각 체계 때문에 생기는 조형효과들이 있다.

의 표는 어디 체계와 무엇 체계의 경로를 정리한 것이다.M 신경

세포에서부터 시작되어 두정엽의 posteriorparietalcortex로 이어지

는 어디 체계는 빛의 밝기의 차이에 한 높은 민감함(highcontrast

sensitivity)과 낮은 해상도(low acuity)의 특징을 보이고 색맹(colorblind)

이다.P신경 세포에서부터 시작되어 측두엽의 inferotemporalcortex

로 이어지는 무엇 체계는 빛의 밝기의 차이에 한 낮은 민감함(low

contrastsensitivity)과 높은 해상도(highacuity)의 특징을 보이고 색을

구별(colorselective)하는 능력이 있다.어디 체계의 빛의 밝기의 차이에

한 높은 민감함은 시각 상의 공간 인 구성을 지각하기에 합하다.

그래서 어디 체계는 공간감에 한 지각을 담당한다.무엇 체계의 높은

해상도와 색의 구별능력은 상의 세부와 색을 지각하기에 합하다.그

래서 무엇 체계는 상 재인(objectrecognition)과 색 지각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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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어디 체계의 처리과정

어디 체계는 망막에서 일차 시각 피질을 거쳐 posteriorparietal

cortex로 이어지는 경로이다. 두정엽은 anterior parietal cortex과

posteriorparietalcortex로 나뉘는 데 그 posteriorparietalcortex가

공간감을 인지하는 역할을 한다.145) 어디 체계는 상/배경 분리

(figure/ground segregation), 움직임(motion), 공간(space), 치

(position),깊이(depth)그리고 시각 장면의 체 인 구성(theoverall

organizationofthevisualscene)의 지각을 담당하는데,이들 회화의

지각과 계되는 것은 상/배경 분리와 깊이의 지각이다.146)앞에서 빛

의 밝기의 차이에 한 어디 체계의 높은 민감함은 시각 상의 공간 인

구성을 지각하기에 합하다고 하 다.왜냐하면 어디 체계는 휘도의 차

이를 지각함으로써 상/배경 분리를 지각하고 깊이를 지각하기 때문이

다.이제부터 휘도의 차이에 한 지각이 어떻게 상/배경 분리와 깊이

를 지각하게 해주는지 살펴보자.

145)참고로 anterior두정엽은 체성감각(somatosensory)을 담당하는 부 로 엄 히 따지

면 어디 체계는 아니다.

Marie T.Banich,Rebecca J.Compton,Cognitive Neuroscience 3/e,Cengage

Learning,2011,p.210.

146)MargaretLivingstone,VisionandArt:TheBiologyofSeeing,Abrams,2002,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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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kusai<Thirty-sixViewsofMountFuji:SoutherlyWindand

FineWeather>1830

먼 상/배경 분리의 지각이다.회화를 지각하는 데에 있어 상과

배경을 분리하는 능력은 요하다.이 작품에서 후지산을 볼 때를 로

생각해 보자.산의 윤곽선을 통해 감상자는 산을 하늘로부터 구분하여

산으로써 본다.윤곽선을 통해 상을 배경으로부터 혹은 다른 상과

구분하는 것은 회화에서 상을 지각하는 가장 기본 인 과정이자 가장

요한 과정이다.147)왜냐하면 윤곽선은 상의 기 로 윤곽선이 모여

상을 형성하기 때문이다.인간의 시지각 체계는 훌륭한 윤곽선 탐색기

이다.시지각 체계가 윤곽선을 탐색하려는 경향은 매우 강해서 심지어

윤곽선이 없을 때에도 윤곽선을 본다.그리고 윤곽선을 탐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면 시지각 체계에 문제가 생기기까지 한다.148)윤곽선이 없

을 때에도 윤곽선을 본다?좀 이상한 말이다.윤곽선이 없는데 어떻게

윤곽선을 본단 말인가?간단히 설명하자면 인간의 시지각 체계는 밝기에

변화가 생기는 부분에서 그 강도(intensity)의 차이를 실제의 강도보다

더 두드러지게 지각하기 때문에 윤곽선이 없어도 마치 윤곽선이 있는 듯

지각하게 된다는 말이다.149)

147)RobertSolso,CognitionandtheVisualArt,MITPress,1997,p.81.

148) 를 들어 망망 해에서 짙은 안개 속을 헤매는 경우처럼 주변이 모두 희뿌 서 아

무런 윤곽선도 볼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면 인간은 심지어 환각에 빠지게 되기도 한

다.

Ibid,p.53.

149)Ibid,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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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hBand를 통해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MachBand는 물

리학자이자,심리학자 그리고 철학자인 에른스트 마흐(ErnstMach)가 고

안한 것으로,밝음과 어두움이 만나는 부분에서 밝음은 더 밝게,어두움

은 더 어둡게 강도가 강화되어 환 으로 지각되는 상을 말한다.도

에서 각 패 의 끝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의 패 이 밝으면

모서리가 더 어둡게 보이고,반 로 의 패 이 어두우면 모서리가 더

밝게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모서리가 이 게 보이는 상은 환 이

다.왜냐하면 패 의 밝기는 각각의 패 내에서는 균등하여 모서리 부

분이라고 더 특별히 밝거나 어둡지 않기 때문이다.하지만 인간은 한 패

을 패 의 밝기에 따라 더 밝게 혹은 더 어둡게 지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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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 은 A,B,C,D지 에서의 실제 밝기와 지각한 밝기를 측정하

여 그래 로 나타낸 것이다.A와 B지 의 밝기 그리고 C와 D 지 의

밝기는 실제로 동일하지만 인간은 B와 C에서 각각 실제보다 더 밝게 혹

은 더 어둡게 지각하 다.그래서 B와 C에서 선이 보이게 된다.에른스

트 메쉬는 인간이 이 게 환 으로 지각하는 이유에 하여 어떤 생리

학 인 원인이 있을 것이라 추측하 다.150)

인지신경과학자들은 에른스트 메쉬의 추측이 옳았음을 밝 냈다.인

간이 이처럼 밝기를 환 으로 지각하는 이유는 측면억제(Lateral

inhibition)가 일어나기 때문이다.151)측면억제란 뉴런이 근 한 뉴런을

억제하는 신경망 구조(architectureforneuralnetworks)152)를 가진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측면억제가 일어나는 이유는 신경 세포가 심-주변

구성을 가지기 때문이다.153)앞장에서 설명했듯이 심-주변 구성은 세

150)MichaelF.Marmor,Mames G.Ravin,The Artist's Eyes:Vision and the

HistoryofArt,Abrams,2009,p.37.

151)측면억제는 빛의 밝기가 갑자기 변화하는 장소의 이미지인 모서리에 한 신경표상

을 향상시키는데 요하다.

BernardJ.Baars,NicoleM.Gage,Cognition,Brain,andConsciousness1/e,『인

지,뇌,의식 1 』,강 균 옮김,교보문고,2010,p.150.

152)Stephen E.Palmer,VisionScience:PhotonstoPhenomenology,MIT Press,

1999,p.115-116.

153) 심-주변 구성을 갖는 한 세포는 이 수용장 심에 떨어지면 강하게 반응한

다.그 이 커질수록 심 역의 경계를 넘지 않는 선까지는 반응이 증가한

다.그러나 이 커져 심경계를 넘어 주변 역까지 더 자극하게 되면

그 신경 세포의 반응은 감소하기 시작한다.세포의 이러한 행동을 어떻게 이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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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로 하여 분산된 빛 보다는 밝기에 변화가 있는 빛에, 진 인 밝기

변화 보다는 작스런 밝기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한다.도 을

보자.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만나는 경계에 표시된 신경 세포의

수용 역은 활성화- 심과 억제-주변이 일부만 자극됨을 보여 다.이

처럼 경계에서는 수용 역의 일부만 자극되어 세포가 반응하게 되지만

다른 부분에선 활성화- 심과 억제-주변이 모두 자극되어 세포의 반응

은 0이 된다.이러한 생리학 구조를 바탕으로 인간의 시지각 체계는

균일한 빛 보다는 변화가 있는 빛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되어 효율

인 모서리 혹은 윤곽선 감지 능력을 갖게 되었다.

MaYuan,<ViewingPlum BlossomsbyMoonlight>12c

Machband는 밝기에 변화가 생기는 곳에서라면 어디에서건 인간에

게 지각된다.그리고 이 게 지각되는 Machband와 그로 인한 밝기의

환 은 먹의 농담을 조 하여 흑백으로 묘사하는 수묵화에서 요하다.

이 도 에서 감상자는 MachBand효과에 의해 돌산의 윤곽들을 지각한

다.154)이처럼 Machband효과는 먹으로 산을 그리고 여백을 통해 하늘

있는가?핵심개념은 측면억제이다.측면억제는 한 뉴런의 활동이 시야 주변 역에

반응하는 뉴런에서 오는 입력에 의해 억제됨을 뜻한다.신경 세포는 심 역에

응하는 세포들로부터는 흥분성 입력을 받고,주변 역에 응하는 세포들로부터는

억제성 입력을 받는다.흥분과 억제가 균등하게 고르면 뉴런은 반응하지 않게 된다.

BernardJ.Baars,NicoleM.Gage,Cognition,Brain,andConsciousness1/e,『인

지,뇌,의식 1 』,강 균 옮김,교보문고,2010,p.150.

154)MichaelF.Marmor,Mames G.Ravin,The Artist's Eyes:Vision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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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표 하는 동양의 산수화에서 산의 형체를 지각하도록 해주고, 한

산의 어두움과 하늘의 밝음을 강화시켜 다.

다음은 깊이의 지각이다.인간은 세상을 삼차원의 입체로 지각하지만

사실 처음부터 세상을 삼차원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왜냐하면 인간의

망막이 입체가 아니기 때문이다.망막은 이차원의 납작한 신경 조직(a

flatsheetofneuraltissue)으로 망막에 맺히는 이미지는 이차원이 된다.

그래서 세상에 한 물리 인 정보는 높이와 넓이 그리고 깊이의 삼차원

이지만,망막이 지각하는 것은 높이와 넓이의 이차원의 정보만이다.깊이

는 뇌가 망막의 평면 이미지에서 여러 단서들을 통해 계산해 낸다.그래

서 인간은 시각 자극이 망막에 이차원으로 입력됨에도 불구하고 여 히

삼차원의 세상을 지각할 수 있게 된다.155)이처럼 삼차원의 세상을 에

서 이차원으로 기록하고,뇌에서 다시 삼차원으로 해석해내는 것을

“3D/2D/3D 문제(3D/2D/3D problem)”라고 한다.156)그런데 이차원의 평

면인 망막 이미지를 삼차원의 공간으로 해석해내는 뇌의 기능은 회화의

지각과정과 비슷하다.화가는 삼차원의 세계를 이차원의 캔버스 에 삼

차원으로 보이게끔 재 한다.157)그리고 감상자는 마치 망막의 이차원

이미지를 삼차원으로 알아보듯,이차원의 회화를 삼차원으로 지각한다.

그리고 화가들이 삼차원의 환 을 해 회화에 사용한 기법들은 뇌가 평

면의 이미지에서 깊이의 정보를 얻기 해 활용하는 단서들과 동일한 원

리이다.158)이제부터 뇌가 깊이를 계산하는 원리와 화가들이 이를 회화

에 용하는 과정을 설명하겠다.

HistoryofArt,Abrams,2009,p.39.

155)MargaretLivingstone,VisionandArt:TheBiologyofSeeing,Abrams,2002,

p.101.

156)RobertSolso,CognitionandtheVisualArt,MITPress,1997,p.158.

157)만약 화가가 뇌가 정보를 처리하기 인 망막의 이미지를 잡아내어 그 로 캔버스

에 옮길 수만 있다면,화가는 쉽게 세상을 회화 으로 재 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이는 불가능하다.왜냐하면 인간은 망막 이미지에 의식 인 근을 할 수 없기 때문

이다.인간은 뇌가 평면의 망막 이미지를 입체로 처리한 후에야 비로소 시지각을 가

질 수 있다.

MargaretLivingstone,Vision and Art:The BiologyofSeeing,Abrams,2002,

p.101.

158)Ibid,p.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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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가 깊이를 계산하는데 이용하는 단서로는 원근법(perspective)의 원

리가 있다.원근법은 상과 사이의 거리에 따른 상의 크기의 변화

를 말한다.159)심리학자인 J.J.깁슨이 제공한 도 을 보면,삼차원의 세

계가 어떻게 이차원으로 망막에 투사되는지와 그 과정에서 생기는 거리

에 따른 크기의 변화를 잘 이해할 수 있다.도 속의 찰자가 보고 있

는 상들의 윤곽선 실선으로 그려진 부분만이 찰자의 망막에 맺힌

다. 선으로 그려진 부분은 실선으로 그려진 부분에 가려져 망막에는

인식되지 않는다.삼차원의 세계가 이차원으로 망막에 인식된 것이다.이

때, 찰자의 손은 벽에 걸린 그림보다 작지만,망막에는 거의 비슷한 크

기로 투사된다.왜냐하면 손이 벽에 걸린 그림보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손이 망막에 맺힌 이미지의 크기와 벽의 그림이 망막에 맺힌 이미지의

크기가 비슷하기 때문이다.만약 테이블을 지 있는 치에서 찰자

쪽으로 앞당긴다면,그 앞당긴 거리에 비례하여 테이블의 크기가 커보이

게 될 것이다.160)

159)Ibid,p.103.

