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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 예술비평에서 미적 개별주의의 전망을 탐색한다. 예술비평
은 예술작품을 비평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말하자면, 비평가들은 예
술작품의 의미를 찾아 적절하게 해석함으로써, 명시적으로 또는 암
묵적으로 작품을 평가한다. 이렇게 이해된 비평은 평가에 이르게 된
합리적 이유를 밝히는 작업에 속한다. 비평가는, 이를테면 ‘이 그림
은 미적으로 좋다’라고 그저 선언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림
은 우아하다. 그러므로 이것은 미적으로 좋다’라는 식의 논증을 제
시한다. 그런데 비평가가 방금 제시한 것이 논증이라면, 여기에는 숨
겨진 전제가 하나 더 있는 것 같다. 그것은 비평가들이 비평의 기준
혹은 일반 원칙으로 삼는 진술일 것이다. 말하자면, 이 논증에서 그
진술은 ‘한 예술작품에서 우아함이라는 미적 개념은 언제나 미적으
로 좋음을 함축한다’일 수 있다. 이는 예술작품에서 우아함이 갖는
평가적 성격, 여기서는 긍정적인 가치 기여를 보여주는 하나의 일반
원리이다. 이런 원리는 다른 차원에서도 진술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대상의 색이 오직 옅거나 흐릿하기만 하다면, (색깔의) 야함이라
는 미적 속성은 그 대상에 귀속될 수 없다’라는 진술은 예술작품에
서 (색깔의) 야함이 갖는 외연적 성격을 규정하는 일반 원리이다. 이
처럼 비평 담론에서 미적 개념이나 속성이 갖는 외연적 혹은 평가적
성격을 체계적으로 정식화한 진술이 ‘미적 원리’이다.
비평철학 영역에서 이른바 ‘일반주의 대 개별주의 논쟁’은 바로
이러한 미적 원리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여기서 파생되는 쟁점을 다
룬다. 일반주의에 따르면 비평가가 비평의 근거로 제시하는 원리는
일반적인 이유들이다. 말하자면, 비평가가 제시하는 이유들은 상당한
정도의 일관성을 지닌다. 그러므로 일반주의자는 그 이유들이 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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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칙성, 즉 어떤 논리적(개념적) 관계나 경험적(통계적) 경향성을
따른다고 믿는다. 반면에, 개별주의자는 그러한 미적 원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때 일반주의자가 즉각적으로 갖게 되는 의문
은, ‘미적 원리 없이 어떻게 비평이 정당화될 수 있겠는가?’이다. 따
라서 양 진영 사이의 논쟁은 미적 원리가 있는지의 여부를 따지는
것에서 나아가 미적 정당화를 다루는 논의에 이르게 된다. 그렇다면
개별주의자는 어떤 근거에서 미적 원리가 없음을 주장하는가? 또한
이 경우 미적 정당화의 문제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나는 본고에서 이러한 물음들에 대해 답변하고자 한다. 먼저, 미
적 개별주의를 위한 논증으로 나는 메타-미학 이론들의 묶음을 일괄
제시한다. 그 묶음은 참 상대주의와 형태없음 논제를 통해 모습을
갖춘 전체론이다. 나는 미적 개별주의가 기본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전체론의 귀결로 간주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참 상대주의는 비평
적 진술의 진위에 관한 판정자 중심의 의미론으로서, 전체론을 일종
의 맥락의존성으로 이해할 때 그 맥락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준다.
참 상대주의에 따르면, 그 맥락이란 판정 맥락의 미적 파라미터를
뜻한다. 말하자면, 그것은 판정자의 미적/도덕적 감수성과 판정자에
의해 취사선택된 작품 관련 서술적 정보 상태로 이루어진다. 한편
형태없음 논제는 미적 (가치)귀속이 비-미적 차원에서라면 의미 있는
공통점을 갖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형태없음 논제는 판정 맥락에 의
해 인도된 특징들이 미적 (가치)귀속의 이유로 여겨질 때 체계적인
일반 원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점을 함축한다. 그러므로 참 상대주의
와 형태없음 논제의 연합은 전체론(맥락의존성)에서 ‘맥락’과 ‘의존
성’을 구체화함으로써 미적 원리가 없다는 개별주의 결론을 도출한
다.
다음으로, 나는 미적 수반과 관련하여 개별주의자가 취할 수 있는
입장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미적 정당화를 위한 개별주의자의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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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수단이 무엇인지를 제시한다. 형태없음 논제와 미적 수반(일관성
제약으로서의 분배적 수반)은 서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개별주의자는
미적 수반을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미적
수반의 부정은, 이를테면 우아함이 전형적으로 미적 장점이지만 때
로는 미적 결함을 함축한다는 식의 가치 역전 주장을 함축한다. 따
라서 미적 수반을 부정하는 개별주의는 그것을 수용하는 입장보다
강한 입장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개별주의의 지형에서 미적
정당화를 위한 대안적 수단으로 내가 제안하는 것은 미적 추정이다.
나는 미적 정당화가 연역 또는 귀납(통계적 경향)이 아닌, 추정적 정
당화라고 주장한다. 추정은 절차적 타당성 조건만을 요구하므로 원
리보다 유연하면서도, 잘 확립된 비평 관행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
문에, 개별주의자의 미적 정당화 수단으로서 적합하다.
주요어 : 미적 개별주의, 참 상대주의, 형태없음, 미적 수반, 미적 정당화,
미적 추정
학 번 : 2010-30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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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863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낙선전(落選展, Salon des Refusés)에는 마
네(Manet)의 작품인 <풀밭 위의 점심식사>(Le Déjeuner sur l’herbe)가 전시
되었다. 이제 당신은 이 작품을 놓고 논쟁하는 비평가들 사이에 있다고 상
상해보자. 애초에 마네의 작품이 낙선전에 전시된 이유가 그러했듯이 어떤
비평가들은 이 작품이 당시 아카데미의 전통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을 지
적한다. 말하자면 이상적인 구도와 정제된 색, 정밀한 세부묘사 등을 무시
했다는 것이다. 이 작품은 어울리지 않는 색을 사용하여 엉성하게 마무리
한 스케치 수준의 그림이며 공간적 깊이감 또한 찾아보기 어렵다는 평이
다.1) 반면에 다른 비평가들은 오히려 이 작품이 형식적으로 대담하다고
판정한다. 마치 카메라가 우연히 해당 장면을 찍은 것처럼 즉각적인 시각
적 인상의 효과를 전달한다는 것이다. 공간적 깊이의 혼동은 바로 이 효과
를 위해 의도된 것이고, 중간 색조를 생략하여 명암을 최소화하는 방식은
화면의 평면성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인 셈이다.
한 예술작품에 대해 비평가들 사이에 이런 종류의 논쟁이 펼쳐진다면,
의견의 불일치를 진단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물음은 다음과 같다. 예술
비평의 미적 기준이나 원리는 제시될 수 있는가? 만약 비평의 미적 원리
라는 것이 있다면, 비평가들 사이의 불일치는 그 원리에 따라 어느 한쪽이
옳거나 그르다고 판명됨으로써 해소될 것이다. 하지만 만약 그런 원리가
없다면, 이때 ‘불일치’란 어떤 객관적인 근거 없이 그저 비평가 각자의 주
관적인 선호를 선언하는 일에 불과하다. 비평에서의 불일치와 미적 원리를

1) 당시 이 작품을 비난했던 비평가들의 여러 언급들은 다음을 참조하였다: Anne
McCauley, “Sex and the Salon: Defining Art and Immorality,” in P. H. Tucker
ed., Manet’s Le Déjeuner sur l’herb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pp. 38-74. 물론 이때 비평가들의 논쟁은 비단 작품의 미적 특징들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측면에서 작품이 묘사하는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이슈도 포함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는 논의의 범위를 작품의 미적 평가에만 국한하
여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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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이해하고 미적 원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원리의 부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비평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본다. 비평은 여
타의 담론들과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전제한다. 그런데 비평가
의 진술이 객관적 근거 없이 주관의 선호에만 의존한다면, 결국 비평에서
합리적인 의사소통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평의 미적 원리
가 없다고 주장하는 관점은 비평가의 진술을 합리적으로 정당화할 근거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인식적 부담을 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나
는 비평의 미적 원리가 있다는 주장과 더불어 그 원리의 부재가 비평을
비합리적이게끔 만든다는 주장이 애초에 보이는 것만큼 강한 설득력을 갖
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나는 오직 미적 원리만이 비평의 인식적 정
당화 수단이라는 주장을 부정함으로써 비평의 합리성에 접근할 수 있는
보다 다채롭고 풍부한 방법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비평의 미적 원
리가 있다는 관점은 ‘미적 일반주의(aesthetic generalism)’, 반대로 비평의
미적 원리가 없다는 관점은 ‘미적 개별주의(aesthetic particularism)’라고 알
려져 있다. 본고는 미적 개별주의가 예술비평에서 미적 원리의 존재와 미
적 평가의 정당화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한계를 탐색함으로써 합리
적 활동으로서 비평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고 심화시키려는 기획이다.
‘예술비평’은 무엇보다 비평가의 활동을 일컫는 말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오직 비평가들만이 예술비평을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예술비평
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누구라도 예술작품에 대해 이런 저런 방식으로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누군가의 진술이 ‘비평적 진술’이라고 말할 수 있으
려면 그 누군가가 비평가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예술비평이 어떤 활동인지
가 먼저 파악되어야 한다. 이는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철학적 진
술이나 과학적 진술이 철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의 전유물은 아니지만, 즉 누
구든 그런 종류의 진술을 할 수 있지만, 어떤 진술을 ‘과학적 진술’ 또는
‘철학적 진술’이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과학적 탐구나 철학적 탐구
에 부합하는 진술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비평적 진술 역시 예술비
평이라는 비평가의 활동에 부합하는 진술이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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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예술비평이 어떤 성격의 활동인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예술비평은 단편적인 정의가 주어질 수 있는 현상이나 활동이 아니다.
비평가들은 비평 담론의 역사 속에서 때로는 예술작품을 상찬하기보다는
꼬투리를 잡아 흠집을 내려는 사람들로, 때로는 작품에 관한 즉흥적이고
주관적인 인상을 현학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잘난 체하려는 사람들로 인식
되어 왔다. 그러나 예술비평을 차별화하는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 예술
작품에 대한 평가를 그 핵심 목표로 삼는 언어적 담론이라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평가적 비평은 합리적 이유에 근거한 평가로 이해된다. 물
론 예술비평이 대개의 경우 합리적인 평가적 비평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해서도 대립되는 견해는 존재한다.2) 그런데 과연 예술작품을 평
가하는 일이 비평과 완전히 독립적일 수 있을까? 가령 길가에 핀 장미가
아름답다는 평가와 마네의 작품이 미적으로 좋다는 평가를 비교해보자. 두
평가 모두 미적 평가이지만 그것들 사이에는 무시할 수 없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마네의 작품을 평가하는 일은 예술계의 관행을 비롯한 배경지식
없이 그저 단순하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예술비평이 그러
한 관행과 배경의 일부이고 오랫동안 그것들과 상호작용하며 형성된 것임
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마네의 작품을 평가하는 일은 장미의 아름
다움을 진술하는 것과는 달리 비평 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
럼 보인다. 이런 생각은 이제 예술비평이 많은 경우 평가적 성격을 갖는다
는 주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다. 하지만 정반대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할 때 이런 식의 추측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닌 논증이다.
이를 위해 나는 예술비평이 평가적 본성을 갖는다고 주장하는 노엘 캐
럴(Noël Carroll)의 논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본고의 논의 영역이라고
2) 많은 미학자들은 비평이 예술작품의 평가를 위한 활동이라고 믿는데 반해, 비
평에서 평가를 배제해야 한다는 생각은 특히 비평가들 사이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이다. 이러한 대립 구도 및 기술적 비평(descriptive criticism)의 경향에 대
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James Elkins, What Happened to Art Criticism?
(Chicago: Prickly Paradigm Press, 2003), pp. 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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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평가적 비평이 미적 원리를 이해하고, 개별주의 접근을 살펴보
는 데 적절한 공간이라는 점을 제시할 것이다. 캐럴은 그의 저서 On
Criticism에서 크게 다음의 세 가지를 주장한다.3) 첫째, 예술비평은 평가적
본성을 갖는다. 둘째, 비평은 예술 장르 등으로 범주화된 제약 내에서는
평가를 위한 일반 원리를 갖는다. 셋째, 예술작품의 해석과 평가에 범주
상대적 일반 원리가 있다는 주장은 작가의 실제 의도를 고려하는 온건한
실제의도주의와 가장 잘 들어맞는다. 여기서 세 번째 주장은 본고의 주제
범위를 벗어나므로 논의하지 않을 것이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 주장은 직
접적인 관련성을 갖는다. 특히 예술비평의 평가적 본성을 주장하는 캐럴의
소극적 논증, 즉 비평에서 평가를 배제하려는 시도에 대응하는 논변은 본
고의 논의 영역이 정당한 기반 위에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나는 비평의 본성이 평가라는 강한 주장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예술비평 중에서도 특히 평가적 비평을 논의 영역으로 삼을
때, 평가적 비평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불필요
하다는 우려가 있을 경우 그러한 걱정을 불식시킬 필요는 있다는 것이 나
의 생각이다.
캐럴은 다음 두 가지 기본 아이디어에서 출발한다. 한편으로 비평은 여
타의 담론들과 마찬가지로 합리성이라는 의사소통의 규범을 따른다. 다른
한편으로 비평은 예술적 평가를 목표로 삼기에 (비평에 필적하는) 다른 담
론들과 차별화된다. 그러므로 예술비평의 핵심은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한
평가라는 것이 캐럴의 주장이다. 비평에서 평가를 배제하려는 사람들은 여
타의 담론과 차별화되는 비평의 목표가 예술작품의 평가이므로 비평의 핵
심이 평가라는 캐럴의 논증을 부정한다. 캐럴이 평가 배제 시도의 대표자
로 제시하는 인물은 아서 단토(Arthur Danto)이다. 단토는 비평가의 소임이
예술작품의 의미를 찾고 그 의미가 작품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결

3) Noël Carroll, On Criticism (New York: Routledge, 2009). 앞으로 캐럴(Carroll)의
이 저서를 인용할 때 한글 번역은 『비평철학』(노엘 캐럴 저, 이해완 역, 2015
년)을 따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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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일이지 평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비평가는 예술가가 전달하려는
의미를 감상자가 파악하게끔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4) 말하자면 작품의
의미가 무엇인지, 작품이 그 의미를 어떻게 구현했는지, 그리고 그 의미와
그것의 구현 방식이 서로 얼마나 적절한지 아니면 부적절한지를 밝히는
것이야말로 비평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5) 그러나 캐럴은 바로 이러
한 적절성 여부를 결정하는 일이 작품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라는
점에서 평가적이라고 반박한다.6) 물론 캐럴의 반박은 단지 한 가지 유형
의 평가 배제 시도를 물리쳤을 뿐이다. 보다 체계적인 반론들과 그것들에
대한 비판은 앞으로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 더 자세히 다루게 될 것이다.
한편 캐럴의 관점을 평가적 비평에 국한시켜 생각하자면, 비평적 진술은
예술작품을 명시적으로 평가하는 진술과 그러한 평가의 합리적 이유들을
제시하는 진술들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비평의 미적 원리가
있다는 생각은 평가와 이유로 이루어진 비평적 진술들을 체계적으로 연결
하는 일반적 수준의 진술이 ‘원리’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주장으로 구체화
된다. 그런데 만약 미적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두 가지 유형으로 (혹은
두 단계로) 구분될 수 있을 것 같다.7) 하나는 예술작품에 대한 평가, 이를

4) Arthur Danto, Unnatural Wonders: Essays from the Gap between Art and Life
(New York: Farra, Straus, Giroux, 2005), p. 18. 단토는 같은 책의 다른 에세이
에서 다음과 같이 묻는다: “하지만 가치판단을 통해 내가 무언가를 더 했어야
만 할까?”(Ibid., p. 368.)
5) Ibid., p. 10.
6) Carroll(2009), p. 23.
7) 미적 원리를 이처럼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생각하는 것은 미학자들 사이에
서 보편적인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골드먼(Goldman)의 구분을 참조할 것: Alan
Goldman, “There Are No Aesthetic Principles,” in M. Kieran ed., Contemporary
Debates in Aesthetics and the Philosophy of Art (Oxford, UK: Blackwell
Publishing, 2006), pp. 299-300. 골드먼은 미적 원리가 기본적으로 미적 평가를
정당화하기 위한 원리라고 이해한다. 그 원리는 예술작품의 객관적이고 비-평
가적인 속성들을 작품의 전반적 평가와 연결하는 보편적 원리로서, 균형 잡힘,
거슬림, 우아함 등 중간 단계의 평가적인 미적 속성을 예술작품에 귀속할 때
작품의 객관적 속성들에 호소함으로써 그 귀속을 정당화하는 원리, 그리고 그
러한 미적 속성들에 호소함으로써 작품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정당화하는 원
리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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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면 ‘드가(Degas)의 무용수 그림은 미적으로 좋다’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미적 수준의 진술, 예컨대 ‘드가의 그림에서 무용수의 모습은 우아하다’를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일반적 수준의 진술이다. 다른 하나는 바로 이 미적
수준의 진술과 그것에 대응하는 비-미적 수준의 진술, 가령 ‘드가의 그림
에 묘사된 무용수는 특정한 곡률을 가진 곡선들로 이루어진 외양을 갖는
다’를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일반적 수준의 진술이다. 여기서 비평가는 ‘우
아하다’라는 미적 술어가 사용된 비평적 진술을 통해 드가의 작품에 우아
함이라는 미적 속성을 귀속시키면서, 동시에 상응하는 미적 개념, 즉 우아
함 개념을 작품에 적용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드가의 작품에 대한
평가와 그것을 미적 수준에서 뒷받침하는 진술을 연결하는 원리는 우아함
이라는 미적 개념 또는 속성이 미적 좋음에 기여하는 방식을 체계적으로
진술한다. 한편 드가의 작품에 대한 미적 진술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비-미
적 수준의 진술을 연결하는 원리는 우아함이라는 개념 또는 속성의 비-미
적인 외연을 결정하는 조건을 진술한다. 요컨대 비평의 미적 원리란 미적
개념 또는 속성의 평가적 기여를 체계화하거나 외연조건을 체계화하는 일
반적 수준의 진술이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이해가 공유된다면, 이제 우리는 미적 개별주의가
무엇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본고에서 다루려는 미적
개별주의는 앞서 설명한 두 가지, 즉 평가적 비평과 미적 원리에 대한 설
명을 전제한다. 먼저, 나는 미적 개별주의를 논의할 때 예술비평 중에서도
합리적 이유에 근거한 평가로 이해되는 평가적 비평의 영역 속에서 그것
을 다룬다. 다음으로, 미적 개별주의에서 검토하는 미적 원리는 1차적으로
미적 평가(미적 가치)와 미적 판단을 뒷받침한다고 주장되는 비-미적 특징
들이 따르는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규칙이다. 그렇다면 ‘이 작품은 미적으
로 좋다’, ‘이 작품은 우아하다’ 등의 미적 진술이 비-미적인 지지 근거 차
원에서 체계화된 공통점(commonality)을 갖는가, 그러한 공통점이 일반적
진술의 형태로 (즉 미적 원리의 형태로) 제시될 수 있는가 등이 개별주의
자에게 관건이 된다. 이러한 두 전제를 고려할 때 미적 개별주의는 평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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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에서 미적 (가치) 영역과 비-미적 영역을 연결하는 일반 원리가 없다
는 주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 미적 원리들 중에서 비-미적 특징과 미적
(가치) 귀속 사이의 연결이 아닌, 미적 특징과 미적 가치 사이의 연결에
대해서는 미적 개별주의가 얼마나 강하게 주장되느냐에 따라 그 입장이
분화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미 밝혔듯이 본고의 목표는 예술비평, 특히 평가적 비평에 대한 이해
를 새롭게 하고 심화하기 위해 미적 개별주의가 미적 원리의 존재 여부와
미적 평가의 정당화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한계를 탐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탐색이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미적 개별주의가
성립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미적 개별주의를 위한 논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나는 예술비평에서 미적 개별주의가 기본적으로 예술작
품에 대한 미적 (가치)판단을 뒷받침하는 일반적인 이유들이 비-미적 차원
에서 제공될 수 없다는 관점이라고 본다. 이것은 통상 이유들에 관한 전체
론(holism)적 관점이라고 여겨지기도 하는데, 개별주의는 무엇보다 그러한
이유들에 대한 전체론적 관점을 취했을 때 따라 나오는 귀결로서 일반적
이유, 즉 미적 원리가 없다는 주장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전체론을 수용
한다고 해서 언제나 개별주의가 따라 나오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미적
원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전체론을 포섭한다고 주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체론에 따르면 일반적인 이유는 제공될 수 없으므로, 한 경우에 이유인
특징은 다른 경우에는 전혀 이유가 아니거나 정반대의 이유일 수 있다. 이
때 ‘한 경우’와 ‘다른 경우’에서 이유의 지위나 성격이 달라진다는 점은
그 ‘경우’들이 각각 서로 다른 맥락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전
체론은 일종의 맥락의존성을 주장한다. 그러므로 전체론을 포섭할 수 있는
미적 원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일반주의자는 그 미적 원리가 맥락의존성까
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제시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적
개별주의의 근거로서 전체론은 단순히 맥락의존성과 동일시될 수 없다. 구
체적으로 (일반주의와 차별화되는) 그 맥락의존성이 무엇인지가 설명되어
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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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미적 개별주의는 단순히 전체론으로부터 미적 원리의 부재가
따라 나온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개별주의는 그것을 둘러싼 다른 메
타-미학 이론들, 이를테면 실재론/반-실재론, 인지주의/비-인지주의, 내재론/
외재론 등과 긴밀하게 연결된 주장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미적 개별
주의 논증은 다양한 메타-미학 이론들을 선택적으로 묶어서 일괄적으로 주
장하는 방식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적 개별주의를 주장하는
일은 메타-미학 이론들로 이루어진 그러한 이론 묶음의 최선 선택지를 찾
는 작업으로 시작된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이론들을 어느 정도까지 주장하
고, 어떤 역할을 부여할 것인지를 정하면, 우리는 비로소 미적 개별주의의
분명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본고에서 제시하는 이론 묶음은
참 상대주의(truth relativism)와 형태없음 논제(shapelessness thesis)의 조합
이다. 왜냐하면 미적 개별주의가 기본적으로 전체론을 그 지지 근거로 삼
을 때, 참 상대주의와 형태없음 논제는 맥락의존성의 ‘맥락’과 ‘의존성’ 각
각을 설명함으로써, 그리하여 전체론의 구체적인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미
적 원리가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먼저, 참 상대주의는 예술비평의 미적 판단 또는 미적 진술의 의미를 설
명하는 여러 입장들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복수의 입장들 중에서
왜 참 상대주의가 선택되어야 하는지가 분명하게 논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미적 진술의 의미를 설명하는 인지주의 및 비-인지주
의 입장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참 상대주의가 미적 개별주
의를 위한 최선의 의미론적 선택지임이 주장되어야 할 것이다. 세부적인
논증은 본격적인 논의에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참 상대주의가 어떤
이론이고 왜 필요한가를 개괄하는 것으로 대신하겠다. 참 상대주의는 미적
진술에 대한 판정자 중심의 상대주의 의미론이다. 이때 ‘판정자 중심’이라
는 것은 미적 진술의 진위를 결정하는 최종적인 심급이 판정자 관련 사실
들이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 경우 미적 진술의 진위를 결정하는 일은 그
진술에서 사용된 미적 용어(술어)가 올바르게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를 결정
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참 상대주의는 미적 술어가 예술작품에 올바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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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었다고 할 때, 그 지지 근거를 판정자 관련 사실들에서 찾는다. 판
정자 관련 사실들은 해당 작품에 대해 판정자에게 취사선택된 서술적 정
보, 그리고 판정자의 정규적인 반응을 근거짓는 감수성 관련 사실들을 가
리킨다. 작품의 평가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으로서 적절한 수준의 관련
정보가 있을 것이고, 판정자라면 누구든 그러한 정보의 획득을 요구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을 갖춘 정보, 이를테면 작품 내용의 윤리적
성격, 작품이 속한 장르의 전형적인 특징들, 예술사 맥락에서 해당 작품이
다른 작품들과 주고받는 영향 관계 등 다양한 정보가 취사선택되는 정도
와 방식은 판정자에게 달려 있다. 한편 감수성 관련 사실들은 작품 감상
과정에서 판정자 자신이 보이는 반응을 근거짓는다. 이때 판정자는 단순히
개인특이성(idiosyncrasy)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최소한 특정 판정자 집단
과 공유된 미적/도덕적 감수성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므로 판정자의 반응
은 이러한 감수성에 부합하는 규범성 혹은 일관성을 갖고 있다는 뜻에서
정규적이다. 물론 서로 다른 감수성을 공유하는 복수의 판정자 집단이 있
을 수 있기 때문에 감수성은 판정자마다 다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 판
정자 내에서도 그러한 감수성은 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정자
의 감수성은 공유 가능성을 전제하기에 그가 보이는 정규적인 반응을 근
거짓는 성향으로 파악될 수 있다.
미적 개별주의를 뒷받침하는 메타-미학 이론으로서 참 상대주의의 역할
은 개별주의의 근거가 되는 전체론의 맥락의존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는 점이다. 개별주의자가 전체론에서 ‘맥락’이라고 부르는 것은 참 상대주
의에서 말하는 판정 맥락이다. 특히 판정자 관련 사실들이 바로 그 맥락의
구체적인 내용에 해당한다. 그런데 참 상대주의는 미적 판단이나 진술에서
미적 술어가 사용될 때 그 판단이나 진술의 진위 판정이 판정 맥락에 달
려 있음을 주장하는 이론이다. 그러므로 이 이론에 따르면 예술비평에서
미적 진술의 진위는 판정 맥락의 파라미터인 판정자 관련 사실들에 의해
결정된다. 형태없음 논제는 바로 이 판정자 관련 사실들이 가리키는 바를
주목할 경우 그것이 갖는 특징이다. 참 상대주의가 예술비평의 미적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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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갖는 진리적합성(truth-aptness)에 관한 의미론이라면, 형태없음 논제는
그 진술들을 통해 작품에 귀속된 미적 속성의 진리확정자(truth-maker)가
존재하는 방식에 관한 논제이다.
이제 형태없음 논제에 대해 살펴보자. 형태없음 논제는 미적 (가치)판단
의 지지 근거가 비-미적인 차원에서는 의미 있는 형태나 공통점을 갖지 않
는다는 주장이다. 형태없음 논제는 미적 개념이나 속성이 비-미적 특징들
로 환원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함축한다. 개별 사례들 각각에 대해서는 작품
에 적용된 미적 개념이나 속성이 해당 비-미적 특징들과 동일시될 수 있겠
지만, 미적 개념이나 속성 자체가 그러한 비-미적 특징들의 어떤 공통점과
동일시되거나 환원될 수 없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다. (즉 개별자 차원이
아닌 유형 차원의 환원을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형태없음 논제는 체계화
가능성을 부정하는 귀결을 갖는다. 말하자면, 우리는 비-미적 차원의 특징
들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는 미적 속성 귀속을 위한 유용하고 체계적인
규칙, 즉 미적 원리를 가질 수 없다.
그러나 형태없음 논제가 곧장 미적 수반을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는 없다. 수반 속성인 미적 속성의 기저가 인식 가능한 하나의 비-미적 그
룹으로 묶일 수 없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에서도 수반은 성립하지 않는다
는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지는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미적 개별주의가 수
반을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선택지를 가질 수 있음을 뜻한다. 특히 미적 수
반은 미적 속성의 가치 함축을 논의할 때 그 함축이 그 자체로 역전될 수
있다고 주장될 때 비로소 완전히 부정된다. 그러므로 미적 수반을 인정하
는 개별주의는 미적 (가치)귀속과 비-미적 특징들 사이에 미적 원리는 없
지만, 최소한 판정자 (집단)내에서 미적 귀속의 일관성을 인정한다는 뜻에
서 미적 수반을 수용한다. 그러나 미적 수반을 부정하는 개별주의는 미적
가치귀속과 (두터운) 미적 특징들 사이의 그러한 최소한의 수반 관계조차
도 부정함으로써 미적 가치가 역전되어 귀속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
므로 형태없음 논제만 주장하는 개별주의보다 거기에 더해서 수반까지 부
정하는(가치 역전을 인정하는) 개별주의가 보다 강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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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미적 개별주의 입장이 논증되고, 더 나아가 분류될 수 있다면, 미적 (평가
의) 정당화 문제에 대해서는 개별주의자가 어떤 답변을 제시할 수 있을까?
주지하듯이 미적 원리는 비평가들이 예술작품에 대해 미적 판단을 내리고
최종적인 평가에 이르기까지 그 판단이나 평가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한 비평가가 ‘이 작품은 미적으로 좋다’고 진술하
고, 그러한 평가의 근거로 ‘이 작품은 우아하다’라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
시했다면, 미적 원리는 ‘우아함은 언제나 미적 좋음을 함축한다’는 식의
일반적인 이유를 제공하는 진술로서 이 비평가의 비평적 진술을 합리적이
고 정당한 것으로 만들어준다. 하지만 미적 개별주의는 미적 원리가 없다
고 주장함으로써 이러한 인식적 정당성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므
로 이 경우 비평은 비합리적인 활동으로 간주될 것이다. 미적 일반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개별주의자에게 꾸준히 제기하는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여타의 담론과 마찬가지로 비평 담론 또한 일종의 의사소통이며, 더
나아가 합리적인 의사소통이어야 한다면, 비평가의 비평적 진술을 인식적
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미적 원리를 부정할 수 있을까? 일반주의자의 이
러한 강력한 직관에 대해 미적 개별주의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아마도 이것이 미적 개별주의자에게 남은 마지막 과제일 것이다.
비평적 진술의 인식적 정당화를 둘러싼 논의는 미적 개별주의자를 오랫
동안 괴롭혀 온 문제이다. 미적 원리가 없거나, 그 원리가 있다고 주장되
더라도 그것이 정당화 수단으로서 유용하지 않을 경우, 개별주의자는 비평
의 인식적 정당화를 위한 대안적인 수단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 개별주의 접근은 미적 정당화와 관련해
서는 ‘미적 원리’와 경쟁할 수도 있다. 개별주의자가 대안적인 미적 정당
화 수단으로 제시하는 것은 (때때로 미적 원리를 대신하는) 미적 추정이
다. 일반적으로 말해 추정이란 잘 확립된 관행에 근거한, 일종의 파기 가
능한 경험칙이다.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은 다음의 세 가지 물음에 답하는
일이다. 첫째, 추정이 미적 정당화를 위한 인식적 수단일 수 있다는 근거
는 무엇인가? 둘째, 추정에 의한 정당화, 즉 추정적 정당화가 가능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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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셋째, 예술비평에서 미적 추정의 사례는 무
엇이고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가? 이 물음들에 답변함으로써 미적
추정이 비평가의 합리적인 미적 추론에서 인식적 정당화를 위한 도구로
그 역할을 할 수 있음이 드러난다면, 미적 개별주의는 비평 활동의 합리성
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어지는 장들에서는 이상 대략적으로 그려 본 청사진을 구체화
하여 논증하는 작업을 수행할 것이다. 먼저 Ⅰ장은 예비적 고찰에 해당하
는 부분이다. 여기서 나는 예술비평 가운데 평가적 비평을 논의 영역으로
삼는다는 점을 밝힌다. 이때 평가적 비평은 합리적 이유에 근거한 평가를
의미한다. 또한 미적 원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
한 것은 본고의 핵심 목표들 중 하나인 미적 개별주의 논증의 큰 그림을
제시하는 일이다. 나는 전체론으로부터 개별주의가 따라 나온다고 주장하
되, 그 전체론은 참 상대주의와 형태없음 논제가 결합된 모습으로 구체화
된다고 일괄하여 주장한다. Ⅱ장에서는 참 상대주의를 위한 논증을 펼친
다. 참 상대주의는 기본적으로 미적 개념에 대한 특정한 의미론을 주장하
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여기에는 인지주의와 비-인지주의에 걸쳐 다양
한 대안적 의미 이론들이 있다. 나는 그러한 후보들 중에서 참 상대주의가
미적 개별주의를 위한 최적의 대안임을 밝힌다. 특히 참 상대주의에서 판
정 맥락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논의함으로써, 판정 맥락이 결국 개별주의
자가 의존하는 전체론의 맥락의존성을 설명하는 것임을 보인다. Ⅲ장에서
는 형태없음 논제를 탐색한다. 형태없음 논제는 미적 개념이나 속성을 비미적으로 체계화하는 어떤 의미 있는 형태나 공통점이 없다는 주장이다.
나는 이 주장이 미적 개념/속성에 대한 비-미적 환원주의 기획과 양립 가
능하지 않음을 밝힌다. 또한 일반주의자의 적극적인 반론으로서 “형태있
음” 주장에 대한 대응책도 언급한다. 결국 형태없음 논제는 미적 (가치)귀
속과 비-미적 특징들 사이에서 그것을 비-미적 차원에서 체계화하는 미적
원리가 없다는 개별주의 주장을 그 귀결로 갖는다. Ⅳ장에서는 참 상대주
의와 형태없음 논제가 어떻게 결합하여 미적 개별주의를 지지하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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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고, 이렇게 확립된 미적 개별주의가 예술비평에서 어떤 역할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과 한계를 탐색한다. 먼저, 미적 원리의
존재 여부에 대한 주장의 강도에 따라, 특히 가치 역전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한다. 다음으로, 미적 개별주의자에게 남겨진 마지막 과제인 미적 정
당화 문제를 다룬다. 왜냐하면 미적 개별주의 관점이 옳다고 해도 미적 원
리가 없다는 주장이 갖는 인식적 정당화의 부담을 해소할 대안은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미적 원리가 없거나 유용하지 않은 영역에
서도 비평 활동이 충분히 합리적일 수 있는 근거로서 비평 관행에 뿌리를
둔 미적 추정을 인식적 정당화 수단으로서 도입할 것이다. 그로써 비평가
들의 활동이 개별주의 접근이 허용되는 영역에서는 추정적 정당화에 의해
합리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나는 본고를 통해 미적 개별주의가 단순히 미적 원리는 없
다는 형이상학적 주장에 그치는 관점이 아님을 보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객관주의 의미론에서 벗어나 비평 담론에서 나타나는 비평적 진술
들의 진위를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참 상대주의의 판정
맥락을 받아들임으로써 미적 개별주의에서 표방하는 맥락의존성의 의미를
분명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형태없음 논제를 수용함으로써 판정 맥락이 가
리키는 비-미적 특징들이 왜 일반적인 이유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된
다. 이렇게 새로운 토대 위에서 확립된 미적 개별주의는 예술비평에서 일
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가치 역전 현상과 관련된 개별주의적
설명의 가능성과 한계를 탐색해 볼 수 있다. 인식적 측면에서는 비합리적
이고 정당화될 수 없다는 비난을 감내해야 했던 것에서 벗어나 미적 추정
이라는 인식적 정당화 수단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개별주의자에게도
비평은 합리적이고 정당화될 수 있는 활동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렇다면
미적 개별주의는 단지 비평의 미적 원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회의론이 아
니라 충분한 자격을 갖춘 비평철학 이론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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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예비적 고찰
1 예술비평과 평가
미학자들은 예술비평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미학의 분야를 ‘비평철학’
또는 ‘메타비평(meta-criticism)’이라고 부른다.8) 그런데 어떤 것을 그 주제
로 삼는 철학 또는 미학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시도되는 것은 바로 그 탐
구 주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느 철학
또는 미학과 마찬가지로 비평철학에서도 그 탐구 대상인 예술비평이 무엇
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로부터 따라 나오는 비평철학의 중요한 과제와 쟁점이 무엇인지를 올바
르게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다. 본고의 주제인 미적 개별주의 연구 또한 비
평철학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므로, 예술비평이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일
은 본고에서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작업이다.
예술비평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만큼이나
8) Carroll(2009), p. 1. 물론 여기서 ‘비평철학’ 또는 ‘메타비평’은 철학적 미학의
한 조류로서, 예술을 정의하려는 본질주의자의 기획에 대해 회의적인 전망이
만연해 있던 시기에 그 대안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본질주의가 더 이상 유효하
지 않다면 이제 ‘예술철학 혹은 미학이 무엇을 탐구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된 학문 분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비평철학’이 언급될
때, 여기에는 미학은 비평철학이어야 한다는 규범적인 함축이 담겨 있다고 생
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갤리(Gallie), 비어즐리(Beardsley), 스톨니츠(Stolnitz) 등
비평철학의 선두주자들은 댄토(Danto)를 비롯한 본격적인 예술철학자들이 등장
함으로써 철학적 방법론으로서 비평철학의 규범적인 동력만큼은 상당 부분 상
실한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평철학은 그 규범적인 함축 없이도
여전히 철학적 미학의 한 분과로서 독자적인 영역과 중요성을 갖고 있다. 최근
들어 비평철학에 다시 한 번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캐럴의 노력이 『비평철학』
이라는 책을 통해 결실을 맺게 된 점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준다. 본고에서
다루는 미적 개별주의 또한 비평철학의 핵심 주제들 중 하나로서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요컨대 나는 여기서 ‘비평철학’을 규범적 함축 없이,
즉 미학 또는 예술철학이 비평철학(메타비평)이어야 한다는 암시를 배제하고,
오직 미적 개별주의 논쟁이 속한 철학적 미학의 한 분과로서 소개하려는 목적
에서 언급하는 것임을 확실히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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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관점과 접근 방법을 허용하는 매우 큰 물음이다. 후자의 물음에 완
벽한 “정답”이 존재하지 않듯이 전자의 물음에 대해서도 보편적 합의나
깔끔한 정의가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본고는 비평의 정의를
제시하기 위한 논의가 아니다. 본고에서 필요한 것은 예술비평이 어떤 핵
심적인 특징들을 갖춘 담론인지를 파악하는 일이다. 그러한 담론적 특징들
을 전제로 삼아 미적 개별주의 접근이 예술비평에서 어떤 설명적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러한 역할이 갖는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것이 본
고의 목표이다.

1.1 예술비평의 요소들
‘예술비평’이란 기본적으로 비평가들의 특정한 활동을 일컫는 말이다.
이때 비평가의 활동이란 좁은 의미에서는 전형적으로 진술의 형태로 제시
되는 언어적 행위를 뜻하고, 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그러한 진술들을 통한
의사소통까지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예술비평은 비평적 진술들과 그것들을
통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일종의 담론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렇다면
예술비평은 비평 담론 관련 다양한 층위에서 특징적인 요소들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대략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비평의 대상: 예술작품, 예술 사조, 양식, 운동, 장르, 매체 등.
(2) 비평 담론의 주체 또는 참여자: 예술가, 비평가, 감상자, 독자 등.
(3) 비평의 배경적 요소: 예술 관행, 예술 및 예술사 이론, 예술 관련 다양
한 학분 분과의 이론들을 포함하는 제도적, 맥락적 정보나 지식.

예술비평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예술작품들이지만, 그 대상이 반드시 작품
에 한정될 필요는 없다. 특정 예술작품들의 집합이 갖는 특징들을 하나의
사조나 양식 또는 장르로 분류하여 그것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비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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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예술작품이 구현되는 매체에 대한 비평도 가능
하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렇게 확장된 의미의 비평보다는 예술작품에 대
한 비평에 주로 주목할 것이다. 다음으로, 예술비평 담론에는 다양한 종류
의 참여자들이 있다. 비평이 곧 작품 감상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평
을 위해 작품의 감상은 필수적이다. 그런데 작품의 감상이 있으려면, 작품
이 있어야 하고, 감상자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예술가와 감상자는 예술
비평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예술가와 감상자가 비평
을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감상자가 독자로서 비평가의 안내를 받는다는
점, 비평가의 비평이 예술가의 예술적 선택과 관련된 시사를 통해 예술가
와 상호작용한다는 점 등은 비평을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요소들이다.
이러한 요소들을 충분히 감안한 상태에서, 본고에서는 비평가의 비평, 그
리고 그 비평을 통한 비평가들 사이의 의사소통 문제에 대해 주로 다룰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평의 배경적 요소는 비평적 진술이 갖는 의미를 파
악하고 평가적 비평의 핵심을 이해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비평
에서 나타나는 미적 진술들은 비평가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배경적 요소
들을 배제하고서는 적절하게 이해될 수 없다. 비평이 단순히 의견의 개진
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제도적인 맥락하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은 그러한
배경적 요소들이 비평가 관련 사실들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
을 암시한다.
이러한 기본 요소들을 고려할 때, 본고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는 부분은
예술작품에 대해 일정한 배경적 자격을 갖춘 비평가들이 제시하는 진술
및 그들의 의사소통 양태이다. 다시 말해, 비평적 진술들의 의미(내용), 그
진술들의 특징적인 성격(미적/비-미적, 평가적/비-평가적 성격), 비평 내 진
술들 사이의 관계(이유, 추론, 정당화, 원리), 비평 간 진술들 사이의 관계
(미적 일치, 불일치, 철회) 등이 주된 관심사이다. 왜냐하면 앞으로 본격적
으로 다룰 미적 개별주의는 바로 이러한 관심사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나 관심사를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왜
이것들이 본고에서 논의되어야 하는지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이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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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예술비평의 성격이 특정한 방식으로 이해될 경우 본고에서 논의될 만
한 가치를 갖게 된다. 그러므로 다음 절에서는 그러한 예술비평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1.2 예술비평의 평가적 성격
여기서 ‘예술비평의 성격’이라고 일컫는 것은 예술비평이 갖는 주된 목
적과 관련이 있다. 그 목적이란 예술작품에 대한 미적/예술적 평가이다. 이
때 평가는 합리적 이유에 근거한 평가를 뜻한다. 하지만 주지하듯이 예술
적/미적 평가의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는 일이 모든 예술비평의 주요 목적
인 것은 아니다. 예컨대 인상주의 비평은 합리적 이유나 근거를 찾음으로
써 어떤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모든 시도를 부정하고, 예술작품이 비평가에
게 환기하는 상상력과 정서를 자유롭게 탐색할 것을 주장했다. 물론 이렇
게 극단적인 주장에 이르지 않더라도, 평가라는 것이 평가적 비평에서조차
불필요한 잉여라거나 아예 배제되어야 한다는 견해 또한 만만치 않게 등
장한다. 나는 비평 담론이 항상 평가만을 목표로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
만, 평가적 비평에서조차 평가가 중요하지 않거나 필요없는 것으로 빠져도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평가는 때때로 비평에서 가장 중요
한 목표일 수 있다. 본고의 주제인 미적 개별주의 연구 또한 많은 부분 평
가적 비평의 구성요소들에 관한 것이므로, 여기서는 예술비평이 평가적인
핵심 목표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꽤나 그럴듯한 견해임을 간략하게 논
증함으로써 앞으로의 논의가 이러한 관점하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
록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비평의 본성이 합리적 이유에 근거한 평가라는
캐럴의 견해를 평가적 비평의 영역으로 한정하여 소개할 것이다.
캐럴에 따르면, “비평가란 예술작품을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하여 평가
(the reasoned evaluation)하는 사람이다.”9) 그렇다면 비평가는 단순히 칭찬
하거나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다. 비평가의 활동은 “합리성이라는 규범에
9) Carroll(2009),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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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재구성”10)된다. 즉 비평가의 진술들로 이루어진 언어적 담화는 내적
으로 정합적일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전제한다. 이런 의미에서
비평에는 “평가―특히 이유와 증거에 근거한 평가―가 요청된다.”11) 나아
가 독자나 감상자 쪽에서 “비평은 독자들이 자신들 앞에 놓인 예술작품에
서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발견하도록 돕는”12) 역할을 수행한다. 예술비평
이 이처럼 평가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라면, 비평철학의 문제들이 가치평가
및 비평이라는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생각은 아주 자연스럽다.13)
예술비평이 평가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관점은, 달리 말하자면 평가
적 비평에서 평가는 비평의 핵심 목표라고 주장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주
장은 평가라는 핵심 목표 덕분에 그러한 비평이 그것에 필적하는 다른 담
론들과 구분된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 목표가 비평을 구성하는 다른 요소
들, 예컨대 해석이나 기술을 위계적으로 종속시킨다는 이유로 지지된다.14)
이를테면 예술에 관한 역사적 담론들은 예술작품을 기술하고 분석한다는
점에서는 비평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기술과 분석은 종종
역사적 맥락 속에서 작품 생산의 경제적 수익 모델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
기 위한 근거로 제시되거나 작가의 화풍이 변화한 원인을 건강 상태의 변
화 등을 포함하는 전기적 사건으로 돌리기 위한 근거로 제시된다. 그러나
평가적 비평은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담론이 아니다. 이 경우 비평
은 무엇보다 작품에 대한 예술적 평가를 목표로 삼는다는 점에서 예로 든
역사적 담론과 차별화된다. 더불어 예술적 평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기
술이나 분석이 이러한 비평에서 제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말하자면 평

10) Ibid., p. 3.
11) Ibid., p. 16.
12) Ibid., 8.
13) 스톨니츠는 비평철학이 ‘작품을 분석할 때 정확하게 우리는 무엇을 하려는 것
인가?’, ‘우리는 왜 분석을 하려고 하는가?’와 같은 질문들을 다룬다고 설명하
면서, 그것이 가치평가와 비평이라는 두 가지 활동과 관련된다는 견해를 내놓
았다: Jerome Stolnitz, Aesthetics and Philosophy of Art Criticism: A Critical
Introduction (Boston: Houghton Mifflin, 1960), p. 370.
14) Carroll(2009), p. 18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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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적 비평에서 제시되는 대부분의 기술과 분석은 예술적 평가를 직·간접적
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므로 평가적 비평의 요소들은 평가에 위계적으
로 종속된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평가적 비평에서조차 평가가 필수적이지 않다
거나 아예 배제되어야 한다는 반론 또한 만만치 않게 제기되어 왔다. 이러
한 반론들15)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비평
개념이 평가를 포함하는 방식에 근거한 반론. 둘째, 평가적 비평이 초래하
는 결과에 근거한 반론.
먼저, 비평 개념에 평가를 포함시키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반론은 주로 다음의 두 가지를 문제 삼는다: (a) 평가적 비평에서 평가는
해석이나 기술 등의 활동 이후에 나타나는 활동이 아니라 비평이 시작되
기 이전에 비평의 대상을 선택할 때 개입되는 활동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b) 비평에 평가가 포함될 수는 있지만 평가적 비평에서조차 평가가 꼭 필
요한 것은 아니다.
첫 번째 경우부터 살펴보자. 만약 이 반론이 단순히 평가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잘못 선택했다는 주장이라면, 이것은 비평의 평가적 성격을 부정하
는 반론이 전혀 아니다.16) 왜냐하면 비평에서 평가와 그밖의 비평 요소들,
즉 해석, 분석, 기술 등은 시간적 선후가 아닌 추론의 전제들과 결론으로
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반론의 요점은 비평 대상의 선
15) 캐럴은 비평이 평가적 본성을 갖는다는 자신의 견해에 반대하는 주장들을 일
목요연하게 정리해놓은 바 있다: Ibid., pp. 19-43.
16) 분명 캐럴은 이 반론을 정식화하면서 평가 시점이 언제인지가 이 반론을 구
성하는 내용인 것인 양 서술하고 있다(Ibid., p. 19). 그러므로 평가 시점이 해
석이나 기술 같은 활동 이후에 나타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러한 활동이 이루
어지기 전에 비평의 대상을 선택할 때 이미 평가가 내재되어 있다고 본다면
이는 캐럴의 관점에 반대하는 주장일 것이다. 그러나 정작 캐럴은 평가가 나타
나는 시점이 그 자체로 왜 문제가 되는지는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후 캐
럴의 논증을 보건대, 캐럴은 평가 시점 그 자체보다는 ‘선택=평가’라는 아이디
어가 반론의 핵심이라고 본 것이 틀림없다. 캐럴이 나중에 이 반론을 ‘선택 논
변’(the selection argument)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을 봐도 이 점이 뒷받침된다.
나는 애초에 캐럴이 평가의 ‘시점’이라는 말로 반론을 정식화하려 시도한 것이
오해를 살만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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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에 이미 평가가 내재되어 있다는 주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제 반론은 비평이 평가를 포함함으로써 그것에 필적하는 다른 담론들과
구분될 수 있다는 점에서 평가적 성격을 갖는다는 논증을 부정하는 것으
로 이해될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술작품에 대한 역사적 담론 또한 어떤 작
품을 다룰 것인지 선택하는 일로 시작하며 그러한 선택에는 분명 선택된
대상이 다른 대상보다 주목할만한 가치가 있음이 내재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택에 내재된 평가는 비평에서 나타나는 비평가의 예술적 평가
와는 별개일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떤 작품을 비평할 것인지를 비평가 스스
로 선택하는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비평가는 다른 사람들, 예컨대
전시 기획자나 출판 관계자로부터 비평을 위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설
령 그들의 선택에 평가가 내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예술작품에
대한 비평가의 평가와는 다를 수 있다. ‘선택에 내재된 평가’라는 표현에
는 대개 그 평가가 긍정적일 것이라는 가정이 은연중에 포함되어 있고, 긍
정적인 평가는 선택을 위한 하나의 안내자이지만17), 그렇다고 해서 비평가
가 선택된 작품을 언제나 긍정적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누가 작품
을 선택했건 비평가는 그 작품을 부정적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게다가 선
택에 언제나 미적/예술적 평가가 내재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예술사학자
가 선택한 작품이 연구할만한 가치가 있다는 의미에서 거기에 평가가 내
재되어 있다면, 이는 미적/예술적 가치를 가진다는 의미에서 그 작품을 평
가하여 선택한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첫 번째 반론, 이른
바 ‘선택 논변’을 가지고는 비평의 평가적 성격을 부정하기 어렵다.
두 번째 경우는 평가적 비평에서조차 평가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반론이다. 예를 들어 비평가들은 『햄릿』(Hamlet)과 같은 고전을 비평할 때
햄릿이 처한 상황 속에서 그의 말과 행동을 기술하고, ‘햄릿은 왜 주저하
는가?’라는 문제에 주목하여 다양한 해석들을 내놓을 수 있다. 이는 햄릿
이라는 인물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17) Stolnitz(1960), p.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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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비평가는 이 작품을 당시의 대표적인 장르였던 복수극으로 보고 햄
릿이 자신의 삼촌을 죽일 마음의 준비가 된 단호하고 용감한 젊은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므로 복수의 과정에서 주저함이 나타나는 것은 결국 복수자
가 극복해야 할 장애물로서 고안된 하나의 장치에 불과하다고 제안될 수
있다. 다른 비평가는 햄릿의 망설임이 무의식적인 힘에 의거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Oidepus Complex)에 해당한다는 정신분석학적 해석을 내놓는다.
햄릿은 어머니에 대한 성적 애착을 억압하는 데서 오는 죄의식과 아버지
의 위치를 빼앗은 삼촌을 죽이는 원죄 사이에서 느끼는 감정 때문에 주저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18) 이것들 중 어떤 해석적 귀결에 이르게 되었건,
문제는 비평가들의 기술, 분석, 해석에 덧붙여 그리고 그것들을 근거로, 결
국 이 작품이 매우 큰 가치를 지닌 훌륭한 작품임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고 진술하는 일이 이상해 보인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이런 식의 평가는 굳
이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을 말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 같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종류의 비평에서 명시적인 평가가 반드시 뒤따를 필요는 없
어 보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비평의 경우 평가가 어떤 의미에서
도 부재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때 평가는 맥락상 암묵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전을 찬사하는 평가는 비평가들 사이에
서 이미 충분한 합의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분석과 해석이 긍정
적인 평가를 뒷받침하리라는 점은 고전 비평의 기본적인 전제일 수 있다.
말하자면 우리는 『햄릿』에 관한 대부분의 비평들이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전제하고 제시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만약 그렇지 않고 부정적으
로 평가하려는 비평가가 있다면, 반드시 명시적인 평가를 덧붙여야만 할
것이다. 그러므로 평가적 비평에서 평가는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필수적
요소이다.
다음으로, 평가적 비평이 초래하는 부정적인 또는 부적절한 효과에 근거
한 반론을 살펴보자. 우선 비평의 평가적 성격을 가정할 경우 그러한 비평
은 비생산적이거나 심지어 비열하다는 의미에서 부정적인 효과를 낳게 되
18) Ibid., pp. 467-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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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평가적 비평이 비생산적
이거나 비열하다는 주장은 여기에 개입된 평가가 대부분 부정적인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생각을 전제하고 있다. 말하자면 비평가는 예술작품의 가
치를 파악하여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술하기보다는 결함이
나 흠결을 꼬투리 잡아 비난을 일삼고, 더 나아가 지능적으로 조롱하는 식
으로 거들먹거리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반론은 평가 개념에 대
한 오해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다. 비평가는 파괴적
인 비평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평가는 긍정적일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생산적일 수 있다. 게다가 부정적인 비평조차 파괴적이지 않을 수 있다.
부정적 비평을 통해서 작품의 향상이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부정적 평가가 작품이나 작가에 대한 조롱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제대로 된 비평이 아닐 공산이 크다. 왜냐하면 진정한 평가적 비평이라면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한 평가를 포함해야 하는데 작품을 의도적으로 흠집
내는 데 열중하거나 작가를 인신공격하는 평가는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있다고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요컨대 평가적 비평의 부정적 효과에
근거한 반론은 비평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부 부정적인 평가를 과장하여
오도한 결과에 불과하다.
한편 평가적 비평은 예술가의 선택에 대해 특정한 지시나 지침을 내리
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이 반론에
서 먼저 살펴볼 것은 평가적 비평이 예술가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적극적
인 방식으로 제시하는지의 여부이다. 다시 말해 비평가들은 통상 평가를
통해 예술가의 특정한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면서 그 선택의 대안까
지 제안하는가? 대부분의 경우 비평가들은 예술가의 어떤 구체적 선택이
예술작품에서 적절하지 않거나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어떤 방식
으로든 그것이 다르게 표현되었어야 한다는 암시를 준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다른 방식을 비평가 본인이 직접 특정하여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특히 부정적인 비평에서 어떤 지시나
지침으로 받아들일 만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소극적인 의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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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적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므로 평가적 비평이 예술가의 선택에 대한
적극적인 관여로서 부적절하다는 반론은 성립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예술비평이 평가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생
각은 반론들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럴듯해 보인다. 물론 캐럴처럼 예
술비평의 본성이 평가적이라는 강한 주장을 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평
가적 비평의 핵심이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한 평가라는 관점은 앞으로 전
개할 논의의 전제로 사용되기에는 충분해 보인다. 그렇다면 이제 평가적
비평 내에서 본고의 관심사들을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자.

