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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예술가의 의도가 예술작품의 해석에 얼마나, 혹은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분석적 미학의 영역에서 예술작품의 해석, 혹

은 비평과 관련하여 가장 첨예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주제 중 하나이

다. 어떤 학자들은 예술작품의 해석과 예술가의 실제 의도 사이에 불가

결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 반면, 다른 학자들은 예술작품의 해석과 예술

가의 실제 의도 사이에는 어떠한 논리적 필연성도 없다고 주장한다. 전

자를 ‘의도주의’, 후자를 ‘반의도주의’라고 부르는데, 양자는 주장

의 강도와 성격에 따라 다시 ‘강한 의도주의’, ‘반의도주의’, ‘온

건한 의도주의’, ‘가설의도주의’로 구분될 수 있다. 이 중 강한 의도

주의와 반의도주의는 전통적인 입장이며, 온건한 의도주의와 가설의도주

의는 전통적인 입장들의 논리적, 실제적 난점을 보완하여 최근에 제안된 

입장이다. 

  본고는 (1) 예술작품의 해석과 예술가의 의도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적 

미학의 영역에서 제기되어 온 논의들과 그 흐름을 면 히 검토하고, (2) 

이를 바탕으로 의도와 해석의 관계에 대한 보다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

안하는 것을 목표로 기획되었다. (1)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

법이 있을 수 있지만, 필자는 분석적 미학의 영역에서 이 논의들이 어떠

한 설명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다 정확하고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하

여, 각 논의들이 제시하고 있는 논변들을 분명하게 정리하고, 그 타당성

을 검토하는 것을 주요한 과제로 삼는다. 또한 필자는 앞에서 소개한 네 

입장들 중 필자에 의해 보완된 가설의도주의가 의도와 해석의 관계에 대

한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함으로써 (2)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고는 5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Ⅰ장에서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의도와 해석의 개념을 간략

하게 검토하고, 이어 본고에서 다루게 될 논의들의 지형도를 그린다. 이



- ii -

를 통해 우리는 앞으로 전개될 논의들의 성격과 상호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다음으로 Ⅱ장에서는 전통적인 논의인 반의도주의와 강한 의도주의의 

주장과 논변들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반의도주의의 논변은 크게 ‘의도

의 딜레마’, ‘동일성 논제 비판’, ‘존재론적 논변’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 논변들은 반의도주의의 근본적 입장을 비교적 견고하게 지지하

고 있지만, 만일 우리가 반의도주의를 해석 이론으로서 받아들인다고 했

을 때, 예술작품의 정체성과 맥락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

인 예술가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해석에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결함을 보인다. 한편 강한 의도주의의 논변은, 

만일 우리가 저자의 의도에 대한 관념을 포기한다면, 예술작품에 대한 

해석의 타당성을 논할 근거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예술작품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도 없다는 주장을 논증하기 위하여 구성된다. 그러나 이는 우

리의 실제 해석 관행과는 다소 동떨어진 독단적인 전제에 근거하고 있다

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어지는 Ⅲ장과 Ⅳ장에서는 후속 논의인 온

건한 의도주의와 가설의도주의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온건한 의도주의는 

작가의 의도가 성공적일 경우에만 작가의 의도와 작품의 해석이 서로 관

련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우리의 일상적 대화에서 일어

나는 해석과 예술작품에 대한 해석이 다를 바 없다는 관점에서 출발하는 

‘대화적 관심 논변’에 의해 근본적으로 지지된다. 필자는 이 논변이 

일상적 해석과 예술작품에 대한 해석의 유사점에 지나치게 주목한 나머

지, 양자의 차이점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설명

을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가설의도주의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가

설의도주의에 따르면, 우리는 어떤 예술작품을 해석할 때, 그것의 정체

성과 맥락에 영향을 미치는 예술가의 공적 정보를 활용하여 예술가의 의

도를 ‘가설적’으로 구성하고, 이를 예술작품의 의미로 귀속시킨다. 이

러한 해석 모델 역시 우리의 일상적 해석과 예술작품의 해석 사이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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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지점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를 바탕으로 구성된 것이다. 

그러나 가설의도주의는 또한 예술가의 ‘실제’ 의도를 담고 있다고 여

겨지는 어떠한 증거도 우리의 ‘가설’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주장

하는데, 이는 가설의도주의가 일상적 해석과 예술작품의 해석 사이의 공

통점뿐만 아니라 양자 간의 중요한 차이점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필자가 온건한 의도주의보다 가설의도주의를 지지하는 주요한 이

유들 중의 하나이다. 덧붙여 필자는 가치최대화 이론을 통해 가설의도주

의를 보완함으로써, 의도와 해석의 관계에 대한 더 발전된 설명을 제공

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온건한 의도주의와 가설의도주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우리가 온건한 의도주의보다 가설의도주의를 선택해

야 한다는 필자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더욱 명확하게 상술할 것이다. 

주요어: 의도, 해석, 비평, 비평철학, 의도주의, 가설의도주의, 레빈슨

학  번: 2009-22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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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우리는 종종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난해한 예

술작품들과 대면할 때, 예술작품 자체에 대한 관찰과 숙고를 멈추고 예

술가가 작품을 통해 실제로 의도한 바가 무엇이었는지 그에게 직접 물어

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곤 한다. 그렇다면 만일 우리가 그러한 충동에 따

라 예술가가 실제로 의도한 바를 알아내고, 이를 통해 그의 작품을 해석

해 낸다면, 그 결과는 과연 그 작품의 타당한 의미일까? 물론 개별 사례

들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겠지만, 이러한 해석적 접근이 원칙

적으로 올바르다고 믿는 입장을 ‘의도주의’라고 한다. 

  반면, 의도주의는 적절한 해석적 태도가 아니라는 입장이 있다. 이

를 ‘반의도주의’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입장을 고수하는 학자들은 우

리가 어떤 예술작품을 전문적이고 학술적으로 해석하고자 할 때, 위와 

같은 ‘충동’에 따라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즉, 반의도주의적 입장에 

서 있는 학자들은 예술가의 실제 의도를 해석에서 배제하는 대신, 작품 

자체가 지닌 내적 증거, 작품과 관련된 해석적 관습(interpretive 

conventions), 그리고 작품을 둘러 싼 맥락적 증거 등 우리가 적어도 공

적,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증거들을 통해 작품을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비평의 영역에서라면 의도와 해석의 문제는 그다지 심각하게 

여겨져야 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의도주의와 반의도주의는 실제 비

평에서 각각 전기주의 비평과 내재주의(혹은 형식주의) 비평으로 나타나

는데, 비평가는 둘 중 자신이 선호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심지어 

둘 다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평적 접근법들과는 달리, 

철학적 관점으로서 의도주의와 반의도주의는 예술가의 의도와 예술작품

의 해석의 본질에 대한 규명을 둘러싸고 보다 첨예한 대립을 보인다.1) 

1) 물론 의도주의와 반의도주의는 우리의 실제 비평적 관행에 대한 성찰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비평과 비평철학이 구분되어야 하는 것처럼, 비평적 접근법인 전기주의 및 내
재주의(형식주의)와 철학적 입장인 의도주의 및 반의도주의는 서로 구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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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는 분석적 미학의 영역에서 의도와 해석의 문제를 둘러싸고 제

기되어 온 논의들과 그 흐름을 면 히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도와 

해석의 관계에 대한 보다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안하기 위하여 기획되었

다.2) 

  위에서 설명한 의도주의와 반의도주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양

자는 주장의 성격과 강도에 따라 크게 네 가지 입장으로 세분화될 수 있

다. 먼저 전통적인 입장으로서 강한 의도주의와 반의도주의가 있다. 강

한 의도주의는 예술작품의 타당한 의미가 곧 예술가가 실제로 의도한 바

와 같다는 입장이다. 반면 반의도주의는 예술작품이 예술가와는 분리된 

자율적인 실체로서, 예술작품은 그것 자체가 가진 속성과 그것에 적용되

는 해석적 관습들을 통해서 자족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한 의도주의와 반의도주의는 각각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판에 직

면한다. 먼저, 예술가의 의도는 항상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예술작품을 해석하기 위하여 항상 예술가의 의도를 추적하

는 것은 우리가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강한 

의도주의는 우리의 실제 해석 관행과 거리가 있다. 반면 예술작품은 예

술가의 경험을 반영하는 실체이며, 예술가는 예술작품의 정체성과 그것

을 둘러 싼 예술사적 맥락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가 작품을 

타당하게 해석하기 위하여 예술작품의 정체성과 맥락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해석에 있어서 예술가와 예술작품을 완전

히 분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반의도주의적 입장 역시 

재고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두 입장을 논리적으로 모순됨 없이 절충하면서도 우리

2) 의도와 해석의 문제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서술될 수 있다. 가령, 의도주의
와 반의도주의가 해석 이론으로서 실제 비평의 영역에서 가지는 함의와, 이 이론들이 
해석에 적용된 사례들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서술할 수 있다. (이러한 서술 방식에 대
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라. 김진엽, 「토대론적 해석이론: 의도주의와 형식주
의」 , 『인문논총』 Vol. 37, 1997.) 그러나 필자는 이 문제를 둘러 싼 여러 입장들이 
분석적 미학의 영역에서 얼마나 설명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명확하고 공정하게 판단
하기 위하여, 각 입장들이 주장하는 바를 분명하게 정리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시되는 논변들의 특징과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을 가장 주요한 과제로 삼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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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제 해석 관행을 잘 설명해줄 수 있는 논의들이 필요할 것이다. 이

러한 필요에 의해 나타난 최근의 논의들이 바로 온건한 의도주의와 가설

의도주의이다. 온건한 의도주의는 예술작품에 대한 해석이 ‘근본적으

로’ 예술가의 의도를 추적하는 작업이라는 원칙, 혹은 ‘이상’을 고수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강한 의도주의와 일치한다. 다만 온건한 의도주의

는 강한 의도주의의 주장이 실제 해석 관행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예술가의 의도가 없거나 실패한 예술작품들과 같이 우리가 실

제로 의도주의적 해석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술가의 의도가 아닌 

다른 요소들을 통해 예술작품의 타당한 의미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한

다. 즉, 온건한 의도주의에 따르면, ‘성공적으로 구현된’ 예술가의 의

도만이 예술작품의 해석과 관련된다. 

  그러나 필자는 온건한 의도주의가 해석과 의도의 관계에 대하여 적

절한 설명을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한

다. (1) 먼저 온건한 의도주의는 일상적 발화와 예술작품에 동일한 해석

적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의도주의의 해석적 이상을 옹

호하지만, 이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변은 잘못된 유비추리에 근거하

고 있다. (2) 또한 온건한 의도주의는 ‘성공적으로 구현된’ 예술가의 

의도만이 해석과 관련된다고 주장함으로서 또 다른 논리적 난점을 발생

시키며, (3) 심지어 의도주의의 해석적 ‘이상’과도 멀어지게 된다.  

  다음으로 가설의도주의란 우리가 예술작품을 해석하고자 할 때, 예

술가가 가졌을 법한 의도에 대하여 ‘적절한 감상자’의 입장에서 ‘최

선의 가설’을 구성하여, 그것을 예술작품의 타당한 의미로 귀속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설의도주의에 따르면, 이러한 과정은 공적 증거인 

해석적 관습과 맥락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예술

가의 ‘실제 의도’는 우리의 ‘가설’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가설의도주의가 주목하는 지점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예술작품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예술작품의 정체성과 그것을 둘러 싼 맥락을 구성하

는 한 요소인 ‘예술가’를 완전히 배제시킬 수 없다. 그러나 공적, 사

회적 산물인 예술작품의 의미가 예술가의 실제 의도에 의하여 제한된다



- 4 -

는 것 역시 우리의 해석 관행과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가설의도주의는 

해석과 실제 의도를 관련시켰을 때 발생하는 논리적, 실제적 난점들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피할 수 있는 타당한 해석 모델

을 제공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현재 가설의도주의적 입장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시하고 

있는 학자는 레빈슨(Jerrold Levinson)이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는 레빈

슨이 제안하는 가설의도주의 역시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레빈슨은 

일상적 발화와 예술작품에 서로 다른 해석적 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것에 근거한 논변을 펼치면서도, 왜 그래야 하는지, 그리고 

그 규칙들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하여 타당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가치최대화 이론’이 가설의도주의에 정합적으로 수

용될 수 있는 지점을 보임으로써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의 최종 목적은, 가설의도주의가 필자가 제안하는 방식

으로 보완된다면 해석과 의도의 관계에 대한 최선의 설명을 제공할 수 

있음을 밝히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될 것이다. 

  먼저 Ⅰ장에서는 우리의 논의에 필요한 핵심적 개념인 ‘해석’과 

‘의도’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검토한 후, 의도주의 논쟁의 전

반적인 구도를 살필 것이다.

  이어서 Ⅱ장에서는 온건한 의도주의와 가설의도주의를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서 해석과 의도의 관계에 대한 전통적 논의에 해당하는 반

의도주의와 강한 의도주의의 논변들을 검토할 것이다. 온건한 의도주의

와 가설의도주의는 반의도주의와 강한 의도주의가 정초했던 근본 입장들

을 계승하고 있으며, 그 논변들 역시 전통적인 논의에서 제안되었던 논

변들을 정제하는 과정에서 도출되었다. 특히 온건한 의도주의와 가설의

도주의는 전통적인 논의에서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관점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려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따라서 이 장에서의 논의를 

통해 온건한 의도주의와 가설의도주의 간의 논쟁에 등장하는 논변들의 

동기와 그 내용을 개괄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Ⅲ장과 Ⅳ장의 논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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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Ⅲ장에서는 온건한 의도주의의 논변들을 다룰 것이다. 온건한 의도

주의는 강한 의도주의에 제기되었던 비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

다. 그러나 필자는 그러한 시도가 강한 의도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논리

적 난점들을 극복하는데 성공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의도주의의 해석

적 원칙과도 상당히 멀어지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을 논증할 것이다. 

  다음으로 Ⅳ장에서는 가설의도주의가 제안하는 해석 모델을 자세히 

검토하여 그 장점을 부각시킨 후, 가설의도주의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

들을 보완할 것이다. 특히 가설의도주의가 가치최대화 이론을 정합적으

로 수용함으로써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해석과 의도에 관한 더 발

전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보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가설의도주의와 온건한 의도주의를 비교하

여 양자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힐 것이다. 가설의도주의와 온건한 

의도주의가 제안하는 해석 모델은 서로 상당히 유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양자 사이에는 결정적인 쟁점들이 있다. 필자는 이 쟁점들을 분

석하고, 각 쟁점들에 대한 필자의 입장을 밝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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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예비적 고찰

  본 장에서는 예술작품의 해석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술가의 의도

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 볼 것이다. 사실 해석의 정의와 그

것의 지향점에 대해서도 만만치 않은 논쟁이 있어왔다. 본고에서 이 논

쟁을 모두 다루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본고의 논의에 꼭 필요한 개념적 합의를 제시하는 것은 가능하

다. 또한 ‘의도’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술작품의 해석에 있어서 의도 

개념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다.  

 다음으로 해석에 있어서 의도의 역할과 관련된 논쟁의 전체적인 구

도를 조망할 것이다. 각 논의들이 어떠한 입장에 근거하고 있는지, 그리

고 관련된 논의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는지에 대한 개요를 그

리는 것은 본고에서 다룰 논의들의 배경과 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1. 해석과 의도

 

  해석과 의도 각각의 개념에 관해서 보다 복잡하고 전문적인 논의가 

가능할 수 있겠으나, 본고에서는 두 개념을 일반적인 사용에서 크게 벗

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다루고 있다. 다음의 기본적 설명에 대한 동의

만 가능하다면 본고의 논의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해석이란 비평적 진술의 일종이다. 예술작품에 대한 비평적 진술의 

구분은 학자마다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로 기술(description), 해석

(interpretation), 평가(evaluation)의 구분에 바탕을 두고 있다.3) 기술은 예

술작품 자체에서 발견될 수 있는 속성들을 있는 그대로 서술한 것이다. 

3) M. C. Beardsley. Aesthetics, problems in the philosophy of criticism, Indianapolis : 
Hackett Pub. Co. (1981)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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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부분의 기술은 작품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는(informed) 감

상자라면 동의할 수 있는 진술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반 고흐

의 그림 『구두』에는 목이 높은 신발 두 켤레가 그려져 있는데, 왼쪽의 

신발은 뒤집어져 있다’는 진술은 기술에 해당한다. 

  한편 해석은 간단히 말해서 ‘작품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밝히는 

작업’이다. 특히 해석은 우리가 작품을 일차적으로 대면했을 때는 제대

로 파악할 수 없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밝혀내는 것을 목표로 착수된

다. 해석을 통해 산출되는 진술은 대개 그 작품이나 요소의 의미

(meaning)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구두』에 대해서, “낡은 구두 한 

쪽이 뒤집어져 있는 것은 농부의 고된 일상을 의미한다”고 말하는 진술

은 해석에 해당하며, 이 진술은 그 작품의 의미(주제)의 일부이다.

  마지막으로 평가란, 규범적 진술(normative statement)로서 예술작품 

그 자체, 혹은 그것의 여러 속성들에 대한 가치판단을 내포하는 진술이

다.4) 평가에는 어떤 예술작품이 좋거나 나쁘다는 진술, 아름다움이나 추

함을 그것에 귀속시키는 진술, 그 대상을 추구해야 한다거나 피해야 한

다고 권고하는 진술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고흐의 『구두』는 일

상의 고됨을 감상에 치우치지 않고 담담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감동적

이다,’ ‘제임스 조이스의 소설들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꼭 읽어보아야 

한다’는 등의 진술들은 평가에 해당한다.5)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해석은 기술을 통해 드러나는 작품의 객관

적 속성들을 바탕으로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밝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엄 한 의미의 해석은 평가와는 달리 명백한 가치 판단을 

포함하지 않는다.

  우리는 일상적 상황에서도 어떤 대상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을 때 

해석을 수행한다. 예컨대, 우리가 서로 일상적으로 나누는 인사말들은 

4) M. C. Beardsley (1981), p.9
5) 평가는 일반적으로 기술이나 해석을 근거로 한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평가가 반드시 

논리적으로 해석을 동반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어떤 평가는 작품의 의
미를 근거로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작품에 반영된 예술가의 기술
(technic)에 대한 평가는 작품의 의미와 무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N. Carroll, On 
Criticism, Routledge (2009) p.128-129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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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동료와 심하게 다툰 후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1년이 지났는데, 어

느 날 아침 그가 갑자기 나에게 인사를 건네 온다면, 그의 말이나 행위

는 해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예술작품에 대한 해석이란 예

술작품 내의 관련된 요소들이 “해석자나 감상자에게 즉각적으로 명확하

지 않음”을 상정한다.6) 또한 해석의 목표는 그러한 요소들이 발화 행위

나 예술작품의 의미 산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다.7) 특

히 예술작품에 대한 비평적 해석의 목적은 작품에 대한 관객의 이해를 

돕고 그들의 감상 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있다.8)

  한편 의도(intention)란 행위자의 욕구와 믿음, 그리고 그러한 행위

에 대한 자각으로 구성된다.9) 즉 누군가 x를 의도한다는 것은, 그가 x를 

하고자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고, 그가 x를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음을 뜻

한다. 덧붙여 의도가 행위를 통해 구현된다고 할 때, 행위자는 스스로 x

를 행위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이 개념을 예술 행위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즉 어

떤 작가가 텍스트 t를 의도적으로 제작한다는 것은, 그가 “그렇게 하기

를 원하고 있으며, 스스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와중에 

그 텍스트를 제작하는 것”10)이다. 또한 그는 t를 통해 자신의 의도가 

작품의 의미로 구현되어 전달될 수 있음을 믿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비

어즐리는 만일 어떤 몽유병자가 무의식중에 시를 썼다면, 그 행위에는 

의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11)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시가 의

6) “해석은 예술작품 안의 요소나 요소들의 결합이 드러나 있는 모습이 해석자나 관객
에게 즉각적으로 명확하지 않을 때, 이를 설명하는 가설이다.” N. Carroll, On 
Criticism, p.117

7) 캐롤은 더 나아가 해석이 “각 요소들이 작품 전체를 아우르는 의미/의의를 밝혀 한 
예술작품의 통일성을 드러냄으로써 평가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N. Carroll, On 
Criticism, p.120) 

8) N. Carroll (2009), p.118
9) M. C. Beardsley. "Intentions and Interpretations: A Fallacy Revived", The Aesthetic 

Point of View, edited by Michael J. Wreen and Donald M. Callen. Ithaca, N.Y : 
Cornell University Press (1982) p.203

10) Ibid., pp.189-190
11) Ibid., p.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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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2. 의도와 관련된 논의들

  분석적 미학에서 제기되어온 의도와 해석의 관계에 대한 입장들은 

보다 전통적이고 강한 논조를 띠는 강한 의도주의(Strong intentionalism)

와 반의도주의(anti-intentionalism), 그리고 보다 최근의 입장인 온건한 

의도주의(moderate intentionalism)와 가설의도주의(hypothetical 

intentionalism)로 구분될 수 있다.

  이 네 입장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포괄적인 의미에서 의도주의와 

반의도주의란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보자.

  의도주의12)란 예술작품의 의미가 예술가의 실제 의도에 의해 (전적

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거나 관련이 있다는 입장을 말한

다. 다시 말해서, 의도주의자는 예술작품에 대한 해석이란, 곧 예술가의 

의도를 추적하는 작업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반의도주의는 말 그대로 의도주의가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즉, 예술작품의 의미와 예술가의 실제 의도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련이 

없으며, 따라서 예술작품의 의미는 예술가의 실제 의도가 아니라, 작품 

12) 의도주의는 ‘실제의도주의(actual intentionalism)’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실제의도주
의란, 예술가의 ‘실제 의도’가 예술작품의 해석과 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입장으
로서, 의도주의의 근본 입장을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주는 명칭일 뿐, 의도주의와 실
제의도주의는 사실상 동일하다. 다만 앞으로 소개될 가설의도주의가 의도주의의 범주
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이론가들은, 의도주의의 범주 내에서 가설의도주의와 ‘진짜’ 
의도주의를 구분하기 위하여 실제의도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가설의도주의는 그 명칭 때문에 일견 의도주의의 일종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그러
나 가설의도주의는 예술가의 실제 의도가 작품의 해석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따라서 ‘가설의도주의’라는 명칭이 과연 그 이론에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필자는 가설의도주의가 의도주의보다 오히려 반의도주
의, 혹은 ‘반-실제의도주의(anti-actual intentionalism)에 가깝다고 본다.  (이러한 관
점에 대해서는 4장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즉, 필자는 실제의도주의가 아닌 입
장, 즉 가설의도주의를 의도주의의 범주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필
자의 논의에서는 ‘의도주의’와 ‘실제의도주의’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

     요컨대 앞으로 본고에서 기술되는 ‘의도주의’는 모두 ‘실제의도주의’이며, 가
설의도주의는 ‘실제의도주의’가 아니고, 따라서 의도주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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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체, 그 작품과 관련된 여러 해석적 관습들, 작품을 둘러 싼 맥락 

등의 요소들을 통해 결정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반의도주의자는 예술

작품의 해석이란 예술가가 무엇을 의도했는지가 아니라, 예술작품에 무

엇이 구현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의도주의와 반의도주의는 우리의 해석 관행에 존재하는 상반되는 

직관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제안되었다. 먼저, 예술작품은 예술가로부터 

나왔으며, 예술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을 담고 있는 매체라는 직관이 

있다. 우리는 지나치게 난해한 소설을 읽는 어떤 독자가, ‘도대체 작가

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라며 불평하는 모습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도저히 무엇을 재현하고 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추상회화를 

보는 관객들은 “도대체 작가가 이 그림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라고 자문하기도 한다.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는 종종 “작가

는 이 곡을 작곡하면서 어떤 감정을 품고 있었을까?”라고 묻기도 한다. 

의도주의는 이러한 직관과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수립된 입장이다. 

  반면 예술작품은 공적으로 제시되는 순간 예술가로부터 얼마간 떨

어져서 독자적인 역사를 구성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것은 예술가의 구

상이나 계획을 뛰어넘는, 혹은 그의 구상이나 계획보다 뒤떨어지는 의미

나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직관도 있다. 가령 극작가 헨릭 입센의 1879

년 작 『인형의 집』은 사실주의적인 산문체로 쓰인 최초의 희곡으로서 

문학사에 큰 족적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페미니즘 운동

을 일으킨 중요한 계기로 평가된다. 이 희곡의 주인공 ‘노라’는 말 그

대로 ‘인형’처럼 남편에게 종속된 삶을 살고 있었으나, 남편과의 불화

를 계기로 인형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서 살기 위하여 ‘인형의 집’을 

뛰쳐나온다. 당시에 이 작품은 가정을 파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

유로 한동안 연극으로 공연되지 못했을 정도로 심한 반발에 직면했다. 

그러나 이 후 이 작품은 대중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이를 

계기로 노르웨이에 처음으로 여성단체가 창설되는 등, 『인형의 집』은 

페미니즘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즉, 이 희곡의 주인공 노라는 

페미니즘 운동의 선구자로, 또한 그녀의 대사는 페미니즘적 함의를 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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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헨릭 입센이 이 희곡을 페미니즘적 관점

을 가지고 창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 역시 문학사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부분의 비평가와 문학이론가들은 『인

형의 집』의 타당한 해석과 페미니즘을 관련짓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작품을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해석했을 때, 우리가 이 작품

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예술적, 인지적 보상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반

의도주의는 우리의 해석 관행 내에 존재하는 이러한 종류의 현상들과 직

관을 잘 설명해준다.

  이렇게 각 입장들을 지지하는 현상들과 직관이 우리 관행 내에 분

명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은, 의도와 해석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둘러싸고 

분석 미학 내에서 오랫동안 첨예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반의도주의와 의도주의는 주장의 성격과 강도

에 따라 (강한) 반의도주의, 강한 의도주의, 가설의도주의, 온건한 의도주

의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 네 입장은 해석과 의도의 관계에 대한 두 극

단적인 입장 사이에 존재하는 일종의 연속체(continuum) 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가령 가장 극단적인 반의도주의자는, 예술작품이란 탄생하는 

순간 작가와는 완전히 독립되는 공적 실체로서, 그것의 해석에는 작가의 

사적 진술은 물론이고 작가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참고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할 것이다. 반면 가장 극단적인 의도주의자라면, 예술작품이란 작가

의 정신과 경험을 드러내는 창구로서, 예술작품에 무엇이 구현되었건 간

에 그것의 의미는 작가의 실제 의도와 완전히 동일시되어야 한다고 주장

할 것이다. 

  물론 (전통적인) 반의도주의자인 비어즐리와 (전통적인) 의도주의자

인 허쉬의 입장이 이러한 극단적 주장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비어즐

리는 우리가 어떤 작품을 해석할 때 저자의 사적 진술을 분명히 배제해

야만 하지만, 그러한 사적 진술과 공적인 증거들 사이에는 명확히 경계

를 구분할 수 없는 ‘제 3의 증거’가 있으며, 이것이 작품의 비평에 사

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13) 또한 허쉬가 염두에 두고 있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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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자체는 극단적 의도주의에 가깝지만, 그는 실제 비평에 있어서 의

미와 의도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14)

  그렇다면 비어즐리와 허쉬의 전통적 입장은 왜 문제가 될까? 계속

해서 살펴보겠지만, 비어즐리의 반의도주의와 허쉬의 강한 의도주의를 

의도와 해석의 관계에 대한 단일하고 구체적인 이론으로서 정리했을 때, 

필자가 앞에서 그들이 ‘인정한다’고 표현했던 진술들은 그들의 설명 

내에서 논리적으로 일관적으로 주장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즉 비어즐

리와 허쉬는 각자의 관점에서 해석이 지향해야 할 바에 대한 분명한 이

상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 이상이 실제 예술계의 해석적 관행과 어떻게 

부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설명을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했다는 것이 필자

의 시각이다. 만일 그러한 설명이 제공될 수 있다면.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해석적 이상이 과연 타당한 논변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검증해보아

야 할 것이다.

  후속 논의들인 온건한 의도주의와 가설의도주의는 바로 그러한 설

명을 제공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즉, 온건한 의도주의와 가설의도주의는 

반의도주의와 의도주의가 기초하고 있는 상반된 직관과 현상들이 우리의 

해석 관행에 엄연히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직관과 현상

들을 함께 반영할 수 있는 설명을 제시하려고 시도한다. 가령 온건한 의

도주의는 예술작품의 의미가 작가의 실제 의도와 접하게 관련된다는 

관점을 고수하면서도, 작가의 의도가 작품에 성공적으로 구현되지 않았

을 경우, 작품의 의미는 작품의 다른 내·외적 증거를 통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반의도주의의 직관을 수용하고자 한다. 한편 

가설의도주의는 예술작품이란 공적 실체로서 예술가의 실제 의도에 의해 

그것의 의미가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지만, 예술작품의 

정체성과 그것을 둘러 싼 예술사적 맥락을 구성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예술가의 존재가 해석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

고,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해석 관행을 가장 잘 설명해줄 수 있다고 

13) Wimsatt Jr., W. K & Beardsley, M. C. "The Intentional Fallacy", The Sewanee 
Review (1946), pp.477-478

14) E. D. Hirsch, Validity in Interpretation, New Haven: Yale Univ. Press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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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겨지는 해석 모델을 구성한다. 특히 가설의도주의는 예술작품의 해석

이 우리의 일상적 대화와 유사한 형식을 가진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를 

해석 모델에 반영함으로써 의도주의를 수용하지만, 예술작품에 대한 해

석과 일상적 발화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른 해석적 규칙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예술가의 실제 의도는 우리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

장함으로써 반의도주의의 해석적 원칙을 유지한다.

  정리해보자. (포괄적 개념으로서) 의도주의와 반의도주의는 양자가 

기초하는 직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다. 

  의도주의의 직관 : 예술작품은 예술가의 정신을 반영하는 산물로서, 

예술작품과 예술가의 삶은 분리될 수 없다.

  반의도주의의 직관 : 예술작품은 탄생하는 순간부터 예술가와는 분

리되어 공적, 자율적 실체로 존재한다.

  이러한 직관의 차이는 다음과 같은 해석적 원칙으로 이어진다.

  의도주의의 해석적 원칙 : 예술작품의 의미는 예술가로부터 전달되

어 오는 것이므로, 예술작품의 해석은 예술가의 의도를 추적하는 과정이

어야만 한다.

  반의도주의의 해석적 원칙 : 예술작품은 공적인 관습과 규칙들(가령 

문법이나 의미론적/구문론적 규칙들)에 의해 해석되어야 하며, 예술가의 

실제 의도는 예술작품에 구현된 의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또한 의도주의와 반의도주의는 실제 비평적 적용에 있어서, 작품의 

타당한 의미가 무엇을 통해 결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입장의 차이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다. 

 강한 의도주의 : 오직 예술가가 실제로 의도한 바와 일치하는 의미

만이 그 작품의 진정한 의미이다.

 반의도주의 : 예술가의 실제 의도는 작품의 의미를 결정하는데 영향

을 미치지 못하며, 예술작품 그 자체의 증거와 그 작품에 적용되는 공적 

관습만으로 작품의 의미를 결정해야 한다.

 온건한 의도주의 : 원칙적으로 해석은 예술가의 실제 의도를 추적하

는 작업이지만,  만일 예술가의 실제 의도가 성공적으로 실현되지 못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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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예술작품 그 자체의 증거, 예술작품이 창조된 맥락, 그 작품에 적

용되는 공적 관습 등을 통해 그것의 의미를 결정할 수 있다.

 가설의도주의 : 예술작품의 의미는, 그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 관객의 입장에서 작가의 의도일 법한 의미에 대해 세운 가설들 중 

가장 정당화된 가설이다. 이 때 이 가설이 작가의 실제 의도와 일치하는

지 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이러한 구분을 바탕으로 각 입장들의 주장과 그

에 대한 논변을 밝히고 그 타당성을 검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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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해석과 의도의 관계에 대한 전통적 논의

  영미 분석 미학의 전통에서, 해석과 의도의 관계에 대한 논쟁은 

1946년에 비어즐리와 윔샛이 발표한 논문인 “Intentional Fallacy”를 통

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비어즐리와 윔샛은 이 논문에서 저자의 실제 

삶에 대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그의 작품을 해석하고자 하는 전기(傳記) 

비평을 비판한다.15) 그들은 문학작품이 비평가의 것도, 작가의 것도 아

니라, 공적 영역(the public)에 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문학작품은 

탄생하는 순간에서부터 작가를 떠나, 그가 작품에 대하여 의도하는 힘, 

혹은 그것을 통제하는 힘이 미치지 못하는 세계에 속하게 된다는 것이

다. 왜냐하면 문학작품이란 사회적 산물인 언어를 통해 구현될 뿐만 아

니라, 그것 자체가 사회 안에서 성립되기 때문이다. 문학작품은 작가 개

인에 의해서 얼마든지 창조될 수 있지만, 그것이 감상되고 해석되는 과

정은 사회의 제도 내에서 작동된다. 따라서 저자의 삶이나 그의 심적 상

태(의도)를 통해 그의 작품의 의미를 알아낼 수 있다고 상정하는 전기 

비평은 문학 작품의 의미와 저자의 삶, 혹은 저자의 의도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의도주의의 오류’라는 것이 비어

즐리와 윔샛의 주장이다. 

  대륙의 철학적 해석학을 문예비평의 영역에 적용했던 미국의 문예

비평가 허쉬(E. D. Hirsch)는 의도주의가 일종의 논리적 오류라는 주장 

대하여 반론을 제기했던 대표적인 의도주의 이론가였다. 그의 해석 이론

이 지향하는 가장 주요한 목표는 해석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

이었다. 허쉬는 객관적인 해석, 타당한 해석의 유일한 토대가 될 수 있

는 것은 작품이 어떠한 의미를 갖도록 의도하는 저자의 의지라고 생각했

으며, 따라서 작가의 의도 개념을 포기하는 신비평의 반의도주의적 해석

으로는 해석의 객관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16) 

15) Wimsatt Jr., W. K & Beardsley, M. C. "The Intentional Fallacy", The Sewanee 
Review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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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안으로 허쉬는 작가의 실제 의도와 일치하는 의미만이 작품의 타당

한 의미라고 주장하는 ‘강한 의도주의’를 채택한다.