160)Ibid,p.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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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을 보면 거리에 따른 상의 크기 변화를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상으로부터 반사된 빛은 의 동공(pupil)의 한 으로 모이게

된다.이때 한 으로 모이게 되면서 생기는 각도는 가까이 있는 상이

멀리 있는 상보다 크다.그래서 망막으로부터의 거리와 상의 크기

사이에 반비례 계가 생기게 된다.161) 의 도 A가 바로 이러한

계를 보여주는 도 이다.그리고 B는 이러한 계의 결과로 망막에 맺

힌 나무의 모습이다.가까이 있는 나무는 크게,멀리 있는 나무는 작게

망막에 재 되었다.이것이 바로 원근법이다.인간의 시각체계는 무도

능숙하게 원근법 정보를 깊이의 정보로 바꾸어 버리기 때문에 인간이 원

근법의 원리에 하여 이해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려야 했다.162)

원근법,즉 거리에 따른 상의 크기 변화와 련하여 나타나는 두

가지 요한 상이 있다.하나는 평행선의 수렴(convergenceofparallel

lines)이고,다른 하나는 멀리 있는 상이 뿌 게 흐리고 왜곡되어 보이

는 상이다.먼 평행선의 수렴에 해 보자.삼차원의 세계에서는 평

행인 선들이 이차원의 이미지에서는 평행이 아닌 지평선의 소실

(vanishingpoint)을 향해 수렴하는 선이 된다.기찻길을 생각해 보면 쉽

게 이해가 된다.기찻길의 평행한 두 일은 멀리 지평선에선 한

161) 상의 크기(h)와 상과 망막사이의 거리(d), 상에서 반사된 빛이 의 한 으

로 모이면서 생기는 각도 (a)사이의 계는 d= h 이다.

tana

StephenE.Palmer,VisionScience:PhotonstoPhenomenology,MIT Press,1999,

p.232-233.

162)MargaretLivingstone,VisionandArt:TheBiologyofSeeing,Abrams,2002,

p.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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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모이게 된다.이러한 상이 생기는 이유는 평행한 두 선 사이의

일정한 거리가 찰자와 가까이 있을 때는 크게, 찰자로부터 멀리 있

을 때는 작게 보이기 때문이다.163)가까이 있는 상은 크게,멀리 있는

상은 작게 보이는 원근법의 원리가 평행선 사이의 거리에도 그 로

용되어 선 사이의 거리가 좁아지면서 결국에는 한 에서 모이는

수렴하는 선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다.이처럼 평행선이 한 에서 수렴

하는 것으로 보이는 상을 선 원근법(linearperspective)이라고 한다.

다음으로,멀리 있는 상이 뿌 게 흐려져 세부사항을 알아볼 수 없

는 상이 있다.이러한 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환경 인 요인 때문이

다.지구와 가까운 공기층인 류권(troposphere)의 공기는 지역,일기,시

간,오염도에 따라 달라지며,이러한 변수에 따라 멀리 있는 상은 뿌

게 흐려 보이게 되기도 한다.이처럼 류권의 공기에 의해 멀리 있는

상이 다르게 보이는 상을 공기 원근법(atmosphericperspective)이라고

한다.오늘날 가장 빈번히 보이는 공기원근법의 상의 는 류권의 스

모그(smog)가 멀리 있는 상을 먼지 낀 갈색(dirtybrown)으로 보이게

끔 왜곡시키는 스모그 상이라고 할 수 있다.인간은 스모그 상에 의

해 뿌 고 흐리게 지각되는 장면에서 깊이에 한 정보를 얻게 된다.164)

인간의 뇌가 선원근법과 공기원근법에서 힌트를 얻어 세상에 한 깊이

를 지각하는 원리는 화가들에 의해 회화에 용되었다.화가들은 선 원근

법과 공기 원근법으로 인해 나타나는 상을 그 로 회화에 묘사하 고,

이는 감상자로 하여 회화에서 깊이를 지각하도록 해주게 된다.

163)Stephen E.Palmer,VisionScience:PhotonstoPhenomenology,MIT Press,

1999,p.231.

164)RobertSolso,CognitionandtheVisualArt,MITPress,1997,p.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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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들은 지각한 그 로의 세상,즉 선 원근법과 공기 원근법이 나

타나는 상 그 로의 세상을 회화에 묘사하기 해 먼 세상을 이차원

으로 보도록 노력하 다.세상을 이차원으로 볼 수 있게 되면,이차원의

망막 이미지에서 자동 으로 깊이가 계산되던 과정이 단 되면서,뇌로

하여 깊이를 지각하게 해주던 단서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

다.165)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기 르네상스 화가인 알 히트 뒤러

(AlbrechtDürer)는 세상을 이차원으로 보기 한 보조기구들을 개발하

다.도 에 나타난 도구가 그것이다.뒤러는 의 치를 고정시키고

격자를 통해 세상을 보는 도구의 도움으로 삼차원의 세상에 한 이차원

의 이미지를 한결 편리하게 볼 수 있었다.삼차원의 세상에 한 이차원

의 이미지를 정확하게 화면에 묘사하면 이는 마치 망막에 맺힌 이미지를

그 로 묘사한 것과 동일하다.그러면 감상자는 마치 세상에서 선 원근

법 원리를 통해 깊이를 지각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화에서도 깊이

를 지각하여 삼차원의 환 을 얻을 수 있게 된다.166)이 듯 화가들은

망막의 이미지와 동일한 이차원으로 본 세상의 모습을 회화에 재 하고

자 노력하 고,오늘날 미술사 책에는 원근법 원리에 따라 그려진 회화

들이 가득하게 되었다.

165)MargaretLivingstone,VisionandArt:TheBiologyofSeeing,Abrams,2002,

p.103.

166)Ibid,p.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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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지각에 있어 다른 요한 단서는 명암(shading)으로 이는 휘

도의 변화에 한 지각이다.도 을 보라.도 의 원은 벽에 붙어 있는

반구처럼 보인다.왜 그럴까.아무리 만져 도 요철이 느껴지지 않는데

말이다.이것이 바로 명암이 야기한 삼차원의 환 이다.삼차원의 물체는

원으로부터 빛을 받을 때,물체 표면의 기울기에 따라 빛을 받는 각도

가 다르고,그 다른 각도에 따라 빛을 받는 양도 다르고,빛을 받는 양에

따라 받은 빛을 반사하는 양도 다르다.반사하는 빛의 양이 많을수록 밝

고, 을수록 어둡게 지각된다.표면에서 야기되는 이러한 복사량의 변주

에 의해 생기는 밝음과 어두움 사이의 변화 단계들에 한 지각을 명암

이라고 한다.167)인간의 시지각 체계는 명암을 통해 휘도의 변화를 지각

하여 삼차원의 환 을 얻는다.

도 에서 왼쪽은 볼록 튀어나오게,오른쪽은 오목하게 들어가 보인다.

이는 인간의 시지각 체계가 로부터 오는 빛을 가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168) 로부터 오는 빛을 가정한 시각체계는 왼쪽 것을 가장 빛

167)Stephen E.Palmer,VisionScience:PhotonstoPhenomenology,MIT Press,

1999,p.243.

168)MargaretLivingstone,VisionandArt:TheBiologyofSeeing,Abrams,2002,

p.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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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많이 받은 밝은 윗부분에서 아래로 갈수록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에

가려져 빛을 못 받는 어두운 부분으로 지각하고,오른쪽 것을 움푹 패여

들어가 있어 윗부분은 빛을 못 받아 어둡고 아랫부분에는 빛이 닿아 밝

은 것으로 지각한다.169)

원근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명암 한 이차원의 회화를 삼차원의

환 으로 지각되게 해주는 요한 요소이다.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

다.회화는 칼라 물감으로 그려지는데,물감의 한계로 인하여 화가가 지

각한 만큼의 휘도의 변화를 충분히 표 할 수 없는 것이다.이를 보이기

해 신경생물학자인 마거릿 리빙스턴은 <도 1>과 같이 나무블록을 세

워놓고 블록들의 휘도를 측정하 다.그래 는 블록들의 휘도 측정 결과

를 나타낸 것이다.측정 결과 노란 블록의 가장 밝은 면이 240,검은 블

록의 그림자진 가장 어두운 부분이 5로 가장 밝은 부분이 가장 어두운

부분보다 50배 정도 밝게 지각되었다.하지만 이 블록들을 사진 어서

사진 상에서의 휘도 차이를 측정했을 때에는 가장 밝은 부분이 가장 어

두운 부분보다 단지 15배 정도 밝았을 뿐이다.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이

유는 사진에 쓰인 색 안료가 나타낼 수 있는 휘도의 범 가 소하기 때

문이다.실제 블록에서는 검정 블록의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에 휘도

의 차이가 생기지만,사진에서는 색 안료의 한계로 인하여 밝은 검정과

어두운 검정의 미묘한 밝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그냥 모두 동일한

검정으로 나타날 뿐이다.색 블록의 경우에 있어서도 실제로는 그림자진

부분에서도 밝기의 변화가 있지만 사진에서는 그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

다.170)

물감의 한계로 인하여 표 가능한 휘도 변화 단계(luminance

spectrum)의 범 가 제한되는 것은 화가들이 해결해야 할 숙제 다.그

리고 이 숙제는 르네상스에 이르러서야 해결되었다.르네상스 이 의 화

가들은 명암을 묘사할 때 흰색으로 채도의 차이를 조 하는 방법을 택했

다.하지만 이는 효율 인 방법이 아니었다.왜냐하면 가시 선 스펙트럼

의 색들에 한 휘도의 지각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다.<도 2>는 가

169)Ibid.

170)Ibid,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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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선 스펙트럼의 색들의 휘도에 한 수용체의 반응을 그래 로 나타

낸 것이다.그래 에서 볼 수 있듯이 원추체는 노란색에서 가장 높은 반

응을 란색에서 낮은 반응을 보인다.이는 물리 으로는 동일한 밝기

일지라도 원추체가 노란색의 휘도를 더 높게 지각한다는 의미이다.따라

서 흰색의 조 을 통해 그림 체의 휘도의 차이를 표 하면 그림 속

상들 사이에서 휘도 변화 단계에 불일치가 생긴다.171)왜냐하면 밝은 노

란색과 어두운 노란색 사이의 변화 단계들과 밝은 란색과 어두운 란

색의 변화 단계들의 범 가 다르기 때문이다.노란색은 높은 휘도로 인

하여 밝은 노랑에서 어두운 노랑에 이르기까지 많은 휘도 변화의 단계를

가질 수 있다.하지만 밝은 랑에서 어두운 랑까지의 휘도 변화의 단

계는 노랑의 경우만큼 그 범 가 넓지 않다.<도 3>을 보면 이를 잘

이해할 수 있다.<도 3>은 <성모자와 스칼 교황 (Madonnawith

ChildandPopePasqualeI)>란 기 기독교 모자이크이다.작품에서 색

을 제거한 오른쪽 도 을 보면 작품 요소들 간에 명암이 불일치 한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밝은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서는 옷 주름을 통한

휘도 단계 변화가 풍부하게 나타나 있다.반면 성모 마리아의 어두운

란색 옷의 묘사는 정교하지 못하다.어두운 란색이 나타낼 수 있는 밝

기 변화의 단계가 제한 이기 때문이다.한 작품 안에서 밝은 옷에는 많

은 단계의 밝기 변화가 있고,어두운 옷에는 제한 인 단계의 밝기 변화

가 있는 이러한 차이는 체 인 작품의 모습을 부자연스럽게 만든

다.172)

미술사학자인 존 쉬어만(JohnShearman)은 오나르도 다빈치를 색

별로 표 가능한 휘도 변화 단계의 범 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체 장

면의 부자연스러움의 문제를 해결한 첫 번째 화가로 꼽는다.존 쉬어만

은 오나르도 다빈치가 회화에서 사용되는 색이 모두 동일한 휘도 변화

단계의 범 를 갖도록 조 한 것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 다고 설명하

다.<도 4>는 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베 아의 성모 (Benois

Madonna)>이다.이 그림에서 오나르도 다빈치는 무 밝거나 무 어

171)Ibid.

172)Ibid,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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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운 색의 사용을 피하고 되도록 가시 선 스펙트럼에서의 간 범 의

색(midrangecolor)을 사용하여 그림 속 요소들 사이에서 일정한 명암

변화 단계가 유지되도록 하 다.173)그림에서 색을 제거한 흑백의 버

을 보면 그림 속 두 인물의 휘도 변화 단계가 비슷한 범 임을 알 수 있

다. 오나르도 다빈치는 휘도 변화단계의 범 가 그림 내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그림 속 인물들 간에 명암 변화의 불균형이 일어나

지 않도록 하 다.

바로크 화가인 렘 란트(RembrandtHarmenszoonvanRijn)는 역-명

암(counter-shading)기법으로 색 안료가 가진 휘도 변화 단계의 표 의

한계를 극복하 다.역-명암이란 상의 휘도 변화를 묘사하는 신,배

경의 휘도를 조 함으로써 상 으로 지각되는 상의 휘도를 활용하는

방법이다.도 에서 원은 볼록 튀어나와 보인다.명암을 처음 설명할 때

보았던 도 처럼 말이다.그런데 앞의 도 에서의 볼록 튀어나온 원과

달리 이 도 에서의 원은 윗부분이 밝고 아랫부분이 어둡지 않다.원

체가 단일한 색상이다.그런데도 왜 볼록 튀어나와 보일까?배경을 보면

의문이 해결된다.배경은 에서부터 아래로 차 밝아진다.그래서 원

자체는 단일한 색상이지만 윗부분은 어두운 배경에 비해 밝게,아랫부분

은 밝은 배경에 비해 어둡게 지각되어 감상자는 반구의 환 을 얻게 된

173) 오나르도 다빈치는 의식 으로 간색을 사용하 다.“화가들이여,인물에 밝은

옷을 입히길 기억하라.만약 어두운 옷을 입히면,그림자를 처리하기 한 휘도 변화

의 범 가 넓지 않기 때문에 인물이 덜 입체 으로 보일 것이다.”

