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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본 논문의 목표는 메를로-퐁티의 회화론에서 ‘공간’ 개념이 하는 역

할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회화가 우리의 지각의 구조를 가장 잘 보여주

는 예술 매체라는 메를로-퐁티의 주장의 의미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현상학자인 메를로-퐁티 (M. Merleau-Ponty, 1908~ 

1961)는 이성에 의해 구성된 기존 철학의 세계관에 반 하면서, 세계와 

주체를 명확히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있는 전통적 지각론을 비판한다. 그

는 우리의 모든 앎의 원천이 ‘지각’에 있다고 보고, 하나의 상과 의식

과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인 지각을 탐구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객관성 자

체의 참된 조건에 해서 알려준다고 생각했다.1) 그래서 메를로-퐁티는 

이성에 의해 관념화되기 이전의 생생한 우리의 지각 체험에 해 접근하

고자 노력하 으며, 지각을 탐구하는 것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철학적 

과제로 삼았다.

    그는 전통철학의 지각론을 크게 경험주의와 지성주의로 나누어 비판

한다. 경험주의는 로크, 버클리, 흄 그리고 논리실증주의자들로 표되는 

이론을 가리키며, 지성주의는 데카르트의 합리주의와 칸트의 초월철학을 

가리킨다. 지각이 상과 주체와의 관계라면, 메를로-퐁티가 보기에 경

험주의는 주체를 너무 수동적인 것으로 이해했고, 지성주의는 의식의 활

동성을 너무 강조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경험주의는 지각을 

상이 주체의 의식에 수동적으로 반 되는 현상으로 간주했으며, 지성

주의는 상을 이성에 의해 구성되는 것으로 간주했다. 얼핏 보기에 두 

입장은 상반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경험주의가 주체로부터 독립된 

상에 절 성을 부여하는 것처럼 지성주의는 상과는 무관한 독립적인 

주체에 절 성을 부여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메를로-퐁티는 주체와 

상을 엄격하게 분리하는 지각의 구조에 한 이런 이분법적인 설명은 우

리의 생생한 지각적 체험을 왜곡한다고 주장한다. 메를로-퐁티에 따르

면, 실제 지각에서 우리는 주어진 상 없이는 지각할 수 없으며, 지각

1) M. Merleau-Ponty, The Primacy of Perception, trans. by James M. Edie,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64., p. 25 (이하 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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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상은 지각되기 이전의 있는 그 로의 상이 아니라 의식에 의해 

해석된 상이다. 그러므로 그는 상과 의식은 어느 한쪽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편향된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유기적인 관계를 맺

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메를로-퐁티는 지각의 현상이 확정적으로 주어진다는 기존의 

해석에 반박하며 최초의 지각은 절 적으로 불확정적인 의미로 주어진다

고 말한다. 그는 우리가 상을 지각할 때, 절 적인 혼돈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렇다고 상의 확정적 성질이 존재하여 그 상의 지각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순간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상을 지각한다는 

것은 주체가 그 상에 집중한다는 것이고, 그 상에 집중한다는 것은 

주위의 다른 사물들을 흐릿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에 

따르면, 이런 지각의 ‘지평’이 우리에게 지각을 가능하게 해주는 토 이

다. 메를로-퐁티는 이 지평을 ‘현상적 장’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객관

적으로 추상화된 세계의 토 에 있는 원초적인 지각 체험의 장을 가리킨

다. 그는 이런 지각의 장으로서의 지평을 설명하기 위해, 지각의 주체로

서 ‘몸적인 주체’를 내세운다. 몸적인 주체는 물질적인 몸도 아니고, 완

전히 정신적인 반성적 의식도 아닌, 두 측면이 얽혀 있는 존재이다. 그

는 세계에 한 우리의 지각은 정신과 같은 투명한 의식에 의해 일어나

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몸에 의한 접촉에 의해 일어난다고 말한다. 

이런 몸적인 주체와 세계가 상호 교류하여 만들어 낸 지각의 현상이 축

적되어 지평을 만들고, 이것이 우리의 지각을 가능하게 하는 토 를 이

룬다. 

    메를로-퐁티가 지각의 토 로 제시하는 ‘현상적 장’은 주체가 의식

적으로 구성할 수도 없는 것이고, 세계에 이미 주어져 있어서 주체가 수

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다. 메를로-퐁티는 이렇게 주체와 세계가 

얽혀있는 지각의 구조에 주목하면서 우리가 상을 지각한다는 것은 ‘서

로 동기짓는’ 것이라고 말한다. ‘동기지음’이란 인과관계 같은 일방향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부추기는 ‘의미’에 한해 작동하는 쌍방향

적 관계이다. 예를 들어, 신학기에 새로운 수업에 들어가 새로운 교재를 

사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이때 우리는 ‘새 수업을 듣기 때문에 새 교재

를 산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새 수업을 듣는 일과 새 교재를 사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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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는 엄격한 인과관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수업을 듣더라도 교재

는 사지 않을 수 있고, 반 로 교재를 사면서도 수업은 듣지 않을 수 있

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책을 사는 행위를 통해 내가 그 수업을 듣는

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그 수업을 듣는다는 사실을 통해 그 책을 산 

것을 정당화한다. 즉 새 수업을 듣는 일과 새 교재를 사는 일은 일방향

적인 인과관계로 연결된 것이라기보다, 서로가 향을 주고받는 쌍방향

적 관계를 맺고 있다. 이처럼 ‘동기지음’이라는 개념은 세계와 주체 중 

한 측면이 일방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에 따른 부수적인 결과로 

지각이 산출된다고 해석하는 기존 지각론에 한 메를로-퐁티의 안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메를로-퐁티의 지각에 한 연구는 지각을 표현하는 예술인 

‘회화’에 한 연구로 이어졌다. 그는 회화가 우리의 지각의 구조를 잘 

보여줄 수 있다고 여겼다. 그러나 회화는 고  그리스 시 부터 인식의 

가치를 갖지 못하는 저급한 기술로 폄하되었는데, 특히 플라톤은 화가들

이 묘사하는 외양은 시간과 환경에 따라 가변성을 지니므로, 회화는 진

리와 거리가 먼 환 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화가를 상의 참된 

앎에 해서는 알지 못한 채, 눈에 보이는 외양만을 묘사하는 사람이라

고 여겼다. 이런 회화에 한 평가는 세계를 이성의 능력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 간주하는 서구 근 철학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예술은 참된 앎의 

결과가 아니라 환상의 근원이고, 반면 철학은 참된 앎에 한 인식의 근

원이기 때문에 예술은 지성적 사유의 역인 철학에서는 그 가치를 인정

받을 수 없었다.  

    메를로-퐁티는 서구 근 철학까지 내려오는 관념화된 세계관을 비

판하며 자신의 철학을 내세우고 있으며, 예술인 회화를 철학과 동등한 

위치에서 취급할 뿐만 아니라, 회화는 철학이나 과학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모습을 전달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철학

이나 과학은 반성적인 차원의 언어를 매개로 논리적이어야만 한다는 부

담을 지니고 있지만, 회화는 그런 부담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이다. 메

를로-퐁티의 회화론은 ｢세잔의 회의｣(1945), ｢간접적인 언어와 침묵의 

목소리｣(1952), ｢눈과 마음｣(1961)이라는 글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

고 있다. 그의 회화론은 전기부터 후기에 이르기까지 그의 철학적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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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과 함께 변화하 지만, 그가 회화를 추상적인 반성에 의해 왜곡되기 

이전의 우리의 지각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주체와 상의 근

본적인 접촉인 지각의 원초성이 가장 성공적으로 표현된 매체’라고 생각

했던 것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렇지만 회화에서 인간의 지각이 구체적으

로 표현된다고 말하는 메를로-퐁티의 주장2)을 이해하는 데에는 어려움

이 따른다. 그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메를로-퐁티의 회화론이 설명된 텍스트의 성격과 관련된 이유

이다. 메를로-퐁티는 표적으로 후기인상주의 화가인 세잔(Paul 

Cézanne, 1839~1906)의 작품을 예로 들어 자신의 지각론을 세잔의 화

법에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잔의 회화론을 다룬 ｢세잔의 회의

｣라는 에세이에서 그는 세잔이 그린 회화에서 지각의 토 인 ‘현상적 

장’이 표현된다고 보고 회화라는 예술 매체로 표현된 지각의 현상을 상

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이 에세이에서는 그가 『지각의 현상학』3)에서 

강조한 몸적인 주체의 지각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파악하기

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 글은 주로 세잔의 생애나 성격에 한 요약

이 주를 이루며, 이전 사조의 극복과 계승으로 세잔이 실제로 지각되는 

사물을 포착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이 주로 설명되어 있기 때문이다. 메를

로-퐁티가 세잔의 화법을 자세히 분석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어본

다고 하더라도 회화가 인간의 지각의 구조를 잘 보여주는 매체라는 주장

에 한 근거들을 그가 다소 산만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설명

을 통일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둘째, 세잔의 회화가 구성된 원리에 해 분석하더라도 메를로-퐁티

가 말하는 현상학적 지각론 자체의 난해함으로 인해 그의 지각론과 회화

의 표현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 지 알아내는 것은 어렵다. 메를로-퐁

티가 말하는 지각은 전통적인 지각과는 다르다. 그는 우리의 지각이 몸

과 세계가 상호교류의 관계에 있는 ‘지평’을 토 로 이루어지며, 따라서 

지각은 상과 주체가 서로를 ‘동기 짓는’ 경험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감

각과 지각의 구분에 한 그의 입장과도 관련된다. 상과 주체를 엄

2) 본고에서는 메를로-퐁티의 회화론 중 그의 주저인 『지각의 현상학』과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세잔의 회의」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3) Maurice Merleau-Ponty, Phénomenologie de la Perception, Paris: Gallimard, 

1945. (이하 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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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구분하던 기존 철학에서는 상으로부터 받은 감각자료를 지각의 주

체가 가공함으로써 지각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메를로-퐁티

는 지각과 감각을 구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가 보기에, 상은 이미 

지평 속에서 ‘의미’를 띠고 지각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상학적 지각

을 표현한다는 것은 상을 모방하여 표현하는 것과는 차이를 나타내야 

할 것이다. 현상학적 지각이 회화의 언어인 색과 선으로 어떻게 표현될 

수 있으며 메를로-퐁티가 이러한 지각 개념에 한 차이를 회화를 통해 

어떻게 말하려는 것인지 분명히 알기 어렵다. 

    셋째, 메를로-퐁티가 말하는 현상학적 지각에 해 이해했더라도 회

화사의 맥락에서 상의 재현에 한 기법의 역사를 알지 못한다면, 메

를로-퐁티가 다른 회화들보다 세잔의 회화에서 더 잘 드러난다고 주장

하는 우리 지각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포착하기 힘들다. 회화가 지각

을 잘 나타내주는 매체라고 한다면, 메를로-퐁티는 왜 다른 회화가 아니

라, 세잔의 회화에 집중하는가? 그 이유로 우리는 세잔의 회화에는 다른 

회화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메를로-퐁티가 주목하는 지각의 구조가 잘 

드러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른 사조나 다른 기법과 세잔의 

회화의 기법의 비교가 이루어져야 그의 화법의 독특성에 해 잘 알 수 

있고, 나아가 메를로-퐁티가 강조하고자 하는 세잔 회화에서 드러나는 

원초적인 지각의 모습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오랫동안 화가들은 우리가 지각하는 3차원의 세

계를 2차원의 평면 속에 구현하고자 하 으며, 회화의 기법 중에 주를 

이루는 것은 이처럼 3차원의 세계를 2차원의 평면 속에 구현하기 위한 

기술이다. 이것이 바로 원근법(遠近法)인데, 이때 원근법이란 기하학적인 

선원근법 뿐 아니라 사물의 멀고 가까움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회화적인 

기법을 포괄한다. 즉 여기에는 상의 크기를 달리하여 배치하거나, 앞

에 있는 사물을 뒤에 있는 사물보다 선명하게 묘사하는 등 2차원적 평

면에 3차원적 ‘깊이’를 표현하기 위한 다양한 기법들이 포함된다. 원근법

은 우리의 지각을 화폭 위에 구현하기 위한 기술이며, 따라서 화가들의 

원근법에 한 분석은 우리의 지각방식을 연구함에 있어 중요한 지각의 

단서가 된다. 메를로-퐁티 역시 지각의 현상학의 <공간>장에서 3차원

의 ‘깊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는데, 여기서 메를로-퐁티는 깊이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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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속의 다른 차원인 너비나 높이의 지각을 가능하게 하는 차원으로

서, 공간의 지각에서 가장 근원이 되는 차원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그는 

공간에서 깊이의 차원은 주체와 상 간의 ‘동기지음’의 관계를 가장 명

확히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요컨  공간은 몸적인 주체가 세계를 지각하

는데 필수적인 수단으로서의 개념이며, 지각의 토 인 ‘현상적 장’과 직

결된다.   

    정리하자면, 지각과 회화는 ‘공간’ 개념을 매개로 연결되며, 메를로-

퐁티의 지각론과 회화론 역시 그의 공간론을 중심으로 연결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메를로-퐁티의 회화론에서 ‘공간’ 개념이 하는 역할을 분석

함으로써, 메를로-퐁티가 지각의 핵심 구조로 제시하는 ‘동기지음’의 관

계가 회화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일 것이다. 공간 개념은 모든 

지각의 논의의 기본적인 전제이기 때문에 메를로-퐁티와 기존의 철학자

들의 입장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개념이다. 그리고 회화에서는 

상의 표현이 공간에 한 화가의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서, 공

간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메를로-퐁티는 다른 회화 작품보다 세잔의 회

화에서 ‘체험된 공간’이 잘 표현되었다고 평가한다. 본고에서는 『지각의 

현상학』에서 메를로-퐁티가 분석하는 현상학적 ‘공간’ 개념과 회화론인 

｢세잔의 회의｣를 연관지어 살펴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각의 현상학

의 공간론의 논의를 중심으로 세잔의 회화적 기법들이 몸적 주체와 세

계가 이루는 공간 지각을 잘 표현하고 있음을 보일 것이다. 결국 세잔의 

회화에서 드러나는 현상학적 공간 표현에 한 연구는 메를로-퐁티가 

궁극적으로 겨냥하는 ‘현상적 장’이라는 지각의 원초적인 토 에 한 

이해를 심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메를로-퐁티의 회화론에서 현상학적 공간에 한 분석은 다음과 같

은 과정으로 구성된다. 먼저 Ⅰ장에서는 메를로-퐁티의 지각의 현상학
에서 나타나는 그의 현상학적 지각의 특징에 한 윤곽을 그린다. 특히 

서로 상반된 성향을 지닌 경험주의와 지성주의 지각론의 한계를 지적하

며 그의 현상학적 지각론을 검토한다. Ⅱ장에서는 메를로-퐁티가 본 전

통적인 공간론의 한계와 함께 그가 말하고자 하는 현상학적 공간이 무엇

인지 살피고, 특히 ‘깊이’ 개념에서 드러나는 현상학적 지각의 원리인 

‘동기지음’의 관계에 해 분석한다. Ⅲ장에서는 후기 인상주의자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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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세잔의 회화에서 나타나는 현상학적 공간의 모습을 전통적인 회화

의 공간 표현과 비교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메를로-퐁티가 주목한 몸적

인 주체와 세계가 공존하는 생생한 지각의 모습인 ‘현상적 장’이 세잔의 

회화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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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메를로-퐁티의 지각론

   

    지각은 세계와 주체가 만나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이다. 그래서 메를

로-퐁티는 지각은 모든 앎의 원천이며, 지각이야말로 철학이 검토해야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여긴다. 전통적인 철학에서는 지각의 구성요소인 

세계와 주체를 이분법적으로 분리하여 설명한다. 메를로-퐁티는 전통적

인 지각의 구조에서는 주체 혹은 세계 어느 한 쪽이 과도하게 강조되고 

있어서 주체와 세계 모두를 제 로 이해할 수 없었다고 생각했다. 그래

서 메를로-퐁티의 지각론은 이들을 종합하는 중도적인 입장을 취한다. 

그리고 메를로-퐁티는 이들이 모두 지각의 주체를 정신, 즉 ‘의식으로서

의 주체’로 상정했다는 점이 지각의 현상을 자세히 설명할 수 없는 원인

이었다고 말하며, 지각의 주체를 ‘몸적인 주체’로 상정한다. 이 장에서는 

우선 메를로-퐁티가 전통적인 지각론을 어떻게 비판하는지 설명하고, 그

의 지각론에 해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그가 상정하는 ‘몸적인 주체’

의 특징을 중심으로 그의 현상학적 지각론의 성격을 더욱 구체적으로 밝

힐 것이다.

   

 1. 전통적인 지각론에 한 비판

    1. 1. 경험주의와 지성주의 지각론

    메를로-퐁티는 『지각의 현상학』에서 자신의 지각론을 전개하기에 

앞서, 전통적인 지각론을 크게 경험주의와 지성주의로 나누어 비판한다. 

그는 이런 철학이 만들어놓은 선입견이 우리가 주체와 세계의 본 모습인 

‘현상’을 이해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말하면서 그 한계를 지적한다. 그가 

말하는 경험주의는 로크, 흄, 버클리, 논리실증주의자들로 표되는 이론

이고, 지성주의는 데카르트의 합리주의나 칸트의 초월적 경험주의를 가

리킨다. 경험주의자들은 주체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상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여 의식에 반 하는 것을 지각이라고 생각했다. 이때 상 고유의 

성질은 그 자체로 명확하고 결정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만약 주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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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모호하게 지각한다면 그것은 지각 주체의 부주의 때문이라고 본

다. 그러므로 경험주의는 주체가 상을 어떤 측면에서 보던지 간에, 주

체로부터 전적으로 독립적인 순수한 상이 세계에 실재하고 있음을 전

제로 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지성주의자인 데카르트는 시시각각 상황에 따라 변하는 

상의 모습에서 지각의 확실성을 찾기보다는 지각의 주체의 측면에 주

목하여 인식의 확실한 기반을 정초하려고 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생각

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말로 표현되는 의식적이고 투명한 자아를 인

식의 기반으로 내세웠다. 그는 외부세계의 존재는 불분명하지만 주체의 

의식작용은 확실하다고 여긴다. 그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성에 의한 

선천적 앎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 으며 그 앎이 지각을 구성한다고 생

각했다. 그러나 또 다른 지성주의자인 칸트는 데카르트처럼 이성에 의한 

선천적 앎으로만 지각이 구성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신 우

리는 선험적으로 지적 인식의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틀에 의해 파

악되고 걸러진 세계의 인상만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았다. 칸트는 지

각의 능력이 지성의 능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따라서 지성으로서의 정신

이 지각의 궁극적인 주체라고 주장한다. 정리하자면 지성주의자인 데카

르트와 칸트는 지성이 하는 역할의 범위에는 차이가 있지만, 경험주의자

들이 말하듯이 지각이 단순히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의 지성에 의해 능동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공통

점을 갖는다. 

   

    1. 2. 경험주의와 지성주의 지각론 비판

 

    메를로-퐁티는 위와 같은 지각론을 모두 배격한다. 왜냐하면 그가 

보기에 경험주의는 지각 주체를 너무 수동적인 것으로 간주했고, 지성주

의는 지각의 구조에서 주체의 활동성을 너무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메를로-퐁티는 경험주의를 비판하면서 상의 속성으로서의 성질

이 어떻게 주체에게 지각으로 경험될 수 있는가에 해서 의문을 제기한

다. 경험주의자들은 ‘기억의 투사’로 인한 ‘관념의 연합’이라는 주체의 활

동이 지각에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컨  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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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위에 까만 잉크로 그려진 어떤 선의 분포를 보았을 때, 지각의 주

체는 예전의 지각의 경험을 떠올린다. 그리고 이전에 삼각형이라는 단어

를 사용하도록 배웠기 때문에 이런 기억과 연합하여 선의 분포를 삼각형

이라고 인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결정적이고 자

기 확정적인 상의 성질이 수동적으로 반 되는 것을 지각이라고 생각

해왔는데, 이런 지각의 정의는 지각이 기억과 연합이라는 의식의 작용을 

통해 일어난다는 그들 자신의 설명과 모순적이다. 이럴 경우, 중립적인 

상의 성질에서 주체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그 무엇이 이미 상의 성

질에 포함되어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설명은 상의 성질에 

주관적 연합이 부여하는 의미의 씨앗이 들어있다고 전제하는 것인데, 이

는 자신들의 전제에 반하는 것이다. 만약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기억

이 상에 의해 주체가 촉발되는 인과적 과정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라

면, 기억의 투사는 주체에 의해 일어나는 주관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궁극

적으로 상에 의해 일어나는 객관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4)

    메를로-퐁티는 경험주의가 말하는 지각에 한 설명은 우리의 지각 

경험을 설명해주기에는 빈약하다고 말한다. 우리는 실제로 같은 사물을 

보고도 때에 따라 다른 모습을 지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감각적 자

극이 주어지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르게 느끼기도 한다.5) 이런 

4) 경험주의는 지각의 주체가 낯선 도시에 가서 사람들의 얼굴에서 감정을 읽고, 경

찰의 태도나 공공건물의 양식에서 그 구조를 인식하는 도시의 분위기를 느끼는 

것도 모두 기억의 투사 덕분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으며 그렇게 되면 이런 경험

들은 모두 탈우주적 사유주체에 의해 이미 결정된 감정전이와 기억투사의 산물이 

되어버린다. 즉 낯선 도시의 느낌은 탈우주적 사유주체의 소유물이고, 만약 주체

가 그 느낌을 그 도시에 한 느낌에 적용시켰다면 그것은 주체가 내적 지각과 

조직기관의 우연히 연합된 외적 기호들과의 일치를 확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야만 한다. (PhP 32) 도시에 한 느낌이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소위 객관적인 

상을 지각하는 것과 논의의 층위가 다른 것은 아니다. 경험주의자들은 도시에서 

객관적인 공간이나 길의 폭을 먼저 지각하고, 그 이후에 주관적인 감정이 보태어

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메를로-퐁티에 따르면, 도시의 분위기는 도

시의 공간 지각과 함께 지각되는 것이다. 도시의 분위기와 도시 공간의 지각은 분

리될 수 없다. 오히려 우리는 도시의 분위기를 먼저 지각하고, 그 이후에 도로의 

폭이라던가 도시의 공간을 추상화시켜서 소위 객관화시킬 수 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5) 메를로-퐁티는 피부 한 지점을 머리카락으로 찌르는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설명

한다. 지각 주체는 처음에는 분명히 한 지점에서만 찌름의 감각을 느끼지만, 이런 

감각이 계속되면 나중에는 머리카락으로 자극하는 위치가 불명확해지고 감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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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에 한 경험주의적 설명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메를로-퐁티는 지각

된 상의 성질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며 주체가 부여한 의미를 지각되는 

순간부터 담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각된 상은 상 고유의 성질들과 

기억들의 조합이 아니다. 기억은 상에 속해있는 요소가 아니라 주관적 

감각으로서 상에 투사되는 것이다. 그리고 덧붙여서 메를로-퐁티는 기

억을 상기하는 것이 과거에 있었던 경험을 그 로 현시점의 지각의 현상

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지평’에 빠지는 것6)이라고 말하면서 

경험주의자들이 말하는 기억의 투사도 인과과정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

라고 말한다.   

    지성주의는 의식이 그 지적 능력을 통해 주도적으로 어떤 상을 개

념화하고, 그것에 해 판단하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지각이라고 생

각한다. 지성주의자들이 보기에 의식이 구성하기 전의 세계는 혼돈이고, 

이를 칸트 식으로 말하면 ‘물자체’일 뿐이다. 그들에 의하면 의식에 의한 

파악은 언제나 명확하며, 따라서 만약 어떤 사물이 잘 파악되지 않을 경

우, 이들은 ‘아직 인지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어떤 사물을 계속 바라보아도 그것이 무엇인지가 불분명한 경우, 

지성주의자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들에게 이런 

상황은 가능하지 않다. 그들이 말하듯 지각이 의식의 지적능력에 의해 

느껴지는 역이 넓어진다. 이 때 주체는 접촉이라기보다는 타는 느낌을 갖게 되

고, 시간이 지나면 자극하는 느낌이 피부 위에 움직이고 원을 그리는 것처럼 느끼

며, 결국엔 어떤 것도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같은 자극이 주어지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감각을 지각하지 못하는 것은 “외부적인 자극의 결과가 아니라, 

주체가 자신의 자극 작용의 앞으로 나오는 방식이며 자극작용과 관계하는 방식이

다. 하나의 흥분은 그 흥분에 동반하지 않는 감각 기관에 도달할 때 지각되지 않

는다.” (PhP 89) 즉 머리카락에 의한 피부의 자극은 주체가 그 자극을 그 자극으

로 받아들일 때에만 그렇게 지각되는 것이다. 

6) 메를로-퐁티는 기억의 투사는 ‘과거의 지평이 개괄하는 경험들이 현재 새로이 체

험된 것으로 존재할 때까지 과거의 지평 안에서 점차로 전개되는 과정’이라고 설

명한다. (PhP 30) 이에 관련하여 랭어는 ‘기억의 투사’에 해 메를로-퐁티가 과

거가 분리된 인상들 혹은 성질들의 집합이 기억이 아니라고 하면서, 기억에 ‘지평

(horizon)’, ‘장(field)'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고, 그가 궁극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지각이 이루어지는 토 로서의 ‘현상적 장(Phenomenal field)’과 

연관이 있다고 지적한다. (Monika M. Langer, Merleau-Ponty's 

Phenomenology of Perception, The Florida State University Press, 1989.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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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되는 것이라면, 어떤 사물을 지각한다는 것은 그 사물에 한 판단

을 내린 다는 것과 동일한 작용이며, 이 경우 지각의 내용은 언제나 명

확하고 분명한 것일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지성주의자들은 지각이 곧 

판단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의 실제 경험에서 지각과 판단은 구별된

다. 이는 경험주의가 주체로부터 독립적인 순수 ‘ 상’에 절 성을 부여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성주의는 상으로부터 독립적인 순수 ‘주체’에 

절 성을 부여하며, 메를로-퐁티는 이것이 우리의 생생한 지각적 체험을 

왜곡한다고 주장한다. 

    메를로-퐁티는 “우리는 지각의 세계에서 사는 것을 절  멈추지 않

는다. 그런데 우리는 비판적 사고에 의해서 지각을 초월한다. 그래서 우

리는 진리에 한 우리의 관념이 지각에 기초하고 있음을 잊기에 이른

다.”7)라고 말한다. 즉 그는 우리가 비판적 사고에 의해 지각에서 파생되

는 것을 지각의 토 로 전도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래서 메를로-퐁티

는 지각이 이루어지는 원초적인 현상에 주목하자고 말한다. 그에 따르

면, 지각의 현상에서 우리는 주어진 상이 없으면 아무런 지각도 할 수 

없지만, 지각된 상은 지각 이전에 있는 그 로의 상이 아니라, 의식

에 의해서 해석된 상이다. 그러므로 그는 상과 의식은 지각의 현상

에서 어느 한쪽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일방향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

이 아니라,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주장한다.  

  2. 현상학적 지각론과 그 주체

    2. 1. 지각을 가능하게 하는 ‘지평’ 

 

    메를로-퐁티는 지각의 현상이 완전히 확정적으로 주어진다는 해석

에 반박하며 최초의 지각은 절 적으로 불확정적인 의미로 주어진다고 

말한다. 그렇다고 절 적인 혼돈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절 적인 

확정적 성질이 상에 존재하여, 그 성질에 한 지각이 완벽히 이루어

지는 순간도 없다. 메를로-퐁티는 전통적인 지각론의 한계에 해 설명

하고자 집에 한 지각을 예로 든다.8) 우리는 이웃집을 볼 때, 집의 

7) Po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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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앞에서 집을 볼 수 있고, 센느강의 강변을 걸으면서도 집을 볼 수 있

고, 집 안에서도 그 집을 볼 수 있다. 보는 각도에 따라 집의 모습은 모

두 다르지만 각각 다른 시간에 3개의 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하

나의 집을 보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집 자체가 어떠한 관점으

로부터도 독립하여 현존한다고 결론짓는다. 이것은 경험주의자들의 지각

론이다. 그러나 만약 그 집 자체가 실제로 모든 시각으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한다면 그 집은 모든 가능한 시각들로부터 동시적으로 보이는 집일 

것이다. 그러나 본다는 것은 항상 어디로부터 본다는 말이다. 따라서 조

망점 없이 보이는 집은 실제로 보일 수 없다.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현존하는 집을 가진 것이다. 이것은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념속의 집

이나 마찬가지다. 집은 시-공간적 사물이 아니라 하나의 관념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면 지성주의적 관념론이 된다. 이처럼 경험주의와 지성주

의는 얼핏 서로 립하는 관점으로 보이지만, 상과 주체 중 어느 한쪽

만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결국 동일한 관점이다. 

