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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미적 실재론자와 반실재론자가 증언의 문제에 더 많은 관

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이고자 기획되었다. 전통적으로 많은

미학자들은 우리가 증언에만 기초해서 경험적 믿음을 형성하는 것은 정

당화될 수 있다고 여기는 반면에 증언에만 기초해서 미적 판단을 형성하

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여긴다고 믿어왔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그렇게 여긴다는 것이 너무도 자명하여 그것에는 논쟁의 여지가 믿어왔

다. 달리 말하면 증언에만 기초한 경험적 믿음에 대한 우리의 직관과 증

언에만 기초한 미적 판단에 대한 우리의 직관 사이에는 비대칭이 있다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그들의 믿음대로 정말로 그러한 비대칭이 있다면 그것

이 우리에게 미적 실재론을 거부할 동기를 준다는 점이다. 미적 실재론

은 미적 속성이나 가치가 대상 내에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그 입장에 의

하면, 어떤 대상이 아름다운가의 여부는 그것을 지각하는 특정한 누군가

의 인지적 혹은 비인지적 반응에 달려 있지 않다. 그 대상이 아름다움을

소유하고 있고, 누군가가 그것을 ‘정확하게 지각’한다면, 그는 그 대상이

아름답다고 판단하게 된다. 그런데 만일 미적 실재론이 옳다면, 우리는

그 대상을 직접 보지 않고, 그것의 아름다움을 ‘정확하게 지각’한 사람의

증언에만 기초해서도 그것을 아름답다고 판단하는 데에 정당화될 수 있

다고 여겨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미학자들이 믿어온 대로 우리가

경험적 영역에서와 달리 미적 영역에서는 증언에만 기초해서는 정당화된

판단을 형성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여긴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미적 실재론자는 우리가 그렇게 여기는 이유를 설명해야만 한다.

여러 논자들이 미적 실재론자에게 이러한 문제가 제기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으나, 그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는 지금까지 거의 논의

되지 않았다. 필자는 미적 실재론자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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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의 편에 서서 그 전략을 발전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필자

는 그러한 시도가 결국 실패로 귀결된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요컨대 본

논문의 초점은 미적 실재론자가 문제제기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이는 것에 있다.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우리는 증

언의 문제라는 주제가 미적 실재론 대 반실재론의 논쟁 내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주요어 : 미적 증언, 미적 실재론, 미적 반실재론

학 번 : 2011-2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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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영지는 영화 <프란시스 하>를 본 적이 없다. 철수가 그 영화를 보

고나서 영지에게 ‘<프란시스 하>는 흑백 영화인데, 무척 아름답다’라고

증언한다. 영지가 철수의 증언에만 의존해서 <프란시스 하>는 흑백 영

화라는 믿음을 갖는다고 해보자. 달리 말하면 그 믿음의 근거는 오직 철

수의 증언뿐이다. 그 경우에 영지의 믿음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또한

영지가 그 영화를 무척 아름다운 영화로 판단한다고 해보자. 이번에도

그 판단은 오직 철수의 증언에만 의존하고 있다. 영지는 그렇게 판단하

는 데에 정당화될 수 있는가? 요컨대 증언에만 기초해서 경험적 믿음이

나 미적 판단을 형성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토미(Alan Tormey), 월하임(Richard Wollheim), 스크루턴(Roger

Scruton)을 비롯한 많은 미학자들은 우리가 증언에만 기초해서 경험적

믿음을 형성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여기는 반면에, 증언에만 기

초해서 미적 판단을 형성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여긴다는 것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믿어왔다. 다시 말해 그들에 따

르면, 증언에만 기초한 경험적 믿음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우리들 사이에는 상당한 수준의 직관상의 일치가 있으며, 마찬가지로 증

언에만 기초한 미적 판단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수렴

하는 직관을 갖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직관상에 그러한 비대칭이 있다

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여 미적 판단에 대해 어떤 철학적 입장에 있는 사

람이든 그것을 수용해만 한다.

본 논문은 그러한 믿음에 주목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많은 미학자들

이 믿어온 대로 우리의 직관상에 정말로 그러한 비대칭이 있다면, 그것

은 미적 실재론자에게 문제를 제기한다. 이를 밝히는 것이 본 논문의 첫

번째 목표이다. 간단히 풀어보자. 미적 실재론은 미적 속성이나 가치가

대상 내에 존재하고 있어서 그것을 ‘정확하게 지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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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일한 판단에 이르게 됨에 틀림없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그러한

주장이 옳다면, 우리는 경험적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미적 영역에서도

증언에만 기초해서 정당화된 미적 판단을 얻을 수 있다고 여겨야만 할

것이다. 앞의 예에서 철수가 <프란시스 하>의 아름다움을 ‘정확하게 지

각’한 결과 그 영화가 아름답다고 판단하였다면, 그리고 영지가 그 사실

을 알고 있다면, 영지가 철수의 증언에만 기초해서 그 영화가 아름답다

고 판단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어야만 하는 것 아닌가? 많은 미학자들

이 믿어온 대로 우리가 그럴 수 없다고 여긴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

은 바로 미적 실재론이 거짓임을 암시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가 경험적 영역에서와 달리 미적 영역에서는

증언에만 기초해서는 정당화된 미적 판단을 형성할 수 없다고 여긴다는

것이 사실일 경우에만, 그것은 미적 실재론자에게 위협적일 수 있다. 그

러나 오랫동안 많은 미학자들은 우리가 그렇게 여긴다는 것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믿어왔고, 이를 존중한다면 미적 실재론자에게는 우리들

사이에서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해야만 하는 부담이 있는

것 같다.

여러 논자들이 미적 실재론자에게 이러한 문제가 제기된다고 지적해

왔으나, 그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는 지금까지 거의 논의되지 않았

다. 본 논문의 두 번째 목표는 미적 실재론자의 편에 서서 그가 취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 전략의 핵심은, 미적 실재론자가

우리가 증언에만 기초해서 경험적 믿음을 형성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

다고 여기는 반면에 증언에만 기초해서 미적 판단을 형성하는 것은 정당

화될 수 없다고 여기는가의 여부는 많은 미학자들의 믿음과 달리 논쟁적

인 사안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우선 미적 실재론자는 많은 미학자들이 다음과 같은 추론에 의해 그

러한 믿음에 도달하게 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 우리가 경험적 영역에

서와 달리 미적 영역에서는 증언에만 기초한 판단을 단언하는 것을 부

적절하게 여긴다는 것은 참이다. 우리가 그렇게 여기는 이유는 오직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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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경험적 영역에서와 달리 미적 영역에서는 증언에만 기초해서는 정

당화된 판단을 형성할 수 없다고 여긴다고 가정할 경우에만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경험적 영역에서와 달리 미적 영역에서는 증언에만

기초해서는 정당화된 판단을 얻을 수 없다고 여긴다는 것은 참이다.

그런 다음 미적 실재론자는 많은 미학자들이 믿고 있는 바와 달리,

우리가 경험적 영역에서와 달리 미적 영역에서는 증언에만 기초해서는

정당화된 판단을 형성할 수 없다고 여긴다고 가정하지 않고도, 우리가

경험적 영역에서와 달리 미적 영역에서는 증언에만 기초한 판단을 단언

하는 것을 부적절하게 여기는 이유가 설명될 수 있음을 보이고자 시도할

수 있다. 만일 그러한 시도가 성공적이면, 미적 실재론자는 우리가 경험

적 영역에서와 달리 미적 영역에서는 증언에만 기초해서는 정당화된 판

단을 형성할 수 없다고 여긴다는 것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는 많은 미

학자들의 믿음이 잘못된 추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미적 실재론자는 따라서 우리가 경험적 영역에서와 달리 미적 영

역에서는 증언에만 기초해서는 정당화된 판단을 형성할 수 없다고 여기

는 이유를 설명해보라는 누군가의 요구에 대해, 우리들 사이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먼저 입증하라고 대응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의 성공 여부는 우리가 경험적 영역에서와 달리 미적

영역에서는 증언에만 기초한 판단을 단언하는 것을 부적절하게 여기는

이유에 대해, 미적 실재론자가 1) 우리가 경험적 영역에서와 달리 미적

영역에서는 증언에만 기초해서는 정당화된 판단을 형성할 수 없다고 여

긴다고 가정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2) 미적 실재론과의 일관성을 유지하

는 설명을 제시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필자는 홉킨스(Robert

Hopkins), 메스킨(Aaron Meskin), 롭슨(Jon Robson)의 아이디어를 활용

하여 미적 실재론자가 제공할 수 있는 설명을 두 가지로 구성할 것이다.

필자의 세 번째 목표는 그 두 가지 설명들이 겉보기에 성공적인 것

같더라도, 우리가 경험적 영역에서와 달리 미적 영역에서는 증언에만 기

초한 판단을 단언하는 것을 부적절하게 여기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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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실패한다는 점을 보이는 것이다. 요컨대 필자의 입장은 미학에서

증언의 문제라는 주제는 언뜻 보기에 미적 실재론자에게 불리하며, 그에

게 유리하도록 논의를 끌고 가보더라도 여전히 이 주제에 한해서만큼은

그가 불리한 입지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Ⅰ장에서는 본 논문의 진행에 필요한 한에서 증언과 미적 실재론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검토할 것이다. 다음으로 Ⅱ장에서는 증언과 관련

하여 미적 실재론자에게 제기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어서

Ⅲ장에서는 미적 실재론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모색하며, 그의

편에 서서 그 전략을 발전시켜 보더라도 결국 그가 대응에 실패한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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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예비적 고찰

본 절에서는 증언과 관련하여 미적 실재론자에게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준비하기 위해 몇 가지 사항들을 짚어둘 것이다.

1절에서는 증언과 관련하여, 2절에서는 미적 실재론과 관련하여 일반적

으로 수용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 말할 것이다.

1. 증언

우리는 증언(testimony)에 기초해서 경험적 지식(empirical

knowledge)1이나 인식적으로 정당화된(epistemically justified)2 경험적

1 일반적으로 ‘경험적 지식’은 (i) 주어-술어의 형태를 갖춘 명제와 관계하며, (ii) 명제들

중에서도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과 같은 지각 경험에 의해 확증될 수 있는 명제

들과 관계하는 바, 개별 사물들의 상태나 자연세계의 일반적인 성질(가령, 관성의 법

칙)에 대한 표상과 관계하는 지식을 의미한다. 명제와 관계하되 경험적 지식으로 분

류되지 않는 지식에는 수학적 지식, 논리적 지식과 같은 선험적 지식(a priori

knowledge), 도덕적 지식(moral knowledge), 미적 지식(aesthetic knowledge)이 있다.

그런 지식들의 경우, ‘대체 선험적 판단, 도덕적 판단, 미적 판단이 지식으로서의 지위

를 가질 수 있는가?’, ‘만일 그럴 수 있다면, 그런 판단들은 정확히 어떤 인식 능력과

관계하는가?’는 논쟁적인 사안이다. 이상의 내용은 김기현 1998 17-29를 참고.

2 전통적인 이해에 따르면 인식 정당성(줄여서 ‘정당성’)은 참, 믿음과 함께 지식을 구성

하는 필요조건들 중 하나이다. ‘한 믿음이 정당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

해 가장 기초적인 수준의 답변은 ‘그것은 그 믿음이 적절한 근거에 의거하다고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인식론자들은 여기서의 적절성을 진리연관성

(truth-conductivity)이라는 기준에 따른 적절성으로 이해해왔다. 말하자면 한 믿음에

대해 ‘그 믿음은 정당하다’는 평가는 곧 ‘그 믿음은 진리추구라는 인식활동의 목표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근거에 의거하고 있다’라는 평가라는 것이다. 더불어 그들

은 진리추구가 본유적인 가치를 갖는다고 이해해왔기에, 그런 평가는 곧 ‘그 믿음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다’라는 평가를 포함한다. 사실 ‘정당성은 정말로 진리연관성과 관

계하는 개념인가?’, ‘진리추구는 정말로 본유적인 가치를 갖는가?’는 논쟁적인 사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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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belief)을 얻을 수 있는가? 영미권의 인식론에서 증언에 대한 논의

가 발전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중반 이후부터이다. 오늘날의 논자들은

적어도 증언에 기초해서 경험적 지식을 얻는 일이 광범위한 분야에서 매

우 흔하게 일어난다는 것에는 합의한다. 이러한 이론적 동향은 철학적

배경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 또한 수렴하는 직관을 갖고 있다는 것과 잘

부합한다. 예를 들어 나는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시간이나 인근의 지

리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으며, 야구 경기를 보고 나온 관중에게 스코어

를 물어본 적이 있으며, 대중목욕탕에 이제 막 들어온 손님에게 날씨를

물어본 적이 있다. 또한 나는 처방 받은 약에 잠이 오게 하는 성분이 있

는지를 약사에게 물어본 적이 있으며, 뇌 의학 전공자에게 대뇌의 구조

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다. 내가 그들의 증언에 기초하여 형성하게 된

믿음들이 단지 증언에 기초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식의 범주에 속할

수 없다면, 내가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의 숫자는 급격하게 줄

어들 것이다. 요컨대 우리가 증언에만 기초해서 정당화된 경험적 믿음

및 경험적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긴다는 것은 논쟁적인 사안이 아니

다.34

지만, 본 논문은 정당성에 대한 그 정도의 이해를 기반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이

상의 내용은 김기현 1998 : 38을 참고.

3 인식론에서 증언에 대한 논의가 발전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중반 이후부터이다. 오

늘날 증언이 경험적 지식의 원천일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논자는 없다. 그러나 20

세기 중반 이전까지 인식론자들이 증언에 관하여 취했던 태도는 ‘무관심과 비난’이라

는 말로 요약될 수 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전통적으로 인식론자들이 지식의 추구를

개개인들이 홀로 수행하는 활동으로 여겨왔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증언에 기초

하여 믿음을 형성할 때 주체는 증언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이며, 따라서 그들에게는 증언에 주목할 동기가 없었던 것이다. 플라톤(Plato)이

나 로크(John Locke)의 문헌에서 증언에 대한 언급이 발견되지만, 그들의 관심은 증

언에만 기초하여 형성된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는 것을 역설하는 정도에 머무른다. 다

만 예외적으로 흄(David Hume)과 리드(Thomas Reid)는 지식의 원천으로서의 증언

의 가능성을 긍정하였으며, 그들의 이론은 오늘날의 논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

다. 이와 관련해서는 Ⅲ장 2절에서 자세히 검토할 것이다. 오늘날 인식론자들이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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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할 점들이 있다. 첫째, 증언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하는 모든 진

술들이 증언일 수 있는가? 오늘날 증언을 다루는 논자들은 적어도 단언

하기(assertion)를 수행하는 진술들만이 ‘증언’의 외연에 포함될 수 있다

는 것에 대체로 동의하는 것 같다. 다시 말해 그들은 오직 화자가 어떤

문장을 발화함으로써 “자신이 참이라고 표상하는 명제를 제시하는 행

위”(Adler 2006)를 수행할 경우에만, 그의 진술이 증언일 수 있다고 본

다. 만일 화자가 단언하기가 아닌 예컨대 비꼬기나 허구적인 이야기하기

와 같은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어떤 진술을 한다면 그 진술은 증언일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그들이 어떤 단언이라도 증언일 수 있다는 것에 합

의하는 것은 아니다. 한 진술이 증언이기 위해 (단언이어야만 한다는 조

건 외에) 또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하는가는 논쟁적인 사안이다.5 본

논문에서는 적어도 단언하기를 수행하는 진술들만이 증언일 수 있다는

것을 수용한 채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둘째, 당연한 말로 들리겠지만 논자들은 증언에 기초해서 형성된 모

든 경험적 믿음이 정당화된 믿음인 것은 아니라는 것에 합의한다. 그러

에 주목하게 된 것은 20세기 중반 무렵에 사회적 관행과 제도가 지식의 추구에 어떻

게 기여하는가를 밝히고자 하는 움직임이 ‘사회적 인식론(social epistemology)’라는

명칭을 얻을 만큼 활발해지면서부터이다. 사회적 인식론의 등장과 발전에 관해서는

Goldman & Blanchard(2001)을 참고하라.  
4 오늘날 증언이 경험적 지식의 원천일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논자는 없다. 그러나

수학적 판단, 도덕적 판단, 미적 판단의 경우에는, 그런 류의 판단들은 증언에만 기초

해서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직관이 그럴 수 있다는 직관보다 훨씬 우세한 듯 보인다.

수학적 판단과 관련해서는 Williams(1972)를, 도덕적 판단과 관련해서는

Hopkins(2007), Hills(2009), McGrath(2010)을 참고하라. 본 논문의 주제인 미적 판단

과 관련해서는 Ⅱ장에서 자세히 검토할 것이다.

5 예컨대 코디(C.J.A.Coady)나 그레이엄(Peter Graham)은 어떤 진술이 증언이기 위해서

는 화자가 청자에게 정보를 전달할 의도를 가지고 그 진술을 해야만 한다고 주장하지

만, 프릭커(Elizabeth Fricker), 소사(Ernst Sosa), 오디(Robert Audi), 래키(Jennifer

Lackey)는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증언의 정의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Lackey 2008 : 13-36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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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체가 증언에 기초해서 정당화된 경험적 믿음을 얻기 위해 어떤 조

건들을 만족시켜야만 하는가는 논쟁적인 사안이다. 쟁점 하나를 언급하

자면, 논자들은 증언자가 자신이 증언하는 바를 믿는 데에 정당화되어야

만 하는가를 두고 다툰다. 그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에 의하면,

증언의 과정은 마치 사람들이 양동이를 들고 나란히 서서 물(정당화된

믿음)을 ‘전달(transmit)’받는 과정과 같다. 그 줄의 시작점이 되는 사람

이 그 물을 다른 원천(지각, 기억, 추론 등)으로부터 얻고 나머지 사람들

이 그 물을 차례로 ‘전달’받게 된다는 식이다.6 반면에 어떤 이들은 증언

은 단순히 정당화된 믿음을 ‘전달’하는 종류의 원천이 아니라, ‘생성

(generate)’하는 종류의 원천이라고 주장한다. 말하자면, 증언자가 자신이

증언하는 바를 믿는 데 정당화되지 않더라도, 주체는 그의 증언에만 기

초해서 정당화된 믿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7

또 다른 쟁점은, 주체가 증언에만 기초하여 정당화된 경험적 믿음을

얻기 위해 증언자의 다른 증언들이 사실과 일치한다는 것을 충분히 관찰

할 필요가 있는가이다. 이는 이른바 환원주의(reductionism)와 비환원주

의(non-reductionism) 사이의 핵심 쟁점이기도 하며, 필자는 이에 관하

여 Ⅲ장 2절에서 보다 상세하게 검토할 것이다. 요컨대 이렇듯 논자들은

주체가 증언에만 기초하여 정당화된 경험적 믿음을 얻기 위해 만족되어

야만 하는 조건들이 무엇인가를 두고 다투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을 진행하기 위해 그 논쟁에 참여할 필요는 없다. 앞

으로 보겠지만 본 논문은 많은 미학자들이 다음을 자명한 사실로 믿어왔

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 우리는 증언에만 기초해서 경험적 믿음을

6 물 전달하기의 비유는 래키가 Lackey 2008 : 1에서 든 비유를 가져온 것이다.

