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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메를로-퐁티의 회화론은 심오한 철학적 통찰을 보여준다. 진리의 근
원은 지각 경험에 있고, 회화는 우리와 세계의 지각적 접촉을 가장 잘 
드러낸다. 이러한 메를로-퐁티의 독창적인 회화론은 그 중요성만큼 주
목받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들 중 하나는 회화에 관한 저술들이 시기별
로 구분되어 현상학 혹은 존재론으로 해석된다는 데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이 논문은 메를로-퐁티의 전·후기 철학
을 관통하는 핵심은 존재의 문제에 있고, 회화론은 이러한 존재론적 철
학과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일관성 있게 전개된다고 상정한다. 그리하여 
이 논문은 존재 문제를 중심으로 메를로-퐁티의 철학을 존재론으로 구
축하고, 이러한 존재론에 기초하여 회화론을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존재의 현상’과 ‘존재의 근원’을 기본 축으로 삼
아 전기를 대표하는 『행동의 구조』와 『지각의 현상학』에서는 존재론
적 함의가 무엇인지 밝혀내고, 후기를 대표하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서는 존재의 가능 근거는 무엇인지 전기 철학과 연계하여 해
명한다. 이렇게 구축된 철학적 존재론에 기초하여 회화론을 해석하고 재
구성한다. 이를 위해 회화론의 주축이 되는 세 저서, 「세잔의 회의」,
「간접적 언어와 침묵의 목소리」, 「눈과 정신」을 화가와 회화작품으
로 대별하여 연구한다. 이러한 연구 방법을 통해 메를로-퐁티의 철학과 
회화론에서 존재의 문제가 어떻게 하나의 그물망으로 조밀하게 짜여 펼
쳐지는지 확인한다. 
  I장은 먼저 행동의 현상에 관한 경험과학 이론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자연과 의식의 본질적 구조와 양자의 관계를 존재론적으로 확립할 수 있
는 기초를 다져놓는다. 다음은 지각의 현상에 관한 분석을 통해 경험주
의와 지성주의의 객관적 사고를 극복하고 세계와 의식의 본질적 구조와 
변증법적 관계를 존재론적으로 새롭게 구축한다. 후기 존재론에서는 주
관-객관의 궁극적 근원과 양자의 상호관계의 가능 원리를 시각으로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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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하여 해명한다.
  II장 화가에 관해서는, 화가의 행동, 지각, 시각이 어떻게 회화적 표현
으로 이행되는지 논의한다. 행동과 표현에 관해서는 화가의 표현 행위가 
주어진 내적·외적 조건에 영향을 받지만, 이를 초월하여 자유로운 창조
성을 실현한다는 점을 논의한다. 지각과 표현에 관해서는 세잔을 중심으
로 지각에 현상으로 나타나는 존재를 포착하여 표현하는 과정을 논의한
다. 이와 같이 존재하는 것을 표현하려는 화가의 노력은 시각의 문제로 
심화된다. 화가의 눈과 정신의 가역성을 중심으로 가시성의 수수께끼와 
회화적 표현의 문제를 존재론적으로 해명한다.
  III장 회화작품에 관해서는, 회화의 진리와 의미, 회화의 구성 요소, 회
화의 역사에 관한 문제를 탐구한다. 회화는 철학과 마찬가지로 은폐된 
진리를 발견하는 임무를 지닌다. 회화에서 표현되는 선, 색, 깊이는 화가
의 시선에 포착된 존재의 파편들로,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무한한 존재
들을 품고 있다. 그래서 회화는 침묵의 목소리로 그 의미를 전달한다. 
존재의 지평 위에서 작업하는 모든 화가들의 스타일과 표현적 제스처는 
시공간을 초월해 보이지 않는 진정한 회화의 역사를 형성해 나간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이 회화작품의 표층과 심층을 동시에 분석함으로써 회화
가 존재의 현상과 존재의 근원에 대한 표현이라는 점을 확인한다. 
  결론에서는 메를로-퐁티의 회화론과 철학은 존재의 문제를 중심으로 
내적으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나아가 미술가와 미술작품에 존
재론적 의미를 부여한다고 제안한다. 

  
주요어 : 메를로-퐁티, 존재론, 현상, 행동, 지각, 시각, 회화, 표현

학  번 : 2009-3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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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이 논문은 모리스 메를로-퐁티Maurice Merleau-Ponty(1908~1961)의 회화론
을 존재론의 관점에서 조망하고자 한다. 메를로-퐁티는 프랑스에서 아
직 낯설었던 현상학의 방법을 통해 존재에 대한 ‘경험’을 새롭게 규정하
고자 시도했다. 메를로-퐁티는 진리의 원천이 반성적 의식이 아니라 지
각적 의식에 있다고 믿고, 선반성적 경험으로 되돌아가 주관과 세계의 
존재론적 의미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철학적 기획에 따라 전
개된 회화론은 깊고 풍부한 예술적 통찰을 보여준다. 

1. 논문의 문제의식, 목표, 방법

  메를로-퐁티의 독특한 사유는 철학자들과 미술가들에게 영향을 주어 
미학의 장을 넓히는 데 기여해 왔다.1) 하지만 메를로-퐁티의 회화론은 
상대적으로 조명을 덜 받아 왔다. 그 이유로 회화론을 대표하는 「세잔
의 회의」, 「간접적 언어와 침묵의 목소리」, 「눈과 정신」모두 소논
문 형식으로 각 시기별 선집에 수록되어 단편적으로 다루어지게 된 점을 
들 수 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이유는 메를로-퐁티의 철학 체계에서 
찾을 수 있다. 메를로-퐁티는 『지각의 현상학』발표 이후 프랑스에서 
대표적인 현상학자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하지만 갑작스런 죽음은 후
기 존재론을 미완에 그치게 했고, 핵심 사상을 담고 있는 대부분의 단편
적인 연구 노트는 완결되지 못한 채 유고로 출간되었다. 그리하여 후기 
사상은 전기 사상과 연계되지 못하고, 그 결과 그의 철학 전체는 하나의 

1) 메를로-퐁티의 철학은 G. 들뢰즈, M. 푸코와 J. 데리다, L. 이리가레이의 미술 작품 
분석에, M. 뒤프렌느의 미적 경험이론에 영향을 끼쳤다. M. 카르본은 메를로-퐁티를 
기념하는 ‘Chiasmi International’을 1999년 창간하였다. (Galen A. Johnson, Maurice 
Merleau-Ponty, Handbook of phenomenological Aesthetics, ed. Hans Rainer Sepp 
and Lester Embree, Springer, 2010, p. 209) 미니멀리즘 미술가 로버트 모리스와 
이우환의 ‘관계항’ 시리즈는 메를로-퐁티의 『지각의 현상학』에서 영감을 받았고, 
한국 단색화의 선구자 김기린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연작을 최근까지 제작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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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로 구축되지 못했다. 
  이러한 정황은 메를로-퐁티의 연구 및 해석에 크게 작용했다. 메를로
-퐁티의 철학과 회화론에 대한 해석은 현상학의 관점에서 조명하거나 
또는 전기와 후기를 엄밀히 구분하여 각 시기별 특징에 초점을 맞춘다.
『지각의 현상학』은 현상학의 완성으로서 정점에 놓이고, 초기의 『행
동의 구조』는 현상학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예비 단계로, 후기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현상학을 보완하는 현상학적 존재론
으로 혹은 존재론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회화론에 그대로 
적용되어 「세잔의 회의」는 현상학으로, 「간접적 언어와 침묵의 목소
리」는 현상학에서 존재론으로 이행되는 과도기 단계로, 『눈과 정신』
은 현상학적 존재론으로 혹은 존재론으로 구분된다. 
  그리하여 메를로-퐁티의 회화론에 관한 선행 연구는 주로 하나의 핵
심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그 시기에 해당하는 현상학 또는 존재론의 관점
에서 다룬다. 드물게 회화론 전체를 다루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개괄
적인 설명에 그친다. 어떤 문제를 현상학 혹은 존재론의 관점에서 접근
하는 방법은 나름대로 메를로-퐁티의 회화론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 방식은 메를로-퐁티의 회화론 전체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일관성 있게 전개되는지, 나아가 회화론
은 그의 철학 전체와 어떻게 연계되는지 통일된 관점 아래 조망하기 어
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메를로-퐁티의 철학 
전체가 하나의 구조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메를로-퐁티 철학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핵은 없는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에 수록된 유고작업 노트에서 발견할 수 있다. 메를로-퐁티는 “심리학으
로 간주될 수 있는 『지각의 현상학』이 사실은 존재론이라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하고”(VI, 176), 또한 “『지각의 현상학』의 성과들에 대해 존재론
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다”(VI, 183)고 말한다.2) 메를로-퐁티는 현상으
2) H. 스피겔버그는 메를로-퐁티 후기 존재론이 “후설의 현상학과 자신의 초기 현상학

을 능가하려는 시도”이고 “현상학 자체 내에서의 존재론적 가정들을 해명하려는 시
도”라고 말한다. 스피겔버그는 후기 존재론을 초기 현상학 포기로 보는 해석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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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드러나는 존재에 대한 자신의 연구가 심리학이 아니라 존재론으로 이
해되기를 원했다.
  사실상 지각의 현상에 관한 연구에서 메를로-퐁티는 경험주의와 지성
주의를 비판하는 이론적 근거로 경험심리학을 도입한다. 더구나 초기 현
상학 전통은 심리학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전개되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지각의 현상학』에 대한 심리학적 해석은 불가피해 보인
다. 하지만 메를로-퐁티는 제3자의 관찰자 시점에서 심리 현상을 분석
하여 인과적으로 설명하는 심리학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인다. 메를로
-퐁티가 기술하고자 하는 지각 경험은 언제나 세계를 지향하는 지각적 
의식에 있는 것이지,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된 의식의 상태나 흐름에 있
는 것이 아니다. 메를로-퐁티가 우려한 대로 『지각의 현상학』을 심리 
현상으로 제한할 경우 우리는 메를로-퐁티가 현상을 통해 무엇을 해명
하려고 의도했는지 그 궁극적 목표를 파악하기 어렵다. 
  메를로-퐁티의 표현대로 전기 철학이 존재론이고, 존재에 관한 물음
이 그의 사유 여정을 관통하는 핵심 테제라면 우리는 그의 철학 전체를 
존재론이라는 렌즈에 초점을 맞춰 다시 읽기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그
리하여 현상학의 그늘에 가려 빛을 덜 보게 된 존재론을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지금까지 메를로-퐁티의 
철학 사상을 현상학에서 존재론으로 발전된 과정으로 이해했다면 이 논
문은 출발 지점부터 도착 지점까지 존재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
하여 그의 철학 전체를 존재론의 체계로 이해하여 그 동안 현상학의 관
점에서 사상의 극복이나 전환으로 이해되어온 연구와 다른 면모를 드러
내고자 한다. 회화론은 존재에 관한 물음에 대한 하나의 답변이라고 보
고 이를 추적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회화론에서 제시된 여러 핵심 개

들이지 않는다. (허버트 스피겔버그, 『현상학적 운동 II』, 최경호, 박인철 옮김, 이
론과 실천 , 1992, p. 166, 30) 바르바라는 연속성이냐 단절이냐 선택할 필요가 없다
고 본다. 메를로-퐁티는 철학적 기획을 전개하는 과정에 “통일성을 진정으로 성취”했
기 때문이다. (Renaud Barbaras, The Being of the Phenomenon: Merleau-Ponty's 
Ontology, trans. Ted Toadvine and Leonard Lawlor. Bloomington, IN: Indiana 
University  Press, 2004, p.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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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들이 존재론에 근거하여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러므로 이 논문의 첫 번째 목표는 존재 문제를 단초로 삼아 메를로-퐁
티의 철학을 존재론으로 구축하는 데 있고, 두 번째 목표는 이러한 존재
론에 기초하여 회화론을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이 논문은 메를로-퐁티의 주요 저서들에서 존재
론적 의미를 발견하고, 핵심 개념들의 상호 관련성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존재의 현상’과 ‘존재의 근원’을 기본 축으로 삼아 전
기를 대표하는 『행동의 구조』와 『지각의 현상학』에서는 존재론적 함
의가 무엇인지 밝혀내고, 후기를 대표하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서는 존재의 가능 근거는 무엇인지, 전기 철학과 어떻게 연계되는
지 밝혀낸다. 이러한 연구 방법은 이 논문이 회화론에 관한 연구라는 점
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산만해질 우려가 있다. 이 점을 감안
하여 존재론적 철학의 기본 구조에 관해서는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만을 
고찰할 것이다. 
  이렇게 구축된 존재론에 기초하여 회화론을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과정
에 전기와 후기의 연결 고리를 찾아내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회화론의 주축이 되는 세 저서를 화가와 회화작품으로 구분하여 연
구한다. 화가에 관해서는, 화가의 행동, 지각, 시각이 어떻게 회화적 표
현으로 이행되는지 논의한다. 회화작품에 관해서는, 회화의 진리와 의미, 
선, 색, 깊이, 역사의 문제를 탐구한다. 이러한 주제들은 존재론의 기본 
구조에 기반을 두고 회화에 관한 세 저술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
께 심층적 논의를 위해서 메를로-퐁티의 여러 다른 저술들을 참고 자료
로 활용한다. 이러한 연구 방법을 통해 메를로-퐁티의 철학과 회화론에
서 존재의 문제가 어떻게 하나의 그물망으로 조밀하게 짜여 펼쳐지는지 
확인할 것이다. 

2. 메를로-퐁티의 존재론적 철학과 회화론의 기본 구조

  메를로-퐁티는 전기에 “의식에 존재의 출현l'apparition de l'être”(PhP, 61)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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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학의 방법을 통해 해명하고, 후기에 주관-객관의 궁극적 근원과 양
자의 상호관계의 가능 원리를 해명한다. 전기에 탐구 대상이 현실적으로 
포착 가능한 혹은 지각 가능한 존재être의 양상과 주관의 존재 경험이라
면, 후기에 탐구 대상은 존재들의 존재 가능 근거로서 보이지 않는 존재
Être이다.3) 이러한 존재론적 사유에서 메를로-퐁티는 존재 혹은 의식, 
객관-존재 혹은 주관-존재라는 양자택일을 벗어나서 양자의 대립을 변
증법적으로 아우르는 제3의 길로 나아간다.
  메를로-퐁티에게 존재는 오로지 주관성을 통해서만 사유될 수 있다. 
이 점에서 메를로-퐁티는 주관주의 입장을 보인다. 이미 데카르트는 진
리의 절대적 근거를 의식 내부에서 발견했다. 데카르트는 방법적 회의를 
통해 인식에 절대적으로 확실한 근원이 되는 코기토에 도달한다. 코기토
는 나에게 직접 주어지기 때문에, 즉 어떤 추론이나 가정에 의존하지 않
기 때문에 확실성의 기초가 될 수 있다. 후설도 처음에는 사물 속에서 
모든 인식의 시초를 발견했지만 그 근원은 이보다 더 깊은 층에, 즉 현
상들이 나타나는 인식 주관의 절대 의식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확신하
게 된다.4) 하지만 메를로-퐁티에게 존재에 대한 사유는 코기토 혹은 절
대 의식의 사유가 아니라 어떤 무엇인가가 나의 시선에 던져져 나로 하
여금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지극히 기초적인 차원의 사유를 의미
한다. 메를로-퐁티 철학의 중심이 되는 세 저서의 제목, 행동, 지각, 시
각이 가리키듯이 존재의 문제는 주관의 경험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메를로-퐁티는 세계로부터 독립되어 오로지 내면 깊숙이 존재
하는 주관성을 진리의 근원으로 삼는 입장에 대해서는 비판적 태도를 보
인다. 이 지점에서 데카르트 전통뿐 아니라 후설의 현상학과 거리를 두
는 메를로-퐁티의 독자적인 사유 세계가 드러난다. 데카르트에게 명증
적인 것은 정신이 명석 판명하게 지각하는 것을 의미하고, 후설에게 명
증성은 대상이나 사태가 분명한 것으로서 의식 앞에 나타나는 것을 의미

3) 후설은 철학이 ‘모든 존재에 관한 학’이라고 규정하는데 반해 하이데거는 철학은 ‘존
재자’에 관한 학이 아니라 ‘존재’에 관한 학이라고 규정한다. 메를로-퐁티는 모든 존
재 혹은 존재자뿐 아니라 존재의 존재도 탐구대상으로 삼는다. 

4) 허버트 스피겔버그, 『현상학적 운동 I』, p.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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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하지만 메를로-퐁티에게 명증성evidence이란 비반성적 체험을 통해 
얻은 진리를 말한다. 메를로-퐁티에게 어떤 것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확
실성은 사유하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지각하기 때문이다. 사유의 확실
성은 언제나 내가 비반성적으로 체험하기 때문이다. 데카르트나 후설처
럼 어떤 전제도 없는 절대적 명증성이 가능하려면 나는 순수한 자아가 
되어야 하고, 세계가 나에게 순수 대상이 되려면 나의 주변에서 존재하
기를 멈춰야 한다. 하지만 아무리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침묵 속에 있다
고 해도 우리가 상황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다. 어떤 
사물 혹은 세계에 대한 확실성은 사물 혹은 세계와 나의 직접적 관계를 
근거로 하고, 이는 코기토에 의한 정립적 인식에 선행한다. 이런 의미에
서 메를로-퐁티는 모든 인식에 앞서는 가장 확실한 인식으로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는 명제를 뒤집는다. “나의 생각의 확실성
은 나의 진정한 존재로부터 비롯된다.”(PhP, 382) 나는 존재하기 때문에 
생각한다. “나는 절대적 근원”(PhP, ix)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결코 지각
의 세계에 살기를 멈추지 않는다.”(UT, 283) 
  결국 메를로-퐁티는 데카르트의 코기토와 후설의 초월론적 자아를 아
래로 끌어내려 지각 차원의 주관성에 진리 혹은 의미의 근원을 둔다. 본
래적 존재는 우리의 경험에서 나와야 하고, 세계에 지각적으로 현전하는 
경험이야말로 “우리 몸을 통해 세계에 거주하는 경험이고, 우리 자신 전
체를 통해 진리에 거주하는 경험”이기 때문이다.(VI, 28) 메를로-퐁티에게 
주관성이란 몸과 세계에 뿌리 내리고 있으면서 동시에 세계를 향해 나아
가는 세계-에로-존재의 주관성인 것이다. 
  이처럼 메를로-퐁티는 존재가 오로지 주관성을 통해서만 사유될 수 
있다고 보지만 결코 존재의 객관성을 포기하지 않는다. 후설에게 의식은 
다른 어떤 것과도 관련 맺지 않고 존재하는 ‘절대 존재’로서, 모든 존재
는 이 절대 의식에 의해 해석되고 규정되어 의미와 타당성을 갖는다. 따
라서 후설의 주요 탐구 대상은 존재 자체의 드러남보다 의식의 구조에 
있다. 하지만 메를로-퐁티에게 “세계는 나의 어떠한 분석 이전에 저기에 
있다.”(PP, iv) 존재에 대한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미 저기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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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éja là 세계가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바를 관찰하고 기술하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 
  메를로-퐁티는 하이데거와 마찬가지로 ‘현상’에 충실한 존재론을 구축
한다. 하이데거는 ‘현상’을 “스스로를 나타냄” 혹은 “자신을 자기 자신 안
에서 내보임”, “드러나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5) 존재는 이미 거기에 있
는 세계로부터 우리에게 드러난다. 그런 의미에서 하이데거는 존재가 우
리에게 스스로 말을 걸어온다고 말한다. 두 철학자 모두 존재가 사유하
는 의식에 스스로를 드러낸다고 본다. 우리로 하여금 사유하도록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니라 존재 자체이다. 사르트르 역시 존재론은 존재가 우리
에게 직접 그 자체를 드러내는 대로 ‘존재의 현상’을 기술하는 데 있다
고 본다.6) 현상 개념이 본래 지닌 의미처럼, 메를로-퐁티는 존재가 순
수의식의 구성 작용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로-존재 앞에서 
자발적으로 솟아오른다고 규정함으로써 후설의 주관주의를 벗어난다.7) 
  그리하여 메를로-퐁티는 전기에 현상으로 나타나는 존재와 그 존재에 
대한 주관의 경험을 해명하고, 후기에 그러한 현상의 가능 원리, 그리고 
존재와 의식의 궁극적 근거에 대해 존재론적으로 해명한다. “한 철학의 
끝은 그 철학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récit”(VI, 177)라는 메를로-퐁티의 말
처럼 존재의 문제를 중심에 둘 때 전기와 후기는 순환 구조를 지닌다. 
존재의 현상은 존재의 근원 혹은 원리를 통해 이해될 수 있고, 역의 경
우도 마찬가지이다. 
  메를로-퐁티는 존재Être는 존재하는 것들 속에 내재되어 있으므로 간
접적으로 존재être 일반을 통해 존재론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한다. 존재
5) Martin Heidegger, Being and Time, trans. John Macquarrie & Edward Robinson, 

HaperSan Francisco, 1962, p. 51. 
6) Jean-Paul Sartre, Being and Nothingness, trans. by Hazel E. Barnes, University 

of Colorado, 1984, pp. 402~3. p. 7.
7) 하이데거의 “‘세계-내-존재’는 현상학적 환원을 배경으로 해서 나타난다.”(PhP, xiv) 

‘세계-내-존재’는 세계로 향함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해도, 세계를 완전히 밝히기 위
해서는 여전히 반성적 의식을 요구한다. 로우에 따르면, 메를로-퐁티의 “체화된 존재
는 ‘여기-저기here-there’ 구조에 속하면서 세계에 열려진 존재라면, 하이데거는 위치 
지어진 여기, 즉 체화된 주관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저기there’에 초점을 맞춘다.” 
(Douglas Low, “Merleau-Ponty's Criticism of Heidegger”, Philosophy Today, 53, 
2009, p. 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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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기에 지각 가능하지만 그 근원이 되는 존재는 추상
적이기에 그렇게 쉽게 포착될 수 없다. 존재와 관련된 모든 것은 현전의 
세계로부터 나오므로 실제 경험은 ‘존재하는 것’에 대한 경험으로 국한
된다. 행동과 지각이야말로 현실적 존재들에 대한 우리의 직접적 경험을 
보여준다. 메를로-퐁티가 존재에 관한 탐구의 출발점을 사유 주체가 아
니라 행동하는 주체, 지각하는 주체에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처럼 
존재 문제를 행동과 지각 경험에서 출발하는 것은 “객관-존재와 주관-
존재라는 양자택일”(VI, 22)의 방식을 넘어서려는 시도이고, 존재론을 새
롭게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그래서 메를로-퐁티의 철학은 근본적으로 
변증법적이다. 그것은 곧 모든 존재론적 선입견을 벗어나 ‘존재하는 것ce 
qui est’, 즉 세계 존재, 사물 존재, 의식 존재를 다시 성찰하려는 시도이
다. 
  지각 차원의 존재와 존재 경험을 중심에 두고 메를로-퐁티의 철학은 
행동>지각>시각으로 진행된다. 초기 『행동의 구조』에서 목표는 자연
과 의식의 관계에 대한 이해이다. 이를 위해 행동주의 심리학, 생리학, 
생물학, 물리학 등 경험과학의 반사와 조건반사 이론을 비판적으로 고찰
한 후, 형태, 행동, 실재 개념을 존재론적으로 새롭게 규정한다. 『지각
의 현상학』에서 목표는 경험주의와 지성주의의 객관적 사고를 극복하
고, 세계와 주관의 본질 그리고 양자의 관계를 새롭게 규정하는 것이다. 
  만일 메를로-퐁티의 목표를 단지 행동에 관한 과학적 해명과 지각에 
관한 현상학적 해명으로 이해한다면 그의 전기 철학은 그저 현상학의 예
비 단계와 완성 단계로 간주된다. 하지만 그것은 경험과학과 형이상학의 
접점에서 실재론과 관념론,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의 대립을 극복하고 존
재의 의미를 재편하는 데 있다. 이는 곧 서구 철학 전통에서 면면히 이
어져온 세계와 주체의 존재론적 본질에 대한 근본적 시각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기의 문제들은 후기에 이르러 철저하게 그 근원까지 심층적
으로 파고들어가는 것으로 진행된다. 그리하여 주관과 객관은 존재에서 
통일되고, “존재로부터 ‘동시’에 생겨난다”(VI, 250)는 결론에 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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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존재 개념은 일원론의 성격을 지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후
기 존재론은 결코 전기 철학의 주관과 객관의 변증법적 관계에 여전히 
잔존하는 이원론을 일원론으로 귀결시키는 데 있지 않다. 살의 키아즘은 
객관과 주관이 결코 하나로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감각하는 
몸과 감각적 사물들은 동일한 존재Être에 모두 포섭되지만, 그럼에도 각 
존재는 여전히 차이를 지니고 있다. 바로 이 역설이 객관과 주관이 서로 
다른 양상으로 존재하도록 하고, 우리에게 현상으로 드러나도록 한다. 
  이러한 철학의 전개 방식은 회화론에 그대로 반영된다. 「세잔의 회
의」에서 메를로-퐁티는 현상학자의 입장에서 세잔의 지각과 표현을 분
석한다. 이러한 현상학적 분석의 타당성과 원리는 후기 회화론에서 존재
와 살을 통해 해명된다. 세잔이 말한 “나는 풍경의 의식”이라는 현상학
의 지향성은 살의 키아즘을, 하나의 붓 터치에 모든 것을 담아야 한다는 
현상학의 공감각은 현상 너머 존재Être의 차원에서 선 존재, 색 존재, 깊
이 존재 등 모든 존재들이 분리불가능하게 연대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전기에 제시된 화가의 스타일과 표현적 제스처가 형성하는 보이지 않는 
역사는 후기에 존재의 역사로 설명된다. 이처럼 전기 회화론과 후기 회
화론의 핵심 개념들은 서로 맞닿아 있다. 말하자면 전기에서 논의된 문
제들에 대해 후기는 그 근거와 원리를 제시한다. 그러면 이 논문이 이렇
게 존재론적 해석을 기초로 회화론을 재구성함으로써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첫째, 화가의 지각에서 표현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분석은 화
가의 존재론적 위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마련한다. 철학자들에게 예술
은 언제나 주요 관심 대상이지만 메를로-퐁티만큼 화가의 창조적 과정
을 구체적으로 탐구한 철학자는 드물다. 이러한 점은 하이데거와 잉가르
덴의 예술에 관한 현상학적 존재론과 비교된다. 하이데거는 예술작품을 
존재의 드러냄 혹은 진리의 비은닉성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한다. 잉가르
덴은 예술작품에 초점을 맞추는 객관주의 미학과 경험하는 주관에 초점
을 맞추는 주관주의 미학을 극복하고자 시도하지만, 여전히 지향적 대상
으로서 예술작품에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메를로-퐁티에게 회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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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심에는 언제나 화가의 지각과 표현행위가 놓여있다. 이러한 화가의 
존재론적 위상이 메를로-퐁티의 회화론이 다른 현상학적 미학 혹은 존
재론적 미학과 구별되도록 한다.
  둘째, 회화 작품의 존재론적 위상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기대할 수 있
다. 메를로-퐁티는 존재론의 근본 문제인 현상으로 드러나는 존재와 존
재의 근원, 현전과 부재,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 등 서로 대비되
는 개념들을 회화 작품의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전기 회화
론에서는 현상으로 드러나는 가시적 존재의 다양한 모습을 현상학적으로 
기술하면서 비가시적 존재를 암시하고, 후기에는 비가시적 존재에 대해 
존재론적으로 탐구한다. 따라서 메를로-퐁티는 회화작품이 표층과 심층
의 존재론적 두께를 지닌 창조된 세계라고 간주함으로써 모방론, 표현
론, 형식론과 구별되는 존재론적 위상을 갖도록 한다.
  이와 같이 메를로-퐁티의 철학적 사유는 물질·생명·정신, 행동·지각·시
각, 존재의 현상·존재의 근원 등 수많은 씨줄과 날줄이 촘촘하게 얽혀 
있다. 전기와 후기는 단순히 예비 단계와 보완 단계가 아니라 전체 구조
를 구축하기 위해 요구되는 필연적 절차이다. 마찬가지로 회화를 존재론
적인 관점에서 재구성할 때, 각 시기별 핵심 주제들은 서로 긴밀한 관계
에 있고, 철학 전체와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3. 논문의 구성

  이 논문은 각 시기별로 구분되는 메를로-퐁티의 일련의 사상들이 하
나의 체계 내에서 필연성을 갖고 전개되는 목적론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
고 『행동의 구조』, 『지각의 현상학』,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존재의 문제를 중심으로 하나의 전체적 체계로 그려내고자 한다. 
존재의 현상과 근원을 중심축으로 삼고 그 안에서 각 주제가 지니는 문
제를 체계적으로 밝혀나감에 따라 메를로-퐁티의 초기 목표가 점점 분
명하게 모습을 갖추게 되고, 그럼으로써 그의 현상학에 내재된 존재론이 
드러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이러한 존재론의 기본 구조는 이후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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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되는 회화론의 철학적 근거가 된다. 회화론을 시기별로 엄밀히 구분하
거나 현상학과 존재론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존재의 문제를 중
심으로 화가와 회화작품으로 대별하여 재구성한다. 그리하여 회화론의 
주제를 존재론적 철학과 접목하여 심층적으로 접근한다. 따라서 이 논문
은 존재론적 철학, 화가, 회화작품이라는 세 장으로 구성된다. 
  1장은 존재론적 철학의 기본 구조를 존재의 현상과 존재의 근원이라
는 두 축으로 구성한다. 존재의 현상에 관한 문제는 행동에서 지각으로, 
즉 외재적 분석에서 내재적 분석으로 진행하고, 존재의 근원에 관한 문
제는 시각을 통해 존재의 근거와 원리를 해명한다. 1절에서는 『행동의 
구조』를 중심으로 경험과학의 기초 반사 이론과 조건반사 이론에 내재
되어 있는 요소주의와 인과론을 형태 심리학의 형태 개념을 도입하여 비
판적으로 고찰한다. 형태 개념과 행동 개념을 존재론적으로 새롭게 규정
한 후, 물질·생명·정신의 질서로 구성되는 실재에 관해 고찰한다. 2절에
서는 『지각의 현상학』을 중심으로 지각하는 주관과 지각된 세계, 그리
고 양자의 변증법적 관계를 해명한다. 먼저 경험주의와 지성주의가 전제
하고 있는 객관적 사고를 비판하고, 지각의 내재와 초월을 중심으로 새
로운 지각 개념을, 몸의 공간성과 운동성, 몸의 종합을 중심으로 지각하
는 주관을, 감각적인 것, 공간을 중심으로 지각된 세계를 고찰한다. 3절
에서는 존재론의 핵심을 담고 있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중심 텍스트로 삼는다. 주관과 세계의 본질적 관계의 기원을 가시성을 
통해 접근하고, 객관과 주관은 하나의 존재에서 분화된 존재라는 점을 
드러낸다. 주관과 객관이 분리되기 이전의 차원에서 감각하는 것과 감각
되는 것의 능동성과 수동성이 상호 교환하는 체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존재하는 것의 존재 가능 근거가 존재와 살에 있다는 점을 해명한다. 
  2장에서는 화가의 표현행위를 논의한다. 1절에서는 앞서 논의한 행동
의 현상을 화가의 표현과 관련하여 고찰한다. 예술가에 관한 심리학적, 
생리학적 분석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내적·외적 조건, 상징화 능력, 결
정론과 자유에 관한 논의를 통해 화가의 표현 행위를 새로운 시각에서 
이해한다. 2절에서는 「세잔의 회의」를 중심으로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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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지각하여 표현하는 과정을 논의한다. 세잔이 선입견을 벗어나 자
연을 지각하는 방식을 판단중지와 감각적 교류로 설명하고, 세잔의 회화
에서 왜곡된 표현의 근거를 해명한다. 3절은 「눈과 정신」을 중심으로 
화가의 시선에 포착된 사물은 어떻게 표현으로 이행되는지, 화가는 어떻
게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는지 그 과정을 추적한다. 
  3장은 회화작품 속에서 존재의 현상과 근원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논
의한다. 1절에서는 ‘회화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 물음을 진리의 문제로 
접근하고, 이어서 언어와 회화가 공유하는 의미의 문제를 다룬다. 2절에
서는 회화 작품의 구성 요소를 선, 색, 깊이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색의 
항상성, 선과 색의 구분, 객관적 공간과 깊이에 관한 전통 이론을 비판
적으로 고찰하고, 직접 경험하는 감각적 성질과 깊이를 제시한다. 이어
서 회화에서 색, 선, 깊이가 지닌 존재론적 함의를 살펴본다. 3절에서는 
회화의 역사를 「간접적 언어와 침묵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고전 회화와 현대 회화, 경험적 역사와 관념적 역사를 비판적으로 고찰
한 후, 화가의 스타일과 몸의 표현적 제스처가 회화의 통일성과 진정한 
역사를 이룬다는 점을 논의한다. 끝으로 보이지 않는 회화의 역사는 존
재의 역사라는 점을 제시한다.
  결론에서는 이 논문이 제기한 문제들이 어떻게 극복되었는지 그 결과
를 확인한다. 회화에 대한 존재론적 해석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평가
하고, 메를로-퐁티의 존재론이 궁극적으로 미학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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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존재론적 철학의 기본 구조 

1. 존재의 현상에 관한 행동 분석
  메를로-퐁티의 행동에 관한 분석을 다룬『행동의 구조』는 의식과 자
연의 관계에 대한 이해라는 존재론적 목표 아래 진행된다. 행동 개념은 
기존의 인과론을 극복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의식의 존재 경험을 이해하
는 출발점이 된다. 
  『행동의 구조』는 주로 경험과학 연구 자료에 대한 비판적 분석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마치 과학 연구서처럼 보인다.8) 그런 까닭에 이 저술
은 메를로-퐁티 철학 연구자들에게 그다지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하지만 메를로-퐁티의 행동에 관한 분석은 단지 과학 이론에 대한 비판
이 아니라 객관주의와 주관주의를 극복하여 의식과 자연의 관계를 새롭
게 이해하는 데 있다. 나아가 이 저술은 지각의 현상뿐 아니라 역사에 
이르기까지 몸의 우선성을 강조하는 메를로-퐁티의 존재론적 기획에서 
주춧돌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객관주의 입장에 있는 자연주의 철학은 자연이 의식과 독립되어 즉자
적으로 존재한다는 실재론을 견지한다. 자연과학도 실재론과 동일한 입
장에서 자연의 현상을 객관적 관찰과 실험에 따라 법칙과 질서로 체계화
한다. 자연과 마찬가지로 인간은 과학적으로 체계화 될 수 있는 존재로 

8) 메를로-퐁티는 시종일관 과학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이지만 메를로-퐁티만큼 과
학을 신뢰하고 깊이 있게 연구한 철학자도 드물다. 메를로-퐁티는 과학에 대한 자신
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과학의 역량을 제한하거나 불신하려는 게 아니라 과
학을 지향적 체계로서 우리와 존재가 관계 맺는 전체적인 장 안에 위치시키려는 것이
다.”(S, 152) A. 드 발렌스는 일부 해석자들이 메를로-퐁티가 과학을 가치가 없다거
나 불가능하게 만든다거나 또는 철학을 실험 과학에 예속시킨다는 비판에 대해, 메를
로-퐁티의 과학 비판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들의 존재론적 범주들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라고 옹호한다. LaPointe도 “메를로-퐁티는 과학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다. 종
종 과학에 가려있는 철학을 불신한다. 나아가 메를로-퐁티는 철학과 과학의 단절을 
거부한다. 철학과 분리된 과학은 그것이 무엇에 대해 말하는지 모른다. 사실과 관념
은 서로가 분리될 수 없다.” 메를로-퐁티는 과학과 철학 혹은 현상학의 완전한 대립
을 거부한다. (Francois H. LaPointe, “Merleau-Ponty's Phenomenological Critique 
of Psychology”, Journal of Phenomenological Psychology, 2, 1972, pp. 2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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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된다. 정신과 분리된 몸은 기계적으로 외적 자극을 받아들이고, 정
신은 그 정보 자료들을 처리하는 존재가 된다. 이와 달리 주관주의는 세
계가 정신 혹은 의식에 의해 구성된다는 관념론을 견지한다. 관념론자들
은 자연은 오로지 주관의 정신에 의해 구성되고, 시간과 공간도 절대적
이 아니라 관념적이라고 간주한다. 이처럼 객관주의와 주관주의는 서로 
대척점에 서서 프랑스 지성계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
연과 의식, 의식과 몸의 관계를 인과 관계로 상정한다는 점에서 서로 일
치한다.
  메를로-퐁티는 실재론과 관념론 혹은 객관주의와 주관주의는 의식과 
자연의 관계를 타당하게 설명하지 못한다고 보고 행동 개념을 통해 이 
문제에 접근한다. 행동은 “물질적이면서 생명적인 실체”9)의 활동을 드러
내고, “‘심리적인 것le psychique’과 ‘생리적인 것le physiologique’이라는 전형적
인 구분에 대해 중립적”이다.(SB, 4) 행동은 생리적인 측면과 심리적인 측
면을 모두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자연과 의식의 관계를 비교적 객관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메를로-퐁티의 전략은 먼저 행동주의 
심리학이 지닌 문제점을 형태 심리학을 통해 비판, 보완하고, 이어서 형
태 심리학이 지닌 문제를 존재론적으로 재규정하여 자연과 인간의 관계
를 철학적으로 새롭게 조명하는 데 있다. 
  행동의 현상에 대한 분석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은 주제들
을 상세히 다루겠다. 1) 행동주의의 기초적 반사 이론과 상위 차원의 조
건반사 이론에 내재되어 있는 요소주의와 인과론에 대한 메를로-퐁티의 
비판을 고찰한다. 2) 형태 심리학의 형태 개념을 도입하여 요소주의를 
극복하고, 형태 개념과 행동 개념을 존재론적으로 재편하여 유기체를 행
동 유형별로 구분하여 고찰한다. 3) 존재론적 행동 개념을 기초로 물질, 
생명, 정신에 대한 연구 방법론을 비판하면서 실재와 인간의 구조를 재
구축한다. 결론에서는 행동의 현상에 내재되어 있는 존재론적 의미를 도
출한다. 

9) Gary Brent Madison, The Phenomenology of Merleau-Ponty, Athens: Ohio 
University Press, 1981.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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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반사 행동과 상위 행동
  경험과학은 유기체의 행동을 물리적 사실처럼 다룬다. 자연은 일방적
으로 유기체에게 자극을 주고, 유기체는 반사와 조건반사로 구분되는 반
응을 한다. 행동은 몸의 무조건 반사로부터 대뇌의 통합적 활동으로 단
계별로 이루어진 작용의 결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몸과 의식은 분리
되어 인과 관계에 있게 되고, 결국 행동과 의식은 분리된다. 행동은 과
학 이론이 주장하듯이 요소주의와 인과론을 따르는 자극과 반응의 관계
인가? 이를 행동주의를 통해 검토하겠다.
  20세기 초 미국 심리학자 왓슨J. B. Watson은 초기 심리학이 객관성과 
타당성을 결여한다고 비판하고 행동주의Behaviorism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심리학을 제창한다.10) 왓슨은 “심리학의 유일한 주제는 오직 행동뿐이어
야 하고,” “관찰이 가능하고 측정할 수 있는 행동만을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11) 행동주의는 유기체의 행동을 복합적인 것으로 보고, 물리학
과 파블로프의 생리학을 도입하여 최소 단위인 반사로부터 출발해 고차
적 반사까지 다룬다. 
  
반사 행동Le comportement réflexe
  반사는 유기체가 내적 자극 혹은 외적 자극에 대해 나타내는 반응 중 
가장 기초적인 행동에 해당한다. 반사란 외부의 사물이 감각기관에 자극
을 주면 그 장소에서 일어난 흥분이 지각신경을 거쳐 운동신경에 전해지

10) 원래 철학의 영역에 속했던 심리학은 분트Wilhelm M. Wundt가 1879년 독일에 최초
로 심리학 실험실을 세운 이후 독립적인 학문 영역으로 발전한다. 분트는 과학적인 
측정과 실험을 통해 심리학의 기틀을 마련한다. 분트의 연구로부터 출발한 전통 심리
학은 물리학의 방법론에 따라 의식의 현상을 요소로 분석하여 이들 요소들 간의 상호
결합의 양상과 법칙을 밝혀낸다. 이 심리학은 “우리의 지각 내용은 감각질이라는 단
순 요소들로 분해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요소심리학, “마치 집이 나무와 벽돌로 된 
구조물이듯 지각체도 단순 감각질로 이루어진 하나의 구조물”이라는 의미에서 구성심
리학, 의식을 구성하는 요소는 밖에서 타인이 관찰할 수 없고 스스로 자기 자신의 의
식을 들여다보는 내성introspection만이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내성심리학이라고 부른
다. 분트 심리학 덕분에 이전까지 무의식적인 것으로 이해해 온 행동은 비로소 의식
적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된다. 하지만 지나치게 주관적이어서 객관성을 
목표로 하는 과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최정훈 외, 『인간 행동
의 이해 심리학』, 법문사, 1993. 참고) 

11) ibid.,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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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경중추의 어떤 부위에 집합하여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을 말한다. 
메를로-퐁티는 이를 고전적 반사 이론이라 부르고, 이 이론이 전제하는 
요소주의와 인과론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다. 요소주의란 자극이 점적 
요소로 이루어지고 이에 대해 일대일로 대응한다는 입장을 말한다. 인과
론이란 자극과 반응을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보는 이론을 말한다. 
  고전적 반사 이론의 특징은 빛에 대한 반응을 통해 접근해 볼 수 있
다. 만일 어두운 방안 벽에 한 점의 빛이 나타나고, 이 빛점tache de lumière
이 벽을 따라 움직이면 나의 눈도 그것을 향해 움직인다.(SB, 7) 이러한 
행동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빛은 진동으로서 원자단위의 감각자료
로 해체되어 망막에 원자적 점적 자극을 주는 물리적 인자로 규정된다. 
이러한 물리적 자극이 망막의 각 지점에 접촉하게 되면, “사전에 확립된 
신경 회로들은 운동 근육들에 연결”되고, “준비된 메커니즘을 작동”시킨
다.(SB, 8) 이러한 과학적 설명에서 자극과 반응 간의 관계는 하나의 사물
이 다른 하나의 사물에 가하는 작용으로 간주된다. 빛에 대한 반응은 망
막에서 대뇌에 이르기까지 해부학적 요소들로 분해되어 어떤 운동 근육
들과 신경세포들이 연결되어 작동하는지 부분적 과정들로 설명된다. 이 
관계에는 요소주의와 인과론이 전제된다. 원인으로서 물리적 사건은 서
로 외적인partes extra partes 일련의 자극들로서 유기체의 수용기에 흔적을 
남긴다. 그 결과로서 유기체의 흥분과 반응은 “시간과 공간에서 서로 외
적인 수많은 부분의 과정들로 분해”된다.(SB, 8) 
  이러한 고전 반사 이론은 기본적으로 국소해부학topography을 전제한다. 
국소해부학은 한 마디로 “흥분 장소가 반응을 결정한다”는 원리이다.(SB 
10) 자극은 그 자체가 지닌 속성들에 따라 작용하고, 유기체 내의 흥분 
장소는 이러한 하나하나의 자극에 대해 각각 대응하여 작용한다. 이러한 
국소해부학에 근거해, 고전 반사 이론은 흥분을 전달하는 신경회로는 각
각 고립되어 있으므로 각 자극에 대해 일대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다
고 간주한다.
  하지만 즉각적 반사나 수많은 인간의 복잡한 반응은 단순히 해부학적 
요소로 혹은 선형적 인과 관계로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고전 반사이



17

론이 지닌 문제는 인간의 행동을 일련의 선형적인 물리적 사건과 생리적 
사건으로 파악하는 데 있다. 말하자면 행동을 서로 관계없는 외적 부분
들과 과정들로 분해하여 자극과 반응이라는 구조로 이해한다는 데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 자극은 유기체와 독립하여 존재하는 물리적 실재로 규
정되고, 유기체의 반응은 자극의 객관적 본성에 의존하여 기계적으로 작
동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고전 반사이론은 행동이 오로지 자극에 대한 
수동적 반응이라고 간주함으로써 주관의 의식 내부 사건들을 고려하지 
않는다. “주관의 의도, 유용성, 가치와 같은 개념들은 사물들에 토대를 
갖지 않고 사물들의 내재적 결정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되어야 한
다.”(SB, 9) 
  행동 개념에 대해 고전 반사이론은 주관의 의도와 의미를 배제한 채 
오로지 이미 설정된 신경 경로에 의해 통제되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한계
를 갖고 있다. 그러면 행동주의는 기초적 반사보다 고차적인 유기체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예를 들어 연속적으로 흐르고 있는 음악을 
듣는 경우, 단순한 반사 모델을 도입한다면 그것은 요소로 주어진 자극
에 대한 무조건반사로 설명된다. 만일 그러하다면 자극은 음표들로 분해
되고, 음악을 듣는 행동은 단지 각 음표 하나하나에 대한 반응으로 그치
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멜로디를 종합하는 어떤 상위 기능이 개입
되어야만 설명될 수 있다. 
  
상위 행동Les comportements supérieurs
  조건반사는 기초반사보다 복잡한 상위 수준의 반응을 설명해 준다. 메
를로-퐁티는 조건반사에 대해 생리학자 파블로프Ivan P. Pavlov의 반사학
Reflexology을 논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 이유는 행동주의 심리학자 왓슨이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심리학을 구축하는 과정에 파블로프의 실험 생
리학을 적극적으로 도입했기 때문이다.12) 파블로프는 중추신경계로 들
12) 파블로프에 따르면 데카르트의 반사 개념은 대뇌 피질 앞에서 멈추는 바람에 대뇌

는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게 되었다. 파블로프는 생리학이야말로 대뇌를 연구하여 
유기체의 기계적 활동의 메커니즘을 밝힐 수 있는 자연과학이라고 말한다. (Ivan P. 
Pavlov, “Conditioned Reflexes: An Investigation of the Physiological activity of 
the Cerebral Cortex”, Annals of neurosciences, 17. 2010, pp. 1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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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온 자극들이 종합되어 반응을 생성하는 신경 활동을 개의 실험을 통해 
증명하고 이를 조건반사라 칭한다.13) 개가 주인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
도 침을 분비한다는 유명한 실험은 환경의 조건에 따른 유기체의 행동을 
보여준다. 조건반사 이론은 변화무쌍한 환경조건에 적응하는 데 매우 효
율적이고 필수적인 유기체의 행동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파블로프는 데카르트 이후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대뇌피질의 기능
을 종합synthesis 혹은 연합association 기능으로 확립한다. 행동은 모자이크
로 연결된 대뇌 피질의 중추신경계에 정확하게 연결된 수용기를 통해 전
달되어 나타난다. 대뇌피질의 종합은 기능 국소화functional localization 가설
을 통해 보강된다. 기능 국소화는 대뇌피질에서 담당하는 기능이 특정 
부위에 국한되어 존재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파블로프는 눈으로부터 들어오는 시각 자극을 수
용하는 역할을 하는 대뇌의 후두엽을 제거하는 실험을 했다. 그 결과 수
술 이전에 시각 자극으로 형성되었던 침샘 조건반사는 사라지고, 청각, 
후각, 촉각 등 다른 자극으로 형성된 침샘 조건반사는 정상 상태로 작동
하였다. 청각에 해당하는 대뇌 부위를 제거한 실험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실험 결과를 통해 파블로프는 “자극, 중추신경계, 행
동 사이에는 일종의 점괄적인 일대일 대응”이 있고, “대뇌 피질에서 구
심성과 원심성afférentes et efférentes 신경섬유들이 점괄적으로 투사”된다고 
주장한다.(SC, 66) 이러한 대뇌의 기능 국소화 가정은 기본적으로 대뇌가 
모자이크로 이루어진 복합 체계라는 원자론적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메를로-퐁티는 대뇌의 일부를 제거해도 유기체는 
그 기관의 기능을 재조직하여 반응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한다. 국소 
대뇌 손상은 그에 해당하는 일부만을 고립시켜 선택적 장애를 나타내지 
13) 자극에 대한 반응에는 의식적 반응과 의식의 개입 없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무의

식적 반응이 있다. 무의식적 반응에는 반사와 조건반사가 있다. 반사는 얼굴에 무엇
인가 날아들 때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는 행동이나 뜨거운 것에 닿을 때 손을 움츠리
는 행동처럼 조건이 전제되지 않는 반응이다. 조건반사는 외부환경의 조건에 의존하
며 대뇌피질이 관여한다. 신 것을 먹고 침이 고이는 것은 무조건반사이지만 먹지 않
아도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며 침이 나오는 것은 조건반사이다. 반사와 본능은 서로 
다르지만 쉽게 구별하기 어렵고, 둘 다 내적·외적 자극에 필수적 반응이므로 과학적 
의미를 함축한 반사 용어를 일괄적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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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지각과 행동에서 전반적으로 질적 변화를 보여준다. 일종의 시야 
협착으로 망막의 절반만을 갖는 반맹증hémianopsie은 흔히 정상적 시야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이해하지만 실제로 정상보다 덜 명료해질 뿐이다. 
“유기체는 눈의 기능을 재조직하여 질환으로 야기된 상황에 적응”하기 
때문이다.(SB, 41) 
  이러한 현상은 언어의 경우에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뇌 손상으로 사
물의 명명 능력을 상실한 환자는 ‘빨강’ 혹은 ‘파랑’ 이름에 따라 색들을 
분류하지 못한다. 하지만 동일한 색상 내에서 색조 차이에 따라 색들을 
분류하는 행동은 가능하다. 대뇌 손상에 따른 행동의 축소는 지각 대상
을 그것이 속하는 범주 혹은 본질에 따라 경험하는 “범주적 태도attitude 
catégoriale”를 상실했기 때문이다.(SB, 64)14) 범주적 태도란 전체적 행동의 
맥락에서 직접적 현실 영역을 넘어서 ‘가능적’ 영역으로 행동을 변화시
키는 능력을 말한다. 대뇌 손상은 어떤 관점에 적합한 유형이나 수준의 
행동을 취하지 못하는 질적 차이의 문제이지 원자적 대응관계가 아니다. 
“어떤 낱말의 지각된 색이나 위치나 의미작용에 상응하는 생리적 과정은 
지각의 바로 그 순간에 즉흥적이고, 능동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SB, 
88) 
  이처럼 상위 수준의 행동은 전적으로 대뇌의 기능을 통해 규정될 수 
없다고 할 때, 학습에 관한 관점도 역시 재고될 여지가 있다. 파블로프
의 개 실험에서 먹이와 함께 주어진 소리, 빛 등은 일종의 ‘연합’을 학습
하도록 조건을 형성한다. 먹이 없는 조건 자극은 점차 조건 반응을 소거
extinction하지만, 다시 먹이와 함께 제시되면 자발적으로 조건반응이 회복
된다.15) 먹이라는 조건 자극이 소리, 빛이라는 새로운 자극과 ‘연결’되는 
14) ‘범주적 태도’는 신경정신의학자 골드슈타인Kurt Goldstein의 색 이름 기억상실증 환

자가 지닌 장애를 설명하기 위해 만든 개념이다. ‘범주적 태도’는 사물의 색 이름을 
어떤 특정한 색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개념적 행동을 말한다. 색 이름 기억
상실증 환자는 색을 정상적으로 지각하지만 색 이름을 말하지 못하고, 지시받은 색에 
따라 그 색에 해당되는 대상을 찾아내지 못한다. 이는 사물의 구체성에 묶여있어서 
추상적인 분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정선, 「골드슈타인의 실어증 연구가 메를
로-퐁티의 언어행위 이론에 미친 영향」, 『신학과 세계』, 84집,  2015, p. 559)

15) 파블로프는 자극·억제·탈억제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개의 조건반사를 설명한다. 억제
는 “조건반사가 줄어들거나 일어나지 않는 소거 현상”을, 탈억제는 “새로 들어온 자극
이 억제의 영향으로부터 조건자극을 해방시켜 본래의 반응이 되돌아오게 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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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상황의 반복이 대뇌피질의 기능을 통해 기억됨으로써 학습이 이
루어진다. 이와 유사한 입장에서 심리학자 손다이크Edward L. Thorndike는 
보상이 따르는 행동은 반복되는 경향이 있고, 보상이 따르지 않는 행동
은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시행착오trial and error를 통해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메를로-퐁티가 볼 때 학습은 연합 이론이나 시행착오 이론을 
통해서 설명될 수 없다. 학습은 원자적 요소에 반응하는 기초적 반사 위
에 조건반사라는 학습 과정이 추가되지 않기 때문이다. 내 앞에 놓여 있
는 상의를 집어서 입는 나의 행동의 경우, 생리학이나 심리학의 학습 이
론은 각각의 부분 자극들이라는 기초적 반사와 대뇌의 기능이라는 조건
반사로 위계적 두 단계를 통해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옷이 나에
게 주는 “흥분은 인과적이고 점적인 현상이 아니라 전체를 가로지르는 
현상이다.”(SB, 89) 나는 공간 속에 놓여 있는 그 옷을 “사물”로 지각할 뿐
만 아니라 “사용대상”으로도 지각한다. 그 대상에는 이미 나의 의도와 
가치가 부여된다. 따라서 망막, 눈 운동 근육, 신체 근육 전체는 흥분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상징적 가치를 갖고 있다. 우리는 “감각적 공간뿐만 
아니라 잠재적 공간까지 포괄하는 범주 속에서”(SB, 90) 옷 입는 행동을 
수행한다. “학습한다는 것은 동일한 제스처를 반복하는 데 있는 것이 아
니라 각기 다른 수단으로 상황에 적합하게 반응하는 데 있는 것이
다.”(SB, 96) 
  메를로-퐁티가 보기에 파블로프의 개 실험을 통한 조건반사 이론은 
내적·외적 경험에서 나타나는 불안정하고 불규칙적인 반응들을 신경활동
으로 전환시켜 선택적 결과를 추론해 낸다. 사실상 관찰 가능한 행동과 
그것의 이론적 전제가 되는 해부·생리학적 가정들 사이에는 명백한 괴리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반사 이론은 근거 없는 가정들에 의지한다. 
파블로프는 애초에 심리학에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정밀한 행동 과학으
로서 생리학을 확립하고자 했지만, 오히려 “시대에 뒤떨어진 심리학의 

말한다. “모든 고등신경활동은 조건반사로 나타나는데, 세 가지 기본적인 과정, 즉 흥
분, 억제, 탈억제의 끊임없는 변화로 이루어져 있다.” (김옥주, 「파블로프의 조건반
사 이론의 형성과정」, 『의사학』1, 1992,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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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들을 도입”한다고 메를로-퐁티는 비판한다.(SB, 56~57) 생리학이 연
구 대상으로 삼는 ‘생리학적 사실’은 다만 신경 기능에 관한 간접 현상
일 뿐이다. 파블로프의 조건반사 이론은 행동에 대한 충실한 기술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실재론적 분석의 원자론적 가정에 영감을 받은 구
성물”에 불과하다.(SB, 56) 
  결국 행동주의가 생물학에 기대어 설명한 행동 이론은 유기체를 환경
으로부터 고립시킨 후 관찰하여 얻어진 결과라는 점에서 타당성을 확보
하지 못한다. ‘생리학적 사실들’은 모자이크처럼 병렬된 신경 기능의 과
정들로 해체되어 배분되고, ‘심리학적 사실들’은 실제적 내용들의 연합으
로 혹은 추상적 능력들의 결합 작용으로 귀결될 뿐이다. 메를로-퐁티는 
자극에 대한 유기체의 반응은 제한되고 고립된 특정 조건 속의 행동이 
아니라 유기체가 자신의 “주변 환경Umwelt, milieu”(SB, 129)으로 향하는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강조한다. 형태 심리학은 행동주의가 지닌 문제점을 극
복할 수 있는 이론을 제공한다.

  2) 존재론적 형태 개념에 의한 행동의 구조
  
  형태 심리학의 형태 개념은 행동의 현상에 접근하는 데 매우 유용한 
개념이 된다. 형태 개념은 행동을 기초적인 반사와 상위 차원의 조건반
사로 구분하는 고전이론을 극복하고 하나의 구조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다. 이제 유기체의 행동은 하나의 구조로 규정된다. 비록 메를로-퐁티는 
형태 개념을 통해 실험심리학을 비판하지만, 그것은 “형태에 관한 심리
학”을 연구하려는 게 아니라 “형태 혹은 구조에 관한 철학의 기본원리”
를 수립하려는 데 있다.16) 
  메를로-퐁티는 환경에 참여하여 구조를 형성하는 유기체를 행동 유형
별로 구분하고, 형태 개념과 행동 개념을 존재론적으로 새롭게 규정한
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우선 형태 개념은 자극-반응 관계에 있어서 심
리학 전통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다.

16) Gary Brent Madison, The Phenomenology of Merleau-Ponty, p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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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개념 
  형태Gestalt 개념은 20세기 초 독일에서 발전한 형태 심리학Gestalt 
Psychology에서 출발한다. ‘form’, ‘형태’로 번역되는 ‘게슈탈트Gestalt’는  조
직된 전체, 전체적 모양configuration, 윤곽 등의 의미를 지닌다.17) 형태 심
리학은 심리현상을 요소로 분해하고 그 요소들의 결합이나 집합으로 설
명하는 심리학 전통의 원자론 혹은 요소주의에 맞서 전체론holism을 주장
한다. 베르트하이머는 일련의 지각 현상들을 토대로 ‘게슈탈트는 부분의 
단순한 합이 아니다’라는 유명한 명제를 내놓는다. 나아가 형태심리학자
들은 지각구성의 원리로서 전경과 배경의 원리, 근접성의 원리, 유사성
의 원리, 연속성의 원리, 충만성pragnanz의 원리 등을 밝힌다.18) 
  메를로-퐁티는 형태심리학의 형태 개념에서 조직된 전체, 즉 형상la 
figure과 배경le fond으로 이루어진 분해할 수 없는 구조에 특히 관심을 갖
는다. “형태와 특히 물리 체계는 총체적 과정들로 규정된다. 그 과정의 
속성들은 독립된 부분들이 가진다고 하는 속성들의 종합이 아니다. 보다 
정확히 말해 그 과정들은 서로 식별될 수 없지만 그 부분들은 서로 비교
할 때 절대 크기에서 차이가 나는 총체적 과정들로 규정된다.”(SB, 47) 체
계의 한 부분의 변화는 전체의 변화를 가져오지만 부분들의 관계는 여전
히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처럼 형태심리학은 형태를 하나의 유기적 통일
체로 파악하여 각 부분의 상호 역학적 관계를 통해 심리현상을 설명한
다. 예를 들어 멜로디는 음표들의 연속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음표들의 합으로 생각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음표들은 서로 결합
하여 새로운 멜로디를 창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태 개념은 행동에 관한 고전 반사이론의 항상성 가설hypothèse 
de constance을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항상성 가설은 자극과 반응

17) 게슈탈트라는 개념은 1890년 철학자 에렌펠스Christian von Ehrenfels가 철학과 심
리학에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에렌펠스는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고, 전체는 부분의 
합과 다르다고 말하면서 형태 질Gestaltqalitat 개념을 제창하였다. 

18) 형태를 구성하는 원리를 형태심리학자들은 유전에 따른 내재적인 법칙으로 설명한
다면, 메를로-퐁티는 아 프리오리로 설명한다. “형태심리학자들은 지각구성이 경험과 
무관하며 유전에 의해서 결정되는 모종의 내재적인 법칙에 따른다고 생각했다.” (최
정훈 외, 『인간 행동의 이해 심리학』, p. 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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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일대일로 대응되는 인과 관계로 보는 이론을 말한다. 우리에게 가장 
기초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원자 단위의 고립된 감각 자료이고, 우리의 
감각 기관은 그것에 점적으로 대응한다. 앞서 논의한 국소해부학의 “흥
분 장소는 반응을 결정한다”(SB, 10)라는 전제는 자극을 받은 특정 장소에
서만 흥분이 일어나고, 이것이 곧 반응으로 이어진다는 항상성 가설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형태 개념에 따르면, 흥분은 자극이 도달한 바로 그 부분에만 
일어나지 않고 그 주변에도 생긴다. 예컨대 어떤 형태의 사물이 눈의 망
막에 투사될 경우 흥분은 반드시 그 빛이 투사된 망막 부분에만 일어나
지 않고 그 주변에도 영향을 미친다. 각 행동에 해당하는 중추영역은 지
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뇌에서 반사회로는 독립적으로 작용하지 않
는다. 이처럼 형태 개념의 전체론은 심리 현상을 요소들로 분해한 뒤 그
것들을 결합, 집합 혹은 연합으로 설명하는 전통 심리학을 벗어나는 계
기가 된다. 
  메를로-퐁티는 특히 형태 개념에 의미 작용이라는 심리적 기능이 포
함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파블로프의 반사학은 “행동을 마치 하나
의 사물처럼 다루어, 사건들과 관계들로 이루어진 세계의 직물tissu 속에 
끼워 넣어 흡수시킨다.”(SB, 129) 그리하여 생리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을 
분리한다. 이러한 생리학에 기초한 행동주의는 유기체의 심리적 기능이 
생리적 사건과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그러나 형태 심
리학에서 제시하는 하나의 전체라는 형태 개념 속에는 이미 요소들을 통
합하는 능동적 심리 작용이 내포되어 있다. 앞서 예로 들은 빛점에 대한 
반응의 경우, 생리학적 원자론은 자극-반응의 관계에 따라 수동적으로 
빛점을 ‘따라 간다’고 말한다. 그러나 형태 심리학에서 유기체의 행동은 
단순히 외적 자극에 촉발된 반사가 아니다. 빛의 움직임을 보는 유기체
의 행동은 ‘목적 있는 행동’이다. 말하자면 유기체는 ‘의미 있는’ 환경을 
향한다. ‘의미 있는’이라는 말은 이미 어떤 의도 혹은 목표를 갖고 대상
을 향한다는 뜻이다. 바이츠제커V. Weiszäcker는 “대상의 속성들과 주관의 
의도들은...혼합만 되는 게 아니다; 그것들은 또한 새로운 전체를 구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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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말한다.(SB, 13) 이와 같이 형태 개념을 도입할 때, 자극은 개별적
인 물리적 실재로서가 아니라 구조로 조직되어 반사적 반응을 야기하고, 
대뇌는 각각의 감각 자료들을 서로 관련이 없는 단편적 파편들이 아니라 
의미 있는 하나의 전체로 조직한다. 이제 행동은 자극에 대한 무조건반
사를 넘어서 자극을 조직하여 구조로 조직하는 유기체의 심리적 능력을 
내포하게 된다.
  메를로-퐁티는 유기체가 환경에 참여하여 구조를 형성하는 수준에 따
라 행동을 혼합적 형태, 전환적 형태, 상징적 형태로 제시한다. 
  혼합적 형태Les formes syncrétiques에서 ‘혼합’이라는 용어는 자극과 행동
의 기본 구조가 원자적 요소가 아니라 하나의 전체로서 이루어진다는 뜻
으로 사용된다. 자극의 복합적 조건들, 예컨대 크기, 밝기, 강도, 방향 등 
상황의 내용들은 혼합되어 하나의 전체로서 동물의 본능 행위를 야기한
다. 혼합적 형태는 상황의 본질적 특성이 아니라 복합적 자극에 반응하
는 무척추 동물의 본능적 행동에서 주로 나타난다. 예컨대 두꺼비 앞에 
지렁이를 놓고 그 사이에 유리를 놓으면, 두꺼비는 계속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렁이를 잡으려고 시도한다.(SB, 104~105) 흔히 실패는 
억제 작용을 유발하는 게 당연하지만 자연적 삶에서 이 동물의 본능 장
치는 움직이는 대상에 대해 반복된 시도를 하도록 사전에 확립되었기 때
문이다. 혼합적 형태의 구조를 지닌 동물은 자신의 자연적 삶이 처해있
는 상황의 범주를 거의 벗어나지 못하고 본능적 리듬에 따라 행동한다. 
  전환적 형태Les formes amovibles에서 전환적이라는 말은 행동의 변경 가
능성을 말한다. 이 형태의 행동은 혼합적 형태의 본능적 행동보다 구체
적 상황에 덜 얽매어 자극의 가치를 구성하는 데 참여한다. 쾰러의 실험
에서 엷은 색을 선택하도록 길들여진 닭은 곡식 더미에서 절대적 색이 
아니라 두 색을 비교하여 ‘보다 밝은 색’을 선택한다.19) 톨만Edward C. 
Tolman의 미로상자 실험에서 쥐는 시간이 지날수록 목적지에 도달하는 시
간을 단축시킨다. 톨만은 쥐가 문제 해결이나 목표 달성의 방법에 대한 
19) 쾰러는 침팬지가 바나나를 얻는 실험을 통해 동물은 시행착오보다 통찰을 통해 문

제 해결에 도달한다는 점을 발견한다. 쾰러의 통찰 학습insight learning이론은 심리학
에서 유일한 학습이론이었던 손다이크의 시행착오 이론보다 인지적 요인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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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적 인지도cognitive map를 갖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실험은 유기체의 행
동이 대상의 속성보다는 전체 상황의 구조에 반응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행동주의의 기계론적 자극S-반응R은 기호sign-형태Gestalt의 체
계로 대체된다.20) 이는 유기체에게 자극은 기호로 주어지고, 유기체의 
반응은 하나의 멜로디처럼 형태로 반응한다는 의미이다. 전환적 형태에
서 드러난 유기체의 행동은 자극의 전체적 구조에 인지적으로 반응하는 
목적 있는 행동 혹은 의미 있는 행동이다.  
  상징적 형태Les formes symboliques는 제3의 형태 유형으로 인간 수준에서
만 나타나는 행동이다. 이 수준에서 인간의 행동은 동물과 달리 상징화
하는 의미 작용을 한다. 상징화는 어떤 기호에 대해 다양하게 의미를 부
여하는 행동을 말한다. “동물의 행동에서 기호signes는 언제나 신호signaux
로 머물며 결코 상징symboles이 되지 못한다.”(SB, 120) 파블로프의 개 실험
에서 보듯이 종소리는 흥분을 일으키는 조건으로서 하나의 기호로 작용
할 뿐이다. 동물은 본능적 감각-운동의 아 프리오리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어진 기호에 대해 다양한 의미 작용을 할 수 없다. 유기체의 
아 프리오리란 “생명적 의미, 즉 자연적 상황에 대해 의미를 갖는 행동 
방식을 지향하는 유기체의 태도”를 말한다.(SB, 123) 인간은 아 프리오리
를 초월하여 신호를 상징으로 전환함으로써 주어진 자극에 대해 다양하
게 의미 작용을 한다. 
  메를로-퐁티는 이러한 능력을 “관점의 다양성multiplicity of perspective”이
라고 말한다.(SB, 122) 관점의 다양성은 하나의 동일한 주제를 여러 가지
로 표현하는 가능성을 말한다. 동물은 본능의 감각-운동 아 프리오리에 
고정된 채 자연적 상황들에 적합한 행동을 취한다. 생명적 아 프리오리
에 묶여 있는 유기체와 달리, 인간은 관점의 다양성을 통해 하나의 구조
에 얽매이지 않고 다른 구조의 의미로 바꾸어 놓는다. 상징적 형태는 
“자극들에 부여되어 있는 가치들을 해방시키고(···) 거기에 인지적 행위
20) 행동주의 이론의 기초가 되는 파블로프의 S-R 이론에 따르면 고전적 조건 형성에

서 종을 치고 음식을 주면 개는 침을 흘린다. 이 실험에서 조건자극Conditioned 
Stimulus으로서 종과 무조건 자극Unconditioned Stimulus으로서 음식은 연합하여 개의 
무조건 반응Unconditioned Response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톨만의 S-S 이론에서 종
CS은 기호Sign가 되어 음식US과 연관 지어져 의미가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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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자유로운 행위를 도입한다.”(SB, 122) 그것은 오로지 인간의 수준에만 
열려 있다. 인간의 행동만이 진리와 사물들의 고유한 가치에 열려 있으
며 언어와 같이 차원 높은 상징적 표현 행위를 한다. 인간의 수준에서 
행동은 그 자체가 의미 작용이다.
  요컨대 혼합적 형태는 자연 조건에 유착되어 본능에 따라 작용하고, 
전환적 형태는 신호에 반응을 하며 환경과 시공간적 관계를 맺는다. 혼
합적 형태와 전환적 형태의 행동이 자극에 대해 기계적이며 정적 관계를 
맺는다면 상징적 형태는 순수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다. 인간의 행동은 
상징적 형태의 특징을 보여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합적 형태와 전
환적 형태도 지니고 있다. 