Ibid,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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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 5>는 렘 란트의 <사색하는 철학자 (MeditatingPhilosopher)>

이다.렘 란트는 특히 스포트라이트 같은 조명의 드라마틱한 효과로 잘

알려져 있다.이러한 효과를 해 렘 란트가 사용한 기법이 바로 역-명

암이다.이 그림에서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은 그림 앞쪽의 어두운 부분

보다 물리 으론 단지 15배 정도 밝다.하지만 감상자에게 지각된 휘도

의 차이는 25배 정도로 훨씬 더 밝아 보인다.왜냐하면 빛이 들어오는

창문은 어두운 부분과 맞닿아 있어 상 으로 더 밝게 지각되기 때문이

다.그리고 철학자의 머리는 밝게 창틀은 어둡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철

학자의 머리가 창틀보다 더 어둡다.철학자의 머리는 어두운 배경보다

밝게,창틀은 맞닿아 있는 밝은 창문보다 어둡게 상 으로 지각되기

때문이다.이처럼 실제 밝기와 감상자가 지각하는 휘도에 차이가 생기는

원인은 신경 세포가 심-주변 구성을 가지기 때문이다.174)앞에서 설

명했듯이 신경 세포의 심-주변 구성은 세포로 하여 진 인 밝

기변화보다는 작스런 밝기변화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한다.그래

서 회화를 지각할 때에도 진 인 밝기변화보다는 작스런 밝기변화에

더 잘 반응하게 된다.렘 란트는 그의 회화에서 배경의 진 인 명암

과 작품 부분 부분의 작스런 밝기 변화를 복합 으로 이용하 다.그

가 신경 세포의 심-주변 구성을 알고 한 것은 아니었겠지만,렘 란

트의 기법은 감상자로 하여 물감이 지닌 휘도 변화 단계의 한계범

이상의 휘도를 지각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지 까지의 설명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어디 체계가 상/배경 분리와

깊이의 지각을 잘 해내기 해서는 휘도에 한 지각이 요하다.그리

고 휘도에 한 지각만 요하다.뇌 신경계의 기능 특수화로 인해 공

간감을 지각하는 것은 어디 체계의 역할이다.그리고 어디 체계는 색맹

이다.그러니까 휘도에 한 지각만이 요한 것이다.그런데 이를 바꾸

어 생각하면 휘도의 변화에 따른 원근법과 명암 처리만 올바르게 한다면

어떤 색을 써서 그리던 상 없이 삼차원의 환 을 일으킬 수 있다는 뜻

174)Ibid,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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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이러한 발상이 잘못된 것이 아님은 야수 화가들의 작품을 통

해 증명되었다.175)야수 는 앙리 마티스(HenriMatisse)가 보인 색에

한 강렬한 열정에 한 경배로 뭉친 12명의 은 작가 그룹이었다.<도

6>에서 에 있는 그림이 앙리 마티스의 <모자 쓴 여인 (The

WomanwithaHat)>이다.이 작품이 처음 공개되었을 때 사람들은 앙

리 마티스의 작품 앞에서 ‘ 게 못생긴 여자는 처음 보았다’고 불평했

다고 한다.176)하지만 그림에서 색을 제거한 흑백 버 에서의 모자 쓴

여인의 모습은 못생기게 보이지 않는다.흑백버 에서는 명암 표 이 잘

된 훌륭한 상화이지만 칼라버 에서는 못생긴 여인의 흉측한 상화가

되는 이유는 여인의 얼굴이 록,주황과 같이 피부색과는 계없는 색

으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이다.헨리 마티스는 휘도만 잘 맞추면 아무 색

이나 써도 원하는 삼차원의 환 을 표 해 낼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는 작품에서 색을 자유롭게 사용하 다.177)아래 있는 그림은

다른 야수 화가인 앙드 드 인(AndréDerain)의 <헨리 마티스의

상 (PortraitofHenriMatisse)>이다.앙드 드 인 역시도 사람의

얼굴에 사용되는 것이 일반 인 경우는 아닌 색을 상화에 사용하 지

만 모델인 헨리 마티스의 모습은 충분히 삼차원의 환 으로 지각된다.

헨리 마티스의 작품과 앙드 드 인의 작품에서 색을 제거한 흑백버

의 그림을 보면 특이함이 없는 일반 인 상화로 보인다.이 듯

야수 화가들은 색과는 별도로 휘도의 조 을 통한 깊이의 표 이 삼차

원의 환 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알았고,이에 색과 휘도 조 을 구별한

회화를 선보 다.그리고 이러한 색과 휘도의 분리는 상의 묘사와 색

을 무 하게 해 으로써 그들에게 색에 한 자유를 주었다.그 결과 야

수 는 감정표 을 한 색의 사용이라는 야수 양식을 성취할 수 있게

되었다.178)

175)Ibid,p.135.

176)박일호,『감성으로 보고 이성으로 읽는다』,삶과 꿈,2004,p.137.

BruceAltshuler,TheAvant-GardeinExhibition:new artinthe20thcentury,

UniversityofCaliforniapress,1994,p.14.

177)MargaretLivingstone,VisionandArt:TheBiologyofSeeing,Abrams,2002,

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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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까지 살펴 본 것처럼 회화의 지각에서 어디 체계는 휘도의 변화

에 한 지각에 기 하여 배경으로부터 상을 분리하고,평면의 이미지

에서 깊이를 계산하여 감상자로 하여 회화를 삼차원으로 지각하도록

해 다.앞에서 어디 체계의 빛의 밝기의 차이에 한 높은 민감함은 시

각 상의 공간 인 구성을 지각하기에 합하다고 하 다.이는 공간

인 구성에 한 지각이 휘도 변화의 지각에 기반을 두기 때문이었다.그

리고 색은 무엇 체계에 의해 별도로 지각된다.어디 체계는 모든 포유류

에서 발견되는 지각체계이지만 무엇 체계는 오직 장류에서만 발견되는

지각체계로 진화의 에서 봤을 때 응과정에서 나 에 진화된 지각

체계로 설명된다.그래서 학자들은 어디 체계가 회화에서 지각한 공간감

과 입체감에 무엇 체계가 지각한 색이 덧입 진다고 한다.179)다음 에

서는 흑백의 회화에 어떻게 색이 덧입 지는지,무엇 체계의 지각처리

과정에 하여 살펴보자.

178)안드 드 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나는 내 감정을 표 하는 수단으로 색을 사

용할 뿐,자연의 묘사를 해 사용하진 않는다.”

MargaretLivingstone,Vision and Art:The BiologyofSeeing,Abrams,2002,

p.137.

179)어디 체계의 지각에 무엇 체계의 지각이 덧입 진다고 해서 이 두 지각체계의 과

정이 순서 로 일어난다는 것은 아니다.인간의 지각처리과정은 병행분산 처리임을

기억하라.모든 지각과정은 동시에 병행분산 으로 일어난다.

MargaretLivingstone,VisionandArt:TheBiologyofSeeing,Abrams,2002,p.50.

MichaelF.Marmor,MamesG.Ravin,TheArtist'sEyes:VisionandtheHistory

ofArt,Abrams,2009,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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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무엇 체계의 처리과정

무엇 체계의 지각은 망막에서 일차 시각 피질를 거쳐 inferotemporal

cortex180)로 이어지는 경로이다. 과학자들은 후두와 후두측두

(occipitotemporal),측두를 묶어서 inferotemporalcortex라고 한다.앞에

서 무엇 체계는 상 재인과 색 지각을 담당한다고 하 다.그런데 상

재인은 단지 무엇 체계의 처리과정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개입

이 필요한 처리과정이다.그래서 상 재인에 해서는 지식의 개입 부

분에서 다루기로 하고,이 장에서는 색 지각만을 다루겠다.

보통 사람들은 상이 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색으로 보인다고

생각한다.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상의 색은 상에서 반사된 빛

에 한 시각기 의 복잡한 처리 결과이다.빛이 상을 비추었을 때

상에서 반사된 장은 그 빛의 물리 속성이지만,그 장의 빛을 특정

색으로 보는 것은 찰자의 지각의 결과이다.181)

180)MarieT.Banich,RebeccaJ.Compton,CognitiveNeuroscience3/e,Cengage

Learning,2011,p.180.

181)“빛에는 색이 없다(theRaystospeakproperlyarenotcoloured)"뉴턴의 말이다.

StephenE.Palmer,VisionScience:PhotonstoPhenomenology,MIT Press,1999,

p.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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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의 지각과정에 한 인지신경과학의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색에

한 지식을 상기해 보자.회화에 사용되는 것은 색 안료이지만 인간의

을 자극하는 것은 색 안료에서 반사된 빛이다.그래서 색 안료가 빛을

반사하는 과정에 하여 알 필요가 있다.그림에서 왼편은 빛의 삼원색

을 나타낸 것이고 오른편은 색 안료의 삼원색을 나타낸 것이다.빛은 가

산혼합이다.가산혼합이란 섞으면 섞을수록 반사되는 장의 종류가 더

해지는 혼합을 말한다.빛은 섞으면 섞을수록 반사하는 장의 종류가

늘어나 밝아져 흰색이 된다.반면 색 안료는 감산혼합이다.감산혼

합이란 섞으면 섞을수록 흡수되는 장이 많아지는 경우를 말한다.색

안료가 우리 에 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색 안료가 어떤 장은 흡수하

고 어떤 장은 반사하는 성질을 가졌기 때문이다. 를 들어 빨간색의

안료는 안료에 비치는 빛 장 장의 빛을 제외한 나머지 장들 모두

를 흡수한다.그래서 빨간색 안료에서는 장 장의 빛만이 반사되어 으

로 들어오게 된다.색 안료를 혼합하는 경우에는 색 안료가 섞이면 섞일

수록 흡수되는 장의 종류가 늘어나게 되어 반사되는 장은 어

든다.그래서 색 안료는 섞으면 섞을수록 어두워져 검정색이 된다.

그리고 빛의 삼원색은 빨강, 록, 랑이고 색 안료의 삼원색은 빨강,

노랑, 랑이다.빛과 색 안료의 삼원색이 다른 이유는 각각의 원추체가

반응하는 빛의 장의 범 가 다소 넓기 때문이다. 략 빨강,노랑,

록, 랑을 원색으로 취 하면 된다.182)

182)MargaretLivingstone,VisionandArt:TheBiologyofSeeing,Abrams,2002,

p.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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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색에 하여 알아야 할 것은 색의 속성이다.색에는 색상

(hue),채도(saturation),명도(brightness)의 세 가지 속성이 있다.색상,

채도,명도를 조 하면 가시 선 스펙트럼의 모든 장의 빛을 얻을 수

있게 된다.색상은 특정한 빛의 장이다.채도는 흰색이 섞인 정도를 말

하는 것으로 흰색이 섞인 정도에 따라 강약으로 말해진다.순수한 빨간

색은 흰색이 하나도 안 섞인 것으로 강하다.그리고 분홍색은 흰색이 섞

인 것으로 약하다.빨간색에 흰색의 비율이 늘어나 더 분홍에 가까

워질수록 빨간색은 더 약해진다고 표 된다.명도(brightness)는

인 밝기이다.밝기는 명도와 휘도로 설명된다.명도는 분자의 측정

치로 말하는 물리 인 밝기이고,휘도는 인간의 시지각 체계가 특정

장의 빛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측정한 지각된 밝기의 수치이

다.183)

색 지각에 하여 학자들은 오랫동안 삼원색 이론(Trichromatic

Theory)과 립과정 이론(OpponentProcessTheory)을 놓고 논쟁을 벌

여왔다.삼원색 이론은 색의 지각은 세 종류의 수용체의 처리과정에 달

려있다는 이론이다.이 이론은 1777년 조지 팔머(GeorgePalmer)가 제안

하고,1802년 토마스 (SirThomasYoung)이 조지 팔머와는 독립 으

로 발 시킨 것이다.뉴턴은 리즘으로 백색 을 분산시켜 백색 이 여

183)Ibid,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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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색 의 혼합물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과 더불어,빨간색과 노란색이

섞인 주황색의 선과 스펙트럼상의 순수 주황색 선을 우리 이 구별

할 수 없다는 사실도 발견하 다.그리고 이러한 사실에 하여 뉴턴은

의 능력부족 때문에 혼합 선과 순수 선을 구별할 수 없는 것이라

고 생각하 다.하지만 토마스 은 이를 단순히 의 능력 부족의 문제

로 취 하지 않았다.그는 인간의 이 순수한 선과 혼합 선을 구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색의 지각 과정을 밝히는 요한 단서가 된다고

생각하 다.그래서 토마스 은 삼원색에 하여,삼원색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에 세 종류의 수용체가 있기 때문에 삼원색이 있을 것

이라는 가설을 세웠다.이것이 삼원색 이론이다.삼원색 이론은 후에 맥

스웰(Maxwell)과 헬름홀츠(Helmholtz)에 의해 확장되어 -헬름홀츠 삼

원색 이론으로 불리게 되었다.헬름홀츠에 따르면,세 종류의 수용체는

자극되는 빛의 장에 따라 다르게 반응한다.첫 번째 수용체는 빛이

란색으로 보이는 스펙트럼인 단 장의 범 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

이고,두 번째 수용체는 빛이 록색으로 보이는 스펙트럼인 장의

범 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며,세 번째 수용체는 빛이 빨간색으

로 보이는 스펙트럼인 장 장의 범 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인다는

것이다.헬름홀츠는 계속해서,각각의 수용체들은 그 자체로는 색맹이지

만,세 수용체가 활발해지는 범 가 겹치기 때문에 어떤 빛이든 세 종류

의 수용체 모두를 다른 수 으로 자극하게 되어,세 수용체가 자극되는

비율에 따라 어떤 색이 지각되는지가 결정된다고 설명하 다.184)

184)Stephen E.Palmer,VisionScience:PhotonstoPhenomenology,MIT Press,

1999,p.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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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과정 이론은 에발트 헤링(EwaldHering)이 주장한 이론이다.그

는 잔상의 경험에 주목하여 인간이 색을 지각하는 것은 랑과 노랑 그

리고 빨강과 록 간에 생기는 립 반응(opposingresponse)에 의한 것

이라고 하 다.그는 상 의 장에 하여 립되는 반응을 보이는 세

의 메커니즘을 제안하 다.도 의 세 인 검정색과 흰색의 ,빨간

색과 록색의 , 란색과 노란색의 이 그것이다.검정색과 흰색의

은 빛에는 활성화되고 빛이 없을 때는 반응하지 않는다.빨간색과

록색의 은 빨간색에는 활성화되고 록색에는 억제되는 반응을 보인

다. 란색과 노란색의 은 란색에는 억제되고 노란색에는 활성화되

는 반응을 보인다.185)이것이 에왈드 헤링이 주장하는 립과정 이론이

다.에왈드 헤링은 이 세 의 메커니즘을 통해 색을 지각하게 된다고

설명하 다.