1.3 평가적 비평과 비평의 미적 원리
평가적 비평이 합리적 이유에 근거한 평가로 이해될 수 있다면, 평가의
이유들이 어떤 방식으로 제공되는지를 설명하는 일은 평가적 비평을 이해
하는 데 핵심적이다. 이 경우에는 특히 그 이유들이 어떤 체계화된 원리를
따르는 일반적인 이유로서 제시되는지, 아니면 그러한 원리를 필요로 하지
않고도 제시될 수 있는지가 논쟁의 대상이 된다. 평가의 이유들을 체계화
화는 비평의 기준 또는 미적 원리가 있는지의 여부를 다투는 논쟁의 양측
은 각각 ‘미적 개별주의’와 ‘미적 일반주의’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제임스
셸리(James Shelly)에 따르면 이러한 명칭을 명시적으로 사용하여 논쟁을
본격화한 고전적 논의는 다음의 두 논문에 담겨 있다. 미적 개별주의 관점
의 경우 아이센버그(Isenberg)의 “Critical Communication”이고, 미적 일반주
의 관점의 경우는 시블리(Sibley)의 “General Criteria and Reasons in
Aesthetics”이다.19) 그러나 이 논문들로부터 각각의 명칭에 걸맞게 공식화
19) James Shelly, “Critical Compatibilism,” in M. Kieran & D. Lopes eds.,
Knowing Art: Essays in Aesthetics and Epistemology (Dordrecht, The Netherlands:
Springer, 2006), p. 125. 여기서 언급된 아이센버그(Isenberg)와 시블리(Sibley)의
논문은 각각 다음과 같다: Arnold Isenberg(1949), “Critical Communication,”
Philosophical Review, Vol. 58, pp. 330-344, Frank Sibley, “General Criteria and
Reasons in Aesthetics,” in J. Fisher ed., Essays on Aesthetics: Perspectives on
the Work of Monroe C. Beardsley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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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논증을 추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특히 시블리의 논점에 대한 해석은
일반주의와 개별주의 관점 사이에서 애매한 측면이 있다.20) 그러므로 여기
서 나는 각각의 관점에 어떤 인물이나 논문을 특정하기보다는 두 관점이
보여주는 양립 불가능한 기본 주장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고자 한다.
미적 일반주의와 미적 개별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주장은 미적 원리가
있는지의 여부에서 엇갈린다. 일반주의자는 비평의 미적 원리가 있다고 주
장하고, 반대로 개별주의자는 그런 미적 원리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다
면 이 주장들은 존재론적으로 또는 형이상학적으로 양립 불가능해 보인다.
그런데 이들 쌍방의 대립 구도는 보이는 것만큼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최근의 논의는 미적 원리의 존재 여부에 대해 양 극단 사이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반영하는 주장들을 포함하기 때문이다.21) 말하자면 존
재론적/형이상학적 주장 자체가 그 주장의 정도에 따라 세부적으로 다양할
수 있기에 논의는 한층 더 복잡한 양상을 띤다. 내가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복잡한 지형 속에서 미적 개별주의가 점유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위치를 찾고, 이 경우 미적 개별주의가 어떤 이론적 토대 위
에서 성립할 수 있으며, 비평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탐색하는
것이다.
미적 개별주의 논쟁22)이 다투는 쟁점은 일차적으로 미적 원리에 관한

pp. 3-20.
20) 시블리의 관점을 어느 쪽으로 해석해야 하는지에 관한 비교적 최근의 논쟁은
다음을 참조할 것: Anna Berqvist(2010), “Why Sibley is Not a Generalist After
All,” British Journal of Aesthetics, Vol. 50, pp. 1-14, Claire Kirwin(2011), “Why
Sibley Is (Probably) Not a Particularist After All,” British Journal of Aesthetics,
Vol. 51, pp. 201-212.
21) 이를테면 미적 원리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보편성의 정도를 pro tanto 절이
나 ceteris paribus 절을 사용하여 제한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또는 미적 원리
를 연역적 원리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귀납적 원리로 간주할 것이냐에 따라서도
형이상학적 주장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
22) ‘미적 개별주의 논쟁’이라는 표현은 미적 일반주의와 미적 개별주의 사이의
논쟁을 일컫기 위해 사용될 것이다. 매번 긴 문구를 사용하기보다는 표현상의
효율성을 위해 특별히 혼동을 초래하지 않는 한 ‘미적 개별주의 논쟁’ 또는 단
순히 ‘개별주의 논쟁’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 24 -

것이므로 무엇보다 이 논쟁에서 언급되는 비평의 ‘미적 원리’가 무엇을 가
리키는 말인지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우선 비평의 미적 원리는 예술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 예술가가 내리는 결정이나 선택과는 구분된다. 비평
가는 예술가의 선택과 결정을 일반화하여 모아 놓은 어떤 규정집을 들고
서 작품이 그것에 위배되는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심판관이 아니다. 비평가
는 작품의 제작보다는 감상에 관심을 갖고, 그 과정에서 작품이 주는 다양
한 효과를 관찰하고 평가한다.23)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술비평이 곧 예
술 감상인 것은 아니다. 물론 비평에는 감상이 전제된다는 점, 비평이 감
상의 안내자라는 점은 각각 사실일 수 있다. 그러나 비평은 분석적이고 평
가적인 태도를 요구하는 반면, 감상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작품에 몰입하는
태도, 이른바 ‘미적 태도’가 개입된다. 이러한 태도의 차이는 비평과 감상
이 추구하는 목적의 차이 때문일 것이다. 말하자면 비평은 평가를 목적으
로 하기에 작품에 대한 평가와 그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지적인 접근이
요구되지만, 감상은 소위 ‘미적 경험’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기에 감상자
가 작품에 대한 평가적 지식을 반드시 가져야 할 필요는 없다.24) 이와 같
은 구분을 고려할 때 비평의 미적 원리를 정식화하는 일은 단순히 예술가
의 선택이나 감상자의 경험에 의존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수많은 비평가
들이 지금까지 수행해 온 비평 그 자체, 즉 비평적 진술들 속에서 그러한
진술이 갖는 성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다.
먼저 ‘비평적 진술’이란 무엇이든 그저 비평가의 진술을 일컫는 말인가?
비평가가 어떤 진술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무엇이건 상관없이 모두 비평
적 진술이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심지어 비평가만이 비
평적 진술을 하는 것도 아닐지 모른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모두가 일상
적으로 “비평적” 진술을 하며 살아가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예술비평 담
론에서 비평적 진술이란, 물론 비평가의 진술이겠으나, 가장 기본적으로는
예술작품에 관한 진술이다.25) 그런데 예술작품에 관한 진술은 그 성격에
23) Carroll(2009), p. 26.
24) Stolnitz(1960), pp. 37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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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예술작품 그 자체보다는 작
품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맥락들을 반영하는 진술이다. 특정한 작품의
발생론적 조건으로 간주될 수 있는 사회적/역사적 상황들, 그 작품이 사회
에 미치는 도덕적/경제적 효과, 그 작품이 다른 작품들과 맺고 있는 관계
및 상호작용 등 예술작품의 원인과 결과에 관한 진술들은 ‘외적 진술
(external statement)’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예술작품 그 자체에
초점을 둔 진술들도 있다. 이를테면 특정 회화 작품의 선과 색, 그것들이
이루는 구성상의 형식적 특징들, 나아가 그러한 특징들이 작품의 미적 가
치에 기여하는 방식 등에 관한 진술들은 ‘내적 진술(internal statement)’이
될 것이다. 이러한 내적 진술들은 기본적으로 예술작품의 미적 성질들에
관한 진술이며, 예술작품을 기술하고 해석하며 평가하는 진술이다. 말하자
면 내적 진술은 미학과 비평철학이 다루는 문제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의 모든 내적 진술은 적합한 의미의 비평적 진술
이다. 그런데 외적 진술들은 기본적으로 미학이 아닌 역사학, 사회학, 심리
학, 경제학, 정신분석학 등의 다른 분과에서 다루는 문제와 연관된다. 그러
므로 외적 진술들은 오직 그것들이 내적 진술들의 검증에 유관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만 엄밀한 의미에서 비평적 진술로 간주될 것이다.26) 비평
의 미적 원리가 미적 평가를 위한 기준임을 고려할 때, 결국 외적 진술이
건 내적 진술이건 예술작품의 미적 평가에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 진술들만이 비평적 진술로서 미적 원리와 관련을 맺는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미적 원리가 비평적 진술들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살펴봄으로써 미적 원리를 정식화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
25) Monroe Beardsley, Aesthetics: Problems in the Philosophy of Criticism
(Indianapolis, IN: Hackett, 1981[1958]), p. 3.
26) 비평적 진술을 외적 진술과 내적 진술로 구분하는 아이디어는 비어즐리에게
서 가져온 것이다. 다만, 비어즐리는 그러한 진술들 모두가 지각적인 미적 대
상에 관한 것이라고 보았다. 나는 여기서 예술비평을 다루고 있으므로 그 진술
들이 예술작품에 관한 것이라고 적용 범위를 한정했으며, 그 진술들이 반드시
지각적 성질들 또는 그것들에 기초한 것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비어즐리의 구
분은 다음을 참조: Beardsley, op. cit., pp. 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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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수 있다. 무엇보다 미적 원리는 예술작품의 비-미적인 기술적 특징들
(non-aesthetically descriptive features)에 관한 비평적 진술들을 궁극적으로
는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미적 평가와 체계적으로 연결해주는 일반적인
수준의 진술이다. 그런데 이러한 미적 원리는 통상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
된다. 하나는 예술작품에 대한 비-미적인 기술적 진술을 그것에 상응하는
특정 미적 진술과 연결하는 원리이고, 다른 하나는 그 미적 진술을 작품에
대한 전반적 평가인 평결적 진술과 연결하는 원리이다. 전자의 원리는 비
평가가 예술작품에 귀속시키는 미적 속성이나 개념의 외연을 비-미적인 차
원에서 체계화하는 역할을 하며, 후자의 원리는 작품에 귀속된 미적 속성
이나 개념이 해당 작품의 전반적인 미적 가치에 기여하는 방식을 체계화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어떤 음악 비평가가 바흐(Bach)의 <골드
베르크 변주곡>(Goldberg Variations)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비평적
진술이 포함된 비평을 했다고 생각해보자.

(1) 이 작품은 미적으로 좋다.
(2) 이 작품은 형식적 통일성을 갖추고 있다.
(3) 이 작품은 단일 주제 구조의 음악적 형식을 갖고 있다.

여기서 비평가는 이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미적 가치평가인 미적 좋음을
주장하는 평결적 진술 (1)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적 진술 (2)를 제시하고,
진술 (2)에서 작품에 적용된 미적 개념인 통일성의 근거로서 그것의 외연
을 보여주는 비-미적인 기술적 진술 (3)을 제시하고 있다. 이제 만약 이 비
평이 합리적 이유에 근거한 평가로서 정당화될 수 있다면, 이는 진술 (1)
과 (2)의 관계, 그리고 (2)와 (3)의 관계를 일반적인 수준에서 체계화하는
원리들을 필요로 할 것처럼 보인다. 말하자면 ‘(형식적) 통일성은 미적 좋
음을 함축한다’, ‘단일 주제 구조(의 음악적) 형식은 통일성을 갖춘 것으로
간주된다’와 같은 일반적 수준의 원리들이 있는 경우에 이 비평가의 비평
은 정당화될 것이다. 요컨대 미적 원리란 미적 속성 또는 개념이 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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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적 진술에서 그것들이 갖는 외연적 또는 평가적 기여를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일반적 수준의 진술이다.

2 미적 개별주의 논쟁과 메타-미학의 입장들
미적 개별주의에 관한 논의는 앞서 살펴본 두 가지를 전제로 한다. 하나
는 예술비평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인데, 나는 여기서 합리적 이유에 근
거한 평가로 이해되는 평가적 비평의 영역을 다룬다. 다른 하나는 미적 원
리가 있다면, 그러한 미적 원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이다. 미적 개별주
의에서 다루는 미적 원리는 1차적으로 미적 (가치)판단을 뒷받침한다고 주
장되는 비-미적 특징들이 따르는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규칙이다. 즉 ‘이
작품은 미적으로 좋다’, ‘이 작품은 우아하다’ 등의 미적 진술이 비-미적인
지지 근거 차원에서 체계화된 공통점(commonality)을 갖는가, 그러한 공통
점이 일반화된 이유 수준의 진술로 (즉 미적 원리의 형태로) 제시될 수 있
는가 등이 쟁점이 된다. 요컨대 이러한 두 전제를 고려할 때 미적 개별주
의는 평가적 비평에서 미적 (가치) 영역과 비-미적 영역을 연결하는 보편
적 원리가 없다는 주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만, 1.3절에서 제시된 미적 원리들 중에서 비-미적 특징과 미적 (가치)
귀속 사이의 연결이 아닌, 미적 특징과 미적 가치 사이의 연결을 관장하는
원리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남아 있다. 왜냐하면 여기서 개별주의자
는, 예컨대 한 작품의 우아함이 (전형적으로 이해되듯이) 그 작품의 미적
장점(즉 미적 좋음)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 그 우아함 때문에(‘우아함
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다!) 그 작품이 미적 결함을 갖게 되는(즉 미적으로
나쁘게 되는), 이른바 ‘가치평가의 역전’까지 주장하는 강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한 경우에 우아함을 귀속시키는 이
유였던 비-미적 특징 N이 다른 경우에는 (단지 그 N이 이번에는 우아함의
귀속과 무관하다는 뜻에서 적법한 이유로서의 자격을 아예 갖지 않는 것
이 아니라) 오히려 우아함을 귀속시켜서는 안 될 반대 이유일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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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에서, 미적 귀속의 “역전”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비-미적 이유가
미적 귀속의 외연 차원에서 “역전”될 수 있다는 주장은 미적 가치의 역전
과 직접 연결되거나 그것을 필연적으로 함축하지 않는다.27) 그러므로 미적
이유가 미적 가치 귀속의 역전을 허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부류의 개별
주의에 대해서는 그것이 미적 이유의 평가적 기여를 체계화하는 미적 원
리와 관련된다는 점, 그리고 평가적 비평이 결국 작품에 대한 가치평가의
문제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별도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우아함이 pro tanto 미적 좋음을 함축하는 방식으로 체계화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즉 실제 가치 역전은 부정하되 pro tanto 원리에 의
존해 역전 “현상”을 설명하고), 비-미적 차원에서 체계화되는 원리만 없다
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제 개별주의자라기보다는 유연한 일반
주의자가 되는 길로 접어든 것이다. 개별주의자는 가치 역전이 실제로 일

27) 비-미적 이유가 미적 귀속의 외연 차원에서 “역전”된다는 것이 엄밀한 의미에
서 미적 귀속 그 자체를 역전시키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는지는 분명치 않다.
우아함 개념을 놓고 다시 생각해 보자. 우아함은 전형적으로 미적 좋음을 함축
한다. 따라서 한 작품에 우아함이 귀속되면, 일반적으로 그 작품은 그 우아함
때문에 미적 장점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가치 역전이 일어난다고 하
면, 그 작품은 오히려 우아함 때문에 미적 결함을 가지게 된다. 이때 우아함은
그 작품에 미적 좋음을 귀속시키지 말아야 할 반대 이유일 뿐만 아니라, 더 나
아가 미적 나쁨이라는 역전된 가치를 귀속시켜야 할 이유이다. 반면에 한 작품
에 우아함이 귀속된 것이 비-미적 특징 N 때문이라고 하자. 그렇다면 N은 그
작품에 우아함을 귀속시켜야 할 비-미적 이유이다. 그런데 여기서도 가치 역전
과 유사하게 어떤 “역전”이 일어난다면, 이때 N은 이번에는 그 작품에 우아함
을 귀속시키지 말아야 할 반대 이유가 된다. 하지만 이 경우 가치 역전과 유비
되는 “역전된 미적 귀속”은 무엇인가? N 때문에 우아함을 귀속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 외에, 미적 귀속 그 자체에 어떠한 역전이 발생하는가? 미적 장점
(좋음) vs. 미적 결함(나쁨) 쌍처럼 이 경우에도 우아함과 쌍을 이룰 “역전된”
미적 개념이 있는가? 혹자는 우아함과 생기없음이 바로 그 대립쌍이라고 여길
지 모르겠으나, 우아함과 생기없음은 한 작품의 같은 부분에 동시에 귀속될 수
있다. 그러나 미적 좋음과 미적 나쁨은 한 작품에 동시에 귀속될 수 있는 속성
들이 아니다. 그러므로 개별주의자는 미적 이유와 비-미적 이유가 맥락의 변화
에 따라 미적 (가치)귀속의 정반대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공히 “역전”
을 보여준다고 주장할 수는 있어도, 더 나아가 아예 정반대 가치귀속의 이유가
된다는 의미에서의 가치 역전은 미적 이유를 다룰 때 개별주의자에게 특별히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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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난다는 점을 부정하더라도, 여전히 주어진 작품이 우아함 때문에 미적으
로 좋을 수 있는 체계적인 규칙이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물론 더 강한 입
장을 취하는 개별주의자는 우아함과 미적 좋음을 연결하는 체계적인 규칙
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아함이 실제로 미적 나쁨의 이유가 되는 가치 역
전까지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한편, 이들 개별주의자가 (유연
한) 일반주의자와 경합하는 지점에서 관건은 미적 정당화를 위한 미적 원
리의 유용성에 달려 있다. 즉 미적 개별주의자는 우아함과 미적 좋음 사이
에 체계화된 원리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그 원리가 너무 복잡하거나 일반
적 진술로 표현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미적 평가의 정
당화를 위한 원리로서는 쓸모없거나 접근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
다. 그러므로 개별주의자는 미적 원리를 찾기보다는 비평의 인식적 정당화
를 위한 대안적 수단이 제시될 수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미적 개별주의 논쟁이 이렇게 대략적으로 정리된다고 볼 때, 개별주의
논증에서 무엇보다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은 미적 (가치)귀속의 비-미적
외연을 체계화하는 미적 원리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런 의미의 미
적 개별주의는 단순히 해당 미적 원리의 부재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다른 메타-미학 이론들, 이를테면 실재론/반-실재론, 인지주
의/비-인지주의, 내재론/외재론, 전체론/원자론 등과 긴밀하게 연결된 주장
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적 개별주의 논증은 다양한 메타-미학 이론들
을 선택적으로 묶어서 일괄적으로 (일종의 ‘package deal’로서) 주장될 필
요가 있다. 즉 미적 개별주의를 주장한다는 것은 메타-미학 이론들로 이루
어진 이론 묶음의 최선 선택지를 구성하는 작업이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이
론들을 어느 정도까지 수용 및 주장하고, 거기에 어떤 역할을 부여할 것인
지를 확정하면, 우리는 비로소 미적 개별주의 논쟁의 스펙트럼에서 특정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미적 속성/개념/가치 등
에 관한 메타-미학 이론들을 미적 개별주의 논쟁과 관련하여 적절하게 분
류하고, 그것들을 간략하게 설명한 뒤, 본고의 핵심 주장이 무엇인지를 명
료하게 할 것이다.

- 30 -

2.1 전체론(holism)과 원자론(atomism)
본고에서 다루는 미적 개별주의와 미적 일반주의는 모두 평가적 비평에
서 예술작품에 대한 미적 (가치)판단28)의 이유가 어떤 행태를 보이는지에
관한 입장을 포함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미적 일반주의는 미적 (가
치)판단의 정당화 근거로서 제공된 이유들이 미적 원리에 따르는 체계적
일관성을 보인다는 입장을 취한다. 반면에 미적 개별주의는 미적 (가치)판
단의 지지 근거로서의 이유들이 그러한 체계적 일관성을 갖추지 못한다는
입장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개별주의에 따르면 한 경우에 한 미적 (가치)
판단의 이유였던 비-미적(미적) 특징들이 다른 경우에는 그 미적 (가치)판
단과 무관하여 아예 이유로서 취급되지 않거나, 그 미적 (가치)판단을 지
지하지 않을 반대 이유가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어떤 개별주의자는 특정
미적 가치를(이를테면 미적 좋음을) 전형적으로 함축하던 미적 특징이 어
떤 경우에는 그 가치 함축이 역전되어야 할(즉 작품에 미적 나쁨을 귀속시
켜야 할) 이유가 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이유들을 다루는 이론은 전체론과 원자론으로 구분
된다. 댄시(Dancy)의 구분에 따르면, 한 경우에 이유인 특징이 다른 경우
에는 전혀 이유가 아니거나 정반대의 이유일 수 있다는 입장이 전체론이
다. 반면에 한 경우에 이유인 특징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유로 남아 있으며
동일한 극성을 유지한다(즉 반대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 원자론이
다.29) 그러므로 댄시의 구분을 따른다면 전체론은 미적 개별주의와, 원자
28) 평가적 비평에서 일반주의자들은 ‘이 작품은 우아하다’와 같은 미적 판단의
비-미적 이유들과 ‘이 작품은 미적으로 좋다’와 같은 미적 가치판단의 미적 이
유들이 보이는 행태를 각각 미적 원리의 두 유형으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
다.
29) Jonathan Dancy, Ethics without Principl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p. 7. 미적 수반과 관련하여 수반 기저와 이유의 관계, 맥락의 역할 등
을 고려할 때 전체론이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이후의 2.4절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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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은 미적 일반주의와 쌍을 이루는 것처럼 보인다. 또는 각각의 경우 전자
가 후자를 위한 논거가 되는 이론처럼 보인다. 그러나 전체론과 원자론이
개별주의 및 일반주의와 일대일 대응 관계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미적
원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전체론을 포섭한다고 주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체론에서 언급된 ‘한 경우’와 ‘다른 경우’에서 이유의 지위나 성격이 달
라진다는 점은 그 ‘경우’들이 각각 서로 다른 맥락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전체론은 일종의 맥락의존성을 주장한다. 그러므로 전체론을
포섭할 수 있는 미적 원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일반주의자는 그 미적 원리
가 맥락의존성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제시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다.30) 그렇다면 전체론을 지지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장 미적 개별주의를
지지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
만약 미적 개별주의가 특정 종류의 전체론 H의 귀결이라고 주장하고자
한다면, 개별주의자는 H가 미적 원리에는 포섭될 수 없는 종류의 맥락의
존성을 갖거나, 미적 원리에 포섭된다고 주장된 종류의 맥락의존성이 오히
려 미적 원리의 원리로서의 지위를 잃게끔 만든다고 주장해야 한다. 특히
후자의 경우 개별주의자는 미적 정당화 문제를 다룰 때 맥락의존성이 가
미된 미적 원리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놓고 일반주의자와 경합할 수 있다.
가령 우아한 그림이 주어진 맥락에 따라 작품의 미적 가치를 향상시키거
나 훼손하는 경우, 우리는 우아함이 작품을 둘러싼 맥락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일관성 있게 설명하는 고차적인 미적 원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
져볼 수 있다.31) 이때 맥락은 우아함이 작품의 다른 미적 특징들이나 비미적 특징들과 상호작용하여 미적 가치 귀속에 기여하는 방식과 관련된다.
(여기서 비-미적 특징은 작품의 형식적, 구조적 특징뿐 아니라 그 작품이
속한 장르, 작품이 표현/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예술사적 영향 관계 등 예
술적 사실 맥락들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개별주의자는 이러

30) Kirwin(2011), p. 208.
31) 시블리의 입장에 대한 버크비스트(Berqvist)와 커윈(Kirwin)의 논쟁은 이러한
전체론의 맥락의존성 해석에 관한 것이다: Berqvist(2010), Kirwin(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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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차적 미적 원리가 원리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 또는 그 원
리가 (너무 복잡해서) 미적 정당화를 위해 (가용하지 않거나) 쓸모 없는
것은 아닌지, 원리에 의존하지 않는 다른 정당화 대안이 있는지 등을 따져
볼 수 있다. 한편 일반주의자가 의존하는 전체론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즉
통상 미적 원리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개별주의자가 의존하는 전체론에는
포함되는 맥락의존성이 있다면, 그것은 예술적 사실 맥락이 아닌, 다른 차
원의 맥락의존성이다. 그러한 맥락의존성은 발화자 또는 판정자 관련 사실
들에 대한 의존성이다. 예컨대 문제가 되는 미적 판단이 내려지거나 그러
한 진술이 이루어지는 맥락, 그러니까 미적 진술이 발화되는 맥락, 또는
그러한 미적 판단이나 진술의 진위가 판정되는 맥락 등이 그것이다. 이러
한 발화자 또는 판정자 관련 사실들은 발화자나 판정자 개인 또는 집단에
게 한정된 반응적 성향이나 그들에게 취사선택된 사실만을 포함하므로, 고
차적인 미적 원리에 포함된다고 여겨지는 예술적 사실과는 그 성격이 다
르다. 예를 들어, 미적 원리에 포함되는 맥락의존성(일반주의자의 전체론)
은 한 작품의 우아함과 그 작품 관련 다른 특징 F가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관한 일반적 진술을 맥락에 포함시킨다. 그러나 발화자/판정자 개인 또는
집단에 따라 가변적인 맥락적 사실들은 일반적 진술로서 서술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미적 원리에 포함되지 않는 맥락의존성(개별주의자의 전체
론)은 한 작품의 우아함과 그 작품 관련 다른 특징 F가 상호작용하는 방
식을 결정하는 정보에 대해 해당 발화자나 판정자가 어떤 것을 수용하고
어떤 것을 배척하는지, 더 나아가 그 발화자나 판정자가 갖고 있는 감수성
은 그러한 상호작용을 어떤 성격의 것으로 파악하느냐를 맥락적 요소로서
포함시킬 수 있다.
요컨대 전체론은 미적 개별주의의 성립 근거로서 주장될 수 있지만, 개
별주의자는 그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전체론을 주장하는 것인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 나는 참 상대주의와 형태없음 논제라는 또 다
른 메타-미학적 입장들의 연합이 그러한 전체론의 모습을 결정한다고 주장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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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재론과 반-실재론
미적 속성(또는 미적 가치 속성)에 관한 실재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
본적으로 미적 판단이 참이나 거짓일 수 있으며, 이때 미적 판단을 참이게
끔 만드는 것은 대상 내에 해당 미적 속성/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
다. 이때 대상 내 미적 가치/속성의 실재를 주장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미적 속성이나 가치가 그러한 속성/가치 귀속
의 지지 근거를 이루는 비-미적, 비-평가적인 자연적 속성과는 전혀 다른
부류에 속하는 (가치)속성이라는 관점이다. 즉 우아함과 같은 미적 속성은
그것의 지지 근거가 될 수 있는 곡선임 등의 비-미적(자연적) 속성과는 아
예 다른 부류의 속성이다. 이러한 비자연주의적/이원론적 실재론을 따를
때, 미적 (가치)속성이 파악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지각 능력과 더불어
별도의 인식적 능력이 요구된다. 이른바 ‘취미’나 ‘미적 직관’으로 불려 온
것들이 그러한 능력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한편 실재론을 옹호하는 다른
하나의 방식에 따르면, 미적 속성이나 가치가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을 실
현하는 비-미적(자연적) 특징들로 환원될 수 있음이 인정된다. 하지만 그
환원은 토큰 동일성(token identity)에 불과할 뿐, 미적 (가치)속성이 그것을
실현하는 특정한 비-미적(자연적) 속성들로 환원되거나 동일시된다는 뜻은
아니다. 다시 말해, 어떤 개별 작품 내에서 우아함은 그것을 실현하는 특
정 곡률의 곡선을 포함하는 특징들과 동일시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결
국 비-미적, 비-평가적인 자연적 속성과 같지만, 우아함, 섬세함, 아름다움
등의 미적 (가치)속성을 구획하는 방식은 그러한 비-미적(자연적) 동일성
조건들만을 가지고는 포섭될 수 없다. 그러므로 미적 (가치)속성은 여전히
그 구분상 실재하는 속성이며, 우리는 이런 부류의 실재론을 자연주의적/
일원론적 실재론이라고 부를 수 있다.
반면에 반-실재론자들은 미적 (가치)술어를 사용하여 미적 판단을 내릴
때 그 판단은 대상 내 실재하는 속성(가치)의 귀속이 아닌, 판단자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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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반응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거나 그러한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므로 미적 판단이 주관적 반응의 표현일
경우에는 참이나 거짓의 진리값을 갖지 않는다. 한편 그 판단의 대상이 판
단자 본인이 보이는 반응의 대상임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이 경우 미적 판
단은 참이나 거짓일 수 있겠지만, 그 진리값은 대상 내에 미적 (가치)속성
이 있다는 사실이 아닌, 판단자(의 반응)에 관한 사실에 의해 결정된다.
미적 개별주의 입장을 선택하기 위한 근거로서는 주관의 반응에 의존하
는, 따라서 판단자 또는 판단자 집단의 성향이나 감수성에 따라 같은 대상
에 대해서도 화해할 수 없는 이견이 생길 가능성을 인정하는 반-실재론이
더욱 유력한 후보일 것이다. 그러나 개별주의가 실재론을 채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대상 내에 존재하는 미적 (가치)속성이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서로 다르게 판단할 근거를 제공한다는 주장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부류의 개별주의자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기 전에는 미
적 (가치)속성 귀속에 관한 일반화가 불가능하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미적 개별주의는 실재론이나 반-실재론 어느 한 입장에 근거하여 주장될
수 있겠으나, 그 어느 한쪽을 선택한다고 해서 미적 개별주의가 자동적으
로 선택되는 것은 아니다. 나는 반-실재론이 미적 개별주의와 연합했을 때
그 부담이 적을 뿐 아니라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보지만, 본고에서 찾
고자 하는 개별주의 논증을 위한 이론 묶음의 한 요소로서 실재론 또는
반-실재론 중 어느 하나를 명시적으로 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2.3 인지주의와 비-인지주의
미적 (가치)판단에 관한 인지주의와 비-인지주의 입장은 그 판단이 참이
나 거짓의 진리값을 가지는지의 여부를 인정할 경우 인지주의, 부정할 경
우 비-인지주의로 구분된다. 앞서 다뤘던 반-실재론 중 미적 판단이 주관
적 반응의 표현이라는 관점은 비-인지주의에 해당한다. 하지만 대상 내 미
적 속성의 존재가 미적 판단의 참·거짓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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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론, 그리고 미적 판단이 판단자(의 반응) 관련 사실에 의해 그 진리값을
갖는다고 보는 반-실재론은 모두 인지주의 입장이 된다.
인지주의와 비-인지주의 입장은 각각 더욱 세분화된 관점들로 구분될 수
있다. 나는 비-인지주의 진영에서 미적 진술(판단)이 발화자(판단자)의 태
도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한다고

주장하는

‘emotivism’과

‘prescriptivism’을 묶어서 ‘소박한 표현주의(simple expressivism)’라고 부를
것이다. 다음으로 이것을 좀 더 발전시킨 형태인 ‘세련된 표현주의
(sophisticated expressivism)’는 미적 진술이 표현하는 태도나 감정의 적절성
을 일종의 ‘객관성’ 기준으로 제시하는 입장이다. 미학 분야에서 이러한
입장의 대표격으로 스크러튼(Scruton)의 이론을 들 수 있다. 스크러튼의 이
론은 메타-윤리학에서 제시된 바 있는 기버드(Gibbard)의 규준-표현주의
(norm-expressivism)와 유사성을 갖는다. 한편 인지주의 진영은 객관주의
(objectivism)와 지표적 맥락주의(indexical contextualism), 그리고 참 상대주
의(truth relativism)으로 구분될 것이다. 객관주의는 미적 진술이 발화자(판
정자, 주로 비평가)의 맥락과 독립적으로 그 내용 및 진리값을 갖는다는
의미론으로서, 미적 속성이 객관적 속성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반면에 지
표적 맥락주의는 미적 진술의 의미가 발화의 맥락(사용 맥락)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결정되며, 그 진리값은 (사용 맥락과 부합하는) 평가 상황하에
서 절대적으로 결정된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한편 참 상대주의는 미적
진술의 내용은 주어진 맥락에서 발화된 그대로 보존되지만, 그 내용의 진
리값이 발화 맥락(사용 맥락)뿐만 아니라 판정자의 맥락(판정 맥락)과 관련
해서도 상대적으로 결정된다는 기본 입장을 갖는다.
인지주의와 비-인지주의의 세분화된 입장들의 구체적 내용과 비판은 본
고의 Ⅱ장에서 별도로 다룰 것이다. 여기서는 미적 개별주의와의 연관성만
을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반응 의존적인 비-인지주의와 맥락의존성인
인지주의 모두 개별주의를 위한 근거로서 채택될 수 있지만, 본고에서는
후자의 인지주의, 그중에서도 특히 참 상대주의를 개별주의 논증을 위한
이론 묶음의 최선 선택지 중 하나로 선택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참 상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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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 미적 개별주의 논증의 지지 근거로서 전체론의 모습을 의미론적 측
면에서 가장 잘 드러내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2.4 미적 수반과 ‘형태없음 논제(shapelessness thesis)’
수반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기저 속성들의 변화가 없는 한, 수반 속성
들이 고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적 수반에서는 기저 속성인 비-미적
속성이 고정되면 수반 속성인 미적 (가치)속성이 고정된다. 그러나 미적
수반이 성립한다는 사실 자체가 미적 일반주의나 개별주의 중 어느 한쪽
을 확실하게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일반주의자와 개별주의자는
각각 미적 수반이 미적 판단의 판단자에게 가하는 제약에 대해 서로 다르
게 이해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미적 속성이 특정한 비-미적 기저 집합에
수반한다고 해 보자. 일반주의자는 이 수반 관계가 그 미적 속성을 귀속시
키는 미적 판단의 모든 판단자들에게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미적
수반을 인정하는 개별주의자의 경우(미적 수반을 부정하는 개별주의도 있
다), 미적 수반은 한 판단자 (또는 특정한 판단자 집합) 내에서 미적 귀속
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약조건으로 이해된다. 클라게(Klagge)는 수
반에 대한 이러한 두 가지 이해 방식을 각각 ‘집합적 수반(collective
supervenience)’과 ‘분배적 수반(distributive supervenience)’이라고 부른다.32)
분배적 수반은 각각의 판단자 내 일관성 제약으로서의 수반 개념이고, 집
합적 수반은 주어진 수반 관계가 모든 판단자에게 적용된다는 보편성 주
장으로서의 수반 개념이다. 그러므로 일반주의자는 분배적 수반에서 집합
적 수반으로의 이행을 설명하는, 즉 미적 귀속 근거의 보편성을 보장하는
미적 원리의 존재를 인정한다. 그러나 수반을 인정하는 개별주의자는 한
판단자 내에서 미적 귀속의 일관성을 보여주는 최소한의 미적 수반을 인
정하는 것일 뿐, 순전히 비-미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미적 속성의 기저 사
32) James C. Klagge(1987), “Supervenience: Perspectives V. Possible Worlds,”
Philosophical Quarterly, Vol. 37, pp. 31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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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는 공통점 또는 유의미한 형태(commonality or shape)가 없다(‘형태없
음 논제(shapelessness thesis)’)고 주장한다.33) 즉 서로 다른 판단자(집단)들
사이에서 수반 기저상 공통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특정 비-미적 패턴의 부
재로 인해 분배적 수반에서 집합적 수반으로의 이행은 부정된다.
이처럼 미적 수반 개념은 (비록 그 개념의 적용 범위에 대한 이해는 다
르지만) 미적 일반주의자와 개별주의자 모두에게 활용될 수 있다. 여기서
개별주의 관점을 지지하기 위한 특징적인 근거는 소위 ‘형태없음 논제’이
다. 그러나 형태없음 논제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곧 (일관성 제약으로서 최
소한의) 미적 수반을 반드시 수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미적 개별주의자
는 형태없음 논제를 개별주의 입장의 지지 근거로 삼지만, 그중에서도 어
떤 개별주의자는 분배적 수반을 인정하고, 다른 개별주의자는 (분배적 수
반까지로 포함하여) 미적 수반 자체를 부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후자의
개별주의자는 동일한 미적 속성이 기저 속성으로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수
반 속성인 미적 가치 속성이 (한 판단자 내에서조차) 고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예컨대 우아함이 미적 좋음이나 미적

나쁨으로 고정되지 않는

다는 의미에서) 평가의 역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추가적인 주장까지 개별
주의 입장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 주장은 미적 수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이런 부류의 개별주의자는 형태없음 논제만을 인정한
다. (즉 우아함의 비-미적 기저가 고정되어도 그것이 미적 좋음으로 고정
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수반은 부정되지만, 여전히 미적 좋음(나쁨)과 우
아함의 비-미적 기저에는 공통점 또는 의미있는 형태가 없다는 점에서 형
태없음 논제는 인정된다.)
요약하자면, 개별주의자는 형태없음 논제를 옹호함으로써 개별주의를 주
장한다. 다만, 형태없음 논제는 분배적 수반과 양립할 수 있기 때문에, 개
별주의자들은 형태없음 논제와 함께 최소한의 미적 수반으로서 분배적 수
33) ‘형태없음 논제’ 자체가 반드시 수반의 성립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 논
제는 미적 속성이 귀속될 때 그러한 귀속의 비-미적(비-평가적) 특징들 차원에
서 공통점이 있는지를 논의하는 것이지, 그러한 비-미적(비-평가적) 차원의 특
징들이 수반 기저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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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을 인정하는 분파와 형태없음 논제는 옹호하되 어떠한 미적 수반도 부
정하는 분파로 구분될 수 있다. 한편 일반주의자는 형태없음 논제를 받아
들이지 않고, 분배적 수반에서 집합적 수반으로의 이행을 주장하는 방식으
로 미적 수반을 옹호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와 구분이 발생하는 이유
는 무엇일까? 먼저, 미적 수반을 공히 인정하는 일반주의자와 개별주의자
사이의 차이는 수반 기저의 범위(scope)(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견해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일반주의자는 미적 (가치)속성의 귀속에
영향을 주는 모든 가능한 요인들을 수반 기저의 요소로서 포함시키고자
한다. 말하자면 일반주의자는 그저 작품의 비-미적인 (지각적) 특징들만이
아니라 (2.1절에서 언급됐던)

예술적

사실 맥락들, 심지어 파기자들

(defeaters)까지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수반 기저의 범위를 넓혀서, 이렇게
넓어진 이유들을 통해 일반화된 미적 원리를 추출하려고 한다. 일반주의자
가 전체론(맥락의존성)을 포섭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34) 반대로 수반을 인정하는 개별주의자는 되도록 수반 기저의 범위를
줄여서 판단자 내 일관성은 유지하되 판단자 간 일반화된 미적 원리의 가
능성을 배제하려는 전략을 취한다. 이를테면 맥락의존적 요소들, 특히 판
단자(집단)(의 반응 관련) 상대적인 요소들은 수반 기저에서 제외된다. 그
러므로 일반주의자는 맥락의존적 사실들을 이유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전체론을 포섭하는 반면에, 개별주의자는 맥락이 이유의 지위와 성격에 영
향을 줄 뿐 이유 그 자체를 구성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체론을 받아들인다.
다음으로, 개별주의 내에서 최소한의 미적 수반, 즉 분배적 수반을 인정하
34) 2.1절을 비롯해 지금까지의 논의를 보면 일반주의자와 개별주의자는 ‘전체론’
이라는 용어를 공유하지만, 그 용어의 의미를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들이 공히 수용할 수 있는 전체론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체론이란 미적 귀속의 (수반) 기저를 이루는 요소들 가운데 그러한
귀속을 정당화하는 이유들만을 추려내어 구분 및 구획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
정함으로써, 즉 정당화 이유로서의 최소 기저(mininal base)를 부정함으로써 맥
락의존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만 그 맥락의존성이 일반 원칙
에 포섭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 일반주의자와 개별주의자는 상반된 견해
를 갖고 있으므로, 본문에 나오듯이 맥락의존성에 관한 서로 다른 전략을 취하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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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분파와 부정하는 분파가 구분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경우에는 맥락
이 미적 (가치)귀속에 대해 갖는 영향력의 정도가 문제가 된다. 수반을 인
정하건, 하지 않건 간에 개별주의자들은, 이를테면 우아한 작품에 관련된
맥락적 요소들이 그 작품의 미적 좋음에 기여하는 일반화된 미적 원리를
이끌어 내지 못하게끔 만들 정도로 영향력을 갖는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
다. 그러나 수반을 부정하는 개별주의자는 그 맥락적 요소들의 영향력이,
더 나아가 우아함 때문에 그 작품은 미적 결함(나쁨)을 갖는다고 판단하게
될 정도로, 즉 우아함의 가치함축이 역전될 정도로 강력하다고 믿는다. 이
처럼 미적 개별주의 논증을 위한 이론 묶음의 요소로서 형태없음 논제는
반드시 포함되지만, 개별주의 내에서의 구체적인 분파들은 미적 수반의 인
정 여부에 따라 다시 구별될 수 있다.

3 예술비평에서의 미적 개별주의 접근
앞선 절들을 통해 우리는 예술비평에 대한 미적 개별주의 접근을 탐색
하기 위한 몇 가지 사실들을 파악했다. 첫째, 평가적 비평으로서의 예술비
평은 합리적 이유에 근거한 평가를 그 핵심 목표로 삼는다. 둘째, 예술비
평에서 미적 평가를 위한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미적 개념이나 속성의 외
연을 체계화하거나 그것들의 평가적 기여를 체계화하는 일반적 수준의 진
술로서의 미적 원리이다. 셋째, 미적 개별주의는 다양한 메타-미학 이론들
가운데 선택된 이론 묶음 형태로 일괄 주장된다. 이제 나는 이러한 사실들
을 바탕으로 본고에서 주장하려는 바를 분명하게 할 것이다.

3.1 미적 개별주의 접근의 스펙트럼
미적 원리의 존재와 그 역할(정당화 수단)을 논의하는 미적 개별주의 논
쟁은 다양한 입장들을 포함하는 스펙트럼을 갖고 있으며, 이는 크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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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 가지 범주하에서 몇 가지 기본적인 분류들을 통해 정리될 수 있다.

범주1: 미적 (평가의) 정당화
(J1) 오직 미적 원리만이 미적 (평가의) 정당화 수단이다.
(￢J1) 미적 원리가 아닌 미적 (평가의) 정당화 수단이 있을 수 있다.

범주2: 미적 원리의 존재
(P1) 모든 평가적 비평에는 미적 원리가 존재한다.
(P2) 일부 평가적 비평에는 미적 원리가 존재한다.
(￢P2) 어떠한 평가적 비평에도 미적 원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범주3: 정당화 수단의 인식적 지위
(E1) 연역
(E2) 귀납
(E3) 추정

이 분류에 따를 때, 가장 강한 형태의 미적 일반주의는 (J1), (P1)을 동
시에 주장하면서, 미적 원리의 인식적 지위로는 (E1) 또는 (E2)를 수용하
는 입장일 것이다. 한편 미적 개별주의는 (￢J1), (￢P2)를 동시에 주장할
것이다. 물론 (J1), (￢P2)를 동시에 주장하는 입장도 가능하겠지만,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개별주의라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 입장은 비평이
그저 비합리적인 활동이고, 따라서 인식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즉 개별적으로 접근해야 할, 평가적 비평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
다). 오히려 개별주의는 미적 정당화가 일반화된 원칙으로서의 미적 원리
를 필요로 하지 않고, 사례별 접근으로(piecemeal or case-by-case) 이루어져
야 한다고 주장할 때 의미 있는 입장이 될 수 있다. 나는 이러한 접근을
가능하게끔 만드는 정당화 수단이 (E3)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본다면 본고
에서 개별주의의 경합 상대가 될 일반주의는 가장 강한 형태가 아니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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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주의자가 관심을 갖고 면밀하게 검토할 일반주의는 (￢J1), (P2)를 동시
에 주장하는 유연한 일반주의이다. 유연한 일반주의는 비평의 미적 원리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라면 미적 평가는 원리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주장
한다. (￢J1), (￢P2)를 주장하는 개별주의자는 미적 수반을 인정하는 온건
한 입장과 미적 수반 자체를 부정하는(즉 가치 역전을 인정하는) 강한 입
장으로 구분될 수 있고, 각 입장들은 유연한 일반주의가 주장하는 (P2)의
입지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더 설득력 있는지를 놓고 경쟁할 수 있
다. 또한 이 경우 미적 개별주의는 미적 (평가의) 정당화 문제와 관련하여
(￢J1)을 옹호하고, 그 구체적인 후보로서 본고에서는 특히 (E3)를 제시함
으로써, 이러한 접근 방법이 예술비평 내에서 수행하는 역할 및 그 중요성
을 강조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3.2 미적 개별주의 논증을 위한 이론 묶음
본고에서 나는 미적 개별주의 논증을 위한 이론 묶음의 최선 조합으로
서 참 상대주의와 형태없음 논제의 연합을 제시한다. 왜냐하면 미적 개별
주의가 기본적으로 전체론을 그 지지 근거로 삼을 때, 참 상대주의 의미론
은 전체론에서 고려될 맥락의 요소들이 무엇인지, 그것들이 어떤 성격을
갖는지 등을 알려 주고, 형태없음 논제는 바로 그러한 맥락하에서 비-미적,
미적 이유들이 일반화된 원리를 구성하지 않음을 보여 줌으로써, 이 둘의
연합이 미적 개별주의를 도출해 내는 전체론의 이론적 모습을 확정해 주
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전체론의 그림 속에서 참 상대주의와 형태없음 논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합을 이루게 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자. 참 상
대주의는 미적 진술에 대한 판정자 중심의 상대주의 의미론이다. 이때 ‘판
정자 중심’이라는 것은 미적 진술의 진위를 결정하는 최종적인 심급이 판
정자 관련 사실들이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 경우 미적 진술의 진위를 결
정하는 일은 그 진술에서 사용된 미적 용어(술어)가 올바르게 사용되었는
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참 상대주의는 미적 술어가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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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에 올바르게 적용되었다고 할 때, 그 지지 근거를 판정자 관련 사실들
에서 찾는다. 판정자 관련 사실들은 ① 한 예술작품에 대한 판정자의 서술
적 정보 상태를 이루는 취사선택된 사실들, 그리고 ② 그 작품에 대한 판
정자의 정규적(正規的) 반응을 근거짓는 감수성 관련 사실들을 가리킨
다.35) 먼저, 작품에 관한 서술적 정보란, 이를테면 작품 내용(메시지)이 갖
는 (윤리적) 성격, 작품이 속한 범주(장르)의 전형적인 특징들, 예술사 맥
락에서 해당 작품이 다른 작품들과 주고받는 영향 관계, 작품에 대한 발생
론적 사실 등을 포함하는데, 이러한 정보의 양과 질은 판정자마다 다를 수
있다. 물론 서술적 정보 자체는 객관적 사실과 증거(또는 증언)에 기초한
것일 수 있고, 작품의 평가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으로서 적절한 수준
의 관련 정보 획득 기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을 갖춘 정보
가 취사선택되는 정도와 방식은 판정자에게 달려 있다. 가령 한 예술작품
의 해석과 평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단서가 발견됐다고
하자. 이때 어떤 판정자는 그 단서가 기존의 정보를 배척할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작품에 대한 해석과 평가를 달리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판정자는 그 단서의 영향력이 그 정도로 크지 않으므로 기존의
해석과 평가를 유지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처럼 판정자의
서술적 정보 상태는 그러한 관련 정보들에 대한 판정자의 취사선택에 따
라 달라지므로, 이렇게 선택된 것들은 판정자 관련 사실이 된다. 한편 감
수성 관련 사실들은 작품 감상 과정에서 판정자 자신이 보이는 반응을 근
거짓는다.

비평에

참여하는

판정자(비평가)는

단순히

개인특이성

35) 판정자 관련 사실들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 방식은 본고의 Ⅱ장에서 제
시될 참 상대주의의 최종 버전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나는 기본적으로 맥팔레
인(MacFarlane)의 참 상대주의를 가지고 시작하겠지만, 맥팔레인의 이론에서 판
정자 관련 사실들은 단순히 ‘미적 기준(aesthetic standard)’라고 표현될 뿐 구체
적인 설명이 제시되진 않는다. 게다가 맥팔레인의 판정자는 대개 유아론적인
(solipsistic) 판정자이다. 물론 맥팔레인이 어떤 경우에는 비-유아론적인 판정자
개념을 수용할 수 있는 것처럼 서술한 부분도 있지만, 나는 기본적으로 예술비
평의 판정자가 유아론적으로 이해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된 세부
적인 논의는 Ⅱ장에서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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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iosyncrasy)을 반영하는 취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최소한 특정 판정자
집단과 공유된 미적/도덕적36) 감수성을 가진 사람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판
정자의 반응은 정규적37)이다. 물론 서로 다른 감수성을 공유하는 복수의
판정자 집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수성은 판정자마다 (심지어 화해 불
가능한 방식으로) 다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 판정자 내에서도 그러한
감수성은 통시적인 변화를 겪을 수 있다. 대개 미적 경험 또는 예술작품의
감상은 일회적이지 않고, 특히 작품이 고전에 해당하거나 심지어 논쟁적인
경우에 판정자는 계속적인 감상 경험을 통해 기존의 미적 판단을 더 확신
하게 되거나 철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판정자의 감수
성은 그가 보이는 정규적인 반응을 근거짓는 성향으로 이해될 수 있다.
판정자 관련 사실들은 판정자의 기준에서 미적 술어가 올바르게 적용되
었는지를 가늠하는 근거가 된다. 그러므로 적절한 자격을 갖춘 판정자라면
특정 시점 또는 시기에 자신의 기준에 따라 미적 술어의 사용에 관해 일
관성 있는 판정을 내릴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관성이 전체론을 저해하
는 요소는 아니다. 전체론은, 이를테면 특정 곡률의 곡선이 한 경우에는
‘우아하다’의 사용을 참이라고 판정할 이유가 되지만, 다른 경우에는 그러
한 판정을 반대할 이유 혹은 그러한 판정과 무관할 수 있다는 주장을 담
고 있다. 이때 ‘한 경우’와 ‘다른 경우’는 각각 서로 다른 판정 맥락들을
의미하는데, 만약 한 판정자 내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때 판정자
는 동일하지만, 즉 판정자의 미적/도덕적 감수성은 같지만, 판정자 관련 사
36) 판정자가 지닌 감수성을 단순히 미적 감수성에 한정하지 않고 도덕적 감수성
까지 포함시키는 이유는 작품의 (도덕적) 내용이 구현되는 방식이 미적 관련성
(aesthetic relevance)을 가질 경우에 도덕적 감수성은 미적 감수성이 발휘되는
양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37) 정규적인 반응은 한 개인에게만 특별한 반응이 아니다. 최소한 그 개인의 반
응을 뒷받침하는 근거, 즉 그의 감수성이 한 집단에서 공유된 것이거나 그런
가능성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말하자면 정규적 반응은 어느 정도의 규범성을
갖춘 반응이다. 그러나 그 규범성이 고정불변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규적
반응은 그것과 짝 맞는 감수성이 유지되는 한에서 지속적인 일관성을 갖는다.
심지어 향상된 감수성이 개입될 경우 정규적 반응은 그만큼 숙고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정규적 반응이 언제나 최종적인 반응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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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중에서 그 판정자에게 취사선택된 서술적 정보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
에 판정 맥락이 달라지는 것일 수 있다. 예컨대 그 특정 곡률의 곡선이 한
경우에는 작품 W1에서 발견되고, 다른 경우에는 작품 W2에서 발견된다면,
이는 서술적 정보의 차이로 이어지고, 그 차이는 판정자의 동일한 미적 감
수성이 판정자로 하여금 서로 다른 반응을 유발하게끔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판정자의 서술적 정보 상태까지 동일한 하나의 판정 맥락
하에서는 ‘우아하다’의 사용에 관해 여전히 일관성 있는 판정이 유지될 수
있다. 그러므로 판정 맥락이 고정된 각각의 경우에 대해 미적 술어 사용에
관한 판정이 일관성 있게 적용된다는 사실은 판정 맥락의 변화에 따라 그
러한 판정 근거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체론 주장과 양립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제 참 상대주의가 형태없음 논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
펴보자. 참 상대주의는 미적 판단이나 진술에서 미적 술어가 사용될 때 그
판단이나 진술의 진위 판정이 판정 맥락에 달려 있음을 주장하는 이론이
다. 그러므로 이 이론에 따르면 예술비평에서 미적 진술의 진위는 판정 맥
락의 파라미터인 판정자 관련 사실들에 의해 결정된다. 형태없음 논제는
바로 이 판정자 관련 사실들이 가리키는 바를 주목할 경우 그것이 갖는
특징이다. 참 상대주의가 예술비평의 미적 진술들이 갖는 진리적합성
(truth-aptness)에 관한 의미론이라면, 형태없음 논제는 그 진술들을 통해 작
품에 귀속된 미적 속성의 진리확정자(truth-maker)가 존재하는 방식에 관한
논제이다. 예를 들어 와토(Watteau)의 <삐에로>(Pierrot)가 그 표현적 애매
성 때문에 미묘하다(subtle)고 진술한 비평가(판정자38))가 그 진술이 참이라
고 판정한다면, 그는 이 진술에서 ‘미묘하다’는 술어의 사용이 올바르다고
보는 것이다. 참 상대주의에 따르면, ‘미묘하다’의 사용에 관한 판정은 그
비평가와 관련된 사실들에 의존한다. 다시 말해, 그 판정은 해당 비평가가
<삐에로>에 관한 정보들 중 취사선택의 결과 갖게 된 서술적 정보 상태와
비평가 자신의 미적/도덕적 감수성을 미적 파라미터로 포함하는 판정 맥락
38) 판정자는 미적 진술의 당사자인 비평가일 수도 있고, 그러한 미적 진술을 읽
는 독자로서 다른 비평가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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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달려 있다. 이러한 미적 파라미터, 즉 감수성과 서술적 정보가 인도하
는 바에 따라 비평가는 <삐에로>의 특정한 비-미적 기저 특징들에 주목하
여 그것들이 <삐에로>에 귀속된다고 주장된 미묘함의 지지 근거인지를 가
늠할 것이고, 이 경우에는 그 비-미적 특징들이 미묘함 속성의 지지 근거
가 맞다고 보는 것이다. 이제 이 비평가가 그동안 ‘미묘하다’라는 술어 사
용에 관해 (참이라고 일관성 있게) 판정한 모든 사례들39)을 살펴볼 수 있
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우리는 각각의 사례에서 귀속된 미묘함 속성의
기저 특징이자 지지 근거인 비-미적 특징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갖는다.
형태없음 논제는 이 집합의 원소들이 비-미적 차원에서라면 어떤 공통점이
나 의미 있는 패턴도 갖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물론 형태없음 논제는 한
판단자 내에서만 주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과정을 확장하여, 지금 문
제가 되는 비평가와 미적/도덕적 감수성을 공유하는 집단을 상정하더라도
마찬가지 주장이 가능하고, 더 나아가 상이한 감수성을 가진 다른 집단들
이 제시하는 비-미적 특징들을 모두 모아 놓은 집합을 고려해도 마찬가지
로 미묘함 속성에 대한 비-미적 기저 차원의 지지 근거들을 공통적으로 묶
어

줄

“인식

가능한(recognizable)”

어떠한

형태도

존재하지

않는다

(shapeless)는 것이 형태없음 논제의 핵심 주장이다.
형태없음 논제는 미적 속성 귀속의 지지 근거로서의 기저 특징들이 비미적 차원에서 의미 있는 형태를 갖는 것으로 인식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때 비-미적 차원에서 의미 있는 형태를 인식할 수 없다는 점은 미적 원
리의 부재를 함축한다.40) 즉 미적 속성이 비-미적으로 무엇과 같아야 하는

39) 그 비평가 자신의 미적 진술뿐 아니라 그 비평가가 읽은 다른 이의 미적 진
술에서 사용된 ‘미묘하다’의 모든 경우들.
40) Debbie Roberts(2011), “Shapelessness and the Thick,” Ethics, Vol. 121, p. 506,
n. 38. 로버츠(Roberts)는 보편화가능성(universalizability)까지도 부정한다. 즉 한
경우에 미적 속성 귀속의 지지 근거로서 제시된 비-미적 특징들이 다른 경우에
는 그 미적 속성 귀속의 지지 근거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결국 미적 수반(분배적 수반)을 부정하는 것까지 함축하기 때문에, 나
는 여기서 미적 개별주의를 위해서라면 체계화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충분
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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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말해 줄 유용한 규칙이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작품에 미적
속성 K가 귀속될 때 K의 귀속을 지지하는 비-미적 기저 특징들의 집합을
T1이라고 한다면, 그 작품 내에서는 K가 T1과 같다고 말할 수 있다. 마찬
가지로 다른 작품에 귀속된 K는 비-미적 기저 집합 T2(≠T1)와 같을 수 있
다. 이런 식으로 토큰(token) 차원에서 미적 속성은 비-미적 기저 특징들과
의 동일성이 주장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비-미적 기저 특징들이 의미 있는
형태로 인식될 수 없다는 주장은 토큰 차원이 아니라 속성 차원의 동일성
내지는 환원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즉 T1, T2, …가 언제나 특정 비-미
적 속성 T의 귀속이게끔 만들어 줄 어떠한 유용한 규칙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체계화 가능성(codifiability)의 부정, 즉 체계적으
로 일반화된 수준의 원리 부재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태없음 논제
가 체계화 가능성을 각각 부정하는 귀결을 갖는다는 점은 미적 개별주의
를 위한 핵심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형태없음 논제가 곧장 미적
수반을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 수반 속성인 미적 속성의 기저
가 인식 가능한 하나의 비-미적 그룹으로 묶일 수 없다는 사실이 어떤 의
미에서도 수반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지는 않는다. 앞
서 2.4절에서 검토했듯이, 형태없음 논제는 최소한 분배적 수반을 부정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 오히려 체계화 가능성 부정에서 보았듯이, 형태없음
논제는 비-미적 환원을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보다 그럴듯하다.
미적 수반의 부정은 미적 속성의 가치 함축을 논의할 때 그 함축이 그 자
체로 역전될 수 있다고 주장할 때 비로소 완전히 부정된다. 평가 역전에
대해서는 Ⅳ장에서 별도의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다.

