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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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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본 논문은 세잔 회화에 대한 하이데거 언명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해

명한다. 하이데거는 그의 전집 13권 사유의 경험으로부터와 전집 81권 사

유된 것에서 세잔 회화에 대해 언급했다. 이 언급은 분량상 길지는 않지만 대

단히 중요하다. 이를 통해 세잔 후기 작업의 특징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이데

거 후기 사유의 특징을 분명하게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현상학자 메를로

-퐁티가 이미 ｢세잔의 회의｣에서 세잔의 작업을 분석했으며, 그에 따라 세잔 

회화에 대한 이후의 철학적 분석은 메를로-퐁티 향 하에 이루어졌다. 현상학

계에서 세잔 회화에 대한 하이데거의 언명은, 그것이 짧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덜 주목을 받았다. 본 논문은 세잔 회화에 대한 메를로-퐁티의 분석 

및 기타의 분석을 먼저 살펴보고 하이데거가 세잔 회화에 부여하는 의미가 무

엇인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이데거와 세잔이 ‘강한 실재론’을 공

유한다는 것을 입증한다.

* 이 논문은 2015년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의 학술논문 게재 지원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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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본 논문은 세잔 회화에 대한 하이데거 언명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해명

한다. 말년에 하이데거는 세잔의 후기 작업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하이데

거가 세잔의 후기 작업에 주목했던 이유는, 하이데거 식으로 말해, 이 작업

에서 전통 형이상학적 사유의 극복이 이루어기 때문이며, 그러한 극복이 그

림으로 구현됐기 때문이다. 하이데거가 세잔의 후기 작업에서 형이상학의 

극복⋅변형이라는 그 자신의 과업과의 유사성을 확인한 것은 이 때문이다. 

따라서 세잔 회화에 대한 하이데거 언명이 가지는 의미를 규명함으로써 세

잔의 후기 작업의 특징에 대해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후기 하이데거의 

존재 사유의 독특함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세잔의 회화에 대해서는 메를로-퐁티가 이미 ｢세잔의 회의｣와 눈

과 마음에서 분석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세잔 회화의 특징을 메를로-퐁

티 및 다른 해석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검토한 다음, 하이데거가 주목했던 

세잔 후기 작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후

기 하이데거의 존재 사유가 갖는 독특함까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1) 

Ⅱ. 세잔 회화의 특징 

부흐너2)의 보고에 따르면, 하이데거는 세잔의 고향인 엑상프로방스에서 

1) ‘숨(Atmung)’ 개념을 중심으로 세잔 회화에 대한 하이데거 언명의 의미를 검토하면서 

메를로-퐁티의 세잔 해석이 하이데거가 말하는, 화가로서 세잔이 했던 경험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본 논문으로는 Han 2016이 있다(특히 Han 2016, 149-161 참조). 메를로-
퐁티의 세잔 해석을 다룬 국내 논문 중에서(강선형 2015; 송석랑 2006, 2008; 신인섭 

2008; 심귀연 2012; 전 백 2005; 주성호 2015; 최재식 2007, 홍옥진 2014) 메를로-퐁
티 회화론과 함께 하이데거 회화론을 검토한 논문으로는 송석랑 2008이 있다. 송석랑

은 고흐에 대한 하이데거 해석을 중심으로 하이데거 회화론에 대해 검토한다. 국내 논

문 중 세잔에 대한 하이데거 해석을 다룬 논문은 아직 없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2) 1927년 생. 프라이부르크대학교에서 하이데거의 향 하에 철학을 공부했고(19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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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세잔 고향에서의 이 날들은 철학 저술들로 

이루어진 모든 도서관만큼의 가치를 갖는다. 세잔이 그림으로 그렸던 것처

럼 누군가가 그토록 직접적으로 사유할 수 있다면!(Buchner 1977, 47; Jamme 

1994, 146, Seubold 1987, 65 재인용)”

사실 사유의 경험으로부터에 수록된 ｢사유된 것(Gedachtes)｣에서 하

이데거는 세잔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Heidegger 1983a, 223), 전집 81권

으로 출판된 사유된 것에서도 세잔에 대한 하이데거의 언급을 확인할 수 

있다(Heidegger 2007, 327, 347-8).3) ｢예술작품의 근원｣에서 확인할 수 있

듯이 모든 위대한 예술작품에서는 진리의 작품 속으로의 정립

(Ins-Werk-Setzen der Wahrheit)이 이루어지며(Heidegger 1976a, 65), 따

라서 세잔의 회화에서도 작품 속에서 진리가 정립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

지만 이것은 다른 위대한 예술작품과 세잔 회화가 공유하는 특징이지,4) 하

이데거가 주목하는 다른 위대한 예술작품과 구분되는 세잔 회화의 독특함

일 수 없다. 

사유된 것에서 하이데거는 “세잔이 구현이라 부른 것은 현존의 밝음 

안에서의 현존자의 나타남이며 […] 현존과 현존자의 두 겹이 세잔 그림들

의 순수한 빛남의 일 겹 안에서 극복된다”고 말한다.5) 세잔 회화의 독특함

은 세잔이 현존의 밝음 안에서의 현존자의 나타남, 나타남 속에 있으면서 

이 나타남과 일 겹으로 현존하는 현존자, 현존자와 나타남의 일 겹, 그것의 

이후에는 뮌헨대학교에서 하이데거 철학 등에 대해 강의했다(1969-1994). 
3) ｢사유된 것｣은 1970년에 씌어졌고 사유된 것에서 세잔에 관한 하이데거의 성찰은 

1974년에 씌어졌다. 
4) 하이데거 예술론에 기초한, 위대한 예술작품과 세잔 회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서는 Seubold 1987, 67 참조. 
5) Was Cézanne la realisation nennt, ist das Erscheinen des Anwesenden in der 

Lichtung des Anwesens – so zwar, daß die Zwiefalt beider verwunden ist in der 
Einfalt des reinen Scheinens seiner Bilder(Heidegger 2007, 347-8). 사유의 경험으

로부터에 수록된 ｢사유된 것｣에서는 “화가의 후기 작품에서는 현존자와 현존성

(Anwesenheit)의 두 겹이 일 겹으로 되고, ‘구현되며’ 극복되는 동시에 비 로 충만한 

동일성으로 변화되었다”고 말해진다(Im Spätwerk des Malers ist die Zwiefalt von 
Anwesendem und Anwesenheit einfa ̈ltig geworden, ≫realisiert ≪ und verwunden 
zugleich, verwandelt in eine geheimnisvolle Identita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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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 빛남을 그렸다는 데 있다. 세잔 회화에 대한 하이데거 언명을 어떻

게 이해해야 할까? 먼저 세잔 회화의 특징을 간단히 확인하기로 하자. 

세잔이 인상파에 향을 받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세잔은 

자연을 자기가 본 그대로, 자신의 인상에 따라 눈으로 본 그대로 그려야 한

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인상파 화가들이 ‘자연’을 그리는 방식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했다.6) 세잔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자 했던 것

일까? 

｢세잔의 회의｣에서 메를로-퐁티가 지적하듯이 세잔은 자연을 모델로 하

는 인상파의 미학을 버리지 않은 채 대상에로 되돌아가고자 했다

(Merleau-Ponty 1966, 19). 대상 자체에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세잔의 방식

은 감각을 포기하지 않은 채, 예컨대 원근법(perspective) 등의 기법을 사용

하지 않고서 ‘리얼리티’를 추구하는 것, 즉 “리얼리티에 이르기 위한 수단

을 포기한 채 리얼리티를 추구하는” 것이었다(Merleau-Ponty 1966, 19). 

감각을 포기하지 않은 채 대상에로 되돌아가서 리얼리티를 그 자체로서 

구현하는 것과 인상파의 작업은 어떠한 차이를 갖는가? 이에 대해서는 메

를로-퐁티와는 별도로 세잔에 대한 자신의 성찰을 전개한 국의 소설가 

D.H.로렌스의 저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그림들의 소개｣에서 로

렌스는 인상파와 함께 순전히 광학적인 시각(purely optical vision)이 완성

되었으며 이내 상투형으로 퇴락했지만, 리얼리스트 던 세잔은 인상파 화

가들과 달리 ‘광학적 상투형(optical cliché)’에 만족하기를 원치 않았다고 

말한다(Lawrence 2004, 211). 