인지신경과학이 발달하자 학자들은 마다 삼원색 이론 는 립과

정 이론의 인지신경과학 증거를 찾고자 하 다.새롭게 밝 진 색 지

185)E.BruceGoldstein,Sensation and Perception 8/e,CengageLearning,2010,

p.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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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인지신경과학 메커니즘의 결론부터 말하자면,인간은 먼 세 종

류의 원추체의 활동으로 처음 기 신호를 발생시키고,그 후 신경 세

포층에서 색- 립(color-opponent)신호로 재암호화 한다는 것이다.186)

그러니까 삼원색 이론과 립과정 이론 모두 맞는 것이었다.삼원색 이

론은 원추체가 반응하는 색지각의 기 단계를 설명하기에 합한 이론

이었고, 립과정 이론는 신경 세포층에서의 재암호화 과정을 설명하

기에 합한 이론이었다.187)

으로 들어온 빛은 우선 수용체에 도달하고, 수용체인 간상체와

원추체는 빛에 반응하여 기 신호를 발생시킨다.간상체는 어디 체계의

처리과정으로 빛의 밝기에 한 신호를 발생시키고 이는 신경 세포에

서 빛의 밝기의 차이에 한 신호로 재암호화 됨을 앞에서 보았다.색의

지각에 여되는 것은 원추체가 생성한 기 신호이다.그런데 이때 각

각의 원추체가 생성한 기 신호에는 색에 한 정보가 없다.그 다면

색에 한 정보는 언제 갖게 되는가?색에 한 정보는 세 종류의 원추

체의 활성화 패턴을 비교한 비율의 조합이다.원추체는 높은 반응을 보

이는 빛의 장에 따라 장 장 원추체, 장 원추체,단 장 원추체로

분류된다.188)간단히 여서 L원추체,M원추체,S원추체라고 하겠다.

인간의 시각 체계는 한 원추체의 활성화를 다른 원추체들의 활성화와 비

교한다.189)

186)MargaretLivingstone,VisionandArt:TheBiologyofSeeing,Abrams,2002,

p.91.

MichaelF.Marmor,MamesG.Ravin,TheArtist'sEyes:VisionandtheHistory

ofArt,Abrams,2009,p.49.

187)E.BruceGoldstein,Sensation and Perception 8/e,CengageLearning,2010,

p.215.

188)MargaretLivingstone,VisionandArt:TheBiologyofSeeing,Abrams,2002,

p.27.

189)Ibid,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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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종류의 원추체가 서로의 활성화 정도를 비교하여 색을 지각하는 방식

은 다음과 같다.도 에서 S,M,L원추체의 활성화 정도는 고깔의 크기

로 표시되었다.크기가 큰 원추체는 많이 활성화 되었다는 뜻이다.S원

추체의 고깔이 가장 큰 때에는 단 장의 란색이,M 원추체의 고깔이

가장 큰 때에는 장의 록색이,L원추체의 고깔이 가장 큰 때에는

장 장의 빨간색이 지각되었다.그리고 M 원추체의 고깔과 L원추체의

고깔이 동일한 크기일 때에는 노란색이,세 원추체가 모두 동일한 크기

일 때에는 하얀 색이 지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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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색의 지각은 이처럼 세 종류의 원추체의 활성화 패턴의 조합

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은 순색과 혼합색을 구별할 수 없

다.도 에서 왼쪽은 혼합색의 물리 인 구조이고 오른쪽은 순색의 물리

인 구조이다.왼쪽의 물리 인 구조는 620 장의 빨간빛과 530 장

의 록빛이 섞인 것이고 오른쪽의 물리 인 구조는 580 장의 노란빛

이다.하지만 각각의 원추체의 반응 비율이 1.0,5.0,8.0으로 동일하기 때

문에 두 경우 모두 동일하게 노란색이 지각된다.190)

원추체가 발생시킨 기 신호는 신경 세포로 수렴되는 과정에서 색

의 차이에 한 정보의 기 신호인 색- 립 신호로 재암호화 된다.191)

에왈드 헤링은 립과정 이론에서 립 반응을 보이는 세 즉,검정색

과 흰색의 ,빨간색과 록색의 , 란색과 노란색의 의 메커니즘

을 제안했었다.이 세 검정색과 흰색의 은 휘도에 한 것이고,

이는 간상체의 작용으로 어디 체계에서 처리된다.그리고 나머지 두

인 빨간색과 록색의 과 란색과 노란색의 은 원추체의 작용으로

무엇 체계의 처리과정을 통해 색- 립 신호로 재암호화 된다.그리고 이

과정은 신경 세포에 있는 립 신경세포(opponentneuron)와 계된

다.과학자들은 신경 세포층에서 립 신경세포를 발견하 다.192) 립

신경세포는 스펙트럼의 특정 장의 빛에는 활성화의 반응을,스펙트럼

의 다른 특정 장의 빛에는 억제성의 반응을 보인다.

190)E.BruceGoldstein,Sensation and Perception 8/e,CengageLearning,2010,

p.208.

191)Ibid,p.216.

192)MarkF.Bear,BarryW.Connors,MichaelA.Paradiso,Neuroscience:Exploring

the Brain,3/e,LippincottWilliams&Wilkins,2007,p.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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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서 왼쪽은 단 장에는 활성화 반응을,장 장에는 억제성의 반응을

보이는 뉴런의 실험결과를 기록한 것이다.실험결과 이 뉴런은 450nm

장인 란빛의 스펙트럼 구간에서는 높은 반응을 보이고,580nm 장

인 노란빛의 스펙트럼 구간에서는 반응이 감소하 다.그래서 이 뉴런을

랑-활성 노랑-억제(B+Y-)뉴런이라 부른다.표의 오른쪽은 660nm

장인 빨간빛의 스펙트럼 구간에서는 높은 반응을 보이고 510nm 장인

록빛의 구간에서는 반응의 감소를 보인 빨강-활성 록-억제(R+G-)

뉴런의 실험결과의 기록이다.신경 세포층에서는 한 랑-억제 노랑

-활성(B-Y+) 뉴런과,빨강-억제 록-활성(R-G+) 뉴런도 찰되었

다.193)이러한 네 종류의 립 신경세포의 작용으로 인해 신경 세포층

에서 기 신호는 빨강과 록 그리고 랑과 노랑 사이의 차이에 한

기 신호로 재암호화 된다.

인지신경과학자들은 립 신경세포가 이처럼 랑과 노랑 그리고 빨

강과 록 사이에서 활성과 억제의 조합이 된 까닭에 하여 진화 과정

에서 그 이유를 찾았다.모든 장류(subprimatemammals)은 원래 두

종류의 원추체만 가지고 있었다.단 장 원추체와 장 원추체가 그것

이다.두 종류의 원추체 만으로 보는 색은 <도 7>의 오른편과 같다.그

193)E.BruceGoldstein,Sensation and Perception 8/e,CengageLearning,2010,

p.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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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데 30-40만 년 에 장 원추체로부터 장 장 원추체가 분리되어

진화되었다.그래서 고등 장류는 최종 으로 단 장, 장,장 장의

세 종류의 원추체를 갖게 되었다.세 종류의 원추체로 보는 색은 도

왼편이다.194)그리고 신경 세포층의 립 신경세포가 차이에

반응하는 색의 조합은 진화되기 의 원추체의 인 단 장의 란색과

장의 노란색,그리고 새롭게 진화되어 나타난 인 장 장의 빨간색

과 장의 록색이다.원추체에서 발생된 기 신호는 신경 세포층

에서 란색과 노란색 그리고 빨간색과 록색 사이의 균형의 차이로 재

암호화 된다.195)정리하자면,인간은 색 지각에서도 휘도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인 색을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 인 색을 지각하게 된

다.그리고 이 상 인 색에는 랑-노랑,빨강- 록의 활성과 억제의

조합인 네 의 립 신경세포가 계된다.그러니까 인간은 인

빨간색을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록색에 비해 얼마나 빨갛게 보

이는가를 지각하게 된다는 것이다.196)

인간이 상 인 색을 지각하는 것은 실제로 인간이 색을 지각하게

되는 환경을 고려할 때 인 색을 지각하는 것보다 더 유리하다.왜

냐하면 인간이 색을 지각하게 되는 환경의 모든 조명조건이 동일하지 않

기 때문이다. 상에서 반사되어 망막으로 들어오는 빛은 환경의 조명조

건에 따라 끊임없이 변한다.등교길의 아침햇살 아래에서,강의실의 형

194)아 리카 원숭이들과 유인원들은 두 종류의 원추체 즉 란색의 단 장에 반응하는

원추체와 노란색의 장에 반응하는 원추체만 가지고 있어서 빨강/ 록 색맹이다.

빨간색과 록색을 섞으면 노란색이 된다.그러니까 두 종류의 원추체만 가진 포유류

는 장 장이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장이 장 장 역까지 모두 반응하게 되

어 노란색에서 피크를 이루게 된다.

고등 장류는 남아메리카의 원숭이들-spidermonkeys,squirrelmonkeys,cebus

monkey를 말하는 것으로 이들은 세 종류의 원추체를 가지고 있다.

MargaretLivingstone,VisionandArt:TheBiologyofSeeing,Abrams,2002,p.29

MichaelF.Marmor,MamesG.Ravin,TheArtist'sEyes:VisionandtheHistory

ofArt,Abrams,2009,p.49.

195)빨강과 록, 랑과 노랑의 차이의 밸런스를 맞추면 스펙트럼의 모든 색이 표 가

능하다.

MichaelF.Marmor,MamesG.Ravin,TheArtist'sEyes:VisionandtheHistory

ofArt,Abrams,2009,p.49.

196)Ibid,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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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불빛 아래에서,약간의 노란빛이 섞인 LED 스탠드 조명 아래에서,

바의 무드 있는 조명 아래에서 내가 입은 빨간 원피스에서 반사되는 빛

의 장은 환경의 조명조건에 향을 받아 끊임없이 변하게 된다.만약

인간의 색지각 체계가 장에 따른 인 빛을 지각한다면 원피스의

빨간 색은 시시각각 그 색이 다르게 지각될 것이다.하지만 인간은 록

색에 비해 얼마나 빨간지 즉,빨강과 록 사이에서의 균형을 지각하게

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일정한 빨간색의 원피스를 지각할 수 있게

된다.

덧붙여,무엇 체계에는 색의 항상성(colorconstancy)유지의 역할을

하는 부 가 있다.색의 항상성이란 변화하는 조명조건 속에서도 색을

동일하게 지각하는 상을 말한다.197) 과학자들은 실험을 통해

inferotemporalcortex 특별히 V4부분이 색의 항상성 유지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V4 역은 빨간 원피스에서 반사되는 장과

배경의 조명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배경의 조명조건이 달라져도 일정하게

빨간색을 지각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198)

GeorgesSeurat<LeCirque>1891

인간이 어떻게 회화에서 색을 지각하게 되는지 그 처리과정을 알았으

니,이제 감상자가 회화에서 색과 련하여 지각하는 조형효과에 하여

설명하겠다.먼 묘법(pointillism)이다. 묘법은 물감을 트에서

197)MarieT.Banich,RebeccaJ.Compton,CognitiveNeuroscience3/e,Cengage

Learning,2011,p.162.

198)Ibid,p.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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섞어 캔버스에 칠하는 신 각각의 색의 들이 캔버스에 병치되도록 칠

하여 에서 색의 혼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법이다. 의 그림에서

왼쪽은 묘법으로 유명한 조르주 쇠라(GeorgesSeurat)의 <서커스 (Le

Cirque)>이고 오른쪽은 조르주 쇠라의 작품의 일부분을 확 한 것이다.

확 한 그림은 색들이 이 그림을 이루고 있음을 잘 보여주지만

왼쪽의 작품에선 각각의 들이 지각된다기보다는 서커스 공연을 하는

여인의 부드러운 살결로 지각된다.

