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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고의 목적은 예술의 가치 그 중에서도 인지적 가치와 관련해서 , 

제기된 분석 미학의 주장들을 검토하고 어떤 인지적 성취가 예술의 인지, 

적 가치를 설명하기에 적절한지를 밝히는 것에 있다 분석 미학에서 예술. 

작품의 인지적 가치에 대한 논의는 예술작품을 통해서 깨달음과 통찰을 얻

을 수 있고 따라서 감상자는 작품 감상을 통해서 인지적으로 더 나은 존재

가 될 수 있다는 일상적인 통념에서 출발했으며 이를 지식이나 이해와 같, 

은 인지적 성취를 가리키는 개념을 동원해서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이 논의

에서 주를 이룬다 본고에서는 예술의 인지적 가치에 관한 분석 미학의 논. 

의에 따라서 예술을 통해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논의와 예술을 통해서 

이해를 얻을 수 있다는 논의를 구분하고 이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 

것이다. 

장에서는 이 논문이 다룰 분석 미학의 인지적 가치에 대한 논의의 Ⅰ

범위를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논의의 대상이 되는 예술은 회화나 음. 

악을 포함하는 예술 일반이 아니라 소설로 대표되는 허구 내러티브 예술작

품으로 한정된다 또한 예술을 통해서 지식이나 이해를 얻을 수 있다는 점. 

이 예술의 가치에 대한 논의에서 중요성을 갖기 위해서는 예술을 통해서 

얻는 지식이나 이해가 예술적 가치와 연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

고 예술적 가치와 연관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한다, . 

장에서는 예술을 통해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논의를 검토한다. Ⅱ

검토의 대상이 되는 지식 중 하나는 오랜 시간동안 인식론에서 중심적인 ,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던 명제적 지식이며 다른 하나는 비명제적 지식이다, . 

명제적 지식과 관련해서는 논의의 대상이 되는 작품의 범위를 사실주의 장

르로 제한하거나 배움의 대상이 되는 명제를 작품의 주제에 해당하는 것으

로 제한함으로써 예술작품으로부터 명제적 지식을 얻을 가능성을 확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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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시도가 있다 하지만 이 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논의의 범위를 제한한. , 

다고 해도 예술작품 감상을 통해서 명제적 지식을 획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인다.

일군의 학자들은 비명제적 지식은 예술의 인지적 가치를 설명하기 

위한 더 적절한 후보라는 점을 주장한다 본 장에서는 실용적 지식과 현상. 

적 지식을 중심으로 비명제적 지식의 가능성을 논했던 입장들을 살펴볼 것

이다 이 입장들이 비명제적 지식의 원천으로 지적하는 것은 작품이 묘사. 

하는 대로 작품 속 인물이 처한 상황을 상상하고 그에 감정적으로 참여하

는 것이다 작중인물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묘사에 따라서 상상함으로써 . 

감상자가 그가 하는 활동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익힐 수 있으며 나아가 , 

감상자는 그가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적절하게 대처할지에 관한 전략을 생

각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상상은 일종의 간접 경험으로 감상자는 이를 통해. 

서 작품이 다루는 상황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될 수 있다 이런 주. 

장들은 일견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실용적 지식의 성립이나 현상적 지식의 , 

성립과 관련된 조건들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절차에 대한 생각이나 작품, 

을 통한 간접 경험에 지식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 의문을 제기

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이 장에서는 작품을 통해서 참여하는 상상은 실용. 

적 지식과 현상적 지식의 원천이 될 수 없으며 예술작품을 통해서 어떻게 , 

지식을 얻을 수 있는지 이 지식이 예술적 가치와 관련있는지를 입증하는 , 

일은 비명제적 지식에 의존한다고 해도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

하게 한다.

장은 이해라는 인지적 성취를 중심으로 예술의 인지적 가치를 ‘ ’Ⅲ

설명하려는 학자들의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 그레이엄. 

과 엘긴은 비교적 좁게 정의되는 지식이 아니라 이해라는 인지적 성취‘ ’ ‘ ’
를 중심으로 예술의 인지적 가치를 옹호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 

들을 제시한다 이 장에서는 이들이 예술작품이 이해에 기여할 수 있다는 . 

점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제시하는 근거 들은 예술이 감상자의 이해에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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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기여하는지 이런 이해가 예술적 가치와 관련있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는 점을 보인다 그레이엄의 설명은 이런 질문들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 

제공한다고 보기에는 너무 막연하고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엘. 

긴은 철학이나 과학 같은 지적 관행에서 세계에 대한 이해에 기여하는 것

으로 간주되는 사고실험 및 실험과 예술작품 사이의 공통점을 지적하며, 

이로써 예술작품이 어떻게 이해에 기여하는지를 분명히 할 수 있는 대조군

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 장에서는 이런 공통점만으로는 예술과 이해의 관. 

계에 대해서 유의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한다. 

장과 장의 논의를 통해서 예술의 인지적 가치를 철학적으로 설Ⅱ Ⅲ

명하는 일이 만만치 않은 작업이며 지식과 이해를 중심으로 인지적 가치, 

를 설명하려고 했던 기존의 입장들은 이를 잘 하지 못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장에서는 앞의 논의를 통해서 형성된 회의적인 분위기의 반전을 . Ⅳ

꾀한다 그리고 적어도 예술과 이해의 관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설명이 . 

가능하다는 점을 보인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입장들과는 달리 인지적 성. 

취로서의 이해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예술작품에 대한 적‘ ’ , 

절한 감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해는 작품 속 인물과 그들이 살아가는 

세계를 이해하려는 감상자 스스로의 노력에서 비롯되는 작품에 대한 이해‘ ’
라는 점을 보인다 이 주장은 일견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술의 인지적 . , 

가치를 철학적으로 옹호할 수 있을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예술의 인지적 

가치를 사유하는 하나의 방식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인식론 예술의 인지적 가치 명제적 지식 실용적 지식 현상적 : , , , , 

지식 이해, .

학번 : 2015-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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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예술 작품들은 감상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작품에 참여하도록 이끈

다 기악곡이나 추상적인 회화처럼 작품이 무언가를 재현한다고 보기 어. 

려운 작품들의 경우 감상자는 작품의 구성이나 형식 이 구성이 캔버스, , 

에 물리적으로 구현된 방식 이 구성이 환기시키는 감정들에 초점을 두, 

고 작품을 감상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잭슨 폴록의 추상 표현주의 작품. 

들을 감상할 때 캔버스에 뿌려진 물감의 질감이나 물감이 뿌려진 방식, , 

으로 말미암아 환기되는 느낌이 작품에 대한 감상 경험을 구성한다 그. 

리고 바흐의 골든 베르크 변주곡 의 경우 사람들은 첫 번째 아리아가 < > , 

박자 리듬 선율의 변화를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되는 양상에 주, , 

목한다 이처럼 추상적인 작품들의 경우 작품에 대한 감상은 그 작품을 . , 

구성하는 요소들과 이 요소들이 조합되는 방식 그리고 이런 조합이 감, 

상자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지에 주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와 달리 재현적인 예술작품들의 경우 사람들은 작품의 형식적 , 

요소들과 이것들의 조합에만 주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베르메르의 .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의 경우 감상자가 이 작품 안에서 한 소녀의 < > , 

모습을 보지 않기 어렵다 사람들은 소녀의 모습에서 주의를 거두고 물. , 

감이 캔버스에 밀착되어 있는 방식 소녀의 모습을 구성하는 선 색 면, , , 

들의 조합에 주목할 수 있겠지만 추상 회화와 달리 이런 요소들은 작품, , 

이 재현하는 소녀와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얻는다 진주 귀걸이를 한 . <

소녀 의 검은 배경은 단순히 작품 내의 밝은 부분들과 형식적인 대조를 >

이룬다는 점뿐만 아니라 소녀에게 비추는 빛의 강렬함과 신비, 로운 표정

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처럼 재현적인 예술작품의 경우에는 작품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

이 작품 감상의 중요한 일부를 구성한다 재현적인 예술 중에는 소설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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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러티브를 주된 내용으로 삼는 장르도 있는데 소설의 경우 내러티, 

브는 주로 사건과 배경 인물들의 외양 행동 심리에 대, , , 한 언어적 묘사

를 통해서 전달된다 소설에서 언어적 묘사는 재현적인 회화 작품에서 . 

색 선 면들의 조합 같은 역할을 한다 내러티브를 주된 내용으로 삼는 , , . 

장르 중에는 연극이나 영화처럼 배우들의 연기나 장면 구성이 내러티브

를 펼쳐내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는 장르도 있지만 소설과 마찬가지로 , 

영화나 연극에서도 대사나 배우의 연기를 통해서 누구에게 무슨 일이 어

떻게 일어났는지와 같은 내러티브를 발견하는 것은 작품 감상에서 중요

한 일부를 차지한다 이처럼 내러티브의 파악이 감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 

하는 예술작품을 내러티브 예술 이라고 부르도록 하자‘ ’(narrative art) .1)

내러티브 예술에는 다큐멘터리나 작가의 자전적인 경험을 바탕으

로 한 수필 등도 포함된다 이 때 감상자가 작품. 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

는지 파악함으로써 실제 세계에 대해서 혹은 실제 세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예를 들어. 

서 맥키 올스톤의 다큐멘터리 로빈슨 주교의 두 가지 사랑 을 통해서 < >

가톨릭계 내에서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로빈슨 주교가 주교직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동성 연인에 

대한 사랑과 함께 지키려고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 

법조계 인사가 쓴 수필에서 법조계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로 준

비를 해야하는지 알 수 있으며 글쓴이의 법조계의 문제에 대한 지적을 , 

1) 신화 속 인물들이 상호작용하는 장면을 묘사하는 회화나 조각 작품 벽화 등도 적절한  , 

해석을 통해서 파악될 수 있는 내러티브를 갖는다는 의미에서 내러티브 예술이라는 
범주에 포함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라오콘 군상이나 루벤스의 주피터와 칼리스. <

토 같은 것이 여기에 속한다 하지만 필자는 내러티브의 일부가 될 수 있는 장면을 > . 

담는다는 의미에서 내러티브 예술로 불리는 것들과 인과적인 사건들의 연쇄로 이루, 
어진 내러티브 자체를 작품 속에서 펼쳐내고 있는 작품들을 구분하는 것은 중요하‘ ’ 
다고 생각하고 후자의 것들만 내러티브 예술로 부르고자 한다, ‘ ’ . 
실제로 회화나 조각에서 내러티브를 발견하는 방식은 소설이나 영화에서 내러티브를    

발견하는 방식과는 매우 상이하며 신화나 성경의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 

고안된 중세나 고대의 작품들을 제외하고 현대에는 회화나 조각 작품을 일반적으로 
내러티브 예술로 칭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내러티브 예술의 범위에서 , ‘ ’
회화나 조각을 제외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 3 -

받아들여서 법조계에는 이런 저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

다. 

하지만 사람들은 수필이나 다큐멘터리 같은 장르뿐만 아니라 영, , 

화 연극 소설에 대해서도 이 작품들이 실제 세계에 관해서 통찰이나 , , , 

깨달음 가르침을 준다고 말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서 셰익스피어의 , . 

리어왕 을 통해서 사람들은 영국 왕정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고 말하『 』

기도 하고 입에 발린 말만 하는 사람은 믿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배웠다, 

고 말하기도 한다 혹은 이 작품을 통해서 인간의 탐욕스러움과 교만함. 

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큐멘터리나 수필은 내러티브 예술 중에서도 비허구

로서 작품에서 묘사되는 사건들이 실제로 그렇게 일어났다(non-fiction)

고 믿는 것이 타당함에 반해서 영화 연극 소설을 감상하면서 이런 저, , , 

런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점을 파악했다고 해도 이 사건들이 작품이 묘사

한 그대로 실제 세계에서 일어났다고 믿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이. 

런 점에서 영화 연극 소설 등을 통해서 실제 세계에 대해서 배웠다고 , , 

말하는 것이 흔하다 해도 그 뒤에는 항상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라는 , ‘ ?’
질문은 자연스럽게 뒤따른다.

예술 철학 내에서는 소설로 대표되는 허구 내러티브 예술을 둘러

싼 이런 퍼즐을 인지하고 이런 장르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무엇을 어떻‘ ’
게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전개해왔다 이는 예술의 인지적 가치. 

에 대한 논의라고 불리며 지식과 이해같은 인지적 (cognitive value) , ‘ ’ ‘ ’
성취를 일컫는 개념을 중심으로 작품 감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인지, 

적 성취의 정체를 밝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작품을 감상함으로써 어떤 인지적 성취를 얻는지에 대한 

논의와는 별개로 이를 작품에 대한 적절한 감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 여부 또한 중요한 쟁점이다 작품을 통해서 이해나 지식을 얻을 수 . 

있다고 해도 이것이 작품에 대한 적절한 참여를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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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이는 작품이 부수적으로 갖는 효용이며 작품이 예술로서 갖는 가, , 

치와는 관련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인. , 

지적 성취는 예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해도 예술의 가치에 대한 , 

철학적 논의에서 중요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통해서 허구 내러티브 , 

예술작품을 통해서 어떤 인지적 성취를 얻을 수 있는지 뿐만 아니라 작, 

품에 대한 적절한 감상을 통해 이를 얻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하는 것 또

한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본고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지식 과 이, ‘ ’(knowledge) ‘
해 를 중심으로 예술의 인지적 가치를 설명한 입장들을 ’(understanding)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장에서는 예술작품을 통해서 지식을 배울 가능성을 검토해볼 것Ⅱ

이다 예술을 통해서 명제적 지식을 배울 수 있음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 

작품은 실제 세계에 관한 사소하지 않은 참인 명제들을 전달할 수 있음

을 주장하며 이는 작품의 주제 차원에서 전달되는 세계의 질서나 인간, 

의 본성에 관한 일반적인 명제와 작품이 다루는 사회나 시대적 배경에 

대한 서술 차원에서 전달되는 명제에 대한 논의로 구분될 수 있다.2) 실 

용적 지식의 획득을 주장하는 입장에 따르면 작품 감상을 통해서 감상, 

자는 실제 삶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소하지 않은 기술을 획득할 수 있

다 노비츠는 작품이 유도하는 상상을 지식의 원천으로 지목하며 감상자. , 

는 상상에 참여하면서 작품 속 상황과 유사한 상황에 대처하는 전략을 

고안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3) 마지막으로 작품이 유도하는 상상은 일종 

의 간접 경험으로서 현상적 지식의 원천으로 지목되기도 하는데 월쉬와 , 

거트가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제안한다.4) 

2) No l Carroll, “Literary Realism, Recognition, and communication of Knoweldge” ë
in John Gibson, Wolfgang Huemer, and Luca Pocci (eds), A Sense of World : 
Essays on Fiction, Narrative and Knowledge , Routledge, 2007, pp. 24 42. –
Peter Kivy, “On the banality of Literary Truth”, Philosophical Exchange, Vol. 
28, No.1, 1997, pp. 17 27 .–

3) David Novitz, Knowledge, Fiction and Imagination, Temple University Press, 
1987, pp. 133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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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예술작품이 이런 지식들을 정말로 제공할 수 있는지, 

이런 지식들을 작품에 대한 적절한 감상을 통해서 얻는 것이 가능한지를 

보다 엄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위의 지식들의 성립 및 특징에 대한 인

식론의 논의를 참조할 것이다 먼저 명제적 지식의 경우 명제적 지식의 . , 

성립 조건을 고려했을 때 명제적 지식을 작품에 대한 적절한 감상을 통, 

해서 얻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할 것이다 실용적 지식이나 . 

현상적 지식은 작품 속 상황에 대한 상상을 통해서 얻는 것으로 일컬어

지기 때문에 얼핏 보면 작품에 대한 적절한 감상을 통해서 이를 배울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필자는 실용적 지식이나 현상적 지식의 성. 

립과 관련된 조건을 고려했을 때 이런 상상을 실용적 지식이나 현상적 , 

지식의 원천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비명제적 지식을 주. 

장하는 입장의 실패는 작품이 감상자의 풍부한 상상을 유도한다는 점과 

이 상상에 대한 참여가 지식의 획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다 면밀

하게 검토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장에서는 예술의 인지적 가치는 지식보다는 이해로 더 적절하게 Ⅲ

포착된다고 주장하는 입장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해를 중심으로 논의를 . 

펼치는 그레이엄과 엘긴은 과학이나 철학 같은 다른 지적 관행들을 예술

작품과 비교하면서 예술을 통한 이해의 향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설명

한다.5) 그레이엄은 예술작품은 여러 예술적 장치들을 동원해서 허구 세 

계를 상상하게 하고 이 과정에서 갖게 된 작품 속 개별자에 대한 이미지

들이 실제 세계에 대한 경험을 밝혀주고 감상자의 실제 세계에 대한 이, 

해를 풍부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그레이엄의 설명은 예술 감상을 . 

4) Dorothy Walsh, Literature and Knowledge, Wesleyan University Press, 1969, pp. 
91 - 104. Berys Gaut, Art, Emotion, and Ethics,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pp. 145 156. –

5) Gordon Graham, Philosophy of the Arts : an Introduction to Aesthetics, 2005, 
Routledge, pp. 52 75 . Catherine Z. Elgin, “Fiction as Thought Experiment”,–  

Perspective on Science, Vol . 22, 2014, pp. 221 241. – Catherine Z. Elgin, 

“Telling Instances” in Roman Frigg and Matthew C. Hunter (eds), Beyond 
Mimesis and Convention : Representation in Art and Science, Springer, 2010, 
pp.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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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형성되는 이해가 무엇인지 왜 작품이 유도하는 상상을 통해서 , 

이해가 향상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제시할 정도로 구체적이지 못하

며 막연하고 빈약하다는 점을 보일 것이다, . 

엘긴은 과학이나 철학 같은 지적 관행 내에서도 실제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세계의 속성이나 관계 등을 드러내는 

상황을 정교하게 고안함으로써 이해의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을 사고실험

과 실험을 예로 들면서 설명한다 그리고 예술작품이 만들어내는 허구 . 

세계 또한 작가의 정교한 선택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실험 및 사고실험과 

유사하며 따라서 예술작품 또한 실험 및 사고실험과 같은 방식으로 감, 

상자의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예술작품과 실험. , 

사고실험 간의 차이를 고려한다면 엘긴이 지적하는 유사성은 매우 작은 ,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만으로는 예술작품을 통해서 어떤 이해, 

가 어떻게 향상되는지에 관한 유의미한 설명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보일 

것이다 본고는 이를 통해서 이해가 예술의 인지적 가치를 설명해주기 . ‘ ’
위한 개념으로 주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설명에서는 이해라, ‘ ’
는 인지적 성취가 무엇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중심이 되지 않으며, 

이런 점에서 예술작품을 통해서 향상된 이해가 무엇인지 예술작품에 대, 

한 적절한 감상을 통해서 어떤 이해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 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장과 장의 논의는 결국 작품에 대한 적절한 감상을 통해서 얻Ⅱ Ⅲ

었다고 할 수 있는 지식이나 이해의 존재와 관련된 회의로 이어질 수 있

다 장에서는 이런 회의에서 벗어나서 예술의 인지적 가치에 대한 논. Ⅳ

의가 마주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극복하기 위해서 이해가 무엇인지를 ‘ ’
분석하고 작품에 대한 적절한 감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해가 무엇, 

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단지 아는 것과는 구분되는 인지적 . , 

주체의 반성적인 노력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인지적 성취가 이해라‘ ’
고 불린다는 점을 보일 것이며 이런 과정을 거쳐서 도달하게 된 이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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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으로 구성되는지를 밝힐 것이다.6) 그리고 작품에 대한 적절한 감상 

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는 작품에 대한 이해 또한 작품에 대한 반성과 ‘ ’ 
숙고를 통해서 도달한다는 점을 주장할 것이다 작품 감상을 통해서 작. 

품에 대해서 숙고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일견 당연

하고 사소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예술의 인지적 가치에 대한 철학적 . 

옹호의 가능성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작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인지적 보상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것은 예술의 인지적 가

치와 관련된 논의들이 소홀히 했던 작업을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예술의 

인지적 가치와 관련된 새로운 사고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유의미

하다고 할 수 있다. 

6) Jonathan Kvanvig, The Value of Knowledge and the Pursuit of Understand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pp. 185 203.  Micheal Patrick Lynch, –
“Understanding and Coming to Understand” in Stephen R. Grimm (ed), Making 
sense of the world : New essays on the Philosophy of Understanding,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pp. 194 208. Duncan Pritchard, “Knowledge and –
Understanding” in Abrol Fairweather (ed), Virtue Epistemology Naturalized : 
Bridges between Epistemology and Philosophy of Science, Springer , 2014, pp. 

315 327. Allison Hills– , “Understanding why”, No s, û Vol. 50, No. 4 , 2016, pp. 

661 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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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예비적 고찰 

1. 논의의 배경

예술작품은 거실의 가구들과 어울리는 예쁜 장식물로서 아니면 재, 

산을 불리기 위한 훌륭한 투자의 산물로서 가치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 

이 가치들이 작품이 예술로서 갖는 가치인가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고‘ ?’
민할 것이다 예술은 여러 가치들을 가질 수 있지만 사람들은 이 모든 . , 

가치들이 작품이 예술로서 갖는 가치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작품이 예술로서 갖는 가치를 생각할 때 사람들은 그것이 내 방에 잘 ‘ ’ , 

어울리는지 십 수 년 후에 얼마나 값이 오를 것인지를 따지지 않는다, . 

시각적으로 아름답지 않은 작품이지만 예술로서 찬사를 받을 수 있고, 

미술시장에서 그다지 유명하지 않은 작가의 작품이지만 예술로서 가치있, 

다고 여겨질 수 있다 이처럼 사람들은 예술작품은 예술로서 구분되는 . 

가치를 갖는다고 흔히 생각한다. 

그렇다면 작품을 통해서 감상자가 무언가를 배웠다는 점에서 갖는 , 

가치 즉 작품의 인지적 가치는 작품이 예술로서 구분되게 갖는 가치를 , 

평가할 때 고려될 수 있는가 회화 음악 등의 장르를 대상으로 이 질문? , 

을 던진다면 작품이 인지적으로 가치있는지 여부는 별로 중요해보이지 , 

않는다 선 색 면 등의 형식적 요소들이 조직된 방식의 독창성 음들의 . , , , 

관계 및 곡의 구조의 조화로움 그런 독창성과 조화로움을 인지하는 것, 

에서 오는 즐거움 등 이 장르의 작품들을 평가할 때 고려되는 다양한 ,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작품으로부터 뭔가 배운다는 것은 없어도 그만인 , 

소소한 효용처럼 보인다.7)

7) 디자인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구현되는 내용을 갖는 구상 회화에 대해서는 회화를  , 

통한 배움의 가능성이 종종 언급되기도 한다 회화의 내용을 통한 배움에 대해서는 .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라. Keith Lehrer, “Knowing Content in the Visual Arts” in 
Matthew Kieran and Dominic McIver Lopes (eds), Knowing Art :Essay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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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설로 대표되는 허구 내러티브 예술로 질문을 좁혔을 경

우 작품을 통해 무언가 배운다는 점은 작품의 가치를 생각할 때에도 중, 

요한 것으로 고려되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다. 

어떤 소설을 읽기 시작하는 이유는 여럿일 수 있겠으나 그것을 끝

까지 읽게 하는 동력은 적어도 내게는 하나뿐이다 알고 싶다는 . ‘
것 이 소설이 나에게 무언가 중요한 것을 말해주려 하고 있으며 .’ 
나는 그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예감 물론 아무것도 가르. 

쳐주지 않는 소설도 재미있거나 아름다울 수 있다 그러나 그저 . 

재미있기만 한 소설은 얼마나 지루한가 그저 아름답기만 한 소설. 

은 얼마나 허약한가.8)

재미있고 아름다운 작품이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해서 이, 

를 지루하거나 허약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 

적어도 허구 내러티브 예술에 대해서는 작품을 통해서 뭔가를 배운다는 , 

점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며 이는 작품이 예술로서 갖는 가치를 평가, 

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경향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는 . 

사람들이 소설이나 영화를 감상하고 난 후 작품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 

거나 배웠다는 점 때문에 작품이 가치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추천할, 

만하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예술에 대한 철학적 논의의 역사 속에서도 허구 내러티브 예술의 

가치를 그것의 인지적 가치에서 찾으려는 시도는 지속되어 왔다 플라톤. 

Aesthetics and Epistemology, Springer, 2007, pp. 1 17.–
필자는 회화를 통한 배움의 가능성 및 이것이 작품이 예술로서 갖는 가치에 기여할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장르의 차이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 
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로페즈는 회화를 대상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다루었다. . 

Dominic McIver Lopes, Sight and Sensibility : Evaluating Pictures,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8) 신형철, 「신은 소설을 읽지 않는다 소설에서 인식과 윤리에 관하여.- ‘ ’ ‘ ’ 」, 『문학동

네』, 제 권 제 호23 4 , 2016, p.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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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서사 시 의 인지적 가치에 관해서 상이(epic poetry)

한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둘 다 인지적 가치를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고 , 

시인의 사회적 거취를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 간주했다.9) 세 18

기 말 태동한 독일의 낭만주의 철학은 합리적 이성의 사고를 토대로 성

립하는 과학과는 다른 인지적 역할을 문학에 부여하고자 했으며 이를 , 

인간 내면의 깊이에 대한 탐구에서 찾았다.10) 예술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유미주의라는 문예사조의 등장으로 주춤하기는 했지만 인지적 가치 차원, 

에서 허구 내러티브를 갖는 예술작품들의 가치를 설명하려는 시도는 멈

추지 않고 이어져왔다.

현대 영미 미학에서도 허구 내러티브 예술을 중심으로 예술의 인

지적 가치에 관한 논의를 해왔으며 이는 주로 지식이나 이해처럼 작품, 

을 감상함으로써 얻는 인지적 성취의 차원에서 설명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현대 영미 미학 내에서 예술이 인지적으로 가치있다 는 말은 ‘ .’
예술을 통해서 지식이나 이해 같은 인지적 성취를 얻었다는 것과 같은 ‘ ’
의미라고 볼 수 있다.11) 

9)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나 회화를 주요 논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는 하지만 고 , 
대 그리스 시대의 시는 현대의 시와 많이 다른 형태로 내러티브를 구현하는 데 그 목

적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에 . 

대한 논의를 내러티브 예술에 대한 논의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 
레스의 논의는 다음의 책들을 참고하라 플라톤 박종현 역.  , , 『국가』 서광사, , 2005, 

아리스토텔레스 천병희 역pp. 619 620. , , – 『시학』 문예출판사, , 2002, pp. 62 –
64 .

10) 인성기 , 「유럽 계몽주의와 독일 낭만주의」, 『독일언어문학』 제 집 독일언어, 13 , 

문학연구회, 2000, p. 223. 

11) 영미 미학 내에서 예술의 인지적 가치에 관한 논의는 주로 내러티브가 있는 허구 예 
술작품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으며 이런 점에서 본고의 논의의 대상이 되는 작품, 

들 또한 소설로 대표되는 허구 내러티브 예술작품들로 제한된다 이런 점에서 본고의 . 

논의는 예술 일반에 적용되지는 않으며 매체의 차이를 고려한다면 허구 내러티브 예, , 
술을 제외한 다른 장르의 작품들이 지식이나 이해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별

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본고의 논의는 적어도 다른 장르의 작품들. , 
의 인지적 가치와 관련해서도 생각해볼만한 지점들을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본고의 논의가 허구 내러티브 예술 작품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제기될 수 있는 

또다른 의문은 장르 문학같은 대중적인 장르와 순수 문학 같은 장르의 구분과 관련있
다 사람들은 보통 예술에 대해서 대중적인 것과 순수한 것의 구분을 염두에 두고 있. 

으며 따라서 각각에 대해서는 구분되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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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사람들은 작품은 예술로서 구분되는 가치, 

를 갖는다고 생각하며 이는 회화나 음악뿐만 아니라 허구 내러티브 예, 

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우리 삶에서는 중요. 

하더라도 작품이 예술로서 갖는 가치와는 무관한 효용들을 작품이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작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인지적 성취 중, 

에서도 예술로서 갖는 가치와 관련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섬세하게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 

2. 예술적 가치와의 관련성

한 작품을 통해서 지식이나 이해같은 인지적 성취를 얻는다면 이 

작품은 인지적으로 가치있다 하지만 작품이 이로써 갖는 인지적 가치가 . , 

그 작품을 예술로서도 가치있는 것으로 만드는가 영미 미학 내에서 작? 

품이 예술로서 갖는 가치는 예술적 가치 로 불린다(artistic value) .12) 작 

품이 예술로서 갖는 가치를 미적 가치 로 설명하려는 학(aesthetic value)

자도 있지만 미적 가치는 대상의 형식적 특징에 대한 주목을 토대로 하

는 특별한 경험과 관련된 것으로 비교적 좁게 이해되어왔으며13) 전통적, 

으로 예술작품 이외의 것들 예를 들면 풍경이나 인간의 몸과 같은 자연, 

물도 갖는 것으로 간주되어왔고 현재에도 그러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14) 

작품의 인지적 가치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세부적인 장르의 차이와 관련해서는 . 

더 살펴볼만한 지점이 있지만 본고에서는 이 차이는 다루지 않으려고 한다 핵심은 , . 
작가가 그 장르 내에서 통용되는 창작의 암묵적 규칙들에 따라서 만들어낸 가상의 내

러티브를 감상하는 일이 어떻게 감상자에게 인지적으로 유의미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지에 있으며 이 점에 있어서는 순수 문학이나 장르 문학이나 동일하기 때문이다, . 

12) Matthew Kieran, “Values of Art” in  Berys Gaut and Dominic McIver Lopes 
(eds), Routledge Companion to Aesthetics, Routledge, 2013, pp. 289 298.–

13) Monroe C. Beardsley, The Aesthetic Point of View: Selected Essays, Cornell 
University Press, 1982, pp. 288 289.–

14) 자연에 대한 미적 감상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고하라 . Malcom Budd, Aesthetic 
Appreciation of Nature 최근에는 ,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스포츠 경기를 
통한 미적 경험의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Andrew Edgar, “The aesthetics of sport”, 
Sport, Ethics, and Philosophy, Vol. 7, No.1, 2013, pp. 80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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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적 가치라는 용어가 작품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는 데

에는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작품의 인지적 가치가 예술적 가치와 관련있다는 것은 인지적 가

치와 예술적 가치 사이에 어떤 체계적인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뜻하며, 

이 체계적인 관계 때문에 작품의 인지적 가치를 근거로 작품이 예술로, 

서 가치를 갖는다고 평가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뜻한다.15) 간단하게  

말하면 작품이 이해나 지식 같은 인지적으로 가치있는 산출물을 제공하, 

는 덕분에 작품의 예술적 가치가 그만큼 올라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논. 

의의 배경에서 언급했듯이 사람들은 작품이 갖는 모든 가치가 작품의 예

술적 가치와 이런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작품이 지. 

식이나 이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갖는 인지적 가치에 대해서도 같은 의

문을 제기하는 것은 타당하며 이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작, 

품의 예술적 가치와 관련있는 인지적 가치를 구획하기 위한 기준일 것이

다. 

이 기준의 정립을 위해서 한 회화 작품이 외풍을 막기 위한 적절

한 사이즈 및 두께를 갖는다는 점 내 방의 가구들과 잘 어울리는 색과 , 

외형을 갖는다는 점 혹은 잠재적 투자의 산물이라는 점이 그 작품의 예, 

술적 가치와는 무관한 이유를 살펴보는 것은 도움이 된다 스테커는 작. 

품이 갖는 이런 가치들이 예술적 가치와 무관한 이유는 이 가치들은 작

품 감상과는 무관하게 성립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16) 작품이 외풍을  

막기 위한 적절한 사이즈 및 두께를 가졌다는 판단 혹은 이 작품이 잠재

적 투자의 산물로서 가치있다는 판단은 작품을 감상하지 않고 누가 작품

15) 작품의 도덕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 사이의 관계에 대한 논의도 이런 틀에서 이루어

져왔다 작품의 도덕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 사이에 성립하는 체계적인 관계 때문에. , 

작품의 도덕적 결함이점을 근거로 작품을 예술로서 결함이점을 갖는다고 평가하는 / /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입장이 바로 도덕주의와 비도덕주의이다 이에 관한 논의. 

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라 송문영 예술작품의 도덕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의 관계 . , 「
비도덕주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미학과 석사학위논문: , , 2012. 」

16) Robert Stecker, Aesthetics and the Philosophy of Art : an introduction,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5, pp. 199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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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그렸는지 예술 시장 내에서 작가의 시세가 얼마인지 작품의 사이즈 , , 

및 두께에 대한 정보들만 가지고도 내릴 수 있다. 

물론 이 중에서 작품이 내 방에 어울리는 색과 외형을 가졌는지 

여부는 작품을 보지 않고 작품의 색과 외형에 대한 정보만을 갖고는 판

단하기 어렵다 이 경우에는 작품의 색이나 외형을 실제로 보는 것 실제. , 

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화질 좋은 영상이나 사진을 통해서 작품의 앞모습, 

뒷모습 옆모습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작품이 이런 가치를 갖는다는 , . 

점은 위의 가치들과는 달리 작품의 구조나 형식 내용에 대한 감상과 무, , 

관하게 파악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품이 내 방에 . 

어울리는 장식물로 가치있다는 점은 여전히 그 작품의 예술적 가치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 이 때 일어나는 감상은 작품을 예술로서 주목한 것‘ ’ 
이 아니라 장식물로서 주목했다는 점에서 작품에 대한 적절한 감상이 ‘ ’ ,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작품을 장식물로서 감상하는 것은 . ‘ ’ 
그 작품이 내 방에 어울리는 색과 외형을 가졌는지에 초점을 두고 이루

어지지만 작품을 예술로서 감상하는 것은 작품의 형식적 차원과 적절, ‘ ’ 
한 맥락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의미를 파악하고 작품의 예술사적 , 

의의를 추적하는 작업 등 작품의 지각적 차원에 대한 주목 이상의 활동, 

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예술을 통해서 지식을 얻거. 

나 이해가 향상되었다고 해도 이런 인지적 성장이 작품에 대한 예술로, 

서의 감상과 무관하게 일어난 것이라면 이는 작품의 예술적 가치와 관, 

련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위의 조건과 관련해서 작품에 대한 예술로서의 감상을 통해서 얻

는 지식이나 이해는 오직 그 작품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냐는 의

문이 제기될 수 있다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의 경험은 보통 일상에서 . 

겪기 어려우며 그 작품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만 겪을 수 있는 특수한

경험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particular) .17) 이런 점에서 혹자는 예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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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적절한 감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나 이해라면 이는 다른 , 

수단을 통해서는 얻을 수 없으며 오직 예술작품 감상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예술 철학 내에는 예술을 통. 

해서만 얻을 수 있는 고유한 진리의 존재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18) 그리 

고 스톨니츠는 예술에서만 얻을 수 있는 고유한 진리의 존재가 의문스럽

기 때문에 예술작품을 통해서 뭘 배울 수 있는지 작품이 그래서 인지적, , 

으로 가치있는지를 따지는 것은 예술의 가치에 대한 논의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한다.19) 

그러나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경험이 다른 것들을 접하는 것으로는 

일어나기 어려운 특수한 경험이라고 해서 그로부터 얻는 인지적 소득 또

한 오직 예술작품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고유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

이 뒤따르지는 않는다 거트는 예술에서만 얻을 수 있는 고유한 진리가 .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예술이 아닌 다른 수단을 통해서도 이를 얻을 수 

있다면 예술이 쓸모없어질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 

지적한다 그리고 예술은 감상자에게 인지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에서 뿐만 . 

아니라 미 조밀한 구성 감동 때문에 가치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술작품, , 

17) 라마르크와 올센은 작품이 사랑 질투 등 인간의 보편적인 관심사를 , , 다루기 위해 사 
용하는 상황들과 이를 펼쳐내는 방식은 개별 작품들에 고유하며 이는 문학이 제공하는 경험, 
이 각각 고유하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점을 말한다. Peter Lamarque and Stein Haugom 
Olsen, Truth, Fiction and Literature,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 pp. 376 –
377. 

18) 비어즈모어는 예술작품에 고유한 참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데 이 때의 참은 실제 세 , 
게와 일치한다는 의미에서 참이기 보다는 그 작품이 소재를 다루는 방식이 얼마나 , 

독창적이고 기억할만하며 감상자의 주의 를 강렬하게 끄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 
한다 이런 점에서 비어즈모어가 예술적 참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지적 성취를 뜻하기 . 

보다는 작품의 묘사 방식 및 기법의 독특성을 지칭하는 것처럼 보인다, . R .W. 

Beardsmore, “Learning from a Novel”, Royal Institute of Philosophy Lectures, 
비어즈모어에 관한 비판은 김지나의 논문을 참고하라 김Vol. 6, 1972, pp. 34 35. . –

지나 예술과 지식에 대한 현대 영미 미학의 논의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 , 「 」

학위 논문, 2012, pp. 13 19 .–
19) 스톨니츠가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과학이나 역사 철학 같은 다른 지적 관행과 달리  , 

예술의 경우에는 지식이나 참을 추구하는 고유한 방법론이 없다는 것 그리고 이런 , 

관행들과 달리 예술의 고유한 탐구 영역이 없다는 점이다. Jerome Stolnitz, “On 
Cognitive Triviality of Art”, British Journal of Aesthetics, Vol. 32, No. 3, 1992, 
pp. 191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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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공하는 인지적 성취가 예술에 고유하지 않더라도 감상자는 이러한 

다른 가치 때문에 예술을 감상하길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20)

거트의 대응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예술 철학 내에서 예. 