리얼리티를 그 자체로 구현하는 것은 감각 속에 드러나는 사물을 그것의 

외형에 대한 상투적 이해를 넘어서 그릴 때에만 가능하며, 그리하여 ‘외형

이 부차적이라는 것’, ‘사물이 형태를 취하게 되는 것은 외형 때문이 아니라

는 것’, 외형에 대한 상투적 이해의 결과인 ‘공간의 껍데기를 깨뜨려버리고 

그 대신 다른 것을 그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만 가능하다(Merleau- 

Ponty 1964, 41). 

세잔의 회화는 사물의 외형에 대한 상투적 이해에 기반한 그림이 아니

6) 세잔에 미친 인상파의 향에 대해서는 곰브리치 1997, 536-5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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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단순히 ‘원본보다 희미한 사본’, ‘실물 같은 그림’이 아니었다(Merleau- 

Ponty 1964, 15). 오히려 그것은 사물의 외형을 상투적으로 이해하는 세속

적 시각(vision profane)이 비가시적이라고(invisible) 간주하는 것에 가시

적 실존(existence visible)을 부여하는 것(Merleau- Ponty 1964, 16), 즉 세

속적 시각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끔 하는 것이었다. 

물론 감각을 포기하지 않은 채 대상에로 되돌아가고자 했던 세잔이 대상

을 임의로 상상하여 그렸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 세잔이 그렸던 것은 ‘세계

의 순간’, 예컨대 화폭의 세계에서 생트 빅투아르 산이 생겨나면서 사라지

며 또다시 생겨나는 순간이었는데,7) 이 순간은 임의적 상상의 산물이 결코 

아니었다. 임의적 상상의 산물이 아닌 이 순간, 화가가 포착하여 그려내야 

하는 이 순간이란 무엇인가? 

세잔과 교류했던 시인인 조아생 가스케가 세잔이 죽은 다음 자신의 기억 

및 다른 사람들의 증언 등을 모아서 출간한 세잔에서 세잔은 화가가 그

려야 하는 것이 ‘지나가버리는 세계의 순간’이라고 말한다(Gasquet 2012, 

156). 이 순간을 그리기 위해서는 눈앞에 보이는 껍데기들을 잊고 진짜 눈

에 보이는 것의 형태를 붙잡아야 하는데, 이는 화가가 ‘뇌의 논리’가 아닌 

‘눈의 논리’를 따를 때에만 가능할 수 있다(Gasquet 2012, 163). 

눈의 논리를 따르는 세잔의 회화와 뇌의 논리를 따르는 그림들의 분명한 

차이 중 하나는 세잔의 회화에서는 윤곽이 색채의 결과라는 점이다

(Merleau-Ponty 1966, 22). 세잔은 색채를 수정하여 대상을 팽창시키고 푸

른색으로 여러 번 윤곽선을 그렸는데, 세잔이 이와 같이 그림을 그린 것은 

단지 하나의 연속적인 선을 사용하여 사과 형태의 윤곽을 그릴 경우, 이는 

그러한 형태의 대상을 단순히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이었다(Merleau- 

Ponty 1966, 21). 즉 이때의 윤곽선은 ‘하나의 관념적인 경계선(Merleau- 

Ponty 1966, 21)’일 뿐이며, 광학적 상투형에 다름 아닌 것이다.8)

7) “세잔이 그리고자 했던 것은 ‘세계의 순간’이며 그 순간은 오래전에 지나갔[지만] 그
의 캔버스는 끊임없이 그 순간을 우리에게 쏟아낸다. 그리고 그의 생트 빅투아르 산은 

액상프로방스 위의 단단한 암석과는 다른 방식이긴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강력하게 

세계의 한 끝에서 다른 끝으로 생겨나며 다시 생겨난다(Merleau-Ponty 1964, 23).”
8) 물론 문제는, 눈과 마음에서 메를로-퐁티가 말하듯이, 모든 선을 배제하는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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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잔의 회화를 볼 때 우리의 시선은 색채들과 색채들의 결과인 윤곽들 

사이에서 반동하게 되며, 이 모든 것들로부터 비로소 형태가 생겨나고 포착

되게 된다(Merleau-Ponty 1966, 22). 그래서 세잔의 회화는 “우리 눈 앞에

서 대상이 스스로 구성되어 드러나는 듯한 인상을 준[다](Merleau-Ponty 

1966, 21).”9) 세잔이 색채를 사용하면서 물체성(corporality)을 유보하고 

물체들(bodies)의 윤곽들을 색채의 경계들로 변형하는 ‘봄의 변형

(transformation in seeing)’을 도입한 것은, 그가 물체들에 대한 모든 추정

상의 지식(all putative knowledge)을 배제하고 리얼리티를 ‘시각적 사건(a 

visual event)’으로 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다.10) 다시 말해 어떤 속

성을 갖는 물체가 저기 놓여있던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감각이 일어나는 

사건 속에 존재하는 물체가 있는 것이며, 세잔은 바로 이러한 리얼리티를 

그리고자 했던 것이다. 

그래서 세잔은 색채와 무관한 모든 조형 원리들을 거부하면서 ‘모든 분

할불가능한 것(Tout indivisible)’을 드러냈는데(Jamme 1994, 140), 그것

은 세잔에게는 대상이 그 ‘안에’ 존재하는 어떤 공간이 있는 것이 아니었기 

니라, ‘선을 해방시키는 것’, ‘선의 구성력을 되살리는 것이다’. “[…] 일상적 선 개념

에 대한 반론이 회화에서 모든 선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선을 해방시키는 

것, 선의 구성력을 되살리는 것이다. […] 왜냐하면 클레의 말대로, 선은 더 이상 가시

적인 것(le visible)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가시화’하는 것이며, 사물들의 탄생의 청

사진이기 때문이다(Merleau-Ponty 1964, 44).” 
9) 그리고 이것이 다름 아닌 ‘세잔의 천재성’이다(Merleau-Ponty 1966, 21).

10) “세잔의 색채 사용에 있어 독특한 요소는 물체성의 유보이다. 물체들의 윤곽이 색채의 

경계들로 변형된다. […] 이런 식으로 세잔은 ‘봄의 변형’을 도입하는데, 이는 ‘모든 추

정상의 지식을 배제하고 리얼리티를 오로지 시각적 사건으로 보는 것’으로 이루어진

다(Jamme 1994, 140; Boehm 1988, 31 재인용.” 세잔 회화에서의 ‘봄의 변형’과 관련

하여 로렌스는 그것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정신적 개념(the ready-made mental 
concept)’, ‘상투형들로 가득 차있는 정신적 의식(the mental consciousness stuffed 
full of cliche ́s)’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분투 다고 말한다(Lawrence 2004, 
215). 여기서 로렌스가 말하는 ‘정신적 개념’, ‘정신적 의식’은, 철학적으로 말하면, 사
물 자체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선험적으로 부여되는 표상을 매개로 사물의 ‘-임’ 즉 존

재를 이해하는 의식, 다시 말해 표상하는 의식 및 그 의식이 부여하는 개념성을 의미한

다. “[…] 세잔은 우리의 현재적인 정신적 […] 의식 양태를, 정신적 개념의 의식을 바

꾸고 싶어 했으며 현저히 직관적인 의식 양태로, 접촉의 깨달음(the awareness of 
touch)로 대체하고 싶어 했다(Lawrence 2004,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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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Seubold 1987, 77), 세잔이 그의 시선 아래 나타난 사물들과 그 사물

들의 나타남이 사라지는 방식(leur[choses] manière fuyante d’apparaître)

을 구분지으려 하지 않음으로써, 사물이 도면에서 흡사 자발적으로 조형되

어 태어난 것처럼 보이게 하기 때문이었다(Merleau-Ponty 1966, 20). 세잔 

회화에서는 ‘감각 데이터의 혼돈(chaos of sensory data)’으로부터 사물들

이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방식으로 형태를 취하면서(Jamme 1994, 

140) 도면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하이데거식으로 말해서 현존자가 단순히 

그것의 현존성에서 묘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Seubold 1987, 

71). 

