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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논문은 위조 작품의 미적 가치에 관한 것이다.
미적 가치는 사심을 배제한 무관심적 태도, 즉 대상이 지닌 현상적 속성들만의
감상으로 얻을 수 있는 쾌로, 예술작품이 지니는 여러 가치들 중 예술작품의 핵심
가치로 여겨져 왔다. 그리고 현상적 속성은 작품의 표면에 놓인 관찰 가능한 속성들에
의해서 인과적으로 결정되므로 작품과 관련된 지식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예술작품의 핵심 가치를 지나치게 좁게 한정하는 것으로
호응을 얻기 어렵다. 필자는 본고에서 무관심적 관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쾌로서의
미적 가치를 좁은 의미의 미적 가치로 부를 것이다.
필자는 미적 가치가 현상적 속성을 기반으로 하는 것임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그
현상적 속성이 감상자가 갖고 있는 작품과 관련된 지식, 믿음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부분에 반대한다. 우리의 지각은 대상 세계의 속성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주는 객관적
통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가변적

지각을

통해

감상하는

미적인

것

역시

가변적이라는 입장이다. 본고에서는 이 같은 감상자의 믿음과 지식의 영향을 받는
가변적인 현상적인 것으로서의 ‘미적인 것’의 가치를 -앞서 정의한 좁은 의미의 미적
가치와 대조되는 의미에서- 넓은 의미의 미적 가치로 부를 것이다.
I. 예비적 고찰에서는 위조가 거부되는 다양한 이유들, 위조의 정의, 위조와 관련된
여러 개념들을 정리하고, 위작의 미적 가치에 관한 논의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것들,
구분해서 생각해야 할 개념들이 무엇인지 살핀다.
II장에서는 어떤 예술작품이 위작으로 밝혀지면 그 미적 가치는 예전에 비해 낮게
평가되어야 하는가의 질문에 대한 내재주의자인 비어즐리, 역사적 맥락주의자인 레싱의
답변과, 단토의 식별불가능성의 논제를 위조의 문제에 존재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의
대답을 비판적으로 살필 것이다.
III장에서는 본고에서 옹호하는 굿먼의 위조의 문제에 관한 답변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비판들을 검토할 것이다. 굿먼은 오리지널과 그것의 감쪽같은 카피가 있을 때
지금은 그 차이를 지각할 수 없어도 그 둘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그
둘은 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여 수많은 반론을 불러일으켰고 ‘다르게 보일
것’이라는 가능성에 기대어 있는 그의 주장은 인간의 지각이 대상 세계의 속성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객관적 통로임을 받아들이는 경험주의의 전통에서 당연하게 우리의
직관에 반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지각 가능한 속성에 근거해서 미적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면 그 판단은 시간이 지난 후에 변할 수 없을까? 만약 변할 수 있다면 타당한
근거에 의한 것일 수 없을까? 굿먼의 ‘다르게 보일 것이기 때문에 미적으로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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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주장은 마치 선결 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필자는
굿먼이 요구하는 이 ‘선결문제’는 우리의 지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의 타당성에 관한
근본적인 물음과 닿아 있으며, 이에 관해서 IV장에서 지각의 가소성에 관한 인식론적
논쟁을 검토하면서, 적어도 굿먼의 주장이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 아닌,
지각에 관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함을
주장할 것이다.
인식론에서 토대론과 정합론은 인간의 지식의 구조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설명한다.
토대론은 우리의 지식을 이루는 믿음들은 그것의 근거가 되는 다른 믿음들에 의존하며,
그 믿음의 가장 밑바닥에는 다른 믿음에 의존하지 않는 기초적 믿음이 있는데,
경험주의적 전통에서는 불변하는 ‘감각 자료’를 토대로 한 믿음을 그 기초적 믿음으로
여긴다. 그러나 만약 이 믿음의 토대를 이루는 인간의 지각이 주관적이며 가변적이라면,
즉 지각이 가소적이라면 이는 토대론의 뿌리를 흔드는 중요한 부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굿먼이 위조의 문제를 다루면서 주장한, 그래서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은 부분이
바로 지각의 이론 의존성이다.
위조 작품의 미적 가치의 문제를 다루면서 내재주의자들은 명시적으로, 역사적
맥락주의자들과 단토는 암묵적으로 우리의 지각이 대상에 들어 있는 관찰 가능한
속성들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할 것이라는 믿음을 전제하고 있다.
그와는 달리 굿먼은 지각이 주관적이고 가변적이라는 입장이다. 관찰 가능한 미적
속성에 근거해서 예술작품의 미적 가치를 판단하고, 그 근거가 되는 미적 속성의 지각이
가변적이라면, 한 예술작품이 위작으로 밝혀진 후에 변하는 미적 판단을 단순한 속물
근성에 의한 것으로만 여길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위작을 미적인 이유에서 거부한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위작과 오리지널의 차이를 지각적인 것과 무관한 외부에서 부여되는
의미의 차이에 기댄 해석의 문제로 여기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근거가 요구된다. 굿먼이
미적 차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그 지각된 속성이 예술작품의 양식적 특징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구성하고, 이렇게 구성된 양식적 특징들은 우리가 작품을 감상하는
가이드가 될 뿐 아니라 그 작품이 오리지널인지 위작인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V장에서는 진품성에 관한 굿먼의 견해와 이를 뒷받침하는 잘못된 귀속이 미적으로 왜
문제가

되는지에

관한

엘긴의

설명을

살피고,

이와

관련해서

위작은

미적으로

거부되지만 복사본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교육적으로 유익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를 예술작품의 기호로서의 기능에 근거해 살필 것이다.
진품성을

따지는

것,

즉

문제의

예술작품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는가의 귀속을 따지는 것은 문제의 작품을 그 작품과 동일한 화가 또는 화파의
작품들이 포함된 작품군 안에 위치시키는 작업으로, 그 작품이 기호로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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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하는가, 즉 그 기호가 무엇을 어떻게 전달하는가를 구성하는 맥락과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귀속에 관한 정보를 작품의 감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미술사적, 인식론적으로뿐
아니라- 미적으로 타당하다.
위작은 미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하나 슬라이드와 같은 복사본은 미적으로 비난 받지
않고 오히려 교육적으로 유용하게 여겨진다. 왜냐하면 위작은 원작인 체하며 원작의
기호로서의 기능들만 수행하려 하는 반면, 슬라이드와 같은 복사본은 원작인 체하지
않고, 원작의 수많은 환언

paraphrase

들 중 하나로서, 원작의 그림으로서, 그것이 복제하고

있는 원작을 지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VI장에서는 자필적 예술과 대필적 예술에 관한 굿먼의 설명을 소개하고, 이 구분에
대한

비판들을

검토한

후

굿먼의

위조에

대한

설명의

한계를

지적할

것이다.

구문론적으로 조밀한 자필적 예술에서는 미세한 지각적 차이가 큰 미적 차이를 낳을 수
있다는 굿먼의 주장은 전통적인 방식의 시각 예술과 그것의 전통적 방식의 복제인
경우에 한해서는 매우 설득력 있게 들린다. 그러나 이러한 굿먼의 주장을 현대의 디지털
예술을 포함한 모든 예술적 관습에 또는 고도로 정밀한 복제에까지 적용하기는 어렵다.
또한 대필적 예술에서 위조가 불가능하고 오로지 자필적 예술에서만 가능하다는 주장도
카피로서의 위조의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다. 지금까지 자필적 예술로 여겨졌던 회화나
조각도 매체의 변화 또는 복제 기술의 변화에 의해 ‘조밀하다’고 불릴 정도로 매우
섬세하면서 동시에 구문론적으로 디지털한 방식으로 분절적인 기보 체계를 갖게 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에 의해 자필적 예술과 대필적 예술의 경계가 허물어질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굿먼이 위조된 것에는 미적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여겼던 자필적
예술에서 미적으로 아무 차이가 없는 위조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이 같은 디지털적
복제품들은 원작과 동일한 미적 가치를 지닌다고 말해질 것이다.

주요어: 넬슨 굿먼, 위작, 미적 차이, 지각적 가소성, 진품성, 귀속, 기호, 맥락, 환언,
자필적 예술, 대필적 예술, 기보 체계

학번: 2001-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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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예술작품에는

여러

종류의 가치가

있다. 예술작품으로서 지니는

예술적

가치와

예술작품이 아닌 상품으로서 또는 역사적 사료로서 지니는 비예술적 가치가 있다. 예를
들어 렘브란트의 <폴란드 기수>는 값비싼 그림이라는 금전적 가치, 소재로 사용된
소품들, 복장 등에 관한 정보를 주는 역사적 사료로서의 가치를 지니며, 이러한 가치들은
비예술적 가치에 해당한다. 또한 <폴란드 기수>는 예술작품으로서 미적 가치, 윤리적
가치, 정서적 가치, 예술사적 가치 등의 예술적 가치를 지닌다. 오랜 시간 예술작품의
주요 가치로 여겨져 온 것이 미적 가치이다. ‘미적인 것

the aesthetic

’은 ‘감각 또는 느끼는

능력’ 또는 ‘감각, 지각을 경험하는 능력’을 뜻하는 ‘αíσθανεσθαι’라는 그리스어에서 온
말로, 그 어원적 의미에서 보아 직접 경험에 의하여 성립되는 직감적인 가치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다. 1 그러다가 칸트 이후로 예술작품을 감상할 때 사심을 배제하고 오로지
지각 가능한 색, 형태, 질감 등의 형식적인 요소를 감상하기 위한 무관심적 관조로서의
미적 태도를 취함으로 얻을 수 있는 쾌라는 축소된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2

, 이는

예술작품의 미적 가치는 누가 그것을 만들었는가와 같은 인지적 요소들을 감상에서
배제하고 작품의 표면에 놓인 관찰 가능한 속성들만을 근거로 작품의 미적 가치를
매겨야 한다는 비인지주의로 이어졌다. 그러나 비인지주의는 감상하려는 작품이 속한
예술사적 맥락을 감상에 개입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오늘날의 예술
감상에서는 예술작품의 가치 중 매우 제한된 부분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래서