존재론적 형태 개념과 행동 개념
  형태 심리학의 형태 개념은 행동주의 심리학의 원자론을 넘어설 수 있
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그런데 형태 개념은 철학적으로 타당하게 
규명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형태는 여전히 원
인으로서 물리적 세계에 속한다는 전제가 놓여 있다. 형태심리학은 구조
를 도입하지만 “실재의 총체omnitudo realitatis로서의 물리적 세계 개념”(SB, 
134)을 넘어서지 않는다. 구조들은 물리적 세계 안에서 이미 발견되기 때
문이다. 만일 어떤 대상을 형태로 지각한다면 그것은 그 대상이 이미 형
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고, 의식은 그와 같이 주어진 형태를 다만 사
유할 따름이다. 메를로-퐁티는 이를 “심리학의 실재론적 전제”(SB, 136)로 
본다. 메를로-퐁티는 과학적으로 규정된 형태 개념에 내재되어 있는 실
재론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존재론적으로 새롭게 규정한다.
  앞서 전환적 형태에서 논의한 쾰러의 닭 실험을 다시 보자. 훈련된 닭
은 절대적 색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보다 엷은 색조의 곡식을 선택하는 
행동을 보여준다. 이러한 선택은 행동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변수가 과
연 어디에 있는지 질문을 던지게 한다. 그 변수는 물리적 사건들로 취급
되는 자극들 속에 있는가, 아니면 자극들 속에 포함되지 않는 관계들 속
에 있는가? 애매한 성격을 지닌 자극은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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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즉자로서 물리적 사건을 가리키는 자극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유기체에 대한’ 것으로서 상황을 가리키는 자극이 있다. 전자
가 자연에 속한다면 후자는 자극들의 관계를 구성하고 포착하는 유기체
에 속한다. 메를로-퐁티는 후자가 유기체의 반응에 결정적이라고 본다. 
  유기체는 그 종에 고유한 아 프리오리에 따라 자극에 대응한다. 하지
만 그것은 본능적 반응이 아니다. 유기체는 자극이 무엇을 뜻하는지, 자
극이 그 종의 전형적 활동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따라 환경에 대처
한다. “유기체의 반응은 기본적 운동에서 형성된 구성물이 아니라 내적 
통일성을 부여받은 제스처이다.”(SB, 130) 말하자면 행동은 유기체가 물리
적 환경과 객관적 관계를 맺고 수행한 운동들의 총합이 아니라 내적으로 
유기적 관계를 맺고 “의미를 부여하는 운동적 멜로디mélodie cinétique”이
다.21) 이에 따라 자극과 반응은 원인과 결과라는 선형적 관계가 아니라 
상황과 반응이 내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구조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순
환적 관계가 된다. 형태는 자극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기체에 ‘대해’ 존재한다. 유기체의 내적 의미 작
용이 없다면 형태는 결코 형성될 수 없다. 결국 세계는 미리 결정되어 
있다는 전제 아래 형태는 세계에 속한다고 상정하는 객관적이고 인과론
적인 실재론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된다. 형태는 세계에 속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기체의 의미작용에 의존하므로 세계와 관념의 중간 
지대에 있다. 그래서 형태는 “자연과 관념의 종합”이다.(SB, 137) 
  이처럼 형태 개념이 “자연과 관념의 종합”으로 새롭게 존재론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행동 개념 역시 존재론적으로 재편될 수 있다. 행동주의
에서 형태심리학에 이르기까지 행동은 두 가지 질서, 즉 즉자 질서와 대
자 질서 혹은 물리적 세계와 의식 세계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하위 
21) 메를로-퐁티가 『행동의 구조』에서 종종 사용하는 ‘멜로디’라는 용어는 생물학자 

Jakob von Uexküll로부터 가져온 것이다. Uexküll은 지각적 세계를 Umwelt로 규정하
여 유기체가 주체로서 존재하고 활동한다는 점을 기술했다. “메를로-퐁티는 동물의 
행동을 ‘멜로디적 통일성’ 또는 ‘운동적 멜로디’로 특징짓는다.” 또한 베르그손의 음악
적 구조에 관한 은유를 차용하여 “동물과 인간의 의식 간의 대비를 특징짓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한다. “오직 인간성의 특징인 상징적 수준의 행동에서” 멜로디의 정위
를 발견한다.”(Kelly Oliver, Animal Lessons: How They Teach us to Be Human,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9, p.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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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 행동은 물리적 사건처럼 자극에 기계적으로 반응하며 객관적 시
간과 공간에 펼쳐진다. 따라서 하위 수준의 행동은 즉자의 범위에 속한
다. 이와 달리 상위 수준의 행동은 자극보다는 상황의 의미에 의존하는 
의식 내부의 작용이므로 대자의 범주에 속한다. 그 결과 하위 수준의 행
동은 물리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므로 물리학과 같은 과학으로 투
명하게 설명할 수 있고, 상위 수준의 행동은 의식 내부에서 일어나는 사
건으로 언제나 의도에 의존하므로 반성적 의식으로 투명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간주된다. 
  하지만 “행동은 하나의 형태”(SB, 130)이고, 형태는 자연과 관념의 종합
이라는 결론을 따를 때 전통 심리학의 즉자-대자 도식은 지지하기 어렵
다. 행동을 하나의 구조로 볼 때, 행동은 한 순간에 한 지점만 차지하지 
않는다. 각 순간의 ‘지금’은 일련의 ‘지금들’로부터 도출된다. 말하자면 
‘지금’ ‘여기’에 펼쳐지는 행동은 그 순간만의 고유한 가치와 함께 이미 
습득된 이전 행동과 이후 예측되는 행동이 한데 묶여 핵심적으로 나타난
다. 행동은 하나의 구조로서 내적 가능성을 외부로 투사한다. 이렇게 하
나의 구조로 나타나는 행동을 어떻게 즉자 혹은 대자로 정확하게 나눌 
수 있겠는가. 행동은 순수 의식의 물질적 껍데기도 아니고 행동의 목격
자로서 순수 의식도 아니다. “행동의 구조는 지각 경험에 드러나듯이 사
물chose도 아니고 의식도 아니다.”(SB, 127) 행동은 대자와 즉자의 양자택
일을 넘어선다. 
  메를로-퐁티는 행동이 실존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간주한다. ‘실존’
이라는 용어는 인간뿐 아니라 모든 유기체에게 적용된다.22) 동물은 행
22) 메를로-퐁티에게 ‘실존’은 다의적인 의미로 쓰인다.『행동의 구조』에서는 주로 생

명적 차원에서 주위 환경과 관계를 맺으면서 의미 작용을 하는 유기체와 인간의 존재 
방식을 가리킨다. 『지각의 현상학』이후부터 실존은 주로 인간이 ‘세계-에로-존재’
로서 존재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실존은 운동으로, 이를 통해 인간은 세계에 존재하
고,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상황 속에 참여하고, 세계에 대한 그의 관점이 되는 것”이
다.(SNS, 72) 이러한 메를로-퐁티의 ‘실존’ 개념은 실존주의자들과 확실히 다르다.

     키에르케고어에게 실존이란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개별자’로서의 인간
을 말한다. 실존은 단계별로 심미적 실존, 윤리적 실존, 종교적 실존으로 구분된다. 
“‘심미적’은 ‘직접적인 감각적 지각’을 넘어서 인간적 삶의 ‘감각적이며 감성적인 차원 
전체’를 가리킨다.” 하선규, 「키에르케고어 철학에 있어 심미적 실존과 예술의 의미
에 관한 연구 -『이것이냐/저것이냐』,『불안의 개념』,『반복』,『철학적 조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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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통합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고, 그런 점에서 동물은 인간과
는 다른 실존existence이다.23) 스피노자가 익사하는 파리를 그토록 많은 
시간 동안 관찰한 이유는 동물이 단순히 연장의 파편 이상이기 때문이
다.(SB, 127) 다음은 존재론적으로 재규정한 형태 개념과 행동 개념을 통
해 새로운 관점에서 실재를 조망하겠다.

  3) 존재론적 행동 개념에 의한 실재의 구조

  존재론적으로 새롭게 규정된 형태 개념과 행동 개념은 실재를 구성하
는 존재들을 무생물, 생물, 인간의 세 층위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도
록 한다. 이러한 이해는 실체를 물질과 정신으로 구분하는 데카르트의 
이원론과 대비된다.24) 메를로-퐁티는 전통적 “실체 개념을 포기”(SB, 
133)하고 실재를 구조로 접근한다. “유기체는 실체적substantielle이 아니라 
구조적structurale인 독특한 실재를 갖는다.”(SB, 129) 메를로-퐁티는 실재를 
구조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자연과 의식, 그리고 의식과 몸의 관계를 과학 

을 중심으로」,『미학』, 76집, 2013, p. 225) 
     하이데거에게 “인간존재의 본질은 그의 실존에 있다” (Martin Heidegger, Being 

and Time, p. 67) 하이데거는 인간존재의 실존 양상을 ‘세계-내-존재’로 규정하고, 
사물들과 구분 짓는다. “인간존재들은 “실존이라고 불리는 그들 자신의 독특한 존재
양식을 가지고 있다.(...) 인간존재들은 실존한다. 다른 어떤 것도 실존하지 않는다. 
인간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존재의 본성은 실존의 본성이다.” (R. 그로스만, 『현상학
과 실존주의』, 이인건 옮김, 이문출판사, 1998, p. 221)  

     사르트르에게 실존은 대자를 말한다. “사르트르는 ‘실존은 본질에 우선한다’ 라고 
말한다. 이것은 사르트르에게는 ‘본질’, 즉 인간의 특성이 그의 자유로운 행위의 결과
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는 ‘실존’을 자유로운 창조성을 안고 있는 인간의 구체적인 
의식에 대한 명칭으로 사용한다.” (스피겔버그, 『현상학적 운동 II』, pp. 91~2)     

23) “실존은 전 의식적인 행동의 한 유형이며, 불투명한 즉자와 투명한 대자(의식) 사이
의 전이를 나타낸다. 따라서 실존은 결코 인간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모든 살아 있
는 존재자들이 비록 인간적인 실존과는 다르지만 일종의 실존을 갖고 있다.” (스피겔
버그,『현상학적 운동 II』, pp. 145~6)

24) 실체는 존재론에서 핵심적인 개념이다. 데카르트는 「철학의 원리」에서 실체란 “존
재하기 위해서” “전혀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엄밀한 의미로 
신만이 실체이다. 피조물적 실체는 두 가지 명석 판명한 개념, 즉 “사유적 피조물의 
실체 관념”과 “물체적 피조물의 실체 관념”으로 구분된다. 사유 실체와 물체적 실체는 
“실재적으로 이미 구별되어 존재한다.” 물체와 정신은 상호간에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르네 데카르트, 「철학의 원리」, 『방법서설-성찰-철학의 원리-정념론』, 소두영 
역, 동서문화사, 2009, p. 20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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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데카르트의 인과론적인 이원론에서 벗어나 변증법으로 이해한다. 
  실재는 형태의 수준에 따라 물질matière, 생명vie, 정신esprit이라는 질서
로 구분된다.25) 이 질서의 구분은 각 종이 자신의 고유한 아 프리오리
를 통해 어떻게 자극을 다루는가에 따라 위계적으로 구분된다. “상황과 
반응은 내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구조에 공동으로 참여하는데, 이 구조
에서 유기체의 고유한 활동 양상이 표현된다.”(SB, 130) 상황과 반응은 내
적으로 상호 관계에 있으므로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순환 과정의 계기가 
된다. 물리적 차원에서 인간적 차원으로 올라갈수록 형태는 점점 더 의
식에 대한 구조로 전개되지만 각 수준은 자기 충족적이 아니라 서로 밀
접한 변증법적 관계에 있다. 
  
물리적 질서L'ordre physique
  메를로-퐁티는 고전물리학의 물리적 법칙에 형태 개념을 도입하여 물
리적 세계를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그것은 즉자적으로 존재
하는 세계라는 고정된 관념에서 벗어나 유기체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
는 세계를 해명하려는 데 있다. 물리학에서 다루는 물리적 법칙에 형태 
개념을 적용할 때 물리적 세계의 본질은 어떻게 새롭게 규정되는가?
  고전 물리학의 물리 법칙에 관한 탐구에서 구조는 과학적 연구 대상으
로 그다지 고려되지 않는다. 법칙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원
리이지만 구조는 그 현상에 내재되어 있는 부분들 간의 관계이기 때문이
다. 메를로-퐁티는 기본적으로 물리적 현상을 설명하고 그 법칙을 명료
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현상을 하나의 통합된 전체의 부분으로, 즉 하
나의 구조로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물리적 체계 개념은, “평형 상태에서 

25) 메를로-퐁티는 코프카의 『형태심리학 원리』에서 제시된 물질·생명·정신을 존재론
적으로 재구성한다. 코프카는 심리학의 관점에서 세계를 자연 혹은 “물질matter, 생명
life, 정신mind”이라는 세 종류의 실체substance 혹은 존재 양상modes of existence으로 
구분한다. 이는 각각 양quantity, 질서order, 의미meaning라는 속성을 갖는다. 코프카는 
살아있는 존재들이 자연의 작용에 목표와 방향을 부여하고 질서 짓는다는 의미로서 
‘질서’ 개념을 유기체의 생명에 한정하지 않고 보편적인 범주로 확대한다. 질서는 자
연의 물리적 현상, 나아가 인간 존재의 의미와 가치까지 포괄한다. (Kurt Koffka, 
The Principles of Gestalt Psychology, New York: A Harbinger Book, 1935, pp.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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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끊임없는 변화 상태에서 힘들의 앙상블로” 규정되어야 하는 것이
다.(SB, 137) 어떠한 물리적 법칙도 별개로 분리된 각 부분으로는 구성될 
수 없고 각 부분의 크기와 방향은 다른 모든 부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결
정된다. 예를 들어 낙하 운동 법칙은 거리, 시간, 속력 등 많은 부분들의 
상호관계로, 즉 유기적 전체가 하나의 구조를 이루면서 보편적이고 필연
적 법칙으로 나타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러한 메를로-퐁티의 주
장은 확실히 고전 물리학과 대치된다. 상대성 이론과 양자 물리학이 등
장하기 이전에 고전 물리학은 절대적 속성을 부여받은 요소들이나 입자
들의 개체성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형태심리학자 쾰러는 형태 개념을 통해 물리적 법칙에 접근한다. 쾰러
는 기본적으로 “물리적 법칙들은 하나의 구조를 표현하고 이 구조 내에
서만 의미를 갖는다”는 입장에 있다.(SB, 138) 고전 물리학에서 극히 일반
적인 열역학 법칙의 경우, 이 법칙은 관찰하는 대상이나 물질 사이의 상
호작용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한다. 열 혹은 에너지로 작용하는 요소들이
나 입자들은 절대적 속성을 부여받는다. 이와 달리 쾰러는 이러한 고전 
물리학의 개체성individuality 개념을 거부하고, “평형상태”와 “최대 엔트로
피”로 향하는 에너지 작용은 하나의 형태로서 열역학 법칙을 따른다고 
주장한다. 개체는 입자로서 개체가 아니라 하나의 형태로서 “‘총괄적
molar’ 개체”이다.(SB, 138) 예컨대 전도체의 각 지점에서 전기 밀도를 성공
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들 각각이 다른 모든 것들과 연결되
어 하나의 기능적 개체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물체의 낙하 법칙은 지구
의 자전 속도가 시간에 따라 증가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만
일 지구의 자전 속도가 증가한다면 지구 내의 모든 물체들은 원심력에 
의해 우주로 튕겨져 나갈 것이다. 물체의 낙하 법칙은 지구의 상대적으
로 안정적 힘들의 장field의 구조, 그리고 “지구가 이러한 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우주의 구조”를 나타낸다.(SB, 138) 
  메를로-퐁티가 볼 때 쾰러가 제시하는 이러한 형태의 사례들은 모든 
물리적 법칙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형태 개념은 물리학이 
다루는 자연적 사건들 어디에나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형태 개념은 



32

고전 물리학의 원자적 개체성 개념을 극복할 수 있지만 여전히 실재론적 
인과성에 의존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쾰러는 “구조는 즉자로en soi 간
주된 자연 ‘안에서’ 발견될 수 있고, 따라서 정신은 자연으로부터 구성될 
수 있다”는 실재론을 견지한다.(SB, 140) 하지만 “형태는 ‘이미’ 물리적 우
주에 존재하여 지각적 구조에 대한 존재론적 토대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SB, 144) 앞서 언급했듯이 “형태는 자연의 사실이 아니라 지각의 
대상”이기 때문이다.(SB, 143) 
  이러한 형태 심리학의 실재론을 극복하기 위해 메를로-퐁티는 브룅슈
빅의 실증주의적 관념론을 도입하여 고찰한다. 브룅슈빅은 한편으로 가
설을 세우고 실험을 통해 증명하는 과학적 분석을 중시하면서, 다른 한
편으로 외부 세계를 인식 가능하게 하는 인간의 이성 능력을 중시한다. 
브룅슈빅은 힘, 에네르기, 엔트로피, 시간, 공간 같은 개념이 인간의 정
신 활동에 선행하거나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완전한 실재가 아
니라고 본다. 과학의 법칙은 객관적 진리가 아닌 것이다. “모든 과학은 
역사적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N, 29) 법칙은 지구 역사의 특정 상
황과 관련이 있다. 예컨대 고대 이집트 건축물을 재구성하는 경우, 새롭
게 구축된 구조들은 이집트의 ‘한 시대’를 완성하는 기능을 한다. 구조들
은 어떤 한 시대가 이러저러할 것이라는 관념을 기초로 구성된다. 따라
서 사라진 문명의 어떤 건축물을 재구성했다면 그것은 어떤 사실적 법칙
들의 소산이라기보다 관념들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집트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이집트의 역사를 통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집트학의 역
사를 통해 주어진 것이다.”(N, 33) 하나의 경제·정치·사회적 구조로서 이
집트는 사유의 대상이지 이집트를 구성하고 존재하게 하는 다양한 사실
들이 아닌 것이다.(SB, 143)
  브룅슈빅의 관념론을 도입할 때 물리적 구조는 더 이상 물리적 세계에 
내재한다고 볼 수 없게 된다. 물리적 구조는 관념을 통해 구성되는 사유
의 대상이지 물리적 실재가 아니다. 물리학에서 대상을 특징짓는 수학적 
표현은 물리 현상을 정확하게 표현하지만 그것은 오로지 우리가 그것들
을 어떤 형태의 법칙들로서 사유하는 한에서만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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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형태 심리학을 따를 때, 물리적 세계는 여러 법칙들에 따라
서 독립적으로 병렬된 부분들이 단순히 인과 작용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물리적 작용이나 물리적 본성 아래에는 본질적
으로 구조가 놓여있다. 나아가 자연 안에 존재하고 인과성에 따라 작용
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실재론적 구조는 관념론을 도입할 때 의식이 발견
하는 한에서만 구조가 된다. 이로써 메를로-퐁티는 물리적 질서에 관한 
실재론적 가정과 관념론을 절충하게 된다. 
  
생명적 질서L'ordre vital
  생명적 질서는 총괄적 형태와 전환적 형태의 행동을 나타내는 유기체
의 생명적 차원의 체계를 가리킨다. 생명적 질서와 물리적 질서의 차이
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물리적 체계에서 물리적 
자극과 그 영향을 받는 물리적 대상은 일대일의 대응 관계에 있다. 결과
는 언제나 원인에 달려있으므로 “원인은 결과의 필요충분조건이다.” (SB, 
161) 예컨대 전도체에 흐르는 전류의 분포나 물 위의 기름방울과 같이 
물리적 형태는 주어진 외부 조건과 관련하여 언제나 평형 상태를 이룬다
는 구조적 특성을 지닌다. 
  이와 달리 생명적 질서에서 유기체는 사전에 확립된 내적 법칙에 따라 
자극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평형을 획득한다. 유기체는 물리적인 
양적 ‘자극’을 질적 ‘계기’로, 유기체를 둘러싼 물리적 세계를 ‘환경milieu, 
Umwelt’ 혹은 ‘상황situation’(SB, 129)으로 대체한다. 유기체는 “자신에게 주어
지는 사물의 작용을 측정하고 환경의 범위를 정한다.”(SB, 148) 그리하여 
유기체에 대해 존재하는 세계는 즉자적으로 결정된 물리적 세계가 아니
라 유기체가 구성하는 환경이 된다. 골드슈타인에 따르면 “환경Umwelt은 
유기체의 현실화를 통해서 또는 유기체의 존재를 통해서 세계로부터 드
러난다.”(SB, 13) 상황과 반응은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내적으로 서로 연
결되는 순환 과정의 두 계기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생명적 질서에서 
“유기체 개체와 그 환경은 엄밀히 변증법적 관계이다.”(SB, 148) 유기체는 
스스로 자신에게 가해지는 사물의 작용을 측정하고, 순환 과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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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범위를 정한다. 
  이처럼 주어진 조건을 넘어서 자신의 고유한 환경을 구성하는 유기체
의 행동은 자신의 환경에 부합하기 위해 취하는 일종의 ‘적응aptitude’이
다. ‘적응’이란 “공통점은 없지만 의미를 지닌 다양한 반응들을 통해 어
떤 유형의 상황에 대응하는 일반적인 능력”을 말한다.(SB, 130) 적응은 선
호하는 태도로 나타난다. 골드슈타인의 연구에 따르면 지각적 행동에서 
유기체 각자는 “선호하는 태도détermination”를 지니고 있다.(SB, 146) 유기체
는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과제를 고려하여 가장 단순하고 가장 경제적
인” 행동을 선호한다.(SB, 147) 이처럼 유기체는 물리적 질서와 분명하게 
구별되는 존재 방식을 보여준다. 메를로-퐁티는 자연 과학과 철학이 과
연 이런 유기체에 대해 타당한 설명을 제공하는지 검토한다.
  생물학은 유기체의 행동이 물리적 현상과 유사하다고 보고 물리학 개
념으로 설명한다. 유기체는 단편적 물질로서 공간 속에 외적으로 병치되
는 물리·화학적 총체이므로 유기체가 직면한 현실과 유기체 내에서 발생
하는 반응은 동일한 등급으로 다루어진다. 이에 대해 메를로-퐁티는 물
리학에 기댄 생물학의 과학적 분석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객관적으로 고
정되어 있는 물체처럼 다룬다고 비판한다. 유기체의 고유한 반응은 아무
리 기초적이라도 단순히 물리적 현상처럼 분석될 수 없다. 
  형태 심리학의 경우, 지각에 드러나는 현상을 점적 요소들이 아니라 
하나의 전체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생물학의 요소주의를 극복한다. 그러
나 형태심리학의 행동 모델은 유기체의 총체적 활동의 중심에 있지 않고 
객관적 조건에 의존한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처럼 유기체의 생명적 
활동에 접근하는 과학적 방법이 지닌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서 생기론은 
어떠한가? 
  생기론은 물리·화학적 방법으로 생명 현상에 접근하는 기계론에 대항
하여 엔텔레키entelechy, 목적인final cause 등과 같은 비물질적 생명 원리를 
제시한다. 특히 베르그손은 과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생명체의 근원적 
힘을 내적으로 추동시키는 엘랑 비탈elan vatale 개념으로 설명한다. 이에 
대해 메를로-퐁티는 유기체의 물리·화학적 작용은 환경의 작용과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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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없는데 어떻게 엘랑 비탈이라는 창조적 힘이 유기체의 작용뿐만 
아니라 환경의 작용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의를 제기한다. 메
를로-퐁티는 유기체의 다양한 현상은 엘랑 비탈의 단순 작용으로 환원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지적한다.(SB, 158) 메를로-퐁티가 보기에 기
계론적인 물리·화학적 개념도 이에 대항하는 생기론의 생명력도 생명 현
상의 범주와 유기체의 행동에 대해 타당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 
  메를로-퐁티는 유기체의 생명적 구조와 물리적 체계의 근본적 차이는 
의미 작용signification에 있다고 이해한다. 물리 체계는 단일한 법칙을 통해 
동일한 방식으로 결합된 모델이지만 생명적 체계는 유기체의 선호하는 
행동 양식에 적합하도록 내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총체적 현상으로 나타
난다. 메를로-퐁티는 이러한 유기체의 내적 통일 작용을 의미작용이라
고 부른다. “물리적 체계의 통일이 상관관계의 통일이라면 유기체의 통
일은 의미작용의 통일이다.”(SB, 156) 유기체의 제스처와 태도는 내적 의
미작용으로부터 나온다. 예를 들면, 목표를 향해 걷는 행위, 음식물을 포
획해 먹는 행위, 장애물을 뛰어 넘거나 돌아가는 행위는 유기체가 환경
에 투사하는 의미작용이다. 이 의미는 “서로 외적인 과정들의 총합으로
서가 아니라 관념적 통일체의 공간적 시간적 펼침으로 규정되어야 한
다.”(SB, 159) 
  이와 같은 생명적 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질서에 대한 접근
과는 다른 방식이 요구된다. 물론 물리적 질서에 대한 유기체의 경험은 
수학적 법칙으로 적합하게 표현될 수 있다. 하지만 유기체의 생명적 활
동은 물리·화학적 분석으로 혹은 기계론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유기체
는 행동을 통해 자신의 주변 세계를 의미 있는 것으로 구성하기 때문이
다. 외적 경험은 의미 있는 전체ensemble significatif의 경험이다. 유기체는 
객관적 세계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향하고, 이 환경은 각 유기체
의 고유한 방식과 생명적 목표에 따라 의미 있게 조직된다.  

인간적 질서L'ordre Humain 
  인간적 질서에 관한 논의는 인간만의 고유한 존재양상이 어떻게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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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드러나는가를 해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인간 역시 하나의 유
기체로서 동물과 마찬가지로 생명적 질서에 속하는 존재 양상을 보여준
다. 동물 유기체의 생명적 질서는 필요와 본능에 따라 아 프리오리에 부
합하는 안정된 환경을 구축한다. 이와 달리 인간의 행동에는 분명히 아 
프리오리 차원을 넘어서는 무엇인가가 내재해 있다. 앞서 상징적 형태에
서 논의했듯이 인간은 다른 유기체와 달리 물질적·생명적 본성을 변환시
켜 한 차원 도약한다. 그리하여 도구, 언어, 문화와 같은 새로운 구조를 
창조해 낸다. 이처럼 생명적 차원의 아 프리오리를 뛰어넘는 인간의 고
유한 실존 양상에 대해 과학은 과연 타당하게 설명하는가? 메를로-퐁티
는 이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다. 과학은 인간의 행동에 내재되어 
있는 의식의 의미 작용을 간과하기 때문이다. 
  메를로-퐁티는 인간이 환경과 맺는 관계를 체화된 변증법embodied 
dialectic 혹은 “제3의 변증법”(SB, 162)이라 부른다. 체화된 변증법에서 행동
은 더 이상 의식과 분리되지 않고 이미 하나의 의식 형태로서 의미 작용
에 적극 참여한다. 앞서 생명적 질서에서 논의한 유기체의 의미 작용이 
아 프리오리 차원이라면 인간은 그러한 생명적 차원을 초월한 승화된 의
미 작용을 보여준다. 
  인간은 다른 유기체와 달리 도구나 문화적 대상을 창조한다. 어떤 자
극이 주어질 때 인간은 때로는 옷, 테이블, 정원과 같은 “사용 대상”으
로, 때로는 책, 악기, 언어와 같은 “문화적 대상”으로 의미를 투사한
다.(SB, 162) 예를 들면 일부 문화에서는 벌거벗거나 옷을 입는 행위에 대
해 우리와는 다른 관점을 지닌다. 무엇이 각 문화로 하여금 의복에 대해 
각기 다른 의미를 갖도록 하는가. 그것은 의복이 단일한 생명적 의미를 
초월한 인간적 질서를 표현하기 때문이다. 의복은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
해주는 사용 대상일 때 생명적 의미를 갖지만, 장식물이 되거나 사회적 
관계의 지위를 나타냄으로써 문화적 의미도 갖는다. 이러한 제3의 변증
법을 통해 인간은 고유한 환경을 구성하고 새로운 행동 사이클을 나타낸
다.26) 따라서 문화적 대상을 창조하는 인간의 고유한 행동은 의식을 고
26) 인간적 질서의 제3의 변증법은 더 이상 ‘생명적 상황-본능적 반응’ 또는 ‘자극-반

사’로 간주될 수 없다는 점에서 메를로-퐁티는 “지각된 상황-노동”의 관계로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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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과학과 철학은 의식과 행동을 철저하게 구분한다. 심리학자들
은 인간 행동의 의미와 구체적 내용을 의식과 연결시켜 생각하지 않는
다. 마찬가지로 철학은 행동과 의식을 분리한다. 메를로-퐁티가 보기에 
철학은 “서로 간에 내적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의식 관념과 행위 관념
을 갖지 못한다. (···) 지각과 행위의 고유한 기능은 의식을 존재에 ‘뿌
리 내리도록’ 하는 데 있으므로 지각과 행위는 의식으로부터 배제된
다.”(SB, 164) 이처럼 과학과 철학에서 의식은 사유 대상의 소유로, 지각과 
행위는 외적 사건들의 연속으로 규정된다. 이러한 구조에서 의식과 행동
은 서로 밀접한 관계 속에서 연결되지 않고 각각 분리되어 병치된다. 그 
결과 인간의 고유한 존재 양상은 타당하게 해명되지 못한다.
  메를로-퐁티는 행동과 지각에 일종의 의식이 참여한다고 본다. 이는 
초기commençant 지각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동물의 지각은 사전 확립된 
구조에 따라 펼쳐내는 본능적 활동이므로 의식이 개입된다고 보기 어렵
다. 물론 인간 역시 욕구나 경향에 따라 주목하는 지각 대상이 감각 장
에서 나타나도록 한다. 하지만 “지각은 구체적 주관의 살아있는 변증법
의 계기이다; 지각은 전체 구조에 참여하는 것이고, 상관적으로, 지각은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덩어리’가 아니라 다른 인간 주관의 행위를 원초
적primitif 대상으로 삼는다.”(SB, 166) 원초적 지각은 자연의 대상이나 대상
의 순수 성질로 향하기보다 인간의 의도intentions에 주목한다.(SB, 166) 예컨
대 어린아이의 최초 현실 경험은 어머니가 표현하는 얼굴과 몸짓에 대한 
지각과 결부된다. 어린아이는 어머니의 눈이나 머리 색깔, 얼굴이나 입

다. 헤겔의 “노동” 개념이야말로 인간이 물리적, 생명적 자연을 변형하는 활동을 잘 
나타낸다고 보기 때문이다.(SB, 162) 헤겔은 노동이 주·객 변증법의 한 단계라고 본
다. 인간은 노동하면서 자연을 변화시켜 ‘인간적 자연’으로 바꾸어 놓음으로써 양자를 
통일시킨다. 인간은 자연 속에 있는 생명체이지만 다른 동물과 달리 자연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자신의 생활에 알맞도록 일정하게 바꾸어 놓는다. 노
동과정을 통해 인간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있던 것은 인간에 대한 것으로 있게 된다. 
이러한 과정 중에 인간은 그 자신이 대자적 존재임을 자각한다. (양운덕, 「헤겔과 
맑스의 노동개념」, 『현상과 인식』, 제13집, 1989, pp. 58~104) 메를로-퐁티가 
헤겔의 “노동” 개념을 도입한 이유는 노동이야말로 인간이 다른 유기체와 다르게 자
연을 ‘자신을 위해’ 존재하도록 변형시킬 수 있는 능력이며, 또한 인간이 대자적 존재
로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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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태 등 세부를 알지 못해도 전체적 특징을 완벽하게 알아보고 어머
니의 미소나 감정을 지각한다. 그것은 일종의 ‘맹목적 앎’으로, 이러한 
앎을 통해 어린아이는 어머니를 알아보고, 감각 성질 이전에 인간의 의
미를 포착한다. 이처럼 초기 지각 단계에 이미 의식이 개입되는 “맹목적 
앎”27)은 자칫 순수 의식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초기 지각에 
개입되는 의식은 칸트적 의미의 아 프리오리가 아니다. 만일 칸트의 아 
프리오리라면 이 의식은 다양한 감각들을 조직하는 원리가 되고, 따라서 
어린아이가 파악하는 어머니의 얼굴은 관념이 구성하는 표상이 된다. 하
지만 “어린아이의 표상 재료는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28) 어머니의 얼굴
이 어린아이의 의식이 만들어낸 사물의 내적 이미지라고 간주하기 어렵
다. 그러면 초기 지각에서 맹목적 앎을 구성하는 의식은 어떻게 이해해
야 하는가? 
  메를로-퐁티는 행동 혹은 지각에 내재된 의식을 지각적 의식이라 부
른다. 지각적 의식은 지각 차원에서 혹은 행동에서 의미 작용을 하는 의
식이므로 사유하는 의식과는 분명히 구별된다. 만일 인간적 질서를 특징
짓는 의미작용을 초월적 의식 혹은 순수 의식의 구조로 상정한다면 인간
의 구조는 신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으로 되돌아가 결국 데카르트의 이
원론에 종속된다. 지각적 의식은 행동 혹은 지각에 참여하는 의식이다. 
지각적 의식이 어떤 대상을 지향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의 형태 혹은 구
조로, 즉 세부가 아니라 윤곽으로 드러난다. 예컨대 우리는 어떤 사람의 
눈 색깔이나 그 밖의 특징들을 세세하게 관찰하지 않고도 얼굴을 단번에 
즉각 알아본다. 어떤 실내 공간에 들어서자마자 이유도 모르게 무질서하
다는 인상을 받기도 하고, 세부적인 것들이나 가구의 색에 주목하기 전
에 그곳에 사는 사람의 성격을 감지한다.(SB, 173) 이처럼 일상 경험에서 
우리는 대상을 단번에 전체적으로 파악한다. 
  행동 혹은 지각을 통해 세계에 참여하는 의식에게 지각 대상들은 “‘인
식’되기보다 현실로 ‘체험’된다.”(SB, 168) 예를 들어 관람자에게 축구 경기
27) John F. Bannan, The Philosophy of Merleau-Ponty,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1967. p. 47.
28) ibid.,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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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수많은 관점을 갖고 지각하는 하나의 ‘대상’이 되지만 그 안에서 
경기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경기장은 대상이 아니라 어떤 행위를 펼쳐내
는 현상적 장le champ phénoménal이 된다.29) 선수들에게 경기장은 인식적으
로 주어지는 대상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실천적 의도를 함축하고 있는 장
으로 현전한다. 운동선수는 공을 다루면서 현상적 장을 변모시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한다. “이 순간의 의식은 바로 환경과 행위의 변증법에 다름 
아니다.”(SB, 168~9) 운동선수가 공을 다루는 행동에는 공간을 시각적으로 
조직하고 동시에 내적 감관을 조직하는 의식이 참여한다. 
  지각 장을 통일하는 지각적 의식이 없다면 시각적 광경은 조각조각 흩
어지게 된다. 어떤 정신분열증 환자는 이렇게 말한다. “이 장미들을 좀 
보십시오. 내 아내는 그것들이 아름답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나에게 그
것들은 잎사귀, 꽃잎, 가시, 줄기 더미입니다.”(SB, 174) 이 환자는 대상을 
통일하는 의식의 의미작용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장미를 그저 그런 하
나의 사물로 지각한다. 이는 인간에게만 고유한 의미 투사 능력이 결여
되어서 생명적 질서로부터 인간적 질서로 승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
간의 행동에는 언제나 운동들에 활기를 불어넣고 방향 지어진 멜로디를 
만드는 의식이 내재되어 있다. “의식은 의미 있는 지향들의 그물망”이기 
때문이다.(SB, 173) 
  요컨대 인간의 고차적 의미작용은 순수한 정신의 활동이 아니라 물리
적인 것, 생명적인 것과 상호 작용한다. 물론 물질matière·생명vie·정신esprit
은 위계적 질서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각 질서는 폐쇄적이고 
자족적인 구조가 아니다. 그렇다고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에 종속되는 
것은 아니다. 각 질서는 전체 구조 속에서 상위 단계로 나아가고, 그 과

29) ‘현상적 장’에서 ‘장’은 형태심리학자들이 심리적 여러 사태를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장의 개념과 유추에 의해  체계화하기 위해 도입한 ‘장의 이론’에 근거한다. 형태심리
학자인  M.베르트하이머와 W.쾰러는 자극이 바로 도달한 부분만 흥분하는 것이 아니
고 그 주변에도 이것에서 유도된 흥분이 생긴다고 봄으로써 지각 현상의 전체성을 주
장했다. 이를 기반으로 K. 레빈은 환경 내에서의 인간의 행동 일반을 설명하기 위해 
‘장 이론’theory of field을 제시한다. 환경 내의 여러 사물이나 사태는 모두 서로 관련
을 갖고 있는 것이며, 이 상호작용에 의하여 행동이 생긴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공간
적 장뿐만 아니라 시간적 장도 내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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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중에 새로운 구조화가 이루어진다. 이 때 전 단계는 포기되거나 지양
되는 것이 아니라 변증법적 계기로 작동하여 상호 교류한다. 상위 질서
는 하위 질서로부터 독립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위 질서에 기
반을 두고 있다. 인간적 질서는 세 가지 질서들이 상호작용하는 끊임없
는 구조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의미 작용은 완결되지 않고 언제나 열려 
있다. 
 
결론
  행동의 현상에 관한 메를로-퐁티의 세밀한 분석은 세계와 의식의 본
질적 구조와 양자의 관계를 존재론적으로 확립할 수 있는 기초를 다져놓
는다. 따라서『행동의 구조』서두에서 목표로 삼은 “자연과 의식의 관
계”는 그저 과학 이론에 대한 비판을 통해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지각의 현상학』을 위한 예비단계도 아니다. 
이 첫 저술은 존재론에 필요한 절차로서, 과학과 형이상학의 접점에서 
발견한 ‘존재’의 현상에 관한 것이다. 
  행동의 현상에 관한 논의의 핵심은 과학이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요소주의에 인과론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메를로-퐁티는 형태 개념을 도입해 요소를 구조로 대체하고, 관념
론을 도입해 실재론적 인과론을 변증법으로 대체한다. 그리하여 자연과 
의식의 관계는 구조적이고 변증법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러한 구
조는 존재론적 수준에 따른 실재의 구분과 정의를 통해 더욱 견고하게 
확립된다. 실재를 구성하는 물질·생명·정신의 질서는 비록 각각 고유한 
존재론적 위상을 부여받지만 결코 독립적으로 고립되어 존재하지 않는
다. 특히 인간은 하위 질서와 변증법적 관계를 맺으면서 가능적인 것을 
향해 도약한다. 그리하여 언어와 예술을 비롯한 문화적 대상을 창조한
다. 
  이로써 행동의 현상에 대한 분석은 데카르트 전통의 존재론적인 이원
론에 대해 대안적인 시각을 마련한다. 물질과 정신 사이에 생명적 질서
가 도입됨으로써 양자는 더 이상 인과적이 아니라 변증법적인 관계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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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결론은 세계와 주관의 존재 양상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재고
하도록 한다. 세계는 이미 결정된 즉자적 존재가 아니라 주관과 상호관
계 속에서 존재하는 현상적 세계이며, 주관은 순수 의식이 아니라 몸을 
통해 세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지각적 의식이다. 
  결국 행동의 현상에 관한 분석을 통해 메를로-퐁티는 실재론과 관념
론,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의 대립을 극복한 제3의 관점을 확보한다. 이 
제3의 관점은 이후 전개되는 메를로-퐁티의 존재론적 사유 여정 내내 
기본적인 틀로 작동한다. 외적 현상으로서 행동의 현상에 대한 분석은 
내적 현상으로서 지각의 현상에 대한 기술로 진행된다. 다음 절에서는 
지각에 관한 객관적 사고의 철학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메를로-퐁티의 
입장을 살펴보겠다.

2. 존재의 현상에 관한 지각 분석
  만일 어떤 존재가 우리에 ‘대해’ 존재한다면, 그 존재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는가? 그 존재를 경험하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저
기 창 밖에 서 있는 사물을 바라보고 그것을 ‘나무’라고 판단할 때 분명
히 그 판단은 의식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는 
‘순수 의식’인가? 만일 그러하다면 우리가 본 것을 정확하고 완전하게 
기술하기 위해서는 ‘대상에 대한 의식을 반성하는 의식’을 연구 대상으
로 삼아야 할 것이다. 기존의 인식론 혹은 데카르트 전통과 후설의 현상
학으로부터 메를로-퐁티가 달라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메를로-
퐁티는 우리의 경험을 보다 더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성적 의식 
차원의 앎 이전에 대상과 최초로 접촉하는 지각 경험을 탐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믿는다. 존재와 의식의 접점은 반성적 차원이 아니라 지
각적 차원인 것이다. 따라서 어떤 대상이 우리에 ‘대해’ 존재한다면 그 
대상의 극에 있는 주관은 순수 의식이 아니라 지각적 의식이다.
  메를로-퐁티는 지각의 현상으로 되돌아가 경험주의와 지성주의에 내
재되어 있는 객관적 사고의 한계를 드러내고, 존재는 주관에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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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으로 드러나는지, 지각 경험하는 주관의 본성은 무엇인지에 대해 세
심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그 연구 결과가 『지각의 현상학』(1945)이다. 
객관적 사고는 의식과 세계, 몸과 의식을 서로 독립된 실체로 간주하고 
양자의 관계를 인과 법칙에 호소한다. 그러한 태도는 즉자로서 ‘그 자체
로’ 존재하는 대상을 연구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존재의 본질을 정확하
게 반영하지 못한다. 
  지각의 현상을 통해 존재를 탐구하는 메를로-퐁티의 목표를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이 고찰하겠다. 1) 지각에 대한 경험주의와 지성주의의 
지각 이론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메를로-퐁티의 기본적 지각 개념을 
지각의 내재와 초월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2) 지각하는 주관에 대한 경
험주의와 지성주의의 이론을 비판하고, 지각에 역동적으로 참여하는 고
유한 몸의 공간성과 운동성, 몸의 종합에 대해 고찰한다. 3) 세계에 대
한 객관적 사고를 비판하고, 지각된 세계에서 감각적인 것과 공간에 대
한 경험을 고찰한다. 결론에서는 메를로-퐁티의 지각의 현상에 관한 분
석이 지닌 존재론적 의미를 도출한다.

  1) 지각의 현상

  지각에 관한 경험주의와 지성주의 이론은 주로 과학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하는 인식론이다. 이러한 지각 이론은 객관적 사고에 따라 추상
적으로 구축된다. 메를로-퐁티는 지각의 현상으로 되돌아가 우리가 구
체적으로 경험하는 지각을 제시한다. 
  과학에서 지각은 세계 내 대상이 빛, 소리 등을 통해 우리 몸의 감각 
기관에 물리적 자극을 주고, 그것이 신경 체계를 통해 뇌에 전달되어 처
리되는 과정을 가리킨다. 우리가 지각이라고 통칭하는 지각 개념은 외부 
대상을 감지하는 단계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식하는 단계까지 
포함한다. 이러한 과학 이론에 근거해 경험주의와 지성주의는 외적 지각
과 내적 지각을 구분하여 지각 과정을 추론한다. 외적 지각은 대상에 대
해 다섯 감각기관에 발생하는 감각을 가리키고, 내적 지각은 감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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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관된 표상이나 관념들을 비교, 정리, 종합하여 개념을 형성하거나 판
단하는 작용을 의미한다. 결국 지각이란 지성의 활동 혹은 능력을 말한
다. 이러한 지각 개념에 대해 메를로-퐁티가 무엇보다 관심을 두는 문
제는, 지각은 과연 간접적인 경험인지, 지각은 관점을 초월한 사유의 영
역에 해당하는지 검증하는 데 있다. 이러한 메를로-퐁티의 문제의식을 
염두에 두고, 먼저 심리학과 생리학의 감각 이론과 이러한 이론에 기초
한 경험주의와 지성주의의 지각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어서 메
를로-퐁티의 새로운 지각 개념을 지각의 내재와 초월, 시간성을 중심으
로 고찰하겠다. 

지각에 관한 객관적 사고
  심리학과 생리학은 감각이 경험의 단위들이라고 규정하고, 순수 인상
impression, 감각 성질qualité, 항상성 가설hypothèse de constance로 설명한다. 순
수 인상의 경우, 감각은 “미분화된 ‘충격’undifferentiated impact, 즉각적, 점적
인 느낌의 경험”을 말한다.(PhP, 3) 어떤 것이 나에게 어떤 충격을 주면 
나는 붉음 혹은 푸름이라는 인상을, 즉 의식 상태를 경험한다.30) 이에 
대해 메를로-퐁티는 만일 순수 흰색 바탕에 흰색 반점이 있다면 그 둘
은 우리에게 동일한 인상을 갖도록 한다는 예를 들어 이 이론이 타당하
지 않다고 지적한다. 지각 장으로부터 고립된 감각 자료란 있을 수 없
고, 따라서 흰색 반점이라는 순수 감각 자체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
다. 결국 “순수 인상이란 발견될 수 없고 지각될 수 없으며, 따라서 지각
의 순간으로 간주될 수 없다.”(PhP, 4) 
  그러면 이와 정반대 입장에서 감각은 대상에 속하는 성질이라고 주장
하는 이론은 어떠한가? 감각을 성질로 보는 입장은 “붉음 혹은 푸름은 
감각이 아니라 감각 자료이고, 속성은 의식의 요소가 아니라 대상의 속

30) 흄David Hume은 감각을 인상으로 설명한다. 인상은 아직 관념화 작용을 거치기 이
전의 가장 원초적이고 직접적인 지각이다. 내가 감각한 붉음이나 푸름은 나의 마음속
에 존재하는 것이지 객관적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인상은 “지금 내가 경험할 
때 갖게 되는 생생함과 활력을 그대로 간직한 것”을 말한다. 그 경험이 시간이 지남
에 따라 약해진 채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것이 관념이다. (김효명, 『영국 경험론』, 대
우학술총서, 2001, pp.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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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라고 주장한다.31)(PhP, 4) 예컨대 장미의 붉음은 장미가 촉발시켜 나
의 의식에 존재하게 된 붉음이 아니라 대상이 본래부터 지닌 객관적 성
질로서 붉음이다. 이 경우, 감각은 대상이 지닌 속성이기 때문에 의미를 
갖게 되고, 지각된 성질들은 서로가 분명하고 결정된 관계를 지니고 있
기에 우리는 이 성질들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메를로-퐁티는 감각을 대상의 성질로 규정하게 되면 감각하는 주관의 
의식이 배제된다고 지적한다. 감각은 단지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순수 성
질이기 때문에 의식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게 된다. 만일 감각이 대상
의 속성이라면, 녹색 배경 위에 빨강과 자주색 배경 위에 빨강이 다르게 
보이는 현상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이 예가 보여주듯이 성질은 사
물들에 대한 우리의 경험에 있다. 결국 감각이 순수인상이라는 입장에서
는 대상의 성질을 의식에 ‘대한’ 요소로 만들고, 감각이 대상의 성질이라
는 입장에서는 “의미와 대상은 완전하게 결정되어 있다”고 단정한다.(PhP, 
5) 그 결과 전자는 대상의 측면을, 후자는 의식의 측면을 간과하게 된다. 
그리하여 지각의 현상 자체를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면 생리학에서 제공하는 항상성 가설은 어떠한가? 이 가설에서 자
극과 감각은 일대일로 대응하는 물리적인 인과 관계로 상정된다. 하지만 
항상성 가설과 달리 지각의 현상에서는 자극과 반응이 일치하지 않는 경
우가 종종 발생한다. 뮐러-라이어 착시의 경우, 평행한 두 직선의 길이
가 객관적으로 동일해도 양끝의 화살표 방향이 다를 경우 현상적인 길이
는 다르게 보인다. 동일한 색이라도 배경에 따라서 각기 다른 색으로 감
각된다. 이러한 현상은 대상의 객관적 요소나 성질과 우리의 감각은 완
전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현상은 우리에게 성질의 파
악은 크기의 파악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지각의 맥락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PhP, 8) 

31) 로크John Locke는 감각을 성질로 규정한다. 사물 자체의 고유한 불변하는 성질을 물
체의 본원적 성질 혹은 제1 성질primary quality이라 부르고, “고체성, 연장, 형태, 운
동”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본다. 그리고 제1성질에 의해서 우리 내부에서 여러 가지 
감각을 일으키는 힘을 제2성질secondary quality이라고 부르고 “색, 소리, 맛” 등이 해
당한다고 본다. (John Locke, U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Ⅱ; WLC 
Books, 2009, p.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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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각을 인상, 성질, 항상성 가설로 설명하는 이론들은 얼핏 보기에 서
로 다르다. 감각은 주관의 측면에서 볼 때 인상의 합이고, 대상의 측면
에서 볼 때 객관적 성질의 합이다. 인과 관계로 볼 때 감각은 점적인 물
리적 자극에 대한 반응이다. 이들 이론들은 모두 자연적 지각이 아니라  
분석적 지각을 제시한다. “결정된 성질들로 모든 지식을 구축하는 감각 
이론은 우리에게 모든 애매성을 제거한, 순수하고 절대적인 대상을, 실
제적인 것보다 관념적인 지식의 주제를 제공한다.”(PhP, 11) 과학이 제공
하는 감각 이론은 우리가 실제 경험하는 감각이 아닌 것이다. 
  지각의 기초는 감각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의미 없는 감각을 의미 
있도록 만드는 어떤 작용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경험주의는 연합
association과 기억 투사projection des souvenirs를 제시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순
수 인상은 아무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 인상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독립적이다. 감각이 단순 인상이라고 한다면 인상들을 묶어서 그것
들을 의미 있도록 만드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지각된 세계가 
통일되고 일관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여기에 연합의 원리가 도입된
다. 연합의 원리에 따라 우리의 감각에 주어진 것은 그와 유사한 다른 
감각에 주어진 것을 불러 일으켜 이 둘의 결합에 의해 대상은 의미 있게 
된다. 
  이에 대해 메를로-퐁티는 요소들의 연합이 먼저이고 지각이 나중에 
형성된다는 연합주의에 반론을 제기한다. 만일 우리의 지각 경험이 연합
에 의존한다면, 시간적으로 연달아 발생하거나 공간적으로 연속해 있는 
의미들은 매순간 현재 의미로 재구성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지각에서 
“사물의 통일성은 연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합의 조건”
이다.”(PhP, 17) 이러한 사실은 다음 예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PhP, 17)  
해안가를 따라 걸을 때, 저 멀리 보이는 좌초된 배의 굴뚝이나 돛대는 
모래 언덕에 접한 숲과 구분되지 않는다. 그 배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면
서 숲의 나무로 보았던 것들이 배의 부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연
합 이론을 따르면, 배의 부분들을 연합한 후 배로 지각한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 나는 배 전체를 먼저 지각한 후에 배의 굴뚝과 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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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 지각한다. 전체 지각은 부분 지각에 선행한다. “지각에서 사물의 통
일성은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합의 조건이다.”(PhP, 17) 연
합 이론의 문제는 지각의 본질적 기능을 제거하면서 결과를 통해서 지각
을 본다는 것이다. 
  기억 역시 연합의 원리와 마찬가지로 지각의 조건으로 제시된다. 우리
가 지각하는 세계가 통일되어 의미 있는 것은 지각 과정에 기억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어떤 자극이 기억을 일깨워서 이 기억이 지
각 대상을 알아보도록 한다.32) 베르그손 역시 “감각 자료에 기억이 투
사”되어야 전체적 지각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PhP, 19) 말하자면 감각
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기억이 반드시 투사되어야 한다.33) 결국 기억이 
없이는 지각은 원초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메를로-퐁티는 실제 지각 경험은 ‘기억의 투사’라는 심적 활동
을 끌어들어야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반론을 제기한다. 만일 지각하
기 위해서 기억이 투사되어야 한다면 먼저 나는 현재 순간에 내가 본 것
을 정리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경험이 정리되기 위해서는 기억이 필요
하다. 결국 기억에 호소한다는 가정은 관념 연합과 마찬가지의 순환 오
류에 빠지게 된다. 사실상 감각들과 기억들이 결합되어 지각이 이루어지
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기하기 위해서는 지각이 먼저 요구된다. 이처럼 
경험주의는 연합과 기억의 투사로 지각을 설명하지만 각 개념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 그러면 지성주의는 지각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지성주의는 감각에 주의attention와 판단jugement을 추가해 인식 과정을 
설명한다. 데카르트는 「성찰」2에서 밀랍이 무엇인지는 “사유 속에서만 
지각”하고, “내가 기울이는 주의력의 적고 많음에 따라, 혹은 이전처럼 

32) 흄에 따르면 “한번 생겼던 인상을 관념의 형태로 반복시키거나 재생시키는 일을 하
는 능력은 상상력과 기억이다... 기억에 의하여 재생된 관념은 상상력에 의하여 나타
나는 관념보다 더 생생하고 더 강하다.” (김효명, 『영국 경험론』, pp. 103~4)

33) 베르그손은『물질과 기억』에서 “기억은 지각과 사실상 분리 불가능하다”고 말한
다.“기억으로 물들어 있지 않은 지각은 없다. 감각의 직접적이고 현재적인 정보들에 
우리는 우리의 과거 경험들의 수많은 세세한 부분들을 섞는다.” “지각은 단지 마음이 
현재 대상과 접촉하는 것이 아니다. 지각은 기억-이미지들이 스며들어 있어, 기억-
이미지들이 지각을 해석함에 따라 지각을 완성한다.”(Henri Bergson, Matter and 
Memory, trans. by N.M. Paul and W.S. Palmer, Zone Books, 2002, p. 73,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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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하고 혼란되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지금처럼 명석할 수도 있다”
고 말한다.34) 말하자면 주의의 정도에 따라 어떤 것은 불완전하고 혼란
한 것이 되고 또 어떤 것은 명석하고 판명한 것이 된다.(PhP, 27) 지각 대
상에 대한 진리, 즉 대상의 정체가 밝혀지는 것은 감각적 지각이 아니라 
이를 넘어서 정신적 주의를 통해서 획득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메를로-퐁티는 지성주의의 주의 개념을 따르게 되면 주의
가 없는 지각은 반수면 상태이므로 결국 깨어있는 의식이 지각한 것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게 된다고 비판한다. 만일 주의를 통해서만 대상의 
명료함이 경험된다면, 지각 대상은 이미 그 안에 이해 가능한 구조를 포
함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메를로-퐁티에게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그
때까지 비결정적인 지평으로만 제시된 것을 새로운 장에 가져와 명시적
으로 명료하게 만드는 “새로운 대상의 능동적 구성”이다.(PhP, 30) 주의는 
지평으로 존재하던 것을 하나의 형상figure으로 구성한다. 따라서 주의는 
지각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
  판단은 주의와 함께 지각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이 된다. 판단은 감각
으로 주어진 것에 기초하여 결론을 내리는 논리적 활동이다. 칸트에게 
경험적 인식은 감성적 직관과 개념적 판단으로 이루어진다. 개념적 판단
은 전적으로 지성의 능력이나 활동에 속한다. 판단 없는 감성적 직관이
란 맹목적일 정도로 우리에 대해 그 어떤 의미도 가질 수 없다. 데카르
트는 창문에서 보이는 모자와 외투는 사람의 상을 망막에 그릴 수 없음
에도 불구하고 “사람 그 자체를 보고”, “인간이라고 판단”한다.35) 그것은 
정신 속에 있는 “판단 능력” 때문에 가능하다. 칸트와 데카르트는 지각
에서 주어지는 의미들은 모두 지성이 구성한다고 본다. 
  메를로-퐁티는 지성주의의 판단 개념이 심리학적 인과론을 전제로 지
각을 논리적으로 구성한다고 비판한다. 그 결과 지성주의의 판단 개념은 
‘보다’, ‘듣다’, ‘느끼다’ 등과 같은 감각을 지칭하는 말들이 지닌 의미를 
상실하도록 만들어 우리의 일상적 감각을 무의미하게 만든다.(PhP, 34) 지
각을 판단의 결과로 볼 때 결국 지각의 현상은 불가해한 것이 되어 버린
34) 르네 데카르트, 「성찰」2, p. 101. 
35) ibid., p.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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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컨대 마분지로 만든 종이 상자의 경우, 큰 상자는 작은 상자보다 
무겁게 보인다. 우리는 그 상자를 손으로 들어보기 이전에 이미 큰 상자
의 무거움을 ‘느낀다.’ 이 경우 지성주의에게 감각한다는 것은 실제 자극
이 나의 몸에 주는 작용으로 제한되어야 하기 때문에 종이 상자의 무거
움이라는 시각적 ‘느낌’은 판단에서 배제된다. 지성주의의 문제는 여기에 
있다. 지성주의는 최소한의 시각조차도 ‘판단’이라는 일반적 제목 아래 
포섭한다. 판단 이전에 지각 대상은 이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판단은 
지각을 전제로 한다. 이처럼 지성주의는 주의와 판단으로 지각을 설명하
지만 경험주의와 마찬가지로 문제를 지니고 있다.
  메를로-퐁티는 경험주의와 지성주의가 지각을 분석하고 분해하여 논
리적으로 추론함으로써 지각 경험을 변형시키고 왜곡시킨다고 비판한다. 
그러한 지각 개념에 대한 선입견은 객관적 사고에 기인한다. 객관적 사
고는 과학이 제공한 이론이 절대적이고 완전한 지식이 된다고 상정하여 
우리의 지각 경험을 동결시킨다. 인식에 결정적 역할은 대상과 직접 접
촉하는 감각이 아니라 지성에 주어지기 때문에 지각은 간접적 경험이 되
고, 또한 지성은 몸과 달리 연장하지 않으므로 특정 관점에서 벗어나 자
유롭게 지각하기 때문에 시공간에 제약받지 않는다. 메를로-퐁티는 이
러한 선입견을 보류하고, ‘지각의 현상으로’ 되돌아가 지각 개념을 새롭
게 규정하고자 한다.

지각의 내재와 초월 
  『행동의 구조』에서 보았듯이, 행동은 자극에 대해 신경체계와 대뇌
활동으로 구분되지 않는 하나의 구조로 이루어진 즉각적 의미작용이다. 
마찬가지로 지각하는 의식은 관념의 법칙에 따라 감각 질료를 해석하고 
질서를 부여하지 않는다. 지각은 초기 단계에, 즉 감각 단계에 이미 의
미작용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지각은 표상의 원인이 되는 감각과 표상을 
지각하는 관념으로 이원화되지 않는다.36)

36) 현상학에서 지향성 개념은 브렌타노로부터 시작된다. 브렌타노는 지향 대상을 의식
과 외부 대상 사이에 있는 표상 혹은 관념으로 삼는다. 브렌타노의 이러한 입장은 고
대에서 가져온 것이다. 브렌타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지향성 이론, 즉 “모든 의식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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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각은 형상과 배경이라는 구조를 갖고, 지각의 최초 단계에 이미 많
은 것이 포함되어 주어진다. 이러한 현상을 메를로-퐁티는 내재immanence
와 초월transcendence이라는 지각의 역설로 이해한다. “지각된 대상은 지각
하는 주관에게 이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재이고, 지각된 대상은 
언제나 실제로 주어지는 것 이상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초월이
다.”(PriP, 16) 내재의 경우, 지각된 사물은 누군가 그것을 지각하고 있는 
한에서만 존재한다. 어떤 대상이 실제 내 눈 앞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
도 나는 상상을 통해 그 대상을 현전하도록 한다. 하지만 지각은 동시에 
초월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지각 대상은 언제나 실제로 주어지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품고 있기 때문에 초월적이다. “‘어떤 것’의 나타남
은 현전과 부재를 모두 요구한다.”(PriP, 16) 이런 점에서 지각은 역설적이
다. 
  이러한 지각의 역설에서 메를로-퐁티의 지각 개념을 특징짓는 관점주
의perspectivisme를 발견할 수 있다. 객관적 사고는 관점에 제한받지 않고 
특권이 부여된 시점을 지닌 지각하는 주관을 상정한다. 메를로-퐁티는 
이러한 관점을 ‘상공의 사유pensée de survol’라고 부른다. 이는 ‘위로부터 사
유’ 혹은 ‘신의 시각에서 사유’하는 지각 방식이지 결코 시간과 공간에 
묶인 몸을 가진 인간의 지각 방식이 아니다. 지각하는 주관은 몸을 지닌 
존재이기에 ‘지금’과 ‘여기’라는 어떤 특정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지각한
다. 관점은 우리의 지각을 한계지어 불완전하게 하지만 결코 대상에 대
한 우리의 진정한 앎을 저해하지 않는다. “관점은 나에게 사물에 대한 
주관적 왜곡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사물의 속성들로, 어쩌면 사
물의 본질적 속성으로 나에게 나타난다.”(SB, 186) 나는 관점에 따라 나타
나는 입방체의 세 면만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관점을 초월하
는 사물 자체를 포착한다.”(SB, 187) 나의 직접 경험에는 입방체의 윤곽들
profiles 혹은 단면들을 초월하여 대상을 하나의 ‘입방체’로 만드는 풍부한 

활동은 어떤 대상을 향한다”는 명제를 받아들여 현대 심리학 용어로 채택한다. 아리
스토텔레스와 마찬가지로 중세 스콜라 철학자들도 실재하는 외부 대상이 아니라 그것
을 닮은 모습으로서 지향적 대상이 주관 안에 존재하면서 주관과 외부 대상을 연결시
켜준다고 본다. (Daniel Thomas Primozic, On Merleau-Ponty, Belmont, CA: 
Wadsworth, Thomson learning, 2001,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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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관점을 초월하여 하나의 대상으로 경험하는 바를 지평의 종합
synthèse d’horizon이라고 부른다. 지각은 넓은 의미에서 “두 가지 차원에서 
연장하는 ‘현전의 장’, 즉 여기-저기 차원과 과거-현재-미래 차원을 제
공한다.”(PhP, 309) 지각의 지평은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 내 개인의 역사, 
나와 타인이 공유하는 문화, 역사 등도 품고 있다. 이와 같이 내가 경험
하는 대상은 내가 정박하고 있는 위치에 의존하여 나의 관점에 주어지지
만 동시에 수많은 관점들의 무한한 총합으로 주어진다. 주관의 능동적 
초월을 가리키기 위해 메를로-퐁티는 하이데거로부터 ‘탈자ek-stase’ 용
어를 빌려온다.(PhP, 70) “탈자”는 자신이 아닌 것을 향하는 주관의 본질을 
나타낸다.(PhP. 430) 주관의 초월은 “‘몸-정신’의 자기 초월 운동, 또는 우
리의 세계를 향한 원초적 운동”이다.37) 
  이러한 지각의 초월 작용은 기본적으로 지향성 개념이 전제되어 있다. 
“모든 의식은 어떤 것에 대한 의식”(PhP, xvii)이라는 표현이 가리키듯이 
지향성은 의식의 본질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메를로-퐁티의 지향성 개
념의 두드러진 특징은 주관의 지향 작용에서 수행하는 몸의 능동적 역할
이다. 물론 후설 역시 후기『위기』에서 세계를 향하는 의식의 지향 작
용은 언제나 몸을 수반한다고 말한다. 세계 내 대상을 지향한다는 것은 
곧 몸이 그 대상을 향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록 몸은 지향 작용에 기
여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초월론적 주관의 능동적 의미부여 작용에 
부차적 역할을 수행하는 몸이다.38) 이와 달리 메를로-퐁티가 말하는 지
37) Diniel Thomas Primozic, On Merleau-Ponty, p. 21. 메를로-퐁티의 탈자 개념과 

달리 하이데거의 탈자는 대상으로의 초월이 아니다. 이에 대해 스피겔버그는 말하기
를, “하이데거는 자신의 존재에 관한 학을 선험적이라 부르고 있지만 그는 이 용어를 
대상을 향한 의식의 초월이 아니라 존재를 향한 존재자를 초월하는 것으로 이해하였
다.”(스피겔버그, 『현상학적 운동 II』, p. 429.)

38) 메를로-퐁티에게 지각적 의식은 세계를 ‘이미 거기에’ 있는 것으로 ‘체험’한다. 이는 
의식, 몸, 세계가 동등하게 상호관계 속에서 지향성이 성립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
식과 자연의 관계에 있어서 관념론자는 “의식에 대한 대상 외에는 아무 것도 존재하
지 않는다”고 보고, 실재론자는 “의식이 즉자적인 객관적 세계와 사건들에 도입된다”
고 본다. (PhP, 428) 메를로-퐁티는 이러한 대립이 현상학의 지향성 개념을 통해 극
복된다고 본다. 그래서 “현상학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아마도 세계 혹은 합리성 개념
에 있어서 극단적인 주관주의와 극단적인 객관주의를 결합시킨 것”이라고 말한다.(PP, 
xvii) 이에 대해 스피겔버그는 모든 인식의 궁극적인 토대를 순수 주관성에서 발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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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성은 지각 차원에서 고유한 몸이 수행하는 지향성이다.
  ‘지향 호arc intentionnel’ 개념은 이러한 체화된 의식의 지향성을 나타낸
다. ‘호’arc라는 낱말이 의미하듯이, 지향 호는 서치라이트처럼 주관 자신
을 중심으로 주변 세계를 향해 지향이라는 빛을 투사한다. 메를로-퐁티
는 의식이 참여하는 모든 것을 지향 호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지향 호
는 의식적 삶-인식적 삶, 욕망과 지각적 삶-의 윤곽을 형성한다. 이 지
향 호는 우리의 주변에 과거, 미래, 인간적 환경, 물리적, 이데올로기적, 
도덕적 상황을 투사하거나, 우리가 이 모든 관계들 속에 위치하도록 한
다. 감각의 통일성, 지성의 통일성, 감성과 운동성의 통일성을 이루는 것
이 바로 이 지향 호이다.”(PhP, 136) 이와 같이 지각의 초월에는 기본적으
로 지향성이 내재되어 있다.
  지향성은 시간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주관이 어떤 대상을 지향한
다는 것은 시간 속에서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각 대상은 직접적
이고 즉각적으로 주어지지만 결코 단번에 하나의 대상으로 결정되지 않
는다. 매 순간 지각에 주어지는 대상은 의식의 흐름으로 경험되고 마침
내 어떤 의미를 부여받는다. 

시간성 
  메를로-퐁티에게 지각하는 주관은 시간적 주관이다. “우리는 시간을 
주관으로, 그리고 주관을 시간으로 이해해야만 한다.”(PhP, 422) 『지각의 
현상학』의 “시간성” 서두에 인용된 하이데거의 “현존재의 의미는 시간
성”이라는 구절이 이러한 메를로-퐁티의 입장을 대변한다.(PhP, 410) 그렇
다면 메를로-퐁티는 주관주의 입장에 있는가? 만일 그러하다면 시간은 
객관주의가 주장하듯이 객관적 실재가 아니라 주관이 구성하는 주관적 
실재가 될 것이다. 하지만 메를로-퐁티는 시간이 결코 주관이 창조하는 
실재라고 보지 않는다. 시간적 주관이라는 것은 “의식은 존재와 시간에 

려는 후설의 현상학에서 “그 무게 중심을 결정적으로 옮겨 놓았고”, “그것은 암암리에 
주관성에의 호소를 비난하고 ‘양극을 지닌 현상학’이라 부를 수 있는... 주관적인 접근
방식을 객관적인 접근방식과 결합시키려는 시도”라고 평가한다.(스피겔버그, 『현상학
적 운동 II』, p.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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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 내리고 있다”는 의미이다.(PhP, 424) 말하자면 주관과 시간은 분리 
불가능한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메를로-퐁티는 시간에 
대한 객관주의 혹은 주관주의는 단편적인 시각으로 조명하기 때문에 한
계를 갖는다고 보고 실제 경험하는 시간으로 되돌아가고자 한다. 
  메를로-퐁티는 기존의 시간에 관한 설명들을 세 가지로 구분한다. 첫
째, 일반 상식은 시간이 마치 흐르는 강물처럼 저 바깥 세계에 주관으로
부터 독립하여 존재한다고 본다. 시간은 즉자로서, 분해 가능하고, 변화 
가능한 존재이다. 이러한 설명은 시간을 “지금들”의 연속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과거와 미래가 개입할 여지가 없게 된다는 문제를 안고 있
다.(PhP, 411) 둘째, 경험주의와 심리학은 시간이 다수의 부분들로 이루어
져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지금’은 세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식 
내에 의식의 자료로 존재한다고 본다. 이 설명은 단지 현재의 특성만 갖
고, 과거와 미래의 시간적 특성을 갖지 못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PhP, 
412) 셋째, 지성주의는 의식이 시간을 전개하거나 구성하므로 현재에 갇
혀 있지 않고 미래와 과거로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지성주의에게 시간은 동질적 수준으로 간주되므로, 결국 각 순간들은 서
로 차이가 없다는 문제를 갖게 된다.(PhP, 415) 이와 같이 기존의 시간에 
관한 설명들은 객관적 실재 혹은 주관적 구성으로, ‘지금들’이라는 병렬
된 부분들 혹은 종합된 것으로 제시한다. 메를로-퐁티는 시간이 독립적
으로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주관의 경험 내에서만 존재한다는 시간성 개
념을 구축한다.
  우선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의 대립이 극복되기 위해서는 시간은 객관적 
실재이면서 동시에 주관의 능동적인 작용에 의존해야 할 것이다. 시간은 
세계에 있지 않고, 의식이 구성하지도 않는다면 과연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시간은 “나와 사물들과의 관계로부터 태어난다.”(PhP, 412) 시간은 
의식과 세계의 관계 맺음에서 생성되는 것이지 결코 객관적 실재도 주관
의 구성도 아니다. 메를로-퐁티의 이러한 시간성 개념에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인식 대상이 아니라 체험 대상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전통 
철학에서 시간은 주로 인식의 가능 근거로서 다루어지지만 메를로-퐁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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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존재론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그래서 시간은 “우리 존재의 한 차원une 
dimension de notre être이다.”(PhP, 415) 시간은 우리가 실존하는 배경 혹은 지
평이 된다. 이 근원적인 차원을 메를로-퐁티는 “현전의 장champ de 
présence”(PhP, 415)이라고 부른다. 우리의 경험이 시간적 의미를 갖고, 이 
경험 속에 주어진 대상이 시간적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바로 이 현전의 
장이다. 이 근원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시간에 접촉하고 시간을 알게 되
고, 과거, 현재, 미래 개념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도 경험하는가? 메
를로-퐁티는 기본적으로 칸트의 내적 시간 형식을 받아들인다.39) 하지
만 칸트의 시간 개념이 지닌 문제점은 과거, 현재, 미래가 동질적이고 
차이가 없다는 데 있다. 칸트와 달리 메를로-퐁티는 “현재는 특권을 누
린다. 왜냐하면 현재의 영역에서 존재와 의식이 일치하기 때문이다.”(PhP, 
424) 나에게 시간이 존재하는 것은 내가 현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일련의 ‘지금’이라는 순간들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특권적인 현재
를 통해 과거와 미래를 포착한다. 후설의 시간 개념은 이러한 메를로-
퐁티의 주장에 이론적 근거가 된다.40) 의식은 현재뿐 아니라 과거와 미
래도 지향하므로 시간은 “지향성들의 그물망이다.”(PhP, 417) 비록 현전의 
장에서 의식은 과거, 현재, 미래를 지향하지만, 이 시간들은 동질적인 것
이 아니라 각각 차이를 지닌 채 지향성의 그물을 형성하는 것이다. 

39) 칸트는 『순수이성비판』에서 “시간은 내적 직관의 형식”이라고 말한다. 선험적인 
내적 직관의 형식은 무질서한 상태에 있는 “현상의 잡다가 일정한 관계에서 질서지어
질 수 있도록” 한다.(B34) 직관의 잡다가 종합되어 통일될 때 비로소 인식이 이루어
진다. “의식의 종합적 통일은 모든 인식의 객관적 조건이다.”(B138) (임마누엘 칸트, 
『순수이성비판 1』B54 , 백종현 옮김, 아카넷, 2008, p. 258) 

40) 후설은『데카르트적 성찰』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결합을 ‘수동적 종합’으로 제시
한다. 시간은 자아의 능동적 참여 없이 일어나는 결합이기 때문에 “수동적”이고, 다른 
모든 의식의 종합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종합의 근원 형식”이다. 현재에 파지와 
예지가 포함되는 것은 자아의 능동적 작용의 결과가 아니라 내적 의식에서 근원적으
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파지는 과거 지향을, 예지는 미래 지향을 가리킨다. 의식은 현
재를 지향하지만 파지와 예지도 현재에 연속된 시간이다. 종합을 통해서 의식은 상이
한 시간들을 결합하여 통일된 것으로 경험한다. 그럼으로써 다수성의 나타남 속에서 
하나의 동일한 대상을 포착하는 것이다. (Edmund Husserl, Cartesian Meditation: 
An Introduction to Phenomenology, §18, trans. by Dorion Cairns,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9,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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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를로-퐁티는 시간의 종합을 ‘이행의 종합synthèse de transition’(PhP, 423)
이라고도 말한다. 후설로부터 가져온 이 개념은 ‘공간’에 관한 논의에서  
관점들을 종합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베르그손의 시간 개념에서 ‘이행’은  
과거, 현재, 미래가 서로 침투하면서 통일되어 연속성을 갖는 의미로 쓰
인다.41) 메를로-퐁티에게 ‘이행의 종합’은 시간의 연속적 지평들이 내적
으로 연결되는, 흐름의 단일한 현상을 나타낸다. 따라서 메를로-퐁티가 
“주관성은 하나의 현재로부터 또 다른 현재로의 이행”이라고 말할 때, 
이는 기존 이론이 주장하듯이 ‘지금들’만의 연속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
가 참여하는 ‘지금들’이고, ‘지금들’의 종합은 수동적이면서 능동적인 종
합을 의미한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메를로-퐁티는 시간이 우리가 실존하는 지
평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하이데거의 탈자 개념을 도입한다. 하이데
거는『존재와 시간』에서 “시간성은 본질적으로 탈자적이다. 시간성은 
미래에서부터 근원적으로 시간화한다”라고 말한다.42) 시간은 현재에 머
무르지 않고 자기 밖으로 벗어나는 탈자ek-stase이다. 베르그손에게 현재
는 과거가 구성하지만 하이데거에게는 미래가 근원적인 시간성이다. 비
록 시간은 스스로 드러나지만 결코 주관으로부터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
는다. ‘현재’는 주위세계와 관계 맺고 있는 현존재에 대한 시간을 말한
다. 현존재의 ‘현재’는 언제나 현존재가 처한 상황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현존재는 탈세계화된 주체가 아니라 세계-내-존재이다.”43) 현존
재는 후설의 내재적 의식처럼 의식 안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에 던져졌기 
때문에, 그가 경험하는 시간은 추상적인 시간성이 아니라 실존적인 시간
성인 것이다. 하이데거가 시간은 그 자체로 드러난다고 했듯이 메를로-
퐁티에게 시간의 본질은 “스스로-산출 과정에 있다.”(PhP, 415) 메를로-
41) 베르그손은 ‘이행’을 지속으로 설명한다. 지속의 본질은 흐르는 것에 있고, 이러한 

끊임없는 흐름에는 어떤 연속성이 있다. ‘이행’은 과거가 현재에 침투되어 한 몸이 되
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와 함께 공존하는 과거는 ‘기억’에서 보존된다. 베르그손에게 
기억은 심리학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과 몸이라는 인간 본질을 탐구하는 존재론
적인 영역이다. 하피터,「하이데거와 베르그송에 있어서 시간성 문제」,『현대유럽철
학연구』8집, (2003), pp. 67~91.

