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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성적 차이는 하나의 의문이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남성과 여성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 성적 차이를 지각한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남

성 혹은 여성으로 규정되며, 그러한 최초의 규정은 그 개별 주체의 삶 전체

를 관통하여 항구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남성 혹은 여성은 인간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 하나가 아니라, 가장 일상적인 행위에서부터 

의식에 드러나지 않는 심층에 이르기까지 최종 심급으로서 존재한다. 그러

나 이러한 성차를 진술하고자 할 때 우리는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남성과 

여성은 단지 생식기의 외양을 기준으로 한 생물학적 차이로 환원될 수 없으

며, 후천적인 사회문화적 요인들에 의한 심리적 차이로도 환원될 수 없다. 

그러므로 성적 차이는 우리의 지각적 경험에 매우 익숙하고 명료한 것임에

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의 의문으로 남아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성적 차

이에 대해서 묻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 해야만 한다.

   본 연구는 메를로-퐁티 현상학의 논의에 기초하여 성적 차이의 현상을 

해명하고자 한다. 본고의 주요 논지는 크게 두 가지이다. 우선 현상학이 논

의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주체는 익명적이고 성별 중립적인 주체가 아니

라 ‘성적 주체’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성적 차이는 사실성의 차원에서는 실

재적으로 작동하는 반면, 발생적 분석으로 드러나는 본질의 차원에서는 허

구적이라는 것이다. 이로써 성적 차이는 발생의 과정에서 습성의 효과로서 

발현된 지향적 삶의 양식이 된다. 이를 해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적 이

행에 따른 발생적 정초의 구조를 탐구하는 발생적 현상학의 방법론적 태도

를 취한다. 발생적 현상학의 분석항은 자신의 고유한 신체를 통해 세계에 

거주하며 동시에 세계로 향해 나아가는 ‘세계-에로-존재’와, 역사성과 상호

주관성을 지니며 주관-상대적으로 존재하는 ‘생활세계’이다. 신체적 주체와 

세계 간의 상호작용은 우리의 모든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되고, 이

러한 주체와 세계의 관계 맺음의 특정한 양태가 반복적으로 수행되면서 개

인의 존재방식은 물론 지각적 경험과 대상구성의 지평을 틀 지우는 습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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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각체계가 형성된다.

   본고에서 현상학의 주체로서 새롭게 제시하는 성적 주체는 메를로-퐁티 

현상학의 재해석 및 재구성을 동기 짓는 근본 토대에 해당한다. 메를로-퐁

티는 『지각의 현상학』에서 신체/정신의 이분법적 구도를 벗어나 신체를 

통해 세계 속에 닻 내린 채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신체적 주체와 그 주체

의 실천적 가능성의 지평으로서 세계의 관계에 주목하였다. 메를로-퐁티는 

주체와 세계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객관적 사유들을 거부하고 세계-에로-

존재를 통한 우리의 직접적 경험을 현상학적으로 분석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신체적 주체를 신체도식을 통해 중점적으로 해명할 것이다. 자신의 

신체를 암묵적인 양상에서 파악하는 신체도식에 의해 고유한 신체적 공간성

은 연속적이고 전체적인 통일성의 체계로서 드러나며 주체는 세계에 거주하

는 존재로서 스스로를 경험한다. 또한 신체적 주체의 운동성은 세계를 지향

하고 그에 스스로를 온전히 기투할 수 있는 ‘나는 할 수 있다’로서 실천적 

가능성의 능력과 연관이 되는데, 이 때 세계는 이러한 근원적인 지향성의 

상관자로서 존재한다.

   그러나 여성적인 신체적 주체가 자신의 고유한 신체를 경험하는 방식이

나 세계와의 관계 맺음의 양태는 메를로-퐁티의 기술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여성적 주체의 신체는 전적으로 자신의 고유한 신체라기보다, ‘나’와 ‘나-아

님’의 기준이 작동하면서 일부의 주체화와 일부의 자기-대상화를 동시에 수

반하는 양의적인 신체이다. 이로써 여성적인 신체적 주체는 신체적 공간성

을 불연속적이며 단절된 것으로 경험하게 되고, 나아가 자신의 신체를 파편

화시켜 끊임없는 자기 검열과 통제, 조작을 요하는 대상으로서 간주하게 된

다. 또한 신체적 운동성은 근원적인 지향성이 반복적으로 제한됨에 따라 자

기-부과적인 ‘나는 할 수 없다’의 금지된 지향성에 연관된다. 이 때 세계는 

다양한 의미 연관에 개방되어 있는 가능성의 지평이 아닌 금지된 지향성의 

상관자로서 획일적인 가치가 지배하는 생활세계로 드러난다. 이는 신체도식

의 왜곡을 초래하며 나아가 의식적인 차원의 신체이미지의 왜곡으로 이어진

다. 그리하여 여성적인 신체적 주체는 주관-상관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으로

서의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특정한 행위 양식, 존재 방식을 체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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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이는 여성적 체현으로서 여성성의 구체적 내용을 이룬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상학의 주체가 성적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은 현상학

의 근본이념과 관련이 있다. 현상학은 근본적으로 대상의 본질을 탐구하며 

규정하는 본질학이다. 하지만 메를로-퐁티에 따르면 현상학은 본질학임과 

동시에 그러한 본질을 다시 실존의 자리에 되돌려 놓는 학이기도 하다. 이 

때 실존의 자리는 신체적 주체와 세계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형성하는 관

계를 통해 드러나는 상황, 곧 신체적 주체가 실존적으로 처해있는 사실성의 

자리이다. 메를로-퐁티는 『지각의 현상학』의 서문에서 그 스스로 본질학

이면서 사실학으로서의 현상학을 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차의 요소

를 현상학적 분석에서 간과함으로써 절반의 유효성만을 지니는 현상학에 머

무르게 되었다. 다시 말해 메를로-퐁티는 인간을 신체적 주체로 자리매김하

고 그와 관계 맺는 생활세계의 발생적 층위를 분석하면서 보편적인 인간 일

반의 경험의 본질구조를 해명하는 데는 성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의 본질구조를 다시 사실성의 차원으로 되돌려 놓을 때 애초에 

그가 상정한 ‘보편적인 인간 일반’이란 결코 보편이 아닌 일부에 불과하다

는 것이 밝혀진다. 경험의 본질구조를 탐구하기 위해 성적 차이의 요소를 

판단중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실존적 사실학의 측면을 방기하게 되는 결과

를 초래하게 될 때 우리는 다시 현상학의 근본이념으로 되돌아가 문제를 재

사유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질학이면서 동시에 사실학인 현상학은 익

명적이고 성별 중립적인 신체적 주체가 아니라 실존적 의미의 성적 주체를 

다루어야 한다.

   이와 연관하여 두 번째 주장이 제기된다. 현상학의 주체가 성적 주체라

고 했을 때 그렇다면 성적 차이는 가장 근원적인 경험의 발생지점에서부터 

본질적인 것인가.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생물학적 결정론을 피해갈 

수 없게 된다. 무언가 본질적인 것이 있고, 그것이 남성 혹은 여성을 불변

하는 어떤 것으로서 결정한다고 한다면 주체와 세계의 상호작용은 무의미하

게 되고, 우리는 다시 객관적 사유의 이분법적 논리에 빠지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성적 차이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는 성적 차이가 사

후적으로 신체에 각인되는 것인지의 물음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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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우리는 다시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성

적 차이가 언제부터 등장하게 되는지, 이른바 ‘없음’에서 ‘있음’으로 이행하

는 절대적 간극에 대한 해명이 요구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설명에서는 

신체가 수동적인 기입의 표면으로 전락하면서 세계-에로-존재의 능동적인 

주체적 지위를 상실하게 되어 다시금 객관적 사유의 이분법적 도식에 귀착

된다. 

   기존의 여성주의 연구는 표층적인 현실에서 드러나는 성적 차이의 현상

에 국한하여, 생물학적인 토대를 상정함에 따른 본질주의로 접근하거나 후

천적인 사회문화적 영향에서 원인을 찾는 구성주의적 접근이 주를 이루었

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해석들은 성적 차이의 양상을 기술할 수는 있으나 그

것이 ‘어떻게’ 실존적인 신체적 주체들에게 구현되는지와 관련된 메커니즘 

자체를 파악할 수는 없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성적 차이를 현상

학적으로 접근하여 실체적인 차원에서 본질은 아니지만 경험적인 차원에서 

실재적으로 작동하는 지각적 유형으로 파악한다. 이로써 기존의 섹스/젠더 

담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적 차이를 ‘지향적 삶의 양식들 간의 차이’로서 

새롭게 규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발생적 현상학의 관점에서 신체

적 주체와 생활세계를 이루는 다양한 층위들을 분석하고, 그 상호작용의 결

과로서 드러나는 습성적 통각체계의 형성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생활세계는 경험의 토대로서의 ‘지평’이며, 이 속에서 잠재적으로 혹은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사태들이 의미를 지닌 것으로 신체적 주체에게 경험된

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초월론적 환원을 통해 드러난 세계가 지각 주체와 

완전히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라, 주체가 살고 있고 지

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의 총체이자, 그 지각에 대해 특정한 의미를 부여해

주는 양식들의 총체로서의 세계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생활세계는 이론적이

고 문화적인 표층의 세계부터 직접적 경험세계인 심층의 세계까지를 아우르

며 침전과 습성의 형태로 발생적인 역사성과 상호주관성을 지닌다. 이에 상

관적으로 신체적 주체의 측면에서도 의식적이고 반성적인 층부터 무의식적

이고 선반성적인 심층과 같은 다층적인 발생의 층위들을 살펴볼 수 있다. 

이 때 경험의 가장 근원적인 발생의 지점에서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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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해하는 방식으로서의 이분법적인 성적 차이가 아니라, 아직 구체적 

자아로서의 ‘나’도 형성되기 이전의 자아극의 형태로서 자기보존본능과 세계

성의 본능을 근원본능으로 담지하는 기체라고 할 수 있다. 최초의 지점에 

자아극은 텅 빈 공허한 극이 아니라 본능의 중심이라는 점에서, 이 시기에 

조차 성적인 것 전체로서의 섹슈얼리티는 존재의 바탕을 이룬다.  

   이러한 섹슈얼리티가 이분법적인 성적 차이로 고착화되는 것은 습성적 

통각체계의 형성과정을 통해 해명할 수 있다. 습성은 의미핵으로서의 신체

가 세계와의 상호공조를 통해 고유한 신체도식 속에서 세계를 파악하고 통

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는 신체적 주체에 상관적인 세계가 특정한 유형

적 의미로 경험되는 것에 따라 다르게 형성된다. 습성적 통각체계는 능동적 

영역과 수동적 영역으로 구분되며, 이는 각각 의식적 차원에서의 ‘태도취함

의 습성’과 비반성적 차원에서의 ‘통각체계와 능력의 습성’으로 구성되어 있

다. 능동적 영역에서 근원설립과 침전, 반복을 통해 이루어지는 태도취함의 

습성이란 이성적인 동기에 의한 판단이나 가치평가와 연관된다. 수동적 영

역에 이르러 모든 지향적 작용은 발생의 연관 속에서 ‘계속해서 타당함’과 

‘연상적인 전이’를 통해 타당성의 보존과 함축을 수행한다. 즉 수동적 영역

의 통각체계와 능력의 습성을 통해 정립된 타당성 일체는 이후의 타당성 정

립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고도의 의식적인 지향적 작용들을 토대 짓는 것이

다. 이러한 습성적 통각체계의 형성 메커니즘은 초월론적 발생의 근원시작

에서 성적인 것 전체로 존재하던 섹슈얼리티가 점차 이분법적인 성적 차이

로 대체되는 발생의 과정을 나타냄으로써 여성적 체현의 문제를 해명해 준

다. 최초로 근원설립된 지향적 작용의 타당성은 이후 반복적인 연상적 전이

에 의해 수동적인 영역에서부터 타당한 것으로 고정되고, 이는 습성적 통각

체계를 형성함으로써 더 이상 반성적으로 의식되지 않는 일종의 ‘자연’으로

서 여겨지게 된다. 수동적 영역에 침전된 성적 차이의 타당성은 이후의 지

각적 경험의 지평을 윤곽 지으며, 나아가 의식적인 판단과 가치평가에까지

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성적 차이는 신체적 주체가 그를 둘러싼 

생활세계의 요청에 응답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형성되는 습성적 통각체계의 

작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성적 차이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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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 주체가 세계-에로-존재로서 세계와 관계 맺으며 실재적으로 경험하는 

실존적 삶의 양태의 발현이며, 이는 신체적 주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체화된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메를로-퐁티 현상학이 선취한 신체적 주체와 세계에 대한 이

해 위에서, 메를로-퐁티가 다루지 않았던 성적 차이에 주목함으로써 결과적

으로는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을 넘어서는 성적 차이의 현상학을 전개하고

자 하였다. 하지만 새롭게 제시되는 성적 차이의 현상학적 테제들은 메를로

-퐁티가 추구했던 현상학의 근본이념에 한층 더 부합하는 방식으로 그의 

철학을 재해석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메를로-퐁티 현상학과의 단절이 아닌 

연속적 확장으로 볼 수 있다. 메를로-퐁티 현상학이 성차적 요소를 간과함

으로써 신체적 주체 일부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현상학에 국한되었다면, 성

적 차이의 현상학은 기존의 이론이 다루는 신체적 주체의 범위를 확장하여 

보다 사실성의 차원에서 직접적 경험에 가까운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 즉 

기존의 본질학으로서의 현상학적 측면에 실존적인 사실학으로서의 측면을 

보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메를로-퐁티 현상학에 대한 비판적 독해는 이

론으로서의 메를로-퐁티 현상학 자체의 내적 지평의 확장과 더불어 실천적 

운동으로서 현실에 참여하는 외적 지평의 확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도약의 

지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성적 차이, 세계-에로-존재, 생활세계, 발생적 현상학, 습성적 통각

체계, 지향적 삶의 양식, 신체도식, 신체이미지, 거식증

학  번: 2012-2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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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입문적 고찰

   1장. 논문의 개요

   1절. 논문의 문제의식

   1. 성적 차이의 현상학

   메를로-퐁티의 『지각의 현상학』1)은 기존의 신체/정신의 이분법적 구

도를 벗어나 ‘세계-에로-존재’로서 신체적 주체와 세계의 관계에 주목함으

로써 인간의 경험을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메를로-퐁티는 일체의 객관

주의적 사유를 거부하며 체험된 공간성과 시간성을 토대로 ‘체험된 세계’에 

대한 우리의 직접적인 경험 그 자체를 기술하고자 하였다. 후설로부터 시작

하였던 “사태 그 자체로”의 언명은 메를로-퐁티에게 이르러 하나의 실천이

자 운동인 현상학의 가장 근본적인 태도로 자리 잡았다. 메를로-퐁티가 ‘지

각’을 그의 철학적 주제로 삼았던 것은, 이처럼 사유에 앞서 실재하는 세계

와 자기 것으로서 고유한 신체의 소박한 접촉에 주목하기 위함이었다. 그리

하여 메를로-퐁티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했던 것은 생생하게 살아있는 

경험 그 자체이다. 이는 곧 반성적 의식에 의해 추상화되지 않은 ‘내가 살

고 있는’ 것으로서의 세계와, 그 세계 속에 있으면서 동시에 세계로 향해 

나아가는 세계-에로-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은 필연적으로 실존적 현상학 일 수밖에 

없다. 신체적 주체가 세계-에로-존재로서 세계 속에 거주하면서 세계를 향

해 나아가는 신체를 자신의 존재 근거로 가지는 이상, 이러한 신체로서의 

주체는 자신의 신체를 통해 세계 속에 닻 내린 채로 언제나 특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존재인 것이다. 신체적 주체는 텅 빈 진공상태에서 무한히 자유

롭게 자신의 행위를 수행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간과 공간, 의미

1) Merleau-Ponty, Maurice. Phénoménologie de la perception. Paris: Gallimard. 1945. 
(이하 PP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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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들, 신체적 관점들 속에서 경험하는 가운데 스스로를 기투하면서 세계

에 참여한다. 따라서 메를로-퐁티의 신체적 주체는 실존적인 주체이다. 메

를로-퐁티 현상학과의 비교·분석 속에서 본 연구가 제시하는 ‘성적 차이의 

현상학’ 또한 이러한 실존적 주체, 나아가 실존적 현상학의 맥락과 맞닿아 

있다. 내가 살고 있는 것으로서의 세계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은 모든 신체

적 주체들에게 각기 다르게 이루어지며, 이는 특정한 범주체계에 이르러 더

욱 확연한 차이를 드러내게 된다. 본 논문은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이 선취

한 신체적 주체와 세계에 대한 이해 위에서, 메를로-퐁티가 다루지 않았던 

실제적 경험과 연관된 ‘차이’에 주목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을 넘어서는 성적 차이의 현상학을 전개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러한 

‘넘어섬’은 어디까지나 메를로-퐁티의 이론과 ‘더불어’ 진행되며, 새롭게 제

시되는 성적 차이의 현상학적 테제들은 메를로-퐁티의 이론을 폐기하는 것

이 아니라, 그가 추구했던 현상학의 근본이념2)에 한층 더 부합하는 방향으

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실존적 현상학으로서 성적 차이의 현상학은 신체적 주체가 실재적으로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맥락에서 드러나는 침전된 역사성, 구체적으로는 습

성적 통각체계의 형성과정을 통해 신체적 주체의 실존적 조건을 탐구한다. 

이러한 작업은 후설의 이론을 도입하여 발생적 현상학적 관점에서 헐어내

기·쌓아가기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가능하다. 이로써 우리는 한 자아주체가 

처해진 ‘상황’이 의미화와 필연적인 연관을 맺으면서 그 주체의 정체성을 

결정짓고 나아가 존재방식마저도 틀 지운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는 

신체적 주체가 단지 성별 중립적이며 익명적인 주체가 아니라, 성적 차이를 

지니는 성적 주체임을 드러낸다. 성적 차이의 현상학은 성차를 중심으로 성

적 주체로서의 신체적 주체와 그에 상관적으로 드러나는 세계와의 관계를 

2) 『지각의 현상학』 서문에서 메를로-퐁티는 현상학이란 무엇인지 묻고, 스스로 그에 대
한 의미를 규정하고 있다. “현상학, 그것은 본질들에 대한 연구이다. 현상학에 따르면, 모
든 문제들은 본질을 정의하는 것으로 귀착한다. … 그러나 현상학, 그것은 또한 본질을 
실존 속에 다시 되돌려 놓는 철학이며 인간과 세계를 그들의 ‘사실성’에서 출발하지 않고
서 다른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철학이다.”(PP, ⅰ. 강조는 필자) 성
적 차이의 현상학은 메를로-퐁티가 강조했던 ‘사실성’이 성차의 측면을 간과해서는 제대
로 기술될 수 없다고 파악하며, 이로써 현상학이 현상학이기 위해서는 그 ‘성적 차이’의 
문제가 해명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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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며 이를 위해 발생적 과정 속에서 전개되는 젠더 지각의 형성과정과 

현실적인 그 작동과정을 고찰할 것이다.

   2. 실존적 의미에서의 성적 차이

   성적 차이의 현상학에서 논의되는 성차3)는 양의적인 특성을 지닌다. 앞

으로의 논의에서 우리는 헐어내기 분석을 통해 도달한 발생의 가장 근원적

인 지점에서 이분법적인 성적 차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는 오직 근원본능을 담지한 자아극4)이 존재할 뿐 생활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차후적인 지향적 삶의 조건 등은 아직 형성되지 않았

기 때문이다. 최초의 발생 지점에서 신체적 주체는 남성적인 혹은 여성적인 

신체가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성적 가능성들이 분절되지 않은 채 서로 깊

이 내적으로 침투하여 혼재되어 있는 다양한 성적 차이들을 지닌 주체이다. 

따라서 한편으로 이분법적 의미의 성차 자체는 허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삶의 

맥락에서 현실적으로 작동하는 성차는 지극히 실재적이고 사실적이다. 우리

는 너무나도 명백하게 성차에 대한 지각적 경험의 진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젠더 지각은 단순히 남성/여성의 개념적 범주틀로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한 자아주체의 행위양식과 더불어 스스로에 대해 경험하고 파악하는 

존재방식을 규정한다. 따라서 우리의 논의에서 이분법적 성차 자체는 근본

3) 성차의 개념 규정과 관련해 성차가 곧 성(sexualité)과 동일시되는 것은 아니다. 성차가 
허구적이라는 주장은 애초에 인간에게 ‘섹슈얼리티’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
하지 않는다. 섹슈얼리티는 단지 이분법적인 (생물학적 혹은 사회적 의미의) 남성 혹은 
여성으로만 규정되지 않으며, 이분법적 틀 속에 포섭되지 않는 무수한 다양한 실존적 의
미의 섹슈얼리티들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본 논의에서 ‘성적 차이’라는 것은 현실
에서 지향적 삶의 양식과 관련한 이분법적인 성차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며, 애초에 성
차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때의 ‘성차’는 섹슈얼리티 자체를 무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분법적 의미의 성차가 허구적임을 의미한다.

4) 후설의 고유한 개념인 ‘자아극(Ichpol)’은 의식의 지향성이 드러내는 이중의 극성
(Polaritä), 곧 자아극과 대상극(세계극)에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후설이『이념들Ⅱ』에
서 설명하는 자아극은 의식작용이 발현하는 근원으로서 설명될 뿐만 아니라 의식 작용을 
넘어서는 다양한 체험에 대한 내적 시간의식의 통일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 언급된다. 이
러한 자아극으로부터 나아가 자아는 과거 체험들의 침전으로서 습성을 지닌 ‘습성적 자
아’로도 명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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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구체적인 본질이 아니라는 점에서 허구적이지만, 그것이 현실적인 

생활세계에서 작동하는 방식은 실재적이라고 할 수 있다.5) 이제 우리는 일

상생활 속에서의 성차의 경험을 실마리 삼아 발생적 과정 속에서 전개되는 

성적 차이의 습성적 통각체계의 형성과정에 주목할 것이다.

   현상학적 논의에서 성차의 강조와 더불어 반드시 해명되어야 할 것은 성

차의 개념 규정이다. 성차는 단순히 기존의 섹스/젠더에 따른 남성과 여성

의 구분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며, 실존적 현상학의 맥락에서 그 신체적 주

체가 처해 있는 상황과 그 속에서 세계와 관계 맺는 양상을 통해 드러나는 

일종의 ‘지향적 삶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본고에서 언급되는 성차는 

생물학적(섹스)이나 사회문화적(젠더) 의미에서의 남성과 여성이 아니며, 세

계를 향하는 지향적 삶의 양식들 간의 차이를 지칭하는 실존적인 구분이다. 

또한 비록 일상적인 생활세계에서 여성적 삶의 양식은 생물학적 여성과 상

당부분 겹쳐지지만, 생물학적 여성 중에서도 남성적 삶의 양식을 구현할 수 

있으며 그 반대 또한 가능하다는 점에서 여성적 삶의 양식과 생물학적 여성

을 동일시할 수는 없다는 점을 언급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성차를 통해 

드러나는 남성성 혹은 여성성은 그 신체적 주체의 고유한 본질적 속성이 아

니라, 생활세계 속에서 침전되어 형성된 습성적 통각체계에 의해 체현되어

진 ‘지각적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성적 차이의 현상학은 성차의 실존적 의미를 토대로 하여, 역사적이며 

문화적으로 맥락화된 상황 속에서 의미화에 연관된 ‘체화된 주체’로서의 성

적 주체를 다룬다. 이는 성차가 ‘어떻게’ 실존적인 신체적 주체들에게 구현

되는지, 나아가 그러한 성차의 메커니즘을 통해 형성된 여성적 삶의 양식이 

드러내는 실재적인 경험의 양태를 현상학적으로 기술하려는 시도이다. 그러

5) 이러한 본고의 핵심 테제는 현실적인 생활세계에서 실존하는 신체적 주체들의 삶의 원본
적 양상이 이분법적 성차가 아닌 다양한 차이와 가능성으로서의 섹슈얼리티 자체임을 함
축한다. 허구적이면서 실재적인 성차의 양의성은 섹슈얼리티로 통합되며 사실상 표층의 
생활세계에서 드러나는 공고한 이분법적 성차 범주는 이러한 섹슈얼리티를 극단적인 두 
양상으로만 발현되게 함에 따른 부수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주장은 성차
에 관련된 여타 이데올로기들을 걷어 내고 현전하는 것으로서 세계 속에 거주하는 신체
적 주체의 본질적이며 동시에 사실적인 측면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를 지닌다. 즉 무에
서 유가 나온 것이 아니라, 유(무수한 다양성)에서 유(제한된 두 가지 범주)로 나타난 것
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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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성적 차이의 현상학에서 성차는 발생적인 것이며 한 신체적 주체에 대

해 특정한 상황적 맥락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세계와의 관계맺음에서 발원

한 파생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분법적 성차의 가치적이고 규범적인 내

용들은 애초부터 자연스러운 본성이 아니라 각 신체적 주체들에 의해 반복

적으로 수행되고 침전되면서 드러난 성적 체현의 효과들인 것이다.

   

   2절. 해석상 쟁점과 비판

   성적 차이의 현상학은 메를로-퐁티 현상학의 여성주의적 재해석 및 재

구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른바 메를로-퐁티 현상학이 간과했던 성차의 

문제를 논의의 중심에 놓고 성적 주체로서의 신체적 주체와 생활세계의 관

계를 재구성하는 시도인 것이다. 메를로-퐁티가 지향한 현상학의 근본이념

은 생생하게 살아있는 직접적 경험으로 복귀하는 것이며, 곧 어떠한 반성적

인 의식의 개입 이전에 고유한 신체적 주체와 세계 간의 소박한 접촉을 회

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메를로-퐁티는 자연적 태도에서 ‘미리 주어져 

있는 세계’에 대한 반복적인 타당성 수행에 대해 판단중지하고 태도변경을 

통해 의미연관체로서의 세계와 주체의 관계를 탐구하였다. 하지만 한 시대

에 속한 철학자 개인으로서의 메를로-퐁티에게 있어서 성별 이분법적 범주

는 현상학적 논의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지 않았고 따라서 판단중

지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메를로-퐁티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가 몸 담고 살아갔던 당대의 사회적, 문화적 인식에 비추어보아 성차의 문

제가 전혀 주제적으로 등장하지 않았다는데서 기인한다. 따라서 성차에 관

련해 메를로-퐁티의 관점은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를 통해 지적

하고 싶은 점은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에서 성차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은 

것이 성차의 실체성에 대한 전면적 부정에서 기인한 것도 아니며, 현실적 

차원에서 드러나는 사실로서 판단중지 되었기 때문도 아니라는 것이다. 오

히려 남성 철학자의 시선에서 성차는 경험을 구성하는 자연적 본질로 간주

되어 판단중지 되지 못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6)     

6) 『지각의 현상학』의 「성적 존재로서의 신체」와 같은 장은 이러한 성차에 대한 판단중
지의 실패와 그로인한 이분법적 성차의 허구성에 대한 이해의 부재로 인해 지배적인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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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를로-퐁티의 현상학 이론에 재해석이 요구되는 것은 이러한 성차의 

문제가 간과되었다는 것과 더불어 이러한 간과 혹은 배제가 현상학의 근본

이념과 관련해 결정적인 한계 지점을 노정하기 때문이다. 여성적인 신체적 

주체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실존적 상황으로서의 세계는 남성적인 신체적 주

체가 경험하는 세계와는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며, 이것이 여성적인 신체적 

주체의 존재방식을 비롯한 지향적 삶의 양식을 결정짓는다. 이는 단지 표층

적인 일상적 삶의 영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가장 근원적인 경험의 발생 

지점에서부터 형성되어 전개되는 역사성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역사성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습성적 통각체계의 형성과정으로 나타나는데, 세계와 

신체적 주체 사이의 상호공조로서 형성되는 습성은 이후 성적 주체의 근원

적인 지향성 및 실존의 운동을 특정한 양태로 규정하게 된다. 우리가 일상

적인 생활세계에서 경험하는 젠더 지각은 이러한 발생적 과정의 산물로서 

드러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실존적 상황에 대한 고찰 없이 보편적인 경험 

일반을 기술한다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 일부의 신체적 주체에게만 타당한 

절반의 현상학에 머무르게 될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성차를 고려한 성적 

차이의 현상학은 메를로-퐁티의 이론에 대한 보충으로서 이론 자체의 적용 

폭을 넓힐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함과 더불어 단순한 응용 현상학에 한정되

지 않고 현상학의 근본이념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

다.

   

   3절. 논문의 구체적인 전개 방법

   성적 차이의 현상학은 세계-에로-존재로서 성적 주체와 그에 상관적으

로 드러나는 세계와의 관계에 주목하여 성차의 발생적 형성과정을 분석한

다. 이로써 메를로-퐁티 현상학에서 구체적으로 해명되지 않았던 여성적인 

신체적 주체의 경험을 심층적 차원에서부터 표층적인 차원에 이르기까지 현

상학적으로 드러내 보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논문의 구성은 크게 ‘생활세

계’와 성적-주체로서의 ‘신체’에 대한 현상학적 기술로 이루어지며, 각각 3

성적 시각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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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생활세계와 습성적 통각체계의 형성”과 4부의 “여성적인 신체적 주

체: 신체도식과 신체이미지의 상관관계의 분석”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진

다.

   1부: 입문적 고찰

   1부에서는 성적 차이의 현상학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논문의 개

요를 다룬다. 1장은 성적 차이의 현상학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문제 지점

과 더불어 메를로-퐁티 현상학과의 상관성을 분석한다. 2장은 구체적으로 

섹스/젠더 논의에서부터 시작하여 초월론적 문제로서 성차 의미 구성이 어

떻게 형성되는지와 관련해 발생적 현상학적인 방법론을 도입한다. 또한 본

고에서 논의되는 ‘여성’이 어떠한 의미로 규정되는지와, 이것이 실존적 현상

학으로서 성차와 맺는 연관성을 드러낸다. 이로써 여성의 범주가 생물학적 

결정론이나 순수 사변적인 담론에 따른 것이 아니라 역사적, 문화적으로 맥

락화된 체현의 결과임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아울러 메를로-퐁티 현상학에 

대해 비판점을 제기한 기존의 여성주의적 연구들을 일별하면서 성차 문제에 

있어서 메를로-퐁티 이론의 긍정적 함의와 더불어 그 한계점을 밝히고자 

한다.

   2부: 실존적 현상학으로서의 지각의 현상학

   2부는 『지각의 현상학』을 중심으로 메를로-퐁티의 신체적 주체와 세

계와의 관계에 대한 전체적인 구도를 살펴본다. 지각적 경험은 생활세계의 

핵심이자 신체적 주체는 이 세계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지각자로서 존재한

다. 이러한 주체와 세계의 관계는 ‘세계-에로-존재’인 신체를 매개로 하여 

발생적 구성의 층들을 통해 전개된다. 2부 1장은 『지각의 현상학』의 논의 

구도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크게 신체와 지각된 세계로 나누어 ‘고유한 신

체’의 현상학적 의미와 감각, 공간, 사물과 자연적 세계, 인간적 세계의 다

층적 구조를 지닌 생활세계의 의미를 탐구한다. 2장은 1장에서 살펴본 메를

로-퐁티의 (신체)주체-세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성차의 관점에서 실존적 

주체의 삶의 형태를 분석할 것이다. 이는 우선적으로 메를로-퐁티의 현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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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설명이 드러내는 대상 설정과 방법의 한계를 다루고, 이어 메를로-퐁티

의 이론을 통해 성적 차이의 현상학을 수행한다는 것의 의의를 드러낸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성적 주체로서의 신체적 주체와 생활세계의 관계를 실존

적 차원에서 재해석하고, 나아가 성차를 고려한 현상학을 기획하게 될 것이

다.

   3부: 생활세계와 습성적 통각체계의 형성

   3부는 본격적으로 성적 차이의 현상학의 논의에 들어가면서 성차의 관

점에서 해석된 세계로서의 ‘생활세계’에 대한 분석에 해당한다. 생활세계는 

사실상 후설의 고유한 이론적 개념으로서 우리의 논의에서는 메를로-퐁티

의 ‘지각된 세계’ 개념을 명확화하며 보충해 주는 것으로 도입되었다. 메를

로-퐁티의 지각된 세계가 경험의 원초적 단계를 기술하는 데 주목하는 개

념이라면, 후설의 생활세계는 그와 더불어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사회적 세

계의 측면 또한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실상 메를로-퐁티의 지각된 

세계에서도 감각, 지각과 함께 인간적 세계, 상호주관적 세계를 다루고 있지

만, 후설의 생활세계는 그러한 측면을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해명한 것

이다. 1장은 생활세계 개념의 도입과 함께 후기 후설 현상학에서의 생활세

계적 의미를 고찰한다. 2장은 헐어내기 분석을 통해 도달한 생활세계의 근

원시작점으로부터 생활세계의 본질을 규정하고, 이 때 상호주관적 주체에 

상응하여 함께 드러나는 상호주관적 생활세계를 분석한다. 이는 이후 성적 

주체에 따라 다르게 경험되는 생활세계의 측면을 자연적인 맥락뿐만 아니라 

상호주관적인 사회적 맥락에서도 고려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궁

극적으로 성적 주체와 생활세계의 관계 맺음은 지향적인 삶의 양식을 통해 

구현된다. 

   3장은 이러한 신체적 주체와 세계의 관계 맺음의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

나는 습성적 통각체계의 형성과정을 다룬다. 메를로-퐁티가 파악하는 습성 

개념과 더불어 후설의 초월론적 습성이론을 통해 능동적 영역에서의 습성체

계와 수동적 영역에서의 습성체계의 메커니즘을 분석할 것이다. 이는 능동

적 영역에서의 근원설립, 침전, 반복으로 이루어지는 태도취함의 습성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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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 영역에서의 계속해서 타당함과 연상적 전이로 구성되는 통각체계와 능

력의 습성으로 해명된다. 또한 상호주관적 차원에서의 초월론적 습성을 다

룸으로써 개별 주체의 역사성을 넘어서는 세대 간 침전된 역사성의 차원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성적 주체의 습성적 통각체계 형

성과정을 살펴보고, 이는 기존의 성적 본질로 간주되었던 것이 사실상 반복

된 행위를 통한 습성으로서의 젠더 이데올로기 였음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성적 차이는 오직 발생적 산물이며, 이는 신체적 주체와 세계의 관

계 맺음이 습성적 통각체계로 형성되어 나감에 따라 구체화되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4부: 여성적인 신체적 주체: 신체도식과 신체이미지의 상관관계

   4부는 3부에서 논의한 생활세계에 상관적인 신체적 주체의 측면에서 성

적 주체를 다룬다. 성적 주체는 구체적으로 여성적 삶의 양식을 체현한 주

체로서 나타나며, 이는 암묵적 앎의 차원에서의 신체도식과 반성적인 의식

적 차원에서의 신체이미지로 드러난다. 1장은 메를로-퐁티 현상학에서 기술

되는 신체도식 개념을 살펴보고, 그 특징으로서 고유한 신체적 공간성과 신

체적 운동성의 측면을 분석한다. 2장은 신체도식에 관한 메를로-퐁티의 설

명 틀 위에서의 비교·분석을 통해 여성적인 신체적 주체의 신체도식을 논의

한다. 여성의 신체도식은 신체적 실존으로서의 습성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

으며, 이에 따라 신체적 공간성과 운동성이 왜곡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는 성적 주체에 대해 특수하게 드러나는 비체화(abjection), 대상화의 문

제와 관련되어 있다. 3장은 이러한 여성적인 신체적 주체의 왜곡된 신체도

식으로 인해 왜곡된 신체이미지의 현상을 거식증을 통해 분석한다. 거식증 

사례는 여성적 신체도식과 신체이미지 간의 상관관계를 드러내며 여성적인 

신체적 주체가 처해 있는 실존적 상황에 대한 실제적인 예시로서 기능한다. 

또한 메를로-퐁티의 환상지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메를로-퐁티 현상학이 

보편 일반 주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일부 (남성적) 신체적 주체에 

한정된 논의였음을 밝히고, 그러한 이론 틀로서 해명될 수 없는 특수한 여

성적 경험의 맥락을 기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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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부: 결론

   5부는 본고에서 다루어졌던 논의들을 토대로 탐구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정리하게 될 것이다. 이는 성차를 고려한 생활세계 연구의 의의와 신체화된 

성적 주체의 실존 구조를 고찰하고, 나아가 성적 차이의 현상학이 메를로-

퐁티 현상학 체계에서 지니는 함의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탐구 과제를 언급하면서 글을 마무리할 것이다.

   2장. 성적 차이의 현상학 논의의 전개

   1절. 논의의 중심문제

   성적 차이에 관련한 현상학적 논의는 기존의 현상학 전통 안에서 이제껏 

주제화되어 명시적으로 다루어진 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새로운 것은 아니다. 메를로-퐁티는 인간의 실존적 삶의 양태와 관련해 

『지각의 현상학』의 한 장에 걸쳐서 「성적 존재로서의 신체」를 다루고 

있다.7) 또한 후설은 『유럽학문의 위기와 초월론적 현상학』8)에서 ‘성의 문

제’를 일종의 “세계사건(worldly occurrence)”으로서 제시하며 그 의미를 초

월론적 구성의 차원에서 탐구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9) 이는 성의 문제, 

7) 이후 상론하겠지만, 「성적 존재로서의 신체」에서 다루고 있는 성적 차이, 성적 욕망은 
기존의 이성애적인 섹스/젠더 이데올로기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에서 페미니스트
들로부터 주된 비판의 대상이 된다. 메를로-퐁티의 이와 같은 입장은 ‘성적 차이의 현상
학’을 통해 해명될 특정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실존적 주체 차원에서의 성적 차이의 
담론과는 거리가 있다. 비록 맥락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성적 
차이’라는 개념을 메를로-퐁티 또한 다루었다는 점을 나타내기 위해 언급하였다.   

8) Husserl, Edmund. The Crisis of European Sciences and Transcendental 
Phenomenology. Trans. David Carr. Evanston: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70. 
(이하 Crisis로 표기)

9) 후설은 『위기』의 제3부에서 이미 우리에게 선소여되어 있으나 그 토대적 지위에 대해 
망각된 생활세계로 되돌아감으로써 현상학적 초월론적 철학에 이르고자 하는 철학적 기
획을 제시하고 있다. 제3부의 말미에서 후설은 몇 가지 초월론적 문제들을 언급하고 있
는데, 각각 발생의 문제(Generativität), 초월론적 역사성(Geschichtlichkeit)의 문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 실존의 본질 형식에서부터 초월론적이고 절대적인 의미화까지 소
급해가는 초월론적 탐구의 문제가 그것이다. “나아가, 탄생과 죽음의 문제, 세계 사건들
로서 탄생과 죽음의 의미에 대한 초월론적 구성의 문제, 그리고 성의 문제(the problem 
of the sexes)가 있다.” (Crisis, 188 *영역본 쪽수) 발생적 현상학의 관점에서 성적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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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성차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신체적 주체가 세계 속에 몸 담은 채 살

아가면서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을 통해 초월론적으로 구성되는 의미에 연

관되어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성적 차이의 현상학이 ‘보편학이며 엄밀학’

인10) 현상학의 본령과도 무관하지 않으며, 그로 인해 그 점에 있어서 오히

려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이러한 함의에서 기인한다. 이른바 성

차의 문제는 특히 발생적 현상학의 관점에서 경험의 발생과 침전, 통합의 

역사와 별개의 것이 아니며, 상황 속에 거주하는 신체적 주체의 존재와 그 

의미 구성에 관한 현상학적 분석에 있어서도 그 논의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적 차이에 대한 현상학적 논의가 기존의 현상학 담론 체계 내

에서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일종의 “방법론적 긴장(methodological 

tensions)”11)에서 기인하였다. 즉 경험의 본질을 탐구하는 현상학적 주제들

이 초월론적 자아와 일상적 자아를 구분하고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을 수

행함으로써 도달하는 초월론적 자아에 주목할 때, 성적 차이에 대한 논의는 

아직 환원이 수행되기 이전의 경험적이고 일상적인 자아에 한정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성적 차이의 현상학의 탐구대상이 오직 자연적 

태도의 일반정립에서 나타나는 경험적 자아에 국한되어 있으며, 본질로서의 

초월론적 자아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파악한다. 하지만 성적 차이의 현상학

에 대한 이와 같은 이해는 정당하지 않다. 우선 후설이 제시하는 태도변

경12)으로서의 환원에 대한 개념적 규정에 입각하여, 초월론적 자아와 경험

의 현상학적 논의는 이러한 발생, 역사성, 초월론적 탐구의 문제의 주제가 되며 실존적 
현상학적인 함의를 지니고 있다.

10) 후설은 현상학적 탐구의 핵심이 사태의 ‘본질탐구’라고 보았고, 이러한 현상학은 이론적 
차원에서 보편성과 엄밀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19세기 중후
반부터 유럽 전반에 널리 퍼진 실증주의 철학들에 대한 비판으로서 제기되었다. 따라서 
현상학의 이념은 모든 것들의 정초 토대로서 총체적이자 보편적인 관점에서 적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의 뿌리”로서의 학이면서 동시에 각각의 다양한 사태에 적합성을 지니는
(“사태 자체로”) 엄밀성을 지닌 학으로 정립되고자 하는 것이다. 실증주의의 여러 갈래들
과 후설의 비판적 분석, 보편학이면서 엄밀학으로서의 현상학적 이념에 대한 개괄은 다
음을 참조할 것. 이남인. 『현상학과 해석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p.22-47.

11) Heinämaa, Sara and Rodemeyer, Lanei. “Introduction.” Feminist Phenomenologies. 
Spec. issue of Continental Philosophy Review 43.1 (2010): 4-5.   

12) 태도란 “한 주체 또는 다수의 주체들이 어떤 특정한 주도적인 관심에 따라 세계 전체를 
바라보고 그것을 대하며 살아가는 통일적인 관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언제나 주체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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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자아는 존재론적으로 분리된 두 개별적인 실체가 아니다. 초월론적 자아

는 일상적 자아에 대해 환원의 방법적 전단계로서 판단중지하고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을 통해 드러나는 일종의 반성적 변양인 것이지 그 자체가 일

상적 자아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적 차이의 현상학이 

일상적인 삶의 지평 속에서 나타나는 경험적 자아를 다룬다고 할지라도 그

러한 경험적 자아는 그것이 구성되어 현재적으로 작동하기까지의 무수한 층

위들을 포괄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그 기저의 초월론적 자아까지도 성적 차

이의 현상학의 논의 대상에 포함된다. 

   다른 한편, 이는 현상학의 본성과도 맞닿아 있다. 메를로-퐁티는 『지각

의 현상학』 서문에서 현상학은 본질에 대한 연구임과 동시에, “본질을 실

존 속에 다시 되돌려 놓는 철학”(PP, ⅰ)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성적 차이

의 현상학은 우선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경험의 양상 차이를 일종의 실마리

로 삼아 단계적 판단중지를 수행하는 각각의 환원을 통해 점차 근원지점으

로 소급해 들어가게 된다. 이는 헐어내기(ab-bau)분석을 통해 경험을 구성

하는 각 층위를 드러내고, 그렇게 도달한 가장 최초의 발생지점에서 다시 

쌓아가기(auf-bau)분석을 통해13) 현실적인 경험의 차이가 어디서 기원하는

지를 탐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헐어내기·쌓아가기 분석은 노에마-노에시스 

보편적 상관관계의 선험14)에 의해 주체와 세계 각각에 대해 수행될 수 있

떤 태도 속에서 세계를 경험하며 세계 또한 특정한 의미로서 채색된 것으로 주체에게 현
출한다. 태도변경은 이러한 다양한 태도들 사이의 이행가능성을 의미하며, 이러한 태도변
경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현상학적 환원이 존재한다. 이를테면 자연적 태도에서 태도변
경을 통해 초월론적 태도로 이행해 갈 수 있으며 이것이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이고 이
를 통해 새로운 사태가 개시된다. 현상학적 환원에 대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 

   이남인. 「현상학적 환원과 현상학의 미래」. 『철학과 현상학 연구』 제54집, 한국현상
학회. 2012. p.99 이하.

13) 발생적 구성에서 다양한 단계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헐어내기·쌓아가기 분석이 필수적
이다. 헐어내기 분석은 높은 단계를 추상하여 낮은 단계로 내려가면서 초월론적 발생의 
최종적인 근원을 찾는 것인데, 이른바 구체적으로 서로 구별되는 다양한 발생적 구성의 
층들을 위에서부터 하나씩 헐어나가는 작업을 지칭하는 것이다. 반면 쌓아가기 분석은 
헐어내기의 역순으로서 앞선 작업을 통해 드러난 단계들을 다시 낮은 단계부터 높은 단
계로 재구성해 나가는 것이다. 이때 주목해야 할 점은 아래에서 위로 이행할 때 그 이행
을 가능하게 해주는 동기가 무엇인지 해명하는 것이다. 헐어내기·쌓아가기 분석은 정적 
현상학, 발생적 현상학 각각에서 모두 가능하며 이 때 정적에서는 타당성 정초관계를, 발
생적에서는 발생적 정초관계를 탐구한다는 차이가 있다.

14) 지향성은 의식작용과 그 작용의 대상, 곧 의식하는 대상의 양 측면으로 이루어지며, 후
설은 우리의 의식에 의해 지향된 대상 그 자체를 노에마(Noema)라고 부르고, 이러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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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분석들을 통해 밝혀지는 것은 일상적인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의 표층부터 가장 심층적인 초월론적 모나드의 총체인 세계까지이며 그 

가운데 드러나는 ‘두께’는 무수한 침전과 반복을 통해 형성된 습성체계 전

체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성적 차이의 현상학이 그 논의 대상으로 삼고 있

는 것은 경험적 자아뿐만 아니라 초월론적 자아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본 논의에서 성적 주체로서 초월론적 자아와 함께 다

루어지는 경험적 자아는 본질에 대한 파악 이후에 다시 재구성한 존재로서 

간주되어야 하며, 단순한 경험과학 또는 응용현상학으로서 사실적 현상학의 

대상과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성적 차이의 현상학은 발생적 현상학의 방법론적 입장을 취한

다. 우선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상학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이 둘

은 ‘현상학의 두 얼굴’로서 구성적 현상학에 속한다. 현상학은 지향성의 다

양한 본질유형에 따라 기술적 심리학과 구성적 현상학으로 나뉘는데, 그 중 

구성적 현상학은 주어진 낮은 통일체로부터 더 높은 통일체를 파악하는 구

성에 의해 현상학적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는 다시 지향적 지시연관의 

차이에 의해서 타당성 연관에 대해서는 정적 현상학적 분석을, 발생적 연관

에 대해서는 발생적 현상학적 분석을 각각 수행한다. 즉 정적 현상학은 타

당성 정초의 구조를 밝히며 발생적 현상학은 시간적 이행에 따른 발생적 정

초의 구조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15) 발생적 현상학이 구성 

자체를 시간적 현상으로 파악함에 따라서 초월론적인 발생적 현상학은 초월

론적 자아의 습성적 통각체계가 형성되는 과정과 함께 이렇게 형성된 통각

체계가 대상적 통일체들을 구성하는데 있어 영향을 끼치는 작동 과정을 해

명하는 것을 과제로 한다.

에마를 지향하는 의식의 작용을 노에시스(Noesis)라고 불렀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지향
적 체험 일반에서 모든 노에시스는 반드시 그 상관자로서 각각의 노에마를 지니므로, 노
에마와 노에시스는 일종의 맞짝 개념으로서 평행관계(Parallelismus)를 이룬다. 이러한 평
행관계는 의식의 지향성을 특징짓는 선험적(a priori)이자 보편적 상관관계로도 명명된다.  

15) 정초 관계, 지향적 지시연관, 근원의 문제를 기준으로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상학을 
구분하는 것은 다음을 참조할 것. 

   Lee, N.-I. Edmund Husserls Phänomenologie der Instinkte.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3. (Edmund Husserl’s Phenomenology of Instincts. Trans. 
Elizabeth A.Benke. p.15-32.) (인용 쪽수는 영역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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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적 현상학의 논의 구도 안에서 경험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 정초하고 정초 받으며 지시적 연관을 형성한다. 이 때 초월론

적 자아는 정적 현상학에서와 같이 점적이고 논리적인, 공허한 자아극이 아

니라 보편적 발생의 통일성 안에서 침전되고 통합되는 무한한 연관을 담지

하는 자아극이 된다. 이른바 발생적 현상학에서의 초월론적 자아는 세계 속

에 거주하면서 침전된 역사성으로서의 습성을 지닌, 이른바 내용적으로 풍

부한 자아인 것이다. 이를 통해 초월론적 자아는 그 구체적인 완전한 규정

에 있어서 오직 “습성의 자아(Ich der Habitualität)”16)라는 주장도 가능하

게 된다. 따라서 성적 차이의 현상학은 이미 구성된 대상의 타당성 정초를 

탐구하는 정적 분석이 아닌, 형성되는 과정과 그 현실적 작동과정에 주목하

여 신체적 주체가 처해있는 상황과 역사성을 다루는 발생적 분석을 방법론

적 입장으로 취하게 되는 것이다.

 

“발생적 지향 분석은 그 안에 모든 의식과 그 지향적 대상 자체가 있

는 전체적인 구체적 연관을 향한다. 그러면 곧 가령 능동적으로 판단

을 수행하는 자가 있는 상황(Situation)에 속하는 다른 지향적 지시들

을 묻게 된다. 그리하여 이와 더불어 삶의 시간성의 내재적 통일성을 

묻게 된다. 이 삶은 시간성 안에서 자신의 ‘역사’를 가지는데, 그리하

여 시간적으로 등장하는 모든 개별적 의식 체험이 자기 자신의 ‘역

사’, 즉 자신의 시간적 발생을 가진다.” (Hua ⅩⅦ, 316)17)

   성적 차이의 현상학은 발생적 현상학의 관점에서 경험적/일상적 자아와 

더불어 그것의 반성적 변양으로서의 초월론적 자아까지를 포함하는 주체와 

세계의 관계를 논의의 중심문제로 다룬다. 또한 시간적인 이행의 흐름 속에

16) 김기복, 「습성의 현상학: 에드문트 후설의 초월론적 습성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13. p.8. 김기복은 이 논문에서 발생적 현상학을 통해 의식 체험들 사이의 
발생적 연관을 탐구하면서 초월론적 습성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습성이 어떻게 지향적 
체험들의 발생적 연관 속에서 형성되고 현실화되는지를 시간적 차원에 주목하여 근원설
립(Urstiftung), 침전(Sedimentierung), 반복(Wiederholung)이라는 초월론적 발생으로 분
석한다.  

17) 김태희, 「후설의 현상학적 시간론의 두 차원: 정적 현상학적 분석과 발생적 현상학적 
분석」,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11. p.2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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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생적 과정들을 통해 드러나는 실존적 삶의 양태의 차이, 침전된 역사

성의 차이 등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는 일상적 삶의 구조와 그 경험의 의미

를 실마리로 삼아 분석될 것이며, 따라서 성의 문제는 의미의 초월론적 구

성의 측면에서 현상학적으로 재발견되고 재평가될 것이다. 

   2절. 성적 차이의 본질에 대한 물음과 여성의 범주 규정

   성적 차이의 현상학을 전개하기에 앞서 일종의 예비 작업으로 ‘성적 차

이’의 개념 규정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른바 성적 차이가 남성과 여성의 

본질적 차이를 상정하고 있는 것인지, 나아가 남성과 여성이라는 구분 자체

는 섹스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젠더에 기반한 것인지에 대한 해명이 요구

되고, 만일 그 두 가지 모두를 부정한다면 무엇으로서 성적 차이가 나타나

는 신체적 주체, 즉 성적 주체를 규정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될 것이다. 이

후 상론하겠지만, 본고에서 필자는 성적 차이의 양의적인 속성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즉 성적 차이를 정적인 본질로 간주했을 경우, 그

러한 여성성 혹은 남성성 자체는 허구적이고 신화적이다. 그러나 성적 차이

를 실존적인 일반성의 차원에서 접근했을 때 이는 매우 실재적이고 현실적

인 것으로 나타난다. 정리하자면 성차를 고정적인 본질로서 상정할 때 실제

로 남성과 여성의 경험의 본질 구조는 다르지 않다는 측면에서 이분법적인 

성적 차이 자체는 허구적이나, 그것이 경험의 침전과 의미의 초월론적 구성 

속에서 전개됨에 따라 생활세계 내에서 현실적으로 작동하는 성적 차이의 

‘효과’는 실재적이라는 것이다. 하이네마(Sara Heinämaa)는 현상학적인 관

점에서 지향적이고 시간적인 개념들을 사용하여 이러한 성적 차이를 “지향

적 삶의 양식들(styles)간의 차이”18)라고 규정한다. 성적 차이는 존재론적으

로 구별되는 두 실체들 간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경

험 가능한 대상들과 관계 맺는 방식, 그 양상의 차이로서 드러나는 것이다. 

18) Heinämaa, Sara. “Sex, Gender, and Embodiment.” The Oxford Handbook of 
Contemporary Phenomenology. Ed. Dan Zahavi.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236 이하. 하이네마는 페미니스트 현상학을 전개하면서 남성임/여성임이라는 성
적 정체성에 대한 물음을 인간 체화(human embodiment)의 관점에서 지향적 삶의 방식 
차이로 접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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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리의 논의 맥락에서는 신체적인 주체와 세계가 관계할 때, 모든 

신체적 주체가 자연적이고 보편적인 방식으로 세계와 지향적 연관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성적 주체에 따라 지향적 연관을 맺는 세계가 전혀 다른 방식

으로 각기 다르게 개시된다는 것에 주목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육화된 실존의 차이로서 ‘성적 차이(sexual difference)’는 기존

의 섹스 차이 또는 젠더 차이의 용어와도 구분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각각

의 차이들에 대한 개념적 명확화는 기존의 페미니즘 담론 내에서 이루어진 

섹스/젠더 구분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다.19) 섹스/젠더 구분을 정의하는 방

식에는 실체적(substantial)인 것과 기준적(criterial)인 방식이 있다. 실체적

인 관점에서 섹스는 신체적인 특징들, 가령 신체 형태나 구조, 물리적 구성 

등을 담지하는 것이고, 젠더는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특징들에 해당한다. 이

러한 정의 방식에 따르면 섹스로서의 여성 신체의 호르몬의 변화 등이 여성

성과 같은 젠더적 특징을 산출하는 근거가 된다. 다른 한편, 기준적인 관점

에서 섹스는 일종의 생물학적 결정론의 입장에 따라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

이며 젠더는 사회나 문화적 요소 등으로 인해 후천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후자는 문화 구성주의 등의 이론적 입장을 취하며 선소여된 신체 위에 문화

나 사회 규범 등이 각인된 것으로 본다.20) 하지만 섹스와 젠더에 관한 이러

한 구분들은 경험적 신체를 대상화하고 이념화한 학적 실천의 결과로서 이

해한 내용에 바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사태 자체로”의 현상학적 태도에서 

바라볼 때 이러한 구분 방식은 지각의 일차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사후적

으로 규정한 인과관계에 따라 조건화한 추정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분법적인 추정에서 인간을 이해할 때, 인간은 오직 두 가지 신체적 존재 

범주로만 나눠질 수밖에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섹스화된 몸 자체는 

일종의 ‘자연’으로서 담론 이전의 토대적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또한 젠더

19) 섹스/젠더 개념 구분에 대한 페미니즘 논의에 대한 역사와 구체적 분석에 대해서는 다
음을 참조할 것. Heinämaa, 2012. Gatens, Moira. “A critique of the sex/gender 
distinction.” Imaginary Bodies: Ethics, Power and Corporeality. London: Routledge. 
1996. Chanter, Tina. “Wild Meaning: Luce Irigaray’s Reading of Merleau-Ponty.” 
Chiasms: Merleau-Ponty’s Notion of Flesh. Eds. Fred Evans and Leonard Lawlor. 
New York: SUNY. 2000.

20) Heinämaa 2012, 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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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단순히 토대적인 신체 위에 각인된 사회 문화적 조건들로 간주할 때 몸

의 능동적인 행위자성은 박탈당하고 의미가 각인되는 표면으로서 수동적인 

지위로 전락하게 된다.

   그러므로 성적 차이의 현상학에 있어서 성적 차이는 생물학적 결정론에 

근거한 파악이나 구성주의적 해석을 거부하며, 어떤 종류의 정적인 본질을 

상정하는 이론적 입장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여성적 혹은 남성적 본질이라

는 것이 애초에 구분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각자의 신체적 주체가 

처해있는 상황이 그 주체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며, 신체는 그 자체로서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로-존재’로서 거주하는 세계라는 맥락 

속에서의 의미화와 필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우리에

게 주요한 문제로 드러나는 것은 수행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의미화가 이루

어지는 방식이 된다. 현상학적인 주체가 신체와 정신의 이분법을 넘어서 

‘체화(embodiment)된 주체’로서 등장할 때 이는 유아론적인 순수 정신이나 

기계적인 메커니즘이 적용되는 물질이 아니라, 상호주관적 경험 위에 설립

되는 주체이다. 성적 차이의 현상학에서 다루어지는 성적 주체는 이러한 체

화된 주체로서 세계 속에 살아가는 가운데 경험 가능한 대상들과 관계 맺는 

양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남성과 여성은 각자가 실존적으로 처

한 상황 속에서 전혀 다른 신체적 사건과 의미화를 경험하며, 그에 따른 결

과로서의 성차는 남성성 혹은 여성성에 대한 고정된 본질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구체성”21)을 함축하는 것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성적 주체로서의 여성을 현상학적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미 역사적이며 문화적으로 이분법적인 성별 범주를 통해 조직

된 세계라는 상황을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삼는 것이며, 또한 우리 사회의 

헤게모니적인 섹스/젠더 담론이 이러한 여성적인 신체적 주체들에 대해 특

정한 규범의 수행과 그 반복을 강요하며 그에 따라 매우 실제적인 실재성을 

창출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여성들은 불가

피하게 직접적으로 고통을 받게 되고, 심지어 세계와 소통하며 그 속에서 

살아가기 위한 방식에의 추구가 결국 삶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역설적 상

21) Gatens 199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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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 처하게 되기도 한다. 버틀러(Judith Butler)의 지적대로 우리 사회 속

에서 여성적 주체가 된다는 것은 그 주체가 몸 담고 있는 세계의 현재진행

적인 문화적 해석에 연관되는 것에 다름 아니며, 그 규범적이고 의미화된 

장 속에 위치 지어지는 것이다.22) 따라서 본고에서 성적 차이를 드러내는 

성적 주체를 언급할 때, 이는 역사적·문화적으로 맥락화된 상황 속에서 의

미화에 연관된 체화된 주체를 지칭한다. 이 성적 주체는 현상학에서 다루는 

체험된 몸(lived body)이자 상황 지어진 몸(situated body)이며 살아있는 몸

(animate body)이다. 하이네마에 따르면 이러한 성적 주체의 신체는 성적인 

또는 재생산적인 기관들의 집단일 뿐만 아니라, 이 세계 속의 여러 무수한 

요소들과 층위들에 관련된 다양한 양식화의 통일체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

한 삶의 양식은 육화된 실존으로서의 성적 주체가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에 

따라 차이나는 양상을 드러낸다.23)

   이와 관련해 버틀러의 섹슈얼리티 이론은 성적 차이의 현상학이 다루는 

성적 주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섹스화된/젠더화된 세계에서 성적 차

이의 구체성이 오직 신체적 실존의 관계적이고 변이적인 의미작용을 통해 

파생된다고 볼 때, 젠더 담론은 이와 같이 의미적으로 구성된 이차적 질서

를 토대의 자리에 놓고 물화된 ‘실재’로서 재생산하는 기제에 다름 아니다. 