요새는

예술적

가치는

무관심적 미적

태도로

얻어지는

형식적인

아름다움이 주는 쾌로서의 미적 가치 이외에도 인식적 가치, 윤리적 가치, 예술사적 가치
등을 예술적 가치에 포함시켜서 비인지적 미적 가치와 대비되는 의미에서의 인지적
가치로서의 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설명되곤 한다.
이러한 구도에서 보면 미적인 것은 단순한 형식적인 요소의 감상에서 얻어지는 쾌로
그 범위가 축소된다. 그렇게 되면 미적인 가치를 예술작품의 주요 가치라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게 여겨진다. 그렇다면 이 같은 좁은 의미의 미적 가치를 제외한 나머지
예술적 가치들은 ‘미적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들, 이를테면 인지적 가치, 윤리적 가치,
예술사적 가치 등으로 모두 설명될 수 있을까? 필자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리어왕>에 담긴 윤리적 가치 또는 문학사적 가치 등은 그 희곡을 직접 읽지 않은
사람에게도 전달될 수 있고, <게르니카>에 담긴 사회적 메시지 또는 미술사적 의미 등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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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그림을 직접 바라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도 전달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자세한
설명도 그 희곡의 매 구절들을 직접 읽으면서 얻을 수 있는 쾌를, 피카소가 전쟁의
참혹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선택한 바로 그 방법으로 그려진 그 그림을 직접 보면서 얻을
수 있는 쾌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은, 예술작품의 감상은 반드시 지각을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인식적 가치, 윤리적 가치 등의 여타 예술적 가치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보여준다.
‘미적인 것’은 분명 작품의 표면에 놓인 관찰 가능한 속성들을 바탕으로 경험된다.
그리고 형식적인 요소의 감상으로 얻는 쾌가 그 관찰된 속성들을 기반으로 하는 것도
맞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형식적 요소의 감상으로 얻는 쾌를 ‘미적인 것’과 동일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미적인 것을 좁은 의미로, 즉 인지적 요소를 배제한
형식적 요소들을 감상함으로 얻는 쾌로 정의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보이기 위해 이를
삼단논증으로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전제 1

[A]미적인 것은 [B]관찰 가능한 속성을 바탕으로 한다.

전제 2

[C]인지적 요소를 배제한 형식적인 요소의 감상으로 얻는 쾌는
[B]관찰 가능한 속성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결론

[A]미적인

것은

[C]인지적

요소를

배제한

형식적인

요소의

감상으로 얻는 쾌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 논증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전제 1

전제 2

결론

이 논증에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전제 1과 전제 2에서 필연적으로 결론이 도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제 1과 전제 2에서 위의 결론이 도출되는 것이 타당한 것이
되려면 지각에 이론이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지각의 객관성이 보장되어야만 한다. 즉
지각이 배경 지식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경우에만 A와 C가 논리적으로 일치할 수
있다. 전제 1과 전제 2에서는 미적인 것을 좁게 정의하는 위의 결론뿐 아니라 다음의
2

결론들이 도출되는 것도 가능하다.

결론

만약

지각의

*

결론

객관성이

**

보장되지

결론

않는다면,

즉

***

[B]지각에

결론

감상자의

****

믿음,

이론,

*

배경지식이 영향을 미친다면 -지각이 이론탑재적이라면- 결론 에서 볼 수 있듯이
미적인 것에 모든 사심을 배제한 관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쾌 이외의[~C] 예술작품의
다양한 예술적 가치들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이론 탑재적인 미적인 것[~C∩A]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3 결론*의 A가 넓은 의미의 ‘미적인 것’의 정의에 해당한다.
‘미적인 것’에는 예술작품을 인식하는 감각, 지각과 닿아 있으면서, 작품과 관련된
예술가와 작품의 역사적 맥락을 모두 배제한 무관심적 태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비인지주의적 측면 말고 오늘날 우리가 예술작품을 감상할 때 고려에 넣어야 한다고
여기는 인지적 요소들과 관련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
필자는 무관심성을 비판하는 입장에 동의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미적인 것’을
무관심성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좁게 정의하는 것에 반대한다. ‘미적인 것’이
무관심적인 태도로 얻을 수 있는 형식적인 요소의 감상에서 오는 쾌를 설명하는 데
사용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둘을 동일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잘못이다. C. 벨,
비어즐리와 같은 내재주의자들은 ‘미적인 것’의 의미로 칸트에서부터 이어진 좁은 의미의
정의를 받아들이고 있으나, 그들을 제외한 다른 많은 미학자들은 그 이상의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굿먼이 ‘장차 달라 보일 것이라는 믿음이 지금의 나에게 미적 차이를
만든다’고 말할 때 ‘미적인 것’에는 이론을 배제한 무관심적 태도로 얻을 수 있는 쾌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 좁은 의미의 ‘미적인 것’의 의미를 받아들인다면 굿먼의 이
말은

모순처럼

들릴

것이다.

그렇지만

‘미적인

것’의

기반이

되는

지각이

이론탑재적이라면 무관심적 태도를 통해서가 아닌, 귀속과 같은 작품과 관련된 배경
지식을 적극적으로 고려에 넣는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넓은 의미의 ‘미적인 것’이
3

지각의 이론 탑재성 또는 지각적 가소성을 받아들일 경우 [C] 순수한 관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쾌로 여겨졌던 좁은 의미의 ‘미적인 것’은 설 자리가 없게 된다. [C=Ø] 왜냐하면 인지적 요소를
배제한 오직 형식적 요소를 감상하는 태도 역시 -의식적으로 형식적 요소에 집중하는 특별한
태도로서- 감상자가 전제하고 있는 이론들 중 하나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오로지 배경 지식, 전제, 맥락과의 연관된 것들로서의 넓은 의미의 ‘미적인 것’만 남는다.

3

있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넓은 의미의 ‘미적인 것’은 예술작품의 감상에 다른 다양한 예술적 가치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 지점으로서, 지각과 맞닿아 있다. 동시에, 예술작품의 감상에 작품과 관련된
배경 지식을 포함시키는 오늘날의 감상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한다. 단 이 모든
것은 지각의 이론 탑재성이 적절한 설명인 경우에 가능하다.
본고는 위조 작품의 미적 가치에 관한 논의이다. 위조 작품은 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원작과 동일한 미적 가치를 지닐 수 있을까? 결론을 말하자면, 위작은 원작이
지니는 미적 가치를 지니지 못하고, 미적인 이유에서 거부된다. (이 때 사용된 ‘미적인’은
넓은 의미의 미적인 것을 뜻한다.)
어떤 가치를 미적 가치로 여길 것인가, 어떤 가치들이 미적 가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가에 관해서는 완벽한 의견의 일치를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다음의 두
지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첫째, 예술작품의 미적 가치를 결정하는 미적
속성은 작품에 내재하는 지각 가능한 속성에 의해 결정되며, 둘째, 예술작품에 들어 있는
여러 가지 가치들 중 일부는, 이를테면 표현적 가치, 인식적 가치 등이 미적 가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이런 여러 가치들이 이루는 다층적인 관계들이 예술작품의 감상의
즐거움을 배가시키고, 그 예술작품을 더욱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든다는 점이다.
위조 작품은 그것이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에 의해서 많은 가치들을 박탈당한다. 미적
가치와 필연적 연관이 없어 보이는 항목에서는 판단이 쉽다. 위작으로 밝혀지면 가장
먼저 금전적 가치를 잃을 것이고, 그 밖에도 미술사적 가치, 사회적 가치 등을 잃게 되며,
이 같은 판결에 아무도 토를 달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미적 가치는 어떠할까?
위작으로

밝혀진

후에

그

미적

가치를

박탈당하는가를

결정하는

데

왜

우리는

머뭇거리게 될까?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미적 가치는 작품에 내재하는 지각적 속성에
근거한 또는 그것과 필연적으로 연관된 속성에 의해 결정되는 가치로 여겨지고, 어떤 한
작품이 위조로 밝혀지기 이전과 이후에 그 작품의 물리적 속성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문제의 작품이 유명한 화가에 의해 그려진 것이 아닌 이름 없는 위조가가
그린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더 이상 아름답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단순히 속물적인
것일까? 누가 언제 그 그림을 그렸는가에 관한 정보를 그 그림의 미적 가치 평가에
개입시키는 것은 미적으로 부당한 것일까? 위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 작품에
대한 미적 평가가 정당하게 달라질 수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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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예비적 고찰
많은 사람들이 예술품을 복제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위작은 예술작품의
복제품인 데다가 감상자를 속이기까지 하니 위작은 단순한 복제품보다 더욱 많은
이유에서 거부될 것이다. 위작의 미적 가치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거부감들이 무엇에서 비롯된 것인지, 위작이 미적으로 거부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관한 논의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것, 그리고 미적인 것과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배틴이 제기한 위조와 관련된 딜레마에서 논의를 출발하고자 한다.

1. 딜레마: 위조를 거부하는 이유들
우리 사회는 일반적으로 예술작품의 복제를 장려하지 않는다. 배틴은 그 이유들을
다음의 세 항목으로 정리하고, 각각의 항목과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었을 경우에도 여전히
예술작품의 복제를 장려하지 않을 미적인 이유가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 우리는 카피가 신뢰할 만큼 정확하지 않으며, 따라서 원작을 왜곡시킬
수밖에 없다고 가정할 수 있다. 어떠한 카피라도 원작과 완벽히 충실하게 같을
수는 없다면, 아주 미세한 불일치가 실제로 감상될 때에는 중대한 차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원작이 갖는 미적 가치를 지닐 수 없다.
둘째, 카피들은 -아무리 감쪽같더라도- 우리로 하여금 원작과 조우하고 있다고,
따라서 참된 가치 있는 미적 경험을 하고 있다고 믿게끔 속이고 있다.
셋째, 카피를 허용하거나 장려하는 문화는 예술가가 제대로 된 인정과 작품에
대한 정당한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하게 해서 미래의 유망한 예술가들을
좌절시킨다.4

세 번째 이유는 명백히 비미적인 이유로 논의에서 쉽게 제외시킬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이 미적인 것인지 따져 보아야 하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것이 카피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원작과 조우하고 있다’고 속임을
당하고 있지 않다고 또는 그것이 복제된 것임을 밝히고 감상하도록 제시된다고 가정하면,

4

M. P. Battin, “Exact Replication in the Visual Arts”, JAAC, Vol. 38, No. 2 (winter, 1979), pp.
15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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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작품의 복제를 장려하지 않을 이유가 되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이유는 명백하게
미적인 문제로, 복제품의 미세한 불일치가 지각적 차이를 만드는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다음을 가정할 수 있다.
물리 화학적으로 열심히 연구한 결과 한 시각 예술작품의 물질적 구성 요소의
모든 것들을 분자 대 분자 수준으로 정확하게 복제

reduplicate

할 수 있는 세계를

가정해보자. 거기서는 물감뿐 아니라 그 아래 캔버스, 프레임 등의 모든 것이
일치한다. 인간의 판단이 (또는 오류가)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 어림짐작 또는
추측도 없으며 가장 섬세한sophisticated 물리적 또는 화학적 분석으로도 구별할 수
5

없다.