    메를로-퐁티는 이런 전통적인 지각론의 바닥에 있는 심층적인 면을 

탐구해야 지각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에 의하면, 우리의 

지각은 일방향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쌍방적으로 일어난다. 즉 이

렇게 집을 보는 것은 나의 눈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만을 나타내

는 것도 아니고, 그 집이 나로 하여금 그 집을 보게 한다는 것을 이해하

는 것이 아니다. 상을 본다는 것은 “나의 시선에 그 상을 고정시킴

으로서 그 유인에 응답하는 것”9)이다. 그리고 그 상에 집중한다는 것

은 주위의 다른 사물들을 흐릿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메를로-퐁티는 이

8) PhP 81

9) 메를로-퐁티는 다음과 같이 주체가 상을 지각하는 과정에 해 설명한다. “내

가 상을 본다는 것은 시각적 장의 테두리에서 상을 고정시킬 수 있다는 것이

거나 그것을 고정시킴으로써 그 유인에 응답한다는 것이다. 내가 상을 고정시킬 

때, 나는 그 속에 정착하나 그러한 시선의 ‘정지’는 그 운동의 양상일 뿐이

다.”(PhP 81)  이와 같은 기술은 그가 지각의 주체가 일방적으로 상을 구성하

는 것도 아니고, 상의 성질을 그 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닌 지각의 쌍방향적 원

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주체가 의식적으로 상을 고정시켜 바라

보면서 상과 배경을 구분짓고 있는 능동성과 시각적 장에 맺힌 상의 테두리

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수동적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는 순간으로 지각을 설명한

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그는 운동(mouvement)이라고 지칭하면서 몸적인 주체의 

지각적 특징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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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지평’이라고 하는데, 그에 따르면 내가 집중하는 상이 상으로

서 드러나려면 주위의 상들이 지평이 되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각하는 도중 지각하는 상과 그 배경을 함께 갖는다. 메를로-퐁티는 

게슈탈트 심리학10)을 이용하면서, 여러 건물 중 내가 어떤 건물을 나의 

상으로 삼는가에 따라 그 주변의 건물이 지평으로 물러나며, 지각은 

항상 ‘형태와 배경(figure-fond)’의 구조를 갖는다고 말한다. 다시 말하

면, 내가 건물을 하나의 건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그 건물이 그 자체로 

존재해서가 아니라 지평의 종합으로서 가능한 것이다. 이것은 같은 그림

을 보더라도 각각 형태와 배경을 다르게 지각하는 예11)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절 적인 상이란 없다. 그리고 더 나아가, 메를로-

퐁티는 지각의 지평의 특징에 해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대상에 주목한다는 것은 그 대상에 거주한다는 것이고, 그로
부터 모든 사물을 그들이 표현하는 국면에 따라 파악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 모든 사물을 역시 보는 한에서 그것
들은 나의 시선에 열린 주거지로 남아있고, 나는 그것들 속에 

10) 게슈탈트 심리학은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다.’를 강조하는 이론으로 지각의 

상황은 부분들이 모여 단순히 병치된 상태에서 단순히 모자이크와 같은 상황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님을 주장한다. 게슈탈트 심리학자들은 전체에는 부분들이 서

로 내적인 연관에 의해 조직된 하나의 전체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소위 “게슈탈

트”라고 일컬어지는 어떤 질적인 지각의 특성을 담지하고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

어 책상 위에 있는 물건의 배열이 달라졌을 경우, 같은 물건들이 놓여있다고 하더

라도 다른 구조와 다른 특성을 담지하게 된다. 책상 위의 각 부분들은 “어떤 전체

의 일부분”으로서만 의미를 지니며, 개별적인 부분들의 특성들의 모임이 아니라, 

특정한 질적 특성을 담지하고 있는 여러 자극들의 종합이다. (한정선,「초기 메를

로-퐁티에게 있어서의 게슈탈트 심리학의 중요성과 한계」, 신학과 세계 제69호, 

2010., p.445)

11) 토끼-오리 그림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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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적으로 위치하고 있기에, 나의 현실적 시각의 중심 대상을 
이미 여러 각도에서 바라본다. 따라서 개개의 대상은 여타의 
모든 대상의 거울이다. … 따라서 대상들이 체계나 세계를 형
성하고 개개의 대상이 자기 주위의 타자들을 자기의 숨겨진 
측면들의 목격자로, 그 측면들의 영원한 보증으로 배치하는 한
에서만 나는 대상을 볼 수 있다. 12)

    여기서 우리는 상에 한 지각이 항상 상-지평의 구조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메를로-퐁티는 이런 체계 속에서 공존

하는 모든 상들의 숨겨진 측면이 관찰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상이 

펼쳐지고 있는 지평은 당장 나에게 보이지 않는 측면들까지도 보증하고 

있기에 지각주체는 상의 모든 면을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즉 메를로-

퐁티에 따르면, 사물의 보이지 않는 측면들 또한 지각의 지평 속에서 항

상 관찰되고 있다. 그래서 앞서 전통적인 지각론에서 설명한 ‘어느 곳에

서도 보이지 않는 집이 집 자체이다.’라는 문장은 ‘모든 곳에서 보여지는 

집이 집 자체이다.’라고 수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곳에서 보여지고 

관찰된다는 것은 여기서 실제로 모든 곳에서 볼 수 있는 전지전능한 시

선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신 그것은 지평의 “심층에서 교차되는 시

선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집의 예로 다시 설명하자면 우리가 집의 이곳

저곳을 둘러보는 동안, 그 부분들 각각은 서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고 있다. 

    낯선 사물을 처음 지각할 때, 우리가 직접적인 경험의 한계를 넘어

서게 되는 것도 부분들의 공존을 포함하는 이런 ‘지각의 지평’ 때문이다. 

우리는 실제로 처음 보는 건물일지라도 그 건물의 뒤를 돌아가보지 않아

도 그 건물의 위에서 내려다 본 적이 없어도 그 건물의 보이지 않는 부

분에 해 예상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직접적인 광경을 보지 않더라

도 ‘시선의 가능성’을 가진다.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새로운 사물을 지

각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경험이 상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믿지

만, 메를로-퐁티는 이것은 지각의 지평이 직접적인 경험의 한계를 넘어

서도록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그에 따르면, 처음 

12) PhP 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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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사물에 한 지각이 정립될 수 있는 것은, 경험주의자들의 말처럼 

우리가 본 것만을 기억하고 그것을 연합하여 기억을 투사하기 때문이 아

니라, 지각의 지평이 ‘경험의 탈자성(extase de l'expérience)’13)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 2. 의식적인 주체에서 몸적인 주체로

    메를로-퐁티는 전통적인 지각론이 상정하는 객관적인 세계가 모든 

주관적 다양성을 초월하는 하나의 절 적 상의 구성을 요구한다고 지

적한다. 즉 그에 따르면, 전통적인 지각론은 지각적 경험과 지각의 지평

의 종합을 초월하는 객관적인 지점에 상을 개체화하며, 지각을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보편적인 정립 능력의 표현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 “나의 지각이나 나의 시간, 나의 몸은 하나의 이념으

로서의 지각, 이념으로서의 시간, 이념으로서의 몸으로만 이해될 수밖에 

없다.”14) 다시 말해서, 이 경우 우리의 생생한 경험은 객관적 사고로, 

우리의 지각 행위는 하나의 기계적 작용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메를로-퐁티는 이런 객관적인 세계는 원초적인 지각 경험의 

차원에 토 를 두고 있으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몸’에 주목해야 한

다고 주장한다. 전통적인 지각론에서 지각의 주체는 의식으로서의 주체

다. 그래서 주체의 몸은 주목받지 못했고, 몸은 사유와는 구분되는 다

른 상들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상으로 간주되거나, 코기토에서 연장

된 실체로 간주되었다. 경험주의는 우리의 눈은 외부 상을 비추는 물

질이며, 지각은 상이 망막에 투 됨으로써 발생한다고 간주할 뿐 아니

라, 생리학적 설명에서처럼 우리의 몸을 시각, 촉각, 청각 등 감각기관으

로 이해한다. 이렇게 경험주의자들이 말하는 물질적인 상으로서의 몸

13) PhP 85

14) PhP 85 메를로-퐁티는 같은 장에서 전통적인 철학에서의 주체인 의식의 주체로 

우리의 경험을 설명할 경우, 주체의 고유한 지각 경험을 객관적 세계와의 관계의 

결과로 취급하게 되고, 시간에 한 주체의 관점인 현재는 다른 시간 중의 한 순

간이 되어버린다고 설명한다. 주체의 몸이 객관적인 공간에서 일정한 부피를 차지

하는 물질과 같이 여겨지듯이 주체의 지속은 보편적 시간에서 추상된 국면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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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객관적인 몸(le corps objectif)’이라고 한다면, 이와 구분될 수 있도

록 메를로-퐁티는 주체로서의 몸을 ‘체험된 몸(le corps vécu)’이라고 

지칭한다. 객관적인 몸이 3인칭적인 관점에서 관찰되고 분석될 수 있는 

몸이라면, 체험된 몸은 지각의 주체로서의 1인칭적인 성격을 갖는다. 우

리가 항상 일정하게 상을 관찰하기 힘든 이유도 우리가 몸적인 주체이

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나의 몸의 상태에 따라 상이 크게 보이기도 

하고, 작아 보이기도 한다. 몸적인 느낌은 우리의 지각에 결정적인 향

을 주며, 세계를 지각하는 방식을 결정짓는다. 이런 사실은 지각의 현상

에서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런 지각의 고유한 경험에 주목하기 위

해 메를로-퐁티는 몸과 의식이 모호한 경계를 이루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로 든다. 

    그는 우리 몸을 객관적인 몸으로, 즉 감각기관의 집합으로 여긴다

면, 환상지 현상이나 질병실인증(失認症) 같은 증상의 원인을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먼저 환상지 질환이란 실제로 팔이 없음에도 불구하

고, 그것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팔에서 간지러움이나 아픔을 느끼는 

것이다.15) 감각 기관에서 느껴지는 자극 없이 이런 신체적인 경험을 하

는 경우는 결국 심리적인 요인을 통해, 가령 전쟁으로 인해 팔이 손상되

었을 때의 정서가 그 환자에게 환상지를 나타나게 한다는 식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질병실인증은 신체의 일부가 마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질환이다. 질병실인증 환자는 예를 들

어, 자신의 오른 손이 마비되어 있음에도 오른 손을 내 어 보라고 할 

때, 손을 내 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왼손을 내민

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오른쪽 팔이 마비되어 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

다. 자신의 마비된 팔에 해 말해보라고 하면 ‘길고 차가운 뱀’처럼 묘

사하는데 이것은 자신의 팔에 해 알고 있다는 것이다. 한 쪽 팔을 잃

은 환상지 질환을 앓는 환자는 그 팔이 눈에 보이지는 않고 팔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동시에 그 팔에 정확히 자극을 인식하기도 한다. 

    환상지와 질병실인증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환자가 심리적인 요인으

로 자신의 장애를 완전히 잊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렇다고 

하여 장애를 온전히 인식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15) PhP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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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므로 환상지나 질병실인증 증상은 객관적 인과성의 단순한 결과도 아

니고, 기억이나 의지 같은 심리학적 요인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 메를로

-퐁티는 이런 증상들에 한 논의를 통해 우리의 원초적인 지각 경험은 

심리학적 인자들과 생리학적 조건들의 상호 맞물림에 의해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는 이런 상호 맞물림이 가능한 것은 심리학적 인자

들과 생리학적 조건들이 동일한 기반위에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16) 

    이런 논의를 근거로 메를로-퐁티는 의식과 몸을 엄격히 구분했던 

전통적인 지각론을 비판한다. 그에 따르면 정신적인 역에 속한다고 생

각되던 이른바 투명한 의식은 사실 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때 몸은 

전통철학에서 의식이 담당한다고 생각되던 반성의 역할을 포함한다.17) 

그에 따르면, 몸은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지각의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

가 상을 보고, 듣고, 냄새를 맡는 등의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지각의 

주체는 물질적인 부분과 의식적인 부분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 몸적인 

의식이며, ‘세계와 같은 물질’이나 ‘정신과 같은 의식’은 이런 몸적인 의

식을 양극단으로 분리한 것이다.

    전통적인 철학에서는 어떤 상에 한 지각이 의식에 의해 이루어

진다고 생각해왔다. 예를 들어 지성주의자인 데카르트는 주체의 앞에 보

이는 나무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무를 보고 있다는 

의식자체는 확실하다고 주장한다. 즉 그는 나무를 보는 경험과 나무를 

의식으로 지각하는 것을 구분한다. 그러나 우리는 의식이 나무를 지각한

다는 사실과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나무를 보는 상황을 구분짓지 못

한다. 메를로-퐁티에 따르면, 상에 한 지각은 항상 어떤 특정한 상

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18) 그리고 이런 특정한 상황은 추상적이고 객

관적인 언어로 표현되기 이전에 존재하는 것이며, 지각의 현상에서 근본

16) PhP 92

17) 이는 데카르트식의 몸-마음의 이원론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원론을 극복한다는 

것이 몸과 마음의 구분을 유지하면서 마음만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몸과 

마음이라는 일상 개념들을 체하는 ‘몸적인 마음’ 혹은 ‘마음화 된 몸’의 개념을 

의미한다. 상으로서의 세계 혹은 의식의 주체로서의 혼과 같은 구분은 더욱 

근본적인 어떤 것, 즉 육화된 의식의 파생물이다. (Shaun Gallagher and Dan 

Zahavi, The Phenomenological Mind, Routledge, 2008., p.135)   

18) 주성호, 「메를로-퐁티의 ‘육화된 의식’ : 애매하고 모호한 인간 존재」, 철학사

상 제43호, 2012., pp. 29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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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것이다. 또한 경험주의자는 상의 성질을 주체가 수동적으로 받아

들이는 것을 지각이라고 설명하므로 지각 주체의 기분, 문화, 역사적 배

경이 포함된 특정한 상황은 세계를 정확하게 지각하는데 방해가 될 뿐이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메를로-퐁티는 이런 상황이야 말로 상을 지

각하게 해주는데 필요한 근본적인 요소라고 여기며, 우리 지각의 현상에

서 이런 문화적이거나 역사적인 주체의 경험을 분리할 수 없다고 말한

다. 그리고 그는 지각의 현상이라는 특정한 상황을 ‘지평’이라는 말로 표

현하며, 이는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몸의 이전에 주체의 몸의 행동가능성

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정리하자면, 세계에 한 우리의 지각은 정신과 같은 투명한 의식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몸에 의한 접촉을 통해 일어난

다. 언어를 구사하기 전의 아이들은 관념화된 언어로 의사표현을 하지 

못해도 엄마의 얼굴을 알아보고 미소를 짓는다. 또 우리는 잠결에 가려

운 곳을 긁기도 한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익숙

한 얼굴이지만 어디에서 본 사람인지 이름이 무엇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그 사람을 알아본다. 이것은 기존의 철학적인 해석

으로는 의식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없으며 의식 없는 상태라고도 볼 수 

없다. 이런 중간적인 차원은 의식에 분명히 파악되기 전에 항상 존재한

다. 그리고 메를로-퐁티는 이런 관념화되기 이전의 모습, 즉 순수주체와 

순수 상이 나누어지기 이전에 우리가 체험하는 실제세계에 한 생생한 

경험을 몸적인 주체를 상정함으로써 잘 설명될 수 있다고 보았다.  

    2. 3. 육화된 의식

    메를로-퐁티는 우리 지각의 생생한 경험에 해 더 자세히 살펴보

기 위해 지각의 주체를 의식적 주체로 상정할 경우 잘 설명이 되지 않는 

슈나이더라는 환자의 예를 든다. 슈나이더는 정신적 장애나 신체적 장애

가 없음에도 정신적인 의식과 몸의 행동을 연결하지 못하는 증상을 보이

는 환자인데, 메를로-퐁티는 이런 슈나이더의 사례를 통해 우리의 ‘의식’

은 우리의 몸의 행동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는 몸적인 의식이라는 점을 설

명하려 한다.19) 그가 이런 환자의 예를 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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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정상인의 행동에서는 몸적인 의식과 정신적인 의식의 차이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실제 우리의 지각은 시각이나 촉각 등의 

감각기관을 통해 자극을 받아들인다는 수동적인 특징을 갖는 것이 아니

라, 몸적인 행동의 가능성과 관련되는 능동적인 특징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서, 메를로-퐁티는 의식과 행동의 불일치

를 보이는 슈나이더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순수주체를 상정하는 지성주

의나 순수 상을 상정하는 경험주의로는 이런 질환의 원인이 설명되지 

않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는 지각의 주체가 정신적 의식의 

주체가 아니라 ‘육화된 의식(la conscience incarnée)’의 주체라고 주장

한다.

    메를로-퐁티가 언급하는 슈나이더는 구체적인 상황과 관계하지 않

는 추상적인 운동을 하지 못하는 환자이다. 그는 지갑을 만드는 사람으

로서, 일을 할 때 정상인의 75% 정도의 성과를 내고, 주머니 안에서 손

수건을 꺼내 코를 풀거나 성냥갑에서 성냥을 꺼내서 램프에 불을 붙이는 

등 일상생활에서의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예를 들어 그는 모기가 무는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긁을 수는 있

으면서도, 막상 그 부위를 지시하라고 하면 지시하지 못한다. 또 친구를 

만났을 때 인사를 하면서 손을 흔들 수 있지만, 손을 흔들어 보라고 지

시하면 손을 흔들지 못한다. 메를로-퐁티는 여기서 만지는 행위와 친구

를 보았을 때 손을 흔드는 행위를 ‘구체적 운동’이라고 부르고, 지시를 

받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추상적 운동’이라고 부른다. 이런 구체적 운

동과 추상적 운동은 제3자의 눈으로 보기에는 같은 운동이지만 슈나이

더는 구체적 운동은 할 수 있으면서도, 추상적 운동은 하지 못한다.  

    슈나이더의 행동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는 허공 위에 원을 

그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원을 그리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데, 이는 

그가 원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며, 그것을 그리려는 의지도 있다는 것

을 보여준다. 또한 그는 구체적인 운동을 할 때에는 허공에 원을 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원을 그릴 능력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즉 슈나이

더의 장애는 정신적 의식의 장애도, 신체적 능력의 장애도 아니다. 지성

주의자들은 정상적인 의식과 몸의 정상적인 활동능력이 있다면, 의식의 

19) PhP 11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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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하에 두 요소가 당연히 이어질 수 있다고 전제하지만, 슈나이더의 

장애는 이런 전제 하에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슈나이더는 

의식적인 의도나 행동의 능력이 없어서 추상적 운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로써 슈나이더가 지성주의자들이 말하는 정신적인 

의식에는 아무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슈나이더의 장

애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메를로-퐁티는 슈나이더가 추상적 운동을 하지 못하는 것은 그가 

“자유로운 공간에 다가서는 능력”, 즉 “공간적인 실존”을 잃었기 때문이

라고 분석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능력은 우리의 몸과 의식이 결합된 

육화된 의식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한다. 앞서 살펴본 환상지를 느끼는 

환자나 질병실인증을 앓고 있는 환자의 예에서는 우리가 정신적인 의식

의 존재가 아니라 몸적인 의식의 존재라는 것을 확인했다면, 슈나이더의 

예에서도 친구를 보았을 때 인사를 하기 위해 손을 흔드는 것이나, 모기

가 다가왔을 때 간지러운 쪽으로 팔을 갖다 는 모습 등에서 이와 비슷

하게 기존의 철학에서 말하는 의식이 있는 상태도 아니고 없는 상태도 

아닌, ‘몸적인 존재’로서의 슈나이더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런 사실로부터 메를로-퐁티는 슈나이더의 장애에서 우리의 육화

된 의식의 중요한 특징을 발견한다. 의식이나 언어로 설명이 되지 않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나 지각활동은 ‘행동의 가능성’을 투사하

는 능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메를로-퐁티는 슈나이더의 행동에 해 다

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구체적 운동의 배경은 주어진 세계이고, 추상적 운동의 배경
은 반대로 구성된 것인데, 추상적 운동은 물리적인 공간에다 
잠재적이거나 인간적인 공간을 겹쳐 놓는 것이다. 구체적 운
동은 구심적인 반면에 추상적 운동은 원심적이고, 구체적 운동
은 존재 속에서 혹은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반면에 추상적 운
동은 가능적인 것 혹은 비존재 속에서 일어난다. 전자는 주어
진 토대에 있고 후자는 그 자신이 토대를 펼쳐 보인다.20) 

 

20) PhP 12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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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메를로-퐁티에 따르면, 슈나이더가 추상적 운동을 하지 못하는 

것은 행동의 “토 를 펼쳐보이는 능력”, 다시 말해서 자신의 행동이 일

어날 자유로운 공간을 마련하는 투사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세계

를 지각하고 세계에서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은 세계로부터 오는 자극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메를로-퐁티는 이런 공

간적인 실존을 가능하게 하는 ‘몸의 지향성’을 우리의 몸과 의식이 맞물

려 있는 부분이라고 보았고, 이런 육화된 의식이야 말로 우리의 생생하

고 자연스러운 지각의 활동의 주체라고 여긴다. 몸의 지향성은 이런 자

연스럽고 생생한 우리의 행동에 한 설명을 가능하게 하는 나의 행동의 

자유에 관련된 지각의 근원적인 특징이다. 즉 슈나이더는 생각할 수 있

고, 의식할 수 있지만, 행동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상인의 경우, 생각과 

행동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나의 행동의 ‘투사’는 지성적인 의식으로 세

계를 구성하는 지성주의적 투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메

를로-퐁티에 의하면, 투사의 능력은 전통철학이 주장하듯 의식의 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반 로 몸의 역에 속한다.21) 슈나이더의 장애는 

의식 작용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메를로-퐁티는 이런 슈나이더의 예를 

통해 우리‘의식’은 근본적으로 ‘나는 생각한다’라는 의식의 주체로 설명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말로 변되는 몸에 토

를 두고 있는 ‘육화된 의식’이라고 주장한다. 지각의 주체는 근본적으

로 할 수 있음의 자유, 즉 지향성을 가진 ‘몸적인 주체’22)라는 것이 메

를로-퐁티의 주장이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공간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21) 지성주의적 입장에서는 슈나이더가 추상적 운동을 할 수 없는 이유로 객관화 또

는 표상적 기능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나 메를로-퐁티는 슈나이더

의 장애가 상징적 기능이나 범주 아래에서 시각적인 내용을 포섭하지 못하는 것

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범주를 포섭하는데 장애가 있다고 본다. 슈나이더

는 ‘못머리’, ‘의자다리’와 같은 표현을 이해하지 못한다. 정상인이라면 이미 유비 

내용을 범주화시키기 이전에 이해하는데 반해, 슈나이더는 눈과 귀의 유비를 숙고

하고 나서 그 유비를 이해한다. (PhP 148-149) 지성주의가 말하듯 그 장애가 범

주작용을 상실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범주작용을 할 필요가 없는 생생

한 사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22) PhP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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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가능성을 세계에 투사할 수 있는 능력’, ‘나의 자유로운 행동을 투

사할 공간을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

이, 이 능력은 몸적인 의식에 귀속된다. 악기를 연주하는 일이나 키보드

로 글을 쓰는 일, 자전거를 타는 일에서도 우리는 몸적인 의식의 작동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런 활동들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겠다’

는 생각을 한 다음, 그 내용을 전달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일들을 행할 때, 우리의 몸은 주어진 상황에 맞추어 이

미 먼저 움직이고 있다. 의식이 있다면, 행동은 그 의식을 따라오게 마

련이라는 전통적인 견해와는 달리, 의식은 몸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것

이 아니다. 정상인과 슈나이더의 행동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지각 및 행동의 주체가 정신적인 의식이 아닌, 육화된 의식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슈나이더의 장애는 정신적인 의식의 이상이 아니라, 육화된 

의식의 이상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3. 몸적인 주체의 특징 

  

    3. 1. 몸의 지향성

    슈나이더의 예는 우리가 세계에 행동가능성을 투사할 수 있는 ‘육화

된 의식’의 주체임을 알려준다. 다시 말하면, 그 사례는 우리의 몸을 기

계처럼 여기는 경험주의나 의식적 주체를 강조하는 지성주의가 우리의 

실제 경험을 제 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메를로-퐁티는 

지각의 주체가 행동가능성을 투사한다는 말을 그가 ‘몸의 지향성’을 가

진다는 말로 치하면서, 이 몸의 지향적 성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몸의 도식(schéma corporel)’이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이 몸의 도

식이라는 개념은 우리의 몸이 다른 사물들과 구별되는 특수한 물질임을 

잘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인간은 몸으로만 이루어진 것도 아

니고, 정신적인 의식으로만 이루어 진 것도 아니며 몸과 의식의 공존으

로 이루어져 있다. 몸은 단순한 상과 같은 물질이 아니며, 이런 몸으

로부터 독립된, 시공을 초월한 의식 같은 것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이

것은 예를 들어 우리 몸의 공간성이 세계의 공간성과 구별되는 독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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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는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내 손이 키보드 위에 있을 때, 나는 컴

퓨터 옆에 연필꽂이가 있듯이 그렇게 내 손이 컴퓨터 위에 있다는 식으

로 말하지 않는다. 이런 설명 방식은 나의 몸이 기하학적 공간에 상처

럼 존재한다는 전제하에서의 설명방식이지만, 나의 몸의 윤곽은 다른 일

반적인 공간들과 동일한 공간이 아니다. 

    ‘몸의 도식’이라는 개념은 당  생리학에서 쓰이던 개념이다. 생리학

자들에 따르면, 몸의 도식이란 ‘어렸을 때부터 경험한 촉각적인 운동 감

각의 내용을 시각화시킴으로써 형성된 것’23), 다시 말해서 자신의 몸에 

한 수많은 이미지가 모자이크식으로 결합된 총체이다. 그런데 메를로-

퐁티는 우리가 몸의 도식이라는 것을 가진다는 생리학자들의 주장을 받

아들이면서도, 그것에 한 생리학자들의 주장에는 결함이 있다고 지적

한다. 메를로-퐁티에 따르면, 생리학자들처럼 우리가 모자이크 식으로 

결합된 몸의 이미지들의 총체를 가진다고 이해할 경우, 예를 들어 ‘ 측

지각증(allochirie)’과 같은 질병의 발생을 설명하기 어렵다. 측지각증

은 왼손에 자극이 가해졌음에도 그 자극을 오른 손에서 느끼는 증상인

데, 만일 우리가 자신의 몸에 한 모자이크식으로 결합된 이미지의 총

체를 가진다면, 이와 같은 증상의 발생은 불가능하다. 모자이크식으로 

되어있는 왼손의 감각들은 왼손에 한 이미지이지 오른손에 한 이미

지가 아니므로 그것과 겹쳐져 나타날 수 없기 때문이다. 