3.3 미적 (평가의) 정당화 문제
예술비평이 언어적 담화로서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지향한다면, 비평가의
비평적 진술은 합당한 근거 없이 주장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합리성이라
는 규범이 전제되는 한, 비평가의 진술은 이유나 증거를 갖고 있어야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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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말하자면 비평은 인식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 경우 독자나 다른 비평
가들에게 소통 및 이해 가능하고, 나아가 수용 가능한 진술들을 제공한다.
그런데 비평의 인식적 정당화라는 문제는 특히 미적 개별주의자에게 어려
움을 안겨주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개별주의 관점은 비평적 진술들을
인식적으로 정당화할 수단을 갖지 못하는 것 같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일
반주의 관점은 미적 원리라는 강력한 정당화 수단을 갖고 있다. 일례로 위
계를 갖는 연역적 원리들이 있다면, 미적 평가는 미적 원리가 적용되는 평
가 단계별로 정당화될 수 있다. 그렇다면 개별주의자는 비평의 정당화 가
능성을 포기하고 비평이 비합리적인 활동임을 인정해야 하는가? 원리 없
는 정당화는 애초에 불가능한 것인가?
본고의 Ⅳ장에서 다룰 쟁점들 중 하나는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미적
개별주의자가 어떠한 인식적 정당화 수단을 제시할 수 있느냐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살펴볼 것은 본고의 제안과 경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일반주의자의 미적 원리들을 유형별로 검토하는 일이다. 나는 그런 원리들
이 진정 그 역할을 수행할 자격을 충분히 갖춘 것인지를 살필 것이다. 가
령 우리는 연역적인 미적 원리들이 있다는 주장을 왜 받아들여야만 하는
가? 예컨대 ‘우아함은 본유적으로 미적으로 좋다’는 진술은 일종의 선험적
주장인데, 왜 우리는 예술작품에 우아함을 적용할 때 이런 종류의 개념적
분석을 당연한 원리로 여겨야 하는가? 마찬가지로 미적 귀속을 정당화하
는 귀납적 법칙이 있다는 주장은 정말 그럴듯한 것인가? 관찰과 통계를
통해 우아함이 긍정적인 미적 평가와 빈번하게 연결된다는 경험적 경향성
을 확보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우아함과 미적 가치평가 사이의 함축적
관계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가? 내가 보기에 미적 일반주의자가 이런 물
음들에 만족스럽게 답변할 수 있을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만약 그렇다면,
일반주의자가 주장하는 미적 원리는 인식적 정당화 수단이라는 기능을 애
초의 주장만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는 것 아닐까? 더 나아가 미적 개별
주의자가 원리 없이도 사용 가능한 미적 정당화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면,
개별주의 관점도 비평의 합리성을 의심하는 회의주의와 결별할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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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까? 나는 개별주의자의 인식적 정당화 수단으로 미적 추정을 제안한
다. 물론 이 제안이 충분한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미적 추정이 인식적
정당화 수단일 수 있는 근거, 추정에 의한 정당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에 대한 설명, 예술비평에서 추정이 사용되는 사례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
되어야 할 것이다.

4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 나는 본고의 목표인 미적 개별주의 관점을 옹호하는 일이 비
평철학 및 미학의 근본 문제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논
의의 구조 및 흐름을 명료하게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 비평철학이 무엇
보다 먼저 관심을 갖는 일은 예술비평이 무엇인지의 문제이다. 예술비평이
합리적 이유에 근거한 평가라는 목표를 갖는 것이라면, 그러한 평가의 기
준, 즉 미적 원리에 대한 논의는 비평철학의 핵심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
다. 그런데 이미 살펴봤듯이 미적 개별주의 논쟁은 단순히 미적 원리가 있
는지의 여부만을 따지는 논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 논의를 미학적
으로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미적 속성, 미적 개념, 그리고
미적 정당화 등 미학의 다양한 근본 문제들과 뗄 수 없는 방식으로 연결
되어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이 모든 문제들은 미적 가치를 탐색하는 일과
연관된다. 이제 이어지는 장들에서 나는 앞서 언급한 개별주의 논증의 근
거들을 차례로 살펴보면서, 미적 개별주의 접근이 예술비평에서 어떤 역할
을 할 수 있을지를 검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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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평가적 비평의 미적 진술과 그 의미
1 예비 사항들
본고의 목표는 예술비평에서 미적 개별주의 접근의 역할과 의미를 탐색
하는 것이다. Ⅰ장의 3.1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개별주의 대 일반주의 논쟁
의 스펙트럼을 고려할 때 예술비평에서 개별주의 접근은 미적 원리가 없
는 (것처럼 보이는) 평가적 비평을 타깃으로 삼는다. 그러나 개별주의가
적용 가능한 영역을 설정하더라도, 미적 개별주의가 적절한 의미에서 유효
한 접근 방식이 되려면 미적 개별주의 자체의 타당성을 위한 검증이 필요
하다. 나는 I장 2절에서 미적 개별주의가 결국 전체론으로부터 따라 나온
귀결이라고 믿으며, 이러한 전체론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띠고 있어야
개별주의라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는지는 메타-미학 이론들에서 선택된 최
선의 이론 묶음을 일괄적으로 주장함으로써 결정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한 I장 3.2절에서는 그러한 최선의 이론 묶음이 참 상대주의와 형태없음
논제의 연합이며, 그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개괄하였다. 이 장에
서는 그 연합의 첫 번째로서 전체론의 의미론적 형태를 특징짓는 참 상대
주의를 제시할 것이다. 그러나 참 상대주의는 예술비평의 미적 판단 또는
미적 진술의 의미를 설명하는 여러 입장들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복수의 입장들 중에서 왜 참 상대주의가 선택되어야 하는지가 분명하게
논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미적 진술의 의미를 설명하는
인지주의 및 비-인지주의 입장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참
상대주의가 미적 개별주의를 위한 최선의 의미론적 선택지임이 주장되어
야 할 것이다.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예술비평에서 미적 판단이
나 미적 진술이 왜 중요하고, 그것들이 어떤 특징들을 갖는지부터 살펴보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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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예술비평에서 미적 진술의 중요성: 미적 원리 및 미적 판단과
맺는 관계
예술비평에서 비평적 진술은 기본적으로 예술작품에 관한 진술이며, Ⅰ
장 1.3절에서 살펴봤듯이 내적 진술과 외적 진술로 나뉜다. 그런데 비평적
진술은 다른 방식으로도 묶일 수 있다. 이를테면 우리는 비평적 진술들이
비평에서 수행하는 특정한 기능에 따라, 즉 비평을 구성하는 활동들의 목
록에

따라

이

진술들을

기술(description),

분류(classification),

맥락화

(contextualization), 해명(elucidation), 해석(interpretation), 분석(analysis), 평가
(evaluation)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41) 하지만 본고에서 다루는 비
평의 미적 원리에 주목할 경우 비평적 진술을 크게 비-미적 진술
(non-aesthetic statement)과 미적 진술(aesthetic statement)의 두 부류로 구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미적 진술은 다시 ‘이 작품은 미적으로 좋다’처
럼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위한 진술과 ‘이 작품의 구성은 통일성을
갖추고 있다’처럼 작품의 특정한 부분이나 국면에 관한 진술로 세분화된
다. 이러한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미적 원리의 두 가지 유형과 대
응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유형은 미적 진술에서 사용된 미적 개념이나 속
성의 외연이 비-미적 진술들을 통해 체계화되는 미적 원리이다. 두 번째
유형은 예술작품의 특정한 부분이나 국면에 관한 미적 진술이 작품의 전
반적인 미적 평가를 위한 진술과 맺는 가치 함축 관계가 체계화되는 원리
이다.
비평적 진술 중 미적 진술, 특히 예술작품의 특정한 부분이나 국면에 관
한 진술은 작품에 적용된 미적 개념의 외연과 작품에 대한 미적 평가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특별히 주목할만한 가치가 있다. 비평가는
이런 종류의 미적 진술을 통해 예술작품에 미적 속성을 귀속시키고, 그로
써 상응하는 미적 개념이 표상된다. 그런데 비평가의 미적 진술은 남이 하

41) Carroll(2009), pp.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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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말을 받아적거나 안락의자에 앉아서 자유롭게 떠오르는 견해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전형적으로 예술작품을 직접 감상하는 과정에서 (또는 그 감
상에 기초해서) 내린 미적 판단을 서술문의 형태로 제시한 것이다. 요컨대
예술비평에서 미적 진술은 미적 원리의 두 유형을 매개한다는 점에서 중
요하고, 그러한 미적 진술은 비평가가 예술작품을 직접 경험하여 내린 미
적 (가치)판단이 문장 형태로 서술된 것으로 이해된다.

1.2 미적 진술의 의미: 대면 원칙과 미적 불일치
예술비평에서 미적 진술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
어야 한다. 첫째, 미적 진술은 비평가의 비평 그 자체를 구성하는 진술로
서 그 의미가 파악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미적 진술은 비평가들 사이의
의사소통 양상, 즉 일치(동의), 불일치, 철회 등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의미가 파악될 수 있어야 한다.42) 그런데 미적 진술이
비평가의 비평을 구성할 때 가지는 의미란 무엇인가? 이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비평가가 예술작품을 직접 경험하고 그 경험을 기초로 내린 미적
판단을 서술문의 형태로 진술한 것의 의미이다. 물론 작품을 직접 경험하
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증언 등을 통해) “미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작품에 대한 직접 경험이 없더라도 주어진 미
적 판단의 의미를 파악하고, 심지어 그 판단의 진위를 가늠해볼 수 있다.
그러나 비평 담론에서 비평 그 자체를 구성하는 미적 진술은 비평가의 미
적 판단이 의미하는 바를 의미해야 한다. 이 경우 비평가의 미적 판단은
대부분의 경우 작품에 대한 직접 경험에 기초해야 할 것이다. 아니면 최소
42) 로페스(Lopes)는 (본고 Ⅰ장 1.3절에서 인용된) 아이센버그의 논문 제목인
‘Critical Communication’을 가리키면서, 비평 담론에는 기능적으로 구분되는 두
종류의 담론이 섞여 있으며, 그것들 각각은 비평과 의사소통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나는 이 흥미로운 언급이 미적 진술의 의미가 제대로 이해되기 위한 두
측면을 반영한다고 생각한다. 로페스의 언급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Dominic Lopes(2009), “Aesthetic Acquaintance,” Res Philosophica, Vol. 86, p.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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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작품의 미적 특징들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는 대용물(복제물, 사진 등의
이미지)에 대한 직접 경험에는 기초해야 한다. 작품 또는 그것의 대용물에
대한 직접 경험에 전혀 기초하지 않은, 또는 순전히 증언에만 의거해 작성
된 비평은 신뢰할만한 비평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적 판단
이 비평가의 것인 이상, 예술비평에서 비평가의 미적 진술이나 판단은 예
술작품(및 그 대용물)에 대한 비평가의 직접 경험(first-hand experience)에
기초해야 한다. 볼하임(Wollheim)은 이러한 생각을, 비록 비평에 한정하여
주장한 것은 아니지만, ‘대면 원칙(acquaintance principle)’이라고 불렀다.43)
물론 대면 원칙이 미적 진술의 의미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함축과 영향
력을 갖는지의 문제는 미적 진술의 의미에 대한 이론적 입장들에 따라 그
견해가 다양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입장을 취하건, 최소한 비평 그 자체
를 구성하는 미적 진술이 대면 원칙을 만족하는 방식은 설명되어야 할 것
이다.
예컨대 대면 원칙과 관련하여 가장 잘 알려진 문제는 직접 경험이 아닌,
이른바 ‘미적 증언(aesthetic testimony)’에 기초한 판단이 미적 판단으로서
의 지위를 갖느냐, 즉 누군가의 미적 판단을 전해 들은 사람이 내린 판단
이 과연 진정한 의미에서 미적 판단이냐를 따지는 논의이다.44) 이러한 문
제제기는 (누군가의 직접 경험에 기초한) 미적 판단이 (다른 사람에게 그
내용을 그대로 보존한 채로는) 전달될 수 없다는 직관에 근거하고 있다.
미적 판단을 오직 증언 형식으로 전달 받은 사람은 직접 경험에 기초하지
43) Richard Wollheim, Art and Its Objec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1968]), p. 233. 볼하임의 대면 원칙에 동조하는 언급들은 다음과 같은 다
수의 문헌들에서 발견된다: Frank Sibley(1965), “Aesthetic and Nonaesthetic,”
Philosophical Review, Vol. 74, p. 137, Timothy Binley(1977), “Piece: Contra
Aesthetics,”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Vol. 35, p. 269, Philip
Pettit, “The Possibility of Aesthetic Realism,” in E. Schaper ed., Pleasure,
Preference, and Valu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p. 25,
Alexander Nehamas, Only a Promise of Happiness: The Place of Beauty in a
World of Ar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7), p. 47.
44) 이 논의와 관련한 고전적인 논문으로는 토미(Tormey)의 것을 참고할 것:
Allan Tormey(1973), “Critical Judgments,” Theoria, Vol. 39, pp. 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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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판단을 내릴 것이므로, 대면 원칙에 따라 그 판단은 미적 판단이 아
닐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지각적 판단과 비교했을 때
(그리고 지각적 판단은 대개 증언에 의한 전달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므로)
미적 판단만이 갖는 고유한 특징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물론 대면 원칙이
미적 진술의 진리 조건에 포함되어야 하느냐 아니면 미적 진술의 정당화
를 위한 인식적 조건에 머무르는 것이냐에 따라 그 원칙 또는 그것의 귀
결(전달 불가능성)이 적용되는 양상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예술비평에서
비평가의 미적 진술(판단)이 일반적으로 예술작품에 대한 비평가 자신의
직접 경험에 기초한다는 점만은 미적 진술의 의미를 어떤 이론적 입장에
서 설명하느냐와 관계 없이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이론은 대면 원
칙에 대한 나름의 설명력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45)
다음으로, 비평가들 사이의 의사소통 양상과 관련된 미적 진술의 의미
문제를 살펴보자. 미적 진술의 의미와 관련하여 그 내용이 어떤 형태를 갖
느냐, 즉 미적 진술은 명제를 그 내용으로 갖는 주장(assertion)이냐 아니면
다른 어떤 심적 상태(감정이나 태도 등)를 표현하는 것이냐의 문제는 무척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그 미적 진술에 대해 비평가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을 이해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
다. 뿐만 아니라 미적 진술이 명제를 그 내용으로 갖는 주장이라고 해도,
그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내용의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
이이냐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서 마찬가지의 영향을 미친다. 이때 그러한
영향을 받는 비평가들의 의사소통이란 동의(일치), 불일치, 철회 등의 양상
45) 예를 들어, 본고에서 주목하는 맥팔레인(MacFarlane)의 참 상대주의에서 비평
가의 미적 진술은 일종의 주장(assertion)으로 이해되고, 대면 원칙은 이러한 주
장으로서의 미적 진술의 진리조건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는 이것을
‘주장 조건(assertion condition)’이라고 부른다. 나는 이것이 맥팔레인이 이 조건
을 도입한 사례인 ‘맛있다(tasty)’, 즉 맛 표현의 경우에는 들어 맞을지 몰라도,
미적 술어에 대해서 그대로 적용되긴 어렵다고 본다. 자세한 논의는 이후 참
상대주의를 다루는 절에서 계속될 것이다. 맥팔레인 버전의 대면 원칙, 그리고
그가 제시한 주장 조건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을 참조할 것: John MacFarlane,
Assessment Sensitivity: Relative Truth and Its Applica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pp. 3-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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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리킨다. 만약 우리가 미적 진술의 의미를 설명하는 이론을 잘못 선택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의사소통 양상들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절하게 (혹은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없게 된다. 비록 대면 원칙이 미적 진술의 의미에
있어서 모종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일상적인 진술과 미적 진술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진술이 의사소통되는 방식은 일상의 방식과 크게 다를 것
없이 이해될 수 있을 것 같다. 즉 동의(일치), 불일치, 철회 등은 모두 우
리가 일상적인 담화에서 이해하는 자연스러운 그 방식대로 비평 담론에서
도 마찬가지 설명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그중에서도 불
일치 문제는 특히 ‘미적 불일치(aesthetic disagreement)’라는 이름하에서 오
랜 논의의 전통을 갖고 있다. 일치와 불일치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이해될 수 있고, 철회는 불일치로부터 따라 나오는 문제이므로, 여기서는
일단 미적 불일치 논의에서 미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것만을 간략
히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비평 담론에서 미적 불일치 현상이란 불일치의
당사자들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미적 진술(판단)을 제시하는 경우를 가리
킨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두 요건을 만족할 경우 우리는 그것을 미적 불일
치로 간주할 수 있다46): (1) 미적 불일치의 당사자인 판단 주체들(비평가
들)은 최소한 그것이 무엇에 관한 불일치인지에 관해서는 일치(동의)한다.
(2) 불일치하는 미적 판단들은 최소한 불일치 당사자 각각에게는 양립 가
능하지 않다. 비평 담론에서 종종 나타나는 미적 불일치가 진정한 불일치
인지 아니면 일견 불일치처럼 보이는 현상만이 있을 뿐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어느 쪽이건 미적 진술의 의미에 관한 이론은 그 현상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6) 미학자들이 제시하는 미적 불일치의 요건은 다음과 같은 다수의 문헌에서 발
견된다: Noël Carroll, Philosophy of Art: A Contemporary Introduction (Routedge,
1999), pp. 192-200, Alan Goldman, Aesthetic Value (Oxford: Westview Press,
1995), pp. 28-29, 33, 37-38, Jerrold Levinson, “Aesthetic Properties, Evaluative
Force, and Differences of Sensibility,” in E. Bradly & J. Levinson eds., Aesthetic
Concepts: Essays after Sible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pp.
61-66, Eddy Zemach(1991), “Real Beauty,” Midwest Studies in Philosophy, Vol.
16, pp. 249-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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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예술비평 담론에서 미적 진술의 의미가 비평
그 자체와 의사소통이라는 두 측면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면 원칙
과 미적 불일치는 미적 진술의 의미에 관한 이론이 설명해야 할 두 가지
요소이다. 이러한 이론은 이제 다음 절에서 개괄할 인지주의와 비-인지주
의로 구분된다.

1.3 미적 진술의 의미를 설명하는 이론의 구분: 인지주의와 비-인지
주의
예술비평에서 미적 진술의 의미는 비평가가 미적 진술을 통해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는가를 설명함으로써 드러난다. 그런데 미적 진술이 표현하
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다양한 관점들이 있을 수 있다. 이 관점들
을 구분하는 일반적인 기준은 미적 진술이 명제를 표현하는 부류에 속하
는가이다. 통상 명제는 진리값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미적 진술의
의미가 그것이 표현하는 명제에 의해 드러난다고 생각된다면 미적 진술이
나 판단은 참이나 거짓일 수 있다는 뜻에서 진리적합성(truth-aptness)을 갖
는다. 그러나 만약 비평가가 미적 진술을 통해 명제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
라면, 미적 진술이나 판단은 참이나 거짓일 수 없다. 즉 미적 진술은 그것
의 “의미”로서 다른 어떤 것을 표현한다. 이를테면 ‘드가의 무용수 그림은
우아하다’라는 비평가의 진술은 <드가의 무용수 그림은 우아하다>와 같이
어떤 내용이건 특정한 명제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비평가가 그
작품에 대해 갖는 긍정적인 느낌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기능을 할 뿐이다.
비-인지주의 관점(non-cognitivism)은 미적 진술이 다름 아닌 바로 이런 기
능을 하며 진리적합성을 갖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반대로 미적 진술이 명
제를 표현하며, 따라서 참이나 거짓일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은 기본적으로
인지주의 관점(cognitivism)이다. 이러한 구분 및 세부 입장들 일반에 대해
서는 이미 I장의 2.3절에서 소개한 바 있다. 다만, 여기서는 앞으로 검토할
여러 이론들에 대해 한 이론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식의 전적인 반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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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 싶다. 각 이론적 입장들마다 나름의
장단점을 갖추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내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
이론이 내적 정합성을 가졌느냐, 대면 원칙이나 미적 불일치를 잘 설명하
느냐 등과 더불어 비평 담론에서 미적 개별주의 접근을 뒷받침하기에 적
절한가의 여부이다. 만약 이러한 고려사항 속에서 이론들이 경합한다면,
결국 어느 이론의 설명력이 우월한가를 따지게 될 것이다. 이어지는 절들
에서는 우선 비-인지주의 입장을 소박한 표현주의(simple expressivism)와
세련된 표현주의(sophisticated expressivism)로 구분하고, 검토 및 비판하겠
다. 그런 다음 인지주의 진영에 속하는 다양한 입장들을 살펴볼 것이다.

2 비-인지주의와 그 문제점들
2.1 소박한 표현주의(simple expressivism)
2.1.1 소박한 표현주의의 기본 입장

소박한 표현주의는 비평가의 미적 판단이나 진술이 예술작품에 대한 비
평가의 긍정적/부정적 정서적 태도를 표현하거나 그러한 비평가의 반응을
권장할만한 것이라고 제안하는 수단이라고 본다.47) 이런 의미에서 비평가
는 예술작품에 관해 참이나 거짓일 수 있는 어떠한 주장(assertion)도 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미적 진술 속에 나타나는 언어적 표현들은 단순히 작품
에 대한 우호적/비-우호적 반응을 표현하기 위해, 또는 그러한 반응을 다
47) 나는 여기서 ‘소박한 표현주의’를 에이어(Ayer)를 비롯한 논리실증주의자들이
미적 진술이나 윤리적 진술 등에 적용한 ‘정의주의(emotivism)’ 내지는 헤어
(Hare)의 ‘규정주의(prescriptivism)’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한다. 다른 철학자들이
나 미학자들은 이러한 입장을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를테면 볼
하임은 ‘주관주의(subjectivism)’로, 맥팔레인은 ‘고전적 표현주의(classical
expressivism)’라고 부른다. 에이어와 헤어의 입장은 다음을 참조할 것: A. J.
Ayer, Language, Truth and Logic (Harmondsworth: Pelican Books, 1975[1936]),
R. M. Hare, The Language of Moral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52).

- 57 -

른 이들에게 권유하고 제안하기 위해 포장된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소박한 표현주의에 따르면 비평가는 미적 판단을 내릴 때 예술작품에 대
한 직접 경험에 기초하여 긍적적/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그러한 반응을
권장하며, 그런 한에서 미적 판단이나 진술의 주체인 비평가는 미적 술어
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보증된다. 물론 이때 “보증된다”는 것은 직접 경험
에 기초한 반응을 증거로 비평가의 미적 판단이나 진술이 참이 되게끔 만
든다는 뜻이 아니라, 그의 언어적 표현이 자신의 반응 또는 그러한 반응의
권유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되기에 적절하다는 뜻에 불과하다.
한편 소박한 표현주의자는 예술작품에 대한 미적 판단이나 진술에서 일
견 미적 불일치처럼 보이는 현상이 진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사실 누구도 아무것도 주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불일치처럼 보이는
현상이 있다면 그 당사자들은 정반대의 느낌을 표현하거나 정반대의 것을
권유하고 있는 것이긴 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술작품에 대해 자신이 갖
고 있는 승인/불승인의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그저 서로 다른 느낌을 표현
할 수도 있고, 어쩌면 자신의 태도를 권유함으로써 상대방의 태도에 영향
을 미쳐서, 상대방이 이른바 ‘태도 변화(a change in attitude)’를 경험하게
끔 만들어 “불일치”를 해소할 수도 있다. 요컨대 소박한 표현주의는 미적
진술의 의미를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만족해야 할 최소한의 요구조건 두
가지를 (직접 경험에 기초할 것, 미적 불일치를 설명할 것) 이런 의미에서
는 일견 충족하는 것 같다.

2.2.2 소박한 표현주의 비판48)
48) 여기서는 소박한 표현주의가 예술비평의 미적 판단이나 진술에 적용될 경우
에 나타나는 문제점들만을 다룬다. 다시 말해 도덕적 판단에 대해 소박한 표현
주의를 적용할 때만 나타나는 문제는 따로 다루지 않을 것이다. 이를테면 소박
한 표현주의는 일종의 투사주의(projectivism)이기 때문에 세계에 실제로는 없는
속성인 도덕적 좋음이나 나쁨이 마치 도덕 판단의 대상에 귀속되는 것인 양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승인 또는 불승인의 감정을 세계에 투사하는 것일 뿐이
다.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아이들이 길고양이를 잡아 잔인하게 고문하는 행위
를 보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행위가 실제로 도덕적으로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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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먼저 미적 술어의 사용이 예술작품에 대한
비평가의 직접 경험에 기초함으로써 보증된다는 설명부터 살펴보자.49) 소
박한 표현주의는 예술작품에 대해 미적 개념을 적용하는 일이 작품에 대
한 직접 경험에 기초한 비평가의 승인/불승인 태도와 부합한다는 뜻에서
적절하고, 이런 의미에서 비평가의 미적 판단이나 진술은 보증된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소박한 표현주의에 따르면 그렇게 보증된 서로 다른 미적 개
념들의 사용은 구분될 수 없다. 이를테면 우아함 개념과 통일성 개념 둘
모두가 예술작품에 대한 비평가의 긍정적 태도와 부합하며, 그런 의미에서
보증된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우아함과 통일성이 서로 다른 개념으
로서 사용되고 그러한 방식으로 그 사용이 보증된다는 점까지 뒷받침할
수는 없다. 게다가 한 예술작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일과 그
작품에 대해 긍정적인 미적 판단을 내리는 일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어떤 대상에 대해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음을 알고, 즉
그렇게 판단하고도 여전히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다. 예술작품에 대해서도
마땅히 감동 받을만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무감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만
약 미적 판단이 어떠한 주장 내용도 갖지 않고 단지 감상자의 반응과 동
일시된다면, 미적 반응과 미적 판단의 불합치는 우리가 그것을 (단순 착각
이나 자기기만이 아닌 형태로) 종종 겪음에도 불구하고 설명될 방법이 없
게 된다.
다음으로 소박한 표현주의는 미적 불일치 현상을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

못된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이란 단지 우리의 당황스러움이나 경악을 세계에 투
사한 것일 뿐이라는 설명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도덕 판단에 대해서는 이
런 설명을 받아들이는 데 꽤나 불편함을 느낄 것이겠지만, 미적 판단의 경우에
는 투사주의가 주장하는 ‘무해한 허구(harmless fiction)’가 동일한 종류의 불편
함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거부될 소지가 별로 없을 것 같다.
49) 이 요구조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비판, 즉 다양한 미적 개념들의 구분 불가능
성, 미적 반응과 미적 판단의 불합치 문제 등은 담스(D’arms)와 제이콥슨
(Jacobson)의 아이디어를 빌려온 것임을 밝힌다: Justin D’arms & Daniel
Jacobson(2000), “Sentiment and Value,” Ethics, Vol. 110, pp. 72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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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50) 미적 불일치 현상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작품에 대해 ‘이 작품은
아름답다’와 ‘이 작품은 아름답지 않다’와 같이 정반대의 미적 판단들이
제시될 때 나타난다. 하지만 미적 불일치는 소박한 표현주의자가 주장하듯
이 단순히 “태도의 불일치”에서 그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비평
가들 사이의 불일치는 언어적 담화 속에서 발생하며 일종의 논쟁으로 간
주된다. 논쟁 당사자들은 그 과정에서 상대편에게 ‘당신은 틀렸다!’, ‘내가
옳다!’ 등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소박한 표현주의에 따르면 미적
불일치의 당사자들은 사실상 아무것도 주장하는 상황이 아니므로, 옳다거
나 틀렸다고 할만한 주장 자체가 없는 셈이다. 그렇다면 미적 불일치는 언
어적 담화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형태의 논쟁으로 간주되기 어렵다. 소
박한 표현주의자가 말하는 ‘미적 불일치’란 태도의 양립 불가능보다는 태
도의 단순한 차이 쪽에 보다 가깝다. 그러므로 소박한 표현주의는 ‘불일
치’라는 표현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일상적인 직관, 즉 양립 불가능한
정반대의 견해를 갖고 당사자들이 옳고 그름을 논쟁할 수 있다는 생각을
도외시하는 얄팍한 관점이거나51), 아니면 미적 불일치를 놓고 발생하는 비
평가들 사이의 설전이 사실은 논쟁이 아니기 때문에 미적 (또는 도덕적)
영역에서만 불일치에 대한 우리의 직관이 체계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억
지 주장을 펴는 관점으로 보인다.
게다가 단순히 태도의 불일치만을 가지고는 미적 판단이나 진술의 철회
(retraction)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비평가들이 미적 판단이나 진술을
철회하는 일이 아주 흔하게 일어나진 않지만, 특히 미적 불일치의 논쟁 속
50) 소박한 표현주의가 미적 불일치 현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서는 맥팔레인의 논변 중 일부를 참조하였다: MacFarlane(2014), pp. 16-17.
51) 소박한 표현주의가 불일치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지 않고 피상적으로 접근한
다는 지적은 슈뢰더(Schroeder)의 아이디어에 근거한 것이다. 그는 소박한 표현
주의가 태도의 불일치(disagreement in attitude)를 주장함으로써 불일치를 얄팍
한 문제(shallow problem)로 만들고, 정작 옳고 그름을 따지는 문제, 즉 논쟁 가
능성이라는 불일치의 진짜 문제(deep problem)를 다루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구
체적인 내용은 다음을 참조할 것: Mark Schroeder, Being For: Evaluating the
Semantic Program of Expressiv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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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때때로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 비전문가인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
또는 비평가들 덕분에(!)) 보다 빈번하게 예전의 미적 판단이나 진술을 철
회하곤 한다. 내가 예전의 나의 미적 판단을 철회하는 일은 단순히 나의
미적 기준이 변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의 논쟁 속에서 나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이다. 전자는 나 스스로의 미적 판단들
사이의 불일치이고, 후자는 나와 상대방 사이에서 나타나는 미적 판단의
불일치이다. 이렇게 본다면 철회가 있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불일치
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미적 불일치를 설명할 수 있다면, 그에 따
라 철회의 가능성도 자연스럽게 설명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주장
을 철회한다는 뜻에서 미적 판단에 대한 철회 가능성은 자연스러운 반면,
우호적 태도를 거두어들임으로써 미적 판단이 철회될 수 있다는 생각은
이상해 보인다. 왜냐하면 소박한 표현주의에 따를 경우 “철회” 이전의 미
적 불일치는 진짜 불일치가 아니기 때문에 우호적/비-우호적 태도를 거두
어들일 이유가 분명치 않고, 설령 기존의 태도를 거두어 들이는 결정을 내
린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한 것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태도의 “철회” 문제는 미적 평가의 맥락에서 미적 판단을 참이게
끔 만드는 근거라는 뜻에서 이유-제공(reason-giving)을 소박한 표현주의는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과 관련되어 있다. 소박한 표현주의는 ‘이
작품은 아름답다’라는 비평가의 미적 판단이 어떠한 주장도 아니고, 따라
서 참이나 거짓일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미적 판단을 참이게끔
만드는 이유들(reasons)을 제공할 수 없다. 대신 비평가는 이 작품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갖는 근거로서 설득력 있는 “이유들”(persuaders)을 제시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들”은 상대방의 태도 변화를 이
끌어 내는 데 효과적(effective)일 뿐이지 합당하거나 합당하지 않은 부류의
이유들(good or bad reasons)은 아니다. 말하자면 비평가가 제시하는 설득
력 있는 “이유들”은 그것이 합당하건 그렇지 않건 효과적이기만 하면 상
대방의 태도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소박한 표현주의자에게 “철회”란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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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변화를 의미하므로, 이런 식의 설명은 불일치를 해소하는 방식의 철
회가 합리적인 활동이 아닐 수 있음을 함축한다.52)
보다 일반적으로 말해, 소박한 표현주의가 진정한 의미의 이유-제공을
할 수 없다는 점은 비평이 합리적 이유에 근거한 평가라는 생각과 부합하
기 어렵다. 비평가의 비평은 합리적 추론을 허용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소
박한 표현주의는 그것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미적 추론을 생각해보자.53)

(1) 이 그림은 우아하다.
(2) 만약 어떤 그림이 우아하다면, 그 그림은 미적으로 좋다.
(3) 이 그림은 미적으로 좋다.

이 추론에서 (1)과 (2)를 전제로 할 경우 (3)이 결론으로서 타당하게 도출
된다는 점은 명백해 보인다. 그러나 소박한 표현주의에 따르면 ‘우아하다’
나 ‘미적으로 좋다’가 사용된 미적 판단은 참이나 거짓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긍정적/부정적인 태도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1)과 (3)을 소박한 표현주의의 설명에 따르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2)는 어떠한가? 예컨대 조건문 (2)의 전건은 미적
판단이 아니다. 즉 (2)의 전건에서는 주장된 것처럼 보이는 것조차도 없다.
인지주의자들은 (1)과 (2)에서 (3)으로 가는 추론을 사태들(states of affairs)
52) ‘reasons’와 ‘persuaders’의 구분은 딕키(Dickie)에게서 그 아이디어를 가져왔다:
George Dickie, Aesthetics: An Introduction (Indianapolis: Bobbs-Merrill, 1971),
pp. 174-175. 결국 소박한 표현주의에서는 합리적 이유-제공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하는 전체론 또는 일반론을 다룰 여지도 없다.
53) 조건문 (2)의 전건은 ‘주장되지 않은 맥락(unasserted context)’에서 미적 진술
이 나타나는 경우이다. 전건 긍정(modus ponens)의 미적 추론을 제시함으로써
보이려는 소박한 표현주의의 문제는 주지하듯이 ‘프레게-기치 문제(the
Frege-Geach problem)’에 속한다. 도덕 판단에서 정의주의와 관련하여 이 문제
를 다룬 간결하고 잘 정리된 설명은 다음을 참조할 것: Alexander Miller, An
Introduction to Contemporary Metaethics (Cambridge: Polity Press, 2003), pp.
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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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추론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지만54), 비-인지주의자인 소박한 표현
주의자에게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비-인지주의자에게 조건문
(2)는 미적 판단과 마찬가지로 (참이나 거짓일 수 있는) 어떠한 사태도 표
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소박한 표현주의는 비평에서 흔하
게 나타나는 미적 추론을 설명할 자원이 없다는 점에서도 미적 진술의 의
미를 설명하기 위한 적절한 이론이라고 하기 어렵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소박한 표현주의는 비평 담론의 의미를 설명하
기에는 다소 엉성하고 편협한 관점일 수 있다. 그러나 표현주의는 여기서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세련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이어지
는 절에서는 세련된 표현주의를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살펴볼 것이다.

2.2 세련된 표현주의(sophisticated expressivism)
2.2.1 세련된 표현주의의 기본 입장

세련된 표현주의는 앞서 다룬 소박한 표현주의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비-인지주의 입장을 보다 설득력 있게끔 만들기 위해 제시된다. 물론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들이 제안될 수 있겠지만, 개별적인
해결책들을 검토하기 전에 세련된 표현주의가 어떤 방식으로 정식화될 수
있는지를 먼저 보도록 하자. 여기서는 기버드(Gibbard)의 ‘규준 표현주의
(norm-expressivism)’를 미학에 적용한 버전으로서 스크러튼(Scruton)의 ‘미
적 기술에 대한 정서 이론(the affective theory of aesthetic description)’을
세련된 표현주의의 대표적 입장으로 간주하고 살펴볼 것이다.55) 이 경우

54) 즉 (1)과 (2)의 전건은 <이 그림은 우아하다>라는 동일한 사태를 표현하고,
(2)의 후건과 (3)은 <이 그림은 미적으로 좋다>는 동일한 사태를 표현한다.
55) Roger Scruton, Art and Imagination: A Study in the Philosophy of Mind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82[1974]), Allan Gibbard, Wise Choices,
Apt Feelings: A Theory of Normative Judgment (Oxford: Clarendon Press,
2002[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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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 표현주의는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 있다.

(SoE) 한 예술작품은 미적으로 좋다 iff 감상자(또는 비평가)가 그 작품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적절하다.

이러한 정식화는 형식적으로 필요충분조건을 담고 있는 쌍조건문의 형태
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일견 미적 판단(진술)에 대한 진리조건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세련된 표현주의가 비-인지주의 입장인 이유
는 쌍조건문 (SoE)의 오른쪽에 나타난 적절성(appropriateness) 개념을 비인지주의적으로 분석하기 때문이다.56) 이때 적절성은 다음과 같이 분석될
수 있다.

(수용 조건) 한 예술작품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러한 반응을 허용(또는 규정)하는 규준(규칙) 체계를 수용한
다는 점을 표현하는 것이다.

표현주의는 기본적으로 비-인지주의 입장이기 때문에, 미적 판단이나 진
술이 어떤 사태에 대응하는 명제를 표현하고, 그로써 진리조건을 갖는다는
점은 부정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적 판단에서 우리가 어떠한 종류
의 객관성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이 따라 나오는 것은 아니다. 스크러튼은
이런 의미에서 미적 판단의 진위와 객관성을 구별한다.57) 미적 판단은 비
록 참이나 거짓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음식 맛에 대한 선호처럼
단지 임의적이거나 주관적이기만 한 것도 아니다. 미적 판단에는 그것의
56) ‘적절성’은 스크러튼이 미적 판단에 대해 사용하는 용어이다. 기버드는 도덕
판단에 대해 적절성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합리성(rationality)’을 (비-인지주의
적으로) 분석한다: “한 행위는 도덕적으로 잘못됐다(wrong) iff 그 행위를 수행
한 행위자가 그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이 그가
그런 행위를 한 것에 분노를 느끼는 것은 합리적이다.” 기버드의 입장을 이러
한 쌍조건문으로 정식화하는 것은 다음을 참조했다: Miller(2003), p. 95.
57) Scruton(1982[1974]), p. 55.

- 64 -

진위를 따지는 차원과는 다른 차원에서 모종의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으
며, 이는 미적 판단에 대한 수용 조건(acceptance condition)을 충족하는 일
로 귀착된다.
그렇다면 미적 판단에 대한 수용 조건은 무엇인가? 비-인지주의자인 스
크러튼은 그것이 적절한 반응 또는 경험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적절한 반
응이나 경험은 단순히 외부 자극에 대한 반사적 반응이나 그러한 종류의
경험이 아니라, 미적 판단의 대상(인 예술작품)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음
(an awareness and understanding of a work of art)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특
정한 부류의 대상에 관한 반응이나 경험, 즉 지향성(intentionality)을 갖춘
반응이나 경험이다. 게다가 예컨대 글자 그대로는 슬플 수 없는 음악 작품
에 대해 슬픔을 경험하고 슬픔을 귀속시키는 경우를 생각할 때, 그러한 반
응이나 경험은 믿음이 아닌 상상력이 개입되는 고유한 차원의 지향성을
갖는다.58) 즉 상상력을 발휘함으로써 우리는 음악을 슬픈 것으로서 듣는
(hearing-as) 일종의 국면 지각(aspect perception)의 경험을 하는 것이다.59)
그러나 미적 판단의 수용 조건으로서 제시된 반응이나 경험에 이러한 요
소들, 즉 지향성, 상상력, 국면 경험 등이 필수적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반응이나 경험의 구조를 결정하는 것은, 스크러튼에 따르면, 미적 태도이
다. 이때 미적 태도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a) 작품에
대한 향수 또는 만족, (b) 작품 그 자체에 대한 주목, 그리고 (c) 그러한
태도가 작품에 대해 올바른 혹은 적절한 것라는 뜻에서의 규범성.60) 스크
러튼의 비-인지주의는, 내가 보기에, 미적 판단이 예술작품에 대한 어떤 주
장 또는 믿음을 표현하는 진위 판정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력을 통
해

작품을

감상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른바

‘미적

경험(aesthetic

experience)’의 성격을 드러내는 것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요약
될 수 있다. 그러나 수용 조건에서 드러나듯이, 미적 경험이나 반응은 그

58) Ibid., pp. 74-77.
59) Ibid., pp. 121-133.
60) Ibid., pp. 13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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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허용(또는 규정)하는 규준(규칙) 체계를 따르는 경우에만 적절하고,
그로써 미적 판단의 “객관성”이 확보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적절성의 규준(norm)에 대해 스크러튼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는 미적 판단의 적절성이 취미(taste) 능력의 발휘에 기초한다고
주장한다.

이때

취미란

‘합리적

근거를

갖는

식별력(reasoned

discrimination)’을 뜻하며, 그로써 미적 경험에 일종의 규범성을 가져오는
역할을 한다. 미적 판단이 이런 식의 규범성을 갖는다는 것은 나름의 보편
성, 즉 우리가 미적 판단에 대해 동의(agreement, 일치)할 수 있음을 뜻한
다. 하지만 왜 미적 영역에서 그러한 일치나 동의가 중요한가? 이러한 보
편성에 대한 요구를 정당화하기 위해, 스크러튼은 미적 일치가 도덕적 일
치와 다르지 않으며, 도덕적 일치에 대한 요구가 더 이상의 설명을 요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미적 일치 또한 그러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유로 스크러튼이 말하는 취미 능력은 단지 예술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
니라 우리의 행동 양식 등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발휘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취미는 어떤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정한다기보다는 그러한
행동이 제대로 된(decent) 것인지를 식별하는 능력이다. 하지만 취미 능력
은 확립된 관행을 떠나서는 규범성을 확보해주지 못한다. 예술이 되었든
아니면 에티켓이 되었든, 확립된 관행은 규칙들의 집합체로서 존재한다.
이 규칙들은 엄격한 의미에서 준수해야만 하는 명령이라기보다는 미적 판
단의 적절성을 담보하는 취미의 토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해된다.61) 요컨
대 취미는 확립된 관행을 바탕으로 도덕과 미학의 연속성을 보여줌으로써
미적 판단이 도덕 판단과 마찬가지로 규범성을 가질 수 있는 이유를 제공
함과 동시에 미적 판단의 적절성을 가늠할 수 있는 규준을 구성한다.

2.2.2 세련된 표현주의의 해결책 및 그에 대한 비판

이제 세련된 표현주의가 해결한다고 주장하는 문제들을 검토하자. 이는
61) Ibid., pp. 24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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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박한 표현주의가 직면하는 문제들이기도 하다. 먼저 표현주의는 미적 판
단이나 진술이 감상자(비평가)의 반응 또는 특정한 경험에 기초하며, 그러
한 반응이나 경험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른바 ‘대면 원칙’을
만족하기에 알맞은 입장처럼 보인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소박한 표현
주의는 다양한 미적 개념들을 구분하기 위한 근거를 따로 갖고 있지 않다.
이 문제에 대해 세련된 표현주의는 감상자(비평가)가 보이는 반응이나 경
험이 단순히 작품에 우호적/비-우호적인 차원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반응이나 경험이 적절할 수 있는 규준이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
규준은, 스크러튼에 따르면, 확립된 관행에 토대를 둔 취미 능력이 발휘될
때 만족된다. 그렇다면 그러한 취미 또는 미적 감수성의 발휘에 부합하는
미적 개념이 사용된 미적 판단이나 진술은 주어진 예술작품에 우호적이거
나 비-우호적인 반응이 적절한 것으로 여겨질 때 보증될 수 있다. 그러므
로 다양한 미적 개념들은, 대면 원칙을 지키면서도, 정당하게 구분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감상자 반응(경험)의 적절성이 미적 개념이나 속성의 귀속을 보
증한다는 세련된 표현주의의 주장은 잘못된 것 같다. 왜냐하면 예술작품에
대한 감상자의 반응이, 세련된 표현주의가 주장하는 방식으로, 적절한가를
따지는 것만으로는 그 작품에 어떤 미적 속성이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보증되느냐를 결정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스크러튼은 취미 능
력이 미적 개념뿐만 아니라 (두터운) 도덕적 개념을 적용하기 위해서도 발
휘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가령 인종차별적인
농담을 생각해보자. 우리는 그런 농담을 듣고 즐거워(amused)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농담이 그 자체로 웃긴
(funny) 것도 아니라고 여기진 않을 것이다. 예술작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
다. 예컨대 클림트(Climt)의 <다나에(Danae)>에는 “나체의 여성이 몽환적인
흥분상태에서 태아처럼 구부리고 있는데, 황금색 한 줄기가 그녀의 엉덩이
쪽을 따라 흘러내리고 있다.”62) 이 작품은 감상자에게 성적인 몰입과 흥분
62) Matthew Kieran, Revealing Art (London: Routledge, 2005), p. 156. 이 책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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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처럼 “성적인 환상에 호소하며 오직 욕구
충족의 요구만을 준수하는”63) 작품에 대해 우리가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
는 것은, 스크러튼이 보기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반응
의 부적절성 때문에 이 작품에 우아함이나 아름다움을 적용하는 것이 보
증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그러한 성적인 특징들에 관련된 예술적
기교에 주목함으로써 우리는 감각적 쾌락이나 나른한 성애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통찰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감
상자 반응의 부적절성이 미적 귀속을 보증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잘못된
부류의 이유(the wrong kind of reason)일 수 있다는 점을 세련된 표현주의
가 설명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64) 이 문제는 미적 가치와 도덕적 가치가
상호작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각각 자율적인 영역이냐를 따지는 문제와는
별개이다. 왜냐하면 상호작용의 문제는 미적 귀속이나 도덕적 귀속 그 자
체를 감상자 반응에 따라 보증하려는 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
련된 표현주의는 미적 귀속에 유관한 이유들과 무관한 이유들을 구분할
수 있는 자원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미적 귀속의 보증 차원에서
문제점을 지닌다.
다음으로 미적 불일치의 문제를 살펴보자. 소박한 표현주의는 미적 불일
치가 일견 불일치처럼 보이는 현상일 뿐 실제로는 단순히 태도의 차이일
뿐이고, 불일치의 당사자들이 상대방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에
서 태도 변화를 이끌어 냄으로써 불일치가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
한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미적 불일치에서 실질적인 논쟁 가능성을 반영
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반면에 세련된 표현주의는, 스크러튼이 주
장하듯이, 미적 판단의 진위와 객관성을 구분하기 때문에 최소한 미적 판
글 번역은 다음에서 가져 온 것이다: 매튜 키이란(이해완 옮김), 『예술과 그 가
치』, 북코리아, 2010년, p. 197.
63) Ibid. 이 부분은 다음에서 재인용된 것이다: Roger Scruton, Sexual Desire
(Manchester: Phoenix, 1994), p. 318. 스크러튼은 이런 식의 호소력을 보이는
‘대체물’은 예술로서 부적절하다고 말한다.
64) 제이콥슨과 담스는 이 문제를 표현주의가 직면하는 ‘혼동 문제(the conflation
problem)’라고 부른다: D’arms & Jacobson(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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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이 반응이나 경험의 적절성이라는 수용 조건을 만족하느냐를 따짐으로
써 미적 불일치에 대한 실질적인 논쟁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그러나 적절성 개념의 표현주의 분석에 따라, (취미들로 이루어진) 규준
(규칙) 체계가 어떤 반응이나 경험을 허용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미적 판
단들 사이의 진정한 불일치란 바로 그런 규준 체계들 사이의 불일치라고
한다면, 이것은 표현주의가 설명해야 할 개념을 이미 전제하는 오류를 범
하는 셈이다.65) 일례로 스크러튼은 취미가 미적 영역과 도덕적 영역 사이
에서 연속성을 갖는다고 주장하면서, 그리고 확립된 관행의 성격을 설명하
면서 문제의 개념들을 사용하고 있다.

취미는 도덕적 정감과의 연속성을 보여준다. 도덕적 태도들은 고립된 상태로는 존
재하지 않으며, 그렇게 존재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다. 반대로, 도덕적 태도들은
연속된 규범적 견해들의 일부를 형성하며, 그러한 견해들은 서로를 지탱한다
(mutually sustain). … 우리는 어떤 확립된 관행이 있을 경우에만 적절성에 관해
이야기한다. … 적절성 개념은 일치(동의)된 관행(agreed practice)이라는 배경을 가
질 경우에만 성립한다. 이러한 배경이 없다면 취미 능력을 발휘하는 일과 임의적
인 선호를 드러내는 일을 구별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66)

여기서 서로를 지탱함, 또는 일치(동의)라는 개념들은 미적 불일치에서 세
련된 표현주의가 설명할 목표로 삼는 개념들, 즉 정합성/비-정합성, 일관성
/비-일관성, 일치/불일치 등과 다르지 않다. 게다가 미적 판단의 철회는 판
단들 사이의 불일치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세련된 표현주의가 미적 불일치
를 정당하게 다루지 못한다면 철회 또한 제대로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65) 이 비판은 원래 블랙번이 기버드에게 제기한 반론에서 아이디어를 빌려 왔다:
Simon Blackburn(1992a), “Gibbard on Normative Logic,”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Vol. 52, pp. 948-949. 기버드는 규준 체계가 무엇인
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할 때 불일치, 정합성, 일관성 등
의 개념을 이미 사용하고 있으며, 블랙번의 비판은 바로 이 점에 맞춰져 있다:
Gibbard(2002[1990]), p. 95.
66) Scruton(1982[1974]), p.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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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세련된 표현주의가, 소박한 표현주의와는 달리, 비평이 합리
적 이유에 근거한 평가라는 의미에서 미적 추론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지를 살펴보자. 소박한 표현주의를 다룰 때 사용했던 사례를 다시 쓰면 다
음과 같다.

(1) 이 그림은 우아하다.
(2) 만약 어떤 그림이 우아하다면, 그 그림은 미적으로 좋다.
(3) 이 그림은 미적으로 좋다.

세련된 표현주의에 따르면 (1)과 (2)에서 (3)으로 가는 추론의 타당성은 우
아함 개념과 미적 좋음 개념의 사용을 보증하는 규준 체계를 통해 설명된
다. 말하자면 전제인 (1)과 (2)를 만족하면서, 동시에 결론인 (3)을 수용하
지 못하는 규준 체계는 없다는 것이다. 세련된 표현주의는 이러한 설명을
통해 미적 추론의 타당성을 나름의 방식으로 설명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말하자면 (1)과 (2)를 수용하면서 (3)을 거부하는 사람은 비일관적이며, 일
종의 논리적 결함(logical failing)을 가진 사람일 것 같다.
그러나 세련된 표현주의의 설명이 정말 논리적 결함을 보여주는 것인지
는 분명치 않다. 오히려 (1)과 (2)에서 (3)으로 가는 추론을 하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사람은 기껏해야 (규준 체계에 상대적인) 미적 결함(aesthetic
failing)을 보인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67)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아래의
(4)와 (5)에서 (6)으로 가는 추론을 성공적으로 하면서도, 즉 논리적 결함을
갖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위의 미적 추론에는 성공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
이다.

(4)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5) 만약 누군가 사람이라면, 그는 언젠가는 죽는다.
67) 이런 식의 반론은 블랙번이 도덕 판단의 영역에서 기버드의 표현주의에 가한
비판을 미적 판단의 영역에 적용한 것이다: Blackburn(1992a), pp. 949-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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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크라테스는 언젠가는 죽는다.

이 추론을 제대로 해 내는 사람도 (1)의 그림에 대해서만큼은 그것이 비록
우아하더라도 여전히 미적으로 좋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사람은
논리적 추론에는 아무런 문제를 갖고 있지 않지만, 취미에 결함이 있어서
(1)과 (2)를 받아들이면서도 여전히 (3)은 부정할 수 있다. 또는 취미에 결
함이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1)의 그림에 우아함이 귀속되는 맥락에서
는 그것이 미적 좋음에 기여하지 못하거나 반대로 그림의 미적 가치를 해
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므로 만약 세련된 표현주의가 (4)~(6)의 추론과
(1)~(3)의 추론에 대해 하나의 통일된 설명을 제공하려고 했다면, 그것은
성공적일 수 없을 것 같다.

2.3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 비평에서 미적 판단(진술)의 “의미”를 설명하려는 비-인지주의
의 시도를 소박한 표현주의와 세련된 표현주의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두
입장 모두 기본적으로 비-인지주의 관점에 속하기 때문에 미적 판단이나
진술은 참이나 거짓일 수 없으며, 승인/불승인 등의 비-인지적 상태를 표
현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런 식의 설명은 ‘대면 원칙’에 기초하여 미적 귀
속을 온전하게 설명하는 데 실패하며, 미적 불일치 현상에 대해서도 적절
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 또한 비평이 합리적 이유에 근거한 평가라고
할 때 이것이 허용해야 할 미적 추론의 과정에 대해서도 적합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보다 설명력 있는 이론이 등장하지 않는 한, 우리
는 인지주의 관점 내에서 미적 진술의 의미를 찾아야 할 것 같다. 이어지
는 절들에서는 이를 위한 작업이 수행될 것이다.