회화에서의 묘법은 사실 칼라 인쇄물에서는 보편 으로 사용되고

있는 원리이다.칼라 인쇄의 원리는 인쇄 으로부터 매우 작은 색 잉

크들이 인쇄지로 떨어지는 것이다.이때 잉크의 색 들의 크기가 립

신경세포의 수용 역보다 작으면,인간은 각각의 색 들을 구별하여 볼

수 없고, 신 수용 역 안에 있는 색 들을 모두 혼합하여 보게 된

다.199) 묘법의 경우도 동일하다.화가가 캔버스에 립 신경세포의 수

용 역보다 작은 크기로 색 을 게 되면,감상자는 캔버스에 힌 각

각의 색의 들을 보는 신 병치된 색 들이 혼합된 색으로 지각하게

된다.도 에서 왼쪽은 칼라 인쇄물의 일부를 거의 열배쯤 확 한 것이

고,오른쪽은 묘법으로 그려진 회화의 일부를 두 배쯤 확 한 것이다.

두 경우 모두 란색과 노란색의 색 들이 병치되어 있다.도 은 크게

확 된 것이어서 노란색과 란색의 들이 각각 지각되지만 확 되지

않았다면 각각의 들의 크기가 립 신경세포의 수용 역보다 작기 때

문에 고루 잘 섞인(smooth)짙은 회색으로 지각되었을 것이다.200)

199)MargaretLivingstone,VisionandArt:TheBiologyofSeeing,Abrams,2002,

p.172.

200)MargaretLivingstone,VisionandArt:TheBiologyofSeeing,Abrams,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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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묘법에서의 색의 혼합은 빛이 혼합되는 가산혼합이다.물감

끼리 섞여서 흡수되는 장의 종류가 늘어나고 반사되는 장의 종류가

어드는 것이 아니라,병치된 각각의 색 에서 반사되는 장들이 늘어

나기 때문이다. 묘법으로 잘 알려진 다른 화가인 폴 시냑(Paul

Signac)은 묘법의 혼합에 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림에 사용된 록과 보라색이 만약 트에서 섞 다면,모든

회화의 인 칙칙한 회색이 되었을 것이다.하지만 캔버스에서 병

치 되었을 땐,은은하게 빛나는 회색으로 보이게 된다.”201)

폴 시냑의 말은 묘법이 가산혼합을 한다는 것을 잘 나타내 다. 묘법

화가들은 색의 병치를 통한 가산혼합으로 더욱 찬란한(brilliant)색의 회화

를 제작할 수 있었다.

다음은 인간의 색지각 체계가 신경 세포층에서 어디 체계에 의한

휘도 신호와 무엇 체계에 의한 색- 립 신호로 분리되어 병행분산 으

로 처리되기 때문에 지각 되는 조형효과에 한 설명이다.클로드 모네

(ClaudeMonet)는 <해돋이 인상(ImpressionSunrise)><도 8>에서 고

동치며 떠오르는 태양의 모습을 그려냈다.모네가 태양에 한 이와 같

은 환 을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것은 색과 휘도가 각각 별도의 체계에

의해 따로 지각되어 병행분산 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작품에서 색을

제거하고 흑백으로 만들면 구름의 밝기와 태양의 밝기가 동일하여 해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이는 휘도 정보에 의존하는 어디 체계는 해를 지각

하지 못하고,무엇 체계가 색을 통해 해를 지각하고 있음을 말해 다.어

디 체계는 휘도의 차이를 통해 치와 운동감을 지각하는 지각체계이

다.202)따라서 어디 체계가 해를 지각하지 못한다는 것은 해의 치와

p.172-173.

MichaelF.Marmor,MamesG.Ravin,TheArtist'sEyes:VisionandtheHistory

ofArt,Abrams,2009,p.50.

201)MargaretLivingstone,VisionandArt:TheBiologyofSeeing,Abrams,2002,

p.173.

202)어디 체계의 지각은 휘도의 차이에 기 한다.그리고 어디 체계는 상/배경 분리,

움직임,공간, 치,깊이 그리고 시각 장면의 체 인 구성의 지각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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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성 없음을 지각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된다.무엇 체계는 주황색을

통해 해를 지각하고 어디 체계는 해의 치와 운동성 없음을 지각하지

못한 결과 모네의 해는 주황색의 고동치는 모습으로 보이게 되었다.203)

참고로 <도 9>는 원본 그림의 해를 인 으로 밝게 조정한 것이

다.이 그림의 해는 배경의 구름보다 높은 휘도를 갖는다.따라서 어디

체계와 무엇 체계 모두 해를 지각한다.해의 치와 운동성에 한 정보

그리고 해의 색이 모두 다 지각된 것이다.그래서 이 그림의 해는 고동

치며 떠오르는 듯 보이지 않는다.

지 까지의 설명을 통해 회화를 지각하는 상향처리/자료주도 처리

의 처리과정을 알아보았다.상향처리/자료주도 처리의 어디 체계와 무

엇 체계의 처리과정을 통해 감상자는 윤곽선과 입체감,공간감,색을 병

행분산 으로 지각하여 하나의 회화를 지각할 수 있게 된다.하지만 회

화의 지각은 이러한 윤곽선과 입체감,공간감,색에 한 지각이 부가

아니다.회화의 지각이 완성되기 해서는 하향처리/개념주도 처리가

동반되어야 한다.204)다음 에서는 하향처리/개념주도 처리의 지각과

정을 살펴보겠다.

2.하향처리/개념주도 처리에 의한 지각

회화를 지각할 때 감상자는 회화의 물리 인 자극을 지각하고 경험하

지만, 한 람자의 뇌에 장되어 있던 정보가 이러한 물리 인 자극

을 지각하는 과정에 향을 미치기도 한다.후자의 경우를 하향처리/개

념주도 처리에 의한 지각이라고 한다.하향처리/개념주도 처리에 의

한 지각에 향을 미치는 요소는 지식과 주의(attention)의 두 가지이다.

지식은 감상자가 지각상황에 개입시키는 정보로 감상자의 뇌에 기억의

203)만약 이 작품에서 해를 구름보다 더 밝게 그린다면,해는 고동치는 것 같은 모습을

잃고 고정되어 보일 것이다.실제로 태양을 인 으로 하늘보다 밝게 만들어보니 태

양의 떨리는 것 같은 모습이 사라져 빛의 원으로 보이기보다 그 구름에 부착된

주황색 조각으로 보일 뿐이었다.

Ibid,p.40.

204)RobertSolso,CognitionandtheVisualArt,MITPress,1997,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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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장되어 있던 과거의 지각 경험들이다.지식은 상향처리/자료주

도 처리 과정 자체에 향을 미치기도 하고,상향처리/자료주도 처

리의 지각을 재인하기도 한다.주의는 처리할 자극에 한 뇌의 선택이

다.인간의 시지각 체계는 생물학 인 한계로 인하여 처리할 수 있는 자

극에 제한이 있다.그래서 주의를 통해 처리할 자극을 선택하고,주의를

이동시켜 가면서 체 상을 탐색한다.

2.1지식의 개입

하향처리/개념주도 처리에 의한 지각은 장기 기억(long-term

memory)에 장된 정보인 지식을 바탕으로 상에 한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이다.205)지 이 을 읽을 때에도 지각은 단지

종이로부터 자를 구별해 내는 상향처리/자료주도 처리에 그치지 않

는다.언어에 한 독자의 지식에 근거한 어떠한 가설이 세워지고 지각

자는 가설을 확인하면서 이 을 지각한다.206) 를 통해 살펴보자.

“THECAT”이다.하지만 자세히 보면 “THECAT”이 아니다.THE

의 H와 CAT의 A가 동일하다.그런데도 하나는 H로 하나는 A로 지각

된다.만약 H도 아니고 A도 아닌 문자만 별도로 제시되었다면 지각

자는 것이 H인지 A인지 알아볼 수 없었을 것이다.정체불명의 문자는

다른 문자들과의 물리 인 맥락 속에서 제시되었고,언어에 한 지각자

의 지식은 맥락을 고려하여 문자들이 구성하는 단어가 ‘THECAT’이

라는 가설을 세운다.그리고 지각자는 지각과정에서 가설을 확인하여 최

종 으로 문자들이 구성하는 단어가 THECAT임을 재인한다.207)

205)Ibid,p.111.

206)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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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자가 세우는 가설은 지각 과정에서 확인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

라,아 지각 과정 자체에 향을 미치기도 한다.도 의 삼각형들이 어

디를 가리키고 있는가?보통의 사람이라면 삼각형이 오른쪽을 가리킨다

고 여긴다.이는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의 방향으로 뭔가를 읽어왔던 습

으로 인해 지각자가 은연 에 그런 가설을 세웠기 때문이다.그런데

이 삼각형이 왼쪽 를 가리킨다고 생각하고 보라.큰 무리 없이 그 게

보인다.아니면 왼쪽 아래를 가리킨다고 여길 수도 있다.이 경우 역시도

쉽게 그 게 보인다.이 듯 삼각형의 방향은 찰자가 세운 가설 로

지각된다.208)두 시에서 알 수 있듯이 지식은 지각에 개입한다.지식이

없었다면 첫 번째 시는 그 기울기가 다른 길고 짧은 선들의 조합일

뿐 고양이를 뜻하는 문자가 될 수 없었다.두 번째 시에서도 마찬가지

로 지식이 없었다면 특정 방향을 가리키는 화살표 신 그냥 윤곽선으로

만 지각되었을 것이다.지식이 개입하자 그것은 지식이 가리키는 방향에

한 화살표가 되었다.209)

207)RobertSolso,CognitionandtheVisualArt,MITPress,1997,p.111.

208)Ibid,p.110-112.

209)Ibid,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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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주어진 시각 상에 지식이 개입하여 상을 올바르게 범주화

하는 것을 상 재인이라고 한다.210)인간의 지각은 상 재인의 단계에

이르러서야 완결된다.인식불능증(agnosia)환자의 사례를 보자.인식불

능증이란 상 재인에 필요한 추 시각 처리과정에 장애가 생긴 경우로

상 재인에 이르지 못한 불완 한 지각을 말한다.211)도 은 인식불능

증 환자에게 티백과 반지,펜 그림을 주고 같이 그려보라고 한 결과물

이다.왼쪽이 원본이고 오른쪽이 환자의 그림이다.도 에서 볼 수 있듯

이 환자는 상의 윤곽을 매우 정확하게 그려냈다.이는 시각 자극을 수

용하여 처리하는 그의 상향처리/자료주도 처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

음을 보여 다.하지만 그에게 지 그린 상이 무엇인지 물어 보았을

때에는 그는 아무런 답도 하지 못했다. 상 재인 능력을 상실했기 때

문이다.인식불능증 환자의 사례는 인간이 물리 인 시각 자극을 지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그것을 재인할 수 없으면 그 지각은 완 한 것이

아님을 증명한다.212)

회화의 지각도 마찬가지로 상 재인의 단계에 이르러서야 완결된다.

그리고 회화 지각에서 상 재인에 이르는 과정은 하향처리/개념주도

210)E.BruceGoldstein,Sensation and Perception 9/e,CengageLearning,2013,

p.9-10.

211)L.A.Baugh,L.Desanghere,J.J.Marotta,"Agnosia",EncyclopediaofBehavioral

Neuroscience,vol.1,UK:AcademicPress,2010,p.27.

212)MargaretLivingstone,VisionandArt:TheBiologyofSeeing,Abrams,2002,p.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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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가 상향처리/자료주도 처리에 의해 지각된 조형요소와 조형효과가

무엇인지 지식을 바탕으로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확인하여 재인하는 과

정이다.물리 인 시각 자극을 수용하고,거기에 지식을 개입시켜 그것을

어떤 상으로 재인하는 것이다. 한 지식은 상향처리/자료주도 처리

의 지각 과정자체에 향을 미쳐 어떤 특정 상으로 재인하게끔 유도하

기도 한다.

지식이 지각에 개입하는 과정은 기억(memory)이 여되는 처리과정

이다.왜냐하면 지식은 장기 기억에 장된 정보이기 때문이다.장기 기

억은 세 단계의 처리과정을 거쳐 지각에 개입한다.213)첫 번째는 기억의

생성이다.해마(hippocampus)와 두엽의 prefrontalcortex는 정보를 받

아들여 이를 기억에 합한 신경신호로 환하는 기능을 한다.연구결과

에 따르면 해마는 얼굴,단어,장면 는 상의 정보를 암호화 할 때 활

성화 되었다.세부 으로는 왼쪽 해마는 단어와 같은 언어 인 소재에,

오른쪽 해마는 얼굴이나 상과 같은 비언어 인 소재에 더 높은 반응을

213)기억에는 장기 기억과 workingmemory가 있다.장기 기억은 정보를 오랫동안 간

직하는 능력을 말한다.workingmemory는 재 처리 인 일을 해 짧은 시간동안

제한된 정보를 간직하는 능력을 말한다.기억상실증 환자는 부분 장기 기억에 문제

가 생긴 경우로,workingmemory에는 향이 없다.지각에 련되는 것은 장기 기억

이므로,여기에서는 장기 기억의 처리 과정만을 다루겠다.