7 래키는 증언은 지식을 전달하는 종류의 원천이라는 주장을 ‘전달 논제(transmission

thesis)’라고 명명한 후, 그 논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화자는 그의 믿음

과 더불어 그 믿음이 소유한 인식적 속성들을 청자에게 전달할 때 지식은 증언을 통

해 획득된다.” 래키에 따르면, 증언에 대한 논의에서 거의 모든 논자들이 전달 논제를

수용하며, Graham 2000, Kusch 2002, Lackey 2008만이 그 논제를 거부한다. 이에 관

해서는 Adler 2006의 section 4와 Lackey 2008 : 37-102를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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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여기는 반면에, 증언에만 기초해서

미적 판단을 형성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여긴다. 이해를 돕기 위

해, 증언자가 자신이 증언하는 바에 대해 정당화된 믿음을 갖고 있기만

하면 그의 증언에만 기초해서 정당화된 믿음을 얻을 수 있다고 가정해보

자. 많은 미학자들의 믿음에 따르면, 증언자가 자신이 증언하는 바에 대

해 정당화된 믿음을 갖고 있어야만 한다는 조건이 만족되더라도, 그 믿

음(또는 판단)의 내용이 대상이 어떤 미적 속성이나 가치를 갖고 있다는

내용일 경우, 우리는 그러한 판단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여긴다. 다시 말

해 증언에만 기초해서 경험적 믿음을 얻기 위해 어떤 조건들이 만족되어

야 하든 그 조건들이 모두 만족된 상황에서도, 미적 판단은 증언에만 기

초해서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직관이라는 것이다. 이를 논

하기 위해서라면, 경험적 영역에서 증언에만 기초한 믿음을 얻기 위해

어떤 조건이 만족되어야만 하는가를 결정할 필요까지는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필자는 위의 두 가지를 포함한 관련 쟁점들에 있어서 누구의

편도 들지 않음을 여기서 명시해두겠다.

지금까지 필자는 증언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세 가

지 사항을 검토하였다. 첫째, 우리는 증언에만 기초하여 정당화된 경험적

믿음 및 경험적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둘째, 적어도 화자가 어떤 진술로

단언하기를 수행할 경우에만 그의 진술은 증언일 수 있다. 셋째, 증언에

만 기초해서 정당화된 경험적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만족시켜야만 하는

조건들이 있다. 필자 또한 이것들을 받아들인 채 본 논의를 진행할 것이

다.

2. 미적 실재론

미적 실재론자(aesthetic realist)는 미적 속성(aesthetic property)이나

가치(value)가 대상 내에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 입장에 의하면, 어떤

대상이 아름다운가의 여부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욕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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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와 독립적이다. 만일 어떤 대상이 아름답다면, 그리

고 당신이 그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지각’한다면, 당신은 그 대상이 아

름답다고 믿게 될 것이다. 물론 당신은 그 대상을 본 후 감탄이나 좋아

함과 같은 비인지적인 반응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반응은 당신이

그 대상의 아름다움을 ‘정확하게 지각’했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이지, 당

신이 그렇게 반응했기 때문에 그 대상이 아름다워지는 것은 아니다.

반면에 미적 반실재론자(aesthetic anti-realists)는 미적 속성이나 가

치는 대상 내에 존재하지 않으며, 그런 것들의 존재는 우리와 독립적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 입장에 의하면, 어떤 대상이 아름답다는 것은 우

리의 인지적 혹은 비인지적 반응이 대상에 ‘투사’된 결과이다. 당신이 어

떤 대상을 본 후에 감탄이나 좋아함과 같은 반응을 하게 된다면, 그런

반응들이 ‘투사’된 결과로 그것에 아름다움이 귀속된다. 말하자면 그 대

상이 아름답기 때문에 당신이 그런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이 그렇게 반응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다워지는 것이다.8

이처럼 미적 실재론과 반실재론 사이의 핵심 쟁점은 ‘미적 속성이나

가치는 어떤 존재론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이다. 그러나 논자들은 우

회로를 택하여 논쟁하기도 한다. 그 우회로란 ‘미적 판단은 어떤 인식론

적 혹은 의미론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즉 ‘미적 판단을 수용할 때

주체의 심적 상태는 믿음인가?’, ‘만일 그렇다면, 미적 판단은 객관적인

진리조건을 가지는가?’를 두고 다투는 것이다. 이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

면, 일반적으로 미적 실재론자는 다음을 주장한다고 이해된다.

• 미적 실재론자의 주장 : 미적 판단은 믿음을 표현하며 객관적인 진리조

건을 가진다.9

8 미적 실재론과 반실재론에 대한 이상의 개괄은 주동률 1995를 참고.

9 이와 관련해서는 Bender 2003 참고. “미적 속성들에 대하여 [실재론을 주장한다는 것]

은 미적 술어들의 귀속이 객관적인 진리조건을 갖는다는 것을 수용하는 것이

다.”(Bender 2003 :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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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 실재론자의 주장과 관련하여 두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첫째,

미적 실재론이기 위해 미적 속성이나 가치가 마치 물리적 속성과 같은

양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할 필요는 없다. 예컨대 미적 실재론자는 아름

다움이 마치 음이온과 같이 인간의 반응과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

할 필요는 없으며, 그런 주장을 하는 미적 실재론자는 없는 것 같다. 그

보다 그가 실제로 주장하는 바는 미적 속성이나 가치가 마치 색 속성과

같이 존재한다는 것, 달리 말하면 미적 판단이 색 판단과 진리조건의 측

면에서 유사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색 판단의 진리치는 누군가의 특

이한(혹은 비정상적인) 반응과 독립적으로 결정된다고 이해된다. 이를테

면 누군가가 불의의 사고 후에 색을 보는 능력에 이상이 생겨서 그 전에

는 빨간색으로 봤던 것들을 이제는 파란색으로 본다고 해보자. 그리고

그에게 빨간색 사과를 보여주었다고 해보자. 그의 눈에는 분명 그 사과

가 파란색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과는 파란색이다>라

는 판단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의 특이한 지각 반응을

참조하지 않는다. 요컨대 미적 실재론자는 마치 색 판단이 누군가의 특

이한 반응과 독립적인 진리조건을 갖는 것처럼, 미적 판단 또한 그와 마

찬가지의 진리조건을 갖는다고 주장한다.10

둘째, 누군가가 미적 판단은 믿음을 표현하며 객관적인 진리조건을

가진다고 주장하더라도 그는 미적 실재론자가 아닐 수 있다.11 그러나 미

적 실재론이기 위한 충분조건이 무엇인가는 그렇게 간단하게 논할 수 있

10 Bender 2003 : 83-84 참고.

11 예를 들어 맥키(John Mackie)가 도덕적 판단과 관련하여 발전시킨 오류이론(error

theory)을 생각해보자. 오류이론에 의하면, 도덕적 판단은 믿음을 표현하기에 참이거

나 거짓일 수 있으며 객관적인 진리조건을 가지지만, 도덕적 속성이나 사실은 존재하

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도덕적 판단들은 거짓이다(Mackie 1977). 오류이론은

반실재론으로 분류되기에, 만일 미적 판단에 관하여 오류이론을 주장하는 이가 있다

면, 그 입장은 미적 판단이 믿음을 표현하며 객관적인 진리조건을 가진다고 주장하되

미적 실재론으로 분류되지 않는 사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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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안이 아니다. 이에 필자는 본 논문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미적 실

재론자의 주장 하나를 공식화한 것에 만족할 것이다.

본 절을 마무리하기 전에, 미적 실재론을 부정하는 입장들을 살펴보

자. 다양한 입장들이 있지만 본 논문에서 언급될 입장들의 핵심 주장만

을 간략하게 검토할 것이다. 우선 어떤 반실재론자들은 미적 판단이 믿

음을 표현한다는 주장에 반대한다. 대표적으로 스크루턴(Roger Scruton)

은 미적 판단의 “수용 조건은 믿음이 아니라 다른 심적 상태”, 즉 감정

적 반응이라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오직 특정한 ‘경험’을 가지고 있

을 경우에만 그것[미적 판단]을 단언하거나 그것에 동의(assent) 수 있

다.” 예컨대 한 음악이 “슬프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그 음악 안에서 슬

픔을 보는 것”과 동일하다. 다시 말해 “그 음악이 슬프다는 판단에 동의

한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반응이나 경험에 동의한다는 것”, 즉 “당면

한 상황과 논리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심적 상태에 동의한다는 것”이다

(Scruton 1974 : 54-55).12

그러나 모든 반실재론자가 스크루턴처럼 미적 판단이 믿음을 표현한

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논자들은 미적 판단을 수용할

때 주체의 심적 상태는 믿음이라고 주장하되, 미적 판단이 객관적인 진

리조건을 갖는다는 것에는 반대한다. 우리는 그런 입장의 한 형태를 이

른바 주관주의(subjectivism)에서 발견할 수 있다. 미적 판단에 대한 주

관주의는 미적 문장들이 그 문장을 말하는 사람들이 대상에 대해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나 태도에 대한 명제를 표현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으로 이

12 미적 판단에 대해 정의주의(情意主義, emotivism)를 주장하는 이들 또한 미적 판단이

믿음을 표현한다는 주장에 반대한다. 예컨대 에이어(A.J. Ayer)에 따르면, 미적 판단

은 참이거나 거짓인 명제를 표현할 수 없으며, 오직 순수하게 “정서적인(emotive)” 기

능, 즉 대상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는 기능만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아름답다

(beautiful)’, ‘추하다(hideous)’와 같은 미학의 용어들은 사실을 진술하기 위해서가 아

니라 단순히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사용된다는 것

이다(Ayer 2010 : 113-114). 가령 정의주의자에게 ‘그 영화는 무척 아름답다’라고 말

하는 행위는 마치 그 영화에 대한 감탄을 표현하기 위해 환호성을 지르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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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될 수 있다.13 예컨대 누군가가 ‘그 영화는 아름답다’라고 말할 때, 그

는 자신이 그 영화를 좋아한다는 믿음을 표현한다는 것이다. 주관주의에

따르면, 어떤 대상이 아름다운지 아닌지는 결국 주체가 그 대상에 대해

어떤 태도나 감정을 취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그 점에서 그 입장은 미

적 판단이 객관적인 진리조건을 갖는다는 주장에 반대한다.

지금까지 미적 실재론이 무엇을 주장하는 입장인가를 살펴보았으며,

더불어 그 주장에 반대하는 입장들을 간단하게 검토하였다. 이제 본격적

으로 논의를 시작하자.

13 에이어는 도덕적 판단에 대한 주관주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주관주의자의 견해

는 그러한 문장들[도덕적 문장들]이 말하는 사람들의 감정에 대한 명제를 표현한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윤리적 판단은 분명히 참이거나 거짓일 수 있다. 말하는 사람

이 그와 관련된 감정을 갖는다면 그 문장은 참이고, 그러한 감정을 갖지 않는다면 거

짓일 것이다.”(Ayer 2010 : 164) 가령 주관주의자에게 ‘그 영화는 무척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행위는 마치 ‘나는 그 영화를 무척 좋아한다’라고 말하는 행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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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미적 실재론자에게 제기되는 문제

많은 미학자들은 우리가 증언에만 기초해서 경험적 판단을 형성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여기는 반면에, 증언에만 기초해서 미적 판단

을 형성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여긴다는 것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믿어왔다. 본 장에서는 그러한 믿음과 관련하여 미적 실재론자에

게 제기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1. 문제가 되는 비대칭

다음의 상황을 생각해보자. 철수는 영화를 한편 본 후, 영지에게 ‘흑

백인 영화를 봤는데, 무척 아름다웠다’고 말한다. 영지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없다. 만일 영지가 <그 영화는 흑백이다>라고 믿는다면, 그녀의 믿

음의 근거는 오직 철수의 증언뿐이다. 또한 영지가 <그 영화는 아름답

다>라고 판단한다면, 마찬가지로 그녀의 판단은 오직 철수의 증언에만

의존한 것이다. 여기서 영지가 그 영화가 흑백이라고 믿는 것이 정당화

되기 위해 어떤 조건들이 만족되어야 하든, 그것들이 모두 만족된다고

가정해보자.14 가령 (편의상) 철수가 정당화된 믿음을 증언하기만 하면

그의 증언에만 기초한 믿음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철수는

그 영화가 흑백이라고 믿는 데에도, 그 영화가 아름답다고 판단하는 데

에도 정당화되어 있다. 그 경우에 철수의 증언에만 기초한 <그 영화는

흑백이다>라는 영지의 믿음은 (가정에 의해) 정당화된 믿음이다. 그렇다

면 철수의 증언에만 기초한 <그 영화는 아름답다>라는 영지의 판단 또

한 정당화된 판단인가?

오랫동안 많은 미학자들은 우리가 증언에만 기초해서 미적 판단을

14 어떤 조건들이 만족되어야 하는가는 논쟁적인 사안이다. 여러 쟁점들이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Ⅰ장 1절에서 그 중 두 가지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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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직관을 공유한다는 것에는 논

쟁의 여지가 없다고 믿어왔다. 이를테면 토미(Alan Tormey)에 의하면,

“법과 달리, 예술에서 우리는 판단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혹은 매개 없

는 경험이 부재한 판단을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비평적 판단이 [대상

과의] 직접적인 만남에 근거하기를 요구하며, 다른 곳에서는 허락되는

인식론적으로 간접적인 증거들, 즉 추론과 권위(authority)가 여기서는

효력을 잃는다.” 예컨대 “내가 대단히 존경하는 비평가가 만토바

(Mantova)에서 새롭게 발견된 15세기 벽화가 미묘함, 규모, 착상, 표현적

깊이의 측면에서 우월하다고 보고했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내가 그

렇게 판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Tormey 1973 : 38-39).

여기서 중요한 점은, 토미가 이러한 주장을 위해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

는다는 점이다. 리빙스턴의 표현대로, 그는 그것을 “빤한 소리(truism)”

라고, 즉 “널리 수용되며, 유익하며, 순조롭게 정당화될 수 있는” 주장이

라고 생각한다(Livingston 2003 : 261).

마찬가지로 스크루턴은 미적 판단의 경우 “당신은 스스로 봐야만 하

며 다른 사람은 당신의 미적 판단을 대신 해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

(Scruton 1974: 54). 여기서도 주목할 점은, 스크루턴이 그러한 주장이

옳다는 것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믿는다는 점이다. 그에 의하면, 우

리는 증언이 미적 판단을 위한 적합한 수단일 수 없다는 직관을 공유하

며, 이는 부정할 수 없는 현상이다. 그는 미적 실재론-그의 용어로는 “지

각 이론(perceptual theory)”-은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반면에, 자신의 “감응 이론(affective theory)”은 그럴 수 있다는

점에서 우월하다고 주장한다. 요컨대 스크루턴은 우리가 증언은 미적 판

단을 위한 적합한 수단일 수 없다고 여긴다고 믿으며, 우리가 그렇게 여

긴다는 것은 경쟁하는 이론들의 설명력을 평가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을

만큼 자명하다고 믿는다.

월하임 또한 “미적 가치에 대한 판단은 도덕적 판단과 달리 대상들

에 대한 직접 경험에 기초해야만 하며, [...]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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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될 수 없다”는 주장이 심지어 ‘원리’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미학에

서 잘 확립되어 있다”고 말한다(Wollheim 1980 : 233).

더 많은 문헌들을 인용할 수도 있지만15 앞으로의 논의를 위해 필자

는 많은 미학자들이 자명하다고 믿어온 바를 공식화할 것이다. 이를 위

해 짚어둘 점이 있다. 여러 논자들이 우리가 미적 증언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공유한다고 언급할 때,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우리가 경험적 증

언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태도를 공유한다는 것을 수용한다. 예컨대 스크

루턴에 의하면, “Φ가 시각적 속성이면 내가 어떤 대상이 그것을 소유하

고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 Φ를 스스로 봐야만 한다(have to)는 것은 참

15 그 외에 다른 증거들은 다음과 같다.

• “우리는 그 시를 읽어야만 하며, 그 음악을 들어야만 하며, 그 그림을 봐야만 한다

[...] 그런 다음 미적 장점-용어(merit-term)가 그것에 적용되는가의 여부를 판단하거

나 결정해야만 한다.”(Sibley 2001 : 99)

• “우리는 작품을 직접 지각해야만 한다.”(Eaton 1994 : 392)

• “미적 가치에 대한 판단은 [...] 그 대상들에 대한 직접 경험에 기초해야만 한

다.”(Tanner 2003 : 33)

• “우리는 한 예술작품의 미적 가치를 감상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경험해야만 한다

[...] 예술작품의 미적 가치는 오로지 그것들을 직접 경험한 경우에만 출현한

다.”(Goldman 2006 : 333)

위의 논자들은 미적 판단은 대상에 대한 직접 경험에 기초해야만 한다는 직관을 드

러내고 있다. 중요한 점은, 그들 또한 우리가 그러한 직관을 공유한다는 것에는 논쟁

의 여지가 없다고 믿는다는 점이다. 사실 그들이 ‘직접 경험’으로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는가는 명확하지 않다. 직접 경험에는 당연히 대상과 물리적으로 만나는 것이 포함

될 것이다. 또한 보다 폭넓게는 복제품이나 사진을 통해 대상을 접하는 것, 심지어 대

상의 비미적 속성들에 대한 최대한 자세한 기술을 통해 대상을 접하는 것까지 포함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직접 경험’의 외연을 아무리 넓혀도 증언이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① 미적 판단은 대상에 대한 직접 경험에 기초해야만 한

다는 직관에는 ② 증언에만 기초해서는 정당화된 미적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직관이

포함되어 있다. 요컨대 위의 논자들이 우리가 직관 ①을 공유하고 있다고 믿을 때 그

믿음에는 우리가 직관 ②을 공유한다는 믿음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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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다. [...]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Φ가 거기에 있다고 말할 논리적으

로 결정적인 이유를 줄 수 있다.”(Scruton 1974 : 54) 이를 고려하여, 필

자는 많은 미학자들이 오랫동안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믿어온 바를 다음

과 같이 공식화한다. 편의상 ‘AJ(Aesthetic Judgement)’라고 부르자.