  본고는 보다 최근의 논의인 온건한 의도주의와 가설의도주의를 보

다 면 하게 탐구하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선 반

의도주의와 강한 의도주의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온건한 의

도주의와 가설의도주의는 반의도주의와 강한 의도주의가 정초했던 해석

과 의도에 대한 근본 입장들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있으며, 온건한 의

도주의와 가설의도주의의 지지자들이 각각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하여 제

시하고 있는 논변들 역시 비어즐리와 허쉬가 제안했던 논변들을 비판하

고 정제하는 과정에서 도출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온건한 의도주의와 가

설의도주의는 반의도주의와 강한 의도주의가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 여겼

던 관점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려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해석과 의도의 관계에 대한 전통적 논의에 해

당하는 반의도주의와 강한 의도주의의 이론적 배경과 논변들을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통해 반의도주의와 강한 의도주의에서 어떠한 점이 최근의 

논의로 계승되었는지, 그리고 이어지는 논의에서는 어떠한 점을 보완해

야 하는지 밝혀질 것이다.

1. 반의도주의 논변의 비판적 검토

  우리가 ‘반의도주의’라고 부르는 입장은 신비평 이론과 비어즐리

의 비평철학이 포함하고 있는 문예 비평 전반에 대한 논의들 중에서 의

도주의에 대한 반대 주장, 반대 논변들만을 추출하여 정리한 것이다. 따

라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전통적 반의도주의 입장은 의도주의에 대한 반

대에 그친다는 한계를 가진다. 즉, 의도주의가 해석에 대한 보편적 이론

으로서 명확한 경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의도주의에 대항하기 

위하여 추출된 개념으로서의 반의도주의는 해석의 본성에 대한 설득력 

16) E. D. Hirsch, Validity in Interpretation, New Haven: Yale Univ. Press (1967). p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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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설명을 포함하기보다는, 의도주의가 성립할 수 없음을 밝히는 방향

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독자적 해석 이론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반의도주의와 의도주의의 단순 비교가 공정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필자가 보기에 이것은 반의

도주의가 ‘온건한 반의도주의’가 아니라 가설의도주의로 계승된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그러나 반의도주의적 관점을 단순히 반대 주장이나 반대 논변으로

서만 다루는 것 역시 부당한 일일 것이다. 왜냐하면 비어즐리와 신비평

가들이 무작정 예술작품의 해석에 관한 의도주의적 입장이 틀렸다는 것

을 보이는데 주력했던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들은 해석이 작가에 

대한 전기적 정보가 아닌, 작품의 내적 증거, 그것에 적용되는 해석적 

관습, 그것이 창조되었던 맥락을 고려하여, 작품 그 자체에 대한 엄 한 

분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17) 해석과 의도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다룰 때 우리는 이러한 관점을 편의상 통틀어서 ‘반의도주의’

라고 지칭하지만, 사실 경우에 따라 (관련된 해석적 관습을 통해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습주의’, (작품을 둘러싼 맥락을 파악함으로써 

작품의 의미를 알아낼 수 있다는) ‘맥락주의’, 혹은 (작품 그 자체가 

가진 속성들을 면 히 분석함으로써 그 작품을 해석해 낼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는) ‘내재주의’라고 지칭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반의도주의적 입장은 이 세 가지 관점을 동시에 포함한다.

1.1. 반의도주의의 이론적 배경

  분석적 미학에서 제기되어온 반의도주의적 입장은 역사적으로 영미 

신비평 운동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신비평(New Criticism)이란 1920년

대에 태동하여 1940~1950년대에 본격적으로 영미 문학계에서 큰 영향력

17) A. Jefferson and D. Robey, Modern literary theory : a comparative introduction, 
London: B.T. Batsford (1986), 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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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휘했던 문학 이론과 비평의 한 경향을 말한다.18) 이들은 대체로 문

학 텍스트를 다른 종류의 언어적 진술들과 이론적으로 구분하고, 작가나 

역사적 맥락과는 분리되는, 별개의 대상으로 다루고자 했다.19) 

  이와 같은 주장은 19세기에서 20세기 초반까지 문학 연구 및 문학 

비평에 있어서 지배적인 경향이었던 ‘역사·전기적’ 비평에 대한 반발

로부터 발생했다. 그 당시에는 저자의 실제 삶과 저자가 살았던 시대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의 작품을 해석할 수 있다는  믿음이 만연하고 있었

다. 당시의 해석자들은 문학작품을 해석하기 위하여 텍스트 그 자체보다 

저자의 일기나 개인적인 편지, 에세이 등에 대한 연구에 더 집중하기도 

했다. 

  그러나 비어즐리와 윔샛에 따르면, 비평가가 작품을 해석하기 위하

여 예술가의 의도에 의존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사건의 귀결이 어

떠할지를 알기 위하여 신전에 찾아가서 신탁을 구하는 행위와 마찬가지

로 비합리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다.20) 즉, 자신의 작품에 대한 예술가

의 자기반성적 진술이 이미 작품에 구현된 의미를 좌우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신비평 이론가들은 작품을 쓸 당시 작가의 심적 상태, 즉 그가 

그 당시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의도)이 무엇

이었는지를 연구하는 것은 작가에 대한 전기적 연구나 문학사적 연구에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의 작품을 해석하는데 요구되는 과정은 아

니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비평가는 전기적·역사적 연구에서 벗어나 

‘텍스트 그 자체’에 대한 연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신비평 이

론가들은 비평가가 저자의 의도에 대한 호소가 아니라, 텍스트의 모든 

형식적 요소와 문학 언어의 특성을 자세하게 분석하는 ‘꼼꼼한 읽기

(close reading)’의 원칙을 지킴으로써 작품의 적절한 의미를 밝힐 수 

있다고 주장한다.21) 

18) 이 경향을 공유하는 대표적 이론가로는 리처즈(I. A. Richards), 엘리엇(T. S. Eliot), 
랜섬(John Crowe Ransom), 윔샛(W. K. Wimsatt), 브룩스(Cleanth Brooks), 테이트(Allen 
Tate) 등이 꼽힌다. 

19) A. Jefferson and D. Robey (1986) p.73
20) Wimsatt Jr., W. K & Beardsley, M. C. "The Intentional Fallacy", The Sewanee 

Review (1946), p.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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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다면 어

떻게 할 것인가?’ 전기적 해석에 익숙해진 의도주의 비평가들은 이러한 

의문을 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신비평의 답변은, 원래 그 작품의 의미

가 애매모호하거나, 혹은 작품 자체가 결함을 가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

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의미는 모호한 채로 남겨질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술가

가 모호한 의미를 구현하고자 의도했기 때문일 수 있고, 혹은 그렇게 의

도하지 않았으나 작가의 실력 미숙으로 그 작품이 제대로 완성되지 못했

기 때문일 수도 있다. 많은 시 구절들이 그러하다. ‘명확한 의미를 가

짐’, ‘즉시 이해될 수 있음’은 보통 시의 미덕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시인은 문학에서 통용되는 언어적 관습과 해석적 관행이 허용

하는 한도 내에서 일종의 ‘퍼즐’22)들을 시에 다수 포함시키려고 할 것

이며, 또한 이 퍼즐들은 그러한 한도 내에서 적당한 난이도를 가지고 있

어야 한다. 그러나 만일 이 퍼즐의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시인 자신만이 

풀 수 있다면, 공적으로 제시된 실체인 이 시를, ‘시인이 가지고 있는 

해답지를 빌려서 해석해야만 한다’고 말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이 시

의 확정된 의미는 사실상 없다’고 말해야 한다는 것이 신비평의 관점이

다.

  이러한 관점을 옹호하기 위하여 신비평가들이 내세우는 근거들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23)

  첫째, 의도란 개인의 심리상태로서, 우리가 예술가의 의도에 직접적

으로 접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가령 『햄릿』의 어떤 구절을 

해석하기 위하여 셰익스피어의 의도를 알아야 한다고 할지라도, 그에게 

21) A. Jefferson and D. Robey (1986), p.77
22) 예컨대, 비유, 상징, 인유(allusion), 알레고리, 반어 등이 이러한 퍼즐의 역할을 한다.
23) 이 세 가지 근거는 비어즐리와 윔샛이 “Intentional Fallacy”에서 주장한 내용과 다

음의 문헌들에서 요약하고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필자가 정리한 것이다. 다음을 참
고하라. Wimsatt Jr., W. K & Beardsley, M. C. "The Intentional Fallacy", The 
Sewanee Review (1946), J. Stolnitz, Aesthetics and philosophy of art criticism, Boston 
: Houghton Mifflin, (1960) (역서: 제롬 스톨니쯔, 오병남 역, 『미학과 비평철학』, 이
론과 실천 (1991), p.456), 로이스 타이슨 , 윤동구 역, 『비평이론의 모든 것』, 앨피 
(2012). pp.297-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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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물어보거나 그가 자신의 의도를 밝혀둔 기술을 발견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그의 의도를 알 수는 없다. 게다가 예술가의 의도는 고정되어 있

기보다는 작품을 제작하는 내내 끊임없이 수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명시적인 하나의 의도가 존재한다기 보다는 서로 다른 여러 고려들이 복

합적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예술가 스스로 자신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둘째, 설령 우리가 작품의 의미에 대한 작가의 직접적 진술을 듣거

나, 혹은 그의 의도를 밝힌 메모를 발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그가 의미하고자 한 것’이지, ‘그

가 작품에서 최종적으로 성취한 것’은 아니다. 작가의 의도나 구상은 

언제나 완벽히 구현되는 것이 아니며, 실패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작가의 의도나 구상이 불완전하게 반영되었거나, 혹은 실패했다

고 해서, 우리가 그의 작품을 해석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어떤 

서투른 소설가가 공포 소설을 의도하고 소설을 썼으나 그 결과물은 상당

히 그럴듯한 블랙코미디로 읽힐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작가의 실제 의

도나 구상에 대한 사적인 정보들이 작품의 의미와 필연적인 관계에 있다

고 할 수 없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요리의 맛을 판별할 때, 요리사에게 그 

요리에 어떠한 맛을 구현하고자 의도했는지 물어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요리를 직접 맛보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수프의 맛이 시큼한

지, 달콤한지, 매콤한지를 판단하는 것(해석), 혹은 그것이 맛있는지, 맛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평가) 둘 다에 있어서, 그 요리를 만든 요리사의 

고백을 듣는 것보다, 그 요리 자체를 우리가 맛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셋째, 더 나아가 텍스트에 구현된 의미는 저자가 의도했던 의미보다 

더 유의미하고 풍요로우며 복잡할 수 있다. 작품은 저자가 미처 의도하

지 않은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 그것이 그 작품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저자가 의미하고자 한 바를 확인하고 그것을 통해 텍스

트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텍스트가 가진 더 풍부한 가치를 축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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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의도주의의 논변들은 이러한 근거들이 함축하고 있는 바를 확장

시키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1.2. 반의도주의의 논변들

  전통적인 반의도주의의 논변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

1.2.1. 의도의 딜레마

  반의도주의는 예술가가 어떤 예술적 행위들을 수행할 때 모종의 의

도를 갖는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지만, 그러한 의도가 과연 예술작품의 

해석에 필수적인 지침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제기한다. 물론 의도주의의 

지지자들은 의도가 해석에 필수적인 지침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렇

게 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예술가의 의도에 인식적으로 접근 가능해

야만 한다. 의도의 딜레마는 우리가 예술가의 의도에 인식적으로 접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혹여 접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방법으

로 알려진 어떤 것이 작품의 의미와 관련 있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보

여주기 위한 논변이다.  

  예술작품을 제작할 때, 예술가는 여러 종류의 의도나 목적을 가질 

수 있다. 예컨대 그는 그 작품을 통해서 부와 명예를 얻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혹은, 어떤 조각가는 제작비를 절약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새로운 조각 작품에 황동 대신 석고를 사용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만일 예술가의 의도와 작품의 해석이 어떠한 관련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의도들과 이 작품의 의미를 관련지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의도주의자가 이 작품의 의미를 알아내기 위하여 고려해야 

하는 예술가의 의도는, 예술가가 이 작품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예술

적 의미에 대한 의도, 즉 ‘예술적 의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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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예술적 의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질 수 있는가? 예술가

가 작품을 이러저러하게 구현하고자 하는 욕구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구성된 의도는 예술가 개인에게 속한 심적 상태이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직접 들여다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예

술가의 심적 상태에 접근할 수 있는 직접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예술가의 ‘예술적 의도’는 추정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추정

을 위한 최선의, 혹은 유일한 증거는 예술적 의도가 구현된 대상인 예술

작품 그 자체이다.

  의도주의자는 이러한 ‘예술적 의도’를 작품의 해석에 참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작품을 통해서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고자 시도

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순환에 빠지게 된다.24) 

  만일 작품의 의미와 관련된 작가의 예술적 의도가 작품 그 자체를 

통해서만 파악될 수 있다면, 작가의 의도의 근거는 작품 그 자체에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의도주의자는 작가의 의도를 찾기 위해 작품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알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의도주의에 따르면 작품의 

의미는 작가의 의도에 의해 확정될 수 있으므로, 해석자는 작가가 의도

했던 의미를 찾기 위하여 다시 작품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되면 우

리는 작가의 의도와 작품의 의미 둘 다를 확정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

라, 작가의 의도가 성공적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어

떤 작품이 a라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을 때 의도주의자의 최선

의 답변은 ‘예술가가 a라고 의도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

술가가 a라고 의도했다는 사실은 그 작품이 a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사

실로부터 지지되므로, 우리는 그 a가 무엇인지와는 상관없이 예술가의 

의도가 성공적이라고 말해야만 한다. 따라서 의도주의적 해석은 불가피

한 악순환에 빠진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한 의도주의자의 최선의 답변은, 우리가 

예술작품이 아닌 다른 증거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올바른’ 예술가의 

의도에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

24) S. Trivedi. "An Epistemic Dilemma for Actual Intentionalism", BJA, 41:2 (2001). 
p.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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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예술가의 의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예술작품 그 자체에만 의존할 필

요가 없으므로 순환을 피할 수 있다. 가령 우리는 예술가의 인터뷰나 비

스러운 일기, 예술가의 동료들의 증언, 예술가의 전작들(oeuvre), 작품

이 위치한 예술사적 맥락 등, 여러 외부적 증거들을 수집하여 예술가의 

의도를 추정해볼 수 있다

  그러나 신비평가들이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저자의 실제 의도와 

그의 작품에 실제로 성취된 의미는 반드시 동일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

해서, 작품을 제작할 당시 예술가가 품고 있었던 심적 상태와 작품에 실

제로 구현된 것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 

  게다가 저자가 자신의 작품이 이러저러하게 의도되었다, 혹은 이러

저러한 의미를 갖는다고 진술하는 것은 자신의 주관적 의견을 표출하는 

행위일 뿐이다. 즉 저자의 진술이 작품의 객관적 해석에 대해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다고 할 수 없다. 레빈슨이 적절하게 지적했듯이, 예술가는 

자신의 작품과 특수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작품이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

이는지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25) 다시 말

해, 예술가는 자신이 최초에 가지고 있던 구상을 일종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자신의 작품을 보게 되는데, 그럼으로써 예술가는 자신의 작품이 

함축할 수 있는 풍부한 의미들을 포착할 수 없게 되거나, 혹은 반대로 

자신의 작품이 포함하는 결점들을 잘 관찰할 수 없게 된다. 뿐만 아니

라, 예술가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얼마든지 우리를 오도하는 진술을 

할 수 있다. 물론 그가 작품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얼토당토않은 진술을 

한다면 우리는 그 진술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예술가가 작품이 발표된 이후에, 그것이 마치 그의 실제 의도인양 교묘

하게 포장하여 그의 작품에 대한 어떤 진술들을 발표한다면, 그 진술들

의 진위를 판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동료들의 증언 역시 마찬가지

이다. 예술가가 동료들에게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고, 동료들이 우리에

게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 둘 다 거짓말은 하지 않았지만, 동료들의 증

25) J. Levinson, “Hypothetical Intentionalism: Statement, Objections, and Replies”, Is 
There a Single Right Interpretation?, edited by Michael Krausz, University Park :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2002). p.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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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이 일종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예술가의 의도에 

대한 명시적인 표현 그 자체가 그 의도의 증거로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

다.26) 예술가는 언제든지 자신의 작품 경향이나 예술사의 주된 흐름에서 

일탈하려고 시도할 수 있으므로, 그의 전작들이나 기타 맥락적 증거들 

역시 작가의 실제 의도를 추정하는데 결정적이지 않다. 따라서 우리가 

작품을 해석하고 감상하는데 참조할 수 있는 예술적 의도에 대한 ‘결정

적인 증거’를 작품 외에서 찾으려고 하는 시도는 실패한다는 것이 반의

도주의의 반박이다.

  요컨대 만일 의도주의자들이 예술적 의도를 작품 내부에서 찾고자 

시도한다면, 그러한 시도는 순환에 빠지게 되므로 실패하게 되고, 반대

로 의도를 작품 외부에서 찾고자 한다면, 작품의 의미와 작품의 외적 증

거들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그 시도 역시 실패하게 된

다. 즉, 우리는 작가의 심적 상태로서의 의도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작품에 반영된 예술적 의도에도 인식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 또한 우리가 외부적 증거들을 통해서 찾아내고자 하는 것이 무

엇이든 간에, 그것은 작품의 의미와 필연적인 관련이 없고, 작가의 ‘실

제 의도’에 대한 결정적인 확신을 제공하지도 못한다. 

  이러한 딜레마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의도주의는 이 딜레

마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예술가의 의도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지, 혹은 의도가 작품의 의미와 어떠한 방식으로 관련될 수 있는지에 대

한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26) 아마도 이러한 입장에 대한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적 저술은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저작인 Philosophische Untersuchungen(철학적 탐구)일 것이다. 후기 비트겐슈타인은 
말과 행동의 의미가 그것의 ‘사용’에 있다는 주장에 대한 하나의 근거로서, ‘심리
적 상태’에 대한 기술로서의 ‘의도 개념’이 우리의 말이나 행동의 의미를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내세운다. 특히, ‘어떤 의도에 대한 자기반성적 기술이 그 의도의 
존재여부나, 그의 행동의 의미에 대한 타당한 설명을 제공할 수 없다’는 생각은 의
도가 의미를 설명해줄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중요한 논거 중 하나이다. 이러한 입장
의 세부적 논변들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L. Wittgenstein, Philosophische 
Untersuchungen, §629-660,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translated by G.E.M. 
Anscombe, P.M.S. Hacker and Joachim Schulte, Wiley-Blackwell, 2009, pp.17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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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동일성 논제 비판

  만일, ‘우리는 어떻게든 해석에 적절하게 참고할 수 있는 예술적 

의도를 알아낼 수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반의도주의

는 예술가의 의도와 작품의 타당한 의미를 동일시하는 강한 의도주의의 

입장에 대하여 여전히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비어즐리는 의도주의적 입장이 ‘문학작품이 의미하는 바’와 ‘작

가가 그것을 통해 구성해내고자 의도한 바’를 동일시하는 주장, 즉 

‘동일성 논제(Identity Thesis)’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동일성 논

제가 오류라는 것을 증명하는 다음의 세 가지 논증을 제시한다.27) 비록 

이 세 논증이 모두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지만, 

최소한 하나의 논증은 의도주의에 대한 부분적인 반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1) 어떤 텍스트는 작가의 영향 없이 만들어졌으며, 따라서 작가가 

의도한 의미가 존재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의미를 가질 

수 있고, 또 해석될 수 있다. 

  비어즐리는 다음과 같은 일화를 예로 들어 이를 설명한다. 미국의 

시인 하트 크레인(Hart Crane)의 시 Lachrymae Christi에는 원래 "Thy 

Nazarene and tender eyes(그대의 나자렛 사람 같은 다정한 눈)"라는 구

절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인쇄상의 오류로 그 구절이 "Thy 

Nazarene and tinder eyes(그대의 나자렛 사람 같고 부싯깃 눈)"라고 출

력되어버렸다. 그러나 크레인은 우연히 산출된 텍스트인 후자를 그대로 

남겨서 출판하기로 결정했다. 이 경우 크레인이 이 시를 통해 구현하고

자 했던 최초의 구상과, 이 시에서 결국 실현된 의미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비어즐리는 컴퓨터가 임의로 나열한 단어들로 구성된 시를 또 

27) M. C. Beardsley, The Possibility of Criticism, Wayne State University Press (1970), 
pp.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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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예로 든다. 그러한 시에는 저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구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작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어 배열을 

통한 텍스트적 의미(textual meaning)를 가질 수 있으므로 작가의 의도와 

작품의 의미는 동일시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어즐리의 첫 번째 논증이 과연 의도주의에 대하여 유효한 

반론이 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의도주의적 입장에서 본다면, 

Lachrymae Christi에 포함된 문제의 구절은 크레인의 ‘의도적 선택’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이다. 크레인이 ‘최초에’ 이 시를 통해 구상

했던 것과 이 시에 실제로 구현된 의미는 물론 다르지만, 크레인은 

'tender' 대신 'tinder'를 선택함으로써, 새로운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구

현하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컴퓨터가 임의로 나열한 단어들로 구

성된 시의 경우, 의도주의자는 이 시가 우연하게 가지는 텍스트적 의미

를, 이 시가 문예작품으로서 가지는 핵심적인 의미라고 간주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이 시를 정말로 문예작품으로 본다면, 이 작품의 

배후에 있는 ‘예술가’는 이러한 기획을 구상하고 실현한 사람일 것이

다. 그리고 그의 의도는, 가령 ‘언어의 우연성’, 혹은 ‘언어의 자의

성’ 등을 부각시키는 것일 수 있다. 의도주의적 입장에서 이 시에 구현

된 우연한 텍스트적 의미는 이 시의 타당한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

  비어즐리의 첫 번째 논증의 실패는 비어즐리가 공격하고 있는 의도

주의와, 실제로 주장되고 있는 의도주의가 서로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의도주의가 ‘모든 텍스트적 의미는 그것을 작성한 작가의 

의도와 동일하다’고 주장한다면 비어즐리의 논증이 유효할 수 있지만, 

전기주의 비평가나 허쉬의 주장이 반드시 비어즐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 

‘동일성 논제’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 허쉬 역시 텍스트가 언

어적 관습이나 문맥에 따라 여러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만, 그러한 의미들은 단지 가능한 의미들(possible meanings)일 뿐이다. 

반의도주의와 의도주의가 결정적으로 불일치하는 지점은, 텍스트의 ‘진

정한’ 의미가 작가의 확정적 의지(determining will)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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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동일성 논제를 공격하는 비어즐리의 두 번째 논증을 살펴

보자.

  (2) 텍스트의 의미는 저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변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자는 그 의미를 (최초에 의도된 의미로) 변경하거나 개정할 수 없다. 

따라서 텍스트의 의미와 저자의 의미는 동일하지 않다. 

  비어즐리는 우리가 사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개별 단어들과 관용

구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의미를 얻기도 하고, 기존의 의미를 

잃어버리기도 한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은 순차적으로, 그 

단어들이 포함된 문장들의 의미를 변화시키고, 결국 텍스트의 의미까지 

변화시킨다. 그러므로 문학 텍스트의 의미 역시 (작가가 의도하지 않은, 

혹은 의도할 수 없었던 의미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어즐리는 다음의 예를 제시한다. 마크 아켄사이드(Mark Akenside)

가 1744년에 발표한 시 The Pleasures of Imagination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To spread about him that primeval joy

  which fill'd himself, he rais’d his plastic arm

  (그를 둘러싼 원시적 기쁨을 퍼뜨리기 위하여 

    그의 나긋한 팔을 들어 올렸네)

  아켄사이드가 이 시를 창작할 당시 'plastic'이라는 단어는 ‘유연한, 

부드러운, 나긋한’ 등의 형용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단

어의 의미는 우리의 삶과 그것을 둘러싼 언어적 관습의 변화에 따라서 

‘석유를 재료로 만든 가소성 소재’로서의 ‘플라스틱’을 지칭하는 명

사적 의미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형태를 바꾸기 쉬운’, ‘가

짜 같은’ 등의 형용사적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즉, 현재 

이 구절의 텍스트적 의미의 해석에 적용되는 의미론적 관습은 1744년과 

같지 않다. 따라서 이 구절은 적어도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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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켄사이드가 이 구절을 작성할 당시 ‘플라스틱’이라는 물질은 

존재하지 않았고, 따라서 아켄사이드가 이 단어의 새로운 뜻을 알았을 

리 없으므로, 현재의 의미는 그 누구에 의해서도 의도된 바가 없다. 따

라서 아켄사이드의 의도와 그의 시의 의미는 같지 않다는 것이 비어즐리

의 주장이다.

  단어와 관용구의 의미가 변하는 것은 사실이고, 그에 따라 문장과 

텍스트의 의미가 변할 수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의도주의 역시 이에 

반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의도주의가 틀렸다

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다.

  아켄사이드가 이 시를 작성할 당시 ‘플라스틱’이라는 단어를 해

석하기 위한 의미론적 관습이 현재와 달랐다는 것은, 곧 이 시에 적용될 

수 있는 해석적 관습과 역사적 맥락이 현재와 달랐다는 것을 뜻한다. 그

렇다면 우리는 현재의 관습과 맥락이 아니라 이 시에 적용될 수 있는, 

즉 아켄사이드와 동시대의 언어 사용자, 혹은 예술 세계 내에서 공유되

었던 관습과 맥락을 통해 이 시의 타당한 의미를 알아내고자 해야 할 것

이다. 이 시의 구절을 ‘플라스틱 팔’로 해석하는 것은 현재의 언어적 

관습을 이 단어 배열에 적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가능한 의미들 중 하

나일 수 있고, 또 일종의 ‘흥미로운 해석’일 수 있겠으나, 이 작품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튼이 올바로 지적한 것처럼,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구절을 ‘(석유로 만들어진 가소성 소재인) 플라스

틱 팔’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명백히 시대착오적이

다.28)

  두 번째 논증의 문제 역시 첫 번째 논증과 마찬가지로 비어즐리가 

반론의 지점을 잘못 설정하고 있는 점에 기인한다. 의도주의는 시의 어

떤 구절이 새로운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

라, 그러한 해석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논증을 검토해보자.

28) D. Dutton, Art Instinct, New York: Bloomsbury Press (2010) p.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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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텍스트는 저자가 미처 ‘의식하지 못했던(not aware of)’ 의미

도 가질 수 있다. 즉, 그 텍스트는 작가가 ‘의도하지 않았던’ 의미들

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텍스트의 의미와 저자의 의미는 동일하지 않

다.

  가령 소설의 전체 테마는 상충되지 않는 복합적인 의미들로 구성될 

수 있는데, 이 의미들 중 어떤 것은 저자가 미처 생각조차 하지 못한 것

일 수 있다. 많은 예술작품들의 경우, 그것을 구성하는 각 부분들이 복

잡하게 상호작용하여 그 작품 전체의 의미를 산출해 내는 것과는 달리, 

예술가의 실제 의도는 그보다 훨씬 단순할 수 있다. 따라서 해석자가 발

견해낸 어떤 의미가, 작가가 실제로 의도한 바를 뛰어넘는 작품의 ‘진

정한 의미’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예에 대하여 의도주의의 입장에서 가능한 답변 중의 하나

는, 그리고 허쉬가 실제로도 그렇게 했듯이, 그러한 의미들 역시 예술가

가 무의식적으로 의도한 의미라고 주장하는 것이다.29) 그러나 이것은 유

효한 반박이 될 수 없다. 예술가가 어떤 작품을 제작할 때, 소위 ‘무의

식적 의도’를 가졌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작품에 구

현된 것을 조사하는 것이다. ‘의식적 의도’와는 달리 ‘무의식적 의

도’는 그 정의상 예술가 자신조차 전혀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의

도에 대한 예술가의 직접적인 진술을 듣는 것조차 원천적으로 불가능하

다. 따라서 직접 저자의 정신에 접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개발되지 

않는 한, 우리는 작품을 참조하지 않고서는 예술가가 어떠한 무의식적 

의도/의미를 가졌는지 알 수 없다. 애초에 의도가 해석의 지침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던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의도란 작가 자신 외

에는 접근 불가능한, 작가 개인에게 속한 심적 상태라는 점 때문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무의식적 의도’에 대하여 논한다면, 이는 작가 

자신조차 접근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해 있다. 따라서 자명하게도, ‘무의

식적 의도’는 타당한 해석의 적절한 토대가 될 수 없다.

29) E. D. Hirsch, Validity in Interpretation, New Haven: Yale Univ. Press (1967)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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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논증은 의도주의에 대한 유효한 반론으로 보인다. 다만 이 

논증은 어떤 종류의 의도이건 간에 우리가 접근할 수 없다는 논변으로 

회귀한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결국 동일성 논제에 대한 유효

한 비판은 접근불가능성 논변에 의존적이라고 할 수 있다.

1.2.3. 존재론적 논변

  예술가의 의도와 예술작품의 의미가 반드시 동일하지 않더라도, 작

품의 의미를 결정하기 위하여 예술가의 의도를 참조해볼 수 있지는 않을

까? 전기적 비평을 옹호하는 많은 비평가들이 실제로 그렇게 해왔던 것

처럼 말이다. 앞에서 살펴 본 반의도주의의 두 논변에 따르면, 우리가 

의도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또한 따라서 예술가의 

의도를 통해 작품의 의미를 확정하려는 시도는 순환에 빠지기 때문에, 

혹은 예술가의 의도와 작품의 의미가 다를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우

리는 예술가의 의도를 작품의 해석에 참조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것

만으로는 우리가 해석에 있어서 의도를 참조하는 것이 ‘오류’라고 주

장하기에는 불충분한 것 같다. 왜냐하면 예술작품의 의미가 예술가로부

터 전달되어 오는 것이라는 확실한 직관이 존재하는 한, 예술가의 어떤 

전기적 정보가 그의 실제 의도를 반영하든 아니든, 그의 의도와 작품의 

어떤 의미가 동일하든 아니든, 예술가의 의도를, 혹은 작품에 대한 예술

가 자신의 사적 고백을 해석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한다고 보편적으

로 주장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반의도주의는 어떻게 예술가

의 실제 의도와 예술작품의 의미를 논리적으로 분리시킬 수 있을까? 비

어즐리는 실제 작가와 예술작품 내의 작중 화자, 또는 작중 인물

(dramatis personae)이 존재론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논변을 통하여 

이러한 의문에 답변하고자 한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저자가 텍스트를 통해 무언가를 ‘말한

다’고 표현하는데 거부감이 없다. 가령 신문기자는 그의 기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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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고, 소설가는 그의 소설을 통해 우리

에게 무언가를 ‘말하려고’ 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러

한 표현들을 사용한다는 사실은 텍스트 해석에 있어서 의도주의가 만연

하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만일 소설가가 그의 소설을 통해 무언가

를 ‘말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소설가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에 대하여 귀 기울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어즐리는 ‘말한다’는 행위를 세 하게 분석함으로써 

‘의도주의의 오류’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보았다.30) 오스틴(J. 

L. Austin)의 화행이론(speech act theory)에 따르면, ‘말한다’는 행위

는 발화 행위(locutionary act)이다. 그런데 우리는 직접 어떤 것을 말하

는 것뿐만 아니라, 상응하는 다른 행위를 통해서도 발화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 가령 우리는 손을 흔들거나 편지를 씀으로써 ‘잘 가’라는 말

을 대신할 수 있다.31)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이 발화 행위가 수행될 때는 그 행위가 목

적하는 다른 행위가 함께 동반된다. ‘잘 가’라는 발화 행위가 목적하

는 바, 혹은 의도하는 바는 ‘(작별)인사’이다. 이 때 ‘인사’라는 행

위는 발화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발화 행위의 수행에 동반되는 ‘발화

수반행위(illocutionary action)’이다. 오스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발화행위를 수행할 때, 질문, 답변, 정보제공, 경고, 판결, 비판, 기술 등

의 발화수반행위가 수행된다고 설명한다.32) 

  비어즐리에 따르면, 우리는 텍스트를 작성함으로써 발화 행위를 수

행함과 동시에, 어떤 발화수반행위를 함께 수행한다. 가령 누군가 종이

쪽지에 ‘배가 고파요’라는 문장을 쓰는 것은 발화 행위를 수행하는 것

30) 비어즐리는 의도주의의 오류가 일종의 혼동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다. 가령 의도
주의는 작가가 의도한 의미와 텍스트의 의미를 혼동하거나, 시의 주제와 그것이 창작
된 이유를 혼동하는데, 이 혼동들은 근본적으로 시의 표면적 화자와 생물학적 작가를 
혼동하는 데서 비롯된다. 비어즐리에 따르면, 시에 표현된 생각과 태도는 시의 상황
에 반응하는 극적 화자(시적 화자)의 것이므로 작가와 화자를 존재론적으로 분리해서 
다루어야 한다.

31) M. C. Beardsley (1982), p.190
32) J. L. Austin, How to do things with words,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62) pp.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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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여기에는 먹을 것을 달라고 ‘호소’하는 발화수반행위가 동반된

다.

  지금까지의 설명만으로는 우리가 왜 텍스트 내의 화자와 그 텍스트

의 저자를 존재론적으로 분리해야만 하는지 알 수 없다. ‘배가 고파

요’라는 텍스트를 통해서 ‘호소’라는 발화수반행위를 수행하는 것은 

바로 그 텍스트를 작성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당연히 ‘그’가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호소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텍스트 

내의 어떤 화자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호소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다. 

  비어즐리는 텍스트의 제작을 통해 수행되는 발화수반행위가, 서로 

매우 다른 두 종류의 언어행위(speech act)를 포함한다고 주장하면서 논

변을 이어간다.33)

  먼저, 발화수반행위의 수행(performance)이 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철수가 길을 가다가 상수와 마주친 상황을 가

정해보자. 철수는 상수에게 반갑게 인사를 한 뒤, 무심코 상수가 손에 

들고 있던 지갑을 보았다. 그런데 철수가 갑자기 얼굴을 붉히고 상수를 

노려보며 검지를 들어 상수를 가리켰다. 동시에 철수는 “너, 내 지갑을 

훔쳤어!”라고 단호하지만 다소 떨리는 음조로 외쳤다. 이때 철수는 상수

가 자신의 지갑을 훔쳤다는 믿음을 가지고 상수를 비난하고 있다. 즉, 

철수는 ‘상수가 자신의 지갑을 훔쳤다’고 진술하는 발화를 수행함과 

동시에 ‘비난’이라는 발화수반행위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

다.