3 인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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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이론적 배경
3.1.1 다양한 인지주의 관점들: 객관주의, 맥락주의, 그리고 상대주의

인지주의 관점에 따르면 비평에서 미적 판단이나 진술은 기본적으로 참
이나 거짓일 수 있다는 뜻에서 진리 적합성(truth-aptness)을 갖는다. 즉 비
평가의 미적 판단이나 진술은 승인/불승인의 태도 혹은 감정적 반응을 표
현하는 것이 아니라 참·거짓의 담지체인 명제를 내용으로 갖고 그러한 내
용을 주장하는(assert)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기본적인 틀 속에서 인지주
의는 다양한 입장들로 세분화될 수 있다. 나는 인지주의 입장들을 객관주
의(objectivism), 맥락주의(contextualism), 상대주의(relativism)의 세 부류로
구분하고, 특히 상대주의 중에서도 ‘참 상대주의(truth relativism)’라는 관점
이 개별주의를 위한 최선의 설명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각각의 입
장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전에 인지주의 관점의 다양한 입장들이 어떤
배경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겠다. 이는 이후
의 논의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서로 다른 입장들의 동기와 차이 및 장단
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먼저 객관주의 입장부터 생각해보자. 객관주의는 미적 판단을 통해 예술
작품에 귀속되는 미적 속성이 객관적 속성(objective property)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이때 ‘객관적’이라는 표현은 다소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이
다. 이를테면 나는 볼하임이 실재론과 “객관주의”를 서로 다른 입장으로
구분한 것과는 달리68), 그것들을 모두 객관주의로 간주한다. 실재론적 관
점에서 미적 속성은 인간의 심리적 상태와 독립적이라는 뜻에서, 그것이
한 개인의 것이건 인간 일반의 것이건 무관하게 마음 독립적이라는 의미
에서 객관적일 수 있다. 이때 미적 속성은 일차 성질(primary quality)의 지
위를 갖는다. 한편 “객관주의” 관점에서 미적 속성은 한 개인 또는 특정된
68) Wollheim(1980[1968]), pp. 23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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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간 집단의 심리적 상태에는 의존하지 않지만, 인간 일반의 경험과 완
전히 독립적일 필요는 없다는 약한 의미에서 객관적일 수도 있다. 이 경우
미적 속성은 이차 성질(secondary quality)의 지위를 가질 것이다. 그러므로
미적 속성이 객관적 속성으로 파악되는 한, 미적 판단이나 진술은 어떤 객
관적 사태(사실)에 대응하는 셈이다. 이러한 사태를 ‘미적 사실(aesthetic
fact)’이라고 부른다면, 미적 사실은 마음 독립적인 사실이거나 인간 일반
으로 보편화된 심리적 상태(정상 조건에서 정상적인 인간 또는 그러한 인
간들의 집단이 갖는 심적 상태)에 의존하는 사실일 것이다. 그러므로 객관
주의에 따르면 미적 판단이나 진술에서 미적 술어가 언제, 어떤 사람(의
미적 기준)에 의해 사용되었는가, 또는 그 판단이나 진술의 진리값을 판정
하는 시점이 언제인가, 어떤 (미적 기준을 가진) 사람이 판정자인가 등은
미적 판단(진술)의 내용 및 그것의 진리값을 따질 때 고려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객관주의에서 미적 판단의 참·거짓을 따질 때 유일한 고려사항은
미적 사실이 주어진 세계이다.
그러나 맥락주의와 상대주의는 미적 판단이나 진술의 진리값을 결정할
때 (기본적으로 세계뿐만 아니라) 객관주의가 배제한 고려사항까지 포함시
킨다. 그러므로 미적 판단(진술)의 내용(즉 명제)뿐만 아니라 그것의 진리
값은 그러한 고려사항들이 포함된

맥락(을 구성하는 파라미터들69))에 의

해 상대화된다. 이러한 상대화 작업은 ‘우아하다’, ‘통일성 있다’ 등의 미
적 술어를 ‘나’, ‘당신’, ‘여기’, ‘지금’ 등의 지표어(indexicals)처럼 맥락에
민감한(context-sensitive) 용어로 취급하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 이처
럼 맥락주의와 상대주의는 언어적 표현의 맥락민감성을 적극적으로 수용
하려는 입장이므로, 그러한 입장이 대두하게 된 배경을 어느 정도는 개괄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문장의 의미에 대한 이론을 그
세부사항까지 밝히고 해명하는 일은 본고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여기
서는 맥락주의 및 상대주의가 객관주의와 비교할 때 의미론적 전제가 어
69) 여기서 파라미터(parameter)는 맥락을 구성하는 요소들, 즉 세계, 시점, 화자/판
정자(가 속한 집단)의 미적 기준(취미/미적 감수성) 등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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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다른지를 밝히는 수준에서 배경적인 설명을 제시할 것이다.

3.1.2 가능세계 의미론과 미적 술어의 맥락민감성70)

먼저 본고에서 ‘미적 판단’이나 ‘미적 진술’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모두
미적 술어가 나타나는 문장, 그중에서도 서술문(declarative sentence) 형태
로 제시될 수 있는 판단이나 진술을 가리킨다.71) 물론 미적 판단은 반드시
물리적으로 기입된 문장이 있어야만 내려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미적 진
술 또한 수사적인(retoric) 목적에서 의문문이나 감탄문일 수 있기에 반드시
서술문일 필요는 없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비평가들이
비평 활동을 통해 제시하는 전형적인 미적 판단이나 진술이다. 그러므로
이것들이 서술문의 형태를 띤다는 생각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여기 소개된 인지주의의 입장들은 문장의 의미가 그 문장이
참일

조건,

즉

그

문장의

진리조건이라고

보는

진리조건

의미론

(truth-conditional semantics), 그중에서도 가능세계 의미론(possible world
semantics)을 전제하고 있다. 가능세계 의미론에서 한 문장의 의미, 즉 진
리조건은 <그 문장이 참인 가능세계들의 집합>으로 간주된다. 가령 “모나
리자는 아름답다”라는 문장을 생각해보자. 우리가 이 문장의 의미를 안다
는 것은 이 문장이 참일 조건을 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문장의 의미는
그것의 부분들인 ‘모나리자’라는 주어, ‘아름답다’라는 술어 각각의 의미로
구성된다.72) 가능세계 의미론에 따르면 ‘모나리자’라는 고유명사의 의미(내
70) 이 절에서 다루는 의미론적 배경은 다음의 문헌들에서 주요 내용들을 참조하
여 재구성한 것이다: 최동호, 「인식적 양상 문장에 대한 다원적 관점투영 상대
주의 옹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년, 특히 1장, MacFarlane(2014).
71) 미적 추론을 다룰 때에는 조건문이 등장할 수 있다. 그러나 비평가들이 비평
에서 조건문을 사용하여 명시적으로 추론을 드러내는 일은 흔치 않다. 나는 미
적 원리를 적용할 때, 또는 비평이 합리적 이유에 근거한 평가라는 점을 확인
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건문을 사용한다.
72) 여기에 전제된 생각은 의미의 합성성(compositionality)이다. 일반적으로 의미의
합성성에 따르면, 복잡한 표현의 의미는 보다 단순한 표현들의 의미와 문법적
규칙들에 의해 합성(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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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는 어떤 가능세계가 주어졌을 때 모나리자라는 대상을 산출하는 함수이
고, ‘아름답다’라는 술어의 의미(내포)는 어떤 주어진 세계를 그 세계에서
의 ‘아름답다’라는 술어의 특정한 외연과 연관시키는 함수이다. 이제 이러
한 의미(내포)들은 문법을 통해 결합됨으로써 원래 문장의 의미가 드러나
게 된다. 요컨대 가능세계 의미론의 특징은 한 용어의 의미(내포)가 가능
세계들로부터 외연으로의 함수로 해석됨으로써 의미와 진리값의 밀접한
연관이 설명된다는 점이다.
객관주의 의미론은 미적 판단이나 진술의 의미가 기본적으로 상술한 가
능세계 의미론에 의해 완전히 해석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세
계 의미론이 쉽사리 포섭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있다. 예컨대 지표어들의
맥락민감성(맥락의존성)은 잘 설명되지 않는다. 지표어들은 맥락에 따라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가령 민호와 수지가 같은 장
소 같은 시간에 “나는 남자이다”라고 말했다고 하자.73) 이 경우 두 사람은
동일한 가능세계(또는 맥락)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그들이 말한 내용은
각각 <민호는 남자이다>와 <수지는 남자이다>로 다르며, 그 진리값 또한
참과 거짓으로 각각 다르다. 이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우리는 지표어의 경
우 의미(진리조건)와 진리값의 차이가 가능세계를 통해서는 반영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맥락주의와 상대주의의 기본 아이디어는 미적 술어 또한
지표어처럼 맥락에 민감한 용어로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가능세계 의미론이 수정 요청을 받게 된 것은 무엇보다 지표어
처럼 맥락에 민감한 용어들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러
한 문제점을 반영하여 수정된 이론은 몬테규(Montague)를 거쳐 카플란
(Kaplan)에 이르러 확립되었다.74) 핵심적인 변화는 다음의 두 가지이다:
(1) 가능세계 의미론에서 중심 개념의 변화; ‘문장 S는 가능세계 w에서 참
이다’ ⇨ ‘문장 S는 지표(index) i에서 참이다’, (2) 이중 지표화(double

73) 여기서 민호는 남자, 수지는 여자이다.
74) David Kaplan, “Demonstratives,” in Almog, Perry and Wittstein eds., Themes
from Kapla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pp. 481-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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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ing); 문장 S를 발화하는 맥락(context of utterance)과 그 발화된 문장
이 표현하는 명제의 참·거짓을 평가하는 상황(circumstance of evaluation)의
구분. 첫 번째 변화에서 ‘지표’는 (지표어가 아님) 문장 S의 진리조건과 유
관한 맥락적 요소들의 순서 n-중체이다. 이러한 지표의 요소에는 세계 외
에도 시간, 장소 등등의 추가적인 파라미터들이 포함된다. 두 번째 변화에
서 발화 맥락75)과 평가 상황을 구분해야 할 필요성은 다음의 두 문장을
비교함으로써 파악될 수 있다.

(I)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I am here now.)
(I#)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필연적이다. (It is necessary that I am
here now.)

문장 (I)는 화자가 그 문장을 발화하는 모든 맥락에서 참인 문장이다. 만약
발화 맥락(사용 맥락)과 평가 상황(문장이 표현하는 명제의 참·거짓을 평가
하는 상황)이 구분됨 없이 동일하다면, (I)는 모든 평가 상황에서도 또한
참인 문장이다. 그런데 필연적 참을 모든 가능세계에서의 참이라고 한다
면, 그런 의미에서의 필연성 어휘가 추가된 문장 (I#) 또한 참이어야 한다.
그러나 (I#)은 전혀 참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용 맥락과 평가 상황은 구분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변화들을 반영하여 수정된 (카플란의)
가능세계 의미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사용 맥락 c에서 발화된
문장 S는 평가 상황 e에서 참이다.76)
미적 판단이나 진술의 의미에 대한 맥락주의와 상대주의는 이렇게 수정
된 가능세계 의미론을 전제로 하여 그것을 미적 술어에도 마찬가지로 적

75) 여기서 발화 맥락은 말 그대로 발화가 이루어진 맥락으로서 ‘사용 맥락
(context of use)’라고도 불린다. 나는 앞으로 ‘사용 맥락’이라는 표현을 더 자주
사용할 것이다.
76) 혼동을 피하기 위해 앞으로는 ‘지표’라는 용어는 ‘지표적 맥락주의(indexical
contextualism)’ 등의 입장을 가리킬 때 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사용 맥락’과
‘평가 상황’이라는 표현만을 사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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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즉 미적 술어도 지표어와 마찬가지로
맥락에 민감한 용어라는 것이다. 이때 미적 술어가 맥락에 민감할 수 있는
방식은 미적 기준77)을 사용 맥락이나 평가 상황의 파라미터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카플란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평가 상황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정해 보자. … 세계의 가능한 상태 또는 그것의
가능한 역사[즉 가능세계], 시간, 그리고 어쩌면 다른 특징들도 마찬가지로 대개의
경우 한 상황에 포함될 것이다.78)

만약 우리가 장소를 따로 떼어 놓고 그것을 가능한 상황들의 한 특징으로 간주하
고자 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장소 연산자들을 도입할 수 있다: ‘2마일 북쪽
에서 ____는 참이다(Two miles north it is the case that)’, 등등. … 그러나 이러한
연산자들이 흥미로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장소에 중립적인 내용이 있어야 한다.
즉 말해진 것이 [이를테면] 파키스탄에서 참일 것인지를 묻는 것이 적절해야만 한
다. (예를 들어 ‘비가 오고 있다(It is raining)’는 시간과 양상뿐만 아니라 장소에도
중립적인 것처럼 보인다.)79)

이 인용에서 보듯이, 평가 상황에 어떤 파라미터가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
다는 것은 문장의 내용이 그 파라미터에 중립적인 내용이라는 뜻이다. 예
를 들어 장소 파라미터가 평가 상황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은 장
소 중립적인 내용이 있다는 뜻이다. 한편 장소 연산자는 장소 중립적인 내
용이 있는 그 경우에만 의미 있는 방식으로 도입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장
소 연산자는 장소 파라미터를 필요로 하지만, 장소 파라미터가 장소 연산
77) 편의를 위해 계속해서 ‘미적 기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겠지만, 미적 기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는 이어지는 절들에서 맥락주의와 상대주의
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할 때 그 세부사항들이 언급될 것이다. 내가 생각하
는 미적 파라미터의 최종 버전은 Ⅰ장의 3.2절에서 간략하게 제시한 바 있다.
즉 판정자에게 취사선택된 서술정 정보(상태)와 감수성 관련 사실들을 포함하
는 판정자(비평가/화자) 관련 사실들이 바로 그 파라미터이다.
78) Kaplan(1989), p. 502. 볼드체 강조는 내가 추가한 것이다.
79) Ibid., p.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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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요컨대 평가 상황에 어떤 파라미터가 포함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최소한의 조건은, 자연 언어에서 그 파라미터에 상응
하는 문장 연산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문장의 내용으로서) 주
어진 명제가 그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맥락하에서 참인지를 묻는 것이 적
절하게끔 되는 그런 명제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평가 상황에 포함된 파라미터에 중립적인 내용은 문장의 내용으
로서 불완전하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가령 효원이가 “구름 한 점 없이
쾌청한 날씨다”라고 말한 경우, 그녀가 말한 내용이 <구름 한 점 없이 쾌
청한 날씨다>라면 그것은 불완전하다는 것이다. 반론에 따르면 그 내용은
예컨대 <2016년 12월 11일 정오, 대한민국 서울, 구름 한 점 없이 쾌청한
날씨다>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후자의 경우에만 우리는 그 내용에 대해
참이나 거짓을 확정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발화 문장의 내
용을 (불변적인 것으로) 확정하는 문제와 그 내용의 참이 시간이나 장소에
상대적인지를 따지는 문제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효원이의 발화 내용이
전자건 후자건, 그 내용의 참·거짓 여부는 평가 상황의 파라미터들에 상대
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게다가 후자의 내용도 이미 가능세계 상대적으로
그 내용의 참·거짓을 따져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가능세계 상대적인 참을
허용한다면, (그 내용이 중립적인 한) 시간 등의 다른 파라미터에 상대적
인 참을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효원이
의 발화 내용이 이 세계(즉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이 시간 등 여타의 파라미터와는 다른 특권적인 지위를 갖는다고 항변할
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현실 세계는 가능세계들 중에서 일종의 기본값
(default value)이지만 시간 등 다른 파라미터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피상적인 차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우
리가 항상 직설법적인 문장만 발화하는 것은 아니다. 효원이가 “구름 한
점 없이 화창한 날씨다”라고 말했고, ‘실제로’(즉 현실 세계에서) 구름 없
이 화창한 날씨이기에, 효원이는 참되게 말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다
음의 주장을 생각해보자: ‘만약 구름 한 점 없이 화창한 날씨가 아니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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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효원이가 그렇게 말했더라면, 효원이는 거짓되게 말한 것이었을 것이
다. 비록 실제로는 구름 한 점 없이 화창한 날씨였는데도 말이다.’ 여기서
가정법적 (또는 반사실적) 주장의 참을 결정하는 맥락은 그 주장이 이루어
진 세계에서의 상황이지, 우리가 ‘실제로’라고 부르는 현실 세계가 아니다.
그러므로 현실 세계가 직관적으로 어떤 특별한 지위를 가지는 것처럼 보
인다는 사실이 시간 등 다른 파라미터들을 평가 상황에서 배제해야 할 이
유가 되지는 않는 것 같다.80)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가능세계 외에 시간, 장소, 그리고 심지어 미적
기준까지를 포함하여 다른 파라미터들을 평가 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배제
해야 할 논리는 없는 것 같다. 그러므로 미적 판단이나 진술이 표현하는
명제(내용)가 적절하게 확정된다면, 우리는 미적 기준을 평가 상황의 한
파라미터로 포함하여 그 명제의 참·거짓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갖고 맥락주의와 상대주의
의 기본 입장이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지를 소개하겠다.

3.1.3 맥락주의와 상대주의의 구분

예술비평에서 미적 판단이나 진술은 미적 술어를 포함하는 문장이 표현
하는 명제를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경우 맥락주의는 기본적
으로 미적 술어가 맥락에 민감하다고 간주하고, 그것을 포함하는 문장의
내용과 그 진리값이 사용 맥락(발화 맥락)에 따라서만 변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맥락주의 내에서 사용 맥락과 평가 상황은 그것들이 관여하는
부분이 문장의 내용이냐 아니면 진리값이냐에 있어서는 차별화되지만, 평
가 상황의 요소들은 사용 맥락의 요소들을 그대로 물려 받는다. 그러나 맥
락주의 내에서도 미적 진술의 내용 또는 진리값이 절대적으로 혹은 상대
적으로 결정되는지에 대한 이견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견에 따라 맥락주의
80) 이상에서 다룬 ‘불완전성 반론(incompleteness objection)’은 다음을 참조하였다:
MacFarlane(2014), pp. 8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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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표적

맥락주의(indexical

contextualism)와

비-지표적

맥락주의

(nonindexical contextualism)로 구분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표준적 맥락주
의로 알려져 있는 지표적 맥락주의만을 주로 다루겠지만, 일단 두 입장이
그 세부사항에서 어떻게 다른지는 소개하기로 한다.
지표적 맥락주의는 미적 술어를 포함하는 (미적 기준과 같은 파라미터는
그 문장 안에 물리적으로 기입되지 않은) 문장이 사용 맥락에 상대적인 내
용을 가지지만, 그 상대적인 내용은 사용 맥락이 고정됨으로써 사용 맥락
의 요소인 화자(의 미적 기준)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고정되기 때
문에 그 내용의 진리값은 (사용 맥락과 관련하여) 절대적이라고 주장한다.
가령 유진이가 “모나리자는 아름답다”라는 문장을 청자인 주현이에게 발
화했을 때, 이 발화문장은 <유진이의 미적 기준에 따르면, 모나리자는 아
름답다>처럼 사용 맥락의 한 요소인 유진이의 미적 기준 파라미터에 상대
적인 내용을 표현한다. 또한 이 내용은 청자인 주현이의 미적 기준과는 상
관없이 사용 맥락과 관련하여 절대적인 참 또는 거짓의 진리값을 갖는다.
그러므로 사용 맥락이 고정되기만 하면, 그에 따라 발화문장의 내용이 (상
대적으로) 결정되고 진리값 또한 (절대적으로) 확정된다.
한편 비-지표적 맥락주의는 미적 술어를 포함하는 (미적 기준과 같은 파
라미터는 그 문장 안에 물리적으로 기입되지 않은) 문장의 내용이 사용 맥
락에 상대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말하자면 이때 문장의 내용은 물리적으
로 발화된 그대로인 절대적인 것이다. 그러나 그 내용의 진리값은 사용 맥
락과 관련하여 (정확히 말하자면 사용 맥락을 그대로 물려 받은 평가 상황
과 관련하여) 상대적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모나리자 사례를 다시 생각
해보자. 비-지표적 맥락주의에 따르면, 유진이의 발화문장이 표현하는 내용
은 물리적으로 발화된 그대로인 <모나리자는 아름답다>이다. 다만 그 문
장을 유진이가 발화한다면 문장 내용의 진리값은 유진이의 미적 기준에
따라 결정되고, 주현이가 발화한다면 주현이의 미적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81)
81)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비-지표적 맥락주의의 경우 문장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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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상대주의 입장에 대해 알아 보자. 상대주의는 맥락주의와 마찬
가지로 미적 술어가 맥락에 민감하다고 간주하지만, 맥락주의와는 달리 그
것을 포함하는 문장의 내용과 그 진리값이 사용 맥락(발화 맥락)뿐만 아니
라 판정 맥락(context of assessment)에 따라서도 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용 맥락과 판장 맥락의 차이는 간단히 말해서 사용 맥락이 화자와 연관
되어 있듯이, 판정 맥락은 판정자(assessor)와 연관된다는 점이다.82) 이때
판정자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판정자는 일반적으로 어떤 화자의 발화를
듣는 청자 또는 화자 그 자신일 수도 있다. 이는 맥락주의에서 화자가 맥
락에 따라 하나로 고정되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를 갖는다. 그렇다면 이제
맥락주의를 분류했던 것과 유사하게 상대주의 내에서 판정 맥락이 발화문
장의 내용과 그 진리값에 어떻게 관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참 상대주의
(truth relativism)와 내용 상대주의(content relativism)를 각각 구분하여 소개
하도록 하겠다.
먼저 참 상대주의는 발화문장의 내용에 대해 비-지표적 맥락주의가 주장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리적으로 발화된 그대로의 내용을 주장한다. 그러
나 참 상대주의는 발화의 참·거짓을 결정하는 데 관련되는 평가 상황을 고
려할 때 사용 맥락뿐만 아니라 판정 맥락도 관여한다고 보기 때문에 맥락
주의 일반과 구분된다. 그러므로 발화문장의 내용은 사용 맥락과 판정 맥
락의 쌍에 상대적인 진리값을 갖거나 (판정자가 화자 그 자신일 경우) 판

즉 명제에 대한 이해가 지표적 맥락주의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명
제는 곧바로 그 참·거짓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을 ‘고전적
인 명제’라고 부르는데, 지표적 맥락주의는 고전적 명제 개념을 채택하기 때문
에 명제가 (즉 내용이) 확정되는 순간 그 진리값도 절대적으로 곧장 결정된다.
그러나 비-지표적 맥락주의는 비-고전적 명제 개념을 채택한다. 말하자면 이때
명제의 진리값은 그것이 확정되는 순간 곧장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평가 상황
(사용 맥락)의 요소인 어떤 파라미터(여기서는 화자의 미적 기준)에 상대적으로
결정된다. 이러한 차이는 상대주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82) 판정 맥락을 도입하는 일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는 이후의 절에서 상
대주의를 따로 다룰 때 구체적으로 설명될 것이다. 지금은 상대주의를 간략하
게 소개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일단 판정 맥락의 도입이 가능하다고 전제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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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맥락에 상대적인 진리값을 갖는다. 다시 한 번 모나리자 사례를 떠올려
보자. 참 상대주의에 의하면 유진이가 “모나리자는 아름답다”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있던 주현이(뿐만 아니라 그 말을 한 유진이)는 유진이가
한 말의 내용이 유진이에 의해 물리적으로 발화된 그대로의 내용인 <모나
리자는 아름답다>라고 이해한다. 그러나 주현이가 판정자일 경우, 이 내용
은 사용 맥락의 한 요소인 유진(의 미적 기준)이 아닌, 판정자인 주현(의
미적 기준)에 상대적인 진리값을 갖게 된다. 이 대화에서 유진이와 주현이
는 한 발화에 대해 그것이 동일한 내용을 갖는다고 이해하지만, 판정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서로 다른 진리값을 할당할 수 있
게 된다.
다음으로 내용 상대주의는 발화문장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
지에 관해 참 상대주의와는 다른 주장을 한다. 그 차이점을 보다 분명하게
파악하기 위해 이건(Egan)이 제시한 입간판(billboard) 사례를 살펴보자.

(입간판)
유주는 “예수는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문장이 써진 입간판을 만든다. 이 상황이
발생한 맥락을 ‘기입하다(Inscribe)’라고 부르자. 예린과 은하는 각각 이 입간판을
지나 운전하면서 그것을 읽는다.83)

입간판 사례를 표준적인 (지표적) 맥락주의에 따라 해석한다면, 이 입간판
을 읽는 사람은 그 내용을 맥락 c에 대해 <예수는 당신c을 사랑한다>로
이해할 것이다. 이때 맥락 c는 ‘기입하다’ 맥락이므로, 입간판의 문장에서
‘당신’은 유주가 그 문장을 쓸 때 염두에 둔 특정한 집단 또는 그 입간판
을 읽을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집단을 가리킬 것이다. 이 집단을 G라고
한다면, 예린과 은하는 모두 그 입간판의 내용을 <예수는 G를 사랑한다>
라고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내용 상대주의는 이러한 해석이 자연스럽지

83) Andy Egan(2009), “Billboards, Bombs and Shotgun Weddings,” Synthese, Vol.
166, p. 259. 등장 인물들의 이름만 한글 이름으로 바꾸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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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고 여긴다. 이 입간판을 통해 예린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는 <예수는 예
린을 사랑한다>라고 보는 게 보다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은하의 경우에는
<예수는 은하를 사랑한다>가 전달되는 것이다.84) 즉 내용 상대주의는 이
입간판이 그것을 읽는 사람 각각에게 그들과 관련된 명제를 표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내용 상대주의는 발화문장에서 ‘당신’처럼 맥락에 민
감한 어휘가 나타날 때 그 문장의 내용은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때 해석자는 주어진 상황에 따라 화자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 한편 발화문장의 내용이 갖는 진리값을 결
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용 상대주의와 참 상대주의가 다르지 않다. 입
간판 사례에서 만약 예린이 판정자라면 예린에게 전달된 메시지인 <예수
는 예린을 사랑한다>는 예린이 포함된 판정 맥락에서 그 참·거짓 여부가
결정된다.
그렇다면 이제 (지표어가 아닌) 미적 술어가 사용된 경우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모나리자 사례를 다시 보자. 유진이는 “모나리자는 아름답다”라고 말
했고, 주현이는 그 말을 듣고 있다. 주현이가 판정자일 경우 주현이는 유
진이의 발화를 판정 맥락의 한 요소인 주현의 미적 기준을 고려하여 <주
현의 미적 기준에서 모나리자는 아름답다>라는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주
현 자신이 판정자인) 그 판정 맥락하에서 이 내용은 절대적으로 참·거짓의
진리값을 갖는다.85)

3.1.4 요약 및 결론

84) 이러한 해석이 더 자연스럽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건(Ibid.)은 입간판이
연속적으로 여러 개 있는 경우를 상상해보라고 한다. 즉 “예수는 당신을 사랑
한다”가 써진 입간판을 지나면, “바로 당신이요!”라고 써진 입간판이 등장하고,
그것을 지나면 다시 “당신 맞아요!”가 써진 입간판이 나타나는 경우를 상상해
보라는 것이다.
85) 얼핏 보아도 맥락주의나 참 상대주의에 비해 내용 상대주의는 지표어가 아닌
미적 술어로 확장될 경우 내용에 관해 다소 반직관적인 측면을 갖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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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예술비평에서 나타나는 미적 판단이나 진술의 의미에 대해 인
지주의 관점이 취할 수 있는 세 입장들인 객관주의, 맥락주의, 그리고 상
대주의를 간략하게 개괄하였다. 특히 맥락주의와 상대주의에 대해서는 언
어적 표현의 맥락민감성에 관한 언어철학의 이론적 배경이 어느 정도는
선행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기에 약간은 복잡한 설명들이 추가되었다. 이어
지는 절들에서 나는 객관주의와 더불어 표준적인 맥락주의 및 상대주의,
그러니까 지표적 맥락주의와 참 상대주의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
다. 이 장의 목표는 개별주의의 지지 근거로서 참 상대주의를 옹호하는 것
이므로, 먼저 다른 선택지들인 객관주의와 지표적 맥락주의를 검토 및 비
판하는 것으로 시작하겠다.

3.2 객관주의
3.2.1 객관주의의 핵심 주장

객관주의는 기본적으로 미적 판단이나 진술을 통해 예술작품에 귀속되
는 속성이 객관적 속성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 주장을 통해
본고에서 검토할 부분은 그러한 속성이 (어떤 특정한 의미에서) 실재한다
는 존재론적 주장(실재론/반-실재론)이 아니다. 여기서 살펴볼 것은 미적
속성이 객관적 속성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채택하게 되는 의미론적 입장,
즉 객관주의 의미론이다. 객관주의 의미론은 미적 진술이나 판단의 내용
(그것들이 표현하는 명제) 및 그 내용의 참·거짓을 결정하기 위한 진리조
건이 맥락 독립적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때 맥
락이란 통상 우리가 미적 속성의 수반 기저를 따질 때 고려하는 “맥락적
특징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서 ‘맥락’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를테면
‘몬드리안에 의해 채색됨’, ‘특정한 장르에 속함’, ‘<모나리자>에 의해 영
향 받음’ 등 예술작품의 감상과 관련하여 흔히 “예술적 맥락”으로 간주되
는 사실들이 아니다.86) 객관주의 의미론이 맥락 독립적이라고 할 때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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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의 의미는 미적 진술을 발화하는 화자의 맥락, 다르게 말해서 그 진술
을 통해 미적 속성이 귀속되게끔 만드는 미적 술어의 사용 맥락(context of
use)이다.87) 객관주의 의미론에 따르면, (본고에서는 기본적으로 가능세계
의미론을 전제하므로) “모나리자는 아름답다”라는 문장의 의미(진리조건)
는 <그 문장이 참인 가능세계들의 집합>으로 간주되고, 그 문장의 내용
(<모나리자는 아름답다>라는 명제)과 진리값 또한 가능세계 이외의 (사용
맥락에 포함될 수 있는) 요소들에 의해서는 영향 받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객관주의 의미론은 ‘문장 S가 가능세계 w에서 참이다’에 주목한
다. 객관주의 의미론에 따르면, 미적 술어가 나타나는 문장 S가 발화되었
을 때 그 발화문장의 내용은 물리적으로 발화된 그대로의 내용(명제)이고,
그 내용의 참·거짓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가능세계 w에 그 내용과
부합하는 (객관적) 사태가 있느냐의 여부만을 살펴보면 된다.
이제 객관주의 의미론에 따라 미적 판단이나 진술이 표현하는 명제 p의
참·거짓 여부를 판단하는 진리조건은 다음과 같이 생각될 수 있다.88)

(T) “p”는 참이다 iff p.

가령 베르메르(Vermeer)의 <작은 거리>(The Little Street)에 대해 한 비평가
가 “<작은 거리>의 붓놀림은 섬세하다”고 진술한다면, 그 진술이 표현하는
명제 p는 <<작은 거리>의 붓놀림은 섬세하다>가 될 것이다. 여기서 비평
가는 ‘섬세하다’라는 술어를 사용하여, 작품에 섬세함이라는 미적 속성을

86) Jerrold Levinson, Music, Art, and Metaphysics: Essays in Philosophical
Aesthetics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90), p. 135.
87)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객관주의는 사용 맥락과 판정 맥락 모두에 독립적이
다.
88) 보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p” is true in w iff p in w. 그
러나 통상 미적 판단이나 미적 진술의 진위를 파악할 때 그것이 이 세계, 즉
현실세계가 아닌 상황은 드물다. 물론 가정법적 진술에서 w는 현실세계가 아
니겠지만, 나는 전형적인 미적 판단이나 진술이 서술문의 형태를 취한다고 보
고 있으므로, 본문에서 진리조건을 제시할 때 w는 생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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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시키고 있다. 이때 객관주의자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 명제 p에 부합하
는 사태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규정할 것인가, 더 구체적으로는 섬세함과
같은 미적 속성을 어떻게 객관적 속성으로서 설명할 것인가이다. 이 문제
에 대한 객관주의 미학자들의 한 가지 전형적인 답변은 미적 속성이 일종
의 고차적인 지각적 속성이며, 미적 속성의 객관성은 적절한 지각(감상)
조건 및 지각자(감상자) 조건이라는 제한을 통해 획득된다는 것이다.89)
그렇다면 먼저 비평적 진술의 의미에 관한 이론으로서 객관주의가 대면
원칙을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지 살펴보자. 대면 원칙은 간단히 말해서 예
술작품에 대한 비평가의 미적 진술이 비평가의 직접 경험에 기초해야 한
다는 원칙이다. 객관주의에 따르면 미적 진술의 당사자인 비평가가 미적
술어를 사용하는 맥락은 미적 진술의 진리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예술작품에 대한 비평가의 직접 경험 자체가 미적 진술의 참·거짓을 결정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볼하임이 설명하듯이 객관주의 의미론에서 대면 원
칙은 미적 진술의 진리조건이 아닌 인식론적 조건에 포함되는 것으로 파
악되거나, 최소한 적절한 감상자 조건에 포함되는 원칙으로는 간주될 수
있다.90) 즉 대면 원칙은 미적 진술에서 사용된 미적 술어를 보증하는 인식
적 정당화 조건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레빈슨은 미적 속성이
란 적절한 감상자가 “직접적으로 지각하는(directly perceive)”91) 속성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레빈슨은 미적 속성이 객관적이라고 할 때 그것이 성향
적 속성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성향적 속성(dispositional
property)은 직접 지각되는 속성이 아니라 관계적 속성이며, 어떤 효과나
변화를 야기하는(유도하는) 성향이라는 것은 직접 지각될 수 있는 것이 아
니라 단지 그러한 효과나 변화로부터 추론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92)
89) 여기서 내가 염두에 두는 객관주의자는 레빈슨과 페팃(Pettit)이다: Jerrold
Levinson(2005), “Aesthetic Properties,” Proceedings of the Aristotelian Society,
Supplementary Volumes, Vol. 79, pp. 211-227, Pettit(1983).
90) Wollheim(1980[1968]), pp. 231-233.
91) Levinson(2005), p. 219.
92) Ibid. 미적 속성이 성향적 속성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기존에 레빈슨이
주장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점에 주의하라. 레빈슨은 이전에 “적절한 감상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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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의미에서 레빈슨은 미적 속성이 감상자가 보이는 평가적 반응의 공
통적인 지각적 토대(common perceptual ground)로서 직접 지각되는 미적
인상(aesthetic impression)이라고 주장한다.93) 페팃(Pettit) 역시 미적 속성의
귀속을 위해서는 감상 및 감상자 조건이 적절할 것이 요구된다고 주장하
며, 이때 그러한 조건의 세부사항은 결국 미적 귀속이 “본질적으로 지각적
(essentially perceptual)”94)임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대면 원칙을 반영한다고
본다.95)
다음으로 객관주의 의미론이 미적 불일치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보
자. 객관주의 의미론에 의하면, 가령 ‘베르메르의 <작은 거리>의 붓놀림은
섬세하다’라는 진술은 그것에 대응하는 객관적 사태가 있을 경우 절대적으
로 참이다. 그러므로 이때 ‘베르메르의 <작은 거리>의 붓놀림은 섬세하지
않다’라는 진술은 절대적으로 거짓이다. 이런 식의 미적 불일치는 적절한
감상 및 감상자 조건하에서 미적 진술에 대응하는 객관적 사태가 있는지
를 조사함으로써 언제나 해소될 수 있다. 즉 해소될 수 없는 미적 불일치
는 없다. 설령 <작은 거리>의 섬세함에 대한 평가적 반응이 비평가마다
다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작품에 귀속된 섬세함은 그러한 서로 다른
평가적 반응의 공통적인 지각적 토대이기 때문에 이 미적 귀속이 참임은
변하지 않는다. 바꾸어 말하면, 이 미적 판단 또는 진술에서 ‘섬세하다’라
는 미적 술어를 어떤 특정한 화자(비평가)가 사용했느냐(그럼으로써 어떤
게 [고차적인 지각적] 인상을 제공하는 성향”으로 미적 속성을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Levinson(2005)에서는 성향적 속성으로서의 미적 속성은 전면적으로 부
정된다. 기존에 성향으로서의 미적 속성을 인정하는 레빈슨의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Jerrold Levinson(1994), “Being Realistic About Aesthetic
Properties,”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sim, Vol. 52, p. 352. 레빈슨
은 Levinson(2001)에서까지도 성향 이론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93) Levinson(2001), p. 64.
94) Pettit(1983), p. 25.
95) 페팃의 이러한 주장을 대면 원칙의 다른 버전으로 설명하는 문헌들은 다음을
참조할 것: John Bender, “Aesthetic Realism 2,” in J. Levinson ed., The Oxford
Handbook of Aesthe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pp. 87-90,
Dominic Lopes(2009), “Aesthetic Acquaintance,” Res Philosophica, Vol. 86, pp.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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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한 반응을 보이느냐)는 해당 판단이나 진술의 내용과 진리값에 명시적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요소로 고려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미적 판단
이나 진술은 (사용) 맥락 독립적이며, 미적 술어는 맥락에 민감하지 않다.
그런데 두 비평가가 똑같이 <작은 거리>에 섬세함이라는 미적 개념을 적
용하고도, 서로 다른 평가적 반응을 보인다면 객관주의자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이 경우 그 비평가들은 해당 미적 판단이나 진술에 대해 불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갖는 평가적 함축을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것일 뿐이다. 이 평가적 함축은 의미론적 함축이 아니라 화용론적 함축,
이른바 ‘대화 함축(conversational implicature)’이기 때문에96) 문제의 미적
판단이나 진술의 진리조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한 평가
적 함축은 그 미적 판단이나 진술의 내용과 진리값을 이미 파악한 상태에
서 추가적으로 추론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처럼 비-진리조건적으로 나
타나며, 객관주의 의미론 자체에는 어떠한 위협도 되지 않는다. 요컨대 객
관주의 의미론에 따르면, 미적 속성은 적절한 감상 조건과 감상자 조건을
갖출 경우 귀속되는 고차적인 지각적 속성이기 때문에, (또한 그런 의미에
서 객관적 속성이기 때문에) 만약 미적 귀속의 불일치가 있다면, 이 경우
에는 불일치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적절한 감상 조건 또는 감상자 조
건을 만족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고, 결국 그 불일치는 언제나 해소된다.

3.2.2 객관주의 비판

객관주의는 미적 속성이 일종의 (고차적인) 지각적 속성이고, 감상 및
감상자 조건이 적절할 때 그 객관성이 확보된다고 주장한다. 객관주의에
대한 비판은 미적 속성이 객관적인 지각적 속성이라는 점 때문에 생기는
문제와 적절한 감상자 조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
먼저 미적 속성이 객관적인 지각적 속성이라는 주장이 갖는 문제점부터
살펴보자. 객관주의는 미적 속성이 “본질적으로 지각적”이라거나 “직접적
96) Levinson(2001), pp. 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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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지각된다”고 주장함으로써 미적 술어 사용의 정당화(내지는 보증) 조
건으로서 대면 원칙을 수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미적 속성이 객
관적 속성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대면 원칙으로부터 따라 나오는 ‘미적
증언(aesthetic testimony)의 문제’에 봉착한다. 볼하임은 미적 판단이 직접
경험에 기초해야 한다는 대면 원칙을 언급하면서, 그렇다면 미적 판단은
(직접 경험한) 한 사람에서 (직접 경험하지 않은) 다른 사람으로 전달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97) 즉 우리가 누군가의 미적 판단을 전해 듣는 것만으
로는 우리 스스로 그러한 미적 판단의 내용을 정당하게 주장할 수는 없다
는 것이다. 그러나 객관주의는 미적 속성이 객관적 속성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한에서 미적 속성의 귀속은 최소한 “신뢰할 수 있는 타인의
증언에 의해 알려질 수 있다”98)는 점을 함축한다. 그러므로 객관주의는 표
면적으로는 대면 원칙에 동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대면 원칙으로
부터 따라 나오는 귀결(전달 불가능성)과 배치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다.
물론 객관주의자는 대면 원칙이 전달 불가능성이라는 귀결을 반드시 가
질 필요는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미적 증언은, 이를테면 ‘<모나리자>는
아름답다’라는 미적 판단 그 자체가 아니라, ‘당신이 <모나리자>를 봤더라
면, 당신은 <모나리자>를 아름답다고 판단했을 것이다’라는 가정법적 믿음
(subjunctive belief)일 수 있다.99) 이는 미적 판단에 관한 하나의 믿음에 불
97) Wollheim(1980[1963]), p. 233. 이때 전달 불가능성은 (면대면 경험이나 사진/
영상 등의 적절한 이미지 대용물(surrogate)을 통한 경험이 아닌) 미적 증언을
통해서는 미적 판단이 그대로 전달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칸트
(Kant)의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도 드러난다: “누군가가 어떤 건물이나 조망이나
시를 아름답다고 보지 않는다면, … 그는 백 사람이 모두 한목소리로 그것을
높이 찬양해도 내심으로는 그에 찬동을 보내지 않는다.” 토미(Tormey) 역시 증
거, 추론, 그리고 권위가 다른 영역에서는 인식적으로 간접적인 통로를 갖는
것이 허용될 수 있지만, 여기[미적 판단의 영역]에서는 배척된다고 주장함으로
써 비슷한 취지의 견해를 피력한다. 칸트와 토미의 입장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을 참조할 것: Immanuel Kant, Critique of the Power of Judgement, trans. Paul
Guyer and Eric Matthew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33,
Alan Tormey(1973), “Critical Judgments,” Theoria, Vol. 39, p. 39.
98) Bender(2003), p.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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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긴 하지만, 객관주의자는 이것이 미적 판단을 내리기 위한 (혹은 다르
게/반대로 판단하지 않게끔 만들기 위한) 하나의 근거로서는 손색이 없다
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의미에서의 미적 증언은 그것을 듣는 사람
의 특정한 행위(예컨대 <모나리자>를 보기 위해 여행을 가는 행위)에 동기
를 부여할 수는 있어도, 듣는 사람 자신이 미적 판단을 내리기 위한 근거
가 될 수는 없다. 좀 더 양보한다면, ‘<모나리자>는 아름답다’는 판단이 증
언의 형태로 “전달”된다면 그 증언은 ‘<모나리자>는 아름답다’는 믿음을
위한 근거는 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미적 믿음”과 미적 판단은 같
지 않다. 만약 객관주의자가 “미적 믿음”이 전달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비평(criticism)과 의사소통(communication)의 차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이다.100) 예술비평에서 비평가들의 미적 판단이
나 진술은 작품의 감상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비평에서 우리는
비평가가 경험한 것과 같은 그러한 경험을 우리 자신도 (기회가 주어질 경
우) 하길 기대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애초에 비평가의 비평을 읽는 것만으
로는 그가 내렸던 미적 판단과 (그리고 그의 미적 경험과) 동일한 내용의
판단을 내리는 데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한다는 데) 정당화되길 기대하지
않는다. 반면에 미적 의사소통을 통해서 (즉 비평을 읽는 것만으로) 우리
는 우리가 감상했거나 감상할 것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한편, 부수적으
로는 비평에 등장하는 작품을 직접 감상하기 위한 (실천적 행위) 동기를
얻을 수 있다. 말하자면 비평을 구성하는 것은 미적 판단이고, 미적 의사
소통은 “미적 믿음”만으로도 충분하다. 따라서 객관주의는 미적 속성이 지
각적일 뿐 아니라 객관적이라고까지 주장함으로써, (대면 원칙의 귀결인
전달 불가능성을 부정해야 하므로) 대면 원칙을 적합한 방식으로 설명하지
못한다.
다음으로 미적 속성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감상 및 감상자
조건’과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보자. 객관주의자가 미적 속성을 공통적인
99) Lopes(2009), pp. 269-270.
100) Ibid., pp. 276-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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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차적 인상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공통적인’이 암시하는 객관
성이 적절한 감상 조건 및 적절한 감상자 조건을 전제할 때 획득될 수 있
다고 믿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페팃은 적절한 감상 조건을 “표준적 제시
(standard presentation)”라고 부르고, 적절한 감상자 조건을 “적절한 포지셔
닝(suitable positioning)”이라고 부른다.101) 유사하게 레빈슨은 전자를 “적합
한 관찰 조건(apt conditions of observation)”, 후자를 “적합한 관찰자 유형
(an apt sort of observer)”이라고 부른다.102) 그 이름이야 어쨌든 나는 여기
서 마치 흄의 취미의 기준에 포함된 항목들 각각이 정당한 것인지를 따져
보는 식으로 감상/감상자 조건을 구성하는 세부사항이 과연 적절한지를 조
사하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나는 이 조건이 비평에서 미적 진술의 내용
(명제) 및 그 진리값을 결정하는 데 관련되는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레
빈슨은 감상/감상자 조건이 미적 진술의 내용과 진리값을 결정하는 데 간
접적으로 관여하는 요소임은 분명하다고 보았지만, 그것이 결코 명시적인
결정 요소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말하자면,

그러한[미적] 속성들은 그러한 파라미터들[감상/감상자 조건의 요소들]에 대해 내
재적으로 지표화(indexed)되거나 암묵적으로 상대적(relative)이다.103)

레빈슨의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 있다. 가령 감상/감상자
조건 C를 만족하는 비평가 A가 작품 W에 대해 ‘W는 통일성을 갖추고 있
다(unified)’라고 진술했다고 하자. 레빈슨에 따르면 C에 속하는 파라미터들
은 이 진술의 내용 결정 또는 그 진리값 결정에 명시적으로 관여하지 않
는다. 즉 이 진술은 <C에 따르면, W는 통일성을 갖추고 있다> 식의 내용
을 갖지 않고, 그 진리값 또한 C에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오
히려 A가 C를 만족한다는 사실이 A로 하여금 W의 통일성을 직접적으로
101) Pettit(1983), p. 37.
102) Levinson(2005), p. 220. 레빈슨은 Levinson(2001)에서 적절한 감상자를
“adequately positioned perceivers”(p. 66)라고도 부른다.
103) Levinson(2005), p. 220. 볼드체는 내가 추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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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하게끔 만들고, 그로써 ‘통일성을 갖추고 있다’라는 미적 술어를 W에
올바르게 적용하게끔 만든다. 그러므로 이 진술의 내용은 발화된 그대로의
내용인 <W는 통일성을 갖추고 있다>이며, ‘통일성을 갖추고 있다’가 올바
르게 적용되었기에 (즉 이 진술의 내용에 부합하는 A의 고차적인 미적 지
각이 있기에) 이 진술은 참이다.
그러나 비평가가 감상/감상자 조건을 만족한다는 사실은 비평가의 미적
진술의 내용 및 진리값이 그러한 조건에 명시적으로 상대적인 방식으로
결정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특히 적절한 감상자 조건의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미적 감수성은 비평가마다 또는 비평가 집단마다 (어쩌면 화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의 사례를 보
자.104)

화가인 지노의 개인전에서 <무제>라는 작품에 대해 비평가인 현석, 진영, 희열은
논쟁을 벌이고 있다. <무제>는 회화 작품이고, 비평가들은 이 작품에서 높은 채도
를 갖는 동일한 부분을 가리키며 서로 다른 미적 판단을 내린다. 현석은 ‘이 부분
의 색은 야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진영은 ‘이 부분의 색은 야하지 않다’고
말하며 현석의 주장을 부정하고, 대신 ‘이 부분의 색은 대담하다’고 주장한다. 그
러자 현석은 ‘이 부분의 색은 대담하지 않다’며 진영의 주장을 부정한다. 이 상황
을 지켜보던 희열은 둘 다 뭔가 잘못 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부분의 색은 야
하면서도 대담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례에서 세 비평가 각각의 미적 감수성을 제외한 모든 상황이 같다고
가정하자. 즉 세 비평가는 모두 충분한 자격을 갖춘 감상자이고, 이 작품
을 감상하는 외부 조건은 동일하다. 게다가 이런 식의 논쟁은 직관적으로
봤을 때에도 꽤나 있을 법한 일이다. 객관주의자는 이러한 미적 불일치를
어떻게 (해소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아마 레빈슨이라면 그들이
104) 이 사례 및 이후의 논증은 벤더의 것을 본고의 목적에 맞게 수정한 것이다:
John Bender(1996), “Realism, Supervenience, and Irresolvable Aesthetic Disputes,”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Vol. 54, pp. 374-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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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일치하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러한 외견상의 불일치 속
에는 어떤 공통적인 고차적인 지각적 토대, 즉 미적 인상이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를테면 그들은 단순히 ‘높은 채도를 갖는 동일한 부분’만 가리
키는 것이 아니라, ‘밝고, 조화롭지 않지만, 눈길을 끄는 색 조합(bright,
non-harmonious, eye-catching color combination)’이라는 공통적인 지각적 인
상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설령 그러한 공통적인 미적 인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미적 불일치를 해소하게끔 만들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 즉 이런 설명이 주어질 경우, 현석, 진영, 희열 중 누가 옳
고 누가 그른 것인가? 세 비평가는 아무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것
같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설명하는 보다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식은 세 비
평가의 미적 판단의 내용을 각자의 미적 감수성에 상대화하여 제시하거나,
아니면 그 판단의 참·거짓 여부를 각자의 미적 감수성에 상대화하는 것이
다. 그러나 객관주의는 미적 판단의 내용이나 진리값이 절대적으로 결정된
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대화’ 대안을 사용할 수 없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레빈슨과 페팃이 내놓은 객관주의는 대면
원칙과 미적 불일치를 온전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객관주의자는 미적 속성
이 직접 지각되고 본질적으로 지각적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미적 판단이 직
접 경험에 기초한다는 대면 원칙을 만족시키려 시도하지만, 그러한 미적
속성이 동시에 객관적 속성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대면 원칙의 귀결인 전달
불가능성을 위반한다. 또한 객관주의는 비평가의 미적 판단이나 진술의 내
용 및 그 진리값이 적절한 감상/감상자 조건의 만족을 전제로 절대적으로
결정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입장은 특히 적절한 감상자 조건을 구성하
는 미적 감수성이 다수 있을 가능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미적 불일치를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객관주의는 고차적인 지각적 속성과 적절한 감상 및 감상자 조
건의 연합으로서의 객관적 속성이 아닌, 또한 앞서 레빈슨과 페팃의 주장
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다른 대안 또한 갖고 있다.
그 대안에 따르면 미적 속성은 다음과 같은 결과주의적 제약조건을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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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속성이다.

정상적이고 주의깊은 감상자들에 의해 정확히 파악될 때 그들에게 객관적으로 혜
택을 주는 혹은 유익한 결과들을 산출할 수 있는 미적 속성들만이 미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105)

위 인용에서 ‘객관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표현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어떤 이의 경험이 과연 그에게 혜택을 주는가의 여부는 그가 그 경험에 관해서
(판단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혹은 그것에 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
는가의 여부와 무관하다 … 어떤 경험은 주관의, 그것이 과연 본인에게 유익한 경
험인지에 관한 믿음, 욕구, 느낌과 독립적으로 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혜택을 준다할 때) 왜 혜택을 주는 경험인지의 이유는 주관에게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106)

이러한 객관주의 입장은 미적 판단이 (또는 미적 속성의 귀속이) 판단자가
보이는 반응이나 태도와 무관하다는 점에서 표현주의 일반과 구분되고, 그
러한 반응 등을 포함하는 미적 경험에 관해 판단자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
는가와도 무관하다는 점에서 맥락주의 및 상대주의 일반과 구분된다.
이제 이른바 ‘결과주의적 객관주의’가 대면 원칙과 미적 불일치에 어떻
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자. 먼저 결과주의적 객관주의는 대면 원칙
및 그것의 귀결과 양립 가능하다. 즉 비평가의 미적 판단이 예술작품에 대
한 직접 경험에 기초해야 한다는 점은 미적 속성 귀속을 위한 인식론적
정당화 조건으로서 여전히 기능하면서도, 이때 미적 속성이 갖는 결과주의
적 객관성은 미적 판단이 (레빈슨과 페팃이 사용하는 용어로서) ‘객관적으
로’ 전달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함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결과주의자는
105) 주동률(1995), 「결과주의적 미적 가치실재론」, 한국미학회, 『미학』 제 20권,
p. 358. 볼드체 강조는 내가 한 것이다.
106) Ibid., pp. 358-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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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 속성 귀속이 해당 작품의 잠재적 감상자들에게 직·간접적인(즉 의식
적으로/무의식적으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만 (궁극적으
로 가치 실현에 기여함으로써) 올바르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미적 판단은 해당 판단자가 다른 사람에게 판단 내용을 진술함으로써 아
무런 내용 손실 없이 즉각 전달된다기보다는 그러한 미적 판단이 정규적
으로 지속됨으로써 누적된 유익한 효과가 그 사람에게도 긍정적으로 작용
하는 한도내에서 (또는 그러한 인과적 효력들이 파악될 수 있을 경우에)
전달 가능하다. 따라서 미적 증언이 미적 판단(또는 미적 속성 귀속)의 궁
극적 근거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증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치 않
은 것이다.
다음으로 결과주의적 객관주의는 미적 불일치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유
연한 대처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결과주의는 오히려 미적 (가치)기준의 다
원성을 수용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즉 결과주의자는 앞서 반례로 제시됐
던 <무제> 작품에서 비평가들 사이의 끈질긴 이견들을 부정할 필요가 없
다. 결과주의자는 그 사례에서 색의 야함이나 색의 대담함이 각각 한 측면
에서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감상자들에게 유익한 미적 경험을 가져올 수
있는 경로가 될 수 있다면, 모두 올바른 미적 판단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 사례에서 만약 현석, 진영, 희열이 서로 다른 비평 이론들을 갖고 접근
했기에 그러한 이견이 발생한 것이라면, 결과주의자는 한 작품이 동시에
여러 비평 이론들에 의해 포섭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결
과주의적 객관주의는 판단자 파라미터를 미적 판단의 내용이나 진위 결정
과 관련한 명시적 맥락으로 끌어들이지 않고도, 그러한 맥락 상대화 전략
이 갖는 유사한 효과를 기대하게 만든다.
이렇게 본다면, 결과주의적 객관주의는 미적 개별주의 논증을 위한 의미
론적 설명을 만족할 하나의 후보가 될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결과주의적
객관주의는 형태없음 논제 또한 양립 가능한 파트너로 받아들이고 있
다.107)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설명력과 유연성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과주
107) Ibid., p.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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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미적 개별주의 논증을 위한 최선의 설명적 패키지에 포함시키지 않
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결과주의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예술작품들만이
제공할 수 있는, 특수한 종류의 유익한 결과란 없다”108)는 반론의 힘이 보
이는 것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설령 이러한 경험(효과)의 대
체 가능성을 불식시키거나 완화하기 위해, 결과주의자 자신이 “예술이 주
는 경험의 종류상의 추정된 독특성이 아니라, 이러한 (예술)대상들이 지닌
구분성이 독특한 예술적 기여의 원천”109)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예
술작품에 대한 판단자 또는 판정자 관련 사실들을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방식으로 예술비평의 미적 진술이 갖는 의미에 포섭하는 방식이 더 그럴
듯해 보인다. 내 생각에, 결과주의가 주장하는 바, “우리에게 가해오는 작
용과 그것이 지닌 긍정적 여파의 성격”110)은 판정자 관련 사실들에 포함된
서술적 정보와 향상된 미적/도덕적 감수성을 통해 반영될 수 있을 것 같
다. 물론 어느 쪽의 이론적 힘과 현실성이 보다 강력한가의 여부는 각 입
장의 설명력을 따지는 문제로 귀착될 것이므로, 여기서 그러한 우위에 관
한 문제를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제 객관주의에 관한 검토는 이쯤
에서 정리하고, 다음 절에서는 또 다른 인지주의 대안인 지표적 맥락주의
를 논의하겠다.

3.3 지표적 맥락주의
3.3.1 지표적 맥락주의의 핵심 주장

여기서 논의할 맥락주의는 ‘표준적 맥락주의’라고 불리는 지표적 맥락주
의이다. 지표적 맥락주의에 따르면, 맥락 C에서 비평가 S의 미적 진술
(가)는 (나)라는 명제를 표현한다.