이 가능 세계의 정확한 복제품

exact replica

은 원작의 모든 시각적 특징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도 미적 가치에 차이가 있을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망설이게 된다. 배틴은 그
망설임이 카피 또는 위작은 원작보다 어떤 이유에서이든지 미적으로 열등하며 덜
만족스러울 것이라는 가정이 있기 때문이고, 그 미적으로 열등할 것이라는 가정은 다름이
아닌 “친밀한 관계라는 속성”과 연결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죽은 아이가
아끼던 손때 묻은 곰 인형, 나폴레옹과 조세핀의 침대, 유럽의 대성당의 닳아진 돌계단에
들어 있는 오랜 시간 쌓여 온 과거의 사람들 또는 사물들과의 친밀한 관계의 속성은
분자 대 분자 수준의 복제품이라 하더라도 지닐 수 없다. 즉 아무리 겉보기에 똑같아
보인다 하더라도 반드시 ‘바로 그’ 곰 인형 또는 ‘바로 그’ 침대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으며 그러한 사물들에 있어서는 그 친밀한 속성이 그 사물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 친밀한 관계라는 속성은 비-전시적 속성으로 예술작품의 복제품에도 마찬가지로
결여되어 있다. 이는 그 작품의 제작의 역사와 관련된 것으로, 예를 들어 진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에는 들어 있지만, <모나리자>의 감쪽같이 따라
그린 복제품에는 또는 <모나리자>의 분자 대 분자 수준의 복제품에는 들어 있지 않다.
그런데 그것이 예술작품의 자격을 박탈할 만큼의 또는 그 복제품을 감상할 때 그 미적
속성에 영향을 줄 정도의 중요도를 지닌 것일까? 배틴은 예술작품의 경우 이 친밀한
관계적 속성은 부수적 속성으로 예술작품의 핵심 가치를 결정하는 데 고려될 사항은
아니라고 말한다.
만약 감쪽같은 카피 또는 분자 대 분자 수준의 복제가 가능해서 원작을 왜곡시키지
않고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면, 그리고 예술작품을 감상할 때 친밀한 관계
속성이 그 작품의 미적 가치 평가에서 배제시킬 수 있는 부수적 속성이라면, 위대한
예술작품의 복제품들을 더 많이 만들어서 보급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위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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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tin, p.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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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예술작품의 복제를 장려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복제품이 미적으로 원작과 차이가 없다는 것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복제를 장려하기를 꺼리는 것이 배틴이 말하는
딜레마이다.
배틴이 제시한 세 가지 이유들을 차례로 검토해보자. 첫 번째, 원작과 복제품의 미세한
불일치가 감상에서의 중대한 차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배틴은 분자 대 분자 수준의
복제가 가능한 세계를 가정했지만, 사실 분자 대 분자 수준의 복제품까지 가지 않더라도
세계적인 미술관들에서 이러저러한 이유에서 전통적인 직접 그리는 방식의 복제품들을
원작을 대신해서 전시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고, 우리는 이러한 복제품들을
감상하면서 -진품을 직접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는 아쉬움은 있을지 몰라도- 원작을
감상할 때와 동일한 또는 매우 유사한 지각적 경험을 하고 있다고 여긴다. 또 만약
배틴의 가능 세계에서처럼 분자 대 분자 수준의 복제가 가능할 경우 원작과 복제품에서
서로 다른 미적 경험을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는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위작들은 -기존의 작품을 그대로 베낀 모방으로서의 위작이든, 특정한
화가의 스타일을 모방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혼성모방으로서의 위작이든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원작과 조우하고 있다고 믿게끔 속인다. 배틴은
이에 대해서 그것이 복제된 것임을 알고 있다고 가정함으로써 복제를 장려하지 않을
이유에서 제외시킨다. 위작의 미적 가치에 관한 물음을 다루면서, 문제의 작품이 복제된
것임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위조로 밝혀졌을 경우 더 이상 ‘속인다’는 기능을 수행하지는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위작의 미적 가치에 관해서 고민하는 것은
위조로 밝혀진 또는 그 진품성에 관해 의혹이 제기된 작품에 한해서이고, 현재까지
들키지

않고

여전히

성공적으로

오리지널

행세를

하고

있는

위작들은

이러한

고민거리에서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문제의 작품의 출처를 명시해서 속이는 일이 생기지
않게끔 한다고 해도 문제의 작품의 출처에 관한 정보가 그 작품의 미적 가치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는가 또는 위조로 밝혀지기 이전과 이후의 그 미적 가치에 변함이 있는가의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세 번째, 예술작품의 복제를 장려하는 문화는 예술가가 제대로 된 인정과 작품에 대한
정당한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하게 해서 미래의 유망한 예술가들을 좌절시킨다는 항목은
사회적, 경제적 이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우리가 예술작품의
복제를 장려하지 않는 주된 현실적인 이유이다. 위대한 예술작품은 위대한 미적 가치를
지닌 것이기도 하지만, 대체로 상당한 금전적 가치를 지닌다. 예술작품들은 어떤 개인의
또는 어떤 기관의 재산이고, 그 금전적 가치는 희소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복제된
예술작품이 원작과 동일한 미적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 보장되고, 예술작품의 복제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대한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재산 가치의 하락을 감수하면서 평등주의적 예술의 보급에 참여할 것을 그
누구에게도 강제할 수는 없다. 다만 우리가 예술작품의 복제를 장려하지 않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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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틴이 주장하는 평등주의적인 견해를 부정하기 때문은 아님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복제품 또는 위작의 미적 가치에 관한 논의는 예술작품의 복제를 허용 또는 장려할
것인가의 문제와는 별개이다. (만약 이를 구분하지 않고 논의를 진행한다면 이는 복합
질문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배틴의 문제 제기를 통해서, 앞으로 위작의 미적 가치에 관한 논의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사항들, 단순한 복제와 같이 위조가 아니더라도 위조의 문제와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사항들, 위조의 문제를 다루면서 혼동하지 말아야 할 사항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첫째, 위조의 문제를 다루면서 오리지널과 카피가 똑같이 보이는 경우 또는
똑같은 물리적 요소를 제공하는 경우 미적 차이를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미적 차이를
만드는 것으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것에 작품의 귀속을 포함시키는 것이 미적으로
정당한 것인가가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위조가 아니더라도 그 출처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 그리고 복사본이라는 것을 알고 보는 경우 오리지널을 감상하는 것과 다른 미적
경험을 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따져보아야 한다. 셋째, 우리가 위조 또는 복제를
거부하는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만약 어떤 한 가지 이유에서 위조 또는 복제를
거부한다고 해서 나머지 이유들까지 다 인정하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각각의 이유들은 서로 분리해서 다루어져야 하며, 본고에서는 위조를 거부하는 미적인
이유만을 다룰 것이다.
만약 위조 작품이 너무도 감쪽같아서 훌륭한 예술작품 원작과 구별할 수 없다면 그
위작은 원작과 마찬가지로 훌륭한 예술작품이 아닌가? 한 작품이 위작으로 밝혀진
이전과 이후 그 작품은 시각적으로 동일한 대상인데 왜 그 작품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야
하는가? 왜 예술작품의 미적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 작품의 비미적 속성-으로
여겨지는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그 중에서도 특히 위작인지 오리지널인지
여부가 영향을 미칠 때 이를 정당한 미적 평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일까?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조의 개념과, 위조와 관련된 다른 여러 개념들을 살펴보자.

2. 위조의 정의
위조 작품

forgery

은 감상자 혹은 소비자에게, 보통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그 제작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허위로 보고하는misrepresent 예술작품으로 정의된다.6 주의해야 할 것은,
위조 작품은 다른 위조품들, 예를 들어 위조 지폐 또는 위조된 여권 등과 다르게 위조된
것임에도 여전히 “~한 예술작품”으로 정의된다는 점이다. 즉 위조 지폐는 분류상 화폐가
아니며, 화폐로서의 가치를 전혀 지닐 수 없지만 위조 작품은 그 미적 가치가 어떻게

6

David Phillips, “Forgery”, The Dictionary of Art, Vol. 11 (Grove, 1996), ed. Jane Turner, pp.
30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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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되든지 간에 분류상 예술작품이다. 때로는 시시한 오리지널 작품보다 그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되는 경우도 있다.7
일반적으로 위조 작품의 정의에 있어서 고려되는 사항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위작을 오리지널 작품과 구별시키는 것은 작품의 내용이 아니라 그 작품의 제작의
역사이다. 둘째, 속이려는 의도는 위조 작품이 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이는 순수하게
따라 그린 것honest

copy

또는 단지 그 출처를 잘못 알고 있는 것merely

mistaken attribution

을 위조

작품과 구분시킨다. 즉 고흐의 풍경화를 비슷하게 따라 그리거나 고흐의 스타일로 새로운
정물화를 그린 것은,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또는 다른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고흐의 작품이라고 속이지 않는 한 위작이 아닌 그저 따라 그린 그림 또는 고흐의
스타일로 그린 작품이며, 미술관에 전시된 시슬레의 풍경화에 착오로 코로의 이름표가
붙어 있을 경우에는 그저 이름표가 잘못 달린 것일 뿐 코로의 시슬레 위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위조 작품은 유명한 어떤 작품의 카피일 수도 있고, 유명한 어떤 예술가의
스타일로 제작된 새로운 작품일 수도 있다. 처음부터 속이려는 의도로 위조가에 의해
제작된 작품일 수도 있고, 그것을 만든 사람은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중개상을 거치는
과정에서 위작으로 둔갑할 수도 있다.
위조