• AJ : 우리는 증언에만 기초해서 경험적 믿음을 형성하는 것은 정

당화될 수 있다고 여기는 반면에, 증언에만 기초해서 미적 판단을 형

성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여긴다.

AJ와 관련하여 밝혀둘 점이 있다. AJ에 의하면, 우리는 증언에만 기

초한 미적 판단이 정당성을 결여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여긴다.

그런데 혹자는 우리가 증언에만 기초한 미적 판단에는 다른 어떤 측면에

서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 것 같다고 지적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누군

가가 증언에만 기초해서 <그 영화는 아름답다>라고 판단하게 되었다고

해보자. 그 영화를 직접 본 후 그렇게 판단하게 된 사람에 비해 그에게

는 생생함이 결여되어 있을 것이다. 또한 만일 그에게 그 영화가 어떤

의미에서 아름답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본다면, 아마도 그는 제대로 답

변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말하자면 혹자는 많은 미학자들이 우리가 증언

에만 기초한 미적 판단에는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여긴다고 믿을 때, 어

쩌면 그들이 염두에 둔 것은 주체에게 생생함이 결여되어 있다는 측면이

나 주체가 자신의 판단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모른다는 측면일 수 있

다고 지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했지만 많은 미학자들은 증언에만 기초한 경험적

믿음에 대한 우리의 직관과 증언에만 기초한 미적 판단 사이에 대한 우

리의 직관 사이에 비대칭이 있다고 믿어왔다. 그런데 경험적 영역에서도

증언에만 기초한 믿음은 주체에게 생생함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또는 주체가 자신의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모른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예컨



- 18 -

대 증언에만 기초해서 <그 영화는 흑백이다>, <그 남자는 대머리이다>

와 같은 믿음들을 갖게 된 사람과 대상을 직접 보고 그러한 믿음들을 갖

게 된 사람을 비교해보라. 전자의 경우 후자의 경우와 달리 주체에게 생

생함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또는 주체가 스스로의 믿음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른다는 점에서, 전자의 믿음들에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그러한 측면들에 주목하는 것으로는 경험적 영역과 미적 영역 사

이에는 증언과 관련하여 우리의 직관상에 비대칭이 있다는 많은 미학자

들의 믿음을 포착할 수 없다. 경험적 영역에서든 미적 영역에서든 증언

에만 기초한 판단이 그러한 측면들에서 문제가 있는 듯 보인다는 것은

논할만한 가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본 논문이 다루고자 하는 사안이

아님을 여기서 말해두겠다. 이제 AJ가 누구에게 문제가 되는가를 보자.

2. 미적 실재론자와 비대칭

AJ가 참이라는 것에 논쟁의 여지가 없다는 많은 미학자들의 믿음은

미적 실재론자에게 문제를 제기한다. 그의 주장대로 미적 속성이나 가치

가 대상 내에 존재하고 있어서 대상에 ‘정상적’으로 반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일하게 판단할 것임이 틀림없다면, 우리는 왜 증언에만 기초해

서는 정당화된 미적 판단을 형성할 수 없다고 여기는가? 예컨대 앞 절을

시작하면서 언급했던 상황을 다시 생각해보자. 철수가 <프란시스 하>의

아름다움에 ‘정상적’으로 반응했다면, 그리고 영지가 그 사실을 알고 있

다면, 영지는 철수의 증언에만 기초해서 그 영화가 아름답다고 판단하는

데에 정당화될 수 있어야만 하는 것 아닌가? 마치 우리가 철수의 증언에

만 기초하여 형성된 <그 영화는 흑백이다>라는 영지의 믿음이 정당화된

믿음일 수 있다고 여기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는 왜 미적 영역에서는 증

언에만 기초한 판단은 정당화된 판단일 수 없다고 여기는가? 요컨대 AJ

는 미적 실재론이 거짓임을 암시한다.16

당연하게도 AJ가 참일 경우에만 그것은 미적 실재론자를 위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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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앞서 검토했듯이 많은 미학자들은 AJ가 참이라는 것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믿어왔다. 그들의 믿음이 옳다면 우리는 미적 실

재론자에게 우리들 사이에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해야만

한다고 요구할 수 있다.17

이 지점에서 생각의 방향을 바꾸어 보자. AJ는 미적 반실재론자에게

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가? 다시 말해 미적 실재론을 부정한다면 우리

들 사이에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순조롭게 설명될 수 있는가?

적어도Ⅰ장 2절에서 검토했던 두 형태의 반실재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그

럴 수 있으며, 본 절의 나머지에서 그들이 제공할법한 설명을 거칠게 그

려볼 것이다.

먼저 스크루턴처럼 미적 판단을 수용할 때 주체의 심적 상태는 (믿

음이 아니라) 감정이라고 주장하는 반실재론자라면, AJ를 어떻게 설명하

겠는가? 이를 위해 AJ가 주체에게 증언만이 주어진 상황을 대상으로 삼

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자. 주체는 대상과 직접 마주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담은 그림, 사진, 동영상 또는 그것에 대한 가능한 자세

한 기술을 접한 적도 없다. 이를 염두에 두면 상기의 반실재론자가 AJ에

16 이는 필자만의 주장이 아니다. 여러 논자들이 AJ가 미적 실재론이 거짓임을 암시한

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Scruton 1974 : 54, Pettit 1983 : 25-27. Hopkins

2000 : 234, Meskin 2007 : 109을 참고하라. 그 뿐만이 아니다. 우리는 도덕적 증언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태도를 공유하는 것 같다. 예컨대 내가 사형제도가 무엇 때문에

나쁜가에 대한 고찰 없이 ‘사형 제도는 나쁘다’는 당신의 증언만 듣고 그렇게 판단하

다면, 나의 판단에는 분명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직관인 것 같다. 맥그래

스는 우리가 그러한 직관을 공유하는 듯 보이는 현상이 도덕적 실재론자에게 문제를

제기한다고 논한 바 있다(McGrath 2010).

17 AJ가 미적 실재론이 거짓임을 암시한다는 것은 둘 사이에 논리적인 관계가 성립한다

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필자는 둘 사이에 어느 한쪽이 거짓이면 다른

한쪽이 참인 그러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필자는 우리가 미적 실재론자에

게 AJ가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해보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할 뿐이다. 이에 대해

미적 실재론자는 AJ가 미적 실재론을 거부할 동기를 주더라도, 면밀하게 검토해보면

그것은 미적 실재론과 일관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반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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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제시할법한 설명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 경험적 믿음의 경우와 달

리, 우리는 증언에만 기초해서 미적 판단을 형성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여긴다. 왜냐하면 경험적 믿음의 경우와 달리, 미적 판단을 수용

할 때 주체의 심적 상태는 감정인데, 증언은 주체에게 대상에 대한 어떤

감정을 유발할 정도의 자극을 줄 수 없기에 증언에만 기초해서는 미적

판단을 형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미적 판단에 대해 주관주의를 주장하는 이들, 즉 미적 판

단이 믿음을 표현한다고 주장하되 그것이 객관적인 진리조건을 갖고 있

다는 것에는 반대하는 이들이라면, AJ가 발생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

겠는가? 필자는 그가 이른바 자기지식(self-knowledge)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18 일반적으로 ‘자기지식’이란 <나는 고통

스럽다>와 같은 자신의 현재의 심적 상태에 관한 믿음을 의미한다. 전통

적인 이해에 따르면, 주체는 자신의 현재의 심적 상태에 관하여 내성

(introspection)19이라는 특권적인 접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

의 현재의 심적 상태에 관한 주체의 믿음은 결코 틀릴 수 없다. 예를 들

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다고 말하더라

도, 만일 내가 (지금 고통을 느끼지 않아서) <나는 지금 고통스럽지 않

다>고 믿는다면 나의 믿음은 결코 거짓일 수 없다. 요컨대 주체는 자신

의 현재의 심적 상태에 관한 한 특권적인 접근 능력을 갖고 있으며, 이

는 곧 증언은 자기지식의 원천일 수 없음을 의미한다. 만일 반실재론자

가 자기지식에 대한 이 같은 이해를 활용한다면 그가 AJ에 대해 제시할

법한 설명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 경험적 믿음의 경우와 달리, 우리는

증언에만 기초해서 미적 판단을 형성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여긴

18 이에 관해서는 맥그래스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었다. 그는 증언에만 기초해서 도덕적

판단을 형성하는 것이 “다른 많은 영역들에서보다 더 문제적인 듯 보이는” 현상에 대

해 주관주의자가 자기지식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를 활용하여 설명을 제시할 수 있다

고 스케치한다(McGrath 2010 : 18-19).     
19 일반적인 철학적 용법에 의하면 ‘내성’은 주체가 자신의 현재의 의식 상태를 직접 관

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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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왜냐하면 경험적 믿음의 경우와 달리, 미적 판단의 진리치는 주체가

문제의 대상에 대해 어떤 태도나 감정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데, 주체는 자신의 현재의 심적 상태에 관한 한 특권적인 접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필자는 미적 실재론자의 주장을 거부할 때 AJ와 같은 현

상이 발생하는 이유가 순조롭게 설명될 수 있음을 보였다. 혹자는 필자

가 스케치한 설명들이 겉보기에만 그럴듯할 뿐 따져보면 문제점을 가지

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가 이러한 작업을 해본 이유는

AJ가 미적 실재론자에게 불리한 증거가 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였으

며, 그 정도의 목표는 달성했다고 본다.20

20 영미 미학에서 미적 증언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발전된 것은 홉킨스가 2000년에

「아름다움과 증언(Beauty and Testimony)」을 발표한 이후부터이다. 말하자면 그 후에

야 그 관계를 단독으로 다루는 논문들이 출판되었고, 여러 논자들이 쟁점들을 공유하기

시작했으며, 그들 사이에 나름의 경쟁구도가 형성되었다. 참여 논자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Hopkins(2000, 2011), Meskin(2004, 2007), Laetz(2008), Gorodeisky(2009),

Robson(2012, 2013, 2015), Whiting(2015), Andow(2015). 그들 사이의 가장 큰 쟁점은

‘증언은 미적 지식의 원천일 수 있는가?’이다. 그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입장이 ‘낙관주의

(optimism)’, 그럴 수 없다고 주장하는 입장이 ‘회의주의(pessimism)’라고 불린다(Robson

2015 : 2). 일반적으로 메스킨, 랫츠, 롭슨이 낙관주의자로, 나머지 논자들이 회의주의자

로 분류된다. 정리하면 그들의 논의는 ‘많은 미학자들이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믿어온

바(회의주의)에 이견을 제시하려는 논자들 대 그러한 시도에 응수하여 회의주의를 이론

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논자들 사이의 경쟁’으로 요약된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그 두 입장 사이의 싸움에 끼어든다는 것은 곧 ‘증언은 미적 지

식의 원천일 수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노력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그러나 미학에서 증언이 화두가 될 때, 필자는 다음의 문제들이야말로 우리가 진정

으로 궁금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1) 많은 미학자들의 믿어온 대로 경험적 영역과

미적 영역 사이에 증언과 관련하여 우리의 직관상에 비대칭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그러

한 비대칭이 발생하는가? 그리고 (2) 그러한 비대칭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미적 판

단의 본성에 관하여 무엇을 알려주는가? 아마도 (1)과 (2)는 동떨어진 문제가 아닐 것이

다. 본 절에서 검토했듯 미적 반실재론으로 분류되는 몇몇 입장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1)의 답을 순조롭게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곧 우리에게 미적 판단의 본성에 관하

여 그러한 입장들이 옳다는 것을 말해준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회의주의 대 낙관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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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미적 실재론자의 가능한 대응과 그 난점

1. 미적 실재론자의 가능한 대응

상술했듯 오랫동안 많은 미학자들은 다음을 자명하다고 믿어왔다.

• AJ : 우리는 증언에만 기초해서 경험적 믿음을 형성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있다고 여기는 반면에, 증언에만 기초해서 미적 판단을 형성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여긴다.

AJ는 미적 실재론이 거짓임을 암시한다. 미적 실재론자의 주장대로 미적

믿음(aesthetic belief)21이 (경험적 믿음과 마찬가지로) 주체가 누구든 그

것과 독립적으로 진리치가 결정되는 부류라면, 우리는 (경험적 믿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증언에만 기초해서도 정당화된 미적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여겨야만 하는 것 아닌가? 많은 미학자들이 AJ가 참이라는 것에

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믿어왔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미적

실재론자에게 우리들 사이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를 설명해야만

한다고 요구할 수 있다.

미적 실재론자는 이러한 문제제기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본

절에서 필자는 미적 실재론자의 편에 서서 그가 취할 수 있는 대응을

모색할 것이다. 그 대응의 핵심은, 미적 실재론자가 AJ가 참이라는 것에

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는 많은 미학자들의 믿음이 잘못된 추론에 의한

것임을 주장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우선 미적 실재론자

구도로 논의를 진행하기보다는, 위의 두 문제들, 특히 (2)에 집중할 것임을 여기서 밝혀

둔다.

21 본 장에서는 ‘미적 판단’이 아닌 ‘미적 믿음’을 사용할 것이다. 미적 실재론자는 미적

판단을 수용할 때 주체의 심적 상태를 믿음이라고 보므로, 그들의 용법을 따르는 것

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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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들이 다음의 추론에 의해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전제 1. 우리는 경험적 영역에서와 달리 미적 영역에서는 증언에만 기초

한 믿음을 단언하는 것을 부적절하게 여긴다.

전제 2. 우리가 그렇게 여기는 이유는 오직 우리가 경험적 영역에서와

달리 미적 영역에서는 증언에만 기초해서는 정당화된 믿음을 얻을 수

없다고 여긴다고 가정할 경우에만 설명될 수 있다.

결론. 우리는 경험적 영역에서와 달리 미적 영역에서는 증언에만 기초해

서는 정당화된 믿음을 얻을 수 없다고 여긴다.

그런 다음 미적 실재론자는 위의 추론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일단 전제 1이 거짓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명백

하게도 우리는 경험적 영역에서는 증언에만 기초한 믿음을 단언하는 것

이 적절할 수 있다고 여기는 반면에, 미적 영역에서는 증언에만 기초한

믿음을 단언하는 것을 거의 언제나 부적절하다고 여기는 것 같다. 예컨

대 영지가 ‘영화 <곡성>은 무척 지루하다’라고 단언한다고 해보자. 그리

고 실은 영지가 그 영화를 직접 본적이 없으며 증언만을 듣고 그렇게 믿

게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고 해보자. 그 경우에 우리는 영지의 단언

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여긴다. 우리는 “뭐야, 직접 본 게 아니야? 그

러면 ‘지루하대’라고 말했어야지!”라고 비난할 수 있으며 우리의 비난은

합리적인 듯 보인다. 심지어 영지에게 그렇게 증언해 준 사람이 뛰어난

심미안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받는 영화 평론가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반면에 영지가 증언만을 듣고 ‘그 영화는 156분의 상영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단언한다면, 우리는 영지의 단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

지 않는다. 만일 어떤 사람이 영지에게 “‘가지고 있대’라고 말했어야지!”

라고 요구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 요구가 너무 엄격하다고 생각할 것

이다. 정리하면 증언에만 기초한 경험적 믿음을 단언하는 것(줄여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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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에만 기초한 경험적 단언’)에 대한 우리의 직관과 증언에만 기초한 미

적 믿음을 단언하는 것(줄여서 ‘증언에만 기초한 미적 단언’)에 대한 우

리의 직관 사이에는 비대칭이 있는 것 같다.22 이를 다음과 같이 공식화

하자. 편의상 ‘AA(Aesthetic Assertion)’라고 부르겠다.

• AA : 우리는 증언에만 기초한 경험적 믿음을 단언하는 것은 적절

할 수 있다고 여기는 반면에, 증언에만 기초한 미적 믿음을 단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여긴다.

전제 2는 어떤가? 얼핏 보기에 그것을 부정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를 위해 우리가 어떤 경우에 누군가의 단언을 부적절하다고 평

가하는지를 생각해보자. 단언의 주된 목적은 정보 전달로 이해되는 바,

누군가가 무언가를 모르면서 그것을 단언할 때 우리는 그의 단언을 부적

절한 것으로 여긴다는 주장은 상식의 수준에서 수용될 수 있다.23 그렇다

22 많은 논자들이 이러한 현상을 지적한다.

•“‘쿠체(J.M.Coetzae)의 <슬로우 맨(Slowman)>은 위대한(great) 소설이지만 나는 그

것을 읽어본 적이 없다’라는 진술은 논리적 모순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이하게

들린다,”(Gorodeisky 2010 : 53)

•“내가 <다우트(Doubt)>라는 영화는 탁월하다(excellent)는 당신의 말을 받아들였

다고 해보자. 그 경우에 내가 제 3자에게 ‘<다우트>는 위대해’라고 말하는 것은 이상

하다.”(Hopkins 2011 : 145)

•“‘그 영화는 절대적으로 뛰어나다(absolutely superb). 그러나 내가 그것을 본적은

없다’와 같은 단언들은 일반적으로 수용 불가하다.”(Andow 2014: 2)

•“‘<잠수종과 나비(Diving Bell and Butterfly)>는 무척 감동적인(moving) 영화다’,

‘그것은 매우 경이로운(wonderful) 소설이다. 통찰력 있고(insightful), 감동적이다. 또

한 아름답고 매혹적인(bewitching) 언어를 가지고 있다’와 같은 발화들은 해당 작품들

을 직접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다면 대단히 문제적인 듯 보인

다.”(Robson 2015 : 1).