    생리학에서와는 달리 심리학에서도 ‘몸의 도식’이라는 개념을 이야

기하는데, 이를 “경험과정에서 이루어진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공감각적

인 세계 속에서 나 자신에 한 전체적인 의식의 파악, 즉 형태심리학에

서 말하는 형태”24)라고 보았다. 그래서 그들은 측지각증의 증상이 “왼

손의 여러 지점들이 전체 조직에 속하는 한에서 왼쪽 손의 여러 지점이 

오른쪽으로 옮겨지기 때문25)에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생리학에서 

설명해주지 못한 측지각증의 설명에 좋은 안을 제시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런 몸의 도식에도 한계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심리학은 ‘질병실인증’ 증상을 설명하지 못하는데, 앞서 설

23) PhP 115

24) PhP 116 

25) PhP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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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했듯이 이는 사지가 마비된 환자의 경우에 자신이 잘 움직일 수 있다

고 생각하는 것으로, 일종의 자기 장애를 인지하지 못하는 증상을 보인

다. 그러나 신체의 모습에 한 단순 복사나 심지어 현존하는 신체 부분

들에 한 전체의식으로서의 몸의 도식으로는 환자의 몸의 도식 속에서 

마비된 사지가 무시된 증상을 설명하기 어렵다.26) 

    메를로-퐁티는 사지가 마비된 환자의 몸의 도식이 정상인의 몸의 

도식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몸의 도식이 단순히 실제의 몸의 도식 전체

를 그 로 반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도식이 ‘몸의 지향성’이나 ‘투사’

를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렇듯 심리학은 몸의 전체 이미지가 

부분적인 이미지보다 우선이라고 말하며 몸의 도식이 가지는 의미를 파

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니는 함축을 제 로 보지 못했던 것이

다. 메를로-퐁티는 몸의 도식 개념에는 전체로서의 몸의 이미지 이외에

도 상황에 맞게 몸의 자세를 나타날 수 있게 하는 ‘몸의 지향성’이 포함

되어 있다고 말한다. 즉, “나의 몸이 어떤 현실적 또는 가능적 과제를 

겨누는 자세로서 나에게 나타난다는 것”27)이다. 그는 몸의 도식이 몸의 

감각이나 운동 간의 통일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언

급된 우리의 지각의 특성인 ‘경험의 탈자성’도 이런 몸의 지향성에 의존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험의 탈자성이란, 앞서 설명했듯이  우리가 상

의 보이지 않는 곳까지 예상하여 지각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지각 주

체의 행동가능성이 수반되어야만 가능하다. 즉 내가 어떤 건물의 뒤를 

직접 돌아가 보지 않아도, 나의 지각은 내가 몸을 움직여 뒤를 볼 수 있

다는 행동의 가능성과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듯 메를로-퐁티가 말

하는 몸의 도식28)은 구체적인 경험과정에서 생겨나는 것 이전에 선행한

26) PhP 116

27) PhP 116

28) 메를로-퐁티가 말하는 ‘몸의 도식(schéma corporel)’은 어로 ‘body image’라

고 번역된다. 숀 갤러거와 단 자하비는 ‘몸의 도식’이라는 개념과 ‘몸의 이미지’라

는 개념이 혼란스럽게 쓰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 두 가지 개념을 구분할 

것을 제안한다. 우선 ‘몸의 이미지’는 1) 자신의 몸에 한 주체의 지각적 경험, 

2)몸 일반에 한 주체의 개념적인 이해, 3) 자신의 몸을 향한 주체의 정서적인 

태도를 가리킨다. 그리고 ‘몸의 도식’은 1) 지향적인 행위에 기여하기 위해 항상

적으로 자세와 움직임을 조절하는 과정의 몸의 자동적인 체계 2) 내가 다리를 꼬

고 있다는 것을 다리를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으로 아는 것을 뜻하는 

‘몸-알아차림(body-awareness)’ 을 말한다. 즉 몸의 도식은 주체의 행동을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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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몸의 지향성이 포함된 몸의 도식이야말로 경험 가능성의 근

거이다.29) 

 

    3. 2. 세계에-있는-존재 

    지각하는 주체의 첫번째 특징이 몸의 지향성에 있다면, 이런 몸적인 

지향성을 가진 주체는 당연히 의식처럼 시공을 초월한 절 적인 정신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한계를 가진 주체이고 그래서 메를로-퐁

티는 이를 ‘세계에-있는-존재(Être-au-monde)’30)라고 칭한다. 이 개념

하고 자세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감각운동 역량을 가리킨다. 이런 몸의 도식은 몸

의 이미지를 구성하는데 암묵적으로 기여한다. 그러나 몸의 이미지와 몸의 도식은 

행동하고 있는 몸적인 주체에게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 (Shaun 

Gallagher and Dan Zahavi, 위의 책, pp. 145-146) 결론적으로 메를로-퐁티가 

생리학과 심리학의 한계를 거쳐 도달한 몸의 도식 개념은 ‘물질적인 몸’과 ‘의식

적인 주체의 제어’가 결합된 형태인 몸적인 주체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몸-알아

차림’을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9) PhP 115-116

30) PhP 97 “Être-au-monde”는 메를로-퐁티가 생각하는 세계 속의 주체의 모습

을 표현하는 말이다. 이는 하이데거의 세계-내-존재(In-der-Welt-sein)와 비슷한 

뜻이지만, 메를로-퐁티는 세계 안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 거주하며, 세계

로 나아가고자 하는 몸의 지향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런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하이데거와 마찬가지로 ‘세계-내-존재’라고 쓰려면 프랑스어의 in에 해

당하는 dans 이라는 표현을 썼을 것이기 때문이다. 메를로-퐁티가 ‘au’라는 표현

을 쓴 이유는 Être-au-monde에서 ‘au’는 ‘à’라는 전치사와 ‘le’라는 정관사가 결

합되어 쓰여진 것인데, 이때 à라는 전치사가 ‘~에 속하다’라는 뜻 뿐 만 아니라, 

‘~를 향하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이다. 메를로-퐁티가 말하고자 하는 몸적인 주체

는 세계에 속해있기도 하고, 세계로 향하고 있기도 한 존재이므로 이 프랑스어 표

현은 자신이 말하고자 한 주체의 성격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말로는 번역하기가 쉽지 않다. 이는 역자에 따라서도 ‘세계에의-

존재’(류의근,『지각의 현상학』, 문학과 지성사, 2002.) 혹은 ‘세계-에로-존재’(조

광제,『몸의 세계, 세계의 몸』, 이학사, 2004.) 등 다르게 번역된다. 필자는 한국

어 문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하이데거의 ‘세계-내-존재’와는 구분될 수 있도

록 ‘세계에-있는-존재’라고 번역해보았다. 왜냐하면 ‘세계-내-존재’라는 번역어는 

주체가 세계 속에 상처럼 들어있는 것과 같은 인상이 강하지만, ‘세계에-있는-

존재’는 세계에 발을 딛고 거주하는 주체의 모습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 번역어

가 ‘세계-에로-존재’로 번역한 것 보다 세계를 향하는 몸의 지향적 의미가 사라졌

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메를로-퐁티의 철학 내에서는 특정한 세계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 그 세계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번역어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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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메를로-퐁티는 몸적인 지각주체가 세계를 향하고 있다는 지향

성에 해 더욱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 우선 몸적인 존재가 활동하는 

곳은 순수한 언제나 일정한 균질적인 좌표 위에서가 아니라, ‘지금’과 

‘여기’라는 상황의 공간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의 공간에서는 

세계가 몸적인 주체에 의해 드러난다. 이것은 우리가 지각을 할 때, 시

공을 초월한 순수하고 균질적인 장에서 지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

리가 어떤 상을 인식함과 동시에 그 상에 한 나의 감정이나 경험

의 역사가 한꺼번에 펼쳐지는 지평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는 “나의 몸이 여기에 있다는 것은 좌표축에 의해 규정된 그런 위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최초의 좌표의 정착이자, 상을 향한 

몸의 정박, 자기의 과제를 맞이하는 몸의 상황을 가리킨다.”31)고 말한

다. 

     말하자면 지각 주체인 나의 몸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상, 하, 좌, 

우가 결정된다. 또 내가 있는 위치에 따라 여기와 저기가 정해진다. 이

는 객관적인 좌표 위에서 결정된 위치가 아니라 주체인 몸과 상과의 

관계에 의해 정해지는 위치이다. 내가 지붕위에 앉은 새를 보았다고 한

다면 그것은 그 때 “내”가 그 새를 지붕과 관련해서 본 것이다. 만약 그

렇지 않다면 그 새는 하늘 아래에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지붕 옆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메를로-퐁티가 상하좌우와 같은 정

위도 좌표축 위에 설정된 기하학적 공간과 같이 균질적이고 고정된 공간

으로 상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몸을 

중심으로 공간의 정위가 결정되지만, 우리의 몸이 외부의 공간과 구분은 

된다고 말하며 자신의 몸의 공간에 세계의 공간이 포함된다고 설명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몸’은 세계를 더 분명하게 보이도록 하는데 필요한 것

이고, 세계를 향한 행동이 시작되는 힘의 저장소이며, 정확한 형태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만약 내 앞에 어떤 형태가 나

타난다면 그것은 나의 몸이 그 형태에 해서 극화되는 한에서 그러하고 

자신의 과제를 향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우

리의 몸은 세계를 향해 행동의 가능성을 투사하는 몸의 도식을 지니는데 

상황의 공간성을 갖는 이런 몸의 도식은 세계를 향해서 내적으로 존재하

31) PhP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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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32) “몸의 도식은 가능한 행동체계로서의 

나의 몸, 즉 현상적 ‘장소’가 그 과제와 상황에 의해 규정되는 잠재적인 

몸이다.”33) 

    우리가 컴퓨터 자판을 칠 때, 우리의 손이 기억하고 있는 로 자판

을 두드린다. 그러나 자판 모양의 빈 그림을 그려놓고 어디에 어떤 글자

가 적혀있는지 적어보라고 하면 막상 써넣기가 어렵다. 또 자판을 보고 

치는 것보다 자판을 보지 않고 치는 편이 더 편하고 빠르다. 이처럼 우

리가 행동하는 것은 객관적 공간 속에서가 아니다. 내가 타자를 치는 것

은 세계로 어떻게 나아가는가에 한 '상황적 공간'34) 속에서이지, 세계 

안에 객관적으로 내 손이 어떤 좌표 위에 있는지에 한 문제는 아니다. 

몸의 공간은 즉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은 객관적 표상으로의 ‘생각한다.’

의 차원이 아니라, 나아가야 할 공간이다. 그래서 운동은 “운동 자체에 

의해 결정된 토  위에서, 상황 속에서 일어난다...우리는 ‘텅비어’ 있거

나 운동과 관계 맺지 않는 공간에서가 아니라 운동과 결정된 관계 속에 

있는 공간에서 운동을 한다.”35) 앞서 설명한 슈나이더가 지갑을 만들 

때, 가위와 바늘을 보고 자신의 손과 손가락을 찾을 필요가 없다. “왜냐

하면 손과 손가락은 객관적 공간 속에서 발견해야 할 상들인 뼈, 근

육, 신경들이 아니라 가위와 바늘의 지각에 의해 이미 동원된 가능성들

이기 때문이다.”36)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는 객관적인 표상의 차원

위에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과 관계 맺어야 할 차원에서 행동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메를로-퐁티는 “나는 공간 안에 그리고 시간 안

에 있지 않고, 나는 공간과 시간을 사유하지도 않는다. 나는 공간과 시

간에 속해 있다.”37)고 말한다. 

    현상학자인 후설이 말한 의식의 지향성이 ‘우리 의식의 특징은 항상 

무엇에 한 의식’이라는 말로 표현된다면, 메를로-퐁티는 더 구체적으

32) PhP 117

33) PhP 289

34) PhP 116

35) PhP 160 

36) PhP 123

37) PhP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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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의식은 항상 세계를 향하면서도 땅에 발을 붙이고 있는, ‘지금’, ‘여

기’라는 시간과 공간에 향을 받는 몸적인 의식38)이라고 바꾸어 설명한

다. 우리는 의식하지 않더라도 이미 세계와 지향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산을 잘 오르는 사람이 산을 본다면, ‘등산에 몇 시간 정도가 소요되겠

다.’라고 생각하며, ‘올라볼 만한’ 산을 오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투

하여 바라볼 것이고, 산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높은 산이군.’ 정도로 

생각하며 아무 감흥이 없을 것이다. 즉 같은 장면을 보더라도 모두 다르

게 산이 지각되며, 시지각이라 하더라도 이는 시각에만 국한된 것이 아

니라 지각주체의 모든 감각이 동원된 지향성이 작동하여 지각되는 것이

다. 이렇게 주체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지각되는 세계는 주체와 동떨어

져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몸의 도식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어떤 광경

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광경이 결합되

어 나타난다. 몸적인 주체가 세계를 지각할 때, 지각 상은 객관적인 

공간 속에 즉자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과거의 경험들과 함

께 형성된 행동적 습관과 함께 통합을 이루면서 그에 따라 존재하는 것

이다.39) 화가가 그림을 그릴 목적으로 어떤 광경을 바라보는 것과 집을 

38) PhP 117, 281 메를로-퐁티는 후설의 추상적인 보편적 본질과 선험적 자아를 

거부한다. 그러나 후설이 생활세계의 중심이라고 지칭한 ‘지각’에 역점을 둔다. 모

니카 랭어는 메를로-퐁티가 주장하는 바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메를로-

퐁티는 후설의 지향성개념을 의식의 지향성이라고 칭하고, 이것이 몸의 지향성이

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말한다...메를로-퐁티는 모든 인식은 지각에 의해 개

방된 지평 안에서 일어나며, 지각의 원초적 구조가 반성적, 과학적 경험의 전 

역에 침투해 있고, 모든 형태의 인간의 공존은 ‘지각’에 근거한다는 것을 지적한

다. 현상학의 관심사는 모든 반성의 배경인 전반성적pre-reflective세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인간존재는 반성에 선행하여 이미 그 속에 관여해 있는 것이다. 

지각하는 주체는 순수한 사유의 주체가 아니라 몸-주체body subject이며, 모든 

반성 행위는 육화된 주관성incarnate subjectivity인 전개인적, 익명의 의식에 기

초를 두고 있다.”(Monika M. Langer, 위의 책, p.ⅹⅴ)

39) 숀 갤러거와 단 자하비는『현상학적 마음』에서 지각이 단지 세계로부터 오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지각은 우리 몸의 운동을 

수반한다고 말한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고, 돌릴 수 있는 머리에 

자리 잡은 눈으로 상을 지각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냄

새를 맡는 것은 우리의 몸이 할 수 있는 것에 의해 형성된다. 지각과 운동은 항상 

함께 하는데, 내가 어떤 것을 만지려고 할 때에는 팔을 뻗어야 하며, 나의 머리를 

움직이고 눈을 돌려서 상을 바라본다. (Shaun Gallagher and Dan Zahavi, 위

의 책, p.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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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을 사람이 같은 곳을 바라 볼 때의 방식은 다르다. 그러나 메를로-퐁

티는 그것이 각자의 고유의 몸의 도식이 달라서가 아니라, 상황에 맞게 

자신의 주안점에 따라 광경에 집중하는 모습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한

다.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바라보는가에 따라 보이는 광

경이 달라질 수 있다.40) 그리고 이때 의식이 광경을 종합하는 것이 아니

라, 몸이 광경을 종합한다.41)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어떤 목적

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는 세계를 향해 우리의 관심을 드러내며 

세계 속에서 상들을 지각하고 있는 것이다. 즉 우리는 특정한 상황과 

특정한 관점으로만 세계를 마주할 수밖에 없다.  

     

    3. 3. 현상적 장

    몸적인 주체의 분석을 통해 메를로-퐁티는 전통철학의 선입견 때문

에 관념화된 지각의 원초적인 현상의 역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그는 

이 역을 가리켜 ‘현상적 장(Le Champ Phénoménal)’이라고 부른다. 

‘원초적인 현상’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언어화되기 이전의 생생한 체

험의 장이라는 뜻을 부여하기 위해서이다. 종래에 현상이라는 말은 우리

가 지각하는 상 세계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현상학에서의 현상은 지

각 주체와 상세계의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험을 지칭한다. 다시 

말하면, 전통적인 철학에서의 현상을 1차적인 현상이라고 할 때, 현상학

에서는 이런 1차적인 현상을 상으로 삼아 그 현상 아래에서 원초적인 

지각이 이루어지는 구조, 즉 지각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주목한다. 그

리고 메를로-퐁티는 이런 현상적 장에서 드러나는 지각의 구조를 탐구

하는 것은 실제 지각의 풍부한 요소를 놓치고 있는 기존 철학의 한계를 

극복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현상적 장’이라는 표현은 『지각의 

현상학』의 서문에서 제시되는데, 이는 이 책의 전체에서 규명하고자 하

는 메를로-퐁티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다.42) 

40) 지각적인 경험은 몸의 도식을 바꿀 수도 있고, 재배치할 수 도 있는데 이것을 

새로운 습관의 획득과 연관 지어 설명할 수 있다. 

41) PhP 150

42) PhP 6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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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주의 철학과 지성주의 철학에서 우리의 지각행위는 생리학에서

처럼 기계론적 인과관계로만 설명될 수 있을 뿐이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감정과 같은 주관적인 경험과 관련된 지각의 생생함은 제거되었으며, 운

동 의도는 객관적인 운동들로 환원되었다. 이런 배경에서 ‘감각한다는 

것’은 주체의 감성과 운동성에서 분리된 채 단순한 성질의 수용이 되어

버릴 수밖에 없었고, 나의 몸은 나의 몸이기를 멈추고 다른 사람들 가운

데 있는 하나의 상이 되었다. 결국 우리의 주관은 초연한 관찰자가 되

어버렸으며 경험은 평준화되었다. 이런 인간의 생생한 경험이 무시된 반

성적인 분석은 객관적으로 구성된 상과 그런 상들 간의 관계만을 문

제 삼는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지각은 즉자적인 상의 순수한 

인상이나 성질을 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으로 구성된 일정한 

‘지평’을 토 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원초적인 경험의 역인 ‘지평’을 메

를로-퐁티는 '선객관적인 역' 43)이라고 부른다. 이 선객관적인 역에

는 지각의 주체와 지각 상의 역사가 서로 얽혀있고, 바로 이것이 새로

운 경험을 하더라도 단순히 그 경험이상의 지각의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경험의 탈자성’의 원인이다. 그리고 이런 선객관적인 역인 ‘지평’이 바

로 현상적 장이다. 

    메를로-퐁티는 현상적 장은 우리의 몸으로 파악된 세계이며, 우리에

게 우리 삶의 친숙한 환경으로 나타나는 세계와의 관계라고 말한다. 그

리고 우리는 본능적인 하부구조와 상부구조로 된 지각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본능적인 하부구조와 지성의 작용을 통해 구축된 상부구

조를 모두 포함한다. 정리하자면 현상적 장은 생명적인 속성과 합리적인 

지향을 토 로 경험되는 세계를 말한다. 메를로-퐁티는 다음과 같이 현

상적 장에 한 접근의 필요성에 해 이야기 한다. 

 최초의 철학적 행위는 객관적 세계의 이면에 있는 체험된 세
계로의 복귀일 것이다. 왜냐하면 바로 그 세계에서 우리는 객
관적 세계의 한계와 사물이 구체적 모습을 되찾는 것을 이해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44)   

43) PhP 19

44) PhP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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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를로-퐁티가 말하는 현상적 장은 주체에게 체험된 세계를 가리킨

다. 이런 체험된 세계로의 복귀는 지각을 반성하여 관념화시켰던 기존 

철학의 전통적인 술책을 피할 수 있는 길이다. 과학적인 인식은 직접적

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지지만, 그것은 이런 직접적인 경험의 현상들

을 고정시키고 객관화시켰다. 그리하여 전통적인 철학은 내용에 무관한 

기하학적 공간, 그 자체로는 상의 성질을 바꾸어 놓지 못하는 순수 좌

표라는 개념으로 존재에게는 무력한 환경을 제공했다. 그러나 메를로-퐁

티가 말하고 있는 체험된 세계는 과학적 세계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

이 아니라 과학적 세계를 포함한다. 이는 “참되고 정 한 세계의 분

출”45)이 일어나는 지각의 결정적인 순간이다. 반성적 분석 이전에, 그러

니까 과학적 삶의 이전에 의식과 더불어 세계가 있으며, 현상적 장은 지

향적 분석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 메를로-퐁티에 따르면, 지향적 분석

이란 의식의 선과학적인 삶을 명시하고, 해명하는 것이다.46) 그리고 이

것은 비이성적 전환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메를로-퐁티는 객관적이고 추

상화된 세계의 이면에 존재하는 현상적 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45) PhP 65

46) 메를로-퐁티가 지각의 우위성, 즉 경험과 체험의 우위성을 강조하는 것이 경험

주의와 어떻게 차이를 지니는가에 하여 숀 갤러거와 단 자하비는 하이데거가 

소리를 듣는 경험에 하여 기술하는 부분을 인용한다. 하이데거는 우리가 결코 

처음에 사물의 나타남 속에서 감각들의 집단, 가령 음들과 소음들을 지각하는 것

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굴뚝에서 휙휙하는 폭풍 소리를 듣고, 폭스바겐과는 즉

각적으로 구별되는 메르세데스 벤츠 소리를 듣는다고 말한다. 그는 모든 감각들보

다도 우리에게 훨씬 가까운 것은 사물들 그 자체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그들은 우

리가 도리어 순수한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사물로부터 떨어져서, 귀를 사물로부터 

다른 데로 돌려서 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즉, 추상적으로 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Shaun Gallagher and Dan Zahavi, 위의 책, pp. 94-95) 정리하자면, 우리는 경

험주의자들이 말하듯 소리라는 감각을 받아들인 뒤에 나의 경험과 연합시켜 어떤 

사물의 소리를 지각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말하는 감각과 지각은 우리의 실제 

경험에서 구분되지 않는다. 이런 맥락에서 현상학자인 메를로-퐁티가 강조하는 

지각의 원초성은 경험주의자들이 말하는 감각과 지각이 구분되기 이전의 우리의 

체험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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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메를로-퐁티의 공간론 

    메를로-퐁티는 개념화되기 이전의 우리의 체험에 해 살피자고 말

하며, ‘현상적 장’으로의 복귀를 제안했다. 그리고 이런 현상적 장은 몸

적인 주체와 세계가 상호작용하며 만들어 놓은 ‘지평’을 전제로 한다. 이

런 지평의 정립에서 몸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각의 세

계는 특히 몸의 지향성이라는 특징을 통해 구성된다. ‘공간’에 한 메를

로-퐁티의 분석은 ‘지각’에 한 이와 같은 분석에 기초하고 있다. 우리

는 3차원의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차원은 수학에서 X, Y, Z축으

로 표시되는 상하, 좌우, 전후의 세 방향을 뜻한다. 이 장에서는 공간 중 

특히 Z축에 해당하는 ‘깊이’ 지각에 한 경험을 중심으로 우리가 세계

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 검토하려한다. ‘깊이’ 지각은 메를로-퐁티가 

강조하는 세계와 주체가 함께 상호작용하는 관계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개념이다. 왜냐하면 어떤 사물의 상하의 길이를 X, 좌우의 길이를 Y, 그

리고 사물과 나 사이의 거리를 깊이인 Z라고 이해한다면, X 혹은 Y의 

길이는 상의 크기라는 속성으로 간주되기 쉬우나, 상과 주체 사이의 

거리인 깊이는 상에 한 것만도 아니고, 주체가 마음 로 구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주체와 상이 함께 있어야만 이루어지는 차원이기 때

문이다. 나아가 메를로-퐁티는 깊이의 차원이 X축과 Y축을 가능하게 하

는 공간의 개념의 근원이라고 주장한다.   

 

  1. 메를로-퐁티가 본 전통적인 공간론의 한계

    메를로-퐁티는 경험주의와 지성주의의 지각론을 비판한 것과 마찬

가지로 공간론에 해서도 전통적인 입장을 비판한다.47) 그는 경험주의

와 지성주의 공간론이 모두 공간을 그 안에 사물들이 배치되는 균질적이

고 논리적이며 객관적인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한다. 두 이론에 차

이가 있다면 공간이 주체와 무관하게 세계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여

겨지는가 아니면 주체의 사유를 통해 파악된 것으로 여겨지는가의 차이

47) PhP 28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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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경험주의는 인간과 상관없이 세계에 공간적인 질서가 주어져 있다

고 본다. 이들에 따르면 공간은 우리의 존재의 유무와 상관없이 항상 자

기동일성을 유지하며 10미터의 거리는 10미터의 거리를 항구적으로 유

지한다. 이에 반해 지성주의는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공간이 우리와는 

독립된 질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성적 사유에 의해서 만

들어진 질서라고 생각한다. 메를로-퐁티는 이런 지성주의 공간을 ‘공간

화 하는 공간(l'espace spatialisant)’이라고 표현하고, 경험주의 공간을 

‘공간화 된 공간(l'espace spatialisé)’이라고 표현한다.48) 그는 지성주의 

공간론과 경험주의 공간론은 서로 상반된 것처럼 보이지만, 두 입장 모

두 구체적인 맥락 속에 있는 상의 상황과는 무관하게 공간을 항상 일

정한 순수한 위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

다고 주장한다.  

    1. 1. 전통적인 공간론의 두 형태 

          – 경험주의와 지성주의 

    메를로-퐁티는 『지각의 현상학』의 <공간>장에서 조지 버클리의 

공간론을 표로 경험주의 공간론을 분석한다.49) 경험주의자인 조지 버

클리는『신시각론』50)에서 우리의 망막에 맺히는 상은 평면적이기 때문

에 우리는 상과의 거리를 볼 수 없다고 말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는 

데카르트처럼 거리가 시각 축선의 각에 의해서 지각된다고 말하지는 않

는다. 데카르트는『굴절광학』에서 우리가 먼 곳의 사물을 볼 때 두 눈

에서 발사하는 빛과 그 사물이 이루는 각을 보고 거리를 판단한다고 말

하는데, 시각축선이란 빛과 사물이 이루는 각을 뜻한다.51) 그리고 그는 

‘시각축선’을 맹인이 양 손의 두 지팡이를 교차시켜서 거리를 아는 것에 

48) PhP 282

49) PhP 294

50) Berkeley,G., A New Theory of Vision(1709), in edited by Alexander 

Campbell Fraser, The Works of George Berkeley, continuum, 2005. (이하 

NTV)

51) Descartes, R., Œuvres et Lettres, Paris : Gallimard, 1953. p.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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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하는데, 즉 시각축선의 각이 작으면 사물이 먼 곳에 있음을 알게 되

고, 반 로 빛과 사물이 이루는 각이 크면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설명한다.52) 그러나 버클리는 기하학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도 거

리를 느낀다고 말하면서 데카르트의 관점을 비판한다. 그는 광학에서 언

급하는 선과 각은 우리에게 데카르트의 설명 로 지각되지 않으며 그렇

기 때문에 선과 각은 수학자가 형성한 가설일 뿐이라고 말한다. 버클리

에 따르면, 거리는 우리의 시각 경험에 의해서 직접 지각될 수 없으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의 기분을 파악하듯이 다른 관념에 

의해 알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 즉 버클리에 따르면, 거리는 다른 관념

의 매개에 의해 시사되는 것일 뿐이다.『신시각론』에서 그는 거리를 시

사하는 관념으로 크게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거리를 알려주는 관념은 첫째, 눈동자가 가운데로 모아지는 ‘눈의 

배열’이나 ‘눈의 변화’와 같은 감각이다. (NTV §16) 이러한 감각은 거리

와 필연적으로 연관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연관성은 경험이나 습관에 

의해 발생한다. 둘째, 망막에 맺히는 상의 ‘혼란스러움’이다. 상이 가까

이 다가오면 상은 더 혼란스럽게 보인다. 그러므로 혼란스러움과 거리 

사이에도 습관적인 연관성이 마음속에 발생한다. (NTV §21) 버클리는 

타인의 붉은 안색이 부끄러움을 나타내는 것처럼 혼란스러운 시각도 거

리라는 관념을 우리에게 가져다준다고 본다. 한 관념과 다른 한 관념 사

이에 수학적인 필연성이 없어도 그 둘이 계속 함께 반복되어 나타난다면 

한 관념은 다른 관념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광학저술

가들은 사람들이 필연적 연관성에 따른 추론을 통해 거리를 판단한다고 

52) 이와 관련하여 메를로-퐁티는 『지각의 현상학』에서 말브랑슈의 설명을 예로 

든다. “ 상이 다가오는 것에 비례하여 상을 응시하는 나의 눈은 더 한층 집중

적이 된다. 거리는 나에게 밑변과 밑각이 주어진 삼각형의 높이이고, 내가 멀리서 

본다고 말할 때 나는 삼각형의 높이가 그런 주어진 크기와의 관계에 의해서 규정

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PhP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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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지만, 버클리는 우리가 상이 다가오거나 멀어질 때 기하학과 그 

수학적 증명에 관해 생각한 뒤 거리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다. (NTV §24) 셋째, ‘눈 근육의 긴장’이다. 물체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눈이 혼란스러우므로 우리는 눈을 긴장시킨다. 이때 혼란스러운 시각 

신에 눈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눈 근육의 긴장이 상과의 거리를 판

단해 준다. (NTV §27) 

    버클리가 반복해서 말하고 있듯이 이러한 습관과 경험에 의한 연관

성의 발생은 거리의 지각과 필연적인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선천적 

시각 장애인이 개안수술을 통해 눈을 뜨면, 처음에는 거리관념을 전혀 

갖지 못한다. 그리고 자신의 시각 장에 주어진 상을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처럼 생각할 것이다. (NTV §41) 왜냐하면 우리의 거리지각은 전적으

로 경험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만약 데카르트의 말처럼 시각장애인이 양 

손에 들고 있는 두 지팡이로 파악한 각에 의해서 상과 주체 사이의 거

리를 알게 된다고 하면 선천적 장애인이 눈을 떴을 때 거리를 바로 지각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실상 그렇지 않으므로 우리가 시각을 이용

하여 각으로 거리를 파악한다는 것은 거짓이다. 그 신 우리는 촉각으

로 지각할 수 있는 어떤 관념이 시각관념과 연관되어 왔다는 것을 오랫

동안 경험하면, 시각관념을 지각하자마자 곧 익숙한 촉각관념이 뒤따라

오는 것이라고 결론 내린다. 다시 말해서, 거리를 본다는 것은 경험상 

자기 몸의 움직임을 통해 측정되었던 거리를 지나갔었던 그 촉각 관념을 

지각한다는 것이다. (NTV §45)    

    메를로-퐁티는 버클리가 이런 방식으로 거리가 시각으로 지각될 수 

없다고 여기는 것은 그가 기하학적인 공간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

고 지적한다. 다시 말하면, 버클리는 우리가 깊이를 볼 수 없는 이유는 

망막에 맺히는 상이 평면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런 언급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측면에서 보았을 때의 너비를 진정한 거리라고 생각하고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측면에서 바라본 너비는 정면에 서 있는 사람에

게는 보일 수 없으므로 바로 이 사실이 깊이를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이

다. 이러한 경험주의적 세계관에 따르면, 촉각적인 경험으로 지나가보았

던 거리를 시각관념으로 연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더라도 세계에는 인간

과는 상관없는 공간적인 질서가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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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의 지각에 해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보이지 않는 것이

라고 여기는 거리는 이미 측면에서 보았을 때의 너비로 확인된 거리이

다. 

