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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글의 목적은 예술의 윤리적 비평 논쟁에 참여하는 이론 중에서 도  

덕주의와 자율주의 진영의 대표적인 이론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분석하

여 각 이론의 의의와 문제점을 밝히고 타당성을 비교하는 것이다 도덕. 

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입장은 크게 도덕주의

비도덕주의 자율주의 세 가지(Moralism), (Immoralism), (Autonomism) 

로 분류할 수 있다 도덕주의는 도덕적 미덕은 예술적 가치와 도덕적 . , 

결함은 예술적 결함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도덕주의의 대표적인 . 

이론은 베리스 거트 의 윤리주의 와 노엘 캐럴(Berys Gaut) (Ethicism)

의 온건한 도덕주의 이다 두 이론가(No l Carroll) (Moderate Moralism) . 

가 택하는 전략은 공통점도 있지만 분명히 차이점도 있다 하지만 기존, . 

의 윤리적 비평 논의에서는 캐럴의 이론과 거트의 이론의 차이점이 명

확히 드러나지 않았고 두 이론의 입장이 사실상 같다는 지적도 있었다, . 

이러한 주장을 포함하여 도덕주의에 대한 기존의 이해에는 재고를 요하는 

부분이 많다 본 논문은 우선 이 점을 명료히 밝히려고 하며 이것이 논문의 . 

주요 목표 두 가지 중 하나이다. 본 논문의 두 번째 주요한 주제는 도덕

주의에 대한 안티테제로 간주되는 자율주의에 대한 검토이다 본 논문. 

에서는 자율주의 진영의 이론 중에서도 온건한 자율주의만을 다룰 것이

며 제임스 앤더슨 과 제프리 딘, (James C. Anderson) (Jeffrey T. Dean)

의 온건한 자율주의 를 분석한다 온건한 자율(Moderate Autonomism) . 

주의는 예술작품의 윤리적 비평은 가능하다고 인정하지만 작품의 도덕, 

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는 완전히 별개이며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하지. 

만 온건한 자율주의는 표면적 주장과 이론의 논변이 일치하지 않는 것

처럼 보이며 이론의 정확한 주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본 논문은 도덕주의 이론들과 앤더슨과 딘의 자. 

율주의 모두 기존의 관점보다는 ‘관계를 맺는 방식 이라는 새로운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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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검토할 때 이론의 주장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론의 의의도 파악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장에서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  Ⅰ

는 개념들을 설명한다 이어서 장에서는 거트의 윤리주의와 캐럴의 온. Ⅱ

건한 도덕주의를 분석하여 두 이론의 차이점과 이들이 제시하는 논변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이러한 검토를 토대로 하여 도덕주의 이론에 대한 . 

전체적인 평가를 할 것이다 장에서는 앤더슨과 딘의 온건한 자율주의. Ⅲ

를 분석하고 이것이 자율주의 이론으로서 타당한지 평가할 것이다 마지. 

막으로 장에서는 본문의 연구를 바탕으로 윤리적 비평 연구를 재고찰Ⅳ

하여 앞으로의 연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안한다. 

먼저 장에서 본고가 제시하는 주요 개념은 윤리적 비평 이론을 이해  1

하는 새로운 관점에 관한 것이며 도덕적 가치가 예술적 가치가 관계를 , 

맺는 방식과 관련된다. 기존의 윤리적 비평 논의는 도덕적 가치가 예술

적 가치와 얼마나 자주 관계가 있는지 기준으로 이론들을 구분했으며  

때때로 항상 절대로, , 등의 빈도 부사로 각 이론의 핵심을 파악했다 하 . 

지만 본 논문은 기존의 논의와는 달리 도덕적 가치가 예술적 가치와 , 

관계를 맺는 방식 을 중심으로 이론들을 분석한다 이 관계를 맺는 방식. 

을 본고는 직접 관계와 간접 관계로 구분한다 직접 관계는 예술작품의 . 

도덕적 가치가 형식적 속성의 변화를 통한 미적 가치의 변화를 일으키

지 않고도 그 자체가 곧 예술적 가치라는 뜻이다 반면에 간접 관계는 . 

도덕적 가치가 형식적 속성에 영향을 끼쳐서 간접적으로 예술적 가치와 

관계를 맺는 방식을 뜻한다 도덕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를 간접 관계로 . 

이해한다면 도덕적 가치가 형식적 가치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 

을 줄 때만 간접적으로 예술적 미덕이나 결함과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도덕적 가치가 예술적 가치와 관계 맺는 방식을 분류한   

후 장에서 이 개념을 활용하여 도덕주의 이론 두 가지를 분석한다, .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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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우리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거트의 윤리주의는 직접 관계를 옹호, 

하는 반면 캐럴의 온건한 도덕주의는 간접 관계를 옹호한다는 점에서 

분명히 다른 도덕주의 이론이라는 점을 밝힐 것이다 본고는 이처럼 거. 

트와 캐럴의 이론의 차이점을 명확히 나타낸 후 각 이론의 테제와 논, 

변을 검토하여 이론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검토 결과 우리는 거트의 윤. , 

리주의는 이론 내적인 모순으로 인해 성공하지 못한 이론이며 캐럴의 

온건한 도덕주의가 거트의 도덕주의보다 더 나은 이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장에서는 온건한 자율주의의 테제와 논변을 분석하여 온건한 자율  , Ⅲ

주의는 간접 관계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캐럴의 온건한 자율주의와 중요

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온건한 도덕주의. , 

와 온건한 자율주의가 서로의 대척점에 있으며 첨예한 갈등 관계에 있

다는 기존의 이해를 재고하도록 한다 이어서 본고는 간접 관계를 인정. ‘

하는 자율주의 이론 이 직면할 수 있는 두 가지 가능한 비판점을 다루’

고 이를 재반박할 것이다 첫 번째 가능한 비판은 온건한 자율주의가 . 

간접 관계를 인정한다면 이는 더 이상 자율 주의 이론이라고 볼 수 없‘ ’

다는 것이다 두 번째 가능한 비판은 간접 관계를 인정하는 온건한 자. 

율주의는 온건한 도덕주의와 사실상 차이점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 

판을 반박하기 위해 본고는 새로운 자율 개념을 제시할 것이다 본고‘ ’ . 

는 자율주의를 새롭게 이해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러한 이해에 따르면 , 

온건한 자율주의는 자율 개념에 모순적이지도 않고 예술작품의 잠재‘ ’ , 

적 악영향은 예술적 가치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온건한 도덕

주의와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 이론이라는 것을 보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에서는 우리가 온건한 도덕주의와 온건한 자율주의가   Ⅳ

가지는 공통점을 인정함으로써 윤리적 비평 연구의 방향을 제안한다 지. 

금까지의 윤리적 비평 논쟁은 도덕주의와 자율주의가 완전히 다른 이론

이라고 이해해 왔으며 이 때문에 두 이론 사이의 차이점을 필요 이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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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부각하는 소모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하지만 우리가 도덕주의와 자율. 

주의를 도덕적 가치가 예술적 가치와 관계 맺는 방식 으로 이해한다면‘ ’ ,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의 윤리적 비평 논쟁은 두 이론의 차이점보다는 

각 이론의 보완점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도덕주의 자율주의 예술적 가치 예술의 도덕적 가치 직접 관: , , , , 

계 간접 관계, 

학번 : 2014-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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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이 글의 목적은 예술의 윤리적 비평 논쟁에 참여하는 이론 중에서 도 

덕주의와 자율주의 진영의 대표적인 이론들을 분석하여 각 이론의 의의

와 문제점을 밝히고 타당성을 비교하는 것이다. 예술에 대한 윤리적 비평

의 가능성에 대한 이론 중에는 두 가치의 관계에 관한 질문이 포함되는데, 

도덕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견해는 크게 도덕주의

비도덕주의 자율주의 세 가지(Moralism), (Immoralism), (Autonomism) 

로 분류할 수 있다 도덕주의와 비도덕주의는 모두 예술작품의 도덕적 . 

가치와 예술적 가치 사이에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비도덕주의와 도덕주의의 차이점은 비도덕주의는 도덕적 결함이 때로는 , 

예술적 가치일 수도 있다는 역방향의 관계를 인정하는 반면 도덕주의는 

오직 정방향 관계만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는 점이다.1) 즉 도덕주의는  , 

도덕적 미덕은 예술적 가치와 도덕적 결함은 예술적 결함과 정방향으로, 

만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도덕주의의 대표적인 이론은 베리스 거트. 

의 윤리주의 와 노엘 캐럴 의 온건(Berys Gaut) (Ethicism) (No l Carroll)

한 도덕주의 이다 두 이론가가 택하는 전략은 공(Moderate Moralism) . 

통점도 있지만 분명히 차이점도 있다 하지만 기존의 윤리적 비평 논의 . 

에서는 캐럴의 이론과 거트의 이론의 차이점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고, 

두 이론의 입장이 사실상 같다는 지적도 있었다.2) 이러한 주장을 포함하

1) 본 논문에서 정방향 은 도덕적 결함은 예술적 결함과 도덕적 가치는 예술 ‘ ’ , 
적 가치와만 관련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작품에 도덕적 결함이 있다면 . 
이는 예술적 결함으로만 이어질 수 있을 뿐 예술적 가치로는 이어질 수 없
다는 것이다 반대로 역방향 은 예술적 결함과 예술적 가치가 관련이 있는 . ‘ ’
것을 의미한다 즉 어떤 작품의 비도덕적 결함이 예술적으로 좋은 가치인 . , 
관계가 역방향의 관계이다 정방향과 역방향에 대한 더 자세한 논의는 본 . 
논문의 을 참고p. 6~7 .

2) 이해완 작품의 도덕성과 도덕적 가치 거트의 윤리주의 비판 인문논총 , - , , 「 」 『 』
제 집69 , 2013, pp. 230-231, Anderson and Dean, “Moderate 
Autonomism”, The British Journal of Aesthetics, 38:2, 1998, pp.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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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도덕주의에 대한 기존의 이해에는 재고를 요하는 부분이 많다 본 논문. 

은 우선 이 점을 명료히 밝히려고 하며 이것이 논문의 주요 주제 두 가지 

중 하나이다. 기존의 윤리적 비평 논의는 도덕적 가치가 예술적 가치와 

얼마나 자주 관계가 있는지 기준으로 이론들을 구분했으며  때때로 항, 

상 절대로, 등의 빈도 부사로 각 이론의 핵심을 파악했다 .3) 하지만 필 

자는 기존의 관점으로는 캐럴의 이론과 거트의 이론의 정확한 주장과 

두 이론 사이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다 필자는 기존의 논의와는 달리 도덕적 가치가 예술적 가치와 관계를 . , 

맺는 방식 을 중심으로 이론들을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이 관계를 맺는 . 

방식을 필자는 직접 관계와 간접 관계로 구분한다 이처럼 관계의 방식. 

을 중심적으로 다루는 관점을 통해 두 이론을 검토함으로써 필자는 거, 

트의 도덕주의와 캐럴의 도덕주의가 각각 다른 형태의 관계를 옹호한다

는 점에서 분명히 다른 도덕주의 이론이라는 점을 먼저 밝힐 것이다 이. 

어서 필자는 거트의 윤리주의는 이론 내적인 모순으로 인해 성공하지 , 

못한 이론이며 캐럴의 온건한 도덕주의가 거트의 도덕주의보다 더 나은 

이론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본 논문의 두 번째 주요한 주제는 도덕주의에 대한 안티테제로 간주  

되는 자율주의에 대한 검토이다 여기에서도 우리의 기존 인식이 재고되. 

어야 할 지점이 적지 않다 자율주의는 극단적 자율주의와 온건한 자율. 

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극단적 자율주의. 는 클라이브 벨 의 (Clive Bell)

형식론으로 대표되며 예술작품의 도덕적 비평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범, 

주의 오류 라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하지만 예술작품의 (category error) . 

도덕적 비평 자체가 범주의 오류라는 주장은 지나치게 극단적이며 오늘

날 이런 입장을 지지하는 이론가도 거의 없으므로 극단적 자율주의는 

3) 캐럴의 온건한 자율주의는 도덕적 가치가  때때로 예술적 가치와 관계가 있 
다고 주장하며 거트의 윤리주의는 미적으로 유관한 도덕적 가치는 그 도덕, 
적 장점만큼은 항상 미적 가치라고 주장한다 앤더슨과 딘의 온건한 자율주 . 
의는 예술작품의 도덕적 가치는 절대로 예술적 가치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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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의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한다 정말로 도덕주의 이론과 대립한다고 . 

볼 수 있을 만한 이론은 제임스 앤더슨 과 제프리 (James C. Anderson)

딘 의 온건한 자율주의 이다(Jeffrey T. Dean) (Moderate Autonomism) . 

온건한 자율주의는 예술작품의 윤리적 비평은 가능하다고 인정하지만, 

작품의 도덕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는 완전히 별개이며 무관하다고 주장

한다 하지만 온건한 자율주의는 표면적 주장과 이론의 논변이 일치하지 . 

않는 것처럼 보이며 이론의 정확한 주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4) 필자는 도덕주의 이론들과 마찬가지로  

앤더슨과 딘의 자율주의도 기존의 관점보다는 관계를 맺는 방식 이라는 ‘ ’

새로운 관점으로 검토할 때 이론의 주장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론의 

의의도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온건한 자율주의가 간접 관. 

계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캐럴의 온건한 도덕주의와 공통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런 공통점은 온건한 자율주의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 

고 주장할 것이다 이어서 새로운 자율 개념을 제시하면서 온건한 자. ‘ ’ 

율주의의 입장을 분명하게 정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우리가 온. 

건한 도덕주의와 온건한 자율주의가 가지는 공통점을 인정함으로써 윤

리적 비평 연구의 방향을 더 생산적인 논의를 끌어내는 방향으로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장에서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  Ⅰ

는 개념들을 설명한다 이어서 장에서는 거트의 윤리주의와 캐럴의 온. Ⅱ

건한 도덕주의를 분석하여 두 이론의 차이점과 이들이 제시하는 논변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이러한 검토를 토대로 하여 도덕주의 이론에 대한 . 

전체적인 평가를 할 것이다 장에서는 앤더슨과 딘의 온건한 자율주의. Ⅲ

를 분석하고 이것이 자율주의 이론으로서 타당한지 평가할 것이다 마지. 

막으로 장에서는 본문의 연구를 바탕으로 윤리적 비평 연구를 재고찰Ⅳ

하여 앞으로의 연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안한다. 

4) 송문영 예술 작품의 도덕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 , , 「 」
원 석사학위 논문 2012, pp. 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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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 고찰. Ⅰ

이 장에서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논의의 이해에 필요한 개념들을   , 

소개하고 정리할 것이다 먼저 도덕주의와 자율주의를 포함하여 윤리적 . 

비평 논쟁에서 다루어지는 이론들을 소개한다 윤리적 비평 이론들이 어. 

떤 기준으로 분류되는지를 정리하고 이 글의 논의에서 다루지 않을 이, 

론을 배제하여 논의의 폭을 명확히 정한다 이어서 윤리적 비평 논쟁에 . , 

참여하는 이론가들은 미적 가치 와 예술적 가치(aesthetic value)

개념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미적 가치와 예술(artistic value) 

적 가치 개념을 구분하여 설명할 것이다 다음으로 예술작품의 도덕적 . 

가치 판단의 기준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이 글에서 예술작품의 도덕적 ‘

가치 로 의미하는 것의 범위를 명시한다 이 논문에서 다루는 윤리적 비’ . 

평 이론들이 예술작품의 도덕적 가치 판단에 사용하는 기준은 공통적이

다 이 기준을 명확히 이해해야 윤리적 비평 논쟁의 쟁점을 제대로 이. 

해할 수 있으므로 이 기준을 설명하는 것은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직접 . 

관계와 간접 관계 개념을 설명한다 필자는 도덕적 가치가 예술적 가치. ‘

와 얼마나 자주 관계가 있는가 라는 빈도 중심의 관점보다는 두 가치 ’ , 

사이에 어떤 방식으로 관계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이론들을 분석하는 것

이 윤리적 비평 이론을 비판적으로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할 

것이다.

도덕주의와 자율주의 소개1.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예술의 윤리적 비평에 대한 이론들 구체적  , 

으로는 도덕주의와 자율주의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필요할 것이다 예. 

술의 윤리적 비평에 대한 이론들은 두 가지 질문을 사용해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예술작품을 도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능한가 예술작. , ‘ ?’ ‘

품에 도덕적으로 평가를 할 만한 영역 또는 속성이 있는가 이 질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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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답을 하는 이론이 캐럴의 분류법5)을 빌리자면 극단적 자율주‘

의(Radical Autonomism)6) 이다 극단적 자율주의는 모든 예술작품은 ’ . 

어떤 식으로든 도덕적으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범주의 오류라고 보는 

이론으로 캐럴은 이 입장의 대표적인 이론가로 클라이브 벨, (Clive Bell)

을 꼽는다 하지만 예술작품의 도덕적 비평 자체가 범주의 오류라는 주. 

장은 지나치게 극단적이며 오늘날 이런 입장을 지지하는 이론가도 거의 

없으므로 극단적 자율주의는 논의의 대상에서 배제해도 좋을 것이다. 

첫 번째 질문에 긍정적인 답을 하는 이론들은 두 번째 질문을 통해 더 

세부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두 번째 질문은 예술작품의 도덕적 가치는 . ‘

예술적 가치와 관계가 있는가 이다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하는 대표?’ . 

적인 이론이 도덕주의와 비도덕주의 그리고 반이론적 입장, 

이다(anti-theoretical view) .7) 도덕주의와 비도덕주의의 구분 기준은  

5) 윤리적 비평 이론들을 분류하는 기준을 처음 제시한 이론가는 캐럴이다 원 . 
래 캐럴의 분류법에 따르면 윤리적 비평 이론들은 극단적 도덕주의 온건한 , 
도덕주의 온건한 자율주의 극단적 자율주의로 나눠진다 하지만 다니엘 제, , . 
이콥슨 알레산드로 지오바넬리(Daniel Jacobson), (Alessandro Giovannelli) 
등의 이론가들이 캐럴의 분류법이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한 바 있으며 필자
도 제이콥슨의 지적이 상당 부분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글에서 . 
다루는 세 이론 모두 캐럴의 분류법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특히 앤더슨과 딘
은 자신들이 캐럴의 분류법을 따른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캐. 
럴의 분류법이 아직도 윤리적 비평 논쟁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 글에서도 캐럴의 분류법을 사용한다 윤리적 비평 이론. 
들의 분류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주동률 예술과 도덕의 관계 입장, - 「
들의 분류와 현대적 논의 미학대계 미학대계간행회 편집 서울대학교 , , , 」 『 』
출판부 참고, 2007 .

6) 극단적 자율주의의 대표적인 이론가로 거론되는 이는 클라이브 벨이다 벨 . 
의 자율주의의 키워드는 의미 있는 형식 이다 모든 예술작품은 의미 있는 ‘ ’ . 
형식을 기준으로 예술적 가치를 평가해야 하며 그 외 다른 기준들은 예술적 
가치 평가와 무관하다는 것이 벨의 자율주의가 주장하는 바이다.

7) 반이론적 입장을 지지하는 이론가는 다니엘 제이콥슨과 아일린 존 (Eileen 
이다 반이론적 입장은 도덕적 가치가 예술적 가치와 관계가 있다는 John) . 

것에는 동의하지만 도덕적 가치가 예술적 가치와 어떤 특정 방향으로만 체, 
계적 관계를 맺는다는 주장에는 반대한다 반이론적 입장에 따르면 도덕적 . 
가치와 예술적 가치는 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그 관계는 체계적이지 않고 우
연적이다 따라서 반이론적 입장을 옹호하는 이론가는 예술작품의 도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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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가치가 예술적 가치와 관계를 맺는 방향이다 도덕주의는 도덕. 

적 가치는 항상 예술적 가치와 도덕적 결함은 항상 예술적 결함과 관, 

계가 있다고 말하며 정방향 관계만을 인정하는 반면8) 비도덕주의는 도, 

덕적 결함이 예술적 가치와 도덕적 가치가 예술적 결함과 관계가 있는 , 

역방향 관계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도덕주의는 정방향만을 인정하고 . 

비도덕주의는 역방향도 인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도덕주의에 속. 

하는 대표적인 이론은 캐럴의 온건한 도덕주의 거트의 윤리주의이다, .9) 

캐럴과 거트는 정방향 관계만을 인정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정방향, 

을 설명하는 전략에서는 차이점이 있다.

두 번째 질문에 부정적으로 답하는 이론은 온건한 자율주의이다 이   . 

입장의 대표적인 이론가는 앤더슨과 딘이다 도덕주의는 때때로 도덕적 . 

가치가 예술적 가치와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온건한 자율주의는 

모든 예술작품의 도덕적 가치는  절대로 예술적 가치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온건한 자율주의가 더 강한 주장을 하는 이론이다, . 

앤더슨과 딘은 도덕주의가 작품의 도덕적 가치가 왜 미적 가치인지 논

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하며 도덕주의로는 어떤 작품들에 대해서는 , 

가치와 예술적 가치의 관계는 일반화를 통한 이론화가 가능하지 않다고 본
다 반이론적 입장에 대한 소개와 몇 가지 비판적 접근은 . Robert Stecker, 
“Immoralism and the Anti-Theoretical View”, The British Journal of 
Aesthetics 송문영, 45:2, 2005, , Op. Cit., 참고 pp. 25-30 .

8) 제임스 해럴드 는 이것을 등가 규정 으 (James Harold) (constraint valence)
로 설명한다 도덕적 가치가 예술적 가치와 관계가 있을 때는 도덕적 장점. 
이나 결함이나 항상 같은 방향으로만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등가 규정이다. 
등가 규정을 승인하는 이론이 도덕주의이고 등가 규정을 거부하는 이론이 
비도덕주의이다 더 자세한 논의는 . James Harold, “Immoralism and 
Valence Constraint”, The British Journal of Aesthetics vol. 48, no. 

참고1, 2008 .
9) 캐럴은 작품의 모든 도덕적 가치가 항상 예술로서의 가치와 관련이 있는 것 

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한다 게다가 거트와는 달리 캐럴은 작품의 도덕적 . , 
가치가 예술적 가치와 관련이 있을 때도 그 방향이 항상 정방향이라고 적극
적으로 주장하지도 않는다 단지 캐럴은 역방향의 사례는 찾아볼 수 없을 . 
것이라고 소극적으로 말하는 데 그친다 그렇기는 하지만 캐럴의 온건한 도. , 
덕주의는 정방향만을 지지하는 이론으로 해석하는 것에 큰 무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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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비평을 할 수 없으므로 감상자 개인의 도덕적 신념과 미적 흥미 ,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현상은 도덕주의보다는 자율주의로 더 잘 설명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방향과 역방향 관계를 기준으로 이론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정방향 관계(a) 

도덕적 가치 예술적 가치  : → 

도덕적 결함 예술적 결함→ 

역방향 관계(b) 10)

도덕적 결함 예술적 가치  : → 

만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 도덕주의( ) (a) : ⅰ

도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 비도덕주의 와 양립할 수 있음( ) (b) : ((a) )ⅱ

( ) ⅲ 모두 가능하므로 이론화 불가능하다고 보는 입장 반이론적 (a), (b) : 

입장

반대하는 입장 온건한 자율주의( ) (a) : ⅳ

10) 정방향과 역방향 설명을 보충하자면 정방향을 옹호하는 도덕주의 이론들 , 
에서는 도덕적 가치가 예술적 가치와 도덕적 결함이 예술적 결함과 관계를 , 
맺는 것이 모두 설명되는 반면 역방향을 옹호하는 이론들에서는 도덕적 결
함이 예술적 가치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데 치우쳐 있다 도덕적 . 
가치가 예술적 결함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매튜 키어런

이 시도했으나 성공적이지 않다 송문영(Matthew Kieran) . ( , Op. Cit., pp. 
참고 반이론적 입장에서도 자율주의에서도 비도덕주의75-77, pp. 83-85 ) , , 

에서도 도덕주의를 비판하며 역방향을 옹호하기는 하나 역방향 중에서도 도
덕적 결함이 예술적 가치와 관계가 있다는 것만을 설명한다고 보는 것이 옳
다 이는 아마도 도덕적 가치가 예술적 결함과 관계가 있는 것은 이론적으. 
로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 사례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방향의 관계에 대한 그럴듯한 예시를 제시한 이론가는 없다. . 
따라서 앞으로 이 글의 논의에서 역방향을 말할 때는 도덕적 결함이 예술적 
가치와 관련 있는 것만을 의미한다 도덕주의자도 그런 가능성을 반대하는 . 
데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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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2. 

거트 캐럴 앤더슨과 딘의 이론 모두 미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 개념  , , 

을 사용하고 있으며 두 개념의 구분은 분석미학에서도 일반적으로 받아, 

들여진다 미적 가치는 전통적으로 대상의 형식적 속성에서 기인하는 가. 

치로 여겨져 왔다 대표적으로 회화 작품의 경우 붓질 색채 구도 등에. , , 

서 기인하는 가치가 미적 가치일 것이고 기악음악의 경우 화성 리듬 등, 

에서 기인하는 가치가 미적 가치일 것이다 내러티브 작품의 미적 가치. 

는 플롯의 일관성 언어적 유희 유려한 문장력 등에서 찾을 수 있을 것, , 

이다 미적 가치를 형식적 속성에서 기인하는 가치로 해석하지 않는 상. 

반되는 관점들도 있지만11) 논의의 진행을 위해 이 글에서는 미적 가, ‘

치 를 형식적 속성에서 나타나는 좁은 의미의 미적 가치의 의미로 사용’

한다. 

예술적 가치는 미적 가치를 포함하여 예술작품이 예술로서 가지는   , 

가치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술적 가치라는 개념은 예술. 로서 

예술작품이 가지는 가치(value of artwork qua 를 말하는 것이지  art)

예술작품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가치를 모두 포함하는 것은 아니

다 고흐의 해바라기 그림이 막대한 투자 가치를 가진다는 사실이 그 . < > 

그림의 예술로서의 가치와는 무관한 것처럼 예술작품이 가지는 가치 중, 

에서는 예술로서의 가치와는 무관한 가치가 분명히 있다 이 글에서는 . 

예술작품이 예술로서 가지는 가치만을 예술적 가치 개념으로 의미한다 . 

예술적 가치 개념이 필요한 이유는 미적 가치만으로는 예술작품의 예술

로서의 가치를 모두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뒤샹의 샘. < >

11) 칸트주의적 전통에 따라 미적 가치를 대상의 형식적 속성에 관련된 것으로  
오랫동안 생각해왔지만 현대 영미분석철학에서는 미적 가치를 미적 경험으, 
로 이해하려는 흐름도 있다 미적 경험에 대한 논의도 정감 정향적 접근 가. - , 
치론적 접근 내용 정향적 접근 등 세분화할 수 있다 더 자세한 논의는 김, - . 
정현 예술적 가치와 미적 가치 구분의 필요성 인문논총 제 집, , 57 , 2007 「 」 『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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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변기라는 사물의 형식적 속성에서 기인하는 미적 가치보다는 작품이 , 

예술사적 맥락에서 가지는 가치 때문에 예술적으로 중요한 작품으로 여

겨진다 만약 예술작품이 예술로서 가지는 가치를 오직 미적 가치의 국. 

면으로만 판단한다면 많은 예술작품 특히나 현대예술 작품들의 가치 ,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될 것이다.12) 

예술작품의 도덕적 가치 판단 기준3. 

예술작품은 여러 가지 이유로 도덕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작품의   , 

모든 도덕적 가치들이 예술로서의 예술적 가치와 연관이 있는 것은 아

니다 작품에 대한 도덕판단은 작품이 나타내는 시각이나 관점 태도 등. , 

과 같은 작품 내적인 국면에 관한 판단이 있고 작품의 제작 과정에서 , 

나타나는 비도덕성 비도덕적인 제작 의도 감상자에게 미치는 작품의 , , 

영향 등의 작품 외적인 국면에 관한 판단이 있다(effect) .13) 예술로서의  ‘

가치 를 고려할 때 내적 국면에 대한 도덕적 판단만이 예술작품의 예술’ , 

적 가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러한 구분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제임스 해럴드  (James Harold)

의 논의이다 해럴드가 작품의 외적 국면으로 제시하는 것은 세 가지이. 

며 그는 이러한 외적 국면에 대한 도덕판단은 작품의 예술로서의 가치, 

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해럴드는 오직 내적 국면에 대한 도덕판단만. 

이 예술로서의 가치와 유관하다고 본다 해럴드가 작품의 외적 국면에 . 

대한 도덕적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은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작. 

품의 제작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도덕성이다 어떤 사진작가가 사진을 찍. 

는 과정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혹은 동물 학대를 하는 등 비도덕적

12) 미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의 구분 필요성에 대한 더 자세한 논의는 김정현 , 
Op. Cit. 참고 .

13) James Harold, “On Judging the Moral Value of Narrative 
Artworks”,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64:2, 2006, 
pp. 26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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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행동을 할 수가 있다 이러한 제작 과정에서의 비도덕성을 이유로. , 

감상자가 작품 감상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의도적으로 감상을 거부하거

나 예술가를 비난하는 것 모두 충분히 가능하고 실제로도 빈번히 일어

나는 일이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제작 과정에서의 비도덕성이 예술작. 

품의 예술로서의 가치와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칼을 만드는 과 . 

정에서 남의 집 나무를 몰래 훔쳐 잘라서 칼 손잡이를 만드는 경우를 

상상해보자 이때 칼의 제작 과정에서 일어난 절도는 분명히 비도덕적. , 

이지만 이 비도덕성이 칼의 칼로서의 가치와 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 

다 또는 어떤 화장품 제조 기업이 고용인들의 근무 조건을 노동법을 어. 

기면서 불법적으로 착취했다고 상상해보자 많은 경우 이런 사실이 밝혀. 

지면 소비자들은 그 회사의 제품을 대상으로 불매운동을 한다 하지만 . 

이것은 그 회사 운영진의 비도덕성에 대한 반발이자 공격이지 그 제품 

자체의 가치에 대한 평가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예술작품의 경우도 다. 

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해럴드가 제시하는 두 번째 외적 국면은 비도덕적인 제작 의도이다  . 

타인에게 모욕을 줄 분명한 의도로 제작된 어떤 작품을 상상해보자 그 . 

의도가 작품에서 드러났든 아니든 의도가 성공했든 실패했든 예술가가 , 

그런 의도로 작품을 제작했다는 사실만으로 예술가와 그의 작품 모두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도 앞서 보았던 제작 . 

과정의 도덕성 문제와 마찬가지로 예술작품의 예술로서의 가치 판단과 

는 무관하다 제작 의도라는 판단 기준은 예술작품의 미적 속성과 무관. 

할 뿐만 아니라 제작자가 비도덕적인 의도를 가졌다는 사실이 반드시 , 

작품이 비도덕적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지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 

해럴드의 지적과 같이 예술가의 비도덕적 의도는 예술작품의 예술적 속, 

성과 도덕적 가치의 관계라는 문제를 다룰 때 적절한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14)

14) Harold, Op. Cit., pp.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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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외적 국면은 작품이 감상자에게 줄 것으로 우려되는 비도덕  

적 영향이다 이것은 예술작품의 도덕적 가치 판단 기준 중 가장 전통적. 

인 견해이며 역사적으로 플라톤의 시인 추방론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폭력적인 영화가 감상자를 폭력적으로 만든다거나 성차별적 관점. , 

이 나타나는 소설이 감상자의 성 관념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들은 예술작품의 도덕적 가치 판단과 예술적 가치의 관계를 설명할 

때 보통 많이 등장하는 주장들이다 그러나 이 견해가 오랜 역사를 자. , 

랑하고 직관적으로 호소력이 있기는 하지만 예술작품이 감상자에게 도

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경험적인 

증거는 여전히 분명하게 제시하기 힘들다.15) 감상자 개개인의 선천적인  

성향 지적 수준 생활 환경 등은 천차만별이므로 다수의 감상자가 한 , , 

예술작품에서 유의미한 정도로 공통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

다 이러한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 있는 현상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다. 

는 것을 증명해내는 경험적 증거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감상자, 

에게 주는 부정적인 영향은 예술적 가치와 관련이 있는 도덕적 가치판

단 기준으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해럴드는 위와 같이 작품의 외적 국면에 대한 도덕판단은 작품의 예  

술로서의 가치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내적 국면에 대한 도덕판단만이 , 

유관하다고 본다 해럴드가 내적 국면으로 가리키는 것은 작품이 규정. ‘

하는 반응의 도덕성 이다(prescribe) ’ .16) 작품이 나타내는 관점 이라는  ‘ ’

기준은 외적 국면과는 달리 예술작품의 미적 속성과 관계가 있다 내러. 

티브 작품의 경우 플롯 인물 구성 화자의 관점 설정 등의 미적 속성과 , , 

작품이 나타내는 관점은 불가분하게 얽혀 있다.17) 따라서 예술작품의  

도덕성 판단에 있어 적합한 기준은 작품의 내적 국면이다 이때 인종차. , ‘

별은 나쁘다 와 같이 어떤 명제화된 메시지를 나타내는 것만이 작품이 ’

15) Ibid.,
16) Ibid., pp. 262
17) Ibid., pp.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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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는 태도인 것은 아니다 어떤 보편적인 도덕 관념에 대해 모호한 . 

태도를 보임으로써 그 도덕 관념에 대해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는 것 또

한 작품이 나타내는 태도나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 작품이 나타내는 . ‘

관점 을 이렇게 명시함으로써 배제하고자 하는 것은 작품의 전체 해석’

과 상반되는 작품에서 단지 부분적으로만 나타날 수 있는 도덕적 성질, 

이다 예를 들면 어떤 작품이 타인에 대한 존중과 이해 등을 옹호하고 . 

감상자에게 이런 반응을 보일 것을 요청한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는 도

덕적인 관점을 나타낸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작품이 전체적으로 나타. 

내는 관점과는 달리 작품 내에 비도덕적 문장 하나가 나타난다고 가정

해보자 이런 경우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작품이 도덕적인 관점을 나타. , 

낸다는 것을 알아냈으므로 작품에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개별적인 비도, 

덕적 문장 하나는 작품이 나타내는 관점이 아니다.18) 정리하자면 예술 

작품의 도덕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의 관계를 연구하는 데 적절한 도덕

판단 기준은 작품 내적 국면이다.

대부분의 윤리적 비평 이론가들이 거의 모두 문학과 영화 등 내러티  

브 예술작품19)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것은 바로 이 내적 국면 기준과 

18) 작품이 전체적으로 나타낸다고 보이는 태도와 상반되는 태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문장이 있는 경우 작품이 나타내는 태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 
느 것이 우선권을 가지는지는 비교적 결정하기 쉽다 이보다 복잡할 수 있는 . 
경우는 거트가 지적했듯이 단순히 하나의 문장이 아니라 작품의 태도가 위
계로 나타날 때다 예를 들면 작품의 주인공이 비도덕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 , 
작품 전체적으로 그런 비도덕적인 인물을 옹호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작품을 
상상해보자 하지만 작품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악의 유혹에 쉽. 
게 넘어가는 것을 경계하고 비판하는 것이라고 가정해보자 이런 경우 작품. 
이 나타내는 태도는 궁극적으로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것 즉 악의 유혹에 , 
굴복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작품이 나타내는 태도가 무. 
엇인지 알기 위해 면밀한 해석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 
된 거트의 자세한 논의는 Berys Gaut, Art, Emotion and Ethics 이하 (
AEE), 참고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pp.230 

19) 거의 모든 윤리적 비평 이론가들은 내러티브 예술 로 문학과 영화 등을  ‘ ’
가리키지만 내러티브 개념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제시하는 이는 거의 없다‘ ’ 
시피 하다 하지만 본 논문의 논의를 위해서는 이론가들 대부분이 시각 예. 
술 기악 예술 등 큰 갈래에서 예술 형식 분류의 의미로 내러티브 예술 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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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있다 해럴드는 내러티브 예술이 거의 항상 연구대상인 이유를 . 

내러티브 예술에서는 도덕적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나므로 연구대상으로 

더 적합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20) 회화나 음악 등 다른 예술 형식의  

경우에는 작품이 전체적으로 어떤 태도나 관점을 나타낸다고 보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을 도출하기가 비교적 쉽지 않다 심지어 작품 내의 . 

대상 또는 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나 관점도 나타내지 않는 작품이 

대다수인 예술 형식도 있을 것이다 거트와 에이미 멀린 이 . (Amy Mullin)

회화 무용 등 다른 예술 형식에 대해서도 작품 내적인 도덕적 속성을 , 

중심으로 윤리적 비평을 적용하려고 시도한 바는 있다.21) 하지만 거트의  

시도가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내러티브 예술과는 달리 회화 예술에서는 , 

재현적인 작품 등 일부 작품만이 윤리적 비평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심지어 모든 재현적인 작품에 윤리적 비평이 가능하다고 볼 수도 . 