나아가 버틀러는 섹스까지도 본성상 이러한 담론의 효과이며 그것이 효과라

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이성애적 질서나 금기를 강제하는 방식으로 권력

이 작동한다고 주장한다. 즉 섹스는 사실로서 잘못 인식된 일종의 “리얼리

티-효과”인 것이며, 그러한 효과로서의 섹스를 은폐하기 위해 동원된 젠더

는 영속적 본질이 아닌 반복적 ‘행위’를 통해 담론적/지각적으로 구성된 사

회적 실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른바 섹스 자체가 일종의 기원으로서 담

론 이전의 토대가 아니라, 초월론적 의미의 구성에 의해 물질화된 것이며, 

그것이 반복적으로 수행됨으로서 성적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의미화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그 안에 인식론적 담론이 ‘행위주체성’

22) Butler, Judith. “Sex and Gender in Simone de Beauvoir’s Second Sex.” Yale French 
Studies 72 (1986): 36.  

23) Heinämaa 2012, 2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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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지칭한 것을 품고 있다. 인식 가능한 정체성을 지배하는 규칙, 

즉 ‘나’에 대한 인식 가능한 주장을 규제하는 규칙, 젠더 위계와 강제

적 이성애의 모태를 따라 일부 구성되는 규칙은 반복을 통해 작동한

다. … 주체는 자신이 태어난 규칙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의

미화란 토대를 다지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의 규제된 반복과정이기 때

문이다.”24)

   신체적 주체는 세계-에로-존재로서 세계와 지향적 연관을 맺으며 지각

적이며 감각적인 경험들을 하게 된다. 이러한 침전된 경험들이 한 주체의 

습성적 통각체계를 형성하면서 비로소 체화된 주체로서 성적 주체가 등장하

게 되는데, 이 때 이 경험은 진공상태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주체가 

몸 담고 살아가는 생활세계의 역사성, 문화적인 관습, 이데올로기 등의 담론

적 질서와의 총체적인 연관 속에서 설립되는 것이다. 버틀러가 ‘구성’을 신

체적 주체에 의한 규범들과 규제적 도식들의 반복적인 수행을 통해 작동하

는 시간적인 과정으로 고려할 때, 이렇게 의미의 초월론적인 구성으로서 나

타나는 성의 문제는 발생적인 과정 속에서 무수히 많은 층위들로 형성된 주

체와 더불어 그에 상관적으로 드러나는 생활세계의 두께를 분석함으로서 해

명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해에 바탕하여 앞으로의 논의에서는 성적 

주체를 현상학적 주체로 규정하고 현실적 삶의 차원에서 드러나는 성적 차

이의 현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3절. 메를로-퐁티 현상학에 대한 기존의 여성주의적 연구들

   ‘성적 차이의 현상학’의 기획은 애초에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에 대한 연

구에 근거하고 있다. 메를로-퐁티는 인간 경험의 구조를 분석함에 있어 기

존의 신체와 정신의 이분법적 구분을 거부하고 ‘세계-에로-존재’라는 신체

적 주체를 내세워 세계와 주체의 지향적 연관을 통해서 해명한다. 메를로-

퐁티의 현상학적 체계 안에서 주체와 세계는 그 어떤 것도 즉자적으로 존재

24) 주디스 버틀러. 조현준 역. 『젠더 트러블 - 페미니즘과 정체성의 전복』. 서울: 문학동
네. 2008. p.3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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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으며 서로가 서로를 배태하고 상호의존적인 방식으로 존재한다. 이 

때 신체적 주체의 경험이라는 것은 오직 세계와의 접촉을 통해서만 그 의미

를 획득하며 그로 인해 어떠한 학문이나 사유도 파생된 것으로서 이차적 지

위에 머물게 되고, 오직 신체를 통해 직접 체험된 세계의 일차적인 지각만

이 원본적인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이와 같이 체화된 주체로서 세계를 지

각한다는 것의 의미를 강조한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은 페미니즘의 영역에

서 환영을 받았다. 빅우드(Carol Bigwood)는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적 작업

이 “육화된 젠더화된 신체(incarnate genderized body)”를 기술하는 페미니

스트 과제에 있어 방법론적이고 철학적인 “토대(grounding)”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으며, 그와 더불어 섹스/젠더에 대한 페미니스트 논쟁에

서 드러나는 문제들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25) 또한 

그로츠(Elizabeth Grosz)는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

는 ‘체험된 경험(lived experience)’의 분석이 경험을 인식불가능한 절대적 

소여로 상정하지 않고 설명 가능한, 즉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문화적 자장 

안에서 구성되고 종합된 본성을 지닌 것으로 다루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에 

따라 경험이 필연적으로 체화된 것, 신체적으로 구성된 것, 주체의 육화로서 

세계 내에 위치 지어진 것으로 규정됨에 따라 메를로-퐁티 현상학과 페미

니스트 이론의 가능한 접점을 모색하였다.26) 이른바 메를로-퐁티의 현상학

은 페미니스트 이론으로 하여금 기존 담론에서 주로 제시되는 신체와 정신

의 이분법적 구도 자체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공하였고, 

나아가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정치적, 윤리적 관계들과 더불어 여성적 주체

성과 성적 주체의 특수한 경험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지평을 연 철학으

로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메를로-퐁티의 현상학 또한 페미니스트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을 면치 못했다. 이는 메를로-퐁티가 페미니스트 이

론에 끼친 긍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현상학적 기술의 방식에 

25) Bigwood, Carol. “Renaturalizing the Body.” Body and Flesh: A Philosophical 
Reader. Ed. Donn Welton. Massachusetts: Blackwell Publisher. 1998.  

26) Grosz, Elizabeth. “Merleau-Ponty and Irigaray in the flesh.” Thesis Eleven 36.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1993): 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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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남성 중심적인 측면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성별 중립적인 태도로 은폐시킴으로써 남성 경험에만 타당성을 

지닌다는 한계를 드러내었다. 이에 대해 알코프(Linda M.Alcoff)는 메를로-

퐁티가 그의 현상학적 분석 속에서 그의 실존적 주체는 남성이며 그의 섹슈

얼리티 분석은 가부장적 이성애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는 “현재 젠더 관계를 

자연화”27)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언급하였다. 메를로-퐁티에게 경험의 의

미는 오직 세계 속에서 의식의 체화된 종합안에서 발생되는 것이라고 파악

할 때, 결국 그 모든 경험의 의미는 일상적인 신체적 경험들을 포함하여 언

어적인 수행 사이의 교차 등을 통해서 분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남성으로 대변되는 획일적이고 익명적인 주체를 내세워 그 모든 성차의 문

제를 간과하였던 것이다. 그와 연관하여 영(Iris M.Young)은 가장 기본적인 

현상학적 기술의 수준에 있어서도, 메를로-퐁티가 경험된 몸과 세계와의 관

계를 “일반적인 방식” 속에서 보편적 인간 실존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고 비

판한다. 구체적인 수준에서 신체적 행동의 특수한 양식들이 있고 그것은 여

성적 실존의 문제와 관련해 특정한 양태들로 구성되어 드러나는데, 이러한 

문제는 그의 현상학 내에서 전혀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28)

   유사한 관점에서 할세마(Annemie Halsema)는 메를로-퐁티가 오직 남성

의 입장에서 남성의 경험을 기술하면서도 마치 인간 일반에 대해 보편적이

고 타당한 기술을 하고 있는 양 남성의 신체 경험을 인간 전체의 신체 경험

으로 일반화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본다. 그와 더불어 성적 차이와 그 구

체성에 대한 분석을 전략적으로 회피하고 있다고 평가한다.29) 또한 버틀러

는 보다 구체적으로 『지각의 현상학』의 「성적 존재로서의 신체」장을 해

석하는 과정에서 메를로-퐁티가 이성애적 섹슈얼리티를 암묵적인 규범으로 

전제하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성적 욕망의 발생을 설명하면서 여성의 

27) Alcoff, Linda.M. “Merleau-Ponty and Feminist Theory on Experience.” Chiasms: 
Merleau-Ponty’s Notion of Flesh. Eds. Fred Evans and Leonard Lawlor. New York: 
SUNY. 2000. p.265.

28) Young, Iris.M. “Throwing like a girl.” Body and Flesh: A Philosophical Reader. Ed. 
Donn Welton. Massachusetts: Blackwell Publisher. 1998. p.261-62.

29) Halsema, Annemie. “Phenomenology in the Feminine: Irigaray’s Relationship to 
Merleau-Ponty.” Intertwining: Interdisciplinary Encounters with Merleau-Ponty. Ed. 
Gail Weiss. New York: SUNY.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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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본질을 상정함에 따라 그가 애초에 극복하고자 했던 이분법적 구도

가 무화되고 다시 자연주의적 설명으로 회귀하는 측면이 드러났다고 지적하

고 있다.30) 결국 페미니스트 이론가들이 메를로-퐁티에게 가하는 주된 비판

의 지점은 그의 현상학적 기술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성별 중립성과 암묵적

인 젠더 이데올로기의 무비판적 수용, 그로 인해 여성 경험의 구체성을 해

명할 수 있는 설명력을 상실하고 오직 남성 경험에만 타당성을 지니게 됨으

로써 절반의 유효성만 가지는 현상학에 머무르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는 다

음의 메를로-퐁티 현상학에 대한 그로츠의 평가에서 압축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메를로-퐁티는 성차의 문제, 그가 논의하고 있는 인간의 몸이 어떤 

종류의 인간의 몸인가의 문제, 어떤 종류의 지각적 기능과 성적 욕망

이 성적 형태학과 주체의 특수성에서 유래하는가를 다루지 않고 제외

시켰고, 이를 논의하기가 불가능했다. 자신의 저작에서 메를로-퐁티는 

자신의 정식화가 오직 한 종류의 주체 경험에 대한 분석과 가치 평가

로부터 도출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다른 

유형의 인간 경험, 다른 양태의 지각, 주체가 대상과 맺는 다른 관계

의 문제는 그가 발전시킨 용어로는 제기되지 않고 제기될 수 없었

다.”31)

   지금까지 우리는 메를로-퐁티 현상학이 페미니스트 이론에 대해 가지는 

이론적 설명틀로서의 가치에도 불구하고, 성적 특수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30) Butler, Judith. “Sexual ideology and phenomenonlogical description: a feminist 
critique of Merleau-Ponty’s Phenomenology of Perception.” The thinking muse: 
feminism and modern french philosophy. Eds. J.Allen and I.Young.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0.

   버틀러가 비판하고 있는 『지각의 현상학』 본문의 내용은 메를로-퐁티가 더 이상 그 스
스로 자신의 앞에 성적 세계를 기투하고 그 자신을 성적 상황 속에 놓는 능력을 상실한 
슈나이더 환자에 대해 기술하면서, 그에게 “여성의 신체는 특수한 본질을 상실했다”라고 
언급하는 대목에 관한 것이다. (PP, 182)

31) 이소희, 「메를로-퐁티의 ‘체험된 몸’과 ‘살’에 대한 그로츠(E.Grosz)의 페미니스트적 독
해」.『한국여성철학』 제11권, 한국여성철학회. 2009. p.84. (Grosz, Elizabeth. Volatile 
Bodies: toward a corporeal feminism.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4. 
p.11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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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함에 따라 실존적 일반성의 차원에서 여성들이 겪는 특수한 신체적 경험

들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기

존의 페미니스트 이론들이 제시하는 대안들 또한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짚

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예컨대 대부분의 연구들은 표층적인 현실에서 드러

나는 성적 차이의 현상에 국한하여, 생물학적인 토대를 상정함에 따른 본질

주의로 접근하거나 후천적인 사회문화적 영향에서 원인을 찾는 구성주의적 

접근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해석들은 성적 차이의 양상

을 기술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어떻게’ 실존적인 신체적 주체들에게 구현

되는지와 관련된 메커니즘 자체를 파악할 수는 없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성적 차이를 현상학적으로 접근하여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본질은 아

니지만 경험적인 차원에서 실재적으로 작동하는 지각적 유형으로 파악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한 선행 작업으로서 다음 장에서는 보다 메를로-퐁티 현상

학의 고유한 특성과 내용에 주목하여 이 철학적 입장이 인간의 경험을 해명

하는데 있어 지니는 설명적 타당성을 발생적 현상학의 관점에서 분석할 것

이다. 이는 『지각의 현상학』 자체가 드러내고 있는 전체적인 논의 전개과

정을 따라 크게 신체로 지칭되는 ‘신체적 주체’와, 상호주관적 세계까지 포

함하는 지각된 세계로서 ‘생활세계’에 대한 분석으로 진행될 것이다. 아울러 

생활세계의 다양한 층에 대해 헐어내기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그 구체적인 

내용은 각각 감각, 공간, 사물과 자연적 세계, 인간적 세계의 순서로 나타나

는 발생적 구성을 통해 해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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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실존적 현상학으로서의 지각의 현상학

1장. 신체적 주체와 세계와의 관계에 대한 발생적 현상학적 

분석32)

   메를로-퐁티에게 있어 지각은 “모든 행위의 토대”이자 “행위의 전

제”(PP, ⅴ)로서 생활세계의 근원적 장으로 간주된다. 지각하는 자 곧 신체

적 주체로서의 인간은 세계 내에 존재하며, 오직 신체를 통해서만 세계를 

경험할 수 있으므로 객관주의적 사고에서와 같이 순수 대자적인, 혹은 순수 

즉자적인 존재로 규정될 수 없다. 메를로-퐁티가 『지각의 현상학』에서 강

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세계에 내속된 체화된 주관과 그 주관에 대

해서만 의미를 지니는 세계와의 상호교차적인 관계 자체에 다름 아니며, 이

를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 세계에 대한 우리의 실재적 경험으로의 

복귀, “사태 그 자체로(aux choses me ̂̂mes)”의 복귀이다. 메를로-퐁티의 표

현을 빌리면, 이론적으로 규정된 지리학에 앞서 우리가 실제로 경험했던 시

골마을의 숲, 초원, 강에서부터 모든 논의를 시작하고자 하는 것이다. “모든 

학문의 세계는 체험된 세계(le monde vécu) 위에 세워지고, 만일 우리가 

학문 그 자체를 엄밀하게 사유하고 그 의미와 범위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원

한다면, 우리는 우선 학문이 이차적 표현이 되는 세계의 경험을 일깨워야만 

한다.”(PP, ⅲ. 강조는 필자) 따라서 지각의 현상학의 주된 분석 대상은 직

접적으로 체험된 현상적 장이며, 우리는 그 지평 속에서도 가장 원초적인 

지각된 세계의 경험에서부터 출발할 것이다.

32) 『지각의 현상학』은 크게 세 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 ‘신체’, ‘지각된 세계’, ‘대자 
존재와 세계-에로-존재’이다. 이 세 부의 제목은 곧 인간의 경험을 설명하는 세 가지 핵
심적인 계기들 – 신체, 세계, 마음/정신 - 에 상응하며, 이러한 전체적인 논의 구도는 
기존의 실재론과 관념론이 어느 한 극단에 치우쳐(신체-즉자존재, 정신-대자존재) 우리
의 실재적 경험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함을 비판하고자 하는 기획 의도를 드러낸다. 본고
에서는 메를로-퐁티의 『지각의 현상학』과 관련해 본 논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신
체’와 ‘세계’의 두 축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며, 제3부에 해당되는 세계-에로-존
재로서 코기토, 시간성, 자유의 개념들은 ‘인간적 세계’를 다루는 부분에서 ‘세계-에로-
존재’인 신체적 주체의 논의에 포함시켜 함께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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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각의 현상학과 성적 차이의 현상학은 이러한 맥락에서 서로 동일한 근

본토대를 공유한다. 성적 차이의 현상학에 가장 선행되어야 할 작업은 사태 

그 자체인 현상으로의 복귀이다. 자연적 태도에서 세계와 신체적 주체의 경

험을 바라볼 때는 그 관계에 내재되어 있는 사회적 의미화와 관습, 이데올

로기의 침전이 드러나지 않고 오직 그 모든 것들이 ‘자연’으로서 간주되고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태도에서는 섹스와 젠더를 구분하는 담론 또한 생물

학적 결정론이나 각인이론으로서의 문화 구성주의 등으로 귀결하게 된다. 

따라서 성적 차이의 현상학적 차원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자연적 태

도에서 즉자적으로 받아들여져 왔던 전제들 일체를 판단중지하고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을 수행해야 하며, 이로써 그 현상적 차이들이 어떻게 형성되

어 왔는지의 과정과 더불어 현실적인 작동의 메커니즘 또한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성적 차이의 현상학은 근본적으로 인간 실존에 대한 

현상학이며, 초월론적 현상학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장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지각의 현상학은 “세계는 우리가 지각하는 

바로 그것”(PP, ⅺ)이라는 지각의 명증성을 토대로 하여, 그 ‘세계의 세계성

(la Weltlichkeit der Welt)’의 사실성 속에서 살아가는 체화된 주체로서의 

신체적 실존에 대해 탐구한다. 메를로-퐁티는 이러한 체화된 주체를 “세계-

에로-존재(e ̂̂tre au monde)”33)라는 고유한 개념으로 지칭하고 있다. 상론하

겠지만, 세계-에로-존재는 근본적으로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만 설명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드러나는 특수한 양식들은 총체적인 신체적 지향성으로서 

언제나 세계를 향해 그 스스로를 개방하고 기투(projet)하는 인간 실존을 표

현한다. 이러한 신체적 실존은 본래적으로 ‘무엇을 향하여 있음’으로서의 원

초적인 초월이며, 그로 인해 시간적인 발생적 정초관계를 필연적으로 수반

하는 존재이다.

33) “ê̂tre au monde”는 역자에 따라 ‘세계-내-존재’, ‘세계에의-존재’, ‘세계를-향한-존재’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된다. 이러한 역어의 차이는 프랑스어 ‘au’(à+le)의 용법에서 기인한
다. ‘à’는 ‘~에’라는 장소적 의미와 ‘~(쪽)으로’와 같은 방향적, 운동적 의미도 함께 가지
고 있다. 메를로-퐁티의 이 개념은 하이데거의 ‘세계-내-존재(In–der–Welt-sein)’을 원
용하였지만, 그 세계 ‘내’에 속해 있다는 ‘세계에 있는 존재’의 정적인 차원 외에도 작동
하는 지향성을 통해 그 세계를 ‘향해’ 나아가려는 동적인 차원의 의미까지 담아내기 위해 
‘à’를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중첩적 의미를 담지하는 용어로서 붙
임표(-)를 사용하여 ‘세계-에로-존재’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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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를로-퐁티는 『지각의 현상학』에서 세계를 향한 신체적 주체의 지향

성, 즉 “작동하는 지향성(l’intentionnalité opérante)”으로 기존의 지향성의 

개념을 확장함에 따라, 주체와 세계의 관계를 발생적인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34) 이는 메를로-퐁티 스스로가 『지각의 현상학』 서문에서 발

생적 현상학으로서의 지각의 현상학의 해석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는 대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확장된 지향성에 의해서, 현상학적 ‘이해’는 

‘참되고 불변하는 본성들’에 한정된 고전적 ‘지성작용’과는 구별된다. 현상학

은 발생적 현상학(une phénoménologie de la genèse)이 될 수 있다.”(PP, 

ⅹⅲ. 강조는 필자) 이와 관련해 이남인은 『지각의 현상학』의 전체적인 

논의 구도 자체가 발생적 현상학의 틀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

다. 텍스트를 이루는 각 부와 장의 논의 전개과정은 발생적 과정의 정초관

계에 상응하며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그 근본이념상 메를로

-퐁티의 지각의 현상학은 발생적 현상학과의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다.35) “좁은 의미의 지각의 현상학은 수동적 지향성의 구조를 분석하는 발

생적 현상학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의 지각의 현상학은 수동적 지향성의 구

조와 더불어 능동적 지향성의 구조까지도 분석하는 발생적 현상학을 뜻한

다.”36) 따라서 우리는 발생적 현상학의 전체적인 구도 안에서 초월론적인 

발생적 층의 구성으로서 지각의 현상학의 전체 논의를 신체와 지각된 세계

34) 기존의 지향성 개념은 『이념들Ⅰ』(IdeenⅠ)등에서 나타난 후설의 정적 현상학에 기초
해 있는 것으로서, 정적 현상학은 의식의 지향성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타당성의 정초관
계를 해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때 파악작용-감각내용의 도식은 감각이 대상을 구
성하는 질료로서 존재하지만, 그 자체 지향성이나 의미를 지니지는 않는다고 본다. 하지
만 발생적 현상학에 이르러 시간적인 발생적 정초관계를 분석하면서 이러한 객관화적 지
향성 이전에 원초적인 차원에서 활동하는 지향성을 포착하게 되고, 이는 살아 숨쉬는 다
양한 유형의 작동하는 지향성에 대한 이해로 확장된다. 메를로-퐁티는 후설의 정적 현상
학에서의 객관화적 지향성을 비판하지만(PP, 281), 발생적 현상학의 입장을 수용하면서 
‘작동하는 지향성’을 언급하고 있다.

35) 이남인. 『후설과 메를로-퐁티, 지각의 현상학』. 서울: 한길사. 2013. p.267-71 이하에
서 이남인은 후설의 발생적 현상학과 메를로-퐁티의 지각의 현상학을 비교·분석한다. 발
생적 현상학이 수동적 종합과 능동적 종합 모두를 그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시간의식, 
세계지평의 구성, 습성의 발생적 형성, 상호주관성 등을 논의함에 있어서 지각의 현상학
의 주요 논의와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초월론적 발생의 층에 관한 이론
을 통해 현재지평과 더불어 과거지평에까지 그 논의의 범주를 확장시켜 적용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습성체계가 형성되는 과정을 추적한다.

36) 이남인 2013,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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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측면에서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1절. 신체

   『지각의 현상학』은 전반적으로 독단론으로서의 객관주의적 사유, 이를

테면 실재론으로서의 경험주의와 관념론으로서의 주지주의를 비판하면서 전

개된다. 우리의 실재적 경험을 기술하는데 있어서 기존 설명항들의 한계를 

제시하고 그러한 이분법적 구도를 무너뜨리면서 체화된 신체로서의 현상학

적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신체에 관한 순수즉자적 관점 또는 순수

대자적 관점 모두를 거부하며, 신체를 통해 ‘세계 속에 위치지어진’ 인간의 

실존적 조건을 부각시킴으로서 고유한 신체적 사태를 현상학적으로 기술하

고자 한다.

   신체는 관점이나 태도 등에 따라 다양한 측면들에서 드러날 수 있다. 이

는 체화된 주체가 그 본질상 세계와 관계 맺는 우리의 근본적인 삶의 방식

에 다름 아니므로, 관계 맺음의 양상에 따라 각기 다른 층위들로 현현할 수 

있는 것이다. 하이네마의 경우 신체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각각 복

잡한 기계장치로서의 신체(mechanical systems), 일상적 실천 속에서 조작 

가능한 대상/도구로서의 신체(practical instruments), 그리고 의사소통을 위

한 의미적 표현으로서의 신체(communicative means)이다.37) 이 구분에 따

르면 복잡한 기계장치로서의 신체는 주로 기계론적 생리학 등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지각을 자극과 반응의 인과 물리적 패턴으로 파악하며 그 연장선상

에서 신체를 기계적인 시스템으로 환원하는 논의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체

현(embodiment)의 의미가 실질적으로 결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

째 도구로서의 신체는 일상적인 의미에서 생명을 지닌 것으로서 신체의 의

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리적인 물질성의 함의

가 짙게 배어 있다. 이러한 사태는 후설의 용어인 ‘신체물체(Leib-körper)’

를 통해 보다 명확하게 규정될 수 있는데, 신체는 살아있는 지각의 근원이

면서 동시에 공간 속의 사물처럼 실재적 인과성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37) Heinämaa 2012, 2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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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가령 내 손이 외부 사물로부터 받는 충격은 물질적 사물간의 충

격과 그 영향관계에 있어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38) 마지막으로 의미적인 

표현으로서의 신체39)는 신체의 실존적 본성에 강조점을 두는 입장이다. 즉 

신체는 앞서의 설명에서처럼 인과-기능적인 연관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와의 지향적 관계 속에서 다양한 의미들을 발생시키는 침전된 의미들의 

총체적인 통일체라는 것이다. 메를로-퐁티가 경험주의와 주지주의로 대변되

는 객관주의적 사고를 비판할 때, 이는 그러한 입장들이 신체의 다층적인 

속성들을 무시하고 어느 한 극단으로 신체 전체를 환원함으로써 삶의 양식

으로서 신체가 지닌 본래적인 특성 곧 ‘세계-에로-존재’적 함의를 상실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신체를 기계장치로 보는 경험주의나 구성하는 의식의 지적인 구

성작용을 절대화함으로서 신체를 부수적인 것으로 치환하는 주지주의는 세

계 안에 존재하면서 지향적 행위를 통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세계로 기투 

하는 우리의 실존적인 실재적 경험을 전혀 설명하지 못하며, 신체를 단지 

이미 구성되어 존재하는 것, 이른바 ‘구성된 신체(le corps constitué)’에만 

고착화시키는 파악이다. 반면 초월론적 태도에서 ‘구성하는 신체(le corps 

38) 후설의 존재론에서 존재적 의미 층들을 구분할 때, 신체는 크게 세 층으로 구분된다. 가
장 기저의 물질적 자연부터 유기체적(동물적) 자연, 그리고 인격적(정신적) 세계로 분류
되며 아래에서 위로 향하면서 정초관계가 형성된다. 두 번째 유기체적 자연의 구성에서 
신체(Körper/Leib)와 영혼적인 것(Seele)이 속한다. 후설은 신체에 있어 물리적 대상으로
서의 함의를 지닌 ‘Körper’와 보다 영혼적이며 생명적인 의미가 내포된 ‘Leib’를 구별한
다. 이는 상이한 구성 단계들에서 신체가 지니는 중층적인 의미들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후설은 물질적 사물인 신체가 자신 속에 감각내용들을 국소화(lokalisieren)하면서 단순히 
물질적 사물이 아닌 신체로 나타나며 이는 발생적 구성에 따라 정신적 세계로서의 인격
주의적 층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설명한다. Husserl, Edmund. Ideas pertaining to a 
pure phenomenology and to a phenomenological philosophy second book. Trans. 
R.Rojcewicz and A.Schuwer.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89. p.60-95, 
151-69 (이하 IdeenⅡ로 표기)

   하지만 메를로-퐁티 현상학과의 연관 속에서 이러한 존재론적 층위 구분에 있어 주목해
야 할 점은 하위의 유기체적인 자연과 상위의 영혼적인 것이 외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
라 ‘통합’의 형태로서 관통하여 침투해 있다는 것이다. “표층적인 몸(영혼 또는 의식)에 
통합된 심층적인 몸(유기체적 대상으로서 몸)은 그 자체가 이미 몸 전체 속에서 변형되
어 있다.” 주성호. 「심신문제를 통해 본 메를로-퐁티의 몸 이론」.『철학사상』 제39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11. p.151.   

39) 메를로-퐁티는 능숙한 오르간 연주자의 연주행위를 예로 들면서 “신체는 탁월한 표현의 
공간(un espace expressif)”(PP 171)으로 지칭한 바 있다. 이는 신체도식을 통해 드러나는 
습성의 문제와 긴밀한 연관성을 지니며 기계론적 이론에 대한 반증으로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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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ituant)’는 세계-내-대상들의 의미성과 신체의 의미성이 언제나 동시에 

실존하며 서로가 서로를 수반한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직 신체적 주체에 대해서만 세계의 대상들은 의미를 지닐 수 있으며, 이 

때 신체적 주체는 언제나 세계의 상황 속에 위치 지어진 한에서 대상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메를로-퐁티는 이러한 구성하는 신체를 가리켜 “고유

한 신체(le corps propre)”(PP, 86)로 명명하면서 객관화되기 이전의 살아있

는 신체이자 체험된 신체에 대해 해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신체적 주체로

서 지각하는 자는 고유한 신체를 통해 지각된 세계(le monde perçu)에 “닻 

내림(l’ancrage)”(PP, 169)으로써 ‘여기’와 ‘지금’이라는 신체적 시공간을 획

득하게 된다. 그리하여 신체는 이분법으로 인해 단절되었던 주체와 세계의 

각 항을 서로가 서로에 대해 포함되는 관계로서 매개하는 ‘세계-에로-존재’

로서의 신체적 주체로 새롭게 재조명되는 것이다.

   신체를 통해 세계를 지각한다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세계를 ‘관점적

(perspectival)’으로만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어떤 집을 지각할 때 

그 순간 내가 지각하는 것은 그 집의 한 측면일 뿐이다. 결코 나는 집 자체

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을 투명하게 얻을 수 없다. 내가 신체를 통해 지각하

는 한 이러한 유한한 지각은 필연적인 결과이며 언제나 대상으로서의 집은 

전체적인 지평 속에서 음영(adumbration)지어진 채로만 주어진다. 집의 다

양한 측면은 나에 대해 개방되어 있으며 나는 신체를 통해 공(共)현전하는 

각각의 측면들을 지각할 수 있고 대상으로서의 집을 파악할 수 있다. 우리

의 지각적 경험이 지닌 필연적인 부분성(partiality)은 결코 주지주의자나 경

험주의자들이 제기하는 바와 같이 대상에 대한 파악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이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유한성에 체험된 경험으로서의 실재성이 존재한

다. 이는 신체적 주체라는 지각적 전제이자 조건은 우리로 하여금 신적인 

제3자의 관점에서 대상을 투명하게 조망할 수 없게 하며 언제나 세계 속에 

위치지어진 한에서 그 특정한 시간성과 공간성을 함축한 채로만 대상을 지

각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한 눈에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객관적 세계

는 사실상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객관적 이상의 세계로서 그 실재성을 박

탈당하며, 따라서 오직 신체적 지각이 실재를 규정하는 기준이 된다. 그러므



- 30 -

로 본다는 것은 언제나 ‘어디로부터’ 보는 것이며, “부분성은 체험된 세계의 

시-공간적 특성으로부터 도출된 현상의 속성”40)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세계에 대한 나의 관점인 신체의 유한한 지각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체 

집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신체적 주체가 지닌 근원적인 세계 구성

의 능력에서 기인한다. 메를로-퐁티는 이와 같이 신체를 통한 대상의 정립

을 “경험의 탈자성(extase de l’expérience)”(PP, 85)으로 설명하는데, 여기

에서 지향하는 대상을 향한 초월이 이루어진다. 이처럼 전반성적인 신체적 

종합은 대상을 향한 감각적 지향성, 운동 지향성 등의 발산 중심이 되며, 

이러한 원초적인 기투가 근원적인 세계 구성의 발생적 가능조건이 된다. 4

부에서 보다 자세히 해명되겠지만, 신체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 선의식적, 전

반성적으로 파악하는 신체적 앎으로서의 신체도식은 언제나 목표로 삼는 대

상과 상황으로 향해 나아가는 신체의 실천적 능력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랭어(Monika M.Langer)가 “능력들의 총합으로서 신체는 항상 어

느 정도는 이미 초월이며, 다시 말해 그 안에서 실존과 신체와 세계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그러한 기투(project)이다.”41)라고 언급한 것은 이러한 맥락

에서 의미를 지닌다. 신체적 지향성은 세계를 향해 스스로를 기투하며, 그러

한 신체에 대해 세계는 의미로서 드러난다. 대상의 실재성은 이러한 신체의 

관점적 지각에 의한 동기연관42)을 통해 나타나고, 그러므로 모든 지향성의 

발산중심으로서의 신체는 대상을 향한 초월적 능력으로서 세계 경험의 토대

가 되는 것이다.

   2절. 지각된 세계

   지금까지 살펴본 신체적 주체로서 현상학적 신체는 결코 순수즉자존재로

40) Dillon, M.C. Merleau-Ponty’s Ontolog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8. p.92. 

41) 모니카 M.랭어. 서우석·임양혁 역.『메를로-퐁티의 지각의 현상학』. 서울: 청하. 1992. 
p.101.

42) 동기연관 혹은 동기인과(Motivation)는 후설 현상학에서 자연인과의 반대개념으로서 제
시된다. 우리 의식을 지배하는 법칙으로서 필연적 인과성이 아닌 동기적 인과, 즉 체험의 
모든 실질적 결합의 인과성을 의미하며 체험의 공가능성의 본질 법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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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순수대자존재로도 환원되지 않는다는 것이 ‘세계-에로-존재’방식을 통

해 드러났다. 본 절에서는 신체적 주체에 상관적인 세계, 이른바 ‘지각된 세

계’43)에 주목하고자 한다. 신체가 시간적인 발생적 정초관계에 따라 초월론

적인 구성의 층을 드러내는 것과 동일하게 지각된 세계 또한 발생적 구성의 

층을 내포한다. 신체가 물질적 자연으로서 자연을 이루는 층위부터 유기체

적 자연으로서 감각과 같은 체험들의 층, 나아가 정신으로서 이성의 층위 

등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중층적 구조를 자신의 ‘두께’로서 지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계 또한 그에 상응하는 중층적인 구조를 지닌다. 신체가 

세계에 닻 내림으로서 신체적 공간과 세계의 공간은 서로가 서로를 감싸고 

함축하는 상호교차적인 새로운 현상적 공간을 창출하게 되며 이 공간에서 

모든 지각적 경험을 비롯한 대상 일반이 현출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신체

의 공간성은 외부 대상으로서의 위치의 공간성이 아니라 “상황의 공간

성”(PP, 116)으로서 신체도식은 그러한 “나의 신체가 세계에로 향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최종적인 방식”(PP, 117)이라고 할 수 있다. 신체의 공간성

과 외적 공간성은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고, 그리하여 신체가 세계를 향해 

초월적으로 기투하는 실천적 능력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지각

의 현상학』에서 지각된 세계의 구조는 근원적 세계인 감각세계부터 그 위

에서 구성되는 지각적 공간세계, 대상성이 현출하는 사물과 자연적 세계, 그

리고 사회적인 인간적 세계의 층위들에 대한 분석으로 이루어진다.

43) 딜론은 메를로-퐁티의 ‘지각된 세계(le monde vécu)’와 후설의 ‘생활세계(Lebenswelt)’
는 서로 다른 개념이며 결코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비록 메를로-퐁티 
스스로가 그 두 용어를 명확한 구분 없이 교환 가능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
구하고 그 각각이 내포하는 함의는 서로 다른 것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구분의 근거는 
그가 후설의 생활세계 개념을 초월론적 관념론의 맥락에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인데, 후
설의 초월론적 주관은 유아론적(solipsistic)이므로 결코 메를로-퐁티의 지각된 세계가 함
의하고 있는 원초적인 상호주관성, 사회성을 포괄할 수 없는 개념이라고 해석하는데 기
인한다.(Dillon 1988, 87) 하지만 후설의 초월론적 주관에 대한 딜론의 해석은 정적 현상
학적인 이해에 편중되어 있고, 후설의 발생적 현상학의 관점에서 시간적인 발생적 정초
관계를 통해 해명되는 초월론적 주관은 가장 근원적인 발생 지점에서부터 시간성을 본질
로 가지며 이미 상호주관적으로 존재하고, 그에 따라 구체적인 역사적·사회적 상황 속에
서 실존하는 주관이다. 그러므로 체화된 실존적 주체로서 신체적 주체에 상관적인 지각
된 세계는 그 주체가 닻 내린 상황으로서 드러나는 생활세계와 다르지 않은 개념으로 보
아도 무방하다. 발생적 현상학적 측면에서 초월론적 주관의 속성을 제시하고 있는 글로
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이남인 2013, 1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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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감각

   내가 지금 내 눈 앞의 ‘빨강’에 주목한다고 하자. 내가 바라보는 이 빨강

은 나와 완전히 무관한 객관적인 존재로서 단지 어떤 대상의 이차적 속성이

나 질(quale), 상태 등에 국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빨강은 나로 하여금 

특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운동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세잔(P.Cézanne)

은 회화적 구성에 앞서 색채를 통해 형태가 드러나도록 했다. “세잔은 때때

로 한 번의 붓질에 앞서 몇 시간 동안 사색에 잠기고는 하였다. 각각의 붓

질은 반드시 공기와 빛, 대상, 구성, 특성, 윤곽선, 그리고 양식(style)까지를 

포함해야만 했기 때문이다.”44) 세잔이 화폭에 담았던 색채는 단순한 표면적

인 질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비가시적인 사물의 깊이와 역동적인 힘을 드러

내는 것으로서 “매 순간 세계의 재창조와 재구성”(PP, 240)을 실현하는 것

이었다. 색에 대한 이와 같은 세잔의 접근은 감각을 파악하는 메를로-퐁티

의 이해와 맞닿아 있다. 내 눈 앞의 감각적인 ‘빨강’은 신체적 주체로서 내

가 경험하는 현상적 장 속에 있는 모든 여타 세계 내적 대상들과 관련을 가

지며, 나는 그것을 나에 대해 즉자적으로 존재하는 순수한 인상으로서 경험

하지 않고 나의 총체적인 신체적 실존과의 연관 속에서 경험한다. 지금 여

기의 이 빨강은 나의 지평으로서의 세계, 즉 역사를 가지고 침전된 모든 경

험 일반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는 바이엘이 흘러나오던 빨간 벽돌집과 

어느 가을날의 흐드러지던 단풍나무, 고즈넉한 경내의 단청, 알모도바르(P. 

Almodóvar)의 미장센과도 결부되어 있다. 메를로-퐁티는 이러한 색의 감각

을 원자(atome)가 아닌 “가시성의 응결(concrétion de la visibilité)”45) 또는 

“가시성의 순간적인 결정(cristalisation momentanée de la visibilité)”(VI, 

175)으로 지칭한다. “이 빨강은 자신의 자리에서 무리(constellation)를 이루

는 그 주변의 다른 빨강들과 함께 스스로를 연관 지으면서, 또는 자신이 지

배하거나 지배받거나, 끌어당기거나 끌어당겨지거나, 밀어내거나 밀어내어지

44) Merleau-Ponty, Maurice. “Cézanne’s Doubt.” The Merleau-Ponty Aesthetics 
Reader: Philosophy and Painting. Ed. Galen A.Johnson. Evanston: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93. p.65-66. 

45) Merleau-Ponty, Maurice. Le visible et l’invisible. Paris: Gallimard. 1964. p.174. 
   (이하 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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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른 색깔들과 연관됨으로서만 빨강으로 있을 수 있다. 즉 이것은 동시

적인 것과 연속적인 것의 짜임 속의 어떤 매듭이다.”(VI, 174) 이 때 빨강

은 나에게 세계를 바라보는 어떤 방식을 제공하고, 나의 신체적 존재 전체

를 감싸는 특정한 장이나 분위기를 형성한다.

   그러므로 감각은 신체적 주체가 신체를 통해 닻 내린 채로 살아가는 그 

실존적 환경과의 끊임없는 소통 자체라고 할 수 있다. 감각 가능한 것은 신

체에 대해 끌어당김 혹은 밀침 등의 형태로 신체적 운동성을 촉발한다. 이

러한 끌어당김/밀침은 ‘작동하는 지향성’으로서 신체로 하여금 대상을 향하

는 원초적인 지향성을 발휘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원초적인 감각 세계가 구

성된다. 이로써 메를로-퐁티는 감각을 지향적이라고 규정하며, 감각적인 것

에서 “실존의 리듬”(PP, 247)을 발견한다.

 

“하늘의 파란색을 바라보는 나는 탈우주적인 주체로서 그것을 마주보

지 않으며, 사유 속에서 그것을 소유하지 않는다. 나는 나에게 비밀을 

제공할 수도 있는 파란색의 이념을 그 앞에서 전개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에 빠져들며, 이 신비 속에 몰두하고, 그것이 “내 안에서 스스로

를 생각하면서”, 나는 모여들고, [흩어진 것들을] 모아서(se recueille), 

대자적으로 존재하는 하늘 그 자체가 된다. 나의 의식은 이 무한한 

파란색에 의해 가로막히게 된다.” (PP, 248)

   감각 가능한 하늘의 파란색은 체화된 주체를 자기 안으로 끌어당긴다. 

이 인용구에서 신체를 통해 세계 속에 닻 내린 주체는 하늘의 파란색을 객

관적인 감각 속성으로 간주하지도, 관념화된 사유 대상으로서 소유하지도 

못한다. 발레리(P. Valéry)의 시구를 인용하여 다소 문학적으로 표현되어 있

기는 하지만, 하늘의 파란색이 그것을 바라보는 주체의 내부에서 스스로를 

생각한다는 것은 이른바 신체적 주체와 감각적 세계가 온전히 서로에게 흡

수되어 실존적인 통일체를 형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주체는 자신의 신

체를 온전히 하늘의 파란색을 향해 기투하면서 세계와 원초적인 관계를 형

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체적 주체는 감각 가능한 것들과 교감하면

서 비로소 감각하는 자로서 존재할 수 있게 되며, “어떤 실존의 환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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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태어나는”(PP, 245) 힘(puissance)이 되기에 이른다. 그리하여 감각은 

먹고 마시는 감각적인 행위를 통해 신의 실재적 현전을 경험하는 성찬의 예

식에 비유된다. “감각적인 것은 운동적이고 생명적인 의미작용을 가질 뿐만 

아니라, 어떤 공간의 한 지점에서 우리에게 제시되는, 우리의 신체가 가능한 

한 재개하고(reprend) 떠맡는 세계-에로-존재의 어떤 방식에 다름 아니다. 

감각은 말 그대로 성찬식(communion)이다.”(PP, 246-47. 강조는 필자)

   이러한 감각적 의식은 경험주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개별적인 감각

자료들의 연합의 결과로서의 내용이나 각각의 구별된 감각기관에 의한 감각

장의 경험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또한 주지주의에서의 해석과 같이 감각들

이 인식을 위한 질료로 간주되거나, 절대적 주관에 의한 사유로서 치환될 

수도 없다. 다양한 감각들은 고립되어 저마다의 감각장에 국한되지 않고, 서

로 간에 이행하면서 “의사소통(communiquent)”(PP, 260)함에 따라, 궁극적

으로는 감각적 종합이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장 안에 통합된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볼 때’, 순수 시각적 소여로서 한정된 경험 자체는 불가능하며, 오

히려 우리는 그 대상을 ‘만지고’, ‘듣는’ 일종의 공감각(synesthésie)적인 경

험46)을 하게 되는 것이다. “소리와 색은 나의 몸 안으로 받아들여지고, 나

의 경험을 유일한 감각적 기록부에 제한하는 것은 어렵게 된다. 그것은 모

든 다른 감각들을 향해 자발적으로 넘쳐흐른다.”(PP, 263) 감각적 종합은 

“신체도식의 선논리적 통일성”(PP, 269)에 의거한 신체적 지향성에 의해 이

루어진다. 내가 두 눈으로 바라본 대상의 감각적 통일성은 한 눈으로 바라

본 대상의 상들의 단순한 중첩이 아니며, 그것과는 전혀 다른 질서로 존재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나는 한겨울의 유리창을 보면서 그 표면의 매끈함

과 서늘한 차가움을 직접적으로 감각하며, 방금 새가 날아오른 나뭇가지의 

진동에서 그 질감과 탄력성을 감각한다. 감각세계는 자신의 목적을 향해 기

46) 메를로-퐁티는 이러한 공감각적인 경험의 사례로서 메스칼린(mescalin)을 복용한 후의 
체험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플루트의 소리는 청록색을 제공하고, 메트로놈의 소리는 어
두움 속에서 회색 점들로 나타난다.”(PP, 263-64) 이들이 체험하는 현상은 소리와 색이 
한꺼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색들이 형성되는 바로 그 지점에서 보는 것이 소리 자
체”(PP, 264)인 것이다. 이러한 공감각적 경험은 경험주의자들이 개별 자극에 일대일로 
대응하는 감각기관의 반응 패턴으로서 내세우는 ‘항상성 가설(l’hypothèse de constance)’
의 오류를 반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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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하는 다양한 원초적인 신체적 지향성들의 대상적 상관자로서 구성된 세계

이며, 따라서 이러한 감각세계는 지각적 공간세계를 정초하는 발생적 전단

계에 해당한다.

   2. 공간

   공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메를로-퐁티는 스트래튼(Stratton)

의 흥미로운 실험사례를 제시한다. 이 실험에서 피험자는 망막의 도립을 교

정하는 안경을 착용함에 따라 그에게 전체 풍경은 거꾸로 보이게 된다. 첫

째 날은 모든 것이 비실재적으로 경험되지만 둘째 날부터는 자신의 신체가 

거꾸로 되었다고 느낄 뿐 점차 정상적인 지각이 확립되기 시작한다. 셋째 

날부터 일곱 째 날까지 신체는 점점 교정되어 정상적인 위치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 이 무렵에는 더 이상 의식적인 노력이 없이도 자연스럽게 

자신이 목표하는 행위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실험이 끝나고 안경을 벗

으면 원래의 주위 환경은 다시 피험자에게 “기이하게” 보이며, 운동적 반응

은 반대로 나타나게 된다.(PP, 282-83) 이 실험에서 메를로-퐁티가 해명하

고자 하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정위(orientation)

가 실재적인 외부의 속성으로서 즉자적으로 존재하는지의 여부와, 다음으로 

만일 즉자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구성하는 의식 주체에 대해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나타나는 것인지의 문제이다. 『지각의 현상학』의 전반적인 논의 

구성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문제적 지점들은 각각 경험주의와 주지주의의 이

해를 대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입장들 모두 스트래튼의 실험에서 드러

나는 피험자의 체험을 제대로 설명하지는 못한다. 경험주의의 설명대로 정

위가 즉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일 경우, 피험자가 실험의 경과에 따라 점차 

정상적인 지각을 확립하는 사태를 해명할 수 없다. 다른 한편, 주지주의에 

따라서 정위가 오직 구성하는 의식 주관에 의해 종합되는 것일 경우, 실험

의 시작단계에서 피험자가 경험한 풍경의 전도 현상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

하게 된다.

   메를로-퐁티는 공간적 정위에 대해 지각하는 신체적 주체가 자신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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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통해 세계와 관계 맺으며 형성하는 “공간적 수준(niveau spatial)”(PP, 

287)으로서 설명한다. 이는 위, 아래, 오른쪽, 왼쪽 등이 즉자적으로 존재하

는 것도 아니며, 전적으로 의식에 의한 지적인 구성물도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의 실재적인 경험이 입증하듯이 이러한 정위는 지각하는 주체가 세계 

속에서 자신이 목표하는 행위들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신체적 차원에

서 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간은 사물들이 그 속에서 배치되는 (실재적

이거나 또는 논리적인) 환경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 사물들의 위치가 가능

하게 되는 수단이다.”(PP, 281) 다시 말해, 이러한 공간은 칸트적 의미에서 

형식과 내용의 구별을 넘어선 “제3의 공간성”(PP, 287)47)으로 명명될 수 있

다. 제3의 공간성으로 나타나는 정위는 지각의 주체로서의 신체와 매우 밀

접한 관련을 지닌다. 신체는 이 공간 속에서 지향적 대상으로서 사물들을 

지각하고 행위하며, 이 때 정위는 이러한 신체의 총체적인 실천적 능력의 

수단으로서 가능한 환경을 윤곽 짓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3의 공간 속에서 

신체는 객관적인 사물로 놓여 있지 않으며, 그 본래적인 ‘세계-에로-존재’ 

방식에 따라 “가능한 행동의 체계”로서 “현상적 ‘장소’가 그 과제와 상황에 

의해 규정되는 잠재적 신체(un corps virtuel)”(PP, 289)로서 존재한다. 그러

므로 정위는 세계 속에 닻 내린 채로 ‘거주하는’ 신체의 실천적 능력에 의

해 정해지는 것이며, 공간적 수준은 “나의 신체에 의한 세계의 어떤 소유이

며, 세계에 대한 나의 신체의 어떤 파악”(PP, 289)이라고 할 수 있다.

   감각적 지향성에 토대를 둔 지각의 세계로서 공간은 근본적으로 신체적 

주체와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신체를 통해 주체는 세계 속에서 

방위설정 영점의 담지자가 되며, 공간과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주어진 

47) 랭어는 “상대적 공간 안에서의 절대적인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자문한다. 이를테면 
스트래튼의 실험이나 베르트하이머의 실험이 보여주듯이 경험의 내용은 그 자체로 방향
지어지지(oriented) 않으며 따라서 ‘위’나 ‘아래’는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
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방향을 언제나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랭어는 이러한 사태에 대
해 메를로-퐁티가 제시하는 ‘제3의 공간성’으로서의 절대점은 주체와 세계 간의 동기부
여라는 유기적 관계 속에서 “신체적 주체와 세계와의 맞물림”을 통해 규정된다고 파악한
다. “지각된 광경의 분절이 지니는 최대로 가능한 변화와 명확함, 그리고 신체의 운동적 
지향의 펼침에 대한 세계의 순응이 나타내 주는 것은 바로 신체의 세계로의 맞물림이다. 
세계에 대한 신체의, 그리고 신체에 대한 세계의 이러한 상호적인 움켜쥠(hold)이 바로 
지각적 지반, 다시 말해 상대성 안의 절대점이며, 결국 그것으로부터 ‘위’나 ‘아래’와 같
은 특이한 방향들이 솟아나오는 것이다.” (랭어 1992, 137-39. 강조는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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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경을 지각하고 자신의 기획에 따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대상은 신체적 

주체와 세계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제3의 공간성에서 의미를 지니게 되는

데 이는 다시 말해, 신체가 위치지어져 있는 바로 그 관점에서 보여지는 대

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간 속에서의 정위는 대상의 우연적인 속성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 내가 대상을 인식하고 그것을 대상으로서 의식하는 수

단”(PP, 293)이며 이 때 각 공간적 수준은 우리가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것

으로 “우리에게 제시된 어떤 ‘환경(milieu)’ 속에서 우리가 닻을 내릴 때 나

타나는”(PP, 293. 강조는 필자) 것이다. 지각하는 공간 속에서 주체는 매 순

간 특정한 공간적 수준을 지닌 신체적 주체로서 탄생하며, 이로써 지각자의 

신체성(corporéité)이 획득된다. 그리고 이 모든 공간에 대한 지각적 경험은 

‘사유보다 더 선행하는’ 세계와의 의사소통에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이다.48)

(PP, 294) 그러므로 세계를 소유하는 방식으로서 다양한 공간적 수준들, 나

아가 깊이와 높이, 넓이 등의 계기들은 이러한 신체적 주체가 세계 속에서 

실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파악되어야 한다. “공간에 대한 지각은 “의식의 

상태” 또는 활동들의 특수한 종류가 아니다. 공간지각에 대한 양태들은 언

제나 주체의 총체적인 삶을 표현하고, 그러한 양태들과 함께 그의 신체와 

세계를 통해 미래를 향해 취하는 에너지를 표현한다.”(PP, 327. 강조는 필

자) 따라서 신체로서 닻 내린 제3의 공간성은 신체적 주체의 실존적 장소를 

규정하며, 주체의 전 생애를 통해 침전된 역사성과 더불어 개방된 시간성까

지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신체적 주체의 공간 경험은 근원적으로 세

계 경험의 토대 위에서 존재하는 것이고, 즉 “공간이 실존적인, 실존이 공간

적인”(PP, 339) 원초적 세계 경험의 토대 위에서, 우리는 “세계에로의 열

림”(PP, 344)을 통해 공간을 포함한 세계 일반의 실재적 실현을 경험하는 

48) 이러한 구절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VI)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한다. “감각적 
세계가 사유의 세계보다 ‘더욱 오랜’ 것은 본질적인 의미와 구조에 따른 것이다.”(VI, 28) 
메를로-퐁티의 미완성 유작으로 남은 VI는 클로드 르포르(Claude Lefort)에 의해 편집되
어 출간된 것으로, 전체 기획에서 서론 격에 해당한다. 본론에서 논의되고자 했던 내용들
은 메모의 형태로만 “작업노트”에 기록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론은 메를로-
퐁티의 사유체계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철학은 그에게 계속되는 물음 
그 자체이며, 메를로-퐁티는 자신의 철학 사상 전반을 관통하는 관념론과 실재론에 대한 
비판 위에서 세계와 우리와의 관계, 지각적 신념, 새로운 존재론으로서의 살(chair)을 통
해 우리의 경험 한가운데서 태어나는 의미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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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3. 사물과 자연적 세계

   우리의 모든 지각경험 일반을 신체적 주체와 세계와의 관계를 통해 해명

하는 메를로-퐁티는 대상의 속성을 그 자체로 안정된 즉자적인 것으로서 

규정하지 않으며, 절대적 주관에 의해 구성되어 고정된 산물로도 파악하지 

않는다. 대상의 속성은 대상 자체와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와 대

상의 관계의 우연”(PP, 345)에 기초하고 있다고 본다. 이 때 메를로-퐁티에

게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고정적이며 객관적인 대

상에 대해 지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른바 ‘대상성의 현상’이 문제

가 되는데, 만일 우리가 대상의 실재성을 규정할 만한 그 어떤 결정성도 거

부한다면, 대상의 다양한 현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한 대상의 ‘참

된 크기’ 또는 ‘참된 형태’를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명이 요구되는 것

이다. 예를 들어 전시회장에서 한 작품을 감상하는 경우 우리는 일련의 신

체적인 운동을 수행한다. 만일 작품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한 부분

이 시야 전체를 차지하게 되어 작품의 전체적인 구도나 형태를 제대로 인지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특정한 각도에서는 조명의 반사광으로 인해 작품의 

색감을 제대로 인지할 수 없다. 따라서 몇 번의 자세 조정 이후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정면에서 작품을 바라볼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작품을 전체적

으로 감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그 작품이 현상하는 여러 

방식 가운데 우리가 작품의 항상성으로서 최종적으로 택한 것은 최적의 거

리에서 수행된 “특권적인 지각(perception privilégiée)”(PP, 348)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이 최적의 상태는 작품자체에 귀속된 속성이 아니다. 그것

은 그 작품에 대하여 지각하는 신체적 주체로서의 내가 취하는 태도와 관련

해 드러나는 그 작품의 의미와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대상성이 ‘인식하고

자 하는’ 지향성에 기반한 지각 주체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실재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상적 장에 지각적 대상이 솟아나는 것은 신체에 의해서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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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관련해 다양한 거리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현출하는 이 지각적 대상은 

지각적 주체로서의 신체가 인식하고자 하는 관심에 의해 최적의 상태에서 

그에 상관적인 하나의 대상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러므로 대상의 항상성은 

불변의 법칙이나 규칙, 규정된 속성들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과 

신체적 주체로서의 나의 관계인 ‘항상성’에 기반하여 경험되는 것이다. 나와 

대상의 거리는 절대적인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신체의 공간성과 이 

신체를 감싸며 공존하는 세계의 공간성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평형에 의해 

획득되는 것이자, “하나의 규범 주위에서 진동하고 있는 긴장(tension)”(PP, 

349)의 문제이다. 신체적 주체는 언제나 특정한 신체적 태도를 가지고 대상

을 향하고 있고, 동시에 대상은 언제나 이 신체적 주체를 향한 것으로서 그 

신체적 태도에 연계되어 존재한다. “만일 내가 운동감각적 상황에서 외양들

의 관계를 인지한다면, 이는 법칙에 의해서나 공식 속에서가 아니라, 내가 

신체를 가지고 있고 나는 이 신체에 의해 세계를 파악하는 것에 한해서이

다.”(PP, 349) 따라서 메를로-퐁티는 우리의 지각적 경험에서 한 대상의 형

태와 크기의 항상성은 지적인 기능이 아니라 신체와의 관련 속에서 드러나

는 ‘실존적 기능’49)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신체적 태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대상은 “세계의 모든 환경들에 거

주하는 일반적 능력”(PP, 359)으로서 신체의 핵심적인 역할을 부각시키고, 

신체의 참여에 의해 체험됨으로써만 의미를 지닌 것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경험의 전체 체계는 지각 주체인 나에게 온전히 투명하게 파악되지 않는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체는 세계 전체를 자기 안에 포함하지 않

고, 세계 속에 닻 내린 그 지점에 위치지어져 있으며 따라서 언제나 주체의 

시선은 어디로부터 보여진 관점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체적 주

체는 세계를 전적으로 초월한 절대적인 무엇이 아니라, 특정한 관점에 내속

되어 있는 세계의 일부이다. 이 주체의 지각은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며, 상

49) 메를로-퐁티는 신체를 통한 세계-에로-존재가 실존 그 자체를 드러낸다고 보았고, 이
는 신체적 주체인 스스로가 반성에 앞서 선논리적인 작용에 기초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주체가 현상적 신체를 통해 세계에 닻 내림으로서 그 세계에 거주하고 정착한다는 
사실에 다름 아니다. “그러므로 실재적인 것으로서 사물, 형태, 크기의 모든 지각, 모든 
지각적 항상성이 세계의 정립으로, 나의 신체와 현상들이 엄밀하게 연관되는 경험 체계
의 정립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사실이다.”(PP,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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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에서 조망하지 않고 땅 위에 뿌리 내린 채 그 상황에 내존하여 바라보는 

것이다. 이제 대상성과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지각 주

체의 유한성에 함축되어 있는 모든 경험의 지평으로서의 세계에 대한 원초

적 의식이다. 핵심은 ‘세계에로의 열림’으로서, 이는 우리의 지각이 “세계의 

확실성”(PP, 361)에 의해 기초 지어진다는 사실이며, 신체적 주체로서 우리

가 대상의 항상성을 발견하는 것도 이러한 사실에 기인하는 것이다. “지각

적 경험들은 서로에게 연관되고, 동기부여되며, 함축된다. 세계의 지각은 나

의 현전의 장의 확장일 뿐이고, 그 본질적 구조들을 초월하지 않는다. … 

세계는 내가 상황 지어져 있는, 개방되고 무한한 통일성이다.”(PP, 351) 

   지향적 대상을 포함한 나의 모든 경험은 세계 지평 속에서 이루어지며, 

서로 교차하며 함축하는 경험들 속에서 대상은 상호감각적 통일체로서 나의 

실존 내에 자리한다. 개방된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전반성적 차원에서의 지

평들의 종합은 시간성을 내포하고 있고, 따라서 이 세계는 나의 삶의 두께

를 형성하는 실존의 장으로서 존재한다. “나는 사물을 지각한다. 이는 내가 

실존의 장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현출하는 현상은 나의 신체 전체를 그 실

존의 장을 향해 지각적 힘들의 체계로서 분극시키기(polarise) 때문이

다.”(PP, 367) 나는 그 세계에 대한 응답으로서 대상성을 경험하며, 대상은 

나의 신체에 의해 매개된 나의 실존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지각은 본질적

으로 신체와 대상의 ‘결합(accouplement)’인 “의사소통”(PP, 370)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각적 경험에서 지각되는 대상과 지각자는 분리불가능하

며, 서로에 대해 실존의 상관자로 존재하는 것이다.