23 그 주장은 이론적으로도 뒷받침될 수 있다. 최근 언어 철학자들은 단언의 규범들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키고 있다. 그 논의의 쟁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단언

은 올바르다(correct)거나 적절하다 또는 그릇되다(incorrect)거나 부적절하다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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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우리가 증언에만 기초한 미적 단언을 부적절하게 여기는 이유에 대한

직관적으로 호소력 있는 설명은 무엇일까? 바로 ‘우리는 무언가를 모르

면서 그것을 단언하는 것을 부적절하게 여기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증언에만 기초해서는 정당화된 미적 믿음(따라서 미적 지식)을 얻을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아닐까?

심지어 이는 그 이유에 대한 유일한 설명인 듯 보인다. 달리 무슨

설명이 있겠는가? 물론 우리가 누군가가 무언가를 모르면서 그것을 단언

할 때만 그의 단언을 부적절하게 여기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단언을 평가할 때 그가 “눈치가 있는지, 사리분별이 있는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배려하고 있는지”(Hopkins 2011 : 145)등을 고려한다. 그러나 명

백하게도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증언에만 기초한 미적 단언을 부

를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단언은 규범들(norm)의 지배를 받는다. 그렇다면 그 중

에서 단언의 본성과 밀접하게 연관된 규범이 있는가? 만일 있다면, 그 규범의 내용은

무엇인가?’ 윌리엄슨(Timothy Williamson)을 비롯한 여러 논자들은 우리들 사이에는

(거칠게 말해서) <무언가를 모르면서 그것을 단언해서는 안 된다>와 같은 내용의 규

범이 존재하며, 그 규범이 단언과 다른 화행들을 구별 짓는다고 주장한다. 윌리엄슨에

의하면 우리는 ‘비가 오고 있지만 나는 비가 오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라는 단언을 직

관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여기는데, 바로 그러한 사실이 그 같은 주장이 옳다는 증거가

된다(Williamson 2000 : 243). 말하자면 우리가 무언가를 모르면서 그것을 단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여긴다는 주장은 그들의 이론적인 뒷받침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이는 논쟁적인 사안으로, 화자가 적절하게 단언하기 위해 자신이 단언하는 바를 알고

있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논박하는 이들도 있다. 그들은 <참인 것만을 단언하라>,

<당신이 믿는 것만을 단언하라>, <당신이 정당하게 믿는 것만을 단언하라>, <당신

이 적절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만 단언하라>와 같은 내용의 규범들을 대안

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필자는 우리들 사이에 <무언가를 모르면서 그것을 단언해서는

안 된다>와 같은 내용의 규범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필자가 지

금 모색하고 있는 전략을 발전시키는 데에 유용하다. 필자는 미적 실재론자에게 유리

하도록 논의를 끌고 가더라도 그가 결국 문제제기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것

을 보이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염두에 두면, 그러한 가정은 용인될

수 있을 것이다. 단언의 규범들에 대한 논의와 관련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Pagin(2007)의 section 6.2를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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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하게 여긴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컨대 <곡성>의 감독이 있는 자리

에서 영지가 옆 사람에게 ‘그 영화는 무척 지루하다’라고 그 감독이 듣지

못하게 속삭였다고 해보자. 즉 영지는 감독이 기분이 상하지 않게 조심

성을 발휘하였다. 그럼에도 영지가 증언에만 기초해서 그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우리는 그녀의 단언을 부적절하게 여긴다.

요컨대 우리는 거의 모든 대화 상황에서 증언에만 기초한 미적 단언을

부적절하게 여기는 듯 보이며, 이에 대한 유일하게 그럴듯한 설명은 ‘증

언에만 기초한 미적 단언의 경우 화자가 실은 자신이 단언하는 바를 믿

는 데에 정당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또는 화자가 자신이 단언하는 바를

모르기 때문이다)’인 것 같다.

그러나 미적 실재론자는 전제 2가 거짓임을 밝힘으로써 많은 미학자

들의 믿음과 달리 AJ가 참인지 아닌지는 논쟁적인 사안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미적 실재론자는 AJ를 참으로 가정하

는 설명이 AA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직관적으로 호소력 있는 설명임

을 인정하더라도, 보다 깊이 고찰해보면 다른 명제를 참으로 가정하는

설명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일 수 있다. 미적 실재론자가 그러한 설명을

제시하는 데에 성공한다면, 그는 AJ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는 많은 미

학자들이 잘못된 추론으로 인해 오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할 근거를 마련

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고찰을 통해 미적 실재론자가 AJ가 거짓임을 밝

혀낸 것은 아니다. 다만 그는 AJ가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해보라는 누군

가의 요구에 대해, AJ가 참이라는 것을 먼저 입증하라고 대응할 수 있

다.24

24 필자는 이러한 전략에 대한 아이디어를 롭슨에게서 얻었다. Ⅱ장 3절에서 밝혔듯,

2000년 이후에 시작된 증언의 문제에 대한 영미 미학자들의 논의에서 가장 큰 쟁점은

‘증언이 미적 지식의 원천일 수 있는가?’이다. 롭슨은 그럴 수 있다는 입장인 낙관주

의를 지지한다. 롭슨은 먼저 이른바 ‘단언으로부터의 논변(argument from assertion)’

이 회의주의를 지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논변이라고 주장한다. 그 논변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우리는 경험적 영역에서와 달리 미적 영역에서는 증언에만 기

초한 미적 단언을 부적절하게 여긴다. 오직 회의주의를 참으로 가정할 경우에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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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미적 실재론자가 문제제기에 대응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였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i) 많은 미학자들은 오직 AJ가 참이라고 가정할 경우에만 AA라는 현상

이 발생하는 이유가 설명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다. 그들은 따라서 AJ

가 참이라는 것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믿는 것 같다.

(ii) 그러나 많은 미학자들이 믿고 있다고 추정되는 바와 달리 오직 AJ

를 가정할 경우에만 AA가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AJ를 가정하지

않으면서도, 미적 실재론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설명은 가능하다.

(iii) 따라서 AJ가 참이라는 것에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iv) 따라서 누군가가 미적 실재론자에게 AJ를 설명해보라고 요구하려면

그는 먼저 AJ가 참이라는 것을 입증해야만 한다.

위의 전략의 핵심은 (ii)에 있다. 우리가 경험적 영역에서와 달리 미

적 영역에서는 증언에만 기초한 단언을 부적절하게 여기는 이유에 대해,

미적 실재론자는 1) AJ가 참임을 가정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2) 미적 실

재론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설명을 제시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 필자

는 2~3절에서 두 가지 설명을 구성할 것이다. 하나는 ‘우리는 (경험적 영

역에서와 달리) 미적 영역에서는 증언에만 기초해서 정당화된 믿음을 얻

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여길 뿐, 원리상으로는 가능하다고 여긴

다’를 참으로 가정하는 설명이다. 또 하나는 ‘우리는 (경험적 영역에서와

달리) 미적 영역에서는 증언에만 기초해서 정당화된 믿음을 얻는 것이

대체로 불가능하다고 여길 뿐, 극히 드물게는 가능하다고 여긴다’를 참

가 그렇게 여기는 이유가 잘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회의주의는 참이다. (Robson

2015 : 5-6) 그런 다음 롭슨은 우리가 증언에만 기초한 미적 단언을 부적절하게 여기

는 이유에 대한, 회의주의를 참으로 가정하지 않는 설명을 제시한다. (이에 관해서는

본 장의 3.2절 참고) 이러한 시도를 통해 롭슨은 회의주의를 위한 가장 강력한 논변

하나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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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가정하는 설명이다. 차례로 보자.

2. 미적 불일치의 흔함에 호소하는 설명

미적 실재론자는 1) 우리가 (경험적 영역에서와 달리) 미적 영역에서

는 증언에만 기초해서는 정당화된 믿음을 얻을 수 없다고 여긴다(AJ)고

가정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2) 미적 실재론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식

으로, 우리가 (경험적 영역에서와 달리) 미적 영역에서는 증언에만 기초

한 단언을 부적절하게 여기는(AA) 이유를 설명하는 데 성공할 수 있을

까? 본 절에서는 미적 실재론자가 다음의 명제를 가정하는 방안을 시도

할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 우리는 (경험적 영역에서와 달리) 미적 영역에서는 증언에만 기초해

서 정당화된 믿음을 얻기 위한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이 원리상으

로만 가능하다고 여긴다. 다시 말해 우리는 (경험적 영역에서와 달리) 미

적 영역에서는 증언에만 기초해서 정당화된 믿음을 얻는 것이 사실상 불

가능하다고 여길 뿐, 원리상으로는 가능하다고 여긴다.

이 명제를 참으로 가정함으로써도 AA가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할

것이다. 아마도 그 설명의 골자는 ‘우리는 무언가를 모르면서 그것을 단

언하는 것을 부적절하게 여기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증언에만 기초해

서는 정당화된 미적 믿음(따라서 미적 지식)을 얻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일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 혹자는 AJ가 아닌 위의 명제를 참으

로 가정하더라도 그것 또한 미적 실재론이 거짓임을 암시한다고 지적할

수 있다. 미적 실재론자에게는 여전히 다음과 같이 문제가 제기된다 : 미

적 실재론자의 주장대로 미적 속성이나 가치가 대상 내에 존재하고 있어

서 그것에 ‘정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일한 미적 믿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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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질 것임에 틀림없다면, 우리는 경험적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미적 영

역에서도 증언에만 기초해서 정당화된 믿음을 형성하는 것이 원리상으로

든 실제로든 가능하다고 여겨야만 하는 것 아닌가? 증언에만 기초해서

경험적 믿음을 형성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직관과 증언에만 기초해서 미

적 믿음을 형성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직관 사이에는 도대체 왜 그러한

비대칭이 있는가?

당연하게도 미적 실재론자는 이에 답할 필요가 있다. 만일 그럴 수

없다면, AJ가 아닌 다른 명제를 가정함으로써도 AA를 설명할 수 있다

는 것은 보일 수 있더라도, 그 설명이 미적 실재론과 일관적이라는 것은

보일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 절에서는 홉킨스의 제안을

검토할 것이다. 홉킨스는 위의 명제를 참이라고 가정한 후, 우리들 사이

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미적 불일치의 흔함에

호소하는 방안을 시도한다. 그러나 그 방안에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에

필자는 그 문제점을 보완하는 작업을 거칠 것이다. 그렇게 보완된 설명

은 미적 실재론과 일관적이라고 이해될 수 있으므로, 미적 실재론자는

그 설명을 채택할 수 있다.

서둘러 말하면 홉킨스의 제안의 핵심은 다음에 있다 : 미적 영역에

는 경험적 영역에 비해 불일치가 흔한 탓에, 우리는 미적 영역에서 증언

에만 기초하여 정당화된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경험적 영역에서는 만족

시킬 필요가 없는 조건 하나를 만족시켜야만 한다고 여기며,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원리상 불가능하다고 여긴다. 이러한 주장을 위해 홉킨

스는 이른바 환원주의(reductionism) 대 비환원주의(non-reductionism)25

논쟁을 활용한다. 따라서 그 두 입장을 간단하게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

하자.

25 홉킨스는 ‘환원주의’ 대신에 ‘증거 모형(evidential model)’, ‘비환원주의’ 대신 ‘전달 모

형(transmission model)’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인식론자들의

논의에서 보다 표준적으로 사용되는 ‘환원주의’와 ‘비환원주의’를 사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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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환원주의 대 비환원주의

환원주의는 흄(David Hume)에게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간의 삶에서 사람들의 증언이나 목격자들의 보고(report)로부터 기인하는 추

리(reasoning)보다 더 흔하고, 더 유용하며, 더 필수적인 것은 없다. 혹자는 이

런 종류의 추리가 인과 관계에 기반하고 있음을 거부할지도 모르겠다. 나는 길

게 반론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논변에 대한 우리의 확신

은 오로지 증언의 진실성(veracity)에 대한 관찰, 혹은 사실과 목격자의 보고 사

이의 일치에 대한 관찰에 기인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기 [때문

이다]. [...] 하나에서 다른 하나를 끌어내는 모든 추론들(inference)이 단순히 그

것들 사이의 항상적이고 규칙적인 연결(conjunction)에 토대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격률이다. 다른 어떤 [추론]이라도 그렇듯, [...] 증언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격률에 예외를 두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이어서 동일한 맥락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가 목격자와 역사가를 신용하는 이유는 증언과 실재(reality) 사이에서 어떠

한 연관성(connexion)이라도 선험적으로(a priori) 지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둘 사이의 일치를 발견하는 것에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이다. (Hume 1977 :

74-75)

위 인용문에 따르면, 증언에만 기초해서 정당화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주체가 다른 증언들이 사실과 일치한다는 것을 충분히 많

이 관찰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주체는 오직 다른 증언들이 사실과

일치한다는 것을 충분히 많이 관찰한 경우에만, 증언에 기초해서 정당화

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나와 당신은 등산을 자주 함께 한다. 나는 지도를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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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모른다. 지도를 보는 일은 늘 당신의 몫이며, 나는 방향을 선택해야할

때마다 당신의 증언에 전적으로 의존해왔다. 그 때마다 우리는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해왔다. 오늘도 우리는 갈림길을 만났다. 당신은 나에게 ‘왼

쪽으로 가면 골짜기가 있다’라고 증언한다. 이 예에서 우리의 직관은 만

일 내가 <왼쪽으로 가면 골짜기가 있다>라고 믿음을 가진다면 나의 믿

음은 정당화된 믿음일 수 있다는 것이다. 흄에 의하면 나의 믿음의 정당

성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 나는 길 찾기와 관련한 당신의 다른 증언

들이 사실과 일치한다는 것을 충분히 많이 관찰했으며, 오직 그로 인해

오늘도 내가 당신이 증언한 바가 사실이라고 믿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

다.

따라서 흄에게 증언은 귀납추론(inductive inference)의 일종이다. 잘

알려진 대로, 그에게 귀납추론은 두 사건이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항상적이고 규칙적으로 지각하고 그런 지각의 결과들을 기억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에, 결국 그에게 증언에 기초한 믿음의 정당성은 지각, 기억,

귀납 추론에 의한 것으로 남김없이 환원된다. 래키는 증언에 관한 흄의

이 같은 이해를 다음 두 가지 논제로 공식화한 다음, 오늘날의 환원주의

를 그 두 논제를 추종하는(commit) 입장으로 규정한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긍정적 이유 논제(Positive Reasons Thesis)라고 부를 수 있

는 것이다 : 증언적(testimonial) 믿음의 정당화나 보증을 수여하는 것은 바로

청자가 가지고 있는 적절한 긍정적 이유들이다. 이 이유들은 [...] 다른 인식적

원천들, 즉 전형적으로 지각, 기억, 귀납 추론에 의존해야만 한다. 이는 두 번째

논제를 발생시킨다. 우리는 그것을 환원 논제(Reduction Thesis)라고 부를 수

있다. 증언적 믿음들의 정당화나 보증은 비증언적으로 근거된 긍정적 이유들에

의해 제공되기 때문에, 증언적 정당화나 보증은 지각, 기억, 귀납추론의 정당화

로 환원된다. (Lackey 2008 : 144)

래키의 규정을 따라, 필자 또한 환원주의를 (i) 주체가 증언에 기초해서

정당화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관한 증언자의 다른 증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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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실과 일치한다는 것을 충분히 많이 관찰해야만 하며, 그리하여 (ii)

증언에 기초하여 형성된 믿음의 정당성은 지각, 기억, 귀납추론에 의한

것으로 환원된다고 주장하는 입장으로 이해할 것이다.

이제 비환원주의를 검토하자. 다음의 예를 보라 : 나는 네 살인 어린

이다. 오늘 나는 엄마와 시장에 갔다가 길을 잃었다. 때마침 당신이 엄마

를 찾아 두리번거리고 있는 나를 보고 ‘저쪽으로 가면 엄마가 있다’라고

증언한다. 여기서도 우리의 직관은 만일 내가 <저쪽으로 가면 엄마가 있

다>는 믿음을 갖게 되면 나의 믿음은 정당화된 믿음일 수 있다는 것이

다. 환원주의자들은 이를 설명할 수 있는가? 네 살인 어린이가 그들의

말대로 길 찾기에 관한 증언자의 다른 증언들이 사실과 일치한다는 것을

충분히 많이 관찰한 후에,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겠는가? 오히려 내가

그런 관찰 없이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더 말이 되지 않는가?

그렇다면 나의 믿음이 정당화된 믿음일 수 있다는 우리의 직관이 잘못된

것인가? 나의 믿음은 사실 정당성을 결여하는가? 보다 일반화하면, 어린

이들이 증언에만 기초하여 형성한 거의 모든 믿음들은 정당성을 결여하

는가?

비환원주의의 선구자인 리드(Thomas Reid)는 흄의 주장과 달리 우

리가 그러한 관찰 없이도 증언에만 기초해서 정당화된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자연의 창조주는 증언에 의존하는 성향을 인간의 마음에 심어 놓았다. [...] 삶

의 첫 시기에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힘에 거의 전적으로 기대어 판단을 내린다.

이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다. 만일 어린이가 증언이나

권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도록 틀 지워져 있었더라면, 어린이는 지식의 부족으

로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비명횡사했을 것이다. 내가 거짓말이라는 개념을 가지

기 전, 그들[주변 사람들]이 나를 속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기 전,

나는 그들이 말하는 어떤 것이든 본능적으로 믿었다. [...] 만일 내가 그들의 말

을 믿지 않았다면 오늘날 나는 저능아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비록 이따금씩

내가 거짓말쟁이들에게 이러한 자연적 경신성(輕信性, credulity)을 발휘할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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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전반적으로 그 성향은 나에게 무한한 이점을 준다. 따라서 나는 그것을 대

자연의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Reid 1983 : 281-282)

위 인용문에서 리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쉽게 믿는 성향을 날 때

부터 갖추고 있기에, 단지 그로 인해 증언에만 기초해서 믿음을 가지는

데에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주체는 그럴 수 있기 위

해 해당 분야에 관한 증언자의 다른 증언들이 사실과 일치한다는 것을

관찰했을 필요가 없다.

