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르크스주의 미학에서 미적 가치의 문제 

박 성 현* 

1. 들어가는 말 - 문제의 인식과 미적 가치 연구의 의의 

러시아에서 개혁의 이름 하에 진행되는 모든 분야에서의 변화는 미학의 경 

우에도 역시 적용되지만 구 소비에트 시기에 이룩한 학문적 성과는 실로 광대 

하여 현재에 있어서도 연구의 주요한 기초가 됨을 부인할 수 없다.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위한 인류 최초의 시도는 그 정신적 기반이 되는 철학분야에서 

특히 두드러졌고， 유물론과 변증법에 기초한 인식론의 발전을 펼두로 하여 철 

학의 각 하위체계들이 획득한 연구 성과는 20세기말 격동하고 있는 러시아에 

있어서도 부당하게 과소평가 되기 어렵다. 

그러한 의미에서 주요한 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이 가치논쟁이다. 서구에 

서의 가치에 관한 연구는 19세기말-20세기초 가치개념을 철학의 주요대상으로 

삼은 신칸트학파(바덴학파 혹은 프라이부르그학파)에 의해 발전하였다. 또한， 

가치개념을 절대화시킨 현상학적 철학， 고립적 · 비사회적 개인의 자의식에 기 

초하여 가치와 자유의 문제를 다루는 실존주의 철학 등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가는 관념론 철학들의 가치론에 대항하여 소비에트 철학은 가치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고 철학적 기반을 확립해야 할 펼요성에 부딪친다. 소비 

에트 철학이 가치문제를 주목하게 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사회주의 사회 

가 요구하는 새로운 인간형의 창조를 위해 윤리적 · 미적 가치와 관련된 문제 

들에 더욱 관심이 커졌다는 것이다1) 따라서 소비에트 철학에서 진행된 가치문 

제의 연구는 윤리학과 더불어 미학 내의 미적 가치에 대한 논쟁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 경희대학교 철학과 강사 
1) CM.: flpo6J1eMa ueHHOCTH B 뼈π'OCOtþHH， M.-J1., 1앉ì6， c.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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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 가치의 문제는 1960년대에 매우 첨예하게 집중적으로 논의되었고， ‘미 

적 인 것 (3CTeTHQeCKoe)’의 본질에 관한 논쟁과 관련하여 1966년 논문 모음집 

『철학에서의 가치의 문제 (np06ßeMa aeHHOCTH B ØUπOCOØHH)~로 일단락 되었으나 

70-80년대에 와서도 연구는 꾸준히 계속되었다. 논쟁과 연구에 있어 소비에트 

미학자들은 서구의 관념론적 가치론뿐만 아니라， 마르크스주의 미학 내의 속류 

사회학주의와 인식론주의의 극단성도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미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미적인 것의 본질에 관한 논쟁은 자연론자와 사회 

론자라는 두 가지 기본적 경향으로 분류되는데， 이들은 미적 가치의 객관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선 공통되나 그 존재방식에 대해서는 설명을 달리 하고 있다. 

자연론자들이 미적인 것의 객관성을 사물과 현상 자체에 존재하는 자연적 속 

성으로 파악한 반면， 사회론자들은 현실(자연， 사회)의 미적 속성을 사회적 관 

계들의 체현， 즉 ‘인간화된 자연’2)의 표현으로 보고 있다. 즉 자연의 사물이나 

현상이 인간의 실천활동에 의해 사회적 내용과 형식으로 변형 · 개조되는 과정 

속에 미적인 것의 본질이 놓여 있고 미적 가치의 객관적 발생 기원이 설명된 

다. 그러나 미적 가치와 관련하여 주체와 객체 사이의 상호연관과 상호전화，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의 변증법에 관한 문제들은 자연론자와 사회론자 

모두에게 아직도 쟁점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기여한 연구로는， O. M. 바쿠라드제， o. r. 드로브니쓰끼， M. 

C. 까간， 11. C. 나르스끼 , JI. H. 스똘로비 치 , B. n. 뚜가리 노프， H. 3. 차프차바제 

등의 저술들을 들 수 있다.3) 이 저자들은 특히 미적 가치의 개념과 타 개념들 

2) 마르크스는 1없4년 『경제학-철학 수고』에서 소외된 노동， 인간의 자기 소외와 사적 

소유의 문제를 다루면서 ‘인간화된 자연’을 언급하고 있다， 칼 마르크스경제학-철학 

수고~， 이론과 실천， 1987, 84-93쪽 참조. 
3) CM.: BaKypall3e O. M. , HCTHHa H lleHHOCTb / / Bo,l1p o,Cbl 뼈'J1o，Co，뼈H， 1966, No‘ 7; l1poõH때K때 

o. r. , npoÕJleMa lleHHOCTH H Mapl< CHCTC l< aJl 빼J10C。빼JI / / Bo，l1poC.μ φ'HJ1o，CO때H， 1966, No. 7; 
KaraH M. c., JleKaHH 110, MapKCHCTCKo，-刀eHHHcKo，i1 3CTeTHKe, J1., 1971; Hapcl<짜t H. c. , 
I1JIaJ1eKTH'IeCKo,e l1p o, THBo,pe'lHe H J1o,rHKa 110,3 HaHHJI, M. , 1969; Hapc l< l깨 H. c., UeHHOCTb H 

nOJle3HOCTb / / φ'HJ1o，C때CKHe HayKH, 1969, No. 3; CTOJlOBHq 끼. H., KaTero,pHJI l1peKpaCHo,r o, 

H o，6DteCTBeHH뼈 H/1eaπ" M. , 1969; CTOJlOBHq J1. H. , flpHpo/1a 3CTeTH'IeCKo,it aeHHo,CTH, M., 

1972; CTOJlOBHq J1. H. , 3CTeTHqeCKaJl lleHHOCTb B acne l<Te COllHaJlbHoß J]HTepMHHallHI’ 
3CTeTHQeCKOrO C03HaHHJI / / Bo,l1POCbl 뼈π'OCo"φ'HH， 1982, No. 8; TyrapHHoB B. n., 0 

aeHHo,CTJlX ){(H3HH H KyJ1bTypbl, 끼.， 1960; Teo,pHJI aeHHo,cTei1 B MapKCH3Me, J1., 1968; 
4aBQaBall3e H. 3. , 4eJlOBel< - l<y JlbTypa - lleHHOCTH / / Bo,l1p o,Cbl φ'HJ1o， Co，tþHH， 1981, No. 6; 



마르크스주의 미학때서 미적 가쳐의 문재 177 

과의 관계， 이를테면 ‘진리’， ‘유용성’， ‘가치의식’， ‘가치평가’ 등과 같은 것들 사 

이의 연관성을 연구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러면， 구 소비에트에서의 미적 가치에 관한 연구가 현재의 우리들에게 어 

떤 의의를 갖는가? 인간의 삶이 사회-역사적으로 규정된 가치관계와 관련되어 

있고 인간의 활동이 그 속에서 끊임없이 가치 평가하는 행위인 한， 가치 - 미 

적 가치를 포함하여 - 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중요한 현실성을 갖는다. 가치 

관계의 핵심은 주체와 객체간의 문제이며，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분석의 도 

구로 주체와 객체，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의 변증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미 

적 가치의 객관성을 해명해 내는 것은 서구 관념론 철학이 이해하는 가치론과 

대조적인， 마르크스주의 철학의 방법론적 수미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미적 가치와 관련하여 가치평가의 문제， 미적 이상의 문제도 

언급하게 될 것이다 

2. 미적 가치 분석의 방법론으로서의 변증법 

변증법에 대한 문제는 엄청나게 많은 그 연구량만큼이나 부정확한 이해와 

오해를 적지않이 야기시켜 왔다. 따라서 미적 가치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분석 

하기 전에 우리는 유물변증법의 몇 가지 내용들을 - 비록 잘 알려진 바이나 

- 그 기초자들로부터 다시 확인하고 념어갈 펼요가 있다. 논리학으로서의 변 

증법 또는 변증법적 논리학은 사유와 범주들의 운동에 관한 학문이다. 사유의 

법칙과 존재의 법칙은 내용상 동일하며， 전자는 후자의 반영이다. 

φ. 앵겔스의 표현을 벌린다면， 이른바 객관적 변증법 4)은 자연의 도처에 존재 

하는 반면， 이른바 주관적 변증법，5) 변증법적 사유는 자연의 도처에 존재하는 

지배적인 운동을 대립물들이라는 방식을 통해 반영할 뿐이며， 이 대립물들은 

자신의 부단한 투쟁에 의해， 그리고 궁극적인 상호전화， 더 높은 형태들로의 

전화에 의해 자연의 삶을 조건 지운다.6) 

가치가 주체와 객체 사이의 관계를 둘러싼 문제라 할 때， 우리는 변증법적 

4as 'Iasall3 e H. 3., KyJ1bTypa H ueHHocTH, T611J1I1CII, 1984, 11 T. Jl. 

4) 자연과 사회의 운동을 가리킨다. 
5) 개념들의 운동을 가리킨다. 