108) Ibid., p. 366.
109) Ibid., p. 367.
110) Ibid., p.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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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품 W는 아름답다.
(나) 작품 W는 S에게 (혹은 S의 미적 기준에서) 아름답다.

여기서

‘아름답다’는

(가)에서처럼

표면적으로는

일항

술어(monadic

predicate)로 보이지만, 사실은 (나)에서처럼 두 개의 논항 자리들(argument
places)을 갖는 어떤 관계를 표현한다. 그 논항 중 하나에는 ‘작품 W’가 할
당되고 다른 하나에는 ‘S’(혹은 ‘S의 미적 기준’)이 할당된다. 일반적으로
(가)처럼 다른 하나의 논항이 명시적으로 주어지지 않는 경우, 그 논항은
‘S의 미적 기준’처럼 맥락에 의해 그 값이 할당된다. 이것을 예술작품 W
에 관한 미적 판단 A에 대해서 일반화하여 표현한다면 다음과 같다.111)

비평가 S가 주장하는 A는 사용 맥락 C에서 참이다 iff 한 명제 p가 존재
하여
(a) A는 C에서 p를 표현한다, 그리고
(b) p는 C의 세계에서 그리고 C에서의 S의 미적 기준에서 참이다.

이처럼 맥락주의는 객관주의와 달리 미적 진술이 누구에 의해 발화되었
는가 또는 누가 해당 미적 판단을 내렸는가를 그 진술이나 판단의 내용을
결정하는 요소로 포함시킨다. 이러한 사실은 대면 원칙을 보다 직접적으로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처럼 보인다. 객관주의는 미적 속성이 일종의 지각적
속성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대면 원칙을 수용하는 듯 보이지만, 그러한 지각
적 속성이 객관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고차적인 미적 인상으로서의

111) 디키(Dickie)는 이러한 맥락주의 견해를 ‘주관주의(subjectivism)’라는 용어로
분류했다. 물론 주관주의가 맥락주의와 동일시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계승
하여 미적 진술에 대한 맥락주의 진리조건을 정식화하여 제시한 것은 영
(Young)을 따랐다: Dickie(1971), pp. 160-5, James Young(2009), “Relativism,
Standards and Aesthetic Judgem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Philosophical
Studies, Vol. 17, pp.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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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 속성은 오직 적절한 감상자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만 대면 원
칙을 수용한다. 게다가 미적 속성의 객관성은 대면 원칙의 귀결인 ‘미적
판단의 전달 불가능성’을 위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112) 그러나 맥락주의
에 따르면, 감상자(비평가)가 미적 속성을 귀속시키는 맥락이 미적 판단의
내용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므로, 대면 원칙은 보다 적절한 방식으로 수용된
다. 게다가 이 경우 예컨대 ‘<모나리자>는 아름답다’라는 감상자(비평가)의
미적 판단을 전해 들은 청자가 <<모나리자>는 아름답다>를 포함하는 내용
의 어떠한 진술을 스스로 하게 되더라도, 맥락주의에 의하면 그 청자의 진
술에서 ‘아름답다’는 원래의 감상자(비평가)의 발화 맥락이 아닌 그 청자의
발화 맥락(사용 맥락)이 된다. 그러므로 원래 감상자(비평가)의 미적 판단
의 내용은 청자의 진술이 갖는 내용으로 그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즉 맥락
주의는 대면 원칙의 귀결인 ‘미적 판단의 전달 불가능성’ 또한 위배하지
않는다.
한편 맥락주의는 미적 불일치 현상에 대해서도 나름의 해결책을 내놓는
것처럼 보인다. 미적 불일치에 대해 맥락주의자의 답변은 한 마디로 그런
불일치가 없다는 것이다. 객관주의자는 최소한 불일치가 존재하고, 불일치
당사자의 주장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 그 현상이 해소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맥락주의자는 불일치처럼 보이는 현상에서 불일치 당사자가 주장하
는 내용을 들여다 보면 사실 서로 다른 내용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불일치는 애초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본다. 다음의 전
형적인 불일치 현상을 생각해보자.

유진: <모나리자>는 아름답다.
주현: <모나리자>는 아름답지 않다.

유진과 주현의 대화에서 주현은 유진의 주장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유진과
112) 물론 여기서의 ‘객관주의’는 레빈슨과 페팃의 객관주의이지, 결과주의적 객
관주의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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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은 미적 판단에서 불일치를 보인다. 그러나 맥락주의자에 따르면 이것
은 표면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맥락주의에 의하면 유진과 주현은
각각 다음의 내용을 발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진: <유진의 미적 기준에 따르면, <모나리자>는 아름답다>
주현: <주현의 미적 기준에 따르면, <모나리자>는 아름답지 않다>

이처럼 두 사람의 발화 내용을 들여다보면 주현은 더 이상 유진의 발화
내용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두 사람은 각각 다른 내용을
발화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미적 불일치는 언어적 표현상의 겉보기 현
상일 뿐 실제로는 불일치가 아니다.

3.3.2 지표적 맥락주의 비판

맥락주의는 대면 원칙을 충실히 설명하고 미적 불일치 현상에서 진정한
불일치란 없다는 점을 나름의 방식으로 해명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맥락주의는 ‘미적 의사소통’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맥락주의가 설명한다고
주장하는 두 가지 모두에서 실패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먼저 대면 원
칙에 대한 설명부터 살펴보자. 우리는 객관주의가 미적 속성이 객관적 속
성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대면 원칙의 귀결인 미적 판단의 전달 불가능성을
위배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객관주의는 최소한 미적 의사소통, 즉
“미적 믿음”의 전달에는 실패하지 않았다. 반면에 맥락주의는 대면 원칙의
귀결인 전달 불가능성을 수용하는 대가로 미적 의사소통을 설명하는 데
실패한다. 다시 말해, 맥락주의는 비평의 내용, 즉 비평가의 미적 판단 또
는 진술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 맥락을 도입했지만, 이것은 그 비평
을 읽는 독자에게 “미적 믿음”조차도 적절하게 의사소통될 수 없는 결과
를 초래한다.113) 가령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보자.
113) 이 반론은 이건(Egan)이 인식적 양상에 관한 맥락주의에 대한 반론으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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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가인 종신은 “<모나리자>는 아름답다”라는 자신의 미적 판단을 제시하기 위
한 비평문을 작성하였고, 다음날 그것을 발표하기로 했다. 그러나 종신은 갑자기
독감에 걸려서 구라에게 그 발표를 대독해주길 부탁했다. 구라는 그 부탁을 기꺼
이 받아들여 발표장에서 종신의 비평문을 대독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말미
에 “종신은 <모나리자>는 아름답다고 말했습니다”라고 진술했다. 국진은 그 발표
를 듣던 참석자 중 한 명이다.

방금 제시된 상황은 일종의 ‘탈인용적 보고(disquotational reporting)’로 간
주될 수 있다. 탈인용적 보고란 A의 말을 B가 C에게 간접적으로, 즉 탈인
용적으로 전달하는 경우이다. 우리는 제시된 상황에서처럼 구라가 종신의
비평을 국진에게 탈인용적으로 보고하는 것은 꽤나 자연스럽고 안전하다
는 직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맥락주의는 이것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으로
우리를 이끈다. 이제 그 이유를 살펴보자.
맥락주의에 따르면 미적 진술에서 나타나는 미적 술어는 사용 맥락에
민감하다. 그러므로 종신의 미적 판단은 종신의 사용 맥락 C1에서 <<모나
리자>는 아름답다C1>라는 내용을 갖는 반면, 구라의 진술은 구라의 발화
맥락(사용 맥락) C2에서 <종신은 <모나리자>는 아름답다C2고 말했습니다>
라는 내용을 갖는다. 그런데 C1과 C2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각각의 맥락에서 서로 다른 것을 표현하게 되어, 구라의 대독(보고)은 적
절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 문제는 종신의 미적 판단이 단지 그대

했던 ‘공통 내용 논증(common content argument)’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
될 수 있다. 공통 내용 논증이란, (물리적으로) 동일한 문장이 서로 다른 사용
맥락에서 발화되는 경우, 그러한 발화들이 진리값에서 차이가 난다면 반드시
동일한 내용을 가져야만 한다는 주장이다. 즉 그 진리값의 차이는 발화 내용의
차이에서 비롯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문장의 내용이 갖는 진리값이
절대적으로 곧장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세계 이외의) 다른 파라미터와 관
련하여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이건이 제시한 공통 내용 논증의 구
체적인 내용은 다음을 참조할 것: Andy Egan, “Relativism about Epistemic
Modals,” in S. D. Hales ed., A Companion to Relativism (Oxford: Blackwell
Publishing, 2011), pp. 23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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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달 불가능하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미적 믿음”의 형태로
도 전달될 수 없다는 데 있다. 대면 원칙의 귀결이 미적 판단의 전달 불가
능성이므로, 구라의 대독을 통해 종신의 미적 판단이 국진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는 대면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구라와 종신의 사용 맥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종신이 생
각하는 <모나리자>의 아름다움에 대한 그 어떤 것도 국진에게는 전달된
적이 없다. 그러므로 국진은 종신의 미적 판단이 갖는 내용으로서 <<모나
리자>는 아름답다>와 동일한 내용을 갖는 믿음조차도 형성할 수 없다. 결
국 맥락주의는 탈인용적 보고가 일상적인 대화에서와 마찬가지로 비평의
대독에서도 자연스럽고 안전할 것이라는 직관을 수용할 수 없게끔 만든다.
요컨대 맥락주의는 미적 판단의 내용을 대면 원칙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한 미적 판단이 비평 담론 내에서 자연스럽
게 의사소통될 수 있는 길을 차단하는 부작용을 낳는다.
다음으로 맥락주의가 설명하는 미적 불일치 현상이 미적 의사소통의 측
면에서 어떻게 실패하는지 살펴보자. 미적 불일치가 비평 담론에서 빈번하
게 나타나고 진지하게 다루어진다는 사실은 불일치의 쌍방이 비평적 진술
의 형태로 주고 받는 설전이 자연스러운 언어 사용 관행 속에서 이루어지
고 있음을 암시한다. 특히 많은 경우 불일치는 선행하는 진술을 부정하는
명시적인 언어 사용을 포함한다.114) 예컨대 다음 대화에서 화자들은 예술
작품 W에 대해 전형적인 미적 불일치를 보이고 있다.

(대화 1)
철수: W는 미적으로 좋아.
영희: 아니. W는 미적으로 좋지 않아.

여기서 ‘아니’라는 표현은 철수의 미적 진술을 부정하는 분명한 표시이자,
114) 영어에서 그러한 명시적 언어 사용은 다음을 참조할 것: MacFarlane(2014),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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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화가 미적 불일치에 관한 것임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맥락
주의에 따르면 이 대화는 사실 다음과 같이 이해되어야 한다.

(대화 2)
철수: W는 나[철수]에게 미적으로 좋아.
영희: 아니. W는 나[영희]에게 미적으로 좋지 않아.

(대화 1)이 (대화 2)로 이해될 경우, 영희가 ‘아니’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
은 문맥상 어색할 뿐 아니라 사실상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제 철수와
영희의 미적 진술은, 맥락주의자의 설명대로, 서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
기 때문이다. 철수와 영희는 단지 서로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불일치를 구성하지 않으며, 따라서 미적 불일치는 사라진다. 그러
나 맥락주의는 단순히 미적 불일치를 해소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다. 맥
락주의는 (대화 1)과 같은, 미적 담론의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어색하거
나 부적절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더 나아가 미적 불일치가 사라진다는
맥락주의의 주장은 미적 불일치 현상이 사실은 일종의 환영이자 오류라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미적 불일치가 나타날 때마다 우리가 미적 담론을 체
계적으로 잘못 파악한다는 주장은 선뜻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맥락주의는 미적 판단이나 진술의 내용이 화자
의 사용 맥락에 의해 변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대면 원칙을 수용하고
미적 불일치 현상을 해명하려 한다. 그러나 맥락주의의 설명이 일견 그럴
듯한 것은 단지 미적 판단의 내용에만 주목했기 때문이다. 비평은 비평가
의 미적 판단(진술)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담론으로서 그
담론의 참여자들 사이에서 의사소통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비평적
진술에 대한 의미론은 그러한 의사소통의 측면도 성공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맥락주의는 비평에서 미적 판단의 내용에만 집착한
나머지 그것의 의사소통적 측면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
다면 맥락주의 또한 비평에서 미적 판단이나 진술의 의미에 관한 좋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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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이 되기 힘들어 보인다. 이제 남은 선택지는 상대주의이다. 이어지는 절
에서는 상대주의, 특히 참 상대주의가 이러한 설명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3.4 참 상대주의
3.4.1 상대주의의 일반의 기조115)

상대주의를 하나의 철학적 입장으로서 언급하는 많은 사람들은 대개 그
문헌상 연원으로 플라톤(Plato)의 『테아이테토스』(Theaetetus)를 언급한다.
특히 거기서 프로타고라스(Protagoras)가 천명한 바, “만물의 척도는 인간이
다”라는 주장은 상대주의 관점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논제이다. 이렇게 본
다면 상대주의는 서양 철학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관점일 수 있다. 그러
나 플라톤은 상대주의에 우호적인 철학자가 아니었다. 그가 프로타고라스
의 상대주의를 언급한 이유는 그것을 옹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이 잘
못됐음을 밝히고 반박하기 위함이었다. 상대주의를 부정적으로 보는 기류
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의 배후에 어떤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는 믿음
또는 최소한 그러한 현상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확신에 근거한
다. 게다가 인간은 이러한 진리를 탐구하기 위한 도구인 합리성을 갖고 있
는 존재이다. 이런 배경에서 상대주의적 관점은 우리의 경험 세계를 단지
피상적으로 인식했을 경우에나 취할 수 있는 입장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
됐다.
그러나 상대주의가 그 정도로 얄팍하거나 비합리적인 관점이라고 쉽사
리 단언될 수는 없다. 상대주의를 동기부여하는 경험적 이유들은 꽤나 강
력하다. 그러한 이유들 중 대표적인 것은 우리의 경험을 구성하는, 또는

115) 이 절은 주로 다음을 참조하여 본고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한 것임을 밝힌다:
Maria Baghramian & J. Adam Carter(2015), “Relativism,”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web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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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경험이 구성해 낸 다양성(diversity)과 불일치(disagreement)이다.116)
이 두 가지 개념이 포섭하는 영역은 실로 광범위하다. 믿음 체계, 개념틀,
문화적 관습, 윤리적 규범, 미적 관행, 심지어 과학적 패러다임에 이르기까
지 우리는 이 모든 영역에서 단 하나의 절대적 기준을 갖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 논쟁한다. 이 논쟁들은 때
때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어느 한쪽이 옳거나 그르다고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드물지 않다. 왜냐하면 불일치의 당사자들은 각자 꽤나 그
럴듯한 주장을 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가 이러한 경험적
근거를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상대주의 직관을 수용하고 상대주의 입장
을 취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상대주의는 모든 것이 보기에
달려 있다는 그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최소한 인간 경험의 다양성과 불
일치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합리적 방편일 수 있다는 점에서 진지하게
고려될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다면 상대주의란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을 담고 있는 입장인가? 상
대주의를 규정하는 방식은 상대주의 이외의 다른 입장들을 부정함으로써
상대주의 입장이 무엇인지 암시하는 소극적인 접근과 상대주의가 다른 입
장들과 차별화되는 핵심적인 특징을 명시하는 적극적인 접근으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소극적 접근에 따르면 상대주의는 대개 다음과 같은 입장들
을 부정하는 관점으로 간주된다: (i) 절대주의(Absolutism); 주어진 영역에
서 최소한 어떤 진리들이나 가치들은 모든 시간, 장소, 사회/문화적 체제에
적용된다. 그러한 진리 및 가치는 보편적이며, 역사적/사회적 조건에 속박
되지 않는다. (ii) 객관주의(Objectivism); 인식적/윤리적/미적 규범들, 가치
들, 그리고 관련 진리들은 개별적인 시간 및 장소에서의 개별적 판단이나
믿음과는 독립적이다. (iii) 일원론(Monism); 불일치 현상이 나타나는 주제
또는 그러한 영역에서 올바른 견해나 판단 또는 규범은 오직 하나이다.

116)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다양성과 불일치만을 언급했지만, 상대주의를 동기부여
하는 또 다른 이유들로는 ‘중립적 토대 없음(no neutral ground)’ 논제, 경험자
료를 통한 이론의 미결정성, 맥락의존성 등이 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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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실재론(Realism); 진리가 객관성과 단수성을 함축하는 방식으로 규정될
경우 그것에 대응하는 사태가 실재한다. 이러한 소극적 접근에 따르면 상
대주의는 진리 또는 가치가 절대적/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문
화적 조건들에 의존하며, 심지어 한 개인의 믿음 체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일 수 있다. 또한 상대주의는 일원론보다는 다원론에 가깝
고, 실재론보다는 반실재론과 함께 주장될 때 그 이론적 동력이 배가되는
입장일 수 있다.117)
다음으로 적극적 접근에 따르면 상대주의는 한 현상 (종속 변수) x와 그
것을 지지하는 독립 변수 y 사이의 의존 또는 공변(covariance) 관계로 규
정된다. 이때 x는 가치들, 인식적/미적/윤리적 규범, 경험, 판단, 심지어 그
러한 세계까지도 포함하며, y는 패러다임, 문화, 개념적 도식, 믿음 체계,
언어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렇게 공변 관계로 규정(covariance
definition)된 상대주의에 따르면, 예컨대 ‘정의는 국지적 규범에 상대적이
다(Justice is relative to local norms)’와 같은 입장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
므로 적극적 접근의 고려사항은 다음의 구분을 포함한다: (1) 상대화되는
것은 무엇인가? (진리, 좋음, 아름다움 등 상대화되는 대상들, x) (2) 무엇
에 상대적인가? (개념 체계, 문화, 역사적 시기 등 상대화의 기준을 포함하
는 영역들, y). 이 구분을 사용하면 각각의 상대주의 입장들은 다음의 표
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17) 그러나 본고에서 목표로 삼는 개별주의가 여기서 언급한 객관주의나 실재론
과 연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미적 개별주의를 주장하는 쟁윌
(Zangwill)이나 레빈슨(Levinson)은 객관주의와 연합하고, 윤리적 개별주의를 주
장하는 댄시(Dancy)는 내적 실재론을 주장함으로써 실재론과의 연합을 꾀한다.
그러나 나는 참 상대주의와 연합하는 미적 개별주의를 주장하기 때문에 객관
주의와는 거리를 둘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종류의 개별주의가 실재론
과도 양립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만, 그 가능성
이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것 같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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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개인의

y
인식적 규범

관점과 선호

(합리성,
논리)
도덕적 가치

미적 가치

사고, 지각

역사적 시대

문화, 사회,

개념 도식,

사회적 집단

언어, 체계

인식적

인식적

인식적 문화

인식적

주관주의

역사주의

상대주의

상대주의

윤리적

도덕

윤리적

주관주의

역사주의

미적

미적

주관주의

역사주의

사고/지각

사고/지각

주관주의

역사주의

문화/사회적
상대주의
미적
문화/사회적
상대주의
사고/지각의
문화/사회적
상대주의

도덕 개념
상대주의
미적 개념
상대주의

N/A

N/A

N/A

표현)

(새로운)
인식적
상대주의
(새로운)
도덕적
상대주의
(새로운)
미적
상대주의

사고/지각적
개념
상대주의,

N/A

언어 상대성

발화 문장
(언어적

판정 맥락

N/A

새로운
상대주의

위 표에 따르면 다양한 형태의 상대주의는 대상(object) x와 영역
(domain) y라는 입력값들을 갖는 상대화 함수(function of relativazation)를
통해 세분화될 수 있다. 그중 특히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형태의 상대
주의는 상대화 함수의 대상 x가 (개인 선호, 인식적 양상, 미적/도덕적 술
어 등을 포함하는) 발화문장이고, 영역 y가 판정 맥락인 상대주의, 이른바
‘새로운 상대주의(New Relativism)’이다. 앞서 내가 3.1.3절에서 간략하게
소개했던 참 상대주의는 새로운 상대주의의 형태로 제시된 상대주의 입장
에 해당한다. 새로운 상대주의는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이론적 조류로서
기존의 맥락주의가 불일치 현상을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를 극복
하기 위해 판정 맥락을 도입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따라서 새로운 상
대주의는 무엇보다도 불일치 문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론적 장점을
주장하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상대주의로서 참 상대주의는 이러한
판정 맥락의 도입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고, 그것이 불일치를 어떻게 보
다 잘 설명할 수 있는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 점을 본격적으로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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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전에, 상대주의 일반에 가해지는 표준적인 반론들과 상대주의의 대응을
검토하기로 하자.
3.4.2 상대주의에 대한 표준적 반론과 상대주의의 대응118)

상대주의 일반에 대해 제기되는 가장 널리 알려진 혐의는 상대주의가
자기-논박적(self-refutational)이라는 지적이다. 이 지적이 대상으로 삼는 상
대주의 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모든 진리들은 단지 상대적으
로 참이며 절대적으로 참인 어떤 것도 없다. 우리는 이것을 ‘총체적 또는
전면적 상대주의(global relativism)’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이 상대주의 논제 자체는 항상 참이라면, 이때 상대주의자는 상대적이지
않은 참이 최소한 하나 있다는 점을 인정하게 될 것이므로 이는 상대주의
논제와 모순된다. 그러므로 상대주의는 자기-논박적이다. 그러나 이 반론은
이미 절대적 참이 있다는 점을 전제해야만 성립하므로 선결문제요구의 오
류를 범하는 것 같다. 즉 상대주의자는 이미 절대주의 관점을 가진 사람에
게는 상대주의 논제가 거짓일 수 있지만, 예컨대 상대주의자 자신에게는
그 논제가 참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상대적 참을 주장한다고 답변할 것이
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간단히 해결되지 않는다. 상대적 참을 거부하는
절대주의자는 여전히 이렇게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주의 논제가 상
대주의자에게 (상대적으로) 참이라는 주장의 진위는 어떠한가?’ 상대주의
자는 마찬가지로 그 주장 또한 상대주의자 본인에게 참이라는 뜻에서 상
대적 참을 갖는다고 답변할 것이다. 즉 상대주의자의 답변은, ‘상대주의 논
제가 상대주의자에게 참이라는 주장은 상대주의자에게 참이다’가 될 것이
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이제 진짜 문제가 모습을 드러낸다. 왜냐하면 절
대주의자의 계속된 질문으로 인해 상대주의자는 무한 퇴행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118) 이 절의 내용은 다음을
MacFarlane(2014), pp. 30-33.

본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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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다:

새로운 상대주의(여기서는 참 상대주의)가 무한 퇴행으로부터 상대주의
를 구출하는 전략은 주장(assertion)과 주장의 내용(the content that is
asserted)을 구분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한 명제 p에 대해, 상
대주의자 R은 p가 R에게 (상대적으로) 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때 R
이 주장하는 내용은 ‘R에게 (상대적으로) p’가 아니라, 단순히 p이다. 즉
‘R에게 (상대적으로) p가 참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R에게 (상대적으로) p
가 참임을 주장하는 것’은 서로 구분되어야 한다. 전자의 주장 내용은 ‘p’
인데 반해, 후자의 주장 내용은 ‘R에게 (상대적으로) p가 참’이기 때문이
다. 이렇게 본다면 상대주의자와 절대주의자는 ‘p’라는 동일한 내용을 주
장하지만, 그 주장의 진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견을 가지
게 된다. 그러므로 주장의 내용이 무한하게 증식하는 방식의 무한 퇴행 문
제는 해소될 수 있다. 그렇다면 상대주의자는 ‘R에게 (상대적으로) 참’이라
는 개념이 주장(assertion)과 관련하여 어떻게 성립할 수 있고, 그것이 명제
p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해야 할 과제를 남겨 놓게 된다. 참 상대주
의는 판정 맥락을 도입함으로써 이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3.4.3 참 상대주의와 판정 맥락 (1): 판정 맥락의 도입

참 상대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사용 맥락 외에도 ‘판정 맥락(context of
assessment)’을 도입한다는 데 있다. 그런데 판정 맥락의 도입은 어떻게 정
당화될 수 있는가?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참 상대주의가 지표
적 맥락주의와 어떻게 다른지부터 알아야 한다. 가령 미적 기준 s1을 가진
철수가 “드가의 무용수 그림은 우아하다”라고 진술했고, 미적 기준 s2(s1≠
s2)를 가진 영희가 이 진술을 듣는다고 하자. 지표적 맥락주의에 따르면 철
수의 진술이 표현하는 명제, 즉 그 진술 내용은 <철수의 미적 기준 s1에
따르면, 드가의 무용수 그림은 우아하다>이고, 이 내용은 영희의 미적 기
준 s2와 무관하게 이 진술의 사용(발화) 맥락인 철수의 미적 기준 s1이 고
정되기만 하면 절대적인 진리값을 갖는다. 반면에 참 상대주의는 미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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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의 내용이 미적 기준 파라미터에 상대적으로 결정되지 않고 발화된 그
대로의 내용이라고 주장한다. 즉 철수의 진술 내용은 <드가의 무용수 그림
은 우아하다>이다. 그러나 이 내용의 진리값은 사용 맥락과 판정 맥락을
모두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결정된다. 즉 판정자가 철수 자신일 경우 이 내
용은 철수의 미적 기준 s1에서 발화되고(사용되고) 철수의 미적 기준 s1에
서 판정된 것으로서 그 진리값이 결정되고, 판정자가 영희일 경우 이 내용
은 철수의 미적 기준 s1에서 발화되고(사용되고) 영희의 미적 기준 s2에서
판정된 것으로서 그 진리값이 결정된다. ‘우아하다’라는 미적 술어에 주목
한다면, 철수의 진술에 나타난 ‘우아하다’에 외연을 할당하기 위해서는 해
당 술어가 사용되는(used) 맥락에 관한 사실들을 고정해야 할 뿐 아니라
그것이 판정되는(assessed) 맥락에 관한 사실들도 고정해야 한다는 것이 참
상대주의의 핵심 주장이다. 그러므로 철수의 미적 기준 s1에서 사용(발화)
된 내용은 판정 맥락 파라미터 s1에서는 참인 것으로 판정되지만, s2에서는
거짓으로 판정될 수 있다.
이 사례를 대화 상황으로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일상 대화)
철수: 드가의 무용수 그림은 우아하다.
영희: 아니. 드가의 무용수 그림은 우아하지 않다.

(지표적 맥락주의 해석)
철수: 나[철수]의 미적 기준에 따르면, 드가의 무용수 그림은 우아하다.
영희: 아니(?!). 나[영희]의 미적 기준에 따르면, 드가의 무용수 그림은 우
아하지 않다.

(참 상대주의 해석: 영희가 판정자인 경우)
철수: 드가의 무용수 그림은 우아하다.
영희: 아니. 나[영희]의 미적 기준에 따르면, 당신[철수]이 말한 ‘드가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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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 그림은 우아하다’는 거짓이다.

지표적 맥락주의는 진술 내용이 사용 맥락에 상대적으로 결정된다고 보
기 때문에 (일상 대화)에서 불일치처럼 보이던 상황이 사실은 철수와 영희
가 서로 다른 내용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불일치가 아니라고 해석한다. 이
경우 ‘아니’라는 표현은 의사소통의 맥락에서 불필요하거나 어색한 것이
되고 만다. 반면에 참 상대주의는 철수와 영희가 철수의 발화(사용)로서의
동일한 진술 내용에 대해 각자의 판정 맥락에서 그 진리값에 대해 실제로
불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아니’라는 표현은 의사소통의 맥
락에서 자연스럽다. 이러한 이유로 참 상대주의는 미적 불일치 문제에 대
해 지표적 맥락주의보다 그 설명적 우위를 점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 상대주의의 이러한 주장이 타당하려면, 판정 맥락을 도입하는
일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판정 맥락이 구체적으로 무엇
인지가 충분히 설명되어야 한다. 먼저 판정자의 맥락에 상대적으로 참이라
는 개념, 즉 판정 맥락 개념을 도입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살펴보
자. 이를 위한 여러 전략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이른바 ‘비트겐슈타인 논
제’, 즉 언어적 표현의 의미가 그것의 사용에 의해 완전히 드러난다는 주
장에 주목하자. 미적 술어가 나타나는 문장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그 문
장의 외연조건, 즉 진리조건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비트겐슈타인 논
제에 따르면 그것은 그러한 문장이 발화되고 사용되는 특징적이고 일관된
방식을 이해함으로써 완전히 드러난다. 이런 의미에서 비평적 진술의 특징
적이고 일관된 문장 사용 방식은 주장(assertion)이다.

한 문장의 발화는 단지 어떤 사고를 표현하고 진리값을 지시하는 기능만이 아니
라 무언가를 주장하는 기능, 즉 표현된 그 사고가 참이라거나 지시된 그 진리값
이 참이라고 주장하는 기능을 한다.119)

119) Michael Dummett, Frege: Philosophy of Languag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1), p.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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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은 참인 무언가를 말하려는 의도와 함께 그것을 발화하는 관습을 배경으로
나타난다 … 그렇다면 주장된 문장의 사용을 기술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문장
의 뜻을 결정하고 그로써 그 문장이 참과 거짓으로 분류되는 방법을 결정하는 규
칙들에 대한 규정, 즉 [주장된] 발화를 지배하는 규약을 구체화하는 일을 추가적
으로 해야 한다.120)

예술비평 담론에서 미적 진술이나 판단은 대부분의 경우 미적 술어가
나타나는 서술문(declarative sentence) 형태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 그리고
이 경우 그런 문장을 주장한다는 것은 그 문장을 참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다. 다시 말해, 미적 술어가 나타나는 서술문이 참일 조건, 즉 그 문장의
진리조건이 성립할 경우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그 문장은 정당하게 주
장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하는 참 상대주의자의 전략은 이제
다음의 두 단계로 요약된다.

[첫째] 비-상대주의자도 받아들일 수 있게 주장이 갖는 힘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
작하라. 이를 통해 “[맥락] c에서의 참”은 주장을 위한 성질들(properties for
assertion)[주장 규준들(norms for assertion)]과의 관련 속에서 설명될 것이다. [둘째]
그런 다음 이것을 “c1에서 사용되고 c2에서 판정된 것으로서의 참”에 대한 설명으
로 확장하라. 이를 위해 주장이 갖는 힘의 설명 속에서 판정 맥락의 자연스러운
역할을 찾아야 한다.121)

이제 이 두 단계를 따라 참 상대주의자의 전략을 구체화해보자. 주장 규
준들은 주장을 지배하는 규칙들이다. 그중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할 규준은
(비-상대주의자에게도 수용 가능한) 참 규칙(truth rule)이다.122)

120) Ibid., p. 302.
121) MacFarlane(2014), pp. 100-101.
122) 참 규칙, 그리고 이후에 다룰 철회(retraction) 규칙에 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맥팔레인의 설명을 따른다: Ibid., pp. 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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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규칙)

맥락 c에서, 명제 p가 c에서 참인 오직 그 경우에만 p를 주장

하라.

그러므로 주어진 명제 p는 참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주장으로 간
주되지 않는다. 여기에 판정 맥락을 추가하여 확장하면, 명제 p를 주장하
는 주체가 곧 판정자일 것이기 때문에 참 규칙은 재귀적인(reflexive) 것이
된다.123)

(재귀적 참 규칙)

명제 p가 맥락 c1에서 사용된 것으로서 그리고 c1에서

판정된 것으로서 참인 오직 그 경우에만 주체(agent)는 c1에서 p를 주장하
는 것이 허용된다.

그런데 참 규칙이 재귀적인 것이 되면 사용 맥락과 판정 맥락이 동일해지
고, 따라서 판정 맥락을 상정하는 입장과 그렇지 않은 입장이 주장의 참에
대해 동일한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판정 맥락의 본질적인 역할이 무엇
인지가 분명치 않게 된다.124) 그러나 이는 재귀적 참 규칙이 틀렸음을 보
여주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다는 것만을 의미한다. 재귀적 참 규칙은 철
회 규칙과 조합될 경우 판정 맥락의 자연스러운 역할을 분명하게 할 수
있다.

(철회 규칙)

p가 맥락 c1에서 사용되고 맥락 c2에서 판정된 것으로서 참이

123) 주장을 위한 참 규칙에서 주장하는 사람과 판정자를 일치시키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결과를 낳을 공산이 크다. 어떤 것이 참이라고 주장하려는 의도에서
그것을 말하면서 동시에 항상 다른 누군가의 맥락 하에서 내린 (혹은 다른 관
점에서의) 판정을 따라야만 그것을 주장할 수 있다면, 이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주장하는 방식과는 괴리된 설명이다.
124) 여기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런 경우 비-지표적 맥락주의와 참 상대주의는
주장의 참에 대해 정확히 동일한 결과를 갖는다. 왜냐하면 판정 맥락과 사용
맥락이 동일한 경우 참 상대주의는 비-지표적내용을 주장하는 맥락주의 입장과
차별화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Ibid., pp. 104-6.

- 112 -

아닌 경우 c2에서 주체는 (철회되지 않은) p의 주장을 철회하도록 요구받
는다.

재귀적 참 규칙이 그 규칙을 따르지 않는 조건 하에서는 주장을 금지하는
것이었다면, 철회 규칙은 그 규칙을 따르는 조건 하에서는 철회를 강제하
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비평 담론에서 이 규칙들이 적용되는 자연스러운 상황은 한 비평가가
젊은 시점과 나이 든 시점에 자신의 취미가 (혹은 미적 감수성이나 미적
기준이) 변화하여, 그로써 특정 예술작품에 대한 선호가 달라진 경우이다.
가령 c1을 비평가 S의 20대에서의 취미를 포함하는 맥락이라고 하고, 이
시절 S는 작품 W를 미적으로 선호한다고 하자. 그렇다면 <W는 미적으로
좋다>는 명제는 c1에서 사용되고 c1에서 판정된 것으로서 참이다. 그러므
로 재귀적 참 규칙에 따라 S는 W가 미적으로 좋다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
된다. 이제 S의 40대에서의 취미를 포함하는 맥락을 c2(≠c1)라고 하고, S는
더 이상 W를 미적으로 선호하지 않는다고 하자. 그렇다면 40대인 S가 20
대에 주장했던 내용인 <W는 미적으로 좋다>는 c1에서 사용되고 c2에서 판
정된 것으로서 거짓이다. 그러므로 철회 규칙에 따라 이제 40대인 S는 자
신의 20대의 주장이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예로 든 상황에서
재귀적 참 규칙과 철회 규칙의 조합을 통한 설명이 비-상대주의 입장과 달
리 참 상대주의 입장에서 판정 맥락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설명하는 부분
은 S의 철회 요구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 없는(entirely blameless)”125) 것
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만약 c1에서 c2로의 변화가 취미의 개선
내지는 향상이라면, 그리하여 c1에 근거한 판정이 사실상 미적 실패를 의
미하는 것이라면 S의 철회 요구는 받아들여져야 하지만, 그 변화가 향상이
나 개선보다는 기질의 변화와 같은 취미의 정당한 차이에 해당한다면 S의
125) 흄은 나이와 기질에 따라 미적 판단에 있어서 비난할 수 없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David Hume, “Of the Standard of Taste,” in E. F.
Miller ed., Essays, Moral, Political, and Literary (Indianapolis: Liberty Classics,
1987[1757]), pp. 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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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요구는 20대와 40대에서의 이견으로서, 일종의 진정한 미적 불일치로
서 상호 요청 가능한 (바꾸어 말하면, 서로 수용 가능한) 상황이 된다. 즉
후자의 경우는 흄이 말하는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 없는” 차이에 해당하
는 것이다. 반면에 판정 맥락을 상정하지 않는 입장, 예컨대 지표적 맥락
주의 입장에서 S가 자신의 예전 주장에 대해 철회 요구를 할 수 있기 위
해서는 c2의 판정 맥락이 아니라 c1의 사용 맥락에서 자신의 예전 주장이
거짓이었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비평 관행에서 볼 때 우리는 S의 철
회 요구가 단순히 S가 예전에 결함 있는 취미를 갖고 있어서 그 당시 미
적 판단들이 모두 거짓이고 잘못된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S의
취미가 정당하게 변화한 경우, 즉 20대와 40대 사이에서 서로 잘못된 것이
없는 철회 요구까지를 포함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판정 맥락을 고려하
는 참 상대주의는 지표적 상대주의에 비해 우리의 비평적 관행과 보다 부
합하는 측면이 있다. 즉 비평 담론 속 주장으로서의 미적 진술에서 판정
맥락의 역할은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판정자의 맥락에 상대
적으로 참이라는 개념, 즉 판정 맥락 개념은 비평적 관행과의 관련 속에서
도입될 수 있다.

3.4.4 참 상대주의와 판정맥락 (2): 판정 맥락의 파라미터

앞서 논의한 것처럼 참 상대주의가 판정 맥락을 도입할 정당성을 갖게
된다면, 판정 맥락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다시 말해 판정 맥락의 파라미
터로 편의상 언급되고 있는 ‘미적 기준’이나 ‘취미’ 등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자. 본고에서 주로 참조하는 참 상대주의는
맥팔레인(MacFarlane)의 입장으로서, 그는 미적 술어가 사용된 진술에서 적
용되는 판정 맥락의 파라미터가 ‘미적 기준(aesthetic standard)’의 형태로
있다고만 이야기할 뿐 그 파라미터의 성격이나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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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제의 사용에는 진리값이 절대적으로 할당될 수 없고, 오직 판정 맥락에 상대적
으로만 할당될 수 있다. 어제 철수가 <모나리자>는 아름답다고 주장했고, 우리가
그 주장을 판정할 때, 그 주장의 참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철수의 미적
기준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미적 기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약 <모나리자>가
우리의 기준에 의해 아름답다면 철수는 참되게 말했다고 말한다.126)

그러나 맥팔레인은 단지 미적 술어 관련 판정 맥락을 간략하게 언급하
는 것이지, 판정 맥락이 적용되는 분야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
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맥팔레인은 그의 저서 Assessment Sensitivity의 절
반 이상을 참 상대주의의 적용 영역별로 세분화하여 다룬다. 그가 주목하
는

영역은

‘맛있다(tasty)’(맛

취향),

‘알다(knows)’(지식

귀속),

‘내일

(tomorrow)’(미래 시제), ‘~할 수(도) 있다(might)’(인식적 양상), ‘~해야 한
다(ought)’(도덕적 의무) 등이다. 그중에서 나는 맥팔레인이 판정 맥락 파라
미터를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언급한 맛 취향 영역과 국내 연구가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는 인식적 양상 분야에서 관련 파라미터를 어떻게 다루
는지 살펴봄으로써 미적 술어 관련 판정 맥락 논의에 도움을 받고자 한다.
먼저 맥팔레인이 ‘맛있다’의 판정 맥락으로 도입하는 맛 취향 파라미터
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는지 검토하자. 맥팔레인에 따르면 맛 취향은 일종
의 미각적 기준(gustatory standard)이다. 그 기준은 예컨대 1부터 10까지의
스케일 중 어느 것에 해당한다는 식으로 대략적인 계측 기준이 될 수는
있어도, 체계적인 원리들로 구체화된 지적인 무언가는 아니다. 맛 취향은
저마다 타고난 생리적 차이에 의존하는 측면도 있지만, 음식을 맛보는 경
험에 의해서도 상당 부분 영향 받는다. 게다가 맛 취향은 그러한 경험이
누적되면서 변할 수 있다.127) 이러한 맛 취향은 맛 진술의 판정 맥락 파라
미터로서 대개의 경우 유아론적으로 해석된다. 즉 맛 취향 파라미터는 대
부분 ‘나’의 입맛에 해당한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맥락적으로 유관한

126) MacFarlane(2014), p. 90.
127) Ibid., p. 14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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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에 의해 공유된 맛 취향이 있을 수 있다. 한편 맛 진술(판단)은 그 발
화자(판단자)의 반응과 분석적 관계를 갖는다. 말하자면 맛 취향이 판정
맥락으로서 적용되는 맛 진술에는 맛에 대한 쾌/불쾌의 반응이 필수적이다
(내재론적 관점).128)
다음으로 참 상대주의의 인식적 양상 파라미터를 살펴보자. ‘~할 수(도)
있다(might)’가 사용된 진술에서 그 진술의 내용 및 진위와 관련된 판정
맥락은 판정자가 주어진 사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느냐, 즉 판정자(주
체)의 지식 상태를 기본적인 파라미터로 갖는다. 가령 세정은 “연구실 책
상에는 노트북이 놓여 있을 수 있어”라고 말했고, 유정은 그 말을 듣고 있
었다고 해보자. 그런데 유정은 사실 방금 전에 연구실 책상에 노트북이 놓
여 있지 않은 것을 보고 왔다. 그래서 유정은 세정에게 그 사실에 관해 말
했으며, 이것을 듣고 난 후 세정은 “그렇군.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연구
실 책상에는 노트북이 놓여 있을 수 없어”라고 말한다. 이 사례는 참 상대
주의에서 ‘철회’라고 부르는 상황에 해당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철회를
이끄는 판정 맥락은 세정이 유정으로부터 연구실 노트북에 관한 최신 정
보를 입수하기 전과 후의 세정의 지식 상태이다. 즉 판정자(주체)의 지식
상태가 한 개인의 것이든, 아니면 그러한 지식 상태를 공유하는 집단의 것
이든, 인식적 양상 파라미터는 기본적으로 주체의 지식 상태이다. 그러나
양상 파라미터에 포함되는 지식 상태는 특정 시점의 주체에 귀속된 것으
로서 그 주체만을 언급하는 방식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주체를 포함하지
않고서, 구체적이고 서술적인 어떤 지식(정보)상태 및 지식기준을 포함시
키는”129) 방식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보자. 가령 한 검사는 문
화계 블랙리스트의 출처가 청와대가 아닐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해 생각하

128) Ibid., p. 144.
129) 최동호(2014), p. 184. 서술적 지식(정보) 상태는 맥팔레인이 주장하는 판정
맥락의 파라미터를 뛰어 넘는 주장이다. 맥팔레인은 주체(판정자)를 명시하지
않는 식의 판정 맥락 파라미터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뒤에 언급하겠지지
만, 나는 서술적 정보를 판정 맥락 파라미터에 포함하는 전략이 맥팔레인식의
참 상대주의에 대한 중요한 반론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본다.

- 116 -

고 있다. 그런데 수사 도중 그 검사는 “정무 리스트”라는 표현이 포함된
블랙리스트 문건, 즉 결정적 증거를 발견하게 됐다. 그렇다면 그 증거를
발견하기 전 그 검사의 지식 상태와 증거 발견 후의 지식 상태는 분명히
다르다. 이 경우에 주체의 지식 상태를 파라미터로 보면, 증거 발견 전후
를 기점(t0)으로 해서, 시간 t1(<t0)에서의 검사(의 지식 상태)와 시간 t2(>t0)
에서의 검사(의 지식 상태)가 각각 그에 해당할 것이다. 반면에 서술적 상
태를 파라미터로 본다면, 시간이나 주체(해당 검사)를 명시하지 않고, 각각
서술적 지식 상태 N과 M(≠N)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상으로 맛 취향과 인식적 양상을 다루는 각 분야에서 판정 맥락의 파
라미터가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 보았다. 문제는
이제 미적 용어 또는 미적 술어가 사용되는 예술비평 영역에서 미적 진술
을 다룰 때 판정 맥락의 파라미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이다. 본고의 Ⅰ
장 3.2절에서 이미 언급했지만, 나는 예술비평에서는 미적 진술의 판정자
관련 사실들이 판정 맥락의 파라미터로서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이때 판정
자 관련 사실들은, 맥팔레인이 ‘미적 기준’으로 의도한 것으로 보이는130),
혹은 맛 취향과 유비되는 파라미터로서, 판정자의 정규적인 반응을 근거짓
는 감수성 관련 사실들뿐만 아니라, 인식적 양상에서 서술적 지식 상태와
유비되는, 판정자의 서술적 정보 상태를 포함한다. 참 상대주의가 기본적
으로 판정자라는 주체를 중심으로 진술의 진위 판단을 결정하고자 하는
이론이라는 점에서 판정자인 비평가 자신이 갖는 감수성이 미적 파라미터
로 포함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맛 취향과 유비되는 측면
이 있음에도 그것과는 구별되는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먼저, 미적 진
술의 판정에 개입되는 감수성은, 맛 취향이 대개의 경우 유아론적인 것인

130) 사실 맥팔레인이 ‘미적 기준’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의도한 것은 비평 담론의
비평가가 아닌 일반적인 사람들이 각자 아름다움 등에 관해 갖고 있는 모종의
기준이다. 맥팔레인은 이 기준이 체계적인 원리가 아니라고 본다는 점만 명시
할 뿐,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는다. 나는 미적 술어가 사용되는 비평 영
역에서는 맥팔레인이 생각하는 ‘미적 기준’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때로는
전문적인 파라미터가 요구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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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반해, (현실적인) 특정 집단내에서 공유된 감수성 내지는 최소한 그러
한 공유 가능성을 내포하는 감수성이다. 특이한 맛 취향을 가진 사람이 그
러한 취향을 굳이 타인과 공유해야 할 필요는 없다. (취미는 논쟁의 대상
이 아니라는 격언은 오히려 맛 취향에 더 어울리는 것 같다.) 그러나 아무
리 특이한 미적 감수성을 가진 비평가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자격을 갖춘
비평가인 이상, 맛 판단과는 달리, 비평의 영역에서는 소위 “사적 언어”와
같은 사적인 미적 감수성 같은 것은 없다. 비평은 맛을 판단하는 것과는
달리 오직 미적 관행과 제도의 틀 안에서만 유효하므로, 비평가의 미적 감
수성이 적절한 미적 파라미터가 되려면 그 감수성의 독특성은, 설령 현실
적으로 유일하다는 뜻에서 독특하다 해도, 최소한 타인과의 공유 가능성이
있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나는 일상적인 미적 진술이 아닌, 비평으로서의
미적 진술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유아론적인 기준이 허용될 수 없다고 본
다.
판정 맥락의 미적 파라미터로서 미적 감수성이 유아론적으로 이해되어
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는 맥팔레인 식의 유아론적 참 상
대주의가 이른바 ‘무지한 판정자 반론’에 취약하다는 점 때문이다.131) 예컨
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저명한 여류 미술 비평가 신혜는 남자 친구 종
석과 함께 특별한 데이트를 즐기기 위해 마네의 작품들이 전시된 미술관
에 방문했다. 그런데 종석은 미술 작품들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은 없지만,
그럼에도 잘 그린 그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분명한 기준(이를
테면 ‘실재와 같은 생동감’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미술관에서 신혜
는 <풀밭 위의 점심식사>를 가리키며 종석에게 “이 작품을 좀 봐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라고 말한다. 그러나 종석은 “글쎄. 별로 잘 그린 그림
같지 않은데?”라고 대답한다. 이 상황이 다음과 같은 언쟁으로 이어졌다고
131) Richard Dietz, “Epistemic Modals and Correct Disagreement,” in M.
García-Carpintero & M. Kölbel eds., Relative Trut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p. 239-262. 이 논문에서는 인식적 양상에 관한 (맥팔레인의 유아
론적) 참 상대주의를 그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마찬가지 취지의 반론
이 미적 영역에 대해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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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자.

종석: <풀밭 위의 점심식사>는 형편없는 작품이다.
신혜: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혹은 당신이 틀렸다.) <풀밭 위의 점심식사>
가 훌륭한 작품이라는 데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맥팔레인식의 유아론적 상대주의가 맞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종석의 발화
는 비전문가인 종석의 ‘미적 기준’을 고려한다면 옳은 것처럼 보인다. 물
론 신혜의 발화도 그녀의 전문가적인 식견에 의하면 옳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비전문가인 종석이 전문가인 신혜의 견해에 대해 나름의 미적 기
준에만 의존해 신혜의 평가를 거부하는 상황은 이상한 것 같다. 왜냐하면
이는 마치 전문가인 신혜의 (정당한) 평가가 참인지 아닌지를 열린 문제로
남겨두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는 종석의 평가가 미술사적
맥락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것이기에, 그의 나름의 미적 기준에서 나온 판
단이 참이 될 수 있는지가 매우 의심스럽다는 직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
다. 이는 미적 판단이 판정 맥락의 미적 파라미터인 판정자의 미적 감수성
(기준)에 (따른 반응에) 영향 받는 측면이 있긴 해도, 여전히 판정자 독립
적인 사실의(그러나 여전히 판정자가 그 판정 근거로서 취사선택하는 서술
적 정보라는 의미에서) 양적, 질적 차이에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유아론적 상대주의는 이러한 직관을 포섭하기 어려워 보인다.132)
다음으로, 판정자의 감수성은 미적 감수성뿐만 아니라 도덕적 감수성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물론 도덕적 감수성이 어느 정도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작품 내
용 또는 매체, 심지어 작품의 전시 맥락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미적 관련성
(aesthetic relevance)133)을 갖고 있는 한, 도덕적 감수성이 미적 판단에서
132) 내가 판정 맥락의 미적 파라미터의 다른 한 요소로서 ‘판정자에게 취사선택
된 서술적 정보’를 주장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133) ‘미적 관련성(aesthetic relevance)’이라는 표현은 고트(Gaut)가 사용한 것을 빌
려왔다. 고트는 “한 작품에서 어떤 성질을 추가하거나 그 성질을 제외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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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으로 배제될 수는 없다. 게다가 미적 감수성의 차이가 문화적 차이에
기인할 경우, 도덕적 감수성은 미적 감수성의 형성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칠 수도 있다. 판정자의 감수성에 도덕적 감수성을 포함시키는 또 다
른 이유는 미적 개별주의 접근이 ‘가치 역전’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과 관
련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나중에 (이어지는 3.4.6절에서) 보다 구체적으
로 다루긴 하겠지만, 도덕적 감수성이 미적 감수성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
을 미치느냐의 문제는 개별주의가 가치 역전을 수용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가령 한 작품에서 도덕적 결함과 미적 특징이
동시에 발견되었고, 그 미적 특징은 우아함이라고 하자. 이 경우 도덕적
감수성이 미적 감수성에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느냐에 대한 입장의 차이
에 따라서 작품의 평가는 다음과 같이 달라질 수 있다: (a) 우아함이 항상
도덕적 결함과 독립적으로 미적으로 좋다는 주장, (b) 우아함만 고립시켜
놓고 보면 항상 미적으로 좋긴 하지만, 그 좋음은 pro tanto 좋음이라서 도
덕적 결함과의 상호작용 결과에 따라 우아함은 작품의 미적 좋음에 기여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주장, (c) 우아함이 미적 평가와 관련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미적 장점인지 결함인지는 항상 미결정된 상태여서
도덕적 결함이 있을 경우의 우아함은 그 자체 미적 결함이고, 바로 그러한
이유로 작품이 미적으로 나쁘다는 주장. 여기서 미적 개별주의는 (c)를 주
장할 경우에만 가치 역전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c)를 수용하는 개별주의
와 그렇지 않은 개별주의로 입장이 구분될 수 있다. 따라서 판정 맥락의
미적 파라미터에 도덕적 감수성을 포함시킬 경우, 이것은 미적 개별주의
입장의 내적 구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미적 감수성은 판정자의 정규적인 반응 또는 그러한 반응의

그 작품이 해당 작품의 미적 성질에 관한 판단을 바꿀만한 이유를 제공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성질은 미적 관련성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그는 미적
관련성이 발생하는 상황을 매체, 장르, 형식 등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예술적
전략들로서의 예술적 수단이 사용되는 상황으로 간주한다. 이 부분에 대한 내
용은 다음을 참조할 것: Berys Gaut, Art, Emotion and Eth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pp. 83,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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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근거짓는다. 이는 기본적으로 내재론적 직관을 반영하는 주장이지
만, 비평가로서의 판정자는 예술작품에 대해 그저 일회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아니다. 특히 논쟁이 되는 작품이나 고전에 대해서 비평가는 정규
적인 감상 경험을 필요로 한다. 비록 특정한 미적 감수성을 가진 비평가는
특정한 반응으로 이끌리겠지만, 정규적인 감상 경험은 그러한 반응이 (비
평가 자신뿐 아니라 다른 감수성을 가진 비평가의 반응까지도) 현재의 미
적 감수성에 대해 피드백으로 작용하길 기대한다. 그 피드백은 미적 감수
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심지
어 자신이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작품의 가치를 판단하는 데 기여
할 수 있는 다양한 여파들이 작동한다면 그것들까지 고려대상이 된다. 아
마도 결과주의적 객관주의자가 주장하는 “유익한 경험들”은 참 상대주의
자가 보기에는 미적 감수성에 대한 피드백으로 이해될 것 같다. 이러한 피
드백은 향상된 미적 감수성 또는 감수성의 기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비평가의 감수성이 변화했을 때, 그것이 흄의 표현대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차이를 낳는 경우가 바로 이런 상황일 것이다.
이제 판정자 관련 사실들의 또 다른 요소로서 판정자의 서술적 정보 상
태에 대해 검토해보자. 먼저 여기서 ‘서술적 정보’란 간단히 말해 판정을
위한 지지 근거, 또는 증거에 해당한다. 그런데 그것이 서술적 정보인 한,
그 지지 근거 또는 증거는 언어적으로 서술될 수 있어야 한다. 즉 서술적
정보란 단지 어떤 느낌을 받았다든지, 이런 저런 감이 온다든지 하는 식으
로 모호해서는 안 된다. (아마 ‘미적 감수성’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식으
로 모호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비평에서 예술작품의 평가와 관
련된 서술적 정보란 무엇인가? 이는 레빈슨이 (미적 수반 기저의 세 차원
인 구조적/하부구조적/맥락적 특징 중) “맥락적 특징(contextual attribute
)”134)이라고 일컫는 것들, 즉 작품 감상에 있어서 그것이 예술적 맥락과
맺는 중요한 관계(이를테면, 세잔에 의해 채색됨, 회화 장르에 속함, <풀밭
위의 점심식사>에 의해 영향 받음 등등)이 그러한 정보에 해당한다. 한편
134) Levinson(1990), p.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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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적 정보는 다양한 양식, 예술 운동, 사조, 비평 이론 등등에서 목표 또
는 원칙으로 간주되는 진술들일 수도 있다. 예컨대 그린버그(Greenberg)가
“오직 평면성만이 회화적 예술에 독특하고도 독점적[인 특징]이다”135)라고
말했을 때, 그린버그 자신 또는 다른 비평가는 이러한 진술을 서술적 정보
로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혹자는 ‘서술적 정보는 꽤나 다양하고, 복잡
하며, 심지어 중층적일 수도 있는데, 도대체 판정자가 미적 판단에서 이
많은 것들을 판정 맥락으로서 고려한단 말인가? 참 상대주의가 이런 것들
을 판정 맥락의 미적 파라미터로서 도입하는 일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 물론 나는 비평가가 판정자로서 미적 판단의 진위 판정을 할
때 언제나 모든 서술적 정보 파라미터를 명시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
은 아니다. 그러나 예술비평 담론에서 판정자로서의 비평가는 비평가라는
독특한 지위 때문에 최소한 판정자 자신이 취사선택한 서술적 정보에 대
해서는 암묵적이든 명시적이든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서술적 정
보가 아니라, 판정자가 취사선택한 정보만이 미적 파라미터로서 포함되기
때문에 그 경우 서술적 정보는 판정자 관련 사실이 된다. 게다가 비평가는
때때로 “작품 W는 미적으로 좋다”라고 진술하거나 “작품 W의 표현성은
미묘하다”라고 진술하고, 그것을 참이라고 판정할 때, 단지 자신의 미적
감수성에 따라 그렇게 진술했다는 사실 이상으로 그 판정에 이르게 된 판
정자 관련 사실들을 요청 받을 수 있다. 비평가는 작품 감상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특히 평가적 비평에서 평가의 합리적 이유를 제공
하는 사람이므로, 그러한 비평가의 지위 때문에, 자신의 판정에 대해 그
판정의 맥락으로서 자신이 활용한 서술적 정보를 명시하도록 요청 받는
것이다. 이를테면 비평가는 ‘그러한 평가는 나의 미적 감수성에 부합한다’
가 아니라, 때로는 ‘특정한 예술비평 이론이 나의 미적 감수성과 일치하고,
그러한 기준에서 볼 때 이 작품은 미적으로 좋다’라는 식으로 판정 맥락을
서술적 정보 형태로 구체화해야 할 때가 있다.
135) Clement Greenberg, “Modernist Painting,” Clement Greenberg: The Collected
Essays and Criticism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6[1961]), p.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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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예술비평의 미적 진술에서 판정 맥락의 미적 파라미터는 판정자
관련 사실들로 이루어지며, 이는 판정자가 취사선택한 서술적 정보와 판정
자의 정규적인 반응을 근거짓는 감수성 관련 사실로 구분될 수 있다. 후자
는 명시적이고 필수적인 파라미터인 반면, 전자는 때로는 암묵적으로 때로
는 명시적으로 미적 파라미터에 포함된다.