   4. 인간적 세계

   메를로-퐁티의 현상적 주체는 곧 신체적 주체이며, 이러한 신체는 지금

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가장 근원적인 감각의 층위에서부터 세계에 닻 내린 

채로 상황에 내존하는 주체이다. 이러한 처해있음의 주체, 상황 지어진 주체

로서 신체적 주체는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대상을 향하고, 그 대상은 주체

에 대해 의미로서 현현한다. 세계와 주체는 불가분적으로 상호 얽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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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적 함축(une implication réelle)”(PP, 402)의 실존적 구조를 형성하며, 

이러한 관계가 세계를 세계이도록 하고, 주체를 주체로서 구성하는 것이다. 

이는 “나의 신체는 세계를 향한 운동이고, 세계는 나의 신체의 근거지(point 

d’appui)”(PP, 402)라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하지만 메를로-퐁티는 우리에

게 주어진 것이 단지 물리적 세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문화적 세계가 이

미 현존하고 있다고 표명한다. 이러한 문화적 세계는 인간적 행동 및 타인

지각에 의해 파악될 수 있다.(PP, 399-400) 즉 신체적 주체가 근원적인 지

각 세계와 불가분의 통일체를 형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지각 세계 속

에서 공존하는 다른 신체적 주체들과도 원본적으로 결합되어 살아가고 있다

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화적/인간적 세계는 이러한 신체적 주체가 세계와 

관계 맺음에 있어서 가장 높은 층위에 해당하는 주관성에 상관적인 세계이

다. 이 주관성은 곧 상호주관성이며, 세계에서 공존하는 타인들과의 연관 속

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세계에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타인들과의 교류 속에

서 신체적 주체의 행동이나 태도가 문화나 관습, 이데올로기 등의 다양한 

형태로 양식화되며, 그것들이 다시 침전되어 역사성을 지니게 된다. 이른바 

사회적인 상호주관적 세계가 신체적 주체에 대해 체화된 형태로 흡수되는 

것이며, 주체 스스로 또한 그 세계의 일부가 되어 실존하는 것이다. 랭어는 

이를 “나는 나의 과거에 그리고 타인들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나는 나의 경

험과 타인들의 경험이 서로 짜여 있는 그러한 공동세계에서 타인들과 더불

어 실존”한다고 표현하고 있다.50)

   앞서 문화적 세계는 인간적 행동들, 사고들이 그것을 구현하는 ‘사람들’

의 방식을 통해 검증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에 앞서 더욱 근원적으로 문

제가 되는 것은, 그러한 타인 지각이 어떻게 가능한가이다. 다시 말해, 어떤 

대상을 지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생각하는 것은 원초적으로 일인칭적 작용

에 해당한다. 나는 내 발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나와 분리 불가능한, ‘나의’ 

고통으로서 경험하며, 결코 내가 느끼는 고통처럼 타인의 고통을 느낄 수 

없다. 나는 타인의 존재에 대해서 공간 속에 놓인 다른 대상들과 같이 즉자

적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여타 대상들과는 구분되는 의식을 지닌 존재로서 

50) 랭어 1992,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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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적으로 마주한다. 이른바 타인 지각은 나로 하여금 모순되는 지각작용

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PP, 401-2) 철학의 전통적인 문제들 중 하나인 

이 ‘타인 지각의 문제’에 대해 널리 알려진 접근 방식은 유비추론에 근거한 

것이었다. 가령 타인에게서 드러나는 외양의 특성들에 기초하여 나의 직접

적인 체험들과의 유비관계를 통해 나와 동일한 의식적 구조를 지닌 타인으

로서 판단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메를로-퐁티가 줄곧 비판해 온 심신이

원론을 전제로 한 것이며, 또한 그 자체로 선결문제의 오류를 범하고 있

다.51) 

   메를로-퐁티는 이 문제를 전혀 다른 출발지점으로부터 접근하고자 한다. 

즉 어떻게 각각 고립되어 있는 개별적인 주체들이 타인을 지각할 수 있는가

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상호주관적인 주체들이 서로를 구별된 주체들로

서 구분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지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다.52) 메를로-퐁티

는 이를 생후 15개월 된 영아의 사례를 통해 설명한다. 만일 내가 아기의 

손가락을 내 입 쪽으로 가져가 그것을 무는 시늉을 하면 아기는 따라서 입

을 벌린다. 아직 거울단계도 지나지 않은 이 아기는 내가 물려고 하는 그 

의도를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다. 아기는 자신의 입과 이가 무는 기

관이라는 사실을 선반성적으로 알고 있으며, 지금 물려고 하는 나의 입과 

이도 그러한 의도를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을 상호주관적인 의미의 차원에서 

파악한다. “아기는 자신의 신체 속에서 그 의도들을 지각하고, 자신의 신체

와 함께 나의 신체를 지각하며, 그럼으로써 나의 의도들을 자신의 신체 속

에서 지각한다.”(PP, 404) 타인과 나는 동일한 세계 속에 몸 담고 살아가고 

51) 유비추론의 결과로서 도출되는 타인의 의식은 타인의 정서적 표현들과 나의 것들이 비
교되고 확인되는 한에서, 다시 말해 그 둘 사이의 분명한 상관관계가 성립할 때만 연역 
가능하다. 이는 암묵적으로 타인들의 실존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와 더불어 이러한 
비교 자체가 전제하고 있는 것은 나의 지각이 타인 지각에 선행하고 그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메를로-퐁티는 유아의 사례 등을 통해 이러한 전제가 실제 현상에 부합하지 않
는다는 것을 증명한다. 

52) Dillon 1988, 120-21. 상호주관성과 관련해 딜론은 “증상전가(transitivism; ‘contagion 
of cries’)”의 사례도 제시하고 있다. 유아실에서 한 아기가 울기 시작하면 나머지 다른 
아기들도 다 따라서 울기 시작하는데 이 때 각 아기의 신체적으로 안정된 상태와는 무관
하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즉 아기들이 따라서 울기 시작하는 것은 자신의 개별적인 
상태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아이가 느끼는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서 직접적으로 경험하
기 때문이다. 이는 자기 자신을 분리된 존재로 인식하는 개별적 주관성이 상당한 발전단
계를 거친 이후에야 나타나는 것이고, 상호주관성이 원초적인 것임을 방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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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나의 의식은 명석판명한 데카르트적 코기토가 아니라, 나에게조차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 “선개인적 주체(un sujet prépersonnel)”(PP, 405)가 

함축된 “암묵적 코기토(le cogito tacite)”53)(PP, 462)이다. 이러한 암묵적 코

기토의 차원에서는 타인은 나에 대해 전적인 외재적 즉자 혹은 대자가 아니

며, 세계에 토대를 둔 행동하는 주체이자 실존하는 자아이다. 나와 타인은 

가장 깊은 발생의 차원에서 서로에게 스며들어 있으며 함께 의사소통하는 

상호주관적 자아로서 사회적 세계에 참여한다.

“나는 나의 신체를 어떤 행동들과 어떤 세계의 힘으로서 체험한다. 

나는 나 자신에게 세계의 어떤 파악으로서만 주어진다. 그래서 타인

의 신체를 지각하는 것은 나의 신체이고, [나의] 고유한 의도들의 기

적적인 연장으로서, 세계를 대하는 친숙한 방식으로 타인의 신체를 

발견한다. 이제는 나의 신체의 부분들이 함께 체계를 형성하는 것과 

같이, 타인의 신체와 나의 신체는 단 하나의 전체이고, 유일한 현상의 

안과 밖이다. 나의 신체가 매 순간 흔적을 남기는 익명적 실존은 이

제부터 이 두 신체들에 동시에 거주한다.” (PP, 406)

  

   사회는 신체적 주체들이 몸 담고 살아가는 인간적 세계이다. 신체적 주

체들은 대화의 경험을 통해 공통 지반을 구성하고 조망은 서로에게 스며들

며, 이로써 동일한 세계 속에 공존한다. 초월적인 발생의 층에 대한 분석은 

이러한 상호주관성이 개별 주관성에 대해 애초에 선행한다는 것을 보여준

다.54) 메를로-퐁티에게 있어 타인의 존재를 부정하는 유아론은 역설적이게

도 타인의 존재를 긍정함으로써만 성립할 수 있다.(PP, 412-5) 그러므로 

‘세계-에로-존재’인 인간은 “실존의 영원한 장 또는 차원”(PP, 415)으로서

53) 선반성적인 자기의식으로서 “자기에 대한 자기의 현전, 실존 그 자체, 모든 철학에 앞서 
있는”(PP, 462) 암묵적 코기토는 메를로-퐁티가 순수사유, 곧 순수대자적 존재로서 다루
어져 왔던 데카르트적 의미에서의 절대적인 코기토의 개념을 단념하면서 새롭게 창안한 
것이다. 이는 우리의 체험된 경험과 양립할 수 있는 현상학적 코기토를 의미한다. 암묵적 
코기토는 자기의식에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며, 세계와 그에 위치지어진 주체 간의 원
초적으로 분리 불가능한 실존적인 결합의 관계에서 언제나 음영지어진 채로 파악된다. 
따라서 암묵적 코기토는 세계에 토대를 둔 실존하는 자아이자 체화된 자아, 그리고 시간
성과 역사성을 지닌 채로 타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상호주관적 자아를 지칭한다.  

54) “타인의 지각과 상호주관적 세계는 오직 어른들에게만 문제가 된다.”(PP,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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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회적 세계에서 언제나 타인들의 상호적 현전과 관련하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실존적 주체이다. 나는 이 세계를 벗어날 수도 없고, 나를 둘러

싼 관계들에 의해 상황 지어지는 것으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로울 수도 없다. 

근본적으로 상호주관적인 존재인 신체적 주체는 세계와 원초적인 유대 관계

를 맺고 있으며 언제나 주어진 상황의 제약 속에서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 

이 상황은 주체의 행동에 대한 제한으로서 작동하지만, 또한 오직 그럼으로

써 주체의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동기적 토대의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상황에 놓여 있는 신체적 주체에게 절대적 자유는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조건 지어진 자유(liberté conditionnée)”(PP, 518)만이 가능하다. 이것이 

세계 속에 있으면서 동시에 세계를 향한 실존적인 초월 운동을 수행하는 세

계-에로-존재의 삶의 방식이며, 타인들과 함께 형성하는 “관계들의 매

듭”(PP, 520)으로서 인간적 세계에 거주하는 근본적인 삶의 양식이다.

   2장. 신체화된 실존적 주체의 삶의 형태 분석

   1절.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적 설명에서 대상 및 방법의 한계

   메를로-퐁티는 세계와 관계 맺는 우리의 실재적인 경험을 기술하기 위

해 현상학적 환원을 통하여 현상 그 자체로 복귀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는 

“현상학적 환원은 실존철학적 환원”(PP, ⅸ)으로 표명된 바 있다. 『지각의 

현상학』은 기존의 객관주의적 사유로 대변되는 경험주의와 주지주의의 이

론적 한계를 비판하며 이분법적 구분을 넘어서는 체화된 마음, 곧 마음의 

체화로서의 신체적 주체와 세계와의 관계를 다룬다. 이 때 신체적 주체는 

언제나 세계에 ‘닻 내린’ 존재로서 특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주체로 나타난

다. 세계에 있음(to be)은 언제나 상황 지어짐(to be situated)이며, 신체적 

주체가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에 따라 각 주체가 체험하는 경험의 양태가 

달라진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에 따라 드러나는 세계 또한 각기 다르다

는 것이다. 메를로-퐁티는 상호주관성을 다루면서 우리는 하나의 공통적인 

세계 지반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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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5) 하지만 그러한 공통적인 세계 토대에 바탕하여 설립되는, 보다 구체

적이고 개별적인 차원에서 개별 주체가 경험하는 세계는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신체적 주체의 경험은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감각과 공간, 사물, 

사회 전체에서 전혀 다른 특정한 세계들의 윤곽을 그리게 되는 것이다. 즉

자적 존재로서의 세계는 결코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는 것은 언제나 신체

적 주체의 경험에 상관적인 ‘특정 종류의 세계’이다. 이러한 신체와 세계의 

관계 속에서 의미는 탄생하고, ‘그 의미는 언제나 체험된다.’56) 그러므로 세

계-에로-존재인 신체적 주체의 실재적 경험을 다루는 현상학은 그 ‘상황 

지어져 있음’에서부터 출발하여 그 조건 속에서 세계와 관계 맺는 양상에 

주목하므로 이른바 인간 실존에 대한 앎을 다루는 ‘실존적 현상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보다 더 주목하여 살펴보아야 할 점은 이 ‘상

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이다. 메를로-퐁티의 지각의 현상학에 대한 기술 

전반에는 이 상황이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 자리 잡고 있음’, ‘유한하고 관

점적인 신체적 지각’ 등으로 서술된다. 상호주관적인 사회적 세계를 다루는 

대목에서는 상황은 또한 ‘이전 세대와의 연관 속에서 이미 양식화되어 있는 

의미성’으로 나타내어지기도 한다. 세계-에로-존재의 경험의 필연적 토대가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메를로-퐁티가 기술한 바와 같은 이러

한 ‘상황들’이 우리가 실재적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해명하는 데 

충분한지를 물어야 한다. 물론 나는 내가 몸 담고 있는 지금 이 시간과 이 

공간을 떠날 수 없으며, 나의 시선은 언제나 지금·여기에 한정되어 있고 그

55) 있음으로서의 세계,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바 그것으로서 세계 자체가 있다는 사실은 
하나의 지각적 진리로서 존재한다. 개별적으로 경험되는 ‘세계들’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통의 세계를 통해서 가능하며, 메를로-퐁티는 이를 “사물들의 공가능성(compossibilité)
의 장소”(VI, 29)으로 지칭한다. 그러나 우리의 지각이 열리는 세계는 이러한 단일한 공
통세계가 아닌 개별적인 각각의 ‘세계들’이다. “사적인 세계들은 명의상 그들에게만 ‘세계
들’일 뿐이며, 그 세계들은 세계(le monde)가 아니다. 유일한 세계는 공통세계(ϰοίνος ϰ
όσμος)일 것이며, 우리의 지각은 그 위에서 열리지 않는다.”(VI, 25-6)

56) 랭어는 신체와 세계 사이에는 내부적인 관계가 존재한다고 파악한다. 그러한 관계 속에
서 모든 의미는 출현하고 따라서 의미는 체험되지 않으면 안 된다. “사건들의 의미는 심
적인 구성물도 아니며, 그것들의 동시성의 우연한 결과도 아니다. 오히려 그 의미는 어떠
한 개인적인 결정에도 앞선 익명의 공존 안에 예비 되어 있는, 실재적이고 상호주관적인 
미래의 기투이다. 그리하여 의미화 작용(signification)은 원심적이며 구심적이다.” (랭어 
1992, 2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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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대상은 언제나 나에게 음영지어진 채로만 드러난다. 나는 예절과 

관련한 일련의 한국적인 문화 양식을 직접적으로 수행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현상학적으로 설명한다고 해서 내가 실재적으로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해명되는 것은 아니다.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적 설명이 

“가장 기본적인 기술의 수준에서 일반적인 방식”(Young 1998, 261)으로 인

간 실존에 적용되었다는 영의 지적은 이러한 점을 비판하는 것이다.

   ‘일반성’ 아래 결여된 것은 무엇인가. 여러 페미니스트들이 메를로-퐁티

의 현상학이 ‘구체적인 수준의 특수성’을 간과했다고 지적할 때, 중립적이고 

익명적인 신체적 주체, 자연적 섹슈얼리티, 보편성의 이념의 이면에 함축되

어 있는 것은 무엇인가. 또 한편으로 그러한 이념들이 우리의 실재적인 경

험들에 얼마나 부합하는지가 현상학으로서의 메를로-퐁티 이론의 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점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일반’과 ‘보편’에 내재된 의미화 작용의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여성에 

관한 에세이(Essays on Woman)』에서 에디트 슈타인(Edith Stein)은 여성

의 의미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우리는 여성의 의미와 그녀의 실존에 대

해 [그것들을] 문제로서 생각하도록 강요받아 왔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인

지,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을 피할 수가 없다.”57) 남성

과 여성이라는, 그 구분의 기준조차 모호한 이분법적 범주 하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는 정체성의 입증이 요구되었던 것은 오직 여

성에게 한정되었다. 남성은 자신의 성을, 존재를, 실존적 지위를 설명할 필

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가 곧 인간 일반이자 보편 그 자체이며, 전체였기 

때문이다. 여성은 결여된 것(정신분석학적 설명) 혹은 반대항으로서 오직 남

성과의 관계 속에서만 정의될 수 있는 무엇으로 존재했다. 그리하여 남성중

심적인 사회 체계 안에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전체로서의 남성인 인간에 대

해 묻고 논의할 때, 여성 학자들은 여성이 무엇인지, 여성은 태어나는 것인

지 만들어지는 것인지 등을 계속해서 묻고 또 물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모니크 위티그(Monique Wittig)는 성별화된다는 것은 언제나 특

정한 것, 관계적인 것이 되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며, 이로 인해 남성들은 보

57) Haney, Kathleen. “Edith Stein: Woman and Essence.” Feminist Phenomenology. Eds. 
L.Fisher and L.Embree.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2000. p.213.(재인용)



- 47 -

편적인 사람의 존재형식으로서 익명적, 중립적, 자연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오직 여성만이 존재하는 단 하나의 성이라는 주장을 제기한다.58) 우리가 

‘성적 차이’를 고려하는 현상학을 수행한다는 것은, 현상학적 설명의 대상으

로 다루어지는 보편주체가 실상 남성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며, 

실재적인 경험에 대한 학으로서 여성의 경험 또한 설명 가능한 현상학을 기

획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현상학자로서 메를로-퐁티가 수행한 분

석이 성차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경험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 성차를 비롯

한 여타의 조건들을 판단중지하여 추상해 낸 결과라는 해석이 제기될 수 있

다. 이를테면 성차는 애초에 본질적인 것이 아니므로 사상할 수 있고, ‘익명

적 주체’는 헐어내기 분석을 통해 도달한 발생의 지점에서 드러나는 것이므

로 성차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 메를로-퐁티의 이론 자체에 대한 정당한 문

제제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객관주의적 사유의 범주에 

포함시키는가의 문제이다. 『지각의 현상학』에서 설명된 바에 따라, 자연적 

태도에서 판단중지하여 드러난 사태 자체는 실존적인 신체적 주체와 세계가 

가장 낮은 발생의 층위부터 가장 높은 구성의 층위까지 보편적 상관관계의 

선험에 의거해 서로에 대해 상관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구도는 

성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성차가 단지 자연적 태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

라, 발생의 모든 과정 전체를 통하여 형성되어 현실에 드러난 것으로 파악

할 수 있다. 자연적 태도에서 사상되어야 할 것은 섹스와 젠더에 대한 기존

의 이분법적 구분이며, 이를 판단중지하고 헐어내기·쌓아가기 분석을 수행했

을 때 드러나는 것은 중립적인 신체적 주체가 아닌 ‘성적’인 신체적 주체와 

세계가 맺는 관계 양상이다. 성적 주체는 생물학적 혹은 표층에서의 사회적 

구성물이 아니며, 침전된 역사성을 통해 현상학적으로 재구성된 실존적 주

체인 것이다.

   메를로-퐁티가 이러한 성적 차이의 문제를 성차별적 관점에서 의도적으

58) “추상적인 형태, 일반성, 보편성, 이는 남성적 젠더로 불리는 것이 의미하는 바이다. … 
남성들은 보편성의 자질을 타고나는 것이 아니며, 여성들은 태어나면서 특수성으로 환원
되는 것이 아니다. 보편성은 계속적으로 매 순간 남성들에 의해 전유되어 왔다. 그것은 
한 계급에 대해 다른 계급이 저지르는 행위이며, 범죄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는 개념들, 
철학, 정치학의 차원에서 수행된다.” Wittig, Monique. “The Mark of Gender.” The 
Straight Mind and other Essays. Boston: Beacon Press. 1992. p.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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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배제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은, 그가 지향한 

‘중립적’인 기술 자체가 불가능한 실존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그가 기술한 상황은 성적 차이의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자

연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자연’이었으며, 이는 다시 말해서 그 자연에

는 강제적인 이성애적 섹슈얼리티, 가부장적 사회체제, 불변적인 섹스/젠더 

범주 등이 무비판적으로 포함된 자연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그

에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판단중지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으며, 이 ‘자연

적’ 토대 위에서 여성의 경험은 애초에 기술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

이다. 그가 성별 중립적이고 익명적인 주체로 내세운 것은 그 형성과정과 

작동과정에서 결코 중립적일 수 없는 실존적 상황 속에서 나타난 남성 주체

에 다름 아니었으며, 따라서 지각의 현상학 전체가 현상학의 본래적 목표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절반의 타당성만을 지니는 설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결

론에 도달하게 된다. 성적 차이의 현상학이 기본적으로 취하고 있는 페미니

스트적 관점은 메를로-퐁티 현상학 이론의 내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즉 이론 그 자체의 완결성 등의 문제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 이론의 ‘토대’에 의문을 제기한다. 또한 그 ‘바깥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드러나는 문제가 메를로-퐁티 현상학 자체가 추구하는 본연의 목표의 실패

를 지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상학의 근본문제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2절. 성적인 신체적 주체와 생활세계의 관계에 대한 실존적 현상학적 해석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적 기반 위에서 성적 차이의 현상학을 전개한다는 

것은 세계 속에 거주하는 신체적 주체로서의 인간이 실재적으로 경험하는 

실존적 삶의 양태를 분석하고자 함이다. 메를로-퐁티의 이론은 기존의 이분

법적 사유를 거부하며, 세계-에로-존재로서 주체의 경험을 세계와의 관계

를 통해 주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함의를 지닌다. 하지만 그로츠가 지적

하는 바와 같이, 인간 일반이라는 범주 아래 남성적인 특수성을 은폐하면서 

남성으로 하여금 보편적 신체성을 대변하도록 했고, 또한 이 속에서 여성은 

남성적인 규범과 이상적인 표상의 변이형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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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츠는 성차를 고려하지 않는 보편 주체 모델이 성별을 지닌 주체를 중성

화시키고, 결국은 남성적인 시각 아래에서 여성이 갖고 있는 차이를 주변화

시키며 여성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비판한다.(이소희 

1994, 98. 재인용) 성적 차이의 현상학에서 ‘성차’에 주목하는 이유는 성별 

특수성을 부각시켜 성차를 지닌 주체를 새롭게 구성하고자 함이 아니다. 앞

서 인용한 위티그의 표현처럼, 성별화된다는 것은 언제나 특정한 것, 관계적

이 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우리 체계 안에서는 오직 여성만이 성에 해당

하는 존재였다. 성차를 강조하는 것은 그리하여 이분법적인 남성과 여성의 

구분을 고착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일반성·보편성이라는 미명 하에 은폐된 

채로 성별 구조를 재생산해 내는 메커니즘 자체를 폭로하기 위한 것이고, 

그러한 강제적인 이성애적·가부장적 기제를 통해 형성된 대문자 “여성”이 

처한 실존적 상황과 그 실재적인 경험의 양태를 현상학적으로 기술하기 위

한 것이다. 성적 차이의 현상학은 지금껏 보편 주체로서의 ‘인간’의 범주에

서 배제되었던 여성적인 신체적 주체들을 현상학적 분석의 대상으로 삼으며 

이러한 성적 주체들이 특정한 세계와 관계 맺는 양상을 실존적 현상학의 차

원에서 다루고자 한다.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적 논의에서도 섹슈얼리티59)는 실존의 양상으로 

파악된다. 섹슈얼리티는 단순히 신체적 특질, 성감대로 지칭되는 성적 부위

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통일적인 신체, 나아가 그 신체를 통해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에 대해 공외연적인(coextensive) 것으로 드러

난다. 섹슈얼리티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주체의 실존적 양상에 다름 아니

며, 따라서 실존과 섹슈얼리티는 상호침투(osmose)관계를 형성한다고 할 수 

59) 섹슈얼리티(sexuality, sexualité)는 우리말로 번역하기 쉽지 않은 개념이다. 흔히 성(性), 
성욕, 성적 본능, 성적 지향 등으로 번역되지만 사실상 섹슈얼리티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면서도 이것들을 넘어서는 더 큰 범주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에서 섹슈얼리티는 넓은 의미의 ‘성적인 것 전체’이면서 세계로 스스로를 기투하여 
성적인 상황 속에 자신을 놓는 실천적 능력으로서 인간적 실존의 운동으로 파악된다. 이
러한 관점에서 섹슈얼리티는 세계를 향한 총체적 지향성에 다름 아니며, 신체적 주체가 
어떠한 자극에 대해 성적 의미를 가지는 것은 표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자극들을 성적 
상황 속에 놓을 수 있는지의 능력의 여부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메를로-퐁티는 섹슈얼
리티를 인간적 실존과 연관하여 설명하며, “섹슈얼리티는 우리의 전 존재”(PP, 199)이자 
“섹슈얼리티가 드라마적인 것은 우리가 그것에 우리의 개인적인 삶 전체를 참여시키기 
때문”(PP, 199)라고 밝히고 있다.  



- 50 -

있다. 

“섹슈얼리티와 실존 사이에는 상호침투가 있다. 말하자면 실존이 섹

슈얼리티 속으로 퍼져나가면, 상호적으로 섹슈얼리티는 실존 속으로 

퍼져나간다. 따라서 주어진 결정이나 행위에 대해 성적인 동기화의 

부분과 다른 동기화의 부분을 할당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성적인 

것” 또는 “성적이지 않은 것”으로서 결정과 행위를 특정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 (PP, 197. 강조는 필자)

 

   이와 같이 섹슈얼리티와 실존이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을 때, 비로소 

삶의 양식(style)은 곧 섹슈얼리티가 드러나는 어떤 상태의 “일반화된 표

현”(PP, 197)이 된다. 성적 주체는 섹슈얼리티의 관점에서 어떤 상황에 놓

여 있는 신체적 주체를 의미하며, 이 신체적 주체는 생물학적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 신체 기관들의 연합체도60), 표상하는 인식 주체로서의 층위에도 

국한되지 않는다. 이 ‘성적 존재’로서의 신체적 주체는 그의 섹슈얼리티를 

통해 세계 속에서 그가 처해 있는 상황 일반과 더불어 그러한 세계와 관계 

맺는 총체적 양상을 드러낸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의 특수한 경험이라는 

것은 고정된 본질로서의 ‘여성적 본성’에서 기인한 것이 아님이 확인된다. 

여성적 경험은 성적 주체로서의 여성이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실존적 삶의 

양태와 관련된 섹슈얼리티에서 구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체적 주체와 세계와의 관계를 상황에 처해 있는 실존적 차원

에서 재조명할 때 추가되어야 할 것은 ‘신체적 주체’가 익명적이고 성별 중

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성적’인 신체적 주체라는 사실이며, 자연적 태도를 

판단중지한 결과 드러난 현상적 장에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소위 ‘자연적’으

로 받아들여져 왔던 여타 이데올로기와 규범들이 여전히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에의 파악이다. 표층에 드러나는 일상적 실천의 층위뿐만 아니라 더 깊

60) 이 점과 관련해 위티그는 신체적 특질들을 통해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려는 일체의 시도
를 “전체로서의 신체를 파편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녀는 특정한 성적 부위들
을 통해 성의 범주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그 부위들에 성감적 육체를 국한하는 것으로 
본다. 그런 방식으로 부여된 ‘통일성’(남성 혹은 여성)으로서의 성의 범주는 “일종의 ‘비
통일성’이고, 파편화이며, 구획화이자, 성욕이 발생하는 축도”로 명명된다. (버틀러 2008, 
299-30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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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한 각각의 발생적 층위에서부터 ‘자연적 속성’, ‘자연적 구분/범주’들

은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 성립되어 공고히 작동해 왔으며, 그 반복된 작동

이 침전되어 현실적 차원에서의 작동을 더욱 자연적인 것으로 재구축하는 

‘실재의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다. 즉 성적 차이 자체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

라는 점에서 허구적이지만, 성적인 신체적 주체들이 처해 있는 상황, 다시 

말해 세계-에로-존재로서 거주하는 맥락 속에서 의미화 되는 방식에 있어

서는 실재적이다. 따라서 이 ‘상황’은 침전된 문화적 해석 위에서 설립된 규

범적이고 의미화된 장 자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처해진 상황에서 각 

신체적 주체가 세계와 맺는 지향적 삶의 연관은 성적 주체에 대해 전혀 다

르게 형성되어 나타난다. 그러므로 성적 차이의 주체는 역사적이고 문화적

으로 맥락화된 상황 속에서 의미화에 연관되어 있는 체화된 주체를 의미하

며, 이에 상관적으로 특정한 세계가 개시된다.

   성차가 실존적 삶의 양태로서 드러난다는 점에서, ‘사회적 실재’라는 실

제-효과를 창출하는 성차를 간과한 채 단순히 ‘중립’을 표방하는 것은 무의

미하다고 할 수 있다. 성차를 고려한 현상학적 기획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는 중립적 기술이라는 미명 하에 은폐된 성적 차이의 구조와 더불어 그 

구조가 반복적으로 작동·수행되면서 점차 의문을 제기하지 않게 되는 것으

로서 하나의 자연적 토대가 형성되는 과정의 메커니즘을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발생과정을 통하여 공고하게 작동되는 성적 차이의 효과가 여

성적인 신체적 주체가 처해 있는 상황을 어떻게 의미화 하는지, 세계-에로

-존재 양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우리는 

실재적으로 경험되는 현실과 무관한 중립성을 배격하고, 여성적 신체도식에 

통합된 가부장적 가치들의 구현 방식에 주목하며 여성적 경험이 드러내는 

구체적인 삶의 양식의 측면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성적 차이의 현상학은 인

간 실존의 실재적 경험을 설명하고자 하는 현상학의 본연의 목적에 더욱 근

접하기 위해 범주적 체계에 따라 특정한 인간이 배제되는 것을 지양하며, 

그러한 일련의 이데올로기적, 규범적 범주들을 판단중지하고 체화된 성적인 

신체적 주체를 현상학적 대상으로 삼아 분석할 것이다. 3부에서는 『지각의 

현상학』에서 다루어진 바와 같이, 자아의 보편적인 의지적 힘에 상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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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들의 총체로서의 생활세계를 성차를 고려한 초월론적 발생의 층 구성

으로서 재해석하는 작업이 수행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여성의 신체

도식과 신체이미지가 여성이 살고 있는 특정한 생활세계와 그 의미화의 억

압적인 층위들을 드러내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3부. 성적 차이의 생활세계: 

생활세계와 습성적 통각체계

   1장. 생활세계 분석의 대상과 방법   

   1절. 생활세계 논의가 현상학적 체계 안에서 지니는 의의

   우리가 세계 속에 살아가면서 세계 그 자체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자

명한 사실이다. 우리의 모든 경험은 세계 속에서만 일어나며, 세계에 대한 

것으로서 발생한다. 결코 절대적인 순수 의식이 아닌 우리 자신들 또한 신

체를 지닌 체화된 주체로서 세계의 일부를 이루며, ‘우리’로서의 타인들을 

경험한다. 세계는 이와 같이 경험 주체에 대해 직접적으로 주어진다. 세계는 

의식에 대한 표상도 아니고, 즉자적으로 존재하는 분리된 대상도 아니다. 신

체적 주체와 세계는 불가분의 상호교착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따라서 그 관

계를 통해 형성되는 모든 우리의 경험은 곧 세계와의 원초적인 접촉으로부

터 발원하는 것이다. ‘직접 체험된 세계’는 일체의 반성적 분석에 앞서 존재

하고 지각을 비롯한 모든 경험을 가능케 하는 환경이자 장으로서 주체에 대

해 펼쳐져 있다.

“지각의 명증성은 충전적(adéquate)사유나 필증적(apodictique) 명증

성이 아니다. 세계는 내가 사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다. 

나는 세계에로 열려져 있고 그 세계와 함께 의심할 여지없이 의사소

통한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소유하지 않으며 세계는 무한하다.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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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보다 정확히 말해 ‘그 세계가 있다’, 라는 나의 삶의 이 항

상적인 명제를 나는 결코 완전하게 해명할 수 없다. 세계의 이러한 

사실성은 세계의 세계성(Weltlichkeit der Welt)을 형성하는 것이고, 

세계를 세계이도록 하는 것이다.” (PP, ⅺ-ⅻ. 강조는 필자)

   세계는 지각하는 주체에 대해 “가능한 모든 지각들의 보편적 양식의 총

체”61)이다. 이후 상론하겠지만 세계는 곧 경험의 토대로서의 ‘지평’과도 같

은데, 이 지평 속에서 잠재적으로 혹은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사태들이 의미

를 지닌 것으로서 주체에게 경험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세계가 지각 주

체와 완전히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그 세계’가 아니라, 주체가 살

고 있고 그 주체가 지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의 총체이자, 그 지각에 대해 

특정한 의미를 부여해 주는 양식들의 총체로서의 ‘그 세계’라는 사실이다. 

이는 상호주관적인 존재로서 함께 근거하고 있는 공통된 세계의 토대 위에

서, 개별적인 지각적 주체가 살고 경험하는 세계는 각자에 대해 서로 다른 

의미연관체로 현출한다는 것이다. 생활세계와 습성적 통각체계의 형성을 다

루는 3부를 통해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 맞닿아 있다. 

이른바 남성적인 신체적 주체와 여성적인 신체적 주체가 경험하는 세계는 

결코 동일하지 않으며, 이와 같이 전혀 다른 의미 맥락으로서 드러나는 세

계는 각기 다른 발생적 과정을 거쳐 주체와 세계간의 상관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궁극적인 경험의 근원적 발생지점에 도달하기 위해, 또한 그 

세계의 무수한 층위들과 의미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현상학적 의미의 

‘생활세계’에 대한 탐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생활세계’라는 용어는 사실상 후설 현상학에서 고유하게 사용하는 개념

이다.62) 하지만 앞서 메를로-퐁티의 ‘지각된 세계’에 대한 개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발생적 현상학적인 접근에 있어서 두 용어가 함의하고 있는 바

는 크게 다르지 않다. 지각된 세계는 단지 감각, 지각의 층위에 머무르지 

않고 발생적인 과정에 따라 사물과 자연적 세계, 타인경험에까지 이르는 상

61) Merleau-Ponty, Maurice. Le Primat de la Perception et ses conséquences      
philosophiques. Lagrasse: Verdier. 1996. p.50. (이하 PrP로 표기)

62) 각주 43 참조. 후설의 ‘생활세계’와 메를로-퐁티의 ‘지각된 세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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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관적인 인간적 세계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또한 이 모든 세계의 다양

한 발생적 층위에는 ‘세계-에로-존재’로 대변되는 신체적 주체가 상관적으

로 존재하며, 따라서 모든 경험은 세계와 주체의 관계 맺음의 양상으로서 

드러나는 것으로 설명한다. 후설의 생활세계는 이러한 측면에서 신체적 주

체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세계를 실마리로 삼아, 헐어내기 분석을 통해 그 

세계가 형성되어 온 과정을 역추적한다. 자연적 태도에서 ‘미리 주어져 있

는 세계’에 대한 반복적인 타당성 수행을 판단 중지하고, 초월론적 환원을 

통해 보편적 상관관계의 선험성으로서 주관에 상관적인 세계의 존재를 해명

한다. 후설의 이러한 접근은 습성적인 경험 체계에 대한 현상학적 분석과 

더불어 그 근원적인 발생 지점부터 현재적인 작동의 층위에 이르기까지 발

생적 과정을 분석하는 데 더욱 상세한 설명을 제공한다.

   메를로-퐁티가 『지각의 현상학』의 논의를 이끌어가는 전체적인 구도

는 경험주의와 주지주의로 대변되는 기존의 독단론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현

상학적 접근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 전개의 틀 자체는 후설이 생

활세계 이론을 전개하면서 기존의 객관주의적 사유의 세계로부터 판단중지

를 수행하고 보편적인 관심의 전환을 통해 초월론적 구성의 세계를 드러내

는 형태와 다르지 않다. 판단중지와 더불어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을 통해 

드러나는 초월론적 구성의 세계는 곧 노에마-노에시스의 보편적인 상관관

계의 선험으로서 주체와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며, 이 때 주체로서 제시되는 

‘초월론적 주관’은 언제나 세계를 경험하면서 세계와의 연관 속에서 살아가

는 주관이다. 이는 곧 대상으로서 세계 ‘속에 있는’ 주관성임과 동시에 세계

에 ‘대해 있는’ 의식주체로서 메를로-퐁티의 ‘세계-에로-존재’가 함의하는 

바와 같다.63) 

63) 『위기』의 제3부 54절에서 후설은 인간성(Menschheit)의 역설, 즉 세계를 구성하고 있
는 주관성으로서의 인간성과, 세계 자체 속에 편입되어 있는 주관성으로서의 인간성이 
어떻게 양립 가능한 것인지를 자문하고, 그 역설이 해소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초월
론적 현상학적 환원을 통해 드러난 보편적 상관관계의 선험에 따라 세계의 일부이자 현
존하는 자아는 ‘시선을 전환하여’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주관으로 나타난다. 이는 존재하
고 있는 실재적인 자아와 세계 자체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대상과 사태에 대
해 ‘관심/태도를 전환함으로써’ 습성과 능력들의 자아극(ich-pol)으로서 주체를 ‘새로운 
관점에서’ 고찰할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한다. 메를로-퐁티가 ‘세계-에로-존재’라는 용어
로 환원 이후에 드러나는 사태를 절차적인 구체적 서술 없이 직접적으로 설명한 것이라
면, 후설은 ‘세계-에로-존재’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현상학적인 방법적 절차와 과정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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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상호주관성 속에 있는 각각의 초월론적 자아(세계를 구성하는 

자아로서)는 필연적으로 세계 속에 있는 인간으로서 구성되어야만 한

다는 사실의 궁극적 파악을 얻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각 인간 존재

는 “그 자신 안에서 초월론적 자아를 담지한다.” - 그의 영혼의 실재

적인 부분 또는 기층으로서가 아니라, 현상학적 자기-반성을 통해 드

러난 것으로서, 그가 초월론적 자아에 상응하는 것의 자기-객관화

(Selbstobjektivation)인 것인 한에서 이다. (Crisis, 186)   

   이와 더불어 본 논문에서 메를로-퐁티의 ‘지각된 세계’의 의미를 내포하

는 것으로서 명시적으로 ‘생활세계’라는 후설의 용어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메를로-퐁티가 스스로 언급한 『지각의 현상학』에 대한 평가

에 기인한다. 메를로-퐁티는 『지각의 현상학』(1945)이 출간된 이듬해에 

프랑스 철학회에서 「지각의 일차성과 그 철학적 결과들」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게 된다. 그는 그 강연에서 『지각의 현상학』이 “하나의 예비적

인 작업”(PrP, 68)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는 그 저작에서 문화나 역사에 관해

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각의 현상학』은 우리에게 현존하고 살아있는 존재에 대해 접근

하는 방식을 명확히 하려고 시도한 것이며, 그러한 방식은 차후에 언

어, 앎, 사회, 종교 속에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

다. … 이러한 원초적인 층의 경험은 문화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항상적 소여들을 드러낸다.” (PrP, 68) 

   따라서 『지각의 현상학』은 지각의 일차성과 관련해 경험의 원초적

(primordiale)인 층에 대한 분석에 중점을 두고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성적 차이의 현상학’을 다루는 본 논문에서는 발생적 과정에서 세계와 주

체의 관계에 주목함으로써, 메를로-퐁티의 원초적인 경험의 층위를 다루는 

‘지각된 세계’와 더불어 습성적 통각체계의 형성과정과 현실적 작동과정을 

세하게 해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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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문화와 역사까지도 포함하여 설명하는 후설의 ‘생활세계’를 분석할 것

이다.

   후설의 생활세계 개념은 그의 철학적 연구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이를

테면 후설의 후기 저작들뿐만 아니라 『이념들2』를 비롯한 초·중기 저작들

에서도 생활세계 개념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생활세계 개념이 

체계적으로 이론화된 것은 『위기』에서 최초로 이루어졌다.64) 이 책의 제3

부에서 후설은 이미 우리에게 선소여되어 있는 생활세계로 되돌아감으로써 

현상학적 초월론적 철학에까지 이르고자 하는 철학적 기획을 제시하고 있

다. 생활세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관심에 따른 삶의 태도들에 상

응하는 각각의 세계들, 즉 객관적 학문의 세계를 비롯한 여타 세계들의 바

탕이 되는 직접적인 경험의 세계이자, 또 한편 그 모든 세계들을 포괄하는 

의미에서의 세계 전체이기도 하다. 『위기』에서 후설은 이와 같이 생활세

계의 토대 위에 세워진 개별 학문이 그 필연적인 지반으로서의 생활세계를 

망각한 채로 객관적 진리를 추구하는 것을 비판하며, 결국 이로 인해 유럽

학문의 위기가 초래된 것으로 파악한다. 생활세계로 되돌아가는 것은 마치 

원본적인 것인 양 여겨지는 객관주의적 사유들이 이차적으로 파생된 것들임

을 밝히는 작업임과 동시에, 생활세계에서의 직접적인 지각적 경험이 가장 

일차적이며 모든 것이 그 세계로부터 발원한다는 사실에로의 복귀에 다름 

아니다. 헐어내기 분석을 통해 생활세계의 ‘두께’를 형성하는 각 층들을 분

석하면서 침전된 역사성, 즉 습성체계를 그 근원에까지 소급하여 추구할 수 

있게 된다.

   크리스텐센(Carleton B. Christensen)은 후설의 생활세계 개념과 관련해 

그 세계의 의미가 지각적 경험의 바로 그 구조 속에 함축되어 있다고 분석

한다. 이는 세계와 신체적 주체 사이의 불가분의 관계를 드러내는 것으로, 

단지 주체에 의해 지각된 총체들만 세계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 그 자

체와 그것의 지각적 경험들 전부가 세계에 속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65) 이 

64) 『위기』는 후설 생전에 출간된 마지막 저서로서, ‘생활세계’ 개념은 이 저작에서 약 90
쪽 가량에 걸쳐 다루어지고 있으며, 이 부분은 『위기』의 전체 계획에서 가장 마지막에 
삽입된 부분에 해당한다. Carr, David. “Husserl’s Problematic Concept of the 
Life-World.” Husserl: expositions and appraisals. Eds. Frederick Elliston and Peter 
J.McCormick.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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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지각적 경험이란 본질적으로 지평적인 것으로서, 현재적인 지각적 경험

은 그와 동시에 언제나 경험 가능한 잠재적인 지각적 경험들을 함께 나타낸

다. 곧 시·공간적으로 구성된 세계의 지평적 특성이 지각적 경험을 가능케 

하며, 이는 그 본성상 언제나 주관에 상관적인 것이다. 하지만 이 주관은 

세계 속에 편입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세계에 대해 세계를 구성하는 주관이

기도 하다. 따라서 세계에 대한 설명에 있어 중요한 것은 후설의 ‘초월’개념

을 명확하게 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초월론적 현상학은 구

성하는 의식에 대한 현상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구성’의 현상학적 

의미는 ‘더 많이 사념함’으로서 곧 지금 주어져 있는 낮은 단계의 의미(보이

는 일부)에서 더 높은 단계의 의미(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특성들)로 ‘초월’

한다는 것이다.66) 이는 가령 우리가 집의 전면을 보면서도 그와 공현전하고 

있는 집의 다른 측면들을 떠올리며 집 전체를 지향한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때 집의 각 측면들은 전체 집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이자 동기가 

된다. 초월적인 구성작용에서 근본법칙이 되는 것은 물리적 인과가 아니라, 

이와 같은 동기적 연관(Motivation)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후설의 현상학에서 ‘생활세계’라는 개념은 메를로-퐁티의 ‘지

각된 세계’, 즉 인간이 자신의 고유한 신체로서 거주하는 세계의 원초적인 

층위에 해당하는 설명을 그 구성적 법칙과 발생적 과정에 따라 보다 구체적

으로 전개한 것에 해당한다. 하지만 후설 철학에서 서술되는 이 생활세계는 

그 자체로 연구자들에 따라 해석이 분분한 개념이다.67) 왜냐하면 후설 스스

65) Christensen, Carleton B. “The World.”The Routledge Companion to Phenomenology. 
Eds. Sebastian Luft and Søren Overgaard. London: Routledge. 2012. p.211.

66) 후설의 후기 초월론적 현상학에서 다루어지는 초월론적 주관은 전통철학에서의 초월론
적 주체 및 의식과는 다르다. 초월론적 주관은 ‘더 많이 사념함’의 현상학적 구성작용인 
초월론적 기능에 상관적인 것으로서 ‘초월론적 기능의 발산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초월
론적 주관은 아프리오리한 탈세계적인 주관이 아니라 세계와의 연관을 지니고 있는 주관
이다. “Transzendentalität(초월성)/Transzendenz(초월)”에 대한 의미와 “transzendental”
을 초월론적 혹은 초월적으로 번역하는 것과 관련한 해명은 이남인(2004) p.328-342을, 
아울러 현상학적 구성의 의미를 ‘더 많이 사념함’으로 규정하는 해석은 이남인(2004)의 
p.325-327을 참조할 수 있다.

67) 생활세계에 대한 연구는 후설 그 스스로가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은 탓에 그 복합적인 
의미를 해명하는 것에서부터 생활세계가 초월론적 주관성에 이르는 길의 필수적인 예비
단계로서의 지위인지, 아니면 그 자체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등과 관련해서도 다양
한 해석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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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가 생활세계를 설명하면서 단일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규정하지 않으며, 

다소 역설적으로 보이기까지 하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

다. 이를테면 선술어적이고 구체적인 속성을 지니는 근원적 명증의 토대로

서 직접적인 경험세계로 기술하는 한편, 문화적이자 학문적인 의미의 형성

물로서 술어적이고 추상적인 환경세계로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후설은 

객관적으로 참된 세계와 환경세계가 하나의 생활세계라는 개념으로 설명되

는 것에 있어서 “역설적 상호의존관계”(Crisis, 131)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생활세계의 존재방식이 어떻게 체계적이고 학문적인 방식으로 정당

화될 수 있는지를 자문한다. “구체적 생활세계는 “학문적으로 참된” 세계를 

기초지우는 토대(der gründende Boden)이며, 동시에 생활세계의 고유한 보

편적 구체성에서 학문을 포괄하고 있다.”(Crisis, 131) 

   카(David Carr)는 이러한 구절들에서 나타나는 바, 후설이 생활세계 이

론을 전개하는데 있어 많은 오류와 혼동이 있었다고 파악하며, 생활세계라

는 하나의 개념 아래 양립 불가능한 내용들을 한데 모아 놓았다고 비판한

다.68)『위기』의 여러 곳에서 후설은 직관적으로 주어진 환경세계(Umwelt), 

곧 감각적 경험의 세계와 선학문적인 생활세계를 대비시키고 있다. 이 생활

세계는 자연과학을 비롯한 여타 학문이 기초하는 ‘의미 토대’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구체적 충만성으로서의 세계이다. 카에 따르면, 이와 같이 후설은 자

연적 태도에서 일상적 생활의 환경세계와 근원적 명증성으로서의 생활세계

를 분리하면서도 다시 그 둘을 혼용해서 언급함으로써 둘의 차이를 무화시

키는 듯한 기술을 여러 곳에서 수행한다. 또한 문화적 세계로서 생활세계를 

기술함에 있어서 후설은 매우 다른 현상학적 영역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

이는데, 문화적 세계는 생활세계의 무매개성, 직접성, 선술어적인 특성들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카는 문화적 세계로서 생활세계와 즉각적 경

험의 세계로서 생활세계는 그 소여 양태에 있어서 상반되며, 전자가 후자에 

정초되지만 결코 환원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 생활세계는 이러한 상이한 층

들의 결합이며, 문화적 세계와 순수 경험적 세계 모두 의식적 삶의 필연적

인 토대라는 유사성을 지닌다고 해석한다. 

68) Carr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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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한편, 앞서 인용한 『위기』의 구절을 두고 이종훈은 생활세계를 

실재론적으로도, 관념론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즉 미리 주어진 토

대의 측면에서는 생활세계가 실재론적으로 해석되고 있고, 또한 초월론적 

주관이 구성한 형성물이라는 측면에서는 관념론적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것

이며, 이 두 해석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습성의 차원에서 부단히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일단 형성된 의미는 문화와 기술, 도구 등 “보편적 언어의 형태로 

생활세계 속으로 들어가 침전되고”, 이것은 지속적 타당성을 지닌 ‘습

득성(Habitualität)’으로서 곧 현재의 경험 속에 토대로서 자리 잡는

다. 또한 이것은 ‘의사소통’과 ‘상호이해’를 통해 자명하게 복원되거나 

수정되면서 그 의미가 풍부하게 형성되는 발생적 역사성과 상호주관

적 사회성을 갖는다. 이와 같이 개방된 나선형의 순환 구조를 통해 

형성되어 왔고 형성되고 있는 생활세계는 “상호주관적으로 경험되며 

언어적으로 논의하고 해석할 수 있는 모두에게 공통적인 동일한 역사

적 환경세계다.”69)

   일견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복합적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는 생활세계 

개념에 대해서는 이후 상론하겠지만, 이는 후설에게도 철학의 부분적인 문

제가 아니라 보편적인 문제로서 주요한 물음들을 제기하였다.70) 『위기』에

서 후설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경험세계와 보편적 본질구조를 지니는 초

월론적 세계를 동시에 ‘생활세계’라는 독자적인 주제로서 어떻게 학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가를 묻고 있으며(Crisis, 133), 그 해명들은 궁극적으로 “생활

세계의 본질에 대한 순수 이론”(Crisis, 141)으로서 모든 학문을 비롯한 인

간 활동의 총체적인 것들이 정초되는 “보편적인 선논리적 선험(universale 

vor-logische Apriori)”(Crisis, 141)에 대한 것임을 천명한다. 즉 시·공간적

69) 이종훈. 「후설 현상학에서 역사성의 문제」. 『역사와 현상학』, 한국현상학회 편. 서
울: 철학과 현실사. 1999. p.78. 

70) 『위기』의 34절(f)에서 후설은 생활세계와 객관적 학문의 대조를 통해 양자 간의 상호
결합성에 주목한다. 후설은 먼저 생활세계가 철학의 부분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한 
이후, 생활세계가 모든 객관적 학문에 대한 명증성의 원천이자 이론적-논리적 존재타당
성을 궁극적으로 정초한다는 것을 해명함으로써 철학의 보편적인 문제로서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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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가능한 사물 경험의 지평으로서 계속해서 변화하는 경험세계에는 주관에 

상대적이면서 동시에 그 모든 상대성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보편적 구

조(allgemeine Struktur)”(Crisis, 139)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미리 주

어져 있음’의 토대로서의 생활세계를 의미하며 그 속에서 공간형태와 운동, 

감각적 성질들이 발생한다. 생활세계는 학문 이전의 이러한 보편적 구조와, 

학문이 성립하고 작동하는 다양한 이론적·문화적 세계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보편적 구조의 차원에서 학문 이전의 생활세계 또한 물리학적이나 수학적인 

의미와는 구분되는 시간과 공간을 가진 세계이며, 이는 세계와 주체 사이의 

본질적 상관관계를 탐구함을 통해 밝혀질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생

활세계가 지닌 각각의 의미적 층위들을 보다 자세하게 해명하고 생활세계의 

전체적 의미 구조를 조망할 것이다.

   2절. 후기 후설 철학에서 생활세계의 중층적 의미구조

   후설은 생활세계를 좁은 의미에서 노에마-노에시스 보편적 상관관계의 

선험이 드러나는 초월론적 세계로도 설명하며, 보다 넓은 의미에서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경험세계로도 사용한다. 전자와 후자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며 일상적 경험세계 또한 그 근본적인 구조는 초월론적 세

계와 동일하다. “‘생활세계’라는 명칭은 본질적으로 상호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다양한 학문적 수행들을 가능하게 하면서 동시에 그것

들을 요구한다.” (Crisis, 124) 생활세계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 몸 담은 채

로 살아가고 있는 세계이다. 우리의 모든 경험은 바로 이 세계에서부터 시

작한다. 이 생활세계는 모든 존재 타당성의 지반이며, 이후의 모든 학문적이

고 문화적인 타당성들의 원천이 된다. 후설은 이러한 생활세계가 “그 자체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 즉 모든 인간의 생활에서 항상 이미 자명한 것, 그

것의 유형 속에서 항상 이미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친숙한 것”(Crisis, 

123-24)이라고 설명한다. 이 때 세계를 경험하는 우리에 대해 “세계는 존

재하며 언제나 미리 존재하고, 경험하거나 또는 다른 의견의 수정은 이미 

존재하는 세계를 전제”(Crisis, 110)한 채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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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명증적으로 주어진 ‘근원적 명증성’의 세계로서 이러한 생활

세계 속에서 우리는 학문을 하고, 이론적-논리적인 실천들을 수행한다. 이

러한 실천들은 때로는 담론의 형식으로, 이데올로기나 관습, 문화의 형태로 

나타나고 인간의 실재적인 삶을 관통하는 현실성이나 잠재성에 본질적으로 

관계를 맺게 된다. 따라서 일상적 경험세계로서의 생활세계는 인간의 삶과 

연관하여 구체적인 통일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생활세계 속에서 일깨

워져 살아가는 자들인 우리에 대해 생활세계는 항상 그곳에 이미 존재하며, 

이론적 실천이든 이론 외적인 실천이든 간에 모든 실천을 위해 우리에 대해 

앞서 존재하는 토대이다.”(Crisis, 142) 살아간다는 것은 언제나 앞서 존재하

는 이 세계의 확실성 속에 살아가는 것이며, 오직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의식하고 체험하며 실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1. 이론적·문화적 세계

   헐어내기 분석을 통해 생활세계를 파악할 때, 우선적으로 생활세계의 표

층에 해당하는 이론적 세계가 드러난다. 이론적 세계는 우리가 매일의 생활

을 수행하면서 가장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세계이다. 우리가 어린 시절

부터 사회화의 과정을 통해 학습하는 모든 여타 학문들은 정신적 작업 수행

들, 실재적인 실천들을 통한 이론적 형성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 후설은 이

와 같이 통상적인 우리의 삶과 학문들이 수행되는 이러한 존재방식을 가리

켜 ‘자연적 태도’라고 지칭했으며, 자연적 태도의 본질로서 경험하는 주체를 

포함한 시·공간적인 세계 전체가 ‘거기에 있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자연적 태도의 일반정립’이라고 하였다. 자연적 태도에서 “나에 대해 마주

하고 있는 것으로서, 나는 계속해서 하나의 시공간적인 현실성(actuality)을 

발견한다. … 나는 “현실성”, 즉 사실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성으로서 그리고 

또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그것은 그 자체로 나에 대해 사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71) 자연적 태도에서 우리는 그때그때 

71) Husserl, Edmund. Ideas pertaining to a pure phenomenology and to a
   phenomenological philosophy: First book. Trans. F.Kersten. Hague/Boston/Lancaster: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83. p.56-57. (이하 IdeenⅠ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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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지는 개별적 사물들의 세계로 곧바로(geradehin) 향하고 있으며 항상 

세계의 확실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생활세계는 선소여성으로서 항상 그

곳에 이미 존재하며, 모든 실천을 위해 미리 우리에 대해 존재하는 토대들

에 다름 아니다. 곧 자연적 태도에서의 삶은 “주제화되지 않은 보편적 지평 

속의 삶”(Crisis, 145)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모든 이론적이거나 실천적

인 주제는 항상 ‘세계’라는 삶의 지평의 정상적 통일성 속에 놓여 있다. 세

계는 우리의 모든 경험하고 인식하고 행위 하는 작용들이 그 속으로 향하는 

보편적 장이다.”(Crisis, 144)

   이론적·문화적 세계는 직접적인 경험계를 전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세

계 속에서의 무매개적인 감각, 지각을 근본토대로 삼아 그 위에서 학문적 

관심으로서 이론의 전개나 인간성의 발현인 문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

한 이론적이고 문화적인 세계에서의 형성물들은 다시 고유의 직접적인 경험

계로 흘러들어가고 반복적으로 수행됨을 통해 하나의 습성으로 자리 잡게 

된다. 후설이 『위기』에서 유럽 학문의 위기의 원인으로서 지목했던 것은 

이와 같이 경험계 위에서 성립되는 이차적이고 파생적인 이론적 학문 등이 

그 토대를 망각한 채 그 자체로 원본적이고 근원적인 것인 양 받아들여지는 

세태였다. 즉 후설은 이론적·문화적 세계를 현상학적인 생활세계의 영역에서 

배제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그 근원적 출처를 명확하게 하고자 했던 것이

며 따라서 이론적·문화적 세계 또한 넓은 범주에서 생활세계에 속하는 것이

다. 자연적 태도에서 우리가 명증하게 의식하지 못한 채 암묵적으로 반복적

인 수행을 통해 가지고 있는 ‘지각적 신념’을 토대로 하여 인간의 모든 생

활의 실천들을 통해 형성된 것이 이론 일반과 문화 전반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연적 태도에서는 결코 객관적 학문이 근거하고 있는 생활세계의 

보다 깊은 층위를 볼 수 없으므로, 기존의 태도를 전환하여 해야 할 필요성

이 요구된다.

   후설은 새로운 종류의 학문72)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학문에 대한 

판단중지가 수행되어야 하며, 이는 미리 주어져 있음으로서의 생활세계와 

72) 후설은 『위기』에서 생활세계에 대한 학문이라는 문제제기를 통해 기존의 객관적 학문
들과는 차별화된, 그 모든 개별 학문들을 본질적으로 정초하는 근본토대로서 생활세계에 
대한 학인 ‘새로운 종류의 학문’ 수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Crisis,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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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물들이 ‘어떻게 주어지는가’의 그 방식(Wie)을 문제 삼아야 한다고 말

한다. 이른바 무반성적으로 받아들였던 세계의 존재확실성을 실제로 수행함

으로써 이 세계가 우리에 대하여 어떻게 성립하는가를 반성적인 태도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중지는 존재하는 세계 자체를 폐기시키거나 

무화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며, 존재하는 세계를 이전의 태도와는 다른 태도

에서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73) 즉 이론적인 객관적 세계에서 직접적 

경험세계로 향하는 환원이 일차적으로 수행된 이후, 다시 한 번 생활세계에

서 그것이 어떻게 주어지는가와 관련된 초월론적 태도로 관심을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후설이 말하는 판단중지는 우리가 통상적 인간으로

서 언제나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일상적인 태도들에서의 관심을 유보하

는 것이다. “객관적 학문들에 대한 모든 인식 속에서의 모든 참여에 대한 

판단중지를 의미하며, 객관적 학문의 진리나 허위에 대해 관심을 갖는 모든 

비판적인 입장 정립, 심지어 세계에 대한 객관적 지식이라는 그들의 주도적 

이념에 대한 입장까지도 판단중지하는 것을 의미한다.”(Crisis, 135) 보편적 

관심의 전환은 곧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총체적 관심의 전환이며 이를 통해 

비로소 초월론적 주관의 상관자로서의 근원적 세계가 드러나게 된다. 

