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철학박사학위논문

예술작품에 대한 해석적 다원론에 관한 연구

- J. 마골리스의 상대주의 해석 이론을 중심으로

2014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미 학 과

신   운   화





i

국문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예술작품의 해석 문제를 포괄적이고도 적절하게 설명

하는 해석적 다원론을 모색하는 것이며, 그 후보로서 상대주의적 다원론

의 구조를 밝히고 옹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논의의 출발점은 해석의 대상인 예술작품은 인간의 행위에 의해 

창조된 문화적 산물이라는 것과 예술작품의 감상에서 해석이 요청되는 

것은 작품에 대한 단순한 이해나 기술보다 더 깊은 의미를 규명하고 확

증해야 할 필요성에서라는 점이다. 해석의 일차적인 목적은 정확한 의미

를 규명하는 것이다. 예술작품은 인간의 의도적 행위에 의해 특정 맥락

에서 창조되며 예술작품의 해석 또한 특정한 맥락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행위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때 작품이 시간을 두고 지속되면서 때로 

변화하고 그에 따라 해석의 역사 또한 축적되기 때문에 예술작품의 해석

은 단순히 대상에 대한 자연적 설명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또 우리가 예술작품을 통해 미적 가치 등 다양한 가치를 추구함에 

따라 산출되는 다양한 의미들이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해야 한다. 

 또한 해석 이론은 무엇보다도 현재의 예술적 관행의 주요한 측면들을 

가장 포괄적으로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술작품의 해석 문

제는 전통적으로 올바르고 정확한 하나의 의미를 규정하는 것을 기본적

인 이상으로 삼았으나, 오늘날의 관행에서는 예술작품에서 추구하는 다

양한 가치와 목적이 해석에 개입된다. 예컨대 미적 가치를 최대화하는 

읽기 등 각 목적에 따라 선호되는 해석이 각각 달라지며 또한 수용자가 

작품을 근거로 전혀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해석 방식도 옹호된다. 이 

때 다양한 해석들은 작품과의 관계에 있어 표준적 해석, 부차적 해석, 

창조적 해석 등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여기서 해석 문제의 중심은 표준

적인 해석의 결정과 다른 해석들과의 관계 규명이 된다. 표준적인 해석

은 시대와 문화권, 해석 관점에 따라 달라지고 이것은 우리가 해당 작품

을 생각하는 방식, 즉 작품 정체 문제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따라서 예

술작품의 해석에 대한 이론은 이러한 점들을 모두 포괄하면서 일관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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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이론적 형태로서 해석적 다원론

이 적합하다고 보며, 마골리스의 강건한 상대주의를 기본 틀로서 탐구하

고 지지한다. 일반적으로 작품 해석에 관한 입장들은 단일하게 수렴하는 

해석을 추구하는 일원론과 다수의 해석을 인정하는 다원론으로 크게 나

뉘며, 참/거짓의 진리값으로써 해석적 진술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작품의 

의미는 작품 내의 본질적 속성에 근거한다는 실재론적 경향을 보이는 입

장들이 다수를 이루며 광범위하게 포진하고 있다. 이런 이론적 지형에서 

마골리스의 입장은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데, 마골리스의 입장은 다

수의 해석을 인정하면서 한 영역에서 양립불가능한 해석들을 옹호하고, 

해석적 진술들에 대해 다치 논리를 적용하고자 하는 강건한 상대주의 이

론이다. 마골리스의 입장은 무엇보다도 문화적 속성의 변화와 역사성, 

작품과 해석의 역사적 이력을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마골리스의 이론이 작품 해석 문제들에 대한 설명적 요구

에 얼마나 부응하는지가 일차적인 검토 사항이 된다. 예술작품의 해석 

문제는 올바른 해석적 기준과 해석의 타당성 검증, 다양한 해석들의 지

위 및 해석의 역사적 이력, 작품 정체의 문제 등이 주요한 세부적 문제

가 된다. 마골리스의 해석 이론은 문화적 개체로서의 예술작품에 대한 

특수한 존재론적 설명과 해석적 진술에 대한 강건한 상대주의를 그 핵심

으로 한다. 마골리스에게서 예술작품은 문화적으로 창발된 개체로서 지

향적인 속성을 본질적으로 가지는데, 지향적 속성은 그 자체가 해석을 

요청하는 속성으로 비지향적인 물리적 속성과 연합하고 작품은 물리적 

개체 속에 구현된다. 이러한 지향적 속성은 해석자에 의해 귀속되며 해

석자가 속한 사회와 문화권의 합의에 의해 객관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이것은 해석자가 속한 문화권에 따라서 지향적 속성이 변할 수 있다는 

것과, 또한 작품과 작품에 대한 해석은 문화적 상대성 및 역사적인 이력

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마골리스의 입장은 해석적 진

술에 대한 강건한 상대주의로 연결된다. 해석은 문화 상대적이고 역사적 

흐름에 따라 우연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이며, 각 사회에서 기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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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해석 관점인 ‘문화적 신화’들에 의해 다양한 해석들도 가능하

다. 이렇게 다양한 해석 관점에 의거하여 한 작품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

이 가능해지며 심지어 동등하게 타당한  양립불가능한 해석이 출현할 수

도 있다. 마골리스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다면 이러한 해석들이 

모두 타당한 해석으로 성립될 수 있다고 하면서, 상충되는 해석들에까지 

진리값을 부여하여 해석적 진리 주장으로 성립시킨다. 이것은 마골리스

의 강건한 상대주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으로, 양립불가능한 해석

들은 일반적인 참/거짓의 관점에서는 동시에 성립될 수 없지만 마골리스

는 “그럴듯함”과 같은 참과 유사한, 약화된 진리값을 도입하여 양립불

가능한 해석을 동시에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마골리스의 강건한 상대주의는 예술작품의 해석 문제에 관한 이

론들 가운데서 매우 급진적인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것은 유동하는 실재

의 형이상학이라는 마골리스의 근본적인 철학적 입장으로부터 일관되게 

연장되어 나온 주장이기 때문이다. 마골리스는 예술작품과 같은 문화적 

개체는 인간 행위의 산물로서 지향적인 속성을 가지며, 고정된 본질을 

가지지 않으며 역사와 관행의 흐름 또한 본질적인 목적을 가지지 않는다

고 생각한다. 문화적 대상은 당시 사회의 지배적인 관념과 합의된 사고

에 의해 지향적인 속성을 부여받으며, 그러한 사고나 관념의 변화 및 새

로운 출현에 의해 그 속성들이 변화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자체가 역사

성을 가지는 하나의 이력이 된다. 마골리스의 이러한 관점은 전통적인 

아리스토텔레스적 형이상학과 본질주의적 관점에 배치되는 것이며 영미

권의 프래그머티즘 철학의 계보에 속하는 입장이기도 하다.   

 이 논문은 설득력 있는 해석적 다원론으로서의 마골리스 이론의 가능성

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이를 위해 먼저 마골리스의 주요한 개념들, 예

술작품 존재론, 상대주의 논리, 역사성의 개념 등을 소개하고 이어서 관

련된 비판과 논쟁들을 다룬다. 마골리스의 이론과 대립점을 가지는 이론

들은 전통적인 해석적 일원론들에서 제한적인 상대주의 이론까지 다수가 

있는데, 특히 본질주의 및 속성실재론에 기반한 해석 이론들은 마골리스

의 입장에 대해 여러 비판을 개진해왔다. 이 논문은 관련된 논쟁점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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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는데, 속성 변화와 작품 정체의 문제, 상대

주의 논리의 적절성 문제, 역사에 대한 본질주의적 관점의 비판이 그것

이다. 

 속성 변화와 작품 정체의 문제와 관련된 비판에 대해서는, 예술작품이

란 존재자가 독특한 성격을 가진다는 사실에 대한 마골리스의 주장이 반

론의 중심이 된다. 해석적 일원론과 속성실재론은 본질주의적 관점에 입

각하여 작품의 속성과 해석적 의미를 고정하려는 입장으로서, 작품의 본

질적인 속성은 고정불변의 것으로 이 속성의 변화나 결여는 작품 정체의 

변화를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해석이란 이미 작품 속

에 존재하는 속성들을 근거로 하여 작품의 의미를 발견하는 작업이며 심

지어 사후에 귀속되는 예술사적인 의미나 미래본위적인 의미조차도 이미 

작품 속에 있는 속성의 발견으로 설명할 정도로, 속성의 고정불변성을 

굳건히 지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마골리스는 작품의 본질적인 속성인 

지향적 속성은 물리적 속성에 기반하여 구현되지만, 그러한 구현 관계 

및 특정 지향적 속성이 귀속되는 것은 우연적이며 역사적 이력을 가지고 

불연속적으로 축적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마골리스의 입장은 구성주의

적인 것으로서 마골리스는 본질주의적 이론들이 이러한 문화적이고 지향

적인 속성의 상대성과 변화가능성을 간과했다고 비판하고, 작품 개체는 

이러한 속성의 변화를 견디면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마골리스가 보는 작품 정체성은 라이프니츠적인 동일성이 아니라 지칭과 

술어 귀속을 위한 안정된 개체의 지속 여부가 관건이며, 이것은 관행의 

합의와 역사적 이력에 의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설명한다.  

 두 번째 상대주의 논리의 적절성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주의 자체에 대

한 기존 이론의 거부는 전통적인 본질주의적 입장의 오해에서 비롯되었

음을 밝히고, 마골리스의 상대주의는 이론적 문제가 없다는 것과 예술작

품과 같은 문화적 개체의 해석은 그 대상의 본질적 성격상 상대주의적 

논리가 요청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방어한다. 마골리스

의 상대주의 논리는 특히 양립불가능한 해석 문제의 설명에 있어 강점을 

가지는데, 양립불가능성 문제를 둘러싼 논쟁 및 약화된 진리값을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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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들이 상대주의 관련 논의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비판자

들의 주장은 크게, 양립불가능성은 해소될 수 있다는 것, 양립불가능한 

해석의 설명을 위해 굳이 상대주의적인 다치 논리가 필요하지는 않다는 

것을 그 요지로 한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해석의 양립불가능성은 

단순히 명제상의 술어 변항 추가를 통해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다양한 문화적 신화와 사회적 관념에 의해 귀속된 지향적 속성의 실재성

에 기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이 논문은 해석적 다원론을 

위해 굳이 상대주의 논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다양한 각 

해석의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합당한 진리값을 할당하는 것이 건전하다고 

주장한다. 다른 이론들에서는 참인 해석 외에는 진리값을 부여하지 않는

데, 그 외의 의미있는 해석들을 타당한 해석으로서 성립시키고자 한다면 

참과 유사한, 양립불가능한 해석들을 적절하게 포용할 수 있는 진리값을 

부여하는 것이 합당하고, 상대주의는 그것을 적절히 포용하는 이론적 장

치이다.

 세 번째 역사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마골리스의 형이상학적 입

장과 관련된 것이지만 예술사와 예술적 관행에 대한 설명력 면에서 본질

주의보다 마골리스의 유동의 형이상학이 강점을 가진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다. 본질주의적 역사관을 지지하는 단토의 예술 철학에 대한 

마골리스의 비판은, 단토가 지각적으로 식별불가능한 속성들을 언급함으

로써 문화적인 지향적 속성의 중요성을 주목하고 있지만, 단토는 본질주

의적 입장에 얽매여 이러한 속성들을 본질적인 속성으로서 적절하게 설

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 또 본질주의적 역사관에 입각해 특정한 시기

에 특정한 예술 형식의 내러티브를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마골리스는 예술사에 대한 관념이나 문화적인 신화는 역사적으로 불연속

적이며 과거의 것을 재해석하기도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이론은 시

공간적으로 다양한 문화권의 관습과 사고가 해석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

고 있는 현재의 관행 및, 타 문화권의 예술사와 예술적 실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본질주의적 입장보다 훨씬 포용력 있고 적절한 이론이다.

  이러한 논쟁들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마골리스의 이론은 현재의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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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 및 해석 관련 문제들을 적절하게 설명하며 작품과 해석에 관한 접

근법 및 다른 이론들의 입지를 분명히 하는 메타 이론적 성격을 띠고 있

다는 점이다. 마골리스의 입장은 그의 전체 철학의 형이상학적 기반과 

일관됨으로써 이론적으로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반본질주의적인 역사 관념에 의거해 문화적 개체들은 끊임없

는 변화 속에 있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해석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이에 이 논문은 현재의 지배적인 해석적 기준들에 대한 적

절한 설명 또한 필요하다고 여기며, 이 문제를 마골리스 이론이 잠재적

으로 허용하는 틀 안에서 살펴본다. 이를 위해 마골리스의 문화적 신화 

개념과 오늘날 다수의 이론들이 주요한 해석 기준으로 삼는 기원적 해석

의 문제를 검토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도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

보면서 오늘날 지배적인 해석적 기준들 및 그 기준들의 경쟁과 변화를 

일별하고자 한다. 특히 온건한 의도주의들 간의 논쟁은 작가의 의도, 작

품 기원상의 문화적 배경, 예술사 및 사회적 관념이 작품 해석에 있어 

여전히 중요한 기준으로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미적 가

치에 대한 고려, 해석자가 속한 관행의 기준과 이상 등도 기원적 의미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것

은 예술작품의 태생적 배경의 중요성 및 최초로 확립된 의미로서의 기원

적 의미의 위상이 유지되면서, 한편으로는 새로운 해석적 관념들에 의해 

기원적 의미의 기준 자체도 재해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우

리는 현재 해석적 관행의 가장 중심된 기준의 스펙트럼을 살펴볼 수 있

으면서 또한 문화적 대상의 해석이 가지는 본질적인 측면에 대한 마골리

스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다. 마골리스는 예술 관행 속에서 문화적 신화

는 합의에 의해서 안정적으로 기능하지만 이러한 문화적 신화는 다수가 

있으며, 또한 새로운 문화적 관념에 의해 과거의 해석이 재해석될 수 있

다는 것, 새로운 문화적 관념은 과거의 작품 및 해석적 이력과 불연속적

일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이 모든 주장과 논의들

을 검토하여 보건대, 마골리스의 해석적 다원론은 현재의 예술적 관행을 

가장 적절하고 폭넓게 설명하며, 예술작품과 그것에 대한 해석들,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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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접근 방법, 다른 해석 이론들의 입지에 대한 전체적인 통찰을 

제공할 뿐 아니라, 하나의 건전한 해석적 다원론의 틀로서도 지지할 만

하다고 결론짓고자 한다.

주요어 : 예술 작품의 해석, 해석적 다원론, 강건한 상대주의, 지향적 속

성, 작품 정체, 구성주의, 문화적으로 창발된 개체, 문화적 신

화, 온건한 의도주의

학번 : 2002-30913



viii

목 차 

국문초록 ····································································································· I

목 차 ······································································································ viii

머리말 ···································································································· xiii

I. 예비적 고찰 ························································································· 1

  1. 예비적 정리와 해석의 문제들 ······························································· 1

    1.1. 해석의 기본 개념 ·············································································· 1

    1.2. 예술작품의 해석 ················································································ 3

    1.3. 예술작품과 텍스트 ············································································ 5

      1.3.1. 작품과 텍스트 ············································································ 6

      1.3.2. 작품과 텍스트의 관계 ··························································· 10

      1.3.3. 해석 대상과 해석의 층위 ····················································· 15

    1.4. 해석의 종류와 목적 ······································································· 19

      1.4.1. 올바르고 정확한 해석 ··························································· 20

      1.4.2.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해석 ················································· 23

    1.5. 해석의 문제들 ················································································· 27

  2. 작품 해석에 관한 다양한 이론적 입장들 ········································· 29



ix

    2.1. 해석적 일원론과 다원론 ······························································· 29

 

      2.1.1. 해석적 일원론 ········································································· 29

        2.1.1.1. 텍스트중심주의 ································································ 30

        2.1.1.2. 의도주의 ············································································ 31

        2.1.1.3. 맥락주의/관습주의 ·························································· 33

 

      2.1.2. 해석적 다원론 ········································································· 38

        2.1.2.1. 제한적인 해석적 다원론 ················································ 39

        2.1.2.2. 프래그머티즘 및 상대주의적 다원론 ·························· 42

     2.2. 토대론과 비토대론 ······································································· 46

      2.2.1. 토대론적 해석 이론 ······························································· 46

      2.2.2. 비토대론적 해석 이론 ··························································· 48

     2.3. 속성실재론과 구성주의 ······························································· 51

      2.3.1. 속성실재론 ··············································································· 51

      2.3.2. 구성주의/귀속주의 ·································································· 53

     2.4. 각 이론적 지표들 간의 관계 ····················································· 56

II. 마골리스의 예술작품 존재론과 해석 이론 ······························· 61

  1. 마골리스의 철학적 입장 ······································································· 61

    1.1. 비토대론적 유동(flux)의 형이상학과 인식론 ·························· 61

    1.2. 문화적 개체들의 역사성과 마골리스의 역사주의 ··················· 65



x

  2. 마골리스의 예술작품 존재론 ······························································· 70

    2.1. 예술작품 존재론 ············································································· 70

    2.2. 작품의 창발과 지향적 속성 ························································· 72

    2.3. 작품 정체성의 문제 - 지칭적 단일성 ······································ 75

    2.4. 해석 대상에 관한 구성주의 ························································· 78

  3. 마골리스의 해석 이론 ··········································································· 81

    3.1. 예술작품의 해석 ············································································· 81

    3.2. 강건한 상대주의와 다치 논리 ····················································· 84

III. 마골리스의 이론에 대한 비판과 논쟁들 ································· 90

  1. 속성의 변화와 작품 정체성의 문제 ··················································· 90

 

    1.1. 해석적 일원론/속성실재론과의 논쟁 ·········································· 91

      1.1.1. 작품의 안과 밖, 해석과 부과의 구별 문제 ······················ 91

      1.1.2. 기술과 해석의 구별 문제 ····················································· 94

    1.2. 제한적 다원론과의 논쟁 및 가변적 속성의 문제 ················· 101

      1.2.1. 속성 변화와 작품 개체성 유지 문제 ······························· 102

      1.2.2. 시간본위적인 고정 속성의 사후 발견 문제 ··················· 105

      1.2.3. 고정불변의 속성과 가변적 속성의 구별 문제 ··············· 110

    1.3. 구성주의에서의 속성 변화와 작품 정체성 문제 ··················· 113

      1.3.1. 구성주의의 딜레마와 속성 변화의 설명 ························· 113



xi

      1.3.2. 작품 개체와 지칭적 동일성의 구조 ································· 116

      1.3.3. 해석의 객관성 ······································································· 121

  2. 상대주의와 다치 논리의 문제 ·························································· 124

    2.1. 해석의 문화적 상대성 ································································· 125

      2.1.1. 문화적 상대성과 양립불가능성의 해소 문제 ················· 125

      2.1.2. 문화적 대상에 있어서의 상대주의 논리의 적합성 ······· 126

    2.2. 다치 논리의 적절성과 상대주의 논리의 필요성 ··················· 134

      2.2.1. 다치 논리 도입에 대한 비판 ············································· 134

      2.2.2. 유사-참(truth-like)이라는 진리값의 의미와 

           상대주의의 필요성 ································································· 145

  3. 역사성과 본질주의적 역사관의 문제 ·············································· 151

 

    3.1. 마골리스의 역사성과 단토의 본질주의 ··································· 152

    3.2. 지각적으로 식별불가능한 대상들과 지향적 속성 ················· 158

IV. 상대주의적 다원론에서의 해석 기준의 문제 ······················· 168

  1. 마골리스의 문화적 신화 ···································································· 169

    1.1. 문화적 신화 ··················································································· 169

    1.2. 문화적 신화와 맥락주의적 일원론의 관계 ····························· 171

    1.3. 해석적 다원론에서 문화적 신화의 역할 ································· 176

  2. 기원적 맥락과 관련된 해석적 기준 - 창작의 맥락과 의도 문제  181



xii

    2.1. 기원적 해석과 의도 문제 ··························································· 183

    2.2. 의도의 문제와 의도주의 ····························································· 184

    2.3.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와 가설적 의도주의 ····························· 189

    2.4. 해석 기준을 둘러싼 온건한 의도주의 간의 논쟁 ················· 193

      2.4.1. 실현에 성공하지 못한 의도의 문제 - 의도의 딜레마  194

      2.4.2. 의미론적 실제 의도의 제거 문제 ····································· 195

      2.4.3. 가설적 의도주의와 가치 최대화 관점 ····························· 198

    2.5. 마골리스의 해석 이론에서의 기원적 해석의 의미 ··············· 201

V. 맺음말 ···························································································· 207

Abstract ······························································································ 213

참고문헌 ······························································································· 221



xiii

머리말

1

 우리는 예술작품을 다양한 방식으로 만난다. 우리는 걸작 앞에서 감동

을 받으며 감탄을 발한다. 한편 어떤 예술작품은 그 난해함으로 인해 우

리를 곤경에 빠뜨린다. 또 어떤 작품은 예술에 대한 우리의 익숙한 관념

에 도전하면서 새롭고 신기한 느낌을 주는가하면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

들기도 한다. 우리는 예술작품 앞에서 이렇듯 다양한 경험을 하며 우리

가 작품에서 기대하는 바 또한 작품마다 각기 다르지만, 이 모든 경험에

서 공통적인 것은 작품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건네고 있는가, 즉 작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작업이 전제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일반적

으로 해석이라고 부르는 이 행위는, 직관적으로 의미가 파악되거나 상대

적으로 분명한 의미가 드러나는 경우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일차적인 의미조차 난해하거나 볼수록 여러 가지 층위의 복합적인 의미

를 띠는 작품의 경우 해석 작업 자체가 중요하게 부각되기도 한다. 

 예술작품에 대한 우리의 진술은 크게 기술과 해석, 가치 평가로 나뉘며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작업은 우리가 작품에 접근하고 

반응하는 순서이기도 하며, 개념적으로 앞 단계의 작업은 뒷 단계를 위

한 전제가 된다. 작품에 대한 객관적인 진술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보

다 깊은 의미의 파악인 해석이 이루어지며, 해석이라는 의미 결정 작업

을 토대로 작품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여기서 해석 작업은 

표면적이고 축자적인 작품의 이해를 넘어서서 작품의 유기적 구조 속에 

숨겨진 의미의 발굴이기도 하며, 여러 가지 정보를 토대로 하여 종합적

인 의미의 완성으로서 그 자체가 가치 있고 중요한 작업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해석은 미학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며, 일찍부터 다양한 철

학적 입장들을 반영하면서 풍부한 미학적 논의들이 있어 왔다. 우선 해

석의 본질 및 이상 측면에서 이론적 갈래를 나누면 해석적 일원론과 다

원론, 토대론적 본질주의와 비토대론적 해석으로 크게 대별된다. 해석적 

일원론은 단일하게 수렴되는 해석을 추구하며 다원론은 다수 의미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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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인정하는 입장이다. 이 입장들은 형이상학적, 인식론적 측면에서 

본질주의와 비토대론과 각각 연합될 수 있다. 토대론적 본질주의의 입장

은 의미의 결정 근거가 본질적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존재론적 주장과 그 

근거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인식론적 주장을 큰 줄기로 한다. 

한편 비토대론적 입장들은 작품의 속성이나 의미 결정의 근거가 변화하

거나 새롭게 귀속될 수도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일원론과 토대론, 다원

론과 비토대론의 연합이 일반적이지만 때로 다르게 결합하는 이론들도 

있다. 해석의 주요 문제들에 대한 기본 입장에 따라서 이론들의 세부적

인 주장은 달라지고, 해석의 이상 및 구체적인 해석 작업의 결론을 두고 

논쟁이 일어나기도 한다.　또한 해석은 의미 결정뿐 아니라 다른 주요한 

문제들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작품 정의와 정체성(identity) 

문제, 가치 판단과의 관계 등이 대표적인 것이다. 또한 해석은 작품을 

중심으로 창작자와 해석자의 행위가 개입되므로 작품 외부 맥락과의 관

계도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 문제들을 둘러싸고도 여러 해석 이론들은 

다양한 입장들을 보이고 있다. 

 이 논문은 예술작품의 해석에 관한 이론을 탐구하면서 이러한 이론적 

지형들과 해석의 주요한 문제를 최대한 포괄적으로 다루고자 노력했다. 

바람직한 해석 이론은, 해석의 필요성과 해석 작업이 추구하는 것, 해석

의 종류들, 해석의 방법, 작품에 대한 해석적 결론의 타당성 문제에 대

한 설명을 모두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들은 해석 문제에 있

어서 기본적인 이론적 관심사들이면서 여러 해석 이론들의 타당성과 적

합성을 비교, 검토하는 데 있어 중요한 주제들이 된다.  

2

 해석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한편으로는 실천적인 측면 또한 고려하

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유망한 해석 이론이라면 실제 예술작품의 해석 

관행에서 맞닥뜨리는 문제에 대한 이론적 답변을 제공해야 함은 물론, 

현재의 전반적인 예술 관행과 잘 부합되는 설명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여

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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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으로 눈을 돌려 보면, 현재는 유사 이래 다양한 예술적 유산들은 

물론 예술사에 대한 접근이 매우 용이한 시대이다. 우리는 미와 예술에 

대한 미학적 관념의 변화와 정신사의 흐름을 되짚어 보면서 예술작품에 

관한 동서고금의 사고방식들을 비교할 수 있으며, 포스트모던 이후 예술

의 위상, 의미, 가치에 대해 다양성이 존중되어 어느 때보다 예술에 대

해 자유로운 관념을 가지고 있다. 그 풍부하고 다양한 향유의 측면에서 

오늘날은 매우 축복받은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예술 감상을 하면

서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것 중 하나가, 감상의 대상으로서 우리가 만

나는 예술작품들의 시공간적 좌표가 매우 다양하다는 것이다. 21세기 

한국인의 눈앞에서 사실상 인류 역사 이래 제작된 거의 모든 인공품들이 

예술작품의 후보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천년 전의 이집트와 

중국 벽화나 공예품, 아프리카나 서양의 미술품들은 물론, 해독가능하다

면 어떤 문헌도 독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수백년 전의 서양 음악을 현

대 악기와 당시의 악기로 연주하는 버전 모두를 감상할 수 있고, 인도의 

라가(raga) 및 원시 부족의 전통 공연을 무대 위에 올릴 수 있다. 심지

어 클래식을 재즈로, 문학 작품을 색다른 장르의 영화로, 원래 예술품이 

아니었던 것을 마치 예술작품처럼 감상할 수 있는 크로스오버도 가능하

다.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우리는 문학작품으로 읽을 수 있고, 연극 무

대에서 만날 수도 있으며, 영화나 드라마로도 접할 수 있다. 심지어 작

품의 일부분을 발췌하거나 재해석한 파생 작품들, 외전적인 스핀-오프

(spin-off)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의 작품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흔

히 접할 수 있다.

 이러한 예술 현상들에서 필자가 특히 주목하는 점은 두 가지이다. 첫

째, 특정 예술작품 혹은 예술적 현상들이 그것들이 기원한 시공간적 맥

락을 초월하여 다양한 문화권의 해석자들의 눈앞에 놓여진다는 사실이

다. 둘째, 이러한 탈맥락화와 재맥락화 과정을 거치면서 자유로운 감상

과 해석이 고무되는 가운데서도, 원래의 작품의 기원에 대한 지식 및 해

석의 역사들이 축적되어 이후의 감상자들에게 전해진다는 사실이다. 이

러한 상황은 의미의 규정이라는 해석의 기본적인 이상은 물론,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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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들의 의의를 숙고하게 만든다. 작품이 원래의 맥락을 떠나 감상되고 

때로 원작을 기반으로 하여 매우 새로운 형태로 개작될 때, 작품의 의미

를 어떻게 규정하고 다양한 의미들을 어떻게 질서지우며, 작품 정체성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하는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조차도 우리에게 직

관적으로 간명한 답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 또한 정신분석적 

해석, 해체론적 해석 등 작품에 대한 새롭고 다양한 해석들은 그 자체가 

흥미로운 것으로서 널리 알려져서 명함이나 이력서처럼 작품을 따라다니

기도 한다. 그리고 정신분석학, 맑시즘, 해체론 등의 관점 자체가 하나의 

문화적 유산으로서 만연되어 작가의 의도나 원래 맥락과는 별개로 작품 

해석에 개입하기도 한다.  

 예컨대 봉준호 감독의 영화 <마더>를 해석한다고 할 때 복잡하고 유기

적인 작품의 구조만큼이나 숙고된 해석 작업이 뒤따른다. 정확한 의미를 

규정하는 것을 둘러싸고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를 참고하게 된

다. 어머니라는 보편적인 캐릭터에 대한 인류의 공통된 관념, 현대 한국 

사회에서의 모자 간의 관계 및 여러 인간 관계의 방식, 구어체 한국어의 

의미와 뉘앙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는 문화적 관념, 감독의 의도와 

이전의 작품 목록 등등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접근 가능한 것만 꼽아도 

수많은 요소들을 고려하게 된다. 가능하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품의 

의미를 규명한다는 일차적인 해석 목적에만 비추어 보아도 답변을 내리

는 과정은 복잡하고 어렵다. 이러한 해석의 측면들 중에는 이 영화가 만

들어진 21세기 한국의 맥락에 고유한 것들이 있고, 타 언어문화권에서

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같은 문화적 관념이 통용되지 않는 문화권에

는 해당하지 않는 것들도 있다. 한편 위의 열거한 측면들이 이 작품의 

정확한 해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고려 조건들인지도 검증해야 한다. 

또 해석자들의 사고방식이나 사회적 좌표에 따라서 각 고려 조건들의 적

절성을 둘러싼 논쟁도 가능하고, 이에 따라 때로 상충되는 해석들도 가

능하다. 

 이 한 가지 예만 보더라도 오늘날 문화권 간의 전지구적인 교류가 활발

해지고, 예술과 작품에 대한 다양한 문화적 유산들을 활용할 수 있는 상



xvii

황에서의 해석 작업은 매우 복잡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게 된다. 약간 과장하자면 오늘날의 예술작품은 마치 우리가 공적

인 대화나 의사소통의 제스처를 교환할 때처럼 여기저기서 가변적인 의

미로 통용되는 하나의 언어처럼 보인다. 후기구조주의와 해체론, 바르트

의 텍스트 개념과 ‘저자의 죽음’ 이후로 예술작품의 의미 생산적인 측

면이 우리에게 널리 익숙해지긴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해석의 의의와 

기준적인 의미를 찾고자 하는 노력 또한 더 중요하게 부각되기도 한다. 

따라서 필자는 예술작품의 해석 이론은 올바른 의미를 규명한다는 전통

적인 해석의 이상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해석들의 위상과 상호 관계를 

설명하고, 오늘날의 복잡한 예술 해석의 관행을 포용할 수 있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보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3 

 말하자면 이 논문은 예술작품을 복합적인 문화적 개체로서 주목하며, 

문화 상대성에 따른 의미의 차이나 변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논의를 위한 전제에 

가까운 것으로, 이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이라면 즉각 이것을 하나의 선

결 문제로 간주할 것이다. 즉, 예술작품이 과연 문화적 개체인가, 개별 

예술작품의 해석에 있어서 문화적 개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한편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이미 언급했듯 이 논문의 문제 의식과 

논의 범위에 있어서 간문화적인 측면이 개입되고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영미권의 미학적 입장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면서 서구에서 정식화된 

예술 개념을 전제하고 있는데 비해, 예술 실제의 측면에 있어서는 비서

양권의 실례들에까지 일반적으로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 해석 이론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현재 논의하고 있는 예술 개념이 전 

문화권에 보편적인 것인가, 서양권의 논의를 중심으로 하면서 타 문화권 

예술의 경우 특수한 고려가 동반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도 자연히 제기된

다. 환언하면, 이 문제는 예술작품과 해석 문제에 있어서 보편성과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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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특수성을 어떻게 적절하게 고려할 것인가 하는 것이 된다.

 이 지점에서, 논문의 본격적인 논의로 들어가기 전에 문화적 개체로서

의 예술에 주목하는 필자의 출발점에 대한 해명이 비록 간략하나마 필요

할 것 같다. 우선 예술이 문화 상대적인 개체인가, 보편적인 예술 개념

은 없는가 하는 문제는 예술 개념에 대한 정의적인 문제이기도 하며, 이 

문제 자체가 하나의 미학적 논쟁의 주제로서 이에 대한 미학적 입장은 

다음의 두 가지로 나뉜다. 서구를 중심으로 한 예술 개념의 정련과 작품

의 문화 특수성을 중시하는 이론가들은 역사적 맥락, 작품의 창조의 맥

락, 해석의 특수한 맥락과 관계된 작품의 특징을 중시한다. 다른 한편으

로는 이러한 특수한 맥락과 역사에 따른 상대성을 비교적 사소한 것으로 

여기면서 전 문화권에 걸친 예술 현상의 보편성과 예술적 대상들의 공통

적 특징을 강조하는 이들이 있다.

 예술 개념의 보편성/문화적 특수성에 관한 양자의 주요 주장을 일별하

기 전에, 먼저 특수한 예술 개념인 서구의 전문적 고급 예술(Fine Art)

의 개념과 보편적인 예술(art)의 개념의 구분을 잠시 환기하는 것이 도

움이 될 듯하다. Fine Art는 서구 낭만주의의 사고에 뿌리를 둔 특수한 

예술 개념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예술 개념의 정식화 및 예술 

활동의 규준에 있어 중요한 핵심이 되고 있는 개념으로서, Fine Art로

서의 예술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된다. 천재적인 창작자가 기존

의 규칙, 사회 관습에 구애받지 않고 뛰어난 독창성을 발휘하는 예술로, 

단순한 기예를 넘어선 창조이다. 이러한 예술작품은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며 완결된 대상으로서 집중과 주목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작품 개

념은 적합한 감상을 위한 미적 태도, 무관심적 관조의 개념과 연합하면

서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전문적 공연, 전시 문화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Fine art의 개념이 이렇게 18세기 서구 문화권에서 특수하게 기원하고 

있다는 역사적 사실은 예술 개념과 예술작품의 문화적 특수성을 새삼 확

인하게 하지만, 그렇다고 이전의 예술과 타 문화권의 예술을 오늘날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전문적인 감상

을 위한 예술 개념이 없었던 시대의 예술적 활동에 대해서도 보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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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개념을 주장하는 입장 역시 설득력이 있다. 이들은 비록 Fine Art

와 같은 용어나 동일한 개념이 아니더라도, 인류 보편적인 art의 개념이 

있다고 주장한다. 감상 목적이 아닌 신에 봉사하는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고 해서 바흐의 음악이나 미켈란젤로의 조각이 예술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 셰익스피어의 희곡이 근대적 예술 개념의 회고적 적용에 

의해 예술작품이 된 것이라는 설명도 물론 어색하다. 이러한 예만으로도 

보편적 예술 개념과 미적 특징에 주목하고자 하는 입장이 일부 타당성이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예술의 보편성에 주목하는 입장에서는 서양의 Fine Art의 개념과 정확

히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보편적인 art의 개념 및 유사한 예술 활동과 생

산물들이 모든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며, 아시아와 아프리카 및 

원시 부족의 예술적 생산물들도 서양의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주

장한다. 실로 예술은 문화 특수성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보편적 미적 특

징을 가진다. 뛰어난 완성도, 우아함, 기예적인 탁월함 등등의 미적 특징

은 보편적인 것으로서 타 문화권의 감상자에 의해서도 식별된다. 또한 

생산의 과정이나 맥락과 관련된 보편적인 특징들도 있다. 실용적/정보적 

목적과 별개인 미적인 쾌감을 제공하며, 제작상의 전문화된 기술이 있

고, 전통적인 양식을 따르거나 혁신하고 있고, 해당 문화권에서의 나름

의 비평, 가치 평가 방식이 확립되어 있으며, 재현/상징/표현적 특징이 

나타나고, 정교함이나 완성도를 높이려는 제작자의 명백한 의도가 확인

되며, 일상 삶과 유리된 특별한 활동이고, 강렬한 상상적 주목을 제안한

다는 등의 특징이 그것이다.1) 

 영적인 의미와 사회적 소통의 목적을 가졌던 타 문화권의 예술들, 예컨

대 세픽 인디언의 공예품이나 도곤 족의 가면, 힌두교의 여인들의 생활

들을 그린 회화 등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서구 예술에서

1) D. Dutton, " 'But They Don't Have Our Concept of Art' ", in Carroll, Noël, 

(Ed.), Theories of art today,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2000, pp. 

233-235. 보편적 예술 개념과 관련된 고전적인 미학적 논의 외에도 예술의 기원에 

관한 디사야나케(Dissanayake) 등의 진화심리학적 접근도 역사, 문화적 특수성보다

는 예술의 전 인류적 공통성에 주목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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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지오토의 종교 미술 역시 종교적 신념과 

별개로 미적 욕구의 충족 및 쾌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들이다. 예술 개

념이 보편성을 주장하는 이들은 문화 상대성에 주목하는 인류학적 연구

들과 서구적 예술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경계적이고 논쟁적인 예시들이 

확인된다고 해서 예술 개념에 있어서 문화 상대성을 과도하게 강조한다

면, 보다 중요한 예술의 보편성을 간과하게 된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주장에 일부만 동의한다. 보편적인 예술적 특징

과 문화 상대적인 특징은 우선 별개로 각각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보편적인 미적 특징만으로 예술의 정의를 내리는 것은 부적절하다.2) 또

한 무엇보다도 예술의 정의와 예술작품의 해석 문제는 별개의 주제이며, 

특히 해석의 문제에 있어서 문화 상대성은 간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

각한다. 한 작품에 대해 보편적인 미적 특징과 문화 상대적인 특징 각각

이 물론 제시될 수 있을 것이지만, 해석 작업이 더 깊고 정확하고 풍부

한 의미를 밝히기 위한 것이라면, 문화적으로 특수하게 달라지는 특징과 

2)  예술의 보편성을 주장하는 이들은 비서구 문화권에는 단지 서양의 ‘예술’에 해당

하는 단일 용어가 없을 뿐 다른 용어로 표현되는 유사한 개념은 있다는 점을 언급

한다. 예컨대 그리스어 테크네(techne)는 예술과 기예 양자에 적용되었다. 또 이러

한 잠재적인 예술 개념은 타문화권의 더 명확한 개념을 통해 인지되면 해당 문화권

의 구성원에 의해서도 자각된다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Fine Art 개념의 영향권 밖

에서 창조된 많은 예술이 실용적 측면을 동반하지만, 많은 세대 동안 그 부족 안에

서 가장 귀한 예술로 이어져 내려왔다면, 제작 규칙이 발전되고 최상의 경지를 이루

었다면 생산품의 정밀성, 균형, 긴장감, 활력, 아름다움, 완성도, 장인 정신 등 다른 

문화권에서도 식별가능한 미적 특징을 갖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 반대하

지는 않지만 필자가 문화적 특징에 주목하는 입장에 서는 것은, 우선 예술 정의상으

로만 생각하더라도 위와 같은 보편적인 예술적 특징만으로는 대상을 예술로서 구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반대 입장에 동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편적 미적 특징은 예술작품만아니라 문화적으로 중요한 비예술에도 적용된다. 특

히 Fine Art로서의 예술이 감상 목적 면에서의 자기충족성을 핵심적인 특징으로 한

다는 것은 경시할 수 없는 문제로서, 미적 특징의 보편성만으로는 결과적으로 예술

의 외연이 너무 넓어질 것이다. 예컨대 마세라티, 람보르기니, 페라리 등의 명차와 

같은 오늘날의 많은 소비 명품들도 미적 속성으로 인해 보편적인 예술에 속하게 될 

것이다. 물론 예술이란 용어가 가치 개념이 개입된 평가적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해석의 문제와 이것은 별개이다. (S. Davies, 

"Non-Western Art and Art's Definition", in Theories of art today, pp. 

20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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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가치 평가들은 결코 사소한 것일 수 없다. 해석적 의미를 밝히는 

것은 단지 한 대상의 유적 특징을 확인하여 상위의 범주에 귀속시킬 때

보다도 더 섬세하고 정확한 고려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이유로 필자는 

예술 작품의 문화적 특수성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4

 상기와 같은 예술의 문화적 특수성 문제와 관련하여 또 하나의 문제가 

제기된다. 그것은 서양의 개념과 이론이 비서양권의 예술 현상에 대해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필자는 보편적

으로 정련되어 온 서구의 예술 개념은 간문화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보며, 또 그러한 점에서 강점이 있는 해석 이론을 모색하는 것이 논문의 

목표이기도 하다. 이제 이것은 이 논문의 구체적인 논의 주제로 인도하

는데, 앞서 말한 이론적 문제들과 관행에 대한 설명력, 문화적 특수성의 

문제 등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여러 해석 이론들 중에서 필자가 가장 

지지할만한 것으로 탐구할 수 있는 이론의 형태는 해석적 다원론이라고 

보았다. 다수 해석의 의미를 인정하는 다원론은 올바른 해석이 다수가 

있다고 보는 관점과 특정한 해석을 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 논문의 관심사에 비추어 전자의 입장이 더 합

당한 것이라고 본다. 필자는 해석적 의미의 규명과 다양성의 반영, 두 

가지 목적에 부합하는 이론으로서 마골리스의 상대주의 해석 이론을 중

점적으로 검토한다. 마골리스의 이론은 영미권의 미학 전통에 속하는 입

장으로서 프래그머티즘 철학에 기반하고 있다. 마골리스의 해석 이론은 

예술작품의 해석이라는 개념 자체 및 해석에 관한 접근법, 개별 작품의 

해석에 개입하는 기준과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해석 

관련 문제는 마골리스 이론에서 예술작품의 정의와 특징, 인간 문화 속

에서의 예술작품의 위치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이것은 문화적 현

상들에 대한 형이상학적 입장까지도 연결되어 작품 해석에 관한 총체적

이고 광범위한 설명을 제공한다. 마골리스의 이론은 비토대론적 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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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한 다원론으로서의 상대주의라는 다소 급진적인 입장에 있는데, 이 

점은 이론적인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재의 관행을 적절하게 설

명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마골리스의 이론을 검토하여, 이것이 현 시

점에서 적절하고 설명력 있는 해석 이론임을 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된다. 먼저 I장에서는 해

석과 관련된 문제들과 다양한 해석 이론들을 살펴본다. I장에서 이러한 

정리가 필요한 것은 앞서 언급하였듯 예술작품의 해석을 둘러싼 문제들

이 복잡하며 각기 다른 철학적 기반들을 가진 여러 이론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리를 통해 이 논문이 다룰 우선적인 문제를 구

체적으로 좁히면서 다양한 해석 이론들 가운데서 마골리스 이론이 어떠

한 좌표를 점하고 있는지, 마골리스 이론이 다른 이론들과 어떤 점에서 

대립되는지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로써 이후 비판

과 논쟁에서 다룰 문제들을 선별하고 주목할 수 있다. II장에서는 마골

리스 이론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가 있을 것이다. 마골리스의 해석 이론

은 예술작품들의 해석이라는 미학의 하부 주제에 충실하게 국한된 이론

이라기보다는, 세계와 실재, 인간의 행위에 관한 그의 전체 철학과 일관

되면서 그 안에 예술 작품과 같은 문화적 대상에 대한 중요한 핵심을 포

함하고 있는 이론이다. 여기서는 마골리스의 철학적 입장과 예술과 해석

에 대한 주장의 핵심들을 보다 상세하게 살펴본다. III장은 마골리스 이

론의 특징적인 주장들이 직면하는 비판 및 다른 이론들과의 논쟁을 다룬

다. 해석에 관한 다양한 이론적 입장들은 가장 적법한 해석과 방법론을 

두고 논쟁해 왔는데, 마골리스의 이론은 서양 철학에서 드물게 실재의 

유동성과 상대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으로서 대다수의 다른 해석 이론들과 

대립되는 부분들이 많다. 여기서는 영미권의 주류 해석 이론들과 마골리

스 이론을 비교하고 논쟁할 것이다. IV장은 마골리스의 상대주의 이론의 

보완적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마골리스의 해석 이론은 영미권의 다른 

해석 이론들과 비교할 때, 보다 형이상학적이고 광범위한 차원에서 해석 

개념과 예술작품의 본성에 대한 주장들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는 개별 작품의 해석 기준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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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골리스 이론의 틀 안에서 모색하고, 현재 지배적인 이론적 경향을 참

고하여 검토할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이 논문은 예술작품의 해석 문제를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는 이론적 형태를 모색하고, 이 이론이 다른 철학적 입장을 전제

하는 타 해석 이론들보다 동등하거나 유망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지, 

반대자들의 비판을 적절하게 방어하면서 일관된 주장을 펼칠 수 있는지

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이제 긴 서두를 뒤로 하고 본격적인 논의

로 들어가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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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예비적 고찰

 먼저 이 장에서는 예술작품의 해석 문제 논의를 위한 예비적 고찰들을 

다룬다. 우선 개념적 정리를 위해 해석의 기본 개념, 해석 대상인 예술

작품의 개념, 해석 이론이 다루어야 할 문제들을 정리한다. 이어서 예술

작품의 해석 문제에 대한 다양한 입장들과 그 이론적 지표들을 살펴본

다. 이러한 정리는 논문의 주제인 마골리스 해석 이론의 성격 및 논의의 

쟁점을 보다 용이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 예비적 정리와 해석의 문제들

  1.1. 해석의 기본 개념

 해석(interpretation)은 일차적으로 지시(reference)와 의미(sense)를 

파악하려는 시도이며, 해석 행위는 텍스트, 예술작품, 언어, 행위, 의도와 

동기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일어나는 작업이다. 일반적으로 해석은 해석 

대상의 의미를 즉각적으로 알기 어려운 경우나 불분명한 의미들을 명확

히 결정해야 할 경우에 요청된다. 예술작품의 해석은 기본적으로 작품의 

의미를 파악하는 작업이지만 단순히 축자적인 차원의 의미 파악을 넘어

서 보다 깊은, 궁극적이고 총체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다. 해석은 일

반적으로 이해(understanding) 혹은 기술(description)과 구별된다.3) 

이해는 의사소통상의 보다 즉각적이고 단순한, 일반적인 의미 파악을 말

하며4), 기술은 작품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바에 관한, 참인 진술을 

3) G. Iseminger, Intention and Interpretation, Temple university Press, 1995, 

p.2.  일반적으로 예술작품의 수용 과정에서 해석은 종종 기술(description)이나 가

치 평가(evaluation)와 구분되는 작업으로 생각된다. 작품의 감상 및 수용의 과정은 

일반적으로 기술, 해석, 가치 평가의 순으로 이어지는데, 작품의 내용에 관련된 기술

에 기반하여 해석이 이루어지고, 작품이 어떻게 해석되는가에 따라 그 작품의 가치

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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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컫는다. 해석 대상의 의미를 즉시 파악할 수 있는 경우 해석은 크게 

필요하지 않으며 해석과 이해, 해석과 기술이 거의 구분되지 않을 것이

다. 그러나 텍스트의 축자적 의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거나 그것에 대한 

해석자 나름의 어떤 믿음이 작동할 때는 해석이 필요하다.

 이렇듯 개념상 이해와 기술은 해석을 위한 선행 작업이자 해석을 위한 

근거가 된다. 즉 해석은 대상에 대한 기술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2차적

인 언급 혹은 보고라고 할 수 있다. 작품에 대한 이해와 기술을 명확히 

하는 것은 정확하고 좋은 해석을 위해 필요하지만 해석 작업은 그것에 

머무르지 않는다. 해석을 통해 기대하는 것은, 즉자적 의미 외에 작품에 

잠재된 더 풍부한 의미를 밝혀내고, 작품 내용에 관한 문제들에 보다 명

백한 답을 제시하면서 작품 세계를 채워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석은 기술보다 더 폭 넓고 다양하다. 해석은 즉각적이고 객관

적인 인지를 넘어 해석자의 언술 행위로서 텍스트에 대한 해석자의 믿음

이나 상황에 따른 여러 변수가 개입된다. 그래서 하나의 작품에 대해 다

양한 해석이 가능해지기도 한다. 작품의 감상이란 궁극적으로 독자를 어

떤 경험으로 인도하고 그 미적 가치를 확장시키는 것이라고 할 때, 해석

을 통해 작품의 의미를 분명히 밝히고 가능한 다양한 해석들을 검토하는 

것은 그러한 미적인 판단과 가치 평가를 위한 중요한 선행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해석 행위는 그 자체가 해석 대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해석의 대상으로는 문화적 현상뿐 아니라 자연적 

현상도 포함되지만 문화적 현상의 경우 해석의 역할은 보다 특별하다. 예

컨대 화석 연구와 관련된 지층과 같은 자연적 대상의 경우 그것이 의미

하는 바를 이론과 관례에 따라서 해석하며, 이 때 해석의 목적은 대상에 

대한 자연적인 설명을 찾으려는 것으로 한정된다. 그러나 예술작품이나 

역사적 사건들과 같은 인공물들의 경우는 행위자의 노동을 수반하는 문

화적인 대상들이며, 표현적, 재현적, 상징적, 기호학적, 유형적, 전통적, 

역사적, 장르특징적, 언어학적, 목적적인 특징들을 가지게 된다. 이 때 이

4) R. Shusterman, Pragmatist Aesthetics,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2000, Chap.4, A. Barnes, On Interpretation, Basil Blackwell, 1988,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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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된 속성들, 예컨대 조각이나 회화의 재현적이거나 표현적인 속성

들은 본질적으로 해석을 요청하는 속성들이다.5) 이러한 복잡한 문화적 

현상들은 대상에 따라서 다른 해석의 방식을 가지게 된다. 시, 꿈, 파티

의 행동 양식, 암호, 로르샤흐 얼룩, 15세기 회화 등 대상에 따라 해석의 

목적과 방식은 달라지게 된다. 즉 우리가 무엇을 해석하고자 하는가, 어

떠한 해석이 적절한가는 해석적 대상에 따라 결정되므로, 성공적인 해석

을 위해서는 해석적 대상이 어떠한 종류의 것인지가 먼저 결정되어야 한

다. 

  1.2. 예술작품의 해석  

 이제 논의의 중심인 예술작품이 어떠한 해석 대상인지를 분명히 할 차

례이다. 예술작품은 일반적으로 문화적인 대상이며, 세부적인 의미론적 

해석 이전에 그 문화적 맥락 및 작품이 속하는 범주를 파악하는 선행 작

업이 요구된다. 예술작품은 인간의 의도가 개입된 인공물로서, 단순한 

실제 사물이나 물리적/지각적 대상과는 달리, 해석의 전 단계에서부터 

맥락적으로 결정되는 많은 문화적 특징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행위

자와 문화적 맥락, 대상의 수용 방식 등에서 변수가 다양하다는 것은 문

화적 대상의 해석 논의에서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예컨대 모래 위에 우연히 워즈워드의 시 두 행과 똑같은 기호가 쓰여져 

있다고 할 때, 이것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현상인지 누군가의 의도적인 

작업인지에 따라 해석의 접근 방법은 달라진다. 우선 확인할 수 있는 것

은 모래 위에 파여진 글씨처럼 보이는 자국이란 물리적 표지이지만, 이 

물리적인 표지만으로는 적절한 해석 방식이 즉각적으로 결정되지 않는

다. 이 대상이 어떠한 대상인지를 파악해가는 과정 또한 해석에서 중요

하며 각 과정에서 해석의 대상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해석에는 층위가 있

게 된다. 모래 위의 글씨가 자연적인 현상임이 판명된다면 이러한 현상

5) J. Margolis, " "One and Only One Correct Interpretation" ", Is There a 
Single Right Interpretation?, M. Krausz ed.,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2002,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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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초래한 원인이나 물리적인 작용, 그 현상의 출현이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는 것이 해석 작업이 될 것이지만, 이것이 누군가의 행위라면 그 

행위가 이루어진 맥락, 그 시점에서의 행위의 목적과 결과물은 무엇인

지, 그것은 문학으로 의도된 것인지, 문학 작품이라면 영문학인지, 장르 

중에서는 시인지 등, 그 대상에 대한 범주적인 고려가 선행될 것이다. 

이 때 그 대상은 물리적인 표지 차원의 대상, 인간 행위의 결과물로서의 

대상, 문학 작품으로서의 대상 등으로 층위들이 구별되고 각 층위에서 

행해지는 해석들이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우리가 해석의 대상으로 삼

는 예술작품은 최종적으로 개별화된 생산물이자 문화적 맥락에서 범주가 

확인된 대상이다. 그 이전 층위의 해석들은 대상의 맥락과 범주를 구체

화하는 선행 작업이다.  

 예술작품의 맥락과 범주의 파악은 해당 사회 공동체에서 통용되는 관념 

및 예술사적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기도 하다. 단토는 예술작품과 단순한 

사물의 차이를 말하면서, 예술작품과 지각적으로 식별불가능한 사물들이 

해석에 의해 작품이 되는 문제를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는데6) 예컨대 기

성품 변기가 뒤샹의 <샘>이 된 것이나, 비누 상자인 브릴로 박스가 워홀

에 의해 예술작품이 된 것은 작가가 그 사물을 예술작품으로서 ‘해석’

했기 때문이다. 또한 붉은 색이 칠해진 캔버스의 의미는 작가가 의도하

기에 따라서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인들이 되거나 키에르케고르의 정조

를 나타내거나 붉은 식탁보를 나타낼 수 있는데7) 이 때 세 작품은 물리

적으로는 동일한 속성을 가지지만 작가에 의해 서로 다른 작품들이 되도

록 하는 의미론적 속성들이 부여되었고, 이 의미론적 속성들의 차이가 

각 작품을 다른 작품으로 성립시킨다. 이 때 작가의 해석은 물리적 대상

의 층위에 예술작품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이다. 일반적으로 해

석자가 작품을 해석할 때는 이러한 물리적인 층위가 아닌, 작가에 의해 

예술작품으로 개별화된 층위의 의미를 해석한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예

6) A. Danto, The Philosophical Disenfranchisement of Art,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6, p.39.
7) A. Danto, The Transfiguration of Commonplac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1, p.1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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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작품의 해석은 이미 작가에 의해 해석된 작품의 상태에서 시작된다. 

이러한 예들에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해석 대상인 작품을 규정

하는 어떤 특징들은 지각적, 물리적 차원을 벗어나는 것들이며 오히려 

해석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다.8) 

 작품의 범주 규정은 작가에 의해 최초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이 작품

이 수용되는 방식에 대한 중요한 결정이기도 하다. 해석의 예비 단계에

서 해석자는 맥락과 작가의 의도, 특수한 내적 구조, 당대의 관습 등을 

참고하여 그러한 범주나 장르를 확인한다. 이 확인 작업은 작품의 장르, 

쓰여진 언어, 표현된 매체를 확인하고, 그것을 근거로 작품을 작품이 되

도록 하는 구조나 조직을 탐구하는 것이며, 해석 대상의 종류와 기능을 

확립하고 이를 위해 맥락을 재구성하는 작업도 포함한다. 이 때 범주 확

인 작업과 작품의 의미 해석이 분명히 구별되지 않고 해석이 범주에 영

향을 미치는 경우도 때때로 있다. 성공적인 해석을 위해 작품의 정확한 

범주 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범주 확인은 단순한 해석의 예

비 작업이 아니라 작품의 구체적인 의미 해석에 밀접하게 관계하며 그 

자체가 해석 작업의 초점이 되기도 한다.9) 

  1.3. 예술작품과 텍스트

8) 마골리스가 말하는 문화적 대상의 지향적 속성을 언급할 때 더 분명하게 될 것이지

만, 이러한 재현적, 표현적 속성들은 지향적 속성으로서 물리적 대상에 관계하는 행

위자의 작업을 통해 작품에 귀속되는 것이다. 비록 예술작품의 해석이라는 개념이 

통상적으로는 작가의 작업 이후의 대상에 적용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한 속성을 

귀속시키는 과정은 작가와 해석자의 경우가 유사하다. 하나의 물리적 대상이 예술작

품으로 창발되는 과정에서, 어떤 의미에서 작가는 작품에 대한 최초의 해석자라고 

할 수 있다. 
9) P. Lamarque, "Objects of interpretation." Metaphilosophy 31.1‐2, 2000, 

pp.102~103. 라마르크는 해석에 있어 두 가지 측면을 지적한다. 하나는 유적

(generic) 해석으로 작품의 범주를 결정하는 해석이다. 이러한 작업은 주로 예술가

에 의해 이루어진다. 다른 하나는, 의미를 결정하는 해석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작

품의 해석에서 추구하는 종류의 것이다. 작품의 범주나 장르의 확인은 해석을 위한 

예비 단계라고 할 수 있지만, 장르의 해석과 의미를 결정하는 해석의 구별이 실제로 

분명히 구별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그는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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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은 미학과 예술 비평에서 일반적으로 전제되는 예술작품의 개념과 

해석의 접근 방식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해석 대상으로서의 구체적인 

위상과 해석 기준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밀한 작품 개념의 

정리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유사한 인접 개념과의 혼동으로 인한 논의

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작품과 텍스트 개념에 대한 구별

이다. 앞 절에서 다룬 바, 물리적/지각적인 대상이 문화적 맥락과 속성에 

의해 개별화된 개체라는 것이 예술작품에 대한 외적 규정이라면, 여기에

서 살펴볼 작품과 텍스트 개념의 구별은 예술작품 내부 및 정체성 문제

와 관련된다. 작품의 정체 확인 및 텍스트와의 구별을 통해 작품과 텍스

트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은, 논의의 중심인 해석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임은 물론 작품과 텍스트의 관계에 대한 미학 이론들의 입장 차이를 

미리 확인함으로써 이 논문의 출발점을 명확히 하여 이후 논의를 순조롭

게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10) 

   1.3.1. 작품과 텍스트의 개념 

 일반적으로 작품과 텍스트는 개념적으로 구별되며, 작품은 텍스트를 기

반으로 하면서 보다 고유하고 특수한 속성과 내포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

된다. 

 먼저 텍스트는 우선 외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 혹은 지각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적으로 확인가능한 것들을 말한다. 예컨대 문학 작품에서

는 일반적으로 단어 연쇄-유형(type)11), 음악 작품에서는 기보가 가리

10) 이 절은 해석의 대상으로서 작품과 텍스트를 구별하고, 따라서 작품의 해석과 텍스

트의 해석이 층위가 다름을 말하고자 씌어졌다. 그런데 작품과 텍스트의 관계에 대

한 논의는 예술 작품의 정의와 정체성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실로 방대

하고 복잡한 주제이다. 따라서 이 절에서도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된 약간의 언급들

은 불가피하다. 다만 여기서는 이 논문의 논의와 관련하여 해석 대상으로서의 예술 

작품의 위상을 분명히 하는 것과 영미권의 이론들에서 작품과 텍스트의 관계를 바

라보는 입장들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포진해 있는가를 간략히 언급하는 것을 목표로 

함을 밝혀 둔다. 
11) 여기서 텍스트를 유형(type)으로 말하는 것은 공적으로 확인 가능하지만 텍스트가 

물리적인 측면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다. 특히 문학과 음악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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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소리 연쇄-유형, 통상적인 시각 예술에서의 물리적으로 확인 가능

한 대상 등이 그것이다. 대표적으로 문학 작품의 경우 텍스트는 개별화

된 문장 유형의 질서지워진 집합으로서 최소한의 의미론적이고 구문론적

인 속성을 가진 것이다.12) 즉 대략 같은 순서로 된 단어 연쇄, 같은 철

자로 되어 있으며 같은 것을 의미하도록 제작자에 의해 의도된 것이

다.13) 만일 어떤 두 텍스트가 동일한 언어로 동일한 의미론적, 구문론적 

의 경우 텍스트 자체도 물리적 판본이나 악보와 동일시되지 않는다. 단어 연쇄, 소

리 연쇄 자체는 작품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공적인 지각적 대상이지만 이것은 작품

과 일반적으로 다르다. 보편자인 유형은 개별자인 징표(token)에 의해 예시된다. 

이러한 유형-징표 모델에 비추어 볼 때, 텍스트는 개별자의 특징과 보편자의 특징

을 동시에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특정 시공간에서 특정인에 의해 창조된 역사적 개

체라는 점에서는 개별자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시, 때로 다수 예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보편자이기도 하다. 예컨대 텍스트로서의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는 17

세기 초에 만들어진 역사적 개체로서 개별자이지만, 여러 복사본과 판본, 번역본이 

가능하며 그 판본들 중 하나와 동일시되지 않는다. (Gracia, Jorge. J. E., Texts : 
Ontological Status, Identity, Author, Audienc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lbany, 1996, pp.10~11.) 예술 작품과 텍스트의 문제를 유형-징표

(type-token) 모델 혹은 보편자-개별자(universal-particular)의 관계와 결부시

켜 논의하는 것은 작품 존재론과 관련해 미학적으로 중요한 별도의 논의 주제이기

도 하다. 이것은 작품과 텍스트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가, 작품을 추상적으로 투사된 

개체로 보는가, 확인가능한 지각적 대상이나 텍스트와 동일시하는가 여부, 또 작품

과 텍스트를 플라토닉한 개체로 보는가, 유명론적 개체로 보는가 여부에 따라 다양

한 이론적 입장들이 있으며 또한 논의 대상이 문학, 음악과 같은 연행 예술인지 물

리적 대상이 중심이 되는 시각 예술인지에 따라서도 설명이 달라진다. 유형-징표 

모델과 관련된 복잡 다양한 논의는 이 논문에서 다룰 주제가 아니므로, 여기서는 

영미권 미학에서 일반적으로 논의하는 작품과 텍스트의 개념 및 양자 간의 관계를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12) G. Currie, "Work and Text", Mind, 100, July, 1991, p.339.    
13) 위와 같은 텍스트 개념은 대상 자체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만, 때로 텍스트의 생산

자와 해석자의 관계를 공공연히 언급하기도 한다. “저자의 의도에 의해 선택되고 

배열된 기호로 구성된 개체로서 특정한 맥락에서 청중에게 특정한 의미를 전달하려

는 개체들”(Gracia, op.cit., p.3)이라는 텍스트 개념 정의에서는 텍스트의 인공성, 

텍스트가 의미를 전달하는 하나의 기호로서 기호 체계 및 발화자와 해석자가 속한 

언어 공동체와 관련되어 있다는 화용적 측면까지 확인한다. <돈키호테> 및 

“2+2=4”, “불이야!”등도 텍스트이다. 이 맥락에서의, 예술 작품과 관련된 텍

스트 개념 또한 하나의 문화 공동체 안에서 생산, 감상되고 때로 발화와 유비적으

로 생각되기도 하므로, 의미를 담지하고 전달하는 개체로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측면에서 생각되는 것이다.  

    덧붙여, 이러한 텍스트/작품 개념의 구별은 바르트(R. Barthes)의 이론을 통해 익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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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을 가지며 동일한 단어 유형, 문장 유형을 동일한 방식으로 배열하

고 있다면 이 두 텍스트는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렇듯 이러

한 텍스트는 지각적으로 식별가능한 공적이고 객관적인 개체이다. 

 한편 작품은 텍스트가 가지지 않는 전체적인 속성들을 가지며, 비평과 

해석이 귀속되는 개체이다. 따라서 작품은 텍스트와 동일하지 않고 또한 

같은 동일성 조건을 소유하지도 않는다. 작품과 텍스트 간의 가장 핵심

적인 구별점은 관계적, 문화적 속성, 즉 텍스트에는 귀속되지 않으면서 

작품에는 귀속되는 창발적(emergent)인 미적 속성들이다.14) 어떤 작품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영미권의 이론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텍스트와 작품의 개념은 바르트의 개념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바르트

는 해석의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텍스트의 개념을 강조하

면서, 텍스트는 작품에 우선하는 것이고 해석의 여러 방법론들이 적용될 수 있는 

장과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 텍스트는 해석자가 여러 방법론을 통해 구조 자체를 

재구조화하면서 의미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자체가 궁극적으로 하나의 고정

된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바르트에게 작품은 닫히고 고정된 구조를 가진 보

다 구체적인 생산품의 개념으로 작품의 해석은 그것이 담지하는 의미를 찾으려는 

것이 된다. 그러나 지금의 논의 맥락에서의 텍스트의 개념은 바르트가 강조하고자 

하는 생산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장이라는 의미보다는, 작품과 구별되는 것으

로서 우리의 지각 앞에 놓인 언어적, 매체적인 구조 자체를 가리키며, 문화 속의 기

호 체계, 언어 공동체, 의사소통 행위 등 화용론적 측면에 기반하여, 어떤 합의되고 

표준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개체이다. 텍스트의 의미는 언어 공동체와 발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바르트의 관점에서와 같이 해석자 개인에 의한 창조적인 

의미 생산에 우선적인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14) J. Margolis, What, After All, Is a Work of Art? (이하 WWA), Pennsylvania 

University Press, 1999, p.89. 작품은 일반적으로 개념상 텍스트보다 더 개별적

이고 문화적인 속성들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론가들도 때로 이 말을 혼용

하기도 한다. 마골리스의 경우 텍스트와 작품이란 말의 구별이 언제나 분명한 것은 

아니며, ‘텍스트’란 단어를 예술작품과 거의 유사한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또

한 마골리스는 텍스트란 말을 언어적 대상에 주로 사용하지만 해석적 지칭체들을 

확장해서 가리키기도 한다. (J. Margolis, 'Reinterpreting Interpretation'(이하 

RI) , Interpretation Radical But Not Unruly : The New Puzzle of Arts and 
Histor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5, pp.4~6.) 그러나 라마르크는 마

골리스도 예술작품의 동일성과 개별화는 자연 대상이나 언어적 개체의 개별화와 다

르다는 말을 하고 있다는 점, 예술작품에 있어서는 일관되게 뚜렷이 문화적이고 지

향적인 속성을 강조한다는 점을 들어 마골리스에게서도 예술작품과 텍스트의 개념

이 암시적으로 구별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Lamarque, op.cit., p.106.) 이 글에서

는 라마르크의 지적을 수용하는 한편 마골리스의 텍스트/작품 개념의 구별과는 별

개로, 일반적으로 텍스트와 예술작품의 개념은 각각의 고유한 특징과 강조점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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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예술사적 의의라든가 혹은 아이러니 등 읽기의 방식과 중요하게 관계

되는 속성들이 그 예가 되는데 이 속성들은 작품에 있어서 미적으로 중

요한 속성들이다.15) 

 이렇게 작품과 텍스트는 개념적으로 구별되면서, 작품은 텍스트에 기반

지고 있는 것으로서 달리 쓰이고 있고 개념적으로 구별됨을 분명히 하는 것이 논의

에 도움이 될 것이다. 
15) 예술 작품에서 미적 속성(aesthetic property)은 작품을 다른 인공품, 물리적 대상

과 구별짓는 중요한 본질적 속성으로서 작품으로서의 의미와 가치를 갖도록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술 작품은 종종 미적 대상(aesthetic object)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Beardsley, Monroe C. Aesthetics : Problems in the Philosophy of 
Criticism, 2nd ed. Hackett, Indianapolis, 1981, pp.15~16.) 이러한 미적 속성

은 작품 내에 물리적 기반을 가지지만 물리적 속성 자체는 아닌, 우아함, 통일됨, 

균형잡힘 등과 같은 재현적, 표현적 속성들이며 하나의 전체 개체로서의 작품에 귀

속된다. 이러한 미적 속성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아닌 

것들도 있으며, 은유적인 것들도 있다. (Sibley, Frank. "Aesthetic concepts." 

The Philosophical Review 68.4 (1959), p.422.) 이러한 미적 속성은 작품과 단

순한 물리적, 지각적 대상을 구별하는 맥락에서 언급되지만, 작품의 의미 해석에 관

련하여 본질적인 미적 속성을 보는 관점은 이론가들마다 부분적인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비어즐리와 같은 이는 미적 속성을 원칙적으로 지각가능하다고 보며, 미적 대

상의 감상에 적절한 것은 작품의 장르, 양식, 전후 작품들과의 관계이고 부적절한 

것은 전기적 사실, 의도와 같은 것이라고 하여 작품 외적인 측면의 개입에 대해서

는 제한을 둔다. 비어즐리의 해석 관련 입장은 이 논문의 I장 2.1.1.에서 다룬다. 

(Beardsley, op.cit. pp.52~53) 그러나 미적 속성에는 작품 내에서 확인되는 지각

적 속성뿐 아니라 관계적 속성도 중요하게 포함된다며, 이러한 관계적 속성을 함께 

주장하는 이들도 다수이다. 작품의 표현적, 재현적 속성들은 예술사, 양식적 상황, 

작가의 창작 맥락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월하임(Wollheim, Richard. Art 
and Its Objec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 pp.45~63.), 비평과 미적 

판단은 작품의 기원에 관한 지식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고 하면서 다양한 미적 속

성의 종류 및 비미적 속성과의 여러 관계를 언급한 월튼 등의 이론가에게서 이러한 

관계적 속성의 상대적인 강조를 확인할 수 있다. 월튼은 장르, 범주, 역사적 조건 

등을 고려해야 하며 작품의 올바른 미적 지각을 위해서는 역사적 배경과 작가의 의

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작품 자체만의 탐구는 아무리 철저하더라도 작품

의 미적 속성을 완전히 드러내지 못한다고 말한다. (Walton, Kendall L. 

"Categories of art." Contemporary Philosophy of Art : Reading Analytic 
Aesthetics, John W. Bender & H. Gene Blocker ed., Prentice Hall, New 

Jersey, 1993, p.283, pp.293~297.) 이러한 견해는 단토, 레빈슨, 스테커 등의 

입장에서도 확인된다. 앞으로 살펴볼 작품과 텍스트의 관계에 대한 입장들과 관련

하여 볼 때 미적 속성들 중 관계적 속성을 작품 정체와 해석적 의미 결정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다양한 입장들의 세부적인 차이를 낳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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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16) 텍스트에 비해 더 많은 미적 속성들을 가지는 개체로 생각된

다. 작품과 텍스트가 외연적으로는 일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성과 정체에 있어서는 다르다. 이를테면 하나의 동일한 텍스트에 기반

한 둘 이상의 작품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보르헤스의 소설에 나오는 

시인 피에르 메나르가 쓴 작품 <돈키호테>는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와 축자적으로 동일할지라도 구별되는 작품이며, 앞서 예로 든 단토의 

붉은 캔버스 작품들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두 <돈키호테>의 단어나 문장

의 배열, 붉은 캔버스가 텍스트라면 의미론적, 미적 속성을 달리 소유하

는 각각의 최종 생산물들이 작품이다. 작품은 문화적 대상이고 관행 속

에서 텍스트의 창조와 감상에 관한 사회적 관습에 지배된다. 예술작품은 

사람들이 그것을 생각하고 해석하는 방식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사고

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지향적인 대상이고, 예술작품의 표현적이고 재

현적인 속성들은 그러한 지향적인 측면에 의존하는 속성으로서17), 이 

속성들은 작품이 속한 문화 공동체 안에서 충분한 소양을 가진 해석자들

에 의해 식별될 수 있는 것이다. 

   1.3.2. 작품과 텍스트의 관계

 

 이렇게 작품은 텍스트와 개념적으로 구별되며, 대상의 측면에서 작품의 

정체성과 텍스트의 정체성 또한 구별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지만 모든 

이론에서 그러한 것은 아니다. 영미권의 미학적 논의에서는 작품과 텍스

트의 관계를 생각하는 관점에 있어 상이한 입장들이 있다. 우선 작품의 

정체성이 텍스트에 밀접하게 의존하며 때로 극단적으로는 작품과 텍스트

를 동일시하는 입장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텍스트와 구별되는 작품의 

고유한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해석의 개입과 관계적 속성들을 강조

16) J. Margolis, Art and Philosophy : Conceptual Issues in Aesthetics (이하 

AP), Humanities Press. 1980, p.39. 마골리스의 표현을 따르면, 작품은 텍스트 

안에 “구현된 ”(embodied) 것이다. 이 구현 개념은 작품과 텍스트의 이러한 관

계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관점이다. 
17) 문화적 개체로서의 예술작품의 개념과 지향적 속성에 관해서는 이 논문의 II장에 

상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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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입장들이 있다. 