세잔의 회화에서는 현존자가 그것의 나타남 속에서만 존립하며 따라서 

현존자의 현존성은 이러한 나타남 속에서만 존재하고 주어진다(es gibt). 

그래서 세잔의 회화에서는 하나의 연속적인 선을 사용하여 대상으로부터 

분할할 수 있는, 대상이 그 안에 존립하는 지평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

다(Seubold 1987, 71). 인상파는 선 원근법(Linearperspektive)에 의존하고 

있었지만, 세잔에게는 이러한 원근법이 어떠한 기능도 하지 못한다

(Seubold 1987, 77). 인상파에게는 존재자가 그것의 존재자성에서 표현되

면서 지평이 남아 있지만, 세잔의 회화는 순수한 사태성(Sachlichkeit)에 의

해 규정되는 것이다(Seubold 1987, 77).

존재자와 그것의 존재자성(Seiendheit)으로서의 존재를 사유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Sein)를 존재(Seyn)로서 그리하여 존재자성으로서의 존재가 

아닌 존재 (Sein ; Heidegger 1976, 415)로서 사유하면서 하이데거는 전

통 형이상학을 극복하고자 하 는데, 세잔의 회화에서 하이데거는 유비적 

과정을 보게 된다(Seubold 1987, 77). 세잔의 회화에서는, 다시금 하이데거

식으로 말해서, 현존자가 그것의 현존성에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현존자

가 그로부터 ‘발현하는(ereignen)’, 현존과 현존자의 변화되고 극복되는 두 

겹이 표현되는 것이다(Seubold 1987, 71). 이는 “대상들을 […] 그것의 대

상성을 비로소 가능하게 하는 근거에로 소급시켜 되찾는 것 혹은 역으로 존

재자들의 발생(Entstehung), 존재자들의 주어짐(Gebung)(Seubold 1987, 

71)”이 세잔 회화의 테마라는 것을 의미한다.11) 



논문204
그렇다면 이제 세잔의 회화가 갖는 특징을 염두에 두고서 세잔이 현존자

와 현존자의 나타남, 그 일 겹의 순수한 빛남을 그렸다는 하이데거 언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이데거의 존재 사유를 중심으로, 특히 존재자와 존재

자성 그리고 발현(Ereignis)으로서의 존재(Seyn)의 문제를 중심으로 확인

하기로 하자. 이를 위해서는 하이데거가 비판하는 전통 형이상학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Ⅲ. 전통 형이상학의 문제12)

하이데거는 ‘로서(als)’가 다겹적(vielfältig)이라고 말하면서 형이상학 

안에서 ‘로서’는 존재자를 존재자로서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곧 

문장에서 주어를, 술어를 통해 이러저러한 것 ‘으로서’ 규정하는 것이라고 

말한다(Heidegger 2005, 82). 존재자가 어떠한 존재자로서 경험될 때, 경험

되는 그 무엇은 주제적 진술에서 앞에 놓여 있는(vorliegen) 것으로서

(Stassen 1973, 155) 존재자의 존재에 관해 말하는 말은 이 근저에 놓여 있

는 것(Zugrundeliegende)인 기체(ὑποκείμενον)를 어떤 것 ‘으로서’ 진술하

는 것이다(Heidegger 1983b, 195). 그리고 기체는 진술하는 말에서 이미 항

상 앞에 놓여 있는 것이며 따라서 보다 더 이른 것(Früheres), 즉 선험적인 

것이다(Heidegger 1983b, 202).

진술하는 말에는 기체가 이미 항상 앞에 놓여 있다함은, 존재자에 대한 

진술이 수행되기 전에 이미 그 존재자의 무엇임에 대한 이해가 잠재하고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Heidegger 1975, 301). 존재자의 무엇임은 존재자성으

로서의 존재(Heidegger 1989, 288) 즉 존재자 ‘로부터’ 사유된 존재이

다.13) 존재자성은 현존성으로서 선험적인 것이며(Heidegger 1989, 174), 

11) 물론 사유의 경험으로부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하이데거가 특히 관심을 갖는 

세잔의 작품은 세잔 후기의 그것(“미술사적으로는 화가가 마지막 10년간 혹은 6년간 

창작한 작품”)이다. 세잔의 후기 작품에 대한 하이데거의 이해에 관해서는 Seubold 
1987, 67 참조. 

12) 이에 대해서는 박서현 2015 102-1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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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진술하는 말에서는 존재자성에 대한 선행적 이해에 근거하여 존재

자가 진술된다.14) 

존재자에 대한 진술은 존재자의 존재자성에 대한 표상에 근거한다. 표상 

작용에서 이러저러한 것으로서 표상되는 것은 동일성(Selbigkeit)과 지속

성(Ständigkeit)에 있어 그 무엇으로서 정립되는 것이다(Heidegger 1961, 

464). 존재자성을 표상하는 것은 정립된 동일한 것(Identisches)을 사유하

는 것인데, 여기서 동일한 것은 표상되는 대상의 대상성이다. 대상성은 대상

이 표상 작용으로 파악될 경우에 형성되는 것으로서(Heidegger 1961, 465), 

대상을 어떠한 대상으로서 선험적으로 규정하는 것, 즉 표상되는 대상에 대

한 선험적 규정성을 의미한다.

사유가 표상 작용 즉 표상되는 어떤 것을 어떤 것으로서 자기 앞에 가져

오는 것(Vor-sich-bringen von etwas als etwas)일 경우, 반성(Reflexion)은 

표상 작용으로서의 사유의 본질이다(Heidegger 1961, 466). 표상 작용으로

서의 사유와 직관(Anschaung)을 대립적인 것으로 보는 것은 무의미한데

(Heidegger 1961, 467) 그것은 직관이 ‘나는 어떤 것을 생각한다’라는 반성

적 사유의 근본 입장에 근거하기 때문에(Heidegger 1961, 467), 즉 직관되는 

대상이 ‘그 자체로서 전체 안에서 열어 밝혀져 있다’는 데 근거하는 것이 아

니라 대상이 ‘그것의 대상성에 있어 열어 밝혀져 있다’는 데 근거하는 것이

기 때문에 그러하다.

중요한 것은 직관이 알레테이아의 우위와 동일시될 수 없으며 오히려 이

데아의 우위와 동일시될 수 있다는 점(Heidegger 1961, 467), 그리고 알레

테이아보다 이데아가 우위에 서는 것과 함께 형이상학이 시작됐다는 점이

다. 직관은 심지어 이데아의 우위에 따라서 진리가 일치(ὁμοίωσις)로 변형

되는 것과도 동일시될 수 있는데(Heidegger 1961, 467), 이 변형은 진리가 

열어 밝혀져 있음 자체로부터 대상과 그것의 표상 사이의 상응으로 변형되

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형이상학적 사유의 시작을 말해준다. 

13) “익숙한 ‘이다’(ist)의 ‘명사’인 존재는 ‘존재자’로부터 기투된 존재자성으로서 드러난

다(Heidegger 1997, 90).” 
14) “[…] 모든 존재자는 이러한 […] 존재자의 무엇임과 어떻게 있음에 대한 선행적인 

[…] 이해에 근거하여 개현된다(Heidegger 1976,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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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의 변형이 대상화(Vergegenständlichung)라는 의미를 갖는 표상 작

용이 전개되기 위한 싹이다(Heidegger 1961, 467). 대상화하는 것으로서의 

표상 작용은 현존자를 그것의 현존성에 있어 앞에 놓여 있게 하는 것

(Vorliegenlassen)으로서 표상되는 대상의 존재를 정립하는 것이다.15) 그

리고 이렇게 정립된 대상의 존재가 바로 표상되어 있음(Vor-gestelltheit)으

로서의 대상성이다(Heidegger 1986, 270). 유의할 것은 표상 작용에서 표

상되는 대상과 표상하는 주체의 주체성 그리고 대상의 대상성에 대한 주체

의 반성이 공속한다는 점이다(Heidegger 1961, 465). 다시 말해 반성적 사유

에서는 주체로서의 인간이 객체로서의 대상과 반성을 통해 관계를 맺음으로

써 주객 관계에 놓이게 된다.