42) 마르틴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이기상 옮김, 까치 글방, 2001, p. 438.
43) 하피터,「하이데거와 베르그송에 있어서 시간성 문제」, p.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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퐁티는 탈자 개념을 통해 세계-에로-존재의 실존적 시간성을 강조한다. 
“주관성은 시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포착하여 체험하고, 삶과 
함께 결합”하는 데 있다.(PhP, 422) 
  이와 같이 메를로-퐁티의 실존적 시간성은 객관적이면서 동시에 주관
적이고, 다수성이면서 동시에 통일성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여기에 덧붙
여 시간은 존재이면서 동시에 비존재이고, 머무름과 동시에 지나감이라
는 애매성도 내재되어 있다. 각 사건은 현재에 들어와 자신의 위치를 차
지한 후 과거로 물러난다. 말하자면 각 순간은 새로운 시간이 나타나면 
과거로 사라진다. 그러나 아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머문다. “시
간 안에서 존재와 지나감être et passer은 동의어이기 때문에, 사건은 과거
가 됨으로써 존재하기를 멈추지 않는다.”(PhP, 420) 시간의 머무름과 지나
감은 동시에 발생하므로 과거는 완전히 사라지는 비존재가 아니다. 각 
순간들은 존재이면서 동시에 비존재이다. 현재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과거와 미래로 향하는 시간은, 그것을 경험하는 주관에게 통일된 것으로 
드러난다. 주관은 현재에 중심을 두고 과거와 미래를 종합한다. 하지만 
그 종합은 언제나 매순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시간은 결코 “완전하
게 구성되지 않고”(PhP, 415), 그래서 “지각하는 주관은 연속적인 탄생”인 
것이다.(PriP, 6) 
  이러한 시간성은 메를로-퐁티의 철학과 회화론에 대한 이해에 매우 
중요하다. 존재의 나타나는 방식, 주관의 의미 작용, 화가의 표현 작용, 
회화의 의미, 회화의 역사 등은 시간성과 관련된다. 예컨대 사물은 “서서
히 그러나 결코 완전하지 않게 자신들을 드러내고”(SB, 187) 체화된 주관
은 “마치 열린 노트와 같아서...”(PriP, 6) 의미 작용은 완결되지 않고 언제
나 열려 있다. 살의 운동은 끊임없이 진행되고, 존재의 ‘있다’는 ‘나타나
는 과정’ 중에 있다. 이러한 표현들은 모두 시간성과 관련된다.
  이제 지각 대상을 경험하는 주관에 대해 고찰하도록 하겠다. 지각 대
상은 촘촘하게 얽힌 그물망의 배경으로부터 솟아난다. 지각하는 주관의 
몸은 그 그물망의 중심에 있다. 지각적 차원에서 주관은 몸을 통해 어떻
게 존재하고 존재를 경험하는지 고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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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유한 몸

  메를로-퐁티는 객관적 사고를 극복하고 우리의 지각 경험으로 되돌아
가야만 그 중심에서 존재의 출현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에 대해 존재하
는 즉자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 지각 경험하는 주관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을 정신과 몸으로 구분하는 이원론에서 지각하는 주관은 오로지 
의식 혹은 정신을 가리킨다. 몸은 인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고 
다만 물질의 파편으로 다루어져 외부 대상이 위치한 객관적 공간에 자리 
잡는다. 하나의 대상으로서 몸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자극에 맹목적으
로 반응하는 물질 존재로 간주된다. 만일 몸이 세계 내에 다른 대상들처
럼 하나의 대상으로 존재한다면 우리 몸은 세계 내 사물들과 어떻게 구
분되는가? 만일 몸이 인식을 위해 단지 감각자료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여 
전달하는 역할만 한다면 몸이 수행하는 그 많은 능력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이러한 물음들은 몸을 그저 하나의 대상으로 다루어서는 결코 타당한 
답변을 찾을 수 없다. 우리에게 “몸은 도구 혹은 수단 이상이다. 몸은 세
계 내에서 우리의 표현이다.”(PriP, 5) 우리가 과학적 분석 대상으로 간주
하는 몸으로부터 시선을 돌려 몸은 저 밖에 놓여 있는 사물들과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지, 몸은 어떤 체계를 선천적으로 갖추고 있는
지, 몸은 세계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탐구할 때 답변이 주어
질 수 있다. 『행동의 구조』에서 제시된 지각적 의식은 이제 고유한 몸
으로 규정되어 지각하는 주관의 실존 양상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경험주의와 지성주의의 객관적 몸 이론을 비판적으로 고찰
하고, 몸은 세계 내 사물들과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면서 공간성과 운동
성을 통해 공간적 의미를 형성하고, 몸의 종합을 통해 내적으로 통일되
어 대자로 존재한다는 점을 차례대로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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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대한 객관적 사고
  근세 이전 중세의 세계관에서 인간과 자연은 모두 영혼을 지니고 있
다. 자연 사물의 운동에도 영혼이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인간의 정신 
작용은 자연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달리 데카르트는 자연으
로부터 영혼을 끌어내어 인간 내면의 영역에만 존재하도록 한다. “물체
의 연장이나 모양, 장소적 운동 등 물체에 귀착되는 본성들은 우리의 본
성에 속하지 않고, 사유만이 우리의 본성에 속한다.”44) 정신은 어떠한 
물질적 요소도 포함하지 않고, 물질은 어떠한 심리적 요소도 포함하지 
않는다. 사유하는 자아는 몸과 세계로부터 분리되어 주관의 내면 영역에 
머물러 시공간의 제한도 받지 않고 세계를 초연하게 바라본다. 이와 달
리 몸은 물리적 대상으로서 인과법칙을 따르고, 사유하는 자아에게 관찰
되는 존재이다.45) 
  이러한 이원론적 사고를 지닌 경험주의와 지성주의에게 몸은 세계 내 
대상처럼 서로 관계없는 외적 부분들partes extra partes46)로 이루어진 객관
적 대상이다. 과연 인간의 몸은 사유하는 자아와 구분되어 물질로 존재
하는가? 이에 대해 객관적 사고의 철학이 기대고 있는 기계론적 생리학
과 심리학을 통해 그 타당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메를로-퐁티가 분석 
대상으로 삼은 사례는 환상지fantom limb와 자기상실증anosognosie 현상이
다.(PhP, 76~77) 환상지는 이미 사지가 절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라진 사지를 ‘느끼는’ 경우이고, 자기상실증은 사지가 현전하지만 마비

44) 르네 데카르트, 「철학의 원리」1부, p. 185. 
45) 사르트르도 데카르트의 이원론을 따르고 있다. “사르트르는 신체의 초월성과 내재

성, 대상으로서의 신체와 주체로서의 신체를 ‘소통 불가능하고 서로 다른 존재의 두 
가지 차원에’ 근거 지웠다. 이로 인해 신체의 초월성과 내재성 그리고 의식과 신체의 
조화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강미라, 「사르트르의 현상적 신체에 대한 메를로-
퐁티의 비판」, 『대동철학』, 61집, 2012,  p. 306.

46)메를로-퐁티는 “partes extra partes”를 객관적 사고, 즉 즉자적으로 존재하는 세계 
내 대상들이 연장의 속성을 가진 부분들로 이루어져 인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관점을 
비판하기 위해 사용한다. 데카르트는 「성찰」6에서 “물체적인 사물, 즉 연장이 있는 
것으로서 내가 쉽게 부분으로 분할하여 생각할 수 없는 것이란 없다”고 말한다. 하스
는 “유기적, 물질적 몸은 ‘서로 관계없는 외적 부분들’이 되고... 몸의 각 부분들은 기
계적인 힘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작용과 함께 다른 부분들과 외적으로 연결된다”고 
말한다. (Lawrence Hass, Merleau-Ponty's Philosophy, Bloomington, US; Indiana 
University Press, 2008, p.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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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증상은 기억, 의지, 신념에 의존하는 
심리적 현상이므로 생리학보다 심리학이 더 유용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
한 가정을 뒤집는 실험 결과가 있다. 환상지를 겪는 환자의 뇌로 가는 
감각 회로들을 절단하는 수술을 하자 그 현상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 자기상실증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환상지와 자
기상실증 경험은 순수하게 기계론적 생리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보여주지만 그럼에도 심리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생리학적 측면을 여전
히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말해주는 바는, 몸은 기계론적 생리학이 주장하듯이 기
계처럼 작동하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데카르트주의가 주장하듯이 ‘나는 
~라고 생각한다’라는 질서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47) 몸의 현상은 
객관적 인과성에 따른 단순한 생리 현상으로 볼 수도 없고, 심리 현상으
로 혹은 사유 작용으로도 볼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에로-존재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몸은 세계-에로-존재의 수레이고, 생명체가 
몸을 가진다는 것은 일정한 환경과 뒤얽혀, 어떤 기획과 일체가 되고 계
속 거기에 참여한다는 것이다.”(PhP, 81~82) 메를로-퐁티는 경험의 중심에 
있는 몸에 접근해야만 객관적 사고의 이면에 있는 주관을, 그리고 주관
과 세계의 관계를 재발견할 수 있다고 본다.

고유한 몸
  메를로-퐁티는 지각적 차원에서 실존하는 주관을 고유한 몸le coprs 
propre이라 부른다. 이 몸은 사유하는 자아와 구분되는 물리적 몸이 아니
라 의식과 결합된 몸이다. 앞서 『행동의 구조』에서 제시한 지각적 의
식이 바로 이 고유한 몸이다. 지각하는 주관은 의식의 측면에서 볼 때 
지각적 의식이고, 몸의 측면에서 볼 때 고유한 몸이다. 이러한 개념 규

47) 사실상 데카르트는「성찰」6에서 감각이 신뢰할 수 없다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예
를 환상지로 든다. “많은 경험이 차차 감각에 대해서 내가 가졌던 모든 신뢰를 떨어
뜨려 갔다... 더욱이 전에 나는 다리나 팔을 절단한 사람들한테서 그 없어진 신체 부
분에 지금도 이따금 고통을 느끼는 듯한 기분이 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성
찰」6, p. 146) 데카르트는 고통과 같은 감각은 사유 능력에서 발견되어야 한다고 보
지만, 메를로-퐁티는 모든 감각은 직접적인 체험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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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후기 존재론에서 그 근거가 제시된다. 지각과 행동에 참여하는 고
유한 몸은 체화된 의식, 체험된 몸으로 불리기도 한다. “몸은 객관적 세
계로부터 물러나 자신과 주변세계를 지향적 실로 연결하여 마침내 우리
에게 지각된 세계와 함께 지각하는 주관을 드러낸다.”(PhP, 72) 고유한 몸
이야말로 실존적 차원에서 세계를 의식하고 세계에 참여하는 존재이다. 
고유한 몸의 특징은 몸의 영속성, 몸의 공간성과 운동성, 몸의 종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몸의 영속성은 몸의 존재 방식이 객관적 대상의 존재 방식과 어떻게 
다른지 보여준다. 몸의 영속성permanence이란 “세계 내에서의 영속성이 아
니라 나의 관점으로부터 영속성이다.”(PhP, 90) 나의 몸은 나의 지각 장에
서 지각된다. 다른 외적 대상들과 마찬가지로 나의 몸은 나에게 지각된
다는 점에서 하나의 대상이다. 그런데 외부 대상은 나로부터 거리를 두
고 떨어져 있고 언제든지 나의 지각 장에서 사라질 수 있다. 대상은 지
금은 나에게 현전하지만 언제든지 부재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나의 
몸은 결코 부재가 허용되지 않는다. 나의 몸은 나의 지각 장으로부터 결
코 사라지지 않고 언제나 나 자신과 함께 있다. 만일 나의 몸이 다른 대
상들처럼 하나의 대상처럼 존재한다면 나의 의식은 나의 몸으로부터 분
리되어 상공에서 나의 몸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
능한 일이다. 지각하는 나는 지각되는 나의 몸과 분리될 수 없고, 바로 
그러한 몸의 영속성이 지각의 가능 근거가 된다. 그러므로 고전 심리학
이 몸의 영속성에 주목한다면, “몸은 더 이상 세계 내 대상으로서가 아
니라 세계와 소통하는 수단으로 간주”되고, “세계는 더 이상 결정된 대
상들의 집합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경험에 잠재하고 모든 결정하
는 사유에 앞서 항상 현전하는 지평으로 간주”될 것이다.(PhP, 92) 
  몸이 대상과 다르게 존재한다는 점은 촉각적 몸의 이중 감각과 원초적 
반성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만일 나의 오른손이 어떤 대상을 만지고 있
고, 그 오른손을 나의 왼손이 만지고 있다고 하자. 대상이 된 오른손은 
공간의 어떤 지점에 펼쳐져 있는 뼈, 근육, 살을 지닌 물리적 존재이다. 
이때 주관이 된 왼손은 외부 대상을 만지는 자기 자신을 만짐으로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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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의 반성을 개시한다.”48)(PhP, 93) 의식이 자신의 의식을 대상으로 삼아 
반성을 하듯이 몸은 만지는 자기 몸을 대상으로 삼아 일종의 인식 작용
에 참여한다. 이처럼 나의 몸이 외부 대상을 감각 대상으로 삼는다면 이 
때 나의 몸은 주관이 되므로 결코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런 점에서 몸은 다른 대상들과 구별된다. 
  비록 몸의 영속성은 객관적 대상과 다르게 존재하지만, 여전히 객관적 
공간을 차지하는 존재라는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몸은 
데카르트가 주장하듯이 연장의 속성을 지닌 실체로서 다른 사물들과 동
일한 방식으로 공간 속에 존재하는가? 
  경험주의와 지성주의는 몸을 객관적 공간을 차지하는 물리적 존재로 
본다. 이러한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공간 안에서 나
의 몸은 저기 놓여 있는 대상과 마찬가지로 공간의 한 지점을 차지하며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물과 다르게 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어떻게 사물들은 나의 몸으로부터 공간적으로 거리를 두고 저기에 
‘외적’ 대상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 나의 의식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
므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와 저 대상 사이에는 공간이 
형성될 수 있는가? 
  메를로-퐁티는 이를 “몸 도식schéma corporel”으로 설명한다.49) 일명 몸 
48) 메를로-퐁티는 후설의 『데카르트적 성찰』에서 이 용어를 가져왔다. 후설에 따르

면 나의 몸은 나에게 이중적으로 주어진다. 나의 몸은 감각하는 것으로, 내재성으로 
내게 주어지지만 또한 시각적으로 촉각적으로, 외재성으로도 주어진다. 나의 왼손이 
오른손을 만질 때, 혹은 내가 나의 몸의 다른 부분을 지각할 때, 타인도 나를 그와 
같이 경험하고, 나도 타인을 그와 같이 경험한다는 것을 예상하는 방식으로 나 자신
을 경험한다. 사르트르는 이와는 철저히 정반대의 입장에 있다. “만지고 만져지는 것, 
만지는 것을 느끼는 것, 그리고 만져지는 것을 느끼는 것-이것들은 두 종류의 현상
이므로, ‘이중 감각’이라는 용어로 재결합하고자 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다. 사실상, 
둘은 근본적으로 별개이고, 소통 불가능한 두 차원에 존재한다.” Jean-Paul Sartre, 
Being and Nothingness, pp. 402~3. 

49) 메를로-퐁티의 몸 도식은 정신분석학자 쉴더P. Schilder로부터 가져온 개념이다. 메
를로-퐁티는 쉴더의 과학적 신체도식 개념을 지향성에 기초한 현상학적 개념으로 재
편한다. 쉴더에 따르면, 인간의 신체는 두 종류가 있다.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하는 
근육, 관절, 신경 등으로 이루어진 생리학적이고 실제적인 신체가 있는 반면, 다른 한
편에서 이 실제적인 신체의 자동적인 움직임을 가능케 하는 정신적인 신체, 즉 신체
도식이 있다. 그리고 신체도식은 몸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실제적인 신체보다 더 근
원적인 역할을 담당한다.”(하피터, 「메를로-퐁티와 쉴더에 있어서 신체도식 개념」,
『철학연구』, 85집, 2009, p.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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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라고도 불리는 몸 도식은 몸의 위치, 자세, 가능성에 대한 자각을 
말한다. 『행동의 구조』에서 유기체가 공간 속에서 몸의 운동을 멜로디
처럼 펼쳐낸다는 표현은 바로 이 몸 도식을 말한다. “마치 사막의 원주
민이 자신의 걸어온 거리를 출발지점으로부터 각도를 계산해 볼 필요 없
이 단번에 방위를 잡는 것처럼”(PhP, 100) 우리는 몸 도식 덕분에 단번에 
대상을 향해 손을 뻗는다. 이러한 행위는 자기 몸의 위치와 자세에 대해 
명시적으로 자각하지 않아도 일어난다. 몸 도식은 주어진 어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몸이 지닌 일종의 “원초적primitive 앎”(SB, 186) 혹은 “암묵
적tacite 앎”으로 “나의 몸이 세계 내에 존재한다”는 것을 표명하는 하나의 
방식이다.”(PhP, 101) 말하자면 몸 도식은 세계-에로-존재의 실존 양상 
중 하나이다. 세계 내 대상들이 위치하는 공간이 객관적 위치의 공간성
이라면 몸이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맞이하는 공간은 상황의 공간성이
다. 
  몸과 공간의 근본적 관계는 뇌 손상을 겪은 슈나이더에 대한 병리학적 
실험 결과가 보여준다. 슈나이더는 지시에 따라 몸을 움직이는 ‘추상적’ 
운동의 장애를 보여준다.(PhP, 103) 슈나이더에게 그의 몸 한 부분을 자극
한 후 그 부위를 가리키도록 지시하면 그는 그 부분을 바라보고, 손을 
바라보는 등 온 몸을 통한 예비 운동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그 부분을 
가리킬 수 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습관적인 ‘구체적 운동’은 민첩하게 
수행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경험주의는 시각의 손상으로 인해 시각과 
촉각을 구별하지 못하고, 따라서 지시된 행동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가정
한다. 이러한 가정은 인과론에 근거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
각적 표상과 촉각적 지각에 그 원인을 둔다. 하지만 메를로-퐁티는 “시
각적 표상, 촉각적 자료, 운동성은 행동의 통일성 내에서 오려낸 세 가
지 현상”이라고 말한다. 시각과 촉각은 내적으로 서로 연결되고, 따라서 
우리는 하나로 통합된 경험을 한다.(PhP, 119) 이와 달리 지성주의는 슈나
이더의 장애를 의식 혹은 인식과 관련시켜 설명한다. 슈나이더의 문제는 
개념화하는 의식 능력의 결핍에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만일 슈나이더의 
장애가 의식 능력의 결핍이라면 그는 자신과 세계에 대해서 아무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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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물로 존재하게 된다. 그러한 존재는 진정한 ‘자아’ 혹은 ‘대자’
가 될 수 없다. 메를로-퐁티는 슈나이더의 그러한 현상을 지향 호가 활
기를 잃은 것으로 설명한다. 그는 현재에 갇혀 있어서 어떤 다른 상황에 
자신을 놓는 일반적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은 “‘나는 그것을 
생각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있다’의 문제”이다.(PhP, 137) 결국 
경험주의도 지성주의도 이원론에 근거해 즉자로서 몸과 대자로서 정신을 
구분함으로써 인간의 특수한 행위를 타당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이를 극
복하기 위해 메를로-퐁티는 실존적 차원에 존재하는 몸을 제시한다.
  실존적 차원에서 세계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눈과 귀는 우리에
게 즉각 주어지고, 세계는 선술어적으로 자명하므로 생각하기 이전에 혹
은 해석하기 이전에 직접 체험된다. 몸을 통한 세계와의 접촉은 사유 이
전에 이루어지고, 지각 대상의 의미는 자발적으로 즉각 파악된다. 슈나
이더의 장애는 다양한 가능성을 통일하는 능력의 상실에서 비롯된다. 실
존적 차원에서 존재하는 몸은 지향성을 통해 현실을 초월하여 자유롭게 
자신을 새로운 상황 속에 투사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몸의 근원적 지향
성은 수많은 가능성으로 향한다.
  몸의 공간성과 운동성은 ‘몸의 앎’을 전제로 한다. 나의 몸은 ‘여기’ 
‘지금’ 존재하지만 운동하는 순간에 몸은 여기와 저기, 과거와 미래의 전 
범위, 즉 공간과 시간을 포괄한다. 몸의 앎을 통해 “나는 공간과 시간에 
거주한다.”(PhP, 139) 나의 몸은 공간, 시간과 결합하고 그것들을 포섭한
다. 몸의 앎은 우리의 일상 습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피아노를 칠 
때, 우리는 매순간 의식적으로 악보를 보며 어느 건반에 어느 손가락을 
사용해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는다. 피아노 악보를 향한 나의 시선은 세
계와 마주치는 것이고, 피아노 건반을 향한 나의 손가락은 촉각이라는 
감각으로 세계와 접촉한다. 그것은 몸의 앎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몸
의 노력에 따라서만 체험될 수 있다. 이러한 습관은 ‘이해하는’ 사유 능
력에 있지 않고, 객관적 공간에서 운동하는 객관적 몸에 있지 않다. 바
로 실존적 차원의 몸에 있다. 몸의 공간성과 운동성은 세계-에로-존재
의 가능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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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몸은 물리적 대상처럼 결코 공간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존
재하지 않고 오히려 몸 운동의 결과로서 공간성이 형성된다. 세계-에로
-존재로서 몸이 지향적 운동성을 통해 공간적 의미를 부여한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간은 몸에 ‘선재pre-exist’하지 않고 오히려 공간이 
몸의 결과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한다. 어떻게 몸의 각 부분
들은 통일되어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는가? 
  만일 객관적 사고에 따라 몸을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대상으로 간주한
다면 몸의 부분들은 각기 다른 임무를 갖고 그에 따라 각 목표를 향한다
고 보아야 한다.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몸의 여러 부분들은 
그에 합당한 기능을 작동시켜야 한다. 하지만 실제 경험에서,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하자마자 나의 시각, 촉각, 근육 등 몸의 모든 부분들은 하나
의 공통 목표를 향하여 운동한다. 나는 나의 몸 부분들이 어떤 기능을 
해야 하는지 지시를 내릴 필요가 없다. 이미 나의 몸은 나의 의도에 따
라 그에 적합한 운동을 하도록 구조화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몸의 기능은 고유한 몸의 종합la synthèse du corps propre이라고 불
린다.(PhP, 148) 몸의 각 부분들이 서로 연결되어 합동하는 기능은 학습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몸의 아 프리오리 경험이다. 시각적 행위와 촉각적 
행위의 동시성은 사전에 몸의 통일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지성주의는 
나의 몸이 나에게 단순히 대상으로 주어지고 나의 지성이 그 부분들을 
결합한다고 본다. 하지만 실제 경험에서 몸의 부분들은 언제나 그것들을 
이해하려는 시도 이전에 통합되어 주어진다. 
  몸의 부분들 간에 연결은 혹은 시각 경험과 촉각 경험 간에 연결은 서
서히 점증적으로 구축되지 않는다. 어떤 대상을 지향할 때 나는 정신을 
통해 나의 몸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결합하지 않는다. 몸 부분들의 통
일은 나의 내부에서 단번에 수행된다. 몸의 부분들은 나의 몸 자체이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몸 앞에 있지 않고, 나는 나의 몸 안에 있지 않다. 
오히려 나는 나의 몸이다.”50)(PhP, 150) 
50) 메를로-퐁티의 몸에 대한 관점은 마르셀과 여러 면에서 유사하다. 마르셀은 ‘나의 

몸’은 ‘나’와 간격이 없고, 나아가 하나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것’이라는 의미로 “je 
suis mon corps”라고 표현한다. 마르셀은 의식과 몸을 구분하지만 그럼에도 데카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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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은 즉자로 존재하는 세계 내 대상과 달리 공간성과 운동성을 통해 
공간의 의미가 존재하도록 한다. 공간과 나의 몸은 내적으로 관계를 맺
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사물들이 저기에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공간과 
사물이 의미를 갖게 되는 조건은 바로 몸에 있다. 몸은 공간 속에서 어
떤 운동을 수행할 때 이미 하나로 통일된다. 다음은 이러한 몸과 상관관
계에 있는 세계는 어떻게 존재하는지 객관적 사고의 세계 개념을 비판적
으로 고찰하고, 감각적인 것과 공간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3) 지각된 세계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사물들이 본래 그와 같이 존재하여 우리
에게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주변의 사물들뿐만 아니라 그 사물들의 총체
인 세계도 객관적으로 존재하여 우리에게 드러난다고 믿는다. 메를로-
퐁티는 이러한 믿음을 착각이라고 말한다. 그러한 믿음은 객관적 사고에 
따라 이론으로 추상화한 세계이지 결코 우리가 실제 경험하는 세계가 아
니기 때문이다. 객관적 사고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세
계는 미지의 영역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결코 지각적인 실재의 영역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날 수 없다. 
우리는 언제나 세계 속에 담겨 있고, 지각적으로 세계에 현전한다. 그렇
기 때문에 메를로-퐁티는 객관적 세계가 아니라 오로지 지각 경험에서 
현상으로 드러나는 세계만을 탐구 대상으로 삼는다. 우리가 직접 경험하
는 지각된 세계le monde perçu로 제한하는 메를로-퐁티의 접근 방법은 사
실상 철학사에서 그다지 낯설지 않다. 이미 경험주의자 버클리는 “존재
한다는 것은 지각된다는 것이다esse est percipi” 라고 말한 바 있다.51) 이 

처럼 이원론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정신적 실존방식은 육체적 실존에 뿌리를 두고 
있다.” “육체는 형이상학적 사유들의 뿌리가 된다.” 이명곤, 「가브리엘 마르셀의『형
이상학 일기』에서 나타나는 육체의 형이상학적 의미와 동일성」,『인문연구』, 47
집, 2004, p. 178~9)    

51) George Berkeley, Principles of Human Knowledge and Three Dialogues Between 
Hylas and Philonous, Penguin Classics 1988, p. 54. 

     버클리는 물리적 세계가 실재적이라고 본다. 하지만 실재는 우리의 관념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관념뿐이다. 외부 대상은 의지의 작용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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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물론 지각하는 인간이 없다면 세계가 무로 변한다는 뜻은 아니다. 
지각을 떠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존재할 수 없고, 우리는 지각되
지 않은 것이나 혹은 지각 가능하지 않은 것은 생각해 낼 수 없다는 뜻
이다. 우리는 지각에서 현상으로 드러나는 세계만을 경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메를로-퐁티의 지각된 세계에 관한 고찰은 지각하는 
주관의 경험을 통해 해명된다. 그것은 어떠한 이론적 전제 없이 현상에 
주목해 지각된 세계를 존재론적으로 새롭게 정립하려는 시도이다. 이에 
따라 먼저 세계에 대한 객관적 사고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이어서 지
각된 세계의 감각 대상들과 공간에 대해 차례대로 논의하겠다.

세계에 대한 객관적 사고
  세계에 대한 객관적 사고는 플라톤으로부터 갈릴레이를 거쳐 데카르
트, 경험주의, 칸트로 이어진다. 세계는 어떤 특정한 시공간에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 시각을 지닌 존재에게 주어진 세계이다. 객관적 세계를 관
찰하고 서술함으로써 우리는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진리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서구 철학을 관통하는 세계에 대한 이러한 객관적 사고는 근대에 이르
러 수학적 자연과학에 대한 믿음으로 이행된다. 그것은 자연과학이야말
로 세계가 근본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 가장 신뢰할 만한 설명을 제공한
다는 믿음이다. 자연과학에 따르면 저 바깥에 주관과 별개로 독립되어 
존재하는 세계는 그 자체로 자명하게 존재하고, 공간은 무한히 확대된
다. 자연과학은 그야말로 완전한 세계, 즉 측정 가능한 속성을 지닌 사
물들로 채워진 객관적 세계를 우리에게 제공한다. 
  메를로-퐁티는 이러한 객관적 사고를 경험주의와 지성주의에서 발견
한다. 자연 과학 이론을 근거로 하는 경험주의는 세계가 의식에 의존하
지 않고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고, 지성주의는 의식이 세

능동성을 지니지 않았기 때문에 관념의 원인이 될 수 없다. 버클리는 그 원인을 신에
게서 찾는다. “버클리는 관념 발생의 진짜 원인은 비물질적이고 능동성을 가진 어떤 
정신적 실체, 즉 신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관념들이 유한한 우리의 마음속에 
비교적 체계적이고 어떤 질서를 가진 방식으로 주어졌음은 바로 신의 의지가 그렇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다.”(김효명, 『영국 경험론』, pp.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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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구성한다고 보지만 양 입장은 공통적으로 한편으로 의식 바깥에 완
전하게 결정되어 외적으로 연결된 실체들의 총체로서 세계를, 그리고 다
른 한편으로 그 세계를 경험하는 주관을 상정한다. 
  메를로-퐁티는 객관적 사고에 따라 즉자적으로 존재하는 객관적 세계
를 상정하는 경험주의와 지성주의 입장을 거부한다. 물론 과학적인 측정
과 실험은 우리의 감각 기관의 작용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하지만 과학은 세계에 대한 직접 경험을 기초로 한 이차적 표현이다. 
“세계에 대한 나의 모든 지식은, 심지어 과학적 지식은, 나의 특정 관점
으로부터, 즉 세계에 대한 어떤 경험으로부터 획득된다. 세계 경험이 없
다면 과학의 상징들은 의미가 없게 될 것이다.”(PhP, viii) 우리에게 나타나
는 현상들은 어떤 하나의 과학 원리로 환원하여 설명될 수 없다. 지리학
에서 제시하는 지도는 우리가 직접 경험한 세계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
다. 지도에서 숲, 초원, 개천이 어디에 있고,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구체
적으로 지각하고 체험한 풍경에서 나온 것이다.(PhP, ix) 과학이 구축한 
객관적 세계는 우리가 체험한 세계에 뿌리를 두고 있다.
  메를로-퐁티에게 철학자의 임무는 모든 학문의 토대가 되는 지각된 
세계를 탐구하는 데 있다. “최초의 철학 활동은 객관적 세계 이전의 실
제 경험 세계로 복귀일 것이다. 왜냐하면 바로 그 세계에서 우리는 객관
적 세계의 이론적 기초와 한계를 파악하고, 사물들은 구체적 모습의 특
징을 회복하고, 유기체는 세계를 다루는 개별 방식을 회복하고, 주관성
은 역사에서의 내속을 회복하기 때문이다.”(PhP, 57) 이미 후설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생활세계야말로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이라고 
말한 바 있다.52) 후설은 과학이나 철학과 같은 지식은 생활세계에서 이
루어진 구체적 경험을 근거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있
52) 메를로-퐁티는 후기 존재론에서 “생활 세계를 구성하여” “침묵의 세계를 재발견”하

려고 시도한다.(VI, 170) 후설과 메를로-퐁티는 생활세계가 객관적 세계의 기초가 된
다고 본다. 그런데 딜런은 후설의 생활세계와 메를로-퐁티의 현상적 장은 동일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후설은 환원과 초월론적 관념론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록 메를로-퐁티는 후설의 생활세계 개념을 받아들였지만 이를 변형하여 사용했으
므로, 현상적 장은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적 존재론의 맥락 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고 딜런은 말한다. (M. C. Dillon, Merleau-Ponty's Ontology, Evanston: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97, p.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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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비판한다. 
  메를로-퐁티에게 과학적으로 이론화한 객관적 세계는 과학적 사유 대
상이지 결코 경험 대상이 아니다. 객관적 세계와 달리 지각된 세계는 주
관이 거주하면서 직접 체험하는 세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유한 몸은 
지각된 세계를 경험하는 데 핵심이 된다. 몸과 세계의 관계는 심장과 유
기체의 관계와 같다. “우리의 몸은 마치 유기체 내에 심장처럼 세계 내
에 존재한다. 몸은 끊임없이 가시적 광경 내부에 생명을 불어넣고, 생동
하게 하고, 자양분을 넣어 준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하나의 체계를 형
성한다.”(PhP, 209) 지각된 세계는 결코 그 세계를 경험하는 주관으로부터, 
즉 고유한 몸으로부터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주관과 세계는 서로를 
투사하는 상호 의존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각된 세계에서 사
물들과 공간은 주관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규정된다.

감각적인 것 
  앞서 지각 대상은 지각하는 의식에 ‘대해’ 존재한다는 점을 논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의 속성들은 분명히 대상 자체가 지니고 있다. 
애초에 무엇인가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엇을 지각한다면 
그것은 환상일 따름이다. 여기서 문제는 대상은 주관이 경험하는 것과 
동일한 감각적 속성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경험주의에게 감각이란 감각 기관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자극을 정신
에 등록하는 작용만을 의미한다. 대상에 대한 인식은 내부적 사건이고 
감각은 다만 몸이 인과법칙에 따라 기계적으로 반응한 결과이므로 아무
런 가치가 부여되지 않는다. 지성주의 역시 직접 지각에 참여하지 않는 
주관을 통해 감각적인 것을 설명한다. 주관은 지각의 상황에서 벗어난 
순수한 관찰자이다. 그 관찰자는 ‘사유하는 자아’ 혹은 ‘선험적 자아’로서  
사물에 감각적 속성을 부여하고, 감각을 사유하는 의식이 된다. 결국 감
각적인 것이란 세계 내에 즉자적으로 존재하고, 몸의 감각기관이 수동적
으로 받아들인 감각 자료를 관념이나 사유를 통해 비로소 인식되는 것으
로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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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경험주의와 지성주의에 대해 메를로-퐁티는 즉자-대자의 딜
레마에 빠져 감각을 설명한다고 비판한다. 양 입장은 대상의 감각적 성
질이 그것을 바라보는 주관과 관계없이 중립적으로 존재한다고 가정한
다. 대상의 의미는 주관에 관계없이 미리 결정되어 있으므로 누구에게나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과연 감각적 성질은 중립적이고, 의미는 이
미 결정되어 있는가? 예컨대 한번 촛불에 손을 대보고 뜨거움을 경험한 
아이에게 그것은 유혹의 대상이 아니라 거부의 대상이 된다.(PhP, 52) 아
이에게 촛불이 유혹 혹은 거부라는 의미를 갖는다면 대상의 의미는 지각
하는 주관에 이미 스며들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각 경험을 통해 
아이에게 촛불의 의미가 바뀌듯이 대상의 속성은 주관으로부터 독립되어 
즉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지각하는 주관에 의존한다. 이
는 과학 실험 결과뿐 아니라 일상 경험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실험에 따
르면 뇌에 이상이 있는 환자들은 붉은색 계열과 푸른색 계열에 대해 상
반되는 경험을 한다. 칸딘스키는 녹색이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청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괴테는 청색이 우리의 시선
에 굴복하고, 반면에 붉은색은 눈을 침범하는 것 같다고 말한다.(PhP, 210) 
사실상 우리는 일반적으로 색을 사용할 때 이미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처럼 감각적인 것에 대한 주관의 감각 작용은 대상 자체의 속성에 
대한 인과적 반응도 아니고 순수한 주관의 활동도 아니다. “감각한다는 
것은 세계와의 필연적 교류로, 세계가 우리 삶에 친숙한 환경으로 현전
하도록 한다.”(PhP, 52~3) 주관의 감각 작용은 자연적으로 타고나는 능력
이면서 동시에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능력이다. 이전에 감각 경험을 거치
면서 형성된 많은 내용들은 주관의 개인 역사에 주름져 두께를 이룬다. 
이렇게 침전된 두께를 기반으로 감각은 매 순간 재구성된다. 그러면 어
떻게 다양한 감각들은 하나로 통일되는 것일까?
  실제 경험에서 각 감각적 영역들은 서로 얽히면서 공간의 통일성을 이
룬다는 점은 공감각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청각적 공간성과 시각적 공
간성은 서로의 공간에 파고들어 그 공간을 에워싸고 변형시킨다. 소리를 



69

‘보고’ 색을 ‘듣는’ 신비한 현상은 인간이 상호 감각을 지니고 있다는 점
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을 객관적 사고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와 같이 서로 다른 종류의 감각들이 서로 섞이는 것이 본래 우리의 감
각 방식이다. 유리가 ‘쨍그랑’ 깨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동시에 우리는 마
음속으로 그것의 단단함과 부서지기 쉬운 촉각적 성질을 본다. 차량의 
소음에서도 도로의 단단함과 울퉁불퉁함이라는 촉각적 성질을 함께 듣는
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 경험은 상호감각 혹은 공감각의 현상을 수없이 
보여준다. 사물의 감각적 특질들은 내적으로 상호소통하고 그것의 내적 
구조를 우리에게 직접 전달한다. 이처럼 우리의 근본적 지각 구조는 무
엇보다 ‘공감각synesthesia’이다.(PhP, 244) 우리가 지닌 공감각은 감각의 종
합이 정신의 작용이나 통각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감각의 종합을 
실행하는 것은 몸이지 사유하는 인식 주관이 아니다. 투명한 의식 이전
에 몸을 통해 감각의 종합이 이행된다. 
  감각의 종합은 시간성과 함께 이루어진다. 나의 눈은 아직 불명료한 
테이블에 초점을 맞춰 거리를 두고 바라보고, 그 감각적 표면을 현전하
는 실재로 만든다. 이 현전하는 테이블에 나는 시간성을 투사한다. “공간
적 종합과 대상의 종합은 이 시간의 펼침에 기초하고 있다. 모든 주목하
는 운동에서 나의 몸은 현재, 과거, 미래를 결합한다.”(PhP, 239) 처음에 
대상에 대한 감각은 나의 의식을 차지하고, 이어지는 지각은 앞선 감각
을 밀어내고 새롭게 그 자리를 차지한다. 모든 통일성은 시간을 통해 파
열되고 재형성된다. 그리하여 새로운 현재를 만들어내고 과거를 붙잡는
다. 감각은 매순간 재구성되는 것이다. 감각적 탐색에서 현재에 과거를 
부여하고 현재가 미래로 향하도록 하는 주관은 몸을 지닌 나 자신, 그리
고 바라볼 수 있는 나 자신이다.   
  이와 같이 분석적 태도를 벗어나 우리의 지각 경험으로 되돌아갈 때 
우리에게 감각적 대상은 체험하는 대상이지 사유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을 발견하게 된다. 감각적인 것은 결코 주관으로부터 떨어져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감각은 지향적이기에 이미 감각적인 것에는 주관의 실
존적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 감각적인 것이 이처럼 몸과 상호작용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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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규정된다면 공간도 동일한 원리를 따른다고 가정할 수 있다.

공간 
  나의 상하, 전후, 좌우에는 많은 사물들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나의 
몸 역시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공간이란 이러한 사물들이 차지하고 남
은 빈 곳인가? 그런데 세계는 전혀 빈틈이 없이 사물들로 꽉 차 있으니 
공간이란 애초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 공간은 고대 철학자들이 말하듯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허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물이 존재하는 
장소일 수도 있다. 데카르트에게 공간은 수학적으로 체계화된 기하학적 
공간이고, 칸트에게는 선험적 감성의 형식이다. 이 공간은 나눌 수 없는 
하나의 총체로서, 이 안에서 사물들의 크기, 부피, 위치는 객관적으로 결
정되어 존재하고 서로 관계 맺는다.53) 
  이러한 객관적 공간은 마치 거대한 상자처럼 사물들뿐 아니라 나와 타
자들을 담고 있다. 데카르트의 공간에서는 오로지 연장의 속성을 지닌 
실체만이 공간을 차지한다. 연장하는 속성을 지닌 몸은 공간을 차지하지
만 사유하는 속성을 지닌 정신은 공간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
간을 지각하는 주관은 공간에서 벗어나게 된다. 마찬가지로 칸트에게 지
각하는 주관은 공간을 선험적으로 구성하는 존재가 되므로 공간에서 벗
어난 위치에 서 있는 공간의 관찰자가 된다. 만일 이와 같이 주관이 공
간 밖에 서 있는 관찰자라면 어떤 사물은 가까이 있고 어떤 사물은 멀리 
있는 현상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실존하는 
공간으로 되돌아가야만 이해될 수 있다.
  메를로-퐁티는 우리가 체험하는 공간은 즉자적으로 존재하는 객관적 
공간이 아니라 실존적 공간이라고 주장한다. 우리의 생생한 경험 속에서 
주어지는 공간이야말로 진정한 공간이라는 점은 과학실험 결과가 보여준
다. 심리학자 스트래튼은 망막 상이 거꾸로 맺히는 현상을 교정하여 바
로 서게 하는 안경을 고안하여 이에 대한 경험을 관찰한다.(PhP, 244~5) 
53) “마음의 한 속성인 외감outer sense을 매개로 우리는 대상들을 우리 밖에 있는 것

으로 공간 안에 표상한다.” “공간에서 대상들의 모양, 크기, 서로 관계는 결정되거나 
결정될 수 있다.” (임마누엘 칸트, 『순수이성비판』§2 A23, p.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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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험은 몸과 광경이 거꾸로 보이다가 점차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보여준다. 특히 처음에 역전된 시각 자료는 촉각 경험과 충돌하지만 점
차 익숙해지면 동일한 장소에서 ‘보고’ ‘촉지’할 수 있다. 청각도 방향성
이 불확실하고 부정확하지만 점차 정상으로 회복되고, 움직이면 움직일
수록 몸의 적응 속도가 빨라진다. 
  이 실험은 공간에서 위와 아래 혹은 왼쪽과 오른쪽이 즉자적으로 존재
한다는 객관적 사고의 믿음에 의문을 제기한다. 경험주의는 세계와 공간
의 방향성이 감각 경험의 내용과 함께 즉자적으로 결정되어 주어진다고 
본다. 그런데 이 실험 과정을 보면, 안경을 통해 망막 이미지가 도치되
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차 사물들은 똑바로 서 있는 것으로 경험된
다. 그렇다면 방향성이나 공간성이 즉자적으로 결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
렵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면 지성주의 입장은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칸트에게 “공간은 모든 외적 직관의 기초에 놓여 있
는 선험적이고 필연적인 표상이다.”54) 그러므로 주관은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방향들을 추적할 수 있는 선험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형식
에 따라 방향성과 공간성을 규정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공간에서 어
떤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우선 그 구성하는 정신은 ‘여기’에 위치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만 비로소 위나 아래, 오른쪽이나 왼쪽의 방향이 
설정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신은 상공에서 사유하기 때문에 실제 방향
을 지정해 줄 수 있는 절대적 출발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지성
주의는 실제 경험하는 공간성이나 방향성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할 수 
없게 된다. 
  메를로-퐁티는 그러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간성 개념
이 요구된다고 본다. 위나 아래와 같은 방향성은 공간을 경험하는 주관
에 의존하는 상대적 개념이다. 그것은 경험주의가 주장하는 사물들의 공
간성도 아니고, 지성주의가 주장하는 지성이 구성하는 공간성도 아니다. 
그것은 “제3의 공간성”이다.(PhP, 248) 이 공간이 바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구체적 공간이다.

54) 임마누엘 칸트, 『순수이성비판』§2 B38~A24, p.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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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의 경험에 따라 공간이 구조화되는 현상은 심리학자 베르트하이머
의 기울어진 시각 장 실험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PhP, 248~9) 거울
이 가득 찬 어떤 방에 들어가니 방안 전체가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보
인다. 심지어 종이가 위에서 떨어지면 마치 비스듬하게 떨어지는 것 같
다. 그런데 몇 분이 지나면 비스듬하게 보이던 벽, 방안에서 움직이는 
사람, 종이의 낙하 방향이 수직으로 똑바르게 보인다. 이 실험은 몸이 
공간의 수준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각에 
참여하는 몸은 결코 공간 속의 사물과 같이 사실적으로 존재하는 객관적 
몸이 아니기 때문이다.
  스트래튼과 베르트하이머 실험은 공간이 몸의 상황 적응에 따라 변화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공간적 의미는 몸과 세계의 유기적 관계로부터 
나온 결과이다. 메를로-퐁티는 이처럼 광경의 방향 설정에 핵심이 되는 
몸을 “가능적 행위의 체계로서의 몸, 즉 임무와 상황을 통해 규정된 현
상적 ‘장소’를 가진 잠재적 몸”이라고 규정한다.(PhP, 250~1) 잠재적 몸은 
공간의 수준을 설정하는 데 본질적 역할을 담당한다. 공간적 관계와 공
간적 의미의 가능성의 조건은 바로 이러한 몸의 원초적 활동이다. 
  결국 우리가 체험하는 공간은 즉자적으로 존재하는 객관적 공간이 아
니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객관적 사고는 우리의 경험과는 동떨어진 
논리적으로 추론된 공간을 가정한다. 이러한 공간 개념이 지닌 문제는 
체화된 주관이 공간성의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간과한다는 데 있다. 메
를로-퐁티의 공간 개념은 체화된 주관이 거주하는 실존적 장, 고유한 
몸이 역동적으로 체험하는 장이다. 공간은 체험된 몸과 지각된 세계가 
함께 구성하는 하나의 체계이다. 

결론
  메를로-퐁티는 지각 개념을 재규정함으로써 경험주의와 지성주의가 
전제하고 있는 요소주의와 인과론을 극복하게 된다. 지각 대상은 하나의 
구조로 주어지고, 그 구조는 지각적 의식에 ‘대해’ 존재하므로 지각적 의
미는 대상과 의식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볼 수 있게 된다. 지각은 필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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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특정한 시공간의 관점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각적 의식의 지향성은 주어진 것을 넘어서는 초월 작용을 하고, 시간
성은 의식의 흐름을 통일된 것으로 경험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지각은 
더 이상 표상이나 관념을 통한 간접 경험이 아니라 직접 경험이고, 감각
에서 지성으로 나아가는 단계적 경험이 아니라 즉각적 경험이 된다. 
  메를로-퐁티의 지각의 현상에 관한 분석은 일차적으로 지각에 대한 
객관적 사고를 극복하는 데 있지만, 이를 더 밀고 나아가면 결국 그것은 
세계와 의식의 존재론적인 본성에 관한 해명에 있다. 데카르트는 실재를 
물질과 정신으로, 사르트르는 즉자와 대자로 구분한다. 몸은 물질 혹은 
즉자가 되고 몸과 구분되는 의식은 정신 혹은 대자가 된다. 자연과학 역
시 유물론적 관점에 따라 인간을 물리적 세계와 동일한 원리로 작동하는 
물리적 메커니즘으로 보고, 몸과 의식을 인과 관계로 이끈다. 
  메를로-퐁티는 세계와 의식의 관계를 상호작용하는 변증법적 관계로 
상정함으로써 근대 이후 형이상학 전통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은 이원론
을 극복한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물리적 실체로서 이미 결정되어 
즉자적으로 존재하는 객관적 세계가 아니라 지각하는 주관과 관계 속에
서 규정되는 선객관적 세계이다. 세계는 지각하는 의식에 ‘대해’ 존재한
다. 지각하는 의식은 세계로부터 독립하여 내면에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몸을 통해 세계 내에 거주하면서 끊임없이 세계와 관계 맺는 존재이다. 
세계-에로-존재가 실존하는 차원은 이론적으로 앎을 정립하는 의식적 
차원이 아니라 전의식적 차원이다. 이와 같이 행동과 지각의 현상을 통
해 존재론적으로 새롭게 규정된 주관과 세계의 관계는 후기 존재론에서 
시각을 통해 그 근거와 원리가 제시된다. 

3. 존재의 근원에 관한 시각 분석
  나의 시선의 끝에 있는 사물은 어떻게 나에게 보이는 것으로 존재하는
가, 나의 탐사의 끝에 있는 사물은 나와 어떤 관계에 있기에 나는 침묵
하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고 의미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가? 이러한 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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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결국 존재의 근원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 시각la vision은 단순히 보
는 것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근원에 관한 심층적 탐구로 나아가
는 길잡이가 된다. 시각은 현상을 떠받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차원으로 
우리를 안내한다. 
  메를로-퐁티의 후기 존재론은 유고 선집으로 출간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후기에 출간된 『기호들』의 짧은 서문, 그리고 회화
에 관한 「눈과 정신」이 대표한다. 메를로-퐁티의 후기 존재론이 집약
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제목은 처음에는 “진리의 기원”
으로, 다음에는 “진리의 계보학”으로 바뀐 후 죽기 2년 전에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본다는 것’이 진리의 기원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점
을 보여준다. 
  전통 철학의 반성, 변증법, 직관의 방법은 모든 물음의 뿌리에 놓여 
있는 존재와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 올바로 해명하지 못한다. 그 결과 
존재의 문제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 메를로-퐁티는 의식에 내
재하는 관념적 실재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신비와 깊이로 가득 찬 
실재에 대한 경험을 통해 존재의 문제를 해명하고자 한다. 그것은 보고, 
말하고, 사유하는 생생한 경험으로 돌아갈 때, 즉 확정적으로 경험들을 
규정하려는 어떤 시도도 넘어설 때 경험의 근본적 차원에서 발견될 수 
있다. 우리가 세계에 직접 현전하는 “이 경험이야말로 우리 앎의 탯줄이
며, 우리에 대한 의미의 원천”이기 때문이다.(VI 157) 
  이에 따라 메를로-퐁티의 후기 존재론은 실제 경험의 근원으로부터 
새롭게 시작한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이전에 자신이 주장했던 바를 부
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근본에서 다시 고찰한다는 의미이다. “‘우
리’와 ‘존재하는 것ce qui est’ 사이의 만남une rencontre 이외에는 아무것도 
전제하지 않는다”(VI 159)는 것을, 어떤 것이든 당연시하지 않고 ‘철학적 
물음’을 제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55) 
55) R. 바르바라는 메를로-퐁티의 철학을 존재론으로 보는 이유를 우리가 세계에 뿌리 

내린 존재라는 점에 대해 침묵하지 않으면서 이성의 사실을 인식하려고 했다는 점에
서 찾는다. 메를로-퐁티는 고전 형이상학의 “근원적인 형이상학적 사실”에 대한 사유
를 혁신하기보다 새로운 방식으로 전용한다. 형이상학적 초월의식을 견지하지 않지
만, 그렇다고 비이성주의나 신비주의로 빠지지 않는다. “메를로-퐁티의 존재론 전체



75

  후기 존재론의 핵심은『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마지막 장에 실
린 “얽힘-교차l'entrelacs-le chiasme”에 담겨 있다. 여기서는 이 마지막 장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1) 존재의 근원으로서 존재는 무엇이
며, 살은 어떻게 존재의 구성 원리가 되는지 논의한다. 2) 가시성의 가
능 근거는 무엇인지에 관해 보이는 사물과 보는 자의 시각의 관계, 몸의 
이중성을 통해 접근한다. 결론에서는 존재의 현상과 연계지어 존재론의 
기본 구조를 확인한다.

  1) 존재être의 근원으로서 존재Être와 살

  행동과 지각의 현상에 관한 탐구는 존재의 다양한 존재 양상을 드러내 
준다. 하지만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이 존재의 문제를 완전히 해명해 주
는 것은 아니다. 모든 존재들의 궁극적 토대는 무엇인가, 존재가 현상으
로 드러날 수 있는 궁극적 원리는 무엇인가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수수
께끼로 남아있다. 메를로-퐁티는『지각의 현상학』에서 존재의 문제는 
“‘의식’-‘객관’의 구별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말
한다.56)(VI, 200) 주관-객관의 도식으로는 존재론적으로 최초premier가 되
는 존재의 표현 방식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메를로-퐁티는 존재의 최초의 차원으로 들어가기 위해 ‘본다는 것’을 
실마리로 삼는다. 이제 존재에 관한 물음은 행동>지각>시각이라는 단계
로 점차 문제의 영역이 좁혀진다. 그리하여 메를로-퐁티의 후기 존재론
은 ‘본다는 것’ 자체의 신비로 집중된다. 존재와 살 개념의 정의와 살의 
두께를 통한 가시성의 원리를 고찰하겠다.  

는 존재 관념에 접근하려는 시도로, 우리에게 감각적인 것과 의미의 본래적 명료성을 
회복하도록 한다.”(Renaud Barbaras, The Being of the Phenomenon, p. xxxii, 
xxxiv)

56) 이러한 메를로-퐁티의 표현에 대해 어떤 연구자들은 후기 철학을 전기의 극복으로 
이해한다: 주성호, 「메를로-퐁티의 ‘침묵의 코기토’ 문제-지각의 현상학의 문제점들
에 관한 고찰」,  『프랑스학연구』, 81집, 2017, p. 236; 박신화,「철학이란 무엇인
가-메를로-퐁티의 경우」,『철학사상』, 56집, 2015, p. 198; 이소희, 「후기 메를
로-퐁티의 살의 존재론에서 본 세계」, 『철학과 현상학 연구』,  40집, 2009, p.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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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Être  
  메를로-퐁티는 존재의 근원을 존재Être라고 부른다. 소문자 être가 존
재 일반, 예컨대 사물과 의식을 가리킨다면 대문자 Être는 그러한 존재
들의 가능 근거가 되는 존재를 가리킨다. 또한 존재Être는 동사적 의미로 
‘있다’를 가리킨다. 모든 존재들의 존재 가능근거, 제일 원리가 바로 존
재이다. 
  존재는 전통 철학 사유에서 주관과 객관을 구분하기 이전의 존재를 가
리키기 때문에 객관적 세계에는 적용될 수 없는 개념이다. 따라서 그 개
념은 언어로 명확하게 정의될 수 없다. 의식에 드러나는 현상은 지각으
로 포착될 수 있기에 언어로 기술이 가능하지만 지각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는 우리에게 은닉되어 있기에 언어로 표현하기 어렵다. 
  메를로-퐁티는 후설의 대지 개념을 통해 존재를 설명한다. 후설에게 
대지Erde란 지각 대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지각에 이질적인 것도 아
니다. 대지는 “우리 경험의 토양le sol”이다. 그것은 유한하다거나 무한하
다거나 혹은 대상들 중에 하나의 대상이라고 말할 수 없다. 메를로-퐁
티에게 ‘대지la Terre’란 살아있는 것으로서 여기서 대상들이 생겨난다.(N 
77) 그러므로 대지는 존재들의 ‘기원souche’이 된다.(S 180). 대지는 또한 
우리 사유의 토양이 된다.57) 말하자면 대지는 인간이 삶을 영위하고 사
물들과 만나는 본래 환경 혹은 선-세계라고 할 수 있다. 선-세계는 시
간과 공간의 ‘매트릭스’로, 현상적 세계가 근거를 두고 있는 토대이다. 
대지처럼 존재는 주관-세계의 관계를 떠받치고, 그 관계를 가능하게 하
는 보이지 않는 토대이다.(S, 180) 
  존재는 명사적 의미로 쓰이지만 동시에 동사적 의미로도 쓰인다. 존재
가 동사적으로 표현될 때, 그것은 감각적인 것 한가운데서 출현apparition 

57) 존재가 물질적 존재들과 사유도 포함한다는 개념 규정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메를로-퐁티는 의식과 즉자가 “교차하는 장에 주관적인 것이 통합된다”고 말한
다.(VI, 227) 이를 메를로-퐁티가『행동의 구조』에서 실재가 물질, 생명, 정신을 모
두 포함한다고 규정한 바와 관련시켜 이해할 수 있다. 데카르트 역시 실체 개념에 물
질과 정신을 포함시켜다. 스피노자는 자연 개념 아래 사물들의 질서를 담고 있는 연
장의 형식과 관념들의 질서를 담고 있는 사유 형식을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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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드러남émergence을 의미한다. 이 존재의 나타남을 다른 말로 ‘있다’ 
혹은 ‘있음’이라고 말한다. “존재는 세계의 ‘있다il y a’이다. 그리고 세계는 
오로지 감각에 대해 혹은 시각에 대해 ‘거기’에 있다.”58) 메를로-퐁티는 
앞서 행동과 지각에 관한 분석에서 의미작용은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의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메를로-퐁티가 화이트헤드
의 과정철학에 주목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화이트헤드에게 자연은 시간
적 성질을 지닌다. 자연은 “마치 시간처럼 지나간다.” “자연은 언제나 과
정일 뿐이다. 우리는 과정의 과정만을 포착할 따름이다.”(N, 120) 현실적
으로 존재하는 존재는 과정이며 변화한다.59) 후기 철학에서도 메를로-
퐁티는 존재의 ‘있다’와 살 개념을 통해 과정을 강조한다.60) 또한 존재 
개념에는 ‘생성’의 측면도 있다. “존재는 과정, 즉 차이화뿐만 아니라 또
한 생성이다.”61) 헤라클레이토스의 ‘정적 생성’, 즉 고정된 로고스에 따
른 영속적인 반복이 아니라, 수직적 생성, 즉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실현시키는” 열린 생성이다.”62) 이처럼 존재가 동사로 표현될 때 
그것은 과정과 생성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존재는 주관 존재와 객관 존재의 운동이 교차할 때 그 모습을 드러낸
다.(VI 95;130) 보는 존재와 보이는 존재의 가역성, 감각하는 자와 감각적
인 것의 교차는 마침내 저기에 무엇인가가 ‘있다’를 드러낸다. 그것은 즉
자 존재가 아니다. 그것은 “존재의 ‘있다’”이다.(VI 250) 메를로-퐁티의 
‘있다’는 하이데거의 존재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단적으로 우리에게 
개시되는 경험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하이데거는 이를 단적으로 존재
58) ibid., p. 220.
59) 화이트헤드의 존재론은 현실적 존재자를 통해 해명된다. “현실적 존재자의 본질은 

과정이며, 현실적 존재자는 과정 속에서 존재하게 된다.” “비록 현실적 존재자는 과정
이며 변화하지만, 그 변화 속에는 영속성이 내재한다.” (정연홍, 「화이트헤드의 과정
철학에서 존재와 지각」,『철학논총』, 59집, 2010, p. 313)

60) 다음 인용문은 메를로-퐁티의 후기 철학을 ‘발생 중에 있는 경험’에 대한 해명으로 
해석한다. “후기 메를로-퐁티의 철학의 목표는 경험의 의미를 밝히는 데 있고, 살 개
념은 발생 중의 경험의 기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철학에 대한 메를로-퐁티의 근
본 개념에 따르면, 철학의 참된 대상은 발생 중에 있는 경험이다.” (박신화, 「메를로
-퐁티의 살 철학과 경험의 발생론」, 『철학과 현상학 연구』 55집, 2012, pp. 
85~86)

61) Gary Brent Madison, The Phenomenology of Merleau-Ponty, p. 251.
62) ibid., p.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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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비은닉된다고 말한다. 하이데거에게 “존재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단
순히 그것이 내 눈앞에 현전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나의 모든 이
론적 장악 시도를 거부하는 신비와 깊이를 간직하는 것으로서 자신을 드
러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을 은닉하면서도 자신을 그 어느 
때보다 그 자신의 본래 모습에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63)  
  메를로-퐁티에게 존재의 ‘있다’는 사실적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절대 의식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바로 존재의 뒤얽힘
promiscuité 속에서 일어난다.(VI 253) 메를로-퐁티는 이를 키아즘으로 제시
한다. 
  키아즘chiame이라는 용어는 그리스어 “khiasmos” “십자 배열”, 동사 
“chiazein” 십자의 기호 카이chi(X)를 의미한다.64) 기호 카이 X처럼 키아
즘은 근접과 거리라는 특징이 있다. 보는 자와 보이는 것, 감각하는 자
와 감각되는 것은 분리 불가능한 관계에 있다. 둘은 서로에게 포개진다. 
하지만 주관과 세계는 결코 하나로 합치하지 않는다. 한편으로 존재는 
근원적 매트릭스로서 모든 것을 통일하는 하나의 원리이지만, 다른 한편
으로 존재는 절대적 충만함이 아니라 차이화의 과정이다.65) 감각하는 
몸과 감각적 사물들은 “동일한 존재의 부분들”(EM 162)이기에 한편으로 
동일한 존재에 모두 포섭되지만, 그럼에도 각각의 존재 양상은 여전히 
차이를 지니고 있다. 그러면 객관과 주관은 어떻게 일치하면서 동시에 
차이를 지니는가? 살이 그 원리를 제공한다.

63) 이러한 존재 경험을 설명하기 위해 종종 코울리지의 시가 인용된다. “당신은 일찍이 
사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단순한 사실에 마음을 빼앗긴 적이 있는가? 당신은 당신 자
신에게 당신 앞의 한 인간이든 아니면 하나의 꽃이든 아니면 한 알의 모래알이든 ‘그
것이 거기에 존재한다!’(It is!)라고 말해 본 적이 있는가? 그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있는지 그리고 어떤 형태를 갖는지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은 채 말이다.” 사물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신비의 현존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이수정.박
찬국,『하이데거-그의 생애와 사상』, p. 58)

64) Fred Evans and Leonard Lawlor, Chiasms, Merleau-Ponty's Notion of Flesh,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0, pp. 17~18. 

65) 메를로-퐁티는 베르그손에 관한 강의에서 “직관은 ‘다양성 없는 통일성’이 아니다. 
‘틈 없는 통일성’으로 이해하는 것은 독단론”이라고 말한다.(IS, 116) P. 버크는 차이
écart 개념이 메를로-퐁티 존재론의 출발점이 된다. “차이는 칸트 이후의 대립적 용
어들의 동일성을 통한 통일성이 아니라 살을 통한, 즉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 
감각하는 것과 감각되는 것의 얽힘과 가역성을 통한 매개이다.” (ibid.,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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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la chair
  살은 상호 얽힘, 교차, 키아즘과 같은 은유들을 통해 우리가 세계와 
얽혀 있는 방식을 나타낸다. ‘살’은 메를로-퐁티 존재론의 독창성을 가
장 잘 보여주는 핵심 개념이다. 살이란 “존재의 원소”를 말한다.”(VI, 139) 
존재로부터 분화된 존재의 파편들은 모두 살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살은 모든 존재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하고 존재들이 서로 관계를 맺도록 
한다. 살은 인간의 몸에만 국한되지 않고 존재하는 모든 것으로 확대된
다. 살은 제한된 영역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주적 특성
을 나타낸다. 말하자면 살은 개별자에서 보편자까지 모두 포괄하는 개념
이다. 
  메를로-퐁티에게 살은 “물질도 아니고, 정신도 아니고, 실체도 아니
다.”(VI, 139) 살은 존재의 미립자로서 덧붙이거나 연결해서 존재자를 형성
한다는 의미에서 물질이 아니다. 살은 “하나의 사실도 ‘물질적’ 사실들의 
총체도 ‘정신적’ 사실들의 총체도 아니다.”(VI, 139) “전통 철학에서 ‘살’을 
지칭하는 이름은 없다”고 메를로-퐁티는 말한다.(VI, 139) 
  메를로-퐁티는 새로운 존재론에서 중심적 역할을 떠맡은 살 개념에 
대해 고대 철학의 존재의 ‘원소elément’ 개념을 통해 이해하도록 제안한다. 
고대 철학자들은 물, 공기, 흙, 불이 세계를 구성하는 원소라고 이해했
다. 살은 시공간적 개체와 관념 중간의 ‘일반 사물’이라는 의미에서 원소
이다. 존재의 파편이 있는 곳 어디에나 존재의 스타일을 가져오는 원리
가 된다는 의미에서 “살은 존재의 ‘원소’이다.”(VI, 139) 이것들은 사물들 
자체는 아니지만 모든 사물들의 뿌리이다. 어쩌면 라이프니츠의 모나드
와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다.66) 모나드는 세계의 모든 것들을 구성하는 

66) “모든 현실적 존재들은 본질적으로 모나드들로 구성되어 있다...라이프니츠는 그가 
젊은 시절 한때 추종했던 원자론에 등을 돌림과 동시에 관념적 모나드론을 제창한다. 
왜냐하면 원자와 같이 외연을 갖는 것은 반드시 분할 가능하며, 또한 분할 가능한 것
은 최후의 궁극적인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관념적 모나드들은 이미 자연물과는 
구분되는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자연물과 같은 방식으로 생성·소멸되지 않는다. 그들
은 오로지 신에 의해서만 창조·소멸될 뿐이다.” (이창환, 「바움가르텐 <미학>의 성
립 배경과 영향」,『미학』, 김진엽·하선규 엮음, 책세상, 2007, pp.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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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초적 요소이지만 물질이 아니고 관념적이다. 
  살은 물질도 아니고 관념도 아니다. 살은 어떤 특정한 개별적 사물이 
아니라 모든 사물들, 모든 존재들의 본질로서 존재한다. 어떤 사실이 아
니라 모든 사실을 사실이 되도록 만드는 사실성으로, 즉 모든 장소, 모
든 시간의 가능성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살은 시공간에 본래적으로 현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이지만 동시에 사물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스스로 나
타나지 않고 추상적으로 존재한다. 살은 종과 유 사이에, 개체와 사물 
일반 사이에, 시공간적 개체와 관념 사이에 있다. 
  살은 두께l’épaisseur를 지니고 있다. 그리하여 모든 사물의 구성에 참여
한다. 저기에 깊이, 외형 윤곽, 의미가 존재하는 것은 그 이면에 살이 본
래적으로 현전하기 때문이다. “보는 자와 사물 간의 살의 두께는 사물의 
가시성의 구성적 요소이다.”(VI, 135) 이 살의 두께가 몸으로 하여금 보이
는 것으로 존재하도록 하고, 사물들 한가운데 자리 잡도록 한다. 몸이 
살의 두께를 지니고 있지 않다면 몸은 결코 사물들 한가운데로 내려가 
사물들과 교류할 수 없다. 사물들 역시 나의 몸과 동일하게 살의 두께를 
지니고 있다. 사물은 살의 두께로 인해 “자연적으로 동일한 살의 두께를 
지닌 몸에 보일 운명이 된다.”(VI, 135) 
  살의 두께는 보는 자의 시선 혹은 사유에도 있다. 어떤 사물은 보는 
자의 시선이 가 닿아야 비로소 보이는 것으로 존재하게 된다. 보는 자의 
시선이 살로 사물을 감쌀 때, 사물은 자신의 살을 보는 자의 시선에 되
돌려 보낸다. 보는 자와 사물은 서로 자신의 살을 주고받으며 상대를 감
싼다. 그리하여 단지 ‘사물’로 존재하던 그것은 ‘보이는 것’,  즉 보는 자
가 소유하는 보이는 것이 된다. 
  사물은 우리가 보는 측면의 배후에 혹은 사이에 무한한 깊이를 지니고 
있다. 우리는 은폐된 그 깊이를 보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것을 통해 보
이지 않는 것을 관념적으로 경험할 뿐이다. “관념은 감각적인 것 배후에 
또는 감각적인 것의 심장부에 투명하게 존재한다.”(VI, 150) 우리는 관념
에 직접적으로 다가가 붙잡으려 하거나 베일을 벗겨 보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가까이 다가갈수록 멀어져 간다. 관념은 “어둠의 베일”을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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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기 때문이다.(VI, 150) 그것은 보이는 것의 베일이 가려놓은 어둠이
다. “빛의 관념이나 음악의 관념은 빛들과 음들의 아래에 겹쳐진 것, 즉 
그것들의 다른 면 또는 깊이이다.”(VI, 150) 관념은 어떤 대상이 다른 대
상에 가려진 것처럼 어떤 사실로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다. 관념은 
“이 세계에 거주하고, 이 세계를 떠받치고 세계를 보이게 하는 이 세계
‘의’ 보이지 않는 것이다.”(VI, 151) 
  이런 의미에서 메를로-퐁티는 살의 관념을 살의 승화라고 말한다. 그
것은 지성의 관념이 아니라 시각의 이차적 의미로서 사유이다. 사유는 
인간의 고차적 능력이다. 일반적으로 사유는 개념, 판단, 추론 등의 작용
을 가리킨다. 이러한 작용을 우리는 정신, 지성, 이성 등에 기대어 설명
한다. 하지만 여기서 메를로-퐁티가 말하는 사유는 감각의 내용을 대상
으로 삼는 반성적 사유가 아니라 감각 자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비반성적 
사유이다. 어떠한 차원의 사유이든 그것은 무로부터 갑자기 탄생하는 것
이 아니다. 사유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보거나 느껴야 한다. 그 
씨앗이 나의 몸속에 들어있지 않다면 어떠한 사유든 관념이든 만들어내
지 못한다. 사유는 감각의 하부구조 위에 출현한다. 
  비반성적 사유는 ‘그것은 나에게 ~으로 나타난다’il m'apparait que가 아니
라 단적으로 무엇인가가 ‘있다il y a’로서의 사유이다.(VI, 145) ‘있다’는 아
직 대상을 주제로 정립하기 이전의 순수한 의미작용으로서, 감각하는 것
le sentir 혹은 느낌을 말한다. 느낌은 순수 의식이 아니라 감각하는 몸에 
속한다. 우리의 몸 모든 곳에 분산되어 있는 느낌은 일반적 사유로 귀속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수동적 감각 경험으로만 볼 수 없
다. 만일 만짐을 촉각 경험들이 연합하는 하나의 집합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인상이라는 감각 경험의 집합으로 혹은 연합주의로 귀결된다. 그
렇게 되면 흄이 회의했듯이 우리는 감각 경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 
수 없게 된다. 감각경험의 차원에서 비반성적 사유는 나의 몸이 갖는 개
별적 촉각 경험들이 하나의 단위로 통일되어 나를 감각하는 자로 수립하
는 바를 말한다. 살은 객관과 주관을 형성시키는 환경이다. 살은 유일한 
장소와 순간에 거주하는 견고한 즉자라는 의미로서 존재의 원자가 아니



82

다. 살은 마치 대상들처럼 지금 여기에 있는 것만도 아니고, 그렇다고 
상공에서 대상들을 내려다보는 관념적인 것만도 아니다. 
  이와 같이 살은 “객관과 주관의 구성적 매개” 역할을 한다.(VI 147) 살
은 단일한 직물로서 주관과 객관의 공통 요소이다. 주관을 만들어내는 
것은 세계가 아니고, 마찬가지로 세계를 구성하는 것은 주관이 아니다. 
세계와 주관은 살을 통해 동일한 존재로부터 “동시”에 생겨난다.(VI 250) 
따라서 더 이상 주관과 객관 사이의 대립은 없게 된다. 양자는 서로 분
리될 수 없는 짝으로, 주관이 그와 같은 주관이 될 수 있는 것은, 객관
이 그와 같은 객관이 될 수 있는 것은 ‘살’이라는 공통 직물이 그것들을 
형성하고 있고, 양자 모두 동일한 직물의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
관과 객관은 살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양자는 모두 동일한 완전체 존재에 
동시에 속하게 된다. 존재는 즉자 존재로서 우리 외부에 있는 것도 아니
고 내재주의 철학이 말하듯이 내부에 있는 것도 아니다. 존재는 주관과 
객관의 절대적 원천, 세계 내 현상적 존재의 궁극적 근원이 된다. 그러
면 존재와 살은 가시성의 수수께끼에 어떤 기여를 하는가?
    