 전자의 입장을 텍스트중심주의(textualism)18)적 경향이라고 할 수 있

는데, 작품은 텍스트와 함께 독립된 대상으로서 완결되며 작품의 의미를 

텍스트에 대한 숙독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비어즐리(M. Beardsley)의 

입장이 대표적이다. 비어즐리는 문학 작품의 단어 연쇄 자체가 작품 정

체성의 핵심이 된다고 보면서, 의도나 창작의 맥락과 같이 지각적으로 

직접 확인되지 않는 측면은 작품 내적인 본질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경

우 작품에 대한 접근은 텍스트에서 지각 가능한 것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작품과 텍스트를 동일시하는 입장은 작품과 텍스트의 정체성의 

구조 면에서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 텍스트 자체가 작품

인 강한 입장과 해당 텍스트들의 집합을 작품으로 보는 관점이 그것이

다.19)  

 작품과 텍스트를 동일시하는 관점의 가장 강한 형태로서는 굿먼(N. 

Goodman)과 엘긴(C. Elgin)의 입장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작품과 텍

스트를 동일시한다. 굿먼은 문학 작품을 텍스트, 즉 특정 언어로 된 고

18) 일반적인 텍스트중심주의 및 해석 문제에 관한 비어즐리의 입장은 본 장의 2.1.1.1

을 참고하라.
19) 의도나 맥락을 고려치 않고 작품과 텍스트를 동일시하는 관점을 커리는 두 종류로 

구분한다. 하나는 작품을 텍스트들의 집합으로 보는 관점이다. (Currie, Gregory, 

Arts and Minds, Clarendon Press, Oxford, 2004. pp.11~18.) 이 경우 같은 의

미를 가지지만 번역본이나 사소한 차이를 가지는 판본들의 경우 텍스트의 차이가 

상이한 작품을 낳게 되지 않는다. 이 때 작품은 유형이고 텍스트는 그 징표가 되는 

것이다. 유형-징표 간의 귀속 관계에서 징표의 우연적 속성에 대한 어느 정도의 관

용이 있다. 그러나 굿먼과 같은 경우 징표인 텍스트의 차이는 다른 작품을 낳게 되

며, 한편 텍스트 외적 속성들은 작품 정체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일반적인 텍스

트중심주의는 굿먼과 같은 극단적인 경우보다 전자와 같은 입장들이 널리 받아들여

진다. <햄릿>의 창작 당시 원본과 현대 영어로 된 판본, 불어 번역본, 소설체 개작 

판본 등은 텍스트 상의 차이가 있지만 각기 다른 작품이 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

이다. 유사한 사고 실험적 예로서, 제인 오스틴의 1803년작 <노생거 사원>은 고딕 

소설에 대한 풍자인데, 앤 래드클리프라는 저자에 의한 동일한 텍스트의 1793년작 

고딕 소설 <노생거 사원>이 차후에 발견되었다고 하자. 두 저자는 상대 작품의 존

재를 모르는 채로 집필을 했다고 하더라도 굿먼에 의하면 제인 오스틴은 래드클리

프의 작품과 동일한 작품을 단지 다시 썼을 뿐이지 새 작품을 창작한 것이 아니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두 텍스트에서의 작가의 행위, 의도와 장르적인 특징은 두 

텍스트가 동일함에도 다른 작품으로 만드는 중요한 미적 속성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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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구문론적 연쇄와 동일시한다. 텍스트란 굿먼과 엘긴에게 있어서 하

나의 시나 소설을 이루는 단어 연쇄, 기재(inscription)들이고, 따라서 

작품은 그러한 기재들을 가진 텍스트이다. 작곡 과정에서 기보를 마쳤을 

때, 화가가 그림을 끝냈을 때, 시나 소설의 텍스트가 완성되었을 때 작

품이 생겨난다.20) 이것은 다른 이론들이 문학 작품을 텍스트들의 집합 

혹은 그것을 묶어주는 개체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작품이 텍스트나 스

크립트 자체라고 본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21)  

 이렇게 작품과 텍스트를 동일시하는 입장에서는 다른 두 작가가 우연히 

똑같은 텍스트를 제작했다면 그 두 텍스트는 동일한 작품이 된다. 특정 

작가에 의한 창조의 행위는 구별되지만 텍스트가 동일하기 때문에 두 작

품은 구별불가하다. 이 관점에 의거하면 세르반테스와 <돈키호테>와 그

것과 텍스트적으로 동일한 피에르 메나르의 작품은 동일한 작품이 되며, 

어떤 작품의 번역본은 원본과 다른 텍스트로서 구별되며 다른 작품이 된

다.22) 또 동일한 텍스트로 이루어진 두 문학 작품 중 하나는 아이러니

20) Goodman, Nelson. Languages of Art: An Approach to a Theory of Symbol. 
Oxford University Press, London, 1969. p.114, p.209. 

21) 이러한 굿먼의 입장은 작품의 개념을 외연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작품은 텍스트로

서 해석과 구별된다. 이것은 작품을 텍스트와 밀접하게 관련지어 생각한다고 하더

라도 작품 정체성에서 텍스트 자체 외에 해석적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른 관

점과 차이가 있다. 
22) Elgin, Catherine Z. & Nelson Goodman. Reconceptions in Philosophy and 

other Arts and Sciences, Indianapolis, Hackett, 1988. pp.57~59. 굿먼의 작품

과 텍스트 개념에 의거하여 본 이러한 결과는 다소 반직관적인 데가 없지 않다. 그

러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굿먼의 이 입장은 작품과 텍스트의 정체성을 명쾌하게 

설명하는 데 강점이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굿먼처럼 작품과 텍스트를 동일시하

는 입장은 해석적 속성을 반영하여 작품을 텍스트에 대한 해석과 동일시하는 입장

에 비해 작품 정체성 문제에 있어서 논란이 없기 때문이다. 작품이 텍스트에 대한 

해석과 동일하다면 텍스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때, 또는 상충되는 해석들

이 있을 때 그 해석들이 모두 다른 작품들을 낳는 것으로 생각되어야 하는지의 문

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굿먼은 작품 정체성의 문제는 명확하게 결정지

으면서, 해석은 작품의 정체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다양하게 허용될 수 있다

고 주장한다. 이 점에서 해석에 있어서 굿먼은 다원론자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 장

의 2.1.2.2에서 서술하고 있다. 한편  작품 정체성과 해석에 관한 굿먼 이론의 면

모는, 황유경. "문학에 있어서 해석의 상대성과 작품 정체의 문제" 『미학』 23. 

(1997) pp. 133-161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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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의도되었고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을 때, 일반적으로는 이 두 작품은 

상이한 작품이다. 그러나 굿먼과 같은 경우는 텍스트 상의 속성이 아닌 

아이러니와 같은 속성을 작품 자체에 귀속시키지 않기 때문에 두 작품은 

구별되지 않는다. 굿먼의 입장은 작품 정체성 문제를 명쾌하게 제시한다

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예술 작품에 

대한 종합적인 개념적 설명으로서는 선뜻 우위에 놓기 어렵다. 

 그러나 후자와 같이 해당 텍스트들의 집합을 작품으로 보는 관점의 경

우는 작품을 텍스트 자체와 동일시하지 않고 텍스트에 대한 해석이 투사

된 것으로 보는 관점이다. 이 입장은 위에서 언급한 세르반테스와 피에

르 메나르의 예나 아이러니나 풍자의 읽기 방식이 적용되는 텍스트에 대

해, 이 작품이 속하는 범주나 읽기 방식을 고려할 것이다. 이 입장은 텍

스트 내적으로 의미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텍스트중심주의이지만, 작품의 

정체성을 텍스트라는 기호적 외연만으로 결정하지 않으며 텍스트 자체에 

귀속되는 미적 속성들 간의 사소한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다. 예컨대 고

전의 현대어 판본, 외국어 번역본, 발췌본이나 일부 개작본 등은 외연적 

기호면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이 텍스트들이 가리키는 의미 및 관련 속성

들은 일정 범위로 수렴된다. 작품은 이러한 본질적 속성들을 귀속시킬 

수 있는 개체로 투사된다. 즉 이 입장에서는 사소한 차이를 가진 일정 

스펙트럼 내의 여러 텍스트들의 집합, 그 텍스트들을 묶어줄 수 있는 투

사된 개체가 작품이다. 작품과 텍스트를 밀접하게 관계짓는 관점도 굿먼

과 같은 엄격한 입장보다는 이러한 관점이 더 온건한 것으로서 널리 받

아들여진다. 

 

 한편 작품과 텍스트를 보다 더 명확히 분리하여 작품에만 귀속되는 문

화적, 관계적 속성을 강조하는 입장들이 있다. 우선 작품의 기반을 텍스

트에 두지만, 징표인 텍스트로서의 작품이 창조될 때의 행위와 맥락을 

작품의 본질과 정체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보는 입장이다. 이 입장은 완

결된 대상으로서의 텍스트를 일차적으로 주목하지만, 작품 생산과 기원

의 역사가 미적 속성을 결정한다고 본다. 의도, 맥락 등을 강조하는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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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슨(J. Levinson), 스테커(R. Stecker), 월하임(R. Wollheim), 캐럴

(N. Carroll) 등의 예술 작품 개념은 정의적으로 이를 반영하고 있

다.23) 텍스트에 집중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장르의 구분 및 작품 읽기

의 방식 등은 창작의 행위와 함께 결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세르

반테스와 피에르 메나르의 동일 텍스트의 예는 물론, 예술사적 맥락에서 

결정되는 미적 속성을 가진 작품들도 그러하다. 브람스 음악의 독창성은 

베토벤이 역사적으로 실존한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 다른 의

미를 가진다. 텍스트 상의 전시적, 표면적 특질에만 의거하여 작품을 생

각하는 입장은 이 점을 놓치게 된다.

 또한 여기서 더 나아가 작품 정체성에서 문화적 측면을 한층 더 강조하

는 입장들이 있다. 이  입장들은 상대적으로 작품 내적이고 지각적인 측

면보다 대상의 외부에서의 규정을 더 강조한다. 이 입장에서는 작품과 

텍스트는 확연히 구별된 개체이며 작품은 텍스트가 갖지 않는 관계적, 

문화적 속성에 의해 본질적으로 규정된다. 즉 작품은 특정한 문화적 맥

락에서 비로소 예술 작품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인식되는 지위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디키(G. Dickie) 등의 제도론자와 단토(A. Danto), 마

골리스(J. Margolis) 등의 이론에서 이러한 사고를 두드러지게 확인할 

수 있다.  

 미학적 논의에서 이러한 텍스트와 예술작품의 구별은 언어를 매체로 하

는 문학뿐 아니라 음악이나 시각 예술 등 모든 예술에 걸쳐서 일반적으

로 이루어지며, 이것은 오직 물리적/자연적 속성만을 가진 대상과 관행-

의존적/문화적이고 지향적인 속성을 가진 대상들 간의 일반적인 구별과

도 유사하다. 이 구별이 논의상 필요한 것은, 텍스트에 비해 예술작품이 

더욱 특징적으로 가지는 문화적, 지향적 측면의 본질적인 중요성 때문이

다. 문화적 대상들 중에서도 예술작품은 특히 해석을 요청하고 해석이 

중요한 대상으로서, 작품의 많은 중요한 의미들이 표현적, 재현적 성질

을 비롯한 미적 성질들과 관계하기 때문이다.24)

23) 작품의 미적 속성 중 관계적 속성을 강조하는 것은 맥락주의에서 전형적으로 드러

나며, 의도주의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의도주의와 맥락주의에 대해

서는 이 장의 2.1.1의 해당 부분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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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해석 대상과 해석의 층위

 이제 이 작품과 텍스트의 구별을 해석과 관련지어 생각해 보자. 우선 

텍스트와 작품은 해석 작업에서 각기 다른 대상이므로 우리는 텍스트의 

해석과 작품의 해석을 구분해야 한다. 

 작품의 해석은 플롯의 설명, 캐릭터의 묘사, 서사 구조, 양식, 장르의 

분석, 미적/가치 판단적 기술의 전 영역을 포괄한다. 작품은 다양한 해석

을 가지기에 단순히 정확하게 하나의 해석을 내리려는 것이 아니다. 작

품의 의의와 동떨어진 문화적 측면의 수용가능한 해석은 섬세한 감수성

과 기예, 지식을 필요로 한다.

 텍스트는, 일단 작품과 구별되는 것이라면, 이러한 다양한 범위의 해석

적 가능성을 모두 포괄하지는 않는다. 플롯, 캐릭터, 서사 구조, 양식, 장

르는 텍스트의 특징이 아니라 작품의 특징이다. 동일한 텍스트로 된 작

품들은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다. 텍스트는 단지 

24) 예술작품을 문화적 개체로 보고 문화적 속성을 강조하는 것은 예술 정의의 문제에 

있어서 와이츠(M. Weitz)의 예술 정의 불가론 이후 디키, 단토 등 제도론 측의 입

장이 힘을 얻은 이후이다. 이른바 예술의 본질로서 창작의 맥락, 예술사 등의 맥락

적이고 관계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본질주의적 정의, 즉 예술

은 그것을 다른 대상과 구별짓는 공통된 필요충분적 본질을 대상 내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힘을 잃은 후 널리 받아들여지는 입장이다. 제도론 이전의 본질주의

적 정의는 예컨대 클라이브 벨의 “의미있는 형식(Significant Form)” 등과 같이 

예술작품이라면 결여할 수 없는 대상 내적인 본질을 제시하는 것으로, 문화적 특징

이나 관행과 관련된 관계적 성질보다도 초시간적인 예술의 본질을 규정하려고 하는 

입장들을 모두 가리킨다. 이에 비해 제도론 등의 입장은 ‘인공성’, ‘예술계 안에

서의 지위 부여’ 등 인간의 행위와 공동체 내에서의 규범, 관습 등 문화적 요소들

을 강조한다. 이 논문에서는 예술작품이 문화적 개체라는 관념을 논쟁 없이 받아들

이면서 시작하고 있는데, 이는 단지 마골리스 이론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만이 아니

라, 이러한 제도론 이후의 예술 정의의 입장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서는 Weitz, Morris. "The role of theory in aesthetics."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15:1, 1956, pp.27-35, Danto, Arthur. "The 

artworld." The journal of philosophy 61:19, 1964, pp.571-584, Dickie, 

George. The art circle: A theory of art. Haven, 1984, "The new 

institutional theory of art." Proceedings of the 8th Wittgenstein Symposium. 

Vol. 10. 1983, Bell, Clive. "Art as significant form." (eds.) George Dickie, 

Richard Sclafani, Ronald Roblin, Aesthetics: A Critical Anthology, 1989, 

pp.73-83 등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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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의 연쇄이며 텍스트에 대해 할 수 있는 유일한 해석은 주어진 언어 

관습 속에서의 그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언어 관습이 

하나 이상의 의미를 할당하게 된다면 텍스트의 의미는 양의적 혹은 다의

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애매함을 물리치는 것은 텍스트 자체의 해

석 차원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양의성은 텍스트의 특징이기 때문

이다. 여기서 의미를 명확히 밝히는 것은 작품 해석의 차원이다. 텍스트

의 의미를 밝히는 것은 작품의 해석의 선행 작업으로서의 의미를 가진

다.  

 따라서 텍스트와 작품의 해석을 구별하는 것은 해석의 층위를 분명히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관행 속에서 작가가 창조한 텍스트/작품은, 텍스

트 층위에서나 작품 층위에서 모두 해석될 수 있지만25), 텍스트로서 해

석되는 것과 작품으로서 해석되는 것은 해석의 목적과 이상 측면에서 다

른 것이며, 때로 해석 대상을 생각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를 가져 온

다. 텍스트는 예술작품을 구성하는 일부이므로 작품을 텍스트의 층위에

서만 해석한다면 상당부분의 문화적이고 미적인 의미들을 누락시키게 되

고, 텍스트 층위에서의 해석이 가리키는 대상이 해당 작품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해석은 해당 작품에 대한 것이 아닌, 다른 대상에 관한 해석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작품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러한 개념적인 구별에도 불구하고 작품 

해석 문제에서 해석 대상으로서의 작품과 텍스트는 종종 분명히 구별되

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해석에 관해 논의하는 문헌들에서 해

석적 대상을 일컫는 데 있어서 텍스트와 작품은 종종 혼용되는 것처럼 

25) 지향적 속성을 본질적으로 가지는 작품에 비해 텍스트는 의미상의 내포가 적기에 

텍스트의 층위에서 이루어지는 해석은 작품의 해석보다 더 다양할 수 있다. 그런데 

예술작품의 해석 측면에서 우리는 어떤 텍스트를 접하여 그것을 작품으로 인식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귀속시키는 지향적인 속성들이 있고, 이러한 속성들의 귀속은 

관행과 규범에 따를 것이다. 만일 어떤 작품을 텍스트 측면에서만 받아들이고 해석

하고자 한다면 작품에서 중요한 미적 속성들을 무시하게 될 수 있을 것이고, 해당 

작품에 대한 표준적인 해석에서 멀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텍스트와 작

품의 개념을 구별하고 해석적 층위 상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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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그 이유는 예술작품이라는 개념이 갖는 특수한 성격상 해석이 

작품의 의미와 정체성을 규정하는 데 개입하기 때문이다. 이 때 해석과 

해석 대상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해석은 해석 대

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 혹은 미적 성질을 밝혀주는가, 즉 이미 대상의 

본성인 그 속성들을 발견하도록 해주는가 아니면 그 속성들을 작품의 일

부로 구성하도록 도움을 주면서 그러한 성질을 밝혀주는가 하는 문제이

다. 이 문제는 해석의 대상과 관련된 논의에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문

제이며 다양한 해석 이론들이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기도 하다.26)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해석이 작품의 속성을 밝히고 설명하는 것이든, 

작품의 속성을 귀속시키고 작품을 구성하는 것이든 예술작품은 우리의 

사고 행위와 관련된 추상적 개체로서 그 속성과 의미에 있어서 어느 정

도 비결정적인 부분을 가진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비결정적인 부분들로 

인해 같은 작품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종종 제시되며, 심지어 이러한 해

석들 중 동등하게 타당하면서 양립불가능한 것들도 있다. 이 때 작품의 

의미와 관계되는 속성들은 일반적으로 작품에 본질적인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상반되는 해석들의 경우 결국은 다른 해석 대상을 가리키게 되

고, 이러한 경우에  작품 정체성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다양한 해석

들 사이에서 속성들의 변화를 견디면서 작품 정체성이 유지되는 것에 대

한 설명이 이론의 중요한 과제가 된다. 

 유명한 예로서, 헨리 제임스의 <나사의 회전>과 같은 작품을 유령 소설

로 읽는 해석과 강박증에 사로잡힌 인물에 대한 심리 소설로 읽는 해석

은 서로 동등한 정도로 타당성을 인정받으면서 양립할 수는 없는 해석이

다. 이야기 속의 남자 아이를 위협하는 전임 가정 교사가 실제 나타난 

유령이라는 것과 단지 공포에 질린 남자 아이의 환상이라는 것은 각 해

석이 작품에 귀속시키는 속성인데 서로 양립가능하지 않다. 이 때 각 해

석이 다른 작품에 속하는 것이 될까? 분명한 것은, <나사의 회전>의 텍

스트는 헨리 제임스가 창조한 단어 문장 구조로서 명백하지만, 미적인 

해석·평가의 대상인 작품으로서의 <나사의 회전>은 그 정체성이 모호

26) 이 문제는 속성실재론과 구성주의/귀속주의를 다루는 뒷 절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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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해석이 귀속되는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 작

품의 정체성이 애매해지는 경우에는 그 문제를 결정하지 않은 채로 해석

이 추구하는 이상적 개체인 작품을 가리키거나 혹은 텍스트와 작품의 경

계를 오가면서 대상을 지칭하게 된다.  

 여기서 순조로운 해석 과정을 위해서는 해석 대상에 관한 선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따라서 해석 대상으로서의 작품은 해석에 의존하기 때

문에 순환적이 된다는 것, 또한 작품은 정체성이 애매하다는 문제가 있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작품과 텍스트의 관계, 작품의 위상

은 주요한 이론적 관심사가 되고, 텍스트와 대비되는 것으로서의 작품은 

흔히 허구적인 모델과 유비적으로 설명되기도 하는데 작품은 텍스트보다 

더 조밀하고 많은 속성을 가지지만 그 속성들은 비결정적이다.27) 

27) 작품이 텍스트보다 훨씬 복잡하고 조밀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설명하

기 위한 것이 세계(world)와의 유비이다. 즉 이것은 예술작품을 그것이 가진 의미

들을 기반으로 해석자가 투사하는 하나의 세계와 유비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다. 특

히 문학 작품과 그것이 그리는 허구적 세계를 설명하는 데 이 이론적 모델은 유용

하며, 미학적 논의에서 존재론적으로 흥미롭고도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다. 작품과 

세계의 유비는 골드먼, 굿먼, 월튼 등의 글을 참고할 수 있다. (A. Goldman, 'The 

Sun Rises : Incompatible Interpretations', Is There a Single Right 
Interpretation?, M. Krausz ed.,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2002, Goodman, Nelson. Ways of world making. Hackett Publishing, 1978, 

Walton, Kendall. Mimesis as make-believe: On the foundations of the 
representational ar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0.) 한편 라마르크는 작품

이 비결정적인 속성들로 인한 비완결성(incompleteness)을 가지는 개체이기에, 그

러한 작품의 존재론적 위상을 허구적 개체, 특히 허구적 캐릭터의 모델과 비교한다. 

허구적 캐릭터와 예술작품은 속성들이 불완전하고, 둘다 추상적 개체이고, 창조된 

인공물이고 문화적 대상이고, 그것이 기원하는 텍스트에 의존하며, 지향적 행위와 

태도에 의해 존재가 유지되며 해석에 종속된다는 점에 있어 공통적이라고 그는 지

적한다. 라마르크는 허구적 존재가 가지는 속성들을 핵심적인 것과 보조적인 것으

로 구별하고 있는데, 핵심적인 속성은 대상에 관해 명시된 고정 속성이며 보조적으

로 개체를 뒷받침하는 속성은 귀속되는 속성이라고 본다. 허구적 캐릭터는 작품 속

의 묘사만으로는 비완결적이지만, 작품이 극화 혹은 영화화될 때 세부에 대한 결정

이 필요하게 된다. 예컨대 <안나 카레니나>에서 언급되지 않은 안나 카레니나의 머

리칼 색은 그 역을 맡은 배우가 안나의 캐릭터를 해석하는 것과 관련해 다른 선택

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각각의 다른 안나 카레니나들이 경우에 따라 창조될 수 있

을 것이고, 이러한 해석-대상의 창조가 있을 때 이러한 캐릭터들은 동일성을 유지

하는가, 새로운 인물의 창조인가라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라마르크는 

어떤 작품 속에서의 허구적 캐릭터의 정체성은 작품 정체성처럼 결정적인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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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해석의 종류와 목적

 해석은 기술과 달리 작품의 깊고 풍부한 의미를 발굴하고 규정하는 작

업이며 또한 해석자의 목적과 믿음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어

떤 작품에 대한 해석적 진술들이 주어질 때 그 해석적 진술들은 작품과 

해석의 목적에 비추어 타당성을 검증받게 될 것이다. 그 해석의 후보들

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할 것이다. a) 해당 해석 대

상에 관한 해석이면서 해석의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최상의 해석, b) 

해당 해석 대상에 관한 것이지만 최상의 해석은 아닌 부차적 해석(a 

wide of mark interpretation), c) 해당 해석 대상에 관한 해석이라고 

볼 수 없는 해석(an off-the-wall interpretation)28)이 그것이다. 이 

세 가지 중 우선 일반적으로 해당 작품에 대한 해석으로 타당하게 성립

되는 것은 a) 적절한 최상의 해석과 b) 부차적 해석이다. c)의 경우는 

해석적 언급이 해당 해석 대상에 관한 보고라고 인정될 수 없는 경우이

다. 해석의 기본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은 a)이지만, b)와 c)는 해석 

대상에 대해 새롭게 주의를 환기시킬 수도 있고 해석의 목적과 별개로 

독립적인 창조적 가치를 가질 수도 있다. 특히 c)의 경우는 해석 대상에 

대한 오독일 수도 있지만, 텍스트의 생산적인 가치를 추구하여 비표준적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속성들의 구별이 

작품 정체성의 문제를 생각하는 데 있어 참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허구적 

캐릭터의 정체성과 작품 정체성 모두 해석의 기초가 되는 기원적 텍스트를 필요로 

함은 물론, 내용상의 관용과 속성 귀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허구적 인물의 경

우. 특징들 중  고정적인 핵심적 속성들이 다소 있고, 그 고정 속성들은 같은 인물

에 의해 공유되는 반면 대안적인 보충물들을 위한 공간, 새로운 속성 귀속을 위한 

부분들이 있다고 말한다. 즉 기본적인 동일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핵심적 속성들

과 일관되는 한 보조 속성의 형태는 상관없는 문제라는 것이다. (Lamarque. 

op.cit., pp.117~118.) 이 문제는 작품 정체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이후의 귀속주의

/구성주의 관련 논의에서 다시 언급될 것인데, 해석적 부과가 작품의 본질적 속성을 

구성한다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들이 있지만 상대주의적 다원론을 옹호하면서 해석

적 부과의 문제는 작품의 의미에서 보다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음을 말할 것이다.
28) L. Stern, 'Some Aspects of Interpreting', Interpretation, Relativism and the 

Metaphysics of Culture, R. Shusterman & M. Krausz ed., Humanities Press 

International, 1997. pp.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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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새로운 의미를 창출해내는 해석, 따라서 그 해석이 가리키는 해석 대

상이 원래의 작품과는 매우 달라지게 되는 해석일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a) 적절한 최상의 해석과 b) 해당 작품의 해석이

지만 부차적인 해석을 구별하는 기준이다. 작품의 감상을 통해 우리가 

추구하는 일반적인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최상의 해석이란 해당 

작품의 의미를 올바르게 파악하도록 해주고 가치 평가에 도움이 되는 해

석일 것이고 이러한 해석은 표준적인 해석으로서 우선적인 위치를 점하

게 될 것이다. 해석은 정확한 기술들에 기반하여 깊은 의미를 밝히고 가

치 평가를 위한 토대가 되는 작업이기에 정확해야 하며 미적인 가치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된다. 

 따라서 여기서 해석의 목적은 사실상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이상이 함의

되어 있음을 주목할 수 있다. 의미를 정확하게 결정하는 것과 작품의 가

치를 최상으로 만드는 것이 그것이다. 한 작품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때, 그 해석들 중 작품의 의미를 올바르고 정확하게 밝혀주는 해석

과 작품의 미적인 잠재력을 최대한 반영하는 해석은 때로는 일치하면서 

그것이 최상의 적절한 해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두 

해석이 서로 다른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 어떠한 해석

을 추구해야 할지, 그러한 적절한 해석은 하나로 수렴될 수 있을지의 문

제는 해석 이론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다면 정확하고 올바른 해석과 미적인 가치를 최대화하는 해석, 이 

두 가지의 이상에 따라 구별되는 해석은 어떤 것이며, 그 해석들과 관련

되어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들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하나의 작품에 대해 제시되는 해석의 다양한 종류를 정리하기 위해, 그

리고 그러한 해석들의 우선 순위와 위상, 해석 대상과의 관계, 또 해석

에 관한 이론이 고려해야 할 문제점들을 조망하기 위해 필요하다. 

   1.4.1. 올바르고 정확한 해석 

 우선 정확하고 올바른 해석은 일차적으로 작품의 의미를 밝히는 해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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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표준이 되는 해석이다. 올바른 해석은 해석 대상에 대한 참인 진술이

며, 해석의 이상을 정확한 의미 규명에 둘 때 우선적으로 추구된다. 이 

때 관련되는 통상적인 이론적 문제들이 있는데, 편의상 앞에서 구분하였

던 세 종류의 해석을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 적절한 최상의 해석은 정확하고 올바른 의미를 규명하는 해석이며 

작품에 대해 참인 해석이다. b)의 부차적 해석은 해당 작품의 해석으로 

인정되면서 거짓은 아니지만 정확하고 표준적인 의미는 아닌 해석이다. 

c)의 해당 작품의 해석이 아닌 해석은, 설사 새롭고 창조적인 해석이라

고 할지라도 해당 작품에 귀속시킬 수 없거나 참이 아닌 해석들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작품에 대해서 a), b), c)의 성격을 가진 해석적 진술

들이 모두 제시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 해석에 관한 이론적 문제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은 a), 

b)의 해석과 관련된 문제이다. a)의 경우 가장 먼저 제기될 수 있는 문

제는 올바르고 정확한 참인 해석은 하나로 수렴될 수 있는가 혹은 다수

가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작품에 대해 제시되는 다양한 해석들 

가운데서도 동등하게 정확하고 타당한 다수의 해석이 있을 경우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올바른 해석은 오직 하나만 있으며 다수의 동등한 해석

들이 결국 하나의 종합적인 해석으로 수렴될 수 있다고 본다면 해석적 

일원론, 다수의 동등한 해석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 어느 것에도 우선성

을 두지 않는다면 해석적 다원론의 입장이 된다. 

 여기에서 다수의 해석을 인정할 때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논리적으

로 양립불가능하면서 각기 타당한 해석들이다. 이 때 양립불가능한 해석

들 중 하나만을 올바르고 적절한 표준적인 해석으로 지지하고자 한다면, 

해석적 기준의 문제가 제기된다. 해석적 기준은 어떤 해석을 참으로 다

른 해석을 거짓으로 혹은 어떤 해석을 표준적인 해석으로 다른 것을 부

차적인 해석으로 구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예컨대 <나사의 회전>에

서 등장 인물이 실제로 유령을 보았다는 해석과, 유령을 보았다는 환영

에 사로잡힌 것이라는 해석 혹은 실제로 유령을 보았거나 유령의 환영을 

보았다는 두 해석이 모두 가능하도록 의미가 열려있다는 해석, 이 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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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해석은 서로 상충된다. 셋 중 어느 것이 참인 해석인지는 해석 기준

에 따라 달라지고, 해석의 목적과 미적인 가치를 고려하여 그 외의 해석

들을 부차적인 해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때 어떤 기준을 우선시할지

가 논쟁거리이다. 

 한편 양립불가한 두 해석을 모두 타당한 표준적인 해석으로 인정하고자 

할 때, 참/거짓의 이치논리로는 모두 참이 될 수 없기에 논리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한 적절한 이론적 설명이 요청되고 해석의 진리

값 문제를 둘러싼 논쟁들이 관련된다. 반면 하나를 부차적인 해석으로 

볼 때는, 부차적인 해석에 대한 진리값 및 표준적 해석과의 모순된 관계

를 적절히 설정해주어야 하는 이론적 과제를 안게 된다. 예컨대 레오나

르도의 회화 <성 안나와 성모자>에 대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적 해석

의 경우를 들어본다면, 프로이트는 그림 속의 성모 마리아와 성 안나의 

특이한 자세 및 배치와 성모 마리아의 겉옷에서 보이는 독수리의 형상, 

레오나르도의 수기 등을 참조하여 이 회화는 레오나르도의 두 어머니에 

대한 애정과 그의 동성애적 성향, 예술가로서의 자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고 해석했다. 이러한 해석은 이 그림에 대한 표준적인 해석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 작품이 제단화의 틀을 취하고 있고 성모자라는 흔한 성서적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아기 예수와 어린 양의 상징, 성모의 자세 등을 

고려할 때 이 작품은 종교화이고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아기 예수의 

의지와 아들을 걱정하는 자애로운 성모의 마음을 드러낸다고 보는 해석

이 통상적으로 표준적인 해석이 될 것이다. 프로이트의 해석은 이 표준

적인 해석과 논리적인 모순 관계에 있지 않으며 양립가능하고 작품의 의

미를 보다 풍부하게 해 주지만 표준적인 해석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해석은 아니라는 점에서 b)의 부차적인 해석의 전형적인 예가 될 수 있

다. 그렇다면 이러한 해석의 경우 참/거짓의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그 

결정 기준은 무엇인지 혹은 참/거짓 외의 적절한 설명이 있는지의 문제

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프로이트의 해석은 작품의 텍스트와의 대

응, 작가에 대한 간접적이고 광범위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작

품의 해석으로 성립되므로 c)의 해석은 아니다. 이 때 해석에 동원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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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적 상징의 적절성이나 작품의 전체적인 주제에 비추어 표준적인 해석

은 아니지만 거짓인 해석도 아니므로 참인 해석 대신 “그럴듯한 해석”

이나 “일리있는 해석”이 될 수도 있다. 

 요컨대 위와 같은 예들은 해석적 진술의 참을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들

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참/거짓을 벗어나는 해석들의 지위에 관한 문

제를 제기한다.

 해석적 진술의 참/거짓을 결정하는 문제는 해석적 대상의 정체성 문제

와도 관련된다. 참인 진술은 본질적인 속성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해석이 이루어지는 층위, 해석의 구조, 작품과 텍스트의 구별 문제

와 관련된다. 예컨대 루빈의 꽃병/얼굴 그림처럼 해석에 따라 전혀 다르

게 이해되는 작품의 경우, 꽃병의 형상으로도 얼굴의 형상으로도 볼 수 

있는 흑백의 형태라는 동일한 텍스트를 혹자는 꽃병 그림으로 혹자는 얼

그림으로, 혹자는 꽃병/얼굴로 양의적으로 해석 가능한 그림으로 보았다

고 가정하자. 이 때 작품은 이 텍스트와 동일한가, 세 해석자는 각기 다

작품을 산출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것은 해

석이 작품의 어느 층위에 개입하여 어떻게 작용하며, 작품의 안에 있는 

속성과 바깥에 있는 요소는 어떻게 구별되는가라는 문제 및 이러한 경우

를 잘 설명하는 논리적 모델은 어떠한 것인가의 문제 또한 제기한다.

 어떤 해석이 해당 작품에 대한 해석인가 혹은 새로운 대상을 창조하는

가의 문제는 b)의 부차적 해석과 c)의 해당 작품의 해석이 아닌 것을 

나누는 기준의 문제이기도 하다. 해석이 해석 대상의 위상과 밀접한 관

계가 있다고 할 때 해석이 가리키는 대상이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해당 

작품에서 심하게 이탈할 때는 해당 대상에 대한 적절한 해석으로서의 자

격을 잃어버리거나 다른 해석적 대상을 창조하게 될 것이지만,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 경계 역시 애매하다는 것이다.

   1.4.2.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해석

 다음으로 작품의 미적 가치를 최대로 만드는 해석과 관련된 문제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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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겠다.

 가장 먼저 고려될 것은 a) 표준적인 해석의 자리에 미적인 가치를 최

대화하는 해석을 놓을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해석의 기본 이상에 비추

어 볼 때, 표준적인 해석으로는 정확하고 올바른 해석이 일반적으로 우

선한다. 미적으로 가치가 있는 해석이 참인 해석으로서 표준적인 해석과 

일치하거나 혹은 표준적인 해석과 구별되는 부차적인 해석이 된다면 표

준적인 해석과 충돌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올바르고 정확한 해석과 

최대의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해석이 불일치하면서 표준적인 해석의 지

위를 놓고 충돌하는 경우이다.  

 미적인 가치를 최대화하는 해석이 표준적인 해석으로 성립될 수 있다면 

우선 해석의 이상이 정확한 의미 규정보다는 작품의 미적 잠재력을 극대

화하는 것을 추구하는 입장이 전제되는 것이다. 이 때 미적인 해석도 타

당성을 가지는 해석이어야 하고, 미적인 해석이 다수일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 이에 정확한 해석과 미적인 해석이 갖는 관계는 다음과 같은 경우

가 가능하다. 

 미적 가치를 최대화하는 해석과 정확하고 올바른 해석이 일치하며 하나

로 수렴하는 경우, 정확한 해석은 하나로 수렴하지만 미적인 가치를 최

대화하는 해석은 다수인 경우, 정확한 해석이 다수이고 미적 가치 최대

화 해석은 하나로 수렴하는 경우, 정확한 해석과 미적 가치 최대화 해석

이 모두 다수일 경우이다. 또한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경우 정확한 

해석과 미적 가치 최대화 해석이 합치할 수도 있고, 모두 각각으로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모두가 논리적으로 가능하다. 

 예컨대 헨리 제임스의 <나사의 회전>은 저자가 심령 소설로 의도한 간

접적인 증거가 있으므로, 저자의 의도와 기원의 맥락을 고려하는 것을 

정확한 해석의 조건으로 삼을 경우 심령 소설로 해석하는 것이 정확한 

해석이 될 것이다. 그러나 텍스트 자체에 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

지가 있고 그렇게 해석되는 것이 작품의 미적 가치를 최대화하는 것이라

고 할 때, 어느 것을 이 작품에 대한 표준적인 해석으로서 수립할지는 

해석의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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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적 가치를 최대화하는 해석이 다수가 경합하고 있는 경우는, 각 해석

들이 추구하는 미적인 가치가 무엇인가라는 선결 문제의 해결이 요구된

다. 다수의 미적 가치 최대화 해석이 표준적인 해석의 지위를 두고 경합

하고 있다는 것은 미적 가치 측면에서 다원론을 지지하는 문제와 밀접하

게 관련이 될 것이다. 미적인 가치는 감상의 목적에 따라 다원화될 수 

있는 것이므로 목적 상대적인 것이 될 수 있다. 또 정확한 의미의 해석

이 다수로 경합하면서 그 어느 하나를 결정할 수 없고 미적으로 최대화

하는 해석이 하나라면, 후자가 전자의 해석 중 하나와 합치할 때 그 합

치하는 한 가지 해석을 수렴하는 표준적인 해석으로 지지하는 강력한 근

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미적 가치 최대화 해석을 우선적으로 추구할 경우 

해석적 진술의 참/거짓의 문제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미

적으로 가치를 가지는 해석의 참/거짓은 판별될 수 있는가, 그 타당성은 

어떻게 판정될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적으로 최대 가치를 갖는 해

석이 작품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합치할 경우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위의 <나사의 회전>에서와 같은 경우는 해석적 진술

의 참/거짓의 문제를 간단히 결론짓기 어렵게 된다. 미적 최대화 관점을 

택하여 작품이 양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표준적인 해석으로 삼을 경우 

“이 작품은 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해석적 진술은 참이어야 

하지만, 이것은 “이 작품은 헨리 제임스에 의해 심령 소설로 의도되어 

심령 소설로서의 일의적 의미를 가진다”는 진술과는 모순된다. 작품의 

해석에서 일반적으로 참고하는 외적 증거들과 텍스트적 증거들로 미루어 

본다면 후자의 진술이 참이 된다. 이 때 양의적 의미를 가진다는 전자의 

진술을 후자의 참인 진술에 위배되므로 거짓이라고 간단히 판정하기는 

어렵다. 아마도 이 진술을 약간 수정하여 “작가는 일의적으로 의도하였

지만 텍스트가 양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그 쪽이 미적인 

가치를 증대시키는 해석이므로 작품은 양의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이 진술 또한 참이 된다면, 이 때 양의적 의미

를 가진다는 진술과 일의적 의미를 가진다는 진술을 참이게 하는 해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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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두 해석은 한쪽이 참이

라는 것이 다른 쪽이 참이라는 것에 서로 영향을 주지 않으며, 각 해석

이 참임은 그 둘 중 어느 것이 표준적 해석으로 확립될지를 결정하지도 

못한다. 일반적으로 작품의 기원과 의도를 고려하는 해석 관행에서 정확

하고 올바른 해석은 심령 소설로서 일의적 의미를 가진다는 후자의 해석

이고, 이것은 해석의 이상을 참인 의미의 결정으로 생각하는 관점에 입

각하고 있다. 한편 양의적 해석을 표준적인 해석으로 확립한다면 이것은 

작품의 미적 가치를 최대화하는 것을 해석의 이상으로서 추구하는 관점

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이렇게 표준적 해석을 미적 가치를 최대화하

는 해석이냐 참인 해석이냐 중에서 결정하는 문제는 어떤 해석적 이상이 

우선시되는가의 문제이고 때때로 서로 상충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

다. 또한 미적 가치를 최대화하는 해석이 표준적 해석으로 정립되는 경

우는 가치 평가의 문제와 해석이 서로 침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다.29) 

 요컨대 미적 가치 최대화 해석이 표준적인 해석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

는 해석의 이상이 의미 파악이라는 일차적인 해석의 목적보다는 가치 평

가 쪽으로 더 이행하여 해석과 가치 평가가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는 측

면을 주목하게 한다. 해석의 다양한 목적을 인정하는 관행에 비추어 본

다면 이것은 해석에 있어서도 다원론의 설득력을 지지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정확한 의미, 참/거짓을 추구하여 의미의 기준을 마련하려

는 해석의 이상, 특히 하나로 수렴하는 의미의 기준을 추구하고자 하는 

해석의 이상을 견지하는 입장이 도전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석적 이상들이 충돌할 때 최상의 해석, 가장 성공적인 해석이 어떤 해

29) 개념적으로 참인 해석과 미적 가치를 최대화시키는 해석은 구별되고, 때로 어떤 작

품에 대한 참인 해석과 미적 가치를 최대화하는 해석은 다른 해석들이 되기도 한

다. 해석적 다원론에서는 이 두 가지 모두를 해당 작품의 해석으로서 인정할 것이

지만, 미적 가치를 최대화하는 해석이 참인 해석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 견

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스테커는 참인 해석은 창조의 맥락을 고려하는 해

석으로, 미적 가치를 최대화하는 해석은 진리값이 적용되지 않는 해석으로 보며, 데

이비스는 미적 가치를 최대화하는 해석이 텍스트적 증거에 의해 지지되는 한 참인 

해석으로 본다. 상세한 논의는 뒤의 해석적 다원론 부분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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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일지의 문제는 항상 남는다. 올바르고 정확한 해석은 해석이 일차적으

로 추구하는 기본적인 이상이지만, 오늘날 해석의 자유와 다양한 해석이 

고무된다는 것 심지어 잘못된 해석도 하나의 독특한 해석으로서 인정하

기도 하는 관행을 고려한다면, 미적 가치를 최대화하고, 다양한 미적 가

치를 지지하는 해석을 추구하는 것도 설득력을 얻는다. 한 작품에 대해 

다양한 해석들이 시도되고 이 해석들은 작품의 숨겨진 깊은 의미를 밝혀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거나 미적인 가치를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해석적 다양성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상

황에서는 성공적인 해석을 하나의 올바른 해석에 국한시킬 수 없다. 

  1.5. 해석의 문제들

 앞 절에서는 해석의 목적과 이상에 있어서 정확한 의미의 추구와 미적 

가치의 최대화라는 두 가지 구별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과 각 해석에서 

관건이 되는 문제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해석에 관한 이론이 고려해

야 할 문제들을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정확한 해석과 미적인 가치를 추구

하는(혹은 성공적인) 해석 중 어떤 것에 이론적으로 우선적 지위를 줄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서로 다른 두 해석적 이상을 

추구할 때도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a) 적절한 최상의 해

석들을 단일한 해석으로 수렴시킬 수 있는가라는 문제, 이와 관련된 해석

의 진리값, 동일성 문제가 그것이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해석에 관한 다

양한 이론적 입장들이 개진되고 있는데, 이러한 이론적 입장들을 살펴보

기 전에 먼저 이 절에서 소개한 해석에 관련되는 문제들을 요약한다. 

 우선 가장 일차적인 문제는 한 해석이 해당 대상에 대한 올바른 해석인

가의 문제이다. 이때 이것은 해석의 대상이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밀접하

게 의존한다. 예컨대 고흐의 <구두>에 대한 하이데거, 샤피로, 데리다의 

서로 다른 해석들은 농부의 구두에 대한 해석, 작가 고흐의 구두와 생애

에 관한 해석, 그 누구의 구두도 아닌 구두의 형체를 담은 그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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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등으로, 그 각각이 얼마나 적절한 해석인지는 해당 그림에 속하는 

속성, 그 그림의 정체성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이 문제는 어떤 해

석이 논란없는 기술에 기반한 작품 내적인 부분에 관한 해석인지 아니면 

작품 외적인 사항들과 해석자의 부과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의 판단이다. 

즉 작품 내에 본질적으로 속하는 것과 작품 외부의 것의 구분 및 작품 

외적인 사항들이 작품의 본질적인 속성과 의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문제를 포함한다.

 다음으로 같은 대상에 대한 다수의 해석들 중 최상의 해석은 한 가지인

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한 가지의 해석만을 인정하는 입장과 

다수의 해석들을 인정하는 입장으로 크게 나뉘고, 아울러 양립불가능한 

타당한 해석들을 어떻게 설명하는가의 문제가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최상의 해석을 가려내는 기준의 문제가 있다. 이것은 해석의 

이상과 관련된 문제로 올바르고 정확한 해석과 미적 가치를 고양시키는 

해석의 우선성 문제이다. 정확한 해석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그 근거나 기

준이 되는 것이 작품 내적인 유기적인 것인지, 작가의 의도에 부합하는 

것인지, 창조의 맥락과 예술사를 고려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입

장 차이들이 있으며, 미적 가치의 기준 또한 다수가 가능하다. 또한 해석

과 가치 판단은 개념적으로 별개이지만 실제 해석에서 서로 밀접하게 영

향을 주고받는데, 가치를 추구하는 해석이 표준적인 해석으로서 큰 이점

을 가지는가도 문제가 된다. 미적으로 가치있는 해석이 다수 가능하고, 

해석의 자유와 창조적 생산성을 추구하는 해석의 적절한 지위도 부가적

인 문제이다. 이것은 포괄적으로 해석의 목적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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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작품 해석에 관한 다양한 이론적 입장들

 앞 절에서는 해석에 관한 이론들이 설명할 문제들과 주요한 논쟁점들을 

정리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 이론들이 다양한 주장을 제시하고 

있으며 서로 갈등과 논쟁을 거듭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이 문제들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고 설득력 있는 이론으로 마골리스의 해석적 다원론을 소

개하고 지지하고자 하지만, 그 전에 논쟁점들 및 각축하는 이론들의 입

지와 스펙트럼을 분명하게 하고자 각 입장들의 성격을 구별하는 이론적 

표지들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2.1. 해석적 일원론과 다원론 

 전통적으로 해석의 이상은 대상에 대한 올바르고 정확한 해석을 찾는 

것이었다. 이 때 올바른 해석이 하나로 결정될 수 있는지의 문제에 대

해, 한 대상에 단일하게 수렴하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을 일원

론(singularism/monism), 다수의 표준적인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는 입

장을 다원론(pluralism/multiplism)으로 구별할 수 있다.30)

   2.1.1. 해석적 일원론

 일원론의 입장은 대상과 해석 간의 일대일 관계가 성립할 때에만 대상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궁극적인 하나의 해석 외에 허용

가능한(admissible) 해석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들은 하나의 포괄적인

(comprehensive) 해석으로 통합될 수 있어야 하며, 양립불가능한 해석들은 

30) M. Krausz, Is There a Single Right Interpre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2002, pp.1~5. 때때로 singularism은 critical monism으로, 

multiplism은 critical pluralism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critical pluralism이 허

용가능한 해석들은 동등한 정도로 선호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mulitiplism은 허용가

능한 해석은 동등한 정도로 선호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허용한다. 이 논문에서는 

다수의 해석을 허용하는 이론들을 말할 때 multiplism과 pluralism을 특별히 구분

하여 쓰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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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고 그름이라는 이치 논리적 관점에서 비추어 판단되며 모순은 동시에 방

어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해석적 일원론에 속하는 이론들은 다수가 

있는데 이 이론들은 올바른 해석의 기준으로서 무엇을 우선시하는가에 따라 

세부적으로 나뉜다. 대표적으로 각 입장들은 텍스트중심주의(textualism), 

의도주의(intentionalism), 맥락주의(contextualism)로 구분된다. 

    2.1.1.1. 텍스트중심주의

 텍스트중심주의는 예술작품의 텍스트 자체를 중시하여, 작가의 의도나 

맥락, 감상자의 정조 등과 같은 작품 외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의미는 오직 작품 내적인 구조들과 그 유기적인 결합으로 결정된다고 주

장하는 입장이다. 이 입장의 대표자로서 비어즐리를 들 수 있는데, 비어

즐리는 해석을 텍스트에서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깊은 의미

를 찾아내는 작업이라고 보며 이러한 해석은 궁극적으로 하나의 수렴하

는 참인 해석으로 정립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해석들이나 상충

되는 해석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도 텍스트에 대한 면밀하고 주

의깊은 독해를 통해 그 해석들의 참/거짓을 판별할 수 있고 결국은 종합

적이고 포괄적인 하나의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31) 특히 비어즐

리는 의도주의에 반대하면서 저자의 의도와 같은 것은 텍스트 외적인 요

소로서 해석적 근거로서 텍스트보다 우선시될 수 없다고 생각하며, 또한 

31) 텍스트중심주의의 대표적인 입장은 Beardsley, Monroe C., The Possibility of 
Criticism. Wayne State University Press. 1970, Aesthetics : Problems in 
the Philosophy of Criticism, 2nd ed., Indianapolis, Hackett, 1981,  "The 

authority of the text." Intention and Interpretation, 1992, "The Refutation 

of Relativism."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이하 JAAC)  

41:3, 1983을 참고할 수 있다. 비어즐리가 엄격한 텍스트중심주의의 입장을 모든 

예술에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의도주의와 정감주의의 오류를 비판하

면서 텍스트에 의미의 우선적인 기준을 둘 것을 주장하는 것은 신비평의 맥락에서 

특히 문학의 경우에 해당된다. 한편 음악에서의 연주와 같은 것도 하나의 해석이지

만 이러한 경우의 해석에서는 작품의 비결정성과 연행의 요소에 따른 해석자의 개

입이 상대적으로 용인된다. 이 논문은 문학의 경우만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비어즐리의 입장은 해석적 일원론에서 전형적이고 강한 텍스트중심주의의 대표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이론적 모델의 예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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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내적인 증거들에서 도출되지 않고 외부에서 부여된 의미도 배격

한다. 예컨대 <잭과 콩나무>를 맑시즘에 의거해 해석할 때처럼 해석자가 

자신의 관점을 텍스트 외부로부터 투사하는 것 또한 해석적 부과

(superimposition)라고 하면서 반대한다. 이러한 비어즐리의 입장은 작

품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개체라는 관념에 입각하여 작품은 그 자체로 

완결되고 내적인 유기적 완결성을 가지므로 작품 안에 있는 의미와 작품 

밖에 있는 것으로부터 유래한 의미는 분명히 구별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전제하고 있으며, 작품 외적인 요소가 해석에 개입하는 것을 강하게 거

부한다. 

 또한 비어즐리는 해석적 진술의 참/거짓의 문제에 있어서도 분명한 입

장을 보인다. 비어즐리는 논리적으로 양립불가능한 해석들은 동시에 인

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비어즐리는 설령 모순으로 보이는 해석들일지

라도, 그 모순은 다른 조건이나 근거를 추가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고 따

라서 결국 두 해석은 종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1.1.2. 의도주의

 

 해석적 일원론의 또 다른 대표적 입장은 의도주의이다.32) 의도주의는 

32) 의도주의는 극단적 입장과 온건한 입장으로 크게 구별할 수 있고, 온건한 의도주의 

안에서 실제 의도주의와 가설적 의도주의를 다시 구별할 수 있다. P. D. Juhl, 

Knapp & Michaels, Hirsch와 같은 극단적 의도주의자는 작품 의미와 저자의 의

도 간의 논리적인 관계를 설정하는데, 이러한 절대적 의도주의는 작가의 믿음과 욕

망 등을 실재하는 심적 상태로 간주하는 심리적 실재론과 종종 결합한다. 온건한 

의도주의는 작품의 일부 의미와 미적인 속성들은 특정 맥락에서 발화하는 예술가의 

의도 및 다른 관계적 속성, 특히 텍스트가 다양한 맥락과 맺고 있는 관계로부터 나

온다는 점을 고려한다. 그에 따라 저자가 의도하지 않은 의미도 작품 속에서 파악

되는데 이것 또한 해석의 대상으로 인정한다. 이 입장은 의도되지 않은 의미, 함축

적으로 해석 가능한 의미, 독자의 상상적 부과 등에 대한 관용의 폭을 넓힌다는 점

에서 주목할 만하며, 아울러 의도주의의 원래 취지에 비추어 논의의 여지도 남긴다. 

이 중 가설적 의도주의의 입장을 보이는 이로는 A. Nehamas, G. Currie, J. 

Levinson 등을,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자로는 N. Carroll, P. Livingston, R. 

Stecker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S. Davies는 가설적 의도주의를 지지하나 

의도주의라기보다는 가치 최대화 관점에 가깝다. 이와 관련해 다음 문헌을 참고할 

수 있다. P. D. Juhl, Interpretation : An Essay in the Philosophy of Lite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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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의 의미에 대해 상충하는 두 해석이 있을 때 해석들의 참/거짓을 판

별하는 기준을 저자의 의도에 두고 있다.  이 입장에는 작품을 저자의 

행위에 의한 창조물로서 마치 의사소통에서의 발화(utterance)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관점이 전제되어 있다. 어떤 발화의 문장이나 텍스트의 

의미는 그 자체가 중의적인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때 의미를 분명히 결

정하는 것은 발화자, 창작자의 의도라는 생각이다. 해석에 있어서의 의

도주의를 지지하는 대표자는 전통적으로 허쉬(E. D. Hirsch)인데 허쉬

는 작품의 의미는 작품을 창조한 작가의 심리적 의도에 근거하여 고정된

다고 주장한다. 의도주의는 기본적으로 작품의 기원과 맥락 속에서의 작

가의 창조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장이기에 작가의 심리적 의도가 

중요한 근거가 된다. 작가의 의도를 자동적으로 작품의 의미와 동일시하

는 관점은 전통적이고 강한 의도주의이고 이러한 의도주의는 ‘의도주의

의 오류’33)로 알려진 비판들에 직면했다. 그러나 최근의 의도주의는 

Criticism, Princeton U. Press, 1980; P. Livingston & A. R. Mele, 

"Intentions and Interpretations", MLN, 107:5, 1992; P. Livingston, Art and 
Inten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R. Stecker, Artworks: Definition, 
Meaning, Valu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97; G. Iseminger, 

"Actual Intentionalism vs Hypothetical Intentionalism", JAAC, 54, 1996; N. 
Carroll, "Art, Intention, and Conversation", Intention and Interpretation, G. 
Iseminger ed., Temple University Press, 1995; G. Currie, Art and Minds,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S. Davies, "Author's Intentions, Literary 
Interpretations and Literary Value", BJA, 46:3, 2006; P. Lamarque, "Objects of 
Interpretation", Metaphilosophy, 31:1/2, 2000; A. Nehamas, "What an Author 
is", Journal of Philosophy, 83, 1986; J. Levinson, "Intention and Interpretation : 
A Last Look", Intention and Interpretation, G. Iseminger ed., Temple 
University Press, 1995.

33)‘의도주의의 오류’로 알려진 일련의 비판들은 창작자의 심리적 의도를 우선시하는 

의도주의를 공격하고 있다. 이것은 일찍이 극단적 의도주의에 대한 비판으로서 개

진되었고, 일부는 온건한 의도주의에 대해서도 유효하다. 의도주의의 오류란, (1) 

의도 파악에 있어서의 인식론적 난점이다. 이것은 실제적인 어려움으로, 작가의 의

도가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작품들이 많고 간접적 증거를 포함하더라도 발견가능성

이 매우 낮은 경우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의도 자체의 불명확성

이다. 작가의 심리적 의도 자체가 명백하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작품을 구

상할 단계의 의도, 또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매체의 저항을 통해 수정된 의도 등 

작가의 심리적 의도는 변화하며 때로 결과적으로 모순된 측면을 보이기도 한다. 

(2) 실현에 성공하지 못한 의도의 문제이다. 예술가가 매체를 능숙하게 다루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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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적 의미 결정의 확실한 기준을 제시하는 대표적인 일원론임을 견지

하면서, 수정을 거쳐 보다 온건한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 최근의 온건한 

의도주의에는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moderate actual intentionalism)

와 가설적 의도주의(hypothetical intentionalism)이 있다. 전자는 온건

한 형태이지만 여전히 작가의 실제의(actual) 심리적 의도를 중시한다. 

이러한 입장의 대표자로서 리빙스턴(P. Livingston), 캐럴(N. Carroll), 

스테커(R. Stecker)를 꼽을 수 있는데, 리빙스턴과 캐럴은 실제 의도의 

유효성을 발화와의 유비를 강조함으로써 지지하며 스테커의 경우 보다 

통합적인 관점을 제시하여 저자의 의도는 물론, 저자가 위치한 사회·문

화·언어적 맥락의 관습을 함께 고려하고 텍스트적인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품의 의미가 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후자의 가설적 의

도주의를 주장하는 이로는 커리(G. Currie), 레빈슨(J. Levinson) 등이 

대표적인데 저자의 의도와 기원을 고려하지만 상대적으로 텍스트적인 증

거와의 합치를 중시하며 텍스트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구상된 최상의 

의도를 저자에게 귀속시키는 입장이다.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의도주의

는 저자의 의도를 해석적 의미의 기준으로 삼으며, 비록 세부적으로는 

저자의 의도 혹은 맥락 속의 의도, 의도에 대한 가설 등으로 다르게 제

시하지만, 의미는 하나로 결정되며 참/거짓의 값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

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2.1.1.3 맥락주의/관습주의

 다음으로 고려할 입장은 맥락주의(contextualism)이다. 맥락주의는 예

했거나, 주제와 소재가 작가의 의도를 투명하게 반영하기 어려웠다거나하는 등의 

이유로 완성된 작품이 작가의 의도를 적절히 드러내지 못하고, 때로는 작품 자체의 

구조상 전혀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3) 의도의 실현 성공 여부가 작

품의 가치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작가가 의도하지 않은 의미도 미

적으로 가치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이 작가가 의도한 의미보다 더 훌륭한 경우

도 있다. (4) 의도가 작품을 해석하는 유일한 방법인지에 대한 의구심이다. 작품은 

완성되면 그 나름의 독립된 가치와 내적인 유기적인 통일성을 가지게 되어 감상자

는 작가가 의도하지 않은 새로운 의미를 작품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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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작품이 특정한 시공간적인 좌표를 가지고 문화적 맥락내에서 창조되었

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것은 단토(A. Danto), 월튼(K.  Walton), 월하

임(R. Wollheim), 데이비스(S. Davies), 레빈슨(J. Levinson) 등 많은 

이론가들이 지지하는 입장이다.34) 대표적으로 단토는 예술계(the 

artworld)란 개념으로 예술작품이 특정한 제도와 맥락 속에서 창조된다

는 점에 주의를 환기시켰고, 작품의 표준적인 의미와 관련된 표면적 해

석(surface interpretation)은 작품의 본질적인 의미 규정에 관한 해석

으로서, 의미 결정에 있어서 특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창작자가 특정

한 문화적 맥락 속의 행위자임을 주목한다. 작가의 창작 행위는 그가 속

한 사회의 믿음과 관습 아래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품의 기본적인 의미 

해석은 창작 맥락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요구된다는 것이다.35) 월하임 

또한 작품을 역사적 창조자에 의한 생산물로 이해하려 한다. 그는 작품

의 맥락에 관한 검색(retrieval)을 통해 우리는 작가의 의도 및 의도와 

관련된 우여곡절들, 당대의 미적 규범, 매체의 혁신, 예법, 이데올로기, 

과학적 세계관, 상징 체계, 전통 등을 고려하여 의미를 파악해야 하고, 

이러한 맥락적 정보의 신뢰성에 의거해 해석은 사실적 주장으로서 참이 

된다고 말한다. 

 한편 레빈슨은 예술작품을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특정한 개인에 의

해 고안된 인간의 생산물인 대상이나 구조, 인공품”36)이라고 강조하며, 

34) 예술작품에 대한 맥락주의적 입장과 관련된 대표적인 문헌으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Levinson, Jerrold, "Aesthetic Contextualism." Postgraduate Journal of 
Aesthetics 4:3, 2007; The pleasures of aesthetics: Philosophical essays. 
Ithaca, NY : Cornell University Press, 1996; Currie, Gregory, "Work and 

text." Mind, 100, 1991; Walton, Kendall L., "Categories of art." The 
philosophical review 79:3, 1970; Wollheim, Richard. Art and Its Objec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 Davies, Stephen, "Definitions of art." 

The Routledge Companion to Aesthetics, 2001; "Interpreting 

Contextualities." Philosophy and Literature 20:1, 1996; Stecker, Robert. 

Artworks: Definition, Meaning, Value. Penn State Press, 1997; Danto, 

Arthur Coleman. The transfiguration of the commonplace : A philosophy of 
art, Harvard University Press, 1981.

35) A. Danto, The philosophical disenfranchisement of art, chap.2. PP.51~53.
36) J. Levinson, Music, Art & Metaphysics : Essays in Philosophical 

Aesthetic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0, p.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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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예술작품에 대한 정의적 언급일 뿐 아니라 이러한 관점은 예술작

품의 해석과 가치 평가의 방식을 결정한다고 말하고 있다. 

 맥락주의에서는 예술작품은 본질적으로 역사적으로 구현된 대상이고, 

작품이 만들어지고 수용되는 일반적인 맥락을 떠나서는 예술적 지위, 동

일성, 미적인 성질과 의미를 말할 수 없다.  레빈슨은 작품이 특정한 시

점과 장소에서 만들어질 때 구성된 바가 변하지 않고 고정된다고 보기에 

작품의 의미는 창조 당시의 기원의 맥락에서 결정된다고 생각하며, 그는 

이렇게 한번 고정된 작품의 의미가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달라질 수 있

다고 보는 상대주의에 명백히 반대한다.37) 레빈슨과 같은 이러한 맥락

주의는 해석적 일원론을 강하게 지지한다.38) 

 여기서 주의할 것은 해석에서 맥락을 고려하는 것은 보다 복잡한 측면

을 고려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레빈슨과 같은 확고한 맥락주의는 해석적 

일원론에서 해석적 기준을 제시하는 하나의 입장이지만, 해석에서 맥락

을 고려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광범위하게 지지되기 때문에 맥락을 고려

하는 모든 입장을 레빈슨이 말하는 바와 같은 맥락주의로 규정할 수는 

없다.39) 

 또한 맥락을 고려하는 것은 작품의 창작 당시의 총체적인 상황과 기원

을 강조하는 입장으로서 의도주의와 밀접하게 관계된다. 레빈슨 또한 의

도에 대한 입장과 관련해 가설적 의도주의자이기도 하듯이, 레빈슨을 비

롯한 맥락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기원의 고려는 특정한 맥락 속에서 행위

37) J. Levinson, "Aesthetic Contextualism." pp.4~5.
38) 다만 레빈슨의 경우 창작 당시의 맥락적 속성만이 아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의 예술사적 의미나 평가와 관련된 미적 속성들도 고려한다는 점을 덧붙여야 하겠

다. 이러한 레빈슨의 맥락주의는 작품이 역사적 맥락 속에서 가지게 되는 예술적 

속성이나 시간이 흐르고 해석의 역사에 따라서 가지게 되는 맥락적 속성들을 작품

의 표준적인 의미로서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맥락주의와는 차이가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레빈슨은 실재론자로서 이후 시간과 역사와 관련된 속성들

도 창작 당시에 이미 결정되어 있고 그것은 시간이 흘러야 발견될 수 있는 것으로

서 이후에 드러났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특정 작품이 바로 그 시간과 장소에

서 창작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갖는 것이라고 본다는 점에서 

레빈슨은 일원론자이면서 맥락주의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39) 예컨대 데이비스와 같은 입장은 기원적인 맥락을 명백히 강조하는 입장이지만, 해

석적 다원론을 지지한다. 



36

하는 작가라는 행위자를 제외하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

서 맥락주의자들은 어떤 형태로든 해석에 있어서 의도 또한 중요하게 고

려하며, 작품의 기원적 상황을 해석적 의미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맥락주의는 의도주의와 종종 함께 고려된다. 다만 의도주의는 기원적 맥

락 속에서 작가의 행위 측면에 주목하여 작가의 의도에 대해 해석 근거

로서의 우선성을 부여하지만, 맥락주의는 작가가 ‘특정한 시공간, 언어

적 문화권에서 통용되는 관습과 관행에 따라’ 행위한다는 측면에 주목

하여 상대적으로 의도보다 맥락을 더 강조한다. 맥락주의에서는 특히 작

가가 해당 문화권의 일원으로서 자신도 명백히 의도하지 않은 채로 무의

식적으로 작품에 불어넣는 의미들이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따라서 의미 

결정에 있어 언어·문화적 관행과 관습을 작가의 심리적 의도보다도 더 

우위에 놓게 된다는 점에서 관습주의(conventionalism)와도 공통점이 

있고, 실제 의도보다도 문화적 관행 속에서 의도될 수 있는 가설을 지지

하는 가설적 의도주의와도 상통하는 점을 가진다. 관습주의는 개념적으

로 작품이 창조된 장소에서의 언어와 예술에 대한 관습이 작품의 의미를 

보증하는 데 충분하다고 보는 입장을 가리킨다. 의도주의, 맥락주의와 

마찬가지로 관습주의 역시 창작의 기원을 중시하면서 예술작품을 언어적 

발화나 특정 문화권 속에서의 행위와 유비적인 것으로 본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관점은 발화자/창작자가 의도한 의미보다는 발화에 초점을 맞

추어 해당 언어문화권 내에서 그 발화가 의미할 수 있는 바와 의도 자체

를 분리한다. 

 맥락주의와 관습주의 자체는 의도주의나 텍스트중심주의만큼 해석적 일

원론의 입장에 강하게 기울어 있지는 않다. 맥락주의나 관습주의로 분류

되는 이론적 입장들은 이론가들에 따라 레빈슨처럼 해석적 일원론을 분

명히 지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텍스트중심주의나 형식주의적 입장에 대

비적으로 맥락과 관습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하는 다양한 이론적 

입장들 모두를 포괄하고 있다.40) 여기서는 해석적 일원론에서 의미 결

40) 예컨대 데이비스는 작품의 기원적 맥락을 중시하는 맥락주의(그의 용어로는 

context theory)를 지지하면서도 해석적 다원론을 지지하고자 한다. 특히 그는 작

품 해석에서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는 입장들을 기원적 맥락주의(original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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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기준의 일부분으로서 기원적 맥락을 중요한 근거로 삼는 입장들이 있

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이상으로 해석적 일원론의 기본 주장 및 대표적인 일원론적 입장들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여기서 덧붙여야 할 것은 해석적 일원론자들이 한 

작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도 작품의 미적 가치의 증진, 깊이 있고 풍부한 작품 감상을 위해 

다양한 해석들이 있음을 인정하고 종종 고무한다. 다만 이들은 작품에 

대한 정확하고 표준적인 해석, 다양한 해석들 속에서 기준이 될 수 있는 

해석은 하나이거나 혹은 다양한 해석들이 포괄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로 

수렴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적 일원론은 해석 문제에 대한 

하나의 이상이고, 실제 관행에서 정보 부족, 양립불가한 해석의 문제 등

으로 인해 그 이상이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 관행과 잘 부합하

면서 관행을 적절히 설명하는 것 또한 이론에서 기대하는 미덕 중 하나

이고, 이렇게 볼 때 해석적 일원론은 이상으로서 명쾌하고 분명한 만큼

이나 복잡다단한 실제 관행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약점을 가질 수 있

다. 해석적 일원론자들은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있고, 실제 관행에 부합

하도록 해석적 다양성에 관한 설명을 이론 내에 수용하고자 부차적인 해

theory)와 현대적 맥락주의(modern context theory)로 구분함으로써, 작품의 해

석에서 고려되는 맥락이 창조 당시의 맥락만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를 환기시킨다. 

전자는 본문에서 언급하는 작품의 기원과 관련된 맥락주의이고, 후자는 상대적으로 

텍스트의 측면을 강조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미의 변화를 주장하는 입장, 수용

자의 맥락이 해석에 개입하는 측면을 고려하는 맥락주의이다. 전자의 입장에 전통적

인 맥락주의나 의도주의, 관습주의들이 포함된다면 후자의 입장에는 마골리스의 상

대주의나 프래그머티즘, 포스트모던적 해석 이론과 해체론 등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데이비스는 작품의 기원적 맥락을 해석적 기준으로 고려하고

자 하지만, 적절한 관습과 관행에 의해 해석적 제한을 받는 작품의 의미가 하나 이

상 다수가 가능하다고 본다는 점이다. 그는 저자가 의도한 의미는 그러한 해석적 제

한 안에서 가능한 의미들 중 하나라고 보아 의도주의의 측면을 수용하면서도 다른  

한편 맥락과 미적 가치에 따라 추구된 해석들도 인정한다. 물론 데이비스는 이러한 

해석들에 대해 참/거짓을 따질 수 있다고 보며 어떤 해석이 작품에 적법하게 귀속되

느냐의 기준은 분명하다고 본다. Davies, Stephen, "Interpreting Contextualities." 

Philosophy and Literature 20:1, 1996, pp.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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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에 대한 설명들을 다양하게 제안한다.41)    

   2.1.2. 해석적 다원론 

 해석적 다원론은 작품에 대한 다수 해석을 인정하는 입장을 폭넓게 가

리키며, 이 때 작품의 올바른 의미가 여럿이라고 보는 입장뿐 아니라 참

/거짓을 떠나 창조적인 해석을 고무하는 입장들도 포함된다. 오늘날 일

반적으로 해석의 다원성을 인정하는 입장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

41) 비어즐리는 해석을 하나의 정확한 의미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텍스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보면서, 해석자의 생각이 투사되거나 해석자의 맥락이 개입된 해석

들을 부과(superimposition)로 설명했다. (Monroe C. Beardsley, The Possibility 
of Criticism, Detroit: Wayne State University Press, 1970, p.29.) 한편 허쉬

는 창작 당시의 저자의 의도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을 작품의 의미

(meaning)로, 의미가 더 큰 맥락과 맺는 관계를 의의(significance)로 구별한다. 허

쉬에 의하면 의도, 역사적 맥락, 문화적 신념 등의 맥락이 의미와 결합하면서 다양

한 의의를 산출할 수 있다. (E. D.  Hirsch. Jr, "In Defense of the Author", 

Intention and Interpretation, G. Iseminger ed., Temple University Press, 

1995, pp.17~18.) 레빈슨의 경우 결정적 해석(determinative, does mean)과 탐

구적 해석(exploratory, could mean)을 구별한다. 결정적 해석은 과학적, 지식 추

구적이고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이해, 설명, 발견을 위한 의미 결정이고, 탐구적 

해석은 유희적이고 자유와 창조성을 강조하는 해석이다. 레빈슨은 이러한 해석의 방

식은 해석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하며, 예술작품에 있어서 표준적 해석과 그 이

외의 해석은 이 두 가지 종류로 각각 대별된다. 단토는 앞서 말한 표면적 해석에 대

비되는 개념으로 “깊은 해석(deep interpretation)”이라는 개념을 말하는데, 단토

의 깊은 해석은 레빈슨의 탐구적 해석처럼 유희적(ludic)이지만 작가가 작업한 사회

의 문화와 관행을 고려하여 그 속에서 활동한 행위자라는 측면에서 작가의 의도를 

재해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비어즐리의 해석적 부과와도 유사하다. (Levinson, 

Jerrold, Contemplating Art : Essays in Aesthetics, Clarendon Press, 2006, 

chap.16.)  노비츠는 설명적(elucidative) 해석과 기교적(elaborative) 해석이라는  

개념으로 구별하는데, 설명적 해석은 작품의 이해를 돕는 해석, 참인 해석을 말하고, 

기교적 해석은 작품의 참이 목적이 아닌, 예컨대 음악에서 기교를 과시할 수 있는

(virtuositic) 부분 등과 같이 작품을 뛰어넘어서 창조적인 개입이 가능한 해석이다. 