리드를 따르는 오늘날의 비환원주의는 환원주의의 두 가지 논제를

거부하는 입장으로 이해된다. 그 입장에 의하면 (i) 주체는 증언에만 기

초해서 정당화된 믿음을 갖기 위해 해당 분야에 관한 증언자의 다른 증

언들이 사실과 일치한다는 것을 충분히 많이 관찰했을 필요가 없으며,

그리하여 (ii) 증언에만 기초하여 형성된 믿음의 정당성은 지각, 기억, 귀

납 추론에 의한 것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비환원주의자들은 리드의 입장을 계승하는 한편, 주체에게 해당 믿

음이 거짓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인 ‘격파자(defeater)’26가 부재해야

만 한다는 조건을 추가한다. 이를테면 당신이 서울 시장이 뇌물을 수수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보자. 당신은 나에게 그 사실을 증언했으

며, 나는 서울 시장이 뇌물을 수수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나는 뉴스에서 서울 시장이 뇌물을 수수했다는 악성 루머가 떠돌아다닌

다는 보도를 접하게 되었다. 비환원주의들에 의하면, 이 경우에 내가 여

전히 서울 시장이 뇌물을 수수했다는 믿음을 유지한다면 나의 믿음은 정

당화된 믿음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뉴스가 나의 믿음의 격파자로 역할

하기 때문이다.

환원주의와 비환원주의를 한 번 더 비교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자. 환

26 주체는 한 믿음이 참임을 나타내는 증거들 외에, 그 믿음이 거짓임을 나타내는 증거

들도 가질 수 있다. 주체가 정당화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전자의 증거들만이 아

니라 후자의 증거들도 고려해야 한다. 인식론자들은 후자의 증거들을 ‘격파자’라고 통

칭한다. 김기현 1998 : 45-4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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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의에 따르면, 주체가 증언에만 기초해서 정당화된 믿음을 갖기 위해

서는 해당 분야에 관한 증언자의 다른 증언들이 사실과 일치한다는 것을

충분히 관찰해야만 한다는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한다. 반면에 비환원주

의에 따르면, 주체는 그런 조건을 만족시킬 필요가 없으며, 증언된 바에

대한 격파자를 갖고 있지 않은 한, 증언에만 기초하여 정당화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2.2. 미적 불일치의 흔함

상술해왔듯 홉킨스는 우리가 (경험적 영역에서와 달리) 미적 영역에

서는 증언에만 기초해서 정당화된 믿음을 얻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고 여길 뿐, 원리상으로는 가능하다고 여긴다고 가정한다. 이를 자세히

풀면 다음과 같다.27

(i) 우리는 증언에만 기초해서 정당화된 경험적 믿음을 얻기 위해 해당

분야에 관한 증언자의 다른 증언들이 사실과 일치한다는 것을 충분히 많

이 관찰할 필요가 없다고 여긴다. 다시 말해 경험적 증언에 대해서는 비

환원주의가 옳다.

(ii) 반면에 우리는 증언에만 기초해서 정당화된 미적 믿음을 얻기 위해

서는 해당 분야에 관한 증언자의 다른 증언들이 사실과 일치한다는 것을

충분히 많이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여긴다. 다시 말해 미적 증언에 대해

서는 환원주의가 옳다.

(iii) 그러나 우리는 미적 영역에서 그러한 관찰을 충분히 많이 하는 것

은 원리상으로만 가능하다고 여긴다.28

27 홉킨스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아름다움은 다른 사안들[경험적 사안들]에 표준적인

형태의 증언, 즉 전달로서의 증언[비환원주의]를 허락하지 않는다. 기껏해야 그것은

증거로서의 증언, 즉 흄 식의 추론의 투입으로서의 증언[환원주의]를 허락한다. 심지

어 그때에도 증언된 명제를 위한 지지는 대체로 미약하다.” (Hopkins 2000 :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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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우리들 사이에서 그러한 일은 왜 발생하는가? 먼저 (i)부터

28 홉킨스는 AJ와 같은 기술에 비해 자신의 기술이 더욱 정교하다고 주장한다. 두 기술

의 결정적인 차이는, 우리가 증언에만 기초해서 정당화된 미적 믿음을 얻는 것이 원

리상으로는 가능하다고 여긴다는 것을 수용하는가의 여부에 있다. 홉킨스의 용어로

풀면, AJ와 같은 기술은 미적 증언이 인식적 가치를 전적으로 결여한다고 말하는 반

면에, 홉킨스의 기술은 미적 증언이 인식적 가치를 미약한 정도로는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O가 아름답다는 T[증언자]의 증언이 H[주체]에게 그 명제에 대한 어떤 지지

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믿기는 어렵다.”(Hopkins 2000: 223) 홉킨스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미적 증언이 인식적 가치를 전적으로 결여하고 있다면 추천을 주고받는 관행

이 설명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는 신뢰할만한 누군가의 증언을 듣고 대상

을 보러가는 행위를 합리적이라고 여기는데, 이것이 바로 미적 증언이 인식적 가치를

미약하게는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홉킨스의 이러한 주장은 미적 증언에 대

해서는 환원주의가 옳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그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누군가의 미

적 믿음이 강력한 정도의 인식적 가치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의 증언에만 기초해서

형성된 주체의 믿음은 기껏해야 그 대상을 보러가는 그의 행위를 합리화해줄 정도의,

미약한 정도의 인식적 가치만을 가진다고 해보자. 이는 곧 미적 영역에서는 증언자의

믿음이 지닌 인식적 가치가 주체에게 온전하게 다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홉킨스는 오직 환원주의만이 미적 증언의 이러한 특수성을 포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환원주의에 의하면, 증언에만 기초하여 형성된 주체의 믿음이 어느 정도의

인식적 가치를 갖고 있는가는 주체가 해당 분야에 대한 증언자의 다른 증언들이 사실

과 일치한다는 것을 얼마나 많이 관찰했는가에 달려 있다. 반면에 비환원주의자는 주

체가 그러한 관찰을 전혀 하지 않고도 증언자의 믿음이 지닌 인식적 가치를 온전하게

다 물려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홉킨스는 따라서 비환원주의로는 미적 증언의 특

수성, 즉 증언자의 믿음이 강력한 인식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의 증언에만 기

초하여 형성된 주체의 믿음은 기껏해야 미약한 인식적 가치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포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정리하면 홉킨스는 첫째, 추천을 주고받는 관행을 근거로

미적 증언이 미약하게나 인식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둘째, 그 주장을 근

거로 미적 증언에 대해서는 환원주의가 옳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들이 옳은가는

상세하게 살펴봐야겠지만, 본 논문의 진행에 필요한 작업은 아니다. 상술해왔듯 필자

는 미적 실재론자가 홉킨스의 기술을 가정할 경우에도 AA가 잘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AJ가 참인지의 여부는 논쟁적인 사안이므로 누군가가 그것을 설명

하라고 요구하려면 그것이 참임을 먼저 입증해야만 한다고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하

고 있다. 그 정도의 대응을 위해서라면 미적 실재론자가 홉킨스의 기술과 AJ 중 무엇

이 현상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가를 가려낼 필요까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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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자. 상술했듯 (i)이 말하는 바는 경험적 증언에 대해서는 비환원주의가

옳다는 것이다. 홉킨스는 (i)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이나 논변도 제시하지

않으며, 그것이 옳다는 것을 단순히 가정한다.

나는 전달 모형[비환원주의]이 정합적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증언을

취급하는 방식의 훨씬 많은 부분에 대하여 올바른 설명을 제공한다는 것을 단

순히 가정할 것이다. 여기에는 색이나 다른 관찰 가능한 속성들에 대한 증언이

포함된다. (Hopkins 2000 : 223)

오늘날 환원주의와 비환원주의 사이의 논쟁은 여전히 활발하며, 그 같은

가정은 상당한 무리일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홉킨스를 따라 이에 관해

서는 더 논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 홉킨스가 (ii)와 (iii)을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보자. 그는 경

험적 영역과 달리 미적 영역에는 불일치가 흔하다는 것에 주목한다. 감

상자들, 심지어 소위 (준) 전문가라고 불리는 이들조차도 대상이 어떤 미

적 속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두고 ‘내가 옳다’ 혹은 ‘네가 틀렸

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다투는 일이 흔하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예를

들어 한 영화를 본 후에 어떤 사람은 그 영화가 극중 인물들이 서로에게

끌리는 순간을 놀라울 정도의 ‘섬세함’으로 그려내고 있다고 평할 수 있

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그 영화가 지나치게 넓은 여백을 가지고 있어

서 극중 인물들의 교감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데 실패하여 ‘지루하다’고

반격할 수 있다. 미학자들은 감상자들의 이 같은 다툼을 ‘미적 불일치

(aesthetic disagreement)’ 혹은 ‘미적 논쟁(aesthetic disputes)’이라고도

부른다.

물론 <경험적 영역과 달리 미적 영역에는 불일치가 흔하다>라는 명

제는 ‘흔하다’라는 모호한 표현을 포함하고 있기에, 그럴듯한 설명의 출

발점으로 삼기에 부적합해 보일 수도 있다. 게다가 ‘흔하다’는 흔히 ‘거의

언제나’와 유사하게 쓰이며, 따라서 위의 명제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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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사실상 우리는 미적 속성이나 가치를 두고

여러 사람들이 일치하는 상황 또한 ‘흔하게’ 겪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

명제의 핵심은 미적 불일치가 경험적 영역에서보다는 두드러지게 높은

빈도로 발생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미적 영역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들 중 하나라는 것에 있다. 이를 염두에 두면, 우리는 그 명제를 설명의

출발점으로 삼아 보자는 홉킨스의 제안을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

미적 불일치가 흔하다는 사실은 (ii)와 (iii)의 이유를 설명하는 데 어

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 먼저 (ii)와 관련하여 다음의 구절에서 우리는

홉킨스가 고려하는 방안 하나를 정리할 수 있다.

일상적 경험적 사안들에 비해 미적 사안들에 관해서는 불일치가 상대적으로 흔

하기 때문에, H[청자]는 후험적인(a posteriori) 조사를 해야만 하는 듯 보인다.

만일 아름다움과 관련해서 불일치가 흔하다면, H는 T[증언자]가 아름다운 것들

에 대한 신빙성 있는 안내자라는 것을 어떻게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Hopkins 2000 : 229)

홉킨스에 의하면 미적 불일치가 흔하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후험적

인 조사”를 하게끔 요청한다. 풀어서 쓰면 그러한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증언자가 신빙성 있다는 증거, 즉 그가 해당 분야에 유능하다는 증거를

가진 후에만’, 다시 말해 ‘해당 분야에 대한 증언자의 다른 증언들이 사

실과 일치한다는 것을 충분히 관찰한 후에만’ 그의 증언에만 기초해서

정당화된 미적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여기게끔 한다는 것이다.

위의 설명은 얼핏 보면 그럴 듯하지만 문제점이 있다. 그 설명에는

미적 불일치가 흔하다는 사실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오로지 ①

‘해당 분야에 대한 증언자의 다른 증언들이 사실과 일치한다는 것을 충

분히 관찰함’으로써만 증언자가 그 분야에 유능하다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여기게끔 한다는 것인지가 불명확하다. 우리가 미적 증언에 대해

환원주의가 옳다고 여긴다는 것은 곧 우리가 ② ‘증언자가 해당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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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전문가임을 나타내는 표식, 예컨대 증언자가 그 분야의 학위를 가지

고 있다는 것, 그 분야에 종사한 적이 있다는 것, 그 분야에 열성적인 관

심을 꾸준히 유지해왔다는 것 등을 나타내는 표식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

는 것’으로는 그의 증언에 기초해서 정당화된 믿음을 가질 수 없다고 여

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적 불일치가 흔하다는 사실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②로써는 증언에만 기초해서 정당화된 미적 믿음을 가질

수 없다고 여기게끔 하며, 오로지 ①로써만 그럴 수 있다고 여기게끔 하

는가?

홉킨스가 어떤 생각을 거치고 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결국 그는 미

적 불일치의 흔하다는 사실로는 우리가 미적 증언에 대해 환원주의가 옳

다고 여기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고 결론내리는 것 같다(Hopkins

2000 : 229).29 그러나 홉킨스의 그러한 결론은 너무 성급하다. 필자는

29 이에 홉킨스는 미적 불일치에 호소하여 (ii)를 지지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을 모색하

며 최종적으로 그것을 채택한다. 그 방안의 포인트는 미적 영역에는 경험적 영역에

비해 불일치가 ‘흔하다’는 것을 수용하는 데 있다기보다는, 미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불일치는 경험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불일치와 ‘다른 종류’라는 것을 수용하는 데 있

다. 홉킨스는 “진정한(genuine) 불일치”와 “겉보기(apparent)” 불일치를 구별하면서,

미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불일치는 전자임을 수용한다. 그에 의하면, A와 B가 각각 미

적 믿음 p와 –p를 가지고 진정으로 불일치한다는 것은 곧 p는 A의 “감수성

(sensibility)”에 상대적으로 참인 정당화된 믿음이며, –p는 B의 감수성에 상대적으로

참인 정당화된 믿음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감수성’으로 그는 “미적 대상에 대한 쾌와

같은 반응을 결정하는 성향들의 집합”을 의미한다(Hopkins 2000 : 233). 반면에 그에

의하면, A와 B가 각각 믿음 p와 –p를 가지고 겉보기에 불일치한다는 것은 적어도

둘 중 하나는 정당화되지 않은 거짓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미

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불일치가 진정한 불일치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사실은 미적

증언에 대해 환원주의가 옳은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이를 위해 홉킨스는 논변을

제시하는 듯 보이며, 그의 논변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Hopkins 2000 : 232-233).

(1) 미적 증언에 대해 환원주의 아니면 비환원주의가 옳다는 것을 받아들이자.

(2) 미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불일치가 진정한 불일치임을 받아들이자.

(3) 주체가 진정으로 불일치하는 A와 B로부터 p와 –p라는 증언을 받았다고 해보자.

또한 주체에게는 A와 B 중 어느 쪽이 감수성의 측면에서 자신과 더 유사한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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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 불일치의 흔함이 미적 증언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가를 충분히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위의 설명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다고 본다. 우

선 그 점을 살펴보자. 미적 불일치가 흔하다는 것은 곧 주체가 한 증언

자에게 미적 증언 p를 받은 후 이어서 또 다른 증언자에게 –p를 듣게

되는 상황을 흔하게 겪는다는 것, 또한 주체가 증언자에게 미적 증언 p

를 받은 후 문제의 대상을 직접 봤더니 p가 참인지에 의심을 품게 되는

상황을 흔하게 겪는다는 것, 또한 보다 중요하게는 증언자가 소위 (준)

전문가라는 객관적인 표식을 갖고 있더라도 주체가 마찬가지의 상황들을

겪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고려하면 설명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 미적 불일치의 흔함

으로 인해 미적 영역에서 우리는 (준) 전문가를 포함한 증언자 일반의

유능함에 대해 신뢰보다는 의심의 태도를 기본으로 가지게 된다. 그래서

미우리는 증언자가 (준) 전문가임을 나타내는 표식을 갖고 있다는 것으

정보가 전혀 없다고 해보자.

(4) 미적 증언에 대해 비환원주의가 옳다고 해보자. (3)의 경우 주체는 p와 –p를 참

이라고 믿는 것에 동시에 정당화될 것이다. 그러나 한 사람이 상반된 두 믿음을 가지

는 데 동시에 정당화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5) 따라서 미적 증언에 대해 환원주의가 옳다.

그러나 명백하게도 미적 실재론자는 이 같은 방안을 활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진정

한 불일치를 수용한다는 것은 곧 상대주의를 도입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메

스킨 또한 이를 지적한 바 있다(Meskin 2004 : 79) 참고로 홉킨스는 상대주의가 아닌

‘온건한 객관주의’를 표방하며, 그 입장을 <미적 판단은 만인에게 동의를 요구한다>

고 주장하는 입장으로 규정한다. 홉킨스는 진정한 불일치를 도입하면서도 온건한 객

관주의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는 스케치 수준의 제안을

하는데, 감수성들 사이에 “위계가 있다(ordered)”는 것, 즉 “어떤 [감수성]은 다른 [감

수성]보다 세련”되었다는 것을 수용하자는 것이다(Hopkins 2000 : 233). 그러나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 위의 방안을 온건한 객관주의와 일관적인 설명으로 발전시켜 보더라

도 그 설명이 미적 실재론과도 일관적일지는 명확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가 ‘반객관주

의’에 정의주의, 오류이론, 유사실재론 등 일반적으로 미적 반실재론으로 분류되는 입

장들을 포함시키기는 하지만, ‘온건한 객관주의’가 미적 실재론과 일관적인가는 명확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는 위의 방안을 더 면밀하게 검토하진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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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그의 증언에만 기초해서 정당화된 미적 믿음을 형성할 수 없다고

여기게 되는 한편, 오직 해당 분야에 대한 증언자의 다른 증언들이 사실

과 일치한다는 것을 충분히 관찰함으로써만 그러한 믿음을 형성할 수 있

다고 여기게 된다.