6) CM.: MapI<c K. , 3HreJlbC φ. ， CO 'l., 113Jl. 2, T. 20, c.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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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방식에 따라 주체와 객체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의 상호연관을 간단 

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주체는 물적(물질적)-실천적 활동과 인식의 담지자이 

며， 객체를 향한 능동성의 원천이다. 주체의 능동적 행위는 객관적 실재(현실) 

의 이러저러한 단편(斷片)이 객체로 되게끔 만드는 조건이다.7) 객체는 주체에 

대립하여 서 있는 것으로， 주체의 물(物)적-실천적 활동， 인식 활동의 방향이 

그에 놓여진다. 객체는 객관적 실재， 물질과 동일하지 않다. 그것(객체)은 인간 

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활동 속에 포함되고 

주체에 의해 물적-실천적으로 또한 인식적으로 전유되기 시작하는 것을 가리 

킨다. 이 때 객관적 실재는 인식하는 각각의 개인에게 객체로 나타나는데， ‘순 

수한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사회의 역사적 발전에 의해 만들어지고 실재를 반 

영하는 행위(활동)， 언어， 지식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8) 

주체와 객체가 서로의 존재를 전제로 해서 존재한다는 점， 어떤 주체는 다른 

주체에 대해 객체로 될 수 있다는 점(예를 들어 어떤 인간은 주체임과 동시에 

다른 인간에 대해 인식의 대상으로서 객체가 될 수 있다)을 고려할 때， 이로부 

터 주체-객체의 변증법적 상관관계를 논할 수 있게 된다. 주체-객체 문제로부 

터 파생된 것으로서의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의 범주 역시 상호연관되어 

있고 상호전화한다.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은 ‘순수히’ 주관적이거나 ‘순수 

히’ 객관적인 것(형이상학적 대립관계로서의)이 아니라， 인식의 운동과정 속에 

서 항시적으로 상호의존， 상호투쟁하는 통일적 관계이다. 즉 주관적인 것과 객 

관적인 것의 두 대립물은 투쟁 · 통일의 상태를 이루며 끊임없이 상호침투와 

상호전화를 한다. 객관적인 것은 인간의 의식과 의지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한다 

는 점에서 주관적인 것과 구별된다. 그렇다면 인간의 행위， 즉 주체의 실천적 

활동이 객관성을 갖는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 가능한가? 여기서 우리는 ‘주체

객체’의 개념으로부터 ‘주관적-객관적’의 개념을 다시 구별해 낼 필요가 있다. 

}]. H. 스똘로비치는 이 점을 주목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주체와 그것의 관계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관적인 것은 아니다. 사회 

전체를 특정한 의미에서 ‘주체’로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사회를 순수히 

주관적 현상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인간 개인도 주 

체이지만， 그 개인 안의 모든 것이 주관적인 것， 즉 개인의 의식과 의지에 의 

존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사회와 개별적 인간의 실천활동은， 비 

7) CM.: φ'HJlOCOφCKHe 3HUHK.πOl1eUHJl， B 5-H T. , T. 5, M. , 1970, c.l54. 
8) CM.: φ'HJlOCOφCKHe 3HUHKJl0 l1eUHJI, 'B 5-H T. , T. 4, M. , 1967, c. 12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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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그것이 주체 없이는 존재하지 않지만， 객관적인 과정이다 9) 

또 다른 미학자 H. 3. 차프차바제는 주체의 활동의 법칙뿐만 아니라 그 활동 

의 방향성과 결과도 객관적일 수 있다고 간주하면서 객관성을 다음과 같이 이 

해하고 있다. 

다른 주체들에 대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관계에 있어 객관성이란， 객 

체들의 세계에 존재하는 주체의 의지와 의식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의미 

에서의 객관성이라기보다， 완전히 다른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과 다른 주체들에 대한 객관적 관계를 위해서는 바로 의 

지와 의식의 극한적인 집중이 필연적인데， 그러한 집중만이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객관성’이라는 용어의 이러한 의미 속에서 객관적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낱말의 어떤 더 높은 의미에서 매우 높은 주관성이 있 

을 때뿐이 다，lQ)(이 탤릭 체 - 펼자) 

그런데 이 ‘높은 주관성’이란 무엇인가? H. 3. 차프차바제가 말하는 것처럼 

다른 주체들에 대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관계에 있어 객관성이 ‘주체의 

의지와 의식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의미에서의 객관성과는 다른 어떤 것’일 

수는 없다. 그것이 객관성인 한， 인간의 의식과 의지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한다 

는 점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H. 3. 차프차바제가 단지 ‘높은 주관성’ 

이라는 말속에서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의 변증법을 매우 추상적으로， 애 

매하고 혼란 되게 표현하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주관성(혹은 주관적인 것) 

은 당연히 주체의 존재를 포함하며 또한 객관성(혹은 객관적인 것)과의 밀접한 

연관(주관적 인 것과 객관적 인 것의 상호전화) 속에서 존재한다. 극단의 주관성 

은 객관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회적 공동체나 특정 계급에 속한 

인간이 자기 계급의 이해(利害)에 조응하여 ‘자유’， ‘노동’， ‘진리’， ‘선(善)’， ‘가치’ 

등과 같은 개념을 주관적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그 개념들에 

대한 주관적인 이해(理解)는 객관성을 내포하는데， 그것은 이른바 계급적 이해 

(理解)라는 필연성과 관련된 객관성이다. 즉 ‘노동’이라는 개념에 대해 서로 다 

른 정의(定義)와 접근방식 - 주관적인 - 을 갖는 두 계급은 이미 역사적 조 

건들에 의해 규정된 객관성 - 주체의 의지와 의식으로부터 독립된 - 에 근 

9) CTOJlOBHQ 끼. H., flpHpopa 3CTeTH'leCKOJt ueHHOCTκ M., 1972, c. 40. 
10) tlaBQaBa1l3e H. 3., Ky.nbTypa H ueHHocTH, T (ÍHJlHCH, 1984, c.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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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한 내용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객관성과 주관성은 다양한 층위의 범주와 계 

기， 조건들 속에서 상호침투， 상호전화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주체-객체의 변증법， 주관적인 것-객관적인 것의 변증법은 미적 가치를 분석 

하는 데 있어 주요한 방법론적 도구이다. 그와 더불어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방법론적 전제로， ‘진리’와 ‘가치’ 개념에 있어 절대성과 상대성의 변증법을 살 

펴볼 필요가 있다. 절대적 진리와 상대적 진리에 대해 러시아의 철학사전은 다 

음과 같이 쓰고 있다. 

변증법적 유물론은 형이상학적 유물론과는 달리， 진리를 역사적으로 조건 

지워진， 현실의 반영과정으로 이해한다. 진리가 역사 발전의 각·단계에서， 변 

화하는 어떤 영역들， 조건들， 관계들 속에서만 객체를 반영하는 한， 그것은 상 

대적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진리는 불완전하고， 객체의 모든 내용을 죄다 해 

- 결하는 것이 아니며， 대략적인 것(근사(近似)한 것)이다. 변증법적 유물론은 
‘ ... 객관적 진리의 부정이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이 진리에 있어 우리의 지식 
을 근사(近似)하게 만드는 영역들의 역사적 조건성이라는 의미에서， 우리의 

모든 지식이 갖는 상대성을 인정한다.’(레닌 전집， 14권， 124쪽) < ... > 인식이 
진보함에 따라 인류는 점점 더 진리의 상대성을 - 비록 그것을 완전히 제거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더라도 - 극복해간다. 진리가 객관적인 한， 각각의 

상대적 진리 안에는 부분적으로 절대적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11) 

인식의 과정은 객관적 진리를 향해 부단히 합법칙적으로 발전해 나아간다. 

모든 인식은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의 통일이다. 절대적인 것은 자기 안에 

상대성의 계기를 포함한다. 그것은 상대적 계기들의 총화이며 완성으로서， 상 

대적인 것 속에서 그리고 오직 상대적인 것을 통해서 실현된다. 반면 상대적인 

것은 특정한， 제한된 조건들 속의 객관적 현실에 상응하는 인식이다. 따라서， 

비록 상대적 진리가 객관성을 가지지만 그것은 역사 발전의 다양한 단계들의 

다양한 조건들 속에서 변화될 수 있다. 그러나 각각의 상대적 진리가 특정한 

조건 속의 현실을 올바르게 반영하는 한， 그것은 자신 안에 객관적 진리의 요 

소를 갖는다. 즉 주어진 해당의 상대적인 것은 상대적으로 절대적이다. 객관적 

진리는 자신 안에 다양한 질적 상태들을 포함하는 과정이다. 그것은 하나의 단 

계에서 다른 단계로 나아가는 인식의 운동과정 속에 있으며， 그 인식운동의 결 

과， 지식은 객관적 실재(현실)로부터 포착된 내용으로 채워진다. 