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이해해도 큰 무리는 없을 듯하다.
20) Ibid., pp. 259
21) 거트는 렘브란트와 드로스트의 밧세바 그림을 비교 분석하며 회화에서 < > 

의 윤리적 비평 작업을 시도한다 거트는 두 작품이 같은 소재를 다룬다는 .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렘브란트의 작품은 밧세바에 대한 연민과 이해를 드
러낸다는 점에서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드로스트는 밧세바에 대한 전통적인 , 
관점인 관음증적인 시각을 답습하기 때문에 비도덕적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고 말한다 따라서 도덕적 장점이 있는 렘브란트의 작품이 그만큼은 더 예. 
술적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는 것이 거트의 결론이다 이에 대한 거트의 자. 
세한 논의는 Gaut, AEE 참고, pp.14-25 에이미 멀린은 무용 작품에 대한 . 
윤리적 비평의 가능성을 제안했다 발레 등의 무용 예술에서 두 명의 무용. 
수가 짝을 이루는 파트너링은 전통적으로 거의 항상 남녀 무용수로 짝이 이
루어졌으며 항상 남성 무용수가 여성 무용수를 들어 올리거나 리드하는 역, 
할을 담당했다 하지만 이런 전통에 반기를 드는 작품을 있다고 상상해보자. . 
이 작품에서는 같은 성별의 무용수들이 짝을 이루기도 하고 여성이 여성을, 
남성이 남성을 들어 올리거나 리드하며 전통을 타파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가정해보자 멀린은 이런 작품은 이성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동성 간의 관. 
계도 지지하는 모습을 나타내며 여성과 남성이 어느 한쪽에게 일방적이지 , 
않고 서로 의지하는 관계의 가능성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도덕적으로 고무적
이라고 말한다. Amy Mullin, “Evaluating Art: Morally Significant 
Imagining Versus Moral Soundness”,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60:2, 2002, pp. 146-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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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렘브란트의 밧세바 와 같은 그림에서는 작품이 나타내는 도덕적. < >

인 태도 또는 관점을 해석을 통해 찾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으나 단순 , 

정물화와 같은 작품은 어떠한 도덕적인 태도나 관점도 가지지 않는 경

우가 대다수일 것이다 무용 예술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멀린의 . . 

가상의 사례와 같이 윤리적 비평이 가능한 무용 작품이 있다고 하더라

도 회화 예술과 마찬가지로 무용 예술도 내러티브 예술에 비하면 윤리, 

적 비평의 적용이 가능한 작품의 사례는 훨씬 제한적일 것이다 반면 . 

내러티브 예술은 작품 외의 요소를 참고하지 않고도 작품이 나타낸다고 

보이는 태도를 작품 내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작. , 

품의 내적 국면에 대한 도덕적 판단 기준을 사용하는 윤리적 비평은 다

른 예술 형식보다도 내러티브 예술에 가장 적합하다 따라서 이 글의 . 

논의를 내러티브 예술작품에 대한 것으로 제한하여 진행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직접 관계와 간접 관계4. 

이 글이 윤리적 비평 논쟁 연구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 제안하는 직  

접 관계와 간접 관계 구분은 반이론적 입장을 비판하는 로버트 스테커

의 글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반이론적 입장을 지지(Robert Stecker) . 

하는 다니엘 제이콥슨 과 아일린 존 은(Daniel Jacobson) (Eileen John) , 

도덕적 가치가 예술적 가치와 관계가 있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하지만 이 

관계는 우연적이고 상황에 따라 다르며 체계성이 없으므로 도덕적 가, 

치와 예술적 가치 사이의 관계는 일반적인 이론 이 될 (general theory)

수 없다고 말한다.22) 이에 대해 스테커는 이들이 체계적 일반 이론 ‘ ’, ‘ ’ 

22) Eileen John, “Artistic Value and Opportunistic Moralism”, 
Contemporary Debates in Aesthetics and the Philosophy of Art, 
edited by Matthew Kieran, Malden MA: Blackwell Publishing, 2006, 
pp. 331-332, Daniel Jacobson, “Ethical Criticism and the Vice of 
Moderation”, Contemporary Debates in Aesthetics and the 
Philosophy of Art, edited by Matthew Kieran, Malden MA: Black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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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표현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며 이들의 주장을 비판

했다.23) 스테커는 체계적 의 의미로 볼 수 있는 첫 번째 가능성은 불 ‘ ’ ‘

변적 이라고 말한다 만약 체계적 이 불변적 이라는 의미라(invariable)’ . ‘ ’ ‘ ’

면 이는 와 라는 두 요소의 상관관계가 상황에 따라 변하는 성질의 , A B

관계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든 항상 성립하는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말, 

이다 예술작품의 모든 도덕적 가치는 항상 예술적 가치이고 모든 도덕. 

적 결함은 항상 예술적 결함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이런 의미에서 체

계적인 이론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스테커는 체계적 이라는 . ‘ ’

의미를 반드시 불변성 개념으로만 이해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며 다른 

가능성을 제안한다 만약 와 두 요소 사이에 라는 제 의 요소가 . A B C 3

있고 의 변화에 따라 와 사이에 체계적인 관계가 있다면 이런 관, C A B 

계도 체계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24) 스테커는 체계적 을  ‘ ’

후자의 의미로 이해한다면 존과 제이콥슨의 주장과는 달리 윤리적 비평

에서 이론화 작업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스테커의 위의 논의를 참고하여 이 글에서는 도덕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의 관계를 도덕적 가치가 예술적 가치와 관계를 맺는 ‘ 방식 을 기준’

으로 재고찰하고자 한다 도덕적 가치가 예술적 가치와 관계를 맺는 방. 

식은 직접 관계와 간접 관계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관. ‘

계를 맺는 방식의 차이 는 지금까지 윤리적 비평 논쟁에서 충분히 다뤄’

지지 않았다 이 차이를 간과하면 거트와 캐럴은 거의 차이가 없는 유. 

사한 이론으로 취급받을 것이고 앤더슨과 딘의 자율주의는 정확히 주장

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도덕적 가치가 예술적 가치와 직접 관계가 있다는 주장의 의미는 예  , 

술작품의 도덕적 가치가 형식적 속성의 변화를 통한 미적 가치의 변화

를 일으키지 않고도 그 자체가 곧 예술적 가치라는 뜻이다 즉 도덕적 . , 

Publishing, 2006, pp. 343
23) Stecker, “Immoralism and the Anti-Theoretical View”, pp. 147
2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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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와 예술적 가치의 관계를 직접 관계로 이해한다면 이 관계를 설명

하는 데에 미적 가치 개념은 필요하지 않다 예를 들면 어떤 작품이 플. 

롯의 정합성 창의성 흡입력 문장력 등 모든 형식적인 면에서 훌륭하지, , , 

만 인종차별적 관점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비도덕성이 있다고 하자 그, . 

렇지만 이 비도덕성은 작품의 플롯이나 설득력 등에 해가 되지 않아서 

작품의 훌륭한 형식적 가치에는 전혀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가정해보

자 만약 이처럼 작품의 비도덕성이 작품의 도덕적 결함일 뿐 작품의 . , 

형식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이때 이 비도덕성은 작품

의 예술적 결함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직접 관. 

계를 옹호하는 입장에 따르면 이 예시와 같이 작품의 도덕적 결함이 작

품의 형식적 속성에 어떠한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도덕적 결함, 

은 도덕적 결함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그만큼은 예술적 결함으로 여겨져

야 한다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기에 앞서 간단히 정리하자면 거트. , 

의 윤리주의는 도덕적 가치가 다른 어떤 미적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고

도 그 자체로 예술적 가치라고 주장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윤리주의는 , 

직접 관계를 옹호하는 이론으로 볼 수 있다 거트는 거듭 도덕적 가치. , 

가 다른 미적 가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술적 가치인 것이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 예술적 가치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간접 관계는 도덕적 가치가 형식적 속성에 영향을 끼쳐서 간  

접적으로 예술적 가치와 관계를 맺는 방식을 뜻한다 도덕적 가치와 예. 

술적 가치를 간접 관계로 이해한다면 도덕적 가치가 형식적 가치에 긍, 

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줄 때만 간접적으로 예술적 미덕이나 결함

과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내러티브 작품이 주인. , 

공을 비열하고 잔인한 인간으로 나타내면서도 작품 전체적으로는 이 주

인공에게 연민을 나타내고 위로하는 태도를 나타낸다고 가정해보자 이. 

런 경우 어떤 감상자는 작품의 관점을 납득하기 어려워하거나 작품의 , 

태도에 반감이 생겨 작품의 플롯을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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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작품이 나타내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관점 때문에 플롯의 설

득력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궁극적으로 작품의 예술적 가치에 해가 

되는 경우25)이다 이러한 관계가 간접 관계에 해당한다 하지만 만약 . . 

작품의 비도덕성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가치에 악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이때 비도덕성은 예술적 가치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캐럴은 도. 

덕적 가치나 결함이 작품의 목적 즉 감상자로 하여금 작가가 의도한 , ‘

대로 작품에 몰입하거나 작품이 지시하는 반응을 보이도록 하는 것 에 ’

도움이 되거나 결함이 되는 형식적 가치나 결함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 

결론적으로 예술적 가치거나 결함이라고 설명한다.26) 따라서 온건한 도 

덕주의는 간접 관계를 옹호하는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도덕주의와 자율주의를 직접 관계와 간접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함으  

로써 우리는 두 이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먼저 도덕주의의 경우. , 

거트의 이론과 캐럴의 이론은 분명히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가 제대로 주목받지 않았고 두 이론의 테제와 결함이 모두 유사해 

보인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것은 그동안의 윤리적 비평 논쟁에서는 도덕. 

적 가치가 얼마나 자주 예술적 가치와 관계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각 이

론이 이해되고 비판되었기 때문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도덕적 가치가 . 

예술적 가치와 관계를 맺는 방식을 기준으로 캐럴의 이론과 거트의 이

론을 이해한다면 두 이론의 테제의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고 각 이론이 , 

사용하는 논변의 타당성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가능하다 관계의 . 

25) 캐럴은 이런 경우를 소설 아메리칸 싸이코 로 설명하고 있다 작품의 저 . 『 』
자가 의도했던 것은 당시 시대 상황에 대한 풍자였으나 캐럴은 이 소설이 , 
도가 지나칠 정도의 끔찍함과 잔혹함을 승인하여 비도덕적인 태도를 나타냈
기 때문에 독자가 작품이 규정하는 반응을 보이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한다. 
즉 작품의 비도덕성 때문에 작품이 의도한 반응을 독자에게서 끌어내는 데 , 
실패한 것이다 캐럴의 공통 이유 논변에 따르면 작품이 의도한 반응을 끌. 
어내는 데 실패한 것은 작품의 예술적 설계의 실패이므로 따라서 예술적 결
함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 논문 참고. pp. 56-63 .

26) 캐럴은 이러한 논증 과정에서 형식 개념을 재정의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 ‘ ’ . 
는 본문에서 더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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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중심으로 이론을 탐구하는 것은 자율주의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 도움이 된다 앤더슨과 딘은 캐럴의 윤리적 비평 이론 분류법을 받아. 

들여 온건한 자율주의는 예술작품을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가능하, 

나 작품의 도덕적 가치는 절대로 예술적 가치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

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논변은 두 가치 사이의 . 

간접적인 관계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자율주의, 

의 정확한 주장이 무엇인지는 모호하며 도덕주의와 사실상 대립 관계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비판이 있었다.27) 우리는 직접 관계와 간접 관계 개 

념을 사용하여 온건한 자율주의에 대한 비판의 타당성을 가릴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자율주의가 정말로 간접 관계를 인정하는 이론이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 주의 이론으로 불릴만한 자격이 , ‘ ‘ ’

있는가 라는 추가적인 탐구도 가능하다‘ .

27) 송문영 , Op. Cit., p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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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주의 논증 분석. Ⅱ

예비적 고찰에서 정리했듯이 도덕주의는 도덕적 결함은 예술적 결함  

과 도덕적 가치는 예술적 가치와 정방향의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 

론이다 도덕주의는 도덕적 결함이 예술적 가치와 또는 도덕적 가치가 . , 

예술적 결함과 관계가 있다는 역방향 관계의 가능성은 반대한다 도덕. 

주의의 대표적인 이론가인 거트와 캐럴은 각각 윤리주의와 온건한 도덕

주의라는 이론을 제시한다 두 이론은 거의 같은 주장을 하는 이론이라. 

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28) 캐럴은 거트의 이론이 자신의 이론보다 훨씬  

더 야심적인 이론이며 이론이 적용되는 범위도 거트의 이론이 훨씬 더 , 

넓다고 말한다 온건한 도덕주의가 윤리주의보다 분명히 더 약한 이론이. 

라는 것이다.29) 하지만 이런 간단한 반론으로는 두 이론의 차이점이 정 

확히 무엇인지 잘 드러나지 않는다 필자는 직접 관계와 간접 관계 개. 

념을 사용해야 비로소 두 이론의 차이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

고 생각한다. 

  이 장에서는 직접 관계와 간접 관계 개념을 사용하여 거트와 캐럴의 

이론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도덕주의를 지지한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각 이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변들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각 이론의 의의와 한계를 알아본다 먼저 직접 관계를 옹호하는 거트의 . 

이론을 검토하고 윤리주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거트가 제시, 

하는 세 가지 논변 중 두 논변이 이론 내적으로 모순되며 나머지 미적 

인지주의 논변은 인지주의 논변 자체로서의 결함이 있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따라서 거트의 바람과는 달리 직접 관계로는 도덕주의를 옹호. 

28) Anderson and Dean, Op. Cit., p 캐럴은 앤더슨과 딘의 이러한 p. 152. 
시각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No l Carroll, 
“Moderate Moralism versus Moderate Autonomism”, British Journal 
of Aesthetics, 38:4, 1998, pp. 419

2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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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힐 것이다 다음으로 캐럴의 온건한 도덕주의를 . 

검토한다 캐럴은 공통 이유 논변을 사용하여 간접 관계를 옹호한다 온. . 

건한 도덕주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변에서 내적 모순이 발견되는 것

은 아니기에 온건한 도덕주의는 최소한 거트의 이론이 가지는 문제점은 

피한다 하지만 캐럴의 온건한 도덕주의는 도덕적 가치가 왜 예술적 가. 

치인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거트의 윤리주의1. 

미적 관련성 조건1.1. 

거트는 어떤 조건 아래서는 작품의   ‘ 도덕적 성질 이 (ethical qualities)

곧 예술적 가치30) 라고 주장하며 직접 관계를 옹호한다 도덕적 성질이 ’ . 

형식적 속성에 영향을 주어서 간접적으로 예술적 가치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도덕적 장점은 형식적 가치에 도움이 되든 그렇. 

지 않든 도덕적 장점이라는 이유로 그 장점만큼은 항상 그 자체로 곧 

예술적 가치다 여기서 어떤 조건 은 미적 관련성. ‘ ’ ‘ (aesthetic 

을 의미한다 즉 미적으로 관련이 있는 도덕적 가치만이 예relevance)’ . 

술적 가치라는 뜻이다 미적 관련성 조건이 없다면 윤리주의는 내러티브 . 

작품의 전체 맥락과 무관하게 작품 마무리에 급히 덧붙여진 도덕적인 

30) Gaut, AEE, 거트는 미적 가치 라는 용어로 사실상 예술적 가치 pp. 83. ‘ ’ ‘ ’
를 가리킨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거트가 시블리의 논의를 기반으로 하. 
기 때문이다 시블리의 논의에 따르면 넓은 의미의 미적 용어들이 예술로. , ( ) 
서의 예술을 평가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작품 의 넓. W (
은 의미의 미적 가치들은 예술로서 작품 의 가치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 W
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거트의 이론을 설명할 때도 좁. 
은 의미의 미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를 구분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거트가 . 
미적 가치가 사실상 예술적 가치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엘리자베스 슐레
켄스 는 비판적 시각을 나타낸 바 있다 자세한 내(Elisabeth Schellekens) . 
용은 Elisabeth Schellekens, “Art, Emotion, Ethics: Conceptual 
Boundaries and Kinds of Value”, Philosophical Books, 5:3, 2009, pp. 

참고158-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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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하나까지도 예술적 가치라고 주장하는 이론일 것인데 이는 반 직, 

관적인 주장이고 거트도 이런 것은 예술적 가치가 아니라고 말한다.31) 

윤리주의 이론이 설득력이 있기 위해서는 작품의 도덕적 결함이 언제 

예술적 가치와 직접 관계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는 미적 관련

성 조건이 필수적이다.

거트는 도덕적 성질들을 전달하기 위해 예술적 수단이 사용된다면 그   

도덕적 성질들은 미적 관련성을 가진다고 주장한다.32) 거트가 예술적  

수단이라고 제안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먼저 특정 예술 형식에 국한되. , 

지 않고 다양한 예술 형식들을 가로질러 나타나는 일반적인 예술적 전

략이 있다 특수한 사례를 사용해 보편적인 통찰을 이끌어내는 것 등이 . 

이런 일반적인 예술적 전략이다 거트는 이솝우화의 황금알을 낳는 거. <

위 이야기 로 이 전략을 설명한다 이 이야기의 주제는 결국 지나친 욕> . ‘

심은 화를 부른다 라는 명제로 단순화할 수 있지만 이야기가 이 주제.’ , 

를 전달하는 방식은 보편적인 명제만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례를 통해 주제를 전달하는 것이다 저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 

비현실적인 요소를 사용해 독자의 흥미를 돋우고 욕심 많은 두 부부를 ,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 을 상징하는 장치로 사용하는 등 예술‘ ’

적 장치를 사용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이야기로 풀어내고 작품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단순히 욕심이 지나치면 화를 부르니 지나친 욕. ‘

심을 부리지 말라 는 문장만으로 이야기가 이루어졌다면 독자는 흥미를 ’

덜 느낄 것이고 이야기가 전달하려는 주제도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어려

울 것이다 하지만 이솝우화를 비롯하여 내러티브 예술 회화 예술 등 . , 

다양한 예술 형식의 작품들은 이처럼 상징과 비유 흥미로운 사례 등의 , 

예술적 수단을 통해 특수한 사례를 그려내고 이 특수성을 통해 보편적, 

인 주제를 전달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거트는 개별 미디어 장르 혹은 형식의 특정한 특성 사용도 예술적   , , 

31) Gaut, Op. Cit., pp. 84
32) Ibid., pp.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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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회화에서는 붓칠 색채 구도 등 회화적 효. , , 

과 사용이 예술적 수단의 사용일 것이다 음악에서는 리듬 화성 기악 . , , 

편성 등이 예술적 수단의 사용이라고 할 수 있다 내러티브 예술에서는 . 

상징주의 등의 내러티브 기술 액자 구성 등의 플롯 구성 방식 과거와 , , 

미래 시점의 교차 배열 등의 구조적 특성이 내러티브 작품에 특수적인 

예술적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화자의 관점도 내러티브 장르에 특수한 . 

수단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화자의 관점이라는 요소가 작품의 주제 . 

전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례는 흔히 볼 수 있다 제인 오스틴의 엠. 『

마 가 그중 하나다 작품에는 타인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오만한 행. ‘』

동이다 라는 노골적인 문장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오스틴은 그런 ’ . 

설교적인 문장을 나열하기보다는 엠마의 행동과 생각을 그대로 보여줌

으로써 독자 스스로 파악하도록 한다 엠마 에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 『 』

관점은 엠마의 관점이다 독자는 작품의 주인공인 엠마의 관점에서 작. 

품 내의 사건을 보고 그에 대한 엠마의 속마음을 그대로 읽는다 엠마, . 

는 타인을 함부로 판단하고 자신의 기준에 맞게 변화시키려 하면서 무

례한 언행을 하지만 자신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자각을 전혀 하지 못

하기 때문에 엠마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읽는 독자는 엠마를 비판적으, 

로 보면서 오만한 행동이 얼마나 품위 없게 보이는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이런 내러티브 장치는 타인을 판단하지 말라 는 간단한 명제. ‘ ’

보다는 주제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허영과 오만은 위험하다. , 

자기 자신에게도 있을지도 모르는 결함을 남에게서만 찾고 판단하고 남

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라 등의 명제를 문장 그대로 나열해서는 결코 좋

은 작품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오스틴은 화자의 관점 플롯. , 

의 반전 등 내러티브의 예술적 수단을 통해 이런 통찰을 예술적으로 전

달한다. 

거트는 이렇게 미적 관련성 기준을 명시하면 많은 예상되는 반론들을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윤리주의에 대한 가장 흔한 반론은 다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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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전체 맥락과 무관하게 각 장의 제목에 연민은 덕목이다 또는 . “ , 「 」

타인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와 같은 도덕적 경구를 붙인 작품이 있「 」

다고 가정해보자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런 작품에 대해 전체적인 예술. , “

적 가치는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제목마다 붙어 있는 도덕적 경구가 

도덕적 장점이라는 가치가 있으므로 최소한 그만큼은 예술적 가치다 라”

고 평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윤리주의는 작품의 도덕적 가치가 곧 예. 

술적 가치라는 이론이므로 윤리주의는 반 직관적이고 비합리적인 이론, 

이다.”

거트는 이런 반론에 대해 이런 사례에서 나타나는 도덕적 가치는 미  , 

적으로 유관한 도덕적 가치가 아니므로 예술적 가치가 아니며 따라서 , 

이 반례는 윤리주의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33) 작품의 주제 , 

맥락과 무관하게 각 장의 제목마다 도덕적 경구만 나열한 것은 내러티

브 예술로서의 예술적 수단이 사용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이다 이런 . 

작품에서는 내러티브 예술에 특수한 예술적 수단의 사용이 나타나지 않

으며 따라서 이런 작품은 윤리주의로 옹호하고자 하는 사례가 아니다, . 

윤리주의가 극단적인 이론이라고 종종 비판받는 이유는 아마도 거트가 

작품의 도덕적 가치는 곧 예술적 가치다 라는 주장으로 위의 반례까지‘ ’

도 옹호하려는 것으로 오해받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윤리주의는 미적 . 

관련성 조건을 만족하는 도덕적 가치만이 곧 예술적 가치라고 주장하는 

이론이므로 반대자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만큼 극단적인 이론은 아니라, 

고 볼 수 있다.

프로 탄토 원칙1.2. 

거트는 전체적 원칙과 프로 탄토 원칙 두 가지   (overall) (pro tanto) 

중에서 프로 탄토 원칙으로 윤리주의를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윤. 

리주의를 전체적 원칙을 사용하는 이론으로 이해한다면 윤리주의는 작, 

33) Ibid., pp.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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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도덕적 미덕이나 결함으로 인해 작품의 전체적인 예술적 가치가  

항상 더 좋아지거나 더 나빠진다고 주장하는 이론일 것이다 하지만 예 . 

술작품의 도덕적 가치 덕분에 항상 작품의 예술로서의 가치 전체가 더 

좋아진다는 주장은 쉽게 반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작품이 도덕. 

적으로 옳은 관점을 나타내기는 했으나 이 관점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 

된 예술적 수단이 훌륭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예술적 가치를 거의 찾

을 수 없는 경우를 상상해보자 만약 전체적 원칙에 따르는 윤리주의자. 

가 이 작품을 비평한다면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다 작품에서 사용된 . ‘

예술적 수단이 조악하여서 미적 가치는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작품이 , 

도덕적으로 옳은 관점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도덕적 미덕은 있다 이 작. 

품의 다른 결함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미덕 덕분에 이 예술작품의 최종

적인 예술적 가치는 더 높아진다 만약 윤리주의가 이런 주장을 하는 .’ 

이론이라면 윤리주의는 작품의 도덕적 가치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이론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전체적 원칙의 윤리주의를 뒤. 

집을 수 있는 반례는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다 권선징악이라는 메시지. 

를 담고 있는 조악한 급 상업 영화 도덕적 교화를 노린 어설프게 쓰B , 

인 문학작품 등이 바로 그런 반례들이다 거트는 윤리주의를 전체적 원. 

칙을 중심으로 이해하게 되면 윤리주의가 지나치게 강한 이론이 되고 

이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므로 전체적 원칙을 옹호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거트는 자신은 프로 탄토 원칙을 지지한다고 말하며 프로 탄토 원칙  , 

은 인 이상 인 만큼 의 의미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거‘~ , ~ (in so far as)’ . 

트는 프로 탄토 원칙에 대해 이 이상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데 필자는 , 

이것만으로는 프로 탄토의 정확한 뜻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

한다 필자는 프로 탄토 개념이 윤리주의에서 차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 

고려하면 이 용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임일환 교수는 아래와 같은 셸리 케이건 의 글을 부분   (Shelly Ka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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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하며 프로 탄토 개념을 설명한다.34)

[...] Pro tanto 이유는 진정한 무게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 

불구하고 다른 고려사항이 더 큰 무게를 가진다면 뒤로 밀려날

수 있다 따라서 주어진 이유를 이유라고 (outweigh) . , pro tanto 

부르는 것은 그것을 이유라고 부른 것과 준별되어prima facie 

야 한다 후자는 인식론적 조건을 내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 

이다 이유는 이유처럼 보이지만: prima facie , 실제로는 전혀 이

유가 아닐 수도 있고 얼핏 보이듯 모든 경우에 무게를 가지지 , 

않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이유는 진정. , pro tanto 

한 즉 실제적 무게를 갖는 이유이다 하지만(genuine) - (actual) - . , 

다양한 사례들에서 결정적인 이유가 아닐 수도 있다(decisive) .

즉 어떤 이유가 프로 탄토 이유라는 것의 의미는 이 이유가 맥락  , (a) 

과 무관하게 실제적 무게를 가지기 때문에 절대 무화 되지는 않(nullify)

지만 항상 결정적인 이유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b) . (a)

를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상상해보자 는 친구를 만나기. A

로 약속했고 지금 그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이다 하지만 가는 길에 당. 

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했다 는 고민 끝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A

을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그 사람을 도와주고 결국 친구

와의 약속은 지키지 못했다 이런 경우 가 타인을 도운 것은 분명 도. , A

덕적으로 훌륭한 일이지만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분명 잘, 

못한 일이다 따라서 는 도덕적으로 훌륭한 행동을 하긴 했지만 여전. A , 

34) Shelly Kagan, The Limits of Morality, Clarendan Press, 1989, pp. 
임일환 예술 가치론과 이유들 미학17. , pro tanto, prima facie , , 82:2, 「 」 『 』

에서 재인용 임일환 교수는 프로 탄토 가 일견적2016, pp. 193 . pro tanto ‘ ’ 
또는 초견적 으로 번역되는 라틴어 개념 를 대체하기 위해 등‘ ’ prima facie
장한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두 개념 모두 윤리학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이나. , 
현대 가치론 일반에서 핵심적인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인식론을 통
해서라고 저자는 설명한다 더 자세한 논의는 위의 논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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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친구에게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한다 약속을 어김 이. ‘ ’

라는 행동의 잘못된 점은 다른 긍정적인 행동에 의해 상쇄되지 않고 여

전히 잘못된 점으로 남는다 간단히 말하자면 의 행동이 전체적으로는 . , A

좋더라도 그가 약속을 어겼다는 점에서 잘못했다는 사실은 없어지지 않, 

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프로 탄토의 의미이다 같은 사례로 도 . (a) . (b) 

설명할 수 있다 위의 사례에서 는 비록 친구와의 약속은 어겼지만 타. A

인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 , A

훌륭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약속을 어김 이라는 잘못된 점이 의 . , ‘ ’ A

전체적인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는 것이다 반면에 가 다. , A

른 더 중요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게을러서 친구와

의 약속에 늦었다고 상상해보자 이 경우 약속에 늦은 행동의 잘못된 . , 

점을 압도할 만한 더 선한 행동이 없었으므로 우리는 약속에 늦음 이, ‘ ’

라는 행동의 잘못된 점을 이유로 를 전체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할 A

수 있다 즉 프로 탄토 이유가 최종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황에 . ,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리주의를 프로 탄토 원칙으로 이해한다면 윤리주의는 작품의 도덕  

적 미덕은 항상 예술적 가치라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단 프로 탄토 원. , 

칙을 따르는 윤리주의는 작품의 도덕적 미덕만큼은 예술적 장점이 있다

고 주장할 뿐 그 도덕적 미덕이 작품의 전체적인 예술적 가치를 무조건 , 

좋게 만든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어떤 작품이 도덕적인 . , 

관점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도덕적 미덕이 있고 이것이 곧 예술적 가치

이긴 하지만 이 도덕적 미덕 덕분에 작품의 전체적인 예술적 가치가 항, 

상 향상된다는 것은 아니다 프로 탄토 원칙을 사용하는 윤리주의는 전. 

체적 원칙을 사용하는 주장에 비해 훨씬 약한 주장이다.35) 거트가 프로  

탄토 원칙을 사용하는 이유는 첫째 윤리주의가 지나치게 강한 이론이라, 

고 오해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고 둘째 도덕적 가치는 그 가치만큼은 , 

35) Gaut, AEE, pp.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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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예술적 가치라고 주장하기 위해서이다 예를 들면 어떤 문학작품. 

이 플롯의 구성이나 일관성 등 모든 형식적 측면에서 훌륭하지 못해서 

미적 가치는 찾을 수 없지만 작품이 제시하는 관점은 도덕적으로 훌륭, 

해서 도덕적 가치는 있는 경우를 상상해보자 이런 작품에 대해 프로 . , 

탄토 원칙을 사용하는 윤리주의는 작품이 전체적으로는 예술적 가치가 

거의 없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가치만큼의 예

술적 가치는 그래도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된다 도덕적 가치 덕분에 . 

항상 작품이 전체적으로도 예술적으로 좋아진다는 강한 주장을 하지 않

으면서도 동시에 도덕적 가치는 곧 예술적 가치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다.36)

정리하자면 거트의 윤리주의는 직접 영향 테제 미적 관련성 조건 프  , , , 

로 탄토 원칙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이론이다 미적 관련성 조건은 . 

직접 영향 테제에 속하는 도덕적 가치의 종류를 제한하며 프로 탄토 , 

원칙은 미적 관련성 조건을 갖춘 직접 영향 테제 의 주장의 강도를 제‘ ’

한한다 윤리주의의 주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미적으로 유관한 도. “

덕적 가치 또는 결함은 프로 탄토 예술적 가치 또는 결함이다.”37)이다.

36) 임일환 교수는 프로 탄토 개념을 사용하는 윤리주의만이 도덕적 가치와 결 
함에 따른 예술적 가치 증감의 항상성을 설명할 수 있으므로 거트의 윤리주
의가 옳다고 주장하지만 필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우선 애초에 도덕적 , . 
가치로 인한 예술적 가치 증감에 과연 항상성이 있는지 자체가 논쟁의 대상
이다 즉 도덕적 가치는 항상 작품의 예술적 가치를 증가하고 도덕적 결함. , 
은 항상 작품의 예술적 가치를 저해한다고 보는 것이 옳은가를 두고 이론가
들이 여전히 대립하고 있다 그리고 프로 탄토 개념이 윤리학에서 윤리적 의. 
무를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임을 고려하면 이 개념이 예술작품의 윤리, 
적 비평에도 적용된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논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거트가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작품의 도덕적 가치가 왜 예술적 가치 판단 
에서도 프로 탄토 이유인지를 논증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어지는 논의에서 . 
보이겠지만 거트는 예술작품의 도덕적 가치가 예술작품의 예술로서의 가치‘
와 관련되는 프로 탄토 이유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실패했다’ .

37) Ibid., pp.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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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주의의 논변에 대한 비판적 검토1.3. 

거트는 미적 관련성 조건을 명시함으로써 윤리적 비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작품의 도덕적 성질의 범위를 제한했다 그리고 프로 탄토 원칙. 

을 지지한다고 말하며 도덕적 가치가 예술작품의 최종적 예술적 가치에 , 

대해 항상 결정적인 결정권을 가지는 요소는 아니라고도 말했다 하지. 

만 여전히 작품의 도덕적 가치가 , 왜 실제적 무게를 가지는 이유인지 ‘ ’ , 

왜 곧 미적 가치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38) 거트는 이를 설명 

하기 위해 도덕적 미 적절한 반응 미적 인지주의 세 가지 논변을 제시, , 

한다 필자는 이 세 가지 논변이 각각의 의의와 목표를 가지는 것은 사. 

실이나 두 논변은 이론 내적으로 모순되며 다른 한 논변 미적 인지주의 , (

논변 은 논변 자체의 결함으로 인해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보일 것)

이다.
 

도덕적 미 논변1.3.1. 

도덕적 미 논변에 따르면 도덕적 미덕은 아름다움 과 유사하  (beauty)

게 그 자체로 미의 일종이다 만약 도덕적 미 논변에 따라서 도덕적 가. 

치가 미적 가치와 형이상학적으로 같은 지위를 인정받는다면 예술작품

38) 이와는 별개로 거트의 미적 관련성 조건 서술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문제 
점이 있다 거트는 자기가 제안한 정식의 미적 관련성만이 미적 관련성 조건. 
을 이해하는 유일한 선택지는 아니며 심지어 도덕적 속성의 미적 관련성은 , 
너무나 일반화하기가 어려워서 아무 원칙도 제시할 수 없다는 맥락에서 미
적 관련성 조건 자체를 거부해도 윤리주의를 옹호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만약 거트 말대로 미적 관련. (Ibid., pp. 89) 
성 조건을 거부하면서 윤리주의를 옹호한다면 작품의 모든 도덕적 결함이 
미적 결함이라는 주장이 가능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거트의 윤리주. 
의보다는 훨씬 강한 주장이 되기 때문에 미적 관련성 조건을 포기하면서 윤
리주의를 옹호할 수는 없다 그리고 미적 관련성 조건의 설명이 윤리주의 옹. 
호에 핵심적인 사전작업이라고 말한 거트 스스로의 주장에도 비일관적이다. 
거트는 자신이 제시한 정식의 미적 관련성 기준이 미적 관련성 조건을 이해
하는 가장 타당한 해답이라고 더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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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덕적 가치가 미적 가치라는 것은 논쟁의 여지 없이 사실이다 도덕. 

적 미 논변은 직접 관계를 가장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주장하는 방법이

다. 

하지만 문제는 만약 도덕적 미 논변이 옳다면 위와 같은 긍정적인    ,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으나 거트 본인도 인정하듯 도덕적 미의 철학적 

역사가 길긴 하지만 이것은 단지 도덕적 미 이론이 오랫동안 많은 철학

자에게 직관적으로 호소하는 매력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줄 뿐39) 이 이 

론이 옳다는 것이 자동으로 입증되지는 않는다 도덕적 미 논변에 대한 . 

대표적인 반론은 도덕적인 행동이나 친절함 등의 도덕적 미덕을 보고 ,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거트는 . 

도덕적 미 논변이 단순히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논증하기 위

해 콜린 맥긴 의 도덕적 미 논증을 설명하고 이를 수(Collin McGuinn) , 

정하여 거트 자신의 도덕적 미 논변으로 사용한다. 

맥긴은 미적 속성이 도덕적 속성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수반 개념을 사용하여 도덕적 미 논변을 설명한다 맥(supervenience) . 

긴은 만약 두 사람이 도덕적 미덕이나 결함 면에서 완전히 똑같다면“ , 

두 사람은 도덕적인 미적 속성의 면에서도 완전히 똑같다 라고 말한”

다.40) 여기서 도덕적인 미적 속성 이란 영혼의 미 또는 추의 정도를 말 ‘ ’

한다 맥긴에 따르면 도덕적 미덕과 영혼의 미는 수반 관계에 있다 어. . 

떤 두 사람이 도덕적 미덕의 정도가 똑같다면 두 사람의 영혼도 똑같이 

아름다울 것이고 만약 도덕적 미덕의 정도가 달라진다면 영혼의 미도 , 

달라질 것이다 수반 개념을 사용하면 도덕적 미덕과 영혼의 미는 개념. 

적으로 연관된다고 볼 수 있게 된다 마치 회화의 아름다움이 작품에 . 

사용된 색채나 구성에 수반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거트는 맥긴의 논변. 

이 설득력이 있기는 하지만 수반 개념은 강한 수반과 약한 수반으로 , 

39) Ibid., pp. 117
40) Colin McGuinn, Ethics, Evil, and Fi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pp. 97-98. 에서 재인용Gaut, AEE, pp. 119-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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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눠질 수 있는데 맥긴이 이에 대해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거트는 만약 우리가 맥긴의 논변을 강한 수반으로 . 

이해한다면 똑같은 정도의 도덕적 미덕을 가진 와 는 모든 가능 세, A B

계에서 똑같은 정도로 영혼이 아름다울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약한 . 

수반으로 이해한다면 똑같은 정도의 도덕적 미덕을 가진 와 가 가능 A B

세계 에서는 같은 정도로 영혼이 아름답지만 다른 가능 세계 W W*에서

는 둘 다 영혼이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다 즉 강한 수반은 . W*의 존재

를 허용하지 않으며 약한 수반은 W*의 존재를 허용한다는 차이가 있다. 

거트는 이처럼 수반 개념을 둘 중 어느 것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 맥긴

의 도덕적 미 논변의 의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도 맥긴이 이에 대

한 입장을 명확히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맥긴의 논변을 수반 개념이 아

닌 다른 개념으로 재해석해야 한다고 말한다.41)

거트는 맥긴의 도덕적 미 논증을 수반 개념이 아니라 조건 개념으로   

재해석하며 강한 버전인 쌍 조건적 버전과 약한 버전인 (biconditional) 

조건적 버전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한다(conditional) .42) 거트는 맥긴 

의 논변을 응용하는 과정에서 영혼 이라는 표현을 성격‘ ’ ‘ (character 

으로 대체하여 강한 버전은 모든 도덕적 특성은 아름다운 특성이trait)’ , 

고 모든 아름다운 특성은 도덕적 특성이라고 주장한다. (a quality is a 

moral virtue if and only if it is beautiful character trait)43) 이는  

도덕적 특성 과 아름다운 특성 이 서로의 필요충분조건인 경우다 하지‘ ’ ‘ ’ . 

만 아름다운 성격적 특성 중에서 쾌활함이나 명랑함 등은 도덕적인 속

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거트는 이처럼 아름다운 특성 중에서도 도덕적. 