지금까지 필자는 미적 불일치의 흔함이 (ii)의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를 논하였다. 필자는 홉킨스가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며, 그

방안의 불명확한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하였다. 필자의 이 같은 보완이

(아마도 환원주의 대 비환원주의 논쟁을 참고하여) 이론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가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본 장에서 필자는 ‘우

리는 (경험적 영역에서와 달리) 미적 영역에서는 증언에만 기초해서 정

당화된 믿음을 얻는 것이 원리상으로만 가능하다고 여긴다’고 가정할 때,

미적 실재론자가 우리가 그렇게 여기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미적 불일

치가 흔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을 뿐, 그렇게 구성된 설명이 성공적이라는 것을 보이려는 목

표를 가지고 있지 않다. 4절에서 필자는 그 설명이 이론적으로 보다 탄

탄하게 뒷받침되더라도 우리가 그 설명을 수용하는 데에는 난점이 있다

는 것을 보일 것이다. 그 정도의 목표를 위해서라면 지금까지의 논의가

불충분하지는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iii)을 보자. 우리는 왜 미적 영역에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증언자의 다른 증언들이 사실과 일치한다는 것을 원리상으로만 충분히

관찰할 수 있다고 여기는가? 즉 우리는 왜 그러한 관찰을 사실상 충분히

할 수 없다고 여기는가? 만일 (ii)가 참이라면, (iii)을 설명하는 일은 크

게 어렵지 않다. 홉킨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름다움에 대한 증거적 증언(evidential testimony) 일반은 왜 증언된 믿음을

오직 미약하게만 지지하는가? 만일 불일치가 흔하다면 설명은 쉽다. 논쟁의 만

연함은 H[청자]가 T[증언자]가 자신이 언제나 일치를 경험해온 [...] 유형에 속

하는지를 식별해야만 한다는 압박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두 주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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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일치할 때 둘 다 옳을 수는 없으며, 이는 H로 하여금 [T]가 아름다움과 관련

하여 했던 주장들과 그 주장들의 참 사이의 상호 연관성을 경험하지 못하게 한

다. 따라서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면, 현재 H 앞에 주어진 주장에 대해 증거적

추론(evidential inference)이 제공할법한 지지는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Hopkins

2000 : 227)30

쉽게 말해 미적 영역에서 우리는 증언자에게 p라는 증언을 받은 후 직

접 대상을 봤더니 p가 참이 아닐 것 같다는 의심을 품게 되는 상황을

흔하게 겪게 되기에, 우리는 미적 영역에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증언자

의 다른 증언들이 사실과 일치함을 충분히 많이 관찰하는 것이 원리상으

로만 가능하다고 여기게 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미적 실재론자는 ‘우리는 (경험적 영역

에서와 달리) 미적 영역에서는 증언에만 기초해서는 정당화된 믿음을 얻

을 수 없다고 여긴다’(AJ)고 가정하지 않고, ‘우리는 (경험적 영역에서와

달리) 미적 영역에서는 증언에만 기초해서 정당화된 믿음을 얻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여길 뿐, 원리상으로는 가능하다고 여긴다’고 가정

함으로써도, 우리가 (경험적 영역에서와 달리) 미적 영역에서는 증언에만

기초한 단언을 부적절하게 여기는(AA) 이유를 설명하고자 시도할 수 있

다. 그러나 우리가 원리상으로만 가능하다고 여긴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은 미적 실재론이 거짓임을 암시한다. 따라서

미적 실재론자가 우리가 원리상으로만 가능하다고 여긴다는 것을 사실이

라고 가정하는 설명이 미적 실재론과 일관적임을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

가 그렇게 여기는 이유가 미적 실재론과 일관적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보일 필요가 있다. 이에 필자는 미적 불일치의 흔함에 호소해보자는 홉

킨스의 제안을 검토하였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0 위 인용문에서 홉킨스는 ‘evidential testimony’로 환원주의가 옳다는 가정하에서의 증

언을 의미하며, ‘evidential inference’로 마찬가지로 환원주의가 옳다는 가정 하에서

주체가 증언에만 기초해서 정당화된 믿음을 얻게 될 때 수행하게 되는 귀납 추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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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경험적 영역에서와 달리) 미적 영역에서 불일치를 흔하게 겪

는다. 그래서 우리는 (준) 전문가를 포함한 증언자의 유능함에 대해 신뢰

보다는 의심의 태도를 기본으로 갖게 되며, 오직 해당 분야에 대한 증언

자의 다른 증언들이 사실과 일치한다는 것을 충분히 관찰한 후에만 그의

증언에만 기초해서 정당화된 미적 믿음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기게 된다.

그러나 불일치가 흔하게 일어나는 미적 영역에서 그러한 관찰을 충분히

하는 것은 원리상으로만 가능하기에, 우리는 증언에만 기초해서 정당화

된 미적 믿음을 얻는 것은 원리상으로만 가능할 뿐 사실상 가능하지 않

다고 여긴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무언가를 모르면서 그것을 단언하는

것을 부적절하다고 여기는 바, 우리는 (경험적 영역에서와 달리) 미적 영

역에서는 증언에만 기초한 미적 단언을 부적절하다고 여긴다.

위의 설명이 미적 실재론자의 주장, 즉 미적 판단은 믿음을 표현하
기에 진리치를 가질 수 있으며 객관적인 진리조건을 갖는다는 주장과 일
관적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해두자. 보다 정확하게는 <경험적 영역과 달
리 미적 영역에는 불일치가 흔하다>라는 명제는 미적 실재론과 일관적
이다. 미적 실재론자는 두 감상자가 대상이 어떤 미적 속성이나 가치를 
갖고 있는가를 두고 다툴 때 적어도 둘 중 하나는 능력의 부족이나 실수 
때문에 잘못 판단했다고 분석한다. 중요한 점은, 미적 실재론자는 이처
럼 미적 불일치 현상에 대한 나름의 설명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그 현상 
자체는 미적 실재론을 거부할 동기를 주지 않는다. 혹자는 미적 실재론
자라면 미적 불일치가 ‘흔하게’ 발생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 같다
고 지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했듯 여기서 ‘흔하게’는 경험적 
영역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높은 빈도로 발생한다는 정도의 의미이지, 사
전적인 의미에서의 ‘흔하게’는 아니다. 이를 고려하면 위의 명제가 미적 
실재론과 일관적이라는 주장에는 무리가 없다.
만일 미적 불일치에 호소하는 설명이 성공적이면, 미적 실재론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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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AJ를 참으로 가정함으로써만 AA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많은 미학자들의 믿음과 달리 AJ가 참인가 아닌가는 논쟁적인 사안이라

고 주장할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미적 실재론자는 따라서 AJ를 설명해

보라는 요구에 대해 그것이 참임을 먼저 입증하라고 대응할 수 있게 된

다. 그러나 4절에서 필자는 위의 설명이 겉보기에 그럴듯하더라도 난점

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 전에 필자는 미적 실재론자가 AJ를

가정하지 않고 AA를 설명하기 위해 시도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을 검

토할 것이다.

3. 무능한 감상자의 흔함에 호소하는 설명

미적 실재론자는 AJ를 참으로 가정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미적 실재

론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AA를 설명하기 위해 또 어떤 방안

을 시도할 수 있을까? 본 절에서 미적 실재론자가 다음의 명제를 참으로

가정하는 설명을 제안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 우리는 (경험적 영역에서와 달리) 미적 영역에서는 증언에만 기초해

서 정당화된 믿음을 얻기 위한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이 극히 드

물게만 가능하다고 여긴다. 다시 말해 우리는 (경험적 영역에서와 달리)

미적 영역에서는 증언에만 기초해서 정당화된 믿음을 얻는 것이 대체로

불가능하다고 여길 뿐, 극히 드물게는 가능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AJ가 아닌 위의 명제를

참으로 가정하더라도 그것 또한 미적 실재론이 거짓임을 암시한다는 것

이다. 다시 말해 미적 실재론자에게는 여전히 다음의 문제가 제기된다 :

미적 실재론자의 주장대로 미적 속성이나 가치가 대상 내에 존재하고 있

어서 그것에 ‘정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일한 미적 믿음

을 가질 것임에 틀림없다면, 우리는 왜 경험적 영역에서와 달리 미적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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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는 증언에만 기초해서 정당화된 믿음을 형성하는 일이 극히 드물

게만 가능하다고 여기는 걸까?

미적 실재론자가 이에 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만일 그

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면, AJ를 가정하지 않고도 AA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설명이 미적 실재론과 일관

적이라는 것은 보일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는 3.1절에서 메스

킨의 제안을 검토할 것이다. 메스킨은 위의 명제를 참이라고 가정한 다

음, 미적 영역에는 무능한 감상자가 흔하다는 것에 호소하는 설명을 제

안한다. 그의 설명은 미적 실재론과 일관적이라고 이해될 수 있기에, 미

적 실재론자는 그의 설명을 채택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위의 명제가 참이라고 가정하는 것만으로는 AA를

설명하기에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서둘러 말하면 메스킨은 비록 극히 드

문 경우이지만 증언자가 유능한 감상자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그의 증언에만 기초해서도 정당화된 미적

믿음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긴다고 주장한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

한 경우에는 증언에만 기초하여 형성된 믿음을 단언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여겨야 할 것이다. 그러나 1절에서 밝혔듯, 영지가 증언만을 듣고

‘<곡성>은 지루하다’라고 단언할 때, 영지에게 그 증언을 해준 사람이

심미안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영화 평론가라고 할지라도, 영지의

단언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우리의 직관이다. 우리는 여전히 영지에게 ‘지

루하대’라고 말했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으며, 그러한 요구는 합리적인

듯 보인다.

따라서 미적 실재론자가 위의 명제를 가정함으로써도 AA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증언에만 기초해서 정당화된

미적 믿음을 얻게 된 경우에도 그러한 믿음을 단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고 여기는 이유를 추가로 설명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에 필자는 3.2절에

서 롭슨의 제안을 검토할 것이다. 롭슨은 우리가 증언자가 유능한 감상

자일 때는 그의 증언에만 기초해서도 정당화된 미적 믿음을 얻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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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여긴다고 가정한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단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여기는 이유를 설명하고자 시도한다. 롭슨

의 설명은 미적 실재론과 일관적이라고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미적 실

재론자는 그의 설명을 활용할 수 있다.

3.1. 무능한 감상자의 흔함

메스킨은 “우리는 누군가가 비미적 증언에 기초해서 정당화된다는

것은 흔히 쉽게 인정하지만, 미적인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

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그는 그런 현상을 “인식적 현상

(epistemological phenomenon)”라고 부른다. 언뜻 보기에 AJ와 차이가

없는 듯 보이지만, 그는 증언에만 기초해서 정당화된 미적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명시한다. “우리가 미적 증언에 기초하여 미적

판단을 형성하는 데에 보증되는 경우가 (아마도 상당히 드물지만) 있다

는 것은 그럴듯하다. 즉 증언에 의해 얻어진 미적 정당성과 지식은 드물

지만 가능한 듯 보인다.”(Meskin 2007 : 120) 메스킨은 “인식적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를 미적 영역에는 무능한 감상자가 흔하다는 것에서 찾는

다. 그의 설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M1 : 증언자가 해당 분야에 대해 무능하다는 것은 그의 증언에만 기

초하여 형성된 믿음을 정당화되지 않은 믿음으로 만드는 요인이다.

• M2 : 경험적 영역과 달리 미적 영역에는 무능한 감상자가 매우 흔하

다.

먼저 M1을 위해 메스킨은 증언에 대해 어떤 철학적 입장에 있든, 특

히 환원주의자든 비환원주의자든 그것에 합의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먼

저 환원주의가 옳다면 “귀납 추론은 해당 증언자가 신빙성 있는 원천이

라는 믿음을 지지할 수도 있지만, 그가 정보의 신빙성 없는 원천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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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을 지지할 수도 있다.”(Meskin 2007 : 121) 풀어서 말해보자. 만일

증언자가 자신이 증언하는 바의 분야에 대해 무능하다면, 그는 그 분야

에 대해서는 증언을 하지 않으려고 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설사 그가

자신이 그 분야에 대해 무능하다는 것을 몰라서, 그 분야에 대해 스스로

의 능력으로 형성한 믿음을 지속적으로 증언할지라도, 그의 증언은 거짓

일 확률이 높을 것이다. 이는 곧 주체가 그 분야에 대한 그의 다른 증언

들이 사실과 일치한다는 것을 충분히 많이 관찰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환원주의가 옳다면 그러한 관찰 없이 증언에만 기초한 믿음을 형

성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기에, 증언자의 무능함은 그의 증언에만 기

초한 믿음이 정당성을 결여하도록 만드는 요인이다.31 또한 메스킨은 비

환원주의자 역시도 “무능한 증언자와 유능한 증언자를 다르게 취급한다”

고 말한다(Meskin 2007 : 121).32

다음으로 M2를 보자. M2을 위해 메스킨은 전통적으로 영향력 있는

미학자들이 유능한 감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요구에 부

응해야만 한다고 주장해왔다는 것에 호소한다. 이를테면 흄은 “취미의

31 예컨대 누군가가 색을 보는 능력에 문제가 있어서, 정상인에게는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그에게는 파란색으로 보인다고 해보자. 그가 자신의 문제를 알고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이 파란색이라고 증언하길 꺼려할 것이다. 그가 자신의 문제를 모르

고 있어서 파란색에 대해 지속적으로 증언하더라도, 그의 증언은 거짓일 확률이 높다.

32 메스킨은 증언자의 무능함 외에 부정직성(insincerity)이라는 요인도 언급한다. 즉 증

언자가 고의적으로 주체를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 또한 그의 증언에 기초

해서 형성된 믿음을 정당화되지 않은 믿음으로 만드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메스킨은 ‘미적 영역에서는 주체가 증언자의 정직성을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

라고도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예술작품을 향유할 능력이 있다는 것은 “사회적 지위

를 확고하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증언자가] 정직한가는 언제

나 열린 문제인 듯 보인다”(Meskin 2007 : 123)는 것이다. 그러나 메스킨은 그 주장

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지는 않는다. 실제로도 대상의 미적 속성이나 가치에 관한 일

상적인 대화 상황에서 우리가 상대방이 정직하게 진술하는 것 같지 않다고 의심하는

태도를 흔하게 가지고 있는가는 뚜렷하지 않다. 이에 필자는 메스킨의 제안을 활용하

는 설명에 부정직성에 관한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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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관하여(Of the Standard of Taste)”에서 “섬세한 정감(sentiment)

에 기반하며, 연습을 통해 향상되었으며, 비교에 의해 완벽해졌고, 그리

고 모든 선입견에서 벗어난 강력한 감관(sense)”을 갖추고 있는 사람만

이 예술에 대한 참된 판단자라고 말한다(Hume 1987 : 241). 또한 단토

(Arthur C. Danto)는 “어떤 것을 예술로서 본다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없

는 어떤 것, 즉 예술이론이나 예술사에 대한 지식을 요구한다”(Danto

1957 : 571)고 주장한다. 메스킨에 의하면, 단토는 (어떤 것을 예술로서

알아보는 데만이 아니라) 예술 작품의 미적 가치나 성질들을 알아보는

데에도 상당한 지식이 요구된다고 믿고 있음이 분명하다(Meskin 2004 :

86-87). 월튼 또한 어떤 것이 예술작품임을 판단하고 더 나아가 그것의

어떤 미적 속성이나 가치를 갖고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올

바른 “범주(category)”에 넣어서 “지각(perceive)”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Walton 1970).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유능한 감상자가 되기 위

해서는 이처럼 까다로운 “인지적, 지각적, 경험적 요구”를 만족시켜야만

하기에, 미적 영역에는 무능한 감상자가 매우 드물 것이다(Meskin 2004

: 86).

이상으로 우리가 (경험적 영역에서와 달리) 미적 영역에서는 증언에

만 기초해서 정당화된 믿음을 얻는 것이 극히 드물게만 가능하다고 여긴

다고 가정할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한 메스킨의 설명을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 증언자가 자신의 증언하는 바의 분야에 관하여 무능하다는 것은 그의

증언에만 기초하여 형성된 믿음을 정당화되지 않은 믿음으로 만드는 요

인이다. 그런데 경험적 영역에 비해 미적 영역에는 대상의 미적 속성이

나 가치를 올바르게 지각하는 데 필요한 요건들을 갖추고 있는 유능한

감상자가 매우 드물다. 그로 인해 우리는 경험적 믿음의 경우와 달리 증

언에만 기초해서 정당화된 미적 믿음을 얻는 일은 극히 드물게 일어난다

고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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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설명이 미적 실재론과 일관적이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자.33 그 설명

은 경험적 영역과 달리 미적 영역에는 무능한 감상자가 매우 흔하다는

주장에서 출발한다. 미적 실재론자는 우리가 대상이 소유한 미적 속성이

나 가치를 정확하게 지각하는 데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 큰 노력

을 들여야 하는지의 여부에 관해서는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으므로, 메

스킨의 설명은 미적 실재론과 일관적이다.

그러나 3절의 시작에서 밝혔듯, 우리가 (경험적 영역에서와 달리) 미

적 영역에서는 증언에만 기초해서 정당화된 믿음을 얻는 것이 극히 드

물게만 가능하다고 여긴다고 가정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경험적 영역

에서와 달리) 미적 영역에서는 증언에만 기초한 단언을 부적절하게 여기

는(AA) 이유를 설명하기에 불충분하다. 왜냐하면 메스킨의 주장대로 우

리가 증언자가 유능한 감상자일 경우에는 그의 증언에만 기초해서도 정

당화된 미적 믿음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긴다면, 우리는 그러한 경우에는

증언에만 기초하여 형성된 믿음을 단언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적 실재론자가 우리가 극히 드물게는 가능하

다고 여긴다고 가정함으로써도 AA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려면,

우리가 유능한 감상자의 기초한 미적 단언 또한 부적절하다고 여기는 이

유를 추가로 설명할 수 있어야만 한다. 미적 실재론자는 그 이유를 어떻

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 롭슨의 제안에 주목하자.

3.2. 오도적인 신호보내기

롭슨은 메스킨과 마찬가지로 유능한 감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요건들을 만족시켜야만 한다고 본다. 다시 말해 미적 영역에는

무능한 감상자가 흔하기에 증언에만 기초해서 정당화된 믿음을 얻게 되

33 실제로 메스킨은 “완전한(full-fledged) 미적 실재론과 완벽하게 일관적인” 설명을 목

표로 한다고 말한다(Meskin 2007 :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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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은 드물게만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롭슨은 우리가 미적 영

역에서는 증언에만 기초해서 정당화된 믿음(더 나아가 미적 지식)을 얻

게 되더라도 그러한 믿음을 단언하는 것은 부적절하게 여긴다고 본다.

그의 용어로 풀자면 우리 관행에는 다음과 같은 규범이 존재한다.

AF : 미적 명제 p를 적절하게 단언하기 위해 화자는 스스로의 미적 능력

(aesthetic faculties)의 발휘를 기초로 p를 합법적으로 믿는 데 충분히 보증

(warrant)되어야만 한다. (Robson 2015 : 4)

롭슨은 AF와 같은 규범이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우선 ‘미적

감상의 대상들을 창작하는 인간의 보편적 경향은 무엇으로 설명될 수 있

는가?’라는 문제에 관하여 최근 몇몇 미학자들이 제시한 답변에 주목한

다. 그는 그 답변을 ‘창작자의 신호보내기 설명(The Creative Signalling

Account)’34이라고 명명한 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창작자의 신호보내기 설명(CSA) : 미적 감상의 대상들을 창작하는 인간 문화의

보편적인(거의 보편적인) 경향은 그런 대상들을 제작하는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창작자가 어떤 바람직한 자질들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를 보낸다는 사실에 의해

(적어도 부분적으로) 설명된다. (Robson 2015 : 7)

풀어서 말하자면, 예술작품을 창작하는 활동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가

“건강, 정력, 인내심, 손과 눈의 동작을 일치시키는 능력(hand-eye

coordination), 미세한 근육을 움직이는 능력(fine motor control), 지성,

독창성, 희귀한 자원에의 접근성, 어려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능력, 많

은 여가시간”(Robson 2015 : 8)과 같은 바람직한 자질들을 가지고 있다

는 신호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낼 수 있다.