작품의

미적

가치에

대해

논하다

보면

위조와

관련된

다양한

용어들이

등장하는데, 혼동을 피하기 위해 어떤 경우를 위작으로 볼 것인가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3. 위조와 혼동하기 쉬운 개념들
일반적으로 위조forge라고 하면 다른 화가의 작품을 베껴 그리는 모방copy을 떠올린다.
그러나 어떤 작품이 ‘모방한 것임’과 ‘위조임’ 사이에는 어떠한 필연적 연관성도 없다.
우선 모방하는 것이 모두 위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고전주의 화가들은 고대의 조각과
건축을 본으로 삼아 고전적인 양식을 창조에 활용했으며 8 , 현대 미술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7

8

모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뒤샹의

<L.H.O.O.Q.>는

다빈치의

헝가리 출신의 위조 화가 엘미르 드 호리(Elmyr de Hory, 1907-1976)의 위작들은 실제로
고가에 거래된다. 이러한 경우 일종의 ‘원작의 지위’를 부여 받은 것처럼 진짜 엘미르 드 호리의
‘위작’인가가 그 작품의 금전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예술작품 수집가들의 ‘수집품 목록’에
그 이름을 올리게 된다. 엘미르 드 호리에 관해서는 www.intenttodeceive.org > Forger Profile >
Elmyr de Hory를 참고.
A. D. Potts, “Greek Sculpture and Roman Copies: Anton Raphael Mengs and the Eighteenth
Century”, Journal of the Warburg and Courtauld Institutes 43, p. 150. 로마 시대의 많은 조각
작품들이 그리스 조각을 모방 또는 흉내낸 것으로 여겨지지만, <라오콘>, <보르헤스 전사>,
<벨베데레 토르소>, <바베리니 목신> 등은 그리스 양식을 바탕으로 한 창조적 작품들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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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리자>를 전제로 제작되었으며, 60년대 팝 아트는 대중 예술의 이미지들을 가져다
사용한다. 이러한 작품들의 의미는 기존의 다른 작품 또는 다른 사물의 이미지에 상당
부분 기대어 있다. 어떤 경우에는 창조적 모방으로 인정되어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parody
로 본다 9 - 또 어떤 경우에는 표절 또는 위조로 여겨져 미적,
이러한 경우를 패러디

도덕적 비난을, 심지어는 법적인 처벌을 받기도 한다. 따라서 다른 작품을 모방한
것이라고 해서 모두 위작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모방은 위조의 충분 조건이 아니다.
표절

plagiarism

의 경우 원작의 내용을 도용한다는 점에서 위조와 유사해 보이나, 예술가와

작품의 제작 연도와 같은 작품의 제작의 역사를 허위로 보고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조와 구별된다. 표절은 다른 사람의 창조물을 도용했으면서도 마치 자신의 창조물인
것처럼 보이도록 속이는 반면, 위조는 자신의 창조물을 마치 다른 예술가의 작품인
것처럼 보이도록 속인다. 또한 위조는 -굿먼의 구분에 따르면- 회화, 조각과 같은
자필적 예술에서만 가능하지만, 표절은 자필적 예술뿐 아니라 소설, 시와 같은 대필적
10

예술에서도 가능하다.

위조는 주로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되도록 높은 가격의 유명한
작품이 위조될 것이라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매우 유명한 작품들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많이 연구되었기 때문에 위조했을 경우 쉽게 들키게 되므로 위조가들은
그런 작품을 그대로 베껴서 팔지 않는다. 유명한 그림들을 위조해서 박식한 소비자들에게
팔아먹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리한 위조가는, 성공적으로 속이기
위해서, 어떤 유명한 예술가의 양식으로 새로운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만들어서 마치
그것이 그 유명한 예술가의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작품인양 속이는데, 이러한 경우를
혼성위조라고 한다. 혼성화pastiche는 기존의 그림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카피로서의 위조와는 구별되지만, 다른 예술가의 작품인 것처럼 속인다는 측면에서
명백한 위조에 해당한다. 이제 모방은 위조의 필요조건도 아니다.
이상 위조와 혼동하기 쉬운 개념들을 살펴보았다. 앞으로 위조의 미적 가치의 문제에
대해 여러 이론가들이 제시한 해결책들을 검토할 것인데, 그 해결책들이 기존의 작품을
그대로 베낀 모방으로서의 감쪽같은 위작뿐 아니라 유명한 화가의 양식을 흉내 내어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낸 혼성 위작, 이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설명할 수 있는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덧붙이자면, 위조 행위는 다른 사람을 속여서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다는 측면에서
9

Linda Hutcheon, A Theory of Parody: The Teachings of Twentieth-Century Art Forms (New
York and London, 1985), pp. 5-6. 허천에 따르면 패러디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단지 두 텍스트,
즉 원작과 그것을 패러디한 작품 사이의 특정한 방식에서의 상호 연관성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른 작품을 패러디하려는 의도, 그 의도를 알아차리는 것, 그것의 배경이 되는 텍스트를
그것의 패러디와의 연관성 위에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패러디의 경우
단순한 모방과 구별되며, 그것에 담긴 풍자와 해학이 창조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10
자필적 예술과 대필적 예술의 구분에 관해서는 본고의 VI장 1. 자필적 예술과 대필적 예술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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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덕적

immoral

이고, 다른 예술가의 작품을 도용하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불법illegal이다. 그러나 위조 행위의 도덕적 또는 법적 책임에 대해 논하는
것은 본고의 논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본고에서 다루어질 위조의 문제는 위조
작품이 예술작품으로서 어떤 미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가, 즉 미적 대상으로 그 가치를
평가할 때 그것이 위조라는 사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또 위조라는 사실이 미적
평가에서

고려되는

것이

미적으로

정당한

것인가를

따져

본격적으로 위조의 문제와 관련된 논의들을 살펴볼 것이다.

11

보는

것으로

한정하고

II. 위작의 미적 가치에 관한 견해들
1961년에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고대 에트루리아 테라코타로 알려졌던 작품이
위조로 밝혀진 사건이 있었다. 위조로 밝혀진 조각은 당장 지하 창고로 내려 보내졌는데,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당시 의견이 분분했다. 우선 위조로 밝혀졌다고 해도 지각적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는데 지하 창고로 내려 보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속물적
처사라는 비판이 있었고, 또 이같이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지각적으로 차이가 없어도
위조 작품이 오리지널 작품과 동등한 미적 가치를 가진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오히려
자신만

순수한

눈을

가진

체하는

위선적

속물이라고

공격했다. 가짜

에트루리아

테라코타는 무엇 때문에 지하 창고로 내려 보내진 것일까? 더 이상 아름답지 않아서일까?
어떤 예술작품이 위작으로 밝혀지면 그 미적 가치는 예전에 비해 낮게 평가되어야 할까?
본 장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서로 다른 대답들 11 을 소개하고 각 입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1. 내재주의: 비어즐리, “현상적 객관성”
위작으로 밝혀진 예술작품은 그 미적 가치가 낮게 평가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결코

아니다!”라고

단언하는

입장이

있다.

이러한

입장은

칸트에서부터

내려온

무관심성이라는 미적 태도를 취할 때 감상할 수 있는 관찰 가능한 속성만을 미적
대상으로
경험론

11

전통과

aesthetic empiricism

그

, 순수주의

흐름을

purism12

같이

하는

것으로,

내재주의internalism,

미적

또는 오로지 겉으로 보이는 것에서만 근거해서 미적

위조로 밝혀지면 그 작품은 예전과 가치가 달라지는가의 질문에 대한 II장과 III장에 걸쳐
차례로 살필 답변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답

이론

이론가

기준

No

내재주의

비어즐리

좁은 의미의 미적인 것

역사적 맥락주의

레싱

비미적인 것

존재론적 해결

단토

비미적인 것

구성주의

굿먼

넓은 의미의 미적인 것

Yes

12

여기는

이유
미적 속성은 불변하니까
독창성이 결여되어서
의미를
허위로
지각된
맥락이

결정하는 맥락을
보고하기 때문에
내용과 의미를 결정하는
변하기 때문에

The Dictionary of Art에서 ‘위조’를 찾아보면, 위조에 대한 서로 다른 접근 방식들이 소개된다.
그 중에서 비어즐리, 레싱, 캐슬러와 같이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오리지널 작품과 차이를
발견할 수 없는 위조 작품은 오리지널 작품과 동일한 미적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하는 입장은

12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미적 가치의 겉보기 이론
value

the appearance theory of aesthetic

’이라고도 불린다. 13 내재주의자들은 예술작품의 미적 가치는 작품 표면에 내재하는

지각 가능한 속성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위조로 밝혀진 후에도 그 작품의 지각
14

가능한 속성들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이전과 동일한 미적 가치를 지닌다는 입장이다.