인 것과 무관한 특성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으므로 맥긴의 논변을 강한 

버전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거트는 약한 버전을 옹호. 

한다 거트가 이렇게 수정하여 응용한 도덕적 미 논변에 따르면 도덕적 . 

41) Gaut, AEE, pp. 119-120
42) Ibid.
4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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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덕은 아름다운 성격적 특성 의 충분조건이다(character trait) (if a 

quality is a moral virtue, then it is a beautiful character trait.). 

즉 인간의 도덕적 미덕은 항상 아름다운 성격적 특성이며 반대로 도, ( ) 

덕적 결함은 항상 추한 성격적 특성이다.44)

거트는 이처럼 도덕적 미 논변을 개진한 다음 도덕적 미 논변에 왜   , 

예술작품 비평에도 유비가 가능한지를 설명한다 즉 지금까지 거트가 . , 

보인 것은 인간의 도덕적으로 좋은 언행이 왜 아름다운 성격적 특성인‘

가 였으며 이를 윤리적 비평에 적용하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좋은 언행’ , ‘ -

아름다운 성격적 특성 이 작품이 나타내는 도덕적으로 좋은 태도 미적 ’ ‘ -

가치 쌍에 어떻게 대응이 되는지를 보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거트는 ’ . 

웨인 부스 의 암시된 저자 개념에서 (Wayne Booth) “ (implied author)” 

영향을 받아 이와 유사한 개념인 표현된 저자 개“ (manifested author)” 

념을 만들어낸 후 이 개념으로 유비를 설명한다.45) 거트는 예술작품이  

나타내는 태도의 도덕성을 작품의 도덕성으로 평가하는데 더 정확히 , 

말하자면 거트는 작품에 표현된 저자가 있다고 가정하고 작품의 도덕, 

성을 판단하는 것은 바로 이 허구의 인격체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것과 

같다고 본다.46) 예를 들면 만약 안나 카레니나 의 표현된 저자가 작, 『 』

44) 거트는 각기 다른 성품을 가진 가상의 사람들을 사례를 들어 도덕적  Ibid. 
미 논변이 옳다는 것을 보이려고 시도할 뿐만 아니라 미는 감각 기관으로 , 
인식할 수 있는 것에만 제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도덕적 미덕도 미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 하지만 거트. Ibid., pp. 120-124 . 
가 결국 궁극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도덕적 미 논변이 옳다는 것은 직관적으
로 그럴듯하다는 점 도덕적 미 논변에 기대는 표현이 실생활에서 많이 사, 
용된다는 점 철학사에서 도덕적 미 논변이 거듭 등장한다는 점 등이다, . 

참고Ibid., pp. 127 .
45) 하지만 거트는 부스의 암시된 저자 개념은 독자가 어떤 저자를 선호 하 “ ” ‘ ’

는지는 설명할 수 있지만 왜 어떤 작가가 다른 작가들보다 더 나은 작가인
지 판단 할 수는 없는 개념이라고 말하며 암시된 저자 개념의 한계를 지‘ ’ “ ” 
적한다 암시된 저자 개념에 대한 거트의 자세한 비판은 . “ ” Ibid., pp. 

참고109-114 . 
46) 거트는 표현된 저자 란  Ibid., pp. 107-108. “ ” “작가가 작품 안에서 나타낸 

태도를 바탕으로 봤을 때 작가의 품성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성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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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주인공인 안나에게 연민을 표현하고 있다면 이것은 표현된 저자의 , 

도덕적 미덕이자 작품의 도덕적 미덕이다 거트는 이러한 표현된 저자. “ ” 

개념에 크게 의지하여 도덕적 미 논변을 예술작품의 윤리적 비평 사례

와 유비하려고 한다 즉 도덕적 미 논변에 따르면 도덕적 미덕은 아름. , 

다운 성격적 특성이므로 이를 윤리적 비평에 적용한다면 작품이 나타내, 

는 도덕적으로 훌륭한 태도 즉 도덕적 미덕은 작품의 아름다운 성격적 

특성 즉 미적 가치라는 것이다 거트는 이런 주장에 대해 예상되는 자, . 

율주의자의 반론을 소개하고 이 반론을 다시 반박한다 거트가 예상하. 

는 자율주의자의 반박은 설사 도덕적 미 논변이 옳고 표현된 저자가 , 

아름다운 성격적 특성을 가지는 것도 옳다고 인정하더라도 이것이 바로 , 

작품에 미적 가치가 있다는 사실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47) 거트 

는 이런 예상 반론에 대해 자율주의자와 같은 식으로 표현된 저자와 , 

작품을 나누어 생각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표현된 저자는 작품 안에서 . 

표현되 었으므로 표현된 저자의 속성은 따라서 당연히 작품의 속성이기‘ ’ , 

도 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표현된 저자의 성질을 작품과 무관한 .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거트는 주장한다.48)

필자는 거트가 도덕적 미 논변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윤리적 비평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충분히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표현된 저자의 속. 

성은 말 그대로 작품 안에서 표현된 것이므로 따라서 작품의 속성에 포

함된다는 거트의 말은 그럴듯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표현된 . 

저자의 아름다운 성격적 특성이 왜 예술작품의 미적 가치인지는 설명되

지 않는다 도덕적 미 논변을 예술작품에 적용했을 때 할 수 있는 주장. 

은 작품이 도덕적으로 훌륭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작품의 표현‘

된 저자는 아름다운 성격적 특성을 가진다 뿐이며 이 아름다운 성격적 ’ , 

특성이 왜 미적 가치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지만 . 

을 가리킨다고 말한다(characteristics)” .
47) Ibid., pp. 127-128
48) Ibid., pp.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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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트는 이에 대해 추가적인 논증을 제시하지 않는다.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도덕적 미 논변을 사용할 경우 윤리주의 이론 내적으로 모순된

다는 것이다 도덕적 미 논변에 따르면 거트는 사실상 작품의 모든 도덕. 

적 미덕이 미적 가치라고 주장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작품의 . 

모든 도덕적 성질이 미적 가치와 관련 있는 것은 아니며 오직 미적 관

련성이 있는 도덕적 가치만이 미적 가치라는 거트의 주장과 충돌한다. 

윤리주의의 핵심적인 조건은 미적 관련성이다 그래야만 앞서 언급했던. , 

작품의 전체 맥락과 무관하게 각 장의 제목마다 평이한 도덕적 경구를 

나열하는 따위의 예술적 수단이 사용되지 않은 도덕적 가치는 작품의 , 

예술적 가치에 기여하는 도덕적 가치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

다 그렇지만 도덕적 미 논변을 위 사례에 적용한다면 위와 같은 도덕. 

적 가치도 모두 미적 가치라고 해야 한다 즉 도덕적 미 논변은 미적으. , 

로 관련이 있는 도덕적 성질만이 미적 가치라는 미적 관련성 조건과 충

돌한다.49)

거트는 이런 문제에 대해 이것은 도덕적 미 논변을 포기해야 할 만  , 

큼 심각한 문제가 아니며 도덕적 미 논증을 수정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답변한다.50) 즉 원래 도덕적 미 논변은 도덕적 미덕은 아름다운 성격적  ‘

특성이다 라는 주장이지만 이것을 미적으로 유관한 도덕적 미덕은 아름’ ‘

다운 성격적 특성이다 라고 수정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 

하지만 이것은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거트의 주장을 다시 풀어 쓴 

것에 지나지 않는다 미적으로 유관한 도덕적 미덕은 아름다운 성격적 . ‘

특성이다 라는 명제 자체가 거트가 논증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

거트가 만약 이것을 문제를 설명하는 전제로 삼는다면 이것은 선결문제

의 오류를 저지르는 것이 될 것이다 거트의 바람과는 달리 도덕적 미 . 

논변은 거트의 의도대로 사용될 수 없는 논변이다.

도덕적 미 논변이 미적 관련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논  

49) Ibid., pp. 128
50) Ibid., pp.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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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을 포기해야 한다면 거트의 윤리주의는 크게 힘을 잃는다 도덕적 미 . 

논변을 사용할 수 없다면 거트가 프로 탄토 원칙으로 설명하려는 많은 

사례를 설명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작품이 모든 면. , 

에서 훌륭하지만 비도덕적 태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도덕적 결함이 있

다면 이 작품은 적어도 그만큼은 미적 결함이 있고 반대로 작품이 모든 , 

면에서 평이하지만 작품에 도덕적 미덕이 있다면 적어도 그만큼은 미적 

가치가 있다는 것이 거트가 윤리주의로 주장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 

도덕적 미 논변이 없다면 도덕적 가치는 곧 미적 가치 라는 명제를 설‘ ’

명할 가장 강력한 도구를 잃는 셈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주장을 설명하

기가 어렵다.

적절한 반응 논변1.3.2. 

다음으로 살펴볼 논변은 적절한 반응 논변이다 예술작품은 작품이   . 

나타내는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감상자에게 , 

특정 반응을 가지라고 지시한다 예를 들면 어떤 비극 작품이 주인공의 . , 

역경에 대해 연민의 태도를 나타낸다면 이는 감상자에게도 연민의 반응

을 가지라고 지시하는 것이다 거트는 작품이 감상자에게 지시하는 반. ‘

응 에서 반응 이란 작품에서 제시되는 사건과 인물에 기쁨 슬픔 경멸 ’ ‘ ’ , , , 

등의 감정을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무언가에 동의 또는 반대하는 것 등

을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이라고 말한다 반응은 대부분 정감적. 

이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affective) .51) 작품 내에서 나타나는  

어떠한 사태에 기뻐하는 것 공감하는 것 또는 이 장면 다음에 어떤 일, , 

이 일어날지 알고 싶어 하는 것 이 사태가 계속되기를 또는 멈추기를 , 

바라는 것 모두가 반응에 포함된다고 거트는 말한다. 

거트는 반응을 이러한 폭넓은 의미로 규정한 후 작품이 지시하는 반  

응은 평가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첫째, 허구의 사건에 대

51) Ibid., pp.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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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든 허구 작품 밖 실제 세계에 대한 것이든 관계없이 반응은 윤

리적 판단의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거트는 감상자가 예술작품 . 

감상을 통해 가지게 되는 혐오 동정 연민 등의 반응은 상상한 것이 아, , 

니라 실제로 느끼는 감정이라고 본다 그리고. 둘째 작품이 라는 반응 , A

을 지시하더라도 감상자가 작품이 지시하는 대로 라는 반응을 보이는 A

것이 부적절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거트는 이러한 반응의 적절성 판. ‘

단 기준 중 하나가 도덕적인 기준이라고 본다 사드의 소돔의 일’ . 120『 』

의 경우 이 작품은 성적 고문 장면을 적나라하게 묘사하는데 작품의 , , 

성격상 이는 관객에게 이 장면에서 즐거움과 쾌락을 느끼라고 지시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타인의 고통에서 즐거움을 . 

느끼는 것은 비도덕적인 행동이므로 이 작품이 지시하는 반응은 부적절

하다.52)

물론 이때 거트가 말하는 반응 에도 도덕적 미 미적 인지주의 논변  ‘ ’ , 

과 마찬가지로 미적 관련성 기준이 적용된다 즉 예술적 수단을 통해 . 

나타난 반응만이 적절성 판단의 대상이 된다 연민을 느끼시오 라는 진. ‘ ’

부한 도덕적 경구가 소설의 각 장의 제목으로 적혀 있는 경우 소설의 , 

결말에 진부한 도덕적 격언을 나열한 경우 등은 미적으로 무관한 도덕

적 성질들이며 따라서 윤리주의로 옹호하고자 하는 사례들이 아니다 정. 

교한 플롯 구성과 입체감 있는 캐릭터 묘사 등 예술적 수단 사용을 통

해서 나타난 반응만이 적절성 검토의 대상이다.

거트는 작품이 부적절한 반응을 지시하는 것이 왜 예술적 결함인지를   

미적 관련성 개념으로 설명하며 장르 예술과의 유비를 통해 이를 보이, 

고자 한다 장르 예술들은 모두 내러티브 방식 상징 비유 개별을 통한 . , , , 

52) 제이콥슨은 거트가 적절한 이라는 핵심 개념을 모호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 ’
비판한다 즉 거트는 예술작품의 예술적 구조상 반응 를 보이는 것은 합. ‘ X
리적이 지 않 다 라는 의미의 부 적절함 과 반응 를 보이는 것은 도덕적( ) ’ ‘( ) ’ , ‘ X
으로 옳다 나쁘다 는 의미의 부 적절함 을 같은 용어로 쓰고 있다는 것이( )’ ‘( ) ’
다 필자도 제이콥슨의 이러한 비판에 동의하며 이어지는 논의에서 이 문제. , 
점을 자세히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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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의 제시 등 예술적 수단의 사용을 통해 특정 반응을 지시한다 예. 

를 들면 스릴러 영화는 관객에게 공포를 주고 긴장감을 극도로 끌어올

리는 것을 분명한 목표로 삼는 예술 장르인데 만약 스릴러 영화가 감, 

상자에게 스릴을 느끼라고 지시하지만 작품에 사용된 예술적 수단이 , 

형편없어서 예술적 설계상 이 반응이 타당하지 않다면 이 스릴러 영화

는 예술적으로 실패했다고 봐야 한다 예를 들어 장면 전환이나 조명. , 

음악 등 영화적 속성들이 적절히 어울리지 않는다면 스릴러 영화의 악

당은 전혀 공포스럽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작품이 지시하는 반응이 타당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거트는 다른 장르 예술도 마찬가지라고 . 

말한다 만약 어떤 비극 작품이 감상자에게 작중 주인공에게 연민을 느. 

끼라고 지시하고는 있지만 주인공이 감상자의 연민을 유도할 정도로 선, 

한 인물로 그려지지 않았다면 작품은 예술적 설계상 타당하지 않은 반

응을 지시한다고 볼 수 있다 희극 작품이 감상자에게서 우스움을 유발.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예술적 결함이 있는 경우이다 이처럼 . 

작품이 지시하는 반응이 작품의 예술적 설계상 타당하지 않다면 이는 

작품의 예술적 결함이라고 거트는 주장한다 거트는 이렇게 장르 예술. 

이 작품이 지시하는 반응이 적절하지 못해 예술적으로 실패하는 경우를 

설명한 후 특정 장르에 속하지 않는 예술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어. 

떤 예술이든 지시하는 반응이 부적절하다면 이것은 예술적 수단이 잘못 

사용되었다는 것이므로 작품은 예술적으로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 

들어 어떤 소설이 약자에 대한 폭력을 승인하라고 감상자에게 지시한다

고 상상해보자 거트에 따르면 약자에 대한 폭력을 승인하는 것은 비도. 

덕적이므로 이 작품이 지시하는 반응은 부적절하다 예술작품이 어떤 반. 

응을 지시할 때는 예술적 수단을 통해 지시하기 마련인데 작품이 지시, 

하는 반응이 부적절하다는 것은 이 작품에서 사용된 예술적 수단에 결

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작품이 비도덕적인 반응을 지시하. , 

는 것은 예술적 수단이 잘못 사용된 것이므로 이것은 작품의 예술적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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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이다.

거트의 적절한 반응 논변에서 중요한 점은 거트는 작품이 지시하는   , 

반응을 감상자가 실제로 보이는지 실패하는지와는 무관하게 작품이 지, 

시하는 반응 자체의 적절성을 중요하게 다룬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작. , 

품이 지시하는 반응이 비도덕적이라는 점에서 부적절한데도 감상자가 

작품이 지시하는 대로의 반응을 보이는 데 성공하는 상황을 가정해보

자 거트에 따르면 감상자는 작품을 감상하는 데 아무런 문제를 겪지 . 

않았다고 하더라도 작품이 지시하는 반응이 비도덕적이어서 부적절하다, 

면 이 작품은 예술적 결함이 있는 작품이다 정리하자면 작품이 지시하. 

는 예술적 수단을 통해 나타난 즉 미적으로 유관한 반응에 윤리적 결, ( , ) 

함이 있는 한 작품은 그 정도만큼은 예술적으로 결함이 있다.53) 적절한  

반응 논변은 아래와 같이 정식화할 수 있다.

   적절한 반응 논변 정식화54)

작품이 지시하는 반응은 평가의 대상이다( ) . ⅰ

지시하는 반응을 평가하는 기준 중 하나는 윤리적 기준이다( ) .ⅱ

만약 작품이 부적절한 반응을 지시한다면 작품은 그 정도만( ) , ⅲ

큼은 예술로서 실패한 것이다 .55)

만약 작품에 예술작품( ) ⅳ 으로서 실패한다면 이는 예술적 결함이 

53) Gaut, AEE. pp. 229, “The Ethical Criticism of Art”, Aesthetics and 
Ethics, edited by Jerrold Levins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참고1998, pp. 182-203 .
54) 거트 자신은 적절한 반응 논변의 정식화를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필자는  

앤더슨과 딘의 정리를 참고했다. Anderson and Dean, Op. Cit., pp. 158
55) 다음 작은 절에서 캐럴의 이론을 검토하면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캐 , 

럴도 적절한 반응 논변과 유사한 전략을 사용하는데 캐럴은 감상자가 실제‘
로 보이는 반응 이라는 요소를 사용한다 만약 작품이 비도덕적 반응을 지시’ . 
하면 감상자는 이 비도덕성에 심리적 반감을 느껴 작품이 의도한 반응을 보
일 수 없게 되고 이렇게 의도한 반응 끌어내기에 실패한 작품은 미적 결함, 
이 있다는 것이 캐럴의 이론이다 즉 온건한 도덕주의에서는 감상자가 실제. ‘
로 반응을 보이는 것에 실패했다는 사실 이 중요한 요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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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윤리적 결함은 예술적 결함이다( ) , .ⅴ

하지만 거트의 적절한 반응 논변에는 중요한 문제점이 있는데 이 논  , 

변의 핵심 개념인 적절함 을 거트가 모호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

다.56) 거트가 적절한 이라는 말로 정확히 무엇을 지시하느냐에 따라 이  ‘ ’

논변의 의미가 달라진다 첫 번째 가능성은 적절함 이 단지 도덕적 적절. ‘ ’

성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적절한 반응 논변은 작품이 . ‘

비도덕적인 반응을 지시하는 경우 그 반응이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의미, 

에서 이 비도덕적인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그런 부적절한 반응을 지시. 

하는 것은 미적 결함이다 라는 내용일 것이다 하지만 만약 적절한 으.’ . ‘ ’

로 도덕적으로 좋거나 나쁘다는 것만을 의미한다면 적절한 반응 논변은 

직접 영향을 설명하는 논변이 아니라 단지 직접 영향을 다른 표현으로 

서술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도덕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반응을 지시하는 . 

것이 왜 그 자체로 곧 예술적 결함인지를 설명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논변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적절성 을 해석할 수 있는 두 번째 가능성은 적절함 이 다음 두 가지   ‘ ’ ‘ ’

의미를 모두 가진다고 보는 것이다 작품이 비도덕적인 반응을 지시. (a) 

한다 이 반응이 . 도덕적으로 부적절하다 그리고 작품이 지시하는 비. (b) 

도덕적인 반응은 작품의 예술적 설계상 합리적이지 않다 따라서 비도덕. 

적인 반응은 맥락상 비합리적이라는 의미에서 부적절하다.57) 만약 적절

성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면 적절한 반응 논변은 예술작품이 비, 

도덕적인 반응을 지시하는 것이 왜 미적 결함인지를 설명하는 데 성공

56) Jacobson, “In Praise of Immoral Art”, Philosophical Topics, 25, 
1997

57) 실제로 거트가 부적절한 반응이 예술적 결함이라고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 
많은 장르 예술작품 예시들은 모두 예술적 설계상의 결함 만을 보이고 있‘ ’
다 스릴러 영화가 스릴을 주지 못하는 것은 캐릭터 구성 조명 플롯 등 예. , , 
술적 수단이 잘못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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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 같다 작품이 감상자에게 지시하는 반응과 작품이 나타내는 사. , 

건에 실제로 적합한 반응 사이에 간극이 있다면 그리고 그 간극이 생, 

겨난 원인이 작품이 지시하는 반응의 비도덕성이라면 이 도덕적 결함이 , 

곧 예술적 결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두 번째 의미로 해석한 적절한 반응 논변은 작품의 도덕적 결  

함이 왜 미적 결함인지는 설명할 수는 있지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 번째는 거트가 적절한 으로 와 모두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 ’ (a) (b) 

하면서 가 있으면 가 필연적으로 따라 나온다고 주장하는 것처, (a) (b) 

럼 보인다는 것이다 즉 거트는 작품이 비도덕적인 반응을 지시하는 것. 

은 항상 예술적 설계상 비합리적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 . 

지만 이에 대해서는 예술적 설계에 따라 비도덕적 반응을 지시하는 것‘

이 타당한 경우’58)가 반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예술적 설계상 . 

비도덕적 반응을 지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비도덕적이라는 의미에서 , ‘

부적절한 반응 이 그 자체로 곧 작품 구조상 비합리적이라는 의미에서 ’ ‘

58) 미국 드라마 한니발 은 한니발이 살인을 저지르고 인육으로 요리를 하는  < >
장면을 아름답게 묘사한다 감상자들은 한니발이 인육으로 요리를 하는 장‘ ’ . 
면의 구도 색채 등에서 영화적 형식미를 느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단지 , . 
드라마의 소재가 비도덕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식인과 살인을 일삼는 
인물이 우아하고 교양 있는 매력적인 신사로 그려진다는 것이다 마치 세계 . 
최고의 셰프처럼 우아하게 요리를 하고 기품 있는 신사와 같은 매력을 내뿜
는 한니발 캐릭터를 보면서 관객은 한니발이라는 인물에게 매혹된다 물론 . 
거트의 주장처럼 표면상으로는 악을 비판하지 않거나 심지어 옹호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악을 비판하는 것이 목적인 작품도 있겠지만 한니발 의 경< >
우는 그렇지 않다 한니발 은 한니발의 비도덕성을 미화하는 듯하지만 사. < >
실은 비판하는 관점을 보이는 작품이 아니다 이 작품의 목적은 한니발에 . 
대한 도덕적 판단 없이 그저 한니발의 비도덕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며 
감상자가 한니발의 비도덕적인 모습을 비판적으로 보기보다는 그 인물의 악
한 모습에 매료되도록 하는 것이다 비도덕성을 비난하지 않고 심지어 미화. 
해서 그려낸다는 점에서 작품의 관점은 분명히 비도덕적이다 하지만 이 작. 
품은 한니발을 호감 가는 매력적인 신사로 성공적으로 그려내고 있으며 이 , 
작품의 이야기 전개 과정이나 각 씬의 형식미 등 예술적 설계 면에서 한니‘
발과 같은 비도덕적인 인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라 라는 비도덕적인 반응 ’
지시는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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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반응 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즉 도덕적 결함이 ’ . 곧 예술적 결 

함이 아닐 수 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두 번째 의미로 해석한 적절한 반응 논변은 그 구  , 

조상 사실상 간접 관계를 옹호하기 때문에 직접 관계를 뒷받침하는 논

변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거트가 적절한 반응 논변에 대한 반론. 

을 재반박하는 부분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난다 작품이 지시하는 . “

반응이 부적절하다는 말은 단지 작품이 감상자에게 감정적으로 호소력

이 없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거트의 논변은 작품이 지시하. 

는 반응의 비도덕성 때문에 작품에 호소력이 없다는 문제가 있음을 보

여줄 뿐 작품의 도덕적 결함이 그 자체로 곧 예술적 결함이라는 것은 , 

보이지 못한다”59)라는 반박에 대하여 거트는 이렇게 답변한다 작품의 . “

도덕적 결함은 감상자에게 감정적 호소력 없음 등의 다른 미적 결함을 

야기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곧 예술적 결함이다.”60) 그런데 거트는  

또한 부적절한 반응이 예술적 결함인 이유는 비도덕성 때문에 작품의 , 

내적 목표 달성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61) 내적 목표 달성에 실 

패했다는 것은 작품이 목표했던 반응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는 말이

다 이것은 작품이 목표한 반응을 감상자가 보이지 못한다는 말과 다르. 

지 않다 거트는 감상자의 실제 반응과 무관하게 작품의 비도덕적 반응 . 

지시는 내적 목표 달성 실패이고 따라서 예술적 결함이라고 주장하지만, 

감상자의 실제 반응 이라는 요소가 없다면 작품이 목표한 반응 확보에 ‘ ’

실패했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도 확실하지 않다.

정리하자면 거트의 주장에 따르면 작품이 부적절한 반응을 지시하는   , 

것이 예술적 결함인 이유는 비도덕성 때문에 감상자가 작품이 목표한 

반응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면 작품의 도덕적 결함이 . 

곧 예술적 결함인 것이 아니라 도덕적 결함이 작품이 목표한 반응 확 , ‘

59) Gaut, AEE, pp. 234
60) Ibid.
61) Ibid., pp.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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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실패 라는 예술적 설계의 결함을 야기하기 때문에 예술적 결함과 간’

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이 된다 즉 거트의 적절한 반응 논변은 그 구. 

조 안에 다른 미적 결함 이라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도덕적 결‘ ’ , 

점이 형식적 결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예술적 결함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따라서 이 논변은 엄밀히 말해서 간접 관계를 옹호하. 

는 논변이지 직접 관계를 옹호하는 논변이 아니다 거트는 감상자의 반, . ‘

응 이라는 요소를 거치지 않고 도덕적 결함과 예술적 결함을 직접 연결’

하려고 시도했으나 이러한 시도가 거트가 원하는 대로 설득력이 있을지, 

는 의심스럽다 거트의 적절한 반응 논변은 다른 미적 결함 을 거치지 . ‘ ’

않고 도덕적 결함과 예술적 결함의 직접적인 관계를 주장하는 기획이 

쉽지 않은 작업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미적 인지주의 논변1.3.3. 

마지막으로 살펴볼 논변은 미적 인지주의 논변이다 거트는 예술작품  . 

이 미적으로 유관한 방식으로 도덕적 가르침을 준다면 이 도덕적 가르

침은 예술적 가치라고 주장한다.62) 미적 인지주의 논변은 예술작품이  

지식을 줄 수 있다는 인식론적 주장 과 이런 인지적 (epistemic claim)

가치가 예술적 가치라는 미적 주장 두 부분으로 이루(aesthetic claim) 

어져 있다.

거트의 미적 인지주의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에 앞서 미적 인지주의   , 

논쟁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예. 

술작품이 인지적 가치를 준다고 주장하는 인지주의자들은 전통적으로 

예술의 인지적 가치를 지식 중심으로 옹호해왔다 이 입장(knowledge) . 

은 예술작품이 명제적 지식 을 준다고 주장하는 이론과 비명제적 지식‘ ’ ‘ ’

62) 예술작품의 인지적 가치를 다루는 거트의 다른 논문은  Gaut, “Art and 
Cognition”, Contemporary Debates in Aesthetics and the Philosophy 
of Art, 참 Ed. Matthew Kieran. Oxford: Blackwell, 2006, pp. 115 126 –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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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준다고 주장하는 이론으로 나뉠 수 있다 비명제적 지식은 다시 실용. 

적 지식과 현상적 지식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자는 을 할 줄 안. ‘~

다 라는 의미의 지식을 말하며 후자는 이 하다는 (know how to~)’ ‘~ ~

것을 안다 라는 의미의 지식을 말한다(know that it is like~)’ .63) 필자 

는 거트가 미적 인지주의 논변으로 옹호하려고 한 도덕적 지식 이 현상‘ ’

적 지식과 실용적 지식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거트는 본격적으로 미적 인지주의 논변을 설명하기 전에 자신이 생각  

하는 인지적 가치 의 의미를 설명한다 거트는 미적 인지주의를 작품이 ‘ ’ . 

어떤 이해를 나타내는 것 작품이 어떤 것을 가르치는 것 감상자가 작, , 

품에서 무언가를 배우는 것 세 가지 버전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한

다 이 중에서 두 번째 강한 버전이 첫 번째 약한 버전을 내포하며 거. , , 

트는 두 번째 버전을 지지한다고 말한다 약한 버전의 미적 인지주의는 . 

작품이 단순히 어떤 도덕적 이해를 나타내는 것만으로도 인지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는 입장이다 반면 강한 버전의 미적 인지주의는 작품이 의. 

도적으로 감상자에게 어떤 도덕적 지식을 주어야만 인지적 가치가 있다

고 보는 입장을 말한다 강한 버전의 미적 인지주의는 작품이 의사소통. 

의 목적을 가진다고 전제하고 감상자가 작품을 통해 도덕적 인지적 이, 

득 을 얻는다고 본다(gain) .64) 거트가 세 번째 버전을 기각하는 이유는 , 

단순히 감상자가 예술작품에서 무언가를 배우기만 해도 작품에 인지적 

가치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작품의 내용과 무관하게 감상자가 우연히 인

지적 이득을 얻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거트는 작품이 인지. 

적 가치를 주고자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상자가 우연히 인지

적 가치를 얻는다면 이것은 작품의 인지적 가치가 아니라고 본다, .65) 왜 

냐하면 우리는 상대방이 나에게 가르치지 않아도 배울 수 있기 때문이

63) 예술을 통해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논의에서 그 지식의 후보로 여겨지는  
것들에 대한 소개는 임수영 예술의 인지적 가치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 , 「 」
석사학위 논문 참고, 2018, pp. 19-20 .

64) Gaut, AEE, pp. 138
65) Ibid., pp. 139-140



43

다 내가 라는 배움을 얻기 위해 상대방이 반드시 나에게 를 직접적. A A

으로 가르쳐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상대방의 잘못된 . 

행동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66) 예술작품의 경우 

도 마찬가지로 예술작품의 소재나 주제 예술가의 의도 등 작품 내적으, , 

로는 도덕적 가르침을 전혀 찾을 수 없지만 감상자 개인의 상황 때문에 

감상자가 우연히 어떤 도덕적 가르침을 얻는 경우 이것은 우연적 결과, 

일 뿐 예술작품의 예술로서의 가치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거트는 . 

우리가 예술작품을 통해 인지적 가치를 얻으며 이 인지적 가치가 예술

작품의 예술로서의 가치에 속한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작품이 그 인지적 

가치를 감상자에게 전달할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67) 

그리고 거트는 미적 인지주의 논변에도 다른 두 논변과 마찬가지로   

미적 관련성 조건이 적용된다고 말한다 즉 작품이 미적으로 유관한 방. 

식으로 감상자에게 도덕적인 가르침을 주는 한 그만큼은 예술적 가치라

는 것이다.68) 작품이 제공하는 도덕적  지식(knowledge)은 훌륭한 예술

적 수단을 통해 전달될 때 예술적 가치이다 반면 도덕적 가르침이 작. 

품의 전체 맥락과 무관하게 나열되는 등 예술적 수단이 사용되지 않은 

채로 나타난다면 이때 도덕적 가르침은 비록 도덕적으로 옳은 관점이라 

할지라도 미적으로 무관하며 거트가 미적 인지주의 논변으로 옹호하고, 

자 하는 도덕적 가치가 아니다.

거트는 위와 같이 자신이 생각하는 도덕적 가르침 의 의미를 정의하  ‘ ’

66) 거트는 이를 서투른 배관공을 지켜보는 사람의 입장으로 설명한다 어떤  . 
배관공이 기술이 부족하여 배관 작업을 서투르게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옆
에서 지켜보고 있다면 이 사람은 배관공을 보면서 배관 작업을 저렇게 하, 
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배관공은 배관 작업의 안 좋은 예시를 보. 
임으로써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간접적으로 인지적 이득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 배관공은 안 좋은 본보기를 의도적으로 보임으로써 타인. , 
에게 인지적 이득을 주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배관, 
공 덕분에 인지적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가르침의 공을 배관공에게 
돌릴 수는 없다. Ibid., pp. 140

67) Ibid., pp. 140
68) Ibid., pp. 136



44

고 미적 관련성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주장한 후 인지적 주장을 먼저 , 

논증한다 거트가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설명하는 것은 현상적 지. 

식이다 타인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것 어떠한 느낌인지 상상해보는 것을 . , 

거트는 경험적 상상 이라고 부른다(experiential imagining) .69) 거트에  

따르면 우리는 문학을 감상하며 상상을 통해 과부의 심정을 상상해보

고 약자의 삶을 살아가는 경험을 상상하며 타인의 경험이 어떠한지를 ,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다 상상을 통해 타인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경험. 

하는 것이 오직 문학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예술은 상상을 , 

더욱 생생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우리는 . 

문학작품에서 생생하고 풍부한 묘사를 통해 나타난 상황 인물의 내면, 

을 읽으면서 무미건조한 명제가 주어졌을 때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상, 

상할 수가 있다.70) 감상자는 소피의 선택 을 읽으며 작품이 제시하는  『 』

생생한 인물 심리 묘사 상황 묘사 등을 통해 작품 속 인물이 느낄 법, 

한 감정과 생각을 강렬하게 상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단지 도덕적 . ‘

딜레마를 상상해보라 라는 명제보다 소피의 선택 과 같은 작품이 제공’ 『 』

하는 생생한 묘사가 감상자로 하여금 더욱 강렬하게 감정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은 분명하다 거트는 이러한 경험적 상상이 너. 

무나 생생해서 마치 실제 세계의 경험과 거의 유사할 수도 있다고 말한

다 예술작품을 통한 생생한 경험은 마치 실제적 경험. “ (virtual 

과도 같다는 것이다experience)” .71) 따라서 우리가 실제 세계에서 경험 

을 통해 무언가를 배우듯이 우리는 예술작품 감상에 있어서도 생생한 , 

경험적 상상을 통해 한 것이 어떠한지 즉 현상적 지식을 얻을 수 있‘~ ’, 

다.

거트는 이러한 현상적 지식을 발판으로 실용적 지식도 얻을 수 있다  

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거트는 이를 일반화 전략. (universalisation) 

69) Ibid., pp. 151
70) Ibid., pp. 155
71)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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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설명한다.72) 거트에 따르면 일반화 전략은 감상자가 예술작품에서  

도덕적 지식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의 하나다 감상자가 도덕 원칙을 적. 

용하거나 도덕판단을 하는 상황에 맞닥뜨릴 때 만약 자기 자신이 판단 , 

당하는 처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판단이 도덕적으로 옳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를 숙고하며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거

트는 주장한다.73) 이러한 일반화 전략은 현상적 지식이 더해졌을 때 비 

로소 실용적 지식을 낳는 전략이 된다 거트는 우리가 문학작품의 생생. 

한 묘사를 통해 경험적 상상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지

고 다른 환경에 처한 사람의 심정을 느끼고 이해하게 된다고 말한다.74) 

그리고 이처럼 상대방의 처지가 어떠한지에 대한 현상적 지식이 갖춰졌

을 때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도덕판단이 옳은지 혹은 그른지 판단을 , 

올바르게 할 수 있게 된다고도 주장한다.75) 예를 들면 우리는 어떤 문 , 

학작품 를 읽기 전에는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심각성과 성 소수자A

가 겪는 어려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따라서 내가 만. ‘

약 성 소수자라면 그러한 부당한 처우가 정당하다고 느낄 것인가 와 같’

은 일반화를 제대로 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 세계. 

에서도 성 소수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판단

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성 소수. 

자인 인물의 심정을 문학작품 를 통해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스스A , 

로가 성 소수자인 상황을 상상해볼 때 그러한 부당한 대우가 도덕적으

로 옳지 않다고 느낄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실제 세계에서도 성 .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도덕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 즉 우리는 문학작품을 통해 현상적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이를 전. , 

제로 일반화 전략을 사용할 때 우리는 실제 세계에서도 도덕판단을 더 

72) Ibid., pp. 157
73) Ibid., pp. 157-158
74) Ibid., pp. 157-164
75)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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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76)

이어서 거트는 실용적 지식과 현상적 지식이 왜 예술적 가치인지를   

설명하는 미적 주장을 논증한다 거트는 미적 관련성 조건이 미적 주장. 

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도덕적 가치는 예술적 수단을 통. 

해 나타나는 한 예술적 가치라는 것이 거트의 설명이다.77) 거트는 문학 

작품이 도덕적 이해를 전달하는 방식이 예술적 가치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본다 거트에 따르면 문학작품이 깊이 있는 인물 구성 흥미로운 . , 

플롯 문체 등 예술적 수단을 통해 작품이 나타내는 도덕적 이해를 정, 

감적으로 강렬하게 전달한다면 이때 도덕적 가르침은 예술적 가치이

다.78) 그리고 거트는 실제 문학 비평 사례들에 크게 기대고 있다 거트 . 

는 어떤 문학작품이 깊은 도덕적 이해를 나타낼 때 예술적으로 훌륭하

다고 평가하는 것이 아주 흔한 일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비평 관례가 미, 

적 인지주의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한다.79) 그뿐만 아니라 거트는 만약  

우리가 작품이 나타내는 도덕적 이해가 예술적 가치와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면 작품이 그러한 도덕적 이해를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의사소통 , 

목적 또한 예술적 가치와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우리가 예술작. 

품에서 도덕적 가르침을 배우는 것은 이 작품의 예술적 가치라는 것이

다.80)

우리는 거트의 미적 인지주의 논변이 타당하고 윤리주의에 도움이 되  

는지를 검토하기에 앞서 거트가 말하는 미적 인지주의 논변 자체의 타

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거트가 예술작품이 도덕적 . 지식을 준다고 

명시적으로 말하는 점을 고려하여 예술작품의 인지적 가치를 지식 중심, 

76) 거트는 감상자가 예술작품 감상을 통해 비판적 사고를 하게 되거나 작품 
이 제시한 문제에 대해 깊이 숙고하는 것 등도 도덕적 가르침이라고 말한
다. Ibid., pp. 139.