     

   2. 직접적 경험세계

   보편적 관심의 전환을 통한 현상학적 환원의 수행은 우리를 생활세계의 

심층으로 이끈다. 이론적·학문적 세계가 기반하고 있는 이 생활세계의 심층

을 일컬어 후설은 ‘새로운 학문의 장’(Crisis, 135), ‘제3의 차원’(Crisis, 

73) 판단중지(에포케, epochē)는 후설 현상학에서 자연적 태도를 ‘차단(Ausschaltung)’하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방법적 회의의 조작을 의미한다. 그 조작에서는 자연적 태
도에서의 일반정립이 배제되어 괄호 안에 넣어지는데, 말하자면 그 스위치가 끊겨
(Ausschalten) 정립이 정지된다. (“본래 ‘차단’이란 통상적으로 ‘스위치를 꺼 전류회로를 
중단시킨다’는 의미이지만, 그것은 한 순간의 정지이며 사실상 전류회로는 여전히 작동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 결코 소멸하지 않는다. 에포케란 소박하고 무조작의 관여를 한 순
간 정지하여 반성적으로 다시 묻는 태도의 표현에 다름 아니다.”) 그러므로 판단중지를 
통한 현상학적 환원을 수행한다고 해서 자연적 세계를 부정한다든지 회의하는 것이 아니
며, 자연적 세계는 괄호에 넣어진 채로, 단 정립이 차단되어, 계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기다 겐 외. 이신철 역. 『현상학사전』. 서울: 도서출판 b. 2011. (표제어: 에포
케, 현상학적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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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등으로 명명하는데, 이 세계는 곧 직접적 경험세계로서 객관적인 이론

적 형성물 일반에 그 의미와 타당성을 부여하는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이 세계는 이론적이고 문화적인 세계 모두를 보편적인 구체성의 차원

에서 포괄하며, 모두에게 공통적인 세계라는 의미에서 선소여성을 지닌다. 

가령 과학자로서 학문적인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조차도 매 순간 그 

학문적 영역을 포괄하는 일상적인 감각과 지각의 삶을 살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으며 그의 과학적 연구 또한 그 직접적인 경험을 토대로 해서만이 가

능한 것이다. 즉 직접적인 경험세계는 ‘미리 주어져 있음’으로서의 모든 타

당성의 토대이자 “근원적 명증성의 영역”(Crisis, 127)이고,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 모든 인간의 삶 속에서 언제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 경험을 통

해 그것의 유형 속에서 우리에게 항상 친숙한 것”(Crisis, 123-24)이다. 이

러한 맥락에서 후설은 생활세계가 ‘선학문적’, ‘선술어적’ 세계라고도 지칭했

으며, 이 친숙한 존재확실성으로서의 세계가 우리에 대해 선소여되어 있다

는 것의 근거로서 단적인 경험으로서의 지각을 제시했다. 

   하지만 여기에서의 선소여성은 앞서 이론적·문화적 세계와 관련해 자연

적 태도에서의 선소여성에 대한 타당성의 무반성적 수행과는 구분되어야 한

다. 즉 학적인 차원에서 보편적인 주제로 새롭게 제기된 것으로서 자연적 

태도에서의 세계 타당성을 억제하고 보편적 판단중지를 통해 초월론적 현상

학으로서의 세계를 다루는 측면에서 밝혀지는 속성인 것이다. “보편적 관심

의 전환에서는 곧 ‘세계의 선소여성’이라는 새로운 표현은 필연적이 된다. 

그것은 [그전과]다르게 방향 지어지는 것에 대한 명칭이며, 게다가 다시 선

소여성의 방식이라는 보편적 주제에 대한 명칭이기 때문이다.”(Crisis, 146) 

그러므로 직접적 경험세계에서 선소여성은 인간의 모든 실천적 활동 일반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토대로 존재함(Boden-Sein)”(Crisis, 147)을 해명하는 

생활세계의 특성이 된다. 선소여된 생활세계의 공동적 존립 요소들로서 경

험의 주체인 인간성을 파악하게 되면, 이 세계 전체는 이제 주관에 연관적

인 것으로서 나타나게 된다. 이른바 보편적 상관관계의 선험으로서 세계에 

존재의미를 부여하는 주관성의 상관자로서의 세계의 차원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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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설은 초월론적 판단중지가 초월론적 환원을 가능케 하며, 이는 자연적 

태도에서의 세계 일반에 대한 타당성 수행으로부터 벗어나 “세계 자체와 세

계의식 사이에서 절대적으로 자기 완결적이고 자기 충족적인 보편적 상관관

계(Korrelation)가 발견”(Crisis, 151)될 수 있는 전제가 된다고 주장한다.

 

“세계의식은 세계의 타당성을 수행하며, 그것의 지속적인 획득물 속

에서 세계를 가지고, 계속해서 능동적으로 세계를 새롭게 형성하는 

주관성의 의식적인 삶을 의미한다. … 한편으로는 모든 종류와 의미

의 존재자들과, 다른 한편으로 의미와 존재적 타당성을 구성하는 절

대적 주관성 사이의 절대적 상관관계가 결과로서 드러난다.” (Crisis, 

151-2)

   모든 존재자들로서의 세계는 세계에 존재의미를 부여하는 주관에 상관적

으로 우리에게 경험된다.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을 통해 드러난 세계는 세

계의 일반정립에 대한 타당성 수행을 괄호 친 이후의 것으로서 ‘초월론적 

현상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세계는 주관적 양상들, 관점들, 작용들, 능

력들의 상관자이자 ‘주관적으로 주어지는 방식들’을 통해 그 본질형식이 해

명될 수 있다.(Crisis, 179) 이때의 주관이란 앞서 언급했던 초월론적 주관

으로서 상호주관적이며 습성의 담지자로서의 자아극들을 의미한다. 세계가 

주관-상관적이라는 초월론적 현상학의 발견은 세계가 경험되는 방식, 세계

의 발현양태가 각 주관에 따라 다양하다는 것을 해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

며, 이는 텅 빈 공허한 자아극이 아니라 세계와의 관계 맺음 속에서 습성적 

체계를 형성하는 자아극으로서의 주관이라는 점에서 성적 차이와 관련해 보

다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3. 지평(Horizont)으로서의 생활세계   

   후설이 ‘역설적 상호의존 관계들’이라고 언급한 이론적·문화적 세계와 직

접적 경험세계의 관계는 이제 “지평(Horizont)”이라는 그의 고유한 개념을 

통해 해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론적이고 문화적인 세계는 원본적으로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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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경험 세계에 바탕하고 있다. 그 직접적인 경험들을 추상해 낸 결과로

서 도출되는 것이 이론적 형성물로서의 모든 개별적 학문들과 우리의 문화

적이고 일상적인 실천들 일반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 토대가 되는 직접적 

경험세계는 이른바 구체적 생활세계로서 보편적 구체성의 차원에서 그 모든 

학문들을 포괄하며 각 학문들에 의미와 타당성을 부여한다. 하지만 이 두 

세계는 절대적으로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관심의 전환이라는 태도변경을 통해 그때그때마다 드러나는 것으로서 결국 

동일한 세계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들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사실상 이

론적이고 학문적인 세계도 우리가 명시적으로 의식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그 경험의 본질구조는 보편적 상관관계의 선험에 기초하고 있으며, 초월론

적 주관에 상대적인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자연적 태도는 그 본질형식을 

탐구하기 위해서 판단중지를 거쳐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을 통해 차단되

고, 우리는 초월론적인 반성적 태도에서 세계의 선소여성과 주관-상대성에 

대해 새롭게 조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생활세계의 의

미들은 세계 지평의 차원에서 필연적으로 관련된 하나의 관계로서의 ‘본질 

결합성’을 가지며, 상호배타적이기 보다는 오히려 습성과 침전의 형태로 상

호작용하는 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전에 제시했던 전체 집의 지각에 대한 경우를 다시 예로 들어보자. 지

금 나의 시야에 들어오는 것은 집의 한 측면뿐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

리는 지금 보이는 집의 단면이 결코 이 집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집

에 대한 즉각적인 양상이라는 체험은 ‘집에 관한’이라는 지향적 특성 속에

서 나타나며 언제나 사물에 대한 우리의 관점적인 특정한 지각은 아직 현실

화되지는 않은, 그러나 공현전하는 잠재적인 양상들을 ‘전체 지평’ 속에서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집의 예시는 개별지각에 대한 것이지만 나아가 우리

가 살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지각은 각각의 무수한 개별 대상의 지

평을 포함하는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며, 이 세계는 보편적 지평으로서의 세

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언제나 생생한 지평에 둘러싸인 채로 우리에 대

해 다양하게 드러나는 대상들의 존재양상을 체험한다. 지평은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실천에 앞서서 주어지며, 닫힌 의미로서의 대상이 아니라 무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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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의미를 발생시키며 변화 가능한 대상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전제로

서 기능한다.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하는 대상은 그 자체로 분리되어 고립된 

개별 대상이 아니라 총체적인 의미연관체로서의 지평 속에서 경험되는 대상

인 것이다. 이러한 지평으로서의 세계와 그 속에서 경험하는 인간 주체는 

불가분의 지향적 통일체라고 할 수 있다. 

   박인철은 이러한 지평으로서의 총체적인 생활세계가 하나의 규칙구조로

서 그 규칙에 부합하는 모든 의미연관체를 자체 내에 포괄함에 따라 지속적

으로 무한히 확장 가능하다고 본다.74) 이러한 해석은 지평으로서의 생활세

계를 초월론적 현상학적 의미에서 주관-상대적인 친숙한 의미연관의 구조

로 봄으로써 발생적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세계와 주체의 상호작용의 침

전을 통한 습성체계의 형성의 중요성을 함의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앞서 우리는 생활세계가 이론적이고 문화적인 세계와 직접적 경험세계를 모

두 아우르는 것으로서 이 두 세계는 상호작용하는 본질 결합성을 지니는 것

이라고 밝힌 바 있다. 원본적으로 구성하는 주관에 의해 형성된 이론적이고 

문화적인 의미들은 그것이 반복적으로 수행됨에 따라 친숙한 의미연관체로

서 생활세계 내에 동화되고 침전된다. 앞선 경험에서 형성된 침전물들은 결

코 ‘죽은’ 것이 아니며, 모든 경험에서 배경으로서 작용하는 잠재적인 지평 

속에 포함된다. 이러한 현실화되지 않은 침전물들은 언제나 어떤 흐르는 운

동성 속에 있으면서 자아의 촉발이나 직·간접적인 일깨움 등에 의해 지평의 

함축된 타당성에 따라 함께 기능한다.(Crisis, 149) 이는 습성적 통각체계로 

형성됨에 따라 점차 작용의 연관들 속에서 타당성에 관여하면서 암묵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수용되며 그 근원적인 발생의 과정을 망각한 채 일종의 ‘자

연’으로서 받아들여지기에 이른다. 그리하여 이론적이고 문화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자명한 것, 친숙한 것, 당연한 것들을 함축하는 정상

성, 일상성은 이와 같이 상호작용 속에서 침전되어 습성화된 것에 기인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지평으로서의 생활세계가 포괄하는 생활세계의 양의성, 즉 이론적·문화

적인 세계와 직접적인 경험세계는 사실상 초월론적인 현상학적 태도에서 드

74) 박인철.「생활세계와 의사소통: 후설과 하버마스의 비교를 중심으로」.『철학과 현상학 
연구』 제31권, 한국현상학회. 2006.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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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는 생활세계의 본질형식인 보편적 상관관계의 선험에 근거할 때 필연적

인 것이다. 왜냐하면 세계-에로-존재로서 신체적 주체가 그 속에서 살아가

는 지평으로서의 세계는 신체적 주체를 이루는 다양한 층위에 대해 상응하

는 각각의 층위들을 지니고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세계와 주체가 분리 불가

능한 상호 얽힘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경험이 탄생한다고 할 때, 생활세계의 

중층적인 의미 구조는 곧 신체적 주체의 중층적인 의미 구조를 함축하고 있

다. 세계-에로-존재는 지평으로서의 세계에 닻 내린 채로 체험한 것을 바

탕으로 그 위에서 이론적이고 문화적인 능동적인 정립 작용들을 수행하며, 

이것이 다시 지평으로서의 세계에 유입되고 침전되면서 타당성의 토대로서 

작용하게 된다. 신체적 주체는 신체(Leib)와 인격(person)의 복합체로서 사

실상 독자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이러한 다양한 층위들의 총체로서 세계와 

지향적인 연관을 맺으며 살아간다. 그러므로 세계와 주체의 상호 감쌈의 키

아즘적인 존재양태를 고려했을 때, 메를로-퐁티의 “나는 나의 신체이

다.”(PP, 175)와 같은 단언은 곧 “나는 나의 세계이다.”라는 문장으로도 번

역될 수 있으며 이 둘은 완전한 합치의 불가능성을 전제하고라도 실존적 차

원에서 주체와 세계의 관계를 이해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

2장. 상호주관적 생활세계와 인격적 연대 속에서 가치 획득  

   1절. 생활세계의 본질규정

   우리는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자연적 태도에서의 표층적인 생활세계부

터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을 통해 도달하는 심층적인 생활세계까지를 살펴

보았다. 이 절에서는 생활세계의 본질적 속성인 발생적 역사성과 상호주관

적 사회성을 탐구하기 위해 초월론적 발생의 가장 낮은 층에 해당하는 생활

세계의 근원적 지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지평으로서의 생활세계는 신체적 

주체인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지각 가능한 것들의 총체, 즉 지각장 

전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노에마로서의 생활세계에 노에시스의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 지각하는 주체의 실천적 지향성이다. 이러한 지향성은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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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헐어내기 분석을 통해 다층적이고 무한한 층위를 지니고 있는 것으

로 드러나듯이, 그에 상응하여 신체적 주체의 측면에서도 무수한 층위들로

서 분석될 수 있다. 이남인은 『에드문트 후설의 본능의 현상학』에서 생활

세계의 발생적 층위 중에서도 가장 수동적이고 근원적인 층위에서는 “본능

(instinct)”이 초월론적 발생의 근원 전제로서 작동하고 있음을 분석한다. 지

각장과 감각장을 거쳐 도달한 생활세계의 심층에는 더 이상 의식의 차원에 

드러나지 않는 일종의 무의식적인 흐름들이 지배하는 근원 수동적 권역이 

자리한다. 자아론적인 반성을 통해서는 접근할 수 없는 이러한 근원 수동적 

영역을 후설은 ‘선세계’라고 칭하며, 이러한 선세계에는 선의식적이고 무의

식적인 노에마 통일체인 ‘근원힐레’가 존재한다. 이 근원힐레가 세계의 발생

적 근원 형태에 해당하며 보편적인 노에마-노에시스 상관관계의 선험에 의

해 이에 상관적인 것으로서 ‘선자아’가 존재하게 된다.75)

   이남인에 따르면, 선자아는 아직 발현되지 않은 근원본능들의 담지자로

서 이른바 명확하게 목표하는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추구들이 발산되는 일

종의 자아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후설의 용어로 이러한 공허한 근원본능들

이 무의식적이며 선의식적으로 촉발되는 것을 가리켜 ‘근원촉발’이라고 하

며, 선자아는 근원 수동적인 시간 흐름 속에서 이러한 근원촉발들의 중심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선자아가 근원 촉발에 의해 세계를 향하게 될 때, 그 

향함의 특정형태가 곧 지향성의 가장 근원적인 형태가 된다. 그렇다면 이제

는 선자아의 지향성이 향하는 대상으로서의 세계의 근원적인 형식을 살펴보

자. 초월론적인 발생의 가장 먼 과거지평에서 그 시초에 해당하는 것은 선

천적인 근원본능이다. 선천적인 근원본능은 자아론적 주체의 범위를 넘어서

서 그 이전 세대들의 침전된 습성으로 규정된다. 이를테면 발생적 관점에서 

순수 자아로서의 ‘나’가 존재하기 이전에, 아직 선의식적인 차원에서 선자아

가 근원본능들의 자아극으로 존재하는 층위에서 근원본능이란 그 이전 세대

들로부터 물려받은 습성체계에 다름 아닌 것이다. 이론적이고 문화적인 생

활세계의 층위에서 완성된 주체로서 모든 실천적 가능성들을 기투하여 영위

75) 이하에서 생활세계의 본질규정과 관련한 본 절에 한정하여 선자아, 선천적 근원본능, 본
능지향 등에 대한 설명은 주로 이남인의 Edmund Huserl’s Phenomenology of Instincts 
(Trans. Elizabeth A.Behnke)의 제3부 A와 B(p.187-254)에 기초하여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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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일상생활 또한 헐어내기 분석을 통해서 발생적 과정을 살펴보면 그 근

원 지점에 이전 세대의 침전물로서 근원본능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 근원본

능은 구체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본능들의 총체적인 형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보편적인 형식으로서 “맹목적으로 세계에로의 향함”76)인 근원본능

은 이후 발생적 과정에서 모든 초월론적 구성의 근원적인 추동력이자 목적

론적 근거로 작동한다.

   이러한 선천적 근원본능에는 자기보존본능과 세계성의 본능이 속하며, 

사실상 이 두 본능은 한 사태의 두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보존본능은 

구체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모든 하위 본능들을 종합하여 통일하는 보편적 

본능으로, 이에 따라 모든 본능들은 선자아의 유지에 기여한다. 한편 초월론

적 발생의 근원시작에서 선자아의 자기보존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계와의 계속적인 교류가 요구되는데, 이러한 요청으로서 드러나는 것이 세

계성의 본능이다. 선자아의 세계에 대한 맹목적 향함은 선천적 근원본능으

로서 세계성의 본능을 통해 촉발되며 따라서 “세계성의 본능으로서 드러나

는 선천적 근원본능은 초월론적 발생의 근원 시작에서 선자아와 세계와의 

지향적 관계를 처음으로 수립하는 근원 능력이다.”77) 선천적 근원본능을 비

롯한 본능 일반은 넓은 의미에서 지향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본능

은 초월론적 구성의 가장 낮은 동기화 토대를 형성한다. 이른바 세계를 향

하는 본능지향은 능동적 구성을 통해 충족을 달성하는데, 본능지향이 반복

적으로 발현됨으로써 세계는 더 높은 단계로 발달해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본능지향의 본질은 “반복”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본능지향의 본질은 반복

이다. 반복된 충족을 통해서, 본능지향은 넓은 의미에서 노에시스적으로는 

선자아의 작동공간 또는 “실천적 가능성”을 형성하고, 그에 상관적으로 노

에마적으로는 근원 힐레의 “대상적” 지평을 형성한다.”78) 초월론적 발생의 

가장 근원 시작에서 선천적 본능지향의 작동은 ‘더 많이 사념함’의 구성을 

위해 반복적으로 발현되면서 점차 더 높은 통각체계를 형성한다. 가령 처음

에는 어떠한 형식도 가지지 않은 공허한 지평 속에서 특정한 대상을 지정할 

76) 이남인 1993, 143. 
77) 이남인 1993, 209.
78) 이남인 1993,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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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그저 ‘지향적 향함’의 본능은 그것이 반복되면서 구체적인 양상을 

지닌 규정적 표상으로 이행해간다. 이러한 객관화/비객관화 본능지향79)의 

발현은 노에마적 측면에서는 다양한 감각자료를 지속적 획득물로서 구성하

면서 점차 보편지평으로서의 생활세계의 확장을 가져오고, 노에시스적 측면

에서는 다양한 습성적 통각체계가 실천적 가능성의 새로운 통일체로서 형성

되면서 자아주체의 실천적 가능성 전체의 확장이 이루어진다.

   본능지향은 수동적 구성에서 능동적 구성으로의 이행을 추동하며, 이러

한 능동적 지향의 양태는 언제나 가치적이고 실천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따

라서 후설은 본능지향의 본질적인 두 속성으로서 ‘가치평가’와 ‘실천’을 제

시하였다. 본능지향의 지속적 작동은 생활세계적 대상들을 가치평가적인 대

상으로서, 실천에의 의지적 대상으로서 규정하며, 이러한 생활세계적 지향성

은 곧 “관심”으로 명명된다. 다시 말해서 생활세계 속에서 우리가 특정한 

어떤 대상을 지향한다고 할 때, 초월론적 발생의 근원 시작에까지 소급해 

가면 생활세계가 곧 관심세계이고 이러한 세계 속에서 세계의식인 관심의 

상관자로서 드러나는 대상은 본질적으로 가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본능지향의 논의에 토대를 둔 이러한 언명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 생활세계

적 관심의 노에마적 상관자인 생활세계적 대상, 나아가 그 모든 지평으로서

의 생활세계는 궁극적으로 가치적 세계이며 실천적 세계라는 사실에의 방증

이기 때문이다. 본능지향의 지속적 작동, 반복적 발현을 통해 구성되는 습성

적 통각체계는 습성적 관심지평으로 이어진다. 다양한 본능지향이 존재한다

는 것은 곧 다양한 습성적 관심 지평이 상관적으로 발현된다는 것이며, 이

러한 지평들이 생활세계의 여러 측면들을 형성하는 계기가 된다. 이론적·문

화적인 생활세계의 특수지평들은 초월론적 발생의 근원시작에서 선천적 근

79) 객관화 본능은 객관화 작용(objektivierender Akt)을 발생시키는 선천적 근원본능에 해당
하는 것으로, 대상을 표상하는 작용을 추동하는 본능이다. 대표적인 예로 사물지각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비객관화 작용(nichtobjektivierender Akt)은 대상 자체의 표상이 아
니라 객관화 작용을 기반으로 해서 대상에 관계하는 지향적 체험으로 일련의 감정작용, 
가치평가적 작용이 속한다. 초기 후설 현상학은 의지, 감정, 가치평가는 독자적으로 이루
어질 수 없고 어떤 대상이 주어져야만 가능하다고 보고 정적 현상학의 구성에서 동기화
의 기초로는 오직 객관화 작용만을 고려하였다. 하지만 후기에 이르러 본능 등의 비객관
화적 작용도 일종의 지향적 체험에 포함시키면서 기존의 입장을 수정하고, 객관화 작용
에 의해 정초되는 비객관화 작용의 필연성 주장을 철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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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능들이 반복적으로 발현함을 통해 형성된 발생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

으며, 총체로서의 생활세계는 각각의 특수지평들을 포괄하는 보편지평으로

서의 생활세계적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보편 지평으로서 모든 특수한 생

활세계적 지평들을 총체적으로 둘러싸고 있는 생활세계는 ‘보편적 본능 지

평의 충족적 전개’로서 특징지어진다.”80)

   그러므로 초월론적 발생의 최종적 근원에서 드러나는 생활세계의 본질은 

보편적 상관관계의 선험에 의해 선천적 근원본능에 상응하는 것이며, 자기

보존본능과 세계성의 본능이 곧 생활세계의 본질을 규정한다. 이에 따라 생

활세계는 자아주체가 스스로를 보존하고자하는 자기보존세계이자 실천적인 

행위를 수행하는 보편적인 장으로서 환경세계(Umwelt)이다. 자기보존은 필

연적으로 자아주체의 실천적 행위를 통한 세계에의 참여를 수반한다. 앞서 

우리는 본능지향에 의해 드러난 생활세계가 가치적-실천적 환경세계

(axiological-practical surrounding world)임을 언급한 바 있다. 세계 속에

서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보존하고자 하는 본능적인 관심과 노력은 세계와

의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며, 그러한 관계의 산물로서 나타난 이론

적이고 실천적인 형성물들을 통해 본능지향의 충족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본능의 지속적 작동과 발현, 충족의 연쇄작용은 실천적 형성물들의 침전과 

더불어 습성적 통각체계의 발달을 구성한다. 근원본능에 의해 상관적으로 

그 본질상 자기보존세계이자 실천적 세계인 생활세계는 발생에 있어 가장 

근원적인 지점에서부터 이미 자아주체와 연관을 맺음으로써만 가능한 것이

며, 주체와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서 실천적 형성물들을 받아들이는 과

정을 통해 가치적이며 실천적인 세계로서 존재한다. 자기보존본능과 세계성

의 본능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를 형성한 것과 동일하게, 자기보존세계

와 실천적 환경세계는 서로를 전제로 해서만 성립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

다. 자기보존의 본능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세계와의 교류가 요

구된다는 사실은 곧 초월론적 발생의 근원지점에서 자기보존세계가 유아론

적인 세계가 아닌, 본질적으로 상호주관적 세계라는 것을 함의하는 것이다.

   자아주체에 상관적으로 자기보존세계와 실천적 환경세계를 그 본질로 가

80) 이남인 1993,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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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생활세계는 닫혀 있는 고정된 세계가 아니라 계속적인 발생의 과정 속

에 놓여 있는 세계이다. 이는 즉 초월론적 발생의 근원 시작에서부터 선자

아의 보편적 본능지향의 반복적 발현을 통해 계속적인 발달의 통일체로서 

형성되는 세계인 것이다. 이러한 세계의 구성은 자아주체의 가치평가적이고 

실천적인 행위와 더불어 세계 속의 다른 주체들과의 교류가 없이는 불가능

하다. 즉 가치는 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평가되고 가치로서 존재할 수 있

으며, 나의 실천은 타인들과 함께 형성하는 사회성의 연관 속에서만 비로소 

행위로서 수행될 수 있다. 후설은 이를 가리켜 “사회적/상호주관적 본능”81)

으로 지칭했다. “지속적인 발달의 과정에서, 각각의 개별적인 주체는 세계 

속에서 마주치는 다른 주체가 이미 획득한 것을 넘겨받고, 계속적으로 다른 

주체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그러므로] 발생적 현상학의 관점에서, 순수하게 

유아론적인 주체는 고려될 수 없다.”82) 우리는 앞에서 선천적 근원본능 자

체가 이미 이전 세대의 침전된 습성이라는 사실을 파악한 바 있다. 헐어내

기 분석을 끝까지 수행하여 도달한 초월론적 발생의 근원 시작에서 생활세

계는 이미 가치적-실천적 환경세계로서 상호주관적 세계이며, 이 때 자기보

존본능과 세계성의 본능을 그 형식으로 가지는 선천적 근원본능은 결국 사

회적 본능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세계와의 부단한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적 과정을 거치는 자아주체는 그 

시작까지 소급해 가더라도 결코 점적인 유아론적 주체가 아니며, 발생적 역

사성을 지니는 상호주관적인 주체이다. 이로부터 후설은 자아주체의 생활세

계가 그 모든 발생적 형성 과정의 위상에서 타인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서 규정되는 사회적 세계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그와 동시에 이러한 사회적 

세계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의 변화와 생성을 거듭하면서 스스로를 

끊임없이 산출하고 확장해 나가는 역사적 세계임을 해명하였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지금 살고 있는 유일한 것으로서의 인간성

(Menschheit)의 지평 속에 서 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지평을 생

생하게 의식하며, 게다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주어진 현재 지평 속에 

81) 이남인 1993, 247.
82) 이남인 1993,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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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축된 시간적 지평으로서 의식한다. [고유한] 존재방식을 지닌 생활

의 환경세계(Lebensumwelt)로서 하나의 문화세계는 본질적으로 하나

의 인간성에 상응한다. 이 세계는 모든 역사적 시대와 문명에 대해 

그것의 특수한 특징들을 지니며 이는 바로 전통이다. 우리는 모든 것

이 역사적인 역사적 지평 안에 서 있다.” (Crisis, 369)   

   인용문에 따르면 세계를 경험하는 주체로서의 우리는 언제나 특정한 시

대와 공간 속에서 유일한 것으로서의 ‘인간성’인 환경적인 생활세계 속에서 

살아간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둘러싼 고유한 인간성 이전에도 다

양한 문명들과 문화세계들이 존재해 왔으며 우리는 그것들을 ‘전통’ 즉 앞

서 언급한 용어를 가져오면 ‘이전 세대의 침전된 습성’으로 명명한다. 생활

세계는 자기보존의 터이자 실천적 행위의 영역이면서 그로인해 상호주관적

인 사회성을 필연적으로 그 본성으로 가진다. 따라서 생활세계에서의 우리

의 모든 지향적 행위들과 실천들은 진공 상태 속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

라, 무한한 역사적 지평 속에서 타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형성되고 추동되는 

것이다.

   2절. 상호주관적 생활세계

   후설은 세계가 개별화된 인간에 대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

원적인 발생지점에서부터 자아주체와 타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 대

해서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가치적이고 실천적인 본능 지향의 발현으

로서 우리가 지각하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사회적 공동체를 통해 그 타당

성이 확립된다. 즉 자아주체에 의해 경험되거나 의식된 생활세계의 대상 일

반은 상호주관적인 인격적 작용 속에서 가치를 획득하며, 양식화된 의미들

로서 생활세계 속에, 또 자아주체의 습성적 통각체계에 정립된다. 그러므로 

이 세계는 “우리의 세계이며, 이 ‘서로 함께 살아감’을 통해 명확하게 존재

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의식에 대해 타당하다.”(Crisis, 108) 이는 우리가 ‘세

계-에로-존재’로서 살아가는 세계가 오직 ‘서로 함께(Miteinander)’의 존재

의미로서만 우리에게 주어지고 경험 가능한 것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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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따라서 상호주관적인 생활세계의 속성은 자아주체의 측면에서의 주관

성에 대해서도 “오직 상호주관성 안에서만 구성적으로 기능하는 자

아”(Crisis, 172)의 특성을 가지게 한다. 자하비(Dan Zahavi)에 따르면 후설

의 후기 현상학은 상호주관성을 그 핵심으로 하는 초월론적 현상학으로 파

악되며 이때 구성하는 초월론적 자아는 주체의 시간적이고 신체적인 특징들

의 담지자로서 다른 신체적 주체들과 상호작용하는 상호주관적 자아로서 드

러난다.83) 본질적으로 자아주체는 그 발생의 근원에서부터 현재적인 작동까

지의 그 전체적인 과정을 관통하여 언제나 다른 자아주체들과 함께 있는 자

아이다. 그리고 오직 그러한 세계성의 본능을 통해서만 자기보존본능을 충

족시킬 수 있으며 그로부터 자아주체의 삶을 가능케 하는 모든 하위본능들

이 발현되고 작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각의 예를 통해 이러한 상호주관적 주체의 측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

자. 만일 지금 우리 앞에 어떤 빨간색의 대상이 놓여 있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정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84), 내가 보는 이 빨간색

의 감각적 명증함이 함께 있는 타인에게도 보인다는 사실에 대한 일종의 

‘요구’가 존재한다. 이러한 요구는 메를로-퐁티의 용어로 타인과 나 사이의 

“원초적 교류(communication primordiale)”에서 기인한다. 사후적으로 분석

하면 내가 보는 빨간색의 그 모든 느낌과 의미들은 결코 타인이 보는 빨간

색의 모든 것과 분명 동일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식적 

분리가 그 지각의 순간에 우리가 지금 ‘빨간색을 보고 있다’는 믿음 자체를 

무화시키지는 못한다. 이는 원자화된 감각을 실재적인 것으로 상정하여 연

83) Zahavi, Dan. “Intersubjectivity.” The Routledge Companion to Phenomenology. Eds. 
Sebastian Luft and Søren Overgaard.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12. 
p.185-86.

84) 현상학에서 정상성(Normalität)의 개념은 일련의 가치적이나 규범적 함의와는 무관한 
것이다. 오히려 정상성은 특정한 대상을 지각하는 경우에 그 대상이 가장 잘 지각될 수 
있는 최적의(optimal) 지각적 조건에서 나타나는 양상을 ‘정상적’ 경험조건들 아래에서 
제시되는 대상으로 파악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직관적 사물의 구성에 대해 정상적 지각
조건들의 의미와 비정상성을 다루는 것은 『이념들Ⅱ』의 1부 3장(§18)을 참고할 수 있
다. 다양한 나타남의 변양들 가운데 “변화되지 않은 동일한 형태는 변화하는 외양을 가지
며, 이는 나의 신체와의 관련 속에서 그것의 위치에 따른 것이다. ‘그 형태 자체’를 다소
간 ‘유리하게(günstig)’[나타남에 적합하게] 제시하는 그런 변화하는 측면들 속에 나타나
는 형태”를 가리켜 정상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IdeenⅡ,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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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한다는 설명으로도 해소될 수 없으며, 의식의 복수성으로 접근할 경우 이 

사태의 해명은 더욱 더 요원한 것이 되고 만다. 타인과 나, 우리가 지금 여

기서 함께 빨간색을 바라보는 그 최초의 운동은 일종의 원초적 교류로서 우

리 사이의 분리되지 않은, 일종의 공유된 존재를 내포하고 있다. 메를로-퐁

티는 이를 “상호주관적 존재의 새로운 차원”(PrP, 53)으로 명명하며 이를 

통해 이미 원초적인 층위에서 신체적 주체가 상호신체적으로 소통하고 있음

을 발견하고 있다.

   이러한 지각경험을 통해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상호주관적 주체로서 각각

의 자아주체는 결코 단지 공허한 자아극이 아니라 타인들을 포함한 세계 자

체를 그 속에 포함하며 동시에 세계극을 향한 것으로서 고찰된다. “각각의 

“자아”는 단지 자아극이 아니라, 존재하고 있고 그러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서의 세계를 포함하며, 그 모든 [보편적 구성의 의미 작업]수행과 수행을 

통한 획득물과 함께 있는 자아이다.”(Crisis, 183) 역사적 세계로서의 생활세

계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초월론적 주관은 그 발생의 과정에서 타인들과 

소통함을 통해 “습성의 담지자”(IdeenⅡ, 313)로서 구체적인 사회성과 역사

성을 지니게 된다. 즉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완성된 자아주체의 모든 실천적 

행위 속에는 그 가장 근원적인 발생지점에까지 거슬러 올라갔을 때 이미 타

인들과의 원초적 교류를 수행하는 상호주관적 자아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

며, 이러한 상호주관적 자아는 이전 세대의 침전된 습성과 더불어 현재적인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총체적 습성의 담지자이다. 이로부터 도

출되는 사실은 의미연관의 총체로서의 생활세계가 순수한 유아론적 주체의 

관념에 의해 독자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타인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주관적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계는 언제나 

그 가장 심층의 본질에서부터 가치평가적이고 실천적인 사회적 세계이며, 

생활세계의 표층에서 드러나는 자아주체의 모든 신체적인 행동양식들과 표

현적 양상은 주체를 둘러싼 무수한 상호주관적 의미연관들을 드러내는 지표

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상호주관성, 곧 구체적인 자아주체와 타인의 관계에 대한 이 물

음은 상당히 복잡한 논의를 함축하고 있다. 타인경험의 문제는 철학사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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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논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85) 후설은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경험이 발생하는 그 근원 지점에는 사실상 자아의 본성이 ‘상

호주관적’ 임을 밝혔으나, 이는 완전히 전개된 개별 주체의 일상적인 경험 

속에서 어떻게 나와 다른 타인의 경험이 가능한지를 설명하기에는 아직 충

분하지 못하다. 타인 경험의 문제, 구체적으로 타인 마음의 문제를 현상학적

으로 해명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기존의 철학적 접근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접근은 이른바 ‘유비추론’으로서 우리가 접근하는 타인의 마음

은 언제나 그의 외현적인 신체적 행위를 통해서만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

다. 언젠가 나는 뜨거운 주전자에 손을 데었던 경험이 있고 그때 나는 표정

을 찡그리며 소리를 질렀다. 만일 지금 내 앞에 있는 누군가가 뜨거운 주전

자에 손을 데었고, 그가 얼굴을 찡그러뜨리며 소리를 지르고 있다면 나는 

그의 관찰된 양상으로부터 예전에 내가 느꼈던 고통을 그가 느끼고 있을 것

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유비추론은 쉘러와 메를로-

퐁티, 후설, 하이데거 등 대부분의 현상학자들에게 비판을 받았다. 우리가 

실재적인 경험 속에서 이루어지는 타인 경험은 결코 유사성에 기반한 그러

한 추론과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쉘러(Max Scheler)에 따르면, 우리

의 스스로에 대해 가지는 자기-경험은 그 자체로 순수하게 정신적인 본성

이 아니며, 일종의 체화되고 내재된 앎이다. 또한 우리가 타인에 대해 직접

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것들도 단지 의미가 배제된 순수 행위에 대한 지각

에 한정되지 않는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애초에 의미가 배제된 행위라

는 것이 성립할 수 없으며, 우리가 타인을 마주할 때 그 타인은 순수 물질

로서의 신체 혹은 숨겨진 정신이 아니라 “표현적 통일체(Ausdruckseinheit

)”86)로서 경험된다는 것이다.

   결국 철학적 논제로서 유비추론을 통한 ‘타인(마음)경험의 문제’는 애초

에 그 문제 설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 논증은 이미 나의 의식은 순수

하게 정신적인 자기-경험이라는 것과 타인의 마음은 직접적으로 지각 불가

능하다는 이분법적인 전제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인간주체를 ‘세계-에로-존

85) ‘타인 지각의 문제’의 상호주관성과 관련한 메를로-퐁티의 해석은 본고의 2부 1장 2절 
(4) 인간적 세계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86) Zahavi 2012,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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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로 규정하는 현상학의 관점에서 신체와 마음이 명확하게 존재론적으로 

구분되는 두 실체가 아닌 것과 같이, 타인을 마주할 때 드러나는 그의 행위 

유형들이나 행동의 양식들은 이미 그 자체로 그의 심적 사실들을 직접적으

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87) 나의 개인적인 경험적 삶조차 그 자체로 오직 

나에게만 접근 가능한 순수 내적 상태의 연속이 아니라, 그 원초적인 발생

에서부터 이미 타인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세계와의 관계이고, 나의 모든 

실천적인 행위들은 세계를 향한 것이다. 따라서 자아주체가 그를 둘러싼 생

활세계 속에서 타인을 경험할 때, 이 타인은 여타 물리적 대상 일반과 같이 

경험되지 않고, 체화된 주체로서 함께 의사소통하며 ‘공동의 환경세계

(gemeinsame Umwelt)’를 가지는 인격적 주체로서 나타난다.

“타인의 현존에 대해 함께 파악하는 경험 속에서, 우리는 지체 없이 

그를 인격적 주체로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관련된 것처럼 [그 또

한] 객체성들에 관련된 것으로 이해한다. … 상관적으로 말하면, 하나

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과 함께 구성된다. 각각의 자아는, 그 스스로에 

대해서, 또한 타자들에 대해서도 일반적 의미에서 인격, 즉 인격적 연

대 속의 인격이 될 수 있다. 이는 오직 함께 파악함(Komprehension)

이 하나인 공동의 환경세계와의 관계를 가져올 때만 가능하다.” 

87) 현상학자들의 주장과 같이 타인 마음이 타인의 행위 양식 속에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것
이라면 왜 본질적으로 타인의 고통을 내가 온전히 동일하게 느낄 수 없는지에 대해 반론
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후설은 나의 마음에 대한 나의 경험적인 접근과 
타인의 마음에 대한 나의 경험적인 접근이 다르다는 것이 우리가 결코 타인들을 이해할 
수 없고 감정이입할 수 없다는 결론에 대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본다. 타인에 대한 우
리의 경험과 이해는 틀릴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 비대칭이 내가 경험하는 타인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닌 타인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해주며, 나와 내가 아닌 타인
이 함께 ‘우리’로서 공통적 환경세계 속에 살아가며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의 전제조건이 
된다. 만일 타인의 의식이 나의 의식과 동일하다면 곧 타인은 타인이기를 그치며 ‘나’라
는 동일자에 환원되어 버릴 것이다. 한편 현상학자들 사이에서도 타인 마음의 문제에 대
한 논의를 둘러싸고 서로 조금씩 다른 입장 차이를 보인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사르트르
나 레비나스, 후설의 경우 근본적인 타자성을 강조하면서 상호주관성은 차이나는 주체와 
타자간의 관계로서 설명해야 한다고 본다. 반면 메를로-퐁티는 ‘익명적인 집단성’으로 대
변되는 주체와 타자 간의 미분화적인 초기 상태를 설정해야만 상호주관성을 논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자는 근원적인 층위의 미분화상태로 상호주관성을 설명하려는 시도
가 어떠한 차이도 소멸시켜버림으로써 논의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파악하며, 후자는 
오히려 환원할 수 없는 차이에 대한 강조가 그 관계 자체를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든
다고 본다.(Zahavi 2012, 1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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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enⅡ, 201)

   땅과 푸른 하늘, 눈이 쌓인 거리들에 내가 관계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

로 신체를 가진 타인 또한 체화된 주체로서 그 모든 것들에 관계하고 있으

며 우리는 그 세계를 공동의 환경세계라고 지칭한다. 상호주관적 주체로서 

나와 타인은 일상적 경험의 층위에서도 이 공동의 환경세계 속에서 함께 경

험하며, 파악하고, 의사소통한다. 함께 거주하는 환경세계에서 타인의 표정, 

몸짓, 발화는 이미 그 자체로 그의 신체성과 정신적 의미의 총체이며 그의 

인격으로서의 삶의 직접적인 표현이다. 자아주체는 타인과의 관계 맺음과 

의사소통을 통해서 더욱 높은 단계의 습성적인 인격적 통일체를 구성해 나

가고, 그에 상관적으로 세계 또한 더욱 발달한 형태로 전개되어 나간다.88) 

그러므로 완성된 개별주체의 총체적인 인격성은 그 발생적 과정을 통해 볼 

때 끊임없이 타인의 영향을 받으며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타인들이 나

와 같은 신체적 주체로서 거주하며 행위 하는 세계 속에서 타인들의 사상과 

명령, 느낌 등은 지속적으로 나에 대해 작용하며 침전된 습성의 형태로서 

나에게 체화된다. “타인의 사유들은 나의 영혼 속으로 침투한다. 그것들은 

나의 심리적 상황, 나의 발달단계, 나의 성향형성 등에 따라, 변화하는 상황

들 아래에서 엄청나거나 혹은 사소하게 다양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

다.”(IdeenⅡ, 281) 생활세계의 표층에서 드러나는 한 개인의 신체적 행위양

태는 오직 그가 처해 있는 상황적 맥락과 더불어 심층에서부터 그를 형성해 

온 상호주관적 연관 속에서만 온전히 이해될 수 있다.

   우리의 발생과 관련한 근원적 시작점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존재 방

식 자체가 오직 타인들과 함께 있음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각

하는 모든 대상들이 우리의 ‘사회적 경험’ 속에서 ‘사회적 대상’으로서 우리

88) 후설은 상호주관성을 설명하면서 ‘공동의 환경세계’, ‘의사소통적 환경세계’ 등을 언급한
다. 후설의 환경세계는 넓은 의미에서 개방된 지평을 가진 것으로서, “현실적 경험의 과
정 속에서, 자연적 경험에서 주체의 능동적인 행위 속에서, 가치평가, 의지, 창조, 언제나 
새로운 객체들을 형성하는 등의 이론적 사유 속에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세계”(IdeenⅡ, 
204-5)라고 규정한 바 있으며, 따라서 “주체는 “주체-객체(Subjekt-Objekt)”이다. 다른 
한편 단계들이 존재하는 상호주관적 연대 속에 유일하고 고유한 세계가 구성된다. 즉 서
로 함께 의사소통하는 주체들은 더 높은 단계의 인격적 통일체들을 구성하며, 그 총괄적 
전체는 사회적 주관성(Subjektivität)의 세계를 이룬다.”(IdeenⅡ,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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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을 통해 미리 

주어져 있음의 세계에 대한 타당성 수행을 중지하고, 구성하는 주관에 의존

적인 의미로서의 세계의 차원을 드러낸 바, 사회적 경험 속의 일반 대상들 

또한 나의 주관의 의미부여를 통해 구성된 산물이면서 그와 동시에 함께 파

악하는 상호주관적인 주체들 사이에서 가치와 의미를 지니는 대상들로서 밝

혀진다.

 

“나는 “저것을 위해 그것[대상]을 사용할 수 있고”, 그러한 이유로 그

것은 나에 대해 유용한 것이다. 타인들 또한 같은 방식으로 그 대상

을 파악하고, 그 대상은 상호주관적 사용-가치를 획득하며, 사회적 

맥락 속에서 그러한 목적으로 쓸모 있는 것, 인간에게 유용한 것 등

으로서 평가되고 가치 있는 것이 된다.” (IdeenⅡ, 197)

   위 인용문은 가치평가와 실천적 행위의 본성을 지니는 세계의 그 구체적 

내용은 상호주관적으로 규정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의미연관의 총체로서의 

생활세계적 지평은 그 속에 지각에 합당한 모든 대상들을 포함하며, 경험되

는 대상들의 의미는 공동체화(Vergemeinschafung)됨으로써 개별 주체들뿐

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대해 존재하게 된다. 만일 이러한 대상을 ‘사회적 

대상’이라고 명명한다고 할 때, 이 대상의 의미는 고정되어 불변하는 것이 

아니다. 상호주관적 생활세계 속에서 우리는 가능한 경험의 주체로서 의사

소통 하며 타당성 변경(Geltungswandel)을 수행하기도 한다. 모든 사람들에 

대해 가능한 경험의 개방된 지평으로서 생활세계는 대상의 의미를 상호주관

적 의미 연관 속에서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또한 그 세계 자체가 상호주관적

으로 구성되어 전개되기에 이른다.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은 세계와 대상 일체가 우리에 대해 존재하며 기

본적 지향성들로서 형성된 의미 형성물(Sinngebilde)임을 드러낸다. 세계의 

상호주관적 구성과 관련해 세계 내 대상들은 자아주체와 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특성들, 이를테면 가치, 욕구, 실천 등과 연계된 질적 속성들

을 부여받으면서, 자아주체 또한 새로운 인격적 작용을 통해 이 의미 변경

된 대상들과 관련을 맺게 된다. 따라서 애초에 지향적 체험 속에서 그때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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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의 의미내용과 함께 정립된 대상/세계는 변화된 의미를 통해 이제 새로운 

대상으로서 자아주체의 환경세계 속으로 편입된다. “환경세계는 어떤 방식

으로 항상 되기(Werden)의 과정 속에 있으며, 수반되는 정립함과 무효화에 

따라 의미의 변화와 새로운 형성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그 자체를 발생

(Sicherzeugen)시킨다”(IdeenⅡ, 196) 초월론적 발생의 근원 시작에서부터 

이미 다른 자아와 함께 있는 상호주관적 자아극인 자아는 언제나 세계에 속

한 자아이며 세계와 관계 맺으면서 구성작용을 하는 자아이다. 발생의 과정

에서 이러한 자아의 작용은 필연적으로 타인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공동의 

환경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들, 행동양식들, 관습들을 습성체계

에 통합시키고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우리-지평(Wir-Horizont)”(Crisis, 

359)에 ‘속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세계의 가장 심층에서부터 표층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타인

들과의 상호주관적 연관 속에서 의미를 정립하고 변경하고 그 가치를 평가

하며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우리의 모든 실천적 의미작용의 총체는 보편적 

상관관계의 선험에 의해 그러한 실천적 가능성에 상응하는 대상들과 세계를 

창출하며 함께 전개되어 나간다. 따라서 대상들이 지각 주체에 대해 경험 

가능하게 주어지는 방식은 대상의 의미를 결정하며 곧 주체에 상관적인 대

상 그 자체를 존재하게 한다. 다시 말해서, 각 신체적 주체에 대해 현실적

으로 구체적인 경험 양태는 그 주체가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에 따라 결정

되는 것이며, 이때 그 세계는 근원시작에서부터 이미 이전 세대의 침전된 

습성과 더불어 타인들과 함께 있는 상호주관적 세계이다. 또한 본능의 발현

과 충족은 백지와 같은 진공상태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의미 

연관 속에서 발생하고 현실화되어가는 것이다. 경험 가능한 모든 대상 일반

의 의미는 그 경험하는 신체적 주체가 처해 있는 상황적 맥락, 그를 둘러싼 

공동의 환경세계에서의 가치체계와 무관하지 않으며, 나아가 그 대상이 주

어지는 방식은 발생적 과정 전체를 통하여 세계와 주체간의 관계 맺음의 양

상에 토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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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절. 성적 주체에 따른 생활세계와 관계 맺는 양상 차이

   지평으로서의 생활세계가 그 근원적 지점에 이르러 본질적으로 상호주관

적 세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와 동시에 상호주관적 세계 속에 

살아가는 신체적 주체는 공허한 자아극이 아니라 그 속에 타자를 포함하는 

상호주관적인 자아극으로서 습성의 담지자라는 사실이 함의하는 바는 무엇

인가. 이러한 세계와 주체의 특성은 성적 차이의 현상학에서 궁극적으로 여

성적 체현(female embodiment)의 문제를 일깨운다. 후설과 메를로-퐁티를 

비롯하여 일단의 현상학자들이 그 모든 이분법적 체계를 거부하면서도 마지

막까지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성별 이분법적 구도는 세계와 주체에 대해 헐

어내기 분석을 수행함에 따라 현상학의 바로 그 중심에서부터 허구적 산물

임이 드러나게 된다. 우리가 일종의 자연으로서 간주해 온 “여성” 혹은 “남

성”은 세계와 주체 각각의 발생적 과정에서 상호주관적인 의미 연관 체계에 

의해 구성된 의미형성물이며 따라서 여성성 혹은 남성성의 모든 속성들은 

공고한 실체적 토대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침전된 습성적 통각체계에 의한 

체현된 표현 양태들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의 논의가 종국적으로 도

달하는 지점이 남성과 여성, 곧 성차 자체가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허

구라는 것이라면 우리가 굳이 ‘성적 차이’의 현상학을 요청해야만 하는 주

장의 필요성이 약화되지 않는가 하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성차

의 허구적 본질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성차의 현상학을 수행

해야만 하는 필요성이 반감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일상 속에

서 너무나도 명백하고 확실하게 경험되는 성차에 대한 ‘지각적 경험의 진

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변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각 개별자들의 옷, 얼굴, 신체, 

미소, 걸음걸이, 관심, 직업에서 두 범주로 인간이 양분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차이들은 피상적이므로 아마도 그것들

은 사라질 운명에 처할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러한 차이들

이 명백한 증거와 함께 현존한다는 점이다.”89)   

89) Beauvoir, Simone de. Le Deuxième Sexe Ⅰ: Les Faits et Les Mythes. 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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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부아르(Simone de Beauvoir)는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되어가

는(devient) 것이다.”(DS Ⅱ, 15) 라는 유명한 구절을 통해 여성성이 가부장

적 사회 체계 내에서의 성별 위계적 관계와 제 실천의 이데올로기적 산물임

을 천명한 바 있다. 개별적 여성들이 각각에 유일하고 고유한 다양한 차이

들을 지니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와 동시에 공동의 환경세계에서 살아가는 

‘여성’으로서 일반적인 여성적 실존 양태와 관계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를

테면 본질주의적 관점에서의 구분된 여성적 본질, 이상은 거부되어야만 하

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신체를 통해 직접 체험하는 여성성 

혹은 남성성의 지각적 경험의 진실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90) 드러

나는 성차의 양식은 피상적이나 그것이 지각되는 경험은 성차를 실재적으로 

존재하게 한다. 생활세계에서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은 일련의 유형들(types)

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인간의 행위와 관련한 우리의 지각적 경험에는 언

제나 두 가지의 젠더 유형이 전제되어 있다. 이를 두고 하이네마가 “일상의 

경험은 개념적 구조들을 함축”91)한다고 표현한 것은 타당하다. 현상학이 

‘성차’의 현상학이어야만 하는 이유는 그러한 성차가 우리의 일상적 생활세

계 속에서 너무도 명백하게 실재인 양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고, 인간 행위

에 대한 우리의 모든 지각적 경험은 성차를 토대로 한 이분법적 성별 범주

체계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성차적 요소를 간과한 채 

인간의 경험을 분석한다는 것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목적으

로 하는 현상학 본연의 목적과도 어긋난다. 성차의 현상은 표층적인 생활세

계에서 뿐만 아니라, 가장 근원적인 경험의 발생 지점에서부터 형성되어 전

개되는 역사성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유형적인 젠더 지각이 어떻게 발생하는

지, 그 구성적 토대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은 경험적 탐구만으로는 불가능

하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성차의 경험을 실마리 삼아 발생적 과정 

속에서 전개되는 젠더 지각의 형성 과정과 그 현실적인 작동과정을 고찰할 

것이다.

Gallimard. 1949. p.13. (강조는 필자, 이하 DS Ⅰ,Ⅱ로 표기)
90) Heinämaa, Sara. “A Phenomenology of Sexual Difference: Types, Styles and 

Persons.” Feminist Metaphysics: explorations in the ontology of sex, gender and 
identity. Ed. Charlotte Witt. Dordrecht: Springer. 2011. p.131-2. 

91) Heinämaa 2011,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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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부 1장과 2장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상기하면, 초월론적 발생의 근원 시

작에서 자아는 유아론적인 자아가 아니며, 본능들의 발현을 통해 그 이후에 

형성되는 더 높은 통각체계의 자아 또한 자기의식에 명증적인 자아가 아니

라 본래적으로 상호주관적인 자아임이 밝혀졌다. 이 자아는 자기보존본능과 

세계성의 본능을 근원 본능으로 삼아 무수한 하위 본능들의 촉발과 발현, 

충족을 통해 전개되어 나가는데, 이러한 자아는 언제나 세계에로의 ‘지향적 

열림’을 존재 기반으로 삼는 ‘세계-에로-자아’이다. 세계와 주체는 상호 얽

힘의 감싸있는 관계를 형성하므로 어디까지가 주체이고 어디서부터 세계인

지를 뚜렷이 구분할 수 없는 애매모호한 상태로 존재한다. 따라서 현상학적 

환원의 작업은 계속적으로 수행되어야만 하고 항시 미완성으로 남아있을 수

밖에 없다.92) 결과적으로 우리의 모든 지각적 의식 또한 ‘체현된’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이네마는 ‘여성’ 또한 일종의 체현된 “지각적 유

형”으로서 파악한다.

“현상학적 분석에서, 젠더 유형은 성적 수행의 재생산적 기능이나 습

성들에 제한되지 않으며 그것들에 토대하고 있지도 않다. 오히려 젠

더 유형들은 일련의 다양한 행위들의 열림을 포함한다. 걷기, 뛰기, 

던지기, 앉기, 만지기, 보기, 말하기 … 중요한 것은 생물학적 유형의 

여성(female)이나 문화-역사적 유형의 여성적인(feminine) 것이 아니

라, 지각적 유형으로서의 여성(woman)이다.” (Heinämaa 2011, 142)

   

    타당성의 반복적 수행으로서 ‘미리 주어져 있는 세계’에 대해 판단중지

92) 메를로-퐁티는 『지각의 현상학』 서문에서 “환원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완전한 환원의 
불가능성이다.”(PP, ⅷ)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 구절은 현상학적 환원이라는 방법론을 둘
러싸고 일군의 현상학자들 간에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 논쟁에 대한 개괄은 이남인
(2013)『후설과 메를로-퐁티 지각의 현상학』 p.286-313에서 딜론(M.C.Dillon), 거비치
(A.Gurwitsch), 하이네마(S.Heinämaa), 스미스(J.Smith)의 논지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 이 
구절에서 메를로-퐁티가 의도하고자 했던 것은 현상학적 환원 자체를 포기하거나 거부하
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환원을 수행하는 우리는 절대의식과 같이 명석 판명한 의식으로
서 반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체화된 주체로서 언제나 흐르는 체험류 속에서 있으며, 세
계를 구성하면서도 동시에 세계 속에서 세계를 향해 있는 주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
이다. 우리에 대해 있는 세계는 결코 절대적인 투명성 속에서 드러나지 않으며, 따라서 
우리가 신체적 존재인 한, 초월론적 환원은 완전한 형태로 수행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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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을 통해 드러나는 세계는 이른바 구성하는 실

천적 지향성으로서의 의식에 상관적인 주관적 나타남들과 사념들 총체이다. 

이러한 의미 연관 구조로서의 세계는 각 개별적 주체에게 있어 각기 다르게 

개시된다. 다시 말해, 그 세계의 나타남과 사념들의 본질 형식에 관해 논의

할 때, 우리는 세계의 “소여성의 주관적 방식들”(Crisis, 179)에 직면하게 된

다. 이는 비록 우리가 의사소통함으로써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공동의 환경 

세계 속에서 함께 살아간다 하더라도, 신체적 주체로서 세계 속에 닻 내린 

고유한 지점들에서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은 다양하게 형성된다는 것을 보

여준다. 나아가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의 차이는 나와 동일한 신체적 

주체인 타인들과의 관계들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며, 경험하는 대상의 의

미도 각기 다르게 규정된다는 것을 함의한다. 여성적 실존의 차원으로 다시 

돌아오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명증적으로 경험하는 젠더 지각이라는 

것은 곧 이분법적인 남성 혹은 여성 일반의 범주에 따라 분류 가능한 ‘세계

의 주관적(각 범주에 한해 일반적) 소여 방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방증한다. 

여성적인 신체적 주체는 생활세계 내에서 처해있는 위치, 상황에 기인한 침

전된 습성들로 인해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에 있어 남성 일반으로서의 남성

적인 신체적 주체와 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차이는 남성적 주체와 여성적 

주체 사이에 특정한 방식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러므로 ‘체현’은 현상학 전반은 물론이고 특별히 성적 차이의 현상학

에서 중요한 지위를 점한다. 세계-에로-존재인 인간은 구체적인 사실적 경

험 속에서 살아있는 고유한 신체를 통해 의미를 획득하고, 행위로서 표현한

다. 신체적 행위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 대상의 층위와 실재

적 의미의 층위 사이의 인과 연관이나 원자적 조합 등속이 아니며 그 자체

로 동기연관적인 “표현의 통일된 현상”93)으로서 의미화인 것이다. 이를 가

리켜 메를로-퐁티는 행위로서의 표현과 그 행위의 결과로서의 표현된 것을 

분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PP, 448)94) 모든 신체적 행위는 이미 그 자체

93) Heinämaa, Sara. “The Body.” The Routledge Companion to Phenomenology. Eds. 
Sebastian Luft and Søren Overgaard.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12. 
p.224.