11) φ'HJIOcOtþCKHe 3H[!HKJIOneI1HJi, B 5-H T., T. 2, 101., 1962, 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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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술한 모든 내용은 객관적 진리가 주관적 계기들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객관적 진리 속에는 주체와 객체의 변증법적 상호관 

계가 표현되어 있다. 한편으로 진리가 인간의 활동 형식 - 인식의 운동과정 

속에서 현실의 본질과 합법칙성들을 반영하는 - 인 한 진리는 객관적이며， 또 

한편으로 진리의 획득과정 인식운동의 과정 이 인간(주체)에게 의존하는 

한 그것은 주관적 계기를 갖는다. 진리가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의 변증법 

적 통일이라는 것이 진리의 객관성 또는 객관적 진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진리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객관적 실재， 현실)에 대해 지식을 얻고 그 

지식의 진위(員健)를 판별하는 주체 즉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 맺는 인간 

의 관계를 상정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인간이 획득해 가는 지식의 내 

용 자체는 객관적 현실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인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이 

런 의미에서 진리는 객관적이다. 또 한편， 진리는 자신의 형식에 있어 인간의 

인식활동이라는 점， 즉 현실 · 사물 · 대상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 인간 

이 갖는 지식의 속성이라는 점에서 주관적 계기를 내포한다. 따라서 진리는 객 

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의 통일이며 객관적 내용의 주관적 반영이다 12) 

진리를 위와 같이 이해할 때 가치의 문제는 진리와 어떤 연관관계를 갖는 

가? 진리와 가치는 인간이 객관적 세계를 전유하는 서로 다른 방식일 뿐만 아 

니라， 현실에 대하여 서로 다른 상호관계를 상정한다. 그러므로， 비록 진리와 

가치가 어떤 영역에서는 공통성을 갖고 있고 특정한 순간이나 계기들 속에서 

합류되기는 하지만， 그것들은 자신의 고유한 틀 속에서 발전되어 나아간다. 여 

기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내용은 ‘인간에 의한 세계의， 원칙적 

으로 다른 두 가지 전유 방식에 대해 말하는 것’l3)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M. C. 

까간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세계를 전유하는 - 펼자] 첫 번째 것의 특성은 존재의 객관적 법칙들과 

그것들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인간 의식의 지향성을 표현하고 있다는 데 

있다. 왜냐하면 오직 그러한 종류의 지식들 - 객관적 진리의 지식들 - 에 

기초해서만 인간의 실천활동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 ... > 
인간에 의한 세계의 정신적 전유의 두 번째 방법은 실천활동의 또 다른 요구 

를 표현하고 있는데， 즉 ‘대상과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과의 연관’이라는 규정 

12) CM.: l1H4J1eKTHK4 I1poueCC4 1103H4HHJI(M4pKCHCTCKO-J1eHHHCKaJl IIH4π'eKTHK4， B 8-H KHHrax, 
KH. 3), M., 1985, c. 292-295. 

13) KaraH M. c. , JleKUHH 110 MapKCHCTCKO-J1eHHHCKoR 3CTeTHKe, JJ. , 1971, c.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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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것이다 < ... > 해당(주어진) 객체는 우리들에 대해， 즉 사회적 주체에 대 
해 어떤 의미를 가지며， 사회， 계급， 민족， 종족， 사회적 집단， 궁극적으로 개별 

적 개인의 생활적 활동 속에서 어떤 가치를 표상 하는가? 여기서 객관적 세 

계는， 헤겔이 말할법하듯이， ‘즉자적 존재’ 속에서가 아니라 ‘우리에 대한 존재’ 

속에서， 인간에 대한 자신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욕구에 대한 자신의 관계 

맺음 속에서， 자신의 기능적 의의 속에서， 즉 자신의 가치적 속성들 속에서 

파악된다. 객체의 가치란 바로， 주체에 대한 그것의 긍정적 의미인 것이다 14) 

여기서 우리는 진리와 가치가 각각 자신의 기반 - 즉 진리는 인식론적， 가 

치는 가치론적 - 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가치론에서의 ‘인식론주의’와 

인식론에서의 ‘가치론주의’의 위험을 염두에 둘 때 위의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치론에서의 ‘인식론주의’는 가치판단이 대상 즉 사불과 현상의 반 

영이라는 점과 사실의 기술(記述)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 때 가치판단의 특 

수성 - 진리판단과의 차이 - 은 사상(死傷)된다. 반면 인식론에서의 ‘가치론 

주의’는， 그 반대로， 진리를 가치와 동일시하며 그로 인해 인식적 판단의 본질 

을 왜곡한다. 

진리는 진리판단의 형식， 다시 말해 인식적 판단의 형식 안에 존재하고， 가 

치는 가치평가적 관계의 형식 안에 존재한다. 가치평가에서는 대상에 대한 주 

체의 관계가 표현되며 가치평가의 대상은 주체에 대하여 가치를 표상 한다. 

대상에 대해 그것의 가치를 평가하는， 주체에 의해 진술된 판단， 그것이 가치 

판단이다. 가치는 대상에 대한 주체의 관계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이 가치가 주관적이라는 것을 돗하는 것은 아니다. 가치가 주체의 의식에 

의존하느냐 않느냐는， 가치가 주체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과 아무 상 

관이 없다. 다시 말해， 가치는 자신의 존재 형식에 있어 주체에 의존하지만(주 

체에 대한 관계를 배제하고는 가치를 논할 수 없다) 이것이 가치가 자신의 내 

용에 있어 객관적이다라는 명제와 대립되는 것은 아니다(가치의 내용은 주체의 

의식과 의지로부터 독립적이며 객관적 실재 즉 현실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진리 역시 주체 없이 혹은 주체 외적으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진리적 

또는 인식적 판단의 내용은 오직 대상(사물)15)과 현상을 반영하고 기술한다. 

14) TaM *e. c. 83-84. 
15) 대상은 넓은 의미에서 사물과 개념， 현상(또는 과정) 등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주체 

에 대한 관계 속에서 객체(주체의 인식활동과 실천활동의 대상으로서의 객체)가 된다. 

주체로서의 어떤 인간이 주체로서의 다른 인간에 대해 객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는 인간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 대상은 주로 사물을 지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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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비록 진리가 객관적 실재의 주관적 반영이라 할지라도 그 자신의 내용 

은 객관적이다. 진리의 객관성은 대상의 내용에 조응하며， 주체가 의식하는 대 

상의 적합한 반영을 의미한다. 진리성은 객관적 상태를 논증하는 상호관계 속 

에 있다. 그러므로 진리는 주체의 의식과 의지로부터 독립된 객관성을 띠게 된 

다. 

가치 란 무엇인가? P. r. 케트후도프의 정의에 의하면 ‘가치는 객관적 세계의 
사물들과 현상들의 사회적 특성으로， 이 특성은 인간사회의 생산적 · 사회적 실 

천의 결과 발생하며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데 복무한다’ 16) 즉 가치는 인 

간의 정신적 · 물질적 욕구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인간의 욕구는 개인， 사회적 집단， 계급， 민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역 

사적 과정 속에서 변화해 가기 때문에 자신의 내용으로 인해 상대적이다. 여기 

서 우리는 다시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의 변증법적 상관관계를 상기하여 

야 한다. 예를 들어 ‘자유’， ‘정의(正義)’， ‘선(善)’ 등등의 개념이 갖는 가치는 역 

사 발전의 다양한 단계와 다양한 사회계층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나， 

이 개념들 자체의 존재는 - 이 개념들이 인간의 사유 속에서 폐기처분되어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 절대적이다. 절대적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운동 

의 부단한 과정 속에서， 상대적 가치가 자신의 구체적 모습을 띠고 자리를 잡 

는다. 절대성을 갖는 범인류적 가치들은 대립적인 상대적 가치들의 투쟁과 통 

일 속에서만 실현된다. 

인간의 욕구는 인간의 창조적 생산활동을 필요로 한다. 자신의 욕구를 충족 

시키기 위하여 인간은 세계에 대한 관계 속에서 실천활동을 하는 존재로 등장 

하며， 자신의 특수한 목적과 자연의 고유한 제법칙에 따라 자연을 변형 · 개조 

한다. 인간의 이러한 목적의식적 활동은 객관적 과정 속에서 전개되는데， 다시 

말해 역사적 과정 속에서 합목적적으로 발전되어 가는 것이다. 

가치는 항상 가치평가적 관계 속에 존재한다. 즉 누군가를 혹은 무엇인가를 

위한 (그것에 대한) 관계 속에서 실현되는 것이다. 가치평가 대상으로서의 가 

치는 ‘X는 좋다’， ‘P는 유용하다’와 같은 가치판단을 상정하며， 혹은 물질적 의 

미에서， 혹은 정신적인 의미에서 가치관계를 내용으로 지닌다，l7) O. M. 바쿠라 

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의 문맥적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앞으로의 논 

의에서는 필요한 부분에 ‘대상(사물)’으로 표현하기로 한다. 

16) KeTXY.1l0B P. r. , 06 oueHKe KaK rHOCeOJl。대'1ecKoll KaTerOplUI / / BeCTH. MOCK. YH- Tß, cep 

8, 3KOHO뻐Ka， 빼J10C。빼JI ， 1965, No. 4, c.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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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제가 올바르게 지적하였듯이， ‘X는 좋다’라는 가치판단은 ‘P는 참이다’라는 

인식판단으로부터 구별된다. 그러나 o. M. 바쿠라드제는 가치판단 자체 내에서 

가치평가의 다양한 내용들을 혼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X는 가치 있다’라는 

것을 ‘X는 좋다’라거나 ‘X를 찬성(시인)한다’라는 것과 동일시하는 점이다 18) ‘X 

는 가치 있다’라는 것은 사회-역사적 실천으로부터 발생한 의의를 갖는다. 그 

러므로 넓은 의미에서 볼 때， ‘X는 좋다’， ‘X를 찬성(시인)한다’라는 것뿐만 아 

니라， ‘추한 것’도 그것이 ‘아름다운 것’의 대립물로서 나타날 때는 가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 

진리의 가치는 무엇 속에 존재하는가? 진리의 가치는 인식적 가치이며 따라 

서 ‘진리성 - 진실성(JlCTJlHHOCTb)’이 제 일의적이다. 그렇다면 미적 가치는 어 

떤 특성을 갖는가? 미적 가치가 다른 가치들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이제 그 

특성을 살펴보기로 하자. 