77) Ibid., pp. 170
78) Ibid., pp. 171
79) Ibid.
80) Ibid., pp.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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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설명하는 논의들이 가지는 문제점을 살펴보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 

예술작품의 인지적 가치를 지식으로 논증하는 것은 성공하기 어려운 전

략이다.81) 

예술의 인지적 가치를 비명제적 지식으로 옹호하려는 시도의 문제점  

을 살펴보자 앞서 설명했듯 비명제적 지식은 을 할 줄 안다. ‘~ (know 

라는 의미의 실용적 지식과 이 하다는 것을 안다how to)’ ‘~ ~ (know 

라는 의미의 현상적 지식으로 나뉜다 반지의 제왕 을 that it is like)’ . 『 』

예로 들어 두 종류의 차이를 설명하자면 실용적 지식은 간달프를 잃고 , 

비탄에 빠진 원정대가 슬픔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추스르고 과업을 이루

기 위해 어려운 발걸음을 떼는 것을 보면서 감상자가 나도 비슷한 상‘

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고 생각하는 것’

을 말한다 즉 허구적 상황을 보고 실제 세계에서의 유사한 상황에 처. 

했을 때 대처하는 전략을 배운다는 것이다 반면 현상적 지식은 절체절. ‘

명의 순간에 신뢰하는 리더를 갑작스레 잃게 되면 그 황망함이 이루 말

할 수 없구나 하고 그 처지에 맞닥뜨린 사람의 심정을 간접 경험하여 ’

알게 되는 것을 말한다. 

먼저 예술의 인지적 가치를 현상적 지식으로 논증하는 시도의 문제점  

을 살펴보자 우리가 상상을 통해 작품 속 인물의 심정을 안다고 생각. 

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이 정말로 아는 것인지는 의심스럽

다고 반박할 수 있다 내가 실제로 부모를 잃은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 

아무리 생생한 서술을 통해 부모를 잃은 허구적 인물의 심정에 공감한

다고 하더라도 그 심정을 정말로 알 수는 없는 것이다 즉 직접 경험 없. 

이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계속 남아 있게 된다 거트는 내. 

러티브 작품은 단순히 라고 상상해보자 라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생‘A ’

생한 상상을 유도하기 때문에 감상자가 현상적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82)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상으로 하는 간접 경험은 여전히 , 

81) 예술작품의 인지적 가치를 지식이 아닌 이해를 중심으로 논증하는 흐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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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으로 아는 것과 같지 않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실용적 지식을 옹호하는 시도에도 문제점이 있다 거트는 우리가 예술  . 

작품 감상을 통해 실제 세계에서도 도덕판단을 더 잘할 수 있게 된다

고 말한다 하지만 예술작품이 이러한 능력 을 감상자에게 줄 수 있는. ‘ ’

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견이 상당하다 감상자가 이러한 능력을 얻. 

는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감상자가 도덕판단을 더 잘하는 방법 을 실제 ‘ ’

세계에서의 경험을 통해 습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감상자가 예술작품을 . 

통해 아무리 생생한 경험적 상상을 한다고 해도 이는 어디까지나 상상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상상에서의 경험은 실제 세계에서의 경험과 다

르다 설사 거트가 주장하는 대로 우리가 예술작품 감상을 통해 현상적 .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이를 토대로 일반화 전략을 사용한다고 하

더라도 이것이 꼭 실용적 지식으로 이어지는 것 같지는 않다 일반화도 , . 

어디까지나 상상 속에서 하는 판단이며 우리가 아무리 많은 정보와 사, 

실을 가지고 실제와 가까운 상상을 하더라도 실제 세계에서는 상상과는 

다른 도덕판단을 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도덕 . 

원칙 적용을 더 잘한다 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작품 감상 전후 감‘ ’

상자가 실제 세계에서 도덕 원칙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비교하고 실, 

제로 작품 감상 후에 도덕판단 행위의 개선이 일어났는지를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이러한 비교 작업이 경험적으로 .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거트의 인식론적 주장이 옳다고 하더라도 거트의   

미적 주장에는 문제가 있다 거트의 미적 주장은 정말 중요한 것은 작. 

품이 나타내는 도덕적 이해가 아니라 그 도덕적 이해가 나타나도록 하

는 예술적 수단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면 거트는 어떤 . 

작가의 문체와 플롯은 훌륭하지만 그가 작중 인물 구성에 있어서 인간 

심리에 대한 부족한 이해를 보인다면 우리는 보통 그 작가가 핵심적인 

82) Ibid., pp.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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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적 기술을 가지지 못했다고 비판한다고 말한다.83) 작중 인물이 무 

미건조하거나 깊이가 없거나 인물의 내적 삶 없이 단지 플롯을 위한 , , 

도구로만 사용되는 등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인다면 우리는 이

런 작품은 도덕적 가르침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훌륭한 예술작품이 아

니라고 말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거트의 이러한 지적은 작품의 . 

도덕적 측면보다는 인물 구성이라는 내러티브 제작 기술에 대한 비판이 

라고 생각한다 인간 심리에 대한 이해 부족이 소설의 작가에 대한 비. 

판이 될 수 있다는 점은 필자도 동의하는 바이나 그러한 비판이 정당하, 

다는 것에서 작품이 도덕적 이해를 나타내는 것은 예술적 가치이다 라‘ ’

는 주장이 반드시 따라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다 거트가 예상되는 반론. 

을 반박하는 부분에서 거트의 미적 인지주의의 문제점이 더 잘 나타난

다 거트가 예상하는 반론은 다음과 같다 만약 작품이 지나치게 설교. . “

적인 말투로 도덕적 가르침을 전달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예술적 결함일 

수 있으므로 미적 인지주의는 틀렸다 즉 작품이 도덕적 가르침을 주더. , 

라도 그것이 예술적 가치가 아니라 오히려 결함인 경우도 있으므로 예, ‘

술작품이 도덕적 가르침을 준다면 이것은 예술적 가치다 라는 거트의 주’

장은 틀렸다.”84) 이런 예상 반론에 대해 거트는 이 경우에 문제가 되는  , 

것은 작품의 도덕적 내용이 아니라 설교적인 말투라고 말한다 작품이 . 

단순하고 거칠고 편협하고 거만한 말투로 도덕적 관점을 나타내는 것, , 

이 문제라는 것이다.85) 하지만 그렇다면 이는 오히려 반인지주의자의 주 

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처럼 보인다 미적 주장에서 핵심적인 것이 예술. 

적 수단의 적절한 사용을 통해 작품의 관점이 정감적으로 강렬하게 전

달되는 것이라면 이는 역설적으로 작품이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중, 

요하지 않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결국 예술작품의 도덕적 가치를 결정. , 

하는 것은 작품이 나타내는 관점보다는 그 관점이 얼마나 훌륭한 예술

83) Ibid., pp. 166
84) Ibid., pp. 171
85)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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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수단을 통해 도덕적 가르침의 형태로 나타나느냐이다 작품이 어떤 . 

예술적 수단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감상자가 느낄 수 있는 정감

적 힘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은 필자도 동의하는 바이다 하지만 거트는 . 

작품의 도덕적 통찰 자체의 가치보다는 그 가치가 나타나는 것을 가능

케 하는 예술적 수단의 사용에 더 큰 이론적 힘을 실어줌으로써 윤리, 

주의가 주장하려는 바와 우선순위가 뒤바뀐 듯한 주장을 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거트의 미적 인지주의 논변은 지식을 중심으로 한 미적   , 

인지주의 논변으로써 피할 수 없는 문제점들은 차치하고서라도 도덕적 , 

가치보다는 예술적 수단에 더 큰 설명력을 부여하기 때문에 윤리주의를 

뒷받침하는 성공적인 논변으로 볼 수 없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보자 거트는 직접 영향 테제가 프로 탄토   . 

원칙으로 이해될 것을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 가지 논변을 

제시했지만 성공적이지 않다 세 논변 중에서도 특히 도덕적 미 논변이 . 

성공적이었다면 직접 영향 테제가 큰 힘을 얻었을 것이다 도덕적 미 논. 

변을 사용한다면 작품의 미적으로 유관한 도덕적 미덕이 도덕적 지식을 , 

주는 등의 인지적 자치가 없더라도 도덕적 장점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미

적 가치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덕적 미 논변은 미적 . 

관련성 조건과 충돌하며 거트의 주장대로 도덕적 미 논변을 수정한다면 , 

이러한 수정된 도덕적 미 논변 은 논증해야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 ’

므로 순환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적절한 반응 논변은 사실상 간접 관계. 

를 설명하는 논변이며 미적 인지주의 논변은 예술작품의 인지적 가치를 , 

지식을 중심으로 설명하려 했지만 성공적이지 않다 즉 우리는 세 논변 . 

모두 거트의 윤리주의를 지지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보았다 따. 

라서 거트의 직접 관계 논증은 더 타당한 근거가 보완되지 않는 이상 

실패로 보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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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럴의 온건한 도덕주의2. 

온건한 도덕주의는 때때로 작품의 도덕적 결함은 예술적 결함이고 때  

때로 작품의 도덕적 미덕은 예술적 가치라고 주장한다 온건한 도덕주. 

의는 거트의 윤리주의와 일견 유사해 보이나 거트와 캐럴의 차이점은 , 

캐럴은 도덕적 가치가 곧 예술적 가치라는 직접 관계를 옹호하지는 않

는다는 것이다 캐럴은 간접 관계를 옹호하며 이를 설명하기 위해 미적 . 

인지주의 논변과 공통 이유 논변 두 가지 논변을 사용한다.

미적 인지주의 논변에 대한 비판적 검토2.1. 

캐럴은 미적 인지주의 논변을 통해 예술작품이 실용적 지식을 줄 수   

있고 감상자의 도덕적 이해를 향상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도덕적. 

인 인지적 가치가 왜 예술적 가치인지를 설명하는 부분은 다소 불명확 

하다 이어지는 논의를 통해 이를 살펴보자. .

캐럴은 예술작품의 도덕적인 인지적 가치를 명제적 지식이 아닌 다른   

종류의 인지적 성취로 옹호한다.86) 필자는 캐롤의 이러한 시도를 실용적  

지식과 이해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용적 지식의 경우 캐. , 

럴은 예술작품 중에서도 특히 내러티브 작품을 감상할 때 왜 감상자의 

86) 캐럴은 사실에 관한 지식 을 중심으로 명제적 지식을  (factual knowledge)
옹호하기도 했다 적어도 사실주의 소설에 국한해서 볼 때는 감상자가 예술. 
작품에서 명제적 지식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캐럴이 사실주의 . 
소설로 옹호하고자 하는 명제적 지식은 도덕적 가치와 관련된 인지적 가치
는 아니다 캐럴이 온건한 도덕주의를 논증하는 맥락에서 옹호하는 예술작. 
품의 도덕적인 인지적 가치는 실용적 지식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주의 소설. 
을 중심으로 명제적 지식의 획득 가능성을 주장하는 캐럴의 논의는 Carroll, 
“Literary Realism, Recognition, and communication of Knowledge” in 
Frirg and Hunter (eds), A Sense of World : Essays on Fiction, 
Narrative and Knowledge 참고 사실주의 소설에서의 , Routledge, 2007 . 
명제적 지식 획득 가능성을 옹호하려는 캐럴의 시도에 대한 비판은 이해완, 
예술을 통한 명제적 지식의 획득 가능성에 대한 재고 한국미, , 82, 「 『 』美學

학회 참고, 2016, pp. 156-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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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 개입과 도덕판단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지를 먼저 설명한다 내. 

러티브 작품에는 항상 빈 곳이 있고 작가는 작품에서 모든 것이 설명되

지 않더라도 감상자가 스스로 빈 곳을 채우면서 작품을 읽을 것을 기대

한다 작가와 감상자는 서로가 실제 세계에 대한 상식과 감정 도덕 원. , 

칙 등을 공유한다고 당연히 가정하고 작품을 제작하고 감상하는 것이

다.87) 작품에서 따로 명시되지 않는 이상 감상자는 주인공 인간이 자신 

과 똑같이 폐가 두 개 있는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읽으며 내러티브 세, 

계에서도 실제 세계에서와 같은 도덕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고 믿고 작

품을 읽는다 작가와 감상자는 같은 감정적 풀 을 공유하기 때문. (pool)

에88) 감상자는 영화 쉰들러 리스트 를 보며 나치에 분노를 느끼고 쉰, < >

들러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 만약 감상자가 . 

적재적소에서 적절한 감정적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작품이 나타내는 인물

이나 사태의 감정적 암시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감상자는 작품을 제대로 

감상할 수 없을 것이다 내러티브 작품 감상에 있어서 올바른 감정이 . 

올바른 곳에서 동원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89) 여기에는 도덕적 감정 

도 포함된다 우리는 내러티브 작품을 보면서 작품 내 인물 사건 상황. , , , 

그리고 심지어 작품이 작품 전체에 대해 나타내는 태도에 대해 적절한 

도덕적 감정을 느끼고 이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끊임없이 할 것을 요청

받는다.90)

캐럴은 감상자는 작품 감상 과정에서 끊임없이 도덕적 판단을 함으로  

써 추상적인 도덕 원칙과 개념을 개별 사례에 적용하는 연습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한다.91) 그리고 이러한 연습을 통해 감상자는 추상적인  

87) Carroll, “Art, Narrative, and Moral Understanding”, Beyond 
Aesthetics, 2001, pp. 280

88) Ibid.
89) Carroll, “Moderate Moralism”, The British Journal of Aesthetics, 

36:3, 1996, pp. 232-233, Carroll, “Art, Narrative, and Moral 
Understanding”, Beyond Aesthetics, 2001, pp. 216-217

90) Carroll, “Art and the Moral Realm”, The Blackwell Guide to 
Aesthetics, ed. Peter Kivy, Wiley-Blackwell, 2004, pp.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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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법칙을 실제 세계에서도 개별 사례들에 적용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이다 캐럴이 추상적인 도덕 원칙을 개별 사례에 적용하는 법. ‘

을 배우는 것 이 도덕적인 인지적 성취라고 보는 이유는 도덕 원칙과 ’ , 

개념을 이미 알고 있다고 해도 도덕적 행위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원칙

을 실제 사례에 어떻게 융통성 있게 적용하느냐이기 때문이다 도덕적. 

으로 옳은 판단과 행위는 단순히 도덕적 원칙을 아는 것만으로 보장되

지는 않는다 같은 도덕적 원칙이라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할 . 

경우를 우리는 종종 마주친다 예를 들어 거짓말은 나쁘다 라는 당연한 . ‘ ’

명제도 구체적인 상황과 장소에 따라 때로는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것

이 더 넓은 의미에서 더 도덕적인 행위가 될 경우도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사고로 아들을 잃어 슬퍼하는 어떤 어머니에게 실제로는 . , 

아들이 후안무치한 인간이었다 하더라도 아들이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거짓말로 위로해주는 것과 어머니의 슬픔은 전혀 개의치 않고 아들이 , 

나쁜 인간이었다고 사실을 말함으로써 상처를 주는 것 중 전자가 도덕

적으로 옳은 행위라는 것은 명백하다 이처럼 도덕적 행위가 도덕 원칙. 

을 개별상황에 융통성 있게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임을 이해한다면, 

도덕 원칙을 어떻게 개별상황에 적용하는지를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

다 예술작품은 도덕 원칙을 실제 상황에서 일일이 적용해보지 않고도 . 

생생한 상황 묘사를 통해 원칙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를 

감상자가 배울 수 있도록 해준다 우리는 예술작품을 감상하면서 추상. 

적인 도덕 원칙이 일상적인 삶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보게 되고 그 , 

결과 실제 삶에서도 적절한 판단을 하는 데 더 능숙해진다.92) 캐럴은  

이처럼 감상자가 예술작품 감상을 통해 도덕 원칙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를 배우는 것이 예술작품에서 얻을 수 있는 인지적 가치라고 보는 것이, 

다 필자는 캐럴의 이러한 주장은 예술작품의 인지적 가치를 실용적 지. 

식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본다. 

91) Ibid.
92) Ibid., pp.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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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캐럴은 우리가 예술작품 감상을 통해 이미 가지고 있던 도덕  

적 감정과 개념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도 말하며 예술작

품이 주는 인지적 가치를 이해로 설명하기도 한다 캐럴은 이를 명료화. 

과정으로 설명하고자 한다(clarification) .93) 예술작품은 비록 감상자에 

게 완전히 새로운 지식을 가르쳐주지는 못하더라도 감상자가 이미 가지, 

고 있는 도덕 원칙이나 믿음 등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해주거나 믿음

을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만듦으로써 감상자가 스스로의 도덕 원칙과 

개념을 더 명료하게 알게 된다는 것이 명료화 개념의 요점이다 캐럴은 . 

다음과 같이 말한다 소설은 우리의 개념적 지도 안. “ (conceptual map) 

에서 연결이 없던 곳에 새로운 연결을 만듦으로써 개념적 지도를 재구

성하도록 해준다 이런 과정을 통해 독자는 이미 알고 있던 지식을 새롭. 

게 연결할 수 있고 따라서 새로운 이해를 습득할 수 있다.”94) 캐럴은  

아무리 평범하고 사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예술작품 감상을 통해 감상

자가 그 믿음을 더 명료하게 이해하게 된다면 이것도 예술작품의 인지

적 가치라고 볼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성 소수자도 동등한 존중과 . , 

인권을 누릴 자격이 있는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물론 알고 있긴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러한 믿음을 종종 잊고 지내거나 도덕판단에 잘못 적

용하는 경우가 있는 어떤 감상자를 상상해보자 만약 이 감상자가 영화 . 

필라델피아 와 같이 성 소수자가 겪는 부당한 편견과 고통을 예술적< >

으로 잘 묘사하는 내러티브 작품을 감상한다면 작품 감상을 계기로 사‘

람의 성적 정체성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이미 ’

알고 있는 믿음을 다시금 떠올리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인지적 성취는 실용적 지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 실  . 

제로 캐럴은 지식 과 이해 를 구분하며 명료(knowledge) (understanding) , 

화로 옹호하고자 하는 도덕적 가치는 후자에 가깝다고 말한다. 

93) Carroll, “Art, Narrative, and Moral Understanding”, pp. 283.
94) Carroll, “Art and the Moral Realm”, pp.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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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활용 하고 제대로 이(manipulate)

해하면서 사태에 적용하는 능력(with intelligibility) [ ] (capacity)

을 말한다 이해는 단지 추상적 명제나 개념을 아는 것과는 다르. 

다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들 사이의 연결을 알아보고. [...] 

그 연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이해다 이해를 (see) . 

하는 사람은 자신의 정신적 지도 를 잘 알고 (mental geography)

있는 사람이다 이해하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정. [...] 

제하고 지식 사이의 연결을 인식 하고 우리가 이미 , (recognize) , 

아는 것을 연습과 판단의 과정을 통해 명료하게 만드는 행동

이다(activity) .95)

캐럴은 이처럼 원래 가지고 있던 도덕 원칙이나 개념 등을 새로운 관  

점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마치 게슈탈트 변화 와 (gestalt switch)

같다고 말한다.96) 예술작품은 감상자에게 새로운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감상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도덕 원칙과 관념들을 새롭게 보도, 

록 해준다 그 결과 감상자는 내러티브 작품 감상을 통해 우리의 도덕. 

적 중요성 분류와 전제를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고 그것들의 위계[ ] 

를 재정리할 수 있다.97) 내러티브 예술작품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도덕적 명제를 활성화함으로써 도덕적 이해를 증진 또는 저하 하는 매개 ( )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98) 

95) Carroll, “Art, Narrative, and Moral Understanding”, pp. 284
96) Ibid., pp. 288
97) Ibid.
98) 각주 캐럴은 또한 내러티브 작품이 감상자로 하여금  Ibid., pp. 158 18. 

연민 을 느끼도록 감정적으로도 교육한다고도 주장한다 이러한 (sympathy) . 
감정적 교육이 지식은 아니지만 여전히 예술작품이 주는 도덕적 교육의 효
과 중 하나로 여겨질 수 있다고 본다 이전에는 소외되었고 관심받지 못했. 
던 약자 또는 소수집단에게 연민을 가지도록 내러티브 작품이 이끌 수 있다
는 것이다 그리고 캐럴은 내러티브 작품이 타인의 내면을 묘사한 것을 읽. 
으면서 우리는 평소에 알지 못했던 타인의 마음과 생각을 알게 되고 나아가 
타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도 말한다 예술작품 감상을 통해 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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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캐럴이 말하는 이러한 의미의 이해 가 사실은 캐럴이 말하는   ‘ ’

개념에 대한 지식 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캐럴은 감상자가 ‘ ’ . 

예술작품 감상을 통해서 개념 특히 도덕적인 악과 덕에 대한 개념에 ,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도덕적인 의미에서의 명제적 지

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99) 영화 필라델피아 에서 주인공 앤드 < >

루의 성적 정체성을 이유로 그를 모욕하고 부당한 대우를 하는 이들을 

보면서 감상자는 덕과 악덕에 대한 개념적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다 감상자는 타인의 성적 정체성을 이유로 그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 

악덕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이것이 감상자가 이미 가지고 있던 믿음이, 

라 할지라도 작품 감상을 통해 이 믿음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 

필자는 만약 이것이 개념에 대한 지식 이라면 이는 이미 가지고 있던 ‘ ’ , ‘

믿음들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 이라는 의미의 명료화 또는 이’

해와 다르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는 캐롤이 예술의 인지적 가치를 . 

실용적 지식과 개념에 대한 지식 으로 옹호한다(conceptual knowledge)

고 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캐럴의 미적 인지주의 논변은 도덕적 가치가 때때로 예술적   

적 감수성과 도덕적 반성 능력이 발달된다는 것이다. Carroll, “Art and 
the Moral Realm”, pp. 132-133

99) 그가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캐럴은 문학작품이 철학적 탐구에서 사용되 , 
는 사고실험과 유사하게 기능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캐럴은 예술작품. 
의 인지적 가치를 명제적 지식으로 설명하려는 시도에 대해 예상되는 반론
에 대해서 철학 관행에서 널리 사용되는 사고실험도 예술작품과 마찬가지, 
로 허구적 상황을 가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고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 
를 타당한 과정을 통해 얻은 진부하지 않은 지식임을 인정한다고 지적한다. 
철학적 탐구에서 활용되는 사고실험이 항상 새로운 지식을 도출해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철학적 사고실험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과 믿음을 . 
간의 관계를 재조직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철학. 
적 사고실험을 통해 인지적 성취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예술. 
작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지위를 인정해줄 수 있다는 것이 캐럴의 주장
이다. 문학작품과 사고실험의 유비에 대한 캐럴의 논의는 Carroll, “The 
Wheel of Virtue: Art, Literature and Moral Knowledge”,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참고, 60:1, 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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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라는 것을 보이기에 충분하지 않다 먼저 예술작품의 인지적 가치를 . 

실용적 지식으로 논증하려는 시도는 어떤 문제점을 가지는지를 살펴보

자 실용적 지식으로 인식론적 주장을 설명하려는 거트의 시도에 문제점. 

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캐럴의 시도에도 유사한 문제점이 있다 앞. 

서 설명했듯이 실용적 지식은 을 할 줄 안다 라는 의미의 지식이며‘~ ’ , 

어떠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100) 하지만 예술 

작품이 이러한 의미의 실용적 지식을 감상자에게 줄 수 있는지는 의문

이다 감상자는 도덕 원칙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해보는 연습을 실제. 

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작품을 읽고 작품 내 사건과 인물의 이야기

를 상상해볼 뿐이기 때문이다 감상만을 통해서는 능력을 획득한다고 . 

보기 어렵다 감상자는 물론 내러티브 작품을 읽으며 허구적 인물과 상. 

황에 대해 도덕적인 판단을 하지만 허구적인 상황에 대해 가상의 도덕, 

판단을 하는 것이 반드시 실제 세계에서의 도덕 원칙 적용을 더 잘하게 

해준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만약 캐럴이 실용적 지식. 

을 어떠한 과제를 수행할 ‘ 능력 으로 보는 것이 지나치게 강한 조건이라’

고 반박하면서 실용적 지식을 어떠한 과제를 수행하는 ‘ 방법에 대한 믿

음을 갖는 것 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더라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 실용’ . 

적 지식을 방법에 대한 믿음으로 이해한다면 이것이 지식 이 되기 위해, ‘ ’

서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성공적인 수행으로 인도하는 적절한 전

략이라는 점이 확립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101) 만약 감상자가 내러티 

브 작품 감상을 통해 상상으로 도덕판단을 하고 그 결과 실제 세계에‘

서 도덕 원칙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겠다 따위의 방법에 대한 믿음을 ’ 

100) 실용적 지식에 적절한 성공조건은 인지적 주체의 수행을 방해하는 것이  
없는 정상적인 조건에서 인지적 주체가 이를 시도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 , 
그가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용적 지식의 정당성 조건. 
은 명제적 지식의 경우보다는 약하다 믿을 만한 경로를 통해서 능력을 얻. 
지 않아도 혹은 운으로 얻게 된 능력이라도 일단 능력을 갖추기만 한다면 , 
실용적 지식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임수영. , Op. Cit., pp. 48

101) Ibid., p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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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었다고 하더라도 감상자가 실제로 이를 적용해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 

지 않은 이상 이 믿음은 지식이라고 할 수 없다, .102) 필자는 감상자가  

내러티브 작품 감상을 통해 실제 삶에서는 직접 경험해볼 수 없는 도덕

적 딜레마를 생생하게 간접 경험함으로써 도덕적 딜레마의 상황에서 , 

도덕판단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상상으로나마 느껴보고 

나아가 어떤 식으로든 통찰을 얻거나 인지적 영향을 얻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캐럴이 주장하는 대로 허. 

구적 내용을 통한 간접 경험 덕분에 감상자가 실제 세계에서 도덕 원칙 

적용을 정말로 더 잘하게 되는지는 의문이며 캐럴이 만족스러운 설명을 

제공하는 것 같지도 않다.

캐럴의 실용적 지식 옹호가 성공적이지 않다면 개념에 대한 지식을   , 

옹호하는 시도는 어떨까 개념에 대한 지식은 경험적 지식과 달리 경험. 

적인 증명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일견 인지주의로 옹호할 수 있는 

더 나은 후보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개념에 대한 지식도 결국. 

은 지식 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지식 으로 여겨지기 위해 갖춰야 하는 ‘ ’ , ‘ ’

지식의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감상자가 어떤 내러티브 . , 

작품을 읽고 무조건적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생각하더라도 그 , 

작품이 묘사한 것이 정말로 무조건적 사랑 의 올바른 양태인지는 작품 ‘ ’

자체만으로는 보장되지 않는다 내러티브 작품이 아무리 사실에 기반해. 

서 만들어졌더라도 내러티브 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매체가 아니므로 우리는 여전히 개념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도 

정당성의 문제를 지목할 수 있는 것이다.103)104) 

102) Ibid., pp. 54-57
103) 캐럴의 개념에 대한 지식 옹호 이론과 철학적 사고실험과 예술작품 간 ‘ ’ , 

의 유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김지나 예술과 지식에 대한 현대 영미 미, 「
학의 논의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미학과 석사학위 논문, , 2012, pp. 

참고 개념에 대한 지식 옹호 이론에 대한 자세한 비판은 이해완69-81 . ‘ ’ , 
Op. Cit., 참고 pp. 169-172 .

104) 캐럴은 위와 같은 미적 인지주의 논변을 주장하긴 하지만 예술작품이 주 
는 도덕적인 인지적 가치를 지식 보다는 훨씬 완화된 의미의 가치로 설명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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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캐럴은 작품이 주는 도덕적인 이해가 왜 예술적 가치인지를   

설명하는 미적 주장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 캐럴은 작. 

품 감상 과정에서 일어나는 명료화를 통해 감상자가 도덕적 이해를 가

지게 되고 이러한 도덕적 이해 덕분에 감상자가 작품에 더욱 몰입할 수 

있게 된다면 이것은 예술적 가치라고 말한다.105) 필자는 캐럴이 예술작 

품의 인지적 가치가 왜 예술적 가치인지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양날

의 검과 같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인지적 가치가 왜 예술적 가치인지. 

를 설명하는 요소가 작품에의 몰입 이라면 도덕적 결함도 작품 몰입에 ‘ ’ , 

도움이 된다면 예술적 가치라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거트의 지적처럼. , 

캐럴이 예술작품의 적절한 감상자로 제시하는 도덕적으로 민감한 감상‘

자 라도 너무나 비도덕적인 작품을 접한다면 오히려 더 몰입하게 될 수’

도 있다 어떻게 이 정도로 비도덕적인가 하는 놀라움과 호기심이 몰입. 

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106) 작품의 몰입 이라는 동일한 설명적  ‘ ’

요소가 도덕주의를 설명하기도 하고 비도덕주의를 설명하기도 하는 것

이다 그뿐만 아니라 도덕적 이해가 작품에의 몰입에 도움이 된다는 주. , 

장 자체에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캐럴은 감상자가 내러티브 작품을 . 

감상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도덕적 이해와 감정을 이미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감상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 조건으로서의 도덕적 이해의 

필요성은 설명했다 하지만 작품 감상을 통해 얻은 도덕적 이해가 어떻. 

게 더 강렬한 몰입을 가능케 하는지는 설명하지 않는다 더욱이 그러한 . 

의미의 도덕적 이해는 작품 감상 후에 감상자 스스로의 반성적 사고를 

기도 한다 예술작품이 주는 도덕적인 인지적 가치는 단순히 옳고 그름 의. , 
무 등 좁은 의미의 도덕에 관한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의 윤리 에 (ethics)
관한 것이라고 본다 즉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또는 무엇이 삶을 의미 있. , ‘ ’, ‘
게 만드는가 에 대한 문제라고 보는 것이다 캐럴은 우리가 훌륭한 내러티’ . 
브 예술작품 감상을 통해 삶에 대한 전체론적 인 감각을 가질 수 (holistic)
있고 의미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한다. 
Carroll, “Art and the Moral Realm”, pp. 133

105) Carroll, “Art, Narrative, and Moral Understanding”, pp. 289
106) Gaut, AEE, pp.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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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얻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후적 인지적 이득이 작품 ‘ ’ 

감상 도중에 몰입에 도움이 됨 이라는 효과를 낳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 ’

어렵다. 

캐럴은 미적 인지주의 논변으로 도덕적 결함이 예술적 결함이라는 것  

도 설명하려고 시도했으나 이 시도는 성공적이지 않다 캐럴은 작품이 . 

나타내는 비도덕적인 태도에서 감상자가 잘못된 연상을 배울 수 있으며 

따라서 도덕적 이해에 부정적인 영향을 입을 수 있다고 말한다.107) 어 

떤 내러티브 작품들은 도덕적 원칙 개념 감정을 의심스러운 개별 사례, , 

들과 연관 지음으로써 도덕적 이해를 왜곡하고 곡해할 수 있다는 것이

다.108) 예를 들면 캐럴은 양들의 침묵을 포함하여 싸이코 살인마에 대 , 

한 많은 허구 작품들이 살인마를 게이로 표현한다고 지적한다 이런 작. 

품들에서 게이임 은 이 살인마들의 흉악함 의 일부인 것처럼 표현되고‘ ’ ‘ ’ , 

따라서 비정상적인 것으로 표현된다 게이임 과 흉악함 은 서로에게 겹. ‘ ’ ‘ ’

쳐져 있다 이런 작품을 통해 게이임 은 공포의 대상으(superimposed) . ‘ ’

로 여겨지게 된다 이것은 게이임 을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감정과 잘못 . ‘ ’

연결하는 것이다 이런 묘사는 감상자로 하여금 동성애자를 공포와 혐. 

오의 대상을 받아 마땅한 대상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다 마치 괴물에. 

게 적절할 법한 감정을 동성애자에게 가지라고 지시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도덕적 감정을 가지게 만드는 일이다 게이임 과 끔찍함 사이. ‘ ’ ‘ ’ 

에 감정적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은 도덕적으로 역겨운 일이다.109) 하지 

만 캐럴 말대로 정말로 작품 감상을 통해 감상자 개인의 도덕적 이해에 

실질적인 해가 발생했는지는 경험적으로 검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문

제가 있다.

미적 인지주의를 사용한 도덕적 결함의 영향을 설명의 문제점은 이뿐  

만이 아니다 캐럴은 예술작품이 비도덕적인 반응을 지시한다면 감상자. 

107) Carroll, “Art, Narrative, and Moral Understanding”, pp. 289
108) Ibid.
10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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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심리적 반감을 가져서 작품이 지시하는 반응을 보일 수 없다고 말한

다 핵심은 감상자가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지만 보이지 않기로 선택.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방화벽처럼 심리적 몰입이 아예 차단되어 그런 , 

반응을 보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캐럴이 주장하듯이 작품이 . 

비도덕적인 반응을 지시해서 감상자가 심리적 반감 때문에 이 반응을 

보일 수조차 없다면 감상자가 어떻게 도덕적으로 나쁜 영향을 받을 수 ,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도덕적으로 나쁜 영향을 받으려면 감상자가 그 . 

반응을 승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앞의 예시로 설명하자면 만약 . , 

감상자가 동성애와 혐오를 연관 짓게 되는 불상사를 당하게 되려면 애, 

초에 감상자가 동성애와 혐오를 연관 짓는 것을 승인하는 반응을 보여

야 한다 감상자가 만약에 동성애와 혐오를 엮는 것에 반감을 느껴 그 . 

반응을 승인하는 것을 거절한다면 도덕적 이해가 왜곡될 일 자체가 없

는 것이다.110)

정리하자면 캐럴의 미적 인지주의 논변 중 실용적 지식 과 개념에   , ‘ ’ ‘

대한 지식 예술작품이 주는 인지적 가치라고 설명하는 부분은 모두 지’ ‘

식 으로서 갖춰야 할 정당성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

다고 보기 어렵다 설사 캐럴이 말하는 실용적 지식과 개념에 대한 지식. 

이 모두 인지적 가치라는 것이 납득 가능하더라도 이 인지적 가치가 왜 , 

예술적 가치인지를 설명하는 이유가 단지 인지적 가치가 작품 몰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라면 캐럴의 미적 인지주의 논변은 최대한 캐롤에 

호의적으로 해석했을 때 도덕적 가치의 정방향과 역방향 관계를 모두 

옹호하는 논변이며 엄밀히 말하면 도덕적 가치가 왜 예술적 가치인지를 , 

설명하지 못하는 논변이다.

110) Giovannelli, “The Ethical Criticism of Art: A New Mapping of the 
Territory”, Philosophia 35, 2007, pp.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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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이유 논변2.2. 

캐럴은 내러티브 작품은 감상자에게서 정감적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  

을 의도한다고 말한다 좁게는 특정 인물에 대한 연민 넓게는 작품 전. , 

체의 시각에 대한 공감을 자아내는 것이 내러티브 작품의 목적이다 하. 

지만 작품의 비도덕성 때문에 감상자가 공감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

생할 수 있다 상상적 저항 의 문제. (imaginative resistance) 111)가 나타

나는 것이다 우리는 대부분 허구 내러티브에서 사실 과 다른 것을 . (fact)

상상하라는 지시를 받을 때는 거의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타임머신이 . 

작동하는 세계를 그려낸 내러티브 작품에 대해 타임머신은 실제로 가, 

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을 감상하기가 어렵다

고 말하는 감상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정감적 영역의 문제는 . 

다르다 우리는 어떤 특정 집단의 인간이 다른 특정 집단의 인간보다 열. 

등하게 그려지고 그것이 정당화되는 상황을 상상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

을 수 있다 아시아인이 유럽인보다 유전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열등한 . 

존재라는 관점을 가진 작품을 평정심을 가지고 감상하고 작품이 지시하

는 반응을 그대로 보이기 어려울 수 있다 물론 이런 상상적 저항이 전. 

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감상자도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같은 . 

정도로 같은 대상에 대해 상상적 저항을 느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 . 

지만 사실과 정감의 영역에 따라 공감의 가능성 차이에 비대칭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다 캐럴의 공통 이유 논변을 이해할 . 

111) 상상적 저항은 켄달 월튼 이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허 (Kendall Walton) , 
구 작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 관념과 어긋나는 도덕적 판단이나 상
황이 나타날 경우 독자가 허구적으로라도 작품이 지시하는 반응하지 못하, 
는 현상을 말한다 이에 대한 월튼의 자세한 논의는 . Kendall Walton, “On 
the (so-called) Puzzle of Imaginative Resistance”, Shaun 
Nichols(Eds.), The Architecture of the Imagination, Oxford 

참고 이에 관한 연구는University Press, 2006, pp. 137-148 . 황문영 , 
상상적 저항의 퍼즐에 대한 해결 흄과 년 이후의 논의들을 중심으: 1994「

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참고, ,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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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도 그 정도로만 상상적 저항을 응용한다고 생각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캐럴이 공통 이유 논변이 도덕적으로 민감한 감상자 를 전제하. ‘ ’

는 것도 이 때문이다 도덕적으로 민감한 감상자라면 대부분은 비도덕적. 

인 반응 지시에 대해 정감적으로 공감에 어려움을 느끼리라고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심리적 반감으로 인해 작품이 의도한 반응을 . 

확보하는 데 실패한 것은 작품이 의도한 예술적 설계의 실패이므로 미

적 결함이다 캐럴은 아메리칸 싸이코 작품을 예시로 공통 이유 논변. 『 』 

을 설명한다 캐럴은 작가는 당시 시대 상황을 풍자하려는 의도를 가지. 