(Novitz, David, "Towards a Robust Realism."  JAAC 41:2, 1982, p.173.) 위

와 같은 개념들은 해석적 일원론자들이 하나의 표준적 해석으로 확립하고자 하는 

해석과 부차적으로 허용가능한 해석의 범주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준적 해석들이 해석으로서 우선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도 공통적이다. 다만 

허쉬의 경우 의의는 개념적으로 의미와 구별되는 것이지만, 해석에서 의미 못지않게 

미적인 주목을 받을 수 있고 중요하게 취급될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는 점에

서 허쉬는 의도주의라는 전형적인 해석적 일원론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

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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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시되는 해석적 다원론의 형태도 다양하다. 참인 해석과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해석에 대한 설명을 모두 포괄하고자 하는 입장들이 많은데, 

기준이 되는 참인 해석과 부차적인 다양한 해석들의 허용 문제는 긴장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선 해석적 참의 문제를 설명하는 방식에 따라서 

해석적 다원론을 구분해 볼 수 있다. 이 논문은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해

석을 고무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대표적인 입장들보다는 올바른 해석의 

다수성을 주장하는 영미권의 해석적 다원론을 우선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생각한다. 후자의 해석적 다원론은 다수의 경쟁하는 해석들이 경합할 때 

그 해석들이 동등한 정도의 타당성을 가진다면, 그 해석들을 모두 표준

적인 해석으로서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러한 다원론에는 

해석에는 다양한 목적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목적들에 따라서 다른 해석

들이 표준적인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제한적인 다원론과, 

해석적 목적과 상관없이 양립불가능한 해석들도 모두 인정하는 강한 형

태의 다원론이 있다. 그리고 이들과 일부 이론적 관점을 공유하면서도 

보다 자유로운 해석적 읽기를 주장하는 프래그머티즘의 해석 이론들이 

있다. 

    2.1.2.1. 제한적인 해석적 다원론

 

 제한적인 다원론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이들로서 스테커(R. Stecker)와 

데이비스(S. Davies)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은 다양한 해석의 목적들과 

판단의 기준들이 있고 각 목적과 기준에 부합하는 해석들이 모두 표준적

인 해석으로서 성립된다고 본다. 이들이 해석적 일원론과 다른 점은 일

원론의 경우 이러한 다양한 해석들은 포괄적인 관점에서 단일한 해석으

로 수렴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다원론자들은 각각의 해석적 목적과 근

거가 다르기 때문에 작품의 표준적인 해석은 단일하게 수렴될 수 없다고 

본다는 점이다.42) 이 때 이들의 다원론이 제한적이라는 것은 스테커의 

42) 이러한 제한적 다원론에서는 다수의 해석을 허용할 수 있는 이유가 해석 목적의 다

양성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를 ‘목적 상대주의’로 부르기도 한다. (김희정, 

“예술작품의 해석의 다원론”, 『미학』 34집, 2003, p.146.) 이러한 해석들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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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의도주의와 관습주의를 통합하여 표준적인 해석을 추구하고 데이비

스의 경우는 기원에 충실한 맥락주의를 기본적으로 지지함으로써 작품의 

표준적인 의미를 고정하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해석적 다원론을 아울러 

지지하기 때문이다. 

 스테커의 경우 작품의 기원과 관행적인 맥락, 저자의 의도와 함께 텍스

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역사-의도주의적 입장으로, 작품의 의미는 

작가가 그의 의도와 창조의 맥락에서 예술적으로 중요하게 실현한 것들

로서 고정된다고 본다. 그는 창작의 맥락에서 그 문화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하는 작가가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텍스트에 성공적으로 실현한 재

현적/표현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해석의 일차적인 목적이라고 본다. 

즉 스테커는 해석이 작품의 의미를 정확하게 발견 혹은 규명하는 작업이

고 그에 따라서 표준적인 의미, 다른 해석들에 대해 기준이 될 수 있는 

의미가 하나임을 주장하고, 작품의 기원과 저자의 의도를 그 근거로 삼

아 표준적 의미를 고정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해석적 일원론의 특징을 보

인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다원론과 일원론이 양립가능하다고 말하면

서43) 다원론 또한 옹호한다. 앞 절에서 보았듯 일원론자들도 일반적으

로 해석 자체의 다양성을 인정하지만 다른 일원론자들과 스테커가 다른 

점은, 일반적으로 일원론자들은 표준적 해석과 부차적 해석 사이에 분명

한 우선 순위와 위계를 두고 해석 작업에서 단일한 기준적 의미를 확립

하는 것을 무엇보다 중시한 반면, 스테커는 그렇게 정확한 의미를 확립

하고자 하는 것은 해석의 여러 가지 이상과 목적들 중 단지 하나이며, 

다른 목적들에 비해 우선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본다는 점이다. 즉 스테

커는 다수의 해석 목적과 그에 따른 해석들을 동등하게 인정한다는 점에

서 다원론자이다. 스테커에 의하면 그 해석적 목적은 작가의 의도와 기

참/거짓의 값이 적용될 수 있으며, 각각의 목적에 따라 해석의 적절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의 목적을 두고 양립불가한 해석들이 경합하게 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

에서 목적 상대주의는, 마골리스가 말하는 바에 따르면 약한 상대주의라고 할 수 있

다. 그에 비해 마골리스의 상대주의는 같은 목적과 관점에서 양립불가능한 해석들을 

인정하는 강한 형태의 상대주의이다. 
43) Stecker, Robert, Artworks : Definition, Meaning, Value. Penn State Press, 

1997, 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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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 충실한 정확한 의미를 밝혀내는 것, 작품의 미적인 가치를 최대화

시키는 것 혹은 새로운 해석적 의미의 창조 등 다양할 수 있다.44) 

 일원론자들이 고수하는 해석적 진술의 참/거짓 문제에 관해서도 스테커

는 한 걸음 물러서고 있다. 스테커는 포괄적이고 정확한 하나의 해석에 

있어서는 참/거짓의 값이 성립한다고 보지만 다양한 목적에 따른 해석들 

중에서는 참/거짓을 가리기 어렵거나 참/거짓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다

고 생각한다. 예컨대 텍스트에 기반하여 표준적 의미에서 상당히 이탈하

는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는 경우 그 해석은 참/거짓을 명확하게 가리기 

어려울 수 있고, 무엇보다도 참/거짓의 판명이 그 해석에서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요컨대 스테커는 다양한 해석적 목적을 동등하게 수용

함으로써 경쟁하는 다수의 해석들이 동등한 정도의 타당성을 가질 수 있

도록 하는 해석적 다원론을 옹호하면서, 참/거짓의 진리값을 하나의 해석

에만 적용하고 다른 해석들에서는 진리값 자체를 중요시하지 않는다. 

 데이비스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원의 맥락과 저자의 의도를 고려하여 

해석적 의미를 결정하고자 하며 특히 작품이 기원한 맥락을 우선시한다

는 점에서 맥락주의적 입장에 가깝다. 그러나 데이비스는 해석적 의미들

은 적절한 관습과 관행에 의해 제한을 받지만, 그렇게 제한을 받는 작품

의 의미도 오직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면서 다원론을 옹호한다. 

그는 저자가 의도한 의미뿐 아니라 텍스트에 근거해 미적으로 가치를 최

대화하는 의미들도 적절한 관습의 제한을 받을 때는 모두 참인 해석이 

된다고 본다. 그는 저자가 의도한 의미는 그러한 해석적 제한 안에서 가

능한 의미들 중 하나로 보아45) 의도주의의 측면을 수용하면서, 이후의 

관습적 맥락과 미적 가치에 따라 추구된 다른 해석들도 모두 인정한다. 

데이비스가 기원과 관습과 관행, 맥락을 중요시하는 것은 이것들이 어떠

한 해석을 작품에 적법하게 귀속시키기 위한 제한으로서 기능하여 타당

한 다수 해석들이 성립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해석적 다

원론을 옹호하고자 하는 맥락에 있다.46) 데이비스는 그러한 다수의 해

44) Stecker, Robert, "Relativism about interpretation."  JAAC  53:1, 1995, 

pp.14-18, Stecker, Robert, Artworks : Definition, Meaning, Value.  p.126.
45) S. Davies, "Relativism in interpretation",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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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들은 하나의 포괄적인 해석으로 수렴될 수 없다고 봄으로써 하나의 포

괄적인 해석을 수립할 수 있다고 보는 스테커와는 입장을 달리한다. 다

양한 해석들에 모두 참/거짓의 진리값을 적용하여 수렴하지 않는 다수의 

참인 해석들을 인정하는 것이 데이비스의 다원론이다.47)

 이러한 제한된 다원론은 다수의 해석들을 동등하게 타당한 것으로 인정

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일원론과 구별되지만, 해석적 진술들에 대해 참/

거짓의 이치 논리적 진리값을 주장하며 기원과 맥락, 의도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해석적 참과 거짓을 판별하고, 이에 부합하는 해석을 작

품에 대한 적절한 해석으로서 귀속시키는 분명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 참인 해석들은 모두 동등하게 표준적인 해석이며, 따라서 다수의 표

준적인 해석을 인정하는 입장이다. 

   2.1.2.2. 프래그머티즘 및 상대주의적 다원론 

 일원론은 올바른 해석은 하나로 수렴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며, 제한

적 다원론은 올바른 해석을 위한 일정한 기준이 정해져 있고 다른 목적

을 가진 다수의 해석이 인정된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에 비해 일반적인 

해석적 다원론은 올바른 다수의 해석을 인정하면서, 그 해석들 중 다른 

해석들의 기준이 되거나 특권적인 지위를 갖는 해석을 원칙적으로 규정

하지 않는 관점이다. 이러한 강한 형태의 다원론들로서 대표적인 것으로 

영미권에서는 굿먼의 해석적 다원론, 마골리스의 강건한 상대주의 및 프

래그머티즘 계열의 해석 이론들을 들 수 있고, 대륙 미학에서는 포스트

모던, 후기구조주의자들의 해석 이론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해석적 

다원론들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불변하는 고정된 해석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해석이 이루어지는 맥락의 다양성 및 해석의 범위를 

더 폭넓게 확장한다.

  먼저 해석적 의미의 다양성 측면을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입장들인 바

르트(R. Barthes)의 텍스트에 대한 창조적 해석 관점, 데리다(J. 

46) S. Davies, "Interpreting Contextualities", pp.20-38.
47) S. Davies, "Relativism in interpretation", pp.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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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rida)의 해체론과 같은 이론들은 사실상 고정적이고 표준적인 해석

적 의미에 대한 회의론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영미권의 프래그머티즘 

진영의 이론가들 중 스탠리 피쉬(S. Fish)나 로티(R. Rorty)와 같은 이

론가들도 해석에 대해 해석자의 자유롭고 창조적인 해석을 강조하고 있

다. 이러한 입장들은 다양한 해석들을 어떠한 제한도 없이 자유롭게 허

용한다는 점, 다양하고 새로운 해석들을 고무한다는 점, 작품의 기원이

나 저자보다는 해석자의 역할을 훨씬 강조한다는 점, 작품보다 텍스트의 

층위에서의 해석을 상대적으로 선호하여 작품이 가지는 고유한 문화적이

고 관계적인 미적 특징들에 덜 주목한다는 점에서 앞 절의 제한적 다원

론과 다르다. 이들은 맥락을 강조하지만, 기원적인 맥락보다는 해석자와 

해석이 이루어지는 시점의 맥락을 강조한다. 결국 이러한 다원론들에서

는 타당성의 기준이 약화되거나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들이 

논리적으로는 무한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원론, 제한적 다원론들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이에 비해 굿먼이나 마골리스와 같은 다원론자들은 원칙적으로 올바른 

하나의 해석이 고정되지는 않지만, 해석의 다양성을 해석자 개인의 자의

적 행위에 따른 창조성이나 생산성 차원에서 극도로 고무하기보다는 해

석의 다양성이 초래되는 조건과 구조를 제시한다. 

 굿먼은 작품을 일종의 기호로 된 구조 즉 텍스트와 동일시하면서, 그 

기호가 읽기의 방식에 따라 다수의 해석을 산출한다고 본다. 굿먼에 의

하면 기호는 원칙적으로 해독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에 작품은 그 의미를 

명백하게 하기 위해 해석을 필요로 한다. 해석은 그 기호가 어떤 기호 

체계 내에서 무엇을 지칭하는가를 알아내는 작업이고, 해독의 방식에 따

라 다수의 올바른 해석이 있다. 한 작품은 하나의 텍스트로서 정체성이 

확인되고 개별화되지만, 동일한 하나의 텍스트가 다수의 작품을 가리킬 

수 있다. 단어 “cape”가 지형과 옷,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

과 마찬가지로, 단일 텍스트에 기반한 작품은 각각 적절하고 서로 화해

될 수 없는 올바른 해석들을 가질 수 있다. 이 때 주목할 것은 기호, 언

어가 가지는 기본적인 다의성(ambiguity)인데, 일원론적 텍스트중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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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와 달리 굿먼은 이러한 경우 의미가 의도 등의 텍스트 외적 증거를 통

해 하나로 결정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48) 기호 자체가 조밀하게 고정된 

의미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고, 기호를 읽어내는 방식 또한 하나

의 올바른 것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굿먼에 의하면 이 때 

해석자는 기호의 패턴을 분류하고 재조직화한다.49) 문학적 텍스트는 의

미의 다양성을 가지며, 굿먼은 "미묘하고 복잡한 양의성(다의성)은 과학

적 담론과는 다른 문학의 긍정적이고 생생한 특징"이라고 본다.50) 이러

한 굿먼의 입장은 단일한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 엄격한 작품 정체성 개

념을 주장하는 한편, 그 의미의 해석적 다양함, 즉 올바른 다수 해석의 

가능성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마골리스의 상대주의 역시 해석적 의미의 다양성과 변화 가능성을 강조

하는데, 그는 특정한 문화 공동체 내의 해석자, 즉 어떤 문화적 맥락 속

의 해석자들에 의해 공유되는 믿음에 따른 상대성을 강조한다. 마골리스

의 독특한 점은 다양한 해석들에 대한 진리값을 주장한다는 점이다. 마

골리스는 수렴하지 않는 다수의 해석을 동등하게 타당한 것으로 인정하

며 심지어 논리적으로 양립불가한 해석들을 모두 인정하고자 한다는 점

에서 영미권의 제한적인 다원론이나 굿먼보다 더 강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51) 그는 해석적 진술에 참/거짓의 진리치 대신 보다 약화된 진리값

48) Elgin, Catherine Z., and Nelson Goodman. Reconceptions in Philosophy and 
other Arts and Sciences, pp.53~55.

49) Goodman, N. Language of Art, pp.251~252. 굿먼은 기호 자체가 갖는 이러한 

애매함이 작품을 미적으로 풍부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다.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나름의 특수한 체계를 가진 기호로 보는 굿먼은 예술적 기호가 충족시켜야 할 조건

들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 그러한 조건들 중 구문론적 조밀성, 의미론적 조밀성, 

구문론적 충만의 세 가지 특징을 굿먼은 미적 징후라고 하면서 식별상의 최대한의 

민감성을 필요로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예술적 기호는 의미와의 대응에 있어서 

적절하게 한정된 차별성을 가져야 하는데(Ibid., pp.130~140 참고), 기호가 조밀하

기에 그러한 차별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의미의 부정확성과 모호성

은 피할 수 없다. 예술 작품에서 이러한 점은 미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이라고 

굿먼은 보고 있다.  
50) Elgin, Catherine Z., and Nelson Goodman, op.cit. p.55.
51) 마골리스의 상대주의는 양립불가능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강건한 상대주의이다. 

제한적 다원론과 굿먼의 다원론도 상대주의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 입장들은 마골리

스보다는 약한 형태의 상대주의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이 논문의 II장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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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적용한다. 그 약화된 진리값들은 이를테면 그럴듯함(plausibility), 

허용가능성(admissibility), 합당함(reasonableness), 타당함

(appropriateness), 적절함(aptness) 등이다.52) 서로 양립불가해 보이

는 해석의 경우 참/거짓이나 모순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단지 다른 

관점에 의거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약화된 진리값으로 해석에 

나름의 타당성을 부여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마골리스의 입장은 해체론

이나 후기구조주의와 같이 해석적 자유를 우선시하고 고무하는 입장과 

다르다. 마골리스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해석들의 다수성과 변화를 허용

하면서 그 타당성을 적절히 검증하고자 하는 이론을 제시하며, 해석적 

다양성은 개인 차원이 아닌 사회와 문화적 맥락에서 합의된 기준들에 의

해 제한된다고 보고 있다. 

 요약하면, 일원론과 다원론은 해석에 대한 다른 이상을 가지고 있다. 

일원론자들은 참인 해석을 추구한다는 가정에 근거하여 하나로 수렴되는 

해석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의도, 텍스트의 구조, 맥락과의 종합 등 타

절에서 이루어진다. 
52) 허용가능성, 적합성 등과 같은 값 대신 이론가들에 따라서는 이러한 유사-진리값을 

충실함(faithfulness) 혹은 진정함(genuineness), 성공적임(successfulness), 올

바름(rightness) 등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입장들은 해석 자체의 성격상 참

/거짓의 진리값의 적용이 부적절하다고 보는 입장인데 마골리스 외에 매튜스, 페터

슨 등을 들 수 있다. 매튜스는 "비평적 해석은 통상적으로 증거적으로 결정되지 않

은 채로 있으며 따라서 참도 거짓도 아니다“(Matthews, Robert. "describing 

and interpreting a work of art", p.13)라고 하면서 해석은 참을 결정할 만한 충

분한 증거들에 의해 결정되지 않으며, 그 정의상 참/거짓에 해당되는 명제가 아니

라고 본다. 그는 보고나 정보를 참고하여 참/거짓을 결정하는 것은 해석이 아니라

고 본다. 매튜스는 외적 증거는 참, 거짓 결정에 부적절하다고 전제하고 한편 비평

가들이 제시하는 작품 내적 증거는 해석에 의한 것이므로 순환성 문제가 생긴다고 

말한다. 한편 페터슨은 작품의 단어의 의미는 화자, 설명자, 인물의 사용과 태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일단 대상의 일관되고 정합적인 의미를 발견한다고 해도 그

럴듯함과 그럴듯하지 않음으로 판단될 뿐 참/거짓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해당 

단어 연쇄가 가질 수 있는 의미의 수는 열려 있고 규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다. (Petterson, Torsten. “Incompatible interpretations of Literature"  JAAC 

45, 1986, p.153.) 이 입장은 굿먼이 해석의 다원성을 말하면서 다수의 올바른

(right) 해석을 언급한 것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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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기준을 검증하고 정립하는 데 관심을 기울인다. 한편 다원론은 해

석 자체의 다양한 본성과 목적을 추구하며, 다양한 해석들이 작품의 해

석으로서 타당하게 설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관심을 기울인다. 형식적

으로 일원론과 다원론은 구별되지만, 때로 스테커처럼 그것의 양립가능

성을 주장하는 입장도 있음을 보았다. 스테커의 경우 일원론의 이상을 

추구하면서도 모든 해석적 행위가 참을 목적으로 추구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예술작품의 해석 목적은 풍부한  감상, 가치의 증진 등일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복수의 허용가능한 해석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여 일원론과 다원론을 다원론이라는 포괄적인 틀 안에서 화해시키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일원론은 명쾌한 논리적 설명을 제공할 수 있지만 실

제 관행에서 단일한 해석이 어떻게 가능하고 타당한지에 대한 충분한 증

명을 하기 어렵고, 다원론은  해석의 다양성과 창조성을 잘 지지할 수 

있지만 역시 해석의 타당성과 그 기준 문제를 설명해야 한다. 특히 충돌

하는 해석들과 경합하는 기준들의 타당성 문제 및 양립불가능한 해석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제시가 과제가 된다.

 

  2.2. 토대론과 비토대론

 한편 해석 이론들은 의미 결정의 근거를 바라보는 철학적 입장에 따라 

토대론적 해석 이론과 비토대론적 해석 이론으로 구분될 수 있다. 위에

서 언급한 일원론과 다원론들 각각의 입장은 해석의 근거를 찾는 방식과 

이론적 전제에 따라서 토대론/비토대론적 성격을 띤다. 일원론은 종종 

본질주의 및 토대론적 성격을 가지며, 다원론에 있어서는 일부 제한된 

다원론들의 경우 토대론적 성격을 가지기도 하고, 변화와 다양성을 우선

적으로 고려하는 이론들은 비토대론적 입장에 기반하고 있다.  

   2.2.1. 토대론적 해석 이론 

 먼저 토대론(foundationalism)은 우리의 세계나 지식을 정당화시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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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궁극적 근거인 어떤 토대를 발견하려고 하는 입장을 말한다. 이러한 

토대론은 형이상학적, 인식론적 측면에서 모두 생각할 수 있는데, 형이

상학적인 관심에서는 세계를 이루는 근본적인 불변의 본질, 스스로의 존

재를 다른 존재에 의지하지 않는 자립적이고 궁극적인 토대로서의 실재

와 같은 것이 있다고 믿는 입장이고, 인식론적인 추구에서는 지식을 추

구하는 데 있어서의 자명하고 자기 확증적인 토대를 추구하는 관점을 말

한다. 토대론자들은 진리와 우리의 지식을 정당화시켜주는 토대를 발견

하여 회의주의와 혼란을 피하고자 한다.53)

 이러한 입장을 예술작품 해석의 문제와 관련지어 보면, 토대론적 해석 

이론은 해석에서 그 의미를 결정하는 근거로서의 토대를 밝히고 그에 의

거하여 작품의 의미를 확정하고자 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토대론

적 해석 이론에서는 작품 의미 결정의 근거가 고정불변하며 작품에 본질

적, 결정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믿으며, 해석은 이러한 근거를 올바르

게 밝혀서 작품의 의미를 확정하는 작업이다. 또한 작품 속에 있는 이러

한 의미의 근거는 해석의 참/거짓을 판별하는 기준이 된다. 

 대표적인 토대론적 해석 이론으로 허쉬의 의도주의와 비어즐리의 신비

평을 들 수 있는데 이 입장들은 또한 대표적인 일원론의 입장이기도 하

다는 점에서 일원론과 토대론이 이론적 밀착 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원론은 그 하나의 올바른 해석을 타당한 것으로 만드는 근거 즉 

해석의 토대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작품의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둘 

이상의 해석이 경쟁할 때 의도주의는 작가의 의도를, 신비평은 작품 내

의 형식적인 구성, 유기적 관계, 언어의 관습적 의미 등을 의미 결정의 

근거로 한다. 이들은 정확한 작품의 의미는 하나로 정해질 수 있고 그러

한 해석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궁극적인 토대를 상정하고 있으며 그 토

대를 통해 해석의 참/거짓을 판별하고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핵심적인 것은 토대론적 해석 이론들은 작품 의미의 근거를 작품 속의 

고정된 본질 속에서 찾고자 한다는 점이고, 설사 인식론적인 난점이 있

더라도 우리가 발견해야 할 의미의 근거가 작품 속에 본질적으로 있다고 

53) 김진엽, ‘토대론적 해석 이론 : 의도주의와 형식주의’, 『서울대 인문논총』 제 

37집, 1997, pp.8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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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한다는 점이다.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해석의 과정에서 의미는 

해석자에 의해 판단되고 귀속되는 것이지만, 그 귀속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작품 속의 불변적인 근거들이라고 보는 관점을 택하는 것이 이론적

으로 건전하다고 이들은 믿기 때문이다. 

   2.2.2. 비토대론적 해석 이론 

 비토대론적 해석 이론은 대상의 의미를 규정하는 고정적인 본질이 있다

는 생각을 거부하고, 역사적/문화적 상대성과 해석에 따른 의미의 변화

를 수용하는 입장이다. 비토대론은 해석적 대상들이 본질적 본성이나 속

성을 갖지 않으며, 그 속성들은 우연적인 것이라고 본다. 비토대론적 해

석 이론의 배경이 되는 입장들로는, 예술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실

천적 측면에 새롭게 관심을 기울이고자 하는 흐름들, 해석학, 후기구조

주의, 맑시즘 등에 근거한 유럽 대륙의 이론들이 있다. 영미권에서는 프

래그머티즘에 기반한 해석 이론들이 대표적인데, 프래그머티즘 해석 이

론은 고정적인 본질을 명확히 밝히고, 이미 규정되어 있는 의미의 발견

이라는 수직적인 의미의 해석을 중시하는 토대론적 전제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프래그머티즘은 궁극적인 실재나 지식의 근거가 되는 외재적 토대

와 같은 것을 추구하는 토대론적인 입장을 거부하고, 진리, 지식, 실재, 

합리성과 같은 철학적 개념은 우리의 경험에 의해 구성된다고 본다. 프

래그머티즘에서 진리나 지식 혹은 고정불변의 본성, 그것에 기반한 동일

성 등 우리가 실재라고 믿고 있는 것들은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

라, 우리와 세계의 상호작용 속에서 우리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언어적 

개념이나 동의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들은 수정과 재해석

이 가능하다. 심지어 과학적 지식도 하나의 해석과 같은 것으로서, 이미 

주어졌거나 정해진 토대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듯 프래그머티즘

은 세계를 경험하고 인식하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간의 행위

와 해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는 점에서 비토대론적이다.54) 

54) 프래그머티즘의 전반적인 특징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김진엽, ‘가다

머와 프래그머티즘의 만남’, 『미학연구』 제 2집, 1996, 신현주, ‘예술작품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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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프래그머티즘은 해체론이나 후기구조주의와 같이 극단적으로 비

토대론적인 것은 아니다. 프래그머티스트들은 세계에 논리적 필연성이나 

토대적 본성은 없지만, 대신에 실제적인 확실성을 구성하는 개연성과 변

화하고 논쟁이 가능한 역사적 규범이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이들 규범

은 우리의 언어적 실제나 다른 사회적 실제를 규제하고 상대적으로 역사

화되었지만 일종의 본성으로서 기여하게 된다.55) 프래그머티즘이 해체

론과 다른 또 하나의 측면은 이론과 실천의 관계를 보는 관점이다. 프래

그머티즘에서 이론은 실천적인 변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실천과 

보다 밀접하게 호흡하고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비평과 제안을 실행한다

는 점에서 비토대론적이지만 후기구조주의와 같은 극단적인 비토대주의 

이론과는 다르다.56) 프래그머티즘에서의 이론은, 토대론에서처럼 불변의 

필연적인 원리들을 드러내거나 자명한 최종적 정당화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의 우연의 산물로서 실천에 대해 

비판적 반성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하는 것이 된다.57) 

 요컨대 프래그머티즘은 사유와 사유 대상의 가변성, 맥락적 측면, 사회

역사적인 실천적 구성을 강조하면서 토대론적이고 비역사적인 본질에 반

대하는 비토대론적 성격을 띠고 있다. 프래그머티즘은 최근 분석 철학의 

자기 비판 및 새로운 흐름, 또한 유럽 대륙 이론들의 호소력에 반응하면

서 전통적인 분석 미학과 대륙 미학의 중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58) 

마골리스의 상대주의적 해석 이론은 영미권 전통에서 이러한 비토대론적 

미와 의도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 실용주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2, 1장, R. 슈스터만, 『프라그마티즘 미학』, 김진엽, 김광명 역, 북코리

아, 2009. 
55) R. 슈스터만, 『프라그마티즘 미학』, pp.164~165.
56) 후기구조주의에서는 이론이 고정불변의 안정된 지식이 아니라 사회적 조건과 권력

에 따라 통용되는 상대적인 체계임을 강조하며, 후기구조주의에서의 담론은 세계와 

대응하고자 하지 않고 세계와 상관없이 시공간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의미 작용

을 한다. 후기구조주의와 프래그머티즘 모두 비토대론적 입장이라는 점에서는 공통

적이지만, 후기구조주의에서는 실천을 인도하는 이론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프래그머티즘보다 약하며 시공간의 변화에 따른 작용상의 가변성을 더 강조

하고 있다.
57) Ibid., p.121.
58) Ibid.,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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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래그머티즘의 성격을 보여주며, 유럽 철학의 관심과 통찰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제 해석의 문제와 관련된 의미론적 측면에서의 프래그머티

즘 해석 이론의 특징을 정리할 수 있다. 우선 프래그머티즘 해석 이론은 

진리과 객관성의 문제에 있어서 대응 이론(correspondence theory)을 

거부한다. 해석적 진술과 명제는 작품 속의 불변적인 사실과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적 의미를 작품에 귀속시킬 때 해석적 참과 같은 진

리, 객관성, 지식은 공동체 내에서 동의되는 관점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

각한다. 또한 작품의 정체성 문제에 있어서도 프래그머티스트들은 하나

의 독립된 대상으로서의 작품의 개념을 해석의 전제로 삼지 않는다. 프

래그머티스트들은 형이상학적으로 독립된 대상은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것이며, 그것들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의미가 없

다고 생각한다. 해석의 대상은 행위하는 인간의 사고의 대상이며, 이것

은 인간이 사용하는 개념의 견지에서 생각되지 않고는 그 대상이 있을 

수 없다고 보기 떄문이다. 따라서 프래그머티스트들은 해석의 대상은 최

소한 부분적으로라도 해석 자체에 의해 구성된다고 본다. 

 이러한 프래그머티즘 해석 이론에 속하는 입장들로 스탠리 피쉬, 슈스

터만, 로티, 마골리스 등을 들 수 있다. 피쉬는 해석은 발화 의미를 이해

하는 것이며 해석적 의미의 참을 결정하는 근거는 해석적 공동체의 규범

과 관습, 개념적 틀, 가정의 집합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해석은 이

러한 것들에 따라서 참/거짓이 결정되고, 이러한 가정이나 관습, 개념적 

틀의 권위는 해석적 공동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지의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문화 상대성을 인정한다. 로티는 보다 반본질주의적

인 관점에서 해석적 대상에 대한 탐구는 대상의 본성에 대한 무엇을 찾

는 것이 아니고, 의미는 해석자가 자신의 믿음과 욕망의 망 안에서 대상

에 부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믿음과 욕망은 상대적이고 가변

적이며, 이에 따라 해석적 의미 또한 변화하며 해석의 대상도 재구성될 

수 있게 된다. 슈스터만 역시 작품이 고정되고 결정적이고 기술적

(descriptive)인 속성을 소유한다는 생각을 거부하고, 저자의 의도나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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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과 같은 전통적인 의미 규명의 방식이 있지만 그 외에도 해석적 의미

를 결정하는 수많은 방식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원론을 옹호한다. 슈스

터만은 다만 작품에 있어서 최소한의 변화하지 않는 부분과 변화하는 부

분을 구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59) 이러한 프래그머티즘 해석 이론

의 입장들 다수는 일원론을 거부하고 다원론을 옹호하며, 작품의 고정된 

의미와 그 토대가 되는 조건이 있다는 것을 거부한다. 

 다음 장에서 살펴보게 될 마골리스의 입장 역시 이러한 비토대론적인 

프래그머티즘 해석 이론에 속한다. 마골리스는 예술작품 존재론과 해석 

이론을 통해 관행과 맥락에 따른 해석적 의미의 변화를 허용하고 해석적 

의미의 타당성 역시 공동체의 관행 속에서 찾게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다만 마골리스는 일부 프래그머티스트들처럼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개별적 해석들을 고무하기보다는 문화적 맥락 속에서 사회적 합의에 따

른 해석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주장하며, 이러한 해석들이 다수가 가능하

고 심지어 양립불가능한 해석들까지 허용할 수 있다고 보는 상대주의적

인 다원론이다.  

  2.3. 속성실재론과 구성주의 

 다음으로 해석적 의미의 귀속과 그 근거로서의 속성의 위상에 대한 견

해에 따라 속성실재론과 구성주의로 이론들의 성격을 구별할 수 있다. 

토대론적/비토대론적 해석 이론의 구별은 작품 의미의 귀속 문제에 있어

서 실재론적 입장과 구성주의적 입장과 평행적이다. 속성에 관한 문제는 

작품의 정체성의 문제와도 관계한다. 

    2.3.1. 속성실재론

 영미권의 미학에서 작품 해석에 관한 실재론(realism)적 입장이란 대

체로 속성실재론60)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개체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59) R. Shusterman, Pragmatist Aesthetics, 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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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작품 자체와 그 모든 속성을 고정

불변하는 플라톤적인 실재로서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속성실재론은 범

위를 보다 축소하여 작품의 의미의 근거가 되는 속성들이 작품 속에 본

질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작품의 창조와 함께 그 속성들은 고정되어 

불변하며, 발견되든 발견되지 않든 사라지거나 새로 생겨나지 않는 것이

라고 보는 입장들을 가리킨다. 비어즐리, 단토, 레빈슨, 노비츠, 스테커, 

데이비스 등 다수의 이론가들이 이 속성실재론을 지지하며, 따라서 이들

에 의하면 작품의 해석은 작품 속에 있는 근거에 기반하여 그러한 의미

들을 밝혀내는 것이 된다. 설사 당대의 혹은 과거의 해석자들이 밝혀내

지 못했으나 미래의 해석자들이 새롭게 밝혀내는 의미가 있다고 해도 그

것은 작품에 원래 있었던 속성의 변화와는 무관하고 해석의 시점에서 발

견이 가능했는지의 여부의 문제라고 본다. 그러나 작품의 해석과 관계되

는 속성들 중에는 변화할 수 있는 관계적 속성이나 해석에 의해 부과되

는 속성들도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속성실재론자들도 해석에 의해 

귀속되는 속성의 존재를 인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는 부과나 

예외적인 것이지, 본질적으로는 해석에 의한 귀속이 작품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속성실재론은 종종 정확한 하나의 의미를 규명할 수 있다는 해석적 일

원론과 결부되기도 한다.61) 속성실재론과 해석적 일원론을 견지하는 대

60) 속성실재론은 의미의 근거가 해석자의 임의적인 의미의 이입이나 간주 행위가 아닌 

작품 속에 의미의 근거가 객관적으로 실재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객관주의의 입장

과도 결부되며, 또한 이러한 속성들을 우리가 지각적으로 식별할 수 있다는 것을 전

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지주의와도 관련된다.  이러한 속성실재론은 의미의 근거를 

대상에서 찾는 객관주의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블리, 올드리치, 비어즐리

와 같은 이론가들이 객관주의자들이다. 마골리스는 이러한 객관주의 및 인지주의, 

즉 작품 속에 있는 미적 속성은 지각적인 속성이고 객관적으로 식별가능하다고 주장

하는 입장들에 모두 반대한다. 인지주의를 대표하는 이는 시블리인데, 시블리는 미

적 속성은 비미적 속성에 의지하여 창발하지만 대상 속에 있는 것이라고 보는 데 비

해, 마골리스는 춤이 ‘우아하다’와 같은 미적 속성은 개인적 선호, 문화의존적인 

취미, 감수성과도 관련되므로 작품 속에 있다고 보지 않고 상대주의적인 감상 판단

이라고 생각한다. (Margolis, “Robust Relativism", JAAC, 35:1, 1976, pp. 

38~40.)
61) 토대론적 이론들, 일원론의 미덕은 작품 의미 결정의 근거를 작품 내에 실재하는 

속성 등에서 찾음으로써 해석의 참/거짓은 물론 판단의 객관성을 주장하는 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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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인 이로는 비어즐리, 노비츠, 레빈슨, 단토 등을 들 수 있고, 가변적 

속성과 해석적 다원론과의 양립을 인정하지만 일원론을 함께 견지하는 

이론가로서 스테커를 들 수 있다.

   2.3.2. 구성주의/귀속주의

 한편 구성주의/귀속주의는 해석적 의미와 관련된 속성의 귀속 문제에 

있어서, 작품 안의 속성들이 변화하거나 해석 행위에 의해 외부적으로 

서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골리스의 상대주의는 이와 관련된 미적 속성의 인

지주의, 객관주의뿐 아니라 그 속성을 파악하는 객관적 인지 방식인 미적 지각 또한 

비판한다. 즉 마골리스는 작품 내적으로 실재하는 미적 속성과 객관적인 미적 지각

에 대한 견해를 비판하고 있다. 본문에는 속성 측면에서 시블리의 미적 속성의 객관

성 문제만을 언급하고 있지만, 올드리치 역시 시블리와 유사하게 미적 속성에 대한 

인지주의, 객관주의를 주장하면서 대상 속에 있는 특정한 미적 특징들을 파악하는 

특수한 능력인 미적 지각을 언급하고 있다. 올드리치는 비트겐슈타인의 ‘seeing 

...as’의 개념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예술작품을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볼 때 우리는 

미적 공간 속에 떠오르는 국면들을 인지하게 되는데 이 국면들은 미적 대상으로서의 

예술작품의 고유한 부분들이라고 말하고 있기에, 이것은 인지주의적 주장으로 간주

된다. 올드리치는 이러한 미적 특징들을 파악하는 특수한 능력으로서 미적 지각은 

객관적인 인지 능력이라고 보는데, 마골리스는 이에도 반대한다. 마골리스는 지각이 

완전히 객관적이고 감각적인 것이 아니며, 미적 속성의 지각은 “다양한 종류의 배

경 지식들, 즉 명시적인 신념들이나 지각자가 선택한 해석적 도식을 전체적으로 연

결하고 .... 예술가의 의도들과 기교, 상상적 연상들, 재현적/상징적인 의미, 역사적 

영향과 전통의 관계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즉 마골리스는 작품 내적

으로 국한된 미적 속성이나, 그것에 대한 전통적인 미적 지각론에 반대해 우리가 작

품에서 파악하는 미적 속성 및 그것의 인지와 귀속 과정 모두 총체적으로 문화적인 

배경 하에서 다양한 문화적 국면의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J. Margolis, AP, 

pp.193~195.) 시블리와 올드리치에 관한 비판은 최현, “예술 비평과 감상에 있어

서의 상대주의 옹호 - 조셉 마골리스의 예술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1, 참조. 

    따라서 ‘우아함’과 같은 것은 미적 속성이기는 하지만 지각적 속성이라고 할 수 

없고, 이것을 특수하게 지각하는 미적인 지각과 같은 것도 없다고 마골리스는 말하면

서, 이러한 미적 속성들은 문화적 맥락에서 작품에 귀속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귀속이 배경적 지식과 문화적으로 제공된 기준, 규범적인 취미에 의존한다는 점에

서 조건-지배적이라고 말한다. 마골리스의 말처럼 미적 속성이 문화에 의해 조건-

지배적이라면 작품 속에 실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작품의 의미와 관

계된 미적 속성들이 작품 속에 실재하며 고정적이라고 보는 속성실재론에도 반대하

는 입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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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될 수 있다고 본다. 구성주의(constructivism)62) 혹은 귀속주의

(imputationalism)63)는 해석은 원래 있던 속성을 발견하여 의미를 확정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해석에 의해 대상이 구성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해

석 대상인 작품이 본질적 속성만이 아니라 우연적인 속성들을 가질 수 

있으며, 속성이 변화할 수 있고, 해석에 따라 다양한 의미 및 그와 관계

된 속성이 귀속될 수 있다고 보는 비토대론적 해석 이론들은 구성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슈스터만, 로티, 마골리스 등 프래그머티즘 해석 

이론가들의 입장들에서 이러한 구성주의적 특징을 뚜렷이 확인할 수 있

다.   

 구성주의적 입장에서는, 일어난 사건, 맥락, 관습 혹은 작품 창조 이후

의 대상들이 작품의 의미에 직접적으로 공헌하거나, 작품의 의미 변화에 

공헌한다면 작품은 그 의미와 관련된 속성들로 “구성된다.” 이것은 의

미상의 부가나 변화를 포함한다. 이 때 문제되는 것은 작품 정체성과 관

련된 부분이다. 속성들은 작품 정체성과 일반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

62) 여기서의 ‘구성주의’는 예술작품에 관한 굿먼의 시각을 구성주의라고 말할 때와

는 맥락이 다르다. 굿먼은 의미와 관계된 속성들을 기호론적 원칙에 입각하여 작품

이라는 유명론적 개체로 투사한다. 이 때 굿먼의 경우 이 속성들은 작품의 정체성과 

관계되는 본질적인 것들이다. 여기서 말하는 구성주의 역시 플라톤적 개체와 같은 

작품 개념이 아닌 속성의 귀속을 강조하면서 유명론적 개체를 염두에 두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굿먼과 유사한 면도 있지만, 여기서의 구성주의는 동일한 작품이 해

석에 의해 본질적 속성의 변화를 겪는다는 입장까지 포함하면서 속성의 변화를 보

다 강조하는 입장들을 말한다. 굿먼의 경우 해석에 의해 작품이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으므로 이 입장들과 다르다. 
63) Krausz, Michael, Rightness and reasons: Interpretation in cultural practices. 

Cornell University Press, 1993, p.97. 크라우츠는 “해석은 해석 대상의 특성을 

구성하거나 부과한다”고 말하면서 ‘구성’과 ‘부과’의 의미를 구별하고 있지 

않다. 작품의 속성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해석 행위에 귀속될 수 있고 따라서 

해석은 해석 대상의 특성을 구성/부과한다고 보는 입장은 ‘구성주의’ 혹은 ‘귀속

주의’로 불리며 작품 해석 관련 논의에서 이 두 용어는 혼용되어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 실재론과의 논쟁을 다루는 맥락이나 해석 관련 입장의 특징을 말하는 맥락

에서도 용어의 차이는 이론가들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의미하는 내용은 같다. 급진

적인 구성주의/귀속주의, 온건한 구성주의/귀속주의를 구별하는 기준 또한 속성의 

귀속이 새로운/다수의 대상을 산출하는가, 한 대상 안에서의 속성의 변화만을 의미

하는가에 따른 것이라는 점 또한 같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구성주의’, ‘귀속

주의’는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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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의미상의 부가나 변화의 허용 범위 혹은 속

성의 심한 변화나 부가를 초래하는 해석이 같은 작품에 대한 해석으로 

성립되는지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해석에 있어서 구성주의는 급진적 구성주의와 온건한 구성

주의로 나뉜다. 급진적 구성주의는 새로운 해석은 새로운 작품을 창조한

다는 입장으로, 다른 속성들을 가지는 수렴하지 않는 다수의 해석들은 

다수의 작품들을 초래하게 된다. 이에 비해 온건한 구성주의는 새로운 

해석적 속성은 단지 같은 해석 대상 안에서 속성을 수정하는(modify) 

것이라는 입장이다. 급진적 구성주의는 작가로부터 감상자가 넘겨받은 

텍스트는 텅 비어있고 해석에 의해 작품이 결정된다고 보거나, 해석에 

의해 수적으로 새로운 다른 작품이 산출된다고 주장하므로, 우리의 일반

적인 작품 관념과 배치되는 결과를 종종 낳는다.64) 구성주의자들은 해

석과 속성의 가변성을 강조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온건한 구성주의

를 일반적으로 선호한다. 

 고정되고 결정적인 대상의 속성들을 명시할 수 없고 해석에 의해 속성

들이 귀속될 수 있다고 보는 슈스터만, 마골리스, 크라우츠와 같은 이론

가들은 모두 구성주의적 입장이다. 그러나 이들은 다원론과 속성의 변화

를 지지하지만 그 해석들을 귀속시키는 작품이 달라지거나 새로운 작품

이 초래된다고 보지 않고, 작품의 속성 전체를 이러한 불안정하고 우연

적인 속성으로 보지도 않으며, 작품에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속성들이 있

다는 것과 속성의 변화가 점진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이들은 

단일한 작품 안에서 속성의 변화를 설명하는 온건한 구성주의자라고 할 

수 있고, 이 논문에서 논의하는 구성주의는 온건한 구성주의이다. 그러

64) 급진적 구성주의와 온건한 구성주의의 구별 및 구성주의들 간의 입장 차이에 관해

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R. Stecker, 'Interpretation and Ontology of Art' , 

Is There a Single Right Interpretation?, M. Krausz ed.,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2002, p.168~169,  P. Percival, 'Can Novel Critical 

Interpretations Create Art Objects Distinct from Themselves?', Is There a 
Single Right Interpretation?, M. Krausz ed.,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2002, pp.181~185, Krausz, Michael, Rightness and 
reasons: Interpretation in cultural practices. Cornell University Press, 1993, 

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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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온건한 구성주의라고 할지라도 속성 변화의 허용 범위와 기준, 정체

성 문제의 논란은 남아 있기에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은 이론의 건전성을 

위해 중요한 부분이 된다.  

  2.4. 각 이론적 지표들 간의 관계

 이상으로 해석 이론들의 다양한 경향들을 살펴보았다. 일원론/다원론, 

토대론/비토대론, 속성실재론/구성주의는 각기 다른 이론적 지표이지만, 

구체적으로 각 해석 이론들을 들여다보면 일원론, 토대론, 속성실재론적 

경향과 다원론, 비토대론, 구성주의적 경향이 일반적으로 친화적인 관계

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므로 각 이론적 

지표들 간의 관계와 각 경향들이 연합될 때의 이론적 구조를 간략히 언

급해 두고자 한다. 

 먼저 속성실재론은 작품에 본질적으로 고정된 속성의 존재를 전제하는 

것이므로 일종의 토대론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구성주의는 해석자에 

의해 속성이 변할 수 있거나 해석에 의해 작품의 본질적 속성이 재구성

될 수 있다고 믿는 입장이므로 비토대론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토

대론/속성실재론과 비토대론/구성주의는 편의상 묶도록 하겠다. 대체적

으로 속성실재론/토대론은 주로 일원론과, 비토대론/구성주의는 다원론

과 연관시키기에 용이하다. 토대론/속성실재론은 그 성격상 올바른 하나

의 해석을 구하고 그 토대를 명확히 밝히고자 하는 일원론과 자연스럽게 

결합할 수 있으며 서로를 잘 지지한다. 또한 토대론-속성실재론-일원론

적 성격의 이론은 이론적 명쾌함과 건전성을 장점으로 하며, 영미권의 

해석 이론들 중 다수의 주요한 이론이 일원론이면서 토대론/속성실재론

의 성격을 보이면서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전통적 일원론자들인 비어즐

리와 허쉬는 물론 그 이후의 레빈슨, 스테커, 월하임, 단토의 해석 이론

은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토대론/속성실재론이 항상 일원론적 경향과 결합하는 것은 아니

다. 속성실재론의 성격을 가진 다원론도 가능하다. 우선 실제로 스테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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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데이비스 같은 이들은 속성실재론자이면서도 다원론을 옹호한다. 다

만 유념할 것은, 이들이 해석의 다양성을 옹호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해석적 의미의 근거가 되는 작품 내적 속성의 변화와는 무관하다는 것이

다. 본질적 속성에 근거한 작품의 의미는 스테커의 경우 일원론적으로 

수렴되며, 데이비스의 경우 다수의 의미가 모두 참이라면 그것들 모두가 

작품 내의 속성들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들은 해석적 의미의 

다원성을 속성의 고정/변화 여부가 아닌 해석의 목적에 따른 가치 평가, 

작품에 따른 읽기 방식의 변화 등 다른 측면에서 설명한다. 굿먼 역시 

이와 유사한 입장이다. 굿먼에게서 해석은 텍스트가 가진 많은 의미 중 

하나를 확립하는 것이고 텍스트에 근거해 다수의 정확한 의미를 할당하

는 것이 가능하다. 이 때 엄격히 유지되는 텍스트의 정체성에서 작품의 

본질적 속성들은 이미 고정되어 있다. 굿먼의 입장에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것은 해석자가 텍스트 내에서 확인되는 속성들을 재조직하여 새

로운 패턴이나 관계로 파악하여 의미를 구성해내기 때문이다. 굿먼은 작

품의 속성들은 작가가 하나의 텍스트(판본)을 완성할 때 고정되고 그 이

후 변하거나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해석적 기준에 있어서

만큼은 토대론적 성격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굿먼은 작품을 하나의 세

계와 유비적으로 보는데, 마치 우리가 세계를 경험할 때 미발견된 것들

을 새롭게 발견하고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여 인식하는 것처럼 작품 세계 

속의 해석적 의미도 그러한 식으로 다양하게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것

으로 본다.65) 이러한 굿먼의 이론적 모델은 토대론적이면서 다원론인 

65) 굿먼은 예술 작품을 하나의 판본(텍스트)에 의해 개별화되는 하나의 세계와 유비적

인 것으로 본다.  작가는 작품을 만들 때 하나의 세계를 만든다. 비평가는 이렇게 

만들어진 세계를 새롭게 발견함으로써 작품을 재제작한다.  “패턴을 인지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고안하고 부과하는 문제이다. 이해와 창의는 함께 진행된다.” 

(Goodman, Ways of Worldmaking 1978. p.22)고 굿먼은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해석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귀속이나 부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작품 세계 안에 있는 것으로 상정된 것을 창의적으로 재배열하고 그 세계를 

재발견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물론 이 때 해석이 원본 작품과 구별되는 새로운 작품

을 만든다는 것은 아니다. 해석자가 작품의 의미를 새롭게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굿먼의 해석 이론은 구성주의적인 성격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마골리스, 크라우츠의 구성주의와 굿먼이 다른 점은, 굿먼은 텍스트 외적인 속성을 

부과하거나 새롭게 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작품 세계 안에 있던 속성을 재발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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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의 구조를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비토대론이면서 일원론적인 성격의 이론적 모델도 가능하다. 그 대표적

인 것이 앞서 잠깐 언급하였던 급진적 구성주의가 될 것이다. 해석이 작

품을 구성한다고 보는 구성주의에서 해석적 의미가 작품 외적인 측면, 

관계적 속성들에 기반하면서 속성과 의미가 가변적인 것이라면 명백히 

비토대론적인데, 그렇게 달라지는 각각의 타당한 해석들이 다른 작품을 

초래한다고 본다면 그러한 입장이 비토대론적 일원론의 예시가 될 것이

다. 하나의 해석과 하나의 작품이 대응하기 때문이다. 또한 해석에서 올

바른 의미와 최적의 의미를 동일시하여 가치 개념이 반영되고 그러한 최

적의 해석은 하나의 해석으로 수렴될 수 있다고 보는 경우 또한 비토대

론적 일원론의 한 예가 될 것이다. 이 관점은 작품의 기원이나 의도, 텍

스트와 같은 토대에만 매이지 않고 해석자가 속한 공동체의 미적 가치 

등을 반영하게 되며 그러한 가치는 문화 상대적이기 때문이다.66)   

거나 재조직하는 것으로 설명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외부의 속성과 관계적 속성의 

개입을 중요한 요점으로 보는 이 논문에서는 구성주의를 논의할 때 굿먼을 포함시

키지 않았다. 

    굿먼이 작품을 하나의 세계와 유비적인 것으로 보는 것은 이러한 속성의 재배치와 

발견의 측면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굿먼은 예술 작품과 인식된 세계를 구성주의

적으로 파악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둘의 차이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오해를 피할 

수 있을 것 같다. 굿먼에게서 예술 작품은 텍스트에 의해 투사된 하나의 세계와 유

비적이지만 그 세계와 동일시되지는 않는다. 작품 정체성은 텍스트에 단단히 고정되

어 있다. 그러한 점에서 굿먼의 예술 작품 이론에서는 텍스트가 해석을 묶어주는 하

나의 토대라고 할 수 있다. 텍스트에 의해 투사된 세계는 유명론적으로 구성된 세계

이기는 하지만 그 속성들은 고정되어 있다. 스테커 등의 다른 속성실재론자들에게서

도 작품 개체가 반드시 형이상학적인 실재일 필요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굿먼은 

이 세계 속의 속성 자체가 미발견될 수는 있어도 변화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필자는 굿먼의 이론을 예술 작품 해석 문제에 있어서 ‘토대론적’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굿먼의 철학은 전체적으로 프래그머티즘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전통 철학에

서 말하는 실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며 우리가 인식한 세계를 하나의 정합적

인 체계를 갖춘 판본으로 보고 그 판본들의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는 궁극적인 

토대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그는 비토대론자이다. 굿먼 철학의 비

토대론적이고 상대주의적 성격은 황유경. "굿맨의 상대주의 연구." 『미학』 13. 

1988, pp.93-112와 Goodman, Nelson. Ways of world making. Hackett 

Publishing, 1978을 참고할 수 있다.
66) 이것은 이론적 모델의 가능성과 그 구조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론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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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원론과 비토대론/구성주의의 성격은 자연스럽게 결합된다. 의미 근거

가 되는 속성이 부과, 귀속되어 작품을 구성할 수 있다면, 해석에 따라 

다양한 의미가 산출되는 것은 매우 용이한 일이다. 속성의 부과와 귀속

은 해석의 맥락과 문화에 따른 의미의 변화 가능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

이고 앞 절에서 언급한 것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다원론적인 프래그머티

즘 해석 이론들, 후기구조주의, 포스트모더니즘 이론가들의 예가 이러한 

성격들을 전형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제 II장에서 마골리스의 입장을 살

펴보면서 이러한 성격의 이론을 보다 중점적으로 탐구할 것이다. 

 이상으로 이 장에서는 예술작품의 해석과 관련된 주요 문제들과 그것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적 입장들을 살펴보았다. 작품 해석과 관련된 문제

로는 올바른 해석적 기준 제시, 속성의 변화와 다양한 해석에 관한 설

명, 작품의 정체성 문제, 해석의 이상과 가치의 문제 등을 들 수 있으며, 

해석 이론은 이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이론적 입장들은 의미 결정 문제에 있어서 일원론과 다원론으로, 의미 

결정 근거에 관해 토대론적 이론과 비토대론적 이론으로, 또 속성 귀속

과 해석적 변화의 수용과 관련해 속성실재론과 구성주의/귀속주의 등의 

입장으로 대별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예비적 고찰을 통해 모범적인 해석 이론이 설명해야 할 문제들

을 조망할 수 있는데, 이 논문은 이에 대한 가장 적합한 이론으로서 마

골리스의 상대주의에 기반한 다원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건전한 해석적 

다원론은 우선 다양한 해석적 의미와 관행에서의 자연스러운 해석적 의

중에서 급진적 구성주의나 일원론과 결합된 극단적인 미적 가치 최대화 관점을 진지

하게 주장하는 이들은 드물다. 대부분의 구성주의자들은 거의가 온건한 입장이며, 

구성주의자들에게서나 그 반대자들에게서나 급진적 구성주의는 단지 이론적 가능성

으로서 주로 언급된다. 가치 최대화를 추구하는 해석을 선호하는 이들도 기원적 해

석이나 정확한 해석을 참고하거나 다양한 해석을 허용한다. 다만 IV장에서 살펴볼 

가설적 의도주의의 경우 기본적으로 토대론적이고 일원론적인 이상을 가지고 있지만 

해석자의 시공간적·문화적 좌표와 가치가 반영되므로 비토대론적인 성격도 일부 가

지고 있다. 가설적 의도주의를 비토대론적 일원론의 전형적인 예라고는 할 수 없지

만, 일원론이 비토대론적 측면과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예로서는 

의미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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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변화를 수용하면서도, 표준적인 해석의 합리적인 기준과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마골리스의 이론은 이론적인 합리성과 일

관성을 갖추고 있으며, 무엇보다 실제 관행을 가장 포괄적으로 적절하게 

설명한다는 장점을 가지는 이론이다. 마골리스의 입장은 비토대론적인 

프래그머티즘 해석 이론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구성주의적이고 귀

속주의적인 이론으로서 토대론적 해석적 일원론, 속성실재론적인 다원

론, 해석적 생산성과 자유를 옹호하는 다원론과는 다르다. 이러한 이론

적 입지는 영미권의 해석 이론들 가운데서는 다소 독특한 것으로서, 해

석 이론이 설명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 대다수의 다른 이론들과는 다른 

주장을 개진하고 있다. 문화적 속성의 변화와 강건한 상대주의로 특징지

어지는 마골리스의 이론은 이러한 특수함으로 인해 많은 비판과 논쟁을 

야기해 왔기도 하다. 이제 본격적으로 마골리스의 이론을 살펴보면서 유

망한 해석적 다원론으로서의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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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마골리스의 예술작품 존재론과 해석 이론

 이 장에서는 예술작품과 해석 문제에 관한 마골리스의 입장을 자세히 

살펴본다. 마골리스 해석 이론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강건한 상대주의

로서, 이것은 예술작품의 본성 및 마골리스의 철학에서 예술이 갖는 위

치, 세계에 대한 이해와도 맞물려 있는 주장이다. 먼저 마골리스의 철학

적 입장을 간략히 정리한 다음 예술작품에 대한 정의적 규정과 작품 해

석의 본질 및 마골리스 해석 이론의 특징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1. 마골리스의 철학적 입장 

 예술작품과 해석에 대한 마골리스의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 그의 철학적 

입장에서 주목할 핵심적인 것은 실재의 유동성과 역사성이라는 개념이

다. 이 절에서는 세계와 실재, 그것들의 인식에 대한 마골리스의 근본적

인 철학적 전제를 먼저 간략하게 언급한 후 이어서 예술작품과 같은 문

화적 개체의 위상, 역사성의 문제를 살펴보겠다. 

  1.1. 비토대론적 유동(flux)의 형이상학과 인식론

 마골리스의 해석 이론은 I장에서 언급되었던 바와 같이 비토대론적 프

래그머티즘에 기반하고 있다. 전통적인 토대론적 형이상학과 인식론에 

반하는 마골리스의 반본질주의적인 철학적 입장은 자연적, 문화적 영역

을 포함한 세계 전체의 인식 문제에 걸쳐 일관되며, 특히 인간이나 예술

과 같은 문화적 영역에 대해서는 주저없이 강력하게 주장된다. 

 먼저 세계와 실재에 관한 마골리스의 입장에서 비토대론적/반본질주의

적 성격을 뚜렷이 확인할 수 있다. 마골리스는 실재는 “유동성(flux)”

이라고 보는데, 그 의미는 “세계의 실재가 변화라고 말하는 것”67)이

67) WWA,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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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것은 고대 이래로 실재를 고정적인 불변자로 생각해 온 주류 서양 

철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생각으로서, 마골리스에게서 변화는 파르메니

데스가 말한 바와 같은 비실재가 아니며, 불변자의 개념에 의존하거나 

대비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마골리스는 고정불변의 실재에 대한 우리의 

관념, 즉 우리가 세계를 불변자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인간 공동체에서 

합의된 관행의 산물이라고 본다. 마골리스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는 변화

이자 유동성인 외재적 실재의 모습을 궁극적으로 투명하게 인식할 수 없

고, 우리가 인식하는 실재란 초월적 실재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인식에 따라 틀지워진 것으로서 우리의 인식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고정불변의 초월적 실재가 존재하고 인간의 정신은 보편적으로 

그 실재를 투명하게 인식할 수 있다는 아리스토텔레스 이래의 관점은 물

론, 물 자체라는 도달불가능한 실재의 세계에 대한 우리 인식의 구조 자

체는 보편타당한 것이라는 칸트적 입장 또한 부정하는 것이다. 마골리스

의 입장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 구조는 변화할 수 있다는 푸코, 쿤, 

프래그머티즘과 유사한 관점에 있는데, 그는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은 테

제로 정리하고 있다. 

“ 1. 실재는 인지적으로 불투명하여, 세계에 대한 모든 담화는 우

리의 개념적 틀에 의해 매개된다 

 2. 실재의 구조와 인간 사고의 구조는 불가분리적으로 공생68) 관

계로 되어 있고, 

 3, 사고는 역사를 가지며 역사화된다. 즉 사고와 세계에 대한 모

68) 마골리스가 여기서 ‘공생’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독립된 실제 세계와 우리가 경

험하고 아는 세계를 인식론적으로 분리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Margolis, J. 

Historied thought, constructed world : A Conceptual Primer for the Turn 
of the Millenium (이하 HTCW),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5,  p.57) 마골리스와 같은 구성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실재(reality) 혹

은 세계(world)는 투명한 인식에 의해 도달할 수 없는 것이다. 마골리스에게서

“세계는 하나의 텍스트”이며 해석되고 인식에 의해 구성된다.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세계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세계에 다름 아니고, 절대적인 객관

성이나 과학적 관념과 관련된 지칭체, 술어들, 진리값 등은 그 파악가능한 세계 안

에서 통용되는 것으로서 결국 인간의 지향적인 인공물이다. (Ibid., p.75, p.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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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가정된 고정성, 불변자들, 필연성, 보편성-예컨대 논리, 합

리성, 자연 법칙, 판단과 행위의 원칙들-은 각기 다른 인간 사

회들의 역사적 존재의 우연한 인공물이다. 

 4. 사고의 구조는 미리 형성되어 있고 자기 수정적이다. 탐구나 

실재와 관련하여 필연적이고 자명하게 보이는 것들은 이미 선

행된 문화화(enculturing) 과정에 의해 암묵적으로 형성된다.

 5. 인간 문화의 현상과 개체들은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constitute, construct), 어떤 [필연적인] 본성들(natures)도 

갖지 않으며 역사를 가지거나 혹은 역사이다.”69)

  이 테제들에서 우리는 마골리스의 실재 개념과 인식의 불가분적인 관

계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5번째 테제는 마골리스도 인정하듯이 가장 

급진적이고 논쟁적인 것이기도 한데, 그것은 마골리스에게서 초역사적 

개념과 안정성 자체도 인간 사고의 산물로서 역사적으로 우연적인 것이

기 때문이다.70) 우리가 자연 과학과 같은 영역에서 추구하고 사용하는 

개념적 구조조차도 사실은 실재에 대한 투명한 발견이 아니라 문화적으

로 생겨난 관념의 산물이라고 보는 마골리스의 생각은 다음과 같은 말에

서도 확인된다. “만일 실재가 불변한다면 지식에 대한 인간의 역량-과

학, 역사, 예술, 해석, 도덕, 정책, 종교, 교육-은 [불변자와 관련된] 절

대적인(supreme) 제한과 합치하는 제한에 의해 지배되고 인도되어야 

한다. 그러나 만일 실재가 내재적으로 유동적이라면, 아무리 그것이 탐

구, 행위, 창조성, 생산, 판단, 지배에 대해 고정적이라도, 인간 사고의 

우연성들만이 실재가 무엇일지, 세계를 이해하는 우리 자신의 능력이 무

엇일지, 그리고 구성적인 목적을 위해서 [실재와 인식 능력] 양자를 어

떻게 합리적으로 이용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실재인 것과 실재인 것으

로 해석되는 것 사이에는 어떤 원칙적인 구분선도 없다. 프로타고라스의 

금언 “인간이 척도이다”라는 것은, 인간은 그가 측정하는 유동성

(flux) 안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연구의 시작점이다.”71)

69) RI, pp.2~3. pp.7~8.
70) RI, p.16.



64

 실재에 대한 이러한 마골리스의 입장은 우리의 인식 행위의 총체적인 

성격을 다시 돌아보게끔 하는 것이다. 세계에 대한 인식의 투명성이 보

장되지 않고, 인식의 구조나 방식이 달라짐에 따라서 실재가 다르게 인

식될 수 있다면, 이 때의 인식은 세계의 이해가 아니라 해석에 가까운 

것이다. 니체 철학 이후 전통적 토대론이 약화되면서 절대적·객관적 진

리가 발견될 수 있고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실재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투명하게 인식할 수 있다는 믿음도 약해졌다. 토대론적 관점에서의 해석

은 객관적인 설명/사실에 대비되는 다양하고 애매한 의견들로 생각되었

으나, 이제 해석은 이전의 사실의 지위를 대신하여 세계 인식의 보편적 

형태로 여겨지게 되었다. 절대적인 단일한 진리가 사라진 세계에서는 세

계에 대한 독립적인 사실은 없기 때문에 해석은 세계를 단순히 기술하는 

것을 넘어 세계를 형성하고 창조한다. 그런데  해석은 그 자체가 관점적

인 관념으로서 다양한 맥락, 목적에 따라 서로 충돌하는 해석이 항상 가

능하고, 따라서 세계는 관점적인 다양한 해석들 속에서 파악되고 역동적

으로 변화·갈등하는 인간 문화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담론에 관한 마골리스의 정리 일부를 옮겨

오면 다음과 같은데, 이 정리에서는 마골리스의 예술 철학의 핵심들 또

한 확인할 수 있다.

 “(c) 변화하는 세계가 구성되고 식별가능한 구조를 선언

(manifest) 할 수 있다는 것, 

 (d) 경험하는 세계는 “종합”되었으나 “불투명”하게 인식되어 

더 이상 칸트적으로 선언적, 초월적으로 오성이 현상적 세계

의 이해가능한 구조에 공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필연

적이고 불변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라도 그러하다는 것

 (e) (d)의 견지에서 어떤 사물들은 특수한 인간 행위에 의해 만

들어지거나 보인다는 것

 (f) 모든 담론은 인간 행위자에 의해 “구성된” 가지적인 세계

71) Ibid., p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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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언급하는 것이고, 인간 행위자들 자신이 필연적인 불변자

들이 아니라 변화하는 문화의 인공물이라는 것,

(g) 담론은 결코 이러한 세계에 관한 진리 주장을 할 수 있는 개

념적 틀이 될 수 없고,  개념적 틀에 따라 상대적인 것으로서, 

진리 주장의 모든 지시 대상들을 고유하게 고정할 수는 없

다.”72)

  (c), (d)에서 마골리스는 그의 비토대론적인 입장을 형이상학적, 인식

론적인 측면에서도 일관되게 정리하여 보여주고 있다. 세계와 실재에 관

하여 말하고 있는 (c)는 불변하는 것으로 보이는 구조조차도 변화하는 

세계에 의해 구성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d)에서는 인식론적 불투명성

을 확인하고 있다. (e)에서는 문화적 개체와 같은 인간 행위의 산물은 

자연적 대상보다도 더더욱 인간의 인식적 조건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는 점을 말하고 있다. (f)는 보다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 마골리스는 인

간 자체를 문화적 산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보편적인 정신 능

력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마골리스는 인간이 특정한 문화와 역사 속에 

위치한 존재라는 점에 주목하고 따라서 인간의 인식과 행위는 그러한 문

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이해되어 한다고 강조한다. (g)에서 확인하듯, 마

골리스 이론의 상대주의와 역사성은 이러한 우리의 인식적 특징으로 인

해 요청되는 것이다. 

 1.2. 문화적 개체들의 역사성과 마골리스의 역사주의

 실재와 인식에 대한 이러한 입장으로 인해 마골리스에게 있어서 역사성

(historicity)의 문제는 단지 구체적인 역사적 배경이나 작품이 역사를 

가진다는 것이 아닌, 인식의 문제와 방법론의 문제이기도 하다. 마골리

스는 “역사성은 역사적 삶의 과정을 통해 역사화된 사고 구조의 집합적

인 변화이다”73)라고 하며, 또한 “사고는 내재적으로 역사화된 구조를 

72) Ibid., pp.8~9.
73) WWA,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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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며, 사고가 역사이다. 논쟁적인 타당성, 증거, 확언과 부당성 증명, 

진리와 지식, 합법화, 합리성 등의 규준은 추상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변형된 담론의 규정된 사용 내

에 있다”74)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어떤 대상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나 

진리 주장은 보편타당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 담론에 따라서 상대화된다

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대상의 식별과 재동일시, 개별화 문제에 있어서

도 초역사적인 보편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대상에 

대한 지식, 식별, 개별화는 변화하는 우리의 담론 속에서의 지칭의 문제

가 된다. 마골리스는 “우리의 지시체(denotata)의 개별화는, 과학에서

건 문학에서건 예술 비평에서건 개별화된 것들의 본성의 고정성에 전혀 

의존할 필요가 없다”75)고 말하며, “일반 술어를 새로운 예시들에 적

용하는 것의 객관적인 타당성을 확증할 수 있는 방법도, 특정 지시체에 

적용되는 일반적 술어들의 의사소통적 성공을 위한 알고리즘도 없

다”76)고 주장한다. 마골리스는 “술어와 지시체들의 객관적인 대응이 

어떤 고정되거나 불변하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무

런 패러독스를 야기하지 않으며 ..... 그 대응은 비평적 해석의 변화하는 

역사에 따라 역사적으로 변할 수 있다”77)고 말하고 있다.  

 예술작품과 같은 문화적 개체에 있어서는 술어와 속성의 합치 문제를 

이러한 반본질주의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 때 마골리스

가 말하는 역사성은 단지 예술작품이 역사를 가진다는 현상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러한 역사성을 고정된 본성과 대비되는 예술작품의 본질적 성

격으로서 주목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마골리스는 “논리적인 제한들을 

위반하지 않고 비평적 관행의 분명한 특징들과 합치된다면 예술작품을 

고정된 본성을 결여하는 것으로서 일관되게 해석하는 것이 완벽하게 가

능하다 .... 예술작품과 같은 문화적 개체들은 결정적인 속성들과 명확한 

경계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이 참이라는 확증은 없다”78)고 하면서 “인

74) WWA, p.7.
75) WWA. p.11.
76) WWA. pp.11~12.
77) WWA. pp.11~12.
78) WWA,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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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자아79)들처럼 예술작품은 역사로서 더 잘 생각된다. 그것은 개별

화된 개체, 주체로서 시간을 넘어서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지향적으로 구

조화된 이력들, 그래서 역사화된 해석들의 예측불허의 변화들의 결과로 

본성의 변화 및 상당한 다양성을 갖게 되는 것들이다”80)라고 말한다. 

 이와 같이 예술작품과 해석은 역사성을 가지며 변화가능하다는 것을 강

조하는 자신의 입장을 마골리스는 “역사주의(historicism)”라는 말로 

일컫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마골리스는 자신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요

약하고 있다. 