3.4.5 참 상대주의의 설명력: 대면 원칙과 미적 불일치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참 상대주의가 판정 맥락을 도입할 수 있는 이
유와 그러한 판정 맥락을 구성하는 파라미터가 무엇인지가 파악되었다면,
이제 다른 인지주의 및 비-인지주의 이론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참 상대주의
가 대면 원칙과 미적 불일치를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참 상대주의가 대면 원칙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검토하자.
대면 원칙이란, 여러 번 언급된 것처럼, 비평가의 미적 판단(진술)이 그 비
평가의 직접 경험에 기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부분의 경우 비평가가
예술작품을 직접 경험하고, 그러한 경험에 기초해 미적 진술을 한다는 것
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참 상대주의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대면
원칙이 (그리고 그것의 귀결인 전달 불가능성이) 미적 진술의 의미와 관련
하여 어떤 함축을 지니느냐는 것이다. 참 상대주의에 따르면, 미적 진술의
내용은 발화된 그대로의 내용이므로 (즉 비-지표적 내용을 가지므로) 비평
가의 (반응을 포함한) 직접 경험이 그 내용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진 않는
다. 예를 들어, ‘<모나리자>는 아름답다’라는 미적 진술(판단)의 발화자와
판정자가 공유하는 내용은 (대면 원칙에 따른) 미적 판단 그 자체라기보다
는 ‘만약 <모나리자>를 직접 보았더라면, 그러한 미적 판단을 내렸을 것이
다’라는 가정법적 믿음에 의해 뒷받침되는 미적 믿음의 내용으로서 <<모
나리자>는 아름답다>이다. 그러므로 미적 진술의 발화자와 판정자가 다를
경우 그 진술은 미적 믿음의 형태로만 전달되기에 미적 판단이 발화자에
게서 판정자에게로 그대로 (미적 판단 그 자체로)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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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참 상대주의하에서 대면 원칙의 귀결인 전달 불가능성은 위배되지 않
는다. 그러나 그 내용의 진위를 가릴 때에는 그 내용이 미적 진술로서 사
용되고 판정되는 맥락이 모두 고려되어야 하므로, 대면 원칙은 이 단계에
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시 말해, 판정자는 발화자의 미적 진술에 대해
<모나리자>를 (대용물의 형태로라도) 직접 경험한 것에 기초하여 그 진위
를 판정한다. 즉 판정자의 직접 경험은 <모나리자>에 대한 판정자 자신의
정규적인 반응을 근거짓는 미적 감수성의 형태로든, <모나리자>에 관해
판정자가 접근할 수 있는 서술적 정보의 형태로든, 판정 맥락의 미적 파라
미터에 포함된다. 이는 비평의 실제를 고려할 때 매우 자연스러운 해석이
다. <모나리자>에 대한 한 비평가의 비평을 다른 비평가가 판정할 때, 그
작품을 한 번도 본 적도 없이 (그러한 직접 경험의 기억조차도 없이) 오직
비평문만 읽고 진위 판정을 내린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처럼 보
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지표적 맥락주의가 미적 판단의 전달 불가능성을
만족하는 대가로 미적 믿음의 전달 가능성마저 포기하는 반면에, 참 상대
주의는 대면 원칙의 귀결인 전달 불가능성을 만족하면서도 미적 믿음의
(비-지표적) 내용은 (발화자와 판단자 사이에) 공유될 수 있게끔 하므로 지
표적 맥락주의에 비해 설명적 우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참 상대주의가 미적 불일치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를 검토하
자. 앞서 전형적인 미적 불일치의 사례로 3.3.2절에서 언급했던 (대화 1)을
다시 생각해보자.

(대화 1)
철수: W는 미적으로 좋아.
영희: 아니. W는 미적으로 좋지 않아.

우리는 이 대화를 이제 참 상대주의 관점에 의거해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재귀적 참 규칙에 따르면 사용 맥락과 판정 맥락은 같으므로, 철수의 발화
가 표현하는 명제가 철수 자신의 사용 맥락(=c1)에서 사용된 것으로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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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c1에서 판정된 것으로서 참인 오직 그 경우에만 c1에서 철수가 그 명
제를 주장하는 것이 허용된다. 철수는 바로 이런 의미에서 그 명제를 주장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런데 영희가 ‘아니’라고 철수의 주장을 부정
한다는 것은 영희가 철수에게 철수 자신의 주장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철회 규칙에 따르면, 철수가 주장한 명제가 c1
에서 사용되고 영희의 미적 기준을 포함하는 맥락(=c2)에서 판정된 것으로
서 참이 아닌 경우 c2에서 철수는 그 명제의 주장을 철회하도록 요구받는
다.
이러한 해석이 이 상황을 어떻게 미적 불일치인 것으로 파악되게끔 만
드는가? 이를 위해 1.2절에서 언급했던 미적 불일치의 요건을 적용하는 것
으로 시작해보자. 우선, 철수와 영희는 같은 명제(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즉 그들은 c1에서 발화된 진술의 내용인 <W는 미적으로 좋아>에 관
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데 동의(일치)한다. 다음으로, 철수와 영희가 공유하
고 있는 내용의 진위에 관해 철수와 영희 각각의 판정 맥락하에서 상대방
의 진위 판정이 일관되게 수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맥팔레인
은 바로 이 지점에서 참(truth)과 정확성(accuracy) 개념을 구분한다. 왜냐하
면 정확성 개념은 철회 규칙에 따른 철회 요청이 언제 수용되고 언제 수
용되지 않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서, 상대적 참 개
념하에서의 불일치는 정확성 개념에 의거하여 해소되거나 해소될 수 없는
(혹은 끈질긴 이견으로서의) 불일치로 성격규정된다. 정확성 개념은 다음
과 같이 이해될 수 있다.136)

(정확성) c1에서의 미적 진술(판단)은 그것의 내용이 c1에서 사용되고 c2에
서 판정된 것으로서 참인 그 경우에만 c2에서 판정된 것으로서 정확하다.
이제 정확성 개념을 활용하면, (대화 1)의 참 상대주의 해석하에서 영희의
철회 요청이 철수에게 수용될 것인지의 여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결정
136) MacFarlane(2014), p.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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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철회 요청의 수용 여부) 철수의 발화는 그것의 내용이 영희에 의해 거짓
으로 판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발화가 철수에게 정확할 경우 철회될 필요
가 없고, 반대로 그 발화의 내용이 영희에 의해 참인 것으로 판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발화가 철수에게 정확하지 않을 경우 철회되어야만 한다.

이 기준에 따라 (대화 1)이 보이는 미적 불일치 양상은 두 가지의 가능성
을 갖는다. 첫째, 철수의 발화가 철수에게 정확한 경우 비록 영희가 철수
의 발화 내용을 거짓으로 판정한다고 하더라도 철수는 자신의 발화를 철
회할 필요가 없으므로, 두 사람 사이의 불일치는 끈질긴 이견이 있는 (또
는 동일한 내용에 대해 각자의 판정 맥락에서 서로 다른 진위 주장을 고
수하는) 불일치이다. 영희와 철수의 발화가 모두 정확하다면, 두 사람은 서
로 “비난할 수 없는” 불일치 상황에 돌입하는 것이다. 이 상황을 판정 맥
락의 파라미터 차원에서 설명한다면, 철수와 영희가 W에 대해 취사선택한
서술적 정보 상태가 동일하고, 두 사람의 감수성에도 아무런 결함이 없음
에도 각자의 감수성의 (아마도 기질적) 차이 때문에 <W는 미적으로 좋아>
에 대해 상반된 진위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이다. 둘째, 철수의 발화가 철
수에게 정확하지 않은 경우는 영희의 철회 요구가 철수의 발화를 철회할
좋은 이유가 되는 경우이다. 말하자면, 비록 철수가 자신의 판정 맥락에서
자신의 발화가 참이라고 판정했지만, 영희의 의견을 듣고 보니 영희의 판
정 맥락이 철수 자신의 발화가 정확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정도인 경우이
다. 그렇다면 분명 상대적 참 개념하에서 불일치가 있었지만, 그 불일치는
정확성 개념하에서 판정 맥락의 비교를 통해 해소되는 양상을 보인다. 마
찬가지로 이 경우도 판정 맥락의 파라미터 차원에서 살펴보자. 철수가 자
신의 발화를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게 된 이유는 영희가 보여준 서술
적 정보 또는 영희의 감수성이 철수 자신의 것보다 나은 정보 또는 향상
된 감수성이라는 데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철수가 자신의 발화를 철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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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 상황은 일종의 미적 실패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일찍이 흄은 비평가들 사이의 불일치가 비교적 수월하게 해소될 수 있
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들의 미적 판단들 사이에 비난할 수 없는 차이
를 인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참 상대주
의에서 구분하는 상대적 참 개념과 정확성 개념은 이러한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를테면 흄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오길비(Ogilby)와 밀턴(Milton), 혹은 버니언(Bunyan)과 애디슨(Addison)이 그 천재
성과 우아함에 있어서 동등하다고 단언하는 사람은 누구나, 두더지가 파놓은 흙두
둑이 테네리페만큼 높다든지 또는 연못이 대양처럼 광활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못
지 않게 터무니 없는 망상을 옹호하려는 사람으로 생각될 것이다. 전자의 작가들
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발견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취미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다. 그리고 우리는 이들 가장된 비평가들의 정감을 어처구니 없고 우스꽝스러운
것이라고 주저없이 선언한다. 그렇다면 이제 취미의 천부적 동등함에 대한 원리는
전적으로 망각된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 즉 대상들이 거의 동등하게 보이
는 곳에서는 그러한 원리를 받아들이지만, 동등하지 않은 대상들이 함께 비교되는
곳에서는 그러한 원리는 터무니 없는 패러독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해 명백한
어리석음임이 분명하다.137)

이 사례에서 오길비나 버니언이 밀턴이나 애디슨만큼이나 휼륭하다(=p)고
주장하는 사람을 S1이라고 하고 S1의 미적 기준을 포함하는 맥락을 C1이라
고 하자. 또한 S1의 주장을 거부하며 미적 불일치를 구성하는 상대방을 S2
라고 하고 S2의 미적 기준을 포함하는 맥락을 C2라고 하자. 그렇다면 S1과
S2는 앞서 (대화 1)과 같은 전형적인 미적 불일치에 대한 참 상대주의자의
설명과 동일한 설명을 제공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S1은 S2에 의해 p의 주
장에 대한 철회를 요구받는다. 그런데 이 사례의 경우 S1의 주장은 정확하
지 않기 때문에 주장 p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고, 그로써 불일치는 해소
된다. p가 정확하지 않음의 근거로 흄이 제시하는 것은 S1에 대해 “취미의
137) Hume(1987), pp.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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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부적 동등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즉 S1의 미적 파라미터에
는 결함이 있고, 그러한 미적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C1에서 사용된 것으로
서의 p는 S2의 (결함 없는) 미적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C2에서 판정된 것으
로서 참이 아니다. 요컨대 미적 불일치에서 쌍방은 각자의 판정 맥락에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철회를 요구할 수 있지만, 그 철회를 강제하여 미적
불일치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이 미적 실패에 이르러야 한다.
이 사례에 대해 지표적 맥락주의자는 S1과 S2가 사실은 서로 다른 내용
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미적 불일치처럼 보이는 현상은 사라진다고 여
길 것이다. 한편 레빈슨이나 페팃이 주장하는 객관주의에 따르면, S1은 객
관적인 미적 인상을 잘못 파악했기에 잘못된 판단을 한 것으로 여겨져 미
적 불일치는 해소될 것이다. 그러나 참 상대주의의 미덕은 앞서 불일치의
해소를 설명한 그 동일한 이론적 자원을 활용하여 “비난할 수 없는 차이”,
즉 끈질긴 이견으로서 양립 가능한 미적 불일치에 대한 설명도 유연하게
해낸다는 데 있다. 반면에 지표적 맥락주의자는 비난할 수 없는 차이만을
주장할 뿐 그것 또한 여전히 불일치가 아니라고 간주할 것이며, 객관주의
자는 (해소 가능한) 불일치만을 주장할 뿐 그것이 비난할 수 없는 차이가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객관주의와 지표적 맥락주의는 이미 살펴
본 것처럼 선택지에서 배제되었으므로, 이제 흄이 언급했던 “비난할 수 없
는 차이”로서의 불일치에 대한 참 상대주의의 설명을 좀 더 자세히 살펴
보자.
“비난할 수 없는 차이”라는 용어는 최근의 불일치 논의에서는 “오류 없
는 불일치”(faultless disagreement)라는 이름으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다.138)
138) 오류 없는 불일치는 쌍방의 판단 그 어느 쪽도 (적절한 의미에서) 오류가 없
으면서도 불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건(Egan)은 이것을 취미에 관한 논쟁
에 결함이 있는(defective) 경우라고 간주한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 논쟁으로서
합당하려면(sensible) 그것이 ‘진정한 충돌’로 구성됨과 동시에 해소할 만한 가
치가 있는(worth resolving) 것이어야 하는데, 오류 없는 불일치는 진정한 충돌
을 구성하긴 하지만 해소될 수 있는 부류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논쟁으로서 합당하기 위한 하나의 요구조건을 결여한다는 뜻에서 오류 없는
불일치는 결함을 갖는다. 이건의 설명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Andy E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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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서 오류가 없다는 것은, 특히 미적 담론에서 어떤 의미인가?
이와 관련하여 미적 술어들은 맛 표현들과 자주 비교된다. 맛 표현의 경
우, 맛을 보는 당사자는 일종의 인식적 특권(epistemic privilege)을 가지므
로 어떤 음식이 맛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자기 자신만의 맛 취향에 따라,
심지어 그 취향이 별난 것이라 하더라도, ‘오류 없이’ 주장할 수 있는 자
격을 지닌다.139) 물론 흄의 유명한 산초(Sancho) 사례에서처럼 와인의 맛
을 감별하는 전문가들이 있는 경우에는, 혹은 보다 일반적으로 소위 ‘미식
가’들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나 별난 맛 취향을 가진 사람들의 판단이 부
정확하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미식가의 정확한 판단에도 불구하
고, 맛에 관한 최종 판단은 어디까지나 그 판단의 개별 주체에게 맛있는가
의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이 더욱 그럴 듯하다. 말하자면, 맛 판단의 경우
에는 정확성 기준이 철회 요청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의 맛 판단은 나의 인식적 특권 덕분에 나에게 정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단순히 미식가의 견해 때문에 나에게 맛이 없는 음식이 이제는
맛있다고 입장을 바꾸는 것은 속물적일 수 있다. 하지만 미적 판단은 맛
표현의 경우보다 비평의 관행을 따르는 측면이 훨씬 강하다. 단순히 내가
어떤 예술작품에 대해 좋은 느낌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작품이 미적
으로 좋다는 나의 판단이 오류 없는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달리 말해 미
적 판단의 경우에는 모든 개개인에게 최종 판단의 자격을 부여하는 인식
적 특권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나와 반대 견해를 가진 비평가
가 저명하다는 이유로 나의 미적 판단을 뒤집는 것은 맛 표현의 경우와
유사하게 속물적일 수 있다. 그렇지만 맛 표현의 경우와는 달리 내가 속물
적이냐의 여부와 무관하게 미적 담론에서는 나의 미적 판단이 잘못된 것
이라고 인정해야만 하는 다른 이유가 있다. 말하자면 맛 표현의 경우에는
나의 감각적 쾌가 수렴하는 맛 취향이 (나 스스로 거부하기 어려운) 인식
“Disputing about Taste,” in R. Feldman & T. A. Warfield eds., Disagree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p. 257.
139) Peter Lasersohn(2005), “Context Dependence, Disagreement, and Predicates of
Personal Taste,” Linguistics and Philosophy, Vol. 28, p.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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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특권을 가질 수 있는 반면, 미적 판단은 그러한 판단에 동기를 부여하
는 “취미의 기준”이 요구되고, 이것은 단순히 개개인의 미적 반응이 아닌
비평적 관행과 함께 형성된 것이다. 그렇다면 미적 논쟁의 쌍방이 오류 없
이 각자 미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한 취미의 기준에 부합함
에도 불구하고 (나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미적 파라미터의 두 요소에 모두
잘못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화해할 수 없는 판정 맥락들이 개
입되는 때이다. 예컨대 흄은 다음의 경우를 제시한다.

취미의 기준을 확정하려는 그리고 사람들의 불일치하는 견해들을 중재하려는 모
든 우리의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편차를 불러일으키는 두 가지 원인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 한 가지 원인은 개별적인 사람들의 상이한 기질이고, 또 한 가지 원
인은 우리 시대와 지역의 개별적인 관습들과 의견들이다. … 내부 구조나 외부 상
황 속에서 존재하는 다양성이 양편 모두에 전혀 결함이 없고 한편이 다른 편에
우위를 점할 어떤 여지도 없는 곳에서는, 판단에서의 어느 정도의 다양성은 피할
수 없으며 반대되는 정감들을 중재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구하는 것은 헛된 일
이다.140)

이처럼 미적 파라미터의 요소들이(서술적 정보 및 감수성) 단순한 개인
적 선호 차원이 아닌 차원에서 다양성을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한다면, 그러
한 다양성이 인정되는 판정 맥락하에서 쌍방이 주장 규준들을 준수하는
상황은 오류 없는 불일치이다. 자격을 갖춘 판정자들, 다시 말해 “취미의
기준”을 만족하는 비평가들이 각자의 미적 파라미터에 따라 재귀적 참 규
칙을 준수하는 미적 판단을 내리고 그에 대한 합당한 근거들을 정합적으
로 제시하면서도, 자신의 판정 맥락에 따라 상대방의 미적 판단을 철회할
것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참 상대주의자는 그러한 ‘진정한 충
돌’을 오류 없는 불일치 또는 그들 사이의 비난할 수 없는 차이라고 생각
할 수 있다.

140) Hume(1987), pp. 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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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참 상대주의는 예술비평에서 미적 진술이 비평가의 미적 판단과
다르지 않다는 의미에서 대면 원칙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고, 따라서 비
평 그 자체를 구성하는 미적 진술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
로는 비평가들 사이에 미적 진술이 의사소통되는 주요한 양상인 미적 일
치, 불일치, 철회 등에 관해서도 의미론적인 설명을 적절하게 제공한다. 그
렇다면 “비평”과 “의사소통” 모두의 측면에서 참 상대주의는 미적 진술의
의미에 관한 이론으로 적합하다. 그러나 참 상대주의가 미적 개별주의를
위한 설명적 패키지에 포함되려면, 전체론적인 설명에 기여하는 바가 있어
야 한다. 다음 절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의 설명이 제공될 것이
다.

3.4.6 참 상대주의와 미적 개별주의

나는 Ⅰ장의 3.2절에서 판정자 중심의 이론인 참 상대주의가 전체론과
어떻게 양립 가능한지를 간략히 설명한 바 있다. 거기서는 비-미적 이유들
이 ‘우아하다’와 같은 미적 술어가 사용된 미적 판단이나 진술의 이유로
간주될 때 보이는 행태가 전체론과 부합한다는 설명이 주된 것이었다. 하
지만 미적 개별주의는 결국 ‘미적으로 좋다’가 사용된 미적 가치 판단에
이를 때 그 판단의 이유들이 미적 원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므
로, 기존의 설명은 보완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우선, 작품 W에 대해, “W
는 우아하다”는 미적 진술이 “W는 미적으로 좋다”는 가치 판단에 대한 이
유로 간주될 경우, 다른 작품 Y에 대해, “Y는 우아하다” 역시 “Y는 미적
으로 좋다”의 이유가 될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나는 개별주의자뿐만
아니라 일반주의자도 이것이 언제나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일반주의자는 “Y는 우아하다”의 경우 이를테면 그
작품에 대한 다른 미적 판단인 “Y는 단조롭다” 때문에 Y에 대한 전반적
평가인 “Y는 미적으로 좋다”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을 (약간 복잡하더라도)
모종의 (예컨대 pro tanto) 미적 원리에 근거해 설명할 수 있다고 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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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이런 경우 개별주의자의 선택지는 미적 원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적 원리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비평가는
원리에 의존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라는 아이디어이다. 즉 미적 가
치 판단의 이유들이 보이는 행태가 마치 원리가 없는 것처럼 거동하고, 비
평가 또한 그런 원리에 의존함 없이 다른 대안적 방법을 통해, 복잡한 원
리를 검토할 때보다 어쩌면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그러한 가치 판단의 이
유들을 제시하고 정당화할 수 있다면, 이는 원리의 존재 유무와는 별개로
미적 평가의 정당화에 있어서 개별주의 접근의 우월성을 보여주게 될 것
이다. 참 상대주의의 판정 맥락 파라미터 요소들은 바로 그러한 대안적(개
별주의 접근에 부합하는) 정당화 수단에 필요한 절차적 자원을 잘 갖추고
있는 것 같다.141)
그러나 보다 심각한 문제, 또는 어려운 문제는 이른바 ‘가치 역전 현상’
에 대한 개별주의의 대처 방식에 있다. 개별주의자가 염두에 두는 가치 역
전이란, 앞선 사례에서 작품 W에 관한 부분은 그대로 수용한 상태에서,
이번에는 “Y는 우아하다”라는 미적 진술이 “Y는 단조롭다”와 같은 다른
미적 판단과의 상호작용 때문이 아닌, 즉 ‘Y의 우아함에도 불구하고’가 아
닌, 오히려 ‘Y의 우아함 때문에’ “Y는 미적으로 좋지 않다(또는 나쁘다)”
는 가치 판단에 이르는 현상을 말한다. 개별주의자는 이 문제에 대해 두
가지 선택지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나는 이러한 가치 역전을 인정
하지 않고, 즉 미적 이유들이 미적 가치에 기여하는 방식에는 모종의 패턴
이나 원리가 있음을 수용하면서, 비-미적 이유들이 미적 판단에 기여하는
방식에서만 미적 원리가 없다는 점을 고수하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앞서 제시한 것처럼 미적 원리가 너무 복잡해지는 경우 개별주의적인 미
적 정당화 대안은 여전히 유효하며, 참 상대주의는 판정 맥락의 미적 파라
미터 자원을 대동할 수 있다. 한편, 다른 선택지는 가치 역전을 인정하면

141) Ⅳ장에서 살펴볼 개별주의 접근의 정당화 수단인 미적 추론을 위해서는 참
상대주의 판정 맥락의 파라미터인 서술적 정보 및 감수성 관련 사실들이 (미적
관행에 기초했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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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에 따라 결국 미적 수반을 부정하는 것이다. 미적 수반이 부정되어
야 하는 이유는, 미적 가치의 지지 근거로서 (‘때문에’라는 표현은 그것이
단순히 이유들 중의 하나가 아닌 지지 근거임을 암시한다) 미적 판단이 확
정되면 그것에 수반하는 미적 가치 판단도 확정되어야 하는데, 가치 역전
은 바로 이 점을 부정하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물론 미적 수반을 부정한다
고 해서 미적 개별주의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미적 개별
주의의 근거인 형태없음 논제가 반드시 미적 수반의 성립을 함축해야 하
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후자의 선택지에서 참 상대주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
가? 만약 개별주의자가 가치 역전을 주장하는 선택을 한다면, 내가 보기에
그는 판정 맥락의 파라미터 중에서 감수성 관련 사실들, 즉 미적 감수성과
도덕적 감수성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해 꽤나 급진적인 관점을 갖는 사람
일 것 같다. 왜냐하면, 예컨대 우아함 때문에 미적으로 좋지 않다는 판단
이 이루어진다고 주장되는 사례들은 대부분 작품(의 재현적 내용)의 비도
덕성이 우아함의 가치 함축을 완전히 반대로 바꾸어 놓는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런 부류의 가장 급진적인 견해는 도덕적 결함이 미적
장점이 될 지, 미적 결함이 될 지, 아니면 미적 가치와 무관할 지는 순전
히 주어진 맥락에 달린, 어쩌면 우연의 문제라고 보는 입장일 것이다.142)
이런 입장은 심지어 “반-이론적” 입장이라고까지 여겨지지만, 어쨌든 전체
론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가장 전체론다운 입장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맥팔레인의 참 상대주의는 판정 맥락의 파라미
터를 잘 보완할 경우 예술비평의 미적 진술이 갖는 의미의 두 측면, 즉 비
평가의 비평 그 자체로서의 의미와 비평가들 사이의 의사소통 양상 속에
서 갖는 의미 모두를 잘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참 상대주의는 개별주의 접
근을 위한 논증에서 필요한 전체론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자원 또한 갖추

142) Eileen John, “Artistic Value and Opportunistic Moralism,” in M. Kieran ed.,
Contemporary Debates in Aesthetics and the Philosophy of Art (Oxford:
Blackwell Publishing, 2006), pp. 33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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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특히 판정 맥락에 포함된 미적 파라미터들은 개별주의 입장이
가치 역전을 수용하는 관점과 그렇지 않은 관점으로 구분될 수 있게끔 만
드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특징들은 앞서 살펴본 인지주의 및 비인지주의의 다른 이론들에 비해 참 상대주의가 갖는 설명적 장점들이다.
그러므로 나는 미적 개별주의 접근을 위한 설명적 이론 묶음의 한 요소로
서 참 상대주의가 최선의 의미론적 선택지라고 생각한다.

4 요약 및 결론
본고에서 말하는 ‘미적 개별주의 접근’이란 기본적으로 미적 원리를 동
원하지 않고도 미적 (평가의) 정당화가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접근이 유효한 영역은 평가적 비평 내에서 미적 원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거나, 원리가 있다고 주장되더라도 너무 복잡해서 그
활용의 현실성이 매우 희박한 경우들이다. 그러나 어쨌든 그러한 영역에서
미적 개별주의 접근이 가능하려면, 그러한 미적 개별주의가 어떤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논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나는 그 논증이
메타-미학 이론들 중 선택된 이론 묶음을 통해 일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믿으며, 이 장에서는 그 최선의 이론 중 하나가 맥팔레인의 참 상대주의를
보완한 버전이라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참 상대주의는 의미론으로서 예
술비평의 미적 진술이 갖는 의미에 대해, 그리고 개별주의의 가능한 구분
및 전체론적 성격에 대해, 다른 대안 이론들보다 상대적인 설명적 장점 및
적합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개별주의를 위한 이론 묶음을 구성하는 나머지 하나인
형태없음 논제를 검토하는 일이 남아 있다. 이 작업이 완료된 후, 미적 개
별주의가 예술비평에서 어떤 세부적인 입장들을 취할 수 있는지, 그리고
미적 정당화의 문제는 어떻게 다룰 것인지 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Ⅲ장에서는 형태없음 논제를 검토하여 미적 개별주의를 위한 이론적
패키지를 완성하고, 이를 통해 참 상대주의와 형태없음 논제의 연합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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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미적 개별주의 접근의 가능성과 한계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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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미적 개념의 외연
1 예비적 구분들
1.1 미적 개념의 내용: 지향적 내용과 인지적 내용
예술비평에서 미적 진술은 미적 용어, 특히 미적 술어가 사용된 비평가
의 진술이다. 그런데 이러한 진술에서 미적 술어가 표현하는 것은 미적 개
념이다. 말하자면 비평가는 미적 진술을 통해 예술작품에 미적 개념을 적
용한다. 한편 미적 진술에서 미적 술어가 사용된다는 것은 예술작품에 미
적 속성이 귀속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미적 개념과 미적 속성
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이 틀림없다. 이를테면 그것들은 외연을
공유한다. 우아함이라는 개념이 우아한 것들에 적용되듯이, 우아함이라는
속성도 우아한 것들에 귀속되는 성질이다. 만약 내가 우아함이라는 개념을
표상한다면 그것은 우아한 것들에 관한 표상이다. 왜냐하면 우아함 개념은
우아한 것들을 그리고 오직 우아한 것들만을 지시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
미에서 우아함 개념은 우아한 것들을 그 개념의 내용으로 가지며, 우리는
이것을 ‘지향적 내용(intentional content)’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미적
개념의 내용이 지향적 내용만으로 완전하게 설명될 수는 없을 것 같다.
‘샛별’이라는 언어적 표현이 금성을 지시한다는 사실만으로 우리가 ‘샛별’
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듯이, 우아함 개념이 우아한 것들을 지시
한다는 사실만으로 우아함이라는 미적 개념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언어적 표현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지시체와 뜻 모두를 필요로
하듯이, 미적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지향적 내용 이상의 무언
가, 즉 언어적 표현의 뜻에 대응하는 무언가가 필요한 것 같다. 우리는 그
것을 미적 개념의 ‘인지적 내용(cognitive content)’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이다.143) 나아가 미적 개념의 인지적 내용과 지향적 내용이 뜻과 지시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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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와 유비된다면, 뜻이 지시체를 결정하듯이, 미적 개념의 인지적 내용
은 그 개념의 지향적 내용, 즉 그것의 외연을 결정할 것이다. 물론 서로
다른 뜻이 같은 지시체에 대응할 수 있는 것처럼 서로 다른 인지적 내용
이 동일한 지향적 내용에 대응하는 것도 가능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미
적 개념의 인지적 내용은 도대체 무엇인가? ‘샛별’의 뜻이, 예컨대 새벽에
동쪽 하늘에 밝게 빛나는 천체인 것처럼 우아함 개념의 인지적 내용도 특
정한 기술구로 표현될 수 있는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질문이 단지 미
적 개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묻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적 개념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묻는 것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만약 우아
함의 인지적 내용이 특정한 비-미적 기술만으로 완전히 표현된다면 미적
개념은 단순히 기술적 개념(descriptive concept)일 것이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미적 개념의 성격을 다르게 파악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적 개념의 외연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적 개념이
어떤 종류의 개념인지를 분명하게 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1.2 미적 개념의 두께: 두터운 개념과 엷은 개념
미적 개념이 어떤 종류의 개념인지 또는 어떠한 성격을 갖는 개념인지
에 대한 감을 잡기 위해서는 미적 개념이 비평가들에 의해 사용되고 구분
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그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염두에 두고 미적 개념을 적용하는지가 드러나고, 이는 다시 우리
가 미적 개념의 성격에 대해 특정한 관점을 갖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가령
드가(Degas)의 Dancers Practicing at the Bar라는 회화 작품을 생각해보자.
그리고 한 비평가가 이것을 평가하려는 목적으로 ‘이 작품은 아름답다’와
‘이 작품은 우아하다’라는 미적 진술들을 했다고 하자. 이때 ‘아름답다’라
143) 여기서 사용된 ‘지향적 내용’과 ‘인지적 내용’이라는 용어 자체는 프린츠
(Prinz)에게서 빌려온 것이다. 이 용어들에 대한 프린츠 버전의 설명은 다음을
참조할 것: Jesse Prinz, Furnishing the Mind: Concepts and Their Perceptual
Basis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2002), p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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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술어에 대응하는 아름다움 개념은 이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긍정적 평
가를 위해 적용될 뿐, 어떠한 구체적인 비-평가적(non-evaluative) 특징들도
특정하여 가리키지 않는다. 반면에 ‘우아하다’에 대응하는 우아함 개념은
(최소한 작품의 일부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암시할 뿐만 아니라 묘사된
무용수의 몸짓이 보여주는 특정한 곡선에 대한 어떤 구체적 특징들까지도
가리킨다. 이처럼 미적 진술에 적용되는 미적 개념은 평가적인 측면만을
가지는 부류, 그리고 평가적 측면과 비-평가적인 기술적 측면을 모두 가지
는 부류로 구분될 수 있다. 여기서 나는 전자를 ‘엷은 미적 개념(thin
aesthetic concept)’, 후자를 ‘두터운 미적 개념(thick aesthetic concept)’으로
각각 분류할 것이다.144) 이 구분에 따르면 엷은 미적 개념에는 아름다움,
추함, 미적 좋음, 미적 나쁨 등이 속하고, 두터운 미적 개념에는 우아함,
(색의) 야함, 앙증맞음, 땅딸막함 등이 속한다.
이제 이러한 구분을 염두에 두고 미적 개념의 성격을 생각해보자. 먼저
엷은 미적 개념이 평가적 개념이고, 순전히 비-평가적이고 기술적인 개념
으로는 환원되지 않는다는 데에는 그리 큰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두
터운 미적 개념이 그 평가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비-평가적, 기술적 개념으
로 완전히 환원될 수 있는 개념인지 아니면 그러한 환원이 불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견이 존재한다. 이는 두터운 미적 개념의 외연이 어떻
게 성격규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다. 이 논쟁에서 나는 두터운 미적
개념이 비-평가적, 기술적인 내용으로 환원되지 않는 외연적 성격을 갖는
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외연적 성격은 미적 개념이 비-평가적, 기술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외연적 공통점을 갖지 않는다는 주장, 이른바 ‘형태없음
논제(shapelessness thesis)’를 주장함으로써 뒷받침된다. 또한 나중에 보다
구체적으로 논증되겠지만, 형태없음 논제는 미적 개별주의를 위한 최선의
설명적 이론 묶음의 요소이기에, 여기서 내가 이 논제를 다루는 일은 매우

144) 엷음/두터움 구분은 미학뿐 아니라 윤리학과 언어철학에서도 사용된다. 윤리
학에서는 윤리적 개념을 구분하기 위해서, 언어철학에서는 명제의 유형을 구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구분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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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의미가 있다.

2 환원주의 기획과 형태없음 논제
2.1 비-환원주의의 동기
미적 술어는 미적 개념을 표현한다. 말하자면 미적 술어가 사용된 미적
진술을 통해 미적 개념이 표상된다. 이 경우 미적 술어의 뜻 차원에서 표
상 내용은 미적 개념의 인지적 내용이고, 지시체 차원에서 표상 내용은 미
적 개념의 지향적 내용이다. 그렇다면 미적 술어의 뜻이 그 술어의 지시체
를 결정하듯이 미적 개념의 인지적 내용은 그 개념의 지향적 내용, 즉 외
연을 결정한다. 그런데 인지적 내용이 외연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미적 개
념이 적용된 각 사례에서 파악된 개별적인 인지적 내용(즉 그 미적 개념이
적용된 대상이 갖는, 기술될 수 있는 해당 비-미적 특징들) 외에 그러한
사례별 인지적 내용들을 하나로 묶는 어떤 공통점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가? 만약 그런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인식 가능한, 즉 모든
개별 사례들에서 재인 가능한(recognizable) 그런 공통점일 것이다. 예를 들
어, 우아함 개념은 그것이 적용된 모든 사례들에서 그 사례들이 우아하다
는 사실 이외에 그 우아함을 결정할 수 있는 어떤 비-미적, 기술적 공통점
을 갖는가? 만약 그런 공통점이 있다면, 우아함의 인지적 내용은 비-미적
이고 기술적인 차원에서 어떤 것이 우아한지 아닌지를 체계적으로 골라
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그런 공통점이 없다면, 우아함의 인지적
내용은 단지 개별 사례들 내에서만 비-미적이고 기술적인 차원의 동일성을
확보할 뿐이고, 우리가 우아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일은 오직
미적 차원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나는 미적 개념의 인지적 내용이 후자의
성격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전자의 주장, 즉 우아함과 같은 미적
개념이 비-미적, 기술적인 차원에서 어떤 의미 있는 외연적 형태를 갖추고

- 139 -

인식될 수 있다는 주장은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형태없음 논제).145) 그런데
이런 주장이 부정된다는 것은 미적 개념이 비-미적, 기술적 차원으로 환원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즉 미적 개념에 대한 형태없음 논제는 미적 개념
의 비-미적, 기술적 차원으로의 환원 불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이를 위한 본
격적인 논증을 하기에 앞서, 왜 형태없음 논제 또는 환원 불가능성을 주장
하려 하는지 그 동기에 대해 잠깐 언급하겠다.
우리 세계의 미적 영역은 윤리적 (도덕적) 영역과 유사하게 평가적인
(도덕의 경우 그에 더해 규범적인 또는 의무론적인) 영역에 속하며, 그러
한 영역은 사실만으로 충분히 기술될 수 있는 다른 영역들과 의미 있는
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우아함과 같은 두터운 미적 개념이
그 평가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비-평가적/비-미적/기술적 차원으로 완전히
환원된다면, 우리는 “미적 지형”의 상당 부분을 (사실상 아름다움, 추함,
미적 좋음, 미적 나쁨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을) 사실들로만 기술되는 영역
으로 끌어내려 평탄화하는 셈이 될 것이다.146) 두터운 미적 개념들이 상존
하는 영역은 비-미적 사실들의 영역과 미적 가치들의 영역을 이어주는 완
충지대이다. 이 영역은 사실과 가치의 철학적 구분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
라 형이상학적인 사실-가치 이분법을 거부함으로써147) 사실과 가치의 얽힘
(entanglement)을 보여주는 포스트-논리실증주의적 공간이다. 이런 생각을
받아들인다면 예술비평에서 사용되는 두터운 미적 개념의 인지적 내용은
단순히 비-평가적, 비-미적 기술로 환원될 수 없다. 오히려 그 인지적 내용
145) 두터운 개념이 비-평가적/기술적 외연 형태를 가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
은 다음의 문헌들을 참고할 것: John McDowell, “Non-Cognitivism and
Rule-Following,” in S. Holtzman & C. Leich eds., Wittgenstein: To Follow a
Rule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81), pp. 141-162, Simon
Kirchin(2010), “The Shapelessness Hypothesis,” Philosopher’s Imprint, Vol. 10,
pp. 1-28, Debbie Roberts(2011), “Shapelessness and the Thick,” Ethics, Vol. 121,
pp. 489-520.
146) Anna Bergqvist(2010), “Why Sibley is Not a Generalist After All,” British
Journal of Aesthetics, Vol. 50, pp. 5-6.
147) Hillary Putnam, The Collapse of the Fact/Value Dichotomy and Other Essays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2), chs.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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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가치평가와 관련된 지형 속에서 미적 인식과 분리 불가능하게 얽혀 있
는 방식으로 제시된다. 이 분리 불가능성은 두터운 미적 개념의 외연을 추
동하는 것이 단순한 비-미적 사실이 아니라, 고유하게 미적인 차원, 더 나
아가 미적 가치평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나는 이러한
생각을 현실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예술비평 담론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평가적 비평은 가치평가라는 분명한 목표하에 예술작품의 다양한 비미적 사실 차원 특징들로부터 최종적인 미적 가치평가에 이르기 위한 연
결고리로서 (대개의 경우) 두터운 미적 개념이 사용된 미적 진술들을 활용
한다. 환원주의는 이러한 미적 진술의 고유한 인식적 지위와 역할을 보장
하지 못할 것 같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그렇다면 이제 형태없음 논제를
통해 환원주의 기획의 문제점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2.2 환원주의 기획과 그 문제점
2.2.1 두 요소 분석과 환원주의

환원주의 기획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고 그 문제점들을 지적하기 전에, 두
터운 미적 개념이 기술과 평가라는 두 요소를 갖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
수 있는지, 그리고 환원주의 분석에서 그러한 두 요소가 분리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가령 섬세함
이라는 두터운 미적 개념을 다음의 두 가지 방식으로 분석한다고 해보
자.148)

(가) 섬세함은 특정된 F, G, H이며, 따라서 (pro tanto) 미적으로 좋다.
(나) 섬세함은 특정되지 않은 F, G, H, 기타 등등의 수많은 개별 예화들

148) Stephan Burton(1992), “‘Thick’ Concepts Revisited,” Analysis, Vol. 52, pp.
30-31. 분석 (가)와 (나)의 F, G, H는 각각 비-평가적인 비-미적 기술적 속성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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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pro tanto) 미적으로 좋다.

분석 (가)에 따르면 섬세함 개념의 외연은 기술적 속성들의 특정 집합인
{F, G, H}이다. 말하자면 섬세함은 기술적 요소로 환원 가능하게 된다. 그
러므로 어떤 예술작품에서건 {F, G, H}만 발견되면 그것은 (섬세함으로서
체계적으로 골라내어질 수 있고) 미적 좋음의 이유가 된다. 이제 분석 (나)
를 생각해보자. 어떤 예술작품은 그것의 섬세함 때문에 미적으로 좋고, 이
때 섬세함은 {F, G, H}와 동일시 될 수 있다. 한편 다른 예술작품이 그것
의 섬세함 때문에 미적으로 좋을 경우, 그 섬세함은 {F, G, I, J}와 동일시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는 수없이 많다. 말하자면, 예술작품이 섬
세함 때문에 좋을 수 있는 방식은 서로 다른 F, G, H, 기타 등등의 예화
들을 통해서만 설명된다. 그러므로 각각의 예술작품 내에서의 동일성이 아
니라면, 섬세함 개념 자체는 특정한 기술적 요소의 집합으로 환원되지 않
는다. 요컨대 (가)와 (나) 모두에서 섬세함은 미적으로 좋다는 평가의 이유
가 되기 위한 평가적 함축을 갖지만, (가)의 경우 그러한 섬세함은 비-평가
적, 비-미적, 기술적 차원으로 환원되고, (나)의 경우에는 그러한 환원이 이
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환원주의 기획은 엄밀히 말해 단순히 두 요소
분석과 동일시될 수 없다. 두 요소 분석들 중에서 오직 환원적 분석만이
문제가 된다. 환원주의 기획은 큰 틀에서 볼 때 모두 분석 (가)의 방식을
따른다.

2.2.2 소박한 환원주의와 형태없음 논제

이제 가장 소박한 형태의 환원적 분석에서 출발해보자.149)

149) Daniel Y. Elstein and Thomas Hurka(2009), “From Thick to Thin: Two Moral
Reduction Plans,” Candian Journal of Philosophy, Vol, 39, p. 518. 본고의 목적
에 맞게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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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는 특정된 기술적 속성들 F, G, H를 가지며, 그러한 이유 때문에 미적으로 좋다
[나쁘다].

이 분석은 다음을 암시한다. 즉 우리는 두터운 미적 개념을 능통하게 사용
하는 화자가 내리는 평가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더라도 오직 그 개념의
비-평가적이고 기술적인 인지적 내용만 안다면 그 개념의 외연을 언제나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다. 예컨대 (색의) 야함이라는 개념은 채도가 매우
높은 색이라는 인지적 내용을 가지며, 그러한 이유 때문에 미적으로 나쁘
다. 이 경우 올바른 개념 적용을 위해 요구되는 것은 오직 그 개념의 인지
적 내용이 채도가 매우 높은 색임을 아는 것뿐이다. 그렇다면 기술적인 인
지적 내용이 개념의 외연을 완전히 결정하며, (부정적인) 평가적 요소는
단지 우연히 부가될 뿐이다. 하지만 미적 개별주의자는 다음과 같이 문제
제기할 수 있다. 진정 기술적 내용이 두터운 미적 개념의 외연을 완전히
결정하는가? 다르게 말해 두터운 미적 개념이 사용되는 언어 공동체 외부
의 누구라도 환원적 분석에 나타난 기술적 내용만 알면 그 개념 사용에
완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가?
소박한 분석은 두터운 미적 개념을 적용하는 명시적인 규칙을 제시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터운 미적 개념이 사용되는 공동체의 미적 관점을 공
유하지 않는 외부의 누군가도 이 규칙만 따른다면 그 개념을 온전히 배워
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가령 음악 작품에 통일성 개념
을 적용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때 미적 관점을 공유하지 않는, 공동체
외부의 누군가가 새롭게 등장한 어떤 음악 작품에 통일성을 적용하기 위
해서는 기존의 적용 규칙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제 언어 공동체 내부의
자격을 갖춘 비평가가 헨리 퍼셀(Henry Purcell)의 Fantasia upon One Note
에 통일성을 올바르게 적용한다고 해보자. 이 작품의 두드러진 특징들 중
하나는 이 곡을 연주하는 악기들 중 하나가 곡 내내 가온 다 음만을 낸다
는 점이다. 그런데 여기에 1분 30초 동안 트럼펫으로 오직 가온 다 음만을
연주하도록 되어 있는 곡이 새롭게 등장했다고 하자.150) 언어 공동체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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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누군가는 기존 적용 규칙에 대한 자신의 해석에 따라 이 새로운 곡에
도 통일성이 적용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아마도 이 해석을 통한 개념 적
용은 공동체 내부의 비평가가 옳다고 간주할 법한 것에서는 벗어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부인과 달리 외부인에게 이는 단지 실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 그 외부인은 통일성의 적용을 위한 규칙을 나름대로 해석하고도,
여전히 자격을 갖춘 비평가가 의미하는 바를 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 만약
개념 적용을 위한 규칙을 해석하는 일이 곧 그 규칙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일과 같다면, 그 외부인은 단순히 실수한 것이 아니라 그 규칙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올바른 해석”이란 무
엇인가? ‘올바르게 해석한다’는 ‘이해한다’의 다른 표현이거나, 아니면 소
박한 분석에 따라 다시 한 번, 미적 관점에 대한 공유 없이도 파악 가능하
다는 뜻이다. 그런데 전자는 사실상 설명해주는 바가 없고, 후자는 똑같은
문제를 반복하게 만들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딜레마에 빠지는
소박한 형태의 환원적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151)
이처럼 가장 소박한 형태의 환원적 분석을 물리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분석의 무엇을 거부한 셈인가? 우리는 그것이 다음과 같은 수반 아이디어
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한 수반 용어가 올바르게 적용되는 대상들의 집합은 수반 기저 수준에서 그 자체
로 인식 가능한 한 부류(a kind recognizable as such at the level supervened upon)
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152)

150) Peter Kivy(1975), “Aesthetics and Rationality,”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Vol. 34, p. 55. 음악 작품 사례와 가상의 트럼펫 연주곡 사례 자
체는 모두 키비(Kivy)의 것이지만, 이 사례들의 적용 의도는 McDowell(1981)을
따른다.
151) 이 딜레마 아이디어는 밀러(Miller)에게서 가져온 것이다. 커친(Kirchin)도 이
점과 관련하여 유사하게 이른바 ‘해석의 한계’를 지적한다: Alexander Miller,
An Introduction to Contemporary Metaethics (Cambridge: Polity Press, 2003), p.
246, Kirchin(2010), p. 21.
152) McDowell(1981), p. 145. 볼드체 강조는 내가 추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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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이디어에 따르면 두터운 미적 속성이 수반하는 기술적 속성들의 집
합은 특정한 비-미적 개념하에 포섭되는 방식으로 표상될 수 있다. 달리
말해 두터운 미적 개념은 특정한 비-미적 기술을 그 개념의 인지적 내용으
로 갖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소박한 형태의 분석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면, 그런 형태의 수반 또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즉 두터운
미적 개념이 그 수반 기저상의 공통점을 가져야 한다는 식의 수반은 부정
된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수반 기저상 공통점으로의 환원을 부정한다고
해서, 미적 수반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수반 기저상의 공
통점과 무관하게 다음과 같이 미적 수반을 생각할 수 있다.

한 수반 용어가 적용되는 대상들에 대해 우리가 수반 기저 속성들로 기술된 아무
리 긴 항목을 제시한다 해도, 수반 기저 수준에서는 단지 그러한 대상들만을 함
께 묶을 아무런 방법도 없을 수 있다.153)

그러므로 우리가 소박한 형태의 환원적 분석을 부정하면서도 두터운 미적
개념의 외연에 관해 어떤 종류의 수반 관계라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최
소한 수반 기저 수준에서는 기저 속성들을 공통적으로 묶어줄 수 있는 어
떠한 비-미적이고 기술적인 개념 인식도 없어야 한다. 말하자면 두터운 미
적 개념은 비-미적 기저 수준에서는 인식적으로 확정된 외연을 어떠한 (완
결된) “형태(shape)”로도 갖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런 종류의 수반 하에서
언어 공동체 외부의 누군가는 그 공동체가 공유하는 미적 관점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전혀 의존하지 않고서 그 개념을 온전하게 파악하여 적용할
수 없다. 이것이 이른바 ‘형태없음 논제(shapelessness thesis)’이다.154)
153) ibid.
154) 이는 메타-윤리학에서 ‘natural shapelessness’라고 통용되는 것으로, 여기서는
이것을 일관적으로 ‘형태없음 논제’라고 부르겠다. 이 논제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다음을 참조할 것: Simon Blackburn, “Reply: Rule-Following and Moral
Realism,” in S. Holtzman & C. Leich eds., Wittgenstein: To Follow a Rule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81), pp. 163-187, Kirchin(2010),
Roberts(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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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형태없음 논제와 환원주의 수정 전략들

그렇다면 이 논제와 양립 가능한 환원적 분석은 제시될 수 없는가? 어
쩌면 환원주의자는 이 논제를 반영하여 소박한 형태의 환원적 분석을 수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려 할지도 모른다.155)
수정주의 전략 (A)
x는 T이고 (이때 ‘T’는 비-미적 속성들로 이루어진 특정 집합을 지시하는 비-미적
술어이다) x는 T임 때문에 미적으로 좋다. 그런데 x가 T임 때문에 미적으로 좋은
가의 여부는 체계화 가능하지 않도록 맥락의존성이어서 T에 관한 보편화 가능성
은 없다.

수정주의 전략 (B)
특정 비-미적 부류 T에 속하는 특정되지 않은 속성들 F, G, H가 있어서, x는 속
성들 F, G, H를 가지며 F, G, H는 그것들을 가지는 어떠한 T이든 미적으로 좋게
만든다.

수정주의 전략 (C)
x는 특정 비-미적 부류 T에 속하고, 그러한 비-미적 부류 T에 속함 때문에 특정되
지 않은 몇몇 속성들을 가지며, 그러한 속성들을 가지기 때문에 미적으로 좋다.
이때 [예컨대 ‘우아하다’라는] 해당 술어의 올바른 적용 사례들을 통틀어서 그러
한 속성들은 어떠한 비-미적 형태도 가지지 않는다.

155) 이런 식의 대응은 지금까지의 환원주의 전략들을 정리한 Roberts(2011)로부
터 가져와 수정한 것이다. 전략 (A): Ibid., p. 509, 전략 (B): Ibid., p. 507, 전략
(C): Ibid., p. 510. 로버츠(Roberts)는 전략 (A)는 블랙번(Blackburn)의 것으로,
전략 (B)는 엘스타인과 헐카(Elstein and Hurka)의 것으로 해석하며, 전략 (C)는
(로버츠가 생각하기에) 환원주의 기획의 최선 전략이다. 블랙번, 그리고 엘스타
인과 헐카의 논문은 각각 다음을 참조: Blackburn(1992b), “Morality and Thick
Concepts: Through Thick and Thin,” Proceedings of the Aristotelian Society,
Supplementary Volumes, Vol. 66, pp. 285-299, Elstein & Hurka(2009), p.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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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정주의 전략들이 형태없음 논제와 양립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소박한 형태의 환원적 분석과 달리), 이것들이 이 논제의 귀결로 간주되
는 다음의 두 가지에 동조하기 때문이다.156) 첫째, 예컨대 어떤 무용수의
움직임이 우아하다는 것이 비-미적 기저 차원에서 무엇과 같은 것이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줄 어떠한 (유용한) 규칙도 있을 수 없다. 둘째, 누
군가 어떤 무용수의 움직임이 우아하다고 올바르게 판단할 때 그 사람이
제시한 (비-미적) 이유들이 다른 경우에서 다시 나타난다고 해도 그 사람
이 그때도 그 동일한 판단을 내릴 것이 논리적으로 요청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이 환원주의 전략들이 하나도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
제 그 전략들의 특징과 문제점을 차례대로 살펴보자.
전략 (A)는 왜 Fantasia upon One Note에는 통일성이 적용되고 가상의
트럼펫 연주에는 통일성이 적용되지 않는가를 일견 설명해주는 것처럼 보
인다. 통일성을 올바르게 적용하는 (공동체 내부의) 자격 있는 비평가는
그 트럼펫 연주에 통일성을 적용하길 주저할 것인데, 왜냐하면 그 연주에
서 한 음의 반복이라는 것을 제외한 다른 (비-미적 기저) 측면들이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이다. 즉 그 연주가 통일성이 있으려면 체계화 가능하지 않
도록 맥락의존성이어서 보편화가 불가능한 속성들의 집합 T여야 하는데,
그 연주는 그러한 집합 T가 되기에 너무나 빈약한 속성만을 가지고 있으
므로 통일성을 갖췄다고 할 수 없다.