어떤 것을 어떤 것으로서 지시하고 해석하며 이해하는 것인 모든 말함

(Sprechen)은 형식적으로 유(γένος)를 갖는데(Heidegger 1992, 248), 이는 

말함에서 말해지는 존재자의 존재자성이 곧 존재자가 속해 있는 유와 같은 

것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말함은 유(γένος)와 같은 것으로서의 존재자성을 

표상하는 데 근거하는 것이자, 표상되는 대상과 표상하는 주체가 말함을 통

해서 주객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리고 진술이 수행되기 전에 존재자의 존

재자성을 선행적으로 표상하는 것은 존재자의 유를 선행적으로 표상하는 

것이다. 

존재자의 유를 표상하는 것은 존재자와 연관되어 있는 범주를 표상하는 

것이다. 말함(Zuspruch)에서 파악된 것(Eingefaßtes)인 존재자성으로서의 

존재는 범주적인 것인데(Heidegger 1997, 199), 존재자성에 범주적인 것이 

속하기 때문에(Heidegger 1989, 287) 존재자의 존재자성에 관해 말하는 말

함은 ‘범주에서 현상적으로 현존하는 존재’에 관해 말하는 것 즉 존재자와 

연관되어 있는 범주와 관련하여 존재자를 말하는 것이다. 

범주는 존재자를 어떠한 존재자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존재자에 관하여 

말해질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것(Allgemeinstes)을 말하는 것이다.16) 그리

15) “현존자를 그것의 현존성에 있어 앞에 놓여 있게 하는 것으로부터의 ‘정립(Position)’
의 본질 유래(Heidegger 1961, 470)”

16) “존재자로서의 존재자에 대한 규정으로서의 범주는 존재자가 존재자로서 무엇인지를 

말한다. 범주는 존재자 일반에 관해서 말해질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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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 가장 일반적인 것이 바로 존재자성이다(Heidegger 1986, 69). 형이상

학은 존재자를 범주에 입각하여 사유하는 것이며 따라서 존재자성과 사유

라는 명칭으로 모든 형이상학의 본질을 특징지을 수 있다(Heidegger 1986, 

69). 이는 형이상학이 존재자를 가장 일반적인 것이자 범주적인 것인 존재

자성에 입각하여 사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존재자성은 진술⋅판단을 실마리로 하여 존재자의 존재가 개념파악된 

것인데(Heidegger 1986, 69), 문제는 “S는 p이다(S ist p)”라는 진술에 입

각하여 존재가 사유될 경우에는 존재자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존재는 결코 

사유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형이상학은 존재가 범주로 소환되고 진술을 가

능하게 하는 선험적인 것이 됨으로써 시작했다(Heidegger 1998, 133). 그

리고 존재자의 존재에 관해 말하는 각 시대 형이상학의 언어는 존재자성에 

입각하여 존재자를 표상하는 데 근거하는 것으로서 이 말함에서는 말함과 

말해지는 것, 언어와 언어화된 것 사이에 거리가 존재한다. 

하이데거는 우리가 현존성으로 존재를 사유할 때 현존으로서의 존재는 

비 에 가득 찬 것이 된다고 말한다.17) 현존성으로서 존재를 사유하는 것

은 우리가 이미 오랫동안 존재를 사유해온 방식으로서 존재자를 그것의 존

재자성에 있어 인지하는(vernehmen) 것, 근대적으로 말한다면 대상을 대

상성에서 표상하는 것이다.18) 하지만 이 경우에는 현존으로 나타난 존재 

안에 주재하고 있는(waltend) 비은폐성이 사유되지 않은 채로 남게 된다

(Heidegger 1954, 137). 물론 여기서 현존자의 현존 안에 주재하고 있는 비

은폐성은 존재자의 존재가 유래하는 존재 진리를 의미한다.

하이데거는 존재자 ‘의’ 존재에 대해 물음을 제기하면서 “존재가 존재자 

‘의’ 존재(das Sein ‘des’ Seienden)로서 존재한다”는 말에서의 ‘의(des)’는 

다의적 성격을 갖는다고 진술한다(Heidegger 1977, 364). ‘의’가 다의적 성

(Heidegger 1986,, 69).”
17) “존재는 현존이라 불린다. 그런데 […] 우리가 현존성이라 부르는 것이 우리의 사유를 

지시하는 곳을 주목하는 순간 현존은 비 에 가득 찬 것이 된다(Heidegger 1954, 
136).”

18) “우리가 존재자를 그것의 존재에 있어 인지하는 한, 근대적으로 말해 대상을 그것의 

대상성에 있어 표상하는 한, 우리는 이미 [존재를] 사유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오랫

동안 그러한 방식으로 사유했다(Heidegger 1954,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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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갖는 이유는 존재자 ‘의’ 존재라는 말이 한편으로는 존재가 존재자의 

무엇임 즉 존재자성을 말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존재자가 존재로

부터 유래함을 말하기 때문이다. “이 수수께끼같은 다의적인(vieldeutig) 2

격의 언어적 형태는 발생(Genesis)을, 현존으로부터의 현존자의 유래를 가

리킨다(Heidegger 1977, 364).” 

중요한 것은 유래의 본질이 은폐된 채로 있다는 점이다(Heidegger 1977, 

364). 따라서 존재자에 대한 말함에서 말해지지 않은 것은 존재자가 존재로

부터 유래한다는 사실, 즉 유래의 본질이다. 존재자는 비은폐된 것으로서 

가시적이지만 존재로부터의 존재자의 유래는 가시적이지 않으며 은폐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존재자의 존재가 현존성으로 나타날 때 그 존재가 어디

에 근거하는지가 사유되지 않은 채로 남게 된다면, 그리하여 존재자의 존재

의 유래가 사유되지 않은 채로 남게 된다면, 존재는 여전히 본래적으로 사

유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Heidegger 1954, 137).

물론 서양 사유의 시원에는 존재자의 존재가 유래하는, 존재 자체의 진

리를 사유한 흔적이 있다. 이 흔적은 소크라테스 이전의 사상가들의 말

(Wort)에서 확인된다. 1940년대 초에 이루어진 강의 파르메니데스에서

는 “[…] 탈은폐와 은폐의 현성(Wesung des Entbergens und Verbergens)

이 […] 말해졌고(zum Wort kommen) 그리스인의 말(Wort)이 되었다”고 

말한다(Heidegger 1982, 99). 탈은폐와 은폐의 현성은 비진리를 동반하는 

존재 진리를 의미한다.19) 이처럼 서양 사유의 시원에서는 존재 진리가 말

해졌다.

이와 달리 형이상학에게는 존재 자체의 진리가 은폐되어 있으며

(Heidegger 1976, 331), 따라서 무엇임(Wassein)과 사실임(Daßsein)으로 

구분되는 존재자의 존재의 기원(Herkunft)이 은폐되어 있다(Heidegger 

1961, 402).20) 형이상학에서는 존재자를 존재자로서 밝히는(lichten) 것으

19) 하이데거는 본질을 동사적 의미로도 사용한다. 동사적 의미의 본질은 어떤 무엇이 그

것 자체로서 나타나는 것,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명사적 의미의 본질은 어떤 

무엇을 그 무엇으로 만드는 것으로서 속성과 같다. 현성(Wesung)은 동사적 의미의 본

질이다.
20) 하이데거가 전통 형이상학을 비판하는 이유는 그것이 존재자가 이미 어떤 방식으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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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존재는 물어지지만 존재자성으로는 환원되지 않는 존재 자체는 물

어지지 않는다(Heidegger 1961, 402). 존재 자체를 묻지 않은, 존재자성으

로서의 존재의 역사가 형이상학의 역사이다. 형이상학은 존재 망각과 더불

어 시작한 존재의 역사인 것이다.21) 

하이데거는 존재가 퓌시스(φύσις)로서, 로고스(λόγος)로서, 헨(ἕν)으로서, 

이데아(ἰδέα)로서, 에네르게이아(ἐνέργεια)로서, 실체성(Substanzialität) 으로

서, 객체성(Objektivität)으로서, 주체성(Subjektivität)으로서, 의지(Wille)

로서, 힘에의 의지(Wille zur Macht)로서, 의지에의 의지(Wille zum 

Willen)로서 존재한다고(es gibt) 말한다(Heidegger 1957, 58). 이데아⋅
에네르게이아 등으로서 존재가 존재했고 주어졌던 역사가 형이상학의 역

사이다. 중요한 것은 존재가 그것을 밝히는 빛 안에서 송부된다는(geben) 

점, 존재는 그것이 밝혀지는 방식을 통해서 규정된다는 점이다(Heidegger 

1957, 59).