94) 표현과 표현된 것의 분리불가능성과 관련해 메를로-퐁티는 이를 소나타의 음악적 의미
와 그 소리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이른바 소나타의 음악적 의미는 그것을 실어 나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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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의미이며, 그 의미는 그 신체적 주체가 처해 있는 실존적 상황 속에서 

발원한다. 따라서 우리가 ‘여성적’ 유형으로서 지각하는 여성적인 신체적 주

체의 행위 일반은 그 자체로 그 신체가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을 드러내며, 

습성의 담지자로서 그 스스로가 처해 있는 역사적, 문화적인 실존적 상황을 

나타내는 표지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그 여성적인 신체적 주체는 본질주의

적으로 해석된 생물학적 대상도, 문화가 각인된 사회학적 대상도 아닌, 실존

적 주체로서의 “상황” 그 자체이다. “우리의 신체들은 대상들이 아니라, 상

황들이다. 이 신체들은 우리가 의미적인 방식들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세계

를 향한 우리의 열림이며, 또한 이 신체들은 그 세계에 의해 형성된다.”95) 

메를로-퐁티는 사회적 세계를 “실존의 영원한 장 또는 차원”(PP, 415)으로 

규정하였고, 주체로서의 나와 타인들이 모여 함께 살아가는 생활세계 총체

는 본성상 사회적 세계라고 할 수 있다. 세계의 상호주관성을 통해서 주관

성이 형성된다는 전제를 받아들인다면, 이는 남성/여성의 이분화된 젠더적 

범주로서 성차화된 세계에서 각 개별 주체는 성차화된 존재로서 스스로를 

인식하고 지각하며 파악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살아있는 신체를 실존적 현상학적 태도에서 

바라보면, 이는 곧 그 신체로서 처해있는 상황에 다름 아니며, 세계와 맺는 

관계로서의 존재 양식(style)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신체적 주체로서 

존재양식의 표현이 행위나 자세로 수행될 때, 그 자체 의미화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행위 양식은 그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그가 

그 “상황을 다루는 어떤 방식”(PP, 378)을 함축하며, 그 상황이자 세계에서 

그가 경험하고 파악하는 스스로에 대한 존재 양식의 표현이다. 이와 연관해

서 딜론은 한 인간이 드러내는 양식의 통일성이 부사적(adverbial) 통일성이

라고 설명하면서, 나타남의 양식이 그 통일성을 정초하는 지속적인 맥락과 

소리와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PP, 213) 이를테면 우리의 발화 행위에 있어서도 이미 
그 발화 행위는 우리의 사유와 뒤엉켜 있으며 ‘parole’로서의 발화 행위 그 자체 속에 의
미가 함께 존재한다. “따라서 발화[행위]나 말들은 의미화의 첫 번째 층위를 실어 나른
다. 이 의미화는 그 스스로에게 밀착되어 있고, 사유를 개념적 진술로서 보다는, 양식으
로서, 감응적 가치들로서, 실존의 표현으로서 제공한다.”(PP, 212)

95) Fielding, Helen A. “Feminism.” The Routledge Companion to Phenomenology. Eds. 
Sebastian Luft and Søren Overgaard.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12. 
p.520. (강조는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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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로서의 세계와 ‘어떻게’ 관계하는지의 양상과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96) 결

국 성적 차이는 특정한 상황이라는 지속적인 맥락과 틀을 제공하는 세계와 

주체가 맺는 관계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지향적 삶의 두 양식들 간의 차

이”97)인 것이다. 남성 혹은 여성의 성적 정체성은 생물학적 신체나 그 생리

적 기능들에 의해 본질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체로서 우

리가 세계 속에서 감각하고 지각하는 모든 경험들에 의해 사후적으로 형성

되는 것이다. 우리가 몸 담은 채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는 결코 텅 빈 백지

와 같은 세계가 아니며, 상호주관적 주체들이 더불어 살아가며 맺는 의미 

연관들과 습성체계, 관습이나 이데올로기 등으로 명명될 수 있는 그 이전 

세대들의 침전된 습성체계, 이론적·문화적 획득물이 작동하는 세계이다. 그

리고 그러한 의미 형성물로서의 세계는 성차화 되어있으며, 이 세계와 소통

하는 신체적 주체 또한 익명적이고 중립적인 주체가 아니라 성차화된 주체

로서 세계에 거주한다. 여성적 주체는 발생적 전 과정을 통해 남성적 주체

가 세계와 관계 맺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계에 응답하는 방식을 배우

고, 이것을 체화하는 과정에서 정형화된 ‘여성적’ 존재 양식을 획득한다. 그

리고 이 존재양식의 반복적 수행은 그 신체적 주체로 하여금 스스로를 ‘여

성’이라는 성별 정체성에 고착시키며 그에 따른 특정한 양태의 신체적 실존

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3장. 습성적 통각체계와 침전의 문제  

   1절. 인격성의 발전과 습성의 형성

   세계에로 향하는 우리의 모든 신체적 행위들은 이미 습성화98)되어 있다. 

96) Dillon 1988, 79-80. 
97) Heinämaa 2011, 149.
98) 본고에서 메를로-퐁티의 Habitude, 후설의 Habitualität는 ‘습성’으로 사용한다. 이 용어

들은 습관으로도 번역되지만, ‘습성’이 지칭하는 사태가 ‘습관’보다 더욱 포괄적인 것이라
고 판단하여 ‘습성’으로 통일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어떤 행위의 반복적인 과정에서 익
숙해 진 행동 방식을 ‘습관(習慣)’이라고 할 때, ‘습성(習性)’은 이러한 습관이 한 개인의 
인격적 속성으로 자리 잡은 사태를 지칭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김기복에 따르면 후설은 
초월론적 습성 개념에 대해서는 Habitualität를 사용하고 있으며, 경험적 차원의 습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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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앞에 놓여있는 컵을 집어들 때 나는 특정한 방식으로 나의 신체를 움직

여서 그 컵을 손에 쥐고 또한 특정한 방식으로 그 컵에 담긴 커피의 맛과 

향을 음미한다.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에는 어떠한 반성적 인식과 같은 지성

작용도 전제되어 있지 않다. 아마도 아기였을 때, 처음으로 컵을 본 순간이 

있었을 것이고(지각적), 그 대상을 ‘컵’이라고 부르는 언어적 학습을 거쳐(인

지적·언어적), 컵을 떨어뜨리지 않고 손에 잡는 법(운동적)을 반복해서 배웠

을 것이다. 더 이상 머릿속에 ‘컵’이라는 단어와 실제 눈앞에 있는 대상으로

서의 컵을 일치시키려는 의식적 노력이 없이도 말이다. 일상 속에서 무반성

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의 대부분의 행위들은 이러한 지각적, 인지적, 언어적, 

운동적, 정서적 능력들의 발현이며 이는 곧 습성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이다. 라베송(Félix Ravaisson-Mollien)은「습관에 대하여(De l’habitude)」

에서 습성을 “단지 어떤 상태인 것만이 아니라 어떤 소질(disposition), 어떤 

능력(vertu)”99)으로 파악한다. 습성은 한 번 형성된 이후에는 관성을 가지고 

존재한다. 즉 일종의 영속성을 지니게 되는데, 이러한 습성의 원인이 된 최

초의 ‘변화’는 발생한 그 시점 이후로는 존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습성은 

“원인인 변화를 넘어서 존속하는 것”100)이자 오직 시간 속에서만 가능한 것

이다. 습성은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최초 발생한 변화가 반복적으로 수행되

면서 침전되어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과 동시에 미래의 행위에 대한 지

평으로서 작용한다는 점에서 미래에도 상관적으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습성이 단지 과거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가능적인 것과 

관련한다는 점에서 습성을 ‘능력’으로 파악한 라베송의 이해는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메를로-퐁티 또한 습성을 요소적 운동들이나 반응들의 외적 연합이 아

니라, 세계-에로-존재로서 신체적 주체가 획득하는 일종의 육화된 앎으로 

보고 있는데, 다시 말해 나의 신체의 각 부위에 대한 위치와 키보드의 자판

의 각 위치들을 습성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신체의 능력이라는 것이다. “습

Gewohnheit라는 용어를 써서 두 개념을 구분하고 있다. (김기복 2013, 1)  
99) 라베송. 최 화 역. 『습관에 대하여』. 서울: 누멘. 2010. p.65. (본고에서는 habitude를 

‘습성’으로 통일하여 사용하지만, 여기서는 국역본의 원제를 그대로 살려 ‘습관에 대하여’
로 표기한다.)

100) 라베송 2010,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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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우리가 세계에로 향하는 우리의 존재를 확장시키는 능력이나 새로운 

도구들에 의해 우리를 합병시킴으로써 존재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표현한

다.”(PP, 168) 내가 자판의 글자를 일일이 보지 않아도 타자를 능숙하게 칠 

수 있는 것은 내 손이 자판의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이고, 맹인이 지팡이를 

사용하여 복잡한 지하철 내부를 지나갈 수 있는 것도 지팡이가 그의 신체에 

통합되어 신체의 일부로서 기능하기 때문이다. 습성은 신체를 통해서 이루

어지며, 습성은 곧 신체적 주체가 그에게 드러난 세계와 교감하는 방식이자 

그를 통해 세계를 구조화하며, 그 스스로 특정한 능력을 획득하는 육화된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습성을 획득하는 것은 주체가 그의 신체를 통해 세계 

속에 닻 내림 속에서 특정한 의미를 획득하는 것이다. 습성을 반복하는 신

체는 그 자체로 “새로운 의미의 핵”(PP, 171)을 드러낸다. 따라서 메를로-

퐁티는 “신체가 새로운 의미에 의해 침투 당하게 되고 의미의 새로운 핵에 

동화될 때, 신체는 이해했고 습성이 형성되었다”(PP, 171)고 말한다. 습성은 

신체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 곧 신체가 어떤 의미를 배우는 것이다. 수

영을 할 때, 처음 영법을 배울 때는 머리로 아무리 이해하고 있어도 자연스

러운 동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동작을 연습하다보면, 

어느 순간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는 신체가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영법을 ‘몸으로’ 익혔기 때문이다. 영법의 의미가 신체에 동화됨으로써, 이

는 습성 체계로 자리 잡게 되고, 이는 한동안 수영을 중단하더라도 다시 시

작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예전처럼 수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습성은 주체와 세계의 발생 과정 전체에서 함께 형성되는 것이므로 습성 

자체가 한 자아 주체의 역사성을 함축한다. 한정선은 신체의 지향성조차 습

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101)고 보는데, 우리의 개별적인 지각적 경험이 모두 

다른 것은 각자의 신체가 특정한 방식으로 색과 교감하고, 소리에 반응하기 

때문이다. 즉 습성과 관련하여 이제 우리의 질문은 지각이 무엇인가, 감각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신체적 주체인 우리가 ‘어떻게’ 세계를 지각하고 감각하

는지를 묻는 것이다. 주체를 둘러싼 생활세계는 단지 외부적 환경으로 분리

되지 않으며, 주체와의 계속적인 상호연관을 형성한다. 그 가운데 주체에게 

101) 한정선. 「습관과 습관적 앎에 대하여: 메를로-퐁티와 신경과학과의 대화」. 『철학과 
현상학 연구』 제29집, 한국현상학회. 2006.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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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는 세계는 주체가 세계와 관계 맺는 특정한 방식을 발생시키고 그것

이 일종의 육화된 앎, 체화된 앎으로서 습성적 체계를 형성하여 주체의 신

체에 침전된다. 이를테면 주변 인물들과 사물들을 포함한 생활세계가 그 주

체를 어떻게 동기부여 하는지에 따라, 그의 “삶의 양식(Lebenstil)”102)이 결

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탈레로(Maria Talero)는 습성이 근원적으로 세계-에

로-존재의 현상이자 시간적 현상이라고 봄에 따라, 과거에 닻 내린 습성은 

그 본성상 가능적인 변화를 발생시키는 의미의 전체 맥락을 형성한다는 측

면에서 미래적103)이라고 파악한다. 나아가 신체의 지향성이 습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은 현재적인 작동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초월론적 발생의 시

작지점에서 작동하는 근원본능조차 이미 습성과 연관을 맺고 있음을 함축한

다. 또한 이러한 습성은 자아 주체의 능동성과 수동성, 곧 세계에 속해 있

으면서 동시에 세계를 넘어서는 ‘세계-에로-존재’ 방식을 설명하기도 한다. 

“주체의 총체적인 양식과 습성으로서 개체성을 말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것은 일치하는 통일체로서 모든 행동의 양태들, 모든 능동성과 수동성에 

퍼져 있으며, 전체적인 영혼적 토대는 지속적으로 이것에 기여한다.”(Ideen

Ⅱ, 289-90) 세계-에로-존재의 근본적인 존재 양식을 토대 짓는 습성은 오

직 발생적 차원에서 고려함으로써만 해명될 수 있다.

 

   1. 능동적 영역에서 습성적 통각체계104)

102) 후설은 인격성(Persönlichkeit)을 자아의 삶에서 동기부여 되는 감정과 행위의 유형을 
통해 드러난다고 보았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특성, 즉 이러저러한 상황에 의해 동기부
여 되는 존재의 방식에 관한, 감정과 작용 속에서 자신의 삶의 양식을 갖는다.”(IdeenⅡ, 
283. 강조는 필자) 그리하여 “인격은 ‘경험’을 통해 형성된다.”(IdeenⅡ, 283)고 말할 수 
있다.    

103) Talero, Maria. “Merleau-Ponty and the Bodily Subject of Learning.” International 
Philosophical Quarterly 46.182 (2006): 197, 201-2.

104) 본 논문에서 습성 개념은 ‘습성적 통각체계’로서 설명되는데, 이때 통각(Apperzeption)
은 습성의 맥락에서 “대상구성의 하부 토대를 형성하는 통각적 지평들의 일정한 체계”
(김기복 2013, 80)를 의미한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지각하는 것은 그 대상의 유형(type)
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통각은 이러한 대상 유형에 앞서 ‘밑그림 그려진 지평’ 위에서 이
루어지며, 따라서 통각체계는 한 개별적 주체가 수행하는 대상구성에 있어 그 현실화를 
가능케 하는 토대로서 작동하는 것이다. 습성적 통각체계라는 용어는 이러한 통각체계가 
침전되어 반복적으로 수행되면서 일종의 습성으로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습성적 통각
체계는 주체와 세계간의 상호작용의 방식을 나타내며,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의 대상구성
의 방식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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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성적 통각체계의 형성을 고찰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살펴볼 것은 능

동적 영역에서의 습성적 통각체계이다. 능동적 영역은 자아주체가 이성적인 

동기에 의해서 어떤 사태를 판단하거나 가치적으로 평가하는 의지적 행위와 

연관된다. 그러므로 능동적 영역은 발생적 단계 중에서도 고도의 정신적인 

영역에 해당하며, 이때 자아는 ‘태도 취함’의 주체로서 등장한다. 김기복에 

따르면, 태도 취함은 후설의 초기 사유에 주로 등장하는 것으로 고도의 지

향적 작용을 나타내는 인식의 수행이나 술어적인 판단 수행을 의미한다. 능

동적 영역에서 습성적 통각체계는 곧 태도 취함의 습성이며, 이는 근원설립

(Urstiftung), 침전(Sedimentierung), 반복(Wiederholung)이라는 시간성을 통

해 제시된다. 

   근원설립은 체험 흐름 속에서 태도 취함이 최초로 한 번 등장했을 때, 

단지 일회적인 사건으로 그치지 않고 이후의 체험들의 현실화에 영향을 끼

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이는 일종의 지평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과거

의 한 순간에서의 태도 취함이라는 사건은 그 실재적인 발생 사건의 측면에

서는 지나가지만 그것이 과거 지평으로 침전되면서 “열려진 무한히 가능한 

기억 체험들의 지평”105)을 근원적으로 설립하게 되는 것이다. 근원설립 되

는 것은 가능한 체험들의 지평이며, 이 지평이 대상 구성과 관련될 때는 대

상 유형106)에 관한 앞선 앎, 즉 “의미 도식(Sinnesschema)”107)이 근원설립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기복에 따르면 대상 지평을 근원설립 한다는 것

은 한 대상뿐만 아니라 그 대상의 유형, 그 대상을 지각하는 자아 주체의 

통각체계, 나아가 이후의 실천적 가능성의 미래적 지평까지 설립한다는 것

을 아우르는 것이다.

   자아 주체가 이성적인 동기에 의해 판단하고 가치 평가하는 태도 취함을 

통해 근원설립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러한 태도 취함이 영혼적인 하부 토대

105) 김기복 2013, 60. 
106) 후설은 유형(Typus)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나는 다양한 자아-주체들과의 관

계 속으로 들어가고, 그들의 선소여된 것들, 행위들 등의 유형적 계기들을 알게 된다. 그
리고 나는 이러한 유형들에 따라 유형적 계기들을 파악한다. … 유형은 다양한 경험들 
속에서 표명되고, 우리에게 각인된다. 그리고 유형은 통각적 형식을 규정하고 나서, 실재
적 파악 속에 추상화될 수 있는 층을 규정한다.”(IdeenⅡ, 285)

107) 김기복 201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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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편입되는 과정이 진행된다. 이것이 근원설립적인 능동성이 보존되고 함

축되는 침전의 과정이다. 이를 통해 최초로 수행된 능동적인 지향적 작용은 

시간성의 체험 흐름 속에서 과거로 밀려나게 된다. 대상 측면에서 이 근원

설립적 산출물은 이제 의미 침전물로 변경되는데, 이 과정에서 내적 시간의

식의 법칙에 따라 파지(Retention)108)적인 의식으로의 변양을 거친다. 이 파

지적인 변양은 침전의 첫 단계를 이룬다. 이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생생한 근원인상은 체험 흐름 속에서 변양의 계열을 이루면서 반복적

으로 변양을 거치는데 이를 통해 점차 과거로 밀려나게 되고 부각되는 정도

는 약화되며 더 이상 현실적인 의식 영역에 떠오르지 않는 정도가 된다. 그

러므로 최초로 근원설립하는 지향적 작용은 체험 흐름 속에서 파지적인 변

양을 거쳐 망각의 단계에 이르고 최종적으로는 무의식에 침전된다고 하겠

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침전물이 완전히 의미와 제 기능을 상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잠재적인 현실태로서 자아 주체 내에 보존된다는 

것이다. 즉 침전된 지향적 작용은 이후 자아의 촉발과 연상적 동기연관에 

의해 다시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는 잠재성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자아의 과거 지평에 침전된 근원설립된 대상은 이후의 새로운 체험들에 

대해 그 유형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이를 ‘통각적 전이’라고 

하는데, 가령 우리가 낯선 상황에서 새로운 판단을 수행해야만 할 때 완전

히 백지 상태에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유사한 경험의 유형을 

토대로 판단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각적 전이는 “과거의 판

단에 의해 근원설립된 대상의 유형적 의미에 의해 형성된 예기적 지평”109)

을 가지게 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이러한 무수한 

통각적 전이를 통해 이루어진다. 통각적 전이가 반복적으로 수행되면 이전

에 침전된 대상 및 대상 유형, 그와 상관적인 통각체계가 반복적으로 일깨

108) ‘파지(Retention)’은 ‘예지(Protention)’, ‘근원인상(Urimpression)’과 함께 후설 현상학에
서 시간의식의 활동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지금 바로 이 순간’의 근원인상에서 산출되어 
의식된 것은 의식의 흐름 속에서 ‘지금 막 지나가 버린’ 파지로서 보존되며, ‘이제 바로 
도래할’ 예지로서 존재한다. 그러므로 파지-근원인상-예지로 이루어진 시간의식의 수동
적 종합은 점적인 ‘지금’이 아니라 시간적인 지평으로서 폭을 지닌 ‘지금’으로서 의식의 
현재를 존재하게 하는 것이다.    

109) 김기복 2013,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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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지고 이는 점차 이 총체적인 실천적 가능성의 지평이 하나의 습성적 통각

체계로 형성되는데 이른다. 후설은 이를 반복 혹은 재활성화(Reaktivierung)

라고도 명명하는데, 과거로 침전된 태도 취함은 그것이 다시 일깨워질 경우 

단순한 재생산이 아니라 현재화된 기억 체험으로 재활성화 되기 때문이다. 

과거의 체험이 지닌 타당함은 과거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여전

히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현재적인 시점에서 나의 판단과 결정으로

서 작동한다. 또한 침전된 체험의 반복적 수행은 현재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의 미래의 경험에 대한 지평까지도 가능하게 한다. 만일 통각적 전이에 의

해 다시 일깨워진 침전된 경험과 유사한 상황이 다시 미래에도 전개된다면, 

그 때에도 나는 과거에 내린, 그리고 현재에 수행하고 있는 이 판단과 유사

한 판단을 내릴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반복은 “고정된 유형”, 

“귀납적 예기의 성격”을 형성하며 “나의 미래의 체험 지평은 과거에 체험했

던 것들에 의해 연상적으로 동기 지워진 예기의 지평”110)이라는 결과를 도

출할 수 있다.

   능동적인 영역에서의 습성적 통각체계의 형성은 이러한 태도 취함의 근

원설립, 침전, 반복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이성적 동기에 의한 이러한 

판단 혹은 평가의 태도 취함은 자아 주체의 의지에 의해 능동적으로 반복 

수행됨으로써 특정한 하나의 고정된 유형을 확립하며 현재 뿐만 아니라 미

래의 판단과 가치평가, 결정의 행위에도 영향을 미친다. 앞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적인 젠더 지각이 하나의 범주적 유형에 근거하고 있음을 살펴 본 바 

있다. 능동적 영역에서의 습성적 통각체계의 형성 원리에 대한 설명은 오늘

날의 젠더 이데올로기를 적합하게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른바 인간 일

반에 대해 최초의 태도 취함이 근원설립되고 이것이 파지적인 변양을 거쳐 

침전된다. 이것이 다시 연상적 동기연관에 의해 일깨워져서 반복적인 통각

적 전이를 통해 형성된 것이 하나의 습성적 통각체계로서 오늘날의 젠더 이

데올로기로 나타나는 것이다.

  

110) 김기복 2013,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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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동적 영역에서 습성적 통각체계

   다음으로 수동적 영역에서의 습성적 통각체계는 ‘통각체계와 능력의 습

성’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통각체계와 능력의 습성은 수동적 영역에만 한

정된 것은 아니고, 능동적 영역부터 수동적 영역까지의 전체를 아우르며 작

동한다. 따라서 앞서 설명한 ‘태도 취함의 습성’ 또한 구체적으로는 통각체

계와 능력의 습성의 한 측면으로 포함시켜 설명할 수 있다. 통각체계와 능

력의 습성은 태도 취함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지향적 작용에 앞서 있는 지

평이라는 개념으로 파악되는데, 모든 대상 구성은 이러한 지평의 구조 위에

서 전개된다.111) 대상 구성에 앞서 유형적 앎으로서 밑그림 그려진 지평 개

념에 대해서는 능동적 영역의 태도 취함을 설명하면서도 이미 언급한 바 있

다. 통각체계는 대상 구성에 있어서 그 대상의 소여성을 넘어서 지평적으로 

예기된 것을 포함하여 지각할 수 있는 체계를 의미하며, 따라서 대상 구성

의 하부 토대를 형성하는 대상 유형에 대한 앞선 앎의 체계이다. 통각적 지

평은 “지평 의미(Horizontsinn)”를 함축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제 구성되어

야 할 대상은 완전한 공허함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미 일반적인 유형의 양상에서 알려진 지평 의미 속에서 주어진다.112) 또

한 같은 맥락에서 능력은 이러한 통각체계를 언제든지 현실화할 수 있는 가

능성을 내포하는데, 다시 말해 노에마-노에시스의 보편적 상관관계의 선험

에서 우리의 지향적 작용은 단순히 논리적인 표상 가능성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있다(Ich kann)’의 실천적 가능성인 능력으로 나타난다. 즉 우리가 

이성적 동기에 의해 특정 대상에 대해 능동적이고 의지적인 판단이나 평가

를 수행하기에 앞서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이미 대상 구성에 대한 유형적 

앎, 실천적 가능성으로서의 능력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김기복은 수동적 영역에 이르러 습성을 형성하는 지향적 작용이 태도 취

함에서 대상의 타당성 정립으로 확장되고 일반화된다고 설명한다. 확장된 

지향적 작용은 체험 흐름 안에서, ‘계속해서 타당함’을 통해 지속하고, 수동

적인 발생으로서의 ‘연상적인 전이’를 통해 사후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113) 

111) 김기복 2013, 84.
112) 김기복 2013, 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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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계속해서 타당함과 연상적인 전이는 고도의 의식적 영역뿐만 아니라 

초월론적 발생의 시작으로서의 수동적인 모나드적 삶까지를 관통하며 삶의 

전체 영역에서 형성되는 보편적 습성체계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지향적 작

용의 ‘계속해서 타당함’부터 살펴보면, 이는 “모든 형태의 지향적 작용이 체

험 흐름 안에서 가지는 지속의 방식”114)으로서 곧 “작용의 시간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작용의 시간성은 모든 지향적 작용이 발생적 연관 속에서 시간적으

로 지속하면서 이후의 지향적 작용에 대해 사후적으로 타당성 영향의 측면

에서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작용의 시간성은 기존의 모든 체

험들이 가지는 내적 시간의식의 계기들, 곧 시간 지속의 구성적 계기들115)

인 근원인상과 파지, 예지를 넘어선다. 이를테면 단순히 지나간 과거를 파지

로서 붙들고 수동적 이행의 종합 속에서 현재의 지각에 통일시키는 것에 한

정되지 않고, 지향적 작용의 시간 지속의 구성적 계기들, ‘근원적인 타당성

의 발원’과 ‘여전히 타당성을 붙잡음’, ‘미리 타당성을 예기함’의 삼중적 계

기들116)을 지닌다. 따라서 전자가 ‘질료의 시간성’이라면, 후자는 ‘작용의 시

간성’으로 구분지어 말할 수 있다. 작용의 시간성은 모든 지향적 작용에 대

해 능동적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수동적 영역에서도 작동하며, 근원설립된 

타당성은 침전되어 먼 과거 지평으로 밀려나더라도 여전히 그 타당성을 보

존하고 함축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이후의 지향적 작용에 대한 타당성 

정립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또한 반복으로서의 ‘연상적인 전이’는 계속해서 타당함에 의해 체험 흐

름 안에서 지속되는 지향적 작용이 이후에 발생하는 지향적 작용에 영향을 

행사하는 방식을 지칭한다. 즉 연상적인 전이는 앞선 지향적 작용에 대한 

타당성의 연상적 전이인 셈이다. 최초로 설립된 지향적 작용은 체험 흐름 

속에서 점차 먼 과거지평으로 침전되지만 여전히 타당성을 붙잡고 있다. 이

와 같이 무의식 속에 침전된 지향적 작용은 그와 유사한 새로운 지향적 작

113) 김기복 2013, 89.
114) 김기복 2013, 89.
115) 시간의식의 종합과 관련해서는 각주 108 참고. 
116) 김기복 2013,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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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발생하면 연상적으로 일깨워지는데, 이를 “연상적인 짝짓기(assoziative 

Paarung)”117)라고 하며, 이는 과거 지평 속에 침전된 지향적 작용의 타당성

이 현재의 지향적 작용의 타당성에 연상적으로 전이되었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러한 타당성의 연상적인 전이는 앞서 언급한 능동적 영역에서의 태도 

취함의 습성에서 나타난 반복의 수동적인 양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계속해서 타당함과 연상적인 전이는 능동적 영역을 정초하는 수동적 영역에

서 보편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습성 형성의 원리이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근원설립된 대상의 의미가 지니는 타당성은 잠재적인 상태로 과거 지평 속

에 침전되어 있더라도 타당성의 연상적인 전이에 의해 반복적으로 일깨워지

며, 새로운 대상 구성의 지평을 틀 지우게 된다. 만일 유사한 대상들에 대

한 연상적 전이가 반복되면서 그때마다 타당성 정립을 수행한다면, 귀납적 

예기에 의해 대상 구성의 지평은 점점 더 굳어지고 고착화될 것이며 하나의 

습성적 통각체계로 형성되기에 이를 것이다.

   능동적인 영역에서 습성적 통각체계는 태도 취함의 습성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이성적 동기에 의해 특정한 대상을 의미를 지닌 대상으로서 구성하

고, 능동적으로 판단과 가치평가를 수행한다. 이렇게 근원설립된 대상은 체

험 흐름의 발생적 연관 속에서 먼 과거 지평에 침전되지만 일종의 잠재태로

서 연상적인 동기 연관이나 촉발에 의해 언제든지 현실태로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대상이 된다. 앞서 근원설립의 지향적 작용은 대상 구성뿐만 

아니라, 대상의 유형과 통각체계까지 함께 근원설립한 것이므로 그 침전된 

의미형성물로서의 대상이 다시 일깨워질 때에는 그 모든 총체적 구조가 함

께 재활성화 되는 것이다. 이러한 능동적 영역에서의 태도 취함의 습성은 

필연적으로 수동적 영역에서의 통각체계와 능력의 습성에 의해 정초되는데, 

이때 계속해서 타당함과 반복으로서의 연상적 전이는 고도의 의식적인 지향

적 작용들을 가능케 하는 수동적 양상들에 해당한다. 의지적인 판단이나 평

가에 앞서 이미 우리는 대상에 대해 근원설립된 타당성을 가지고 그것이 연

상적으로 전이됨에 따라 유사하지만 새로운 대상의 의미를 타당한 것으로 

정립하게 되는 것이다. 

117) 김기복 2013,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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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능동적·수동적 영역에서의 습성의 원리는 이후 상론하게 될 젠더 

이데올로기에 따른 성적 차이의 습성을 해명하는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는 초월론적 발생의 근원 시작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성적 차이가 발생적 

과정을 거쳐 완전하게 전개된 개별 주체에 대해 일종의 본질로서 간주되고, 

나아가 그것이 성적인 신체 주체들에 대해 가해지는 억압을 자연화·내면화

하는 기제로 작동하는 방식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최초로 근원설립된 지

향적 작용의 타당성은 이후 반복적인 연상적 전이에 의해 수동적인 영역에

서부터 타당한 것으로 고정되고, 이는 습성적 통각체계를 형성함으로써 더 

이상 반성적으로 의식되지 않는 일종의 ‘자연’으로서 여겨지게 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 특정한 지향적 작용이 근원설립 되는 순간, 그 대상 구성의 

지평은 공허한 텅 빈 지평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이미 발생의 가장 근원 시

작지점에서부터 인간은 원본적으로 상호주관적 주체였으며, 개별적인 습성

적 통각체계가 온전히 형성되기 이전에 이미 이전 세대의 침전된 습성적 체

계가 나의 지평 속에 깊이 스며들어 배경으로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2절. 상호주관적 차원에서의 초월론적 습성

   습성적 통각체계는 능동적 영역과 수동적 영역 전체에서 보편적으로 나

타나는데, 그것이 드러나는 구체적인 양상은 전자의 경우 태도 취함의 습성

으로, 후자의 경우 통각체계와 능력의 습성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수동적 영역에서 통각체계와 능력의 습성을 구성하는 원리인 ‘계속해서 타

당함’과 ‘연상적 전이’는 보다 고차적인 능동적 영역에서 근원설립과 침전, 

반복으로 이루어지는 이성적 동기에 의한 태도 취함의 습성의 발생적 토대

가 된다. 이러한 발생적 분석을 통하여, 습성을 통한 의식체험의 본질 구조

는 근원설립부터 침전을 거쳐 반복을 통한 재활성화에 이르기까지 수동적 

영역과 능동적 영역이 순환 구조로서 반복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습성적 통각체계가 형성되는 이 모든 전체적 과정은 가장 기저의 초월론적 

발생의 근원 지점에서부터 고도의 의식적인 지향적 작용이 수행되는 영역 

전체를 관통하여 자아 주체와 그를 둘러싼 생활세계 간의 끊임없는 상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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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또한 이러한 분석의 결론이 3부 2장에서 논의된 

생활세계의 본질규정, 이른바 보편적 상관관계의 선험에 의해 생활세계의 

본질이 자아주체의 선천적 근원본능과 관계함에 따라 생활세계는 자아주체

에 대해 자기보존세계와 실천적 세계로서의 환경세계로 드러나고, 이 때 자

아극은 공허한 극이 아니라 이미 원본적으로 상호주관적이며 이전 세대의 

침전물을 지니는 자아극이라는 것이 결합되면서 습성적 통각체계 또한 본질

적으로 상호주관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만 한다는 것이 밝혀진다.

   세계-에로-존재인 자아주체는 언제나 그 신체를 통해 세계에 닻 내리며 

특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존재라는 실존적 전제 위에 성립한다. 생활세계는 

곧 나와 같은 세계-에로-존재로서의 신체적 주체인 타인들이 공존하는 세

계이며, 이 세계는 그러므로 언제나 이미 문화적이고 상호주관적인 세계이

다. 각 자아주체가 처해있는 상황은 실천적이고 선반성적인 차원에서 이미 

상호주관적으로 맥락화된 것이며, 이는 대상 구성의 차원에서조차 특정한 

가치체계와 유형적 의미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자일러(Kristin 

Zeiler)에 따르면, 우리가 신체적으로 상황 지어지는 세계의 의미 방식은 특

정한 문화적 규범들을 우리의 신체적 실존에 통합시키며, 그러한 일련의 문

화적 패턴들이 체험된 신체(lived body)로 나아갈 때 그 신체 자체가 또한 

우리로 하여금 문화적 영역으로 나아가게 하는 매개체가 된다는 사실이 중

요하다.118) 사실상 메를로-퐁티의 지각의 현상학은 자아주체를 신체적 주체

인 ‘세계-에로-존재’로서 논의를 전개함에 따라 문화적 규범들이 우리의 삶

에,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해명하는 데 탁월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초

월론적 발생의 근원시작에서부터 자아주체와 서로 감쌈의 관계에 놓여 있으

면서 끊임없이 상호작용 하는 생활세계는 이미 이전 세대로부터의 침전과 

더불어 타인들과의 의사소통 속에서 새롭게 확립되는 다양한 가치적-실천

적 체계들이 형성되어 있는 세계이다. 이 세계에 거주하는 자아주체는 관념

적 주체가 아니라, ‘신체적’ 주체이며, 모든 의미의 근원설립과 침전과 반복

의 재활성화는 이 신체를 통해 이루어진다. 즉 문화적 규범들, 이데올로기

118) Zeiler, Kristin and Malmqvist, Erik. “Cultural Norms, the Phenomenology of 
Incorporation, and the Experience of Having a Child Born with Ambiguous Sex.” 
Social Theory and Practice. 36.1 (2010):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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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관습들 일체는 이 세계-에로-존재의 신체적 주체에게 체화되고, 습성적 

통각체계로 신체에 ‘통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습성적 통각체계가 발생적으로 형성되는 전체 과정에서 신체적 

주체에게 체화되는 문화적 의미 형성물들은 새로이 탄생하는 자아 이전에 

이미 침전되어 있는 이전 세대들의 습성체계이며, 자아가 탄생하면서 최초

로 신체로서 세계에 닻을 내릴 때 이미 그 근원본능으로서의 지향적 작용에

는 이러한 규정되지 않은 일반성으로서의 습성체계들이 상호주관적 차원에

서 존재하고 있다. “다른 인격들로부터 기인하는 경향들 이외에 미규정적인 

일반성의 지향적 형태 속에서 발생하는 요구들, 이를테면 도덕성, 관습, 전

통, 정신적 환경 등에 대한 요구들이 있다. 가령 “사람들”이 포크를 이렇게 

잡아야만 한다는 등 이러한 방식 속에서 “사람들”은 판단하는데, 즉 사회적 

집단이나 계급의 요구들이 있다.”(IdeenⅡ, 281-2) 인용한 구절의 바로 이

어지는 문장에서 후설은 이러한 ‘요구들’에 대해 사람들은 그것들을 수동적

으로 따를 수도 있고, 자신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능동적으로 입장을 취

할 수도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하지만 상호주관적인 자아주체, 나아가 언제

나 세계 속에 상황 지어져 있는 주체라는 측면에서 일반성의 이름으로 보편

적으로 작동하는 이러한 규범이나 관습을 거부하는 것은 결코 ‘능동적’인 

자발성만으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습성적 통각체계가 주체

와 세계간의 끊임없는 상호교류와 발생적 연관을 통해 형성된 것이라면 그

러한 ‘요구들’을 따르거나 거부하는 결단조차 세계와 주체가 맺는 관계의 

총체적인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세계나 주체 한 

쪽에 절대적인 무게를 실어주기 보다는 둘 사이의 근본적인 상호공조를 강

조한다. 세계가 절대적으로 강력하게 작동한다고 볼 때 우리는 신체에 일련

의 문화적 규범들이 각인되는 문화 구성주의의 수동적 주체에 빠질 수밖에 

없으며, 주체를 완전히 자유롭고 능동적인 행위자로 규정할 때 신체를 가진 

채로 상황에 처해있는 실존적 주체가 아닌 단지 사변적이고 관념적인 주체

에 대한 논의에 그치게 될 것이다. 

   크로슬리(Nick Crossley)는 실천의 장으로서 습성적 통각체계와 신체적 

주체의 실천에 있어 한 쪽이 다른 한 쪽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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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되고 불변적인 구조가 아니라, 그 둘 간의 교호작용 자체가 일종의 발

생적 역할을 하는 측면에 주목한다. 이는 사실상 메를로-퐁티의 신체 개념

에서 착안한 것으로, 습성은 신체적 주체가 세계를 획득하는 방식이고 이때 

신체는 ‘나는 생각한다’의 대상이 아니라 “균형 상태를 향해 움직이는 체험

된 의미작용들의 총체”(PP, 179. 강조는 필자)이다. “의미작용들 간의 새로

운 매듭”(PP, 179)은 세계를 획득하는 주체의 방식 자체를 변화시키며, 세

계는 다르게 드러나고 습성적 통각체계는 변화한다. 고정된 실체적 범주나 

형식이 주체 혹은 세계에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와 세계가 

관계 맺는 방식 자체가 습성적 통각체계를 형성하며 이 체계는 각각의 영향

력에 대해 일종의 “진화하는 원환”119)구조로서 발생과 조정을 계속해 나가

는 것이다. 이러한 습성적 통각체계의 형성과정과 실재적 작동의 모든 층위

에서 타인들과의 구체적인 상호주관적 연관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은 명백하

다. 개별적인 자아주체가 자기보존과 세계성의 근원본능을 발휘할 때 이는 

무로부터(ex nihilo) 끌어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전 세대가 근원설립한 타

당성을 넘겨받음으로써 그 토대 위에서 비로소 가능해 진다는 것은 세계를 

불변하는 구조로서 상정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자아가 탄생할 때 이미 

“인간성의 구체적인 유형이 각인된 공동체”120)라는 선소여된 삶의 토대를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세계와 주체의 관계 맺는 행위 자체가 지닌 발생성으

로 인해 습성적 통각체계는 계속해서 변화한다.

   그러므로 습성적 통각체계의 변화 가능성 자체를 불가능한 것으로 규정

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한 유형의 습성적 통각체계는 시대와 장소의 변화, 

곧 신체적 주체의 삶을 둘러싼 환경세계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변화에도 불

구하고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있다. 가령 유사 이래 언제나 인간을 남

성 혹은 여성으로 분류해 온 성별 이분법적 범주체계에 관한 습성적 통각체

계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성적 주체의 습성적 

통각체계는 각 개별 주체들의 무수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맥락에서 

특정한 의미화의 방식이 지속되어온 특수한 경우이다. 또한 이로부터 우리

119) Crossley, Nick. “The Phenomenological Habitus and Its Construction.” Theory and 
Society. 30.1 (2001): 95.

120) 김기복 2013,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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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성적 차이’가 단지 여타 사회적 문제에 해당하는 다양한 요소들 중 하

나가 아니라, 인간의 실존적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핵심적인 요소이자 

이를 간과한 채 인간의 경험을 해명하려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

에 없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아울러 후설이 ‘성의 문제’를 탄생과 죽음의 문

제와 더불어 초월론적 탐구의 대상으로 제시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

할 수 있다. 

   성적 차이에 관련된 습성적 통각체계의 형성은 반복에 의한 능동적인 재

활성화의 과정뿐만 아니라 수동적 영역에서 이전 세대들의 습성의 침전물의 

전수가 연상적 전이에 따라 일깨워짐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타당성 전이는 

한 자아주체의 개별적인 역사를 넘어서서 무한히 거슬러 올라가는 과거 세

대들에서도 반복적으로 일깨워지고 습성체계로 형성됨으로 인해 하나의 자

연법칙, 보편적인 일반성으로 확립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성적 차이의 

습성적 통각체계는 여성 혹은 남성의 이분화된 젠더 범주를 자연화하고, 

‘여성/남성이라면 으레 어떠하다’는 식의 성별에 대한 통념을 일종의 불변하

는 사실로 정립한다. 사실의 지위를 부여받은 통념은 그것이 반복적으로 관

찰됨에 따라 귀납적 예기에 의하여 더욱 더 확고한 사실체계를 형성하게 되

고, 이는 ‘으레 어떠하다’는 자연을 넘어서서 ‘반드시/마땅히 어떠해야 한다’

는 당위로 변질된다. 특정한 습성적 통각체계가 이와 같은 상호주관적 차원

에서 역사성을 지니고 보편적인 세대성을 형성하는 것은 수동적인 발생의 

맥락에서 무수히 반복된 전수와 전승에 근거한다.

“개별적인 자아는 자신의 개별적인 역사 안에서 자신의 일관성과 자

기보존의 이념을 길어내는 것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과거의 세대가 

근원설립한 타당성을 넘겨받는 것을 통해, 그리하여 자신이 속한 공

동체가 지닌 역사적인 일관성과 자기 보존의 이념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비로소 자신의 개별적인 일관성과 자기보존의 이념을 가지며, 

윤리적인 자아의 이상을 가질 수 있다.” (김기복 2013, 189)

   성적 차이의 습성체계를 고려하지 않고, 성별 중립적인 차원에서 습성을 

논의하는 것121)의 한계가 여기에 있다. 후설이나 메를로-퐁티, 그리고 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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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퐁티를 인용하는 크로슬리 등의 습성적 통각체계에 대한 논의 전체는 

이를테면 새로운 스포츠를 배운다든지 악기를 연주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의 성별 중립적이고 일상적인 차원에122) 머물러 있음으로써 개별적인 주

체의 노력으로 자유로이 변경 가능한 유동적인 세계와 주체와의 관계를 상

정하고 있다. 습성의 원리상 한 번 습성적 통각체계로 형성되면 일종의 관

성이 생겨 변화시키기가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자아주체의 의

식적인 노력과 반복 등을 통해 새로운 의미 연관들을 체험하고 세계와의 관

계 맺음의 양태가 변화하면 습성적 통각체계의 개정 혹은 갱신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성차 습성체계의 문제는 이러한 일반적인 습성 체계에서 나타나

는 변경 가능성만으로는 온전히 해소될 수 없다. 이러한 차이는 각 습성 체

계가 상정한 습성의 주체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는 습성이 언제나 

주체와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며, 이 주체가 일반 보편을 담지한 주

체가 아니라 ‘성적인 주체’일 때 세계는 모두에게 동일한 가능성으로 열리

는 무차별적 세계가 아니라 그 성적 주체에 대해서 다르게 개시되는 세계이

기 때문이다. 성차에 대한 습성적 통각체계의 변화는 개별 주체의 의지적인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그것만으로 온전히 변화될 수 없는 차원의 것

이다. 성차에 관하여 이전 세대로부터 전수받은 타당성은 단지 몇 세대를 

거쳐 이어져 내려온 것이 아니라 이미 무한히 거슬러 올라가는 세대들로부

터의 계속되어 온 침전을 통해 두터운 두께를 지닌 지평으로서 형성된 것이

므로, 그 타당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121) 메를로-퐁티는 『지각의 현상학』의 1부 3장 「고유한 신체의 공간성과 운동성」에서 
습성을 다루고 있는데, 이때 제시된 사례들은 지팡이를 사용하여 대상파악을 수행하는 
맹인, 글자판을 보지 않고 타자치기, 능숙한 오르간 연주자 등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분
명히 신체를 통해 의미를 파악한다는 습성의 고유성과 더불어 자연적인 층위에서 일상적
으로 수행되는 행위양식을 설명하는데 매우 적절하고 타당하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의미
의 매듭’으로서 신체가 얼마든지 습성적 통각체계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세계와 주체의 
유동적인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습성적 통각체계가 형성되는 과
정에서 작동하는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을 간과 혹은 자연화함으로써 성차의 습성체계가 
지닌 복잡한 의미형성과정과 그로 인한 제 결과들을 단순화하거나 논의 선상에서 배제하
는 측면이 있다.

122) 4절에서 보다 자세히 분석될 것은, 심지어 걷거나 뛰는 것, 대상을 잡거나 던지는 것 
등의 일상적인 행위에서도 성차적인 요소가 배태되어 있으며, 이러한 행위들조차 성차의 
습성적 통각체계로 드러난다는 것을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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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생활세계가 가치적-실천적 환경세계이며 상호주관적

인 사회적 세계임에 따라 이러한 무수히 반복된 성차의 타당성 전이는 특정

한 가치를 지니고 개별주체의 삶에 대해 직접적으로 실천적 행위를 발생시

키며, 상호주관적인 의미 연관체를 형성한다. 이로써 여성 혹은 남성으로 인

간을 분류하는 두 가지 범주가 습성적 통각체계로 형성된 이후 모든 인간은 

여성 아니면 남성에 ‘반드시’ 해당되어야만 하고123), 이것이 여성성 혹은 남

성성의 특정한 가치 체계를 발생시킨다. 여성 혹은 남성으로 분류된 개별 

자아주체들은 그 가치체계를 고유한 신체에 습성으로 통합시킴으로써 행위

를 직접적으로 구현해야만 하는 것이다. 성차의 습성적 통각체계는 앞서 메

를로-퐁티 등이 설명한 습성적 통각체계와는 달리 개별 자아주체의 자유로

운 결정에 따라 능동적인 태도를 취하기가 매우 어렵다. 일상적인 생활세계

에서 공유되는 성차의 습성을 거부하고 새로운 습성체계를 형성하는 것은 

단지 그 습성체계의 변양이 아니라 사회적 세계에서의 삶 전체가 뿌리째 뽑

혀나가는 결과를 초래한다. 성차를 거부하는 새로운 습성체계를 형성했다고 

할지라도 사회가 용인하는 정상성의 범주에서 배제되어 거의 일상적 활동이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개별 자아주체는 생활세계에서 보편적으로 공유되는 성차의 습성적 통각

체계를 거부하기보다는 수동적으로 따름으로써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지위

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 그러한 습성을 체화함으로써 자신의 신체를 통해 

123) 현상학의 ‘통합(incorporation)’개념을 문화적 규범들과의 관계를 통해 새롭게 조명하는 
자일러의 논문(2010)은 ‘애매모호한 성(ambiguous sex)’을 가진 아기들을 대하는 부모의 
경험들을 제시하고 있다. 태어난 아기의 생식기 형태가 성별을 분류하는데 있어 불분명
하거나, 외부생식기가 염색체나 호르몬 수치와 불일치하게 나타나는 경우, 대부분의 부모
들은 아이의 성정체성이 여성 혹은 남성 중 어느 하나에 분명하게 속하도록 하기 위해 
기꺼이 수술을 감행한다. 그러한 수술로 인해 이후 불임을 비롯한 성기능 저하 등의 여
러 부작용의 위험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Zeiler 2010, 133) 이는 우리 사회
에서 산모에게 제일 먼저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가 딸인지 아들인지와 같은 성별 정체성
에 대한 보편적인 문화적 규범에 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생물학적 성과 성적 
정체성이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성소수자(LGBTAIQ: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sexual, Intersexual, Queer)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은 여전
히 만연하고 사회의 주류 영역에서 배제되는 일은 빈번하게 발생한다. 변화가능성이라는 
점은 기존의 습성체계와 동일하지만 성차의 습성체계가 지닌 특수성은 그러한 변화를 감
행했을 때 그 결과가 치명적이라는 것이다. 버틀러는 이와 유사한 문제인식을 토대로 
『젠더트러블』에서 이러한 성(섹스/젠더/섹슈얼리티) 담론이 보편적으로 인식되는 만큼 
일관적이지도 통일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을 드러내며 젠더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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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구현해 나가는 방식으로 발전해 나간다. 상호주관적 차원에서의 

습성적 통각체계는 그것이 타당한 것으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과정 속에서 

세계가 특정한 방식으로 자아주체에 대해 드러나고, 의미 연관들의 총체로

서 우리의 신체는 특정한 의미가 침전되는 핵으로서 형성된다. 따라서 일상

에서 경험되는 여성성 혹은 남성성의 구현을 생물학적 본성이나 욕망에 근

거한 개인의 자발적인 실천으로 이해하는 해석은 문제가 있다. 초월론적 현

상학적 태도에서 헐어내기 분석을 통해 드러나는 생활세계와 신체적 주체의 

속성들과 그 관계, 또한 그 둘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습성적 통각

체계에 대한 이해 없이 단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성차의 양상이 곧 성차의 

본질이라는 식의 주장은 ‘어떻게’의 관점에서 실재적으로 드러나는 성차의 

현상에 대한 어떠한 타당한 설명도 제공해줄 수 없으며, 나아가 실존적인 

신체적 주체들에게 가해지는 실재적인 폭력들에 대해 무력하거나 오히려 그

것을 더 강화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성 혹은 남성

성의 발현이 너무도 당연하게 자연스러운 습성체계로 받아들여지는 사회문

화적 맥락에서 그 성차의 습성체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관한 근본적인 

물음 없이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행위를 설명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하겠다. 현재적으로 작동하는 드러난 성차의 현상에만 한정하여 한 개별적 

자아주체에 대해 어디까지가 욕망에서 기인한 것이고 어디서부터 억압에 의

한 행위가 시작되는지를 설명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발생적 현상학의 관

점에서 습성적 통각체계의 전체적인 형성과정을 통해서만 성차의 현상은 분

석될 수 있다. 인간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미 그 존재 이전에 형성된 

의미침전물들을 자신의 지평으로 가지며, 이는 그의 모든 행위에 전제된 토

대로서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와 더불어 앞으로의 행위에 대해서도 일정한 

규범적인 틀을 제공한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습성적 통각체계는 성적 주

체에 따라 차이나는 양상을 나타낸다.

   3절. 성적 주체의 습성적 통각체계 형성과정

   습성적 통각체계로 형성된 이분법적 성별 모델은 단지 개념적 구조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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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세계-에로-존재인 주체들이 자신의 고유한 신체를 통해 ‘살아내는’ 것

이다. 생물학적 근거라고도 일컬어지는 생식기의 외양이 성별을 구분하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동하며, 그에 수반되는 여성성/남성성의 성적 가치들

과 규범들은 습성적 통각체계를 이루면서 신체에 통합된다. 이러한 과정에

서 드러나는 것이 4부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신체 도식과 신체 이미지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가치적-실천적 세계로서 생활세계는 성차에 기반

한 규범들과 행위양식들을 그 존재방식으로 포함하며, 그러한 세계와 끊임

없이 상호작용하면서 완성된 주체로 전개되어 나가는 주체들은 성차적인 규

범들과 가치들에 따라 지각하고 사유하며 행위 하는 방식을 획득하게 된다. 

이에 대해 자일러는 “이성적 모델(two-sex model)이 사회적 삶을 구조 짓

는 근본적인 원칙”이라고 규정하며, 이러한 원칙은 “인간 실존과 공존에 대

해 습성적이고 선반성적인 신체적 층위에 있어 절대적인 영향을 행사”124)한

다고 본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영역에서 여성 혹은 남성이라는 이성적 

모델은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어 주의를 기울이기를 요하지 

않고도 작동하는 암묵적 규범과도 같다. 사회적 공간에서 모든 인간은 여성 

혹은 남성으로 지각되므로 만일 그러한 성별 범주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 우리는 혼란스러움을 경험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성적 규범

들을 토대로 하여 행위하고, 평가하며 판단하는 지향적 작용을 끊임없이 수

행하고 있다.125)

124) Zeiler 2010, 153.
125) 페기 오렌스타인(Peggy Orenstein)은 소위 여성성 혹은 남성성으로 분류되는 일련의 

가치체계들이 사실상 허구적인 이데올로기의 산물인지를 비판하는 동시에 그러한 이데올
로기적인 성별 가치체계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롭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분석한다. 
가령 여자아이들이 분홍색에 끌리는 것은 DNA에 이미 입력되어 있는 본성처럼 여겨지
지만, 사실상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성별에 따른 색깔 구분은 거의 없었다. 분홍색은 
오히려 남성적인 색깔로 알려져 있었고, 오히려 파란색이 성모마리아와 연관되어 정절, 
정결함을 암시하는 것으로서 여성성을 상징했던 것이다. 자본주의 산업의 상품화 등을 
비롯한 여러 요인들과 결합하여 ‘여자아이-분홍색/ 남자아이-파란색’과 같은 공식이 형
성된 것은 그리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밖에도 여자아이는 인형을 좋아하고, 
남자아이는 로봇을 좋아한다는 식의 일반적인 통념 또한 시대적 상황과 필요에 의해 구
성된 것인데, 아기인형의 경우 19세기 후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서 
여자아이들에게 널리 보급되면서부터 그러한 인식이 형성되게 되었다. 오렌스타인에 따르
면, 다섯 살 정도까지 아이들은 자기 정체성이 성별에 따라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완전
히 깨닫지 못하며, 성장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성별 인식과 대중문화 등을 통한 
학습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하나의 고정된 성을 획득하게 된다. 오렌스타인의 글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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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로 근원설립된 대상이 침전되어 반복적으로 일깨워지면서 형성된 습

성적 통각체계는 신체적 주체의 실존에 깊이 침투되어 있으며 현재적 경험

뿐만 아니라 미래의 경험 지평, 가능성 등을 윤곽 짓는 의미의 전체 맥락을 

발생시킨다. 이를테면, 습성적 통각체계의 현실적 작동은 미래 지평 속에 있

는 잠재적 가능성의 실천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또한 이러한 실천의 수행은 

다시 기존의 습성체계를 공고하게 하는 데 기여한다. 이와 더불어 성차의 

측면에서 이것이 함의하는 바는, 우리가 기존에 당연하게 인식하는 많은 가

치들, 기준들, 규범들이 애초부터 자연스러운 사실성이라기보다는 수동적인 

의식의 층위에서부터 반복적으로 작동하는 습성의 효과들이라는 것이다. 이

전 세대부터 일종의 관습적 형태로 전해 내려온 가부장적 사회구조와 성차

별적인 이데올로기적 산물들의 총체가 ‘인간성의 구체적인 유형이 각인된 

공동체’로서 생활세계적 지평을 형성하며, 이는 자아주체가 완전한 주체로 

전개되어 나가는 동안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우리는 이러한 습성체

계에 기초하여 모든 지각작용, 행위 작용 일체를 수행하며, 따라서 신체를 

통해 표현된 것으로서의 성차를 드러내는 행위는 특정한 성차의 방식으로 

구조화된 세계의 의미126)를 드러내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세계 속에 닻 내

린 성적 주체로서의 신체가 처해있는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

다.   

   성적 차이의 현상학이 해명하는 성적 차이는 오직 발생적 산물이며, 이

는 주체와 세계의 관계 맺음이 습성적 통각체계로 형성되어 나감에 따라 성

적 차이를 규정하는 내용이 구체화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장문정은 다음

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여성의 특이한 성적 본질이란 존재하지 않는데, 가

부장적 사회에서 현저한 젠더의 역학관계는 초월적인 본질의 유무에 기인하

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실존의 관계적이고 변이적인 의미작용을 통해서 파

생된다.”127) 즉 생활세계에서 실재적으로 작동하는 성차에 대한 의미작용은 

스러운’ 아이가 되는 과정은 그리 자연스럽지도, 당연하지도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페기 오렌스타인. 김현정 역. 『신데렐라가 내 딸을 잡아먹었다』. 서울: 에쎄. 2013.  

126) “형태(Gestalt)는 행위와 지각이 현상되는 방식이며, 조직화되는 방식이다. 형태는 구조 
지워진 전체(strukturiertes Ganze)로 현상된다. 구조는 의미의 통합체(Bedeutungseinheit)
이다.” (한정선 2006, 6)

127) 장문정. 「성적 존재로서의 신체: 메를로-퐁티의 프로이트 읽기와 페미니즘」. 『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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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문화적 규범의 체화로서 습성 체계를 통한 신체적 주체의 실존적 행

위에 기반한 것이다. 사회적으로 공유된 습성 체계는 개인이 경험하는 사건

의 의미를 결정하며, 그 개별적 자아 주체들 스스로 그러한 의미를 지향하

고 그것에 동일시하도록 하여 ‘능동적 전유’를 수행하도록 한다.128) 드워킨

(Andrea Dworkin)은 여성에게 형성된 습성적 통각체계가 성차에 대한 의

미를 획득하고, 나아가 능동적으로 전유되는 양태를 기술하고 있다. 

“우리 문화에서 여성의 신체의 어떤 부분도 손대지지 않은 채, 변형

되지 않고서 남아있는 부분은 없다.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어떤 

극단적인 기술이나 고통도 마다하지 않는다. 머리에서 발가락까지, 얼

굴의 모든 모습, 몸의 모든 부분은 변형되고 교정된다. 이 변형은 지

속적이며 반복적인 과정이다. … 11, 12살부터 죽을 때까지, 여자는 

묶고, 뽑고, 칠하고, 악취를 없애는 데에 많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소모할 것이다.”129)

   성적 주체130)의 습성적 통각체계는 일상적인 보편성의 차원에서 ‘당연

철학회지』 제13집, 대동철학회. 2001. p.21.
128) 리오단(Teresa Riordan)은 『아름다움의 발명』에서 19세기에서 20세기에 걸쳐 이루어

진 각종 미용도구과 기술들의 발명사를 다루고 있다. 리오단은 ‘여성적 아름다움’을 이상
적으로 구현해 내기 위해 등장한 수많은 미용발명품들이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여성들의 
자발적인 실천과 그를 촉진하는 자본주의 미용 산업의 합작품으로 설명한다. 하지만 설
령 실제로 미용도구들을 발명하고, 개선시키고, 사용하는 주체가 여성이라고 할지라도, 
그 선택이나 결정 자체가 최초 설립 지점에서 자유로운 것이었는지가 ‘자발성’을 판단하
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 번 형성된 습성체계는  일종의 관성
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그러한 습성체계가 사회적 세계 내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가치와 인식체계에 부합한다면 신체를 통해 그것을 적극적으로 구현해 내는 것
만이 그 세계 내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일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방식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제시된 것을 선택하는 
것은 자유로운 선택일 수 없으며, 그것을 따르지 않고서는 삶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서 순응의 길을 택하는 것이 결코 자발성의 발현일 수 없다. 테레사 리오단. 오혜경 역. 
『아름다움의 발명』. 서울: 마고북스. 2005.