    버클리는 데카르트식의 거리지각 방식은 비판하지만 우리의 지각과

는 상관없이 물체 A와 물체 B 사이에는 10미터라는 일정한 거리가 존

재한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그는 공간을 주체의 지각과

는 상관없는 항구적인 것이고 불변하는 등방적인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

는 것이다. 이런 설명은 데카르트 식의 기하학적 좌표평면인 X, Y, Z 축

으로 표상되는 3차원의 세계에서 공간을 설명하는 방식이며, 이런 기하

학적인 3차원의 세계에서 깊이를 나타나는 Z축은 X축, Y축과 동등한 지

위를 지닌다. 정육면체를 예로 들면, 정육면체에서 너비, 높이, 깊이 이 

세 축은 보는 주체나 상이 회전함에 따라 깊이가 상의 너비가 될 수 

도 있고, 높이가 될 수도 있다. 이는 단지 명목상의 차이만 가진, 단순히 

다른 차원이며, 아무 이유 없이 결정되는 것이다.53)  

    메를로-퐁티가 경험주의적 공간론을 설명할 때, 버클리의 공간론을 

직접적으로 예를 든것과는 달리, 지성주의적인 공간론에 해 비판할 때

에는 구체적으로 한 철학자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지

성주의적 공간론을 비판할 때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전혀 

짐작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가령 메를로-퐁티에 따르면, 지성주의는 

깊이의 지각이 주체가 망막에 주어진 상에 한 인상들을 종합해 파악

할 때 이루어진다.54)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기술에서 메를로-퐁티가 말

하고 있는 지성주의적 공간론은 데카르트 혹은 칸트의 공간론을 말하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데카르트는 감각자료로부터 얻는 정보는 항상 변화하며 참된 상의 

53) 헤겔도 데카르트와 마찬가지로 깊이의 차원은 다른 차원들과 다를 바 없다고 설

명한다. “[유클리드적 공간의] 세 개의 차원은 단순히 다른 것이다. 그리고 결정

적인 것들이 없다... 그 결과 누구도 높이와 길이와 너비(깊이)를 구분해서 말할 

수 없다. 우리가 어떤 방향을 높이 또는 깊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를 바 없는 문제

다. 길이 또는 너비는 같다. 이렇듯 그것들은 아무 이유 없이 결정된다.” 

(Edward S. Casey, “The Element of Voluminousness: Depth and Place 

Re-examined", Merleau-Ponty Vivant,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1., p.8)  

54) PhP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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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에 혼돈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시각적인 정보

를 인식의 결정적인 수단으로 보지 않는다. 앞서 버클리가 비판한 내용

에서도 보았듯이 데카르트는 주체가 상과 자신 사이의 거리를 지각할 

때, 지성적인 시각 축선으로 상과의 거리를 각도로 파악하여 추론한다

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데카르트는 우리가 시각적 경험을 따른다기보다

는 이성에 따라 파악하는 지성적 작업을 통해 깊이를 알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와 같은 지성주의 공간론은 경험주의 공간론과 마찬가지로 깊이를 

측면에서 본 너비일 뿐이라고 간주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전면과 측면과 

상 사이의 거리가 나에게 무차별적인 감각자료로 주어진다는 가정은 

등방적이고 객관적인 공간을 상정하고 있는 경험주의적 공간론과 다를 

바가 없다. 경험주의와 지성주의에서 주체와 상 사이의 거리와 상의 

너비, 그리고 높이의 지각은 아무 의미를 띠지 않고 동등하다.     

    1. 2. 전통적인 공간론의 한계

    경험주의자인 버클리는 우리의 망막에는 평면적인 상들이 맺히기 때

문에 깊이를 직접 지각할 수는 없고, 깊이는 다른 감각의 관념들에 의해 

시사되는 것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때 버클리가 말하는 다른 감

각들이 우리가 체험하는 깊이의 지각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는 멀리 있

는 것을 바라볼 때 눈동자의 움직임, 가까이 있는 상을 바라볼 때의 

상의 어른거림, 이러한 혼란스러움을 방지하기 위해 눈을 긴장시키는 것

을 일차적인 감각의 관념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일차관념을 그것과의 

습관적인 연합을 통해 매개되는 이차적인 관념인 깊이와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메를로-퐁티는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깊이 지각을 분

석적인 방법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버클리의 설

명방식은 깊이를 옆에서 본 너비로 가정 한 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각하는 지 거꾸로 유추하여 만들어낸 설명방식이라는 것이 메를로-퐁

티의 주장이다. 그러나 메를로-퐁티에 따르면, 우리는 실제로 촉각적인 

근육의 느낌을 통해 상과 나 사이의 깊이를 지각하지는 않는다. 

    만약 우리의 망막 상에 모든 것이 평면으로 지각된다면 전경과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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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나누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경험을 버클리의 분석 로 설명하자

면, 눈의 긴장이 덜 한 것이 멀리 있는 배경으로, 눈의 긴장이 더 한 것

이 앞에 있는 전경으로 시사되는 것이라고,(NTV §27) 또는 2차원적인 

평면에서 3차원적인 입체로 상이 전환될 때 촉각의 경험이 함께 있는 

것(NTV §45)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전경과 배경을 구

분할 때, 눈 근육의 움직임으로 거리를 추론하지 않으며, 그만큼의 거리

를 걸어가 본 촉각적인 경험이 없더라도 그 사물의 크기와 나로부터 떨

어진 거리에 해 말할 수 있다. 버클리가 말하는 깊이 지각은 먼저 정

면에서 보이는 사물과 나 사이의 거리를 지각한 다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옆으로 돌아가 보았을 때 그 정도의 거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

는 것이다. 이는 곧 근원적인 깊이의 체험 없이는 경험주의적 설명은 불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다.55) 실제 우리의 깊이에 한 경험은 그런 감

각들과의 매개를 통해 연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더욱 직접적으로 지

각된다. 

    깊이가 연합의 활동을 통해 지각된다는 버클리의 설명방식의 한계는 

입체적인 사물과 그 사물을 그린 평면적인 그림 사이의 구분을 설명할 

수 없다는 데에서도 드러난다. 예를 들어 정육면체를 지각할 때, 버클리

식의 경험주의로 본다면 우리는 정육면체를 전면과 측면 그리고 뒷면으

로 이루어진 입체적인 상으로 보지 못한다. 만일 우리의 망막이 평면

으로만 사물의 상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면, 평행사변형으로 기울어진 측

면은 정사각형인 정면과 동일한 평면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서부

터 측면까지의 거리가 눈에서 부터 전면까지의 거리보다 멀다는 것을 알 

수 없다. 정육면체를 돌려봐도 마찬가지이다. 전면이었던 것이 측면이 

되면, 측면이었던 것이 전면이 되며 이것들은 모두 같은 차원에서 움직

55) 케이시는 이런 경험주의적 설명 방식은 먼저 지각된 상황에 한 해명을 위해 

고안된 것이며, 망막상의 설명은 사람들이 이미 안다는 의지를 요구한다고 말한

다. 그는 시각적인 깊이의 단서라고 할 수 있는 ‘중첩’을 예로 들어, “[앞에 있는 

사물이 뒤에 있는 사물을 가리고 있는] 중첩의 현상은 사실상 상의 깊이의 단

서가 아니라, 해명을 요구하는 지각이다. …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상이 멀리 

있는 상을 부분적으로 가린다는 것을 알지만, 망막의 상은 그것을 알지 못한

다.”고 말한다. 즉 중첩된 상들을 깊이로 지각하는 것은 감각 속에 있는 요소들

로부터 동떨어져 있는 것이며, 깊이는 지각의 세계에서 이미 그 자체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한다. 즉 깊이는 중첩이라는 단서의 관찰로 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주어지는 것이다. (Edward S. Casey, 위의 글, p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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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평면적인 상들이다. 돌아가는 순간 측면도 전면으로 압축된다. 다

시 말하면, 버클리에게서 상과 주체 사이의 ‘거리’, 혹은 ‘깊이’라는 말

은 의미가 없다. 깊이는 이미 옆에서 본 너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메를로-퐁티는 지성주의자들의 공간 분석에서 깊이가 지각될 수 없

는 것으로 설명되는 것은 원칙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말한다. 즉 메를로-

퐁티에 따르면, 이는 지성주의가 공간을 경험주의와 반 로 경험에 의해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선험적인 형식이자 전 인간의 공통 조건으로 상정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메를로-퐁티는 지성주의의 깊이에 해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지성주의적 분석에서 깊이는 우리의 눈에 새겨질지라도, 감
각적 인상은 시야에 도착하는 잡다(雜多)만을 제공하고, 따라
서 여타의 공간적 관계들처럼 거리는 종합을 파악하고 사고하
는 주체에 대해서만 존재한다. … 지성주의는 실현된 깊이를 
반성하고, 나에게 일어난 깊이가 아니라 측면에 위치한 관객에 
대한 깊이인 바, 점들의 동시적 병존, 궁극적으로는 너비를 반
성한다는 이유에서만 종합을 파악하는, 사고의 주체를 깊이의 
경험에서 나타나게 할 수 있을 뿐이다.56)   

 

    경험주의에서는 시각으로는 깊이를 파악할 수 없고 측면에서 본 너

비만이 있는 것으로 설명되는 반면, 지성주의는 ‘깊이’가 보인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지성주의자들에 따르면, 그 깊이는 주체에 의해서 사

유된 것으로서 존재한다. 예를 들어, 정육면체를 본다고 할 경우, 우리가 

보는 것은 무차별적인 현상의 잡다인데, 지성의 사유가 앞면과 측면 뒷

면을 모두 종합해낸다는 것이다. 상을 지각할 때, 앞면과 측면이 무차

별적인 질료로 받아들여진다는 설명은 경험주의적인 사고방식과 같다. 

앞면과 측면은 구분이 없으나, 지성의 사유를 통해서 구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메를로-퐁티는 이런 정육면체를 보는 것은 그것을 지성

에 의해 종합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정육면체의 “내재적 의미로부터 솟아

오르는 것을 보는 것”57)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지성주의자들이 말하는 

56) PhP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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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이란 여섯 면이 모두 정사각형인 상상의 형태를 모델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우리가 정육면체를 실제로 지각할 때 우리에게 먼저 보이는 

것은 여러 개의 기울어진 사각형이기 때문이다. 지성주의에서는 이렇게 

기울어진 사각형들이 어떻게 정육면체로 종합이 되는지 설명할 수 없다. 

지성주의는 이미 우리에게 정육면체로 지각된 생생한 지각의 상을 분

해하여, 의미없는 ‘잡다’로 만든 뒤, 그렇게 분해된 아무런 의미없는 자

료인 잡다를 지성으로 종합한 결과 정육면체로 보게 되는 것이라고 말한

다. 

    정리하자면, 전통적인 공간론은 깊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

는 데에서 일치한다. 버클리는 우리의 시선으로는 공간이 평면으로 축소

되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  깊이를 볼 수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지성주의자는 깊이가 눈에 보일 지라도 사실 시야에 도착하는 것

은 여러 가지 감각자료들 뿐이며, 깊이가 눈에 보이는 것은 이미 지성의 

활동으로 감각자료들을 종합하고 사고하는 주체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라

고 말한다. 이 두 가지 공간론의 공통점은 깊이를 측면에서 고찰된 너비

라고 생각하는 데에 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생각이 깊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설명하게 하는 것이라고 메를로-퐁티는 말한다. 측면에서 본 너

비를 깊이로 간주한다면, 그런 깊이는 정면에서는 보이지 않고, 다만 연

합을 통해 상상되거나 반성을 통해 추론될 수 있을 뿐이다. 메를로-퐁티

는 깊이를 측면에서 본 너비로 다루기 위해서 지각 주체는 자신의 위치, 

즉 관점을 벗어나 세계에 한 자신의 관점을 포기해야하며, 전지전능한 

신과 같이 자신을 동시에 여러 곳에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런 전통적인 공간론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전통적인 공간론은 우리의 눈이 아닌 사유를 통한 ‘기하학적 

공간’을 전제로 한다. 이는 뉴턴식의 절  공간인데, 그것은 그 자체로 

고정되어 있고, 고유한 현존성을 지닌다. 또한 기하학적 공간 안에서 활

동하는 사람들이나 사물들에 해 공간은 독립적이며, 균질적이고 보편

성을 지닌다. 이런 기하학적 공간은 실제 공간을 일상적인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관적인 느낌과 분리시키고 객관적인 차원으로 환원

시킨다는 한계를 가진다. 우리는 너비와 깊이를 구분하지 않고 추상화하

57) Ph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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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사고할 수 있지만, 그 전에 너비와 깊이를 구분하는 생생한 지각을 

먼저 갖는다.  

    둘째, 이런 기하학적 공간론은 지각의 현상을 분석하여, 그 분석의 

결과를 지각의 원인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경험주의자나 지성주의자가 

깊이의 지각을 분석한 결과는 지각의 원초적인 사태를 분석함으로써 얻

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이 전제하고 있는 등방적이고 객관적인 공

간을 재확인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이

미 지각된 체험을 추상적으로 분해하여, 분해한 사실들을 지각의 원인으

로 삼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는 전통적인 두 이론이 시각에 주

어지는 감각을 경험주의는 평면적인 인상으로, 지성주의는 의미 없는 잡

다로 간주했기 때문에 깊이의 지각을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

한다. 그들은 아무런 의미없는 감각의 재료가 깊이의 토 가 된다고 여

겼고, 그래서 우리의 생생한 지각체험을 제 로 파악할 수 없었다. 즉 

그들은 생생한 우리의 근원적인 체험을 분석하면서, 결국 우리의 경험을 

왜곡시키고 말았다. 

  2. 메를로-퐁티의 체험된 공간

    메를로-퐁티는 경험주의자들과 지성주의자들의 ‘깊이’개념을 설명했

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는 생생한 깊이의 지각을 전제

로 하면서도, 그것을 분해한 결과를 다시 조립하는 과정을 지각의 원리

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신 메를로-퐁티는 추상적으로 분

석되기 이전에 존재하는 ‘깊이’의 지각의 생생함에 주목하자고 말한다. 

이 때 그가 말하는 깊이는 단순히 상과 주체 사이의 거리의 차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접하는 3차원적인 입체적 ‘ 상’을 

지각하는 체험을 포괄하고 있다. 이 절에서는 메를로-퐁티가 말하는 깊

이의 지각의 특수성을 짚어보고, 그가 말하고자하는 깊이에 해 알아보

기 위해 현상학적 공간의 전체적인 윤곽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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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 깊이지각의 특수성

    앞서 지각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메를로-퐁티는 경험주의자나 지

성주의자와는 달리 상이 지각되는 순간부터 모든 자극은 의미를 띤 채 

주체에게 지각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래서 그는 공간의 차원 중에 

상의 속성으로 간주될 수 있는 상의 ‘너비’나 ‘높이’라는 개념보다, 

상과 주체의 상호 실존이 전제되어야만 하는 차원인 ‘깊이’ 개념에 

한 분석이 중요하다고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공간의 다른 차원들보다도 ‘깊이’는 우리에게 세계에 대한 
편견을 거부하고 세계가 우리 앞에 솟아오르는 원초적 경험을 
회복하도록 강요한다. 왜냐하면 깊이는 대상 자체의 속성도 
아니요, 보는 자의 시선에 속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것은 사
물에서 끌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물 없이 의식에 의해서 
사물에 놓일 수도 없는 것이다. 깊이는 대상과 주체 사이의 
불가 분리한 결합을 보여준다.58) 

    기존의 공간론에서 깊이는 너비와 높이와 구분되지 않고 단순히 어

떻게 놓여있는가에 따른 차이를 가질 뿐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하학

적이고 균질적인 공간을 전제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깊이의 

지각은 다른 공간의 차원과 다를 바 없는 차원이었고, 깊이의 특수성이 

드러날 수 없었다. 그러나 메를로-퐁티는 생생한 지각의 체험을 설명하

기 위해서 ‘깊이’의 지각이 다른 공간의 차원으로 환원되지 않는 고유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한다. 그리고 깊이의 고유한 특성 때문에 메를로-퐁

티는 상과 지각주체 사이의 ‘거리’를 ‘깊이(profondeur)’라고 칭한다. 

왜냐하면 ‘거리(distance)’라는 표현은 3차원의 공간에서 X축이라고 할 

수 있는 상의 너비를 설명할 때에도 쓸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즉 ‘거리’라는 표현은 공간을 등방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전통적 공간론

의 관점을 반 하는 단어로 읽힐 여지가 있기 때문에 메를로-퐁티는 ‘깊

이’라는 표현을 고수한다.59) 즉 메를로-퐁티는 주체가 상을 지각하는 

58) PhP 296 강조는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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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한 느낌을 포착하기 위해 ‘깊이’의 차원을 다른 공간의 차원과는 구

분 짓고 있는 것이다. 

    실제 우리는 공간에서 상을 지각할 때, 깊이만의 느낌과 너비의 

느낌을 구분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책꽂이에 꽂혀있는 책을 볼 때, 책

의 이름이 적혀있는 정면은 나의 눈앞에 가까이 보이고, 책의 윗면의 모

서리가 뒤로 물러나면서 나의 눈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음을 파악한다. 

이렇듯 어떤 한 상을 지각할 때 너비와 깊이의 느낌은 확연히 다르다. 

그 상이 책이 아니라 정육면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정육면체의 앞면

과 측면으로 넘어가는 옆면을 확실히 다른 느낌으로 지각한다. 이렇게 

메를로-퐁티는 ‘가깝다’와 ‘멀다’의 차원을 통해 상과 주체 사이의 거

리 뿐만이 아니라 사물에 한 입체적 지각의 경험 자체를 설명한다. 이

것이 가능한 이유는 사물과 나 사이의 ‘거리’와 사물 자체의 ‘부피감’은 

모두 공간에서의 Z축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납작한 평면의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목하고 볼록한 상으로 구성된 세계를 지

각한다. 메를로-퐁티는 이러한 우리의 생생한 지각의 현상에 주목하기 

위해 깊이의 차원을 특수화시켜 연구한다. 그리고 깊이의 차원에 한 

연구는 추상화된 공간론 이전에 존재하는, 우리가 체험하는 원초적인 지

각에 한 탐구의 발판이 되어 준다. 다시 말하면, 메를로-퐁티는 상

을 부피가 있는 입체적인 사물로 지각하는 우리의 지각의 생생한 모습을 

포착하기 위해 ‘깊이’의 차원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2. 2. 지각의 토 로서의 공간적 수준 

    깊이에 한 메를로-퐁티의 입장에서 보았듯이, 깊이는 주체와 세계

가 함께 존재할 경우에만 나타나는 실존적인 개념이다. 깊이는 주체와 

59) 신호재는 메를로-퐁티가 공간 장에서 세계가 ‘원근(遠近)’을 지닌 3차원으로 지

각되는 사태를 분석하기 위해 ‘깊이’를 분석하면서, 일상적으로 ‘원근’이 더 쉽게 

이해됨에도 메를로-퐁티가 ‘깊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시각적으로 보이는 세

계가 마치 스크린과 같은 수직의 균질한 평면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라고 말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메를로-퐁티가 거리를 ‘깊이’로 표현하는 것은 그

의 초기저술인 『행동의 구조』에서 부터 발견된다고 설명한다. (신호재, 「현상

학적 공간구성에서 ‘깊이’ 지각-후설의 ‘촉발적 부조’와 메를로-퐁티의 ‘지각의 여

로’-」, 인문논총 제 64집, 2010., p.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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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한 상의 성질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성립하는 것도 아니

고, 지각 주체의 의지만으로도 성립할 수도 없는 것이다. 공간의 이런 

양방향적 성질은 앞서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적 지각론에 해 논하면서 

설명했던, 주체와 세계의 교류를 통해 만들어진 지각의 토 로서의 ‘지

평’ 개념과 연관된다. 즉 메를로-퐁티에게 있어 공간이란 주체나 상과 

무관하지 않고 양자의 결합으로서 존재하는 것, 다시 말해 몸적인 주체

가 상을 지각할 때의 지평이다. 메를로-퐁티는 이런 지각의 지평으로

서의 공간을 ‘공간적 수준(niveau spatial)’이라고 부르는데, 그에 따르면 

우리는 일정한 ‘공간적 수준’에서 상을 지각하고 있는 것이며, ‘상하좌

우’라는 방위도 ‘멀다’와 ‘가깝다’와 같은 깊이의 지각도 이 공간적 수준

에 따라 결정된다.  

    메를로-퐁티는 의식적인 주체의 자리에 몸적인 주체를 상정했기 때

문에, 몸적인 주체가 상을 지각하는 경험 속에서 공간의 지각방식을 

탐구한다. 그에 따르면 주체가 공간에서 상을 지각하게 되는 것은 일

방적으로 세계로부터 오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체의 몸과 

세계의 공간적 수준이 일치했을 때 가능해진다. 메를로-퐁티는 베르트하

이머라는 심리학자의 실험을 예로 들어 공간적 수준에 해 설명하고자 

한다. 메를로-퐁티는 이 실험이 주체의 몸과 세계가 분리되고 다시 일치

하게 되는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주체와 세계의 ‘동기지음’의 개념을 잘 

보여준다고 해석한다. 그러므로 그에 따르면, 우리는 이 실험을 통해 우

리가 체험하는 공간적 수준이 우리의 몸과 근본적으로 연관이 있으며, 

몸적인 주체의 행동가능성으로 구성된 공간의 수준이 우리의 지각에 결

정적으로 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베르트하이머는 45도로 기울어져 보이는 거울의 방을 준비하고 관

을 통해 피실험자에게 그 방의 광경을 보도록 한다.60) 베르트하이머의 

60) 메를로-퐁티는 『지각의 현상학』에서 베르트하이머의 거울의 방이 어떤 식으로 

꾸며졌는지에 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다. 베르트하이머의 논문에서도 실험이 

이루어지는 거울방에 한 설명에 해서는 다음과 같이 간단히 언급될 뿐이다. 

“나는 피실험자들이 방을 45도 기울어진 각도로 볼 수 있도록 거울을 기울여서 

놓아두었다.” (Wertheimer, "Experimentelle Studien über das Sehen von 

Bewegung", Zeitschrift für Psychologie, Leipzig, 1912, p.258) 우리는 깁슨과 

모우레의 논문 「지각된 수직과 수평」에서 베르트하이머의 거울방 실험을 설명

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찾아볼 수 있다. “베르트하이머는 피실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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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울방에서 피실험자는 방안에 있는 사람들이 비스듬히 어떤 면에 붙어

서 걸어다니고 있는 것 같은 광경을 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 똑바

로 걸어 다니는 것 같은 광경을 보게 된다. 떨어지는 물체도 처음에는 

45도 기울어져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얼마 후 변화가 

생겨 물체가 수직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61) 메를로-퐁티는 

처음에 피실험자가 그 방의 모든 것을 비스듬하게 보는 것은 그가 모든 

것이 수직으로 보여야 하는 어떤 공간적인 ‘수준’을 전제했기 때문이며, 

나중에 모든 것이 수직으로 보이는 것은 45도 기울어진 세계에 우리의 

몸의 ‘수준’이 맞추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요컨 , 관을 통해 거울의 

방을 보기 전에 주체가 가지고 있던 일정한 수준 때문에 비스듬함이 지

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피실험자가 관을 통해 광경을 바라보다

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다른 수준이 요청되면서 그의 공간 수준이 

옮겨진 것이다. 

    이 실험은 시각에 의해 공간의 정위가 결정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

으로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1장에서 설명했듯 우리의 지각은 궁극적으

로 ‘몸적인 주체’에 의존하고 있으며, 따라서 공간의 정위를 결정하는 데 

들에게 관(튜브)을 통해 거울을 보도록 했는데, 그 거울은 관 뒤에 위치한 방이 

45도로 기울어져 보이게 하는 거울이었다.” (J. J. Gibson; O. H. Mowrer, 

"Determinants of the perceived vertical and horizontal", Psychological 

Review, Vol 45(4), Jul 1938, pp. 307-308) 위의 두 논문을 종합해 볼 때, 우

리는 베르트하이머가 꾸민 거울의 방은 거울을 45도로 기울여 세워 두고, 그 방

의 밖에서 피실험자로 하여금 관을 통해 45도로 기울어진 거울을 통해 방 안을 

보도록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PhP 288-290) 

61) 이 실험은 경험주의의 공간과 선험적인 감성의 형식으로서의 공간을 설명해주기 

어렵다. 우선 경험주의적 공간에서 만약 45도로 기울어진 광경이 수직인 것으로 

보이는 것을 이전의 위치와 새로운 위치의 연합의 결과라고 한다면, 어떻게 단숨

에 새로운 위치가 체계적인 외양을 가지게 되는지, 지각적 지평의 일부가 어떻게 

이미 수직으로 보이는 상들과 하나로 합쳐질 수 있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그리

고 지성주의의 경우 이런 새로운 공간이 사고 작용의 결과이고, 공간의 잡다를 종

합한 것이라면 어떻게 촉각적 장이나 청각적 장이 그런 전환에 저항할 수 있겠는

가? 왜 어지러운 증상을 느끼거나 단번에 정위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인가? 그러

므로 이 실험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몸적인 주체는 자신만의 공간적 수

준을 이미 가지며, 실제의 수준과 자신의 수준을 맞추고 그 수준이 맞았을 때 그 

안에서 자유롭게 행동을 개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공

간은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몸 안에 체화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PhP 

288-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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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도 본질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시각이 아닌 우리의 몸이라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몸이란 객관적인 공간에 사물처럼 고정되

어 존재하는 ‘물리적 몸’이 아닌 세계에서 행동 가능한 체계로서의 몸, 

즉 ‘잠재적 몸’이라는 사실이다. 베르트하이머의 실험에서 피실험자가 자

신의 머리를 왼쪽으로 기울이는 것은 처음에는 기울어져 보이던 광경이 

다시 수직적으로 보이게 된 이후이다. 다시 말하면, 피실험자의 물리적 

신체가 움직이는 것은 공간의 정위가 결정된 다음에야 일어나는 일이다. 