3. 미적 가치의 특성 

어떤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개념이 존재의 어떤 부분과 관계되어 있 

는지， 어떤 영역으로 경계 지워져 있는지를 해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체로 

가치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또한 실천활동 속에 

서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대상의 특성으로 규정된다.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인간은 가치나 좋은 것(선한 것)으 

로서 대상들을 인식하고 “이 대상들에 특별한(종(種)적인) 명칭을 부여하는데， 

왜냐하면 인간들은 이러한 대상들이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 ... > 그들은 이러한 대상들을 ‘좋은 것들 - 선한 

것들(ÕJIara)’로 부르거나， 혹은 그들이 이 생산물들을 실천적으로 사용한다는 

의미의 어떤 것으로， 이 생산물들이 그들에게 유용하다라는 의미의 어떤 것으 

로 부를 수도 있다 "19) 

17) 여기서 우리는 ‘가치’라는 개념을 정신적 가치만을 뜻하는 좁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물질적 유용성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한다. 그러나 엄격히 말해 가치는 유 

용성， 즉 공리(公利)적인 관계와는 구별된다. CM.: HapCKHß H. C., UeHHOCTb H n0J1e3HOCTb 

ν φ'H.1l0COφCKMe HayKH, 1969, No. 3. 
18) CM.: 5aKypa,1l3e o. M., HCTHHa H QeHHOCTb // BonpocbI 빼JIOCO빼H， 1966, No. 7. 
19) MapKC K. H 3HreJ1bC φ. ， CO 'l., H3,1l. 2, T. 19, C. 37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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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론』에 실린 마르크스의 가치 (CTOHMOCTb)이론은 가치 (ueHHOCTb)의 발생 

기원을 기초하고 있다. 어원학적 기원에서 볼 때 가치 (ueHHOCTb)는 경제적 가 

치나 사용가치의 기반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 독일어 ‘Weπ’는 러시아어의 

‘CTOHMOCTb (value)’, ‘ueHa(price)’, ‘UeHHOCTb(value)', ‘3Ha'leHHe (meaning)’ 등으로 

번역된다. 가치 개념 해석의 복잡성은 어원학적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정신 

적 · 물질적 가치의 창조라는 의미에서， 세계에 대한 인간의 창조적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자신의 고유한 특질 속에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비록 어떤 영역에서 

는 서로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공통성(제대상， 제존재의 비교라는 점에서) 

을 갖지만， 가치 (ueHHOCTb)와 경제적 의미로부터의 가치 (CTOHMOCTb)를 동일시해 

서는 안된다. 가치 (ueHHOCTb)개념은 더 넓은 의미 (3Ha'leHHe ， meaning)와 다양한 

뜻(CMblCJI ， sense)을 가지 고 있다. 

가치는 단지 인간의 물질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물질적 선(善)만 내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정신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정신적 의미도 갖는 것이며 훨씬 광 

범위하게 이해된다. 가치는 무엇보다도 먼저 사물과 현상들의 고유한 속성에 

창조적 잠재력을 부여하는 인간의 실천활동과 관련되어 있다. 가치는 넓은 의 

미에서 주체(인간)와 객체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인간에 대한 특정한 의미를 얻 

게 된다. 

가치 개념은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의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즉 

“넓은 의미에서의 가치는 좋은 것(선한 것 õJlar이 일반과 같은 의미이다. 이것은 

가장 추상적인 개념이며， 만약 유용한 대상들도 또 다양한 종류의 정신적 가치 

들 - 미적， 윤리적， 기타 등 - 도 다 그 개념의 영향을 받는다면， 놀라울 것 

은 전혀 없다. 좁은 의미에서의 가치는 공리이상적(公利以上的) 가치이다(우리 

들의 견해로는， ‘가치’라는 용어의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자신의 ‘고유한’ 의미이 

다)."2이 

따라서 넓은 의미에서의 가치는 다양한 개념들 즉 ‘선 (.llOÕP이’， ‘유용성 

(nOJle3HOCTb)’, ‘덕 성 (llOCTOHHCTBO)’, ‘좋은 것 (õJlaro)’, ‘아름다운 것 (npeKpaCHoe)’ 

등등과 같은 것을 내포하게 된다. 달리 말해 선은 도덕적 · 윤리적 가치를 지니 

고， 유용성은 공리적(실용적) 가치로 정의되며， 물질적 재화는 물질적 · 대상(사 

물)적 가치 속에 위치하는 한편， 정의는 사회적 가치 속에， 진리는 인식적 가치 

속에， 아름다운 것은 미적 가치 속에 자신을 위치 지운다. 

가치는 자신의 위상적 · 단계적 고리를 갖는다. 그러나 이것이， 물질적 가치 

20) KpyTOyC B. n., PO,aOCJ10BH8Jf Kp8COTbI, M., 1988, c.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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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단의 가치이고 정신적 가치는 목적의 가치여서 전자가 후자보다 아래에 

위치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물질적 가치들은 물론 정신적 가치들을 위 

한 필수적인 조건이지만， 전자가 오로지 수단으로서만 작용한다고 간주해서는 

안된다. 이는 수단과 목적의 변증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질적으로 다른 두 가 

지의 가치 층들을 나란히 놓고 생각해서는 안되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수단의 

가치와 목적의 가치는 역사 발전의 어떤 순간， 계기들에서 상호전화하기 때문 

이다. 또한 물질적 가치를， 높은 정신적 가치에 대해 낮은 것으로 대립시켜서 

는 안된다(비록 그러한 대조가 구체적인 역사 발전의 특정한 맥락에서는 가능 

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의미에서 이른바 ‘높은 정신적 가치’(사회적， 정치적， 

윤리적， 미적 가치 등등)란， 낮은 것으로부터 높은 것으로의 발전의 결과로서 

특정 지울 수 있다. 그러한 가치들은 인간사회의 상부구조의 일부로서， 물질적 

가치들보다 더욱 인간의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참여를 상정한다. 그 속에는 사 

고(思考)하는 주체로서의 인간의 본질과， 인간을 다른 모든 존재들로부터 구별 

시켜 주는 것으로서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 등이 드러나 있다. 이와 같이 

미적 가치는 사고하는 존재의 발전의 높은 단계에서 자신의 독특하고 고유한 

영역을 표상하게 된다. 

그러면， 미적 가치란 도대체 무엇인가? 가치론적 접근을 시도하는 몇몇 미학 

자들은 다음과 같은 견해들을 밝히고 있다. 

미적인 것 (3CTeTH'IeCKoe)은 자연과 인간，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객체 

와 주체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효과이며， 물질적 세계의 순수히 객관 

적인 질로도， 순수히 주관적인 인간의 감각으로도 귀착될 수 없는 그러한 것 

이다.21) 

미 (KpaCOTa)란 인간과 자연이 만나는 자연스럽고도 정상적인 결과이며， 객 

관적인 것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지는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의 통일이 

다.껑) 

여기서 우리는 먼저， 미학에서 가끔 구별 없이 사용되는 몇 가지의 주요한 

기 본 용어 들 - ‘미 적 인 것 (3CTeTlitIeCKoe)’, ‘아름다운 것 (npeKpaCHoe)’, ‘미 (Kpa

COTa)’, ‘미 적 가치 (3CTeTlitIeCKa.ll lleHHOCTb)’ - 사이 의 개 념 적 • 범 주적 차이 를 

21) KaraH t.t. c. , YKa3. CO'l., C. 86. 
22) TyrapHHoB B. n., TeopHJI ueHHOCTell B MapKCH3Me, !1., 1968, c.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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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할 필요가 있다. 미적인 것 (3CTeTHlieCKoe) 의 개념은 학문으로서의 미학의 

출발이 되는 범주이며， 미학에 제범주를 제공하는 메타범주(MeTaKaTerOpH.lI)로， 

모든 미적 현상 속에서 미학적 대상의 특성을 규정짓는다. 한편， 아름다운 것 

(npeKpaCHoe)은 미 (KpaCOTa)의 매우 높은 단계를 뜻하는 것으로， 사물과 현상들 

이 갖는 미의 외적 발현일 뿐만 아니라 내적 표현이라는 점에서 사물과 현상 

들의 외적이고 형식적인 측면만을 특징짓는 아름다운 것 (KpaCHBoe)과는 구별된 

다. 아름다운 것 (npeKpaCHoe)은 기본적인 미적 범주로， 높은 미적 가치를 점유 

하는 현상들을 가리킨다. 미 (KpaCOTa)는 인간의 의식 속에 담긴 존재의 보편적 

형식의 하나로， 우리에게 만족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대상， 현상들의 내적 · 외적 

특질과 미적 의미를 밝혀준다.경) 한편， 미적 가치의 개념은 기본적 미적 범주 

인 아름다운 것뿐만 아니라， 숭고한 것， 비극적인 것， 희극적인 것의 범주와도 

관계되며， 심지어 넓은 의미에서는 반가치(反價順)로서의 추한 것， 비속한 것의 

개념도 배제하지 않는다. 