  2) 가시성의 수수께끼

  우리 주변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사물들은 보이는 것으로 존재한다. 마
치 사물들은 본래 그 자체로 존재하고, 우리의 시각은 사물들 안에서 만
들어지는 것처럼 여겨진다. 보이는 것과 시각의 관계는 바다와 바닷가의 
사이처럼 친밀성이 있다고 여긴다.(VI, 130) 하지만 우리가 사물들과 함께 
합치하는 경험은 불가능하다. 만일 우리가 보이는 것과 함께 뒤섞이고, 
보이는 것 또한 우리의 일부가 된다면 시각은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둘이 합치되는 순간 보는 자와 보이는 것이 사라짐으로써 시각이 형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사물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의식은 사물로 
채워지기 때문에 나의 의식은 무가 되어 가고, 역으로 나의 의식이 나의 
내면에만 머물러 있다면 사물의 표상만이 나의 의식에 맺힐 뿐 그 이상
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이처럼 사물과 나의 의식은 결코 일치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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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시선 끝에 걸려있는 저 사물은 나에게 보이는 것
으로 존재한다.
  사물이 보인다는 것, 즉 가시성이란 기본적으로 사물 자체가 지닌 것
도 아니고 보는 자의 시각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사물은 보이
는 것으로 우리의 시각에 드러나지만 그 안에는 무한한 보이지 않는 것
이 은폐되어 있다. ‘보이는 것le visible’은 직접적으로 우리를 향해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l'invisible’은 우리에게 은폐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은 것은 완전히 부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에 항상 현전
해 있다. 가시성은 부재와 현전, 근접과 간격, 주관과 객관, 물질과 관념 
사이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교차 운동을 통해 발생한다. 세계에 존재하
는 모든 것들은 동일성과 차이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시각의 관계를 통해 가시성의 수수
께끼를 풀어나가겠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앞서 사물과 보는 자의 살의 두께는 가시성의 가능 근거가 된다는 점
을 논의했다. 보는 자로서 나의 몸이 보는 몸이면서 동시에 보이는 몸으
로 구성되어 있듯이 사물은 나에게 보이는 측면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측면까지 지니고 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떠
한 관계 속에서 가시성에 참여하는가?
  예컨대 하나의 입방체를 본다고 할 때, 입방체는 공존 불가능한 보이
는 것들을 집합시킨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함께 나에게 드러
난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 역시 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색과 
보이는 것 사이에서 우리는 안감을 덧대서 뒷받침하고 강화하는 직물을 
새롭게 발견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사물이 아니라 사물들의 가능성, 잠
재성, 그리고 살이다.”(VI, 132~3) 보이는 것은 한 덩어리의 단면일 뿐이
다. 사물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배후에서 뒷받침하지 않는
다면 어떠한 사물도 보이는 것이 될 수 없다. 이를 색을 통해 이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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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만일 눈앞에 붉은 색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의 성질quale 이
라고 말한다. 하지만 메를로-퐁티에게 이러한 답변은 두께라고는 없는 
존재의 얇은 외피를 가리키는 것과 같다. 붉은색을 보기 위해서는 아무
리 짧은 순간이라도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 때 붉은색은 “보다 덜 명
확하고 보다 더 일반적인 붉음으로부터 떠오르고, 나의 시선은 이 붉은
색을 고정시키기 전에 붉은색에 붙잡혀 그 속으로 가라앉는다.”(VI, 131) 
붉은색을 고정시키고 나서 나의 시선이 붉은색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거
나 붉은색 주변을 배회하기 시작하면 붉은색 ‘성질’은 그것의 분위기적 
실존을 회복한다. 종species과 유genus개념으로 이해하다면, 종으로서 이 붉
은색 개체는 유로서 붉은색 일반으로부터 떠오른 것이다. 나의 시선은 
이 붉은색이 어떤 모양과 연대하고 있는지, 어떤 재질과 연대하고 있는
지, 즉 부드러운 울의 붉은색인지 단단한 책 표지의 붉은색인지 살펴본
다.(이하 VI, 131) 붉은색은 그 색을 띠게 한 사물의 울이나 금속성을 지닌 
외관 혹은 질감 등의 요소들과 관련을 맺는다. 나아가 이 붉은색은 세계
의 다른 모든 붉은색들, 즉 붉은색의 장과 관련을 맺는다. 붉은색의 장
에는 지붕의 타일, 혁명의 깃발, 마다가스카르의 땅과 같은 붉은 사물의 
장이 있는가 하면, 주교의 옷, 검사의 법복처럼 붉은색 옷의 장이 있다. 
내 앞에 보이는 붉은 색은 이처럼 우리의 시선에는 보이지 않는 무한한 
관계들의 층을 담고 있다. 붉은색에 참여하는 이러한 수많은 배경들에 
비추어 볼 때 이 붉은색의 ‘성질’ 그 자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이 
붉은색이 그와 같이 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 자리에서 다른 붉은색들
과 관계를 맺고 하나의 무리를 만들기 때문이다. 
  보이는 붉은색은 보이지 않는 붉은색의 장에서 다른 붉은색들과 구조
적 차이를 통해서 하나의 의미를 부여받는다. 그래서 이 붉은색은 하나
의 구두점pontuation이다.(VI, 132) 구두점은 문장과 문장을 혹은 절과 절을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말하자면 이 붉은색은 수많은 붉은색들로부터 분
리되어 우리 눈앞에 도드라지게 드러난 것이다. 이 붉은색은 “동시적이
고 연속적인 씨줄에서 하나의 교점nœud”이다.(VI, 132) 그것은 가시성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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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이지 그저 하나의 원자atome로서 성질이 아니다.
  비록 보이지 않는 것은 은폐되어 있지만 사물의 보이는 면과 마찬가지
로 빛을 발산한다. 그것은 현전의 부재화이기 때문이다. 사물의 보이는 
면과 보이지 않는 면은 동일한 세계에 공존한다. 사물을 보고 있는 나 
역시 보이는 것에 속하기에 그 세계에 참여한다. 보이는 것은 하나의 덩
어리 존재의 외피로서 그 내부에는 깊이가 있고, 외부와 내부는 모두 존
재의 파편으로, 살로 이루어져 있다. “보이는 것은 텍스처를 잉태하고 있
는 어떤 성질, 깊이를 지닌 표면, 어떤 덩어리 존재의 단면, 존재의 파장
에 의해 태어난 낟알 또는 미립자이다.”(VI, 136) 
  이처럼 하나의 사물은, 하나의 색은 보이는 배경뿐 아니라 보이지 않
는 배경까지 동반하여 우리의 시선에 드러난다. 이런 점에서 메를로-퐁
티는 어떤 색 혹은 보이는 것은 “절대적으로 견고한 한 조각, 분리 불가
능한 존재로 완전히 벌거벗은 채 시각에 제공되지 않는다”고 말한다.(VI, 
132) 우리의 시각 역시 무로 존재하다가 사물들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는 외부지평들과 내부 지평들 
사이에 있는 일종의 해협이다. 외부지평은 사물들의 세계를, 내부지평은 
주관의 관념적 세계를 말한다. 열려있는 해협이기에 무한한 가능성을 갖
고, 어떤 계기이든 보이는 것에 참여하여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 보이
는 것이란 색 혹은 사물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그것은 사물들이나 색
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내는 차이 혹은 색으로 된 존재 혹은 가시성의 
찰나적 결정화momentary crystallization이다. 요컨대 보이는 것은 이 세계에, 
외부 지평에, 그리고 내부 지평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사물들, 수많은 
색들을 배후에 지닌 채 나타난 사물이고 색이다. 가시성은 이처럼 보이
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응결된 것이다.67) 
67) 메를로-퐁티는 보이지 않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VI, 257) (1)현실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보일 수도 있는 것. (사물의 은폐된 측면 혹은 사물의 현실적이지 않
은 측면, ‘다른 곳’에 은폐된, 위치하고 있는 사물, ‘여기’와 ‘다른 곳’) (2)보이는 것
에 관계되지만 그럼에도 사물처럼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의 실존적인 것들, 사
물의 차원들, 사물의 비형상적 구조들) (3)촉각적으로 또는 운동 감각적으로만 존재
하는 것 (4)코기토. 이러한 네 가지 층위는 안-보이는 것l'in-visible의 범주 아래 논
리적으로 결합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논리적 의미에서 보이는 것이 객관적 긍정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이 부정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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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과 촉각
  앞서 언급했듯이 보는 자의 시선은 보이는 사물을 감싸고 쓰다듬고 맞
아들인다. 시선은 마치 사전에 사물과 어떤 조화로운 관계를 수립했었던 
것처럼 거침없이 사물 속에서 운동한다. 마치 사전에 사물을 알고 있었
던 것처럼 진행되는 이 운동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나의 시선인지 아니
면 사물인지 알 수 없게 된다. 그러면 보이는 것에 대한 시선의 이 선취
prépossession는 과연 무엇인가? 보이는 것의 의도에 따라 탐색하는 이 기
술은 무엇인가? 
  물음과 응답의 관계를, 즉 보는 자와 보이는 것 사이의 연대를 이해하
기 위해서는 시각vision의 의미를 단지 ‘본다’는 것에 한정시키지 않고 다
른 감각으로, 즉 촉각으로 확장해야 한다. 눈은 단지 바라보기만 하지 
않는다. 눈은 사물을 감싸고 쓰다듬는다. 눈의 운동에는 이미 촉각적 접
촉이 전제되어 있다. 촉각은 시각처럼 사물과 거리를 두지 않고 직접 접
촉하므로 보는 자와 사물의 관계를 시각보다 더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사물은 어떻게 보이는가에 관한 물음은 이제 사물은 어떻게 만져지는가
에 관한 고찰로 답변이 주어지게 된다. 사물은 어떻게 나의 손에 강도, 
속도, 방향을 주어 나로 하여금 매끄러움과 거칠음이라는 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가? 손의 탐색과 이 탐색이 나에게 알려주는 사이에는, 
나의 손 운동과 내가 만지는 것 사이에는 “원리적으로 어떤 친족 관계가 
있어야 한다.”(VI, 133) 만져짐과 만짐le touché et le touchant의 관계에서 나의 
손 운동이 어떤 사물을 만지기 위해서는, 즉 손이 만져질 수 있는 것을 
촉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 
  나의 손은 안에서 느껴짐과 동시에 밖에서 접근될 수 있어야 한다. 안
으로부터 느끼기 위해서는 손의 움직임을 느끼는 존재, 의식하는 존재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만짐을 수행하는 존재이다. 동시에 밖으로부터 접
근할 수 있으려면 사물들과 같이 물질적 존재가 되어야 한다. 바깥 사물

문제는 긍정이냐 부정이냐가 아니라 차이écart에 있다. 보이는 것은 존재의 하나의 차
원성이다. 보이는 것에 속하지 않는 모든 것, 즉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둘
러싸여 있다. 보이는 것은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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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드러움 혹은 단단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사물들 일부가 되어 만져지
는 존재를 향해 열려야 한다. 만일 내가 책상을 만질 때, 나의 손 자체
가 책상으로 눌려지는 감각적 존재가 아니라면 나는 아무것도 감각할 수 
없다. 내가 사물의 질감에 대해 말하기 위해서는 사물과 나 사이에 어떤 
친족 관계, 즉 유사성이 있어야만 한다. 이처럼 나는 사물들 중 하나로
서 촉각적 존재에 열려 있어야 하고 동시에 손 내부에서 그것을 느껴야 
한다. 만짐과 만져짐이 손 안에서 교차하면서 “손의 운동은 그것들이 탐
색하는 우주와 통합하고, 그것과 동일한 지도 위에 기록된다.”(VI, 133) 
  이러한 촉각은 시각에서도 동일하게 진행된다. 물론 엄밀한 의미에서 
촉각은 시각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손이 나에게 주는 촉각적 느낌
은 눈이 나에게 주는 시각적 느낌과는 상당히 다르다. 촉각은 물질적 사
물을 직접 촉지하지만 시각은 직접 접촉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보이는 것에 대한 모든 경
험은 순수하게 시각적인 것인가?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나의 경험을 보
자. 시선의 운동에 따라 눈에 보이는 광경은 만질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가? 사실상 시각적인 것은 촉각적인 것을 동반한다. 시각은 시선에 의한 
촉지이다. 시각은 촉각과 외견상 다른 양상을 보이지만 촉각과 시각은 
동일한 세계에 속한다. “모든 보이는 것에 대한 경험은 언제나 모든 시
선 운동의 맥락 내에서 나에게 주어지고, 눈에 보이는 광경은 ‘촉각적 
성질들’보다 더 많이도 아니고 더 적게도 아니게 그만큼 촉각에 속한
다.”(VI, 134) 눈이 운동하면서 탐사하는 것은 만질 수 있는 세계에서 일어
나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에서 일어난다. 
  사실상 이러한 신비는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다. 지각의 현상에서 공
감각에 관한 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시각, 촉각, 청각 등 우리의 감각은 
각각 개별적으로 독립하여 작용하지 않는다. 만지는 것과 만져지는 것 
사이에서, 즉 촉각적인 것들 사이에서 교차가 일어나듯이 촉각적인 것과 
시각적인 것 사이에서도 교차가 일어난다. 하지만 비록 촉각적인 것과 
시각적인 것은 서로 교차해도 결코 하나로 합치되지 않는다. 만져질 수 
있는 것이 그려내는 지도와 보이는 것이 그려내는 지도는 두 지도는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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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로 합쳐지지 않는다. 두 부분들은 하나의 전체를 
이루지만 서로 포개지지 않는다.”(VI, 134) 
 
몸의 이중성 
  만일 몸이 단순히 감각되는 것에 불과하다면 결코 본다는 것, 만진다
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 만짐이라는 느낌을 어떻게 만져지는 손이 설명
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의 몸은 두 면을 지닌 존재, 즉 한쪽은 사물들 
가운데 사물이고, 다른 한쪽은 사물들을 보고 만지는 자이다. 몸은 자기 
안에 이 두 속성들을 결합한다. 몸은 ‘객관’의 질서와 ‘주관’의 질서, 즉
자의 질서와 대자의 질서에 동시에 속한다. 몸은 각기 다른 질서에 속하
지만 서로 상대를 요구한다. 몸이 사물들에 속한다는 것은 동시에 몸이 
사물들로부터 분리되어 별개가 된다는 의미도 지닌다. 몸은 주관의 질서
에도 속하기 때문에 결코 사물들의 질서에 전적으로 속하지 않는다. 몸
이 사물들을 만지고 본다고 할 때, 몸은 사물들의 계열에 속하면서 보이
는 것이 되고 만져지는 것이 되지만, 그것은 주관에 속하는 몸이 사물들
에 동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객관에 속하는 몸을 사용하기 때문
이다. 
  몸은 “자신의 개체발생ontogénèse을 통해서 우리를 사물들과 직접 결합
시킨다.”(VI, 135) 사물들은 동일한 세계에서 그것들과 공존하는 존재에게
만 열리는 존재들이다. “보는 자가 보이는 것에 의해 소유되지 않는다면, 
즉 보이는 것에 속하지 않는다면 보는 자는 보이는 것을 소유할 수 없
다.”(VI, 134~5) 그렇기 때문에 사물들은 결코 위에서 내려다보는 주관, 즉 
사유하는 주관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오로지 사물들과 동일한 
세계에서 사물들과 공존하는 감각되는 몸만이 사물들의 질서에 들어갈 
수 있다. 몸은 사물들과 동일한 질서에 속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
물들로부터 분리되어 사물들 위에 뚜렷이 도드라진다. 그것은 몸이 즉자
에 속하면서 동시에 대자에도 속하기 때문이다. 
  몸의 이러한 역설의 수수께끼는 『지각의 현상학』에서 논의한 손의 
가역성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전통 존재론에서 순수 즉자와 순수 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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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분되지만 몸이 지닌 자연적 반사성reflexivity은 이러한 이분법에 저항
한다.68) 손은 감각하는 몸이면서 동시에 감각되는 몸이 될 수 있기 때
문이다. 이러한 전이 현상은 어떻게 존재론적으로 해명될 수 있는가? 오
른손이 사물을 만지고 있을 때, 그 손은 주관이 된다. 왼손이 사물을 만
지고 있는 오른손을 만지게 되면 오른손은 ‘만져지는 것’의 질서로 내려
간다. 말하자면 오른손은 주관에서 객관으로 위상이 전이된다. “감각되는 
몸과 감각하는 몸은 겉면과 이면 또는 단일 순환 회로의 두 부분과 같
다.”(VI, 138) 
  비록 몸의 이중성은 몸이 주관과 객관에 모두 속한다는 점을 보여주지
만 그럼에도 몸은 결코 주관이면서 동시에 객관이 될 수 없다. 앞서 키
아즘 개념에서 언급했듯이, 기호 카이 X처럼 주관과 객관은 서로에게 포
개지지만 결코 하나로 합치되지 않는다. 오른손은 결코 사물을 만지는 
주관이면서 동시에 왼손에 만져지는 객관이 될 수 없다. 왼손이 오른손 
피부의 감촉을 느낄 때, 오른손은 만지고 있는 사물의 단단함이라는 감
촉을 느낀다. 이때 나는 결코 피부의 느낌과 사물의 느낌을 동시에 갖지 
못한다. 만지는 것과 만져지는 것은 결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만지
는 손과 만져지는 손은 서로 밀착하여 둘 사이의 압력은 제로이지만 여
전히 둘은 하나로 합쳐지지 않는다. 몸의 이중성이 지닌 근접과 거리의 
역설은 몸과 사물 사이에 있는 역설과 같은 이치이다. 만일 몸이 단지 
하나의 감각적인 것이라면 외부에 존재하는 모든 감각적인 것들은 모호
한 수수께끼로 남아있을 것이다. 몸은 한편으로 보이는 몸이 되어 사물
들의 세계로 잠입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보는 자가 되어 보이는 것
을 통합시킨다.
  이런 점에서 메를로-퐁티는 몸에 관한 오래된 가정을 거부해야 한다
고 말한다. 그 가정은 몸을 세계 속에 놓고, 보는 자를 몸속에 놓는, 또
는 역으로 세계와 몸을 상자 속에 넣듯이 보는 자 속에 놓는 것이다. 메
를로-퐁티는 묻는다. “세계가 살인데, 몸과 세계의 경계를 어디에 두겠
68) 가역성은 ‘암묵적 코기토’와 상관관계에 있다. “암묵적 코기토 이론은 지각의 차원에

는 몸의 작용적 반사성이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즉 사물을 만지는 것은 사물이 나를 
만지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M. C. Dillon, Merleau-Ponty's Ontology p.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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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 몸속에는 ‘장기들로 꽉 찬 어둠들’만이 있는데, 즉 보이는 것만 있
는데, 보는 자를 몸 안 어디에 놓을 것인가?”(VI, 138) 메를로-퐁티가 이
렇게 묻는 이유는 세계는 살에 붙여진 살이므로 세계는 살을 둘러싸지
entrourer 않으며, 살은 세계를 둘러싸지 않기 때문이다. 보이는 세계는 나
의 몸 ‘안에’ 있지 않고, 나의 몸은 보이는 세계 ‘안에’ 있지 않다.(VI, 
138) 마찬가지로 시각은 보이는 것에 참여하는 것이고 친족관계에 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보이는 것을 에워싸지envelopper 않으며 보이는 것에 
의해 에워싸이지 않는다. “보이는 사물로서 나의 몸은 충만한 광경 안에 
담겨져 있다. 그러나 나의 보는 몸은 이 보이는 몸의 기반이 되며, 또한 
보이는 모든 것들의 기반이 된다.”(VI, 138) 이처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보는 몸과 보이지 않는 몸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간의 삽입과 
얽힘을 통해 비로소 가시성이 발생한다. 

가시성의 발생
  가시성은 몸의 감각들이 중심을 향해 나아가고, 그리하여 분산된 시각
들이 하나로 통일되는 과정을 통해 발생한다. 이러한 과정은 살이 관념
적 차원의 살로 승화되면서 일어난다. 살은 “보는 몸 위에 보이는 것의, 
만지는 몸 위에 만져지는 것의 감김l'enroulement이다.”(VI, 146) 특히 몸이 
사물들을 보고 있는 자신을 볼 때, 몸이 사물을 만지고 있는 자신을 만
질 때 이러한 감김을 확인할 수 있다. 
  살의 감김은 키아즘chisme, 차이écart, 가역성reversibility으로 표현된다. 이
는 서로 반대 방향에서 서로를 향해 나아가는 운동에 비유된다. 몸의 한 
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면서 위를 향해 올라가고, 또 다른 한 면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면서 아래쪽을 향해 내려가는 운동을 한다. 감각
되는 몸이 외부 사물로 향하는 운동을 할 때 감각하는 몸은 감각되는 몸
으로 향하는 운동을 한다. 이 둘은 마치 서로 마주보는 두 거울에 무한
하게 연속하는 일련의 이미지로 나타나는 것과 같다. 두 거울의 이미지
는 하나의 짝을 형성하지만 서로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각 이미지는 단지 상대 이미지의 반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세계의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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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나 자신의 살은 “우연, 카오스가 아니라 자신에게 되돌아가고 자신
에게 합치하는 직물이다.”(VI, 146) 보는 자는 그가 보고 있는 것 속에 사
로잡혀 있기에 그가 보는 것은 여전히 자기 자신이다. 만짐과 만져짐, 
능동성과 수동성은 모두 보는 몸과 보이는 몸의 교차를 보여준다.
  몸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이 이중의 관계를 이끌어내는 순간, 덩어리 
몸에는 ‘벌어짐dehiscence’ 또는 ‘분열fission’이 일어난다. ‘벌어짐’ 혹은 열개
는 때가 무르익어 꽃가루 주머니가 열리는 것을 또는 열매의 껍질이 저
절로 갈라지는 것을 지칭한다. 정확히 말해, ‘벌어짐’은 하나의 덩어리로 
존재하다가 지각의 순간에 벌어지는 것을 가리키고, ‘분열’은 하나의 동
일한 몸이 주관과 객관으로 분리되는 것을 말한다. 하나의 덩어리 몸에
서 ‘벌어짐’ 또는 ‘분열’이 일어날 때 시각의 통일이, 촉각의 통일이 시작
된다. 몸이 사물들을 향할 때, 즉 보거나 만질 때, 몸 덩어리는 폭발하듯 
벌어진다. 그러면서 만지는 몸과 만져지는 몸으로, 보는 몸과 보이는 몸
으로 분열한다. 이때 몸은 한편으로 만져지는 사물들 사이로 내려가고, 
다른 한편으로 만지는 몸은 자신의 만져지는 몸과 사물들을 지배한다. 
몸의 덩어리가 사물들을 향해 폭발하여 벌어짐은 한편으로 피부의 진동
을 매끄럽거나 꺼칠꺼칠한 것이 되도록 하고, 다른 한편으로 나의 두 눈
으로 하여금 사물들 자체의 운동과 윤곽을 따라가도록 한다. 나는 나의 
몸을 빌려주어 사물들이 나의 몸에 그것들의 모습을 새기도록 한다. 
  보이는 몸은 자신의 몸에 새겨진 사물들의 흔적을 보는 몸에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그것은 세계에 열려 있던 보이는 몸이 보는 몸으로 돌아서
는 순간 일어난다.(VI, 147) 이 모든 것들을 가로지르는 경로들은 “태아를 
신생아로 만들고, 보이는 몸을 보는 자로 만들고, 몸을 정신 또는 적어
도 살로 만드는 것처럼, 가능적인 것이 결국 필연적인 것이 되는 것처럼 
갑자기 일어난다.”(VI, 147) 보이는 몸이 시각이 오게 될 자리를 마련하고, 
오랜 숙성 끝에 보이는 몸이 보는 몸에게 보이게 되는 순간 사물의 가시
성이 발생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메를로-퐁티는 가시성이 보는 자의 시각에 속하지도 
않고 보이는 사물에도 속하지도 않는다고 말한다. 시각은 보는 자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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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적 능동성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보이는 것 또한 능동적으로 시각에 
참여한다. 만져지는 나의 손과 만지는 나의 손이 서로를 비춰 주는 거울
이듯이 나의 손과 만져지는 사물은 서로를 비춰 주는 거울이다. 손이 사
물의 단단함을 감촉할 때, 그것은 어느 한쪽의 작용이 아니라 서로 주고
받는 관계이다. 보는 자가 보고 있는 것은 세계의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 
있는 자기 자신이다. 말하자면 보는 자가 보는 것은 바로 보이는 사물들
과 교류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몸이다. 따라서 보는 자와 보이는 것은 
서로를 되돌려주어 우리는 더 이상 어떤 것이 보는 것인지 어떤 것이 보
이는 것인지 알 수 없게 된다. 이처럼 감각되면서 동시에 감각하는 몸의 
역설은 몸이 객관과 주관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
다. 몸이 두 면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한 면은 사물로, 다른 한 면은 
주관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그와 같은 구분은 반성적 시선 아래 몸
을 납작하게 만들어 병치시켜 놓는 것에 불과하다. 감각되는 몸과 감각
하는 몸은 은유적으로 표현하자면 겉면과 이면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거나 만진다고 할 때, 눈 혹은 손
은 단지 정신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기면서 그것들을 대상의 세계
로 밀어낼 수 없게 된다. 만약 눈을 혹은 손을 물질적 대상의 세계에 그
대로 둔다면 그것은 주관과 객관이라는 이분법을 따르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감각적인 것이 가져올 빛, 즉 가시성을 박탈하게 된
다. 감각적인 것은 몸과 세계와 관계 맺음에서 빛을 가져오는 것이다. 

결론
  존재의 궁극적 근원과 원리에 대한 메를로-퐁티의 해명은 ‘본다’는 경
험에서 출발한다. 가장 추상적인 존재의 가능 근거에 관한 문제에서도 
메를로-퐁티는 결코 존재에 대한 직접 경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메를로-퐁티는 살의 두께를 사물과 몸의 관계 그리고 몸과 의식의 변
증법적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원리로 삼는다. 사물이 살의 두께를 지니
고 있지 않다면 보는 자에 대해 보이는 것으로 존재할 수 없고, 몸이 살
의 두께를 지니지 않다면 결코 사물들의 심장으로 들어가 사물들과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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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관념이 살의 두께를 지니고 있지 않다면 사물과 
보이는 몸의 교류를 통해 획득한 개별적 감각 경험들을 하나로 통일시켜 
무엇인가가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없다. 비록 사물은 몸과 동일한 살
로 이루어져 있지만, 몸과 달리 대자라는 존재론적 지위를 갖지 못한다. 
이 점에서 메를로-퐁티는 범신론을 벗어난다. 
 『지각의 현상학』에서 주관과 세계는 끊임없이 상대를 지시하는 변증
법적 순환성을 갖는 존재로 규정된다. 세계-에로-존재 개념은 주관과 
세계의 불가분한 관계를 나타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이원론이 내재되어 
있다. 이제 주관과 객관은 존재에 토대를 둠으로써 이원론이 극복된다. 
주관과 객관은 존재의 원소인 살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존재에 귀속된다. 
이처럼 즉자-대자로 분열된 존재가 공통의 살로 이루어져 있다면, 주관
과 객관은 모두 존재의 표현이라면 결국 메를로-퐁티는 일원론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메를로-퐁티의 철학적 사유는 대립적인 입장
을 아우르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원론이 결코 그의 목표가 아
니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동일성과 차이를 만들어 내는 살의 키아즘
은 일원론과 동시에 이원론을 수용한다. 주관과 사물은 모두 하나의 동
일한 우주에, 즉 존재에 포함되지만 결코 일치하지 않는다.69) 다만 “원
리에 의한 동일성”만 있을 뿐이다.(VI 264) 
  즉자와 대자 사이에는 심연이 있지만 그 덕분에 우리는 현상으로 나타
나는 존재를 경험하는 것이다. 결국 존재가 현상으로 의식에 나타난다는 
것은 존재의 ‘있다’이고, 그것은 존재가 우리에게 현전한다는 것이다. 메
를로-퐁티에게 존재의 문제는 그것이 존재의 현상이든 아니면 존재의 
69) 메를로-퐁티가 이원론을 유지하면서 존재의 궁극적 근원을 일원론으로 보는 입장

은 칸트의 입장과 비교될 수 있다. 칸트는 물질적 실체가 영혼과 ‘공간적으로 결합’되
어 있다고 본다. “실체의 이원론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칸트는 데카르트를 따
르고 있다. 하지만 데카르트가 두 실체의 본질 자체를 엄격하게 구별했던 것과 달리, 
칸트는 두 실체의 본질을 공통적으로 유한하긴 하지만 ‘자발적인 힘의 근원’으로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라이프니츠의 일원론을 따르지는 않는다. “라이프니츠는 살아
있는 모나드적인 실체들이 우주 전체를 빈틈없이, 무한히 채우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칸트는 두 실체의 공통된 본질을 강조하면서도 실체의 이원론을 계속 유지하
고 있다.” (하선규, 초기 칸트의 형이상학과 철학적 사유에 대한 고찰-처녀작『활력
의 올바른 측정에 관한 고찰』(1747)을 중심으로 」,『대동철학』, 68집, 2014, pp.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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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원이든 언제나 현전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지각 경험에서 발견하는 존
재와 주관성이야말로 존재의 문제에 궁극적 근거가 된다. 
  지금까지 논의한 메를로-퐁티의 철학적 존재론의 기본 구조는 앞으로 
전개할 회화에 관한 문제들에 이론적 근거가 된다. 새롭게 규정된 존재
론의 개념들은 화가의 표현 행위와 회화 작품을 새로운 관점에서 조망하
도록 한다. 먼저 행동, 지각, 시각에 초점을 맞춰 화가의 표현 행위를 차
례대로 논의하고, 다음에는 회화 작품에 관한 핵심적인 문제들을 고찰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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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화가

1. 화가의 행동과 표현
  메를로-퐁티는 인간이 끊임없이 몸을 통해 자신을 주변 환경에 투사
하는 행위를 표현이라고 부른다. 예술적 표현은 실존적 차원의 몸의 표
현에 뿌리를 두고 있다. “몸은 매 순간 실존을 표현한다.”(PhP, 166) 
  표현은 원초적 표현과 이차적 표현으로 구분된다. 원초적 표현은 존재
의 가장 기본적인 실존 양상을 나타낸다. 내적 평형 법칙에 따라 주변 
환경과 관계를 맺는 생명적 의미 작용이 원초적 표현에 해당한다. 이차
적 표현은 인간이 선험적 틀을 뛰어넘어 주어진 구조를 변화시키는 의미 
작용을 말한다. 이렇게 구조를 재창조하는 상징화 능력이야말로 인간만
의 고유한 행동이다. 종교, 철학, 예술 등 인간의 고차적 표현 활동은 모
두 상징화 능력에서 비롯된다. 예술적 표현은 우리가 미처 자각하지 못
하는 실존의 국면들이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화가의 표현성은 내·외적 조건 혹은 결정론이
나 자유 개념 중 어느 한쪽에 기대어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깨닫게 된
다. 예컨대 화가의 표현 행위에 대한 생리학적 접근은 정신적인 측면을, 
심리학적 접근은 신체적 측면을 소홀히 다루게 된다. 창조성에 관해서도 
결정론은 화가의 자발적인 창조성을 무시하게 되고, 자유는 인간이 상황 
속에 존재하는 실존적 주체라는 점을 회피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다음과 같이 논의를 진행한다. 1) 화가의 표
현적 행동을 생리학과 심리학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몸과 정신의 변증법
적 관계를 통해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2) 화가의 창조적 표현 행위에서 
화가의 창조성은 결정된 것인지 아니면 절대 자유 속에서 발현되는지 고
찰한다. 결론에서는 화가의 행동과 표현에 관한 분석이 지닌 존재론적 
의미를 도출한다.
    



96

  1) 화가의 행동과 물질·생명·정신의 변증법

  우리는 어떤 화가의 작품에서 천재성이나 특이성을 발견할 때, 그러한 
표현을 이끌어 낸 원인을 찾게 된다. 엘 그레코El Greco에 관한 생리학적 
해석 또는 레오나르도 다 빈치에 관한 심리학적 해석은 미술작품을 과학
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메를로-퐁티는 화가의 표현 행위에 대
해 기존의 생리학이나 심리학의 관점과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한다. 엘 
그레코와 레오나르도에 대한 메를로-퐁티의 관심은 회화에 있다기보다 
오히려 화가의 창조적 표현의 근원은 무엇인지, 예술가의 표현 행위에서 
정신과 몸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해하는 데 있다. 
  엘 그레코와 레오나르도에 대한 생리학적 분석과 심리학적 분석에 따
르면, 시각 이상이나 콤플렉스와 같은 내적 현상은 행동을 통해 외적 현
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분석에는 생리적 혹은 심리적 내적 현상은 각
각 구분되어 인간의 표현 행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가 놓여 있
다. 몸의 생리적 조건은 혹은 정신의 심리적 조건은 예술적 표현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에 대한 답변을 찾기 위해 생리학과 심리학의 
과학적 분석에 대한 메를로-퐁티의 철학적 비판을 검토하고, 몸과 정신
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 예술가의 표현 행위를 새롭게 이해하겠다.

엘 그레코에 관한 생리학적 해석
  엘 그레코는 과도하고 부자연스러운 표현으로 17세기 스페인 바로크 
미술에서 그다지 명성을 얻지 못했고 매너리즘에 속하는 화가로 간주되
곤 했다. 하지만 19세기 낭만주의 이후, 고전 전통의 이성과 규칙보다 
감정과 상상력이 더 중요해지면서 엘 그레코는 주목받기 시작한다. 미술
가들은 엘 그레코의 왜곡된 형태, 강렬한 색채, 불안정한 구도 등 기묘
한 표현 방식이 독일 표현주의, 초현실주의, 인상주의 등에 영향을 미쳤
다고 본다. 무엇보다 미술가들을 사로잡은 것은 유난히 가늘고 긴 인물
들과 이상한 자세, 길게 늘인 구성, 모호한 광경, 기묘한 색채 등 누구와
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화풍이다. 엘 그레코의 놀라운 독창성의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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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연 무엇에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어떤 이론가들은 비잔틴 미술
의 영향, 반종교개혁 운동, 세계에 대한 철학적 성찰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고, 어떤 이론가들은 정신적 질병인 광기, 시각적 질병인 난시에 초점
을 맞추기도 한다.
  메를로-퐁티는 엘 그레코의 작품이 종종 그의 개인 특성과 관련되어 
해석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시각의 비정상을 전제로 엘 그레코의 작품에 
접근하는 장 카슈의 비평을 논의 대상으로 삼는다. 카슈는 말하기를, “엘 
그레코는 길게 늘어진 신체들을 만들어 냈기 때문에 난시였다.”70) 사실 
메를로-퐁티는 단지 이 인용 문구만으로 엘 그레코를 분석한다. 
  메를로-퐁티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카슈의 이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30년 대 당시 엘 그레코의 독특한 표
현 방식은 세계적 논쟁거리였고, 드디어 ‘엘 그레코 오류El Greco fallacy’라
는 용어까지 등장하게 된다. C. 파이어스톤은 그 용어의 기원과 현재 연
구의 진행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71) 엘 그레코의 난시 이론은 
1913년 한 안과의사G. Beritens가 특수하게 제작된 렌즈를 쓰면 엘 그레코 
회화의 형상처럼 길게 늘어난다는 점을 증명하면서 대두되었다. 이러한 
놀라운 생각은 곧 전 세계로 파급된다. 록Irvin Rock은 지각에 관한 연구를 
통해 “El Greco fallacy”라는 용어를 만들게 된다. 그리하여 “엘 그레코
는 시각적 결함을 겪어서 형상을 그러한 방식으로 보았기 때문에 형상을 
길게 늘어나게 그렸다고 믿는 미술사가들에게 바친다”고 썼다.72) 이처럼 
엘 그레코의 작품은 그의 개인 특성과 관련되어 해석되곤 했다. 
70) J. Cassou, Le Greco, Paris: Rieder, 1931. p. 35. Merleau-Ponty, Structure of 

Behavior, p. 203에서 재인용. 
71) Chaz Firestone, “On the origin and status of the 'El Greco fallacy'”, Perception, 

2013, vol. 42, pp. 672-674.
72) 그 이후 깁슨Gibson(1972), 메다워Medawar(1979)와 같은 과학자들은 지각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통해 이와 유사한 이론을 제시한다. 하지만  어떤 이론가들은 이 이론
을 거부한다. 마르소Marceau(1929)는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엘 그레코의 작품들에
서는 그러한 왜곡이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트레보-로퍼Trevor- 
Roper(1959)는 베네치아 자연주의와 원근법, 비잔틴 양식의 전통이 결합되었다는 점
에서, 사피로Meyer Schapiro(1927-2009)는 엘 그레코의 스승인 틴토레토도 유사한 
왜곡을 사용했다는 점을 들어 ‘오류’ 이론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최근 들어 안티
스Stuart Antis(2000)는 난시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 렌즈로 실험을 한 결과 엘 그레
코가 그린 것과 같은 광경은 시각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론을 제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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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 그레코의 시각 장애는 그로 하여금 세계를 비정상적으로 바라보도
록 했고, 결국 그와 같이 왜곡되게 표현하도록 이끌었는가? 메를로-퐁
티는 엘 그레코의 시각 이상을 전제한다 해도, 그러한 ‘생리학적 설명’이 
그의 회화가 지닌 고유한 스타일을 대변한다고 보지 않는다. 몸의 부분
적 특이성은 전체 경험에 통합될 때 더 이상 원인이라는 위상을 갖지 않
기 때문이다. “시각 이상은 예술가의 성찰을 통해 보편적 의미를 부여받
을 수 있고, 인간 실존의 ‘윤곽들’ 가운데 하나를 지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SB, 203) 몸에서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증상들은 때로 우리를 
지배한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면 몸의 특이 증상은 인식을 확장하는 수
단이 될 수도 있다. 엘 그레코는 시각적 결함을 극복하여 이전까지 경험
하지 못한 인간 실존의 새로운 방식을 체험한 것이다. 엘 그레코의 시각 
이상은 그의 “사유 방식과 존재 방식에 심층적으로 통합”되어 그의 존재
에 대한 “필연적 표현”으로 나타난 것이다.(SB, 203) 
  이러한 메를로-퐁티의 주장은 앞서 설명한 인간만의 고유한 변증법을 
근거로 한다. 『행동의 구조』에서 인간적 질서에 관해 논의했듯이, 인
간은 생명적 차원을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그것을 초월해 보다 더 고차
원의 수준으로 나아가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생물학적 차원에서 볼 때 
몸의 결함은 시각 혹은 행위에 영향을 미쳐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예속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만일 그러하다면 몸은 정신을 지배하게 된
다. 단순히 생명적 수준에서 사는 존재에게 그러한 결함은 불가피한 결
과를 낳는다. 하지만 인간은 자기 몸의 결함을 보다 큰 자유를 획득하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 생명적 수준을 초월하려는 인간 존재는 몸의 결
함에 종속되기보다 그 결함을 인식하여 그러한 생명적 차원의 실존 방식
을 보다 더 상위 차원의 의식 구조에 통합시킨다. 이렇게 생명 구조와 
의식 구조의 변증법을 수행하는 존재에게 몸은 더 이상 의식 구조의 원
인이 되지 않는다. 몸의 결함은 원인이 되어 의식의 결함이라는 결과를 
낳지 않는다. 
  따라서 엘 그레코의 회화에서 보여주는 기이한 표현은 외적 원인에 따
른 결과가 아니라 심층적 차원의 실존적 요구에 대한 표현으로 이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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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만일 엘 그레코가 실제 난시였다면, 그는 새로운 실존 방식을 
보편적 회화 언어로 표현하는 계기로 삼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화가의 생리적 측면만을 고려해 회화에 접근하는 과학적 해석이 한계를 
지닌다면 심리학적으로 분석하는 방식도 재고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에 관한 정신분석학적 해석
  프로이트는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생애와 작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유
년기에 형성된 무의식이 이후 창조적 활동에 영향을 미쳤다는 인과론을 
제시한다. 메를로-퐁티는 프로이트의 『레오나르도 다 빈치와 유년의 
기억』(1910)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정신분석학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성 안나, 성모, 아기 예수> 작품에서 성모의 옷은 독수리를 나타낸
다. “나는 특히 독수리에 관련될 운명이었던 것 같다... 내가 아직 요람
에 누워 있었을 때 독수리 한 마리가 내게로 날아와 꼬리로 내 입을 벌
리고는 입술 사이를 여러 번 친 적이 있기 때문이다.”(CD, 22) 독수리 환
상이라는 이 기억은 레오나르도의 예술 세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 고대 이집트 신화에서 독수리는 모두 암컷으로 바람에 의해 수태
한다. 초기 교회의 성직자들은 동정녀의 수태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반
박하기 위해 이 전설을 이용하였다. 레오나르도는 아버지로부터 버려진 
자신을 수컷 없이 수태하는 독수리처럼 기적적으로 태어난 것으로 묘사
했다고 프로이트는 해석한다. 그 후 아버지에게 입양되면서 생모와 이별
하게 되지만 레오나르도는 오직 한 여인, 즉 어머니만을 사랑했다. 
  “의식에서 억압된 어머니와의 사랑은 무의식 속에 고착된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의식에서 억압됨으로 인해서 아이는 이 사랑을 자신의 무의
식 속에 간직한다.”73) 이러한 무의식은 지적 호기심으로 승화되어 세계
에 대한 탐구와 지식으로 바뀌어졌다. 그의 정신세계는 유년기의 기억들
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따라서 그의 그림도 이러한 삶의 결과이다. 
  이와 같이 프로이트는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인간 행동의 근거를 
무의식에서 찾는다. 무의식은 의식에 영향을 미치지만 인간의 마음 깊숙

73) 김진엽, 「프로이트의 레오나르도」, 『인문논총』, 63집, 2010, p.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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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적 의식에서 자각하지 못한다. 무
의식은 인간의 성 충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성 충동을 일으키는 에너
지인 리비도는 육체적 욕망이지만, 이를 승화시킬 때 예술, 종교, 학문 
연구 등 문화를 창조하는 원동력이 된다. 꿈은 무의식의 대용물로서 소
망을 충족시키는 수단이고, 왜곡되어 나타난다. 
  이처럼 프로이트는 무의식의 차원에서 성적 본능과 그것을 억압하는 
힘을 인과적으로 설명한다. 프로이트의 연구 방법의 특징은 기존의 심리
학과 달리 심리 작용을 생리학적 원인으로 귀결시키거나 객관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프로이트는 의식의 심층에 있는 무의식이라
는 힘이 심리 과정을 지배한다고 본다. 이 무의식이 프로이트가 레오나
르도의 유년시절의 콤플렉스 혹은 트라우마를 통해 그의 작품을 해석하
는 근거가 된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우연이 아니고 항상 원인과 의미가 
있다. 레오나르드의 예술은 과거의 트라우마 경험에 원인이 있는 것이
다.
  이러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 대해 메를로-퐁티가 문제 삼는 바는 
인과론이다. 프로이트 주장을 따른다면 각 새로운 경험은 실제로 새로운 
경험이 아니라 이전 경험의 결과를 반복하는 것이 된다. 심지어 미래에
도 개연성 있는 상황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앞서 행동의 구조에 관한 논
의를 상기해보면 프로이트의 주장이 문제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인간의 행위는 인과 관계가 고착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심
층에서 구조를 재조직한다. 구조를 재조직한다는 것은 각 경험을 전체의 
부분들로 간주한다는 것이고, 부분과 전체는 인과 관계가 아니라 변증법
적 관계로 형성한다는 것이다. 골드슈타인이 말했듯이 행동은 “점진적이
고 불연속적인 구조화”이다.(SB, 177) 정상적으로 구조화될 때 행동은 완
전하게 통합된 것으로 나타난다. 매 순간 행동은 전체 행동과 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콤플렉스는 사물처럼 우리 내부에 깊숙이 존속
하여 이따금 표면에서 영향을 주지 않는다.”(SB, 178) 말하자면 단편적으
로 고립된 과거 경험이 현실 속에서 직접 느껴지도록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어떤 꿈에 열쇠를 제공하는 어린 시절의 기억은 꿈의 원인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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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고, 어떤 태도에 열쇠를 제공하는 트라우마 사건은 행동의 원인이 아
니다. 
  이와 같이 메를로-퐁티는 프로이트가 적용하는 정신분석학적 개념 자
체가 아니라 심리 현상들을 해석하는 수단으로서 인과 개념을 비판한다. 
프로이트는 콤플렉스를 우리 내부 깊숙한 곳에서 존속하며 때때로 반 기
계적이며 역동적으로 영향을 주는 실제 힘으로 상정한다. 프로이트는 무
의식적 콤플렉스와 행동을 인과 관계로 보지만, 메를로-퐁티는 병리적 
행동과 정상 행동의 차이는 인과 관계로 설명될 수 없다고 보고 이를 변
증법적 관계로 이해한다. 그 관계는 각각 다른 수준의 행동을 얼마나 성
공적으로 통합하는가에 달려있다. 행동은 조직되어 구조화됨으로써 통합
된 의미를 부여한다. 프로이트에게 트라우마 경험은 나의 과거에 혹은 
나의 기억에 하나의 사물로서 현전한다. 프로이트는 병리적 행동의 예외
적 현상으로 정상 행동에 접근한다. 하지만 메를로-퐁티에게 비정상 행
동이란 “정상적인 실제 구조에 비해 약화된 혹은 와해된 현상”이다.(SB, 
178) 병리적 행동은 인간 행동을 이해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메를로-퐁티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 현재의 구조나 태도를 이해
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는 점을 인정한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행동이 자
신이 자각하지 못하는 성 충동과 무의식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밝혀냈
고, 이전에 생리학에서 다루던 문제를 개인적 삶과 내적 논리에서 설명 
원리를 찾음으로써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따라서 프로이트가 제시하
는 콤플렉스와 같은 개념들은 레오나르도의 어떤 행동을 이해하는 데 단
서를 제공한다. 하지만 인간의 행동은 무의식과 의식이라는 인과 관계만
으로 설명할 수 없고, 생리적 측면을 배제하고 심리적 측면만으로 설명
할 수 없다. 무의식 혹은 심리적인 것은 전적으로 한 예술가의 행동에 
대한 설명 원리가 될 수 없다.
 
화가의 표현 행위와 물질·생명·정신의 변증법
  생리학과 심리학은 몸을 이미 설립된 메커니즘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
동하는 존재로 다룬다. 몸이란 단지 외부 자극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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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뇌에 전달하고, 정신으로부터 명령을 받아 행동으로 옮기는 임무를 수
행한다. 이러한 체계에서 행동은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 관계를 따른다. 
원인은 일방통행으로 작용하고 결과의 필요충분조건이 된다. 이러한 과
학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엘 그레코에 관한 생리학적 해석과 레오나르
도에 관한 심리학적 해석은 타당한 설명처럼 보인다. 
  하지만 『행동의 구조』에서 논의했듯이, 생리학도 심리학도 행동을 
타당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신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은 각각 고립되어 
전개되지 않고 통일된 구조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행동은 더 이상 물리
적 실재나 정신적 실재가 아니라 하나의 의미 있는 전체 혹은 하나의 구
조이다.” 행동은 “오로지 외적 세계에도 또는 오로지 내적 삶에도 속하
지 않는다.”(SB, 182) 행동은 몸과 정신, 혹은 생리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
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생리적이든 심리적이든 내적 현상은 과학적 원리
에 따라 원인과 결과처럼 행동을 통해 직접적으로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에 통합된다. “물리적인 것, 생명적인 것, 정신적인 것은 다만 통
합의 단계degrees of integration에 따라 구별될 뿐이다.”(SB, 203) 인간은 물질·
생명·정신의 변증법적 관계를 통해 존재한다. 인간 질서는 각 질서가 각
자 고립되어 기능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엘 그레코의 경우 시각 결함인 난시가 그의 표현 행위에 영향을 미쳐 
인물이 왜곡된 형태로 표현되었고, 레오나르도의 경우 심리적 문제가 표
현 행위에 영향을 미쳤다는 가정은 인간의 행동에 내재되어 있는 변증법
을 고려하지 않은 인과론적 가설이다. 몸이 정신에 혹은 정신이 몸에 영
향을 미친다는 가정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결코 예술가의 표현
을 타당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한 가정은 인간의 행위를 의식과 고
립된 체계로, 즉 의식과 몸을 분리하여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다. 만일 
엘 그레코의 회화를 그의 난시에 근거해 설명한다면 그것은 그의 생명적 
환경이라는 범위에 제한되고, 따라서 그의 고차적 의식의 상징적 활동을 
배제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만일 레오나르도의 회화를 그의 심리적 증상
에 근거해 설명한다면 그것은 그의 심리적 현상이라는 범위에 제한되고, 
따라서 예술가와 환경의 변증법적 관계를 배제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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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은 물리적인 것, 생명적인 것, 정신적인 것이 통합된 제3의 변증법을 
수행하는 존재이다. 정신은 생명적인 것의 원인이 되지 않고, 마찬가지
로 생명적인 것은 정신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인간적 질서는 “다른 두 
질서들 위에 덧붙여진 세 번째 질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두 질서의 
가능 조건이자 토대로서 나타난다.”(SB, 202) 
  엘 그레코의 병리적 증상과 레오나르도의 무의식적 콤플렉스에 관한 
메를로-퐁티의 분석은 회화를 과학적 해석으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
다는 점을 보여준다. 화가의 표현 행위는 물질·생명·정신의 변증법적 관
계 속에서 파악해야 비로소 이해될 수 있다. 화가는 물질적인 것과 생명
적인 것을 초월하지만 그럼에도 그의 정신적 활동은 하위 구조에 기반을 
두고 있다. 지금까지 예술가의 표현 행위와 내적 조건의 관계에 대한 과
학적 분석을 다루었다면, 이제 내적·외적 조건과 자유의 관계에 대한 철
학적 입장을 조명하겠다. 

  2) 화가의 창조적 표현에서 결정론과 자유

  어떤 위대한 예술가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아마도 창조성은 가장 설명
하기 어려운 문제일 것이다. 우리는 예술가의 창조성은 타고난 재능 혹
은 자유로운 의지의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예술가의 창조적 능력을 설명
하기 위해 칸트가 “천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듯이 우리는 창조성이 신
비에 속하는 어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어떤 예술가의 개인적 역
사나 환경이 그의 작품 창조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예술 
창조가 예술가의 의도적 선택에 전적으로 따른다고 간주하기 어렵다. 마
찬가지로 인간은 본질적으로 주어진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초
월을 수행하는 존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예술가의 창조성을 전적으로 결
정론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없다. 

인간의 상징적 행동
  화가의 지각과 표현에는 이미 인간만의 고유한 상징적 행위가 내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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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 동물은 아 프리오리에 묶여 단일한 하나의 고정된 관점에서 환
경과 관계 맺는다. 하지만 인간은 아 프리오리를 초월하여 현재 지각의 
지평에서 다양한 관점을 통해 변화무쌍한 경험을 하고, 이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상징화 능력을 지니고 있다. 만일 화가가 아 프리오리에 묶여 
생명적 질서에만 머무른다면 예술이라는 상징적 활동은 가능하지 않다. 
나아가 화가마다 지각 경험과 표현 방식의 차이가 없다면 다양한 예술적 
표현은 가능하지 않다. 인간의 지각하는 행동과 표현하는 행동은 무한한 
의미 작용의 가능성에 열려 있다.
  인간의 상징적 행동은 단순히 자극과 반응이라는 도식에 따른 습관이 
아니라는 점은 악기 연주에 대한 예가 보여준다.(SB 121~2) 우리는 악기 
연주가 시각적 음표와 그에 해당하는 멜로디를 연주하는 운동 습관이라
고 생각한다. 그런데 오르간을 연주할 줄 ‘아는’ 사람은 결코 연주해 본 
적이 없는 멜로디를 즉흥적으로 연주할 수 있다. 어쩌면 이러한 능력은 
최소한 새로운 어떤 악절이 이미 획득된 틀에 상응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고 가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전문 연주가는 다루어 보지 않은 악
기를 짧은 탐색 후에 쉽게 즉흥적으로 연주할 수 있다. 이러한 예들은 
이미 확립된 운동 습관이라는 원리로는 악기의 연주와 같은 인간의 표현 
행위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시각적 자극과 운동 흥분 사이의 상관관계는 어떤 음악적 본질에 참여
를 통해 이루어진다. 음악적 본질을 이루는 요소는 음악 기호, 연주자의 
동작, 소리이다. 이 세 요소들은 내적으로 소통하는 하나의 전체이다. 멜
로디의 특징, 악보, 연주자의 동작은 단일한 하나의 구조에 참여하여 단
일한 의미작용의 핵을 공통적으로 지닌다. 어떤 음표를 소리로 바꾸는 
연주자의 표현 행위와 표현된 멜로디의 관계는 단순하게 병치된 부분들
에서 볼 때 하나이지만, 그것은 전체에 내재되어 있으며 전체에 필수적
이다. 악기 연주는 단순히 자극과 반응이 아니라 인간의 상징적 행동의 
독창성을 보여준다. 악보라는 ‘자극’은 인간이 창조한 상징이고, 연주라
는 운동 습관은 ‘사용 대상’을 인간적 구조에 맞춘 적응이다. 
  인간이 창조한 대상들의 원천은 모두 인간의 상징적 행동에 있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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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적 행동은 모든 창조의 조건이며 행위의 ‘목적’에 있어서 모든 새로움
의 조건이다.(SB 240) 상징적 행동은 사물의 고유한 진리와 가치로부터 
자유롭다. 현재적 관점에서 해방되고 사물의 기능적 가치에서 해방되어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의미만을 지니지 않게 된다.
  하지만 인간의 상징적 행위가 아무리 관점을 초월한다고 해도 인간은 
여전히 물질적 몸을 가진 존재로 지금 여기에 묶여 있다. 행동의 구조는 
관념이면서 동시에 물질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행동이 아무리 가능성을 
향해 나아간다고 해도 결코 관계들의 그물망을 벗어나지 못한다. 상징적 
행동이 사회적 혹은 문화적 구조들을 통해 자유롭게 표출한다고 해도 그
것은 어디까지나 상황 지어진 조건에 제한된다. 그러면 메를로-퐁티에
게 자유란 무엇인가?

조건 지어진 자유
  메를로-퐁티는 “자유란 무엇인가?”라는 자신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태어난다는 것, 그것은 세계 속에서 탄생naître du monde이면서 
동시에 세계를 향한 탄생naître au monde이다. 세계는 이미 구성되어 있지만 
동시에 결코 완전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다.”(PhP 453) 우리는 이미 구성된 
세계 속에서 태어난다는 점에서 세계로부터 영향을 받는 존재, 자유롭기 
보다는 결정되어 있는 존재이다. 하지만 우리는 주어진 것을 초월한다는 
점에서 무한한 가능성에 열려 있는 존재, 결정된 존재이기 보다는 자유
로운 존재이다. 그러한 자유를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세계에 새로운 의
미를 부여하므로 세계는 결코 결정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것도 아니고, 절대적으로 결정된 것도 아니다. 우리는 결정된 
것 속에 존재하면서 동시에 자유 속에 존재한다. 따라서 만일 자유가 있
다면 그 자유는 어떤 상황 속에서 그리고 체험 속에서 생겨난다. 이처럼 
우리에게 자유란 조건 지어진 자유 혹은 상황 속에 자유이다. 메를로-
퐁티는 『지각의 현상학』 마지막 부분 “자유”에서 상황 속의 자유라는 
사르트르의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상황과 상황을 선택하는 주체에 대해서
는 다른 입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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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르트르의 자유 개념은 다음 문구에 잘 나타난다. 인간은 “자유롭도
록 선고되었다.” 그런데 “그의 어깨는 세계 전체의 짐을 지고 있다.”74) 
비록 의식에게 자유는 절대적이지만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자유이다.75) 스피겔버그의 설명대로, 사르트르에게 자유란 상황 자체를 
제거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 “그 상황의 의미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말한다. 의식은 상황에 어떤 의미를 투사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즉 
“상황의 의미를 규정할 수 있는 절대적 자유로 충만해 있다”76) 예컨대 
내 앞에 바위가 놓여 있다면 나의 의식은 그것을 ‘장애물이다’ 또는 ‘장
애물이 아니다’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든 나
의 의식은 그것에 나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메를로-퐁티 역시 사물 자체는 중립적이므로 장애물이라는 의미 부여
는 주체에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의미와 가치는 다른 누구도 아닌 오로
지 나에게만 있고 나를 통해서 존재한다. 의식은 자연 세계와 사회 세계
에서 대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인과 관계의 영향을 초월하는 존재이다. 
그런 점에서 의식의 자유에 제한은 없다. 하지만 메를로-퐁티는 이러한 
사유하는 주체의 지향 아래에는 몸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의 잠재
성을 평가하고, 세계에 참여하는 일반적 지향이 있다는 점을 들어 사르
트르의 자유 개념을 비판한다. 
  내 앞을 가로막는 산을 오르겠다고 결심하든 안 하든 그 산은 내게 높
은 것으로 나타난다. 산이 높고 가파르게 나타나는 것은 나의 일방적인 
결정도 아니고 내가 그와 같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다. 그것은 나의 몸의 
능력에 따른 평가이다. 그것은 삶의 침전, 세계를 향한 태도, 그러한 일
반적 지향이 나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친 결과이다. ‘나’라고 하는 정

74) Jean-Paul Sartre, Being and Nothingness, p. 707.
75) 사르트르의 ‘절대 자유’는 종종 아무런 조건 없는 자유로 이해된다. 다음 인용문은 

그러한 이해가 오해임을 보여준다. “사르트르에 의하면 인간은 자유롭지 않을 수 없
는 존재다. 사르트르의 자유가 절대적 자유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사르트르의 자유를 전통철학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절대적 자유’라고 이해해
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사르트르에게 있어서 절대적 자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유로울 수밖에 없음을 표현하는 말이기 때문이다.”(심귀연, 「자유의 문제: 메를로-
퐁티와 사르트르」,『철학연구』123집, 2012, p. 177, 185)

76) 허버트 스피겔버그, 『현상학적 운동 II』, p.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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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물리적 주체 안에는 끊임없이 절대 가치를 어렴풋이 드러내는 자연
적 자아가 있다. 몸에게 ‘만져지고’, ‘잡히고’, ‘올라가도록’ 나타나는 사물
들은 배경으로부터, 즉 나의 현재의 분위기, 나의 가능적 행위의 장으로
부터 드러난다. 나의 시선은 사물들에게 그와 같은 의미를 부여한다. 우
리의 환경은 우리가 부여한 가치에 따라 구조화되고, 이러한 가치와 형
태는 인간 경험의 모든 국면들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교환이 없다면 우
리에게 세계란 존재할 수 없다. 만일 우리가 세계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만 신처럼 상공에서 우주의 광경만을 즐길 것이다. 나는 세계 
속에 던져져 그 안에 위치하고 그것에 연루되어 있다. 하지만 동시에 나
는 나의 모든 경험의 주체로서 나의 자유를 향유한다. “내게 자유는 숙
명이다.”(PhP, 360)
  이런 점에서 메를로-퐁티에게 절대적 자유란 결코 있을 수 없다. 사
르트르에게 자유는 자기 앞에 놓인 상황에 의미부여를 하는 대자의 절대 
자유를 의미한다. 하지만 메를로-퐁티에게 진정한 자유란 그러한 순수 
의식 주체의 근저에 언제나 상황 속에 참여하는 체화된 주체의 자유를 
말한다. 체화된 주체는 사유 주체에 앞서 세계에 참여하고, 세계가 이미 
언제나 저기에 있다는 것을 사유 주체에게 제공한다. 그러므로 자유는 
사르트르가 말하는 것처럼 “무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존
하고 있는 상황으로부터 출발한다. 나의 선택은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전의식적인 것 또는 ‘실존적’이다.”77) 메를로-퐁티에게 자유란 인간과 
세계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만 있다. 그래서 『지각의 현상학』은 생떽쥐
베리의 『전투 비행사』에서 인용한 문구로 끝맺는다. “인간은 관계들의 
매듭이다. 관계들만이 인간에게 중요하다.”(PhP 456) 메를로-퐁티가 제시
하는 조건 지어진 자유는 화가의 창조성을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한다.

자유와 화가의 창조성
  메를로-퐁티는 「세잔의 회의」에서 예술가의 창조적 표현이 자유의 

77) 허버트 스피겔버그, 『현상학적 운동 II』, p.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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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인지 아니면 주어진 조건의 영향인지 세심하게 다룬다. 일부 이론가
들은 세잔이 지녔던 유전적 특징, 풍부한 감각, 강렬한 정서, 고뇌 등과 
같은 내적 요인들이 세잔의 작품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물론 
예술가는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 하지만 그와 같이 
주어진 조건만을 통해 작품을 이해한다면 예술가의 자유로운 창조적 표
현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된다. 메를로-퐁티는 바로 이러한 역설에 주
목한다. 예술 창조에는 자유와 결정된 것 모두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
기 때문이다. 
  결정론의 관점에서 세잔에 접근해 보자. 세잔은 죽기 한 달 전 “나는 
매우 심한 정신적 동요 상태, 거대한 혼돈에 빠져 있어 한동안 나약한 
이성으로는 도저히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고백
한다.(CD, 9) 세잔은 끊임없이 자신의 정신과 몸에 대해 회의하고, 자신의 
작품에 대해 회의하고, 화가라는 자신의 직업에 대해 회의했다.78) 말년
에 세잔은 갈고리 환상에 시달려 “갈고리를 내 몸에는 댈 수 없다”고 외
치곤 했다.(CD, 11) 그에게 세상 사람들은 갈고리였고 자신은 자유를 갈구
하는 은둔자였다. 외로움과 좌절로 점철된 세잔의 인생과 성격은 불안 
그 자체였다. 사람들이 보기에 세잔은 엘 그레코와 마찬가지로 정신적 
문제를 겪었고, 그것이 작품에 반영되었다. 그래서 극도로 면밀하게 표
현된 자연과 색채, 비인간적 얼굴로 표현된 초상화, 자연에 대한 집착에 
대해 사람들은 세잔의 유약함과 인간 세계로부터 도피 때문이라고 추측
하기도 한다. 
  이처럼 세잔의 회화를 심리적 조건이나 생리적 조건으로 설명할 때, 
우리가 놓치게 되는 점은 바로 화가의 자유로운 창조성이다. 물론 세잔
의 풍부한 감각이나 강렬한 감정은 타인들과 격리된 채 소외된 삶을 살
도록 했고, 번민이나 불가사의한 감정들은 그에게 유전적으로 전해진 것

78) S. 알렉산더, E. Jones를 비롯해 대부분의 이론가들은 세잔의 회의를 성공에 대한 
열망과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한다. Sandra Alexander, “Beyond ‘Cezanne’s 
Doubt’”, Journal of Visual Art Practice ,Volume 4, 2005, p. 9. Edwin Jones, 
Reading The Book of Nature, Athens: Ohio University Press, 1989. p.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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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도 있다. 하지만 메를로-퐁티가 볼 때 “세잔의 작품이 지닌 의미는 
결코 그의 삶에 의해 규정될 수 없다.”(CD, 11) 그러면 어떻게 세잔의 창
조성을 이해할 수 있는가? 
  메를로-퐁티는 세잔의 심리나 개인적 삶에 역점을 두는 대신 그의 예
술적 목표에 주목한다. 세잔이 갖고 있었던 불확실성이나 고독은 본질적
으로 그의 기질적 신경과민이 아니라 그의 작품이 향하고 있는 목표를 
통해 설명되어야 한다. “나는 전능한 창조주Peter Omnipotens의 지성을 향해 
있다”고 세잔은 말한다.(CD, 19) 메를로-퐁티는 이 지성을 무한한 로고스
un Logos infini의 이념으로 이해한다. 그것은 가시적인 것에 은폐되어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무한한 힘과 같은 것이다. 세잔과 마찬가지로 발자크
는 가시적 형태들을 만들어내는 세계의 내적 힘을 이해하고자 했다. 표
면적으로 드러나는 힘이 작동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추동시키
는 힘은 무엇인지, 의미는 무엇인지 탐구하고자 했고, “문화의 토대까지 
내려가 그것에 새로운 구조를 부여하고자 했다.”(CD, 19) 그것은 최초의 
인간이 말했던 것처럼 말하고, 이전에 누구도 그리지 않았던 것처럼 그
리는 것이다. 세잔의 어려움은 이렇게 최초의 말을 어떻게 하는가에 있
었다. 최초의 말은 인간의 지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믿었기에 
세잔은 창조주의 지성을 향했다. 하지만 세잔은 신이 아니었기에 무한한 
힘을 가질 수 없었고 그래서 자신이 무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세
잔은 세계를 나타내기를 원했고, 세계를 완전히 하나의 광경으로 바꾸기
를 원했고, 세계가 우리와 어떻게 접촉하는지를 가시적으로 표현하기를 
원했다. 만일 물리학이라면 새로운 아이디어는 이미 모든 사람에게 공통
적인 측정 기준에 따라 계산되어 이론적으로 증명될 수 있을 것이다. 하
지만 예술가에게 어떤 관념을 창조하여 표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개념”은 “실행”을 앞설 수 없기 때문이다.(CD, 19)
  이러한 메를로-퐁티의 설명은 확실히 세잔의 삶에서 일어난 우연성 
혹은 유전적 특성을 통한 작품 설명과는 대비된다. 결정론을 취할 경우, 
우리는 처음 숨을 쉬는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를 위한 선택이 이루어졌
다는 점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 만일 그러하다면 세잔에게 일어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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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영향들, 세잔이 인간과 세계를 향해 취한 태도는 세잔의 의도에 따
른 선택이 아니라 이미 계획되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메를로-퐁티는 
세잔의 삶에 주어진 조건들이 앞으로 만들어지게 될 작품의 씨앗을 품고 
있고, 세잔이 ‘무엇으로’ 살아야 할지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다.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미결정된 상태이다.(CD, 20)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세잔의 자유에 해당한다. 자유란 ‘주어진 삶’ 위에 덧붙
여지는 것도 아니고 삶의 단계를 단절시키는 원인도 아니다. 인간의 삶
이 작품을 설명해주지 않듯이 작품이 삶을 설명해 주지 않는다. 삶과 작
품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아니다.
  그러면 결정론과 자유는 어떻게 절충될 수 있는가? 메를로-퐁티는 레
오나르도에 관한 폴 발레리와 프로이트의 상반된 해석에 대한 비판적 고
찰을 통해 주어진 조건 속에서 발현되는 화가의 창조적인 자유를 설명한
다. 레오나르도의 회화에 영감을 받은 발레리는 레오나르도의 천재성과 
작품의 기원을 성격, 꿈, 일화 등이 아니라 순수 자유와 지적 탐구에서 
찾는다. 레오나르도는 “지성적 능력자”, “정신적 인간”으로, 그가 행한 모
든 것은 이미 알고서 한 행위였고, 예술적 과정은, 숨 쉬는 행위나 살아
가는 행위처럼 그가 가진 지식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CD, 22) 발레리
가 보기에 레오나르도는 자유 의지를 통해 그의 수단을 완전하게 통달했
고, 그가 원하는 것을 실행했던 것이다. 사실상 발레리에게 예술 작품은 
“작가의 창조적 자유 의지의 산물이자 이성에 바탕을 둔 의식적 행위에 
근거하는 탐구의 결과물이다.”79) 이러한 발레리의 해석에 대해 메를로-
퐁티는 주어진 상황 혹은 결정론을 배제한 채 순수한 자유에 근거해서 
예술가와 예술작품을 이해한다고 비판한다.
  이와 달리 프로이트는 결정론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레
오나르도와 같은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만이 <조콘다>와 <성 안나, 성
모, 아기 예수>를 그릴 수 있고, 자신의 작품 세계에 그토록 서글픈 운
명을 부여할 수 있으며, 또 자연에 대한 연구자로서 전대미문의 창조력
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80) 이처럼 프로이트는 발레리와 정반대의 입
79) 노은희, 「폴 발레리의 시학과 미학 소고」, 한국프랑스학논집, 49집, 2005, p.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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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미술 작품을 이해한다. 메를로-퐁티는 정신분석학이 결코 우연
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복잡한 상관관계들을, 삶의 한 순간으로부터 다
른 순간에로의 방향이나 암시, 반복 등을 보여준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
지만 레오나르도의 작품은 전적으로 결정론의 입장에서 이해될 수 없다. 
  메를로-퐁티는 자신의 자유 개념과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통해 레
오나르도를 새롭게 이해하고자 한다. 레오나르도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
는 지적 호기심은 주어진 상황에 동화하면서 자연과 지식에 관한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는 태도를 습득했기 때문이다. 그의 자유는 그의 삶과 역
사와 관련해서, 그의 삶에 참여를 통해서 실현된다. 레오나르도의 독수
리 환상 혹은 유년기의 과거는 단지 미래를 결정한 힘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사건들을 미리 예시하는 상징 같은 것이다. 메를로
-퐁티는 모든 삶에 있어서 한 인간의 탄생과 과거는 기본적인 차원을 
규정한다고 본다. 과거는 앞으로 일어나는 어떤 특정 행위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위 속에서 발견된다. 레오나르도가 과거에 휘둘렸든 
아니면 과거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했든 그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이다. “우리를 탈바꿈시키는 바로 그 결정은 오로지 사실적 상황과의 관
계 속에서만 이루어진다.”(CD, 25) 
  만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세계에 피동적으로 속하면서 동시에 능동
적으로 세계를 경험한다면, 인간에게서 주어진 것과 창조된 것은 구별될 
수 없다.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구성된다고 말하는 것과 전적으로 주어
진다고 말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없다. 만일 진정한 자유가 있다면 그것
은 오로지 우리 삶의 과정에 일어난다. 우리는 결코 결정되어 있지 않으
며 본래 주어진 상황을 끊임없이 초월하려고 시도한다. 이것이 자유의 
역설이다. 자유는 우리 자신 안에서 시작되지만 결코 세계와 유대를 단
절시키지 않는다. 이처럼 메를로-퐁티는 자유가 세계와 유대 관계 속에
서 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하지 않는다. 화가의 창조성은 조건 지어진 자
유 속에서 구현된다.