즉

똑같아 보이는 두 그림은 그것이 위조이든 오리지널이든 똑같은 미적 가치를 지닌다.
이들에

따르면

작품의

미적

평가에서

그

제작의

역사와

같은

외재적

속성들은

배제되어야 한다.
대표적인 내재주의자인 비어즐리는 미적 가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x와 y [두 그림이] 어떤 방식으로도 서로 다르지 않다고 말하는 대신 [누군가]
그 기원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즉 하나는 “가짜”라고 말하지만, 그 내재적
특징들에 있어서는 아무 차이가 없어서 아무도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그
둘을 구별해낼 수 없다면 … 그것의 판단에 있어서 미적인 이유는 없다. … 두
대상이 관찰 가능한 특질들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미적 가치에
있어서도 아무 차이가 없다.15
비어즐리의 답변은 확고하다. 그는 위작으로 밝혀지기 이전과 이후에 작품 표면에 놓인
색의 배열과 형태들로서의 물리적 상태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데 그것에 의해 결정되는
미적 가치가 달라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예술작품의 미적 가치를 판단하는
데에는 오로지 객관적인 이유들만 고려되어야 하고, 그 작품이 만들어진 방식 또는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는가와 같은 일종의 ‘종적generic’ 이유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어즐리와 같은 내재주의자들은 색, 형태, 질감과 같이 작품의 표면에 놓인 관찰
가능한 속성들만을 미적 감상의 대상으로 여기는 형식론자들로, 이들에 따르면 문제의
작품이 누구에 의해서 언제 만들어졌는가와 같은 종적 속성에 관한 정보뿐 아니라 관찰

13

14

15

미적 경험주의로 분류된다. 그 밖에도 벨은 만약 한 예술작품이 “절대적으로 똑같은 카피라면
그것은 오리지널 작품과 똑같이 감동적일 것” 이라고, (C. Bell, Art, N.Y.: Capricorn Books,
1958, pp. 64-65, Colin Radford, “Fake”, Mind, Vol. 87, No. 345 (Jan., 1978), p. 68에서 재인용)
호스퍼스는 “예술작품이 표현하는 정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예술작품의 미적 특징이 아닌
작품의 외적인 것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므로 미적 가치 평가의 고려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John Hospers, Meaning and Truth in the Arts, Chapel Hill, N.C.: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46) 이 같은 주장들 역시 오로지 작품의 지각적 속성만이 미적 가치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미적 내재주의에 해당한다. David Phillips, “Forgery”, The
Dictionary of Art.
Jack W. Meiland, “Originals, Copies and Aesthetic Value”, The Forger’s Art, ed. Denis Dutt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3), p. 116.
황유경, 「분석 미학에 있어서 예술 비평의 문제: 비어즐리의 비평철학을 중심으로」, 『현대
미학과 비평의 문제』 (1990), p. 10.
Monroe C. Beardsley, Aesthetics (Harcourt, Brace, 1958), p. 503. Radford, p. 7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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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한 다른 인지적 요소들을 모두 감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비어즐리는 잘 알려진 바대로 예술작품의 미적 가치는 작품의 표면에 놓인 관찰
가능한 속성들이 이루는 표준적인 특징들-통일성, 강렬성, 복잡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주장하며, 그에 따르면 이 현상적으로 객관적인 속성들을 제대로 경험하려면 인지적,
도덕적 경험과 같은 작품의 외적인 것과 관계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요소들을 순수한
미적 경험으로부터 분리해야 한다.
우리가 예술작품을 통해 할 수 있는 미적 경험이 작품의 표면에 놓인 관찰 가능한
속성의 지각에서 시작되는 것임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작품과 관련된 인식적, 도덕적,
역사적 속성들을 모두 배제한 작품의 표면의 현상적으로 객관적인 속성들만을 미적
경험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예술작품의 미적 가치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보는 것으로,
그런 관점을 취함으로서는 예술작품을 제대로 감상했다고 말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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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문학에서 마크 트웨인의 소설 <허클베리핀의 모험>은 노예제도와 인종차별의 문제를
다룬 작품으로 감상할 때, 음악에서 존 루터의 칸타타 <Magnificat>의 마지막 악장은
좁게는 같은 곡의 첫 번째 악장에서 사용된 소절과의 관계를, 넓게는 같은 작곡가의 다른
곡 <Gloria>에서 타악기를 사용한 방식을 염두에 두고 감상할 때 그 미적 경험의
깊이가

더해진다. 회화에서도

그리스

신화에

관한

배경

지식이

없으면

브뤼헬의

<추락하는 이카로스가 있는 풍경>의 풍자적 시선으로 그려낸 재치와 교훈, 경쾌함을
읽어낼 수 없다. 작품의 표면에 놓인 현상적으로 객관적인 속성들 외의 다른 요소들을
감상에서 배제할 것을 제안하는 비인지주의적 미적 태도는 공감을 얻기 어렵다.
문제는

예술작품의

제작의

역사에

관한 정보들, 누가

언제 어디서 그

작품을

만들었는가의 종적 속성이 역사적, 도덕적, 인지적 속성들처럼 작품의 미적 가치와
밀접한 관계에 놓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가, 아니면 금전적 속성, 특별한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의 속성처럼 작품의 미적 가치와는 무관한 부수적인 것으로 여겨져야
하는가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술작품의 인지적, 역사적, 도덕적 속성들이 작품을 통해
얻는 감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에 동의한다면, 그렇다면 작품의 제작의 역사에 관한, 즉
귀속에 관한 정보는 어떠할까? 그 작품이 베르메르가 그린 것인지, 판 메헤렌이 그린
것인지에 관한 사실이 문제의 작품의 미적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고려되는 것이
미적으로 정당한 것인지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2. 역사적 맥락주의: 레싱, “독창성”
예술작품을 감상할 때 그 예술작품이 언제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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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즐리의 입장과 같은 비인지주의에 대한 비판은 황유경, 『예술 기호론: 굿맨과 엘긴의
미학』(2015), 제6장 미적 반인지주의 비판 중 6. 1. 2. 예술의 미적 개념 비판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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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는 것, 그리고 원작보다 복제품을 더 낮게 평가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우리가
예술작품에 들어 있는 독창성originality에 무게를 두기 때문이다.
레싱은 독창성을 예술작품의 핵심 가치들 중 하나로 여긴다. 레싱에 따르면 예술작품은
독창성과 기교라는 두 요소에 의해 그 예술적 가치가 결정된다. 레싱은 원작과 그것의
감쪽같은 복제품이 있을 때 그 둘의 예술적 가치에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복제품에
독창성이 결여되었다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어떤 작품이 위대한 예술작품인
것은 “단지 아름답기 때문만이 아니라 예술가와 감상자 모두에게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고, 그들이 가보지 못했던 새로운 미의 지평을 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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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또는

복제품의 표면에는 원작과 유사한 현상적 속성들이 있지만 그 안에는 원작이 지닌
제대로 된 역사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독창성이 결여되어 있고 따라서 위대한 예술작품이
될 수 없다.
위작에 독창성이 결여되어서 예술적 가치가 떨어진다는 데 이견이 없다 하더라도
독창성이 작품의 미적 속성인지는 더 따져 보아야 한다. 독창성과 미적 속성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을지를 염두에 두고 독창성에 관한 레싱의 설명을 검토해 보자.
레싱은 우리가 흔히 ‘어떤 작품이 독창적이다’라고 말할 때 사용하는 ‘독창성’의 의미를
다음의 다섯 가지로 분석한다.
1) 다른 대상과 동일하지 않은

not identical

특정한 대상이라는 의미로 독창적이라는

술어가 사용될 수 있다. 이는 모든 사물이 다 지닐 수 있으므로 자기
동일성self-identity 또는 개별성particularity으로 부를 수 있다.
2) 어떤 작품을 다른 예술작품으로부터 구별하는 데 사용되는 특정한 피상적
개체성superficial

individuality

의 뜻으로, 이는 개체성으로 부를 수 있다. 이 개체성은

어떤 작품이 독창적인 것이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3) 상상력이 풍부한 창의성imaginative

creativity

의 의미의 독창성은 구성, 균형, 색,

강도, 원근법, 조화, 리듬, 빠르기, 질감, 운율 등의 작품의 속성들과 관련된
것으로 이러한 측면들에서 새롭다는 뜻이다.
4) 독창성은 위대한 예술적 성취라는 평가적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데, 이는
작품에 담긴 조망

scope

, 심오함, 대담함, 참신함

novelty

등과 관련이 있으며, 그

예술작품이 탁월하게 이 가치들을 이루어내고 있음을 뜻한다.
5) 하나의 개별 작품이 한 화가 또는 화파의 예술적 업적의 총합으로서의
예술적 참신성과 성취를 뜻한다. 예를 들어 ‘이 베르메르의 작품은 밝고
17

Alfred Lessing, “What Is Wrong with a Forgery?”, The Forger’s Art, p.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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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색을 사용하고, 빛을 다루고 표현하는 방식이 독창적이다’에서의
독창성이 이에 해당한다.
만약 우리가 어떤 위작에 독창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그 작품은 예술적 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한다면 레싱은 그 판단이 정당한지 이 다섯 가지 항목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며, 판 메헤렌의 <사도들>은 그 제작의 역사를 허위로 보고한 명백한 위조임에도
불구하고 독창성이 완전히 결여된 것은 아니므로 오리지널과 같은 예술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판 메헤렌의 <사도들>은 그가 제시한 다섯 가지
의미의 독창성 중 다섯 번째, 즉 특정한 화가 또는 화파의 예술적 업적의 총합으로서의
참신성과 성취라는 의미에서의 독창성만 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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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도들>은 17세기가 아닌

20세기라는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그 양식과 소재의 면에서 새로운 것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5) 역사적 맥락에서의 독창성을 결여했지만, 여전히 예술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 왜냐하면 판 메헤렌은 베르메르의 작품을 있는 그대로 베낀 것이 아니라 그의
스타일만을 모방하여 스스로 새로운 작품을 창조해낸 것으로 다른 오리지널 작품들이
갖는 1) 특이성과 2) 개별성, 3) 창의성을 가질 뿐 아니라, 심지어는 많은 다른 오리지널
작품들이 갖지 못하는 4) 위대한 예술적 성취의 의미에서의 독창성도 지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도들>은

위작이면서도

독창성이

있으므로

오리지널

작품과

마찬가지의 예술적 가치를 지닌다.
레싱의 이러한 설명을 살펴 보면 우선 그가 카피인 위작과 혼성 위작의 예술적 가치를
구분해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카피인 위작은 독창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독창성에 의존한 예술적 가치도 결여한다. 반면 혼성 위작은 그가 분석한 다섯
가지 의미 중에서 네 가지 의미의 독창성을 지니므로 예술적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에 대해서 레싱이 제시한 다섯 가지 의미의 독창성 중 <사도들>이 결여한
의미의 독창성이 5) 역사적 맥락에서의 새로움이라는 의미의 독창성만은 아닐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나머지 네 개의 항목을 차례로 살펴보자. 그가 분석한 독창성의
의미 중 첫 번째, 1) 개별성은 모든 사물이 다 지니는 것으로 이러한 뜻에서 어떤 작품이
독창적이라고 말할 때 그 예술적 가치에서의 아무런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 두 번째, 2)
개체성으로서의 독창성을 레싱은 다른 예술작품과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특정한 피상적
개별성으로, 어떤 작품을 독창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필수조건이라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카피인 위조들은 이 개별성을 결여하므로 따라서 독창적이지 않다. 카피가 아닌 혼성화인
<사도들>이