술의 가치와 관련된 논의는 예술이 부수적으로 갖는 가치들과 예술적 가

치와 관련있는 것들을 섬세하게 구분하면서 이루어져왔다는 점을 고려한

다면 이 대응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미 조밀한 구성 감동 때문에 , . , , 

작품 감상을 선택한다는 거트의 주장은 작품의 예술적 가치를 좌우하는 

것은 미 조밀한 구성 감동이며 지식이나 이해는 작품이 예술적 가치와 , , , 

상관없이 부수적으로 갖는 가치가 아니냐는 의문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

다. 

이런 점에서 작품을 통해 얻는 지식이나 이해가 그 작품에 고유하

지는 않더라도 이는 미 조밀한 구성 감동 같은 작품을 예술로서 가치, , , 

있게 만드는 특징들에 주목해서 감상하는 것과 분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는 작품에 대한 예술로서의 감상에, 

서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즉 작품의 예술. , 

적 특징들에 주목하면서 작품을 감상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지식의 획득

이나 이해의 향상이 일어나는지가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이 절에서는 예술적 가치와의 관련성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다 정. 

리하면 작품의 인지적 가치가 예술적 가치와 관련있기 위해서는 작품의 , , 

인지적 가치는 작품에 대한 예술로서의 감상 즉 작품의 내러티브 구조, , 

사건이나 인물을 묘사하는 방식에 주목하고 이에 대해서 반응하는 일련

의 감상 활동을 통해서 성립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때 얻는 인지적 성취. 

는 오직 그 작품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

만 지식의 획득이나 이해의 향상이 작품에 대한 예술로서의 감상을 통, 

해서 어떻게 가능한지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20) Berys Gaut, “Art and Knowledge” in Jerrold Levinson (ed), Oxford Handbook 
of Aesthetics,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p.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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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인지적 성취의 후보

본 논문의 목표는 허구 내러티브 예술을 중심으로 이런 장르의  

작품들에 대한 적절한 감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인지적 성취가 무엇

인지를 고찰하는 것이며 주요 논의 대상이 되는 인지적 성취는 지식과 , 

이해이다 하지만 지식과 이해를 중심으로 예술의 인지적 가치를 해명하. , 

려는 시도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예술을 통해서 깨달음이나 . 

통찰을 얻었다는 말 또한 흔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예술의 인지적 . 

가치를 왜 지식이나 이해를 중심으로 다루어야 하는지 깨달음이나 통, ‘ ’ ‘
찰은 왜 지식이나 이해와 구분되는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없는지에 대한 ’
설명이 필요하다. 

한 작품을 통해서 깨달음이나 통찰을 얻었다고 할 때 이 작품은 , 

인생이나 사랑 같은 인간의 관심사에 대해서 뭔가 참된 것 중요한 것을 , 

알려주고 있다는 느낌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서 슬픈 카. 『

페의 노래』21)에서 내래이터가 보잘 것 없는 마을에서 살아가는 전혀 사

랑스럽지 않은 인물을 묘사하면서 보잘 것 없는 사람도 격렬하고 무모“
한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고 말할 때 리어왕 에서 산전 수전을 .” , 『 』

다 겪은 글라우콘이 “신들이 인간을 대하는 것은 마치 잔인한 아이들이 

파리를 갖고 노는 것과 같다 신들은 인간을 장난 삼아 죽여버리는 것이. 

다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작품이 사랑이나 인생에 관해서 무언가 중요.” , 

한 것을 말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는 일종의 직감으로 깨달음이. , 

나 통찰에는 흔히 무언가 분명해지거나 명료해지는 듯한 느낌이 동반하

21) 카슨 매컬러스가 년에 출간한 소설로 황량한 미국 남부의 작은 마을을 배경으 1951 , 

로 기이한 사랑을 하는 세 인물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소설이다 정상적인 사랑을 하. 
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소외된 영혼들과 그들의 삼각 관계가 펼쳐지는 주 무대인 카

페에 대한 예민한 관찰력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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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르키메데스가 욕조에 들어가서 물이 넘치는 . 

것을 보고 비중에 관해서 깨달은 경우 데카르트가 침대에 누워서 천장, 

을 날아다니는 파리의 움직임을 계산하다가 좌표평면에 관한 아이디어를 

얻은 경우가 통찰이나 깨달음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감상자는 작품을 감상하면서 세계의 현상과 관련된 무언가가 명료

해지고 이 작품이 인생이나 사랑에 관해서 서술하는 바가 참인 것 같다

는 느낌을 가질 수 있고 이는 실제 깨달음이나 통찰에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진 느낌과 현상적으로 유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작품을 통해서 . 

깨달음이나 통찰을 얻은 순간으로 칭할 수 있으며 따라서 작품을 감상, 

하면서 받은 이런 느낌만으로도 작품이 인지적으로 가치있다는 점을 설

명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무언가를 깨달았다는 현상적 느낌은 . 

감상자가 인지적으로 더 나아졌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음. 

의 사항들을 고려한다면 무언가를 깨달았다는 느낌이 인지적 성장의 믿, 

을만한 단서가 된다는 주장은 의문스럽다 .

커리 는 작품에서 깨달음이나 통찰의 전형적인 사례(1) (G. Currie)

에 동반하는 현상적 느낌과 유사한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런 느낌은 , 

감상자의 인지적 성장과 관계 없이 작품이 잘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매, , 

력적인 수사적 표현들을 사용해서 인생과 사랑에 관해서 말하고 있기 때

문에 동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22) 이처럼 무언가가 참인 것 같다는 느 

낌이 어떤 것이 참인지 결정하는 것과 무관한 요인들의 산물이 될 수 있

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작품이 인생이나 사랑에 관해서 중요한 것 참인 , , 

것을 말하고 있다는 느낌을 인지적 성장의 증거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합당하다. 

아르키메데스나 데카르트처럼 실제 인지적 성장에 이런 느낌이 (2) 

동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느낌을 인지적 성장의 증거로 간주할 정도. , 

로 이 느낌이 인지적 성장에 충분하거나 필요한지는 의문스럽다.23) 특히  

22) Gregory Currie, “Model as Fictions and Fiction as Models” The Monist, Vol. 99, 
2016, pp. 304 305.–



- 18 -

이런 느낌은 지식보다는 이해를 얻는 것과 더 자주 연관되는데 이해와 , 

관련해서도 유사한 의문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서 한 도덕적 격언이 옳. 

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지만 이것이 왜 옳은지 이해하지 못한 사람 혹, 

은 이것이 왜 옳은지 이해했지만 이런 느낌을 받지 않은 사람을 상상할 

수 있다.24) 그리고 이해는 향상 섬광같은 깨달음의 느낌과 함께하지 않 

으며 숙고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것에 대한 이해에 천천히 도달하게 되, 

는 경우도 있다.25) 이처럼 무언가가 명료해졌다는 느낌 참인 것 같다는  , 

느낌과 인지적 성장 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감상자가 작품을 감상하면서 깨달음이나 통찰에 동반하는 것, 

과 유사한 현상적 느낌을 받았다고 그가 깨달음이나 통찰을 얻었으며 인

지적으로 더 나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아르키메데스나 데카르트의 깨달음의 사례에서 그들이 무언

가 분명해졌다는 느낌만을 받았을 뿐 새로운 지식이나 이해를 얻은 것, 

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는 더 그럴듯하지 않다 깨달음이나 통찰이 이처. 

럼 인지적 성장과의 연관성 속에서 이야기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감상, 

자가 작품을 통해서 통찰과 깨달음을 얻는 것 또한 단순히 어떤 느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감상함으로써 지식이나 이해 같은 인지적 성, 

취를 얻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26) 

23) Christoph Baumberger, Claus Beisbart, and George Brun, “What is 
Understandnig? : An Overview of Recent Debates in Epistemology and 

Philosophy of Science” in Stephen R. Grimm, Christoph Baumberger and Sabine 
Ammon (eds), Explaining Understanding : New Perspectives from Epistemology 
and Philosophy of Science, Routledge, 2017, p. 16. 

24) Allison Hills, “Moral Testimony and Moral Understanding”, Ethics, Vol. 120, No. 
1, 2009, p. 103.

25) Micheal Patrick Lynch, “Understanding and Coming to Understand” in Stephen 
R . Grimm (ed), Making sense of the world : New essays on the Philosophy of 
Understanding,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pp. 202 203 . –

26) 물론  이런 느낌을 인지적 성장과 무관한 것으로서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러나 인지적 성장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현상적 느낌의 정체는 이를 다른 종류의 느낌

들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느낌의 정체를 .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도 작품 감상을 통한 인지적 성장의 정체를 분명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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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로 본고는 깨달음 통찰보다는 지식 이해를 중심‘ ’, ‘ ’ ‘ ’, ‘ ’
으로 예술을 통한 인지적 성장의 양상을 살펴보려고 한다 실제로 예술. 

의 인지적 가치에 대한 예술 철학의 논의에서도 예술작품이 어떻게 감상

자에게 지식이나 이해를 줄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 논의가 이루어져왔‘ ’ ‘ ’
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접근은 적절하다.

예술을 통해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논의는 여러 종류의 지식들

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인식론에서는 인지적 주체에게 지식을 귀속하. 

는 여러 표현들을 기준삼아서 그 각각에 해당하는 지식들이 있다는 가정 

하에 지식에 관한 논의를 전개해나간다 이 때 주로 논의의 대상이 되는 . 

지식은 세 가지이다. 

첫 번째로 명제적 지식은 어떤 사태를 서술하는 명제를 안다(know 

고 할 때 귀속되는 지식으로 정당화된 참인 믿음으로 성립한다that ~) . 

작품이 소재로 삼은 인물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 시대의 관습에 대한 명, 

제로 중세 시대에도 노인에 대한 대우는 그렇게 좋지 않았다 같은 명, “ .”
제가 그 예가 될 수 있다 이런 명제는 작품 속 사회에 대한 서술들을 . 

통해서 도달할 수 있다 또 다른 명제적 지식의 후보는 탐욕은 법정의 . “
작동 방식에 대한 최선의 설명이다 처럼 작품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도.”
달할 수 있는 주제로 이는 주로 도덕적 원칙이나 세계의 질서에 관한 일

반적인 명제로 나타난다.27)

두 번째는 실용적 지식은 뭔가를 할 줄 안다 고 할 (know how to)

때 귀속되는 지식으로 지식의 대상이 되는 활동을 적절한 절차에 따라, 

서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으로 규정된다.28) 물론 몇 

27) No l Carroll, “Literary Realism, Recognition, and communication of Knowledge” ë
in John Gibson, Wolfgang Huemer, and Luca Pocci (eds), A Sense of World : 
Essays on Fiction, Narrative and Knowledge , Routledge, 2007, pp. 24 42. –
Peter Kivy, “On the banality of Literary Truth”, Philosophical Exchange, Vol. 
28, No.1, 1997, pp. 17 27 .–

28)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를 절차적 지식 이라고 부르 (procedural knowledge)
는데 이들은 이 지식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그 절차를 머릿 속에 떠올려 생각할 필, 

요는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김기현. , 현대 인식론『 』 민음사, , 2011,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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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학자들은 실용적 지식은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수행하는 능력이 아니

라 적절한 절차에 대한 믿음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

침하는 반례를 제시하기도 한다 이 반례들은 실용적 지식을 성공적 수. ‘
행을 보장하는 능력으로 규정하는 입장을 무너뜨릴 정도로 결정적이지 ’
는 않지만 이 제안은 어떤 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보장하는 적절한 절차, 

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도 뭔가를 할 줄 안다고 할 때의 인지적 상태로 

고려할만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어떤 활동을 적절한 절차에 따. , 

라서 수행하는 능력을 갖거나 적절한 절차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작

품에 대한 예술로서의 감상을 통해서 어떻게 가능한지가 설명된다면 이, 

런 지식들을 획득함으로써 갖는 인지적 가치는 작품의 예술적 가치와 관

련있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29) 

마지막은 무언가를 경험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안다고 할 때(know 

의 지식인 현상적 지식이다 이는 체험을 통해서 획득되what it is like) . 

는 지식이며 예술을 통해서 현상적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 

들은 작품은 그것이 서술하는 사태를 작중 인물의 입장에서 생생하게 상

상하는 것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며 이런 간접 경험, 

을 통해서 감상자는 그 사태를 겪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될 수 있다

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정말로 이 간접 경험을 하는 . , 

것이 현상적 지식을 획득한 사례로 볼 수 있는지는 현상적 지식과 관련

된 논의를 토대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일군의 학자들은 예술의 인지적 가치는 지식이 아닌 다른 , 

인지적 성취 개념을 통해서 더 잘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 

이런 흐름 속에서 주목받게 된 개념이 이해 이다‘ ’ .

지식과 달리 이해는 인식론 내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진지 얼‘ ’ ‘ ’
마 되지 않았다 쿠퍼 는 인식론에서 이해를 인지적 성취의 . (N. Cooper)

29) David Novitz, Knowledge, Fiction and Imagination, Temple University Press, 
1987, pp. 133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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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으로 분석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엘긴, (C. Elgin)

은 인식론의 논의는 참과 지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는 점을 지적하

면서 이것만으로는 다양한 인지적 발전의 양상들과 학문 관행 내에서 , 

이루어지는 지적 활동들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30) 

이 외에도 지식 중심의 논의가 갖는 한계 세계에 대한 이해가 과학의 , 

주요한 목적이라는 과학 철학 내부의 자각 등 여러 요인들로 이해는 ‘ ’
인식론 내에서 주요한 논의의 대상으로 부상했으며 이해와 지식의 관계, , 

이해의 특징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31)

지식 외의 인지적 성취에 대한 인식론의 관심에 힘입어 예술의 인

지적 가치를 이해로 설명하려는 시도 또한 덩달아 주목을 받게 되었다. 

깁슨은 지식에 호소하지 않고 예술을 통한 인지적 성장을 설명하려는 입

장들을 새로운 인지주의 라고 부르는데 본고에서는 “ ”(neo cognitivism) , 

깁슨이 새로운 인지주의 로 포괄하는 여러 학자들 중 그레이엄과 엘긴“ ”
의 논의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32) 이들의 입장을 주요 논의 대상 

으로 삼은 이유는 이들은 지식과 이해가 구분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예술의 인지적 가치가 이해로 더 적절하게 설명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

하기 때문이다 예술작품이 감상자의 이해에 기여하는 방식에 대한 이들. 

의 설명이 타당하며 이런 이해의 향상이 예술적 가치와 관련있다면 이, , 

해는 예술적 가치와 관련있는 인지적 가치로서 예술의 가치에 대한 철학

적 논의에서 중요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30) Neil Cooper, “The Epistemology of Understanding”, Inquiry, Vol. 38, No. 3, 
1995, pp. 205 215. Catherine Z. Elgin, “A Reconception of Philosophy” in –
Nelson Goodman and Catherine Z. Elgin (eds), Reconceptions in Philosophy and 
Other Arts and Science, Hackett Publishing, 1988, pp. 153 167. –

31) 이해에 대한 인식론의 핵심 쟁점들에 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하라‘ ’ . Baumberger, 
Beisbart, and Brun, Op. Cit, pp. 1 34. –

32) John Gibson, “Cognitivism and the Arts”, Philosophy Compass, Vol. 3, No. 4, 
2008, pp. 573 589. Gordon Graham, – Philosophy of the Arts : an Introduction 
to Aesthetics, 2005, Routledge, pp. 52 75. Catherine Z. Elgin, “Fiction as –
Thought Experiment”, Perspective on Science, Vol. 22, 2014, pp. 221 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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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에서는 예술 철학 내에서 예술작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흔히 일컬어지는 인지적 성취의 종류를 지식과 이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그에 앞서 통찰이나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왜 지식, 

이나 이해가 되어야 하는지를 다루었다 통찰이나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 

이 단순히 뭔가 명료해지거나 분명해졌다는 느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인

지적 성장의 양상을 뜻하는 것이라면 이 인지적 성장은 지식이나 이해 , 

같은 인지적 성취를 일컫는 개념들을 통해서 설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예술을 통한 인지적 성장을 지식 혹은 이해를 중 

심으로 설명하는 입장들을 중심으로 예술의 인지적 가치의 가능성을 비

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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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예술을 통한 지식의 획득 가능성에 대한 고찰

본 장에서는 예술작품을 통해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입장들을 검토할 것이다 예술을 통해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은 여. 

러 종류의 지식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으며 각 입장들은 어떤 종류의 , 

지식을 옹호하느냐에 따라서 구분될 수 있다 본고는 명제적 지식과 실. 

용적 지식 현상적 지식 세 가지를 중심으로 예술을 통해서 지식을 얻을 , 

수 있다는 주장들을 분류했다 각 주장들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앞서 먼. 

저 각 지식의 성립 조건 및 특징에 대한 인식론의 논의를 통해서 이 지

식들을 얻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먼저 예. 

술작품과 명제적 지식을 둘러싼 논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예술을 통한 명제적 지식의 획득 가능성에 대한 검토

명제적 지식의 성립 조건1.1. 

이 절에서는 명제적 지식의 획득을 위한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 

다 명제적 지식은 전통적으로 인식론에서 주요한 논의 대상이었으며. , 

나는 라는 명제를 안다 고 할 때의 지식을 가리키며 참“ p ”(know that p) , 

인 명제에 대한 믿음을 정당하게 가짐으로써 성립되는 지식으로 정의된

다.33) 이 정의는  명제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 이 명제의 내용 (1) , (2) 

이 참일 것 이 믿음이 정당하게 획득된 것이라는 세 가지 필요충분 , (3) 

조건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이를 각각 상태조건 성공조건 정, (1) (2) (3) 

당성 조건이라고 부를 수 있다.  

먼저 상태 조건은 인지 체계에 지식의 내용이 기록되는 방식을 규

33) 김기현 앞의 책 , ,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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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조건이다 상태 조건이 필요하다는 점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 

있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이를 마음 속에 품, 

지만 그렇게 마음 속에 한 번 품어본 모든 것들이 곧 아는 것이 되지, ‘ ’
는 않기 때문이다 인간이 지각적으로 접촉하고 인지적으로 처리한 모든 . 

것들을 안다는 것은 그럴듯하지 않지 않으며 이것들 중 일부만이 인지 . 

체계에 기록되어서 우리가 세계에 대해서 숙고하거나 대처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저기에 물병이 있다는 것을 인. 

지하지 못한 사람 혹은 물병이 저기에 있다는 것을 그 당시에는 인지했

지만 이를 믿음의 형태로 인지 체계 내에 기록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 

그가 물병이 저기에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럴듯하지 않다 저. 

기에 물병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 사실을 믿음과 같은 특정 심적 , 

상태를 가짐으로써 인지 체계 내에 기록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그 사람이 

지식을 가졌는지 여부를 논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살펴볼 조건은 성공 조건이다 인지적 주체는 수많은 . 

것들을 인지 체계 내에 기록할 수 있지만 이렇게 기록한 모든 것들이 , 

지식으로 간주되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공상을 토대로 수많은 . 

거짓 명제들을 자신의 인지 체계에 기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 

어서 어떤 사람이 발톱에 분홍 매니큐어를 칠한 분홍 코끼리가 있다고 

믿고 그 분홍 코끼리의 크기가 어느 정도이며 코끼리의 생김새는 이러, , 

저러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해보자 이런 믿음이 매우 구체적이라고 . 

할지라도 누구도 이 믿음을 지식으로 간주하지는 않을 것이다 인지 체. 

계 내에 기록한 것들 중 기록한 내용에 적합한 성공 조건을 만족시킨 것

들에 대해서만 이것이 지식인지 여부를 논할 수 있을 것이며 명제적 지, 

식의 경우 명제에 대한 믿음은 참이라는 성공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당성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이 조건은 . 

운이 좋아서 갖게 된 참인 믿음을 지식에서 배제하기 위한 조건이다 예. 

를 들어서 내가 조부모님이 살고계신 속초에 큰 눈이 오지 않으면 좋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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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바라고 이를 너무 강렬히 바란 결과 속초에는 눈이 오지 않는다, ‘ ’
고 믿게 되었다고 해보자 그런데 실제로 속초에 눈이 오지 않았다면 나. , 

는 참인 명제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참인 명. 

제에 대한 믿음을 가짐으로써 속초의 날씨에 관한 사실을 내 인지 체계

에 기록했다고 해도 이를 지식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마. 

찬가지로 내가 머리 속에 무작위로 떠오르는 명제들을 믿었는데 그 명, 

제들이 우연히도 다 참이라고 해보자 이 경우 내가 믿음을 가짐으로써 . , 

인지 체계에 기록한 명제들은 참이지만 이런 방식으로 획득한 믿음은 , 

지식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왜 이 믿음들은 지식이 될 수 없는가 이에 대해서 이 믿음을 적? 

절한 근거 없이 가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나는 . , 

한 명제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스스로가 납득할 수 있는 경험이나 논변, 

이유도 없이 이 명제를 믿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참이라고 해도 지식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34) 속초에 눈이 오지 않는다는 나의 믿음은 이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정립된 것이 아니며 분홍 코끼리에 대한 믿음 또한 , 

그러하다 내가 그렇게 바란다는 것 내가 그렇게 상상했다는 것은 내가 . , 

바람과 상상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납득할만한 근거로 간주될 수 없다. 

이 설명에 따르면 인지적 주체가 한 명제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스스로, 

에게 타당한 경험 논변 이유 등을 토대로 믿음을 가졌을 때 그는 이 , , , 

명제에 대한 믿음을 정당하게 가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인지적 주체가 스스로에게 타당한 경험 논변 이유를 토대, , 

로 어떤 명제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경우에도 이 믿음이 단지 운이 좋아서 

참이 되는 경우를 상상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차를 몰. 

고 가던 도중에 헛간과 똑같이 생긴 것을 보고 저기에 헛간이 있다 는 , ‘ .’
믿음을 가졌다고 해보자 하지만 그는 이 근방에서 보이는 헛간들이 대. , 

부분 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헛간 판넬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34) 위의 책 ,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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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간 판넬을 보더라도 자신이 보는 것이 진짜 헛간이 아니라는 것을 구

분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그 근방에 딱 하나 있는 진짜 헛간을 . 

보고 저기에 헛간이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고 해보자 그의 믿음은 헛간. 

에 대한 자신의 감각적 경험을 토대로 한 것이므로 위의 설명에 따르면 , 

그의 믿음은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다 하지만 그가 가짜 헛간과 진짜 헛. 

간을 구분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가 참인 믿음, 

을 갖게 된 것은 단지 그가 운이 좋게도 진짜 헛간을 보았다는 점에 좌, 

우되는 것으로 보인다.35) 이 사례를 통해서 인지적 주체가 스스로에게  

타당한 경험이나 논변 이유를 토대로 어떤 명제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 

고 해도 운이 좋아서 참인 믿음에 이르게 된 경우들을 배제할 수 없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이런 의미의 정당성을 지식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입장은 

증언을 통한 지식의 전달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된다.36) 

예를 들어서 내가 기상청의 예보를 보고 속초의 날씨가 좋다는 믿음을 

가졌다고 해보자 나는 이 경우 속초의 날씨를 직접 경험한 것도 아니고. , 

복잡한 기상학적 이유를 토대로 속초의 날씨가 내일은 좋을 것이라고 믿

는 것도 아니다 즉 나는 속초의 날씨가 내일 좋다는 믿음을 뒷받침하는 . , 

스스로가 납득할만한 경험이나 증명을 갖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입. 

장에 따르면 나는 이것을 안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는 그럴듯하지 . , 

않은데 실제로 우리는 나의 믿음의 내용을 입증할만한 별도의 논변이나 , 

경험 없이 누군가의 증언을 토대로 실제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 

있는지에 대한 많은 믿음들을 형성하며 이런 식으로 지식이 전달된다고 , 

35) 이 예시는 골드만의 가짜 헛간 예시이며 인지적 주체 스스로가 납득할만한 근거를  , 

토대로 성립되었지만 운이 좋아서 참인 믿음의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학자는 게티, 

어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의 논문들을 참고하라. . Edmund L. Gettier, “Is 
Justified True Belief Knowledge?”, Analysis, Vol. 23 , 1969, pp. 121 123.  –
Alvin I. Goldman, “Discrimination and Perceptual Knowledge”, The Journal of 
Philosophy, Vol. 73, No. 20, 1976, pp. 771 791.–

36) 이와 유사한 지적은 다음의 논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해완 . , 예술을 통한 명제「

적 지식의 획득 가능성에 대한 재고 한국미학회, 82, , 2016『 』美學 , pp. 162 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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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정당성 조건을 만족시킨 . 

참인 믿음들만을 지식으로 인정한다면 지식을 가진 것으로 간주될 수 , 

있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믿음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스스로에게 납득할만한 경

험이나 논변 이유 등을 토대로 이 믿음을 가졌는지 보다는 이 믿음이 , , 

참인 믿음을 잘 낳는 신뢰할만한 과정 을 통해서 형성(reliable process)

되는 것만으로도 정당한 믿음이 되기에는 충분하다는 주장이 등장했다.37) 

이 설명에 따르면 속초에 눈이 오지 않는다는 믿음 분홍 코끼리가 있다, , 

는 믿음이 정당하지 못한 이유는 공상이나 희망적 예측(wishful 

의 내용을 믿는 것은 참인 믿음보다는 거짓 믿음을 낳을 확률이 thinking)

더 높으며 따라서 이 믿음은 신뢰할만한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지 않았, 

기 때문이다 저기에 헛간이 있다는 믿음이 정당하지 못한 이유도 같은 .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사람은 이 근방에는 가짜 헛간이 많다는 . 

것을 알지 못하며 따라서 헛간 판넬을 보더라도 이것이 진짜 헛간인지 , 

여부를 의심하지 않고 자신이 헛간을 보고 있다는 믿음을 가질 것이다. 

이 사람이 믿음을 형성한 과정은 헛간에 관한 거짓 믿음을 낳을 확률이 

높은 신뢰할만하지 않은 과정이다.

믿음이 신뢰할만한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정당성 조건을 설명하는 입장은 기상청의 예보를 보고 갖게 된 날씨에 

대한 믿음도 지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기상청의 예보는 날씨와 관련해. 

서 개인이 직접 할 수 없는 복잡한 관측이나 기상학적 계산을 토대로 날

씨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며 이런 특징을 고려했을 때 일기 예보를 보고 , 

형성한 날씨에 대한 믿음은 참일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상청의 예보를 듣고 날씨에 대한 믿음을 가질 경우 인지적 주, 

체가 이 믿음의 내용을 따로 검증하는 별도의 작업 없이도 이 믿음은 정

당하다고 할 수 있다.38)  

37) Alvin I. Goldman “What is Justified Belief?”, in George Pappas (ed), 
Justification and Knoweldge, Reidel, 1979, pp.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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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명제적 지식을 중심으로 지식의 성립을 위한 조건들은 

상태조건 성공조건 정당성 조건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어, , . 

떤 사람이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그는 적합한 성공 조건을 만족시키는 

상태를 신뢰할만한 과정을 통해서 얻어야 한다 여기에서 신뢰할만한 과. 

정은 성공 조건을 만족시키는 상태예를 들면 참인 믿음 를 잘 낳는 과( )

정인데 이 과정이 신뢰할만한 과정인지 여부는 믿음의 내용을 제공하는 , 

매체의 특징이나 믿음의 획득이 일어나는 인식론적 환경 이 과정에서 , 

동원된 인지적 주체의 능력이나 사전 지식 등을 분석함으로써 알 수 있

다.

1.2. 예술을 통한 명제적 지식의 획득 가능성에 대한 검

토

예술을 통해서 명제적 지식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작, 

품의 예술적 가치와 관련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살펴봐야할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작품을 통해서 참인 명제에 대한 믿음을 정당하게 가. 

질 수 있는지 여부이며 다른 하나는 참인 명제에 대한 믿음을 정당하게 , 

갖는 것이 작품에 대한 예술로서의 감상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지 여

부이다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한 명제에 대한 믿음을 정당하게 갖는 . , 

것은 인지적 주체의 믿음이 참인 믿음을 잘 낳는 신뢰할만한 과정을 거

쳐서 형성되었는지에 달려있다. 

예술의 인지적 가치에 대한 철학적 논의는 감상자가 가상의 세계 

를 묘사하는 작품을 통해서 주로 실제 세계에 대한 혹은 실제 세계에서 

활용될 수 있는 인지적 성취를 얻을 수 있다는 직관에서 출발했다 이 . 

38) 이 때 주의해야할 것은 신뢰할만한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믿음이 항상 참은 아니라

는 점이다 예를 들어서 기상청의 예보는 때때로 잘못된 관측이나 계산으로 날씨에 .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예보를 듣고 갖게 된 믿음은 정당화. 
된 거짓 믿음이 될 것이고 이 믿음은 성공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지식이 , 

되지는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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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고려해서 작품을 통해서 실제 세계에 대한 참인 명제에 대한 믿‘ ’ 
음을 정당하게 가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허구 내러티브 예. 

술은 크게 두 차원에서 믿음의 대상이 되는 명제들을 공급할 수 있는데, 

먼저 작품 속 인물이나 상황 배경을 묘사하는 표면적인 텍스트의 차원, 

에서 감상자가 실제 세계에 대한 참인 믿음을 얻을 가능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39) 작품의 표면적인 텍스트는 작품을 감상할 때 가장 먼저 마주 

하게 되는 소설의 경우에는 언어적 진술일 것이며 영화의 경우에는 무, 

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개별 쇼트들일 것이다.40) 이를 통 

해서 감상자가 실제 세계의 사태에 관한 명제에 대한 참인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작품의 표면적인 텍스트 차원에서 이런 믿음을 갖기는 어려? 

워 보이는데 이는 작품 속 인물들과 사건 이 사건이 일어나는 배경에 , , 

대한 서술이며 작품 속 인물과 사건 배경은 대부분의 경우 작가가 만들, , 

어낸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술작품이 작가의 상상의 산물이기 때문에 작품의 인물, 

사건 배경에 대한 서술을 통해서 감상자가 실제 세계의 사태에 접근할 , 

수 없다는 점은 엄밀하게 따지면 참이 아니다 본고의 논의 대상이 되는 . 

허구 내러티브 예술작품은 대부분 현실 세계를 재료로 삼아서 만들어지

기 때문이다.41) 작가는 허구적 세계를 구성하기 위해서 자신이 실제 세 

계와 인간 심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를 참조하며 작품 창작 시 실제 , 

세계에 관한 많은 지식들이 동원된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작품의 텍. , 

스트를 구성하는 모든 명제들이 전부 다 거짓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39) 깁슨은 이 차원을 허구 차원 이라고 부르며 허구 차원을 통해서 작품  (fictional level) , 

속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략적인 윤곽을 그릴 
수 있다고 말한다. John Gibson, “Between Truth and Triviality”, British Journal 
of Aesthetics, Vol. 43, No.3, 2003, p. 227. 

40) 쇼트 는 한 번의 테이크로 촬영된 영상으로 촬영의 기본 단위를 이룬다 여러  (shot) , . 
개의 쇼트들이 모여서 신 을 구성하며 같은 장소 같은 시간 내에서 이루어지(scene) , , 

는 행동과 대사들의 집합인 여러 개의 신들이 모여서 뚜렷한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 
는 시퀀스 를 형성한다(sequence) . 

41) Peter Lamarque, “Learning from Literautre”, The Dalhousie Review, Vol. 77, 
p. 9. David Davies, Aesthetics and Literature, Continuum, 2007, pp. 49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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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적어도 작품이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 실제로 있었던 인물의 삶을 . , 

소재로 삼는 경우 가상의 인물과 사건을 다루더라도 특정 시대를 배경, 

으로 하고 있다면 적어도 이에 관해서는 작품이 참인 서술을 포함하고 , 

있을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역사 소설은 허구 내러티브 . 

예술 장르 중에서도 다루고 있는 인물 사건 배경에 관해서 참인 서술들, , 

을 포함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장르일 것이다 반면에 특정 역사적 시대. 

를 배경으로 하지만 그 안의 인물과 사건을 꾸며낸 작품들은 위의 장르 , 

보다는 그 사건에 관한 참인 서술을 포함할 가능성이 많이 낮을 것이다. 

하지만 작품이 실제 사건이나 시대 혹은 인물을 다루며 작품의 , , , 

이에 대한 서술 중 일부가 참일 수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작가는 실제 인물이나 사건이 갖지 않는 세부사항들을 만들어서 . 

추가할 자유를 가지며 작품 내에서는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서술 중 어, 

디까지가 실제로 참인지 여부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예. 

를 들어서 정글만리『 』42) 는 중국의 사회 비즈니스 거래 등에 관해서  , 

다양한 인물들 혹은 내래이터의 입을 빌려서 서술하지만 이런 서술들 , 

중 어떤 것이 실제 세계에 대해서도 참이며 어떤 것이 실제 세계와 유사

한 작품 속 세계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구분하지 않는다 중국처럼 연줄. “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사회 한국에서처럼 중국에서도 와인바람이 서”, “
서히 일어나고 있었다 같은 서술들은 참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작품.” , 

이 묘사하는 세계 속 인물들의 행동이나 말들이 이런 서술이 참으로 보

이게끔 그럴듯하게 묘사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43) 이런 가능성을 고려 

한다면 작품이 실제 인물이나 사건 시대를 다룬다고 해도 인물이나 사, , , 

42) 년에 출간된 조정래의 장편소설로 중국의 비즈니스 현장을 배경으로 삼아서 그  2013 ,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을 묘사하고 있다 여러 매체에서 중국 입문서로 소개되. 

기도 했지만 중국 전문가들에 의해서 중국에 대한 단편적인 인식을 토대로 중국 사, 

회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전달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43) 작품을 구성하는 표면적인 텍스트에 대한 유사한 의견은 다음의 논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논문에 따르면 마치 세계의 진리를 전하는 듯 보이는 진술들도 일차적. , “
으로는 소설 속의 세계를 구성하는 데 쓰이고 있는 것이고 그 세계가 우리 세계와 ” “
닮았을 경우 마치 우리 세계에도 통용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듯 보일 뿐이다 이해.” 
완, Op. Cit, pp. 158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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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 관한 서술을 믿음으로써 실제 세계에 대한 믿음을 형성하는 것을 

참인 믿음을 잘 낳는 신뢰할만한 믿음 형성 과정으로 간주하기 어려워 

보인다.

물론 감상자가 작품의 인물이나 사건 배경에 대한 서술 중 어떤 , , 

것이 참인지를 가려내는 별도의 작업을 거친 후에 믿음을 갖는다면 이, 

런 서술 차원에서 일어나는 감상자의 믿음 형성이 참인 믿음을 잘 낳는 

신뢰할만한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44) 즉 중국 사회에 대한 별도의  , 

조사나 이미 갖고 있던 지식을 동원해서 정글만리『 』의 중국 사회나 문

화에 대한 서술들 중 어떤 것이 참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작업이 동반되

었을 경우 감상자는, 정글만리『 』의 표면적인 텍스트를 통해서 중국 사

회나 문화에 관한 참인 믿음들을 정당하게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작품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명제적 지식을 얻는 것이 가능

하다고 해도 작품이 다루는 시대나 사회상에 관한 서술들 중 어떤 서술, 

이 실제 세계에 대해서도 참인지 검토하는 작업이 작품을 예술로서 감상

할 때 일어날 법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 

한 작품이 소재로 삼은 배경이나 사회에 관한 서술에 오류가 있다고 해

도 감상자는 이런 것들에 상당히 관대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셰익스피어가 줄리어스 시저『 』45) 에서 전쟁 날짜를  

잘못 기입했다고 해보자 라마르크와 올센은 작품에서 이러한 사실적 오. 

류를 발견했다고 해도 감상자는 이것에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며 이 오, 

류 때문에 작품이 예술로서 결함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

라고 말한다.46) 이는 작품을 예술로서 감상할 때 작품 속 서술이 실제  

44) 노비츠는 이처럼 적절한 검토를 거친다면 작품 속 인물 사건 배경에 대한 서술을  , , , 
토대로 실제 세계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David Novitz, 

Knowledge, Fiction and Imagination, Temple University Press, 1987, pp. 130 –
132.

45) 셰익스피어의 희곡작품으로 줄리어스 시저의 살해라는 로마 역사 상의 중요한 한 사 , 

건을 극화한 작품이다 카시우스 일당이 브루투스를 끌어들여 암살을 모의하는 것에. 
서 시작해서 암살자들이 로마 밖으로 쫓겨나서 교전을 치르고 결국 두려움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46) Peter Lamarque and Stein Haugom Olsen, Truth, Fiction and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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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 대해서 참인지 여부를 가려내는 작업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만약 작품에 예술로서의 대한 감상에서 작품에서 일어나는 일. 

들이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지 혹은 일어날 확률이 높은 일인지를 세세하

게 따지는 검토 작업이 일반적이라면 작품의 내러티브를 따라가면서 이

를 상상하는 일은 심하게 방해를 받을 수 있으며 보통 사람들은 이를 , 

너무 세세하게 따지는 사람은 작품을 예술로서 주목하고 있다고 생각하

지 않을 것이다.47) 

이에 대해서 캐럴은 적어도 사실주의 소설이라는 장르에 속하는 

작품들에 대해서는 작품이 소재로 삼는 시대 사회에 대한 서술의 오류, 

를 발견하려는 작업은 자연스럽다고 말한다.48) 사실주의 소설의 경우 배 , 

경이 되는 사회나 시대상을 감상자에게 전달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만들

어진 것이며 감상자도 사실주의 소설을 통해 이런 목적이 만족되길 기, 

대하기 때문이다.49) 하지만 사실주의 소설이 다른 장르의 소설들과 달리  , 

이런 목적을 갖는다고 해도,50) 작품의 서술 중 어디까지를 참으로 받아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p. 297.

47) 로우 는 내용 차원에서의 사실적인 오류가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예를 (M. W. Rowe)

제시하면서 감상자가 모든 사실적인 오류에 대해서 항상 관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 
지적한다. 