고 이 작품을 만들었으나 작중 주인공이 행하는 살인이 너무나 잔인하, 

게 묘사되고 이것의 희화화가 지나쳐서 감상자들은 작품이 의도한 반응

을 보일 수 없었다고 평가한다 즉 작품의 비도덕성 지나친 잔인함의 희. (

화화 때문에 작품의 목적 시대 상황 풍자 을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 — —

는 것이다.112) 작품이 의도한 목적 달성에 실패했다는 말에서 의도 또 ‘ ’ 

는 목적 때문에 캐럴의 이론이 꼭 장르 작품에만 국한된다고 볼 필요‘ ’ 

는 없다 앤더슨과 딘은 캐럴의 논의가 장르 예술에만 국한된다고 오해. 

했고 캐럴이 이에 대해 반박했다.113) 앤더슨과 딘의 반박은 아마 모든  

작품이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직관에 기초한 것으

로 보인다 하지만 꼭 희극이나 비극과 같이 명확하고 단순한 목적만이 . 

예술작품의 목적인 것은 아니다 예술가가 작품 제작 과정에 있어서 플. 

롯 인물의 구성 등을 선택하면서 의도했던 바가 있었을 것이다 감상자, . 

가 주인공에게 연민을 느끼는 것 인물들 간의 갈등 관계를 파악하고 , 

악인의 불행을 기뻐하는 것 혹은 감상자가 도덕적 딜레마를 간접 경험, 

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것 등이 모두 예술작품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감상자가 이런 것을 이해하고 예술가가 제시하는 반응을 보이게 하는 

112) Carroll, “Moderate Moralism”, pp. 232
113) 온건한 도덕주의에 대한 앤더슨과 딘의 이해는  Anderson and Dean, 

참고 캐럴의 반박은 “Moderate Autonomism”, pp. 157 . Carroll, 
참“Moderate Moralism Versus Moderate Autonomism”, pp. 423-424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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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예술작품이 공통으로 가지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작품이 . 

의도한 정감적 반응을 감상자에게서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작품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 달성에 실패한 것이다 따라서 작품의 비도덕성은 . 

도덕적 결함과 미적 결함 모두를 설명하는 이유다.

보완된 공통 이유 논변 형식 개념의 재정의2.2.1. : ‘ ’ 

하지만 조지 디키 등의 이론가들은 캐럴이 사용하는   (George Dickie) 

미적 가치 미적인 것 개념에 이의를 제기하며 캐럴의 공통 이유 논‘ ’, ‘ ’ 

변을 비판했다 디키는 캐럴이 미적 가치 와 예술적 가치 를 구분 없이 . ‘ ’ ‘ ’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며 이런 모호한 사용이 혼란을 불러일으킨다고 지

적했다.114) 도덕적 결함이 예술적 결함과 관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 도 , 

덕적 성질과 미적 가치 형식적 속성에 기반하는 는 별개의 요소이므로 ( )

도덕적 결함이 미적 결함일 수는 없다는 것이 디키의 비판이다 디키가 . 

캐럴의 이론에 반박하는 포인트는 세 가지이다 만약 의지의 승리. a) < >

와 같은 비도덕적인 반응을 지시하는 작품이 바로 그 비도덕성 때문에 

미적 결함이 있다면 이 작품은 일관성이 없을 것이다 하지, (incoherent). 

만 작품에는 분명히 일관성이 있다 따라서 작품은 비도덕성 때문에 미. 

적으로 해를 입지 않았다 그리고 캐럴은 비도덕성이 왜 미적 결함의 . b) 

이유인지 보이지 못했으며 예술적인 것과 미적인 것을 혼동하고 있c) 

다.115) 디키에 의하면 비도덕성이 예술적 결함의 이유일 수는 있지만 미 

적인 결함일 수는 없다 디키는 미적인 것 개념을 프랭크 시블리. ‘ ’ 

의 논의에 따라 오직 지각적인 속성에서 기인하는 것으(Frank Sibley)

로만 이해하고 있는데 캐럴이 사용하는 미적인 것 개념은 전자와 다, ‘ ’ 

르고 훨씬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 가지 비판은 모두 사실 하나의 갈등 즉 미적인 것 개념 형식  , ‘ ’ , ‘ ’ 

114) George Dickie, “The Triumph in Triumph of the Will”, The British 
Journal of Aesthetics, 45:2, 2005, pp. 155

115) Ibid., pp.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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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의 경계를 둘러싼 갈등이다 첫 번째 비판의 경우 디키가 일관성. , 

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비판의 내용은 캐럴(coherence)

이 말하는 미적 구조 에 대한 반박이다 캐럴은 작품이 비도덕적인 반‘ ’ . 

응을 지시하여 이 비도덕성 때문에 감상자가 심리적 반감을 느껴 작품

이 지시하는 반응을 보이지 못하게 된다면 이것은 미적 구조의 결함이

라고 주장하는데 디키는 미적 구조 의 좋고 나쁨을 일관성 개념으로 , ‘ ’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캐럴이 말하는 대로 미적 구조의 결함이. 

라서 미적 결함이라면 이것은 작품이 일관성이 없다는 말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디키가 캐럴의 이론을 잘못 이해하고 있음이 나타나는데 디키는 , 

미적 구조 를 좁은 의미의 미적 인 구조 즉 오로지 좁은 의미의 형식적 ‘ ’ ‘ ’ , 

요소들로만 이루어진 미적 구조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디키는 캐. 

럴이 미적 구조의 결함 이라고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 ’ . 

캐럴이 말하는 미적 구조 는 디키가 말하는 미적 보다 더 넓은 의미의 ‘ ’ ‘ ’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캐럴은 작품이 제작되면서 감상자에게서 불러일. 

으키기를 의도한 반응을 확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된 모든 선택의 

조합을 미적 구조 즉 형식으로 보고 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지적도 , . 

이런 갈등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 디키는 미적인 것 을 형식적인 . ‘ ’

성질에서 나타나는 가치라는 좁은 의미로 이해하기 때문에 캐럴이 도덕, 

적 결함이 미적 결함 이라는 것은 보이지 못했고 나아가 예술적 가치‘ ’ , 

와 미적 가치라는 개념도 혼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캐럴에 대한 . 

디키의 세 가지 비판은 모두 미적인 것 개념에 대한 두 이론가의 의견 ‘ ’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디키는 전통적인 의미의 좁은 미적 개념을 . 

고수하고 캐럴은 미적인 것 개념을 확장했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발생‘ ’ 

한다. 

디키의 비판에 대해 캐럴은 형식 개념을 재정의함으로써 미적 가  , ‘ ’ ‘

치 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고 공통 이유 논변을 보완하려 한다’ . 

캐럴은 자신의 내용 정향적 미적 경험 이론으로 미- (content-orien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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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것 개념을 설명한다 캐럴은 미적 가치는 미적 경험을 말하는 것’ . 

이고 내용 정향적 미적 경험론은 미적 경험이 특정한 내용 즉 예술작, - , 

품의 형식을 내용으로 가진다고 말한다.116) 그리고 미적 가치는 예술작 

품의 형식적 구조가 미적 경험을 발생시키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 본

다.117) 전통적으로 미적 가치는 대상의 형식적 속성과 관련된 것으로 여 

겨졌으며 이때 형식 은 지각적인 요소로 여겨져 왔다 예를 들면 회화에‘ ’ . 

서는 붓 터치 색채 구도 등이 형식적 요소일 것이고 음악에서는 화성, , , 

리듬 등이 형식적 요소일 것이다 내러티브 작품에서는 플롯의 구조 작. , 

품이 택하는 시점 일인칭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등 등이 형식적 요소( , ) 

일 것이다 형식을 이런 의미로 이해한다면 도덕적 성질은 형식적 성질. 

과 별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 캐럴이 형식 개념. ‘ ’ 

을 재정의함으로써 도덕적 성질도 형식적 성질의 일부라는 것을 보일 

수 있다면 도덕적 성질이 형식적 성질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 미적 가치, 

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도덕적 성질과 . 

미적 가치 사이의 연결고리를 설명한다면 캐럴의 공통 이유 논변은 더 

설득력 있는 논변이 될 것이다.

캐럴은 형식적 속성을 단지 지각적 요소로 한정하지 않고 예술작품   

제작 과정 즉 작품이 ,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관련해서 생각해봐야 한 

다고 주장한다.118) 캐럴이 다루는 것은 작품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 ’ 

어떤 요소들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이다 앞서 말했듯 예술작품의 목적. 

이 반드시 장르 특정적 반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 감정을 느끼. 

는 것 등의 정신적 상태 또는 간단하게 시각적 쾌를 전달하는 것 등도 

예술작품의 목적이다 감상자가 전쟁의 참상에 몸서리치게 만드는 것. , 

기발한 상상력에 놀라게 만드는 것 등도 작품이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

이라고 할 수 있다 캐럴은 작품이 의도한 대로 감상자의 감정 적 반. ‘[ ] (

116) Carroll, “Art and the Moral Realm”, pp. 142
117) Ibid.
118) Ibid., pp.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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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을 불러일으키는 것 또는 감상자를 작품에 몰입하도록 하는 것) ’, ‘ ’119)

이 예술작품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목적이라고 말한다.120) 정리하자면 캐 

럴이 말하는 예술적 형식은 작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도된 선택‘

들의 집합 이다’ .121) 회화 작품이라면 작품 제작에 사용된 색채 붓칠의  , 

종류나 두께 등이 형식적 요소일 것이다 음악의 경우 장조 또는 단조. , 

심지어는 무조 등 조성의 선택 악기 편성 등이 모두 작품의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한 선택들이다 내러티브 작품이라면 인물들을 어떤 성격과 도. 

덕적 감수성을 가진 사람으로 묘사할지 어떤 사건을 나타낼지 누구의 , , 

관점으로 내러티브를 진행할지 등이 내러티브 작품 제작에 있어서의 선

택이다. 

형식을 이런 의미로 정의한다면 작품이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 달성에   , 

해가 되는 요소들은 형식적 결함으로 간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정. 

적이고 목가적인 협주곡을 작곡하려고 의도하는 어떤 작곡가가 악기 편

성과 조성 등 다른 미적 측면에서는 목가적인 느낌을 자아내기에 알맞

은 선택들을 했다고 가정해보자 하지만 동시에 작곡가가 부드럽고 낮. 

은 음색의 악기 대신에 발랄하고 가벼운 음색의 악기를 독주 악기로 선

택했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경우에는 악기 편성과 조성 등 여러 다른 . 

형식적 측면에서 봤을 때 작품이 지시하고 의도하는 분위기는 분명히 

목가적이고 서정적인 분위기라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원래 의도는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잘못된 독주 악기 선택. 

이 기악곡의 형식적 결함이다 내러티브 작품의 경우 힘들고 고달픈 삶. , 

을 사는 주인공을 응원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어떤 작품을 상

상해보자 주인공은 어린 나이에 홀로서기를 해야만 했고 온갖 역경에. 

도 불구하고 굳은 의지로 원하는 바를 이루어내는 등 이야기 흐름으로 , 

119) Carroll, “Art and Ethical Criticism: An Overview of Recent 
Directions of Research.” Ethics 110:2, 2000, pp. 378.

120) Carroll, “Art and the Moral Realm”, pp. 144
121) Ibid., pp.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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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감상자가 주인공에게 호감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게 요청된다고 가

정해보자 하지만 만약 작품이 주인공의 치명적인 비도덕성을 묵인하고 . 

지지하는 듯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면 감상자는 작품이 지시하는 반, 

응을 보이지 못할 수 있고 따라서 작품은 목표 달성에 실패하게 된다. 

주인공의 악행을 작품 전체적으로 주인공을 옹호하는 관점을 나타내는 

것도 의도된 선택 중 하나이므로 작품의 형식적 요소에 포함된다 예를 . 

들어, 동물 학대를 용인하는 관점을 나타내는 내러티브 작품을 상상해보자 . 

만약 작품의 주인공이 자신이 오랫동안 공들여왔던 계획이 실패로 끝나 화

가 나고 속상한 나머지 마당에 묶어 놓았던 개를 때리는 등 학대하는 방식

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장면이 있다면 그리고 작품의 관점이 이러한 사소, ‘

한 폭력을 아무렇지 않은 일상적인 사건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가고 주인공’ 

을 괜찮은 인간으로 묘사한다면 우리는 작품이 지시하는 반응을 보이지 못, 

하고 작품의 전개를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동물 학대 용인이라. 

는 비도덕성은 작품 전개의 설득력을 저해하는 형식적 결함으로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즉 . 작품의 도덕적 결함이 형식적 결함으로 작용하여 예술적 

결함을 야기한 경우이다.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122)을 중요

시하는 비평 이하 비평 의 영향력이 점차 증가하는 요즘에는 캐럴의 설( ‘pc ’)

명이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고 볼 수도 있다 인종차별 성차별 성 소수자 . , , 

차별 동물 학대 등 과거에는 문제시되지 않았던 윤리적 문제들이 요즘에는 , 

예술작품에의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대중의 도덕. 

적 감수성은 날로 민감해지고 있으며 많은 감상자들은 예술이 최소한의 윤, 

리적 기준은 충족하기를 기대한다.123)

122) 특정 집단의 일원들에게 차별적이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피하는 원칙을 말 
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과거에는 혼혈아를 가리킬 때 튀기 라는 단어를 . , ‘ ’
널리 사용했으나 오늘날에는 이 단어가 당사자에게 모욕적이고 무례한 언, 
어라는 공감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단어는 이제는 사용되지 않는다 즉 . 

비평이란 이러한 원칙에 기반하여 예술작품 내에서 나타나는 특정 집단pc , 
에 대한 차별 또는 모욕을 지적하고 이를 비판하거나 반대로 특정 집단에 , 
대한 인정 또는 이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평을 말한다. 

123) 비평의 힘이 강해지면서 이제는 예술가 개인의 비도덕성이나 작품 내 pc 



69

캐럴이 이처럼 도덕적 속성이 형식적 속성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마도 회화 음악 등 다른 장르의 예술과 , 

내러티브 예술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후자의 경우 내용적 요소와 형식

적 요소를 완전히 구별하기가 다른 장르의 예술에 비해 어렵다는 점 때

문일 것이다 회화의 경우 작품의 내용적 요소와 형식적 요소를 구분하. 

기가 비교적 수월하다 음악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내러티브 예술에서는 . . 

지각적인 형식적 속성 을 다른 장르의 예술에서만큼 확실하게 구분하기‘ ’

가 어렵다 소설을 몇 장 으로 구성할 것인지 인물을 몇 명 등. (chapter) , 

장시킬 것인지 등은 분명히 내용적 요소와 구분해낼 수 있는 형식적 요

소이다 하지만 인물의 성격 묘사 작품이 인물들에 대해 나타내는 시각 . , 

등의 경우에는 내용적 요소와 형식적 요소의 경계를 분명하게 지목하기 

어렵다 작품이 주인공을 선하고 의리 있는 인물로 묘사하는지 혹은 어. , 

려움에 처한 친구를 저버리고 떠나는 인물로 묘사하는지 나아가 작품이 , 

후자로 그려진 주인공을 옹호하는 태도를 나타내는지 등의 선택 도 분‘ ’

명히 작가가 내러티브 예술을 만들 때 해야 하는 선택이다 이 선택들. 

은 형식적 선택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내용적 요소이기도 하다 내러티브 . 

작품을 구성하는 많은 선택들은 내용적 또는 형식적 요소로 구별하기 

어려운 요소들이다 아마 바로 이것이 예술작품 특히나 내러티브 작품. , 

에서 도덕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그토록 복잡하

고 지난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캐럴은 다음과 같이 타당. 

하게 지적한다 작품의 도덕적 결함은 작품의 구성 요소의 형. “ (design) 

식적 결함을 구성하거나 결함과 너무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도덕

적 문제와 형식적 문제의 경계를 나누기 어렵다.”124) 이처럼 형식을 지 

각적 속성보다 넓게 해석함으로써 캐럴은 특히 내러티브 작품에 있어서 

에서 나타나는 비도덕적 관점을 이유로 작품 소비 자체와 예술가를 보이콧
하는 경우도 자주 나타나고는 있지만 필자는 이런 행동은 예술 비평이 아, 
닌 예술가 개인에 대한 단죄행위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124) Carroll, “Ethics and Aesthetics: Replies to Dickie, Stecker, and 
Livingston”, The British Journal of Aesthetics 46:1, 2006, pp. 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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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속성을 형식에 포함시킬 수 있다 회화 작품에서 색채에 따라 . 

작품의 미적 가치가 달라질 수 있듯이 내러티브 작품에서는 도덕적 속

성에 따라 미적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색채는 회화의 형식적 요소이. 

고 도덕적 속성은 내러티브 작품의 형식적 요소이다.

공통 이유 논변에 대한 비판적 검토2.2.2. 

필자는 캐럴이 형식 개념을 재정의하여 내러티브 작품의 도덕적 속성  

을 형식의 일부로 포섭함으로써 도덕적 결함과 미적 결함 사이의 연결

고리를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도덕적 결함이 미적 결함. 

을 일으켜 결국 예술적 결함의 이유가 된다는 캐럴의 설명이 거트 식의 

설명보다 더 나은 설명이라고 생각한다 거트는 도덕적 결함이 미적 결. 

함을 포함한 다른 어떤 제 의 요소와도 무관하게 그 자체로 곧 예술적 3

결함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러한 시도가 실패라는 것을 우리는 앞서 확인

했다 캐럴의 공통 이유 논변은 도덕적 결함이 어떤 경우에 왜 예술적 . 

결함과 관계가 있는지를 이론 내적 모순 없이 설명할 수 있는 논변이다. 

혹자는 캐럴이 도덕적 요소를 형식적 속성에 포함하려는 시도가 자충수

라고 지적할지도 모른다 만약 캐럴이 주장하는 대로 내러티브 작품의 . 

경우에는 도덕적 속성과 형식적 속성을 엄밀히 구분하기 어렵고 전자가 

후자에 포함된다면 사실상 도덕적 속성과 형식적 속성을 구별해서 볼 , 

이유가 없고 모든 것이 형식적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형식 개념의 재정의를 통해 도덕적 속성과 좁은 의미의 미적 가치와의 

연결고리를 설명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보완작업의 결과 도덕적 속성은 , 

독립적인 설명 요소로서의 지위는 유지할 수 없게 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결국 현상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형식적 요소이지 도덕. , 

적 속성이 아니게 되는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예상반론은 제 의 요소. 3

를 인정하지 않고 도덕적 요소의 직접 관계를 옹호하는 거트의 윤리주

의와 같이 단일 요소만으로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제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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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반론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 가지 요소만으로 간단한 설명을 . 

제시하려는 시도는 실패라는 것을 우리는 거트의 윤리주의 검토에서 이

미 확인했다 예술작품은 수많은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요소들은 . , 

한 요소를 고정한 채 다른 요소를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없을 만큼 긴

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어느 한 요소가 다른 . 

요소들과 별개로 독립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따라서 필자는 도덕적 결함의 영향을 미적 . 

결함이라는 요소와 연관 지어 설명하는 방식이 도덕적 결함의 독립적인 

역할만을 고집하는 방식보다 더 합리적인 설명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윤. 

리적 비평 이론가들이 제 의 요소를 설명에 도입하는 것을 꺼리는 이유3

는 아마도 그 제 의 요소가 설명력 면에서 도덕적 속성을 압도할지도 3

모른다는 우려 때문일 것이다 즉 정말로 문제인 것은 제 의 요소이지 . 3

도덕적 속성이 아니라는 반론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 하지만 필자는 이. 

러한 우려는 앞서 말했듯이 단일 요소만으로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트의 윤리주의와 같은 이론에 해당하는 문제이지 간접 관계를 지지하

는 캐럴의 이론에는 해당하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캐럴. 

의 논변은 도덕적 속성과 미적 속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 사이의 관계를 

통해 예술적 가치에의 영향을 설명하기 때문이다 도덕적 결함이 예술적 . 

결함인 이유가 미적 결함을 야기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에서 혹자는 도덕

적 결함의 설명력을 무시하고 싶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도덕적 결함이 . 

미적 결함을 일으켜 예술적 결함이 된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미적 결함

을 일으킨 원인이 도덕적 결함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캐럴의 이. 

론이 간접 관계를 지지하면서 도덕주의를 논증하려 하는 이상 캐럴이 

보여야 하는 것은 도덕적 결함이 곧 예술적 결함이다 가 아니라 도덕‘ ’ ‘

적 결함이 때때로 미적 결함을 일으킨다 라는 것이며 필자는 캐럴이 형’ , 

식 개념의 재정의를 통해 이를 보이는 데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캐럴은 . 

도덕적 결함이 다른 요소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항상 예술적 결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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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캐럴에게 온건한 도덕주의는 도덕적 결, ‘

함이 왜 곧 예술적 결함인지를 보이지 못한다 고 비판하는 것은 사실 ’

캐럴의 이론에 공격이 되지 않는다.125) 그리고 캐럴이 제시한 형식 개 ‘ ’ 

념의 재정의에 따르면 도덕적 속성이 형식 아래 포섭되는 것은 사실이

나 그 사실에서 도덕적 속성이 모두 형식으로 환원된다는 주장이 따라 ,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위 개념이 상위 개념에 포함된다고 . 

해서 하위 개념 자체를 제거하고 모두 상위 개념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따라 나오지는 않는다.

이렇게 도덕적 성질을 형식에 포함하는 전략을 사용하여 보완한 공통   

이유 논변은 도덕적 속성이 간접적으로 예술적 가치와 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지만 여전히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공통 이유 논변, . 

에 대해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반론은 작품에 비도덕성이 있지만 감상, 

자가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여전히 작품에 몰입할 수 있는 반례를 

제시하는 것이다 즉 캐럴이 말하는 대로 비도덕성이 심리적 반감의 원. 

인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공통 이유 논변의 허점이라는 것이다 만. 

약 감상자가 비도덕성에 심리적 반감을 보이지 않아서 지시하는 반응을 

나타내는 데 성공한다면 비도덕성이 미적 결함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틀

리게 된다 캐럴은 이 반론을 예상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한다. .

이에 대한 캐럴의 답변은 한 차례 수정을 거친다 먼저 년에 발표  . 96

한 에서는 캐럴은 이런 반례를 전시 프로“Moderate Moralism” ( ) 戰時
파간다 영화로 설명한다 그런 시대 상황에서 적군의 인간성을 말살하. 

고 인간 이하의 존재로 표현하는 영화가 있다고 하자 하지만 시대가 . 

시대이니만큼 아군들은 그 영화를 보면서 비도덕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심리적 반감도 느끼지 못해서 작품에 몰입한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 

작품의 도덕적 결함이 심리적 반감의 원인이 되지 않았고 따라서 예술

적 설계는 잘못되지 않았으므로 이때 비도덕성은 미적 결함의 이유가 

125) 앤더슨과 딘이 에서 이렇게 비판한 바 있다 이 “Moderate Autonomism” . 
들은 거트와 캐럴이 거의 같은 주장을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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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고 봐야 한다 이에 대해 캐럴은 이런 경우는 도덕적 결함이 실. 

제 관객의 몰입에는 방해가 되지 않았지만 마치 시한폭탄처럼 작용한다

고 주장한다 미래의 어떤 도덕적으로 민감한 감상자에게는 언젠가는 .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실제 감상자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더, 

라도 비도덕성은 여전히 미적 결함이라는 주장이다 도덕적 결함은 도. “

덕적으로 민감한 감상자들의 반응에 해가 되는 반사실적

능력을 가지는 한(counterfactual) , 실제 감상자의 감상에 해가 되지  

않더라도 여전히 미적 결함으로 간주될 수 있다.”126)

아마 캐럴은 감상자의 반응에 따라 도덕과 예술의 관계를 다루기에  

는 감상자의 반응이라는 요소에 우연성이 너무 크다는 문제점을 예상해

서 실제든 미래든 도덕적으로 민감한 감상자 라면 반응이 유사할 것이, ‘ ’

라고 말한 것 같다 하지만 실제 감상자뿐만 아니라 미래 감상자의 . 가

능한 반응까지도 다루려는 것은 온건한 도덕주의가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게 되는 비효율적인 전략인 것 같다 실제 감상자에게 방해가 되지 . 

않은 경우에도 반사실적 능력 만으로도 미적 결함이라는 주장을 하기 ‘ ’

위해서는 그에 대한 별도의 논증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온건한 . 

도덕주의의 주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부담을 질 필요가 없다 비도. 

덕성이 실제 감상자에게 심리적 반감을 일으켜 실제로 몰입 방해를 야

기한다면 그때 도덕적 결함은 미적 결함이라고 주장해도 온건한 도덕주, 

의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온건한 도덕주의는 비도덕성이 항상 미적 . 

결함의 이유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비도덕성이 때때로 미적 결함의 , 

이유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작품의 비도덕성이 감상자에게 심리적 반. 

감을 야기하여 작품 몰입에 방해가 될 때만 비도덕성이 미적 결함의 이 

유라고 주장해도 온건한 도덕주의의 주장을 유지하기에는 충분하다 심. 

리적 반감을 실제로는 일으키지 않더라도 그 가능성만 있어도 미적 결

함이라고 강하게 주장할 필요가 없다 도덕적 결함 때문에 실제 감상자. 

126) Carroll, “Moderate Moralism”, pp.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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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몰입에 방해가 되지 않아도 언젠가 미래의 감상자에게는 방해가 될 

것이니까 도덕적 결함은 미적 결함이라고 주장한다면 사실상 실제 감상, 

자의 몰입에 방해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작품의 모든 도덕적 결함이 

잠재적 미적 결함이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은 분명히 온건한 ( ) 

도덕주의가 주장하려는 것보다는 강한 주장이다.

그래서인지 캐럴은 년에 발표한 논문에서는 다른 입장을 나타낸  2004

다 도덕적 결함이 항상 미적 결함인 것은 아니며 도덕적 결함이 작품. , 

의 예술적 설계를 해칠 때만 미적 결함이라는 것이다.127) 따라서 만약  

도덕적 결함이 너무나 미묘하게 숨겨져 있어서 도덕적으로 민감한 독자

도 알아차리지 못해서 심리적 반감이라는 문제가 없었다면 그래서 작품, 

이 지시하는 반응을 나타내는 데 문제가 없었다면 이런 경우에는 도덕, 

적 결함은 형식적 결함이 아니다.128) 이렇게 수정된 입장은 때때로 작 , 

품의 도덕적 결함은 미적 결함이라는 온건한 도덕주의의 테제와도 일치

하고 년도의 답변에서 반사실적 방해 능력 요소를 배제함으로써 상, 96 ‘ ’ 

식적인 직관에 보다 더 가까워졌다.

이처럼 입장을 수정하여 캐럴은 공통 이유 논변으로 예술작품의 도덕  

적 결함이 때로는 예술적 결함일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하. 

지만 필자는 캐럴의 공통 이유 논변이 도덕적 가치가 왜 예술적 가치인

지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캐럴은 내러티브 작품이 감. “

상자로 하여금 이야기를 집중해서 따라가도록 격려할수록 내러티브 작

품으로서 더 좋다 ”129)고 말하며 작품의 도덕적 관점이 작품에의 몰입‘ ’

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술적 가치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 . 

127) 스테커도 도덕적 결함 때문에 작품이 규정하는 반응을 독자가 나타낼 수  
없을 때만 이 도덕적 결함은 미적 결함이라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캐럴과 거
의 같은 시각을 나타낸다 자세한 내용은 . Stecker, “The Interaction of 
Ethical and Aesthetic Value.” The British Journal of Aesthetics 45:2, 

참고2005, pp. 138-150 .
128) Carroll, “Art and the Moral Realm”, pp. 145
129) Carroll, “Moderate Moralism”, pp.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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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점은 공통 이유 논변은 작품이 비 도덕적 관점을 나타내는 것이 ( )

도덕적 가치 결함 과 미적 가치 결함 모두의 이유라고 주장한다(a) ( ) (b) ( ) 

는 것이다 즉 공통 이유 논변에 따르면 작품이 도덕적인 관점을 나타. 

내기만 하면 이는 자동으로 작품의 도덕적 가치라는 의미가 된다 필자. 

는 만약 공통 이유 논변이 도덕적 가치 를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 논변‘ ’

이라면 이는 가치 라는 말을 지나치게 넓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

다 캐럴은 미적 인지주의 논변에서는 작품이 도덕적 이해를 향상하는 . 

것이 도덕적 가치라고 말한다 도덕적 이해의 향상 은 단순히 기존의 . ‘ ’ ‘

도덕 규범에서 벗어나지 않음 이상의 가치를 가지며 필자는 도덕적 이’ , ‘

해의 향상 은 충분히 가치 라고 불릴만한 자격이 있다고 동의한다 하지’ ‘ ’ . 

만 공통 이유 논변에서 말하는 도덕적 가치 는 실제로는 가치 라고 할 ‘ ’ ‘ ’

수 없는 것마저도 가치 로 포함한다 예를 들어 어떤 작품이 우리는 약‘ ’ . ‘

자를 도와야 한다 라는 관점을 나타낸다고 해보자 이는 분명히 도덕적’ . 

인 관점이다 하지만 작품이 이런 관점을 나타낸다는 사실만으로 이 작. 

품에 도덕적 가치 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는 가치 라는 개념의 ‘ ’ . ‘ ’

의미 측면에서도 우리가 실제로 종종 내러티브 작품에 있다고 말하는 , 

도덕적 가치와도 층위가 다른 것이다 우리의 실제 내러티브 작품 감상. 

에서 도덕적 가치 로 가리키는 것은 캐럴이 말하는 도덕적 이해의 증‘ ’ ‘

진 에 더 가깝다 그뿐만 아니라 설사 작품이 도덕적 관점을 나타내는 ’ . , 

것이 자동으로 작품의 도덕적 가치라고 하더라도 이 도덕적 가치가 항, 

상 작품에의 몰입을 돕는 형식적 가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모든 비도덕. 

적 관점이 형식적 결함이 아니듯 모든 도덕적 관점이 형식적 가치일 리

는 없을 것이다. 

비도덕주의와의 양립 가능성 문제2.3.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온건한 도덕주의는 도덕적 결함이 항상   

미적 결함인 것은 아니며 도덕적 결함이 심리적 반감을 일으킬 때 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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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의 예술적 설계를 해칠 때만 미적 결함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하지만 그렇다면 흥미로운 점은 온건한 도덕주의는 비도덕주의에도 호

의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이론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비도덕주의. 

는 작품의 도덕적 결함 즉 비도덕적 관점이 때로는 예술적 가치일 수도 ,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온건한 도덕주의에 따르면 어떤 도덕적 결함. 

은 미적 성질과 연관이 있고 연관이 있을 때도 때때로만 심리적 반감을 (

일으킬 때만 미적 결함이기 때문에 어떤 도덕적 결함은 미적 결함이 ) , 

아닐 가능성도 나아가 미적 가치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하는 , 

것이다 캐럴은 여러 차례 온건한 도덕주의가 비도덕주의와 양립 가능하. 

다는 문제점을 가진다는 공격을 받았다.130) 이에 대해 캐럴은 도덕적  

결함이 절대로 예술적 가치에는 기여를 할 수 없다는 논증은 없지만 그

럴 것 같지 않고 그런 사례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131)132)133)

130) Matthew Kieran, “Forbidden Knowledge”, Art and Morality, ed. 
Jose Luis Gardner Sebastian Bermudez, 2003, Jacobson, “Ethical 
Criticism and the Vice of Moderation”, pp. 343-355.

131) Carroll, “Art and Ethical Criticism: An Overview of Recent 
Directions of Research”, pp. 379-380

132) 캐럴은 역방향 관계의 가능성을 비판하면서 도덕적 결함이 때로는 예술 
적 가치라는 비도덕주의자의 주장은 반박하지만 도덕적 가치가 때로는 예, 
술적 결함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반박을 하지 않는다 이는 도덕적 . 
가치가 때로는 예술적 결함이라고 주장한 비도덕주의자들의 설명과 예시 모
두가 빈약해서 캐롤이 이것은 진지하게 반박할 만한 주장도 아니라고 생각
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필자도 도덕적 가치가 예술적 결함인 경우는 생각. 
해내기가 쉽지 않다고 본다 작품이 나타내는 관점이 도덕적이되 지나치게 . 
설교조로 나타나는 경우 또는 도덕적 관점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예술적 , 
수단이 조야한 경우 등이 바로 그런 경우라고 말하는 이도 있겠으나 필자, 
는 이런 경우는 도덕적 가치가 예술적 결함이라기보다는 예술적 수단을 탓
해야 한다고 본다 혹은 다음과 같은 사례는 도덕적 가치가 예술적 결함인 . 
경우를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어떤 내러티브 작품의 주인공이 선하고 . 
이타적이며 희생적인 도덕적으로 훌륭한 인물로 그려지는데 주인공이 융통, , 
성 없이 정직하기만 하다 보니 의도치 않게 주위 사람들에게 자주 폐를 끼
치는 인물로 그려지는 경우를 상상해볼 수 있다 그리고 작품 전체적인 관. 
점이 주인공의 이러한 융통성 없는 선함을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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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온건한 도덕주의가 비도덕주의와 양립 가능하다는 지적에 대  

해 캐럴은 도덕주의자의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 비도덕주의에 대한 찬, 

반 입장을 반드시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한다.134) 아 

마도 캐럴은 설사 비도덕주의가 타당한 이론이고 온건한 도덕주의와 양

라 그러한 형태의 순수한 선함을 긍정하고 감상자들에게 그러한 삶의 태도
를 권장하는 경우를 상상해보자 이런 경우에 독자는 주인공이 선하고 이타. 
적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옳다는 건 알지만 이 주인공의 의도치 않은 민, 
폐에 짜증이 나서 이야기에 쉽게 몰입하기 어려워하며 결국 작품이 의도하
는 반응을 보이는 데 실패할 수도 있다 이런 작품은 도덕적 가치가 때로는 . 
예술적 결함이라는 주장을 설명하는 사례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133) 필자는 캐럴이 형식 을 작품의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는 모든 의도적 선 ‘ ’
택이라고 넓게 해석하면서도 비도덕성이 미적 가치일 가능성은 허용하지 않
으려 하는 이유가 캐럴은 예술작품의 목적이 항상 도덕적으로 선하거나 최, 
소한 중립적이며 절대로 비도덕적이지는 않다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 
가 하는 의심이 든다 소위 말하는 걸작으로 꼽히는 예술작품 중에서는 노. 
골적으로 비도덕적인 관점을 나타내는 작품이 소수라는 것은 필자도 인정하
는 바이다 하지만 우리가 훌륭한 작품이라고 인정하는 작품 중 비도덕적 . 
관점을 나타내는 작품의 수가 현저히 적다는 사실에서 예술작품의 목적은 
항상 도덕적이거나 최소한 중립적이라는 주장이 따라 나오지는 않는다 아. 
일린 존이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지적을 한 바 있다 존은 스스로를 반이. 
론적 입장으로 규정하면서 도덕적 가치가 반드시 정방향으로만 예술적 가치
와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고 역방향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말한
다 하지만 존은 동시에 우리가 걸작으로 꼽는 예술작품 중 대다수는 도덕. , 
적으로 선한 관점을 나타내거나 우리가 도덕적 통찰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주는 등 도덕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에 있는 경우라고 말한다 존은 이것이 . 
혹시 우리가 비도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작품을 제작하거나 그런 작품을 , 
예술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것이 타인의 비판을 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도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작품을 제작하거나 감상하는 것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질문을 던진다 필자는 이는 흥미로운 질문. 
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비도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작품. 
이 실제로 예술적으로 훌륭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칭찬하기를 다소 꺼리
는 이유 비도덕주의의 테제를 반박하는 이유의 일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 
각한다 또는 예술작품 이라는 개념을 단지 분류적 개념이 아니라 평가적. ‘ ’

의미를 담고 있는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비도덕적 관점을 (honorary) , 
나타낸다는 결함은 긍정적 개념인 예술 과 갈등 관계에 있다고 생각할 수‘ ’
도 있다 아일린 존의 논의는 . John, “Artistic Value and Opportunistic 

참고Moralism”, pp. 331-341 .
134) Carroll, “Art and Ethical Criticism: An Overview of Recent 

Directions of Research”, pp. 379-380



78

립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온건한 도덕주의에는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

고 보는 것 같다 그가 비도덕주의의 테제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 

논증하지 않고 비도덕주의자들이 제시하는 사례들을 비판하는 데 그치

는 것은 아마 논증의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서일 것이다 필자도 비도덕. 

주의가 온건한 도덕주의에 위협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도덕적 . 

가치의 역방향 관계의 가능성이 절대 없다고 단언한 거트와는 달리 캐

럴은 역방향 관계의 가능성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고 분

명히 말했기 때문에 비도덕주의와 양립 가능하다는 것이 온건한 도덕주, 

의에게는 모순적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도덕적 . 