이 방식은 역운적으로(geschicklich) 각인되고 획기적(劃期的)으로

(epochal) 각인되며(Heidegger 1957, 59), 이 각인(Prägung)에 상응하여 

존재자가 해석된다.22) 다시 말해 존재자의 존재가 밝혀지는 역운적이고 획

기적인 방식에 상응하여 존재자가 해석되는 것, 존재가 밝혀지는 역운적⋅
획기적 방식에 따라서 존재에 관한 각 시대의 이해가 생겨나는 것이다. 존

재가 밝혀지는 방식 곧 존재의 밝힘(Lichtung)이 존재자성으로서의 존재가 

아닌 존재 자체의 진리인데 형이상학적 사유에게는 물론 존재 진리가 유보

되어 있다(vorenthalten).23) 왜 형이상학적 사유에게는 존재 진리가 유보되

드러나 있음을 자명한 것으로 전제하고 그리하여 그 드러나 있음을 가능하게 조건을 

문제삼지 않기 때문이다(이선일 2003, 29; Tugendhat 1970, 271 재인용).
21) “존재 역사는 존재 망각과 더불어 […] 존재자에 대한 구분과 더불어 […] 시작한다

(Heidegger 1977, 364).” 존재자에 반하여(gegen) 존재를 구분하지 않았고 그 구분을 

망각한 역사가 형이상학의 역사이다. “구분이 전개되[지만](entfalten) 구분은 망각된 

채로 머무른다(Heidegger 1977, 364).” 다시 말해 형이상학에서 존재자와 존재가 구

분되더라도, 존재자에 반하여 존재 자체가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22) “[…] 존재와 존재자의 차이에 대한 그때마다의 각인[에] 존재자 자체에 대한 그때마

다의 해석이 상응한다(Heidegger 1957, 59).” 
23) “[…] 존재 역사의 시대 […] 를 특징짓는 그런 사유에게는 존재의 밝힘이 […] 유보되

어 있[다](Heidegger 1983a, 234).” 존재 역사의 시대를 특징짓는 사유는 형이상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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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는 것일까? 

존재자는 존재하는 것이며(das Seiende ist) 따라서 존재자의 존재에는 

존재자가 존재한다는 점, 즉 존재자가 존재한다는 사실(Daß)이 포함된다. 

그리고 이 의문의 여지가 없는 사실로부터 존재자란 무엇인가라는 형이상

학적 물음이 제기된다(Heidegger 1961, 488).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존재자

의 무엇임이 존재자 ‘로부터’(vom Seienden her) 최초로 물어지는 존재자

의 존재라는 점이다(Heidegger 1961, 488). 이로부터 우리는 형이상학에서

는 존재가 존재자성의 형태로 규정된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규정성을 통하

여 존재자 그 자체만이 그것의 본질 즉 존재에로 가져와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Heidegger 1961, 488). 

그래서 하이데거는 존재자로부터 물어질 경우에는 존재가 빠져나가게 

되며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존재는 규정가능성(Bestimmtbarkeit)에서 스스

로를 끄집어낸다고 말한다(Heidegger 1981b, 60). 다시 말해, 존재자성이 

아닌 존재는 규정불가능한 것인 동시에 자기 자신을 은폐하는 것이다. 존재 

진리가 형이상학적 사유에 유보되어 있는 이유는 단적으로 말해서 그 진리

가 동시에 비진리이기 때문에, 즉 존재의 비은폐성이 언제나 은폐성을 함축

하기 때문이다. 

형이상학에서는 “존재가 존재자성으로 방출되고 그것의 위엄(Würde)이 

[…] 은폐성에로 소실되면서 존재가 외관상으로 존재자에게 그것[존재]의 

나타남(Erscheinen)을 양도하[는데](Heidegger 1961, 486)”, 이는 존재자

성을 개념파악하는 형이상학에서는 존재자성으로 환원되지 않은 존재의 

위엄, 즉 존재 진리가 은폐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형이상학에서는 외관상으

로는 존재자를 그 존재자이도록 하는 존재가 나타나지만 이 존재는 그저 존

재자성으로서의 존재일 뿐이다. 

사유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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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존재 진리를 보존하는 시작

(Dichtung)으로서의 예술

그렇다면 존재자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존재에 관한 사유 즉 전통 형이상

학과는 구분되는 존재 사유의 특징은 무엇일까? 존재자성으로 환원되지 않

는 존재를 사유하는 것은, 전통 형이상학과 달리 존재에로 되돌아가 존재를 

그것의 진리 안에서 회상하는(andenken) 것을 의미한다.24) 따라서 요구되

는 것은 존재자성을 사유하는 형이상학으로부터 존재 진리에로 되돌아가

기(Schritt zurück)인데, 이 되돌아가기는 형이상학으로부터 형이상학의 본

질에로 움직이는 것이다(Heidegger 1957, 41). 존재 진리에로 되돌아가서 

이 진리를 말하는 말, 서양 사유의 시원에서와 같이 존재 진리를 말함으로

써 다른 시원으로 현성하는 말이 바로 시작(Dichtung)이다. 

시작은, 선험적으로 부여된 존재자성에 입각하여 존재자의 존재에 관해 

말하는 형이상학적 언어와 달리,25) 사유와 함께 언어와 탁월한 관계를 맺

는 것으로서(Heidegger 1985, 34) 하이데거는 모든 사유가 시작이고 모든 

시작은 사유라고 말한다.26) 양자는 모두 말해지지 않았던 것(Ungesagtes)

을 말하는 말함(Sagen)에 속한다(Heidegger 1981a, 256). 시작에서 언어가 

24) “[…] 형이상학적 물음과 대답이 존재자 자체를 사유하면서 실로 필연적으로 존재로부

터 사유하지만 존재 자체에 있어(an) 사유하는(denken) 것은 아니다 […](Heidegger 
1961, 346).”, “존재로부터 사유한다는 것은 [형이상학에서는] 존재로 되돌아가서 존재

를 그것의 진리 안에서 회상하는(an-denken) 것을 아직 의미하지 않는다(Heidegger 
1961, 346).” 

25) 해리스는 언어의 문제를 다루면서 형이상학이 존재를 포착하고 안전하게 하려는 시도

라고 말한다. “우리가 리얼리티에로 가져오는 언어적 척도는, 예컨대 우리가 어떤 것

을 ‘나무’라고 부를 때, 우리가 앞에서 보는 것을 그것의 구체적 개별성에 있어 포착하

지는 못한다. 오히려 그 언어적 척도는 우리가 앞에서 보는 것을 다른 대상들과 비교될 

수 있는 어떤 측면에서만 포착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는 언어의 결점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의 핵심이다. 언어에서는 드러냄과 감춤이 함께 이루어진다. 양자가 함께 언어와 

리얼리티를 분리시키는 틈을 탈은폐한다. […] 우리는, 알려지는 것을 우리의 언어적 

주형에로 강제함으로써 우리에게 그 자체로서 드러나는 것으로부터 가로막혀진다

(Harries 1976, 506).”, “형이상학은 존재를 포착하고 안전하게 하려는 시도이다. […] 
은폐된 것에 대한 공격은 형이상학의 본질의 일부이다(Harries 1976, 508).”