윌리엄 굴   딩의 파리 대왕 은『 』 작중 인물인 피기의 안경 렌즈로 불을 피우는 장면 

이 나오는데 피기는 작품의 설정 상 근시이다 하지만 근시 교정용 렌즈인 오목 렌, . , 
즈로는 빛을 모을 수 없기 때문에 피기의 안경 렌즈로 불을 피우는 것은 실제로는 불

가능하다 로우는 이 오류는 작품 감상을 방해하고 감상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을 주장한다 그러나 필자는 이 사례가 작품에 대한 상상을 방해하는 그러한 경우라. 

고 해도 이 때문에 내용 차원에서의 사실적 오류는 보통 감상자의 관심의 대상이 되, 

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경향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파리 대왕 의『 』  
경우 그 작품이 사실적 오류를 포함한다는 점 자체가 문제였다기 보다는 이 오류를 , , 

바로잡는 일이 작품의 설정 혹은 내러티브 상의 엄청난 변화를 요청하게 된다는 점에

서 더 논쟁 거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표면적인 텍스트 차원에서 발견할 . 
수 있는 사실적 오류의 경우 작품 감상을 심하게 방해한다거나 내러티브의 정합성을 

깬다는 등 다른 단서 조항이 붙지 않는 한 그 자체로만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물 것, 
이다. M. W. Rowe, “Lamarque and Olsen on Literature and Truth”, The 
Philosophical Quarterly, Vol . 47, No. 188, 1997, pp. 333 335. –

48) 이 점은 로우도 지적한다 . Ibid, p. 339. 

49) No l Carroll, “Literary Realism, Recognition, and communication of Knoweldge” ë
in Frirg and Hunter (eds), A Sense of World : Essays on Fiction, Narrative and 
Knowledge , Routledge, 2007, pp. 30 36.–



- 33 -

들일지 검토하는 작업이 자연스러워지지 않는다 찰스 디킨즈는 대표적인 . 

사실주의 소설가로 언급되며 그의 소설인 , 황폐한 집 또한 사실주의 , 『 』

소설의 전형으로 일컬어진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소설을 읽으면서 이  

소설이 영국 법정에 대해서 묘사하는 부분이 실제 영국 법 제도의 작동 

방식을 잘 서술하고 있는지 검토하면서 읽지 않으며 설령 영국 법정에 , 

관한 서술에 거짓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셰익스피어가 시저의 전쟁 날

짜를 잘못 기입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크게 신경쓰지 않을 것이다.51)

작품이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나 시대를 소재로 삼고 있는 경우, 

작품 속 서술이 참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작업이 포함된다면 감상자는 , 

작품의 인물과 상황에 대한 서술 차원에서 실제 세계에 관한 참인 믿음

을 정당하게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작품의 서술 중 참인 것과 그렇지 않. 

은 것을 가려내는 작업이 작품에 대한 예술로서의 감상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는 논의의 대상이 되는 장르가 사실주의 , 

소설로 제한되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작품이 서술 차원에서 소. 

재로 삼는 시대나 배경 인물에 관한 참인 서술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도, 

이를 믿는 일은 작품에 대한 예술로서의 감상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으며, 

따라서 작품의 예술적 가치와 관련있다고 할 수 없다.52) 

50) 년 출간된 찰스 디킨즈의 장편 소설로 인칭 관찰자인 작품 속 인물과 작품 바 1853 , 1

깥에서 작품 속 세계를 바라보는 인칭 서술자의 시점에서 번갈아 가면서 작품 속에3
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서술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당시의 시대상에 대한 생동감있는 . 

묘사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비판적 관점까지 놓치지 않고 있는 작품으로 평가받는, 

다. 
51) 사실주의 소설이 특정 시대나 다루는 사건에 대한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삼는다고  

해도 이것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사회학 보고서나 신문 , 

기사처럼 특정 시대나 사건에 대한 정보를 잘 전달하고 있는지 여부에 의해서만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이해완. , Op. Cit, pp. 157 158.–

52) 김지나는 실제 사회나 시대를 다루고 있는 작품의 경우 이에 관한 적절한 사전 지 , 

식을 갖춘 감상자는 작품이 서술하고 있는 시대상에 대한 명제들을 검토하면서 작품 
속 사회나 시대에 대한 참인 믿음을 정당하게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지만 이, 

는 작품을 예술로서 감상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 

은 본 논문의 주장과 상충되는 것은 아닌데 필자가 강조하는 것 또한 작품을 예술로, 
서 감상할 때 이런 검토 작업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럴듯하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이

다 김지나. , Op. Cit, pp. 12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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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작품은 표면적인 텍스트 차원에서 실제 세계에 대한 참 

인 명제를 포함할 수는 있지만 이를 작품에 대한 예술로서의 감상을 통, 

해서 배울 수는 없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이에 대해서 작품은 표면적인 . 

텍스트 차원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감상자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참인 명제들을 제공한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이는 작품의 주제. 

차원이라고 불리며 작품 속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상(theme) , 

상하면서 작중 인물의 행동이나 사건들을 정합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는 

인간의 심리 혹은 삶의 방식과 관련된 일반적인 명제를 읽어냄으로써 성

립한다.53) 예를 들어서 디킨즈의  황폐한 집『 』은 잔다이스 대 잔다이스 

소송이 진행되면서 일어나는 여러 인물들의 갈등을 묘사하는데 탐욕은 , ‘
법정이 움직이는 방식에 대한 최선의 설명이다라는 명제는 작품 속에서 ’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 및 인물의 행동들을 정합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

는 법정의 작동 질서에 관한 일반적인 명제로 감상자는 작품이 작품 속, 

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이러한 명제를 단언하는 것으

로 생각할 수 있다 작품의 주제는 앞에서 예로 든 것처럼 실제 세계의 . 

사태들에 적용될 수 있는 규칙성을 서술하는 명제로 포착되기도 하지만, 

좋은 삶 사랑 용기 탐욕 죽음 등 특정 시대에 한정되지 않은 보편적, , , , 

인 관심사에 대한 단언으로 포착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셰익스피어의. 

오델로『 』의 주제는 질투는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 ”
같은 명제로 포착될 수 있으며 이는 특정 감정이 갖는 파급력에 대한 , 

일반적 서술이다. 

이처럼 작품 속 사건들과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작품이 실제 세, 

계에 대해서 단언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반적인 명제들을 작품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실제 세계에 대한 참인 명제들로 제안할 수 있다 키비는 . 

53) Gibson, Op. Cit, pp. 227 228. Peter Lamarque, “Cognitive Values in the Arts –
: Marking the boudaries”, in Matthew Kieran (ed), Contemporary Debates in 
Aesthetics and the Philosophy of Art, Blackwell, 2006, pp. 136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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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의 주제로 간주될 수 있는 명제들을 중심으로 작품 감상을 통해서 

참인 명제를 배울 수 있음을 주장하는데 그는 작품의 주제와 관련해서, 

는 사후적으로 이것이 참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내적 성찰의 작업이 일어

난다고 말한다.54) 작품 속 인물들이나 사건들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이러 

한 주제가 중요한 역하을 한다면 작품의 주제가 참인지 여부에 대한 검, 

토는 작품의 표면적인 텍스트 중 실제 세계에 대해서 참인 것이 있는지

를 검토하는 작업에 비해서는 덜 작위적이며 작품을 예술로서 감상하는 ,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스톨니츠는 주제에 대한 검토가 작품 바깥의 자료를 참조

해서 작품의 주제를 참으로 만들어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으로 이루어

진다면 그것은 작품에 대한 예술로서의 감상에서 일어날 법하지 않으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55) 예를 들어서 내가  황폐한 집『 』의 

주제 탐욕은 법정이 움직이는 방식에 대한 최선의 설명이다 를 뒷받침, “ .”
할 수 있는 증거를 새로운 경험이나 언론을 통해서 수집함으로써 작품, 

의 주제를 검토한다고 해보자 추가적인 경험이나 외부 자료에 의존해서 . 

작품의 주제가 참임을 입증해주는 사실을 찾는 작업은 작품 감상을 계기

로 일어날 수는 있지만 이것 자체가 작품 감상의 중요한 일부를 구성하, 

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점은 라마르크와 올센도 강조하는 바인데. , 

그들은 작품의 주제에 관한 것이라고 해도 예술 관행 내에서 작품의 주, 

제가 실제 세계에서도 참인지를 따지는 논의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

을 지적한다.56)

키비는 이에 대해서 라마르크 올센 스톨니츠가 염두에 두고 있는 , , 

주제에 관한 검토 작업은 잘못되었다고 반박할 수 있다 그는 작품 감상. 

54) Peter Kivy, “On the banality of Literary Truth”, Philosophical Exchange, Vol. 
거트도 작품의 주제와 관련해서는 감상자가 이것이 참인지 여28, No.1, 1997, p. 26. 

부에 주의를 둔다는 점을 지적한다. Berys Gaut, “Art and Knowledge”, in Jerrold 
Levinson (ed), The Oxford Handbook of Aesthetics,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p. 448.

55) Stolnitz, Op. Cit, pp. 195 196. –
56)  Lamarque and Olsen, Op. Cit, p. 333. Lamarque, Op. Cit, pp. 134 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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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작업은 그 작품의 주제가 참이라는 것을 뒷

받침하는 사실이나 증거를 실제 세계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이 , 

암시하는 주제가 인간의 보편적 관심사에 관한 살아있는 가설‘ ’(live 
을 제시하는지에 대한 숙고라고 주장한다hypothesis) .57) 살아있는 가설은  

참이라고 믿지는 않지만 그럴듯하다고 간주되는 가설로 전혀 그럴듯하게 , 

생각되지 않아서 가능한 선택지로도 고려되지 않는 죽은 가설‘ ’(dead 
과 대비된다hypothesis) .58) 키비는 입체적이고 깊이가 있는 캐릭터가 등 

장하는 진지한 작품들의 경우 감상자는 작품이 이런 캐릭터들을 통해서 , 

드러내는 주제가 왜 받아들일 만한지 진지하게 숙고하도록 이끌린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서 . 죄와 벌『 』의 주인공인 라스콜리니노프는 작품 

속 세계에서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흥미로운 사고 및 심리적 변화의 양

상을 보여주는 입체적 인물이다.59) 이처럼 한 작품에 탐구할만한 내면을  

가진 인물이 등장하는 경우 감상자는 작품이 이런 인물의 삶을 통해서 , 

구현되는 주제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 “ , 

속죄는 심리적 고뇌를 겪어야만 가능하다 같은 명제가 우리 삶에도 적.” 
용될 수 있는 그럴 듯한 명제인지와 관련된 숙고에 참여하게끔 유도된다

는 것이다 키비는 이러한 숙고는 작품을 감상하는 중간 혹은 작품 감상 . 

이후에 뒤따르는데 문학 감상의 경우에는 이런 사후적인 숙고가 작품 , 

감상의 중요한 일부이며 이런 숙고 없이는 작품 감상 경험이 굉장히 빈

약해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60) 

하지만 이에 관해서 작품이 작품 속 인물과 사건들을 특정 방식으

57) 키비 또한 라마르크와 올센처럼 예술 관행 내에서 작품이 암시하는 주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여부가 논의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 Kivy, Op. Cit, pp. 22 
23. –

58) Ibid, p. 18.

59) 표도르 도스토옙스키가 년 출간한 장편 소설 가난에 찌들어 살던 대학생 라스 1867 . 
콜리니노프가 초인 사상에 빠지면서 고리대금업을 하던 노파와 그의 동생을 살해하고 

그 후에 죄책감과 압박감에 눌려 살다가 매춘부인 소냐를 만나서 정신적으로 갱생을 
하는 과정을 그리는 소설이다 로지온의 심리적 고뇌와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인간 . 

심리에 대한 섬세한 분석을 통해서 훌륭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60) Kivy, Op. Cit, pp. 2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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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묘사함으로써 암시하는 명제들은 철학이나 심리학 등 전문적인 학문 

영역 내에서 이것이 정말로 그럴듯한지 혹은 참인지 여부가 충분히 논의

되었던 명제들 혹은 감상자가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어디에서 들어본 적 , 

있는 도덕적 명제들을 다룬다는 점에서 새롭지 않으며 진부하다는 비판

이 가능하다.61) 예를 들어서 자유의지나 운명론은 예술작품에서 흔히 등 

장하는 주제지만 이에 관해서는 철학사 내에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있으며 앞서 언급된, 죄와 벌『 』의 주제로 제시된 명제 또한 감상자가 

유사한 명제를 어디에서 들어보고 이것이 그럴듯한지 여부에 관해서 숙

고해보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 어떻게 . , 

행동하는 것이 옳은지에 관한 명제들은 어린 시절부터 주변의 어른이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도덕 수업 등 여러 수단들을 통해서 학습되기 때문

이다 이런 점에서 작품의 주제에 해당하는 명제를 작품을 통해서 새로. 

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던 명제가 작품 속 인물들과 그 안, 

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키비는 감상자는 작품의 주제가 참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주제가 그럴듯한지에 대한 숙고를 통해서 고려할만한 것으로 받아들

이는 것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는 정당화된 참인 믿음을 갖는다는 명. 

제적 지식의 조건에 위배된다 감상자는 이 명제가 어떤 경우에 참이 되. 

는지를 철저하게 검토한 것도 아니며 그 결과 이 명제가 참이라고 믿게 , 

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혹자는 감상자가 나름의 숙고를 통해서 . 

한 명제를 더욱 받아들일만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었다면 이런 변화가 , 

표준적인 명제적 지식의 획득은 아닐지라도 이를 유사 명제적 지식의 ‘ ’
획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 명제가 그럴. 

듯한지를 숙고하고 이전보다 더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점을 인지적 성장, 

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지식의 종류를 불필요하게 늘릴 필요는 없다고 생

61) Stolnitz, Op. Cit, p.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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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한다 오히려 작품의 주제가 참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작업이 주제가 . 

그럴듯한지를 고려하는 숙고로 약화되지 않는 한 작품에 대한 예술로서, 

의 감상의 일부가 되기 어렵다는 점은 작품에 대한 예술로서의 감상을 

통해서 참인 명제에 대한 믿음을 정당하게 획득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더 분명하게 보여준다.62) 

게다가 이런 인간의 본성이나 세계의 질서에 관한 일반적인 명제

들을 배우는 것이 문제라면 이런 명제를 주제로 삼는 예술작품들을 감, 

상하는 것보다는 철학 개론서나 강연 칼럼 등을 보고 읽는 것이 더 나, 

을 수 있다 이는 사람들이 특정 명제가 참이라는 믿음을 갖도록 고안되. 

어 있으며 사람들이 이를 믿을만한 구체적인 이유를 적절하게 배치함으, 

로써 그를 설득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서 작품은 어떤 일반적인 명제. 

를 암시하는 가상의 내러티브를 제시할 뿐이다.63) 즉 작품이 주제 차원 , 

에서 어떤 명제를 단언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유사한 명제를 다루, 

는 비허구 매체들과 비교했을 때 작품이 이 명제를 감상자로 하여금 정

당하게 믿게 할 역량은 현저히 떨어진다.64)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작품 , 

이 주제 차원에서 참인 명제들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해도 이에 대한 믿, 

62) 이런 점에서 라마르크는 키비와 마찬가지로 작품의 주제와 관련해서 일어나는 사후 

적인 숙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이 숙고는 참이나 지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 
다는 점을 지적한다. Lamarque, Op. Cit, pp. 131, 136 137. –

63) 이런 점에서 깁슨은 작품의 주제로 파악되는 진술은 실제 세계에 대한 단언이 아니 

라 작품 속 세계를 잘 설명해주는 작품 속 세계에 대한 단언이라고 주장한다 작품의 , . 
주제는 마치 실제 세계에 대한 단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Gibson, Op. Cit, p. 228. 
64) 이는 표면적인 텍스트 차원에서 작품이 배경으로 삼는 실제 사회나 시대 혹은 작품 

이 모티브로 한 실제 인물에 대한 명제적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에도 적용될 수 

있다 작품을 예술이 아니라 특정 시대에 관해서 참고할만한 문헌으로 볼 경우 작품. 

을 통해서 특정 시대나 사회에 관한 명제를 배우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작품이 특정 , 
시대나 사회에 대한 명제적 지식을 제공할 역량은 이 시대나 사회를 다루는 비문학 

텍스트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윤주한은. 오이디푸스 왕 『 』이 그 
작품이 만들어진 시대에 관한 역사적 지식을 제공할 수 역량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이, 

로써 작품이 갖는 인지적 가치는 역사적 배경을 다루고 있는 이론서에 비해서 클 수 

없으며 감상자가 이를 얻는 것을 작품에서 기대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윤주, . 
한, 허구적 서사 예술의 인지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의 관계에 대한 고찰 인지주의에 -「

대한 제한적 옹호 한국미학회‘ ’ , 82, . 2016 ,」 『 』美學  pp. 157 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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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작품에 대한 예술로서의 감상을 통해서 정당하게 가질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65) 

이 절에서는 작품이 어떤 차원에서 실제 세계에 대한 참인 명제를 

제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참인 명제에 대한 믿음을 정당하게 갖는 , 

일이 작품을 예술로서 감상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작품. 

은 표면적인 텍스트 차원이나 주제 차원에서나 사소하게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명제를 제시할 수 있다 표면적인 텍스트 차원에서는 주로 . 

작품의 배경이 되는 사회나 시대의 관습에 관한 명제들 혹은 작품이 실

제 인물을 소재로 삼았다면 그에 관한 명제들을 발견할 수 있으며 주제 , 

차원에서는 삶의 방식이나 철학적 입장 혹은 인간의 심리적 본성이나 세

계의 질서에 관한 명제처럼 일반적인 명제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명제들을 정당하게 획득하기 위해서는 감상자가 이 

명제가 참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 작업은 작품에 대, 

한 감상에서 일어날 법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감상자들은 작품이 배경으. 

로 삼는 시대나 사회에 대한 서술이 실제 세계의 양태를 잘 반영하고 있

는지를 철저하게 검토하지 않으며 이는 작품의 내러티브를 따라가면서 

읽어낼 수 있는 명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감상자는 작품의 주제로 . 

간주되는 명제가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 이를 참으로 만드는 실제 , 

사례들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는다 따라서 명제적 지식은 작품의 . 

예술적 가치와 관련있다고 할 수 없으며 작품의 적절한 인지적 가치 후, 

보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이 절의 결론이다.66)

65) 작품이 주제 차원에서 참인 명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 고려해볼만한  
다른 반론으로는 작품의 주제가 항상 명제 형태로 포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라마르. 

크는 예술 관행 내에서 작품의 주제는 참 거짓을 평가할 수 있는 명제 형태가 아니, 

라 추상적인 개념예를 들면 선이나 악 혹은 신의 저주이나 명사절 형태예를 들면( , ) ( , 
죽음과도 같은 삶에서 깨어나는 것의 어려움로도 포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 

Lamarque, Op. Cit, pp. 136 138. –
66) 명제적 지식의 획득 가능성을 둘러싼 또다른 논의는 김지나의 석사 논문 장과 장 2 3

을 참고하라 이 논문은 예술작품을 통해서 명제적 지식을 얻을 수 없다는 스톨니츠. 

의 반론들과 그에 대한 가능한 반박들을 더 상세하게 다룬다 김지나. , Op. Cit,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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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술을 통한 비명제적 지식의 획득 가능성에 대한 고

찰

앞 절에서는 예술의 인지적 가치를 명제적 지식을 중심으로 설명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지식을 중심으로 . 

예술의 인지적 가치를 설명하는 이들은 명제적 지식과 관련된 이런 결론

에 개의치 않는다 노비츠는 명제적 지식은 감상자가 작품으로 배울 수 . 

있는 것들 중 작은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로우 또한 작품은 명제적 , 

지식의 전달에만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 예술을 통해서 비명제적인 지식, 

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다.67) 

그러나 비명제적 지식 이라는 말은 예술 철학 내에서 명제적 지 ‘ ’
식에는 포함되지 않는 모든 종류의 지식들을 일컫는 포괄적인 용어로 사

용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단순히 비명제적 지식이라는 새로운 범주. ‘ ’
를 제안하는 것에서 나아가 여기에는 어떤 종류의 지식들이 있는지를 , 

구분하고 각 지식들이 어떤 차원에서 명제적 지식과 구분되는지 이것의 , 

정체를 인식적으로 타당한 방식으로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예술을 통해서 비명제적 지식의 획득 가능성을 논했던 철학적 논 

의들에 따르면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지식이 많은 문헌들에서 반복적으, 

로 등장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하나는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안. ‘~
다 고 할 때의 지식이며 이런 지식은 현상’(know what it is like to ~) , 

적 지식 대면에 의한 지식(phenomenal knowledge), (knowledge by 

이라고 불린다 다른 하나는 할 줄 안다acquaintance) . ‘~ ’(know how to 
고 할 때의 지식이며 이는 실용적 지식 이라고 ~) , (practical knowledge)

불린다.68)

45 .

67) Novitz, Op. Cit, p. 133. M. W. Rowe, “Literature, Knowledge and the Aesthetic 
Attitude”, Ratio, Vol. 22, No. 4, 2009, pp. 383 -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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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식들은 명제로 남김없이 환원될 수 없는 차원을 가지며 이 , 

는 언어적 서술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점에서 비명제적이라고 ‘ ’
일컬어진다 이런 점에서 비명제적 지식은 언어적 서술 및 그에 대한 이. 

해만을 매개로 완벽하게 전달될 수 없다는 특징을 갖는다 예를 들어서 . 

내가 누군가에게 배영하는 법을 알려줄 때 나는 그에게 팔과 다리를 이, 

렇게 저렇게 움직이라는 지시를 할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이 이 지시만 , 

듣고 배영하는 법을 배웠다고 할 수 없다 직접 연습을 해서 배영할 때. 

의 몸의 움직임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이 때의 몸의 감각이 어떠한지를 , 

알아야 한다 연습할 여건이 안된다면 적어도 올바른 배영 자세에 대한 . , 

적절한 예시라도 관찰해서 배영의 움직임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는 알아야 

한다.69) 마찬가지로 내가 집단따돌림을 겪었고 이 경험에 관해서 누군가 

에게 알려주고자 한다고 가정해보자 나는 이 사건의 진행 절차를 시간 . 

순으로 간단하게 나열함으로써 이 사건의 개요를 전달할 수 있다 그러. 

나 누군가가 나의 이야기를 듣고 집단따돌림을 겪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이 사람이 자신이 실제로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가질 것이다 특정 사건을 경험.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지 사건의 전개 순서를 , 

아는 것 이상이 필요하다는 직관이 있기 때문이다.70) 

이 절에서는 두 종류의 비명제적 지식들을 중심으로 예술작품을 , 

통해서 지식을 얻을 가능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명제적 지식에 대한 논. 

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쟁점은 작품이 이런 지식들의 원천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작품에 대한 예술로서의 감상을 통해서 이를 획득할 수 , 

68) Novitz, Op. Cit, pp. 133 137. M. W. Rowe, – Op. Cit, 김지나 또 pp. 383 385 . –
한 예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비명제적 지식으로 이 두 가지를 논한다 김지나. , 
Op. Cit, pp. 46 60.–

69) 적절한 사례에 대한 관찰로도 뭔가를 할 줄 알게 될 수 있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다 

음의 논문을 참고하라. Katherine Hawley, “Testimony and Knowing how”, Studies 
in History and Philosophy of Science, Vol. 41, 2010, pp. 397 404. –

70) 이 경우 그 사람은 그 사건을 겪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다기 보다는 그 사 , , 

건의 전개에서 일어난 몇몇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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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여부이며 이 문제들을 다루기에 앞서 비명제적 지식의 성립에 , 

대한 인식론의 논의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뭔가를 할 줄 안다고 . 

할 때의 지식을 일컫는 실용적 지식에 대한 논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2.1. 예술을 통한 실용적 지식의 획득 가능성에 대한 고

찰

2.1.1. 실용적 지식의 성립 조건

할 줄 안다 고 할 때의 지식을 일컫는 실용적 지식도 지식의 일‘~ ’
종이라면 이는 앞서 살펴본 명제적 지식의 성립 조건과 비슷한 틀에서, , 

즉 상태조건 성공조건 정당성 조건으로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 , . 

같은 조건들로 분석된다고 해서 조건의 내용이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이 뭔가를 할 줄 안다고 할 때 그 사람에게 귀속되는  , 

상태는 주로 능력 으로 언급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전(ability) . , 

거를 탈 줄 안다면 그는 특정 절차 혹은 방법에 따라서 이를 수행하기 , 

위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71) 최근에는 이 심적 상태를 굳이 능력 

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으며 이를 올바른 방법에 대한 믿음으로 설명할 ,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스탠리 는 실용적 지식은 할 (J. Stanley) ‘v
줄 아는 것은 하기 위한 능력이 아니라 이 방법 은 내가 하기 위한 ’ v “ w v

방법이다 라는 명제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
한다 하지만 스탠리는 이 방법 에 해당하는 절차가 인지적 주체의 실제 . w

수행으로 실현되었을 때의 느낌 같이 언어로 완벽하게 표현될 수 없는 

71) Gilbert Ryle, The Concept of Mind, Routledge, 2009, pp. 14 48. Jeremy –
Fantl, “Knowing how and Knowing that”, Philosophy Compass, Vol. 3, No. 3, 
2008, pp. 451 470. Ephraim Glick, “Abilities and Know-How attribution” in –
Jessica Brown & Mikkel Gerken (eds),   Knowledge Ascrip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p. 120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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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제적인 표상의 존재를 인정했으며 이 또한 방법에 대한 믿음을 가, 

질 때 함께 인지 체계에 기록되어야 이를 할 줄 안다고 할 수 있다고 말

한다.72) 

인식론 내에서 성공적 수행을 보장하는 상태가 믿음인지 능력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는 현재에도 진행 중이며 이에 관해서는 논쟁이 분분하

다.73) 그리고 이 중 어떤 입장이 적절한지를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는 더 많은 지면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절에서 규명해야할 문제는 예술. 

작품을 통해서 실용적 지식을 얻을 수 있는지 이것이 작품에 대한 예술, 

로서의 감상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지 여부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와 관련된 모든 쟁점들을 철저하게 다루는 것은 불필요하다 따라서 필. 

자는 할 줄 안다 고 할 때 인지적 주체에게 귀속되는 적합한 상태는 ‘~ .’
능력이라는 입장을 수용하고 이와 관련해서 제기되는 반례들에 답하는 , 

방향으로 인식론 내에서의 실용적 지식에 관한 논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할 줄 안다 고 할 때 인지적 주체에게 귀속되는 적합한 상태는 ‘~ .’
능력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제기되는 전형적인 반례들이 있다 이전에는 . 

국가 대표 선수로서 다양한 스키 곡예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지만 이제 , 

나이가 들어서 이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코치로서 어린 학

생들에게 스키 곡예를 잘 가르치고 이 학생들은 대회에 나가서 이 곡예

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다고 해보자 할 줄 안다고 할 때의 지식은 하기 . ~ ~

위한 능력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이 사람이 특정 스키 곡예를 할 

줄 안다고 하는 것이 그럴듯하다면 이 때 이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은 , 

특정 스키 곡예를 하기 위한 능력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심적 상태여야 

한다고 주장한다.74) 그러나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한다면 이 예로는 뭔가 , 

72) Jason Stanley, Know How, Oxford University Press , 2011, pp. 122 130.–
73) 전자는 반지성주의 후자는 지성주의 으로 흔히  (anti-intellectualism), (intellectualism)
불린다 실용적 지식에 해당하는 상태에 관한 포괄적인 논의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 

라. John Bengson and Marc A . Moffet, “Two Conceptions of Mind and Action” 
in John Bengson and Marc A. Moffet (eds), Knowing How: Essays on 
Knowledge, Mind and A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pp. 3 58.–

74) 유사한 맥락에서 언급되는 예는 사고로 두 손을 잃은 피아니스트이다 . Jason Stan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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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할 줄 안다고 할 때의 지식에 적합한 상태는 능력이라는 주장을 완전

히 무력화할 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글릭 은 나이가 들어서 혹은 사고로 특정 과제를 수(1) (E. Glick)

행하기 위한 능력을 잃은 사람을 두고 그가 이를 할 줄 안다고 하는 것

이 일반적인지와 관련해서 의문을 제기한다.75) 더 이상 스키 곡예를 할  

수 없게 된 사람에게 스키 곡예를 할 줄 안다고 말하는 것이 잔인한 농

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차례차례 스키 곡예를 . 

하는 상황에서 신체 능력의 한계로 이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약간의 조롱조로 당신도 이걸 할 줄 알지요 라고 말한다고 해보자 그 ‘ .’ . 

사람은 이 표현이 자신이 현재 이를 할 능력이 없으며 단지 이를 하는 

방법만 안다는 의미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고 불쾌해할 수 있다 이. 

런 불쾌한 농담이 가능하다는 것은 뭔가를 할 줄 안다는 것이 단순히 적

절한 방법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것만을 지칭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만약 스스로는 특정 스키 곡예를 한 번도 해본 적 없지만 학(2) , 

생들이 이 스키 곡예를 완벽하게 숙달할 정도로 잘 가르치는 스키 교사

가 있다고 해보자 이 사람 또한 위의 사례 속 인물과 마찬가지로 스키 . 

곡예를 위한 능력은 결여할 것이다.76) 그리고 이 사람에게 그 스키 곡예 

를 직접 보여달라고 부탁했을 때 그 사람이 저는 그 곡예를 할 줄 모릅‘
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부탁을 거절한다고 해보자 우리는 이 사람이 무.’ . 

슨 뜻으로 이런 말을 하는지를 이해할 것이며 그가 하는 말이 타당하다, 

고 생각할 것이다.77) 이는 우리가 할 줄 아는지 여부를 능력의 유무와  ~ 

연결지어서 사용하는 맥락 또한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첫 번째 사례 속 나이든 선수나 두 번째 사례 속 선수가 스키 (3) 

and Timothy Williamson, “Knowing How”, The Journal of Philosophy, Vol. 98, 
No. 8, 2001, pp. 416  - 417.

75) Glick, Op. Cit, pp. 120 125.–
76) John Bengson and Marc A. Moffet, “Non-propositional Intellectualism” in John 
Bengson and Marc A . Moffet, (eds), Knowing How : Essays on Knowledge Mind 
and A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2012, pp. 185 187.–

77) Glick, Op. Cit, pp. 128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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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예를 할 줄 안다는 것은 그럴듯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그는 스키 곡예

의 수행과 관련해서 모종의 인지적 성취를 이루고 있을 것이며 이는 그, 

의 탁월한 가르침을 통해서 드러난다 그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활용하. 

는 지식은 스탠리가 말한 적절한 방법에 대한 믿음으로 잘 설명될 수 있

을 것이다 하지만 이 사례들은 능력은 수행과 관련된 인지적 성취에 적. 

합한 상태가 아니며 따라서 이를 배제해야한다는 점을 함축하지 않는다. 

팬틀은 수행을 위한 능력과 수행을 위한 적절한 절차에 대한 믿음을 ‘ ’ ‘ ’
모두 수행과 관련해서 성립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인지적 성취 중 하나

로 포괄하며 인지적 주체가 자신의 수행 능력을 어느 정도로 의식하고 , 

있는지에 따라서 수행과 관련된 인지적 성취는 여러 종류로 나뉠 수 있

다고 보았다.78) 팬틀이 제시하는 수행과 관련된 인지적 성취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하는 것이 가능하다(1) S v .

가 하려고 하면 는 를 할 것이다(2) S v (try to v), S v .

적절한 맥락에서 가 하려고 하면 는 를 할 것이다(3) S v , S v .

는 를 특히 잘 하는 능력을 갖는다(4) S v .

는 방법 가 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을 안다(5) S w v .

는 방법 가 자신에게 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을 안다(6) S w v .79)

는 방법 가 왜 하기 위한 방법인지 안다(7) S w v .  

78) Fantl, Op. Cit, 수행과 관련해서 여러 종류의 인지적 성취가 성립할  pp. 464 465. –
수 있다는 견해는 다음의 논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Glick, Op. Cit, p. 128.

79) 여기에서 그 방법이 나에게 하기 위한 방법임을 아는 것은 이 방법을 실제로 활 ‘ ’ v
용해서 수행해본 경험이 있어서 이 방법을 내가 구현했을 때의 신체적 감각이나 느낌

들을 아는 것 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스탠리의 실용적 지식에 대한 제안이 바로 이것, 
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그 방법이 하기 위한 방법임을 아는 것은 엄밀하게 따지. , v

면 그 방법에 따라서 수행한 경험까지는 필요하지 않으며 단지 다른 사람들이 이를 , 

수행하는 것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그 수행을 이루는 방법들이 무엇인지를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둘의 차이에 대한 설명은 스탠리의 책을 참고하라. . Stanley, 
Op. Cit, p. 122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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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각각 구분되는 인지적 성취이며 팬틀은 을 (1) - (7) , (1) - (7)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다르다고 보았다.80) 각각을 얻기 위해서 정 

확하게 무엇이 필요한지와 관련해서 팬틀은 더 자세한 설명을 제시하지

는 않는다 하지만 아래로 갈수록 각 인지적 성취에 도달하기 위해서 인. 

지적 주체가 의식적으로 해야 하는 작업이 더 많아지거나 복잡해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뭔가 하려고 했을 때 이를 하는 것이 가. 

능한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를 몇 번 시도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지만 이를 수행하기 위한 능력을 가지려면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 

이를 반복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 방법이 무언가를 수행하기 . 

위한 적절한 방법임을 알기 위해서는 이것의 수행이 어떤 절차로 구성되

는지를 의식하고 이를 이후에도 떠올릴 수 있어야 하지만 이 방법이 왜 , 

무언가를 수행하기 위한 올바른 방법인지 알기 위해서는 이 절차에 따라

서 하는 것이 적절한 이유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할 줄 안다 는 말은 처럼 뭔가를 하는 올바른 방법에 대 ‘ .’ (5),(6)

한 믿음을 갖는 경우뿐만 아니라 처럼 올바른 방법에 따라서 이루어(7)

진 수행을 돌아봄으로써 왜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 왜 이 방법이 적

절한지를 알게 된 경우에 대해서도 사용된다 즉 이러 저러한 명제를 . , ‘
안다 가 어떤 참인 명제에 대한 믿음을 정당하게 갖는 상태를 지칭하기 .’
위해서 사용되는 것에 반해서 무언가를 할 줄 안다 는 훨씬 다양한 인, ‘ .’
지적 성취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뭔가 할 줄 안다고 하기 위해서 만족해야할 최소한의 조건

들을 규명하는 것이 현재의 목적이며 할 줄 안다 가 성공적인 수행과 , ‘ .’
관련해서 사용되는 맥락이 견고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이론적 , 

논의 안에서는 뭔가를 할 줄 안다고 할 때의 적합한 상태를 어떤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능력 즉 의 인지적 성취로 간주해서 좁게 규정하는 것, (4)

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80) Fantl, Op. Cit, pp. 465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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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실용적 지식의 의미를 에서 에 이르는 다양한 성취들을 (1) (7)

포괄하는 것으로 열어놓지 않고 지식의 대상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하, 

기 위한 능력으로 한정하는 것은 각 단계의 성취들이 갖는 구분되는 특

징들을 더 분명하게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81) 필자는 특히 인지적 주 

체가 자신의 성공적 수행을 반추함으로써 도달하게 되는 은 특정 활(7)

동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해도 에서 에 해당하는 인지적 , (1) (6)

성취와 구분되는 인지적 성취로 다루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은 그 과제의 수행과 관련된 원리나 규칙이 수행 시에 어떻게 활용되(7)

는지 이 이 수행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 원리나 규칙을 따르는 것이 중, 

요한 이유를 파악하는 등 에서 에 해당하는 인지적 성취를 얻을 , (1) (6)

때 보다 더 많은 반성적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팬틀은 이를 소사. (E. 

의 표현을 빌려서 이는 자신이 갖고 있는 일군의 지식들Sosa) “ (a body 

에 대한 인식적 관점 이 필요하다of knowledge) (epistemic perspective)”
는 점에서 반성적이라고 주장한다.82)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을 메타적인 차원에서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83) 

즉 실용적 지식의 상태 조건은 지식의 대상이 되는 활동을 수행, 

하기 위한 능력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제기되는 반례들이 . 

있지만 이 반례들은 능력은 실용적 지식의 적절한 상태가 될 수 없다는 , 

점을 보여주지 않으며 이런 점에서 실용적 지식을 수행을 위한 능력을 , ‘
소유한 것으로 엄밀하게 규정하는 것에는 이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84)

81) 글릭 은 여러 수영 동작들을 숙달했지만 수영에 관해서 하는 말이 전부 다  (E Glick) , 
틀린 앨리스와 물에 뜰 수 조차 없지만 수영과 관련해서 많은 정보들을 알고 있으며 

올림픽 선수들의 수영 동작을 찍은 비디오를 보고 연구해서 여러 수영 동작들을 학생

들에게 잘 가르쳐줄 수 있는 베르트를 예로 들면서 두 사람이 도달한 인지적 성취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Glick, Op. Cit, pp. 120 121. –

82) 팬틀은 이 표현을 다음의 논문에서 인용한다 . Ernest Sosa, “Theories of 
Justification: Old Doctrines Newly Defended”. Knowledge in Perspective : 
Selected Essays in Epistem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p. 126 . 

83) 필자는 이런 작업을 통해서 도달하는 인지적 성취는 이해로 더 잘 포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실용적 지식에 대한 인식론의 논의 내에서 실용적 지식은 수. 
행의 원리 및 규칙에 대한 이해와 많이 연결되기도 한다. Ryle, Op. Cit, pp. 39 –
47 . Bengson and Moffet, Op. Cit, pp. 185 187 . –



- 48 -

다음으로는 실용적 지식의 성공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실용적 . 