이는 공간의 정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본질적인 역할을 하는 몸은 단순

한 물리적인 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에 따라 메를로-퐁

티는 공간의 정위는 ‘잠재적 몸’으로서의 몸적 주체에 의해 공간적 수준

이 정립되고 그 수준이 실제의 광경과 일치할 때 결정되는 것이라고 주

장한다. 

    메를로-퐁티는 이러한 지각주체로서의 몸의 수준과 세계가 일치하

는 지각의 순간을 설명하기 위해 ‘정박(碇泊, ancrage)’이라는 개념을 든

다. 이는 마치 배가 해저에 닻을 내리듯, 주체의 수준과 세계의 수준이 

일치하여 주체가 세계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45도 기울어져 보이는 방에서 피실험자가 어색함을 느끼는 것

은 그와 같은 광경이 피실험자의 몸이 정박하고 있던 이전의 수준과 맞

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 45도 기울어진 방의 모든 

것들이 수직으로 보이는 것은 그런 공간적인 혼란이 극복되어 거울에 비

친 공간에 몸의 공간이 정박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공간은 우리

의 몸이 정박해 있는 질서의 표현이다. 메를로-퐁티에 따르면, 우리의 

몸이 특정 공간에서 운동하고자하는 자신의 의도가 전개되었을 때 예상

되는 세계의 반응을 받아들일 때, 주체는 비로소 세계의 공간을 지각하

게 된다. 즉 우리의 지각적 토 로서의 공간을 규정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운동 또는 행동의 가능성이다.

    정리하자면, 공간적 체계는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몸 안에 체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간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주어진 객관

적인 공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체와 세계가 상호작용하여 만들어 

낸 수준에서 지각하고 활동하는 것이다. 이 때 수준이란 주체의 몸이 자

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적 토 를 말한다.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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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와 함께 수준을 변화시키는 능력과 공간을 이해하는 능력을 포함한

다.”62) ‘공간적 수준’ 개념은 메를로-퐁티가 말하는 몸적인 주체와 세계

가 상호 교류하여 만드는 ‘지평’을 공간의 개념에 적용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공간적 수준’은 일상적인 지각에서 항상 작동하고 

있는 우리 지각의 토 이다.       

    2. 3. 현상학적 깊이 지각의 원리 : ‘동기지음’

    이렇게 공간적 수준을 전제로 하는 우리는 구체적으로 깊이를 어떻

게 지각할까? 메를로-퐁티는 깊이의 지각에 한 기존의 관점인 ‘지성주

의’와 ‘심리학’에서의 깊이의 지각에 한 해석에 반박하며, 깊이의 지각

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해 설명한다. 그리고 그가 깊이의 지각에 

한 원리로 소개하는 ‘동기지음(Motivation)’이라는 개념은 결국 그가 

궁극적으로 말하는 지각의 원리에 한 설명이 될 것이다. 

    우리는 흔히 사물의 크기를 통해 상과 나 사이의 거리를 안다고 

생각한다. 지성주의는 우리가 이런 크기를 기호로 보고 이 기호를 해독

한 결과 나와 사물 사이의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판단한다고 

여긴다. 지성주의는 이렇게 깊이가 직접 파악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

는 크기를 깊이지각에 한 기호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기호는 그 자

체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며, 오직 사유에 의해 해석됨으로써만 ‘의

미’를 부여받는 것이다.63) 그러나 우리는 멀어져 가는 자동차의 크기를 

보면서 깊이라는 의미를 추론해내지 않는다. 신 우리는 그 상황을 직

접적으로 파악한다. 이것은 지각이 사유나 반성보다 앞선 근원적인 체험

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우리는 기호를 해석하면서 공간을 지각하

는 것이 아니라 체험된 공간이 이미 존재하고, 그 이후에 해석해야할 기

호를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 이유로 메를로-퐁티는 “지각은 

세계로의 입문이기 때문에...우리는 지각의 수준에서 아직 구성되지 않은 

객관적 관계를 [미리] 지각의 앞에 놓아 둘 수 없기”64) 때문이라고 말

62) PhP 290

63) PhP 297

64) PhP 297



49

한다. 결국 지성주의는 “우리가 추적해야할 지각의 구성작업의 결과를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는”65) 선결문제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즉 

깊이의 기호가 왜 깊이의 기호가 되는지에 해서 물어야 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상의 크기를 명시적으로 인식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즉 사물의 크기를 경험한다고 하여 그 사물과의 거리를 필연적

으로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우리에게 사물의 

크기가 명시적으로 인식되어 이 크기를 통해 상과의 거리를 추론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지성주의자들의 의견에 반 한다. 그러나 선원근법으로 

그려진 그림이나 만화경에서 우리가 깊이감을 느끼는 것처럼, 사물의 크

기가 깊이감을 느끼게 하는 지각에 개입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본다. 그

래서 그들은 지각된 사물의 크기는 깊이의 기호가 아니라 깊이지각의 

‘조건이나 원인’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그러나 심리학자들은 이런 ‘깊이

의 체계’가 나타난다는 것을 확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체계에 상응

하는 기능적 구조가 두뇌 속에 나타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렇게 기

능적인 구조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여 깊이를 지각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

러나 메를로-퐁티는 이것은 또 하나의 사실적인 깊이일 뿐이라고 하면

서, 기능적인 구조가 뇌에 나타난다고 하여 그것을 깊이로 지각할 수 있

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구조를 경험하는 것은 수동적

인 행위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 구조를 체험하고 파악하고 그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66) 

    정리하자면, 세계와 주체의 관계는 ‘기호와 해석’의 관계도 아니고, 

‘원인과 결과’의 관계도 아니다. 그 둘은 의미 속에서 양방향적으로 상호

작용하며 이루어내는 한 상황의 두 가지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양방향적인 지각의 원리에 해 설명하기 위해 메를로-퐁티는 ‘동기지

음’이라는 개념을 내세운다. 이는 지각하는 주체와 세계가 깊이를 함께 

만드는 과정을 나타낸다. 그는 ‘동기지음’이라는 개념에 한 이해를 돕

기 위해서 고모의 장례식에 가는 예를 든다.67) 고모의 장례식에 간다고 

65) PhP 295

66) PhP 299

67) PhP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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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사람들은 이 사실을 고모의 죽음이라는 원인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

한다. 그러나 고모의 장례식에 가는 것을 ‘결과’가 아닌 ‘동기지어진 것’

이라고 말한다면, 그 때는 고모의 죽음이 고모의 장례식에 가야할 물리

적인 힘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고모의 장례식에 가야하는 이유를 

제공하는 한에서만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메를로-퐁티는 동기

에 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동기는 그 의미를 통해서만 작동하는 선행사이고, 그 의미를 
유효한 것으로 확증하고 그 의미에 힘과 효력을 제공하는 것
은 결심이다. 즉 동기와 결심은 한 상황의 두 요소이다. 즉 전
자는 사실로서의 상황이고 후자는 떠맡겨진 상황이다. 68) 

    ‘원인과 결과’가 무릎을 고무망치로 쳤을 때 무릎이 튕겨 올라오는 

자동반사처럼 물리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라면, ‘동기’는 그 ‘의미’를 통해

서만 작동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고모의 장례식에 가는 것은 고모의 

죽음을 유효화하면서 그의 죽음을 떠맡는 것이다. 고모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꼭 장례식장에 가야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문화권에서 인

간의 죽음은 장례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래서 고모의 죽음과 고모의 

장례식에 가는 것은 어느 것도 원인이 될 수 없다. 즉 이것은 하나의 상

황의 두 계기이다. 즉 동기화하는 것과 동기지어지는 것의 관계는 상호

적이다. 메를로-퐁티는 외현적 크기를 보는 경험과 깊이를 지각하는 경

험이 바로 이런 ‘동기지음’의 관계에 있다고 말한다. 

    깊이를 지각할 때, 상의 크기나 눈의 수렴은 깊이를 지각하는데 

필요한 사실이며 이는 세계의 모습이다. 그러나 메를로-퐁티는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깊이를 지각할 수 없고, 주체가 능동적으로 이런 사실들을 

깊이지각의 동기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경험주의자나 

지성주의자가 사실을 의미 없는 감각의 재료라고 여기는 것과는 달리, 

그가 상의 외현적인 크기와 눈의 수렴이라는 사실을 깊이를 동기 짓는 

세계의 측면으로 상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목이다. 다시 말하면, 

깊이가 지각되는 것은 외현적인 크기나 눈의 수렴을 감각자료를 받아들

68) PhP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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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후에 주체가 지성으로 사유한 결과가 아니라, 지각 주체의 깊이지

각과 세계 쪽에 있는 외현적인 크기가 동시에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한 

방식’이라는 의미로 서로를 ‘동기 짓는’ 경험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상이 나로부터 그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작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작기 때문에 멀리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다. 

이는 세계와 몸적인 주체의 교류로 만들어진 공간적 수준이 부여하는 한 

상황의 두 가지 설명일 뿐이다.        

  3. 현상학적 공간과 상의 지각

    우리는 전통적인 공간론에서 말하는 깊이와 메를로-퐁티가 주목하

는 현상학적 깊이에 해 고찰하면서 주체와 상 사이의 실존적인 특징

을 지니는 지각의 토 의 특징인 ‘동기지음’에 해 살펴보았다. 그리하

여 우리는 메를로-퐁티가 말하는 현상학적 공간이 어떤 상이나 주체

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몸

적인 주체가 세계와 함께 구성해 낸 지각을 가능하게 하는 토 로서의 

공간임을 알았다. 이 장에서는 이런 현상학적 공간에서 상과의 거리인 

깊이의 지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 깊이의 지각은 상 자체

에 한 지각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학적 공간에서 상들은 주체에게 항상 의미를 띠고 지각되기 때문

에 상을 지각한다는 것은 상으로부터 기인하는 무의미한 감각의 자

료를 해석하여 주체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각하는 순간부터 

의미를 띠고 다가오는 상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과정임을 확인할 것이

다. 이를 통하여 메를로-퐁티는 주체가 파악하는 상의 크기, 즉 주체

와 상과의 깊이도 상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어떤 상황의 추상적인 설

명 중 하나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3. 1. 공간적 수준과 깊이의 지각

 

    우리는 지성주의자들이 말하듯 상의 외현적인 크기를 보고 깊이를 

유추하는 것이 아니며, 그렇다고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상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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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적인 크기가 깊이지각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신 메를

로-퐁티는 상의 외현적인 크기지각과 깊이지각은 한 상황의 두 요소

이며 서로가 서로를 ‘동기 짓는 관계’에 있다고 말한다. 메를로-퐁티는 

외현적인 크기와 깊이의 관계가 원인과 결과로 설명될 수 없는 이유에 

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형태이론[심리학]은 실제로 멀리 있는 대상의 외현적인 크기
가 망막의 상처럼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 멀
리 있는 대상은 나의 지각에서 나의 망막의 물리적 상보다 더 
천천히 작아지고, 다가오는 대상은 더 천천히 커진다. 이것이 
영화장면에서 우리에게 달려오는 기차가 실제보다 훨씬 크게 
보이는 이유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높아 보이는 언덕이 사진
에서 그 표정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이다.69) 

    상의 외현적인 크기의 지각에 한 위의 인용에서 우리가 주목해

야 할 것은 상의 크기의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공간적 수준’이 

있다는 것이다. 우선 실제 망막에 맺히는 상보다 우리의 지각은 더 천천

히 반응하면서 그 상의 크기를 일정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설명에서, 

메를로-퐁티는 우리에게 지각되는 상을 ‘물리적인 상’과는 다른 ‘정신적

인 상’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고 말한다. 그는 정신적인 상이 물리적인 

상보다 더 작은 것도 아니고 더 큰 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물리적

인 상과 비교할 수 있는 정신적인 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나의 지각은 의식의 내용에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 그 자체와 관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즉 지각된 사물은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상을 볼 때 상의 크기를 정확하게 객관적인 단위로 환산

하면서 지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일정한 공간적 수준에서 그 상과 관

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 상을 그 상자체로 포착한다. 메를로-퐁티

는 어떤 사람을 지각할 때에도 5보 앞에서보다 200보 앞에서 더 작게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작은 사람’, 또는 ‘큰 사람’이라고 말하

69) PhP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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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고 말한다. 만약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메를로-퐁티

는 지각 주체의 공간적 수준에서 벗어나 상의 외현적인 크기를 측정할 

경우에만 이런 진술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우리가 평소 일상적인 지각

의 맥락에서 분리시키지 않고 그 사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크지도 작지

도 않은 ‘그 사람’으로 지각한다. 그 사람은 작은 사람도 아니고 큰 사람

도 아닌, 나의 시각에 덜 포착된 사람, 혹은 완전하게 포착된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지각된 맥락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지각의 현상 안에서 

그 지평을 제거한다는 것이다. 이때 지평은 ‘공간적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70) 이를 지각된 상의 크기나 깊이에 한 파악의 예에 적용시켜

보자. 사물의 외현적 크기와 깊이라는 현상은 이런 공간적 수준의 두 계

기이다. 이 공간적 수준이 맥락을 결정하고, 이 맥락 속에서 상은 일

정한 크기를 띠고 우리에게 지각된다. 하늘에 떠 있는 달보다 지평선에 

닿아있는 달이 훨씬 크게 보이고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도 

공간적 수준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즉 달의 주변에 비교되는 사물에 따

라 달과의 거리가 달라져 보인다. 만약 내 눈앞에 있는 연필꽂이의 크기

를 측정하기 위해서 연필꽂이에 자를 갖다 댄다면, 이것은 단지 연필꽂

이를 기하학적인 관점으로 환원시켰다기보다는, 나에게 펼쳐지던 지각의 

장을 절단하여 지금까지 그 크기를 포함하지 않았던 객관적인 것 속에 

그것을 나타나게 했다고 말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연필꽂이는 그것 자

70) 이렇게 몸적인 주체에 의해 맥락화 된 공간의 수준은 사용의 맥락에 의해 구조

화된 공간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갤러거와 자하비는 하이데거를 인용하여 우

리가 지각하는 공간에 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어떤 것이 현전하는가 아

니면 부재하는가, 가까운가 아니면 먼가는 우리의 실용적 관심들에 의해 결정되는 

어떤 것이다. 가장 가까운 것은 반드시 기하학적인 면에서 가장 가까운 것이 아니

라,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 우리가 잡으려고 손을 뻗을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 예를 들어, 20킬로미터 떨어져 있지만 걸어서 도달할 수 있는 마

을은 불과 2~3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접근할 수 없는 산꼭 기보다 

훨씬 더 가까울 것이다.” (Shaun Gallagher and Dan Zahavi, 위의 책, pp. 

153-154) 그러나 이러한 공간의 지각이 단순히 주관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메를로-퐁티는 이런 사실을 심리학에서 조차 단순히 개인의 심리적인 기술로만 

치부해버리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우리의 체험적인 기술이 과학적인 세계

의 엄 성과 정확성의 가치에 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말

한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지각적 경험은 의식적인 반성이 있기 전에 먼저 존재하

며, 이러한 선객관적인 지각을 살피고자 하는 것이 자신의 현상학의 목표라고 말

한다. (Po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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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둘러싸고 있는 지

평과 함께 드러나 우리에게 지각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공간적 수준의 존재에 한 근거로 우리는 어떤 사물을 처음보

고도 ‘크다, 작다, 가깝다, 멀다’를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것을 들 수 있

다. 이것은 우리의 동작이 어떤 ‘범위’, 자기 주위에 한 몸적인 주체의 

어떤 ‘파악’과 관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상들이 커 보이는 거시증

(巨視症) 증상, 모든 상이 작게 보이는 소시증(小視症) 증상은 주체의 

몸에 체화된 의식이 선재하지 않는 한 설명이 불가능하다. 환자는 몸의 

공간 수준을 이미 가지고 있었고, 그 수준 보다 모든 사물이 커보이므로 

가깝다와 멀다라는 느낌은 이전 공간적 수준에 비교하여 사물들이 작아

졌다거나 커졌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깊이를 분석하면서 결국 메를로-퐁티는 사물 없이도 지각되

는 ‘원초적인 깊이’에 해서 이야기한다. 이는 앞서 설명한 지각하는 주

체의 몸이 주위를 어떻게 파악하는가와 관련된다. 우리는 ‘똑바로 서있

음’과 ‘비스듬히 서있음’은 지각된 내용과 함께 주어지지 않으며, 사물들

과 나의 몸이 관계 맺어 위치지어지는 ‘공간적인 수준’과 함께 구성됨을 

보았다. 이와 마찬가지로 깊이도 모든 상의 식별에 앞서서 멀고 가까

움, 크고 작음을 규정하는 공간적 수준에 관계해서 위치지어지며 사물로 

귀속된다. 그러므로 메를로-퐁티가 말하는 이런 깊이는 참여된 주체의 

몸과 분리해서 설명할 수 없다.71) 따라서 깊이는 주체의 사고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한 주체의 공간적 수준에 의해 이해된다.

     

    3. 2. 현상적 장과 상의 지각

    메를로-퐁티는 공간적 수준을 지각의 토 인 현상적 장의 공간적 

개념으로 여기고 있으며, 깊이의 지각도 상의 지각이라는 상황 속에서

의 하나의 계기로 설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주체의 지각의 지평이 

달라진다면 상의 크기도 다르게 나타나고, 이와 더불어 지각되는 사물

도 다른 모습으로 드러날 것이다. 그러므로 현상적 장은 상의 크기 판

단 및 상과의 깊이의 파악뿐만 아니라 상의 정체성에도 향을 준다

71) PhP 308-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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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볼 수 있다. 이런 현상적 장을 결정하는 것은 세계도 아니고 주체도 

아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가로수가 늘어서 있는 길에서, 의도적으로 가

로수를 배경으로 보고, 가로수의 배경이었던 부분을 형태로 볼 수는 없

다. 공간 수준에서 상을 파악한다는 것은 자의적인 것이 아니다.72) 우

리의 지각은 세계와 주체가 ‘상호 교류’하며 만들어 낸 심층적인 지평으

로서의 일정한 ‘공간적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상의 크기

와 상의 정체성의 파악은 그 수준에서 의미를 갖는다. 

    깊이의 파악은 지성주의자들이 말하듯 지각 주체가 자의적으로 구성

하는 것이 아니다. 지성주의자들이 지성이 깊이를 구성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실제로 깊이가 없는 평면에 그려진 원근법적인 그림을 보

고도 그 그림에서 깊이를 지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

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백지나 허공을 보고서 깊이를 지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깊이 지각이 감각적인 인상을 받아들여 의식으로 파악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런 식의 해석은 우리가 깊이를 기호로 보고 있다

는 것이다. 즉 그림이나 어떤 선적인 묘사를 기호로 보고 깊이라는 의미

를 읽어낸 결과로 깊이가 지각된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특정한 그림이나 선적인 묘사를 ‘깊이의 기호’로 읽어내는가? 바

로 여기에 메를로-퐁티가 주장하고자 하는 우리의 지각의 구조에 한 

원리가 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어떤 상을 지각한다는 것은 그것

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띠고 다가오기 때문이며,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며 상을 지각하기 때문이다. 아무 의미를 띠지 않는 어떤 알 수 

없는 은색의 물체를 지각한다 할지라도 그 물체는 우리가 은색의 물체를 

72) 공간수준에 한 설정은 자의적이고 의식적인 것이 아님을 설명하기 위해 메를

로-퐁티는 거꾸로 보이는 얼굴의 예를 든다. 사유하는 주체에게는 거꾸로 뒤집힌 

얼굴이나 바로 보이는 얼굴은 차이를 갖지 않는다. 똑같은 얼굴이 ‘뒤집혀서 보인

다’ 혹은 ‘바로 보인다’ 정도의 차이를 가질 뿐이다. 쉽지는 않겠지만, 내가 바로 

누워있는 사람의 옆에서 서서 얼굴을 뒤집어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얼굴을 보

면, 그 사람의 얼굴은 부자연스러운 광경을 갖게 된다. 이마에는 이가 가득 차 있

고, 붉은 구멍이 있으며 입에는 거친 수염으로 부각되면서 반짝이는 털로 둘러싸

인 움직이는 두 개의 둥근 테가 있다. 이런 예시를 통해 우리가 얼굴을 지각할 

때, 얼굴에 한 지각 방식 즉 방향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메를

로-퐁티는 우리의 지각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에 해 공간적인 

방향, 즉 상에 한 포착의 방식을 취하면서 상을 보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PhP 292-293)



56

보았던 경험으로 나의 공간적 수준에서 알 수 없는 무엇인가라는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있는 그 로 상을 보지 못한다. 

자세히 말하면, 오른쪽 눈과 왼쪽 눈에 각각 맺히는 상의 불균형을 즉자

적으로 볼 수 없다. 즉 주체에 의해 상을 보려는 의도가 항상 존재한

다. 우리가 상을 ‘깊이’로 보려는 의도는 이미 단안(單眼)적 상들이 불

균형상태에 있을 때부터 존재한다. 즉 이렇게 자의적이지 않은 우리의 

지각의 토 인 현상적 장은 어떤 상을 처음 보는 순간부터 작동한다. 

메를로-퐁티가 깊이의 지각 원리로 제시한 ‘동기지음’개념을 적용하여 

설명하면, ‘나의 의도가 깊이로 향하는 가능적 질서를 떠맡는다.’고 기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때 의도는 지각주체가 자의적으로 구성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포플러 가로수 길이 그려진 그림을 보고 평면에 묘사된 사선

을 지각 한 뒤에 깊이로 조직되는 가로수 길을 지각하지 않는다. 그 그

림 전체가 깊이에 따라 그려짐에 따라 스스로 균형을 추구하고 있기 때

문에 우리가 그 그림에서 3차원적인 가로수 길의 깊이를 느끼는 것이다. 

메를로-퐁티는 우리가 원근법이 적용된 그림에서 깊이를 느끼는 이유로 

‘그림이 깊이를 향해 스스로 균형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는 실재론자인 경험주의자들의 공격을 받을 여지가 매우 크다. 왜냐하

면 그들은 원근법적으로 사물이 그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회화를 깊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말의 뜻은 그림이 깊이를 향하도록 그 자체로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보는 주체와 원근법적인 묘사가 그렇게 깊이를 향해 동

기짓는다는 것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깊이 있는 그림이라는 기호로 읽어

내는 우리의 의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원근법적인 그림이라고 할지라도 

입체적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73) 

73) 메를로-퐁티는 원근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원근법을 이용하여 그려진 그림

을 알아보게 되는데에는 오랜 시간과 많은 반성이 요구되는 것에 주목해보자고 

말한다. 그리고 기호로부터 그것이 의미하는 것에 이르는 해독의 방법이나 간접적

인 추론의 방법이란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 즉 기호란 아무런 의미가 주어지지 

않으면 지각의 주체에게는 기호가 아닌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기호란 그것이 의미

하고 있는 내용과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PoP 15) 이와 비슷

한 예로 곰브리치는 마키노 요시오라는 일본인 화가의 예를 들면서, 그의 아버지

가 정확한 원근법으로 그려진 상자를 보고 찌그러진 상자처럼 보인다고 말씀하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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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만약 애매하게 그려진 그림을 보면 조직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림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볼 수 있다. 메를로-퐁

티는 세 가지의 입방체 그림을 예로 들고 있다.74) <그림1>에서 우리는 

면 ABCD를 앞면으로 하는 입방체를 보거나, 면 EFGH를 앞면으로 하는 

입방체를 본다. 혹은 열 개의 삼각형과 하나의 정사각형으로 구성된 주

방의 타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림2>는 하나의 입방체로

만 보인다. <그림2>에서는 깊이가 나의 시선 아래에서 탄생한다. 왜냐하

면 나의 시선이 어떤 사물을 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

나 만약 <그림2>에 4개의 면에 물결표시를 하면 깊이로의 지향은 파괴

된다. (<그림3>참조) 물결표시는 <그림1>에서 선EH와 같은 역할을 하

는데, 아마도 연합의 방식으로 설명하려는 경험론자들은 이런 선 EH가 

그림을 입방체로 보이게 하는 깊이감을 분해한 원인이라고 말할 것이다. 

메를로-퐁티는 선 EH가 더 이상 깊이로의 파악이 아닌 다른 전체적인 

파악을 유도한다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선 EH가 입체적으로 보이는 

상을 깨트린 것이 아니라, <그림1>에 그려져 있는 다른 모든 선들이 

그렇게 상황을 동기짓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선 EH하나가 다른 

모든 선에 향을 미쳐, 전체의 지평이 바뀐 것이며, 이런 지평을 만들

어 낸 것은 사실 선EH가 아니라 다른 모든 선분이다. 왜냐하면 선EH만 

백지 위에 똑같은 각도로 그려져 있을 경우에는 다른 선들과 함께 전체

를 구성하는 <그림1>속의 선EH와는 전혀 다른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

이다. 

다가 9년 뒤 똑같은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이 찌그러져 보인다고 말한 기억이 있는

데 다시 보니 아주 반듯하게 상자가 보인다고 진술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E. H. Gombrich, Art and Illusion(1960), Prinston University Press, 2000. 

p.267) 

74) PhP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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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상의 지각에서 ‘지평’의 존재를 강조하는 메를로-퐁티는 

상이 드러나는 것은 항상 현상적 장인 ‘지평’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

라고 말한다. 깊이를 지각하는 것은 보는 주체의 의도 때문이라고만 볼 

수 없고, 그렇다고 보이는 상의 균형잡힌 구조 때문만도 아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깊이의 지각은 즉, 상을 보는 지각은 보는 주체와 상의 

‘동기지음’이라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 그림의 조직이 애매한 경우라 할

지라도 내가 어떤 면을 윗면으로 두고 입방체를 구성해야겠다고 결심하

자마자 입방체가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다. 내가 우선 어떤 면을 주시

하고 있다가 그 면에서 부터 시작하여 그 면과 다른 면이 접한 모서리를 

따라가다가 두번째 면을 규정되지 않은 바탕으로서 발견해야지만 첫번째 

주시했던 면이 최초의 면으로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렇게 평면에 그

려진 도형의 지각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상을 의식적으로 구성

해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 상이 결정된 형태를 품고 있어서 수동적

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라, 도형의 형태는 ‘동기화’ 된 것이라는 것이

다. 나의 시선이 상의 모서리를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지각의 구조가 

지평 속에서 드러나는 형태적인 가치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앞서 본 

오리-토끼 그림에서도 우리는 두가지 동물을 동시에 볼 수 없다. 이는 

우리의 지각의 구조가 지평을 항상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은 어떤 하나의 면에 형태의 가치를 가지게 하고, 

다른 면보다 조금 더 앞에 있도록 하며, 시선은 사물들이 우리 앞에 존

재하기 위해 기다리는 반응을 그 사물에 부여할 줄 아는 재능이다.  

    메를로-퐁티는 상을 입체적으로 보는 것을 우리 지각의 원초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 그는 깊이를 지각하는 실제적인 예로, 지평선으로 

수렴하는 곧게 뻗은 길에 한 지각을 예로 들고 있다. 그는 이 길이 한 

점으로 수렴한다고 말해서도 안되고, 평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서도 

안된다고 말한다. 그는 이 길을 ‘깊이로 평행한다(pararrèles en 

profondeur)’고 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도로의 잠재적인 변형을 

통해서, ‘나는 도로 그 자체 위에 있다.(Je suis à la route 

elle-même.)’라고 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75) 그는 사실 멀리 뻗어있는 

그 길은 화가들이 그리는 원근법적인 투사로 그려진 도로도 아니고, 현

75) PhP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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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으로 끝까지 평행한 도로도 아니며, 깊이라는 '지향(intention)' 그 

자체라고 말한다. 또 이와 비슷하게 그는 동그란 접시를 묘사한 그림에

서 둥근형태가 타원의 형태로 그려진 것이 정신적인 상과 물리적인 상의 

타협이라고 말하는 것에 반 한다. 우리는 접시를 볼 때 동그랗게도 보

고 타원으로도 보는데 이것은 나에게서 거리를 두고 보이는 접시일 뿐이

다. 그래서 그는 화가들이 스프 접시의 측면을 그려놓고 그 안에 스프가 

들어있는 모습을 함께 묘사한 것을 칭찬한다. 우리가 정육면체 도형이 

그려진 묘사를 보고 입체적인 정육면체를 지각한다고 할 때, 12개의 변

과 6개의 면은 깊이로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없이는 어떤 의미도 없다. 