80) 프로이트,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유년의 기억』 1964;112. 김진엽, 「프로이트의 
레오나르도」에서 재인용. p.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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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화가의 창조적 표현에 관해 생리학적 분석과 심리학적 분석은 각각 몸 
또는 정신의 내적 조건이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이해한다. 이러한 과학적 
추론은 예술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결코 예술가의 표현에 
대해 타당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 화가는 아 프리오리의 생명적 질서를  
초월하여 현재 지각의 지평에서 세계를 다양한 관점으로 경험하고, 이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화가의 표현 행위를 존재론적 행동 개념과 관련지어 고찰할 때 
회화에 접근하는 기존의 방식은 재고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
다. 만일 어떤 회화가 그 시대의 통상적 규범에서 벗어난 표현 방식을 
보여줄 때 이론가들은 화가 개인의 역사나 성격 혹은 신체적 질환에서 
원인을 찾고자 하는 유혹을 느낀다. 물론 예술적 표현은 예술가의 기질
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반면에 그러한 특성들
이 어떤 한 예술가의 작품을 전적으로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
한 피상적 사실을 통해 작품에 접근하는 방식에서 우리가 놓치는 것은 
예술가의 자발적 창조성이다. 
  창조성이 단순히 유전이나 영향과 같은 외적 조건으로 설명될 경우, 
예술가 개인의 내적 추동력이 배제된다. 메를로-퐁티가 자유를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다고 오로지 예술가의 창조적 자유에 초점을 
맞춰 작품을 이해하는 방법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발레리처럼 
예술가를 정신적 인간으로 보고 완전한 자유 속에서 예술 행위를 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결정론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예술가
의 창조는 지각된 대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예술적 언어로 표현하
는 자유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자유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자유는 언
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이고, 나와 세계의 상호관계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술가의 내적·외적 조건이 작품을 전적으로 
결정짓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작품이 전적으로 예술가의 자유로운 예
술적 창조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화가의 창조적 표현에 관한 논의는 궁극적으로 세계와 주관, 몸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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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관계를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화가는 주어진 환경에 수동적으
로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환경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의미 있는 
세계로 파악하는 실존적 주체, 무한한 의미작용으로 열려있는 존재이다. 
여기에서 논의되는 표현 행위는 이후 회화에 관한 모든 논의에 기초가 
된다. 지각과 표현, 시각과 표현, 회화의 의미, 선과 색, 깊이, 회화의 역
사에 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몸을 근거한 표현성이 전제되어 있다. 
  다음은 세잔을 논의 대상으로 삼아 지각에서 표현에 이르는 과정을 추
적하도록 하겠다. 세잔은 세계를 어떻게 지각했으며, 지각된 것을 어떻
게 회화로 옮겼는가? 세잔의 지각과 표현은 회화의 전통과 어떻게 다른
가? 이러한 물음에 답하는 과정 중에 메를로-퐁티 현상학의 기본 개념
들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2. 화가의 지각과 표현: 세잔을 중심으로
  세잔은 지각에 주어지는 그대로 존재를 포착하여 표현하려고 노력했
다. 이러한 세잔의 노력에서 메를로-퐁티는 고전적 선입견을 극복하고 
지각의 현상으로 되돌아가 지각 경험을 충실하게 기술하려는 자신의 철
학적 기획을 발견한다. 메를로-퐁티는 「세잔의 회의」에서 세잔의 예
술 세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회화의 현상학에 대한 지형도를 그려놓는
다. 
  메를로-퐁티는 지각의 현상에서 표현에 이르는 과정을「세잔의 회
의」로 제시한다.『지각의 현상학』과 같은 해인 1945년에 출간된 이 
저술은 제목이 가리키듯이 세잔과 세잔의 회화를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아마도 메를로-퐁티만큼 세잔의 회화를 철학적으로 깊이 있게 조명한 
철학자는 없을 것이다. 갈렌 존슨은 “존재하는 것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메를로-퐁티와 세잔은 같은 문제를 공유했다는 본다.81) 

81) Galen A. Johnson, “Phenomenology and Painting: ‘Cézanne's Doubt’”, The 
Merleau-Ponty Aesthetics Reader: Philosophy and Painting,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Illinois, 1993.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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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를로-퐁티의 세잔에 대한 관심은 존재의 문제에 있기에 다른 해석
들과 차이를 보인다. 어떤 이론가들은 세잔의 심리, 생애, 예술관에 관해 
세잔과 친밀한 관계에 있던 지인들이 남긴 글을 참고하여 세잔의 작품을 
설명한다. 어떤 이론가들은 외적 배경들로부터 작품을 독립시켜 순수하
게 형식적 요소들에 주목하여 세잔의 작품을 분석하기도 한다. 예컨대 
형식주의 비평가 클라이브 벨은 세잔의 형식 창조를 신대륙을 발견한 콜
럼버스에 비유하면서 “세잔은 일생 동안 형식의 의미를 포착하여 표현하
려는 끈질긴 노력을 계속”했으며, “형식을 통해 자연의 순수 형태 이면
에 숨어있는 신비로운 의미를 표현”했다고 말한다.82) 하지만 메를로-퐁
티의 세잔에 대한 관심은 예술가로서 한 개인의 배경이나 심리 혹은 당
시 유행하던 형식주의 비평에 있지 않다. 
  메를로-퐁티가 가장 주목하는 바는, 세잔은 과연 우리가 직접 체험하
는 존재를 어떻게 회화로 충실하게 표현했는가에 있다. 세잔은 지각에 
드러나는 실재 세계에 도달하기 위해, 그것을 회화적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회의했다. 말하자면 ‘세잔의 회의’는 지각에 대한 회의이
면서 동시에 표현에 대한 회의이다. 메를로-퐁티는 바로 이러한 세잔의 
예술적 기획에서 자신의 철학적 기획과 유사성을 발견한다. 메를로-퐁
티가 객관적 사고를 극복하고 지각의 현상을 철학 언어로 충실하게 기술
하려고 노력했듯이 세잔은 지각과 표현에 대한 고정 관념을 극복하고 지
각 경험을 회화적 언어로 충실하게 묘사하려고 노력했다. 
  따라서 세잔의 회화에 대한 메를로-퐁티의 분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각의 현상이 어떻게 예술적 표현으로 이행되는가에 초점을 맞출 필요
가 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이 논의하겠다. 1) 세잔의 
지각 방식과 그 근거를 현상학으로 분석한다. 2) 세잔의 회화에서 왜곡
된 표현은 지각의 현상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감각과 지성의 관계, 그리
고 형태 개념을 통해 대상의 구성 과정을 고찰한다. 결론에서는 지각의 
현상과 표현에 관한 분석을 토대로 존재론적 의미를 도출한다.
 

82) Clive Bell, “The Debt to Cezanne”, Art, Arrow Books, Dublin, 1961. p.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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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화가의 지각과 원초적 세계의 드러남

  메를로-퐁티는 『지각의 현상학』에서 고전적 선입견을 극복하고 지
각의 현상으로 되돌아가도록 요청했다. 메를로-퐁티에게 “세계는 언제나 
‘이미 거기에’ 있다”(PhP, vii), “모든 것들은 거기에 있다.”(PhP, 198) 화가로
서 세잔이 할 일은 이미 거기에 있는 존재들을 포착하여 캔버스에 옮겨
놓는 것이다. 언뜻 보기에 세잔의 목표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 듯하
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아무 어려움 없이 세계를 지각하지 않는가? 화가
는 자신이 본 바를 그대로 화폭에 옮기면 된다. 그런데 세잔은 이처럼 
쉬운 일을 왜 그리도 어렵게 생각하고 끊임없이 회의했을까? 세잔은 왜 
겨우 말년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목표가 성취되었다고 생각했을까? 
 「세잔의 회의」첫 문장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세잔은 정물화 한 
작품에 100번의 작업과 초상화 한 작품에 150번의 포즈가 필요했
다.”(CD, 9) 왜 세잔은 그토록 실패를 거듭했는가? 이는 회화의 전통에서 
벗어나 오로지 자연으로 향하고자 하는 목표에서 비롯된다. 세잔에게 
“모든 것은 자연으로부터” 오고, “우리는 자연을 통해 존재”한다.(CD, 21) 
세잔에게 “자연은 완벽한 예술작품”이다.(CD, 12) 그러므로 미술가는 이 
자연을 따라야 한다. 사실상 회화의 역사를 보면 고대 그리스 이래로 화
가들은 자연을 이상적 모델로 삼았고, 정확하게 자연을 묘사하기 위해 
수많은 기법들을 발전시켜 왔다. 인상주의는 자연을 정확하게 묘사하기 
위해 가장 객관적인 과학 이론에 기대었다. 하지만 세잔은 실제 자연을 
대했을 때 그 자연은 고전 회화가 표현한 자연도 과학에서 설명하는 자
연도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된다. 자신의 실제 지각 경험이 일반상식이
나 과학 이론과 다르기에 세잔은 선입견에 물든 자신의 시각을 의심했
고, 자신의 신체적 이상에서 비롯된 눈의 증상으로도 생각했다. 세잔은 
언제나 이미 거기에 있는 세계를 경험하는 과정에 끊임없이 자신의 지각
을 의심했다. 이 점에서「세잔의 회의」라는 저서 제목에서 ‘회의’는 지
각에 대한 ‘회의’이고, 이 ‘회의’는 현상학적 판단중지에 해당한다. 
  ‘회의’는 데카르트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미 데카르트는 “회의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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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83) 방법적 회의를 실천하였다. 데카르트는 인
식에 절대적으로 확실한 근원에 도달하기 위해 모든 믿음을 의심하였다. 
감각적 지각에서 시작하여 수학적 진리도, 심지어 사유의 밖에 있는 세
계의 존재에 대한 믿음까지도 의심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생각하는 
존재로서 코기토만이 완전한 회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코
기토는 나에게 직접 주어지기 때문에, 어떤 추론이나 가정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데카르트가 찾고 있던 확실성의 기초가 될 수 있었다. 데카
르트는 방법적 회의를 통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명제를 
도출해 철학의 제1원리로 삼았다.84) 
  후설에게 데카르트는 그 어떤 철학자보다 모범으로 삼고자 했던 철학
자였다. 후설은 데카르트의 회의 방법이 현상학의 방법적 절차로서 모범
이 된다는 점을 『데카르트적 성찰』(1950)에서 보여준다. 데카르트의 ‘회
의’는 후설의 현상학적 환원의 방법론 중에 하나인 ‘판단중지’로 제시된
다. 판단중지는 자연적 태도의 보류를 의미한다. 자연적 태도는 세계가 
자명하게 존재한다는 전제를 갖고 세계를 경험하는 바를 말한다. 자연적 
태도로는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현상을 포착할 수 없으므로 현상학적 환
원 절차가 필요하다. 이 절차에서 요구되는 것이 우리의 세계에 대한 선
입견을 중지하는 에포케, 즉 판단중지이다. 후설의 판단중지는 “세계가 
의식 초월적으로, 객관적으로 실재한다는 확신을 배제하고 괄호 치는 것
이다.”85) 말하자면 판단중지는 외부 세계의 존재의 확실한 근거를 찾기 
위해서 혹은 우리의 의식에 나타나는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취하는 자연적 태도를 한쪽으로 제쳐놓고, 그 어떤 
전제 없이 의식에 나타나는 현상을 주목하는 것을 말한다. ‘사태 자체로 
되돌아가라’라는 현상학의 슬로건은 이러한 태도를 상징한다.
  메를로-퐁티는 『지각의 현상학』서두에서 지각의 현상이야말로 우리
가 직접 경험하는 세계를 드러낸다고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직접 경험

83) 김상환, 원석영, 「데카르트」, 서양근대철학회, 『서양근대철학 』, 창비, 2009, p. 
108.

84) 르네 데카르트,「방법서설」, p. 36.
85) 한전숙, 『 현상학 』, 민음사, 1996, p.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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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세계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우리는 객관적 사고에 따라 세계를 바
라보고 경험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마주하는 어떤 사물을 하나의 대상으
로 인식하면서, 이미 그 대상에 대한 개념뿐만 아니라 세계의 존재까지
도 확신하며 지각한다. 이러한 태도가 바로 메를로-퐁티가 『지각의 현
상학』에서 고전적 선입견이라고 부른 객관적 사고이다. 세계가 완전하
게 그 자체로 명시적으로 존재한다는 믿음은 객관적 사고에 따른 선입견
일 뿐이다. 
  메를로-퐁티는 이러한 선입견을 극복하고 지각의 현상으로 되돌아가
고자 한다. 그것은 객관적, 과학적, 이론적으로 파악하는 세계가 아니라 
그것의 토대가 되는 선반성적 차원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이다. 언제나 
“이미 거기에” 있는 세계는 반성 이전에 존재하는 세계를 의미한다. 초
기 철학에서 후기 철학에 이르기까지 메를로-퐁티는 선반성적 차원의 
세계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진리의 근원이라고 본다. 진리를 이론적으
로 찾으려 한다면 사물을 꿰뚫어 볼 수 없다. 진리는 직접 경험을 통해 
발견되는 것이지 추상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직접 경험에 주목하
기 위해서는 모든 믿음, 이론, 개념을 보류해야 한다. 
  “우리는 인간이 만든 대상들, 즉 도구, 집, 거리들, 도시들 한가운데서 
살고 있고, 대부분 그것들을 사용하는 인간 행위를 통해서만 그것들을 
보게 된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필연적으로 그리고 확고부동하게 존재
한다고 생각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CD, 16) 메를로-퐁티는 오로지 인간
만이 자신들이 부여한 인간적 질서 밑바닥에 있는 사물의 근원을 정확하
게 꿰뚫는 시각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한다. 인간만이 사물들을 보고, 사
물들에 동화하고, 사물들 속에 닻을 내린다. 세잔은 이러한 사실을 스스
로 깨달았던 것이다. 세잔은 일반적인 사고 습관을 보류하고, 인간의 흔
적이 묻어있지 않은 태초의 자연을 포착하고자 노력했다. 그것은 사물의 
근원을 포착하려는 노력이다. 지각의 현상에 충실한 결과 세잔의 회화는 
어떻게 표현되었을까? 
  세잔의 회화는 태초의 자연이라는 인상을 주고, 인물들은 마치 인간 
종의 시각이 아니라 다른 종의 시각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이상하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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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회화 속 자연은 인간이 부여한 속성들이 제거되어 나타난다. 그리
하여 “그림 속 풍경에는 바람 한 점 없고, 아네시 호수에는 물결 하나 
없다. 그림 속의 대상들은 마치 잠시 멈춰있는 태초의 세계처럼 얼어붙
어 있다.”(CD, 16) 미술사가 F. 노보티니의 말대로 세잔의 회화는 “인간이 
아직 존재하지 않은 선-세계에 대한 회화”이다.(PhP, 322) 그것은 가장 원
초적 차원에서 직접 접촉한 세계이다. 이러한 세잔의 시도야말로 선입견
과 개념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존재 경험을 해명하고자 하는 메를로-퐁
티의 철학적 사유의 근본 목표이기도 하다. 
  그런데 세잔이 그토록 지각하고자 했던 원초적 자연은 존재론적으로 
어떻게 규정되어야 하는가? 객관주의가 주장하듯이 실재로서 자연인가, 
아니면 주관주의가 주장하듯이 화가의 관념이 구성한 자연인가? 고대 그
리스 미술 이래 사실주의와 인상주의에 이르기까지 자연을 모방한 회화
는 때로는 객관주의 입장에서, 때로는 주관주의 입장에서 다루어진다. 
세잔은 객관주의와 주관주의 중 어느 한쪽의 입장에 서지 않는다. 화가
가 자기 앞에 놓인 자연을 바라보고 그것을 의미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면 그것은 화가와 자연의 상호관계에서 비롯된다. “풍경은 내 안에서 생
각하고, 나는 풍경의 의식”이라는 세잔의 말은 화가와 세계가 서로 상호
작용한다는 점을 증명한다.(CD, 17) 
  메를로-퐁티는 주관과 객관의 상호관계에 대해 『지각의 현상학』에
서 “나는 나 자신을 푸른 하늘에 던져 이 신비 속에 빠져든다. 푸른 하
늘은 ‘내 안에서 자신을 생각한다”고 표현한 바 있다.(PhP, 214) 나는 여기
에 존재하면서 저기에 존재하는 저 사물을 바라본다. 그런데 어떻게 저 
사물은 내 안에 있고, 나는 저 사물 속에 있을 수 있는가? 이는 메를로
-퐁티가 말한 “세계는 전적으로 내 안에 있고 나는 전적으로 나 자신의 
밖에 있다”는 표현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PhP, 474) 그것은 바로 의식의 
본질인 지향성이다. 의식은 본질적으로 언제나 무엇인가를 지향한다. 대
상의 의미는 언제나 주관의 지향 작용과 지향되는 대상의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 세계는 주관 없이는 의미로서 존재할 수 없고, 주관의 경험은 
세계 없이는 불가능하다. 지각의 지평이 잉태하고 있는 의미는 지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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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비로소 드러난다. 
  이러한 메를로-퐁티의 지향성에 대한 설명은 세잔이 자연과 어떻게 
접촉하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세잔은 결코 
일방적으로 자연으로부터 주어진 풍경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세잔의 사유하는 의식이 자연의 풍경을 그와 같이 구성하는 것도 아니
다. 세잔이 자연에서 포착한 지각적 의미는 자연에도 속하지 않고 세잔
의 관념에도 속하지 않는다. 세잔의 지각적 의식과 지각 대상은 끊임없
이 상호 교류한다. 그래서 세잔은 풍경이 자신의 의식 안에서 생각한다
고 말한 것이다. 세잔은 지각이란 객관적인 것도 주관적인 것도 아니고 
이 둘의 상호작용에 있다는 것을 이미 깨달았다. 결국 세잔과 메를로-
퐁티는 서로 다른 방법으로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의 대립을 넘어선다. 
  이렇게 자연과 교류를 통해, 사물의 근원을 정확하게 꿰뚫는 시각으로 
표현한 세잔의 그림에 당시 사람들은 열광했을까? 오히려 관람객은 세잔
의 그림을 보고 마음이 불편해진다. 때로는 추한 그림이라고 혹평한
다.86) 세잔의 회화는 인간이 편안함을 느낄 수 없는 낯선 세계, 일체의 
인간적 감정의 유출이 금지된 낯선 세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익숙한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또
한 화가도 그와 같이 지각한 세계를 전통 방식에 따라 표현하기 때문에 
세잔의 회화처럼 너무나 낯선 인물, 낯선 풍경은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
하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관람객은 세잔의 작품을 본 후에 다른 화가
들의 작품을 보면 긴장감이 풀어지고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낀다. 이
는 감상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화가들도 그만큼 선입견을 갖고 세계를 
지각하고 표현해 왔다는 것을 말해준다. 다음은 지각 경험이 어떻게 표
현 행위로 이행되는지 그 과정을 파악하도록 하겠다. 

86) 어쩌면 세잔은 전통적인 미의 예술에서 벗어나 추의 예술을 개척한 미술가라고 할 
수도 있다. 제들마이어는 서양 근대미술을 ‘중심의 상실’이라고 진단하고, “내적인 빛
을 꺼버린 인간이 그 결핍의 대용으로서 자연적이고 물질적인 빛의 충만을 추구”한 
예로 세잔을 든다. 세잔 이래 ‘빛의 세속화’는 빛이 색채에 의해 삼켜지는 것으로 진
행되었다는 것이다. (김산춘, 「미술(美術)인가? 추술(醜術)인가?」,『철학논집』, 37
집, 2014, p.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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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화가의 표현에서 감각과 지성

  세잔의 회화는 전통적 선 원근법 포기, 형태 왜곡, 자유로운 색채로 
특징지어진다. 세잔은 왜 그와 같이 전통적인 회화의 규칙을 벗어나는 
표현을 시도했을까? 지각 경험에서 드러난 세계는 그와 같이 표현되어야
만 하는가? 그런데 인상주의야말로 감각 경험을 가장 충실하게 표현했
고, 세잔에게 ‘자연으로부터sur nature’ 회화라는 신념을 갖도록 했다. 그런
데 무슨 이유로 세잔은 인상주의도 거부했는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감각과 지성의 관계 그리고 지각의 현상과 표현의 관계를 파악해야 한
다.
  메를로-퐁티의 지각 개념에 대해 우리가 흔히 갖게 되는 의문은 지성
의 역할에 있다. 메를로-퐁티의 말대로 지각이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경
험이라면, 말하자면 감각적인 차원에서 이미 지각이 이루어진다면 지성
은 배제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다면 지성은 단지 추상적인 개념이란 
말인가?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변을 세잔의 표현 행위에 대한 분석에서 
발견할 수 있다. “세잔의 회화는 역설적이다: 그는 감각을 포기하지 않으
면서 실재를 추구한다. 자연에 대한 직접적 인상 외에 어떠한 다른 지침
도 없이, 외곽선도 따르지 않고, 색을 에워싸는 윤곽선도 없이, 원근법적 
혹은 회화적 구성도 없이 실재를 추구한다.”(CD, 12) 
  베르나르는 이러한 방식을 가리켜 세잔의 자살이라고 부른다. 세잔은 
실재를 추구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법을 따르지 않고 실재에 도달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F. 윌리암스는 이를 주관의 경험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대상의 객관적 구조를 포착하려는 세잔의 기획으로 해석하고, 후설의 현
상학적 접근과 유사하다고 본다. 후설은 “지각 경험을 포기하지 않고 반
성에서 지향적으로 주어진 객관적 구조를 발견”하려고 했다.87) 메를로-
퐁티는 세잔이 ‘보는 화가’와 ‘사유하는 화가’, 즉 한편으로 감각과 다른 
한편으로 지성적 구성이라는 양자택일을 거부했다고 파악한다. 

87) Forrest Williams, “Cézanne, Phenomenology, and Merleau-Ponty”, Aesthetic 
Reader. p.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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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각으로부터 표현에 이르기까지 과정에 감각
과 지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앞서 논의한 내용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
다. 철학 전통과 과학은 무질서한 감각 요소들이 지성 혹은 대뇌와 같은 
상위 차원에서 조직된다고 본다. 그러한 입장에서 볼 때, 우리의 지각은 
감각과 내적 지각으로 구분되어 점차적으로 진행되면서 무질서한 감각 
요소들이 대뇌에서 조직되고, 표상으로 형성되어 인식된다. 경험주의와 
지성주의도 이러한 과학 이론을 근거로 감각과 지성을 구분하였다. 과연 
감각과 지성은 이처럼 하위 차원과 상위 차원으로 구분되는가? 
  앞서 의미작용에 관해 살펴보았듯이 지각적 의식에는 이미 일종의 지
성이 개입되지만, 그 의식은 데카르트가 말하는 사유하는 자아 혹은 후
설의 초월론적 자아와 다르다. “나의 지각은 한 가닥 빛처럼 저기 있는 
대상들을 그곳에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그때까지 잠재적으로 있던 대상
들의 현전을 나타낸다.”(SB, 185) 대상의 현전을 포착하는 지각적 의식은 
이미 일종의 암묵적 ‘앎’을 수행하는 의식이다. 내 앞에 놓인 대상, 그 
대상 주변의 사물들, 그리고 내가 감각할 수 있는 지각 장은 있는 그대
로 나에게 드러나는 것이지 지성의 연합, 기억, 주의, 판단을 거쳐 나의 
지각적 의식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물론 대상에 대한 나의 현재 경험
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단면profiles 혹은 윤곽으로 파악되지
만 점차 분명해진다. 지각 대상은 여러 과정을 거쳐 인식되는 것이 아니
라 지각적 의식에 즉각적으로 전체가 현전한다. 
  그러므로 세잔이 오로지 감각 경험에만 충실했다는 말은 글자그대로 
일체의 지성이 배제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메를로-퐁티는 이 점을 염두
에 두고 세잔은 지각과 표현에서 감각과 지성이라는 이분법적 구분보다
는 오히려 한편으로 “우리가 지각하는 사물들의 자발적 조직화”와 다른 
한편으로 “관념과 과학의 인간적 조직화”를 구분하고자 했다고 말한
다.(CD, 13) 말하자면 세잔은 지각에서 대상들이 조직되어 현상으로 나타
나는 바와 이러한 현상을 사유와 과학을 통해 조직화 하는 것을 구별하
려고 했다. 
  이러한 조직화는 지각과 표현에 모두 적용된다. 말하자면 시각의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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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연과 미술에 둘 다 적용된다. 화가는 풍경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자
신이 그리고 있는 캔버스 안에 풍경도 바라보기 때문이다. 세잔에게 “미
술은 개인적 통각une aperception personnelle”이다. (CD, 13) 칸트에게 통각
Apperzeption은 “직관들의 잡다” 혹은 “주어진 표상들의 잡다”를 통일하는 
능력이다. 그 근거는 지성의 기능에 있다.88) 그래서 경험적 통각과 구별
하기 위해 순수 통각 혹은 근원적 통각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세잔은 통
각을 감각과 지성에 모두 적용한다. “나는 통각을 감각 안에 두고, 지성
에게 그것을 작품 속에서 조직하도록 요구한다.”(CD, 13) 세잔은 통각이 
회화 구성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감각과 지성, 감성적 무질서와 지성적 
질서라는 대립적 구조를 아우르고자 시도한다. 세잔은 무슨 이유로 회화
적 표현에서 그토록 지성의 역할을 강조하는가?
  세잔은 인상주의를 만나기 전까지 바로크 회화의 영향 아래 도덕적 감
정이나 감각적 감성에 호소하는 그림을 그렸다. 인상주의 덕분에 세잔은 
관념적 세계, 즉 주관주의로부터 자연으로 시선을 돌리게 된다. 하지만 
세잔이 보기에 인상주의자들은 ‘자연으로부터’라는 진정한 회화에 도달
하지 못한다. 인상주의가 대기를 묘사하고 색조를 분해한 결과 “대상들
은 대기 속에 묻혀 고유한 무게감을 잃게 되었다.”(CD, 20). 모네가 그린 
루엥 대성당이나 런던 의사당과 같은 연작은 이러한 점들을 여실히 보여
준다. 세잔은 인상주의가 상실한 사물의 무게감, 견고함, 충만함을 회복
시키기 위해 인상주의가 사용한 스펙트럼의 7가지 색보다 훨씬 많은 18
가지 색을 사용했다. 색 분해 방식 대신 색조의 뉘앙스를 점증적으로 진
행시키는 기법을 사용하고, 빛의 조건에 따라 색에 변화를 주었다. 때로
는 세밀한 윤곽선을 없애 색에 더 비중을 두기도 했다. 그 결과 “대상은 
더 이상 빛의 반사로 뒤덮이지 않게 되고 대기와 다른 대상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라지지 않게 되었다. 세잔의 회화에서 대상은 마치 내부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보이면서 견고성과 물질성을 회복하게 된
다.”(CD, 12)
  세잔이 학문과 과학에 얼마나 기대었는지 이러한 노력에서 드러난다. 

88) 임마누엘 칸트, 『순수이성비판』§16, p.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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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잔은 지각하는 과정에 인상주의처럼 감각적 인상을 중시한다. 하지만 
그 경험을 회화로 표현하는 과정에 세잔은 인상주의가 거부한 고전적 표
현 기법을 도입하고, 자연과 회화에 관한 학문을 적극적으로 탐구했다. 
세잔이 푸생의 회화를 가장 모델로 삼고 싶어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푸생은 신고전주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화가로 철학자 화가
라고 불릴 만큼 지성적으로 회화의 원리에 관해 탐구했다. 푸생은 자연
을 관찰하고 연구했으며, 눈에 대한 머리의 승리라는 목표 아래 지적이
면서 이론적인 회화를 추구했다. 가장 명확한 형태와 단순한 구성을 특
징으로 하는 푸생의 회화는 프랑스 아카데미에서 가장 전형적인 회화의 
모범으로 간주되었다. 자연에서 푸생을 재현하고 싶다는 세잔의 말은 푸
생의 표현 방식뿐만 아니라 푸생의 지성적 작업 과정을 따르고 싶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세잔은 ‘자연으로부터’ 회화를 위해서는 그리는 방법과 
평면과 형태에 대한 기하학적 연구가 필수적인 학습 과정이라고 생각했
다. 자연의 지질학적 구조에 관한 탐구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다.89) 세잔
에게 그러한 과학적 지식은 지각에 드러나는 자연을 표현하기 위해 기본
적으로 필요하다. 과학은 자연으로부터 온 것이므로 세잔은 과학을 자연
과 비교 대조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처럼 감각과 지성을 절충하는 
세잔의 시도에서 표현은 단지 감각만으로 혹은 지성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세잔은 인상주의가 강조한 감각 경험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고전주의가 강조한 지성의 역할을 받아들였다. 그
래서 메를로-퐁티는 세잔을 ‘보는 화가’이면서 동시에 ‘사유하는 화가’라
고 부른 것이다.
  세잔은 포착한 풍경에서 아무 것도 빠져나가지 않도록 생생하게 그물 
안에 잡아두고, 회화의 모든 부분들을 한꺼번에 그리기 시작한다. 지질
학적 뼈대를 목탄으로 스케치하고, 그 위에 색을 칠한다. “이미지는 채워

89) 자연의 지질학에 대한 세잔의 연구는 단순히 지각에 드러나는 현상에 머물지 않고 
보이지 않는 이면까지 포착하려는 시도이다. “세잔은 자연의 지질학적 상상력을 통해 
사물의 견고성과 존재의 항존성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세잔에게 중요한 것은 사물 
표면의 이면이고 원초적 존재로 이어지는 자연에 대한 지질학적 상상력이다.” 김동윤, 
「“그리다”(peindre)와 “보다”(voir)의 존재론적, 미학적 층위 연구」,『기호학 연
구』, 39집, 2014, p.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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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서로 연결되고, 뚜렷해지고, 균형을 이루면서 모든 것이 동시에 완
성된다.”(CD, 17) 마침내 그림은 구조와 균형 속에서 풍부함과 밀도를 갖
게 된다. 이와 같이 세잔은 지성, 관념, 과학, 원근법, 전통을 적극적으로 
도입했지만, 역설적으로 그의 회화는 도저히 지성적인 작업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왜곡된 표현으로 가득 차 있다. 세잔은 학문과 지성의 힘
에 기대어 감각 경험을 충실하게 표현했지만, 세잔의 회화는 역설적으로 
무질서한 인상을 준다. 
  메를로-퐁티의 지각의 현상에 관한 분석은 이러한 왜곡된 표현에 대
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우리의 일상적 지각에 사물은 지각적 변화
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크기와 형태를 가진다. 말하자면 사물의 형태와 
크기는 항상성을 갖는다. 정사각형을 비스듬하게 제시하면, 사실상 그것
은 마름모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정사각형으로 본다. 테이블 
위의 컵과 쟁반을 옆에서 볼 때, 그 형태는 완전히 타원형으로 정립되지 
않고 타원형 주위에서 맴돌지만 우리는 그것을 타원형으로 본다. 우리가 
정사각형으로 혹은 타원형으로 보는 것은 지각에 객관적 크기들과 형태
들을 가진 세계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세잔의 정물화에서 쟁반이나 컵의 
양쪽 끝은 부풀어 팽창되어 있고, 형태는 일그러져 있다.(CD, 13) 그것은  
세잔이 선입견을 벗어나 지각의 현상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세잔의 회화에서 공간 구성은 질서 정연하지 않고 혼돈 그 자체이다. 
귀스타프 제프루아의 초상화에서 작업대는 화면 아래 끝에서 잘라져 버
려 고전적 원근법은 철저하게 무시된다. 그렇게 표현된 이유는 실제 지
각에서 우리는 결코 기하학적 원근법처럼 정렬된 공간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잔은 우리가 체험하는 지각은 결코 기하학적 원근법이나 사
진술의 원근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실제로 우리의 눈이 
넓은 표면을 훑어볼 때 연속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미지들은 서로 다른 시
점에서 바라본 것처럼 전체 표면이 뒤틀려 보인다. 이러한 지각의 현상
을 세잔 부인의 초상화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 그림에서 의자 뒤에 벽
면의 띠는 의자를 중심으로 서로 일직선을 이루지 않는다.(CD, 13) 줄무늬
는 서로 폭도 다르고 벽면에 위치하는 높이도 다르다. 이러한 현상은 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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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면 위로 하나의 직선이 가로지르면 두 면은 서로 다르게 보이기 때문
에 일어난다. 
  만일 세잔의 회화에 대한 해석이 여기에서 그친다면 우리는 메를로-
퐁티 존재론의 핵심을 놓치게 된다. 메를로-퐁티가 세잔에게서 발견한 
천재성은 이보다 더 중요한 데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잔
이 포착하고자 하는 자연은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한다. 세잔의 
목표는 원초적 세계를 하나의 광경으로 옮겨 세계가 우리와 어떻게 접촉
하는지 보여주는 데 있다고 앞서 설명했다. 세잔이 볼 때, 자연을 정확
하고 완벽하게 재현하는 고전주의 화가들은 그림을 만든다faire. 그것은 
실재를 상상력과 추상으로 바꾸어 놓는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세잔은 
자신이 “자연의 단편을 시도tenter un morceau de nature”한다고 말한다.(CD, 12) 
세잔이 포착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자연의 단편”은 무엇인가?
  세잔은 처음에는 과학에서 배운 모든 것을 잊고 자연을 바라본다. 이 
과정은 지각 대상에 대한 선입견을 보류하는 판단중지에 해당한다. 자연 
앞에서 가만히 관조할 때 풍경은 서서히 드러나고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풍부해진다. 이를 두고 메를로-퐁티는 세잔이 “풍경과 함께 발아한다”고 
표현한다.(CD, 17) 세잔은 풍경에 대한 관조가 절정에 이를 때면 “나는 모
티프를 가졌다”고 말하곤 한다.(CD, 17) 미술 용어에서 모티프란 하나의 
작품에서 중심적인 주제 요소를 말하기도 하고 반복되는 형태나 디자인
을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세잔에게 모티프란 그의 시선 아래 자연이 하
나로 통일되는 충만한 상태를 말한다. 시선이 이동함에 따라 자연은 부
분 부분으로 흩어지지만 어느 순간 그 모든 부분들이 하나로 통일된다. 
세잔에게 모티프란 이처럼 자연이 자발적으로 하나의 구조를 이루는 것
을 말한다. 이것이 바로 세잔이 포착하고자 하는 자연이다. 세잔은 자연
이 하나의 구조로 형성되어가는 과정을 회화에서 그대로 보여주고자 시
도한 것이다. 세계가 우리와 “어떻게 접촉하는지” 보여준다거나 “자연의 
단편을 시도”한다는 세잔의 표현은 이를 두고 한 말이다.90) 
90) 알렉산더는 메를로-퐁티가 세잔에게서 ‘형태를 취하는’ 과정에, 즉 ‘지각에 나타나

는’ 과정에 있는 물질을 포착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이해한다.(Sandra Alexander, 
“Beyond ‘Cezanne’s Doubt’”, Journal of Visual Art Practice, 4, 2005, p.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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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잔은 물질이 형태를 취하게 되는 그대로, 즉 자발적 조직화를 통해 
질서가 탄생하는 그대로 묘사하기를 원했다. 지각 경험에서 사물들의 자
발적 조직화는 회화 속에서 그대로 재현된다. 그래서 세잔의 회화는 변
형되고, 일그러지고, 혼돈스럽다. 하지만 그러한 변형은 매우 정교하게 
계산된 의도적 표현이다. 마치 테니스 시합에서 선수들의 제스처에 경기 
규칙이 놓여 있듯이 세잔의 “각 붓 터치에는 구조 분석과 데생의 법칙이 
놓여 있다.”(CD, 17) 세잔은 감각과 지성, 느낌과 사유, 혼돈과 질서 사이
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지 않았고, “우리가 바라보는 안정된 사물들과 
그것들이 나타나는 배경을 분리하기를 원하지 않았다.”(CD, 13) 그 결과, 
마치 실제 자연에 대한 지각처럼 그림 속의 광경은 우리 눈앞에서 질서 
있게 스스로 구성된다. “그림의 전체 구성을 전반적으로 볼 때 원근법적 
왜곡은 더 이상 그 자체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연적 시각에서 보이듯
이 우리 눈앞에서 태어나는 질서un ordre naissant, 즉 나타나는 중에 있는 
대상un objet en train d'apparaître, 하나로 결집하는 중에 있는 대상un objet en 
train de s'agglomèrer이라는 인상을 주게 된다.”(CD, 14) 여기에서 메를로-퐁티
는 세잔의 천재성을 발견한다. 그것은 바로 메를로-퐁티의 존재론적 탐
구에서 핵심이 되는 ‘존재의 나타나는 방식’인 것이다. 
  대상이 색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포착하기를 원했던 세잔은 하나의 
윤곽선으로만 대상의 형태를 표현한다면 대상이 지닌 깊이를 상실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대상의 색채를 변조하고, 푸른색으로 여러 번 윤곽선
을 칠한다. 단일한 윤곽선이 포기됨으로써 대상은 감각의 혼돈 상태에 
내맡겨진다. 우리의 시선은 하나의 윤곽선에서 다른 윤곽선으로 왔다 갔
다 하고, 마침내 그것들 사이에서 탄생하는 하나의 윤곽선을 포착하게 
된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지각에서 하나의 형태를 포착하는 과정이다. 
의식과 더불어 눈은 끊임없이 대상을 훑으며 이동한다. 그러므로 결코 
시점은 고정되지 않는다. 큐비즘에 영감을 준 세잔의 다시점 표현은 이
러한 현상을 나타낸 것이다. 
  어떤 한 사물에 주목하면, 그 대상은 즉각적으로 주어지지만 아직 희
미하고 모호한 상태에 있다. 공간과 시간의 종합이라는 진행 과정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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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희미하고 무질서한 감각 성질들은 결집되면서 차츰 분명하게 드러난
다. 말하자면 혼돈의 상태에 있던 지각 대상은 질서를 갖추면서 결정된 
하나의 의미를 갖게 된다. 세잔은 이러한 지각의 현상이 자신의 회화에
서 그대로 일어나기를 원했다. 자신이 풍경과 함께 발아했듯이, 회화 속
의 풍경이 관람자와 함께 발아하기를 원했고, 자연에서 자신이 포착한 
모티프가 관람자에게도 포착되기를 원했다. 그리하여 회화의 화면을 가
로질러 탐색하는 시선 아래 풍경의 감각적 혼돈은 서서히 질서 있는 형
태로 조직되어 나타난다.  
  메를로-퐁티가 지각 세계 혹은 선반성적 세계가 모든 것의 토대가 된
다고 말하듯이 세잔은 학문, 과학, 원근법, 전통은 모두 자연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한다. 세잔에게 “모든 것은 자연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는 
자연을 통해 존재하며, 자연만이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다.”(CD, 12) 메를
로-퐁티가 선반성적 세계에 대한 경험을 통해 경험주의와 지성주의를 
변증법적으로 절충했듯이 세잔은 자연에 대한 경험과 이에 대한 회화적 
표현을 통해 감각과 지성, 인상주의와 고전주의, 보는 화가와 사유하는 
화가, 자연과 구성 등을 변증법적으로 절충했다. 
  
결론
  「세잔의 회의」는 메를로-퐁티가 『지각의 현상학』에서 해명한 지
각 경험이 실제 어떻게 수행되며, 지각에서 발견한 의미가 어떻게 표현
으로 이행되는지를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세잔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는 
자연 자체를 발견하기 위해 자연에 관한 모든 선입견을 보류하고 오로지 
지각의 현상에만 주목했고,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회화로 표현했다.
  메를로-퐁티는 세잔에 관한 분석을 통해 객관주의와 주관주의, 실재
론과 관념론, 감각과 지성 등 이원론적 구조가 어떻게 절충될 수 있는지 
보여준다. 세잔이 발견하여 표현하고자 노력했던 자연은 이미 결정되어 
즉자적으로 존재하는 객관적 세계가 아니라 주관과 변증법적 관계 속에
서 존재하는 선객관적 세계이다. 주관은 순수의식이 아닌 지각적 의식, 
수동적인 몸이 아닌 고유한 몸, 즉 세계-에로-존재이다. 현상적 세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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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로-존재의 원초적 접촉은 감각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것이 메를
로-퐁티가 세잔에 관한 분석에서 무엇보다 감각을 중시한 이유이다. 메
를로-퐁티는 선입견에 물들지 않은 야생적 존재는 바로 우리의 감각 경
험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점을 세잔을 통해 증명한다.  
  세잔의 지각과 표현에서 특기할 점은, 지각 대상이 점차 형태를 갖추
어가는 과정에 세잔이 주목했다는 점이다. 메를로-퐁티의 존재론적 사
유에서 존재의 문제는 단지 경험되는 존재뿐 아니라 ‘존재의 나타나는 
방식’도 중요하다. 그것은 존재가 결정되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
미한다. 메를로-퐁티와 마찬가지로 세잔은 자연에서 대상의 크기, 거리, 
형태, 색은 결정되어 있지 않고 지각하는 과정 중에 점차 구성된다는 점
을 깨달았다. 그런 이유로 세잔은 회화에서 표현된 형태가 관람자의 시
선에서 점차 구성되도록 시도했다. 그 결과 감각적 혼돈 상태에 있던 대
상은 서서히 질서 있는 구조로 형태를 갖추어 나가게 된다. 세잔이 회화
적 표현에서 ‘회의’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세잔의 회화를 특징짓
는 왜곡된 형태, 원근법 무시, 자유로운 색채는 그러한 세잔의 의도에서 
비롯된다. 
  지각의 현상과 세잔의 회화에서 강조된 존재의 나타나는 방식은 후기 
존재론에서 존재와 살을 통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세잔이 직접적
으로 경험하고자 했던 자연은 바로 존재의 ‘있다’이며, 지각의 현상에서 
포착하고 표현하고자 했던 존재는 시각에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는 존재
에 다름 아니다. 다음은 화가의 ‘눈과 정신’을 통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게 화가에게 포착되고, 마침내 표현되는지 그 과정과 원
리를 심층적으로 논의한다.91) 
91) (1) “L'Œil et l'Esprit”는 국내에서 주로 “눈과 마음”으로 번역된다. 메를로-퐁티는 

esprit를 œil와 대비되는 코기토, 반성적 사유, 지성 등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한다. 
프랑스어 esprit는 정신과 마음을 모두 포함하지만 한글에서 정신과 마음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다. 정신은 물질이나 육체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유와 판단하
는 능력을 가리킨다. 반면에 마음은 주로 감성, 느낌, 성격 등의 의미를 지닌다. 메를
로-퐁티는 esprit를 주로 몸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정신”
이라는 번역어를 사용한다. 

     (2) ‘la vision’는 국내에서 주로 ‘봄’으로 번역된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눈과 정
신”에서 비판하는 데카르트의 ‘시각’이론에 호응하는 번역어로 ‘시각’이 더 적합하고, 
메를로-퐁티의 사유가 행동>지각>시각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vision의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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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가의 시각과 표현 
  메를로-퐁티 후기 회화론의 대표 저서 「눈과 정신」은 회화의 존재
론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제목이다. 이 표제는 언뜻 보기에 화가의 그
림 그리는 행위는 눈과 정신이 요구된다는 단순한 원리를 제시하는 것처
럼 보인다. 하지만 메를로-퐁티에게 ‘눈과 정신’의 문제는 단순히 화가
의 시각la vision에 머물지 않고 존재의 신비에 접근하는 길잡이가 된다.
  일반적으로 시각이란 눈을 통해 주어진 정보를 ‘이해하는’ 능력을 가
리킨다. 대상의 표면에서 반사된 빛은 눈의 망막에 도달하고, 그것은 신
경에 자극을 주면서 변환되어 뇌로 전달된다. 빛이 뇌에 전달되기까지 
과정은 질서정연한 규칙에 따라 작동하기 때문에 자연과학의 대상이 되
고, 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식은 철학의 연구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철학에서 시각이란 주로 보는 능력보다 이해하는 능력, 즉 정신의 능력
을 가리킨다. 그런데 만일 눈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우
리는 오로지 눈으로 바라보는 것만을 볼 수 있다. 눈이 주목하지 않는다
면 우리는 그 어떤 사물도 자신의 눈앞에 현전시킬 수 없다. 이러한 사
실은 시각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재고하도록 한다. 
  메를로-퐁티는 화가의 ‘눈과 정신’을 통해 가시성의 원리를 해명한다. 
화가의 시각은 화가와 사물의 관계뿐 아니라 존재의 근원과 원리를 밝혀
주는 실마리가 된다. 전기 회화론이 현상으로 드러나는 존재에 대한 지
각과 표현 과정에 대한 해명이라면 후기 회화론은 이러한 현상과 표현 
가능 근거에 대한 해명이다.
  이러한 메를로-퐁티의 문제의식을 염두에 두고 「눈과 정신」을 중심
으로 화가의 시각에서 표현에 이르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차례대로 고찰
하겠다. 1) 데카르트의 시각론에 대한 메를로-퐁티의 비판과 화가의 눈

역어를 ‘시각’으로 통일한다.
     (3) “Le Visible et l’invisible”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보다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이 더 적절한 번역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문맥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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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신의 관계를 고찰한다. 2)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화가의 
시각에 어떻게 포착되는지, 사물은 어떻게 화가에게 체화되어 회화로 표
현되는지, 화가의 상상력은 어떤 과정에 개입되는지에 관해 표현에 초점
을 맞춰 논의한다. 결론에서는 시각과 표현에 관한 분석이 앞서 논의한 
지각의 현상에 대한 표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파
악한다.

  1) 화가의 눈과 정신

  우리의 눈은 태생적으로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세계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없다. 저 밖에 놓여 있는 사물은 눈의 망막에 이미지로 맺
힌 후 캄캄한 신경 터널을 지나 뇌로 전달된다. 시각이 발생하는 일련의 
과정을 고려해 본다면 사실상 본다는 것은 신비로운 사건임에 틀림없다. 
데카르트의『굴절광학La Dioptrique』은 이러한 시각의 수수께끼를 상세하
게 설명한다. 데카르트는 시각이 정신 활동에 의한 사유라는 점을 자연
과학 이론을 통해 논증하고, 시각 이론의 사례로서 동판화 이미지를 간
략하게 언급한다. 만일 데카르트가 주장하듯이 시각이 정신의 활동이라
면, 눈은 단지 정신의 명령을 따르는 역할만 하는가? 만일 그림 이미지
에서 어떤 형태를 인지한다면, 그것은 오로지 사유 능력 덕분인가? 이러
한 문제를 데카르트의 시각 이론과 이에 대한 메를로-퐁티의 비판을 통
해 살펴보겠다.

데카르트의 시각 이론 
  데카르트의 시각 이론에 대한 메를로-퐁티의 분석은 세 가지로 요약
된다. 첫째, 데카르트는 우리가 실제 보는 빛이 아니라 과학적인 방법으
로 빛을 추론하여 시각의 문제에 접근한다. 둘째, 빛은 접촉에 의한 작
용으로 귀결된다. 셋째, 시각은 사유이다. 
  첫째, 데카르트는 무슨 이유로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시각에 관심을 
두지 않고 빛이 눈에 들어와 대상을 인식하기까지 과정과 광학기구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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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인공기관에 대해 고찰하는가? 이는 데카르트의 시각론이 자연과학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데카르트는 자연과학을 통해 자연의 여러 
신비로운 현상들을 밝혀내고자 한다. 인간의 감각도 자연과학의 연구 대
상이 된다. 데카르트는 감각을 목적론적 질서 아래 두는 스콜라 철학을 
거부하고 기계론적 질서로 규정한다. 감각은 영혼의 능력이 아니라 몸의 
작용, 즉 몸에서 일어나는 기계적 생리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
한 데카르트의 기계론적 관점은 『굴절광학』에서 빛, 눈, 시각 이론에 
그대로 반영된다. 시각은 감각기관, 즉 눈이 대상으로부터 이미지를 받
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된다. 외부 대상으로부터 반사되어 눈으로 들어와 
망막에 모여진 빛은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이 망막 이미지를 지각
하는 것이 정신이다. 따라서 데카르트에게 시각이란 “몸속에 주어진 기
호들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사유이다.”(EM, 171)  
  둘째, 그러면 데카르트는 왜 맹인의 지팡이를 예로 들어 시각의 문제
를 촉각으로 전환하는가? 그것은 망막 이미지가 어떻게 뇌로 전달되는지
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비유이다. 망막으로부터 뇌까지 
이미지 전달은 신경을 통해 이루어진다. 망막에 새겨진 수많은 점들은 
각각 신경섬유와 연결된다. 각 점들의 운동 유형은 그에 대응하는 신경
을 통해 뇌에 동일한 유형으로 전달된다. 그런데 이러한 전달 과정에서 
데카르트는 거리와 시간의 문제에 고심한다. 우리의 실제 시각 작용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망막 이미지가 신경을 통해 뇌에 전달
하기까지는 필연적으로 거리 때문에 시간의 경과가 발생한다. 망막 이미
지 전달을 마치 혈관을 통해 혈액이 이동하는 것처럼 설명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맹인의 지팡이가 제시된다. 맹인이 지팡
이로 대상을 접촉하면 “대상의 각기 다른 내재적 성질들이 그의 손과 대
뇌의 신경들을 움직이는”92)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망막에 있는 각 점들
의 운동 유형은 신경 섬유들을 통해 뇌까지 즉각 전달된다. 결국 망막 
이미지가 뇌까지 이동하는 과정은 마치 지팡이가 한쪽 끝의 운동을 즉각
적으로 다른 쪽 끝으로 전달하는 것과 유사하므로 시각은 접촉의 작용으

92) ibid., p.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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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귀결된다. 
  셋째, 데카르트는 왜 시각을 사유의 문제로 귀결시키는가? 데카르트는 
대상에 대한 관념을 거울에 반사된 이미지에 비유한다. 일반적으로 우리
는 거울에 비친 이미지가 사물 자체와 닮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데카
르트에게 거울 이미지는 실재가 아니라 단지 실재와 유사한 이미지이다. 
사물이 아니라 나 자신을 비춘다고 가정할 때도 문제는 다르지 않다. 거
울 이미지는 단지 빛의 반사이므로 내가 바라보는 거울 속의 나는 ‘나 
자신’이 아니다. 거울 속 이미지와 ‘나’ 사이에 유사성을 발견한다면 그
것은 바로 사유가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유를 근거로 
한 실재와 거울 이미지의 유사성은 실재와 마음속 이미지의 유사성에 그
대로 적용된다. 수많은 망막 이미지들은 신경을 통해 전달되어 송과선에
서 하나로 통일된 후 정신에 작용을 가한다. 외적 감각기관을 통해 왜곡
되게 들어온 외부 대상을 다시 변형시키는 능력은 정신의 사유 능력에 
부여된다. 사물과 그것이 반사된 거울 이미지의 유사성이 사유에 속하듯
이 사물과 그것에 대한 관념의 유사성도 사유에 속한다. 결국 “보는 것
은 정신이지 눈이 아니다.”93) 
  데카르트는 대상과 뇌 안의 이미지는 서로 닮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유를 통해 지각이 가능하다는 점을 동판화 이미지를 예로 들어 설명한
다. “동판화가 숲, 마을, 사람, 전쟁, 폭풍을 아무리 생생하게 ‘재현’해도 
판화 그림은 그것들과 유사하지 않다.”(EM, 170) 그 도상icône들은 실재와 
유사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판화 평면 위에 납작하게 그려진 도상들은 
사물의 형태를 간신히 지니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저기 흩
어진 잉크자국 만으로 우리는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을 떠올릴 수 있는
가? 그것은 그 이미지가 기호와 낱말처럼 “우리의 사유를 자극”94)하기 
때문이다. 사물에 대한 관념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는 도상 자체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발생한다. 그것이 바로 사유이다. 데카
르트는 우리가 사물에 대해 어떤 관념을 형성한다면 그러한 능력은 사유
93) René Descartes, Discourse on Method, Optics, Geometry, and Meteorology, p. 

108.
94) ibid., 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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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속하듯이 그림에서 재현된 것들을 알아볼 수 있다면 그것 역시 사유
의 능력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데카르트의 시각 이론에 대해 메를로-퐁티는 빛에 의한 접촉
으로 또는 이미지 유사성에 대한 사유로는 시각의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
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사물과 눈 그리고 눈과 정신의 관계는 사물들
과 맹인의 손 그리고 손과 사유의 관계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것이 아니
다. 데카르트는 시각을 접촉에 의한 작용으로, 즉 촉각으로 대체함으로
써 시각의 특징인 ‘거리를 두는 작용l'action à distance’과 시각의 편재성
ubiquité을 일거에 제거해 버린다.(EM, 170) ‘거리를 두는 작용’이란 시각은 
촉각과 달리 직접 접촉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편재성이란 사물이 한편
으로 저쪽 바깥에 존재하고 다른 한편으로 시각의 중심에 존재한다는 의
미이다. 이러한 시각의 특징이야말로 시각에 관한 모든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핵심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데카르트는 이를 비껴간 것이다. 
  맹인은 결코 빛을 경험할 수 없다. 빛은 접촉의 작용이 아니라 거리를 
두고 조망하는 것이다. 데카르트는 거울 이미지처럼 빛이 우리 눈에 새
겨놓아 뇌로 전달된 이미지는 가시적 세계와 유사성이 없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데카르트는 “거울 속에서 그 자신을 보지 않는 것이다. 그는 
하나의 마네킹을 혹은 외관dehors을 보는 것이다.”(EM, 170) 그에게 거울 
속에 있는 이미지는 사물의 역학에 따른 결과가 될 뿐이다. 데카르트는 
거울 ‘이미지’가 자신처럼 보이도록 끈을 이어주는 것이 사유라고 주장
한다. 만일 눈을 통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온 이미지의 유사성이 영혼이 
느끼는 것이라면, 그 유사성을 통각하는 또 다른 눈을 우리 뇌 속에 가
지고 있어야 한다. 메를로-퐁티는 “보기 위해서 사유”하는 것으로는 충
분하지 않다고 말한다.(EM, 175) 시각은 몸에서 일어난 것을 계기로 생겨
나는 조건부 사유이기 때문이다. 실제 사물과 반사 이미지 사이에서, 혹
은 실제 세계와 회화 이미지 사이에서 유사성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지각
의 결과이지 동기가 되지 않는다. 말하자면 몸이 사유를 촉발한 것이다. 
  메를로-퐁티는 몸과 영혼이 자연적 협약 관계에 있는 시각을 제안한
다. 사유로서의 시각은 이차적 시각이다. 그것은 몸과 영혼이 분리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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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몸의 시각에 근거를 둔 것이다. 그렇다면 메를로-퐁티에게 눈과 
정신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것은 어떠한 존재론적 의미를 지니고 있
는가? 메를로-퐁티는 이에 대한 답변을 화가의 눈과 정신을 통해 접근
한다.

눈과 정신 
  화가의 눈과 정신의 관계는 폴 발레리의 “화가는 그의 몸을 운반한다
apporter”는 표현이 대변한다.(EM, 162) 이는 단순히 화가는 정신으로만 그
릴 수 없고 몸도 요구된다는 뜻이 아니다. 화가의 몸이야말로 회화의 가
능 근거가 된다는 뜻이다. 화가가 세계를 회화로 변형시킬 수 있는 근거
는 바로 그의 몸을 세계에 빌려주기 때문이다. 몸을 세계로 빌려주기 위
해서는 몸이 세계와 동일한 질서에 속할 수 있도록 몸의 존재론적 위상
이 바뀌어야 한다. 몸의 이러한 전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작용하는 몸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공간을 차지하는 물질 덩어리로서 몸
이나 신경 기능 체계로서 몸이 아니라 시각과 운동의 상호 얽힘이 일어
나는 몸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메를로-퐁티는 시각의 작용에서 눈의 운동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지
만 사실상 본다는 것은 오로지 정신에 의한 시각만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 나는 오로지 나의 눈동자가 초점을 맞춘 것만 볼 수 있
다. 눈의 움직임이 없는 시각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본다는 것은 눈과 
정신이 모두 요구된다. 정신이 배제된 채 눈이 맹목적으로 움직인다면 
나는 매순간 바라본 사물들의 조각들을 결합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눈
의 역량이 배제된 채 눈동자가 단순히 사물들을 반사하는 것이라면 나의 
정신은 사물들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시각이 눈 운동의 범위를 초월하지 
못한다는 점이 이러한 사실들을 뒷받침한다. 
  나의 눈 운동은 나의 풍경이 되는 것, 즉 보이는 것의 지도 위에 기록
된다. 내가 보는 모든 것, 즉 나의 시각의 범위는 나의 눈동자의 움직임
이 도달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 내가 보는 모든 것은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눈의 운동이 일어나는 지도 위에 표시된다.(EM, 162) 말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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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의 범위는 곧 눈 운동이 지닌 역량의 범위이다. 그리하여 보이는 세
계의 지도와 나의 눈의 운동이 기록되는 지도는 완전한 하나의 지도를 
이룬다. 
  메를로-퐁티는 눈 운동과 시각은 모두 존재를 드러내는 작업으로 간
주한다. “보이는 세계와 나의 운동이 투사한 세계는 동일한 존재의 전체
에서 일부이다.”(EM, 162) 시각이 그려낸 지도도 존재의 일부이고, 눈이 
그려낸 지도도 존재의 일부이다. 두 지도는 각각 동일한 존재의 부분들
로서 서로 결합하여 완전한 하나를 이룬다. 이렇게 볼 때 시각은 단순히 
본다는 것을 넘어 존재의 열림에 참여하는 활동이다. 
  시각이 눈 운동과 포개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사유 작용으로 
간주될 수 없게 된다. 시각이란 세계의 표상을 정신 앞에 세워 놓는 정
신 활동이 아닌 것이다. 시각은 눈과 정신의 구분을 통한 접근보다 오히
려 정신으로서 보는 자le voyant와 몸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 심층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보는 자는 단지 바라봄으로써 보이는 것에 접근하고, 
세계를 향해 자신을 열어 놓는다. 보이는 것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눈, 
곧 몸이다. 눈 운동은 주관의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정신의 결정에 따르
는 것이 아니다. 눈 운동은 시각의 연속이며 시각의 성숙이다. 눈 운동
을 하는 몸은 즉자적 존재도 물질도 아니다. “몸은 스스로 움직이며, 스
스로 운동을 전개한다. 몸은 자신에 대해 모르는 것도 아니고 자신에 대
해 맹목적이지도 않다. 몸은 자아로부터 방출된다.”(EM, 162) 이처럼 능동
성이 부여된 눈의 운동은 시각과 분리되지 않고 포개지게 된다. 눈과 정
신, 보이는 몸과 보는 몸은 역설적이다.
  몸의 첫 번째 역설은 보는 자의 몸에 있다. 보는 자는 모든 사물을 바
라볼 수 있고, 자기 자신의 보이는 몸을 바라볼 수 있다. “몸은 보고 있
는 자기 자신을 본다. 몸은 만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만진다.”(EM. 162) 
만지는 몸은 자신에게 만져지는 몸이 무엇인가를 만지고 있다는 것을 알
아볼 수 있다. 보는 자는 사유하는 자아처럼 투명한 자아가 아니다. 투
명한 자아는 대상을 구성하고, 대상을 사유로 변형시킨다. 이와 달리 보
는 자로서 몸은 보면서 보이는 혼연한 자아, 나르시시즘의 자아 혹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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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감각되는 몸속에 내재하는 감각하는 자아이다. 이러한 몸의 역설은 
또 다른 역설을 낳는다.
  몸의 두 번째 역설은 보이는 몸에 있다. 보이는 몸은 하나의 사물이기
에 세계에 속한다. “보이면서 움직이는 나의 몸은 사물들 가운데 하나의 
사물이다. 나의 몸은 세계의 직물에 사로잡혀 있다. 몸의 결합cohésion은 
사물의 결합이다. 그러나 몸은 스스로 움직이고 보기 때문에 자신의 둘
레에 사물들을 붙잡아 놓는다. 사물들은 몸의 부속물annexe 혹은 연장
prolongement이다. 사물들이 몸의 연장이 될 수 있는 근거는 몸과 사물들이 
동일한 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물들은 살에 달라붙는
다.”(EM, 163) 세계는 몸과 동일한 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몸의 두 번
째 역설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두고 시각은 사물들 사이에서 일어난다
고 혹은 사물들에게 붙잡힌다고 말한다. 
  보이는 몸이 보이는 사물과 동일한 질서에 속하고, 동시에 보는 몸과 
겹쳐질 때 보는 자는 과연 주관인지 아니면 객관인지 모호해진다. 이미 
후설은 만지는 손과 만져지는 손을 통해 몸의 이중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후설에게 몸은 만지고 있는 자신을 만지는 순간에, 보고 있는 자
신을 보는 순간에 하나의 “지각하는 사물”, “주관-객관”이 된다. 한편으
로 감각하는 존재로서 주관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사물로서 객관이 된
다.(S, 166) 이러한 후설의 주장은 메를로-퐁티는 반복한다. “나의 몸은 
보는 동시에 보인다. 모든 사물들을 바라보는 몸은 또한 몸 자신을 바라
보고, 보는 것 안에서 몸의 ‘또 다른 측면’이 바라보는 능력을 지니고 있
음을 알아본다. 몸은 바라보고 있는 몸 자신을 본다. 몸은 만지고 있는 
몸 자신을 만진다. 몸은 몸 자신에 대해 가시적이고 감각적이다.”(EM, 
162) 
  이처럼 주관-객관으로 드러나는 몸 존재에 대한 규정은 주관에 대한 
우리의 고정 관념을 흔들어 놓을 뿐만 아니라 객관의 존재론적 위상에 
대해 재고하도록 한다. 보는 자의 몸이 주관인지 객관인지 구별이 모호
하다면 사물과 세계 역시 그와 같이 구분이 모호하다고 볼 수 있다. 감
각적인 것이란 보이는 사물이라고, 또는 그 사물들을 바라보는 주관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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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주관과 객관은 더 이상 서로에 의존해서 
상호 규정하는 관계가 아니다. 나의 몸과 사물들, 주관과 객관은 하나의 
우주에 존재하며 동일한 살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사물들은 본질적으
로 몸의 연장이기에 지각적 의식 혹은 고유한 몸이 펼쳐내는 지향호
intentional arc는 몸의 연장이 된다. 보는 자와 보이는 사물들 사이에서 일
어나는 가역성은 그 둘을 하나의 단일한 존재로, 하나의 단일한 전체로 
존재하도록 만든다. 
  메를로-퐁티는 “모든 시각에는 근본적 나르시시즘이 있다”고 말한
다.(VI, 139) 나르키소스가 물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듯이 왼
손은 거울에 비친 자기 오른손을 바라보는 손 또는 나의 몸은 거울에 비
친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몸이 된다. 그 누구보다 화가는 이러한 몸의 
나르시시즘을 자각하고 있다. 많은 화가들은 “사물들이 자신을 바라본다
고 느낀다”고 고백한다.(VI, 139) 
  회화에서 이러한 관계는 종종 거울 이미지로 드러난다. 이를 보여주기 
위해 메를로-퐁티는 폴 클로델의 표현을 인용한다. 네덜란드 회화에서 
“텅 빈 실내는 ‘거울의 둥근 눈’이 ‘흡수한다digérer’. 거울의 이 선인간적 
시선은 바로 화가의 시선의 상징이다.”(EM, 168) 오른손과 왼손의 관계에
서 일어나는 가역성처럼 거울은 보는 자와 보이는 것이 지닌 자연적 반
사성을 보여준다. 모든 감각적인 것은 반사성이 있으므로 나의 외부는 
거울이라는 감각적인 것의 반사성을 통해서 완성된다. 심지어 비가시적
인 비밀스러운 것도 거울 속 광경 속으로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데카
르트가 빛, 음영, 반사를 통해 시각을 설명하는 것보다 더 완전하게 거
울 이미지는 시각 작용의 윤곽을 그려낸다. 
  메를로-퐁티의 몸 도식 개념에 영감을 준 심리학자 쉴더Paul Schilder에 
따르면 “원시인들은 거울 속의 모습에도 실제 실존을 부여한다.”(EM, 168) 
이런 맥락에서 쉴더는 거울 앞에서 파이프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 자신
의 손가락 안에서 나무의 매끄럽고, 불타오르는 나무의 표면을 느낄 뿐
만 아니라 거울 속 보이는 유령 같은 손가락 안에서도 느낀다고 말한다. 
  앞서 데카르트의 시각 이론에서 보았듯이 주관-객관을 이분법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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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볼 때 거울 속 손가락은 분명히 나 자신의 것이 아니다. 하지만 모든 
감각적인 것은 살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가정할 때, 그것은 몸의 연장
prolongement이 된다. 보는 자의 몸에서 주관과 객관의 경계가 희미하듯이 
거울 이미지도 주관과 객관의 경계가 희미하다. 화가들이 종종 거울 이
미지를 그리는 이유는 이처럼 거울 속에서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의 변형
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화가들이 자화상을 즐겨 그리는 이유
도 여기에 있다. 화가는 그림을 그리는 동안 마법적 시각 이론을 실천하
고 있는 것이다. 
  이제 시각은 더 이상 주관의 내면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으로 볼 수 없
게 된다. 시각은 몸에 선행하거나 몸 운동의 결과가 아니다. 몸 역시 자
신의 몸을 반성하는 능력이 있다. 만일 눈이 자신의 몸을 볼 수 없다면 
혹은 손이 사물들을 만질 수 있으나 자신의 몸을 만질 수 없다면, 어떤 
동물처럼 시각장의 교합이 없는 측면 눈만 가졌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인
간의 몸이 아니다. 그렇다고 인간성이 몸의 각 부분들의 유기적 결합이
나 혹은 눈이 심어진 결과로서 만들어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러한 우
연성들로는 인간의 몸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 몸의 생명력은 몸 부
분들의 결합이나 병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몸이라는 자동장치로 정신이 
내려온 것도 아니다. 만일 이렇게 몸을 간주한다면 몸이란 여전히 내부
dedans도 없고 자아soi도 없다고 가정하는 셈이 된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인간의 몸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메를로-퐁
티는 “봄과 보임 사이에, 만짐과 만져짐 사이에, 한쪽 눈과 또 다른 눈 
사이에, 한 손과 또 다른 손 사이에 일종의 교차가 일어날 때”라고 말한
다.(EM, 163) 그 순간 불꽃이 일어난다. 감각하는 것과 감각되는 것이 서
로 교차하는 순간 인간의 몸은 진정으로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불
꽃은 몸에 일어난 어떤 우연한 일이 멈추게 할 때까지 계속 타오른다. 
이러한 기묘한 교환체계가 바로 회화에 관한 제반 문제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화가의 표현을 통해 이 문제에 심층적으로 접근하도록 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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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시성의 수수께끼에 대한 화가의 표현

  G. 존슨은 메를로-퐁티야말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의 신
비를 가장 깊이 있게 다룬 철학자라고 인정한다.95) 데카르트로부터 사
르트르에 이르기까지 철학 전통에서 이러한 문제는 별로 다루어지지 않
았다. 메를로-퐁티는 보이는 것 안에 내재된 보이지 않는 깊이와 풍부
함은 철학보다 화가의 색을 통해 보다 잘 접근할 수 있다고 믿는다. 
  앞서 화가의 지각과 표현에 관해서는 화가의 지각적 의식이 포착한 현
상과 이에 대한 표현을 다루었다. 이제 후기에 해당하는 화가의 시각과 
표현에 관해서는 지각의 현상보다 화가는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
으로 이행하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진다. 먼저 보이는 것과 보
이지 않는 것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화가는 어떻게 포착하여 표현하는지 
파악하고, 이어서 화가는 어떻게 자신의 몸에 체화된 사물의 도식을 표
현하는지 고찰하겠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화가는 자신의 몸을 통해 
존재의 여러 양상들을 표현한다는 점이 드러날 것이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표현
  화가에게는 특별한 보는 능력이 요구된다. 메를로-퐁티는 이 능력을 
보는 것 이상을 보는 제3의 눈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눈이 단지 외부 자
극을 받아들여 기록하는 기계 장치로서 감각기관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다. 이러한 눈은 광선, 색을 수용하는 수신기 이상의 기능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 하지만 제3의 눈은 외부 세계와 자신의 내부 세계를 모두 
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지닌 눈이다. 그래서 메를로-퐁티는 이 눈을 
투시clirvoyance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그와 같은 눈의 놀라운 능력은 “살로 
된 눈yeux de chair”에서 비롯된다.(EM, 165) 앞서 살 개념을 규정할 때 살 
두께의 관념적인 측면이 이에 해당한다. 
  살로 된 눈은 마치 영감을 받은 것처럼, 컴퓨터처럼 세계의 보이는 것

95) Galen Johnson, “Ontology and Painting: ‘Eye and Mind’”, The Merleau-Ponty 
Aesthetics Reader: Philosophy and painting,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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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보이지 않는 것을 두루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특히 화가에게
는 이러한 눈이 필요하다. 화가에게 이러한 능력은 처음부터 발휘되지 
않는다. 화가는 이러한 투시하는 시각을 몇 달 만에 완전하게 소유하지 
못한다. 혼자서도 습득하지 못한다. 조숙하든 더디게 이루어지든, 자발적
이든 미술관에서 계발된 것이든 화가의 시각은 오로지 보는 행위를 통해
서만 또한 보는 것 자체로서만 습득된다. 
  투시란 일상적인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포착하는 능력을 말한다. 
화가의 눈은 단지 세계를 바라보기만 하지 않는다. 화가의 눈은 세계를 
볼 때 무엇이 결여되어 있는지 알아보고, 그것을 회화에서 표현한다. 말
하자면 화가의 눈은 팔레트 위에서 그려지기를 기다리는 색들을 본다. 
화가의 눈은 모든 보이는 것을 향하지만 그 중에 무엇이 회화에 적합하
고 부적합한지 목록을 작성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마치 언어에서 
어떤 어휘가 사용 가능한지 목록을 만드는 것과 같이 범위를 정할 수 없
다. 
  회화는 존재의 심장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다는 메를로-퐁티의 표현은 
화가가 이러한 특별한 투시 능력을 지녔다고 보기 때문이다. 존재는 현
전하는 것뿐 아니라 부재하는 것까지 포괄한다. 앞서 붉은색에 관해 살
펴보았듯이 눈앞에 보이는 붉은색은 무한한 붉은색 장의 배경으로부터 
떠오른 것이다. 모든 존재들은 존재의 파편이다. 화가는 범속한 시각에
는 드러나지 않는 비가시적인 것, 즉 존재의 파편을 포착하여 표현한다. 
“화가의 세계는 하나의 가시적 세계, 오로지 가시적이다. 그것은 부분임
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대담한 세계이다. 회화는 시각 자체인 
섬망dernière을 일깨워 최고조에 이르게 한다.”(EM, 166) 이런 이유로 화가
는 세계의 일부분만 표현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세계로 드러난다. 
  따라서 화가가 가시적 세계를 표현한다고 할 때, 그것은 단지 우리의 
일상적 눈에 가시적인 것만을 말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우리는 회화에
서 사물이 지닌 촉각적 성질까지도 볼 수 있다. 베렌손은 이탈리아 회화
에서 촉각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메를로-퐁티
는 만일 회화에서 어떤 촉각적인 성질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범속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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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가시적이라 믿고 있는 것에 화가가 가시적 실존을 부여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사물의 부피를 알아보기 위해 굳이 만지지 
않는다. 우리의 시각에는 이미 촉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화가가 
시각을 최고의 상태로까지 끌어올릴 때, 그의 열정적 시각은 ‘시각적으
로 주어진 것’을 넘어서 존재의 모든 양상들로 확장한다. “화가의 시각은 
존재의 직물une texture de l'Être을 향해 열려 있기 때문이다. 마치 인간이 
그의 집에서 살고 있듯이 화가의 눈은 이러한 존재의 텍스처 안에서 살
고 있는 것이다.”(EM, 166) 
  화가는 그림을 그리는 동안 마법적 시각 이론을 수행한다. 화가가 가
시적 세계를 향할 때, 하나의 사물은 저쪽 세계에도 있고 이쪽 시각의 
중심에도 있다. 화가는 시선을 통해 저쪽 산에 물음을 던진다. 화가가 
묻는 것은 정확이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이 산을 우리 눈앞에 산으로 만
드는지, 무엇이 ‘어떤 것’을 ‘이것’이 되도록 만드는지, 무엇이 우리 눈앞
에서 가시적이 되도록 촉발하는지에 관한 물음이다. 우리의 시선이 향하
는 가시적인 것들은 빛, 조명, 음영, 반사, 색 등을 통해서 드러난다. 하
지만 그것들은 오직 시각적으로만 실존하므로 마치 환영과 같다. 우리의 
범속한 시각에 이 모든 것들은 쉽사리 포착되지 않는다. 하지만 화가는 
이러한 비가시적인 것들을 포착해서 캔버스에서 가시적인 것으로 존재하
도록 한다. 
  렘브란트의 <야경꾼>은 화가가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을 포착
해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여준다. 화면 중앙에 서 있는 대위의 왼손은 우
리를 향하고 있다. 우리는 그의 손만 볼 뿐 그림자는 보지 않는다. “대위
의 공간성은 공존할 수 없는, 그럼에도 함께 있는 두 시선의 교차점에 
놓여 있다.”(EM, 167) 대위의 손이 진정으로 거기에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
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그림자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상을 보기 
위해서는 대상 주변의 그림자와 빛의 유희를 보지 말아야 한다. 그림자 
유희는 대상이 보이도록 만들면서 스스로를 숨긴다. 화가는 이와 같이 
일상적인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포착하여 표현한다. 가시적인 것이 
비가시적인 것을 수반할 때 비로소 사물의 가시성은 획득될 수 있다. 