지식에 해당하는 상태가 능력인지 믿음인지에 관해서는 학자들 사이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성공 조건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일치된 의, 

견을 보인다 이 상태는 인지적 주체가 이를 시도했을 때 그가 이를 성. , 

공적으로 수행하도록 인도해야 한다.85) 물론 이 조건은 보다 구체적으로  

상술될 필요가 있다 전문가도 때때로 실수를 할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 

모든 시도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해야만 이를 할 줄 안다고 하는 것은 그

럴듯하지 않다 또한 어떤 요리사가 재료 및 요리 기구가 부족한 상황에. , 

서 요리를 만들지 못했다고 그의 요리 기술을 의심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실용적 지식에 적절한 성공조건은 인지적 주체의 . 

수행을 방해하는 것이 없는 정상적인 조건에서 인지적 주체가 이를 시도

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 그가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 

정리할 수 있다.86)

마지막으로는 정당성 조건에 관해서 살펴보자 이 상태를 정당하게 . 

획득해야만 그 사람이 실용적 지식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가 즉 이 상? , 

태를 단지 운이 좋아서 가진 경우 그 사람을 두고 무언가 할 줄 안다고 

할 수 없는가 실용적 지식의 획득과 관련해서도 운이 개입하는 상황을 ? 

상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비행술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지식을 갖추지 

못한 사이비 교사가 있다고 해보자 하지만 우연의 일치로 그 교사의 비. , 

행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며 학생들의 모의 비행

실습에 대한 그 교사의 코멘트 또한 적절해서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사, 

이비 교사의 수업을 듣고 성공적으로 비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보

84) 실용적 지식이라는 표현을 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하길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썼다 실용적 지식‘ ’ . 

은 능력의 소유로 좁게 규정하고 그 외의 인지적 성취들은 (practical knowledge)
나 같은 표현으로 지칭함으로써 구분하려는 것은 임의적인 know-how knowledge how

것이 아니며 글릭과 팬틀이 이미 시도한 것이다, . 

85) Bengson and Moffet, Op. Cit, pp. 111 130.–
86) 실용적 지식의 성공 조건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라 .  
Katherine Hawley, “Success and Knowledge How”, American Philosophical 
Quarterly, Vol. 40, No. 1, 2003, pp. 19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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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 경우 이 학생들이 비행을 할 줄 안다는 것이 그럴듯하다면 실용. , 

적 지식의 귀속은 그것을 획득한 과정과는 무관하게 성공적 수행을 보, 

장하는 능력만으로 귀속되는 지식으로 보인다.87)  

이에 대해서 스탠리는 특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

요한 맥락의 경우 운이 좋아서 이를 배웠다고 해도 지식을 귀속하는 경, 

우가 있기는 하지만 사람들은 보통 신뢰할만한 과정을 통해서 획득된 , 

상태 즉 올바른 방법을 알려주는 선생님이나 이를 구현하는 사례 같은 , 

믿을만한 정보 원천을 통해서 획득된 상태를 위와 같은 사이비 선생의 

강의를 통해서 획득된 상태보다 더 보장된 것으로 볼 것이라고 이야기한

다 예를 들어서 항공 회사에서 비행기 조종사를 뽑을 때 회사는 비행 . , 

기술이 거의 비슷한 두 후보 중 사이비 교사에게서 비행술을 배운 사람

보다 제대로된 교사에게서 비행술을 배운 사람을 더 선호한다는 것이

다.88) 하지만 이 예는 실용적 지식의 경우에도 그것이 어떻게 획득되었 

는지가 문제시되는 하나의 맥락을 보여준 것이지 이것이 일반적으로 한 , 

사람이 뭔가 할 줄 아는지를 가려내는 맥락에서 정당성 조건이 필요하다

는 점을 입증하지는 않는다 비행기 조종사를 뽑는 맥락이나 나를 진료. 

하고 수술할 담당 의사를 고르는 맥락에서는 그가 비행 기술이나 의료 

기술을 갖추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이 기술을 어디에서 어떻게 배웠는

지 또한 중요하게 간주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비행을 할 줄 아는. , 

지 여부를 가리는 맥락에서는 그가 이를 어떻게 배웠는지 보다는 그가 , 

적절한 조건 하에서 비행을 시도했을 때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89) 

87) Yuri Cath, “Knowledge-How without Knowledge-that” in John Bengson and 
Marc A. Moffet, Knowing How : Essays on Knowledge, Mind and Action ,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p. 113 135.–

88) Stanley, Op. Cit, pp. 175 181.–
89) 필자는 어떤 사람이 사이비 교사 밑에서 기술을 배웠다고 해도 그가 이 능력을 활 , 

용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많이 축적되었어 있으며 그가 가진 기술과 관련해서 평판이 

괜찮다면 비행사를 뽑거나 수술을 담당할 의사를 고르는 맥락에서도 그가 어디에서 , 
어떻게 이걸 배웠는지 보다 이런 성공적인 수행의 기록들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고 생각한다 즉 스탠리가 제시하는 맥락들에서 조차 그가 이 능력을 어떻게 갖게 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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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적 지식은 명제적 지식과 달리 이 지식에 해당하는 상태를 좋

은 정보 원천을 통해서 획득할 필요는 없다 실제로 누군가로부터 따로 . 

배우지 않고 스스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무언가를 할 줄 알게 되는 경

우들도 있다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한 사람이 성공적인 수행을 인. 

도하는 능력을 얻기만 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이를 할 줄 안다고 할 , 

수 있다. 

2.1.2. 예술을 통한 실용적 지식의 획득 가능성에 대한 

검토

실용적 지식이 어떤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으로 규정될 경우 작품 감상을 통해서 실제 세계에서 활용할 ,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획득하거나 원래 갖고 있던 능력이 더 향상된다

면 예술을 통해서 실용적 지식을 얻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 . 

예술작품 감상을 통해서 실제 세계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 

이 무언가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의 획득이 반드시 믿을만한 선생

님의 지도를 받아서 일어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스스로 시행착오를 , 

겪고 비슷한 수행을 반복하면서 성공적 수행을 위한 적절한 절차에 익숙

해지는 것이 필요해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허구 내러티브 예술작품을 . 

감상할 때 감상자는 주로 작품의 내러티브를 따라가는 것 이에 따라서 , 

허구 세계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캐릭터들의 삶을 상상하는 것 작품의 , 

중심적인 소재나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작품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처

럼 작품을 감상하고 이해하는 것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한다 이런 점을 . 

고려했을 때 작품 감상을 통해서 감상자는 작품을 감상하고 평가하는 절

차에 익숙해지는 것은 아닌지 작품 감상이나 평가 외의 다른 실생활의 , 

었는지는 크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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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들을 수행하는 절차를 익히는 것이 가능한지와 관련해서 의문을 제

기하는 것은 합당하다.

이에 대해서 작품을 통해서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을 획득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실용적 지식과 관련된 인식론의 논의가 , 

적절한 방법에 대한 믿음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는 점에 착안해서 예

술을 통해서 실용적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을 옹호할 수 있다 적. 

어도 작품이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 올바른 절차를 묘사한다면 감상자가 , 

이 묘사를 따라가면서 그 과제의 수행을 상상하고 이를 간접적으로 경험

함으로써 이렇게 하는 것이 이 과제를 수행하는 방법이다 라는 믿음을 ‘ .’
가질 수 있으며 이런 믿음은 수행과 관련된 인지적 성취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헤밍웨이의 . 태양은 떠오른다『 』는 투우 

장면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데 이런 묘사를 통해서 투우 장면을 상상한 , 

감상자는 투우를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될 수 있

다.90) 그리고 김숨의 단편 소설 국수 는 국수를 치대고 양념장을 만 「 」

드는 장면이 자세히 묘사되는데 감상자는 이 장면에 대한 서술을 읽고 

국수를 만드는 한 여인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국수를 만드는 방법이라는 믿음을 갖게 될 수 있다.91)

그러나 감상자가 갖게 된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믿음이 수행과 관

련된 인지적 성취가 되려면 이 믿음의 내용을 구성하는 방법은 감상자, 

의 성공적 수행으로 인도하는 적절한 방법이어야 할 것이다.92) 그렇다면 , 

90) 년에 출간된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장편소설로 차 세계대전으로 불구가 된 제이 1926 1

크 반스의 시점에서 차 세계 대전과 차 세계 대전 사이의 기간 동안 일어났던 젊1 2
은 세대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소설의 후반부는 에스파냐의 팜플로나 지역을 배. 

경으로 하는데 투우와 관련된 사실적인 묘사 덕분에 스페인의 투우 문화를 살펴볼 , 
수 있는 작품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91) 년에 발표된 김숨의 단편 소설로 새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가 자주 만들어주 2014 , 

었던 국수를 만들면서 그에 대한 자신의 기억들을 돌아보고 그의 삶을 더듬어가는 일
인칭 시점의 소설이다 국수의 면을 뽑고 양념장을 만드는 비교적 짧은 시간이지만. , 

새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한 화자의 성찰을 촘촘하게 담아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92) 이는 뭔가를 할 줄 아는 상태를 능력이 아니라 방법에 대한 믿음이나 생각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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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이 과연 이런 활동들을 하는 절차를 올바르게 묘사하는지 즉 그 인, 

물이 보이는 행동들이 이를 하는 올바른 방법에 대한 예시라는 점이 보

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올바른 절차에 따라 수행하는 예를 예술작품에서 . 

기대하기는 어렵다 작품은 특정 활동을 하는 방법을 부정확하게 묘사하. 

거나 이 방법을 이루는 일련의 행동들 중 핵심적인 부분들을 생략할 수

도 있기 때문이다.93) 이런 점에서 작중 인물의 행동에 대한 묘사와 그에  

대한 상상을 통해서 감상자가 국수를 만들 때에는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된다는 믿음을 갖는다고 해도 이는 실제 국수 면을 뽑아야 하는 상황에

서는 거의 쓸모가 없을 수도 있다.94)

이에 대해서 작품이 묘사하는 절차에 불충분하거나 부적절한 부분, 

이 있더라도 감상자는 작품이 서술하는 절차가 투우를 하는 올바른 절차

인지 혹은 국수 면을 뽑는 적절한 절차인지를 검토해서 이 절차와 관련

된 더 완전하고 구체적인 믿음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반박이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는 감상자가 작품 속 인물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작품의 서술

에 따라서 상상한다고 해도 작품 속 인물이 이를 정석에 따라서 수행하, 

고 있는지 혹은 저 방법대로 했을 때 실제로도 좋은 결과가 나올지를 ,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서 영화 . 『베이비 드라이버』는 

주인공이 경찰의 따돌림을 절묘하게 피하는 장면들을 보여주는데 이 때 , 

감상자는 영화 속 장면들을 보면서 실제로 주인공이 하는 것처럼 운전, 

하면 경찰들을 따돌릴 수 있을지를 자신의 운전과 자동차와 관련된 지식

을 동원해서 엄밀하게 따지지 않는다.95) 이는 국수 만들기처럼 상대적으 

로 설명하려는 학자들이 요청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스탠리는 믿음의 대상이 되는 . 

방법은 특정 활동에 대한 반사실적 성공을 낳는 방법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올바른 방법에 따라서 수행하는 예들을 관찰하거나 자신의 직접적인 수행의 경

험의 축적을 통해서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Stanley, Op. Cit, pp. 125 –
130.

93) 작가는 실제 세계에 관한 여러 지식들과 상식들을 작품을 만들면서 참조하지만 이는  , 

작품 속 허구 세계를 그럴듯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런 오류, 
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94) Berys Gaut, “Art and Knowledge” in Jerrold Levinson (ed),  Oxford Handbook 
of Aesthetics.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pp. 439 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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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간단한 활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감상자는 국수 반죽을 치대고 . 

면을 뽑는 장면들에 대한 묘사를 따라가고 이를 상상하지만 이 장면에, 

서 묘사하는 것처럼 하면 국수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 

쓰지 않는다 그렇다면 감상자가 작품을 예술로서 감상하면서 작품 속 . , 

인물이 하는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배울 수 있다는 것은 그럴듯하지 않

다.96) 

예술이 실용적 지식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노비츠는 이

에 대해서 작품 속 인물의 삶과 그가 하는 활동들을 상상하는 것을 통해

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국수 만들기나 투우하기처럼 수행을 위한 적절한 

절차가 어느정도 확립되어 있는 활동이 아니라고 반박할 수 있다 그는 . 

작품을 통해서 작품 속 상황과 유사한 상황에 대처하는 전략을 배울 ‘ ’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예술작품은 감상자가 작품 속 상황을 생생하. 

게 상상하고 그 상황의 여러 국면들을 탐험하면서 그런 국면들에 감정적

으로 반응하게 하는데 이를 통해서 감상자는 자신이 그 상황에 있을 경, ‘
우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전략을 세울 수 있다’ .97) 예를 들어서  

마담 보바리『 』를 읽으면서 감상자는 보바리 부인을 파국으로 몰고간 

여러 요인들 낭만적 연애와 사랑에 대한 동경을 부추긴 삼류 연애소설, 

들 지루한 시골 생활 부인을 감정적으로 받아주지 않는 남편 부인을 , , , 

이용하고 책임지지 않으려했던 남자들 부인을 부추겨서 값비싼 사치품들, 

95) 년에 개봉한 에드거 라이트 감독의 영화로 뛰어난 음악적 감각과 운전실력을  2017 , 

가진 도주 전문 운전수 베이비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강도 조직에서 벗어나 새

로운 삶을 꿈꾸게 된다는 내용이다 경찰의 추격장면을 따돌리는 주인공의 현란한 운. 
전 장면들을 적절한 음악들과 배치한 편집 기술이 백미로 꼽힌다. 

96) 설령 , 작품이 국수를 만드는 방법이나 투우를 하는 방법 등을 정확하게 묘사한다고 , 

해도 이를 하는 방법과 관련된 믿음들은 예술작품이 아닌 다른 것들을 통해서 더 잘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투우를 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자세하게 보여주는 . 

비디오나 국수 명장의 국수 면 뽑는 방법에 대한 서술은 위의 두 작품들에 비해서 투
우 하는 방법이나 국수 면을 뽑는 방법과 관련된 핵심을 더 잘 짚어줄 수 있을 것이

며 이런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믿음들을 갖게 할 수 있다, . 

97) Novitz, Op. Cit, pp. 133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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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팔려 했던 상점 주인 등을 상상할 수 있다.98) 그리고 유사한 상황에 

서 어떻게 대처할 지에 관해서 생각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부인처럼 . ‘
남자들에게 깊이 빠지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남편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

게 만들겠다 남편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빚을 져서는 안되므로 상.’, ‘
점 주인의 부추김에 넘어가지 않고 그를 단호하게 밀어내겠다 처럼 감상.’
자는 인물이 삶의 문제와 관련해서 겪는 시행착오를 지켜보면서 자신의 , 

성향이나 처지에 맞추어서 각기 다른 전략들을 생각해낼 수 있다. 

하지만 작품이 유도하는 상상을 통해서 그런 전략들을 생각한다고 

해서 감상자가 과연 이 상황에 대처할 줄 알게 된다고 할 수 있는지 여, 

부는 의문스럽다 우선 이런 생각만으로 우리가 이 상황에 대처하기 위. 

한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은 그럴듯하지 않다 능력을 갖는 것이 이 상. 

황에 잘 대처한 사례나 이 상황에서 나의 행동을 인도해줄 수 있는 올바

른 방법을 접하는 것을 통해서 일어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 

상황에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시도하면서 시행착오를 겪는 것은 필요해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방법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수행과 관련된 

인지적 성취에 포괄될 수 있으므로 이런 전략에 대한 생각도 지식으로 , 

성립할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나라면 이 . , ‘
상황에서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전략이 성공적인 수행을 인도하는 적절’
한 전략이어야 하다는 점이 확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실제로 이 전. , 

략을 적용해서 성공적으로 그 상황에 대처한 경험을 통해서 확립될 수 

있다.99) 즉 이런 전략이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 전략에 따라서  , 

98) 년에 출간된 귀스타브 플로베르의 장편소설로 한 부인의 실제 자살 사건을 모티 1856
브로 삼고 있다 플로베르는 작품을 집필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자세하게 취재했으며. , 

한 여인이 어떻게 파멸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그녀가 처한 상황과 배경 내면에 대한 , 

뛰어난 묘사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99) 스탠리는 어떤 스케이트 곡예가 아이들을 놀라게 하는 방법이라고 믿는 것이 아이들 

을 놀라게 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내가 스케이트 곡예를 ‘ ’
했을 때 아이들이 실제로 놀랐던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하며 이런 실제의 성공 경험을 , 
통해서 내가 생각해낸 방법이 적절한 방법이라는 점이 확립된다고 주장한다. Stanley, 

Op. Cit, pp. 129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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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했을 때 일이 잘 풀렸다는 점이 정립되어야 하며 감상자가 생각한 , 

전략이 실제로 활용되기 전에는 이는 지식으로서의 지위를 지닐 수 없다.

노비츠도 이 점을 받아들이고 감상자는 자신이 작품을 감상하는 , 

과정에서 생각해낸 전략을 직접 활용해서 이것이 그 상황에서의 성공적 

대처를 보장하는 올바른 전략으로 판명난 경우 이 전략이 지식으로서 , 

갖는 지위가 확고해진다고 주장한다.100)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문제는 감상자가 이 전략을 직접 활용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지 여부이다 예를 들어서 마담 보바리 를 읽으면서 생각해낸 전략이 . 『 』

실제로도 내가 그런 상황에 잘 대처하게 해주는지를 알려면 결국 보바, 

리 부인이 있었던 것과 같은 혹은 완전히 같지는 않더라도 거의 유사한 , 

상황에서 이 전략을 적용해서 그런 상황들에 대처해보는 경험이 필요하

다 즉 자신이 생각해낸 전략을 시험하기 위해서 굳이 보바리 부인이 처. , 

한 것과 유사한 상황에 자신을 실제로 집어넣어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 

이런 상황에 자신을 일부러 집어넣는 일도 쉽지 않지만 작가가 여러 요, 

인들을 조합해서 정교하게 만들어낸 상황과 유사한 상황을 감상자 본인

이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작품을 감. 

상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러저러하게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한다

고 해도 이 전략이 감상자의 실제 경험을 통해서 적절한 전략으로 판명, 

되지 않는다면 이것에 지식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기 어렵다.101)  

이에 대해서 혹자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을 법한 사건을 겪는 

인물이 등장하는 경우 감상자는 이 사건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 

생각하고 이를 직접 적용할 기회를 가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현대 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의 경우 감상자가 작중 . , 

인물들이 겪는 상황들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법을 생각해보고 이를 이, 

100) Novitz, Op. Cit, p. 135.
101) 김지나도 감상자가 적절한 대처 방안을 생각한다고 해도 작품이 묘사하는 특수한  , 

상황과 유사한 상황에 우리가 처하는 일이 드물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작품을 감상. , 
하면서 이런 전략을 생각한다고 해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드물다는 것이다. 

김지나, Op. Cit, pp. 46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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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직접 시도해볼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 

정아은의 모던 하트 는 헤드 헌터로 살아가는 주인공의 삶을 묘사하『 』

고 있는데 감상자는 그가 겪는 사건들을 따라가면서 감상자는 자신이 , 

주인공의 상황에 있으면 어떨지 상상하고 자신이라면 저런 상황에서 이, 

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102) 그리고 작품이 현대 사회를 배경 

으로 한다는 점에서 감상자는 자신이 생각해낸 전략을 실제로 시험할 기

회를 가질 수도 있다 즉 결혼이나 직업과 관련된 사건들은 감상자가 살. , 

아가면서 겪을 법한 것들이므로 감상자가 이를 굳이 경험하려고 노력하, 

지 않아도 작품을 감상하면서 생각해낸 전략을 적용해서 자신이 생각해

낸 전략의 인식적 지위를 확고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모던 하트 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를 배경으, 『 』

로 삼고 있으며 작중 인물이 겪는 사건들은 결혼 연애 등 보다 일반적, , 

인 유형에 속할 수 있지만 이 사건들은 작가가 내러티브의 전개나 몰입, 

도 등을 고려해서 만들어낸 특수한 사건들이다 감상자가 생각해낸 전략, . 

이 이런 특수한 사건들의 구체적인 면모들을 상상 속에서 탐험한 결과라

면 감상자가 자신의 전략을 적용할 기회는 그렇게 쉽게 오지 않을 수 , 

있다. 

물론 감상자가 작품 속 상황에 자신이 있다고 상상하고 이런 전략

을 생각해내는 것이 실용적 지식에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인지적으로 의

미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 전략이 실제로 유용한지 여부가 입증되지. 

는 않았다고 해도 이후에 감상자가 이와 유사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작, 

품 감상을 계기로 생각해낸 전략이 있다면 이를 발판으로 삼아서 감상, 

자가 더 성공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 

정말로 그럴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실수. 

102) 년 출간된 정아은의 장편 소설로 헤드 헌터로 살아가는 주인공 미연의 삶을 그 2013

리고 있다 학벌과 출신 기업 등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주인공의 직업적 일. 

상과 결혼 적령기에 있는 사람들의 연애와 결혼 결혼 이후의 삶 또한 유사한 기준에 , 
의해서 좌우되는 세태의 대비를 통해서 현실을 날카롭게 꼬집고 있는 작품으로 평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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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면서 나라면 저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했을 텐데 라고 생각한다‘ .’ . 

하지만 내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서 내가 다음에 그것과 유사한 상황, 

에서 더 잘 대처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실제로 그 상황. 

을 겪으면서 그 상황에서 작품 속 인물과 같이 대처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성을 느낄 때도 있다 즉 감상자가 자신이 작중 인물의 상황에 있. , 

다고 상상한 경험을 토대로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고 ‘ ’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는 감상자가 유사한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대처하, 

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작품이 상황을 . , 

묘사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 상황의 여러 측면들을 상상하는 경험이 성공

적 수행을 인도한다는 의미에서 어느 정도의 실용성을 갖는 전략이나 방

법의 원천이 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103) 

103) 작품을 통해서 특정 상황을 상상하고 이렇게 하면 낫겠다고 생각한 개별 전략이 실 

용적이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작품 속 상황을 재료 삼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적절, 
한지를 생각해본 경험들이 축적됨에 따라서 감상자가 다양한 상황들에서 무엇이 문제

인지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 방법을 생각해내는 역량이 함양될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로우는 이를 프로네시스 라고 부른다. (phronesis) . 
프로네시스는 하나의 활동에 대한 것이기 보다는 삶의 문제 제반과 관련있다 프로네   . 

시스를 갖춘 사람이 다룰 수 있는 삶의 문제들은 굉장히 다양하며 따라서 이런 경지, 
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로우도 . 

프로네시스는 타고나는 재능이기 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한 연륜이 있는 사람들

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즉 예술작품은 이런 다양한 경험에 상응. 
하는 간접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프로네시스는 삶의 연륜이 쌓인 사람들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미덕 같   

은 것으로 일컬어지는데 예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여러 사태들을 경험하는 것으로 , 
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야심 찬 주장이 아닌가 예술이 제공하는 간접 경험? 

은 인상적이고 의미있는 것으로 감상자에게 다가가며 이런 점에서 감상자의 동기나 , 

신념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경험들이 정말로 프. 
로네시스로 이어질 정도로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렇기에 예술에서 우리가 이, 

를 타당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M. W. Rowe, “Literature, Knowledge, and Aesthetic Attitude”, Ratio, Vol. 22, 
No. 4, 2009 , pp. 386 387. –
라마르크도 예술작품 감상을 통한 프로네시스의 함양과 관련된 의문을 제기한다  . 
Peter Lamarque, “Learning from Literature”, The Dalhousie Review, Vol. 77, 
1997, pp. 20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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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예술을 통한 현상적 지식의 획득 가능성에 대한 고

찰

앞 절에서는 작품을 감상하면서 작중 인물이 삶의 문제와 관련해서 

고군분투하는 것을 상상하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뭔가를 할 줄 

아는 것 의 원천이 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하(know how to) . 

지만 적어도 이런 문제를 겪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할 , (know what 

수는 있지 않은가 몇몇 학자들은 이런 점에서 허구 내it is like to ~) ? 

러티브 예술작품은 현상적 지식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한

다.104) 즉 마담 보바리 를 통해서 감상자는 그녀와 유사한 상황에 처 ,『 』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잘 대처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그녀와 유사한 상, 

황에 처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이 강조하는 것은 현상적 지식은 어떤 사태가 이러저러한 과정

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명제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는 점 예술작품은 이런 지식의 성립을 가능하게 하는 간접 경험을 제공, 

할 수 있다 점이다 일례로 월쉬는 살아보는 것 을 통해서 . (live through)

성립하는 지식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예술작품은 일련의 사건을 겪는 , 

인물들의 삶을 묘사함으로써 감상자가 그 사건들을 상상을 통해서 겪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주장한다.105) 거트 또한 예술이 유도하는 상 

상은 단순히 사태가 이러저러하다고 언어적으로 가정하는 것과 구분되며, 

그 사건이 작중 인물의 시점에서 경험되는 방식 그 사건의 감각적 현상, , 

적 제시 양상에 대한 상상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언급한다.106) 실제로  

소설이나 영화로 대표되는 허구 내러티브 예술작품을 통해서 작품이 묘

104) Dorothy Walsh, Literature and Knowledge, Wesleyan University Press, 1969, 
pp. 91 - 104. Berys Gaut, Art, Emotion, and Ethics,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pp. 145 156. –

105) Walsh, Op. Cit, p. 101.
106) Gaut, Op. Cit , p.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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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는 사태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직관은 사람들 사이에서 만

연하며 이런 점에서 예술작품이 현상적 지식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주, 

장은 예술이 명제적 지식이나 실용적 지식의 원천이 된다는 주장보다는 

훨씬 더 나은 전망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예술이 현상적 지식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이러한 기대

가 철학적으로도 뒷받침될 수 있는가 이를 위해서는 살아봄? (live 

을 통해서 성립하는 지식에 대한 인식론의 논의를 살펴볼 필요through)

가 있다 인식론에서 현상적 지식과 관련해서 언급되는 예는 평생을 흑. 

백의 방 안에서 살아온 신경과학자 메리이다.107) 메리는 지금까지 한 번 

도 색을 본적이 없지만 훌륭한 신경과학자로 뇌 사진을 보고 그 뇌가 , 

현재 어떤 색을 보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색 지각의 메커니즘에 

관해서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메리가 빨간 색을 보는 것이 어떤 . 

것인지 알지 못한다고 생각할 것이다.108) 메리의 사례는 시각 뿐만 아니 

라 다른 감각의 사례로도 확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평생 밍밍한 맛. 

의 음식들만 먹으면서 살았지만 떫은 맛 단 맛 신 맛을 느끼는 메커니, , , 

즘에 관해서 잘 알고 있으며 이 때의 신경적 활동 양상을 섬세하게 구, 

분할 수 있는 학자 후각이 마비되었지만 여러 가지 냄새를 맡을 때의 , 

메커니즘을 잘 알고 있으며 이런 냄새를 맡을 때 뇌가 어떤 상태에 있, 

는지 구분할 수 있는 학자 등 아이스크림을 맛보는 것이 어떤 것인지 , 

모른다거나 꽃 향기를 맡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유사한 사례들을 

생각해볼 수 있다. 

빨간 색을 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서 메리가 어떤 상태를 

107) 이 예는 프랭크 잭슨이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 Frank Jackson, "What Mary Didn't 
Know”, The Journal of Philosophy, Vol.   83, No. 5, 1986, pp. 291 295.–

108) 물론 메리는 빨간 색을 보는 사람의 뇌 사진을 보면서 이런 것이 빨간 색을 보는  ,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특정한 맥락 예를 들면 메리가 뇌과학자들과 . , 
함께 뇌 사진을 보면서 이것이 어떤 색을 볼 때의 뇌인지 스카이프로 토론하는 맥락

에서는 메리가 빨간 색을 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안다고 하는 것은 적절해 보인다. 

하지만 빨간 색을 본 적 없는 메리가 빨간 색을 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안다고 할 , 
수 있는 맥락이 있다고 해서 메리가 빨간 색의 경험과 관련해서 알지 못하는 무언가, 

가 채워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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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야 하는지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혼재한다 타이. (M. Tye)

는 이를 자신의 색 경험의 한 측면을 가리키는 믿음을 갖는 것 즉 이, , ‘
런 것이 빨간 색을 보는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는 .’(This is seeing red)
것으로 이야기한다 물론 메리가 밖으로 나가서 빨간 사과를 직접 보기 . , 

전에도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은 가능하다 빨간 색을 보는 사람의 뇌 활. 

동을 보여주는 사진을 보면서 이것이 빨간 색을 보는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타이는 빨간 사과를 보기 전에 갖는 믿. 

음은 빨간 사과에 대한 그 이후에 갖는 믿음과 다르다고 주장하는데 메, 

리가 이런 것이라는 지시사를 통해서 가리키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다‘ ’ . 

즉 빨간 사과를 보기 전에 메리는 사람의 뇌 사진을 떠올리면서 이런 , , ‘
것이 빨간 색을 보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면 밖으로 나가서 빨간 사과’ , 

를 본 이후에는 빨간 사과에 대한 자신의 경험의 한 측면을 가리키면서 

이런 것이 빨간 색을 보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 .109)

루이스 는 빨간 색을 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는 것은 (D. Lewis)

자신이 경험한 색을 기억하고 마음 속에 떠올리고 이후에 같은 색을 가

진 것을 보았을 때 이를 식별하는 능력을 갖는 것으로 이야기한다.110) 

메리가 방에서 나가서 빨간 사과를 보기 전에는 메리가 빨간 색을 보는 

것과 관련해서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빨간 색을 보는 사람의 신경활동을 

나타내는 사진과 이를 과학적으로 해석하는 서술들일 것이다 하지만 메. 

리가 밖으로 나가서 빨간 사과를 마주함으로써 메리는 비로소 빨간 색을 

가진 여러 사물들을 마음 속에 떠올릴 수 있으며 이후에 빨간 색을 가진 

다른 것을 보아도 이를 식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 둘 중 어떤 입장이 더 적절한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철학적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본 절에서는 예술작품이 제공하는 . 

109) Micheal Tye, “Knowing what it is like” in John Bengson and Marc A. Moffet, 
(eds), Knowing How : Essays on Knowledge Mind and A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p. 300 313.–

110) David Lewis, “What Experience Teaches” in Papers in Metaphysics and 
Epistem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pp. 262 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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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경험이 현상적 지식의 원천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이며 이를 , 

위해서는 논의의 초점을 이 사고실험이 포착하려는 인지적 성취에 관한 

직관으로 옮겨서 이를 분명하게 만드는 것이 더 유용하다 메리의 사고. 

실험이 보여주는 것은 메리가 붉은 색을 가진 사물을 직접 보기 전까지

는 메리가 붉은 색을 보는 것과 관련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

다 사고실험 속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보도록 하자 평생 흑. . 

백의 방에서 갇혀있었던 신경과학자 메리는 색 경험과 관련된 신경과학

의 설명 방식에 통달한 상태이며 색 경험의 메커니즘의 아주 세세한 부, 

분들도 과학적 개념들을 동원해서 올바르게 설명할 수 있다 즉 메리가 . , 

평생 흑백의 방에 살면서 뇌 사진들과 씨름하고 신경과학 연구자들과 논

쟁함으로써 색 지각과 관련해서 알게된 것이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 

지만 메리가 흑백의 방 안에서 색 지각과 관련된 과학의 논쟁들과 씨름, 

하면서 색 지각의 메커니즘을 촘촘하게 분석하고 이를 잘 설명할 수 있

을 정도로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흑백의 방에서 풀려나서 붉

은 사과를 직접 보지 않으면 알지 못하고 남는 것이 있다는 점이 이 사

고실험이 분명하게 만드는 인지적 성취에 대한 직관이다. 

현상적 지식은 이 사고실험을 통해서 드러난 인지적 성취를 가리키

는 것으로 어떤 대상을 직접 대면하는 경험을 통해서 가장 잘 획득할 , 

수 있다 현상적 지식의 획득에 있어서 직접 그 대상을 대면하는 경험이 .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은 현상적 지식의 형태에 대해서 각기 다른 입

장을 취하고 있는 루이스와 타이도 동의하는 것이다.111) 

이 직관을 예술을 통해서 현상적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논의로 확

장해보도록 하자 핵심은 그 사태를 얼마나 세세하고 분석하고 설명할 . 

수 있는지와 무관하게 이를 직접 겪지 않을 경우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

는 것이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예술작품을 통해서 소중한 사람을 잃는 . 

것을 작품 속 인물의 입장에서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그런 입장에 있는 

111) Tye, Op. Cit, pp. 308 311. Lewis,–  Op. Cit, pp. 263 2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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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감정에 공감한다고 해도 이를 나의 삶 속에서 직접 겪지 않는다, 

면 알지 못한 채 남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잭슨의 사고실험은 색 같은 감각적 대상을 다루지만, 

예술철학자들이 현상적 지식의 가능성을 논할 때 언급하는 지식의 대상

들 소중한 이를 상실한다는 것 대도시에서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것 , , 

등 이 세상을 살아가는 누군가가 겪을 수도 있는 사건들이며 이는 감각, , 

적 대상과는 다르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인간사 의 이러저. (human affairs)

러한 사건들이 지식의 대상으로 제시되었을 경우 적절한 간접 경험을 , 

통해서 이를 경험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다고 말하는 경우가 

흔하며 직접 경험하지 않을 경우 그에 관해서 알지 못한 채로 남아있는 , ‘
것이 있다는 직관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하지만 정말로 감각적 대상에 대해서만 그런 직관이 유지되며 소,  

중한 이의 상실이나 대도시에서 홀로 살아가는 것과 같은 사건들에 대해

서는 간접 경험을 통해서 이를 겪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안다고 하는 경우

가 흔한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소중한 사람을 잃는 것이. 

나 사랑에 빠지는 것 등 예술을 통해서 현상적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 

주장하는 이들이 지식의 대상으로 일컫는 사건들도 직접 겪지 않을 경우 

이를 경험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안다고 쉽게 말하지 않는 것들이기 때

문이다.112) 

많은 허구 내러티브 예술작품은 사고로 소중한 이를 상실한 사람의 

후일담을 소재로 삼는다 황정은의 누구도 가본 적 없는. 「 」113)은 아이

를 잃은 부부의 이야기를 김애란의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 」114)는 

112) 이 점은 다음의 논문들도 지적하는 바이다 김지나 . , Op. Cit, pp. 59 60. John –
Gibson, “Cognitivism and the Arts”, Philosophy Compass, Vol. 3, No. 4, 2008, 
pp. 583 584. –

113) 년 발표된 황정은의 단편 소설 사고로 아이를 잃은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 2015 . 
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아이에게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안고 살아가는 부부의 

여행기를 담고 있다. 

114) 년 발표된 김애란의 단편 소설로 계곡에 빠진 제자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2015 , 
희생한 남편의 부재를 곱씹는 아내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아내는 친척의 권유로 스. 

코틀랜드로 떠나지만 관광은 하지 않고 남편이 생전에 장난으로 몇 번 대화를 걸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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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잃은 부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임현의 그들의 이해관. 「

계」115)또한 아내를 잃은 남편의 뒷이야기를 다룬다 여기에서 언급된 . 

것들은 단편 소설들이지만 영화나 장편 소설로 그 범위를 넓혀본다면, 

소중한 이의 상실을 다루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작품들은 더욱 많‘ ’
을 것이다 감상자는 소중한 이의 상실을 곱씹는 작품 속 인물들의 심리. 

적 여정을 따라가면서 그런 상실을 겪는 것이 어떨지 실제로 나에게 이, 

것이 유사하게 일어나면 어떨지 생각해보고 작품 속 인물의 내면 그리, , 

고 인물의 심리 행동과 그가 처한 상황과의 연관관계를 탐색할 수 있다, .

그러나 현상적 지식의 핵심은 지식의 대상에 대한 간접적인 인지적 

탐구의 깊이와 그에 들인 노력과 관계없이 내가 이런 상실을 나의 일로 

직접 겪지 않을 경우 알지 못하는 것이 있으며 이 인지적 결여는 직접, 

적인 경험을 통해서만 채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술작품에 대. 

해서도 이는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작품 속 인물과 그의 심리를 이. 

해하기 위해서 들인 노력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작중 인물과 유사한 상황

을 직접 경험한 적이 없다면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 허구 내러티브 예술의 경우 메리의 사고실험에서 등, 

장하는 과학의 문헌들과 판이하게 다른 묘사 방식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

해서 반박할 수 있다 이는 예술작품에서 감상자의 감각을 자극하고 감. 

정적 반응을 유도하는 수사적 표현들이 빈번하게 사용된다는 것과 관련

있다 메리의 사고실험에서 메리가 붉은 색을 보는 경험을 연구할 때 접. 

했던 과학의 문헌들은 실제 붉은 색을 보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이를 , 

연구하는 관찰자의 시점에서 붉은 색을 보는 메커니즘과 관련된 사실들

을 객관적으로 서술한다 하지만 소설은 작중인물의 입장에서 특정 사건. , 

음성인식 프로그램인 시리 와 대화하면서 시간을 보낸다(Siri) . 

115) 년 발표된 임현의 단편 소설로 아내의 갑작스런 죽음을 겪은 남자가 왜 아내 2017 ‘
가 죽을 수 밖에 없었는가 라는 답하기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짧은 여?’
정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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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상황이 어떻게 경험될지를 실감나게 느낄 수 있는 수사적 표현들을 

동원해서 이 사건을 묘사한다 이런 점에서 소설이 다루는 사건들을 작. 