그리고 깊이의 차원에 있는 도형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6개의 면이 동일

한 정사각형일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측면에서 보이는 물리적인 상인 

평행사변형과 나의 정신적인 상인 정사각형의 타협이 아니라, 그런 두 

가지 상이 지각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지각되는 원초적인 현상이다.76) 

76) 메를로-퐁티는 훗날『지각의 현상학』에서 상과 주체를 나누어 이분법적인 구

별로부터 지각에 한 설명을 시도한 것이 자신의 실수라고 고백한다.(M. 

Merleau-Ponty, Le Visible et L’Invisible, Paris: Gallimard, 1964., p.253) 그

리고 그는 상과 주체의 일원론이라고 할 수 있는 ‘살chair’의 존재론으로 나아

간다. 그러나 필자는 그가 『지각의 현상학』에서 상과 주체를 나누어 설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의미가 기존의 철학에서 말하는 상과 주체의 의미와는 다르

다고 본다. 그는 주체와 상의 이분법을 극복하는 개념으로 ‘동기지음’이라는 개

념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바로 살의 존재론으로 나아가는 단초이기 때문이다. 

그가 이 개념을 설명하면서 기존의 철학적 용어인 ‘ 상’과 ‘주체’를 사용하지만,

『지각의 현상학』에서 말하는 주체와 상은 이미 지각의 지평에서 서로 의미화 

된, 즉 서로 동기지어진 것을 가리키고 있다. 그는 ‘즉자적으로 존재하는 상’과 

완전하게 분리되어 있는 ‘의식의 주체’라는 이분법적 전제에서 벗어나 우리의 지

각의 모습을 분석하기를 원했고, 그것은 생생한 인간의 지각을 탐구하는 길이었

다. 그는 ‘신화적 의식’이나 ‘꿈같은 의식’과 같은 명백한 인간의 지각이 객관적인 

경험의 통일성을 저해하므로 논의의 차원이 다르다고 여겨지거나 주관적인 것으

로 치부되었던 것을 비판하면서, 이런 의식과 경험 또한 객관화의 지평에 열려있

는 것이라고 말한다. (PhP 338) 예를 들어, 원주민들은 자신의 일상적 삶의 행위

를 위하고, 사냥을 하며 문명족들과의 교제가 가능할 정도로 분명하고 뚜렷한 

지각의 토 위에서 살고 있다. 즉 메를로-퐁티는 그들이 신화적 삶과 객관적 삶

을 동시에 살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이 기우제를 지내서 하늘에서 비가 온

다고 생각하고 그 비를 맞을 때의 체험과 문명인이 ‘저 부족은 기우제를 지내서 

비가 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빗속에 신이 현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구나’라고 이해하며 비를 맞는 체험은 완전히 다른 체험이 된다고 말한다.(PhP 

335) 그러나 그 느낌은 주관적인 것이 아니고, 그 부족 사이에서의 공통적인 지

각이다. 즉 어떤 지평에서 지각하는가에 따라 세계는 즉 상은 다르게 지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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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지각의 근원적인 차원으로서의 깊이

    깊이 지각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현상적 장’이라는 지평 위에서 

상을 부피가 있는 사물로 직접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런 현

상적 장에서는 사물의 지각에서 사물 자체의 특성이라고 생각되었던 높

이와 너비까지도 주체가 세계를 능동적으로 파악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시증과 거시증의 예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어떤 

상의 크기를 지각하는 것도 상의 즉자적인 성질을 그 로 받아들이

는 것이 아니라, 주체와 상이 관계 맺어온 공간의 수준에서 파악되는 

것임을 보았다. 예를 들어, 정육면체를 입체적인 사물로 지각할 때 우리

는 그 정육면체의 너비나 높이를 상의 즉자적인 성질을 받아들여 지각

하는 것이 아니라, 상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정육면체 지각에서의 하

나의 모서리의 길이로 지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을 입체적인 사물

로 지각한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의 가능성과 함께 세계와 관계 맺어온 

‘공간의 수준’에서 상을 파악한다는 것이다.  

    메를로-퐁티는 공간에서 깊이의 개념을 통해 ‘현상적 장’이라는 우

리 지각의 근본적인 토 에 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현상적 장의 이

해를 돕기 위해 깊이를 너비나 높이가 되는 X, Y 축보다 더 근원적인 

차원으로 설명한다. 즉 우리가 정육면체를 정육면체로 보게 되는 것은 

깊이 때문인데, 나의 시선을 통해서 상에 집중을 한 뒤, 깊이가 있는 

입체적인 사물임을 파악하고 나서야 내 눈에 보이는 12개의 변과 4개의 

면이 사실은 정사각형이 6개가 입체적으로 붙어있는 사물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므로 깊이는 시각에 들어오는 자료들과 상충되는 

물체의 특징을 동시적으로 현존시키는 근원적인 차원이라는 것이다. 메

를로-퐁티는 이에 하여 “크기와 높이가 사물들이 병존되는 차원인 반

면, 깊이는 사물들 또는 사물들의 요소들이 상호 감싸는 차원이다.”77)라

고 말한다. 

    결국 깊이의 개념을 통해 우리는 너비와 높이까지도 몸적 주체의 최

이것은 완전히 주관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77) PhP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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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의 파악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임을 확인했다. 우리는 현상적인 장에서 

상을 지각할 때, 내가 아는 친구 ‘ 희’로 지각하지, 나와 얼마만큼 떨

어진, 나의 시각장에 2cm정도로 굉장히 작아보이는 존재라고 지각하지 

않는다. 상과의 깊이나 크기의 파악은 상의 정체성을 파악할 때 따

라나온다는 점에서 파생적이지만, 발원적인 의미에서는 모두 실존적이

다. 결국 너비와 높이가 깊이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비와 높이 

깊이 모두 지각하는 주체와 상 사이의 지각 상황의 추상적인 기술들이

다. 우리는 ‘깊이’개념의 분석을 통해 어떤 상이 어떤 상으로 드러나

는 것은 주체와 세계가 교류하는 지평으로서의 ‘현상적 장’이 있기에 가

능하다는 것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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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세잔의 회화에서 나타난 현상적 장으로서의

   공간

    메를로-퐁티는 언어로 관념화된 과학이나 철학적 설명보다 색이나 

형태로 표현된 회화가 우리의 지각에 해 더 잘 말해줄 수 있다고 말했

다.78) 그는 ｢세잔의 회의｣(1945), ｢간접적인 언어와 침묵의 목소리｣
(1952), ｢눈과 마음｣(1961)이라는 회화론을 발표하면서 자신의 지각론

에 한 구체적인 예시로 여러 예술 장르 중에서도 특히 회화를 그 중심

으로 내세웠다. 본고에서는『지각의 현상학』과 비슷한 시기에 발표한

「세잔의 회의」(1945)라는 에세이를 중심으로 세잔의 회화를 그의 지

각론과 연결시켜 분석해볼 것이다.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의 목표는 관념

화된 지각의 분석 이전에 있는 지각의 원초성을 탐구하는 것이었다. 그

는「세잔의 회의」에서 화가인 세잔도 회화적인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지각되는 사물을 그 로 그리려고 노력하 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러나 「세잔의 회의」는『지각의 현상학』과 긴 하게 연결되어 

해석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 에세이 분량의 절반 이상이 세잔의 생애

와 성격 그리고 그에 비견되는 르네상스의 화가 레오나르도 다 빈치

(Leonardo da Vinci, 1452~1519)의 태생에 한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각에 한 묘사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회화의 표현기법이 부분

적으로만 언급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 글은 크게 두 가지의 주제가 

들어있는 하나의 글이다. 첫번째 주제는 화가의 삶과 작품의 연관 속에

서 화가의 자유가 어떻게 규정될 수 있을까에 해 논하는 것이고, 나머

지 하나는 세잔 회화의 표현기법에 해 설명하면서『지각의 현상학』에

서 언급한 현상학적 지각을 더욱 자세히 보여주는 것이다.79) 이렇게 두

개의 주제를 가진 글이다 보니, 지각론과 회화론을 연결시켜 이해하려는 

독자의 경우, 그 핵심을 포착하기가 힘들다. 게다가 두번째 주제인 현상

학적 지각과 그 구체적인 회화적 예시에 한 설명은 첫번째 주제인 ‘예

술가의 자유’ 보다 그 분량이 상 적으로 적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메를

78) M. Merleau-Ponty, L’Œil et l‘Esprit, Paris: Gallimard, 1964., pp. 13-14 

(이하 OE )

79) Taylor Carmen. Merleau-ponty, Routledge, 2008., p.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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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퐁티의 지각론 자체가 난해하다는 점을 차치하고라도, 지각론과 회화

론의 연결이 어려운 것은  메를로-퐁티 자신이 회화가 인간의 지각의 

구조를 잘 보여주는 매체라는 주장에 한 근거들을 다소 산만하게 제시

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본고에서는 메를로-퐁티가 말하는 인간의 지각이 어떤 구조로 이루

어지는 것이며, 회화는 어떤 점에서 그런 지각의 구조를 잘 보여주고 있

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위해 그의 회화론을 ‘공간’ 개념을 매개로 

해석하고자 한다. 자세히 설명하면,「세잔의 회의」의 두번째 주제인 세

잔의 회화의 표현기법을 설명함으로써 회화에서 우리의 지각의 원초성을 

찾을 수 있다고 여기는 메를로-퐁티의 주장을 분명히 할 것이다. 즉 회

화가 인간의 지각의 구조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매체라고 말하는 메를로

-퐁티의 주장은 회화가 ‘공간’ 표현을 화두로 하는 예술 장르라는 점에 

주목할 때 보다 통일적으로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본고에서 회화론과 지각론을 연결하기 위해 공간에 

한 논의를 살피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화가들의 화두는 3차원적인 세계를 2차원적인 평면에 표현하

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깊이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회화는 

깊이에 한 화가의 ‘반성’이 투 되어 있는 예술장르이다. 예를 들어, 3

차원의 실제 세계를 3차원에 나타내는 조각가는 화가들이 깊이의 표현

에 해 치열하게 고민하는 만큼 많은 고민을 하지 않는다. 즉 화가는 

깊이의 지각에 한 나름 로의 해석을 평면에 표현해야하기 때문에 우

리는 회화에서 깊이의 지각의 표현을 잘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공간에서의 ‘깊이의 차원’이 우리의 지각의 핵심원리인 주체와 상 사

이의 ‘동기지음’을 잘 보여주는 개념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므로 우

리는 회화에 표현된 깊이의 지각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지각의 구조를 잘 

파악할 수 있다. 

    둘째, 메를로-퐁티가 지각론에서 말하는 몸적인 주체의 지향성이 가

장 잘 드러나는 현상이 바로 공간의 현상이기 때문이다. 1장에서 ‘몸의 

도식’을 분석하면서 살펴보았듯이, 공간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

니라 우리의 몸이 활동가능한 장으로서 존재한다. 그러므로 화가가 캔버

스에 자신이 지각한 세계를 재현한다는 것은 세계를 보는 몸적인 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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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의 능력을 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세잔의 회화에서 표현되

는 공간에 해 살펴봄으로써 메를로-퐁티가 주장하는 몸적인 주체 및 

주체의 행동가능성이 투사된 주체의 시각에 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

다. 

    공간을 표현하는 예술장르가 회화라면, 메를로-퐁티는 왜 많은 회화 

작품 중에서도 세잔의 회화에 집중하 을까? 그 이유는 메를로-퐁티가 

세잔의 회화에서 주체와 동떨어져 있는 관념적인 공간을 본 것이 아니

라, 우리의 행동의 가능성이 침투되어 있는 지각의 토 로서의 공간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지각의 현상학』의 <공간> 장에서 객

관주의적 공간론인 경험주의적 공간과 지성주의적 공간을 비판하며, 자

신의 현상학적 공간론을 설명하듯이,「세잔의 회의」에서는 세잔이 선원

근법적인 공간론을 상정하고 그림을 그렸던 고전주의 회화의 한계를 지

적하며 자신만의 화법을 구사한 세잔의 공간 묘사의 특수함을 설명한다.  

    특히 본고는 그의 회화공간이 다른 화가들의 회화 공간과 다르게 묘

사된 이유를 그의 회화 제작 순서에서 찾았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

잔이 화폭을 채우는 순서를 살핀다면, 그의 회화의 특징인 ‘형태의 왜곡’

과 ‘다시점’으로 묘사된 사물들은 그가 생생한 지각의 체험을 묘사하려

고 노력한 결과로 만들어진 표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는 선원근법을 기반으로 한 회화의 작업 순서와 비교해보았을 때 더욱 

확실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메를로-퐁티를 따라 선

원근법으로 그려진 회화와 세잔과 동시 에 활동하던 인상주의자들의 회

화의 원리를 자세히 분석하고, 세잔의 그림에서 구현된 공간이 이전의 

회화의 공간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여 살펴볼 것이다.  

    

  1. 회화의 공간표현의 역사

    회화는 3차원의 세계를 2차원에 나타내는 매체이다. 우리가 살고 있

는 3차원적인 세계를 평면에 나타내기 위해서 화가들은 각자의 공간개

념에 맞춰 사물을 평면의 캔버스 위에 배치했다. 그래서 우리는 회화작

품을 보고 화가의 공간개념을 거꾸로 추적해볼 수 있다. 화가들이 평면

에 구현하려고 한 입체감은 사물의 멀고 가까움이라는 원근감과 두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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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물의 부피감을 모두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화가들은 원근을 나

타낼 때 사물의 크기를 이용하여 상 적으로 앞에 있는 사물을 크게, 뒤

에 있는 사물을 작게 표현하거나, 앞에 있는 사물이 뒤에 있는 사물을 

가리도록 그리는 중첩의 기법 등을 이용한다. 15세기 이탈리아에서는 이

런 원근의 표현기법이 알베르티에 의해 ‘선원근법’으로 체계적으로 정리

되어, 많은 화가들이 이 기법을 이용하여 그림을 그렸다. 이 장에서는 

이런 공간의 표현에 큰 전환점을 이룬 선원근법에 해 자세히 살펴보

고, 원근법 속에 그들이 상정하고 있는 공간개념이 무엇인지 분석할 것

이다. 그리고 이런 선원근법에 한계를 느끼고 이를 타파하고자 했던 인

상파의 시도에 해서 알아본다.     

    1. 1. 선원근법 

    화가들은 3차원의 공간을 2차원의 평면 위에 표현해왔다. 화가들이 

공간의 표현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은 15세기 이탈리아에

서 체계화 된 ‘선원근법’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도로나 기

찻길의 평행선이 계속 뒤로 후퇴할 때 결국 수평선에서 두 선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처럼 보는데 이런 현상에 주목하여 발전된 것이 선원근법이

다. 이런 선원근법은 지각의 주체와 가까이 있는 상은 커 보이고, 멀

리 있는 상은 작아 보이는 원리를 이용한 것인데, 화면의 한 가운데에 

정해놓은 소실점으로부터 전경, 중경, 후경으로 분리하는 선을 긋고 그 

선에 맞추어 상을 배치하는 방법이다. 

    선원근법은 1435년 이탈리아의 인문주의자 던 알베르티에 의해 체

계화되었는데80) 그는 그의 저서인『회화론』에서 그림을 그릴 때 원근

법을 이용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우선 캔버스를 하

나의 창으로 생각하고, 캔버스 안에 사람을 그린다. (도판 1) 이때 그린 

사람의 팔 길이 정도의 너비로 캔버스의 밑변을 눈금으로 표시해둔다. 

80) 원근법의 창시자는 건축가 던 브루넬레스키라고 알려져 있으며, 이는 알베르티 

보다 10년이 앞선 1425년 그의 실험에 의해 입증된 방법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

신의 원근의 실험에 해 글로 남긴 적이 없으며 부분의 연구자들도 그의 실험

에 한 묘사가 담겨있는 마네티라는 수학자의 저술 『필리포 브루넬레스키의 생

애』에 의지한다. (주은우,『시각과 현 성』, 한나래, 2003., pp.173-190)



66

이를 분할점이라고 한다. 그리고 화가의 시점에 응하는 화면 위에 중

심점을 정하고, 중심점에서 화면의 밑변에 그려 둔 분할점까지 직선으로 

연결한다. 이때 중심점은 그려놓은 인간의 키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보

통 캔버스 전체 높이의 가운데에 위치한다. 이 중심점을 지나는 캔버스

의 밑변과 평행하는 선을 긋는다. 여기서 말하는 중심점은 오늘날 이야

기하는 소실점에 해당한다. 그 다음 원근법에 깊이를 부여하기 위해서 

거리점을 그려 넣는데, 거리점D는 소실점과 같은 높이에 위치하는 캔버

스의 옆쪽에 그려 넣는다. 그리고 이 점으로부터 캔버스 밑변에 있는 분

할점까지 선을 긋는다. 그리고 캔버스의 세로축과 평행한 수직선E를 긋

는다. 거리점에서 분할점까지 이은 선분들과 수직선E가 만나는 점들끼리

의 간격을 캔버스위에 연장하여 그려 넣는다. 거리점은 원근법이 기하학

에 기초하고 있음을 정확히 보여준다.81) 그리고 이런 보조선이 그려져 

있는 캔버스 위에 상들을 배치시킨다. 그리고 보조선에 맞춰 그리는 

사물들은 모두 하나의 시점에서 보인 면을 그려야 한다. 

    이런 원근법은 평평한 면과 공간을 상으로 하는 유클리드 기하학

을 따르는데 이 원리는 공간을 순수형식으로 간주하는 지성주의와 맥을 

같이 한다.82) 이는 지성주의자인 데카르트가 생각해 낸 좌표평면과 같이 

일정한 기준을 가진 등방적인 공간이다. 또한 칸트도 공간을 외적 경험

들로부터 추출된 것이 아닌 순수한 주관의 표상이라 보았다. 이러한 주

관의 표상은 경험이전의 것이며 불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어디에서 보

아도 일정한 등방적인 척도를 공간의 본질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원근법적인 회화는 이런 균질적이고 객관적

인 공간을 전제하고 그려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메를로-퐁티는『눈과 

마음』에서 이런 유클리드 기하학을 따르는 르네상스의 선원근법적 공

간이 구현된 회화에 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데카르트의 공간론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공간을 관념

81) 레온 바리스타 알베르티, 노성두 역,『알베르티의 회화론』(1435), 사계절, 

1998., pp.41-42 

82) 알베르티는 “회화란 주어진 거리, 주어진 시점, 주어진 조명 아래서 피라미드의 

횡단면으로 구성된 평면 위에 선과 색을 사용해서 이루어진 예술적 재현”이라고 

정의하 다. (위의 책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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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데카르트는 공간이라는 나름대로 
온전하고, 명료하고, 논의하기 쉽고, 동질적인 존재를 구상했
다. 데카르트가 구상한 공간은 사유가 관점을 초월하여 내려
다보는 공간이요, 직각으로 교차하는 세 축 위로 완전히 옮겨
지는 공간이다.83) 

    르네상스시 의 사람들은 회화의 공간을 하나의 창문처럼 여겼다. 

메를로-퐁티는 창문 안에 묘사된 회화의 공간은 우리의 응시에 따라 각

각의 부분들이 분리될 수 있는 공간을 시사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는 

X, Y, Z축이 차별성을 갖지 않는 즉자적이고 등방적인 존재로서의 공간

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공간은 어디에서나 자기 동일적이고 동질적이며 

무한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1. 2. 인상주의84) 

    19세기 후반 프랑스에서 일군의 화가들이 자신이 본 것만을 표현하

겠다는 구호아래 ‘인상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는 이전의 

화가들이 풍경을 그릴 때 선원근법이라는 관습에 따라 그린 것과는 완

전히 다른 방식이었다. 선원근법을 사용하는 화가들은 실제 사물이 눈앞

83) OE 48 강조는 필자.

84) 일반적으로 인상주의는 1874년 자신들이 조직한 전시회를 통해 공동의 예술적 

이념을 표방한 일군의 그룹을 일컫는다. 인상주의자들은 스스로가 자신들의 운동

에 고유한 명칭을 부여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으며 그렇기 때문에 인상주의를 

특정한 하나의 양식으로 취급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인상주의는 특정한 하

나의 양식이라기보다 일반적인 경향으로 이해된다. 그래도 이들의 공통점을 찾자

면, 그들이 시시각각 변하는 상을 다르게 보이게 하는 빛에 한 인상을 그려내

려고 노력하며 야외에서 작업을 한 점과 그들의 그림의 주제가 당시의 ‘근 적 

삶’이었다는 점, 현실을 재현해내기 위한 화법을 발전시켰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안드레아 디펠, 이수  역, 『인상주의』, 예경, 2005., pp. 8-11) 본고

에서 다루는 인상주의 작품은 인상주의의 초기에 활동했던 모네, 피사로, 르누아

르의 작품과 점묘주의라고 불리는 조르주 쇠라와 폴 시냐크의 작품에 한정한다. 

이들은 빛에 한 인상을 그려 상을 표현하려 했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다. 

메를로-퐁티가 「세잔의 회의」에서 언급하고 있는 인상주의자는 결정되어 있는 

상의 성질을 묘사하려는 화가가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주체에게 지각된 상의 

모습 특히 빛의 묘사에 주안점을 두고 그것을 표현하려는 화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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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더라도 그것을 보이는 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원근법의 보조선

에 맞추어 눈에 보이는 것보다 작게 그리거나 크게 그려야만 했다. 이런 

관습에 따라 그리는 그림은 실제로 본 것을 그린다기 보다는 배워서 알

고 있는 형태를 그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인상주의자들은 실제 존

재하는 자연을 보이는 그 로 그리기 위해 직접 캔버스를 들고 야외로 

나가 그림을 그렸다. 이런 인상주의자들의 방식은 상들을 관념적인 법

칙에 맞추어 그리지 않고,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들을 생생하게 묘사하려

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자연의 모습을 있는 그 로 그리겠다는 그들의 의도는 자신의 눈을 

자극하는 직접적인 감각의 자료들을 포착하여 그리는 방식으로 실현되

었다. 그들은 “빛과 색을 서로 별개로 보았던 종래의 관점을 변화시켰

고, 색채를 어느 특정한 상에 속한 구체적인 성질로 본 것이 아니라, 

빛의 밝기에 따라 달리 보이는 추상적인 무형의 비물질적 현상으로 보

았다. 이를테면 어떤 상의 색은 그 자체로 변하지 않는 고유의 색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보는 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 고유의 

색을 빛으로 환원하여 그리는 것”85)이 우리가 실제로 지각하는 세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말하자면 인상주의 화가들은 자연에 존

재하는 ‘사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시시각각 빛에 따라 변하는 ‘색채’

를 캔버스에 물감으로 찍어낸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화면을 구성한다

면, 관람자가 이 그림에서 실제 공간에서 보는 것과 같은 광채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빛의 자극들을 그리기 위해 

프리즘의 색깔인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색만을 사용했

다. 그리고 7가지 색 이외의 색이 필요할 때에는 색을 병치시키는 방법

을 써서 원하는 색의 효과를 내는 방식을 취했다.86)  

    인상주의자들이 내걸었던 ‘실재하는 자연의 모습을 그 로 그리자’

는 구호는 빛의 색을 물감으로 찍어내는 작업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화

가 자신의 눈을 카메라의 감광판처럼 여기고 기계적으로 자신의 망막에 

85) 오병남, 민형원, 김광명 공저, 『인상주의 연구』 , 예전사, 1999., p.304

86) 인상주의자들은 당시의 광학적 지식과 병행하여 빛의 색채를 기본적인 구성성분

으로 나누었고, 보색 조법을 사용하면서 색깔이 있는 그림자를 그리기 시작했

다. 이로써 상의 형태와 공간은 선으로 묘사되는 것이 아니라, 색채의 음 과 

조법으로 표현되었다. (안드레아 디펠, 위의 책, p.12)



69

비치는 시각적인 인상을 화폭에 옮기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87) 그리고 

이는 사실 불가능하다. 우리는 알고 있는 것과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분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88) 그들은 처음에 자연 상으로 부

터 오는 시각적인 자극을 그리려고 노력했지만, 화폭에 실현하는 과정에

서는 그런 자연으로부터 기인하는 인간의 감각만이 실재하는 것이라고 

여겼다.89) 다시 말하면, 인상주의자들은 세계로부터 자극을 받아들여, 

자극들이 의식의 해석을 거쳐 지각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경험

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감각을 자연

에서 오는 자극이 만들어 낸 생산물이고, 분리된 색들에 한 우리의 수

용성에 의한 효과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이나 의식적인 부분

을 최 한 배제한 ‘감각’을 그 로 화폭에 옮기는 작업을 한 것이다.90) 

87) 인상주의자들의 전시회에 참여했건 아니건, 어떤 사람이 인상주의자라고 불릴 

수 있기 위해서는 자연이건 일상이건 그는 상으로부터 시각적 인상을 수동적으

로 받아들여, 받아들인 그 로 그것을 캔버스 위에 옮겨놓는 고도로 민감한 기록

자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화가라야 한다...인상주의란 어느 한순간

의 시각적 감각이 곧 시각적 실재라고 보는 태도임을 뜻하는 말이다. (오병남, 위

의 책, p.13)

88) E. H. Gombrich, 위의 책, p.394

89) 인상주의에 호의적이었던 평론가인 쥘 앙투안 카스타냐리는 1874년 전시회를 

비꼬는 기사가 실린 직후에 이런 글을 썼다. “한마디 말로 그들의 성과를 정의하

는 특징을 나타내고 싶으면 ‘인상주의자’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내야할 것이

다. 그들은 풍경 자체가 아니라 풍경이 낳은 감각을 묘사한다는 의미에서 ‘인상주

의자’다.”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개인의 내적 지각 과정이었다. 감각은 개념의 

역에 속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감각은 외부세계를 가리키고 있지만, 감각의 실

체는 개인의 내면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James H Rubin,, Impressionism, 

Phaidon, 1999. p.23) 

90) 인상주의자들이 말하는 ‘인상’이라는 개념의 아래에는 실증주의 철학이 깔려있

다. 실증주의자들로는 오귀스트 콩트(Auguste Comte)와 에  리트레(Emile 

Littré), 이폴리트 텐(HiPhPolyte Taine)이 있었다. 이들은 인상을 두 가지 측면

으로 해석한다. 첫째, 인상을 세계로부터 오는 자극을 경험한 개인의 의식이라고 

생각했다. 둘째, 이런 인상이야말로 지각의 가장 근본적인 사실이며, 지식과 경험

이 개입되지 않은 감각에 해 세상이 주는 순수한 충격이라고 생각했다. (폴 스

미스, 이주연 역, 『인상주의』, 예경, 2002. pp.22-23) 인상에 한 위와 같은 

두 가지 특징에 한 설명은 인상주의에서 말하는 인상을 지각하는 주체의 주관

적인 느낌으로 볼 것인가 세계에 속해 있는 객관적인 상의 성질로 볼 것인가에 

한 답을 주는 것이 아니다. 실증주의에서 말하는 인상은 세계와 주체가 맞부딪

히며 발생하는 지각의 원초적인 상태를 겨냥하고 있다. 즉 실증주의에서 말하는 

인상이란 세계로 부터 오는 자극이라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세계에 결정된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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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렇게 색점들로 채워진 인상주의 그림은 실제 우리가 보는 세

상과는 다르게 바람에 흩날리는 빛들의 향연처럼 표현되었고 환상적인 

분위기가 느껴졌다. 그리고 그 결과 화면이 점점 평면적으로 변해갔다. 

그들의 목표는 실제 존재하는 자연을 그리는 것이었지만, 그들의 의도와

는 달리 그들의 그림은 그림 속에 묘사된 사물들을 더욱 실제와는 달라 

보이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로 그들이 묘사한 

것과 같은 빛을 보거나 분리된 색을 보지 않고, ‘사물을 보기’ 때문이다.  