142

체화된 도식의 표현
  메를로-퐁티에게 “회화는 오로지 가시성의 수수께끼만을 찬미한다.” 
(EM, 166) 어떤 문명에서 태어나든, 어떤 믿음, 동기가 그 회화의 배경이
든, 라스코 동굴 벽화에서 현대 회화에 이르기까지, 구상이든 추상이든 
“자연”을 그리든 아니든, 어떤 경우에든 회화는 가시성visibilité에 대한 표
현이다. 그러면 화가는 어떻게 가시성의 수수께끼를 회화로 표현하는가?
  보이는 몸이 사물들의 질서에 속할 때 사물들은 몸 안에 반향을 불러
일으킨다. 보이는 몸이 사물들에 사로잡히면 혹은 몸이 자신의 주변에 
사물들을 환영하여 붙잡고 있으면 사물들은 몸 안에 내적 등가물을 새겨
놓는다. 메를로-퐁티는 이를 가리켜 사물들의 “뚜렷한 가시성visibilité 
manifeste”이 몸 안에서 “비밀스런 가시성visibilité secrète”으로 반복된다고 말
한다.(EM, 164) 
  “우리 앞에 성질, 빛, 색, 깊이가 존재하는 것은 그것들이 우리의 몸 
안에 반향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고, 몸이 그것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이
다.”(EM, 164) “자연은 내 안에 있다”는 세잔의 말은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EM, 164) 화가에게서 종종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은 몸에 관한 
존재론적 해석이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렵다. 
  메를로-퐁티는 화가의 몸 안에 사물이 자신의 현전을 새겨놓은 흔적
을 ‘내적 등가물équivalent interne’ 혹은 ‘체화된 공식carnal formula’(EM, 164)이라
고 부른다. 화가는 사물들이 몸 안에 새겨 놓은 도식을 밖으로 표출한
다. 그리하여 이차적으로 가시적인 것, 즉 일차적인 것에 대한 “체화된 
도상”이 나타나게 된다.(EM. 164) 그것이 회화이다. 회화는 “외적인 것의 
내적인 것이며, 내적인 것의 외적인 것”이다.(EM, 164) 외부 사물들이 내
면으로 체화되고, 이 내면화된 등가물이 외부로 나타난 것이 회화이다.
  회화는 내적 도식의 표현이지만 단지 외부 사물의 내적 등가물에 대한 
표현 이상이다. 화가는 자신의 내부에 고유한 암호로 새겨진 가시적인 
것의 도식을 상상력을 통해 창조적으로 변형하기 때문이다. 체화된 도식
이 표현될 때 화가의 상상력이 개입되지 않으면 사물은 결코 회화적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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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로 표현될 수 없다. 그래서 메를로-퐁티는 회화가 아무리 가시적 세
계를 표현한다고 해도 회화 이미지는 상상적인 것l'imaginaire이라고 본다. 
이렇게 볼 때 회화는 더 이상 현실적인 것l'actuel이 아니라 상상적인 것이
다. 화가가 캔버스에 표현한 상상적인 것과 저기 바깥에 존재하는 현실
적인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상상적인 것은 현실적인 것보다 우리에게 더 가깝게 있으면서 동시에 
더 멀리 떨어져 있다. 더 가까운 이유는 상상적인 것은 현실적인 것의 
표면과 이면을 모두 지닌 채 생명력의 도식으로 나의 몸속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나의 몸속에는 현실적인 것의 모든 면을 지닌 상상
적인 것이 살아 숨 쉬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가깝게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회화의 유사성에 관한 쟈코메티의 말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모든 회화에서 나의 관심을 끄는 것은 닮음이다, 
즉 나에 대한 닮음이다. 닮음은 세계에 대해 더 많이 발견하도록 만든
다.”(EM, 165) 여기서 자코메티가 말하는 닮음은 단순히 회화에서 표현된 
것이 사물과 유사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 닮음은 화가 안에서 체화시
킨 닮음을 말한다. 동일한 사물이라도 화가는 저마다 그 사물을 다르게 
바라본다. 그 결과 화가마다 제각기 다른 체화된 도식을 갖게 되고, 우
리는 각 화가들의 시각에 포착된 다양한 세계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상상적인 것은 현실적인 것보다 우리에게 더 멀리 떨어져 
있다. 회화는 오로지 몸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실재의 유사물이기 때문이
다. 우리의 시각에 주어지는 것은 실재의 닮음 꼴이 아니다. 그것은 화
가의 몸에 의한 시각의 흔적 혹은 실재의 상상적 텍스처이다. 따라서 회
화는 현실적인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회화는 우리의 정신에 사
물들의 구성적 관계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화가의 시각에 스며있는 내
적 흔적을 우리의 시선에 제공한다. 이처럼 몸의 매개로 인해 회화는 시
각에 실재의 상상적 텍스처를 제공하고, 그런 이유로 현실적인 것보다 
우리에게 더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회화는 화가의 체화된 사물의 등가물이기에 메를로-퐁티에게 
회화는 빛바랜 복사물도 아니고, 실물로 착각하게 하는 트롱프뢰유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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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고, 그렇다고 또 다른 ‘사물’도 아니다. 또 다른 ‘사물’이 아닌 이유는 
회화에서 가시적인 것은 세계 속에 가시적인 것과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
기 때문이다. 라스코 동물 벽화에서, 자연적인 벽이 일차적으로 가시적
인 것이라면 화가의 몸을 거쳐 그려진 그림은 이차적으로 가시적인 것이
다.(EM, 164) 동굴에 그려진 동물은 동굴 벽의 갈라진 틈이나 석회암 층
과 동일한 방식으로 거기에 존재하지 않는다. 들쑥날쑥하고 울퉁불퉁한 
벽에 따라 능숙하게 그려진 동물들은 그 자리에 정박해 있으면서도 동굴 
벽 주위로 퍼져나간다. 그래서 나는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림이 도대체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대답하기 어렵다. 나는 하나의 사물을 
보듯이 그림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그림을 그 자리에 고정시
켜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메를로-퐁티는 “나의 시선은 존재
의 후광 안에서처럼 그림 안에서 떠돌고 있다”고 말한다.(EM, 164) 이런 
점에서 “나는 그림을 본다기보다 그림에 따라서 본다거나 또는 그림과 
더불어 본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EM, 164) 이처럼 이차적으로 가시적
인 그림은 일차적으로 가시적인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존재한다. 
  회화가 체화된 내적 도식의 표현이라는 점을 깨달은 에른스트는 “화가
의 역할은 그의 내부에서 보이는 것을 포착하여 투사하는 것”이라고 말
한다.(EM, 167) 화가는 가시적 세계에 물음을 던지지만 그 물음은 결국 가
시적인 것들이 몸에 새겨놓은 것에 대한 물음이다. “어떤 경우이든 회화
에 관한 물음은 우리 몸 안에서 이러한 비밀스럽고 열정적인 사물의 생
성genèse에 관련된다.”(EM, 167) 그래서 메를로-퐁티는 화가는 매혹 속에
서 산다고 말한다. 화가는 가시적인 것들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이
것이 많은 화가들이 종종 사물들이 자기들을 보고 있다고 말하는 이유이
다. 클레를 따라 앙드레 마샹도 말하기를, “숲 속에서 숲을 바라보고 있
는 것은 내가 아니라고 여러 번 느꼈다. 어떤 날들은 나무들이 나를 바
라보고 있고, 내게 말을 걸고 있다고 느꼈다... 나는 거기에 있었고, 듣고 
있었다... 화가는 우주에 의해 침투되기를 원해야지 우주로 침투해 들어
가기를 원해서는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내적으로 잠기고 묻히
기를 기대한다.”(EM, 167) 마샹은 그림 그리는 이유가 어쩌면 세계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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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긴 상태에서 떠오르기 위해서인지도 모른다고 고백한다. 화가의 시각
에서 마치 영감처럼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메를로-퐁티는 
‘inspiration’을 글자 그대로 들숨으로, 즉 존재의 호흡으로 이해하도록 
제안한다. 존재의 호흡respiration에는 들숨과 날숨, 능동과 수동이 있
다.(EM, 167) 존재의 호흡에서는 무엇이 보고 무엇이 보이는지, 무엇이 그
리고 있는지 무엇이 그려지고 있는지 거의 구별되지 않는다.
  이처럼 화가는 몸 안에 새겨진 사물의 ‘현전’의 비밀을 발견하여 밖으
로 드러낸다고 할 때, 화가는 즉자로 존재하는 세계만을 탐사하지 않는
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화가가 주목하는 것은 세계라기보다는 차라
리 화가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시각이다. “세계는 더 이상 표상으로 그 
앞에 서 있지 않다.”(EM, 181) 화가의 시선은 밖으로만 향하는 것이 아니
라 내부로도 향한다. 오히려 세계에 흩어져 있는 존재의 파편들은 화가
의 내부로 집중된다. 그런 의미에서 메를로-퐁티는 화가의 시각은 우주
를 비추는 거울 혹은 우주의 응축이라고 말한다. ‘우주univers’는 ‘하나uni’
라는 의미를 함축한다. 화가와 세계는 하나의 우주에 거주하고 서로의 
살로 서로를 감싸고 있다. 회화는 화가의 시각에 응축된 우주에 대한 표
현이다. 
  
결론  
  메를로-퐁티의 눈과 정신에 관한 탐구는 궁극적으로 존재는 어떻게 
화가의 시각에 포착되어 표현되는지에 관한 수수께끼를 이해할 수 있도
록 한다. 화가는 눈과 정신이라는 이분법에 따라 정신의 사유 활동을 통
해 세계를 바라보지 않는다. 화가의 시각은 몸과 정신을 동시에 수반한
다. 화가의 시각은 사물이 보이는 존재가 되도록 만들고, 동시에 자신의 
몸을 사물들에 편입시켜 사물의 가시성을 획득한다. 보이는 사물들은 화
가의 몸 안에 표식을 남기고, 화가는 이 체화된 도식을 상상력을 통해 
외부로 표출해 회화 속에서 가시적인 것으로 복귀시킨다. 
 「눈과 정신」에서 주목할 점은 화가의 특별한 시각 능력에 대한 통찰
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포착하는 능력을 메를로-퐁티는 제3의 눈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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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시라고 표현한다. 화가를 신비화하는 앙드레 말로의 태도에 비판적인 
메를로-퐁티의 입장을 고려할 때 이러한 예찬은 모순된 듯이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은 세잔에 관한 논의와 연계될 때 그다지 모순되지 
않는다. 세잔은 이론이나 개념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시각으로 자연을 
바라보았고, 자연이 자신의 시선 아래에서 스스로 질서 있게 조직되는 
바를 포착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지각의 현상을 포착하지 못하
고 지나쳐 버린다. 일상에 너무 깊숙이 연루되어 있어서 존재들 상호간
에 삽입과 얽힘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메를로-퐁티가 말하
는 화가의 투시란 어떤 신비로운 능력이 아니라 일상적인 선입견에서 벗
어나 자신의 시선에 주어지는 그대로 존재의 모습을 포착할 수 있는 능
력을 말한다.
  회화에 관한 존재론적 고찰에서 메를로-퐁티가 무엇보다 중시하는 것
은 보이는 것에 내재되어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존재론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되는 ‘존재와 무’, ‘현전과 부재’의 문제이다. 사물
은 보이는 측면과 보이지 않는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보이는 측면
이 사물의 물질적 측면이라면 보이지 않는 측면은 사물이 은폐하고 있는 
무한한 심연이다. 화가 역시 보이는 측면과 보이지 않는 측면을, 즉 눈
과 정신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메를로-퐁티는 화가의 눈과 정신에 관
한 고찰에서, 비록 보이지 않는 것은 현전하지 않지만 결코 부재하지 않
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존재의 보이지 않는 측면은 부재하는 것이 아니
라 보이는 것의 이면에 현전한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끊임없
는 숨바꼭질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화가의 표현 행위이고 그 결과가 회
화이다. 
  비록 메를로-퐁티는 화가의 눈과 정신을 통해 존재의 문제를 해명하
지만 결코 주관주의에 머물지 않는다. 화가의 몸과 정신이 결합된 시각
은 무엇인가가 거기에 ‘있다il y a’을 드러내는 불투명한 사유이다. 존재는 
코기토 혹은 초월론적 의식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모
습을 드러낸다. 화가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교차하는 순간 존
재의 열림을 포착하여 표현한다. 화가는 가장 근원적 차원에서 매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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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하는 가시성의 기적을 표현함으로써 우리가 세계와 얽혀있는 방식을 
환기시킨다. 그래서 화가의 시각은 존재의 심장으로 꿰뚫고 들어가는 통
찰이다. 회화의 존재론은 곧 존재와 화가의 존재론인 것이다. 
  다음 3장에서는 회화 작품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회화에 접
근하겠다. 회화의 목적은 무엇인지에 관한 문제부터 회화의 의미, 회화
의 구성요소, 회화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회화작품과 관련된 문제들을 고
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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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회화 작품
1. 회화의 진리와 의미 표현
  회화에 관한 이론은 주로 모방론, 표현론, 형식론의 관점에서 다루어
져 왔다. 회화는 외부 세계를 재현하거나 주관의 내적 감정을 표현한다. 
또는 회화는 캔버스 바깥이 아니라 회화 자체를 구성하는 선과 색을 지
시한다. 하지만 앞서 메를로-퐁티의 표현 개념에서 보았듯이 회화적 표
현은 실존적 표현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러한 표현 개념을 따를 때, 회
화에 관한 이론들은 회화의 내용이나 형식을 어떤 특정한 관점에 따라 
해석하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회화에 관한 존재론적 고찰에
서 진리의 문제를 다루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메를로-퐁티는 회화의 궁극적 목적은 진리의 표현에 있다. 일반적으
로 진리는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메를로-퐁티에게 회화의 
본질은 철학과 마찬가지로 은폐된 진리를 탐구하여 표현하는 데 있다. 
철학도 회화도 “창조”로서, 그것은 바로 “존재와의 접촉”(VI, 197)을 표현
하는 것이다. 회화는 존재에 대한 경험을 드러내기 위해 창조적으로 구
축된 하나의 세계이다. 존재를 드러낸다는 것은 곧 진리를 드러낸다는 
것이다. 
  철학은 언어 개념을 통해 진리를 전달한다.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
의 집이면서 동시에 인간 존재자의 집”96)이라는 표현을 통해 인간이 존
재와 관계 맺는 데 언어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라고 본다. 마찬가지로 메
를로-퐁티에게 “언어는 우리의 원소로, 그것은 마치 물고기에게 물이 원
소인 것과 같다.”(S, 17) 회화는 언어와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진리를 표
현한다. 언어는 하나의 기호이고, 의미는 기호들의 차이에 의존한다는 
언어의 본질은 회화에 그대로 적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의 현상은 

96) Martin Heidegger, “Letter on Humanism”, Basic Writings, ed. David Farrell 
Krell, HarperCollins, 1993, p.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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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에서 의미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안내자
가 된다.
  따라서 회화의 궁극 목적과 의미의 전달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메
를로-퐁티의 철학적 진리 개념과 언어 현상학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
야 한다. 진리와 의미 표현에 관한 논의는 회화의 본성에 보다 더 가깝
게 다가갈 수 있다는 기대 아래 다음과 같이 진행하겠다. 1) 메를로-퐁
티의 철학에서 진리 개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회화에서 진
리의 문제를 고찰한다. 2) 언어의 현상학을 논의한 후 언어의 의미와 회
화의 의미 표현 방식을 비교 검토한다. 결론에서는 회화의 진리와 의미
는 어떤 존재론적 의미를 지니는지 고찰한다.

  1) 은폐된 진리의 표현으로서 회화

  메를로-퐁티에게 철학의 임무는 진리를 탐구하여 표현하는 데 있다. 
회화야말로 철학에 가장 근접한 임무를 수행한다. 그래서 회화는 형이상
학으로 간주된다. 메를로-퐁티에게 철학은 이미 존재하는 진리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예술처럼 진리를 나타나게 한다. 메를로-퐁티는 영화, 음
악, 문학과 같은 다른 현대 예술도 연구했지만 그의 관심은 회화에 집중
된다. 1948년 라디오 강의에서 메를로-퐁티는 현대 철학(현상학) 뿐만 
아니라 현대 미술이 우리가 직접 “체험하는 세계를 현전시켰다”고 말한
다.(WP, 69) 특히 몇몇 화가들은 현상학자들과 방법은 다르지만 보다 더 
효과적으로 철학적 임무를 수행했다. 무슨 이유로 메를로-퐁티는 예술 
중에서 특히 회화를 진리 표현의 전형으로 제시하는가? 
  무엇보다 회화는 철학이나 문학과 달리 언어 개념의 매개 없이 직접적
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그 어떤 표현 매체보다 진리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로 화가와 세계의 객관적 관계에 있다. 메를로-퐁
티가 보기에 철학자와 달리 “화가는 어떠한 판단 없이 모든 사물들을 바
라볼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EM, 161) 화가는 마치 무엇보다 급박한 소
명이 그에게 부여된 것처럼 세상의 격랑으로부터 자유롭다. 화가는 자신



150

이 반추한 세계에 대해 주권을 쥐고 이 세계를 그려낼 뿐이다. 이런 이
유로 “예술은, 특히 회화는 (···) 야생적 의미의 직물을 그려낼 수 있
다.”(EM, 161) 말하자면 회화는 직접적으로 존재와 접촉하여 표현한다. 화
가가 발견하여 표현하려고 하는 존재는, 진리는 과연 무엇인가? 

철학에서 진리
  메를로-퐁티에게 진리는 결코 절대적이 아니다. 메를로-퐁티는 비록 
절대적 진리를 부정해도 결코 진리의 존재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모든 진리들을 하나로 묶는 절대적 진리의 가능성을 거부한다. 어
떤 철학적 입장이 객관과 주관, 본질과 실존 등에 관해 절대적 진리를 
주장해도 그것은 독단론에 지나지 않는다. 그 어떤 철학도 완전한 진리
를 제시하지 못한다. 메를로-퐁티는 이러한 자신의 입장을 소크라테스
의 입을 빌어 표현한다. “소크라테스는 절대적 앎은 없고, 우리가 진리에 
열려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없음 때문이라는 것만을 알았다.”(IPP, 39) 
  진리를 탐구하는 메를로-퐁티의 철학적 사유 방식은 반성에 있다. 하
지만 이미 존재하는 것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
계에 대한 반성이다. 우리의 비반성적 삶으로 되돌아가 그 삶을 표현하
는 것으로서 반성이다. 철학자의 임무는 비반성적 삶으로 되돌아가 끊임
없이 명증성evidence을 추구하는 반성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한 반성을 통
해 진리가 얻어진다.
  메를로-퐁티의 진리에 대한 관점은「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는」
에서 드러난다. 이 저술 서문에서 메를로-퐁티는 저명한 철학자들에 관
한 자신의 선집은 철학자들의 계보학도 아니고 진리의 전개도 아니고 다
만 “관점들” 혹은 “이론들”의 목록이라는 점을 밝힌다.(SNS, 127) 메를로-
퐁티는 묻는다. 관념, 자유, 지식과 같이 동일한 낱말은 제각기 철학자들
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는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의 철학을 가질 수 있겠
는가? 제각기 다른 철학자들의 관점들에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것
들 각각이 하나의 통일된 체계 내에서 하나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철학들을 포괄하는 단 하나의 철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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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SNS, 127) 어떤 점에서 보면 철학 전체는 각 철학 안에 있다. 달리 
말해, 철학의 핵심은 어느 곳에도 있고, 철학의 경계는 어느 곳에도 없
다. 진리와 전체적인 것은 처음부터 거기에 있지만 그것은 철학이 수행
해야 할 임무이기에 아직 거기에 없는 것이다. 철학에 대한 이러한 메를
로-퐁티의 입장은 결국 각 철학은 나름의 진리를 지니고 있지만 절대적 
진리 혹은 보편적 진리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코기토와 기하학에 
대한 메를로-퐁티의 비판적 고찰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데카르트는 『방법서설』에서 방법론적 회의 끝에 철학의 출발점이 되
는 제1원리에 도달한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ego 
cogito, ergo sum’라는 진리는 명석 판명한 것이다. 이 사유하는 자아가 없으
면 우리는 어떠한 대상도 가질 수 없다. 이에 따라 코기토는 영원불변한 
진리가 된다. 메를로-퐁티는 이러한 코기토 개념에 대한 반론으로 『메
논』에서 소크라테스의 질문을 인용한다. “너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의 사물을 어떻게 찾기 시작하겠는가? 네가 알지 못하는 
사물들 가운데서 어느 것이 네가 찾고자 의도하는 것인가? 그리고 네가 
우연히 그것을 만난다면 너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데 어떻게 네가 찾는 
그 사물이라는 것을 아는가?”(PhP, 371) 이 예시는 대상의 본질을 알기 위
해서는 그 대상을 먼저 경험해야 한다는 메를로-퐁티의 입장을 분명히 
보여준다. 내가 어떤 나무를 본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그 나무와 실
제 접촉하여 나무의 본질과 개념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내 안에서 사물
에 대한 모든 원초적 지식을 일깨웠기 때문이다. “지각된 사물의 명증성
은 그것의 구체적 국면들에 있다.”(PriP, 6) 
  마찬가지로 데카르트의 코기토가 내게 주어졌을 때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의 개인적 역사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나의 의미 작용이 
없다면 그것은 결코 코기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코기토 개념은 영원불
변한 의미를 지닌 절대적 진리가 될 수 없다. 메를로-퐁티는 코기토 개
념을 다시 정의한다. “역사적 코기토를 재구성하는 것도 나이고 데카르
트의 텍스트를 읽는 것도 나이며, 그 안에서 불멸의 진리를 인식하는 것
도 나이다. 궁극적으로 데카르트의 코기토는 나 자신의 코기토를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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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그 의미를 획득한다.”(PhP, 371) 
  메를로-퐁티가 코기토 개념에서 문제 삼고 있는 바는, 만일 코기토가 
순수한 사유 능력으로서 세계와 시간으로부터 독립되어 오로지 내면 깊
숙이 존재하는 주관성 자체라면 어떻게 체험을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코기토가 순수 사유 능력이라면 우리의 체험에서 지각과 사유는 
구별될 수밖에 없게 되고, 지각의 명증성은 코기토의 사유에서 찾아야 
한다. 예컨대 재떨이와 파이프가 저 앞에 있을 때, 코기토와 분리된 지
각하는 나는 저기에 파이프가 존재하는지 확신할 수 없다. 다만 나는 
“본다는 것을 사유한다”는 것만 확신할 수 있다.(PhP, 374) 보는 것에 대한 
사유에서 명증성을 갖는 것이다. 하지만 메를로-퐁티는 명증성을 지각
에서 찾는다. 우리가 본다고 말하려면 거기에 파이프가 있어야 한다. 만
일 파이프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면 나는 그것을 진정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떤 것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확실성은 그것이 
존재한다고 사유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것을 지각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나는 의심한다’의 경우도 실제로 의심하고 의심의 
경험에 참여하는 체험이 없다면 의심한다는 확실성은 내게 존재하지 않
는다. 사유의 확실성은 언제나 내가 체험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물에 대
한 확실성 혹은 세계에 대한 확실성은 코기토에 의한 정립적 인식에 선
행하는 사물 혹은 세계와 나의 직접적 관계를 근거로 한다. 지각적 신념
은 명시적 진리에 선행한다. 물론 메를로-퐁티는 “나는 생각한다”라는 
명제가 근본 진리라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것은 하이데거의 말대로 
“세계에 속하면서 나 자신에게 속한다”는 조건에서이다.(PhP, 407)
  기하학의 경우도 지각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삼각형의 경우, 
그 도형에 대한 관념은 그 속성들을 표현하는 개념과 관계가 있다. 삼각
형은 공간을 차지하는 ‘위’, ‘꼭지점’과 같은 말들의 표현과 관계한다. 하
지만 이 말들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나 자신이 지각 장에 위치해 감
각 또는 상상으로 ‘위’ ‘좌’ ‘우’에 관계해서 방향 짓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삼각형은 객관적 특성들의 합으로 볼 수 없다. 기하학적 도형은 
내가 세계를 포착하는 어떤 양상, 어떤 구조이다. 그래서 메를로-퐁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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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학의 주체는 운동 주체”라고 말한다.(PhP, 387) 삼각형에 대한 사유는 
몸을 수단으로 새로운 속성의 종합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기하학적 사유
는 결코 지각적 의식을 초월하지 않고, 그 본질 개념은 바로 지각의 세
계로부터 가져온 것이다. 우리의 몸은 세계를 본다는 사실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몸은 보는 것을 실현시킨다. 따라서 우리 몸은 “기하학적 종합
의 가능 조건이며, 또한 문화 세계를 구성하는 모든 표현 작용들과 획득
된 관점의 가능조건이기도 하다.”(PhP, 388) 
  이처럼 데카르트의 코기토가 절대적 진리의 근원이 될 수 없다면 그 
대안으로 과학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과학이야말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절대적 진리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메를로-퐁티에게 과학
이 제공하는 진리는 단지 실재로부터 어떤 하나의 현상을 추상하여 이론
으로 구축한 가정일 뿐이다. 과학은 사물들을 조작하고, 사물들 속에 살
기를 포기한다.”(EM, 159) 이는 과학이 외적 관찰자의 시각으로 세계를 바
라본다는 의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은 사물에 대해 제한된 모델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결과 근본적으로 사물들에 대해 선입견을 갖게 한
다.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들로
서 다만 사용 가능한 대상 일반에 불과하다. 고전 과학은 세계가 불투명
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초월적 또는 선험적 토대를 
찾고자 했지만 현대 과학, 특히 과학 철학은 과학적 사유란 그저 자료를 
수집하고 테스트하고 조작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그러한 사유 방식은 
위에서 내려다보는pensée de survol 초월적 관찰자로, 사유 대상은 대상 일
반이라는 추상적 대상으로 상정된다. 결국 과학은 우리의 삶이 펼쳐지는 
현실 세계와 접촉을 상실한다. 이러한 비판을 통해 메를로-퐁티가 제안
하는 바는, 과학은 그것이 원초적 세계에 기초를 둔 하나의 구성물이라
는 점을 직시해야 하고, 외적 관찰자로부터, 즉 대상-일반에 대한 과학
적 사고로부터 우리가 사는 구체적 세계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어떠한 철학적 개념도 어떠한 과학 이론도 절대적 진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에 덧붙여 철학이 지닌 본질적 한계도 고려해야 한다. 철
학은 언어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결코 명석판명하게 진리를 드러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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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다. 언어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다. 예컨대 말하
는 행위는 실제로 말하거나 듣는 사람에게만 분명하지만, 그와 같이 분
명하게 이해하게 된 이유들을 명확하게 하려고 하자마자 언어는 모호해
진다.”(PhP, 391) 예를 들면 “나는 오랫동안 기다렸다”, 어떤 사람이 “죽었
다”라는 표현을 보자. 나는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안다고 믿는다. 그러나 
내 말 속에 포함된 시간과 죽음의 경험에 관해 말하려는 순간 나의 머릿
속은 모호함만 남게 된다. 표현된 말을 요소들로 분해하는 순간 그 말의 
명료성은 사라져 버린다. 말하는 순간의 표현 행위를 두 번째 세 번째 
되짚을 때 그것은 명료성에서 점점 더 멀어진다. 진리의 경험에 대한 기
술도 그와 마찬가지이다. 어떤 전제도 없는 절대적 명증성이 가능하려면 
내면에 고립된 순수한 자아가 요구된다. 하지만 나의 견해나 신념을 괄
호 친다고 해도, 나의 생각이나 결심은 여전히 이전의 믿음과 행위를 배
경으로 한다. “진리 경험이 절대적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 우리는 
상황 속에 존재하기를 멈춰야 한다.”(PhP, 395) 그러므로 절대적 진리란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다.
  물론 절대적 진리가 없다고 해서 진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메를로-퐁티는 코기토가 진리의 확실성을 보장한다는 것을 결
코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절대적 진리의 가능성을 경계한다. 절대적인 
객관적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메를로-퐁티가 주장하는 바는, 철학자
는 절대적 지식만을 탐구하면서 세계가 지닌 애매성을 놓쳐서는 안 되
고, 그렇다고 세계가 지닌 모호성을 위해서 지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는 것이다. 말하자면 철학자는 명증성과 애매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
다. 
  그러기 위해서 철학자는 우리가 직접 체험하는 세계로 되돌아가야 한
다. 진리의 근원은 “동결되고 완결된 경험 이전, 즉 실존과 본질, 주관과 
객관이 아직 분리되지 않는 환경”에 있는 것이다.(VI, 130) 주관성을 진리
의 근원으로 삼는 입장은 마치 세계를 구성의 법칙에 따라 소유할 수 있
는 대상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세계는 나의 모든 사유의 장이고 나의 모
든 명시적 지각의 장이다. 지각이 우리의 진리 관념에 기여하는 바를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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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는 철학은 독단론에 불과하다.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갈 때 우리는 
내적 진리의 근원이 아니라 세계에 운명 지어진 주관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는 세계에 존재하기 때문에 “의미에 선고되어” 있는 것이다.(PhP, xix)
  이처럼 철학의 임무가 구체적 경험의 차원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데 있
다면, 그 진리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표현되어야 한다. 철학자가 아무리 
심오한 진리를 발견했다고 해도 표현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철학자
의 내면세계에만 머물게 될 것이다. 어떠한 진리이든 필연적으로 표현을 
수반해야만 진리로 존재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메를로-퐁티에게 표현 
문제는 진리 탐구만큼 중요한 문제가 된다.97) 그런 이유로 메를로-퐁티
는 하나의 표현 형식으로서 회화를 지속적으로 탐구했다. 

회화에서 진리 
  플라톤은 예술의 본질을 진리와의 관계 속에서 규정한다. 플라톤에 따
르면 화가가 그린 침대는 실재로부터 세 단계 떨어져 있다. 첫 번째는 
“자연 속에 있는 신이 만든 침대”, 두 번째는 “목수가 만든 침대”, 세 번
째는 그 침대를 보고 그린 “화가의 침대”이다.98) 마찬가지로 비극 시인
의 예술이 재현이라면, 시는 진리의 왕좌로부터 세 단계 떨어져 있다. 
이는 모든 재현하는 예술가들에게 해당된다. 예술가의 재현은 진리로부
터 멀리 떨어져 있고, 그것은 단지 “현상적 외관”이다. 진리에 대한 어떠
한 인식도 없으면서 만들어낸 예술은 단지 “외관appearances이지 실재
realities가 아니다.”99) 이와 같은 예술에 대한 플라톤의 부정적 입장은 단
지 예술에 대한 비판 혹은 모방에 대한 비판에 있지 않다. 예술의 가치
는 단지 사물의 외관에 대한 모방 혹은 사건들의 모방에 있지 않고 외관
97) 스톨니츠는 예술과 진리의 관계에 대해 조셉 콘라드의 『나르시스호의 흑인』의 서

문을 인용한다. 예술가는 “가시적 세계에 근원적인 ‘진리’를 드러냄으로써” “오로지 가
시적 세계에 최고의 정의justice를 제공하려고 시도한다.” 스톨니츠는 예술가는 사상가
나 과학자처럼 진리를 탐구하며, 그것은 “지속적이며 본질적인 것을 발견하려는 시
도”라고 본다. 예컨대 렘브란트의 회화가 인간의 특질을 깊이 있게 드러내듯이 예술
가는 일상 경험이나 심리학에서 쉽게 얻을 수 없는 진리를 우리에게 제공한
다.(Jerome Stolnitz, Aesthetics and Philosophy of Art Criticism, The Riverside 
Press, 1960, pp. 303~4)

98) Plato, The Republic, trans. Desmond Lee, Penguin Books, 2007, p. 338. 
99) ibid., p.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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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꿰뚫고 본질을 나타내는 데 달려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메를로-퐁티는 플라톤의 관점과 크게 다르지 않다. 메를
로-퐁티 역시 회화의 본질은 외관의 모방에 있지 않고 진리의 드러냄에 
있다고 본다. 다만 진리의 정의에 대해 메를로-퐁티와 플라톤은 서로 
입장이 다를 뿐이다. 플라톤은 이념적 세계가 진리의 근원이라고 믿지만 
메를로-퐁티는 현상적 세계에 머물러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자 한
다. 진리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바로 이 세계에서 
발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메를로-퐁티에게 “실재는 바로 그것의 나타남
appearance에 있다. 나타남은 본래적이고 특정한 실재이다... 실재는 나타남
을 통해 드러난다. 하지만 나타남은 지각으로부터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100) 
  메를로-퐁티는 지각의 세계에서 “사물들과 사물들의 나타나는 방식은 
분리될 수 없다”고 말한다.(WP, 70) 예를 들면 ‘테이블’의 경우 사전은 그 
사물의 본질에 관해 이러저러한 정의를 내린다. 하지만 그것은 테이블을 
규정하는 것이지 결코 지각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지각에 현상으로 드
러나는 테이블은 나의 관심 속에서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테이블 다리
에서 상판에 이르기까지 다른 테이블과 구별되는 고유한 운동을 보여준
다. 나무결, 모양, 색, 세월을 보여주는 흠집 등 모든 디테일을 통해 그 
사물은 하나의 ‘테이블’로 현전하고 나로부터 의미를 부여받는다.(WP, 70) 
말하자면 테이블의 본질은 나의 지각에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 바로 
그것이다. 
  현상적 세계는 결코 그 세계를 경험하는 주관으로부터 독립되어 순수
하게 절대 정신 속이나 또는 실재론적 세계 속에 놓여있지 않다. “현상
적 세계란 순수한 존재가 아니라 나의 다양한 경험들이 교차하고, 그리
고 마치 톱니바퀴처럼 나의 경험들과 타자의 경험들이 서로 교차하여 관
련을 맺는 곳에서 드러나는 의미이다.”(PhP, xx) 세계로부터 초연한 관찰
자는 결코 그 세계를 발견할 수 없다. 지각의 현상은 객관적 사고로부터 
벗어나 순수하게 지각 경험 자체에 주목할 때 드러난다. 
100) Douglas Low, In Defense of Phenomenology: Merleau-Ponty's Philosophy, 

Routledge, 2016, pp.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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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지각의 현상을 쉽사리 자각하지 못한다. 우리의 일상적 삶에서 
지식의 침전물과 사회적 삶은 지각 세계를 은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물들은 우리가 평소 ‘잘 알고 있는 대상’이 되어 우리의 눈앞에서 스
쳐 지나간다. 그런데 회화는 우리를 생생한 경험의 세계에 되돌아가도록 
한다. 세잔, 후안 그리, 브라크, 피카소와 같은 화가들의 작품에서 레몬, 
만돌린, 포도송이, 담배쌈지와 같은 사물들은 우리의 시선을 붙잡아 놓
고, 그것에 대해 질문하고, 기묘한 방식으로 그 실체들의 비밀을 전달한
다. 이것이 “회화가 우리를 사물들 자체에 대한 시각으로 이끄는 방식이
다.”(WP, 69) 
  그런데 화가가 지각된 세계, 즉 지각의 현상을 표현한다고 할 때 결국 
그것은 플라톤이 비판하는 사물의 외관에 대한 모방이 아닌가? 만일 회
화는 기호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기호들은 부재하는 대상을 가리킨다
면, 결국 회화는 대상을 재현하는 것처럼 보인다. 어떤 사람을 그대로 
재현하는 초상화처럼, 혹은 기차역에서 출구 혹은 플랫폼을 가리키는 화
살표처럼, 대상의 모든 본질적 특징들을 간직하고 있는 사진처럼, 회화 
역시 지각의 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사물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인다. 그
렇다면 회화는 트롱프뢰유로서 기능하는 것이고, 회화의 주제는 바깥 세
계의 대상을 가리키는 셈이 된다. 만일 그러하다면 결국 회화의 역사에
서 그 많은 걸작들은 단지 세계를 재현하기 위해 창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메를로-퐁티에게 회화는 회화 자체를 위해 창조된다. 세잔에
게 회화는 “자연의 파편들을 포착해 그것을 완전히 회화로 만드는 것”이
다. 브라크에게 회화는 “에피소드를 재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회화적 사
건을 구성하는 것”이다.(WP, 71) 회화는 결코 우리로 하여금 자연 대상으
로 되돌아가게 하지 않는다. 만일 우리가 어떤 초상화를 “미적”으로 경
험한다면 그 미적 가치는 그 모델과 닮음에 있지 않다. 그러므로 회화가 
우리의 생생한 지각 경험을 표현한다는 것은 결코 대상 자체를 환기시킨
다는 것이 아니라 화가 고유의 방식으로 하나의 스펙터클을, 하나의 세
계를 창조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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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화가의 지각 경험과 창조적 표현은 회화에서 무엇보다 중요하
다. 이런 의미에서 캔버스에 표현된 것은 결코 화가의 표현 작용과 분리
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메를로-퐁티의 회화론이 다른 일반 회화 이론
들과 구분되는 지점이다. 철학이나 언어나 모든 표현 활동에서, “표현과 
표현된 사물의 관계는 혹은 기호와 의미의 관계는 원전과 번역 간의 관
계처럼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다.”(PhP, 166) 몸과 실존의 관계도 마찬가지
이다. 몸은 실존을 표현한다고 말하지만, 몸과 실존 중 어느 하나가 인
간에게 본래적인 것은 아니다. 둘은 서로를 전제한다. “몸은 응결된 실존 
혹은 일반화된 실존이고, 실존은 끊임없는 체화”이기 때문이다.(PhP, 166) 
사물과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 표현된 것과 표현 행위, 내용과 형식이라
는 대립 항들은 결코 이분법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두 대립 항은 서로 
의존하는 관계에 있다. 
  그래서 메를로-퐁티는 주제와 형식의 구별을 거부한다. 회화가 담고 
있는 주제는 그것을 그린 화가의 표현 방식과 구별될 수 없다. 미적 경
험은 화가가 대상을 구성하는 방식에 있는 것이지 캔버스 위에 그려진 
포도, 파이프와 같은 사물들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메를로-퐁티
가 회화에서 형식만을 중시하는 것은 아니다. 메를로-퐁티는 결코 형식
주의자가 아니다. 형식과 내용은, 즉 “말한 바와 그것이 말해지는 방식은 
서로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WP, 72) 
  캔버스 위에 표현된 대상은 긴밀하게 구조화된 형식, 즉 모든 디테일
한 흔적들과 함께 드러난다. 지각 경험에서 존재와 존재가 나타나는 방
식은 서로 분리될 수 없듯이 회화에서 표현된 대상과 표현 방식은 분리
될 수 없다. 음악이 연주되는 동안 “소나타의 의미는 그것을 실어 나르
는 소리와 분리될 수 없다.”(PhP, 182) 마찬가지로 화가의 표현 과정은 의
미를 존재하도록 하고, 회화 작품의 의미는 화가가 표현한 모든 기호들, 
혹은 디테일들에 함축되어 있다. 
  이러한 메를로-퐁티의 회화에 관한 존재론적 이해는 하이데거의 존재
론적 예술론과 많은 측면을 공유한다. 『예술작품의 근원』에서 하이데
거는 예술과 진리의 관계를 고흐의 작품을 통해 설명한다. 고흐가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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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어떤 종류인지, 용도가 무엇인지를 설
명한다고 해서 그 도구의 도구다움이 파악되는 게 아니다. 그 도구가 일
상적 맥락과 전혀 다른 곳에서 작품으로 제시되고, 우리가 작품에 직접 
가까이 다가가 그것을 만날 때 그 구두는 자신의 존재론적 의미를 드러
낸다. 
  하이데거는 고흐가 그린 구두의 진리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부의 
어두운 틈으로부터 들일을 하러 나선 이의 고통이 응시하고 있으며, 구
두라는 도구의 실팍한 무게 가운데는 거친 바람이 부는 넓게 펼쳐진 평
탄한 밭고랑을 천천히 걷는 강인함이 쌓여 있고, 구두 가죽 위에는 대지
의 습기와 풍요함이 깃들어 있다(...) 이 구두라는 도구는 대지erde에 귀
속해 있으며 촌아낙네의 세계Welt 가운데서 보존되고 있다.”101)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고흐의 그림 속 구두를 보면서 알아낼 수 있다. 
  메를로-퐁티 역시 진리는 작품에 대한 직접적 경험, 즉 ‘현상’ 속에서 
발견된다고 본다. ‘도구다움’, ‘구두다움’ 그것은 메를로-퐁티의 말로 바
꾸면 존재의 파편들 중 하나이다. 구두는 일상 삶에서 우리의 시선을 스
쳐 지나가지만 고흐에 의해 비로소 우리는 그 사물에 주목하게 되고, 그 
안에 은닉되어 있는 비밀들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은폐된 존재이며, 
그 존재는 화가의 시선에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메를로-퐁티는 철학을 창조적 표현이라고 말한다. 철학이 창조적인 
이유는 새로운 이론으로 구축되는 하나의 구축물edifice이기 때문이다. 철
학은 낱말로 이루어진 구축물로서 존재를 드러내어 표현한다. 철학은 존
재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철학 역시 예술이다. 이러한 철학에 대한 정의
는 회화에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회화는 철학과 달리 존재를 창조적으
로 변형하여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이처럼 회화가 진리를 비개념적, 상
징적으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는가? 다음은 의미
의 소통 문제를 언어의 현상학을 통해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회화는 어
떻게 의미를 표현하고 전달하는지 논의하겠다.

101) M. 하이데거, 『예술작품의 근원』, 오병남, 민형원 역, pp. 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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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간접적 언어로서 회화의 의미

  지각 경험에 드러난 존재는 표현을 통해 비로소 명시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우리가 탐구하는 진리와 의미는 낱말 속에서 낱말을 통해서, 낱말
로 하는 작업을 통해서, 낱말들을 모두 함께 연결하면서 발견될 수 있
다.”102) 그러면 의미는 이미 명확하게 결정되어 있는 것인가? 물질적 흔
적, 즉 물감 덩어리에 불과한 회화의 조형 요소들은 어떻게 의미를 전달
하는가? 화가의 창조적인 표현 행위는 전통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러한 문제는 언어 현상학을 통해 접근해 볼 수 있다. 언어야말로 일
상적 표현에서 예술적 표현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범위를 아우르는 인간
의 가장 기본적 표현 활동이기 때문이다. 메를로-퐁티는 “말parole은 자
연적 존재 위에 우리 실존의 잉여”이고, “표현 행위는 언어 세계와 문화 
세계를 구성한다”고 말한다.(PhP, 197) 언어는 문화적 세계를 구성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당시 프랑스에서 어느 철학자들보다 앞서 소쉬르
의 기호학에 관해 연구했다는 점이 메를로-퐁티의 철학적 사유에서 차
지하는 언어의 위치를 가늠하게 한다. 메를로-퐁티의 언어 현상학은 회
화의 의미 표현이라는 기본적인 문제를 이해하는데 관문이 된다. 

언어의 현상과 의미
  언어의 현상에 관한 문제에서 먼저 파악해야 할 문제는 언어의 의미는 
화자의 마음속에 이미 결정된 후 전달되는가 하는 점이다. 이 문제는 화
가의 표현 행위는 이미 완성된 의미를 표현하는지, 나아가 회화 작품은 
이미 완결된 의미를 전달하는지와 같은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우선 
경험주의와 지성주의는 사고와 말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살펴보겠다.
  경험주의 혹은 기계론적 심리학은 언어 개념을 인과적으로 설명한
다.103) 언어는 우리 내부에 있는 현실적인 존재로, 언어 심상verbal image 

102) Gary Brent Madison, The Phenomenology of Merleau-Ponty, p. 113.
103) 로크는 마음속에 보이지 않게 숨겨져 있는 사고를 소통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 감

각 가능한 기호가 필요하고, 그것이 낱말이라고 말한다. 낱말은 오로지 마음속의 사
고, 관념,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기호이다. 낱말은 나의 관념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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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언어 흔적을 말한다. ‘언어 심상’이란 어떤 낱말을 나타내는 심적 
이미지를 말한다. 말하거나 들으면 언어 심상이 의식 속에 남는다. 자극
은 신경학의 기계론적 법칙에 따라 흥분을 일으키고, 의식 상태는 연합 
법칙에 따라 적합한 언어 심상이 나타나도록 한다. 이 언어 심상을 그대
로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 말parole이다. 이러한 경험주의 설명이 지닌 문
제점은 “‘말하는 주체’가 없다”는 것이다.(PhP, 174) 낱말은 자극 혹은 의식 
상태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낱말 자체는 어떤 의미도 지니고 있지 않
다. 낱말로 표현되는 말은 다만 객관적인 인과 작용의 결과이기 때문이
다. 결국 말에는 어떤 의도를 갖고 참여하는 주체 없이 낱말들의 흐름만 
있게 된다.(PhP, 175) 
  지성주의는 언어를 기계론적인 과정으로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경험주
의가 지닌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 되는 듯이 보인다. 경험주의에게 말은 
단지 의식 내부에 있는 언어 심상이 마치 전등에 불이 켜지듯이 사전에 
확립된 신경망을 통해 자동적으로 나타나지만, 지성주의에게 말은 주체
의 사고에 의존한다. 말을 조건 짓는 것은 사고이다. 그래서 “의미를 갖
는 것은 사고이다.”(PhP, 177) 낱말은 의미를 지니지 않고, 따라서 그 어떤 
효력도 갖고 있지 않다. 낱말로 ‘말하는 주체’는 그저 완성된 의미를 전
달하는 역할만을 한다. 결국 경험주의에게는 말하는 주체가 없는 반면, 
지성주의에게는 주체가 있지만 그것은 “사유하는 주체이지 말하는 주체
가 아니다.”(PhP, 177) 
  이와 같이 말하는 주체는 사유하는 주체와 구별되고, 따라서 의미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이원론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바는 이미 의식 내부에서 완성되고, 말은 이미 완성된 사고 혹은 의미를 
전달하는 역할만을 한다. 이러한 주장에는 사고 혹은 의미는 정신에 속
하고, 청각으로 지각될 수 있는 말은 몸의 행동에 속한다는 가정이 암암
리에 내포되어 있다. 
  이와 달리 메를로-퐁티는 “자연적”이라고 부르는 하위 수준의 행동 
위에 우리가 창조해낸 “문화적 세계 혹은 정신적 세계”를 놓을 수 없다

(John Locke, 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III, ii, p.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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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말한다.(PhP, 189) 순수한 자연적인 것 혹은 생명적인 것도, 순수한 문
화적인 것 혹은 정신적인 것도 없다. 행동은 생물학적인 자신의 몸을 초
월하여 의미를 창조한다. 그럼에도 그 의미는 “행동에 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통되고 이해되는 것이다.(PhP, 189) 몸은 의미 작용의 주체이고, 
상호주관성의 주체이다. “몸은 그 어디로부터도 오지 않는 의미를 그 자
신이 분비하고, 그 의미를 자신을 둘러싸는 재료에 투사하고, 그 의미를 
다른 체화된 주체에게 전달한다.”(PhP, 197) 이러한 메를로-퐁티의 주장들
을 고려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의미가 순수 의식 혹은 사고의 영역에만 
속한다고 볼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사고는 언어 없이 이미 완성되고, 낱말은 완성된 사고를 전
달하는 부수적인 역할만 한다는 주장은 재고될 여지가 있다. 만일 사고
가 표현되지 않아도 완성된다면, 왜 친숙한 사물도 그 이름을 상기하지 
않으면 막연하게 나타나는가, 왜 많은 작가들은 자신들이 말하려고 하는 
바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쓰기 시작하는가? 메를로-퐁티는 우리가 말
을 통해 사고를 자기 자신에게 현전시킨다는 점에서 “말은 사고하는 경
험의 일부”라고 말한다.(PhP, 177) 사고는 내적인 것이고, 말은 외적인 것
으로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소리와 의미, 사고와 말은 한 현상의 
두 측면”인 것이다.(PhP, 389) 이러한 메를로-퐁티의 입장은 “낱말은 의미
를 지니고 있다le mot a un sens”(PhP, 177)라는 표현이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낱말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곧 사고와 말이 내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뜻한다. 말은 순간적으로 나아간다. 말하자면 낱말은 말하
는 순간 즉각적으로 의미를 갖게 된다. 이 점을 메를로-퐁티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내가 대상에 눈을 고정하고, “이것은 붓이다”라고 말할 
때, 내 마음 속에는 붓의 개념이 있어서 그 대상을 붓에 포함시키거나 
관념의 연합을 통해 ‘붓’이라는 낱말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다. “낱말은 
그 의미를 품고porter 있다.”(PhP, 177) 대상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그 대상
이 자신에 대해 존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름은 사물의 본질”이고(PhP, 
178) “낱말은 대상과 의미의 단순한 기호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에 
거주하고, 의미의 수레가 된다.”(PhP,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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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사고를 말로 표현한다는 것은 개개의 사고에 낱말을 접합시
키는 게 아니라 사고와 말은 동시적 현상이다. 말은 완성된 사고 혹은 
의미를 표현하는 도구가 아니다. 그러면 의미는 말하는 과정 중에 형성
되는 것인가? 이는 우리 자신의 말을 되돌아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독백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때 매 순간 낱말을 
선택하고, 낱말들을 결합하여 문장을 만들지 않는다. 상황 속에서 즉흥
적으로 말을 하고, 말하는 과정에 낱말의 의미가 드러난다. 말하는 사람
은 말하기 전에 사고하지 않고, 심지어 말하는 중에 사고하지 않는다. 
만일 말이 이미 갖고 있는 사고에 대한 외적 기호라면, 우리는 사고를 
표현할 수 있는 올바른 낱말을 찾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사고 혹은 의미는 말로 표현하기 이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낱말로 표현하는 과정에 완성된다. 
  메를로-퐁티는 의미가 낱말에 거주하고, 의미와 낱말은 분리 불가능
하다는 점을 예술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프루스트는 <스완의 집 쪽으
로>에서 “음악이 연주되는 동안, 음은 소나타의 ‘기호’일 뿐 아니라, 소
나타를 통해서 거기에 있고, 소나타 속에 들어가 있다”(PhP, 182)고 말한
다. 소나타에서 음악의 의미는 음악을 실어 나르는 소리와 분리불가능하
다. 음악을 듣기 전까지 우리는 어떠한 분석도 할 수 없다. 음악 연주가 
끝난 후, 다만 그 음악을 경험하던 순간으로 되돌아갈 때 비로소 그 음
악에 대해 지성적 분석을 할 수 있다. 음악의 예가 보여주듯이, 사고는 
표현 이전에 완결되어 존재하지 않고, 의미는 표현 과정에 출현한다. 말
이야말로 사고를 현상적 세계에 현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언어학이나 언어이론은 말하는 과정 중에 의미가 생성되는 창조적 언
어보다 대부분 경험적 언어, 즉 이미 확립된 언어에 초점을 맞추어 언어
를 설명한다. 경험적 언어는 제도로서 언어, 문화적 침전으로 설립된 언
어이다. 이와 달리 진정한 말은 순수한 창조적 표현 행위이다. 메를로-
퐁티는 말라르메의 표현을 빗대어, 경험적 언어란 “손바닥에 놓여 있는 
낡은 동전”이라고 말한다.(ILVS, 45) 만일 우리가 기존에 확립된 언어만을 
구사한다면, 즉 경험적 언어만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말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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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래서 메를로-퐁티는 “어린 아이가 발언하는 최초의 말, 연인이 자
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말, 말을 한 최초의 인간의 말, 모든 전통에 앞서 
원초적 경험을 다시 일깨우는 작가와 철학자의 말”은 말 중에서도 최초
의 말이라고 언급한다.(PhP, 179) 최초의 말은 창조적 언어이다. 생성 중에 
있는 언어는 고정된 의미를 겨냥하지 않기에 표현하는 낱말들 사이에서 
의미가 솟아나온다. 낱말들 사이에서 의미가 출현한다는 메를로-퐁티의 
주장은 앞서 “낱말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주장과 모순되는 듯이 보인
다. 소쉬르의 언어학이 이에 대한 답변을 제공한다.
  메를로-퐁티는 소쉬르로부터 언어의 의미는 기호들의 차이에 있다는 
이론을 받아들인다.104) “기호들 각각은 그 자체로는 아무 것도 지시하지 
않고, 각 기호는 하나의 의미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 다른 기호들 
간의 의미 차이를 표시한다.”(ILVS, 39) “의미는 낱말 안에 혹은 낱말과 나
란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낱말과 다른 낱말들 ‘사이에’ 있다. 의미는 결
국 낱말들 간의 ‘차이divergence, écart이다.”105) 기호는 혹은 낱말은 언제나 
배후에 언어의 장에 존재하는 무수한 기호들 혹은 낱말들과 대비될 때에
만 의미를 갖게 된다. 말은 언제나 말의 배경 위에서만 작동한다. 낱말
들은 마치 사물들처럼, 어떤 지평처럼 나의 배후에 존재한다. 나는 마치 
나의 손으로 나의 몸 일부를 향해 손을 뻗듯이 나의 주변에 펼쳐져 있는 
낱말들을, 즉 언어의 장에 자리 잡고 있는 낱말들을 향한다.(PhP, 180) 그
런 점에서 “언어는 수단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존재처럼 사물로 존재한
다.”106)(ILVS, 42) 
104) 소쉬르는 기본적으로 언어language를 랑그langue와 말parole로 구분한다. 구조에 

관심이 있는 소쉬르는 말보다 랑그를 중시한다. 랑그는 시간이 흐르면서 언어 사용자
의 공동체에 의해 수립된 기호와 문법규칙의 체계를 말한다. 소쉬르와 달리 메를로-
퐁티는 공통적인 객관적 체계인 랑그보다 랑그를 사용해서 개인이 언어를 주관적으로 
실행하는 특정한 언술행위, 즉 말에 관심을 둔다. 또한 소쉬르는 언어의 안정된 구조
의 시점인 공시적 차원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반면 메를로-퐁티는 개인적 발화로서 
주관의 창조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하여 시간에 따라 새로운 의미가 드러나는 
방식으로서 언어의 통시적 차원에 관심을 둔다.

105) Gary Brent Madison, The Phenomenology of Merleau-Ponty, p. 112. 
106) 메를로-퐁티는 언어가 존재에 대한 표현이라고 본다. “철학은 그 자체가 언어이

다. 즉 언어에 의지한다.” “이 언어는 사물들을 향해 열려 있으며, 침묵의 목소리에 
의해 불려 나와 모든 존재의 존재를 표현하려는 노력을 계속한다.”(VI, 126~7) 다음 
인용문은 언어와 존재의 관계를 보여준다. “메를로-퐁티의 언어에 대한 성찰은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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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말하는 주체의 말이 창조적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타인들과 의사
소통할 수 있는 것은 말이 언제나 언어 세계를 배경으로 두고 있기 때문
이다. 말이 전적으로 창조적 언어라면 그 언어는 타인과 의사소통될 수 
없고 오로지 나 자신과 주고받는 독백이 될 것이다. 언어 세계는 개인적 
표현의 배경이 된다. 나는 태어날 때 이미 확립된 언어의 세계에 던져진
다. 내가 타인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것은 이 공동의 세계에 참여하면
서 내가 존재하기 이전에 확립된 언어의 규칙을 따르기 때문이다. 나의 
말이 아무리 창조적이라고 해도 반드시 이미 확립된 언어를 배경으로 표
현된다. 
  이러한 메를로-퐁티의 입장은 “모든 언어는 간접적이거나 암시적이다. 
모든 언어는 침묵이다”라는 표현이 압축적으로 보여준다.(ILVS, 43) 만일 
언어가 침묵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언어가 아닐 것이다. 침묵은 소통될 
수 없기 때문이다. 언어가 침묵인 이유는 한편으로 언어의 의미는 언어 
자체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언어는 사물을 직접 지시하지 않는다. 언어
는 간접적으로만 무엇인가를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 언어는 사고와 직
접 대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언어는 단순히 완성된 사고에 일대일로 대
응하여 사고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아니다. 
  언어의 의미는 아직 사물 속에 갇혀 있다. 작가가 창조적 언어로 그 
의미를 끌어낼 때 비로소 사물은 명시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런 의미
에서 작가는 언어의 이면을 가지고 작업을 한다. “직조공처럼 작가는 자
신이 가진 재료의 이면으로 작업을 한다. 그는 오로지 언어로만 작업하
면 된다.”(ILVS, 45) 언어의 이면이란 낱말과 낱말의 사이, 즉 언어의 장을 
말한다. 비록 작가는 경험적 언어, 혹은 획득된 언어를 사용하지만 언어
의 이면에 혹은 낱말들 사이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험

에 대한 분석적 또는 언어학적 탐구를 벗어나는 점이 있다. 분명 낱말들은 존재자들
을 재현하고 그것들을 대리한다. 그러나 그 이전에, 또는 그 이후에 낱말들 전체는 
문장들 속에서 그것들을 전하는 자와 받아들이는 자에게 존재를 개시한다.” “말하여
지거나 씌어진 낱말들이 존재자들을 규정하는 반면-즉 침묵하지 못하는 반면-, 그것
은 언제나 침묵으로 남는다. 즉 그것은 존재를 개시하고 관계를 열 뿐이다.” (박준상,
「문자가 담고 있는 목소리-해체주의에 대한 현상학적 이해」『대한철학회논문집』, 
100집, 2006, pp. 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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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언어를 넘어선 언어의 장은 침묵의 장이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공허
한 장이 아니다. 침묵의 장은 생생한 경험의 배후에 있는 잠재적 의미이
다. 그것은 톤, 간격, 맥락, 말해지지 않고 배제된 모든 것에 출몰한다. 
‘말하지 않는 것’, ‘침묵하는 언어’, 그것이 작가의 창조적 언어이다.

회화의 의미 표현
  지금까지 논의한 언어의 의미는 회화의 의미와 여러 측면에서 유사하
다. 언어, 음악, 회화, 그리고 물리적 제스처는 모두 몸의 활동이기 때문
이다. 그래서 “표현 양상들 간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PhP, 391) 회화
적 표현은 언어적 표현과 별로 다르지 않다. 
  앞서 언어의 현상에서 사고와 말은, 즉 의미와 표현은 동시에 이루어
진다는 점을 확인했다. 언어는 완성된 사고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말
하는 과정에 완성된다. 마찬가지로 화가의 표현은 이미 완결된 사고를 
옮겨놓는 작업이 아니다. 슬로 모션으로 찍은 앙리 마티스의 붓놀림은 
마치 하나의 세계가 창조되는 임박한 순간을 보여준다. “한 행위에서 다
른 행위로 뛰어넘는 붓놀림은 엄숙하고 팽창된 시간 속에서 명상하고, 
캔버스 앞에서 춤을 추고, 여러 차례 가볍게 스치다가, 마침내 꼭 필요
한 단 하나의 선을 번개처럼 내리치는 것처럼 보인다.”(ILVS,  45) 
  메를로-퐁티는 마티스가 마치 신처럼 정확하게 의도에 따라 그려나간
다고 보지 않는다. 마티스는 정신의 눈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가능한 제
스처를 고려한 다음에 다른 것들을 버리고 어느 하나의 제스처를 선택해 
그리지 않는다. 마티스는 생성하는 과정 중에 있는, 그래서 아직 열려있
는 캔버스 전체에서 선이 요구되는 곳을 향해 붓을 가져간다. 만일 마티
스의 붓놀림이 멈칫거렸다면 그것은 각 붓질이 그림 전체에 미칠 영향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마티스의 그리는 제스처는 회화가 ‘생성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면 회화의 의미는 어떻게 표현되어 전달되는가? 캔버스에는 한편
으로 색으로 된 점 혹은 선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 그 선과 색이 캔버스 
전체에 미치는 효과가 있다. 하나의 구조에서 형상과 배경의 관계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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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버스에서 선과 색의 부분들과 전체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만일 색
으로 된 점이나 선을 가까이에서 본다면 우리는 붓질의 흔적만을 보게 
된다. 그러한 점과 선의 각 요소들이 하나의 전체를 이룰 때 비로소 회
화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된다. 사실 점 혹은 선은 전체에 비해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하지만 초상화나 풍경화 전체를 바꿔놓을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떤 것도 직접 지시하지 않는 언어 기호와 마찬가지로 회
화 작품을 구성하는 색, 선, 형태 기호는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지시하는 관계 속에 있다. 작가가 낱말들 자체가 
아니라 낱말들 사이의 간접 의미로 의미를 전달하듯이, 화가는 선과 색
들 자체가 아니라 그 요소들이 만들어내는 간접 효과를 겨냥한다. 
  회화에서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사르트르의 분석에 대한 메를로-퐁티
의 비판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틴토레토의 회화에 대해 사르트르는 
“골고다 언덕 위 하늘의 노란색 갈라진 틈은 사물이 된 불안이다”라고 
분석한다.(ILVS,  55) 사르트르는 불안이 그와 같은 하늘로 표현되었다고 
본다. 사르트르에게 하늘은 곧 불안을 의미하고, 그 불안은 노란색으로 
표현된 것이다. 의미는 회화를 통해서 드러나기보다 회화 속에 가라앉아 
‘아지랑이처럼’ 회화 주변을 떠돈다. 이러한 사르트르의 말은 틀린 표현
이 아니다. 하지만 메를로-퐁티는 회화의 의미를 캔버스 표면의 “아지랑
이” 그 이상으로 본다. 왜냐하면 회화의 의미는 다른 모든 것들보다 우
선하여 ‘저’ 색과 ‘저’ 대상을 요구할 수 있고, 하나의 문법이나 논리처럼 
당당하게 회화의 배열을 지시하기 때문이다. 사르트르가 말한 불안과 같
은 것은 전체 의미의 구성요소일 뿐이다. 메를로-퐁티가 강조하고자 하
는 바는, 표현된 선과 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의 배경도 고려해
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현된 말 주
변에서 머물던 말들을, 즉 침묵의 배경을 상기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맥
락이다. 
  마티스의 작업 과정에서, 표현하기 위해 선택된 것은 선택되지 않은 
것을 배경으로 한다. 이는 글을 쓰는 작가가 침묵의 장으로부터 창조적 
언어를 끌어내는 것과 같다. 마치 발화된 것이 발화되지 않은 것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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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말하기 이전의 말, 즉 말을 끊임없이 에워
싸고 있는 침묵의 배경을 고찰해야 한다. 그것이 없다면 말은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ILVS,  46) 만일 기호가 본래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 기호는 
투명하므로 침묵의 배경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기호
는 다른 기호들과 관계를 맺어야만 의미를 지닌다. 의미는 맥락적이다. 
그래서 의미는 불투명하다. 
  선택된 기호가 아닌 다른 기호들은 침묵의 배경으로 물러나 있다. 우
리는 말을 할 때 혹은 텍스트를 쓸 때 침묵의 배경에 있는 기호들을 선
택한다. 메를로-퐁티는 기호 선택은 마치 못을 박기 위해 망치를 찾거
나 못을 뽑기 위해 집게를 찾듯이 의미에 딱 들어맞는 하나의 선택이 아
니라고 말한다. 작가는 이미 완성된 어떠한 텍스트를 길잡이로 삼는 게 
아니라 텍스트를 쓰는 과정 중에 의미하려는 의도 주변을 더듬는다. 이
러한 머뭇거림 후에 작가는 정확하게 의미작용을 하는 낱말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맞는 낱말을 가져온다. 
  마티스의 작업 과정에서 붓놀림이 멈칫거렸다는 표현은 이런 의미이
다. 마티스 역시 전체적 효과를 고려하면서 수많은 선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것이다. 작가가 언어 자체가 아니라 언어의 이면으로 직물을 짜
듯이 화가는 선과 색의 이면으로 직물을 엮어낸다. 그래서 “회화의 목소
리는 침묵의 목소리이다.”(ILVS, 81) 작가는 오로지 기호들의 구조인 “보이
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다루듯이(ILVS, 76) 화가는 표현된 것과 표현
되지 않은 침묵의 실들을 다룬다.  
  이러한 구조는 창조와 전통의 구조에도 적용된다. 시, 소설, 회화, 음
악 등 모든 예술적 표현은 침전된 것과 창조적 표현 사이에서 팽팽한 긴
장관계를 유지한다. 예술은 한편으로 침전된 의미에 의존하면서 다른 한
편으로 순수한 창조를 지향한다. 이미 기존에 확립된 것과 그것에 새로
운 의미를 부여하는 창조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아무리 창조적 
표현이라고 해도 그것은 순수하게 창조적이 아니라 전통의 기초 위에서 
수행된다. 
  이런 점에서 표현은 전체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자발적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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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과정으로만 볼 수 없다. 만일 어떤 표현된 것이 본래 의미를 완전하
고 충실하게 전달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표현이 아니라 반복과 재생산일 
뿐이다. 반면에 만일 표현이 전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지닌다면 그것은 
진정한 표현이 되지 못하고 일종의 무언의 언술 혹은 사적 언어가 될 것
이다. 화가가 침전된 것을 무시하고 순전히 창조적으로만 선과 색을 표
현한다면 그것은 시공을 초월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소통될 수 없고 
오로지 화가 자신만의 만족을 위한 회화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창조적 표현이라고 해도 표현은 이미 표현된 것을 재생산하는 것과 새로
운 의미를 창조하는 것 사이에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근본적 역
설은 표현의 세계에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결론 
  회화의 진리와 의미에 관한 문제는 회화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표현하
는지, 어떻게 전달하는지와 같은 회화의 기본적인 문제를 숙고하는 계기
를 마련한다. 화가는 철학자처럼 은폐된 진리를 탐구하여 표현한다. 그
래서 회화는 형이상학이다. 이러한 메를로-퐁티 주장은 화가가 표현 대
상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화가는 어떤 추상적 이론이나 
과학 이론에 기대기보다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에서 진리를 발견하여 창
조적으로 표현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회화를 해석하고 설명하는 이론에
도 해당된다. 기존의 모방론, 표현론, 형식론, 포스트모더니즘 이후에 등
장한 다원주의 등 제각기 다른 회화 이론들은 나름대로 고유한 방식으로 
회화에 접근한다. 절대적 진리가 존재하지 않듯이 어느 이론도 회화의 
절대적 기준이 되지 않는다. 각 회화 이론은 나름대로 진리를 말하고,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다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회화 이론
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실제 경험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
이 회화의 본질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회화의 표면에 제시된 물질적 흔적만으로 회화의 본질을 규정한다면 정
작 중요한 핵심을 놓치게 된다. 
  회화의 진리와 의미에 관한 논의는 메를로-퐁티의 존재론을 이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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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매우 중요하다. 진리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된다는 점에서 
객관주의와 주관주의가 절충된다. 회화의 의미는 완성되어 있지 않고 표
현하는 과정 중에 이루어진다는 점은 지각에서 존재와 존재의 나타나는 
방식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과 같은 맥락에 있다. 이는 후기 존재론에
서 살의 키아즘을 통해 존재가 드러나는 과정을 예시한다. 회화에 표현
된 선과 색은 그 배후에 침묵의 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후기 존재론에
서 핵심이 되는 현전과 부재,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관계를 예
고한다. 
  다음은 회화를 구성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선, 색, 깊이를 논
의 대상으로 삼아 존재의 현상과 존재의 근원이 회화에서 어떻게 표현되
는지 구체적으로 접근하겠다. 

2. 회화 작품의 구성 요소들
  회화는 우리 눈에 비친 세계에 대한 반영이라는 믿음은 색과 원근법 
표현에 대한 이해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흔히 색은 대상이 지닌 고유색
에 대한 표현이고, 원근법은 질서 있게 정렬되어 있는 세계에 대한 표현
이라고 간주된다. 하지만 우리의 실존적 지각 경험에 관한 메를로-퐁티
의 고찰은 이러한 믿음을 재고하도록 한다.
  회화에서 선과 색은 회화의 고유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조형 요소들이
다. 자연을 재현하는 회화도, 주관적 감정을 표현하는 회화도, 회화의 형
식적 요소들을 강조하는 회화도, 선이나 색을 통해 무엇인가를 전달한
다. 구상 회화든 추상 회화든 선이나 색은 회화만이 지닌 고유한 특질이
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질문에 열려 있다. 회화 역사의 흐름에서 두드러
지게 색 표현의 혁명을 가져온 인상주의 회화와 세잔의 회화는 색이 과
연 객관적 성질인지 묻도록 한다. 이 물음은 선과 색은 구분되어 경험되
고, 따라서 각기 다른 가치를 지니는지에 관한 문제로 이어진다.  
  다음으로 회화의 공간 문제를 들 수 있다. 우리의 대상 파악에서 ‘그
것이 어디에 있는가’는 ‘그것이 무엇인가’ 만큼 중요하다. 단일한 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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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하는 경우 형태 혹은 윤곽은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충분한 단서
를 제공한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지각하는 경우, 주관의 공간
적 위치에 따라 대상의 크기, 거리는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한 현상은 
우리가 지각 경험하는 세계가 높이, 너비, 깊이를 지닌 삼차원이기 때문
에 일어난다. 화가가 지각한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차원 평면에 
삼차원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즉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를 표현해야 한
다. 여기서 깊이의 문제가 대두된다. 철학자들이 깊이 문제에 고심하듯
이 화가들에게 깊이는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난제이다. 원근법은 이러
한 깊이 문제에 가장 이상적인 해법이 된다.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원
근법은 과연 우리가 경험하는 공간을 있는 그대로 표현했는가 하는 점이
다. 
  이러한 문제들을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은 주제들을 차례대로 고찰하
겠다. 1) 색에 관한 객관적 이론과 지각의 현상을 비교하고, 선과 색의 
구분을 새롭게 이해한다. 2) 공간에서 객관적 깊이와 실존적 깊이를 비
교 검토하고, 원근법을 새로운 관점에서 규정한다. 3) 회화의 색, 선, 깊
이가 지닌 존재론적 의미를 고찰한다.

  1) 색의 현상과 회화의 선과 색

  세계는 색으로 뒤덮여 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에서 색 아닌 것이 
어디 있는가. 회화에서 색은 감각적 성질들 중 우리의 직접적 감각 경험
을 가장 생생하게 잘 보여준다. 알타미라 동굴 벽화에서 진하고 엷은 색
의 농담은 동물들을 더욱 사실감 있게 보여준다. 색은 심지어 정신적 측
면까지 암시한다. 말레비치의 사각형 모양의 검은색은, 이브 클랭의 푸
른색은 무한한 정신성을 상징한다. 
  이처럼 회화에서 색이 지닌 힘은 그것이 단지 대상이 지닌 감각적 속
성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게 만든다. 그 어느 철학자보다 색의 의미에 주
목한 메를로-퐁티는 지각의 현상에서 후기 존재론적 시각에 이르기까지 
줄곧 색에 대한 철학적 관심을 놓지 않았다. 메를로-퐁티의 색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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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적 성찰은 회화에서 표현된 색이 실재에 속하는지 아니면 화가가 자
의적으로 구성한 것인지, 선과 색은 객관적 성질과 주관적 성질로 구분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제공한다.
 