Marie T.Banich,Rebecca J.Compton,Cognitive Neuroscience 3/e,Cengage

Learning,2011,p.267-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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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다.Prefrontalcortex에서의 반응도 해마에서의 반응과 유사했다.실

험자에게 단어와 같은 언어 인 것을 외우라고 했을 때에는 왼쪽

prefrontalcortex가 활성화 된 것이 찰되었고,얼굴과 같이 공간 으로

암호화할 필요가 있는 자극을 받았을 때에는 오른쪽 prefrontalcortex의

활성화가 찰되었다.그리고 이름 있는 상(nameableobject)의 경우처

럼 언어 이면서 동시에 공간 인 암호화를 필요로 하는 자극의 경우에

는 왼쪽과 오른쪽 prefrontalcortex모두가 활성화 되는 것이 찰되었

다.214)

두 번째는 장기 기억으로의 기억의 장이다.몇몇 이론들이 기억의

장에는 해마가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하지만 기억의 장과정에

해서는 아직 확실한 연구결과 없이 이론들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다루지 않겠다.

세 번째는 기억의 회수(retrieval)이다.기억이 지각에서 유용한 역할

을 하기 해서 인간은 장된 기억에 근하여 그것을 회수할 수 있어

야 한다.기억의 회수에 한 연구는 재 활발히 진행 이므로 본 논

문에서는 확실한 실험결과가 밝 진 부분만을 다루겠다.기억의 생성과

마찬가지로 기억의 회수에 있어서도 해마와 prefrontalcortex가 역할을

한다.먼 해마를 살펴보자.신경 상기술을 통해 과학자들은 해마 체계

가 일화 이고,의미론 이고,자 인 정보의 상기를 포함한 다양한 기

억의 회수에 여한다는 것을 알아냈다.그리고 이때 활성화 되는 해마

의 부 는 기억의 생성과정에서 활성화 되었던 부분과 다름이 찰되었

다.215)prefrontalcortex에 있어선,기억의 회수에 여하는 prefrontal

cortex의 부 가 기억의 생성에 여했던 부 와 유사했다.언어 인 기

억의 생성에 있어서도 왼쪽 prefrontalcortex의 활성화가 찰되었고,언

어 인 기억의 회수에 있어서도 왼쪽 prefrontalcortex가 활성화 된 것

이 찰되었다.216)장기 기억에 해서 밝 진 인지신경과학의 연구 성

214)Ibid,p.288.

215)PET와 fMRI촬 결과 일화 인 기억의 생성에는 기억의 회수에 활성화 되는 해마

의 부 보다 조 더 앞쪽이 활성화 되는 것이 찰되었다.

Marie T.Banich,Rebecca J.Compton,Cognitive Neuroscience 3/e,Cengage

Learning,2011,p.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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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이 정도이다.

인지 심리학자인 로버트 솔소는 정보가 장기 기억에 장될 때 도식

(schema)의 형태로 체계 으로 정리된다고 한다.217)도식이란 장기 기억

에서 정보가 정리되는 방식과 이 게 정리된 정보가 다시 사용되는 방식

을 말한다.218)간단히 설명하자면 이 다.길거리를 바라볼 때는 ‘길거리

도식'이 작동된다.이때 작동되는 ‘길거리 도식’는 그동안 보았던 길거리

의 모습들이 뇌의 장기 기억에 장되면서 형성된 길거리에 한 표

정보이다.기억 속에 형성되어 있는 ‘길거리 도식’은 지각자가 거리를 볼

때 기 할 만한 것들과 그것들의 상호 계에 하여 알려 다.

회화를 지각할 때에도 도식이 작동한다.219)회화의 지각에 있어서 가

장 즉각 으로 작동하는 도식은 감상자의 술 지식에 기 한 도식이

다.220)그리고 그 도식은 감상자의 지식정도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차이

가 난다.미술사에 한 지식이 있는 감상자라면 드가의 작품을 볼 때는

‘인상주의 도식’이,피카소의 그림을 볼 때는 ‘입체주의 도식’이,앤디 워

홀의 작품을 볼 때는 ‘팝 아트 도식’이 작동할 것이다.그래서 각각의 작

품을 지각할 때에 인상주의,입체주의,팝 아트 양식에서 나타날 법한 조

형형태를 기 하게 만든다.미술사에 지식이 없는 감상자는 미술사 지식

에 기 한 도식 신 각자 나름의 도식를 작동시킬 것이다.그려진 장면

에 한 일반 인 지식, 를 들면 드가의 발 장면의 경우엔 발 와

같은 일반 인 지식을 개입시킬 수도 있고, 는 미술사보다는 경제에

한 지식이 풍부한 감상자라면 앤디 워홀의 작품을 보고 ‘팝 아트 도식’

을 작동시키는 신에 투자에 한 지식을 개입시킬 수도 있다.감상자

들은 각자가 작동시킨 도식에 따라 작품에서 기 하는 바가 다르고,따

라서 지각하는 바도 다르다.그리고 이는 작품의 지각 뿐 아니라 작품에

한 이해 는 감상과도 연 된다.221)

216)Ibid,p.292.

217)RobertSolso,CognitionandtheVisualArt,MITPress,1997,p.102.

218)Ibid,p.116.

219)하향처리/개념주도 처리는 한 장면 도식(sceneschemas)과 계된다.장면 도

식이란 형 인 장면에 있음직한 것들에 한 찰자의 지식이다.

E.BruceGoldstein,SensationandPerception9/e,CengageLearning,2013,p.131.

220)RobertSolso,CognitionandtheVisualArt,MITPress,1997,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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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주의의 이동

주의란 지각할 가능성이 있는 주변의 모든 자극 즉,환경 자극에

한 뇌의 선별작업이다.뇌는 생물학 인 구조상 단 시간 동안에 처리

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한정되어 있다.시각체계만 놓고 생각해 보더라

도, 앞의 장면이 주는 모든 환경 자극을 처리해야 한다면,병행분산방

식으로 처리되는 시각체계에 과부하가 걸리게 될 것이 분명하다.여기에

세상에는 시각자극 외의 다른 여러 감각자극들도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

을 감안하면 뇌가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방 이해할 수 있다.따라서 뇌가 효과 으로 기능하려면,뇌는 입력되

는 자극 에 일부만을 선별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다.이때의 뇌의 선별

작업을 주의라고 한다.222)

인간의 시야에도 한 한계가 있다.인간의 이 명확하게 볼 수 있

221)서정주 시인은 <동천>이란 시에서 달을 썹으로 보았다.“겨울 하늘에 뜬 그믐달

은 구의 망막에나 같은 시각정보를 다.그 정보는 시신경 회로를 따라 후두엽

에 상을 맺는다.하지만 <동천>에서 보듯 서정주 시인은 그믐달을 임의 고운 썹

으로 보고 있다.시인의 특이한 경험과 감정이 그믐달을 썹으로 보도록 만든 것이

다.이처럼 우리는 동일한 환경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개인의 경험과 감정 상태에 따

라 세상을 각기 다르게 보고 있다.”

김종성,『뇌과학으로 풀어보는 인간 행동의 비 춤추는 뇌』,사이언스북스,2012,

p.64.

222)MarieT.Banich,RebeccaJ.Compton,CognitiveNeuroscience3/e,Cengage

Learning,2011,p.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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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야는 매우 소하다.앞에서 설명했듯이,인간의 시야는 심와 시

각과 주변부 시각으로 구분되고,인간은 심와 시각에서만 상을 분명

하게 볼 수 있다.도 을 보자. 심와 시각의 범 는 시각 축에서 1-2

도,최 10도 내로 매우 소하다.10도 밖의 부분은 주변부 시각으로

이 부분의 시야는 흐리다.223)그래서 인간은 주변부 시각이 어디를 더

자세히 볼 지를 정하면,인간은 혹은 머리를 움직여 보고 싶은 부분

이 심와 시각에 놓이도록 조정하는 방식으로 시각 상을 지각하게 된

다.224)그런데 이때 물리 으로는 주변부 시각이 심와 시각이 어디로

이동할 지를 결정하지만,정신 으로는 주의가 주변부 시각으로 하여

심와 시각을 어디로 이동 시킬지를 결정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주의의 처리과정에서 활성화되는 뇌의 부 는 시상의 LGN이다.주의

가 시야 어떤 곳에 집 되었을 때 LGN이 활성화 됨이 찰되었다.

앞에서 시상의 주요 기능은 정보의 조직이라고 하 다.시상은 망막에서

빠져나온 기 신호들을 그 신호들이 발생된 의 치에 따라 조직한

다. 기 신호들은 LGN으로 들어갈 때 6겹의 LGN 신경층 2,3,5층

에는 같은 편에 있는 망막으로부터 온 신호가,1,4,6층에는 반 편에

치한 의 망막으로부터 온 신호가 들어간다. 한 LGN에서 뇌피질로

달되는 정보의 양보다 뇌피질에서 LGN으로 들어오는 정보의 양이

더 많음이 찰되었다고 하 다.과학자들은 이러한 찰에 기반하여

LGN이 뇌로 달되는 정보를 조직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여과하는 문지

기 역할을 한다고 한다.선별기 에 부합되는 정보를 담은 신호의 처리

는 원활히 하고, 련 없는 정보를 담은 신호는 억제시키는 방식으로 말

223)좀 더 정확히 설명하자면,인간의 시야는 정확성의 정도에 따라 다음의 세 종류로

나뉘는데,이들은 시각 축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정의된다.

1. 심와 시각 :시각 축으로부터 1-2도의 범

2.parafovealvision:시각 축으로부터 10도 범 내

3.주변부 시각 :시각 축으로부터 10도 이상 벗어난 나머지 부분.

RobertSolso,Thepsychologyofartandtheevolutionoftheconsciousbrain,MIT

Press,2003,p.131.

224)회화를 한 에 잘 볼 수 있다고 생각될 수도 있다.하지만 이는 심와 시각의

치를 조정하는 우리의 안구운동이 무나 자동 이어서 드는 착각이다.Visionand

Artp.68의 설명 로 p.69의 이미지를 보라.그러면 심와 시각이 얼마나 소한지,

주변부 시각은 얼마나 낮은 해상도를 갖는지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MargaretLivingstone,VisionandArt:TheBiologyofSeeing,Abrams,2002,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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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225)그리고 뇌피질에서 LGN으로의 기 신호의 흐름은 지각이

단지 상향처리/자료주도 처리가 지각한 정보들의 모음이 아니라 하향

처리/자료주도 처리에 향을 받아 형성되는 것임을 나타낸다.226)

주의는 다시 분산 주의(divided attention)와 선택 주의(selective

attention)로 구분된다.227)이 회화의 지각과 련하여 살펴볼 것은 선

택 주의이다.방 환경 자극 처리과정을 거칠 자극을 선별하는 작업

을 주의라고 했다.그런데 여기에서 뭘 더 선택한다는 말인가?선택

주의는 주의를 기울이기로 선별한 자극들 에도 우선순 를 두어 한 자

극을 다른 자극보다 우선 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그리고 선택 주

의가 우선순 를 정하는 방식에 따라 다시 상향처리 주의 선택

(bottom-up attentional selection)과 하향처리 주의 선택(top-down

attentionalselection)으로 구분된다.상향처리 주의 선택은 자극 자체의

성질에 의해 우선순 를 부여받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장면에서 밝은

색을 띠거나 높은 밝기 비를 가지거나 뚜렷한 방향의 기울기를 보이는

부분은 장면의 다른 부분보다 두드러져 보인다.일상에서 본인의 의지와

상 없이 로 길을 끄는 자극을 한 경험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된

다.상향처리 주의 선택은 이처럼 자극 자체의 두드러진 성질이 지각자

의 주의를 끌어 우선 으로 처리되도록 한다.하향처리 주의 선택은

앞의 장면에 하여 지각자가 어디로 어떻게 주의를 이동시킬지를 결정

하는 경우를 말한다.회화의 경우에 있어서 감상자의 하향처리 주의 선

택의 결정에는 감상자의 지식이 향을 미친다.228)

225)MarieT.Banich,RebeccaJ.Compton,CognitiveNeuroscience3/e,Cengage

Learning,2011,p.309.

226)Ibid,p.153.

227)주의에는 분산 주의와 선택 주의의 두 종류가 있다.일상에서 우리는 동시에 두 가

지 이상의 사건 는 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운 할 때

를 생각하면 가장 쉽다.운 자는 주변의 차들과,교통 신호들,그리고 만약 4차선에

서 운행하고 있다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보행자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운 해야

한다.이 게 운 을 하면서도 우리는 사람과 화를 하거나 음악을 들을 수도 있

다. 보운 일 때를 떠올리면 얼마나 많은 것들에 동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가를

더욱 잘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이때 작동하는 것이 분산 주의이다.분산 주의는 동

시에 두 가지 이상의 사건 는 상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E.BruceGoldstein,SensationandPerception8/e,CengageLearning,2010,p.134.

228)로버트 솔소는 지식 외에도 의도,흥미,무의식 동기 등 여러 가지가 향을 미친



- 105 -

러시아 과학자인 야버스(Yarbus)는 의 움직임을 통해 하향처리 주

의 선택에 하여 연구하 다.야버스는 각각의 감상자에게 다른 질문을

하면서 핀(Repin)의 그림을 보여주었고,그림을 보는 동안 감상자들의

의 움직임을 측정하 다.1번은 감상자에게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고

감상하게 한 경우이다.2번은 그림 속 사람들의 경제 인 수 을 질문하

다.3번은 나이,4번은 손님이 오기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

까,5번은 사람들의 치를 기억해 주길 부탁한 경우이다.꼭지 이 시선

이 머물 던 지 으로 심와 시각을 나타내고,선은 주변부 시각에서

심와 시각으로의 움직임을 나타낸다.각각의 경우에서 꼭지 과 선으

로 기록된 의 움직임의 흔 은 감상자들이 받은 질문별로 달랐다.경

제 인 수 을 악하기 해 감상자는 집 안에 걸려있는 액자들,가구

들,사람들의 옷차림을 두루 살핀 흔 을 보인다.그림 속 인물들의 나이

를 악하기 해 감상자는 그림 속 인물들의 얼굴을 면 히 살핀 흔

을 보인다.229)야버스의 실험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감상자가 그림으

다고 한다.하지만 의도,흥미,무의식 동기가 하향 처리 주의 선택에 여하는 인

지신경과학 처리과정이 각각 다르므로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겠다.