156) Roberts(2011), p. 506, n. 38. 로버츠에 따르면 이어서 설명되는 첫째는 체계
화가능성(codifiability)을
부정하는
것이고
둘째는
보편화가능성
(universalizability)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형태없음 논제의 귀결이 체
계화가능성의 부정일 수는 있어도 보편화가능성의 부정까지 필연적으로 이어
진다고 보진 않는다. 왜냐하면 보편화가능성의 부정은 미적 개념이 함축하는
가치의 역전까지(따라서 수반 부정까지) 허용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미
적 개별주의자가 형태없음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가치 역전까지(수반 부정까지)
받아들여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환원주의를 비판하는
골자는 로버츠의 논의를 상당 부분 빌려 온 것이기에, 원래 로버츠의 가정들을
따라가기로 한다. 그렇게 하더라도, 어쨌든 환원주의 전략들은 체계화가능성을
부정한다는 측면에서의 형태없음 논제와도 양립가능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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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외부인은 공동체 내부의 자격 있는 비평가와 같은 입장에 있지
않다. 이는 전략 (A)가 특정 비-미적 속성 혹은 그러한 속성들로 구성된
특정 집합 T를 고집하는 한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이다.157) 전략 (A)에 따
르면 두터운 미적 개념, 예컨대 통렬함(poignance)이 적용될 때마다 특정
비-미적 속성이나 그러한 속성들의 특정 집합이 예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얼마든지 다른 수많은 방식들로 통렬함이 예화될
수 있다. 당신은 휘슬러(Whistler)의 Arrangement in Grey and Black No. 1:
The Artist’s Mother158)와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그리고 개스파 노에
(Gaspar Noe) 감독의 영화 Irreversible에 모두 ‘이 작품은 통렬하다’라는 진
술이 올바르게 적용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159) 여기서 통렬함과 동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특정 비-미적 속성들이나 그러한 속성들의 특정 집합들은
각각의 사례에는 (혹은 동일 매체나 장르 내에서는) 유효할지 모르지만,
휘슬러의 그림에서 동반되던 비-미적 기저 속성들의 특정 집합이 세르반테
스의 『돈키호테』에서도 똑같이 동반되지는 않는 것처럼, 그것들 중 어느
것도 이 사례들을 모두 아우르지는 못한다. 이런 사례들은 원칙상 무한하
므로, 통렬함에 동반되는 비-미적 속성 혹은 그러한 속성들의 집합을 (유
한하게) 특정할 수는 없다. 요컨대 전략 (A)가 어떤 의미에서는 형태없음
논제와 양립 가능할지도 모르겠으나 여전히, 이를테면 통렬함이 특정 비미적 속성이나 그러한 속성들의 특정 집합만을 그 기술적 내용으로 가져
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
이 전략의 문제점은 개념 적용에 관한 우리의 직관에 의존하는 방식으
157) Roberts(2011), p. 509.
158) 이 작품 사례는 다음에서 가져온 것이다: Alan Goldman, Aesthetic Value
(Oxford: Westview Press, 1995), p. 1.
159) 의자에 앉아 정면을 응시하는 한 예술가의 어머니를 무채색 톤의 엄숙하고
절제된 모습으로 묘사하는 조용하고도 강렬한 힘에 마음이 움직여(휘슬러), 또
는 무모한 기사도 정신의 권위가 우스꽝스럽게 무너지는 모습에서 보이는 익
살과 풍자에 감명 받아(세르반테스), 혹은 강간과 살인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
러난 인간의 무자비한 폭력성을 롱 테이크로 관찰하고 있는 문제적 시선을 감
수하면서 느끼는 무력함으로 인해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밀려오는 감정 때문
에(노에) 세 작품 각각에 통렬함이 적용되는 경우를 생각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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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 지적될 수 있다. 말하자면 전략 (A)는 앞서 언급된 세 가지 사례들에
대해 우리가 통렬함이라는 단일한 개념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통렬함 개념들을 적용한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왜냐하면 각각의 경우에 통
렬함은 서로 다른 특정 기술적 속성들 혹은 기술적 속성들의 서로 다른
특정 집합들을 예화하는 사례들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세 가
지 사례들은] 단일한 개념의 적용에 관한 [상이한 방식들]인 것처럼 보이
지 않는가? 이것을 허용하는 분석이 더 선호할 만하지 않은가?”160)
전략 (B)는 바로 이 제안을 반영하는 시도로 간주된다. 가령 형식적 대
담함이라는 두터운 미적 개념이 적용되는 예술작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생각해보자. 형식(T)이 형식으로서 가지는 특정되지 않은 속성들 F, G, H
가 있어서, 해당 작품은 속성들 F, G, H를 가지며 F, G, H는 그것들을 가
지는 어떠한 형식이든 미적으로 좋게 만든다. 예를 들어 누군가 마네의
<풀밭 위의 점심식사>가 형식적 대담함을 갖췄다고 말한다면, 이 분석은
그 사람이 형식적 대담함이라는 두터운 미적 개념을 올바르게 적용하고
있음을 설명해줄 것 같다.161) 게다가 이런 식의 분석은 이 개념이 (올바르
게) 적용되는 작품이 회화이든 음악이든 영화이든, 그것이 형식의 측면에
서 대담함에 대응하는 특정되지 않은 속성들을 예화하고 그 속성들이 해
당 작품을 형식의 측면에서 미적으로 좋게 만드는 어떠한 것이라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략 (B)는 전략 (A)의 문제를 해
결하고 개념 적용에 관한 우리의 직관을 일견 더 잘 포섭할 것 같다.
그러나 전략 (B)는 기껏해야 두터운 미적 개념을 적용하는 일이 특정
부류로 한정된 단일 개념의 다양한 사용임을 설명하기 위한 바로 그 목적
160) Elstein & Hurka(2009), pp. 521-522.
161) 이 작품은 화면 중앙에 목욕하는 여인을 뒤로 하고 잘 차려입은 남성들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여인과 함께 풀밭에 앉아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묘사한다. 하지만 이 작품은 아카데미의 전통을 거부하고, 즉각적인 시
각적 인상의 효과를 전달하려고 한다. 목욕하는 여인은 전경에 묘사된 앉아 있
는 나체의 여인에 비해 지나치게 크게 그려져 감상자는 공간적 깊이에 혼동을
느낄 정도이고, 중간 색조의 생략으로 인해 세부 묘사는 단순화되고 명암은 최
소화됨으로써 화면의 평면성이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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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만 급조된 ad hoc에 불과하며, 전략 (A)가 가진 반-직관적 개념 적용
의 문제를 마찬가지로 되풀이하고 있다. 특히 “특정 비-미적 부류 T” 때문
에, 이 분석은 언제나 두터운 미적 개념과 함께 그것을 꾸며주는 (혹은 제
한하는) 한정사 ‘T’를 가질 수밖에 없다. 즉 (형식으로) 한정되지 않은 대
담함 개념은 이 분석이 분석할 수 없는 개념이 되고 만다.162) 그러므로 이
분석은 전략 (A)가 서로 다른 통렬함 개념들을 주장한 것처럼 형식적 대
담함과 내용적 대담함, 표현적 대담함 등등이 모두 다른 개념들이라고 주
장하는 셈이다. 왜냐하면 이 개념들은 형식, 내용, 그리고 표현이라는 서로
다른 “특정 비-미적 부류 T”를 가지고 있어서 그에 따라 상이하게 분석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애초에 이 분석이 보여주려는 직관에 따르면 우
리는 (통렬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담함이라는 단일 개념을 다양한 방
식으로 적용하는 것이지, 언제나 “특정 비-미적 부류 T”를 명시하여 그것
에 따라 서로 다른 개념들이 적용되는 것인 양 대담함 개념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이제 남은 것은 전략 (C)인데, 이 분석이 앞선 전략들과 다른 점은 특정
비-미적 부류 T에 속하는 속성들이, 예컨대 우아함의 외연과 등가를 이루
는 일이 최소한 필연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우아함이 올바르게
적용되도록 하는 그러한 속성들이 어떠한 비-미적 형태도 가지지 않기 때
문이다. 그러므로 이 분석은 일견 형태없음 논제와 양립 가능한 것처럼 보
인다. 하지만 그렇다면 곧장 의심스러운 것은 “특정 비-미적 부류 T”가 이
분석에서 하는 역할이다. 만약 이 분석이 진정으로 형태없음 논제와 양립
가능하다면, “특정 비-미적 부류 T”는 당연히 ‘우아하다’ 같은 명백한 미적
술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A), (B) 전략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
해서 “특정 비-미적 부류 T”는 ‘채도가 높은 색’과 같은 특정된 기술구나
‘형식’처럼 특정 한정 어구가 되어서도 안 된다. 그러나 그렇다면 이런 것

162) Elstein & Hurka(2009, p. 526)에서는 두터운 도덕적 술어, 예컨대 ‘용감하다’
나 ‘친절하다’ 등등에 대해서 이런 분석이 적절하게 적용되지 못한다고 주장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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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모두 피하면서도, 동시에 형태없음 논제를 만족하는 속성들이 속하는
T는 도대체 무엇일 수 있는가? 내가 보기에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게 되
면 “특정 비-미적 부류 T”는 실제로는 이 분석에서 없어도 되는 문구이다.
왜냐하면 이때 T는 기껏해야 ‘예술품’, ‘예술 제도’, ‘인공물’ 같은 것들을
가리킬 것인데, 이는 두터운 미적 개념의 분석에 필수적인 요소라기보다는
누구든 이 논의에서 기본적으로 전제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
여 만약 “특정 비-미적 부류 T”라는 문구가 빠져도 된다면, 전략 (C)는 사
실상 형태없음 논제와 다르지 않고, 이는 더 이상 환원적 분석이 아니다.
지금까지 나는 미적 개념이 비-미적인 기술로 환원될 수 있다는 관점을
비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관점의 가장 소박한 버전은 형태없음 논제 때
문에 주장되기 어렵다. 또한 우리는 이 논제와 양립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다른 전략들조차도 모두 유지되기 어려움을 보았다. 만약 보다 나은 환원
적 분석이 나오지 않는다면, 환원주의 기획의 전망은 어둡다고 할 수밖에
없다. 다르게 말해서 두터운 미적 개념, 나아가 미적 개념은 수반 기저상
어떠한 의미 있는 비-미적 공통점을 인지적 내용으로 가질 수 없다. 그러
나 형태없음 논제가 보다 굳건하게 주장될 수 있기 위해서는 환원주의 기
획에 대한 비판 이외에도, “형태있음”을 적극 주장하는 근거에도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미적 개념의 비-미적 기저 차원에서 공통점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개념 구사력(conceptual competence)에 대한 최
선의 설명이기 때문이라는 반론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반론을 검토하고 개별주의자가 어떤 답
변들을 내놓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

3 형태없음 논제에 대한 적극적 반론과 가능한 답변들
3.1 일반주의자의 적극적 반론: 개념 구사력과 ‘형태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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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환원주의 기획이 성공적이었다면, 이는 미적 (가치)속성과 비-미적
기저 사이의 관계를 체계화하는 미적 원리가 있다는 일반주의자의 생각에
보탬이 되었겠지만, 살펴보았듯이 환원주의 기획은 형태없음 논제와 양립
가능하지 않으므로 그만큼 일반주의자의 입지는 축소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일반주의자는 형태없음 논제와 양립할 수 있는 환원적 설명을 찾
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형태없음 논제 자체를 부정하는 쪽으로 문제를 제
기할 수도 있다. 말하자면 미적 (가치)속성의 비-미적 기저가 의미 있는 형
태(공통점)를 갖는다는 적극적인 주장이 그것이다. 윤리학에서 이러한 주
장을 하는 대표적인 문헌은 잭슨(Jackson), 페팃(Pettit), 그리고 스미스
(Smith)가 2000년에 발표한 공저 논문, “Ethical Particularism and Patterns”
이다. 나는 그들의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미적 (가치)속성들에도 응용될 수
있다고 본다. 그 아이디어란 미적/윤리적 개념이 적용된 모든 사례들을 아
우르는 “기술적 패턴(descriptive pattern)”이 존재하는 오직 그 경우에만 그
러한 개념에 대한 우리의 구사력이 타당하게 설명될 수 있다는 생각이
다.163) 즉 우리가 미적 개념에 대한 구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러
한 미적 개념이 적용된 대상들을 그리고 오직 그러한 대상들만을 골라 낼
수 있는 비-미적 차원의 공통점이 있음을 (또는 그 공통점이 있어야만 함
을) 함축한다는 것이다. 이때 한 미적 개념 또는 술어에 대해 우리가 개념
구사력을 갖는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그 개념을 그것의 외연에 포섭되
는 새로운 대상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는 것
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 구사력은 (아마도 굿맨(Goodman)적 의미에
서164)) 미적 술어와 개념에 대해 우리가 투사 능력을 갖춘 것(our ability
163) Frank Jackson, Philip Pettit, and Michael Smith, “Ethical Particularism and
Patterns,” in B. Hooker & M. Little eds., Moral Particularism (Oxford:
Clarendon Press, 2000), p.95.
164) Nelson Goodman, Fact, Fiction, and Forecas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4[1954]), p. 108. 굿맨의 투사가능성은 강한 인과적 추론
(inductively strong inference)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예컨대
‘미적으로 좋다’ 같은 술어가 투사가능하려면, ‘모든 관찰된 우아한 대상들은
미적으로 좋다’로부터 ‘모든 우아한 대상들은 미적으로 좋다’로의 추론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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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project)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그 투사가능성(projectibility)은 비-미적
차원의 패턴을 구성하는 복잡한 공통점, 이를테면 비-미적 특징들의 매우
긴

(어쩌면

무한한)

선언지들(disjuncts)로

이루어진

선언적

공통점

(disjunctive commonality)까지도 우리가 식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165) 요
컨대 형태없음 논제가 거짓이고 오히려 “형태”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은, 그 “형태”가 있을 경우에만, 우리가 미적 술어와 개념을 능통하게 구
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설명된다는 점을 그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다. 또한
그들은 미적 개념에 대한 구사력은 투사가능성을 함축하므로, 비-미적 “형
태”는 심지어 무한한 선언적 공통점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3.2 개별주의자가 제시할 수 있는 가능한 답변들
형태없음 논제에 대한 적극적 반론, 즉 미적 속성 귀속의 지지 근거로서
수반 기저의 비-미적 차원에서 공통점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개별주의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개별주의자의 답변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
어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핵심에는 적극적 반론의 근거, 즉 “형태있
음”이 미적 개념에 대한 구사력을 설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
을 비판하는 내용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모든 개별주의 대응을 검토할
수도 없고, 그 대응이 모두 성공적이라고 할 수도 없겠지만, 여기서는 중
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대응 방식들을 살펴보고, 가능한 경우에는 이
에 대한 “형태있음” 반론자들의 재반론까지 고려하도록 하겠다.
먼저, 개별주의자는 미적 속성의 수반 기저가 비-미적 차원에서 갖는다
고 주장된 공통점이 무한히 긴 선언지들로 이루어진 경우, 과연 우리가 그
공통점을 인식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그 무한한 공통점
은 우리의 인식 범위를 넘어서 있기에 습득할 수 있는(learnable) 것이 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적 개념이나 술어가 투사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면, 그 개념이나 술어의 적용 규칙이 (무한한 선언으로 이루어진 규칙도 포함
하여) 어떤 수준에서 어떤 형태로 있든 발견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165) Jackson, Pettit, and Smith, op. cit., p.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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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기 때문이다.166) 미적 개념에 대한 구사력을 갖춘다는 것이 우리의 인식
범위를 넘어선 공통점을 습득하길 요구한다면,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 같다. 그러나 “형태있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비트겐슈타인의 가족
유사성 개념처럼 열린 개념, 이를테면 ‘게임’에 대해 우리가 구사력을 갖
고 있고, 게임들에는 가족 유사성이라는 형태로 공통점이 있지만, 그 공통
점이 반드시 유한하고 단순하게 표현될 필요는 없다는 점을 상기시키려
할 것이다. 만약 미적 개념에 대한 구사력을 갖추는 것이 가족 유사성 개
념의 경우와 일맥상통하다면, 무한한 선언지들로 이루어진 비-미적 차원의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개념 구사력을 설명하는 데 걸림돌이 되
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개별주의자는 우리가 개념 구사력을 갖기 위해 개념-적용된
모든 대상들 사이의 공통점을 파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에 관한
“파기 가능한 기본값들(defeasible defaults)”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167) 예를 들어, 새(bird) 개념에 대한 구사력을 갖추려면 그 개념에 대
한 기본값으로서 <새는 난다(birds fly)>라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이 언제
파기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새가 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새는 난다>는 새 개념이 적용된 모든 사례들이 갖는 공통점은
분명 아니다. 그러나 <새는 난다>는 우리가 새 개념에 능통하다면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할 “기본값”처럼 보인다. 가령 우리는 카카포가 새라는 것
을 알면, <카카포는 난다>고 자연스럽게 생각(추론)하게 된다. 왜냐하면 우
리가, 모든 새의 공통점으로서가 아닌, 새 개념의 기본값으로서 <새는 난
다>고 파악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추론은 파기 가능하며, 카카포의 경
우 실제로 파기된다. 왜냐하면 카카포는 뉴질랜드에 서식하는 야행성 앵무
새로서 무겁고 짧은 날개 때문에 사실은 날지 못한다는 점이 알려져 있기
166) Jay Garfield, “Particularity and Principle: The Structure of Moral Knowledge,”
in B. Hooker & M. Little eds., Moral Particularism (Oxford: Clarendon Press,
2000), p. 190, n. 25.
167) John Horty(2007), “Reasons as Defaults,” Philosopher’s Imprint, Vol. 7, pp.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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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만약 미적 개념에 대해서도 이러한 기본값 설명이 잘 적용된다
면, “형태있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찾으려는 비-미적 차원의 공통점은
개념 구사력을 위해서라면 불필요한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형태있
음” 반론자들에 따르면, 미적 개념의 적용을 위한 비-미적 차원의 공통점
이 법칙적인 규칙으로 체계화될 수 있다는 생각은 기본값을 도입하지 않
고도 파기 가능한 방식으로 유연하게 확립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공통점을 ‘경험적 경향성(empirical tendency)’과 같은 귀납적인, 그리고 파
기 가능한 무언가로 여길 수 있기 때문이다.168) 기본값과 경험적 경향성은
모두 파기 가능성을 포함하지만, 둘 중에서, 즉 개별주의자의 주장과 반론
자의 주장 중에서 어느 것이 더욱 그럴듯한지는 미적 (평가의) 정당화를
다루는 부분(Ⅳ장 3.3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별주의자는 미적 개념의 수반 기저인 비-미적 특징들이
매우 긴 (어쩌면 무한한) 선언지들의 조합으로 의미 있는 형태 또는 공통
점을 이룬다는 주장에 대해 그것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인, 이른바 “투사
가능성(projectibility)”에 문제를 제기하는 전략을 세울 수도 있다. “형태있
음” 반론자의 주장에 따라, 가령 미적 속성 A가 (무한할 수 있는) 다양한
비-미적 속성들 N1, N2, N3, …에 의해 실현된다고 할 때, A는 N1, N2, N3,
… 의 선언 속성 N1 ⌄ N2 ⌄ N3 … (=N)이라고 해보자. 그런데 N1, N2,
N3, … 이 모두 A-만드는(A-making) 힘을 갖더라도, 즉 그것들이 A-만드는
공통적인 기능을 갖더라도, 만약 그것들의 기능적 효력이 제각각 이질적이
라면, N은 N1, N2, N3, … 를 항으로 갖는 체계적인 규칙으로서의 미적 원
리를 함의할 수 없을 것이다.169) 이를테면, A가 귀속된 대상들이 순수하게
168) John Bender(1995), “General but Defeasible Reasons in Aesthetic Evaluation:
The Particularist/Generalist Dispute,”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Vol. 53, pp. 379-392.
169) 이질적인 인과적 힘을 갖는 선언지들로 이루어진 선언 속성이 그 선언지들
을 항으로 하는 인과 법칙을 함의할 수 없듯이 말이다. 선언 속성의 항들이 균
질한 인과적 힘을 갖지 못한다면, 그러한 선언적 일반화로서의 선언 속성은 새
로운 사례에 적용될 때 그것의 인과관계를 일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선언지 차원에서 인과적 힘의 이질성은 선언 속성이 새로운 사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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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차원에서 어떤 의미 있는 공통점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순수 물
리적 차원이 아닌, 순전한 외형적 차원 또는 그러한 외형의 지각적인 구성
요소 차원에서 보더라도 미적 관련성을 가지는 균질적인 공통점 N은 도출
되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대상에 대해 A를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근거로서의 공통점 N이 방금 언급한 기저 수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면,
A는 최소한 그러한 비-미적 수준에서는 투사가능한(projectible) 속성이 아
니다. 그러나 “형태있음” 반론자는 순수 물리적, 외형적(지각 요소) 차원에
서 (즉 N 수준에서) 이질적으로 파악되는 A-적용 대상들이 미적 (가치)귀
속 차원과의 사이에서 다양한 일반화의 층위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함으
로써, 즉 N과 A 사이에서 N의 다양한 상위 차원 일반화들의 집합 N*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여전히 의미 있는 형태 또는 공통점이 있다는 긍정
적인 전망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170) 나는 개별주의자들이 예술비평에
서 ‘비-미적(비-평가) vs. 미적(평가)’라는 “양극단의 술어/속성 차원에만 주
목하고 연결진술들, 중간 단계 일반화들의 존재와 역할을 전면적으로 부정
하는 … [예술과 비평에서] 규범이론의 효용과 유연성에 대한 성급하고 과
도한 비관주의”171) 입장이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비록 그 적용의 폭
이 (예술형식, 장르, 하위범주들에 따라) 언제나 제한적이긴 하지만, 비-미
적인 (그리고 심지어 미적인) 수준의 다양한 차상위 일반화들이 최상위 수
준의 평결적 가치판단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수반 그 자체로는 설명될 수
없는 부분, 즉 A의 “구현에 책임이 있는, 기저 속성의 최소부분(minimal
base)”172)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일반주의와 (비관적이지 않

대해 투사가능성을 갖지 못하게끔 만든다. 따라서 “이질적인 속성들의 선언을
항으로 갖는 일반화는 자연 법칙이 갖추어야 할 조건 중 하나인 … 투사가능
성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칙으로 인정될 수 없다.” 자연 법칙의 투사가
능성 요구조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강진호, 「비환원주의, 인과적 배
제, 복수 실현」, 서울대학교 철학과, 『철학논구』, 제 24호, 1996년, pp. 157-161.
170) 주동률, 「가치에 대한 반응: 의존적 분석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분석철학
회, 『철학적 분석』, 제 18호, 2008년, pp. 46-47.
171) Ibid., pp. 47-48.
172) Ibid.,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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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개별주의가 이러한 차상위 일반화들, 달리 말해 A에 대한 일차 이론들
의 존재 자체에 대해 이견을 가진 것이 아니라면, 일반주의-개별주의 문제
는 적용범위 제한적인 일차 이론들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이견 때문에 발
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주의자는 다양한 차원의 일반화들이 단 하나의
예외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촘촘하다고는 여기지 않지만, 그러한 예외들은
(최)상위 일반화의 안내에 따라 설명될 수 있다고 본다. 그렇기에 일반주
의에서 때때로 전체론적(holistic) 접근이 용인될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일
반화들이 사실은 이유-제공 진술로서 “축약된 기술”173)을 했기 때문이라고
일반주의자는 주장한다. 그러나 개별주의자는 이러한 중간 수준의 일반화
들이 이루는 중층적인 네크워크가 예술비평을 포함한 예술계의 관행 속에
서 축적된 이론적, 실천적 성과물로서 존재하는 것은 맞지만, 그 일반화들
이 누구에게든 똑같은 정도로 접근 가능하지는 않으며 그 성과물을 통해
향상된 감수성들도 사람들마다 집단마다 다를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우
리는 미적 (가치)판단에서 그러한 중간 수준의 일반화들을 (최)상위 일반화
와 함께 이른바 ‘미적 원리’로서 직접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판정자(비평
가)가 취사선택한 만큼의 서술적 정보 상태로서, 그리고 그의 정규적 반응
을 근거짓는 향상된 감수성들로서, 예술작품의 비-미적 특징들을 안내하는
기본값들(defaults)이라고 파악한다.174)
요컨대 “형태있음”을 주장하는 적극적 반론자들에 대해 개별주의자는
여러 수준의 비판 및 대응책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미적 개별주의가 참
상대주의와 더불어 형태없음 논제를 최선의 설명 이론 묶음의 또 다른 요
소로서 채택한다는 점은 일반주의자 또한 납득할만한 사실일 것이다.

4 형태없음 논제의 귀결

173) Ibid., p. 48.
174) 이러한 설명은 미적 개별주의를 위한 최선의 이론 묶음의 한 요소로서 참
상대주의에서 판정 맥락의 미적 파라미터인 판정자 관련 사실들을 통해 자연
스럽게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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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형태없음 논제와 미적 개별주의
미적 원리의 두 유형 중 하나는 미적 개념이나 속성의 외연을 체계화할
수 있는 일반적 수준의 진술로서 원리이다. 그런데 미적 개념의 외연을 체
계화한다는 것은 그 외연을 규정할 수 있는 규칙이나 조건을 찾는 일이다.
과연 그런 조건이 있느냐, 다시 말해 미적 개념이 조건에 의해 지배되는
(condition-governed) 개념이냐의 문제는 이미 여러 미학자들에 의해 논의된
적이 있다. 나는 여기서 그 논의의 세부사항을 되풀이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그것이 미적 개별주의 논쟁에서 미적 원리의 존재 유무에 대한 논의
의 일부로서 이해될 수 있음에 주목하자.175) 여기서 나는 형태없음 논제가
어떻게 미적 개념이나 속성의 외연이 체계화될 수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지를 밝힘으로써 미적 개별주의 접근의 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자 했다. 이를 위해 이 논제가 의미하는 바가 정확히 무엇이고, 그것으로
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귀결이 무엇이며, 그 귀결이 어떻게 미적 개별
주의를 주장할 수 있는 설명적 근거가 되는지를 밝힐 것이다. 먼저 이 논
제는 미적 개념이나 속성의 외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형태없음 논제(shapelessness thesis)
미적 개념이나 속성의 외연은 그 개념의 인지적 내용에 의해 결정된다. 그
런데 외연 집합의 원소들인 비-미적 기술들은 원칙상 무한하다. 그러므로
인지적 내용은 그 원소들의 무한한 선언을 포섭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유
연해야 한다. 그러나 비-미적인 기술적 내용은 무한한 선언을 하나로 묶어

175) 이 논의를 다루는 대표적인 논문들은 다음을 참조할 것: Frank Sibley(1959),
“Aesthetic Concepts,” The Philosophical Review, Vol. 68, pp. 421-450, Monroe
Beardsley(1974), “The Descriptivist Account of Aesthetic Attributions,” Revue
Internationale de Philosophie, Vol. 28, pp. 336-352, Kivy(1975), Jerrold
Levinson, Music, Art, and Metaphysics: Essays in Philosophical Aesthetic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0), ch.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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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공통점을 포섭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유연하지 않다. 따라서 (토큰이
아닌) 미적 개념이나 속성의 외연은 비-미적 차원에서 결정될 수 없다.

4.2 형태없음 논제의 귀결: 체계화 불가능성
논제가 이와 같이 이해될 수 있다면, 이제 그것으로부터 어떤 귀결이 따
라 나올 수 있는지를 살펴보자. 간단히 말해, 그 귀결은 미적 개념이나 속
성의 외연은 비-미적으로 체계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서 체계화
가능성이란 미적 개념이나 속성의 외연을 체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어
떤 연역적 원리나 귀납적 법칙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가령 우아함 개
념을 생각해보자. 만약 우아함의 외연을 체계화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외
연을 체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연역적 원리나 귀납적 법칙을 가질 것이
다. 우선 이러한 연역적 원리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우아함 개념에 대응하
는 비-미적인 개념을 갖고 있음을 함축한다. 그러나 어떤 것이 우아할 수
있는 방식이 무한하게 서로 다르다면 우리가 우아함 이외에 그 우아함이
적용된 모든 사례에서 그 우아함을 결정할 비-미적인 공통점(패턴, 개념)을
갖는다는 것은 가능해보이지 않는다. 물론 누군가는 그런 비-미적 개념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우아함 개념에
대응하는 기술적 내용이 무한한 선언의 형태로 존재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아함은 무한한 선언의 기술적 내용으로 환원될 것이
고, 그런 의미에서 연역적 원리가 있다는 점은 최소한 인정해야 한다는 것
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두 가지의 문제를 지닌다. 하나는 그런 연역적 원
리가 있다고 한들 그것은 우리의 인식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미적 개념
의 외연을 결정할 때 그것을 미적 정당화를 위해 사용할 수 없다. 다른 하
나는 그런 연역적 원리는 일반주의자가 찾을 수 있는 원리가 아니라는 점
이다. 우리가 스스로 구성할 수 없는 연역적 원리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
은, 그 원리가 만약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아함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
용하느냐와 상관없이 초월적으로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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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주의자들이 찾고자 하는 원리는 궁극적으로 미적 평가를 정당화하기 위
한 수단으로서의 원리이므로, 설령 우아함 개념의 외연을 체계화하는 진술
이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인식할 수 있느냐는 차치하더라도) 우리에게 인
식적으로 접근 불가능한 방식으로 참이라면(이런 식의 참이 있는지도 확실
치 않지만), 이는 미적 정당화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전혀 쓸모없는 수단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미적 개념의 외연을 결정하는 귀납적 법칙이 있다는 주장을
살펴보자. 귀납적 법칙은 기본적으로 관찰을 통해 미적 개념과 비-미적 기
술 사이의 일정한 패턴을 찾고 그것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 확립된다. 그
러므로 우아함 개념에 대응하는 비-미적 기술이 무한하다고 하더라도 거기
서 어떤 패턴이 발견될 수 있다면 그것은 귀납적 법칙으로 진술될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나 귀납적 법칙이 체계화하는 패턴이란 결국 통계적인 개
연성에 불과하다. 예컨대 특정한 곡률의 곡선이 우아함과 맺는 상관관계가
97%라는 자료가 있다고 한들, 우리가 어떤 개별 작품에 바로 그 곡률의
곡선이 있어서 우아함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는 데에는 그 자
료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우리는 미적 개념을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
지 않는다. 통계적 수치가 정말 의미 있는 것이었으면 우리는 많은 미적
개념들에 대해 이미 그러한 자료를 갖고 있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형태없음 논제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귀결
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체계화 불가능성(non-codifiability)
비-미적인 기술 차원에서 미적 개념이나 속성의 외연을 체계화할 수 있는
원리는 없다.

이 귀결은 결국 미적 개념이나 속성의 외연을 비-미적으로 결정할 공통점
이 없다는 논제의 구체적인 함축을 가리킨다. 말하자면 그 외연은 연역적
으로든 귀납적으로든 비-미적인 기술만을 가지고는 체계적으로 결정될 수

- 160 -

없으므로, 그러한 결정 조건이나 규칙에 상응하는 미적 원리 또한 없음을
알 수 있다.

5 요약 및 결론
이 장에서는 미적 개별주의 접근을 위한 최선의 설명 이론 묶음의 두
번째 요소로서 형태없음 논제를 살펴보았다. 형태없음 논제는 미적 (가치)
귀속의 지지 근거가 되는 특징들이 비-미적 차원에서는 의미 있는 형태나
공통점을 갖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나는 형태없음 논제가 미적 속성의 비미적 환원(개별자 환원이 아닌 유형 환원)과 양립 불가능함을 밝혔고, 환
원주의 기획의 실패는 일반주의자의 입지를 그만큼 축소시키는 역할을 했
다. 하지만 일반주의자는 “형태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형태없음
논제에 직접 맞설 수 있다. 나는 일반주의자의 그러한 시도가 개념 구사력
이라는 핵심 근거를 갖고 있음을 설명하고, 이 부분에 대해 개별주의자가
대응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답변들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형태없음
논제를 수용할 경우 그것의 귀결로서 나타나는 체계화 불가능성은 비-미적
기저 차원에서 미적 개념이나 속성의 외연을 체계적으로 결정하는 규칙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이제 남은 과제는 Ⅱ장과 Ⅲ장에서 각각 제시한, 개별
주의의 두 축인 참 상대주의와 형태없음 논제가 어떻게 연합될 것이며, 그
연합을 통해 도출되는 개별주의 접근의 전망이 어떠한지를 검토하는 일이
다.

- 161 -

Ⅳ 예술비평과 개별주의 접근
1 미적 개별주의 접근의 가능성
미적 개별주의를 위한 이론 묶음으로 본고에서 제시한 것은 참 상대주
의와 형태없음 논제의 조합이다. 이 조합이 개별주의를 뒷받침하는 이유는
개별주의가 터잡고 있는 전체론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를 알려주기
때문이다. Ⅱ장에서 나는 참 상대주의가 (진리조건을 다룰 때 판정 맥락을
도입함으로써) 그러한 전체론에 의미론적으로 기여한다고 주장했고, Ⅲ장
에서는 형태없음 논제가 전체론의 형이상학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조합이 전체론의 특정한 그림 속에서 구
체적으로 어떻게 연합되어 미적 개별주의라는 귀결로 이끌리는지가 설명
되어야 할 것이다(1.1절).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형태의 미적 개별주의가 취
할 수 있는 가능한 세부 입장들이 무엇이며, 그러한 구분의 기준이 무엇인
지도 살펴볼 것이다(1.2절). 이러한 검토를 통해 우리는 미적 개별주의가
평가적 비평을 설명하는 이론적 접근으로서 일반주의 대 개별주의 스펙트
럼 속에서 점유하는 위치를 알게 될 것이다.

1.1 참 상대주의와 형태없음 논제의 연합
참 상대주의는 예술비평에서 비평가의 미적 진술이 갖는 내용과 그 내
용의 진위에 관한 의미론이지만, 다르게 말하자면 미적 술어가 올바르게
사용됐는지의 여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보여주는 이론이기도 하다. 참
상대주의는 미적 술어가 사용된 진술의 진리조건을 검토함으로써 예술작
품에 귀속되는 미적 개념이나 속성에 접근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내자 역
할을 한다. 참 상대주의가 판정자 중심의 의미론이라는 사실은 이러한 역
할을 뒷받침한다. 이것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특징은 미적 진술의 진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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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할 때 고려되는 판정 맥락이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판정 맥락의 파라
미터는 시점, 세계, 그리고 판정자 관련 사실들로 이루어지며, 그중에서
(미적 파라미터로서) 판정자 관련 사실들은 (a) 판정자의 정규적인 반응을
근거짓는 감수성 관련 사실들, 그리고 (b) 판정자가 취사선택한 서술적 정
보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구분되는 판정자 관련 사실들은 판정자가 예
술작품의 어떤 비-미적 기저 특징들에 주목해야 할 것인지를 안내하고, 그
럼으로써 동시에 해당 미적 속성의 귀속을 위한 지지 근거로서 그러한 특
징들이 작품에 적합하게 갖춰져 있는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판정 맥
락의 미적 파라미터가 미적 진술의 진위 판정 기준이라는 사실은 참 상대
주의가 미적 진술의 진리적합성(truth-aptness)에 관한 이론임을 보여주지만,
그 미적 파라미터가 동시에 그러한 진위 판정의 지지 근거를 예술작품의
미적, 비-미적 특징들 속에서 살펴보도록 안내한다는 사실은 참 상대주의
가 미적 귀속의 진리확정자(truth-maker)를 확인하게끔 만들고 그것의 성격
을 탐색하도록 동기부여하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른 한편으로, 참 상대주의는 미적 개별주의 논증을 위한 설명 묶음의
한 요소이다. 다시 말해, 미적 개별주의는 기본적으로 전체론을 근거로 삼
는데, 참 상대주의는 그러한 전체론이 갖는 성격을 구체화해준다. 전체론
이 미적 (가치)판단을 지지하는 비-미적 이유들의 맥락의존적 거동을 주장
하는 입장이라면, 참 상대주의는 그러한 이유들이 맥락의존적일 수 있는
그 특정한 맥락 요소를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그 맥락은 참 상대주의의
핵심적인 요소인 판정자 관련 사실들을 포함하는 판정 맥락으로 이해된다.
판정자 관련 사실들은 판정자(집단)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그러한 판정자
관련 사실들이 안내하는 비-미적 특징들도 판정자(집단)마다 다를 수 있다.
이를테면 미적 진술의 진위 판정과 관련된 한 판정자 (집단) S1에 대하여,
한 작품 W에서 그 판정자 관련 사실들은 특정 곡률의 곡선들에 주목하도
록 안내함으로써 ‘W는 우아하다’를 참이게끔 만드는 기준이 될 수 있지
만, 다른 경우, 즉 그 판정자 관련 사실들이 달라진 작품 Y에서는, 설령
동일한 그 곡률의 곡선들이 있다고 해도 그 특징들은 ‘Y는 우아하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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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근거로서 안내되지 않을 수 있다. 더 나아가, ‘W는 우아하다’의 진위
판정에 다른 판정자 (집단) S2(≠S1)가 개입할 경우, 판정자 관련 사실들이
안내하는 비-미적 특징들은 그 곡률의 곡선과 무관하거나 심지어 우아함을
귀속시키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될 수도 있다. 이때 맥락으로서 작동하는 판
정자 관련 사실들은 일반주의자들이 미적 원리 안에 포섭하는 맥락의존성
과는 차별화된다. 일반주의자의 전체론(맥락의존성)은 특정 곡률의 곡선이
우아함을 지지하는 비-미적 이유일 수 있는 예술적 사실 맥락, 그리고 그
비-미적 특징이 우아함과 무관하거나 우아함을 적용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되는 예술적 사실 맥락을 일반화된 진술의 형태로 미적 원리 안에 포함시
킨다. 그러나 판정자 관련 사실들은, 설령 그것이 예술적 사실 맥락에 관
한 것이라도 하더라도, 판정자마다 그러한 예술적 사실 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정도 및 경로가 다르고, 나아가 그 정보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예컨대 특정 곡률의 곡선이라는 비-미적 특징과 연합되었을 때 그
러한 연합에 반응하는 미적/도덕적 감수성은 판정자마다 다를 수 있다. 개
별주의자가 볼 때 이러한 차이들은 미적 원리 안에 체계화된 일반적 진술
로서 포함되기 어렵다. 이처럼 참 상대주의는 전체론이 어떠한 맥락적 요
소에 의존적인지를 구체화함으로써 미적 개별주의를 위한 전체론의 모습
을 보여준다.
한편 참 상대주의를 통해 판정 맥락(판정자 관련 사실들)이 전체론적 그
림 속에서 미적 (가치)판단의 지지 근거로서 어떤 비-미적 특징들에 주목
해야 할 것인지를 안내했다면, 형태없음 논제는 그렇게 안내 받은 비-미적
기저 특징들이 갖는 (기저의 공통점 파악 관련) 인식적인 성격을 통해 미
적 수반과 환원, 미적 원리 등과 관련된 함축을 규정하는 주장이다. 먼저
미적 (가치)판단의 지지 근거로서 비-미적 기저 특징들이 갖는 인식적 성
격부터 살펴보자. 형태없음 논제에 따르면, 해당 비-미적 기저 특징들은 의
미 있는 형태 또는 공통점을 갖지 않는다. 만약 이러한 공통점이 없다면
가장 먼저 따라 나오는 함축은 미적 개념 또는 속성의 귀속을 지지하는
비-미적 특징들이 특정한 비-미적 개념 또는 속성(집합)으로 환원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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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이다. 이때 환원은 토큰 동일성이 아니라 속성 대 속성 환원으로
이해된다. 즉 드가의 무용수 그림에 대해 우아함이 귀속될 때 우리는 그
우아함이 해당 작품의 어떤 비-미적 특징들을 가리키는 것인지를 집어 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그 작품에 한해서, 귀속된 우아함은 특정한
비-미적 특징들과 동일시될 수 있다. 그러나 우아함은 수많은 작품들에 귀
속될 수 있는 미적 속성이다. 형태없음 논제는 그 수많은 사례들에서 각각
귀속된, 우아함과 동일시되는 특정 비-미적 특징들이 공통점을 가지지 않
고, 따라서 우리가 그 공통점을 어떤 특정한 비-미적 개념(패턴)으로서는
인식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즉 우아함은, 그것이 적용되는 대상이 우아하
다는 사실 이외에 비-미적 차원에서 어떠한 공통점 또는 의미 있는 패턴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대상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형태없음 논제가 함축하는 환원 불가능성은 단순히 속성 또는 유형 차
원에서 환원이 안 된다는 점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환원이 체계적
일 수 없다는 점까지 포함한다. 이러한 사실은 미적 개별주의자가 그 지지
근거를 왜 형태없음 논제에 두는지를 보여준다. 형태없음 논제가 비-미적
차원에서 미적 귀속의 의미 있는 형태(공통점) 없음을 주장할 때, ‘의미 있
는’은 ‘체계적인(codifiable)’이라는 말로 대치될 수 있다. 예컨대 우아함이
적용되는 수많은 사례들에 대해 우리는 그 사례 각각이 갖는 비-미적 차원
의 특징들을 골라 낼 때, 어떤 명시적인 규칙(조건)이 있어서 체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그러한 명시적 규칙(조건)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비-미적 특징들 사이의 공통점(패턴)이 될 것이고, 우아함은 그 공
통점(패턴)으로 환원되겠지만, 형태없음 논제는 그러한 환원 및 체계성 모
두를 부정하는 주장이다. 따라서 미적 귀속을 지지하는 체계적인 비-미적
패턴이 없다는 함축은 결국 비-미적 외연 차원에서 적용될 수 있는 미적
원리가 없다는 주장으로 곧장 이어진다.
환원과 체계성을 부정함으로써 형태없음 논제가 얻는 소득은 이 논제가
미적 개별주의를 위한 전체론의 모습을 형이상학적인 차원에서 보여준다
는 점이다. 참 상대주의가 진리적합성에 관한 의미론이기도 하면서,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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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진리확정자를 확인하게끔 안내하는 안내자로서 판정자 관련 사실들이
라는 관련 맥락을 제공했다면, 형태없음 논제는 그렇게 안내 받아 확인된
진리확정자가 형이상학적으로 어떤 존재 양상을 갖는지를 전체론의 모습
속에서 보여준다. 형태없음 논제에 따르면, 미적 귀속의 비-미적 이유들은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그 비-미적 이유
들이 한 (판정 맥락의) 경우에는 해당 미적 귀속을 지지하는 이유가 될 수
도 있고, 다른 (판정 맥락의) 경우에는 그 미적 귀속과 관계 없거나 심지
어 그것을 지지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수 있음을 가리킨다. 요컨대 비-미적
이유들의 맥락의존성을 주장하는 전체론이 미적 개별주의로 귀결된다고
할 때, 그 맥락이 일반주의자가 미적 원리에 포섭하려는 맥락과 차별화되
는 방식으로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판정 맥락 속에서 알려주는 이론이 참
상대주의라면, 형태없음 논제는 그렇게 이해된 맥락의존성 속에서 비-미적
이유들이 미적 귀속의 지지 근거로서 체계화될 수 없는 방식으로 거동한
다는 함축을 갖는다. 참 상대주의와 형태없음 논제는 이런 방식으로 연합
하여 전체론의 모습을 규정함으로써 미적 개별주의를 위한 최선의 이론
묶음이 된다.
미적 개별주의, 즉 미적 (가치)귀속을 지지하는 비-미적 이유들은 일반적
이유로서 진술되는 미적 원리를 갖지 않는다는 입장은 참 상대주의와 형
태없음 논제가 결합된 형태의 전체론을 전제로 할 때 도출되는 귀결이다.
그러나 미적 개별주의 내에서 예술비평에 대해 개별주의자가 취할 수 있
는 세부적인 접근들은 미적 수반과 미적 정당화에 대한 입장 차이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그러므로 다음 절부터는 그러한 세부적 접근들의 차이를
설명하고, 그때 쟁점이 되는 문제들을 검토할 것이다.

1.2 예술비평에서 개별주의 접근의 가능성
1.2.1 미적 수반과 관련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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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미적 개별주의가 형태없음 논제를 받아들이고, 그럼으로써 환원
과 체계성을 부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적 수반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
다는 점을 Ⅲ장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이러한 사실은 미적 개별주의가 미
적 수반을 수용할 수도 있고 부정할 수도 있다는 점을 함축한다. 미적 수
반을 수용하는 개별주의자에게 수반이란 특정 비평가(판정자) 개인 또는
집단에게 부과되는 미적 (가치)판단의 일관성 제약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우리는 이것을 ‘분배적 수반(distributive supervenience)’이라고 부를 수 있
다.176) 가령 한 비평가 S1이 예술작품 W가 우아하다고 판단하고, 그로써
W가 미적으로 좋다고 평가한다고 해보자. 이 경우 S1은 자신의 판정 맥락
C1에 따라 W의 우아함에 대한 지지 근거로서 비-미적 특징들의 집합 N1
을 고정할 것이다. 만약 분배적 수반이 지켜진다면, C1에 따라 고정된 N1
은 W의 우아함 및 W의 미적 좋음을 고정할 것이다. 말하자면 S1에게는,
N1이 변하지 않는 한, 우아함 및 미적 좋음의 귀속도 변하지 않는다. 설령
S1과는 다른 비평가 S2가 있다고 해도, 만약 S2가 C2에 따라 고정한 비-미
적 특징들의 집합 N2가 N1과 같다면, 비-미적 기저 특징들은 동일하게 고
정되었으므로, 이번에는 {S1, S2}에게, N1=N2가 변하지 않는 한, W에 우아
함 및 미적 좋음이 귀속된다.177) 요컨대 비평가 개인 또는 집단에게 비-미
176) Klagge(1987), “Supervenience: Perspectives V. Possible Worlds,” Philosophical
Quarterly, Vol. 37, pp. 312-315. 물론 미적 수반은, 그것이 형이상학적 필연성
(metaphysical necessity)을 보여주는 것인지, 즉 미적/비-미적 속성들 사이의 수
반인지, 아니면 개념적 또는 논리적 요구사항(conceptual or logical requirement)
을 보여주는 것인지, 즉 미적/비-미적 판단들 사이의 수반인지에 따라서도 구분
될 수 있다. 클라게(Klagge)는 전자를 존재론적(ontological) 수반, 후자를 귀속
적(ascriptive) 수반으로 구분했다: James Klagge(1988), “Supervenience:
Ontological and Ascriptive,” Australasian Journal of Philosophy, Vol. 66, pp.
461-470.
177) S1과 S2는 대개의 경우 판정 맥락까지도 공유할 것이다. 즉 C1=C2일 가능성
이 크다. 다르게 말해서, 두 비평가는 감수성 등을 포함한 판정자 관련 사실들
을 공유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동일한 비-미적 특징(N1=N2)에 주목하여 W
에 대해 우아함과 미적 좋음을 동일하게 귀속시킨다 하더라도, 여전히 판정자
관련 사실들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어서(C1≠C2) W의 우아함이 W의 다른 미적
/비-미적 특징들과 상호작용하는 정도나 그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결과적으
로는 W가 우아함 때문에 미적으로 좋다고 동의하더라도) 세부적으로 다르게

- 167 -

적 기저가 고정되는 한, 미적 술어는 (미적 판단과 평가에서) 일관성 있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형태없음 논제는 이렇게 고정된 비-미적 기저들 사이에 공통점이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N1을 공유하지 않는 비평가(집단)에게까지 동일
한 일관성이 적용되길 요구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S3는 자신의 판정 맥락
C3에 따라 N1을 검토해보고, N1이 W에 우아함을 귀속할 지지 근거 자체
가 전혀 아니거나(즉 무관하거나), 심지어 N1이 W에 우아함을 귀속하지
않아야 할 이유라고(즉 반대 이유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미적
개별주의자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 내에서의 일관성 제약으로서 분배적 수
반을 인정하더라도, 그 일관성이 모든 개인이나 집단으로 확장되어 공유된
다는 의미에서의 ‘집합적 수반(collective supervenience)’으로 이행되진 않는
다고 주장한다.
한편, 미적 수반 자체를 부정하는 개별주의자는 집합적 수반으로의 이행
만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배적 수반조차도 부정한다. 가령 방금의 사례
에 대해 이번에는 비평가 S4가 자신의 판정 맥락 C4에 따라 주목한 비-미
적 특징들이 N1과 같다고 하자. 분배적 수반은 S4가 W에 우아함과 미적
좋음을 귀속시킬 것으로 예측한다. 그러나 어떤 개별주의자는 S4가 W의
우아함의 지지 근거로서 N1을 제시하면서도, 그 우아함이 W가 미적으로
나쁘다고 평가하는 지지 근거인 상황이 가능하다고 주장함으로써 분배적
수반까지 부정한다.178) 물론 S4는 N1을 지지 근거로 갖는 다른 예술작품
Y에 대해서는 Y가 우아하며, 그럼으로써 Y는 미적으로 좋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처럼 어떤 개별주의자는 비-미적 특징들이 고정된다고 하더라도,
즉 동일한 비-미적 판단을 근거로 할 때조차 서로 다른 미적 (가치)판단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을 허용한다. 어떤 형태로든 미적 수반을 인정하는 입
장에서 (즉 미적 수반을 수용하는 일반주의자 및 개별주의자가) 보자면,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분배적 수반이 보여주는 일관성이 판정 맥락의 (대
표적으로 미적 감수성의) 동일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178) 이 경우 개별주의자는 W가 우아함에도 불구하고 미적으로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아함 때문에 미적으로 나쁜 상황이 가능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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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미적 가치의 역전이 일어나는 상황이다.
가치의 역전에 대해서는 2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고, 현재로
서는 미적 수반과 관련하여 개별주의가 두 가지 서로 다른 입장으로 구분
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미적 정당화와 관련해서는 미적 개별
주의 접근이 어떠한 입장들을 취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자.

1.2.2 미적 정당화와 관련된 구분

미적 개별주의는 미적 (가치)판단과 비-미적 특징들을 체계적으로 일반
화하는 진술, 즉 미적 원리가 없다는 기본 주장을 갖는 입장이다. 만약 미
적 (평가의) 정당화가 오직 미적 원리에만 의존한다면, 개별주의자는 예술
비평에서 미적 (평가의) 정당화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야 할 것이다. 그러
나 Ⅰ장 3.1절에서 검토한 미적 개별주의 접근의 스펙트럼에서 보듯이,
(앞으로 다룰 미적 추정처럼) 미적 원리가 아닌 미적 (평가의) 정당화 수
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예술비평에서 미적 개별주의 접근
은 보다 다채로운 양상을 띠게 될 것이다. 나는 개별주의자에게 다음과 같
은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술비평에서,

(1) 오직 미적 원리만이 미적 (평가의) 정당화 수단이고, 어떠한 평가적 비
평에도 미적 원리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미적 정당화는 불가능하다.
(2) 미적 원리가 아닌 미적 (평가의) 정당화 수단이 있을 수 있고, 일부 평
가적 비평에는 미적 원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리가 부재한 경우 개별
주의의 대안적인 정당화 수단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3) 미적 원리가 아닌 미적 (평가의) 정당화 수단이 있을 수 있고, 일부 평
가적 비평에는 미적 원리가 존재한다고 주장되더라도, 그 원리가 (매우 복
잡하거나 우리의 인식 범위를 넘어서는 등) 유용하지 않을 경우, 개별주의
의 대안적인 정당화 수단은 보다 효과적인 접근 방법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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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논의 영역은 합리적 이유에 근거한 평가로서 이해된 평가적 비
평이므로, 접근 (1)을 위한 구체적인 서술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다. 모든
예술비평이 합리적이어야 한다거나, 평가적 비평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므
로, 여기서는 (1)이 적용될 수 있는 특정한 비평의 영역이 있을 수도 있음
을 인정하는 선에서 정리하도록 하자. 그렇다면 본고에서 주로 다룰 부분
은 접근 (2)와 (3)이 될 것이다. (2)는 미적 원리가 부재하는 경우에도 미
적 정당화가 가능한 대안적인 방법이 있다는 주장이고, (3)은 미적 원리가
있다고 주장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렇게 주장된 미적 원리를 직
접 적용하는 것보다는 개별주의적인 대안을 활용하는 편이 보다 효과적이
고 유용하다는 주장이다. 개별주의자가 염두에 두는 정당화의 대안이 구체
적으로 무엇이고, 그것이 미적 원리와 경합하는 방식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는 3절에서 세부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2 평가의 역전과 미적 개별주의
미적 개별주의는 미적 수반을 (분배적 수반으로서) 인정하느냐, 아니면
수반 자체를 (즉 분배적 수반까지도) 부정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정도로
주장될 수 있음을 1.2.1절에서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
럼 수반을 부정하는 개별주의자가 어떤 주장을 하고 있으며, 그 주장의 타
당성은 어느 정도까지 인정될 수 있을지를 검토할 것이다.

2.1 개별주의 직관과 가치 역전 현상
예술비평에서 가치 역전 “현상”은 작품에 적용된 두터운 미적 개념이
주어진 맥락에 따라 상반되는 평가적 함축을 갖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뜻한다. 여기서 특별히 두터운 미적 개념을 다루는 이유는 그 개념이 예술
작품에 적용될 때 단지 비-미적인 특징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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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또는 부정적 평가를 함축함으로써 작품에 대해 궁극적인 미적 평가, 즉
‘미적으로 좋다’ 또는 ‘미적으로 나쁘다’의 지지 근거로 여겨지기 때문이
다. 가령 우리는 땅딸막함(dumpiness)과 같은 두터운 개념이 예술작품에 적
용될 때 그것은 크기가 작으면서도 옆으로 딱 바라진 무언가를 가리킬 뿐
만 아니라 대개의 경우 부정적인 평가까지도 함축한다고 여긴다.179) 그러
나 이른바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 널리 알려진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는 경이로울 정도로 땅딸막하기 때문에, 이 경우 누군가는 이 작품의 땅딸
막함이 미적 장점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다. 만약 이 주장이 그럴듯
하다면 땅딸막함은 때때로 미적 결함이고 때로는 미적 장점인 것 아닌
가?180) 이에 대한 개별주의자의 기본적인 답변은 비-미적 특징들과 미적
(가치)속성 사이에 체계화된 일반 원리가 없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땅딸막
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때 그 기준이 되는 비-미적 특징 차원의
공통점이 없다, 더 나아가 미적 장점(결함)만을 골라 내는 패턴화된 비-미
적 특징 같은 것은 없다는 것이 개별주의자의 생각이다. 그러나 (두터운
미적 차원의) 땅딸막한 것들과 미적 장점(결함) 사이에도 체계화된 일반
원리 또는 패턴이 없을까? 개별주의자는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사례가
단지 땅딸막함이 미적 장점인 것처럼 보이는 현상에서 그친다고, 즉 문제

179) 미적 영역에서는 비-미적 특징들에 대해 평가적 함축을 직접 따지는 일이 거
의 없는 것 같다. 예컨대 우리는 ‘곡선임’에 대해 그것 자체가 미적 장점인지
결함인지를 심각하게 논의하기보다는, 그것이 미적 지각의 수준에 이르렀을
때, 즉 ‘우아함’으로 지각되었을 때 비로소 미적 장점/결함에 대해 가늠해보려
고 하는 것 같다. 하지만 도덕 영역에서는, 이를테면 ‘거짓말하기’에 대해서는
굳이 ‘부정직함’까지 가지 않더라도 (물론 부정직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지
만) 그 거짓말하기 자체에 대해 옳거나 옳지 않다는 논의가 진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요컨대 거짓말하기에 대해서는 도덕적 평가의 역전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곡선임에 대해서는 (미적 수반의 기저로서 다룰 때 외에)
미적 평가의 역전을 그 자체로 이야기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다. 나는 이런 차
이가 흥미롭다고 생각하지만, 본고에서 이 점을 다루려는 것은 아니므로, 미적
평가의 영역에서는 평가 역전의 전형적인 사례로서 두터운 미적 개념에 주목
한다는 점만을 강조하고자 한다.
180) Nick Zangwill, The Metaphysics of Beaut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1), pp.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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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작품은 미적 결함으로서 땅딸막함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 단지 현상이 아니라 실제
로 그 사례에서 땅딸막함이 미적 장점이기 때문에 미적으로 좋다는 평가
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는 최소한의 일관성 제약
으로서 미적 수반(분배적 수반)을 인정하는 개별주의자의 답변이고, 후자
의 경우는 그러한 수반을 부정하는 생각이다. 즉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에서 비-미적 특징들이 고정되어 땅딸막함이 귀속됐다면, 미적 수반은 그
땅딸막함이 미적 결함으로 이어진다고 예측한다. 그러나 수반이 부정된다
면, 동일한 비-미적 특징들이 고정되어 땅딸막함이 귀속되었음에도, 그것은
미적 결함이 아닌 미적 장점으로 간주된다고 주장된다.181)
만약 개별주의자에게 주어진 선택지가 이 두 가지라면, 미적 수반을 인
정하는 경우에는 두터운 미적 개념과 그것의 평가적 함축이 분배적 수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규칙은 없다고 보
는 것이므로, 전반적인 미적 평가의 미적 기저 차원에서의 일반화된 진술,
즉 미적 원리를 부정하는 입장이 된다. 그러므로 이 부류의 개별주의자는
예술비평에서 이러한 유형의 원리가 미적 평가의 정당화에 얼마나 적합한
지에 관해 (유연한) 일반주의자와 경합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개별주의
접근은 미적 정당화에 따른 구분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하
지만 미적 수반을 부정한다면, 두터운 미적 개념이 갖는 평가적 함축조차
도 역전될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므로, 그러한 생각이 어떤 근거를 갖
고 주장되는 것인지를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181) 분배적 수반을 인정하는 개별주의자는 미적 가치 속성과 비-미적 기저 사이
의 수반, (평가 중립적인) 미적 속성과 비-미적 기저 사이의 수반을 인정하지
만, 그 수반은 모두 형태없음 논제와 양립 가능한 분배적 수반이기 때문에 비미적 기저 차원에서 수반 속성을 체계적으로 집어 낼 수 있는 규칙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자면, 이런 부류의 개별주의자는 두터운 미적 개
념과 그것에 수반하는 미적 가치가 있음은 인정하지만, 그것들을 연결하는 체
계적인 규칙은 없다고 주장한다. 설령 그런 규칙이 있다고 주장되더라도, 개별
주의자는 그 규칙이 얼마나 유용한지, 즉 예술비평의 미적 정당화의 수단으로
서도 적합한지에 대해서 (유연한) 일반주의자와 경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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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개별주의자의 미적 수반 부정 전략: 가치 역전의 세 유형
미적 수반을 부정하는 개별주의자는 가치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이러한 구분은 모
두 작품의 미적 특징과 다른 (미적/비-미적) 특징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찰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상호작용의 맥락이 단순히 (판정자 독
립적인) 예술적 사실 맥락이라면 일반화된 원리의 일부로 포섭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만약 그 상호작용의 맥락이 판정자 관련 사실들이라면, 이는
일반적 진술로 체계화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개별주의자에게 적합한
설명이 제공될 여지가 있다. 먼저 가치 역전의 세 유형을 간략히 살펴보
고, 이어지는 절에서 이러한 전략의 가능성과 한계를 논의하겠다.