 “(1) 예술작품이나 역사적 사건들에 관한 적절한 해석을 도출하

는 문화적 자원들에 대한 선행적인 제한은 없다. (2) (1)과 합치

하는 해석들의 합의된 수용은 해석의 열려 있고 계속되는 관행들

에 속하며 특수한 예술작품들과 역사들의 이후의 해석들에 영향을 

준다. 또한 해당 사태의 역사적 과거와 해석적 과정 자체의 선행 

단계들에도 영향을 준다. (3) (1)~(2)와 합치하는 해석적이고 역

사적인 비평은 기억과 관심이 지지할 수 있는 만큼의 많은 다양하

79) 흥미롭게도 마골리스는 문화적 개체의 본성을 말하면서, 예술작품을 인간의 자아와 

같은 것으로서 설명한다. “문화화에 의해서 우리는 생물학적 종의 구성원 안에 구

현된 개별화된 자아로서, 인공적이고 집합적으로 정의된 (그리고 집합적으로 공유

된) 본성을 획득한다. 그 본성은 우리가 획득한 감수성을 순전하게 작동시킴을 통해 

변화할 힘에 종속되고 우리의 진화하는 세계의 역사적으로 우연적인 힘들에 의해 변

화한다” (WWA, p.127.) 또 마골리스는 예술작품이 이력을 가지는 것을 인간의 

삶에 비유한다. “삶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이후의 행위나 심지어 이

후의 행위 이론들에 비추어서, 그렇지 않으면 이전에 지나가버린 접근불가능한 의미

를 이전의 행위에 할당하는 것이 보통이다. 예컨대 이전에 사과를 훔친 일에 대한 

어거스틴의 인정을 인간 삶의 전체에 작용하는 천우신조적 중요성에 대한 어거스틴

의 설명에 비추어서 읽는 것이 옳은 방식이라는 것을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 <하

나님의 도성>의 궁극적인 주제에 합치하게. 과거의 의미는 우리 자신의 현재에 대한 

우리의 변화하는 이해로부터 (지속적으로 재정의되어) 특징적으로 투사된다. 자아와 

작품에 공통적인 것은 생물학이 아니라 지향성이다. 자아와 예술작품들은 물질적으

로 다른 방식으로 구현되어 있지만 구현된 것은 지향적인 구조이며 해석 아래서 유

사하게 영향을 받는 것은 그 구조들이다. 그래서 예술작품들이 사람들과 “유사하

다”고 말하는 데는 아무런 이상한 점이 없다.” (WWA, pp.135~136.)
80) WWA, p.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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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심지어 수렴하지 않는 해석들에 열려 있다. (4) (1)-(3)을 인

정하면 객관적인 해석은 선적이고 축적적이고 어떤 상정된 이상적

인 해석에 근접하는 것이어야 할 이유가 없다. 혹은 심지어 모든 

책임있는 해석들이 언급해야 할 해석의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역사

를 집결시키는 것이 가능해야 할 이유도 없다.”81)

 우선 (1), (2)에서 뚜렷이 확인되는 것은 역사적으로 새로운 해석들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것과 새로운 해석은 기존 해석이나 이력들에 구애받

을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불연속적이라는 것, 또한 새로운 해석은 새 패

러다임으로써 기존의 해석들을 재해석하도록 한다는 점이다.82) 그리고 

해당 작품에 대한 전체 역사를 모두 알아야만 새로운 해석이 가능한 것

도 아니며, 불연속적인 새 해석이 해당 작품 해석의 이력으로 편입되는 

것도 가능하다. 예컨대 맑시즘과 프로이트적인 관점이 기존의 관점에 대

해 새로운 해석을 내 놓을 때, 이러한 해석들은 시간초월적이고 기존의 

해석들에 대해 불연속적이다. 그러나 마골리스는 이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마골리스는 “새로운 해석들의 주제는 자연스럽게 우

리의 변화해가는 에토스에 속한다. 더욱이 그 해석들의 힘은 대안적인 

해석들에 쉽사리 연합되지 않고 화해되지도 않는다. 그것들은 개성 강한 

독립적인 성질을 가지며 전문가의 독해로서 간주되기는 어렵다. 책임있

는 해석은 어느 정도 한 작품의 해석의 이전의 역사를 참조해야 하지만, 

단순히 그 역사에 연속적으로 근거하여 만들려고 하거나 그 전체의 역사

를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83) 또한 “해당 작품의 해석에 대한 전체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고서 해석적 전통 내에서 그럴듯하게 적절한 자원

81) WWA, p.85.
82) WWA, p.93. “우리는 어떤 단일한 문장, 사고 혹은 지향적인 구조도 그것을 그 

안에서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삶의 형식”인 “세계”와 별개로 분리한 채로 이해

할 수 없다. 그 세계는 그 자체가 더 다양해지는 변화의 가능성들에 열려 있는데, 

그 변화의 가능성들은 일단 분명해지면 그것들이 기억되고 연루된 수많은 역사의 맥

락들을 개입시킨다. 변화의 가능성들은 그 맥락들 속에서 해석적 영향력을 획득하고 

잃는다. - 따라서 역사의 맥락들은 과거 역사에 속해 있는 다른 것들을 우리가 파

악하는 데 영향을 준다.”
83) WWA, p.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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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집합시키는 독해를 제공하는 것이 비평적 관행에서 완벽하게 가능

하다.”84)고 말하고 있다.

 (3), (4)가 의미하는 바는 보다 급진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3)에서 

“기억과 관심이 지지할 수 있는 만큼”의 새로운 해석에 대해 열려 있

다는 것에서, 끊임없는 역사의 흐름과 새로운 해석의 수용가능성에 대한 

마골리스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고, 새로운 해석들이 인간의 기억이 허

락하는 한 기존의 해석에 축적된 채로 지속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해석의 수용과 계속되는 변화 속에서 기존의 해석

의 지위라든지, 새로운 해석과의 관계나 어떤 해석이 우선성을 점한다든

지 하는 언급이 없다. 작품의 의미를 확정하고자 하는 대다수의 해석 이

론이 추구하는 단일하게 수렴하는 해석이나, 기원적인 해석의 우선성, 

표준적 해석과 부가적인 해석이라는 개념과 같은 것을 마골리스의 주장

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기존의 해석이 새로운 해석에 대해 우선

적인 지위를 갖는 것도 아니며, 어떤 상정된 이상적인 해석이 규정되어 

있지도 않고, 작품의 창발 이후 계속되는 해석의 이력과 역사가 있을 뿐

이다. 또한 어떤 해석이 작품에 대한 타당한 해석으로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사회에서 합의하에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해석에 

대한 언급이 있을 뿐이다. 

 여기서 해석에 대한 마골리스의 역사주의는 역사 자체에 대한 비목적론

적인 관점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뚜렷한 기준적인 해

석이나 추구되는 해석의 목적이 없다는 것은 역사와 역사성에 대한 반본

질주의적인 관점과 일관된다. 마골리스가 역사를 목적론적인 것으로 보

지 않는다는 것은 다음의 말에 드러난다. “인간 삶 전체를 지배하는 초

시간적인 확실한 진실들에 전적으로 의탁하지 않는 복잡한 사회에서는, 

우리의 역사를 모두 한데 묶기 위해 하나의 포괄적이고, 총체적이고, 연

속적인, 진화하는 해석적 맥락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할 이유가 우리에게

는 없다.”85) 또한 마골리스는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삶의 형식” 개

념을 인용하면서 삶의 형식과 문화적 전통은 불연속적이라고 주장한다. 

84) WWA, pp.83~84.
85) WWA. 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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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적이라기보다는 합의적인 방식, 그리고 해석적인 수단에 의해서가 

아니고는 인간 삶과 인간의 관계들의 의미와 구조 혹은 역사와 예술의 

의미를 고정하는 어떤 분명한 방법도 없다. 나는 이것이 삶의 형식과 언

어 게임을 인간 삶의 형태 속에서 말할 때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의 일

부라고 간주한다.”86) 

 비목적론적/불연속적인 역사 관념에 기반하여 마골리스는 예술작품과 

같은 문화적 개체는 역사성을 가지고 고정된 본성을 규정할 수 없다고 

보며, 이것은 작품 의미의 기준이 되는 고정된 지향적 속성을 귀속시킬 

수 있는 특정 역사적 시점이 없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마

골리스의 역사주의에서 해석 대상의 역사성은 의미의 수렴이 아닌 끊임

없는 변화를 강조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제 다음 절에서는 본격

적으로 마골리스의 예술작품 개념을 살펴보겠다. 

 

 2. 마골리스의 예술작품 존재론

  2.1. 예술작품 존재론

 마골리스는 예술작품은 “물리적으로 구현되고(embodied) 문화적으로 

창발된(emergent) 개체”87)로 규정한다88). 이러한 정의를 통해 마골

리스가 주목하고자 하는 예술작품의 특징을 보다 상세하게 요약한다면 

86) WWA. p.121.
87) J. Margolis, 'Works of Art as Physically embodied and Culturally Emergent 

Entities', British Journal of Aesthetics (이하 BJA) 14:3, 1974, p.187. 
88) 예술작품에 대한 마골리스의 이러한 정의는 이미 널리 알려지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정의는 본질주의적인 관점에서 예술작품이란 종에 대한 기술이라

기보다는, 오늘날 예술작품에 대한 우리의 관념, 합의되고 통용되는 규정에 가까운 

것이다. 마골리스는 이 정의가 “예술에 관한 필연적, 본질주의적, 불변적인 주장을 

내던지고 자유롭게 관련 문제들과 핵심적 예시들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데 사용하

는 것”이며 “오늘날 예술의 가장 중요한 이론들의 적합성을 대변하고 검증하기 위

한 예비적인 것으로서, 예술의 가장 파악하기 어려운 특성들을 특징화하려는 것”이

라고 말하고 있다. (WWA, p.71.)



71

다음과 같다. 

 예술작품은 물리적인 재료를 바탕으로 인간들의 문화적인 행위에 의해 

만들어지며, 완성된 작품이 가지는 재현, 표현, 상징 등의 의미는 물리적 

속성이나 창작자의 행위, 의도와도 별개로 그 개체 자체가 가지는 새롭

게 창발된 속성들이다. 이러한 속성들은 인간의 문화적 규범과 행위와 

관련되어 물리적 재료 속에 구현된 것이며, 이 개체를 단순한 물리적 작

품이 아닌 예술작품으로서 해석할 때 귀속되는 성질이다. 따라서 예술작

품과 같은 개체는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성격을 띠게 되며, 문화와 역사, 

해석의 맥락은 다양하게 변화한다. 이에 따라 문화적 개체는 다양한 해

석이 가능하고 그 해석과 관련된 속성들의 변화를 겪을 수 있다. 예술작

품은 단일한 속성 집합을 가지지 않으며, 그 속성들이 비결정적인 지향

적 대상이고, 마골리스는 이 속성들은 고정될 수 없지만 실재하는 것으

로 간주한다.

 마골리스의 이러한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술작품이 ‘문화적

으로 창발’되었다는 것이다. 작품은 창발되면서 이전에는 갖지 않았던 

비환원적인 속성을 새롭게 귀속받게 되는데,  이것이 예술작품의 정체성

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문화적 속성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화

적 속성이 물리적인 속성들과 연합한다는 ‘물리적 구현’ 논제와, 이 

문화적 속성이 존재론적으로 복잡한 특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 문화적 

속성은 작품에 본질적이고 실재적인 것이지만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

며 해석에 의해 결정가능한 것이다. 즉 이것은 해석에 따라서 변화가능

하다는 말이 되고, 변화가능한 속성이 본질적인 속성이므로 작품 정체성

의 문제, 즉 예술작품은 어떠한 개체인가라는 관련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마골리스의 예술작품 존재론은 예술작품과 해석에 관한 대다수

의 다른 이론들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이질적이고 독특하다고 할 수 있으

며, 특히 안정적인 작품 정체성, 속성실재론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볼 때 

비판의 여지가 큰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통적인 관점에서 벗어나는 

이러한 존재론을 마골리스가 주장하는 것은 바로 예술작품의 핵심적인 

본질인 문화적 속성의 성격 때문이며 또한 예술작품과 그것을 창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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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행위에 대한 마골리스의 철학적 입장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우선 

마골리스 이론에서 핵심이 되는 문화적 속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다.

  2.2. 작품의 창발과 지향적 속성

 마골리스는 단순한 물리적 개체에는 없고 문화적 개체만이 가지는 문화

적 속성들을 “지향적(Intentional)” 속성89)이라고 일컫는다. 마골리스

는 “ “지향적”이라는 용어로 나는 “문화적”임을 의미한다. 이것은 

특수한 역사적 사회의 집합적 경험과 합치하여 의미, 또는 의미있는 기호

학적인 구조를 요하는 무엇을 지시하는 것이다. 예컨대 회화와 음악에서

의 ‘바로크적’과 같은 양식적인 속성을 들 수 있다. 그래서 “지향적

(Intentional)”인 것은 “지향적(intentional)”인 것과 의미 혹은 의미

있는 구조에 대한 “내포적인(intensional)”(비외연적인) 취급 모두를 

포함한다”90)고 말하고 있다. 

 마골리스는 조각이나 회화의 표현적이고 재현적인 속성들은 “내재적으

로 해석가능한(intrinsically interpretable) 속성, 즉 본성적으로 해석 

작용에 관계하고 해석을 요구하는 속성”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지향적 

89) J. Margolis, ' "One and Only One Correct Interpretation" ', pp.28~29. 이것은 

심리철학, 언어철학에서의 지향적(intentional)인 것과 완전히 동일한 의미는 아니

다. 마골리스에게서 ‘지향적(Intentional)’이라는 것은, 문화적인 현상들을 특징적

으로 명시하여 말할 때 의식의 대상에 대한 명제적 태도를 표시하는 지향적

(intentional)이라는 심적 의미와, 내포적(intensional)이라는 언어적 의미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한다. 마골리스의 지향적(Intentional) 속성은 충분히 실재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내재적으로 해석가능한 속성들이다. (J. Margolis, 'Reinterpreting 

Interpretation', pp.13~14. 참고) “ “지향성”은 여기서는 예술의 용어인데, 나

는 대문자 I를 사용하여 지칭한다. 나는 이 용어를 술어적으로 사용하여 문화적 세

계에 국한된 고유류의 속성들, 즉 사회적 삶의 집합적이고 내재적으로 해석가능한 

특징들을 지시한다 .... 나는 그 용어를 브렌타노와 후설의 이론에서의 지향성이라는 

본질적으로 유아론적이고, 비역사적이고 비문화적인 형태의 용어와 동일하게 생각하

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지향성”을 여전히 그들이 의도했던 사용을 위해서도 가

능한 방식으로 적용하지만 다만 문화화된 조건들(신생아 시절에 모국어를 습득하는 

조건, 그리고 주위 사회의 관행을 파악하는 것) 아래에서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다. ”(WWA, pp.55~56.) 
90) WWA, p.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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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들은 예술작품이나 역사적 사건과 같은 대상의 어떤 표현적, 재현

적, 상징적, 기호학적, 유형적, 전통적, 역사적, 장르-특징적, 언어학적, 

목적적인 특징들과 관련되므로, 이것은 문화적인 기원을 가지는 속성이

며, 인간이 만든 인공물이 가지는 속성이고 예술가나 행위자의 노동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해석을 요구하는 속성이다. 이에 비해 단순

한 물리적 속성들은 비지향적인(non-Intentional) 속성이다. 이렇듯 문

화적으로 창발된 개체는 비지향적인 속성만을 가지는 자연종 개체와는 

다르며 물리적 속성(비지향적 속성)과 창발적인 해석적인 속성(지향적 

속성)을 혼성적으로 가진다. 

 이 때 예술작품의 지향적 속성과 비지향적 속성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

이 물리적 구현 논제이다. 마골리스는 “문화적 개체들은 역사들이고, 

지향적 이력들로서 물리적, 생물학적, 전자적 혹은 다른 인공적 대상들

이나 사태 속에 불가분리적으로 구현되어 있다”91)고 말한다. 마골리스

가 여기서 “구현된”이란 말로써 의미하는 것은 문화적인 속성은 물리

적인 속성 안에 복잡하게 얽히고 연합되어 예술작품이란 개체에 귀속된

다는 것이다.92) 즉 물리적 속성은 작품에 대한 객관적 기술의 일부를 

구성하며, 속성 귀속의 타당성 판단 과정에서 참조할 수 있는 어떤 고정

적인 속성들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물리적 속성으로 파악되는 것도 모든 

해석에 공통되지 않고 지향적인 측면과 결합될 수 있으며 작품의 외연 

결정에 상대적인 영향을 준다. 예컨대 술어 “빨강”은 지향적인 의미가 

부과됨에 따라 수많은 빨강 중 특정한 빨강이 될 수 있다. 술어 “빨

강”에 지향적인 내포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외연의 범위는 

더 세밀하게 좁혀질 수 있다. 즉 지향적 속성의 물리적 구현 논제가 함

의하는 것은 예술작품은 물리적 속성만으로 성립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91) WWA, p.98.
92) WWA, p.98. 마골리스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1) 지향적이고 비지향적인 속성

들은 연합하여 이러한 개체들에 귀속될 수 있다. (2) 지향적인 속성들은 비지향적인 

속성들 안에 복잡하게 포함되어 “육화”된다. (3) 이러한 개체들과 속성들은 인간 

삶의 문화적 공간 안에서 고유류적 방식으로 창발된다. (4) 이러한 개체들과 속성들

은 내재적으로 그 자체로 해석가능한 것이다.” 여기서 지향적 속성은 문화적 속성, 

비지향적 속성은 물리적 속성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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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그리고 문화적 속성이 창발됨으로써 비로소 어떤 물리적 대상이 예

술작품으로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마골리스에게서 지향적 

속성은 예술작품을 예술작품이게 하는 본질적인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마골리스는 이러한 지향적 속성들을 실재적이면서 식별가능한 속성으로 

보고 있다. 마골리스는 “지향적 속성들은 발화, 예술적 창조와 같은 다

양한 형태의 문화적 행위의 결과로서 어떤 구조들 혹은 의미있는 구조들

에 할당가능한 의미들을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적절한 소양을 갖춘 사

람이라면 이들 속성들을 식별하고 객관적으로 해석할 것이다...그것은 진

정 물리적 본성만큼이나 실재적이고 실재로서 내가 지향적인 것으로서 

포괄하는 고유류적인 속성들로서 표식된다”93)고 말하고 있다. 지향적 

속성은 한 사회 안에서 문화적인 행위자들에 의해 예술작품에 물리적으

로 구현되고 나면 작품 안에 실재하며 해당 문화권의 구성원들은 그 속

성을 객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지향적 속성은 문화적 속성으로서 작품에 본질적이고 실재적이

며, 식별가능하고 객관적으로 해석 가능한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데 문제는 이렇게 지향적인 속성이 예술작품에 본질적이라고 할 때, 마

골리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고정불변의 속성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는 것이다. 마골리스에게서 지향적 속성은 “문화적인 공간 안에서 창발

되며, 따라서 본질적으로 해석을 요청하는 속성”94)이며, “지향적 속성

들은 해석적인 근거에 의해 결정가능하지만 선행적으로 결정되어 있지는 

않다”95)는 그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러한 본질적인 속성이 고정

, 불변적, 결정된(determinate) 것이 아니라 결정가능(determinable), 

즉 변화가능하다는 것이다. 마골리스에게서 지향적인 속성들은 고정불변

의 보편자들이거나 속성으로 단정가능한 것들(predicables)이 아니며, 

오직 비형식적으로 술어적으로만 귀속된다. 그는 “지향적인 것들은 문

화적 역사의 산물이고 역사적 변화에 종속되어 있다 .... 지향적인 속성

은 역사화된 해석의 결과로서 변화가능하기에, 그 귀속은 우리가 역사적

93) WWA, pp.55~56.
94) WWA, p.98.
95) WWA,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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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특정지워진 것들의 “본성”으로서 이해해야 하는 것에 영향을 준

다”96)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패러독스처럼 보이는 문제가 발생한다. 어떠한 속성이 본질적인 

속성이면서 작품에 귀속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의

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본질적인 속성은 한 작품을 그 작품이도록 만드

는 것이라면 그 속성을 가지지 않게 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작품 정체성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게 된다. 이것은 예술작품이

라는 개체의 수적 동일성, 작품 정체성의 문제와 관련된다. 그리고 지향

적 속성을 귀속시킨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 즉 해석 행위가 무엇인가의 

문제와도 관련된다. 여기서는 먼저 본질적 속성이 변화가능하다고 주장

하는 마골리스에게서 작품이라는 개체가 어떻게 설명되는지를 살펴보겠

다. 

  2.3. 작품 정체성의 문제 - 지칭적 단일성

 마골리스는 작품의 동일성과 개별화 문제는 우선 그 작품에 대한 속성

들을 귀속시킬 수 있는 지시체의 문제로 간주한다. 앞서 보았듯 예술작

품은 문화적 속성의 물리적 구현이고 문화적 속성은 본질적인 것이었다. 

덧붙여 이 ‘물리적’ 구현이라고 할 때, 문학, 연행 예술의 경우에는 

유형-징표(type-token)의 모델을 유용한 것으로 인정한다. 추상적 보

편자인 유형은 그것이 구체화된 개별자들인 징표를 묶어줄 수 있는 것이

다. 예컨대 우리가 말하는 문학작품 <햄릿>은 유형으로서, 그것의 징표

라고 할 수 있는 셰익스피어 이래의 <햄릿>의 모든 판본들과 번역본들, 

<햄릿>의 모든 공연들을 수렴시킬 수 있는 개체로 생각된다. 이 때 유형

인 예술 작품은 단순히 물리적 개체로 드러난 징표와 동일시될 수 없는

데, 그것은 물리적 개체가 갖지 않는 미적 속성과 가치, 관계적 속성을 

갖기 때문이다. 문학작품 <햄릿>은 그것의 징표들인 수많은 <햄릿> 공

연이나 특정 언어의 물리적 판본들에 필연적으로 귀속시킬 수 없는 역사

96) WWA, p.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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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가치 평가, 문화권을 넘나드는 보편적 공감대 등의 미적 속성을 갖

는다. 마골리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문학적 텍스트를 지시적인 구

성물, 최소한 특정한 일련의 문장들을 연합시키기 위해 합당하게 개별화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 그러나 예술작품의 개별화와 정체

성은 그것들이 의존하는 자연적 개체나 언어적 개체들의 개별화와 정체

성과는 같지 않다. 예컨대 만일 한 블록의 대리석은 아무리 깎여도 지향

적 속성들을 결여하지만, 대리석과 연합한 미켈란젤로의 <모세>와 같은 

조각은 내재적으로 지향적인 속성들을 가지고, 그 때 그냥 깎인 대리석

과 <모세>, 이 두 개의 지시체는 수적으로 같을 수가 없다”97)는 마골

리스의 말에서는 속성들, 의미들을 귀속시키기 위한 지시체의 필요성, 

지향적 속성의 본질적인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유념할 것은 마골리스에게서는 이 지향적 속성이 본질적

인 것이라고 해서, 예술작품이란 개체를 구성하는 고정 속성인 것은 아

니라는 점이다. 즉 마골리스에게서 예술작품은 고정된 본질적인 속성의 

닫힌 집합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다. 마골리스에게서 지향적 속성은 술

어 보편자가 아니라 특정한 문화적 속성을 작품 속의 근거에 기반해 할

당하는 것이다. 예컨대 오리-토끼의 양의적 이미지를 오리로 볼 때 오

리의 부리로 볼 수 있는 직선 이미지에 오리의 부리라는 지향적 속성을 

할당하고 해당 그림이 오리의 그림이 되기 위한 본질적 속성으로서 합치

시키는 것이다. 이 때 특정한 선과 면을 오리의 부리로 보는 것은 해석

자의 관념이 개입된 지향적 속성이다. 이렇게 지향적 속성은 우리가 본

질로 간주하는 것과 합치(adequation) 관계이다.98)

 지향적 속성이 가변적이기 때문에 마골리스는 “동일성(identity)”이

라는 단어 대신 “단일성(unicity)”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마골리스

는 “해석적인 담화에서 “단일성”으로써 나는 단순히 예술작품이나 문

화적 개체의 종합적 이력(integral career)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비록 

97) WWA. p.89.
98) 여기서 “합치”란 말로 마골리스가 의미하는 것은 “어떤 지시적 외연의 가정된 

“본성”과, 객관적으로 그것들에 우리가 귀속시키는 속성들 간의 개념적인 일치”

이다. J. Margolis, ' "One and Only One Correct Interpretation" ',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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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본성이 변해도 우리가 이러한 지시체들에게 상대적으로 고정된 

수나 본성을 할당할 수 있기 위해서이다”99)라고 하여 동일성 대신에 

단일성의 개념을 도입하며, “텍스트에 대해 부과해야 할 제한은 단일성 

뿐, 동일성이 아니다. 수적으로 개별화되고 재동일시 되어야 하지만 이

것은 내적인 본성과 관계없다”100)고 말한다. 마골리스는 작품을 우리

가 “지칭적으로 고정”하고 개별화하는 문제는 그것이 고정된 본성을 

가지는지와는 별개의 문제로 보며, 본질주의에서처럼 본성을 우선시하여 

본성이 작품 정체성을 결정한다고 보지 않는다. 본질주의에서의 동일성

은 속성이 작품의 정체성을 본질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을 함의하며 논리

적 엄격성을 가지지만, 단일성은 단지 해석과 비평을 적절하게 같은 작

품으로 간주하는 개체에 귀속시키는 문제가 된다. 마골리스는 지칭의 차

원에서 작품 개체의 테두리가 유지되는 것을 우선시하고 지향적 속성의 

변화를 허용하는 것이다.

  결국 마골리스가 생각하는 작품 정체성의 문제는 결국 해석과 비평적 

담화를 통한 공통의 의미 있는 대상을 안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마골리스의 관점에서는 관행에서 필요로 하고 실

제로 확인되는 동일성은 지시적 동일성이지, 본질이나 속성에 기반한 실

체적 동일성이 아니다.101) 마골리스는 작품의 개체성을 약화시키더라도 

99) WWA, p.90.
100) RI. p.26.
101) R. Shusterman, Pragmatist Aesthetics, p.94. 마골리스가 생각하는 작품의 동

일성 개념의 이해를 위해 슈스터만의 다음과 같은 말을 참고할 수 있다. “지칭적 

동일성에 관한 동의는 정체성 확인과 관련된 최소한의 기술들에 의해 보증될 수 

있다...우리는 해석되는 대상 안에서(in) 변화하는 것과 해석되는 대상의(of) 변화

를 구별할 수 있다 .... 비록 우리가 그것이 실재론적으로(really) 동일한 작품인지

를 결정할 수는 없을 지라도”. 여기서 마골리스에게서 작품의 기술에 해당하는 부

분들이 있으므로 충분한 수의 기술이 있다면 지칭적 동일성을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슈스터만의 이러한 관점은 대부분의 구성주의자들과 최근 프래그머티즘 해석 

이론에서 지지되는 견해이기도 하다. 슈스터만은 이러한 동일성의 개념이 실재론자

들이 지지하는 동일성의 개념과는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한편 스테커는 

마골리스의 기술이나 슈스터만의 최소한의 기술적 속성에 대한 언급이 실재론자들

이 말하는 바와 같은 작품의 본질적 속성에 대한 언급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마

골리스가 이론적으로 속성의 변화 가능성이 열어 놓았다고 해서 실제로 모든 속성

이 급격히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이론적 주장은 별개의 문제이다. 스테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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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적 속성의 가변성을 더 핵심적인 것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은 실재의 유동성과 인간 사고의 구성을 강조하는 마골

리스의 반본질주의 이론에서의 문화적 개체의 위상을 특징짓는 것이기도 

하다.

 

  2.4. 해석 대상에 관한 구성주의 

 앞서 언급했듯 마골리스의 해석 이론은 지향적 속성의 가변성을 인정하

여 다양한 해석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구성주의적(constructive)이고, 해

석이 속성 귀속을 통해 해석 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귀

속주의적(imputational)인 성격을 갖는다. 마골리스는 해석을 기교

(virtuosity)나 연행과 같은 것에 비유하면서 해석적 부과는 작품의 비

결정적인 의미를 채워넣는 작업으로 생각한다. 이 때 작품에 귀속시키는 

속성들은 내재적으로 작품의 일부가 된다는 점에서 해석과 해석 대상은 

전체론적인 견지에서 설명된다.102) 

 여기서 주목할 것은 구성주의에서 해석 대상의 위상이다. 구성주의자들

에게는 문화적 개체들은 그것들이 가진 해석적 속성의 집합으로서, 해석

이 해석 대상을 구성하기에 해석에 독립적인 해석 대상은 없다.103) 즉 

어떤 것이 해석 대상으로서 간주된다는 것은 해당 해석이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 하나의 해석을 다른 해석에 우선하여 받아들일지 여부

는, 자율적이고 실행독립적인 해석의 대상과 해석이 합치하는지의 문제

가 아니라, 그 해석 아래에서 그렇게 해석되는 해석 대상과 해석 간의 

말은 구성주의적 입장에서도 상당히 고정적이고 안정적이어서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속성들에 의해 지칭적인 동일성이 건전함을 담보한다는 것으로 이

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102) M. Krausz, Rightness and Reasons, p.67.
103) 그렇다고 해서 어떤 특수한 해석이 완전히 해석 대상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은 아

니다. 급진적인 귀속주의는 그렇게 주장하겠지만, 온건한 귀속주의는 해당 해석 대

상은 다소 복잡한 역사와 더불어 해석의 공간 안에서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온

건한 귀속주의적 해석이 급진적이거나 반직관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것은, 마

골리스의 구현 논제에서처럼 해석 대상의 질료적 특징들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여

기서 논의하는 것은 온건한 귀속주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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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치의 문제이다. 즉 해석 대상은 해석에 의해 귀속된 속성을 가진 그 

대상이므로, 해석과 대상은 한 꾸러미라고 할 수 있다.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작품의 의미 구성 과정은 따라서 다음과 같이 설

명된다. 마골리스는 작품이 인간의 사고의 대상이며 문화적이고 지향적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해석을 요청하는 개체라고 하였다. 그

러나 지향적 대상인 작품이 이후의 해석들에 의해 창조된다는 것은 아니

다. 여기서 작품과 작품의 의미를 구성하는 해석의 행위를 작가에 의한 

작품의 실제 창조의 시점과 이후의 해석자들의 시점에서 각각 정리할 수 

있다. 작품 창조 당시의 맥락에서 작가가 그 작품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

는 의미가 있고 그 의미를 구현하는 과정은 최초의 해석이 된다. 발견된 

오브제나 실제 사물의 예술작품으로의 변용에 대해 말하면서 단토가 지

적하듯이, 작품은 결과적으로 작가에 의해 대상에 해석이 부여됨으로써 

창조된다. 이 때 작가의 해석은 작품의 감상의 맥락과 작품이 속하는 장

르에 대한 유적(generic)인 해석, 즉 대상이 어떤 종류의 사물로서 어떤 

범주에 속할 것인가에 대한 해석은 물론, 작품의 세부적인 의미에 대한 

실제적인 의미결정적 해석을 모두 포함한다.104) 해석자는 작가가 염두

에 둔 당대의 감상자들일 수도 있고 다른 시공간적 맥락과 문화적 공동

체 안에 속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작품의 기원, 맥락에 대한 정보 및 자

신이 속한 예술적 관습 속에서 때로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속한 맥락의 

영향을 받으면서 작품의 의미를 해석한다. 이 때 해석자의 관점이 작품

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어떤 미적 속성은 해

석자의 감상과 관련된 관계적 속성이기도 하다. 이러한 지향적인 속성들

은 기원의 맥락에서는 전혀 의도되지 않았거나 작품 속에서 이전까지는 

발견되지 않은 것일 수 있다. 햄릿의 행동을 정신분석학적으로 해석한다

거나, 레오나르도의 <성안나와 성모자>에서 숨겨진 독수리 형상 및 그것

과 관련된 문화적 관념을 해석에서 고려하는 것은 해석자에 의해 의미가 

구성되는 경우이다.

 이렇게 구성주의적이고 귀속적인 해석의 경우는 결국 해석의 타당성과 

104) P. Lamarque, "Objects of interpretation." pp.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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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거짓을 독립적인 해석 대상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대

신 부과에 따른 다양한 해석들의 가능성이 강조된다. 예를 들어, 고흐의 

<감자를 먹는 사람들>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귀속주의적인 해석이 있을 

수 있다.105) 형식주의적 해석, 심리학적 해석, 맑시즘적 해석, 페미니즘

적 비평 등은 서로 수렴하지 않는 해석이고 각 해석은 같은 작품 속의 

각기 다른 특징들에 현저성(salience)을 부여한다. 각 해석은 텍스트에 

의해서는 불충분하게밖에 결정되지 않고, 그 텍스트는 모든 해석들과 일

관된다. 부과적 해석들은 텍스트와 일관되면서, 텍스트에 의미를 부과하

고, 따라서 해석 대상을 부분적으로 구성한다.106) 더욱이 마골리스는 때

로 서로 모순되거나 갈등하는 속성들도 한 작품에 귀속될 수 있다고 본

다. 

105) 이 때 동일성은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물리적 속성이 견고한 토대가 될 수 

있는 조형 예술작품의 경우여서이기도 하겠지만, 지칭적 동일성을 확보하는 데 있

어서는 사실상 작품 의미에 속하는 속성만이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예컨대 이 회화의 진위를 가리는 데 있어서 캔버스 뒷면의 사인이나 얼룩 

같은 것이 결정적인 기능을 할 수도 있다. 물론 이것은 작품 의미에 속하지 않는 

것이다. 
106) M. Krausz, Rightness and Reasons, 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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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마골리스의 해석 이론 

  3.1. 예술작품의 해석

 해석 작업은 우선 예술작품이라는 대상을 개별적으로 정확히 인지하고 

그 안에 있는 의미를 밝혀내는 작업이다. 마골리스의 예술작품 존재론에

서 지향적 속성은 예술작품의 본질적 속성이고 작품을 작품이도록 하는 

것이면서 식별가능한 속성으로 주장되었다. 그렇다면 해석은 그러한 지

향적 속성들에 인식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관한 마골리

스의 생각은 다음의 말에서 드러난다. “무엇을 예술작품으로 식별하는 

것은 지향적으로 자격이 부여된 지시체를 구별하는 것으로서 어떤 집합

의 물리적 요소들을 구성하는 것이고, 그 지시체를 해석하는 것은 그 지

향적인 구조를 정확히 명시하는 것이다. 전자는 개인이 공유하는 집단적 

문화의 해석적 작업으로, 그것에 의해 문화적 세계의 실재가 유지된다. 

후자는 개별적 탐구자들의 작업으로, 그 탐구자들은 그렇게 구성된 지향

적 개체들의 의미에 관한 해석적 주장을 과감히 개진한다.”107) 즉 마

골리스에게 있어서 해석의 본질은 작품의 식별과 지향적 속성의 명시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해석자는 어떤 물리적 대상에 지향적 속성을 귀속

시킴으로써 그 대상을 예술작품으로서 식별하고, 작품의 의미 해석은 그

러한 지향적 속성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속성에 관해 마골리스는 본질주의적인 입장보다는 지칭과 술어 귀속의 

문제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향적 속성과 작품 의미 해석의 

관계는 엄밀히 말해 “발견”이나 “기술”이 아니라 “합치”의 문제임

을 앞에서 보았다.108) 예컨대 작품 <피에타>는 실제로 피에타를 재현하

는데, 그 재현적 특징과 관계되는 지향적 속성은 해석을 통해 귀속된 것

이지만 작품 안에 실재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객관적인 해석이란 그러한 

실재하는 속성을 올바르게 언급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향적 속성은 작품

107) WWA, p.99.
108) 이 장 2.3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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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불변의 본질은 아니지만 작품의 의미의 근거로서 인정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골리스에게서 지향적 속성이 작품 속의 물리적 

속성 속에 구현된다고 할 때, 같은 물리적 속성에 다른 지향적 속성들이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그림 속 소녀의 붉은 뺨이 “수줍어 

홍조를 띤 붉은 뺨”, 또는 “열에 들뜬 붉은 뺨”이 될 수도 있고, 테

르보르흐의 그림 <아버지의 훈계>에서 돌아선 여인과 바로 앞에 앉은 

남자가 부녀지간으로도 해석되고 매춘부와 고객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것은 동일한 물리적 속성에 서로 다른 지향적 속성이 구현되었기 때문이

다. 이러한 지향적 속성들에서는, 물리적 속성과 결합될 수 있는 잠재적 

속성들 중 어떤 것이 해석에 의해 작품의 속성으로 결정되는지가 중요한 

것처럼 보인다. 작품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이 가능하고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지향적 속성의 후보는 많다. 마골리스에게서 해석적 속성

은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결정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지향적 속성

은 작품 속에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잠재적 후보들 중에서 

특정한 것들을 해석자들이 선택하고 작품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처럼 

보인다. 

 마골리스는 이러한 지향적 속성들의 귀속은 해석자의 선택과 판단에 따

라 결정된다는 점을 인정한다. “한 작품의 “본성”은 우리가 복합적으

로 그 작품에 연합시키고자 판단하는 것을 포함한다. 예컨대 한 회화 내

에서 어떤 물감이 칠해진 캔버스, 프레스코 안에서 칠해진 시멘트 띠, 

렘브란트의 손상된 <야경> 혹은 레오나르도의 <최후의 만찬>의 거의 전

적으로 대체된 표면들, 축약된 <햄릿> 혹은 현대 악기로 편곡된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등 작품의 해석가능한 구조는 그 “본성”으로 

간주된다.”109) 

 따라서 마골리스에게서 해석은 작품 안의 지향적 속성을 인지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지향적 속성을 선택하고 결정하여 귀속시켜서 작품을 구

성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이러한 지향적 속성의 선택과 결정이 각기 다

른 해석들을 낳게 되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러한 속성

109) WWA, p.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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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택이 전혀 새로운 관점에 의거할 수도 있고 과거의 해석과 불연속

적이거나 심지어 양립불가능한 해석을 낳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마

골리스는 “그 지향적 구조가 그 해석적 역사의 기간을 넘어서 달라지건 

아니건, 동일 작품의 허용가능한 해석이 이치 논리상으로는 양립불가능

한 그럴듯한 구조를 할당하건 아니건, 작품의 해석가능한 구조는 본성으

로 간주된다”110)고 말한다. 

 예컨대 프로이트주의에 의거한 과거 작품들의 재해석은 프로이트 이전

에는 가능한 해석의 선택지들이 아니었고, 타당성을 두고 지배적인 해석

과 경쟁할 수 있는 해석들도 아니다. 그리고 그 작품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야만 했던 것도 아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프로이트주의가 출현하고 영향력을 얻은 문화적 맥락

에서는 새로운 해석적인 지평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된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지향적 속성의 변화는 단지 개인적이거나 자의적인 차원에서 이

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석자가 속한 사회의 지배적인 관념에 따른다는 

것이 중요하다. 마골리스는 다음과 같은 말을 통해 지향적 구조가 문화

적 맥락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복잡한 예술작

품을 해석함에 있어서, 반응자들은 그 지향적 구조를 재구성한다. 그들

은 이전에 확립된 의미로부터 급진적으로 벗어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단지 변화하는 역사적 지평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에토스의 지향적 현저성과 이미 예치된 기

존 역사, 예술작품, 텍스트들의 편린들의 지각된 지향적 중요성을 재확

인하기만 하면 된다. 지향적 구조는 오직 문화화된 자아들과 그들의 문

화화된 행위와 인공물의 역사화된 공생 관계에서만 존재한다 .... 문화적 

개체들의 존재와 본성은 고유류(sui generis)적인 방식으로 창발되고 

그것들에 대한 객관적인 명세는 해석적으로 불안정하다. 이것을 인정하

면 해석의 자유분방한 관행에는 어떤 제한도 없다.”111)

 마골리스의 이러한 입장은 예술작품의 해석적 다양성과 자유를 광범위

하게 추구하는 오늘날의 관행에 적절하게 부합한다. 비록 마골리스가 해

110) WWA, p.90.
111) WWA, pp.13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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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적 자유를 우선적인 가치로서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새롭게 출

현하는 해석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작품과 관계 맺으면서 작품과 그 작품

의 해석에 대한 하나의 이력으로서 영향력을 얻고 있는 실제 관행을 진

지하게 고려하는 것이다. 마골리스가 추구하는 해석 이론은 현재의 해석

적 관행을 잘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며, 마골리스는 해석이 해석자가 속

한 특정 문화권의 관념이나 세계관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 객관적인 해

석으로 주장되는 것들이 사실은 본질주의적으로 정당화된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라는 것, 그리고 새로운 관점들이 출현하고 그것에 따른 새로운 

해석들이 환영받고 작품의 이력에 포섭된다는 것에 주목한다.112) 필자

는 예술작품과 해석에 대한 마골리스의 이론은 이러한 관행에 비추어 타

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본질주의적 해석 이론들이 

이러한 점을 적절하게 포괄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에 

그것에 비해 마골리스의 강건한 상대주의가 상대적인 이론적 장점을 가

진다는 것에 필자는 주목한다. 다음 절에서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겠다.

  3.2. 강건한 상대주의와 다치 논리

 마골리스의 이론과 같이 문화적 속성의 가변성과 해석의 다양성을 강조

하는 이론에서는 해석적 일원론에서보다 해석들 간의 위상 문제가 복잡

해진다.113) 마골리스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해석 작업 및 해석적 

진술들의 위상에 대해 “강건한 상대주의”를 주장한다. 

112) WWA, p.93. “해석적 비평의 관행은 .... 우리의 모국어적인 문화적 전통으로부

터 나온 총합적인 자원들에 점점 호의적이라는 것, 객관적 해석이 되고자 하는 것

들에 부과되는 지향적 제한들은 개념적으로 자의적인 것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 또한 우리는 선행 해석의 역사를 반영하는 다양하고 변화하는 해석적 가능성

들과 진화하고 세계화되는 역사가 유행시키는 새로운 자원들에 쉽게 끌린다는 것

이다. 이러한 발견으로 인해 역사적 과거는 해석적 변화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113)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다. 참인 해석 혹은 작품 의미의 기준이 되는 해석, 

거짓된 해석은 어떻게 구별되는지 혹은 참인 해석은 아니지만 타당한 해석들은 무

엇인지, 또 양립불가능한 새로운 해석이 인정되면 이전의 해석은 참이 아닌 해석

인지, 새로운 해석은 타당하지만 거짓인 해석이 되는 것인지 등의 문제가 제기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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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적인 토대론적 해석 이론에서는 본성이나 속성과 관련된 작품 의

미, 관련된 진술은 참 혹은 거짓의 진리값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을 앞 장에서 보았다. 해석과 해석이 아닌 것, 참인 해석과 참이 아닌 

해석은 분명하게 구별된다. 그러나 마골리스는 텍스트, 예술작품, 역사적 

서술, 역사 자체, 사람 자신과 같은 문화적/지향적인 현상의 영역에서는 

이치 논리와 배중률만을 주장한다면 언제나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

한다. 마골리스에게서 예술작품과 같은 문화적/지향적인 현상들은 본질

이나 고정된 속성이 없고 오직 역사만을 가지며, 속성의 변화로 인해 존

재론적으로 혼잡하고 비결정적인 것들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것에 대

한 인식도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마골리스가 보기에는 토대론적 해석 이

론에서처럼 고정불변의 속성에 적합한 이치 논리를 고수하는 것은 부적

절한 것이다. 마골리스에게서 해석은 그 본성들에 대해 사실상 잠정적인 

결정성과 시간에 따라 진화하는 역사를 부여하는 것일 뿐이고 따라서 해

석은 지식이나 진리 추구가 아닌 부여와 구성의 행위로서 근본적으로 맥

락이나 관점에 따라 상대화된다. 이 때문에 마골리스의 입장은 상대주의

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사실 상대주의(relativism)는 전통적인 철학적 

논의에서는 일반적으로 상당히 기피되는 입장이다. 상대주의는 전통적으

로 자기논박성, 건전성과 관계되어 비판받아 왔고 해석에 관한 여러 이

론들에서도 선호되지 않지만, 마골리스는 드물게 상대주의를 진지하게 

고려하며, 그것도 비교적 강한 형태인 강건한 상대주의(robust 

relativism)를 옹호한다. 

 마골리스의 상대주의는 판단들은 오직 하나의 원칙하에서만 타당하게 

지지될 수 있다는 보편주의를 거부하며, 어떤 판단도 원칙적으로 타당할 

수 없다는 회의주의도 거부한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마골리스가 서로 

수렴하지 않고 양립불가능한 해석들도 모두 허용한다는 점이다. 해석의 

상대주의는, 상대주의적인 근거에서 해석에 진리치를 할당하며 이 때 양

립불가능한 해석들은 서로 경쟁적인 원칙들 각각에 의존한다. 여기서 어

떤 원칙에 의거하는가에 따라서 한 해석은 참이기도 하며 동시에 거짓이 

될 수 있다는 모순이 발생하는데, 마골리스는 이에 대해 “상대주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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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들은 참이나 거짓과 같은 진리값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

고 참/거짓과는 다른 종류의 값들을 가진다. 예컨대 “그럴듯함

(plausibility, probability)”와 같은 종류의 값은 참/거짓의 이치논리에

서는 양립불가능했을 해석들을 양립가능하게 만든다”114)고 말하면서 

해석의 진리값으로서 참/거짓과는 다른, 보다 약화된 종류의 진리값을 

주장함으로써 이 문제를 피하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마골리스는 스스로 자신의 입장을 강건한 상대주의라고 

하면서 약한 상대주의와 구별한다. 그는 “서로 다른 문화권의 관습에 

관한 판단 등과 같은 경우 그 관습을 정당화하는 판단의 원칙은 해당 문

화권 안에서 찾아야 하듯, 판정의 원칙들이 판단 내에 이미 있으며 각 

원칙들이 서로 영역이 달라서 교차하지 않고 단지 별개의 기준만으로 작

용한다면 약한 상대주의이다. 이에 비해 강건한 상대주의는 동일한 텍스

트나 예술작품에 대한 해석과 같이 같은 영역 내에서 서로 다른 근거를 

가지고 동일한 정도로 타당하며 서로 양립불가능한 판단들을 모두 인정

하고자 하는 것이다”115)라고 말한다. 

114) J. Margolis, 'Robust Relativism'(이하 RR), Intention and Interpretation, G. 

Iseminger ed.  Temple University Press, 1995, pp.41~44. 여기서 유념할 것

은, 해석적 진술에 대해 마골리스가 다치 논리를 도입하는 것은 단지 삼치 논리적 

해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삼치 논리는 비결정적인(indeterminate) 제 

3의 값을 이치값의 쌍에 부가하는 것이다. (HTCW, p.68)
115) J. Margolis, RR, pp.41~44. 약한 상대주의와 강건한 상대주의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말할 수도 있다. 약한 상대주의에서는 참이 ‘true-in-L’의 형태와 같이 

조건제한적인 것이다. 이 때의 L은 잘 구획된 언어 혹은 세계, 탐구의 영역, 역사

적 지평, 어떤 맥락 등이 해당된다. 한편 강건한 상대주의는 참을 이러한 상대적인 

제한이 없는 것, 즉 참을 비상대적인 논리에서와 같은 진리적 의미를 가지는 것으

로 다룬다. 마골리스는 자기 논박적이라는 이유로 전통적으로 비판받아온 상대주

의는 약한 상대주의와 같이 진리를 상대적으로 다루는 형태임을 강조한다. 이것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테아이테투스>에서 프로타고라스를 공격한 핵심이며, 

퍼트넘과 같은 현대의 상대주의 반대자들 역시 이 점을 비판의 핵심으로 한다. 그

것은 참의 문제에 있어서 약한 상대주의가 다양하게 상대화된 수많은 참들을 낳게 

되기 때문이다. (HTCW, p.69)

      마골리스는 두 종류의 상대주의를 구별한 후에, 강건한 상대주의의 필요충분조건

을 다음과 같이 든다. 1) 회의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거부 2) 판단들은 참/거짓

이 아닌 다른 값을 가지며 수렴하지 않는 판단들도 포함된다는 것 3) 인지주의

(cognitivism)의 거부, 여기서의 인지주의란 판단들이 의존하는 속성들에 대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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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마골리스의 입장은 해석적 다양성과 의미 변화 가능성을 이론 

안에 수용하고자 하는 강한 의욕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 마골리스는 실

제로 작품 해석에 있어서 참/거짓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에서 발생

하는 논리적인 곤란함을 피할 수 있는 가치값을 선택한다. “그럴듯함

(plausibility)”, “적합함(aptness)”, “합당함(reasonableness)”과 

같은 약화된 진리값들은 해석적  판단에 신빙성을 실어 주면서도 이론적

인 유연성에 공헌한다. 해석에 이러한 가치값들을 적용시킴으로써 마골

리스는 “해석의 대상이 되는 작품은 타당하고, 객관적이고, 설사 양립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지라도 다수의 해석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다”

고 주장한다.116) 명쾌한 이치 논리를 추구하는 입장에서는 “그럴듯

함”과 같은 진리값은 그 자체가 단일하고 완전한 해석의 포기에 다름 

아닌 것으로 보일 것이나, 마골리스는 설사 한 가지로 해석을 수렴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해도 해석 자체는 일반적으로 참/거짓과 같은 진

리값만을 가질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어떤 작품에 대해 양립불가능하면

서 타당한 두 해석은 각각 그럴듯한 해석이며, 그 그럴듯함은 역사적 맥

락이나 다른 정보를 고려하여 정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마골리스가 결과적으로 해석 자체 및 작품에 귀속시키는 

역사적/맥락적인 속성들의 타당성의 한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가 부정적인 것이거나 상대주의의 큰 약점이라

고 그는 생각하지 않는다. 마골리스는 역사적으로 변화하는 지향적 속성

들을 가진 문화적 개체를 참/거짓의 진리값의 측면에서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저자나 예술적 의도, 텍스트적 의미, 역사

적 에토스, 장르, 구문, 전기, 맥락, 규칙 혹은 해석의 관행, 규범 등 그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예컨대 지각과 같은 것)이 있고 그것이 정상적

으로 작동한다면 그 속성들이 있는지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4) 경쟁

적인 원칙들이 공동으로 관련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다. 3), 4)

는 결국 앞의 두 조건에 함의되어 있다. 다만 3)의 인지주의의 거부에 관해 덧붙

이면, 마골리스도 귀속된 지향적 속성이 식별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인지주의적

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여기서 마골리스 본인이 거부하는 인지주

의는 토대론적인 객관적 미적 속성과 그것을 특수하게 지각하는 방식에 대한 관

점, 시블리나 올드리치의 관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16) J. Margolis, ' "One and Only One Correct Interpretation" ',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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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것도 단일하고 정확한 해석적 테제가 옳다는 것을 강력하게 지지하

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마골리스는 그의 상대주의가 결정적으로 논박

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보며117) 이렇게 약화된 진리값을 추구하는 

것이 비평가 입장에서 인지적인 권위를 잃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해

석에 대한 마골리스의 상대주의적 입장은 사실적 진술의 참/거짓에 대해 

상대적으로 논리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은 있으나, 비평적 관행의 다양성

과 중요한 특징들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고, 풀리지 않는 비평적 논쟁들

을 해석적 허무주의나 회의주의에 빠지지 않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받아 왔다.118) 

 여기서 유념할 것은, 앞에서도 보았듯 마골리스가 이러한 상대주의적 

논리를 옹호한다고 해서 이치 논리를 완전히 폐기하고 모든 해석에 상대

주의적 논리만을 적용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일관되게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이치 논리로부터 출발할 수 없다는 어떤 증거도 없고, 이

치 논리와 상대주의적 논리 양자를 사용하는 데 대해 반대할 이유도 없

다 .... 이치 논리와 상대주의적 논리는 양립가능한 상태이고 때로 변통

적(ad hoc)인 방식으로 연합되어 사용될 수 있다. 그 적용이 적절히 분

리되고, 이치 논리와 다치 논리가 적용되는 각 영역과 적절한 제한들이 

주어질 때에 그러하다.”119)고 마골리스는 말하고 있다. 마골리스에게서 

상대주의는 전통적인 이치 논리와 양립할 수 있고, 상대주의 논리와 이

치 논리는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영역에 각각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마골리스는 이치 논리가 적용되는 영역을 인정한다고 해서, 이치 

논리가 없으면 상대주의 논리가 무기력해지거나 부당한 결과를 낳게 되

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면서120) 상대주의는 이치 논리와는 독립적으로 

나름의 타당성과 건전함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117) Ibid., p.38.
118) N. Carroll, ‘Myth and Logic of Interpretation’, Interpretation, Relativism 

and the Metaphysics of Culture, R. Shusterman & M. Krausz ed., 

Humanities Press International, 1997, pp.59~60.
119) WWA, pp.45~48.
120) WWA,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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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장에서 주목할 핵심은, 마골리스가 상대주의와 역사성을 강조하는 

것은 문화적 개체의 지향적 속성 때문이라는 것이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역사성을 갖는 지향적 속성을 예술작품의 본질적인 속성으로서 강조하는 

것이 마골리스 이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며, 이로 인해 본질, 실재성, 

객관성 등의 관념은 이질적이고 모순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이 사실 모순적이지 않은 것은 마골리스가 주장하는 문화

적 속성의 실재성이 유동의 형이상학이라는 그의 철학적 입장과 뚜렷하

게 일관되기 때문이다. 마골리스의 이론에서 해석의 역사성과 가변성이 

강조되는 한편 작품의 개체성이 약화되고 있는 것 또한 이 점에 비추어 

이해해야 한다. 유동의 형이상학 아래에서는 불변자, 불변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지지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본질주의에 맞서서 마골리스의 상대주의와 역사주의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실재의 유동성이라는 그의 형이상학적 입장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마골리스는 “우리는 불변주의자들의 철학적 주장을 가

능하다면 벗어나서, 사회적으로 구획화된 관행들과 함께 시작해야 한

다”121)고 역설한다. 이러한 마골리스의 관점은 비토대론적인 프래그머

티즘의 전통 위에 있는 것이며, 진리, 지식, 실재, 합리성과 같은 철학적 

개념은 우리가 말하는 방식이나 동의에 의해 구성되고 끊임없이 재구성

된다고 보는 이러한 입장에서는 예술작품의 개념 및 개별 작품의 정체성

도 고정불변의 본성이 아닌 해석자의 사고와 언어에 그 근거를 두는 것

이 된다. 

121) WWA, p.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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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마골리스의 이론에 대한 비판과 논쟁들

 앞 장에서 소개한 마골리스의 예술작품 존재론과 해석 이론은 이미 잘 

알려져 있고 문화적 개체로서의 예술작품에 관한 정의적 언급과 같은 것

은 현재의 미학적 논의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다

른 한편으로는 여러 비판들이 개진되었고 그에 따른 논쟁들도 계속되어 

왔다. 이 논문은 이 장에서 마골리스 이론을 둘러싼 논쟁점들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다룰 것이다. 첫째는 속성 변화와 작품 정체성의 문제

이다. 두 번째는 상대주의와 다치 논리의 도입에 관한 것이다. 세 번째

는 역사성의 개념과 역사주의의 관점과 관련된 것이다. 이 중 작품 정체

성과 상대주의의 문제는 마골리스가 많은 비판을 받아 왔고 이에 대한 

반론과 재반론이 활발하게 오간 문제이다. 세 번째는 예술사에 대한 철

학적 입장과 관련되는데, 마골리스는 유동의 형이상학을 지지하는 입장

에서 예술사에 관한 본질주의, 헤겔주의적 경향을 반대하면서 자신의 이

론의 설명력을 강조하고 있다. 필자는 이 논쟁들을 검토함으로써 마골리

스의 이론이 비판들을 적절히 방어하면서 이론적 설득력을 갖추고 있음

을 보이고자 한다. 

 1. 속성의 변화와 작품 정체성의 문제

 마골리스 이론에서는 문화적 속성의 가변성이 강조되면서 작품 정체성

의 문제를 동반함을 앞에서 언급하였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비판이  

고전적인 작품 정체성 개념인 “동일성”(identity)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현재 영미권 해석 이론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대다수의 이론

가들로부터 비판받는 부분이다. 이 절은 관련된 비판들을 다음의 두 부

류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첫 번째로는 토대론과 본질주의에 입각해 

속성의 고정불변성을 주장하는 이론가들의 비판이다. 두 번째로는 속성

의 부분적인 변화와 해석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이론가들의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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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해석적 일원론/속성실재론 측과의 논쟁

 의미 결정의 근거를 작품이 소유한 불변의 본질적 속성에서 찾는 속성

실재론에서는 작품의 정체성 문제가 속성의 명시나 확인과 밀접하게 관

련되며, 본질적인 속성을 중심으로 작품의 개체성 또한 엄격하게 유지된

다. 이러한 속성실재론은 대다수의 해석 이론들이 견지하고 있는 입장으

로서, 본질적 속성을 발견하여 의미를 규명하는 것이 해석의 목적이 된

다. 마골리스에 대한 속성실재론자들의 비판의 요지는 본질적 속성을 가

변적인 것으로 본다는 것, 따라서 작품 정체성의 문제가 혼란에 빠진다

는 것이다. 

 이 절에서는 비어즐리의 입장과 마골리스 입장의 대립 및 마골리스에 

대한 노비츠의 비판을 살펴본다.122) 우선 전통적인 속성실재론과 일원

론을 대표하는 비어즐리의 입장은 여러 면에서 마골리스의 이론과 가장 

분명하게 대립되며, 마골리스는 비어즐리에 대한 비판을 개진하면서 자

신의 입장을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노비츠의 비판은 마골리스의 

해석 개념에 관한 것으로서 해석의 이상과 근본적 전제들을 다시 확인하

게 한다.    

   1.1.1. 작품의 안과 밖, 해석과 부과의 구별 문제

 비어즐리는 속성의 고정성뿐만 아니라 작품의 명확한 개체성과 엄격한 

작품 정체성 고수를 주장한다. 일원론자들 가운데서도 비어즐리의 입장

이 가장 엄격한 것은, 비어즐리는 작품 개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분명

히 전제하고서 작품 외적 요소를 엄격하게 배제하고 철저히 작품 내에서 

의미의 근거를 찾기 때문이다. 작품의 정확하고 단일한 의미가 결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비어즐리가 전제하고 있는 것은 작품의 “안에

서” 명백히 발견될 수 있는 것과 작품 “밖에” 있는 것의 명확한 구별

122) 스테커는 부분적으로 속성의 가변성을 허용하기 때문에, 그의 일원론적 입장에서

는 이 부분이 해당될 것이나, 중복되므로 가변성 부분에서 다룬다. 단토는 일원론

자이지만 역사적 본질주의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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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비어즐리는 “문학 작품이 개별자로서 다른 것들과 구별될 수 있

다”는 “독립의 원칙”123)과, “작품은 자기 충족적인 존재자로 그 속

성들은 해석과 판단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이라는 “자율의 원

칙”에 의거하여124) 해석은 작품 내적 속성에 의해 결정될 수 있고, 작

품 속에 있지 않은 해석들은 부과125)된 것이라고 본다. 비어즐리에게서 

해석은 작품의 의미를 밝혀내는 것으로서 기술과 같이 객관적인 것이면

서 다만 표면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것을 면밀한 조사를 통해 밝혀내는 

것이 된다. 비어즐리의 이러한 관점에서는 작품 내적 속성이 해석적 의

미를 결정하고 아울러 작품의 동일성 문제도 함께 결정하게 된다. 이러

한 관점에서는 마골리스가 작품의 안과 밖의 구분을 무너뜨려 작품의 정

체성을 위협하며 해석이 작품 정체성에 영향을 주어 동일성의 문제를 제

기하게 된다. 

 이에 마골리스는 우선 비어즐리의 주장을 비판하면서 속성 변화와 작품 

개체성의 약화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마골리스는 비어즐리가 말하는 

“자율성의 원칙”, “독립의 원칙” 및 “양립불가한 두 가지 해석이 

있다면 그 중 하나의 해석만이 참일 수 있다”126)는 “양립불가능한 해

석들의 비관용의 원칙”은 본질주의적 형이상학과 이치 논리에 경도된 

것으로서 난점을 가진다고 지적한다. 마골리스의 비판의 요지는 작품의 

안과 밖, 해석과 부과의 구별에 대한 근거를 비어즐리가 제시하지 못하

고 있다는 것이다.  

 마골리스는 “비어즐리는 어디서도 의미가 어떻게 “독립적”이고 “자

율적”인 개체인 문학 작품에 내재적/내적인 속성들로서 취급될 수 있는

가 혹은 어떤 의미에서 의미들이 불변하는 것인가를 설명하지 않는

다”127)고 하면서 비어즐리는 해석이 작품 속의 고정된 본성과 합치해

123) M. Beardsley, The Possibility of Criticism. Wayne State University Press. 

1970, p.16.
124) Ibid., p.16.
125) 부과(superimposition)는 잭과 콩나무에 대한 프로이트적 해석 같은 예로서 이미 

존재하는 사고 체계를 예증하기 위해 작품을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AP. p.113.
126) M. Beardsley, op.cit., p.44.
127) WWA. 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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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해석과 부과를 구별하려고 하지만 어디서도 그 양

자를 구별하는 작품“경계”에 대해서는 대략의 기준조차도 제공하지 않

는다고 비판한다. 아울러 마골리스는 비어즐리가 말하는 그러한 작품 안

과 밖의 구별 기준이 제공될 수 없다128)고 덧붙인다. 그 이유는 작품의 

매체인 언어가 사용되는 역사적 조건에 따르는 텍스트적 의미들이 있고 

또 단어에서 ‘암시’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은 작품의 안

에 있는 것인지 밖에 있는 것인지가 분명하게 구분될 수 없기 때문이다. 

비어즐리도 이러한 점을 인정한다. “텍스트적 의미의 경계는 그렇게 날

카롭지 않다. 어떤 것들은 시 안에서 절대적으로 말해지고 간과될 수 없

다. 다른 것들은 암시되어서 주의깊은 독해를 통해 발견된다. 어떤 것들

은 약하게 암시되어 있고, 우리가 어떤 문학 해석의 방법들을 사용할지

라도 결고 그것이 ‘안’ 혹은 ‘밖’에 있는 것으로 확정할 수 없다. 

그래서 안에 확실히 있는 것들로부터 나오지 않았지만 그것들의 흥미로

운 연장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들은 수용가능하다. 그것은 단지 더 큰 

전체를 이룬다”129)고 말하면서 물러선다.

 이렇게 작품 안팎의 구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석과 부과의 관계 역

시 분명히 구별되지 않게 된다. 지향적 속성의 문화적 측면을 주목하는 

마골리스는 이것을 경시하는 비어즐리가 본인의 주장을 위한 근거를 제

시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비어즐리가 요구하는 고정성은 불가피

하게 해석적 확신과 역사적 관점에 의해 흔들릴 수 있는데도, 비어즐리

는 어디서도 의미와 지향성의 결정가능한 본성을 언급하지 않는다”130)

고 마골리스는 말하고 있다. 비어즐리가 말하는 부과는 이미 확립된 해

석을 전제하고 그것에 외적으로 덧붙여지는 것이므로131) 작품의 안과 

밖, 고정된 속성과 그것에 의거한 해석이 확립되어야 해석과 구별될 수 

있다. 그러나 요컨대 마골리스는 해석과 부과, 작품의 내적/외적 속성은 

원래 분명히 구별될 수 없다는 것, 그것은 본질적 속성인 지향적 속성들

128) WWA, p.75.
129) M. Beardsley, op.cit., p.36.
130) WWA, p.75.
131) 이 문제에 있어서 비어즐리에 대한 마골리스의 비판은 AP. pp.112~115, RR. 

pp.42~44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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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곧 작품 정체성의 문제와도 직결된다. 마골리스는 “비어즐리의 

독립의 원칙이 실패한다면 자율성의 원칙도 실패”132)한다고 말하면서  

작품의 내적, 외적 속성의 구별이 실패한다면 비어즐리에게서 작품 개체

의 경계는 무너지게 되고, 따라서 작품은 자기 충족적인 존재자로서 해석

과 판단의 근거를 그 안에 가지고 있을 수도 없게 된다고 지적한다. 비어

즐리의 입장에 대한 이러한 마골리스의 비판이 보여주는 것은 작품의 지

향적 속성들은 원래가 비결정적이고, 우리가 그것을 고정불변의 것인 것

처럼 말하는 것은 속성의 귀속이 이루어진 이후 작품 정체성 문제와 해

석의 편의상 그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즉 원

래가 속성은 변화에 대해 열려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본질주의적인 입장

에 비해 마골리스의 입장이 보다 유연하고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일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1.1.2. 기술과 해석의 구별 문제

  한편 노비츠는 마골리스가 기술과 해석의 구별을 무너뜨리면서 해석의 

관용의 폭을 지나치게 넓히고 있다고 비판한다. 일원론자 노비츠는 기본

적으로 해석을 수수께끼의 풀이에 비유하면서 밝혀지지 않은 의미에 대

한 해결의 과정으로 본다. 그는 “소설의 독자들은 종종 텍스트, 단어, 

구 혹은 문장의 의미, 작품의 주제나 플롯, 인물의 행동 등에 대해서 혹

은 작품이 특정 그룹의 사람들에게 갖는 정치적, 종교적 의미에 대해 특

정한 수수께끼를 풀 것을, 혼돈과 의혹을 없앨 것을 요구받는다 .... 이러

한 시도는 대개 비평가들과 독자들에게 해석으로 간주된다”고 하면서 

“기존의 믿음이 무지와 통찰력 간의 간극을 메우는 데 실패할 때 우리

는 수수께끼의 해답에 대해 추측하고 상상하거나 가설을 세우게 된다”

고 말한다.133) 노비츠는 해석을 두 가지 다른 종류로 나누어 “설명적

(elucidary) 해석”과 “기교적(elaborative) 해석”으로 구별하고 전자

132) WWA. p.78.
133) Novitz, David. "Towards a Robust Realism." JAAC 41:2, 1982, p.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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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해석이고 후자는 주관적이고 완전히 근거없는 

가공이자 상상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134) 의미를 규명

하는 설명적 해석은 작품에서 확인되는 바를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기술

과도 다르다. 해석은 창의적, 상상적 추측을 통해 기술보다 더 깊은 의

미를 추구하며 가설을 상상적으로 체계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노비츠

는 이러한 해석의 제약 조건으로서 사용 단어, 장르에 대한 믿음과 지

식, 이미 제공된 기존의 해석을 든다.135) 노비츠는 문학 작품뿐 아니라 

음악적 연주와 같은 것도 악보의 한계 내에서 최선의 연주라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다. 이 때 노비츠는 단어의 의미나 작

품의 범주와 관련된 속성 등 작품에서 문화적 영향을 받는 부분도 작품

의 기술, 고정된 속성과 관련된다고 보는 반면 마골리스는 이러한 속성

들을 고정된 것으로서 기술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마골리스는 문화적 

속성들이 가변적이기 때문에 작품의 속성 집합을 완전히 결정할 수 없

고, 작품은 해석에 의해 속성을 부여받으며 속성들은 불확정성을 가진다

고 주장한다. 

 그래서 노비츠가 마골리스를 비판하는 점은 마골리스가 기술과 해석을 

혼동하면서 기술을 모두 해석에 가까운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과, 설

명적 해석과 기교적 해석을 혼동하여 설명적 해석에 해당하는 것조차도 

정확성과 수렴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136) 마골리

스는 고정불변의 속성은 기술되고 비결정적인 속성은 해석된다고 했는

데, 문제는 마골리스 이론에서는 고정된 속성조차도 사실상 우리의 믿음

에 의존하고 있기에 고정 속성의 기술은 사실상 모두 해석이 되어버린다

는 것이 노비츠의 지적이다. 

  이 비판에 답하기 전에 먼저 마골리스가 말하는 기술과 해석의 개념을 

살펴보자. 마골리스는 기술은 “상대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없는”137)것

134) Novitz, 'Against Plural Criticism', Is There a Single Right Interpretation?, 
M. Krausz ed.,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2002,    

pp.120~121.
135) Novitz, "Towards a Robust Realism." pp.172~173.
136) Novitz, "Towards a Robust Realism." p.173.
137) AP. 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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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정확성과 타당성이 요구되는 것으로서, 작품에서 “확신을 가지고 

기술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 있다고 하면서, 음악과 춤에서 기보되

는 음표, 선율, 화성, 스텝, 동작, 조형 예술에서의 선, 색, 질감, 형, 재

현, 장르, 문학과 연극에서의 플롯, 행위, 인물, 단어, 운율 등과 같은 것

은 기술의 영역에 속한다고 말한다.138) 여기에는 객관적이고 지각적인 

성질들이 대부분 해당하지만, 물리적인 성질들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

고 마골리스는 말한다.139) 기술적 요소들 중에서 인간의 문화적 조건과 

관련이 된 지향적 속성들도 있기 때문이다.140) 마골리스는 외적 요인과 

무관하게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작품을 가능하게 하는, 주어진 본질적 속

성은 없기에 작품의 속성은 불확정적이고 비결정적인 것으로 본다.