RobertSolso,CognitionandtheVisualArt,MITPress,1997,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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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얻고자 하는 정보의 내용에 따라 주의를 기울이고 시선을 이동시

키는 작품의 부 가 다르다는 것이다.감상자는 자신의 지식에 기반하여

질문에 답을 한 정보를 얻기에 합한 부분을 선택하 고,그곳들에

차례로 주의를 기울 다.

앞에서 회화의 지각은 상 재인에 이르러야 완결 되는데,회화 지각

에서 상 재인에 이르는 과정은 하향처리/개념주도 처리가 상향처리/

자료주도 처리에 의해 지각된 조형요소와 조형효과가 무엇인지 지식을

바탕으로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확인하여 재인하는 과정이라고 하 다.

이러한 과정 확인의 단계에서 주의의 이동이 필요하다.감상자가 지

식에 기 하여 회화에 해 어떤 가설을 세우면 주의가 이동함에 따라

주변부 시각과 심와 시각이 교차 으로 움직이며 회화를 탐색하여 그

가설을 확인해 나간다.그리고 주의의 이동에 따른 탐색이 완료되어 가

설이 옳음이 확인되면,비로소 회화는 가설 로 재인된다.

상이나 장면을 지각할 때 지각자가 선택한 부분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주의를 이동시켜 주는 뇌의 부 는 둔덕(superior

colliculus)이다. 둔덕은 주변부 시각이 재빨리 심와 시각으로 환될

229)Ibid,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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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의 움직임을 조정하여 주의가 이동되도록 한다.주변부 시

각이 심와 시각이 다음으로 향하게 될 곳을 정하면 둔덕이 의 움

직임을 조정하여 주의가 한 장소 는 상으로부터 다른 장소 는

상으로 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230)

로버트 솔소는 ‘회화의 지각이 가능한 이유는 과 뇌가 회화의 물리

인 자극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뇌가 모양이나 색,조형요

소들의 병치에 한 정보를 뇌에 장해 두었기 때문이다’라고 하

다.231)지 까지 설명한 것과 같이 완 한 하나의 회화의 지각에는 상향

처리/자료주도 처리에 의한 지각에 하향처리/개념주도 처리에 의한

지각이 수반된다.회화의 지각은 상향처리/자료주도 처리에 의한 지각

과 하향처리/개념주도 처리에 의한 지각의 병행분산 인 처리과정이

다.

3.곰 리치의 회화 지각이론의 인지신경과학 수

용 월하임의 반박에 한 검토

회화의 지각에 한 인지신경과학의 설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회화를 보는 순간 상향처리/자료주도 처리가 시작된다.회화에서 망막

으로 들어온 시각 자극은 상과 배경,윤곽선,크기,명암,색 등의 조형

요소로 분석되어 각각의 자극의 처리에 합당한 어디 체계와 무엇 체계의

경로로 분리되어 지각된다.상향처리/자료주도 처리가 시작된 순간 하

향처리/개념주도 처리도 시작된다.하향처리/개념주도 처리는 상향

처리/자료주도 처리가 일차 으로 처리한 지각에 지식을 회수하여 가

설을 세우거나 상향처리/자료주도 처리의 지각 과정에 향을 미쳐 가

설 로 지각하게끔 유도한다.그리고 주의를 이동시켜 가며 가설을 확인

230)MarieT.Banich,RebeccaJ.Compton,CognitiveNeuroscience3/e,Cengage

Learning,2011,p.308.

231)RobertSolso,CognitionandtheVisualArt,MITPress,1997,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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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과정을 거친다.주변부 시각이 탐지한 무언가가 감상자의 지식에

의해 주의를 기울일 만한 것이라고 단되면,감상자의 주의는 그 부분

으로 이동한다.감상자는 주의가 이동하는 방향에 따라 그 부분이 심

와 시각에 놓이도록 는 머리를 움직여 심와 시각의 치를 조정

한다.주의의 이동을 통한 탐색이 완료되면 지식을 통해 가설에 따른 탐

색결과를 재인한다.

고딕성당을 그린 회화를 지각하는 경우를 로 살펴보자.회화가 망

막에 맺히면 시지각 체계는 회화의 물리 인 자극에 한 상향처리/자료

주도 처리를 시작한다.그리고 곧 이어 하향처리/개념주도 처리도

시작된다.윤곽이 지각되고,입체감과 공간감이 지각되고,색이 지각된다.

하향처리/개념주도 처리는 한 지식을 동원하여 이것이 성당이라는

가설을 세운다.그리고 주의를 이동시켜가며 가설을 확인하기 한 탐색

을 진행한다.특별히 성당 건축에 한 지식이 있는 감상자는 성당 건축

의 도식을 작동시켜 건물의 창문과 부벽,벽의 두께, 사드 탑의 높이로

차례로 심와 시각을 이동시켜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왜냐하면 성당

건축 양식은 이러한 요소들에 의해 시기가 나뉘기 때문이다.감상자가

주의를 기울임에 따라 감상자의 시야는 주변부 시각과 심와 시각이 교

차하며 이동하게 된다.그리고 창문의 구조,스테인드 라스의 색,벽의

두께,탑의 높이 등의 건축요소를 지각하기 해선 다시 상향처리/자료

주도 처리의 어디 체계와 무엇 체계의 처리과정이 진행된다.상향처리

/자료주도 처리의 어디 체계와 무엇 체계가 곡선의 창문과 스테인드

라스의 화려한 색,건물 외벽에 있는 부벽과 얇은 벽의 두께,뾰족하게

하늘을 향한 탑의 높이를 지각하고 나면 다시 하향처리/개념주도 처리

에 의한 지각이 지식을 동원하여 이것이 고딕 성당에서 나타나는 건축양

식으로 지 지각하고 있는 이 회화가 고딕 성당임을 재인한다.그리면

감상자는 고딕 성당을 그린 회화를 지각하게 되는 것이다. 한 감상자

가 회화에 그려진 것이 고딕 성당 건축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상향처리/

자료주도 처리로 하여 그 게 지각하도록 유도했을 수도 있다. 지

은 이해를 돕기 해 상향처리/자료주도 처리와 하향처리/개념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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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가 교차 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설명하 지만,인간의 시지각 체

계의 처리방식은 병행분산이기 때문에,실제 상황에서는 이 모든 과정이

동시에 병행분산 으로 진행된다.그리고 의 주변부 시각에서 심와

시각으로의 이동 한 머리를 크게 움직이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감상자

가 미처 자신의 동작을 자각하지 못할 만큼 순식간에 일어나게 된다.그

래서 감상자는 회화를 보자마자 한 에 그것을 고딕 성당을 그린 회화로

알아본 것처럼 느끼게 된다.

에른스트 곰 리치는 회화의 지각에 하여 ‘화가가 지각한 자연을

회화로 재 한 것을 감상자가 다시 자연으로 지각하는 과정’이라고 하

다.그리고 감상자가 회화를 다시 자연으로 지각하는 과정에서 투사와

일 성 테스트에 의한 환 이 일어난다고 설명하 다.에른스트 곰 리

치가 여기에서 말하는 투사란 감상자가 캔버스 에 그려진 것들에 기억

을 더하는 행 를 말한다.감상자는 물감에 기억을 더하고 일 성 테스

트를 통해 가장 잘 맞는 투사를 찾아 환 을 얻는다.에른스트 곰 리치

는 리엄 제임스의 ‘인간의 지각이 상당부분 기억에 의해서 채워지는

것’이라는 설명에 기 하여 인간에게는 투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 다.

그리고 회화에서 뒤로 물러남에 따라 물감이 희미해지면,감상자는

그 희미함을 기억으로 채워 완 한 이미지 즉 환 으로 지각하게 된다고

설명하 다.

물감에 기억을 투사하고 일 성 테스트를 거쳐 재 된 상에 한

환 을 얻는다는 에른스트 곰 리치의 회화 지각에 한 설명을 인지신

경과학 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에른스트 곰 리치는 투사에 하

여 캔버스에 있는 물감에 기억을 더하는 행 라고 하 다.그러니까 투

사는 캔버스에 있는 물감에 한 지각과 그 지각에 기억을 더함으로 이

루어지는 것이 된다.이를 인지신경과학 으로 설명하자면,캔버스에 있

는 물감에 한 지각은 상향처리/자료주도 처리에 의한 지각이고,물

감에 기억을 더하는 부분은 하향처리/개념주도 처리가 지식을 동원하

여 가설을 세우는 과정이다.하향처리/개념주도 처리는 상향처리/자료

주도 처리에 의한 지각 결과에 하여 가설을 세울 수도 있고,가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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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세우고 상향처리/자료주도 처리에 향을 미쳐 가설 로 지각하

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그리고 일 성 테스트를 거쳐 환 을 얻는 과정

은 주의의 이동을 통한 가설의 확인과정 이후의 상 재인에 응된다.

Constable<WivenhoePark>1816

에른스트 곰 리치가 『 술과 환 』에서 자주 로 들은 존 컨스터

블의 작품 <와이벤호 공원(WivenhoePark)>를 지각하는 경우를 로

생각해보자.에른스트 곰 리치의 설명에 따르면,도 의 작품은 존 컨스

터블이 지각한 와이벤호 공원을 회화로 재 한 것으로,감상자는 이 회

화를 다시 와이벤호 공원으로 지각해야 한다.그리고 이러한 지각은 투

사와 일 성 테스트에 의한 환 이다.

작품 앞에서 감상자는 먼 캔버스의 물리 인 자극을 지각한다.인

지신경과학으로는 상향처리/자료주도 처리가 진행되는 것이고,에른스

트 곰 리치 식으로는 물감에 한 감각이다.어디 체계와 무엇 체계의

처리과정에 의해 그려진 여러 요소들의 윤곽선이 지각되고,원근법과 명

암에 따라 깊이가 계산되어 공간감과 입체감이 지각된다.색도 지각된다.

상향처리/자료주도 처리와는 별도로 하향처리/개념주도 처리도 병행

분산 으로 진행된다.에른스트 곰 리치 식으로는 투사와 일 성 테스

트에 의한 환 이 이에 해당한다.

하향처리/개념주도 처리에서는 지식의 개입과 주의의 이동 과정이

진행된다.지식의 개입의 과정에서는 도식이 작동한다.이때 작동하는 도



- 111 -

식은 감상자의 지식 수 에 따라 다르다.특별한 지식이 없는 감상자라

면,제목에서 얻는 힌트인 공원에 한 도식이 작동할 것이다.그는 상향

처리/자료주도 처리의 결과로 얻은 조형요소에 한 지각에 공원에

한 지식을 개입시켜 이 회화는 와이벤호라는 이름을 가진 공원의 모습이

라는 가설을 세운다.그리고 주의를 이동시켜 가면서 이 회화에 그려진

것이 소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잔잔한 강에서는 한 의 백조가 헤엄

치며,날씨가 좋은 날에는 한 의 여인이 뱃놀이를 즐기기도 하는 와이

벤호라는 이름을 가진 공원임을 재인하게 된다.

국의 와이벤호 공원에 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제목을 보고

일반 인 공원이 아닌 특별히 와이벤호 공원이라는 도식을 작동시킬 것

이다.그래서 그림을 보고 이곳이 와이벤호 공원의 어디쯤인지 는 하

늘의 색과 구름 낀 정도,나무의 색을 통해 일 년 어느 때의 국의

와이벤호 공원의 모습인지를 지각할 수도 있다.미술사에 한 지식이

있어 컨스터블이 자연주의의 표 인 화가라는 것을 아는 감상자라면,

자연주의 도식을 작동시켜 컨스터블이 이 회화에서 진짜 와이벤호 공원

의 모습과 같이 묘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는 을 염두에 두고,얼

마나 같이 묘사했는지를 으로 살펴보고자 그림의 부분 부분에

신 하게 주의를 기울이며 차례로 심와 시각과 주변부 시각을 교차

으로 이동시킬 지도 모른다.

이 듯 에른스트 곰 리치가 설명한 캔버스에 있는 물감에 투사와 일

성 테스트를 거쳐 환 을 얻는 회화 지각의 과정은 인지과학의 용어로

는 상향처리/자료주도 처리와 하향처리/개념주도 처리에 의한 상

재인으로 설명된다.캔버스에 있는 물감은 상향처리/자료주도 처리에

의한 지각이고,투사는 하향처리/개념주도 처리 지식이 개입되는

부분이며,‘일 성 테스트’는 주의의 이동을 통한 가설확인의 단계이다.

그리고 환 은 상향처리/자료주도 처리와 하향처리/개념주도 처리의

병행분산 인 작용의 결과로 얻은 완 한 지각의 단계인 상 재인에 해

당된다.