위와 같이 미 (KpaCOTa)를 어떤 대상， 현상들의 객관적 속성， 특질로 이해할 

때， 주체와 객체의 상호관계를 상정하는 미적 가치로부터 미를 구별해내지 않 

으면 안된다. 그러나 이것은 M. C. 까간이 미적인 것 (3CTeTHlieCKoe)에 대한 자신 

의 정의에서 행하듯이 관계주의 (peJl.lll\HOHH3M) 혹은 관계이론(TeOpH.lI OTH애e

HH.lI)적 입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폴란드 미학자 A. 꾸친 

스까야가 지적하듯이， “관계주의의 기본적 테제는 객관적 · 주관적 속성들의 관 

계 (peJl.lll\H.lI) - 조응(COOTBeTCTBHe) - 가 아름다운 것을 포함한 미적 가치들 

의 구성을 이끌어낸다고 말한다 "24) 이러한 관계주의적 접근 방식으로부터 벗 

어나기 위해서는 변증법적 유물론이 이해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 기반 위에서 

객체-주체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에서 인용한 가치론적 접근방식을 대변하는 몇몇 미학자들의 견해에서도 

보이듯이， 일반적으로 연구자들은 미적 가치가 주체와 객체， 주관적인 것과 객 

관적인 것의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미적 가치 

의 문제에서는 이른바 주체에 의한 미적 지각과 현실의 체험이 강조된다. 

자연도 인간도， 또한 예술활동을 포함한 인간 활동의 산물도 모두 미적 가치 

를 가질 수 있으며， 활동의 산물을 전유하는 것은 반영， 변형， 가치 평가하는 

인간의 실천과정 속에서 일어난다. 

23) CM.: 3CTeTHKa. CJ10Bapb, M., 1989. 
24) Ky'lHHcKa51 A. , 1ψeKpaCHoe. MJ빼 H tIel1cTBHTeJ1bHOCTb, M., 1977, c.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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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과연 자연 속에 있는 미적 가치는 주체의 참여 없이도 존재하는 

가? 물론 아니다. 자연 자체 내에는 객관적 · 자연적 속성으로서의 미가 존재한 

다. 이러한 미는 인간이 주체로서 그것을 지각하고 체험할 때， 즉 다시 말해 

인간이 가치 평가적 관계 속에서 그 자연의 미와 관계 맺을 때 체현된다. 가치 

평가는 가치평가 대상으로서의 가치와， 이 가치를 평가하는 주체로서의 인간을 

전제로 한다. 인간이 자연의 미를 체험하고 가치 평가하는 한， 이 미는 객체

주체의 관계 속에서 미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인간의 체험과 가치 평가하는 행위의 내용성을 정확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상술된 모든 내용은 개별적 인간의 체험과 가치평가만이 

미적 가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사실상 미적 가치 

는 인류의 실천활동 속에서 사회적 체험들을 통해 자신의 보편적 의미를 획득 

한다. 미적 가치는 또한 객관적으로 규정된 인류의 가치 평가적 의식 속에서 

구체적으로 논증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독일의 미학자 에르하르트 용(Erhard 

John) 이 미적 가치와 가치평가의 구분을 주장한 것은 올바르다고 할 수 있다. 

현실의 미적 전유라는 영역에 있어 가치는 주관적 가치평가(또한 집단적 

가치평가나 가치평가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의 사회적 실천 

에 의해 만들어지고 형성된다. 이 점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관계들 

로서의 가치와 가치평가 사이의 차이를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 필연적이다.25) 

이제 우리는 미적 가치와 가치평가의 상호연관성의 문제로 다가섰다. 이 상 

호연관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객체-주체의 관계는 그 안에서 어떻게 실현되 

는 것인가? 이상의 문제들을 마르크스주의 미학 문헌에 나타난 몇 가지 관점 

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것들의 타당성을 평가해 보기로 한다. 

4. 미적 가치와 가치평가에 대한 논쟁들 

앞에서 우리는 가치를 이해하기 위한 인식론적 전제로서 절대적인 것과 상 

대적인 것，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의 변증법적 성격을 살펴보고 가치의 일 

25) [씨T. no: CTOJIOBH4 J1. H., 3CTeTH4eC KaJl L\eHHOCTb B aCneKTe COL\HaJIbHOR lleTep뻐HaL\HH 

3CTeTH4eCKoro C03HaHHJI // BOnpoCH ØHßOCO뼈H， 1982, No. 8, c.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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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 개념， 특히 미적 가치의 개념을 설명하였다. 또한 우리는 미적 가치가 이 

른바 가치관계 속에서 객체와 주체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발생함을 상정하였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다음의 문제들이 해명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미적 

가치는 어떤 식으로 객관성을 획득하는가? 가치와 가치평가의 차이는 무엇 속 

에 있는가? 우리는 이 절에서 객관성과 주관성의 상호연관이라는 측면에서 미 

적 가치와 가치평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문제에 대한 몇 가지 관점들을 주목해 보자. 먼저 M. C. 까간에 의하면， 

가치와 가치평가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가치와 가치평가는 객체-주체 관계들의 통일적 체계 안에 있는 두 개의 극 

점과 같다. 가치는 주체에 대한 객체의 관계 속에서 객체를 특징짓고， 가치평 

가는 객체에 대한 주체의 관계를 특징짓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 그리고 오 

직 이러한 의미에서만 즉 가치와 가치평가(미적인 것을 포함하여)를 상호 

연관 지울 때， 우리는 전자의 객관성과 후자의 주관성에 대해 이야기 할 권리 

를 갖는다. 이 때 주어진 가치론적 체계의 외부에서 가치와 가치평가는 객관 

적-주관적 내용의 이중적 정보의 답지체로 등장한다 26) 

비록 M. C. 까간이 가치의 객관성과 가치평가의 주관성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객체와 주체의 상호관계의 정초는 그에게서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 이런 측면 

에 서 JJ. H. 스똘로비 치 는 M. C. 까간을 다음과 같이 비 판하고 있다. 

가치와 가치평가는 객체와 주체 사이에서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객체와 주 

체 사이의 관계의 다른 유형들이다. 가치는 실천적 관계를 표현하며 따라서 

객관적이다 가치평가는 객체와 주체의 이론적 관계 유형의 하나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주관적 이 다.낌) 

이와 같이 저자는 관계를 두 가지의 기본적 유형 즉 실천적 관계와 이론적 

관계로 나누고 있다. 실천적 관계가 객체와 주체 사이의 상호작용으로서 객관 

적 성격을 띠는 한편， 이론적 관계는 주관적인 것으로서 후속되는 실천적 검증 

에 의해 참과 거짓이 결정된다. 이론적 관계는 다시 인식적 관계와 가치 평가 

적 관계로 나누어지는데 인식적 관계에서는 주체가 객체의 작용을 반영하고， 

26) KaraH M. c. , YKa3. CO'l., C. 89. 
27) CTOJlOBH'I JI. H., I1pHpol1a 3CTeTHI.feCKOll ueHHOCTH, M., 1972, c.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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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평가적 관계에서는 주체가 주로 자기의 욕구들로부터 출발하여 객체를 

지 각하고 판정 한다.28) 

마르크스주의 철학에 있어서 객체에 대한 주체의 관계는 인식론적으로만이 

아니라 물적(物的)-실천적 관계로서도 고찰되는데， 이 실천적 관계의 기초 위 

에서 인식적 관계가 나오게 된다. 그러므로 가치가 객체와 주체 사이의 상호작 

용의 과정과 결과 속에서 형성된다고 말할 때， ‘어떤 의미에서 객체와 주체의 

관계가 이해되는지， 인식론적 관계인지 물적-실천적 관계인지’갱)를 해명하는 

것이 Jl. H. 스똘로비치에게는 매우 중요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Jl. H. 

스똘로비치에 의하면 가치는 사회-역사적 실천 과정 속에서 형성되는 것， 즉 

실천적 관계의 산물로서 객관적이며 주체에 대해 - 완전한 정도로 자각되지 

는 않지만 객관적인 의미를 띠고 있다 반면 가치평가는 이론적 관계의 한 

유형， 즉 가치 평가적 관계와 관련되며 주관적 성격을 띠게 된다. 그러므로 가 

치와 가치평가의 차이는 객체와 주체의 실천적 · 이론적 관계들의 차이에 상응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에 모든 미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그 예로， H. Jl. 

플류스니나는 이 문제에 대하여 다른 접근 방식을 제안하면서 Jl. H. 스똘로비 

치에게 이의를 제기한다. 그녀는 Jl. H. 스똘로비치가 객체와 주체 사이의 관계 

를 실천적， 이론적 관계로 이해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이론적 관계에 대한 그러한 이해는 이의를 불러일으킨다. 무엇보다도 그러 

한 이해 속에는 정의되는 속성 자체 즉 주관적인 것이 두 가지 의미를 띠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관적인 것을 인간의 의식이나 의지에 의존하는 것으 

로서 이해해 왔다 .. [1I. H. 스똘로비치에게 있어 - 필자] 주관적인 것은 아직 

당분간은 참도 거짓도 아닌， 단지 그러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주관적인 

것의 진리성 (HCTHHHOCTb)은 ‘후속되는 실천적 검증’에 의해 규정된다. 

실천적 검증 또는 실천적 관계는， 그것이 이론적 관계에 대립해 있는 한， 

따라서 단지 참일 수 있다는 가능성의 대립물로서 항상 참인 것으로 이해되 

어야 한다.30) 

이러한 맥락에서 그녀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한다. 