26) “모든 사색하는 사유는 시작이며 모든 시작은 사유이다(Heidegger 1981a,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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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소 그것의 본질에 이르게 된다(Heidegger 1985, 328). 사유는 근원적인 

받아씀(ursprüngliches dictare), 존재 진리를 받아쓰는 것인데(Heidegger 

1985, 328) 이는 시작에서 본질에 이르게 된 언어가 존재 진리를 보존하는

(verwahren) 것임을 의미한다.27)

중요한 것은 예술이 진리를 보존하는 시작으로서 생기한다는(geschehen) 점

이다. 존재자성으로서의 존재에 관해 말하는 형이상학적 언어와 달리 시작

으로 생기하는 예술에서는 존재 진리가 보존된다. 존재 진리를 보존하는 시

작은 존재자성이 선험적으로 부여된 존재자가 아니라 존재자성의 부여에 

앞서 그 자체로서 드러나는 존재자 혹은 존재자성의 부여에 선행하는 존재

자의 드러남 자체, 그것의 순수한 빛남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림으로 

생기한 시작에 다름 아닌 세잔의 회화는 바로 이 순수한 빛남을, 존재자성

이 선험적으로 부여된 존재자와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가시적일 수는 없는, 

‘비가시적인 것의 빛남’을 그린 것이다. 

비가시적인 것의 빛남에 대해서 하이데거는 헤라클레이토스 단편 제5

428)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플라톤 이전의 사상가인 헤라클레이토스의 이 말은 모든 그리스적 존재들⋅
자연⋅인간⋅인간의 작품 그리고 신성(Gottheit)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해

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적 눈짓(Wink)을 함축한다. 그것은 비가시적인 것

(Unsichtbares)으로부터 모든 가시적인 것을, 말해질 수 없는 것(Unsägliches)
으로부터 모든 말할 수 있는 것을, 자기 은폐(Sichverbergen)로부터 모든 

빛남(Scheinen)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기를 은폐하고 있는 것

(Sichverbergende)이 그리스적 존재에게는 비은폐된 것(Unverborgne)보다 더 

27) 존재 진리가 말해지지 않았던 그것(Ungesagtes)이다. 존재 진리를 말하는 시작은 횔덜

린 송가에서 진정 시원적으로, 즉 다른 시원으로서 현성했다. “그러한 사유는 시작

(Dichten)을 예비하는데, 그 시작은 횔덜린의 송가에서 […] 진정 시원적으로 현성했

다(Heidegger 2005, 156).” 
28) 헤라클레이토스 단편 제54는 다음과 같다. “ἁρμονίη ἀφανὴς φανερῆς κρείττων.” 하

이데거는 이 단편을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그것의 나타남을 거부하는 짜임새는 출현

하는 것보다 더 고귀한 주재함이다(Fuge, die ihr Erscheinen versagt, ist höheren 
Waltens als eine, die zum Vorscheinen kommt)(Heidegger 1981a, 179).” 신상희는 

이 단편이 통상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번역된다고 말한다. “보이지 않는 조화가 보이는 

조화보다 더 강하다(횔덜린 시의 해명, 신상희 옮김, 358 역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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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깝다. 후자는 전자에 의해 살아간다(Heidegger 1981a, 179).

가시적인 것⋅말할 수 있는 것⋅빛남을 비가시적인 것⋅말해질 수 없는 

것⋅자기 은폐로부터 경험해야 하며 자기를 은폐하고 있는 것이 은폐되지 

않은 것보다 더 가까운 것이다. 가시적인 것⋅말할 수 있는 것⋅비은폐된 

것은 존재자, 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존재자성이 선험적으로 부여된 존재

자이다. 비가시적인 것⋅말해질 수 없는 것⋅자기를 은폐하고 있는 것은 

물론 존재자성으로 환원될 수 없는 존재 자체의 진리이다. 

존재자성으로 환원될 수 없는 존재 자체의 진리, 비가시적인 것의 빛남

에 대하여 쉬르만은 드러난 사물(things shown)과 드러남 자체(showing 

itself)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석한다. 드러난 사물과 그것의 드러남 자체, 현

존하는 사물(things present)과 그것의 현존(presence), 가시적이게 된 것

(what is rendered visible)과 가시성(visibility)은 똑같은 것이 아니며,29) 양

자의 차이는 곧 ‘드러난 것(what is shown)과 그것의 근원(origin) 사이의 

차이(Schürmann 1976, 532)’이다. 드러난 사물은 가시적인 것이지만 이 

드러난 사물과는 구분되는 사물의 드러남 자체는 이미 드러나 있는 사물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가시적인 것이 아니다.

물론 우리에게 가장 은폐된 것이자 우리로부터 빠져나가는 것인 비가시적

인 것은 현존자의 유래, 현존자의 탈은폐하는 은닉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은

폐되는 이유는 우리가 존재자를 우선 대개 존재자성에 입각하여 경험하기 때

문이다.30) 일상적으로 우리는 존재자와 연관되어 있는 범주를 선행적으로 

이해하고 범주에 입각하여 존재자를 어떠한 존재자로서 진술한다. 하지만 존

재자의 드러남 자체는 존재자성으로 환원되지 않으며 오히려 범주적인 것으

로서의 존재자성이 선험적으로 부여되는 동시에 은폐되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본질적 사유가 상 없는 시작(bildlose Dichtung)이라고 말하

29) “[…] 우리의 주의를 드러난 사물에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드러남 자체에로 돌리는 것 

[…](Schürmann 1976, 530)”, “[…] 현존과 현존하는 사물 혹은 가시성과 가시적이게 

된 것 사이의 차이 […](Schürmann 1976, 530)”
30) 클락은 나타남의 사라짐을 대상성의 탈은폐, 즉 범주적인 것으로서의 존재자성의 부

여에 근거하는 것으로 본다. “나타남이 드러난 것에서 소거되는 것은 분명 대상성의 

탈은폐에서이다(Clark 198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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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존재자의 드러남 자체를 그리는, 그림으로 생기하는 시작 역시 상 없

는 사유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31) 개별자를 일반자의 상에 기초하여 

사유하는 것은 존재자에 선험적으로 부여되는 대상성에 대해 반성하는 것

인데, 대상성에 대해 반성하는 것과 존재자의 드러남 자체를 상 없이 사유

하는 것은 분명히 구분된다. 존재자의 드러남 자체를 상 없이 사유하는 것

은 현성하는 사물을(an) 사물 그 자체로서 사유하는(denken) 것, 즉 회상하

는 것이다. 그리고 세잔이 비가시적인 것의 빛남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은 그

가 사물 그 자체를 회상했기 때문에, 사물의 드러남 자체를 상 없이 사유했

기 때문이다. 

Ⅴ. 세잔 회화의 의미

세잔은 오직 색채만이 살아 있는 사물을 되돌려 줄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럼에도 근본적으로는 자기 자신도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무를 나

무로, 바위를 바위로, 개를 개로 보는 ‘생각(notion)’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Gasquet 2012, 164). 세잔의 이러한 아쉬움은, 철학적으로는, 우리

가 우리에게 드러나는 존재자를 그 자체로서 사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

으로는 존재자를 그것의 존재자성에서 표상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자연이 들려주는 논리대로 그리는 것, 우리 

눈을 자연과의 접촉에 길들여지게 하는 것인데(Gasquet 2012, 165), 이는 

“보이는 자연(nature vue)과 감각된 자연(nature sentie), 저기 있는 자연...(그

는 파랗고 푸른 평야를 가리켰다)과 여기 있는 자연...(그는 이마를 두드렸다)

이라는 두 평행한 텍스트를 융합하[기]” 위함이다(Gasquet 2012, 150). 