중 인물의 시점에서 더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간주되는 경

향이 있다.116) 즉 예술작품과 과학의 문헌들 간의 이런 차이 때문에 예 , 

술작품을 통해서 보다 더 감각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생생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생생한 간접 경험을 토대로 그 상황을 경험하‘
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안다고 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이다 예술작품이 ’ . 

유도하는 상상이 감각적으로 생생하고 감정적으로 풍부한 경험이라는 점

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현상적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 

것이 저절로 뒤따르는 것은 아니다 작품이 유도하는 상상에 참여함으로. 

써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런 지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뒷받침하는 설명이 필요하다.117) 

거트는 예술작품이 유도하는 상상은 그런 사태의 감각적이고 현상

적인 측면까지 상상하게 유도하는 생생한 상상으로 이러한 상상은 이러‘
저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해보자 라고 단순하게 가정하는 최소한의.’

상상에 비해서 더 많은 내용을 가지며 그 상황을 겪는 것에 (minimal) 

대해서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상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 . 

점을 토대로 작품이 유도하는 생생한 상상을 통해서 감상자 본인이 겪지 

않은 사태를 겪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118)

하지만 단순한 가정에 비해서 풍부한 내용을 갖는 구체적인 상상이 

인지적으로 더 유익한 이유는 이 상상이 그 사태와 관련된 사실들 혹은 

그 사태의 경험과 관련해서 알려진 사실들을 더 많이 반영하는 상상이기 

116) Gaut, Op. Cit, p. 155. 
117) 라마르크와 올센은  작품을 감상하면서 가치있는 상상적 경험이 일어난다는 것은 동

의할만하지만 이런 상상적 개입이 일종의 지식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추가적인 논증, 
이 필요한 주장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Lamarque and Olsen, Op. Cit, p. 373. 

118)거트는 이런 상상을 경험적 상상 이라고 부른다(experiential imagination) . Gaut, Art, 
Op. Cit, pp. 151 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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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일 수 있다 즉 이 두 상상 사이의 인지적 격차는 상상의 생생함이 . , 

아니라 개입된 정보들의 양과 그 정보가 참인지 여부에 결정적으로 의존

할 수 있다는 것이다.119) 실제로 내가 고문을 받는다고 해보자 라는 명 ‘ .’
제를 가정할 때보다 그 고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려고 마음먹었

을 때 고문과 관련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더 많이 활용될 것이다, . 

예를 들어서 특정 시대의 고문 기구와 관련된 지식들 고문을 당했던 사, 

람들이 신체적으로 불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트

라우마를 겪었다는 사실 내가 지금까지 그만한 신체적 고통을 겪어본 , 

적 없다는 사실은 고문을 당하는 것이 어떨지 가늠하기 위한 상상에서 

활용될 수 있다 그렇다면 거트의 기대와 달리 예술작품이 유도하는 상. 

상이 그 상황의 여러 측면들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한다는 점은 작품이 

현상적 지식의 원천이 된다는 주장에 큰 힘을 실어주지 못할 수 있

다.120)

이 절에서 필자는 예술을 통해서 현상적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주

장하는 입장들을 살펴보았으며 현상적 지식의 특징을 고려했을 때 예술, , 

작품을 통해서 감상자가 아무리 생생하게 작품 속 상황을 상상하고 그런 

상황에 있는 인물의 내면을 가늠해본다고 해도 이를 통해서 현상적 지식

을 얻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주의해야할 점은 이 절의 결론은 작품 감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이

러한 경험이 감상자에게 전혀 인지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없다는 것이 아

니라는 점이다 필자가 이 절에서 강조하고자 한 것은 작품이 유도하는 . ‘

119) 거트 또한 상상이 인지적으로 유익하기 위해서는 실제 세계에 대해서 확립한 지식 
들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한다. Gaut, Op. Cit, pp. 152 156. –

120) 현상적 지식과 관련된 인식론의 논의에서 메리의 감각 경험의 생생함에 대한 언급 

이 때때로 등장한다 예를 들어서 코네는 현상적 지식을 색을 가장 생생한 방식으로 . “
아는 것 이라고 칭한다 하지만 필자는 여기에서 생생함이라는 표현은 인지적 주체” . ‘ ’
의 직접 경험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며 여전히 핵심은 지식의 대, 

상이 되는 것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 있다고 생각
한다. Earl Conee, “Phenomenal Knowledge”, Australasian Journal of Philosophy, 
Vol. 72, No. 2, 1994, p.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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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그 상황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

다 예술작품은 감상자에게 간접경험을 통해 현상적 지식을 제공해줄 .’, ‘
수 있다 는 주장이 그럴듯해 보이는 것에도 불구하고 작품 감상을 통해.’
서 이 지식을 정말로 얻을 수 있는지를 물었을 경우 이 지식을 예술작품

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 절은 예술이 유도하는 상상이 감상자에게 전혀 인지적으로 기여

하지 않는다는 인지적 가치 일반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함축하지 않으며, 

따라서 예술작품을 통해 현상적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을 비판하는 

필자의 견해를 예술의 인지적 가치 일반에 대한 부정적 견해로 과대해석

해서는 안될 것이다. 

3. 소결 지식 중심의 논의를 통해서 확립된 것: 

이 장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지식들 명제적 지식과 비명제적 지 , 

식을 중심으로 예술의 인지적 가치를 설명하려는 입장들을 이 지식의 성

립과 특징에 대한 인식론의 논의를 토대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서 알 . 

수 있었던 것은 명제적 지식이건 비명제적 지식이건 작품에 대한 예술로

서의 감상을 통해서 얻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었다.

작품은 다양한 특정 시대나 사회에 관한 명제들 혹은 세계의 (1) , 

질서나 도덕적 삶의 방식에 관한 일반적인 참인 명제들을 주제 차원이나 

내용 차원에서 전달할 수 있다 하지만 주제로 파악되는 명제들을 진부. 

함과 관련된 의문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며 주제 차원이나 내용 차원에서 , 

파악되는 참인 명제를 정당하게 믿는 일 또한 작품에 대한 작품에 대한 

예술로서의 감상에서 일어나기 어렵다. 

실용적 지식의 경우 감상자가 특정 활동을 적절한 절차에 따라 (2) , 

수행하는 능력을 갖거나 그런 절차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으로 성립될 , 

수 있다 그러나 작품이 배경으로 삼는 시대의 실제 모습을 있는 그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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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는 것처럼 작중 인물이 특정 활동을 하는 , 

방법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이 작품의 목적이 아니다 감상자가 스스로 . 

작품 속 상황과 유사한 상황에 대처하는 전략을 생각해볼 수는 있지만, 

자신을 직접 그 상황에 집어넣어서 이 전략을 적용해보지 않는 이상 이 , 

전략에 지식이라는 인지적 지위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현상적 지식의 핵심은 어떤 사태를 직접 겪지 않고 간접적으로(3) 

만 접할 경우 감상자가 알지 못하고 남는 부분이 있으며 이런 인지적 결

여는 그 사태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채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직관은 감각적 경험뿐만 아니라 소중한 이를 상실하거나 대도시, 

에서 외롭게 혼자 살아가는 것 등 세상을 살아가는 누군가가 겪을 수도 , 

있는 여러 사건들에도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허구 내러티브 예술이 이. 

에 대해서 생생한 간접 경험을 제공한다고 해도 이것이 현상적 지식의 , 

획득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이 장에서 다룬 지식들 외의 다른 지식을 중심으로 예술적 

가치와 관련있는 인지적 가치에 대한 설명을 구성할 수 있다는 반박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개념에 대한 지식의 획득은 그 개념에 해당하는 . 

사태를 실제로 경험할 필요가 없으며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가상의 개

별자를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언급된다.121) 이 주장의 배후에 

는 사랑 용기 등 인간의 심리나 덕목을 지칭하는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 

이 개념이 의미는 이러하다는 명제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개념이 적용

되는 구체적인 예를 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한다.122) 그러나 이 생각 

이 그럴듯하다고 해도 여전히 다음의 의문들을 제기할 수 있다. 

결국 그 배움의 결과가 특정 개념의 의미가 이러저러하다 혹은 (1) 

121) Berys Gaut, “Art and Knowledge” in Jerrold Levinson (ed), Oxford Handbook 
of Aesthetics,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p. 441. 

122) No l Carroll, “The Wheel of Virtue : Art, Literature and Moral Knowledge”, ë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Vol. 60, No. 1, 2002, pp. 3 26. – Eileen 

John, “Reading Fiction and Conceptual Knowledge: Philosophical Thought in 
Literary Context”,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Vol. 56, No. 4, 
1998, pp. 331 -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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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의 적용에서 어떤 것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명제에 대한 믿음

으로 성립한다면 이는 명제적 지식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 믿음이 신뢰, ? , 

할만한 과정을 통해서 성립되었는지 작품이 용기나 사랑에 대한 적절한 , 

예를 보여주고 있어서 작품 감상이 이런 개념들에 대한 믿을만한지를 물

어야 할 것이다.123) 

작품 속 사례가 적절해서 특정 개념의 적용에 대해서 중요한 (2)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투르게. 

네프의 귀여운 여인 을 읽고 함께 있는 시간이 길고 서로에게 맞추려『 』

고 노력하는 것이 사랑에서 항상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해보

자.124) 그러나 개념의 의미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도 진부함과 관련된 의 

문이 제기될 수 있다 작품이 이를 구체적인 예를 동원해서 문제 삼는 . 

방식의 새로움 때문에 감상자가 이를 새로이 알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이 아닌가 감상자가 실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느 정도 알고 있? 

던 것이 귀여운 여인 속의 인물에 의해서 특별한 방식으로 상기되었『 』

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의문들은 해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 

고려가 개념에 대한 지식을 옹호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성실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125) 

필자가 이 장의 논의를 통해서 강조하려고 한 것은 예술작품을 통

해서 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는 주장들을 검토했을 경우 단순히 상식과 

직관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으며 이런 , 

문제들을 고려하면서 예술을 통해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을 철학

123) 이 의문은 다음의 논문에서도 제기된다 이해완 . , Op. Cit, pp. 169 171. –
124) 이 예는 다음의 논문에서 가져왔다 김지나 . , Op. Cit, p. 74.
125) 캐럴은 도덕 철학자가 아니라 일반 대중들을 고려했을 때에는 작품을 통해서 생각 

하게 된 개념의 의미는 전혀 진부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필자는 일반 대중들. , 

을 고려한다고 해도 여전히 개념의 의미가 진부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 

들은 일상 속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개념의 의미 및 적용 조건을 조정하는데 
이런 것이 굳이 작품 속 사례를 통해서만 일어난다고 볼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Carroll, Op. Cit, pp. 10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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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은 작업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 다루지 않은 다른 지식을 고려한다고 해서 예술

을 통해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는다고 볼 이유

는 없다 이 지식이 이전에 문제가 되었던 다른 지식과 구분되지 않는다. 

면 유사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이는 지식을 중심으로 예술적 가치, , 

와 관련있는 인지적 가치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더 확실하게 만들어

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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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예술을 통한 이해의 향상을 주장하는 입장에 

대한 고찰

1. 논의의 배경 이해가 주목받게 된 맥락: 

장에서는 허구 내러티브 예술작품을 중심으로 이를 통해서 여러 Ⅱ

종류의 지식을 얻을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예술작품을 통해서 우. 

리가 여러 종류의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통념과 달리 지식의 , 

성립 조건을 고려했을 때 작품을 예술로서 감상하는 과정에서 지식을 얻

었다고 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최근 예술의 인지적 가치를 지식이 아닌 이해의 향상

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예술 철학 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미코넨. (J. 

은 이해에 대한 관심의 배후에는 지식에 비해서 예술의 인지Mikkonen)

적 이점을 더 잘 포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예술의 인지적 역할을 ,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고안된 다른 매체들에 비해서 부차적인 것 열, 

등한 것으로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126) 깁 

슨 은 지식 획득 외의 인지적 성장의 (J. Gibson) (knowledge acquisition) 

방식이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예술을 통한 인지적 성장의 양상을 설명

하려는 입장들을 새로운 인지주의 라고 부른다“ ”(neo-cognitivism) .127)

예술의 인지적 가치를 지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난관에 부딪힌 지

금 이해처럼 지식 획득과는 다른 종류의 인지적 성장을 염두에 두고 예, 

술의 인지적 가치를 설명하는 것은 가장 선택할만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해라는 개념은 더 조심히 다뤄질 필요가 있는데 그 이, 

126) Jukka Mikkonen, “On Studying the Cognitive Value of Literature”,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Vol. 75, No. 5, 2015, p. 274. 

127) Gibson, Op. Cit, pp. 585 5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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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는 이해는 인지적 성취뿐만 아니라 다른 의미를 갖는 것으로 사용되‘ ’
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뭔가를 알았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잘못 알았.  , 

다거나 안다고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듯이 이해의 경우에도 지식과 마찬, 

가지로 뭔가 이해했다고 생각했지만 잘못 이해했다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 

못했다고 할 수 있는 경우는 존재한다.128)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한 

사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사실 관계에 대한 많은 오해를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이 밝혀진다면 우리는 그가 이 사건에 대해서 아주 정합적인 , 

이야기를 갖고 있다고 해도 그에게 이 사건에 대한 이해를 귀속하지 않

을 것이다. 이를 통해서 이해는 지식처럼 인지적 성취를 의미하는 것으

로 사용되는 맥락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해가 인지적 성취에 대한 함축 없이 사용되는 맥락도 , 

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그 사람을 이해했다 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 “ .”
실제로 이해한 것 없이 그 사람의 사정이나 잘못에 대해서 포용적인 태

도를 취했다는 의미에서 사용될 수도 있다 이런 태도는 그 사람을 이해. 

를 얻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그 사람을 이해했, 

다고 할 수는 없으며 이런 태도는 인지적 성취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

다고 보기는 어렵다(full-fledged) .129) 

이런 점에서 필자는 예술의 인지적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식

대신 이해를 내세우는 입장들은 많은 설명의 부담을 진다고 생각한다. 

이 입장들은 예술이 어떤 점에서 이해를 향상시켜줄 수 있는지 이러한 , 

이해의 향상이 예술적 가치와 관련있는지에 관해서 적절한 답을 제시해

야할 뿐만 아니라 인지적 성취로서의 이해가 무엇이며 지식과 어떻게 , 

구분되는지 여부도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다.130) 이는 일상 속에서 예술 

128) R. L. Franklin, “Knowledge, Belief and Understanding” The Philosophical 
Quarterly. Vol. 31, No. 124. 1981, p. 199. 

129) Catherine Z. Elgin, True Enough, MIT Press, 2017, p. 37. 
130) 이해완도 예술의 인지적 가치를 옹호하는 입장이라면 무엇이 예술이 주는 인 , “(1) ‘ ’

지적인 가치이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그것이 왜 예술적 가치와 (2) ‘ ’ , (3) 
무관하지 않은지 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해완” . , Op. Cit, p.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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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에 기여한다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것과 달

리 이를 철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녹록치 않은 작업임을 암시한다, . 

본 장에서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예술을 통해서 이해가 향상될 , 

수 있다고 주장한 그레이엄과 엘긴의 입장을 살펴볼 것이다 이들은 이. 

해를 말했다는 점에서도 공통적이지만, 예술이 어떻게 이해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철학이나 과학 같은 다른 지적 관행의 산물들

과 예술을 비교한다는 점에서도 유사하다 먼저 그레이엄의 입장을 살펴. 

보고 그 다음에는 엘긴의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예술을 통한 이해의 향상에 대한 그레이엄의 설명과 

그 문제

그레이엄은 철학과 과학의 문헌들 역사의 문헌들과의 비교를 통해, 

서 예술작품을 통해서 감상자의 이해가 향상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제기될 법한 우려들을 먼저 다룬다. 

역사 문헌의 경우 이미 일어난 사실들의 제약을 받는다 예를 들, . 

어서 링컨에 대한 전기를 쓰는 사람은 자신의 서술이 링컨에게 일어났던 

것으로 알려진 역사적 사실과 대조했을 때 부정확하거나 틀린 부분이 없

는지를 염두에 두면서 집필할 것이다 물론 그는 링컨의 정치적 삶에서 . 

일어난 사건들을 전부 나열하지는 않을 것이며 링컨이라는 사람을 더 ,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의 사적인 삶이나 정치적 삶에서 일어난 사건들

을 선별해서 적절하게 배치할 것이다 하지만 이 때 일어나지 않은 사건. 

을 만들어 내거나 존재하지 않는 주변 인물을 꾸며낼 수는 없다 만약 , . 

링컨 전기에 등장하는 몇몇 사건과 인물들이 꾸며졌다는 점이 밝혀진다

면 이는 전기로서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 

이와 달리 작가가 실제 사람이나 사건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작품

을 만든다고 해도 그는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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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애받지 않는다 작가는 내러티브의 정합성을 위해서 혹은 인물에 대한 . , 

특정 태도 혹은 감정적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인물이나 사건의 디테일

을 만들어내고 이를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다.131) 

이는 작품이 실제 역사적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서 고어 비달의 소설 링컨 은 링컨이라는 실. 『 』

존 인물을 둘러싸고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들을 다루지만,132) 몇몇 주변  

인물들을 만들어내고 등장인물과 관련된 사건 일부를 꾸며내기도 했

다.133) 이처럼 실존 인물의 삶을 다루는 작품의 경우 전기에서는 용납되 , 

지 않은 작가의 개입은 허용된다.134) 그리고 앞서 예술을 통한 명제적  

지식의 가능성을 논하면서도 살펴보았지만 작가는 어느 부분이 실제 세, 

계를 참조한 것이며 어느 부분에서 작가의 상상이 개입했는지를 작품 안

에서 명백하게 밝히지 않는다 그레이엄은 이처럼 작품 안에서 작가의 . 

상상이 개입해서 실재와 상상이 뒤섞인다는 점은 예술을 통해서 실제 세

계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을 의심스럽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주장한다.135)

131) 그레이엄은 이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데 이로써 예술작품은 실제 세계를 정확하 , 
게 모방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한다. Gordon 

Graham, Philosophy of the Arts: An Introduction to Aesthetics, Routledge, 2005, 
pp. 55 - 60. 

132) 년에 출간된 고어 비달의 장편 소설로 그의 제국 서사 1984 , ‘ ’(Narratives of 
를 Empire) 구성하는 일곱 개의 소설 중 하나이다 이 시리즈에 속하는 소설들은 미국 . 

역사 속의 중요 인물이나 미국 사회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건을 

다룬다 정상준 고어 비달의 링컨 과 포스트모더니즘 역사소설 미국학. , , , 「 『 』 」 『 』

권 호31 , 2 , 2008, pp. 199 200. – 
133) Stacie Friend, “Narrating the Truth (more or less)” in Matthew Kieran, and 
Dominic McIver Lopes (eds), Knowing Art : Essays in Aesthetics and 
Epistemology , Springer, 2007, pp. 38 39.–

134) 실존 인물의 삶을 다루는 역사 소설 같은 장르의 경우 완전히 가상의 배경에서 살 , 
아가는 인물의 삶을 다루는 작품에 비해서 작가가 작품을 만들 때 실제 일어난 사건

들의 제약을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장르의 차이에 따른 세부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중. , 
요한 것은 작가의 상상이 개입할 수 있으며 그렇기에 이 안의 서술들이 전부 다 참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레이엄은 소설 장르 별로 그것이 얼마나 실제 세계의 사태들을 . 

참조해야하는지와 관련된 암묵적 규칙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소설이 실제 사, 
태에 대한 경험을 충실하게 반영하거나 이를 요약해서 보여줄 필요는 없다는 점을 강

조한다. Graham, Op. Cit, pp. 143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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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제기할법한 반론을 예측할 수 있다 역. 

사와 달리 예술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 및 인물들의 삶을 추적하고 그

것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지만 대신 철학처럼 보편적인 것들 예를 , , 

들면 인간의 심리나 성격 유형 가치 같은 것들을 다룬다는 것이다, .136) 

하지만 그레이엄은 철학과 비교했을 때에도 예술이 이해를 향상시킬 수 , 

있다는 주장을 의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137)

철학의 문헌들은 주로 독자가 특정 전제에서 출발해서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사고에 참여하게 한다 이 사고가 타. 

당하게 이어지고 있는지 적절한 전제들을 토대로 하고 있는지 도달한 , , 

결론의 적절성과 보편성에 대한 검토는 철학 관행 내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라마르크도 유사한 맥락에서 철학 텍스트는 특정 주제에 관한 . 

논리적 사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장들을 배열해서 그 주제에 관한 이

해를 향상시키며 이런 점에서 독자들이 철학의 문헌들을 읽으면서 그 , 

문헌이 다루는 주제와 관련해서 무언가를 배울 것을 기대하는 것은 적절

하다고 말한다.138) 

그레이엄은 과학에서도 경험적 증거들에서부터 연구 대상이 되는 

현상이 왜 그런지를 설명해주는 가설이나 이론의 정립으로 이어지는 논

리적 사고의 구조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과학의 문헌 또. , 

한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특정 현상을 설명해주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사고에 참여하도록 고안되어 있다는 것이다.139) 

하지만 예술작품에서 증거 전제들에서 출발해서 하나의 결론으로 논리정, 

연하게 나아가는 구조가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없다 이런 차이에 . 

135) Ib id , p. 60. 

136) 아리스토텔레스 앞의 책, , pp. 62 64.– 
137) Graham , Op. Cit, pp. 59 60. –
138) Peter Lamarque, “Learning from Literature” , The Dalhousie Review , 
Vol. 77 , 1997 , p. 10. 

139) 여기에서 그레이엄이 과학이라고 칭하는 것에는 물리학 생물학 뿐만 아니라 경제학 , 

이나 심리학 같은 사회과학도 포함된다 이 분야에서도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서 데이. 
터를 수집 및 분석해서 이를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으로 발전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Graham , Op. Cit, p.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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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지적은 문학 텍스트와 철학 텍스트를 비교하는 키처 의 (P. Kitcher)

저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키처에 따르면. , 작가는 논쟁하지 않는다“ .” 
철학적 주제를 다루는 것으로 알려진 토머스 만이나 제임스 조이스같은 

작가도 작품에서 인간 삶의 가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술된 테제들“
을 제시하지 않는다 이들은 명료하고 정확한 문장들의 엄밀한 (theses) .” “

연쇄 들 대신 어떤 가능성들에 대한 풍(rigorously-connected sequence) , 

부한 서술 을 제공한다(rich delineation) .”140) 즉 예술작품에서 발견할 수 , 

있는 것은 핵심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들로 구성된 논변이 아니라, 

가상의 세계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인물들의 상호작용 및 사건들에 대한 

묘사라는 것이다.141) 

물론 감상자는 작품 속의 구체적인 사건들과 인물들을 우리가 실

제 세계의 인물이나 사태들을 설명할 때 활용하는 일반적인 개념들을 동

원해서 지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엠마 의 우드하우스 씨가 보이는 . 『 』

일련의 행동 패턴들을 토대로 감상자는 그가 건강염려증(hypochondria)

을 앓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142) 또한 감상자는 작품 속 인물의 행동이 

나 표정 생각에 대한 서술을 통해서 그가 슬픔을 느낀다거나 질투를 느, 

낀다고 말하는데 이 또한 실제 세계의 사태들에도 적용되는 개념들이 , 

활용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감상자가 작품 감상 이전에. 

도 슬픔이나 질투 혹은 건강 염려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 

점을 보여줄 뿐 작품 속 개별자들로부터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건, 

강염려증이나 질투 슬픔에 대한 결론으로 나아가는 것과는 구분된다 그, . 

레이엄은 작품 속 인물의 표정에 대한 묘사는 고통을 보여준다고 할 수

140) Philip Kitcher , Death in Venice,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3 , p. 20. 
141) 깁슨 또한 이 차이를 강조한다 . John Gibson, “Interpreting Words , 
Interpreting Worlds”,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 ism, Vol. 64 , 
No. 4 , 2006 , pp. 339 340. –

142) 그레이엄은 우드하우스 씨를 건강염려증을 앓고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에게서  , 

실제 건강염려증 환자들이 보이는 행동 패턴들을 발견하려고 할 경우 그 인물을 구, 
체적인 특징들 이 인물을 특수한 인물로 만들어주는 그런 특징들로부터 멀어질 수 , 

있다는 점을 말한다. Graham, Op. Cit, p.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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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있지만 이는 작중 인물의 표정에 대한 묘사로부터 고통 일반에 관한 , 

판단으로 나아가는 것이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주지는 않는다고 말한

다.143)

또한 철학 관행 내에서는 그 문헌이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어떤 논변을 구축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논, 

변의 논리 구조가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는 빈번하다 이는 어떤 주장을 . 

뒷받침하는 논변을 구축하는 일이 철학 문헌에서는 중요하며 이를 발견 

및 검토하는 일이 철학 문헌을 읽는데 있어서 핵심이라는 점을 암시한다. 

하지만 예술 관행에서는 작품이 어떤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 구조를 갖

고 있는지 이 논리가 타당한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찾아, 

보기 어렵다.144) 그레이엄은 이런 차이들을 토대로 예술작품은 철학처럼  

보편적인 것들을 다루며 이런 점에서 철학과 유사하다는 아리스토텔레스

의 주장도 자세히 따져봤을 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

을 지적한다.145) 

이처럼 예술작품은 실제 세계에 대한 이해에 기여하는 것으로 간

주되는 다른 지적 관행의 산물들과 비교했을 때 여러 차이를 갖는다. (1) 

먼저 작품은 역사 문헌들과 달리 실제 세계의 사태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술작품은 가상의 세계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2) 

을 상세하게 묘사하는 반면 과학이나 철학의 문헌들은 특정 주장이나 , 

가설로 나아가는 논변을 서술한다 그러나 그레이엄은 이런 차이에도 불. 

구하고 예술작품이 감상자의 실제 세계에 대한 이해에 기여하는 것이 가

능하다고 보았다 그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작품을 예술로서 감상할 . 

때 일어나는 심적 활동들에서 출발한다 예술의 인지적 가치에 대한 그. 

레이엄의 설명은 문학으로 대표되는 허구 내러티브 예술 뿐만 아니라, 

회화나 음악으로도 확장되지만 본고는 소설이나 영화로 대표되는 허구 , 

143) Graham , Op. Cit, pp. 61 62. –
144) Graham , Op. Cit, pp. 59 60. Lamarque, – Op. Cit, pp. 10 11. –
145) Graham , Op. Cit, p.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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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러티브 예술에 초점을 두기로 했으므로 이 장르의 예술작품을 통한 이

해 향상의 가능성을 설명한 부분을 중심으로 그의 설명을 검토하도록 하

겠다.146) 

먼저 그레이엄은 예술은 주로 지각 상상 감정 차원에서 감상자의 , , 

심적 활동을 인도한다는 점을 말한다 사고는 개념이나 기호를 이해하고 . 

조작하는 것이며 비교적 추상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활동이다 그레이, . 

엄은 인간의 심적 활동은 추상적인 기호들을 조작하는 차원에서만 일어

나지 않으며 구체적인 개별자들을 지각하고 상상하고 이것들에 감정적으, 

로 반응하는 것도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심적 활동이라는 점을 지적한

다.147) 그리고 작품들이 활용하는 예술적 장치들을 예로 들어서 이런 장 

치들이 어떤 심적 활동을 유발하는지를 설명한다.

먼저 예술작품은 독특한 수사적 표현 들의 체계(figures of speech)

적인 사용을 통해서 작품 속의 인물과 상황 배경 등을 묘사하는데 이는 , , 

작품 속 인물과 상황 배경 등에 대해서 일련의 이미지를 축적해서 그에 , 

대한 우리의 태도를 형성하고 감정적 반응을 조정한다.148) 

예를 들어서 어려운 시절『 』149)에서 디킨스는 소설 첫 머리에 비

쩌와 씨씨를 대비해서 묘사한다 눈이 까맣고 머리칼도 까만 씨씨는 햇. “
살을 받아서 피부가 훨씬 건강하게 보이지만 눈도 엷고 머리칼도 엷은 , 

비쩌는 똑같은 햇살에 그나마 남은 혈색마저 빼앗긴 것처럼 보였다.”150) 

146) 그레이엄은 회화와 음악 같은 장르가 어떻게 감상자의 실제 세계에 대한 이해에 기 

여할 수 있는지를 구분해서 다루지만 작품이 유도하는 상상이 핵심이 된다는 점에서 , 
기본적인 설명의 논리는 같다. Graham , Op. Cit, pp. 76 126. –

147) 예술작품이 지각 상상 감정 차원에 감상자의 심적 활동을 인도한다는 점은 다른 , , 

장르의 예술작품들을 통해서 더 잘 알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음악은 음 리듬 박자를 . , , 
특정 방식으로 배열하는데 감상자가 이를 멜로디 선율 등으로 조합하도록 그의 청각 , , 

경험을 인도한다 회화는 대비 명암 구조 붓터치가 만들어내는 질감 등 여러 요소. , , , 

들을 활용해서 감상자가 그로부터 묘사 대상을 조직화하고 이를 특정 방식으로 보게 
한다. Graham , Op. Cit, pp. 63 64.–

148) Ibid, p. 138. 

149) 년 출간된 디킨즈의 장편 소설로 공리주의의 원칙에 따라 모든 것의 가치 및  1854 , 
효용을 계량적으로 판단하고 사고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150) 찰스 디킨즈 김옥수 역 , , 어려운 시절『 』 비꽃, , 2016,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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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자는 메마르고 생기없는 비쩌의 모습에 가슴 한 켠이 서늘해지는 , 

느낌을 받지만 햇살을 받아 더 생기있게 빛나는 씨씨의 모습에서 그와 , 

대비되는 따스함을 느낄 수 있다 수사적 표현을 활용한 대비는 감상자. 

가 작품 속 인물들에 대한 상상과 이에 대한 특정 감정적 반응을 유도하

기 위해서 흔히 사용되는 방식이다.151)152) 

두 번째로 그레이엄은 예술작품은 작품 속 인물 및 그들이 처한 

상황과 관련해서 하나 이상의 관점을 제시한다고 말한다.153) 많은 허구  

내러티브 예술작품들은 작품 속 인물들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how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를 주목하게 하는it is), (how it feels)

데 전자는 인물을 그들이 처한 상황이라는 외적 측면들을 보여, (external)

주는 반면 후자는 인물의 내적 측면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구, (internal) 

분된다. 

이는 작품의 내래이터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양

상으로 나타난다 작중 관찰자 시점에서 서술되는 작품의 경우에는 외적 . 

측면들에 대한 묘사가 내적 측면들에 대한 묘사보다 더 두드러질 것이며, 

주요 인물의 내적 측면 예를 들면 감정이나 생각 느낌 등이 직접적으로 , , 

묘사되기 보다는 인물의 표정이나 행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 

도록 나타날 것이다 이에 반해서 주인공의 시점에서 서술되는 작품 혹. , 

은 전지적 화자에 의해서 서술되는 작품의 경우에는 내적 측면들에 대한 

묘사가 관찰자 시점에서 서술되는 작품에 비해서 훨씬 직접적일 수 있

151) 라마르크도 허구 내러티브 예술작품을 감상하면서 일어나는 상상과 그에 뒤따르는 

감정적 반응은 작품이 인물과 상황을 제시하는 양식에 의해서 정교하게 통제된다고 

말한다. Lamarque, Op. Cit, pp. 12 13. – 
152) 영화같이 내러티브의 전개에서 대사나 내래이션 같은 언어적 수단 뿐만 아니라 시 

각 매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장르의 경우 수사적 표현 외에 장면 구성이나 카메라 움, 

직임 등의 장치들을 활용해서 감상자가 장면 속의 인물이나 상황에 대해서 특정 태도
를 취하고 감정적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즉 영화의 경우 사용하는 예술적 . , 

장치의 차이가 약간 다를지라도 이런 장치들을 활용해서 감상자가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상황에 대해서 특정 태도와 감정적 반응을 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다. 

153) Graham, Op. Cit, pp. 140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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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54) 요지는 내래이터가 어떤 위치에 있던지 간에 인물의 외적 측면과  , 

내적 측면을 함께 보여주는 기법의 사용덕분에 감상자는 작품 속 인물의 

삶을 여러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인물에 대해서 더욱 , 

풍부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155)

예술작품이 이런 장치들을 이용해서 감상자의 상상과 감정 경험을 

인도하고 작품 속 인물들과 사건들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게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지식에 대한 논의에서도 살펴보았지만 감상자가 . 

풍부한 상상에 참여한다는 점과 그것이 지식의 획득으로 이어진다는 점

은 구분되며 전자로부터 후자가 뒤따르지 않는다 이는 인지적 성취의 , . 

일종인 이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감상자가 작품을 감상하면서 . , 

이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어떻게 이해의 향상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레이엄도 이 두 가지가 구분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

런 점에서 그는 이해의 향상과 작품이 인도하는 심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 사이의 연결고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156) 위의 설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가 작품에 대한 예술로서의 감상에서 강조하는 것은 감상자가 , 

작품이 묘사하는 대로 상상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작품 속 개별자, 

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갖게 된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이미지는 시각적 . 

이미지만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사용되기 보다는 작품 속 인물에 대한 , 

주목의 패턴 생각 태도 감정적 반응 모두를 포괄하는 것으로 작품을 , , , 

154) 예를 들어서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에서 주요 사건들은 화자인 옥희의 시선에서 「 」

서술되는데 감상자는 이 때 옥희가 관찰하는 어머니와 손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지 그리고 그들이 겪는 감정들을 옥희의 서술을 통해서 유추할 수 밖에 없다 이와 , . 
달리 날개 는 주인공의 인칭 시점에서 이야기가 전개되며 감상자는 의식의 흐, 1 , 「 」

름 기법에 덕분에 주인공의 심적 상태의 흐름을 비교적 직접적인 방식으로 알게 될 
수 있다 물론 주인공이 곧 화자인 작품들 중에는 신뢰할 수 없는 화자를 내세우는 . 

작품들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화자가 관찰자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화자가 드러내지 , 

않은 감정과 작품 속 세계에서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실상을 유추하는 작, 
업을 거쳐야할 것이다. 

155) Graham, Op. Cit, p. 141. 
156) Ibid, p.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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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하면서 갖게 되는 인물에 대한 복합적인 심적 태도들을 지칭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레이엄은 이런 이미지는 감상자의 실제 세계에 대한 경험을 밝

혀주고 조직화 한다고 말하며 이를 작품의 묘사가 (illuminate) (ordering) , 

실제 세계의 사태들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과 비교한다.157) 감상자는  

작품에서 참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국면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작품, 

의 묘사를 통해서 상상한 인물과 상황의 국면들을 자신이 살고 있는 세

계로 끌어와서 이것이 우리의 경험을 밝혀주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레이엄은 작품 속 인물들과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이미지들은 

감상자의 사회 정치 혹은 일상적 삶의 경험을 조직화하거나 밝혀주는 , , 

것으로서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인간의 조건이나 본성에 대한 이해가 향

상된다고 말한다.158) 

예를 들어서 엠마『 』의 우드하우스 씨가 보이는 특징적인 면모들

은 건강염려증 환자가 갖는 전형적인 특징들이 아닐지라도 건강염려증을 , 

앓는 실제 사람들에 관한 새로운 측면들을 발견하게 할 수 있다 즉 감. , 

상자는 작품을 감상하는 과정에서 우드하우스 씨의 특징적인 성격과 행

동 패턴들을 보게 되고 이로써 실제 세계에서 우드하우스 씨를 발견할 , 

수 있다는 것이다.159) 또한 그레이엄은 에이젠슈타인의 전함 포템킨 < >160)

에서 성난 군중들이 페테스부르크의 겨울 궁전에 몰려가서 부와 권력의 

상징인 화려하게 장식된 거대한 문들을 힘을 모아 억지로 여는 장면은 

러시아 혁명에 대한 영구적인 이미지로 실제로 러시아 혁명에서 이런 ,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만 이는 사람들의 정치적 경험을 구조화한다, 

는 점을 언급한다(structure) .161)

157) Ib id, pp. 68 70.–
158) Ib id, p. 146 . 

159) Ibid, p. 70.

160)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이 실제의 역사적 사건인 포템킨 사건을 토대로 만든 영화로  

년 소련에서 개봉했다 이 영화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은 오데샤 계단에서 벌어진 1925 . 
민간인 학살 장면으로 몽타주 기법의 탁월한 활용 사례로 일컬어진다 에이젠슈타인. 

은 두 개의 대조되는 장면들을 연달아 배치함으로써 관객들에게 어떤 정치적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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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허구 내러티브 예술은 인간 관계의 다양한 패턴들을 제시하

는데 그레이엄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최선인지를 고민하는 , 

감상자의 삶의 경험에 직접 개입해서 그의 경험을 밝혀주고 감상자의 삶

에 대한 이해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162) 

하지만 예술이 어떻게 이해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그레이엄의 설명

에는 석연치 않은 지점들이 있다 먼저 예술을 통한 이해의 향상에 대한 . 

그레이엄의 설명은 작품을 감상하면서 갖게 되는 구체적인 이미지가 우

리의 실제 삶에 대한 경험을 조직화하고 구조화하고 밝혀줄 수 있다는 

은유적인 표현들에 의존한다 예술작품이 우리의 실제 경험을 밝혀줄 수 . 

있다는 은유에는 맞는 구석이 있으며 이것이 전적으로 틀렸음을 주장하, 

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바로 이 점 때문에 그레이엄. , 

의 설명이 예술을 통한 이해의 향상을 설명하는 입장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의문스럽다 그레이엄은 그저 예술작품에 대해서 많은 사. 

람들이 동의하는 은유를 반복하고 있는 것 아닌가 철학적 논의에서 은? 