고유색과 감각적 ‘인상’의 색
  전통적으로 화가들은 사물들 자체가 고유한 색을 지니고 있다고 믿었
다. 그래서 화가는 대상이 지니고 있다고 ‘알고 있는’ 색을 그대로 표현
하고자 노력했다. 화가들이 ‘알고 있는’ 색은 언제나 변함이 없다. 나뭇
잎과 풀잎의 색은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여전히 초록색으로 보인다. 
실제로 잎의 표면에서 반사되어 우리 눈에 와 닿는 빛은 끊임없이 변하
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뇌는 다양한 변화를 무시하고 일정하게 초록색
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빛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상은 본래 
색을 유지한다는 믿음은 ‘색의 항상성color constancy’ 원리에 따른다.(PhP, 
304) 그것은 사물이 주변의 조건에 영향 받지 않은 채 항상 일정한 고유
색을 지니고 있다는 믿음이다. 
  메를로-퐁티가 보기에 화가들뿐 아니라 경험주의와 지성주의도 색의 
항상성에 대한 믿음을 지니고 있다. 경험주의자에게 대상의 색을 규정짓
는 것은 내가 가장 자주 보는 색, 즉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내 안에 
새겨진 지배적인 색이다. 그것은 대낮에 짧은 거리에서 ‘정상’ 조건에서 
보는 보편적 색이다. 지성주의에게 대상의 색은 대상의 가장 변함없는 
색으로 ‘판단’한 결과이다. “경험주의와 지성주의는 반성적 태도를 통해 
나타난 고정된 성질들 외에 어떠한 색도 인지하기를 거부한다.”(PhP, 305) 
  이러한 경험주의와 지성주의의 믿음은 과학 이론에 근거한다. 과학은 
색의 어떤 한 측면에 초점을 맞춰 색이 불변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자의적으로 규정한다. 감각적 성질은 원자 요소로 자극을 주고 이에 대
해 감각 기관은 점적으로 반응한다. 감각 성질에 대한 ‘항상성 가설’(PhP, 
7)은 색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메를로-퐁티가 보기에 그것은 감각적 성
질에 대한 객관적 사고의 선입견에서 비롯된 믿음이다. 색의 항상성은 
우리의 모든 경험의 지평이 되는 원초적 세계에 토대를 둔 추상적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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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다. “나의 지각이 그 자체로 세계와 사물들에 열려 있는 한에서 나
는 항상적인 색을 발견”하는 것이지 사물이 색의 항상성을 지닌 것은 아
니다.(PhP, 313)
  그러면 인상주의가 표현한 색은 객관적인 색인가, 아니면 주관적인 색
인가? 19세기 중반, 대상이 고유색을 지니고 있다는 믿음에 의문을 품은 
일단의 화가들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빛을 포착하여 표현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고유색을 지니고 있다는 고정 관념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
았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로지 감각적 인상이다. 인상주의자들은 
“대상들이 우리 눈에 부딪쳐 감관을 자극하는 바로 그 방식을 포착하
고”(CD, 11) 표현하기 위해 색채이론과 광학론 등 과학 이론을 적극적으
로 회화에 접목한다.107) 감각적 인상을 더욱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 인
상주의자들은 파레트에서 물감을 혼합하여 원하는 색조를 얻는 대신 캔
버스에 순색을 병치해 시각에서 혼합되는 방식을 채택한다. 
  이 방식은 색 대비color contrast 현상에 기초한다. 대비 현상은 자연 속
에서 색이 서로 영향을 미치며 본래의 색과 달리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하나의 색은 주변의 다른 색들의 영향을 받아 본래 색이 아닌 다른 색으
로 보인다. 물감의 원색을 다른 원색 옆에 나란히 칠할 때 우리가 지각
하는 색은 물감을 섞어 얻어낸 색보다 더욱 강렬하다. 인상주의는 보색 
기법을 통해 색 대비 현상을 극대화 한다. 보색 효과는 전통적 방식으로 
물감을 섞지 않고 서로 대비되는 색들을 화면에 나란히 병치시켜 놓음으
로써 획득될 수 있다. 만일 풀밭을 그리는 경우라면 초록색의 보색이 되
는 붉은색을 나란히 칠한다. 그러면 그 초록색은 빛을 받아 생생하게 빛
나게 된다. 
  르누아르나 반 고흐가 오렌지색과 푸른색을 한 화면에 즐겨 사용한 이

107) 특히 쇠라는 과학 이론 중 과학자 슈브뢸Michel E. Chevreul과 루드Ogden Rood의 이
론을 통해 점묘법을 발전시켰다. 슈브뢸은 손상된 태피스트리들을 복원할 때 그 주변
의 색상을 고려하지 않으면 본래의 정확한 색을 재현할 수 없다는 점을 발견했다.  
루드 역시 두 색을 병치하면 멀리서 볼 때 두 색이 혼합되어 제3의 다른 색으로 지
각되고, 나뭇잎이나 풀잎은 자연광에서 노란색을 띤 녹색으로 그늘에서는 푸른빛을 
띤 어두운 녹색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발견한다. 루드는 물감의 혼합 방식과 시각의 
혼합 방식은 다르다는 점도 발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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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여기에 있다. 인상주의로부터 한 단계 더 나아간 신인상주의자 쇠
라는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에서 사물의 고유색과 관계없는 수
많은 색들을 점점이 찍어 회화를 완성한다. 이처럼 인상주의자들이 과학 
이론을 통해 색채효과를 극대화한 결과 “캔버스는 이제 더 이상 자연과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고, 각 부분들의 상호 작용을 통해 전반적으로 진
정한 인상을 제공한다.”(CD, 12) 우리는 캔버스에 칠한 물감의 원래 색이 
아니라 그것과는 다른 색을 보게 된다. 결국 인상주의자들은 대상에 고
정된 고유색을 포기하고 색을 분해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감각적 인상
을 그대로 재현해 낼 수 있게 되었다.(CD, 11)
  그런데 메를로-퐁티는 무슨 이유로 이들의 색 표현이 자연 그대로 색
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일까? 인상주의자들은 고유색 대신 대상과 환경
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색을 분해하여 표현함으로써 회화의 역사에서 
가장 객관적으로 정확한 색을 표현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인상주의가 
과학 이론에 근거해서 ‘인상’을 표현했다는 데 있다. 인상주의는 고전 회
화에서 구현하던 대상의 고유색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색채 대비 
현상까지 고려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객관적으로 추상화한 과학 이론
일 따름이다. 비록 인상주의는 원자론에서 벗어났지만 감각적 속성이 대
상에 속한다는 실재론적 믿음은 여전히 유지된다. 인상주의에게 ‘인상’ 
혹은 주관의 감각적 경험이란 주관의 경험이기보다 대상이 망막에 자극
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감각 과정에 주관은 결코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앞서 언급했듯이, 색은 대상에 혹은 실재에 속하지 않는다. 대상의 감
각적 속성은 주관의 지향성을 통해 실존적 의미가 부여된다. 몸은 다양
한 감각적 성질들에 따라 제각기 다른 반응을 보인다. 예컨대 녹색, 푸
른색과 노란색, 붉은색은 경험하는 주관에게 서로 반대되는 느낌을 준
다. 객관적 사고로는 이러한 현상을 타당하게 설명하기 어렵다. 그것은 
물리적 파장과 강도로 규정된 색이 객관적 몸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설
명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색이 특정한 운동적 반응을 일
으키는 현상은 결코 객관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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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철학도 이에 대해 타당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한다. 
  이미 감각 단계에서 나의 몸은 외적 존재와 수동적이면서 동시에 능동
적인 관계를 맺는다. 그래서 감각은 몸의 운동적 표정과 함께 나타나고, 
생동적 의미로 감싸여 있다. 사유하는 의식이 반성적 정립작용을 통해 
명료하게 대상을 판단하는 것과 달리 감각은 몸을 통해 완전하지 않고 
불투명하게 대상을 파악한다. 말하자면 몸은 감각 단계에서 외적 존재를 
선-정립한다. 나의 행동이 지향적 ‘푸른색 태도’를 취하는 순간 ‘푸른색’
의 직접적 현전이 있게 된다. 나는 그 감각적인 것을 사유 속에서 소유
하지 않는다. 푸른 하늘이 나에 대해 존재하기 시작할 때 나는 하늘 그 
자체가 된다. 이는 하늘이 정신이 되어 대자로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니
다. 나의 의식이 이 무한한 푸른색으로 충만해졌다는 의미이다. “나는 감
각을 기대하면서 귀를 기울이거나 바라보는데, 그때 갑자기 감각적인 것
이 나의 귀 또는 나의 시선을 취한다. 나는 푸른색 혹은 붉은색으로 공
간을 떨리게 하면서 가득 채우는 특정 방식에 내 몸의 일부 혹은 심지어 
내 몸 전체를 내어준다.”(PhP, 212) 나는 나 자신을 잊고 감각적인 것에 
완전히 빠져 들어간다. 
  이처럼 감각 단계에서 이미 세계와 몸은 내적으로 상호 교류한다. 이
를 메를로-퐁티는 “나의 시선은 색과 짝짓기하고s'acccoupler, 나의 손은 
딱딱함이나 부드러움과 짝짓기한다”고 표현한다.(PhP, 214) 감각이란 나와 
감각적인 것과의 교감communion이다. 그것은 대상과 내가 일치를 이루는 
몰입이다. 이러한 감각적인 것과 주관의 관계는 일종의 ‘간청’과 ‘응답’으
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세계를 지각하는 방식은 특정한 종류의 행동
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세계는 주관에게 어떻게 그것을 지각할지 ‘말해
준다.’”108) 대상과 주관을 인과 관계로 이해하는 우리에게 이러한 메를
로-퐁티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어떻게 사물이 나에게 감각하라고 
간청을 하는가? 이 간청과 응답의 관계는 후기 존재론에서 매우 중요한 
키아즘 개념으로 전개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해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108) Komarine Romdenh-Romluc,  Merleau-Ponty's Phenomenology, p.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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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각 대상이란 내가 지각적 장에서 주목하는 대상을 말한다. 나의 주
목에 따라 어떤 사물은 배경으로부터 떠올라 형상이 되고, 나의 시선이 
옆으로 옮겨가면 그 형상은 뒤로 물러나 배경이 되고 새로 주목한 사물
이 형상으로 솟아난다. 이러한 지각 과정에서 지각 대상은 나의 시선, 
나의 의식이 의도하는 바에 따라 결정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어떤 
소리가 들려 그쪽으로 고개를 돌린다고 하자. 이 경우에는 대상이 나의 
주목을 촉발하는 원인이 된다고 쉽사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면 매끄럽
고 단단한 책상의 표면 질감은 어떠한가? 이러한 경우에는 대상이 나의 
시각과 촉각을 촉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미 나의 시선이 
주목하기 이전에 대상은 자신의 속성으로 나를 초대한다. 만일 책상이 
울퉁불퉁했다면 나는 나의 손바닥으로 주저 없이 만지지 않았을 것이다. 
대상의 속성은 나에게 어떤 태도를 갖고 주목하도록 간청하고, 이에 대
해 나는 그에 적합한 태도로 응답한다. 
  메를로-퐁티는 만일 푸른색에 대해 우리가 붉은색의 태도를 취한다면 
내적 갈등을 겪게 되어 푸른색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푸
른색은 나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도록 촉발하고, 특정한 방식으로 나의 
시선이 훑어보도록 허락한다.”(PP, 244) 색은 우리 눈에 보이기 이전에 이
미 정확하게 결정된 몸의 태도를 요구한다. 이렇게 볼 때, 색은 나의 정
신으로 포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을 통해 지향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색은 나의 눈의 능력과 나의 온 몸의 능력에 제공된 어떤 
장 혹은 어떤 분위기이다. 우리는 일상적 삶에서 흔히 이러한 분위기를 
접한다. 장례식장에 들어갈 때 우리는 이미 엄숙한 분위기를 느낀다. 온 
몸을 싸고도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바로 감각이다. 분위기는 우리의 
행동을 미리 결정한다. 감각적 성질은 객관적 광경이 되기 이전에 어떤 
특정한 유형의 행동을 요구하고, 그러한 행동을 통해 감각적 속성이 드
러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통 회화에서 표현된 대상의 고유색도, 인상주의 회화에서 
표현된 감각적 인상도 우리가 경험하는 색에 대한 표현이 아니다. 지각
된 색은 이미 결정되어 주어지는 객관적 색이 아니다. 우리에게 주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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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제 색은 우리의 생생한 지각 경험으로 되돌아가야만 발견될 수 있
다. 

선과 색의 관계 
  대상의 감각적 성질은 원자 요소로 자극을 주고, 주관은 이에 대해 점
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요소주의와 인과론은 회화에서 선과 색이 동등한 
의미나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는 우열관계로 이끈다. 회화의 역사에서 때
로는 선을, 때로는 색을 중시하는 시대나 양식의 등장이 이를 말해준다. 
과연 선과 색은 구분되어 경험되고, 각기 다른 가치를 지니는가?
  색보다 선을 우선시하는 관점은 데카르트의 시각 이론에서 발견할 수 
있다. 앞서 동판화에 대한 데카르트의 설명에서 보았듯이 선 드로잉은 
그림의 전형이 된다. 존재하는 사물들은 연장을 본질로 하고, 데생 혹은 
선 드로잉만이 연장을 재현한다. 동판화에서 선은 대상의 형태나 최소한 
그 형태에 대한 충분한 기호들을 제공하고, 우리는 잉크 자국에서 대상
들을 알아볼 수 있다. 따라서 “회화의 진정한 힘은 데생에 있다.”(EM, 
172) 데카르트에게 색은 단지 장식이고 채색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선
과 색을 구분하는 데카르트의 분석은 그의 철학에 기초한다.
  「철학의 원리」에서 데카르트는 우리가 어떤 물체를 볼 때, 색으로 
보든, 형체로 보든 차이 없이 그 물체가 존재한다는 확실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물체body가 형체shape를 갖는다는 것에 대한 인식
은 물체가 색을 갖는다는 것에 대한 인식보다 훨씬 더 명석하다.”109) 그 
이유는 크기, 형체, 운동 등은 사물이 지닌 속성 혹은 양태로서 정신에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우리가 소위 감각이라 부르는 “맛, 냄새, 
소리, 열과 냉, 빛, 색 등은 사유 밖에 존재하는 어떠한 것도 나타내지 
않는다.”110) 물질적인 것의 성질은 있는 그대로 어떤 오류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명석하고 판명하게 지각 가능하다. 하지만 감각 성질은 

109) René Descartes, Principles of Philosophy, The Philosophical Writings of 
Descartes: Volume 1, trans. Robert Stoothoff & Dugald Murdoch,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218. 

110) ibid., p.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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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의 감각에 귀착되므로 극히 불분명하고 그것들이 참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 알 수 없다. 
  데카르트가 색과 같은 감각적 성질이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
는 근거는 미립자와 운동 개념에 있다. 데카르트는 고대로부터 전해져 
오는 원자론을 받아들인다. “물질 속에는 무제한으로 연장된 물체적 실
체corporeal substance”111), 즉 작은 미립자들이 내포되어 있다. 세계는 빈 공
간이란 없고 물질과 물질 사이에도, 물질들 내부의 구멍들에도, 천체까
지도 빈틈없이 미세물질입자로 가득 차 있다.112) 우주에 존재하는 동일
한 물질은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져 저마다 다른 운동을 한다. 물체 표면
의 구조적 속성에 따라 미세물질입자들의 운동에 변화를 보인 결과가 색
이다. 색 감각은 이 운동 유형이 망막과 신경을 거쳐 뇌로 전달된 후 영
혼에 의해 ‘느껴진’ 것이다.113) 
  결국 색과 같은 감각적 성질은 다만 ‘느껴진’ 것이므로 그에 관한 관
념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다. “나는 오로지 혼연하고 모호한 방식
으로 사유할 뿐이다.”114) 따라서 색은 선보다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데카르트에게 선은 명증한 객관적 성질로, 색은 오류의 가
능성이 있는 주관적 성질로 간주된다. 경험주의자 로크 역시 대상을 두 
가지 성질로 구분하고, 선이나 형태 같은 제1성질은 어떠한 오류도 포함
되지 않은 명증한 것이고, 이와 달리 색과 같은 제2성질은 사물에 실재
하는 성질이 아니라 감각기관에 의존하므로 애매모호하게 인식된다고 주

111) ibid., p. 232. 
112) ‘입자가설corpuscular hypothesis’은 보일, 뉴턴 같은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데카르트, 

로크, 흄 등 철학자들에게도 “귀납적으로 확증가능한 과학적 이론”으로 간주되었다. 
로크는 “외부 대상으로부터 나온 ‘눈에 띄지 않는 입자들’에 의하여 물리적인 자극을 
받아 이 자극이 적절한 신경을 통하여 두뇌로 전달되는 현상이 바로 감각”이라고 보
았다. (김효명, 『영국 경험론』, pp. 122~5)

113) P. Machamer와  J. E. McGuire는 데카르트가 굴절광학, 인간론, 철학원리, 정념론
에서 인식을 인과론으로 설명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굴절광학>에서 데카르트는 인
과론을 “원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미립자 운동은 “정신으로 하여금 지각하도록 촉
발”하고, “영혼으로 하여금 쾌, 고통 등과 같은 정념을 느끼도록 한다.” (Peter 
Machamer & J. E. McGuire,  Descartes's Changing Mind,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9. pp. 203~5)  

114) René Descartes, “Meditations on First Philosophy”, The Philosophical Writings 
of Descartes: Volume 2,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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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다. 따라서 회화에서 형태를 완성하는 것은 색이 아니라 선이고, 선
은 색보다 실재를 더 사실적으로 재현해 주기 때문에 선은 색보다 우위
에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메를로-퐁티가 보기에 이처럼 대상의 감각적 성질들을 구분하여 선을 
색보다 우위에 두는 경험주의와 지성주의 그리고 과학은 모두 객관적 사
고에 따른 편견이다. 그것은 직접 체험이 아니라 요소주의와 인과론에 
근거해 제3의 관찰자 입장에서 구축한 감각 이론이다. 감각적 성질에 대
한 객관적 이론과 우리의 직접 경험을 비교함으로써 선과 색의 관계를 
재고해 볼 수 있다. 
  『행동의 구조』에서 메를로-퐁티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생리학적 
심리학은 색 지각을 망막의 시각 세포, 색 신경 세포, 신경 회로로 분해
하여 해부학적으로 설명한다. 시각의 각 지점에 부여되는 색 값은 망막
에 동시에 배분되는 국소적 흥분과 대응되고, 다음 단계에 신경 체계의 
구심성 원리에 따라 대뇌로 전달된다. 말하자면 시각 장의 각 부분에 따
라 색 값은 점적punctual으로 분해되는 것이다. 하지만 메를로-퐁티는 색 
지각이 대뇌 기능에서 관찰될 수 없다고 본다. 지각된 색에 상응하는 생
리적 과정은 “지각의 바로 그 순간에 즉흥적으로, 능동적으로 구성된
다.”(SB, 88) 지각적 의식이 포착하는 것은 사물 자체이지 데카르트가 말
하듯이 영혼이 느낀 것도 아니고, 흄이 말하듯이 주관이 내적으로 재생
산한 복사물도 아니다. 우리는 결코 인과 작용을 통해 우리 내부에서 표
상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몸 혹은 심적 표상은 의식과 실재 사이에 놓인 
스크린처럼 기능하지 않는다. “지각된 것은 ‘즉자en soi’로서 분리 불가능
한 방식으로 포착되고”, “나는 대자pour moi로서 직접 주어지는 그것의 순
간적 국면들을 통해 그것을 끊임없이 탐색한다.”(SB, 186) 
  이러한 주장은 형태 개념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 원자론에 따르면, 
대상의 모양, 색깔, 크기 등 모든 감각적 성질들은 요소로 분해되어 감
각기관에 자극을 주고 이에 따라 기계적으로 일대일로 대응하여 반응한
다. 하지만 형태 개념을 따르면 대상은 요소로 분해되지 않고 하나의 전
체로 돌진해 온다. 우리는 즉각적으로 형상-배경이라는 전체 구조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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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한다. 이처럼 지각 대상을 형태로 이해할 때 선과 색은 결코 분리되어 
지각되지 않는다는 메를로-퐁티의 주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지각의 현상학』에서 맹인의 감각 경험 사례는 감각이 하나로 통일
되어 경험된다는 점을 증명한다. 선천적으로 맹인이던 사람이 수술을 받
고 눈을 뜨게 된 경우, 그 사람은 둥근 것과 네모난 것을 구분하기 위해 
마치 손으로 더듬어 확인하듯이 시각으로 그 모양을 따라 눈을 움직인
다. 시선에 주어진 대상들을 손으로 잡으려고 한다. 눈을 뜨게 된 어떤 
맹인은 태양 빛을 만지려 한다. 이러한 사례는 실제 경험에서 각 감각적 
영역들은 서로 얽히면서 통일성을 이룬다는 점을 보여준다. 
  물론 촉각적 공간과 시각적 공간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존재한다. 하
지만 앞서 지각의 현상에서 공감각에 관해 논의했듯이, 비록 각 감각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지만 우리는 일상적으로 상호감각을 통해 대
상을 하나로 통일하여 경험한다. 사물의 속성들은 내적으로 서로 연결되
어 있고, 우리는 그러한 내적 구조를 경험한다. 선반성적 차원에서 감각
의 통일은 개념적 혹은 지성적 통일이 아니라 실천적 통일인 것이다. 나
의 직접적 접촉에 의해서 지각 대상은 각 부분들을 초월하여 하나로 통
일되어 나에게 존재한다. 이처럼 우리의 실제 경험에서 감각이 통일된다
면 회화에서 선과 색의 구분이나 우위 논쟁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세잔은 선과 색에 대한 전통적 사고를 거부하고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다룬다. 세잔은 말하기를, “윤곽선과 색채는 결코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
다. 색을 칠함과 동시에 윤곽선은 이루어진다. 색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
면 이룰수록, 윤곽선은 더욱 명확해진다... 즉 색채가 가장 풍부해질 때, 
그 형태 역시 충만해지는 것이다.”(CD, 15) 사물의 형태와 크기를 나타내
는 윤곽선은 색의 결과로 나타난다. 색을 칠해나가면 윤곽선은 저절로 
만들어지고, 색이 조화롭고 풍부하게 칠해지면 사물의 형태는 충만하게 
드러난다. 메를로-퐁티는 이를 사과의 예로 설명한다. 만일 사과를 그릴 
때 형태의 윤곽만을 그린다면 그 그림은 사과가 지닌 깊이를 잃게 된다. 
그저 평면에 사과 형태의 윤곽선만 있을 뿐이다. 색이 형태와 깊이를 드
러낸다는 것은 곧 색이 촉각적 성질도 포함한다는 의미이다. 형태,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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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사물의 성질은 시각적이면서 동시에 촉각적이기 때문이다.   
  원초적 지각에서 촉각과 시각은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
에서 세잔은 우리가 대상들의 냄새까지도 “본다”’고,(CD, 15) 심지어 그림
은 그 안에 “풍경의 냄새까지도 담고 있다.”(PhP, 318) 메를로-퐁티 역시 
우리는 대상들의 깊이, 매끄러움, 부드러움, 딱딱함과 같은 촉각적 성질
을 ‘본다’고 말한다. 세잔은 대상에 형태와 깊이를 부여하는 촉각적 감각
을 암시하기 위해 색채를 사용하려 하지 않았다. 만일 화가가 세계를 표
현하고자 한다면 색채 구성은 이러한 비가시적 전체를 담고 있어야 한
다. 그것은 최고의 충만함 속에서 통일성을 갖고 현전하는 사물들을 말
한다. 세잔은 붓 터치를 하기 전에 몇 시간이고 명상에 잠기곤 했는데 
그것은 붓질 하나하나가 수많은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믿었기 때
문이다. 모든 붓 터치는 그 하나하나가 “공기, 빛, 대상, 평면, 생김새, 
데생, 스타일을 포함해야 한다.”(CD, 15) 
  세잔은 자연이 그에게 드러나는 방식 그대로 표현하는 바를 색에 대한 
감각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감각이란 원초적 경험에서 자연이 지각적 감
관에 호소하는 일차적 언어를 말한다. 그것은 수학적 언어를 통해 과학
적으로 분석하는 개념적 언어가 아니다. 우리가 체험하는 대상은 감각기
관에 따라 별도로 구성되지 않는다. 우리가 감각들을 구별하는 것은 과
학의 이론에 따른 결과일 뿐이다. 세잔은 원초적 지각에서 우리의 감각
들은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달았고, 결국 선과 색의 조화
로운 결합을 이루어낸다. 
  선과 색의 구성의 문제는 언제나 공간의 문제를 동반한다. 다음은 깊
이의 문제를 통해 회화에서 공간은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는지, 그것은 
우리의 지각 경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고찰하겠다.

  2) 깊이의 현상과 회화의 원근법
  
  화가들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는 삼차원의 세계를 이차원의 평면 공
간에 표현하기 위해 방법과 기술을 발전시켜 왔다. 차원을 넘나드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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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표현하기 위해 화가들은 가까이 있는 나무는 크게, 멀리 있는 나무
는 작게 그리거나, 캔버스의 아래쪽에는 가까이 있는 나무를, 위쪽에는 
멀리 있는 나무를 그렸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는 그림에서 한 대상이 다
른 대상보다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기를 원한다면 대기를 조금 안개 낀 
듯이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원근법은 회화의 역사에서 
깊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들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르네상
스 미술가들은 선 원근법이라는 새로운 기법을 고안하여 공간에 대한 새
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어떤 이론도 무에서 창조되지 않듯이 원근법은 르네상스인이 최초로 
고안해 낸 법칙은 아니다. 회화에서 적용한 원근법은 예술에서 창안된 
원리가 아니라 기하학에 그 원리를 두고 있다. 기원전 3세기에 유클리드
는 기하학적 광학을 제시했고, 2세기에 프톨레마이오스는 기하학적 광학 
원리를 적용하여 지도를 만들었다. 르네상스에 선 원근법은 과학과 수학
의 발전이 가져온 결과물이다.
  르네상스 초기에는 완벽한 선 원근법에 따라 대상을 그리는 방법이 고
안되었다. 초기 르네상스 건축의 선구자인 브루넬레스키는 수학적 원리
에 따라 원근법을 적용한 건축 설계를 시도했다. 이어서 알베르티는 1세
기 로마 건축가인 비트루비우스의 <건축 10서>를 참고해 원근법 이론
을 구축하였다. 르네상스 미술가 마사치오는 복잡한 원근법적 체계를 적
용해 그 유명한 <성삼위일체>를 그렸다. 전례 없는 단시점 원근법과 신
중하게 계산된 선들은 중앙에 배치된 예수를 향해 하나의 소실점으로 수
렴되고, 그 결과 회화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부조처럼 벽이 움푹 들어간 
듯한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과학과 수학의 엄밀성을 기초로 한 원근법은 르네상스 이후 닮음의 원
리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캐논이 되어왔다. 화가들은 원근법이야말로 
세계를 재현하는 데 가장 과학적이고 완벽한 방법이라고 확신하게 된다. 
원근법은 실물보다 더 실물처럼 느껴지도록 환영을 창조하는 가장 효과
적인 방법인 것이다. 
  이에 대해 데카르트는 원근법이 회화의 탐구를 종식시키고, 완전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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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하고 실수라고는 없는 근거를 제공한다고 본다. 파노프스키는 르네상
스 미술가들이 구현한 원근법에 열광적 지지를 한다. 앙드레 말로 역시 
고전 회화에서 원근법은 회화에 불가피한 요소라고 말한다. 지각된 세계
의 감각 자료들을 공간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근
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들 모두 고전 회화는 자연을 가장 정확하게 
재현할 수 있는 원근법을 발전시켰다고 본다. 이러한 이론들은 공통적으
로 원근법의 역사를 완전하고 정확한 세계를 구축하려는 시도의 역사로 
간주한다. 
  화가들과 이론가들의 원근법에 대한 믿음은 객관적 공간 안에서 사물
의 크기와 거리는 사물들의 관계로부터 정확하게 측량될 수 있다는 사고
에서 비롯된다. 화가의 시선 아래 사물들은 가지런하게 정렬되어 펼쳐지
고, 마침내 저 멀리 한 점으로 모아져 사라진다. 화가의 눈은 마치 신의 
눈과 같이 주위의 사물부터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독립되어 존재하
고, 세계는 원근법을 통해 체계적으로 구조화된다. 원근법대로 본다는 
것은 내 앞에 펼쳐진 사물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정해진 위치에서 몸은 
물론 눈동자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것은 결코 의문이 제기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다. 철학자도 회화 이론가도 이러한 원리에 따라 
세계를 바라보고 회화를 바라본다. 그러면 원근법이 표현하는 깊이란 무
엇인가?
  
깊이에 관한 객관적 사고와 원근법
  나는 내 앞에 펼쳐진 사물들이 나와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말하고, 저 
멀리 펼쳐진 산은 나와 먼 거리에 있다고 말한다. 깊이la profondeur는 이처
럼 나와 사물들과의 공간적 거리를 말한다. 깊이는 관찰자로부터 정면에
서 길게 세로로 펼쳐져 있는 사물들까지 가깝고 먼 거리를 의미한다.  
반면에 너비la largeur는 가로로 건너지른 거리, 즉 측면에서 본 거리를 말
한다. 
  그런데 깊이를 말하려면 앞의 사물과 뒤의 사물의 거리를 실제로 보아
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오로지 사물들의 앞면만 볼 수 있다. 눈과 수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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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사이에 첫 번째 수직적 면은 다른 사물들을 가리기 때문에 실제 눈앞
에 펼쳐진 광경은 이차원 평면이다. 우리는 앞의 사물들에 가려져 있는 
뒤의 사물들을 볼 수 없다. 만일 측면에 선다면 우리는 질서정연하게 좌
우로 배열되어 있는 사물들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정면과 측면에 
동시에 서 있을 수 없다. ‘깊이를 본다’고 말하려면 앞뿐만 아니라 뒤도 
볼 수 있어야 한다. 어떻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깊이를 보게 되는가? 
  경험주의자 버클리는 “거리는 저절로 눈에 보이지 않고,” “먼 거리는 
감각기관보다는 오히려 경험에 의해서 지각되고”, “거리 판단은 두 눈으
로 하며, 경험의 결과이다”라고 말한다.”115) 버클리에게 깊이는 보이지 
않으므로 경험에 입각해 주관적으로 판단한 결과이다. 지성주의 역시 깊
이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관은 너비를 기준으로 깊이를 추정한다고 말
한다. 다른 모든 공간 관계처럼 깊이는 지성이 종합한 결과이다. 경험주
의도 지성주의도 깊이를 설명하기 위해 주관의 지성 능력에 호소한다. 
  이에 대해 메를로-퐁티는 경험주의와 지성주의 모두 깊이를 “측면에
서 본 너비와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비판한다.(PhP, 255) 우리는 결코 주
어진 공간 밖으로 나가서 관찰할 수 없다. 어떻게 자신의 자리를 떠나 
측면으로 자리를 옮겨 좌우로 펼쳐진 너비를 파악할 수 있겠는가. 그렇
게 동시에 모든 곳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존재는 신밖에 없다. 오직 신
만이 특정한 관점에서 벗어나 편재 상태에서 거리를 관찰하여 깊이가 너
비와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메를로-퐁티는 너비로부터 추론
한 깊이는 결코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공간이 아니라고 비판한다. 
  깊이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체험될 뿐이다. 깊이는 대상의 외관적 크
기la grandeur apparante와 주관의 집중la convergence이라는 관계를 통해 경험된
다. 외관적 크기는 대상이 지닌 특성인 반면에 집중은 지각하는 주관의 
특성이다. 외관적 크기는 대상이 지닌 특성인 반면에 집중은 지각하는 
주관의 특성이다. 자동차는 내 앞에 서 있을 때는 크게 보이지만 출발하
여 수평선으로 사라져 갈수록 작게 보인다. 나의 두 눈과 그 자동차가 
이루는 삼각형의 각도는 자동차가 가까이 있을 때는 둔하고 멀리 갈수록 
115) 조지 버클리, 『새로운 시각 이론에 관한 시론』, 이재영 옮김, 아카넷, 2009,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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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해진다. 사물이 가까이 있을 때보다 멀리 있을 때 두 눈의 집중 정
도는 강하다. 사물이 가까이 있으면 시선은 그 사물의 너비를 따라 이리
저리 움직이게 되는 반면에 멀리 있으면 사물이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이
다. 따라서 집중의 정도는 거리와 비례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깊이
는 사물의 외관적 크기만으로 생겨날 수 없고, 두 눈의 집중만으로 생겨
날 수 없다. 나와 사물의 위치에 따라 사물의 외관적 크기와 눈의 집중
도가 달라진다면 이러한 추론은 이미 거리를 전제로 한다. 결국 “깊이란 
과학적 지식이 아니라 내부에서 포착하는 것으로”, “지각 경험으로 되돌
아가야”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PhP, 257) 
  메를로-퐁티는 깊이 경험을 인과 관계가 아니라 동기와 결정의 관계
로 이해하도록 제안한다. 사물의 외관적 크기와 망막의 집중 경험은 “암
묵적으로 동기를 주고”(PhP, 259), 그 상황을 통해 깊이가 결정된다. 동기
와 결정은 상황의 두 요소이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한편에는 사물과 그 
사물을 바라보는 주관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깊이가 있다. 동기와 결정
의 관계처럼 사물과 그것을 바라보는 주관은 지향적 관계로 맺어지고, 
그 관계 속에서 깊이가 형성된다. “깊이는 사물들과 나 사이에 분리 불
가능한 끈으로 연결되었음을 알리고, 그 끈으로 나는 사물들 앞에 위치
한다.”(PhP, 256) 깊이는 “우리의 포착하는 능력과 관련하여 대상의 상황의 
관점에서 규정”되어야 하는 것이다.(PhP, 261)
  이처럼 깊이는 보이지 않고 다만 대상과 주관의 상호관계 속에서 경험
된다고 할 때, 원근법은 객관적 진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게 
된다. 데카르트, 파노프스키 등이 설명하는 원근법은 주로 객관적 공간
으로부터 추론한 깊이에 근거한다. 메를로-퐁티는 이러한 관점에서 수
립한 회화의 역사란 우리의 실제적 경험을 결여한 인공적 원근법을 열광
적으로 추종한 역사라고 비판한다. 우리가 경험하는 사물들은 회화의 원
근법처럼 일정한 크기와 간격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체험하는 
깊이는 사물의 속성이나 주관의 추론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 
  예컨대 지평선 위 달의 크기와 손에 쥐고 있는 동전의 크기는 측정될 
수 없다. 그것은 거리에 따른 크기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원근법이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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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임의의 측정 기준에 입각해서 달과 동전의 크기를 측정하여 종이 위
에 옮겨놓는 방법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사실상 육안으로 볼 때 멀리 
떨어져 있는 대상은 소묘나 사진에 투영될 때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난
다. 우리는 동전과 달을 동시에 볼 수 없고 눈이 초점을 맞추는 대상만 
뚜렷하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시야에 경쟁적으로 들어오는 대상들은 캔버
스 위에서 공존해야 한다. 
  세잔의 회화에서 왜곡된 형태와 원근법 무시는 이러한 실제 경험의 맥
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르네상스에 등장한 원근법은 현실적 공간의 모
방으로, 관람자는 눈앞에 펼쳐진 화면의 광경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환
영을 갖게 된다. 하지만 세잔은 실존적 공간에서 체험한 형태와 원근법
을 구사했다. 귀스타프 제프루아의 초상화에서 작업대는 그림의 아랫부
분으로 뻗어있어 소실점이 화면 위쪽을 향하는 고전적 선 원근법과 반대
로 표현되어 있다. 우리의 자유로운 지각에서 대상들은 어떤 정해진 외
관상의 크기와 간격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세잔의 회화에서 표현된 깊
이의 특성들은 대상을 포착하는 몸의 능력에 따른 결과로 보아야 한다. 
깊이는 고유한 몸과 사물들 간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산출된 거리이다. 
  이처럼 깊이는 전통 철학이나 심리학이 상정하듯이 기하학적 공간이 
아니라 실존적 차원에서 경험하는 공간이라고 할 때 원근법은 결코 객관
적 진리를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 원근법은 화가가 하나의 세계를 창조
하는 데 도입한 하나의 스타일이다. 화가는 모든 지각된 사물을 한데 모
으려고 하지만 어렴풋한 윤곽만을 그릴 수 있다. 원근법은 이러한 파편
들을 즉각적으로 종합하여 정돈된 세계를 창조해낼 수 있도록 한다. 메
를로-퐁티는 원근법을 확정된 진리가 아니라 화가의 ‘창조적 표현’ 중 
하나의 방식으로 이해한다. 비록 메를로-퐁티는 고전 회화의 원근법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지만 기법 그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니다. 원근법이 
우리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재현한다는 이론을 비판하는 것이다. 우리가 
실제 경험하는 세계는 원근법적으로 정렬되어 있지 않으므로 고전 원근
법은 화가의 창조적 표현의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다음은 색, 선, 깊이가 지닌 존재론적 의미에 접근하겠다. 회화에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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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된 색과 깊이는 그 이면에 어떤 존재론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가? 회
화의 표층에 관한 논의에서 이제 심층에 관한 논의로 나아가겠다. 

  3) ‘존재Être’의 미립자로서 색, 선, 깊이
  
  메를로-퐁티에게 회화에서 중요한 것은 이차원 공간에 단순히 하나의 
차원을 더 추가하여 환영을 만들어내는 문제가 아니다. 세계가 표상을 
통해 화가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화가가 사물들 속에서 태어나
듯이 회화는 무엇에 대한 광경이 되기 이전에 먼저 스스로 형성되어야 
한다. 회화는 내적으로 생생하게 살아 움직여 가시적인 것을 방출해야 
하는 것이다. 
  이미 메를로-퐁티는「세잔의 회의」에서 이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세잔의 회화에서 왜곡된 형태와 무질서한 구성은 전반적으로 볼 때, 자
연적 시각에서처럼 “우리 눈앞에서 태어나는 질서”, “나타나는 중에 있는 
대상”이라는 인상을 주게 된다.(CD, 14) 「눈과 정신」에서 메를로-퐁티
는 이와 같이 회화 자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가시성의 원리를 탐구한다. 
앙리 미쇼는 “클레의 색들은 캔버스 위에서 서서히 태어나고, 어떤 원초
적 근원으로부터 발산되는 것처럼, 마치 녹청이나 곰팡이처럼 ‘적절한 
장소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한다.(EM, 181) 아폴리네르 역시 시
에는 ‘창조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형성된’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있
다고 말한다.(EM, 181) 이러한 인용문들은 회화에서 표현된 선, 색, 깊이
가 그와 같이 가시적이 되도록 하는 원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하지만 색만으로, 공간만으로 가시성의 수수께끼를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메를로-퐁티는 “가시적인 것에 대한 만능키는 없다”(EM, 
181)고 말한다. 색의 차원성, 선의 차원성, 깊이의 차원성은 회화에서 가
시적인 것의 생성 원리로 안내한다.
  색의 차원성은 색이 감각 성질에 지나지 않고 깊이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이미 메를로-퐁티는 세잔의 회화에 대한 분
석에서 언급한 바 있다. “만일 화가가 세계를 표현하고자 한다면,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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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채 배열은 분리할 수 없는 전체를 담고 있어야 하며, 만일 그렇지 못
하면 그의 그림은 단지 사물을 암시할 뿐이며, 우리에게 실재하는 것을 
규정하는 절대적 통일성, 현전, 최대의 충만성 속에 있는 사물을 보여주
지 못할 것이다.”(CD, 15) 만일 색이 그저 감각적 성질이라고 이해한다면 
캔버스에 채색된 색은 그저 대상의 외피에 대한 표현이 될 것이다. 하지
만 보이는 것의 이면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눈앞에 보이는 
붉은 색은 그저 하나의 성질이지만 이것은 다른 무리들과 관련을 맺을 
때 비로소 ‘붉음’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 붉은 색은 하나의 원자 성질
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한한 관계들의 층을 담고서 존
재한다. 
  클레는 색이 “우리의 뇌와 우주과 만나는 장소”이고(EM, 180), “사물들
의 심장”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한다고 말한다.(EM, 181) 물론 색
으로 되돌아갈 때, 사물의 심장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하지만 심
장은 색의 외피, 공간의 외피 너머에 있다. 이를 세잔의 <발리에의 초상
Le Portrait de Vallier>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EM, 181) 여기서 
흰색은 그다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 듯이 보인다. 하지만 흰색은 노
란색 존재, 녹색 존재, 푸른색 존재보다 더 일반적 존재의 형태를 만들
어 윤곽이 뚜렷하게 드러나도록 한다. 흰색 공간은 색들 사이사이에 놓
여 다른 색들에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 세잔 말년의 수채화에서도 어느 
장소라고 지정할 수 없는 공간은 색 면들 사이로 퍼져 나간다. 그래서 
공간은 마치 “투명한 표면들의 포개짐, 즉 서로 겹쳐지는, 나아가고 물러
가는 색 면들의 유동적 운동”처럼 보인다.(EM, 181) 세잔의 회화가 보여주
듯이, 색의 차원성이란 ‘전체’, ‘통일성’, ‘충만성’을 지닌 깊이를 암시한
다.
  선의 차원성은 대상 그 자체가 지닌 속성으로 간주되는 선이 어떻게 
가시적인 것의 생성 원리가 되는지 보여준다. 예컨대 선은 “사과의 외부 
윤곽으로” 또는 “경작된 밭과 풀밭의 경계로서 세계 안에 존재한다.”(EM, 
182) 회화에서 선은 연필이나 붓으로 실제 세계에서 가져온 점들을 따라 
그려나가면 된다. 하지만 인상주의를 비롯해 현대 회화는 이러한 선 개



189

념을 거부했다.116) 어쩌면 모든 회화의 역사는 우리의 일상적 선 개념에 
대한 반박일 수 있다. 이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회화론』에서 드로잉 
비법은 “각 대상 안에서 어떤 구불구불한 선une ligne flexueuse이 전체 범위
를 향해 나아가는 특정한 방식”을 발견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EM, 183) 
선의 생성하는 축을 발견해야 드로잉을 잘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베르
그손 역시 구불구불한 선la ligne onduleuse은 형상의 가시적 선들 중 하나가 
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런 선은 저기에 없듯이 여기에도 없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구불구불한 선은 전체의 핵심이 된다.”(EM, 183) 
  그 자체로 가시적인 선은 없다. 사과의 윤곽선 또는 경작된 밭과 풀밭
의 경계 같은 선은 이곳에도 저곳에도 있지 않다. 그것은 우리가 시선을 
고정한 것 사이에 있거나 뒤에 있다. “선은 사물을 통해 지시되고, 함축
되고, 심지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렇지만 선 자체는 사물이 아니다. 
선은 사과 혹은 밭을 둘러싼다고 간주되지만 사과 혹은 밭은 자신을 스
스로 ‘형성한다.’ 그리고는 마치 광경의 뒤에 선pré-공간적 세계에서 나
온 것처럼 가시적인 것이 된다.”(EM, 183) 선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다. 
  이러한 메를로-퐁티의 일반적 선 개념에 대한 거부는 인상주의자들처
럼 회화에서 모든 선을 배제한다고 간주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
운 선 개념은 단지 선을 해방시키고, 선의 구성력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
려는 데 있다. 마티스와 클레의 회화에 대한 분석은 가시적인 것의 생성 
원리와 선의 힘을 보여준다. 
  마티스는 하나의 선으로 어떤 존재의 일반적인 특징을 표현하면서 동
시에 그 안에서 부드러움, 관성, 힘과 같이 ‘누드’로 ‘얼굴’로, ‘꽃’으로 만
드는데 요구되는 숨겨진 작용을 표현한다.(EM, 184) 그 결과 마티스가 선
으로 그린 여인은 “단번에 여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여인
이 되어 간다.”(EM, 184) 마티스는 우리에게 윤곽선을 물리-시각적 방식
이 아니라 잎맥nervures으로, 능동성과 수동성을 지닌 물질적 체계 혹은 

116) 인상주의는 르네상스 이래 지속되어온 “선 대 색”이라는 논쟁을 색의 승리로 이끌
었다. 인상주의자들은 대상이 아니라 대상이 반사하는 빛을 색으로 기록하려고 했다. 
따라서 드로잉보다 색을 중시하게 되었다. 선은 색면과 색면이 만나는 경계라는 의미
를 지닐 뿐이다. (오병남, 『미술론 강의』, 세창출판사, 2014, p.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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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적 체계의 축으로 보도록 한다. 
  클레는 가시적인 것의 생성 원리를 회화에 엄격하게 적용시킨다. 클레
가 그린 호랑가시나무 잎은 첫 눈에 무엇을 그렸는지 알 수 없고 끝까지 
기괴하게 보인다. 다만 일상적 이름을 가진 작품 제목이 그것이 무엇인
지 가리킨다. 이를 두고, 앙리 미쇼는 “아마도 클레 이전 그 누구도 선을 
꿈꾸게 하지 않았다”고 말한다.(EM, 183) 그와 같이 선을 표현한 결과 클
레의 색들은 캔버스 위에서 서서히 태어나는 것 같다고, 원초적 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 같다고 미쇼는 말한다. 
  이와 같이 선은 숨겨진 힘이다. 구상이든 추상이든 선은 더 이상 사물
이 아니고 사물의 모방도 아니다. 선은 “균등한 흰 종이 내에 마련된 어
떤 불균형, 즉자 내에서 수행된 어떤 구멍 뚫기, 사물의 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을 받쳐주는 어떤 구성적인 비어 있음”이다.(EM, 184) 선은 가시적
인 것이 생성하도록 하는 원리가 된다. 클레가 말했듯이 “선은 가시적 
세계에 대한 모방이 아니라 가시적이 되도록 한다. 선은 생성하는 사물
들의 청사진이다.”(EM, 183)
  깊이의 차원성은 존재의 입체성과 존재의 다양성을 나타낸다. 깊이도 
색이나 선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차원성을 지닌다. 회화에서 공간은 보이
지 않는 깊이를 보이는 깊이로, 부재하는 깊이를 현전하는 깊이로 표현
된다. 따라서 공간은 색과 마찬가지로 존재론적 의미를 지닌다. 
  회화는 설령 어떤 사물이 부재해도 실제 사물을 보는 방식과 똑같이 
그 사물을 보도록 한다. 회화는 특히 보이지 않는 공간을, 즉 높이와 너
비에 의거해서 또 다른 하나의 차원, 깊이를 보도록 한다. 깊이는 다른 
두 차원에서 파생된 삼차원이다. 보는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것, 이
것이 삼차원의 역설이다. 메를로-퐁티는 이 역설을 존재에 돌린다. 한편
으로 내가 깊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지만, 다른 한편으로 
존재하지 않는 깊이를 보는 것은 “나의 존재에 참여” 덕분이다.(EM, 173) 
존재에 참여란 근본적으로 모든 관점을 초월한 공간 존재에 대한 참여이
다. 보이지 않는 깊이를 본다는 것은 모든 관점 너머에 있는 공간에, 무
제한의 존재에 참여한다는 의미이다. 이차원 존재에 불과한 그림에서 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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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볼 수 있다는 게 바로 그 증거이다. 
  나에게 다른 차원을, 즉 삼차원을 보도록 하는 회화는 뚫려있는 존재
un être troué이다. 르네상스인이 말하듯 하나의 창문fenêtre이다. 알베르티는 
말하기를, “크기에 상관없이 우선 화면 위에 사각형(의 틀)을 하나 그린
다. 이 사각형은 내가 그려야 할 대상을 내다보는 ‘열려진 창문’이라고 
상상한다.”117) 메를로-퐁티는 이 창문이 결국 서로 관계없는 외적 부분
들로 향해 열려 있는 창문, 각기 다르게 비스듬한 관점에서 본 높이와 
너비를 향해 열려 있는 창문이라고 본다. 그것은 “존재의 절대적 확실성
을 향해 열린 창문”이다.(EM, 173) 회화에서 깊이는 높이와 너비를 모두 
포함하므로 절대적 확실성을 갖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메를로-퐁티는 데카르트의 동판화 분석이 존재론적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데카르트에게 그림이란 일상적인 지각에 사물들이 우리 
눈에 각인해 놓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투사된 인공물이다. 객관적 공
간과 마찬가지로 동판화에서 공간은 어느 곳이나 균등하고 동질적인 즉
자로 규정된다. 데카르트는 관점 없는 상공의 사유를 통해 그와 같이 공
간을 관념화 했다. 사유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공간의 한계
를 극복하지 못한다. 
  메를로-퐁티는 데카르트가 동판화 분석에서 깊이를 사유의 문제로 귀
결시켰다는 점에서 공간을 해방시켰다고 본다. 하지만 데카르의 공간은 
진정한 두께라고는 없는 “모든 관점을 초월한 존재, 모든 잠재성, 모든 
깊이를 초월한 존재”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EM, 174) 데카르트가 구성
한 공간은 하나의 차원이다. 메를로-퐁티는 이러한 하나의 차원을 넘어 
공간을 존재의 차원성으로 이해한다. 공간은 동질다형polymorphe의 존재이
다. 모든 차원은 존재의 동일한 살로 이루어져 있기에 동질이고, 일차원, 
이차원, 삼차원은 존재의 차원성에서 추상된 형식이므로 다형이다. 
  원근법 역시 자유롭게 깊이를 경험하도록 한다. 이런 점에서 원근법은 
매우 고무적인 기법이다. 하지만 원근법이 회화에 정확하고 결점 없는 
근거를 제공하여 회화의 탐구와 역사를 완결 지었다는 해석은 문제가 있

117) 알베르티, 『알베르티의 회화론』, 노성두 역, 사계절 출판사, 2000,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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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대인들이 사용한 각 원근법도, 르네상스인들이 고안한 선 원근법
도 자연을 보다 정확하게 재현하기 위해 고안해낸 기법일 따름이다. 그 
어떠한 원근법도 깊이를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
다. 북구 미술가들은 깊이를 표현하기 위해 다양하게 공간 구성을 하였
고, 르네상스 이후에도 화가들은 여전히 깊이를 탐구해 왔다는 점이 그
러한 사실을 말해준다. 세계를 완벽하게 투영하는 기법은 혹은 회화의 
근본 법칙이 될 만한 기법은 있을 수 없다. 르네상스 원근법이라고 해서 
결점이라고는 없는 ‘비결’이 아닌 것이다. 
  메를로-퐁티는 깊이란 단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화
가의 생애 내내 떠맡아야 할 과제라고 본다. “내 생각에는 세잔은 평생 
동안 깊이를 찾았다”는 자코메티의 말과 “깊이는 새로운 영감”이라는 로
베르 들로네의 말은 깊이의 수수께끼를 대변한다.(EM, 179) 
  세잔은 깊이 문제에서 하나의 돌파구를 마련했다. 세잔은 원근법과 형
태를 통해 깊이를 탐구했다. “세잔이 깊이를 찾으려고 할 때, 그가 찾고
자 한 것은 이 존재의 폭발déflagration이고, 깊이는 모든 양상들 속에, 마
찬가지로 형태 속에도 있다.”(EM, 180) 세잔은 깊이를 추구하는 과정에 이
미 사물의 외적 형태는 이차적이고 파생된 것이라는 점을 깨달은 것이
다. 세잔은 공간의 외피를 벗겨내고, 과일 그릇을 해체하고, 그 대신 순
수 형태를 그리고자 했다. 순수 형태란 내적 구성 법칙을 통해 형성되는 
입체성solideté을 지닌 형태를 말한다. 또한 순수 형태란 사물의 흔적들 혹
은 조각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사물을 말한다. 
  메를로-퐁티는 이를 한편으로 “존재의 입체성”을, 다른 한편으로 “존
재의 다양성”을 추구한 것으로 이해한다.(EM, 180) 세잔은 이미 중기에 이
러한 양식을 실험했다. 그 결과 공간 속에서 사물의 색들은 대조를 이루
며 움직이기 시작하고, 고정되지 않은 채 변조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볼 
때 깊이 문제는 단지 공간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이해될 수 없다. 깊이
는 공간 안에 내용물과 함께 탐구되어야만 한다. 그런 이유로 메를로-
퐁티는 깊이 문제는 색 문제를 동반한다고 말한다. 
  색, 선, 깊이의 차원성은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 상호 관계 속에서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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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다. 회화에서 표현된 것들은 하나의 단일하고 동일한 존재의 그물망
에 얽혀있는, 하나의 로고스에 속하는 하나의 등가 체계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는 드로잉도 잘 하고 조각도 잘 한
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를 비롯해 드가, 피카소, 달리 등 많
은 미술가들이 매체에 관계없이 두루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던 이유가 여
기에 있다. 현대 회화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현대 회화는 
선과 색 중에 또는 심지어 사물의 형상과 기호의 창조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현대 회화는 다수의 
등가 체계를 증강하는 방향으로, 사물에 고착되어 있는 외피를 벗겨내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다.”(EM, 182) 
  궁극적으로 회화에서 표현되는 “깊이, 색, 형태, 선, 운동, 윤곽, 외형
은 모두 존재로부터 뻗어 나온 가지rameau들이다.”(EM, 188) 이 모든 것들
은 동일한 살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존재로부터 분출된 파편들이다. 존
재 안에서 모든 감각 성질들은 서로 연대한다. 회화에서 색은 무한한 깊
이를 품은 것으로 존재하고, 선은 스스로 보이지 않지만 사물의 생성 원
리가 되고, 깊이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의 차원성으로부터 이끌어낸 형식
이다.

결론
  회화에 표현된 선, 색, 깊이에 대한 세밀한 분석은 회화작품의 존재론
적 의미에 대해 재고하도록 한다. 회화는 심층적인 두께를 지닌 존재이
기에 단지 표면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로만 해석될 수 없다. 회화는 보
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모두 담고 있다. 보이는 것이 존재의 현상
이라면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의 근원이다. 보이는 것이 캔버스의 표면
에 표현된 선, 색, 깊이라면 보이지 않는 것은 그 이면에 존재하는 무한
한 존재들의 지평이다. 메를로-퐁티는 회화의 표층과 심층에 관한 현상
학적 분석과 존재론적 근거를 모두 제시함으로써 밀도 있고 풍부한 통찰
을 제공한다.
  회화에서 표현된 색은 객관적인지 혹은 주관적인지, 선과 색은 명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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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구분되는지, 원근법은 실재를 반영하는지와 같은 문제들은 회화 이론
에서 종종 다루어지는 문제이다. 실존적 차원에서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현상적 세계에 관한 메를로-퐁티의 철학은 이에 대한 답변을 제공한다. 
색은 화가와 대상과의 상호교류 속에서 경험되는 것이므로 객관적인 것
도 주관적인 것도 아니다. 감각적 성질은 요소가 아니라 전체가 하나의 
구조로 주어지므로 선과 색은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 우리는 결코 원근
법처럼 객관적 세계를 경험하지 않는다. 르네상스 원근법은 세계를 창조
적으로 변형하기 위해 도입한 하나의 방식이다. 
  이러한 현상학적인 분석은 후기에 존재론적 회화론을 통해 그 근거가 
제시된다. 지향성을 통한 세잔과 자연의 지각적 교류는 이제 주관과 객
관의 키아즘에 그 원리가 있는 것으로 해명된다. 화가와 사물은 모두 살
로 구성된 존재들로서 끊임없이 상호 교차하는 운동을 한다. 그리하여 
마침내 가시성이 발생한다. 세잔이 자연을 관조하여 포착한 ‘모티프’는 
바로 화가의 시선에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는 존재이다. 지각 경험에서 
선과 색은 구분되지 않는다는 공감각 현상은 존재론적으로 그 근거가 제
시된다. 선, 색, 깊이는 지각의 현상으로 나타난 감각 성질과 공간이지
만, 그것은 살의 키아즘을 통해 화가의 시선에 포착된 존재의 파편들로,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무한한 존재들을 품고 있다. 선, 색, 양감, 깊이, 
빛 등은  존재 안에서 모두 연대한다.
  이와 같이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회화작품을 조망할 때, 전기와 후기의 
핵심 주제들은 서로 연결되고, 이는 철학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회화는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는 존재에 대한 표현이다. 
그것은 가시성의 순간적 결정체로, 심원한 깊이를 지닌 존재의 모습이
다. 이는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의 대립을 변증법적으로 통일하려는 메를
로-퐁티의 기획을 핵심적으로 보여준다. “침묵하는 존재는 스스로 자신
의 의미를 드러낸다.”(EM, 188) 오로지 보는 자의 시각 안에서. 
  다음은 지금까지 논의한 몸, 지각, 표현 행위 등 핵심적인 문제들이 
어떻게 회화의 역사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는지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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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화의 역사
  선사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회화의 역사는 인류의 문명과 함께 
전개되어 왔다. 우리는 회화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객관주의에서 
볼 때, 회화의 역사는 어떤 시대적 조건 아래 화가의 표현 충동이 발현
된 창조적 산물이 일련의 사슬처럼 연결된 것처럼 보인다. 주관주의에서 
볼 때, 회화의 역사는 화가 개인도 의식하지 못하는 필연적 원리에 따라 
어떤 목적을 향해 발전하는 것처럼 보인다. 
  회화의 역사는 이처럼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와 구분되는가? 만일 그와 
같이 고정된 시각으로 회화의 역사를 조망한다면, 결국 우리는 주관-객
관이라는 이분법에 빠지게 된다. 어떻게 모든 회화작품들은 시공간을 넘
어 하나로 통일되고, ‘회화’라는 범주에 묶일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람들
은 자신의 문화와 다른 배경을 가진 회화를 감상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
는가? 이러한 문제들은 객관주의나 주관주의 중 어느 한쪽의 입장으로는 
충분히 설명될 수 없다. 메를로-퐁티는 이러한 대립적인 입장을 극복하
고 회화의 역사 개념을 새롭게 구축한다.
  메를로-퐁티의 역사 개념은 경험적 우연성과 관념적 필연성의 변증법
적 통일에 있다. 한편으로 인간은 자유와 주도권을 갖고 역사에 책임을 
지고, 역사를 만들어 나간다. 다른 한편으로 역사에는 일종의 질서 혹은 
내적 의미가 있어서 인간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는
다. 우연성이 무의미 혹은 카오스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면 필연성은 이
러한 카오스를 어떤 의미 아래 질서 있게 통일시켜 이끌고 나간다는 특
징을 지닌다. 메를로-퐁티의 회화의 역사에 관한 고찰은 근본적으로 이
러한 역사 개념의 틀에서 전개된다. 
  화가의 지각으로부터 표현에 이르는 창조적 활동과 그것이 어떻게 하
나의 회화라는 역사를 이루는가를 총체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메를로-퐁
티의 기획을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이 진행하겠다. 1) 고전 회화와 현대 
회화 구분을 스타일 개념을 통해 극복한다. 2) 경험적 역사와 관념적 역
사 개념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메를로-퐁티의 역사 철학을 토대로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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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회화의 역사 개념을 제시한다. 3) 회화의 역사가 지닌 존재론적 의미
를 살의 일반성과 존재 개념을 통해 고찰한다. 

  1) 스타일 

  앙드레 말로는 고전 회화가 세계를 충실하게 재현한 반면에 현대 회화
는 ‘주관성’으로 회귀했다고 규정한다. 회화의 역사는 객관주의에서 주관
주의로 이행했다고 보는 것이다. 말로는 객관주의 아니면 주관주의라는 
대립적인 관점에서 회화의 역사를 바라본다. 만일 말로의 주장대로 고전 
회화가 오로지 닮음만을 추구했다면 화가의 창조성은 설명될 수 없고, 
현대회화가 오로지 주관성에만 집중했다면 화가는 세계와 완전히 분리된 
내적 세계를 표현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화가의 스타일은 이러한 문
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

고전 회화와 현대 회화
  메를로-퐁티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말로는 고전 회화가 세계에 대한 
완벽한 재현이라는 목표를 향해 전개되었다고 이해한다. 고전 회화는 도
시와 신을 비롯해 신성한 것에 봉사하는 시기부터 세속화로 이행되어 자
연을 이상적으로 미화하는 시기까지 포괄한다. 이 시기의 회화는 그려진 
사물들이 우리 감각에 포착될 때 완벽하다고 동의할 만큼 대상을 충실하
게 재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특히 르네상스 시대에 발명된 유화는 
대상의 세밀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재현하는 데 기여한다. 유화는 무엇보
다 “깊이나 양감, 운동, 형태, 촉각의 강도 및 서로 다른 종류의 재료에 
대한 환영을 줄 수 있는 기호들을 찾도록 해주기 때문이다.”(ILVS,  47) 또
한 르네상스 시대에 고안된 원근법은 자연을 가장 정확하게 재현할 수 
있도록 한다. 원근법 덕분에 화가들은 세계의 감각 자료들을 공간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고전 회화의 보편적 재현 기술은 우연성이나 모호성을 함축하
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 결과 화가의 업적, 어떤 유파의 작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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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의 전개는 모두 걸작을 향한 발전으로 간주된다. 걸작은 그것이 제
작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모든 시도들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회화의 발전
에 뚜렷한 이정표 역할을 한다. 요컨대 말로는 고전시대의 미술작품을 
“완전성, 완결성, 충만성”(ILVS,  47)을 기준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말로의 설명에 대해 메를로-퐁티는 고전 회화는 오로지 완벽
한 재현이라는 목표를 향해 발전했는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 메를로
-퐁티가 보기에 고전 화가들은 단순히 재현만을 목표로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 특히 감각하는 세계를 표현하기 위한 절대적 기법으로서 르네상
스 원근법이 고전 회화를 정점에 이르게 했다는 말로의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 앞서 논의했듯이 메를로-퐁티에게 고전적 원근법은 절대적 기
법이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는 하나의 해석에 불과하다. 지각된 세계는 
어떠한 법칙도 요구하지 않는다. 원근법은 화가가 자기 앞에 펼쳐진 지
각된 세계를 투영시키기 위해 고안한 여러 방법들 중 하나일 뿐이다. 이
처럼 원근법을 창조적 변형으로 이해할 때 고전 회화를 오로지 재현이라
는 관점에서만 이해한 말로의 주장은 재고될 여지가 있다.
  비록 고전 회화가 설득력 있는 재현을 시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창조적 표현이다. 고전 화가들이 세계에 눈을 고정시킨 채 재현
의 비밀을 요구할 때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이미 회화가 요구하는 “변형
métamorphose”을 수행한 것이다.(ILVS, 48) 말로의 주장하듯이 “고전 회화는 
자연의 재현으로 규정될 수 없다.”(ILVS, 48) 고전 회화에는 이미 화가의 
주관적 창조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객관적 회화가 하나의 
창조라면, 현대 회화 역시 주관적 표현에 무엇인가 객관적 의미가 함축
되어 있다는 점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말로는 현대 회화의 특징은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것을 찬미”(ILVS, 
51)하는데 있다고 본다. 예컨대 고전 회화에서 샤르댕은 정물화에서 복숭
아를 그릴 때 “벨벳 촉감”을 추구했지만 현대 회화에서 브라크는 벨벳의 
복숭아가 아니라 “회화” 자체를 추구했다.(ILVS, 51) 말로는 회화 자체에 
대한 추구야말로 화가 개인의 주관적 추구라고 이해한다. “예술가가 본 
세계는 회화로 바꾸어졌다. 정물화에서 사과는 미화된 사과가 아니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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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색이었다... 회화가 되기 위해서 예술가가 바라본 세계는 사적 세계
가 되어야 했고, 화가 자신이 창조한 것이어야 했다.”118) 말로는 현대 
회화가 사물을 보다 더 훌륭하고 아름답게 변형하려는 시도를 포기함으
로써 더 이상 외부 세계에 종속되지 않게 되었다고 본다. 말로에게 현대 
화가들은 무엇보다도 창조력의 발휘를 원했고, 이에 따라 현대 회화는 
더 이상 신앙이나 미에 대한 추구가 아니라 개인적인 것의 추구로 이행
한 것이다. 
  하지만 메를로-퐁티는 현대 회화를 단지 주관성에 대한 찬미라는 기
준으로 규정지을 수 없다고 본다. 오로지 주관성에 대한 표현으로 현대 
회화를 규정할 경우 세잔이나 클레와 같은 화가들의 작품은 설명하기 어
렵다. 그들은 미완성된 것처럼 보이는 스케치를 회화로 제시하거나 혹은 
일련의 캔버스에서 삶의 순간의 흔적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완전함에 대해 메를로-퐁티는 두 가지로 해석한다.(ILVS, 51) 
첫째, 현대 화가들은 전통적 의미의 작품을 포기하고 오로지 직접적, 감
각적, 개인적인 것만을 탐구한 것이다. 둘째, 완전함은 시대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는다. 메를로-퐁티는 특히 두 번째 의미의 완전함을 통해 현
대 회화를 이해하고자 한다. 고전 회화에서 완전함이란 우리의 감각에 
충실하여 실제 사물이나 광경처럼 보이도록 표현한 것을 의미했다. 하지
만 현대 회화에서 완전함이란 반드시 감각을 만족시키는 객관적이고 설
득력 있는 표현을 가리키지 않는다. 말하자면 현대 화가들은 감각이 납
득할 수 있도록 하는 객관적 재현이 곧 완전한 작품이라는 사고를 거부
한다. 그러면 무엇이 완전한 작품인가? 
  어떠한 형식이든 표현은 밖으로 드러난 후에 인간이 살고 있는 공통 
세계를 가로질러 인간에서 인간으로 나아간다. 회화에서 표현도 마찬가
지이다. 회화는 일단 창조되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면 상호주관적 세계
에 진입한다. 회화의 의미는 상호주관적 세계에서, 즉 관람자가 완성한
다. 보들레르는 말하기를 “다 된fait 작품이라고 해서 반드시 끝난fini 것은 
아니요, 끝난 작품이라고 해서 반드시 다 된 것도 아니다.”(ILVS,  51) 회

118) André Marlaux, Voices of Silenc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p.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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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서 완성된 작품l'œuvre accompli이란 관람자를 초대하여, 관람자가 작품
을 창조한 화가의 제스처를 이해하고, 화가가 제시한 침묵의 세계에 참
여하여 의미가 형성되는 순간을 말한다. 
  작품은 사물처럼 즉자로 존재하지 않고 언제나 관람자의 참여를 요구
한다. 만일 세잔이나 클레의 작품처럼 회화가 불완전하게 제시된다면 그 
완성은 관람자의 몫이다. 이렇게 회화가 관람자를 통해 완성된다면, 현
대 회화는 결코 세계로부터 단절되어 내적 세계에 고립되어 있는 주관성
을 표현한다고 볼 수 없다. 현대 회화 역시 상호 공존하는 세계를 표현
하고, 그것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한다. 현대 화가는 다만 고전 화가들과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표현한 것이다. 세계에 대한 표현은 “이미 말하고 
본 사물을 뛰어넘어 우리의 순수한 표현력을 완전히 일깨우고 환기시켜
야 한다.”(ILVS,  52) 현대 회화는 전통 방식과 다른 표현 원리를 수행한 
것이다. 메를로-퐁티는 고전 회화와 현대 회화를 가로지르는 공통 원리
를 스타일에서 찾는다.

스타일
  미술에서 스타일은 일명 양식 혹은 유파라고 일컬어진다. 미술가의 개
성적 표현방식을 말하는 개인적 스타일이 있는가 하면 어떤 시대와 문화
에 특유한 표현방식으로서 스타일이 있다. 미술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
용하는 스타일 개념은 어떤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표현방식을 공유하는 
유파 혹은 경향을 지칭한다.119) 
  말로는 “지각은 이미 스타일화 한다La perception déjà stylise”고 말한다.120)
(ILVS,  54) 이 표현은 메를로-퐁티의 입장을 대변한다. 스타일은 지각의 
119) 라틴어 ‘스틸러스Stilus’에서 유래한 스타일 개념은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

양하게 사용되어 왔다. 고대에서는 수사학에서 혹은 문체론에서 문장을 쓰는 방법 혹
은 문체의 의미로 사용된다. 미술사학자 빈켈만J. J. Winckelmann은 스타일을 18세
기 작품의 형식적 통일을 지칭하는 데 쓴다. 현상학자 후설은 삶의 스타일 혹은 습관
의 스타일이라는 표현을 통해 스타일 개념을 주관의 태도에 적용한다. 

120) 말로는 스타일을 세 가지 형식으로 구분한다. 스타일은 첫째, 세계를 발견하는 사
람의 가치관에 따라 세계를 재창조하는 수단이고, 둘째, 세계에 부여한 의미작용에 
대한 표현이고, 셋째, 신비로운 리듬에 따라서 별들의 흐름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
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인간의 불안정한 조망으로의 환원이다. 앞의 두 개념은 개인
적 차원에서 형성되는 스타일을, 세 번째 개념은 초월성을 가리킨다.(ILVS,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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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 속에서 이미 나타난다. “스타일은 지각으로부터 나온 절박한 요청
exigence이다.”(ILVS,  54)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존재는 자신의 본질을 발
산한다. 존재는 자신의 “어떤 스타일로 보여준다.”(PhP, 450) 어떤 지나가
는 여인의 경우, 그 여인은 몸 윤곽이나 하나의 광경으로만 나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그 여인은 개인적, 감정적, 성적 표현으로도 나에
게 포착된다.(ILVS,  54) 그녀는 ‘살’로서 존재하는 어떤 방식을 걸음걸이 
심지어 구두굽이 땅에 닿는 순간에도 나타낸다. 나는 체화된 존재로서 
나 자신 안에 소유하고 있는 어떤 규범에 근거해 그 여인에게서 주목할 
만한 변양을 발견한다. 그것은 나의 내적 가치 기준에 따라 발견한 변양
이다. 
  이와 같이 지각에서 이미 어떤 스타일을 부여받은 대상은 회화적 스타
일로 변형되어 표현된다. 화가는 단순히 그 여인의 생명적 가치나 성적 
가치 혹은 ‘한 여인’ 혹은 ‘불행한 여인’으로 화폭에 옮겨 놓지 않는다. 
화가는 여인의 얼굴과 함께 몸의 제스처를 통해 “세계에 거주하는 방
식”, “세계를 다루는 방식”, “세계를 해석하는 방식”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다.(ILSV, 54) 비록 여인에 대한 지각에서 회화적 스타일과 의미는 발견되
지 않는다고 해도, 적어도 그 여인은 그러한 것들을 불러일으킨다. 그러
므로 스타일이란 “상황을 다루는 어떤 방식”(PhP, 327), “세계를 발견하는 
인간의 가치에 따라 세계를 재창조하는 수단이다”(ILSV, 53) 
  비록 화가는 자신만의 고유한 스타일을 표현하지만 그것은 쉽게 확립
되지 않는다. 화가는 오랜 시간 작품을 창조하는 과정 중에 점점 더 뚜
렷해지는 색채 속에서 자신이 성숙된 언어로 표현작용을 수행하고 있음
을 어렴풋이 깨달을 뿐이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일상적 삶에서 자신의 
실루엣, 표정, 제스처가 어떠한지 잘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 “작가나 화
가에게는 내적 독백이라고 하는 개인적 떨림의 친숙함 속에서 일어나는 
자기 암시만이 있을 뿐이다.”(ILVS,  52) 
  화가는 다만 작업의 흔적을 남기면서 어떤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멀리’ 나아간다. 예를 들면, 반 고흐가 그린 유명한 의자는 “반 고흐
라는 바로 그 이름의 단적 표의문자un brutal idéogramme de nom même de V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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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gh”이다.(ILVS,  53) 그 의자에서 보이는 독특함이 바로 반 고흐의 스타
일이다. 스타일은 화가가 목록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방식이나 진행 과
정이나 개인적 성향이 아니다. 스타일은 타인에게는 뚜렷이 파악되지만 
자신은 거의 알아챌 수 없는 창조과정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스타일은 
표현을 통해서만 타인들 속에서 비로소 윤곽을 드러낸다. 
  “일관된 변형déformation cohérente”은 지각에서 회화로 이행되는 스타일의 
본질을 핵심적으로 드러낸다.(ILVS,  54) ‘일관’과 ‘변형’은 역설적 결합이
다. 말로가 처음 사용한 이 개념을 메를로-퐁티는 「언어의 현상학」에
서 언어의 체계와 개인 발화의 관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일
관된 변형”이란 “의도하는 바를 나타내기 위해 중심에서 벗어나게 하고 
다시 중심에 오도록 하는 것”이다.(S, 91) 개인의 발화는 창조적이지만 그 
의미는 언어 체계 혹은 기존 제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표현은 
한편으로 체계에 ‘일관’되게 따름으로써 의미의 소통 가능성을 열어두지
만 다른 한편으로 어떤 한도 내에서 규범을 이탈하는 ‘변형’의 속성을 
갖는다. 언어의 현상에서 나타나는 ‘일관된 변형’은 회화의 스타일에서도 
나타난다. “각 화가에게 스타일은 자신이 보는 세계를 드러내는 작품을 
위해 구성하는 등가 체계le système d'équivalences이다. 그것은 아직 지각 속
에 흩어져 있는 의미를 응축해 뚜렷하게 존재하도록 하는 ‘일관된 변형’
의 보편적 지표이다.”(ILVS,  54~5) 
  ‘일관된 변형’은 카시스 바닷가에서 그림을 그리던 르누아르의 일화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ILVS, 55~6) 어느 날 여관주인이 푸른 바다를 앞에 
두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르누아르를 보았다. 그런데 캔버스에 그려진 
여인들이 목욕하고 있는 곳은 바다가 아니라 시냇가였고, 게다가 르누아
르는 단지 그림의 일부만 수정하고 있었다. 바다는 도대체 르누아르의 
<목욕하는 여인들>의 시냇물에 대해 어떤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가? 
메를로-퐁티는 이를 존재론적으로 해석한다. “세계의 파편들은 모든 존
재의 형태들을 담고 있고,” “우리의 시선에 가능한 변양을 환기시키고,” 
“존재를 표현하는 일반 방식을 가르쳐 준다.”(ILVS, 56) 바다는 소용돌이나 
잔물결과 같은 물의 본질적 형태를 시냇물보다 더 생생하게 드러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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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누아르는 물이 드러나는 전형적 형태에 대해 바다에 질문을 던져서 일
관된 변형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회화에는 언제나 지각에서 시작되어 표현으로 이행된 일관된 변형으로
서 스타일이 내재되어 있다. “세계에 눈을 고정한 고전 화가들이 세계에 
충분한 재현의 비밀을 요구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은 후일
에 가서야 의식하게 될 회화의 변형을 자기도 모르게 실행한다.”(ILVS,  
48) 따라서 고전 회화는 자연의 재현만으로 혹은 우리의 감각과 관련되
는 것만으로 정의될 수 없다. 세계가 화폭에 옮겨지는 변형에는 이미 화
가의 창조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고전 회화 역시 세계의 창조이다. 
  마찬가지로 현대 화가는 자신의 내적 주관성에 고립된 것이 아니라 외
부 세계를 바라보고, 그 세계를 일관된 변형을 통해 표현한다. 현대에 
이르러 마침내 자유로워진 시각 혹은 행위는 화가들에게 세계의 사물들
을 초점에서 벗어나 재편성하도록 만든 것이다. 현대 회화가 거부한 것
은 세계가 아니라 고전 회화의 진리 개념이다. 현대 회화에서 진리란 회
화의 고유한 본질에 충실한 표현이다. 시인이 낱말들을 중심에 벗어나게 
하고 다시 모으듯이 현대 화가는 새로운 방식으로 세계의 대상들을 일관
된 변형으로 표현했다. 따라서 세계에 대한 부인 혹은 거부로 이해되는 
추상미술은 일관된 변형에 있어서 이전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멀리 나
아간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추상미술의 엄격한 기하학적 표면과 형
태도 여전히 삶의 정취를 지니고 있다.”(S. 56) 회화에서 사물과 일상적 
유대관계가 깨졌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와 멀어졌다는 의미는 아니다. 회
화는 결코 세계로부터 동떨어져서 화가만이 열쇠를 갖고 그 문을 열 수 
있는 내면 깊숙한 세계에서 완성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고전 회화와 현대 회화는 객관주의와 주관주의로 구분될 수 
없다. 고전 회화에도 주관의 창조성이 내재되어 있고, 현대 회화에도 세
계의 흔적이 내재되어 있다. 고전 회화가 세계를 완벽하게 재현하기 위
해 원근법과 같은 기법을 고안했다고 해도, 혹은 완전성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진행해 나아갔다고 해도 그것은 화가의 창조적 표현 방식들 중 
하나이다. 마찬가지로 현대 회화가 아무리 세계의 재현이나 모방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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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해도 여전히 화가는 세계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작업을 한다. 고
전 회화는 재현을 넘어서 창조적 표현을 지향했고, 현대 회화는 내적 세
계를 넘어서 공통 세계를 지향했다. 이와 같이 고전 회화와 현대 회화에 
대한 객관주의와 주관주의가 화가의 스타일 개념을 통해 극복되듯이 회
화의 역사에 대한 경험적 역사와 관념적 역사라는 이원론도 화가의 표현
성을 통해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2) 의미와 무의미의 변증법
 
  역사철학은 역사를 철학적으로 탐구하고 반성한다. 철학자들은 자신의 
철학적 입장에 따라 역사를 움직이며 변동시키는 힘을 해석한다. 그 힘
을 유물론자나 실증주의자는 물질이나 사회경제 구조와 같은 경험적 사
실에서 찾고, 관념론자는 자유나 신과 같은 형이상학적 개념에서 찾는
다. 말로는 한편으로 미술관과 같은 제도가 경험적 역사를 만들어낸다고 
보고, 다른 한편으로 ‘회화의 정신’과 같은 개념을 통해 관념적 역사를 
암시한다. 
  이러한 역사성으로 회화의 역사를 이해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만일 회화가 경험적 역사라면 어떻게 모든 화가들의  
작품은 하나의 ‘회화’라는 범주에 통일되는가? 어떻게 그토록 다양하고 
상이한 문화 속에서 탄생한 회화들이 단일한 회화의 역사를 형성하는가? 
역으로, 만일 회화가 관념적 역사라면 회화의 역사는 어떤 목적을 향해 
발전해 나가는 진화의 역사인가? 그 역사에서 화가의 창조적인 표현은 
어떤 목적지를 향하는 도정에 놓인 하나의 디딤돌에 불과한가? 이와 같
은 문제들에 답변하기 위해서 회화의 역사를 경험적 역사 혹은 관념적 
역사로 바라보는 입장을 검토하고, 메를로-퐁티의 역사 철학을 기초로 
새로운 회화의 역사 개념을 고찰하겠다.
  