보이는 자연과 감각된 자연, 저기 있는 자연과 여기 있는 자연을 융합하

31) “본질적 사유는 […] 상 없는 시작이다(Heidegger 1998, 162).” 하이데거가 말하는 시

작은 상(Bild)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다. 고세티-페렌치는 시작이 상 작용의 탈각을 요

구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그림으로 생기한 시작에 다름 아닌 세잔의 회화에도 마찬가지

로 적용된다. “하이데거는 시의 내용뿐 아니라 시작된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데, 이
는 상 작용의 탈각을 요구한다(Gosetti-Ferencei 2004,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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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다시금 철학적으로는, 인간이 존재자와 더 이상 주체-객체로서 관

계맺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휴머니즘 서간｣에서 하이데거는 인간이 

객체와 언제나 관계를 맺으면서 존재하며 그리하여 그의 본질이 주객 관계

(Subjekt-Objekt-Beziehung)에 놓여 있는 주체와 같은 존재자가 아니라고 

말하는데(Heidegger 1976, 350), 이는 주객 관계가 근원적이거나 본질적인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주객 관계는 객체성이 표상되어 있음으로 정립되어 객체와 표상이 일치

할 때 성립하는 것으로서, 표상하는 주체가 표상되는 객체를 자신의 앞으로 

가져오는 것 즉 자신 앞에(vor) 세우는(stellen) 것이다. 따라서 표상 작용에

서는 주체와 객체의 ‘사이’가, 즉 주체와 객체 사이에 거리가 존립한다. 그

러므로 사물을(an) 사물 그 자체로서 사유하는(denken) 회상과 달리 객체

성을 표상함으로써 객체와 주체 사이에 거리가 존립하는 작용에서는 사물

과의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다. 

세잔의 회화가 보여주는 것은 우리 자신이 부여하는 존재자성에서 표상

되는 존재자가 아니라, 존재자성이 부여되기 이전에 존재하는 그리고 존재

자성이 부여되면서 사라지는, 존재자의 나타남이다. 메를로-퐁티는 세잔의 

회화가 도구, 집, 거리, 도시 등이 필연적이고 확고하게 존재한다는 우리의 

습관적 생각을 중단시키고 ‘비인간적 자연의 본질’을 드러낸다고 말했고

(Merleau-Ponty 1966, 23), 로렌스는 세잔이 그린 사과는 개인적 감정을 

주입하지 않고서 그것의 고유한 존재에 있어 존재하게끔 하려는, 그것을 그 

자체로 살아있게끔 하려는 실제적 시도 다고 말했는데(Lawrence 2004, 

201), 이는 모두 세잔이 모티프(motif)의 고정된 대상성을 해체하면서 선대

상적 수준(pre-objective level)으로 물러나는 ‘역설적 발견’에 도달함을 가

리킨다(Jamme 1994, 147-8). 그리고 이 “선대상적 수준에서는 사물과 그

것의 나타남이 너무나도 통일된다(Jamme 1994, 147).”

나타남 속에 있으면서 존재자성이 부여되는 동시에 사라지는, 존재자의 

나타나는 사라짐, 탈은폐하는 은닉을 세잔은 그린 것이며, 이로부터 이 탈은

폐하는 은닉 속에서만 존재하고 주어지는 ‘고양된 대상성’을 세잔은 획득한 

것이다.32) 이 고양된 대상성이 우리가 우선 대개 그 존재자성에서 표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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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자가 아닌 ‘사물 그 자신이 고백하는 바대로의 사물(Jamme 1994, 

149)’이다. 그러므로 세잔의 회화는 흡사 속성과도 같은 존재자성을 갖고서 

우리 앞에 서 있는 존재자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사물의 진정한 

만남을 보여주는 것이자 나아가 그것은 진정 그림으로 생기한 인간과 사물

의 만남 자체인 것이다.33) 

물론 존재자성에서 표상되는 존재자가 아닌 존재자의 나타나는 사라짐 

자체는 우리에게 낯선 것으로서, 존재자를 존재자로서 진술하는 말에서 존

재자가 명시되고 알려지는 것처럼 이 나타나는 사라짐이 알려질 수 있는 것

은 아니다. 하이데거는 시인이 낯선 것(Fremdes)을 부른다고 말하면서 이

때 낯선 것은 비가시적인 것이 그것 자체로서, 즉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서 

머무르기 위하여 스스로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하는데,34) 세잔의 회화는 이 

알려지지 않은 것, 비가시적인 것을 머무르게 하려는 시도, 비가시적인 것

을 순수히 빛나게 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존재자의 나타나는 사라짐 자체는 분명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지

만,35) 존재자성에 입각하여 사유하고 말하는 인간에게 이 나타나는 사라짐 

32) 고양된 대상성과 탈은폐하는 은닉의 통일성에 대해서 얌메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대상과 의미를 해체함으로써 세잔은 고양된 대상성을 획득하는데, 이는 하이데

거의 탈은폐와 은닉의 통일성과 동일한 구조를 갖는 과정이다(Jamme 1994, 149).” 
33) 세잔이 가능하게 한 경험이 인간과 사물의 진정한 만남이라는 것에 대해서 은 다음

과 같이 말하면서 세잔이 서양 예술의 형이상학적 전통과 분명한 차이를 갖는다는 점

을 지적한다. “[…] 세잔이 가능하게 한 경험과 관련하여 두 가지 논점이 강조될 필요

가 있다. 첫 번째 논점은 형이상학이 생각하듯이 대상들의 보편적 특성들이 리얼리티 

자체에 자리해야 하며 그러한 특성들이 언제나 거기에 있을 것이라는 점이 리얼리티

와의 모든 만남을 필수불가결하게 방해한다는 것이다. 이와는 다르게 리얼리티를 경

험할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으며 나아가 세계의 탄생이나 발현을 경험할 수 있는 가능

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세잔에게서 우리는 이를 한다. 이것이 그를 서양 예술의 

형이상학적 전통과 구분시켜주는 점이다(Young 2001, 157).” 
34) “Der Dichter ruft […] das Fremde als jenes, worein das Unsichtbare sich schickt, 

um das zu bleiben, was es ist: unbekannt(Heidegger 1954, 194).”
35) 하이데거는 “[…] 시인이 말하는 것 그리고 시인으로 존재하고자 인수하는

(übernehmen)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Heidegger 1981a, 45)”고 말하는데, 이
는 횔덜린과 같은 시인의 시작이 임의적 상상의 산물이 아님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림

으로 생기한 시작에 다름 아닌 세잔의 회화 역시 임의적 상상의 산물이 아님은 주지의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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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는 진정 비가시적인 것이자 알려지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존재자성이 

선험적으로 부여된 존재자가 아닌 사물 자체와의 만남은 우리 보통의 인간

에게는 너무나도 드문 것이다.36) 하지만 이 만남이야말로 사물과의 진정한 

만남이며, 따라서 이러한 만남을 강조하는 하이데거의 철학적 입장이야말

로 진정한 실재론, ‘강한 실재론(strong realism)’이다. 그리고 이 강한 실재

론이 하이데거와 세잔이 공유하는 것이자(Jamme 1994, 149), 하이데거로 

하여금 세잔의 회화를 주목하게끔 만든 이유이다.37)

36) 초연함(Gelassenheit)에 대한 하이데거의 성찰은 표상 작용으로부터 벗어나서 사물 자

체와 만나는 것이 진정으로 도달하기 어려운 것임을 잘 말해주고 있다. 초연함은 지평

을 의욕하는 것을 단념하는 것(Absehen), 표상 작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인데 이 단

념은 그 동기에 있어서 의욕의 흔적을 필요로 하지만 그럼에도 의욕으로부터 도래하

는 것은 결코 아니며, 나아가 회역(Gegend/Gegnet)에 이르면 의욕의 흔적이 사라지며 

완전히 해소된다(Heidegger 1983a, 62). 따라서 초연함은 단지 동기에 있어서만 의욕

의 흔적을 가질 뿐이지 근본적으로는 무욕한 것으로서 삼가면서(verhalten) 인내하는

(ausdauern) 것이다(Heidegger 1983a, 64). 결국 사물 자체와의 만남은 인간이 대상화

하는 의욕을 단념하는 동시에 이 단념조차 무욕을 의욕하는 것인 한에서 의욕의 흔적

조차 완전히 사라질 때에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이러한 만남을 의욕

함으로써 그것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횔덜린 시에 대한 해명에서 하

이데거는 “임마뉴엘 칸트의 글 어딘가에는 의미상으로 다음과 같은 주목할 만한 구절

이 있다. 사람이 어디를 향해 바라보아야 할지가 일단 누군가에게 지시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발견하는 것은 쉽다”고 말하지만(Heidegger 1981a, 152) 하이데거