129) 수잔 보르도. 박오복 역. 『참을 수 없는 몸의 무거움』. 서울: 또 하나의 문화. 2003. 
p.36. (재인용)  

130) “성적 주체”는 사실상 이성적 모델이 유일한 성별 범주로 작동한다는 전제하에 남성과 
여성 모두를 지칭한다. 즉 인간을 여성 혹은 남성으로 분류할 때 그 범주에 속하게 되는 
인간에게 가해지는 여성되기 혹은 남성 되기는 비단 여성의 문제에 국한될 수는 없는 문
제라는 것이다. 모든 행위양태가 가능적인 것으로서 주어지는 인간이 아니라 특정 성에 
해당되는 양식만이 허용되는 구조는 그 자체로 폭력적이며 그것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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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여겨지고 이것이 ‘반드시 어떠해야 한다’는 당위로 쉽게 이어진

다는 것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규범들이 체화된 습성체계는 세계

가 그에게 드러나는 의미 방식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그 신체적 주체의 실

존 양태까지도 규정한다. 습성적 통각체계가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성적 주

체는 고유한 운동성, 자세, 신체 부위의 용도 전반에 이르기까지 틀 지워지

고 그것은 그 신체가 지닐 수 있는 자유의 범위를 규정하기에 이른다.131) 

이는 전적으로 외부(세계)로부터 주어진 강요에 의한 각인효과도 아니며, 진

정으로 행위 주체의 능동적인 자발성의 발현도 아니다. 발생적 현상학의 관

점에서 세계와 주체는 그 초월론적 근원 시작에서부터 서로가 서로에 의해 

감싸진 상호 얽힘의 관계에 있으며, 외부와 내부로 명확하게 구분될 수 없

는 불가분리적인 방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여성적인 신체적 주체의 삶

에서 드러나는 아름다움의 구현과 같은 능동적 전유는 ‘세계-에로-존재’로

서 세계 속에 닻 내리고 살아가기 위한 세계성의 본능의 이면으로서의 자기

보존본능의 충족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아름다움이라는 명목 하에 외모를 

가꾸는 행위는 ‘여성’이라는 범주에 할당된 실존적 주체가 이 세계 속에서 

배제되지 않고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 조건인 것이다.132)

   보르도(Susan Bordo)는 특별히 여성 주체의 신체에 통합된 일상의 관습

으로서의 습성적 통각체계가 사회적 세계의 지배적인 성 차별 이데올로기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보르도에 따르면, 여성의 신체는 “젠더

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언급하는 성적 주체는 주로 ‘여성적인 신
체적 주체’를 지칭하는 것인데, 이는 우리 사회 내에서 여성 주체에게 요구되는 미의 기
준이나 규범들이 그 정도로 보았을 때 보다 강력하고 보편적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에 기
반하고 있다.

131) 보르도 2003, 36. (Dworkin)
132) 오늘날 여성들의 ‘외모 꾸미기’는 더 이상 개성이나 취향의 문제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여성에게 요구되는 미의 규범들은 외모로 드러나는 아름다움에 대한 평가 이외에 
개인의 능력이나 인품의 척도로서의 역할까지 담당하기 때문이다. ‘날씬함’의 가치가 여
성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추구해야만 하고 달성해야만 하는 일종의 당위가 된 이상, 그렇
지 않은 여성들은 나태하고 불성실하며 의지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히게 
된다. 이는 취업이나 결혼 등의 기본적인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불리하게 작용한다. 결국 
외모 꾸미기는 여성 개인이 스스로의 외모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존재 
전체를 규정하는 절대적인 판단 기준에 대해 반드시 수행해야만 하는 당위의 문제가 된
다. 미적 권리(aesthetic right), 미적 압력(aesthetic pressure) 그리고 미적 경멸(aesthetic 
derogation)의 관계에 대한 글은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김주현. 『외모 꾸미기 미학과 
페미니즘』. 서울: 책세상.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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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상징과 의미로 물들어 있는 텍스트”133)와도 같다. 우리의 모든 지각적 

경험은 실존적 상황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신체를 통해 드러나는 

모든 표현들은 그가 경험하는 가치적-실천적 생활세계의 총체적인 의미 연

관 전체이다. 여성성을 구현하는 행위의 능동적 전유 또한 이러한 규범들과 

가치체계들의 내재화가 충분히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더 이상 행

위주체로서의 여성이 그러한 자신의 행위를 동기 짓는 의미 연관에 주목하

지 않는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대다수의 여성적인 신체적 주체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점차적으로 여성적인 신체적 행동 양식, 이상적인 미

의 기준 등의 모든 규범들을 습성으로서 체화하고, 그것들을 통해 세계에 

대해서 지각하고 행동한다. 이미 습성으로서 내면화된 규범들은 더 이상 능

동적인 의식 작용을 거치지 않아도 선반성적인 차원에서 암묵적으로 반복해

서 수행되며, 이는 동시에 여성적인 신체적 주체로 하여금 지향성의 특수한 

방식을 획득하게 한다. 이른바 자연 상태에서 발현되는 일반적인 양태의 공

간성 또는 운동성이 아닌, 왜곡되고 제한된 공간성, 운동성의 경향이 나타나

게 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영은 여성을 대상화하는 가부장적 사회의 경향성이 다양한 

방식들 속에서 ‘금지되고 분절된’ 여성의 신체적 실존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다고 보고 있다. 여성을 여성으로서 인지하게 하는 일련의 규준들, 외형들, 

가치평가 등이 한 완성된 개별 주체에 대해 고착화되고 정형화된 양식을 구

현하도록 함으로써 본연의 실천적 가능성의 장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

기 때문이다. 어린 아이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여성성’의 구체적인 내

용들로 채워지는 사회문화적 규범들은 발생적 과정을 통해 지속적이고 반복

적으로 학습되고 체화된다. 여자아이는 분홍색과 바비인형, 디즈니 공주들 

등과 같은 문화적 담론에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

이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지는 환경세계

의 보편적인 인식에 점차 익숙해지게 된다. 나아가 스스로를 그러한 상징들

에 동일시하면서 그것들이 함축하고 있는 가치들을 지향하고 충족시키려고 

노력한다. 가령 수동성, 의존성, 유약함과 같은 속성들을 구현하고자 하고, 

133) Bordo, Susan. Unbearable Weight: Feminism, Western Culture, and the Bod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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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여성적 이미지’들을 양산하는 영화나 드라마, 광고 등과 같은 대중

문화는 ‘소녀’들로 하여금 스스로 욕망하는 법을 찾도록 하기 보다는 남성 

주체의 욕망의 대상이 되는 법을 반복해서 전파한다.134) 

   애초에 이성적 모델이 이분법적인 가치체계135)를 토대로 구축되었으므로 

남성의 반대항으로서의 여성은 남성성에 해당되는 가치들을 제외한 나머지 

가치들을 그 고유한 속성으로서 가지게 된다. 탈성별화의 시도가 쉽게 남성

화로 귀결되는 이러한 구도 속에서, 남성 주체의 시선을 전유하지 않은 독

자적인 여성 주체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성별 정체성 범주

는 존재하는 인간에 대해 여성 혹은 남성이라는 개념적 분류를 수행하는 데 

머물지 않는다. 나아가 그러한 범주는 특정 인간의 존재 방식 자체를 결정

짓는다. 여성적인 신체적 주체는 이러한 규범들이 보편적으로 공유되어 있

는 사회적 세계에 닻 내린 채, ‘여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신체를 감시하고 규율하며 통제한다. 앞서 인용한 드워킨의 언급과 같이, 머

리부터 발끝까지의 지속적인 변형과 교정은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여

성으로서 세계에 참여하는데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인 셈이다. 여성적 

주체의 습성적 통각체계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고 재생산되

며 다음 세대로까지 전승된다. 

   성적 차이의 현상학이 실존적 현상학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은 이러한 여

성적인 신체적 주체들이 처해있는 상황을 고려하는 현상학적 논의의 필요성

에서 기인한다. 처해진 상황이라는 것은 개별적 자아주체에 따라 모두 다 

다르지만, 무수히 다양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인 성별 범주 체계에 근

거한 각 성적 주체들은 특정한 상황들을 보편적으로 공유한다. 시대와 장소

에 따라 그 상황을 이루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조금씩 달라지지만, 본질적인 

134) 오렌스타인 2013, 134.
135) 이분법이 지닌 폭력성이라는 것은 마치 양 극단인 것처럼 보이는 두 항이 실제로는 대

립적이지 않다는데 있다. 가령 A/B라고 한다면 사실상 B는 A와 대립하는 대등한 실체가 
아니라 단순히 ‘A가 아님’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B라고 이름 붙여진, 사실상 ‘A가 아
님’은 결국 A를 정의하기 위해 동원된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B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위티그가 ‘오직 여성만이 존재하는 단 하나의 성’이라고 언급한 것은 이러한 맥
락에서 파악될 수 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은 결코 여성으로 존재한 적이 없었으며 
언제나 여성은 남성의 대립항으로서, 남성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한 부차적인 존재였다. 
A가 아닌 것으로서의 B는 언제나 A에 비해 부정적인, 열등한 속성들을 담지한 결핍된 
상대편으로 서열화 되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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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구조적 맥락은 계속해서 지속된다. 여성이 처해있는 상황으로서의 생

활세계는 남성이 처해있는 생활세계와 분명히 다르며, 존재하는 의미의 핵

으로서의 신체가 경험하는 세계의 의미 연관들도 전혀 다른 맥락에서 구성

된다. 생활세계도, 신체적 주체도 그 어느 하나 고정된 대상이 아니라 발생

적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변화하며 무수히 다양한 층위를 쌓아간다고 할 

때, 습성적 통각체계의 현재적인 작동 방식은 단지 경험 과학적인 측면에서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그것을 형성해 온 무수한 의미들과 체험 

연관들을 토대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분화된 젠더 지각을 비롯한 지향적 삶의 양식으로서의 여성성/남성성

의 양태는 표면적인 현상이 아니라, 오직 발생적 현상학적 분석을 통해서만 

구체적으로 해명될 수 있는 초월론적 현상으로 재조명되어야 한다. 메를로-

퐁티는 실존적 인간의 경험을 해명하는 현상학이 경험구조의 본질을 파악함

과 더불어 그렇게 파악된 본질을 다시 실존의 자리에 돌려놓는 철학이라고 

하였다. 성적 차이의 현상은 현재를 살아가는 인간의 삶에 대해 그 개별적 

자아주체의 존재방식을 규정하며 지향적 삶의 양식을 형태화 한다는 점에서 

결코 인간 경험의 부차적인 부분이 아니며, 오히려 실존적인 삶의 핵심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3부에서 다룬 생활세계와 습성적 통각체계의 형성·작

동 과정에 대한 분석은 이러한 자아주체의 일상적 삶을 실마리 삼아 헐어내

기 분석을 통해 경험의 본질구조에 도달했을 때, 사실상 성차라는 것은 실

체가 있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발생적 과정 속에서 형성되고 고착화된 것

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습성체계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현재

의 행위를 결정하고 나아가 미래의 가능적인 실천까지 틀 지우면서 일련의 

당위적인 규범으로 자아주체에 대해 작동한다는 것 또한 드러났다. 다음 절

에서는 이제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이 이루어지는 생활세계의 영역에서 이러

한 습성체계의 형성과정을 거친 신체적 주체에 대해 습성체계가 어떻게 작

동하는지, 또한 그러한 현실적 작동이 실재적인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들

을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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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 여성적인 신체적 주체: 

신체도식과 신체이미지의 상관관계 

   1장. 메를로-퐁티 현상학에서 신체도식 논의   

   발생적 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습성적 통각체계는 신체도식(schéma 

corporel)과 긴밀한 연관을 지닌다. 메를로-퐁티는 “신체도식의 개정과 재

배치로서 습성의 획득”(PP, 166)을 규정하고 있으며, 습성이 의미핵으로서

의 신체가 파악하고 행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 때, 이러한 습성과 신

체도식의 연관성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특정한 신체적 운동의 

방식은 반복적인 수행을 통하여 하나의 운동감각적인 체계로 습성화된다. 

예를 들어 자전거 타기의 경우, 처음 자전거를 타는 법을 배울 때에는 의식

적인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자전거 위에서 수평을 유지하며 페달을 밟는 

행위 자체는 기존의 일상적인 운동감각들의 계열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새로운 체계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전거 타기를 계속해서 

연습함에 따라 애초에 익숙하지 않았던 운동감각 계열들은 서로 융합되어 

점차 일종의 체계를 형성하게 되고, 이는 하나의 유형적인 의미인 신체도식

이 설립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습성의 획득이 신체도식의 개정 및 재

배치라는 메를로-퐁티의 언급은 ‘자전거 타기’와 관련된 운동감각적 계열이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며 신체도식을 구성하게 됨으로써 이제 주체는 어느 

때건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자전거 타기를 곧바로 현실화 할 수 있는 실천

적인 가능성을 지니게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체계의 유형적인 의미

로서 곧 신체적 능력인 신체도식은 여러 습성적 통각체계의 설립과 개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한편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행위는 이러한 과거의 운동감각들에 의해 형

성된 유형들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 걷고, 뛰고, 앉는 모든 일련의 행위들

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반복해 온 유형들에 의거하여 그와 유사한 운동 감

각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향을 지닌다. 새로운 운동감각적 체계를 형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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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이른바 새로운 습성체계를 형성하는 것의 어려움은 이와 같은 일종의 

운동감각적 체계의 지속성에서 기인한다. 김기복은 이러한 사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과거의 운동감각들은 새로이 등장하는 운동 감각을 

그 유형적인 의미에서 앞서 밑그림 그리게 되며, 새로이 등장하는 운동감각

은 과거의 운동감각으로부터 운동감각의 유형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동기 지

워져서 자신의 운동감각을 수행한다.”136) 근원본능으로부터 발원한 하부본

능들의 발현과 그것들의 충족의 메커니즘은 습성적 통각체계를 형성하는 근

본 원리가 된다. 본능들은 자기보존과 세계성이라는 큰 두 원칙을 가지고 

작동하며, 그 신체적 주체가 처한 상황으로서의 생활세계의 요구에 따라 본

능은 추동되고, 실천적 행위를 통해 충족되며 이는 다시 습성을 형성하면서 

그 주체의 신체도식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체도식은 자일러의 표현을 빌려오자면, 그 모든 운동성의 토

대가 되는 암묵적 앎이자, 체험된 몸이 그를 둘러싼 주변과 더불어서 하나

의 전체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137) 앞으로 상론하겠지만 신체도식은 의

식적이기보다는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며 전반성적인 인간 실존의 층위를 드

러낸다. 이는 신체도식이 체험된 신체를 이루는 모든 다양한 층위들에서 작

동하며 그와 함께 신체가 처해 있는 생활세계를 자신의 일부처럼 통합하는 

데 기인한다. 따라서 신체도식은 세계-에로-존재로서 신체적 주체와 세계 

간의 상호 감쌈의 실존적 사태를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

체와 세계는 자극과 반응의 기계적인 인과법칙에 종속되지 않으며, 실천적

이고 전반성적인 차원에서 지향적으로 관계한다. 그러므로 신체적 주체는 

신체도식을 통해 생활세계 속에서 ‘거주하며’ 다양한 유형의 세계 경험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 신체는 우리가 세계 속에서 살면서 동시에 

세계로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매개체로 나타나고138), 메를로-퐁티는 이

136) 김기복 2013, 128. 
137) Zeiler 2010, 137.
138) 세계-에로-존재와 실존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광제의 해석을 덧붙일 수 있다. 

“실존은 기본적으로 ‘세계-에로-존재’, 즉 세계 속에 있으면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존
재를 의미한다. 실존은 외부의 사물이나 사건을 대상으로 삼는 철저한 주체를 지칭하지 
않는다. 항상 외부의 사물이나 사건들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 거주하면서 그 상황과 조
화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실존이다. 실존적인 주체란 바로 구체적으로 세계 속의 삶을 
영위하는 주체이지 결코 인식론적인 혹은 지성적인 주체가 아니다. 이 실존의 토대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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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리켜 “신체는 세계를 가지는 우리의 일반적 수단”(PP, 171)이라고 표

현하고 있다. 생활세계는 우리의 신체 바깥에 존재하는 즉자적 대상이 아니

라, 우리가 신체를 통해 나아가는 실천적 활동의 세계이며, 또한 이러한 세

계는 우리의 습성적 통각체계의 형성에 영향을 끼치고, 또한 신체도식에 통

합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양식을 윤곽 짓게 한다.

    

   1절. 신체도식과 신체이미지 구분

   메를로-퐁티는 『지각의 현상학』에서 신체적 주체의 실존적 특징으로

서 신체도식을 제시하고 있다. 신체도식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지각의 현상학』 1부(‘신체’) 3장 「고유한 신체의 공간성과 운

동성」에서 신체도식은 우선적으로 신체 각 부위의 위치에 대해 스스로가 

암묵적인 양상에서 파악하고 있는 앎으로 나타난다. 신체의 부분들이 원본

적으로 상호관련을 맺고 있는 양상을 설명하는 다음의 인용된 구절을 살펴

보자. “나의 신체는 공간 속에 병치된 기관들의 집합으로 나에 대해 존재하

지 않는다. 나는 그것을 분할되지 않은 소유 속에서 파악하고, 나의 팔다리

의 위치를 그것들이 서로 감싸고 있는(enveloppés) 신체도식을 통해서 안

다.”(PP, 114) 메를로-퐁티에 따르면 신체는 결코 각각의 원자화된 신체적 

부분들이 결합되어 하나의 전체를 형성한 것이 아니다. 세계 속에서 나의 

신체가 존재하는 방식은 객관적 대상으로서의 조립된 로봇이 존재하는 방식

과 전적으로 다르며, 따라서 나의 신체는 ‘옷장 속에 들어 있는 옷’처럼 존

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 교류하며 경험하는 체험된 신체(corps vécu)로

서 세계에 거주한다. 구체적으로 ‘세계 속에 거주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이는 나의 신체가 언제나 세계를 ‘향해’ 있고, 그로써 세계에 대한 

어떤 목적적인 지향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 나의 신체를 기투할 수 있는 실

천적 능력의 총체로 존재함을 뜻한다. 또한 신체적 운동을 수행할 때, 나는 

어떠한 매개나 표상 없이도 직접적으로 그 운동을 할 수 있는데 이는 나의 

신체의 모든 부분들이 전반성적인 수준에서 이미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며 

는 것이 신체이다. 신체야말로 세계-에로-존재이고, 바로 실존을 실현하는 주체이다.” 조
광제. 『몸의 세계, 세계의 몸』. 서울: 이학사. 2004. p.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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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싸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며, 분리 불가능한 하나의 통합된 전체

로서 주변 환경세계와 함께 나의 신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내 앞

에 놓인 컵을 집을 때 머릿속에 내 팔의 길이와 컵이 놓인 위치를 순차적으

로 떠올려 계산하지 않아도, 신체도식이 적극적으로 나의 신체를 통합함에 

따라 나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컵을 집어들 수 있는 것이다.

   신체도식은 자신의 고유한 신체에 대한 암묵적 앎과 더불어 세계로 향해 

있으며 특정한 목적을 세계에 대해 기투하고, 그것을 달성하는 실천적 능력

의 총체이다. 이러한 인간 실존의 특성으로서 신체도식은 또한 ‘지향궁(arc 

intentionnel)’이라는 용어로도 표현되고 있다. 『지각의 현상학』에서 메를

로-퐁티의 서술방식은 기존의 경험주의적 혹은 지성주의적 설명방식의 한

계를 지적하기 위해 겔프(A.Gelb)와 골드슈타인(K.Goldstein), 호흐하이머

(W.Hochheimer)와 같은 심리학자나 병리학자의 연구를 참고하여 병리적인 

사례를 자주 도입한다. 지향궁과 관련해서는 지각 장애를 겪고 있는 슈나이

더(Schneider)라는 환자의 사례가 등장하는데, 이 환자는 대상을 ‘단번에 주

어짐’으로서 그 순간에 직접적으로 지각하지 못하고, 부자연스러운 일련의 

단계들을 순차적으로 거쳐 감으로서만 마침내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인지한

다.139) 메를로-퐁티는 이 사례에서 슈나이더가 상실한 것은 미래의 특정한 

상황 속에 과거에 획득한 모든 것들을 기투할 수 있는 ‘실존적 힘’이라고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위의 경우에서 슈나이더의 지능은 사실상 문제가 되

는 것이 아니다.(각주 139 참조) 오히려 슈나이더의 사례에서 문제를 일으

키는 핵심적인 원인은 “지능의 실존적 토대”(PP, 156)로서, 이른바 그가 현

재 처해있는 상황적 맥락을 넘어서서 새로운 태도를 취할 수 있는 능력, 곧 

지향궁의 느슨해짐이 실재적인 문제의 원인이 된다.

 

“의식의 삶 – 인식하는 삶, 욕망하는 삶, 또는 지각적 삶 – 은 “지

139) 메를로-퐁티는 슈나이더 환자가 만년필을 지각하는 인식의 단계를 서술하고 있다. 실
험자가 만년필의 클립 부분을 가린 채로 슈나이더에게 이것이 무엇인지를 묻자, 슈나이
더는 처음에는 검은색이고, 청색이며 밝은 색이라고 말한 뒤, 하얀 얼룩이 있고 길다고 
설명한다. 점차적으로 그것은 막대기이고, 어떤 도구일 수도 있다고 하며, 실험자가 클립 
부분을 보여주면 그것이 연필이거나 펜대일 것이라고 말한다. 이 실험에서 슈나이더는 
대상을 직접적으로 지각하지 못하며, 감각적 소여들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계
속해서 연결하면서 하나의 의미를 추론하는데 그치고 있다.(PP,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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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궁”에 의해서 기초 지어진다. 지향궁은 우리의 과거, 미래, 인간적 

환경, 물리적 상황, 이데올로기적 상황, 도덕적 상황을 우리의 주변에 

기투한다. 다시 말하자면, 지향궁은 우리가 이 모든 관계들 아래에서 

상황 지어지도록 한다. 감각의 통일성, 감각과 지능의 통일성, 감성과 

운동성의 통일성을 이루는 것은 바로 이 지향궁이다.” (PP, 158)

   그러므로 지향궁은 신체도식의 실존적 양상을 설명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신체도식은 유기적 통일체를 이루는 신체적 주

체가 과거 실천적 행위를 통해 획득한 운동감각적 태도를 토대로 하는 동시

에 세계를 향해 스스로를 기투함으로써 새로운 태도를 창출하는 실천적 능

력의 총체이며, 이러한 신체도식의 속성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팽팽하

게 당겨진 지향궁인 것이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메를로-퐁티의 ‘schéma corporel’은 대개 ‘신체도식’

으로 번역되지만 종종 ‘신체도식’과 ‘신체이미지’가 방법론적으로나 개념적

으로 혼용되기도 한다.140) 갤러거(Shaun Gallagher)와 콜(Jonathan Cole)은 

신체도식과 신체이미지가 지니고 있는 각각의 개념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두 가지가 서로 잘못 혼동되어 사용되는 것을 비판한다. 갤러거와 콜의 논

의에 따르면, 신체도식은 의식에 앞서 있으며, 인격의 토대가 되는 것으로서 

경험의 심층적 본질구조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또한 신체도식이 드러내

는 것은 고유한 신체와 그 신체를 둘러싼 주변 환경과의 통합적인 전체성이

다. 반면 신체이미지는 자신의 신체에 대해 의식적으로 지각하며 정신적 표

상의 형태로서 반성적인 지향성과의 연관을 함의한다. 의식에 명확하지 않

140) 일례로 콜린 스미스(Colin Smith)가 번역한 메를로-퐁티의 『지각의 현상학』 영역본
(2002년 판본)에서는 ‘schéma corporel’을 ‘body image’로 번역하고 있다. (2013년에 도
날드 란데스(Donald A.Landes)에 의해 재번역된 판본에서는 ‘body image’ 대신에 ‘body 
schema’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비록 메를로-퐁티가 『지각의 현상학』에서 신체도
식과 신체이미지 사이의 명확한 구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으로 ‘신체도
식’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헤드(H.Head)의 신체도식에 관한 개념을 참조(PP, 114. 각주1)
한다는 점에서 신체도식이 결코 신체이미지와 동일시될 수 없는 개념임을 확인할 수 있
다. 참고로 헤드는 신체도식을 “자세와 운동을 관장하며 역동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선인
식적(preconscious), 하부인격적(subpersonal) 과정들의 체계”로 정의하고 있다.

   Gallagher, Shaun and Cole, Jonathan. “Body image and body schema in a 
deafferented subject.” Body and Flesh: A Philosophical Reader. Ed. Donn Welton. 
Massachusetts: Blackwell Publishing. 1998. p.13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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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태(ambiguë)로 전체를 형성하는 통합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신체도식

에 비해, 신체이미지는 주변 환경으로부터 자신의 신체를 분리해내며, 상대

적으로 명확한 일종의 경계들(boundaries)로서 작동한다. 즉 신체이미지는 

의식적 지각, 정신적 표상 등 반성적인 의식의 층위에서 작동하는 지향성에 

상응하는 것으로, 신체에 대한 부분적이고 추상화된, 분절된 지각과 관련이 

있다. 그와 반대로 신체도식은 운동체계와 그와 연관한 실천적 능력, 습성, 

자세 등의 보다 통합적이고 전체적인 방식 속에서 전반성적으로 작동하는 

암묵적인 신체 지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141)

   이러한 의미적 차이에 주목하여 신체도식과 신체이미지의 개념을 규정할 

수 있다. 먼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도 자동적으로 수

행할 수 있는 다양한 행위들, 자세들은 신체도식에 뿌리내리고 있는 것이며 

이는 신체에 대한 지속적이고도 암묵적인 앎이다. 다른 한편으로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스스로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일련의 신체에 대한 지각적, 개

념적, 감정적 측면의 표상들은 신체이미지이며, 이는 문화적 이상(ideal)과 

관련된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요소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신체도식 

또한 생활세계와의 연관 속에서 근원설립되고 습성적 통각체계의 형성을 통

해 변형을 거치게 된다는 점에서 생활세계에 이미 배태되어 있는 사회적이

고 문화적인 요소들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그것이 전반성적

인 차원에서 작동한다는 점에서 그 영향 자체는 간접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성적 신체도식에 대한 앞으로의 논의를 통해 살펴볼 바와 같이, 

그 영향의 효과는 신체이미지와 마찬가지로 신체적 주체에 대해 직접적으로 

작용한다. 신체이미지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신체이미지로 나타나는 

고유한 자신의 신체에 대한 표상이 문화적 이상 등에 의해 왜곡될 경우, 실

재적인 신체와 그 이미지 간의 괴리로 인해 비일관적이고 모순적인 신체 이

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신체이미지의 왜곡현상은 또한 신체도식과의 정초연관을 

통해 해명될 수 있다. 갤러거는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적 연구를 확장하여 

최근의 심리학 연구들을 도입해 신체도식과 신체이미지의 상호영향 관계를 

141) Gallagher and Cole 199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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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신체도식의 선의식적 수행은 의식적인 지향성

에 영향을 미친다.142) 다시 말해, 신체도식의 수준에서 도입된 모든 변화와 

왜곡들은 지향적 의식 속에서의 변화와 왜곡들을 초래한다는 것이다.143) 이

는 곧 다양한 측면에서의 신체도식의 변화들은 주체가 그 자신의 신체를 지

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신체도식의 차원에서 공간이나 대상에 

대한 지각 방식의 변화가 결과적으로는 신체이미지의 변화까지도 이끌어낸

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체이미지의 능동적 구성은 신체도식의 수동적 구성

에 의해 정초되며, 따라서 신체이미지의 왜곡이란 발생적인 관점에서 그것

을 정초하는 신체도식의 왜곡 또한 전제하는 것이다. 그와 더불어 신체도식

과 신체이미지는 서로 분리되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

으로 서로에 대해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영향의 관계 속에 놓여 있는바, 역

으로 신체이미지의 왜곡은 또한 이차적으로 신체도식의 변화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신체도식은 신체가 생활세계에 닻 내림을 통해 처해있는 상황을 

전체적인 방식으로 통합함에 따라 설립되는 신체와 세계간의 “실천적 조

율”144)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생활세계’는 앞서 

논의된 것에 따라 유형의 사물적 세계뿐만 아니라 무형의 문화적, 관습적, 

이데올로기적인 사회적 세계까지 포함하는 상황적 맥락으로 읽어야 한다. 

여성적 신체주체의 경우, 발생적 과정 속에서 신체도식의 근본적인 왜곡이 

신체이미지의 왜곡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례가 이후 자

세하게 논의될 거식증 등의 현상이다. 이제 우리는 신체도식과 신체이미지

142) Gallagher, Shaun. “Body schema and Intentionality.” The body and the self. Eds. 
José　 Luis Bermúdez, Anthony Marcel and Naomi Eilan. Cambridge: The MIT 
Press. 1998. p.237. (이 논문에서 갤러거는 후설의 지향성 개념과 관련해 정적 현상학적 
이해에 기반하여 서술하고 있다. 그는 노에마-노에시스 도식에서 노에시스를 오직 의식
적 작용에만 국한하며, 따라서 신체이미지를 노에시스적 작용의 결과로 보는 반면 신체
도식은 선노에시스적(노에마-노에시스 관계 이전에 그 바깥에서 작동한다는 의미로) 작
용으로 해석한다. 하지만 발생적 현상학에 이르러 후설의 지향성 개념이 확장됨에 따라 
수동적 종합의 경우에도 수동적 지향성이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초월론적 주관
의 의미구성 작용으로서 노에마-노에시스 관계는 모든 층위에서 해명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원문의 “the prenoetic performance of the body schema has 
an effect on intentionality.”에서 ‘prenoetic’을 의미상 ‘선의식적’으로, ‘intentionality’를 
‘의식적인 지향성’으로 수정하여 본문에 인용하였다.)     

143) Gallagher 1998, 239.
144) Gallagher 1998,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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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념적 구분에 대한 이해 위에서, 구체적으로 신체도식에 기반한 고유한 

신체의 두 가지 측면으로서 신체적 공간성과 신체적 운동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2절. 세계에 거주함으로서의 신체적 공간성

   신체도식은 세계 속에 있으며 동시에 세계로 향하는 ‘세계-에로-존재’로

서의 실존적 양상을 나타낸다. 생활세계라는 특정한 상황적 맥락 속에 닻 

내린 채로 존재하는 신체적 주체는 이러한 신체도식을 통해 외적 사물들의 

존재와는 다른 방식으로 존재한다. 즉 신체부위들은 고립된 각각의 부분들

이라기보다는 서로가 서로에게 포함되는 방식으로 의미적인 체계를 형성함

으로써 실재적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신체적 주체는 자신의 신체 부분들의 

모든 위치와 상황들을 암묵적으로 알고 있으며, 자신이 지향하는 의미에 따

라 하나의 체계로서 신체부위를 적극적으로 통합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다. 또한 지향궁의 개념을 통해 드러난 바와 같이, 이러한 통합된 체계는 

신체적 주체 자신의 고유한 신체뿐만 아니라 그가 살고 있는 주변 환경으로

서의 생활세계까지도 포함하여 전체를 이룬다. 이에 따라 신체적 주체는 새

로운 목적과 상황에 그 스스로의 과거와 미래 전체를 기투하여 주어진 목적

을 달성할 수 있는 실천적 가능성으로서의 능력도 지니고 있다. 이 절에서 

우리는 전자를 신체적 공간성으로, 후자를 상황의 공간성으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다.

   1. 신체적 공간성

   랭어는 신체적 공간성을 획득된 특성과는 구분하여 “신체가 신체로서 존

재하게 되는 방식”145)이라고 정의한다. 우선적으로 고유한 신체에 한정하여 

신체의 구조를 탐구하게 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직면하는 것은 외적 대상

과 구분되는 신체의 존재방식이다. 이미 이 글의 여러 부분을 통해 언급한 

145) 랭어 1992,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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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유기체로서의 신체를 형성하는 각각의 부분들은 서로 고립되어 작용

하지 않으며 오직 상호적으로 얽혀 있는 통일적인 구조를 형성함으로써만 

여러 가지 행위들을 수행한다. 메를로-퐁티의 신체에 대한 이해는 기본적으

로 형태심리학(Gestalt)146)에 근거한 것이다. “신체도식은 더 이상 경험의 

과정에서 확립된 연합들의 단순 결과가 아니라, 상호 감각적 세계 속에서 

나의 자세에 대한 총괄적인 의식적 파악이고, 형태심리학이 말하는 의미에

서의 ‘형태(forme)’이다.”(PP, 116) 메를로-퐁티는 『지각의 현상학』에서 

신체와 정신에 대한 기존의 이분법적인 이해의 탈피를 시도하면서, 주체와 

세계, 그리고 그 둘의 매개체로서 신체147)와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메를로-퐁티는 시종일관 주지주의와 경험주의의 접근 방식을 비판하

며, 실존적 현상학의 관점에서 신체에 대해 설명하는 서술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가 우리의 신체를 통한 지각적 경험이 실상 “종합이 아니

라 변신(métamorphose)”(VI, 23)이라고 했을 때, 이는 이미 지각적인 신체

적 경험의 구조가 원자론적 부분들의 총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부분

들의 합을 넘어서는 “전체성의 기적”(VI, 23)이라는 사실을 드러낸다.148) 그

146) 형태심리학(게슈탈트 이론)은 당대 널리 확산되었던 요소주의적이고 분석주의적인 구성
심리학을 거부하며 나타났다. 구성심리학은 세 가지 주요한 특징을 지니는데, 이는 ① 전
체는 주어진 요소의 총화(모자이크 테제), ② 자극과 감각의 일대일 대응 관계(항상가설), 
③ 각 요소의 시·공간적 접근의 소여로 형성된 연합(연합테제)이다. 형태심리학은 이에 
대해 반요소주의와 반분석주의를 기치로 내세우며 “전체 특성은 부분의 총화로 환원될 
수 없다”는 것을 주요 테제로 삼았다. 이른바 우리의 직접적인 경험에서 주어지는 현상 
그 자체는 언제나 하나의 전체를 이루며 부분들의 총합을 넘어서고, 우리가 그것을 요소
적으로 분해하는 한 살아있는 경험 그 자체는 온전히 포착될 수 없다는 것이다. (기다 겐 
외, 2011. 표제어: 게슈탈트 이론) 메를로-퐁티는 이러한 형태심리학의 견해에 동의하지
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태심리학자들이 형태의 존재양식을 물리적 사실의 개념에 의하
여 사물이나 물질의 질료적 인과율로서 설명하려는 것에는 일정정도 비판적인 거리를 유
지한다. (김형효. 『메를로-퐁티와 애매성의 철학』. 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6. p.28.)

147) “신체는 세계-에로-존재의 수레(véhicule)이다. 살아있는 존재에 대해 신체를 가진다는 
것은 정해진 환경에 합류하는 것이며, 특정한 기투들에 통합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그것
에 참여하는 것이다.”(PP, 97. 강조는 필자)라는 메를로-퐁티의 언급은 존재(l’être)와 세
계(monde)를 잇는 수레(véhicule)로서의 신체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로써 세계 속에서 세
계로 향해 나아가는 ‘세계-에로-존재(l’être au monde)’가 가능해지게 된다.

148) 주성호는 이와 같이 신체를 통한 지각의 구조적 특성을 ‘관점 의존적’인 것으로 설명하
고 있다. “우리의 지각적 경험은, 대상이 될 수 없는 불투명한 지평 속에서만 한 대상이 
나타나는 형태-배경 구조(structure figure-fond)를 항상 띠게 된다. 그리고 전경과 배경
이 동시에 전경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형태-배경 구조는 “대상들이 자신들을 숨기는 방
식이라면, 그것은 또한 대상들이 자신을 열어 보이는 방식”(PP, 82)이 된다.” 주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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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이는 “새로운 실존 유형”(PP, 116)으로서 기존의 연합주의적, 요소주

의적인 설명 틀을 넘어선다.

   신체의 다양한 감각기관들은 분리되어 각각의 기능들로 환원될 수 없으

며,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지각과 행위는 통합된 신체라는 고유한 공간성 

속에서 체계를 형성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신체 각 부분들의 ‘서로에 대해 

내속해 있음’은 나의 신체에 대한 암묵적 앎을 전제하고, 이러한 신체적 공

간성은 서로에 대해 외적이고 배타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외적 대상의 공간

과는 구분된다. 고유한 신체에 대한 암묵적 앎과 관련해 메를로-퐁티는 다

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신체적 공간에 관하여, 우리는 장소에 대한 앎이 

있는 것을 본다. 이 장소에 대한 앎은 장소와 더불어 일종의 공존으로 환원

되고, 기술(description)에 의해서도, 몸짓으로의 말없는 지시에 의해서도 번

역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néant)가 아닌 앎이다.”(PP, 122) 이른바 외

적 대상들의 공간성이 객관적인 공간성으로서 좌표 평면 위에서 파악 가능

한 특정한 물리적 공간을 차지하는 공간성이라면, 신체적 주체가 고유한 자

신의 신체에 대해 비주제적인 방식으로 이해하는 신체적 공간성은 단절되기

보다는 연속적이며, 분리되기보다는 통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후설의 존재론적 의미 층에서 볼 수 있듯이(각주 38 참고) 신체는 

물리적 대상으로서의 함의를 지닌 ‘Körper’와 영혼적이며 생명적인 의미를 

지닌 ‘Leib’의 속성 모두를 내포하는 이중의 방식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신

체는 압박받고, 밀쳐지며, 찔리는 물질적 속성을 지닌 연장적인 대상임과 동

시에 그 모든 자극들의 점괄적인 신체적 반응을 넘어서서 감각하고 경험하

는 신체인 것이다.(IdeenⅡ, 152-3) 우리는 신체와 외적 대상의 차이를 구

성하는 전체성으로서의 신체적 공간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신체적 공간성은 

외적 대상의 객관적인 위치적 공간성과는 달리, 각각의 신체부위들을 암묵

적인 양상에서 통합하는 특징을 드러낸다. 한편 메를로-퐁티는 이러한 신체

의 공간성을 “외적 대상들의 공간성 또는 ‘공간적인 감각들’의 공간성처럼 

위치의 공간성이 아니라 상황의 공간성이다.”(PP, 116)라는 규정을 통해서

도 설명하고 있다.

「메를로-퐁티의 지각이론과 진리문제」. 『기호학연구』. 한국기호학회. 2003. 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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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황의 공간성

   이제 고유한 신체를 넘어서 주변 환경과의 통합을 통해 하나의 전체적인 

체계를 이루는 신체의 공간성에 주목해보자. 여기서는 세계에 거주하면서 

동시에 실천적 가능성의 총체로서 세계와 끊임없이 교류하는 신체의 공간성

을 세분화하여 ‘상황의 공간성’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나의 신체는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존재한다. ‘여기’가 단순히 객관적인 좌표평면 위의 한 지점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서 외적 대상들의 위치의 공간성과는 구분되는 

고유한 신체의 공간성을 형성한다는 사실은 이미 살펴 본 바 있다. 구체적

으로 신체적 주체가 존재하는 ‘여기’는 어떠한 공간인가. 메를로-퐁티는 그 

공간을 신체적 주체가 실존적으로 처해 있는 상황의 공간성으로 파악한다. 

생활세계는 신체의 윤곽을 경계로 고립되어 존재하는 전적으로 외부적인 세

계가 아니며, 친숙함을 바탕으로 한 신체적 주체의 일부로서 이미 통합되어 

하나의 전체적인 신체적 공간성을 형성하는 세계다. 신체적 주체는 그러한 

상황의 공간성 속에서 구체적인 행위들을 수행하고, 또다시 그러한 수행들

이 새롭게 상황의 공간성을 규정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상황의 공간성으로

서 신체적 공간성은 “그로부터 여타의 모든 것들이 분출하여 우리에게 현출

할 수 있는 원천”149)이며 따라서 신체적 공간과 외적 공간은 하나의 “실천

적 체계”(PP, 119)를 이룬다.

“나의 신체에 적용된 ‘여기’라는 말은 다른 위치들과의 관계 또는 외

적인 좌표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규정된 위치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

라, 최초의 좌표들의 설립(installation), 대상 속에 능동적 신체의 닻 

내림, 자신의 과제에 직면한 신체의 상황을 가리킨다.” (PP, 117. 강

조는 필자) 

   3부 1장에서 우리는 가장 근원적인 발생적 층위에서부터 생활세계가 이

미 주체에 대해 상관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고유한 신체에

서 드러나는 상황의 공간성에서는 이러한 가치적-실천적인 환경세계로서의 

149) 이남인 2013,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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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세계적 측면이 다시 부각된다. 즉 자기보존본능과 세계성의 본능을 그 

근원본능으로 가지는 신체적 주체는 세계 속에서 살아가며 언제나 세계를 

향해 특정한 가치적인 목적을 기투하고, 그것을 실천적인 가능성의 능력을 

통해 달성한다. 신체적 주체의 팽팽하게 당겨진 지향궁은 생활세계 전체를 

잠재적인 가능성의 지평으로 삼고, 자신의 과거와 미래, 주어진 상황, 둘러

싼 환경 등을 포괄하는 전(全)개인적 기투를 가능케 한다. 이로써 나의 신

체가 닻 내리고 있는 지금 ‘여기’는 실천적인 가능성의 능력을 통해 도달하

게 될 잠재적인 여기로서의 ‘거기’로 이행할 수 있게 된다. 신체적 공간과 

외적 공간을 하나의 실천적 체계로 통합한 신체주체에게 있어 여기/거기는 

단절되어 있는 각각의 공간이 아니라 신체적 주체의 고유한 공간성에 의해 

유기적으로 연관된 전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는 메를로-퐁티에게 “멜로디

적 흐름(allure mélodique)”(PP, 135)으로 묘사되며, 상황의 공간성은 통합

된 방식으로 움직이고 행위 하는 신체의 공간성을 전제로 하여 ‘연속적인 

통일체’로서 나타난다. 따라서 여기/거기는 신체의 이중적 공간성을 의미함

과 동시에 실천적인 가능성의 능력과 연관하여서는 현실적/잠재적인 가능성

의 지평으로서 신체적 주체에 대해 개방되어 있다.

   세계-에로-존재로서 신체적 주체가 세계에 거주하는 방식은 신체적 공

간성을 통해 드러난다. 신체적 공간성은 다시 고유한 신체에 한정한 ‘신체

의 공간성’에 대한 논의와, 신체적 공간과 외적 공간이 통합되어 하나의 체

계를 형성하는 ‘상황의 공간성’에 대한 논의로 세분화할 수 있다. 사실상 이 

두 가지 논의는 실천적 측면에서 구분되지 않는 사태를 이론적으로 추상하

여 설명한 것에 불과한데, 이는 언제나 고유한 신체에 대한 암묵적인 앎이 

지각세계와 분리된 채로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근원본능의 차원에

서 이미 자아를 향한 자기보존본능과 더불어 세계를 향한 세계성의 본능을 

함께 배태하고 있는 자아주체는 오직 생활세계라는 상황 속에서만 그 세계

를 경험하는 자기 자신으로서의 신체적 주체를 지각하고 경험할 수 있다. 

신체적 주체가 실존적 주체인 것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음’이 그의 존재 

전체를 토대 짓는 근거로 작동하기 때문이며, 그 속에서 신체는 닻 내린 

‘여기’와 더불어 앞으로 가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신을 온전히 기투할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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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실천적 가능성의 장으로서 함께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체가 

고유한 신체를 통해 세계에 거주한다는 것은 이러한 신체에 대한 전반성적

인 앎과 더불어 그것을 토대로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하나의 전체적인 실천

적 체계로 통합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절. 실천적 가능성으로서의 신체적 운동성

   메를로-퐁티가 “나는 나의 신체 앞에 있지 않고, 나는 나의 신체 속에 

있다. 보다 정확히 말해, 나는 나의 신체이다.”(PP, 175. 강조는 필자)라는 

명제를 통해 주체로서의 나와 신체를 등치시키기에 이른 것은 나라는 존재

가 고유한 ‘나의 신체’를 통해서만 세계로 향할 수 있고, 세계에 대한 실천

적인 가능성들을 펼칠 수 있다는 데 기인한다. 신체적 주체에게 있어서 세

계 속에 닻 내리는 신체는 세계와 상호감쌈(enveloppment)의 관계를 형성

하며, 이를 통해 설립된 공간성은 그의 고유한 지향적 삶의 양식(style)을 

나타내는 상황의 공간성이 된다. 앞서 우리는 세계 속에 거주하는 신체적 

주체가 외적 사물과 달리 그 자신의 고유한 신체적 공간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싼 주변 환경까지도 하나의 실천적 체계로 통합시키고, 이는 곧 실재적

인 의미와 잠재적인 가능성들을 창출하는 공간성으로 나타남을 보았다. 이

러한 공간성은 근본적으로 신체적 주체에 의해 수행되는 운동을 통해 현실

화된다. 이러한 신체적 운동성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

므로 ‘정상적’인 주체들의 경우에 신체적 운동성의 실존적 양상을 명시적으

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메를로-퐁티는 겔프와 골드슈타인의 실험 

사례들을 참고하여, 몇몇 환자들의 병리적인 현상들을 제시함으로써 고유한 

신체적 운동성을 구체적으로 해명하고자 시도한다.

   뇌의 후두부에 손상을 입은 슈나이더는 전통적인 정신의학에서 ‘정신적 

실명(les cécités psychiques)’으로 분류되며 여러 가지 운동 장애를 보인

다.(PP, 119, 131) 이 환자는 눈을 감은 채로는 실험자의 특정한 지시에 따

라 가령 팔이나 다리를 움직이는 등의 행위를 전혀 수행할 수 없다. 또한 

자기 신체 부위의 위치를 기술할 수도 없고, 실험자가 자신의 신체 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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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을 갖다 대어도 그 위치가 어디인지를 식별할 수 없다. 하지만 이 환자는 

이미 습성화된 일상적 행위들은 눈을 감은 채로도 아무런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다. 호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코를 풀 수도 있고, 가위나 바늘, 실 

등을 사용하여 지갑 만드는 행위(슈나이더의 직업적 활동)를 수행하기도 한

다.(PP, 119-20) 한편 소뇌에 손상을 입은 다른 환자의 경우, 실험자가 환

자에게 자신의 코를 손가락으로 ‘가리켜’ 보라고 하면, 환자는 그것을 수행

하지 못한다. 하지만 모기가 동일한 환자의 코를 물었을 경우 그는 즉각적

으로 자신의 코에 손을 ‘갖다 댄다.’ 슈나이더를 비롯한 일련의 사례에서 나

타나는 이러한 현상은 경험주의로도, 지성주의로도 설명될 수 없다. 만일 경

험주의적인 접근대로, 자극-반응의 일대일 조건반사 메커니즘이 문제가 된 

것이라면, 왜 모기의 자극에 대해서는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실험에 대해

서는 동일한 물리적 운동을 수행할 수 없는지를 해명할 수 없다. 또한 지성

주의적인 설명은 환자 또한 달성해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코가 무엇인지 

등을 지성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인과 환자의 차이를 드러내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 사례를 통해 메를로-퐁티는 실험의 조건적 상황에

서 지시를 통해 이루어지는 전자의 운동을 ‘가리키기(Zeigen)’로 대변되는 

‘추상적 운동(le mouvement abstrait)’으로, 습성과 관련된 일상적인 현상적 

신체의 층위에서 수행되는 후자의 운동을 ‘잡기(Greifen)’로 표현되는 ‘구체

적 운동(le mouvement concret)’으로 명명하여 사태를 해명하고자 한다.

“구체적 운동은 구심적(centripète)인 반면에 추상적 운동은 원심적

(centrifuge)이다. 전자는 존재 또는 실재적인 것에서 발생하고, 후자

는 비존재 또는 가능적인 것에서 발생한다. 전자는 소여된 바탕에 밀

착해 있고, 후자는 자신의 고유한 바탕 자체를 펼치며 전개해 나간다. 

추상적 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정상적 기능은 ‘기투(projection)’의 기

능인데, 기투에 의해서 운동의 주체는 자연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

이 실존의 외양을 취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을 자신 앞에 마련한

다.” (PP, 129. 강조는 필자)

   슈나이더의 경우, 그는 그의 일상적 행위들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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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지만 실험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그에게 요구되는 운동들은 수행

하지 못한다. 메를로-퐁티에 따르면 슈나이더는 그에게 있어 현재적이고 실

재적인, 이미 익숙한 세계라는 고유한 신체적 공간성과 관련된 구체적 운동

은 할 수 있지만 그 운동의 토대 위에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가능성의 영

역으로 자신을 기투하는 실천적인 능력에 해당하는 추상적인 운동은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그의 지향궁이 느슨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의 

지향성은 폐쇄된 한정적 ‘지금 여기’에 고착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슈나이더

의 문제는 실재하는 ‘여기’를 넘어서서 앞으로 현실화 될 가능성의 지대인 

‘거기’로 이행하지 못하는 데 있다. 그는 세계와 단절적으로 소통하며 따라

서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세계-에로-존재로서 그의 실존적인 지

향적 삶의 양식(style) 또한 다양하게 전개될 수 없는 것이다. 세계는 그에 

대해 더 이상 다양한 “용모(physionomie)”(PP, 153)를 지닌 것으로 경험되

지 않는다. “대상 속에 분산되어 있는 의미를 주체에 의해 재파악하는 것과 

주체의 의도들을 대상에 의해 재파악하는 것은 ‘용모적인 지각’이며, 이는 

주체의 주위에 세계 스스로 주체에게 말하는 세계를 배치하고 주체의 고유

한 사유들을 세계에 설립한다.”(PP, 154) 그러므로 슈나이더가 진정으로 상

실한 것은 세계와의 소통 능력이며, 그것은 세계를 다양한 면모를 가진 종

합적인 얼굴로 만나는 것이고, 그러한 세계를 지향하고 스스로를 온전히 기

투할 수 있는 실천적 가능성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고유한 신체적 운동성은 세계를 향한 “근원적인 지향성(intentionalité 
originale)”으로 파악되며, “나는 할 수 있다(je peux)”(PP, 160)를 그 본질

로 지닌다. 여기서 세계-에로-존재인 ‘나’가 할 수 있는 것은 운동을 통해 

현실적인 ‘여기’에서 가능적인 ‘거기’로 이행할 수 있음이고, 그러한 이행은 

언제나 과거를 포괄하여 미래를 향해 스스로를 기투할 수 있는 능력의 실천

이며, 그 모든 것에 앞서 세계의 다양한 용모를 지각하고 세계와 상호적으

로 소통하면서 다양한 지향적 삶의 양식들을 구성해내는 것이다. 즉 신체적 

주체의 지향적 삶의 양식은 그가 그의 신체로서 세계에 거주하는 양식이자, 

그가 경험하는 세계에 대한 자신의 태도와 해석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체적 주체와 세계와의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전제한 채로, 서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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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함에 응답하면서 전개됨에 따라 형성된다. 따라서 실천적 가능성으로서의 

신체적 운동성은 세계에 대한 일방적인 지배능력도 아니고, 세계에 의해서 

온전히 규정되는 것도 아니다. 크로슬리는 이를 “체현된 행위자의 세계와의 

근본적인 상호공조”150)로 표현한다. 그러므로 신체적 운동성은 “신체의 원

초적인 표현인 동시에 세계의 원초적인 의미작용”151)이며, 이는 곧 “실존의 

운동”(PP, 160)이다. 이러한 운동을 통해 신체적 주체는 세계와 관계 맺고, 

‘나는 사유한다(je pense que)’에 선행하는 ‘나는 할 수 있다’로서 “‘세계’의 

상호 감각적 통일성”(PP, 160)을 향해 스스로를 기투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 이러한 신체적 운동성은 습성적 통각체계의 형성과정에서도 중

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추상적 운동은 언제나 구체적인 운동에 의해 정초

되지만, 그러한 추상적 운동이 반복적으로 수행되면 이는 점차 구체적인 운

동으로 변경된다. 이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특별한 의식적 노력 없이도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는 많은 행위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리의 일상

적인 행위들은 현실적인 맥락에서 구체적인 필요에 의해 나타나는 직접적인 

신체적 지향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과거 경험의 가능적인 지평 속에서 

반복되어 수행되면서 침전된 습성에 바탕을 둔 것이다. 구체적 운동과 추상

적 운동 모두가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실천적 가능성의 능력에 토대를 두

고 있듯이, 습성의 현실적인 작동 또한 이러한 ‘나는 할 수 있다’에 바탕을 

두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구체적 운동이 된 습성적 통각체계의 현실적인 

작동은 침전의 원리에 따라 추상적 운동에 역으로 영향을 끼치기도 한

다.152) 그러므로 우리가 세계 속에서 객관적인 위치의 공간성을 지니지 않

고 세계와 함께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는 신체적 공간성을 가질 수 있는 것

은 언제나 세계를 향해 있는 근원적인 지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150) Crossley 2001, 102.
151) 김형효 1996, 122.
152) 메를로-퐁티는 각 항들의 상호적인 관계들을, 후설을 따라 “정초짓기(Fundierung)”를 

통해 기술한다. (a)를 ‘정초하는 항’으로, (b)를 정초받는 항으로 파악할 경우, 1. (a) 현
실성의 공간/(b) 가능성의 공간, 2. (a) 선소여된 원본적 맥락/(b) 구조화된 지평, 3. (a) 
구체적 공간성(운동)/(b) 추상적 공간성(운동) 등의 정초연관을 찾아볼 수 있다. 이 때, 2
의 정초연관을 습성의 관점에서 접근할 경우 이는 여타의 관계항 들과는 조금 다른 양상
을 띠는데, 이것은 원본적으로는 (a)에 의해 (b)가 정초 받는 관계이지만, 침전의 절차에 
의해 다시 (b)가 (a)에게 영향을 행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Dillon 1988,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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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 지향성이 향하는 세계는 한 측면의 고정된 세계가 아니라, 다양한 용

모를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 맺으며 삶의 양식을 전

개할 수 있는 세계이다. 신체적 주체에 대해 개방된 세계와의 이러한 소통 

속에서 주체는 ‘나는 할 수 있다’의 실존의 운동을 수행할 수 있고, 그에 따

라 가능성의 지평 속에서 무수한 의미들이 현출하게 된다.

“하나의 운동은 신체가 그 운동을 이해할 때 학습된다. 말하자면, 신

체가 그 운동을 자신의 ‘세계’에 통합시켰을 때 학습된다. 그리고 자

신의 신체를 움직이는 것은 신체를 통해 사물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어떠한 표상도 없이 그 신체에 작용하는 사물들의 요청(sollicitation)

에 신체가 응답하게 하는 것이다.” (PP, 161. 강조는 필자)

   2장. 여성적인 신체적 주체의 신체도식 논의

   우리의 신체적 실존은 ‘세계-에로-존재’의 특성으로 규정된다. 주체는 

육화된 실존으로서 세계와의 전반성적인 상호교환을 통해서 매 순간 감각하

고, 지각하며 의미들을 경험한다. 이러한 주체에 대해 세계는 의미를 가진 

세계로서 열리고 주체에 통합되어 실천적 가능성의 지평이 된다. 이러한 신

체적 주체의 신체도식은 통합적이고 전체적인 방식 속에서 체계를 조직하면

서 지각된 세계에 유형적 의미를 부여한다. 즉 신체도식은 전반성적인 인간 

실존의 층위에서 신체적 주체의 모든 경험을 가능케 하는 토대가 되며, 이

는 의식적인 반성적 차원에 이르러 신체이미지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신체

도식과 그에서 파생한 신체이미지 모두는 신체적 주체가 세계와의 관계 맺

는 양상과 관련해 세계로의 향함, 실천적 능력의 기투, 반복적 수행을 통한 

습성적 통각체계의 형성을 드러낸다.

   또한 이러한 신체도식이 나타내는 것은 신체적 주체가 고유한 신체의 종

합을 통해 세계 속에서 경험하는 지각 대상들을 종합한다는 사실이다. 이를

테면 내가 지금 내 앞에 놓은 컵을 컵으로서 파악할 수 있다면 이는 나의 

신체가 이미 수동적 종합의 양상에서 스스로에 대해 암묵적인 앎을 가지고 

있으며, 고유한 신체적 공간성과 더불어 주변 환경을 나의 신체의 일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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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하면서 그 컵을 나에 대해 만져질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특정한 가치적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만

일 고유한 신체적 종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즉 파편화되고 분

절되는 경우에는 지각 대상 또한 전체로서 종합되어 파악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슈나이더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 바 있다. 이 장에서 우

리가 분석할 것은 여성적인 신체적 주체의 신체도식이다. 고유한 신체의 종

합이나 신체도식에 대한 탐구는 사실상 일상적인 경험의 영역에서는 명시적

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서 오직 판단중지를 통한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

원의 방식으로서만 접근 가능한 영역이다.

   여성적 신체도식에 대한 우리의 탐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일상적인 

경험 양상에 대한 분석에서 출발해 헐어내기 분석을 통해서 그러한 경험의 

발생적 정초 연관을 탐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세계와의 관계 맺음의 양상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신체적 주체-세계와의 관계는 

신체도식에 기반한 고유한 신체적 공간성과 운동성으로 드러나는데, 여성적

인 신체적 주체의 경우 이러한 공간성과 운동성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는 사실을 보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메를로-퐁티의 신체도식에서 출발하면

서도 그러한 설명 틀을 통해 온전히 해명되지 않는 여성적인 신체적 주체의 

특수한 경험과 나아가 그 존재가 처해 있는 실존적 삶의 상황이 드러날 것

이다.

   1절. 습성과 여성적 신체도식

   경험된 바의 신체는 경험된 바의 세계와 분리불가능하며, 각각은 서로를 

상호감쌈의 관계에서 내포한다. 이미 ‘세계-로의-주체’로서 신체적 주체는 

자기 자신의 신체적 통합을 가지고 전개인적인 기투를 통해 세계 속에서 세

계를 향해 나아가는 방식으로 실존한다. 경험의 가장 근원적인 발생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자아극은 자기보존본능과 더불어 세계성의 본능을 담지하며 

이러한 근원본능에 상관적으로 생활세계는 가치적-실천적 세계로서 존재한

다. 그러므로 세계는 현재적인 신체적 주체의 실존적 양식을 윤곽지음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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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그 “신체가 실존하는 바로 그 방식을 통해 이미 윤곽 지어져 있는 지

평”153)이라고 할 수 있다. 메를로-퐁티는 이러한 세계의 구조가 “침전과 자

발성의 이중적 계기”(PP, 152)와 함께 의식의 핵심에 놓여 있다고 보았고, 

이는 습성의 형성을 통해 신체적 주체가 세계의 용모를 지각하는 방식을 규

정하는 데로 이어진다. 이러한 신체적 실존의 양상으로서 습성은 그 개별적 

주체가 처한 상황과 맥락에 따라 저마다의 차이를 드러낸다. 가령 신체적 

행위는 더 통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덜 통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또한 신체적인 성향은 증대될 수도 있고 약화될 수도 

있다. 메를로-퐁티가 주변 환경과 신체와의 통합을 설명하면서 언급했던 

‘멜로디적 흐름’은 각 신체적 주체에 따라 그 효과의 차원에서 동일하지 않

을 수도 있는 것이다.154) 

   습성이 현재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이 신체적 실존에 따라 차이나는 양상

을 드러낸다는 이러한 사실은 성차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함의를 제

공한다. 즉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 속에서 일어나는 젠더 지각은 개별적인 

주체들의 습성적 양상의 차이가 드러나는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는 이

분화된 범주적 보편성으로서의 성차의 본질적 지위의 유효성에 대해 재고찰

하는 근거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남성은 대개 신체적 행동이 수행되는 공간

적 범위가 넓고, 동적이며, 여성은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에서 행위하며 소극

적이고 정적인 경우가 많다. 외양에서부터 보폭, 걸음걸이, 앉는 자세, 말하

는 방식 등의 모든 측면에서 우리는 성차에 따른 습성적 양상의 차이를 발

견한다. 의미 핵으로서의 신체가 세계와의 상호공조를 통해 고유한 신체 도

식 속에서 세계를 파악하고 통합하는 방식이 습성이라고 한다면, 보편적인 

두 가지의 범주적 구분으로 나타나는 습성적 양상의 차이는 각 성적 주체의 

신체도식에 토대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또한 이와 연관하여, 우리가 일상적 경험의 층위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기투 행위들의 바탕에는 전반성적인 차원에서 “세계-에로-존재로서 신체의 

153) 랭어 1992, 82.
154) Grimshaw, Jean. “Working out with Merleau-Ponty.” Women’s bodies: discipline 

and transgression. Eds. Jane Arthurs and Jean Grimshaw. London: Cassell. 1999. 
p.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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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이고 전개인적인 기투”155)가 자리하고 있으며, 이는 의식적인 층위에

서 수행되는 모든 개인적인 투사들에 특정한 양식을 부여해 준다. 만일 이

것을 각각 심층적 기투와 표층적 기투로 구분한다면, 표층적 기투에 양식을 

부여하는 심층적 기투는 ‘침전’의 계기에 따라 역으로 표층적 기투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고, 이는 외부로부터의 전유인 습성적 통각체계의 형성을 통

한 변형을 거치게 된다. 이와 같이 신체적 주체에 의한 실천적 능력의 수행

은 근본적으로는 전반성적인 암묵적 앎으로서의 심층의 기투행위로부터 의

식적인 가치·목적 지향에 따른 기투 행위에 양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

어진다. 한편, 앞서 언급했던 침전과 자발성의 이중적 계기에 따라 이러한 

의식적 기투가 특정한 목적과 대상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에로 적극적으로 

향함으로써 암묵적인 앎의 양상에서 세계를 향해 있는 심층적인 기투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즉 의식은 상황적인 세계를 받아들이며 이 특

수한 맥락으로서 세계와 맺는 관계는 의식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그것의 기

초가 되는 암묵적인 체험의 토대에까지 변형을 초래한다.