경험적 역사와 관념적 역사
  경험적 역사는 주로 ‘사건들의 순서’ 혹은 ‘경험적 사건들의 순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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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다. 그래서 선형적 역사라고 불린다. 회화의 역사는 대부분 시
간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정렬된 경험적 사건들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역사는 보이는 역사 혹은 현상적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
게 인식될 수 있다. 
  말로는 회화의 경험적 역사를 미술관 제도에서 발견한다. 미술관은 본
래 미술작품을 보관하여 전시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짧은 역사를 
가진 미술관은 회화의 역사에 긍정적 역할을 했다. 하지만 미술관은 부
정적 측면도 지니고 있다. 미술관은 회화를 작품으로 승인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주로 현재의 시각에서 걸작이라 일컬어지는 작품들을 진열
한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미술관은 하나의 제도로서, 구조적으
로 견고하게 권력으로 자리 잡게 된다. 말로는 미술관이 회화에 대한 감
상을 왜곡시킨다는 점에서 미술관 제도를 비판한다. 유럽인들에게 예술
작품은 미술관의 제도 속에 놓인 채 주어진다. 미술관에서 작품들은 서
로 적대적 관계를 갖고 경쟁적 분위기에서 전시된다.  
  메를로-퐁티는 이러한 말로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가 미술관은 화가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킬 뿐 아니라 회화의 역사를 
객관적 역사로 환원시킨다는 점에 주목한다. 서로 경쟁하는 분위기에서 
작품은 그것이 탄생하게 된 모든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이에 따
라 화가의 삶이 묻어있는 흔적은 작품에서 지워지게 된다. 결국 작품은 
제작 당시의 역사적 배경, 작품의 사회적 기능, 예술가 개인의 삶에 대
한 문제로부터 격리된다. 말하자면 미술관은 작품을 그것이 제작된 우연
한 환경으로부터 분리시켜 놓는다. 그 결과 우리는 화가와 작품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된다. 
  작품은 한 인간이 그의 전 생애를 통해 고심 끝에 이루어 놓은 것이
다. 하지만 미술관은 예술가와 그의 작품을 “마치 벼랑 끝에 핀 꽃처
럼”(ILSV, 63) 신비하게 보이도록 만든다. 그리하여 화가가 삶의 열정 속에
서 창조한 작품들은 마치 어떤 다른 세계로부터 온 기적처럼 받아들여진
다. 결국 작품들은 방탄유리 속에서 희미한 떨림만을 줄 뿐이다. 사르트
르가 “도서관은 원래 한 인간의 제스처였던 저술을 한낱 메시지로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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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렸다”(ILVS, 63)고 비판하였듯이 메를로-퐁티는 미술관이 회화가 가진 
열정을 질식시켜 놓는다고 비판한다. 이처럼 미술관 제도는 긍정적 기능
만큼이나 부정적 기능을 한다. 따라서 이러한 미술관 제도를 기반으로 
수립된 회화의 역사는 문제를 안게 된다. 
  메를로-퐁티의 미술과 제도 비판은 유물론적 역사관을 지닌 마르크스
에 대한 비판과 맞닿아 있다. 마르크스는 개인을 역사의 주체로 본다. 
그리하여 구체적 실존으로서 인간에 주목한다. 역사를 만들어 내는 인간
은 사유하는 이성이 아니다. 사유는 아무 것도 생산해 낼 수 없으며 세
계를 변화시키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사유는 다만 물질적 구조들을 통해 
구체화될 뿐이다. 마르크스는 헤겔의 ‘관조적’ 이성과 달리 실천적 이성
을 제시한다. ‘실천praxis’은 그리스어로 ‘행위’를 뜻한다. 마르크스에게 실
천이란 윤리적·사회적·정치적·경제적 삶을 변형시키는 개인의 능동적이고 
참여하는 인간 활동을 가리킨다. 물질적·사회적 세계 내에 존재하는 주
체는 실천을 통해 자기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간다. 
  메를로-퐁티는 개인을 역사적 주체로 보고, 개인의 실천적 활동을 강
조하는 마르크스 이론에 동의한다. 그래서 그 어느 철학자보다 회화의 
역사에 관한 고찰에서 화가의 실천적 활동에 주목한다. 이러한 메를로-
퐁티의 입장은 여러 저술에서 드러난다. 「실존주의 논쟁」 에서 “역사
가 갖게 되는 의미는 개인이 역사 속에서 바라보는 의미에 의존하게 된
다.”(SNS, 79) 「마르크스주의」에서 “원인에 의한 결과라는 역사적 결정
론은 인간의 의식을 관통하고, 그 결과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역사를 만
든다.”(SNS, 106) 이처럼 메를로-퐁티는 역사가 헤겔의 절대정신 혹은 이
념이 아니라 개인이 만들어낸다는 점을 인정한다. 역사는 처음부터 보편
적 역사 혹은 총체적 역사라는 관념에 따라 방향 지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역사가 개인의 실천에 의존한다면, 말하자면 역
사가 지닌 의미가 역사 속에서 개인이 바라보는 의미에 의존한다면, 제
각기 다른 개인들이 바라보는 역사는 다양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는 
결국 상대주의로 귀결된다는 문제를 안게 된다. 메를로-퐁티의 비판은 
바로 여기에 있다. 만일 각 개인들이 지닌 다수의 관점이 저마다 동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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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옳다고 주장한다면 결국 역사란 어떤 일관된 방향이란 없는, 질서라
고는 없는 카오스라고 결론내릴 수밖에 없게 된다. 역사란 다양한 행위
들, 우연적 사건과 추측의 결과로 간주될 수 없다. 역사는 전적으로 무
작위적이고 예측 불가능하지 않다. “역사는 열려 있고 다수의 해석을 조
건으로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무엇이 일어날지를 선택하거나 역사의 
과정이 전적으로 우연적인 것은 아니다.”121) 
  이러한 역사 철학은 회화의 역사에 적용될 수 있다. 미술관 제도는 경
험적 역사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 인간이 실천praxis을 통해 
만들어낸 작품은 개별적 사건들로서 경험적 역사를 만들어낸다. 회화의 
역사가 이처럼 경험적 사실들로만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때 여러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그 모든 회화들이 ‘회화’라고 불릴 수 있는 근거는 무엇
인가? 어떻게 무질서하게 흩어진 회화들이 ‘회화의 역사’라는 통일된 범
주 속에 묶일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에 답하기 위해 관념론에 호소해 볼 수 있다. 역사 이면에
는 방법과 기술을 증진시키면서 진화하도록 이끄는 어떤 원리가 있지 않
을까? 회화의 역사란 어떤 초월적 힘에 이끌린 화가의 노력이라고, 어떤 
목표를 향한 발전 과정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  
  메를로-퐁티는 앙드레 말로의 ‘회화의 정신un Esprit de la Peinture’이라는 
개념 속에서 관념적 역사의 단서를 발견한다. 말로는 회화에 어떤 보이
지 않는 힘이 내재하여 모든 회화들을 하나로 통일시켜 이끈다고 본다. 
이러한 말로의 주장은 스타일 개념에 근거한다. 말로는 세밀화와 동전을 
보통 크기의 작품과 비교하면서 둘 사이에 매우 똑같은 스타일을 발견한
다. 또한 유럽의 작품들과 그 영향을 받지 않은 다른 문화의 작품들과 
비교하면서 유사한 스타일을 발견한다. “마치 미술의 상상적 정신이 세
밀화로부터 회화로, 그리고 프레스코로부터 스테인드글라스로 밀고 나가
는 것처럼” 스타일은 격랑의 역사 속에서 모든 흩어진 작품들을 이끌어
나가 통일시킨다.(ILVS,  65) 이렇게 서로 다른 작품들이 수렴되어 유사성
을 갖게 되는 바를 설명하기 위해 말로는 미술가를 지배하는 어떤 운명
121) Sonia Kruks, “Philosophy of History”, Merleau-Ponty Key Concepts, ed. 

Rosalyn Diprose & Jack Reynolds, Acumen; British, 2008. p. 77.



207

에 호소한다. 그것은 바로 헤겔의 절대 정신 혹은 이념에 기댄 ‘회화의 
정신’이다. ‘회화의 정신’과 같은 절대적 힘이 회화를 어떤 목적을 향해 
진보해 나가도록 이끌고, 그리하여 회화는 시공간을 초월해 유사성을 갖
게 된다는 것이다. 과연 회화의 역사는 절대 정신의 영향 아래 어떤 목
적을 향해 나아가는가? 
  헤겔에게 역사는 개별적이고 우연한 사건들로 이루어진 무질서한 혼돈
의 연속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역사는 이성적이면서 자유로운 존재인 
인간이 자아의식을 실현하는 과정이다. 물론 역사의 원동력은 개인의 욕
망, 충동, 정열, 개별적 관심에 있지만, 이는 세계를 합리적으로 이끌어
가는 절대정신의 도구가 된다. 이성은 인간 정신뿐 아니라 사물과 세계
의 본질, 개별적 존재와 보편적 존재의 측면을 지닌다. 헤겔은 이성의 
이러한 양면성을 ‘이성의 간지List der Vernunft’라고 표현한다. 이성의 간지
는 한 마디로 ‘목적을 실현하는 특정한 방식’을 의미한다. 이성은 역사와 
현실 속에 있으면서 또한 다양한 문화와 제도를 산출하는 필연의 논리와 
같은 것이다. 역사는 우연성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어떤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목적에 따라 발전해 나아간다. 그래서 헤겔의 역사철학은 ‘목
적론’이다. 
  헤겔의 목적론에서 궁극적 목적은 이념Idea이다. 플라톤의 보편개념으
로서 이데아와 유사하게 쓰인 이 이념은 궁극적 실재, 신적인 것, 우주
적인 것 등을 함축한다. 이념만이 참으로 실재적이고 절대적인 존재이
다. 실재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끝없는 진행과정에 있다. 이러한 실재에 
대한 인식은 절대정신만 가능하다. 절대정신이란 이념이 자연, 주관적 
정신, 객관적 정신으로 발전하여 최종적으로 주관과 객관을 동일화하는 
완전한 자기인식에 도달하기까지 변증법적 과정을 수행하는 정신을 가리
킨다. 문화적 발전은 우주의 발전이라는 거대한 우주적 과정의 일부이
다. 이처럼 신비스러운 신 혹은 우주에 뿌리를 두고 있는 헤겔의 형이상
학에서 역사는 신의 의지가 개입된 필연적 목적론의 과정으로 귀결된다. 
  이에 대해 메를로-퐁티는 헤겔이 역사를 이성의 필연적 진보로 간주
하고, 미리 예정된 체계 혹은 이념Idea에 종속시킨다고 비판한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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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연성에 따라 진행해 나아가는 역사 개념이 지닌 문제는 우연적 실존이
라는 본질을 지닌 인간 존재를 위한 자리가 없다는 점이다. 헤겔이 깨닫
지 못한 점은, “철학과 역사 모두 인간의 실천 형식이고 철학자는 역사 
‘내에’ 놓여 있고, 따라서 역사를 객관적으로 바라본다고 주장할 수 없다
는 사실”이다.122) 물론 헤겔은 인간을 이성과 자유를 지닌 존재로 이해
하지만 개별적 인간은 보다 큰 절대적이고 보편적 존재 혹은 이념을 위
한 계기가 될 뿐이다. 메를로-퐁티는 이를 두고 인간은 ‘이성의 간지’의 
희생자가 된다고 말한다.123) 역사는 ‘이념’의 발전에서 단계들로서만 다
루어지고, 이 단계에서 그 시대의 인간은 역사적 필연성을 따르는 무력
한 희생자가 된다. 궁극 목적을 향해 논리적으로 펼쳐지는 세계의 역사
에서 개별적 인간 실존이 표명하는 내재적 의미는 고려되지 않기 때문이
다. 
  따라서 화가들이 흔적을 남겨 놓는 그 위대한 경이로운 기적을 헤겔에 
기대어 설명하기 위해 말로가 제시한 지각된 세계를 초월하는 어떤 것 
혹은 상상적 초미술가들sur-artistes은 동일한 문제를 갖게 된다. 말로는 
“대부분 흩어져 있는 시도들을 재통합하는 역사에 대한 이념, 화가의 배
후에서 작용하는 회화에 대한 이념, 그리고 화가가 도구가 되는 역사 속
에서의 이성에 대한 이념”과 만나고 있다.(ILVS,  65) 헤겔에 기댄 이러한 
이념은 말로 자신의 개인주의에 대한 안티테제이자 동시에 보완일 뿐이
라고 메를로-퐁티는 비판한다.
  메를로-퐁티는 ‘회화의 정신’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말로의 스타일 개
념을 정신이 아니라 몸의 표현성에서 발견한다. 회화의 유사성이 작품의 
크기와 관계없이 시공을 초월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신비로운 정신
을 요구하지 않는다. 몸은 한결같은 스타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일반적 
운동 능력을 지니고 있다. 손가락으로 종이에 글씨를 쓰든, 팔 전체로 

122) Sonia Kruks, “Philosophy of History”, p. 72. 
123) 조극훈은 ‘이성의 교지’가 개인을 꼭두각시로 만든다는 비판에 대해, 긍정적인 측

면을 부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다. ‘이성의 교지’ 혹은 ‘이성의 간지’는 “개인의 
열정과 의욕이 이성의 자기실현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이용된다는 점에서 이성의 희
생보다는 개인의 도구적 사용에 대한 이성의 자기합리화일 수 있다.” (조극훈, 「헤겔 
역사철학에 나타난 자유와 필연의 변증법」,『철학탐구』27집, 2010, pp.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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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판에 분필로 글씨를 쓰든 필체는 똑같다. 그것은 순전히 근육들이 연
결되어 기계적으로 수행하는 몸의 운동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매번 
새로운 상황에서도 규모의 차이를 무시하고 지각된 공간 안에서 글씨를 
쓰고 그 결과는 유사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는 마치 아무리 음높이가 다
르게 연주되어도 동일한 멜로디를 즉각적으로 알아듣는 것과 같다. “모
든 것은 인간의 지각과 제스처 세계에서 일어난다.”(ILVS, 67) 
  그러므로 말로가 감탄한 작은 세밀화와 보통 크기의 그림이 지닌 유사
한 스타일은 사실상 이미 모든 작품 속 보이지 않는 요소들에 존재한다. 
미술가는 인간 세계 안에서 지각된 사물에 관해 작업하면서 자신의 흔적
을 남겨놓는다. 심지어 현미경과 같은 광학 도구를 통해서만 드러나는 
것에도 미술가의 스타일은 표식을 남긴다. 그것은 결코 초자연적 현상이 
아니다. 그러한 기적은 우리에게는 지극히 자연스럽다. 표현행위가 지닌 
비밀은 이미 우리의 단순한 행위 속에 내재되어 있다. 우리 스스로 몸을 
움직여 바라보는 단순한 행위야말로 그 안에 표현행위의 비밀을 담고 있
다. 
  메를로-퐁티가 보기에 말로의 상상적 초미술가 혹은 회화의 정신과 
같은 이념의 근저에는 화가에 대한 독특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말로
는 화가를 신비로운 존재로 바라본다. 『예술에 관한 심리학』에서 말로
는 글을 쓰는 작가에 대해서는 결코 취하지 않을 태도로 화가를 신격화
한다. “회화의 극한에, 시간 스스로 흔들리는 그 매력에 어느 천재가 사
로잡히지 않겠는가? 그것은 세계를 소유하는 순간이다. 회화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자. 할스는 신이 될 것이다.”(ILVS,  58) 이처럼 화가
를 신비로운 존재로 간주함에 따라 이러한 천재들을 이끄는 어떤 초월적 
힘을 상정하게 된 것이다.
  메를로-퐁티 역시 화가는 실재 혹은 진리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존
재라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화가는 결코 신비로운 존재가 아니다. 우
리와 마찬가지로 일상의 삶을 사는 평범한 존재이다. 사랑에 빠진 남자
는 떠나가 버린 여인에 대해 그녀의 가장 순수한 말과 태도만 기억한다. 
어느 날 그 여인을 다시 만날 때 그는 “뭐라고? 이게 전부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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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스탕달의 유명한 말을 떠올리게 된다.(ILVS,  58) 메를로-퐁티가 보
기에 화가를 신격화 하는 말로의 시각이 그러하다. 
  요컨대 문화적 역사 혹은 진정한 역사는 미술관에서 또는 초감각적 세
계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경험적 역사와 관념적 역사는 모두 화가의 표
현 행위에 기반을 두고 있다. 몸의 표현성을 근거로 할 때, 우리는 세밀
화와 그보다 큰 그림이 지닌 유사한 스타일을 이해할 수 있으며, 세계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에 이르기까지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으면서도 유
사한 작품이 나타나는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화가의 표현작용
을 역사의 계기로 이해한다면 이러한 역사는 경험적 역사도 아니고 관념
적 역사도 아니다. 그것은 제3의 역사이다. 

의미와 무의미의 변증법
  메를로-퐁티의 새로운 역사 개념은 의미와 무의미의 변증법으로 특징
지어진다. “역사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순수한 관념의 전개는 없다. 
역사의 의미는 인간의 결단이 다양하게 주어진 것을 다시 포착하여 삶의 
체계를 수립하는 순간의 우연성과 만난다.”(PriP, 199) 프랑스어 sens는 의
미와 방향을 나타낸다. 의미sens의 관점에서 볼 때 역사는 의미를 지닌, 
방향성 있는 운동이다. 무의미non-sens의 관점에서 볼 때 역사는 우연적 
사건들의 전개이다. “역사는 무작위도 아니고 이미 결정된 것도 아니
다... 역사는 “우연성 ‘내에’ 논리가 있고, 비이성 ‘내에’ 이성이 있다.”124) 
회화의 역사를 의미와 무의미의 변증법으로 이해할 때, 그것은 경험적인 
우연적 사건들로 이루어지지만 동시에 의미 있는 발전 과정으로 간주된
다. 
  이와 같은 경험적 역사와 관념적 역사를 절충하는 제3의 역사 개념은 
역사의 계기를 “출현”으로 이해하도록 요구한다. 메를로-퐁티에게 회화
의 역사는 마치 강물처럼 “사건”들의 흐름이 아니라 “출현”이다.(ILVS, 68) 
출현avènement은 과거에 현전했던 것이 미래에 또 다시 도래한다는 약속
이다. 리꾀르에 따르면, “사건들은 의미작용을 통해서 인간 역사에서 어

124) Sonia Kruks, “Philosophy of history”, p.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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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위치를 차지한다. 그리고 사건들은 오로지 주관적이 됨으로써, 문화
담론과 실천에 들어감으로써 의미작용을 하게 된다.”125) 리꾀르는 ‘출현’
이 객관성과 의미의 접점에서 생겨난다고 본다. 사건은 시간과 의미 속
에서 출현이 된다. 이것이 메를로-퐁티가 리꾀르의 출현 개념에 주목한 
이유이다. 
  객관적 사건은 언제나 주관의 의미작용을 수반한다. 동일한 사건도 사
건으로만 보면 그것은 고립되어 다른 것들과 어떠한 연관도 갖지 않는
다. 하지만 “사건들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126) 과거의 사건들은 다음에 
오는 사건들을 발생시키고, 혁신적인 최근 사건들은 과거의 흔적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회화작품을 단지 사건으로 본다면 그것은 과거와 
미래로부터 단절되고 어떠한 연관성 없이 분리된다. 하지만 출현으로 이
해할 때 각 미술작품은 다른 시대, 다른 문화로부터 의미를 부여받고 회
화의 전통을 수립하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 이런 이유로 메를로-퐁티는 
“문화의 질서 혹은 의미의 질서는 출현의 질서”로 간주하도록 제안한
다.(ILVS, 68) 
  화가의 표현성에 주목할 때, 회화의 역사는 경험적인 것과 관념적인 
것 혹은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이 하나로 통일되어 진행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메를로-퐁티는 화가들이 몸의 제스처를 통해 세계와 
지각적으로 접촉한다는 사실에서, 이 지각 경험을 창조적으로 표현한다
는 사실에서 진정한 회화의 역사를 발견한다. “몸의 표현작용은 최소의 
지각에서 시작되어, 회화와 예술로 확대된다. 회화의 의미의 장은 인간
이 세계에 출현한 이래로 열려있다. 동굴 벽화에 나타난 최초의 스케치
는 하나의 전통을 창시했는데, 그것은 오로지 지각의 전통으로부터 그것
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ILVS,  70) 세계를 향한 몸의 각 부분은 하나의 
제스처로 통일되듯이 모든 화가들의 제스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오로지 하나의 시도로 통합되고, 작품은 단일한 하나의 점증적 역사, 하
125) Frank Chouraqui, “A Principle of Universal Strife:Ricoeur and Merleau-Ponty's 

Critiques of Marxist universalism, 1953-1956”,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76, 2015, p. 480에서 재인용.

126) Claude Lefort, Foreword, Merleau-Ponty, Institution and passivity,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Evanston, Illinois, 2010, p.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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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예술에 통일된다. 회화의 역사는 오로지 화가의 “표현하려는 노
력”(ILVS, 69)이 모여 이루어진다. “모든 지각, 지각을 전제로 하는 모든 
행위, 그리고 모든 인간의 몸의 사용은 이미 원초적 표현이다.”(ILVS,  67) 
그러한 사실 때문에 우리는 각기 다른 시대의 그림들을 놓고 서로 어떻
게 닮고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할 수 있다. 아무리 다양성과 상이성을 보
인다고 해도 모든 제스처는 하나의 단일한 체계로부터 생겨난다. 이는 
‘institution’ 개념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메를로-퐁티의 ‘institution’ 개념은 설립, 제도화, 기초라는 의미를 갖
는다. 설립은 작용하는 능동적 측면과 동시에 그 작용에 의해 설립된 대
상이라는 수동적 측면을 함축한다. 이러한 설립 개념을 도입할 때 “설립
하는 주관은 타인과 공존할 수 있고... 설립된 것l'institué은 마치 경첩처럼 
과거와 미래 사이에, 타인들과 나 자신 사이에, 나와 나 자신 사이에 존
재”하므로(IP, 76) 상호 소통의 동력이 될 수 있다. 
  각 화가는 역사의 한 계기로서 설립하는 작용을 한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화가도 과거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화가는 언제나 이미 
설립된 전통 위에서 작업을 한다. 화가의 작업은 “이미 열린 고랑의 선
을 진척시키는 것이고, 그의 이전 회화 혹은 어떤 경험의 순간의 가장자
리에서 이미 나타났던 특징을 다시 포착해서 일반화”하는 것이다.(ILVS,  
58) 화가의 작업은 단순히 기적이나 마법도 아니고 고독 속에서 이루어
낸 절대적 창조 혹은 변형도 아니다. 그것은 “세계, 과거, 완성된 작품들
이 요구하는 바에 대한 응답이다.”(ILVS,  58) 
  그렇기 때문에 회화의 전통은 문화에 그리고 화가의 개인적 역사에 침
전되어 있다. 가장 최근의 사건이 아무리 혁신적이라 판단되어도, 그것
은 과거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마찬가지로 현재 화가의 표현 작용은 회
화의 역사에 침전되어 미래의 화가에게로 이어진다. 라스코 동굴 벽화는 
하나의 설립된 것으로서 세잔, 클레, 마티스와 같은 19세기의 위대한 화
가들 작품에 침전되어 있다. 마티스는 세잔의 소품 <목욕하는 세 사람>
을 그의 작업실에 걸어놓고 37년 동안 그것을 길잡이로 삼아 영감을 받
았다고 고백한다. 메를로-퐁티는 개별적 화가가 그 안에 침전된 전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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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승하고 또한 동시에 미래의 화가에게 디딤돌이 된다는 점을 “딸과 같
은 미술작품은 어머니 같은 미술작품이 된다”고 표현한다.(IP, 41) 
  회화의 역사에서 그 생명은 화가들이다. “진정한 역사는 전적으로 우
리로부터 그 생명을 얻는다.”(ILVS, 75) 삶을 회화에 헌신하기로 선택한 화
가들은 표현하려는 노력으로 회화의 전통을 이어나간다. 메를로-퐁티는 
이러한 역사가 진정한 역사라고 주장한다. 이와 달리 미술관 제도가 만
들어내는 역사는 경험적 사건들이 서로 연관 없이 분리되는 역사이다. 
메를로-퐁티는 이러한 역사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다. 그것
은 “모순적이고 보잘 것 없는 역사이며 그릇된 해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왜냐하면 각 시대는 그 시대의 관심사souci와 관점을 다른 시대의 작품들
에 부여하고는 마치 이방인에 맞서듯이 투쟁하고 있기 때문이다.”(ILVS,  
60) 화가의 삶에서 고동치며 다른 화가들의 노력과 어떻게 다른지 깨닫
게 하는 비밀을 지닌 살아있는 역사성을 미술관은 공적이고 과장된 역사
로 바꾸어 놓는다. 이러한 역사는 이차적 역사, 즉 바깥에서 조망한 역
사로서, 기억하기보다 망각하는 역사이다. 메를로-퐁티는 이러한 역사를 
‘죽음의 역사’라고 부른다. 
  메를로-퐁티는 그러한 역사를 이면에서 떠받치는 역사에 주목하도록 
요청한다. 이 역사는 경험적 역사처럼, 눈에 보이는 현상적 역사가 아니
라 보이지 않는 비밀스런 역사이다. 경험적 역사가 제도를 통해 역사를 
구성한다면 제3의 역사는 화가의 표현 작용에 토대를 둔다. 메를로-퐁
티는 이러한 역사야말로 ‘살아있는 역사’라고 말한다. 작품의 가치는 루
브르 박물관의 벽에 걸려 있다는 사실에서가 아니라 인간 공동체를 어떻
게 표현했는지, 즉 화가가 세계를 만나는 방식이 어떠한지에 달려 있다. 
“동굴 벽에 그려진 최초의 스케치는 앞으로 ‘그려야 할 세계’ 혹은 ‘스케
치되어야 할 세계’를 제시하고 있으며, 회화의 무한한 미래를 요구한
다.”(ILVS,  60) 회화의 역사는 어디로 흘러가는지 누구도 말할 수 없다. 
“표현은 마치 안개 속에 내딛는 발걸음처럼 어디로 이끄는지 아무도 말
할 수 없다.”(SNS, 3) 다만 각 화가는 새로운 작품 속에서 회화 전체의 과
제를 수행하고, 모든 화가들은 한 걸음 한 걸음 회화를 점진적으로 구성



214

하고 재구성할 뿐이다. 
  요컨대 진정한 역사의 원천은 화가의 지각과 몸의 제스처에 있다. 모
든 화가들의 표현하려는 노력은 일반적이고 자발적인 몸의 제스처를 통
해 이루어진다. 화가들의 노력이 모여 ‘회화’라는 하나의 단일한 전통을 
수립한다. 시공을 초월하는 회화의 통일성은 이러한 단순한 사실에서 비
롯된다. 모든 화가들은 오로지 그린다는 소명 아래 지각된 세계를 회화 
속에 부활시킨다. 회화의 역사에서 어떠한 것도 최종적으로 완결되지 않
는다. 회화의 역사는 일련의 사건들이 축적된 즉자 세계도 아니고 화가 
자신의 주관 세계도 아니다. 다음은 회화의 역사가 지닌 존재론적 의미
를 살펴보겠다. 

  3) 존재Être의 창조로서 회화의 역사

  진정한 회화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역사로, 경험적 역사를 그 배후에
서 떠받치고 있다. 화가의 스타일과 표현적 제스처는 그러한 회화의 역
사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된다. 그러면 이처럼 시공을 뛰어넘어 화가들의 
스타일과 표현적 제스처를 통일시키는 원리는 존재론적으로 어떻게 설명
될 수 있는가? 
  크반트는 “메를로-퐁티의 역사 철학은 상호주관성 철학과 분리될 수 
없다”고 말한다.127) 인간은 스스로를 초월하는 운동을 하지만 언제나 상
황을 전제한다. 인간은 “공동 역사의 결과”라는 상황 속에서 존재하기 
시작하므로 “절대적 출발점”이 될 수 없으며, 오로지 상황 속에서만 존
재한다.128) 역사는 언제나 상호주관성을 전제한다. 『지각의 현상학』에
서 주로 논의되는 상호주관성과 「간접적 언어와 침묵의 목소리」에서 
제시되는 회화의 역사는 후기 존재론에서 살의 일반성과 존재 개념과 연
결된다. 

127) Remy C. Kwant, The Phenomenological Philosophy of Merleau-Ponty, 
Duquesne University Press, 1963, p. 80.

128) ibid., p.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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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관성
  『지각의 현상학』에서 지각된 세계에 포함되는 타인들에 관한 메를로
-퐁티의 고찰은 회화의 상호주관성을 이해하도록 한다.129) 행동의 주체
로서 혹은 세계-에로-존재로서 지각적 의식은 타인의 지각적 의식과 
내적 관계를 통해 공동의 장을 형성한다. 나의 몸의 경험적 장과 타인 
몸의 경험적 장은 서로 얽혀 하나의 전체 체계를 이룬다. 이 차원은 익
명의 주관들이 공동의 장을 형성하는 차원이다. 여기서 나의 몸은 대자
도 즉자도 아닌 제3의 존재un troisième genre d'être가 된다. 메를로-퐁티는 
이 제3의 존재를 익명적 실존이라고 부른다. “나의 세계는 나에게만 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X에게도 현전한다. 타인의 몸과 나의 몸
은 유일한 하나의 전체이고, 유일한 현상의 안과 밖이다. 나의 몸은 매 
순간 익명적 실존의 흔적이 되는데, 이 익명적 실존은 두 몸에 동시에 
거주한다.”(PhP, 405~406) 공동의 장에서 나의 몸은 결코 타인의 몸과 분리
되지 않고, 다만 전체에 거주하는 익명적 실존의 흔적이 된다. ‘나’의 실
존 혹은 ‘너’의 실존은 바로 이 공동의 근원적인 차원에서 솟아나온 개
별적 실존이다. 
  이렇게 익명적 실존들이 공동의 장을 형성하기에 우리는 어느 유적지
에 가서 그곳에 있는 문화적 유산이 지닌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선사 
유적지에서 유물을 보고 그것이 인류 역사의 흔적이라고 생각한다. 인적 
없는 바닷가 백사장에 찍혀 있는 어떤 자국을 발견하고 그것이 인간 발
자국의 흔적이라고 생각한다. 사실상 유물 혹은 발자국이 찍힌 모래는  
단순한 사물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이 나와 타인이 공유하는 
129) 메를로-퐁티는 지각적 의식이 타인 경험의 가능 근거가 된다고 본다. ‘세계-에로

-존재’로서 지각적 의식은 나의 몸을 향해 그리고 타인의 몸을 향해 열려져 있다. 나
의 의식은 순수한 내면성이 아니라 나 자신을 초월하는 존재이듯이 타인 역시 나와 
같은 방식으로 존재하고, 그러한 초월이 우리를 서로 만나도록 한다. 이러한 교류는 
의식 차원이 아니라 전의식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타인의 행동은 언제나 나의 행동에 
근거해서 이해된다. 지각된 타인의 행동의 의미와 의도는 나의 친숙한 경험과 행동에 
유비해서 해석된다. 나는 지각하는 타인의 몸 배후에는 다른 심리적 삶의 현전이 있
으리라고 추측한다. 타인의 슬픔이나 분노, 고통을 그의 행동에서, 그의 얼굴에서, 그
의 손에서 지각한다. 이처럼 타인 경험은 몸에 대한 지각으로부터 출발한다. “만일 몸
에 그리고 세계에 내재되어 있는 나의 의식을 경험한다면 다른 사람에 대한 지각과 
의식의 복수성에 대한 지각은 더 이상 어떤 문제도 없다.”(PhP,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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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지각한다. 그것은 객관적 사고를 지닌 
입장들이 주장하듯이 단순히 지성적 추론이 아니다. 객관적 사고를 따른
다면 지각에 주어지는 대상에는 애초에 사회·문화적 의미가 존재하지 않
는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물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채로 존재한다. 
우리는 다만 일종의 추론을 통해 그 사물에 의미를 부여한다. 
  하지만 메를로-퐁티는 지각에 주어지는 주변 대상들은 이미 사회·문
화적 의미를 지닌 채 거기에 그렇게 놓여 있다고 본다. 언어는 타인 지
각에서 문화적 세계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낸다. 우리는 언어로 타인과 
대화할 때 전혀 어려움 없이 서로가 의도하는 바를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다. 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공통의 토대를 갖고 있
기 때문이다. 나의 생각과 그의 생각은 하나의 단일한 직물에 짜여 있
다. 나의 말과 타인의 말은 대화 속으로 끌려 들어와 우리 중 어느 누구
도 창조하지 않은 공통의 상황을 창조한다. 마찬가지로 문화적 대상에 
의미 부여가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익명적 지각 주체로서 모두 함께 하
나의 세계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살의 일반성 
  이와 같이 나와 타인이 익명적 실존으로서 공동의 장을 형성하는 현상
은 후기 존재론의 살의 일반성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 나와 타인은 동
일한 세계에 참여한다. 그런데 나와 타인의 관계는 나와 사물의 관계와
는 사뭇 다르다. 나에게 타인은 보이는 것들 중에 하나이지만 타인을 향
한 나의 시선은 사물을 향한 시선과 동일하지 않다. 타인 역시 나와 같
은 몸을 지닌 존재로서 보는 자이면서 동시에 보이는 몸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보는 자로서 타인은 나를 하나의 대상, 즉 보이는 몸으로 만든
다. 이렇게 타인은 나에게 보이는 몸이고, 마찬가지로 나는 타인에게 보
이는 몸인데 어떻게 나의 풍경과 타인의 풍경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수 
있는가? 예컨대 나는 내가 보는 풍경을 언어를 통해 친구의 세계 속에 
나와 비슷한 지각을 일어나게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
의 풍경과 친구의 풍경이 동일하리라 기대한다. 나는 어떻게 타인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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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세계를 구성하는가? 
  그 가능성은 살의 일반성에 있다. 나의 몸은 살로 이루어져 있다. 보
이는 것으로서 사물들도 살로 이루어져 있다. 나와 사물의 관계에서 나
의 보이는 몸과 보이는 것으로서 사물은 하나의 회로cercle를 형성한다. 
살로 된 이 회로는 나를 가로지르며 나를 보는 자로 형성한다. 타인 역
시 나와 마찬가지로 보이는 몸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살로 된 회로의 감
김은 타인의 몸을 가로질러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저기 보이는 것과 타
인의 보이는 몸 사이에 회로의 감김은 타인에게 보이는 것이 그의 풍경
이 되도록 한다. 그리하여 나와 타인은 살로 불가분하게 얽혀 하나의 동
일한 세계를 구성하고, 서로 의사소통한다. 
  어떤 사물을 만지는 오른손과 그 오른손을 만지는 왼손은 서로 다른 
촉각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두 손은 단 하나의 만져지는 사물의 
세계로 열린다. 눈도 마찬가지이다. 나의 두 눈은 각기 다른 것을 보지
만 단 하나의 보이는 사물의 세계로 열린다. 어떻게 나의 두 손은, 나의 
두 눈은 단 하나의 세계로 열리는 것일까? 이는 몸이 공간을 가로질러 
두 손 사이를, 두 눈 사이를 단 하나의 감각기관의 경험으로 만드는 능
력이 있기 때문이다. 눈은 그 자체가 시각 능력을 지니고 있고, 손은 그 
자체가 촉각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것들은 각자 나름의 작은 주체성을 
지니고 있다. 
  시각들, 촉각들은 ‘~에 대한 의식들’로 존재한다. 그것들은 작은 꽃들
로 하나의 커다란 꽃다발 속에 결집되어 있다. ‘~에 대한 의식’이란 대
자를 말한다. 그것은 다른 것들을 대상으로 만든다.(VI, 141) 그런데 어떻
게 시각들, 촉각들이 대자가 될 수 있단 말인가? 몸을 하나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전통적 사고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
에 대한 의식’과 그 의식에 대한 ‘대상’이라는 이분법을 포기해야 한다. 
몸은 하나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몸은 손과 눈에 밀
착한 의식들을 다발로 묶어 모으는 작용을 한다. 이러한 작용은 선반성
적, 선객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몸의 통일이다. 이 공동작용이 ‘나의 
의식’을 뒷받침하고 기초를 형성한다. 그리하여 각 시각, 각 촉각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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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들과 함께 단 하나의 세계 앞에서 단 하나의 몸의 경험으로 만든다. 
말하자면 “감각되는 것 일반un Sensible en général 앞에 감각하는 자 일반un 
Sentant en général이 된다.”(VI, 142) 
  이처럼 나의 몸 안에서 공동작용이 일어난다면 나의 몸과 타인의 몸 
사이에도 공동작용이 일어나지 않을까? 악수를 할 때, 나는 타인의 손을 
잡으면서 동시에 나의 손이 잡힘을 느낀다. 그렇다면 몸의 통일성은 개
체에만 고유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것이고, 공동작용은 여러 다른 유
기체들 사이에서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 공동작용은 결코 하나의 
동일한 ‘의식’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될 수 없다. 이것은 바로 살의 일반
성에 의거한다. 말하자면 감각하는 자는 감각된 것에 살로 밀착한 것이
고, 감각된 것은 감각하는 자에 살로 밀착한 것이다. 여기에 겹침과 분
열, 동일성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공동작용은 나의 살뿐만 아니라 “모든 
살을 비추는 자연적 빛줄기un rayon de lumièr”를 발생시킨다.(이하 VI, 142) 
  나와 타인은 살로 밀착되어 있기에 타인들이 경험하는 시각적 색들, 
촉각적 입체들은 나에게 절대적 신비로서 내가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아
니다. 타인이 바라보는 풍경에 대한 경험을 갖기 위해서 나는 그 풍경을 
바라보고, 이 풍경에 대해 몇 마디 말을 나누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의 
몸과 나의 몸의 부합되는 작용을 통해 내가 본 것이 그에게로 넘어가고, 
내 눈 아래 이 초원의 개별적 녹색은 나의 시각을 떠나지 않으면서 그의 
시각을 점령하고, 나는 나의 녹색 안에서 그의 녹색을 알아본다. 나와 
타인들의 풍경은 서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풍경을 보는 자는 “나”도 아
니고, “그”도 아니다. 나와 그가 보는 풍경은 나의 풍경도 그의 풍경도 
아니다. “익명적 가시성은 나와 타인 모두에, 즉 일반적 시각에 거주하기 
때문이다.”(VI, 142) 익명적 가시성, 시각이 지닌 일반성은 바로 살의 원초
적 특성이다. 살은 지금 여기 존재하지만 동시에 모든 곳에 항구적으로 
빛을 발산하고, 하나의 개체로 존재하지만 또한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살의 일반성은 화가들의 표현적 제스처들이 모여 회화의 역사
를 수립하는 근거가 된다. 앞서 언급한 ‘나’의 실존 혹은 ‘너’의 실존은 
선인칭적 실존에서 솟아나온 개별적 실존이고, 이 선인칭적인 익명적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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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바로 존재를 가리킨다. “침묵하는 존재는 자신의 의미를 시각에 스
스로 드러낸다.”(EM, 188) 화가의 시각에 존재가 드러난다고 할 때, 어디
에서 자연이 끝나고, 어디에서 화가의 시각 혹은 표현이 시작된다고 말
하기 어렵다. 존재는 자연과 화가의 가역성을 통해서만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보편적이고, 또한 모든 존재들의 궁극적 근거이기 때문에 보편적
이다. 그래서 회화는 “보편적 존재의 개념 없는 현전화présentation”이
다.(EM, 182) 그런 이유로 메를로-퐁티는 라스코 동굴 벽화에서 피카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회화는 존재가 모습을 드러내는 가시성의 수수께끼를 
찬미한다고 말한다. 회화는 존재의 파편들을 다양하게 드러내는 양상에 
다름 아니다. 
  회화가 보편적 존재에 대한 표현이라고 할 때, 이 말은 역설적 의미를 
지닌다. 예컨대 포도 그림의 경우, 한편으로 고대 그리스 제욱시스의 포
도가 아무리 새의 눈을 속일 정도로 정묘하게 표현되었다고 해도 그 포
도는 결코 본래 포도가 아니다. 다른 한편으로 포도를 아무리 추상적으
로 표현했다고 해도 그것은 포도를 가리킨다. 그것은 존재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카라바지오의 포도는 포도 그 자체”이다.(EM, 188) 그러므로 회
화가 존재를 구체적으로 표현했는지 아니면 추상적으로 표현했는지 여부
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회화는 보편적 존재를 표현하기 때문이
다.
  모든 화가는 존재의 그물망 위에서, 과거의 지평 위에서 창조적으로 
작업을 한다. 메를로-퐁티는 화가의 표현은 과거로부터 벗어나지만 그
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전통이 묻어있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비교한
다.(EM, 188~9) 과거 앵그르의 윤곽선은 루오의 윤곽선에서 다르게 표현
되고, 과거에 강조되던 빛은 이십세기 들어 마치 나이든 술탄 왕비의 매
력과 같이 시들어져버리고, 과거 회화에서 제거된 마티에르는 장 뒤뷔페
에게서 다시 나타난다. 하지만 로댕 조각의 부분들은 거의 제르멘 리시
에의 조각상에도 나타난다. 이 둘은 조각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화가들은 존재라 불리는 토양 위에서 끝없이 원을 그리며 헛
되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인가? 화가의 모든 창조하려는 노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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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곳도 향하지 않는 것인가? 하지만 회화는 정체되어 있지 않다. 여
전히 모든 창조는 “바꾸고, 변조하고, 밝히고, 심화하고, 확인하고, 고양
하고, 재창조하거나 다른 창조보다 앞서 창조한다.”(EM, 190) 최초의 회화
는 미래의 가장 멀리까지 나아간다. 회화의 역사를 최초로 열어놓은 화
가의 표현은 지나가버린 한 순간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존재의 출현을 
개시한 것이다. 모든 회화는 무한한 로고스를 향한다. 세잔이 말했듯이 
무한한 창조주를 향한다. 모든 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에 속하고, 존
재의 폭발을 증명하기 때문이다.(VI, 265) 존재는 결코 완전하게 ‘있다’가 
아니다.(EM, 190) 회화는 언제나 무엇인가가 ‘있다’를 새롭게 한다.  
  
결론  
  메를로-퐁티는 회화의 역사에 관한 문제에서 화가의 표현적 몸을 그 
중심에 둔다. 화가의 표현적 제스처는 모든 회화작품들을 ‘회화’라는 범
주에 묶어 하나의 전통으로 수립하는 계기가 된다. 화가의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표현활동은 회화의 전통에 하나의 계기로 침전되어 회화의 역
사를 이룬다. 이처럼 메를로-퐁티는 화가의 표현적 제스처를 회화의 역
사를 형성하는 궁극적 근거로 제시한다. 
  화가의 표현적 제스처를 중심에 둘 때, 고전 회화와 현대 회화는 말로
가 주장하듯이 그렇게 객관주의와 주관주의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다. 객관적 세계에 대한 표현에는 화가의 창조성이 내재되어 있고, 주관
의 내적인 세계에 대한 표현에는 화가가 실존하면서 접촉하는 세계의 흔
적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회화의 역사는 외적 사건들로 구성
되는 경험적 역사도 아니고, 정신에 의해 구성되는 관념적 역사도 아니
다. 한편으로 인간은 자유와 주도권을 갖고 역사에 책임을 지고, 역사를 
만들어 나간다. 다른 한편으로 역사에는 일종의 질서 혹은 내적 논리가 
있어서 단순히 인간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는다. 
따라서 회화의 역사는 한편으로 카오스로 특징지어지는 일련의 우연적 
사건들로 이루어지는 경험적 역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필연성의 원리
에 따라 질서 있게 통일시켜 이끌어 나가는 관념적 역사이다. 이러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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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배후에서 뒷받침하고 있는 역사가 화가의 표현적 제스처로 형성되
는 보이지 않는 역사이다. 이 역사야말로 진정한 역사이다.
  이러한 메를로-퐁티의 회화의 역사 개념에는 어떠한 존재론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가? 첫째, 회화의 역사에 관한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의 대
립을 인간의 실존 양상을 통해 극복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우리는 결
코 우리의 삶으로부터 도피할 수 없다”는(SNS, 44) 메를로-퐁티의 존재론
적 실존주의는 어쩌면 역사 개념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회화의 역사에서 그 중심은 화가에 있고, 정신이 아니라 실천하는 
몸에 있다. 인간은 몸을 통해 세계에 실존하는 존재이다. 현상으로 드러
나는 회화작품들은 하나의 역사를 수립하지만, 그 이면에는 화가의 창조
적 제스처가 떠받치고 있다. 이러한 메를로-퐁티의 통찰은 우리가 경험
적 혹은 관념적으로 수립하는 역사 배후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역사에 
주목하도록 한다. 
  둘째, 보이지 않는 역사를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회화의 역사는 
존재에 대한 표현의 역사라는 점이다. 전기 철학에서 익명적 실존들이 
공동의 장을 형성하여 사회·문화적 의미를 공유하는 근원적 차원은 후기 
철학에서 존재의 지평으로 제시된다. 익명적 실존들이 내적으로 교류하
는 가능 근거는 존재의 원소인 살에 있다. 살의 일반성은 모든 화가들로 
하여금 공통의 장, 즉 보편적 존재에 참여하도록 하고, 그럼으로써 화가
들은 존재의 지평 위에서 회화라는 동일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회화의 
역사란 화가가 표현적 제스처를 통해 존재를 끊임없이 재창조하는 역사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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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1. 메를로-퐁티의 회화론이 지닌 존재론적 의미

  한 철학자의 예술론은 그의 철학 사상을 반영하지만 메를로-퐁티만큼 
자신의 철학적 사유를 회화로 확장하여 깊이 있게 탐구한 철학자는 드물
다. 메를로-퐁티가 그 많은 예술 장르 중에서 유독 회화에 가장 많은 
관심을 두었다는 사실은 그의 철학적 사유의 중심이 지각, 특히 시각에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메를로-퐁티에게 진리의 근원은 지각 경험에 있
고, 시각은 지각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 주기 때문이다. 메를로-퐁티
는 원초적 경험에서 발견한 진리를 개념의 매개 없이 선과 색을 통해 직
접 표현하는 회화야말로 우리와 세계가 어떻게 접촉하고 교류하는지 가
장 잘 드러낸다고 본다. 
  이 논문에서는 메를로-퐁티의 회화론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존
재의 문제를 중심에 두고 초기부터 후기에 이르기까지 추적하였다. 이러
한 연구방법은 메를로-퐁티의 철학에 대한 현상학적 해석을 거부하고 
존재론으로 재구성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전기의 현상
학에서 존재론적 함의를 파악하여 이를 후기의 존재론과 연계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방식은 무엇보다 메를로-퐁티의 사유가 존재론 또는 현상
학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존재론은 주로 존재하는 것과 존재의 근본 원리를 탐구한다. 현상학은 
우리의 경험에서 현상으로 나타나는 존재에 관해 탐구한다. 현상학은 모
든 학의 토대가 되는 제일철학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형이상학이고, 
어떻게 인식이 가능한가를 해명한다는 점에서 인식론이고, 존재가 의식
에 드러나는 바를 다룬다는 점에서 새로운 존재론이다. 그러므로 비록 
메를로-퐁티의 전기 철학이 현상학의 성격을 지닌다고 해도 그 안에는 
존재론이 함축되어 있다. 이 논문이 주목한 바가 바로 현상학에 내재되
어 있는 존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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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를로-퐁티는 전기 철학에서 현상학을 충실하게 수행한다. “현상학의 
임무는 세계와 이성의 신비를 드러내는 것”(PhP, xxi)이기에 메를로-퐁티
는 세계와 주관에 대한 경험주의와 지성주의의 논리적 결론이 과연 타당
성이 있는지 검토한다. 그리고 이들이 제시하는 의식과 몸 개념을 밀고 
나가 체화된 의식을 도출해 내고, 의식과 세계 개념을 밀고 나가 세계-
에로-존재와 선객관적 세계를 제시한다. 이처럼 ‘현상’을 통해 존재와 
존재에 대한 경험을 발견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메를로-퐁티의 철학
은 현상학이다. 또한 객관적 사고를 판단중지하고 지각 경험으로 돌아가 
의식의 현상을 포착하여 충실하게 기술하는 방법론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메를로-퐁티의 철학 방법은 현상학이다.
  하지만 메를로-퐁티는 후기에 존재의 현상보다는 그러한 현상을 가능
하게 하는 궁극적 근원은 무엇인지, ‘있다’는 무엇인지에 관해 존재론적
으로 해명한다. 그래서 현상학보다는 오히려 존재의 근본 원리를 탐구하
는 전통 존재론에 더 가깝다. 그런 이유로 메를로-퐁티 연구자들은 전
기에서 후기로 진행을 현상학에서 존재론으로 혹은 현상학적 존재론으로 
전환이라고 이해한다. 이러한 이해에는 전기 철학이 지닌 문제가 후기에 
극복되어 비로소 철학의 정점에 이르렀다는 가정이 암암리에 전제되어 
있다. 메를로-퐁티의 철학 여정을 그와 같이 이해할 때 대두되는 문제
는, 전기 철학이 지닌 존재론적 함의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또한 후기 
철학은 결코 전기 철학의 기반이 없다면 형성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
한다는 점이다. 
  현상학 혹은 존재론으로 구분지어 접근할 때 우리는 메를로-퐁티가 
의도한 보다 더 큰 그림을 놓치게 된다. 우리는 메를로-퐁티가 궁극적
으로 무엇을 해명하고자 했는가를 물어야 한다. 철학의 역사에서 그동안 
간과해 왔던 몸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인가? 지각의 구조인가? 객관주의
와 주관주의 극복인가?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에 대한 비판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존재를 올바로 이해하려는 데 있다. 메를로-퐁티 철학 
전체를 조망해 볼 때 이러한 문제들은 다만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이
다. 이 체계의 중심축은 바로 존재의 문제에 있다. 전기 철학은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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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철학을 위한 예비 단계가 아니라 전체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요구
되는 필연적 절차이다. 현상으로 드러나는 존재의 양상과 그 존재를 경
험하는 인간의 구체적 실존 양상을 파악한 후에야 비로소 그 현상의 궁
극적 근거를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회화론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만일 메를로-퐁티의 회화론을 전기는 
현상학으로, 후기는 존재론으로 구분하여 해석한다면, 전기에 해당하는 
세잔의 회화는 어떤 존재론적 의미를 갖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후
기 존재론은 현상학의 관점에서 고찰한 회화론과 연계되지 않는다면 마
치 공중의 누각처럼 견고한 기초 없이 이해되어야 한다. 후기 회화론은 
추상적인 개념과 시적 언어로 점철되어 있어서 전기 회화론이 뒷받침되
지 않는다면 그 암호를 해독하기 어렵고, 마찬가지로 전기 회화론에서 
제시된 다양한 현상들은 후기 회화론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비로소 충분
한 이해가 가능하다. 전기 회화론에는 후기의 단초를 품고 있고, 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전기 회화론과 후기 회화론은 서로를 비추는 거
울인 것이다.
  전기 회화론이 현상학의 틀에 맞춰 해석될 때, 화가에 관해서는 주로 
지각, 몸, 심리현상 등에 초점을 맞춰 연구가 이루어지고, 회화작품에 관
해서는 주로 캔버스에 표현된 선, 색, 공간 등에 관해 지각의 현상의 관
점에서 다루게 된다. 여기에서 더 깊이 들어가 그러한 현상에 침잠해 있
는 존재론적 함의를 발견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세계와 화가의 존재
론적 관계를 파악하고, 회화작품의 존재론적 구조를, 즉 표층뿐만 아니
라 심층까지 파악하게 된다. P. 크라우더는 예술에 관한 현상학적 존재
론자로서 메를로-퐁티와 하이데거를 대표적인 철학자로 꼽는다. 그 이
유는 이 두 철학자가 “주관과 경험 대상의 존재론적 상호관계reciprocity”를 
깊이 있게 다루었고,130) 또한 예술 대상, 즉 “예술작품의 구체성”을 존재
론적 구조를 통해 통찰했다고 보기 때문이다.131) 
  메를로-퐁티의 철학과 회화론에서 핵심 주제들 간의 긴밀한 관계는 
130) Paul Crowther, Phenomenology of the Visual Arts,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9,  p. 3. 
131) ibid.,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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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 논문은 미시적 시각과 동시에 거시적 
시각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했다. 예를 들면, 전기 회화론에서 
세잔의 시선에 자연의 자발적 구조화는 후기 회화론에서는 화가의 시각
에 존재의 스스로 드러냄으로, 전기 철학에서는 형태의 구조화로, 후기 
철학에서는 존재의 폭발로 혹은 존재의 ‘있다’로 제시된다. 세계와 화가
의 관계는, 전기 회화론에서는 세잔이 자연을 관조하여 모티프를 발견하
기까지 과정으로 제시되고, 이는 현상학의 지향성 개념, 즉 지향된 대상
과 의식의 지향작용을 통해 설명된다. 후기 회화론에서는 눈과 정신, 몸
의 이중성으로 제시되고, 이는 존재론적으로 객관과 주관이 교차하는 살
의 키아즘으로 뒷받침된다. 
  회화작품의 조형요소들에 대한 현상학적인 해석에도 존재론적인 함의
를 지니고 있다. 그림은 그 안에 풍경의 냄새까지도 담고 있어야 하고, 
모든 붓 터치는 그 하나하나가 공기, 빛, 대상, 평면, 특질, 데생, 스타일
을 포함해야 한다는 세잔의 말은 공감각 현상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 
여기서 한발 더 깊이 들어갈 때, 그러한 내적 교류와 통일의 원천은 바
로 존재들의 동일성과 차이화를 의미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객관
과 주관은 모두 공통의 살로 이루어진 존재들이기에, 궁극적 근원인 존
재로부터 분화된 존재들이기에, 객관과 주관은 서로에게 현전한다. 색은 
외관에 불과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무한한 관계들의 층을 담고 있듯이, 
회화에서 표현된 색은 현상으로 드러난 존재이지만 심층적인 의미를 지
닌 존재인 것이다. 메를로-퐁티는 전기 회화론에서 현상에 초점을 맞추
었지만 보이는 것을 떠받치고 있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지속적으
로 관심을 보였다. 
  결국 메를로-퐁티의 회화론은 회화는 보이는 것에 대한 현상학적 분
석뿐만 아니라 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존재론적 
해명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온전히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메를로-퐁티의 회화론을 존재론적으로 재구성하고 
해석한 결과 어떤 의미를 도출해 낼 수 있는가? 그것은 화가와 회화작품
의 존재론적 위상을 새롭게 드러냈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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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가는 회화에 관한 모든 문제의 중심에 있는 존재이다. 화가는 ‘세계
-에로-존재’로서 세계 내에 거주하면서 동시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초월해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인간의 실존 양상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화가는 세계와의 접촉에서 현상으로 드러나는 존재를 포착하지만 범속한 
시각에는 부재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비가시적 존재도 포착한다. 우리는 
일상에 너무 깊숙이 연루되어 있어서 존재의 다양한 양상들 상호간에 삽
입과 얽힘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화가야말로 가장 근원적 차원에서 
매순간 탄생하는 가시성의 기적을, 현전과 부재의 숨바꼭질을, 존재의 
신비로움을 표현함으로써 우리가 세계와 얽혀있는 방식을 환기시킨다. 
모든 존재의 궁극적 근원이 되는 존재는 화가의 시각에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드러내고, 화가는 이러한 존재의 열림을 회화로 표현하는 존재인 
것이다.  
  회화 작품의 존재론적 위상도 새로운 관점에서 정립될 수 있다. 회화
는 현상으로 드러나는 다양한 존재를 보여준다. 그런데 회화에서 무엇보
다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차원이다. 보이는 것이란 단순히 있는 그대
로 우리의 시각에 보인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것은 많은 가
능성에 열려있다. 보이는 것은 외부 지평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사물들, 
수많은 색들을 배후에 지니고 드러난 사물이고 색이다. 회화에서 색, 선, 
형태, 깊이 등은 존재가 폭발하여 파생한 존재의 파편들이다. 회화는 지
각에 현상으로 나타난 존재에 대한 표현이면서 동시에 존재의 근원에 대
한 표현이다. 따라서 회화 작품의 표층과 심층의 존재론적 구조에 관한 
메를로-퐁티의 통찰은 회화 작품의 존재론적 위상을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한다.  

2. 메를로-퐁티의 존재론적 회화론이 지닌 미학적 가능성

  우리는 동시대 미술에서 다원주의를 목격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어
떠한 단일한 원리도, 이론도 예술의 본질을 규정하기 어렵다. 미술 스스
로 ‘시각’ 예술이라는 자기의 고유성을 포기하고 회화와 조각의 범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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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 신체로, 언어로, 청각으로, 가상공간으로 영역을 점점 더 확장하
고 있다. 이러한 다원주의 시대에 메를로-퐁티의 존재론적 회화론은 미
학과 미술 실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먼저 방법적 절차로서 변증법적 사유를 들 수 있다. 메를로-퐁티의 
사유는 철학에 대한 철학이라고 불린다. 서구 철학 전통에서 면면히 이
어져온 이분법적 개념 틀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변증법으로 극복
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발렌스는 ‘애매성의 철학’이라고 지칭한다.(SB, 
xviii) 여기서 애매성은 모호성보다는 중의성, 양의성, 이중성을 뜻한다. 
메를로-퐁티의 개념 규정은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라는 부정을 통해 
오로지 A에만 속하지 않고 또한 오로지 B에만 속하지 않으며, A에 속하
는가 하면 B에도 속한다는 긍정의 의미로 귀결된다. 이것 아니면 저것이
라는 양자택일은 양자의 대립이 변증법적으로 극복되는 제3의 비결정적 
의미로 재편된다. 
  앞서 보았듯이, 메를로-퐁티는 새로운 존재론을 수립하지 않고 존재
에 대한 경험과학과 형이상학의 대립적 입장을 변증법으로 화해한다. 실
존적 차원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명확하게 이분법적으로 규정될 수 없
다. ‘나’라는 주체는 내면세계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몸 그리고 세계와 
변증법적 관계를 맺는다. 메를로-퐁티는 변증법을 통해 지금까지 견고
하게 규정된 주체와 세계의 본질을 양자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비결
정성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변증법은 후기에 이르러 키아즘으로 전개된
다. 사물의 가시성은 몸과 사물, 보는 자와 보이는 몸 사이에 키아즘, 즉 
교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처럼 이원론적 사고에서 존재는 결정되어 현
전하지만 메를로-퐁티는 존재를 비결정성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 모
든 존재는 현전하면서 동시에 부재하고, 구체적이면서 동시에 추상적이
고, 가시적이면서 비가시적이다. 이것은 바로 파르메니데스가 문제 삼았
던 존재의 문제이고, 또한 아리스토텔레스가 존재와 비존재와 관련하여 
존재론의 문제를 해명한 변증법dialektikē이기도 하다. 
  메를로-퐁티는 인간의 삶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성이라는 점을 강
조한다. 그리하여 객관세계의 진리와 주관세계의 진리를 동시에 추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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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사유 방식은 객관적 진리를 추구하는 철학과 주관적 진리를 
표현하는 예술의 다리 역할을 하는 미학에서 특히 더 필요하다. 미학은 
양 날개에 객관적 진리와 주관적 진리를 달고 날아야 한다. 미학은 한쪽
으로 반성적 사유에, 과학의 논리에 열려 있으면서 동시에 비이성, 비논
리의 차원에도 열려 있어야 한다. 논리가 존재계의 일부이듯이 비논리도 
존재계의 일부이다.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도 존재가 불가능하다. 인
간은 분열된 인격체가 아니라 서로 대립되는 것들을 모두 포괄하면서 실
존하는 존재이다. 화가는 이처럼 실존하는 세계-에로-존재이고, 회화는 
그러한 주체의 실존 양상에 대한 표현이다. 그래서 미학은 모두 포괄하
는 전체적인 시각을 갖고 두 차원 모두 다룰 수 있어야 한다. 과학 이론
에 기초한 객관적 사고의 새장에 갇혀 있으면 미학은 비논리적인 방향으
로 나아가지 못한다. 가치 있는 나머지 반쪽을 놓치게 된다. 전체를 포
괄할 때 미학이 펼쳐내는 세계는 그만큼 풍부해진다. 메를로-퐁티의 변
증법적 사유는 미학이 조화로운 오케스트라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
한다.
  따라서 미학은 미술 작품 분석에서 사용되는 대립 개념들, 예컨대 객
관주의-주관주의, 내용-형식, 감각-지성, 물질-관념, 세계-예술가, 과
학-예술, 개인-사회, 본질-실존 등이 변증법적으로 절충될 수 있는지 
메를로-퐁티의 존재론을 통해 그 가능성을 점검해 볼 수 있다. 만일 작
품을 표현된 대상 혹은 형식에만 초점을 맞춰 해석할 경우 주제나 의미 
등을 간과하기 쉽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객관주의와 주관주의 
중 어느 한쪽으로 접근하는 이론은 한계를 갖게 마련이다. “현대 미학은 
‘감각적 지각 경험 일반’을 뜻하는 희랍어 어원aísthesis로 되돌아가서 인간
의 미적 경험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상징 형식과 매체들, 미적 경험의 고
유한 양상과 인식적·규범적 중요성, 미적 경험의 사회 문화적 의미 및 
이데올로기적 함의 등에 대해 보다 세밀하고 심층적으로 성찰해야 하는 
과제”를 갖는다.”132)
  메를로-퐁티의 회화론은 미술가에게 하나의 나침반이 될 것이다. 개

132) 김진엽·하선규,『미학』김진엽·하선규 엮음, 책세상, 2007,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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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미술 등장 이후 작품에서는 무엇보다 미술가의 관념이나 의도가 중시
된다. 과거의 ‘예술을 위한 예술’은 이제 더욱 복잡하고 난해한 미술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술가의 창작 활동이나 감상자의 미적 경
험에서 감각이나 감성은 그만큼 배제된다. 시대적 흐름이 아무리 미술 
작품에 철학적 함의를 요구해도, 미술은 여전히 우리의 감성에 호소하는 
예술이다. 미술작품이 감성적 측면을 배제한 채 지성적 측면을 강조하면 
할수록 대중은 미술로부터 멀어진다. 예술작품은 예술가가 체험한 감정
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톨스토이는 말한
다. 위대한 예술 작품은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이해되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다. 궁극적으로 예술은 “인간의 감정을 소통시키는 하나의 
수단”이며, “인류가 완성을 향해 진보하는 하나의 수단”이다.133) 나날이 
난해하게 전개되는 현대 미술의 개념미술 경향은 톨스토이의 말을 새겨
둘 필요가 있다. 비록 톨스토이는 한 세기 전의 인물이지만 그가 주장한 
예술의 존재 이유는 현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에게는 한편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흐름과 함께 하는 뉴미디어 아
트 같은 미술이 필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인간이 본래 지닌 순수한 
감각과 감성을 일깨우는 미술이 필요하다. 미학은 이러한 미술을 철학적
으로 규명해야할 임무가 있다. 메를로-퐁티는 의미와 무의미가 공존하
는 감각적 세계를 누구보다 심층적으로 탐구했다. 그러한 점이 메를로-
퐁티의 철학이 이 시대 미술의 실천과 이론에서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
이다. 
  사실상 메를로-퐁티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론은 새로운 것이 아니
다. 그것은 우리가 일상적 태도로 혹은 객관적 사고로 간과하고 있던 세
계, 선입견과 개념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감각 세계에 관한 이론이다. 
인간 존재와 세계 존재가 최초로 만나는 차원, 이 선객관적, 선반성적 
차원이야말로 인간 존재가 실존하는 차원이다. 감각적 세계는 지금 여기
에 현전할 때 경험할 수 있다. 유일한 시간은 ‘지금’이고, 유일한 공간은 
‘여기’이다. 진리는 현전하는 주관성에만 드러난다. 주관이 어느 한쪽의 

133) 톨스토이, 『예술이란 무엇인가』, 범우사, 2013, p. 133, p.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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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에 사로잡히지 않고 활짝 열려 있을 때 존재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
내 보인다. 존재는 객관도 아니고 주관도 아니고 둘 사이에 존재하기 때
문이다. 플라톤은 동굴의 우화를 통해 실재를 있는 그대로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삶만이 진정한 인간의 삶이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환영적인 그
림자 밖에 보지 못하는 죄수는 묶여 있는 사슬을 풀고 빛의 세계로 나올 
때 실재를 경험할 수 있다. 실재는 논리의 세계도 아니고 비논리의 세계
도 아니다. 예술은 그러한 실재를 표현한다. 예술은 사유의 대상이 아니
라 느낌의 대상이다. 인간이 매 순간 자신만의 고유한 존재방식을 실현
해 나가는 세계가 바로 이 느낌의 감각 세계, 이 우주uni-verse이다. 사유
는 느낌에 기초해서 구축되어야 한다. 어떠한 예술적 표현이든, 어떠한 
미학 이론이든 모든 표현, 개념, 이론은 감각적 세계에 뿌리를 두고 있
다. 
  이러한 점에서 메를로-퐁티의 철학과 회화론은 미학과 미술 실천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 어떤 미술가가 은폐된 실재를 탐
색하여 표현하고자 한다면, 어떤 이론가가 그러한 작품에 숨겨진 존재의 
비밀을 이해하고 설명하고자 한다면 메를로-퐁티의 존재론에 기댈 수 
있을 것이다. 메를로-퐁티는 존재의 심장으로 향하는 통로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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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rleau-Ponty's Ontology        
of Painting

-Painting as Phenomenon of being
and Ground of being-

Hong, Ok-J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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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Merleau-Ponty's remarkable creative research on painting 
contributes to contemporary aesthetics, but his work in this area 
receives less attention than it deserves. This is attributed partly to 
the fact that the essays on painting, “Cézanne's Doubt”, “Indirect 
language and the Voices of Silence” and “Eye and Mind”, are 
scattered in three different sources, resulting in these works being 
approached in terms of phenomenology or ontology.
    The goal of this dissertation is to propose a penetrating view of 
Merleau-Ponty's philosophy of painting. By tracing the thread of 
being under the headings of ‘phenomenon of being’ and ‘ground of 
being’, this study reveals that the early works already carry the 
seed of the themes of the later ontology. 
    The first chapter follows the philosophical path that leads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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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enomenology to ontology so as to establish the framework within 
which the discussion of painting takes place. It begins with the first 
two major works, Structure of Behavior and Phenomenology of 
Perception, by attempting to bring out and pursue the invisible 
ontological aspects in these works. It explores the nature of being 
and consciousness as found in behavior and perception and their 
dialectical relationship, in contrast to the Cartesian dualist ontology. 
Merleau-Ponty's unfinished work The Visible and the Invisible 
comes to complete the interrogation of these earlier works on a 
much deeper level, finding that flesh is the principle of visibility, 
which brings to light the mute Being, the ultimate basis of all 
beings. 
    Chapter II deals with the painter's expression with respect to 
behavior, perception and vision. An artist's expressive action is 
conditioned by the given situation and actualizes freedom at the 
same time. Cézanne attempts to grasp the appearing being and to 
express it alive on a canvas with the tangible thickness of things. 
This painter's effort to express what exists develops in depth into 
the reversibility between eye and mind. This dissertation shows that 
a painter expresses the mystery of visibility through which Being 
manifests itself.
    Chapter III demonstrates what the ultimate goal of painting is 
and how it delivers its meaning, after which it focuses on the 
problem of painting more directly in a discussion of lines, colors and 
depth, followed by a history of painting. Painting, like philosophy, 
undertakes the task of unveiling the truth. Painting expresses not 
only the appearance of being in all its fullness and immediacy but 
also invisible richness beneath lines, colors and depth. Finally, the 
dissertation deals with the invisible history of painting, which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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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ed through each painter's style and expressive gestures. 
    The dissertation concludes by suggesting that Merleau-Ponty's 
theories of painting are interrelated, providing artists and works of 
art with metaphysical significance.

Keywords : Merleau-Ponty, ontology, phenomenon, behavior, 
            perception, vision, painting,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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