  두 번째는 발화수반행위의 수행에 대한 재현(representation)34)이다. 

위의 예와 동일한 상황이 연극의 무대 위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해보자. 

무대 위의 철수는 상수가 실제로 지갑을 훔쳤다는 믿음은 없지만 ‘비

난’ 행위를 할 때와 유사한 속성(얼굴을 붉힘, 상수를 손가락으로 가리

33) M. C. Beardsley (1982), p.190
34) 비어즐리에 따르면  ‘재현’은 선택적 유사성(selective similarity)을 포함한다. 즉, x

에 대한 재현은, x가 가지는 속성들 중에서 일부 속성들을 선택하여 x와 유사하게 가
짐으로써 성립된다는 것이다.



- 33 -

킴, 특정한 음조)들을 ‘재현’하고 있다. 이 때 우리는 철수가 상수를 

비난할 의도를 가졌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극중 상황 속에서, 철수

가 분(扮)한 마이클이 상수가 분한 피터를 비난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는 말할 수 있다.

  왜 비어즐리는 발화수반행위의 수행과 재현이라는 개념을 반의도주

의 논변에 도입했을까? 구체적인 예를 통해 살펴보자. 워즈워드의 시 

London에는 “그녀는 늪이다.(she is a fen)”라는 구절이 있다. 이 구절

의 축자적 의미는 ‘그녀’(런던)라는 대상이 ‘늪’과 동일한 정체성을 

갖는다거나, 늪이 가지는 결정적인 속성들을 ‘그녀’가 공유한다는 것

이다. 그러나 이것은 문학작품의 한 구절로서, 그러한 축자적 의미를 넘

어선 의미를 갖는다. 

  비어즐리는 이 시의 시적 화자가 이 구절을 통해 수행하는 ‘발화

수반행위’가 곧 우리가 이 구절을 해석함으로써 알아내고자 하는 의미

에 가깝다고 보았다.35) 이 시의 시적 화자는 “she is a fen”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전후 맥락을 고려했을 때 이 발화 행위를 통해 수행

된 발화수반행위는 ‘비판’일 것이다. 즉, 이 구절은 ‘그녀’로 지시

되는 런던, 혹은 그것이 제유(提喩)하는 영국을 비판하는 의미로 해석되

어야 한다. 

  비어즐리에 있어서 의도주의적 해석이란 곧, (시적 화자가 아닌) 워

즈워드가 이 구절을 통해 어떤 발화수반행위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찾아

내고는, 그것이 바로 이 구절의 의미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엄격

하게 말해서, 이 구절에 포함된 발화수반행위를 수행하는 주체는 워즈워

드가 아니다. 이 시의 시적 화자가 바로 그 주체이다. 그렇다면 워즈워

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는 ‘비판’이라는 발화수반행위를 ‘재

현’하고 있다. 비어즐리에 따르면 의도주의가 일견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은, 그 이론이 발화수반행위의 ‘수행’과 ‘재현’의 구분을 생략하

고 있기 때문이다.36) 즉 의도주의는 문학작품 내의 구절이 발화수반행위

35) Ibid., p. 195
36) 비어즐리에 따르면 허구적 문학 텍스트의 발화수반행위들은 두 가지 이유로 재현이

다. 첫째, 허구적 세계 내에서 일어나는 x라는 발화수반행위는 실제 세계에서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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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자의 의도를 통해 그 구절

을 해석하고자 하는 욕구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어즐리 역시 어떤 발화수반행위의 ‘수행’이 성립하기 위하여 

그러한 수행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텍스트 내의 발화수반행위가 수행이 아니라 재현이라면, 실제 작

가의 의도는 그것과 분리된다. 우리는 어떠한 발화수반행위를 재현할 때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질 필요가 없다. 앞서 철수가 상수에게 

“너 내 지갑을 훔쳤어!”라는 발화 행위를 연극 무대에서 수행할 때, 철

수가 상수를 비난하고자 하는, 혹은 비난에 해당하는 발화수반행위를 하

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워즈워드가 

어떤 것을 ‘재현하고자 의도’했다는 것을 알게 될 지라도, 그가 정말

로 재현에 성공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그의 작품을 연구해야만 한

다. 따라서 비어즐리에 따르면, 문학 텍스트는 발화수반행위의 재현으로

서, 그 텍스트 내의 단어와 문장들은 그것에 적용되는 언어적 관습에 의

해 의미를 산출하고, 텍스트 전체에 대한 해석은 허구적 문학작품을 해

석하는 관습들의 적용을 받는다. 

  만일 우리가 시적 화자, 혹은 작중 화자의 발화수반행위를 저자의 

발화수반행위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마도 

프랑스의 소설가 장 주네가 절도죄로 기소되었을 때, 그를 기소한 검사

는 그의 자전적 소설 『도둑일기』의 작중 화자인 ‘나’가 저지른 수많

은 범죄들을 그의 공소장(公訴狀)에 빽빽하게 적어 넣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설령 자전적 소설이라고 할지

라도 소설은 허구적 세계를 상정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허구적 세계 안

에서의 행위자/화자의 진술이나 행위의 의미는 오직 그 세계 내의 정합

성에 근거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발화수반

행위의 재현과 수행을 구분함으로써 작중 화자와 실제 작가를 구분하려

는 x의 일부 속성들만을 포함한다. 앞서의 예에서 보자면, 연극 내에서 재현되는 
‘비난’은 실제로 철수가 지갑을 도둑맞았다는 믿음을 결여하고 있지만 나머지 속성
들은 실제 발화수반행위의 수행과 같으므로 이는 재현이다. 둘째, 허구적 세계 내의 
x는 실제 세계 내의 지시체와 분리된다는 의미에서 재현이다. 이에 대해 M. C. 
Beardsley (1982), pp.192-193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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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략은 이러한 원칙에 따르는 것이다.

1.2.2.1. 존재론적 논변에 대한 반론 검토

 

  존재론적 논변이 작중 화자와 실제 작가를 존재론적으로 구분하기 

위한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몇 

가지 반론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캐롤은 이 논변이 ‘모든 문학작품이 

허구’라는 잘못된 전제를 상정하고 있다고 비판한다.37) 

  캐롤은 비어즐리의 논변을 다음과 같이 재구성한다. 비어즐리의 주

장에 따르면 문학 작품은 그 정의상 발화수반행위의 재현이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결국 모든 문학작품이 본질적으로 허구라는 주장으로 귀

결된다. 그러나 우리가 문학으로 분류하는 많은 텍스트들 중에는 허구가 

아닌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 루크레티우스의 철학시(哲學詩) 「사물의 

본성에 대하여(De Rerum Natura)」는 철학서이자 문학작품으로 분류된

다. 캐롤은 이 텍스트가 시의 형식으로 쓰여 있지만, 에피쿠로스에 대한 

찬미와 원자론적 합리주의의 설파라는 발화수반행위를 ‘수행’하고 있

으며, 하물며 루크레티우스의 주장이 틀린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상관없

다고 주장한다.38) 일상적 대화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틀린 주장을 담은 

발화수반행위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캐롤에 따르면, 모든 

문학작품이 허구라는 것을 상정하는 비어즐리의 논변은 틀렸다.

  그렇다면 만일 우리가 캐롤의 비판을 받아들여, 비어즐리의 논변이 

허구적 문학작품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게 되면 어떨

까? 즉 모든 문예작품이 발화수반행위의 재현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

라, 허구적 문예작품이 발화수반행위를 재현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

다. (실제로, 비어즐리가 비판하는 대상은 ‘허구인 시의 해석과 작가의 

전기적 사실이 서로 관련 있는 것처럼 다루고 있는’ 비평가들이다.) 그

37) N. Carroll, "Art, Intention, and Conversation"(1992), p.106
38) Ibid., p.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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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캐롤에 따르면, 이 경우에도 비어즐리의 논변은 타당하지 않다. 캐

롤은 완전히 허구적인 작품 역시 명백한 주장을 담은 구절을 포함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그 허구적 작품 전체가 작가의 주장을 담은 ‘논제 

투사(thesis projection)’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39) 예를 들어, 아서 러

의 희곡 『시련(The Crucible)』의 서문과 지문에는 이 희곡의 역사적 배

경인 19세기의 마녀사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40) 특히 

헤일 목사가 등장하는 장면에서는 희곡작품의 관행상 흔하지 않은 긴 지

문이 삽입된다. 이 지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포함되어 있다.

당시에는 악마가 없었다고 해도 오늘날에는 공산주의자들과 자본주의

자들이 있으며, 이 양 진영은 각자의 첩자들을 통해서 서로를 파괴하고 

있다.41) 

  캐롤의 관점에 따르면, 이 구절들은 역사적 사실들을 바탕으로 한 

작가 아서 러의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작품은 19세기의 세

일럼 마을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을 재현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아

서 러 자신에게까지 어닥쳤던 매카시즘의 광풍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그렇다면 이 작품은 ‘매카시즘에 대한 비판이라는 작가의 주장, 

혹은 정치적 선언을 투사하고 있다’, 즉 ‘아서 러는『시련』을 통해 

비판이라는 발화수반행위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작중 화자와 실제 작가가 반드시 존재론적으로 분리되어야만 한다고 주

장하는 것은 문학작품의 실제 해석 관행과 배치된다.

  이 반론에 대하여 반의도주의는 어떠한 답변을 제시할 수 있을까? 

비어즐리는 사실 허구적 작품을 전기적, 역사적으로 비평하는 것이 불가

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비평들이 작품에 대한 적법한 

문학적 연구가 아닌 전기적 연구, 역사적 연구로 분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면 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비어즐리의 주장을 

39) Ibid., pp.107-108
40) 이 예는 캐롤의 비판을 더 명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필자가 덧붙인 것이다. 
41) 아서 러, 김윤철 역, 『아서 러 희곡집』, 평민사, 2000.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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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정제해보자. 필자는 비어즐리의 주장을 ‘허구인 문학작품’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을 허구적 문학작품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역시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문학작품은 어떻게든 실제 세

계와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문학작품이 ‘완벽하게’ 

허구일 수는 없다. 다시 말해서, 모든 문학작품은 ‘허구적 예술작품’

으로서의 측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측면들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시련』은 허구적 세계를 상정하고 있다고 간주되는 희곡 작품

이지만, 그것은 19세기에 실제로 횡행했던 실제 역사적 사건들을 재료로 

삼고 있다. 우리는 이 대상을 ‘예술작품으로서’ 주요하게 다루지만, 

역사적 기록물이나 보고로서 다룰 수도 있다. 만일 후자로서 다룬다면, 

우리는 이 작품의 기록이 역사적으로 실제와 얼마나 부합하는지, 그리고 

작가의 역사관이 정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등의 문제를 따질 것이다. 반

면 우리가 그것을 ‘예술작품’으로 다룰 때는 그 대상이 상정하고 있는 

세계가 실제 세계와 얼마나 정합적으로 일치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부차

적이다.

  물론 이 작품이 배경으로 삼고 있는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아는 것

은 이 작품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비어즐리 역시 이러한 사실

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서 러가 이 작품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선언을 투사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이 작품을 

해석하는데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캐롤이 먼저 제시한 예로 다시 돌아가 보자. 만일 「사물의 본성에 

대하여」가 ‘철학서’이자 ‘문학작품’이라면, 우리는 그 작품을 ‘철

학서’로 고려했을 때와 ‘문학작품’으로 고려했을 때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우리가 철학서에 포함된 진술을 이해할 때와 문

학작품에 포함된 진술을 이해할 때 서로 다른 명제태도를 지닌다는 것은 

자명하다. 물론「사물의 본성에 대하여」에 포함된 진술이 틀린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이 작품이 여전히 어떤 발화수반행위를 수행하고 있다는 

캐롤의 주장은 옳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작품을 ‘철학서’로 접근할 때, 

만일 이 작품에 포함된 진술이 거짓이라고 밝혀진다면 우리는 결코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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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소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우리가 『시련』을 역사

적 기록물로 다룰 때 그 안의 진술들이 얼마나 실제의 역사적 증거들과 

부합하는지를 고려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철학서나 역사서에 포함된 

진술이 실제 세계에서 진실인지 거짓인지에 대한 문제는 그 대상들을 판

단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반면 우리가 「사물의 본성에 대하여」를  

‘시’로서 다룬다면, 그리고 『시련』을 ‘희곡’으로서 다룬다면, 이 

작품에 포함된 진술이 실제 세계에서 참인지 거짓인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이를 달리 말하면, 우리가 그 작품들을 허구적 문학작품

의 측면에서 볼 때, 그 안에 포함된 진술이 작가의 실제 의도를 투사하

는 진술인지 어떤지를 아는 것은 그 진술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이

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는 아서 러가 매카시즘의 희생자였다는 사실을 

모르더라도, 『시련』의 주인공인 존 프락터의 진술들을 타당하게 해석

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아서 러에 관한 전기적 사실을 알아야만 그 

진술들의 의미를 알 수 있다면 어떨까? 비어즐리는 『시련』이 문학작품

으로서 자족적이지 못하다, 즉 그것이 불완전하게 만들어진 문학작품이

라고 지적할 것이다.

  필자는 지금까지 실제 작가와 작품 내의 화자가 존재론적으로 구분

되어야 한다는 비어즐리의 주장과 그 논변을 설명하고, 그에 대해 제기

된 반론을 검토했다. 이 반론은  비어즐리의 논변이 일부분 한계를 가진

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나, 모든 문학작품이 반드시 허구적이어야 한다는 

무리한 전제를 설정하지 않고도 이 논변이 지지될 수 있는 방식을 보임

으로써 반박될 수 있었다. 

 따라서 실제 작가와 작품 내의 화자를 존재론적으로 구분함으로써 

작품의 의미와 실제 작가의 의도를 논리적으로 분리시키고자 하는 비어

즐리의 논변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의도주

의 논쟁에서 이 논변은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데, 우리가 왜 문학작품에 

대한 해석과 일상적 발화에 대한 해석에 동일한 해석적 접근법, 혹은 해

석적 원칙을 적용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하나의 설명을 이 논변이 제

공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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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반의도주의의 한계와 계승

  지금까지 반의도주의의 이론적 배경과 반의도주의가 제시하는 논변

들을 살펴보았다. 반의도주의의 논변 중에서 의도에 대한 접근 불가능

성, 의도와 의미의 무관계성을 제기하는 논변과, 작품의 화자와 실제 작

가를 존재론적으로 분리하고자 하는 논변은 우리가 왜 반의도주의적 입

장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지를 타당하게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의도주의의 논변들이 의도주의에 대하여 ‘결

정적인’ 반론이 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예술가의 심리 상태로서의 의

도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도주의자 역

시 동의한다. 그러나 우리가 (각종 증거들을 활용하여) 간접적으로도 예

술가의 의도에 전혀 접근할 수 없다거나, 그 증거들을 전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한 주장일 수 있다. 일상적 의사소통 상황에

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발화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

여 의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의사소통 과정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

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가 상대방의 의도를 ‘알고 있다’고 여긴다. 

따라서 접근 불가능성 논변은 의도에 대한 증거들을 해석에 사용하는데 

있어서 보다 엄 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타당하게 지적하고 있으나, 

의도주의적 입장에서도 이에 대하여 반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존재론적 논변 역시 논리적으로는 타당할 수 있으나, 의도주의자들

은 우리의 실제 관행에서 과연 그러한 엄격한 존재론적 구분이 이루어지

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을 제기할 수 있다.  

  Ⅲ장에서 살펴볼 온건한 의도주의의 지지자들은 예술작품을 감상, 

해석하는 과정과 일상적 발화를 해석하는 과정 사이에는 결정적인 유사

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상적 의사소통 상황에서 청자가 발화자의 의

도를 파악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 하는 것처럼 예술작품의 해석에 있어서

도 해석자는 예술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을 근본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



- 40 -

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항하는 가설의도주의는, 반의도주의의 입장을 계승하여 우

리가 왜 일상 언어와 예술작품에 서로 다른 해석적 원칙을 적용해야 하

는지, 그리고 우리가 해석에 실제 의도를 고려했을 때 논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다 엄 한 설명을 제공한다. 그러

나 가설의도주의를 살펴보기 전에, 의도주의가 어떠한 논변을 통해 반의

도주의에 대항하고 있고, 또 변화를 겪어왔는지를 먼저 살펴보기로 하

자.

  

2. 강한 의도주의 논변의 비판적 검토

  단일한 의미를 지닌 고립된 미적 대상으로서 ‘텍스트 그 자체’만

을 강조하는 신비평은 ‘고립주의’라고 비판받으면서 힘을 잃기 시작했

다. 196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문학 텍스트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관심

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문학 텍스트의 내용이 어떻게 사회를 

반영하고 또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졌다. 

그러나 텍스트 그 자체만을 강조하는 신비평적 관점으로는 이러한 관심

을 충족시킬 수 없었다. 독자반응 이론과 구조주의 비평의 대두는 이러

한 새로운 관심의 출현과 맥락을 함께 한다.42)

  반의도주의가 비판받는 지점도 이와 유사하다. 반의도주의는 예술

가의 실제 의도를 해석의 토대에서 배제하는 대신, 관련된 해석적 관습, 

작품의 정체성, 작품을 둘러 싼 예술사적 맥락 등을 통해 작품을 해석하

고자 한다. 하지만 반의도주의자 역시 예술작품이 발생론적으로 예술가

에 기원을 둔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예술가는 작품의 정체성에 영

향을 미치고, 예술사적 맥락의 일부를 구성하는 요소 중의 하나이다. 반

의도주의는 우리가 어떤 작품의 정체성과 예술사적 맥락을 제대로 파악

하기 위하여 알아야만 하는 정보들까지 배제시킨다는 점에서 우리의 해

42) 로이스 타이슨,『비평이론의 모든 것』, p.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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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관행과 잘 부합하지 않는 측면을 가진다. 의도주의는 반의도주의가 

설명해주지 못하는 이러한 해석 관행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이론적 강점으로 내세운다.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그리고 다루게 될 의도주의는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앞에서 신비평이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

는 포괄적 의도주의이다. 포괄적 의도주의는 전기·역사적 비평의 근거

로서, 예술작품의 해석을 예술가의 삶, 혹은 예술적 경험을 추적하고 재

구성하는 것과 동일시하는 문학적 입장이자 일종의 비평적 방법론이다. 

두 번째는 예술작품의 타당한 의미와 작가의 의도를 개념적으로 동일시

하는 허쉬의 강한 의도주의이다. 허쉬의 강한 의도주의는 포괄적 의도주

의와 동일한 지향점을 가지지만, 의미에 대한 현상학적 관념을 바탕으로 

한 철학적 주장을 담고 있다.43)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의 논의인 온건한 

의도주의가 있다. 본고의 3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온건한 의도주

의는 의도주의의 해석적 이상44)을 고수하면서도 우리의 실제 해석 관행

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약화된 버전이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허쉬의 강

한 의도주의의 온건한 버전으로만 볼 수는 없다. 온건한 의도주의자들은 

허쉬의 논변을 그대로 계승하기 보다는, 예술작품 해석의 대화적 측면을 

강조한 논변을 통해 그들의 근본적 입장을 옹호한다.

  본 절에서는 허쉬의 강한 의도주의를 살펴볼 것이다.45) 비록 온건

한 의도주의가 강한 의도주의의 논변에 크게 기대고 있다고는 할 수 없

지만, 양자는 해석과 의미에 대한 근본적 관념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온건한 의도주의의 논변들은 강한 의도주의에 대하여 제기된 반의도주의

의 반론들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강한 

43) T. Eagleton, Literary theory : an introducti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6), 
p.58

44) 의도주의의 해석적 이상이란 예술작품의 해석이 근본적으로 작가의 실제 의도를 추
적하는 작업이라는 입장이다. 온건한 의도주의자들은 작품의 의미가 명료하여 우리가 
작가의 실제 의도를 참조할 필요가 없을 경우, 우리가 작품을 작가가 의도한 바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45) 허쉬의 강한 의도주의는 대륙철학에서 비롯된 현상학적 해석학의 방대한 체계에 기
반을 두고 있다. 이 체계에 대한 설명 없이 허쉬의 의도주의를 비평하는 것은 부당한 
일일지 모른다. 그러나 본고의 성격 상, 불가피하게 허쉬가 강한 의도주의의 정당성
을 옹호하기 위해 제안하고 있는 논변만을 추출하여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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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주의의 주장을 살펴보는 것은 의도주의와 반의도주의 사이의 논쟁이 

온건한 의도주의와 가설의도주의로 발전하게 되는 계기를 이해하는데 도

움을 줄 것이다.

2.1. 해석의 타당성과 저자의 의도

  의도주의는 해석의 객관적 타당성을 수립하고자 했던 허쉬의 해석

학의 중요한 기반이다. 다시 말해, 허쉬는 문학작품에 대한 해석이 ‘학

문’으로서 성립되기 위해서는 타당성과 객관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그는 해석이 타당성과 객관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견고한 토대 위에 세워질 수 있어야만 하는데, 작가의 

의도만이 그러한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당연하게도, 허

쉬에게 있어서 어떤 작품의 타당한 해석은, 그 작품의 저자가 의도했던 

바와 일치하는 단 하나의 해석뿐이다.

  허쉬는 텍스트와 저자를 분리하고, 언어적 관습과 맥락을 통해 의

미를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신비평과 반의도주의가 해석의 타당성

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고 보았다. 허쉬는 언어적 관습이나 맥락이 문학

작품의 의미를 하나로 결정하기에는 너무나 느슨하다고 여겼기 때문이

다. 그는 텍스트의 의미가 반드시 하나로 결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의미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은 해석의 근거로서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여겼다. 

  따라서 허쉬는 반의도주의적 입장이, 텍스트나 발화의 의미가 해석

자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의미론적 자율성

(semantic autonomy)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한다. 의미론적 자

율성은, 허쉬의 관점에 따르면, 일종의 역사적 운동일 뿐이며 논리적 근

거가 결여되어 있다. 특히 작가가 해석에 있어서 무관하다는 이론, 즉 

신비평과 반의도주의는 해석의 “고의적인 자의성”을 조장하고 “객관

적으로 유효한 해석의 가능성을 의심하는 만연하는 회의주의의 매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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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46) 

 사실, 비어즐리는 의미가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텍스트 내에 확정적으로 존재하는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비어즐리의 관

점에 따르면 문학작품은 자기 충족적인 실체이며, 그것의 속성들은 해석

과 판단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결정적(decisive)이다. 만일 그것이 ‘제대

로 된’ 문학작품이라면, 우리는 관련된 언어적, 문학적 관습과 맥락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그것의 타당한 의미를 알아낼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서 볼 때 비어즐리는 반의도주의가 의미의 회의주의를 조장한다고 지목

하는 허쉬의 공격이 다소 억울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

다고 하더라도, 결국 허쉬의 논점은 비어즐리가 제시하는 해석을 위한 

근거들, 즉 작품의 내적 증거, 관련된 언어적, 문학적 관습이나 맥락 등

은 해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에 너무 느슨하다는 것이다.

  허쉬는 신비평적 해석관을 가진 해석자들 간에 빈번하게 해석의 불

일치가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허쉬는 그들이 만일 ‘텍스트의 저

자’라는 해석의 적절한 원칙을 지켰더라면 해석의 일치를 이룰 수 있었

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허쉬가 보기에, 그리고 몇몇 비평가들은 

정말로, 하나의 텍스트에 대한 여러 해석들이 모두 ‘그럴듯하다면’, 

그 해석들은 엇비슷하게 타당할 수 있다고 여긴다. 허쉬는 만일 “전통

의 보존자이고 지식의 전달자”인 문학교사들이 그러한 관점을 고수한다

면, 그의 해석이 다른 학생들의 해석보다 더 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우려한다.47) 요컨대 문학 연구, 혹은 문학작품에 대한 해

석이 타당한 지식으로 존재하고 또 전달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견고한 토

대 위에 세워졌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토대가 될 수 있는 유

일한 근거는, 작품에 ‘의미를 부여하는 저자의 의지’가 담긴 의도라는 

것이 허쉬의 주장이다. 

  디키와 윌슨은 (‘비어즐리에 대한 옹호’라는 부제를 붙인) 그들의 

논문에서 허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은 도식화를 통해 정리하고 있다.48)

46) E. D. Hirsch, Validity in Interpretation, (1967), p.2
47) Ibid.,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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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 1: 단어 배열(Word sequences)은 발화되거나 작성되었을 

때, 보통 특정한 확정적 의미(determinate meaning)를 갖는다.

전제 2: 홀로 발화되거나 작성된 [즉, 맥락이 제공되지 않는] 단

어 배열은 몇몇의 ‘가능한 확정적인 의미(possible determinate 

meanings)’를 갖는다.

전제 3: 어떤 단어 배열에 대한 가능한 확정적 의미들의 수는 

텍스트적 혹은 상황적 맥락(textual or situational context)에 의해 

좁혀질 수 있으나, 그러한 맥락들은 어떤 단어 배열을 하나의 특정

한 확정적 의미로 좁힐 수 없다.

결론 1: 만약 텍스트적 혹은 상황적 맥락들이 단어 배열들의 가

능한 확정적 의미들을 좁히는데 유일한 길이라면, 단어 배열들은 

단일한 확정적 의미를 가질 수 없다.

  결론 1은 반사실적 조건문(counterfactual conditional)으로써, 전제 3

으로부터 도출된다. 그런데 ‘단어 배열들은 단일한 확정적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결론 1의 후건은 전제 1에 위배된다. 그러므로,

결론 2: 텍스트적 혹은 상황적 맥락에 의하여 좁히는 것 외에 

어떤 단어 배열의 단일한 확정적 의미를 산출하는 어떤 다른 방법

이 있음이 틀림없다.

  허쉬에 따르면, 어떤 단어 배열의 의미를 확정하는 수단의 후보는 

해석적 관습, 맥락, 의도가 있다. (허쉬의 주장이 옳다면) 관습은 ‘가능

한 의미의 후보들’을 산출하고, 맥락은 ‘그 후보들을 어느 정도 좁히

는데’ 그칠 뿐 의미를 확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남

은 수단은 ‘의도’ 뿐이다. 따라서,

전제 4: 어떤 단어 배열의 가능한 확정적 의미들을 어떤 특정한 

확정적 의미로 좁히는 유일한 대안은, 그 단어 배열의 단일한 확정

48) George Dickie & W. Kent Wilson, “The Intentional Fallacy: Defending Beardsley”, 
JAAC (1995), p.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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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의미를 결정하고자 하는 그 단어 배열의 화자/저자의 의도이다.

그러므로,

결론 3: 어떤 단어 배열의 화자/저자의 의도는 그 단어 배열의 

단일한 결정적 의미를 결정한다.

  이것을 바탕으로 허쉬의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해보자.

2.2. 의미의 확정성과 저자의 의도

  전제 1은 허쉬의 논변 전체를 뒷받침하는 대전제이다. 이에 대한 

허쉬의 근거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타인의 발화를 

이해할 수 있다는 직관이다. 그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언어적 의미의 

특성으로 재생 가능성(reproducibility)과 확정성(determinacy)을 든다. 허

쉬는 “만일 의미가 재생될 수 없다면, 의미는 다른 누군가에 의하여 실

현될 수 없고, 그러므로 이해되거나 해석될 수 없다”고 설명한다.49) 이 

때 의미의 재생 가능성이란, 발화자가 전달한 의미를 수신자가 이해하여 

다시 그 의미가 전달 가능하도록 ‘재생’할 수 있음을 뜻한다. 허쉬는 

우리가 언어를 통해 의사소통할 수 있다는 것은 언어적 의미가 원칙적으

로 재생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허쉬는 어떤 언어적 의

미가 재생 가능하기 위해서는, 또는 우리가 그 언어적 의미를 공유할 수 

있으려면 그것이 확정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일 언어적 의미가 

확정성을 갖지 못한다면, 그것은 “경계나 자기동일성을 갖지 못하므

로”, 재생될 수 없다는 것이다.50) 다시 말해서, 언어적 의미 I가 확정성

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I의 정체성이 확정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가 I를 I로서 공유하는 것, 혹은 우리가 I를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이 

49) E. D. Hirsch Jr, (1967), p.44
50) Ibid.,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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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전제1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문예 텍스트와 비문예 

텍스트의 차이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51) (허쉬는 의도와 해석의 관계

에 대한 그의 이론 체계 내에서 문예 텍스트와 비문예 텍스트를 구분하

지 않는다.) 우리의 일상적 발화나 비문예적 텍스트의 의미는 작가의 의

도에 호소함으로써 확정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일상적 발화에 있어서 언

어의 가장 주요한 기능, 그리고 언어활동의 제 1목표는 발화자의 의도를 

충실하게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예 텍스트의 발화자, 즉 

저자는 그의 텍스트를 단순히 의도 전달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

다. 만일 문예 텍스트가 저자의 특정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을 가장 주요

한 목표로 삼는다고 가정한다면, 애매모호한 시어들을 구성하여 ‘불분

명하게’ 의미를 구현하는 시인은 그의 텍스트를 심각하게 잘못 사용하

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해석 관행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적어도 어떤 문학 작품의 의미는 가능성의 영역에서 모호

한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능한 의미(possible 

meanings)는, 텍스트, 혹은 음성이라는 물리적 실체를 통해 구현되고 전

달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문예 텍스트가 확정되어야 하고, 또 확정된 문예 텍스

트만이 전달될 수 있다는 관념을 전제하고 있는 허쉬의 의도주의는 우리

의 언어적, 문학적 관행을 도외시하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Ⅲ장에서 보게 될 온건한 의도주의는 작품의 

의미가 반드시 확정적이어야 한다거나, 작품의 의미는 작가의 의도에 의

해서만 확정될 수 있다는 전제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2.3. 언어적 관습과 저자의 의도

51) 이 문제는 후속 논의인 온건한 의도주의와 가설의도주의 사이의 논쟁에서도 중요한 
쟁점이다. 이어지는 장들에서 이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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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는 반의도주의가 텍스트의 내적 증거, 언어적·문학적 관습, 그 

작품을 둘러 싼 맥락을 통해 작품의 의미를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는 점을 앞에서 설명했다. 전제 3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허쉬는 이 점

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러나 허쉬는 많은 경우에 언어적 의미를 이해하

기 위해서는 언어의 공적 규범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52) 언어적 

규범은 텍스트의 의미가 될 수 있는 후보들을 추려내는데 필수적이다. 

다만 그 후보 중에서 텍스트의 타당한 의미로 귀속될 수 있는 것은 하나

뿐이며, 그것은 작가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허쉬는 'My car ran out of gas'라는 문장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53) 

이 문장을 영어의 의미론적, 구문론적 관습으로써 해석하면, ‘내 차의 

연료가 고갈되었다’는 의미와 ‘내 차가 가스 연기로부터 달려 나왔

다’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허쉬는, 언어

가 가진 의미론적, 구문론적 관습이 어떤 문장이 가질 수 있는 의미의 

후보를 좁히는 역할을 할 수는 있으나 그 문장의 의미를 결정할 수는 없

다고 주장한다. 즉, 이 문장의 의미가 전자인지 후자인지를 알아내기 위

해서는 이 문장의 발화자가 어느 쪽을 의미했는지를 확인할 수밖에 없다

는 것이다. 

  그러나 앞 절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문장의 의미는 애매한 상태, 미

결정인 상태로 있을 수 있다. 물론 그 문장을 발화한 발화자가 의도한 

의미는 둘 중 하나일 수 있다. 그러나 둘 다일 가능성도 있다. 예컨대 

시에 쓰이는 문장들은 한 가지 이상의 의미를 담지하도록 의도되는 경우

가 많다. 만일 위의 문장 역시 그렇게 의도되었다면, 역시 이 문장의 의

미는 애매한 상태로 남는다. 더 나아가 의도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

도 생각해볼 수 있다. 가령 누군가 각 품사별로 1000개의 단어를 임의로 

선정하여 무작위로 섞은 뒤 그것을 바닥에 뿌렸는데, 우연히도 'My', 

'car', 'ran', 'out', 'of', 'gas'라는 단어 배열이 나타났다고 가정해보자.54) 

52) Hirsch Jr, E. D., (1967), p.30

53) Ibid., p.225
54) 이 예는 앞서 비어즐리가 동일성 논제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시했던 ‘컴퓨터에 의해 

산출된 시’의 예와 유사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필자가 합리적인 의도주의
의 입장에서 비어즐리를 논박했던 것과는 달리, 이 지점에서 허쉬는 해당 문장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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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역시 이 단어 배열의 의미는 애매한 채로 남을 것이다. 허쉬는 

이것을 뿌린 사람의 의도에 의해 이 단어 배열의 의미가 결정될 수 있다

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물론 이 사람은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이 행위를 

했을 수 있다. 혹은 이렇게 한 뒤에 이 단어 배열에 특정한 의미를 부여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이러한 행위를 한 의도가 무엇이건 

간에, 이 단어 배열의 의미를 결정하기 위한 지침이 될 수는 없다. 왜냐

하면 그 의도는 이 문장을 ‘이러저러하게 의미하고자 하는’ 의미론적 

의도(semantic intention)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일 그의 작품이 

예술작품의 일종으로서 공적으로 제시되었을 때, 그의 의도는 그의 ‘예

술적 행위’의 의미가 아니라 그 특정한 단어 배열의 의미를 결정하고자 

하는 감상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또한 이 사람이 특정한 의

미를 부여함으로써 이 문장이 그 의미를 적법하게 획득할 수 있는지 역

시 의심스러우며, 만일 그가 부여한 의미가 적법하게 그 문장에 귀속될 

수 있을지라도, 여전히 ‘문장이 나타나는 사건’이 ‘의미를 부여하는 

사건’보다 후행하기 때문에, 이 문장의 의미가 애매한 순간들이 존재한

다. 