28) CM.: TaM lI<e, C. 48-49. 
29) TaM lI<e , C. 40. 
떼) TùnoCHHHa H. 1I., npo!5J1eMa O!5beKTHBHOCTH 3CTen써eCKoA ueHHOCTH, B KH.: Bonpocu Teo

pHH H MeTOOOJIOrHH COUHaJ1bHUX HcneooBaHHII, TOMCK, 1974, c. 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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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론적 관계의 내용 자체는， ‘후속되는 실천적 검증’ 속에서 자신의 

진리성 (HCTHHHOCTb) ， 거짓성(J10ll<HOCTb)에 대한 질문으로 되기 보다， 선행하는 

실천적 검증의 기초 위에 형성된다. 이론적 관계는， 그러한 식으로， 선행하는 

실천과 또 다른 실천적 관계 - 후속되는 실천 - 로서 나타난다， 만약 여기 

서 이 고리를 이론적인 것의 정의에 의해 대체한다면， 선행하는 실천은 주관 

적인 것， 즉 말하자변 후속되는 실천에 대해 특정하게 참이거나 거짓으로 규 

정되지 않는데， 이는 객관적이고 참된 것으로서의 실천이라는 정의에 모순되 

는 것이다. 반대로 이론적 관계가， 그 자신의 정의상 객관적이고 참된 것으로 

서의 선행하는 실천을 내포하고 있다면， 이론적 관계는 이미 순수히 주관적인 

것， 규정되지 않은 진리관계가 아니며 이것은 이론적인 것의 정의에 모순된 

다.31) 

191 

그러나 이에 대해 당연히 다음의 질문이 제기된다: 과연 실천적 검증 혹은 

실천적 관계， 달리 표현하자면 실천적 활동이 항상 참인 것인가? 물론 아니다. 

레닌이 ‘모든 인간적 실천은， 진리의 규준(KpluepHH)으로서， 또한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과 대상과의 관계를 실천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대상의 완전한 ‘정 

의 (onpelleJIeHHe)’안으로 들어와야 한다’32)라고 말한 것은， 진리의 규준으로서의 

실천이， 진리의 규준이라는 이유 때문에 항상 참이라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실천은 물론 역사 발전의 과정 속에서 이론을 검증하고， 이론의 진위(員碼) 

를 입증한다. 그러나 이론의 진위는 일시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과정 

이다. 그것은 시행착오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이론은 실천에 의해 수정되고 보 

완되며， 또한 실천을 불러일으킨다. 변증법적 · 역사적 유물론에 의하면， 발전의 

개념 자체인 역사는 진보뿐만 아니라 퇴보의 뜻도 내포하고 있다. 실천적 활동 

을 이와 같이 이해할 때， 사회-역사적 실천으로부터 객관적으로 발생하는 가치 

가 항상 참인 것은 아니다. 가치라는 말은 보통 긍정적 의미로 사용된다. 그러 

나 이것으로부터， 또한 가치가 객관적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부터， 가치가 

항상 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관점으로는， 가치와 진리성 사이의 관계에 대한 JI. H. 스똘로비치의 

견해가 H. JI. 플류스니나의 주장만큼이나 부정확해 보인다. JI. H. 스똘로비치의 

다음 구절을 살펴보자.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 가치와 가치평가 사이의 차이는 가치가 사회-역사 

31) TaM lI<e, C. 74 
32) J\eHHH B. H., nOJ1H. colψ COtf. ， T. 42, c.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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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실천과정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객관적이라는 데 있다. 반면， 가치평가 

는 가치에 대한 주관적 관계의 표현인데 그렇기 때문에 참일 수도(가치평가가 

가치에 상응할 경우)， 거짓일 수도(가치평가가 가치에 상응하지 않을 경우) 있 

다. 주관적 가치평가의 진리성 혹은 거짓성이라는 문제 자체는 오직 ‘가치’ 와 

‘가치평가’라는 개념들을 구별할 때만 발생할 수 있다.잃) 

비록 J1. H. 스똘로비치가 올바르게도， 가치의 객관성을 알아차리고는 있지만， 

또한 동시에 가치가 항상 참이다(진실되다)라는 그의 명제는 동의하기 어렵다. 

다시 말하자면 J1. H 스똘로비치는 가치와 진리성을 섞어서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 진리성이란 가치의 일부， 즉 인식적 가치 혹은 진리의 가치일 뿐이다. ‘객 

관적인’ 것과 ‘참인(진리의， 진실의)’ 것은 같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진리의 규 

준으로서의 실천을 이해한다는 것은 실천을 통해 이론을 검증해 가는 쉽 없는 

고리들과， 진리를 향해 발전해 나가는 부단한 객관적 과정을 가정한다. 만일 

미적 가치와 가치평가가 그러한 상호관계를 상정한다면， ‘가치는 객관적이다’라 

는 말과 ‘가치평가는 가치에 상응하느냐 않느냐에 따라 참이거나 거짓이다’라는 

진술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고리도 없다. 왜냐하면， 비록 가치평가가 가치에 상 

응한다 할지라도， 가치의 객관성이 항상 가치평가의 진리성(참)을 보장하는 것 

은 아니기 때문이다. 가치와 가치평가는 실천적 · 이론적 관계 속에서 서로서로 

를 검증하고 수정하며 보충하고 강화한다. 

J1. H. 스똘로비치의 관점에 대해 H. J1. 플류스니나는 또 다른 홍미로운 지적 

을 하고 있다. 그녀는 J1. H. 스똘로비치가 실천적 관계로부터 이론적 관계를， 가 

치로부터 가치평가를 분리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우리의 연구는 미적 가치를 객관적인 것으로만 주장하는 것이 그것을 주관 

적인 것으로만 주장하는 것만큼이나 일면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 

한 주장 속에는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이 두 개의 서로 다른 독립적 대 

상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것은， 이론적 관계가 실천적 관계로부터 분리되고， 

실 천 가-주체 (CYôbekT-npakTHk)가 이 론가-주체 (CYôbekT-TeopeTHk)로부터 분리 

되며， 의식과 의지가 활동으로부터 그리고 그것의 결과로부터 분리되고， 가치 

가 가치평가로부터 분리되는， 모순적 정의를 가져온다.34) 

H. J1. 플류스니나에 의하면 객체에 대한 주체의 물적-실천적 관계와 이론적 

33) CTOJlOBH'I J1. H. , Yka3. CO'l., C. 54. 
34) fl.nlOcHHHa H. 끼.， Yka3 ‘ CO'l., c.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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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는 인간의 사회적 활동의 다양한 측면으로 등장하며， 그 사회적 활동의 계 

기들로서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이 실현된다. 그러므로 가치와 가치평가는 

객체와 주체 사이의 ‘관계의 다른 유형들’(J1. H. 스똘로비치)이 아니디. 가치는 

실천적 관계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인 것만이 아니며， 가치평 

가 역시， 바로 그런 식으로， 이론적 관계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관 

적인 것만은 아니다. H. J1. 플류스니나에게 있어 가치와 가치평가는 관계의 다 

른 유형들이 아니라， 같은 가치관계의 대립적 극점들이다. 이 극점들의 객관적 

-주관적 정의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정의들(onpelleJleHIUI)의 차이는 가치관계 

의 다양한 유형들 속에 있는 가치와 가치평가에 의해 조건 지워진다. 나아가 

H. J1. 플류스니나는 가치관계를 존재의 두 가지 맥락(llBa KOHTeKCTa cymecTBo

BaH\UI)에 따라 개 별-심 리 적 맥 락(IfH띠BHnyaJlbHO-nCHXOJlOrHQeCKHH KOHTeKCT)과 

사회 -문화적 맥 락(COUHaJlbHO-KYJlbTYPHhlH KOHTeKCT)의 두 가지 유형 으로 나누고 

있다. 각각의 맥락은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의 양면성을 가지며， 가치와 

가치평가는 각 맥락의 양 측면(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 각각에 대한 관계 

에 따라 고찰된다. 따라서 가치관계의 제유형은 가치관계의 두 가지 맥락과 그 

것의 두 가지 측면으로부터 분석되는 가치와 가치평가(가치관계의 두 가지 대 

립적 극점)의 여넓 가지 (2X 2x2) 의미적 내용으로 구성된 행렬의 형식으로 나 
타난다.35) 

이 정 의 를 따른다면， 여 닮 가지 의 내용적 구분으로부터 사회 문화적 맥 락에 

서의 가치의 주관적 의미와 개별-심리적 맥락에서의 가치평가의 객관적 의미 

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나아가 H. J1. 플류스니나는 가치관계의 

표현을 맥락적 견지에서 구분하는 것이 각 맥락의 틀 속에서 가치와 가치평가 

의 객관적 · 주관적 계기들이 통일을 이루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고 주 

장한다. 

그리하여 개별-심리적 맥락의 제2위적 측면에 나오는 가치와 가치평가의 

객관적 의미는， 사회-문화적 맥락의 제 1위적 측면에 나오는 가치와 가치평가 

의 객관적 의미와 유사하다. 또 그 반대로 개별-심리적 맥락의 제 1위적 측면 

에 나오는 가치와 가치평가의 주관적 의미는 사회-문화적 맥락의 제2위적 측 

면에 나오는 가치와 가치평가의 주관적 의미와 유사하다. 구분된 의미들의 공 

통성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양 맥락과， 그 맥락들이 상호의존， 상호침 

투해가는 존재론적 통얄의 발현이다.(이탤릭체 - 필자) 문화적 대상들과 규범 

35) CM.: TaM lI<e, C. 7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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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체계의 주관화 없이는 사회 적 개인의 개성(J1H'lHOCTb CO I.\HaJlbHOrO HHllH

BHlla) 이 있을 수 없듯이， 사회적 개인의 객관화， 개인의 문화창조성 (KYJlbTYPO

TBOp'leCTBO J!H'lHOCTH) 없이는 문화적 대상들과 규범들 자체가 있을 수 없다，36)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 동의하기는 어렵다. 첫째 이것은 가치관계의 두 가지 

맥락에서 가치와 가치평가를 이해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사실 인간은 ‘개별 

심리적 맥락’에서 주관적으로 가치평가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 가치평가는 

‘사회-문화적’인 것과， 또한 역사적인 것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조건 지워진. 가 

치평가는 조건 지워지는 것 즉 자신의 피제약성이라는 점에서는 객관적 측면 

을 내포하고 있으나， 그것이 인간의 의식과 의지를 통해서만 발현되는 한 그것 

은 주관적이다. 