  즉 마골리스에게서는 문화적 개체인 예술작품에서의 기술과 해석의 개

념은 자연 과학이나 물리적 대상의 영역에서와는 다른 것이고, 기술들이 

결국 해석과 같은 성격을 띠는 것이 문제되지 않게 된다. 마골리스는 

“어떤 이론가들은 이미 기술된 것 혹은 기술가능한 것을 해석할 수 없

다거나 혹은 주장하는 것이 개체 안에 기술가능하게 현존하는 것에 대응

하지 않는다면 객관적인 해석적 주장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그것들이 물리적 대상의 적절한 특징과 동일한 것처럼 예술

작품의 존재론적이고 인식론적인 특징들을 해석한 결과일 따름이다...이

것은 지향성을 무시하는 것이다”141)라고 말한다. 이로써 마골리스에게

서 예술작품의 기술은 단순히 물리적 속성이나 지각적으로 식별가능한 

속성들에 국한되지 않고 지향적 속성을 포함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138) AP. p.127. 마골리스는 여기에서 각 장르에 양식(style)을 포함시켰지만 양식은 

다시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139) AP. p.128.
140) WWA, pp.99~100. 우리가 여기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라고 

마골리스는 말한다. “지향적 속성들은 비지향적 속성들안에 육화된다는 것, 예술

작품의 정체성은 물리적 대상의 동일성이 처리되는 것처럼 처리된다는 것, 문장, 

음악적 구절들, 무용 스텝, 칠해진 표면들과 같은 최소한의 지향적 구조는 관행에

서 지향적 개체들을 개별화하는 데 있어서 믿을만하게 식별된다는 것으로 확인된

다는 것, 예술작품과 그 지향적 명백함의 존재는 실제 사회의 삶의 형식인 관행 속

에 있기 때문에 예술작품과 물리적 대상은 같지 않고, 예술작품 안에서는 이러한 

지향적 속성과 관련된 패러독스는 없다.”
141) WWA, p.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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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우리는 마골리스의 구현 논제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기술의 대

상이 물리적 개체가 아니라 예술작품일 때는, 비록 작품이 물리적 개체 

안에 육화되어 있지만 기술은 그 물리적 측면을 단순히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작품이도록 하는 지향적인 속성들 중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을 기술하는 것이다. “해석적 수단에 의해 예술작품에 결정적인 본성

을 식별하는 것과 부과하는 것 사이에 어떤 원칙적인 구별도 없다...무엇

을 예술작품으로 식별하는 것은 지향적으로 자격부여된 지시체를 구현하

는 것으로서 어떤 집합의 물리적 요소들을 구성하는 것이고, 그 지시체

를 해석하는 것은 그 지향적인 구조를 정확히 명시하는 것이다”142)라

는 마골리스의 말해서 확인할 수 있듯, 문화적 지향성이 예술작품을 예

술작품으로 만드는 한은 기술 또한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 예컨대 뒤샹

의 <L.H.O.O.Q>에 대한 기술은 해석자의 문화적 맥락에 따라서 <모나 

리자>를 재료로 특정한 낙서가 있는 그림일 수도 있고 베일을 쓴 수염

달린 사람의 형상일 수도 있다. 마골리스가 기술을 참/거짓의 이치 논리

를 적용할 수 있는 영역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본질주의적으로 고정불변

의 속성에 대한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물론 기술과 해석을 개념적으로 분명히 구분했지만, 마골리스도 작품의 

속성이나 국면에 관한 실제 진술에서 기술과 해석의 구분 문제가 항상 

명쾌하지 않음을 인정한다.143) 마골리스는  “기술적으로 할당될 수 있

는 것을 확정할 필요도 없고, 작품에서 정확히 기술적으로 제시되는 것

과 해석적으로 부과되는 것 간의 어떤 형식적인 구분도 할 수 없

다”144)고 인정하고 있다. 마골리스에게서 기술과 해석의 구별이 어려

운 이유는 기술적 요소들 중에서 지향적인 것들의 가변성이 핵심적인 이

유이다. 예컨대 문학의 매체인 언어의 경우, 언어의 배경이 되는 사람들

의 믿음에 기반하여 화자나 독자의 의도와 의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

으며, 인간 자체가 속성이 계속 변화하고 역사성을 가지는 존재이기 때

142) WWA, p.99.
143) 이것은 속성들, 특히 기술적 속성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를 말

하는 것은 아니다. 마골리스는 그 속성이 지각적으로 확인 가능해야 한다는 인지주

의는 거부하기 때문이다. (J. Margolis, "Robust Relativism", p.47.)
144) AP. 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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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텍스트 속 문장의 의미는 더 이상 직설적 기술로만 설명될 수 없다

는 것이다.145) 

 그래서 마골리스는 기술도 해석과 마찬가지로 지칭적인 안정성을 위한 

“합치” 관계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기술과 해석 모두 지시 대상

에 객관성을 보증할 목적으로 본성을 할당하는 문제와 관련되는 것이고, 

합치 관계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기술도 일종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

다.146) 슈스터만이 적절히 지적하듯 “기술적 사실들은 우리의 동의의 

정도가 강한 것들이고, 해석은 합의를 보다 덜 요구하고 더 넓은 다양성

을 허용하는 것”147)이다. 따라서 기술과 해석 자체의 구별은 마골리스

에게 있어서 논리적이고 개념적인 것이며, 기술이 해석보다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인 지칭적 진술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가변적인 지향적 속성이 기술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문화

적인 관행과 사회의 합의에 의해 그것이 구성원들에게 참인 것으로 식별

가능하기 때문이다. “해석은 지향적인 기술가능한 구조가 확인되는 동

일한 ‘삶의 형식’적인 관행 내에서 합의적으로 지지된다. 즉, 실제 예

술작품을 식별하고 그 의미를 얼마나 최상으로 수용가능하게 결정하는지

의 훈련된 방식을 제공하는 것은 바로 그 동일한 관행이다”148)라는 마

골리스의 말에서 ‘기술가능한 지향적 구조’는 문화적 관점의 영향을 

145) AP. 128. 마골리스는 여기서 기술과 해석의 구별을 위협하는 해석학적 전통에 공

감하는 듯하지만, 그렇다고 텍스트는 항상 지각할 수 없는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타당성을 말할 수 없다는 후기구조주의자, 해체론자들의 생각에는 명백히 반대한

다. 
146) 마골리스는 해석이 가지는 두 가지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  1) 지시 

대상의 성질에 관해 말하는 지칭적으로 믿을 만한 방식 (고정되거나 불변하는 성

질이 아니더라도), 2) 사물의 본성을 최초로(initial) 산출하거나, 구성하여 변화시

키는 것이다. 전자에서 강조되는 것은 지칭, 합치(adequation)의 측면, 후자에서는 

구성의 측면인데 이 두 가지 해석의 의미를 모두 가지는 것이 텍스트라는 지시 대

상에 대한 해석이다. “텍스트가 구성되는 방식은 첫 번째 의미에서 해석에 적합한 

지시 대상을 산출하고, 텍스트는 적합한 문화적 행위와 같은 것에 의해, 즉 두 번

째 의미의 해석에 의해 구성된다”고 마골리스는 말하면서 이것은 비일관적이거나 

모순을 낳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RI, pp.25~26.)
147) R. Shusterman, 'Interpretation, Intention and Truth', Intention and Interpretation,  

 G. Iseminger ed.,  Temple University Press, 1995. p.72.
148) WWA, p.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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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다. 마골리스의 이러한 설명이 타당하다는 것은 간단한 예를 상기함

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레오나르도의 <성안나와 성모자>에서 성

모의 겉옷을 독수리 형상으로 진술하는 것은 기술이고, 독수리 형상의 

의미는 해석이다. 성모의 겉옷에서 독수리 형상을 보는 것은 해석자가 

그것을 독수리라고 말하기 이전에는 중요하고 보편적인 속성이 아니었

다. 그러나 프로이트적 관점에서 그 속성은 중요한 속성이고, 해석자가 

그것을 독수리라고 지적했을 때는 그것이 독수리의 모양임을 대부분이 

주목하게 된다. 그 해석에 대한 동의 여부와 별개로 이러한 작품의 기술 

또한 관점에 의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예이다. 독수리를 닮은 물리적 

형상이 작품 속에 있다는 것과 그것을 독수리로 보는 것은 다르다.

 여기서 속성실재론자들은 이러한 기술적 진술은 원래 작품 속에 있었던 

것을 특정한 시점에서 발견한 것이라고 말할 것이지만, 마골리스도 지향

적인 속성의 기술이 작품 속에 있던 것의 발견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엄

격하게 배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골리스가 “나는 (기

술적 진술을 포함하여)  해석이 예술작품을 “완전히 채운다”고 말하고

자 하지 않는다”149)고 말하고 있는 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마

골리스는 이미 존재하는 수많은 플라토닉한 속성들 중 특정한 것을 기술

을 통해 발견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물리적인 속성들에 결합가능한 지향

적인 속성들이 구현되고 해석은 의미를 구성한다고 본다는 점이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마골리스에게서 기술과 해석이 구별되지 않는

다는 비판은 마골리스에게서 해석이 의존하는 상대적으로 견고한 기술, 

해석의 견고한 토대가 없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마골리스에게서 기술이 가변적인 것이라는 점은 큰 결함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앞서 보았듯 마골리스에게서는 기술적인 지향적 구조는 

임의적인 가변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합의에 의한 것이고 물

리적 구현을 통해 식별가능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지향적 속성의 기

술은 해석에 의해 결정가능한 것이라서 순환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마골리스에게서 기술에 해석이 근거를 두고 의존한다는 것은 식별가능성

149) WWA, p.99.



100

이나 물리적 구현의 토대를 말하는 것이지, 속성의 존재론적인 우선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 해석은 기술에 영향을 주

어 작품의 어떤 국면이 기술될 가치가 있을 정도로 중요한지를 결정할 

때, 작품의 어떤 국면이 기술을 위한 현저성(salience)150)을 얻는가 하

는 것은 해석에 달려 있지만, 우리는 그 작품의 기술에 관한 참-거짓을 

말할 수 있고 해석적 의미에 대한 설명과 타당성을 논의할 수 있다. 예

컨대 햄릿의 행동을 아버지에 대한 사랑으로 기술할 수도 있고, 프로이

트적 관점을 채택함에 따라서 어머니에 대한 그의 정조, 머뭇거림 등으

로 다르게 기술할 수 있다. <성안나와 성모자>의 독수리가 프로이트적 

해석이 의존하는 중요한 기술이 될 수 있고, 다른 해석에서는 언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기술들이 해석적 관점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기술들이 프로이트적 해석의 타당성을 자동적

으로 결정하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이다. 이러한 기술과 최종적인 의미

의 해석은 구별되며 이러한 기술을 인정하더라도 해석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거나, 전혀 다른 해석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기술이 해석의 근거가 된다는 마골리스의 주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요약하면, 이 절에서 다룬 비판은 일원론 및 객관주의, 속성실재론의 

입장에서 마골리스 이론과 같은 구성주의적 다원론에 대해 제기할 수 있

는 일반적인 비판들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작품의 객관적인 

속성에 기반하여 참인 하나의 해석을 추구하는 이들이 보기에는, 마골리

스의 입장에서는 작품의 고정 속성도 불확정적이고 작품의 내적 속성과 

외적 속성, 해석과 부과가 구별되지 않으며 따라서 기술과 해석의 구분

이 모호해지면서 기술의 객관적 지위도 흔들린다. 이와 함께 작품 정체

성 역시 불안정해진다. 반대자들에게는 마골리스가 작품 외적인 문화적 

측면을 과도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우선 작품의 본질적 속성을 확인할 수 없고 작품의 속성들을 

150)오리-토끼의 그림에서 어떤 국면에 초점을 두고 보는가와 해석적 의미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는 예를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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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결정적인 것으로 보는 마골리스에게 있어서 기술 역시 합치를 위한 지

칭 행위라는 점과, 비어즐리나 노비츠와 같은 객관주의자들의 작품의 내

적/외적 속성, 기술과 해석의 구분 역시 개념적인 차원의 것으로서 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음을 생각한다면, 필자는 마골리스가 기술

과 해석을 실재론적인 견지에서 명확하게 구별할 수 없다고 인정한 점이 

큰 결함이 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1.2. 제한적 다원론과의 논쟁 및 가변적 속성의 문제

 이 절에서는 속성의 부분적인 변화를 인정하는 속성실재론자들의 비판

을 살펴보겠다. 속성의 일부 변화를 인정하는 입장은 일원론과 다원론 모

두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일원론자들을 중심으로 다룰 것이

다. 다원론에서 속성의 변화를 인정하는 가장 급진적인 입장이 마골리스

의 이론이고, 또 일원론과 속성실재론의 틀에서 속성의 변화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일견 모순되어 보이지만 이 입장들이 성공적일 경우 전통적인 

관점에서 정확하고 단일한 의미를 추구하는 이상을 견지하면서도 해석적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강한 설득력을 얻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관심의 초점은 이론적인 불연속이나 모순이 없으면서 실제의 해석 관행

을 포괄적으로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 절에서는 허쉬, 레빈슨, 스테커의 입장을 대표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허쉬의 입장은 전통적인 의도주의로서 대표적인 일원론이지만 허쉬는 

‘의의’를 인정하여 해석적 다양성을 설명하고자 했다. 여기서는 ‘의

미’와 ‘의의’의 구분이 허쉬 이론의 설득력을 더해줄 것인가 하는 문

제와 그에 대한 마골리스의 비판을 살펴본다. 레빈슨은 대표적인 실재론

자로서 예술의 정의와 해석에 있어서 저자, 맥락, 예술사 등 기원적 의

미를 본질로서 포괄하고 있다. 필자의 관심의 초점은 레빈슨이 창작 이

후에 관행 속에서 의미가 결정되는 미래본위적 성격을 가진 속성을 말하

고 있는 부분이다. 필자는 레빈슨의 관점을 통해 일원론에서 시간과 역

사의 도입이 성공적일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스테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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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적인 속성을 비교적 적극적으로 인정하면서 일원론과 다원론을 동시

에 옹호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일원론을 완전히 포기하는 마골리스의 

상대주의는 급진적이고 불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인다. 스테커의 입장은 

오늘날 예술 정의와 해석에 있어서 전통적인 이론들의 연장선상에 있으

면서도 현재의 관행을 가장 포괄적으로 적절히 설명하는 이론으로 받아

들여진다. 따라서 필자는 스테커와 마골리스의 논쟁은 마골리스 이론의 

설득력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이라고 본다. 이 논쟁

의 관건은 속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작품 정체성과 해석적 일원론이 유

지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될 것이다. 

   1.2.1. 속성 변화와 작품 개체성 유지 문제

 먼저 허쉬에 대한 마골리스의 비판을 살펴보겠다. 의도주의자 허쉬는 

의도로써 의미의 기준을 하나로 확립하려는 일원론자인데, 앞 절이 아닌 

여기서 다루는 것은 마골리스의 허쉬 비판을 통해 일원론적인 허쉬의 주

장에서도 속성의 변화와 그것에 따른 정체성의 문제가 야기된다는 점을 

보이고자 하는 것이다. 우선 주목할 것은 허쉬가 ‘의미(meaning)’ 외

에 맥락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의의(significance)’를 구별함으로

써151) 다양한 해석적 의미를 수용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문학

적 텍스트가 가지는 원래의 “언어적 의미”와 어떤 외적이거나 특수한 

관점에 따라 상대적인 이차적 “의의” 간의 구별이다.”152)  이것은 

일견 비어즐리가 해석과 부과를 구별하여 표준적 해석 이외의 다양한 해

석적 시도들을 이론 안에서 설명하려 한 것과 유사해 보인다. 마골리스

는 허쉬의 토대론적 입장에 반대하지만, 허쉬가 문화적 변화에 따른 새

로운 해석적 의의를 인정한다는 것이 전형적인 해석적 일원론과 속성실

재론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러한 점에서 허쉬는 속성의 불

151) E. D. Hirsch. Jr., "In Defense of the Author", Intention and Interpretation, G. 
Iseminger ed., Temple University Press, 1992, pp.17~18.

152) E. D. Hirsch, Jr., Validity in Interpreta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7, p.216 WWA, p.7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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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성과 작품의 견고한 정체성을 엄격하게 주장하는 비어즐리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우선 허쉬는 작품 속의 고정된 속성 대신 작품의 외연적인 

기호들을 해석하는 행위자와 과정에 주목한다고 하면서 마골리스는 다음

과 같이 말한다. “허쉬의 관점에서는 문학 작품들은 일련의 단어들 (혹

은 “기호들”)을 읽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상상적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언급할 가치가 있다.”153)  

  마골리스의 이러한 지적이 주목할 만한 것은, 허쉬의 입장은 새로운 

의미의 수용가능성을 보여주면서 결과적으로 작품의 개체성을 약화시키

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라 마르세예즈>가 프랑스인들 사이에서는 

2차 대전 중의 파리를 나치에게 점령당했다는 국가적 수치를 나타내는 

상징적 의의를 획득하게 되었다는 것은, 해석의 배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의의를 만들어내는 예가 된다. 마골리스는 이러한 허쉬의 주장은 결국 

비어즐리가 고수하고자 하는 독립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지적한다. 허쉬

가 작품을 구성하는 언어적 기호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

미를 재구성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발화, 해석의 기능을 주목함으로

써 엄격하고 견고한 개체성, 작품 테두리에 대한 규정에서 다소 벗어나

도록 한다는 것이다. 물론 허쉬는 의도를 의미 결정의 근거로 하여 결국 

해석을 통해 재구성된 작품 개체의 고정성을 지키려는 것이지만, 마골리

스는 허쉬의 이론에서 의도가 가지는 지향성을 부각시킨다. “의도적이

거나 지향적인 것은 물리적인 것으로 성공적으로 환원할 수 없다. 예술

과 언어는 그 자체가 명백히 인간의 자아들에 의해 “발화”된다”154)

고 하면서 마골리스는 의도와 관련된 측면은 물리적으로 고정적인 속성

으로 환원되지 않는 지향적인 것임을 지적한다. 

 따라서 작품은 더 이상 물리적으로 고정된 속성 집합으로서의 개체가 

아니라 마치 발화와 같이 해석가능하고 소통적인 것이 된다. “허쉬는 

처음부터 문학 작품이 독립된 개체라는 생각을 해체함으로써 환원적인 

모델을 피했다. 허쉬는 자연 과학에서의 엄정함과 같은 일종의 객관성

(사실 객관주의)을 회복시키고자 한다. 허쉬는 해석학자들처럼 역사적 

153) WWA, p.76.
154) WWA, p.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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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객관적 장르를 상기시킴으로써 저자의 의도를 회복시키는 데 충

분한 자원들을 주장한다. 그래서 허쉬는 개체의` 분석으로부터 언어적 

기호의 개연적인 의미들로 이행한다. 허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

는데, 의미의 가정된 “개연성”이 어떤 관념적으로 고정되거나 독립된 

의미들로 수렴되는 것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의미들은 영원히 역사

의 흐름에 붙잡혀 끌려 다니고 허쉬가 상기시키는 장르들은 발명과 개정

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되는 구성물들일 수밖에 없다”155)는 마골리스의 

말은 그러한 요점을 압축해서 드러내고 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허쉬의 이론은 언어의 화용론적 성격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지칭과 술어의 귀속에 있어서 비어즐리만큼 견고한 개체로

서의 작품 모델을 고수할 수 없으며, 문학적 장르와 같은 것도 상대적으

로 불변적으로 취급될 뿐인 것이기에 결국 지향적 속성의 변화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선 마골리스가 이러한 방식으로 허쉬의 일원

론 이면에 있는 또다른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은, 비어즐리가 해석 외의 

부과를 설명한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다양한 의미의 획득 과정을 설명하

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필자는 허쉬의 주장에 대한 이러한 마

골리스의 지적이, 일원론인 비어즐리와 허쉬의 이론 모두 각자의 방식으

로 다양한 해석을 포용하며 비수렴적인 해석들에 대한 이중적인 관용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본다. 비어즐리의 부과나 허쉬의 의의는 

올바르게 확립된 해석, 의미와 양립불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고 마골리스는 이를 통해 이것이 비수렴적 해석을 선호하는 관

행이 자기모순적인 것으로 생각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자신

의 다원론을 방어하고 있다. 또한, 허쉬가 작품을 발화나 의사 소통의 

기호로 보면서, 해석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해석들을 의의로서 

포괄한다는 것은 견고한 작품 개체성을 우선시하지 않는 것이라는 마골

리스의 지적은 타당하다. 즉 다양한 지향적, 문화적 속성을 인정하면서 

일원론, 개체성을 견고하게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 따라서 속성실

재론과 일원론이 다양한 해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

155) WWA, p.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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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적인 견고한 틀은 유지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 또한 중

요하다. 필자는 작품 정체성과 관련된 비판에 대한 첫 번째 방어로서 일

원론자 허쉬에 대한 마골리스의 공격을 검토하였는데, 이것은 첫 번째 

비판에 대한 마골리스 본인의 직접적인 답변이기도 할뿐 아니라, 속성 

변화와 작품 정체 문제에 대한 반대 이론들의 난점 또한 보여주는 것으

로서 일차적으로 적절한 반론을 제공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1.2.2. 시간본위적인 고정 속성의 사후 발견 문제

 다음으로는 살펴볼 것은 최근의 속성실재론자들의 입장과 마골리스 이

론의 비교이다. 필자는 여기서 시간과 관련된 속성의 문제에 있어서 속

성실재론자들이 난점을 가지며 마골리스의 이론이 더 나은 설명을 제공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레빈슨이나 스테커와 같은 실재론자들은 불변의 

본질적 속성을 의미의 근본 토대로 삼는데, 일반적으로 작품의 속성이 

본질적으로 고정되는 것은 창조의 시점이라고 보며 작품의 속성과 동일

성은 본질적으로 그 기원에 매여 있다고 생각한다. 스테커는 “작품은 

필연적으로 특정 시간에, 특정인에 의해, 특정 맥락에서의 의도적 행위 

(행위의 집합)에 의해 생겨난 (지향적인) 개체”156)라고 보며, 레빈슨

은 “어떤 맥락에서 지시된 텍스트”157),  “단순한 텍스트가 아닌, 특

정 시간, 공간, 장소와 맥락을 가지는 텍스트”158), 좀 더 특수하게는 

“시점 t에 X에 의해 지시된 구조”159)라고 하여, 특정한 예술적 맥락

에서 어떤 시간에 어떤 사람에 의해 창조된다는 것이 작품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말한다.  

 속성실재론자들의 핵심적 주장이 속성의 고정불변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속성의 변화를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해석적 의미 변화 설명을 위

156) R. Stecker, Artworks, p.244.
157) J. Levinson, The Pleasure of Aesthetics : Philosophical Essays(이하 P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6, p. 195.
158) Ibid., p.197.
159) J. Levinson, Music, Art & Metaphysics : Essays in Philosophical 

Aesthetics(이하 MAM),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0, p.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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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그들은 다른 방법을 취하는데, 대표적인 전략은 속성의 발견이나 주

목이 해석자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하는 것, 그리고 일부의 속성들에 

대해서만 변화를 허용하는 것이다. 레빈슨은 전자, 스테커는 후자의 방

식을 취한다. 

 우선 레빈슨의 경우를 살펴보면, 레빈슨은 해석적 의미의 변화나 부과

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창조 당시부터 원래부터 있었던 속성들이 사후에 

발견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것은 견고한 실재론과 일원론의 틀을 거의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레빈슨은 “바로크적임”, “어떤 양식의 기원이 

됨”과 같은 양식적 속성들은 작품 외적인 요인과 관련된 관계적 속성들

이지만 이것은 작품이 처음부터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던 것이라고 본다. 

레빈슨의 주장에 따르면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은 작품이 아니라 해석자

들이고, 창작 시점에 본질적 속성들은 이미 고정되었지만, 해석자들이 

작품에 대해 숙고하고 경험함에 따라서 그 내용에 접근하는 정도가 달라

진다는 것이다.160) 

  그러나 레빈슨이 이렇게 시간본위적인 속성들을 본래부터 존재하는 것

의 발견으로 설명하는 것은 필자에게는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 기원 당

시에는 분명히 파악되지 않고 시간의 흐름을 필요로 하는 속성들은 미래

본위적인 속성들과 양식과 관련된 속성들이다. 예컨대 유창성, 시초성, 

중요성, 전환, 혁신성과 같은 것은 일정한 시간이 흐르거나 이후 작품들

이 등장해야만 귀속가능한 속성들이다. 또한 양식과 관련된 속성들의 경

우, 특히 새로운 양식이나 장르 범주의 선구가 되는 작품의 경우 “다른 

작품들이 창조되어서 범주가 형성되기 전에는 완전히 드러나지 않

는”161) 속성들이다. 예컨대 필름 누아르, 12음 음악, 아상블라주 조각, 

매너리스트 회화 같은 새로운 양식들은 이후 작품들이 등장하여 그 양식

을 발전시키고 강화시켰기 때문에 확립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후의 작

품들이 등장해서 양식으로서 확립시키기 전에는 그 양식이 존재하지 않

았고, 기원 당시에는 작품의 유적이고 범주적인 측면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술사적 중요성, 전환, 혁신성과 같이 시간이 지나야

160) J. Levinson, MAM, pp.180-81.
161) J. Levinson, PA, p.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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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파악될 수 있는 미래본위적인 속성들은 기원부터 예술작품에 이미 완

전히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한 설명이 아니라고 보여지는 것

이, 그러한 속성들이 본질적이라면 그러한 속성들이 드러나는 역사적 시

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점이 전제되기 때문이다. 그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속성들은 마골리스가 말하는 것처럼 어떤 역사적 시점

에 우연적으로 해석자들에 의해 지향적인 속성으로서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레빈슨 또한 이러한 비판을 의식하고 있는 듯, 이러한 속성들에 대해

서는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제시한다. 레빈슨의 대안은 미래본위적 속성

들을 작품에 대한 일반적인 예술적 성질들과는 다른 것으로서 분리하는 

것이다.162) 또한 레빈슨은 예술가의 이후의 작품 목록들이 이전 작품의 

의미에 영향을 주거나 의미를 증대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한다.163) 

그러나 레빈슨은 시간과 관계된 속성들의 귀속을 부과나 속성의 변화로 

보기보다는 작품의 속성이 본질적인 것으로서 완성되는 데 있어서 일정

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선호한다. “예술적 내용이 시간이 지나 

더 안정적으로 고정성을 띨 수 있고, 작품의 역사적으로 정확한 해석 범

주가 점진적으로 출현할 수 있는데, 한편 예술적 내용상의 전반적 변화

와 [그러한 시간성이 개입되는] 주목 간에는 차이가 있다”164)고 레빈

슨이 말하는 것은, 달리 말해 작품이 창조된 시점을 텍스트 상의 개체가 

완성된 시점이 아니라 완전히 고정적인 속성들을 갖추기까지의 기간 개

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것은 레빈슨이 작품의 해

석은 속성과 의미의 부과가 아닌 발견이라는 관점을 견지하기 위한 것으

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 역시 설득력을 얻는 데 실패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레빈슨이 작품이 창조된 이후 결정적인 속성들을 갖추기까지의 시간과 

그 동안 작품이 속해 있는 문화적/역사적 맥락은 우연적인 것이다. 이후

의 작품들의 목록이나 예술사의 전개가 다른 방향이었거나 혹은 작품이 

162) J. Levinson, MAM, p.211.
163) J. Levinson, PA. p.245.
164) J. Levinson, PA. p.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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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이유로 다른 문화권에 속하게 되었다면 미래본위적이거나 양식적

인 속성들은 작품 속에 다르게 갖추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한 속성이 어

떠한 것이든 간에 작품을 본질적으로 구성하고 작품에 결정적인 속성이 

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속성들이 맥락 상대적이고 우연적으로 귀속되었

다는 사실은 속성상의 변화의 여지도 허락한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어

떤 작품이 한 문화권에서 새로운 양식의 기초를 알리는 혁신적인 속성을 

결정적으로 갖추게 되었다가, 우연히 전혀 다른 문화권으로 유입되어 그

러한 혁신적인 예술적 속성을 결여하게 되고 그 문화권의 맥락에서 재평

가되면서 양식적으로 매우 진부함이라는 속성을 새롭게 획득하게 될 수 

있다. 창작의 맥락과 기원의 시점을 다소 길게 유예적으로 잡아서 이러

한 맥락적인 속성들을 본질적으로 고정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본질주의

적 시각이 전제되거나 혹은 시간성을 사실상 무시하고 초시간적으로 작

품의 의미 구성을 생각하는 관점에서 가능한 것이다. 무엇보다 실제 관

행에서 기원이 밝혀진 예술작품이 타문화권으로 이동되어 해석되기도 하

고, 동시에 다른 여러 문화권들에서 해석될 수 있다. 이 때 이러한 예술

사적, 관계적 속성은 문화권마다 달라질 것인데, 레빈슨의 주장에 의하

면 이 모든 관계적 속성은 이미 작품 속에 잠재되어 있던 것의 발견이

다. 그러나 문화권마다 다른 관계적 속성의 출현에 의해 작품의 완결된 

의미는 다른 것이 되고, 이것은 작품 정체성 문제에 있어서 혼란을 야기

하게 된다. 해당 작품은 각 문화권에서 각각 다른 예술작품으로서 완결

되는 것이다. 즉 레빈슨의 입장은 속성의 고정과 개체성의 유지라는 장

점을 고수하고자 한다면, 다양한 역사적 우연을 고려할 때 정체성의 문

제가 이론적으로 매끄럽게 설명되지 않으며, 역사와 실재에 관한 선결문

제요구의 문제가 있고, 오늘날의 해석적 관행을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한

다.

 엄격한 실재론의 입장에서는 다소 이론적 불연속이나 설명상의 어색함

이 드러나는 이러한 점들을 마골리스의 지향적 속성의 관점은 훨씬 단순

하게 설명할 수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혹은 맥락에 의해 속성들은 우연

적으로 부과되며 따라서 자연히 작품은 속성상의 변화를 겪을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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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관점은 미래본위적 속성 자체에 대해서는 물론, 다양한 예술사적 

관계적 속성이 동시에 귀속될 수 있다는 점, 또 그러한 관계적 속성들은 

비수렴적이고 모순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다. 

예컨대 추상표현주의의 절정기에 그려진 폴록의 어떤 작품에 나타난 추

상적 형상은 모더니즘의 절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동시

에 에너지와 운동을 가시적으로 표현하려는 재현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도 해석될 수 있다. 이 때  두 의미는 미술사적으로 모순에 가까운데 이

것들이 본질적으로 작품에 동시에 들어있다고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다른 한편으로, 레빈슨의 입장에서 보이는 이러한 불연속적인 측면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도 있다. 즉 이러한 미래본위적이고 시간과 관

계된 속성들을 작품의 기원적 테제로부터 분리시켜서 발견의 견지에서 

설명하기보다는 변화의 견지에서 설명할 수도 있다. 라마르크는 레빈슨

의 이러한 설명은 레빈슨이 의도한 바와는 별개로 구성주의적인 측면에

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하는데165) 필자는 이 

지적이 온당하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이러한 속성들은 작품의 해석적 의

미와 관련하여 비평에서 중심적인 것들로서, 라마르크는 이러한 중요한 

속성들이 작품의 기원에서부터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없다는 것은 

기원 당시의 작품이 속성 측면에서 불완전하고 비결정적이라는 것을 시

사하며, 이후의 해석에 의해 해석-대상의 측면에서 작품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구성주의적인 것과 유사하다고 지적한

다. 라마르크는 레빈슨이 시간이 흐르면서 결정적인 속성을 획득한다고 

설명하는 데서 “전반적 변화”라는 말에 주목하면서 이 ‘변화’라는 

표현이 구성주의를 연상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전반적 변화라는 표

현이 의미있게 여겨지는 것은, 속성을 사후 발견의 측면에서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잠재된 속성들이 모두 발견되어 작품의 속성 집합이 완성되는 

특정한 시점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의 시점까지 발견된 속성 

집합들이 있을 뿐, 미래에도 다른 속성들이 발견될 여지가 항상 남아 있

고 작품의 본질적 속성 집합은 항상 열려 있게 된다. 그렇다면 사실상 

165) P. Lamarque, "Objects of interpretation." pp.1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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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따른 새로운 속성의 귀속과 부과로 설명하는 편이 더 설득력이 

있다. 

 레빈슨의 미래본위적 속성을 이렇게 달리 볼 가능성을 직접적으로는 라

마르크의 논변에서 빌어오기는 했지만, 이러한 관점에서 분명히 확인하

게 되는 것은 마골리스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지향적 속성의 문화적 성

격이다. 예술사적 속성, 양식적이고 관계적인 속성은 특히나 이것이 양

립불가능하거나 모순적일 경우 레빈슨식의 속성실재론보다는 지향적 속

성의 귀속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레빈슨의 입장이 역사에 

관한 본질주의적인 관점까지 전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시간본위적 

속성과 관련된 이 논의는 이론의 경제성과 정합성 면에서 마골리스의 입

장을 설득력 있는 것으로 지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한다. 

   1.2.3. 고정불변의 속성과 가변적 속성의 구별 문제

 스테커는 “작품은 필연적으로 특정 시간에, 특정인에 의해, 특정 맥락

에서의 의도적 행위 (행위의 집합)에 의해 생겨난 (지향적인) 개

체”166)로 정의하여 기원과 관련된 속성들을 본질적으로 고정하는 실재

론의 입장에 있다. 이 때 스테커는 다양한 해석에 의해 변하는 것은 사

소한(trivial)한 속성이고 작품에 본질적인 견고한(robust) 속성은 변하

지 않으며, 해석은 단지 해석자의 작품에 대한 주장, 상상, 명령, 권유와 

같은 것으로 그들의 간주 방식이 변화하는 것이 작품의 속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167) 즉 스테커는 작품의 참인 단일한 해석

과 관련되는 견고한 속성과 그렇지 않은 사소한 속성을 구별하고 있으

며, 그 견고한 속성은 물리적 속성 및 그가 작품 의미에서 중시하는 창

작의 맥락 및 작가 의도에 기반한 재현적/표현적 속성을 의미하는 것으

로 이해된다.168) 

166) R. Stecker. Artworks, p.244.
167) R. Stecker, 'The Contstructivist's Dilemma', JAAC 55:1, 1997, pp.43~44.
168) 스테커는 견고한(robust) 속성을 언급하는 맥락에서 그 속성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지만, 퍼시벌의 지적 및 스테커의 다른 문헌들을 

고려할 때 그의 전체적인 역사-의도주의적인 작품 존재론에 기반하여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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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컨대, 꽃병 또는 얼굴로의 양의적 형태로 보일 수 있는 그림의 경우

를 다시 생각해 보자. 만약 이 그림이 얼굴의 사실적 재현을 허용하지 

않는 문화권에서 꽃병의 재현으로 그려졌는데, 이후 이 문화권이 얼굴의 

재현을 허용하는 문화권을 정복하여 피정복민들에게 제시되었을 때 피정

복민들은 이 그림을 꽃병/얼굴 그림의 양의적 재현으로 이해하며 또한 

그 기원을 알고서 얼굴의 형태를 꽃병 속에 숨겨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

여 그것이 미술사의 표준적인 해석이 되었다고 할 때, 스테커는 이 경우 

피정복민들의 해석 이래 미술사적으로 굳어진 해석까지 모두 잘못된 해

석이라고 본다. 또한 이 그림이 수천 년 후 기원의 맥락을 전혀 알지 못

하는 문화권에서 역시 꽃병/얼굴의 양의적 그림으로 해석될 때에도 스테

커에게 있어서 이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다. 이러한 결과는 해석에 의한 

속성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해석시의 공동체의 관습이나 문화적 동의, 

인식론적 상황과 무관하게 참된 해석은 기원에 기반한 불변의 본질적 속

성에 의거한 것이기 때문이다. 위의 경우 기원에 대한 무지 때문에 후대

에 잘못 내려진 해석은 기원을 참고하여 수정되어야 하며, 이후에 문화

권의 상황에 따라 주류가 된 다른 해석 또한 참인 해석이 아니다. 즉 스

테커에게는 후대의 해석이 해석적 변화로 생각되기보다는 인식론적 문제

로 인해 발생한 잘못된 해석이 된다.　

　그러나 우리가 지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의 물리적 측면, 텍스

트는 분명히 보존되고 있지만 기원과 맥락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원

과 맥락에 대한 정보가 완전히 사라진 경우 해석자의 시대와 관점에 의

거하여 주류로 굳어지는 해석의 경우 인식론적인 차원을 언급하며 잘못

된 해석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인식의 조건과 해석적 관행에 비추어 

적절하지 못한 설명이다. 이러한 경우는 기원과 맥락에서 떨어져 나와 

작품의 의미가 변화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스테커가 고정된 본질인 견고한 속성과 변화가능한 사소한 속성을 구

별할 때, 작품의 어떤 것이 견고한 속성이고 어떠한 것이 사소한 속성인

지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그

이해할 수 있다. P. Percival, “Stecker's Dilemma : A Constructive 

Response”, JAAC 58:1, 2000, pp.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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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명백히 변화하는 속성들을 과연 사소하다고 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작품에 대해 완전히 새롭고 창조적인 해석이 속성의 변

화를 초래하는 경우는 사소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스테커도 이러한 

경우를 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것일 듯하다. 그러나 위의 꽃병-얼굴 그

림의 예에서 보듯 변화하는 속성이 결코 사소해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 작품을 꽃병으로 보이게 하는 의미론적 속성과 얼굴로 보이게 하

는 의미론적 속성은 작품의 동일성과 표준적 의미에 관한 결정적으로 중

요한 속성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스테커의 개념상 견고한 속성이라고 보

는 것이 옳을 것이다. 스테커의 견고한 속성 중에는 이렇게 지향적 속성

인 재현적/표현적 속성도 있다. 그가 기원적 맥락을 작품의 본질 고정에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러한 재현적/표현적 속성들 

중 견고한 속성과 사소한 속성의 구분 기준을 기원 당시의 의도에서 찾

아야 하는 것일까? 그의 구분법으로는 꽃병/얼굴의 형상의 물리적 윤곽

선과 결합해 꽃병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견고한 속성이라면, 같은 윤

곽선에 얼굴로 보는 해석에 의해 부과된 재현적 속성은 사소한 속성이 

된다. 필자가 보기에 이러한 구분은 정당해 보이지 않는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해석 자체가 변화하는 경우, 위의 피정복민의 후대에 꽃병/얼

굴 그림으로 해석될 때, 꽃병 속에 얼굴을 숨긴 것으로 해석될 때의 속

성을 과연 사소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지도 의심스러운 것이다. 

현재의 시점에서 해석 공동체에서 표준적으로 인정되는 해석은 현재의 

가치를 반영한다. 이것은 스테커의 기본적인 입장에 비추어, 의도와 기

원의 맥락에 기반한 참인 해석을 벗어나 원래 의도되지 않았지만 이후의 

예술사를 고려한 더 종합적이고 가치 있는 해석에 의해 부과되는 속성을 

사소하다고 할 것인가 하는 질문 제기이기도 하다.

 또한 앞 절에서의 시간본위적인 양식적 속성들도 스테커의 기준에 의거

하면 견고한 속성인지 사소한 속성인지 분명하게 구별하기 어렵다. 시간

의 흐름에 따라서 처음에는 귀속되지 않았던 속성이 작품에 귀속된다는 

점에서 속성의 변화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예술사와 관련된 관계적 속

성은 또한 감상의 맥락이나 문화권의 변화, 사람들의 인식적인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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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함에 따라서 새롭게 생겨나거나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스

테커의 개념틀에서는 사소한 속성이라고 보아야 하겠지만, 해석 관행상 

이러한 속성은 작품의 해석적 의미에서 실제로 중요하며 한 번 귀속되고 

나면 해당 문화권에서는 잘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견고한 속성들로 보

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들에 비추어 스테커가 실재

론적 입장을 유지하면서 속성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견고한 속성과 사소

한 속성을 구별하고자 하는 해결책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생

각된다.  

 1.3. 구성주의에서의 속성 변화와 작품 정체성 문제 

   

   1.3.1. 구성주의의 딜레마와 속성 변화의 설명

  이러한 난점들에도 실재론자들이 기본적으로 속성의 고정불변성을 주

장하는 것은 속성이 작품 바깥에서 우연적으로 주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들은 서로 이질적인 속성

들이 작품 밖에서 관계적으로 부과되어 속성 변화를 심각하게 초래하여 

정체성의 문제가 생기는 것을 이론적으로 배제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속

성의 변화와 부과 문제는 속성실재론과 구성주의가 직접적으로 대립하는 

핵심적인 문제인데, 이 절에서는 구성주의에 대한 스테커의 공격을 중심

으로 그 공격이 타당한지, 구성주의가 방어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스테커는 외부에서 부과된 속성이 작품에 본질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구성주의의 생각을 거부하면서 ‘구성주의의 딜레마’라는 논제를 제기

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구성주의자가 어떤 속성을 부과할 

때 그 주장이 정당하다면 그 속성은 이미 작품 안에 있는 것이어서 부과

할 필요가 없고, 그 주장이 틀린 것이라면 그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그 주장이 참도 거짓도 될 수 없다면 그 속성을 가진다

고 말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이 구성주의의 딜레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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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커의 핵심은, 구성주의에서 부과된 속성은 작품의 안에 있는지, 밖

에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실재론자들은 그것이 작품 내부의 

속성이라면 부과가 아니라 발견의 대상이라고 말할 것이고, 바깥에 있는 

것이라면 작품의 속성이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마골리스는 우선 스테커의 다음과 같은 말이 오해라는 점을 지적한다. 

“마골리스는 해석이 그 대상들을 완전히 채우는 데 도움을 준다고 믿는

다. 만일 그들이 이 관점을 견지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구성주의자가 아

닐 것이다 ..... 문제는 대상에 대한 주장을 하는 방식이 .... 대상에 대해 

주장되는 속성을 부여할 수 있는가를 이해하는 문제이다.”169) 즉 스테

커는 구성주의자들이 해석을 예술작품을 완전히 채우는 것으로 보면서 

대상에 대한 해석적인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이해하는데, 마골리

스에게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부정을 확인할 수 있다. “나의 쪽에서는 

해석이 예술작품을 “완전히 채운다”고 말하고자 하지 않는다 .... 나는 

물론 지향적인 지시체로서 (해석적으로) 구성되는 것들에 결정적인 의미

를 해석이 부과한다고 기꺼이 인정한다. 지향적인 지시체는 지시체로서

는 결정적이고, 그래서 그 본성상 결정가능한 것이다. 그 구별은 비평적

이고, 스테커와 같이 지향성의 복잡성을 간과하는 이들이나 지향적 속성

과 비지향적 속성 간의 어떤 근본적인 차이도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서는 

무시되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일단 그 구별을 

인정한다면, 역사주의와 상대주의의 타당성은 단지 형식적인 고려들에 

의해 위협받을 수 없을 것이다”170)라고 마골리스는 말하고 있다. 이러

한 마골리스의 말은 해석적 속성을 본질적인 것으로 간주한다고 해서 그

것이 작품에 본질적인 속성들을 빈틈없이 채워 넣고 그것으로서 작품 개

체성, 정체성의 경계를 완결시키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마골리스의 

이 답변이 함의하는 것은, 구성주의자들은 작품 안팎의 경계 자체를 명

확히 하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구성주의에서는 정체성의 문제 자체가 부

적절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구성주의자 크라우츠의 말을 빌면, 부과는 작품이 원래 가지고 

169) R. Stecker, “The Contstructivist's Dilemma”, p.50.
170) WWA, pp.9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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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았던 속성을 새롭게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에 있어서 비결정

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적절한 부과에 의해 더 결정적인 해석-대

상이 제기되는 것이다.171) 이 관점에 따르면 부과는 작품의 잠재되어 

있는 어떤 국면에 현저성(salience)을 부여하여 의미있는 속성으로 명시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면들은 잠재적이고 그 자체가 작품의 지향적 속

성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들은 아니다. 그 국면을 끌어내어 속성으로 

명시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해석 행위이다. 예컨대 마골리스의 지향

적인 속성들은 물리적으로 구현되는 것인데, ‘빨강’은 작품 속에 물리

적으로 고정되어 있고 지향적인 빨강은 ‘분노의 빨강’, ‘열정의 빨

강’ 등으로 해석에 따라서 다른 속성들이 될 수 있다. 텍스트 상의 빨

강은 분노의 빨강, 열정의 빨강, 파랑과 대비되는 적대적인 세력의 빨강 

등등 국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잠재적인 가

능성을 가지고 있다. 분노의 빨강인지 열정의 빨강인지가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속성일 때, 이것들이 의미론적 속성의 형태로 기원 당시

부터 모두 작품 속에 내재되어 있고 해석은 그것 중 어떤 것을 발견하고 

발견하지 않는 것의 문제라고 보아야 하는가? 

 스테커는 구성주의에서는 작품 안팎의 속성이 구별되지 않는다고 비판

하지만, 구성주의에서 기원 당시에는 없던 속성이 작품에 귀속된다고 해

서 이것이 완전히 바깥에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속성이 부과될 때는 

작품 안의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거나 물리적인 기반을 가져야 하고, 그

것이 구현되어 창발되면서 작품에 본질적인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비

록 이후 해석자의 해석 행위에 의존하지만 일단 해석에 의해 작품에 귀

속되면 본질적으로 작품을 구성하는 것이다. 그 해석이 일단 받아들여지

면. 꽃병-얼굴 그림에서 꽃병의 세부의 지각적, 의미론적 속성들, 일정 

171) M. Krausz, Interpretation, Relativism and the Metaphysics of Culture, 

Humanities Press International, 1997, P.417. 크라우츠의 이 말은 작품 정체

와 해석에 대한 굿먼의 다원론을 상기시킨다. 물론 크라우츠나 마골리스 같은 구

성주의자들은 작품 정체성의 문제를 엄격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굿먼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굿먼이 새로운 해석을 작품 세계 속에서의 새로운 속성을 

발견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과 크라우츠가 잠재적인 속성에 현저성을 부여한다고 

설명하는 것은 유사한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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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의 직선, 곡선, 색깔과 같은 물리적 속성을 통해 구현되는 의미론적

인 속성은 부과에 의한 것이라고는 해도 작품 바깥에 있는 속성은 아니

다. 꽃병의 그림으로, 얼굴의 그림으로 작품을 보게 하는, 작품 안의 속

성이다.  

 이러한 속성은 실재론적 입장에 의거하여 작품의 안팎 어느 쪽에 있는 

속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스테커의 구성주의의 딜레마나 내적/

외적 속성을 구분하려는 물음 자체가 부적절한 것이며 이것은 구성주의

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인 실재론적인 입장이 반영된 물음으로서, 그 

이면에 견고하고 독립된 해석 대상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구성주의에

서는 해석이 해석의 대상을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제기 

자체가 부적절한 것이 된다. 새로운 속성의 귀속에 따른 속성 변화를 설

명하는 측면에서 구성주의가 실재론적 입장보다 장점이 있다고 보는 것

은, 이러한 새롭게 부과되는 속성을 단지 작품의 밖으로부터 임의적으로 

덧붙일 수도 있고 간단히 제거해 버릴 수도 있는 사소한 것으로 설명하

지 않는다는 점이다. 필자는 해석에서 진정으로 의미 있고 때로 작품 정

체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속성들의 변화 가능성을 허용하면서 이 

속성들을 진지하게 취급한다는 점이 구성주의의 중요한 이론적 장점이라

고 여긴다. 이것은 해석 문제에 대해 속성실재론보다 더 나은 설명력을 

보이는 부분이다. 따라서 필자는 스테커가 고정된 본질로 보는 견고한 

속성과 변화가능한 사소한 속성을 구별하는 방법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하며 구성주의는 그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고 본다. 

   1.3.2. 작품 개체와 지칭적 동일성의 구조

 마골리스의 예술작품 정의상 핵심적인 지향적 속성은 변화가 불가피하

므로, 작품 정체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라이프니츠

적 동일성의 개념 대신 작품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지칭체라는 단일성의 

개념을 채택하고 있음을 보았다. “자연종과 달리 자아나 예술작품과 같

은 문화적 개체들의 개별화와 수적 동일성은 상대적으로 비형식적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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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다 .... 문화적 개체들은 지향적 속성들을 소유하면서 역사화되기 때

문에 나는 그것들을 이력들과 같은 것으로 본다. 문화적 개체는 비록 물

리적 대상들이 가진 경계를 결정짓는 본성(nature)들을 결여하고 있지

만, 그럼에도 객관적인 해석을 지지하기 위한 이력(career)상의 충분한 

단일성을 가진다. 그러나 문화적 개체의 단일성은 그 자체가 다소 느슨

하고 변통적(ad hoc)이고 변덕스럽다. 그 개체는 예술작품이나 텍스트 

자체가 가지는 해석의 역사에 의해 개정가능한 구성물이다”172)라는 마

골리스의 말을 참고하자.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마골리스가 작품의 개별화를 결정짓는 핵심

적인 것을 본성이 아니라 이력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마골리스에게 

있어서 이력은 어느 시점까지 작품에 귀속된 본성들을 단순히 정리한 것

이 아니라 그 개별적인 특수자(particular) 안에 있으면서 그 특수자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본성들을 정리해 주는 것이다.173) 본성과 이력은 계

속 변화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리는 잠정적이지만, 대상은 계속 변화

하는(inconstant) 본성을 소유하면서도 단일한 이력을 구성할 수 있다. 

즉 이를 통해 우리는 마골리스의 단일성은 본성이 아니라 이력에 핵심적

으로 의존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마골리스에게서는 단일하게 지속되

는 이력 속에서 변화하는 본성들을 하나의 개체에 귀속시키고 그 이력으

로써 동일한 대상을 안정적으로 지칭하도록 하는 행위가 작품의 정체성

과 개별화 문제를 결정하며174), 이것은 라이프니츠적인 동일성 개념을 

172)WWA, pp.89~90.
173)HTCW, p.137.
174)덧붙여 마골리스는 “문화적 개체들은 이력들을 가지며 오직 이력일 뿐이다. 이 대

상들은 본성을 결여하며 이력일 뿐인 본성들을 가진다”라고 말한다. (HTCW, 

p.142) 이 말은 일견 용어상의 문제로 인한 혼동을 초래할 수도 있지만, 역사 속

의 변화와 이력을 상대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본성(nature)'과 

술어(predicate)는 실재론자들에게서 고정적이고 시간초월적인 차원에서 생각되는 

것인데, 이러한 본성과 술어에 대응하는 것이 마골리스에게서는 이력인 셈이다. 마

골리스에게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개념들도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라 단지 담화의 목적상 객관적이고 불변의 것으로 여겨질 따름이기 때문에, 문

화적 개체의 본성과 이력은 결국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다. 마골리스

는 “본성과 이력의 실재론은 우리의 삶의 형식(Lebensformen)의 합의적인 관행

과 합치하여서만 단언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HTCW, p.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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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하여 작품 정체성의 유지 문제를 충분히 감당하며 정체성 관련 비판

들을 불식시킬 수 있다고 필자는 본다.

 일반적으로 미학적 논의에서 작품 정체성은 고정된 속성과 그것에 기반

한 견고한 개체로서의 식별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마골리

스의 이러한 입장은 다소 이론적으로 당황스러워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마골리스는 작품 정체성은 근본적으로 지칭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견

고한 개체의 모델을 양보하는 것을 큰 문제로 보지 않는다.175) 실제로 

뒤러의 판화 작품이나 시와 같은 문학 작품은 고정된 개체가 없어도 우

리가 작품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문제가 없다. 수많은 판화의 예시와 문

학 작품의 판본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텍스트들의 존재는 작품의 

지칭적 동일성을 중요하게 담보할 수 있다. 다만 유념할 것은 마골리스

는 텍스트 자체만으로는 작품 단일성을 온전히 담보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I장에서 작품과 텍스트의 개념을 정리하면서 확인하였

듯이, 우리는 시와 같은 문학 작품을 수적으로 구별되는 개체로 간주할 

때, 통상적으로 몇 줄의 문장을 포함하는 구성적 구조를 우선 떠올리지

만 그 자체와 작품을 동일시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언어적인 구조와 함

께 지향적 속성들이 작품의 정체성 문제에 관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일성의 개념은 우리가 해석 행위를 통해서 귀속시키는 지향적 속성이 

전제될 때 작품 정체성 문제에 있어서 동일성 옹호자들의 공격에 맞설 

수 있다. 

 마골리스의 이러한 설명만으로 불만족스럽다면 지칭적 동일성의 문제와 

속성 집합의 구조를 보다 명쾌하게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라마르크의 설명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해석에 의해 구성된 

대상’과 ‘작품’을 편의상 개념적으로 구별하는 것인데, 라마르크는 

해석적 의미 귀속에 의해 구성된 대상 즉 ‘해석-대상’과 속성의 변화

175)WWA, p.95. “엄격하게 고정된 단일한 개체가 있을 필요가 없다...또한 식별할 수 

있는 해석적으로 고정된 무엇도 있을 수 없다. 우리가 고정된 지시체로 생각하는 

것은 해석의 과정에서 전제되고, 개정되고, 견고하게 자리잡힌 것이다.” 마골리스

의 이 말은 라이프니츠적 실체적 동일성을 사실상 포기하지만, 그것이 작품의 정체

성 확인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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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겪으면서도 한 작품으로 일컬어지는 통상적인 의미의 ‘작품’을 구

별한다.176) 라마르크가 말하는 해석-대상은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하나

의 해석이 작품에 귀속시키는 속성의 집합을 본질적으로 가지는 개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예컨대 ‘p임’이라는 속성과 ‘p가 아

님’이라는 속성을 각각 귀속시키는 해석들이 구성한 해석-대상들은 서

로 다른 것이다. 그러나 그 속성의 차이를 제외하고 다른 충분히 수많은 

공통된 속성들을 가지는 두 해석-대상은 해석 공동체 안에서 단일한 작

품으로 지칭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해석-대상은 비록 해석에 의해 산출된 것으로 각 해석에 한정

되기는 하지만 고정된 속성 집합을 가진다. 작품은 다수의 해석이 제시

될 때 그 해석의 경우에 해당하는 서로 매우 비슷한 속성 집합을 가진 

동수만큼의 해석-대상을 가지게 된다. 실재론자와 온건한 구성주의자들

의 차이는 서로 ‘작품’으로 일컫는 대상이 다르다는 것이다. 실재론자

들은 작품을 고정불변의 속성 집합을 가진 해석-대상과 같은 것으로 생

각하지만, 구성주의자들은 이러한 해석-대상의 집합을 묶어줄 수 있는 

다른 층위의 개체로 상정하고 지칭하게 된다. 이 때 작품은 다수의 유사

한 해석-대상들 사이에서 매개적으로 규정되는 개념이 된다. 마골리스

를 비롯한 구성주의자들이 예술작품의 존재론적 모델에 대해 말할 때 이

러한 해석-대상과 작품의 개념을 분명하게 구별하여 말하지 않고 혼용

하고 있다는 점이 비판을 받게 되는 부분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해석 대

상과 작품의 구별은 작품의 지칭적 동일성의 구조를 좀더 분명하게 설명

할 수 있고, 동일성과 단일성이 적용되는 대상도 분명하게 해 준다. 해

176) P. Lamarque, "Objects of interpretation." p.111. 앞 장에서 작품과 텍스트의 

개념을 말하면서 작품의 텍스트 자체를 동일시하는 굿먼식의 관점과 작품과 해석

을 동일시하는 관점을 구별했다. 라마르크의 이 관점은 후자의 입장을 구조적으로 

드러내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개별 해석에 따라 작품을 엄격하게 개별

화하면 급진적인 구성주의의 입장이 되어 반직관적인 결론이 초래되기에, 각 해석

이 투사하는 작품, 즉 해석-대상은 라이프니츠적 동일성의 측면에서 서로 미묘하

게 구별되는 다수가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미묘한 차이가 완전히 새로운 작

품을 낳게 되지는 않으므로 이러한 해석-대상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상위의 단일한 

작품 개념이 필요하다. 이 해석-대상들과 작품의 관계 및 전체적인 작품 정체성의 

확인의 설명에 적합한 것이 지칭적 단일성이다. 



120

석-대상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동일성 개념을, 구성주의자들이 가리키는 

작품 개념에는 단일성의 개념을 적용하게 된다. 

 이 구별은 또한 한 작품에 대한 상반된 해석의 설명에도 도움이 된다. 

꽃병-얼굴로 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림에 대해 꽃병과 얼굴로의 

각 해석이 구성하는 해석-대상은 다르다. 작품은 그 두 해석을 포괄하

는 양의적인 형상을 가진 그림이 될 것이다. 라마르크는 이러한 해석-

대상이 작품과 구별되지만 개별화, 비교, 가치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

다고 말하며, 나름의 기술된 속성들을 가지는 고유한 개별자라고 말하고 

있다. 이 개별자를 우리는 작품을 명시적으로 구별하여 언급하기 위한 

것으로보다는 지칭적 동일성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상의 보조적인 개념으

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대상은 작품과 구별되는 것

이기는 하지만 완전히 자율적이거나 해석 독립적인 개체로 취급할 필요

가 없다. 이 해석-대상을 그렇게 취급하게 되면 해석마다 각각의 해석-

대상이 생겨날 것이므로 급진적 구성주의에서 해석적 변화에 따라 수많

은 유사한 작품들이 개별화되어 버리는 것과 유사한 문제가 생길 것이

다. 존재론적인 해석-대상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각각의 해석들은 

모두 한 작품에 대한 해석이다.

 이렇게 작품 개체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구성물이기에 결국 마골리스에

게서 작품 정체성 문제는, 어떻게 해석과 비평적 담화를 위한 공통 대상

을 안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것은 새로운 부

과적 해석들과 이에 따른 수많은 해석-대상들을 해당 작품에 귀속시킬 

수 있는 기준의 문제이기도 하다. 작품의 단일성은 공동체의 행위자들의 

공적인 동의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므로, 크라우츠는 해석-대상들 사이

에서 작품의 단일성이 유지되기 위해, 다양한 해석들은 충분히 공통된 

해석-대상을 언급하고 있다는 동의를 얻어낼 수 있도록 충분히 많은 수

의 속성들을 부과하여 해석-대상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한다.177) 마골리

스 또한 “해석가능한 텍스트의 단어와 문장들로서 어떤 것을 포함하고 

배제할지에 관한 국지적인 퍼즐들은 통상적으로는 다루기 어렵지 않

177)Krausz, Michael. Rightness and reasons: Interpretation in cultural practices. 

Cornell University Press, 1993. p.112.



121

다.”178)고 말하면서 지향적 속성의 변화에는 문화와 관행의 지속성이 

전제되기 때문에 지칭적 안정성은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179) 우

리의 예술적 관행에서 한 작품에 대해 각기 다른 지향적 속성이 귀속되

어 다양한 해석들이 제시되어도 이 해석들이 여전히 동일 작품에 대한 

해석으로 간주되는 사례는 흔히 있다. 예컨대 작품 <햄릿>에 대해서 창

작 당시의 의미, 이후에 나타난 프로이트적 관점에서의 해석 등에서, 해

석에 따라 관련된 속성들이 실제로 변화하지만 같은 작품으로 확인된다. 

또한 다르게 편집된 형태의 셰익스피어의 희곡들, <햄릿> 등 극의 축약

된 버전 등도 모두 같은 작품의 이름 아래 지칭된다. 이것은 마치 연행 

예술에서의 유형-징표의 모델과도 유사한데, 유형이 플라톤적인 실재이

거나 엄격하게 고정된 구성물이 아니더라도 수많은 다양한 징표를 지칭

적으로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듯이 마골리스는 이러한 느슨하

게 상정된 개체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 

   1.3.3. 해석의 객관성

 느슨한 작품 정체성에 대한 반대자들의 우려는 작품 개체의 느슨함으로 

인해 해석의 올바른 귀속과 객관성에 대한 의구심이기도 하다. 새로운 

해석들이 결과적으로 무질서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

키기 위해 마골리스는 해석의 객관성이 충분히 담보된다고 주장한다. 우

선 마골리스는 “객관성”을 “객관주의”와 구별하며 객관주의는 거부

하지만 해석의 객관성은 추구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마골리스에게

178)WWA, p.89.
179) 마골리스는 상반된 해석들이 가리키고 있는 작품이 동일한 것이 되기 위해 작품의 

속성들이 실질적으로 동일할 필요는 없지만, 그는 담화의 목적에 따라, 그리고 구

성원의 동의와 관습에 의해 다른 해석적 속성들이 귀속될 수 있고 그럼에도 지시

적 동일성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주장한다. 해석된 대상 안의 속성의 변화가 

     필연적으로 대상 자체의 변화를 초래할 필요가 없다. 마골리스는 이러한 동일성 

     개념을 “발전하는 자아(self-development)”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발전

하는 중의 각 단계의 자아는 엄격하게 라이프니츠적인 의미에서 동일하다고 할 수

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각 단계마다 다른 자아를 산출하지는 않는 것과 같다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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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객관성은 “탐구의 엄정함과 진리값의 귀속에 대한 어떤 규준”180)

과 관련되는 것이다. 마골리스는 예술작품의 지향적인 속성들이 객관적

으로 인정되는 조건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문화적 개체들이 지향

적으로 공유하는  공통된 해석적 세계와 그 총체적인 유산, 역사이며, 

이 속에서 지향적 속성을 대상에 할당하는 일은 합의적으로 수용가능하

게,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여기서 지향적 속성들은 일단 할

당되면 “술어로 단정가능한 것들(predicables)”처럼 객관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사실 이 객관성은 역사적 관행 속에서 합의된 것이고 궁극적으

로는 변화가능한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181) 하지만 그렇다고 해

도 객관성의 견지에서 이 지향적 속성을 언급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객관성은 우리의 진리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객관성은 인간의 정신 활동의 산물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간주되는 

것’이지만, 과학적 활동과 같은 보다 엄정한 영역의 진리주장을 규제하

기 위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골리스에게서의 객관성은 상대주

의 내에서의 객관성이다. 참은 “X에 대해서 참”이지만 그러나 마골리

스에게서 X는 개인이 아니라 문화권 내의 집단 전체로서 관행을 지지하

는 사회182)이고 이 때의 참의 판정은 임의적인 개인적 자유에 의한 것

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엄정하게 적용된다. 마골리스는 “방어가능한 관

행으로서 확립된 것은, 관행을 지지하는 사회 X에 있어서 참인 것을 발

견하는 것과 같다”고 하며, 결국 ‘사회 X에 있어서 참’이 마골리스가 

말하는 객관성이다. 따라서 작품에 대한 객관적인 해석은 다수가 가능하

180)WWA, p.58. 또한 다음의 말도 참고할 수 있다. “만일 사실 지칭과 술어 귀속이 

우리 자신들과 같은 존재의 합의적인 삶에 의존한다면 자연 과학과 형식 과학의 

객관성들은 사회적 삶의 관행에 속하는 것에 함수적으로 따라야 한다. 그것은 그러

한 관행들 역사 문화적으로 구성된 능력들이기 때문이다 .... 더욱이 나는 객관성에 

관한 역사주의적 설명이 일관된다고 주장한다. 즉 현재의 광범위하게 상호침투하는 

문화들의 특유성들에 유효하고 잘 들어맞는다. 오늘날의 신기술이 아직 다른 문화

들 간의 경계의 확인을 말할 수 없었던 이전 시대에 형식화된 과학과 문학 비평의 

배타적인 관행들이 역사주의적 수용에 의해서 쉽게 무너지리라는 것이 전적으로 

그럴듯하다.”(WWA, p.88.)
181)WWA, pp.93~94.
182)WWA,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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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객관적인 해석은 해당 문화권에서 귀속된 지향적 속성을 가지기 때

문이다. 

 요약하면, 속성의 변화와 작품 정체성 문제에 대한 마골리스의 이론은 

다른 해석 이론들에 비해 일견 급진적이고 모순적인 것으로 보인다. 무

엇보다 단지 일부 속성들만이 아니라 본질적인 속성이 궁극적으로는 모

두 변화에 대해 열려 있다고 보는 입장이기에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러

나 마골리스는 속성의 변화가 불안정과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말한

다. 전체적이고 관행적인 합의에 의해 그러한 속성들이 마치 고정된 것

처럼 간주되어 안정적으로 기능하며 부과적 해석도 객관성의 기준이 있

다. 다만 작품 정체성 문제에 있어서 작품을 분명한 경계를 가지는 개체

로 확립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부차적인 문제가 된다. 마골리스는 무엇보

다 가변적인 속성을 고정적인 것으로 절대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 우리

가 작품이란 개체를 필요로 하는 것은 비평과 해석적 술어들을 귀속시킬 

지칭체, 속성의 점진적인 변화 속에서 안정적인 지칭 관계를 담보할 지

칭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라고 본다. 문학, 음악, 연행 예술은 물론 미

술 작품과 같은 물리적인 속성이 두드러지는 영역에 있어서도 식별가능

한 고정적 속성만으로 예술작품을 말할 수는 없다. 문화적 속성이 사실

상 예술작품에 있어서 결정적이라는 것을 마골리스의 이론은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반실재론적, 구성주의적인 마골리스의 이론은 일견 급

진적으로 보이지만 본질주의에 기반한 속성실재론이 해석적 의미의 변화

를 설명하기 위한 노력들이 만족스럽지 못했거나 최소한 이론 내의 불연

속과 제한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살펴보았고, 또한 속성실재론들이 

마골리스의 이론을 결정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증명하지 못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근본적인 철학적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이론

들의 경합은 관행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마골리스의 이론은 관행을 가장 포괄적이고도 모순없이 설명해 내

고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고, 더욱이 스테커의 이론과의 관계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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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 전통적인 관점에 입각하여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론의 정확한 

입지를 명시해 주며 그 이론을 보다 광범위한 차원에서 포괄할 수 있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2. 상대주의와 다치 논리의 문제 

 이 절에서는 역시 이론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 온 마골리스의 상대주

의와 관련된 문제들을 다룬다. 마골리스의 상대주의는 단지 문화적 상대

성이라는 일차적인 사실뿐 아니라, 문화적 대상에 접근하는 방법론으로

서 합법적이라는 주장까지를 포함하고 있고, 지향적 속성의 가변성 때문

에 해석적 진술에 있어 상대주의적인 논리가 적절하다고 주장함을 이미 

확인했다. 이 절에서는 마골리스의 상대주의에 대한 비판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다.

 우선 마골리스의 상대주의에 대한 비판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

다. 마골리스 상대주의의 이점은 무엇보다도 양립불가능한 해석의 설명

에 있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첫 번째 비판은 양립불가능성은 쉽게 

해소될 수 있으며 따라서 상대주의적인 논리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두 번째 비판은 실제의 관행에 비추어 양립불가능한 해석의 예는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상대주의적 논리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위험하고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상대주의를 배격하고 이

치 논리를 선호하는 입장은 일원론과 잘 연합되는데183) 그것은 하나의 

참인 해석을 선호하는 전통적인 해석의 이상 때문이다. 한편 다원론에서

183)WWA, p.43. “상대주의를 거부하기 위한 고대와 근대의 방식들은 동일한 불로소

득적 확신에 의존한다고 확신한다. 그 확신이란 즉, 진정으로 실재하는 것이라면 

어떤 불변적 구조를 가진다는 것, 실제 세계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은 모두 변하지 

않는 것의 견지에서만 설명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실재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은 모두 (아무리 대략적이라도) 그 아래에 있는 구조의 파악을 포함한다는 것이

다.” 상대주의에 대한 거부는 고대 이래의 본질주의적 입장에서 뚜렷이 일관되게 

나타난다. 본질주의에 기반하고 있거나 실재론적 입장에 기반한 해석 이론들은 상

대주의를 원칙적으로 기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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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치 논리를 선호하며 가급적 상대주의를 이론에 도입하지 않으려 한

다. 이 절에서는 우선 양립불가능성이 형식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주

장하는 일원론자 비어즐리의 주장과, 양립불가능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

식은 다양하며 이치 논리만으로도 다원론을 지지할 수 있다는 스테커와 

데이비스의 입장, 이에 대한 마골리스의 답변을 검토할 것이다. 

 2.1. 해석의 문화적 상대성

  2.1.1. 문화적 상대성과 양립불가능성의 해소 문제

 마골리스의 강건한 상대주의에 대해 일차적으로 제기되는 비판은, 마골

리스가 주장하는 양립불가능한 해석의 문제는 실제로는 양립불가능한 것

이 아니라 해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비어즐리는 상대주의 자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박을 펼친다. 상대주의는 결국 어떤 측면에 관한 상대주

의의기 때문에 비어즐리는 그것을 술어의 다항성(polyadicity)을 고려하

면 해결된다는 것이다. 어떤 술어가 n항 차원에서 양립불가하게 된다면 

또 하나의 변항 (n+1)항을 도입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그것

이다. 예컨대 문장 (1) 헨리는 배가 고프다 와 (2) 헨리는 배가 고프지 

않다가 있을 때 이 두 문장은 모순임에도 불구하고 둘 다 참이 될 수 있

다. 바로 ‘t라는 시간에’라는 변항을 도입해서 1항으로 보이는 술어를 

다음과 같은 2항 술어로 만든다면, (1)과 (2)는 모순을 피하면서 모두 

참이 될 수 있다. (3) 헨리는 오전 11시에 배가 고프다와 (4) 헨리는 

오후 1시에 배가 고프지 않다는 양립가능하며 모두 참이 될 수 있다. 즉 

어떤 대상에 대한 술어 P를 n항 술어로 보는가, (n+1)항 술어로 보는

가에 따라서 입장 차이들이 있을 때, n항 술어일 때는 참/거짓이 결정되

지 않아서 진리값이 보존되지 않는다면 (n+1)항 술어로 보아서 그 모

순을 해결할 수 있고, (n+1)항 술어의 적용이 타당한가 하는 것은 일반

적인 경험에 의거하여 판정된다.184) 위의 예의 경우 사람은 시간이 지

184) Beardsley, Monroe C. "The Refutation of Relativism." JAAC 41:3,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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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에 따라 배가 고파지고 식사에 의해 그 배고픔이 해결된다는 일반적인 

상식 때문에 술어를 (n+1)항으로 보는 것은 정당화되고 모순의 문제는 

해결된다.  

 이것을 미적 판단의 문제에 적용하면서 비어즐리는 (n+1)번째 변수의 

범위에 사람 개인들 혹은 사람들의 그룹들을 포괄시키는 이들을 상대주

의자로 규정하고185), 특히 후자 즉 사회나 집단에 따라 미적 판단이 달

라지는 경우에 주목한다. ‘작품 x는 좋은 y이다’186)에 대한 판단이 

상충될 경우 변항 z를 추가하여 ‘작품 x는 z의 관점에서 좋은 y이다’

로 말할 수 있는데 상대주의자들의 경우는 z를 특정 사회나 집단으로 본

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주의자들은 어떤 대상은 한 사회에서는 미적 

가치를 지니고 다른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허용하는데, 비어즐

리는 이것을 잘못이라고 본다. 폴록의 <가을의 리듬>이 예술적으로 좋다

/좋지 않다의 판단은 1950년대 이전과 1960년대 이후 혹은 서양권이나 

구소련, 반투 족 등을 변항 z로 하여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하거나, 셰익

스피어의 <햄릿>은 힌두어만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므로 예술적으로 좋은 작품이 되지 못한다거나 하게 되는 상대주의

자들의 입장에 반대하면서, 비어즐리는 적격성(eligibility)과 유효성

(availability)을 구별함으로써 반박하고자 한다. 비어즐리는 ‘예술적으

로 좋음’과 같은 성질은 적격성의 형태로, 그것을 이용하고 선택하고 

p.265.
185) Ibid., p.266.
186) 비어즐리는 이 논변의 예시로 ‘예술적으로 좋다(artistically good)’이란 술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해석이라기보다는 명백히 가치 판단적인 술어로, 여기에

서의 비어즐리의 논의는 미적 가치 판단의 상대성 측면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

러나 가치 판단 명제의 모순과 양립불가능성, 술어항의 구조가 해석의 경우와 다르

지 않고, 또한 비어즐리는 이러한 가치 판단을 내리는 근거와 관련하여 특정한 종

류의 만족을 제공하는 대상의 “능력(capacity)”을 언급하고 대상 속에 있는 것

은 특정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유효성(availability)을 가지는지 여부를 떠나 불변하

는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비어즐리의 이 논변은 해석적 의미를 속성과 결부

시켜 설명하는 논의의 맥락에서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즉, 가치 판단의 상대성

에 관한 비어즐리와 마골리스의 논의를 해석의 문제로 가져와도 무방할 것이다. 핵

심적인 것은 가치 판단이든 해석이든 그 명제가 이치 논리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

이 되는지를 둘러싼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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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예술작품 안에 불변적으로 내재하는 

것이다. 반면 유효성은 z라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이다.187) 즉 <햄릿>의 예술적 좋음은 그 작품의 

적격한 성질이지만 힌두어만 이해할 수 있거나 드라마/연극의 개념이 없

는 사회에서는 유효하지는 않은 성질이 된다. 비어즐리는 <햄릿>의 예술

적 좋음은 참(truth)으로서 그것이 이용될 수 있든 없든, 즉 유효성과는 

관계없이 작품에 언제나 똑같이 남아 있는 것이고, 문화 상대적인 것은 

유효성이지 적격성이 아니라고 말한다. 따라서 비어즐리에게서는 폴록의 

<가을의 리듬>이 예술적으로 좋다/좋지 않다는 적격성의 측면에서 둘 

다 참일 수 없다. 

 예컨대 넓은 단색 바탕의 캔버스에 세로 줄이 그어진 바넷 뉴먼의 작품

은 복잡한 도시 속에 살고 있는 이에게는 매우 개방적이며 공허하고 수

직선이 강렬하게 느껴질 것이지만 광활한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에스키모 

족에게는 그 작품이 특별히 개방적이고 공허하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라

고 상대주의자들은 말할 것이다. 또한 그들은 베르니니의 <성 테레사의 

법열>에 대해서도 다른 미적 특질들을 말할 것이다. 어떤 이는 차갑고, 

건조하고, 시적 영감이 없다고 보며, 어떤 이는 세속적인 정열로 가득한 

작품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이는 진실한 신앙심과 신비주의를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비어즐리는 미적 특질을 이렇게 다르게 귀속

시키는 것은 꽤나 다른 특질들을 가진 별개의 <성 테레사의 법열>들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본다.188) 비어즐리는 바넷 뉴먼과 같은 경우도 다른 

사회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는 같은 작품이라기보다는 별개의 작품으로 

보며, 이것은 매우 상이한 미적 특질의 귀속, 그에 따른 해석이 작품 정

체성의 문제를 논의하게끔 하는 것이 된다고 말한다. 요컨대 이렇게 참

의 문제를 유효성이 아닌, 객관적 속성과 관련된 적격성에 두는 이러한 

비어즐리의 주장은 고정불변의 속성과 이치 논리를 고수하는 본질주의, 

객관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비어즐리는 서로 다른 해석적 판단은 이 속

성들의 파악이나 발견 여부의 문제라고 본다는 점에서 일원론을 굳건히 

187) Ibid., p.268.
188) Ibid., pp.26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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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한다.  

 이러한 비어즐리의 주장은 두 가지 측면에서 반론에 직면하게 된다. 우

선 비어즐리가 주장하는 적격성은 대상의 객관적 성질이 아니라 문화 상

대적인 것이라는 점, 두 번째는 비어즐리가 공격하고 있는 상대주의는 

마골리스가 말하는 강건한 상대주의를 오해한 것이라는 점이다. 