  게다가 텍스트의 의미가 언어적 관습만으로는 충분히 그 결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허쉬의 주장이 부분적으로는 옳을 수 있지만, 우리의 

실제 해석 관행을 고려해볼 때, 그 텍스트의 발화적, 역사적 맥락, 혹은 

작품의 정체성 등의 요소를 함께 검토한다면 의미를 어렵지 않게 결정할 

수 있다. 즉, 이 문장이 실제 발화 상황이나 실제 문학작품에서 사용된

다면 허쉬의 주장은 훨씬 약화될 수 있다. 가령 이 문장이 만일 소설 속

에 쓰였고, 바로 직후에 'We need to find a gas station'이라는 문장이 

따라 나왔다면, 'My car ran out of gas'라는 문장은 ‘내 차에 연료가 

떨어졌어’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문장이 발화된 

예적 의미가 아니라 그것의 텍스트적 의미가 저자나 발화자의 의도에 의해서만 결정
될 수 있고, 또 결정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적어도 이 점에 대하여 발화자나 저
자의 의미론적 의도가 존재하지 않는 텍스트의 예를 제시하는 것은 유효한 반론이다. 
다만 필자는 앞에서, 만일 우리가 의도주의를 합리적으로 고려한다면, 컴퓨터에 의해 
산출된 시의 예가 쉽게 논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의도주의의 논변’으로서는 유
효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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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맥락이 가솔린 연료의 발명 이전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이 

문장은 ‘가솔린 연료가 떨어졌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문장이 발화될 당시의 의미론적 관습을 고려했을 때, ‘gas’는 ‘가

솔린 연료’라는 의미를 가질 수 없고, 따라서 ‘car’ 역시 가솔린 연

료를 사용하지 않는 ‘바퀴달린 차량(wheeled vehicle)’으로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허쉬의 주장에서 정말로 검증되어야만 하는 문제는, 모든 

해석적 관습과 맥락적 증거를 모두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학

작품’의 의미를 확정할 수 없을 때, 왜 우리가 저자에게 그 의미 확정

의 권한을 부여해야만 하는가이다. (이는 전제 4와 관련되는 문제이다.) 

그러나 허쉬의 강한 의도주의에서는 이 점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변을 

찾을 수 없다. 이어지는 Ⅲ장에서 소개할 온건한 의도주의는 ‘대화적 

관심 논변’을 통해 이 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2.4. 평가와 해석

  그러나 ‘의미의 확정성’과 ‘관습의 느슨함’에 근거한 허쉬의 

논변이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허쉬의 강한 의도주의적 입장이 완전히 무

너지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정리한 논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강한 의

도주의를 지지하는 허쉬의 논변이 한 가지 더 남아있기 때문이다. 해석

에 있어서 저자의 의도를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허쉬의 마지

막 근거는 평가와 의도의 관계에 대한 논의로부터 도출된다. 허쉬는 작

가가 의도한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평가할 수

도 없으며, 이러한 사실이 해석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허쉬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고 있다.55) 어떤 시인이 ‘적막함

(desolation)’의 느낌을 전달하기 위하여 4행짜리 시를 작성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독자들은 그 시를 시인이 의도한대로 해석할 수 없었다. 허쉬

55) Ibid.,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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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 때 반의도주의자들은 ‘비평가가 자기 나름의 기준으로 그것을 판

단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관습

주의·맥락주의·내재주의에 충실한 반의도주의 비평가라면, 이 시인이 

실제로 무엇을 의도했는지와는 상관없이 이 시를 해석하고 또 평가할 것

이다. 어떤 비평가는 심지어 이 시가 훌륭하게 활기찬 느낌을 전달하고 

있다고 평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허쉬는 이러한 평가가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이 시

를 통해서 활기찬 느낌을 전달하려고 시도한 것이 아니라, 적막함의 느

낌을 전달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이 시에는 그러한 느낌이 구현되지 

않았고, 따라서 이 시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반의도주의적 관점을 받아들여서, 이 시인이 최초에 적막함의 느

낌을 전달하고자 의도했음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 시가 그러한 의도를 

성취하는데 실패했다는 판단조차 내릴 수 없게 된다. 즉, 만일 우리가 

저자의 의도라는 개념을 배제해버린다면, 우리는 이 시가 성공적인지 아

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잃어버린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어

떤 작품을 평가할 때, 저자의 의도를 필수적으로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 

허쉬의 주장이다. 허쉬는 또한 이러한 원칙이 해석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평가는 해석한 바를 바탕으로 이루어

지기 때문이다.56)

  위의 예에서, 이 시가 최초에 적막함의 느낌을 전달하려고 의도되

었다면, 이 시는 그러한 의도를 성취하는데 실패했다는 허쉬의 주장은 

옳다. 그런데 ‘작가는 이 시를 통해 이러저러한 작가의 의도를 성취하

고자 했으나 실패했다’는 것이 과연 ‘그 시’에 대한 올바른 평가일

까? 우리의 해석 관행을 먼저 살펴보자. 우리는 예술가의 최초 의도가 

알려지지 않은 많은 예술작품들과 지금까지 대면해 왔다. 우리는 셰익스

피어가 『햄릿』을 통해 구현하고자 했던 최초의 구상을 알지 못한다. 

56) 본고는 해석과 의도의 관계를 조명하고 있다. 평가와 의도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그리고 해석과 평가가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평가와 의도의 관계에 대한 허쉬의 논변이 타당하지 못하다는 점은 지
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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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셰익스피어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진 전기적 정보는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의 작품들을 감상하고, 해석하고, 또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결코 드물지 않다. 허쉬의 입장과 우리

의 해석 관행 사이에는 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

  필자는 허쉬가 어떤 산물에 대한 평가와, 그 제작자의 능력이나 성

취에 대한 평가를 혼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 시가 적막함

의 전달에 실패했다는 평가적 진술은, 엄 하게 말해서, 이 시인이 이 

시를 통해 적막함의 전달에 실패했다는 진술로 이해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의도의 전달에 실패한 것은 시인이지 시가 아니다. 문학작품뿐

만 아니라 모든 예술작품, 그리고 인간의 모든 산물이 예술가나 그것의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평가될 수 있다. 설령 『햄릿』이 컴퓨터에 

의해 임의적으로 산출된 문자열들의 조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을 감상하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우리는 그 평가를 컴퓨터의 성취나 

실패로 귀속시키지 않을 뿐이다. 

2.5. 강한 의도주의의 한계와 계승

  종합해보자면, 강한 의도주의가 제시하고 있는 논변들은 전반적으

로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이는 허쉬의 논변이 다소 독단적인 전제들

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의도주의적 입장을 계승하는 

최근의 논의인 온건한 의도주의는 그러한 독단적인 전제들을 버리고 우

리의 실제 해석적 관행에 의하여 보다 잘 지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약화

된 논변을 내세운다. 

  반의도주의를 대표하는 비어즐리와 의도주의를 대표하는 허쉬의 논

쟁이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비어즐리와 허쉬

가 가지고 있는 의미 개념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의미란 공적 영역에 

속하고 그 안에서만 구현될 수 있으며, 구관조가 흉내 낸 문장이나, 무

작위로 배열된 단어들이 우연히 구성하는 문장들처럼 행위자의 의미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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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가 없는 문장들도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비어즐리와는 달

리, 허쉬는 의도되지 않은 의미란 ‘근본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

했다.

  비어즐리와 허쉬가 문학 언어와 일상 언어의 차이에 대해 서로 다

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 역시 그들의 논쟁이 귀결에 이르지 못했던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비어즐리는 문학작품(예술작품)과 일상 언어는 서

로 다른 해석적 원칙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허쉬는 양자를 구분해

야만 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57) 허쉬는 이러한 입장을 설

명할 수 있는 논변을 제공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살펴보게 될 온건한 의

도주의는 이에 대한 논변을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의도주의적 해석의 

정당성을 옹호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반의도주의와 강한 의도주의 사이의 논쟁을 검토

함으로써 의도가 해석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하여 얼마나 팽팽한 긴

장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양자는 각각의 입장에서 관찰

한 해석 관행에 근거하여 예술가의 의도와 예술작품의 해석의 관계에 대

하여 논쟁을 벌였다. 필자는 비어즐리의 반의도주의가 비교적 설득력 있

는 논변들을 통해 제시되고 있는 반면, 허쉬의 강한 의도주의의 골격을 

이루는 논변들은 타당성을 의심할만한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본다. 

그러나 반의도주의 역시 우리의 해석 관행과 충분히 부합하는 설명을 제

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도주의적 입장을 완전히 패퇴시킬 수 없었다. 

  이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의도와 해석에 관한 보다 최근의 논

의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우선 의도주의가 반의도주

의의 공격을 피해 어떠한 입장을 취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입장은 

우리의 해석 관행을 얼마나 잘 설명해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것

이다. 

57) 이경순, 「Hirsch의 문학 해석학: 저자의 의도와 의미의 타당성」, 『영어영문학』 제 
30권 4호, 1984, pp.92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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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온건한 의도주의

  허쉬는 작가의 의도가 성공적으로 작품에 구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런 경우조차 해당 작품의 타당한 의미는 작가가 

의도한 의미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허쉬의 주장은 우리의 실제 관행과 

상당히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제 해석 관행

에서, 작가의 의도가 실패하거나 심지어 작가의 의도가 전혀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도, 어떤 작품이 ‘공적’으로 타당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온건한 의도주

의의 지지자들은 작가의 의도가 작품에 성공적으로 구현되지 못한 경우, 

작품의 의미가 작가의 의도 외의 다른 요소들(작품 그 자체, 작품이 생

산된 역사적 맥락, 작품에 적용되는 공적 관습 등)에 의해 결정될 수 있

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다시 말해, 온건한 의도주의는 작가의 의도가 

성공적일 경우에만, 작가의 의도에 의해 작품의 의미가 결정된다는 입장

이다.

  캐롤은 다음의 예를 통해 강한 의도주의가 난관에 부딪힌다는 점을 

지적한다.58) 어떤 시인이 자신의 시에 ‘파랑’이라는 단어를 써놓았다. 

우리는 당연히 이 단어가 파란색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것이다. 그런데 

이 시인은 그러한 이해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시에서 ‘파랑’이라는 단

어는 실제로 빨간색을 의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강한 의도주의의 

지지자라면 이 시인의 진술을 받아들여, 여기에 쓰여 있는 ‘파랑’을 

실제로는 ‘빨강’이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

나 온건한 의도주의의 입장에 서 있는 캐롤은 이 시인이 자신의 작품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해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59) 일

상적 삶에서도 우리는 타인이 자신의 의도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모두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인의 일

58) N. Carroll, On Criticism (2009), pp.140-142
59) Ibid., 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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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나 자서전, 혹은 친구들과의 대화 내용 등) 어떤 외적 증거를 통해 이 

시인이 ‘파랑’이라고 쓸 당시에 정말로 빨간색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가정해보자. 즉, 만일 이 시인이 ‘파랑’

이라는 단어를 통해 ‘빨간색’이라는 의미를 구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실제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어떨까? 캐롤은 이 경우에도 

시인의 진술이나 의미론적 의도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왜

냐하면 단순히 어떤 단어를 이러저러하게 의도하는 것만으로 그 단어의 

의미가 그렇게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누군가 ‘나는 당신을 사

랑합니다’라는 의미론적 의도를 품고 ‘부부부’라고 말한다고 해서, 

‘부부부’라는 문자열에 대한 공적 규약이 즉시 ‘나는 당신을 사랑합

니다’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의 이유로 캐롤은 위의 시인의 

주장 역시 부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60) 그러나 작품의 의미가 작가의 

의미론적 의도에 의해 항상 결정된다고 주장하는 강한 의도주의는 이것

이 ‘빨강’을 의미할 수 없다고 주장할 만한 적절한 설명 방식을 가지

고 있지 않다. 캐롤은 온건한 의도주의가 이러한 맥락에서 강한 의도주

의에 비해 우리의 실제 해석 관행을 더 잘 반영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온건한 의도주의 역시 해석이 ‘원칙적으로’ 작가의 의도

를 추적하는 작업임을 전제한다. 왜냐하면 작품의 의미가 근본적으로 작

가의 실제 의도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은 의도주의의 ‘해석적 이상’이기 

때문이다. 다만, 온건한 의도주의는 우리가 실제 해석 관행에서 의도주

의의 해석적 이상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들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다소 

‘약화된’ 의도주의라고 할 수 있다.

  강한 의도주의의 주장들을 반복하거나, 강한 의도주의의 실패를 인

정하고 약화된 입장을 제안하는 부분61)을 제외하면, 온건한 의도주의가 

60) 예를 들어 이 시인은 색의 구분에 대해 무지하거나, 색을 지각하는데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올바를 것이다.

61) 온건한 의도주의는 왜 의도주의가 약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미 의도주의의 반대자들의 논증이 있었고, 온건한 의도주의는 그 
논증에 대한 반박을 포기함으로써 약화된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온건한 의도주
의는, 의도주의가 적용될 수 없는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도주의를 추
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증명할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 다루고 있는 ‘대화적 관
심’ 논변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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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주의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하여 내세우는 논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예술작품의 해석이 일상적 발화에 대한 해석과 동일

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비롯된 ‘대화적 관심 논변’이 

제시된다. 이어서, 우리가 왜 해석에서 반드시 예술가의 실제 의도를 고

려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예증들이 제시된다. 온건한 의도주의 논

변의 골자는 사실상 이 구조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다. 

1. 온건한 의도주의의 논변 - 대화적 관심의 충족과 

해석

  온건한 의도주의는 우리의 일상적 삶에서 흔히 일어나는 해석들과 

예술작품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를 바 없다는 관점에서부터 그들의 논변

을 시작한다. 캐롤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능력”은 사

회적 존재로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가져야 하는 능력이다.62) 우리는 그러

한 능력을 극도로 결핍하고 있는 사람들, 가령 자폐증 환자와 같은 사람

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긴다. 반면 만일 어떤 사람이 상대방

이 어떻게 느끼는지, 혹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뛰어나다면, 우리는 그가 사회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생각

한다. 캐롤에게 있어서 해석이란, 일상적 삶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냄으로서 상대방의 말과 행위를 이해하고자 하는 일종의 본

성적 능력에 의해 작동된다. 이 본성적 능력은 아마도 인간이 사회적 존

재로서 공동체 내에서 더욱 잘 생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진화적으

로 강화된 것이다.63)

62) N. Carroll, On Criticism, Routledge (2009), p.138
63) 예술 행위와 예술작품에 대한 해석을 진화적 적응의 일환으로 보는 관점은 더튼

(Denis Dutton)에게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더튼은 우리의 예술적 경향이 진화의 
중요한 두 기제인 ‘자연 선택’과 ‘성적 선택’에 의하여 우리의 유전자에 남겨졌
다고 주장한다. 더튼에 따르면 예술이란 공작새의 꼬리와 같이 인간 개체의 유전적 
우월성이나 특이성을 표시하는 ‘적합성 지표(fitness indicator)’이다. 즉, 예술작품은 
자신의 유전자가 우월함을 보이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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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작품에 대한 해석 역시 이와 마찬가지이다. 예술작품은, 물론 

특수한 범주에 속한다고 주장될 수도 있지만, 인간의 사회적 활동의 일

종이다. 따라서 예술작품에 대한 해석 역시, 사회적 존재로서 공동체 안

에서 더욱 잘 적응하고 생존해 나갈 수 있도록 인간을 진화시킨 “자연 

선택(natural selection)에 의하여 우리의 본성에 새겨진 해석적 경향의 

연속체(continuum)” 위에 있다.64) 그러므로, 캐롤에 따르면, 예술작품에 

대한 해석은 우리가 일상적 삶에서 타인의 진의를 알고자 해석적 능력을 

발휘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다.

  온건한 의도주의의 지지자들은 만일 우리가 예술작품이 전달적 차

원을 가진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예술작품에 대한 해석이 의도주의적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더욱 분명해진다고 주장한다. 캐롤은 다음

과 같이 기술한다.

  예술작품은 전달적 차원을 가진다. 결과적으로, 모든 조건이 동일하

다면, 우리는 -타인들의 의도에 관한 정보의 원천으로서- 그들의 다른 

전달적 행위들에 접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술작품에 접근하고자 해야 

한다. 해석의 취지는 어쩌면 작품의 창작자의 의사전달적 의도

(communicative intention)를 인지하는 것이다.65)

  (과연 모든 조건이 동일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만

일 예술작품이 예술가의 ‘말’을 전달하는 매체로서의 역할을 가진다

면, 우리는 그 매체를 통해서 예술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알고자 할 

것이다. 예술가가 예술작품을 통해 무언가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라서 더튼은 우리가 예술작품을 감상할 때 그 예술작품을 창조한 예술가의 재능, 그
리고 그가 성취한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더튼은 우
리가 문학작품을 감상할 때, 그것에 사용된 언어가 사실을 전달하는 언어이든, 허구
적 언어이든, 시적 언어이든 간에, 우리는 그 언어 배후에 있는 발화자나 저자에 대
한 관심을 버릴 수 없으며, 따라서 문학작품의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술
가의 의도를 올바르게 파악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더튼의 입장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D. Dutton, Art Instinct, Bloomsbury Press (2010) (특히 8장)

64) N. Carroll (2009), p.139
65) Ibid., p.139. 강조는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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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질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캐롤은 이를 ‘의사전달적 의도’라

고 말한다. 온건한 의도주의는 우리가 예술작품을 해석할 때, 그것이 

‘의사전달적 의도’를 가지는 매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하며, 또

한 그 ‘의사전달적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을 목표로 해석에 착

수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때 전자의 ‘의사전달적 의도’란, 예술가가 

예술작품을 통해 감상자와 의사소통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리키며, 후자

의 ‘의사전달적 의도’란 예술가가 작품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의미하고자 의도한 바, 즉 예술가의 ‘의미론적 의도(semantic 

intention)’을 가리킨다.

  그런데 일상적 발화가 의사전달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주장을 이해

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예술작품이 의사전달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여

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일상적 발화와 예술작품 둘 다 의사전달적 차

원을 가진다고 할 때, 도대체 양자가 정확히 공유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에 대하여 캐롤은 우리가 예술작품을 감상할 때 가지는 가장 주요한 

관심과, 우리가 타인과 대화를 나눌 때 최우선적으로 가지는 관심이 유

사하다고 주장한다. 즉, 우리는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자 하

는 성향을 가지기 때문에,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대화 상대방의 진의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인다. 만일 예술작품이 전달적 의도

를 가진다면, 예술작품의 해석 역시 동일한 ‘관심’을 충족시키고자 지

향할 것이다. 캐롤은 이러한 관심을 ‘대화적 관심(communicative 

interest)’라고 부른다.66)

  예술작품에 대한 해석이 ‘근본적으로’ 예술가의 실제 의도를 추

적하는 작업이어야 한다는 온건한 의도주의의 해석적 이상, 혹은 해석적 

원칙은 바로 이 대화적 관심과 관련된 논변에 의해 지지된다. 온건한 의

도주의의 지지자들은 우리가 일상적 발화를 해석할 때, 발화자가 진정으

로 의미하고자 의도한 바가 무엇인지를 앎으로써 대화적 관심을 충족시

킬 수 있듯이, 예술작품의 해석에 있어서 대화적 관심은 예술가가 작품

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의도했는지에 대한 탐구로서만 충족될 수 있다

66) N. Carroll, "Art, Intention, and Conversation", Intention and Interpretation, Edited by 
Gary Iseminger,  Temple University Press (1992), 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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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장한다. 만일 이러한 주장이 옳다면, 작품의 해석에 있어서 작가의 

실제 의도를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의도주의는 이러한 관심을 설명

해주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온건한 의도주의는, 설령 작가의 의도가 종

종 실패하거나, 작가의 의도를 전혀 찾을 수 없는 예술작품들이 존재한

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해석에 있어서 의도주의를 포기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캐롤은 자신의 주장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하여 반의도주의의 관점

에서 가능한 반론을 검토한다. 예컨대, 반의도주의의 지지자들은 일상적 

해석과 예술작품에 대한 해석을 동일 선상에 놓는 의도주의의 입장이 예

술의 특별한 목적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설사 

우리의 일상적 해석이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의 배후에 있는 실제 의

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예술의 목적은 그러한 실

제적 관심사 너머에 있기 때문이다. 캐롤은 반의도주의의 지지자들이, 

가령 예술의 본질적 기능이나 목적은 “생생한 해석적 유희에 참여하고

자 하는 예술작품의 독자, 청자, 관람자의 상상력을 북돋움으로써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미적 경험을 낳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설

명한다.67) 만일 그러한 주장이 옳다면, 해석의 주요한 목표가 예술가의 

의도를 확인하는 것이라는 온건한 의도주의의 입장과 충돌하게 된다. 

  이러한 (예상되는) 반론에 대하여 캐롤은 예술의 본질적 기능이 상

상적 유희를 통해 미적 경험을 최대화시키는 것이라는 주장 역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캐롤에 따르면, 반의도주의의 지지자들은 예

술계의 정통한 참여자들(informed participants) 사이에서 해석적 유희를 

통해 미적 경험을 최대화 시키려는 해석적 경향이 명백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지적하지만, 예술계의 자격 있는 참여자들은 또한 “매우 빈번하게 

의도주의적 해석들을 교환한다.”68) 그렇다면 어느 쪽의 해석적 경향이 

더 우세한가를 기준으로 의도주의와 반의도주의 중 한 쪽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다.

  캐롤은 대화적 관심이 곧 ‘도덕적 책임’으로 이어지며, 반의도주

67) N. Carroll (2009), p.143
68) Ibid., p.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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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 해석은 이러한 책임을 저버린다고 주장함으로써, 예술작품의 해석

에 대한 대화적 관심 논변에 반대하는 반의도주의의 반론에 반박을 시도

한다.

  캐롤에 따르면, 우리가 일상적 발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공식 

발표(communiqué)를 친절하게, 그리고 정확하고 공정하게” 간주해야 하

는 “도덕적 책임”을 가지듯이, 예술작품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의 도

덕적 원칙이 적용된다.69) 만일 내가 x라는 의도로 어떤 발화 u를 수행했

는데 철수가 나에게, “너는 y라고 말했잖아”라고 주장하는 경우를 고

려해보자. 내가 철수에게 “아니야. 나는 x라고 말했어”라고 수차례 항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철수가 여전히 내가 y라고 말했다고 주장한다면, 

캐롤은 내가 “부당한 취급을 받았다”고 느낄 것이라고 설명한다.70) 

  마찬가지로 캐롤은, 만일 우리가 예술가의 의도를 명백히 알고, 또 

그 의도가 예술작품과 일치한다는 것을 인정할 때조차 그의 의도와 무관

한 어떤 의미를 작품의 타당한 의미로 귀속시킨다면, 우리는 그 예술가

를 부당하게 취급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일 그러한 도덕적 고려들이 해석에 적절하다면, 캐롤이 주장하는 

바, ‘미적 경험의 추구를 예술작품 해석의 최우선적 목표로 간주하는’ 

반의도주의적 해석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

리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해석적 경향이 우리 해석의 지배

적인 경향이라고 보는 것은 비상식적일 것이다. 따라서 캐롤은, 우리의 

해석이 작가의 실제 의도를 추적하고, 그럼으로써 대화적 관심을 충족시

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화적 관심이 의도주의의 핵심 근거라는 주장을 내세우는 학자는 

비단 캐롤뿐만이 아니다. 아이제밍어 역시 ‘실제의도주의 대 가설의도

주의(Actual Intentionalism vs. Hypothetical Intentionalism)’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가설의도주의보다 실제의도주의가 더 낫다고 주장하면서, 

“작가의 [실제] 의미론적 의도가 어떤 방식으로든 작품의 의미를 결정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독자로서 작

69) Ibid., p.144
70) Ibid., 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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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에 대한 대화적 관심을 가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며 캐롤의 손

을 들어준다.71)

  그러나 아이제밍어는 ‘우리가 독자로서 작품에 대한 대화적 관심

을 가진다는 확신’으로부터 ‘작가의 의미론적 의도가 어떤 방식으로든 

작품의 의미를 결정한다’는 결론이 어떻게 도출되는지에 대해서는 논증

하지 않는다. 아마도 여기에는 ‘예술작품 감상에 포함되는 대화적 관심

은 반드시 예술가의 실제 의도를 파악함으로서만 만족될 수 있다’는 숨

은 전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

  그는 이에 대한 타당한 논증을 제공하는 대신, 이러한 착상을 갖게 

된 계기로서 캐롤의 다음 언급을 인용한다. 

  문학텍스트를 읽거나 회화작품을 감상할 때 우리는 그것의 창작자

와 나누는, 대화와 대략(roughly) 유사한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 물론 우

리가 우리의 반응들과 관련한 자연스러운 피드백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

서 이 관계는 일상적 대화만큼 상호적이지는 않다. 그러나 일상적 대화

가 우리의 대화 상대자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처럼, 예술작품과의 

상호작용 역시 그러하다.

  우리는 우리가 만족스럽게 이해하지 못한 상대와 진정한 대화를 했

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 성취감을 주는(fulfilling) 대화는, 우리가 

우리의 대화 상대자가 의미하거나 말하고자 의도한 바를 이해했다는 확

신을 가질 것을 필요로 한다.72)

 

  아이제밍어는 문학 텍스트의 감상과 우리의 일상적 대화를 유비하

는 이러한 언급이 문학에 대한 ‘근본적 사실’을 말해준다고 주장한

다.73)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 사실’이라기보다는 여전히 증명을 필요

로 하는 주장이다.  

71) G. Iseminger, "Actual Intentionalism vs. Hypothetical Intentionalism",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Vol. 54, No. 4, Autumn (1996). p.324. 강조는 필자.

72) N. Carroll (1992), pp.117-118
73) G. Iseminger (1996), pp.32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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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롤은 다음의 사례가 예술작품에 있어서 ‘대화적 관심’에 대한 

추구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한다.74)  

  영화감독 에드워드 우드는 1958년에 영화 Plan 9 from Outer 

Space(외계로부터의 9호 계획)를 발표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저렴한 제

작비를 들여 대충 헐리우드의 제작 방식을 모방하고자 하는 B급 영화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허술한 대도구와 소도구들, 엉성한 특수효과, 진부하

고 일관성 없는 구성 등, 이 영화가 가질 수 있는 예술적 가치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였다. 그런데 영화평론가 호버만(J. 

Hoberman)은 1980년대에 발표한 그의 저서에서, 이 영화가 ‘헐리우드 

영화의 관습화된 제작방식을 유쾌하게 전복한 일종의 패러디 작품’이라

는 해석을 제시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앞서 캐롤이 반의도주의의 입장에서 예상되는 반

론으로서 제기한 ‘예술의 근본적 목적의 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다. 캐롤은 우리가 이 작품을 단순히 B급 영화의 일종으로 감상하

고 해석하는 것보다, ‘전복적 도전(transgression)’으로 해석하는 편이 

우리에게 더 큰 미적 만족과 미적 경험을 준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만일 

반의도주의가 예술작품을 해석하는 목적이 미적 경험의 추구에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 작품을 ‘전복적 도전’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캐롤에 따르면, 1958년이라는 시대적 상황, 헐리우드 B급 영

화의 역사, 에드워드 우드 감독에 대한 전기적 증거, 제작 당시의 상황

에 대하여 알려진 정보들을 고려해보았을 때, 이 작품이 전복적 도전이

라는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 의도가 믿음과 욕구로 구성된다고 할 때, 

에드워드 우드가 자신의 영화를 아방가르드 영화로 만들고자 하는 욕구

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을 리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캐롤

은 에드워드 우드가 이 작품을 헐리우드 관행에 대한 전복적 도전으로 

의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미숙한 작품을 만들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

장한다.75) 

  캐롤에 따르면, 호버만이 한 것처럼 에드워드 우드의 명백한 의도

74) N. Carroll (1992), pp.119-120
75) N. Carroll (1992), 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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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무시하는 해석은 우리가 예술작품을 해석하고 감상함으로써 진정한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는 의식을 약화시킨다.76) 호버만 스스로도 자신의 

해석이 우드의 실제 의도와 위배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

는 이 작품과의 (혹은 감독인 우드와의) ‘대화’에 진정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영화의 감독인 우드의 실제 의

도를 무시하는 해석을 통해서는 우리가 대화의 진정한 참여자로서 만족

스러운 예술적 경험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요컨대, 호버만의 해석은 그 작품의 예술사적 맥락을 무시하는 틀

린 해석일 뿐만 아니라, 우드의 실제 의도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 예술작품을 해석할 때 필수적으로 가지는 ‘대화적 관심’을 충족시

켜주지 못한다.

  지금까지 살펴 본 대화적 관심 논변은 허쉬가 설명해 주지 못했던 

점, 즉 왜 예술작품에 대한 해석과 우리의 일상적 발화에 대한 해석이 

다르지 않은지, 혹은 왜 일상적 발화를 해석할 때 우리가 가지는 해석적 

이상이 예술작품의 해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보

여준다는 점에서 온건한 의도주의의 입장을 근본적으로 뒷받침해준다. 

그렇다면 이 논변이 과연 그러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

해보자. 

1.1. ‘대화적 관심’ 논변과 그 예증에 대한 비판

  Plan 9 예증의 귀결에 대해서 논의하기 전에 여기서 등장하는 ‘대

화적 관심’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보자. 대화적 관심이란 

우리의 일상적 대화에서 상존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관심이다. 캐롤은 우

리가 누군가와 일상적 대화를 나눌 때, 본성적으로 상대방의 진의에 대

해 알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대화적 관심은 그러한 욕구의 충

족을 지향한다고 설명한다. 즉, 일상적 대화에서 대화적 관심의 충족은 

76) Ibid., 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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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이고, 그것의 충족은 상대방의 실제 의도를 파악함으로써만 가능

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예술작품의 감상이 일종의 대화라고 할 때, 감상

자인 우리의 대화 상대자는 예술가이다. 캐롤은 이러한 이유로, 예술작

품의 해석에 있어서 대화적 관심은 예술가의 실제 의도를 파악함으로써

만 충족될 수 있으며, 그러한 대화적 관심을 충족시키는 것은 예술작품

의 해석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우리가 일상적 대화에 참여할 때 상대방에 대한 대화적 관심을 가

진다는 것은 그럴듯한 것 같다. 또한 예술작품의 감상이 대화에 참여하

는 것과 유사하다는 것 역시 ‘일반적인 의미’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필자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그렇다고 

해서 예술작품에 대한 해석이 반드시 일상적 대화에 적용되는 해석과 동

일한 해석적 접근, 혹은 해석적 원칙을 통해 이루어져야만 하는가?

  만일 우리가 일상적 의사소통에 있어서 ‘대화적 관심’을 가진다

면, 그것은 그 정의상 당연히 발화자의 실제 의도를 확인함으로써 만족

될 것이다. 그러나 온건한 의도주의의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바와는 달

리, 예술작품의 감상이나 해석에 있다고 여겨지는 ‘대화적 관심’ 역시 

예술가의 실제 의도를 확인함으로써만 만족된다는 근거는 없다.

  앞에서 보았듯이, 캐롤은 예술작품의 해석이 우리의 ‘대화 상대

자’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며, 그러한 측면에서 예술작품의 해석과 일

상적 대화가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우리가 예술작품을 해석할 때 

정말로 이해하고자 하는 대상은 ‘예술작품’이다. 우리는 예술가를 이

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예술작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작품을 

이해하기 위해 그것을 해석한다. 만일 의도주의가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

가 예술작품을 해석할 때 예술가의 실제 의도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한

다면, 그것은 그의 작품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지 그의 삶에 대해서 알

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술작품을 해석할 때 일종의 

‘대화 상대자’를 가진다면, 그것은 예술가가 아니라 예술작품이다.

  물론 많은 예술가들은 그들의 작품에 일종의 ‘메시지’를 담고자 

시도한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은 감상이나 해석의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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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이다. 그러나 온건한 의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만일 관

객들이 예술작품을 통해 이해한 ‘그 메시지’가 작가가 실제로 의미하

고자 하는 바, 즉 작가의 실제 의도와 부합한다는 확신을 관객들이 가질 

수 없다면, 그것은 만족스럽고 성취감을 주는 예술 감상이나 해석이 아

니라고 해야 할까?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작품을 감상한 뒤 작가의 논평

(commentary)을 들을 때 가장 만족스러운 예술 경험을 한다고 볼 수 있

을까?

  우리가 예술가의 삶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자기반성적 진술들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관심은 예술작품의 감상

이나 해석에 있어서 부수적이다. 만일 그것이 가장 주요한 부분이라면, 

우리는 미술관에 가서 직접 작품을 감상하는 것보다 작가의 전기를 읽는 

것이 그 작품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을 준다고 여길 것이다. 

  요컨대, 레빈슨이 적절하게 지적한 것처럼, 만일 우리가 예술작품을 

감상하거나 해석할 때 ‘대화적 관심’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것이 참이

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대화적 관심’은 예술가가 아니라 예술작품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짐

으로써 충분히 충족될 수 있다.77) 따라서 대화적 관심 논변은 온건한 의

도주의적 해석의 당위성을 뒷받침해주지 못한다.

  필자가 보기에 대화적 관심 논변이 실패하는 주요한 원인은, 온건

한 의도주의가 일상적 발화와 예술작품 간의 유사점만을 주목한 나머지, 

양자의 중요한 차이를 간과했다는 점에 있다. 앞에서 캐롤은 예술작품이 

전달적 차원을 가진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우리는 타인의 일상적 발화나 일상적 행위들을 해석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접근 방식을 통해서 예술작품에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78) 그러나 실제로 ‘조건들’은 동일하지 않으며, 상이한 다음의 

세 가지 조건들이 양자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 

77) J. Levinson, “Hypothetical Intentionalism: Statement, Objections, and Replies”, in 
Is There a Single Right Interpretation?, edited by Michael Krausz, University Park :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2002), p.317

78) N. Carroll (2009), 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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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예술작품을 해석하는 과정과 일상적 발화를 해석하는 과정은 

실질적으로 다르며, 이러한 실질적 차이는 양자의 근본적 차이로 이어진

다.