결함이 미적 가치인 논리적 가능성을 공통 이유 논변으로 설명할 수 있

다고 해서 이 논변의 정방향 관계 설명의 타당성이 저해되는 것도 아니

다.135)

게다가 비도덕주의자들의 논증 자체가 성공적이지 않기 때문에 비도  

덕주의의 기획은 실패로 봐야 한다는 비판적 연구 결과도136) 온건한 도 

덕주의가 비도덕주의와 양립 가능하다는 지적이 온건한 도덕주의에 무

135) 혹자는 만약 캐럴의 온건한 도덕주의가 정방향과 역방향 관계 모두를 설 
명하는 이론이라면 도덕주의가 아니라 반이론적 입장이라고 지적할지도 모
르지만 필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반이론적 입장은 예술작품의 도덕적 , . 
가치와 예술적 가치가 어느 특정 방향으로만 결정된 것이 아니므로 일반적
인 이론화 작업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송문영은 꼭 어느 특정 방. 
향만 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히는 것만이 이론화 작업의 전부인 것은 아
니라고 말한다 반이론주의 입장에 대한 송문영의 비판에 필자도 동의한다. . 
정방향과 역방향 둘 중 하나만 가능하다고 주장하든 둘 다 가능하다고 주, 
장하든, 어떤 경우에 왜, 그런 관계가 성립하는지를 설명하는 것도 이론화  
작업의 일부이다 반이론적 입장이라고 스스로 규정하는 아일린 존과 다니엘 . 
제이콥슨도 왜 어떤 경우에 도덕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가 특정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136) 송문영은 예술 작품의 도덕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의 관계 에서 제이콥 「 」
슨과 키어런의 비도덕주의를 비판하고, “The Nature of the Intersection 
between Moral and Artistic Value”,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에서 이튼 의 비76, no. 3 (2018), pp. 290-292 (A.W.Eaton)
도덕주의를 비판한다 이 글에서 나타나는 비도덕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 
은 송문영의 비도덕주의 연구에 기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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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한 이유 중 하나이다 캐럴의 이론이 비도덕주의의 논리적 가능성을 .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비도덕주의의 논증도 성공적이지 않고 비도덕주의, 

로 옹호할 수 있는 실제 사례도 매우 찾기 어렵다면 비도덕주의는 말 

그대로 논리적 가능성일 뿐 실질적으로 내용이 있고 설명력이 있는 이

론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비도덕주의자인 제이콥슨과 키어런은 각각 다른 전략을 사  

용하며 실패의 이유도 다르다 제이콥슨은 두 가지 방식으로 비도덕주의. 

를 옹호하려고 했다 첫 번째 방식은 때로는 예술작품의 도덕적 결함이 . , 

예술작품의 정체성 또는 예술적 가치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주장하며, 

따라서 도덕적 결함 때문에 예술적 가치가 증가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다 하지만 어떤 요소가 작품의 정체성에 핵심적이라는 사실로부터 그 . 

요소가 작품의 예술적 가치에 반드시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주장이 따

라 나오지는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게다가 제이콥슨은 작품의 도덕. 

적 결함 때문에 예술적 가치가 올라간다고 주장하지만 어떤 조건 하에 

서 왜 그러한 관계가 발생하는지는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설명만

으로는 비도덕주의를 승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제이콥슨이 비도덕주의. 

를 논증하는 두 번째 방식은 비도덕적인 농담과 예술작품의 비유를 활

용하는 것이다 그는 때로는 농담의 비도덕성 때문에 그 농담이 우습듯. 

이 예술작품의 경우에도 유사한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 . 

송문영의 지적에 따르면 제이콥슨의 이러한 시도는 만족스럽지 않다 제. 

이콥슨은 농담의 도덕성과 농담의 우스움의 판단이 별개라고 주장하면

서 전자는 후자에 영향을 절대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제이콥슨이 , 

말하는 농담의 도덕성 은 사실 농담 자체의 도덕성이 아니라 농담이 ‘ ’ ‘

우습다고 반응하는 우리의 도덕성 이며 만약 제이콥슨 말대로 두 판단’ , 

이 완전히 별개라면 농담의 비도덕성 때문에 농담이 더 우습다는 관계

도 애초에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송문영은 제이콥슨의 비도덕주의 논. 

증이 성공적이지 않다고 평가하며137) 필자도 송문영의 지적에 동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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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 다른 대표적인 비도덕주의자인 키어런의 비도덕주의는 미적 인지  

주의에 기대고 있는 이론이다 키어런은 작품의 예술적 수단을 통해 나. 

타난 도덕적 결함 작품의 비도덕적 관점 이 통찰을 줄 수 있으며 이 통( ) , 

찰은 예술적 가치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작품이 . 

주는 통찰 은 사실 도덕적 가치를 가지며 예술작품의 예술적 가치에 ‘ ’ , 

정말로 기여하는 것도 비도덕적 관점이 아니라 도덕적 가치를 지닌 통

찰이라는 지적이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는 키어런의 주장대로 예술적 수. 

단을 통해 통찰이 나타난다면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술적 수단이지 비

도덕적 관점이 아니라고 반박할 수도 있다 즉 작품의 도덕적 결함 . , 때

문에 예술적 가치가 올라간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또 다른 비. 

도덕주의자인 이튼의 비도덕주의 이론이 성공적이지 못한 이유도 키어런

의 시도가 실패한 이유와 유사하다 이튼은 작품이 비도덕적인 인물을 . 

매력이 있고 호감이 가는 인물로 그려내어 감상자가 그런 인물에게 긍

정적인 반응을 보이도록 유도하는 것은 작품의 도덕적 결함이라고 말한

다 이러한 유도는 비도덕성이 칭찬할 만한 것이라는 도덕적으로 잘못된 . 

시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감상자는 보통 작품에서 나타. 

나는 비도덕성에 심리적 반감을 느끼게 마련이므로 작품이 위와 같은 , 

유도에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만약 작품이 이러한 도덕적 결함. 

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감상자가 심리적 반감을 이겨내고 이러한 인물에

게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도록 만드는 데 성공한다면 이는 작품이 훌륭

한 예술적 수단을 사용해서 미적 가치가 있다는 말이 된다 따라서 작. 

품의 도덕적 결함은 예술적 가치일 수 있다는 것이 이튼의 주장이다 송. 

문영은 이튼의 경우에도 정말로 작품의 예술적 가치인 것은 도덕적 결

함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반감이 들지 않게 할 만큼 훌륭하게 사용된 예 

술적 수단의 가치이지 도덕적 결함이 아니라고 지적한다.138)

137) 제이콥슨의 비도덕주의에 대한 비판은 송문영 예술 작품의 도덕적 가치 , 「
와 예술적 가치의 관계 , 」 Op. Cit., 참고 pp. 49-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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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지금까지 등장했던 대표적인 비도덕주의 이론들은 모두   , 

때문에 관계를 설명하는 데 실패했고 이보다 더 나은 비‘ (because of)’ , 

도덕주의 이론이 등장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비도덕주의의 기획을 더 

이상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따라서 . 

비도덕주의가 이처럼 설명력이 없는 이론이고 비도덕주의 주장에 부합

하는 실제 사례도 찾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필자는 캐럴의 온건, 

한 도덕주의가 비도덕주의의 논리적 가능성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은 온

건한 도덕주의의 이론적 정합성에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

다.139)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고 온건한 도덕주의를 평가해보자 캐럴은   . 

도덕적 미덕 또는 결함이 때때로 예술적 가치 또는 결함이라는 주장을 

간접 관계를 옹호하는 방식을 통해 논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캐럴이 . 

사용한 논변은 미적 인지주의와 공통 이유 논변 두 가지이다 우선 미적 . 

인지주의 논변의 경우 캐럴은 이해 또는 개념에 대한 지식을 중심으로 , 

내러티브 작품의 인지적 가치를 논증하려 하였으나 필자는 내러티브 작

품은 그 특성상 지식 을 얻을 수 있는 믿을만한 원천이라고 보기는 어‘ ’

렵다고 생각한다 그뿐만 아니라 캐럴은 이러한 인지적 가치가 작품에. 

의 몰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술적 가치라고 주장하지만 필자는 이, ‘

해 의 증진은 작품 감상 사후에 발생하는 인지적 이득인 반면 캐럴이 ’

말하는 작품에의 몰입 은 작품 감상 도중에 발생하는 효과이므로 캐럴‘ ’

의 설명이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미적 인지주의 논변으로는 . 

도덕적 가치가 예술적 가치라는 것을 논증하기에 부족하다 미적 인지주. 

의 논변이 도덕적 가치가 때때로 예술적 가치라는 것을 주장하는 데 치

138) 이튼의 비도덕주의에 대한 송문영의 비판은 송문영 , “The Nature of 
참the Intersection between Moral and Artistic Value”, pp. 290-292 

고.
139) 온건한 도덕주의가 비도덕주의와 양립 가능하다는 문제점 에 대한 필자 ‘ ’

의 의견과 다른 의견은 박상혁 도덕적으로 나쁜 예술작품이 미적으로 좋, 「
은 예술작품일 수 있는가 미학 제 권 참고, , 50 , 2007, pp. 124-1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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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쳐 있었다면 공통 이유 논변은 도덕적 결함이 때때로 예술적 결함이

라는 것을 주장하는 데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캐럴은 공통 이유 논. 

변에서 도덕적 속성이 형식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도덕적 결함과 미적 

결함 사이의 연결고리를 마련했고 도덕적 결함이 미적 결함을 야기하여 , 

결과적으로 예술적 결함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필자는 예술작품을 . 

구성하는 많은 요소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고 한 요소만 독립적으로 영

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캐럴의 논변과 같이 미적 결, 

함이라는 제 의 요소를 거쳐 도덕적 결함의 영향력을 설명하는 방식이 3

더 나은 설명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캐럴은 최소한 이론의 테제와 이. 

를 뒷받침하는 논변들 사이에 이론 내적 모순은 없다는 점에서 거트의 

이론보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캐럴의 공통 이유 논변은 도덕적 결함. 

이 때때로 예술적 결함이라는 것은 설명할 수 있어도 도덕적 미덕이 왜 , 

때때로 예술적 가치인가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83

자율주의 논증 분석. Ⅲ

앤더슨과 딘은 캐럴이 제안한 윤리적 비평 이론 분류법을 따라서 자  

신들의 이론을 설명한다 캐럴의 분류에 따르면 온건한 자율주의는 예. 

술작품에 도덕적 평가의 영역이 있고 그것을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예술작품의 도덕적 가치와 결함은 예술적 가치와 무관하다, 

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앤더슨과 딘은 캐럴의 이 정의를 받아들여서 예. 

술 비평의 도덕적 요소 그 자체는 절대로 예술작품의 예술로서의 가치

나 결함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동시에 이들은 작품의 도덕적 내. 

용이 미적 속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이 장의 목표는 첫째 온건한 자율주의 이론을 직접 관계와 간접 관  , 

계 개념을 통해 분석하여 온건한 자율주의가 직접 관계를 반대하고 간

접 관계를 인정한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둘째 온건한 자율주의가 간. , 

접 관계를 인정한다는 사실에 대한 예상 비판을 소개하고 이를 검토한

다 온건한 자율주의는 예술적 가치의 독립성을 주장하면서도 간접 관. 

계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론이 정확히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예술적 가치의 자율 과 도덕적 가치와 예. ‘ ’ , 

술적 가치의 간접 관계는 모순되어 보이며 한 이론 안에 공존할 수 없

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은 일견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또. 

한 도덕적 내용이 미적 속성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인정하는 자율주의 이, 

론이라면 사실상 도덕주의와 대립 관계에 있는 것 같지도 않다는 지적

도 있었다.140) 셋째 이런 비판을 재반박하기 위해 필자는 온건한 자율 , 

주의와 온건한 도덕주의의 차이점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두 이론이 가지, 

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온건한 자율주의만의 주장이 있다는 것을 보일 

140) 송문영은 자율주의에 관한 연구가 도덕주의나 비도덕주의 진영만큼 활발 
하지 않은 이유로 자율주의의 문헌 자체가 적다는 사실도 있지만 온건한 자
율주의의 테제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도 있다고 지적한다 송문영 예술 작. , 「
품의 도덕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의 관계 , pp. 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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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어서 자율 개념을 다르게 해석할 것을 제안하여 예술적 가. ‘ ’ 

치의 자율성을 주장하는 것과 간접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모순 없이 한 

이론 안에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온건한 자율주의의 주장1. 

앤더슨과 딘은 윤리적 비평 자체는 정당한 비평이라는 것과 때로는   , 

작품의 도덕적 내용 이 작품의 미적 측면에 기여하거나 (moral content)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141) 하지만 이들은 예술작품의 도덕 

적 관점의 도덕성은 절대로 그 자체로 예술적 가치거나 결함이 아니라

고 주장한다 만약 어떤 작품이 나타내는 태도의 비도덕성이 작품의 구. 

조적 통일성 캐릭터의 설득력 이야기의 흡입력 등의 형식적 속성에 해, , 

가 되어서 미적 결함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면 이 비도덕성이 작품, 

의 예술적 결함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들은 직접 관계를 반대한다고 . 

볼 수 있다 앤더슨과 딘은 예술작품의 도덕적 가치와 미적 가치가 충. 

돌하는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자율주의가 더 나은 설명을 제공한

다고 주장한다.142) 앤더슨과 딘은 도덕적 비평과 미적 비평은 별개이고  

서로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도덕적 가치와 미적 가치가 충돌하는 현상은 , 

미적 영역“ (aesthetic domain) 내(within)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 영

역과 미적 영역 사이(between)의 문제”143)라고 말한다 앤더슨과 딘은 . 

이렇게 두 영역을 철저히 분리하기 때문에 영화 의지의 승리 와 같이 , < >

개인의 도덕적 신념과 작품에 대한 미적 관심 이 “ (aesthetic interest)”

충돌하는 사례144)는 도덕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작품의 도덕적 결함 때문

에 다른 미적 가치가 훼손되어서 감상할 수 없게 되는 현상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런 갈등은 미적 영역 내에 존재하는 도덕적 요소와 미적 요. , 

141) Anderson and Dean, “Moderate Autonomism”, pp. 152
142) Ibid., pp. 152-153
143) Ibid., pp. 153
144) Ibid., pp.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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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갈등이 아니다 오히려 윤리적 비평과 미. , 

적 비평이 별개로 이루어진 후에 전자가 후자와 갈등하게 될 때 전자, 

가 후자에 우선하여 예술작품의 전체적인 가치 판단에 있어서 최종 결

정권을 갖는 것이 정당화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override) .145) 이들에  

따르면 영화 의지의 승리 의 경우 만약 우리가 이 영화를 부정적으로 , < >

평가한다면 그것은 이 영화의 도덕적 결함 나치를 미화하고 찬양함 때( ) 

문에 영화의 다른 미적 요소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가 아니다 우리. 

는 이 영화에 영화적 형식미로 대표되는 미적 가치가 있다는 것은 인정

하면서도 영화가 나타내는 나치 프로파간다라는 비도덕성이 너무나 압

도적이어서 작품의 전체적인 가치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즉. , 

작품의 미적 가치가 비도덕성에 의해 영향을 받아 어떤 식으로든 변화

를 겪는 것이 아니다 단지 비도덕성이 미적 가치를 압도하면서 작품의 . 

전체적인 가치 판단에서 우선하는 결정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 

로 만약 어떤 작품에 도덕적 결함이 있긴 하지만 미적 가치가 훌륭할 

경우 우리는 미적 가치를 인정하고 칭찬하기 위해 도덕적 결함을 눈감, 

아줄 수도 있다.146) 앤더슨과 딘은 이처럼 도덕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 ‘

145) 이 부분에 대해 거트는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Ibid., pp. 164. . “그런데 
온건한 자율주의자들이 이 긴장은 미적 영역에 내재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면, 
어떤 도덕적 가치가 미적 가치에 우세 하거나 하지 않다는 주장은 어(override)
떻게 가능한가 바꿔 말하면 갈등 관계에 있는 두 가치 중 어느 하나가 다른 ? , 
하나에 우세하다는 판단은 어떤 종류의 판단인가 도덕적 가치와 미적 가? [...] 
치 사이 갈등의 본질은 미적 판단이다. (the nature of the judgment on 
which possibly conflicting moral and aesthetic values bear is clearly an 

어느 가치가 우세한지를 따지는 작업은 결국 미적 판단을 aesthetic judgment) 
내리는 일이다 따라서 도덕적 가치와 미적 가치 사이의 갈등은 또한 미적 영역 . 
내의 갈등이기도 하다고 봐야 한다.” (Gaut, AEE 필자는 거트가 이처, pp. 81) 
럼 앤더슨과 딘을 비판하는 이유는 거트가 도덕적 결함이 , 예술로서의 예술적 
가치를 압도한다고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앤더슨과 딘이  . 
도덕적 결함이 예술적 가치를 압도한다고 말할 때 이들은 예술작품의 예술로서
의 가치를 가리킨 것이 아니라 예술작품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가치를 , 
통틀어 예술적 가치라는 말로 가리켰다고 봐야 한다. 

146) Anderson and Dean, pp.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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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 가치가 작품의 전체적인 가치를 긍정적으로 결정한다고 보는 관점’

이 아마도 대부분의 고전 작품들을 정당하게 대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 ’ 

이라는 포스너의 주장에 동의한다.147) 대부분의 고전 작품들은 오늘날 

의 도덕적 감수성으로 판단할 경우 심각한 도덕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

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전 작품들의 미적 가치. 

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며 작품의 미적 가치를 더 중요한 것으로 판단, 

하여 작품의 도덕적 결함을 눈감아주고 고전 작품들의 전체적인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앤더슨과 딘은 이처럼 작품이 나타내는   태도의 도덕성이 예술작품의 

예술로서의 가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작품, 

의 잠재적 악영향도 예술적 가치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148) 앤더슨과  

딘은 더 와일드번치 나 펄프 픽션 같은 영화 롤리타 나 도리안 < > < > , 『 』 『

그레이의 초상 등의 소설이 전형적인 감상자의 도덕적 이해나 도덕적 』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비도덕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는 있겠지만 설사 이 비판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이 작품들의 , 

예술적 가치와는 상관이 없다고도 주장한다.149) 이것은 온건한 자율주 

의가 캐럴의 온건한 도덕주의와 구분되는 분명한 차이점이다 캐럴은 작. 

품이 나타내는 비도덕적 관점 때문에 감상자의 도덕적 이해에 부정적인 

영향이 가해진다면 이는 작품의 예술적 결함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

다.150)

하지만 흥미롭게도 앤더슨과 딘은 작품의 도덕적 성질이 미적 성질에   

영향을 주어서 간접적으로 예술적 가치에 영향을 주는 가능성은 인정한

다 아래의 인용문에서 이들의 입장을 볼 수 있다. .

147) Ibid., pp. 165
148) Ibid., pp. 163
149) Ibid.
150) 본 논문 의 예시를 참고하라 필자는 캐럴의 이러한 시도가 성 pp. 60-61 . 

공적이지 않다고 비판하긴 했으나 논변의 성공 여부와는 별개로 캐럴의 입, 
장은 앤더슨과 딘의 입장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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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의 도덕적 내용 은 미적 측면(moral content) (aesthetic 

에 기여하거나 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도덕주의 캐럴의 aspects) . (

온건한 도덕주의 거트의 윤리주의 와 온건한 자율주의를 구분하, )

는 핵심적인 차이점은 우리는 비평의 도덕적 요소 , 그 자체는 절

대로 예술작품의 예술로서의 가치를 감소시키거나 향상시키지 않

는다고 주장한다는 점이다.151)

위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앤더슨과 딘도 작품의 도덕적 내용이 미  

적 측면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주는 가능성은 인정한다 만약 . 

미적 측면이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는다면 작품의 예술로서의 가치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 즉 도덕적 가치가 미적 가치. 

를 거쳐 간접적으로 예술적 가치와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앤더슨과 딘이 도덕적 성질과 예술적 가치가 관계가 있을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은 이뿐만이 아니다.

우리는 도덕적 결함이 그 자체로 때때로 예술적 가치라고 주장하

는 것이 아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분명히 윤리주의를 무너. 

뜨릴 것이나 우리는 이런 관점을 옹호하고 싶지 않다 우리가 말, . 

하는 것은 단지 작품이 윤리적으로 결함이 있는 관점을 나타내는 , 

것이 그 작품의 미적 성질 들을 긍정적으로 (aesthetic qualities)

바꾸거나 확장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작품의 미적 속성. 

들 낯선 방향으로 감상자를 이끄는 능력(aesthetic properties) ( , 

미와 추의 재현 사이에서 팽팽한 긴장을 만드는 것 등152) 일부) 

는 바로 그 결함의 존재에 기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153)

151) 강조는 원문 Ibid., pp .152, .
152) 앤더슨과 딘은 작품의 플롯 구조 화자의 관점 등 내러티브 작품의 형식 , 

적 속성을 사용한 결과로 얻어지는 작품의 몰입성 설득력 등의 효과도 미, ‘
적 속성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 

153) Ibid., pp.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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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용문에서 나타나듯이 앤더슨과 딘은 작품의 도덕적 가치가 곧   , 

예술적 가치인 것은 아니지만 미적 가치에 영향을 줘서 예술적 가치에 ,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는 있음은 인정한다.

이들이 이처럼 간접 관계를 인정하면서 변호하고자 하는 것은 악  

을 승인하는 것을 매혹적으로 그려내는 작품들이다 앤더슨과 딘은 (evil) . 

도덕주의 이론들처럼 도덕적 비평과 미적 비평을 거의 같은 것으로 취

급할 경우 악을 매혹적으로 그려내는 특정 작품들의 미적 가치를 정당, 

하게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도덕주의가 틀렸고 자율주의가 옳다고 주

장한다.154) 앤더슨과 딘은 거트의 입장을 반박하면서 도덕주의는 특정  

종류의 작품을 정당하게 비평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거트는 악을 비. 

난하지 않거나 심지어 미화하면서 그려내는 예술작품의 경우 우리는 이, 

런 작품에 호기심을 느낄 수는 있어도 그 호기심이 항상 미적 관심

은 아니라고 말한다(aesthetic interest) .155) 앤더슨과 딘도 악을 나타 

내는 모든 작품에 미적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앤더슨과 딘은 우리가 악을 미적으로 훌륭하게 나타내는 작품을 

감상할 때는 미적 관심을 가지고 매혹된다고 말한다 양들의 침묵 과 . < >

같이 작품이 전체적으로 비도덕적 관점을 나타내더라도 이것이 미적으

로 훌륭하게 그려진다면 우리는 잠시 도덕적 신념과 판단을 제쳐두고, 

악이 마치 비난받을 만한 것이 아닌 것처럼 그려지는 작품에 흥미를 느

끼고 미적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들은 가 마치 가 아닌 다른 . A A

무언가인 것처럼 나타나는 것에 호기심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미적 관

심의 전형적인 특성이라고 본다.156) 도덕주의자들은 우리의 이러한 미적  

관심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 앤더슨과 딘의 주장이다 이들이 . 

제시하는 작품 예시들은 롤리타 양들의 침묵 등의 작품 내 어떤 , < > 『 』

한 인물이 아니라 작품 전체적으로 도덕적으로 혐오스러운 태도를 보이

154) Ibid., pp. 153
155) Gaut, “The Ethical Criticism of Art”, pp. 188-189
156) Anderson and Dean, Op. Cit., pp.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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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작품들이다 앤더슨과 딘은 우리는 때때로 비도덕성을 그저 예술적으. 

로 훌륭하게 나타내는 위와 같은 예술작품에 매혹된다고 말한다 이런 . 

작품들은 도덕적으로 낯설거나 불편한 관점을 비난하지도 힐난하지도 , 

않으면서 전혀 미안한 기색 없이 나타내며 이 작품들은 바로 그 비도덕

적 관점 때문에 예술적으로 흥미롭다는 것이다 때로는 허(because of) . 

구적 묘사가 우리에게 믿음 을 강요하지 않으면(doxastic commitment)

서 단지 우리의 상상적 능력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에서라면 

당연히 비난했을 것들을 허구 작품에서는 즐길 수 있다.157) 롤리타 에 『 』

서는 험버트 험버트가 양들의 침묵 에서는 한니발이 악한 인물로 그, < >

려지며 작품 전체적으로 이 인물들의 비도덕성을 비난하지 않고 동조하

는 듯한 비도덕적인 관점을 나타낸다 롤리타 의 주인공이자 화자인 험. 『 』

버트 험버트를 실제 삶에서 마주했을 때 그의 언행을 평정심을 가지고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롤리타 를 읽. 『 』

을 때는 험버트 험버트에 대한 도덕적인 비난은 잠시 미뤄두고 한니발

의 비도덕성의 매력적인 표현에 흥미와 관심을 가진다 양들의 침묵. < >

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영화는 한니발이 간수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탈. 

출하는 장면 등을 나타낼 때 한니발에 대한 도덕적 판단은 거두고 단지 

그의 언행을 보여줄 뿐이다 감상자들은 한니발이 잔혹하고 비도덕적인 . 

인간이라는 판단을 하기보다는 잔혹함과 기품이 공존하는 한니발이라는 

인물에게 매력을 느끼면서 영화를 감상한다 앤더슨과 딘은 이런 작품. 

들의 예술적인 매력은 바로 작품의 비도덕적 태도에 있다고 본다 작품. 

이 악 을 매력적으로 그려내는 덕분에 작품이 더 흥미로워졌다는 (evil)

것이다 이들은 작품의 도덕적 결함이 낯선 방향으로 감상자를 이끄는 . “

능력 미와 추의 재현 사이에서 팽팽한 긴장을 만드는 것 등 의 미적 성, ”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미적 수완으로 나타난 도, “ (combined with) 

덕적 모험이나 위반 때문에 감상자가 작품에 매료된다(transgression) ”

157) Ibid., pp.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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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주장한다.158) 물론 앤더슨과 딘은 정방향이든 역방향이든 도덕적  

가치가 그 자체로 곧 예술적 가치인 경우 즉 직접 관계는 반대한다 도, . 

덕적 결함도 그 자체로 항상 곧 예술적 가치인 것은 아니며 비도덕적 

관점이 미적 속성들을 긍정적으로 바꾸거나 확장하는 경우 에만 예술“ ”

적 가치라고 본다.159)160)

앤더슨과 딘의 논의는 자율주의를 옹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논변보다   

는 캐럴과 거트의 이론을 비판하는 소극적 논변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어지는 절에서는 앤더슨과 딘의 도덕주의 비판 논변을 비판적으로 검

토한다.

도덕주의 비판 논변에 대한 비판적 검토2. 

앤더슨과 딘은 도덕주의가 작품의 도덕적 결함이 왜 그 자체로 곧 예  

술적 결함인지를 보이지 못했다고 비판한다.161) 먼저 거트의 윤리주의에  

158) Ibid., pp.166
159) 앤더슨과 딘은 도덕적 미덕이 간접적으로 예술적 가치에 영향을 주는 현 

상은 따로 설명하지 않지만 앞서 인용한 문단에서 보듯 때로는 도덕적 내용
이 미적 측면에 기여하거나 해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정방향 
영향의 가능성도 인정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

160) 앤더슨과 딘은 자율주의를 옹호하기 위해 도덕주의를 비판하고 마치 비 , 
도덕주의와 같은 주장도 하지만 필자는 이들이 제시하는 비도덕주의적 논‘ ’ 
변이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앤더슨과 딘은 작품이 비도덕적 관점. 
을 나타내는 것이 때로는 작품을 더 흥미롭게 만든다고 말하며 낯선 방향“
으로 감상자를 이끄는 능력 미와 추의 재현 사이에서 팽팽한 긴장을 만드, 
는 것 등 의 미적 속성이 작품의 비도덕적 관점에 기인할 수도 있다고 주장”
한다 하지만 이들은 또한 비도덕적 관점을 나타내는 것이 작품을 더 흥미. 
롭게 만드는 이유가 미적 수완으로 나타난 도덕적 모험이“ (combined with) 
나 위반 때문에 감상자가 작품에 매료된다 라고도 말한다(transgression) ” . 
하지만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미적 수완 이지 도덕적 “ ” “
모험이나 위반 이 아니라는 반론이 가능할 것 같다 키어런의 비도덕주의에” . 
도 같은 비판이 있었다 필자는 이것이 결국 작품의 도덕적 결함과 예술적 . 
가치를 덕분에 와 불구하고 중 어느 관계로 볼 ‘ (because of)’ ‘ (in spite of)’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의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등장, 
한 모든 비도덕주의 이론들은 덕분에 관계를 충분히 설득력 있게 설명해내‘ ’ 
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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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비판은 주로 적절한 반응 논변 에 대한 것이다 앤더슨과 딘은 적‘ ’ . 

절한 반응 논변에서 작품이 부적절한 반응을 지시한다면 그 작품은 그‘

만큼은 예술적으로 실패한 것이다 라는 전제를 공격한다 이들은 작품이 ’ . 

지시하는 부적절한 반응이 모두 항상 미적 결함은 아니라고 반박한다. 

거트는 이런 반박을 예상해서 적절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반응은 정감‘

적 인지적 반응에 국한한다고 말했지만 앤더슨과 딘은 정감적 인지적- ’ , ‘ - ’ 

반응이 왜 항상 미적으로 유관한 종류의 반응인지를 거트가 논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논증하지 않고 단지 주장만 했다고 비판한다.162)

캐럴의 온건한 도덕주의에 대한 비판은 공통 이유 논변 에 집중되어   ‘ ’

있다 앤더슨과 딘은 캐럴의 공통 이유 논변의 핵심이 작품에 도덕적 . “‘

결함이 있는 이유 와 작품에 미적 결함이 있는 이유 가 같다 라는 명제’ ‘ ’ ”

인데 바로 이 명제가 틀렸으므로 캐럴의 논변도 틀렸다고 비판한다 이, . 

들은 우선 공통 이유 논변을 작품에 왜 도덕적 결함이 있는지를 설명하

는 도덕적 결함 논변 과 작품에 왜 미적 결함이 있는지를 설명하는 미‘ ’ , ‘

적 결함 논변 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논변을 정식화한다 앤더슨과 딘은 ’ . 

두 정식을 비교한 결과 두 논변은 공통적인 핵심 전제를 공유하지 않으, 

므로 도덕적 결함과 미적 결함의 원인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한

다 도덕적 결함 논변의 핵심 전제는 비도덕적인 반응을 지시하는 작품. ‘

은 도덕적 결함이 있다 이고 미적 결함 논변의 핵심 전제는 작품이 스’ , ‘

스로가 속한 장르의 목적에 어긋난다면 이 작품은 미적 결함이 있다 로’ , 

두 논변의 핵심 전제는 동일하지 않으며 미적 결함을 설명하는 논변에, 

서 작품의 도덕적 결함이라는 요소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앤더슨과 

딘의 주장이다 즉 캐럴의 주장과는 달리 미적 결함의 이유는 도덕적 . , 

결함이 아니라 우습지 않게 구성된 희극의 경우처럼 작품이 속하는 장, ‘

르의 목적에 어긋남 이므로 도덕적 결함과 미적 결함의 이유가 같다는 ’ , 

캐럴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다.163)

161) Ibid., pp. 152
162) Ibid., pp.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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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도덕주의에 대한 위와 같은 비판은 일부만 옳다고 생각한다  . 

먼저 거트의 윤리주의의 경우 거트가 도덕적 가치가 왜 그 자체로 곧 , ‘

예술 가치인지 를 보이지 못했다는 앤더슨과 딘의 비판에는 필자도 동의’

한다 앞 장에서 거트의 윤리주의 검토에서 확인했듯이 거트의 윤리주. , 

의는 도덕적 가치나 결함은 그 자체로 예술적 가치나 결함이다 라는 테‘ ’

제를 논증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봐야 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캐. 

럴의 온건한 도덕주의에 대한 비판이다 먼저 앤더슨과 딘은 캐럴이 말. , 

하는 작품의 목적 을 잘못 이해했다 캐럴도 적절하게 지적했듯이 앤더‘ ’ . 

슨과 딘은 캐럴이 말하는 작품의 목적 을 희극이나 호러 비극 등 장르 ‘ ’ , 

특정적 예술의 구체적인 목적으로 오해했다.164) 캐럴이 말하는 작품의  ‘

목적 은 어떤 특정 장르에 국한된 것이 아닌 작품이 의도한 대로 감’ , ‘[ ] 

상자의 감정 적 반응 을 불러일으키는 것 또는 감상자를 작품에 몰입( ) ’, ‘

하도록 하는 것 을 말한다 그뿐만 아니라 캐럴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 . 

보이기 위해서는 앤더슨과 딘의 말대로 도덕적 결함 논변 과 미적 결‘ ’ ‘

함 논변 의 전제가 반드시 동일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들은 캐럴의 주’ . “

장의 타당성은 도덕적 결함 논변과 미적 결함 논변 두 논변이 하나의 , [ ] 

공통적인 전제를 공유한다는 사실에 완전히 기대고 있다 라고 말한”

다.165) 하지만 캐럴은 두 논변의 각 단계를 비교하며 동일화하는 식으 

로 논증하지 않는다 오히려 캐럴의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 

야 할 핵심 키워드는 캐럴이 사용하는 형식 과 작품의 목적 의 의미이‘ ’ ‘ ’

지 각 논변이 공유하는 전제가 무엇이냐가 아니다 앤더슨과 딘은 공, . ‘

통 이유 라는 말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166)

163) Ibid., pp. 153-157
164) 이들의 비판에 대한 캐럴의 반박은  Carroll, “Moderate Moralism 

참고versus Moderate Autonomism”, pp. 423-424 .
165) Anderson and Dean, Op. Cit., pp. 157
166) 필자도 공통 이유 논변 의 이름이 다소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는 생각한 ‘ ’

다 캐럴은 작품이 비도덕적 관점을 나타내는 것은 작품이 도덕적 결함을 . 
가지게 되는 이유 라고 말하는데 사실 비도덕적 관점을 나타내는 것이 바‘ ’ , 
로 작품의 도덕적 결함‘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93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앤더슨과 딘이 캐럴의 온건한 도덕주의를   , 

거트의 윤리주의와 사실상 같은 주장을 하는 이론으로 오해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앤더슨과 딘은 캐럴과 거트 모두 작품의 도덕적 가치. 

나 결함이 그 자체로 곧 예술적 가치나 결함이라는 것을 보이지 못했다

고 비판하지만 캐럴은 도덕적 결함이 그 자체로 곧 예술적 결함이라는 , 

직접 관계를 옹호한 것이 아니다 캐럴은 때때로 작품의 도덕적 결함이 . 

형식적 결함을 일으킬 수 있으며 형식적 결함은 예술적 결함이므로 도, , 

덕적 결함은 예술적 결함과 간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간접 관

계를 옹호했다 따라서 도덕적 결함이 왜 그 자체로 곧 예술적 결함인. ‘

지 보이지 못했다 라는 비판은 캐럴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게다가 앤더슨과 딘이 캐럴의 이론을 오해한 결과 온건한 자율주의는   

다소 당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들은 온건한 자율주의가 온건. 

한 도덕주의와 중요한 공통점 즉 간접 관계 인정 이라는 공통점을 가, ‘ ’

진다는 사실을 간과했다는 점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외견상 대립하는 것. 

으로 보이는 두 이론이 사실은 굉장히 닮아 있는 셈이다 앤더슨과 딘은 . 

온건한 도덕주의도 직접 관계를 옹호하는 이론으로 오해하여 온건한 도

덕주의와 온건한 자율주의를 대립 관계로 이해했으나 만약 두 이론 모, 

두 간접 관계를 인정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면 이 대립 관계를 근본적

으로 재검토해야 할지도 모른다 다음 절에서는 이 문제점을 중심으로 . 

온건한 자율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94

온건한 자율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3. 

지금까지 온건한 자율주의의 논변을 검토한 결과 온건한 자율주의는   , 

예술작품의 예술로서의 가치가 작품이 나타내는 태도의 도덕적 가치와 

독립적이라고 주장하지만 동시에 간접 관계는 인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혹자는 온건한 자율주의가 간접 관계를 인정한. , 

다는 것이 온건한 자율주의에게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지적할 수도 있

다 왜냐하면 앤더슨과 딘이 그대로 따르겠다고 한 캐럴의 윤리적 비평 . 

이론 분류법에 따르면 온건한 자율주의는 예술작품이 도덕적 가치 판단

의 영역은 있음을 인정하되 도덕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는 절대로 관련

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론이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간접. 

적으로라도 두 가치 사이의 상호작용을 인정하는 이론은 자율 주의라고 ‘ ’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온건한 자율주의를 옹호하는 이론가는 이런 지적. 

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의 핵심이 단지 캐럴. 

의 분류법에 따른 온건한 자율주의와 완벽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라

면 이들의 이론을 캐럴의 버전과는 약간 다른 종류의 온건한 자율주의, 

로 이해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박할 수 있다 즉 온건한 자율주의의 타. 

당성 여부를 캐럴의 분류법에 의지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비록 앤더슨과 딘 스스로가 캐럴의 분류법을 따른다고 명시하기는 했으

나 그런 태도 표명과는 별개로 우리가 앤더슨과 딘의 온건한 자율주의, 

를 새롭게 해석해볼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온건한 자율주의가 간접 . 

관계를 인정하는 것의 문제점은 단지 캐럴의 분류법과 일치하지 않는다

는 것뿐만이 아니다 간접 관계를 인정하는 자율주의는 온건한 도덕주의. 

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어 보이며 그 결과 두 이론의 대립 지점이 불, 

분명해 보이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뿐만 아니라 . 

온건한 자율주의가 분명하게 반대하는 것은 도덕적 가치 그 자체가 곧 ‘

예술적 가치이다 라는 직접 관계인데 온건한 도덕주의는 이러한 주장은 ’ , 

하지 않는 이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온건한 자율주의는 온건한 도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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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반대할 중요한 명분을 잃는다고 볼 수도 있다 이들의 이론은 자. 

기들의 적극적인 논변보다는 도덕주의 이론들을 비판하는 소극적 논변

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이들이 온건한 도덕주의를 반대하, 

는 중요한 이유 하나를 잃는다는 것은 온건한 자율주의를 주장하는 정

당성에도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온. 