    1. 3. 선원근법과 인상주의 공간을 극복한 

         세잔의 회화

 

    1839년 엑상프로방스에서 태어난 세잔은 화가를 꿈꾸었으나, 아버

지의 격렬한 반 로 그 꿈을 이루지 못하다가 친한 친구인 에  졸라

(Emile Zola, 1840~1902)의 설득에 1861년 파리로 미술공부를 하기 

위해 떠나게 된다. 그는 1872년 파리 북방의 퐁투아즈라는 곳에서 인상

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피사로를 만나게 되고, 야외풍경을 상으로 

삼아 그림을 그리던 화가들과 조우하게 된다. 외광파(外光派)라고 불리

던 그들은 햇빛의 색을 포착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자연으로 직접 나

가 매우 신속하게 그림을 그렸다. 세잔은 초기에 낭만주의에 한 열정

으로 상상화를 주로 그렸으나 외광파 동료들을 만난 이후로는 그들의 주

제를 채택하여 풍경화나 정물화를 그리기 시작했다. 1874년 세잔이 동

료들과 함께 최초의 인상주의 전시를 열었을 때 그도 그 전시회에 작품 

세 점을 출품했으나, 인상주의의 특징적 화법에 매료되지는 않았다. 세

잔은 7~8년 동안 인상파의 기법을 연습한 끝에 반사광과 색채의 그림자

에 한 분석을 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1870년 그의 회화가 성숙기에 

접어들 무렵부터는 인상파의 화법과는 다른 경향이 그의 화폭에 나타나

기 시작한다.91) 

을 그 로 반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주체에게 받아들여지는 수준에서 지

각되는 것이며, 그것을 주체의 후천적인 경험과 지식이 개입되지 않은, 즉 완벽한 

지각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필요한 ‘지각의 재료’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91) 세잔의 회화는 1860년 부터 1870년 까지 그려진 환상적인 그림을 초기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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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그는 인상주의자들의 색의 사용에 반 했다. 인상주의자들이 

망막에 맺힌 빛점을 그 로 화폭에 물감으로 찍는 기법으로 사실주의를 

추구했으나 세잔이 보기에 그렇게 구성된 화면은 상의 고유한 물질성

이 사라져 실체감이 없어 보 다. 세잔은 인상주의자들의 그림에 실체감

이 떨어져 보이는 주요 원인으로 그들의 색의 사용법을 꼽았다. 그는 우

리 눈에 보이는 색은 일곱 가지 무지개 색이 아니라 검은색과 갈색계열

의 색도 보인다고 말한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인상주의자들은 자연에 

있는 색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프리즘의 색깔인 일곱 색

상들만 사용했고, 그런 색만으로 상을 표현하기에는 어려웠기 때문에 

인상주의 회화에서는 색의 왜곡이 일어났다. 자세히 설명하면, 실제 눈

에 보이지도 않는 보색을 이용하여 상을 표현하기 시작한 것이다. 풀

을 더욱 풀처럼 보이도록하기 위해서 녹색 뿐 만이 아니라 녹색을 생생

하게 만들어 줄 보색인 붉은색을 그려 넣어 녹색을 강화시키고, 묘사하

는 상의 색을 칠하는 신 이렇게 서로 다른 색을 병치하면서 상의 

색을 얻는 방식을 취하여 부분들의 상호적인 향을 통해 인상이 주는 

생생함을 재구성하 다. 이런 색의 왜곡은 우리가 보는 상을 없앴고, 

상 고유의 중량감도 사라지게 만들었다.92) 결국 인상주의자들의 회화

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면을 평평하게 보이게 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 

    세잔은 인상주의자들이 캔버스에 세계를 표현한 것은 우리가 실제로 

지각하는 세계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캔버스에 사물을 묘

사할 때에는 검정색과 따뜻한 노란색 계열의 색들을 사용하여 상에 실

체감을 부여하기 시작했다.93) 그래서 그의 그림은 인상주의자들의 그림

으로 보고, 1870년 부터 1890년  초까지의 작품을 인상주의를 받아들이면서도 

자신만의 방식을 추구하는 성숙기로, 그 이후부터 그의 죽음에 이르는 1906년까

지의 작품을 후기작품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고에서는 메를로-퐁티의 분

류에 따라 1870년 부터 1890년 까지의 성숙기에 해당하는 작품들로 한정하여 

세잔의 회화의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M. Merleau-Ponty, Sens et Non-Sens, 

Paris: Nagel, 1948., p.21 (이하 SNS) 

92) SNS 20

93) 메를로-퐁티는 세잔의 팔레트의 물감 색을 분석하여, 그가 인상주의자들과는 다

르게 색을 사용하고 있음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 있다. “세잔은 프리즘의 일

곱 색상이 아니라 열여덟 가지의 색상, 즉 여섯 가지의 붉은 색, 다섯 가지의 노

란 색, 세 가지의 푸른 색 , 세 가지의 녹색, 그리고 한 가지의 검은 색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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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전체적으로 색이 어둡고 상이 비교적 확실하게 드러난다. 그는 

“나는 인상주의를 미술관의 작품처럼 견고하고 지속적인 것으로 만들고 

싶다.”94)라고 말했는데, 이런 그의 시도에서 우리는 그가 인상주의의 주

제를 따르면서도 입체감이 드러나는 상의 실체성을 묘사하고자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상주의자들의 색의 사용이 회화 공간을 평평하게 보이게 만들어, 

깊이감을 없앴고 우리가 보는 상의 모습을 왜곡시켰다고 생각한 그는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실제 지각되는 세계를 표현하려고 했다. 이는 

결국 '형태의 왜곡(distortion)'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형태의 왜

곡이란 고전적인 선원근법적으로 그려진 그림과 비교해 보았을 때 묘사

되는 상의 측면이 일관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잔은 한 점의 정물화 속에 여러 측면에서 묘사된 사물들을 그

려놓았다. (도판 2, 3) 세잔이 1870년부터 1890년 사이에 그린 정물화

에서 주로 나타나는 이런 경향은 고전주의 회화의 전통인 선원근법에 어

긋나는 것이었다. 세잔은 하나의 소실점으로 모이는 사물을 그리지 않았

고, 여러 측면에서 바라본 상들을 그의 화폭에 묘사해 놓았다. 

          

 2. 지각의 원초성을 드러내는 세잔의 회화 공간

    회화에서의 공간 표현은 개별 사물의 묘사를 통해 드러난다. 선원근

법을 사용한 회화라고 해서 회화에 공간의 표현을 위한 보조선이 실제로 

그려져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일정한 공간에 따라 배열된 사물들을 

통해 선원근법을 이용하여 그려진 회화가 등방적인 공간을 전제하고 있

음을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등방적이고 균질적인 공간에 따라 묘사된 

선원근법적인 회화에서 실제 우리가 보는 상의 느낌을 담기에 한계를 

느낀 인상주의자들은 공간보다 상의 묘사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인상

주의 회화는 상의 정확한 형태가 드러나지 않아 공간의 개념을 찾기 

어렵지만, 회화의 화면 전체가 평면화되는 경향을 보 다. 

세잔이 따뜻한 색상과 검은 색상을 사용했다는 것은 그가 시 뒤의 상을 되찾

고자 했다는 것을, 상을 재현하고자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SNS 20)

94) SNS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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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념적인 선원근법적 회화를 탈피하고자 했던 인상주의자들의 회화

는 우리가 지각하는 사물들과 더욱 유사성이 없어졌다. 세잔은 이런 인

상주의자들의 표현에 한계를 느껴, 새로운 표현을 시도했다. 메를로-퐁

티는「세잔의 회의」에서 세잔이 인상주의자들의 색의 사용을 반 하고, 

선원근법적인 관념적 공간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그가 지각의 원초

적인 모습을 표현하려고 노력한 부분이라고 지적하며 그의 회화를 높게 

평가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다시점'이나 '형태의 왜곡' 그리고 '윤곽

선을 사용하지 않고 색으로 상을 표현한 점'을 극찬한다. 그러나 세잔

의 회화에서의 표현적인 특징들을 단편적으로 읽었을 때, 회화사에서 세

잔을 입체파(Cubism)의 시초로 여기는 형식주의 이론가들의 의견과의 

차이를 느낄 수 없다.95) 이 장에서는 메를로-퐁티가 주목한 세잔의 회

화적 표현의 특징을 살펴보되 그가 상을 묘사하는 순서를 따라 살펴보

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그러한 표현의 진정한 의미에 해 분석할 것이

다.         

    

    2. 1. 체험된 원근법 

    앞서 살펴본 로 세잔은 우리가 실제로 지각하는 세계, 즉 상 그 

자체를 포착하기를 원했고, 그 결과 여러 가지 형태의 왜곡이 생겨났다. 

메를로-퐁티는 그의 그림에서 통일되지 않은 시점의 표현이 형태의 왜

곡을 낳았다고 생각했다. 세잔의 이런 다시점으로 표현된 회화 공간은 

어떤 공간론에 기반하고 있는 것일까? 메를로-퐁티는 그의 회화의 공간 

표현을 두고 ‘체험된 원근법(Perspective Vécue)’96)이라고 말하는데 이

런 방식은 기하학적인 선원근법이나 사진의 원근법과는 다른 방식이다. 

95) 추상회화의 해석을 위하여 등장한 형식론의 표 이론가는 클라이브 벨(Clive 

Bell)과 로저 프라이(Roger Fry)이다. 그들은 예술을 “미적으로 가치 있는 하나의 

형식적인 패턴으로 구성된 그림과 조각의 매체에 특징적인 요소들”이라고 정의한

다. 하나의 그림이나 조각은 이 요소들이 상호 관련되어, 벨이 말하듯 “의미있는 

형식”을 이룰 때 예술작품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Jerome Stolnitz, Aesthetics 

and Philosophy of Art Criticism, The Riverside Press, Cambridge, 1960. 

pp. 138-140) 이들은 추상회화의 기원이 입체파(Cubism)에 있다고 보았고, 입체

파의 시초는 세잔의 회화라고 여긴다.   

96) SNS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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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르면, 세잔은 우리의 지각의 경험을 그 로 나타내려고 노력한 

것이다. 이런 체험된 원근법을 구성하는 작업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

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는 거리가 있는 상을 포착하기를 원하면

서도 기존의 원근법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메를로-퐁티는 이런 세

잔의 시도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그의 그림은 하나의 역설일 것이다. 감각을 버리지 않고, 즉
각적인 인상 안의 자연만을 지침으로 삼으며, 윤곽선을 그리지 
않고, 밑그림 안에 색을 채워 넣지도 않으면서, 원근법도, 그
림도 구성하지 않으면서 리얼리티를 추구한다. 이것이 바로 
베르나르가 세잔의 자살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세잔은 리얼리
티를 겨냥하면서 거기에 다다르는 방법들을 금지한다.97) 

    사실 사물의 멀고 가까움을 느끼는 우리의 지각은 사진기에 찍히는 

결과로서의 사진 속의 원근과는 다르다.98) 실제로 우리에게 굉장히 커 

보이는 산을 사진기로 찍으면 그 웅장함이 사라지고 작아 보인다. 화가

인 로런은 그의 책 『세잔의 구성』에서 세잔의 그림<Route tournante 

à La Roche-Guyon>(1885)(도판 4)을 그 그림을 그린 장소에서 찍은 

사진(도판 5)과 함께 비교해놓았는데99) 사진 속의 산이 낮고 멀리 떨어

져 보이는 반면, 그림에서의 산은 사진보다 굉장히 크게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로런은 세잔의 회화의 윤곽을 따라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화살표

로 사진과 다르게 왜곡된 부분을 표시했다. (도판 6) 이 다이어그램을 

보면 산 뿐만 아니라 왼쪽의 집의 각도도 사진과는 다른 점을 알 수 있

는데, 사진에서는 집이 측면으로 찍혀있으나, 세잔의 그림에서는 그보다

97) SNS 21

98) SNS 24 “세잔의 원근법의 탐구는...현상에 해 충실하다...우리 지각의 원근법

인 체험된 원근법은 기하학적이거나 사진술적인 원근법이 아니다.”

99) 본고는 로런의 사진과 회화의 비교 도판을 활용하지만, 로런의 주장과 본고의 

주제는 상반된다. 로런이 자신의 글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세잔이 실제로 보

이는 광경을 예술적인 왜곡을 통해 작품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로

런은 사진의 시점이 우리가 실제로 보는 광경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rle Loran, Cézanne's Composi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43. pp. 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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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면으로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운데의 도로의 폭도 

사진과 그림이 차이를 보이는데, 그림에서는 화면의 앞쪽에 있는 길의 

폭이 사진보다 좁게 묘사되어 있고, 뒤의 폭은 사진보다 넓게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메를로-퐁티는 세잔의 회화에서 왜곡된 공간의 

표현이 화에서 달려오는 기차가 실제로 우리 쪽으로 달려오는 기차보

다 훨씬 빨리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와 같은 원리라고 말한다.100) 

이는 지각의 특징인 ‘항상성’ 때문인데, 이는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상

의 색깔이나 형태 밝기 등을 지각할 때, 조명이 바뀌거나 우리에게서 

상이 멀어진다고 해도 항상 그 상이 일정한 것으로 지각되는 것을 말

한다.101) 그러므로 실제 우리가 그림이 그려진 길 위에서 광경을 본다

면, 아마 로런이 그 곳을 찍은 사진처럼 보이지 않고, 그 광경은 세잔의 

그림과 더 비슷할 것이라고 유추해볼 수 있다.  

    이렇게 사진원근법과는 다른 우리의 고유한 지각을 표현한 그의 원

근법은 기하학적 원근법과도 차이를 지닌다. 기하학적 원근법은 계산된 

보조선 안에 그림을 그리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관습적인 구도로 그리

는 것이다. 예를 들어, 풍경화에서 지평선이나 수평선은 전체화면의 가

운데에 그려져야 한다. 그러나 세잔은 이런 전통을 깨고 수평선의 높이

가 전체 그림의 3분의 1지점까지 올라오는 <l'estaque>(1885)(도판 7)

라는 그림을 그렸다.102) 이 그림에서 바다는 당장이라도 넘실거릴 것처

럼 보이고, 깊고 넓은 느낌을 준다. 이런 그의 표현은 인상주의 화가 모

네(Claude Monet, 1840~1926)가 안정적인 구도로 바다를 그린 작품과

도 비교된다.(도판 8) 

    사진의 원근법이나 선원근법과는 다른 그의 회화에서 우리는 실제로 

깊이감을 느끼지만, 소실점을 한눈에 찾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회화들과는 전혀 다른 공간의 구성을 가졌음이 한 눈에 보이지만 화폭에 

100) SNS 24

101) E. H. Gombrich, 위의 책, p.52 

102) 물론 이런 원근법의 파괴는 세잔의 이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는 학교에

서 배운 신고전주의 풍경화의 원근법을 무시하고, 바르비종파의 원칙을 채택했다. 

이는 그가 엄격하게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회화의 출발점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Michel Hoog, Cézanne : Father of 20th-Century Art, H. 

N. Abrams, 1994.,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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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사된 상들을 통해 회화에서 구현된 공간의 원리를 파악하기 힘들다. 

이제 메를로-퐁티가 세잔의 회화에서 나타난다고 주장하는 체험된 원근

법의 원리를 알아보기 위해 세잔이 상을 묘사하는 순서를 추적해가면

서 그의 회화를 분석해 볼 것이다. 세잔이 인상주의회화에서의 색의 사

용에 반박하면서 자신만의 화풍을 만들어 갔던 것에 비추어, 우선 색의 

사용에 주목할 것이다. 세잔은 상의 색의 표현을 통해 상의 실체감

을 추구하 는데, 결국 그는 색을 통해 사물의 형태가 드러난다고 보았

다. 그리고 세잔의 회화에서 공간은 색으로 윤곽 잡힌 상의 묘사가 모

여 만들어진 결과로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세잔의 회화 제작의 순서에 

따라 그의 회화를 분석해보자.   

    2. 2. 세잔의 작업순서에 따른 화폭 구성과 그 의미

      2. 2. 1. 색의 사용 : 상을 드러내는 색 

    

     세잔은 특히 색의 사용에 민감했다. 우리는 그가 인상주의자들의 

색의 사용에 반 하면서 상의 고유한 실체감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했

다는 것을 보았다. 상을 엄 하게 묘사하기를 원했던 그는 결국 색과 

선의 구분에서 벗어나 ‘색으로 완성되는 선’에 해 말한다. 그는 캔버스

에 색이 충만해 질 때 저절로 윤곽선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

고 그는 윤곽선과 색채는 더 이상 구분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둘 사이에 구분은 사실 우리의 지각에서는 생소한 것이라고 말한다. 

윤곽선과 색을 구분지었던 전통적인 화법은 상의 색을 채우기 전에 스

케치를 하여 공간적인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상의 형태를 따라 윤

곽선을 그린 다음 상의 윤곽선 속에 색을 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지

만, 세잔은 ‘색을 칠하는 순간 그려진다.’라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세잔은 상의 절 적인 윤곽선을 그리는 것을 꺼려했

고, 색이 끝나거나 옅어지는 지점을 포착하 다. 그리고 그는 상의 모

든 특성이 색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윤곽선과 색은 구

별되지 않는다...색이 조화를 이룰수록 그만큼 윤곽은 더 정확해진다. 색

채가 풍부할 때 형태는 충만해진다.”103)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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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묘사할 때 윤곽선을 그리지 않거나 여러 개의 윤곽선을 그렸다. 왜냐

하면 그는 상의 윤곽선을 그리는 순간, 상의 정체성이 제거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는 만약 하나의 윤곽선으로 상을 표시한다면 상

의 실체감을 희생시켜 상이 단숨에 평면적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의 부피감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세잔이 색

을 통해 상을 표현하려고 한 이유가 ‘부피를 가진 3차원적인 상’을 

보는 우리의 생생한 지각을 포착하려는 의도에서 음을 알 수 있다. 이

런 이유와 관련하여 세잔이 젊은 화가인 베르나르에게 보낸 편지를 보

자. 

  자연을 원통, 구, 그리고 원뿔로 취급하라. 만약 이 모든 것
을 원근법 아래에 놓는다면 대상의 모서리와 면은 한 점으로 
수렴된다. 수평선과 평행하는 선은 넓이를 나타낸다. [이는] 전
지전능한 신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놓은 자연의 한 단면을 우
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 이 수평선에 수직적인 선들은 
깊이를 나타낸다. 그런데 우리에게 자연은 표면이라기보다 깊
이이다. 바로 여기에서 빨강과 노랑에 의해 표현되는 빛의 흔
들림, 공기의 느낌을 주는 충분한 양의 푸른색을 충분히 섞어
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104)

    이 글을 통해 우리는 세잔이 세계의 부피감에 한 표현을 매우 중

요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그는 색을 통해서 깊이를 표현하려 했

으며, 베르나르의 평면적인 회화(도판 9)에 해 자연을 원통, 구, 원뿔

로 보라고 조언했다.105) 이는 평면적인 직사각형, 원, 삼각형과 비교하여 

103) SNS 26

104) P.M. Doran., ed., Conversations avec Cézanne, Macula, 1978., p.27 강조

는 필자.

105) 세잔의 이 말은 여러 가지 해석을 낳았는데 그 중 표적인 두 가지 해석은 다

음과 같다. 첫째, 화가 던 베르나르의 화풍을 살펴보면, 실제로 그가 상을 평

면적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그의 화법에 깊이를 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필자와 같은 입장이다. (폴 스미스, 위의 책, pp. 

148-149) 둘째로 이 편지글을 큐비즘의 전조로 보고 있는 입장이 있는데, 왜냐

하면 자연을 원통, 구, 원뿔로 파악하라는 것은 바로 후 의 중요한 화파인 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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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깊이로 지각되는 상의 세계를 언급한 것이다. 자연의 깊이를 

표현하기 위해 푸른색을 섞어야 한다고 조언하는 세잔의 편지글에서 우

리는 그가 3차원적인 상의 부피를 표현하기 위해 상의 윤곽보다 색

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생생한 상의 묘사를 위해 세잔이 색과 윤곽선을 구분하지 

않는 것은 상의 내용과 형태를 구분 짓지 않는 메를로-퐁티의 지각론

과도 일맥상통한다. 메를로-퐁티에 따르면, 상과 상이 나타나는 방

식은 구분될 수 없다. 그는 우리가 상을 지각하는 방식은 여러 감각들

과 기억간의 연합이 아니고, 지성의 종합도 아니라고 말한다. 몸적인 주

체인 우리는 오감이 모두 작동하는 통합적인 몸적인 행동의 토 를 바탕

으로 지각한다. 자세히 설명하면, 우리는 이미 사물의 깊이, 부드러운 감

촉, 물렁물렁함, 단단함을 보고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감각이 얽힌 우

리의 시각은 다른 감각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가능성이라

는 몸의 지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화가인 세잔도 색 하나에 그 

모든 감각적인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이런 이유로 그림

을 그리기에 앞서 한 시간 동안이나 명상을 했다. 세잔은 발자크의 소설

인『나귀가죽』에서 ‘방금 내린 눈의 층처럼 하얀 식탁보, 그리고 그 위

에는 작은 황금색 빵으로 왕관을 쓴 식기세트들이 칭으로 서있다’고 

묘사된 부분을 예로 들면서, 눈처럼 하얀 식탁보와 황금색 빵으로 왕관

을 쓴 식기들을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한일이 아니라고 말한다.106)  

    

    2. 2. 2. 형태의 왜곡 : 진동하는 현상의 포착 

    색으로 형태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한 세잔은 하나의 사물을 그리면서 

여러 측면에서 본 사물의 모습을 묘사해 놓았다. 세잔의 그림은 기존의 

선원근법으로 그려진 그림이나 인상주의 그림과 매우 다르다. 세잔이 색

을 사용하여 형태를 표현했다는 것은 인상주의자들이 색점을 사용하여 

상의 형태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게 그린 것과는 다르다. 즉 이는 선을 

사용하지 않고 색을 사용한 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세잔만의 고유

파의 회화론과 상통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Michel Hoog, 위의 책, p.98) 

106) SNS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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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화법이다. 특히 우리는 세잔의 그림에서 여러 가지 사물들이 왜곡된 

모습으로 분명하게 그려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표현은 어느 사조에

서도 볼 수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여러 측면에서 보이는 광경을 한 화

면에 표현한 세잔의 회화를 극찬하면서 메를로-퐁티는 다음과 같이 썼

다. 

       게으른 관람자들은 [세잔의 회화에서] 관점의 오류를 보겠지
만, 면밀히 보는 사람들은 두 가지 대상이 동시에 보이는 그
런 세계의 느낌을 얻을 것이다. 그 세계는 시간에 의해 공간
의 부분들이 나뉜 세계이다. 그것은 우리의 시선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움직인다. 그 세계는 존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
라 도리어 시간이 흐르면서 모습을 드러내는 세계다.107)  

    그는 『지각의 현상학』의 공간에 한 논의에서 ‘가로수가 늘어선 

도로’에 한 지각을 예로 들면서 그 길은 한 점으로 수렴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끝까지 평행한 것도 아니며, ‘깊이로 평행한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깊이로 평행하다’는 말은 우리의 지각의 생생한 장면을 드러

내기 위해 메를로-퐁티가 선택한 특수한 표현이다. 마찬가지로「세잔의 

회의」에서 메를로-퐁티는 비스듬한 원이 타원으로 보이는 이유를 설명

하면서 이는 우리가 카메라와 같은 시선을 전제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는 사실 타원과 비스듬한 원은 확실히 결정되어 우리 눈에 타원으로 

보이지 않고 그 두 장면이 ‘진동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 다른 예로, 

그는 우리가 평면에 그려져 있는 12개의 변들을 하나의 정육면체로 볼 

때, 정육면체의 옆면이 ‘평면위의 도형인 평행사변형’으로 보이다가도 

‘정육면체의 옆면인 정사각형’으로 겹쳐서 지각되는 이런 ‘진동하는 현

상’은 이미 우리와 세계가 구성한 현상, 즉 깊이에 의해 지시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진동하는 모습으로 지각되는 

것은 세계와 주체가 동기 짓고 있는 ‘공간적 수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진동하는 현상은 세잔의 그림에서 상의 ‘왜곡된 형태’와 연결된다. 

107) M. Merleau-Ponty, The world of perception, trans. by Oliver Davis, 

Routledge, 2008. p. 54 (이하 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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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잔이 자신의 정물화에서 주전자를 그릴 때, 위에서 본 모습과 옆에서 

본 모습이 동시에 보이도록 하나의 주전자에 묘사해 놓은 것은 우리가 

상을 지각하는 방식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도판 3) 이렇게 

입체적으로 사물이 보이는 것은 우리 지각의 토 인 현상적 장이 존재하

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평 속에서 사물의 형태를 지각하고, 지평은 우리

에게 ‘경험의 탈자성’을 제공하므로, 우리는 다방면에서보이는 사물을 동

시에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잔의 이런 상의 묘사는 메를로

-퐁티가 말하는 우리가 상을 지각하는 지평인, 현상적 장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2. 3. 색에서 형태로, 형태에서 공간으로 

    전통적인 선원근법을 이용하여 회화를 완성하려면 화가는 풍경을 

면했을 때, 자신의 바로 가까이에 거 한 나무가 있어도 먼저 나무를 그

리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화가는 고개를 들어 자신의 시선을 더 멀리 

보내서 자신의 시선이 지평선까지 다다랐을 때, 지평선의 한 점을 중심 

삼아 그 점과 캔버스 아래의 일정한 간격을 표시한 눈금을 연결하는 직

선들을 그려야 한다. 이런 보조선에 맞추어 눈앞의 거 한 나무는 그보

다는 작게 그려야 했고, 아주 작아 보이는 사물도 실제로 주체에게 지각

된 크기보다는 조금 더 크게 그려야만 했다. 그리고 이렇게 사물의 윤곽

으로 형태를 그린 다음, 그 위에 색을 입힌다. 요컨  전통적인 회화는 

등방적인 공간을 먼저 그리고, 그 공간에 맞춘 상들의 형태를 그린 

뒤, 마지막으로 상의 색을 칠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러나 세잔의 화면 

구성방식은 이와는 정반 의 순서를 가진다. 그는 먼저 상의 색으로 

시작하여, 그 색이 형태를 완성시킨다. 이때 형태는 선원근법적으로 왜

곡된 형태이다. 그리고 그런 형태의 자리 잡음으로 인해 전체적인 회화

의 공간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구성된 세잔의 회화 공간은 상들이 존재하기 이전에 객관

적으로 균질하게 존재하는 공간의 성격을 갖지 않는다. 즉 세잔의 회화

에서 파악되는 공간은 생생한 지각의 상을 표현하려다가 그 결과로 생

긴 공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성된 세잔의 회화에서 공간을 분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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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지만, 이는 세잔이 그림을 그릴 때 상이 담기는 차원으로서의 공

간을 상정하고 그린 것이 아니기에, 한눈에 파악되지 않는다. 그가 ‘ 상

의 형태를 완성시키는 것은 색이다.’라고 말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생생한 지각의 상이 드러나는 모습을 포착하려고 노력했고, 그 

결과 여러 측면의 상이 그려지게 된 것이다. 실제로 세잔의 회화 중 

미완성의 작품을 보면, 여러 가지 상들의 스케치가 미리 그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캔버스의 이곳저곳에 색들이 칠해져있음을 볼 수 있다. (도

판 10, 11)   

    메를로-퐁티는 세잔의 회화를 처음 보면 원근법적인 회화에 비해 

어지럽지만, 곧 이것이 우리가 상을 보는 방식임을 알게 되고 그 안에

서 화가의 시선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이런 언어화될 수 없

고 정확히 수치화될 수 없는 우리의 공간 지각 방식을 세잔 회화의 상

의 표현을 통해서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의 회화에서 느껴지는 

공간은 여러 색의 병합을 본 뒤 유추를 통해 파악한 인상주의자들의 회

화에서 느낄 수 있는 공간감이 아니고, 원근법적으로 제시된, 즉 계산된 

공간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회화에서 입체감을 느낀다. 이는 시

간이 없는 고정된 공간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전개될 수밖에 없는 우리 

지각의 특징이 반 된 공간이다. 그것은 몸을 가진 인간의 눈으로 바라

본 체험된 공간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메를로-퐁티는 이런 세잔의 회

화에서 나타나는 체험된 공간에 해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공간은 대상들과 동등하게 가까운 절대적인 관찰자에 의해 
파악되는 동시적으로 가능한 대상들의 수단이 아니다. 공간은 
몸 없는, 공간적 위치가 없는, 관점 없는 수단이 아니다. 즉 
순수지성의 수단이 아니다. … 근대 회화의 공간은 ‘마음이 느
끼는 공간’이다. 그리고 [지각의 주체인] 우리도 위치하는 공
간, 우리에게 가까운 공간, 그리고 우리에게 유기적으로 연결
된 것들과 함께 있는 공간이다.108)

    세잔은 세계가 이미 외부에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나 관념론적인 공간

108) WP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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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의 의식에 선재한다는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나 세계와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지각의 원초성을 그 로 표현하려고 노력한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온 공간은 우리와 세계가 유기적으로 관계 맺고 있는 방식

을 보여준다. 