  먼저 우리가 일상적 발화 상황에서 상대방의 발화를 이해하는 과정

을 숙고해보자. ‘생각을 읽는 기계’를 휴대할 수 없는 우리가 상대방

의 발화를 이해하는 과정은 불가피하게 ‘추정’의 과정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가 발화자의 입장에서 발화의 의미를 구현할 때 염두에 두는 

것은, 그 발화가 어떤 수화자를 대상으로 하는지, 그리고 그 수화자의 

배경지식과 경험 등을 고려했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발화를 구성하고 

전달해야 그 수화자가 발화 의미에 대한 올바른 추정을 할 수 있을지 등

이다. 마찬가지로, 발화의 직․간접적 수화자로서 우리는 어떤 발화를 해

석할 때, 발화자가 어떠한 수화자를 겨냥했는지 추정하고, 그리고 그 발

화자와 ‘추정된 수화자’의 배경적 지식과 경험 등을 고려하여, 발화자

가 그의 발화에 구현하고자 의도했을 법한 의미에 대한 가설을 세우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가설을 세운 수화자, 혹은 발화의 해석자가 충분한 

지식과 이해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 가설은 곧 그 발화의 의미로 귀

속될 수 있다.

  풍부하고 다양한 정황적, 맥락적 증거가 주어지는 일상적 발화 상

황에서, 이렇게 복잡한 ‘추정하기’는 보통 자연스럽고, 단순하고, 신속

하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우리는 마치 우리가 상대방의 ‘실제 의도’를 

즉각적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그것은 캄캄한 밤중에 일

렬로 늘어선 전등이 차례로 켜질 때, 마치 그 불빛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같은 일종의 ‘착시’일 뿐이다. 캐롤은 우리가 일상적 삶

에서 타인의 말과 행위 배후에 있는 의도를 파악하는데 보통 극도로 성

공적(usually extremely successful)이라고 주장한다.79) 하지만 이 주장은 

별로 그럴듯하지 않다. 물론 우리는 많은 경우에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의사소통 과정이 ‘성공적

79) N. Carroll, "Andy Kaufman and the Philosophy of Interpretation", Is there a Single 
Right Interpretation?, M. Krausz ed., University Park :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2002), p.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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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상대방의 실제 의도를 파악함’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우리의 일상적 의사소통은 수많은 오류를 포함하

는 수많은 추정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오류들은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올바르게 수정된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자주 상

대방의 진의(眞意)를 오해한다. 그러나 일상적 의사소통에서 우리는 상대

방의 반응을 직접 관찰할 수 있다. 나는 상대방이 나의 진의를 올바르게 

이해했을 때 보일 수 있는 적절한 반응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며, 만일 

나의 발화를 들은 상대방의 반응이 적절하지 않을 때 그의 이해를 비교

적 손쉽게 바로잡을 수 있다. 또한 일상적 의사소통 상황에서는 발화자

의 입장과 수화자의 입장을 비교적 자유롭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는 우리가 이해한 의미가 분명하지 않을 때 언제든지 그것을 교정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술작품에 대한 해석과 일상적 발화에 대한 해석 사

이의 중요한 차이를 낳는 요인이다. 즉 예술작품을 해석할 때, 예술가와 

해석자는 서로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없으며, 서로의 역할을 

바꿀 수 없다. 만일 우리가 일상적 대화 상황에서 상대방의 반응을 관찰

할 수 없거나, 수화자 혹은 발화자 중 하나의 역할 만을 선택해야 한다

면, 그러한 대화는 분명 불완전하고 불만족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술작품의 제작과 감상, 혹은 해석이 ‘불

완전한 대화’의 일종이라고 해야 할까? 혹은, 예술작품의 해석이나 감

상이 ‘만족스러운 대화’가 되려면, 작가의 실제 의도를 어떻게든 알아

내서 우리의 추정과 비교해야만 한다고 해야 할까? 물론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술계의 자격 있는 감상자, 혹은 예술가로서, 예술 행

위에 참여할 때, 그것이 일상적 대화와는 다른 해석적 목표를 가진다는 

사실을 숙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예술작품과 일상적 대화를 

구분하는 두 번째 ‘조건’이다.  

  즉, 예술작품의 해석과 일상적 발화의 해석은 서로 상이한 해석적 

목적을 가진다. 캐롤이 옳게 지적했듯이, 우리의 해석 관행의 한 측면에

는, 예술의 본질적 기능이나 목적이, 해석에 참여하는 예술작품의 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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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상상력을 북돋움으로써 가치 있는 미적·예술적 경험을 낳는 것이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80) 그리고 그것은 ‘경향’이라기보다는, 예

술적 행위를 다른 행위들과 구분 짓는, 예술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

다. 필자는 예술이 우리의 일상적 삶과 유리되어 존재하는 어떤 특별한 

것이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우리의 삶에 포함된 여러 

행위들은 각각의 주요한 목적들이 있고, 그 목적에 따라 어떤 행위와 다

른 행위를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술적 행위 역시 그 나름의 목적을 

가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일상적 대화가 상대방의 진의를 

파악하고 그에 합당한 반응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되는 반면, 예술

작품의 해석은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를 이끌어 내고, 그로

부터 예술적 경험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된다. 일상적 발화와 예술

작품의 해석에 서로 다른 ‘언어 게임’의 규칙이 적용된다는 레빈슨의 

주장의 배경에는 이러한 고려들이 있다. 

  앞서 캐롤은 예술가의 실제 의도와 무관한 의미를 작품에 귀속시킬 

수 있는 반의도주의적 해석이 ‘도덕적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함으로

써, ‘일상적 대화의 해석과 예술작품의 해석이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다’는 반의도주의의 주장을 반박하고자 했다. 즉, 일상적 대화의 해석

과 예술작품의 해석에 동일한 도덕적 원칙이 적용된다면, 일상적 대화의 

해석과 예술작품의 해석에는 동일한 해석적 접근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일상적 대화의 해석과 예술작품의 해석에는 동일한 도

덕적 원칙이 적용되는가? 우리가 만일 어떤 예술작품을 예술가의 실제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한다면, 예술가는 과연 자신이 부당하게 취급되었

다고 느끼는가? 물론 자신의 작품이 자신의 실제 의도대로 해석되기를 

원하는 예술가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자신의 의도를 모르는 어떤 비평

가가 해석한 내용이 자신의 실제 의도보다 그의 작품의 가치를 더욱 풍

부하게 만든다면, 그 해석을 타당한 해석으로 받아들이는 예술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아는 한,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자신들의 작품이 

80) N. Carroll (2009), p.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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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이 의도한 것 보다 더 많은,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분노하지는 않을 것이다. 즉, 캐롤이 주장하는 도

덕적 원칙이 예술작품의 실제 해석에도 동일하게 보편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예술작품과 일상적 대화를 구별하는 세 번째 조건은 가설의도주의

와 온건한 의도주의의 차이점에 대한 레빈슨의 기술에서 찾을 수 있다. 

(필자는 이 조건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에 의해 도출되거나, 혹은 더 

강화된다고 본다.) 가설의도주의를 주장하는 레빈슨은 문학 텍스트와 일

상적 대화가 유사한 맥락을 가진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캐롤이 양자의 

중요한 차이를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한다.81) 레빈슨에 따르면, 문학 텍

스트와 일상적 대화 간의 가장 큰 차이는, 양자의 의미 전달체가 가지는 

지위이다. 일상적 대화에서는 ‘발화자가 의도한 의미’가 가장 중요하

다. 전달체인 발화된 진술 그 자체는 “사실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다(count for nothing)”.82) 우리는 상대방의 진술의 의미에 대하여 여러 

추정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중 하나가, 혹은 그 추정들에 속하지 않는 

다른 어떤 것이 상대방의 진정한 의도라는 것이 밝혀지는 순간, 다른 추

정들은 폐기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언어 전달체를 들추

어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일상적 대화의 해석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

는 최선의 목표는 상대방의 실제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고, 언어 전달체

는 그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학 텍스트의 경우는 다르다. 레빈슨에 따르면, “문학에서 

맥락적으로 구현된 의미 전달체는 불가결한(indispensable) 것”으로서, 

그것은 “만일 우리가 사적 의미에 더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

다면, 혹은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할 때, 그것[사적 의미에 대한 더 직접

적인 접근]을 위하여 무시(bypass)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다.”83) 즉, 

우리가 정보적 담화(informative discourse)를 해석할 때, 발화자나 저자에 

의해서 의도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그리고 최종적인 

81) J. Levinson (1992), pp.240-241
82) Ibid., p.241
83) loc.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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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라고 할지라도, 문예 작품을 해석할 때 우리는 주어진 언어적 텍스

트가 어떤 맥락 안에서 어떠한 의미를 전달하고 형성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허가된다(licensed)는 것이다. 레빈슨에게 있어서 

그것은 “저자와 독자가 함께 참여하는 문학적 의사소통의 관행과 부합

하는 것”이다.84) 

  물론 레빈슨이 제기한 차이는 상대적인 차이일 뿐이며, 문학 텍스

트와 일상적 대화가 절대적으로 그러한 속성을 가진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여전히 우리가 문학 텍스트의 해석과 일상적 대화

의 해석에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는 온건한 의도주의에 의구심을 갖도록 

만든다.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필자는 예술작품에 대한 해석과 일상

적 발화가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우

리가 예술작품을 해석할 때와 일상적 발화를 해석할 때 ‘동일한 해석적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변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즉, 예술

작품의 해석과 일상적 발화 간의 유사성에 근거한 ‘대화적 논변’은 온

건한 의도주의의 타당성을 담보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다시 Plan 9의 예로 돌아가 보자. 캐롤은 우리가 우드의 실제 의도

를 참조하지 않는다면, 그의 영화를 잘못 해석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다. 과연 그럴까?

  캐롤은 앞에서 ‘1958년이라는 시대적 상황, 헐리우드 B급 영화의 

역사, 에드워드 우드 감독에 대한 전기적 증거, 제작 당시의 상황에 대

하여 알려진 정보들을 고려해보았을 때’ 이 영화는 단순히 ‘미숙하게 

제작된 B급 영화’로 간주되어야만 한다고 진술했다. 시대적 상황이나 

영화의 역사, 우드 감독의 공적 페르소나와 같은 증거들은 적절한 해석

적 근거이다. 그러나 이 증거들이 우드가 이 영화를 통해서 실제로 의미

하고자 했던 바, 즉 우드의 실제 의미론적 의도와 일치하는 것은 필연적

인 것이 아니다. 호버만이 저지른 잘못은 우드의 실제 의미론적 의도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영화 비평가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미적 판단력

84) loc.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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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영화의 역사에 대한 기본적 지식조차 갖추지 못했거나, 아니면 이 영

화의 정체성과 그것을 둘러싼 예술사적 맥락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즉,  

우리는 호버만의 해석이 우드의 실제 의미론적 의도와 부합하는지 아닌

지와는 무관하게 그의 해석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예술작품의 감상과 해석에는 대화적 관심의 충족이 필수적

이고, 그것은 예술가의 실제 의도를 파악함으로서만 가능하다는 온건한 

의도주의의 주장은 의심스럽다.

2. 온건한 의도주의의 논리적 난점 (1) - 의도의 성취 

조건

  온건한 의도주의의 해석적 원칙을 지지하는 논변이 성공적이지 않

다면, ‘성공적인’ 예술가의 의도만을 해석에 고려한다는 온건한 의도

주의의 ‘전략’은 성공적일까? 이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는, 예술가의 

의도가 ‘성공적이다’, 혹은 ‘성취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가장 쉬운 설명은, 예술작품과 ‘예술가의 의도라고 여겨지는

(putative intention of artist)’ 증거들이 서로 부합하는 경우에 예술가의 

의도가 성공적이라고 말하는 것이다.85) 즉, 온건한 의도주의는 여러 증

거들을 통해 예술가의 의도를 추정하고 이를 예술작품에 구현된 의미와 

비교하여 양자가 부합할 경우, 예술가의 의도가 성취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이 과정은 우리가 작가의 의도를 ‘독립적’으로 파악하

고, 작품에 나타난 의미를 ‘독립적’으로 파악한 후, 양자가 일치하는 

지점이 있는지를 비교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작품에 나타난 

의미를 독립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면, 즉, 작가의 실제 의도를 알아내지 

않고도 작품의 의미를 독립적으로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작가의 실제 의

도를 알아낼 필요가 없다. 따라서 온건한 의도주의는 ‘불필요한 중복

85) N. Carroll, On Criticism, Routledge, (2009) pp.14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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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undancy)’의 문제에 부딪힌다.86)

  이에 대해서 온건한 의도주의의 지지자들은 다음과 같이 반박할 수 

있다. ‘만일 작가의 실제 의도가 작품에 성공적으로 실현되었다면, 우

리가 작가의 실제 의도를 알지 못하고서는 작품의 의미를 알 수 없다.’ 

그 주장을 달리 말하면, 우리가 성공적으로 실현된 실제 의도를 아는 것

과는 독립적으로 작품의 의미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온

건한 의도주의는 앞에서 제기된 불필요한 중복의 문제를 피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주장이 참이라면, 우리는 작품의 의미와 작가의 

‘성공적인’ 의도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양자 사이에 일치하

는 점이 있는지도 알 수 없다. 온건한 의도주의자들은 작품의 의미와 작

가의 의도 사이에 일치하는 점이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의도가 성공적

인지 아닌지를 확인한다고 주장하는데, 만일 의도가 성공적인 경우에 우

리가 양자를 비교해볼 수 없다면 그 의도가 작품에 성공적으로 실현되었

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온건한 의도주의는 의도의 실현 

여부에 대한 ‘불확정(indeterminacy)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87) 

  이러한 ‘인식론적 딜레마(epistemic dilemma)’를 제기한 트리베디

에 따르면, 이 딜레마에 대한 온건한 의도주의의 최선의 답변은 두 번째 

뿔을 논박하는 것이다.88) 즉, 각각 독립적으로 얻어진 작품의 의미와 작

가의 실제 의미론적 의도를 비교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예

술가의 의미론적 의도가 성공했는지의 여부를 알아낼 수 있다면, 성공적

인 의도의 불확정 문제를 피할 수 있다. 다만 트리베디는 과연 의도주의

자들이 어떻게 그러한 방법을 구체화 할 수 있는지는 명백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나 필자는 예술가의 의도가 성공적인지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바로 그 작품을 적절하게 해석할 수 있

는 ‘이상적 비평가’89)의 입장에서 그 예술가의 의도가 그 작품에 실현

86) S. Trivedi, "An Epistemic Dilemma for Actual Intentionalism", BJA, 41:2 (2001). 
p.198

87) Ibid., p.198
88) Ibid., p.199
89) 여기에서 필자가 말하는 ‘이상적 비평가’는, 레빈슨의 가설의도주의에 등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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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어떤 작품을 적절하게 해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이상적 비평가가 관련된 외적 증거들을 통해 작가의 의도를 

추정한 뒤, 그 추정과 작품 자체를 비교하여, 그 작품이 그 추정과 부합

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만일 그 작품의 가능한 

의미들 중에서 부합하는 의미가 있고, 그 의미가 관련된 증거들에 의해 

지지될 수 있다면, 예술가의 의도는 작품에 성공적으로 실현되었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스테커의 관점 역시 이와 유사하다. 스테커는 ‘독자의 파악가능성 

조건(uptake condition)’이라는 개념을 제안한다.90) ‘독자의 파악가능성 

조건’이란, 오직 독자가 발화 내의 단어들에 대한 관습적 의미나 그러

한 관습에 의해 사용되는 의미의 외연을 통해서 발화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경우에만 X를 의미하고자 하는 발화자의 의도가 성공적으로 실

현되었다고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의도주의는 예술작품의 해석에 있어서 파악가능성 조건을 상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반의도주의는 예술가의 의도와 무관하게, 혹은 

아무런 의도가 없는 대상이라도 해석할 수 있다고 상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어도 예술작품의 해석이 예술작품의 대화적 측면을 강조함으로

써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온건한 의도주의라면, 예술작품의 해석

에 예술가의 의도에 대한 파악가능성 조건을 상정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온건한 의도주의는 예술작품이 대화의 일종으로서 ‘의사전달적 차

원’을 가진다는 것을 상정한다. 대화라는 것은 발화자가 이러저러한 것

을 전달하고자 하는 측면을 가짐과 동시에, 수화자가 그것을 이해하고자 

하는 측면을 가진다. 즉, 대화는 발화자와 수화자를 동시에 상정해야 한

다. 따라서 온건한 의도주의에서 발화자가 ‘의사전달의 의도’를 가진

‘적절한 감상자’와 거의 유사하지만, 적절한 감상자보다 더 이상적이고 전지적인 
판단자이다. 왜냐하면 적절한 감상자는 단지 작품에 나타나는 작가의 의도에 대한 최
선의 가설을 세우는 것으로 그 의무를 다할 수 있지만, ‘이상적 비평가’는 그가 세
운 추정과 작가의 ‘실제’ 의도가 ‘정말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적절한 감상자’ 개념에 대해서는 Ⅳ장을 참고하
라.

90) R. Stecker, "Moderate Actual Intentionalism Defended", JAAC, 64: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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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은, 단순히 발화자가 자신의 발화에 어떠한 것을 구현하고자 했

다는 의미가 아니다. 가령, 누군가 혼자서 웅얼거리는 것은 ‘대화’의 

일부가 아니다. 물론 그의 발화는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겠지만, 그 

발화에는 ‘의사전달의 의도’가 없다. 의도주의의 지지자들은 우리가 

적합한 대화의 자격을 갖춘 발화를 해석할 때 상대방의 실제 의도의 확

인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해석적 원칙을 강조할 수 있겠지만, 대화가 아

닌 것에까지 그러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온건

한 의도주의 입장에서 어떤 예술작품이 해석 가능하다는 것은, 그 작품

의 ‘의사전달의 의도’, 즉 예술가가 자신의 의도를 작품에 구현함으로

써, 그것을 감상자에게 이해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졌다는 것을 상정해

야 한다. 그리고 그 의도가 성공적으로 실현되었다는 것은, 적어도 그가 

전달하고자 ‘의도한 감상자’들이 그 의도가 실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필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적어도 어떤 예술작품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데 성공했다고 말하려면, 우리가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든 

간에 그 의미를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의

도주의의 관점에서 다시 쓰면, 어떤 예술작품이 어떠한 ‘의도’를 성공

적으로 실현하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그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

는 ‘이상적 비평가’의 입장에서 그 의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파악가능성 조건은 예술가의 의도가 작품에 성공적으로 실

현되는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스테커의 온건한 의도주의를 지지하는 신운화는 이 조건을 추가하

여 의도의 인식적 근거를 가능한 한 강화하는 것이 인식론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주장한다.91) 즉, 온건한 의도주의의 지

지자는, 독자가 그 작품과 관련된 해석적 관행을 통해 작가의 의도를 파

악할 수 있을 때 그 의도가 성공적이라고 말함으로써 예술가의 의도의 

실현 여부에 대한 불확정의 문제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91) 신운화, 「작품 해석에 있어서의 온건한 의도주의」, 『미학』 68집, 한국미학회  
(2011), pp.1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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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것은 신운화 스스로도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인식론적 딜레

마에 대한 적절한 해답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만일 독자의 파악가능성 

조건이 의도의 실현에 필수조건이라면, “파악의 대상이 되는 실제 의도

에 대한 인식론적 난점은 해결되지 않았으며, 파악의 주체인 독자도 인

식론적 한계를 가지므로” 오히려 인식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

를 낳기 때문이다.92) 우리는 Ⅱ장에서 ‘의도의 접근불가능성’ 논제를 

이미 다룬 바 있다. 즉, 의도주의는 여전히 우리가 예술가의 의도에 실

제적으로, 그리고 인식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명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인식론적 딜레마’는 그러한 해명이 부족했기 때

문에 제기되는 문제이다. 그런데 ‘파악가능성 조건’은 예술가의 실제 

의도가 가지는 인식론적 난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식론

적 한계를 가지는 독자를 그 인식 주체로 제안함으로써 오히려 더 큰 설

명적 부담을 지게 된다는 것이다.93) 따라서 ‘인식론적 딜레마’는 여전

히 해결되지 못한 채로 남게 된다. 

3. 온건한 의도주의의 논리적 난점 (2) - 의도주의로부

터 멀어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자는 온건한 의도주의가, ‘예술작품에 대한 

해석이 근본적으로 작가의 의도를 추적하는 작업’이라는 의도주의의 해

석적 이상을 존중하기 때문에 반의도주의보다 더 바람직한 관점이라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과연 그럴까?

92) Ibid., p.114
93)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운화는 작가의 실제 의미론적 의도와 작품의 의미와의 관련성

을 무시하는 가설의도주의보다 작가의 실제 의미론적 의도의 확인에 충실한 (스테커 
식의) 온건한 의도주의를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운화에 따르면 그러한 주장의 
근거는 무엇보다도 (1) 온건한 의도주의가 의도주의의 근본적인 “해석적 이상”을 
유지하기 때문이며 또한 (2) 해석에 있어서 예술가의 의미론적 의도는 결코 제거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어지는 절에서 (1)와 같은 주장에 논리적 타당성이 결여
되어 있음을 지적할 것이다. 또한 신운화는 캐롤의 예증에 의해 (2)가 지지된다고 주
장한다. 필자는 Ⅴ장의 말미에서 이 예증을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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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장의 검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우선 의도주의의 해석적 

이상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가정해보자.94)

  온건한 의도주의가 강조하는 것처럼, 일상적 의사소통에서 가장 중

요한 것은 발화자의 의도를 온전히 파악하는 것이다. 우리는 일상적 발

화상황에서 여러 증거들을 수집하여 발화자가 실제로 무엇을 의도하였는

지를 추론한다. 충분한 증거들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타인의 짧은 감탄

사조차도 자연스럽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그 모든 증거들로도 발화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 때 우리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발화의 내외적 증거들을 활용

하여 가장 그럴듯한 의미를 추정한다. 그런데 일단 발화자가 실제로 의

미하고자 의도한 바가 명확히 밝혀지고 나면, 그것과 부합하지 않는 모

든 추정들은 배척된다. 설령 어떤 발화자가 발화 u를 통해 i를 의도했으

나 실제로 발화에는 의미 m이 구현되었을지라도, 일단 발화자가 i를 의

도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밝혀지고 나면 m은 곧 i로 대체된다. 즉, 이때 

u의 의미에 대한 정확한 진술은 다음과 같다: ‘u는, 가령, 발화자의 미

숙함으로 인해서 m처럼 들리도록 구현되었지만, 사실 i로 이해되어야 한

다.’ 

  이와 같이 의도주의는 발화 그 자체보다 발화자가 의도한 바를 중

요시 하는 데서 출발한다. 캐롤은 우리가 발화자의 의도를 존중하는 것

이 ‘도덕적 책임’이라는 주장까지 내세우면서 이것을 옹호하고자 했

다. 그러나 데이비스에 따르면, 온건한 의도주의는 오히려 이 지점에서 

상당히 멀어지는 방향으로 변화한 이론이다.95) 왜냐하면 온건한 의도주

의는 예술가가 명백히 부인한(explicitly disavowed by speaker) 발화의 의

미도 작품의 적절한 의미로 고려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

이다.

  앞서 소개했던 캐롤의 예를 다시 한 번 떠올려보자. 캐롤은 만일 

어떤 시인이 자신의 시의 어느 한 구절에 포함된 ‘파랑’이라는 단어가 

94) 그러나 필자는 이미 ‘대화적 관심’ 논변을 다루면서, 이 주장이 타당하게 지지될 
수 없음을 밝힌 바 있다.

95) S. Davies. "Author's intentions, Literary Interpretation and Literary Value", p.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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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빨간색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심지어 그가 

‘정말로’ 그렇게 의도했다고 하더라도, 그의 실제 의도가 그 단어의 

의미를 결정한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한다. 

  이 예는 사실 색 술어의 문제와 얽혀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여하튼 캐롤의 주장의 핵심은 작가가 자신의 작품에 대

하여 어떤 진술을 할 경우에, 심지어 그 진술이 설령 작가의 실제 의도

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이 작품의 내적 증거, 그것에 적용되는 

해석적 관습, 그것이 창조되었던 맥락과 부합하지 않는 한 그것을 작품

의 진정한 의미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물론 그 주장은 

옳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통해 온건한 의도주의는 의도주의의 근본적 

입장과 상당히 멀어지는 귀결을 낳는다.96) 이것은 작가가 자신의 작품에 

대해 승인한 해석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할 때 보다, 

작가가 명백히 부인한 해석을 작품의 의미로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

는 경우에 더 잘 드러난다.

  만일 우리가 일상적 대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발화를 이렇게 취

급한다면 어떨까? 우리에게 피검자의 의도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일종의 ‘마음을 읽는 기계’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어느 날 명망 있는 

사회 원로인 민수가 대중매체와의 인터뷰 중 마치 선문답을 하듯이 

‘x’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 ‘선문답 x’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x가 y로 해석될 수도 있고, z로도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수는 이에 대하여 자신이 무슨 의미로 한 말인지 아

무런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정치 판도가 x의 해석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 있다고 판단한 각계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오랜 토의

를 나눈 끝에, x를 y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그런데 민

수가 x를 발화할 당시, 민수의 비서가 몰래 ‘마음을 읽는 기계’를 사

용하여 민수의 실제 의도를 읽어낸 것이 나중에 밝혀졌다. 민수가 x를 

통해서 실제로 하려던 말은 사실 z였던 것이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x가 

96) 따라서 데이비스는 온건한 의도주의를 ‘약한 실제의도주의(weak actual 
intentionalism)’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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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은 각계 분야의 전문가들이 충분한 증거를 

활용하여 내린 결론이므로, 민수의 실제 의도가 z이라고 할지라도 x는 y

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어떨까? 캐롤은 만일 우리가 발화자의 

의도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를 부당하게 취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만일 캐롤의 주장이 옳다면 민수 역시 부당하게 취급받고 있는 것이 아

닌가? 또한 만일 민수가 부당하게 취급받고 있다면, 앞서의 ‘색맹 시

인’ 역시 부당하게 취급받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물론 캐롤은 자신이 ‘색맹 시인’을 취급하는 방식이 부당하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예술작품의 해석에서도 일상적 발화의 해석

에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도덕적 원칙이 적용된다는 캐롤의 주장은 

자가당착이다. 

  ‘예술작품의 해석에 대해서만큼은 예술가의 진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캐롤의 가정이 더 우선하고, 더 적절하기 때문에 

우리는 캐롤의 ‘도덕적 책임’ 논변을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

는 없다. 다만 이러한 자가당착은 온건한 의도주의의 근본적 이상과 해

석의 실제 관행이 얼마나 불일치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데이비스

는 만일 예술작품의 해석에 관한 의도주의 이론이 일상적 발화로부터 이

만큼이나 멀어져야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애초에 왜 예술작품의 

해석과 일상적 발화의 해석 사이의 유사점에 근거한 주장을 고수해야만 

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97)

  그러므로 온건한 의도주의가 취하는 전략과 그것이 추구하는 목표

에 대해서라면, 앞으로 살펴볼 가설의도주의가 더 적절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해야 할 것 같다. 만일 우리가 일상적 발화를 해석할 때 상

대방이 ‘정말로’ 의도하지 않은 내용을 그의 발화의 의미로 귀속시키

는 것이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예술작품을 해석할 때는 작가가 ‘정말

로’ 의도하지 않은 내용을 그의 작품의 의미로 정당하게 귀속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일상적 발화와 예술 행위의 유사점보다 

차이점에 대하여 더 주목하는 이론적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설

97) S. Davies. "Author's intentions, Literary Interpretation and Literary Value" (2006), 
p.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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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주의는 예술작품의 해석에서 ‘예술가’에 대한 고려를 완전히 배제

할 수 없다는 점을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예술적(문학적) 언어와 일상

적 발화가 서로 다른 ‘언어 게임’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상정

하고 그에 따른 해석 모델을 구성한다.98)

  요컨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 예술작품에 대한 해석이 ‘대

화적 관심’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온건한 의도주의

의 해석적 원칙을 지지하는 논변은 타당하지 않았고, 성공적인 예술가의 

의도만을 예술작품의 의미로 인정한다는 온건한 의도주의의 전략 역시 

논리적으로 난점을 안고 있었다. 게다가 온건한 의도주의는, 의도주의의 

지지자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의도주의의 해석적 원칙과 오히려 멀

어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필자는 마지막으로 가설의도주의가 예술작품의 해석과 예술

가의 의도의 관계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다.

98) J. Levinson, "Intention and Interpretation": A Last Look" (1992), p.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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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가설의도주의

  가설의도주의에 따르면, 어떤 예술작품에 대한 해석은 그 작품의 

‘적절한 감상자’의 입장에서, 예술가의 의도에 대한 최선의 가설을 구

성하고 그것을 작품에 투사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가설의도주

의는 이러한 해석 모델을 제안함으로써, 해석에 있어서 예술작품의 정체

성과 예술사적 맥락을 구성하는 한 요소인 예술가에 대한 정보의 중요성

을 간과했던 반의도주의의 결점을 보완한다. 또한 가설의도주의는 예술

작품의 최종적 의미가 예술가의 실제 의도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막음으

로써 강한 의도주의에 제기되었던 비판을 피하고자 한다.

  가설의도주의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서, 먼저 가설의도주의

가 의도주의 논쟁에서 위치하는 정확한 지점을 밝힐 필요가 있을 것이

다. 가설의도주의를 주장하는 대표적 이론가인 레빈슨은, 자신의 관점이 

의도주의도 아니고 반의도주의도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그것을 “가설적 

(혹은 구성적) 의도주의”라고 명명한다.99)100) 그렇다면 가설의도주의는 

정말로 우리가 지금껏 살펴본 입장들 중 어느 곳에서 속하지 않는 제 3

의 입장일까? 

  일부 온건한 의도주의자들은 가설의도주의를 ‘의도주의의 온건한 

버전의 일종’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그러나 필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

서 가설의도주의와 온건한 의도주의가 (실제 사례에 대한 양자의 해석적 

귀결들이 얼마나 유사한지와는 별개로) 근본적으로 구분되는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레빈슨은 자신의 입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99) Jerrold Levinson, "Intention and Interpretation: A Last Look", Intention and 
Interpretation, Edited by Gary Iseminger, Temple University Press (1992) p.221

100) 그러나 필자는 ‘가설적 의도주의’라는 용어가, 마치 이 이론이 의도주의의 한 종
류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의도가 가설적으로 구성된다는 
주장이 더 강조될 수 있도록 이것을 ‘가설의도주의’라고 번역한다. Actual 
intentionalism을 ‘실제적 의도주의’가 아니라 ‘실제의도주의’라고 번역하는 것 
또한 같은 맥락이다.



- 80 -

  가설의도주의는 캐롤과 (허쉬를 따르는) 아이제밍어가 지지하는 실

제의도주의와 논리적으로, 그리고 중요하게 구분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비어즐리를 따르는) 네이선이 지지하는 반의도주의의 종류와도 구별된

다. 

  (…) 나의 입장인 맥락주의적 가설의도주의(contextualist 

hypothetical Intentionalism)는 아마도 네이선의 입장과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입장은 아이제밍어와 캐롤이 지지하는 의도주의와 

상당한 화해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러한 관점의 배후에 있는 

직관들에 대해 올바르게 지향하는 바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framed).”101)

  이러한 기술은 레빈슨의 입장이 반의도주의적 관점에서 출발하였음

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다만 그는 예술가의 실제 의도와 작품의 의미 간

의 관련성을 부인하면서도, 의도주의적 관점이 우리의 실제 해석 관행에

서 완전히 배제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러한 관행을 잘 설명할 수 있

는 방식을 구성하려고 시도한다.

  가설의도주의가 의도주의로부터 비롯되지 않았음을 지지하는 증거

는 단지 레빈슨의 직접적 기술뿐만이 아니다. 앞으로 자세히 설명하겠지

만, 가설의도주의적 입장의 ‘핵심’을 미리 살펴보자. 가설의도주의는 

예술작품의 해석이 일상적 발화의 해석과 유사하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예술작품과 일상적 발화 사이의 차이점에 주목한

다. Ⅲ장에서 설명했듯이, 레빈슨은 일상적 발화와 예술작품의 해석이 

서로 다른 ‘언어 게임’의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필자가 

Ⅲ장의 1.1절에서 예술작품과 일상 언어의 차이점을 지적한 것은 상당 

부분 레빈슨과 데이비스의 견해가 반영된 것이다. 이 견해에 대해서는 

본 장의 말미에서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가설의도주의는 

예술가에 대한 ‘사적 증거’를 예술작품의 해석에 사용하는 것이 이러

101) Ibid., pp.221-222. 강조는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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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언어 게임의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예술가의 ‘실

제’ 의미론적 의도를 알아야만 예술작품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의

도주의의 주장과 거리를 둔다.102) 

  즉, 가설의도주의는 예술작품에 대한 해석 과정이 일종의 대화와 

유사한 해석 모델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함으로써, 예술작품의 정체

성과 그것을 둘러 싼 예술사적 맥락의 일부인 ‘예술가’에 대한 공적 

사실들을 해석 과정에 필요한 요소들로 받아들인다. 그럼으로써 가설의

도주의는 해석의 대상이 되는 예술작품의 정체성과 범주를 예술사적으로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가설의도주의는 여전히 예술가의 

실제 의미론적 의도를 확인하고 그것을 반영하는 작업이 예술작품의 해

석 모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함으로써, 예술작품의 의미가 예술가

의 실제 의미론적 의도가 아니라 작품과 관련되는 해석적 관습, 그리고 

작품을 둘러 싼 예술사적 맥락에 의해 결정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이

러한 점들로 미루어볼 때 가설의도주의는 대화적 모델을 차용한 관습주

의 및 맥락주의로서의 반의도주의, 혹은 반-실제의도주의에 가깝다고 보

아야 할 것이다. (또한 ‘가설적 의도’라는 용어는 ‘실제 의미론적 의

도가 아님’을 뜻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분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가설의도주의를 의도

주의의 한 부류로 간주했을 때, 그 입장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온건한 의도주의의 입장에 서 있는 신운화는 가

설의도주의 역시 ‘온건한 의도주의’의 일종이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신운화는 의도주의적 입장이 반의도주의적 입장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미

리 상정한 상태에서, 가설의도주의가 ‘의도주의의 해석적 이상’을 고

수하는 온건한 의도주의에 비해 “이론적 우위를 점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또한 가설의도주의가 “의도주의 측면에서 볼 

때 이론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공격한다.103) ‘이론상의 문

102) 레빈슨은 ‘가설적 의도’의 구성에 있어서, 작가의 실제 의도가 반영되었을 법한 
증거들, 가령 예술가의 사적 고백, 일기, 예술가의 동료들의 진술 등을 배제해야 한다
고 주장한다.