유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예술작품이 어떻게 이해를 향상시, 

킬 수 있는지를 해명하기 위해서 여러 의미를 지닐 수 있는 은유에 의존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이지는 않는다.163) 

또한 그레이엄은 예술작품의 인지적 가치는 이해로 설명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말하지만,164) 정작 이해 자체가 그레이엄의 설명에서 큰  ‘ ’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그레이엄이 앞의 설명을 통해서 확립한 것은 가. 

161) Ibid, p. 146.

162) Ib id,, p. 147.
163) 라마르크 또한 그레이엄이 이해를 향상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은유적 표현들의 의미 

가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해서는 거의 설명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 

Peter Lamarque, “Arguing about Art”,European Journal of Philosophy, 
Vol. 7 , No. 1, 1999 , p. 96.  Peter Lamarque, Cognitive Values in the Arts 

: Marking the Boundaries” , in Matthew Kieran (ed), Contemporary 
Debates in Aesthetics and the Philosophy of Art, Blackwell, 2006 , pp. 128 

129 . –  

164) Graham, Op. Cit, pp. 56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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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인물과 그가 살아가는 사회에 대해서 갖게 된 이미지가 우리의 실

제 삶에 대한 경험에 개입해서 어떤 인지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다 하지만 이러한 인지적 영향을 이해 라고 보아야할 이유가 무엇인가. ‘ ’ ? 

우리는 막연하게 가상의 세계에 대한 정교한 이미지가 실제 삶의 경험들

과 교차하면서 이것이 실제 세계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낳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작품을 통해서 가상의 세계를 상상하는 것이 어. 

떤 식으로든지 실제 세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이 예술을 통해서 이해가 향상된다고 주장하는 입장이 할 수 있는 

전부라면 예술의 인지적 가치에 관한 철학적 논의를 촉발시켰던 직관, , 

예술을 통해서 중요한 통찰이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통념에서 별로 

나아가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본 장의 논의의 배경에서도 밝혔지만 예술을 통한 이해의 향상을 , 

주장하는 입장에 필요한 것은 예술작품에 대한 감상을 통해서 이해가 향

상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해명해줄 수 있는 이해 개념에 대한 설‘ ’ 
명이다 하지만 예술과 이해의 관계에 대한 그레이엄의 설명에서 인지적 . 

성취로서의 이해를 보다 철저하게 다루려는 시도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인지적 가치가 반드시 참인 명제 차원에서만 설명될 필요가 없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해를 제안하는 부분에서 이해에 대한 그레이엄의 생‘ ’
각을 조금 엿볼 수 있다 그레이엄에 따르면 이해가 더 적절한 대안이 . , 

되는 이유는 이해가 중심이 되었을 경우 참인 명제를 중심으로 예술의 , 

인지적 가치를 설명할 때 제기될 수 있는 비판을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

이다 참인 명제를 중심으로 예술의 인지적 가치를 설명할 때 제기될 수 .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참인 명제는 그와 상반되는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부정하(1) 

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 예술작품이 이런 식으로 부정(negate) . (2)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예술의 인지적 가치는 참인 명제들을 . (3)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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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중심으로 예술의 인지적 가치를 설명할 경우에는 이 비판

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데 이해에 대해서도 어떤 하나의 사실을 제시, 

함으로써 그것이 부정된다 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negated)

이다 대신 그레이엄은 한 사람이 가진 이해가 그 사실을 설명하지 못한. 

다는 점에서 부적절 하다거나 결함이 있다 고 말할 (inadequate) (defective)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166) 

그레이엄이 이해를 동원해서 모건의 비판을 빠져나오는 방식에는 

크게 문제될만한 부분은 없다 하지만 문제는 이해에는 참 뿐만 아니라 . 

더 다양한 평가적 용어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줄 뿐 이해라는 인지적 , 

성취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거의 말해주는 바가 없다는 것이다. 그레이엄

이 이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이 정도 뿐이라면 그가 이해가 어떤 인, 

지적 성취인지를 철저하게 다루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레이엄의 설명이 갖는 문제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예. (1) 

술이 어떻게 이해를 향상시키는지를 모호한 은유에 의존해서 설명한다. 

은유에 의존한다는 점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이 은유적 표현이 예술, 

이 어떻게 이해를 향상시키는지와 관련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막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식 통념 이상의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지 않는다는 , 

점이 문제이다 예술작품 감상을 통해서 이해가 향상되는 방식에 대. (2) 

한 그레이엄의 설명에서 이해 자체에 대한 설명이 그렇게 큰 역할을 ‘ ’ 
하지는 않는다 그레이엄이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상식. , 

통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다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결국 인지

적 성취로서의 이해가 무엇인지가 해명되어야 하는데 그레이엄의 이해‘ ’
에 대한 설명은 빈약하며 이해가 지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와 관련해서 

165) 그레이엄은 이 문제를 예술과 참의 관계에 대한 모건의 논의에서 가져온다 . 
Douglas Morgan , “Must Art Telll Truth?”,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 ism, Vol. 26 , 1967 , p. 18. 

166) Graham , Op. Cit, p.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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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는 바가 많지 않다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예술을 통한 이해의 향. 

상을 설명하는 그레이엄의 입장은 예술의 인지적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서 적합하지 않다.  

3. 예술을 통한 이해의 향상에 대한 엘긴의 설명과 그 문

제

이 절에서는 예술을 통한 이해의 향상을 주장했던 또다른 학자인 

엘긴의 주장을 검토할 것이다 엘긴 또한 그레이엄과 마찬가지로 다른 . 

지적 관행의 산물들과 예술을 비교한다 하지만 엘긴은 지적 관행의 산. 

물들 중에서도 실제 세계의 사태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는 것 전제에, 

서 결론으로 이어지는 논리의 구조를 갖지 않는 것들이 있으며 허구 내, 

러티브 예술작품이 이것들과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 유사성을 토, 

대로 예술작품이 감상자의 이해에 기여하는 방식을 설명한다 엘긴이 예. 

술작품과 비교하는 지적관행의 산물은 실험 과 사고실험(experiment)

이다(thought experiment) . 

엘긴은 실험은 실제로 존재하는 현상을 그대로 재현하지 않고 문, 

제가 되는 요소들 간의 관계를 분명하게 보기 위한 이상적인 상황을 만

들어낸다는 점을 이야기한다 예를 들어서 비스페놀 가 포유류의 건강. -A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연구자들은 유전적으로 동일한 두 쥐 

집단을 같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며 이 중 한 집단은 비스페놀 에 노출, -A

시키고 다른 집단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실험이 만들어낸 환경은 실제, . 

로는 나타날 확률이 극히 적은 이상적인 환경이다 유전적으로 동일한 . 

쥐 집단은 실제로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실험실 수준의 비스페놀 에 자, -A

연적으로 노출될 확률 또한 매우 적다 하지만 이런 통제는 쥐의 건강에 .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다른 요인들을 제거함으로써 비스페놀 가 쥐의 , -A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더욱 분명하게 보게 해준다.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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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이 두드러지게 만드는 상관관계는 실제 현상에 적용됨으로써 

이 현상에서 설명되지 않았던 부분 의문스러웠던 부분들을 해결한다는 , 

점에서 실제 세계에 대한 이해에 기여할 수 있다 앞에서 예로 든 비스. 

페놀 와 건강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실험은 플라스틱 공장 주-A 

변의 야생동물 들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실제 현상 속에서 이런 관계를 

발견하고 플라스틱 공장 주변의 야생동물들의 건강이 좋지 않은 이유를 , 

분명하게 파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즉 동물들의 건강이 나빠진 이. , 

유를 파악하지 못했던 사람은 실험이 분명하게 보던 상관관계를 토대로 

이런 현상의 원인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 

실제로 비스페놀 가 공장 주변에 사는 동물들의 건강을 악화시킨 원인-A

이어야만 실험이 실제 세계에 대한 이해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동물, . 

들의 건강을 악화시킨 진짜 원인은 따로 있다면 실험 덕분에 이 현상에 , 

대한 이해를 성취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과학의 실험은 실제 세계를 직접 관찰했을 때 수많은 교란 변수들

의 영향력으로 잘 보이지 않는 상관관계를 분명하(confounding factors)

게 만들며 이처럼 실제로 존재하는 상관관계를 발견함으로써 실제 현상, 

에 대한 이해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엘긴은 과학과 철학에서 이루어지는 사고실험 또한 실제 세계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을 가정한다고 말한다.168) 차이가 있다면 사고실험 

의 경우 연구자는 자신이 가정하는 사건들의 연쇄를 실제 세계에서 만들

어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고실험은 주로 특정 이론의 핵심 주. 

장에 입각했을 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드러내는 상황을 만들어내서 

그 이론이 틀렸으며 이론의 핵심 주장은 수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

르도록 독자의 사고를 인도한다. 

예를 들어서 아서 단토의 사고실험은 크기와 색이 같기 때문에 지 

167) Catherine Z. Elgin, “Fiction as Thought Experiment”, Perspective on Science, 
Vol. 22, 2014, pp. 222 223.–

168) Elgin, Op. Cit, pp. 226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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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적으로는 구분이 불가능하지만 각각 다른 작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여, 

러 점의 작품들, <키르케고르의 기분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민족>, < >, 

니르바나 붉은 사각형 무제 등이< >, < >, < > 갤러리에 걸려있다고 상상하길  

요청한다.169) 작품의 제목으로도 알 수 있듯이 이 작품들을 만든 사람들 

이 각기 다른 의미를 의도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단토는 명백하게 다르. 

지만 시각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가상의 작품들에 대한 전시 상황을 상

상하게 하고 이를 통해서 한 작품을 바로 그 작품으로 식별하는, 

데 있어서 그 작품이 만들어진 맥락을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identify) 

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예술의 식별 에 대한 예술 철학 (identification)

의 논의가 한 단계 더 나아가는데 기여했다 하지만 엘긴은 사고실험이 . 

도달하게 하는 결론은 단순히 학문적 논의 안에서만 의의를 갖지 않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세계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도 뭔가 드러낼 수 있

다고 보았다.170) 실제로 단토의 사고실험은 앤디 워홀의 브릴로 상자 < >

의 등장으로 예술작품과 일상적인 사물들을 지각적 특징들에 의존해서 

구분하기 어려워진 당시 미술계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고안되었으며 지, 

각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작품들이 범람하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예술작

품의 식별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설명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이. 

런 점을 고려한다면 사고실험 또한 실험처럼 실제 현상의 특징이나 구조

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이해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엘긴은 실험과 사고실험을 통해서 철학이나 과학 같은 지적 관행에

서도 가상의 상황들을 만들어내서 세계에 대한 이해의 향상을 추구한다

는 점을 확립한 후 허구 내러티브 예술을 다룬다 그는 이런 장르의 작, . 

품 또한 실제 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가상의 상황을 만들어내며,171) 

작품 속상황은 어떤 인물들에 집중할지 그 인물에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

들을 묘사할지 인물의 심리는 어디까지 드러낼지에 대한 작가의 주의 깊

169) 아서 단토 김혜련 역 , 일상적인 것의 변용, 『 ,』  한길사, 2008, pp. 22 26..–
170) Elgin, Op. Cit, p. 230. 
171) Elgin, Op. Cit, p.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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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선택의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한다.172) 

예를 들어서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 에서 돈키호테를 산초 판사『 』

와 짝지어놓고 그들의 성격을 크게 대비되게 만든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작가의 선택의 결과이며 제인 오스틴이 오만과 편견 에서 그 , 『 』

시대의 역사적 사건인 나폴레옹 전쟁을 배제하고 서너 가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내러티브를 만들어낸 것 또한 마찬가지이다. 

감상자는 세르반테스의 선택 덕분에 작품을 감상하면서 돈키호테와 산초 

판사 사이의 뚜렷하게 구별되는 성격 차이를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으며, 

오스틴이 역사적 사건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특정 인물들 간의 상호작용 

및 집안의 사건들에 집중한 덕분에 특정 성격을 가진 인물들이 상호작용

하면서 드러내는 동기나 느낌 등 심적 속성들을 접하게 된다.173) 즉 사 , 

고실험과 실험이 실제 세계를 그냥 관찰할 경우 지나치기 쉬운 요인들이

나 상관관계가 강조되는 상황을 만들어내서 이것들에 주목하게 하듯 예, 

술작품도 인물들과 상황들의 특정 측면들에 주목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내러티브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물론 실험 및 사고실험과 달리 허구 내러티브 예술작품은 작은 부, 

분들까지 세밀하게 조정된 복잡하고 정교한 세계를 만들어내며 이런 세, 

계가 간결하고 명확한 서술이 아니라 수사적 표현들을 통해서 서술된다, 

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엘긴은 이런 차이는 예술작품이 만들어. 

내는 세계가 강조하는 패턴이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을 복잡하

고 어려운 작업으로 만들 뿐 실험 사고실험 예술작품을 근본적으로 다, , , 

른 종류의 것으로 만든다고 보지는 않았다 그는 실험 사고실험과 예술. , 

작품 사이의 차이에 주목해서 이것들 간의 경계를 분명하게 하기 보다는 

이것들이 서로 유사하며 연속선 상에 있다는 점 따라서 예술 또한 실험 , 

172) Catherine Z. Elgin, “Telling Instances” in Roman Frigg and Matthew C. 
Hunter (ed), Beyond Mimesis and Convention : Representation in Art and 
Science, Springer, 2010, pp. 7 9.–

173) Catherine Z. Elgin, “Fiction as Thought Experiment”, Perspective on Science, 
Vol. 22, 2014, pp. 232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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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사고실험과 비슷한 방식으로 감상자의 이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174) 

엘긴은 예술작품이 실험 및 사고실험과 비슷한 방식으로 감상자의 

이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몇 가지 사례들을 제시

한다 예를 들어서 오이디푸스 왕 은 테베의 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 『 』

칭송받는 삶을 살아왔던 오이디푸스가 말년에 불행을 겪으면서 몰락하는 

과정을 탄탄한 구성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오이디푸스 왕의 이러한 삶은 ,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주장 한 사람의 삶이 행복했는지 여부는 그 , ‘
사람의 삶을 끝까지 봐야 알 수 있다 는 주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읽을 .’
수 있다 나보코프의 롤리타 는 . 『 』 주인공 험버트 험버트의 인칭 시점에1

서 하숙집 여주인의 딸인 롤리타와의 열애에 대한 환상과 금지된 욕망, 

그리고 험버트 험버트가 롤리타에 대한 욕망으로 인해 자신이 저지른 여

러 잘못된 행동들을 어떻게 정당화하는지를 보여주며 엘긴은 험버트 험, 

버트의 세련된 자기정당화는 자기 자신의 믿음 동기에 대한 내성, 

이 다른 사람의 나의 행동이나 심리에 대해서 말한 것보(introspection)

다는 믿을만하다는 신념을 약화시키는 사고실험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한다.175) 

예술작품 속 인물들이 철학적 논의에서 사례로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스탠리 카벨은 셰익스피어의 작품 속 인물들을 분석하고 이 인물. 

들에게 일어난 비극적 사건들을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있다고 해도 이와 

관련해 오해에 빠지기 쉽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변을 구성하기 위해

서 활용한다.176) 리어가 코델리아의 헌신을 알아채지 못하는 것 오델로 , 

가 이아고의 악의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햄릿이 자신의 판단을 믿지 못, 

했던 것처럼 실제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자기 자신의 마음과 , 

174) Ibid, p. 240.

175) Ibid, pp. 234 235. –
176) 카벨이 셰익스피어 작품 속 인물들을 분석하고 활용한 방식에 관해서는 다음의 책 

을 참고하라. Stanley Cavell, Disowning Knowledge in Six Plays of 
Shakespea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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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며 따라서 자기 자신이건 타인이, 

건 누군가에게 심적 상태를 귀속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다.177) 

마지막으로 엘긴은 예술작품이 감상자의 특정 사태나 사건에 대한 

이해에 기여한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이디푸스 왕『 』이 조 패터

노 감독(Joe Paterno) 178)의 불명예스러운 추락을 설명하기에 적절한 탬

플릿을 제공한다는 점을 언급한다. 오이디푸스 왕 에서 나타나는 몰락『 』

과 완전히 똑같은 사례를 실제 세계에서 찾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비, 

슷한 패턴을 보이는 사례는 있을 것이며 그것이 바로 조 패터노 감독에, 

게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이라는 것이다 엘긴은. 오이디푸스 왕 을 감『 』

상하면서 승승장구하던 오이디푸스 왕이 과거의 실수로 그가 쌓아올린  

모든 공적이 한 순간에 의미를 잃게 되는 양상을 본 사람은 패터노 감독

에게 일어난 일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선택지 를 갖게 되며(possibility) , 

이는 패터노 감독에 대한 이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179) 

하지만 예술작품과 실험 사고실험 간의 유사성과 연속성을 강조하, , 

는 엘긴의 설명은 이들 사이의 차이 및 불연속성이 강조될 경우 설득력

을 잃을 수 있다 특히 실험이나 사고실험 그리고 예술작품이 만들어지. , ‘
는 방식과 감상자가 이것들에 참여하는 방식을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경’ ‘ ’
우 이들 사이의 불연속성이 더 뚜렷해질 수 있다, .

먼저 실험 속 환경은 실제 현상에 대한 더 나은 설명이나 예측이, 

라는 인지적 목적을 위해서 굉장히 정교하게 고안된다 독립변인과 종속. 

변인 사이의 관계만을 관찰하기 위해서 다른 요인들의 개입이 불가능한  , 

177) Catherine Z. Elgin, “Fiction as Thought Experiment”, Perspective on Science, 
Vol. 22, 2014,  p. 236. 

178) 조 패터노 감독은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미식축구팀 감독으로 년간 재직하면서  46

도덕성과 성실함의 상징으로 지역 주민들의 존경을 받아왔다 그러나 년에 축구. 2011
팀의 코치 제리 샌더스키 가 년부터 저질러온 아동성추행 사건을 (Jerry Sandusky) 1994

묵과했다는 점에서 부총장과 함께 경질되었으며 그가 감독으로서 쌓아온 기록들은 , 
전부 무효 처리가 되었다.

179) Elgin, Op. Cit, p. 237. Catherine Z. Elgin, True Enough, MIT Press, 2017, p.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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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 만들어지고 두 요인들 간의 관계에 ,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 의 요인들을 엄격하게 통제된다 또한 과학 관3 . 

행은 연구자가 자신이 선호하는 결과를 낳도록 실험을 조작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해 연구자에게 용어 정의 관찰 방식 및 통계에 대한 해석과 ,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규칙들을 지킬 것이 요청된다 사고실험의 경우 실. 

험만큼 지켜야할 규칙이 많지는 않지만 독자가 숙고의 대상이 되는 것, 

들의 관계를 분명하게 파악해서 특정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상황을 

명료하고 애매하지 않은 언어로 기술해야 한다는 제약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술작품의 창작은 사고실험 및 실험을 고안할 때만큼 엄격

한 규칙들에 따라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사고실험과 실험이 . , 

설명력 예측력 관련 논의에서의 활용도 논의의 진전 등 과학과 철학 , , , 

관행 내의 인지적 목적 달성을 위한 제약을 받으며 만들어지는 만큼 예, 

술 작품은 이런 인지적 목적을 위한 제약을 받으면서 만들어지지 않는

다.180) 작가는 작품 속 세계를 정교하고 섬세한 세부사항을 가진 것으로  

만들며 캐릭터의 행동 대사 내러티브 전개 방식 등은 모두 주의깊게 , , , 

선택된 것이지만 이 모든 선택들이 세계에 대한 참을 발견하거나 어떤 , 

논의의 진행에 있어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겠다는 인지적 목적을 염

두에 두고 이루어졌다는 것은 과장된 주장일 것이다.

이런 차이는 독자가 실험 사고실험에 참여하는 방식과 예술작품 , 

에 참여하는 방식의 차이로 이어진다 실험의 경우 사람들은 그것이 어. , 

떤 상관관계를 강조하는지 그 관계가 실제 현상들을 얼마나 잘 설명하, 

는지 그리고 그 관계가 결과적으로 어떤 이론을 지지하는지 등 단지 실, , 

180) 이는 작품을 만들 때 작가가 그 어떤 규칙에도 종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함축하지  

않는다 작가는 재료를 다루는 방식이나 표현 기법 작품의 구성과 관련해서 기존의 . , 
작품들이 만들어졌던 방식들을 참조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모종의 규칙성을 발견할 , 

수도 있다 핵심은 순전히 인지적 목적에 의해서 가상 상황의 모든 것이 조정되고 결. 

정되는 실험과 사고실험과 달리 작품 속 세계의 세부사항들을 조정하면서 작가는 작, 
품의 조밀한 구성이나 미 감동과 같은 다른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할 수 있다,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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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이 강조하는 상관관계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상

에 대한 설명력이나 예측력 혹은 과학 관행 내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염, 

두에 두고 실험에 주목하고 평가한다. 

이는 사고실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건 은 사고실. (D. Egan)

험을 접할 때 독자들이 염두에 두는 것은 일반적인 철학 문헌들을 접할 

때 염두에 두는 것과 많이 다르지 않다고 보았는데 사고실험에 대해서 , 

제기되는 비판들은 주로 사고실험이 만들어낸 상황 속의 요소들을 활용

해서 어떤 주장을 옹호하는 타당한 논변의 구성과 관련된 것이 많기 때

문이다.181) 예를 들어서 톰슨 의 바이올린 연주자 사고실 (J. Thomson) ‘
험’182)은 가상의 상황을 만들어내서 어떤 경우에는 낙태가 허용된다 는 “ ”
것을 독자들에게 설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빈사상. , 

태의 유명 바이올리니스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과 그 바이

올리니스트의 생명 유지 장치를 그 사람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연결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이 경우 이 사람이 이 연결을 끊는 것이 도덕적으로 , 

허용되는지를 묻는다 톰슨의 사고실험을 둘러싸고 이후에도 많은 논의가 . 

있었으며 톰슨이 낙태 상황과 유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가상의 상황이 , 

그가 원하는 결론을 옹호하기에 적절한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예를 . 

들면 태어나지 않은 태아와 무의식 상태에 있는 바이올리니스트를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있는지 낙태는 태아를 적극적으로 죽이는 것이지만 플, 

러그를 뽑는 것은 바이올리니스트를 죽게 놔두는 것이라는 점에서 다르

다는 점이 지적되었다.183) 비판의 지점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는 톰슨 , 

이 만들어낸 상황에 대한 결론을 실제 낙태 상황에서도 타당하게 끌어낼 

181) David Egan, “Literature and Thought Experiments”,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Vol. 74 , No. 2, 2016, p. 146. 

182) 사고실험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라 . Judith Jarvis Thomson, “A 
Defense of Abortion”, Philosophy & Public Affairs, Vol. 1, No. 1, 1971, pp. 47 
66. –

183) 톰슨의 사고실험에 대해 제기된 비판들은 다음의 책을 참조하라 . Jeff McMahan, 
The Ethics of Killing : Problems at the Margins of Life,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pp. 362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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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지를 문제 삼는다는 점에서 핵심은 같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작품을 감상할 때에도 문제되는가 특정 정치? 

적 사상에 대한 비판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프로파간다 작품들에 한해

서는 그렇다고 답변할 수 있다.184) 예를 들어서 조지 오웰의 동물농『

장 은 스탈린주의라는 정치 사상을 비판하기 위해서 고안되었으며 작, 』

품 속 사회는 스탈린주의의 통제 하에 있는 사회에 대한 유비로 작품 속 

캐릭터들과 그들이 벌이는 일들은 모두 실제 인물들이나 사태를 상징한

다. 이처럼 특정 사상을 비판하려는 의도를 갖고 만들어진 작품들이 있

으며 이런 작품들의 경우 감상자는 비판을 위해서 작품 속 인물들과 상, 

황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 구체적인 인물들과 상황들이 무엇에 대한 , 

상징으로 사용되는지 이 비판의 최종적인 결론, (argumentative upshot)

이 무엇인지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185) 

하지만 엘긴은 사고실험과 예술작품 사이의 연속성은 프로파간다 

예술로 분류되지 않는 작품들 너머로 확장된다고 보았다.186) 예술의 인 

지적 가치에 대한 논의는 주로 허구 내러티브 예술 일반에 대해서 이루

어져왔으며 예술이 통찰을 주거나 깨달음을 준다는 직관이 프로파간다 , 

예술에만 한정되지 않아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고실험과의 연속성을 , 

프로파간다 예술에 한정하지 않고 허구 내러티브 예술 일반으로 확장하

려는 시도는 바람직하다.187) 

184) 엘긴은 이를 교육적 허구 라고 부르며 (didactic fiction) , 톰 아저씨의 오두막 도 『 』

여기에 포함된다고 말한다 이 작품 또한 인종차별주의에 대한 반대 의견을 설득하려. 

는 의도가 명백하다는 점에서 동물농장 과 마찬가지로 저항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 』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Catherine Z. Elgin, “Fiction as Thought 
Experiment”, Perspective on Science, Vol. 22, 2014, p. 240.

185) Egan, Op. Cit, p. 147. 
186) 엘긴은 이 점을 언급하면서  톰 아저씨의 오두막 이나 동물농장 과 달리 비『 』 『 』

판하거나 전달하려는 사상이 명백하지 않은 작품으로 오이디푸스 왕 과 미들 마『 』 『

치 를 예로 든다. 』 Elgin, Op. Cit, p. 240. 
187) 특정 장르에 한정해서 예술의 인지적 가치를 설명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 

다 앞서 사실주의 소설에 한정해서 예술의 인지적 가치를 설명하려고 했던 캐럴 또. 

한 이런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예술의 인지적 가치에 대한 논의를 촉발한 직. 
관은 특정 예술 장르에만 한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특정 장르를 중심으로 

예술의 인지적 가치를 설명하려는 시도의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유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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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논의의 범위가 확장될 경우 이 연속성이 유지되기는 어렵다. 

작품이 암시하는 결론의 타당성 이를 설득하기 위한 적절한 유비의 사, 

용 등 사고실험에서 중요한 것들이 허구 내러티브 예술 일반에서도 중, 

요하다는 점은 관행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건은 논의의 대. 

상이 되는 예술이 프로파간다 예술에 한정되지 않을 경우 감상자는 , 작

품이 설득이나 메시지 전달과 같은 목적을 어떻게 이루고 있는지를 분석

하면서 작품을 감상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188) 물론 감상자는 작 

품이 다루는 주제와 관련된 질문을 염두에 두고 감상을 시작할 수는 있

다 하지만 감상자는 사고실험을 접하는 사람처럼 작품 속 인물이나 상. 

황의 특수한 요소들을 그 주제와 관련된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변의 구성

요소로 분석하지는 않으며 질문에 대한 답을 작품의 내러티브에서 찾겠, 

다는 태도보다는 어느 정도 열린 마음을 갖고(with a degree of 

작품을 접한다 이건은 이런 점에서 작품을 예술로서 감상할 openness) . 

때 감상자는 작품이 기대치 않은 사고나 느낌을 촉발하는 방식들에 더 , 

주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189)190)

또한 좋은 사고실험이 갖는 특징들 예를 들면 추상적인 개념들 간, 

의 관계로 환원될 수 있는 상황 이에 대한 애매하지 않은 서술 등이 작, 

품을 예술로서는 덜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예술작품의 인지적 가치를 옹호하기 위해서 예술작품과 사고실험 사이의 

유사성을 강조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지와 관련해서 의문을 제기

의문은 다음의 논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해완. , Op. Cit, p. 157. 
188) Egan, Op. Cit, pp. 144 145.–
189) Ibid, p. 143 . 

190) 실제로 문학 평론가와 문학 이론가 사이에서는 작품이 옹호하는 어떤 주장을 끌어 
내기 위해서 작품에 접근하는 태도는 작품에 대한 빈약한 감상을 낳으며 작품의 진, 

정한 이점을 누리는 것을 방해한다는 점이 이야기되기도 한다. Francine Prose, “I 
Know Why the Caged Bird Cannot Read: How American High School Students 

Learn to Loathe Literature” Harper’s, September, 1999 , pp. 76 84. Phillip –
Pullman, “Introduction” in John Milton, Paradise Lost,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 4 . Joshua Landy, “Formative Fictions”, Poetics Today, Vol. 33, No. 2, 
2012, p.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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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191) 

위의 지적들이 타당하다면 실험 사고실험 그리고 예술 사이에는 , , , 

생각했던 것 보다 큰 간극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나아가 엘긴이 , 

지적한 공통점만으로 예술작품이 실험 및 사고실험과 같은 방식으로 이

해에 기여한다는 주장이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예술작품은 실험 및 사고실험과 같은 방식으로 이해에 . ‘ ’ 
기여한다고 하기에는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감상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갖기 때문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이건은 예술작품과 지적 관행의 산물들 사이의 공

통점만 강조함으로써 예술의 인지적 가치에 대해서 의미있게 말할 수 있

는 것은 많지 않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확립할 수 있는 것은 . 

작품 속의 인물이나 상황 등을 비슷한 방식으로 학문적 논의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뿐이며 이는 예술의 인지적 가치에 대한 논의에서 그렇게 , 

큰 의의를 가질 수 없는 사소한 주장이라는 점을 강조한다.192) 예술작품 

속의 사례들이 철학적 논의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잘 정립되

어 있는 사실이기 때문이다.193) 철학자 뿐만 아니라 자신의 논의를 전개 

하고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허구 내러티브 예술작품의 구체적인 인

물들이나 상황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을 것이

다. 

엘긴이 앞서 언급한 스탠리 카벨의 경우 또한 작품 속 인물을 철학

적 논의를 구성하기 위해서 활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오이디. 『

푸스 왕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간주될 』

수 있다는 점 롤리타 가 인간의 내성에 대한 확신을 약화시키는 사고,『 』

실험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 등은 철학자가 작품을 활용한 사례는 아

니지만 이 예들 또한 작품의 구체적인 상황 및 인물들을 특정 주장을 , 

191) Egan, Op. Cit, p. 147. 
192) Ibid, pp. 141 142. –
193) 이건의 논문에서 이와 관련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 Egan, Op. Cit, p.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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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호하기 위해서 활용한 것에 가깝다 그렇다면 엘긴이 제시한 사례들도 . 

예술작품을 통해서 이해가 향상된다는 것이 아니라 작품이 특정 철학적 

주장이나 어떤 원칙을 반박하기 위해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고 볼 수 있다.

예술의 인지적 가치에 대한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예술작품

을 이런 저런 방식으로 활용해서 독자가 예술작품을 통해서 세계에 대해

서 지식이나 나은 이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확립하는 것에 있지 않

다 이런 인지적 성장이 예술적 가치와 관련있다는 것 즉 작품을 예술로. , 

서 감상하는 것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밝혀야 하며 이런 점에서 , 

예술의 인지적 가치를 철학적으로 설명하는 일에는 많은 설명의 부담이 

따른다는 점은 본 장의 도입부에서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작품을 예술로서 감상하는 일은 작품을 일종의 사고실험처

럼 보는 것 작품 속의 구체적인 인물과 상황들을 특정 주장을 뒷받침하, 

는 논변을 구성하기 위해서 분석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으며 따라서 작, 

품이 사고실험 속 상황처럼 분석될 수 있다고 해도 이런 것이 작품에 , 

대한 예술로서의 감상에 일반적으로 뒤따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

다. 

그렇다면 마지막 사례 오이디푸스 왕 이 조 패터노 감독 사건, 『 』

을 설명하기 위한 적절한 탬플릿을 제공하는 경우는 어떠한가 이 사례? 

는 작품 속 인물이나 상황이 철학적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활용되

는 것과는 다르며 실험이 강조하는 상관관계가 실제 현상을 이해하는데 , 

도움을 주는 경우에 더 가까워 보인다 작품을 예술로서 감상하는 것이 . 

작품 속 인물들이 보이는 행동 패턴과 심리 변화 양상에 면밀하게 주목

하는 것과 관련있다면 이런 유사한 행동 패턴을 보이는 실제 인물들을 , 

마주했을 때 그들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을 도울 것이라는 주장은 일견 타

당해 보인다 실제로 패터노가 오랜 기간 동안 쌓아왔던 좋은 평판이 그. 

가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실수로 무너진다는 점은 오이디푸스 왕이 과거



- 96 -

의 작은 실수로 몰락하는 양상과 유사하다. 

하지만 이 정도의 유사성이 패터노 감독 사건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는가 우선 시대적 배경이나 상황이 너무 달라서 오이디? 

푸스의 몰락과 패터노 감독의 몰락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으로 

패터노 감독과 관련해서 간과되었던 사실이 드러날 것 같지 않다 패터. 

노 감독이 교육자로서 감독으로서 쌓아온 모든 업적들이 그 의미를 잃게 

된 이유는 교육자로서의 자질이나 품성이 나무랄 데 없는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 정작 학생들의 인권이 유린되는 것을 학교의 이익과 평판을 위해

서 오랜 기간 동안 묵과했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결국 이것이 감독의 몰락을 자초했다는 점은 맞지만 패터노 감독 사건의 

핵심에 대한 이해에 오이디푸스 왕 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는 불『 』

분명하다.

혹자는 패터노 사건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패터노 감‘
독 또한 오이디푸스처럼 작은 실수로 몰락했다는 것을 출발점 삼아서 ’
패터노 감독의 몰락에 관해서 조사를 하고 여러 사람들의 이에 관한 의

견들을 접하면서 그에 관한 이해를 넓혀나가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오이디푸스 왕 의 감상이 패터노 감독에 대한 나은 , 『 』

이해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하는 역할이 미미해진다 오히려 패터노 감독. 

에 대한 이해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오이디푸스 왕『 』

보다는 감독에 대한 다각도의 조사가 아닐까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이 ? 

예시도 예술작품이 이해의 향상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이 이해의 향상이 , 

예술적 가치와 관련있는지에 관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엘긴은 이에 대해서 예시 에 의존할 경우 작품이 ‘ ’(exemplification) , 

감상자의 이해에 기여한다는 점이 더 설득력있게 뒷받침될 수 있다고 주

장할 수 있다 엘긴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을 예로 . 

들어서 이를 설명한다.194) 페인트 견본은 실제 페인트와 질감도 재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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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지만 적어도 색만큼은 실제 페인트와 그 속성을 공유한다 이런 점, . 

에서 페인트 견본의 색을 토대로 실제 페인트의 색을 접할 수 있으며, 

실제 페인트의 색이 이러할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과학 교. 

육에서 활용되는 모델 또한 실제 세계의 특징들을 예시한다고 할 수 있

다 예를 들어서 뉴런 모델은 실제 뉴런을 그것이 갖는 핵심적인 특징들. 

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만든 것 으로 이는 학생들에게 뉴런의 구(simplify) , 

조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학생들은 뉴런을 직접 본 것은 아니. 

지만 이 모델의 특징들을 중심으로 뉴런이 어떤 부분들로 이루어져있는, 

지 이것들의 대략적인 생김새를 추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195) 하지만 페 

인트 견본이나 뉴런 모델처럼 작품 속 개별자들을 토대로 실제 세계에 

대해서 추정하는 것이 가능한가 잘 만들어진 예술 작품은 인물이 처한 ? 

상황에 알맞은 행동 패턴이나 심리를 그럴듯하게 묘사하겠지만 이런 상, 

황에서는 이런 성격 유형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

하는 것 이상으로 이 인물이 실제 세계에 대해서 갖는 함축을 분명하게 

하기란 쉽지 않다.196) 

엘긴도 이런 차이를 인지했는지 허구 내러티브 예술이 무언가를 , 

예시한다고 했을 때 이를 통해서 작품이 예시하는 것과 관련된 일반적, 

인 결론을 내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서. 오만과 『

편견』은 엘리자베스가 다아시를 믿지 않는 이유는 잘못되었다는 점을 

예시한다 엘긴은 이를 여성 일반으로 확대해서 여성이 자신의 구혼자를 . 

194) Elgin, Op. Cit, p. 224. 
195) 사고실험과 실험이 과학 관행과 철학 관행 내에서 설명력 예측력 논의의 진전 등 , , , 

전적으로 인지적 목적을 염두에 두고 고안되는 것처럼 뉴런 모델과 페인트 견본도 , 
전적으로 예시하는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하고자 하는 정보 중심으

로 단순하게 고안되었기 때문이다.

196) 깁슨은 이런 점에서 우리는 예술작품에서 인간의 슬픔 소외 등을 구체적인 개별자 , 
들을 통해서 참신하게 재현되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 재현이 강력하고 감, 

동적이며 심지어 아름답다고 해도 작품 바깥의 세계와의 관련성이 밝혀지지 않는 한, 

이는 인지적으로는 중립적이라고 말한다. John Gibson, “Literature and Knowledge” 
in Richard Eldridge (ed), Oxford Handbook of Philosophy and Literature,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p.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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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지만 대신 작품을 , 

감상하면서 이를 분명하게 본 감상자는 일상에서도 이를 더 잘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197) 즉 감상자는 작품이 예시하 , 

는 것이 작품 속 세계가 아니라 다른 맥락에서 등장했을 때에도 발견할 

수 있도록 준비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 세계에 대한 이해를 얻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

는가 작품이 실제 세계에서 뭔가를 더 잘 인지할 수 있도록 감상자를 ? 

준비시킨다는 구절에는 그레이엄의 은유와 마찬가지로 무언가 맞는 구석

이 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준비되는 것만으로도 실제 세계에 대한 이해. 

가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며 여전히 작품을 감상, 

해서 결국 실제 세계에 대해서 뭘 이해하게 된 것인지는 불확실하고 막

연하다. 

또한 예시와 관련된 엘긴의 주장은 견본이나 모델 처럼 실제 세계

를 정확하게 모사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이에 관해서 정보를 전달하거

나 이해에 기여한다고 간주되는 것들과의 유비를 토대로 한다 하지만 . 