    2. 3. 체험된 시선의 표현으로서의 회화

    우리는 사물을 지각할 때 혹은 세계를 지각할 때 나와 상 사이의 

거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만약 나와 상 사이에 거리가 없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지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깊이의 차원은 

부피가 있는 3차원의 세계에서는 필연적인 차원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물을 평면의 상으로 받아들인 뒤 머릿속에서 입체적인 사물로 만들어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물을 처음부터 두께를 가진 오목하고 볼록

한 입체적인 상으로 지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각에서의 깊이의 

차원은 우리가 사물을 지각할 때 가장 근본이 되는 개념이며 우리의 생

생한 지각의 체험을 드러내 줄 수 있는 개념이다.   

    이런 지각을 가능하게 하는 깊이에 한 개념이 우리로 하여금 자연

스럽게 세계와 나 사이에 존재하는 의미론적 토 인 ‘현상적 장’에 한 

논의로 향하게 한다. 공간은 물리적으로 나와 상 사이의 떨어진 정도

나 상이 차지하는 물리적인 부피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메를로-퐁티

에 따르면 “공간은 사물들이 배열되는 환경이 아니라, 사물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해주는 수단”109)이다. 그러므로 3차원을 재현한 회화가 우

리의 지각방식을 드러내주는 예술이라고 말했을 때, 메를로-퐁티가 세잔

의 회화를 으뜸으로 꼽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시 말하면, 모든 

회화가 깊이의 차원을 묘사한다는 점이 공통적이라면, 메를로-퐁티가 말

하고자하는 현상학적 깊이를 묘사한 회화가 바로 세잔의 회화이기 때문

이다. 

    메를로-퐁티는 기하학적인 선원근법이나 사진술적인 원근법을 탈피

하여 세계를 묘사하고자 했던 세잔의 원근법을 ‘체험된 원근법’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체험된 원근법의 원리를 분석하고자 세잔이 회화

109) PhP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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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작한 방식을 살펴보았다. 그는 공간을 중심으로 사물을 배열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았다. 그의 화폭은 색으로 만들어지는 상의 형태를 

묘사한 결과 구성된 것이었다. 이런 세잔의 회화에서 공간을 살펴보려면 

물론 다른 회화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는 먼저 사물의 묘사에서 드

러나는 일관된 통일성에 주목해야 한다. 선원근법적인 그림이나 사진에

서 드러나는 공간은 하나의 점으로 수렴되는 일관된 통일성이 선으로 드

러난다. (도판 12) 그러나 세잔의 그림에서는 일관된 통일성이 드러나기

는 하지만 여러 개의 통일성이 존재한다. 로런은 그의 정물화인 <바구니

가 있는 정물>에서 느껴지는 시점을 분석하여 다이어그램을 만들었

다.110) (도판 13) 이 그림에는 크게 네 개의 통일된 시점이 한 화면에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잔의 다시점과 형태의 왜곡이 드러나는 화풍에 해 형식주의자를 

표하는 클라이브 벨(Clive Bell)과 로저 프라이(Roger Fry)는 메를로-

퐁티와는 다른 해석을 제시한다.111) 그들은 이런 상의 왜곡과 다시점

의 특징을 ‘세잔이 그림의 평면으로부터 뒤로 확장된 공간적 관계들 사

이의 율동적인 상호작용을 창조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묘사된 

양감들 사이의 ‘조형적’ 관계들은 세잔의 ‘형식’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부분을 이룬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세잔의 그림에서 선, 양감, 면, 색과 

같은 수단들이 ‘형식적인 조직’ 속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사물의 형태가 왜곡된 것은 세잔이 자연을 그 로 모방하려는 것이 아니

라, 자연 안에서 형태적인 요소를 찾아 ‘그림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주장한다. 즉, 형식주의자들은 회화가 더 이상 상의 모

방이라는 ‘모방론’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추상회화를 설명하기 위해 세

잔의 회화를 형식주의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주

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잔이 그의 그림에서 소재로 삼은 상들이 실생

활에서 덜 중요한 과일, 주전자 등이라는 점을 든다. 또한 세잔과 동시

에 활동한 에드가 드가(Edgar de Gas)도 발레하는 소녀들을 주로 그

렸지만, 드가가 소녀들의 움직임을 재현하기 위해 그림을 그린 것이 아

니라, 단지 소녀들의 움직임 속에서 ‘디자인의 구실’을 찾은 것뿐이라고 

110) Erle Loran, 위의 책, p.77 

111) Jerome Stolnitz, 위의 책, pp.136-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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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형식주의자들의 해석은 같은 탁자위에 있는 접시

도 하나는 위에서 본 모습으로 하나는 옆에서 본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장면을 설명할 수 없다. 세잔의 이런 표현은 그가 그림의 요구를 만족시

키기 위해서 기하학적인 패턴으로 변형시킨 것이 아니라, 상이 지각된 

모습을 더 잘 묘사하기 위한 시도 기 때문이다.112) 또 다른 예로 세잔

이 관념적인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지 않고 보이는 로 그리기 위해 노

력한 결과 하나의 띠 벽지가 부인의 의자 뒤로 지나갈 때 서로 엇갈리게 

그리거나 사과가 놓인 식탁이 앞으로 쏟아질 것처럼 그려놓은 것을 들 

수 있는데, (도판 14, 15) 이런 상에 한 표현은 계산된 원근법적 그

림이나 의미 있는 형식을 위한 디자인적인 계산으로는 구현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잔이 기존의 원근법적 표현을 하나의 고정관

념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틀을 탈피하여 우리가 세계를 보는 실제 경험

에서 나타나는 사물들을 그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런 다시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세잔은 관념적인 공간을 전제하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전통적인 

회화와는 달리, 그런 공간을 무시한 채, 사물이 드러나는 로 사물을 

묘사했다. 그러므로 세잔의 회화에서 나타나는 다시점의 공간은 공간을 

그리려고 계획하여 그 결과 공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상을 묘사

하다보니 그 결과로 드러나게 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세잔에게서는 

생생한 상의 지각이 우선이었고, 세잔 자신은 이를 ‘자연의 구현’이라

고 여겼으며 이런 자연의 모습이 관념적인 회화에서 묘사되는 장면들과

는 다르다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었다. 이는 메를로-퐁티가 <공간>장

에서 ‘우리는 상을 지각할 때, 상의 정체성을 먼저 파악한 뒤에 

상과 나 사이의 거리 혹은 상의 크기에 해서 지각한다’고 말했던 점

을 상기해본다면, 세잔이 자신이 지각한 상을 위주로 화폭의 공간을 

구성하는 것과 메를로-퐁티가 말하는 상을 지각하는 순서가 일치하고 

112) 세잔은 베르나르에게 보낸 편지에 ‘이전에 보았던 것은 모두 잊고 우리가 본 

자연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화가의 의무라고 썼다. (P.M. Doran. 위의 책, 

p.46) 즉, 그는 기하학적인 패턴으로 상을 바라보려 한 것이 아니라, 회화의 관

습을 벗어나 우리가 상을 바라보던 선입관 없이 사물을 보기를 원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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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회화에서는 상과 주체 사이의 멀고 가까움을 표현하는 기법을 통

칭하여 원근법이라고 부른다. 원근법은 Perspectiva라는 라틴어에서 유

래되었는데, 이는 ‘관점’ 또는 ‘시선’을 의미한다. 만약 원근법이라는 우

리말의 표현을 ‘관점’이나 ‘시선’이라는 말로 바꾸어 읽어본다면, 지금까

지 우리가 했던 많은 논의들의 실마리가 풀릴 것이다. ‘원근’이라는 표현

은 우리가 보는 세계를 마치 평평한 2차원의 스크린을 지각하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 이는 메를로-퐁티가 3차원의 깊이를 상과 주체 사이의 

‘거리’라는 말로 표현하지 않은 것과 연관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회화의 

공간표현에서 쓰이는 ‘Perspective’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한 ‘원근

법’이라는 표현에서 벗어나, 이를 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바꾸어 

생각한다면, 메를로-퐁티가 말하는 세잔의 체험된 원근법, 즉 ‘체험된 시

선’이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더욱 와 닿을 것이다. 

    메를로-퐁티는 세잔이 사물을 지각되는 로 표현하려고 노력한 결

과, 그의 그림에서 지각의 토 인 현상적 장이 드러난다고 보았다. 현상

적 장은 몸의 행동가능성으로 만들어지며, 이런 행동가능성 위에 문화적

인 것과 역사적인 것 자신의 습관 등이 모두 포함된다. 즉 우리의 ‘시선’

에는 세계와 주체와 관계 맺어온 몸적인 주체의 역사가 토 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잔이 한 화면에 여러 가지의 시점이 존재하도

록 그린 것은 우리가 점과 같이 고정되어 있을 수 있는 정신적인 의식주

체가 아니라 깨어있는 한 한시도 가만히 고정되어 있기 힘든 몸을 가진 

존재임을 보여주는 화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단안시적 원근법의 그림에

서는 캔버스에 표현되는 사물이 획일적으로 한 곳에서 본 장면만이 묘사

되지만 몸을 가진 우리는 고개를 돌리거나 눈동자를 굴려 다른 시점에서 

상을 관찰할 수 있고, 이때 전체적인 광경의 인상은 완전히 달라진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의 가능성은 우리의 시선에 지평으로 작용하기 때문

에 우리가 여러 곳에서 사물을 관찰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입각한 우리

의 시선을 표현한 회화와 달리, 단안시적으로 고정된 선원근법적인 회화

야말로 우리 지각의 왜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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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메를로-퐁티는 우리가 세계를 지각하는 구조를 회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하 다.113) 그는 과학이나 철학은 언어로 관념화되는 과정에

서 지각의 구조를 왜곡시키기 쉽다고 생각했으나 회화는 화가가 지각하

는 세계를 논리에 상관없이 색이나 선으로 표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지각의 구조를 더욱 생생하게 드러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

다. 그러므로 우리의 실제 체험을 기술하고자 노력했던 메를로-퐁티는 

회화를 살피면서 우리 지각의 원초적인 모습에 다가가기를 시도하 다.  

    실제로 우리의 체험은 언어화되면서 그 정서와 느낌을 많이 잃어버

린다. 예를 들어 ‘나는 빨간색 목도리를 보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이것

은 다음과 같은 진술이 모두 섞인 발언이다. ‘그것은 부드러운 털실로 

만들어 졌고, 사실 단일한 빨간색 털실이 아니라 여러 채도의 빨간색 털

실들이 섞여 있는 목도리이며, 그 목도리는 지난겨울 할머니가 만들어주

신 것이고, 털실을 만지고 계시는 할머니의 손과 함께 시골집의 분위기

가 떠오른다.’ 등등 의 지각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심지어 우리는 

지각 상으로부터 어떤 느낌을 받지만 딱히 언어의 표현을 찾을 수 없

는 상황에 직면할 때도 있다. 회화가 이런 생생한 느낌을 모두 담아낸다

고 확증할 수는 없지만, 화가인 세잔의 말에 따르면, 하얀 식탁보를 표

현할 때 눈이 내린 것처럼 소복한 느낌의 식탁보를 그리려고 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 아니다. 

    메를로-퐁티는 『지각의 현상학』에서 실제 우리의 지각의 모습에 

해 기술하기 위해 우선 주체와 상을 이분법적으로 분리시킨 전통적

인 지각론을 비판한다. 그리고 그는 이런 이분법이 가능했던 것은 전통

적인 철학에서 세계를 물질로, 주체를 의식으로 보았기 때문이라고 지적

한다. 그리고 그는 전통적인 철학의 주체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여러 심

리학의 실험이나 실제 우리가 겪는 체험의 예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뒷

113) 메를로-퐁티는 회화는 지각과 마찬가지로 분석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단지 보

여준다는 점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상의 지각과 닮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한

다. (WP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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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침했다. 그는 전통적인 철학에서 주체를 순수하게 정신적인 것으로 여

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보고, 우리의 의식은 몸에 기초

를 두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런 몸은 물질도 아니고 정신도 아

닌, ‘육화된 의식’, 내지는 몸적인 주체이다. 전통적인 지각론에서 세계 

혹은 주체의 측면에 편중하여 지각의 과정을 인과과정으로 설명했던 것

과는 달리, 그는 지각은 세계와 주체가 의미로 ‘동기 짓는’ 관계라고 설

명한다. 그에 따르면, 지각의 현상은 주체와 세계가 관계 맺어 온 ‘지평’

이라는 역사를 토 로 의미가 포착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즉자적인 사물을 지각할 수 없고, 우리가 원하는 로 세계를 구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지각의 원리인 ‘동기지음’이라는 개념은 공간 중 ‘깊이’의 차원의 특

수성에서 잘 드러난다. 그는『지각의 현상학』의 전체 개괄을 하는 서문

에서도 ‘깊이’의 체험을 예로 들어 지각의 핵심개념인 ‘동기지음’에 해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의 공간은 데카르트식의 좌표평

면으로 이야기하면 X, Y, Z축인 너비, 높이, 깊이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Z축인 깊이의 차원은 전통적인 철학에서는 X축이나 Y축과 마찬가지

로 상의 성질에 포함된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했다. 예를 들어, 정육면

체를 보는 경험에서 우리가 정육면체를 앞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옆면은 

비스듬하게 보이는 사각형으로 보이지만 측면으로 돌아가서 보면 하나의 

정육면체로 보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각되는 정육면체는 X, Y, Z

축이 서로 동등한 지위를 가지며, 무차별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

나 메를로-퐁티는 우리가 입체적인 사물을 지각하는 것은 평면위의 도

형을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며, 이는 깊이의 지각이 전제된다

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깊이의 지각 경험에 한 분석이 생생한 우리의 

지각의 체험에 다가갈 수 있는 길이라고 여긴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

에나 위치한 전지전능한 신과 같이 정육면체의 여섯 면을 동시에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깊이는 주체와 상이 동시에 존재할 때 지각가능한 차

원이며, 주체가 상과 마주하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만 나타날 수 있

는 지각이다. 정리하자면, 깊이의 지각의 분석을 통해 메를로-퐁티는 

상을 지각하는 현상 자체에 해 설명하고자 한다. 그는 상의 너비나 

높이를 파악하는 것도 상의 성질, 즉 크기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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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지각의 주체와 상이 그만큼의 거리를 두고 실존하는 상황에서 

지각되는 차원이라고 말한다. 이는 결국 우리는 즉자적인 상을 지각할 

수 없다는 그의 주장으로 이어진다. 그는 ‘크다’, ‘작다’라는 판단도 세계

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지평’속에서만 동기지어지는 지각이라고 말한다. 

    본고에서는 메를로-퐁티의 지각론과 회화론을 연결하기 위해 ‘공간’

의 논의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필자는 그가 특히 예술 중 회화에 주목한 

이유를 회화가 깊이의 지각을 토 로 화면을 구성한다는 점에 있다고 보

았다. 회화는 깊이의 지각을 표현하면서 지평 속에서만 지각의 세계가 

열리는 우리 지각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기 때문에 그는 회화를 통해 

우리의 지각의 구조를 보여주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본고는 메를로-퐁

티가 말한 ‘회화가 우리의 지각을 잘 보여준다’는 주장의 의미가 그가 

말하는 ‘동기지음’이라는 원리가 작동하는 지각의 ‘지평’이 회화에서 잘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보고 회화의 공간 표현에 중점을 두어 분석해보았

다. 이렇게 공간개념으로 그의 회화론을 재해석했을 때, 그의 지각론과 

회화론이 더욱 통일적으로 이해될 수 있었다.   

    화가의 지평 속의 상은 게슈탈트적인 구조 속에서 의미를 띤 채 

화가인 지각 주체에게 다가오고 화가는 그것을 캔버스에 묘사한다. 즉 3

차원에서 2차원으로의 변화는 단순히 공간적인 차원의 변환 뿐 만 아니

라 화가의 지각의 토 가 옮겨지는 과정인 것이다. 메를로-퐁티는 『눈

과 마음』에서 “본다는 것은 거리를 둔다는 것이고, 회화는 이런 거리 

둠의 형태를 존재의 모든 측면으로 확장한다.”114) 고 말한다. 그러므로 

회화에서의 공간표현방법을 분석한다는 것은 공간 지각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상을 지각하는 방식에 해 알아볼 수 있는 길이 된다. 메를로

-퐁티는 「간접적인 언어와 침묵의 목소리」라는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화가가 캔버스에 상을 표현하는 순간을 설명한다. 

 우리가 세계의 소여물들에 “일관된 변형”을 가할 때 비로소 
의미작용이 존재한다. 이처럼 그림의 모든 시각적·심리적 벡터
들이 X라는 하나의 의미작용으로 수렴되는 것은 화가의 지각 
속에 이미 윤곽이 잡혀 있어서, 화가가 지각하는 순간 곧바로 

114) OE 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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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된다. 이는 그가 사물들로 가득 차 접근할 수 없는 공간
속에서 어떤 빈 공간이나 틈, 형상과 배경, 위와 아래, 규범과 
일탈을 적절히 안배하는 순간이다. 이때부터 세계의 어떤 요
소들은 차원이라는 가치를 얻게 된다.115) 

    이런 메를로-퐁티의 기술은 화가의 ‘지각’과 ‘표현’의 행위에 ‘의미

작용’이라는 동기지음의 원리가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준

다.116) 화가는 세계를 지각할 때 자신의 지각의 토 를 통해 상을 본

다. 그리고 그 지각의 표현인 회화는 캔버스와 물감이라는 매체의 특징

과 회화라는 매체의 역사의 토  위에 그려짐으로서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화가가 사물을 지각하여 캔버스에 정렬하여 표현하려는 순간 

의미작용이 시작되는 것이며,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화폭

에 표현된 그의 공간적 수준, 즉 화가의 ‘현상적 장’이다. 

    그러나 회화가 3차원을 2차원의 평면으로 옮기면서 세계와 주체가 

동기짓는 ‘지평’에서 지각되는 의미를 표현한 매체라고 한다면, 메를로-

퐁티는 왜 많은 회화 중에 세잔의 회화만을 예시로 들어 설명하고 있는

지에 한 의문을 떨칠 수 없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기존 회화의 ‘공

간’을 표현한 기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표적으로 선을 중심으로 

공간을 묘사한 선원근법과 색을 중심으로 한 인상주의 회화를 살펴보았

는데, 이는 메를로-퐁티가 「세잔의 회의」에서 세잔이 극복했다고 하는 

고전적인 원근법으로 언급된 사조들이었다. 특히, 본고에서는 세잔의 작

품과 이전의 회화에서의 공간표현방식의 특징을 비교하면서 메를로-퐁

115) M. Merleau-Ponty, Signs,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64. p.54

116) 그러나 지각과 회화는 결코 같을 수 없다. 예술은 문자예술이건 비문자예술이건 

일종의 언어이다. 그러나 과학적 언어나 일반 언어보다는 덜 추상적이고 비개념적

이다. 다시 말하면, 선과 색으로 지각되는 물질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에 더 가깝다. 그러면서도 일종의 언어이기 때문에 절 로 지각과 일치할 수

는 없다. (박이문, 『현상학과 분석철학』, 일조각, 2000. PhP. 179-181) 사라 

하클린은 심지어 메를로-퐁티가 「세잔의 회의」에서 비판하고 있는 선원근법이

나 인상주의 회화에서 나타나는 공간표현도 문화적인 것이고, 역사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지각의 토 에 속해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그는 세

잔조차도 완전히 원초적인 시점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없었을 것이라고 언급한다. 

(Saara Hacklin, Divergencies of Perception, Nord Print, Helsinki, 2012. p.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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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가 언급한 세잔의 화법들이 우리의 지각의 원초성을 잘 표현하고 있다

는 그의 주장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잔의 회화에서 우리는 메를로-퐁티가 말하는 

몸적인 주체의 행동가능성이 투사된 공간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특히 

세잔이 자신의 화폭을 구성하는 순서는 메를로-퐁티가 상을 지각하는 

원초적인 순간을 설명하는 순서와 일치했다. 세잔과 메를로-퐁티는 모두 

상을 지각하는 개인의 체험을 가장 중요시 여겼으며, 주체가 상을 

어떤 특정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메를로-퐁티가 세잔의 작업을 '첫 말을 떼는 어려움'117)이

라고 표현한 것에서 발견할 수 있다. 세잔은 세계가 당연히 그렇게 생겼

을 것이라는 믿음과 신념에서 벗어나 지각의 현상 그 자체를 보려는 노

력을 한 화가 기 때문이다.118) 

    우리는 세잔의 회화의 공간을 분석하면서 세잔의 회화는 몸적인 주

체와 세계가 함께 맞물리는 지각의 ‘지평’이 묘사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세잔의 회화는 우리가 상을 지각하는 생생한 체험의 느낌에 다

가가게 해주었다. 이런 세잔의 시도는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적 시도와 

흡사하다. 메를로-퐁티는 우리는 절  지각의 현상에서 지평을 벗어나있

는 즉자적인 것을 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원초적인 지각

의 현상을 향해 항상 촉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이런 지각

의 원초성에까지 내려갔을 때 우리 지각의 생생한 차원을 포착할 수 있

고, 우리의 지각의 구조에 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메를로-퐁티는 주체와 세계가 서로 상호작용하며 엮어온 지각의 원

초적인 지평인, ‘현상적 장’을 포착하고자 했으며, 이러한 그의 시도는 

언어로 모두 표현이 되지 않는 우리의 체험을 회화를 통해 자세히 설명

하면서 인간의 지각방식을 탐구할 수 있는 철학적인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리고 세계와 주체가 서로 관계하는 양방향적인 토

가 지각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메를로-퐁티의 분석은 시 에 따라 문

117) SNS 33

118) 주성호는 “세잔은 문화적이고 인위적인 회화적 습관, 즉 세상을 보는 관습적인 

시선을 벗어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는데, 이는 메를로-퐁티가 원초적인 지각적 

세계를 파악하기 위해 판단중지 하는 작업을 하는 것과 유사하다.” 고 말한다. 

(주성호,「세잔의 회화와 메를로-퐁티의 철학」, 미출간 논문,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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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따라 그리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간 지각이 변화할 수 있음을 설

명해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회화는 우리의 고유한 지각을 담을 

수 있는 특별한 가치를 지닌 매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회화가 

사조를 달리하며 꾸준히 변화하는 이유이며, 오늘날의 무수한 매체의 발

전에도 독특한 가치를 지니는 이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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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he role of ‘Space’ 

in the Merleau-Ponty’s Theory 

of Painting

 Sunkyung, Kim

 Department of Aesthetic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 French phenomenologist Merleau-Ponty argues that 

paintings are great mediums which show the ways in which 

human’s structure of perception is formed. He regarded Cézanne’s 

works highly as archetypal arts which reveal the very essence of 

perception. His first essay on painting “Cézanne’s Doubt” was 

published in 1945, in the same year with his principal work, 

Phenomenology of Perception. Reading both his analyses of 

perception articulated in Phenomenology of Perception and his 

theory of painting, in his essay, does not seem to proffer a 

coherent understanding as to how the structure of perception can 

be revealed in Cézanne’s works. In explaining Cézanne’s various 

drawing techniques in realization of the freshness of human 

perception, he attributes different reasons to each different 

drawing techniques. This particular approach with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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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leau-Ponty wanted to prove his unique analyses of perception 

does not denote clear element which might link drawing 

techniques and the way human perceives the world in a coherent 

and unified way. 

    This research is an attempt to re-interpret Merleau-Ponty’s 

theory of painting via conception of ‘space.’ Only with the 

reference on the fact that paintings are distinctive in that they 

strive to capture and express ‘space,’ can one acquire coherent 

understanding of Merleau-Ponty’s theory of painting with its 

relationship with his analyses of perception. This research will 

argue the core common base for Cézanne’s various drawing 

techniques can be recognized – his different drawing techniques 

are used and adopted to capture ‘space’ and our perception of 

‘space.’ 

    Merleau-Ponty criticizes fundamental assumption common to 

both empiricist and intellectualist in their traditional analyses of 

perception. He argues that we do not passively receive qualities 

of object nor form the object rationally. Merleau-Ponty’s notion of 

perception is contrasted to the traditional one. Body-subject, as 

an essential component of perception, interact with object forming 

the ‘field’ in which ‘perception’ becomes finally being realized. As 

mentioned above, the Thought Merleau-Ponty argued treat 

body-subject and object have mutual relation is clarify specifically 

in application to the example of space, above other dimensions, 

the ‘Depth.’ The depth perception, so-called z-axis changes over 

from second dimension, the x-axis and y-axis to third dimension. 

The depth is a primordial dimension, it is an important notion 

what consist the nature of spatial perception. Merleau-ponty 

claims that depth perception is only possible on an interactive 

relationship, ‘motives’ between body-subject and object. 

    The principles of phenomenological perception correlates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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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leau-Ponty’s analyses on Cézanne’s drawing techniques. This 

research proves that Cézanne’s drawing techniques are the very 

ones which capture vivid space-perception, being materialized by 

the relationship of ‘motives’ between body-subject and objects. In 

sum, the study on phenomenological spatial expression which is 

revealed in Cézanne’s paintings contributes to more significant 

understanding on the fundamental foundation of perception as 

‘phenomenal field.’

Keyword : Merleau-Ponty, Cézanne, Body-Subject, Motivation, 

Phenomenal Field, Depth

Student Number : 2009-22780






	서론
	Ⅰ. 메를로-퐁티의 지각론
	1. 전통적인 지각론에 대한 비판
	1.1. 경험주의와 지성주의 지각론
	1.2. 경험주의와 지성주의 지각론 비판

	2. 현상학적 지각론과 그 주체
	2.1. 지각을 가능하게 하는 지평
	2.2. 의식적인 주체에서 몸적인 주체로
	2.3. 육화된 의식

	3. 몸적인 주체의 특징
	3.1. 몸의 지향성
	3.2. 세계에-있는-존재
	3.3. 현상적 장


	Ⅱ. 메를로-퐁티의 공간론
	1. 메를로-퐁티가 본 전통적인 공간론의 한계
	1.1. 전통적인 공간론의 두 형태  경험주의와 지성주의
	1.2. 전통적인 공간론의 한계

	2. 메를로-퐁티의 체험된 공간
	2.1. 깊이지각의 특수성
	2.2. 지각의 토대로서의 공간적 수준
	2.3. 현상학적 깊이 지각의 원리 : 동기지음

	3. 현상학적 공간과 대상의 지각
	3.1. 공간적 수준과 깊이의 지각
	3.2. 현상적 장과 대상의 지각
	3.3. 지각의 근원적인 차원으로서의 깊이


	Ⅲ. 세잔 회화에서 나타난 현상적 장으로서의 공간
	1. 회화의 공간표현의 역사
	1.1. 선원근법
	1.2. 인상주의
	1.3. 선원근법과 인상주의 공간을 극복한 세잔의 회화

	2. 지각의 원초성을 드러내는 세잔의 회화 공간
	2.1. 체험된 원근법
	2.2. 세잔의 작업순서에 따른 화폭 구성과 그 의미
	2.2.1. 색의 사용 : 대상을 드러내는 색
	2.2.2. 형태의 왜곡 : 진동하는 현상의 포착
	2.2.3. 색에서 형태로, 형태에서 공간으로

	2.3. 체험된 시선의 표현으로서의 회화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