그런데 에른스트 곰 리치의 이와 같은 투사와 일 성 테스트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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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설명에 하여 리처드 월하임은 에른스트 곰 리치가 그림에 한

지각과 자연에 한 지각을 구별하지 않는 것을 통해 감상자가 이 인

지각을 할 수 없음을 제하 다고 비 하 다.리처드 월하임은 에른스

트 곰 리치가 “캔버스로부터 몇 발자국 뒤로 물러남으로써,그 모습을

드러내는 환 뒤로 에 보이던 붓놀림이 사라지는...”232)이라고 설명한

부분에 주목하 다.그리고 자신의 이 성 이론으로 에른스트 곰 리치

의 이러한 설명은 seeingxasy,즉 물감을 재 된 상으로써 보는 것

으로 이는 seeingyinx,즉 물감에서 재 된 상을 보는 것으로 바

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리처드 월하임의 주장은 즉각 인 지각과 특별한 지각 능력을 구별

함에서 나왔다.리처드 월하임의 설명에 따르면 즉각 인 지각은 자연을

지각하는 능력이고,특별한 지각 능력은 즉각 인 지각을 제하지만

즉각 인 지각을 넘어선,회화를 지각하는 특별한 지각 능력이다.리처

드 월하임은 회화의 지각은 특별한 지각 능력의 결과라고 주장하면서,

이 특별한 지각 능력이 물감과 재 된 상에 한 동시 인 이 지

각을 허용한다고 하 다.

에른스트 곰 리치에 한 리처드 월하임의 비 에서 인지신경과학으

로 검증할 수 있는 쟁 은 인간에게 회화만을 지각하기 한 특별한 지

각 시스템이 있느냐이다.‘II.2.지각 처리과정’에 한 설명에서 인간의

지각 처리과정은 자극- 기-경험과 행동의 순환 써클로 설명되지만

한 지식이 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상향처리/자료주도 처리와 하향

처리/개념주도 처리의 순환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하 다.그리고 ‘III.

회화 지각에 한 인지신경과학의 이해’에서 상향처리/자료주도 처리

에 의한 지각과 하향처리/개념주도 처리에 의한 지각이 어떻게 병행분

산 으로 회화를 지각하는지의 과정을 살펴보았다.‘III.회화의 지각에

한 인지신경과학의 이해’에서의 설명은 회화 지각의 경우에 하여 상

향처리/자료주도 처리와 하향처리/개념주도 처리가 어떠한 처리과정

을 거치는지를 상세하게 살펴본 것이지,회화 지각의 경우에 한하여 특

232)E.HGombrich,ArtandIllusion,London:PhaidonPress,1984,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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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히 상향처리/자료주도 처리와 하향처리/개념주도 처리의 병행분산

처리과정이 작동한다는 설명이 아니었다.자연에 한 지각이건 회화

에 한 지각이건 모두 시각 자극에 한 인간의 시지각 체계의 처리 결

과이다.그리고 인간의 망막이 이차원의 납작한 신경세포로 되어 있어

망막에 맺히는 이미지가 이차원이고,망막의 이미지를 삼차원으로 지각

하는 뇌의 처리과정의 원리와 이차원의 회화를 삼차원의 환 으로 지각

하는 감상자의 지각의 원리가 동일하다는 에서 오히려 인간이 자연을

지각하는 처리과정과 회화를 지각하는 처리과정이 동일함이 증명된

다.233)

그런데 자연에 한 지각과 회화에 한 지각이 동일한 지각 체계의

처리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연과 회화를 동일하게 지각하진 않는

다.그러니까 실제 사과와 그림 속 사과를 분명 하나는 실제 사과로 다

른 하나는 그림 속 사과로 구별하여 지각한다는 것이다.이는 상 재인

의 문제로 설명된다.‘II.2.지각 처리과정’의 순환 써클 도 을 다시 한

번 보자.

233)MargaretLivingstone,VisionandArt:TheBiologyofSeeing,Abrams,2002,

p.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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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과 행동의 과정이 ⑦지각 → ⑧ 재인 → ⑨ 행동 으로 세분화 되어

있다.⑦지각은 망막의 이미지가 신경 처리과정을 거쳐 뇌에 기 신호

가 닿아 생긴 지각으로 ‘무언가가 보인다’정도의 지각이다.그러니까 실

제 사과이건 그림 사과의 경우이건 동일하게 사과의 윤곽과 색이 지각된

단계 정도라는 것이다.⑧ 재인의 과정이 바로 실제 사과와 그림 사과의

차이가 생기는 지 이다.재인은 ‘무언가가 보인다’의 지각이 더 심화되

는 단계로 지식의 개입을 통해 ‘무언가’가 구체 으로 정해진다.234)그래

서 인간은 실제 사과와 그림 사과에 한 지식을 토 로 동일한 시각 자

극에 해 하나는 실제 사과이고 다른 하나는 그림 사과라는 다른 재인

을 하게 된다.정리하자면,인간에게는 회화만을 지각하기 한 특별한

지각 시스템이란 없다.자연에 한 지각이건 회화에 한 지각이건 상

없이 인간은 동일한 시지각 체계의 처리결과로 지각하게 된다.그리고

자연에 한 지각과 회화에 한 지각에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지각-지

식의 개입-재인’의 과정에서 개입하게 되는 지식의 차이 때문이다.그러

니까 자연에 한 지각과 회화에 한 지각을 구별하지 않은 에른스트

곰 리치의 설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235)

234)E.BruceGoldstein,SensationandPerception9/e,CengageLearning,2013,p.8.

235)리처드 월하임은 즉각 인 지각과 특별한 지각 능력을 구별하여 즉각 인 지각을

자연에 한 지각능력으로,특별한 지각 능력을 회화에 한 지각능력으로 설명하

다.그리고 이는 자칫 즉각 인 지각은 인지신경과학의 ⑦지각에 해당하고,특별한

지각 능력은 ⑧재인에 해당한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다.하지만 자연에 한 지각이

건 회화에 한 지각이건 모두 재인의 단계에 이르러야만 ‘무언가가 보인다’에서의

‘무언가’가 특정 된다는 에서,자연에 한 지각은 즉각 인 지각의 결과로,회화에

한 지각은 특별한 지각 능력의 결과로 설명한 리처드 월하임은 옳지 않다.자연

에 한 지각과 회화에 한 지각에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용되는 지각능력이 다르

기 때문이 아니라,개입하는 지식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다.덧붙여 월하임은 특별한

지각 능력을 설명하면서,‘매체에 한 지각과 재 된 상에 한 지각을 동시에

허용하는’이라는 설명을 덧붙 다.여기에서 ‘동시지각’의 부분도 틀렸다.왜냐하면 인

지신경과학에서는 회화를 지각할 때 주의의 환이 일어난다고 설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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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회화의 지각에 하여 미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의가 있다.미학자

들은 회화 지각에 하여 주장을 제기하고,이들은 서로를 비 하면서

새로운 주장을 제기하 다.그리고 비 과 새로운 주장은 연쇄 으로 계

속되었다.본 논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회화의 지각에 하여 기존의

논의와는 다른 새로운 으로 근해 보자는 의지에서 시작되었

다.새로운 에는 기존의 논의로는 알 수 없었던 새로운 면을 드러내

다는 장 이 있기 때문이다.그리하여 본 논문은 기존의 논의들이 다

루지 않았던 부분인 회화를 지각하는 과정을 알아보자는 목 아래에서,

에른스트 곰 리치의 회화 지각 이론을 심으로 인지신경과학의 이해를

소화하는 방식으로 서술되었다.

에른스트 곰 리치는 회화의 지각에 하여 물감에 기억이 더해져 얻

는 환 으로 설명하 다.감상자가 그림에서 떨어져 뒤로 물러남에

따라 그의 기억이 발동하여 칠해진 물감들을 완벽한 이미지인 환 으로

보이게끔 해 다는 것이다.그리고 기억이 발동하는 과정에 투사와 일

성 테스트가 일어난다고 하 다.투사란 실제로 감각되는 상에 기억을

더하는 행 로,에른스트 곰 리치는 인간에게는 투사하는 경향이 있다

고 하 다.그리고 회화에서의 투사는 화가가 그림을 통해 주는 암시와

그 암시를 받아들인 감상자의 투사가 맞아 떨어졌을 때 일어난다고 하

다.그런데 이때 투사되는 기억에는 여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감상자

는 일 성 테스트 즉,여러 기억들을 환하여 투사해보는 행 를 통해

가장 잘 맞는 투사를 찾아낸다고 하 다.

에른스트 곰 리치의 회화 지각에 한 이와 같은 설명은 인지신경과

학 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먼 물감에 한 지각은 상향처리/자

료주도 처리에 의한 지각이다.상향처리/자료주도 처리는 회화에 칠

해진 물감에 의한 시각자극을 처리한다.그리고 기억이 발동하는 투사와

일 성 테스트의 과정은 하향처리/개념주도 처리에 의한 지각이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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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처리/개념주도 처리에 의한 지각은 주어진 회화가 무엇인지 지식을

바탕으로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확인하여 재인하는 과정이다.차례로 살

펴보자.먼 투사는 하향처리/개념주도 처리에 의한 지각 지식을

바탕으로 가설을 세우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지식은 장기 기억에 장

된 정보로 기억의 회수 과정을 통해 지각에 개입한다.그래서 물감에 기

억을 더하는 투사는 회수된 기억을 토 로 감상자가 지각된 물감이 무엇

인지에 한 가설을 세우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여러 투사 가장 잘

맞는 투사를 찾는 일 성 테스트는 주의를 이동시켜가면서 회화를 탐색

하여 가설을 확인하는 과정과 유사하다.그리고 물감에 기억을 투사하고,

일 성 테스트를 거쳐 최종 으로 완벽한 이미지인 환 을 얻는 것은 물

감으로 그려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본 것으로 이는 인지신경과학 으로

는 상 재인에 해당된다.그리고 지각 과정 에서 하향처리/개념주도

처리는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 로 회화가 재인되도록 상향처리/자료

주도 처리과정을 유도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에른스트 곰 리치에 한 리처드 월하임의 비 에서 인지

신경과학 으로 검증 가능한 쟁 은 일반에 한 지각과는 구별되는 회

화만을 지각하는 인간의 특별한 지각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답은

없다이다.시각 인 지각은 자극에 한 과 뇌의 처리과정의 결과로

지각 상이 어떤 것이든 상 없이 동일한 과 뇌의 지각 처리 시스템

이 작동한다.그리고 인간의 망막이 이차원의 납작한 신경세포로 되어

있어 인간의 지각 자체가 이차원을 삼차원으로 지각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차원의 회화를 삼차원의 환 으로 지각하는 원리와 동일한 것으

로 더욱 더 회화만을 지각하는 특별한 지각체계가 따로 작동하지 않음에

한 증거가 된다.그런데 이처럼 회화만을 지각하는 특별한 지각 체계

가 따로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동일한 조형요소 를 들면,원,

짧은 사선,빨간 색에 하여 한 경우엔 실제 사과로 지각하고 다른 경

우엔 그림 사과로 지각하는 경우가 있다.이는 상 재인의 과정에서 개

입하는 지식에 따라 세워지는 가설이 달라지기 때문이다.인간은 지식을

통해 지 보고 있는 것이 그림인지 실제인지를 구별하여 가설을 세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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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그리고 주의를 이동시켜가면서 이 가설을 확인하여 재인한다.

지 까지의 설명을 통해,회화를 지각하는 인간의 과 뇌의 신경계

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알게 되었다.그리고 에른스트 곰 리치의

회화 지각 이론이 인지신경과학의 에서 이해했을 때에는 틀린 이

없음이 검증되었다. 한 에른스트 곰 리치가 리처드 월하임에게 비

받는 지 인 자연에 한 지각과 회화에 한 지각을 구분하지 않은

역시 인지신경과학 으로는 문제가 없음이 밝 졌다.그러나 이러한 논

의만을 가지고 에른스트 곰 리치의 회화 지각 이론만 옳고 나머지는 틀

렸다고 하기에는 부족하다.하지만 본 논문은 회화 지각에 한 인지신

경과학의 설명을 에른스트 곰 리치의 회화 지각이론을 기 삼아 수용하

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에른스트 곰 리치 외에 다른 미학자들의 논의의

옳고 그름까지는 다루지 않겠다.회화를 지각하기까지의 과정에 한 이

해와 이를 근거로 한 에른스트 곰 리치의 회화 지각 이론에 한 검증

이 회화 지각에 한 다른 많은 논의들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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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gnitive Neuroscience of 

Picture Perception

Eom, Joung A

Department of Aesthetic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studies the cognitive neuroscience of picture perception. 

Cognitive neuroscience is a study that explains human thought and behavior 

by structure, process and functioning of brain nervous system. By the 

cognitive neuroscientific understanding of picture perception, one can have 

knowledge about how human perceives picture. In aesthetic, there is endless 

debate going on around the issue of picture perception. One thesis 

introduced and the criticism followed right after. This chin reaction never 

ends. The reason that aestheticians talk differently about the picture 

perception is because they talk different human capability for picture 

perception. If the brain process for picture perception is clarified, it will 

allow more accurate understanding of what capability is applied. And it will 

eventually contribute to the debate around the picture perception. 

This paper explained what happens in human brain system while seeing 

a picture. Based on this knowledge, this paper presents that E. Gombric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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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is about perceiving picture is consistent with contemporary cognitive 

neuroscientific knowledge. Besides, at R. Wollheim's criticism for E. 

Gombrich of not distinguishing the ability of seeing nature and seeing a 

picture, this paper proves that there is no problem of E. Gombrich of not 

separating those two perceiving situations. Of course it is not enough to 

insist that E. Gombrich's thesis on picture perception is right and every 

other theory is wrong. What this paper discusses is that perceiving picture is 

object recognition as a result of parallel processing of both bottom-up 

process and top-down process and in this view, E. Gombrich's thesis is 

consistent with the study of the cognitive neuroscience of picture perception. 

keywords : perception, picture perception, Gombrich, Semir Zeki, Cognitive 

Neuro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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