   여성적인 신체적 주체에게서 드러나는 특수한 습성적 통각체계의 작동과 

그 실존의 양상은 그러한 주체들이 경험하는 생활세계가 남성적인 신체적 

주체들의 세계와는 다른 의미를 지닌 것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여기에는 물리적 환경으로서의 측면보다는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환경으로서

의 요인이 보다 강하게 작용한다. 다시 말해서, 성적 차이의 실존적 현상학

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는 사태는, 여성적인 신체적 주체가 감각하거나 지각

하는 행위 일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 물론 여성적인 신체적 주

체 또한 남성적인 신체적 주체와 동일하게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감각하며 

지각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남성적인 신체적 주체와 전

혀 다르며 근본적으로 ‘세계-에로-존재’로서 고유한 자신의 신체를 경험하

는 방식조차 결코 동일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성적인 신체적 

주체가 물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들은 그들이 처해 있는 특정

한 상황적 맥락에서 온전히 발휘되지 않거나 제한되며, 이러한 제한의 경험

이 침전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는 ‘여성적’인 습성의 양태로 구축

155) 랭어 1992,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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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156) 갤러거가 “신체도식은 생리학적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선택적으로 환경에 조정”157)된다고 했을 때, 이는 생리물리적인 차원에

서 이루어지는 행위의 수행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서서, 보다 실존적인 차원

에서 신체적 주체와 세계와의 상호교호성으로 드러나는 신체도식이 분석되

어야 함을 의미한다. 신체도식 차원에서의 변화는 신체적 주체가 자신의 고

유한 몸을 지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나아가 공간 지각과 대상 

지각에도 변화를 가져오며, 의식적인 수준에서의 신체이미지 또한 변경된

다.158)

   우리가 지각하는 모든 대상은 신체도식에 근거하여 관점적으로 지각된

다. 언제나 지각하는 신체적 주체인 나에 대해서 그 지각 대상으로서 존재

한다는 것은 그것이 객관적 공간 속에 즉자적으로 있는 사물이 아니라, 나

의 모든 과거의 경험들의 침전물과 더불어 형성된 습성적 통각체계를 바탕

으로 통합을 이루면서 그에 상관적으로 존재하는 사물이라는 것이다. 사물

을 보다 확장하여 세계에 적용한다면, 이 때 세계는 누구에게나 보편타당하

게 동일한 세계로 존재하기보다는 경험하는 주체에 대해 그의 모든 과거와 

현재를 바탕으로 의미를 지닌 고유한 세계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이러

한 신체적 주체와 세계와의 관계 맺음의 양상을 드러내는 것이 신체도식이

며, 한편으로 이 신체도식은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모든 층위에서의 우리의 

지향적 경험들을 토대 짓고, 구체적인 공간적 지각과 더불어 자신의 고유한 

신체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행사한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지각적 경험은 

침전의 과정을 거쳐 다시 신체도식의 개정과 재배치를 가져오기도 하는데, 

156) 이는 어린 여자아이들에게 어른들이 자주 하는 명령문을 통해 쉽게 파악된다. 여자아
이는 남자아이에 비해 “뛰어다니지 마”, “크게 이야기하지 마”, “그렇게 다리를 벌리고 
앉지 마”라는 이야기를 더 자주 들으며, 그런 행동을 하는 아이에게는 ‘왈가닥’, ‘천방지
축’, ‘선머슴’ 등과 같은 수식어가 붙는다. 여자아이들은 점차 사회화가 진행되면서 조신
하고 얌전하며, ‘여자아이다운’ 행위를 해야 만이 사회에서 인정하는 정상적인 여성으로
서의 정체성을 획득하고 일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여성적 신
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성을 구현하지 않는 여성적 신체 주체는 
사회에서 배제의 대상이 된다. 여성적인 신체적 주체는 그 어느 하나로 환원될 수 없는 
다양한 특성들을 지닌 한 인간이기에 앞서 오직 여성임으로서만 이 생활세계 내에서의 
삶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성차는 이러한 방식으로 형성되고 공고해지며, 하나의 자
연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는다.    

157) Gallagher 1998, 236.
158) Gallagher 1998,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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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것을 ‘습성’이라고 명명한 바 있다. 자일러의 표현대로 신체도식의 

변형은 “초기에는 외부적이었던 것의 전유”159)를 함축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체도식은 주체로서의 신체와 그를 둘러싼 세계 간의 ‘실천적 조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세계에는 유형의 대상뿐만 아니라 무형의 문화, 관습, 이데

올로기 일체가 해당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영은 세계를 향한 신체의 일상적인 목적적 지향이 메를

로-퐁티의 기술처럼 어떤 신체적 주체에 대해서도 보편적으로 동일하게 일

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다. 다시 말해서 신체적 주체에 따라 세

계는 그에 고유한 의미로 열리며, 이는 주체와 세계의 관계 맺는 방식을 규

정하고 나아가 모든 지각 경험과 고유한 신체에 대한 경험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영이 분석 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여성적인 신체적 주체였다. 영은 

일상적인 행위에서 드러나는 전형적인 성차가 단순히 표면적인 현상에 그치

는 것이 아니라 그 발생적 과정을 역추적 할 때, 궁극적으로 여성적인 신체

적 실존의 양태에서 기인한다고 보았다. 영에 따르면, 여성적 실존은 일련의 

구조들이자 조건들인데, 이는 특정한 사회 속에서 여성 존재의 전형적 상황

뿐만 아니라 그 여성들 스스로에 의해서 살아지는 상황의 전형적인 방식을 

한계 짓는 것이다.160) 그러므로 일상적 경험의 영역에서 지각되는 양식은 

세계 속에 존재하는 신체의 실존적인 구조와 조건들을 통해 형성된 것이다. 

   영은 「소녀처럼 던지기(Throwing Like a Girl)」라는 논문에서 운동성

을 중심으로 여성적인 신체적 실존의 양상을 크게 세 가지로 분석한다. 이

는 지향궁의 관점에서 전개인적인 기투와 연관한 애매한 초월(ambiguous 

transcendence), 지향성과 관련하여 금지된 지향성(inhibited intentionality), 

그리고 신체의 종합적 능력과 세계와의 통합의 관점에서 불연속적 통일성

(discontinuous unity)이다.161) 이 세 가지는 세계 속에서 나타나는 여성적 

운동의 양상이 남성적인 것과는 전형적으로 다르며, 지금까지 우리가 설명

한 ‘일반적 인간 보편’을 상정한 메를로-퐁티의 기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여성적 실존의 양상에 대한 영의 분석은 페미니

159) Zeiler 2010, 142.
160) Young 1998, 261.
161) Young 1998, 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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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들 사이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치솜(Dianne 

Chisholm)과 그림쇼(Jean Grimshaw)가 제기한 비판점들과 그러한 비판이 

가진 한계점들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우선 치솜은 여성 혹

은 남성이라는 젠더적 구분에 앞서 인간 일반으로서의 신체적 주체의 가능

성과 그 실천적 능력에 주목하고 있다. 영의 논문에 대한 반론으로서 발표

한 「소녀처럼 등반하기(Climbing Like a Girl)」에서, 치솜은 린 힐(Lynn 

Hill)이라는 여성 산악등반가의 사례를 제시하며 기존의 영의 분석은 남성

적 운동성에 대한 이상화이며 오히려 젠더에 대해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고 비판한다.162) 이른바 영의 분석은 여성의 운동성과 공간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시대에 뒤처진 낡은 이론이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여

성적 실존에 대한 영의 규정에서도 보았듯이, 영이 다루고 있는 여성과 남

성의 범주는 생물학적인 분류가 아니며, 실존적 삶의 양식에 따른 분류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여기서의 ‘여성’이란 여성적인 지향적 삶의 특수한 양

식을 지칭하는 것이며, 생물학적 남성의 운동성만을 미화했다고 보기 어렵

기 때문에 젠더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는 비판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유사한 맥락에서 생물학적 여성 가운데 매우 예외적인 사례(린 힐)를 제시

하면서 생물학적 여성 일반의 신체적 운동성과 그 실천적 가능성을 규정하

는 접근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 이는 대다수의 보편적 여성들에게서 나타나

는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무마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림쇼 또한 치솜이 제기한 것과 유사한 비판점을 제기하는데, 영이 남

성적인 운동을 일종의 규범으로 여기며 문제적이지 않은 것으로 상정함에 

따라 그것을 이상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가령 남성은 영이 제시한 

‘던지기’와 같은 스포츠에서는 자유로울지 모르나 요가나 에어로빅 등의 유

연성을 요구하는 스포츠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제시한다. 이는 남

성적 운동성 또한 그 자체 자유로운 일반적 성향이 아니라 일종의 젠더가 

코드화된 양식임을 뜻한다. 또한 주어진 전체 공간을 온전히 다 장악하며 

행위하는 것은 그것이 필연적으로 타인의 공간을 침해하고 억압함으로써만 

162) Chisholm, Dianne. “Climbing like a Girl: an exemplary adventure in feminist 
phenomenology.” Hypatia 23.1. 2008.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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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고 볼 때, 결코 긍정적인 속성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남성적 

운동성을 비판한다.163) 그림쇼는 남성과 여성의 운동성 모두가 문화적 젠더 

코드화에 의해 매개된 양식들이며 그 둘 각각을 정상과 비정상, 자연적 해

방과 문화적 억압의 단순화된 이분법적 도식으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고 주

장한다. 이러한 그림쇼의 문제제기는 타당하다. 남성과 여성이 생물학적인 

구분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지향적 삶의 양식의 차이라고 규정할 때조차 

우리는 전적으로 어느 하나에 긍정적인 가치를, 다른 것에 부정적인 가치를 

귀속시킬 수 없다. 남성으로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 또한 문화적으로, 

관습적으로 매개되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여성과 마찬가지로 억압에서 온

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향성의 관점에

서 남성과 여성이 겪는 억압이나 고통을 기계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즉 여성은 남성에 비해 더욱 포괄적이고 전개인적인 방식으로 억

압의 상황에 처해 있으며, 그 정도와 강도의 차이를 무마시킬 수는 없는 것

이다. 또한 어느 한 실존적 양식이 부정적인 것, 병리적인 것으로 파악되는 

것은 그 본질상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발생적 과정을 

거쳐 결과로서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이러한 비판들을 참고하

여 영의 여성적 실존의 양상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여성적 신체도식을 분석

하며, 여성적인 신체적 공간성과 운동성의 차원이 기존의 메를로-퐁티의 설

명과는 어떠한 차이점들을 드러내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2절. 불연속적인 신체적 공간성

   1. 신체적 공간성

   고유한 신체적 공간의 차원에서 우리는 자신의 신체의 모든 부분들을 암

묵적인 양상에서 파악하고 있으며, 이로써 신체는 단순히 부분들의 총화로

서의 집합체가 아니라, 하나의 전체로서 존재한다. 고유한 신체적 공간성 속

에서 모든 부분들은 서로에 대해 내속해 있으며 각 감각들은 독립적으로 존

163) Grimshaw 199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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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지 않고 공감각적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신체적 공간성의 특성이 객관

적인 물리적 좌표 위에서 위치적 공간성만을 지니는 외적 대상과 고유한 신

체를 구분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신체는 그 존재론적 층위에서 물리

적 대상으로서의 ‘Körper’의 성질도 지니고 있지만, 그와 더불어 영혼적이고 

생명적인 ‘Leib’의 속성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실재적으로 외적 대상과 신

체를 구분하는 것은 이 ‘Leib’의 층이 고유한 신체에게만 속해 있다는 사실

이다. 이를 바탕으로 신체는 암묵적인 양상에서 통합되고 다양한 실천적 체

계를 이루며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여성적인 신체적 주체의 경우 주제적인 방식에서, 또한 비주제적인 암묵

적 앎의 양식에서 자신의 고유한 신체적 공간성에 대해 파악하는 방식은 이

와 동일하지 않다. 여성의 신체적 공간성은 이중적인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스스로에 대해 세계 속에 거주하는 주체임과 동시에, 세계 속에 객관적인 

공간을 차지하는(occupy) 외적 대상과 같은 사물로서 여겨진다. 앞서 신체

에 대한 기존의 존재론적 층위 구분이 물리적인 대상(Körper)의 토대 위에

서 영혼적인 생명을 지닌 인격체(Leib)로 살아간다고 할 때, 이는 수직적인 

구도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여성의 경우 이는 수직적이기보다 수평적인 

구도를 취한다. 일상적인 삶의 매 순간 여성은 ‘세계-에로-존재’의 가능 조

건이 되는 고유한 신체를 가진 주체이면서, 동시에 한갓 외적 대상처럼 여

겨지는 덩어리로서의 신체를 가진 대상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이는 여성 스

스로가 자신의 신체에 대해 느끼고 경험하는 방식이 연속적이고 통합적이기

보다는 단절되고 파편화된 것이라는 사실을 드러낸다.

   와이스(Gail Weiss)는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해 가지는 앎의 양상이 언

제나 비체화164)를 수반한다고 보고 있다. 신체적 주체로서 여성이 경험하는 

164) 비체(abject), 비체화(abjection)는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가 이론화한 개념으로, 라
틴어 ‘abjectio’에서 유래하였다. 이는 공간적 간격 · 분리 · 제거를 의미하는 접두사 
‘ab-’와 내던져 버리는 행위를 나타내는 ‘jectio’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비체는 동일성이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원초적인 억압의 대상으로 여겨진다. 비체를 부적절한 것으로 거
부하거나 배제함을 통해서 비로소 주체의 경계가 형성된다. 줄리아 크리스테바. 서민원 
역. 『공포의 권력(Pouvoirs de l’horreur)』. 서울: 동문선. 2001. p.24-5, 37, 319.

   한편 abject/abjection에 대한 역어로서 비체(화)라는 번역어로 통용되는 것에 대해 비판
적인 경향도 존재한다. 각 용어에 대한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비체라는 역어 대
신 아브젝트, 아브젝시옹으로 그대로 표기하면서 아브젝트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반면, 아브젝시옹은 아브젝트와 대면했을 때 주체의 행위, 즉 무언가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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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의 세계는 여성에게 특정한 미적 규범들, 가치들을 체화하기를 요구하는 

세계이며, 그것은 그 주체로 하여금 인간이기에 앞서 오직 ‘여성적인 신체’ 

그 자체로 존재할 것을 강요한다. 이미 하나의 이상적인 모델로서 유형화 

된 이러한 신체에 대한 기준은 실제 그 주체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되어

야 할 것’으로 제시되며, 이로 인해 여성적인 신체적 주체는 자신의 신체를 

온전한 전체로서 인식하지 못하고, 결함이 있으며 따라서 교정되어야 할 

‘대상’으로 경험하게 된다. ‘되었어야만 하는’ 이러저러한 형태의 신체가 자

신의 실재적인 신체에 비해 더욱 본질적인 것으로 여겨지면서 여성들 스스

로 자신의 신체를 분절화하여 이상적인 신체의 형태에서 벗어나는 신체의 

일부를 ‘나-아님’으로서 배제하거나 거부하게 되는 것이다. 이른바 이러한 

신체의 부분들은 파편화되어 잘라내거나 교정되어야 할 ‘비체(非體/卑體)’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와이스는 크리스테바를 인용하여 이러한 비체화가 

특정한 소수의 여성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 대부분의 보편적 여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주장한다. “비체화는 사회적이고 상징적인 질서

와 공존한다. 이는 개인적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집단적 수준에서도 동일하

게 적용된다. 비체화는 보편적 현상이다.”165)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보르도

는 여성이 신체의 조작과 통제를 위해서 자신의 신체에 가하는 물리적인 행

위, 가령 뽑고, 칠하고, 자르는 등의 모든 외적 행위들은 큰 틀에서 보면 오

히려 그 심각성에 있어서 비교적 부차적인 문제라고 지적한다.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여성 스스로가 [신체의 조작과 통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적으

로 자신의 신체를 절단해”166)왔다는 사실이다. 비체화는 이와 같이 스스로

에 의한 신체의 파편화, 거부, 배제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한편으로 역설

적인 점은 이러한 비체화는 신체적 주체가 온전히 자신의 고유한 신체로서 

세계 속에 거주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는 데 있

다. 오직 비체화를 통해서만 그 신체적 주체는 ‘정상적인’ 여성으로서 일상

브젝트로 만듦으로써 그로부터 벗어나지만 동시에 여전히 붙들려 있게 되는 경계를 지칭
한다. 전혜은. 『섹스화된 몸: 엘리자베스 그로츠와 주디스 버틀러의 육체적 페미니즘』. 
서울: 새물결. 2010. p.66-71.  

165) Weiss, Gail. “The abject borders of the body image.” Perspectives on embodiment: 
The intersections of nature and culture. New York: Routledge. 1999. p.48. 

166) Bordo 1993,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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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상황의 공간성

   비체화와 더불어 여성적인 신체적 공간성을 불연속적인 통일체로 여겨지

게 하는 것으로서 대상화(objectification)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앞서 우

리는 메를로-퐁티의 이론을 바탕으로 고유한 신체적 공간성이 신체를 둘러

싼 외부 환경과의 통합을 통해 하나의 전체적인 체계를 형성함을 살펴보았

다. 이러한 전체로서의 통합된 상황의 공간성은 실천적 능력의 총체로서의 

신체에 대한 가능성의 지평이면서, 현재적이고 소여된 바탕으로서의 ‘여기’

를 넘어서서 가능성이 잠재된 미래적 지평으로서의 ‘거기’로 이행해 갈 수 

있는 가치적-실천적 환경세계로 존재하였다. 이른바 여기/거기의 이중적 공

간성은 단절되고 고립된 공간이 아니라, 신체적 주체의 포괄적이고 전개인

적인 기투에 의해 현실적인 장과 잠재적인 장을 잇는 연속적인 통일체로서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실존의 양상으로서의 기투는 여성적

인 신체적 주체에 있어서 제한적인 방식으로 작동한다. 자신을 세계-에로-

존재임과 동시에 전적인 대상으로 이해하는 여성은 세계에로 향하는 자신의 

실천적 가능력들을 온전히 수행하는 데 있어 주저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여기’와 ‘거기’의 경계를 제한한다. 여성이 그 신체적 주체로서 실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물리적 능력과는 별개로 그에 부과되는 일반적인 여성적 속

성이 정적이고, 소극적이며, 외부보다는 내부의 공간에 한정되는 것이라는 

점은 이러한 현상을 방증한다.

   대상화의 문제가 외부적인 시선에 의해 촉발되었다면, 여성들 스스로가 

감행하는 자기-대상화(self-objectification)는 그와는 다른 능동적 전유의 차

원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대상화가 근본적으로 여성의 고유

한 신체적 공간성을 불연속적이고 파편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동

한다. 생활세계 속에서 여성은 언제나 ‘보여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지니

고 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그녀의 신체적 공간의 침입에 대한 공포와 연

관된다. 여성적인 신체적 주체에게 그를 둘러싼 외부 세계는 자신의 공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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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통합되어 전체적인 체계를 형성할 수 있는 친숙한 공간이 아니라, 

위협의 의미로서 다가오기 때문에 원심적이기보다는 구심적인 운동을 수행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여성적인 신체적 주체에게 현재적

인 장으로서 ‘여기’는 안정적이고 파악 가능한 익숙한 영역으로 여겨지지만, 

잠재적인 장으로서 ‘거기’는 일차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보다 불가

능성의 의미화가 선행된다. ‘여기’에서 그는 세계-에로-존재로서 세계 속에 

거주할 수 있는 주체이지만, ‘거기’에서 그는 한갓 외적 사물과 같이 객관적

인 공간을 차지할 뿐인 사물로서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성적인 신체적 주체에게 아직 현재화되지 않은 미래적 상황에 스스로

를 기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기보다는 언제나 일종의 결단과 두려움의 

극복을 요하는 일인 것이다. 따라서 여성은 ‘자기 참조적’인 방식으로 자신

의 실천적 능력의 현실화를 언제나 스스로 감시하고 검열하는 자기-대상화

로 나아가게 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 스스로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전적인 주관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과 더불어, 대상화되지 않기 위해 스스

로를 대상화해야만 하는 역설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바

흐(Susie Orbach)는 외부의 관찰자의 관점에서 그 스스로를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여성들에 대해 “여성의 신체는 그 자신의 고유한 신체가 아니다

.”167)라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여성의 ‘보여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은 비단 여성이 스스로에게 부과한 상상적인 공포가 아니다. 세계 속에서 

하나의 목적적인 과제에 직면하여 자신을 기투해야 하는 여기/거기의 구분

은 실천적인 가능성의 맥락을 넘어서서 물리적인 공간의 단절과도 연관되어 

있다. 실제로 여성에게 금지된 공간들이 그 여성의 행동을 제한하는 방식으

로 작동하며, 그러한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공간들은 특별히 ‘여성적 신체를 

가진 개인’에 대해서는 공포를 유발하는 것으로 의미화 된다. 만일 어떠한 

여성적인 신체적 주체가 그와 같이 금지된 ‘거기’로 자신을 기투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폭력에 대해서 그 모든 책임은 그 여성에게 귀착한다.

   여성의 대한 대상화의 극단은 강간이다. 젠더권력 체계가 유지되는 세계 

속에서 강간에 대한 여성의 공포는 언제나 실재적이었고, 이는 남성의 시선 

167) Orbach, Susie. Fat is a feminist issue: the anti-diet guide for women. London: 
Arrow. 1998.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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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서 강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대상화를 피하기 위해 여성 스스로가 자

신의 신체를 검열과 감시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하였다. 비체화가 생활세계 

속에서 ‘정상적인’ 여성적 주체로서 인정받고 살아가기 위한 고유한 신체적 

공간성의 파편화였다면, 대상화는 생활세계 속에서 한갓 사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신체적 공간성의 제한과 통합에의 지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

한 비체화와 대상화를 능동적으로 전유하지 않는 여성적인 신체적 주체에 

대해서는 사회에서의 배제와 더불어 도덕적인 비난까지 덧씌워지게 된다. 

일례로 대부분의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 남성보다 피해자인 여성이 비판의 

대상이 되는데, 가령 ‘옷을 그렇게 입었으므로’, ‘그 시간(주로 밤)에 길거리

를 돌아다녔으므로’, ‘남자와 함께 술을 마셨으므로’ 등등이 그가 그런 폭력

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폭력적인 정당화의 근거가 된다.168) 다시 말해, 

이러한 사회적 통념은 여성은 언제나 자신의 몸을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

는, 즉 대상화를 철저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생활세

계 속에 침전된 이러한 관습과 사회적 습성체계가 반복적으로 작동하면서 

여성은 생활세계적 상황에서 ‘남성의 시선’에 지닌 의미를 파악하는 방식을 

획득하며, 그 시선을 내면화하고 습성체계로 통합시킴에 따라 스스로를 대

상화하는 방식을 전유한다. 개인의 자기 감시와 자체 검열은 자신의 고유한 

신체적 공간성을 파편화시키고 배제하게 만들며, 이는 금지된 지향성의 형

태로 구현된다. 이에 따라 습성적 통각체계의 형성과정에서 금지와 통제의 

방식으로 구축된 신체도식은 습성적 통각체계의 현실적 작동과정에서도 왜

곡된 신체이미지를 발생시키게 된다.

   

168) 이러한 사회적 통념은 “슬럿워크(Slut Walk, 우리나라에서는 ‘잡년행진’)”를 촉발시켰
다. 슬럿워크는 여성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속옷이나 미
니스커트 등의 옷을 입고 거리를 행진하며 시위하는 운동이다. 이 슬럿워크는 2011년 토
론토에서 한 경찰관이 대학생들에게 “여성은 희생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창녀(sluts)처럼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한 데에서 시작되었다. 슬럿워크는 캐나다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으며,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도록 하고 있다. 

   Ellwand, Otiena. “Slut Walk strives to keep blame on attackers, not victims.” 
Edmonton Journal, 28 July. 2013. Web. 

http://www.edmontonjournal.com/SlutWalk+strives+keep+blame+attackers+victims/87174
90/story.html (검색일: 2013.8.26.)



- 141 -

   3절. 금지된 지향성으로서의 신체적 운동성

   메를로-퐁티의 “나는 나의 신체이다”라는 언명은 주체는 오직 자신의 

신체를 통해서만 세계로 향해 나아갈 수 있고, 그 신체적 주체가 과거와 현

재, 당면한 상황, 주위 세계 전부를 포괄적으로 기투함으로서 실천적 가능성

이 펼쳐질 수 있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따라서 고유한 신체적 운동성은 세

계를 향한 근원적인 지향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세계를 고정된 하나

의 측면으로 경험하지 않고 다양한 면모를 지닌 종합적인 ‘얼굴’로 경험한

다는 것이다. 즉 신체적 운동성을 통해 세계로 나아가는 신체적 주체는 세

계와의 상호적인 소통 속에서 다양한 삶의 양식을 구성할 수 있다. 근원적

인 지향성을 통해 세계를 경험하는 신체적 주체에 대해 세계는 무한히 개방

된 가능성의 지평으로 존재하며, 이러한 주체-세계의 관계 맺음의 결과 다

양한 지향적 삶의 양식이 구성되는 것이다. 세계에 대해 신체적 주체는 “나

는 할 수 있다”의 실천적 가능성으로서의 삶의 양식을 전개한다. 이와 같이 

근원적인 지향성과 ‘나는 할 수 있다’로 드러나는 고유한 신체적 운동성은 

신체적 주체의 세계를 향한 실천적 ‘표현’과 그에 상관적으로 세계가 신체

적 주체에 대해 작용하는 ‘의미’가 분리불가능하게 상호 감쌈의 형태로 전

개되는 실존의 운동으로 나타난다.

   여성적인 신체적 주체의 경우 고유한 신체적 운동성과 관련해 세계로 향

하는 가능성과 실재적인 자신의 운동 사이에서 자주 괴리를 경험한다. 암묵

적인 양상에서 여성적인 신체적 주체는 이미 제한된 ‘여기’의 공간을 넘어

서서 ‘거기’로 이행해 가는 것에 대해 단절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이는 모든 

경험의 발생적 토대가 되는 근원적인 지향성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인데, 영

의 표현을 빌려 우리는 그러한 여성의 특수한 운동성의 양태를 ‘금지된 지

향성’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이러한 금지된 지향성은 여성적인 신체적 주체

에게 있어 본질적인 속성이 아니라 발생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습성

적 통각체계의 작동의 결과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즉 경험의 가장 근원적

인 발생지점에서 남성 혹은 여성의 본질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근원적

인 지향성과 금지된 지향성의 이분화된 범주적 속성조차 애초에는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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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발생적 과정 속에서 각 신체적 주체는 이전 세대

의 침전된 습성으로 물들어 있는 생활세계 속에 몸 담고 살아가면서 근원적

인 지향성을 발휘해 세계의 의미를 신체로서 파악하고, 그것을 체화하며 새

로운 습성적 통각체계를 형성해 나간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특별히 여성적

인 신체적 주체의 경우는 본연의 근원적인 지향성이 세계와의 관계 맺음을 

통해 좌절되고 왜곡되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되고, 이는 완성된 주

체의 관점에서 여성적인 신체적 주체의 지향성의 속성을 ‘금지된 것’으로 

규정하게 한다.

   영은 공 던지는 상황의 사례를 통해 여성적 운동성이 금지된 지향성의 

양상을 띠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영에 따르면, 대부분의 여성은 어떠한 한 

동작을 수행할 때, 자신의 신체 전체를 그 동작 속에 온전히 투사하지 않는

다. 오히려, 신체의 나머지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반면, 신체

의 어느 한 부분만을 그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 집중한다는 것이다.169) 우리

가 지각의 차원에서 쉽게 여성성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부여하는 대부분

의 양태적 속성은 이러한 지향성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이른바 여성적인 신

체적 주체에게 세계는 온전히 개방된 무한한 가능성의 지평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암묵적인 양상에서조차 이미 파편화된 여성의 신체는 세계를 향해 

그 스스로를 전적으로 기투할 수도 없으며, 이 때 세계는 여성적인 신체적 

주체에 대해 다양한 용모를 지닌 ‘얼굴’로서가 아니라, 획일적이며 규범화된 

방식으로만 관계 맺을 것을 요구하는 일면적인 닫힌 세계로 경험된다. 여성

은 자신의 신체를 통한 실천적 능력의 가능성에 의심하게 되고, 실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보다 스스로를 과소평가 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고 충분히 발휘하지 않는 태도를 습성화한다. 마침내 이렇게 

형성된 습성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재확인되면서, 이러한 발생

적 과정의 결과가 아니라 모든 현상의 원천으로 간주되어 그 신체적 주체를 

‘여성적’ 신체적 주체로 재규정하는 토대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여성적인 신체적 주체의 고유한 신체적 운동성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이와 같이 습성적 통각체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련의 발생의 산

169) Young 1998,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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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들이 마치 그 주체의 본질적 속성이자 이 모든 현상들의 원인으로 간주되

는데 있다. 여성적인 신체적 주체가 그를 둘러싼 상황으로서의 세계와 공존

하는 방식은 처음부터 금지된 지향성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었으며, 이조차 

세계에로 향하는 여성적인 신체적 주체의 근원적인 지향성이 반복적으로 좌

절되고 거부되는 경험을 통해 사후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우리가 일상적으

로 지각하는 여성성의 양식들은 이러한 신체적 주체와 세계와의 상호교호성

이 어떠한 방식으로 관계 맺어졌는가를 드러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김

형효는 신체의 운동성과 그 신체적 주체가 신체를 통해 세계에 닻 내리고 

있는 상황을 하나의 “짝짓기 현상(le phènoméne d’accouplement)”170)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이른바 고유한 신체로서 주체와 세계는 서로 상호적

으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짝을 이루며 서로의 양식을 구성하고 이는 각자에

게 고유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서 드러난다는 것이다. 경험된 바의 신체와 

경험된 바의 세계는 상호교호적으로 짝을 이루면서 분리불가능한 관계를 형

성한다. 근원적인 지향성에서 발원하는 “나는 할 수 있다”의 실천적 능력 

또한 이러한 상황으로서 경험되는 세계와의 관계의 해명을 통해서만 그 구

체적인 양상이 파악될 수 있다.

   여성적인 신체적 주체에게 ‘나는 할 수 있다’는 근원적인 지향성과 더불

어 경험이 발생하는 근원 지점에서는 동일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상호주관

적 주체로서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학습해 나가는 발생적 과정 속에

서 여성은 자신이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세계의 의미적 맥락을 파악하게 되

고, 세계가 자신의 신체에 대해 ‘요구’하는 방식에 응답하게 된다. 이는 앞

서 언급한 ‘짝짓기 현상’으로도 설명될 수 있으며, 여성적인 신체적 주체의 

‘할 수 있다’는 그 고유한 신체가 처해 있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그 상황과

의 공존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구현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애초에 

‘할 수 있다’로부터 출발했던 모든 신체적 공간성과 운동성의 양식들은 결

과적으로 “자기-부과적인 할 수 없다(self-imposed I cannot)”171)로 귀결하

게 된다. 이는 곧 여성적인 신체적 주체가 실존적으로 처해 있는 상황이 여

성의 실천적인 능력의 수행을 반복적으로 좌절시킴에 따라, ‘나는 할 수 있

170) 김형효 1996, 125.
171) Young 1998,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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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의 적극적인 실천은 ‘나는 할 수 없다’를 강력하게 재확인시키는 기제로

서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적인 신체적 주체의 고유한 운동성

은 근원적인 지향성의 발현으로서 ‘나는 할 수 있다’의 측면도 존재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여성의 고유한 운동성 전체를 규정하는 설명이 될 수 없으

며, 그러한 측면과 더불어 ‘나는 할 수 없다’로 나타나는 금지된 지향성이 

그 기저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많은 페미니스트들

이 비판을 제기한 바와 같이 이러한 여성적인 신체적 운동성이 전적으로 부

정적이며 병리적인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다. 앞서 우리는 고유한 신체의 운

동성에 대한 현상학적 탐구를 수행하기 위해 슈나이더 환자의 사례를 살펴

본 바 있다. 메를로-퐁티는 슈나이더 환자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일상적인 

영역에서 명시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고유한 신체적 공간성과 운동성을 현

상학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고, 이는 지향궁과 관련해 구심적 운동과 추상

적 운동으로 설명된 바 있다. 슈나이더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실존적 힘

의 상실로 인해 전개인적인 자신을 세계를 향해 기투할 수 없음이며, 이는 

주체의 측면에서 세계와의 의사소통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

면 슈나이더 사례의 연장선상에서 여성적인 신체적 주체를 비교 분석할 때, 

여성적 공간성과 운동성은 병리적인 현상이 아니다. 오히려 불연속적인 공

간성과 ‘할 수 없음’으로 나타나는 운동성은 그 신체적 주체가 가장 실존적

인 태도에서 세계에 참여한 결과 발생한 산물이다. 다시 말해, 여성적인 신

체적 주체가 경험한 세계의 요청에 대해 최적의 방식으로 소통하고, 적극적

으로 그 세계의 의미를 자신의 신체를 통해 체화해 낸 결과가 불연속적이며 

파편화된 신체적 공간성과 금지된 지향성으로서의 신체적 운동성인 것이다. 

메를로-퐁티의 주체가 “나는 나의 신체이다”라는 언명 속에서 오직 신체를 

통해서 세계로 나아가며 그 실천적인 가능성들을 펼쳤다면, 여성적인 주체

는 “나는 나의 신체이다”라는 이 사실성 속에서 세계로 향하게 됨과 동시에 

신체임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세계로부터의 단절과 제한을 경험하는 모순적

인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여성적인 신체적 주체의 신체적 공간성과 운동성은 그 주체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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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세계 속에서 자신의 신체를 통해 닻 내리며 살아가고 있는 상황을 고스란

히 드러낸다. 이러한 실존적으로 처해 있음의 여성적인 신체적 주체는 연속

적이고 통합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신체를 암묵적으로 파악하기 보다는, 분

절적이고 파편화된 방식으로 신체를 이해한다. 이는 신체의 일부를 ‘나-아

님’의 영역으로 간주하고 배제함으로써 정상적인 신체적 주체로 인정받고자 

하는 비체화와, 타인의 시선 속에서 물질적 사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자

기 스스로를 끊임없이 검열하고 감시하는 자기-대상화를 필연적으로 수반

한다. 이러한 신체적 공간성의 속성은 신체적 운동성과도 연관을 맺는데, 신

체적 주체는 자신의 고유한 신체를 통해 가능적인 지평으로 자신을 온전히 

기투하는 실천적 능력의 수행을 주저하게 되고, 의심하면서 금지된 지향성

으로서의 ‘할 수 없음’의 운동적 양상을 드러내게 된다. 그러므로 파편화된 

공간성과 금지된 운동성은 근본적으로 여성적인 신체적 주체의 신체도식 자

체가 왜곡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그러한 신체도식을 기반으로 한 모든 

지각 경험, 타인 경험 일반의 방식이 변형된다는 것까지를 함의한다. 신체도

식의 변화는 지각 방식의 변화를 초래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신체이미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신체도식이 암묵적 양상에서 모든 경험을 가능케 하는 

토대로서 작동하였다면, 이제 신체이미지는 의식적인 차원에서 반성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신체도식의 왜곡의 결과 변형된 신체이미지가 신체적 주체에 미치는 영향을 

거식증이라는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3장. 신체이미지의 왜곡 현상으로서 거식증 분석

   1절. 여성적 신체도식과 신체이미지의 상관관계

   신체도식은 지각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로서 선반성적이고 전인격적으로 

암묵적인 앎의 양상에서 작동한다. 이러한 신체도식의 수행은 신체적 주체

로 하여금 세계로 향해 나아가는 지향성의 양식을 규정하게 하고, 이는 나

아가 공간과 대상을 지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신체도식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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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는 궁극적으로 의식적이며 반성적인 차원에서의 신체이미지의 변화를 초

래하게 되는 것이다. 만일 신체도식의 수준에서 왜곡이나 변형이 일어난다

면, 신체이미지에서도 그에 따른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4부 2장에서 우리

가 살펴본 바와 같이 파편화된 공간성과 ‘할 수 없음’의 운동성으로 나타나

는 여성적인 신체적 주체의 신체도식은 필연적으로 그 신체이미지의 왜곡을 

수반하며, 이는 거식증이라는 사례를 통해 보다 자세히 분석될 것이다. 신체

도식의 훼손에 따라 신체의 통합성과 관련된 여타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영향은 신체이미지의 왜곡에 이르러 주체 스스로에 의해 의식적으로 파악되

는 신체의 경계, 윤곽 지음과 관련된 문제를 새롭게 제기한다. 이러한 신체

도식과 신체이미지의 상관관계는 여성적인 신체적 주체의 습성적 통각체계

의 형성과정과 그 현실적 작동양태를 통해 드러난다.

   주체와 세계의 관계맺음에 따라 습성적 통각체계가 형성되며 이것이 전

개되는 과정에서 성차를 규정하는 내용은 점차적으로 구체화된다. 주체는 

단지 의식적인 “나는 사유한다”의 주체가 아니라 신체를 통해 세계에 닻 내

린 채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나는 할 수 있다”의 주체이므로 이러한 주

체의 습성적 통각체계는 그에 상관적인 세계가 어떠한 의미연관구조로 드러

나는지에 따라 달리 형성될 것이다. 이에 따라 여성이 실존적으로 처해 있

는 상황으로서의 세계의 의미를 탐구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미리 

주어져 있는 세계’에 대해 판단중지하고 초월론적 환원을 수행하는 일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드러나는 세계는 실천적 지향성으로서의 의식에 상관적

인 주관적 나타남들과 사념들 총체인데, 이들은 자연적인 상태에서 전적으

로 개방되어 있고 다양한 의미로서 경험되기보다는 대개 금지와 거부, 당위

의 특정한 유형적 의미로 경험된다. 여성적인 신체적 주체는 일상적인 사실

적 경험 속에서 그 자신의 고유한 신체를 통해 이러한 세계의 의미를 획득

하게 되고, 이는 여성적 체현(embodiment)으로서 표현된다. 즉 모든 신체적 

표현의 행위는 그 자체로 체화된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며, 이러한 의미는 

오직 그 신체적 주체가 처해 있는 실존적 상황 속에서 발원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일상적 경험의 맥락 속에서 명백하게 지각되는 여성성/남성성

의 행위 양식은 그 신체적 주체가 자신을 둘러싼 세계 속에서 처해 있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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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을 어떻게 다루는가의 방식을 함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그 

상황을 경험하고 파악하는 스스로에 대한 존재 양식의 표현이며, 우리는 이

를 ‘지향적 삶의 양식’이라고 명명한다. 성차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발생

적인 것이며, 한 신체적 주체에 대해 특정한 상황의 맥락을 지속적으로 제

공하는 세계와의 관계 맺음에서 드러난 파생물이다. 또한 우리가 성차를 규

정하는 구체적인 내용들로 파악하는 모든 가치들, 기준들, 규범들은 애초부

터 자연스러운 사실성이 아니라 신체적 주체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수행되며 

그것이 습성체계로 자리 잡고 고유한 신체에 체화되어 나타난 효과들이다. 

습성체계는 이러한 발생의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물이지만, 침전의 원리에 

의해 수동적인 영역에서 작동하게 되고 이는 과거와 현재의 경험뿐만 아니

라 미래의 경험 가능한 의미방식까지도 윤곽 짓는다. 습성체계는 다양한 용

모를 지닌 세계를 경험하고 그 의미를 새롭게 획득할 때마다 변화될 수 있

는데, 만일 세계가 다양한 용모를 상실하고 오직 특정한 의미를 지닌 한 측

면으로서만 주어진다면 습성체계는 고착화되고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시간

적 지평은 폐쇄적일 수 있다.

   여성적인 신체적 주체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특정한 가치적-실천적 

맥락을 지닌 생활세계를 경험한다. 자기보존본능과 세계성의 본능이라는 근

원본능의 발현은 여성으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를 통해 닻 내린 이 세계 속

에서 공존하는 방식을 모색하게 하고, 이는 세계의 의미를 획득하며 그것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체현함으로써 일련의 습성적 통각체계를 형성하게 된

다. 따라서 이는 여성으로 하여금 모든 지각적 경험을 토대 짓는 지향성의 

특수한 방식을 획득하게 하고, 그 실존적 상황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은 

여성성의 신체적 행동 양식은 공간 지각, 대상 지각, 나아가 타인 지각에까

지 영향을 미친다. 이로써 여성적인 신체적 주체의 신체도식은 비체화와 대

상화를 통해 그 신체적 공간성과 운동성의 파편화와 제한을 초래한다. 이러

한 신체도식의 왜곡은 신체이미지의 왜곡으로 이어진다. 의식적인 차원에서 

자신에 대한 ‘상상적인’ 신체이미지와 현실에서 지각하는 ‘실재적인’ 신체이

미지 사이의 괴리는 실재적인 신체이미지를 거부하고 상상적인 신체이미지

를 통해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시도로 나타나며, 이는 결국 상상적인 신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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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를 실재적인 신체이미지에 구현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으로 귀결한다. 이

렇게 거부와 배제의 과정을 통해 형성된 왜곡된 신체이미지는 생활세계의 

상징질서 속에서는 ‘정상적인’ 신체이미지로 간주된다. 이는 여성적 신체이

미지에 대해 생활세계가 제시하는 보편적인 이미지라는 것이 사실상 현실적

인 여성의 신체를 부정하는 신체적 왜곡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

낸다. 실재적인 신체이미지가 생활세계의 가치규범을 담지한 상상적인 신체

이미지와 부조화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세계에서 세계와 소통하며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유한 신체이미지의 왜곡이 불가피한 것

이다. 와이스가 “[신체이미지의] 왜곡은 생존을 위한 유일한 전략으로 나타

나지만, 역설적으로 삶의 부정을 근거로 한 주장이 된다.”172)고 한 것은 신

체도식과 신체이미지의 왜곡으로 이어지는 실존적 삶의 양태가 드러내는 위

험성을 드러낸다.

   하워스-회프너(Susan Haworth-Hoeppner)의 신체이미지 연구는 대부분

의 여성들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느끼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이 식

이장애를 비롯한 여러 현상들의 주된 요인이 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워스

-회프너는 이를 “규범적 불만(normative discontent)”173)으로 규정하며, 이

러한 불만이 개별자로서의 여성들의 심리적 차원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동

질적인 가치 체계를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사회적 세계의 맥락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본다. 이른바 각 신체적 주체가 처해 있는 상황과의 관련성을 토대

로 하여 사태를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이 다각화

되지 않고 오직 특정한 태도에 한해서만 성립한다고 했을 때, 그 신체도식

172) Weiss 1999, 50.
   이는 한 기사에서 인용된 인터뷰 내용에서도 드러난다. “7년째 섭식장애를 앓고 있는 20

대 초반의 한 여성은 “깡마른 여자는 정상, 그렇지 못하면 비정상”이라며 “정상이 되는 
게 자기 파괴적인 것이 되어버렸다.”고 밝혔다. … 국제미용성형수술협회는 2011년 기준
(2013.1.15. revised) 세계 성형시장 규모의 4분의 1을 한국이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실제 
2011년 성형시술 · 수술건수로 따지면 한국은 인구 1만 명당 6.5건의 성형수술이 이뤄지
는, 성형 1위 국가다.“ 곽희양, 김지원. “외모 지상주의 사회 ... 성형 시술 · 수술 ‘세계 
1위’”. 경향신문. 2013.8.5. Web.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8052211465&code=9406
01 (검색일: 2013.8.30.)

173) Haworth-Hoeppner, Susan. “The Critical Shapes of Body Image: The role of 
culture and family in the production of eating disorde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1 (2000):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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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신체이미지의 변화 가능성은 요원할 수 있다. 언제나 신체적 주체는 세

계와 가장 잘 소통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합을 모색하면서 자신의 신체도식

과 신체이미지를 전개해 나가기 때문에, 만일 세계의 의미가 하나의 특정한 

의미로 고착화된다면 그에 상관적으로 신체도식과 이미지 또한 획일적인 방

식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고유한 신체에 대해 존재하는 다양한 

신체이미지를 부정하고 그 변경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일관적으로 고정되는 

신체이미지는 본질상 “불안정한 판타지(precarious fantasy)”174)로 귀결한다. 

또한 그 신체적 주체는 불안정한 판타지로서의 신체이미지를 자신의 정체성

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지속하려는 부단한 노력의 과정에서 신체적 역할, 욕

망, 행위 등을 불가피하게 제한하거나 거부해야만 할 것이고, 이는 다시 침

전의 과정을 거쳐 역으로 신체도식의 왜곡을 심화시키기에 이른다. 즉 왜곡

된 신체이미지에 대한 과도한 일관성의 추구가 결과적으로는 신체도식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지각의 방식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

로 “유동성 또는 다양성의 결핍, 이 특정한 신체이미지의 헤게모니적 본

성”175)으로서 고착화된 신체이미지는 고유한 신체를 자기 스스로 대상화하

는 데 기여한다.

   여성적인 신체적 주체가 의식적으로 표상하는 신체이미지는 곧 그 자신

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지표로 작동한다. 언제나 특정한 신체이미

지만을 일종의 규범으로서 강조하고 제시하는 세계 속에서 메를로-퐁티의 

“나는 나의 신체이다”라는 언명은 여성적인 신체적 주체에게 있어 전혀 다

른 함의를 지니는 것으로 경험된다. 오렌스타인은 10대에 이르게 된 여자아

이들이 자신의 몸을 어떻게 느끼냐는 질문에 대해 대개 자신의 몸이 어떻게 

보이는가로 반응을 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176) 생활세계가 요구하는 가치

와 규범의 체계를 어느 정도 체화하고 난 이후의 ‘여자’아이들은 자신은 오

직 신체이며, 이는 스스로 느끼고 경험하며 기투하는 실천적 능력의 총체라

는 의미에서 신체가 아니라, 타인의 시선 아래에서 그들이 제시하는 기준에 

부합하는지와 관련된 평가 대상으로서의 신체에 한하여 그렇게 파악한다는 

174) Weiss 1999, 50.
175) Weiss 1999, 55.
176) 오렌스타인 2013,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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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외모나 몸매로 대변되는 신체이미지는 여성적인 신체적 주체의 모

든 감정과 정체성의 근원이 되며, 이러한 맥락에서 앞서 언급한 ‘규범적 불

만’은 여성적인 신체적 주체의 항상적인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 상상적인 

‘나’와 실재적인 ‘나-아님’의 간극은 암묵적인 양상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신

체를 억압하고 거부하게 하며, 그렇게 설정되는 신체적 경계는 언제든지 파

괴되고 손상될 수 있으므로 늘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2절. 성적 주체의 신체적 실존으로서 거식증 현상

   신체이미지에는 생활세계에서 언제나 작동하고 있는 어떤 이데올로기적 

형식, 즉 위티그가 ‘이성애적 계약’이라고도 명명했던, “사람들의 전체 삶, 

그들이 행동하는 방식, 움직이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177) 

사회적 관습과 규범이 반영되어 있다. 의식적인 수준에서 형성되는 신체이

미지는 그러한 이데올로기적 형식을 체화한 그 시선으로 자신의 신체를 표

상한다. 그러므로 여성적인 신체적 주체가 가지는 신체이미지는 우리 사회

에 내포되어 있는 권력 관계, 삶의 조직방식, 이상화된 미의 가치 등이 온

전히 반영되어 전개된 실천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신체

이미지가 극단적으로 왜곡된 형태로서 거식증이 존재한다. 거식증(신경성 

식욕부진증, Anorexia Nervosa)은 현대 사회에서 주로 10대와 30대 사이의 

젊은 여성층에서 나타나는 가장 흔한 섭식장애의 한 현상으로 분류된다. 거

식증의 주요 증상은 지나친 체중조절에의 집착, 자존감 저하, 강박증, 신체 

이상 지각, 자발적 구토, 저체중, 복통, 영양결핍 등이 있으며, 거식증 환자

의 비율은 최근 50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거식증은 다른 정신질환에 

비해 회복률도 현저히 낮으며 치사율도 매우 높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178)

177) Wittig, Monique. “On the Social Contract.” The straight mind and other essays. 
Boston: Beacon Press. 1992. p.40-1. 여기서 위티그는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형식이 “상
상적이면서 실재적인 것”으로서 언제나 작동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178) 정희원. ““마르고 싶어요” 청소년 거식증으로 사망위험 12배 상승.” 조세일보. 
2013.5.23. Web.

    URL: http://health.joseilbo.com/html/news/?code=1327972365&f=read&seq=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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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식증의 발병은 대부분 일상적인 다이어트에서 시작한다. 다이어트는 

식이요법이나 운동으로 이루어지는 상대적으로 온건한 방식도 있지만, 단기

간에 확실한 효과를 보기 위한 부적절한 방식도 존재한다. 가령 설사약이나 

이뇨제, 식사 후에 억지로 구토를 유발하여 먹은 것들을 다 게워 내거나 한 

가지 종류의 음식만을 계속 섭취하는 등(원푸드 다이어트)의 다이어트는 극

심한 영양결핍과 함께 여러 부작용들을 일으킬 수 있다. 다이어트는 여성뿐

만 아니라 남성들도 흔히 경험하는 우리 시대의 일상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특별히 여성적인 신체적 주체에 대한 이상화된 미적 규범이 만연한 생활세

계 속에서 여성들은 ‘체중감소’를 통해 이러한 이상적인 신체이미지에 도달

해야만 한다는 압박에 남성보다 더 자주, 강하게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거

식증은 극단적인 사례이지만 이는 대다수의 여성들과 무관한 ‘비정상적’ 주

체에 한정된 현상이 아니다. 보르도는 식욕 장애를 겪는 여성과 정상적인 

여성 사이에 확고한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역설한다. 왜냐하면 어느 편

에 있는 여성들도 ‘이상화된 신체이미지’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로우며 심리적

으로 편안함과 안정감을 누리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른바 오직 정도

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여성이 식이장애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양 극단에 거식증과 폭식증이 자리하고 있을 따름이다.179) 따라서 거식

증을 단순히 병리적인 현상으로 치부하는 해석에는 문제가 있다. 거식증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여성의 신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드러내는 징후이며, 

세계와 소통하기 위한 방식으로서의 다이어트가 하나의 습성체계로 형성되

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즉 거식증은 여성적인 신체적 주체가 침

전된 생활세계의 관습 체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신체를 완벽한 대

상으로 만드는 훈육”180)을 극단까지 밀고 나갔을 때 도달하는 최종적인 지

점인 것이다.

   거식증의 회복이 쉽지 않고 재발이 잦은 이유는 거식증이 발생하는 상황

적 맥락에서 기인한다. 거식증은 일차적으로 섭식을 거부함으로써 나타나는 

급격한 체중감소, 저체온증, 무월경, 저혈압 등이 문제가 되지만 더욱 심각

    (검색일: 2013.8.30.)  
179) Bordo 1993, 61.
180) Bordo 1993,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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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은 행동과 인식, 정신과 신체에 대해 이분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는 점이다. 이를테면 거식증적 주체는 이성과 신체를 엄격하게 분리시키고, 

합리적인 이성으로서의 정신은 음식을 거부하고자 하지만 계속 음식을 갈망

하는 신체는 통제되어야만 하는 비이성적인 ‘물질’로서 간주한다.181) 따라서 

역설적이게도 여성들에게서 거식증을 ‘욕망’하는 경향마저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거식증이 끊임없이 음식을 원하는 자신의 비이성적인 신체를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182) 거식증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기 직전까지도 거식증의 상태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기이한 

현상은 단순히 강박적인 심리적 요인이나 시상하부-뇌하수체 축의 이상과 

같은 요인으로는 온전히 해명될 수 없다. 거식증의 회복 과정에서 의학적인 

방식을 통해 외부적인 몸무게는 다시 정상적인 수치를 되찾는다고 할지라도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은, 그 신체적 주체가 세계와 관

계 맺고 소통하는 방식 자체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다시 

거식증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거식증의 회복은 신체

적 주체가 세계로 향하는 지향적 삶의 양식의 총체적인 전환을 전제로 했을 

때에만 가능한 실존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이러한 거식증적 신체로 나타나는 ‘거식증 되기’의 

현상을 이상적인 미적 규범을 강요하는 생활세계를 거부하는 일종의 저항의 

형태로 보는 관점들도 존재한다. 이른바 거식증은 단순한 퇴행이나 질병, 혼

돈에 빠져 있는 상태가 아니며, 문화적 이미지들에 의해 수동적으로 현혹되

거나 주입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날씬함에 대한 

이 가차 없는 추구’는 어떤 특정한 가치를 구현하려는 시도”183)를 내포하고 

181) 이런 점과 관련해 신경성 식욕부진증(Anorexia Nervosa)라는 의학적 명칭은 사실상 
잘못 붙여진 이름이다. 거식증을 진단받은 대부분의 여성 중 실제로 식욕이 감소한 경우
는 거의 없으며, 식욕을 강하게 억압함으로써 오히려 폭식을 동반한다. 폭식 이후에는 자
발적 구토를 시도해 먹은 음식을 전부 게워 내거나, 설사약이나 이뇨제 등을 과다 복용
하여 제거하려는 행동이 수반된다. 굴딘(Sigal Gooldin)은 현대 심리치료사들의 연구를 
참고하여 거식증이 신경증적인 식욕의 상실이 아닌 “배고픔과 함께 계속적으로 사는 것”
이라고 규정한다. Gooldin, Sigal. “Being Anorexic: Hunger, Subjectivity, and 
Embodied Morality.” Medical Anthropology Quarterly 22.3 (2008): 280.  

182) Warin, Megan.J. “Reconfiguring Relatedness in Anorexia.” Anthropology & 
Medicine 13.1 (2006): 46.

183) Bordo 1993, 67. 강조는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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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주장한다. 와이스는 거식증에 걸린 신체적 주체의 왜곡된 신체이미

지가 그 자체로 신체적 미에 대한 기존 사회의 정상화를 거부하거나 저항하

는 방식으로 해석한다.184) 즉 여성적인 신체적 주체가 그러한 규범들을 체

화하여 가장 최적의 방식으로 수행했을 때 나타나는 극단적인 고통(죽음)의 

양상을 통해 그러한 규범들이 얼마나 부조리한 것인지, 실제로 불가능한 것

인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낸다는 것이다.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연한 불안과 

불만족 속에서, 신체는 신체도식의 암묵적인 양상에서 이미 파편화되어 있

으며 비체화되고, 이는 신체이미지를 통해 불안정한 판타지로서의 신체의 

경계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유지하려는 처절한 노력으로 나타난다. 거식증적 

신체는 여성적인 신체적 주체가 경험하는 바의 세계의 의미적 맥락과 그와 

더불어 소통하며 관계 맺는 가운데 나타나는 방식이 여러 겹으로 얽혀 있는 

하나의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거식증 되기’는 단순한 심리적 

동기들이나 생리학적 이상으로 환원될 수 없으며, 여성적인 신체적 주체가 

처해 있는 상황, 즉 그 신체를 통해 생활세계 속에 닻 내림과 연관된 실존

적인 여성적 체현의 문제로 접근해야만 한다.

   3절. 환상지 사례와 거식증 현상의 비교

   3절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환상지와 거식증 사례를 비교함

으로써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여성적인 신체적 주체

의 특수한 경험을 분석하고, 현상학적 연구의 대상이 성별 중립적인 익명적 

신체적 주체가 아니라 성적 주체가 되어야 함을 드러내고자 한다. 메를로-

퐁티는 ‘세계-에로-존재’로서 고유한 신체의 속성을 밝히기 위해 『지각의 

현상학』의 전반에 걸쳐 슈나이더의 사례와 같은 여러 병리적인 사례를 도

입하여 설명한다. 메를로-퐁티가 제시하는 병리적 사례들에서는 신체적 주

체가 세계를 온전히 개방된 가능성의 지평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현재적인 

것에 고착되어 있음으로 인해 자신을 전적으로 기투하는 능력을 상실한 것

으로 나타난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수행하는 행위가 부자연

184) Weiss 1999, 43.



- 154 -

스러워 졌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암묵적인 양상에서 파악하고 있던 삶의 토

대들을 주제적인 양상에서 인지하게 된다. 메를로-퐁티는 그러한 관점에서 

실존의 폭이 줄어든 환자들을 통해 우리가 정신과 신체의 이분화된 조건 속

에서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한 자신의 신체로서 세계에 닻 내

린 채 ‘세계-에로-존재’로 세계를 경험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다. 환상지 환자의 사례는 이러한 맥락에서 정신과 신체의 관계, 나아가 신

체적 주체와 세계가 맺는 직접적 관계를 신체의 ‘기억’을 통해 나타낸다. 