 

   2.1.2. 문화적 대상에 있어서의 상대주의 논리의 적합성

 우선 토미는 비어즐리가 말하는 적격성은 객관적인 속성이 아니고 행위

자에 따라서 문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참/거짓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없고, 비어즐리의 논변은 상대주의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오히려 지지 

논변이 된다고 지적한다. 토미는 비어즐리가 대상 내적인 객관적 미적 

측면을 분명하게 부각시키지 못하기에 실패한다고 본다.189) 그는 비어

즐리가 말하는 적격성은 특정한 종류의 만족을 제공하는 대상의 능력

(capacity)이라고 보며, 비어즐리는 이 능력이 대상 안에 불변 속성이라

고 주장하지만 결국 향유자의 만족과 관련되기 때문에 상대적인 성질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이 대상의 능력은 향유자의 특수한 반응에 대

해 지속적인 인과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향유자의 지각적/의지적 변수

에 영향받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의 능력인 유효성

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어떤 적격성이 미발견 상태로 있다가 

사후에 발견되었을 경우조차도 사실은 사람의 발견 행위가 전제되기 때

문에 인간의 지각과 경험의 시간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요컨대 ‘예술적 좋음’과 같은 미적 성질은 불변하는 것이고 사람-능

력인 유효성이 상대주의적이기 때문에 작품의 가치 판단에 부적절하다고 

보는 비어즐리의 주장은 상대주의를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즉 이

189)Tormey, Alan, "The Relativity of Refutations."  JAAC  42:4, 1984, 

pp.439-442. 토미가 비어즐리를 비판하는 것은 상대주의를 논박하는 비어즐리의 

입장 자체를 반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비어즐리가 상대주의를 반박하기 위해 제공

하는 논변 자체의 결함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토미도 본질주의자로서 상대주의

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비어즐리가 위 논문에서 제공하는 논변은 오히려 상대주

의를 옹호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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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토미의 비판은, 비어즐리의 객관주의도 결국은 문화 상대성을 완전

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일깨운다.  

 다음으로 상대주의의 비판에 대한 마골리스 본인의 답변을 살펴보겠다. 

우선 마골리스는 자신의 상대주의가 프로타고라스식의 불건전한 상대주

의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비어즐리의 공격을 일차적으로 방

어한다. 마골리스의 요지는 비어즐리가 공격하는 상대주의와 자신의 상

대주의는 다르다는 것이다. 비어즐리가 말하는 상대주의의 규정, ‘작품 

x는 좋은 y이다’에 대한 판단이 상충될 경우 특정 사회나 집단을 의미

하는 변항 z를 추가하여 ‘작품 x는 z의 관점에서 좋은 y이다’라는 것

은 전통적인 프로타고라스적 상대주의190)이다. “프로타고라스에게 

“참”은 “X에게 참”을 의미한다. 이 때  참은 본질적으로 상대적인 

관념이고, 우연적으로 단지 이 사람 저 사람에 의해, 다른 시간의 동일

인에 의해 참으로 드러나거나 믿어지는 것들이다...만일 그것이 상대주의

가 귀결된 바라면, 확실히 상대주의는 극복불가능하게 자가당착적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191)고 말하면서 프로타고라스식의 상대주의에 대한 

전통적인 비판을 수용한다. 그러면서 마골리스는 프로타고라스적 상대주

의는 문화적 상대성에 관련되는 것이고, 단지 일차적인 사실일 뿐인 문

화적 상대성만으로 상대주의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

한다. 마골리스는 자신의 상대주의가 “참”이 경우에 따라 누구에게 참

190)WWA, pp.44~45. 상대주의에 대한 전통적인 반대의 표적이 된 것은 프로타고라스

의 상대주의였고, 그 전제가 된 것은 본질주의였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는 

말로 대표되는 프로타고라스의 상대주의는 “참”이란 것이 절대적인 참이 아니라 

“x에게 있어서 참”이라는 상대적인 교의를 강조했다. 이러한 상대주의가 비판받

은 것은 상대주의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고 자가당착적이라는 점이었다. 이치 논

리만이 적절하다고 주장하는 아리스토텔레스 이래의 생각에 깔려 있는 것은 실재

에 대한 본질주의적 관점이 전제된다고 지적한다. “실재에 관해서 오직 어떤 형태

의 이치 논리만이 일관되고 적절하게 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이것은 정확

히 아리스토텔레스가 『형이상학』에서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마골리스가 여

기서 지적하는 것은 이제 불변하는 세계, 예외 없는 법칙이라는 것이 없이 문화적 

현상들은 물론 자연 법칙들까지도 “관찰된 세계의 불완전하고도 비공식적인 법칙

성으로부터 나온 모종의 관념화 혹은 인공물”이라는 것이다.
191)WWA, pp.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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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간주되는 문화적 상대성의 차원에서 참을 말하는 프로타고라스적 

상대주의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마골리스의 상대주의는 문화적 상대성에

서 한 발 더 나아가, 문화권별로 다른 문화적 현상들에 접근하는 관점의 

합법화에 관한 것이다. 즉 우리가 무엇을 “참”으로서 진술할 때는 재

현적, 표현적, 상징적, 양식적 특징들과 같은 문화적 변수를 고려해야 한

다는 것이다. “내가 ‘문화적 상대성’으로써 의미하는 것은  다른 사

회들이 다른 역사, 언어, 관습, 가치, 이론 등을 갖는다는 평범한 사실에 

지나지 않는다 .... 문화적 상대성이란 주제는 일차적 사실의 문제인 반

면, 상대주의자들의 테제는 이차적 합법화의 문제이다.”192) 언어와 문

화, 관습 등이 다르다는 것은 단지 일차적인 사실의 문제이지만, 상대주

의의 문제는 이차적인 차원에서 방법론의 합법성과 관련되며, 상대주의

의 논리가 어떤 영역의 탐구에 있어서는 이치 논리보다 더 잘 들어맞는

다는 것과 관련된 철학적인 문제이다.193) 그런데 여기서 마골리스는 상

대주의의 적용의 문제는 또한 참이나 지식의 문제와는 별개의 것이라고 

선을 긋는다. 마골리스는 상대주의를 옹호하지만, 참이나 지식의 개념 

자체가 상대적인 것이라고까지 주장하지는 않는다. 마골리스는 참과 진

리 주장을 구별한다.194) 참과 지식의 관념은 절대적인 것이지만, 실제로 

우리는 상대주의적으로 세계를 인식할 수 밖에 없기에 진리로 간주되는 

것, 지식으로 간주되는 것은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것이 아니며, 객관적 

진리와 지식의 개념은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상대화된 역사의 산물이라는 

것이다.195)

192)WWA, p.53.
193)WWA, pp.53~54.
194)WWA, p.53. “참인 것은 또한 다른 민족들 사이에서 다르거나, 지식은 다른 민족

들 사이에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 ..실질적으로 참인 것으로 주

장되는 것은 의심없이 다른 문화적 기원들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러나 참과 지식

은 모순을 감수하고 문화적으로 다양한 것으로서 해석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올바르게 참인 것은 또한 올바르게 거짓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기 때문이

다. 이것이 참과 진리 주장 사이를 구별하는 이유이다.”
195)WWA, p.54. 마골리스는 자신과 같은 상대주의의 입장으로서 쿤과 푸코의 관점을 

든다. “쿤과 푸코가 주장한 것은 우리가 지식과 진리로 간주하는 것들, 즉 합법화

된 개념들이, 사회들마다 다르게 축적된 일차적인 사실들과 똑같이 역사의 인공물

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문화적 상대성이 아니라 상대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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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남은 문제는 양립불가능성의 문제가 쉽사리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 문화적 영역에서는 왜 상대주의가 적절한 논리인가에 대한 입증, 그

리고 자신의 상대주의가 불건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된다. 

 앞의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적 속성의 지향적 속성을 다시 환기

할 수 있다. 문화적 속성은 우연적으로 귀속될 수 있고, 작품 내적인 고

정불변의 속성에 의해 해석적 의미의 타당성이 결정되지 않으므로 양립

불가능한 속성의 귀속이 가능하다. 이러한 지향적 속성과 관련된 기술, 

해석적 의미에 대해 이치 논리만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문화적 영역

에서는 상대주의적 논리가 적절하다. 여기서 마골리스가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상대주의적 논리는 혼란을 초래하거나 모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과 자신의 상대주의적 주장은 단지 진리적(alethic) 측면만이 아니라 

존재론, 인식론적인 측면을 함께 결합하여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한

다.196) 즉 여기서 문화적이고 지향적인 속성을 마골리스가 실재적인 것

으로 간주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197) 즉 진리적 문제가 단지 형식

적 문제만이 아니라, 지향적 속성의 존재론적 특수성과도 관련된다는 점

이다. 마골리스의 지향적 속성은 가변적이지만 작품 속에 본질적인 것으

로서 실재하며, 해당 사회 안에서 인식론적으로 식별가능한 것이다. 이 

때 양립불가한 해석들은 각기 다른 속성들에 근거하게 되고 그 속성은 

실재적인 것으로서, 그 귀속의 타당성은 해당 사회의 관습과 동의를 충

분히 얻은 것이다. 마골리스가 여기서 상대주의적 논리가 적합하다고 하

는 것은, 마골리스에게서 양립불가한 해석들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이, 

형성하는 상대성, 진리 필연적이고 존재론/인식론적 문제들을 연합한 것이다.”
196) 여기서 ‘진리적(alethic)’이란 말로서 마골리스가 의미하는 것은 진리값과 유사 

진리값의 사용에 관한 선택, 할당된 의미, 형식적 제한에 관계된 문제이다. ‘인식

론적’이라는 말로서 의미하는 것은, 탐구의 영역에 진리값들을 귀속시키기 위한 

적절한 증거나 근거에 관한 문제이다. ‘존재론적’이란 말로서 의미하는 것은, 세

계의 어떤 부분에 대해 추정되는 구조나 속성들에 관한 것이다. (HTCW, p.66)
197) WWA, pp.49~50. “나는 문화적 개체를 “실재론적” 방식으로 다룬다. 즉 달리 

말해 그들이 실재이고 그 속성들이 식별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다룬다. 이

러한 의미에서, 실재론은 이치 논리와 상대주의적 논리 사이에서 중립적이다...만일 

진리적 문제가 예술의 존재론과 해석의 인식론에 관한 설명에서 분리된다면, 그 전

체적인 문제는 그다지 가치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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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하나를 참인 것으로 확립하여 다른 한 쪽을 거짓인 것으로 입증하

기 위함이 아니라, 동등한 타당성을 가질 때 그 양쪽을 모두 인정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보듯 마골리스의 상대주의는 양립불가능한 타당한 해석들의 

문제를 설명할 때 가장 유용하다. 그리고 마골리스의 상대주의가 불건전

하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앞에서도 보았듯, 마골리스가 이러한 상대주

의로써 이치 논리를 완전히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골리스

는 상대주의가 이치 논리와 양립가능하며, 그 두 논리가 적용되는 영역

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즉 이치 논리가 적용되는 영역은 고유하게 인정

되면서 상대주의가 변통적(ad hoc)으로 양립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마골리스는 기술의 영역에는 이치 논리를, 해석에 있어서는 경우에 따라 

이치 논리와 상대주의 논리를 모두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나의 관점에서는 해석에 관한 상대주의는 어떤 ‘기술적’ (심지어 어

떤 ‘해석적’) 속성 귀속을 이치 논리적으로 다루는 것이 금지되지 않

는다”198)고 말하고 있다. 다만 마골리스는 이 참인 해석이 어떠한 해

198)WWA. p.49. “이것이 예컨대 햄릿의 우유부단함을 말할 때와 같이 익숙한 예술작

품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치값과 상대주의적 값의 비공식적이고 상대적으로 

변통적(ad hoc)인 혼합을 인정함에 있어서 내가 염두에 두고 있는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충분히 인정하는 것은 해석적 맥락에서 이치값의 적용에 있어 선행

적으로 고정된 일반적 범위를 승인하는 쪽으로 조금도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는 기

술과 해석 간의 올바른 관계가 예술작품이 무엇인지에 관한 우리의 이론에 의존함

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으로도 나아가지 못한다. 물리적 대상에 대해 

말할 때 그 사물이 유비적으로 어떻게 되어가는가에 호소함으로써 결정할 수 없는 

것은 확실하다. 이것이 종종 간과된다.” 

     이 인용문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면 다음과 같다. 예컨대 발자크의 작품 <사라진

느>에 대해 바르트 식의 “저자적 읽기”와 “독자적 읽기”는 다른 독해 방식으

로서 양립가능하다. 이 때 독자적 읽기에 의해 발자크 작품에 대한 표준적 해석에 

대해 이치 논리가 적용된다면, 저자적 읽기에 의한 새로운 해석에 대해서는 상대주

의적 진리값이 적용될 것이다. 이 두 해석의 성격이 다르고 이치값과 상대주의적 

진리값이 적용되는 영역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마골리스는 이러한 점에서 해석에 

이치값과 상대주의적 진리값 모두 적용될 수 있고 두 해석이 양립가능하다고 말하

는 것이다. 그러나 마골리스가 덧붙이고 있는 것은 이 때 두 영역이 개념적으로는 

구별된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그 두 영역의 경계를 제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

치값이 적용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기술, 해석에서도 상대적으로 고정적으

로 여겨지는 속성에 근거한 해석들일 것인데, 마골리스에게서는 본질적 속성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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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지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고정하고 있지 않으며, 그의 입장에서는 

기술적 참과 같이 해석적 참도 다수일 것이다.   

 마골리스의 상대주의가 불건전하지 않은 세 번째 이유는 상대주의의 목

적에서 찾을 수 있다. 마골리스는 “상대주의를 정당화하는 것은 승인가

능하게 객관적인 진리 주장의 논리적 다양성을 자격 인정하는 것이고 상

대주의가 왜 최소한 어떤 영역들에서 선호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

이다”199)라고 하고 있는데, 마골리스의 상대주의가 회의주의나 허무주

의와는 다른 점은 이러한 목적 때문이다. 마골리스는 어떤 진리나 본질

적인 탐구를 추구하기보다는 관행을 적절하게 설명하는 데 이론의 무게

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상대주의를 지지한다고 해서 상대주의 자체

의 보편적인 타당성이나 적용가능성을 우선적으로 옹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200) 즉 마골리스는 상대주의적 입장을 견지한다고 해서 어디서

나 상대주의가 주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며, 상대주의가 일관될 

수 없다는 공격과 오해들은 그러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치 논리와 양립가능하다고 해서 이치 논리가 없으면 상대주의

가 무기력해지거나 부당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201) 

마골리스는 상대주의는 이치 논리와는 독립적인 나름의 타당성과 건전함

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요컨대 마골리스의 상대주의는 지향적 

속성으로 인한 양립불가능성의 문제를 해결하며, 상대주의적인 논리는 

자가당착적이거나 불건전하지 않으며 이치 논리와도 양립가능하다는 것

임을 확인할 수 있다. 

 

사실상 비결정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고정 속성을 구별하여 이치값을 적용할 영역

으로 뚜렷이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요컨대 마골리스가 해석에서 이치값과 

상대주의적 진리값을 혼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는 것이, 그 적용 영역의 경계까지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유념할 필

요갸 있다.
199)WWA, p.53.
200)“왜냐하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실제 관행에 합당하게 밀접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의 관행의 그림을 맞추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WWA, p.46.
201)WWA, p.4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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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다치 논리의 적절성과 상대주의 논리의 필요성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스테커와 데이비스의 비판인데, 이들은 여전히 

양립불가능성의 문제는 해소될 수 있으며 심지어 다원론에서도 상대주의

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비판을 검토하고 상

대주의의 필요성에 대한 마골리스의 주장을 살펴보겠다.

   2.2.1. 다치 논리 도입에 대한 비판

 다원론은 다양한 해석들을 모두 참인(혹은 참과 유사한, 타당한) 해석

들로서 인정하는데, 이 해석들이 수렴할 수 있는지 여부, 수렴하지 않는 

해석들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된다. 가장 문

제가 되는 경우가 양립불가능하면서 수용가능한 해석들의 경우이다. 다

원론자들은 양립불가능한 해석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취한다. 우선 양립불가능해 보이는 해석들이 사실은 모

순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이는 방법, 다른 방법으로는 이치 논리가 

아닌 참과 유사한(그럴듯한) 다른 진리값을 도입하여 모순을 피하는 방

법이다.  

 마골리스는 후자의 방법을 택하지만, 스테커와 데이비스는 이치 논리의 

틀을 벗어나고자 하지 않으며 다원론을 주장하기 위해서 굳이 다치 논리

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약화된 혹은 참과 유사한

(truth-like) 진리값을 해석에 적용하는 것은 해석의 명확성을 약화시킬 

뿐 특별한 이론적 장점이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데이비스와 스테커는 

실제 해석 작업에 있어서 다치 논리의 도입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지, 다

치 논리가 유리한 점이 있는지202)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또 마골리

스가 말하는 ‘그럴듯함’이나 ‘적합함’과 같은 술어들은 진리값으로 

202) Davies, Stephen, "Relativism in interpretation." p.11,  Stecker, Robert. 

"Relativism about interpretation."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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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없다203)고 비판한다.

 마골리스의 강건한 상대주의가 가지는 중요한 이점은, 양립불가능한 수

용가능한 해석들을 인정하면서 해석을 진리와 유사한 주장을 하는 것으

로서 받아들이는 것을 합당하게 한다는 점인데, 스테커와 데이비스는 이 

양립불가능한 다수 해석의 문제에 대해 마골리스와는 다른 설명을 제시

한다. 데이비스는 다수의 해석적 참을 허용하면서 양립불가능한 해석은 

사실상 그 모순이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스테커는 참인 해석은 하

나이지만 해석의 다양한 목적에 따라서 다른 해석들이 적절한 것으로 간

주될 수 있다고 한다. 이 때 양립불가능해 보이는 해석은 그 해석의 목

적이 다른 것이므로 역시 모순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이치 논

리 안에서도 양립불가능한 해석의 문제가 설명되므로 다치 논리는 불필

요하다는 주장이다.   

 먼저 데이비스는 양립불가능한 해석적 진술들, 예컨대 ‘작품 W는 p이

다’와 ‘작품 W는 p가 아니다’라는 진술이 충돌할 때 이 진술들이 

사실은 양립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204) 데이비스는 W는 p이다라

는 것은 W가 p로 읽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면서, W가 p로 

읽히는 것과 p가 아닌 것으로 읽히는 것은 동시에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작품은 여러 가지의 읽기를 허용하고 그것이 모순으로 보이는 

것은 단지 환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마치 ‘헨리는 배가 고프다’와 

203) Stecker, "Relativism about interpretation." P.15.
204) 데이비스는 한 작품에 대해 모순되어 보이는 두 진술이 사실은 모순이 아닌 경우

들을 다음과 같이 든다. i) 두 해석들이 향하고 있는 대상이 다른 경우이다. 이를테

면 한 작품의 연주나 에디션들 간에 텍스트적인 차이가 있는 경우, 사실은 m 해석 

아래서 W는 p이다, n 해석 아래서 W는 p가 아니다 와 같이 말할 수 있는 경우이

다. ii) 술어의 속성들이 배타적이지 않은 경우이다. 예를 들어 A는 B를 사랑한다

와 A는 B를 증오한다는 모순이 아니고, 사랑하면서 증오할 수 있기 때문에 양립불

가하지 않다는 것이다. iii) 모순되어 보이는 진술들이 작품의 각기 다른 부분들에 

관한 것일 경우는 두 진술은 모순이 아니다. iv) 명제에 제 3의 항을 추가하여 각

기 다른 조건 아래서 둘 다 참이 될 수 있는 경우이다. (Davies, "Relativism in 

interpretation." p.8.) 데이비스는 이론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문제는 iv)의 경

우라고 보는데, 이것은 작품 안에서 p가 제시되어 W는 p이라고 말할 수 있거나, p

가 제시되지 않아 W가 p를 결여하게 되는 조건이 있는데 사실 이것이 진술에서 

생략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데이비스는 그 생략된 조건이 작품을 어떻게 읽는가 하

는 문제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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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는 배가 고프지 않다’가 ‘헨리는 11시에 배가 고프다’와 ‘헨

리는 2시에 배가 고프지 않다’를 사실 의미하는 것으로 읽게 되면 둘 

다 모순없이 참이 되듯이, 데이비스는 그러한 읽기의 조건에 따라서 조

건 m에서 W는 p로 읽히는 것과 조건 n에서 W는 p가 아닌 것으로 읽

히는 것이 모순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을 택한다. 이 조건으로는 해

석의 목적, 해석되는 시점(시간), 읽기의 방식, 해석자의 캐릭터와 관점 

및 맥락 등이 모두 가능하다. 작품에 다른 국면들을 부과하고, 다른 장

르를 적용하고, 저자의 의도에 대해 중요하게 다른 관점을 취할 수 있

고, 해석적 연행과 생산적 의미를 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요컨대 데이

비스에게서는 양립불가능해 보이는 두 해석은 읽기의 조건에 따라 상대

화될 수 있고, 그러한 조건이 명시될 경우 모순 관계가 아닌 것이 된

다.205)

 스테커 역시 적법한(legitimate) 해석들로서 수렴할 수 없는 다수의 해

석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스테커는 다수의 참인 해석을 인정하고자 하는 

데이비스와는 달리, 참인 해석은 맥락적 기원과 저자의 의도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라고 하는 일원론을 견지하면서, 해석의 목적에 따라서 다수의 

적절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스테커는 일원론과 다원론이 

서로 양립할 수 있다고 본다. 여기서 스테커는 마골리스의 강건한 상대

주의는 물론 보다 약한 상대주의인 데이비스의 표준적 상대주의도 기본

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스테커는 참/거짓과 같은 진리값과 관계된 

술어들은 상대화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표준 상대주의에서 참인 진술

들이 상대화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식론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본

205) 해석의 조건과 해석자에 따른 상대성을 인정하고 다수의 참을 인정하는 이 관점은 

표준적 상대주의(standard relativism) 라고 일컫기도 한다. (Stecker, 

"Relativism about interpretation." p.14.) 이러한 표준적 상대주의는 작품의 해석

들 각각은 이치 논리의 관점에서 참이거나 거짓이지만, 모든 참인 해석들이 보다 

포괄적인 하나의 참인 해석으로 연합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참

(truth simpliciter)과 같은 해석은 없고 해석적 공동체, 개념적인 기획, 공리나 가

정들에 상대적으로 의거하여서만 오직 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관점이 깔려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데이비스는 해석적 다원론을 지지하기 위해서 양립불가능한 해석

들을 모두 인정하기 위해 이치 논리를 포기하고 다치 논리를 도입하는 마골리스의 

강건한 상대주의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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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06) 

 요컨대 스테커와 데이비스가 마골리스와 입장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양

립불가능한 해석의 문제가 사실은 해석의 관행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니

라는 것이고, 참/거짓의 진리값만으로 충분히 해석적 다원론을 설명할 

수 있으므로 다치 논리는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비판을 

마골리스가 방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가 핵심적인 것이 된다. 

 첫째, 양립불가능한 해석의 문제는 데이비스나 스테커가 주장한 것처럼 

진정 모두 해소될 수 있는 것인가 혹은 수렴되거나 연합하는 해석의 형

태로 해소되어야만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 때 제 3항을 도입해 

양립불가능성 문제 자체를 약화시키는 데이비스의 주장에 대해서, 또 양

립불가능한 해석들은 다른 목적을 가지므로 양립불가능한 해석으로 성립

되지 않는다는 스테커의 주장에 대해서, 여전히 양립불가능한 채로 남아 

있으면서도 동등한 진리값을 가지는 해석적 진술들이 있다는 점을 보인

다면 마골리스의 다치 논리의 필요성이 옹호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해석적 진술의 진리 주장에 관한 것이다. 스테커는 참인 

하나의 해석 외에도 수용가능한 다수의 해석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 수

용가능한 해석들에 대해서는 진리값과 무관한 해석들이라고 말함으로써 

참/거짓의 문제를 피해나가고 있다. 이에 비해 마골리스는 참/거짓으로 

판정되지 않는 해석들에 참과 유사한 값을 적용하면서까지 진리값의 형

태를 해석에 부여하고자 한다. 그러면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해석에 

진리값과 같은 것을 꼭 적용해야 하는가, 참과 유사한 진리값을 적용하

는 이유는 무엇이고, 진리값과 무관하게 수용가능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

미하는가 하는 것이다. 참/거짓이 아니더라도 진리값을 주장하는 것이 

해석적 진술의 위상에 도움이 되고, 또 다치 논리의 적용이 합리적임이 

보여진다면 이 비판에 대해 마골리스의 입장을 옹호할 수 있을 것이다.  

206) 스테커는 데이비스와 같은 속성실재론자이기에, 데이비스에게서 읽기의 관점이 달

라지는 것을 속성의 변화나 작품 자체에 대한 참인 진술 자체가 변화하는 것이 아

니라 작품에 이미 고정적으로 존재하는 속성들이 어떤 읽기에서는 발견되거나 주

목되고 다른 읽기에서는 간과되는 것으로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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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제한적 다원론자들의 주장대로 양립불가능성이 쉽게 해소될 수 있

는지를 살펴보겠다. 스테커나 데이비스는 다치 논리의 틀이 이론적 장점

이 있으려면 여전히 그럴듯한 해석인 채로 수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본다. 편의상 마골리스, 스테커, 데이비스 세 사람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마골리스는 양립불가능한 해석들이 

참과 유사한 값을 동등하게 가지는 것으로서 수용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스테커는 그 해석들이 참은 아니지만 다양한 목적에 따라 수용가능한 해

석이라고 주장한다. 데이비스는 그 해석들은 양립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모두 상대적으로 참인 것으로서 수용가능하다. 여기서 스테커와 데이비

스의 견해는 사실상 유사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스테커의 수용

가능한 해석들도 거짓인 해석이 아닌 것으로서 적법한 해석이라고 본다

면 스테커와 데이비스는 참과 수용가능한 해석을 포함해 다수의 적법한 

해석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근거를 스테커는 해석의 목적에, 데이비스

는 해석의 조건(읽기의 관점, 목적을 포함)에 상대적으로 다른 해석들이 

각각의 목적이나 경우에 적절한 해석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데이비스는 그 적법한 해석 모두를 참으로 보고 스테커는 참은 하나, 그 

외의 다수는 수용가능한 것으로 본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 

해석들은 그것을 참 혹은 수용가능하도록 만드는 근거가 모두 다르기 때

문에 모순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견해 차이를 예를 통해 비교해 보자. 유명한 예시인 

제임스의 소설 <나사의 회전>의 결말은 일차적으로 가정 교사가 (1) 실

제 유령을 보았다는 해석, (2) 유령의 환상에 사로잡혔다는 해석, 두 가

지의 모순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3) 이 소설이 이 두 가지의 양립

불가능한 해석을 동시에 가지도록 하는 것이라는 해석, 또 (4) 가정 교

사가 실제로 유령을 보면서 동시에 유령의 환상에도 사로잡혀 있는 것이

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데이비스의 입장에서는 이 소설의 장르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읽기의 

관점을 적용하여 유령 소설로 읽을 경우 해석 (1), 심리 소설로 읽을 경

우 해석 (2), 소설의 미적 가치를 최대화시키는 관점을 채택할 경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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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3)가 모두 참이 된다고 말할 것이다. 스테커라면 제임스의 의도가 

(1)로 밝혀졌기 때문에 (1)을 참으로 해석하고 (2)~(4)까지를 수용가

능한 해석으로 말할 것이다. 마골리스의 관점에서라면 (1)~(4)까지의 

해석에서 분명한 기술로 언급되지 않고 해석적 관점을 개입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모두 그럴듯한 해석으로 설명할 것이다. 

 그러면 이 경우에서 해석들, 특히 (1)과 (2) 사이의 양립불가능성은 

정말 깨끗하게 사라진다고 볼 수 있는가? 해석 (1)과 (2), 각각을 작품

에 대한 적법한 해석으로서 성립시키는 것과 양립불가능한 모순을 제거

하는 것은 다르다. 우선 데이비스식의 설명에서 두 해석에 동등한 참의 

진리치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두 해석 중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

에 대해 우위를 점하거나 반대편을 제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때 데

이비스가 각 해석의 근거로 삼는 작품의 장르나 읽기의 방법은 해석자의 

관점이 개입되는 부분이다. 진술의 참의 근거를 외부의 선택가능한 기준

에 의거하였기에 경쟁하는 해석들이 동등하게 타당하면 모순된 것 둘 다 

참으로 인정된다. 데이비스는 제 3의 항을 조건적으로 추가하여 모순이 

해결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헨리가 배고프다/배고프지 않다의 진

술이 헨리가 11시에 배가 고프다와 3시에 배가 고프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모순이 해결되는 것과는 다른 경우이다. 11시와 3시라는 시간

의 차이에서 우리는 그 사이에 식사 시간이 끼어 있고 헨리가 식사를 했

으리라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고려하여 이 두 진술을 모순을 해

결하는 과정과 그 근거는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양의적으로 읽힐 수 있는 작품의 경우에서, 작품의 장르나 읽기

의 관점은 이렇게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심

지어 문화적 맥락과 관습, 전통에 따라서 반대의 관점을 전혀 생각할 수 

없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한 작품을 둘러싸고 

동일하게 확인되는 텍스트, 기술적(descriptive) 진술, 기본적인 해석의 

조건이 있을 때 이 양립불가능한 해석들은 양립불가능하지만 각각 타당

하게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설사 이 양립불가한 해

석들을 종합하거나 한 쪽의 타당성을 형식적으로 판정한다고 해도,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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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구성원들의 충분한 동의가 없다면 사실상 해석 관행에서 이것을 양

립불가능한 문제의 해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 (2)의 해석을 (3), 

(4)와 같이 선언적이고 연언적인 형태로 결합시키는 해석이 있다고 해

도, (3), (4)가 (1), (2) 간의 모순의 해결책인 것은 아니다. 해석 (3), 

(4)를 주장하는 해석적 관점은 그것 또한 각각 해석 (1), (2)와는 또 

다른 관점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다. (3)에서는 유령 소설, 심리 소설 중 

어느 하나로 읽는 관점 대신에 이 소설은 근본적으로 특정 장르에 속하

지 않는 작품이거나 혹은 이러한 양의성이 의도된 작품이라고 읽는 관점

을 채택하는 것이다.  

 한편 스테커는 마골리스의 상대주의를 지지하기 위한 다치 논리 자체가 

양립불가능한 해석들을 공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석들을 결국 

수렴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상대주의적 관점의 필요성을 약화시키고 따

라서 마골리스의 입장은 자기 모순에 빠진다고 주장한다.207) 그럴듯한 

해석들로서 수렴된다면 이것은 굳이 강건한 상대주의를 필요로 하지 않

기 때문에 마골리스의 입장은 자기 모순적이라고 스테커는 주장한다. 양

립불가능한 해석들 간에 모순이 발생하지 않거나 혹은 해소된다면 양립

불가능해 보이는 해석들은 더 이상 양립불가능한 채로 남아 있지 않게 

되고 따라서 이 경우를 설명하기 위한 마골리스의 다치 논리는 불필요하

게 된다는 것이다. 스테커는 가정 교사가 유령을 실제로 보았다는 해석

과 가정 교사가 유령의 환상에 사로잡혔다는 해석도 모두가 그럴듯한 해

석일 때, 그럴듯한 진리값을 가진 해석들 자체는 모순 없이 연언이 가능

하므로 양립불가능성의 문제가 해소되어 버리고 따라서 이러한 진리값의 

도입은 강건한 상대주의를 지지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앞

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마골리스에 대한 적절한 비판이 아니라고 생각

된다. 유령을 실제로 보았다는 그럴듯한 해석과, 유령의 환상에 사로잡

혔다는 그럴듯한 해석은 반드시 연언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이 해석

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

구하고 나름의 관점을 가지고 그 반대의 해석을 거부하면서 하나의 해석

207) Stecker, "Relativism about interpretation." pp.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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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해석자가 제기하는 해석

적 진술들은 단지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의 가능한 의미로서가 아니라, 

그것이 진정 작품의 의미로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보는 진지한 진리 

주장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다. 형식적으로 연언을 통해서 양립불가능

성이 해소될 수 있다고 해도, 이러한 방법이 실제 관행에서의 상반된 해

석들이 충돌하는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경우를 추가적으로 생각해 보자. 

 먼저 <햄릿>에 관한 두 가지 충돌하는 해석이다. 하나는 아버지의 복수

를 머뭇거리는 햄릿의 행동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로 괴로워하는 것에 

기인했다는 프로이트적 해석이다. 즉 햄릿은 클로디어스가 어머니를 사

랑한 행위가 사실은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갈망하고 있던 것이었다는 데 

대한 죄책감으로 인하여 복수 앞에서 머뭇거린다는 해석이다. 다른 해석

은 햄릿은 클로디어스를 향한 복수심에 있어서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 

그의 아버지의 죽음을 복수하는 데 방해가 된 것은 오로지 그의 양심적

인 정직성 때문이었다는 해석이다. 합리적인 상식으로 판단할 때 유령의 

말은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것이 못된다는 것 때문에 망설였으나, 햄릿

이 그 사실을 확신한 극의 말미에서는 머뭇거리지 않고 복수를 실행에 

옮겼다는 것이 그 증거가 된다. 여기서 스테커가 말한 대로 양립불가능

성이 해소되고 해석의 참/거짓 및 기준적 해석과 그렇지 않은 해석을 구

별하려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같은 것의 역사성과 객관성에 대한 조

사가 요청될 것이다. 전자의 해석을 참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오이디

푸스 콤플렉스와 같은 인간의 심리적 본성이 인간에게 보편적인 것으로

서 당연히 그 당시에도 있었고 사실 그러한 동기에 의해 햄릿의 행동이 

설명될 수 있는데, 단지 오늘날과 같은 프로이트적 용어로 정립되어 있

지 않을 뿐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프로이트가 말한 바와 같은 오이

디푸스 콤플렉스의 보편성도 논란이 될 뿐 아니라, 그것이 설령 보편적

이라고 해도 작품 <햄릿>을 해석하는데 그것이 다른 해석을 물리칠 만

큼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는 것은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 이 경우 역시 

인식론적 문제가 사소하지 않으며, 앞의 <나사의 회전>과 유사한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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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립불가한 텍스트적 양의성을 가진다. 

 또한 일원론적 의미가 의도되었던 <나사의 회전>이나 전통적인 <햄릿>

의 경우보다도, 다양한 해석과 양의성, 애매함이 주는 미적 효과에 대한 

기대가 보다 공공연하게 만연되어 있는 현대의 경우는 오이디푸스 콤플

렉스와 같은 특정한 문화적 관념의 시대초월적(anachronic) 측면을 검

토하는 과정도 생략된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마더>는 이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는 것을 하나의 문화적 관념으로서 뿐 아니라, 비평의 한 접

근법으로서 널리 숙지하고 있는 감상자 대중들을 향해 제시되었다. 여전

히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대한 과학적 증명은 완결되지 않았다고 하더

라도, 그것의 진실성 여부와는 별개로 이 문화적 관념은 널리 만연되어 

있다. 이 작품 역시 프로이트적 관점과 그렇지 않은 관점에서 모두 해석 

가능하고, 등장 인물의 이해에 있어서 이 두 관점은 양립불가능한 의미

들을 갖게 된다. 이 때 이 영화가 양립불가한 양의적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감독의 원래 의도에 대한 간단한 확인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답변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은, 감독의 의도가 

무엇이었든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다양한 해석가능성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관행 속에서 이 작품이 제시되었다는 것

이다. 텍스트의 검토, 감독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일원론자들은 이 작품

의 하나의 의미에 접근할 것이다. 그런데, 필자가 보기에 이 작품의 하

나의 의미가 결정되는 것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일 수 있는지, 특히 스테

커나 일원론자들이 고수하듯 작품의 의도나 기원에 의거한 의미가 참인 

의미로서 확립될 수 있는지, 그 참인 의미는 다른 의미에 비해 우선적인 

지위를 점할 수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텍스트를 참고하여 오이디푸스 콤

플렉스의 요소들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비평적 관점에 익숙

하거나 혹은 이 영화를 그렇게 보는데 있어서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규

범적 사고를 가진 이들일 것이다. 이들은 실제로 다수를 점하는 감상자

들이며 이것은 해석 관행에서 지배적인 담론, 문화적 배경 또한 이전보

다 많은 양립불가능한 해석의 경우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작품

의 비결정적인 부분에 대해 해석에 의해 결정되는 속성들이 있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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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안한다면, <나사의 회전>과 같은 중요한 양립불가능한 예들은 오늘날 

결코 드물지 않다. 같은 문화권 안에서 같은 문화적 관념에 익숙한 두 

감상자가 동일한 숙고 끝에 각기 다른 해석을 더 타당한 것으로 결론내

리는 상황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것은 마골리스의 강건한 상대주의가 다

루는 양립불가능성의 문제가 결코 사소하거나 지극히 국소적인 예에 한

정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또한 덧붙여 참인 해석을 기원적 해석으

로 한정지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함께 제기할 만한 것이다. 

 한편 스테커는 또 다른 비판을 제기한다. 다치 논리의 도입이 연언을 

통한 양립불가능성 해소를 거부하고 양립불가한 해석들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양립불가능성이 해소될 수 있고 다치 논리가 이치 논리

를 대체할 만큼의 장점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208) 스테커는 양립불

가능한 해석들을 그럴듯한 해석으로 말한다고 해도, 그럴듯한 해석들 간

에도 어느 쪽이 더 타당한 해석인가에 대한 경합은 여전히 있게 된다고 

하면서, <나사의 회전>에 대한 해석 (1), (2)의 경우에 각 해석은 증거

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그럴듯한지를 묻게 될 것이고 그 평가의 결과가 

어떻든 양립불가능한 채로 끝나지는 않게 될 것이며, (1)과 (2)가 연언

되지 않고 (1)이 그럴듯하다 혹은 (2)가 그럴듯하다는 주장을 승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즉 증거들에 의거해 그 중 하나를 다른 것보다 더 

그럴듯한 해석이 될 수 있는지를 묻게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스테커의 이러한 비판 역시 온당하지 못하고, 그럴듯함이라는 진리값에 

대한 공격으로서 성공적이지 못하다. 스테커가 지적한 대로 두 양립불가

능한 해석들 간에 더 그럴듯한 해석이기 위한 경합이 있다 해도 이러한 

판정이 어느 경우에나 분명하게 가능한 것은 아니며 마골리스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이러한 경우이다. 스테커도 두 해석들이 이렇게 판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비판은 약하다. 

 또 어느 한 쪽이 더 그럴듯하다고 판정된다고 해도 이것은 다른 한 쪽

을 기각시키지 않는다. 이것은 한 해석이 참이고 다른 해석이 거짓이 되

208) Stecker, Artworks, p.231.



144

는 경우와는 달리, 덜 그럴듯한 해석도 여전히 유효한 해석으로 남게 된

다. 더욱이 이 해석들이 둘 다 그럴듯한 해석으로서 성립되었다는 것은 

나름의 지지 증거들에 타당하게 기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해석들이 

수렴되지 않은 채로 있다는 것은 그 증거들이 상충되거나 그 증거들 간

에 어떤 것을 채택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 또한 상충되고 있다는 것이므

로 여전히 상대주의적인 입장을 벗어날 수 없다. 한 쪽의 증거들이 완전

히 쓸모없거나 거짓인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 그것에 기반한 해석이 

거짓이 되지는 않는다. 사실 마지막으로 더 그럴듯한 해석이 참인 해석

이고 덜 그럴듯한 해석이 진리값과 무관한 수용가능한 해석이 된다고 하

는 것이 스테커의 입장에서 더 지지할 만한 선택지일 것이다. 

 스테커나 데이비스는 마골리스에게 다치 논리의 도입 필요성을 실제 관

행에 비추어 설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필자는 이러한 상충되는 해

석들이 모두 참이라는 진리값을 가진다거나 실제로는 논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보다는, 각 해석이 근거하는 타당성 기준들의  타협과 

수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석적 진술들이 양립불가능한 상태라고 결론

짓는 편이 옳다고 생각한다. 

 요컨대 스테커나 데이비스가 주장하듯이, 실제의 해석적 관행에서 양립

불가능한 해석들이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으며 양립불가능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은 마골리스의 입장을 그릇된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 양

립불가능성 자체가 제3의 항의 개입 혹은 두 해석의 연언이나 수렴에 

의해 해결될 수 없거나 그러한 형식적인 해결이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들

에서 발생한다. 다만 스테커와 데이비스는 실제 관행에서 양립불가능한 

사례가 사실상 드물고 그 극소수의 사례를 설명하기 위한 상대주의라는 

이론적 장치는 불필요할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는 듯하다. 그러나 필자는 

마골리스가 양립불가능성의 문제를 이렇듯 진지하게 고려하는 것은, 유

동하는 실재와 역사 속에서의 문화적 속성의 가변성이 핵심인 그의 이론

에서 열려있는 해석들의 어떠한 가능성이라도 이론 내에 설명할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며, 시대나 문화권이라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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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볼 때 이러한 부분은 충분한 필요성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동시대

에 다양한 문화적 신화들이 기능하고 있고, 여러 시대와 문화권을 넘나

들면서 해석되는 작품들이 있다. 이 때 양립불가한 지향적 속성들의 귀

속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더불어 스테커나 데이비스와 같은 입장과 달리 

마골리스가 특정한 해석, 심지어 기원적 해석에조차도 해석으로서의 우

선적 지위를 사실상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마골리스의 상대주의는 

단지 특정한 해석적 의미의 기준을 규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술작품

의 개념과 해석에 관한 접근법으로서 보다 광범위한 주장이라는 점의 맥

락에서 본다면, 이론적으로 양립불가능한 해석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충분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 마골리스가 보기에 현재의 관행에서 

양립불가능한 해석이 드물다는 사실은 역사적 우연의 문제일 것이다.  

   2.2.2. 유사-참(truth-like)이라는 진리값의 의미와 상대주의의 필요성

 다음으로는 두 번째 문제, 그럴듯함과 같은 약화된 진리값이 해석에 있

어서 필요한지의 문제를 살펴보겠다. 스테커와 데이비스는 양립불가능한 

해석들을 인정하는 경우에라도 다치 논리를 진리값으로 인정하지 않는

다. 그들이 이치 논리를 고집하는 것은 다치 논리가 진리 주장으로서 적

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데이비스는 이치 논리의 범

위 안에서 제 3의 항으로 후퇴하고 스테커는 진리 주장이 필요하지 않

다고 보는 쪽으로 후퇴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전략은 상대주의에 대

한 직접적인 논박이 되지 못한다. 그들이 이렇게 해서 유지하고자 하는 

참인 해석들의 위상은 제한적이거나 사실상 상대적으로 약화된 참이라고 

할 수 있고, 그들 또한 다치 논리의 부적절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

지도 못하다. 여기서는 진리값의 문제에 있어 보다 전통적인 방식을 선

택하면서 마골리스의 전략을 비판하고 있는 스테커의 입장을 중심으로 

검토할 것이다.

 스테커는 단 하나의 참인 해석을 인정하면서, 다른 해석은 ‘수용가

능’한 것으로서 진리값이 적용되지 않는 진술로 말하고 있다. 스테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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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과 유사한, 약화된 진리값은 진리값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

면 먼저 마골리스가 왜 양립불가능한 해석에 진리값을 굳이 부여하려고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그것은 마골리스가 해석적 주장을 기본

적으로 진리 주장으로서 생각하기 때문이다. 마골리스는 “양립불가능하

면서 합당한 해석들은 충실한 진리 주장으로 생각되고, 상대주의의 장점

은 양립불가능하면서 진리 주장으로 여겨지기를 원하는 판단에 대해 최

대한 강한 유사 진리값을 제공할 수 있는 것”209)이라고 하면서 진리 

주장은 이치 논리의 맥락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마골

리스는 다원론자로서 새로운 해석들의 출현과 귀속을 적극적으로 설명하

고자 하지만, 그의 우선적인 관심사는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해석이 아니

라, 적절한 해석들로 수립되는 해석들이 어떻게 타당성을 검증받고 작품

에 귀속되며, 작품의 이력과 함께 지속되는가의 문제임을 이미 확인했

다. 양립불가능한 해석도 관행 속에서 지지되고 타당성을 부여받기에 진

리값을 할당하는 것이다. 마골리스가 “이치 논리와 다치 논리는 연합하

여 사용될 수 있다”210)는 것은 나름의 타당성을 가진 모든 해석들을 

작품에 대한 적절한 해석으로서, 거짓된 해석과 구별되는 것으로서 정립

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스테커와 마골리스의 차이점은 무엇보다도 진리값을 적용하는 해석들의 

범위이다. 스테커는 참인 해석을 하나로 수렴될 수 있는 것으로, 다른 

해석들에 대해서는 진리값과 무관한 수용가능한 해석들로 보고 있는 데 

비해, 마골리스는 기술에 참/거짓의 값을, 해석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그럴듯함이라는 참과 유사한 진리값을 적용한다. 스테커의 다원론은 일

원론의 전통적인 이상을 반영하면서 다양한 해석을 수용하고자 하는 것

인데 비해, 마골리스의 입장은 해석 문제에 있어서 익숙하지 않은 다치 

논리로 인해 상대주의에 대해 갖는 불편함을 상기시키는 듯 보인다. 그

러나 필자는 스테커가 말하는 ‘수용가능성’이 사실상 마골리스의 ‘그

럴듯함’과 같은 유사 진리값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9) J. Margolis, "Plain talk about interpretation on a relativistic model." JAAC 

53:1, 1995, pp.2~3.
210) Margolis, "Plain talk about interpretation on a relativistic model."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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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커는 기원과 맥락에 기반한 참인 해석 외에, 특별한 의미를 밝혀 

감상을 증진시키거나, 작품의 미적 가치를 최대화하거나, 텍스트를 근거

로 하여 새로운 의미를 생산해내거나 하는 해석들을 ‘수용가능한

(acceptable)’ 해석211)으로 말하고 있다. 스테커에게서 참인 해석은 

그 수용가능한 해석들 중에 하나가 된다. 스테커는 “해석이 참일 것은 

수용가능성을 위한 필요조건이 아니어서, W가 p임을 주장하는 해석과 

W가 p가 아님을 주장하는 해석 모두 수용가능하다”212)고 말하고 있는

데, 마골리스는 여기서 스테커가 수용가능한 또한 참이거나 혹은 참과 

유사한 진술이기를 목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213) 스테커의 

‘수용가능성’을 모종의 진리값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마골리스의 지

적은 온당하다. 수용가능성을 진리값과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스테커는 

주장하지만, 그 해석들이 그 작품에 대한 해석으로서 수용가능하다는 것

은 수용가능한 기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테커는 그 수용가능성의 

조건에 대하여 “어떤 해석은 그것이 수용가능성의 합법적인 기준을 만

족시킬 때 수용가능하고, 수용가능한 합법적인 기준은 다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수용가능성의 조건은 해석이 참일 것을 포함해 참과 무관

하게 다른 해석적 목적들도 합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가능하다. 스테커

에게 있어서 해석을 참으로 만드는 것은 기원과 맥락에 의한 것으로 제

한적이었지만, 새로운 해석의 관점이나 시점, 새로운 해석의 관습이나 

통용되는 기준이 기원과 맥락과 무관하게 합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고, 작품의 가치 개념과 관련하여 변화하는 기준들도 그 수용가능성

의 기준이 될 것이다. 

211) 먼저 스테커가 말하는 수용가능한 해석들이 마골리스가 말하는 그럴듯한 해석들과 

그 범주나 성격상 일치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마골리스의 경우 가치가 강

하게 개입되거나 생산적인 해석을 고무하는 것보다는 문화적인 맥락에서 표준적으

로, 구성원들의 동의에 의해 성립되는 참과 유사한 옳은 해석에 우선 관심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스테커가 말하는 해석의 목적들과 가치가 공동체 내에서 통용되고 

해석자의 관점으로서 합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면, 마골리스의 이론적 틀의 포용

력을 감안할 때 수용가능한 해석으로서 말하고 있는 해석들 모두를 마골리스가 말

하는 그럴듯한 해석으로 생각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212) Stecker, Robert. "Incompatible interpretations."  JAAC 50:4, 1992, p.294.
213) Margolis, "Plain talk about interpretation on a relativistic model."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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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이 스테커는 양립불가능한 해석들을 수용가능한 해석들로 말하고 

있다. 스테커는 ‘수용가능함’이나 ‘그럴듯함’은 진리값이 아니라고 

여기기에 일견 모순을 피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마골리스의 입장에서 본

다면 이것은 진리 주장으로서의 해석의 위상을 그만큼 약화시키는 것이

다. 마골리스가 수용가능성과 같은 것을 진리값의 형태로 보고자 하는 

것은, 어떤 해석이 해당 작품에 올바르게 귀속될 수 있으려면 작품의 의

미나 작품에서 확인되는 바에 대한 주장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

조하는 것이다. 엄격한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은 문화상대적인 측면 때

문에 고정된 기준을 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스테커가 이 술어들을 진리값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참/거짓의 명

쾌한 이치 논리를 고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마골리스와 스테커의 

입장 차이는 진리값의 관념을 둘러싼 견해의 차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론적 일관성과 효용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스테커는 이

치 논리를 그의 이론의 일부분에 국한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스테커가 

수용가능성을 진리값으로 보지 않는 것은 고전적인 이치 논리의 기준에

서이지만, 그는 또한 수용가능성의 개념 자체는 프래그머티즘에서 진리

와 객관성을 말하는 방식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스테커는 속성

실재론을 근본적으로 견지하고 있지만, 해석의 수용가능성은 상대적이고 

수많은 해석적 목적에 따른다고 인정하는 것에서 스테커는 합리적으로 

동의된 가치의 기준, 믿음의 방식, 그것이 해석의 합법성을 보증한다는 

프래그머티즘의 사고를 긍정적으로 수용한다. 마골리스의 ‘그럴듯함’

과 스테커의 ‘수용가능성’은 이러한 점에서 분명히 같은 종류의 것이

라고 할 수 있고, 상대주의적 논리와 이치 논리는 양립가능하며 적용 영

역을 달리한다는 마골리스의 입장과도 사실상 다르지 않다. 스테커는 해

석 문제에 있어서 마골리스의 상대주의 논리를 비판하고 있지만, 마골리

스의 전체 철학이나 형이상학적인 측면까지 비판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밝히고 있고214) 해석에 있어서 이치 논리가 합당한가 다치 논리가 합당

한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를 남겨 놓는다.215)

214) Stecker, Artworks, p.228.
215) Stecker, Artworks, p.230. “이치 논리 안에서는 양립불가능한 해석적 진술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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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다치 논리에 대한 방어와 옹호와는 별개로, 스테커의 비판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스테커와 마골리스 간에는 근본적으로 

중요한 입장의 차이가 있고 상호 비판은 그 점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스

테커가 수용가능성을 진리값의 견지에서 말하고자 하지 않는 것은, 한편

으로 그가 수용가능성의 기반은 진리 조건적이거나 형이상학적이기보다

는 인식론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216) 스테커가 이것들을 인

식론적인 술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는 존재론적으로는 예술작품의 고

정불변의 속성을 지지하기 때문이다. 스테커가 창작의 기원에 근거하여 

참인 하나의 해석을 도출한다는 것을 상기하면217) 스테커는 작품에 본

질적이고 결정적인 속성들이 해석적 참과 거짓을 결정하는 근거라고 생

각하는 것이다. 반면 마골리스는 특정한 작품 안에서 결정적이고 고정적

인 속성과 그렇지 않은 속성을  경계짓는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적

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스테커는 참인 해석을 말하면서 결정적인 

사실들, 해석들이 밝히고자 하는 것들을 향하지만, 마골리스가 해석에 

있어서 참보다는 그럴듯함을 선호하는 이유는 그 속성들의 비결정성 때

문이다.

관해.  따라서 비평적 해석을 진술적 행위로 고려하기 위해, 해석을 주장으로 간주

하기 위해, 해석적 지식을 진술에 대한 일차적 지식으로 간주하기 위해 다치 논리

로 이행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해석을 오직 그럴듯함, 적합함 등을 주장하는 것으

로서 받아들여야 하는가,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은 참 그대로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는 열린 문제로 남아 있다. 해석에서 주장된 의미가 해석적 과정에 의해 구성되는

지 여부도 여전히 열린 문제이다. 만일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공동체의 역할은 무

엇인지의 문제도 열린 문제이다.”
216) Stecker, Artworks, p.229.
217) 스테커는 해석의 대상은 인간의 사고의 대상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지

만, 우리는 종종 인식과 독립된 대상, 다양한 참인 진술을 가지는 실제 대상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는 실재론적 입장을 견지하고자 한다. 독립된 대상을 상정하

면서 우리는 이제 이 대상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의 문제를 논의하게 되는 

것이고, 대상의 본성 중 일부는 인간의 사고와 독립되어 있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스테커는 이러한 속성들이 인간이 창조하지 않고는 존재하지 않아도, 그들은 다른 

인간들에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그들이 속한 공동체와도 독립되게 존재한다고 주장

한다. 이러한 생각은 이 대상들이 해석자 및 해석자가 그가 속한 공동체에 대해 가

지는 다양한 관계에 그 존재를 의존하는 많은 속성들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Stecker, Artworks, p.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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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스테커 이론의 불연속성이다. 스테

커는 이치 논리 측면에서는 일원론을, 목적 상대적인 측면에서 다원론을 

주장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불연속적인 측면을 가진다는 것이다. 스테커

의 이론에서 일원론의 부분은 다른 해석적 일원론들처럼 참의 유일한 기

준의 정당성에 대한 선결 문제를 안고 있다. 실제로 해석의 이상과 기준

들이 변화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의거한 해석적 참은 제한적이다. 

한편 수용가능성의 합법적 기준이 있다는 것은 해석적 주장으로서 진리 

주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해석적 진술들의 논리적인 지위나 

참인 해석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불연속적이고 명쾌하지 않다. 마골

리스는 해석에도 참인 진리값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어

떤 유일한 해석 기준이 있다거나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지 않

는다. 마골리스에게 있어서 참인 해석은 관행에 합의에 의해 참으로 간

주되는 해석이므로 다수가 가능하고 해석의 이력에 따라 변화한다. 이것

은 스테커의 입장과 대조적으로 보이지만 스테커의 입장과 상충되는 것

은 아니다. 스테커를 비롯한 여러 해석 이론에서 기원적 해석이 참인 해

석으로서 지배적으로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마골리스의 이론에서는 기원

적 해석을 우선시하는 하나의 문화적 규범이 작동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스테커의 입장은 마골리스의 이론 내에서 그 정확한 위상

이 정리된다.

 이상으로 마골리스의 상대주의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반론을 살펴보

았다. 상대주의의 비판자들은 우선 다치 논리, 약화된 진리값 자체에 대

한 거부감에 기울어서 예술작품의 존재론적 특수성 때문에 상대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고, 양립불가능성의 문제를 상대적으로 경

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절을 통해 상대주의에 대한 비

판들이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것과, 마골리스의 이론은 양립불가능성의 

문제를 포함해 해석적 주장들에 대한 진리값을 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

으로 설명한다는 것, 이것은 문화 상대성과 마골리스의 형이상학적인 입

장을 고려하여 요청되는 것이라는 점을 보았다. 비판자들이 상대주의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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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꺼리는 것은 다치 논리가 해석에 매우 부적절함이 증명되었거나 이

치 논리의 우월성이 증명되어서가 아니라 상대주의에 대한 오해와 고전 

논리에 대한 선호 때문임도 보았다. 상대주의의 필요성과 건전성을 역설

하며, 다치 논리를 통해 해석의 진리 주장적 성격을 강조하고자 하는 마

골리스의 입장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마골리스의 이론은 예술작품과 해석에 관한 우리의 관념을 메타적

인 차원에서부터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스테커와 같은 해석적 다원론의 

이론적 입지를 보다 큰 틀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마골리스

는 비어즐리나 스테커의 입장이 지지하는 이치 논리의 장점에 대해서도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 이치 논리를 고수하는 입장은 참인 해석 혹은 그 

분명한 기준을 일차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점에서 책임성 있는 이론이

다. 마골리스 역시 참인 해석을 인정하며, 이치 논리와 상대주의적 논리

가 각기 적합한 영역에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

는 안 될 것이다.

 3. 역사성과 본질주의적 역사관의 문제 

 이 절에서 다루는 것은 마골리스의 역사주의와 역사성의 개념과 관련된 

것으로, 그의 형이상학적인 주장과도 관련되는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

해서는 직접적인 비판과 논쟁을 검증하기보다는 마골리스 이론의 특징을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필자의 목적이며, 단토에 대한 마골리스의 

비판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여기서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마골리스의 반본질주의적 

역사 개념과 예술사, 예술의 역사성과의 관계이다. 마골리스는 헤겔주의

적, 본질주의적 역사 개념에 반대하며, 이러한 입장이 예술작품의 해석 

문제에 있어서 범하는 잘못과 문화적 대상의 역동적 성격에 대해 말하고 

있다. 두 번째는 단토의 예술 개념이 문화적이고 지향적인 속성의 중요

성을 결과적으로 간과하고 있다는 마골리스의 비판이다. 이러한 비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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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마골리스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술작품이나 예술사와 같은 문

화적 실재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형이상학적 입장이 가지는 이

점을 보이려는 것이다. 이것을 언급하는 것은 속성 변화와 작품 정체성

에 대한 관념, 상대주의 등 마골리스 이론의 핵심에 자리하는 지향성과 

문화적 속성의 중요성을 확인함으로써 그의 이론의 특징과 윤곽을 전체

적으로 더 선명하게 조망하기 위한 것이다. 

  3.1. 마골리스의 역사성과 단토의 본질주의

 앞의 II장에서 보았듯 마골리스가 “역사성”으로써 강조하는 것은 인

간의 사고 자체가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변화한다는 사실이다. 문화적 개

체에 대한 관념이 역사성에 의존한다면 마골리스가 말하는 역사의 개념

을 여기서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재를 유동성 자체로 보는 

마골리스에게서 역사는 당연히 실재의 불변적 질서를 전제하지 않으며 

일시적인 변화이고 인간 사고의 고유한 지향적 구조이다.218) 

 이것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역사의 흐름이 어떠한 고정된 본질, 목적 

혹은 방향성을 가진다는, 역사에 관한 본질주의적 관점과는 완연히 다른 

것이다. 예술의 본질과 해석 문제를 다룸에 있어 역사를 철학적으로 주

요하게 고려하는 주요한 이론가로는 마골리스 외에 대표적으로 단토를 

들 수 있다. 단토는 “예술계” 개념으로써 예술의 제도적 본질을 제시

하기도 했지만, 단토는 예술사의 전개에 있어서 총괄적인 내러티브

(master narrative)의 개념과 그것이 끝나고 더 이상 총괄적 내러티브

가 없는 시대, 말하자면 “예술의 종언”219)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

218) HTCW, p.183, 185.
219) 단토의 예술의 종언 개념은 실제 예술 활동의 종언을 말함이 아니라, 예술사가 어

떠한 내러티브, 즉 어떠한 목적이나 발전 방향에 따라 단계적으로 발전하고 진행되

는 상황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단토는 인간의 예술 활동이 이루어져온 시

기를 예술사가 진행되던 시대와 ‘역사-이후의 시대’로 나누는데 예술의 종언 이

후는 ‘역사-이후의 시대’로서, 특정한 목적이나 방향없이 다양하고 자유롭게 예

술적 시도들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단토의 이러한 관점은 20세기 미술에서 모더

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시대 간의 단절, 변화를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적 시도들 중 

하나이다. 단토가 서양미술사의 두 가지 주요 마스터 내러티브로서, 재현과 사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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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단토의 입장은 예술사에 있어서 뚜렷하게 목적론적이고 본질주의적

인 역사 관념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마골리스의 역사주의와 대조된다. 단

토는 “예술사는 내적으로 진화되어 왔기에, ‘컨템퍼러리’는 전체 예

술사에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어떤 구조가 생겨나고 그 안에서 생산된 

예술을 의미하게 되었다. 그래서 ‘모던’이 단지 최근 예술만이 아닌 

하나의 양식이나 심지어 하나의 시대를 지시하게 된 것과 같이, ‘컨템

퍼러리’는 단지 현재 시점의 예술 이상의 무엇을 가리키게 되었다. 나

의 견해로는 더욱이 그것은 하나의 시대라기보다는 예술의 총괄적인 내

러티브(master narrative)에 있는 시대들이 더 이상 없는 상황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리키며, 예술을 만드는 하나의 양식이나 양식들을 사

용하는 하나의 양식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220)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확인되는 단토의 입장은 뚜렷하게 역사적 목적론을 강조하며 헤

겔주의적이다. 또한 각 역사의 단계는 고정적인 의미가 있고 역사 자체

는 시작과 끝이 완결된다는 본질주의적인 사고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마골리스의 주장은 “예술의 종언 그 자체가 역사적인 가정”221)이라는 

것이며, 그린버그나 단토와 같은 헤겔주의자들이 말하는 “회화사의 본

질적인 구조는 인간 역사가들의 인공물일 뿐”222)이다. 따라서 마골리

스는 그린버그나 단토식의 역사적 본질주의에서처럼 예술사의 어떤 단계

나 국면이 특정 시점에서 마치 미지의 자연 법칙을 발견하듯이 발견된다

는 사고를 거부한다. 마골리스에게서 예술사는 인간의 자아처럼 문화적 

산물에 불과하다.223) 

의 정복을 목표로 하는 ‘바자리 내러티브’와 추상 미술과 장르적 본질을 규명하

고자 하는 ‘그린버그 내러티브’를 들고 있는데, 그린버그 내러티브는 모더니즘 

미술의 발전과 극단적 성취까지를 설명하는 역사적 내러티브이다. 이후 워홀의 <브

릴로 박스>와 같은 팝 아트의 등장으로 미술은 그린버그 내러티브에서 중요시되던 

‘회화란 무엇인가’라는 미술의 자의식적인 철학적 질문에서 벗어난다. 
220) A. Danto, After the End of Art : Contemporary Art and the Pale of 

Histor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7, p.10. 
221) WWA. p.18.
222) WWA. p.32.
223) WWA, p.35. 예술사와 인간 자아에 관한 마골리스의 생각은 다음의 말에서 확인

된다. “나는 예술사를 이해하는 어떤 단 하나의 방법이 있다는 것에 대해 의심하

며, 한 사람의 인간이기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특유한 방법이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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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마골리스의 생각에 따르면 오늘날의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컨템퍼러리 예술의 구분을 역사적 본질이나 필연에 의거하여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224) 마골리스는 “나는 ‘모더니즘’과 ‘역사-이후의 

예술’이 단지 회화란 독립된 관행에 들어맞는 기술적으로 정확한 범주

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들은 회화의 진행되는 서사를 어

떻게 최상으로 개정할지, 우리가 회화를 어떻게 지각적으로 간주할지를 

권장하는 효과적인 구조물들이다. 그들의 객관적인 입지는 살아있는 관

행 안에서 영향력을 모으는 데 달려있다”225)고 말함으로써 시대 구분

이나 역사적 범주들이 관행의 산물임을 주장한다. 마골리스의 입장에서

는 예술사에서의 이러한 시대 구분은 현 시대의 통용되는 관점들이 관행

을 구획짓고, 실제 예술들을 해당 내러티브에 주요하게 들어맞는 것과 

주변적인 것으로 구분짓는 하나의 방식일 뿐이다. 마골리스는 역사 자체

를 본질주의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므로, 헤겔의 미학이나 단토의 예술 철

학, 모더니즘 내러티브의 역사적 정당성을 주장한 그린버그 등에서 볼 

수 있는 강한 목적론적 역사 개념에 모두 반대한다.226) 단토나 그린버

그와 같이 특정한 역사적 내러티브를 강조하는 이론들은 예술사의 실제 

관행을 자신의 고유한 관점에 따라서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데227), 

또한 의심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사실, 그 양자는 궁극적으로 하나이며 동일한 

성취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은 문화적 역사의 “인공물”이라는 

것이다. “이차-본성을 가진” 자아들은, 처음으로 어릴 적에 문화화된 우리 사회

의 언어와 관습을 습득함으로써 형성된다.”
224) WWA, p.24.
225) WWA, p.36.
226) WWA. p.23. “역사에서 어떤 본질화된 “정신들”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역

사는 시대화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 심지어 더 유동적인 실행 속에서도 그러하

다. 그러나 만일 “더 이상” 본질화된 정신이 없다면, 그것은 이전에도 그런 것은 

없었던 것이다...예술들이, 역사의 산물인 우리 자신에 의해 만들어진 지평적인 구

조들이라면 예술은 고정된 본질을 가지고 있다거나 예술사의 시기들은 예술의 본

질과 같은 선상에 놓여질 때만 개정되고(그린버그), 이상적인 관찰자에 의해서 독

립적으로 식별된다(단토)는 그런 개념들은 잘못된 것이다.”
227) 이것은 20세기 전반의 현대 추상 회화와 관련된 그린버그의 유명한 역사적 설명

을 가리킨다. 그린버그의 생각은 그의 소논문 <더 새로운 라오쿤을 향하여>와 <모

더니즘 회화>를 통해 대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더 새로운 라오콘을 향하여>에

서 그린버그는 추상 미술의 역사적 정당성을 주장하고, 시대별로 지배적인 예술 형

식을 들면서 타 예술과 미술의 과제를 비교하고,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전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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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사회적, 역사적 상황에서 추상 미술이 예술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와 왜 

그것이 당대에 가장 적합한 예술일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추상 미술의 

발전은 아방가르드 정신을 가진 전문적 미술이 예술의 자기 보존 본능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과정이었고 이것은 부르주아 낭만주의에서 직접 분출되어 나

온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린버그는 이것을 역사 속에서의 예술의 임무이자, 어

떤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이라고 본다. <모더니즘 회화>에서 

그는 추상 회화가 내부로부터의 자기 비판을 수행하는 모더니즘의 정신을 예술의 

영역에서 구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자기 비판은 칸트적 방법론을 따라 자

신의 존재와 가치에 대한 증명을 스스로의 내부로부터 끌어내는 것으로서, 예술은 

자신만의 특수한 가치와 작용을 증명해야 하며 이러한 정신은 예술의 독특한 고유

한 권한 영역 및 각 예술의 본성의 탐구로 나타났다. 추상 미술을 통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순수성의 추구는 예술의 자기 정의의 문제이기도 하다. 여기서 주

목할 것은 그린버그가 추상 미술의 발전에 대한 이러한 역사적 정당화를 당대의 

미술 범위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과거와 그 이후의 미술까지 범위를 확장한다는 점

이다. 그는 19세기의 마네, 쿠르베, 인상주의자들의 시도들과 그에 앞선 16세기 

이후 다양한 회화적 시도들을 미술사의 일관된 흐름 속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예술

의 자기 탐구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단계로 파악한다. (Greenberg, 

Clement.  "Towards a newer Laocoön." Partisan Review 7.296310 (1940): 

1900-1990. http:// west.slcschools.org/academics/ visual-arts/documents/ 

Laocoon.pdf., "Modernist painting", Art and Literature, (spring, 1965),  

http://www. toddstewart.net/gradseminar/Greenberg.pdf, (C. 그린버그, 『예술

과 문화』, 조주연 역,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4, pp. 325-354 참조) ) 

     그린버그는 당대의 추상 미술을 둘러싼 취미의 기준들이 “영원히 유효한 단 하나

의 기준은 아닐지라도 현재 가장 유효한 기준”이며 추상 미술의 전개를 이러이러

하게 만드는 “명령은 역사로부터, 특정 예술의 전통 안에서 도달된 특정한 계기와 

연관된 시대로부터 비롯된다”고 말한다. (『예술과 문화』, p.342) 그린버그의 이 

말은 추상 미술의 전개를 역사적 필연성과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단토가 바자

리, 그린버그 내러티브를 통해 어떤 역사적 과제나 목표가 예술사를 이끌어나간다

고 주장하는 것을 상기시킨다. 마골리스는 본질주의적 역사관이 실제의 예술 관행

의 설명에 부적절함을 비판하는 맥락에서 헤겔, 단토와 함께 그린버그를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그린버그의 글 자체에서는 단토처럼 역사 자체에 대한 본질주의

에 대한 철학적 지지까지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마골리스는 단토에 대한 비판과 

마찬가지로 그린버그에 대해서도 주요 주장이 실제의 예술 현상을 모종의 역사적 

필연이나 예술사적 목적론에 비추어 해석하는 것임에 초점을 맞추고 그 점을 상대

적으로 강조하는 것이다.  단토는 뚜렷한 본질주의적 역사관에 기반하여 그의 주장

을 개진하면서도 자신의 이론은 서양 미술에 가장 잘 들어맞는다고 인정하고 있고 

그린버그의 주장 역시 서양의 추상 회화의 전개 내러티브에 해당하는 일부의 시대

에 해당한다. 이들의 주장은 특정 시대와 지역에 국한되어 있음에도 이론의 대상이 

되는 개별 예술과 역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강력한 필연성과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기에 역사적 내러티브의 필연성에 반대하는 마골리스의 공격의 대상이 

된다. 한편 단토와 그린버그의 미술사적 주장은 헤겔보다는 상대적으로 제한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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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해당 이론의 가정이며, 이론이 주장하듯 본질

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을 마골리스는 강조한다. 마골리스는 “역사는 어

떤 본질적 구조나 역사적 내러티브도 가지지 않으며, 비역사적인 본질의 

지나가는 우연들의 집합도 아니다”228)라고 말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의 역사적 내러티브들은 예술사에서 중심적인 것과 주변적인 사례를 구

분하며, 각 작품과 작가들의 작업에 대해 목적론적 역사적 의미를 부여

하게 되는데, 이것은 보편타당성을 얻을 수 없다고 마골리스는 보고 있

다. 

 이것은 본질주의에 대한 마골리스의 비판이기도 하며, 마골리스의 유동

의 형이상학은 모든 종류의 고정된 본질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

다. 마골리스의 입장에 따르면 이러한 역사적 본질주의의 폐해는 실제로 

고정불변의 혹은 절대적인 본질이 아닌 것들을 그러한 것으로서 잘못 규

정한다는 것이다. 마골리스는 예술과 같은 문화적 대상에서 지향적 속성

의 가변성에 주목하며, 예술사적 속성을 포함한 지향적 속성과 그에 따

른 해석의 다양성을 주장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그 반대 입장인 본질주

의가 관행의 설명력 측면에서 뚜렷한 한계를 가진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 사례로서 그린버그가 모더니즘 내러티브의 바깥에 있는 것으로서 상

대적으로 경시하는 초현실주의 사조는 곰브리치에게서는 모더니즘 예술

의 역사에 포함된다는 점, 폴록이 추상표현주의의 절정기에 그린 어떤 

작품에서의 추상적 형상을 그린버그는  모더니즘 형식주의의 절정으로 

보지만, 크라우스는 에너지와 운동의 가시적인 등가물인 구상, 나아가 

어떤 작품은 재현적 의도가 있다고까지 주장한다는 점 등을 본다면 예술

사적 내러티브의 타당성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마골리스는 지

적한다.229) 또 새로운 회화적 시도들이 미래의 방향성을 좌우하던 20세

위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점이지만, 이것 역시 역사와 실재에 

대한 총체적인 관점 및 예술 관행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관점에 있어서 마골리스의 

이론보다도 국지적이다. 이 점에서 이들의 이론은 마골리스의 이론에 비해 이론적 

설명의 범위와 포괄성에 있어 약점을 드러낸다. 비록 이것이 근본적인 철학적 입장

에 기인한 결과라고 해도 필자는 이론의 설명력과 일관성 또한 중요하다고 본다. 
228) WWA, p.21.
229) WWA.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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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에 피카소를 매혹시킨 것이 초현실주의가 아니라 큐비즘이었다는 

것은 역사적 우연이며 어떤 역사적인 경향은 이렇게 우연적으로 형성된

다는 것이 마골리스의 생각이다.230) 그리고 마골리스는, 그린버그가 주

장하듯이 캔버스가 물리적으로 평평하다는 것이 20세기 초의 회화들로 

하여금 회화적 환영의 평면성의 실현을 향해 필연적으로 나가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마골리스는 이러한 미술사적 전개들을 역사적 우연

이며 하나의 문화적인 담론으로서 보면서 역사적 본질주의에 대한 반대

를 분명히 하고 있다. 