이

개별성을

갖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개별성이

독창성의

필수

조건이라는 주장에는 문제가 있다. 카피인 위조들이 개별성을 갖지 않는다고 한다면,
위조가 아닌 카피들은 어떠한가? 세잔이 동일한 소재의 정물화를 여러 점 그렸다면, 이
서로 비슷해 보이는 -또는 똑같아 보이는- 정물화들은 개별성으로서의 독창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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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ing, pp. 6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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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여되었다고 말해질 수 있을까? 우리는 비슷해 보이는 세잔의 정물화가 여러 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독창적이지 않다고 말하지 않는다. 즉 레싱이 제시한 두 번째
개별성의 의미는 독창성의 필수 조건이 아니다.
레싱이 독창성을 예술적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여기고 ‘독창성의 성취’ 또는
‘독창적인 미’를 언급했을 때 1) 개별성과 2) 개체성이 그 예술적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것 같이 않다. 문제는 그가 제시한 3) 창의성과 4) 위대한 예술적 성취라는
평가적 의미에서의 독창성이다. 특히 레싱이 제시한 세 번째 3) 창조적인, 창의적인
새로움의 의미의 독창성은 구성, 균형, 색, 강도, 원근법, 조화, 리듬, 빠르기, 질감, 운율,
두운법, 긴장감, 인물, 플롯, 구조, 소재의 선택과 관련된 것으로, 만약 레싱이 핵심적인
예술적 가치로 여긴 독창성이 미적 가치와 연관이 있다면 이 세 번째 창의성의
의미에서일 것이다. 레싱에 따르면 판 메헤렌의 <사도들>은, 이를테면 구성, 균형, 색,
조화, 소재의 선택 등에서 창조적인 독창성을 지녔고, 이 미적 속성들에 근거해서
심지어는 4)위대한

예술적

성취라는 평가적

의미의

독창성까지

거머쥔다. 그리고

<사도들>에 이러한 가치가 있음은 그 작품이 등장했던 시기의 “편견 없는

unbiased

”

비평가들의 판단에 의해 뒷받침된다. 그러나 정말 그러한가?
<사도들>이 위작이라는 정보가 없었던 당시의 비평가들의 판단은 레싱의 표현처럼
‘편견 없는’,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객관적 판단이었을까? 만약 그렇다면 판 메헤렌의
작품들은 시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베르메르의 다른 작품들만큼 위대한 예술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여겨져야 마땅할 것이나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사도들>은 인물과
소재들을 배치한 구도, 균형, 색의 사용 등의 미적인 요소들에 있어서 베르메르의 훌륭한
다른 작품들과 확연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그 기교적 측면에 있어서도 매우 낮게
평가된다. 이 같은 지금의 달라진 평가를 단순히 그것이 위조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에
의한 편견 때문이라고 주장하기에 <사도들>은 너무 “못생겼다”. 달라진 평가가 편견에
의한 것이라는 설명보다는, <사도들>이 미술 시장에 등장했을 시기에 베르메르가 주로
대형 작품을 그렸던 그의 작품 활동 초기와 주로 작은 작품들을 그렸던 성숙기 사이의 ‘잃어버린 시기’로 불리는- 공백기의 작품을 발견하고 싶었던 비평가들의 열망이 판
메헤렌의 위작들의 양식적 특징들을 베르메르의 작품들의 양식으로 잘못 읽어내도록
작용했을 것이라는 설명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레싱은 혼성화인 <사도들>은
위조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맥락에서 새롭다는 의미에서의 독창성을 제외한 네 가지
일반적 의미에서의 독창성을 지니고, 특히 3) 창의성과 그것에 기초한 4) 예술적으로
위대한 성취라는 평가적 의미의 독창성에 기대어 예술적으로 가치 있음 주장하려 했지만
<사도들>은 이를 뒷받침하는 좋은 사례로 여겨지기 어렵다.
레싱의 주장의 핵심은 카피인 위조는 그 독창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예술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반면 <사도들>과 같은 혼성화인 위작은 5) 역사적 의미에서 새롭다는
의미의 독창성을 제외한 나머지 의미의 독창성을 지니므로 예술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때 <사도들>이 레싱의 주장대로 예술적으로 가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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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독창성인지 따져 보아야 한다.
레싱이 말한 3) 창조적임은 구성, 균형, 색, 강도, 조화, 리듬, 질감, 긴장감, 소재의
선택 등과 관련된 것이고 이들 요소들은 미적 가치를 판단하는 요소들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들에서 ‘새롭다는 것’만이 그 예술작품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새롭다’는 것은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에 비해서
새롭다’처럼 언제나 비교의 대상이 필요하며, 예술작품에서의 비교의 대상을 말하려면
반드시 역사적 맥락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레싱이 제시한 5) 역사적 맥락에서
새롭다는 의미의 독창성과 차이가 없다. <사도들>이 5)의 의미의 독창성이 결여되었다면,
3)의 창조성 역시 결여된 것이어야 한다. 누군가 <사도들>을 여전히 예술적으로 가치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구성, 균형, 색, 조화, 소재의 선택 등과 같은 요소들에 근거한
것이어야 함은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러한 요소들에 근거해 <사도들>이 훌륭한지
아닌지의 논의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술적으로 가치 있기 위해서 이러한
요소들에 있어서 새로워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이 5)의 의미의 독창성을 결여함과
동시에 3)의 의미의 독창성도 결여하게 되므로 <사도들>은 더 이상 레싱이 주장하는
독창성에 의존해서는 예술적 가치를 지닐 수 없다.
레싱은 예술작품이 독창적인 미, 독창성을 성취했을 때 큰 예술적인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비록 그가 <사도들>이 독창적이고 따라서 높은 예술적 가치를 지니는 것임을
보이는 데에는 실패했지만, 그의 분석을 통해 독창성이 역사적 맥락에 의존하는 개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독창성은 역사적 맥락에 의존적인 속성으로, 문제의 작품에 독창성이
담겨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작품이

언제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관한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독창성은 역사적 맥락에 의존적 개념으로
위작들에는 -문제의 위작이 카피인 위작이든 혼성 위작이든 상관 없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독창성의 기준으로는 위작들은 훌륭한 예술작품이 될 수 없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문제는

레싱이

훌륭한

예술작품임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여긴

독창성이

일반적으로 예술작품의 핵심 가치로 여겨지는 미적 가치와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이다.
어떤 작품이 미술사적 맥락에서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 작품을 높은
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여길 수 있다. 작품이 놓인 맥락에 대한 이해가 작품 감상의
깊이를 배가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우리의 직관의 한 쪽 끝을 차지하고 있지만 작품의
맥락을 모르더라도 작품을 감상할 수 있고, 비어즐리와 같이 내재주의자들이 주장한 대로
작품의 표면에 놓인 지각적 속성에 근거해서 작품의 미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는 주장
역시 우리의 직관의 반대쪽 끝을 잡고 있음을 감안하면 독창성이 작품의 미적 특징을
새롭다는 측면에서 그 예술적 가치를 높게 매기는 하나의 부분적인 기준은 될 수 있지만,
독창성에 의해 작품의 미적 가치가 전적으로 결정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역사적 맥락주의는 위작의 미적 가치의 문제에 대해서 내재주의와 정반대의 노선을
택하고

있다.

내재주의가

작품

외부의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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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과도

단절된

‘순수한’

현상적

속성들만으로 예술작품의 핵심 가치인 미적 가치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역사적 맥락주의는 예술작품의 핵심 가치가 전적으로 역사적 맥락에 의존한 독창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위작의 가치를 판단할 때 작품의
지각 가능한 속성에 근거한다는 직관의 한 쪽 끝을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도
있다. 그러한 입장을 이어지는 절에서 살펴보자.

3. 존재론적 해결: 단토, “구현된 의미”
똑같이 보이는 두 개의 그림 앞에 서 있다고 가정해보자. 겉으로 보기에 똑같을 경우
이 그림들은 서로 다른 미적 가치를 지닐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앞서, 우연히 두 그림의
겉모양이 일치한다고 해도 만약 각각의 작품을 그린 예술가도 다르고, 각각의 예술가가
서로 다른 주제와 의도로 그림을 그렸다면, 두 그림은 서로 다른 내용을 지녔다고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 단토는 그렇다고 답한다. 왜냐하면 예술작품에는 그것이 갖는
지각 가능한 물리적 속성들을 기반으로 하는 현상적 속성을 넘어서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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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토에게 예술작품은 지향성을 가진, '무엇에 관한 것'이며, 의미론적인

구조를 지닌 의미체로 해석의 대상이 된다. 사람이 손을 들어 올리는 행위는 신체의
움직임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파우다의 아레나 채플 북쪽 벽에
있는 지오토의 프레스코화의 6개의 장면에서 그리스도가 팔을 올리고 있는 동작은 그
동작이 행해지는 맥락에 따라 각각 훈계, 기적을 행하는 것, 세례, 명령, 축복, 비난의
의미를 지닌 행위가 된다. 즉 ‘행위 = 신체의 움직임 + x’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술작품 = 물질적 대상 + y’로, 행위에 있어서 x가 행위자의 ‘의지’라면 예술작품에
있어서 y는 ‘해석’이 된다. 즉 예술작품은 ‘지각되는 것 + 해석’이다. 따라서 눈으로는 그
차이를 식별할 수 없는 두 작품도 각각 어떻게 해석되는가에 따라 서로 다른 내용과
가치를 지닐 수 있다.20
단토는 식별 불가능성의 논제를 통해 물리적으로 또는 지각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는
대상들이 예술작품이 되면 일상적 사물이 지닐 수 없는 가치를 지닌다고 여겨지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술작품과 예술작품이 아닌 일상적 사물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19
20

Arthur Danto, The Transfiguration of the Common Plac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1), p. 3.
Ibid., pp. 4-6. 단토는 초기 비트겐슈타인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행위의 분석 철학’이
예술작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식별불가능성의 논제로 발전시킨다. 동일한
물질적 대상으로서의 붉은 사각형은 어떤 제목이 붙는가에 의해 그 의미와 가치가 결정된다.
①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민족(역사화), ②키에르케고르의 기분(심리적 초상화), ③모스크바의
붉은 광장(풍경화), ④붉은 사각형(기하학적 추상화), ⑤열반(종교화), ⑥마티스에게서 영감을
받은 제자가 그린 붉은 식탁보(정물화), ⑦그림을 그리기 위한 밑작업인 조르조네의 붉은 칠이
된 캔버스, ⑧단토가 직접 색칠한 붉은 캔버스, ⑨젊은 화가 J가 그린 제목이 <무제>인 붉은
캔버스. ①~⑥, ⑨는 분류상 예술작품이고, ⑦, ⑧은 예술작품이 아닌 일상적 사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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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적 차이가 아닌 그 대상에 부여된 의미임을 주장한다. 비록 위조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것은 아니지만, 이는 지각적으로 동일한 두 작품이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닐
21

수 있다고 설명한다는 측면에서 위조의 문제에 적용될 수 있다.