103) 신운화 (2011), 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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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란 아마도 이어지는 기술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레빈슨은 작품의 기원과 맥락, 창작자를 충분히 고려하지만, 창작자

의 공적인 측면을 창작자의 의도보다 중시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의도주의라기보다는 맥락주의, 관습주의적 성격을 더 강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된다.104)

  그러나 이것은 필자가 위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가설의도주의의 원

칙에 대한 충실한 기술로서, 가설의도주의의 문제점이 아니다. 이 기술

에 해당되는 입장이 가설의도주의의 약점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어떤 것

이 지향하지 않는 목표를 그것이 성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비판하

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가설의도주의의 이론적 목표는 ‘의도주의의 해

석적 이상의 추구’가 아니라, ‘예술작품의 해석에 대한 타당한 맥락주

의·관습주의적 모델의 제안’이라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

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1. 가설의도주의가 등장한 이유

  분석적 미학에서 의도와 해석의 관계에 대한 최근의 논의는 온건한 

의도주의와 가설의도주의 사이의 논쟁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 점에 

대하여 혹자는 왜 ‘온건한 반의도주의’가 아니라 ‘가설의도주의’가 

의도주의의 대항마로 등장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품을 것이다. 

왜냐하면 ‘가설의도주의’라는 명칭은 그 입장이 ‘의도주의의 일종’

인 것처럼 혼동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Ⅱ장에서 살펴본 반의도주의와 신비평의 주장들을 다시 한 번 상기

해보자. 반의도주의란 작품의 해석과 작가의 의도 사이의 관련을 배제해

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반의도주의가 온건해지려면 작품의 해석에

104) Ibid., 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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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작가의 의도가 ‘부분적으로는’ 관련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온건한 반의도주의가 아니라 온건한 의도주

의라고 불려야 마땅할 것이다. 즉 온건한 반의도주의는 사실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

  반의도주의적 입장이 우리의 실제 해석적 관행의 중요한 부분을 타

당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점 역시 그 입장의 후퇴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

다. 비어즐리는 의도주의가 예술작품과 그것의 기원인 예술가를 혼동하

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우리가 마치 어린 아이가 한 말이라고 해서 

그 말의 가치를 폄하하는 것을 발생론적 오류라고 지적하듯이, 일종의 

오류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할 점은, 

예술작품의 기원이 발생론적으로 예술가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반의도

주의자라고 할지라도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어린 아이의 진

술을 이해할 때, 그 발화자가 어린 아이라는 사실을 고려해야만 할 때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술가가 예술작품의 기원이라고 할 때 양자 사

이의 개념적, 실제적 연결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왜

냐하면 예술가의 ‘공적 페르소나’는 예술작품의 정체성과, 그 작품을 

둘러 싼 예술사적 맥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반의도주의가 작품과 작가의 단절을 꾀했던 것은, 해석에 있어서 

작가의 실제 의도를 추구하는 의도주의를 선택했을 때 발생하는 논리적 

문제점들을 제거함과 동시에, 작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우리의 미적·

예술적 경험이 작가의 실제 의도에 의해 제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

이었다. 그러나 작품의 정체성과 그 작품을 둘러싼 예술사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인 작가는 결코 작품의 해석이나 감상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작가와 작품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켜야 한다

고 주장하지 않고서도, 작가의 실제 의도가 작품의 의미를 결정한다는 

관념을 거부할 수 있는 해석 모델을 필요로 할 것이다. 가설의도주의는 

바로 그러한 해석 모델을 구성하기 위하여 제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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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주적 의도와 의미론적 의도의 구분

  가설의도주의 이론에서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점은 범주적 의도

(categorial intention)와 의미론적 의도(semantic intention)를 분리하는 전

략이다. 의미론적 의도란 지금까지 충분히 살펴보았듯이, 작가가 그의 

작품에 ‘어떤 의미를 구현하고자 하는 구상’에 해당한다. 범주적 의도

란 어떤 작품이 분류되거나, 접근되거나, 취급되는 방식, 즉 ‘작품의 범

주’를 결정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이다.105) 예를 들어, 작가는 동일한 

단어 배열을 가진 텍스트 T를 소설로 의도할 수 있고, 아니면 시로 의도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범주적 의도는 이 텍스트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

친다.

  범주적 의도는 보다 근본적인 단계에서 예술가가 스스로 무엇을 제

작했고,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 고려한다는 개념을 포함한

다. 작가는 우선 자신의 작품을 예술로서, 혹은 예술이 아닌 어떤 것으

로서 의도할 수 있다. 더 세부적으로는 그것을 문학으로서, 혹은 회화로

서 간주되도록 의도할 수 있다. 이것은 독자를 특정한 접근 방식(modes 

of approach)으로 유도한다. 우리가 예술로 의도된 사물에 접근하는 방

식과 비예술로 의도된 사물에 접근하는 방식은 서로 다를 것이다. 또한 

문학으로 의도된 작품과 회화로 의도된 작품에 접근하는 방식은 달라야 

할 것이다. 

  범주적 의도는 물론 작품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결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어떤 작품의 범주나 장르, 매체 등이 결정되고 나면, 이것은 근

본적인 단계에서 그 작품이 표현하는 바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설의도주의는 작가의 실제 의미론적 의도가 완성된 작품의 의미

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 받아들일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Ⅱ장과 Ⅲ장에서 다루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해석하는데 있어서, 작품의 정체성을 결정하는데 중요

105) J. Levinson (1992). p.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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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역할을 하는 범주적 의도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가설의도주의가 해석에 있어서 작가의 의미론적 의도와 범주적 

의도를 분리하는 것은, 작품의 의미와 작가의 의도 간의 논리적 필연성

을 부정하면서도, 어떤 작품의 범주적 의도를 알기 위해서 필요한 ‘작

가 특정적(author-specific) 맥락에 대한 지식’을 해석에 활용할 수 있다

는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다. 작가 특정적 맥락에 대한 지식이란, 

해당 예술작품과 관련된 맥락적 지식들 중에서도 특히 예술가의 공적인 

정체성과 관련된 지식들을 말한다. 가령 도스토예프스키가 어떤 사람인

지, 그의 공적 페르소나가 어떠한지에 대하여 아는 것은 그의 작품을 올

바로 해석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를 달리 말하면, 우리는 도

스토예프스키의 소설인 『죄와 벌』에 반영된 범주적 의도를 추정하기 

위하여 도스토예프스키에 대한 맥락적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

는 도스토예프스키가 주로 소설가로 활동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

에 『죄와 벌』을 서사시로 분류하고 해석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

다. 또한 그의 전작들이 주로 인간의 내면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과 사

회 문제에 대한 비판 등을 담고 있는, 소위 ‘본격문학’으로 분류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벌』 역시 통속적인 추

리소설이나 탐정소설이 아니라 본격문학으로 분류하고 접근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들은 도스토예프스키가 『죄와 벌』의 일부 구

절들의 의미나 그것의 전체 테마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의도했는지를 알

기 위한 자료들은 아니다. 즉, 도스토예프스키의 ‘실제 의미론적 의

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106) (아마도 예술가의 인터뷰나, 일기, 작

품에 대한 메모와 같은 사적 증거나 그의 동료의 증언과 같은 내부 정보 

등이 실제 의미론적 의도와 관련된 자료들일 것이다.) 

106) 혹자는 이러한 자료들 역시 도스토예프스키의 실제 의미론적 의도를 반영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론할 수 있다. 물론 예술가의 의미론적 의도는 그의 정체성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 그러나 앞에서 제시된 ‘작가 특정적’ 맥락에 대한 지식만으로 도스토
예프스키의 구체적인 실제 의미론적 의도를 알아낼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
다. 예술가는 얼마든지 자신의 공적 페르소나와는 무관한 의미를 ‘실제로’ 의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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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화 의미로서의 텍스트의 의미

  레빈슨은 톨허스트의 견해를 빌려, 문학 텍스트의 의미를 다음 4가

지로 분류한다.107) 

 (1) 단어 배열 의미(Word-sequence meaning)

  이 의미는 말 그대로 단어가 특정한 순서로 배열됨으로써 발생하는 

1차적 의미를 말한다. 단어나 어구의 사전적 의미를 바탕으로 한 1차적

인 지시적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아, 날씨가 덥네’

라고 진술했다면, 이 진술의 단어 배열 의미는 말 그대로 ‘현재 날씨가 

더움’, 혹은 그가 ‘지금 날씨를 덥게 느끼고 있음’이다.

 (2) 발화자의 의미(Utterer's meaning) 

  발화가 시작되기 직전 발화자가 심적으로 의도한 의미로서, 화자가 

발화를 통해 전달하고자 의도한 의미이다. 발화자가 언어 전달체를 사용

함으로써 그가 의미한 어떤 것이라도 발화자의 의미가 될 수 있다.108) 

위의 예에서, 이 발화자는 ‘아, 날씨가 덥네’라고 말함으로써, ‘내 말

은, 그러니까 창문을 좀 열어달라는거야’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 그렇

다면 이때 발화자의 의미는 ‘창문을 열어라’이다.

  발화자의 의미의 자의성에 대하여 흔히 인용되는 예는 루이스 캐럴

의 소설 『거울나라의 앨리스』에 등장하는 ‘험프티 덤프티의 언어

(Humpty Dumpty language)’이다.109) 가령 험프티 덤프티는 앨리스에게 

“There's glory for you!”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의미한 바는 사실 

“There's a nice knock-down argument for you!”이었다고 진술한다.  

이에 대해 엘리스는, ‘영광(glory)’이라는 단어는 ‘강력한 멋진 논증(a 

107) Ibid., pp.222-223. 또한 이에 대하여 W. E. Tolhusrt, “On What a Text Is and How 
It Means”, BJA (1979)를 참고할 수 있다.

108) W. E. Tolhurst (1979), p.4
109) G. Iseminger (1996), p.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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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 knock-down argument)’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반론을 제기한다. 그

러나 험프티 덤프티는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내가 어떤 단어를 사용

할 때, 그것은 바로 내가 의미하고자 선택한 것을 의미해.(When I use a 

word, it means just what I choose it to mean.)” 물론 누구도 험프티 

덤프티가 ‘단지 그렇게 의도함으로써’ ‘glory’라는 단어를 ‘a nice 

knock-down argument’라는 뜻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때 적어도 “There's glory for you!”라는 발화의 ‘발화자의 

의미’는 (그 정의상) “There's a nice knock-down argument for you!”

라고 할 수 있다.

 (3) 발화 의미(Utterance meaning) 

  언어나 언어전달체가 주어진 맥락에서 갖는 의미이다. 이것은 발화

가 최종적으로 완성되었을 때, 실제로 반영, 발현된다.

  어떤 발화는 그것이 실현된 시간과 장소 등에 따른 맥락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가령, ‘석판’이라는 단어가 단독으로 

어떤 발화를 구성하는 경우를 상상해보자.110) 만일 건축 현장에서 일하

는 어떤 미장공이 자신의 조수에게 ‘석판!’이라고 발화한다면, 이 발화

의 의미는 아마도 ‘석판을 나에게 가져오라’는 의미가 될 것이다. 그

러나 만일 내가 외벽을 수리하고 있는 어느 고층 건물 아래를 지나가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나에게 다급하게 ‘석판!’이라고 외친다면, 그 발

화의 의미는 ‘석판이 당신에게로 떨어지고 있어!’라는 의미로 해석될 

것이다. 혹은, 유아에게 단어들을 가르치고 있는 어떤 사람이, 그들의 앞

에 놓인 석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석판!’이라고 말했다면, 그 발

화의 의미는 아마도 ‘이것은 석판이야’라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할 것

이다. 

  이렇게 발화 의미는 때와 장소, 그리고 발화자와 수화자의 정체성

을 포함하는 ‘맥락’에 의해 발현되고 결정된다. 그리고 그것은 단어 

110) L. Wittgenstein, Philosophische Untersuchungen, §17-21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translated by G.E.M. Anscombe, P.M.S. Hacker and Joachim Schulte, 
Wiley-Blackwell, c2009). pp.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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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열 의미나 발화자의 의미와는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단어 

배열 의미는 그 발화의 맥락이 배제된 상태에서 그 단어 배열이 사전적

으로 가질 수 있는 의미만을 가리키며, 발화자의 의미는 앞서 살펴본 것

처럼, 실제로 발화에 구현된 의미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4) 유희적 의미(Ludic meaning)

  자유롭고 해체적인 의미 해석을 통해 재생산된 의미이다. 앞의 세 

가지 의미에 비해 제약이 적다. 

  유희적 의미의 예는 문학작품의 (비전문적인) 해석에서 흔히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박두진의 시 「해」에는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 말갛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라는 구절이 있다. 작품의 내외

적 증거들을 고려했을 때 이 구절은 일반적으로 ‘조국의 독립을 애타게 

기다리는 열망’을 표현한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누군가 ‘이 구절은 

2000년이 되던 해 정동진에 모인 사람들이 추운 날씨에 몸을 부들부들 

떨며 일출을 기다리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라는 해석을 제시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해석은 작품의 내적 증거나 역사적 맥락 등을 고려했을 

때, 아무런 근거가 없는 해석이다. 이 해석은 마치 ‘말놀이’를 하듯이 

「해」라는 작품을 바라보는 하나의 재미있는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해석이 이 작품의 속성들을 거의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으로 

볼 때, 이 해석을 이 시에 대한 올바른 해석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레빈슨에 따르면 발화 의미를 제외한 다른 의미들은 문학작품의 진

정한 의미의 후보가 될 수 없다. 먼저, 단순한 단어 배열 의미만으로는 

텍스트를 온전하게 설명할 수 없다. 문학작품 내의 진술은 사전적 의미 

이상의 함축을 담고 있으며, 또한 그렇게 의도된다. 이는 앞에서 보았듯

이 동일한 단어나 단어 배열이라도 맥락에 따라 여러 의미를 가질 수 있

다는 사실로부터 지지된다.

  다음으로, 문학 텍스트의 의미와 발화자의 의미 역시 동일시될 수 

없다. 발화자의 의미는 곧 작가의 실제 의도로, 작품에 구현된 의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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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의 실제 의도가 동일시 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에서 충분히 

다루었다고 생각한다. 레빈슨은 화자가 염두에 두고 있었던 바, 혹은 말

하고자 했던 바를 전달하는 것이 최상의 목표인 일상적 언어 행위

(normal practical linguistic activity)와는 달리, 문학 텍스트는 “얼마간의 

자율성을 가지고, 어느 정도는 그 자체로 우리가 해석하는 대상”이 되

어야 하며, 따라서 작가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염두에 두었던 것에 우리

가 더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더라도, 텍스트 그 자체는 원칙적으

로 폐기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111) 문학 텍스트 내의 진술은 일종의 

‘재현’으로서 일상적 발화의 진술과는 존재론적으로 다른 성격을 가진

다는 비어즐리의 논변, 그리고 필자가 Ⅱ장에서 다룬 것처럼, 문학 텍스

트와 일상적 언어 행위는 상이한 해석 조건과 상이한 해석적 목적을 가

지고 있다는 사실이 레빈슨의 이러한 주장을 지지해준다. 

  마지막으로, 유희적 의미는, 그것 자체가 ‘근본적인 의미

(fundamental meaning)’라는 개념을 부정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이기 때

문에, 적어도 문학 텍스트의 근본적인 의미의 적절한 후보가 될 수 없

다.112)

  따라서 레빈슨은 우리의 실제 해석 관행에 비추어보았을 때, 우리

가 해석에 있어서 추적해야 할 작품의 의미에 가장 잘 부합하는 설명은 

‘발화 의미’라고 주장한다. 톨허스트는 ‘발화 의미’를, 발화자에 의

하여 그 발화의 대상으로 의도된 감상자(intended audience)의 입장에서, 

‘발화자의 의미’에 대하여 추정한 것 중 가장 정당화 된 가설113)이라

고 정의한다. 이러한 설명은 우리가 작품의 의미를 해석할 때, 그 의미

가 작가로부터 전달된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면서도, 작

품의 의미가 작가의 ‘실제’ 의도와 무관하게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존중한다. 

  발화 의미가 발화자의 의미에 대한 가설인 이상 발화자의 의미와 

발화 의미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발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111) J. Levinson (1992), p.223
112) Ibid., p.223
113) W. E. Tolhurst (1979), p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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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즉 발화자가 자신의 의도를 구현하는데 성공했다면, 발화자의 의미

와 발화 의미는 대개 일치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일치가 필연적인 것

은 아니다.) 

  그런데 텍스트의 의미를 발화 의미로서 설명하는 것은 온건한 의도

주의의 주장에서도 발견된다. 캐롤은 강한 의도주의가 작가의 실제 의도

가 구현되지 못한 텍스트의 의미에 대하여 타당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

다는 주장을 다루면서 발화 의미 개념을 도입한다.114) 의도주의의 반대

자들은, 텍스트의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이 곧 작가의 실제 의도를 알아

내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하는 의도주의가, 작가의 실제 의도가 없거나 

구현되지 않은 텍스트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다고 공격한

다. 그러나 캐롤에 따르면, 온건한 의도주의는 그러한 경우에도 텍스트

가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인정하며, 그 의미가 곧 발화 의미에 해당된

다. 이것은 일견 텍스트/예술작품의 의미에 대한 가설의도주의의 입장이 

온건한 의도주의의 입장과 구분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인

다.

  그러나 레빈슨이 문학 텍스트의 의미와 발화 의미를 동일 선상에 

두는 것과는 달리, 캐롤은 우리가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발화 의미에 의존

한다고 주장한다. 다음의 이어지는 기술을 살펴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구절이 발화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우리

가 인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문예적 텍스트에서 찾는, 혹은 찾아야 하는 

것이 오직 발화 의미뿐이라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텍스트가 

‘작가가 의도한대로’ 의미(authorial meaning)를 가지는 경우, 우리는 

그것을 추구한다. (…) 더구나 위에서 주장된 것처럼, 작가가 의도한 의

미를 탐색하는 것은 [해석에 있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정하는 바이

다. 나는 발화 의미에 만족하는 것이 이차적일 뿐이며, 그것은 우리가 

모두 만족하는 결과가 아니라고 주장한다.115)

114) N. Carroll, "Andy Kaufman and the Philosophy of Interpretation", Is there a Single 
Right Interpretation?, M. Krausz ed., University Park :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2002), 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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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예술작품에 대한 해석이 곧 ‘가설로서 구성된’ 발화 의미를 

추적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는 가설의도주의와는 달리, 캐롤의 온건한 

의도주의는 ‘(해석은 예술가의 실제 의도를 추적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의도주의의 해석적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대안’

으로서 발화 의미를 상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텍스트/예술작

품의 의미에 대한 가설의도주의의 입장과 온건한 의도주의의 입장은 원

칙적으로 구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1. 의도된 감상자와 적절한 감상자

  ‘의도된 감상자(intended audience)’ 개념은 가설의도주의가 텍스

트의 의미로 제안하는 발화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핵심적 개념이다. 이

것은 저자가, 작품의 제작 과정에서 자신의 작품을 효과적으로 감상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이상적인 잠정적 감상자로서 의도한 감상자를 뜻한

다. 예를 들어,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의 의도된 감상자군(群)은 

러시아어의 규칙과 여러 언어적 관행에 능통하며, 당시 사회상에 대하여 

잘 알고 있거나, 작품에 제시된 묘사들로 당시의 사회상을 잘 추정해낼 

수 있을 만큼의 상상력을 가지고 있고, 장편소설의 여러 요소들이 기능

하는 방식들에 대하여 숙달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가설의도주의의 관점

에 따르면, 이렇게 ‘의도된 감상자’의 입장에서 구성한 최선의 가설을 

귀속한 것(best hypothetical attribution)이 바로 『죄와 벌』의 적절한 의

미라고 할 수 있다.116)

  그러나 네이선은 톨허스트의 ‘의도된 감상자’ 개념이 저자의 실

제 의도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여전히 강한 의도주의에 따르는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비판한다.117) 왜냐하면 의도된 감상자를 정하는 것 역

115) Ibid., p.332
116) J. Levinson (1992), p.224
117) Daniel O. Nathan, "Irony and the Artist's Intentions," British Journal of Aesthe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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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작가의 개인적 정보와 관련된 사적인 문제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만약 의도된 감상자의 설정이 작품의 의미에 결정적이라면, 

작품의 의미는 작가의 개인적 정보와 관련된 사적인 문제라는 결론으로 

귀착된다. 그러므로 ‘의도된 감상자’ 개념은 앞서 의도주의에 제기되

었던 문제들, 예컨대 의도의 인식론적 접근불가능성, 인식론적 딜레마 

등의 문제들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네이선의 비판이다.

  이에 대해 가설의도주의의 입장에서 두 가지의 답변을 제시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의도된 감상자를 정하는 것이 작품의 의미를 정하는 것

보다는 실제적으로 쉽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의도된 감상자를 정하

기 위하여 알아야만 하는 정보는 작가와 그 작품의 예술사적 위치로서, 

대개 공적으로 알려진 것들이다. 그러나 작품의 의미를 정하기 위해서는 

작가가 작품을 제작할 당시에 사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의미론적 의도를 

어떻게든 알아낼 수 있어야만 한다.118) 

  또 다른 가능한 답변은, 그리고 레빈슨이 더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답변은, ‘의도된 감상자’ 개념을 ‘적절한 감상자(appropriate 

audience)’ 개념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작가의 실제 의도에 호소하지 않

고도 작품의 최선의 의미에 대하여 추정하는 일에 가장 적절한 감상자군

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네이선의 비판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레빈슨에 따르면, ‘적절한 감상자’는 “그 작품이 발생한 전통, 작가

의 전체 작품(oeuvre)에 대해 알고 있고, 아마도 작가의 문학적[예술적], 

지적 정체성이나 페르소나에도 친숙한”119) 감상자이다. 또한 레빈슨은 

“문예적 산물과 그 수용의 범위를 정의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특정한 규

범과 관습에 의하여, 작가의 의도에 대한 그들[적절한 관객]의 최선의 투

사가 작품의 기본적 의미를 구성한다”고 설명한다.120) 따라서 ‘의도된 

감상자’와는 달리 ‘적절한 감상자’는 예술가의 실제 의도 개념에 기

대지 않고도, 공적 증거인 텍스트(예술작품) 그 자체의 내적 증거와 그 

23 (1982), p.250
118) J. Levinson (1992), p.227
119) Ibid., p.228
120) Loc.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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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이 제작되었던 맥락에 대한 증거를 통해 설정될 수 있다.121) 

3.2. '적절한 감상자'와 맥락주의적 해석

  앞서 레빈슨은 자신의 이론을 ‘맥락주의적 가설의도주의’라고 지

칭했다. 적절한 감상자군의 설정은 가설의도주의가 ‘맥락주의’로서 가

지는 특징을 잘 보여준다. 

  맥락주의란 예술작품이 단지 그것이 독자적으로 가지는 속성들에 

의해서만 자족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것을 둘러 싼 맥락

적, 관계적 속성들을 함께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맥

락’을 결정하는 조건에는 일반적으로 작품이 창조된 시간적, 공간적 배

경, 예술가의 공적 페르소나 등이 있는데, ‘적절한 감상자’는 그러한 

조건들에 의해 종합적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우리가 해석에 있어서 적절

한 감상자를 고려한다는 것은 그 작품을 둘러 싼 맥락을 중요하게 고려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석에 있어서 맥락주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예

는 동일한 단어 배열을 가진 두 텍스트가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의 소설 중

에는, 보르헤스가 만들어낸 작가인 피에르 메나드가 우연히 세르반테스

의 ‘돈키호테’와 동일한 텍스트를 부분적으로 공유하는 소설을 창작하

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 경우에 양자의 단어 배열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작품 자체의 정체성과 그것이 창조되었던 맥락이 다르므로 양

자에 동일한 의미를 귀속시킬 수 없다. 만일 후자에 전자와 동일한 의미

121) 물론 이러한 설명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가설의도주의 역시 (그것이 범주적 의도이
든 가설적 의도이든 간에) 작가의 의도를 ‘어떻게든’ 해석에 고려하고 있으며, 따
라서 의도주의의 일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가
설의도주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대한 차이라기보다는 ‘의도주의’를 어떻게 정의
하는가에 대한 차이에 가깝다. 앞서 Ⅰ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필자는 의도주의를 
‘실제의도주의’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본 논의를 엄 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그래야만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가설의도주의를 ‘의도주의’의 일종으
로 분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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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귀속시킨다면, 우리는 후자의 작품을 제대로 감상할 수 없게 될 것이

다. 이러한 경우를 설명하기 위해서 굳이 ‘적절한 감상자’ 개념을 제

안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단지 어떤 작품을 해석할 때 그것의 맥락을 고려해야한다는 

맥락주의의 일반적인 설명만으로는, 한 종류의 단어 배열을 가진 한 텍

스트가 어떠한 방식으로 맥락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

는지 알기 어렵다. 적절한 감상자 개념은 이러한 경우에도 우리에게 효

과적인 설명을 제공해준다.

  다음의 사례를 고려해보자.122) 

  중소 출판사의 편집부에서 5년째 근무하고 있는 민수에게는 한 가

지 고민이 있었다. 자신의 직속 선배인 영수가 소위 말하는 ‘악덕 상

사’였기 때문이다. 과장인 영수는 모든 힘든 업무를 민수에게 떠넘기고

는, 민수가 간신히 기한에 맞추어서 업무를 끝내자, 마치 자기가 다 해

낸 것처럼 편집장에게 보고하기도 하고, 회식 때는 민수를 항상 옆자리

에 앉게 하여 과음을 하도록 강요했다. 민수는 영수를 볼 때마다 위통을 

느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편집장과 사장의 총애를 받는 영수에

게 함부로 대들었다간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꾹 참

고만 있었다. 다만 다른 부서의 후배들과 동기들에게 가끔 신세한탄을 

늘어놓을 뿐이었다. 물론 영수는 민수가 자신에게 큰 불만을 품고 있다

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런데 어느 날 희소식이 전해졌다. 영수가 다른 출판사의 스카우

트 제의를 받고 떠나게 된 것이다. 영수는 속으로 쾌재를 불 지만, 여

전히 영수와 민수는 ‘갑을’ 관계에 있었다. 왜냐하면 인력 교류가 잦

은 출판업계의 특성상 민수는 영수에게 잘 보이지는 못 할망정 밉보여서

는 안 되기 때문이다. 영수가 회사를 떠나기 전날, 민수는 회사 홈페이

지의 게시판에 올라온 영수의 작별 인사 게시글 아래에 다음과 같은 답

글을 남겼다. 

122) 이 사례는 레빈슨이 제시한 예시를 각색한 것이다. 레빈슨이 제안한 예시에 대해서
는 다음을 참고하라. J. Levinson, The Pleasures of Aesthetics : Philosophical Essays, 
Ithaca, NY : Cornell University Press (1996), p.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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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수 과장님, 

   과장님과 함께 마지막 회식에 참가할 수 있어서 ‘정말로’ 기뻤

습니다. 막내인 철수가 과장님을 위해 낭독했던 고별사를 듣고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저희 모두는 과장님과  헤어지게 되어서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슬픔을 느낍니다. 과장님이 어디로 가시든 간에 ‘꼭 과장

님같은’ 좋은 상사와 동료들을 많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서민수 올림.

 

  김영수 과장에게 쓴 일종의 ‘서한’으로서 이 텍스트는, 떠나가는 

상사에게 그간의 감사의 마음과, 칭송과, 축복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이것

이 영수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법한 이 텍스트의 발화 의미이며, 민수 

역시 영수가 그렇게 이해하기를 의도했다. 그런데 이 텍스트는 동시에 

‘공개서한’의 형식으로, 사내의 모든 직원들이 읽을 것이라는 것을 전

제로 작성되었다. 민수가 영수에게 품고 있는 악감정을 익히 알고 있는 

동료들에게, 이 편지는 영수가 알아챌 수 없는 아이러니를 담고 있는 것

으로 이해될 수 있다. 가령 민수는 영수와 더 이상 근무할 필요가 없다

는 사실 때문에 ‘정말로 기뻤’고, 슬픔은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가

늠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민수는 영수가 ‘꼭 김영수 과장과 같

은’ 악덕 상사를 만나기를 기원하고 있다. 즉, 이 텍스트가 가지는 또 

하나의 발화 의미는 바로 ‘아이러니’이다.123) 

  이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떤 텍스트는 그것의 맥락에 의해 

제공된 정보들에 따라 적절한 감상자군을 여럿 가질 수 있다. 민수의 답

글은 맥락에 따라 ‘개인적 서한’과 ‘공개된 조롱’의 두 가지 정체성

을 가질 수 있으며, ‘김영수 과장’과 ‘회사 내의 다른 동료들’이 읽

었을 때 서로 다르게 해석된다. 그리고 둘 다 이 텍스트에 대한 적절한 

감상자인 이상, 그 두 해석은 둘 다 적절한 해석이다.124) (김영수 과장이 

123) Ibid., pp.181-182
124) 물론 관점에 따라 이 텍스트가 반어적인 조롱으로서의 의미만을 가질 수 있으며, 

이 의미는 저자의 실제 의도를 통해서만 파악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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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 글에서 아이러니를 찾아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민수가 

바랐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았을 때, 텍스트의 의

미를 적절한 감상자의 입장에서 구성한 최선의 가설로서의 발화 의미라

고 설명하는 가설의도주의는 보다 발전된 맥락주의로서 설명적인 이점을 

갖는다.  

  

  

4. 가설의도주의의 문제점과 그 보완

  필자는 Ⅱ장에서 반의도주의와 의도주의가 기대고 있는 직관이나 

현상들을 한 쪽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보였다. 

특히 우리가 해석과 의도의 관계에 대한 보편적 이론을 세우고자 한다

면, 예술작품의 해석에 있어서 예술작품의 정체성과 예술사적 맥락을 구

성하는 중요한 요소인 예술가에 대한 고려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점, 또한 동시에 공적 산물인 예술작품의 최종적 의미는 예술가의 실제 

의도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전통적 논의에 

해당하는 반의도주의와 강한 의도주의는 그러한 점에서 불충분한 이론이

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문제는 (1) 우리가 해석에 있어서 예술가를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 그리고 (2) 예술가에 대한 고려와 

예술가의 실제 의도의 배제는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특히 필자는 이 사례가 문학 텍스트가 아니라 일상적 발화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사
례가 의도주의의 입장에 더 유용하다는 반론이 합리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해 필자는 (레빈슨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할 수 있다. 첫째, 반어가 문
학 텍스트에 쓰일 경우, 그것이 반어라는 힌트를 말해주는 맥락적 증거가 전혀 없다
면, 단지 저자의 실제 의도가 그러하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반어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 이유는 필자가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저자의 실제 의도를 해석에 고
려하는 것이 논리적, 실제적 난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에 있다. 
둘째, 가설의도주의의 해석 모델은 당연히 일상적 발화에도 적용될 수 있다. 다만 문
학작품의 해석에 적용될 때는 그것의 최종적 목표와 해석적 규칙이 달라질 뿐이다. 
즉, 이 사례는 특별히 온건한 의도주의에 반대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이 아니며, 가설
의도주의의 입장에서 ‘텍스트의 의미를 적절한 감상자의 입장에서 구성한 최선의 가
설로서의 발화 의미로 설명하는 것의 이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서 여전히 유효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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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의도주의는 감상자의 관점에서 실제로 예술작품의 의미를 해석

하는 과정을 일관적이고 엄 한 이론적 구성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이러

한 문제들에 대한 답변을 제시한다. 먼저 가설의도주의는 우리가 작품의 

범주와 정체성을 결정하기 위해서 예술가의 공적 페르소나에 대하여 알

아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1)의 문제에 대하여 답한다. 가설의도주의의 

해석 모델에서 예술가에 대한 공적 정보는 해석의 대상이 되는 예술작품

의 적절한 감상자를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이때 적절한 감상자에는 예술

작품의 범주와 정체성, 그리고 그 작품이 위치하는 예술사적 맥락에 대

한 정보가 포함된다. 또한 가설의도주의는 적절한 감상자의 입장에서 세

운 예술가의 의도에 대한 최선의 가설이 곧 작품의 의미이며, 이 가설은 

예술가의 실제 의도, 혹은 예술가의 실제 의도를 반영한다고 여겨지는 

자기반성적 진술이나 기타 사적 증거들과 무관하다고 설명함으로써 (2)

의 문제에 대한 답변 역시 제공한다. 온건한 의도주의는 예술작품의 해

석이 예술가의 실제 의도에 대한 일종의 ‘추정’이며, 이 추정이 예술

가의 실제 의도와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가설의도

주의와 유사하지만, 우리의 해석이 근본적으로 예술가의 실제 의도에 대

한 이해를 지향하며 따라서 이 추정이 예술가의 실제 의도에 의해 제한

된다고 설명함으로써 논리적, 실제적 난점에 봉착한다. 

  이러한 강점에도 불구하고, 가설의도주의 역시 몇 가지 지적되어야 

할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필자는 이 문제들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검토하고, 이를 적절하게 보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설명을 제안할 것이

다.  

4.1. 범주적 의도의 문제

  앞에서 가설의도주의는 예술가의 실제 의미론적 의도가 작품의 의

미와 무관한 반면, 범주적 의도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작품의 

정체성과 의미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여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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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즉, 범주적 의도는 반드시 ‘실

제’ 의도여야만 하는가?

  이러한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는, 우리가 만일 작품의 해석에 앞서

서 작가의 ‘실제’ 범주적 의도를 추적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면, 실제 

의미론적 의도에 제기되었던 문제들이 여기에 다시 제기될 수 있기 때문

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예술가의 실제 범주적 의도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만일 누군가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똑같이 그려서 예술계에 제시

한 뒤, 이 작품이 회화가 아니라 ‘시’로 의도되었다고 주장한다면 우

리는 이 작품을 ‘시’로 간주해야 하는가? 혹은 어떤 영화가 관객들에

게 전혀 공포영화로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이 그것을 공포영화

로 의도했다면 우리는 그 영화를 공포영화로 간주해야만 하는가?