롭슨은 CSA가 그럴듯하다는 가정 하에, “예술작품의 제작이 유일한

34 ‘creative’의 사전적 의미만을 염두에 둔다면 ‘창작자의’라는 번역이 적절하지 않을 수

도 있으나, 필자는 CSA의 내용을 고려하여 그 번역을 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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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 활동도 아니며, 바람직한 능력들의 활용을 요구하는 유일한 미적

활동도 아니”라는 것에 착안하여, 이른바 ‘감상자의 신호보내기 설명

(The Appreciative Signalling Account)’35을 제안한다. 그 설명에 따르

면, “우리가 예술 감상, 비평적 담화, 유관한 다른 관행에 참여하는 중요

한 이유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양한 바람직한 기술들과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이다.”(Robson 2015 : 8)

롭슨이 감상 활동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잡고 있는가는 명확하지 않지만

미적 단언을 그런 활동의 전형으로 보고 있는 듯 하며, 이는 수용할만하

다. 이에 필자는 ASA의 내용을 보다 좁혀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감상자의 신호보내기 설명(ASA) : 인간들이 미적 단언을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다른 인간들에게 <나는 이러이러한 바람직한 자질들을 가지고 있

다>와 같은 내용의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이다.

그렇다면 감상자에게는 어떤 자질들이 요구되는가? 롭슨은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

스스로의 미적 능력들을 활용함으로써 한 대상이 특정한 미적 특징들(qualities)

을 소유하고 있음을 판단하는 일은 [...] 감상자에게 엄청난 기술, 어쩌면 심지

어 독창성까지도 요구한다. 이는 문제의 사물이 복잡한 예술작품일 때 특히 그

렇다. <수직의 대지 킬로미터(The Vertical Earth Kilometer)>, <L.H.O.O.Q>,

<경계함수(Boundary Functions)>와 같은 작품들의 가치를 스스로 감상하는 일

은 그런 창작물들이 위치한 예술적 전통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복잡한 상상적

참여를 요구한다. 이는 개념 예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를테면 위대한 문학

작품을 완전히 감상하는 것은 문학 장르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뿐만 아니라, 다

양한 상징과 알레고리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 복잡한 플롯을 따라갈 수 있

는 능력, 작품 속 다양한 인물들의 동기들에 대한 그럴듯한 심리적 추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다.(Robson 2015 : 8)36

35 ‘creative’의 경우와 같은 이유로, ‘appreciative’를 ‘감상자의’라고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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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 단언을 하면서 <나는 이러이러한 바람직한 자질들을 갖추고 있다>

고 신호를 보낸다는 것은 결국 남들에게 자신이 가진 것들을 자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만일 그러한 자질들을 계발하는 데에 큰 노력이

필요치 않다면, 다시 말해 정상적으로 성장한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 정

도의 능력들은 갖추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본인이 그러한 자질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자랑할 동기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롭슨이 명시하진 않더

라도 ASA가 위의 인용문들에 열거된 자질들을 갖추는 것이 상당히 어

려운 일임을 가정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롭슨은 (CSA를 비롯하여) ASA 자체가 다른 가능한 경쟁 이론들보

다 우월하다는 것을 보이려는 시도를 하진 않는다. 그는 만일 ASA를 수

용하면 증언에만 의존한 미적 단언의 전형적인 허용 불가능성이 그럴듯

하게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보이려는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

다(Robson 2015 : 7). 필자 또한 그를 따라 ASA의 경쟁력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진 않겠다.

그렇다면 ASA는 증언에만 의존한 미적 단언의 전형적인 허용 불가

능성,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 관행에 AF가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롭슨은 만일 ASA가 그럴듯하다면 그 이유

또한 그럴듯하게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그의 설명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R1 : 우리는 감상자의 신호보내기 체계를 신빙성 있게 유지하고자 노

력하며, 이는 곧 우리가 누군가가 오도적인 신호를 보내지 못하게 제재

를 가하게끔 노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R2 : 증언에만 의존하여 미적 단언을 하는 것은 감상자의 오도적인

신호보내기이다.

• R3 : 증언에만 의존하여 미적 단언을 하지 못하게 제재를 가하려고

36 굵은 글씨는 필자의 강조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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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한 결과, 우리 관행에는 AF가 존재하게 되었다.

먼저 R1을 보자. 롭슨은 “한 신호보내기 체계가 신빙성 있기 위해서

는 신호를 위조하는 데 드는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야만 한다는 것이 표

준적으로 가정”된다고 말한다(Robson 2015 : 9). 여기서 그는 ‘위조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오도적인 신호보내기를 했다는 사실이 들통 났을 때

받게 될 일련의 제재들-조직에서 배척당하기, 뒤에서 조롱당하기, 법적

처벌을 받기-을 의미한다(Robson 2015 : 9-10). 그는 그 이상의 부연을

하지 않으며, 다만 “미적 감상자로서의 우리의 능력에 관하여 신빙성 있

는 신호보내기 체계를 확립하고 유지”하려는 노력은 “모든(사실상 거의

모든) 문화”의 공통점이라고 주장한다(Robson 2015 : 10). 이에 필자는

그의 설명의 한 단계를 R1으로 정리한다.

이제 R2를 보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증언만 듣고는 스스로의 미적

능력을 발휘할 수 없으리라는 것에는 부연이 필요 없을 것이다. 예컨대

만일 누군가가 당신이 ‘그 영화는 무척 아름답다’라는 증언만 듣고도 그

영화의 아름다움을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미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그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여길 것이다. 그렇다면 누군

가가 증언에만 의존하여 미적 단언을 함으로써 <나는 이러이러한 바람

직한 자질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신호를 보낸다면, 그것은 오도적인 신

호보내기가 틀림없다. 롭슨이 제시하는 이야기를 보자.

오페라 공연이 끝난 후 한 사람이 바에 갔다가 한 오페라 마니아가 박식한 용

어들로 그날 밤의 공연이 어떤 미적 속성들을 보여주었다는 것, 혹은 보여주는

데 실패했다는 것을 기술하는 것을 골똘히 듣고 있다. 잠시 후 그 사람은 자신

의 테이블로 돌아와 그 심오한 말들을 글자 그대로 반복한다. (Robson 2015 :

8)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지인들에게 <나는 이러이러한 바람직한 자질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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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다>라는 신호를 보내겠지만, 그의 행위는 “다른 사람의 결실을

가로채는 사기”를 치는 것과 같다(Robson 2015 : 10).37

이어서 R3을 보자. R1과 R2가 옳다면, 우리는 증언에만 의존하여 미

적 단언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재를 가하려는 노력을 하게 될 것이

다. 그리고 제재의 방법에는 조롱이나 비난과 같이 오도적인 신호를 보

낸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위들이 포함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렇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종류의 진술들을

신빙성 있게 구별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 ① 스스로의 미적 능력들

을 발휘하여 작품을 평가한 것을 기초로 하는 일상적인 비평적 판단들에

대한 진술들, ② 그런 진술들을 모방함으로써 사기를 치려는 진술들, ③

증언을 통해 얻은 미적 정보를 합법적으로 전달하려는 진술들(Robson

2015 : 10). 특히 ②와 ③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우리는 위

이야기 속 주인공이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반복했을 뿐이라는 사실이 드

러나더라도, 그에게 책임을 묻기가 마땅찮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속이려는 의도로 그랬는지 아니면 우리에게 세련된 논평을 소개해주고

싶어서 그랬는지를 구별할 방도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롭슨은 우리가 위 세 종류의 진술들을 구별하기 위해, 그리고 그렇

게 함으로써 감상자의 신호를 오도적으로 보내는 이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기 위해 노력한 결과, 우리 관행이 AF를 갖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다

시 말해, 그런 노력의 결과로 우리가 AF를 갖게 되었고, 그 덕에 우리는

위 이야기 속 주인공에게 ‘(우리가 관행상 암묵적으로 약속한 바가 있으

니까) 당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당신이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출처를 밝혔겠지!’와 같이 비난하는 행위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

다는 것이다.

유의할 점들이 두 가지 있다. 첫째, 롭슨의 설명은 모든 문화가 AF

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즉 AF를 채택하지 않고 다른 방식

37 롭슨은 CSA 하에서는 위조품이 오도적인 창작자의 신호보내기의 한 종류에 해당한

다고 말하면서, 위조품과 증언에만 의존한 미적 단언을 유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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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감상자의 신호보내기 체계를 신빙성 있는 체계로 유지하고 있는 문

화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롭슨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원주민인 윈

투(Wintu) 족이 사용했던 언어는 어떤 종류의 믿음이든 출처를 자동으

로 표시하는 문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Robson 2015 : 11). 말하자면,

그 관행은 AF가 아닌 <(어떤 사안에 대해서든) 증언에만 의존해서 단언

을 할 때는 출처를 언제나 표시해야만 한다>와 같은 규범을 채택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롭슨의 설명은 경험적 영역에서도 AF와 유사한 규범이 활성화

되는 듯 보이는 맥락들이 있다는 것을 수용한다. 즉 우리는 경험적 영역

에서도 특정 맥락에서 <나는 이러이러한 바람직한 자질들을 가지고 있

다>라는 신호를 보낼 때가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는 AF와 같은 내용의

규범이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가령, 다음을 보라.

A : 그 사람이 나한테 ‘dyspeptic’이라고 말했어. 그게 무슨 뜻이야?

B : (몰래 사전을 검색해본 후에) 그건 네가 성격이 나쁘다는 뜻 혹은 소화불량

이라는 뜻이야.

A : (B의 행동을 눈치 채고) 너 방금 찾아봤지! (Robson 2015 : 13)38

이 대화에서 A의 마지막 대사는 비난의 태도를 표현하고 있으며, 우리

는 그 태도에 공감할 수 있다. 왜 그런가? 롭슨에 의하면, B는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렇게 단언함으로써 <나는 풍부한 어휘력을 가지고 있

다>라는 오도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롭슨의 설명이 경험적 영역에서도 신호보내기가 중요한

기능을 하는 맥락에서는 증언만 듣고 단언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그렇다면, 그의 설명은 AA의

비대칭성을 포착할 수 없는 것 아닌가? 다시 말해 그의 설명은 경험적

38 여기서 지문들은 필자가 첨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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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만 듣고 그에 상응하는 바를 단언하는 것과 달리 미적 증언만 듣고

그에 상응하는 바를 단언하는 것은 대체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설명이 아니지 않은가? 왜냐하면 결국 그의 설명은 단언의 내용이 <대

상이 어떤 경험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인 경우와 <대상이 어떤 미적 속

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다>인 경우 사이의 비대칭성이 아니라, 단언이

이루어지는 맥락이 신호보내기가 중요한 맥락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

우 사이의 비대칭성에 대한 설명인 듯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다. 이를 위해, 롭슨은 경험적 담화와 미적 담화

에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것에 주목한다. 그에 의하면, 전자의

경우 우리는 대체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AF와 같이, 증언에 의하여 형성된 믿음을 진

술할 때는 꼭 출처를 표시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규범을 “디폴트

(default)”로 따르게 되면, 그런 목표를 성취하는 데 방해가 될 것이다.

그로 인해 우리는 경험적 담화에서는 그런 규범을 “디폴트로 비활성화”

되도록 놔둔다는 것이다. 물론 정보 전달보다 신호보내기가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되는 대화상황에서는 그런 내용의 규범이 활성화될 것이다. 반

면에 “미적 담화에서는 미적 정보의 단순한 축적은 거의 중요하지 않

다.”(Robson 2015 : 14) ASA가 그럴듯하다면, 미적 담화를 할 때 우리

는 정보 전달보다는 신호보내기에 더 의의를 두며, 그로 인해 그 영역에

서는 AF가 “디폴트로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물론 미적 영역에서도 정

보 전달이 더 중요한 맥락들이 있으며, 롭슨은 그런 맥락에서는 AF가

비활성화되며 우리가 증언에만 의존한 미적 단언을 허용하게 된다고 말

한다.39

39 롭슨은 신호보내기보다 정보 전달이 더 중요하여 AF가 비활성되는 맥락의 예로 다음

을 든다 : 법정에서 배심원들이 한 예술작품이 외설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

황. 그 상황에서 우리는 배심원들이 작품을 직접 보지 않고 전문가들의 증언에 의존

하여 그 작품의 미적 가치에 대해 단언하더라도, 그들의 단언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

지 않을 것이다. 롭슨에 의하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신호보내기보다는 정보 전달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AF가 일시적으로 비활성화된다. (Robson2015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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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롭슨은 우리가 증언자가 유능한 감상자일 때 그의 증언에

만 기초해서도 정당화된 미적 믿음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긴다고 가정하더

라도,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단언하는 것을 부적절하게 여기는 이유가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의 설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유능한 감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요건들을 만족시켜

야만 하기에, 그러한 감상자로서의 자질들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남들에

게 자랑할 만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경험적 단언을 할 때와 달리) 미

적 단언을 할 때 <나는 미적 감상을 하는 데 필요한 자질들을 갖추고

있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체계를 갖고 있다. 그러한 체계에서, 증언에만

기초한 미적 믿음을 단언하는 것은 오도적인 신호보내기에 해당한다. 오

도적인 신호보내기를 막기 위해 우리는 <미적 명제 p를 적절하게 단언

하기 위해 화자는 스스로의 미적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p를 합법적으로

믿는 데 충분히 보증되어야만 한다>와 같은 규범이 존재하는 관행을 갖

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가 유능한 감상자의 증언에 기초해서

정당화된 미적 믿음을 얻게 되더라도, 그가 그러한 믿음을 단언하는 것

은 부적절하다고 여긴다.

위의 설명이 성공적이면, 미적 실재론자는 (AJ가 아닌) 우리가 경험적

영역에서와 달리 미적 영역에서는 증언에만 기초해서 정당화된 믿음을

형성하는 일이 극히 드물게만 가능하다고 여긴다고 가정함으로써도 AA

를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할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많은

미학자들의 믿음과 달리 AJ는 논쟁적인 사안이므로, 미적 실재론자는

AJ를 설명해보라고 요구에 대해 그것이 참임을 먼저 입증하라고 대응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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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적 실재론자의 가능한 대응의 난점

지금까지 필자는 미적 실재론자가 우리가 (경험적 영역에서와 달리)

미적 영역에서는 증언에만 기초한 단언을 부적절하게 여기는(AA) 이유

에 대해, 1) 우리가 (경험적 영역에서와 달리) 미적 영역에서는 증언에만

기초해서는 정당화된 믿음을 얻을 수 없다고 여긴다(AJ)고 가정하지 않

으면서도, 2) 미적 실재론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설명을 제시하고자 시

도할 수 있음을 보였다. 그 설명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미적 불일치의 흔함에 호소하는 설명(줄여서 ‘불일치 설명’) :

경험적 영역에 비해 미적 영역에서 우리는 불일치를 흔하게 겪는다. 풀어서

말하면 우리는 한 증언자에게 미적 증언 p를 들은 후에 이어서 또 다른 증언자

에게 –p를 듣게 되는 상황, 또는 증언자에게 미적 증언 p를 들은 후에 대상을

직접 봤더니 p가 참인지에 의심을 품게 되는 상황을 흔하게 겪는다. 심지어 우

리는 증언자가 (준) 전문가라는 객관적인 표식을 갖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의 상

황을 흔하게 겪는다. 그래서 우리는 (준) 전문가를 포함한 증언자의 유능함에

대해 신뢰보다는 의심의 태도를 기본으로 갖게 되며, 오직 해당 분야에 대한 증

언자의 다른 증언들이 사실과 일치한다는 것을 충분히 관찰한 후에만 그의 증

언에만 기초해서 정당화된 미적 믿음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기게 된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 우리는 증언자에게 미적 증언 p를 들은 후에 대상을

직접 봤더니 p가 거짓일 것 같다는 의심을 품게 되는 상황을 흔하게 겪는다. 그

래서 우리는 해당 분야에 대한 증언자의 다른 증언들이 사실과 일치한다는 것

을 충분히 관찰하는 것은 원리상으로나 가능한 이야기라고 여긴다. 다시 말해

우리는 증언에만 기초해서 정당화된 미적 믿음을 얻는 것은 원리상으로만 가능

할 뿐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고 여긴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무언가를 모르면서 그것을 단언하는 것을 부적절하

다고 여긴다. 증언에만 기초한 미적 믿음을 단언한다는 것은 곧 정당화되지 않

은 믿음(그래서 지식이 아닌 것)을 단언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우리는 경험

적 영역에서와 달리 미적 영역에서는 증언에만 기초한 미적 단언을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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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여긴다.

• 무능한 감상자의 흔함에 호소하는 설명(줄여서 ‘무능함 설명’) :

증언자가 자신의 증언하는 바의 분야에 관하여 무능하다는 것은 그의 증언

에만 기초하여 형성된 믿음을 정당화되지 않은 믿음으로 만드는 요인이다. 그런

데 미적 영역에는 대상의 미적 속성이나 가치를 올바르게 지각하는 데에 필요

한 요건들을 갖추고 있는 유능한 감상자가 경험적 영역에 비해 극히 드물다. 그

로 인해 우리는 경험적 영역에서와 달리 미적 영역에서는 증언에만 기초해서

정당화된 믿음을 얻는 일이 극히 드물게 일어난다고 여긴다.

다른 한편으로 유능한 감상자로서의 자질들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남들에

게 자랑할 만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경험적 단언을 할 때와 달리) 미적 단

언을 할 때 <나는 미적 감상을 하는 데 필요한 자질들을 갖추고 있다>라는 신

호를 보내는 체계를 갖고 있다. 그러한 체계에서, 증언에만 기초한 미적 믿음을

단언하는 것은 오도적인 신호보내기에 해당한다. 오도적인 신호보내기를 막기

위해 우리는 <미적 명제 p를 적절하게 단언하기 위해 화자는 스스로의 미적 능

력을 발휘함으로써 p를 합법적으로 믿는 데 충분히 보증되어야만 한다>와 같은

규범이 존재하는 관행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가 유능한 감상자의

증언에 기초해서 정당화된 미적 믿음을 얻게 되더라도, 그가 그러한 믿음을 단

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여긴다.

위의 설명들은 겉보기에 그럴듯하다. 그러나 본 절에서 필자는 그것들에

는 난점이 있으며, 결국 AA를 설명하는 데 실패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 난점이란 AA가 우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임을 수용하는 사람

이라면 수용할 것임이 명백한 또 다른 현상이 있는데, 그 설명들이 바로

그 현상을 부정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한다는 것이다.