 마골리스의 단토 비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역사를 보는 관점의 차

이이며 이것은 세계와 실재에 대한 관념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적어도 

예술 철학에서 단토는 본질주의적이고 헤겔주의적인 경향을 보이며, 마

골리스는 세계의 실재는 유동이며 실재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우연적으

로 형성되고 합의되어 지속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

다. 근본적인 입장 차이는 논쟁할 수 없다고 해도, 이로 인한 이론의 설

명력 측면에서는 결과적으로 두 이론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단토의 이론에서 바자리, 그린버그 내러티브와 같은 총괄적인 내러티브

에 대해 즉시 제시된 비판은 바로 이론적 설명의 적용범위가 보편적이지 

않다는 것이었다. 동양이나 제 3 세계 혹은 타문화권의 고대 미술 등에

는 단토의 내러티브가 적용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단토 역시 

자신의 이론은 한정된 시기의 서양 미술사에만 전형적으로 들어맞는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것은 단토의 내러티브와 예술사의 본질이 특정한 시

대, 특정한 문화권에서 형성된 담론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이에 비해 마골리스의 입장은 여러 문화권, 각 문화권 간의 영향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해주며 관행에 대한 설명력 측면에서 

매우 유리하다. 이것은 마골리스 자신이 본인의 이론의 장점으로 꼽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논문이 마골리스 이론의 장점으로 주목하는 

것은 단지 관행에 대한 설명력만이 아니다. 마골리스의 이론은 단토의 

이론과 같은 이론의 의미와 한계를 요연하게 보여준다. 단토의 본질주의

230) WWA. p.20.



158

적 역사관이 증명되기 어려우며, 동양이나 타 문화권의 예술사까지 설명

하려면 단토의 이론은 더 큰 범위를 포괄하는 이론을 별도로 필요로 하

게 된다. 마골리스의 입장은 특정 시대나 지역, 예술사적 현상의 본질을 

규명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오늘날 여러 시공적으로 다양한 여러 문화권

의 예술적 현상들을 포괄하면서 역사와 관행 속에서의 예술의 위상을 조

망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물론 단토의 이론의 한계가 마골리스의 입장

을 직접적으로 정당화시켜주는 것은 아닌데, 각 이론의 근본 가정과 목

표가 다르기에 두 이론을 단순한 경합 관계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

러나 확실한 것은 마골리스의 이론은 역사와 관련지어서 예술을 대한 접

근법을 보여주는 메타 이론이며, 마골리스의 입장을 통해서 단토 이론이 

서양미술사 및 현재의 미술적 관행에 있어서 차지하는 위상이 선명해진

다는 것이다. 

 3.2. 지각적으로 식별불가능한 대상들과 지향적 속성

 단토에 대한 마골리스의 두 번째 비판은 지각적으로 식별불가능한 속

성, 즉 예술작품의 지향적 속성과 변용 개념에 관한 것이다. 마골리스의 

비판의 요지는, 단토는 이러한 문화적 속성들을 예술작품을 예술작품이 

되게 하는 것으로서 주목하고 있지만, 단토 식의 “지각”과 “변용” 

개념은 문화적 속성의 본질적인 위상과 객관성, 식별가능성을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론을 미리 말한다면, 필자는 문화적 

속성에 관한 단토와 마골리스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비판은 다소 사소한 것이라고 여기지만, 마골리스가 

본인과 유사한 주장을 하는 단토를 비판하는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가 마골리스 주장의 핵심들을 더욱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측면은 의

미 있다고 생각한다. 즉 이 비판을 통해 마골리스는 지향적 속성과 역사

의 관계 및 지향적 속성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예술작품의 본질로서 확

립되는지를 더 분명히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이 비판과 관련되는 단토의 주장을 다시 환기하자. 단토는 모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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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 내러티브가 끝난 역사-이후의 시대의 예술작품은 지각적으로 식별불

가능한 속성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단토는 “1960년대와 그 이후

에는 예술작품이 ‘단순한 실제 사물’로 지칭되는 것과 대조되는 것으

로 보이는 어떤 특수한 방식도 없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예를 들자

면, 어떤 것도 그 차이를 외적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앤디 워홀의 <브릴

로 박스>와 수퍼마켓의 브릴로 박스 사이에는. 그리고 개념 예술은 무언

가가 시각 예술작품이 되기 위해서 감지할 수 있는 시각적 대상이 될 필

요조차 없음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예를 들어서 작품의 

의미를 가르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외양에 관한 한 어떤 것도 

예술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것, 만일 당신이 예술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한

다면 당신은 감각 실험에서 사고로 방향을 전환해야 함을 의미한다. 요

컨대 철학에로 전환해야 한다”231)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단토가 말하

는 것은 지각적으로 식별가능한 물리적인 속성들만으로는 단순한 실제 

사물과 예술작품을 구별할 수 없고, 동일한 외연을 가진 그 양자를 구분

지어 주는 것은 예술작품으로서의 의미를 갖도록 해주는 속성이라는 것

이다. 이로써 단토는 예술 작품과 사실상 정확히 똑같아 보이는 단순한 

사물 간의 차이를 만드는 것, 즉 예술 작품의 본질은 문화적이고 지향적

인 속성이라는 점을 주목하도록 한다. 

 그런데 여기서 마골리스가 단토를 비판하는 것은 이러한 문화적 속성들

의 식별불가능성 및 그 위상과 그 귀속 과정에 관한 것이다. 마골리스의 

주장에 따르면, 단토가 말하는 문화적 속성의 “지각적 식별불가능성”

과 “변용”이라는 개념이 문화적 대상과 지향적 속성의 실재성과 중요

성을 애매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다. 마골리스는 “단토는 어디서도 

예술작품이 진정 무엇인지, 어떻게 그것이 동일시되거나 “단순한 실제 

사물”로부터 식별되는지 혹은 그 결과로 어떻게 그 자신의 기술과 해석

들이 그가 고려하는 예술작품들을 조사함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지에 대해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232)고 하면서 단토가 예술

작품과 같은 문화적 대상이 가져야 할 “역사를 가진 인공물임이 분명한 

231) A. Danto, After the End of Art, p.13. 
232) WWA,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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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들”을 이론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지 않다고 비판한다.  

 먼저 문화적 대상의 지각적 식별 문제를 살펴보자. 마골리스는 지향적 

속성이 지각적으로 식별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단토를 비판한다. 마골리

스와 단토의 입장 차이는 “지각”이란 용어를 생각하는 방식에 기인한

다.  

 우선 마골리스는 “지각”이라는 용어를 단토보다 더 확장된 의미로 생

각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마골리스는 “한 예술작품의 지각은 무

엇보다도 어떤 물리적 대상이나 “단순한 실제 사물”을 확인하는 데 봉

사하는 최소한의 수단에 의해 확인될 수 없는 한 개체의 지각이다”233)

라고 하면서 대상을 작품으로 지각하는 것부터 언급하고 있다. 마골리스

는 예술작품에는 있으나 단순한 실제 사물에는 없는 것이 지향적 속성이

라면 그것은 분명히 지각되어야 한다고 본다. 재현적, 기호학적, 상징적, 

표현적, 양식적, 역사적, 기타 의미심장한 속성들과 같은 지향적 속성들

은 단순히 물리적, 감각적으로는 식별불가능하며 더욱이 이 속성들이 물

리적 속성 속에 구현되는 것이 우연적이기 때문에 더욱 분명히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234) 이렇듯 우연적이면서 작품을 규정하는 본질적인 

속성이기에 마골리스는 “예술작품의 지각에 있어서 우리는 해당 예술작

품을 지향적 속성들을 소유한 것으로서 지각한다. 단토가 주장하듯이 만

일 지각 그 자체가 “단순한 실제 사물”에 국한되고 그래서 지향적으로 

부여받은 속성들로 향해질 수 없다면, 예술작품은 전혀 지각되지 못할 

것이고 그것들의 기술과 해석은 풀 수 없는 미스테리가 된다”235)고 하

면서 단토를 비판하고 있다. 

 여기서 마골리스가 단토를 공격하는 핵심은 단토가 지각의 개념을 물리

233) WWA, p.37.
234) WWA. p.36.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술작품으로서 의미하는 것의 

복잡함이다. - 즉 그것은 그 본성의 형이상학이다. : 우리가 회화를 볼 때 지각했

다고 주장하는 것, 우리가 올바르게 그것을 이해할 때 성취했다고 가정하는 것들에 

대한. 예술작품의 본성이나 예술작품의 이해의 본성을 명시할 표준적인 방법은 없

다. 그린버그와 단토는 그런 생각에 경도된 것처럼 보이는데, 회화의 본성과 회화

의 이해에 관련되는 것의 본성은 시대에 따라서 양식에 따라서 철저하게 변화한다

는 것이 전적으로 가능하다”
235) WWA,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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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속성에 대한 감각적 지각처럼 협소한 범위에 국한시켜, 작품의 핵

심이 되는 지향적 속성을 식별불가능한 것으로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골리스는 지각을 문화 공동체 안의 규범에 익숙한 이들이 물리적, 감

각적이지 않은 속성을 인지하는 것까지 포함시키며, 지향적 속성이 해석 

공동체에 의해 부과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지각되어야 한다고 여

긴다. 그런데 단토는 지향적 속성을 식별불가능한 것으로 말함으로써 상

대적으로 대상의 물리적 속성을 강조하게 되고 지향적 속성의 중요성과 

위상을 약화시킨다는 것이 마골리스로서는 불만족스러운 것이다.

 필자는 이 비판이 단지 부분적으로만 적절하다고 보는데, 단토의 주장

에 대한 마골리스의 공격이 다소 단편적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

제로 단토의 지각적 식별불가능성 논제는 지향적 속성의 중요성을 강조

하는 것이며, 단토는 지향적 속성이 해석자들에 의해 실제로 식별가능하

지 않다고 보지도 않는다. 이에 필자는 여기서의 마골리스의 비판은 단

토의 이러한 핵심을 곡해하고 있다기보다는 단지 단토와 차이를 보이는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핵심적인 것은, 단토

가 지각의 개념을 단지 물리적이고 감각적인 측면에 국한시킨 결과 지향

적 속성과 예술 작품의 실재성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다. 즉, 용어법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236) 

236) 마골리스가 지각에 대한 용어법을 들어 단토를 비판하는 목적은, 지향적 속성의 

위상이나 지각가능성 여부에 대한 단토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논증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자신의 구현 논제의 타당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작

품 내의 지각가능한 속성 문제에 대해 마골리스가 굿먼과 단토를 동시에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외연적 지칭론자인 굿먼은 작품에서 외연적 기호

로 식별가능한 것만을 인정하여 의도나 맥락과 같은 관계적 속성이나 해석적 속성

들을 작품의 본질적인 속성으로서 인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텍스트적으로 동일하

다면 아이러니로 의도한 작품과 그렇지 않은 작품이 동일한 작품이 되어 버린다. 

그러나 예술사적 전후 맥락과 관행을 고려하여 해석자들은 이 두 작품을 구별할 

수 있다. 마골리스는 굿먼이 감각적 지각을 협소한 영역에 국한시켜서 지향적이거

나 역사적으로 식별가능한 특징들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한편 단토에 대

한 마골리스의 비판은 이와 반대가 된다. <브릴로 박스>의 예에서 보듯 단토는 예

술 작품의 본질적 속성에 있어서 지각적으로 식별불가능한 것이 항상 있다고 주장

하는데, 이것은 마골리스가 말하는 지향적 속성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지

향적 속성들이 지각적으로 식별불가능하다면 우리는 그 대상을 예술 작품으로서 

식별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마골리스는 이 두 이론의 실패가 각기 다른 이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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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마골리스는 단토의 이러한 용어법을 단토가 양식, 재현, 표현과 

관련된 문화적 속성과 그 속성들의 지각을 실재론적으로 읽는 것을 불편

해한다는 것으로 독해하면서, 지향적 속성과 그 속성들의 지각은 실재론

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하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이것은 

문화적 대상과 그것이 소유한 지향적 속성이 (비록 일시적이나마) 견고

하게 고정된 것처럼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객관적인 것으로

서 그 작품이 그러한 것으로 확인되는 해당 공동체 안에서는 분명하게 

지각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마골리스

에게서 예술 작품은 문화적 공동체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발화이기 때문

에237) 마치 발화를 듣고 응답하고 제의에 참가하는 것처럼 문화적으로 

형성된 감각적 지각을 통해 작품을 지각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

향적 의미들은 언어적 적절성, 문화와 역사의 능란함을 통해 대상들에 

귀속되고, 이러한 점에서 인간 언어의 이해는 단지 감각적 지각이 아니

듯이, <브릴로 박스>의 속성 또한 그렇게 지각되는 것이고, 그러한 점에

서 작품의 감각적인 지각도 단순한 지각이 아니라 언제나 이러한 종류의 

개념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고 주장한다.238) 

이지만 공통적으로 지각적 식별의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한다. (Margolis, J. 

"Farewell to Danto and Goodman", British Journal of Aesthetics, Vol. 38, 

No. 4 (April, 1998) pp.354-355.) 마골리스는 단토의 이러한 지각 개념이 작품

에 대한 우리의 파악가능성과 접근가능성을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

다. 붉은 그림들의 예, 브릴로 박스, 뒤샹의 레디메이드 등의 작품이 어떻게 예술 

작품이 되었는지를 다시 환기하라. 

     마골리스의 지각 개념은 물리적 속성과 문화적 속성이 모두 지각될 수 있다는 것

이고, 물리적 속성은 당연하게도 우리의 자연적인 생물학적 지각에 의해 확인될 수 

있는 것이라면, 문화적 속성의 지각은 공동체 내에서의 우리의 사고 방식과 관념, 

규약, 배경 지식들에 의해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적 속성은 물리적 속

성 안에 적절하게 구현된다. 그런데 굿먼과 단토는 지향적 속성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양자 모두 지각을 감각적 지각이라는 협소한 의미에 국한시

킨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결국 ‘지각’이라는 단어에 대한 용어법의 차이인

데, 이들의 용어법을 단순히 받아들이고 보면 굿먼은 지향적 속성 자체를, 단토는 

지향적 속성의 인식가능성을 간과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그러나 필자는 이 중 

굿먼에 대한 비판은 마골리스 자신의 이론에 비추어 당연한 귀결이라고 보지만, 본

문에서 다루고 있는 바처럼 단토에 대한 비판은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237) HTCW, p.51, p.60.
238) Margolis, J. "Farewell to Danto and Goodman", pp.369-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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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결국 마골리스가 물리적으로 식별불가능한 문화적 속성이 충분

히 지각될 수 있고 식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마골

리스는 “설사 지각되는 것이 단지 눈의 감각적 힘만으로는 식별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해도. 지각하는 예술 작품의 본성은 식별될 수 있는 차이

에 의거하여 설명해야 한다”239)고 하면서, 예술작품과 단순한 실제 사

물이 문화적 속성에 의해 구별되는 것이라면, 이 때 지각을 감각적이고 

비지향적인 것들에 한정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예컨대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의 원작을 그대로 전유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만

든 현대 작가 비들로의 작품의 경우, 피에로의 원작과 비들로의 작품은 

단토식으로 말한다면 지각적으로 식별불가능하다. 그러나 마골리스는 문

화적 속성이 본질적으로 중요하고 작품을 결정적으로 다른 대상과 구별

시키는 것이라면 문화적 속성의 식별가능성과 실재성이 충분히 강조되어

야 한다고 본다. 작가의 의도에 의해 최초로 그러한 문화적 속성이 귀속

되므로 존재론적 차원에서는 지향적 속성이 작품 속에 있지만, 마골리스

는 지각의 개념에 대상을 예술작품으로 식별하는 것을 포함하며 관련된 

비감각적인 지향적 속성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예술작품이 사회 속에서 식별되며 지향적 속성이 객관적이기에 가능하다

는 주장과도 일관된다.

 마골리스는 단토의 “변용(transfiguration)” 개념 또한 지향적 속성

과 예술작품의 실재성과 본질적 중요성을 애매하게 만든다고 비판한

다.240)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토의 변용 개념에서 주목하는 것은 단순한 

239)WWA, p.32.
240)WWA, p.34.“‘ 변용’이란 표현에서처럼 [단토에게서는] 변화(tranformation) 

라기보다는 변용이다. 이것은 워홀이건 지오토이건 비예술인 ‘단순한 실제 사물’

을 예술로서 수사학적이고, 순전히 부자연스럽고, 존재론적으로 실체가 없게 특징

화하는 것이다 .... 단토의 관점에 의하면 실제 사물은 예술을 예술로서 표지하는 

지향적 속성들을 결여한다.. 그 누구도 이러한 견지에서는 역사와 비평의 준엄함을 

합법화시킬 수 없다 .... 단토는 어디서도 예술작품이 진정 무엇인지, 어떻게 그것이 

동일시되거나 ‘단순한 실제 사물’로부터 식별되는지 혹은 그 결과로 어떻게 그 

자신의 기술과 해석들이 그가 고려하는 예술작품들을 조사함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에 대해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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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물이 예술작품으로서의 본질적 속성을 부여받고 비로소 예술작품

으로 자격을 부여받는 변화의 과정이다. 일단 자격을 부여받고 나면 대

상은 예술작품으로서 확인되며 속성도 본질적으로 고정된다. 그런데 여

기서 속성실재론자인 단토가 변용이라는 애매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마골리스는 단토가 예술작품과 지향적 속성에 대한 명쾌한 실

재론적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수 

있다. 즉 실재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대상이 예술작품으로 되는 과정을 

전후하여 볼 때 양자가 가진 속성들은 다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대상

은 중대한 본질적인 “변화(transformation)”를 겪은 것인데, 단토의 

변용이란 개념은 이러한 속성상의 변화를 매끄럽게 설명하지 못하며, 변

용의 결과인 예술작품은 마치 실재(real)가 아닌 것으로 취급되는 것으

로 보인다는 것이 마골리스 비판의 요점이다.241) 

 단토의 변용 개념에 대한 마골리스의 이러한 비판은 작품 정체성 문제

와 관련된 단토의 'is'의 두 가지 의미 구별 문제를 살펴보면 좀 더 명확

해 진다. 단토는 존재(existence)와 동일성(identity)의 'is'와 예술적 

동일시(artistic identification)의 'is'를 구별하고 있는데, 마골리스는 이

것 역시 예술작품과 속성의 실재론적 정체성과 맞지 않는 용어라고 지적

한다. 예술적 동일시는 단순한 실제 사물이 예술작품이 되는 과정인데, 

이 과정을 정당화하는 속성의 변화에 대해 마골리스는 “상상적인 예술

적 동일시에 의해, 물리적 대상이 소유하지 않고 소유할 수 없는 속성이 

그 대상에 부과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더욱이 이러한 부과를 “수사

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242) 마골리스는 단토의 지각과 변용 개념을 

통해 볼 때, 단토의 이론에서 원래의 물리적 대상은 지각적으로 식별가

능한 속성 외의 실재론적인 속성들을 갖지 않는 것이라고 이해하며, 

“의도가 개입되지 않는 실제 사물에 실재론적 지향적 속성을 귀속시키

는 것은 범주적 오류이기 때문에, 이러한 속성 귀속은 상상적, 은유적, 

비유적 혹은 수사적인 것”이라고 말한다.243) 따라서 마골리스의 독해

241) WWA, p.34.
242) Margolis, J. "Farewell to Danto and Goodman", pp.365-366.
243) Ibid., p.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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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단토에게서 예술적 동일시에 의해 귀속된 속성은 실제 속성이 

아니며 예술작품은 실재가 아니게 된다. 

 이러한 비판과 더불어 다른 한편으로 마골리스는 본인의 문화적 실재론

적 입장, 구현 논제를 강조하고자 한다. 마골리스는 작품이 실재라면 그 

발화로 인한 실제 인공물과 발화된 속성들의 소유간에는 개념적인 장벽

이 없어야 한다고 보며, 예술작품은 구현에 의해 새로운 속성을 실재론

적으로 가질 수 있는 특수한 개체이기 때문에 단토에게서처럼 'is‘의 

두 가지 용법이 구별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는 재현적, 표현적 속성을 은유적, 수사적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로 가지며, 그 속성에 관한 술어들은 완전히 직설적인 축자적 술어가 된

다고 마골리스는 강조한다.

 필자는 이러한 마골리스의 비판이 전적으로 적절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우선 단토의 변용 개념이 단순히 애매한 수사적인 표현으로서 본질적 속

성의 위상을 흐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지각적 식별불가

능성 논제는 단토에게서 무엇이 어떻게 예술작품이 되는가 하는 정의의 

문제이지, 작품의 본질적 속성의 존재론적 위상을 강조하기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향적 속성을 취급하는 단토의 견해를 마골리

스가 다소 왜곡되게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골리스의 비판이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보지만, 마골리스가 이 비판들을 통해 그의 구현 논제와 

문화적 속성의 실재성을 강조하려고 한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것으로 여

긴다. 이것은 예술작품을 비로소 작품으로서 존재하게 만드는 본질적인 

속성의 식별가능성과 귀속 과정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그

가 힘주어 말하고자 함이며, 이것은 지향적 속성과 작품의 정체성이 비

록 궁극적으로는 가변적이지만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기능하며 그것에 

대한 해석을 모종의 진리 주장이 되게 할 만큼의 견고한 근거가 되고 있

다는 점을 함의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본다. 지향적 속성의 실재성과 

더불어 마골리스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대상에 대한 그것의 귀속 과정

이 합의에 기반한 객관성을 가지며 그렇기 때문에 지각적으로 식별가능

한 것이 된다는 점이다. 마골리스는 한 대상이 예술작품으로서 지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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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을 부여받는 과정이 문화적 역사 속에서 복잡하면서도 공적으로 이

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마골리스는 예술작품이 마치 인간의 자아

가 호모 사피엔스로서의 생물학적 기반 위에 어릴 적부터 문화화된 우리 

사회의 언어와 관습을 습득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처럼 중요한 본성상의 

변화를 겪으면서 정체성이 수립되는 것이라고 본다. 인간에게서 이러한 

과정은 변용이라기보다 정체성 자체의 변화이고 이렇게 설명함으로써 마

골리스는 문화적 속성의 본질적 중요성을 올바르게 강조하려는 것이다. 

위의 비판을 통해 마골리스는  단토의 이론에서 그것이 적절히 드러나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정리를 위해 이와 더불어 다시 환기할 것은, 마골리스가 예술작품이 가

지는 이러한 문화적 속성은 역사성을 가지는 것으로 주장한다는 점이

다.244) 결국 이 절의 비판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핵심은 마골리스 이론

에서의 지향적 속성의 중요한 위상이다. 지향적 속성은 예술작품을 작품

으로 만드는 본질적 속성일뿐 아니라, 예술작품의 역사적 성격과 구성주

의적 성격, 공적 사회에서의 객관성과 식별가능성까지 포괄적으로 아우

르는 핵심 개념임을 확인하게 된다. 

 이 장에서는 마골리스의 이론을 살펴보면서 비어즐리, 노비츠, 단토, 스

테커 등 비롯한 오늘날의 주요 이론가들의 입장과 관련 논쟁들을 살펴보

았는데, 이 논쟁들을 통해 일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비판

이 마골리스의 상대주의를 무너뜨릴 수 없었으며, 본질주의적 입장이거

나 부분적으로 속성실재론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 그들의 이론과 마골리

244)WWA, p.34. “예술에 대한 유능한 이론이 충족시켜야 할 조건이 있다. 그것은 일

반적으로 문화적 지시체로서 회화나 예술작품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이라면 역사를 

가진 인공물임이 분명한 속성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는 것

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1) 문화적 개체들은 비활성적인 자연적 대상과는 다르게 

내재적 속성으로서, 그들 “본성”의 일부로서 어떤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2) 이러한 역사성은 순수한 물리적 속성들이 그러하듯 감각적으로 식별될 수 없

다는 것, (3) 역사성의 지각은 문화적 세계의 분석과 이해에 대해 고유류라는 것, 

(4) 예술과 역사의 지각은 인간의 자기 지각, 자아와 자신의 사회에 대한 이해의 

연장이라는 것, (5) 문화적 현상의 지각은 물리적 현상의 지각으로부터 불가분리적

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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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이론이 예술작품의 해석 문제에서 부딪히는 것은 근본적으로 해결

불가능한 논쟁의 측면이 있음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해석적 실재론, 일

원론의 모델은 그 자체로 시간단편(time-slice)적이거나 초시간적인 것

이다. 그러나 마골리스는 유동하는 실재 속에서 예술작품이 문화적 대상

으로서 변화할 수 있는 개체라는 전제를 어느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 결정의 세부적인 기준들은 해석의 시점에서 지배적

인 관행과 관념들로서 안정적으로 기능하는 것들로서 상대적으로 결정된

다.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철학적 입장, 유동하는 실재의 형이상학이라

는 전제와 그 위에 세워진 마골리스의 입장을 수용하고 나면, 그들의 본

질주의적 가정, 속성실재론의 전제들이 어떤 아주 오래도록 통용되는 인

간의 사고를 반영하고 있으며, 예술작품의 개념 또한 그러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제시하는 해석적 기준들이 추구하는 

이상과, 역사적 이력, 역사에 따른 변화,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현과 재해

석, 여러 입장들 간의 갈등이 요연하게 조망된다. 그러한 면에서 마골리

스의 해석 이론은 메타이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면에서 이 논문에서 마골리스 이론에 대한 세부적인 비판은 이

론 전체를 무너뜨릴 성격의 것이 아니며, 해석 문제와 관련되어 국소적

이며 제한적인 것이다. 게다가 근본적으로 다른 이론적 틀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마골리스 이론 쪽에서도 이 이론들을 비판하는 데 있어 한

계가 있다. 이 논문은 해석 이론의 다른 입장들이 마골리스의 주장에 의

해서 완전히 논박된다거나 열등한 이론들로 드러난다고 생각하지 않으

며, 논문은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도 않다. 건전한 해석적 다원론의 

구조를 밝히는 데 있어서 마골리스의 입장은 가장 광범위하게 일관되면

서도 관행에 가장 잘 들어맞고 다른 이론과 예술적 실제들을 가장 적절

히 포용하면서 그 입지를 분명히 밝혀주는 이론임을 주장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표였고, 여기서는 마골리스의 이론에 대한 비판들이 방어될 수 

있음을 우선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다음 장은 유망한 해석적 다원론을 

위한 틀로서 마골리스의 이론에 보완되어야 할 문제와 그것을 마골리스

의 이론이 적절히 포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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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상대주의적 다원론에서의 해석 기준의 문제

 이제 이 장에서는 마골리스의 입장에 기반한 해석적 다원론의 구조와 

해석적 기준의 문제를 보다 세부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II장의 소개

와 III장에서의 비판과 반론을 통해 마골리스의 이론은 작품이란 문화적 

개체와 그것에 대한 해석뿐 아니라 해석적 접근법에 대한 주장이기도 하

며, 보다 광범위한 철학적 기반을 가지고 다른 해석 이론들의 입지에 대

한 주장을 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마골리스의 이론은 해석 이

론들 가운데서 뚜렷하게 메타 이론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다

른 해석 이론들의 타당성과 한계를 드러내고 그 이론들을 마골리스의 이

론 내에서 하나의 안정적인 담론으로서 위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준다. 

 한편 마골리스의 이론은 다른 이론과 달리 구체적인 해석 기준들을 선

언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첫 번째로는 마골리스의 이론 자체가 실재의 유동성과 역사에 

대한 반본질주의적 입장을 기반으로 하여 해석적 기준은 끊임없이 변화

하게 되므로, 다른 이론에서와 같은 구체적 근거나 토대를 명시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는 예술작품의 해석 이론이 마골리스의 전체 

철학에서 가지는 의미와 관련된다. 마골리스의 이론은 문화적 개체에 대

한 광범위한 주장을 담고 있고, 역사에 따른 지향적 속성의 변화, 상대

주의의 적합성에 대한 주장 등이 실재의 유동성이라는 근본적인 철학적 

전제로부터 일관되게 전개되고 있다. 마골리스의 해석 이론은 단지 예술

작품, 특히 개별 작품의 의미 규명에 국한되지 않고, 문화적 대상 및 나

아가 자연적 대상에 대한 광범위한 존재론적, 인식론적 주장을 위한 하

나의 시작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예술작품과 해석에 관한 주장은 마골리스가 그의 전체 철학

적 입장의 타당성을 호소하기 위한 대표적인 부분에 불과하고, 작품 해

석 문제의 측면에서 본다면 마골리스의 이론은 메타적인 이론으로서밖에 

의미가 없는 것일까? 필자는 그렇지 않다고 보며, 마골리스의 이론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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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력과 잠재력에 주목한다. 비록 다른 해석 이론들과는 달리 구체적인 

해석적 기준에 대한 언급이 다소 적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해석 

기준의 문제를 분명히 언급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해 보다 구체적인 해

석적 기준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필

자는 마골리스의 이론 내에서 구체적인 해석 기준의 문제를 보다 선명하

게 드러내 보고자 하며, 이를 통해 마골리스 이론의 설득력을 강화하고 

현재 관행에 잘 부합하는 해석적 다원론의 구조를 구상할 수 있다고 전

망한다. 이 장에서 살펴볼 마골리스의 ‘문화적 신화’와 작품의 기원적 

해석의 문제가 이를 위한 이론적 답변의 윤곽을 제공할 것이다. 

 1. 마골리스의 문화적 신화

  1.1. 문화적 신화

 해석의 기준은 해석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보증하기 위한 것이다. 마골

리스에게서는 본질적 속성이 역사 속에서 계속 변화하기에 결국 해석의 

객관성은 잠정적으로 안정되게 기능하는 문화적 공간 안에서 보장되는 

것이다. 즉 해석적 기준이 문화적 관행 속에서 얼마나 견고하고 보편적

으로 지지되는가의 문제이다. 문화적 관행의 성격과 안정성에 대해서 그

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시나 회화나 인간의 삶이나 역사적 사건을 해

석하는 것은 그것의 지향적으로 현저한 특징들을 우리 사회의 역사적 에

토스 안에서 해석적으로 호의적인 방식으로 위치시키는 것이다. 그 역사

적 에토스란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의 형식이나 삶의 세계 혹은 에

페스테메 혹은 아비투스, 전통 등으로서 구성하고 재구성하는 것이다

.”245) 이러한 에토스들은 “우리를 둘러싼 문화적 세계의 상대적으로 

고정된 부분”246)이다.

245) WWA, pp.136~137.
246) WWA, 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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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것들을 마골리스는 “문화적 신화”라고 부른다. 즉 마골리스에

게서는 문화적 신화가 해석의 객관성과 안정성을 보증하는 것이다. 상대

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특정 사회에서 형성되어 안정적으로 기능해온 문

화적 배경들에 대해 마골리스는 ‘신화’란 표현을 쓰는데 카톨릭주의, 

맑시즘, 프로이트주의, 해체론 등과 같은 관점이 그 대표적인 예들이다. 

단테의 작품을 카톨릭주의에 의거하여 해석할 수 있고,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창작 이후에 나타난 프로이트주의에 의거하여 해석할 수 있

다.247) 이 때 정신분석학적 전제나 카톨릭주의가 참이어야 하는지는 상

관이 없다. 이러한 관점이 동원되는 것은 그것이 참이어서가 아니라 해

석을 위한 근거로서 단지 적절하기 때문이다. 또한 동일 작품에 대해 다

수의 문화적 신화들이 해석 관점으로 작용할 수 있고, 각 해석은 모두 

동등하게 타당할 수 있다. 또한 문화적 신화의 적용은 꼭 해당 문화권에 

국한되거나 문화권내에서 광범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마골리

스는 단테와 같은 서양 예술에 불교와 같은 것도 신화로서 적용될 수 있

다고 말하며, 서아프리카의 가면이 큐비즘의 주제가 된다면 큐비즘도 그

러한 신화가 될 수 있다고 한다. 문화적 신화라는 합의되고 지배적인 관

념들은 관행 안에서 안정적으로 해석적 속성들이 귀속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지향적 속성의 변화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마골리스가 문화적 신화를 언급한 것은 원래 해석상의 상대주의의 필요

성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문화적 신화와 관련된 맥락적인 지향적 

속성들은 부과되고 변화가능한 것들이며, 때로 동등한 개연성을 가진 양

립불가능한 문화적 신화들이 경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마골리스에게

서 문화적 신화는 문화적 속성 자체의 가변성과 상대주의의 필요성 및 

동시에 관행 속에서의 상대적인 안정성을 말하고자 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이러한 마골리스의 문화적 신화를 다른 측면에서 주목하는 의견

들이 있다. 노비츠와 캐럴은 문화적 신화를 해석적 기준의 재해석, 속성

의 고정성 및 해석적 의미 결정에 도움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들은 문화적 속성은 본질적인 속성이고 문화적 신화는 이 본질적인 속

247) AP, pp.148~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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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발견하게 하여 포괄적이고 수렴적인 해석에 기여하는 것이므로, 반

드시 상대주의를 요청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노비츠는 문화적 신화는 

문화적 전통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여 작품의 정확한 의미 고정에 기여한

다고 보며, 캐럴 역시 유사하게 문화적 신화는 작품의 맥락주의적 해석

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들에게서는 문화적 신

화가 오히려 상대주의를 반대하고 일원론을 지지하게 하는 것이 된다. 

이제 이들의 주장들을 검토함으로써 해석적 기준으로서의 문화적 신화의 

의의, 다원론에서의 해석적 기준의 위상을 보다 분명히 하고자 한다.  

 

  1.2. 문화적 신화와 맥락주의적 일원론의 관계

 먼저 문화적 신화가 의미를 수렴시키는 해석적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

다는 노비츠와 캐럴의 주장을 차례로 살펴보겠다. 

 노비츠는 마골리스의 문화적 신화는 기술적 진술의 근거가 됨으로써 하

나의 견고한 해석적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앞서 노비츠는 마골리스

가 해석의 개념을 넓히고 있다고 비판했음을 언급한 바 있다. 노비츠는 

문화적 배경에 대한 지식이 해석의 진위를 가려서 설명적 해석248)에 기

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잭과 콩나무>에 대해 하나의 문화적 신화인 

맑시즘에 근거한 해석을 내릴 수 있을 때, 노비츠는 “문화적 배경은 해

석의 내용과 목적에 영향을 준다. 그러나 이것은 특수한 설명적 목적을 

가진 개별 해석의 참/거짓과는 관련이 없다. 다만 목적은 다양할 수 있

고 그것도 일종의 퍼즐이다. 설명적 해석의 적절성은 어떤 퍼즐을 풀려

고 했느냐에 대한 참 거짓을 가리게 해준다...설명적 해석은 문화와 작품

의 관련성을 설명적으로 결정하려 하려는 것이다. 작품이 어떠한 문화적 

배경과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은 진위의 문제이고, 작품의 한 측면에 대

한 순수한 설명적 해석이다”249)라고 말한다. 즉 노비츠에 의하면 문화

적 배경은 다양한 해석의 목적의 적절성과 진위를 판별하며, 작품의 참

248) 이 논문 2.1.1.3절 주 41 참조.
249) Novitz, "Towards a Robust Realism." p.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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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기술과 더 포괄적인 수렴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며 해석의 

진위 판정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요컨대 노비츠는 문화적 신화가 해

석에 적절하면 참인 해석을 산출하므로 상대주의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한

다.

 따라서 노비츠는 작품이 문화적으로 창발된 개체라는 마골리스의 입장

이 오히려 일원론에 대한 훌륭한 전제가 된다고 본다. 노비츠는 “작품

이 어떤 속성을 갖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특정 물리적 대상이 특정 

예술작품을 구현한다는 것이 정당화되는 문화적 전통에 의존한다는 마골

리스의 말을 상기하면, 유효한 문화적 전통에 대한 지식은 어떤 문화적 

속성이 작품에 내적인지 외적인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250)고 하

고 있는데, 이러한 노비츠의 견해는 결국 마골리스가 말하는 문화적 측

면을 검증을 통해 작품 내적으로 고정된 속성의 문제로 환원하여 작품에 

대한 이치 논리적 기술, 나아가 일원론적 해석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

로 이해된다.251) 

250) Ibid., p.176.
251)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노비츠가 사실상 외부의 해석적인 관점을 작품의 본질적 의

미와 관계된 것으로 끌어들인다는 점이다. 사실 일반적으로 <잭과 콩나무>에 대한 

맑시즘적 해석과 같은 것은 비어즐리식으로 말하면 부과된 해석이지 표준적인 해

석이 아니다. 그러나 노비츠는 이것을 부과라고 보지 않는 것이다. 노비츠의 이러

한 주장은 마골리스가 말하는 문화적 신화들에 대한 다른 일원론자들의 견해와도 

다르다는 점이 흥미롭다. 마골리스의 신화 논변에 대해서 다른 해석적 일원론자들

은 상대주의를 반대하고 정확한 해석적 의미를 추구하는 맥락에서 반대를 표했다. 

비어즐리는 “잭과 콩나무”에 대한 맑시즘, 프로이트주의, 기독교적 알레고리 해

석이 모두 가능해도 이것들은 부가일 뿐 순수한 해석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에 따

르면 마골리스의 신화가 해석에 개입하게 되면 이것은 모두 왜곡을 일으키는 부가

가 되는 것이다. 허쉬 또한 이러한 해석들은 작품의 의미와 선호하는 이론과의 관

계를 알려주지만 작품의 의미 자체를 알려주지는 않는다고 하면서 해석은 역사/문

화와 작품의 연관성을 알아내는 문제가 아니고 말하고 있다. Beardsley, The 
Possibility of Criticism. pp.43~44, E. D.  Hirsch, Validity of Interpretation, 

pp.140. 

     이에 대해 노비츠는 비어즐리와 허쉬의 이와 같은 견해는 해석적인 목표를 놓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설명적 해석을 추구하면서 작품 의미의 퍼즐을 풀이해나가는 

데 있어서 문화와 작품의 관련성에 대한 적절한 지식은 작품의 설명적 해석을 가

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문화와 작품 간의 관련성은 작품의 어떤 면에 대

한 순수한 설명적 해석의 일부이지 부가가 아니라는 것이 노비츠의 생각이다. 

Novitz, "Towards a Robust Realism." p.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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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럴 또한 유사한 견해를 제시한다. 캐럴도 문화적 신화의 안정적인 성

격에 주목하면서, 맥락주의적 해석252)을 위한 토대로 기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캐럴은 어떤 문화적 신화가 특정 작품 해석에 적절하다면, 단

토의 “깊은 해석(deep interpretation)”253)과 같은 것을 적절한 해석

으로서 다시 재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준다고 말한다. “마골리

스의 신화 논변은 예컨대 프로이트주의나 맑시즘 같은 다양한 종류의 

“깊은 해석”의 위상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지속적인 신념 체계가 참

이건 아니건 실행가능한 역사적인 해석처럼 말이다. 이런 깊은 해석이 

재해석되고 재독해되는 것은 주목할 만한 것이며, 역사적 해석으로서 복

권된 깊은 해석은 수용가능한 것이다. 또 깊은 해석이 신념 체계 이전에

도 만연한 이미지와 관념과 연결된다면 시대착오적인 것도 아니다. 그것

은 맥락적인 정보의 원천으로서 다시 고려할 만한 역사적 직관을 허락하

기 때문이다.”254) 예컨대 보들레르의 시를 카톨릭주의라는 문화적 신

화를 배경으로 해석하는 경우, 보들레르 시의 표면적 의미와 주제들은 

카톨릭주의적인 것이 아니지만 카톨릭주의는 보들레르와 그의 독자들이 

활동하던 당시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실제로 유럽 문화에 스며들어 있던 

것이므로, 그러한 문화권에서 나고 자란 보들레르가 무의식적으로 따르

는 관념, 규범, 사용하는 이미지 등을 카톨릭주의에 의거하여 해석할 수 

있다. 이 때 카톨릭주의는 역사적 사실이고 보들레르 시의 카톨릭주의적 

252) 캐럴은 ‘역사적 해석’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역사적 맥락에 의해 뒷받

침되는 참인 해석을 의미한다. 이것은 I장에서 언급한 맥락주의적 해석과 같은 개

념이다.
253) 단토의 “깊은 해석”은 해석이 작품을 구성한다는 단토의 입장에서 작품의 표준

적인 의미와 관련된 표면적 해석(surface interpretation)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존재론적으로 작품을 구성하는 표면적인 해석과는 달리 작품의 본질적인 의미 규

정에 관한 해석이 아니다. 표면적 해석은 작가의 의도에 지배되고 예술작품의 생산

의 역사에 의해 보증되는 것으로 해석 작업을 위한 실제의 정확한 틀이 된다. 깊은 

해석은 작가가 작업한 사회의 문화와 관행을 고려하여 그 속에서 활동한 행위자라

는 측면에서 표면적 해석에서 드러나지 않는 작가의 무의식적 의도를 재해석하는 

것이다. 이것은 원래 작가의 심리적인 의도가 작품의 해석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러한 깊은 해석은 작품의 의미를 풍부하게 하는 번외적인 해석이 

되거나 부차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254) N.Carroll, ‘Myth and Logic of Interpretation’,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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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은 주목하지 않던 역사적 측면을 새롭게 발굴하는 것이 된다. 또 

<햄릿>을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 또한 문화적 신화의 상대

성과 관련없이 역사적 사실의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햄릿이 클로디

어스를 죽이기를 망설인 것은 그가 어머니를 향한 그의 욕망을 대리 실

현한 자였고, 햄릿 자신의 내면의 욕망과 죄책감으로 인한 갈등 때문이

었다고 할 때, 원작의 창작 당시에는 없었던 프로이트주의라는 문화적 

신화와 상관없이 셰익스피어가 인간의 내면과 행위의 본질을 날카롭게 

통찰하여 훗날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고 명확히 정리되는 인간의 어떤 

무의식을 드러냈다고 보는 것이다. 즉 프로이트주의의 오이디푸스 콤플

렉스 같은 것은, 문화적 신화로서 공공연하게 정리된 관념이 아니었을 

뿐 그 이전에도 이미 만연해 있었던 인간의 경향이고, 우리는 <햄릿>을 

프로이트주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적인 측면을 새롭게 주목

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캐럴은, 문화적 신화를 마골리스처럼 특정 

시점 이후에 새롭게 출현한 특수한 관점들로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

화적 신화가 과거 실제 역사의 어떤 측면을 우리가 새롭게 주목할 수 있

도록 하는 관점이라는 것을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화적 신화 

자체의 참/거짓 여부는 마골리스에게서처럼 캐럴에게도 역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실제 역사적 사실과 작품과의 관련을 적절하

게 밝혀주는가 하는 것이다. 캐럴의 이러한 관점 역시 기본적으로 해석

은 참인 의미를 밝히는 작업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이것은 역사적 해석이 양립불가능성의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고 하는 

캐럴의 말에서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만일 역사적 해석으로서 

신화 해석을 재해석한다면 이 해석들은 오직 역사적으로 적절한 신화들

일 때만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갈등하는 신화들이 항상 유효하지는 않을 뿐 아니라 그들은 어떤 역사적 

제한에 따라서만 유효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일단 이러한 해석들에 의해 

개진된 주장이 역사적 관찰로 재건된다면, 깊은 해석들 간의 양립불가능

성은 사라진다. 정신분석학적 해석이 문화적으로 동기부여된 정신분석학

적 주제에 관한 역사적 해석으로 변한다면 이것은 더 이상 정신분석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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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이 아니다. 맑시즘적 해석도 마찬가지다. 만일 정신분석학적 주제와 

맑시즘적 주제를 모두 좇는 단일하고 일관된 역사적 해석은 해당 작품의 

이해에 자기 모순 없이도 적절할 수 있다.”255) 결국 이러한 캐럴의 말

은 양립불가능한 해석들 자체에 추가적인 변항을 도입하는 대신, 해석들

의 근거인 문화적 신화들을 실증적으로 수렴시켜서 모순을 해결하려는 

것으로 변형된 해결책이다. 

 따라서 캐럴은 깊은 해석의 타당성 기준 역시 해석의 참/거짓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캐럴은 “신화 논변은 깊은 해석이 

작품의 문화적 맥락에 합법적인 신화적 이미지와 관념들을 귀속시킬 수 

있을 때만 신화 해석으로서 다시 읽힌다는 역사적 제약을 따르는 한에서

만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만일 역사적으로 그 신화를 지속적인 문

화적 맥락에 귀속시킬 수 없다면 깊은 해석을 신화로 회복시킬 수 없

다”256) 고 하고 있다. 예컨대 코란을 해석하는 데 레닌주의를 적용하

는 것은 당연히 명백한 오류일 것이다. 해석에 사용된 신화를 역사적/문

화적 맥락에 귀속시킬 수 없다면 이러한 깊은 해석은 마골리스의 문화적 

신화에 의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캐럴은 본다. 그 근거로 

그는 마골리스가 비평에서 신화에 호소하는 것의 객관적 근거를 논할 때 

신화가 감상자와 예술가 모두의 사고와 문화 습관에 속해야 한다고 강조

하고 있다는 점을 든다. 

 이러한 캐럴의 주장은, 문화적 신화가 작품의 실제 역사적 맥락과 부합

해야 한다는 요구조건을 전제로, 마골리스의 문화적 신화에 의거한 해석

을 일종의 맥락주의적 해석과 같은 것으로 보고자 하는 주장이다. 맥락

주의는 작품의 역사적 배경이나 외부적 요인들이 참인 해석에 기여할 수 

있는지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이에 근거해 의미를 고정하려는 입장이다. 

이것은 시간에 따른 맥락의 가변성을 강조하면서 상대주의를 합법화하려

는 마골리스의 입장과는 분명히 구별된다. 즉 맥락주의적 해석과 관련된 

캐럴의 주장은 캐럴이 특정 문화적 신화에 의존하는 해석들을 어떤 역사

적 타당성을 가진 참인 해석들과 같은 것으로 간주할 것을 제안하는 것

255) Ibid., p.53.
256) Ibid.,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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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마골리스의 문화적 개념을 마골리스의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일원론적 해석에 기여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

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마골리스의 상대주의에 사실상 반대하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캐럴은 마골리스의 입장이 좀더 광범위한 지지를 얻으

려면 적어도 문화적 해석의 수용가능성 문제에 있어서만이라도 제한적으

로 맥락주의적 해석의 입장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마골

리스를 필요 이상으로 역사주의자로 만들고 있는지도 모른다 .... 마골리

스는 비평에서 신화에 호소하는 것의 객관성을 위한 근거를 논할 때 다

시 신화가 청중과 예술가 모두의 사고 습관에 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이 요구조건은 적어도 제한된 형태의 역사주의이

다”257)라고 하고 있다.

  1.3. 해석적 다원론에서 문화적 신화의 역할

 노비츠와 캐럴의 입장은 문화적 신화를 일원론적 의미 결정의 근거로서 

보아 상대주의에 반대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이렇게 일원

론적 입장에서 마골리스의 문화적 신화 개념을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들의 관점은 마골리스의 문화적 신화 개념을 왜곡하여 원래의 

개념적 의의를 상실하게 만들고, 문화적 신화 개념의 특수한 장점들을 

제거해버리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우선 캐럴과 노비츠의 주장은 문화적 신화를 단지 실증적인 역사적 자

료의 재해석 정도로 생각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마골리스의 문화적 신화 

개념을 결과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문화적 신화를 작품이 

창작된 역사적 맥락에 비추어 적절성을 검토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

은 마골리스의 생각과는 다르다. 마골리스에게서 문화적 신화의 개념은 

창작 당대의 역사와 부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석자의 시점

에서 널리 합의된 것으로서 해당 작품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

하다. 심지어 마골리스는 단테의 작품에 불교라는 문화적 신화를 적용할 

257) Ibid., p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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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마골리스가 말하는 문화적 신화는 실제 

역사와는 불연속적으로 새로운 관점이 등장하여 과거의 작품에 새로운 

해석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생각은 마골리스

의 원래 개념을 명백히 협소하게 제한하는 것이고, 관행 속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문화적 관념들이 과거의 것을 재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여지도 

축소한다. 이들의 제안은 마골리스의 원래 의도를 손상시키지 않고 수용

될 수 없으며, 무엇보다도 이것은 일원론적 입장을 강조하면서 상대주의

적 다원론에 대한 반대인 것이다.

 그렇다면 문화적 신화를 상대주의에 대한 반대 근거로 생각하고자 하는 

이들의 주장이 지지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다. 위에서 보았던 개념의 

변형된 이용 외에, 그들은 문화적 신화의 안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

나 문화적 신화의 안정성 문제 또한 이들과 마골리스의 관점 간의 차이

가 있음을 지적해야겠다. 노비츠는 문화적 속성은 해석독립적일 수가 없

다는 마골리스의 생각은 잘못이라고 하면서, 문화에는 어느 정도의 고정

성이 있음을 강조한다. 노비츠는 “문화적 인공물은 우리가 대상을 지각

하는 맥락에서 지속되는 믿음, 이론, 가치들을 배경으로 하여 고정된 범

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 .예술작품의 속성을 지각하기 위해서는 관

련된 문화적 고정성에 정통해야 한다. 우리는 사전, 백과사전, 역사책, 

인류학적 조사, 사회학적 연구 등을 참조하여 .... 작품과 그 속성의 배경

으로 출현한 문화적 배경을 숙지하여 검증될 수 있는 해석을 설명적 해

석으로 내놓아야 한다”258)고 말한다. 노비츠는 우리가 어떤 대상을 지

각하는 맥락에서의 믿음, 이론, 가치들은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주목하

는 것이다. 따라서 노비츠는 “마골리스가 말하는 문화적 신화는 예술작

품에 대한 우리의 기술 속으로 들어오며 모든 인공물과 자연 대상에 대

한 우리의 기술에 완전히 개입한다”259)고 주장한다. 이렇게 노비츠는 

문화적 신화가 작품에 대한 객관적 기술과 관련된다고 역설한다. 즉, 노

비츠의 주장은 한 시대 안에서 문화적 영향은 작품의 속성을 고정할만큼 

충분히 안정적이고 그 문화에 대한 지식은 작품의 기술, 고정된 속성을 

258) Novitz, op.cit., p.178.
259) Novitz, op.cit., pp.17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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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구성한다는 것이다. 노비츠는 마골리스가 문화적 신화의 변동성

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는 것이다. 

 필자는 노비츠의 이러한 주장이 마골리스에 대한 비판으로서는 적절하

게 성립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문화적 신화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마골

리스도 충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노비츠의 불만은 마골리스가 고정

된 해석적 의미보다는 문화적 속성의 가변성을 더 강조하고 있는 데에 

있다고 보이는데, 이것은 적용의 범주가 다른 문제이다. 노비츠는 특정 

시점에 개별 작품의 의미 결정 문제에서 문화적 신화의 안정성과 본질적 

속성의 확정 문제를 말하고 있는 한편, 마골리스가 말하는 문화적 신화

와 문화적 속성의 가변성은 시간적인 흐름을 총체적으로 고려하는 관점

에서이기 때문이다. 특정 시점에서의 개별 작품의 의미 결정 문제에 관

해서라면 마골리스의 입장이 노비츠와 큰 차이가 없게 된다. 마골리스에

게서 문화적 신화에 의한 지향적 속성은 기술, 참인 해석, 그럴듯한 해

석에 모두 적용될 수 있다. 어떤 진술이 기술인가, 해석인가를 구별하는 

것은 합의의 정도이고, 지향적 속성이 기술 혹은 해석에 기여하는지 여

부는 그 문화적 신화의 영향력에 따라서 결정된다. 예컨대 프로이트적 

해석이 널리 알려져 있는 문화권에서는, 작품에 나타난 오이디푸스 콤플

렉스적 행동을 누구나 그러한 것으로서 인지한다면 이것은 작품에 대한 

기술이 될 것이다. 따라서 노비츠의 주장은 마골리스 이론에 대한 비판

이 되기에는 부족하며, 오히려 마골리스 이론의 메타적 성격을 보다 적

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지적할 것은 노비츠와 캐럴이 문화적 신화를 

작품의 고정적 속성및 해석의 진위 문제와 관련시킬 때, 문화적 신화의 

다양성과 가변성을 쉽게 간과해버린다는 것이다. <잭과 콩나무>를 해석

하는 맑시즘의 관점은, 맑시즘 자체는 문화적 신화로서 견고하게 기능하

고 널리 알려져 있지만, 작품의 기술을 구성할만큼 지배적이고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지 않다. 마골리스에게서 문화적 신화는 예컨대 낭만주의

적 예술 개념과 같이 그것이 특정 시대의 것으로 생각되지 못할 만큼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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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광범위하게 만연된 것들은 물론, 프로이트주의, 맑시즘, 페미니즘, 해

체론 등 비교적 광범위하게 수용되지만 어떤 특정한 관점으로서 생각되

면서, 동일 작품의 해석을 놓고 각축하게 되는 것들까지 모두 포함한다. 

 무엇보다 문화적 신화가 일원론을 지지할 수 없는 이유는, 문화적 신화

들은 서로 수렴할 필요도 없으며 역사적으로 타당한 다수의 신화들이 복

잡하게 경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햄릿>과 같은 작품의 의미를 결

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문화적 신화는 어떤 것인가? 셰

익스피어의 동시대인들의 사고를 지배하던 문화적 배경, 오이디푸스 콤

플렉스와 같은 프로이트주의의 정신분석학 혹은 카톨릭주의나 맑시즘이 

모두가 가능하다. 이렇게 같은 작품에 대해 동시적으로 다른 문화적 신

화들이 작용할 수도 있고, 시간차를 두고 다른 문화적 신화들이 적용되

는 이력을 가질 수도 있다. 다비드의 <호라티우스의 맹세>에서 남자들의 

용맹스러운 모습과 여인들의 슬퍼하는 모습이, 근대의 이성중심주의의 

이분법에 따른 남성적-여성적인 속성의 대조일 수도 있고, 현대 페미니

즘에 의거해 해석될 수도 있다. 또한 만일 창작 당시의 맥락적 자료가 

매우 부족한 타문화권의 예술을 해석할 때도 여러 문화적 신화들이 적용

될 수 있다. 이 때 이 문화적 신화들을 고려하는 각기 다른 해석들을 낳

게 될 때, 특정한 하나의 문화적 신화가 다른 문화적 신화들을 결정적으

로 반박하거나 기각시킬 수 있을만큼 객관적인 타당성을 확보할 수 없을 

수 있다. 

 또 문화적 신화가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매우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다양한 문화적 신화를 바탕으로 해석된 의미

들을 가질 수 있다. 새로운 문화적 신화들의 계속 출현하여 축적됨과 더

불어 작품의 해석적 이력이 만들어진다는 것 또한 마골리스는 중요하게 

고려한다. 마골리스의 상대주의는 단지 문화적 상대성을 말하는 것이 아

니라, 역사의 변화와 유동성 때문에 문화적 대상들이 역사성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함의하고 있다. 따라서 상대주의는 폐기될 수 없고, 

문화적 신화는 해석적 다원론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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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컨대 노비츠와 캐럴의 주장은 사실상 마골리스에 대한 비판으로 성립

될 수 없고, 마골리스의 문화적 신화 개념과 마골리스 이론의 성격을 보

다 분명히 재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문화적 신화는 마골리스 이론의 전

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이며, 오히려 마골리스 이론 내에서 

그들이 주장하는 맥락주의의 진정한 입지가 설명된다. 노비츠와 캐럴의 

주장을 검토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문화적 신화가 해석적 기준으로

서 갖는 위상이다. 맥락주의적으로 하나의 수렴된 해석을 성립시키는 기

준이 되고자 한다면 문화적 신화 개념 자체의 왜곡이 있을 수밖에 없지

만, 노비츠와 캐럴의 주장은 시공간적인 제한 조건과 충분한 동의하에서 

문화적 신화가 결정적인 해석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과, 문화적 신화

에 의한 지향적 속성이 본질적 속성으로 간주되는 하나의 과정을 보여준

다. 문화적인 지향적 속성들이 일단 귀속되고 나면 작품의 고정적인 속

성인 것처럼 취급된다는 점에 있어서 마골리스의 견해는 노비츠나 캐럴

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안정성 때문에 비록 가변적이기는 

하지만 문화적 신화와 같은 것들은 해석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마골리스는 문화적 신화를 작품의 속성 고정과 의미의 

결정을 위한 맥락적 자료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우연에 따라 

불연속적으로 출현하면서 새로운 해석 및 과거의 의미에 대한 재해석을 

역동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담론적 틀로 본다. 이 점에서 마골리스는 노

비츠와 캐럴같은 일원론적 맥락주의자와 명백히 다르다. 

 마골리스의 문화적 신화 개념은 고정된 실재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하

는 그의 철학적 입장에서 나온 것이기에 근본적으로 상대주의를 지지할 

수밖에 없고, 한편 신화와 같이 초월적인 세계에 속한 것처럼 힘을 발휘

한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문화적 신화는 그 

자체가 문화적 상대성과 해당 문화 안에서의 안정성이라는 양면성을 가

진다. 여기서는 마골리스의 이론이 해석에 작용하는 다양한 실제 문화적 

신화들을 포용할 수 있고, 또한 문화적 신화라는 개념 자체가 관행에서 

기능하는 최소한의 안정적인 기준의 한 예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건전한 

해석적 다원론을 위한 이론적 장치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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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원적 맥락과 관련된 해석적 기준 - 창작의 맥락과 의도 

문제

 마골리스의 이론이 해석에 관한 다른 이론들과 뚜렷하게 다른 점 중 하

나는 작품의 기원과 관련된 의미의 위상이다. 비어즐리나 허쉬, 단토, 데

이비스, 레빈슨, 스테커 등 작품 해석에 관한 대부분의 주요 이론들이 

창작 당시의 맥락과 기원적 의미를 일차적인 의미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마골리스의 경우 변화와 해석의 이력, 역사성을 강조하면

서 작품의 기원적 의미를 특별하게 강조하지 않을뿐더러, 해석적 의미는 

궁극적인 토대가 없이 계속 변화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이러한 마골리스의 이론이 기원적인 의미의 중요성을 무

시한다기보다는 사실상 기원적 의미의 역동적인 측면을 포착할 수 있도

록 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문화적 대상들은 인간 행위에 의해 창작된 시

점 이후부터 존재하고 의미를 가지게 마련이므로, 인공성이 작품의 암묵

적인 본질이면서 또한 이 때부터 작품과 해석의 이력이 시작된다. 이 때 

기원적 의미는 중요한 해석적 의미 중 하나로서 수립되고 해당 문화권에

서 작품의 기원 이후의 역사가 온전히 지속되는 한 최초의 의미로서의 

고유한 지위를 점할 것이다. 다만 마골리스가 기원적 의미를 경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마골리스의 이론에서는 기원적 의미의 위상이 고정

적인 기준이 아니라, 모든 해석이 그렇듯 변화에 대해 열려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원적 의미 또한 지향적 속성의 변화와 해석의 이력의 축적

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즉 이후의 문화적 신화와 사회의 합의된 사고에 

따라 기원적 의미도 매우 역동적으로 변화하며 재해석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많은 해석 이론들이 고수하고 있는 바, 고정불변의 속성이 기원

과 관련되며, 올바른 해석적인 의미는 기원적인 의미로서 고정되어 있다

는 생각은 현재 예술에 대한 우리의 지배적 관념, 즉 저자 중심의, 낭만

주의의 문화적 신화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기원적 의미는 해석적 다

원론이나, 설사 기원적 해석이 여러 가능한 해석 중 하나의 해석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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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에서도 간과될 수 없는 특별한 위상을 갖는

다. 따라서 건전한 해석적 다원론이라면 기원적 의미의 위상과 해석 기

준으로서의 지위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보기에 마

골리스의 이론은 이러한 기원적 의미와 구체적인 해석적 기준을 둘러싼 

논쟁들을 포용할 수 있음은 물론, 이 이론들의 보다 분명한 위상을 드러

내 줄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기원적 의미의 문제를 다룰 것인데, 우선 해석 이

론들에서의 기원적 의미의 위상을 살펴보고 기원적 의미에 관한 사고는 

하나의 지배적인 문화적 신화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그리고 기원적 

의미와 관련된 해석의 기준 문제를 둘러싸고 마골리스의 이론이 어떤 통

찰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정리할 것이다. 작품의 기원적 의미와 관련된 

다양한 입장의 논쟁과, 마골리스 이론 내에서의 그 논쟁의 함의를 밝히

기 위하여 여기에서는 편의상 의도의 문제를 통해 접근하고자 한다. 의

도의 문제는 의도주의와 관련 논쟁들을 통해 보다 선명하게 살펴볼 수 

있다. 물론 의도주의는 하나의 일원론적 관점으로서 그 자체가 해석적 

기준에 대한 강한 편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필자가 주목하

는 것은 최근의 의도주의의 경향과 관련 논쟁들은 해석 기준으로서의 의

도의 강조에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도 및 기원적 맥락에 관한 총

체적 고려와 세부적으로 각축하는 다양한 기준들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

다는 점이다. 의도주의 관점 가운데서 최근의 주된 경향이 되고 있는 온

건한 형태의 의도주의는 단지 창작자의 의도만이 아니라, 문화적 맥락 

속에 창작자가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구체적인 역사적, 문화

적 맥락 또한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창작 당시의 작품 외적 상황들을 종

합적으로 반영하면서 기원과 맥락을 총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

인 입장으로 생각된다. 사실 의도의 문제는 예술작품은 특정 시점에 개

인에 의해 창조된 것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면서 창작자를 절대시하는 

어떤 문화적인 관념, 즉 서구의 낭만주의 이후의 지배적인 예술 관념을 

반영한다. 이러한 사고를 기반으로 창작자의 의도는 작품이 단지 어떤 

자유로운 해석적 의미를 창출하기 위한 단순한 매개물이 아니라, 작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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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수렴시키는 규준으로서 작용한다. 무엇보다 의도는 작품을 생겨

나게 한 근본적인 원인이고, 어떠어떠한 속성을 귀속시켜서 바로 그 예

술작품으로서 개별화시키는 일차적인 원인이라는 점에서 작품의 본질적

인 지향적 속성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2.1. 기원적 해석과 의도 문제

 의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작품의 기원에 대한 고려라고 할 수 있다. 

해석에서 작품의 기원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고려할 것은 작가와 의도, 

작품이 창작된 맥락인데, 일반적으로 작품의 기원을 중시하는 입장들은 

이러한 요소들을 작품의 의미 결정의 기준으로 함께 고려한다.260)  

 해석에서 의도의 문제는 원래 문학적 텍스트를 중심으로 발화 행위 이

론을 배경으로 하는데, 문학에서는 매체인 언어가 언어 공동체의 사회적 

관습과 구성원들의 동의를 기반으로 하는 의사소통의 매개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문학 작품의 해석에서는 특정 사회 안에서의 해석의 행위, 관습

과 전통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의도의 문제와 관련해 특히 주

목할 만한 것은 최근의 온건한 의도주의들의 논쟁이다. 전통적 의도주의

는 작품의 의미를 저자의 의도에 근거하여 결정하려는 해석적 일원론이

었으나 최근의 온건한 의도주의들은 해석적 다원성을 고려하면서 의도뿐 

아니라 텍스트, 맥락, 해석적 관행과 가치의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고려

하고 있다. 그런데 온건한 의도주의 입장들은 작품의 창작의 기원과 관

련된 다양한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면서 구체적인 해석 기준들 간의 우선

성 문제에 있어서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곧 이러한 온건한 의

도주의들 간의 논쟁이 기원적 의미에 관한 세부적으로 다양한 관점들 및 

그 경쟁을 압축적으로 살펴 볼 수 있는 부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석 기준을 둘러싼 온건한 의도주의 간의 논쟁은 달리 말해 작품의 

외적이고 관계적인 속성, 즉 작가의 의도, 창작의 맥락, 예술사적 관습 

260) 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석적 의미의 기준에 관한 입장들에서 의도주의와 맥

락주의가 종종 관련되어 언급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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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수용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작품의 속성들에 관한 논쟁이기도 하

다.261) 무엇보다도 이 관계적 속성들은 예술작품에서 핵심적인 지향적 

속성이다. 이 때 저자의 의도는 다른 관계적 속성들과 모두 관련된다. 

예술가는 해당 사회의 예술사적 관행 속에서 창작하고 수용자는 공동체

의 관습에 비추어 작품을 해석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골리스가 말하듯 

행위자인 인간과 작품 양자가 문화적인 지향성을 가진다는 것을 상기시

켜주면서 기원적 의미의 고려에서 의도가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의미의 결정 기준을 둘러싼 온건한 의도주의들의 

입장과 그 논쟁을 살펴봄으로써, 해석적 다원론 내에서의 기원적 의미의 

위상을 정리하고, 이것이 현 관행의 강력하고 실제적인 해석적 기준으로

서 마골리스의 상대주의 안에 포섭되고 일관된다는 점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마골리스의 이론이 기원적 의미를 둘러싼 입장과 논쟁들에 대

해 보여주는 통찰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고 마골리스 이론에 기반해 

건전한 해석적 다원론의 구조를 탐구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 보충적인 

설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262) 

   2.2. 의도의 문제와 의도주의

  의도의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먼저 마골리스에게 있어서 의도는 다른 

해석적 기준들과 마찬가지로 의미 결정에 있어서 그다지 우선적으로 언

급되는 사안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다.263) 마골리스는 “독립

261) P. Lamarque, "Objects of Interpretation", pp.101~104.
262) 마골리스의 상대주의적 해석 이론과 관련하여 의도의 문제를 고려하는 것은 의도

주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거나 마골리스의 이론과 의도주의를 화해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마골리스의 전체적인 입장을 고려할 때, 그의 해석 이론에 의도주의

를 포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의도주의적 입장은 해석의 토대가 되는 정확한 의미 

결정이라는 이상에서 원래 출발했고 작품의 기원을 강조하는 것인 반면, 마골리스

는 다원론을 옹호하며, 기술적 참의 측면에 있어서도 의도를 특히 강조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마골리스 이론의 구성주의/귀속주의적 측면과 의도주의는 서로 반대의 

이상을 가지고 있다. 또한 발화 행위 이론을 참조하더라도 언어의 공적 사용 관습

을 강조하는 것은 관습주의, 맥락주의적 측면에 보다 가까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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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문헌이나 증거로 예술가의 의도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고 해도, 해당 해석의 그럴듯함은 그 의도에 매여있지 않은 비판적 규범

들에 의거하여 평가해야 하고, 그러므로 예술가의 의도의 규준들은 이런 

의미에서 기껏해야 보충적인 것에 불과하다”264)고 하면서 의도를 절대

시하기보다 “문화의 보다 넓은 지향적 삶에 그 작품을 위치시켜야 한

다”고 말한다. “예술작품은 창작자의 마음과 성격의 개인적이고 역동

적이고 의도적인 영역으로부터 창발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창발하는 순간 

그것은 공적인 영역, 어떤 분명한 의미에서 객관적인 영역으로 들어간

다”고 하면서 마골리스는 심리적 의도보다 창작된 사회적 맥락을 더 중

시한다. 창작 시점에서 귀속되는 속성의 지향성은 개인적 지향성이 아니

라 사회적 지향성이고, 여기에서는 개인의 사적인 의도가 아닌 역사나 

맥락, 문화적 신화 등 사회적 요소가 더 중요하다.265) 

 이것은 작품과 발화와의 유비에 대한 그의 생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작품을 일종의 언어적 발화로 보는 것은 작품의 의미 해석에서 

의도를 중시하는 입장의 기본 전제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술작품과 발화

와의 유비는 마치 언어적 발화가 특정한 발화 상황에서 화자의 의도, 화

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가정이나 믿음을 고려해 의미를 획득하듯이, 예술

263) AP. p.188.
264) AP. p.167.
265)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마골리스에게서 예술작품은 문화적/역사적으로 창

발한 현상이므로 작품이 존재하는 문화적 맥락을 생각하지 않고 내적 성질을 명시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해당 공동체의 문화적 차원은 중요하지만, 마골리스는 이것을 

해석적 측면에서 지나치게 객관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마골리스는 

딜타이(W. Dilthey)가 의도에 대한 해석학적 이해로 의미했던 것을 언급하는데, 

이 관점에서 특정한 사람들의 사적, 기초적인 접근불가한 심리적 상태가 아니라 역

사적 공동체의 문화적 삶의 공공적 지향적 구조라는 점에서 텍스트, 행위, 표현적 

행위를 해석하는 것은 다소 객관적인 해석으로 흐른다고 하여 자신의 입장은 그러

한 객관성에 경도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마골리스는 비트겐슈타인의 

“삶의 형식(Lebensformen)”과 같은 공동체의 문화적 차원을 긍정하고, 해석에

서 이러한 차원을 고려하지만 이것을 토대로 해석의 객관성을 지향하려는 것이 아

니며 여전히 해석의 다양성, 새로운 기교와 해석적 연행에 대해 근본적으로 열려 

있고자 하는 상대주의적인 관점을 강조한다. (AP. p.175.) 해석 공동체의 지평과 

지평들의 융합을 말하고 있는 가다머(H. G. Gadamer) 역시 해석상의 상대주의가 

아닌 객관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골리스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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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에 있어서도 창작자와 의도와 예술적 맥락이라는 지향적이고 문화적

인 측면을 주목하는 것이다. 마골리스는 언어적 발화와 작품 의미와의 

직접적인 유비를 거부하며266) 행위자가 공적 언어 관습 및 문화적 맥락

에 놓여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작품은 “창조자의 사적이고 개인적이

고 역동적이고 지향적인 영역으로부터 창발하며, 그것은 의도적인 재료

로 만들어지지만 창발하는 순간 공공의 객관적인 영역으로 들어간다”고 

말한다.267) 이것은 그의 해석 이론의 구성주의적 면모와 일관된다. 