그렇다면 ‘개별 심리적 맥락에서의 가치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어떤 대상 

(사물)이나 현상은 (가치 평가하는 활동 안에서) 더 가치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개별-심리적 맥락’에서 다른 사람에게보다 더 큰 의미를 띨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그 대상(사물)이나 현상의 가치가 객관적으로 더 크거나 

작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인간은 자신의 주관적 가치평가를 통해서만 이 

러저러한 대상(사물)과 현상들의 가치를 지각한다. 그러나 객체에 대한 주체의 

사회-역사적 실천으로부터 발생하는 가치 그 자체는 객관적이다. 우리의 관점 

에서 볼 때， ‘개별-심리적 맥락에서의 가치’라는 말은 H, JJ, 플류스니나에게 있 

어 가치평가의 개념과 혼란되어 있다. 

둘째로， H, JJ, 플류스니나는 나누어진 의미들의 공통성이 양 맥락의 ‘존재론 

적 통일의 발현’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개별-심리적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 

의 존재론적 통일’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사실 개인과 사회의 상호연관， 개 

(인)성과 사회성의 상호연관이라는 변증법적 성질로서의 개념은 이미 존재한 

다. 따라서 ‘존재론적 통일’이라는 표현은 오히려 존재론에 대한 형이상학적 이 

해로 나아갈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실천적 · 이론적 관계 속에서 가치와 가치평가를 이해하는 

것은 이미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의 변증법을 전제하고 있으며， 그것의 역 

사적 피제약성도 상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개별인자(!.1H，llHBH，ll)가 개(인)성을 가 

진 인간(JJW，(HOCTb)으로 변화하는 것은 그 개인의 사회화와 실제로 연관되어 있 

기 때문이다. 즉 말하자면 그 개인이 사회의 일상활동 속에 자신올 능동적으로 

36) TaM :t<e, C, 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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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시키는 것， 사회의 사회-문화적 경험을 전유하고 자기내면화 시키는 것， 

자신의 심리적 활동 속에서 변혁을 이루는 것， 충동적 행동방식으로부터 의지 

적 행동방식으로 전환하는 것 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37) 

미적 가치란 미적 영역에서 객체에 대한 주체의 실천적 관계 속에 존재하는 

객체와 주체의 통일이다. 미적 가치가 가치평가와의 통일성 안에서 존재하듯 

이， 객체에 대한 주체의 실천적 관계는 이론적 관계와의 통일성 안에서만 존재 

한다. 인간적 욕구를 갖는 주체와 자신의 속성들을 갖는 객체와의 상호작용 과 

정에서 객체는 주체에 대한 가치를 획득한다. 외부세계는 오직 실천을 통해서 

만 인간에 대한 가치관계 내로 편입된다. 그리고 오직 사회-역사적 실천 과정 

속에서만 미적 가치의 본질의 복잡성과 모순성이 밝혀진다. 이와 같이， 가치와 

가치평가는 객체와 주체 사이의 변증법적 연관을 드러내고 있다. 

미적 가치는 객체와 주체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일어나며， 비록 인간의 의식과 

의지가 그 과정 속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그들로부터 독립되어 존재한다. 그러 

므로 미적 가치는 실천 활동의 객관적 과정의 산물이며， 따라서 객관적이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의문이 생긴다. 즉 가치는 주관적 측면을 가질 수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무엇 속에 가치의 주관적 요소가 있는가? 그리고 그것은 미적 

가치의 객관성과 어떻게 연관되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미적 가치와 미적 이상 

의 상호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5. 미적 가치와 미적 이상(理想)의 관계 

앞에서 우리는 객체와 주체의 실천적 · 이론적 관계 속에서 미적 가치와 가 

치평가 사이의 상호연관을 통해 미적 가치의 객관성과 미적 가치평가의 주관 

성을 이해하였다. 그러나 그 안에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의 변증법이 포함되어 있는 이상 미적 이상이라는 개념과의 관계 

속에서 미적 가치와 가치평가 안에 있는 다양한 계기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현실에 대한 인간의 미적 관계라는 틀 속에서 볼 때 미적 이상은 마땅히 실 

현되어야 할(당위적)， 그리고 실현하기를 원하는(소망적) 가치의 모습으로 나타 

난다. 이상이란 존재하지는 않지만 존재하길 바라고 존재해야만 하는 것으로， 

37) CM.: l!aB'IaBa.ll3e H. 3., Ky.nbTypa H aeHHocTH, T6따HCH ， 1984, c. 12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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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성을 향해 노력하는 인간의 의식으로부터 나온 가치의 내용이다. 이상은 

자신 안에 목적지향성을 내포하는데 말하자면 현실에 대한 인간의 상호작용을 

조절하거나 인간의 활동에 목적의식적 방향을 부여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치 

에 대한 관계로서의 이상은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하고 미래에 획득해야만 할 

어떤 목적， 주관적 계기로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은 존재하는 세계에 대한 가치평가의 규준， 즉 이루어져야 하고 

(당위적) 이루어지길 바라는(소망적) 모습으로 개조 · 변형되는 객체의 가치평 

가 규준을 내용으로 갖는다. 가치평가가 객체와 주체의 이론적 관계 속에서 주 

관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할 때， 이상을 가치평가의 주관적 규준으로서 고찰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이상의 내용 안에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이 통일 

되어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상의 객관성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그것은 첫째로 사회 역사적 피제약성 

에 있다. 이상이 비록 인간의 소망과 욕구로부터 나온다 할지라도， 인간의 의 

식이 사회-역사적 발전의 필연성에 의해 조건 지워지는 이상， 이상은 이 조건 

들 속에서 객관적으로 형성된다. 즉 이상은 자신의 내용 안에 인류 보편적 가 

치를 내포하게 된다. 

물론 이상의 내용은 개인의 특성에 의존하며 계급 민족의 특수성과도 연관 

되어 있다. 또한 그것은 다양한 역사적 시기의 발전의 성격과도 연관되어 있 

다. 그러나 또 한편， 가치(이상에 내포된 가치를 포함하여)는 모든 시대와 사회 

-역사적 조건들에 보편적인 절대적 계기를 내용으로 갖는다. 그것은 절대적 이 

상， 즉 인류 보편적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부단한 발전선상에서 만들어진다. 

비록 이상에 대한 표상이 다양한 역사적 시기와 민족 계급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나기는 하지만， 인간의 가장 숭고한 생각과 사회적 이상은 항상 완전성을 지 

향하였다. 이상의 객관적 계기는 바로 이 인류 보편적 가치와 그것을 위한 투 

쟁과 관련되어 있다. 

현실에 있어 이상은 그 현실의 실천적 개조 가능성으로서 존재한다. 단지 

그렇기 때문에， 이상은 개조되는 현실이 어떠해야 되는 지에 관한 표상의 주 

관적 형식 속에 존재한다. 자신의 객관적 형식에 있어 이상은 현실(‘존재하 

는’)의 개조를 위한 인간의 투쟁과 이 투쟁(‘존재해야 할’)과정에서의 사회 발 

전의 가능성을 통합한다.잃) 

38) rOJlb.lleHTpHXT C. c. , Bopo6el! 삐. 1\., 마'C I<yccHoHHble npo6J1eldbl TeopHH 3CTeTHtleC I<HX 

ueHHocTel! / / BeCTH. MoCK. YH- Tð, cep. 7, iþHJlOC。빼j(， 1977, No. 1, c.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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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주관적 계기로서의 이상은 인간의 목적 지향적 활동의 지시자로 나 

타난다. 그러나 이 실천활동 자체 속에서 이상은 실천으로부터 발생하는 객관 

적 가치에 대한 객관적 형식이 된다. 만일 가치가 인간의 사회-역사적， 구체적 

실천으로부터 객관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면 이상(비록 그것이 주관적 요소로 

서 처음에는 현실을 당위적 소망적 모습으로 개조하고자 하논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킬 실천을 내오겠지만) 또한 객체에 대한 주체의 실천적 관계 속에서 객 

관적 의미를 획득한다. 여기에 이상의 객관성이 존재한다. 이와 같이， 이상은 

- 미적 이상을 포함하여 - 객관적 계기와 주관적 계기의 통일이다. 

그러면， 미적 이상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미적 완전성， 즉 미적인 것의 특성 

에 있어 형식과 내용의 조화로운 통일성과 연관된다. 완전성 (COBepmeHCTBO)은 

형이상학적 의미에서의 절대적인 것 더 이상 발전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 

라， 그 자체가 완전화(COBepmeHCTBOBaHHe)의 과정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미적 가치는 미적 완전성을 지향하는 인간의 창조적 실천에 의해 생겨난다. 미 

적 완전성이란， 현실의 개조를 매개하는 미적 이상의 형식과 내용의 변증법적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완전성을 향해 나아가는 실천적 과정 

속에서 미적 가치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미적 가치， 미적 이상과 미적 완전성 

은 변증법 적 상호관계 안에 놓여 있다. 