이 유비가 간단하게 성립하지 않으며 예술작품을 통해서 향상된 이해가 , 

무엇인지가 불분명하다면 작품이 페인트 견본이나 모델처럼 예시함으로

써 감상자의 실제 세계에 대한 이해에 기여한다는 주장에도 의문을 제기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예술작품 감상을 통해서 실제 세계에 대한 이. 

해가 향상된다는 주장은 예시에 의존해서 충분히 뒷받침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198) 

지금까지는 엘긴이 예술과 이해의 관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시

197) Catherine Z. Elgin, “Telling Instances” in Roman Frigg and Matthew C. 
Hunter (ed), Beyond Mimesis and Convention : Representation in Art and 
Science, Springer, 2010, p. 9. Catherine Z. Elgin, True Enough, The MIT Press, 
2017, p. 186.

198) 과학에서 사용되는 모델과 예술이 같은 방식으로 작동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또다 

른 비판으로는 다음을 참고하라. Currie, Op. Cit, pp. 302 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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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근거와 사례들을 살펴보았으며 이 근거와 사례들은 예술작품이 감상, 

자의 실제 세계에 대한 이해에 기여하며 이것이 예술적 가치와 관련있, 

다는 점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보였다 엘긴의 논의를 . 

살펴보면서 알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사실은 엘긴의 논의에서도 그레이엄

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이해가 예술작품을 통해서 어떻게 이해의 향상이 ‘ ’
가능한지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엘긴이 인지적 성취로서의 이해를 어떻게 보는지를 살펴

봄으로써 예술이 이해를 향상시켜주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예술적 , 

가치와 관련있는 이해의 향상의 양상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엘긴은 이? 

해와 관련된 인식론의 쟁점들과 관련된 많은 논문을 집필했지만 예술의 , 

인지적 가치를 지식이 아닌 이해를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를 다루는 

현재의 맥락에서 필요한 것은 인지적 성취로서의 이해를 지식과 구분짓

는 특징들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엘긴의 생각만 살펴보도록 하겠다. . 

이 때 엘긴이 지식이라는 말로 의미하는 바는 정당화된 참인 믿음으로 ‘ ’
성립하는 명제적 지식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199) 엘긴이 강 

조하는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이해는 지식과 달리 참을 요청하지 않는다 (1) .200) 엘긴은 이를 뒷 

받침하기 위해서 이해에 기여하는 것들로 간주되는 수단들 예를 들면 , 

도표나 다이어그램 모델 등 실제 세계의 사태와 일치한다는 의미에서 , , 

참은 아니지만 참에 가까운 것들 들이 많다는 점을 언급(approximations)

한다. 

이해는 사실에 국한되지 않는다(2) .201) 이는 지식은 하나의 사실에  

199) 엘긴은 대부분의 논의에서 지식을 거의 명제적 지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 ’
데 이는 인식론의 논의가 대부분 지식 그 중에서도 명제적 지식을 중심으로 이루어, , 

져왔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다음의 논문의 첫 머리에서 지식으로 자. ‘ ’
신이 의미하는 바는 신뢰할만한 방식으로 획득된 참인 믿음이라는 점을 이야기한다. 
Catherine Z. Elgin, “From Knowledge to Understanding” in Stephen 
Hetherington (ed), Epistemology Futures, 2006, Clarendon Press, p. 199 .

200) Catherine Z. Elgin, “Education and The Advancement of Understanding” in 
Randall Curren (ed), Philosophy of Education: An Anthology, Blackwell 2007 , p.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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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믿음을 정당하게 갖는 것만으로 성립되는 반면 이해가 단순히 이, 

런 사실들을 무미건조하게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성립되기 어렵다는 점에

서 비롯된다 엘긴은 어떤 한 주제에 대한 이해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는 단순히 그에 대한 나열된 사실들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 이상이 필요

하다는 점을 이야기한다.

이해는 정도의 차이를 허용한다(3) .202) 명제적 지식의 경우 믿음 , 

을 갖거나 갖지 않거나 둘 중 하나라는 점에서 정도의 차이를 허용하지 

않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서 , 

더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는 더 나은 , 

이해와 그렇지 않은 이해를 비교할 수 있다.

엘긴이 언급하는 특징들은 이해와 관련해서 고려해볼만한 특징들이

지만 정작 이것들이 예술의 인지적 가치에 대한 논의에서 어떤 역할을 , 

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예술작품은 엄밀한 의미의 참을 추구하지 않으. 

며 사실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은 예술이 잘 하지 않는 일이지만 그렇다, , 

고 예술작품 감상을 통해서 이해가 향상되며 이런 이해의 향상이 예술, 

적 가치와 관련있다는 점이 뒤따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엘긴이 예술을 통한 이해 향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하기 위

해서 언급하는 것이 예술작품과 사고실험 실험 간의 유사성 작품이 학, , 

문적 논의에서 잘 활용될 수 있다는 점뿐이라면 그레이엄과 마찬가지로 , 

엘긴 또한 예술과 관련해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들에서 더 나아가지 

못한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우기가 어렵다.

4. 소결 이해 중심의 논의를 통해 확립된 것들: 

이 장에서는 예술의 인지적 가치를 이해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엘

긴과 그레이엄의 주장을 살펴보았으며 필자는 이들의 설명 모두 예술의 , 

201) Ibid, pp. 420.

202) Ibid, pp. 419 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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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적 가치를 이해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입장으로서 부족하다는 점을 

보였다. 

그레이엄은 작품의 예술적 장치들이 감상자의 심적 활동을 인도하

며 이것이 이해의 향상을 낳는다는 점을 이야기하지만 작품에 대한 참여

가 어떻게 이해의 향상으로 이어지는지는 은유적 표현으로 불분명하게 

매개되며 그레이엄은 이 표현의 의미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다, . 

엘긴의 설명은 철학 과학 같은 지적관행의 산물들과 예술 작품 사

이의 유사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예술과 지적 관행의 산물들 사이에 존. 

재하는 차이점들을 고려했을 때 이런 유사성만으로 예술과 이해의 관계

에 대해서 의미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또한 엘긴이 예술작. 

품이 이해에 기여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하는 것들도 작품에 대

한 예술로서의 감상에 일반적으로 뒤따르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이해라는 인지적 성취 그 자체에 대한 의문 이해가 무엇‘ ’ , ‘ ’
이길래 작품에 대한 예술로서의 감상을 통해서 이것의 가능성을 논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엘긴과 그레이엄의 설명에서는 . 

이해가 예술과 이해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으며 이런 ‘ ’ , 

점에서 이들은 예술과 이해의 관계라는 문제를 직접 다루지 않고 에둘러

서 피해가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이 장에서 예술의 인지적 가치에 대. 

한 이들의 논의는 철학이나 과학의 산물들과의 차이점그레이엄과 공통( )

점엘긴을 지적하는데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 . 

예술과 다른 지적 관행을 비교하는 것은 논의할만한 주제이다 그러나 . 

예술의 인지적 가치에 관한 논의에서 이런 비교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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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예술을 통한 이해 향상 가능성에 대한 재고찰

1. 논의의 배경 

앞의 두 장에서는 지식과 이해를 중심으로 예술의 인지적 가치를 

설명하는 입장들을 살펴보았다 장에서는 여러 종류의 지식들을 예술. Ⅱ

작품을 통해서 획득할 가능성을 살펴보았으나 지식의 성립 조건 및 특, 

징을 고려했을 때 작품에 대한 예술로서의 감상을 통해서 지식을 얻기, 

는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장에서는 이해를 중심으로 예술의 인지적 가치를 설명하는 엘긴Ⅲ

과 그레이엄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해로는 예술의 인지적 가치. 

를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이 입장들은 작품을 통, 

해서 향상된 이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이해가 예술적 가치와 관련, 

있는지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

한 이 입장들은 이해 를 대안으로 내세우지만 인지적 성취로서의 이해‘ ’ ‘ ’
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예술의 인지적 가치를 설명하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였다. 이런 점에서 새로운 인지주의 에 “ ”
대해서 이해에 대한 체계적인 인식론적 입장이 부재하다는 점 지식과 , ‘ ’
구분되는 인지적 성장의 양상을 포착해서 예술의 인지적 가치를 논하기 

위한 기반을 닦는 작업에는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203) 

이런 상황에서 예술의 인지적 가치를 철학적으로 옹호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장의 결론은 이해 자체에 대한 회의? Ⅲ

보다는 예술을 통해서 이해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입장들은 이해가 

무엇인지 이해가 예술적 가치와 관련있는지를 분명하게 해명하지 않으, 

며 이 입장들이 예술과 이해의 관계를 논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근거들, 

203) Mikkonen, Op. Cit, p. 274. John Gibson, “Cognitivism and the Arts”, 
Philosophy Compass, Vol . 3, No. 4, 2008, p. 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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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부적절하다는 것에 가깝다 따라서 이해라는 인지적 성취를 다른 방. 

향에서 들여다보는 것을 통해서 예술적 가치와 관련있는 이해를 다른 방

식으로 구체화하려는 시도를 해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장에서는 먼저 인지적 성취로서의 이해가 무엇인

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는 작품에 대한 예술로서의 감상을 통해서 이

해를 얻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 

이 장에서 제안하려는 것은 작품에 대한 이해 이다 물론 이는 실제 세‘ ’ . 

계에 대한 이해를 얻는 경우는 아니라는 점에서 작품을 통해서 실제 세

계에 대한 통찰이나 깨달음을 얻는다는 통념을 완벽하게 설명하지는 못

한다 하지만 예술의 인지적 가치를 논하는 기존의 입장들이 이 통념을 . 

분명하게 설명하는데 있어서 난관에 봉착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작품에 , 

대한 예술로서의 감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인지적 성취를 인지적 성

취로서의 이해와 연관지어서 구체화하는 것은 예술의 인지적 가치에 대‘ ’
한 철학적 논의 내에서는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2. 인지적 성취로서의 이해에 대한 분석

이 절에서는 인지적 성취로서의 이해가 귀속되는 맥락을 살펴보고 

이해를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장에서. Ⅲ

도 언급했지만 이해는 인지적 성취뿐만 아니라 여러 맥락에서 다양한 의

미로 사용된다 이해라는 표현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모든 사용의 용. ‘ ’
례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로부터 인지적 성취로서의 이해가 가질 수 ‘ ’
있는 특징들을 추출해서 포괄적으로 살피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는 , 

별도의 논문을 요구하는 큰 과제이며 본고에서 이를 전부 다루는 것은 , 

불가능하다 따라서 필자는 이 절에서 단지 아는 것과 구분되는 반성. ‘ ’ , 

과 고민을 통해서 도달하게 되는 인지적 성취에 대한 직관이 사람들 사

이에 있으며 이것이 이해라고 불린다는 점을 보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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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엘긴이 이해의 특징 중 하나로 언급한 것 즉 이해는 사실에 대한 믿, , 

음을 정당하게 갖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으

려고 한다. 

예를 들어서 사회 수업을 듣고 국회에 관해서 선생님이 말하는  

내용들을 그대로 참이라고 믿은 학생이 있다고 해보자 선생님이 일부러 . 

국회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는 사이비 교사가 아닌 이상,  

이 학생의 믿음은 참인 믿음을 잘 낳는 신뢰할만한 과정을 통해서 형성

되었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 학생은 명제적 지식을 가졌다고 할 수 , 

있다 그러나 이 학생이 이 정보들을 활용해 국회의 작동 방식들을 설명. 

을 하거나 이에 대한 질문들에 답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가 국회를 

이해했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204) 

고든 은 자신의 학부생 시절의 경험을 이와 유사한 (E. C. Gordon)

경우로 간주한다 그는 도널드 데이빗슨의 무법칙적 일원론. (anomalous 

에 대한 강의를 들을 때 자신은 교수자의 강의 역량이 괜찮다monism) , 

는 점을 알고 있으며 이 설명을 반박할만한 격파자, (defeator)205)를 갖고 

있지도 않았고 이 교수자의 데이빗슨의 무법칙적 일원론에 대한 설명이 , 

참이라고 믿었지만 이 이론을 이해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렸다고 이, ‘ ’
야기한다 그리고 이런 경험은 자신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 

한다 교수자는 믿을만하며 그의 설명을 반박할만한 근거가 없으며 그. , , 

204) Stephen R. Grimm, “Understanding” in Sven Bernecker and Duncan Pritchard 
(eds), The Routledge Companion to Epistemology, Routledge, 2011, pp. 85 88.–

205) 격파자란 주어진 믿음의 인식정당성을 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부정적 근거들을 일 

컬으며 문제의 믿음을 직접 공격해서 그 정당성을 격파하는 근거를 논박적 격파자, 
라고 부르며 그 믿음을 지지하는 근거와 믿음 사이의 지지 관계(rebutting defeator) , 

를 공격함으로써 믿음의 인식정당성에 손상을 입히는 격파자는 밑동자르는 격파자

라고 불린다(undercutting defeator) . 
예를 들어서 한 일기 예보를 보고 오늘 부산에 비가 온다는 믿음을 가졌는데 부산   , , 

에 사는 믿을만한 친구로부터 부산에 비가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친구의 , 
이야기는 부산에 비가 온다는 나의 믿음을 직접 반박하므로 논박적 격파자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이 일기 예보가 고장난 관측기의 관측 결과를 토대로 했다는 사실은 이 . , 

믿음을 직접 반박하지는 않지만 그 일기예보와 믿음 사이의 지지 관계를 공격한다는 , 
점에서 밑동자르기 격파자라고 할 수 있다. 

김기현 앞의 책   , , pp. 46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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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 설명을 믿지만 그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했던 경험을 갖고 있는 , 

수많은 학생들이 있다는 것이다.206)

교수자의 설명을 이해를 하지 못한 학생들은 그의 설명을 단순 암

기로 외울 수 있으며 이렇게 암기된 정보들은 수업의 내용을 얼마나 많, 

이 기억하고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객관식 사지선다형의 시험에서는 역할

을 할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학생들은 시험 대비를 위해서 정보를 암, 

기하는 것에 주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때 학생들이 수업 내용에 대해. 

서 알게될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한 이해에 이르지는 못할 것이라는 ‘ ’ , ‘ ’
불만은 교육계에서도 흔하다.207)

이 예들을 통해서 이해란 단순히 이해 대상과 관련된 여러 참인 

믿음들을 신뢰할만한 과정을 통해서 갖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 이해의 성취에는 이해 대상과 관련된 참인 명제에 대한 믿음을 갖는 , 

것 외의 추가적인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 

이 필요한가?

반빅 은 이 때 필요한 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들 (J. Kvanvig)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208) 즉 인지적 주체는 이해 대 , 

상과 관련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들을 분류하고 이 믿음들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추가적인 지적 노력을 해야만 이해

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209) 쿠퍼도 지식과 이해 사이에 이러한 차 

206) Emma C. Gordon, “Social Epistemology and Acquisition of Understanding” in 
Stephen R. Grimm, Christoph Baumberger, and Sabine Ammon, (eds), Explaining 
Understanding : New Perspective of Epistemology and Philosophy of Science, 
Routledge, 2017, p. 297. 

207) 이는 진짜 아는 것 혹은 이해해서 아는 것 ‘ ’(really know) ‘ .’(know understandingly)
처럼 안다 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되기도 한다 이 학생은 국회를 알긴 아‘ ’(know) . “
는데 진짜 아는 것은 아니야 라는 구절에서도 이 학생은 국회를 알지만 이해하지는 , .” “
못했다 는 표현의 의미가 어느정도 보존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냥 아는 .” . ‘
것 과 구분되는 인지적 성취의 차원이 존재한다는 점은 분명하며’(merely knowing) , 

이를 지식과 구분해서 이해라고 부르는 것은 이해라는 말이 사용되는 방식과도 ‘ ’ ‘ ’ ‘ ’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208) Jonathan Kvanvig, The Value of Knowledge and the Pursuit of Understand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pp. 192 194. –

209) 반빅은 믿음들 간에 성립할 수 있는 관계들로 논리적 관계 확률적 (log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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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는 인지적 주체가 어떤 것에 대한 이해에 . 

도달하기 위해서는 단지 이해대상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정보들이 있다는 

점을 수동적으로 고지받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passively informed) 

는 점을 언급하며 그 정보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려는 인지적 주체의 , 

적극적이고 활발한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한다.210) 물론 이는 이 

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언가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함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데이빗슨 이론에 관한 수업 내용을 . 

이해하지 못한 학생은 적절한 질문들의 목록이나 이론의 핵심을 구조화

하는데 참조할만한 도식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수업 내용을 이. 

론의 핵심과 학문적 의의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하는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 다만 도움을 받더라도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서로 어떻게 지지하. , 

는 관계에 있는지는 스스로 파악해야 하며 이런 점에서 이해가 이 학생, 

에게 전달된다기 보다는 이 학생이 이해에 도달하도록 이끌어진‘ ’ , ‘
다 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일컬어진다’(lead) .211)

명제적 지식 뿐만 아니라 실용적 지식과 관련해서도 이와 유사한 

설명이 가능하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살피기에 앞서 이러한 생각. 

에 제기될 법한 의문을 먼저 살펴보자 본고는 장에서 실용적 지식을 . Ⅱ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수행하는 능력으로 규정했으며 이에 이르기 위해, 

서는 일반적으로 올바른 절차에 따라서 수행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점

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올바른 절차에 익숙해지는 연습은 인지적 주체. 

의 노력 혹은 적극적 참여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 ‘ ’ ? 

또한 실용적 지식은 명제적 지식과 달리 성취의 정도에 따라 비교

가 가능하다 앞서 엘긴이 말했듯이 성취의 정도에 따라서 비교가 가능. 

하다는 것은 이해가 갖는 특징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실용적 지식이 곧 . 

관계 설명 관계 등을 언급한다(probabilistic) , (explanatory) . Ibid, pp 192 193.–
210) Neil Cooper, “The Inaugural Address: Understanding”, Proceedings of the 
Aristotelian Society, Vol. 68, 1994, pp. 5 7.–

211) Ibid,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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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이며 따라서 실용적 지식을 획득했다면 곧 수행에 대한 이해를 성, , 

취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를 물을 수 있다. 

하지만 정도의 차이를 허용한다는 점을 공유하는 것만으로 실용적 

지식과 이해를 간단하게 동일시 할 수 없다.212) 또한 어떤 절차에 따 (1)

라서 특정 활동을 수행하는 연습 또한 상당히 수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수행과 관련된 인지적 성취는 여러 단계들을 갖는다는 점, (2)

을 고려한다면 실용적 지식을 가졌지만 이해는 달성하지 못한 사례를 , 

상상할 수 있으며 따라서 명제적 지식과 유사한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 

각한다. 

앞서 데이빗슨 이론이나 국회에 대한 수업을 들었지만 이에 대한 

이해는 달성하지 못한 학생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믿을만

한 정보원천에 의존하는 수동적인 자세만으로도 지식을 얻는 것은 가능

하다는 점이었다 실용적 지식과 관련해서도 이것과 비슷한 경우를 생각. 

해볼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뚝배기 불고기를 만드는 법을 비디오를 

보고 배우고 있다고 해보자 이 사람은 자신의 수행이 비디오 속의 절차. 

와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염두에 두면서 이를 연습했고 이를 , 

반복하는 몇 번의 연습을 거쳐서 이 비디오를 보거나 절차에 따르고 있

는지를 신경쓰지 않고도 불고기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이 절차에 익숙

해질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이 조리법을 응용해서 다른 불고기 요리를 . 

고안하고 이를 만들어내지는 못할 수 있다 즉 그는 불고기 만드는 방법. , 

에 익숙해졌고 레시피와 방법을 머리 속에 떠올리지 않고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지만 불고기의 어떤 재료들이 어떤 맛을 내는지 그 원리를 , 

파악하지는 못한 것이다 이처럼 적절한 절차를 단지 따라가는 것만으로. 

는 성취할 수 없는 것이 있다.213)

212) Grimm, Op. Cit, p. 93. 
213) 오랜 시간의 연습과 숙고를 통해서 거의 달인이 된 전문가들이 아니라 이를 배우, 

는 과정에 있는 아마추어들에게 이런 결여가 나타난다는 점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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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인지적 성취는 앞서 실용적 지식의 성립에 대해서 논할 

때 등장한 인지적 성취의 단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우리는 . 

할 줄 안다는 표현은 다양한 종류의 인지적 성취들을 가(know how to) 

리키는 것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가 하는 것이 가능하다(1) S v .

가 하려고 하면 는 를 할 것이다(2) S v (try to v), S v .

적절한 맥락에서 가 하려고 하면 는 를 할 것이다(3) S v , S v .

는 를 특히 잘 하는 능력을 갖는다(4) S v .

는 방법 가 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을 안다(5) S w v .

는 방법 가 자신에게 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을 안다(6) S w v .

는 방법 가 왜 하기 위한 방법인지 안다(7) S w v .214)  

이 중 이해와 관련있는 것은 마지막 단계의 인지적 성취이다 이. 

는 방법 가 왜 하기 위한 방법인지 아는 것이라고 표현되기는 했지w v ‘ ’
만 이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왜 이 방법인가 라는 질문, ‘ ?’
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믿을만한 누군가로부터 듣고 그대로 믿거나 이 

답변을 암기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실용적 지식에 관해서 논하면서 이 . 

단계의 인지적 성취는 자신이 갖고 있는 일군의 지식들“ (a body of 

에 대한 인식적 관점 이 필요하다는 knowledges) ”(epistemic perspective)
점에서 반성적이라는 점을 살펴보았다.215) 이 인지적 성취를 위해서는  

연습 혹은 적절한 사례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익숙해진 방법이 왜 성공

적 수행을 위한 적절한 방법인지 그 이유와 원리를 파악하기 위한 반성, 

이 필요한 것이다. 

있다 초보자는 이 절차가 왜 효과적인지를 묻지 않고 절차를 반복함으로써 이대로 . , 
수행하는 것에 익숙해질 수 있으며 이로써 특정 수행을 하는 능력을 획득할 수 있다.

214) Fantl, Op. Cit, pp. 465 466. –
215) Sosa, Op. Cit, p.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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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의 인지적 성취는 앞서 데이빗슨 이론에 대한 수업 내용을 

붙들고 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한 결과 이에 대한 이해에 도달하게 되는 

경험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실용적 지식에 관해. , 

서도 단순히 누군가의 지침을 그대로 따름으로써 그냥 아는 것을 넘어서

서 성공적 수행의 원리나 핵심과 관련된 적절한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

한 답을 탐구하려는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존재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어떤 기술을 연마하는데 있어서 생각을 하면서 연습하는 “
것과 아무 생각을 하지 않고 연습하는 것은 다르다 생각을 하면서 연.”, “
습하라 는 말은 흔한데 이는 단순히 주어진 절차를 따라가는 것에만 신.” , 

경쓰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왜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 

고민하면서 연습하는 것의 중요성이 보통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받아들여

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수행의 방법에 관해서도 고민과 반. 

성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인지적 성취의 차원이 있으며 이를 수행의 , 

원리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이해는 이해 대상‘ ’
을 이해하려는 능동적인 지적 노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인지적 성취

를 가리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맥락이 있다는 점이다 혹자는 인지적 주. 

체의 의식적이고 반성적인 노력이 강조되는 이해에 불만을 가질 수 있으

며 반성없이 직관적으로 성립하는 이해도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 ’ . 

그리고 이러한 직관적인 이해의 한 사례로 잭슨의 사고실험 속 등장인물

인 메리가 흑백의 방에서 풀려남으로써 얻은 것이 그런 이해라고 주장할 

수 있다.216) 실제로 메리가 흑백의 방에서 풀려나서 빨간색을 보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때 안다라는 말을 이해했다는 말로 바꾸어서 , ‘ ’ ‘ ’
써도 큰 의미의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때 . 

216) Jackson, Op. Cit, pp. 291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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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가 얻은 것은 현상적 지식인 동시에 직관적인 이해의 한 사례로서 

앞서 언급한 반성적인 이해와는 구분되는 다른 종류의 이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필자는 이 사례가 반성을 전혀 포함하지 ? 

않는 직관적인 이해의 존재를 함축하는 것으로 해석될 필요가 없다고 생

각한다. 

사고실험의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보자 메리는 신경과. 

학자로서 붉은 색을 보는 경험의 신경학적 메커니즘과 그 원리를 연구해

왔다 그는 붉은 색을 보는 경험을 신경심리의 개념들을 동원해서 잘 설. 

명할 수 있지만 붉은 색을 보는 경험이 실제로는 어떤 것일지와 관련해, 

서 의문을 가질 수 있고 자신과 화상통화로 소통하는 다른 연구자와 붉, 

은 색보는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붉은 색은 따뜻한 색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궁금해 할 수 있다 메리가 흑백의 방에서 살면. 

서 한번쯤은 품어봤지만 해결되지 않았던 이런 의문들은 그가 흑백의 방

에서 나가서 붉은 색을 가진 사물들을 보고 자신이 본 것이 붉은 색 보

는 경험과 관련된 의문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즉 붉은 색에 대한 생생한 경험을 그것과 관련된 사유의 지도 속에 , 

적절하게 배치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붉은 색을 보는 . , 

경험과 관련해서 독특하지만 나름대로의 체계적인 이해를 갖고 있던 메

리가 실제로 붉은 색의 사물들 예를 들면 붉은 사과나 빨갛게 타오르는 , 

불꽃 등을 보는 것을 통해서 붉은 색을 보는 것이 실제로 어떻게 경험‘
되는지 붉은 색이 따뜻한 색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등에 대한 의’, ‘ ’ 
문들을 해결함으로써 붉은 색을 보는 경험에 대한 이해가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잭슨의 사고실험이 상정한 상황에서 이해 라는 말을 쓰는 것이 적‘ ’
절한 이유를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반성적인 노력이 강조되는 , 

이해 개념을 버리고 굳이 다른 종류의 이해를 상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

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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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적 성취로서의 이해 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도 이해하려‘ ’ ‘
는 노력이 이해에서 필수적이라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는 바이다 앞서 ’ . 

말했지만 반빅은 이해의 특징은 인지적 주체가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 

의 관계를 파악하려는 노력으로 성취된다는 점이라고 주장했으며 쿠퍼 , 

또한 이해의 달성은 이해 대상에 대한 의문을 갖고 이를 추가적인 탐‘ ’
구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217) 린치 와  (M. Lynch)

프리차드 는 이해 를 성취하기 위해서 인지(D. Pritchard) ‘ ’(understanding)
적 주체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프리차드는 이처, 

럼 이해는 인지적 주체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점에서 지식

과는 구분되는 가치를 갖는다고 주장한다.218)

그렇다면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도달하게 되는 이해란 무엇일까‘ ’ ? 

사실 사람들이 어떤 이해에 도달하게 되었는지는 그가 이해 대상에 대해

서 원래 알고 있던 것이나 경험했던 것이 무엇이고 그와 관련해서 어떤 , 

의문들을 가졌으며 이 의문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했는지와 긴밀한 관계, 

에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서 같은 이해 대상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해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세기 영국 사회의 변. 17

화 양상들을 보고 한 사람은 자본주의의 성장으로 인한 경제적 변화가 , 

미친 영향에 의문을 가질 수 있고 다른 사람은 그 당시의 종교 분쟁이 , 

미친 영향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두 사람이 이 의문들에 관련해서 적. 

217) Kvanvig, Op. Cit, p. Cooper, Op. Cit, pp. 2 3.–
218) Micheal Patrick Lynch, “Understanding and Coming to Understand” in Stephen 
R . Grimm (ed), Making sense of the world : New essays on the Philosophy of 
Understanding,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물론 지식을 얻는  pp. 200 201. –
경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는 등의 기본적인 인지적 능력이 개입되겠, 

지만 프리차드는 대부분의 경우 이해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지적 노력의 양은 지식, , 
을 얻기 위해 필요한 지적 노력의 양보다 더 많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이런 점. 

에서 이해는 지식보다 인지적 성취로서 더 구분되는 가치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Duncan Pritchard, “Knowledge and Understanding” in Abrol Fairweather (ed), 
Virtue Epistemology Naturalized : Bridges between Epistemology and Philosophy 
of Science, Springer, pp. 319 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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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한 세기 영국 사회의 변화와 관련된 적절한 설명에 도달했으며 이 17 , 

두 사람은 그런 점에서 이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겠지

만 두 사람이 도달한 이해는 각기 다를 것이다, .219)

하지만 이해를 얻거나 이미 갖고 있던 이해가 더 향상되는 것이 

이해 대상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이를 해소하는 탐구를 통해서 일어나는 

맥락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누가 무언가에 대한 이해를 가졌다고 , 

할 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다 이해를 . 

연구하는 학자들은 인지적 주체가 무언가를 이해했을 경우 그는 자신이 , 

갖고 있는 이해 대상과 관련된 믿음들을 활용해서 사소하지 않은 추론을 

하고 판단을 내리는 지적 능력을 갖게 된다는 점을 말한다 이는 엘긴의 . 

이해에 대한 느슨한 규정에서도 언급되며,220) 카터와 고든은 이해를 가 

진 사람은 이해 대상과 관련된 질문들에 적절하게 답할 수 있으며 이해 , 

대상과 관련된 새로운 믿음을 얻었을 경우 이것이 다른 믿음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비교적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말한다.221) 

힐즈 는 이 지적 능력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제(A. Hills)

시한다 그는 를 이해했다고 했을 때보다는 왜 인지를 예를 들면 경. X p , 

민이 왜 보름달이 뜨면 달리는지를 이해했을 때 어떤 지적 능력들을 갖, 

게 되는지를 다루는데 이런 점에서 힐즈의 설명은 인지적 주체가 를 , X

이해했다고 할 때 그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지적 능력들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이 되지는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설명은 이해를 갖기 위해서 대. 

219) 이 예시에 대한 아이디어는 다음의 논문에서 얻었다 . Cooper , Op. Cit, p. 13 . 
220) 주의해야할 것은 본고에서 지적하는 엘긴의 문제는 엘긴의 이해 규정 그 자체가 아 

니라 예술의 인지적 가치를 이해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에 의존해서 설명하기 보다는 , 
사고실험이나 실험 같은 것과 유비함으로써 설명하는 방식이다 필자는 엘긴의 인지. 

적 성취로서의 이해에 대한 논의는 가치있으며 받아들일만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엘긴이 사고실험이나 실험과의 유비를 통해서 예술의 인지적 가치를 설명하는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으며 이런 유비를 통해서 예술과 이해의 관계에 대해서 말할 ,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Catherine Z. Elgin, True Enough, The MIT 
Press, 2017, p. 44. 

221) Adam J. Carter and Emma C. Gordon, “Objectual Understanding and the 
Value Problem”, American Philosophical Quarterly, Vol . 51, No. 1, 2014,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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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적으로 필요한 지적 능력들이 무엇인지와 관련해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참고할만하다, .

힐즈는 왜 인지를 이해한 것을 때문에 임 을  p q p (p because q)

이해한 것으로 분석하는데 여기에서 와 는 각각 하나의 명제를 나타, p q

내지만 의 원인을 설명해주는 는 만큼이나 간단할 필요는 없다 예, p q p . 

를 들어서 경민이 보름달이 뜨면 달리는 이유에 대한 이해는 경민에 대

한 여러 정보들 예를 들면 그가 처한 상황이나 그가 한 말 표정 이를 , , , , 

통해서 도출한 심적 상태에 대한 믿음 등을 연결해서 하나의 적절한 내

러티브로 만들어낼 때 달성될 수 있으며 이는 경민이 보름달이 뜨면 달, ‘
린다는 명제에 비해서는 훨씬 더 복잡한 설명일 것이다 힐즈는 인지적 ’ . 

주체가 왜 인지를 이해했을 경우 그는 와 에 해당하는 명제들에 대p , p q

한 믿음을 가져야 하며 적절한 상황에서 다음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어, 

야 한다고 주장한다.222) 

(1) 왜 인지에 대한 다른 사람의 설명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p .

왜 인지를 내 언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2) p .

가 주어졌을 때 를혹은 아마 일 것임 도출할 수 있어야 (3) q , p ( p ) 

한다. 

가 주어졌을 때 를 혹은 아마 일 것임 도출할 수 있어(4) q , p ( p’ ) ′ ′
야 한다. 

가 주어졌을 때 라는 올바른 설명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5) p , q

다.

가 주어졌을 때 라는 올바른 설명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6) p , q′ ′
다.

여기에서 와 는p q′ ′ 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경우를 뜻 p, q

222) Alison Hills, “Understanding why”, No sû , Vol . 50, No. 4, 2016, pp. 663 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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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은 이런 유사한 경우들에 대해서도 적합한 판단을 내리고 설, (4),(6)

명을 할 수 있는 응용력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서 내가 경민이 왜 보름. 

달이 뜨면 달리는지를 이해했다면 나는 경민과 유사한 행동을 보이는 , 

인물에 대해서도 경민의 행동의 원인을 설명할 때 활용한 요인들을 동원

해서 그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223) 그리고  (3),(4)

는 나 q q′에 해당하는 믿음을 가졌을 경우 거기에서 나 , p p′를 읽어내는 

사고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면 경민이 보름달이 뜨면 . 

왜 달리는지 이해한 사람은 경민의 행동의 원인과 관련된 단서들을 다른 

맥락에서도 식별해서 이에 대한 믿음을 가졌을 경우 보름달이 뜨면 달, 

릴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을것이다 힐즈는 이 외에도 다른 지적 능력들. 

이 이해에 추가될 여지를 남겨놓는다.224) 하지만 인지적 주체가 왜 인 p

지를 이해했다고 하려면 적어도 이런 능력들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

장한다.225) 

이러한 의미의 이해는 그레이엄이나 엘긴이 앞서 이해의 특징으‘ ’
로 언급한 것들과도 양립가능하다 이해에 대해서는 부적절하거나 결함이 . 

있다는 등 다른 종류의 평가적 용어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 이해에는 , ,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은 이해 대상과 관련된 여러 믿음들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이해 대상에 대한 적절한 추론 및 판단을 하는 지적 능력들이 

이해의 성취에 핵심적이라는 점에 의존해서 설명할 수 있다 우리는 이. 

해 대상에 대한 더 많은 정보들을 특정 맥락에서 적절하게 활용해서 판

223) 물론 이 사람이 경민과 유사한 이유로 보름달 아래에서 달리는 경우에만 경민의  ,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동원했던 것들을 이 사람이 왜 보름달 아래에서 달리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224) Ibid. pp. 667 668.–
225) 이런 규정에 관해서 자신의 언어로 설명하는 능력까지 요청하는 것은 너무 과하며 , 

이해를 성취되기 어려운 것으로 만든다고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이해대상과 관련된 . 

질문들에 대답할 수 있고 이에 관해서 어느 정도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동원해서 , 
언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무언가를 이해했다고 말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을 고려한다면 전문적인 영역에서 요구되는 완벽한 설명은 아닐지라도 이를 자신의 , 

언어로 나타내는 능력 또한 그 사람이 무언가를 이해했다고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힐즈는 이런 점에서 지식에 비해서는 이해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 

것이 요청된다 고 말한다(demanding) . Ibid, pp. 679 6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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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및 추론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이

해를 비교하고 후자의 이해에는 결함이 있다거나 부적절하다고 평가할 , 

것이다.

또한 엘긴은 세계의 사태를 완전히 똑같이 반영하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도 이해가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는데 이 점은 이해란 단, 

순히 참인 명제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수동적으로 얻는 것이 아니

라 인지적 주체가 이해 대상과 관련해서 의문을 갖고 이해 대상과 관련, 

된 정보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려는 적극적인 탐구 과정을 통해서 달성

된다는 점을 참고해서 이해할 수 있다 실제 세계의 일면들을 정확하게 . 

반영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해 대상과 관련해서 유의미한 질문을 던지, 

고 이에 대한 답을 구하도록 인지적 주체를 자극함으로써 이에 관한 나

은 이해에 도달하도록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 

현재의 자기 자신에게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나 자신의 현 위치나 

앞으로의 선택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 생각을 

표현하게 유도하는데 이런 점에서 고든은 상담 을 내담자의 , (counseling)

자기 이해 에 도달하기 위한 사회적 관행으로 간주할 (self-understanding)

수 있다고 주장한다.226) 

이 절에서는 이해라는 말이 자신이 가진 정보들에 대한 반성과 ‘ ’
이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문들을 해결하려는 숙고를 통해서 얻는 것으

로 사용되는 맥락이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인지적 주체는 , 

이해 대상에 대해서 적절한 판단이나 설명을 제공하는 지적 능력들을 얻

게 된다는 점을 밝혔다 이러한 이해에 대한 규정은 이해와 관련해서 그. 