 

  이제 마골리스의 입장을 잠시 유보하고 의도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

겠다. 의도주의에서 작품을 하나의 발화 행위(speech-act)와 같은 것으

로 보는 입장은 그라이스적 화용론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268) 그러나 

예술작품의 의미는 직설적이고 평이한 일상적인 담화와는 달리, 특유의 

매체를 통해 기교적으로 주목을 끌고 복합적으로 전달되며, 모든 의미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해석의 과정은 더 길고 복잡해지

며, 감상자는 그 과정에서 상상력을 동원하고 즐거움과 감정적 효과 등

의 보상을 받는다. 이 때 감상자는 그 공동체 내에서 공유된 지식이나 

경험,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모국어의 의미를 기반으로 가설적으로 저자

가 의미했으리라고 생각되는 바를 추론한다. 즉 해석은 감상자가 상상력

과 믿음을 동원하여 작품의 의미를 지향적으로 투사한 것이다. 여기서 

작품이 발화(utterance)와 유비 관계가 될 때, 구분해야 할 것이 발화 

266) AP. pp.236~237.
267) AP, pp.167~168, 237~238.  마골리스는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해석

은 개인적이거나 심리적인 의도보다는 텍스트/역사적 정보에 의존한다고 하며, 발

화 의미는 오직 문화적으로 적절한 맥락에서만 할당 가능하고 그 맥락들은 역사적, 

전기적으로 다양하고 열려있고 창발되고 임시적이고, 한정된 집합의 고정된 형태와 

다양하게 산출된 변화로 환원된다. 의미의 설명을 위해서는 의도, 규칙, 화행만으로

는 부족하며 최선의 것은 인간 사회에서 발견되거나 재능 있는 저자의 상상으로 

고안된, 변화하는 관행과 관습에 주목하는 것이라고 마골리스는 본다.
268) 그라이스(H.P. Grice)는 의사소통의 원칙을 말하면서 언술들 간에 의미가 분명하

지 않은 부분이 있을 때 대화의 목적이나 다른 언술들의 참, 정보, 적절성, 명쾌함, 

일관성 등에 근거해 가장 적절한 의미를 구한다고 말한다. 표준적인 의사소통, 일

반 대화의 해석은 이렇게 해서 발화의 명시적인 측면과 함축적인 측면을 모두 찾

고 발화자의 의도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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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utterance meaning)와 발화자의 의미(utterer's meaning)이

다.269) 우선 발화 행위의 텍스트는 축자적인 단어 연쇄 의미, 즉 사전

적, 구문적, 의미론적이며 시간 지표적인 특수한 의미이다. 이 때 발화자

의 의미는 특수한 발화 상황에서 사용한 단어들을 통해 화자가 전달하고

자 마음 속에 품고 있는 의미이고, 발화 의미란 특정 발화 상황 속에서 

특정 발화자에 의해 발생되었기 때문에 발화의 맥락상 그 단어가 가지게 

되는 의미이다. 예컨대 “My car ran out of gas”란 문장의 텍스트적 

의미는 각각의 단어가 조합되어 형성하는 구문론적 의미이다. 텍스트적 

의미는 내 차에 연료가 떨어졌다는 의미, 내 차가 연기 속을 뚫고 나왔

다는 두 가지 의미 모두 가능하다. 그런데 이 문장이 앞 뒤 시야가 선명

한 도로에서 달리던 차의 연료 경고등이 켜졌을 때 발화되었을 때와 연

료를 방금 채운 차가 자욱한 연기를 뚫고 나온 직후에 발화되었을 때, 

각각의 상황에서 청자는 화자의 의도와 관계 없이 발화 상황에 비추어 

이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발화 의미이다. 이 때 화

자가 실제로 전달하고자 심리적으로 의도했던 의미가 발화자의 의미이

다. 만일 연료가 떨어진 차가 연기를 막 뚫고 나온 상황에서 이 문장이 

발화되었다면 텍스트적 의미와 발화 의미는 양의적일 것이고, 발화자의 

의미가 정확한 문장의 의미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구별되는 세 

가지 의미 가운데서, 예술작품의 중심적 의미로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것

은 발화 의미이며, 단순히 텍스트적 의미나 발화자의 의미와는 구별된

다. 

 이렇게 작품의 창조를 발화로, 작품의 의미를 발화 의미와 유비적으로 

보는 점은 의도주의의 출발점이며, 의도주의를 다른 비평적 입장과 구별

하는 핵심적인 기반이다. 일반적으로 의도주의자들은 작품 자체 및 해석

과 귀속 행위로부터 독립된 심적 상태로서의 의도의 실재성에 대한 믿음

을 바탕으로 한다.270) 실제로 작가의 의도가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는 

269) J. Levinson, "Intention and Interpretation : A Last Look", Intention and 
Interpretation, G. Iseminger ed., Temple University Press, 1995, 

pp.221~224. 
270) P. Livingston & A. R. Mele, "Intentions and Interpretations", MLN, 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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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텍스트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경우, 즉 앞에서 

예로 들었듯이 “My car ran out of gas”라는 문장의 의미는 텍스트 

상으로 “내 차에 기름이 떨어졌다” 혹은 “내 차가 연기 속에서 달려 

나왔다”의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이 때 그 정확한 의미를 

결정해 주는 것은 특정 상황 속에서의 발화자의 의도이다.271) 또 보르

1992, p.932. P. D. Juhl과 같은 극단적 의도주의자는 작품 의미와 저자의 의도 

간의 논리적인 관계를 설정하는데, 이러한 절대적 의도주의는 작가의 믿음과 욕망 

등을 실재하는 심적 상태라는 심리적 실재론과 종종 결합한다. Knapp & 

Michaels, Hirsch 등의 주장도 의도의 의미 결정을 절대시하는 입장으로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다만 허쉬의 경우 텍스트 자체가 가지는 의미(meaning)와, 의미가 

더 큰 문맥과 맺는 관계인 의의(significance)를 구별하면서 역사적 맥락, 문화적 

신념 등의 맥락이 의미와 결합하면서 다양한 의의를 산출할 수 있다고 하여 언어 

사용의 맥락성에 대한 여지를 남긴다. (E. D.  Hirsch. Jr. "In Defense of the 

Author", Intention and Interpretation, G. Iseminger ed., Temple University 

Press, 1992, pp.17~18.) 리빙스턴은 그보다 온건한 형태의 의도주의들을 두 가

지로 나누어 언급한다. 그녀의 용어로는 ‘강한 의도주의’와 ‘온건한 의도주의’

로 구별되는데, 그녀가 말하는 강한 의도주의는 작품의 어떤 의미와 미적 성질은 

저자의 의도에 의한 것도 아니고 저자가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을 허용하며, 비평가

는 작가에 의해 의도되지 않은 의미도 밝혀낸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 때 예술가의 

맥락이 중요한 역사적 제한을 가하기도 한다. 비평가와 독자는 의도된 의미와 의도

되지 않은 의미를 파악하여 저자가 의도한 작품이라는 추상적 개체에 접근해 가게 

된다. 리빙스턴은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는 이론가로 커리와 D. 데이비스를 꼽는다. 

그녀가 말하는 온건한 의도주의는 일부의 미적인 속성들은 특정 맥락에서 발화하

는 예술가의 의도 및 다른 관계적 속성에 의거한다고 본다. 작품의 다른 의미있는 

특징들은 다양한 언어적 관습에 대한 텍스트의 관계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강한 

의도주의가 저자의 특수한 맥락성을 강조하여 작품 속 단어를 당대 상황에 맞게 

해석한다면 온건한 의도주의는 독자 입장에서 시간초월적인(anachronic) 암시적 

해석을 허용하는 것이다. 예컨대 바이런이 당대에 루소를 염두에 두고 ‘광적으로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고, 상궤에서 벗어난 행위와 사고를 하며 언어적 구사능력이 

출중한 인물’이라 묘사한 구절을 오늘날의 독자는 푸코와 같은 이를 의미하는 것

으로 읽을 수 있고, 이것이 작품의 미적인 속성에 관계된다면 이것을 허용할 수 있

다는 것이 온건한 의도주의이다. 리빙스턴이 말하는 온건한 의도주의는 이 논문에

서 말하는 용어법과는 다른 의미이지만, 의도되지 않은 의미, 암시적으로 해석 가

능한 의미, 독자의 상상적 부과 등에 대한 여지를 남기는 의도주의를 언급하고 있

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온건한 의도주의의 의미 및 그

것에 속한 두 종류인 가설적 의도주의와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에 대해서는 I장 

2.1.1.2절에서 이미 밝혔다.  
271) E. D. Hirsch. Jr. "In Defense of the Author", Intention and 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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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스의 소설에서 20세기 초 상징주의 시인 Pierre Menard가 쓴 작품이 

세르반테스의 Don Quixote와 축자적으로 동일한 텍스트라고 해도 그 

둘은 같은 작품일 수 없다. 이러한 경우들을 통해 의도주의자들은 작품

의 의미는 텍스트 안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될 수 없으며, 텍스트의 진정

한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발화자(저자)의 믿음, 의도와 같은 명제 태도

이며 단일하고 정확한 해석적 의미는 텍스트로 표현된 저자의 의식 상태

(an affair of consciousness)라고 한다. 

 의도를 절대시하는 입장에서는 특정 문장의 의미는 발화자의 의도에 의

해 결정된다.272) 의도가 부여되지 않은 문장이나 텍스트의 의미를 인정

하지 않고 의도가 들어있는 의미만을 인정하는데, 그것은 모든 발화에는 

그것을 행한 주체 및 특정한 의미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의도가 

없는 언술이란 것은 없다는 가정에 기반한다. 그런데 저자의 의도와 작

품의 의미를 사실상 동일시하는 이러한 입장은 극단적이어서 일반적으로 

지지되기 어렵다.273) 보다 온건한 의도주의는 발화자의 심적 상태만이 

아닌, 발화자의 외부의 환경, 역사, 예술사적 맥락, 언어 사용상의 관습 

등의 맥락적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복합적으로 작품를 결정하며 

이 입장이 광범위한 지지를 얻는다.

 2.3.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와 가설적 의도주의 

 온건한 의도주의(moderate intentionalism)는 사실 어느 정도 텍스트 

중심주의(textualism)의 성격을 띠면서 행위/의도와 텍스트/작품 사이에

서 한 쪽 극단에 의미의 근거를 두지 않는 광범위한 입장들을 포괄하고 

있다. 온건한 의도주의는 크게,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moderate actual 

intentionalism)274)와 가설적 의도주의(hypothetical intentionalism)로 

G. Iseminger ed., Temple University Press, 1992, pp.17~18.
272) S. Knapp & W. Michaels, "The Impossibility of Intentionless Meaning", 

Intention and Interpretation, Temple University Press, 1995, p.52.
273) 의도주의의 오류’는 원래 창작자의 심리적 의도를 우선시하는 극단적 의도주의에 

대한 비판으로서 개진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앞의 주 33을 참고하라. 
274)‘온건한(moderate)’이란 말은 극단적인 실제 의도주의와의 차이를 강조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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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뉜다. 이 두 입장은 예술작품을 발화 행위로 보는 의도주의의 기본적 

가정 위에서 작품의 정확한 의미 파악을 우선시한다는 공통점을 갖지만,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는 예술작품의 해석에 적절한 의도들은 예술가의 

실제 의도라고 주장하며, 가설적 의도주의는 해석에 적절한 의도는 예술

가의 의도에 대해 독자가 최상으로 구성한 가설(best-warranted 

hypothesis)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는 저자의 실제 의도들이 작품의 의미를 부

분적으로 구성한다고 보는데275), 의도가 작품 의미 중 일부를 구성한다

는 것은 작품 속에서 의도와 무관한 의미, 의도가 실현되지 못한 의미를 

인정하는 것이다. 즉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자들은 작품을 통해 성공적으

로 실현된 의도와 실현되지 않은 의도를 구별하며, 텍스트와 의도가 일

관될 때 오직 성공적인 의도들만이 작품 의미를 결정한다는 것을 인식한

다.276) 의도가 성공적으로 실현되는 경우는 독자가 그 단어의 관습적 

의미나 관행에 비추어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때277), 그리고 어떤 

한 것이다. 캐럴 등은 “modest actual intentionalism”으로 쓰기도 한다. 온건한 

의도주의는 절대적 의도주의와 반의도주의 사이에서 중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는 온건한 의도주의 입장들 중 가장 대표적이고 지배적인 입

장으로서, 종종 문헌들에서 ‘온건한 의도주의’가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를 지

칭할 정도로 온건한 의도주의의 기본 가정에 전형적으로 충실하다. 이 논문에서의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는 극단적 의도주의 및 가설적 의도주의와 구별되는 특정한 

입장들을 일컫는다.
275) R. Stecker, "Intention and Interpretation", Journal of Literary Theory, 2:1, 

2008, p.39.
276) 스테커는 자신의 입장을 ‘통합된 관점’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의도주의와 관습

주의의 의미 결정을 통합했다는 의미이며, 이 이론 내에서 작품의 의도되지 않은 

양의성과 텍스트 상의 비일관성을 수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R. Stecker & S. 

Davies, "The Hypothetical Intentionalist‘s Dilemma : A Reply to 

Levinson", BJA, 50:3,  2010, pp.310~311, P. Livingston, Art and Inten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p.122. 
277) R. Stecker, "Moderate Actual Intentionalism Defended", JAAC  64:4, 2006, 

p.429. 결국 의도의 실현 가능성은 독자가 텍스트를 통해 작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을 가능성이다.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의 대표로 이 글은 스테커의 입장만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의도의 실현가능성/독자의 파악가능성 문제에 있어서

는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자들 간에도 입장 차이가 있다. 리빙스턴과 캐럴은 독자

의 파악가능성을 스테커만큼 필수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필자가 보기에 이 차

이점은 결코 사소하지 않다. 스테커의 파악가능성 조건은 의사소통과의 유비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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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된 의도들이 텍스트와 양립가능할 때278)이다. 우리는 예술/문학 작

품을 해석할 때 “일상 대화(conversation)”에서처럼 작가가 의도한 

바를 명확히 하려고 하며, 대화에서 그 상황과 맥락에 비추어 의미를 이

해하듯, 문학에서는 언어적, 문학적 관습을, 미술과 같은 다른 예술에서

는 도상학, 역사 등 해당 예술의 양식과 예술사 등을 고려한다.279) 

 이에 비해 가설적 의도주의는 발화 의미를 발화자가 염두에 둔 청자들

이 그 양자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통용되는 지식과 태도들에 기초해 발

화자에게 귀속시키는 가장 납득될만한 의도라고 본다. 그래서 발화 의미

는 그 청자의 믿음과 태도에 기초하여 가장 납득될만한 발화자의 의미의 

대한 가설(hypothesis)로서 해석되고, 작품 의미는 저자의 의도로 귀속

시킬 수 있는 최선의 가설을 토대로 결정된다. 이러한 관점을 문학 작품

에 적용하면, 문학 작품의 핵심적 의미는 최상의 가설에 의해 주어지며, 

교양있고 식별력 있는 독자의 입장에서, 해당 텍스트를 통해 독자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적절한 감상자

란 적절한 맥락적 정보를 가진 합리적인 판단자로서, 저자가 목표한다고 

정당하게 가정할 수 있는 감상자이다. 해당 작품의 적절한 감상자는 작

차 강조하며, 파악의 대상이 되는 저자의 실제 의도에 궁극적인 무게를 실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독자의 인식적 한계로 인해 인식론적 난점이 적용되는 항

목이 추가되어, 그 문제를 피하기 위해 결과적으로 성공적으로 실현된 의도의 경

우에 설명을 국한시키게 된다. 리빙스턴과 캐럴의 경우 실패한 의도의 경우를 고

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용 범위가 더 크지만, 인식론적 문제로 접근 과정상 실

제 의도보다 텍스트적 근거의 비중이 커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작가의 의도가 작

품 속에서 독자가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성공적이지 못하다면 그 의미는 당시의 관

습이나 맥락에 의해 결정될 수도 있다는 것을 허용하는 그들의 입장은 결국 텍스

트를 통해 확인 가능한 맥락적 증거들을 가지고 의도에 대한 가설을 구성하는 것

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실제 해석 과정상 가설적 의도주의와의 차이가 부각되지 

않는다. 물론 이들은 의도가 성공적이거나 확인가능한 경우 언제나 의도를 우선시

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가설적 의도주의와는 확연히 구별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 논문은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를 대표하는 관점으로서, 보다 의도 자체에 충실

한 스테커의 입장만을 언급한다. 
278) P. Livingston, "Intentionalism in Aesthetics", New Literary History 29:4, 1998, 

pp.831~846. 
279) N. Carroll, "Andy Kaufman and the Philosophy of Interpretation", Is There a 

Single Right Interpretation?, M. Krausz ed.,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2002, pp.32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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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기본적 의미를 바탕으로 문학적 창조와 수용의 범위를 결정하는 규

칙들과 관습들을 고려하여 저자의 의도를 최상으로 투사한다.280) 발화

자의 의도는 작품의 내적 구조와 창작의 맥락상 특수성을 고려하여 최적

의 상태로 가설화 혹은 구성된다. 즉 작품의 의미는 텍스트 자체에서 보

여진 바인 축자적 의미, 텍스트 자체에 드러난 지식과 언급, 암시들과 

함께, 독자와 저자가 함께 속한 문화적 “언어 게임”에서 주어진 것들

인 전통, 작품 목록, 저자의 정체성 등으로 채워진다. 여기서 투사된 가

설의 후보들이 많다면, 그 중 이상적인(ideal) 독자의 입장에서 유효한 

총체적인 증거에 근거해 가장 정확한(correct) 것, 그리고 비평적 자비

의 원칙에 의거하여 작품을 예술적으로 더 낫게 만드는 쪽을 의미로 확

립한다.281)

 가설적 의도주의와 실제 의도주의의 가장 큰 차이는 실제 의도에 대한 

생각이다. 가설적 의도주의에서는 실제 의도들 모두가 작품의 의미에 결

정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설사 실제 의도에 대한 외적 증

거가 있어도 작품 안에서 구현되지 않았거나 작품 의미를 최상으로 만들

지 못한다면 의미 결정 근거로서 기각된다.282) 한편 텍스트를 통해 확

인된다면 저자가 실제로 의도하지 않은 의미도 가설에 포함시킬 수 있다

고 본다. 

 이러한 가설적 의도주의는 실제 의도주의에 대해 두 가지 이점을 가진

다. 첫째, 일상적이건 문학적이건 복잡한 발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발

화된 내용과 실제 발화자가 의미했던 바가 다를 수 있다는 직관에 위배

되지 않으며, 둘째, 문학적 의사소통 관행의 특수성이나 해석의 참여자

들에 의한 제약을 승인한다는 것이다. 즉 비록 이상적인 독자가 작가의 

280) J. Levinson, "A Last Look", pp.228~229.
281) J. Levinson, "A Last Look", pp.224.
282) J. Levinson, "Defending Hypothetical Intentionalism", BJA, Jan. 2010, p.7. 

가설적 의도주의의 대표자 레빈슨은 최상의 가설을 세우는 데 합법적 근거가 되는 

맥락적 요소로서 작품의 언어와 시대는 유효하게 보지만 사적 편지, 녹음된 인터뷰 

등은 기각한다. 문학적 언어 게임의 수행자로서 독자들은 전자를 고려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이는 실제 의도가 무차별적으로 작품 의미를 구성하는 데 대한 우려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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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를 작품의 의미를 투사하는 과정에서 적절히 고려한다고 해도, 가설

적 의도주의는 결국 실제 작가보다는 그에게서 독립된 자기충족적인 개

체로서의 작품을 우선시하는 입장이다.

 2.4. 해석 기준을 둘러싼 온건한 의도주의 간의 논쟁

 이 두 입장의 차이는 기원적 의미를 중심으로 한 해석적 기준과 관련된 

몇 가지 논쟁들을 야기한다. 여기서는 그 논쟁들을 간략히 소개할 것인

데, 양쪽의 옳고 그름을 결론짓고자 하지는 않을 것이다. 논문의 목적에 

비추어 중요한 것은 이 두 입장 간의 논쟁이 의도를 중심으로 하는 기원

적 의미라는 견고한 해석적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게 하고, 의도주의라는 

제한된 범주 안에서도 우리가 해석적 기준을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명시

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와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결론

적으로 가설적 의도주의는 의도를 중시하는 기원적 의미에 해석적 기준

을 두는 입장으로부터 뚜렷하게 이탈해 나가는 것으로 보이며, 해석자의 

관점과 다양한 가치가 강한 일원론인 의도주의에도 개입되는 것처럼 보

인다는 것이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하게 주목해야 할 점인데, 현 관행에

서 지배적인 기원적 의미라는 해석적 기준을 둘러싼 우리의 관념이 유동

적이고 변화하며 갈등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는 것, 세부적으로 다양

한 해석적 기준이 이렇듯 제한된 범위 내에서도 경쟁하고 있다는 것, 때

로 양립불가능한 해석들 중 한 쪽의 타당성만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까

지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절에서는 간략하게나마 이러한 해석적 기준의 각축을 보여주는 세 

가지 논쟁을 다룰 것인데, 각각의 논쟁점들에서 현재의 작품의 일차적 

해석의 기준이 되는 기원적 의미를 둘러싼 구체적인 고려사항들이 무엇

인지도 확인할 수 있다. 그 세 가지 논쟁점은 ‘의도의 딜레마’ 문제, 

의미 기준으로서의 실제 의도의 개입 문제, 가치 최대화 해석의 문제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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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 실현에 성공하지 못한 의도의 문제 - 의도의 딜레마

 

  ‘의도의 딜레마’는 의도주의 전체에 대한 비판 논제로서, 의도는 작

품 속에서 성공적으로 실현되거나 그렇지 않거나 둘 중 하나인데, (a) 

의도가 작품 속에서 성공적으로 실현되지 못한 경우 작품의 의미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고 (b) 만일 작품 속에서 의도가 성공적으로 실현되었

다면 굳이 의도에 의거하여 작품의 의미를 결정할 필요가 없다283)는 모

순 관계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딜레마는 사실상 인식론적 문제로서, 

우리는 의도가 작품에서 성공적으로 실현되었는지 여부를 알려면 작품의 

의미와 작가의 의도를 독립적으로 확인하고 그 일치 여부를 판단해야 한

다. 즉 이것은 (i) 만일 의도에 호소하지 않고 작품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면 작품의 의미는 의도와 독립적이다. 즉, 작품 의미를 굳이 의도의 

실현 여부의 관점에서 말할 필요가 없다. (ii) 다른 한편, 만일 저자의 

의도를 먼저 알지 못하고서는 작품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가

정한다면, 그에 대한 독립된 테스트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의도가 작품

에서 실현되었는지 여부를 결코 알 수 없다284)는 것이 되어 의도의 실

현가능성(독자의 파악가능성) 의 인식 여부는 작품 의미에 필요가 없게 

되거나 실현 여부 자체를 결코 알 수 없는 것이라는 인식론적 난점에 빠

지게 된다. 결국 이 인식론적 난점은 작품 의미의 기준에 있어서 의도는 

무용하다는 결론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기에, 의도주의의 옹호에 있어서 

불리한 논변이 된다.  

 핵심적인 것은 결국 여기서 작품의 의미와 저자의 의도가 확인을 위한 

상호 근거로 작용하게 되어 순환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 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법은 작품의 의미나 저자의 의도 중 하나를 제 

3의 증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다. 이 때 온건한 의도주의의 두 입장은 

각기 다른 해결 방식을 선택하는데, 가설적 의도주의자들은 작품의 의미

를 파악하는 쪽을 택하며,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자들은 저자의 의도를 

283) P. Livingston, Art and Inten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p.146.
284) S. Trivedi, "An Epistemic Dilemma for Actual Intentionalism", BJA, 41:2, 2001. 

p.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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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시하는 쪽을 택한다. 다만 후자의 경우 인식적 근거를 최대한 강화

하여 독자가 텍스트에서 관습과 언어 사용 맥락에 의거해 그 의도를 파

악할 수 있을 때 의도가 실현된다고 하면서285), 독자의 파악가능성 조

건을 의도 실현의 필수적인 조건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해결책들은 결국 의도 문제에 관한 인식론적 한계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의 승리로 끝나지 않고 계속적인 논쟁을 야기하

면서 맞서게 된다. 가설적 의도주의가 주장하는 작품의 의미에도, 실제 

의도주의가 주장하는 의도의 실현에도 모두 확인가능하지 않은 의도나 

투사된 관념들이 개입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려

운 문제라고 할 수 있다.286) 중요한 것은 물리적 텍스트에 구현되는 지

향적 속성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단일한 해석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는 

것, 또 다수의 지지를 받고 널리 합의된 기준들도 간단히 하나로 수렴되

지 않는다는 것이며, 결론적으로 해석의 다양성과 해석 기준의 유동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2.4.2. 의미론적 실제 의도의 제거 문제

 이 문제는 가설적 의도주의와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 양 입장 간의 대립 

문제로서, 이 입장들이 가장 뚜렷하게 대립되는 부분은 작품 외적으로 

확인되는 실제 의도의 문제이다. 예컨대 텍스트 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

는 의도가 작가의 사적인 문건이나 증언 등을 통해 드러난 경우, 가설적 

의도주의는 실제 의도가 아닌 텍스트로 확인되는 바를, 온건한 실제 의

도주의는 실제 의도를 우선시한다. 각기 이러한 관점을 취하는 이유는 

해석에 있어서 다른 이상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설적 의도주의가 외적 증거를 인정하지 않는 일차적인 이유는 인식론

적 난점을 피하면서 이론과 관행 모두에서 의미 결정의 일관성을 추구하

기 위한 것이다.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에서처럼 작품이 어떤 경우에는 

285) R. Stecker, "Moderate Actual Intentionalism Defended", p.429. 
286) P. Livingston, "Intentionalism in Aesthetics", New Literary History, 29:4, 1998, 

pp.83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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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가 의도한 의미로, 다른 경우에는 텍스트 상에서 맥락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의도가 성공한 경우와 실패한 경우에 있어서 일관되

게 작품 의미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이론적 결함이 없이, 일관되게 정확

하고 단일한 의미를 추구할 수 있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운다.287)

 이에 비해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로 실

제 의도를 쉽게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첫째, 실제 의도가 꼭 필요

한 경우가 있다. 아이러니, 풍자, 암시와 같은 복잡한 의미로 들어가면 

텍스트만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작품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를 파악하려면 의도를 제거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미국의 전

설적인 코미디언 Andy Kaufmann의 TV쇼는 여성 및 프로레슬러와의 

무리한 격투 등의 자극적인 내용으로 저속하고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

았으나, 그의 사후 밝혀진 메모와 출연자들의 증언을 통해 사실은 그것

이 프로레슬러와 팬들, 그 산업의 관행에 대한 뛰어난 풍자임이 밝혀져 

그의 쇼들이 새롭게 조명되었다.288) 쇼 자체에서는 전혀 알 수 없던 그

의 실제 의도가 밝혀짐으로써, 쇼에서 그가 했던 말들은 물론 이 쇼의 

장르, 범주, 가치까지 달리 해석되었다. 

 이에 대해 레빈슨의 가설적 의도주의는 아이러니, 풍자, 암시와 같은 

의미도 독자에 의한 가설적 의도에 의해 의미가 고정될 수 있다고 주장

하면서 실제 의도가 불가결한 것은 아니라고 반론한다.289) 이를테면 예

리한 안목을 가진 사람(이상적인 청중)이나 프로레슬링계의 관행에 정통

한 내부자들은 쇼를 보는 것만으로도 이해할 수 있었으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반론이 곧 실제 의도를 옹호하는 두 번째 이유가 된다. 사적 

증거에 의거하지 않고 이 쇼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

287) Levinson, "Defending Hypothetical Intentionalism", pp.4~5. S. Trivedi, "An 
Epistemic Dilemma for Actual Intentionalism", p.205.

288) N. Carroll, “Andy Kaufman and the Philosophy of Interpretation”, 

pp.328~331.
289) 모든 가설적 의도주의자들이 아이러니, 풍자, 암시의 파악을 위해 텍스트만으로 충

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Trivedi, Davies와 같은 보다 온건한 부류는 이 

경우들에 한해서는 중대한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

의 인정은 그들이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를 비판했던 바인 이론적 부정합을 초래하

는 것이므로, 이 반론은 레빈슨의 입장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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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불과하다. 이 쇼가 소수 그룹이나 특정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대중적

인 장르의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레빈슨의 이상적인 청중에 대한 기

준은 너무 높으며, 그들 역시 인식론적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무

엇보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쇼이기보다 카우프먼의 의도를 인

정하는 것이 더 직관에 부합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실제 작가의 

의도가 확인되지 않을 때 가설을 세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실

제의 의도가 확인되는 데도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우선시하는 것은 의도

주의의 근본적 취지에 위배된다. 가설적 의도주의의 최상의 가설이 저자

의 실제 의도와 다를 때, 저자의 실제 의도가 작품 텍스트에 의해 지지

될 수 있다면 최상의 가설적 의도보다 저자의 의도와 일관되는 해석을 

기본 해석으로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것이다.

  셋째, 범주적 의도290)와 의미론적 의도의 구별이 불분명하고, 범주적 

의도에서조차도 실제 의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사례에서는 가능한 

두 가지 범주적 의도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데,  사적 증거가 아닌 당대

의 관습와 상식에 비추어 이 작품은 대중적인 TV쇼이다. 심오한 풍자극

이라는 것은 오직 실제 의도에 의해서만 증언되기에, 실제 의도 없이 범

주적 의도는 쉽게 결정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역시 이 논쟁을 통해서도 두 입장의 서로 다른 해석적 이상이 충돌하

면서, 어느 한 쪽의 입장이 이론적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범주적 의도나 해석자에 대한 작품의 공적 측면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향적 속성의 귀속이 개인의 실제 의도와 사회적 합의 간의 

290) Levinson, "A Last Look", pp.232. 레빈슨은 실제 의도를 의미론적 의도와 범주

적 의도로 구분하는데, 의미론적 의도는 텍스트에 의해 작가가 뜻하는 의미이고, 

범주적 의도는 감상자에게 작품이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가, 작품이 

지향하는 목적, 텍스트가 어떠한 방식으로 분류되고 접근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작가의 의도이다. 예컨대 일반적인 범주적 의도로서 장르, 매체와 관련된 의도가 

있는데 이것은 독자가 기본적인 차원에서 텍스트를 대면하는 방식을 결정하여 그 

의도를 알지 못하면 그 의미를 파악하기 시작조차 할 수 없으므로, 범주적 의도는 

작품의 의미의 결정에 중요하게 관여한다. 그러나 의미론적 의도는 작품의 의미에 

결정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즉 의미론적 의도 중 일부는 무시될 수 있는 것으로 본

다. 레빈슨은 가설적 의도주의자로서 의미론적 의도에 관한 실제 증거가 있더라도 

최상의 가설의 구성에 적합하지 못하다면 기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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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상호 작용과 관계된다는 것을 주목하게 된다. 또한 가설적 의도

주의는 실제 의도를 상대적으로 경시하면서 창작 시점에 대한 역사적 지

식과 해석자의 당대 관행을 사실상 반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의도주의에

서 이탈하면서 맥락주의, 관습주의적 성격을 더 강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레빈슨의 가설적 의도주의는 작품의 기원과 맥락, 창작자를 

충분히 고려하고자 하지만, 창작자의 공적인 측면을 창작자의 의도보다 

중시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또한 정확한 의미의 결정을 추구하면서도 의

도보다 작품을 우선시할 때, 애매한 경우에 있어서 의도보다도 가치의 

문제가 의미 결정에 우선적으로 개입된다는 문제와 관련된 또다른 비판

이 제기된다.

 

   2.4.3. 가설적 의도주의와 가치 최대화 관점

  온건한 의도주의는 모두 작품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우선적

인 목표로 해석과 가치 평가의 문제를 원칙적으로 구별한다. 그런데 가

설적 의도주의가 작품을 통해 구성 가능한 최상의 저자 의도로 작품의 

의미를 결정한다는 관점은 사실상 가치의 문제를 작품 의미 결정에 개입

시키는 것으로, 이것은 의도주의의 입장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가치 최대

화 관점에 가깝다는 지적이 있다.291) 작품의 해석에 있어서 가치 최대

화 관점(value-maximizing theory)이란, 예술작품 해석의 목표는 단순

히 의사소통적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감상에서 미적 경험을 증진

/최대화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작품을 단순한 의도의 

산물로서 보아서는 안 되며, 작품의 해석은 의사소통적 해석과는 달리 

작품이 의미하는 바가 아닌 의미할 수 있는 바를 추구한다.292) 가설적 

의도주의가 의도주의라기보다 가치 최대화 관점에 가깝다는 비판의 요지

291) R. Stecker & S. Davies, "The Hypothetical Intentionalist‘s Dilemma : A 

Reply to Levinson", BJA, 50:3,  2010, pp.307~308.
292) S. Davies, "Author's Intentions, Literary Interpretations and Literary Value", 

BJA, 46:3, 2006, pp.225~226. 이러한 가치 최대화 관점을 지지하는 이들로는 데
이비스 외에도 골드먼(A. Goldman), 라마르크(P. Lamarque)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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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가설적 의도주의에서의 저자는 실제 맥락 

속의 행위자로 볼 수 없으므로 행위자와 의도를 출발점으로 하는 의도주

의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 둘째, 텍스트와 맥락을 기반으로 작품 의미에 

대한 최상의 가설의 후보를 세울 때, 의도보다는 사실상 미적 가치를 참

조한다는 것이다. 

  다음의 검증 사례를 통해 레빈슨과 같은 가설적 의도주의의 면모를 검

토할 수 있다. 헨리 제임스의 소설 「나사의 회전」은 유령 소설로 읽는 

해석(R1)과 강박증에 사로잡힌 인물에 대한 심리 소설로 읽는 해석

(R2)이 있는데, 텍스트 상의 타당성은 동등하지만 양립할 수는 없다. 이 

작품의 가치는 양의적으로 읽을 수 있을 때 최상이다. 제임스의 실제 의

도는 (R1)으로서 작품 외적으로 확인되었다. 해석의 목적이 저자 의도

의 확인이 아니며, 저자 의도로서의 최상의 가설을 구성하는 것이라는 

가설적 의도주의의 입장293)에서는 이 경우 양의적 의미를 선택할 것이

고, 이 경우 저자가 의도하지 않은 양의성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 양의성

의 의도를 저자에게 귀속시키게 된다. 

  확인된 실제 의도보다 최상의 가설을 우선시함으로써 위와 같은 결과

를 초래한 것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저자의 문제

인데, 나의 의도를 남이 내게 귀속시킬 수 없듯 실제 인물에게 그가 분

명 의도하지 않은 것을 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반직관적이다. 

사적 증거를 기각하는 것은 그가 말하는 실제 저자를 작품을 통해 알려

진 작가의 공적인 페르소나294)로 생각하거나, 저자가 자신의 의도를 미

적으로 뛰어넘는 최상의 가설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그것을 선택했을 것

이라는 추론에 기반한다. 이것은 작품을 의사소통적 발화와 유비적으로 

보고 작품의 기원으로서의 저자와 그의 의도를 중시하는 의도주의의 기

본 입장과 거리가 멀다. 레빈슨을 비롯한 가설적 의도주의자들이 인식론

적 난점에도 불구하고 실제 저자295)에 대한 의도 귀속이라는 방식을 고

293) J. Levinson, "Hypothetical Intentionalism : Statement, Objections, and 

Replies", Is There a Single Right Interpretation?, M. Krausz ed.,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2002, pp.309~310.
294) R. Stecker & S. Davies, op.cit., pp.308~309.
295) 가설적 의도주의자들 간에도 입장 차이가 있다. 네하마스(Nehamas)의 경우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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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하는 것은 미적 가치가 최대화되지 않더라도 작품의 의미 규명을 우선

시하려는 것이다. 가설적 의도를 세우고 작품의 의미와 저자의 의미를 

구별하여 의도 실현 성공 여부나 가치 평가의 작업을 시도하는 입장을 

선호한다고 하면서296) 레빈슨은 자신의 입장이 가치 최대화 관점이 아

니라고 주장하며 의도주의 입장을 견지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조차도 본인이 견지하고자 하는 해석의 입장과 별

개로, 사실상 의도보다는 미적 가치가 작품의 의미 결정에 더 크게 작용

하는 것처럼 보인다. 증거상으로 동등한 두 가지 해석 중 하나가 명백히 

작품을 더 뛰어나게 하는 해석이라면, 매우 강력한 증거가 있지 않는 한 

열등한 쪽을 저자가 의도했으리라고 보는 것은 불합리할 것이므로, 그가 

말하는 가장 정확한 해석조차도 가치가 기본적으로 개입된다. 그러나 저

자의 의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실제 저자의 의도에 위배되거나 그것

을 무시하게 되는 위험은 물론, 위의 사례와 같은 경우에도 레빈슨은 저

자와 동시대인인 이상적인 ‘독자’가 세우는 최상의 가설이 그 소설이 

양의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자가 그것을 알았더라면 그렇

게 의도할 수 있었으리라고 결론내릴 수 있다. 이로 보아 가설적 의도주

의 입장 자체가 가치 최대화 관점에 더 가깝다는 비판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의도주의적 이상을 고수함으로 인해 가치 최대화 관점과 완전히 

동일시되지는 않을 것이나, 실제 의도주의만큼 의도를 강력하게 지지하

는 의도주의가 아니며, 사실상 텍스트중심주의와 가치 최대화 관점 쪽으

로 더 기울어 있으면서 의도주의 및 작품 기원에 대한 해석적 기준에서 

이탈해 나가고 있다. 

  이것은 나아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 의도주의는 근본적

으로 기본적인 작품 의미의 확립에 있어 그 기원과 맥락에 충실하고자 

자 자체를 가설적으로 구성한다. 한편 레빈슨을 비롯하여 커리(G.Currie) 등은 작

품의 의미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실제 저자에게 귀속시킨다. 이 문제에 있

어서 레빈슨의 입장을 검토하는 것은, 그가 가설적 저자가 아닌 실제 저자에 대한 

귀속은 물론 독자에 대한 조건도 실제 저자가 염두에 둔 동시대인으로 제한하여 

의사소통과 의도 문제를 최대한 고려하기 때문이다. 커리는 시대를 달리하는

(anachronic) 독자와 그들의 가설을 인정하여 의도주의에서 더 멀어진다. 
296) J. Levinson, "Defending Hypothetical Intentionalism", p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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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직관을 반영하며 일원론적 이상을 대변하는 입장이다. 그런데 가설

적 의도주의가 가치 최대화 관점과 유사성을 보인다는 점은 가치의 다양

성 문제와 맞물리게 되면 일원론적 입장에서 이탈할 수 있다. 

  요컨대 온건한 의도주의들 간의 논쟁과 특히 가설적 의도주의의 입장

을 통해, 기원적 의미라는 지배적 해석 기준들이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

진 입장들의 경쟁 속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것, 작품의 지향적 속성을 귀

속시키는 문제에 있어서 행위자의 관념과 관행의 영향력은 실제로 복잡

하게 작용하면서 다양한 해석을 초래한다는 것, 이러한 중에서 양립불가

능한 해석들이 타당하게 수립된다는 것, 광범위하게 인정받는 다양한 해

석적 이상들이 해석적으로 다양한 의미 기준을 초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최상의 의도에 대한 가설이라는 개념 자체가 해석 공동

체의 이상이나 가치를 반영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의도를 중심으로 한 작

품의 기원에 대한 과거의 사실들도 역사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롭게 

재해석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기원적 해석 자체가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세부적으로 변화하는 기준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2.5. 마골리스의 해석 이론에서 기원적 해석의 의미

  이 절에서는 온건한 의도주의를 중심으로 하여 작품의 기원적 맥락과 

관계된 해석적 기준의 문제들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필자가 주목하는 것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자의 의도 및 기원과 맥락에 대한 고려가 해석적 의미 결정에 

있어서 갖는 위상의 문제이다. 의도와 기원적 맥락은 전통적으로 거의 

모든 해석 이론에서 의미 결정에 있어서 결정적이거나 최소한 기본적으

로 고려되던 것이었다. 특히 해석적 일원론에서 의도주의는 주요한 입장

이었고, 의도의 문제는 발화와의 유비라는 기본 전제로 인해 행위자, 사

회적 관행, 맥락 등 작품의 창작 맥락의 주요한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도

록 인도한다. 현재의 다양한 형태의 해석적 일원론과 다원론에서도 여전

히 참인 해석의 기준으로 저자의 의도 및 기원과 맥락이 유일하거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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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둘째, 기원적 의미의 고려에서도 경쟁하는 세부적인 해석적 기준들이 

있고, 의도주의의 문제는 우리의 지배적인 관념도 갈등과 변화 속에 있

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의도주의라는 제한 안에서는 실제 의도가 

해석적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지만, 온건한 의도주의 간의 논쟁을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심리적 의도보다는 저자의 의도라는 

관념과 관련된 사회적, 맥락적, 관행상의 합의가 더 큰 역할을 하는 것

으로 보인다는 것, 또한 텍스트라는 물리적 대상과의 구현 관계도 큰 비

중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의도주의라는 입장도 작품의 기원 및 

예술작품에 관한 현재의 지배적 관념들을 종합적으로 포괄하고 있고, 의

도 외의 다른 요인들도 매우 중요한 해석 기준이 되고 있다. 

  필자는 가설적 의도주의가 해석의 합리적인 기준으로서 상당한 설득력

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특히 주목하는 것은 가설적 의도주의에서 저

자의 의도는 사실상 해석자와 해석 공동체의 믿음과 문화적 배경을 투사

하기 위한 개념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의도주의에서 상당히 이탈하게 된

다는 점이다. 가설적 의도주의에서 저자의 의도에 대한 가설은, 설사 저

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최상의 가설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해석자의 입장

을 중요하게 반영하게 된다. 여기서 해석자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부각되

는 셈인데, 그렇다면 해석 공동체의 문화적 관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

다는 점을 자연히 고려해야 한다. 

  언어의 변화를 고려해야 하는 문학 작품의 경우는 물론이고, 서양 고

전 음악에서의 원전 연주(authentic performance)도 중요한 예이다. 연

주 또한 작품에 대한 하나의 해석과 같은 것이라고 할 때, 당대의 연주

와 오늘날의 연주가 다르다는 점은 참인 해석 기준에 관한 문제를 제기

할 수 있다. 당대와 현대의 악기와 청중의 청각적 감수성이 다르기 때문

에 당대와 현대의 표준적인 연주는 실제로 물리적인 차이를 보인다. 작

품은 특정한 기원을 가지고 그것에 의거한 해석을 참인 해석이라고 한다

면 당대의 연주와 오늘날의 원전 연주가 참인 해석이 될 것이고, 오늘날

의 표준적인 연주는 수용가능한 해석이거나 부차적인 해석, 때에 따라서



203

는 잘못된 해석도 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 작품은 단순한 물리

적 대상도 아니며 텍스트 자체와도 동일시되지 않는 것은 미적 속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문화 상대성은 차치하고라도 그 미적 속성을 작가의 

의도와 결부시켜 보자. 작곡가는 청중의 귀에 어떤 소리가 어떤 감각으

로 전달될 것인지를 고려하여 악기를 배치하고 속도를 조절하며 음표를 

적어 넣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원전 연주와 당대의 연주가 물리

적으로는 같아도 그러한 미적 측면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당대의 작곡가는 매우 격정적이고 흥분되는 느낌을 작품에 담

고자 했는데, 현대인의 귀에는 그 음악이 매우 점잖고 우아하게만 들린

다면 원전 연주를 참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또한 참인 해석과 

표준적으로 수용되는 하나의 해석의 개념은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참인 

해석을 과거 당대의 역사적 상황과 사실에 부합하는 해석으로 범위를 한

정시킨다면, 이것은 참인 해석을 하나의 수렴된 해석으로 삼는 일원론의 

이론적 의의를 축소할 수 있는 문제일 것이다. 원전 연주의 경우에서 보

듯 사실상 참인 해석은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는 전혀 표준적인 해석도 아

니고, 심지어 지각적 차이로 인해 접근불가능한 것이라면, 사실상 참인 

해석의 이론적 가치는 상당히 적을 것이고, 표준적으로 통용되는 하나의 

수렴된 해석이 있다면 그것이 해석적 일원론의 주된 관심사가 될 만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표준적인 해석은 결국 상대주의적일 수 밖에 

없다. 

 작품의 해석자는 시공간적으로 다양하게 포진하고 있으며 이 해석자들

이 과거 저자의 최상의 의도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들의 지평에 의해 영

향을 받는다. 이에 따라 작품과 저자에 귀속되는 의도는 달라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가설적 의도주의는 이론적으로 실재론적, 일원론적 해석적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상대주의적 경향을 띠고 있다. 

무엇보다도 필자는, 가설적 의도주의가 일원론적 입장인 의도주의를 사

실상 포기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과 해석자의 지향적 속성의 투사라는 

구성주의적 측면을 강하게 보인다는 점에서 (강건한 상대주의는 아니더

라도) 상대주의적 다원론과 구성주의적 입장의 편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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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가설적 의도주의가 가치 최대화 관점에 가깝다는 주장 역시 

매우 설득력이 있다고 여긴다. 저자의 의도라는 개념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지만, 실제의 의도가 확인되는 데도 그것을 고려하는 정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저자의 의도라는 관념은 의미를 수

렴하도록 만드는 개념적 장치가 된다는 점에서 일원론적 이상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세 번째로 양립불가능한 해석의 문제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며 상대주

의 논리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 있다는 것이다. 온건한 의도주의들은 저

자의 의도에 의한 의미 결정이라는 해석적 일원론의 이상을 갖고 있는 

듯 보이기도 하지만, 유일하게 최상의 가치를 가진 해석 혹은 포괄적으

로 수렴되는 해석 등 의도에 입각한 해석과는 사실상 양립불가한 해석들

을 허용하며, 때로 이 해석들 사이에서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

인다. <나사의 회전> 등의 유명한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해석적 이상의 

충돌에 의해 양립불가능한 해석이 발생하는 경우는 물론, 인식론적 제한 

등으로 인해 참인 해석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스테커의 

온건한 의도주의의 경우 실제 의도의 파악 가능성 문제를 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그는 의도와 기원의 맥락을 고려한 해석만을 참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기원적 정보를 알지 못하게 될 때에는 수용가능한 해석, 즉 진

리값을 결여한 해석들만이 남게 된다. 이러한 경우는 참인 해석적 의미

는 존재하지 않게 되고 다수의 경쟁하는 수용가능한 의미들만이 남게 된

다. 이러한 경우에도 거짓된 해석과 타당한 해석의 판단은 필요하며, 상

대주의적 논리는 이를 설명하는 데 유용해 보인다. 

  네 번째로, 현재 관행에서의 구체적인 해석적 기준들의 문제이다. 기

원적 맥락을 고려한 해석의 위상은 대다수의 해석에서 일차적으로 우선

시된다. 그 외에 세부적인 기준의 차이가 있는 해석들, 가치를 최대화시

키고자 하는 해석들 등이 경쟁하는 것을 보았다. 텍스트에서 이탈하는 

자유로운 창조적 해석의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다원론이 광범위하게 설득

력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해석 이론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주요한 해석적 기준들을 언급하거나 검토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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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양한 해석적 입장들을 고려하면, 어떤 한 가지를 결정적인 기준

으로 수립할 수는 없을지라도 작품 의미의 기준이 되는 것들의 범위는 

어느 정도 수렴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 가

설적 의도주의, 가치 최대화 관점은 모두 텍스트적 증거, 기원적 맥락, 

저자의 의도, 저자의 맥락, 해석자의 맥락, 가치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고

려하고 있다. 해석 이론에 관한 메타적 성격을 가진 마골리스 이론은 이 

해석적 입장들을 포용하면서 해석의 이상들이 출현하고 경쟁하고 변화하

는 것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예술작품의 해석적 다원론의 구조를 

밝히고자 하는 이 논문의 목표는 마골리스의 해석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문화적 대상인 예술작품과 그 본질적 성격, 접근의 방법론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현재 우리의 예술적 관행에서 지배적인 해

석적 기준들의 스펙트럼과 역동적인 경쟁 관계를 살펴봄을 통해 마골리

스 이론을 지지하는 필자의 입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고 여겨

진다. 

 마지막으로 마골리스의 상대주의와 기원적 해석의 관계에 관해 정리하

겠다. 현재 저자의 의도와 기원에 대한 고려는 여전히 해석적 참을 결정

하는 가장 우선적인 기준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마골리스는 실재의 

유동성과 상대주의적 입장을 강조하는 데 주력하면서, 구체적인 해석적 

기준의 제시나 기원적 의미에 대한 언급의 비중을 매우 축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주목할 수 있다.  

  우선 작품의 기원적 맥락과 관련된 해석의 기준은 부분적으로 하나의 

문화적 신화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다. 물론 예술은 인간의 문화

적 행위의 산물이라는 광범위한 유적 개념이 전제되지만, 기원적 의미, 

저자와 맥락을 일차적으로 중시하는 것은 낭만주의 이래 유지되고 있는 

특수한 예술작품 개념에 빚지고 있는 것으로, 낭만주의적 예술작품 개념

은 마골리스가 말하는 하나의 문화적 신화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작품이 자율적이고 독립된 개체로서 고정된 속성을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생각, 저자가 창작한 순간에 그 본질들이 고정되고 불변한다는 

것, 저자는 자신이 속한 사회의 규범 속에서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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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한다는 것에 기반한 작품 중심 미학은 현재까지 오랫동안 상당히 안

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문화적 신화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이러한 해석적 기준을 마골리스의 상대주의 해석 이론 안에서 

설명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다. 문화적 신화의 개념은 어떠한 유력하고 

안정적인 해석적 기준을 해석적 다원론 내에 용이하게 포섭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해석적 기준의 역동적인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두 측면을 가진다. 무엇보다도 마골리스의 상대주의적인 해석 이

론의 뚜렷한 특징이 여기에 있으며 이것은 마골리스의 전체적인 철학적 

입장에 의거한 귀결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마골리스의 상대주

의 및 예술작품의 존재론과 해석에 관한 주장이 이론적으로 광범위하게 

일관된 흐름을 유지하면서 유먕한 해석적 다원론의 모델로서 지지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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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맺음말

  이 논문은 예술작품의 해석 문제를 가장 적절하고도 포괄적으로 설명

하는 이론은 어떤 것일지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였다. 이 문제에 대해

서는 다양한 이론들이 있지만 필자는 합리적인 기준과 접근 방법 및 해

석의 다양성을 잘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해석적 다원론을 검토하고 지지

하고자 하였다. 필자가 마골리스의 이론에 주목하게 된 것은 우선 영미

권 미학에서의 마골리스 이론의 독특한 위치 때문이다. 마골리스의 상대

주의적 해석 이론은 다원론들 중 일견 가장 철학적으로 광범위하며 급진

적이고 독특한 면모를 보이는 이론이다. 그러나 마골리스의 이론은 예술

작품과 인간은 문화적인 존재자라는 매우 보편적인 믿음에서 출발하며, 

이를 바탕으로 예술작품 존재론, 해석에 관한 상대주의적 논리에 이르기

까지 일관되면서도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예술작품 존재론으

로 대표되는 마골리스의 예술 정의는 이미 오래 전부터 널리 받아들여지

고 있으며 예술작품에 대한 우리의 직관적인 개념을 매우 일반적인 차원

에서 정리하고 있는 것임에도, 그의 상대주의는 독특한 주장으로서 여전

히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등 그의 이론을 둘러싼 논쟁은 이론의 특이함

만큼이나 열띤 면이 있다. 

  사실 마골리스의 예술작품 존재론과 해석에 있어서의 강건한 상대주의

는 영미 미학의 관련 주제의 논의 영역에서 항상 중요하게 참고되고 언

급되어 왔다. 눈에 띄는 것은 주제별로, 즉 예술작품의 정의적 규정과 

존재론, 구성주의적 측면과 해석의 상대주의에 대한 수용, 지지와 비판

의 정도가 다르다는 점이다. 해석적 일원론과 속성실재론을 지지하는 다

수의 미학자들은 마골리스 이론에서의, 문화적 개체로서의 예술작품 개

념과 비본질주의적인 정의적 측면에 대해서는 지지와 동의를 보내지만, 

구성주의적 측면과 상대주의에 대해서는 비판자의 입장에 서 있다. 이것

은 와이츠 이후의 비본질주의적인 예술 정의 경향과, 해석에 있어서는 

다양성을 수용하되 여전히 일원론적 이상을 중시하는 경향이 이론적 다

수를 점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최근 영미 미학의 해석 이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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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적 다양성과 역사성, 프래그머티즘의 유연한 경향들을 대체로 수용

하고 있지만, 예술작품의 해석 문제와 같은 하부 주제에 국한된 범위에 

있어서는 엄정함과 정확함을 추구하는 분석 미학 특유의 방법론을 보여

준다. 이 때문에 스테커나 단토 등에게서 해석 문제, 작품 존재론, 속성

실재론과 같은 미시적 차원과 역사관, 관행의 변화, 문화 공동체의 이상 

등과 같은 거시적인 차원을 바라보는 측면에서 이론상의 약간의 부정합

면이 감지되기도 한다.

  마골리스의 이론은 이러한 주류 해석 이론들의 비판 속에서 나름의 일

관성과 이론적 의의를 견지하고 있고, 이것은 영미 미학에서 마골리스 

이론이 차지하는 위치와도 관련된다. 예술작품과 해석 문제를 떠나 전체

적인 철학적 측면에서 마골리스는 다른 프래그머티즘 철학자들처럼 현대

의 대륙 철학과 전통적인 영미 철학의 중간적인 입장에 있다. 유동의 형

이상학과 세계에 대한 인식적 접근 방법론에 대한 주장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예술작품의 개념과 해석 문제는 그것에 대한 하나의 주요 접근 

통로이면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점은 마골리스 이론의 

전체적인 일관성과 범위를 보여주는 것이면서, 마골리스 이론의 세부와 

논쟁점들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이다. 이것은 

예술작품의 해석에 관해 타 이론들과 마골리스 이론의 무게 중심이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필자가 관련 논쟁

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은 이유이기도 하다. 마골리스의 주

장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여러 논쟁점들에 대해 활발한 논쟁이 계속 있어 

왔음에도 비판과 방어의 양 진영은 여전히 물러섬이 없다. 기본 전제나 

해석적 이상의 차이로 인해 이론적 정합성이나 관행에 대한 설명력 측면

의 비교가 상대적으로 부각되고,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 보다 정치한 논

쟁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이론적 논의의 차원에서, 전통적인 본질주의나 

속성실재론적 경향이 전반적으로 강한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영미권 미

학의 해석 이론들 가운데서 마골리스의 이론이 관행에 대한 설명력이나 

이론적 일관성, 통찰력, 설명의 범위 면에서 진지하게 고려해 볼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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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적 다원론으로서 설득력 있고 타당한 이론임을 보이는 작업은 충분

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필자가 마골리스의 이론에

서 주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실재의 유동성, 강건한 상대주의라는 꽤 

급진적인 주장을 하면서도, 예술작품의 해석 문제에 있어서 마골리스의 

이론은 기대 이상의 포용력과 관행에 대한 적절한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

다는 것이다. 특히 보편성과 더불어 엄밀성을 추구하는, 예술 철학적으

로 매력적인 영미권의 이론들은 서양의 예술적 현상들을 중심으로 하며 

종종 이론적 설명력이 국지적 영역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는 데 비해, 마

골리스의 이론은 문화적 현상 일반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주장이기도 하

기 때문에 여러 문화권 간의 예술적 교류와 재해석이 활발한 현재의 예

술적 현상을 보다 폭넓게 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이론적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필자가 마골리스의 이론을 설득력 있는 해석 이론으로 지

지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우선 포스트모던 이후의 예술계

에서 마골리스의 이론은 해석적 관행을 가장 적절하고도 통찰력 있게 설

명할 수 있는 이론이라는 점이다. 20세기 이후 와이츠의 예술정의불가

론은 미학의 고전적인 테제가 될 정도로 다양한 예술적 실제들과 그에 

부합하는 해석들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마골리스의 이론은 해석의 역할과 

관행을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다. 와이츠의 논문 이후 영미 

미학의 이론들도 본질주의를 벗어나 역사적이고 맥락적인 요소를 예술작

품에 관한 설명에 수용하고 있지만, 그 중 특히 마골리스의 이론은 해석

의 이력, 역사적 변화, 다양한 의미를 바라보는 관점을 적극적으로 수용

하면서, 접근 방법에 관한 논의는 물론 해석 이론으로서 가장 광범위하

게 일관되고 포괄적인 관점을 제공한다. 두 번째 이유는 마골리스의 이

론은 다른 해석적 입장과 예술에 대한 접근법에 대한 메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 마골리스의 이론의 힘과 본령

은 개별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적 기준, 의미, 조건들을 제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술 작품 일반에 대한 철학적 논의와 해석에 대

한 타당한 접근 방법론의 문제를 규명하고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데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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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마골리스 상대주의의 이론의 세부적인 부분을 놓고 비판자들과 마골

리스 본인의 논쟁들이 계속되어 왔지만, 사실 이 논쟁에서 다른 이론들

을 기각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 이러한 논쟁들을 검토함을 

통해 필자가 목표한 것은 마골리스 이론이 다른 이론들에 대해 최소한 

동등하거나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면서 결과적으로는 영

미권의 해석 이론들 사이에서 마골리스 이론이 갖는 의미를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다. 마골리스는 예술작품의 해석에 있어서 보다 더 큰 틀에서, 

다른 층위에서 근본적인 통찰을 보여주고 있으며, 해석적 의미의 기준들

을 고정하고자 하는 이론들과 주장들을 감싸안고 있다. 마골리스의 관점 

안에서 스테커 등 다른 해석 이론의 주장은 적절한 자리를 얻게 되고, 

그 이론들이 지지를 받는 이유와 이론적으로 서로 경쟁하는 논쟁점이 무

엇인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마골리스 해석 이론에서 근본적인 형이상학

적 입장과 철학적 일관성이 강조되면서 문화적 개체와 예술작품은 그 전

체 철학과의 관련 속에서 갖는 의미가 부각되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해

석적 기준에 대한 언급은 상대적으로 부차적인 부분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우리가 해석 이론에서 기대하는 주요한 설명 중 하나가 

개별 작품에 대한 해석적 기준과 그 타당성 문제라고 한다면, 마골리스

의 이론의 이러한 면모는 다른 해석 이론에 비해 명확한 해석 기준에 대

한 설명적 이론으로서 불리한 점을 갖게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필

자는 현재 관행에서의 이러한 구체적인 해석적 기준들 및 기준들이 경쟁

하는 상황이 마골리스의 이론 안에서도 충분히 설명되며, 다른 세부적인 

해석 기준에 관한 이론들이 마골리스 이론 안에 적절히 포섭될 수 있다

고 생각했고 IV장에서 그 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이고자 했다. 이로

써 마골리스 이론에 기반한 해석적 다원론에 대한 보완적 설명을 마련하

면서 마골리스 이론의 잠재력과 설득력을 분명히 제시하려고 하였다. 변

화와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포용하면서도 진지한 해석적 기준을 탐구하며 

타당한 해석의 위상을 견고하게 확립하고자 하는 점 또한 마골리스 이론

이 가진 장점이다. 이 모든 점을 고려하여, 필자는 예술작품의 해석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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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있어서 마골리스의 상대주의적 해석 이론은 공허하거나 불건전하지 

않으며, 문화적 신화 등과 같은 합의된 기준들이 있는 한 마골리스의 강

건한 상대주의는 충분히 설득력 있는 해석적 다원론이라고 주장한다.

  해석적 다원론을 개진하고 있는 이론가들은 많다. 대표적으로 스테커

의 이론과 같은 제한적 다원론 또한 설득력이 있으며 예술작품의 해석과 

가치 문제에 있어 일원론과 다원론의 성격을 적절하게 혼합하고 있는 현

재 가장 강력한 이론 중 하나임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굿먼의 독특하

면서도 명쾌하고 날카로운 설명과 상대주의적인 다원론도 매우 흥미롭고 

매력적인 이론이다. 그러나 마골리스의 이론 자체가 가진 독특함과 장점 

외에도, 필자가 덧붙여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마골리스 

이론을 조망하는 작업의 필요성과 의미이다. 국내 미학계에서도 예술작

품의 정의, 존재론, 정체성 문제와 같은 영미 미학의 주요 주제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미 있어 왔고, 프래그머티즘과 상대주의적 경향의 주요 

미학자들에 대해서도 훌륭한 선행 연구들이 있었다. 슈스터만, 굿먼, 로

티의 미학에 대한 연구들에 비해 마골리스의 이론은 항상 부분적으로 혹

은 논쟁과 비교의 맥락에서 파편적으로 다루어진 감이 없지 않다. 그래

서 이 논문은 마골리스의 예술작품 존재론과 해석의 문제를 한데 묶으면

서 이 주제들을 전체적인 철학적 입장 위에서 일관되게 조망하면서 그 

정확한 의의를 검토하고자 했으며, 이를 통해 일원론이나 속성실재론과 

같은 반대 입장과의 차이는 물론, 상대주의, 구성주의, 비토대론, 반실재

론 경향을 가진 다른 이론가들과의 차이를 보다 요연하게 드러내고자 했

다. 이를 통해 예술작품의 해석 이론에 관한 영미 미학의 주요 경향과 

이론적 지표들 사이에서 마골리스의 이론이 갖는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부각시켰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해석 문제는 그 자체로도 중요하고 꽤 넓은 범위를 포괄

하는 주제이지만 결국 예술작품의 궁극적인 감상과 수용으로 가는 하나

의 과정이기도 하다. 해석은 총체적 감상을 위한 기본적이면서 선행적인 

작업인 만큼, 이 논문은 몇 가지 중요한 인접한 미학적 주제들과 관련된

다. 우선 해석의 문제는 가치 평가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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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의 연구는 예술작품의 가치 평가에 대한 논의와도 연결점을 가지며, 

예술적 가치의 일원론/다원론 관련 고찰에 참고할 문제와 논쟁점들을 제

공할 것이다. 또한 해석과 밀접하게 관련되지만, 온전히 다룰 수 없었던 

또 다른 큰 주제인 작품 정의와 정체성 문제, 개별 작품의 존재론 문제

와도 연결된다. 특히 추상적 개체로 생각되는 음악, 연행 예술, 문학 작

품의 존재론적 구조와 해석 관련 속성들은 이 논문에서 다룬 것 외에도 

별개의 주제로서 다양한 관점에서 더욱 풍부하게 논의될 수 있을 것이

다. 그리고 의도 문제의 논의에서 언급한 바, 예술작품과 발화의 유비는 

의사소통으로서의 예술작품 개념과 위상의 탐구 문제, 나아가 예술의 기

호론적 측면과도 연관된다. 이 논문을 마치면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

이 예술 작품이 주는 깊고 큰 즐거움의 중요한 바탕을 이룬다고 믿는 필

자의 관심이 향하고 있는 쪽은 무엇보다도 실제적인 비평의 문제이다. 

상대주의적 다원론은 오늘날의 다양한 관점에 의거한 비평과 해석들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한다. 예컨대 한 작품의 다양한 판본이나 변주, 파생 

작품들의 수용 문제, 간문화권적 차원에서의 작품들의 의미의 변화 및 

보존 문제, 후기식민주의적 관점 등에서 보이는 서구, 비서구 이론과 예

술 실제의 관계 등은 이 논문의 문제들과 이어지는 실제적인 주제들이

며, 보다 행복하고 풍부한 예술의 향유를 위해 계속 중요하게 숙고할 문

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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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im of this dissertation is to seek a valid and appropriate 

explanation on the problem of interpretation of artworks. The 

project starts with the following questions, "Is there a single 

right interpretation of an artwork?" and "If there is, why is it 

and how can it be? And If there is none or there are many right 

ones, why is it?". Many theories give various answers to the 

questions. These theories are primarily categorized as either 

singularism or pluralism, and with respect to certain view points 

as realism/constructivism or foundationalism/non-foundationalism 

etc. 

 Among these theories I argue that pluralism is the view that is 

more  supportable than the others, and try to provide the most 

appropriate  theoretical model of pluralism. I think such pluralism 

should answer to the following questions concerning 

interpretations of artworks, such as the correct meaning of an 



214

individual work, singularity or multiplicity of meaning, the validity 

and the criteria of an interpretation, the status of the right, 

comprehensive interpretation and other minor interpretations, the 

problem of incompatible interpretations, etc. And the model is 

also required to accord with actual artistic practices. 

 The discussion begins with the concept of an artwork, which is 

generally thought to be a cultural entity, a product of human 

agents, in the sense that artworks are made by the intention of 

individuals in specific cultural contexts so that they have the 

meaning and significance closely related to the  relational 

properties concerning rules, artistic tradition and cultural 

concepts of the given communities. This concept of an artwork 

naturally leads to the view that the meaning(s) of an artwork 

is(are) complex that an act of interpreting is requested to 

dicover it(them), and thus I find the relativistic pluralist account 

based on Margolis's robust relativism the most plausible. For this 

reason, I argue for relativistic pluralism of Margolis's by means 

of showing how it contrasts with the other rival theories.  

 In Anglo-American analytic aesthetics, the majority of the 

theorists stand for certain kinds of singularism and realism. 

Traditionally, singularism and realism have been widely 

supported and the tendency towards them can be found even in 

recent theories that are flexible and open to multiple 

interpretations. On this side are theorists including Beardsley, 

Hirsch, Wollheim, Danto, Stecker, Davies and so on. Singularism 

is the view that the  single, correct and convergent meaning of 

an artwork exists, while pluralism allows the multiplicity of 

meaning. However, regardless of this difference, most of 

singularists and pluralists generally accept bivalent logic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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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ims that a statement of interpretation is true/correct or false 

and believe that an interpretation can be tested for validity on 

the ground that the meaning of an artwork is based on or 

determined by the essential properties in the artworks. Realism 

is the view that these properties exist and are fixed in individual 

works, while constructivism says that interpretations can impute 

properties to artworks.  

 Margolis presents a unique and somehow radical theory, 

so-called 'robust relativism' concerning the problem of 

interpretation. He also provides an ontology of artworks that 

they are physically embodied and culturally emergent entities 

possessing Intentional properties essentially. He says Intentional 

properties of artworks can be imputed and changeable. His 

contention persists in his metaphysical view that the reality is 

the 'flux'. So cultural entities like artworks can go through 

alteration of properties and the meanings of works can change 

correspondingly. Margolis's robust relativism not only allows the 

multiplicity of interpretations but also establishes incompatible 

interpretations as equally valid. Instead of bivalence of 

truth/falsity, he introduces multiple truth-like values such as 

'plausible', 'apt' and 'reasonable' to interpretation, which allow all 

the incompatible but acceptable interpretations of an artwork to 

be valid. In his theory, an artwork has cultural and Intentional 

properties essentially, and such properties are variable and not 

fixed in the artworks, for the work's entity lies in the flow of 

history and therefore its Intentional properties change according 

to the agents who interpret the objects with various intentions in 

the different cultural contexts. As the interpreters ascribe 

different properties to the work, the meaning of the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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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s. This is the typical non-foundational, constructivist view 

on interpretation. Moreover, Margolis presupposes that the flux 

of reality has no telos and is in the endless change of history 

and practice, so that the meaning of cultural entities like 

artworks is open to variability. Margolis's concept of historicity 

means that what we call reality, knowledge, or truth are 

constituted by our discourses and the collective change of the 

structure of encultured thought. This view is sharply contrasted 

to traditional Aristotelian metaphysics and Kantian epistemology.

 Margolis's relativism gives rise to lively controversies and faces 

much criticism, but I argue that his theory can be defended and 

comparatively valid. I also argue that it has theoretical 

consistency and the advantage for explaining actual artistic 

practice. To prove this, my strategy is first to review three 

major subjects in the controversies concerning Margolis's view 

and provide my arguments with respect to each of them. The 

three subjects in question are as follows. The first subject 

concerns the change and imputation of properties and the 

problems of work identity. Proponents of singularism and realism 

claim that the changeability of essential Intentional properties can 

lead to a collapse of the work's identity. But it does not have to 

lead to the alleged collapse, due to the uniqueness of ontological 

state that cultural entities have in Margolis's constructivism. For 

his idea of embodiment and property attribution by consensus 

guarantees the stability of properties and work identity so that 

the absurd and radical transformation of work identity hardly 

occurs. Unlike that concept of Leibnitzian substantial identity, 

Margolis's concept of 'unicity' ensures the referential sameness 

of works, which is sufficient to gather various interpre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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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ions, translations, and transcriptions of a work under the 

same work. In artistic practice we can actually identify the same 

work through the change of properties and various, sometime 

deviant interpretations. Therefore, I argue that Margolis's view 

explains variations and accumulations of interpretation based on 

newly emergent perspectives better than realism. The realistic 

view, on the other hand, shows the absurdity in explaining 

time/future-oriented aesthetic properties related to art history 

and has the difficulty in discriminating inner and outer 

properties.

 The second subject concerns the relativistic multivalence in 

robust relativism. Critics of robust relativism insist that the 

problem of  incompatibility can be resolved in a couple of ways 

without relying on Margolis's solutions, and that incompatible 

interpretations are so rare in actual practices that it is not 

necessary to introduce truth-like values. But I argue that the 

problem of incompatible interpretations is neither to be resolved 

so easily nor trivial at all, and that any competent theory can be 

susceptible to the problem, particularly in today's circumstances 

of practice in which the intercultural appreciation of artistic 

objects is prevalent and we have accumulated so much 

information on various traditional cultural myths and knowledge 

of art history. Margolis's relativism intends not merely to 

indicate cultural relativity but to legitimatize a certain kind of 

method in approaching a wide range of cultural entities. The 

advantage of many valued logic is that it enables us to treat 

valid interpretational statements as a kind of truth assertions and 

assess them more strictly. 

 The third subject is related to philosophical views on history. 



218

Margolis rejects the Hegelian historic essentialism, and I think 

his view is more adequate in explaining actual practices than the 

essentialist one such as Danto's. Danto presents an interesting 

and insightful perspctive on art history and the nature of 

artworks. However, his theory corresponds best to Western art 

history and practice and I attend to the wider applicability and 

consistency of Margolis's theory, which is one of the important 

theoretical merits that his theory has. 

 After examining these controversies and defences, I deal with 

one additional discussion regarding Margolis's concept of 'cultural 

myth' and the matter of interpretational criteria related to the 

origin of work creation. For I notice that our focusing too much 

on emphasizing the flexibility and variability of meanings and 

properties of works in Margolis's theory have relatively made us 

neglect the issue of complicatedly working criteria of 

interpretation for the present. The concept of cultural myth can 

stand for the legitimation of relativistic approach towards cultural 

entities in Margolis's theory, and I believe that it is a proper 

concept effectively accounting for both of the stability and 

universal admissibility as well as the variability and multiplicity 

of interpretations. The matter of criteria associated with the 

work's origin has to do with such things as the consideration of 

author's intention, cultural and artistic contexts, and normative 

rules by consensus of any given community, historical 

significance unconsciously saturated into works by author's 

action etc. I examine this issue by discussing the matter of 

intention and moderate intentionalism theories. However, my goal 

is not to focus on intentionalism itself but to survey the 

contesting of those criteria, especially thos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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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ity-oriented ones widely supported in theoretical majority 

of singularism, moderate pluralism and realism. 

 The above discussion shows that two points deserve our 

attention. One is to survey the complex criteria of interpreting 

individual works mostly prevailed in recent theories and the 

dynamic contesting of those criteria through debates among the 

competitive theories. The other is to recognize another 

characteristic and comprehensive power of Margolis's theory. His 

theory  seems to pay principal attention to the nature of 

artwork, the method of interpretation of them and the variability 

due to historicity of reality, while  relatively it cannot help 

paying less attention to the establishing proper  criteria of 

interpretation of individual works in detail. But considering the 

concept of cultural myth as well as continuous changes and 

contests of various criteria, even there being contests among the 

most stable-seeming ones like authority-oriented ones widely 

admitted for the present theories, we can see the manifestation 

of criteria is difficult and at best provisional. I think Margolis's 

theory well explains the controversies, changes and comparative 

stability of criteria. With this, I argue that his theory has a 

characteristic of metatheory that embraces the problem of the 

validity and criteria of an individual work interpretation, while 

also confirming those bases on which other theories stand as 

well as their theoretical scope. 

 In conclusion I think the critical pluralist view based on 

Margolis's relativism can be presented as a competent theoretical 

model for interpretation of artwork, which is more persuasive 

and comprehensive than other theories and particularly 

appropriate in responding to a wide range of artistic practic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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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ous cultural occa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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