우선 그 현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자. AA는 우리가 증언에만 기초

하여 형성된 미적 믿음을 단언하는 것을 부적절하게 여긴다고 말한다.

AA에 따르면, 누군가가 ‘그 영화는 지루하다’라고 단언하는데, 우리가 실

은 그가 그 영화를 본적이 없으며 다른 사람의 증언만 듣고 형성한 믿음

을 단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의 단언을 의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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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거나 심하게는 비난하게 된다. 심지어 그에게 그 영화의 지루함에

대해 증언을 한 사람이 뛰어난 심미안을 갖고 있다고 인정받는 비평가라

도 마찬가지이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그가 ‘그 비평가에 따르면 그 영화

는 지루해’라거나 ‘그 영화는 지루하대’라고 말했어야만 한다고 여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 미적 믿음을 단언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

다고 생각하는 걸까? 명백하게도, 증언에만 기초한 미적 믿음을 단언하

는 것을 부적절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대상에 대한 직접 경험에 기초

한 미적 믿음을 단언하는 것은 적절할 수 있다고 여길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의 직관은 직접 경험에 기초하여 형성된 미적 믿음을 단언하는 것과

증언에만 기초하여 형성된 미적 믿음을 단언하는 것 사이에는 적절성의

측면에서 비대칭이 있다는 것으로 수렴하는 것 같다. 달리 표현하면, 증

언에만 기초하여 형성된 미적 믿음을 단언하는 일보다는 대상에 대한 직

접 경험에 기초한 미적 믿음을 단언하는 일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다.

참고로 말해두자면, 메스킨 또한 필자와 비슷하게 ‘우리가 증언에만

기초하여 형성된 경험적 믿음과 증언에만 기초하여 형성된 미적 믿음 사

이에 정당성과 관련하여 비대칭이 있다고 여기는 이유’에 대한 어떤 설

명이라도 다음의 “강력한 제약 조건(master constraint)”을 만족시켜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 “미적 관심의 대상들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인식적

지위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인식적 지위 사이의 명백한(apparent) 비

대칭”을 수용하기(Meskin 2007 : 121). 풀어서 말하면 ‘우리가 경험적 믿

음과 미적 믿음 사이에 문제의 비대칭이 있다고 여기는 이유’에 대한 성

공적인 설명이라면, 대상에 대한 직접 경험에 기초하여 정당화된 미적

믿음을 형성하게 되는 일이 증언에만 기초하여 정당화된 미적 믿음을 형

성하게 되는 일보다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듯 보인다는 것을 부정해서

는 안 된다는 것이다.40

40 실제로 메스킨은 미적 판단에 대해 정의주의를 주장하는 이가 “우리가 증언에만 기초

하여 경험적 믿음을 형성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는 반면에 증언에만 기초하여 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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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그의 주장에 동조하지만 그의 “강력한 제약 조건”을 활용하

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과 관련된 기술이기 때문이다. 지금

필자는 미적 실재론자가 AJ를 참으로 가정하지 않고 단언과 관련된 현

상을 성공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그래서 AJ가 논쟁적인 사안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직접 경험과 증언 사이에 비대칭이 있다는 직관을 공유하는 듯 보이는

현상 또한 단언과 관련하여 기술될 필요가 있다. 이에 필자는 그 현상을

다음과 같이 공식화한다. 편의상 ‘FE(Firsthand Experience)’라고 부르자.

• FE : 우리는 직접 경험에 기초하여 형성된 미적 믿음을 단언하는

것은 적절할 수 있다고 여기는 반면에, 증언에만 기초하여 형성된 미

적 믿음을 단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여긴다.

AA와 FE의 관계를 한 번 더 짚어두자. 앞서도 말했지만, 둘 사이에는

믿음을 형성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여기는 이유”에 대해 제공할법한 설명을 스케

치한 후, 그 설명이 “강력한 제약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겉보기와 달리 성

공적이지 않다고 비판한다. 풀어서 쓰면 다음과 같다(Meskin 2007 : 115).

(1) 미적 판단에 대한 정의주의자는 미적 판단을 수용할 때 주체의 심적 상태는 감정이

기 때문에 미적 판단이 정당화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2) 미적 판단에 대한 정의주의자는 ‘경험적 영역에서는 증언에만 기초하여 정당화된 믿

음을 얻는 일이 흔히 발생하는 반면에, 미적 영역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

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명을 제공할 것이다 : 경험적 믿음의 경우와 달리 정당화된 미적

판단이란 것은 애초에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증언에만 기초해서 정당화된 미적 판단을

형성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 설명은 겉보기에 그럴 듯하다.

(3) 그러나 그 설명에는 “대상을 지각적으로 대면한 사람의 인식적 지위와 그 대상에 대

해 증언만을 들은 사람의 인식적 지위 사이에는 비대칭이 없는 것 같다”는 함축, 즉 “두

사람 모두 그 대상에 대해 정당화된 미적 판단을 형성할 수 없다”(Meskin 2007 : 115)는

함축이 있다. 다시 말해 그 설명은 대상에 대한 직접 경험에 기초하여 정당화된 미적 판

단을 형성하는 일과 증언에만 기초하여 정당화된 미적 판단을 형성하는 일이 모두 발생

하지 않는다는 것을 수용하는 바, “강력한 제약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그

설명은 겉보기와 달리 문제의 이유를 설명하는 데에 실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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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하나를 수용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하나도 수용하는 그런 관계가 성

립하는 것 같다. 앞 단락의 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증언에만 의존해

서 ‘그 영화는 지루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 말만 듣고 그

렇게 말하면 안 되지!’라고 비난할 때, 그 비난에는 실은 ‘당신이 그 영화

를 직접 보고 지루하다고 느꼈어야지’라는 요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

다. 말하자면 비록 필자가 AA와 FE를 기술상으로 구별하고 있지만, 우

리의 직관상에서 AA와 FE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 듯 보인

다. 이것의 함축은 AA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성공적인 설명이라면

FE의 부정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설명들에는 FE의 부정이 포함되어 있다. 불일치 설명부

터 보자. 그 설명에 따르면, 미적 영역에서 우리는 여러 증언자들에게 상

반된 증언들을 듣는 일, 어떤 증언을 들은 후에 대상을 직접 봤더니 그

증언이 틀린 것 같다는 의심을 품게 되는 일을 (경험적 영역에 비해) 빈

번하게 겪는다. 게다가 그런 일들은 증언자들이 해당 분야의 평론가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더라도, 또는 자타가 공인하는 애호가라도 마찬가지로

발생한다. 그로인해 우리는 (준) 전문가를 포함한 증언자 일반의 유능함

에 대해, 즉 증언자가 대상의 미적 속성이나 가치를 정확하게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해 신뢰보다는 의심의 태도를 기본으로

가지게 된다.

여기서 문제는, 불일치 설명에는 우리가 자기 자신이 유능한 감상자

인지에 대해서도 의심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 설명에 의하면 우리는 심지어 (준) 전문가에 대해서

도 그가 유능한 감상자가 아닐 수 있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는 우

리가 미적 속성이나 가치를 알아보는 일에 있어서 대체 누구에게 권위를

부여해도 되는지, 더 나아가 스스로에게 그런 권위를 부여해도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41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대상에 대한 직접

41 홉킨스 또한 이와 마찬가지의 지적을 한다. “어떤 영역 내에 불일치가 흔할수록, 우리

는 그 사안들에 대한 증언자들이 신빙성 있지 않다고 여기게 될 것이다. 누가 신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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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에 기초해서도, 즉 스스로의 능력을 발휘해서도 믿음을 형성하는 것

을 꺼릴 것이며, 그러한 믿음을 단언하는 것을 부적절하다고 여길 것이

다. 바꿔 말하면, 우리들 사이에서는 증언에만 기초하여 형성된 미적 믿

음을 단언하는 일도, 직접 경험에 기초해서 형성된 미적 믿음을 단언하

는 일도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불일치 설명은 이처럼 FE의 부정

을 포함한다.

다음으로 무능함 설명을 보자. 무능함 설명은 대상의 미적 속성이나

가치를 정확하게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을 계발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까다

로운 요건들(가령 예술이론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기)을 만족시켜야 하

는 바, 미적 영역에는 그런 요건들을 모두 갖춘 유능한 감상자가 드물다

고 말한다. 여기서도 문제는, 그 설명이 우리 중 대다수가 자신이 그런

유능한 감상자가 아님을 인지하고 있다는 주장을 함축한다는 것이다. 만

일 그렇다면 우리는 대상에 대한 직접 경험에 기초하여, 즉 스스로의 능

력을 발휘하여 미적 믿음을 형성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여길 것

이며, 그렇게 형성된 미적 믿음을 단언하는 것 또한 부적절하다고 여길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들 사이에서는 증언에만 기초하여 형성된 미

적 믿음을 단언하는 일도, 직접 경험에 기초해서 형성된 미적 믿음을 단

언하는 일도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요컨대 그 설명은 FE의 부정

을 포함한다.

본 절에서 필자는 위의 설명들이 겉보기와 달리 AA를 설명하는 데

에 실패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설명들은 결국 우리가 대상을 직접 경험

함으로써, 즉 스스로의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형성된 미적 믿음을 단언하

있는 증언자인가를 식별하는 일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미적 증언은 지식을 전달하는

데 실패한다. 이런 설명의 문제점은 불가지론을 인정하지 않고는 미적 증언의 실패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불일치가 만연할수록, 누군가가-자기 자신을 포함하여-문

제의 사안에 관하여 좋은 판단자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 설명이 우리는

[증언에 기초해서나 스스로의 능력에 기초해서나] 미적 믿음을 형성하지 않으려고 한

다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고 어떻게 증언에 대한 우리의 저항을 정당화할 수 있을지가

불명확하다.” (Hopkins 2011 :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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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 또한 부적절하게 여긴다는 주장, 다시 말해 우리들 사이에서 그런

일은 증언에만 기초해서 형성된 미적 믿음을 단언하는 일만큼이나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함축한다. 요컨대 불일치 설명과 무능함 설명

은 FE를 희생시키는 것에서 시작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것들이 AA를

잘 설명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미적 실재론자는 그 설명들로는 ‘오직 AJ가 참임을 가정함

으로써만 AA가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 거짓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마련

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그는 AJ가 참이라는 것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는 많은 미학자들의 믿음이 잘못된 추론에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여전히 미적 실재론자에게 AJ가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해야만 한다고 요구할 수 있다.



- 64 -

맺음말

미학에서 증언의 문제는 2000년 이후에야 영미 미학자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그 주제는 미학자들의 가장 오래된 관심사인

‘아름다움은 객관적인가 아니면 주관적인가?’라는 문제, 보다 구체적으로

는 미적 실재론 대 반실재론 논쟁과 결부되어 논의될 수 있으며, 필자는

그 점을 보이기 위해 본 논문을 기획하였다.

먼저, 오랫동안 많은 미학자들은 우리가 증언에만 기초해서 경험적

믿음을 형성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여기는 반면에 증언에만 기초

해서 미적 판단을 형성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여긴다는 것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믿어왔다. 그들의 믿음대로, 경험적 영역과 미적

영역 사이에 정말로 우리의 직관상에 그러한 비대칭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미적 실재론을 거부할 동기를 준다. 왜냐하면 미적 실재론을

거부할 때, 예컨대 어떤 대상이 아름다운가의 여부는 주체가 그 대상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에 달려 있다는 주장이 옳다고 할 때, 우리의

직관상에 그러한 비대칭이 있는 이유가 순조롭게 설명될 수 있기 때문이

다. 주체가 대상을 직접 본적이 없으며 그에게 오직 ‘그 영화는 아름답

다’는 증언만이 주어져 있을 경우, 주체가 그 영화가 아름답다는 판단을

내리기에 걸맞은 어떤 감정(가령 감탄이나 즐거움)도 느낄 수 없다는 것

은 명백하다.

반면에 미적 실재론이 옳다면, 오히려 우리는 증언에만 기초해서도

정당화된 미적 판단을 얻을 수 있다고 여겨야만 할 것이다. 아름다움이

란 것이 대상 내에 존재하고 있어서 그것에 정상적으로 반응한 사람이라

면 누구나 그것을 아름답다고 판단할 것임에 틀림없다면, 그것에 정상적

으로 반응한 누군가의 증언에 기초하여 그것을 아름답다고 판단하는 것

은 허용되어야만 하지 않겠는가? 왜 우리는 미적 영역에서는 증언에만

기초해서는 정당화된 판단을 가질 수 없다고 여기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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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미적 실재론자가 취할 수 있는 전략

을 모색해보았다. 그 전략의 핵심은, 미적 실재론자가 우리가 (경험적 영

역에서와 달리) 미적 영역에서는 증언에만 기초해서 미적 판단을 형성하

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여기는지의 여부는 많은 미학자들의 믿음과

달리 논쟁적인 사안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간단히 풀어보자. 미적 실재론자는 우선 많은 미학자들이 다음과 같

이 믿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 우리가 (경험적 영역에서와 달리) 미

적 영역에서는 증언에만 기초하여 형성된 판단을 단언하는 것을 부적절

하게 여기는(AA) 현상이 있으며,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

가 (경험적 영역에서와 달리) 미적 영역에서는 증언에만 기초해서는 정

당화된 판단을 형성할 수 없다고 여긴다(AJ)고 가정하지 않고는 설명될

수 없다. 그런 다음 미적 실재론자는 AA라는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1) AJ가 참임을 가정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2) 미적 실재론과 일관

적인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미적 실재론자

는 AJ가 참이라는 것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는 많은 미학자들의 믿음

이 오해에 불과하다고 주장할 근거를 마련하게 되며, AJ를 설명해야만

한다는 요구에 대해 그것이 참임을 먼저 입증하라고 대응할 수 있다.

언뜻 이러한 전략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필

자는 AA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1) AJ가 참임을 가정하지 않고, 그러

면서도 2) 미적 실재론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설명을 제시하는 것 자체

가 쉽지 않음을 보였다. 필자가 구성한 두 가지 설명, 즉 미적 불일치의

흔함에 호소하는 설명과 무능한 감상자의 흔함에 호소하는 설명 모두 겉

보기에는 그럴듯할지라도 난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 설명들은 결국 미적

영역에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감상 능력을 신뢰하는 일이 원리상으로

만 가능하거나(불일치 설명), 극히 드물게만 가능하다(무능함 설명)는 것

에 호소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런데 이는 곧 그 설명들을 수용하기 위

해서는 다음을 수용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미적 영역에서 우리

는 심지어 스스로의 감상 능력에 대해서도 불신의 태도를 갖고 있다.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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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면 그 설명들이 옳다면, 우리들 사이에서는 대상을 직접 본 후 스스

로의 능력에 기초해서 형성된 미적 판단을 단언하는 일 또한 거의 일어

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명백하게도 우리는 직접 경험에 기초해서 형성한 미적 판단

을 단언하는 것은 적절할 수 있다는 직관을 공유한다. 예컨대 영화 비평

과 관련하여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은 누군가가 ‘그 영화

는 무척 아름답다’라고 단언했다고 해보자. 또한 그가 비평가나 영화 애

호가와 같은 전문가들의 도움 없이, 그 영화를 보고 자신의 능력만으로

그 영화가 아름답다고 판단하게 되었다고 해보자. 그 경우에 그에게 ‘네

스스로의 능력만으로 그렇게 판단해놓고 어떻게 그렇게 단언할 수 있

니?’라고 비난하는 것은 합리적인가? 오히려 그러한 비난이 너무 엄격하

다는 것이 우리의 직관일 것이다. 요컨대 불일치 설명과 무능함 설명은

우리의 그러한 직관을 희생시키고 있으며, 그 점에서 AA가 발생하는 이

유를 잘 설명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미적 실재론자는 그 두 설명들로는 ‘오직 AJ가 참임을 가

정함으로써만 AA가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 거짓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그는 AJ가 참이라는 것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는 많은 미학자들의 믿음이 잘못된 추론에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여전히 미적 실재론자에게는 AJ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

한 적절한 설명을 제시해야만 하는 부담이 있다.

이 지점에서 혹자는 본 논문이 결국 상식적인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

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할 수도 있다. 아마도 보다 생산적이기 위해서는,

증언에만 기초한 경험적 믿음에 대한 우리의 직관과 증언에만 기초한 미

적 판단에 대한 우리의 직관 사이의 비대칭이 미적 반실재론자들에게 겉

보기처럼 유리한가, 그리하여 우리에게 미적 반실재론을 지지할 동기를

주는 것이 확실한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논

의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직관상의 비대칭이 미적 실재론자에게

정말이지 풀기 어려운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을 밝히는 작업이 선행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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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 필자는 그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본 논문을 진행하였다. 앞으

로 보다 정교하고 치밀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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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how that the problem of

testimony in aesthetics is a topic with which aesthetic realists and

anti-realists need to be much more concerned. Many philosophers

have traditionally believed that it is evident that while we often

consider someone to be justified in forming empirical beliefs solely on

the basis of their testimony, we are hesitant to do the same in

aesthetic cases. That is, they have believed that there is an

asymmetry between aesthetic testimony and empirical testimony.

The important thing is that, if their belief is true, the asymmetry

provides the motivation to reject the aesthetic realist. Aesthe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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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ism is the view that aesthetic properties and values are real in

that aesthetic judgements have objective truth-conditions. According

to the aesthetic realist, if an object is beautiful, one makes a

judgement that it is beautiful as long as she ‘accurately perceives’ its

beauty. In other words, whether it is beautiful or not does not depend

on a particular perceiver’s cognitive or non-cognitive response. If the

aesthetic realist were right, one could be justified in forming a

judgement that it is beautiful solely on the basis of testimony even

though she has not firsthand experienced the object. Therefore, the

burden is on the aesthetic realist to provide an satisfactory

explanation why one cannot be justified in forming aesthetic

judgement solely on the basis of testimony.

Many have pointed out this challenge for the aesthetic realist,

however, an adequate answer to this problem has rarely been

discussed. In this thesis, I will seek a potential strategy and try to

develop the strategy in favor of the aesthetic realist. However, I will

show that such attempts turn out to be a failure. In short, the focus

of this thesis is to show how formidable the challenge is for the

aesthetic realist. We will learn, through this consideration, that the

problem of testimony in aesthetics needs to be treated in debates

between aesthetic realism and anti-realism, and it is quite worthy to

do so.

keywords : aesthetic testimony, aesthetic realism, aesthetic

anti-re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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