6. 맺는 말 

변증법적 · 사적 유물론 그 자체는 주체의 의의(중요성)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변증법적 유물론의 올바른 이해는 적잖이 무시되고 심지 

어 왜곡되어 왔다. 구 소비에트 공화국의 60-70년대에는 그와 비슷한 분위기 

속에서， 마르크스주의 철학과 미학 내에 ‘주체의 의의’를 특별히 강조하는 ‘인간 

학주의 (aHTpOnOJlOrH3M)’라는 학문적 경향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철 

학과 미학에서의 ‘객관주의 (OÖbeKTHBH3M)’에 대한 대립적 극단이었을 뿐이다. 미 

적 가치를 분석하는 데 있어 주체-객체의 변증법，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 

의 변증법을 해명하는 것은 이러한 극단적인 경향들 - 객관주의， 주관주의， 

인간학주의 등 - 을 극복하고 올바른 변증법적 사유를 꾀하기 위함이다. 

미적 가치가 사회-역사적 실천과정으로부터 나오는 이상， 그것은 본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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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현상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실천과 그것의 미적 합법칙성에 대한 분석 

에 주목하지 않고서는 미적 관계의 객관적 본질도， 미적 의식의 특수성도 이 

해할 수 없다. 

미적 가치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실천적 의미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그것은 첫째， 미적 가치의 본질에 대한 지식이 미적 교육의 메커니즘과 방법론 

적 완성을 돕는다는 데 있다. 미적 교육은 가치 평가하는 인간의 능력을 발전 

시키며 그 인간으로 하여금 높은 정신적 가치를 지향하게 한다. 둘째， 미적 가 

치의 이론적 연구는 창조적 실천 - 예술적 실천을 포함하여 - 을 위한 의의 

를 갖는다. 왜냐하면， 인류가 만들어내는 가치임과 동시에 실천활동 속에서 인 

류를 지도하기도 하는 그러한 가치들은 창조적 실천 안에서 축적되고 구현되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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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облема эстетической ценности 

в марксистской эстетике 

Па.k СОН Хён 

Проблема эстетической ценности наЯболее интенсивно обсуждалась в марк

СИСТСКОЙ эстетике БО-70-х годов хх века. Тогда выявились различные ТОЧКИ 

зрения на природу эстетической ценности. 

Согласно диалектика-историческому материализму в понимании СУЩНОСТИ 

эстетического в 6О-е годы определились две основные тенденции, так назы

ваемых, ПРИРОДННI<ОВ и общественников. ХОТЯ те н другие прнзнаю, объектив

HOCib зстеiической ценности, объясняют они её по-разному. В обоих подходах 

остаются нереmёнными вопросы взаимо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объектом и субъектом, 

их Бзаимоперехода, о диале)(тике объективного и субъективного. 

Категории 'абсоJ!ЮТНОСТЬ' и 'относнтельность' не отрываются от категорий 

'объектнвность' и 'субъективность'. 3ти противоположности в процессе движе

ния, изменення, развития бытия и познания существуют в неразделимом един

стве. Каждая их ннх получает смысл и приобретает свою целостность только 

благодаря взаимосвязи с другими, .ак как все они взаимопроникаип и 

взаимопревращают друг в друга в различных категориальных моментах. 

Истина и ценность являются не только разными способами освоения чело

BekoM объеkТИВНОГО мира, но и допускают разное толкование их соо.ношения 

Meikдy собой н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ью. Истина существует в форме ис.инных суж

дений, т. е. в форме познавательных суждений, а ценность существует в форме 

оценочного отношения. В oueHke выражается отношение субъеl<та 1< предмету, 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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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e~eT OueHKH npenCTaB~eT ueHHOCTb ~ cYÕbeKTa. UeHHOCTb He cy띠eCTByeT 

õe3 OTHOmeHH~ CYÕbeKTa K npe~eTy， HO 3TO He 3HaqHT, qTO ueHHOCTb CYÕbeK

THBHa. 3aBHCl’T RH ueHHOCTb OT C03HaHH~ CYÕbeKTa, He CB~3aHO C npennORO~e

HHeM TOrO, qTO ueHHOCTb Õe3 CYÕbeKTa He CymecTByeT. 

UeHHOCTb BCerna cymecTByeT B OueHOqHOM OTHOmeH짜i ， T. e. peaRH3yeTc~ M~ 

KorO-TO HRH M~ qerO-TO. UeHHOCTb CB~3aHa ， B nepBylO Oqepenb, C npaKTH

qeCKOH ne~TeRbHOCTblO qeROBeKa, KOTOpa~ BHOCHT TBOpqeCKH때 nOTeHUHaR B COÕ

CTBeHHhle CBOHCTBa npe~eTOB H ~BReHHß. OHa nORyqaeT OnpeneR강HHoe 3HaqeHHe 

~ qeROBeKa npH B3aHMOneßCTBHH CYÕbeKTa(qeROBeKa) H OÕbeKTa B mHpOKOM 

CMhlCRe. 

3CTeTHqeCKa~ ueHHOCTb -- 3TO enHHCTBO OÕbeKTa H CYÕbeKTa B npaKTHqeCKOM 

OTHomeHHH CYÕbeKTa K OÕbeKTy B 3CTeTHqeCKOß c !þepe. B npouecce B3aHMO

neßCTBH~ CYÕbeKTa, OÕRanalOmerO qeROBeqeCKHMH nOTpeÕHOCT~MH ， H OÕbeKTa, Ha

neRëHHoro CBOHMH CBOßCTBaMH, OÕbeKT npHOÕpeTaeT ueHHOCTb M~ CYÕbeKTa. 

TORbKO qepe3 npaKTHKy BHemHHß MHp BXOnHT B ueHHOCTHOe OTHOmeHHe K qeROBe

Ky. 11 TORbKO B npouecce OÕmeCTBeHHO-HCTOpHqeCKOα npaKTHKH paCKpbIBaIOTC~ 

CRO~HOCTb H npOTHBOpeqHBOCTb npHpOnhl 3CTeTHqeCKOH ueHHOCTH. 11 ueHHOCTb H 

oueHKa oÕHapy~HBalOT nHaReKTHqecKylO CB~3b OÕbeKTa H CYÕbeKTa. 

3CTeTHqeCKa~ ueHHOCTb npOHCTeKaeT H3 B3aHMOne꺼CTBH~ OÕbeKTa H CYÕbeKTa 

H cymecTByeT He3aBHCHMO OT C03HaHH~ H BORH qeROBeKa, XOT~ OHH yqaCTByJO T B 

3TOM npouecce. CnenOBaTeRbHO, 3CTeTμqeCKa~ ueHHOCTb npenCTaB~eT COÕOH 

nponyKT OÕbeKTHBHOrO npouecca npaKTHqeCKOß ne~TeRbHOCTH. 11 n03ToMy OHa 

OÕbeKTHBHa. 

3CTeTHqeCKHß HneaR B paMKaX 3CTeTHqeCKOrO OTHOmeHH~ qeROBeKa K ne찌CT 

BHTeRbHOCTH ~BR~eTC~ Oõpa30M nO~HOß H ~eRaeMOß 3CTeTHqeCKOß ueHHOCTH. 

I1neaR COnep~HT KpHTepHß OueHKH cymeCTByJOmerO MHpa, T. e. OÕbeKTa, npeoõpa-

3yeMoro H npeoÕpa~aeMOrO B nO~H뼈 H ~eRae뻐，Iß OÕpa3. nOCKORbKy OueHKa 

CqHTaeTC~ CYÕbeKTHBHOß B TeOpeTHqeCKOM OTHOmeH찌i OÕbeKTa H cyõbeKTa, MO~
HO paCCMaTpHB aTb HneaR KaK CYÕbeKTHBHbIß KpHTepHß OueHKH. Ho B cOnep~aHHH 

HneaRa OÕbeKTHBHOe H cyõbeKTHBHOe CB~3aHbI B OnHO ueROe. l1neaR, B TOM "IHCRe 

3CTeTHqeCK때， npenCTaBR~eT COÕOß enHHCTBO OÕbeKTHBHbIX H CYÕbeKTHBHhlX MO

MeHTOB. 

3CTeTHqeCKa~ ueHHOCTb, nopO~naeTC~ TBOpqeCKOß npaKT“KOß qeROBeKa B ero 

CTpeMneHHH K 3CTeTHqeCKOMY COBepmeHcTBy. 3CTeTHqeCKOe COBepmeHCTBO -- 3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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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ymecTBJleHHe llHa JleKT‘iqeCKOrO e .llHHCTBa lþopMhl H CO.llep*aHH .!I 3CTeTHqeCKOr。

H.lleaJla , onocpe.nymmero COÕOß npeOÕpa30BaHHe .lleßCTBHTeJlbHOCTH, H B npouecce 

npaKTHqeCKOrO CTpeMJJeHH .!I K 3TOM)' COBepmeHcTBy nOpO*llaeTC .!I 3CTeTHQeCKa.!l 

ueHHOCTb. 3CTeTHQeCKa.!l ueHHOCTb, 3CTeTHQeCKHß H.lleaJl H 3CTeTHQeCKOe COBep

meHCTBO HaXO.ll.!l TC .!I B .llHaJleKTHQeCKOM COOTHOmeHHH Me*llY COÕOß.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