레이엄과 엘긴이 강조한 특징들을 이해가 어떻게 갖는지 설명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인지적 성취로서의 이해가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의 답으로서 

받아들일만 하다고 할 수 있다.227) 

226) Gordon , Op. Cit, pp. 303 311. –
227) 이런 규정이 유일하게 옳은 이해에 대한 규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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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술을 통한 이해 향상 가능성에 대한 재고찰

앞 절에서는 새로운 인지주의 가 처한 좋지 않은 상황을 해결“ ”
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인지적 성취로서의 이해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

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이해 개념을 토대로 허구 내러티브 예술작품을 .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해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작품을 통해서 어떤 인지적 보상을 얻는다고 해도 이것이 작품의 

예술적 가치와 관련있으려면 이것이 작품에 대한 예술로서의 감상을 통, 

해서 획득되어야 한다 그러나 장에서도 살펴보았지만 감상자가 작품. , Ⅱ

을 그것이 다루는 소재 예를 들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이나 작품이 모티, 

브로 삼은 실제 사건에 대해서 알기 위한 수단으로 보지 않는 이상 감, 

상자는 작품의 소재에 대한 묘사가 실제 세계에 대해서도 참인지 혹은 

작품이 묘사하는 활동 방법이 정말로 실제로 그 활동을 하는 상황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228) 또한 장에서는  Ⅲ

실제 현상에 대한 설명과 예측 논의의 진전과 같은 인지적 목적들만을 , 

위해서 고안된 사고실험 및 실험과 달리 허구 내러티브 예술 일반은 그, 

런 목적만을 염두에 두고 고안되지 않았으며 그렇기 때문에 사고실험이

나 실험에 대한 참여의 양상과 작품에 대한 참여의 양상은 상당히 다르

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신의 모든 것을 수용한다던가 당신에게 정서적으로 공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지적 
성취로서의 이해 를 염두에 둔다면 그리고 새로운 인지주의 의 문제가 인지적 성“ ” , “ ”
취로서의 이해가 무엇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의 부재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 

한 이해 규정을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228) 장에서도 언급했지만 설령 이 점에 관심을 두는 경우가 있다고 해도 단지 오류 , , Ⅱ
가 있다는 점이 문제인건지 아니면 이 오류가 작품이 속한 장르의 관습에 위배되기 

때문에 문제되는 것인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역사적 시대를 . 
배경으로 한 작품의 경우 작품의 고증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는 경우를 종종 볼 수 , 

있는데 이는 작품이 최소한의 그 시대의 역사적 사실을 그럭저럭 반영해서 상황을 , 

꾸며내야 한다는 장르의 관습 때문에 문제가 될 뿐 사실적 오류 자체가 문제가 되기 , 
때문은 아니다 사실적 오류 자체만이 문제라면 예술 관행 내에서 이루어지는 고증 . 

문제에서 지적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오류들이 지적되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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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에서 필자는 사고실험이나 실험과의 작은 유사성을 토대 , 

로 감상자가 작품을 감상하면서 작품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인지적 관심을 갖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애쓰기 보다는 작품을 , 

감상할 때 감상자가 주목하고 관심을 갖는 것들의 목록에서부터 출발하

는 것이 작품에 대한 예술로서의 감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해를 구

체화하기 위한 더 적절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감상자가 작품을 감상할 때 작품에서 일어나는 사건

들과 이를 겪는 인물들의 경우 감상자가 이들에게 관심을 둔다는 것은 , 

논쟁의 여지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 이는 예술의 인지적 가치에 대한 . 

논의에서도 전제되며 작품 속 인물과 그들이 겪는 사건들은 주로 상상, 

의 대상으로 언급된다 비명제적 지식의 옹호자들은 작중 인물의 입장에 . 

있는 것처럼 작품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상상하게 된다는 점을 말했으며, , 

그레이엄이나 엘긴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는 주장을 하지 않는다.229) 

그레이엄은 예술작품은 수사적 장치와 표현 기법들을 사용해서 인물과 

그들이 겪는 사건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세계를 특정 관점에서 보, 

여주며 엘긴은 작품은 인물이나 상황의 특정 국면들에 주목하도록 정교, 

하게 만들어져있다는 점을 말한다.230) 

유사한 맥락에서 라마르크는 감상자가 작품을 예술로서 감상할 때 

작품 속 인물들과 그들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실제 세계에 대한 서술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상상의 대상으로 간주하는데 이 때 작품의 서술에 , 

대해서 취하는 특유의 태도를 허구적 태도 라고 부른(fictive stance)

다.231) 감상자는 작품 속 서술에 따라서 인물과 사건의 국면들을 상상하 

고 묘사 방식에 따라서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일, 

229) Novitz, Op. Cit, pp. 79 87. Gaut, – Op. Cit, pp. 145 - 156 . Walsh , Op. 
Cit, pp. 91 104. –

230) Graham , Op. Cit, pp. 66 - 70. Catherine Z. Elgin , “Fiction as Thought 
Experiment”, Perspective on Science, Vol. 22, 2014, pp. 232 233 . –

231) Peter Lamarque, “Learn ing from Literature” The Dalhousie Review , Vol. 
77 , 1997 ,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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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난 일이라고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감상자는 작품이 명시적으. 

로 제시하는 것을 넘어서서 인물과 사건들에 대해서 작품이 언급하지 않

은 세부사항들을 채우는 상상적 보충 에도 (imaginative supplementation)

참여하기도 하는데 이는 감상자가 실제 세계에 대해서 아는 것 그리고 , , 

세부적인 장르의 관습 에 대한 지식에 의존해서 일어나며 작(convention) , 

품 속에 제시된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정보들이 믿을만한지 인물의 동, 

기나 욕구 도덕성 등 그들이 살아가는 세계의 물리적 환경적 세부사항, , 

들 중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을 채워넣는 것으로 이루어진다.232)

예를 들어서 롤리타 처럼 작품의 화자가 믿을만하지 못하거나, 『 』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처럼 화자의 연령이나 지식의 수준 때문에 작, 

품 속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서술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인물인 경

우 감상자는 작품의 서술을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들을 작, 

품의 서술 방식에 대한 지식이나 작품이 강조하는 특징과 관련해서 감상

자가 알고 있는 것들을 토대로 유추할 수 있다.

이는 작품 속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중요한 작업으로 작품 감상에서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감, 

상자가 작품이 속한 장르의 관습들에 익숙하다면 이러한 상상적 보충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 라마르크는 . 이런 과정을 통해 갖게 되는 허

구 세계 속 인물과 사건에 대한 믿음들을 갖게 된다고 말한다.233) 

하지만 작품에는 이 외에도 추가적인 노력을 들여야 파악될 수 있

는 또 다른 차원이 존재하는데 이는 작품의 의미 와 관련있다, ‘ ’ .234) 예술  

232) Ibid, pp. 12 13. –
233) 라마르크는 허구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 
믿음을 갖는 것은 허구 세계에 대해서 감상자가 갖는 생각의 중추 이며 이(backbone) , 

를 일차적 생각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first-order thought) .  Peter Lamarque, The 
Opacity of Narrative, Rowman & Littlefield, 2014, p. 147 162. –

234) 여기에서 의미란 작품을 구성하는 텍스트들의 언어적 의미 를  ‘ ’ (linguistic meaning)

뜻하는 것이 아니며 깁슨은 이런 언어적 의미 외에 작품이 추가적으로 갖는 의미를 , 

비평적 의미 라고 부른다(critical meaning) . John Gibson , “ Interpreting Words , 
Interpreting Worlds”,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 ism, Vol. 64 , 
No. 4 , 2006 , p.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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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 내에서는 작품을 보편적인 개념과 연관된 것 무언가에 대한 , ‘
것 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about) . 예를 들어서 셰익스피어의 템페『

스트』235)는 밀라노의 공작이었던 한 마법사와 그 마법사의 노예인 기이

한 생명체들의 이야기를 서술할 뿐이지만 예술 관행 내에서는 이 가상, 

의 이야기를 야만에 마주한 문명 이성의 파멸에 대한 것으로 취급한‘ ’, ‘ ’
다 필경사 바틀비.『 』236)에서 주어진 일을 하지 않겠다는 바틀비의 선언

은 현대인의 삶의 조건으로서의 소외에 대해서 무언가를 의미한다고 ‘ ’ ‘ ’
일컬어진다. 

작품 속의 개별자들 혹은 작품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무언가에  , 

대한 것으로 취급하고 그것의 의미를 찾는 일은 허구 내러티브 예술 외

의 모든 예술 장르에 걸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예를 들어서 . 

앤디 워홀의 브릴로 박스 는 겉모습만으로는 그 당시 판매되었던 세제< >

를 담는 박스와는 구분되지 않지만 예술사라는 특정한 맥락과 이민자 , 

가정에서 태어나서 지원물품으로 받는 대량생산된 공업품들에 익숙했던 

워홀의 삶이라는 맥락과 맞물림으로써 브릴로 박스 의 디테일들은 보통< >

의 박스들과 달리 대량생산의 균질함과 평등함을 의미하게 된다‘ ’ .237)

235) 셰익스피어의 마지막 희곡으로 알려져 있는 작품으로 밀라노의 공작인 프로스페로 , 

가 동생 안토니오의 음모로 딸과 함께 외딴섬으로 추방당한 후 벌어지는 일들을 그리

고 있다. 
236) 허먼 멜빌의 소설로 년에 출간되었다 미국 경제 및 금융의 중심지인 월스트 , 1853 . 

리트를 배경으로 하며 조그만 법률 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인 화자가 필경사인 바, 

틀비를 고용하면서 벌어졌던 일들을 그리고 있다 간단한 심부름 뿐만 아니라 핵심 . 
업무인 필사를 거부하다가 마침내는 먹는 것 까지 거부해서 죽음에 이르게 된 바틀비 

뿐만 아니라 이 인물을 대하는 화자의 태도 또한 흥미로운 작품이다, . 

237) 한 작품이 대량생산의 균질함이나 평등함에 대한 것이며 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 
어도 이는 작품이 대량생산의 균질함이나 평등함과 관련해서 어떤 주장을 한다는 것, 

을 함축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작품이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해서 언어적 표현. , 

처럼 실제 세계에 대해서 무언가를 단언한다고 간주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예술작품이 무언가를 의미한다는 것 혹은 작품의 구성요소가 무언가를 의미한다는    , 

것이 무엇인지와 관련해서는 심도깊은 검토가 필요하다 하지만 필자는 우선 언어적 . 
표현이 실제 세계에 대해서 무언가를 단언함으로써 의미를 갖는 것과 작품이 의미를 

갖는 것을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다는 점 작품, 이 무언가를 단언한다고 할 수 있는 

몇몇 확실한 경우들예를 들면 장에서 등장한 동물농장 이나 톰아저씨의 오두( Ⅲ 『 』 『
막 처럼 메시지 전달의 목적이 확실한 작품들이 있더라도 이것이 작품 일반으로 확)』

장될 수는 없다는 점을 지적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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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러티브에 대한 파악이 감상에서 중심이 되는 허구 내러티브 예

술의 경우 감상자는 주로 가상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물의 선택 그 , , 

안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것의 의미를 묻는다 예를 들어서 ‘ ’ . 

보후밀 흐라발의 너무 시끄러운 고독『 』238)의 주인공 한탸는 폐지 압축

공이다 하지만 그는 들어온 폐지를 압축해서 버리는 일보다는 이 폐지. 

들이 담고 있는 방대한 양의 정보들에 더 매혹되어서 폐지에서 귀한 책

들을 빼돌리고 자신의 머리 속에 이들이 담고 있는 정보들을 압축하는 

일에 몰두한다 한탸의 작은 방은 일터에서 빼돌린 귀한 책들로 가득하. 

며 그의 머리 속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일하면서 얻은 정보들이 . , 

혼합해서 만들어내는 생각들로 늘 시끄럽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신식 . , 

폐지 압축 공장과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난 후 큰 충격을 받게되

며 자신의 일터를 침범해오는 그들을 바라보다가 결국 자기 자신을 압축

기에 넣어버린다 한탸는 왜 이런 선택을 한 것인가 단순히 일자리를 . ? 

잃을 것 같다는 충격 때문인가 그런 선택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 ? ? 

작품은 한탸의 생각과 감정을 화자의 시점에서 가감없이 서술하지만 이, 

런 의문들에 대한 답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작중 인물의 선택이 갖는 의미뿐만 아니라 작중 인물이 처한 상, 

황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감상자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앞서 . 

예로 든 너무 시끄러운 고독 에서 신식 폐지 압축 공장을 방문한 사『 』

건은 한탸가 자신을 압축기에 집어넣는 선택을 유발한 것으로서 즉 그, 

것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서만 의미있는 것은 아니다 감상자는 신식 폐. 

지 압축 공장에서 한탸가 보고 들은 것들이 그가 그런 선택을 하도록 몰

아넣을 수 밖에 없었는지 그 사건이 그의 삶에서 그가 의지하고 살아온 , , 

세계에 대해서 어떤 함축을 갖는지를 상상적 보충을 통해서 풍부하게 만

든 세계에 대한 믿음들을 토대로 숙고해볼 수 있다.239) 감상자는 이런  

238) 년에 출간된 보후밀 흐라발의 소설로 자신만의 견고한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1976 , 
갖고 살아가는 한탸의 내면과 과거 사건들 새로운 기술로 인해 바뀌어버린 삶의 방, 

식을 목도한 후 겪는 충격 등을 주인공인 한탸의 시점에서 풀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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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거치면서 하나의 작품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 깊은 이해를 달성, 

하게 된다. 

실제로 작품을 해석하고 비평할 때에도 작중 인물의 선택이나 그 

들이 겪는 사건들이 갖는 의미를 다각도로 파악하는 작업이 주가 되며, 

비평가의 작업 중 일부는 작가가 만들어낸 가상의 세계에서 펼쳐지는 삶

의 의미를 분명하게 만드는 어떤 틀을 고안하는 것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240) 이런 점에서 작품 속 인물과 사건의 의미에 대한 의문들을 갖, 

고 이를 분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작품 속 인물과 그에게 일어난 사건들

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들을 돌아보고 여기에서 의미를 읽어내는데 활용, 

될 수 있는 배경지식들 예를 들면 예술사의 지식이나 특정 장르의 관습, 

에 대한 지식 혹은 작품의 의미를 읽어내는데 활용될 수 있는 철학이나 , 

사회현상과 관련된 지식들을 끌어들여서 작품 속 인물의 선택이나 그가 

겪는 사건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숙고하는 일은 작

품을 예술로서 감상하는 것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241) 

혹자는 이에 대해서 감상자가 작품 속 세계를 충분히 구체적으로 

만들기만 하면 그 너머의 의미에 대해서 숙고하지 않더라도, , 작품에 대

한 이해를 가졌다고 하기에 충분한 것이 아니냐고 물을 수 있다 감상자. 

의 작품 속 세계를 상상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것은 수업의 내용을 믿고 

따라가는 것에 비해서 상당한 인지적 작업을 요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

이다 또한 작품 속 인물의 선택이나 그 인물이 겪는 사건에 대한 의미. 

239) 라마르크는 이런 숙고는 작품 속 인물과 그들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한 일차적인 생 

각에 대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차적 생각 이라고 부른다(second-order thought) . 

즉 이는 작품 속 세계를 상상하고 이 상상을 보충함으로써 가졌던 작품 속 세계에 , 
대한 일차적 생각 에 대한 반성 을 토대로 일어난다는 (first-order thought) (reflection)

점을 언급한다. Lamarque, Op. Cit, p. 160. 
240) Gibson, Op. Cit, p. 444. 
241) 이건은 사고실험이 추상적인 개념들 차원에서 질문을 던지고 이것의 보편적인 의미

에 대한 사고를 이끈다면 허구 내러티브 예술작품을 감상하면서 감상자는 추상적인 , 

개념 차원보다는 작품 속 인물과 사건에 해당하는 개별자 차원에서 의미를 끌어낸다

고 말한다. Egan, Op. Cit, p.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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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작품에 대한 해설서나 비평문을 읽고도 알 수 있으며 이는 작품의 , 

서술에 따라서 작품 속 세계와 인물의 삶을 상상하고 이를 보충하는 것

보다는 작품 감상에서 덜 중요하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그러나 필자는 이는 작품 속 세계에 대한 이해를 성취한 것이라고

는 할 수 있지만 작품에 대한 이해를 성취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 

생각한다 작품 감상은 작품 속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따라가면서 상. 

상하고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세부사항을 채우는 것에서만 끝나지 

않으며 작품 속 인물과 사건이 갖는 의미에 대한 파악 또한 작품 감상, 

의 중요한 일부이기 때문이다 작품 속 인물들의 선택이나 사건이 무엇, 

을 의미하는지에 관해서 참조할만한 해설이나 비평이 있다는 점은 오히

려 이 작업이 예술작품 감상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더 분명하게 만든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과연 작품에 대한 이해가 작품 속 세. 

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구체적으로 만드는 것만으로 성취될 수 

있는지를 물을 수 있다. 

또한 이런 해설이나 비평을 토대로 앞 절에서 다루었던 경우들, , 

지식을 얻었다고 할 수 있지만 이해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과 유사한 사

례를 상상해볼 수 있다. 수많은 문학 참고서들은 작품의 줄거리 주요 인, 

물 관계 나아가 작품 속 인물들의 선택이나 그들이 겪는 사건이 어떤 , 

의미를 갖는지를 명쾌한 언어로 설명하며 사람들은 이를 통해서 작품을 

감상하지 않고도 이 작품에서 작중 인물이 이런 선택을 한 것은 이러저

러한 의미를 갖는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공신력있는 해설서를 통해. 

서 이를 얻었다면 이 믿음은 정당하게 획득한 참인 믿음이라고 할 수 ,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 절에서 다루었던 의미의 이해 를 염두에 둔다면 작품‘ ’ , 

을 감상하지 않고 단지 그 작품에 대한 해설과 비평을 읽고 이 인물의 

선택이나 사건이 갖는 의미가 이러저러한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

게 그에 대한 이해를 가졌다고 할 수 없다 그는 단지 작품 속 인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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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접하고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을 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품 속 인물들의 선택이 . 

어떻게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지 왜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지를 파악하, 

는 것은 작품 속 인물과 사건들의 세부사항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서 이런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스스로의 노력으로 발견하는 것이

다.242) 하지만 작품을 감상하지 않고 이 세부사항들에는 어떤 것이 있으 , 

며 이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 수 있는가 이 경우 그는 단지 작? , 

품에 대한 지식을 얻었을 뿐 작품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그, 

럴듯하지 않다 앞 절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인지적 성취로서의 이해란 . , ‘ ’
감상자가 이해 대상과 관련된 정보들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질문을 던지고 자신이 

이해 대상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것들을 돌아보는 적극적인 지적 노력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감상자는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 속 인물의 선택이 갖는 의미

나 사건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고민할 때 작품에 대한 해설서나 비평문, 

을 참고할 수 있다 내담자가 상담자의 인도를 받아서 자신의 삶의 경험. 

들을 더 잘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얻듯이 감상자는 자신의 작품 감상 , 

경험과 작품 속 허구 세계에 대해서 알게 된 정보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와 관련된 단서를 해설서나 비평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즉 해. , 

설서나 비평문은 예술 관행 내에서 감상자가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유

의미하게 던질 수 있는 질문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답, 

변들이 무엇인지 그 범위를 한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 

요지는 이 작품 속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구체적으로 

242) 이는 주로 작품에 대한 해석과 관련있다 해석이 단순히 작품 속 인물의 선택이나  . 
그가 겪는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 

떻게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작품의 세부사항들 및 적절한 배경지식들을 끌어들

여서 풍성하게 만드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작품에 대한 이해, 
는 단지 해설서나 비평문을 읽고 이 작품이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124 -

만들기만 한 경우 그리고 작품을 감상하지 않고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 

지를 해설서나 비평문을 통해서 알게 된 경우 모두 작품에 대한 이해를 

성취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243) 

그렇다면 이런 반성과 숙고를 통해서 작품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이 때 달성되는 이해는 무엇인가 이는 힐즈의 지적 능력으로서, ? 

의 이해에 대한 규정을 참고해서 설명할 수 있다 앞서 작품 속 인물의 . 

선택이나 사건이 이런 저런 의미를 갖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왜 그리고 , 

어떻게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가 작품 속 인물이나 그가 겪는 사건들의 어떤 의미를 .  p

갖는다는 진술이며 가 왜 인지에 대해서 예술 관행이 허용한 적절한 , q p

답변이라고 하자.244) 감상자가 왜 인지를 이해한 경우 그는 다음의 지 p , 

적 능력들을 가진 것이다. 

왜 인지에 대한 다른 사람의 설명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1) p .

왜 인지를(2) p  내 언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가 주어졌을 때 를혹은 아마 일 것임 도출할 수 있어야 (3) q , p ( p ) 

한다. 

가 주어졌을 때 를 혹은 아마 일 것임 도출할 수 있어(4) q , p ( p’ ) ′ ′
야 한다. 

가 주어졌을 때 라는 올바른 설명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5) p , q

다.

243) 앞 절에서 지식과 구분되는 인지적 성취의 차원을 구획하기 위해서 제시한 예시들 

과 마찬가지로 예술작품의 경우에도 작품에 대해서 알고 있던 바들을 되돌아보는 반, 

성과 숙고를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인지적 성취의 차원이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고 생각한다. 

244) 이는 작품 속 인물의 선택을 특정 의미를 갖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작품 속의 세부 

사항들을 언급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이 세부사항들을 연결해, 
서 선택에 의미를 부여할 때 활용될 수 있는 배경 이론들이 동원되어서 더 풍부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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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어졌을 때 라는 올바른 설명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6) p , q′ ′
다.

여기에서도 은 유사한 경우들에 대해 적합한 추론을 하고 (4), (6)

설명을 할 수 있는 응용력을 나타낸다 이러한 응용력은 다른 작품 속 . 

인물들이나 그들이 겪는 사건들에 대해서도 발휘될 수 있지만 작품 속 , 

인물이나 사건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더 적절하게 설명될 수 있는 실제 

세계의 인물이나 사건의 국면들에 대해서도 발휘될 수 있으며 실제 세, 

계의 특정 국면들을 인지하고 이것들이 갖는 함축이나 의의를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응용력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앞서 엘. 

긴은 감상자는 작품 속에서 분명하게 본 것들을 다른 맥락에서도 더 잘 

볼 수 있도록 준비된다고 말했는데,245) 이러한 준비는 감상자가 실제 세 

계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작품에 대한 이해를 성

취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일 수도 있다 즉 위의 지적 능력 중 에 . , , (4),(6)

해당하는 응용력이 바로 이런 준비를 위한 바탕이 된다는 점을 제안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감상자가 작품 속 인물의 선택이나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

는지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가 작품을 왜 이런 의

미를 갖는지 이해하는데 그렇게 중요한지를 묻을 수 있다 개별자들이 .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순간들이 많기 ,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하나의 작품을 이해했다고 하기 위해서 이 정도. 

까지 요구하는 것이 지나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작품 속 인물의 선택과 사건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

245) Catherine Z. Elgin, “Telling Instances” in Roman Frigg and Matthew C. 
Hunter (eds), Beyond Mimesis and Convention : Representation in Art and 
Science, Springer, 2010, p. 9 Catherine Z. Elgin, True Enough, The MIT Press, 
2017, p.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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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언어로 표현하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이를 끊임없이 적절한 언어로 설

명하고 나타내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작품에 대한 이해에 도

달하는 것이 가치있는 인지적 성취가 되며 이런 노력 덕분에 현재의 예, 

술 비평 및 해석 관행이 자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작품이 어떤 의미. 

를 갖는지 어떻게 그리고 왜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지에 대한 언어적 설

명을 구축하려는 사람들의 노력이 없었더라면 하나의 작품과 관련해서 , 

다양한 관점들과 해석이 공존하는 예술 생태계가 형성되지도 않았을 것

이며 한 작품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그렇지 않은 것들로부터 가려내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대략적인 기준조차 형성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 요구가 지나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에 대해서 전문적인 비평가에게 요청할법한 흠잡을 데 없는 설명 유, 

창한 설명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전문적인 비평가 . 

수준의 풍성한 설명에는 이르지 못할지라도 한 사람이 인물의 선택과 , 

그가 겪은 사건의 의미와 관련해서 의문을 갖고 이를 자신의 작품 감상 

경험 및 작품의 의미를 파악할 때 활용될 수 있는 지식들을 토대로 고민

해서 관행 내에서 받아들여질 만한 답을 내놓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 

답변이 비평가 수준이 아닐지라도 작품을 이해했다고 할 것이다 작품의 . 

의미와 관련해서 이는 언어로 표현하기 어렵다는 말만을 반복하면서 이

를 표현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미숙하기는 하더라

도 자신의 작품 감상 경험 및 이에 대한 생각을 표현하려는 사람에게 작

품에 대한 이해를 귀속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필자는 허구 내러티브 예술로 분류되는 작품들을 감상할 때의 즐

거움은 작품이 세계를 묘사하는 방식에 따라서 내러티브를 상상하고 이

를 구체적으로 만드는 것에만 있지 않으며 작품 속 사건들 이를 겪는 , , 

인물들의 선택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파악하고 작품의 세부사항들이 

어떻게 작품 속 인물의 선택이나 사건들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연

결될 수 있는지를 스스로의 힘으로 파악하는 것에도 자리한다고 생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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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46) 이러한 이해의 과정은 작품을 예술로서 감상할 때 가질 수 있는  ‘ ’
특유한 즐거움의 원천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서 도달한 작품에 . ‘
대한 이해는 감상자 본인이 지적 노력을 통해서 성취한 것이라는 점에’
서 단지 비평문이나 해설서를 읽고 작품의 의미는 이러저러한 것이라는 

점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과는 구분되는 가치를 갖는 작품에 대한 , 

예술로서의 감상과 밀접한 관련에 있는 적절한 인지적 성취라고 볼 수 

있다. 

4. 소결 

본 장에서는 인지적 성취로서의 이해가 귀속되는 맥락을 구체적‘ ’
으로 만들고 이를 통해서 이해에 도달하는 데에는 인지적 주체 스스로의 

지적 노력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 그 결과 인지적 주체는 이해 , 

대상과 관련해서 추론이나 판단을 내리는 지적 능력들을 얻게 된다는 점

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힐즈의 이유에 대한 이해 대. (understanding why) 

한 규정을 활용해서 이 지적 능력들의 종류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런 이해 개념을 토대로 감상자는 작품을 예술로서 감상

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작품에 대한 이해를 구체적으로 만들고자 ‘ ’
했다 이를 위해서 작품을 예술로서 감상할 때 일어나는 핵심적인 작업. 

들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서 감상자는 작품 속 세계, 

를 상상하고 이를 보충해서 구체적으로 만드는 작업에 착수할 뿐만 아니

라 작품 속 인물들의 선택과 그들이 겪는 사건의 의미와 관련된 의문을 , 

갖고 이에 대해서 적절한 배경 지식들을 동원해서 숙고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 중 전자는 작품 감상의 관습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비교. 

246) 힐즈도 작품 감상 경험의 특유한 즐거움에는 작품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비롯되는  

즐거움도 포함될 것이라는 점을 언급한다. Allison Hills, “Aesthetic Understanding” 
Stephen R. Grimm (ed), Making sense of the world : New essays on the 
Philosophy of Understanding,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p.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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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인 반면 후자는 비평서나 해설서의 도움을 , 

받아야할 정도의 어려움을 가지며 감상자 차원에서의 더 많은 인지적 ,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 작품에 대한 이해 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 , ‘ ’
작업이 중요하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작품 속 인물의 선택 및 그. 

가 겪은 사건들의 의미를 파악한 결과 가질 수 있는 지적 능력들을 힐즈

의 이헤에 대한 설명에 기대어서 구체화했다. 

물론 이 설명은 실제 세계에 대한 이해의 향상이 무엇인지는 분명

히 밝히지 못했으므로 예술작품이 실제 세계에 대한 통찰이나 깨달음을 , 

준다는 통념을 완벽하게 해명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새로운 인지주의. “ ”
가 이 장의 앞부분에서 언급한 문제 결국 작품을 통해서 이해를 얻는다, 

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명백하게 해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설명은 

작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해가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의 대안을 이‘
해에 대한 인식론의 설명을 토대로 제안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 

한 새로운 인지주의 입장과 달리 작품을 통해서 얻는 이해가 무엇인“ ” , 

지 이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이것이 예술적 가치와 관련있는지에 , , 

대한 답을 제시할 수 있으며 예술의 인지적 가치를 사유하는 새로운 방, 

식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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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언

본고에서는 허구 내러티브 예술의 인지적 가치를 지식과 이해를 

중심으로 설명하려는 입장들을 개괄하고 지식의 성립 조건과 이해의 성

립 조건을 토대로 작품을 통해서 지식이나 이해를 얻는 것이 가능한지, 

이것이 예술적 가치와 관련있는지 여부를 고찰하였다 작품을 예술로서 . 

감상과의 관계 속에서 지식이나 이해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는 중요한 

문제인데 그 이유는 작품에 대한 적절한 감상이 아닌 작품을 다른 방식, 

으로 활용함으로써 얻은 지식이나 이해는 작품의 부수적인 효과로 예술

적 가치와 관련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장에서는 여러 종류의 지식들을 작품 감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Ⅱ

는지 살펴보았다 명제적 지식은 상태 조건 성공 조건 정당성 조건으로 . , , 

규정되며 인지적 주체가 실제 세계의 사태에 대한 참인 믿음을 이런 믿, , 

음을 잘 낳는 신뢰할만한 믿음 형성 과정을 통해서 갖는 경우 인지적 , 

주체는 명제적 지식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명제적 지식의 경우 이 믿. , 

음이 신뢰할만한 과정을 통해서 얻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이는 믿음의 , 

대상이 되는 명제를 믿을만한 정보원천에서 얻었는지 인지적 주체를 둘, 

러싼 인식론적 환경 등을 고려해서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허구 내러티. , 

브 예술은 일반적으로 믿을만한 정보 원천이 아니다 작품이 실제 인물. 

이나 사건 배경에 관한 조사를 토대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결국 이런 자, , 

료들은 작품 속의 세계를 구성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품을 감상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명제들에 대해서 그것이 실

제 세계에 대해서 참인지 여부에 대한 추가적 검토를 거치지 않는 이상, 

정당하게 배웠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검토는 작품이 다루는 사회. 

에 관해서 뭔가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작품을 예술로서 감상하

는 사람이라면 이런 작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키비는 작품의 주제. 

와 관련해서 지식을 배울 가능성을 말하는데 작품의 주제라고 해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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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례들을 찾음으로써 이것이 참이 되는지 검토하는 

작업은 작품을 예술로서 감상했을 때 일반적이지 않다. 

실용적 지식은 표준적으로는 특정 과제에 대한 성공적 수행을 인

도하는 능력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적절한 절차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 

은 수행과 관련해서 성립하는 지식의 일종으로 받아들였다 작품을 예술. 

로서 감상하는 과정에서는 무언가를 수행하는 능력을 연습하는 것은 불

가능해보이지만 작중 인물이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을 상상하면서 그 활, 

동을 하는 절차에 대한 믿음을 갖거나 작중 인물의 상황에 자신이 있다, 

고 상상하면서 자신이라면 이 상황에서 이렇게 저렇게 할 것이라는 전략

을 세우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감상자가 작중 인물이 뭔가 하는 것을 . , 

상상하면서 실제로 이것이 적절한 절차일지를 신경쓰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자는 작품에 대한 예술로서의 감상에서 획득하기 어렵다 또한 감상자. , 

가 작품 속 상황에 대처하겠다는 전략을 세울 수는 있지만 이런 전략은 , 

실제로 작품 속 상황과 유사한 상황에서 적용된 적 없는 이상 실용적 , 

지식으로서의 지위를 갖기 어렵다. 

예술작품을 통해 간접경험이 가능하다는 점이 널리 받아들여진다

는 것을 근거로 예술작품 감상을 통해 작품 속 사태를 경험하는 것이 어

떤 것인지 안다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즉 작품 감상을 통해서 현상적 지, 

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현상적 지식의 특징을 . 

고려한다면 예술이 유도하는 간접 경험을 통해서 그 사태를 경험하는 ,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장에서는 예술작품을 통해서 이해가 향상된다고 주장하는 그레Ⅲ

리엄과 엘긴의 입장을 검토했다 그러나 예술이 이해를 향상시키는 방식. 

에 대한 그레이엄의 설명은 예술을 통해서 어떻게 이해가 향상되는지에 

대한 설명으로서는 너무 막연하며 이런 점에서 예술의 인지적 가치에 , 

대한 논의를 촉발시킨 직관에서 더 나아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엘긴. 

은 허구 내러티브 예술을 실험 및 사고실험과 연속선 상에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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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예술작품은 이것들과 같은 방식으로 감상자의 이해를 향상시킨다고 , 

주장한다 그리고 예술작품 사고실험 실험 모두 정교하게 고안된 가상. , , 

의 상황을 갖는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다 하지만 이 유사성은 작품 속. , 

의 사례들을 철학적 주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만을 

확립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실험 사고실험과 같은 인지적 목적을 위. , 

해서만 고안된 것들과 예술작품 사이에 성립하는 차이를 고려한다면 이, 

런 작은 유사성을 강조함으로써 예술과 이해의 관계에 대해서 의미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 

장에서는 예술의 인지적 가치에 관한 철학적 설명의 가능성을 Ⅳ

타개하기 위해서 인지적 성취로서의 이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 

다 인식론의 이해에 대한 논의에 따르면 이해의 성취에는 이해 대상에 . , 

대한 의문을 해결하고 자신이 알고 있던 것들을 돌아보는 반성적 노력이 

핵심적이며 그 결과 이해 대상과 관련된 정보들을 활용해서 추론과 설, 

명을 제공하는 지적 능력들을 얻게된다 본고에서는 이해에 대한 이러한 . 

규정을 토대로 짐짓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작품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 ’
성취될 수 있는지를 작품에 대한 예술로서의 감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분석해서 설명했으며 작품에 대한 이해를 얻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감상, 

자는 작품 속 인물들의 선택이 갖는 의미 혹은 그가 겪은 사건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스스로 숙고해서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 

고 이를 고민하고 숙고한 감상자는 작품 속 인물의 선택이나 그가 겪는 

사건의 의미와 관련된 추론과 설명의 지적 능력들을 갖게된다는 점을 살

펴보았다. 

이 결론은 작품 감상을 통해서 얻는 이해가 무엇이며 이를 얻는 ,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이 이해가 예술적 가치와 관련있는지에 , 

대한 적절한 설명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작품에 대한 이해를 인‘ ’
지적 성취로서의 이해에 대한 설명을 토대로 제안함으로써 예술의 인지

적 가치에 대한 철학적 설명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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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Cognitive Values of Arts : 

Focusing on Knowledge and Understanding

Lim, Soo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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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critically review the articles which 

deal with cognitive values of art in terms of knowledge and 

understanding and to clarify how we become cognitively better by 

appreciating artworks, especially artworks from fictional narrative 

art.

To achieve this goal, this thesis consists of four parts. I start, 

in section , by surveying philosophical discussions which finds Ⅰ

art’s value primarily in its cognitive role. From Aristotle’s thesis to 
analytic philosophical discussions, the cognitive value of art has 

been a main subject in the philosophy of art up to the present. 

What stands out in analytic discussions is that they concentrate on 

how artworks contribute to cognitive growth of reader, by 

specifying cognitive achievements, such as ‘knowledge’ and 
‘understanding’ Since the goal of this thesis is reviewing analytic 
discussions, I will briefly introduce the kinds of cogn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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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ievement mainly treated in analytic tradition in section . I will Ⅰ

also deal with the matter of artistic relevance of this cognitive 

achievement. This is an important matter since gaining some 

cognitive achievement could be no part of its artistic value like 

decorative value of artworks. To be artistically relevant, the 

cognitive achievement must be gained through the experience of 

art qua art. 

In section , I will discuss the conditions which have to be Ⅱ

satisfied to have a propositional knowledge, practical knowledge 

and phenomenal knowledge, and review articles which claims that 

artworks can give us these kinds of knowledge. 

Philosophers who deal with the cognitive value of art in terms 

of propositional knowledge primarily focus on the art’s capacity to 
deliver the truth by resorting on specific genre such as realist 

novel or narrowing down truth delivered through artworks to 

artworks’ theme, which can be formulated as general proposition 
about genuine human interest such as love, jealousy and good life. 

I will argue that this does not help to secure the possibility of 

earning propositional knowledge through appreciating artworks. 

Other philosophers regard non-propositional knowledges as 

more promising cognitive gains which can be earned from artworks 

because they are not constrained by truth and justification. 

Discussions regarding non-propositional knowledge usually argues 

that imagination provoked by artworks as a main source for 

non-propositional knowledge such as practical knowledge and 

phenomenal knowledge. In other words, through appreciating 

artworks people can know how to cope with real worlds si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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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ilar to situations described in artworks and know what it is like 

to be in that kind of situation. This sounds plausible but according 

to epistemological studies on practical knowledge and phenomenal 

knowledge, imaginations provoked by artworks can’t be a reliable 
source of these knowledge. By reviewing arguments regarding 

various kinds of knowledge, I conclude that knowledge is not a 

good candidate to explain the cognitive value of art.

In section , I will review the articles of philosophers who Ⅲ

try to explain the cognitive value of art in terms of 

‘understanding’ instead of ‘knowledge’ and show that none of them 
can give a satisfactory explanation on what is the understanding 

gained through appreciating artworks and questions regarding 

artistic relevance of this understanding. Graham’s explanation is too 
vague and Elgin’s explanation heavily relies on the analogy 
between fictional narrative art and thought experiment which can’t 
be hold when the differences between them are stressed. Through 

discussions in section , I make clear that existing discussions Ⅲ

which tries to explain cognitive values of artworks does not gave a 

satisfactory answer to the question regarding the nature of 

understanding gained from artworks and artistic relevance of this 

understanding. 

I deal with this question in section by analyzing what Ⅳ 

understanding is in detail. According to philosophical debates on 

understanding, understanding as cognitive achievement has two 

main features : (1) Understanding is a cognitive achievement 

primarily credited to the effort cognitive agent made when she 

comes to understand something. (2) Understanding consist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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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ous kinds of states, many true beliefs about the domain and 

intellectual abilities to do tasks such as following other's 

explanation, explaining, drawing a relevant inference about the 

domain. They can be gained by cognitive effort to understand, to 

organize the beliefs regarding certain domain and to grasp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I suggest that the understanding gained  

through a proper appreciation of certain artwork is the 

understanding of that artwork. This consist of beliefs about what 

happened in the world of the artwork, morality and psychology 

regarding characters in the world, and intellectual ability to infer 

and explain ‘critical meaning’ by reflecting on these beliefs. 
Grasping the ‘critical meaning’ and what happened in the world of 
artwork is integral in proper appreciation of artworks so this 

understanding is artistically relevant. This conclusion seems obvious. 

But considering the current state of discussion concerning cognitive 

values of arts, this can give a new perspective to think about 

cognitive values of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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