건한 자율주의는 자율주의 이론으로서 실패라는 해석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의 윤리적 비평 연구에서는 온건한 도덕주의를 보완하는 것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필자는 이러한 해석은 온건한 자율주의를 성급하게 기각하는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앤더슨과 딘이 캐럴의 온건한 도덕주의를 . 

오해한 결과 두 이론이 중요한 공통점을 가진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은 

분명히 온건한 자율주의의 결함이지만 이러한 결함이 온건한 자율주의, 

를 완전히 기각할 이유도 아니며 이 문제 때문에 온건한 자율주의와 , 

온건한 도덕주의 사이의 구분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도 아니다 온건한 . 

자율주의도 간접 관계를 인정한다는 이유로 온건한 도덕주의와 온건한 자 

율주의 두 이론을 통합하거나 자율주의를 기각하는 것은 단순하고 간결한 

결과를 얻기 위해 두 이론 사이의 차이점을 무리해서 제거하는 일일 것이

다 만약 둘 중 한 이론이 이론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 예술 비평과 감상에. 

서 전혀 사용되지 않는 이론이라면 굳이 개별적인 이론으로 볼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비평의 영향력이 점차 증가하는 요즘에도 온건한 자율주. pc 

의와 같은 입장의 예술 비평은 여전히 영향력이 있으며 비평과 대립하pc 

고 있다 따라서 . 필자는 온건한 자율주의가 온건한 도덕주의와 중요한 

공통점을 공유한다는 점을 부정적으로 조명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그 ,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두 이론의 주장과 의의가 어떻게 다른지를 밝히고 

두 이론의 차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온건한 자율주의를 해석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우. 리는 간접 영향을 인정

하는 자율주의도 여전히 자율 주의일 수 있는지 그렇다면 온건한 도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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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와의 대립은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을지를 탐구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온건한 도덕주의와 온건한 자율주의의 차이를 도덕적 가치가 예  ‘

술적 가치와 관계가 있는가 라는 단순한 이분법적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

라 어떤 종류의 관계를 인정하거나 반대하는가 라는 더 세부적인 차이로 , ‘ ’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도덕주의와 자율주의 이론은 전자를 기준. 

으로 구분되었다 단순히 두 가치 사이의 관계 유무를 기준으로 도덕주의와 . 

자율주의를 구분한다면 자율 은 두 가치 사이에 어떤 방식으로든 직접적으‘ ’ , 

로든 간접적으로든 관계가 없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하며 따라서 간접 관, 

계를 인정하는 온건한 자율주의는 모순적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하지만 . 

만약 온건한 자율주의를 모든 종류의 관계가 아니라 특정 형식의 관계만을 

반대하는 이론으로 이해한다면 이러한 비판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다르. 

게 말하자면 필자는 자율 이라는 개념을 재정의할 것을 제안한다 자율 이, ‘ ’ . ‘ ’

라는 개념을 도덕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 사이에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

든 전혀 관계가 없다 라는 의미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간접 관계는 가능하’ , ‘

지만 직접 관계는 반대한다 잠재적 악영향도 예술적 가치와 무관하다 라는 . ’

의미로 보자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해석의 이득은 두 가지이다 첫째 자. . , ‘

율 이 정의상 직접 관계는 반대하되 간접 관계는 인정한다는 의미라고 봄으’

로써 온건한 자율주의는 모순적으로 보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있다 둘째. , 

온건한 자율주의가 작품이 나타내는 관점의 도덕성과 예술적 가치의 직접 ‘

관계 외에 또 무엇을 반대하는지를 부연 설명 함으로써 온건한 도덕주의와’ 

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자율 을 후자의 의미로 . ‘ ’

이해한다면 온건한 자율주의는 작품이 나타내는 관점의 도덕적 가치가 미‘

적 가치를 통해 예술적 가치와 간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은 인정하지만, 

작품의 잠재적 악영향은 예술적 가치와 전혀 무관하다 라고 주장하는 이론’

이다 이렇게 이해한 온건한 자율주의는 모순적이지도 않고 온건한 도덕주. , 

의와 공통점이 있으면서도 분명히 중요한 차이점도 있는 이론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필자는 이처럼 작품이 나타내는 관점의 도덕적 가치와 예술적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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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직접적으로는 무관하고 간접적으로는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작품의 도. 

덕적 잠재적 영향은 예술로서의 가치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무관하

다 라고 주장하는 자율주의 이론의 선례가 이미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온건’

한 자율주의를 이처럼 해석하는 것이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율주의. 

의 선례로 여겨지는 아놀드 아이젠버그 도 작품이 나타내(Arnold Isenberg)

는 관점의 도덕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 사이에 간접 관계는 가능하다고 인

정한 바 있다. 아이젠버그는 때로는 어떤 요소들이 전체 구조의 통일성

이나 일관성을 해칠 수 있다고 말하며 만약 부정적인 윤리적 가치가 작, 

품의 통일성 또는 일관성 등 작품의 구조적 측면에 해가 된다면 이때는 

부정적인 윤리적 가치가 미적 결함의 원인일 수도 있음을 인정했다 예. 

술작품이 사용하는 윤리적 소재는 작품의 구조에 녹아 들어있으므로 때

로는 도덕적 의의가 있는 요소들이 교훈적 시에서 구조의 일관성을 해

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167) 그리고 아이젠버그는 예술작품의 도덕적 악 

영향은 작품의 예술로서의 가치와 무관하다고도 주장한다.168) 이와 같 

은 역사적 배경을 고려한다면 앤더슨과 딘의 온건한 자율주의를 필자가 

제안한 새로운 자율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 ’ 

한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을 통해 우리는 온건한 도덕주의와 온건한 자. 

율주의 사이의 공통점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두 이론의 차이점을 유지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보자 필자는 온건한 자율주의의 주장과 논  . 

변을 소개하고 이를 직접 관계와 간접 관계 개념으로 분석하여 이들이 , 

전자는 반대하되 후자는 인정한다는 것을 보였다. 앤더슨과 딘은 온건

한 도덕주의가 윤리주의와 마찬가지로 직접 관계를 옹호하는 이론으로 

167) Arnold Isenberg, “Ethical and Aesthetic Criticism”, Aesthetics and 
the Theory of Criticism,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3, pp. 
280-281

168) Ibid., pp.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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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했기 때문에 도덕주의에 반대하여 자율주의를 주장하면서도 간접 

관계는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앞서 확인했듯이 캐럴의 온건한 도덕주의. 

는 직접 관계가 아닌 간접 관계를 옹호하는 이론이다 즉 이들은 온건. 

한 자율주의가 온건한 도덕주의와 중요한 공통점을 가진다는 사실을 간

과했다. 이는 두 가지 문제점을 낳았다 첫째 온건한 자율주의도 온건 . , 

한 도덕주의와 마찬가지로 간접 관계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두 

이론 사이의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다 그리고 둘째 예술적 가치의 독. , 

립성을 주장하는 자율주의가 간접 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자율 개념에 ‘ ’ 

모순된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필자는 이에 대해 첫째 온건한 자율주의. , 

는 예술작품의 잠재적 악영향은 예술적 가치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온건한 도덕주의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 

리고 둘째 필자는 자율 개념을 도덕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가 직접적, ‘ ’ ‘

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관계가 없음 이 아닌’ , ‘간접 관계는 가능하지만 직접 

관계는 반대함 잠재적 도덕적 악영향도 예술적 가치와 무관함. 으로 해석’

할 것을 제안하여 온건한 자율주의가 모순적이지 않음을 보이고자 했

다 이어서 아이젠버그의 이론이 이러한 형태의 자율주의의 선례라는 점. 

에 기반하여 필자의 해석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정리하자면 온건한 . , 

자율주의는 온건한 도덕주의와 중요한 공통점을 가지는 것은 사실이지

만 여전히 실질적인 차이점이 있는 별개의 이론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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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비평 논쟁에 대한 재고찰. Ⅳ

지금까지 도덕주의와 자율주의의 대표적인 이론들을 도덕적 가치가   ‘

영향을 주는 방식 인 직접 관계와 간접 관계 개념을 중심으로 검토해보’

았다 검토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직. . , 

접 관계와 간접 관계 개념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도덕적 가치나 결함, 

이 그 자체로 곧 예술적 가치나 결함이라는 직접 관계를 옹호하는 윤리

주의는 이론 내적으로 모순이 있으므로 성공적인 이론으로 볼 수 없다

는 것을 확인했다 즉 도덕주의를 직접 관계 개념으로 논증하는 시도는 . 

실패라는 것을 확인했다 둘째 거트의 윤리주의와 거의 같은 것으로 오. , 

해받고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캐럴의 온건한 도덕주의를 제대로 이해

할 수 있었다 윤리주의는 직접 관계를 옹호하고 온건한 도덕주의는 간. 

접 관계를 옹호하는 이론으로 분명히 다른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지금

까지는 그 차이가 충분히 주목받지 못했다 도덕적 가치나 결함이 미적 . 

가치나 결함을 일으켜 간접적으로 예술적 가치나 결함을 일으킨다는 간

접 영향 개념을 옹호하는 온건한 도덕주의는 최소한 이론 내적인 모순

이 없이 도덕적 가치나 결함의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트의 

윤리주의보다 나은 이론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셋째 온건한 자율주. , 

의는 도덕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 사이의 모든 관계를 반대하는 이론이 

아니라 직접 관계를 반대하고 간접 관계는 인정하는 이론이라는 것도 , 

알 수 있었다 온건한 자율주의가 온건한 도덕주의를 잘못 이해한 점. , 

그 결과 두 이론이 간접 관계 인정 이라는 중요한 공통점을 가진다는 ‘ ’

사실을 간과한 점은 온건한 자율주의의 문제이나 필자는 이것이 치명적, 

인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필자는 우리가 자율 개념을 덜 극단적. ‘ ’ 

인 것으로 이해한다면 온건한 자율주의는 모순적인 이론이 아니며 작품, 

의 잠재적 악영향은 예술적 가치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여전

히 온건한 도덕주의와 분명히 차이점도 있는 이론이라는 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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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은 이론들이 사용하는 논변의 정합성 논  , 

리적 타당성 등 주로 이론으로서의 완성도 측면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 장에서는 온건한 자율주의 이론이 실제로 예술 비평에서 가지는 영

향력이나 의의 등을 검토할 것이다.

1. 자율주의의 의의

혹자는 앤더슨과 딘의 온건한 자율주의를 필자가 제안한 방식과 같이   

이해하더라도 여전히 자율주의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할 수도 있다 도덕. 

주의자들은 우리가 자율 개념을 덜 극단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더라도‘ ’ , 

직접 관계를 반대하는 자율주의의 주장 자체가 극단적이라는 것이다. 

자율주의에 반대하는 이들은 내러티브 작품의 도덕적 통찰이라는 가치

가 예술로서의 가치와 무관하다는 자율주의의 주장은 대다수 감상자가 

가지고 있는 직관과 반하기 때문에 동의를 얻기 힘든 주장이라고 생각

할 수 있다. 내러티브 예술 특히 소설작품의 경우 작품이 주는 통찰의 가 , 

치가 예술작품의 예술로서의 가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주장은 대부분 감상

자들의 직관에 반하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거트는 만약 우리가 어떤 문학작. 

품을 두고 이 작품은 인간성과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훌륭한 문학적 수단

을 통해 강렬하게 나타내긴 하는데 이 통찰이 이 작품의 문학으로서의 예, 

술적 가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비평이겠냐고 말한 바 있다.169) 예술작품이 통찰을 준다는 사실이 작품의  

비평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내러티브 작품 비평에서 흔히 나

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도덕적 통찰이 예술적 가치의 일부라는 주장은 분, 

명히 설득력이 있다 많은 감상자들은. 내러티브 작품이 인간 삶 인간성 , , 

도덕적 딜레마 인간의 한계 등에 대한 신선하고 깊이 있는 통찰을 생, 

생하게 나타내고 감상자로 하여금 반성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울 

때 작품이 도덕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고 이것이 예술적 가치에 

169) Gaut, AEE, pp.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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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한다고 직관적으로 생각한다. 이론이 현실에 무조건 맞춰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론이 현실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주장을 가볍게 할 수 , 

있다는 것도 아니다 이론이 현실을 정면으로 반박할 때는 그럴 만한 충분. 

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렇게 반박하는 데 따르는 이점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인데 도덕주의자들은 자율주의의 주장에 따라 내러티브 작품의 도덕, 

적 통찰이 예술적 가치의 일부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어떤 이점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비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자율주의의 주장을 따. 

라 내러티브 작품의 도덕적 통찰이 예술적 가치와 무관하다고 보는 입장을 

택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내러티브 작품의 중요한 가치라고 여기는 것을 버, 

려야 하는데 그래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온건한 자율주. , 

의를 온건하게 이해하더라도 자율주의 주장 자체가 예술 비평 현실 또는 ‘ ’ 

대부분 감상자의 직관과 반할뿐더러 자율주의 이론에 따른 예술 비평은 대, 

부분 감상자가 예술작품의 가치라고 여기는 것들을 배제하므로 자율주의 , 

이론을 계속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필자도 이러한 비판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인정한다 특히나 작품이 주  . 

는 도덕적 통찰과 예술적 가치를 분리해야 한다는 자율주의의 주장은 비판

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율주의만의 의의는  

있다고 본다 예술로서의 가치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옹호하는 자율주의. 

의 주장은 한때 지배적인 비평 이론이었고 현재에도 의미 있는 이론으, 

로 기능할 수 있다 필자는 다섯 명의 자율주의 이론가들을 소개하고 . 

이들의 공통점을 정리하면서 자율주의 이론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가치

와 의의가 있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170)

  대표적인 초기 자율주의자는 아이젠버그다 아이젠버그는 예술작품의 . 

예술적 가치는 작품의 도덕적 가치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도 간접 관

170) 이 절에서 다룰 초기 자율주의자들은 사실 자율주의 라는  ‘ (Autonomism)’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름만 사용하지 않았을 뿐 모두가 예술. , 
작품의 예술로서의 가치와 도덕적 가치를 독립적으로 보려고 했던 공통점이 
있고 이 공통점을 이유로 필자는 이들이 오늘날의 자율주의 이론의 선례들, 
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절에서 자율주의의 앞선 계보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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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가능하다고 인정했다는 점에서 앤더슨과 딘의 온건한 자율주의와 

공통점이 있다.171) 아이젠버그는 예술작품을 윤리적으로 비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한다 대신 오직 예술작품의 내용에 관한 비평만 정당하. , 

다고 주장한다 작품의 전시 행위에 따르는 결과의 도덕성 감상자에 대. , 

한 작품의 잠재적 영향 등 작품의 내용을 제외한 다른 모든 영역에 대

한 윤리적 비평은 불가하다고 생각한다.172) 이렇게 예술작품에 대한 윤 

리적 비평의 정당한 대상을 제한한 뒤 아이젠버그는 예술작품 특히 문, 

학작품 중에서도 시의 경우를 예시로 들어 작품의 내용에 대한 윤리적 , 

비평이 가장 타당한 경우는 교훈적 시 의 경우라고 말한(didactic poem)

다 하지만 이때에도 아이젠버그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심지어 교훈적인 . 

시라 할지라도 작품의 도덕적 교훈의 가치는 우리의 미적 경험에 아무

런 영향을 주지 않으며 따라서 작품의 도덕적 가치는 작품의 미적 가치, 

와 무관하다는 것이다.173) 여기서 아이젠버그가 도덕적 가치 로 가리키 ‘ ’

는 것은 예술작품이 나타내는 관점의 도덕적 가치가 아닌 도덕주의자들, 

이 예술작품이 가진다고 주장하는 작품의 도덕적 교화 기능 등 예술의 , 

기능적인 측면의 도덕적 가치를 말한다 아이젠버그는 그러한 기능은 ‘ ’ . 

작품의 내용에 우연적이고 부수적이며 미적 경험으로서의 미적 가치 평, 

가는 오로지 작품의 내용에만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 예술

이 어떤 도덕적 내용을 담고 있든 상관없이 작품의 도덕적 내용은 미적 , 

경험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174) 아이젠버그는 만약 가장 교훈

적인 장르인 시의 경우에도 우리가 오로지 미적이기만 한 비평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것이 정당한 비평이라면 다른 모든 예술 장르에 대해, 

서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175) 아이젠버그는 미적 심리 (aesthetic 

171) Isenberg, “Ethical and Aesthetic Criticism”, pp. 280-281
172) Ibid., pp. 267-268
173) Ibid., pp. 269-274
174) Ibid., pp. 274
175) 필자는 아이젠버그의 이러한 주장이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한다 . 문학의 

경우에 미적 측면에만 기반한 미적 비평이 가능하다는 결론에서 모든 다른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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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비평적 판단 을 구분하며 적절한 예psychology) (critical judgment) , 

술 비평은 이성과 추론을 통해 얻어지는 비평적 판단이지 미적 심리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윤리적 비평은 이성적인 추론 과정이 수반되지 . 

않는 비평이며 따라서 적절한 예술 비평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176)

미적 경험 이론으로 잘 알려진 이론가인 먼로 비어즐리 (Monroe 

는 예술작품에서 얻을 수 있는 미적 가치를 미적 경험으로 Beardsley)

설명하며 미적 경험이 유일한 예술적 경험이라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자, 

율주의자의 또 다른 선례로 여겨질 수 있다.177) 비어즐리는 도덕주의의  

주장을 공격하며 미적 경험은 도덕적 비평과 별개임을 주장한다 물론 . 

비어즐리 당시의 도덕주의와 오늘날의 도덕주의는 상당히 다른 입장임

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비어즐리는 도덕주의는 예술작품을 오직 또. , 

는 주로 도덕적 기준으로 평가하는 입장이라고 표현한다.178) 또한 비어 , 

즐리는 도덕주의자들은 예술 비평에 있어서 작품의 잠재적 영향만 또는 , 

주로 그것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179) 비어즐리는  

도덕주의를 비판하기 위해 도덕주의자들의 입장을 두 가지로 분류하고 

둘 모두를 비판한다 첫 번째는 미적 대상이 불러일으키는 감정의 좋고 . 

나쁨을 기준으로 작품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입장이다 비어즐리는 이를 . 

환원주의 논변 이라고 부르며 이 논변에 (Argument from Reduction) , 

따르면 모든 비평적 평가는 도덕적 평가이며 우리는 예술 비평에 있어

서 오직 도덕적 문제만을 다루어야 한다.180) 그는 이런 입장에 있는 도 

덕주의자의 대표적인 이론가로 톨스토이를 제시한다 톨스토이는 톰 아. 『

저씨의 오두막 이 햄릿 보다 훌륭한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비어즐리는 . 』 『 』

르의 예술에도 윤리적 비평이 아닌 미적 비평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따라 나
오지는 않는다.

176) Ibid., pp. 278
177) Monroe Beardsley, Aesthetics: Problems in the Philosophy of 

Criticism, New York: Harcourt, 1958.
178) Ibid., pp. 564
179) Ibid.
18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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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주장은 지나치게 극단적이며 작품을 마치 프로파간다와 같이 평가, 

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181) 두 번째는 상호 관련 논변 (Argument 

을 사용하는 입장이다 이런 입장의 도덕주의자들은 from Correlation) . 

미적 가치와 도덕적 가치가 별개인 것은 사실이나 미적 가치가 어느 정, 

도 도덕적 가치에 기반한다고 본다 그래서 이들은 도덕적 가치와 미적 . 

비평 판단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있어서 도덕적 가치만 판단해도 미적 

가치를 알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입장에 따르면 예술작품은 도덕적으로 . 

훌륭하다면 그만큼 좋은 미적 대상이고 도덕적으로 나쁘다면 그만큼 , 

나쁜 미적 대상이다 비어즐리는 이런 입장의 문제는 이런 주장을 문학. 

뿐만이 아니라 음악 시각예술 등 예술 전반에 적용하려고 한다는 것인, 

데 이런 시도가 성공할 것 같지 않아 보인다고 말한다 상호 관련 논변, . 

이 옳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도덕적인 음악이 그렇지 않은 음악“ ” 

보다 더 통일성이 있어서 더 좋은 미적 대상이라는 것을 보여야 하는데 

그런 시도는 성공할 것 같지 않다는 것이 비어즐리의 입장이다.182) 비어 

즐리는 우리는 라는 시가 미적으로는 훌륭하지만 옳지 않은 정치적 “ A

관점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라고 말하며 도덕적 판단과 비” , 

평적 판단은 서로 독립적이라고 주장한다.183)

181) Ibid., pp. 565
182) 그러나 우리가 비어즐리의 입장을 이해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비어즐리 

가 설명하는 유미주의와 도덕주의는 각각 온건한 자율주의와 윤리주의 온건/
한 도덕주의와 다른 입장이라는 것이다 비어즐리가 비판하는 도덕주의는 . 
미적 가치를 폄하하거나 미적 가치에 둔한 입장을 가진 이론“ (insensitive)” 

이지만 거트와 캐럴은 그런 의미의 도덕주의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비. 
어즐리는 작품의 도덕적 가치 를 거트나 캐럴 등 오늘날의 도덕주의자와는 ‘ ’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비어즐리는. 작품의 관점의 도덕성이 아니라 , 
작품이 감상자의 행동 에 주는 영향 또는 효과의 도덕성을 기준으(conduct)
로 작품의 도덕성을 판단한다. (Ibid., pp. 560)

183) 비어즐리가 도덕주의를 비판하고는 있지만 필자는 비어즐리가 오늘날의  , 
윤리적 비평 논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완전히 자율주의적 입장에만 속한다
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비어즐리는 예술의 가치는 우리 삶의 맥락 . 
속에서 평가해야 한다고 말하며 미적 가치만을 중시하거나 우선시하는 유, 
미주의를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어즐리는 유미주의의 주장을 두 종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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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대표적인 자율주의자는 윌리엄 가스 다  (William Gass) . 가스

의 특징은 작품이 나타내는 관점 이 왜 예술적 가치와 무관한지를 논증‘ ’

하기보다는 작품 외적인 요소 즉 예술가 개인의 비도덕성 또는 제작 , 

과정에서 나타난 비도덕성 등은 예술작품의 예술로서의 가치와 무관하

다고 주장하는 데 많은 지면을 할애한다는 것이다 가스는 선함. “

과 미는 분리되어 있다(goodness) ”184)고 말하며 서태후의 명령으로 지, 

구분한다 첫 번째 종류의 유미주의는 예술작품이 감상자에게 주는 영향은 . 
예술로서의 가치와 무관하며 미적 대상을 대할 때는 오로지 대상의 미적 , 
가치만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입장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 
예술을 위한 예술 이다 유미주의자들은 예술작품이 감상자에게 부정적인 “ ” . 

도덕적 영향을 준다는 비난은 항상 있어왔지만 그 누구도 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이러한 영향이 있다. 
고 자신 있게 단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본다 이런 입. (Ibid., pp. 561) 
장을 지지하는 이들은 설사 작품으로 인해 감상자들에게 어떠한 악영향이 
정말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차적인 효과는 미적 가치와 완전히 별개, 
라고 본다 이런 주장을 하는 유미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미적 경험은 그 자. 
체로 목적이고 내재적인 선 이므로 예술에서 비롯되는 바람직하지 않(good) , 
은 부차적인 효과들은 모두 예술의 미적 가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비어. 
즐리는 예술작품의 제작을 위해 많은 생명이 희생되더라도 그것이 예술작품
의 미적 가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조지 무어의 글을 인용하
며 이와 같은 입장이 유미주의자가 택할 수 있는 위험한 방향이라고 비판, 
한다 비어즐리는 어찌 되었든 예술은 인간 활동의 산물이며 예술의 가치는 . , 
인간의 삶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두 . (Ibid., pp. 563) 
번째 종류의 유미주의는 예술의 가치가 다른 모든 것보다 우월하다고 주장
하는 입장이다 비어즐리는 이러한 입장은 논리적 정당성도 없으며 근거 없. 
는 편견에 불과하다고 일축한다.

비어즐리의 이러한 유미주의 비판으로 미루어 보아 비어즐리는 유미주의     , 
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유미주의는 온건한 자. 
율주의와는 상당히 다른 입장이므로 비어즐리가 유미주의에 반대한다고 해, 
서 온건한 자율주의에도 반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비어즐리는 예. 
술작품의 미적 가치는 미적 경험에 있다고 말했고 미적 가치를 결정하는 기, 
준은 통일성 복잡성 강렬함 세 가지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 
날의 자율주의에 호의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필자가 지적하고 싶은 . 
점은 단지 비어즐리가 예술은 인간 활동의 산물이며 예술의 가치는 인간, “ , 
의 삶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찾아야 한다 라고 말하며 예술작품 제작 과정”
에서의 비도덕성이 예술로서의 가치와 독립적이지 않다고 말한 점에서 비어, 
즐리의 논변이 도덕주의적 관점과 완전히 배타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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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이화원을 사례로 든다 서태후가 해군 예산을 전용하여 이화원을 . 

건설하도록 했으나 이러한 불법 행위의 비도덕성은 이화원의 아름다움, 

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185) 또한 가스는 작품은 독자에게  , 

비도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186) 가스는 독자 “

들은 물론 예술가들도 도덕적으로 감정적인 경우가 많지만 예술을 위, 

해서는 이런 충동 태도 관념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 , ”187)라

고 주장하며 예술은 무관심적으로 관조해야 한다“ ”188)고 주장한다 가. 

스는 작품에 도덕적 영역이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는다.189) 다만  

작품의 윤리적 평가가 예술로서의 작품 평가와는 별개라고 본다 가스. 

는 이렇게 말한다 예술작품의 가치는 작품의 내적 또는 형식적 성격. “ , 

작품의 구조와 스타일에 달려 있다 작품이 옹호하는 도덕적 관점 예술. , 

가의 성품 작품의 암시적인 성격 은 예술작품의 가치를 결정, (character)

하지 않는다.”190)191)

피터 라마르크 와 스타인 올센 은 반인  (Peter Lamarque) (Stein Olsen)

지주의자로 더 유명한 이론가이지만 자율주의적 입장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192) 이들의 글은  도덕주의에 대한 비판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 

들은 작품이 상상적 경험을 통해 주관적 지식을 준다는 주장과 문학이 

도덕철학과 같다는 도덕주의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예술작품의 도덕적 , 

184) William Gass, “Goodness Knows Nothing of Beauty”, Harper’s 
Magazine, 1987, pp. 44

185) Ibid.
186) Ibid., pp. 43
187) Ibid.
188) Ibid., pp. 44
189) Ibid., pp. 42
190) Ibid., pp. 42
191) 라마르크와 포스너 가스는 주장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다 라마르크와 포 , . 

스너는 작품을 도덕적 교훈의 수단으로 쓰는 것을 주로 비판했고 가스는 작
품을 과도하게 도덕적으로 검열하는 것을 비판한다고 볼 수 있다.

192) Lamarque and Olsen, “Literature as Philosophy”, Truth, Fiction 
and Literature, 1994, pp. 369-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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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는 작품의 예술로서의 가치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라마르크와 올. 

센은 도덕주의의 주장을 주관적 지식 이론과 도덕철학 이론 두 가지로 

구분한다 먼저 주관적 지식 이론의 경우 이 이론은 감상자가 주관적 . , ‘

상상 을 통해서 타인의 경험을 경험하게 되고(subjective imagination)’ , 

문학은 이런 상상적 체험 을 주는 데 특화되어 있다고 본(participation)

다 그리고 이 이론에 따르면 문학이 이러한 주관적 지식을 주는 것은 . 

문학만의 독특한 문학적 특성을 통해서 가능하다.193) 이 입장에 따르면  

감상자는 문학을 통해 타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으며 이것이 

문학으로서의 가치이다.194) 라마르크와 올센은 우리가 문학작품에서 도 

덕주의자들이 말하는 종류의 지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회의적이

다 이들은 도덕주의자가 말하는 지식은 사실상 지식 이라고 볼 수도 . ‘ ’

없고 참 또는 거짓을 가릴 수 있는 종류의 지식도 아니라고 본다 그리. 

고 이들은 설사 그런 것이 지식이라고 우리가 관행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인정하더라도 그 지식이, 195) 문학작품의 문학으로서의 가치에는 전 

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상상적 참여에서 얻어지는 . “

어떤 지식이든 작품의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거나, 

그것을 작품의 예술적 목적에 기여하는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196)고 

말한다 주관적 지식 이론은 더 강한 주장도 하는데 더 강한 버전에 따. , 

르면 문학작품은 독자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수정하고 더 풍성하게 만

들 수 있으며 그 결과 독자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 가지는 인식과 , 

관점이 변화한다 문학이 새로운 정보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독자가 이. 

미 가지고 있는 정보를 새롭게 보게 해준다는 것이다.197) 하지만 라마 

르크와 올센은 개념이 풍부해지는 것은 미적 가치와 아무 관련이 없다

고 주장한다 이들은 강한 버전의 주관적 지식 이론의 문제점은 독자가 . 

193) Ibid., pp. 370
194) Ibid., pp. 370-371
195) Ibid., pp. 373
196) Ibid., pp. 374
197) Ibid., pp.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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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개념을 인식하는 것과 그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의 차이를 간과한, 

다는 것이라고 본다.198) 독자가 문학작품에서 배우는 것은 예술가의  ‘

관점 이며 만약 독자가 이것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한다면 개념이 변화하’ , 

거나 풍부해질 수 있겠지만 모든 독자가 개념이 풍부해지는 것은 아니

므로 도덕주의는 틀렸다고 주장한다.199) 그뿐만 아니라 라마르크와 올 

센은 강한 버전의 주관적 지식 이론이 문학을 철학에 부수적인 것으로 

종속시킨다고 비판한다 강한 버전의 주관적 지식 이론에 따르면 문학은 . 

단지 철학적 문제를 잘 나타낼 수 있는 특정한 상황을 묘사하는 도구로 

쓰이게 된다는 것이다.200)

라마르크와 올센은 이처럼 문학작품이 지식을 준다는 도덕주의자들의   

주장을 비판한 후 문학이 마치 도덕철학과도 같다는 도덕주의자들의 , 

주장도 연이어 비판한다 라마르크와 올센에 따르면 도덕주의자들은 문. 

학이 도덕적 지식을 줄 뿐만 아니라 도덕적 추론 능, (moral reasoning) 

력의 함양에도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문학은 윤리적 문제를 바라보는 . 

여러 가지 시각을 보여주고 독자로 하여금 타인의 관점에서 도덕적인 , 

선택을 하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준다는 것이다.201) 도덕 

198) Ibid., pp. 384
199) 필자는 라마르크와 올센이 도덕주의를 이런 방식으로 비판하는 이 Ibid. 

유가 이들이 체계적 이라는 개념을 엄격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 ‘ ’
각한다 이들은 체계적 이라는 말의 의미를 모든 경우에 항상 하다 라는 . ‘ ’ ‘ ~ ’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어떤 이론이 도덕주. (Ibid., pp. 390) 
의라고 불리기 위해서는 이 이론은 모든 문학작품은 항상 도덕적 지식을 ‘
준다 라고 주장해야지 때때로 어떤 문학은 도덕적 지식을 준다 라고 주장’ , ‘ ’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처럼 보인다 어떤 경우에 때때로 문학은 주관적 . 
지식을 준다는 주장은 우연적이므로 이론적 탐구 또는 비판이 필요하지 않
다고 보는 것 같다 실제로 이들은 예술작품의 인지적 가치 라고 여겨지는 . (
것 와 예술로서의 가치 사이에는 그러한 의미의 체계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
을 보이는 데 많은 지면을 할애한다 이 어떤 것인지 안다 라는 등의 현상. ‘~ ’
적 지식을 주지 않는 작품이 훨씬 많으므로 도덕주의자들의 주장은 체계적
이지 않고 이런 우연적인 현상을 일반화하는 이론을 옳지 않다는 것이 이들, 
의 생각이다.

200) Ibid., pp. 385
201) Ibid., pp. 386-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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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자들은 도덕적 판단은 일반적인 도덕 규범을 모든 상황에 일괄적으

로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개별상황에 맞추어 적용하는 것이라, 

고 본다 문학작품은 다양한 인물들의 관점에서 윤리적 문제를 담고 있. 

는 상황들을 보여주고 작품 속 인물이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 

보여줌으로써 독자가 다양한 관점에서 윤리적 문제를 보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 도덕주의자들의 주장이다.202) 나아가 문학작품 

이 이런 의미에서 도덕 추론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므로 도덕주의자들은 , 

문학은 도덕철학에도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고 본다.203) 하지만 라마르 

크와 올센은 문학이 감상자의 도덕적 인식 함양에 도움이 된다 라는 명‘ ’

제와 문학은 도덕 추론이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따라서 도덕철학에도 , ‘ , 

필수적이다 라는 명제는 독립적이라고 주장하며 이 두 명제를 구분하지 ’ , 

않는 것은 도덕주의자들의 오류라고 본다.204)

이렇게 도덕주의자들의 주장을 반박한 후 라마르크와 올센은 예상   , 

반박을 소개한 뒤 이를 다시 반박하며 문학 비평은 오직 문학으로서의 

202) Ibid., pp. 387
203) Ibid., pp. 387-388
204) 다만 이들은 문학과 도덕철학의 관계를 특정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에는  

호의적이다 이들은 문학과 도덕철학의 관계를 문학 안의 철학. ‘ (philosophy 
과 문학을 통한 철학 으로 in literature)’ , ‘ (philosophy through literature)’

구분하며 전자는 호의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관계에서는 철학이 문학의 목. 
적과 기능에 종속되며 문학작품 내에 나타나는 철학적인 부분은 미적 가치, 
에 내재적이고 미적 가치를 구성한다 어떤 주제가 철학적 탐구의 대상인 . 
동시에 문학적 해석의 대상이기도 한 것이다 이런 관계에서는 문학작품이 . 
어떻게 문학적인 방법으로 철학적 탐구 주제들을 발전시키고 재정의하는가
가 핵심이며 이런 관계는 문학과 철학 사이의 본질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 
다.

라마르크와 올센이 반대하는 것은 문학을 통한 철학 관점으로 이런 관    ‘ ’ , 
계에서는 상상적 문학적 형식이 철학적 개념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며 문학이 철학에 종속된다 이런 관계에서는 상상적으로 구, . 
현된 허구적 상황이 도덕적 문제를 어떻게 밝혀줄 수 있는가가 핵심이다. 
이런 관계는 문학과 철학 사이의 우연적인 관계이며 철학적 기능을 하기 위, 
해 사용된 텍스트가 우연히 문학작품일 뿐인 관계이다 라마르크와 올센은 . 
누스바움과 퍼트넘 식의 도덕주의가 바로 이러한 관계를 옹호한다고 본다. 
Ibid., pp. 39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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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만을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소개하는 예상 반박은 다. 

음과 같다 어떤 문학작품은 도덕적 논증에 상당한 기여를 하며 이런 . ‘ , 

가치가 작품에 대한 독자의 전체적 평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사실이

다 이런 기여를 한다는 것이 이런 작품을 읽을 하나의 이유 다른 사람. , 

에게 이 작품을 추천할 하나의 이유가 된다 이게 미적 가치인지 아닌지. 

는 중요하지 않다.’205) 라마르크와 올센은 이 예상 반박에 대해 문학작 , 

품에 대한 전체적 평가라는 것은 없으므로 이런 주장은 틀렸다고 말한 

다 이들은 우리는 작품을 읽을 때 의도를 가지고 읽고 우리가 를 문. , x

학으로 읽는 한 우리는 그것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특별한 방법으로 

읽는다고 주장한다.206) 이들은 작품을 도덕철학으로 여기고 읽으면 문 “

학작품의 예술적 중요성이나 세부적인 요소 등을 놓치게 된다 문학작. 

품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라는 것은 없으며 우리는 문학작품을 문학으, [ ‘

로서 보고 문학으로서의 평가만 있을 뿐이다 라고 주장한다’ , ‘ ’ ]” .207) 즉 , 

라마르크와 올센은 문학작품이 도덕적 추론 능력의 함양에 기여하는 바

가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가치가 작품의 문학으로서의 가치와는 , 

전혀 무관하다고 본다.208)209)

205) Ibid., pp. 393
206) Ibid.
207) Ibid.
208) 분명하지 Ibid. 않은 점은 이들이 문학으로서의 평가 로 정확히 무엇을  ‘ ’

가리키는지이며 도덕 철학적 관심을 갖고 문학을 감상하는 것이 반드시 문, 
학을 문학으로써 감상하는 것과 배타적이어야 하는지이다 라마르크와 올센. 
은 두 번째 의문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증을 전혀 제시하지 않는데 필자, 
는 이들이 이 부분에 대한 논증을 보충해야만 그들의 주장이 더 설명력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

209) 라마르크와 올센의 주장은 앤더슨과 딘의 주장과는 다소 초점이 다른데 , 
왜냐하면 앤더슨과 딘은 작품이 나타내는 관점의 도덕성으로 작품의 도덕성
을 판단하는 반면 라마르크와 올센이 다루는 작품의 도덕성 은 거의 완전‘ ’
히 작품의 인지적 교화 기능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문학이 도덕철. 
학이라는 주장에 반대하는 입장이지 작품에 대한 윤리적 비평 자체의 타당, 
성 또는 도덕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 사이 관계를 다루고 있다고 보기는 어, 
렵다.

그리고 라마르크와 올센이 반박하는 도덕주의는 작품의 도덕적 교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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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엄 포스너 도 대표적인 자율주의자이며 문학작  (William Posner) , 

품의 도덕적 내용과 작품의 영향은 예술로서의 가치와 무관하다고 주장

한다.210) 포스너의 입장은 라마르크와 올센과 비슷하다 포스너도 마사  . 