단토가 문제가 되는 대상이 예술작품인가 아닌가의 존재론적 층위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은 맞다. 그러나 위작은 존재론적으로 예술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예술작품의
가치를 지닐 수 없다는 식으로 그 구분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위작은
진품과 마찬가지로 분류상 예술작품이고, 진품인가 위작인가의 문제는 예술작품인가
예술작품이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진품과 위작 모두 분류상 예술작품이라는
조건에서 두 대상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에 문제의 초점이 놓여야 한다.
그렇다면, 위작은 어떤 면에서 원작의 가치를 지니지 못하는 것일까? 단토에 따르면
위작은 원작자와의 잘못된 관계에 있다는, 즉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맥락을 허위로
보고한다는 면에서 원작이 지니는 의미를 지닐 수 없다. 22 예술작품의 의미는 제작의
역사, 예술가의 의도 등이 포함된 미술사적 위치라는 맥락에 의해 결정되며, 위작은
거기에 담긴 진술들이 다른 예술가의 진술인 것처럼 가장하기 때문에, 즉 예술가와의
관계라는 맥락을 허위로 보고하기 때문에 원작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될 수 없다고 보는
면에서는 굿먼과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위작의 미적 가치에 관해서 본고에서 옹호하는
굿먼의 설명은 받아들일 수 있고 단토의 설명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필자는 단토의 이론에서 예술작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데 지각적 요소가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본다. 굿먼과 단토의 차이는 단토는 예술작품의
핵심 가치가 지각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굿먼은 지각된
내용이 그 의미를 결정하는 데 분명하게 관여한다고 본다는 데 있다. 단토는 굿먼이

Languages of Art에서 식별 불가능성을 거부하는 것을 비판하며 23 , 지각적 차이가
예술작품의 가치의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에서 식별 불가능성의 논제를 시작한다.
단토는 무관심적 관조를 통해 대상의 형식적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것에 물음표를 단다.
예를 들어, 뒤샹이 변기를 <샘>이라는 제목으로 예술작품의 반열에 들여놓았을 때 그
빛나는 흰색과 곡선의 유려함 등을 미적 관조의 대상으로 감상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의 의문, 즉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그러한 태도를 향한 조롱으로 일상적인
사물인 변기를 예술작품으로 끌어들였다. 이 때 뒤샹의 <샘>이 지닌 예술적 가치는 좁은 의미의- 미적인 대상으로 감상하는 것을 통해서는 파악할 수 없다. 왜냐하면 바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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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희, 「현대 미학에서의 ‘위조’문제에 관한 연구」, 1995. 최진희는 진품과 구별할 수 없는
위조 작품의 미적 가치 평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토의 식별 불가능성의 논제를 도입한다.
그녀는 미적 가치를 예술작품의 지위를 가져야만 지닐 수 있는 가치로, 위조 작품은
존재론적으로 예술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미적 가치를 지닐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예술작품의 가치-미적 가치, 예술적 가치-에 관한 단토의 입장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단토가 예술작품을 가치 있게 만든다고 여기는 것은 미적 가치가 아닌 예술적 가치이다.
Danto, p. 51.
Ibid., 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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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좁은 의미의 ‘미적인 것’을 감상하는 태도를 조롱하는 것에 <샘>의 가치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단토는 예술작품의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작품에 어떠한
미적인 가치가 들어 있는가를 설명하지 않는다.
좁은 의미의 미적인 가치라면 예술작품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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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대상이라도 ‘미적 거리’ 안에서는 미적으로 감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술작품이
아닌 보석, 새, 일몰도 아름다울 수 있고, 미적 태도로 바라보면 변기도 아름다울 수 있고,
병따개도 아름다울 수 있다. 그러나 단토가 보기에 그런 -좁은- 의미의 미적 가치는
결코 예술작품의 주요 가치가 될 수 없다. 단토는 지각 가능한 속성보다 예술가에 의해
부여되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견해는 일상적 사물을 예술의
경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미술사적 흐름과 보조를 맞추며 예술작품의 가치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요청했다는 데에서 단토의 이론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단토가 말하는 위작이 결여한 ‘예술작품의 의미’는 여러 예술적 가치들 중
하나로, 앞서 살폈던 좁은 의미의 미적 가치와 전혀 다름은 물론이고, 본고에서 위작에
결여되었다고 여기는 넓은 의미의 미적 가치와도 다르다. 단토의 이론을 위조의 문제에
적용하기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제의 작품이 원작인지 위작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에
대부분의 경우 지각 가능한 속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단토의 관심은 지각적
차이를 발견할 수 없을 때 그 대상들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단토가 식별불가능한 대상들이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사례들은 말 그대로 지각적 차이가 없고, 설사 지각적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의미의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워홀의 <브릴로 상자>를 가게에서 파는
브릴로 상품들과 다르게 또는 뒤샹의 <눈삽>은 예술작품이지만 그 <눈삽>과 같은
공장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다른 일상적 사물인 눈삽들을 예술작품이 아니게 만드는 것은
-심지어 그 제작의 역사도 아닌- 예술가가 부여한 의미이다. (물론 워홀의 브릴로
상자는 가게에서 파는 브릴로 세제 상자와 똑같이 보이게 잘 만든 수제품이었고,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게에서 파는 브릴로 세제 상자들과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지만,
그것이 실제로 가게에서 파는 세제 상자였다 하더라도 그 작품이 지니는 예술적 가치의
차이를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반면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위작이 원작과 미적으로
차이가 있는가의 문제와 관련된 사례들에서는 그 제작의 역사를 허위로 보고하는 것이
분명히 문제가 되며, 미술사가들은 작품의 표면이 보여주는 것으로부터 그 제작의 역사를
추정하며, 그것을 근거로 오리지널인지 위조인지를 판단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위조
작품의 미적 가치에 관한 논의에 단토의 식별불가능성의 논제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뒤샹이 예술작품을 무관심적 태도로 관조하는 감상 태도를 비판하기 위해서 변기를
미적 대상으로서 그 빛나는 색과 유려한 곡선의 형태를 감상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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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to, pp. 10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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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가를 조롱했다면, 거꾸로 식별 불가능성의 논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지각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는 10개의 붉은 사각형 캔버스를 늘어놓고 이것은 역사화, 저것은
심리적 초상화, 또 저것은 정물화라고 ‘해석’하는 것은 근거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의미들을 연결하는 현학적인 말장난이라고 조롱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많은
현대 비구상 예술작품들은 지각 가능한 속성들에 근거해서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
말 그대로 화가에 의해서 전적으로 부여되는 의미는 그 제목을 알기 전에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짐작하기조차 어렵다. 예술작품을 예술가가 작품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볼 때, 예술작품의 가치가 이같이 작품에 들어 있는 지각
가능한 속성에 근거하지 않고 예술가에 의해 부여되는 의미에 의해 결정된다면 그
가치는 오로지 그 작품의 의미를 결정하는 맥락에 관한 정보를 아는 사람에게만 -마치
암호처럼-

전달될

수

있게

된다. 맥락이

의미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은

사실이지만 오로지 맥락에 의해서 전적으로 그 의미가 결정된다는 주장은 공감을 얻기
어렵다.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와보자. 똑같아 보이는 그림 두 점이 우리 앞에 있을 때 그 중
하나는 오리지널이고 다른 하나는 위작일 경우 또는 예전에는 유명한 화가의 작품으로
여겨져 왔던 그림이 위작으로 밝혀졌을 경우 그 위작의 미적 가치에 대해서 이론가들은
어떻게 답했을까?
위작의 ‘무죄’를 주장하는 내재주의자인 비어즐리는 작품의 표면에 놓인 현상적으로
객관적인 속성들이 이루는 통일성, 강렬성, 복잡성의 표준적 특징들이 미적 속성이라고
규정하고, 어떤 작품이 위작으로 밝혀져도 예전과 동일한 미적 가치를 지닌다고 답한다.
왜냐하면 문제의 작품이 위조로 밝혀진다 해도 현상적 속성의 물리적 기반에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이

관찰

가능한

표면의

형식적

속성들을

“순수하게”