“나는 나의 신체이다”는 환상지 사례에 이르러 고유한 신체 자체가 개별 주

체의 존재 전체를 나타내고, 오직 그러한 신체를 통해서만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의식이 존재하지 않는 지점에서도 

여전히 신체는 세계에 대한 기억을 지니며, 이는 세계와 신체적 주체의 관

계 맺음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성적 차이의 현상학의 맥락에서 환상지 사례는 거식증 현상을 통해 변용

된다. 이는 환상지를 남성적인 것으로, 거식증을 여성적인 것으로 단순하게 

이분화 하는 것이 아니라, 환상지가 보편 일반의 차원에서 익명적인 신체적 

주체에 대해서 적용되는 사례였다면, 거식증은 여성적인 신체적 주체가 경

험하는 특수한 생활세계적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성적인 신체적 주체와 관

련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또한 거식증은 여성적인 신체적 주체의 왜곡된 

신체도식과 신체이미지에서 기인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환상지 사례의 설명 

틀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문제 지점들에 대한 인식과 해명을 제공한다. 앞으

로 자세히 분석하겠지만, 환상지와 거식증은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사태적 

측면에서는 유사성을 공유하고 있다. 이 두 현상은 습성적 구조를 지닌 세

계-에로-존재를 그 원인으로 가지며, 세계에 대한 기억이 단순히 의지적인 

표상이 아니라 신체에 고착된 것임을 드러낸다. 또한 둘 다 근본적으로는 

신체도식의 왜곡에서 기인하였으며, 부재한 신체의 부분의 현전화에 대한 

환상에 토대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이러한 현상을 유발시키는 가장 주요한 

동기가 세계와 소통하고자 하는 열망이라는 점에서 환상지와 거식증은 서로 

닮아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그 의미의 차원에서 환상지와 거식증은 결정적

인 차이를 보인다. ‘거식증 되기’의 주체는 결코 익명적인 주체가 아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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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나의 신체”임을 고통스러운 사실성으로 경험하는 주체이다. 이러한 

성적 주체에게는 세계는 특정한 의미로 채색되어 있고, 그 세계 속에서 거

주하며 세계와 소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치들을 체화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한 습성적 통각체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시간적 지평은 폐쇄되고 세계

를 향하는 다양한 실존의 가능성은 제한되는 것이다. 따라서 거식증 현상은 

성적 차이의 현상학의 관점에서 성적 주체가 처해 있는 실존적 상황과 더불

어 그 지향적 삶의 양식이 지니는 의미를 나타낸다.

   1. 환상지 분석

   환상지(Phantom Limb) 현상은 수술이나 사고로 인해 팔이나 다리를 절

단한 환자에게 그 신체부위가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감각되는 증상을 의미

한다. 대개는 절단된 팔이나 다리에서 통증을 느끼거나 가려운 증상 등 여

러 가지 감각을 느끼게 되는데, 이러한 환상지의 원인과 치료방법에 대해 

여러 가지 접근 방법들이 존재한다. 가령 현대 생리학은 이러한 환상지가 

발생하는 원인을 신경회로에서의 내수용적 자극의 지속으로 파악한다. 이른

바 절단된 팔이나 다리에서 느끼는 실재적 통증은 신경회로상의 물리적인 

잔여로 인해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계론적 생리학은 환상지라는 특

수한 현상을 자극-반응의 패턴 속에서 인과적인 메커니즘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러한 생리학적 접근은 실제로는 더 이상 신체의 일부가 아

닌 사지가 어떻게 직접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경험되는지를 설명하지 못한

다. 또한 환각지가 신체를 대상으로 간주하는 3인칭적인 생리적인 메커니즘

과는 별개로, 1인칭적인 주관적 체험과 역사의 차원에서 부상당할 당시의 

감정이나 상황이 상기됨에 따라 나타난다는 사실 또한 해명할 수 없다.(PP, 

91)

   그렇다면 환각지를 부재하는 사지에 대한 의식적인 표상으로서의 기억, 

의지, 긍정판단, 신념 등으로 해석하는 심리학적 설명을 타당한 것으로 받아

들여야 하는가. 하지만 심리학적인 접근으로는 실제로 뇌로 향하는 감각신

경을 단절했을 때 환상지가 사라지는 경우를 설명할 수 없다.(PP, 91)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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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지는 심리적인 요인들이나 생리학적 조건들 중 어느 하나로 환원해서는 

해명될 수 없는 현상인 것이다. 만일 생리학적 접근과 심리학적 접근의 근

본적인 구분을 전제로 한 채 이 둘을 종합하여 환상지라는 하나의 현상을 

설명하려고 시도할 경우, 두 상이한 접근을 통합할 수 있는 공통적인 지반

을 설명해야만 하는 책임이 요구되는데, 사실상 이는 불가능하다.(PP, 92) 

한편으로 생리학적 설명과 심리학적 설명은 표상을 중심으로 부재와 현전을 

현상의 근본원인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생리학적 관점에서 환상지는 실제로 부재하기 때문에 주어져서는 

안 되는 신체의 표상이 현전하는 것이고(표상의 실재적 현전), 심리학적 관

점에서 환상지는 기억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현전하는 것의 표상

이다(실재적 현전의 표상). 따라서 생리학과 심리학 모두 현전과 부재 사이

에 어떠한 환경도 존재하지 않는 객관적 세계의 범주들에 여전히 머물러 있

는 것이다.(PP, 96)

   메를로-퐁티는 환상지 현상을 순수 생리학적으로도, 순수 심리학적으로

도 환원하여 해명하고자 하지 않으며, 그 둘을 종합하는 혼합이론 또한 거

부한다. 환상지에 대한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적 기술은 그 즉자적인 생리학

적 견지와 대자적인 심리학적 견지의 ‘사이’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 사이의 

영역은 오직 신체를 통해서만 매개될 수 있으며, 따라서 메를로-퐁티가 환

상지 현상에서 주목하는 점은 그 현상의 이면에 자리한 “존재가 세계로 향

하는 운동”(PP, 93) 자체이자 모든 삶의 수준에 있어서 ‘세계-에로-존재’의 

특수한 양식이다. 환상지 환자는 팔을 절단하고 나서도 절단하기 이전에 팔

을 통해 수행할 수 있었던 모든 행동들, 자신에 대해 그러한 행동들을 촉구

하는 세계를 향해 여전히 스스로를 기투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 경험했던 

자신의 고유한 신체의 운동성을 가능케 했던 통합된 신체의 조건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세계와 소통하려는 시도로 

인해 환상지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환상지는 표상을 중심으로 한 표상

의 실재적 현전도 아니고 그 역인 실재적 현전의 표상도 아니며, 오직 “양

의적(ambivalente) 현전”(PP, 96)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즉 환상지 환자에게 

절단된 팔이나 다리는 “나는 사유한다”의 측면에서 의지적으로 표상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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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아니며, 과거의 기억에 매달려 결핍을 거부하는 결단을 수행하는 것도 

아니다. 환자는 이미 현실적인 상황을 알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로 향하던 신체의 지향성으로 인해 그의 사지는 부재하면서 동시에 세계의 

부름에 상관적으로 현전하는 ‘양의적인 것’이 되는 것이다.

   신체도식은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신체를 암묵적인 양상에서 통

합적으로 파악하는 앎이자, 이를 바탕으로 세계를 향해 고유한 신체를 전적

으로 기투할 수 있게 하는 전제조건이다. 환상지 환자의 경우는 이러한 신

체도식이 신체의 일부를 상실한 이후에도 여전히 흔적으로서 남아 현재의 

실질적인 상실의 상태와 충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메를로-퐁티는 이

를 “습성적 신체(le corps habituel)”와 “현실적 신체(le corps actuel)”(PP, 

98)로 명명하며, 우리의 신체는 이러한 구분되는 두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 설명한다. 습성적 신체는 과거에 신체가 세계와 관계하면서 형성한 특정

한 습성적 양식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세계를 유형적인 의미로 파악

하고 상황을 익숙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우리의 모든 일상적 경험은 이러한 

습성적 신체의 층 위에서 현실적 신체로서 세계와 맺는 관계를 통해 이루어

지는 것이며, 랭어는 이를 객관적 시간성과 구분하여 “신체의 시간성”185)으

로 언급한다. 환상지 환자는 현실적 신체에 앞서 습성적 신체가 그가 의미

적으로 거주했던 습성적 세계로 자신을 계속 기투함에 따라 양의적 현전으

로서의 사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환자는 이러한 환상지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것은 그가 이

전에 그의 신체를 통해 세계와 소통하며 하나의 전체적인 체계를 이루던 방

식을 변경함으로써 가능하다. 그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달라진 그의 신체적 

상황을 무시하고 예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세계와 소통하고자 함에 있으며, 

그와는 달리 세계는 새로운 방식으로 그의 변화된 신체에 대해 요청하고 있

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환자는 이전에 그 신체적 능력을 호소했던 바로 그 

환경세계가 이제 동일한 호소로 자신의 무능력을 드러내며 자신을 ‘위협’하

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다.186) 현실적 신체는 습성적 신체의 층 위에 존재하

지만 습성은 고착되어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미래의 가능적 신

185) 랭어 1992, 71.
186) Talero 2006,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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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향해 개방되어 있다. 이는 그가 거주하는 세계가 그 고유한 신체에 대

해 다양한 면모를 지닌 얼굴로서 다가오기 때문이고, 그에 따라 신체적 주

체가 경험하는 세계의 의미가 늘 변화 가능성에 열려있다는 사실에 기인한

다. 신체적 주체는 실존의 질서 안에서 세계로 향하는 지향성의 양식을 재

조정하게 되고, 세계 속에 닻 내린 그의 신체가 과거와 현재, 미래가 만나

는 장소가 됨으로써 그는 변경된 습성적 신체를 통해 세계와 다시 효과적으

로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태도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2. 거식증 분석

   거식증은 실제보다 스스로를 더욱 뚱뚱하게 여기며 지나친 체중 조절에

의 집착으로 인해 극단적으로 음식을 거부하는 현상이다. 사실상 거식증의 

대부분은 실제적으로 식욕이 줄어들기보다는 식욕에 대한 강한 충동을 계속

해서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지속적으로 억압하는 과정에서 폭식증을 동반한

다.187) 거식증 현상을 해명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들은 크게 기계론적 생

리학적 접근과 심리문화적인 접근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생리학적인 견지에

서 브루흐(Hilde Bruch)는 거식증을 ‘신체이미지 왜곡 증후군(BIDS: Body 

Image Distortion Syndrome)’으로 규정했다. 이른바 거식증은 일종의 크기 

인식 장애로서, 공간 시각장애와 지각장애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이 장애를 

가진 환자는 자신의 신체를 ‘현실적’으로 지각하는 능력을 상실한다는 것이

다.188) 이러한 장애의 원인으로는 뇌 손상이나 유아기의 부적절한 발달이 

제시되었다. 브루흐의 연구는 이후 톰슨(Kevin Thompson)과 같은 연구자

들에 의해 반박되는데, 톰슨에 따르면 식이장애를 겪고 있지 않은 100명의 

여성 중 95 퍼센트 이상의 여성이 자신의 신체 크기를 과대평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89) 이와 같이 거식증의 원인을 생리적인 메커니즘의 문제 

혹은 단순한 신체 기능 장애로 보려는 시도는 꾸준히 비판받아 왔음에도 불

구하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러한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거식증

187) ‘거식증’의 의학적 명칭의 타당성과 관련해서는 각주 181 참고.
188) Bordo 1993, 55. 재인용.
189) Bordo 1993, 56.



- 159 -

을 호르몬 이상의 문제로 파악하여 호르몬 조절을 통한 치료 방법이 새롭게 

발표되기도 하였다.190)

   반면 심리학적인 견지에서는 거식증을 일종의 심리적인 요인들로부터 기

인한 질병으로 파악한다. 가령 자율성 결핍이나 완벽주의 성격, 정서적으로 

억압된 가족관계 등으로부터 거식증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다. 거식증 현

상을 해명하려는 이러한 생리학적 혹은 심리학적 설명들은 둘 다 거식증을 

병리적 현상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공유하고 있다. 생리학

은 거식증이 현실적으로 부재하는 신체의 일부(살)를 현전하는 것처럼 인식

한다는 점에서 표상의 실재적 현전이라고 본다. 반면 심리학은 과거의 가족 

관계에 대한 기억이나 성격적 요인으로 인해 실재적으로 현전하는 것의 표

상으로 파악한다. 앞서 환상지 사례와 마찬가지로 거식증에 접근하는 두 관

점 모두 표상을 중심으로 부재와 현전을 현상의 근본 원인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거식증은 생리학이나 심리학의 어느 하나로 환원되어서는 설명될 수 

없는 현상이며 현상학적인 관점에서 ‘세계-에로-존재’의 구조를 통해서만 

해명될 수 있다. 거식증에 걸린 신체적 주체는 자신의 실재적 상태에 대해 

완전히 무지하지 않다. 즉 뼈만 앙상하게 남은 자신의 신체를 전혀 보지 못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에게도 살은 양의적으로 현전한다. 따라서 거

식증 또한 환상지와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는 습성적 신체와 현실적 신체가 

충돌하는 신체적 시간성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환상지 사례와 거식증 현상은 이 신체적 시간성에 이르러 결정적인 차이

를 드러낸다. 거식증은 과거에 신체가 세계와 관계하면서 형성한 습성적 신

체가 현실적 신체에 계속적으로 작용하면서 세계를 동일한 의미연관체로서 

파악하도록 함에 따라 발생한다. 다시 말해서 날씬함에 대한 강력한 이데올

로기와 소비구조의 문화를 전면으로 내세우는 생활세계의 요청에 적극적으

로 응답하면서 형성된 세계와의 소통방식을 현실적 신체에서도 계속해서 동

190) 정신신경내분비학(Psyconeuro-endorionology)에서 거식증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으로서 
제시한 ‘옥시토신’은 사랑과 신뢰의 감정을 높여 주는 기능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연구
진들은 이러한 옥시토신을 환자들에게 투여했을 때, 음식과 체형에 극단적으로 민감한 
거식증 환자들의 심리적 불안이나 집착이 다소 완화되었다고 밝혔다. 이성규. “‘사랑 호
르몬’으로 거식증 치료한다.” YTN 사이언스. 2014.3.15. Web.

 URL: http://www.ytn.co.kr/_ln/0105_201403150910252022 (검색일: 201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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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게 적용함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다. 여성적인 신체적 주체의 경

우에 살을 빼야 한다는 압력은 생활세계 속에 거주하는 내내 지속적으로 체

험된다. 이러한 압력은 비단 외형적인 신체이미지에 대해서만 가해지지 않

으며, 개인의 성격이나 능력을 평가하는 잣대로서 기능하기도 한다.191) 이

러한 생활세계 속에서 소위 뚱뚱한 여성은 일상적인 교제를 비롯한 타인과

의 관계 형성에도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취업 등의 사회생활 전반에서

도 불합리한 대우에 항시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여성적인 신체적 주체는 

일면적인 생활세계를 전반적인 삶의 영역에서, 또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의 발생적인 과정 속에서 경험하며 그러한 세계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답

함으로써 세계 속에서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삶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게 된

다. 여성은 생활세계가 제시하는 이상적인 미의 기준을 자신의 신체를 통해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되며, 이는 능동적 전유의 형태로서 습성적 통각체계

로 형성되고 나아가 습성적 신체로서 자리매김 한다. 비록 현실적 신체가 

더 이상 빼야 할 살이 남아 있지 않은 앙상한 저체중의 신체라 할지라도, 

세계-에로-존재인 여성적인 신체적 주체는 계속해서 습성적 신체를 통해 

익숙한 습성적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거식증적 신체를 가진 주체, 이른바 ‘거식증 되기’를 욕망하는 

신체적 주체는 더 이상 익명적인 주체가 아니다. 여성적인 신체적 주체에 

대해 세계는 그에 상관적인 특정한 의미연관체로서 지속적으로 주어지며, 

그러한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은 다양하기보다는 획일적일 수밖에 없다.192) 

191) 굴딘은 거식증에 걸린 여성들의 연구에서 거식증이 단지 신체에 대한 이상적인 형태화
의 목적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강력한 자기성을 구성하는 기제로 작동함을 밝히고 있
다. 거식증은 그 신체적 주체로 하여금 배고픔을 억제함으로써 자신이 신체를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강화시킨다. 이는 주체적이고 결단적인 의지의 실천으로서 일종의 ‘영웅적 
자기성(a heroic selfhood)’을 획득했다는 성취의 의미와 연관된다. 사실상 그 신체적 주
체는 식욕 장애, 운동 강박증, 끊임없는 자기 점검과 검열, 자책감, 죄의식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지만, 적어도 자기 스스로 부과한 배고픔에 대해서는 마치 자신의 신체를 정복한 
것과 같은 도취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Gooldin 2008, 282-6)  

192) 가령 김주현의 『외모 꾸미기 미학과 페미니즘』에서는 가부장제 미학이라고 지칭되는 
획일화된 미의 규범에서 벗어나 다양한 미적 가치를 추구하려는 시도를 드러낸다. 하지
만 이러한 시도는 미를 추구하는 미적 권리 자체의 포기나(미적 금욕주의), 기존의 미적 
기준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시선의 전복을 꾀하지만 도리어 가부장적 미학에 재포
섭되는(도취적 나르시시즘) 결과에 이른다. 필자는 이에 덧붙여 가부장제에서 부정적인 
미적 가치들을 능동적으로 전유하는 ‘그로테스크 반미학’을 제시하는데, 이는 사실상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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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식증의 회복률이 현저히 낮고 재발율과 치사율이 매우 높은 것은 이러한 

거식증의 실존적 구조에서 기인한다. 환상지 환자는 의미가 개방되어 있는 

세계를 경험하면서 점차 습성적 신체의 변경을 통해 세계와 소통하는 새로

운 태도를 획득하게 되고, 이로써 환상지는 사라지게 된다. 환상지 환자의 

문제는 현실적 신체의 변화된 조건에 따라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이 달라졌

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세계의 요청과는 무관하게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

로 소통을 시도하는 데 있었던 것이다. 반면 거식증의 경우 현실적 신체의 

상태는 이전과 달라졌지만 세계의 요청은 동일하게 이루어지므로 근본적으

로 세계와의 소통 방식에는 아무런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습성적 신체에 

상관적인 습성적 세계의 면모는 현실적 신체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구성되

며, 현실적 신체는 이미 그 자체로 세계와 가장 잘 소통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거식증은 자신의 몸을 잘못 지각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

의 몸을 어떻게 지각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배적인 문화의 기준들을 너무도 

잘 배운 것”193)이라는 보르도의 지적은 타당하다. 거식증은 여성적인 신체

적 주체가 경험하는 의미연관체로서의 세계와 그 관계 속에서 형성된 지향

적 삶의 양식의 단면을 여실히 드러내는 여성적 체현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에로-존재로서 생활세계와 소통하고자 했던 여성적인 신체적 

주체의 실존적 기투는 그의 삶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만 온전히 

성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설적이다.

상적인 실천의 차원에서 수행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김주현 2009)      
193) Bordo 1993,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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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 결 론

   1장. 연구의 정리

   1절. 성적 차이를 고려한 생활세계 연구의 의의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성적 차이의 현상학적 맥락에서 생활세계의 

의미를 정리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생활세계 개념은 후설의 현상학으

로부터 상당부분 참고하고 있는데, 이는 메를로-퐁티의 지각된 세계에 대한 

설명이 주로 경험의 원초적인 층에 대한 분석에 중심을 두고 전개되었기 때

문이다. 따라서 메를로-퐁티의 지각된 세계 개념이 함축하고 있으나 구체적

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은 문화나 역사, 상호주관적인 사회적 세계의 층위를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후설의 생활세계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세

계 개념의 확장된 적용은 또 다른 측면에서 ‘습성’을 주제적으로 다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메를로-퐁티의 습성 개념이 주로 신체적 주체의 측

면에서 세계로 향하는 존재의 능력이자 특정한 의미를 획득하는 ‘의미의 

핵’으로서 파악된다면, 후설의 습성 개념은 발생적 과정 속에서 신체적 주

체와 세계간의 상호공조적 차원을 한층 더 부각시키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

다. 이를테면 메를로-퐁티가 습성의 실존적 함의를 완성태의 측면에서 다루

었다면, 후설은 그러한 습성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해명하고 있는 것이다.

   성적 차이의 현상학에서는 일상적인 삶의 영역에서 작동하는 성차의 현

상을 ‘어떻게’의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생활세계의 속성을 탐

구하였다. 이는 성차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발생의 산물이라고 규정할 때, 

이러한 성차는 신체적 주체의 측면에만 온전히 귀속되지 않는 개념이기 때

문이다. 신체적 주체는 근본적으로 세계-에로-존재로서 언제나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그 존재 양식이 형성되므로 생활세계의 분석은 곧 신체적 주체

와 세계와의 관계 맺음의 방식을 드러낼 수 있는 열쇠의 역할을 한다. 후설

의 생활세계 논의에 따르면, 생활세계는 단지 일의적인 측면으로 드러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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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매우 중층적인 의미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생활세

계는 자연적 태도의 일반정립이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경험 세계적 차원뿐만 

아니라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을 통해 드러나는 의미형성물로서의 세계적 

차원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학자들이 제기한 바와 같이, 

일견 모순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무수한 세계들이 ‘생활세계’라는 하나의 개

념으로 다루어지는 문제는 후설이 ‘본질결합성’을 언급하면서 생활세계 자체

를 거대한 두께를 지닌 ‘세계-지평’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해소된

다. 이는 개별적인 자아 주체의 차원뿐만 아니라 상호주관적인 인격적 집단

의 차원에서 생활세계가 삶의 모든 타당성의 지반이 되며 동시에 역사성과 

사회성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활세계에 

대해 적절한 관심의 전환과 태도의 변경을 수행함으로써 무수히 다양한 차

원들의 현출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발생적 이행과정에 있는 생활세계는 한 자아주체의 본능적 지향성

과 연관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분석된다. 생활세계는 초월론적 발생의 근원

시작에서부터 초월론적 자아의 근원본능이 충족적으로 전개됨에 따른 선천

적 체계로서 규정되는데, 이러한 선천적 근원본능은 공허한 무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 세대까지 포함하는 자아주체를 둘러싼 상호주관

적 공동체의 침전된 습성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생활세계의 본질 규정

에 따르면 생활세계는 자기보존본능에 상관적인 자기보존세계이며 이로써 

자아주체의 삶은 세계와 관계함으로써만 보존 가능한 실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러므로 자기보존세계의 다른 면은 실천적인 환경세계이

며, 이는 자아주체의 실천적 습성체계의 노에마적 상관자에 해당한다. 자아

주체는 이러한 다양한 생활세계의 본질에 따라 세계와 관련 맺으며 습성적 

통각체계를 형성하고, 이는 근원시작에서부터 완성된 주체에 이르기까지 침

전의 두께로 나타나는 역사성을 지니게 된다.

   세계-에로-존재인 신체적 주체는 발생의 시초적 지점인 근원본능의 기

체로서 자아극에서 조차 이미 자기보존본능의 이면으로서의 세계성의 본능

을 지니며, 이는 ‘언제나 그곳에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서의 생활세계가 신

체적 주체와 분리불가능한 상호감쌈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164 -

성차와 관련해서 주목할 점은 생활세계가 상호주관적 차원에서 특정한 가치

와 의미 체계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며, 이러한 생활세계가 특정한 신체적 

주체에 대해서 주관적 양상들, 관점들, 작용들, 능력들의 의미연관체로서 주

어지는 방식에 따라 주체의 실존적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러한 

성차적 차원에서의 ‘주관적 소여 방식’이 주체에게 반복적으로 경험되고, 주

체가 그것을 수행함에 따라 습성적 통각체계가 형성된다. 이로써 주체는 세

계가 드러내는 가치체계를 체화한 성적 주체가 되고, 이는 다시 역으로 생

활세계의 특정한 의미연관을 더욱 강화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습성적 통각

체계가 함축하는 것은 생활세계나 신체적 주체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영향

이 아니라, 상호공조적 영향관계이다. 따라서 일상적인 경험 속에서 이루어

지는 습성적 통각체계의 작동은 성적 주체와 생활세계의 상호영향 관계의 

역사가 드러나는 현실적인 발현 양태에 다름 아니다. 성적 주체의 행위양식, 

대상 지각 및 구성 방식 일체는 가장 본질적인 경험 구조의 발생지점에서부

터 반복적인 수행을 통해 침전되어 온 무수한 의미들이 중첩되어 드러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절. 성적인(sexuate) 신체적 주체의 실존 구조에 대한 고찰

   성적 차이의 현상학의 중심 테제는 세계-에로-존재가 근본적으로 성적 

주체이며 이는 그 주체가 처해 있는 실존적 상황을 통해 드러나는 주체라는 

것이다. 후설과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적 논의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경

험의 주체는 ‘익명적’이고 ‘성별 중립적’인 인간 일반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러한 일반적인 인간의 경험으로서 기술되는 내용은 여성적인 신체적 주체의 

특수한 경험 양태를 해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성적 차이의 현상학

은 성차를 중심으로 기존의 현상학적 담론에서 배제되어 있는 여성적인 신

체적 주체의 경험을 그 논의 영역에 포함시킴으로써, ‘사실성’에 기반한 실

재적인 경험을 탐구하는 현상학의 학문적 취지에 부합하고자 하였다. 이러

한 성차의 현상을 현상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우리는 일상성의 차원에서 

성차가 작동하는 양상을 실마리로 삼아 그러한 성차의 현상이 어떠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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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거쳐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성차를 지향적 삶의 양식으로서 규정

할 때, 이러한 성차의 현상은 발생적 측면에서 성적 주체가 형성되는 과정

과 밀접한 연관을 지닌다.

   성적 주체의 형성에 앞서 우선적으로 언급되어야 할 것은 가장 원초적인 

발생의 지점에서 존재하는 성(sexualité)과 성차의 구분이다. 메를로-퐁티의 

‘세계-에로-존재’로서 신체적 주체는 그 존재의 열개(déhiscence)가 이루어

지는 그 순간에서조차 이미 세계를 배태하고 있다. 주체와 세계는 각각 고

립된 두 구분되는 실체가 아니며, 이미 주체 속에 세계가 내속되어 있고,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주체와 세계는 서로가 서로를 배태하며 전제함으로

써만 존재할 수 있고 따라서 신체는 그러한 주체와 세계를 매개해 주는 ‘수

레’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메를로-퐁티의 신체적 주체-세계의 관계

는 섹슈얼리티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비록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섹슈얼리티가 남성과 여성으로만 구성되어 있지만, 사실상 섹슈얼리티는 훨

씬 더 다양하고 풍부한 존재 가능성 자체이다. 적어도 『지각의 현상학』에

서의 메를로-퐁티의 논의 구도에서는 신체적 주체로서 인간과 동물은 엄연

히 구분되며, 인간의 신체는 섹슈얼리티라는 특수한 차원을 지닌다.194) 존

재의 열개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서조차 이미 신체는 섹슈얼리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발생의 근원지점에서 성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은 인간의 신체가 지닌 섹슈얼리티 자체를 무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후적

으로 부여된 이분법적 범주 체계로서의 남성 혹은 여성의 성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194) 인간의 탄생과 관련하여 인간이 무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인간 역시 
자연에 속해 있으며 동물성과의 연속성 속에서 출현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동물성과 인
간성 사이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지점은 이성이나 섹슈얼리티 등으로 규정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과 인간은 사실상 “동류성(parenté)의 지반” 위에 서 있다. 따라
서 본 문맥은 인간과 동물을 엄밀하게 실체적으로 구분한다기 보다는, 그러한 동류성 위
에서 드러나는 차이에 주목하여 논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은 (기계론적 의미에
서의) 동물성+이성이 아니다 –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신체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다. 인
간(성)을 우선 신체임의 또 다른 방식(une autre manière d’ê̂tre corps)으로 이해하는 것
이 문제다.”(Merleau-Ponty, Maurice. La Nature, Notes, Cours du Collège de France, 
Seuil, 1995. p.269. 재인용) 자연의 문제와 관련하여 메를로-퐁티의 주체 개념을 재조명
하고 있는 글로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박신화. 「메를로-뽕띠의 자연개념과 주체의 
문제」. 『철학논집』 제27집,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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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논의에서 현상학적 주체가 곧 성차를 지닌 성

적 주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신체적 주체라는 인간의 본질적 

속성으로서 사실상 성차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적인 삶의 경

험 속에서 너무도 분명하고도 강력하게 성차가 작동하는 ‘사실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애초에 신체적 주체가 지닌 섹슈얼리티는 그 주체의 행위양식이

나 존재방식, 지각의 유형 등을 전적으로 결정하거나 규정하는 것이 아니었

다. 그는 (대부분 생물학적 수준에서 결정되는) 남성적이거나 여성적이어야

만 하는 한정된 존재가 아니라, 사실상 그 ‘두 가지’ 방식 모두 혹은 그것들

을 넘어서는 어떠한 삶의 양태도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적인 존재이다. 섹

슈얼리티가 실존과 상호침투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 그 

신체적 주체의 삶의 양식이 그의 섹슈얼리티가 드러나는 일반화된 표현이라

는 것이다. 하지만 성별 이분법적 범주 체계가 이데올로기적 성적 장치로서 

일종의 암묵적인 당위로 작동하고 있는 생활세계에서 섹슈얼리티는 여성 혹

은 남성으로만 규정되고, 신체적 주체는 세계와 관계 맺으며 습성적 통각체

계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성차의 구체적 내용들을 구현해 나간다. 이는 

실존의 양상으로서의 섹슈얼리티가 단지 신체적 특질195)을 통해 이분화 되

면서 전체로서의 신체가 파편화되는 문제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성적 주체

는 단지 여성적인 신체적 주체에게만 한정된 논의가 아니라 남성적인 신체

적 주체 또한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렇지만 본 논의에서 성적 주체와 관련

해 여성적인 신체적 주체에 더욱 주목하였던 것은 둘 다 특정한 실존적 삶

의 양상을 강요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데올로기적 장치가 더욱 강력하고 

광범위하게 작동하는 대상은 여성이라는 사실에 기인한다.

   신체적 주체가 여성적인 신체적 주체로 형성되어 가는 과정은 신체도식

과 신체이미지의 상관관계라는 측면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에서 신체도식은 자신의 고유한 신체에 대한 암묵적 앎과 더불어 세

계로 향해 있으며 세계에 대해 특정한 목적을 투사하고, 그것을 달성하는 

실천적 능력의 총체로 설명된다. 하지만 여성적인 신체적 주체가 형성되어 

195) 신체적 특질이라는 것조차 대부분 생물학적 맥락에서 생식기의 외양을 유일한 기준으
로 삼지만, 사실상 이조차 호르몬이나 염색체의 차원에서는 모호하다. ‘애매모호한 성
(ambiguous sex)’에 대해서는 각주 12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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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신체도식은 거의 불가피하게 왜곡된다. 이는 여성적

인 신체적 주체의 습성적 통각체계의 형성과정과도 맞닿아 있다. 성차와 관

련한 특정한 가치 체계를 일반성으로서의 사회적 관습으로 내포하는 생활세

계는 그와 상관적으로 관계 맺고자 하는 신체적 주체에게도 가치와 규범들

의 체화를 요구한다. 이러한 세계의 요구와 주체의 응답이 반복되면서 그 

주체의 신체로서 구현되는 일련의 과정이 사회화 혹은 성적 주체의 형성과

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나타나는 여성적인 신체적 주체의 지

향적 삶의 양식은 불연속적인 신체적 공간성과 금지된 지향성으로서의 신체

적 운동성이며, 이는 반성적인 의식적 차원에서 신체이미지의 왜곡을 초래

하게 된다. 우리가 일상적인 삶의 수준에서 경험하는 여성성 혹은 남성성으

로 확연하게 구분되는 행위양식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형성된 성차의 습성

적 통각체계가 현실적으로 작동하는 양상인 것이다.

  3절. 성적 차이의 현상학이 지니는 메를로-퐁티 현상학 체계에서의 함의

   1. 메를로-퐁티와 ‘더불어’

   성적 차이의 현상학은 기본적으로 메를로-퐁티가 『지각의 현상학』에

서 다룬 현상학적 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메를로-퐁티는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이해함에 있어서 기존의 객관주의적 사유를 통한 접근을 거부하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지각적 사실 자체로 되돌아갈 것을 천명했다. 

이른바 메를로-퐁티 현상학의 기본적 태도로서 ‘경험에로의 복귀’는 세계를 

완성된 객관적 세계로 파악하거나 순수주관인 의식에 의해 규정되는 것으로 

보는 사유를 거부하며, 오직 지각하는 주체에 상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서의 세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메를로-퐁티에 따르면 세계는 즉자적인 

대상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그러한 부분들의 총화를 넘어서는 전체성으로서

의 지평-세계이자, 주체는 순수의식적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나의 신체로

서의 고유한 신체를 지닌 존재이다. 이러한 신체적 주체와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지각적 경험은 선반성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지각된 



- 168 -

대상은 무한한 지평을 가진 미확정적인 것으로서 신체적 주체에 대해 관점

적으로 드러난다. 그러므로 신체적 주체와 세계(대상)는 일인칭적인 관점과 

삼인칭적인 관점으로 엄밀하게 구분될 수 없으며196), 현상의 장은 언제나 

애매모호한 양상에서 두 관점으로 분화되지 않은 채 서로 뒤섞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내가 바라보는 대상은 이미 나의 바라봄의 시선 속에서 관점적인 

대상임과 동시에 나에게 특정한 의미와 의도를 지닌 관점적인 의식에 따라 

현상한다. 메를로-퐁티가 지각의 현상에 주목하여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이

러한 신체적 주체로서의 나의 존재와 세계 존재의 “동시적 접촉(contact 

simultané)”(PP, 432)이다.

   따라서 메를로-퐁티의 ‘세계-에로-존재’는 이러한 주체와 세계의 동시

적 접촉을 가장 적확하게 표명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주체와 세

계의 관계가 둘 중 어느 하나에 의해 환원되는 일방적 작용 관계가 아니라, 

언제나 상호공조의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메

를로-퐁티의 현상학은 신체/정신, 주체/객체, 자연/문화 등으로 끝없이 이어

지는 이원론의 연쇄 고리를 끊고, 세계 속에 있으면서 동시에 육화된 정신

으로서 세계로 향해 나아가는 실존을 탐구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메를로

-퐁티의 신체적 주체와 세계에 대한 이해는 성적 차이의 현상학의 근본적

인 토대를 형성한다. 세계는 객관적으로 선소여된 것이 아니라 오직 주체와

의 상관성 속에서만 존재한다. 그러므로 세계의 의미는 모든 신체적 주체에 

대해 천편일률적인 양상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그 주체가 자신의 살아있는 

고유한 신체로서 지각하고 경험하는 현실적 상황과 맞물려 특정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현출한다. 세계의 요청과 그에 대한 신체적 주체의 응답은 언

제나 실천을 매개로 이루어지며, 그러한 실천이 반복적으로 수행될 때 이는 

습성의 형태로 형성되는 것이다. 습성적 통각체계의 작동은 이러한 의미에

서 세계-에로-존재의 실존적 삶의 양태를 드러낸다.

   또한 메를로-퐁티의 신체적 주체는 순수즉자적인 대상으로서의 신체도, 

순수대자적인 의식으로서의 주체도 거부함으로써 인과관계로 환원되지 않는 

전체성으로서의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했다. 이로써 성적 차이의 현

196) 주성호 2011, 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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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학의 여성적인 신체적 주체는 생물학적/생리학적 기계 메커니즘 혹은 심

리적/문화구성주의적 각인 이론으로 대변되는 섹스/젠더 논의에서 벗어나 

세계-에로-존재로서 재해석되었다.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은 신체적 주체가 

자신의 고유한 신체로서 세계에 닻 내린 채 세계를 향해 그 존재 전체를 기

투하는 실존적 존재임에 주목하였고, 이를 통해 주체를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개시했던 것이다. 이러한 신체적 주체는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존재임에 따라 역사적이며 상황적이고, 문화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메를로-퐁티의 신체적 주체에 대한 설명은 여성적인 신체적 주체의 행위양

식을 비롯한 존재 방식 전반에 대해 기술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공하였

다. 그러므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적 작업이 ‘육화

된 젠더화된 신체’를 기술하는데 있어 방법론적이고 철학적인 토대를 제공

하리라고 기대했던 페미니스트들의 예측을 옳았던 셈이다. 메를로-퐁티의 

‘체험된 경험’에 대한 분석은 지각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역사적, 문

화적인 차원에서 나타나는 경험의 양상을 주체와 세계의 상호공조라는 측면

에서 해명해 줄 수 있었다.

   2. 메를로-퐁티를 ‘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 차이의 현상학이 순수 메를로-퐁티 이론의 계

승일 수 없는 것은 메를로-퐁티 현상학이 결여하고 있는 ‘성적 차이’에 대

한 관점에서 기인한다. 우리는 현상학이 근본적으로 본질학임을 알고 있다. 

메를로-퐁티가 『지각의 현상학』의 서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상학은 본

질을 탐구하는 학이며 따라서 본질을 규정하는 학이다. 하지만 바로 이어지

는 문장에서 메를로-퐁티는 현상학이 또한 그러한 본질을 다시 실존의 자

리에 되돌려 놓는 학임을 강조하고 있다. 실존의 자리는 어디인가. 그것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사실성’의 자리이다. 신체적 주체로서의 인간과 세계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형성하는 관계를 통해 드러나는 ‘처해있음’의 실재적인 

상황이야말로 본질이 다시 되돌려져야만 할 실존의 자리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메를로-퐁티가 기술한 신체적 주체의 존재방식, 지향적인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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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양식 일체가 사실성으로부터 출발하여 분석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메를로-퐁티는 그 철학자 개인으로서 처해진 시대적 인식, 

환경 등의 요소로 인해 일상적 삶에 뿌리박힌 실존의 조건으로서 작동하는 

성차의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없었고, 따라서 성차는 판단중지의 대상에 포

함되지 못했다. 따라서 그가 자연적 태도를 판단중지하고 현상학적 환원을 

수행함으로서 드러내었던 세계조차 사실상 여전히 성별 이데올로기가 작동

하는 세계였으며, 이는 메를로-퐁티가 분석하고 있는 현상적 신체들이 익명

적이고 성별 중립적이라는 미명 하에 여전히 남성적인 신체적 주체라는 데

서 확인할 수 있다. 여성적인 신체적 주체가 여성적 주체성을 획득해 나가

는 과정을 나타내는 습성적 통각체계의 형성과 그 실제적인 작동의 양상에

서 드러나는 특수한 경험은 결과적으로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에서 다루어 

지지 않았고, 실상 다루어 질 수도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성적 차이의 현상학은 성차의 항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메를로-

퐁티의 현상학을 새롭게 재해석, 재구성하였다. 하지만 성적 차이의 현상학

은 단순히 기존의 메를로-퐁티의 이론에 성차적 요소를 외부적으로 덧댄 

응용현상학이 아니다. 성차는 표층적인 차원에서 추가됨으로써 해명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초월론적 발생의 근원 지점에까지 소급해 들어가서 그 

전체 발생적 과정을 관통함으로써만이 드러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해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서 신체적 주체와 생활세계의 관

계를 중심으로 습성적 통각체계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였다. 성차는 발생적 

산물이며, 이러한 성차의 현상은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을 통해서만 온전

히 해명될 수 있는 사태이다. 성차의 특수한 지위라는 것은 그것이 헐어내

기 분석을 통해 도달한 경험의 가장 근원적인 시초지점에서는 존재하지 않

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생의 과정을 거친 이후, 일상적인 환경세계에서는 강

력한 실재로서 작동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성차가 현실에 실존하는 신체적 

주체들에 대해 그들의 세세한 행위양식을 비롯하여 존재방식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성차의 메커니즘은 반드시 해명되어야만 하는 현상학의 주요 주제라

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지금까지 성차가 단지 생물학적 토대로의 

‘신체’에 의해 결정된 것도, 외부 세계에 의해 사후적으로 신체에 각인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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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아니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성차는 발생의 과정에서 신체적 주체와 생활

세계의 끊임없는 상호공조작용의 효과인 것이다.

   그러므로 성적 차이의 현상학이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을 넘어서는 부분

은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이 암묵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남성중심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제기는 메를로-퐁티 스스로가 의도한 것이 아니

라는 점에서 일면 부당하게 여겨질 수 있으나, 메를로-퐁티의 익명적이고 

성별중립적인 글쓰기가 필연적으로 남성중심주의로 귀결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또한 이러한 비판은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고유한 신

체를 통해 살고 있는 이 실존적 상황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성별 이원론적인 

가치체계가 작동하고 있는 세계이기 때문이며, 우리의 언어적 수행, 지식의 

역사, 사회적 규범들과 관습들, 문화 전체가 이미 철저하게 성별화 되어 있

기 때문이다. 본질을 실존의 자리에 되돌려 놓는 철학으로서 현상학은 이러

한 실재적인 ‘사실성’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현실을 살아가는 신체적 주

체들은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남성 혹은 여성으로 코드화되고 그에 따

라 지향적 삶의 양식이 결정된다. 이러한 코드화는 너무도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수행되고 습성 체계로 전수되어 내려옴에 

따라 일종의 자연으로서 굳어지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코드화를 체현

하는 과정은 결코 자연스럽지도, 순조롭지도 않다. 이는 여성적인 신체적 주

체뿐만 아니라 남성적인 신체적 주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우리 사

회가 특별히 여성적인 신체적 주체에게 요구하는 체현의 내용들은 그 폭력

성과 억압의 강도에 있어 훨씬 더 보편적이고 강력하게 나타난다.

   성적 차이의 현상학은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이 간과하고 있는 성차적 

요소를 현상학 논의의 중심에 놓고 성적 주체로서의 신체적 주체와 생활세

계의 관계를 중심으로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을 재해석하려는 시도였다. 여

기서 우리는 메를로-퐁티가 인간 실존의 근본 조건으로 내세웠던 ‘세계-에

로-존재’, 곧 ‘나는 나의 신체’임이라는 사실 자체가 고통이 되는, 그러한 

‘배제된’ 신체적 주체들을 다루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는 메를로-퐁티 현상

학과의 단절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성적 차이의 현상학

은 메를로-퐁티 현상학의 연속선 상 에서의 풍부한 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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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를로-퐁티 현상학이 성차적 요소를 간과함으로써 신체적 주체 일부에게

만 적용될 수 있는 현상학에 국한되었다면, 성적 차이의 현상학은 이러한 

신체적 주체의 범위를 확장하여 보다 다양한 성차의 현상들을 설명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는 성적 차이가 단지 남성 혹은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n개의 성, 즉 애초에 섹슈얼리티 자체가 함의하는 무수히 다

양한 가능성들의 발현으로서 나타나는 성차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로도 이어

질 수 있다. 이른바 ‘새로운 신체의 가능성’에 대한 조망은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정치적, 윤리적 관계들과 더불어 새로운 존재론의 구상으로까지 이

어질 수 있는 이론적 단초의 역할을 제공할 것이다.

   2장. 해석상 쟁점과 비판에 대한 평가

   본 논문은 메를로-퐁티 현상학에서의 신체적 주체와 생활세계의 관계를 

성적 차이를 통해 재해석하고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는 메를로

-퐁티의 현상학적 분석이 성별 중립적이며 익명적인 주체를 대상으로 함에 

따라 남성 중심적 시각으로 구성되었다는 문제 인식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성적인 신체적 주체가 처해 있는 실존적 상황의 맥락을 간과하고 지극히 보

편적이며 일반적인 양상에서 체험된 경험을 기술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였

다. 성적 차이의 현상학은 신체적 주체가 특수하게 의미화된 상황으로서의 

세계와 상호공조의 관계를 통해 성별 범주에 따라 전형화된 습성적 통각체

계를 형성하게 되며 이는 지향적 삶의 양식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보이고자 

하였다. 즉 통상적으로 고정된 본질로서 간주되는 남녀의 이분법적 성차라

는 것은 실상 실체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오직 경험이 형성되고 전

개되는 발생적 과정 속에서 부차적인 산물로서 사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다.

   성적 차이의 현상학을 전개하는 본 논문에 대해 주요하게 제기되는 비판

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우선 첫 번째로 메를로-퐁티의 현상

학적 기술이 실제로 ‘남성’에 국한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제

기는 사실상 기존에 끊임없이 물어져 왔던 ‘누가 여성인가’에 대한 일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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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성적 차이의 현상학은 결코 성별 중립

적이지 않으며, 기존의 현상학적 분석에서 배제되거나 간과되어 왔던 ‘여성

적 삶의 양식’에 보다 주목하여 분석이 진행되었다는 점을 언급하고 넘어가

야 할 것이다. 논문이 지칭하는 남성 혹은 여성은 섹스나 젠더라는 기존의 

구분 방식을 거부하고 세계와의 소통 속에서 실존적으로 살아내는 지향적인 

삶의 두 가지 양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남성적인 신체적 주체’ 

혹은 ‘여성적인 신체적 주체’는 섹스로서의 생물학적 남성/여성이나 젠더로

서의 사회학적 남성/여성 그 어느 것에도 온전히 환원될 수 없다. 각각의 

측면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섹스나 젠더의 구분에 전적으로 

포섭되지 않는 ‘잉여’의 지점을 여전히 지니고 있으며 그것이 결국 지향적

인 삶의 양식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러한 논지에서 메를로-퐁티의 시각이 

‘남성적’이라는 주장은 위와 같은 성차에 대한 고찰 없이 기존의 생물학적

인 기준에 따른 남성/여성의 구분을 그대로 수용하는데서 기인하며, 이는 

가부장적 체제 내에서 남성과 여성을 지칭하는 각각의 성이라는 것이 A와 

전혀 다른 B로서가 아닌, 기준으로서의 A와 그에 반대되는 –A로서 규정된

다는 점에서 여전히 보편 일반의 차원에서 ‘중립’으로 대변되는 남성의 목

소리로만 모든 경험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러므로 

“‘남성적’인 메를로-퐁티의 시각”이 함의하는 바는 메를로-퐁티가 기존의 

남녀 이분법적 성차를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부정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성차가 일종의 경험의 본질인 양 너무도 당연하고 자연스러

운 것으로 간주되어 판단중지의 대상으로조차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이며 그

럼으로 인해 역설적으로 성차라는 사실성의 현상은 현상학적 관점에서 제대

로 분석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성적 차이의 현상학에서 드러나는 ‘여성적 시각’으로 사태에 주

목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의를 내포한다. 이는 성적 차이의 현상학의 대상

으로서 ‘성차’가 극복해야 할 당면과제로서 이분법적 성차뿐만 아니라 다양

한 차이들 그 자체(n개의 성)로서의 원본적 의미에서의 성차 모두를 다루고 

있다는 점과 연관된다. 첫 번째 의의는 근본적으로 이분법적 성차가 아닌 

다양하고 무수한 차이로서의 성적 차이, 곧 섹슈얼리티로서의 신체적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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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조망이다. 이는 모든 인간이 남성 혹은 여성으로만 

구분되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로도 볼 수 있다. 이른바 ‘본질에 있어 

허구적이지만 경험에 있어 실재적인 성차’는 ‘없음’에서 ‘있음’이 나왔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양하고 무수한 성적인 차이들로서 섹슈얼리티의 ‘있음’이 

남성과 여성이라는 오직 두 가지의 성적 차이의 ‘있음’으로 발현되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의의는 현실적인 경험의 영역에서 이분법적 성차 이데올로

기의 효과로서 드러나는 남성과 여성의 표현 양태의 메커니즘을 판단중지를 

통한 현상학적 분석의 방법으로 파악하여 드러내는 것이다. 이는 내용과 표

현의 불가분성에 대한 전제를 바탕으로 결국 표현되는 것이 신체적 주체의 

존재방식 또한 규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누가 남성인가’라는 질문은 여전히 생물학적 남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메를로-퐁티가 “모든 것은 만들어진 것(fabriqué)이

며 모든 것은 자연적이다.”(PP, 221)라고 말할 때, 이것은 자연과 문화, 본

래적인 것과 비본래적인 것 등 일체의 이분법적인 구획짓기를 거부하는 테

제이다. 따라서 성차의 근원을 생물학적인 것에서 찾으려는 노력은 오히려 

정작 메를로-퐁티가 거부했던 이분법적 틀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실상 메를로-퐁티는 보지 못했으나) 성차 자체를 체험된 경험

에서 기인하는 지향적 삶의 양식의 차이라고 보는 시각이 더욱 메를로-퐁

티적 일 수 있다. ‘세계-에로-존재’라는 신체적 주체의 존재근거 자체가 이

미 자연과 의미적 질서로서의 문화의 혼합된 양태이며, 여기서 자연과 문화

를 분리시켜서 파악하려는 것 자체가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강

조하면, 본 논문의 관점은 생물학적인 신체나 사회적인 문화 중 그 어느 것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통상 

우리가 지칭하는 ‘남성’ 혹은 ‘여성’의 본질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생물

학적인 신체를 기준으로 성차별적 기제가 작동하는 시간적 순서는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앞서지만, 논리적 순서는 남성성 혹은 여성성으로 드

러나는 지향적 삶의 양식이 생물학적 남성/여성에 선행한다. 생물학적 기준

에 따라 실제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은 지향적 삶의 

양식이 형성되고 난 이후에야 사후적으로 규정되는 일련의 ‘사후효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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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사후작용으로서 남성과 여성의 범주가 고착화되면 그것이 개별 인

간의 존재 방식 자체를 해명하는 절대적인 기준틀로 작동한다.

   이와 연관하여 주요하게 제기되는 두 번째 비판은 발생적 현상학적 분석

을 통해 드러난 바와 같이 발생적으로 구축된 주체-세계 관계로서의 습성

이 여성적인 신체적 주체의 경우 자유로운 변경 가능성이 진정으로 불가능

한지에 대한 것이다. 이를테면 이러한 문제제기는 습성적 통각체계의 형성

과정에 대한 현상학적 분석을 통해 현실에 드러난 남성/여성의 성적 본질에 

대한 필연성이 제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 논문은 여성적인 신체

적 주체의 경우 제한되고 금지된 지향적 삶의 양식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요원하다는 결론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선 

환기시킬 점은 습성 분석을 통해 성차 본질에 대한 필연성은 제거되었지만 

그것이 동시에 습성의 자유로운 변경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담보하지는 않는

다는 것이다. 습성의 테마가 본 논문에서 강조되었던 것은 체험된 경험을 

설명하는데 있어 세계 혹은 주체의 어느 한 쪽에 무게를 실어주는 것을 경

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였다. 경험은 오직 주체와 세계의 상호공조/얽힘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며, 그것이 침전되어 삶의 양식으로서의 습성체계를 구

성한다. 이는 처해있음의 상황에 대한 주체의 의지나 앎과 더불어, 의미를 

촉발시키고 침전하며, 삶의 맥락을 구성하는 환경으로서의 세계 또한 그에 

상응하여 강력하게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두 번째 비

판점은 본 논문의 서술 층위, 나아가 논문의 실질적 의의와 직접적으로 연

관된다. 성적 차이의 현상학은 현실의 실질적 문제로서 여성적인 신체적 주

체들이 경험하는 실존적 상황을 진단하고 있지만 그를 통해 어떠한 해결이

나 극복 방안의 모색 등에 목표를 두고 있지는 않다. 우리가 너무도 자연스

럽고 일상적인 방식으로 이해하고 살아내고 있는 남녀의 이분법적 성차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고 작동하는지에 주목하며, 경험을 해명하는 현상학에서

마저 어떻게 여성의 경험이 간과 혹은 도외시되는지를 드러내는데 한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오랜 세월 동안 공고하게 작동해 온 이분법적 성차 이데

올로기에 대해 그것이 쉽게 화해될 수 있는 바의 것인 양 성급하게 해소시

키거나, 그러므로 ‘~해야 한다’는 식의 당위적 명제로 마무리하는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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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도록 피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현실의 문제들을 마치 관념적 문제

인 것처럼 순식간에 증발시켜버리거나, 분석한 사태에 대한 극복이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른 ‘개인적인 문제’로 전락함으로서 또 다른 규제 혹은 폭력

의 방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실존적 상황에 대해 굳이 ‘희망적인’ 가능성

을 찾아본다면 버틀러의 작업에서 어느 정도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

다. 우리는 성차적인 습성적 통각체계의 반복적 수행성(performativity)으로

서 남성적/여성적인 지향적 삶의 양식을 구현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러한 수

행은 이미 ‘실패’하고 있다. 버틀러는 폐쇄회로처럼 보이는 반복적 수행 속

에 이미 그 연쇄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저항의 지점을 발견한다. 성적 차이

는 애초에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적 차이를 구현해 내는 

신체적 주체들의 행위라는 것은 실상 생활세계 속에서 드러나는 타인들의 

행동양식에 대한 ‘모방’에 지나지 않게 된다. 아이는 거울로서의 타인들을 

통해 어떤 것이 여성적인 것이며, 남성적인 것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시행

착오를 거쳐 무수히 반복하면서 여성 또는 남성이 ‘되어’ 간다. 하지만 성별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는 비단 유아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된 성별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고 여기는 성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원본이 없는 모방은 언제나 이상적인(그러나 실재하지 않는) 기준

을 향해 있으며 따라서 그 모방행위라는 것은 결코 완벽하게 구현될 수 없

는, 즉 언제나 차이나는 것으로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구성적 실패”197)의 

운명을 지닌다는 것이다. 성적 차이를 완벽하게 구현하려는 신체적 주체의 

반복적인 수행은 사실상 이상화된 성별 규범에 대해 끊임없는 미끄러짐과 

엇나감, 단절과 괴리를 드러낸다. 이와 같이 이미 우리의 반복된 수행이 실

패하고 있음으로써 성적 주체로서의 신체는 역설적으로 결코 완전하게 성적 

정체성을 체현하는 것이 불가능한 실패의 자리이자 균열의 지점인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신체적 주체와 생활세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형성

된 습성적 통각체계는 견고하게 작동하지만 그 체계를 전복할 수 있는 가능

성 또한 그 습성 속에 내재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끊임없이 이상적 

197) 버틀러 2008,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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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에 도달하는 것에 실패하고 있다는 점, 그 좌절의 경험이 성적 차이의 

양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며 나아가 지향적 삶의 양식을 무수한 차이들로 발

현될 수 있게 하는 가능성의 경험이 되는 것이다.

   본 절에서 언급한 두 가지 주요한 문제제기 외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들이 있다. 성적 차이의 현상학은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을 중심으로 후

설의 현상학적 논의들을 도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메를

로-퐁티와 후설의 현상학적 입장에 대해서도 보다 자세히 분석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가장 근원적인 경험의 발생 지점과 연관되는 ‘근원설립’ 

개념이 메를로-퐁티와 후설 각각에서 어떻게 해명되고 분석되고 있는지에 

대한 세밀한 고찰이 요구된다.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은 후기에 이르러 키아

슴(chiasme), 가역성의 문제를 다루면서 살(chair)이라는 개념을 통해 주체

와 세계라는 실재적인 두 항의 대립이 아닌 상호얽힘의 관계에 주목함에 따

라 일련의 진화론적, 목적론적 이해를 거부한다. “나에게 더 이상 기원들에 

대한, 한계들에 대한, 제일원인으로 향해 가는 사건들의 연속에 대한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언제까지나 존재하는 존재(Être)의 유일한 분열만이 

있을 뿐이다.”(VI, 318) 시간적 정초연관을 통해 경험을 분석하는 후설의 

발생적 현상학적 관점과 더 이상 기원을 묻지 않으면서 존재의 열개를 통해 

경험을 해명하고자 하는 메를로-퐁티의 입장이 양립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남겨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메를로-퐁티의 

후기 철학이 ‘인간 일반’을 넘어서 존재로 나아가는 것과 연관하여, 본 논문

에서의 다양하고 무수한 차이로서의 섹슈얼리티를 통한 n개의 성이라는 테

제가 여전히 인간에 한정되어 있다는 문제는 차후 연구를 통해 보다 확장하

여 논의될 필요가 있다. 성적 차이의 현상학은 성적인 신체적 주체와 생활

세계와의 관계를 재구성함으로써 성별 이분법적 체계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차이로서의 섹슈얼리티를 그 실존의 내용으로 가지는 신체적 주체에 대한 

근원적 존재 방식의 가능성을 조망하고자 하였다. 남겨진 여러 탐구 과제들

은 앞으로 성적 차이의 현상학에 대한 보다 풍부한 논의를 전개하는데 기여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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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henomenology of Sexual Difference
- with Merleau-Ponty, beyond Merleau-Ponty -

Choo, Eun-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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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enomenology of Sexual Difference analyzes the phenomenon of 

sexual difference based on Merleau-Ponty's phenomenology. There are 

two main theses: first, the phenomenological subject should not be an 

anonymous or gender-neutral subject, but rather a 'sexuate' subject. 

Next, although sexual difference operates as real on the level of 

facticity, by performing phenomenological analysis, it would be revealed 

as irreal on the level of essence. That is, sexual difference would be the 

style of intentional life that is a result of a manifested habitual 

apperception-system in a genetic process. In order to explain this, we 

take an attitude of genetic phenomenology which studies the structure 

of genetic foundation according to temporal transition. The analytic 

factors of genetic phenomenology are 'being-in-the-world' which is 'in' 

the world, and simultaneously 'toward' the world through its 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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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 body and 'life-world' which exists intersubjectively with 

historicity.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a bodily subject and the world 

would be the foundation which makes all our experiences possible, and 

also the repeated performance of this interrelation pattern formulates a 

habitual apperception-system that establishes the frame of perceptional 

experience and the individual way of existence.

   In this paper, the newly introduced sexuate subject as a 

phenomenological subject is the fundamental basis motivating a 

reinterpretation/reconstitution of Merleau-Ponty's phenomenology. He 

focuses on the relation between a bodily subject who anchors in the 

world by its own body and at the same time, heads for the world, and 

the world which is in the horizon of its practical possibility against the 

dichotomy of mind/body. He refuses objective think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 and world, and then phenomenologically 

analyzes our own direct experiences by bringing the concept 

'being-in-the-world.' Through the body schema which apprehends its 

own body in an implicit aspect, the proper spatiality would be 

appeared as a continual and comprehensive system of unity. In a sense, 

a bodily subject experiences itself as a habitual subject in the world. In 

addition the proper motility is connected to the practical possibility of 'I 

can', which the subject can project itself toward the world completely. 

This original intentionality correlates with the life-world.

   However, it is different from the Merleau-Pontian description that 

the relational modality of a feminine bodily subject and the world or 

the way of experience in its own body. The body of a feminine subject 

is an ambivalent body - there is a standard regarding I-ness/not I-ness 

- rather than an integral proper body. A feminine subject treats herself 

an object which requires self-surveillance and control whereby she 

experiences its bodily spatiality as discontinuous and fragmente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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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inine bodily motility is related to prohibited intentionality 

self-imposed 'I cannot' by limitedly experiencing as well. At this 

moment, the life-world would be a manifested monolithic system 

correlative to a prohibited intentionality for her. This causes a distortion 

of its body schema and body image. Therefore the feminine bodily 

subject learns particular behavior modes and existential ways in the 

relating with the world through embodiment of those values.

   This paper approaches the phenomenon of sexual difference in terms 

of a Merleau-Pontian phenomenology, and by that reveals that it is not 

any sort of essence, but 'styles of intentional life.' This makes possible 

overcoming the sex/gender distinction of sexual difference and serves as 

an explication about the existential condition in which feminine bodily 

subjects are faced in their own life-world. The critical reading of 

Merleau-Ponty's phenomenology in this paper can be expected to 

enlarge its internal theoretical horizon, as well as the external 

practical-movement horizon.

   

Keywords : sexual difference, being-in-the-world, life-world, genetic 

phenomenology, habitual apperception-system, styles of intentional life, 

body schema, body image, Anorex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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