  아마도 레빈슨은 의미론적 의도와는 달리 범주적 의도는 사실상 실

패하기 힘들다고 답변함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지키려고 할 것이다. 즉, 

어떤 작품이 최소한 범주 c로 분류될 수 있는 가능성만 가지고 있다면, 

그 작품을 c의 범주에 위치시키고자 하는 작가의 범주적 의도가 실패하

는 경우는 실제로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125) 그러나 만일 그러한 답변이 

온당하다면, 오히려 범주적 의도는 작가의 실제 의도와 관련 있다고 말

해야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적절한 감상자’가 “그 작품이 발생한 

전통, 작가의 전체 작품(oeuvre)에 대해 알고 있고, 아마도 작가의 문학

적[예술적], 지적 정체성이나 페르소나에도 친숙한”126) 감상자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의 적절한 감상자는 작가의 의미론적 의도뿐만 아니라, 

작가의 범주적 의도에 대해서 역시 ‘최선의 정당화된 가설’을 세울 수 

있는 충분한 작가 특정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만일 감상자가 [어떤 작품의] 범주적 의도를 파악하는데 실패한다

면, 그 작품에 대한 적절한 감상은 어려울지도 모른다’127)는 레빈슨의 

설명에서, ‘범주적 의도’를 ‘범주’로 대체하더라도 사실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따라서 필자는 가설의도주의가 이론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125) J. Levinson, "Intention and Interpretation": A Last Look", p.232
126) Ibid., p.228
127) Ibid., p.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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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범주적 의도 역시 ‘적절한 감상자의 입장에서 구성한 최선의 가

설’이라고 규정하는 편이 더 낫다고 본다. 

4.2. 공적 증거의 범위에 대한 문제

  가설의도주의는 작가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사적 정보를 해석 과정

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공적인 증거만이 해석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고 주장한다. 그러한 사적 정보를 해석 과정에 사용할 경우, 그 정보의 

신뢰성이 의심스러울 수 있고, 만일 그 정보가 신뢰할 만한 자료라고 할

지라도 의미의 결정에 있어서는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살펴

본 바 있다. 또한 가설의도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그러한 사적 증거를 사

용하는 것은 문학이라는 언어 게임과 일상적 발화라는 언어 게임간의 중

요한 차이점을 무시한다. 

  그러나 이 경우, 사적 증거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의 경계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캐롤은 이러한 

제한이 자의적(arbitrary)이라고 비판한다. 사실상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증거들 사이에서 자의적이지 않은 경계를 찾기는 힘들어 보인다. 예컨

대, 어떤 비평가가 ‘위법적으로(illegitimately)’ 작가의 사적 자료를 사

용하여 공적 기록을 남겼다고 하자. 그 기록을 다른 비평가가 사용하는 

것은 ‘적법한’ 것일까?128)

  물론 레빈슨은 후자의 비평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말하지 않을 것

이다. 왜냐하면 후자의 비평가는 자신이 사용하는 자료에 대한 검토를 

적절하게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외적 증거의 사용에 

대한 기준을 ‘공적인지 아닌지’에 두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 왜냐

하면  예술가의 의도에 대한 ‘공적인 증거’ 역시 처음에는 ‘사적인 

증거’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레빈슨의 설명대로 ‘공적 증거’만이 해석의 증거로서 적

128) N. Carroll, On Criticism, p.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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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지위를 가질 수 있다면, ‘공적임’의 기준을 결정해야 하는 문제

가 발생한다. 레빈슨 역시 공적 증거와 사적 증거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수용하며, 이것이 즉시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시인한다.129) 그러나 

그는 이러한 점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공적 증거와 사적 증거를 ‘출판된 

증거’와 ‘출판되지 않은 증거’와 동일시하여 공격하는 것은 부당하다

고 지적한다. 또한 이 구분에 대하여 경계선에 놓인 경우들이 있다고 해

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명확한 사례들(clear-cut cases)을 무시할 수는 없

다고 반박한다.   

  필자는 ‘공적임’이라는 용어가 지나치게 모호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구체화하여 ‘예술사

적으로 인정된 공적 증거’를 해석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회색 영

역에 있는 사례들이 다소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해석에 적법한 증거의 일

반적인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예술사적으로 인정된다는 것

은 기본적으로 역사성을 포함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작품 그 자체를 

제외한다면, 어떤 증거라도 ‘발견되는 즉시’ 해석의 적법한 증거가 될 

수는 없다. 

  가설의도주의가 외적 증거의 ‘공적임’을 따지는 것은, 적어도 공

적인 증거라면 그것이 예술사적 맥락에서 승인되었다고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증거가 역사적인 의미를 획득하려면 공표되어 공공

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공적인 증거’라는 용어를 ‘예술사적 

맥락에서 의미 있는 증거’라는 용어로 대체한다고 해서 가설의도주의 

이론의 내적 정합성을 해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유념해야할 것은, ‘공적 증거’란 예술작

품의 범주를 추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작가 특정적 맥락에 대한 지

식에 해당되는 증거들이라는 것이다. 즉, 가설의도주의의 해석 모델에서 

작품 외적인 증거들을 필요로 하는 것은 작가의 실제 의미론적 의도를 

재구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작품의 범주를 추정하기 위해서이다. 따라

서 예술작품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한 예술가의 직접적 진술은 어떠한 예

129) J. Levinson (2002). p.317



- 101 -

술사적 검증 과정을 거치더라도 공적 증거가 될 수 없다. 가령 그 진술

에 대한 검증이란 그것이 정말로 예술가의 진술인지, 또한 그 진술이 정

말로 예술가의 실제 의도를 반영하는지에 대한 검증이 될 것이다. 이러

한 검증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은 여전히 예술가 개인에 속하는 

사적인 사실일 뿐이다. 예술가가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혹은 작품

을 제작한 후에 그가 사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심적 상태는, 완성된 작품

의 의미와 필연적인 관계에 있지 않다. 그러므로 그 상태에 대한 진술 

역시 작품의 의미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물론 우리는 예술작품을 감상

하거나 해석할 때 예술가의 자기반성적 진술을 어느 정도 참고해볼 수는 

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진술은 작품의 가장 타당한 의미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질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레빈슨의 적절한 감상자 개념이 다음과 같

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령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의 

적절한 감상자군(群)은 러시아어의 규칙과 여러 관행에 능통하며, 당시 

사회상에 대하여 잘 알고 있거나, 작품에 제시된 묘사들로 당시의 사회

상을 잘 추정해낼 수 있을 만큼의 상상력을 가지고 있고, 장편소설의 여

러 요소들이 기능하는 방식들에 대하여 숙달되어 있는, 즉 예술사적으로 

정통한(informed) 감상자이며, 따라서 그 작품을 읽음으로써 그것의 범주

와 정체성을 적절하게 구성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의 감상을 통해 충분한 

보상(rewarding)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되는 감상자이다.130) 

  덧붙여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적절한 감상자’가 아닌 예

130) 가설의도주의에서 제안하는 ‘적절한 감상자’는 현실 세계에서 매우 소수만이 존
재하는 이상적 개념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적절한 감상자 개념이 포함
하는 조건은 사실 우리가 작품을 적절하게 이해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에 
해당한다. 『죄와 벌』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소설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 감상자라면, 당연히 그 소설이 쓰인 언어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 소설에서 묘사하는 시간적·공간적 배경들이 어떠한 함축을 가지고 있
는지 파악할 수 있을만한 배경 지식과 상상력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당연
히 ‘소설’이라는 예술 장르가 어떠한 방식으로 의미를 구현하는지에 대한 지식, 즉 
소설과 관련된 해석적 관습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조
건은 결코 이상적이지 않다. 게다가 우리는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예술작품에 대한 
‘감상’과, 학술적으로 숙달된 학자나 비평가가 엄 하게 수행하는 ‘해석’을 구분
할 필요가 있다. 적절한 감상자 개념은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해석’에 대한 더 
나은 설명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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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계의 평범한 관객들이 작품의 타당한 의미에 최대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비평가의 주요한 역할 중 하나일 것이다.

4.3. ‘언어게임’의 규칙을 구분하는 문제 - 가설의도

주의와 가치최대화 이론

  마지막으로 살펴 볼 가설의도주의의 문제는 앞의 두 문제에 비해 

더 중요하며, 더 많은 설명을 필요로 한다. 

  필자는 앞에서, 일상적 대화와 예술작품의 해석 및 감상 사이에는 

서로 다른 언어 게임의 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레빈슨의 주장을 소개

하고, 그것을 지지했다. 그러나 레빈슨은 우리가 왜 양자 사이에 서로 

다른 언어 게임의 규칙을 적용해야 하는지, 그 규칙은 어떠해야 하는지

에 대한 정합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물론 레빈슨에 따르면, 

양자 사이의 차이는 우리의 언어적 관행과 예술 관행에 잘 드러나 있다. 

그러나 해석과 의도에 대한 보편적 이론으로서, 가설의도주의는 우리가 

왜 예술작품을 해석할 때는 일상적 언어와 다른 목표를 가지는지, 그리

고 그러한 목표는 어떠한 규칙에 의하여 추구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

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앞에서 예술작품과 일상적 발화에 동일한 해석적 원칙이 적

용되어야 한다는 온건한 의도주의의 논변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

하면서, 양자가 실제로 서로 다른 절차에 의해 해석될 뿐만 아니라, 서

로 다른 목적을 가진다는 설명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반

의도주의와 가설의도주의의 입장을 관통하는 결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레빈슨의 이론 안에서 정합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더 엄 한 이론적 구

성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도 이러한 이론적 구성은 데이비스에 의해 이미 제안된 바 

있다. 데이비스는 예술작품과 일상적 발화의 해석에 왜 서로 다른 해석

적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예술작품에 적용되는 ‘언어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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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칙’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가치최대화 이론

(value-maximization theory)’이 제공해준다고 주장한다.131) 만일 데이비

스의 주장이 옳다면, 우리가 가설의도주의를 전제한 상태에서 가치최대

화 이론을 정합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앞서 제기되었던 가설의도주의의 약

점이 성공적으로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132)

가치최대화 이론은 우리가 예술작품을 ‘그 자체’로서 감상하고 해

석했을 때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그것이 해석의 가장 주요한 

목표라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서, 예술작품은 일상적 발화에 가장 잘 적

용되는 해석의 원칙을 가지고 접근 할 것이 아니라, 예술작품에 가장 잘 

적용되는 해석의 원칙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예술작품에 가장 잘 적용되는 해석의 원칙이란, 우리가 예술 행

위에 참여하는 가장 주요하고 독특한 목적, 즉 ‘예술적 목적’을 가장 

잘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수립된 것이다.133)

가치최대화 이론은 우리가 예술을 창조하고 감상하는 행위의 목적에 

대한 근본적인 고려들과 관련된다. 예술가가 예술작품을 창작하는 목적, 

관객이 예술을 감상하는 목적은 여러 종류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알려

진 바에 따르면 도스토예프스키는 평생 동안 가난에 시달렸으며, 혹자는 

도스토예프스키가 돈을 벌기 위해 소설을 썼다고 말하기도 한다. 도스토

예프스키가 정말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소설을 썼는지는 알 수 없다. 

그는 사실 소설 따위는 쓰고 싶지 않았지만 그가 돈을 벌 수 있는 유일

한 수단이 그것뿐이었기 때문에 소설을 썼다고 말해야 할지도 모른다. 

혹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또한 우리가 예술을 감상하는 목적 역시 다양하다. 가령 우리가 영화를 

131) S. Davies. "Author's intentions, Literary Interpretation and Literary Value", BJA, 
46:3, (2006) p.241

132) 데이비스의 주장은 가설의도주의가 가치최대화 이론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데이비스가 주장하는 바, ‘가치최대화 이론’이 의도와 해석의 관계
를 설명하는 독자적인 이론으로 성립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가치최대화 
이론은 가설의도주의에 비하여 예술작품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
어지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모델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데
이비스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기 보다는, 가설의도주의가 가치최대화 이론의 설명에 
힘입어 보완될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하고자 한다.

133) Ibid., p.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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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목적은 그것 자체를 감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친구를 만나

서 시간을 보낼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술 창작과 감상의 본래적 목적이 바뀌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니

다. 

예술은 인간의 여러 산물들 중 하나이며, 인간의 산물들은 모두 그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망치는 자의 대용으로 쓰일 수 있지만, 그

것은 본래의 목적은 못을 박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산물은 그것의 

정체성에 맞는 본래의 용도가 있다. 앞서 필자가 설명한 바와 같이, 예

술가는 예술작품을 여러 용도로 쓰이게끔 의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중

에서 우리가 고려해야할 의도는 ‘예술적 의도’이다. ‘이상적인’, 그

리고 정상적인 예술가가 가지는 예술적 의도, 혹은 예술적 목적은, 예술

적으로 가치 있는 작품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욕구와, 그렇게 할 수 있

다는 믿음으로 구성된다.

예술작품의 가치는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얻는 보상이나 경험과도 

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그 보상이 무엇인지, 혹은 예술작품의 ‘본래

적 가치’가 무엇인지 밝히는 것은 본고의 과업이 아니다. 그러나 적어

도 우리는 예술작품에는 쾌의 산출과 관련된 가치뿐만 아니라 ‘인지적 

가치’ 역시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다. 감상자는 예술작품에서 쾌의 경

험과 인지적 경험을 최대한 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작품을 감상한다. 가

치최대화 이론은 해석의 가장 주요한 과업이 바로 그러한 감상을 돕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데이비스는 우리가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만일 우리가 (가설의

도주의가 설명하는 바와 같이) 어떤 예술가가 그의 작품을 통해서 의도

했을 법한 것에 대한 최선의 가설을 세우는 과정을 통해서 문학작품들을 

해석한다면, 우리는 그 예술가가 예술적으로 가치 있는 작품을 생산하고

자 의도하고, 그가 의도한 바를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것으로 상

정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134) 이것은 우리가 예술작품의 제작과 감상에 

대하여 가지는 기본 가정이다.

134) Ibid., p.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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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가치최대화 이론에도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가령 작품의 해석

에 있어서 가치최대화를 우선으로 할 경우, 작품에 대한 무제한적인 해

석적 유희를 허용하거나, 양식 있는 감상자로서는 허용하기 어려운 해석

까지 용인하게 될 수 있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우리가 작품의 감상에서 

추구하는 목표 중의 하나가 작품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인지적 가치를 

최대화 하는 것이라면, 그 작품에 대한 적절한 해석을 찾기보다, 가능한 

모든 해석을 찾아내는 것이 더 우선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작품에 대하여 적절한 해석과 가장 가치가 높은 해석은 다를 수 있으므

로, 가치최대화가 해석을 위한 바람직한 지침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의심이 제기될 수 있다. 앞서 Ⅲ장에서 살펴 본 에드워드 우드의 

B급 영화 Plan 9 from Outer Space의 사례에서 캐롤이 제기한 문제 역

시 동일한 맥락에서 제기된 것이다. 캐롤은 우리가 이 영화를 헐리우드

의 영화 제작 관습에 대한 전복적 도전으로 해석할 때 이 영화로부터 얻

을 수 있는 미적, 예술적 보상이 최대화 되며, 따라서 우리가 가치최대

화 이론을 따른다면 이 영화를 그렇게 해석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그

러나 시대적 상황과 영화의 역사, 그리고 감독인 우드에 대한 전기적 정

보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이 영화가 전복적 도전의 의미를 적절하게 갖

는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치최대화 이론이 (정확히 말해

서, 가치최대화 이론에 근거한 반의도주의가) 적절한 해석적 관점이 될 

수 없다고 말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가치최대화 이론은 단순히 작품의 의미를 해석자가 임의로 구

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가치최대화 이론은, ‘어떤 작품

에 대한 해석은 적어도 그 작품의 속성들에 대한 것’이라는 해석의 기

본 전제에 충실한 입장이다. 즉, ‘예술작품이 최선의 관점(best light)에

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가치최대화 이론의 원칙은 ‘해석의 대상이 되

는 작품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보다 상위의 원칙을 따른

다.135) 다시 말해서, Plan 9이 전복적 도전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는 이

유는, 그것이 우드의 의도와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영화의 정체성과 

135) S. Davies (2006). p.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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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배되는 해석이기 때문이다. 레빈슨 역시 이 사례가 온건한 의도주의를 

지지하는 인상적인 예시라고 소개하면서도, 예술가의 의도에 대한 최선

의 가설을 예술작품의 의미로 귀속시킨다는 가설의도주의의 해석 모델을 

적용함으로써 우리가 아방가르드적 의미와 가치를 그 작품에 부여하는 

것을 충분히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136)

요컨대 가설의도주의는 가치최대화 이론을 수용함으로써, 예술작품과 

일상적 발화가 서로 다른 목적 하에 수행되며, 동시에 서로 다른 목적 

하에 해석되고 감상된다는 사실을 정당화 할 수 있다.

4.3.1. 가설의도주의와 가치최대화 이론의 양립가능성 

검토

  그렇다면 우리는 가치최대화 이론이 가설의도주의와 정말로 양립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레빈슨은 작품의 의미가 적절한 감상

자의 입장에서 구성한 ‘최선의 투사(best projection)’라고 할 때 ‘최

선’이라는 표현이 함축하는 바를 설명하면서, 가치최대화 이론이 가설

의도주의에서 고려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레빈슨의 설명에 따르면 ‘최선의 투사’란, 일차적으로는 그 해석

이 인식적으로 최선(epistemically best)이어야 한다. ‘인식적 최선’이

란, “이상적 독자의 입장에서 가능한 모든 증거들을 고려했을 때, 옳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the most likelihood of being correct)”는 것을 의미

한다.137) 

  또한 이차적으로는, “그 작품을 예술적으로 더 낫게 만드는 해석

을 선택하는 것을 포함”한다.138) 단, 당연히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경우여

야 하며, 그 해석은 작품의 완전한 맥락을 고려했을 때 작가에게 적절하

136) J. Levinson (1992), p.243
137) Ibid., p.224
138) Loc. cit. 강조는 필자.



- 107 -

게 귀속될 수 있어야만 한다는 조건이 포함된다. 이 두 번째 설명이 바

로 가치최대화 이론과 부합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위의 설명을 통해 볼 때, 레빈슨은 예술적 가치의 최대화가 

해석의 목표 중 하나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예술적 가

치의 최대화’를 ‘인식적 최선’에 종속되는, 일종의 부산물로 취급하

고 있다. 이에 대하여 데이비스는 양자가 사실상 동등한 층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한다고 주장한다.139) 

  다음의 사고 실험을 통해 이 주장이 타당한지 알아보자.

  예술작품 x에 대한 두 해석 p와 q가 있다고 해보자. p와 q를 작품

에 드러난 모든 요소들과 비교해 봤더니 둘 다 작품과 완전히 일관적이

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런데 p와 q의 가치를 비교해보니 p가 q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x를 p라고 해석했을 

때가 q라고 해석했을 때보다 x의 가치를 더 높여주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 결과는 p와 q의 인식적 타당성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일견 p와 

q가 동등한 타당성을 가진다고 해야 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데이비스

에 따르면, 만일 이전의 조건들이 완벽하게 만족된다면, ‘p는 q보다 높

은 인식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하는 편이 항상 인식적으로 더 

그럴듯하다.140) 왜 그럴까?

  만일 우리가 실제 작가의 진술이 의미의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고 

상정한다면, x의 저자가 p를 부정했을 때 p의 타당성은 당연히 '0'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해석 작업이 ‘가설’을 세우는 것을 상정하는 

이상, q가 p보다 더 타당하다거나, q와 p는 동일한 타당성을 가진다는 

가설을 세우는 것, 혹은 그렇게 의도하는 추정적 작가에 대한 가설을 세

우는 것은 비합리적이다.141)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술

가가 예술작품을 제작할 때 그 배후에서 작동하는 의도, 즉 예술적 의도

는 그 예술가가 예술적으로 가치 있는 작품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욕구

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139) Ibid., p.241
140) Ibid., p.242 
141) Ibid., p.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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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도주의의 가정에 따르면, 예술가가 예술작품을 제작할 때의 의

도는 작품을 최초로 구상하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완성하

면서 그 의도 역시 최종적으로 완성된다. 그렇다면, 만일 어떤 예술작품

에 대하여 서로 동등하게 정합적인 p와 q가 있고, p가 q에 비해서 예술

작품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해주며 감상자에게 더 큰 예술적 보상을 제공

해주는 경우에, 이 작품을 제작한 예술가가 그의 작품이 p가 아니라 q로 

해석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는 것은 비합리적이

다. 게다가 만일 우리가 의도주의의 입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

들인다면, 만일 실제로 p가 아니라 q를 자신의 작품의 의미로 선택하는 

예술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선택을 이 작품의 해석에 유의미하게 받

아들여야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가설의도주의는 단지 가치최대화 이론과 단순히 양립 가능

할 뿐만 아니라, 가설의도주의가 제안하는 해석 모델 내에 이미 해석의 

중요한 지향점으로서 가치최대화를 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작가의 의도에 대한 적절한 감상자의 최선의 투사”란, 그 해석이 

‘인식적 그럴듯함’과 ‘가치최대화’의 두 측면을 동시에 가진다는 것

을 뜻한다고 말할 수 있다. 

  요컨대, 우리의 해석 작업이 예술작품의 예술적 가치, 혹은 그 작품

이 우리에게 주는 예술적 보상의 측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가치최

대화 이론의 설명을 가설의도주의가 수용함으로써, 왜 예술작품에 대한 

해석과 일상적 발화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른 해석적 원칙에 따라 이루

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예술작품에 적용되는 해석적 원칙은 무엇인지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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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가설의도주의와 온건한 의도주의의 비교

1. 가설의도주의와 온건한 의도주의 사이의 쟁점

  필자가 Ⅳ장을 통해 보이고자 했던 것은 ‘보완된 가설의도주의’

가 온건한 의도주의보다 해석과 의도의 관계에 대하여 더 나은 설명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더 정교한 해석 모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그러한 결론은 가설의도주의가 이론적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뿐만 

아니라 온건한 의도주의가 극복하기 힘든 이론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는 입장에 의하여 도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물론 우리가 

더 이상 이 문제를 들여다 볼 필요가 없다고 선언하는 최종 결론이 아니

다.142)

  가설의도주의가 제안된 이후에도 온건한 의도주의는 여전히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다. 그 이론을 지지하는 학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먼저, 그들은 온건

한 의도주의의 해석적 원칙이 ‘상식’에 해당한다는 직관을 여전히 강

하게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대화적 관심’ 논변의 타당성을 의심하기

가 쉽지 않다. 필자는 논의의 흐름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Ⅲ장에

서 온건한 의도주의의 문제점들을 부각시켜 서술했지만, 온건한 의도주

의가 우리의 해석적 관행 내에 존재하는 어떤 직관과 실제 사례들의 한 

국면을 잘 설명해준다는 것 자체는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다음으로, 온건한 의도주의는 다양한 사례들을 포괄할 수 있는 넓

은 해석적 범위를 가지고 있다. 온건한 의도주의는 예술작품에 대한 해

석이 예술가의 의도를 추적하는 과정이라는 해석적 ‘이상’을 분명하게 

주장하면서도, 의도주의적 해석이 적용될 수 없을 때는 관습주의·맥락

142) 참고로, 레빈슨은 가설의도주의를 옹호하는 자신의 논문 "Intention and 
Interpretation"을 아이제밍어가 편찬한 선집 Intention and Interpretation의 마지막 장
에 수록했는데, 그는 그 논문의 부제를 “마지막 검토(Last Look)”라고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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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적 해석을 적용한다. 따라서 온건한 의도주의의 설명은 그것을 받아

들이는 관점에 따라 반의도주의와 의도주의 사이의 회색 영역에 존재하

는 많은 해석적 사례들에까지 적용될 수 있다. 

  그렇다면 필자는 왜 레빈슨이 제안하는 가설의도주의가 더 나은 이

론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더욱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다소의 중복을 감수하고서라도, 본 장에서는 온건한 의도

주의와 가설의도주의 사이에 서로 유사한 지점과 상충되는 지점을 비교

함으로써 필자의 입장을 정리하고자 한다. 

  온건한 의도주의와 가설의도주의는 의도주의와 반의도주의를 지지

하는 직관과 해석적 관행을 잘 설명하기 위하여 양보된 이론들이다. 필

자는 앞서 Ⅰ장에서 온건한 의도주의와 가설의도주의가 극단적인 의도주

의와 극단적인 반의도주의 사이에 존재하는 일종의 연속체 상에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양 극단 사이에 정확한 중간 지점 c를 찾을 수 있다면, 

온건한 의도주의와 가설의도주의는 아마도 c에 거의 수렴하고 있는 입장

일 것이다. 가설의도주의는 예술작품의 의미가 예술가로부터 전달되어 

온다는 의도주의의 주장을 수용한다. 온건한 의도주의는 예술작품이 공

적인 측면을 가지며, 따라서 그것의 의미 역시 공적인 관습의 적용을 상

당 부분 받는다는 반의도주의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즉, 양자의 출발 지

점은 각기 다를지라도 양자 사이의 이론적 간극은 사실상 크지 않다. 

  또한 양자를 실제 해석에 적용했을 때 도출될 수 있는 해석적 귀결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가설의도주의는 우리의 해석이 예술가의 의도에 

대한 최선의 가설을 세우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온건한 의도주의 역시 실제 해석에 있어서는 ‘예술가의 

의도에 대한 최선의 가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일반적으로 예술작품을 해석할 때 예술가의 의도를 직접 참조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예술작품 그 자체와 주어진 공적 정보

들을 통해 예술작품을 해석하게 된다. 

  만일 우리가 예술가의 의도에 대한 직접적인 진술이나 사적 정보들

을 참조할 수 있게 된다고 할지라도, 온건한 의도주의는 그것을 예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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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과 비교하여 그 진술이나 정보들이 과연 참조할 만한 것인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일 그 진술이나 정보들이 예술작품 그 자체와 일관적

이지 않다면, 그것들을 해석에 참조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

를 실제로 적용한다고 했을 때, 온건한 의도주의의 해석은 가설의도주의

가 주장하는 적절한 감상자가 최선의 가설을 세움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해석과 사실상 유사하다. 

  그렇다면 온건한 의도주의와 가설의도주의가 충돌하는 지점은 어디

일까? 필자는 양자 사이에 쉽사리 합의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puzzles), 

혹은 쟁점이 있다고 본다. 가장 먼저 해석의 근본적 원칙, 혹은 해석의 

본성을 규정하는 문제가 있다. 필자가 여러 번 강조했듯이, 온건한 의도

주의는 해석이 근본적으로 예술가의 실제 의도를 추적하는 작업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작품을 감상할 때 항상 예술가가 의도

한 바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고심한다는 의미는 아

니다. 만일 우리가 예술작품 그 자체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외적 정보

들을 활용하여 예술작품을 아무런 문제없이 해석할 수 있다면, 온건한 

의도주의의 지지자들은 우리가 ‘성공적으로 구현된’ 예술가의 의도를 

‘성공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할 것이다. 

  또한 그러한 원칙은 우리가 예술작품 그 자체만으로 그것의 의미를 

결정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한 

선택에도 영향을 미친다. 만일 우리가 온건한 의도주의의 ‘원칙’을 따

른다면, 예술가의 실제 의도를 가감 없이 알 수 있을 때, 작품의 의미를 

결정하기 위하여 예술가의 실제 의도를 참조하는데 주저할 필요가 없다. 

즉, 만일 어떤 예술작품 w가 서로 상충되는 의미 x와 y로 해석될 수 있

으며, 예술가의 실제 의도는 x와 더 잘 부합된다고 할 때, 온건한 의도

주의자들은 예술가의 실제 의도를 반영하는 x를 w의 적절한 의미로 선

택할 것이다. 이 때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제공

하는 것이 바로 온건한 의도주의가 주장하는 해석적 원칙이다. 

  이에 대하여 가설의도주의는 우리가 그러한 원칙을 반드시 따라야

만 하는 타당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온건한 의도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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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세우는 해석적 원칙은 우리의 일상적 발화에 적용되는 해석적 원칙을 

예술작품의 해석에 확장시킨 것이다. 그러나 가설의도주의는 예술작품의 

해석이 일상적 발화와는 다른 ‘언어 게임’이며, 서로 다른 게임의 규

칙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앞에서 가치최대화 이론과 가설

의도주의를 결부시킴으로써 그러한 ‘규칙의 차이’를 강조했다.)

  물론 우리가 실제로 예술작품을 해석하고자 할 때,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우선적으로 결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해석과 의도에 

관한 보편적 이론을 세우고 검토하고자 할 때, 해석의 본성을 어떻게 규

정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온건한 의도주의와 가설의도주의가 제안하는 해석 

모델을 실제로 적용한다면 어떤 쟁점이 발생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술 

작품 그 자체만으로 그것의 의미를 알 수 없을 때, 온건한 의도주의는 

예술가의 실제 의도를 알아내기 위하여 주어진 모든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다. 여기에는 예술가의 실제 의도를 반영하는 인터뷰나, 일기, 혹은 예

술가의 동료들의 진술들과 같은 ‘사적 증거’, 혹은 ‘내부 정보(inside 

information)’ 역시 포함된다.

  그러나 가설의도주의는 우리가 작품을 해석할 때 작가의 의도에 대

한 사적 증거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온건한 의도주의와 충돌

한다. 즉, 가설의도주의와 온건한 의도주의 사이에 발생하는 두 번째 쟁

점은 해석에 ‘사적 증거’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레빈

슨에 따르면 이러한 증거들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예술작품을 해석하는 

‘게임의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설의도주의가 활용할 

수 있는 증거들은 어떠한 것들인가? 작품 그 자체와 작품을 둘러 싼 맥

락, 그리고 그 작품과 관련된 해석적 관습 등은 당연히 적법한 증거들이

다.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소개한 어떤 입장을 취하더라도 이견의 여지

가 없을 것이다.) 가설의도주의는 이에 덧붙여 ‘작가 특정적

(author-specific)’ 맥락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우리가 작품을 타당하게 해석하기 위하여 작가의 실제 의미론적 의도를 

알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그 작품의 정체성과 그것을 둘러 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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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사적 맥락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작가의 공적 페르소나에 대

한 지식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쟁점들에 관한 필자의 입장 : 보완된 가설의도주의

의 옹호 

  먼저 해석적 원칙의 문제를 살펴보자. 필자는 Ⅲ장에서 온건한 의

도주의의 해석적 원칙을 옹호하기 위한 ‘대화적 관심’ 논변의 타당성

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온건한 의도주의의 입장에서도 가설

의도주의가 주장하는 ‘게임의 규칙’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캐롤은 가설의도주의의 주장이 “문학적 관행의 본성에 대하여 극도로 

경험적인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증거들이 [충분히] 그

러한 주장들을 지지할 것이라고 납득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143) 이러

한 비판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이전에, 그의 비판을 통해 우리

가 알 수 있는 것은, 온건한 의도주의가 주장하는 ‘원칙’과 가설의도

주의가 주장하는 ‘규칙’ 중 어떠한 주장이 옳은지, 즉, 예술작품의 해

석이 어떠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결국 우리의 해석적 관행에서 실제

로 발견되는 증거들을 어떻게 취합하고 판단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이

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양자의 직관들 중 어느 한 쪽에 더 가깝다고 

느낄 수 있는데, 그 직관이 정말로 옳은지를 판단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리고 아마도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해석적 관행에 나타나는 실제 사

례들의 양상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해석적 관행이나 실제 사례들에 대한 분석이 

과연 우리가 해석의 본성을 파악하거나 규정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가 의심스럽다는 데 있다. 캐롤이 가설의도주의의 주장을 ‘극도

로 경험적’이라고 비판하듯이, 가설의도주의의 입장에서도 온건한 의도

143) N. Carroll, "Interpretation and Intention: The Debate between Hypothetical and 
Actual Intentionalism", Metaphilosophy, Vol. 31 (2000), pp.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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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 ‘대화적 관심’ 논변이 일부 사례들에 대한 주관적인 관찰이나 

분석에 의한 것이라고 비판할 수 있다. 즉, 일상적 발화의 해석과 예술

작품의 해석 사이에 유사한 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상적 발화와 예술작품을 도식적으로 동일 선상에 놓고 전자에 대한 분

석을 통해 후자의 해석적 원칙을 유비추론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충분한 

타당성을 가지지 못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캐롤이 우리의 해석적 

관행에 의도주의적 경향이 우세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가설

의도주의 역시 마찬가지의 주장을 할 수 있다. 전기적 비평을 비판하며 

나타난 신비평적 관점과, ‘저자의 죽음’을 선언한 후기 구조주의의 해

체주의적 관점이 현대 비평의 이론적 경향의 중요한 한 국면을 형성하고 

있는 현상을 굳이 지적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일상적 예술 경험에서 가

설의도주의가 주장하는 예술 해석의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를 얼마든

지 찾을 수 있다.  

  요는, 우리가 어느 편의 해석적 원칙을 지지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연역적으로, 혹은 귀납적으로 타당하게 추론된다기보다, 우리가 이미 가

지고 있는 ‘직관’의 영향일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예술작품이 작

가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해석할 때 작가의 의도를 

참조해야 한다는 직관을 가질 수도 있고, 혹은 예술작품이 예술가와는 

분리된 공적․자율적 실체이기 때문에 예술가의 실제 의도와는 독립적으

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직관을 가질 수도 있다. 물론 우리가 가지는 직관

은 상당부분 우리의 실제 예술 경험에서 비롯되었음이 분명하지만, 두 

직관을 반영하는 사례들이 우리의 해석적 관행에 주요하게 공존하고 있

는 이상 어느 한 쪽만을 일방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해석의 

본성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해석적 관행이 더 우세하다는 점을 내세

우는 논변은 성공하기 어렵다.