(1) 미적 vs. 미적 상호작용182)

셰익스피어(Shakespear)의 『오셀로』(Othello)와 매우 유사하지만 몇몇 에
피소드가 수정된 가상의 작품을 생각해보자. 원작에서는 이아고(Iago)의
‘손수건 간계’에 넘어간 오셀로가 데스데모나(Desdemona)를 목졸라 죽인
다. 그런데 수정된 버전에서는 가령 오셀로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수전증
이 생겨 그것을 감추기 위한 일련의 행동들이 뜻밖의 큰 웃음을 자아내게
끔 묘사되었다고 해보자. 하지만 어쨌든 오셀로는 데스데모나를 교살하고
파멸에 이르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그렇다면 이 가상의 작품은 당연히 비
극적이라는 지배적 성질을 가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익살스럽다는 성격
도 가진다. 아마도 자격 있는 비평가라면 이 작품에는 결함이 있다는 평가
를 내릴 것이다. 그런 비평가들 중 한 사람을 S라고 하자. S는 이 가상 작
182) Sibley(1983), pp. 3-20. 비극적임과 익살스러움의 상호작용 사례는 시블리에
게서 빌려왔고, 수반 부정 개별주의자의 해석에 맞게끔 수정한 것이다. 시블리
는 미적 일반주의자임을 자임하지만, 그를 개별주의자로 해석해야 할지 아니면
일반주의자로 해석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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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지배적 성질인 비극적임이 익살스러움이라는 성질이 있음으로 해서
약화된다는 취지의 판단이 이러한 평가에 논리적으로 선행한다고 주장한
다. 이렇게 두터운 미적 개념들이 상호작용하는 경우, 여기서는 비극적임
과 익살스러움의 상호작용인데, S는 자신의 판정 맥락에 따라, 즉 S가 이
작품에 대해 취사선택한 서술적 정보들 및 S의 정규적인 반응을 근거짓는
미적 감수성에 따라, 전형적으로 미적 장점이라고 여겨지는 익살스러움이
이 작품에서는 비극적임을 약화시키는 실제적 결함(actual defect)이라고 판
단한다. 그러므로 두터운 미적 개념은 개별 작품에 적용될 경우 주어진 판
정 맥락하에서 그것이 가진다고 여겨지는 전형적인 평가와는 정반대의 역
전된 평가적 극성을 가질 수 있다.

(2) 비-미적 vs. 미적 상호작용183)

작품 w는 조화롭다고 하자. 또한 조화로움은 전형적인 “장점”-속성이라
고 가정하자. 그리고 w는 이것 이외의 어떠한 미적 장점-속성도 갖지 않는
다고 하자. 그렇다면 w는 조화로움을 이유로 가치 있다고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w는 미래파 작품이었다고 해보자. 자격을 갖춘 비평가 S가
이러한 비-미적인 (미래파 작품임 자체는 “장점”-속성이 아니다) 서술적 정
보를 획득하여 고려사항으로 선택한 경우, S는 그러한 정보 상태가 포함된
판정 맥락에 따라 조화로움의 전형적인 가치 극성이 역전된다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즉 w는 실제로는 그것의 조화로움 때문에 가치 없는 것 아닌
가? 만약 이러한 생각이 그럴듯하다면, 이는 단 하나의 미적 “장점”-속성
을 갖는 작품에서조차도 그 작품이 갖는 가치의 극성을 확정하기에 충분
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셈이다.

(3) 도덕적 vs. 미적 상호작용184)
183) Bergqvist(2010).
184) Jerrold Levinson, “Aesthetic Properties, Evaluative Force, and Differences of

- 174 -

약속을 지키는 행위와 위험에 처한 타인을 돕는 행위는 모두 pro tanto
윤리적 가치를 갖는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철수는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그 장소로 가는 도중에 자동차 사고를 목격했다고 하자. 하지만 그는 약속
이 우선한다고 판단하여 사고 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대신 약속을 지켰다
고 해보자. 그렇다면 철수는 약속을 지켰더라도 사고 당한 사람을 돕지 않
은 것 때문에 일말의 죄책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이 상황
에서 사고 당한 사람을 돕는 행위의 부재가 갖는 사후적인 규범적 효과
덕분에 그 행위가 pro tanto 윤리적 가치를 갖는다는 가정을 간접적으로나
마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는 바비야르 협곡185)에서 벌어진 대
량 학살 장면을 우아하게 묘사한 그림이 있다고 해보자. 이 그림을 전체적
으로 평가했을 때 우아한 묘사는 분명 미적 결함일 것이다. (만약 당신이
나치주의자가 아니라면 말이다.) 그런데 만약 우아함이 pro tanto 미적 가
치를 갖는다면, 우리는 그것 고유의 긍정적인 가치평가적 기여를 간접적으
로라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가령 이 그림에서 학살 장면이 전혀 우아
하지 않게, 어쩌면 통렬하게 묘사될 수 있었고 실제로 그랬더라면, 우리는
이 그림에서 이제 우아함의 부재 덕분에 그것이 이 작품에서 가졌던 그만
큼의 미적 결함이 사라졌다고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비록 상호작용 때문
에 가려지긴 했지만 이 그림이 우아했더라면 여전히 가졌을 그만큼의 미
적 장점이 사라졌다고 생각할 것인가? 미적 수반을 부정하는 개별주의자
의 직관은 전자를 긍정하는 쪽으로 향한다. 왜냐하면 이 그림에서 학살 장
면의 묘사가 이제 더 이상 전혀 우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우아함이
Sensibility,” in E. Brady & J. Levinson eds., Aesthetic Concepts: Essays
Sible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pp. 61-80. 여기서 나는
슨이 이러한 설명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레빈슨은 미적 수반을
하지 않는다), 레빈슨이 제시한 사례 또는 가치 역전의 가능성이 수반을
하는 개별주의자에 의해 내가 제시한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다.
185) 바비야르 협곡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군이 수많은 유태인들을
한 장소로서 우크라이나의 키예프 외각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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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졌다고 여겨졌을 pro tanto 미적 가치가, 앞의 약속 지키는 윤리적 행위
처럼, 그것의 부재 때문에 사후적으로 우리에게 확인될 수 있는 어떠한 규
범적 효과도 없는 것 같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경우 그 사후적인 효과는 왜 작동하지 않는가? 즉 여기서
우아함은 애초에 왜 미적 결함으로 인식되었는가? 수반을 부정하는 개별
주의자에 따르면, 문제의 작품에서 자격을 갖춘 어떤 비평가 S는 자신의
정규적인 반응을 근거짓는 도덕적 감수성과 미적 감수성 사이에 어떤 긴
장이 있음을 발견한다. 또한 S는 이 작품에서 학살 장면의 비도덕성을 포
함하는 서술적 정보도 충분히 알고, 그것을 유관한 정보로서 고려하고 있
다. 이러한 내용상의 비도덕성은 S의 감수성으로 하여금 그것의 우아한 묘
사에 대해 부정적인 미적 반응을 보이게끔, 즉 S가 그것을 미적 결함으로
인식하게끔 만든다.186) S가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면, 이 그림에서 우아함
은 S의 판정 맥락하에서 오직 부정적인 평가적 가치만을 함축한다.

2.3 수반 부정 개별주의 접근의 가능성과 한계
개별주의자의 수반 부정 전략은, 어떤 유형이 되었건, 기본적으로 참 상
대주의의 판정 맥락, 그중에서도 미적 파라미터인 판정자 관련 사실들(판
정자의 정규적인 반응을 근거짓는 감수성 관련 사실들, 판정자에게 취사선
택된 서술적 정보)에 의존한다. 물론 미적 수반(분배적 수반)을 인정하는
개별주의자도 마찬가지로 비-미적 기저 차원의 특징들에 접근할 때 판정자
186) S가 작품 내용의 비도덕성 때문에 그 비도덕성을 우아하게 묘사하는 장면에
대해 부정적인 미적 반응을 보이는 것이 미적으로 마땅한 반응(aesthetically
merited response)이라고 여긴다는 점은 S가 미적-도덕적 상호작용에 대해 이끌
릴 수 있는 여러 선택지들 중 하나이다. 즉 S는 그러한 상호작용에 대해 각각
의 영역이 독립적이라고 여길 수도 있고, (pro tanto 가치로서) 제한적으로만
영향을 미친다고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요점은 자격을 갖춘 비평가들 가운데
서 가치의 역전을 이끌어내는 반응을 보이는 비평가가 있을 가능성을 판정 맥
락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미적 수반을 부정하는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모든 비평가가 가치 역전에 동조할 필요는 없고, 그런 비평가가 있기
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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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실들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각각의 상호작용 유형이 판정자 관련
사실들에 의존한다는 점 자체는 수반 부정 개별주의 전략의 성패와 직결
되지 않는다.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점은 각각의 상호작용 유형에서 판
정자 관련 사실들이 적법하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사실들 때문에
수반이 반드시 부정되는지의 여부이다.
먼저 미적-미적 상호작용에서 수반을 부정하는 유형부터 살펴보자. 주
어진 사례에서 비평가(판정자) S는 자신의 판정 맥락에 포함된 미적 파라
미터, 즉 S에게 취사선택된 서술적 정보 및 S의 정규적인 반응을 근거짓
는 미적 감수성에 따라 익살스러움이 비극적임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전형
적인) 미적 장점이 아닌, 실제적인 미적 결함을 갖게 됨으로써 가치 역전
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다. 이때 S가 가진 서술적 정보에는 비극적임이 해
당 작품의 지배적인 미적 속성이라는 사실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그러한
비극적임을 저해하는 요소로서 익살스러움이 작품에 귀속된 경우 S의 미
적 감수성에 따른 부정적인 반응에 근거해 익살스러움이 미적 결함이 된
다는 생각은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판정 맥락의 미적 파라미터들이 이
런 방식으로 적법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미적 수반
(분배적 수반)이 부정되어야 할 필연성은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미적 수
반을 준수하면서도 거의 동등한 설명력을 갖는 일반화가 가능해 보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익살스러움은 본유적으로 미적 좋음을 갖지만, 그 속
성이 작품에 귀속될 때는 초견적인 미적 장점으로만 작용하고, 미적-미적
상호작용에 의해 익살스러움이 작품의 전반적인 미적 가치를 훼손하는 경
우에만 실제적 결함으로 간주된다고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익살스러
움은 pro tanto 미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확인될 수 있다. 따라서 수반 부
정 전략은 수반을 인정하는 관점과 설명력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지만, 판
정 맥락의 미적 파라미터를 (적법하게) 고려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미적 수
반을 부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미적-미적 상호작용 유형에 대해 수
반을 부정하려는 전략은 수반을 인정하는 것보다 열등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비-미적 특징들과 미적 속성의 상호작용 유형을 검토해보자.

- 177 -

이 유형은 작품 w의 비-미적 특징, 이를테면 미래파 작품이라는 사실이 w
의 조화로움이 갖는 (전형적인) 미적 장점을 역전시켜 미적 결함이 되게끔
만든다고 본다. 이 경우 비평가(판정자) S는 w에 관한 비-미적 특징, 즉
‘미래파 작품임’을 관련 서술적 정보로서 선택한 경우에만, 그리고 S 자신
의 미적 감수성에 따라 그 작품을 조화롭다고 판단하는 지지 근거로서 조
화로움 관련 w 자체의 비-미적 (형식적/구조적) 특징들 N과 S에게 선택된
정보인 ‘미래파 작품임’이 함께 고려되어 S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낸 경우에만, S는 가치 역전을 설명할 수 있다. 만약 w와 지각적으로 식별
불가능한 작품 w′가 있어서, w′가 S에게 신고전주의 작품으로 발견되었더
라면, w′는 w와 마찬가지로 N을 갖겠지만, S는 자신의 미적 감수성에 따
라 N과 ‘신고전주의 작품임’을 함께 고려하여 w′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 조화로움이 미적 장점이라고 판정했을 것이다. 이런 설명을
통해 미적 수반(분배적 수반)을 부정하려는 개별주의자는, 만약 수반이 유
지되었더라면, 수반 관계 [N → 조화로움 → 미적 결함]과 수반 관계 [N
→ 조화로움 → 미적 장점]이 모두 성립해야 하므로 S는 분배적 수반의
일관성 제약을 위반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 경우 개별주의자는 ‘미래파
작품임’과 ‘신고전주의 작품임’이 판정 당시 S에게 속한 서술적 정보 상태
로서 S가 N에 주목하게끔 안내할 뿐 조화로움의 “수반” 기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분배적 수반의 위반이 설명된다. 즉 w가 미래파 작품인지 신
고전주의 작품인지 몰라도, S는 N에 주목할 경우 w가 조화롭다고 판단하
겠지만, N에 주목하게끔 안내하는 미적 파라미터가 무엇이냐에 따라 조화
로움의 평가적 함축이 미적 장점에서 미적 결함으로 역전될 수 있다는 것
이 수반을 부정하는 개별주의자의 생각이다.
그러나 미적 수반(분배적 수반)을 인정하는 개별주의자는 (더 나아가, 조
화로움과 미적 장점 사이에 체계적인 규칙이 있음을 주장하는 일반주의자
는) 조화로움이라는 미적 속성을 중심으로 한 수반 관계가 임의의 작품
w*에 대해 [N* → 조화로움 → 미적 장점]이라고 파악한다. 물론 개별주
의자에게 이 수반 관계가 S 및 S와 미적 감수성을 공유하는 집단 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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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가들에게도 일관성 제약으로서 성립할 필요는 없다. (반면에 일반주의
자는 이 수반 관계가 모든 비평가들에게 확장된 집합적 수반으로서 성립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즉 w와 w′가 공유하는 N, 그리고 w*가 갖는 N*는
의미 있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렇다면 가치 역전 현상은 어떻게 설명되는
가? 수반을 인정하는 개별주의자는 w와 w′에서 단지 서로 다른 수반 관계
가 성립한다고 설명할 것이다. 즉 w에 대해서는 [N+‘미래파 작품임’ → 조
화로움+‘미래파 작품임’(=조화로움1?) → 미적 결함], w′에 대해서는 [N+
‘신고전주의 작품임’ → 조화로움+‘신고전주의 작품임’(=조화로움2?) → 미
적 장점]이 각각 성립한다. 물론 각각의 경우에 w*가 w이건 w′이건 [N →
조화로움 → 미적 장점]은 여전히 성립한다. 그러므로 분배적 수반을 위배
하지 않고도 (즉 조화로움 단독으로 고려될 때의 미적 가치는 역전되지 않
고도) 미적 개별주의 접근은 가능하다.
나는 참 상대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미적 개별주의자가 판정자에게 취사
선택된 서술적 정보를 사실 기술의 형태로 수반 기저에 포함시키는 것을
허용할지, 아니면 단지 판정자에게 귀속된 정보 상태로서 작품 내적인 비미적 특징들에 주목하는 안내자 역할로만 제한할지에 대해 서로 다른 견
해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서 미적-미적 상호작용에서 판정자가 갖
는 서술적 정보는 그 자체로 미적인 정보였기 때문에 (예컨대, 비극적임이
작품의 지배적인 미적 속성임) 그것이 미적 수반의 비-미적 기저에 포함되
는지의 여부는 쟁점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이 경우 미적 수반을 부정하지
않고도 동등한 설명력을 보유한 체계적인 규칙이 제시된다면, 개별주의자
의 수반 부정 전략은 동력을 상실한다. 그러나 판정자의 비-미적 정보 상
태는 그것이 (판정자 의존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기술로서 취급될 수 있
느냐, 아니면 (판정자 의존적이기 때문에) 비-미적 기저를 특정한 관점에서
탐지하는 안내자 역할만이 부여되느냐를 놓고 개별주의자들 사이에 논쟁
이 가능하다. 따라서 개별주의 접근은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분화될 수
있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도덕적-미적 상호작용 유형을 생각해보자. 사례로 제시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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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내용상) 도덕적 성격은 그것 자체만 고려했을 때에는 비-미적 특징
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두 번째 유형(즉 비-미적 vs. 미적 상호작용)과
유사한 결과를 낳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여기에 판정 맥락의 미적 파
라미터가 관여하는 방식은 두 번째 유형과 다르다. 해당 작품을 평가하는
비평가(판정자) S는 이 작품의 재현적 내용이 (대량 학살 장면이) 비도덕
적이라는 점을 자신의 도덕적 감수성을 발휘함으로써 파악한다. 그런데 그
러한 비도덕적 내용이 우아하게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S는 그 묘사에 대
해 반응할 때 자신의 미적 감수성과 도덕적 감수성 사이에서 어떤 긴장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 즉 S는 비도덕적 내용이 작품의 도덕적 결함일 경우,
그러한 내용의 우아한 묘사는 그 자체로 미적 결함일 것인지, 아니면 우아
함 그 자체는 미적 장점이지만 비도덕적 내용을 표현하는 방식인 한에서
미적 결함으로 간주될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우아한 묘사는 비도덕적 내
용과 무관하게 미적 장점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사례에서 제시된 사
후적인 효과의 부재는 일종의 “정황 증거”일 뿐 S가 느끼는 감수성들 사
이의 긴장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는 없는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미적 수반을 부정하는 개별주의자는 어떤 출구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가? 나는 윤리적 비평(ethical criticism)에서 특정한 이론, 이
를테면 “immoralism”이나 “opportunistic view”의 옳음을 전제한다면, 미적
수반이 부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론들의 핵심 주장
은 작품의 도덕적 장점(결함)과 미적 성공(실패) 사이에 고정된 연결을 부
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187) 하지만 이때 미적 수반의 부정은 단지 조건적

187) 여기서 언급된 ‘immoralism’과 ‘opportunistic view’는 각각 제이콥슨과 존
(John)의 관점을 참조할 것: Daniel Jacobson, “Ethical Criticism and the Vice of
Moderation,” in M. Kieran, ed., Contemporary Debates in Aesthetics and the
Philosophy of Art (Oxford: Blackwell Publishing, 2006), pp. 342-357, John(2006).
이와 대비하여 언급되곤 하는 온건한 도덕주의에 대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할
것: Noël Carroll(1996), “Moderate Moralism,” British Journal of Aesthetics, Vol.
36, pp. 223-238, Berys Gaut, “The Ethical Criticism of Art,” in J. Levinson ed.,
Aesthetics and Eth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pp.
18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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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만 가능하다. 그런데 이렇게 조건적으로라도 미적 수반의 부정이 가능
하다면, 개별주의자는 최소한 참이라고 주장되는 이론들을 통해 판정자의
미적, 도덕적 감수성들 사이의 긴장을 해명함으로써 수반 부정이라는 선택
지를 가질 수 있다. 물론 이는 분배적 수반을 인정하면서도, 즉 도덕적-미
적 상호작용에 대해 역전까지는 주장하지 않지만 여전히 그 상호작용의
체계적인 규칙은 없음을 주장하는 선택지 또한 개별주의자에게 열려 있음
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가치의 역전과 관련하여 미적 개별주의자는 미
적 수반(분배적 수반)을 부정할 수 있는 세 가지 유형의 전략을 갖고 있
다. 그중에서 미적-미적 상호작용 유형은 적절한 선택지가 아닌 것으로 생
각되고, 나머지 두 유형, 즉 비-미적 특징들과 미적 속성의 상호작용, 그리
고 도덕적-미적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참 상대주의와 형태없음 논제를 근간
으로 하는 미적 개별주의자가 미적 수반을 인정할 수도, 부정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188) 이처럼 가치 역전 현상을 통해 예술비평
에서 미적 개별주의 접근의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했다면, 이어지는 절에서
는 미적 정당화와 관련된 개별주의 접근을 살펴볼 것이다.

3 미적 정당화와 개별주의 접근
3.1 비평의 합리성과 인식적 정당화

188) 나는 미적 개별주의자가 결국은 가치 역전을 인정하는, 즉 수반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 (수반) 기저상의 공통점이 없다는 것이
비-미적 차원의 체계화가능성을 부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미적 가치에 대한
(두터운) 미적 차원의 체계화가능성 또한 부정해야 진정한 개별주의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런데 (두터운) 미적 차원의 체계화불가능성은 단
지 미적 가치의 외연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두터운 미적 개념의 가치 함축을
포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에서 체계화가능성을 부정하는 일은 결
국 가치 역전까지도 부정하는 것을 의미해야 한다. 그러나 어쨌든 여기서는 미
적 개별주의 접근이 예술비평에서 갖는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보려는 것이므로,
모든 선택지들은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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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비평, 특히 평가적 비평이 합리적 이유에 근거한 평가라고 할 때,
비평가의 활동이 인식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요구는 비평의 합리성
을 주장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인식적 정당화 수단으로서
비평의 미적 원리가 있다는 주장은 미적 일반주의 관점을 지지하기 위한
좋은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게다가 일반주의자는 바로 그 이유 때문
에 미적 개별주의 관점에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일반주의자에
게 미적 원리 없이 비평을 정당화하는 일은 가능하지 않고, 따라서 개별주
의자는 예술비평이 인식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할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다면 개별주의자는 예술비평이 비합리
적 활동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셈이고, 비평적 진술들은 기껏해야 비평가
의 선언에 머무르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결국 비평을 읽는 독자 또는
감상자는 그것을 합리적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여길 수 없으며, 이는 비평
에 대한 회의적인 관점을 취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그러나 원리 없는 정당화는 불가능한 것인가? 원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개별주의는 인식적 정당화를 포기해야 하는 입장인가? 최근에 두드러진
윤리학 및 미학의 몇몇 연구에 따르면, 개별주의자들은 도덕적/미적 (가치)
판단에 대한 ‘원리 없는 정당화(justification without principle)’가 가능하고,
원리가 아닌 대안적 정당화 수단이 제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
상적 관찰자(비평가)에의 호소, 보편적 원리가 아닌 정합성/일관성 조건의
만족, 추론적 귀결이 아닌 추정적 보증 등의 방식을 대안적인 인식적 정당
화 수단으로 제안한다.189) 만약 이런 식의 대안들 중 그럴듯한 것이 있다
면, 미적 개별주의자는 일반주의자로부터 받는 비합리성 혐의를 벗어나 합

189) 미학의 경우 대표적으로 골드먼(Goldman), 윤리학의 경우 리틀(Little)이 그러
한 관점을 취하고 있다: Alan Goldman, “There Are No Aesthetic Principles,” in
M. Kieran ed., Contemporary Debates in Aesthetics and the Philosophy of Art
(Oxford, UK: Blackwell Publishing, 2006), pp. 299-312, Margaret Little, “Moral
Generalities Revistied,” in B. Hooker and M. Little eds., Moral Particularism
(Oxford: Clarendon Press, 2000), pp. 276-304.

- 182 -

리적 의사소통으로서의 비평을 온당하게 주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별주의의 대안적 정당화 수단이 때로는 미적 원리와 경합하는
것도 가능해 보인다. 원리가 있다고 주장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 원리가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우리의 인식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있다면, 개별주
의의 대안적 수단이 인식론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 정당화 수단으로서의
유용성 측면에서는 원리보다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적 정
당화에 대한 개별주의 접근을 살펴보기 전에, 정당화 수단으로서의 미적
원리가 무엇인지부터 검토하기로 하자.

3.2 인식적 정당화 수단으로서 미적 원리
예술비평에서 미적 원리가 인식적 정당화의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예술
작품에 대한 미적 (가치)판단은 타당한 추론의 귀결로서 도출된다. 이때
타당한 추론의 방식은 연역 또는 귀납을 의미한다. 먼저, 연역적 원리가
있다는 관점을 대표하는 미학자는 비어즐리(Beardsley)와 시블리이다. 비어
즐리는 미적 원리가 연역적인 위계를 가질 수 있고, 그러한 질서 속에서
비평은 인식적 정당성을 평가 받을 수 있다고 본다. 그는 통일성, 강도, 복
잡성이라는 세 가지 미적 성질들을 비평의 기준으로 제시함으로써 미적
원리가 있음을 주장한다.190) 예술작품에서 이 성질들 각각은 나머지 두 성
질들 중 어느 것도 저하시키지 않는 한, 언제나 그 작품을 미적으로 더 좋
게 만든다. 이 세 가지를 제외한 다른 성질들은 이 세 가지 중 하나 이상
을 향상시키는 경우 주어진 작품을 미적으로 더 좋게 만든다.191) 이처럼
비어즐리가 주장하는 미적 원리는 미적 개념이나 속성이 갖는 가치평가적
성격에 내재된 논리적 관계를 연역적으로 체계화한 진술이다. 한편, 시블
리는 연역적 원리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들이 체계적인 위계를 이루는 것

190) Beardsley(1981[1958]), p. 466.
191) Monroe Beardsley(1962), “On the Generality of Critical Reasons,” The Journal
of Philosophy, Vol. 59, p.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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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일종의 pro tanto 원리임을 주장하는 다소 온건한 관점을 취한
다. 그러므로 미적 속성은 그것 자체로는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한 방
향으로) 확정된 본유적인 미적 가치를 갖는다. 다만 예술작품에 미적 속성
이 귀속될 때에는 작품이 가진 다른 미적 특징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그
본유적인 미적 장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가치평가에
서 실제적 결함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음을 수용한다는 점에서 비어즐리
의 관점과는 차별화된다.192) 다음으로, 귀납적 방법론에 의존하는 대표적
인 미학자는 벤더(Bender)이다. 벤더에 따르면, 미적 속성이 예화된 예술작
품들 각각에 대한 전반적인 미적 평가가 대개의 경우(usually) 긍정적이라
면 그 속성의 귀속은 작품을 미적으로 좋게 만드는 경험적 경향성을 갖는
다.193) 이때 경험적 경향성은 파기 가능한 방식으로 확립되므로 예외를 허
용하지만, 그것이 귀납적 개연성을 갖는 한 여전히 인식적 정당화 수단으
로서의 자격을 갖기에는 충분해 보인다.
요컨대 인식적 정당화 수단으로서의 미적 원리는 그것이 사용되는 미적
추론이 연역적 타당성 또는 귀납적 개연성을 갖출 경우 미적 (가치)판단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이제 이어지는 절들에서는 대안적 정
당화 수단을 제시하는 미적 개별주의 접근이 예술비평의 인식적 정당화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
펴볼 것이다.

3.3 미적 정당화에 대한 개별주의 접근의 적용 범위
‘원리 없는 정당화’가 예술비평에서 어느 정도까지 적용될 수 있느냐에
따라 미적 정당화에 대한 개별주의 접근은 그 가능성과 한계가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미적 원리가 없는 것이 확실한 상황이라면 개별주의자의 정
192) Sibley(1983), pp. 3-20.
193) John Bender (1995), “General but Defeasible Reasons in Aesthetic Evaluation:
The Particularist/Generalist Dispute,”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Vol. 53, p.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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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화 대안이 독자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미적 원리가 있다고 주
장되는 경우에는 그 원리의 성격이나 복잡성의 정도에 따라 개별주의 정
당화 대안이 얼마나 경쟁력을 갖는지가 결정될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주의
와 개별주의가 미적 정당화에서 그 경계를 다투는 부분은, 연역적이든 귀
납적이든 미적 원리가 있다고 주장될 수 있지만 그 원리가 실질적인 정당
화 수단으로서 적절한지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영역이다. 미적 원
리가 비평의 인식적 정당화 수단으로서도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느냐를 따
져볼 수 있는 기준은 원리의 ‘유용성(usefulness)’이다. 만약 미적 원리가
우리의 인식 범위를 넘어선다면, 설령 그것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미적 원리가 우리의 인식 범위를 넘지 않더라도
그것이 과도하게 복잡하다면, 그 경우에도 그 원리는 정당화 수단으로서
유용하지 않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적 원리가 우리의 인식 범위 내에서
복잡하지 않은 방식으로 존재한다고 해도, 그것이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역할, 이를테면 미적 가치 귀속이 인식적으로(타당성/개연성 갖춘 추론으로
서) 정당할 뿐만 아니라 왜 가치 귀속으로서 정당한지를 제대로 설명해내
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이 경우에도 미적 원리는 충분히 유용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우리의 인식 범위와 관련하여 다양한 층위의 이른바 ‘미적 원리들’
이 어떤 형태를 갖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 개별주의자는 그러한 원리들
(일반화들)의 존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Ⅲ장 3절을 통
해 이미 상세하게 다룬 적이 있다. 여기서는 그것을 반복하기보다는, 앞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문제, 즉 일반주의자가 미적 정당화 수단으로서 활용
하는 상위 수준의 미적 원리들이 ‘경험적 경향성(empirical tendency)’이라
는 귀납법 가설로서 제시될 경우의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어쩌면 일반
주의자는 미적 원리라는 것이 미적 개념이나 속성의 평가적 성격을 논리
적(개념적) 관계로서 규정하는 연역적인 원리일 필요는 없다고 양보할 수
있다. 대신 그 성격은 경험적(통계적)으로 설명 가능하다고 제안한다. 이런
흐름 속에서 벤더는 미적 속성이 갖는 초견적(prima facie) 가치를 경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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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성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특정한 미적 속성들을 전반적인 긍정적 미적 평가를 위한 초견적 이유나 기준으
로 파악할 때, 우리가 주장할 내용은 그런 속성들이 예화되는 작품들 사이에 두
드러진, 하지만 파기 가능한 어떤 경험적 경향성이 있다는 것이 전부다. 즉 그런
속성들이 예화되는 경우 전반적인 반-가치보다는 전반적인 긍정적 가치가 작품들
에 귀속되는 경향이 있다.194)

이를테면 우아함이라는 미적 속성이 긍정적인 미적 평결을 위한 초견적
이유인 것은, 우아함이 pro tanto 미적 가치를 갖기 때문이 아니라, 대개의
경우(usually) 작품의 전반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
러므로 “만약 우아함이 … 대개의 경우 작품의 다른 특징들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산만하게 만드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발견되었더라면, 우아함은 그
것을 소유한 작품이 좋다고 믿을 초견적 이유로 파악되지 않았을 것이다
.”195)
통계적인 경향성을 통해 미적 개념이나 속성의 평가적 성격을 규정하려
는 벤더의 경험적 가설은 pro tanto 가치에 의존하지 않고 파기 가능성을
수용하기 때문에 전체론(맥락의존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미적 원리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통계 모델은, 단순히 통계에 의존하는 한, 미적 개념
이나 속성의 초견적 가치를 뒷받침할 이론적 근거로서는 불충분하다. 왜냐
하면 예술비평에서 사용되는 미적 개념의 초견적 가치는 그 개념이 적용
되는 모든 작품들을 모아 놓고 그것이 작품의 전반적 가치에 기여하는 경
우가 수적으로 더 많은가에 따라 결정되는 그런 부류에 해당되는 것이 애
초에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결정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뿐더러, 설
령 어떤 특별한 미적 속성에 대해 그런 결정이 내려졌다 해도 비평가들은
그 통계적 수치를 자신이 따라야 할 미적 원리라고 여기지 않을뿐더러 그

194) Bender(1995), p. 386.
195)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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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미적 (가치)판단을 마땅한 것으로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라고는 더더
욱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더 나아가 벤더가 ‘우아함’을 설명한 것처럼 미
적 속성의 초견적 가치에 대한 반사실조건문을 만들어 보는 일 역시 도움
이 되지 않는다. 어쩌면 그 조건문 때문에 경험적 경향성에 대한 개연성
있는 추측이 가능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그
조건문은 직설화법으로 바꿀 경우 ‘우아함은 그것을 소유한 작품이 좋다고
믿을 초견적 이유로 파악되었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작품의 다른 특징들
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산만하게 만드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발견되지 않
는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경험적 경향성에 대한 추측은
오직 우아함이 초견적 가치를 갖는 경우에만 개연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
므로 우아함의 초견적 가치를 설명하는 근거가 곧 경험적 경향성일 수는
없다. 결국 일반주의자가 연역적 원리를 포기하고 귀납적인 방식으로 경험
적 경향성에 의존하는 ‘원리’를 채택한다고 해도, 그것은 맥락의존성을 받
아들이는 대신 미적 개념이나 속성의 초견적 가치를 설명할 이론적 근거
를 충분하게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유용성이 보증되지 않을 것으로 보
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험적 경향성을 미적 정당화의 수단으로 사용하려
는 일반주의에 대해서는 개별주의자가 대안적 수단을 제시할만한 틈이 있
는 것 같다.

3.4 미적 개별주의와 추정적 정당화
일반주의자가 제기하는 인식적 정당화의 문제는 미적 판단이나 평가가
오직 미적 원리들에 의해 정당화된다는 전제에 근거한다. 그러므로 일반주
의자의 견해에 따르면 예술비평에서 인식적 정당화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
로 이루어진다.

(미적 정당화) 미적 판단이나 평가 S는 정당화된다 iff (ⅰ) S와 유관한 미
적 원리들의 집합 P가 있어서, P에 속한 원리들은 미적 개념이나 속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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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연적 또는 평가적 성격을 체계적으로 정식화하며, (ⅱ) 그러한 개념이나
속성에 대응하는 비-미적 기저가 존재한다.

이 정당화 공식에서 일반주의자가 제시하는 미적 원리란 미적 개념이나
속성의 외연적 또는 평가적 성격을 논리적(개념적) 관계 혹은 경험적(통계
적) 가설이라는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 규정하는 진술들이다. 그러므로 이
런 의미에서 미적 정당화는 연역적으로 타당하거나 귀납적으로 개연성이
높을 경우 성립한다.
그런데 만약 미적 원리가 없거나, 있더라도 그 유용성이 현저히 떨어진
다면, 이런 방식의 미적 정당화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미적 개별주의 접근이 미적 (평가의) 정당화와 관련하여 개입할 수
있는 독자적인 또는 경합하는 영역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미적
개별주의 입장을 갖는다고 해서 미적 정당화를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아니
다. 다시 말해 미적 개별주의를 수용한다고 해서 비평이 비합리적 활동이
라는 것까지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196) 나는 ‘추정’(presumption)이 미적 정
당화를 위한 적절한 인식적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즉 미적 판단
이나 평가는, 미적 원리가 없거나 그 원리가 유용하지 않다면, 미적 추정
에 의해 정당화된다. 이런 의미에서 미적 정당화는 추정적 정당화이다. 그
렇다면 이제 개별주의자에게 놓인 과제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 물음에 답
하는 일이다.

(a) ‘추정’이 미적 정당화를 확립하는 인식론적 수단일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196) 비어즐리가 애초에 미적 개별주의를 반대한 이유는 그것이 소위 ‘회의론’,
즉 비평이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한 것일 수 없다는 주장에서 나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회의론자가 아니다. 오히려 미적 개별주의와 ‘회
의론’은 무관할 수 있으며, 비평은 어디까지나 합리적 활동이라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어즐리의 견해는 다음을 참조할 것: Beardsley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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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추정에 의한 정당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c) 미적 추정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시되는가?

이어지는 절들에서는 이 물음들에 대해 차례로 답변할 것이다.

3.4.1 인식적 정당화 수단으로서의 미적 추정

먼저 나는 여기서 ‘추정’이라는 표현을 일반적이지 않은 어떤 특별한 의
미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다.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무죄 추정’이라는 용
어를 적용할 때 사용되는 ‘추정’과 내가 사용하는 ‘추정’은 근본적으로 다
르지 않다. 이는 결정적인 파기자 혹은 반증이 제시되지 않는 한, 그리고
그때까지는 우리가 추정을 수용한다는 의미에서이다. 다만 법의 영역에서
는 (법률적) 사실을 추정하지만, 비평의 영역에서는 미적 개념이나 속성의
외연적 또는 평가적 성격과 관련된 추정을 한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그렇
다면 우리가 추정을 하나의 인식적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는 무
엇인가? 이것과 관련하여 레셔(Rescher)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인식적 추정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대립하는 견해들이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과정
이다. 그것은 주어진 정보를 다루는 관행이며, 그 관행 속에서 [어떤 추정을 사용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자격 승인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자격을 갖춘 것이 [즉,
채택된 추정이] 적절한지는 그것이 공동체 내의 탐구와 의사소통에 관해 확립된
관행 속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기능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197)

그러므로 논의 영역을 예술비평의 관행으로 가져온다면 ‘미적 추정’은 비
평 관행 속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한, 미적 정당화를 위한 인식적 도구
로서 비평가들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 이때 비평 관행 속에서 예술작품을

197) Nicholas Rescher, Presumption and the Practices of Tentative Cogn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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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하고 평가하는 비평가의 활동에 대해,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때로는
양립 불가능해 보이는 해석들이 서로 경쟁하고, 그 결과 하나의 해석이 주
류로 자리잡기도 하며 어떤 경우에는 그것들 모두가 인정받고 살아남아
공존하기도 한다. 이는 이른바 ‘미적 불일치’가 비평 담론에서 얼마나 다
원주의적으로 혹은 상대주의적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미적 추정은 비평 담론이 갖는 바로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면서도 미적 정
당화를 설명할 수 있는 절차적 방법을 제공한다.
미적 추정을 이렇게 이해한다면 그것은 잘 확립된 비평 관행을 준수할
경우 합리적 추정으로 간주될 수 있다. 연역적인 미적 원리는 예외가 발생
하는 순간 원리로서의 지위를 완전히 상실하지만, 미적 추정은 그러한 경
우에조차 추정으로서의 자격을 잃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추
정의 유효성 혹은 적절성은 그것의 내용이 절대적으로 참인지의 여부에
의해 영향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작동하는 맥락에서 갖는 기능적 효력
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추정에 의한 정당화가 어떻게 이루어지
는 것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것이 어떠한 절차적 규칙에 따라 기능하는지
를 살펴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미적 추정은 다음과 같은 형태의 규칙을
따른다.198)

(절차 규칙)

CP* → (￢D → P*)

여기서 P*는 비평 관행으로부터 채택된 미적 추정, CP*는 P*를 위한 전형
적인 조건이나 맥락, 그리고 D는 P*에 대한 파기자를 지칭한다. 이 규칙에
서 알 수 있듯이 미적 추정은 파기자가 부재할 경우 그것이 채택된 전형
적인 맥락에서 성립한다. 그러므로 비평가가 미적 판단이나 평결을 내릴
때 이런 규칙에 따라 미적 추정을 사용했다면, 그 판단이나 평결은 추정적
으로 정당화된다.
198) 이 규칙은 레셔가 제시한 추정의 일반 규칙을 미적 추정의 경우에 맞게 변
형한 것이다: Ibid.,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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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예술비평과 추정적 정당화

이제 미적 원리가 없음을 주장하는 개별주의자는 추정이라는 인식론적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미적 정당화를 설명할 이론적 자원을 갖추게 되었다.
그렇다면 미적 추정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시될 수 있는가? 미적
추정의 후보들을 찾아내는 일은 예술비평 관행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
하겠지만, 나는 특히 시블리가 주장한 두 가지 ‘원리’가 미적 추정의 적합
한 후보로 변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블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
다.199)

(가) 미적 개념은 오직 배제적으로만 조건-지배된다.
(나) 미적 속성은 본유적인 평가적 극성을 갖는다.

먼저 원리 (가)가 변형되어 추정의 한 사례로 제시된 경우를 살펴보자.

(가*) ‘gaudy’라는 미적 개념은 파기자가 부재하는 한, 그리고 그때까지는
옅거나 흐릿한 색에 적용되는 것이 배제된다.

(가)는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원리이지만, (가*)는 확립된 비평 관행에 의
존하는 미적 추정의 구체적 사례이다. 또한 (가*)는 일종의 소극적 추정,
혹은 배제적 추정이다. 만약 한 비평가가 어떤 회화 작품에 ‘gaudy’라는
미적 개념을 적용했다면, 그렇게 내린 미적 판단은 위에 제시된 (절차 규
칙)에 따라 (가*)를 사용함으로써 추정적으로, 그리고 소극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물론 (가*)는 추정인 이상 파기 가능하다. 예컨대 누군가는 파스
텔 톤의 색으로 건물 전면을 묘사한 회화 작품을 제시하면서, 마이애미 해
199) (가)와 (나)는 각각 다음을 참조할 것: Sibley (1959), p. 427, 그리고
Sibley(1983), p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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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의 몇몇 호텔이 그러하듯이 이 작품에도 ‘gaudy’가 적용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200) 이런 경우가 진정한 파기자라고 하더라도 (가*)가 비평의 관
행 속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한, 추정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원리 (나)를 변형하여 미적 추정으로 사용한 사례를 생각해보
자.

(나*) 땅딸막함이라는 미적 속성은 파기자가 부재하는 한, 그리고 그때까
지는 부정적인 평가적 극성을 갖는다.

(가)와 마찬가지로 (나)도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원리이지만, (나*)는 확립
된 비평 관행으로부터 선택된 미적 추정의 구체적 사례이다. 또한 (나*)는
일종의 적극적 추정, 혹은 (반-)가치-소유 추정이다. 가령 한 비평가가 어
떤 예술작품에 땅딸막함이라는 미적 속성을 적용했다면, 그리고 땅딸막함
이 작품의 두드러진 특징이라면, 그 작품이 미적으로 나쁘다는 평결은 위
에 제시된 (절차 규칙)에 따라 (나*)를 사용함으로써 추정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물론 (나*)는 추정이므로 파기 가능하다. 이
를테면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에 적용된 땅딸막함은, 그것이 이 작품의
두드러진 특징임에도, 바로 그 땅딸막함 덕분에 미적으로 좋다는 평결에
이를 수 있다. 말하자면 이 경우에 땅딸막함은 긍정적인 가치를 함축하므
로 평가적 극성의 역전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적 추정의 미덕은
이러한 파기자를 수용하면서도 여전히 추정으로서 미적 정당화의 절차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파기자가 있는 경우에는 마치 형사 사
건의 원고측이 피고의 무죄 추정에 대해 유죄의 입증 책임이 있는 것처럼
평가의 역전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요구될 뿐이다.201)
200) Goldman(1995), p. 135.
201) 시블리는 스스로 일반주의자라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가치 역전 현상 또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가 (나)와 같은 선험적 원리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가
치 역전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나)를 쓸모없는 원리로 만드는 문제가
있다. 가치 역전 현상에 대한 시블리의 설명은 다음을 참조할 것: Sibley(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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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미적 추정은 확립된 비평 관행 속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한,
미적 정당화를 설명할 수 있는 절차적 도구로서의 자격을 갖는다. 또한 미
적 원리와는 달리 미적 추정은 예외가 있다고 해서 추정으로서의 자격을
잃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예외 또는 파기자를 수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비평 담론을 특징짓는 현상 중 하나인 미적 불일치를 다원적으로 혹은 상
대주의적으로 바라보는 지평을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장점이 된다. 그러므
로 예술비평 관행 속에서 추정적 정당화는 비평가의 인식적/의사소통적 활
동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4 요약 및 결론
미적 개별주의 논쟁은 단순히 비평의 미적 원리가 있는지의 여부만을
가리는 존재론적 논의에서 끝나지 않는다. 비어즐리가 이미 지적했듯이 개
별주의 관점은 비평에 관한 회의주의자(the Critical Skeptic)가 취하는 입장
일 가능성이 있다.202) 그러므로 미적 개별주의가 아무리 이론적으로 정교
하게 확립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러한 회의주의자를 양성하는 도구로
전락한다면 우리는 비평의 실제와는 거리가 먼 반쪽짜리 이론을 갖는 셈
이다. 일반주의자가 미적 원리를 내세워 예술비평이 합리적 활동일 수 있
음을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별주의자 또한 그러한 원리에 필적하는
인식적 수단을 동원하여 비평의 합리적 본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러한 합리성은 예술비평에서 이루어지는 미적 평가가 인식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으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비평가들의 활동 또한 합리적 의사소
통 담론의 한 유형이라는 사실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미적 개별주의 관점이 제시할 수 있는 대안적인 인식적 수단으로서 미적
추정을 제안하였다. 미적 추정은 비평 관행에 깊숙하게 뿌리 내리고 있으
며, 그만큼 예술비평의 특징적인 현상들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원
pp. 8-9.
202) Beardsley(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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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미 갖고 있다. 나아가 선험적인 원리나 통계적인 경향성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비평의 실제 관행 속에서 미적 가치를 발견한다는 생각, 그
리고 그러한 발견들이 축적되어 형성된 미적 추정이 비평가들에 의해 미
적 정당화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생각은 매우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렇다면 미적 개별주의 관점은 이제 그저 미적 원리가 없다는 주장만 하
는 것이 아니라 예술비평이라는 평가적 활동이 어떻게 합리적 의사소통일
수 있는지까지 설명하는 인식론적 접근으로서도 확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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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비평철학은 예술비평의 문제들을 철학적 방법론에 의거하여 탐구한다.
그러므로 비평철학 내에서 제시되는 이론들은 기본적으로 ‘예술비평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그러나 이론은 특정한 문제들
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렇다면 물음은 단순히 예술비평이 무엇인지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예술비평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만 이론을 구성할 수 있다. 그런데 비평철학의 이론
들은 예술비평이라는 실천의 영역과 상관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이제 이론
은 그저 사변적이기보다는 비평의 실제와 상호보완하는 ‘반성적 평형’의
미덕을 갖춰야 한다. 나는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서 본고가 이러한 흐름을
놓치지 않게끔 하기 위해 노력했다.
나는 ‘예술비평에서 비평가들이 작품을 평가하는 미적 원리라는 것이 정
말로 있는가?’라는 문제제기가 비평의 본성과 관련된 중요한 물음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예술비평이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한 평가라는 생각은 이러
한 물음이 의미 있는 것이 되게끔 만들어준다. 비평이 평가적 본성을 갖는
다고 생각하게 되면 평가를 위한 미적 원리는 꼭 있어야 할 것처럼 보이
지만, 이것은 당연하게 인정되어야 할 절대적 사실이 전혀 아니기 때문이
다. 나는 비평의 실제에 눈을 돌림으로써 일반주의 관점이 놓치고 있는 영
역이 있다는 생각에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비평의 관행 속에서 비평가들
이 ‘원리’라고 불러 온 온갖 평가 기준들은 실제로는 모든 예술작품에 적
용되는 보편적 원리라기보다는 특정한 제약 속에서만 작동하는 것으로 보
였기 때문이다. 예술은 자기비판적인 실험들을 통해 끊임없이 기존에 확립
된 것들을 부정하고, 그럼으로써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냈다. 새로운 예술
운동이 등장할 때마다 새로운 기준이 등장했고, 기존의 기준들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한 ‘원리’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예술작품을 평가하는 기준에서
어떤 확고한 보편성을 찾으려는 노력은 본래의 목표를 온전히 달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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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렀고, 나는 미적 개별주의가 바로 이 부분에
서 점유할 수 있는 지분이 있다고 본 것이다.
그렇지만 예술비평은 여전히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한 활동 아닌가? 비
평이란 그저 비평가의 감정이나 선호를 표출하고 선언하는 활동은 아니지
않은가? 보편적 기준 없이 어떻게 평가의 합리적인 이유가 제시될 수 있
는가? 개별주의를 향한 의구심은 합리성이라는 규범을 포기하고 어떻게
비평이 예술 평가에 관한 담론으로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었다. 그러나 미적 개별주의자는 회의론을 떠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대부분의 비평가들은 자신의 비평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믿는
다. 개별주의자인 나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비평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믿
는다. 다만 나는 이러한 인식적 정당화의 수단이 잘 확립된 비평의 관행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여기는 것뿐이다. 나는 이것을 이른바 ‘미적 추정’이
라고 부르고, 비평에서 미적 정당화는 인식론적으로 볼 때 추정적 정당화
라고 주장했다. 법의 영역에서 관행 의존적 추정이 때로는 판결의 법적 근
거가 되고 때로는 반증 때문에 파기될 수 있듯이, 비평의 영역에서도 미적
추정은 미적 평가의 합리적 이유가 되고 때로는 반례를 통해 파기 가능하
다. 예술비평이 실천의 영역임을 고려할 때 나는 이러한 생각이 ‘반성적
평형’에 보다 가까운 이론으로 향하는 길 위에 있다고 본다.
이런 생각을 하나의 이론으로 구성하기 위해 내가 선택한 방식은 철학
적 방법론을 따르는 것이었다. 그것은 예술비평의 미적 원리가 없다는 주
장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작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는 미적
개별주의가 비평철학의 진정한 이론으로서 그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론의 토대와 함축을 바로잡는 일에 몰두했다. 미적 개별주의는 참 상대주
의와 형태없음 논제가 지지하는 토대 위에서 전체론의 귀결로서 따라 나
온다. 한편 비평철학의 이론으로서 미적 개별주의는 예술비평이 합리적 담
론에 속하는 부류임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함축을 갖는다. 그런 의미에
서 나는 예술비평이 미적 추정을 통해 인식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활동임을 보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의 작업은 미적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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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주의를 메타-미학 이론들 사이에서 자리 잡게끔 만들고, 그것이 예술비
평에서 갖는 역할을 탐구하는 단초를 제공했을 뿐이다. 따라서 나는 미적
개별주의가 가질 수 있는 보다 섬세한 이론적 구성과 비평적 의의가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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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Aesthetic Particularism:
The Prospect of the Particularist
Approach in Art Criticism
Choi, Kunhong
Department of Aesthetic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dissertation, I explore the prospect of aesthetic particularism in art
criticism. Art criticism consists in the act of criticizing artworks: critics find
some meanings or qualities of a given artwork, properly interpret the work,
and thereby explicitly or tacitly make an overall evaluation of it. Criticism,
so construed, belongs to the domain of the reasoned evaluation. When a
critic makes a verdictive aesthetic judgment to the effect that, say, this
painting is aesthetically good, he does not just announce his thought. He is
almost always expected to give some good reason for us to believe his
verdict. This is why he would immediately add to his judgment something
like ‘because it is graceful’. It, then, appears that, by giving reasons, the
critic tries to rationally support his verdict, which means that he makes an
argument for it. Then, the argument would require premises an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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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In the above example, one of the premises may be hidden,
which could give a general reason for the conclusion, or the critic's verdict.
It might be like this: ‘In art criticism, the ascription of the property of
being graceful to an artwork always implies its being aesthetically good’. A
statement like this is generally construed as one of the aesthetic principles
that shows the value-contributory aspect of an aesthetic property. Other
principles may have a different aspect. For instance, ‘The concept “gaudy”
cannot be applied to a work of art if all its colors are dull and pale’ is
one that indicates the extensional aspect of an aesthetic concept. Now, let us
start with the following stipulation: aesthetic principles are statements that
systematically characterize the value-contributory or extensional aspect of
aesthetic concepts or properties.
In the philosophy of criticism, the generalist-particularist dispute is
basically a debate about whether there are aesthetic principles, including
some further issues such as the possibility of aesthetic justifications. The
generalist holds that the reasons a critic gives for an aesthetic evaluation are
general. Since general reasons are consistent, he claims that there are some
patterns or regularities which codify either the conceptual relation or the
empirical tendency. That is, there seem to be at least some codifiable
aesthetic principles. He also argues that aesthetic judgments and evaluations
are justified by these principles. In contrast, the particularist believes that
there are not any such principles. The generalist might, then, immediately
start to ask: what is the argument for particularism? And with equal
importance, how aesthetic justifications are made possible if there are no
aesthetic principles?
The aim of my dissertation is to answer these questions properly. Firstly,
I propose a package deal to argue for aesthetic particularism. In this
meta-aesthetic package, reasons holism is qualified by the conjunction of
truth relativism and shapelessness thesis. I believe that aesthetic particula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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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derived from reasons holism of this qualified version. In particular, truth
relativism is a semantic theory which explains the truth and meaning of
critical statements in terms of the context of assessment. Reasons holism,
construed as context-dependence, is, then, given the specific contents of the
relevant context by the aesthetic parameters of the context of assessment,
which in turn consist of (1) aesthetic/moral sensibilities of the assessors that
ground their corresponding responses to artworks and (2) their informational
states determined by the critically relevant descriptions reasonably selected
by them. On the other hand, the shapelessness thesis is the claim that
aesthetic (value-)attribution has no meaningful pattern or commonality that
unites things picked out by that attribution when described in non-aesthetic
terms. The thesis entails that those non-aesthetic features guided by the
context of assessment do not comply with some codified aesthetic principles.
Therefore, the conjunction of truth relativism and shapelessness thesis
reaches a particularist conclusion that there are no aesthetic principles by
articulating the content of the ‘context’ and the relation of ‘dependence’ in
reasons holism construed as context-dependence.
Secondly, I examine the options the particularist may choose with respect
to aesthetic supervenience, and suggest an alternative epistemic means for
aesthetic justifications. The shapelessness thesis can be claimed independently
of whether we should accept aesthetic supervenience or not. However, if the
particularist believes that the value-implication of (thick) aesthetic attribution
might have an actually reversed polarity under certain contexts, then he
ought to deny aesthetic supervenience. Given this consideration, aesthetic
particularism can be divided into two different views, in which one is the
stronger than the other in that the former accepts the reversed evaluative
implication of (thick) aesthetic terms, thereby denies aesthetic supervenience.
In this particularist picture, what I propose as an alternative means to
aesthetic principles is aesthetic presumption. It seems to me that aesthe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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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fications are nor deductive neither inductive (as statistical tendency) but
presumptive. I think that presumption is a suitable means to aesthetic
justification. For presumptions, which require only procedural validity, are
more flexible than principles and rooted in a well-established critical
practice.
keywords : aesthetic particularism, truth relativism, shapelessness, aesthetic
supervenience, aesthetic justification, aesthetic pre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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