누스바움 과 힐러리 퍼트넘 식의 문(Martha Nussbaum) (Hilary Putnam)

학작품의 도덕적 교화 기능을 강조하는 도덕주의에 반대한다 누스바움. 

은 문학작품 감상을 통해 사람의 도덕성이 함양된다고 주장한다 하지. 

만 포스너는 누스바움의 문제는 어떤 작품은 그러한 도덕적인 교훈적 

기능을 가진다는 정도로 주장한 것이 아니라 문학 일반이 도덕적 교육 , 

효과가 있으며 이것이 문학작품의 가치라고 주장했다는 점이라고 본

다.211) 포스너도 예술작품을 도덕적으로 평가하는 것 자체는 인정한다 . 

어떤 경우에는 도덕적인 교훈적 가치가 그 작품이 가지는 가치의 대부

분인 경우가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작품을 윤리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 

적절하다고 본다.212) 하지만  포스너는 감상자는 작품에서 나타나는 도“

덕적으로 불쾌한 시각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며 심지어 작가” , 

가 그 시각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말한다.213) 포 

스너는 우리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저열한 도덕적 관점이 작

품에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 비도덕성 때문에 작품의 예술적 가치, 

가 훼손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포스너는 문학작품의 가치와 그 작품이 . 

는 교육 기능을 강조하는 특정 이론이므로 이들이 캐럴이나 거트의 도덕주, 
의에 어떤 입장일지는 분명하지 않다 물론 캐럴의 인지주의 논변에 대해서. 
는 반대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캐럴의 공통 이유 논변의 경우는 문제에 . 
대한 접근 방법이 다르다 캐럴은 작품의 도덕적 가치를 형식으로 포섭해서 . 
설명한다는 점에서 문학으로서 작품의 가치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누스바, 
움처럼 문학을 도덕철학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210) Richard Posner, “Against Ethical Criticism”, Philosophy and 
Literature 21, 1997, p. 1

211) 단 퍼트넘은 이것이 작품의 미적 가치라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 Hilary 
Putnam, “Literature, Science, and Reflection”, New Literary History 
7:3, 1976, pp. 86-87, Larmarque and Olsen, Op. Cit., 에서 재인 pp. 387
용.

212) Ibid., p. 2
21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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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하는 도덕성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214) 그에 따르면 잘 훈련된  “

독자만이 작품이 보여주는 도덕적 차원을 문학 감상을 위해 제쳐놓을 

수 있으며 훌륭한 문학은 독자들이 자신의 도덕적 판단을 잠시 유보하, 

도록 만들어야만 한다.”215) 그리고 포스너는 문학작품의 도덕적 내용은  

단지 작가의 소재일 뿐이라고도 주장한다 문학에서 도덕성이란 조각에. 

서 재료 예를 들면 청동 덩어리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 

다.216) 포스너는 도덕주의자들이 작품의 도덕적 교육적 기능 또는 도덕 

적 메시지 등에 지나치게 경도되어 작품의 미적 가치를 간과하는 경향

이 있다고 본다 그 때문에 포스너는 문학을 도덕적으로 독해하는 것은 . 

환원주의적이고 지엽적이라고 비판한다.217) 포스너는 누스바움의 황금  『

잔 독해를 예시로 들며 누스바움식의 독해는 저자 헨리 제임스가 표, 』 

현한 고딕풍의 외설적인 상상력을 미적으로 비평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포스너는 형식적인 속성들이 문학의 가치와 매력의 전부는 아니지만 “

도덕적 속성들은 그저 주의를 산만하게 할 뿐”218)이라고 말한다.

지금까지 자율주의의 선례로 여겨지는 다섯 명의 이론가들을 살펴보  

았다. 219) 거트는 온건한 자율주의 이론을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는 이 

214) Ibid.
215) Ibid., p. 7
216) Posner, “Against Ethical Criticism”, p. 6-7
217) Ibid., pp. 12
218) Ibid., pp. 24
219) 디키는 자율주의 입장에 동의한다고 알려져 있고 디키 본인도 앤더슨과  

딘의 온건한 자율주의에 동의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필자는 디키의 입장은 , 
사실상 도덕주의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디키도 다른 윤리적 비평 이론가. 
들과 마찬가지로 미적 과 예술적 을 구분한다 디키는 미적 가치 를 형식적 ‘ ’ ‘ ’ . ‘ ’
속성에서 비롯되는 좁은 의미의 미적 가치로 사용하고 있다 반면에 예술적 . ‘
가치 는 미적 가치를 포함하는 더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사용한다 디키는 ’ . 
작품의 도덕적 관점은 예술 비평의 대상이 맞다고 말하며 예술작품을 윤리, 
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비평이라고 주장한다 단 미적 속성은 비평의 . , 
많은 대상 중 하나일 뿐이며 예술 비평의 대상은 미적 속성 비미적 속성, , , 
표현적 속성 재현적 특성 도덕적 특성 등을 포함한다고 말한다, , . (Dickie, 
The Art Circle: a Theory of Art, New York: Haven, 1984, pp. 105) 

필자가 디키를 도덕주의 입장에 가깝다고 보는 이유는 그가 작품의 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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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이라고 말한다 예술작품이 나타내는 도덕적 태도나 관점은 예술적 . ‘

가치와 미적으로 무관하다 하지만 그런 도덕적 태도나 관점이 작품의 ( ) . , 

미적 가치에 기여를 하는 다른 성질들 예를 들면 복잡성이나 일관성 같, 

적 결함이 예술적 결함일 수는 있지만 미적 결함일 수는 없다고 말하기 때
문이다 그는 캐롤은 공통 이유 논변을 설명하면서 작품의 도덕적 결함으로 . , 
인해 감상자가 심리적 반감이 들어서 작품이 지시하는 반응을 보이지 못하
게 된다면 이는 작품의 목적 달성에 실패한 것이므로 미적 결함이라고 주장
한다 하지만 디키는 미적인 것 은 시블리가 말하듯 지각적 속성에 관한 것. ‘ ’
이므로 도덕적 속성이 미적인 것에 포함될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캐럴의 공
통 이유 논변을 기각한다 심지어 거트는 예술적인 것 을 의미하면서 미적. ‘ ’ ‘
인 것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가 더욱 혼란스럽다고 지적’
한다. 

필자는 거트에 대한 디키의 비평에 흥미로운 점이 있다고 본다 디키는 예    . 
술작품 비평의 대상은 미적 비미적 도덕적 속성 등 다양한 것이 있다고 말, , 
하며 작품의 도덕적 결함은 예술적 결함일 수는 있어도 미적 결함일 수는 
없다고 말한다 단 도덕적 속성과 미적 속성은 별개이므로 전자가 후자에 . , 
포함되거나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재미있게도 디키의 결론. 
과 거트의 결론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결론이 얻어진다 디키는 거트가 미. ‘
적인 것 이라는 용어로 예술적인 것 을 의미하면서 두 용어를 혼용하고 있’ ‘ ’
다고 지적하며 거트의 말대로 도덕적인 결함이 미적인 결함 일 수는 없으므, ‘ ’
로 거트가 틀렸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필자는 이는 무의미한 지적이라고 생. 
각하는데 왜냐하면 거트는 단지 예술적인 것 을 가리키는 용어로 미적인 , ‘ ’ ‘
것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즉 거트가 미적인 것 이’ . ‘ ’
라는 용어로 가리키는 대상은 디키가 예술적인 것 으로 가리키는 대상과 같‘ ’
다 그렇다면 논의의 세부적인 과정은 다르지만 거트의 결론과 디키의 결론. , , 
은 같다 둘 다 도덕적 결함이 미적 속성과는 별개로 그 자체로 예술적 결. 
함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디키는 본인이 앤더슨
과 딘의 자율주의 입장에 동의하고 도덕주의자들이 틀렸다고 주장하고 있지
만 도덕적 결함이 예술적 결함일 수도 있다는 주장은 자율주의자들의 주장, 
과 정면으로 반대된다는 것이다 어느 자율주의자도 도덕적 결함이 예술작. 
품의 예술로서의 가치에 영향을 준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디키는 캐럴. 
의 논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캐럴이 제시한 형식 개념의 재정의를 , 
무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캐럴 말대로 형식 개념에 도덕적 속성 포함한다면 . 
도덕적 속성도 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된다 하. 
지만 디키는 미적인 것 은 시블리의 논의에 따라 지각적 속성에 기반하는 ‘ ’
의미로 본다고만 주장할 뿐 캐럴이 재정의한 형식 개념은 비평하지 않는다. 
필자는 디키가 정말로 캐럴의 논변을 비판하고 싶었다면 캐럴의 형식 개념
을 다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디키의 자세한 논의는 . Dickie, “The 
Triumph in Triumph of the Will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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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른 성질들을 가질 수는 있다.’220) 하지만 이 정리는 여러 자율주의  

입장들을 정리한 요약이라기보다는 비어즐리의 입장을 요약한 것에 더 

가까워 보인다 그리고 여전히 온건한 자율주의가 간접 관계를 인정한다. 

는 것만을 부각할 뿐 온건한 자율주의만의 의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필. 

자는 온건한 자율주의 이론의 선례들이 가지는 공통점을 더 잘 나타내

고 온건한 자율주의의 의의를 드러내는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론들은 모두 예술작품에 도덕평가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며 우리가 문학작품을 도덕적 통찰 등의 인지적 가치를 이유로 , 

평가하는 관행이 있다는 것도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예술작품이 가지. 

는 또는 가진다고 여겨지는 도덕적 교육적 기능은 예술작품의 예술로( ) 

서의 가치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도덕적 교육 기능에 함몰되어 예술, 

작품을 지나치게 비판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자. 

율주의가 도덕주의와 분명히 반대되는 지점이며 필자는 우리가 여전히 , 

자율주의를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자율. 

주의 이론이 간접 관계를 인정한다는 사실은 이러한 의의를 약화하지 

않는다. 자율주의의 진정한 이론적 힘은 우리가 도덕적 가치라고 여기는 것

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 비평의 영향력에 밀려 정당한 , 

평가를 받지 못하는 가치들을 어떻게 변호하느냐에 달려 있다. 분명히 긍정 

적인 평가의 대상인 미적 가치가 도덕적 비평의 힘에 압도되어 간과되거나 

저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온건한 자율주의의 직관이며 필자는, 예술 

만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은 분명히 직관적으로 호소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자율주의는 과도한 비판 예술의 도구적 사용 등에서 예술적 . , 

가치를 방어하는 방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으며 자율주의에 기반한 , 

예술 비평은 예술만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최근 들어 . 

자율주의를 옹호하는 새로운 문헌들이 등장했다는 점에서도 온건한 자

율주의의 직관적 호소력은 여전히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221)

220) Gaut, Op. Cit., pp. 77
221) Harold, “Autonomism Reconsidered”, British Journal of Aesthe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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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이러한 자율주의 변호는 도덕주의가 틀렸고 자율주의가 옳다  

고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필자는 단지 그동안 자율주의 연구가 도. 

덕주의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진했기 때문에 그동안 분명히 드러나

지 않았던 자율주의만의 의의를 밝히려고 한 것이다 그리고 두 이론 사. 

이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문제시하기보다는 대신 두 이론 모두 나름

의 의의가 있고 역할이 있다는 것을 보이고자 했다 이런 결론을 기반으. 

로 다음 절에서는 앞으로의 윤리적 비평 연구는 두 이론의 차이점을 중

심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덧붙여 필자가 생각하는 각 . 

이론의 보완점을 간략하게 제안하면서 글을 마무리한다. 

각 이론의 보완점 제안2. 

우리는   온건한 자율주의 이론을 간접 영향은 인정하되 직접 영향은 반‘

대함 잠재적 영향도 예술적 가치와 무관함 을 주장하는 이론으로 이해함으. ’

로써, 자율주의가 옹호하는 자율 과 도덕주의가 말하는 상호작용 의 갈‘ ’ ‘ ’

등이 사실은 그렇게 극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윤리적 비평 논쟁의 논점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윤리적 비평 연구의 초점을 좁힐 수 있다 온건한 도덕주의와 온건한 자. 

율주의 모두 작품이 나타내는 관점의 측면에서 기인한 도덕적 가치 또

는 결함의 간접 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도덕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 ‘

가 관계가 있는가 라는 이분법적 대립은 더 이상 논쟁의 핵심이 아니게 ’

된다 그보다 윤리적 비평 연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은 예술작품이 . , ‘

주는 도덕적 통찰과 잠재적 악영향이 어떻게 왜 예술적 가치와 관계가 

51:2, 2011, Rafe McGregor, “Moderate Autonomism Revisited”, 
Ethical Perspective, 20:3, 2013, Brandon Cooke, “Ethics and Fictive 
Imagining”,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72:3, 2014. 
이 중에서 해럴드와 맥그리거의 논문은 예술작품을 도덕적으로 비평하는 것
이 가능하다고 본다는 점에서 앤더슨과 딘의 온건한 자율주의와 같은 맥락
의 논변을 펼치고 있다 반면에 쿡은 예술작품을 도덕적으로 비평하는 것 . 
자체를 반대하는 극단적 자율주의 계열의 논변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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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또는 없다면 왜 없는지 를 논증하는 것이다, ’ .

두 이론이 위의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캐  . 

럴은 이미 이러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미적 인지주의 논

변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앤더슨과 딘은 도덕적 통찰과 잠재적 악영향 . 

등은 예술작품의 예술로서의 가치와는 무관하다고 본다 하지만 두 입. 

장 모두 이에 대한 논증이 부족하다 먼저 온건한 도덕주의의 경우 캐. , 

럴의 주장이 비록 직관적 호소력이 있기는 하지만 이를 논증하기에는 

기존의 미적 인지주의 논변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내러티브 작품의 도덕 

적 통찰이라는 가치를 예술적 가치의 일부로 포함하는 직관 자체에는 필자

도 동의한다 필자는 거트의 다음과 같은 지적이 실제 예술 비평과 예술감. 

상 통념을 잘 반영하는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필자는 온건. , 

한 도덕주의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통찰이 인지적 가치라는 것을 

보일 수 있는 더 나은 논변을 찾고222) 이 인지적 가치가 왜 예술적 가, 

치인지를 보이는 논변도 더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필자는 . 

작품이 나타내는 관점 을 더 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단‘ ’ . 

순히 옳거나 그른 도덕적인 관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특정 편을 들, 

지 않는 관점 또는 기존의 도덕 규범에 질문을 던지는 관점 등을 가지

는 작품들도 도덕과 관련된 통찰을 주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파리 대왕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등과 같은 작품들은 선한 도, 『 』 『 』 

덕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관점을 나타내지는 않지만 인간성, , 

삶 죽음 폭력 도덕 판단 자체에 대한 반성적 고찰 등 넓은 의미에서 , , , 

윤리와 관련된 이해나 통찰을 나타낸다 필자는 이러한 작품들이 주는 . 

통찰도 내러티브 작품의 도덕적 가치로 여겨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 

순히 작품이 나타내는 관점의 도덕적 옳고 그름만을 판단하는 단편적인 

222) 미적 인지주의에 대한 비인지주의자들의 비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적은 아마도 예술작품이 지식의 원천으로서 정당성
을 가지지 못한다는 지적일 것이다 미적 인지주의자들이 직면하는 이러한 . 
난관에 대한 해결방안의 제안은 이해완 예술을 통한 명제적 지식의 획득 , 「
가능성에 대한 재고 미학 제 권 참고, , 82 , 2016, pp. 32-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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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는 내러티브 작품이 주는 도덕적 가치를 설명할 수 없다고 생

각한다. 

그리고 도덕적 통찰이  왜 예술적 가치인지를 이론적으로 해명하는 작업 

도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서 본문에서 간단하게 언급했듯이 이러. , 

한 통찰이 작품의 몰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술적 가치라는 캐럴의 주

장은 그럴듯하지 않다 필자는 오히려 이 논변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거트의 . 

예술적 수단 개념을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즉 도덕적 . 

통찰이 예술적 가치인 이유는 바로 예술적 수단의 사용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내러티브 작품이 나타내는 도덕적 통찰을 포착. 

하고 이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때 우리는 도덕적 통찰이라는 내용적 측면, 

과 이것이 나타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예술적 수단의 훌륭한 사용이라는 

형식적 측면을 동시에 칭찬하는 셈이다.

마지막으로 온건한 도덕주의는 예술작품의 잠재적 악영향이 왜 예술적   

결함인지에 대한 설명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작품의 도덕적 . 

결함이 감상자의 도덕적 이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때 도덕적 결

함은 예술적 결함이라는 캐럴의 주장에 대하여 도덕적 결함의 영향을 이렇, 

게 설명하는 것은 그럴듯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필자가 이렇게 비판. 

한 이유는 캐럴이 제시한 도덕적 결함 설명 자체가 비합리적이기 때문이 아

니다 예술작품의 잠재적 악영향에 대한 우려는 플라톤에게서 시작해 아직. 

까지도 명맥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예술작품의 이러한 영향을 증명하는 연. 

구자료가 아직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등장할 때마다 비판받

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 자동으로 그러. , 

한 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는다는 송문영의 지적이 필자는 흥미

롭다고 생각한다.223) 우리는 이러한 악영향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미학 

이나 철학 영역 내의 담론을 벗어나야 할지도 모른다 이와 관련하여 . 해럴

드가 실험심리학 영역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허구적 상상의 비도덕성

223) 송문영 예술 작품의 도덕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의 관계 , 「 」, pp.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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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우리에게 실제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설명한 바 있다.224) 

만약 해럴드가 인용한 실험심리학 연구들처럼 우리가 허구 작품을 감상

할 때 일어나는 비자발적이고 자동적인 정보처리 과정을 연구한다면 예, 

술작품이 우리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순전히 추측 상의 주장

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물론 이처럼 예술작품. 

의 잠재적 악영향이 실제로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

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결함이 왜 예술작품의 예술로서의 가치에 해가 , 

되는지를 보이기 위해서는 또 다른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필자가 캐럴. 

의 도덕적 결함 논변을 비판한 이유도 잠재적 악영향이 왜 예술적 결, 

함인지에 대한 캐럴의 설명이 캐럴 스스로의 주장과 모순되기 때문이었다. 

캐럴은 예술작품의 비도덕적인 반응 지시를 받음으로써 감상자의 도덕적 이

해가 왜곡된다고 주장하지만 동시에 캐럴은 심리적 반감 개념을 설명하며 , 

감상자는 심리적 반감이 일어나면 작품이 지시하는 반응을 아예 보이지 못

한다고 말한다 만약 캐럴의 주장에 따라 감상자가 작품이 지시하는 비도덕. 

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거부하고 그런 반응을 보이지 못한다면 감상자의 , 

도덕적 이해가 왜곡되는 악영향을 받을 수는 없다 온건한 도덕주의는 이러. 

한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더 나은 논변을 제시해야만 자율주의의 의혹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윤리적 비평 연구에서 온건한 도. 

덕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의 연구자들은 예술작품의 잠재적 악영향과 예술적 

결함의 관계를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온건한 자율주의의 경우 필자는 앤더슨과 딘이 마치 비도덕주의자와   , 

같이 때로는 작품이 나타내는 비도덕적인 관점이 예술적 가치인 경우도 

있다고 주장하며 온건한 자율주의를 옹호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필. 

자는 도덕적 비평이 다른 미적 가치들을 압도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 비도덕주의와 같은 전략을 택할 필요도 없으며 그런 전략이 

온건한 자율주의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앤더슨과 딘이 말. 

224) 실험심리학 연구 결과에 기반하는 해럴드의 논의는  James Harold, 
“Infected by Evil”, Philosophical Explorations, 참고 8:2, 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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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도덕적 결함 옹호 논변 자체도 설득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 

등장한 다른 비도덕주의 이론들도 그러한 영향 관계를 설득력 있게 보이는 

데는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 글에서 두 이론을 검토한 결과 . 

온건한 자율주의와 온건한 도덕주의 모두 간접 관계를 인정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필자는 온건한 자율주의는 비도덕주의와 같은 테제를 이용하, 

여 간접 관계를 옹호하는 전략은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앤더슨과 딘

이 정말로 옹호하고 싶은 것과 자율주의의 의의를 부각하기 위해서는 

예술적 가치의 독립성을 직접적으로 옹호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하. 

지만 앤더슨과 딘은 단지 윤리적 비평과 미적 비평을 구분하지 않으면 

특정 종류의 예술작품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고만 말할 뿐 예술적 , 

가치가 왜 도덕적 통찰과 잠재적 악영향과 무관한지에 대한 적극적인 

논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 중에서도 특히 작품의 잠재적 악영향이 왜  

예술로서의 가치와 무관한지에 대한 논변을 보완하는 것이 온건한 자율주

의가 택해야 하는 전략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도덕주의 진영의 이론들이 . 

예술작품의 잠재적 악영향과 예술적 가치가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

서는 입증의 부담이 크다 우선 그러한 악영향이 단지 추정에 그치는 것이 . 

아니라 실제로 있다는 것도 증명해야 하며 잠재적 악영향은 작품이 주는 , 

통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품 내적 해석보다는 감상자의 심리적 측면에 크

게 기대는 요소이므로 작품의 예술로서의 가치와 무관해 보인다는 반박에

도 답해야 한다 하지만 . 작품의 악영향이라는 것은 감상자라는 요소를 

반드시 포함하는 것으로 어떤 감상자가 실제로 악영향을 받는다고 해, 

도 여기에는 감상자 개인의 성장 배경 감상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도, 

덕 관념 도덕적 감수성 등 수많은 개인적이고 우연적인 요소가 얽혀 있, 

다 따라서 온건한 자율주의자는 이처럼 우연적인 요소와 얽혀 있는 요. , 

소를 예술작품의 예술로서의 가치와 부정적으로 연관 짓는 것은 비합리

적이고 타당하지 않다는 반박을 하며 예술적 가치의 독립성을 옹호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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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본 논문은 도덕주의와 자율주의 진영의 핵심 이론 세 가지 윤리주의  , 

와 온건한 도덕주의 그리고 온건한 자율주의에 대한 기존의 이해가 정, 

확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도덕적 가치가 예술적 가치와 , ‘

관계를 맺는 방식 을 중심으로 각 이론을 새롭게 이해하고자 하였다 본’ . 

고의 세부적인 목표는 첫째 도덕주의 이론 중 거트의 윤리주의와 캐럴, 

의 온건한 도덕주의의 차이점을 명확히 드러내고 각 이론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목표는 온건한 자율주의가 정확히 주장하. 

는 바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온건한 도덕주의와의 관계를 재고하는 것이

었다.

이를 위해 장에서는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필자가 윤리적 비평 논  1 , 

쟁 연구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 제안하는 직접 관계와 간접 관계 개

념을 설명했다 필자는 예술작품의 도덕적 가치가 형식적 속성의 변화를 . 

통한 미적 가치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도 그 자체가 곧 예술적 가치인 

경우에 도덕적 가치가 예술적 가치와 직접 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즉. , 

두 가치가 직접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작품의 도덕적 결함이 작품의 형

식적 속성에 어떠한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도덕적 결함은 도덕

적 결함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그만큼은 예술적 결함이다 이와 반대로. , 

도덕적 가치가 형식적 속성에 영향을 끼쳐서 간접적으로 예술적 가치와 

관계를 맺는 방식은 간접 관계로 분류하였다 도덕적 가치와 예술적 가. 

치가 간접 관계에 있다면 도덕적 가치는 형식적 가치에 긍정적이거나 , 

부정적인 영향을 줄 때만 간접적으로 예술적 가치나 결함과 관계가 있

다.

이처럼 본격적인 이론 분석에 필요한 개념적 도구를 설명한 후 장  , Ⅱ

에서는 거트의 윤리주의와 캐럴의 온건한 도덕주의를 차례로 살펴보았

다 필자는 우선 각 이론이 주장하는 바를 면밀히 분석하여 거트는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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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관계를 옹호하는 반면 캐럴은 간접 관계를 옹호한다는 점에서 두 도

덕주의 이론이 분명히 차이점이 있는 이론이라고 주장했다 거트는 도덕. 

적 가치가 다른 미적 가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술적 가치인 것이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 예술적 가치라고 거듭 주장했다는 점에서 필자는 

윤리주의가 직접 관계를 옹호하는 이론이라고 보았다 이와는 달리 캐. , 

럴은 도덕적 가치나 결함이 작품의 목적에 도움이 되거나 결함이 된다

는 의미에서 형식적 가치나 결함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도덕적 가치나 

결함은 예술적 가치거나 결함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필자는 온건한 . 

도덕주의는 간접 관계를 옹호하는 이론이라고 보았다. 

이어서 각 이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변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각 이론의 의의를 알아보고 한계를 지적했다 먼저 직접 관계를 옹호하. 

는 거트의 이론을 검토하고 윤리주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거, 

트가 제시하는 세 가지 논변인 도덕적 미 논변과 적절한 반응 논변 미, 

적 인지주의 논변 중 앞의 두 논변이 이론 내적으로 모순되며 나머지 

미적 인지주의 논변은 인지주의 논변 자체로서의 결함이 있다는 것을 

보였다 그에 따른 결론으로 필자는 직접 관계로는 도덕주의를 옹호할 . ,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캐럴의 온건한 도덕주의를 검토했다 필. . 

자는 캐럴은 공통 이유 논변을 사용하여 간접 관계를 옹호한다고 주장

했으며 온건한 도덕주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변에서 내적 모순이 발, 

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온건한 도덕주의는 최소한 거트의 이론이 

가지는 문제점은 피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캐럴의 온건한 도덕주의는 . 

도덕적 가치가 왜 예술적 가치인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장에서는 온건한 자율주의를 분석하였다 필자는 우선 온건한 자율  . , Ⅲ

주의 이론을 직접 관계와 간접 관계 개념을 통해 분석하여 온건한 자율

주의가 직접 관계를 반대하고 간접 관계를 인정한다는 것을 보였다 이. 

어서 온건한 자율주의가 간접 관계를 인정한다는 사실에 대한 예상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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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두 가지를 소개하고 이를 검토했다 필자가 제시한 예상 비판은 두 . 

가지였다 첫 번째 예상 비판은 자율 주의 이론이 어떠한 식으로든 도. ‘ ’ ‘

덕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 사이의 유관함 을 인정하는 것은 일견 모순되’

어 보이며 따라서 자율 주의 이론으로서 자격을 잃는다는 것이었다 두 , ‘ ’ . 

번째 예상 비판은 간접 관계를 인정하는 자율주의 이론이라면 사실상 

도덕주의와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었다 이런 예상 비판을 재반박하. 

기 위해 필자는 우선 온건한 자율주의는 작품의 잠재적 악영향은 절대, 

로 예술적 가치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온건한 도덕주의와 

분명히 차이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즉 두 이론이 가지는 공통점에도 불. , 

구하고 온건한 자율주의만의 주장이 있다는 것을 보였다 그리고 필자는 . 

온건한 도덕주의와 온건한 자율주의라는 두 대립하는 이론이 사실은 중

요한 공통점을 가진다는 점에 근거하여 윤리적 비평에서 사용하는 자, ‘

율 의 의미를 재고할 것을 제안하였다 만약 우리가 자율 개념을 다르’ . ‘ ’ 

게 해석한다면 예술적 가치의 자율성을 주장하는 것과 간접 관계를 인, 

정하는 것이 모순 없이 한 이론 안에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주

장이었다.

마지막으로 장에서는 본고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하여 도덕주의와   , Ⅳ

자율주의 사이의 쟁점을 재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필자가 제. 

안한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쟁점에 따라 각 이론의 보완점을 정리했

다. 

본 연구는 도덕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가 관계 맺는 방식 이라는 새로  ‘ ’

운 관점을 도입하여 윤리주의와 온건한 도덕주의의 차이점을 명확히 밝

혔고 온건한 자율주의에 대한 기존의 이해를 뒤집고 온건한 도덕주의와, 

의 공통점을 찾아 두 이론 사이의 관계를 재고찰하였으며 나아가 온건, 

한 도덕주의와 온건한 자율주의 사이의 쟁점을 새롭게 정리했다는 점에

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123

참고문헌

김정현 예술적 가치와 미적 가치 구분의 필요성 인문논총 제 집, , , 57 , 「 」 『 』

2007, pp. 243-270.

박상혁 도덕적으로 나쁜 예술작품이 미적으로 좋은 예술작품일 수 있, 「

는가 미학 제 권, , 50 , 2007, pp. 115-138.」 『 』

송문영 예술 작품의 도덕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의 관계 서울대학교 , , 「 」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2.

_______, “The Nature of the Intersection between Moral and 

Artistic Value”,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76:3, 2018, pp. 285-295.

이해완 작품의 도덕성과 도덕적 가치 거트의 윤리주의 비판 인문논, - , 「 」 『

총 제 집, 69 , 2013, pp. 219-255.』

_______, 예술을 통한 명제적 지식의 획득 가능성에 대한 재고 미, 「 」 『

학 제 권, 82 , 2016, pp. 141-183.』

임일환 예술 가치론과 이유들 미학 제, pro tanto, prima facie , , 82「 」 『 』

권, 2016, pp. 185-233.

주동률 예술과 도덕의 관계 입장들의 분류와 현대적 논의 미학대, - , 「 」 『

계 미학대계간행회 편집 서울대학교 출판부, , , 2007, 』

황문영 상상적 저항의 퍼즐에 대한 해결 흄과 년 이후의 논의들, : 1994「



124

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2011.」

Anderson, James C., and Jeffrey T. Dean. “Moderate 

Autonomism.” The British Journal of Aesthetics 38:2, 

1998, pp. 150-166.

Beardsley, Monroe. Aesthetics: Problems in the Philosophy of 

Criticism, New York: Harcourt, 1958.

Carroll, No l. “Art and Ethical Criticism: An Overview of Recent 

Directions of Research.” Ethics 110:2, 2000, pp. 350-387.

_______, “Art, Narrative and Moral Understanding.” Beyond 

Aesthe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pp. 270-293.

_______, “Ethics and Aesthetics: Replies to Dickie, Stecker, and 

Livingston.” The British Journal of Aesthetics 46:1, 

2006, pp. 82-95.

_______, “Moderate Moralism.” The British Journal of Aesthetics 

36:3, 1996, pp. 223-238.

_______, “Moderate Moralism Versus Moderate Autonomism.” The 

British Journal of Aesthetics 38:4, 1998, pp. 419-424.

_______, “The Wheel of Virtue: Art, Literature, and Moral 

Knowledge.”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125

60:1, 2002, pp. 3 26.–

_______, “Art and the Moral Realm”, The Blackwell Guide to 

Aesthetics, ed. Peter Kivy, Wiley-Blackwell, 2004, pp. 

126-151.

Dickie, George. “The Triumph in Triumph of the Will”, The 

British Journal of Aesthetics, 45:2, 2005, pp. 151-156.

Gass, William. “Goodness Knows Nothing of Beauty”, Harper’s 

Magazine, 1987, pp. 37-44.

Gaut, Berys. “Art and Cognition” Contemporary Debates in 

Aesthetics and the Philosophy of Art, Ed. Matthew 

Kieran. Oxford: Blackwell, 2006, pp. 115 126.–

_______, Art, Emotion and Eth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_______, “The Ethical Criticism of Art.” Aesthetics and Ethics, 

edited by Jerrold Levins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pp. 182-203.

Giovannelli, Alessandro. “The Ethical Criticism of Art: A New 

Mapping of the Territory.” Philosophia 35:2, 2007, pp. 

117-127. 

Harold, James. “Immoralism and the Valence Constraint.” The 



126

British Journal of Aesthetics 48:1, 2008, pp. 45-64.

_______, “On Judging the Moral Value of Narrative Artworks.”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64:2, 2006, pp. 

259-270.

Isenberg, Arnold. “Ethical and Aesthetic Criticism”, Aesthetics 

and the Theory of Criticism,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3, pp.  265-281

Jacobson, Daniel. “Ethical Criticism and the Vice of Moderation” 

Contemporary Debates in Aesthetics and the Philosophy 

of Art, edited by Matthew Kieran, Malden MA: Blackwell 

Publishing, 2006, pp. 343-355

_______, “In Praise of Immoral Art.” Philosophical Topics 25, 1997, 

pp. 155-199.

John, Eileen. “Artistic Value and Opportunistic Moralism.” 

Contemporary Debates in Aesthetics and the Philosophy 

of Art, edited by Matthew Kieran, Malden MA: Blackwell 

Publishing, 2006, pp. 331-341.

Kieran, Matthew. “Forbidden Knowledge”, Art and Morality, ed. 

Jose Luis Gardner Sebastian Bermudez, 2003, pp. 56-73.

Lamarque, Peter and Olsen, Stein. Truth, Fiction and Literature: 



127

a Philosophical Perspective,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Levinson, Jerrold, ed. Aesthetics and Ethics: Essays at the 

Interse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Mullin, Amy. “Evaluating Art: Morally Significant Imagining 

Versus Moral Soundness”,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60, 2002, pp. 137-149.

Posner, Richard. “Against Ethical Criticism”, Philosophy and 

Literature 21, 1997, pp. 1-27.

Schellekens, Elisabeth. “Art, Emotion, Ethics: Conceptual 

Boundaries and Kinds of Value”, Philosophical Books, 5:3, 

2009, pp. 158-171.

_______, Aesthetics and Morality, Bloomsbury Academic, 2008.

Stecker, Robert. “Immoralism and the Anti-Theoretical View.” 

The British Journal of Aesthetics 48:2, 2008, pp. 

145-161. 

_______, “The Interaction of Ethical and Aesthetic Value.” The 

British Journal of Aesthetics 45:2, 2005, pp. 138-150.

Walton, Kendall. “On the (so-called) Puzzle of Imaginative 



128

Resistance”, Shaun Nichols(Eds.), The Architecture of the 

Imagin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pp. 137-148.



129

Abstract

Critical Consideration of 

Moralism and Autonomism 

Regarding Value of Art

Choi Hyung Joo

Department of Aesthetic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Ethical Criticism argument is an argument about relation 

between moral value and artistic value of artworks. 

Representative theories of Moralism are Ethicism of Berys Gaut 

and Moderate Moralism of No l Carroll. The representative 

theory of Autonomism is Moderate Autonomism of Anderson 

and Dean.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representative theories of Moralism and Autonomism, and to 

understand them correctly, and finally to show what their 

significance and limits are. So far, we have classified ethical 

criticism theories on the basis of how often moral value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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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to artistic value (sometimes, always, never, etc). This is 

the major reason why we could not understand the theories 

correctly. Carroll’s theory was often misunderstood as almost 

the same as Gaut’s theory, and what Moderate Autonomism 

argues seemed unclear, if not contradictory. We can understand 

the theories better if we analyze them on another basis: not 

how often, but the way moral value and artistic value are 

related. I suggest we use direct relation and indirect relation as 

the new standard to classify and analyze ethical criticism 

theories.

  In the first chapter several concepts and background 

knowledge will be introduced. Critical keywords are direct 

relation and indirect relation. Direct relation means that moral 

value is in itself artistic value, without rendering any kind of 

difference in aesthetic value of a given artwork. Even when 

moral defect does not harm the coherence of the plot or 

persuasiveness of the story, moral defect should be considered 

as artistic defect. Ethicism supports direct relation. On the 

other hand, indirect relation means that moral value is related 

to artistic value only indirectly, by affecting aesthetic value. For 

example, when an artwork shows immoral attitude, that moral 

defect might harm the coherence of the plot or persuasiveness 

of the story, therefore negatively affecting aesthetic value. 

Consequently, that moral defect will give rise to artistic defect. 

However, if moral defect does not harm aesthetic value it is 

not an artistic defect. Moderate Moralism advocates indirect 

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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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chapter , I will show that Ethicism and Moderate Ⅱ

Moralism are clearly different theories in that the former 

advocates direct relation whereas the latter supports indirect 

relation. Also I will argue that Ethicism fails to be a persuasive 

theory because it is self contradictory, and that Moderate 

Moralism is a better theory since there is no contradiction. 

  In chapter , I will show that Moderate Autonomism admits Ⅲ

the possibility of indirect relation, and in that matter it shares 

important common feature with Moderate Moralism. This 

analysis leads to reconsideration of the nature of relation 

between Moderate Moralism and Moderate Autonomism. In 

other words, this analysis reveals that the two theories are not 

each other’s radical opponent. Rather they are similar to each 

other in that both theories admit indirect relation. Next, I will 

introduce two possible criticisms that can be aimed at 

Moderate Autonomism, and argue that the fact that Moderate 

Autonomism accepts indirect relation is not a fatal threat to 

the theory. The first possible criticism is that Moderate 

Autonomism that accepts indirect relation is not ‘Autonomism’ 

anymore. Second possible criticism is that if Moderate 

Autonomism accepts indirect relation and therefore share 

critical feature with Moderate Moralism, then the two theories 

are practically the same theories. To defend Moderate 

Autonomism I will first suggest a new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autonomy.’ If we understand ‘autonomy’ in a 

different way, Moderate Autonomy is not a self-contradictory 

and it can maintain its stance as an autonomism theory. 



132

Secondly, I will point out that Moderate Autonomism does have 

different stance from Moderate Moralism; the former rejects the 

view that potential moral threat is an artistic defect. 

  Finally in chapter , I will argue that we can switch the Ⅳ

direction of ethical criticism argument by admitting that two 

seemingly opposed theories share important common feature. So 

far, Moralism and Autonomism have been considered radically 

opposing theories, which led Ethical Criticism argument to 

center around a difference between the two theories. However, 

if we accept that the two theories are not that radically 

different and that they share important feature, future debate 

could result in more productive study, such as complementing 

each theories weak points.

keywords : Moralism, Autonomism, artistic value, moral value of 

art, direct relation, indrect 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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