  다만 필자는 예술작품의 해석이 우리의 일상적 발화의 해석과 동일

한 해석적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는 주장이 잘못된 유비추론이라는 관점

을 바탕으로 ‘대화적 관심’ 논변을 비판했다. 만일 그러한 비판이 일

정 부분 타당하다면, 해석의 본성에 대한 철학적 논의에서 대화적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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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변은 온건한 의도주의의 이론적 타당성을 담보해주지 못한다. 또한 예

술작품에 대한 엄 한 학술적 해석에서 온건한 의도주의의 해석 모델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 역시 힘을 잃게 될 것이다.   

  대화적 관심 논변에 대한 필자의 비판이 반박의 여지가 없는 결정

적 논증(knock-down argument)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보완된 가설의도주

의를 제안하는 필자의 논의는, 최소한 의도주의의 직관과 원칙에 동의하

지 않는 사람들도 논리적으로 오류를 범하지 않고 해석과 의도에 대한 

타당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

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문제는 첫 번째 문제와 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만일 우

리가 온건한 의도주의의 해석적 원칙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예술작품을 

해석할 때 ‘사적 증거’를 배제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

나 만일 우리가 그러한 원칙에 대하여 의심을 제기하고 예술작품의 해석

에 적용되는 ‘게임의 규칙’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여긴다면, 우리는 예

술작품을 해석할 때 ‘사적 증거’를 사용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

장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논의의 편의상 첫 번째 문제에 대한 입장을 

유보한 상태에서, 두 번째 문제에 대하여 보다 실제적인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자. 

  이 문제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는 사적 증거를 해석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의도주의와 가설의도주의에 있다. (물론 반의도주의

와 가설의도주의가 사적 증거를 해석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

장 강력한 논변은 해석적 원칙의 문제에 대한 논변이며, 실제적 문제는 

단지 부수적일 뿐이다.) 필자는 Ⅱ장에서 이미 이 문제에 대한 반의도주

의의 입장을 간략하게 다룬 바 있으나, ‘사적 증거’의 실제적인 적용 

가능성의 측면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스톨니쯔는 예술가의 자기 반성적 기술이 “예술 창조에 관해 언급

하는 예술가들에게서 보이는 일반적인 결점 즉, 자기 합리화

(rationalization), 의식적 기만(conscious deception), 무의식적 자기기만

(unconscious self-deception)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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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하게 지적한 바 있다.144) 즉, 사적 증거가 예술가의 실제 의도를 적절

하게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하

여 설명을 덧붙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설명이 언제나 우리의 실제 의도

인 것은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사후(事後)에 정당화하기 위하여 

실제 의도와는 다른 거짓된 ‘변명’을 덧붙일 수 있다. 혹은 그 행위 

당시에 행위자가 자신의 의도를 정확히 의식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자신의 행위를 도덕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합리화하기 위하여 

가공의 설명을 덧붙일 수도 있다. 예술작품의 경우, 작품 그 자체와 예

술가의 자기반성적 진술 간의 괴리가 더욱 크다. 예술작품에 의미가 구

현되는 형식은 우리의 일상적 행위나 발화의 형식보다 훨씬 복잡해서, 

예술가가 그것의 모든 요소들을 의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적 증거가 정말로 예술가의 실제 의도에 대

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물론 우리는 예술가의 자기 반성적 진술을 ‘검증’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 예컨대 도스토예프스키가 자신의 지인에게 자신의 작품에 대해 

이러저러하게 진술한 내용이 나중에 발견되었는데, 그것이 정말로 도스

토예프스키의 ‘실제 의도’였을 법한지 연구해볼 수 있다. 그런데 과연 

예술가의 실제 의도와 그의 사적 진술 간의 연관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 

그 예술가의 작품 x를 해석하고자 하는 해석자의 과업인가? 우리가 예술

작품 해석의 보편적 모델을 세우는데 있어서 그러한 과정이 반드시 포함

되어야만 하는가? 적어도 (비어즐리의 입장에 동의하는) 필자의 관점에

서 본다면 그러한 일은 전기 작가나 예술사가의 작업이다. 혹은, 만일 

그러한 검증 없이도, 즉 그 사적 진술이 정말로 예술가의 실제 의도를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없이도 우리가 그것을 해석에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우리가 그 사적 진술을 해석에 사용하는 것은 의도

주의와 무관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온건한 의도주의는 우리가 작품 그 자체와 사적 증거들을 비교해

서, 작품과 부합하는 사적 증거들만을 작가의 실제 의도로 받아들이면 

144) J. Stolnitz, Aesthetics and philosophy of art criticism, (1960), p.479 (역서 p.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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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고 주장한다. 이때, 이 사적 증거들이 비평가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

가 있을까? 어떤 사적 증거 p가 작품의 의미 m과 부합한다면, p 없이도 

비평가는 예술가의 실제 의도와 부합하는 m을 이미 가지고 있는 셈이

다. 또한 p가 m과 부합하지 않는다면, p는 배제될 것이다. 

  물론 실제 비평에서 비평가가 p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그가 선호

하는 해석 m이 있는데, 그것을 지지하기 위한 증거로서 모든 출처의 증

거들을 사용하는 경우일 것이다. 온건한 의도주의의 설명에 따르자면, 

이 경우 비평가는 m이 작품의 결정적인 의미인 M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서 m과 부합하는 p만을 해석에 사용할 것이다. 또한 m과 부합하지 않는 

p에 대해서는 그것이 작가의 실제 의도가 아니라거나, 혹은 실제 의도라

도 작품에 성공적으로 구현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그것을 해석에서 배

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p와 M이 어떤 필연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단지 비평가의 자의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다. 

  여기에서 필자가 제기하는 문제는, 과연 (비평가에 의해 선택되었든 

배제되었든 간에) 사적 증거가 과연 다른 여러 증거들 중에서 특별한 권

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만일 앞에서 필자가 사적 증거에 

대하여 제기한 문제점들이 유효하다면, 적어도 사적 증거는 다른 여러 

증거들 보다 해석에 있어서 더 우월한 권위를 가진다고 말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더 나아가 사적 증거는 작품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관

찰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작품에 대한 엄 한 학술적 해석에

서 배제하는 편이 더 낫다는 것이 필자의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예술가의 의도에 대한 최선의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작품의 의미로 귀속시키는 가설의도주의의 해석 모델이, 해석이 

본성적으로 예술가의 의도를 지향한다고 주장하는 온건한 의도주의의 원

칙과 결국 다를 바 없다는 지적에 대해 반박하고자 한다. 레빈슨은 가설

의도주의에서 실제 작가의 의도라는 대상이 해석 과정의 끝이 아니라 도

상에 있는 “발견적(heuristic) 목표”일 뿐이라고 설명한다.145) 이 말은 

가설의도주의의 해석 모델이 실제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145) J. Levinson (1992), p.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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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의도를 적절한 감상자의 입장에서 구성해

보는 과정을 통해서 작품에 적절하게 귀속될 수 있는 의미를 알아내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는 것이다. 그러한 목표에 도달하고자 하는 시도의 

성공은, 따라서, “전체 문예적 맥락 외적인 자료들”에 의해 확인될 수 

있는 ‘실제 의도’에 올바르게 도달함으로써가 아니라, 텍스트와 그것

을 둘러 싼 문학적 환경의 견지에서 “가장 그럴듯한 작가의 의도를 구

성하는 (혹은, 투사하거나 가설을 세우는) 과정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

다.146) 따라서 ‘실제 작가의 의도’가 해석이 본성적으로 지향하는 최

종적 목표라고 주장하는 온건한 의도주의와 가설의도주의의 차이는 분명

하다고 할 수 있다.

3. 가설의도주의에 대한 반례 검토 - 앤디 카우프만의 

예

  필자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가설의도주의가 해석과 의도의 관

계에 대한 타당한 설명을 제공한다는 주장의 근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캐롤은 여전히 작품의 해석에 있어서 작가

의 실제 의미론적 의도의 확인이 필수적인 경우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즉, ‘최선의 가설’로는 작품의 올바른 의미가 결코 밝혀질 수 없는 실

례가 있다는 것이다.147) 캐롤은 이 사례가 가설의도주의에 대한 ‘결정

적인 반론’이라고 믿는 것 같다. 이 반론에 대한 재반박을 제시하는 것

은 필자의 주장을 공고히 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다.

  앤디 카우프만(Andy Kaufman)은 미국의 전설적인 코미디언이다. 특

히 그는 실제인지 연출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퍼포먼스로 관객들을 당황

146) Ibid., p.243
147) N. Carroll (2002), pp.33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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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것으로 유명했다. 코미디쇼에 출연해서는 마치 사전에 짜놓은 각

본을 잊어버린 듯 어쩔 줄 몰라 한다. 관객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함께 

당황하기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코미디는 부조리한 상황을 연출함으로써 

웃음을 유발한다. 그런데 이 부조리한 상황이 우스울 수 있는 것은, 이

것이 현실이 아니라 허구라는 암묵적 합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카

우프만은 아무런 "힌트(wink)"도 주지 않은 채 실제와 연극 사이의 경계

를 넘나든다. 그는 심지어 거짓 부고를 낸 후 천연덕스럽게 다시 대중 

앞에 나타나기도 했다. 그래서 대중들은 그가 정말로 폐암에 걸려 죽음

을 앞두고 있을 때조차 그의 말을 믿지 못했을 정도였다. 

  그렇게 인기 가도를 달리던 어느 날, 카우프만은 ‘레슬링 프로젝

트’라고 불리는 실험적 기획을 시도한다. 이것은 그가 공연 중 여성 관

객을 불러내 레슬링을 하자고 제의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카우프만이 무언가 기발한 행동으로 그 관객을 당황

스럽게 한다든지, 자신이 된통 당하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재미를 유발할 것이라고 예상할 것이다. 그러나 카우프만은 그 여성과 

실제로 진지하게 레슬링을 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진지하게 상대를 이

기려고 드는 카우프만을 보고 관객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경기’는 여러 장소에서 계속 이어졌다. 급기야 그는 관객과 카메라 

앞에서 여성을 비하하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으며, 자신을 레슬링으로 이

기는 여성이 있으면 상금을 주고 결혼까지 하겠다고 공언했다. 쏟아지는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성들과 ‘진지한’ 레슬링 시합을 치르던 

카우프만은, 심지어 자신이 출연하던 텔레비전 쇼에서 하차하면서까지 

‘레슬링 프로젝트’를 포기하지 않았다.

  마치 프로레슬링을 조롱하는 듯한 카우프만의 프로젝트는 많은 남

성 프로 레슬러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결국 카우프만은 유명한 프로레

슬러인 제리 롤러(Jerry Lawler)에게 ‘도전’을 받고 그와 경기를 치르

게 되는데, 이 경기에서 카우프만은 경추가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게 된

다.

  이후 카우프만과 롤러는 미국의 유명 TV 프로그램인 ‘데이빗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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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맨 쇼’에 함께 초청받는다. 진행자인 레터맨은 둘에게 화해할 것을 

권했고, 롤러와 카우프만은 결국 화해의 악수를 나누면서 갈등을 훈훈하

게 마무리 짓는 듯 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쇼가 계속 진행되던 중간에 롤러

와 카우프만이 갑자기 말다툼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급기야 화가 난 카

우프만은 롤러에게 뜨거운 커피를 뿌리는 만행을 저지르고, 그 대가로 

카우프만은 롤러에게 따귀를 맞는다. 결국 촬영이 끝나기도 전에 카우프

만은 세트를 뛰쳐나가 버린다. 이 일련의 사건들은 대중들을 혼란에 빠

뜨렸다.

  카우프만이 사망한 후, 카우프만의 여자친구와 그의 동료가 함께 

제작한 다큐멘터리 I'm from Hollywood(나는 헐리우드에서 왔다)148)가 발

표되었다. 이 다큐멘터리에는 카우프만의 동료들과 지인들의 인터뷰가 

포함되었는데, 그 인터뷰들은 하나같이 레슬링 프로젝트가 '아주 병적인 

것'이었다는 뉘앙스를 남겼다.

  그러나 최근에, 프로레슬러 제리 롤러와 카우프만의 전담 작가였던 

밥 즈무다는, 그 레슬링 프로젝트가 '완전히 연극이었다'고 폭로했다. 그

들은 카우프만이 “프로 레슬링이 거짓(fake)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지만, 

진지하게 피에 열광하게끔 팬들을 감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 매

혹되었다”149)고 진술했다. 이후 카우프만의 일생이 다시 주목받게 되고, 

그의 전기를 소재로 한 영화까지 제작되었다. (Man On The Moon, 1999) 

이 영화는 카우프만의 일생 전체를 일종의 행위예술로 묘사하고 있다.

  캐롤은 이 예가 가설의도주의에 의해서는 설명될 수 없으며, 의도

주의를 지지하는 강력한 증거라고 주장한다. 캐롤에 따르면 이 예는 다

음과 같은 함축을 보여준다. 

  카우프만이 살아있던 당시, 혹은 ‘레슬링 프로젝트’가 진행되던 

당시, 이 기획의 의미에 대한 ‘최선의 가설’은 ‘카우프만이 미쳤다’

148) 이것은 카우프만이 레슬링 프로젝트 도중에 남부 사람들에 대한 조롱의 의미로 외
쳤던 일종의 캐치프레이즈였다.

149) Ibid., p.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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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실제 의도가 밝혀지고 난 후, 이 프로젝트는 

‘레슬링과 방송 산업에 대한 반성적 풍자’라고 재해석되었다. 캐롤에 

따르면, 카우프만의 사후에 발표된 다큐멘터리까지 포함하여 그의 삶 전

체가 “순수한 연극”이었다.150) 그리고 캐롤은 레슬링 프로젝트가 ‘반

성적 풍자’라는 해석이 “적어도 현재 카우프만의 레슬링 프로젝트에 

대한 표준적(canonical)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다”151)고 주장한다. 그렇

다면 가설의도주의의 입장에서 세울 수 있는 ‘최선의 가설’이 결국 틀

린 것으로 판명된 셈이므로, 이 예시에서 실제 의미론적 의도는 포기될 

수 없다는 것이다.

  가설의도주의가 이 예에 대하여 제시할 수 있는 가능한 답변들을 

검토하기 전에, 이 예에 대한 캐롤의 분석이 적절한지 먼저 검토해보자.

  캐롤은 카우프만의 프로젝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그러나 어떤 해석이 옳은가? Madness 해석[카우프만이 미쳤다는 해

석], 혹은 반성적 해석[카우프만의 기획이 레슬링 산업과 코미디에 대한 

반성적 풍자를 시사한다는 해석]. 이 논쟁에서 순환의 오류(question 

begging)를 범하지 않고, 나는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말할 수 있다고 생

각한다: 즉, 반성적 해석은 현재 적어도 카우프만의 레슬링 프로젝트에 

대한 표준적(cannonical) 해석이다.152)

  과연 그는 반성적 해석이 현재 카우프만의 레슬링 표준적 해석이라

는 진술을 통해 순환의 오류를 피하고 있을까? 우리는 캐롤에게 다음과 

같이 물을 수 있다. “왜 카우프만의 기획을 반성적 풍자라고 해석해야

해?” 캐롤은 다음과 같이 대답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했다고 주장했고, 그 주장을 들은 대다수가 그렇게 동의하니까.” 우리

는 또 다시 물어야 한다. “왜 우리는 그의 주장을 그의 해석으로 받아

들여야 하는데?” 그는 대답한다. “왜냐하면 작품을 해석하는 것은 

150) Ibid., p.336
151) Ibid., p.338
152) Ibid., p.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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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작가의 의도를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시 묻는다. “왜 작품의 해석이 ‘원칙적으로’ 작가의 의도를 찾아가

는 과정이어야 하는데?” 캐롤은 이윽고 필자가 앞에서 비판했던 ‘대화

적 관심 논변’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만일 캐롤이 이 예증

을 통해서 대화적 관심 논변의 타당성을 증명하려고 시도한다면, 그의 

논변은 순환에 빠질 것이다.

  또한 캐롤은 카우프만의 프로젝트에 대하여, ‘카우프만이 미쳤

다’는 해석과 ‘반성적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가설의도주의자들은 

전자의 해석을 지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153) 그러나 일단 전자는 엄

히 말해서 예술작품에 대한 해석이 아니다. 더 나아가 그것은 우리가 해

석할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고백이다. 아무도 미친 사람의 행동을 

예술 행위라고 말하지 않으며, 그것을 진지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 그것은 예술가 개인의 삶에 대한 평가이다. 따라서 필자는 가설의

도주의를 지지하는 이론가가 전자의 해석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는 캐롤

의 주장이 공정하지 않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캐롤은 카우프만이 그의 퍼포먼스들을 시작하기 전에 

관객들에게 아무런 힌트도 주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우리가 그의 

퍼포먼스들을 타당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의 실제 의도에 대한 정보

를 참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카우프만이 관객들에게 

아무런 힌트도 주지 않았다는 것은 참일까?

  카우프만은 실제로 공연을 시작할 때 관객들에게 아무런 힌트도 주

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공연을 끝내면서 관객들에게 ‘힌트’를 주었

다. 카우프만의 초기 경향들을 살펴보면, 관객들은 결국, 카우프만의 

‘헷갈리는 공연’이 정말로 ‘공연’임을 깨닫고는 즐거워했다. 즉, 카

우프만의 공연은 그것이 ‘정말로’ 공연임이 밝혀지면서 완성된다고 말

할 수 있다. 그리고 동일한 형식을 공유하는 공연이 회를 거듭할 때마

다, 그의 전작들에 대한 해석들은 후속 공연들을 해석하기 위한 ‘힌

트’로 작용했다. 레슬링 프로젝트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이다. 카우프만

153) Ibid., p.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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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전의 공연들이 공유했던 형식적, 내용적 경향은, 그 프로젝트를 우

리가 타당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카우프

만의 공연에는 카우프만 자신의 실제 의도에 대한 내부 정보 외에 아무

런 해석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캐롤의 주장은 지나치게 피상적인 

것이다.

  종합해볼 때, 온건한 의도주의가 이 예를 잘 설명할 수 있다는 캐

롤의 주장은 의심스러우며, 매우 피상적인 관찰과 숙고에 근거하고 있

다. 

  그렇다면 가설의도주의가 이 예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는 답변을 

살펴보자. 카우프만의 프로젝트가 반성적 풍자라는 해석을 우리가 받아

들였을 때, 우리는 마치 그러한 해석이 카우프만의 실제 의도와 일치하

기 때문에 그것을 ‘표준적’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사례의 복잡한 구조에 기인한 착각이다.

  캐롤은 카우프만의 프로젝트가 연극, 실재, 감정의 결합에 대한 코

믹-반성적 탐구를 포함하는, 흔치 않은 작업이며, 여기에는 카우프만이 

관객을 속이는 것이 큰 효과를 발휘한다고 설명한다.154) 속임에 대해 말

하자면, 우리는 ‘눈속임 그림(trompe-l’œil)’에 대하여 고려해볼 수 

있다. 눈속임 그림은 우리가 그 회화작품을 마치 실제의 대상으로 착각

하도록 우리의 눈을 속인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눈속임 그림은 그것

이 삼차원적 대상이 아니라 이차원적 대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질 

때 비로소 그것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고, 그로 인해 관객은 그 작품에 

대한 진정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것이 눈속임이라는 것

은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질 수 있는가? 아마도 눈속임 그림의 감상자는 

그것에 물리적으로 가까워질수록 그것의 표면이 가진 질감과 시선에 따

른 형태의 변화 등을 통하여 그것이 우리의 눈을 속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요소들은 분명히 눈속임 그림의 내적 요

소들 중의 하나이다.

  카우프만의 프로젝트 역시 마찬가지이다. 캐롤의 주장이 옳다면, 우

154) Ibid., p.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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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이 프로젝트에 대한 진정한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젝트

가 정말로 ‘기획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만 한다. 다시 말해서, 

그의 기획이 실재가 아니라 속임수였음이 우리에게 알려질 때 비로소 이 

작품은 완결된다고 볼 수 있다. 그 ‘폭로’에 어떠한 수단을 사용하든

지 간에 ‘속임수가 폭로됨’은 이 작품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내적 요소 

중의 하나이다. 즉, ‘폭로’는 이 작품 그 자체를 구성하는 일부이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이 프로젝트의 정체성을 구성한다면, 가설

의도주의가 ‘폭로’를 해석에 사용하는 것은 이론적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카우프만의 프로젝트는 캐롤 스스로도 자인하듯이 복잡하고 흔치 

않은 대중예술의 한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카우프만의 예술적 삶과 그의 작품들 대한 열광에서 한발 

물러나서 이 현상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우리의 이론적 분석이 요구하는 

진실에 도달할 수 있다. 그 진실은, 바로 이 사례 때문에 우리가 작가의 

실제 의도에 대한 내부 정보를 작품의 해석에 중요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포기할 수 없다는 캐롤의 주장은 단지 피상적인 관찰의 결과라는 

것이다. 

  아마도 I'm from Hollywood는 이 속임수의 폭로가 유발하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카우프만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던 그의 

여자친구와 동료들이 카우프만의 행위를 병적인 것으로 규정했을 때, 대

중들은 이들의 말을 믿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

와 상반되는 또 다른 내부정보가 발표되었을 때, 대중들은 또 다시 이 

내부정보에 귀를 기울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캐롤의 설명처럼, 이 정보

들이 카우프만의 실제 의도를 반영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설

의도주의는 바로 이러한 혼란을 피하고자 한다.

  즉, 이 경우에 내부정보로 제시된 두 증거는 서로 상반되는 것이었

다. 그런데 캐롤은 이 중 후자의 증거를 선택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후자가 레슬링 프로젝트의 내적 요소들, 그리고 카우프만의 공적 페르소

나와 더 일관적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잠깐 생각해보자. 우리는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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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내부정보를 얻기 전에도, 이와 관련된 두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었다. 

(단지 캐롤이 그러한 추측의 가능성을 소개하지 않은 것뿐이다.) 우리는 

카우프만이 미쳤거나, 아니면 레슬링 프로젝트가 그의 코미디 전체를 일

관해온 하나의 관념을 담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었다. 이 두 추

측 중 어느 것이 이 작품과 더 일관적인가? 만일 두 가지의 내부정보들 

중에서 후자가 이 프로젝트와 더 일관적이라고 주장한다면, 왜 후자의 

추측이 이 프로젝트와 더 일관적이라고 할 수 없겠는가? 요는, 캐롤이 

주장하는 바, 이 프로젝트에 대한 ‘표준적 해석’이, 반드시 카우프만

의 실제 의도를 참조함으로써만 가능하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카우프만의 실제 의도에 대한 내부 정보를 듣

고 나서 그것에 의존한 해석을 표준적 해석으로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이 사례가 사용하고 있는 특수한 속임수의 기법, 혹은 형식 때

문이다. 그 속임수의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속임수를 감추었다가 드

러냄’이라는 하나의 관습적, 형식적 요소가 이 작품의 해석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 그 요소는 카우프만의 실제 의도

와 일치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것은 필연적인 관계에 있지 않다. 왜

냐하면, 카우프만의 실제 의도가 ‘반성적 풍자’였다는 그의 동료들의 

진술이, 가령 거짓말 탐지기와 같은 장치를 통하여, 카우프만의 실제 의

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다고 할지라도, 카우프만의 프로젝트

가 레슬링과 헐리우드 산업에 대한 반성적 풍자를 보여준다는 생각을 쉽

게 버릴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판단은 가설의도주의가 이 예에 대하여 제시할 수 있는 또 

다른 가능한 답변을 통해 지지될 수 있다. 만일 앤디 카우프만의 실제 

의도에 대한, 소위 ‘내부 정보’가 그의 프로젝트를 감상함으로서 우리

가 얻을 수 있는 예술적 경험을 반감시킨다면, 또한 그로 인해 그의 프

로젝트와 카우프만 자신에 대한 평가를 절하하게 만든다면, 우리는 과연 

그 내부 정보를 해석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여길 수 있을까? 제리 롤

러와 밥 즈무다의 고백이, ‘안타깝게 사망한 친구의 넋을 위로하기 위

한 선량한 거짓말’이 아니라 그 프로젝트의 해석에 정말로 도움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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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정보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까닭은, 그리고 그것을 통한 해석

이 ‘표준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까닭은, 그것이 그 작품의 가

치를 더 높여줄 수 있는, 또한 그 작품 자체와 더 잘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에 대한 ‘힌트’를 제공해주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카우프만은 자신의 프로젝트에 대하여 우리에게 아무런 

‘힌트’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가설의도주의는 그것을 타당하게 해석

할 수 있는 공적인 해석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캐롤의 주장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카우프만은 그의 예술적 경력 전체를 통해 수많은 ‘힌

트’를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설의도주의는 카우프만의 

퍼포먼스가 완결되는 시점, 즉 그것이 속임수였다는 것이 밝혀지는 시점

에서, 그 시점까지 주어진 모든 공적 증거들을 통해 그 퍼포먼스에 대한 

타당한 해석을 내릴 수 있다. 해석자가 어떠한 입장을 취하든 간에, 모

든 타당한 해석은 이 시점부터 가능하다. 왜냐하면 일종의 행위예술로서 

이 프로젝트의 정체성은 이 시점에 이르러서야 완결되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해석에 타당성을 부여해주는 또 다른 주요한 근거는, 그 해석이 

카우프만의 행동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제공할 수 있고, 따라서 그의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예술적 경험을 고양시켜준다는 사

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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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이 논문은 예술작품의 해석과 예술가의 의도의 관계에 대한 논의들을 

면 하게 검토하고, 그 중에서도 가설의도주의가 해석과 의도의 관계에 

대하여 가장 정합적이고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공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착수되었다. 

필자는 I장에서 본고에서 논의하고 있는 ‘해석’과 ‘의도’ 개념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을 제공한 후, 해석과 의도의 관계에 대한 논의들이 

기본적으로 어떠한 입장이며,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조망했

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 논의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전에 논의가 진행

될 방향과 기본 개념들을 숙지할 수 있었다. 

Ⅱ장에서는 해석과 의도의 관계에 대한 전통적인 입장인 강한 의도주

의와 반의도주의가 근본적으로 어떠한 관점에서 비롯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옹호하기 위해 어떠한 논변을 제안하고 있는지 검토했다. 필자는 

논변의 타당성 측면에서 강한 의도주의가 반의도주의에 비해 다소 뒤떨

어진다는 것을 보였다. 그러나 반의도주의 역시 우리의 해석 관행과 충

분히 부합하는 설명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도주의적 입장을 완전

히 패퇴시킬 수 없었다.

Ⅲ장에서는 강한 의도주의로부터 한발 물러난 온건한 의도주의의 입

장이 과연 해석과 의도의 관계에 대한 타당한 설명이 될 수 있을지를 검

토했다. 그러나 예술작품에 대한 해석이 ‘대화적 관심’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온건한 의도주의의 해석적 원칙을 지지하는 

논변은 타당하지 않았고, 성공적인 예술가의 의도만을 예술작품의 의미

로 인정한다는 온건한 의도주의의 전략 역시 논리적으로 난점을 안고 있

었다. 게다가 온건한 의도주의는, 의도주의의 지지자들이 기대하는 것과

는 달리, 의도주의의 해석적 원칙과 상당히 거리를 두고 있다는 점이 밝

혀졌다.

반면 우리가 Ⅳ장에서 검토한 가설의도주의는 예술작품의 감상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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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에 존재하는 우리의 직관들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의도주의와 반의도

주의 양자에 제기되었던 논리적, 실제적 난점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었다. 가설의도주의는 감상자의 관점에서 실제로 예술작품의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을 엄 한 이론적 구성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해석과 의도

의 관계에 대한 타당한 설명을 제공해줄 수 있었다.

그러나 가설의도주의 역시 문제점들 안고 있었다. 특히 필자는 가설

의도주의가, 예술작품과 일상적 발화 간에 서로 다른 언어게임의 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논증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가설의도주의가 가치최대화 이론을 정합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임으로써 이를 보완했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가설의도주의와 온건한 의도주의의 결정적 쟁

점들을 분석하고, 왜 필자가 가설의도주의의 설명을 더 선호하는지에 대

하여 기술했다. 또한 온건한 의도주의의 관점에서 가설의도주의에 대한 

결정적 반례로 제기되었던 ‘카우프만의 예’를 검토하고, 가설의도주의

가 이 예에 대한 타당한 설명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보임으로써 가설

의도주의가 해석과 의도의 관계에 대한 정합적인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

는 점을 확인했다.

  우리는 예술작품과 예술가에 대한 정보가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실시간으로 교류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 

예술가에 대한 전기적 정보들에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사적

인 삶에까지 접근할 수 있다. 이는 지난 백여 년간 예술계 내에서 일어

난 획기적인 변화들 중의 하나이다. 예술가의 발언들은 사회적으로 점점 

더 큰 영향력을 가지며, 우리는 그들의 말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인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예술작품을 해석할 때 더욱 그들의 말과 생각에 

의존해야만 할 것 같은 유혹에 사로잡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설의도주의가 주장하는 것처럼 ‘공적

인 산물로서의 예술작품’이 가지는 독자적인 영역을 존중할 필요가 있

다. 예술 이론, 해석 이론이 학문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은, 해당 장

르들과 관련된 해석적 관습들을 계발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을 필수적



- 129 -

으로 포함한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전혀 아무런 의도도 알지 못하는, 심

지어 그 작품의 작가가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작품까지도 해석해낼 수 있

다. 또한 새로운 해석적 관습들은 지나간 고전들에 잠재되어 있었던 의

미들을 발굴해낼 수 있도록 돕는다. 물론 가설의도주의는 그 의미들이 

예술작품의 정체성으로부터 벗어나서 완전히 상대화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설명 역시 제공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가설의도주의는 예술작품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예술가들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예술작품을 

완전히 해체시키고자하는 상대주의적 시도로부터 예술가와 예술작품의 

정체성을 보호해준다. 본고의 논의를 통해 가설의도주의의 이러한 의의

가 더욱 확고하고 명료하게 제시되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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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Relevance between 

Interpretations of Artworks and 

Artistic Intentions 

 

Yoon, Juhan

Department of Aesthe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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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e arena of analytic aesthetics,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issues is whether artists’ intentions can have bearing on the 

interpretations of artworks, or how the former can influence the latter. 

Some argue that there is essential relevance between  an artist's 

intention and his/her artwork, while others claim that there is no 

logical necessity between them. The idea the former supports may be 

termed 'intentionalism', and the argument the latter defends can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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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ed 'anti-intentionalism'. Both ideas can be classified more precisely 

according to the strength or features of the arguments as 'strong 

intentionalism', 'anti-intentionalism' (traditional positions), 'moderate 

intentionalism', and 'hypothetical intentionalism' (relatively recent 

positions that revise the logical and practical problems included in 

traditional ones). 

  This thesis is set off (1) to thoroughly examine the theories 

themselves and their flow, (2) and thereby suggest a more persuasive 

explanation on the relevance between intentions and interpretations. In 

order to achieve the first aim, I arrange the arguments that each 

position presents, and then examine the validity of these arguments so 

that we can judge with more precision and fairness how much 

explanatory power the theories have in the field of analytic aesthetics. 

I attempt to accomplish the second aim by demonstrating that among 

others, hypothetical intentionalism can provide the most valid 

explanation on this issue if it is complemented. 

  This thesis is composed of five chapters. Prior to the full-scale 

discussion, I briefly consider the main concepts of this thesis: intention 

and interpretation. Afterwards, I give an outline of the debates so that 

we can comprehend the features and the interrelationship of the 

theories. (Chapter Ⅰ)

  Second, I review the arguments of anti-intentionalism and strong 

intentionalism, which I classify as traditional positions. 

Anti-intentionalism includes three main arguments: 'dilemma of 

intention', 'criticism of identity thesis', and 'ontological argument'. These 

arguments can support the essential idea of anti-intentionalism to some 

extent, but if anti-intentionalism is accepted as a theory of 

interpretation of artworks, we must also accept a critical weakness of 

the theory as we cannot observe how the information about an ar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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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of most critical matters in composing the identity and context of 

his/her artworks, is reflected in interpretation. On the other hand, the 

argument of strong intentionalism is presented to insist that we would 

no longer have a ground for validity in interpretation and to suggest 

that we could not properly evaluate artworks if we give up the notion 

of artistic intention. However, this argument may be criticized for being 

based on a dogmatic premise, which is far from our actual interpretive 

practices. (Chapter Ⅱ) 

  On the basis of such an analysis, in the following chapters, I 

examine the validity of the recent positions: moderate intentionalism 

and hypothetical intentionalism. Moderate intentionalists suggest that an 

interpretation of artworks has much relevance to the intention of its 

creator only if the intentions are successfully realized. This idea is 

supported by the 'communicative interest argument', which is based on 

the intuition that there is no crucial difference between the 

interpretations made in our ordinary discourse and the ones of 

artworks. I maintain that this argument lacks cogency as distinctions 

between the ordinary interpretations and artistic ones are overlooked 

due to the excessive focus placed on the similarities between them. 

(Chapter Ⅲ) 

  Next, we turn to hypothetical intentionalism. According to 

hypothetical intentionalism, when we interpret an artwork, we 

‘hypothetically’ construct the artistic intention by using public 

information of its creator, which affects the identity and context of an 

artwork. We then attribute this 'hypothetical intention' to the meanings 

of the artwork. This interpretation model is also based on the notion 

that the interpretation of artworks has similarities with ordinary 

interpretation. Nevertheless, hypothetical intentionalists argue that no 

evidences regarded as including 'actual' artistic intention can infl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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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our 'hypothesis' because hypothetical intentionalism pays attention to 

the distinctions between ordinary interpretation and artistic 

interpretation as well as the similarities between them. This is one of 

the reasons for why I support hypothetical intentionalism over moderate 

intentionalism. In addition, I try to present a more developed 

explanation about the relevance between intentions and interpretations 

by arguing that hypothetical intentionalism can and must be 

complemented by value-maximization theory. (Chapter Ⅳ) 

  Lastly, I analyze the similarities and distinctions between moderate 

intentionalism and hypothetical intentionalism, and thereby elaborate 

why I prefer hypothetical intentionalism as an interpretation theory to 

moderate intentionalism. (Chapter Ⅴ) 

Keywords : Intention, interpretation, criticism, criticism of philosophy, 

intentionalism, hypothetical intentionalism, Levinson

Student Number : 2009-22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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