가 사물과의 진정한 만남을 지시하더라도 우리 보통의 인간이 이 만남에 도달하는 것

은 진정 어려운 일임이 분명하다.
37) 세잔은 우리가 문명화되었고 태어나면서부터 문명의 이기에 적응하게 된다고 말한다

(Gasquet 2012, 156). 그리고 세잔은 문명의 이기를 부숴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문명의 이기가 곧 예술의 죽음이기 때문이다(Gasquet 2012, 156). 아울러 하이데거는 

라인강에 세워진 수력발전소는 수백 년간 강 사이를 연결해주던 낡은 목교처럼 세워

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줄기가 발전소에 맞추어 변조되었으며, 이제 라인강은 발전

소의 본질에 따라서 수압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존재한다고 말한다(Heidegger 
1962, 15). 하이데거와 세잔은 기술 문명의 발전에 따른 자연 파괴를 목도하고서 그에 

대한 대응으로 각각 철학적/예술적 작업을 전개했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기

술 문명에 대한 비판적 진단 속에서 그들의 작업을 전개했다는 점에서도 양자의 공통

점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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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마치며

하이데거에게 있어 시원의 은폐성은 자명한 것들로부터는 경험되지 않

는 독특한 가까움을 의미하는바(Heidegger 1981b, 86-7), 은폐되어 있는 

시원적인 것은 분명 가까이 있는 것, 우리가 가장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는 

모든 현실적 존재자보다도 더 가까이 있는 것이다(Heidegger 1981b, 87). 

그리고 하이데거는 알레테이아가 시원 자체이며 사상가는 그가 알레테이

아를(an die ἀλήθεια) 사유하는(denken) 한에서, 즉 회상하는 한에서 시원

을 사유하는 것이라고 말한다(Heidegger 1982, 242).

세잔의 회화는 모든 현실적 존재자보다 더 가까이 있지만, 동시에 은폐

되어 있는 시원적인 것인 알레테이아를 그리려는 시도이다. 알레테이아는 

자명한 것들로부터는 경험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분명 가까이 있는 것으로

서 그에 대한 회상 속에서 비로소 시작될(dichten) 수 있는 것이다. 그림으

로 생기한 시작인 세잔의 회화는 바로 이 회상적 사유의 회화적 구현인데, 

이 구현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장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는 

모든 현실적 존재자보다 더 가까이 있는 알레테이아를 그리려는 것이다. 

시원적인 것은 이미 지나간 것(Vergangenes)이 아니라 기재하는 것

(Gewesenes)인데(Heidegger 1981b, 86), 알레테이아가 바로 표상적 사유

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기재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재하는 것인 알레테이아는 표상적으로 사유할 때에

는 은폐되어버리는 리얼리티 자체를 의미한다. 현실적 존재자보다 더 가까

이 있는 리얼리티 자체로서의 알레테이아에 대한 하이데거의 사유는 따라

서 현실적 존재자만을 주목하는 실재론보다 더 강한, 근원적 실재론이다. 

그리고 하이데거와 세잔이 모두 근원적 실재론에 입각해 리얼리티 자체에 

도달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하이데거 철학과 세잔 회화 사이의 공명

을 확인할 수 있다.38) 

38) 시원적인 것을 명명함으로써 다른 시원(Anfang)으로 현성하는 횔덜린의 시작

(Dichtung)이 시작의 본질을 시로 짓는 것이라면, 세잔의 회화는 회화의 본질을 그리

는 것은 아닐까? 말년에 하이데거가 세잔 회화에 큰 의미를 부여했던 것은, 횔덜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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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가가 개현하는(enthüllend) 말함인 동시에 감추는 말함(verhüllendes Sagen)인 것

(Heidegger 1980, 203)과 꼭 마찬가지로 세잔 회화에서 사물의 나타나는 사라짐이 그 

자체로 구현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하이데거가 말하는 존재의 발현이 존

재의 역운인 반면에 세잔은 하나의 사물을 그렸다는 점에서 그 비교의 수위가 맞지 않

다고 보는 것보다는― 세잔의 회화를 횔덜린의 시작과 비교하는 것뿐 아니라 나아가 

그것을 하이데거의 철학함과도 비교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하이데거의 사

유를 (존재 자체의 진리를 사유하는) 전통 형이상학 이후의 형이상학으로서 존재의 역

운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세잔의 회화도 존재의 역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
이데거가, 세잔이 그림으로 그렸던 것처럼 누군가가 그토록 직접적으로 사유할 수 있

기를 바랐던 것은 아마도 이 때문일 것이다. 본 논문은 세잔 회화에 대한 하이데거의 

언명이, 하이데거가 세잔 회화에서 자신의 사유와 공명하고 있는 그 무엇을 봤기 때문

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보고, 그 언명의 의미를 특히 전통 형이상학의 문제와 관련하여 

규명하고자 했다. 물론 사실 본 논문은 세잔 회화에 대한 직접적 분석이나 예증 없이 

논의를 진행하 으며 그리하여 이러한 점에서 일종의 한계를 가질 수 있다. 이외에도 

본 논문의 심사의견 중에는 본 논문에서 실제로 반 한 여러 건설적인 수정 제안 사항

들이 있었으며, 그리하여 필자는 세 명의 심사위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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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idegger, M. (1954) Vorträge und Aufsätze, Pfullingen: Neske. 

Heidegger, M. (1957) Identita ̈t und Differenz, Pfullingen: Neske. 

                     , (1961) Nietzsche II, Pfullingen: Neske; 니체 II, 박찬국 

역, 길, 2012. 

                     , (1962) Die Technik und die Kehre, Pfullingen: Neske; 기
술과 전향, 이기상 역, 서광사, 1993. 

                  , (1975) Die Grundprobleme der Phänomenologie, 

Gesamtausgabe, vol. 24. Frankfurt am Main: Vittorio Kolstermann; 

현상학의 근본문제들, 이기상 역, 문예출판사, 1995. 

                     , (1976) Wegmarken, Gesamtausgabe, vol. 9. Frankfurt am 

Main: Vittorio Kolstermann; 이정표 1, 2, 신상희, 이선일 역, 한

길사, 2005. 

                    , (1977) Holzwege, Gesamtausgabe, vol. 5. Frankfurt am 

Main: Vittorio Kolstermann; 숲길, 신상희 역, 나남,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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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Frankfurt am Main: Vittorio Kolstermann; 니체와 니힐리즘, 

박찬국 역, 지성의 샘,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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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 the Meaning of Heidegger’s References of 

Cézanne’s Late Works

Park, Suh-Hyun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clarify Heidegger’s references of 

Cézanne’s late works. In his writings entitled From the Experience of 

Thought (Aus der Erfahrung des Denkens, GA13) and Things Thought 

(Gedachtes, GA81), Heidegger refers to the meaning of Cézanne’s late 

works. Although the references are quite short, they are very important 

because clarification here may shed light on the characteristics of 

Cézanne’s late works and on Heidegger’s philosophical thought. In his 

“Cézanne’s Doubt” (“Le doute de Cézanne”), published in 1945, the 

French philosopher Merleau-Ponty attempted to analyze Cézanne’s 

paintings using the methodology of phenomenology. “Cézanne’s Doubt” 

has had a tremendous influence on philosophical approaches to 

Cézanne’s paintings, yet researchers have paid little attention to 

Heidegger’s references to Cézanne’s works. For these reasons, this 

paper initially examines Merleau-Ponty and other researchers’ analyses 

of Cézanne’s paintings and then demonstratesthe singularity of 

Heidegger’s understanding of Cézanne. Through this paper, I prove that 

Heidegger, along with Cézanne, wanted to advance toward “strong 

realism” and that they were therefore strong real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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