관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쾌로서의 미적 가치를 예술 작품의 핵심 가치로 여기는 것은
예술 작품의 가치를 지나치게 좁게 한정하는 것으로 공감을 얻기 어렵다.
역사적 맥락주의자인 레싱은 예술 작품의 핵심 가치를 작품의 독창성으로 여기며
위작에는 독창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위조로 밝혀진 작품에 대한 가치를 예전보다 낮게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어떤 작품을 감상할 때 누가, 언제 그 작품을
만들었는가의 작품의 제작의 역사, 즉 귀속에 관한 정보는 그 작품이 독창적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그리고 그 작품이 독창적인가가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레싱이 예술 작품의 핵심 가치로 여기는
독창성을 미적 가치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설사 독창성이 넓은 의미의 미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더라도 레싱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다.
단토 역시 위작이 원작과 동일한 가치를 지닐 수 없다고 답한다. 단토에 따르면 위작은
원작자와의 잘못된 관계,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맥락을 허위로 보고한다는 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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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작이 지니는 의미를 지닐 수 없다. 그러나 단토가 예술 작품의 핵심 가치로 여기는
예술 작품의 ‘의미’는 관찰 가능한 것을 넘어서는 것으로 지각적 차이가 의미의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 위작은 그 의미를 결정하는 맥락을 허위로 보고하므로 원작이 지니는
의미를 왜곡한다는 측면에서 인식론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그 왜곡된 의미에서의 차이는
작품의 지각 가능한 속성들의 차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토가
위조를 거부하는 이유를 미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만약 위작이 거부되어야 한다면 그 이유가 미적인 이유일 수는 없을까? 이 질문에
대해 구성주의자인 굿먼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다음 장에서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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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미적 차이에 관한 굿먼의 주장과 그와 관련된 논쟁들
굿먼은 Languages of Art의 III장에서 위조의 문제에 관한 분석적 설명을 제공했고 그
이후 수많은 논쟁과 비판이 뒤따랐다. “예술과 진품성”이라는 제목의 LA의 III장은 1.
완벽한 가짜, 2. 대답, 3. 위조할 수 없는 것, 4. 이유의 순서로 위조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는 크게 두 묶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완벽한 가짜가 있을 때 제기될
수 있는 물음과 그에 대한 대답이고, 두 번째가 위조할 수 있는 것과 위조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설명과 그 이유이다. 본 장에서는 굿먼이 제시한 완벽한 가짜와 그 대답과
관련된 위조 작품의 미적 차이에 관한 굿먼의 논증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논쟁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1. 완벽한 가짜와 그것을 보는 눈25 (완벽한 가짜 / 대답)
감쪽같은 위조 작품과 오리지널 작품 사이에는 어떤 미적 차이가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앞서 굿먼은 우리가 감쪽같은 위조 작품으로부터 어떻게 진품을 구별하는지를
짚고 넘어간다. 우리는 역사적 기록을 참고하거나 X레이 사진, 현미경 검사, 화학적
분석과 같은 과학적 실험을 통해서 그 작품이 만들어진 시기를 확인함으로써 진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다. 이 같은 역사적 기록 또는 과학적 실험을 통해 얻은 작품의 제작
연대에 관한 정보는 그냥 맨눈으로 작품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알 수 없는 작품의
비지각적 속성으로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 파악할 수 없다. 서명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작가, 제작 연도, 제작된 지역 등은 그러한 비가시적 속성이다.
위조의 문제 중 미학적 논의에서 핵심이 되는 지점은 작품의 미적 차이가 지각적
차이에 달려 있다고 여겨진다는 부분이다. 따라서 굿먼은 감쪽같은 위조 작품이 진품과
지각적으로 차이가 나는가 하는 부분에서 문제를 풀기 시작한다. 문제의 논증은 다음
질문에서 출발한다.
a) 단지 바라보기에 똑같이 보이는 두 작품에 미적 차이가 있는가?
이 질문은 짧지만 그 의미를 곰곰이 따져보면 걸고 넘어갈 구석이 많다. 이 문장을 세
토막으로 나누어 차례로 검토해보자.

25

Nelson Goodman, Languages of Art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9), pp. 9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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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단지 바라보기에

② 똑같이 보이는 두 작품에

③ 미적 차이가 있는가?

첫째, ‘단지 바라본다’는 것은 어디까지를 의미하는 것일까? 이 말이 그냥 맨눈으로
보는 것을 뜻한다면, 눈 나쁜 사람이 쓰는 안경 정도는 허락되는 것일까? 현미경을 통해
보는 것은 안 되나? 돋보기 없이는 그 세부를 알아볼 수조차 없이 조그마한 작품의 경우
그 미적 가치를 판단할 수 없을까? 어느 정도 밝기의 어떤 종류의 빛에서 보아야 하는가?
‘단지 바라본다’는 조건은 어떤 식으로 정의하더라도 임의적인 것으로 여러 반례에
부딪치기 마련이다. 굿먼은 논의의 전개를 위해서 이러한 물음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하고 다음 토막으로 넘어간다. [표준 관찰 조건26]
둘째, ‘똑같아 보인다’는 것은 누구에게 똑같이 보이는가가 문제될 수 있다. 예술작품을
많이 접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시슬레와 코로의 풍경화가 똑 같은 양식인 것처럼 보일 수
있으며, 모네의 <루앙 성당> 연작 중 <새벽 빛을 받은 루앙성당>과 <지는 햇빛을
받은 루앙 성당>이 구별되지 않을 수 있다. 굿먼은 이 역시 논의의 전개를 위해서
문제의 감상자를 미술에 관심이 많은 숙달된 전문가로 상정하고 다음의 토막으로
넘어간다. [표준 관찰자 조건]
셋째, ‘미적 차이’에서 미적 속성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우리가 미적 속성을
무엇으로 보는가에 따라 위조 작품이 원작과 동일한 미적 가치를 지니게 될 수도, 반대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게 만드는 결정적 지점에 놓여 있다. 첫 번째 토막에서 표준 관찰
조건으로, 두 번째 토막에서 표준 관찰자 조건으로 합의를 이룬 것으로 가정하고 이
질문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할 수 있다.
b) 만일 x가 시점 t에 단지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두 그림을 구분할 수 없다면,
시점 t에서 x에게 두 그림 사이의 어떤 미적 차이가 있는가?
굿먼이 이 문제를 다루면서 시점 t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는 우리의 시각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훈련과 연습에 의해서 변할 수 있음을
함축하기 때문이다. 둘 사이의 차이에 대한 지식을 갖고 사람들 또는 사물들을 주의 깊게
바라보는 것은 그들 또는 그것들 사이를 그리고 다른 사람들 또는 다른 사물들로부터
그들을 또는 그것들을 구별해내는 우리의 능력을 향상시킨다.

26

27

27

시점 t에 x에게 보이지

굿먼은 이 ‘표준 관찰 조건’과 두 번째 토막에서의 ‘표준 관찰자 조건’ 모두 논의의 전개를
위해서 그리고 오직 논의의 전개를 위해서만 합의에 이르렀다고 가정한다. (Goodman, LA, p.
101, 각주 1) 이 말은 곧 아무리 표준적이라 여겨지는 조건들을 충족하도록 합의를 이룬다
하더라도 끝없이 예외적 조건의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관찰 조건 또는 관찰자 조건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굿먼의
견해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Ibid., p.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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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않았던 작품의 특징이 시점 t 에는 보일 수 있다. 즉 시점 t와 t

사이에 x의 지각적

능력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미적 속성을 작품의 지각 가능한
속성으로 본다는 측면에서 ‘미적인 것’에 대한 상식적 믿음과 일치하나, 주관에 의해서
구성되는 가변적 속성으로 본다는 측면에서 미적 속성을 불변하는 객관적인 것으로
전제하는 내재주의와 구별된다. 굿먼이 ‘미적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조금 더
살펴보자.
굿먼에 따르면, 두 그림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지금 나에게 그 두 그림 사이의 미적
차이를 구성한다. 예술작품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어떻게 지식이 지각을 구성하는가에
관한 굿먼의 견해를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다.
지금 두 그림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둘을 식별할 수 없다 할지라도 왼쪽
그림이 진품이고 오른쪽 그림이 위작이라는 사실이 지금 나에게 이 둘 사이의
미적 차이를 구성한다. 왜냐하면 이 사실에 대한 지식은 (1) 내가 감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차이가 둘 사이에 있을 수 있다는 증거가 되며, (2) 현재 바라보는
것에 지각적으로 판별할 수 있게 하는 훈련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며, (3) 두
그림을 바라보는 나의 현재의 경험을 수정하고 차별화하게끔 만든다.28
이는 문제의 작품이 위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감상자는 진품과의 차이를 발견하기
위한 방향으로 그 작품을 보게 되며, 따라서 현재 두 그림이 다르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두 그림은 미적으로 차이가 생긴다는 주장이다.
본 장에서는 다르게 보이는 것 또는 다르게 보일 것이라는 믿음이 어떻게 미적 차이를
낳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비판과 인지적 차이가 미적 차이를
만드는 것에 관한 언어철학적 분석을 살필 것이다. 먼저 지각적 차이, 인지적 차이, 미적
차이에 관한 배스의 분석을 살펴보자.

2. 지각적 차이, 인지적 차이, 미적 차이: 배스29
굿먼의 위조에 관한 논의의 시작점인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그 차이를 지각할 수
없는 -하나는 오리지널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의 완벽한 카피인- 두 그림이 우리 눈
앞에 놓여 있다고 가정해보자. 감상 조건과 감상자의 조건이 -표준 관찰 조건과 표준
관찰자 조건으로- 호의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고 가정하고, 두 그림이 똑같아 보이는
것은 두 그림이 지각적으로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상자는 믿을만한 경로를 통해 그 둘

28
29

Goodman, LA, p. 105.
Walter Bass, “Perfect Copies”, JAAC. Vol. 46, No. 2 (winter, 1987), pp. 293-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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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한 그림은 유명한 화가의 오리지널한 작품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무명의 화가가
그린 감쪽같은 카피라는 정보를 얻었다. 이제 감상자에게 두 그림은 인지적으로 다르다.
그렇다면 이제 이 감상자에게 두 그림은 미적으로 어떠한가?
아래의 논의는 굿먼의 주장이 시점 t에는 그 차이를 지각할 수 없지만 시간이 흐른
시점 t*에는 그 차이가 보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 기대어 있다는 점에 대한 비판으로,
시점 t*에도 여전히 그 차이를 지각할 수 없을 때 미적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의
물음에 대한 배스의 답변이다.
배스는 두 그림에 미적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두 그림이 지각적으로 같다는 가설이
증명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완벽한 카피 가설에 대한 그의 설명을
살펴보자.
이 그림이 저 그림의 완벽한 카피라는 주장은 “모든 백조는 희다”와 매우 유사한
가설의 상태에 있다. 이는 단 하나의 반례에 의해 바로 거짓이 된다. 희다고
관찰된 백조의 수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단 한 마리의 검은 백조가 그 가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 문제의 감상자가 현재 그 차이를 지각할
수 없다는 것이 다른 조건에서 다른 때에 계속해서 그 차이를 지각하기에
실패할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30 … 적어도 이 두 그림에 적용된 완벽한
카피라는 가설의 증거는 갈릴레오의 법칙에의 믿음에 해당하는 만큼만 정당화될
수

있다.

물론

내일

누군가

지각적

차이를

발견할지도

모른다.

누군가

발견한다면 내일은 물체가 더 이상 지구를 향해 떨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공식 D=16t2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31 아무리 성공적인 가설이 시험을 거쳤다
하더라도 정당화된 확실성을 획득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는 모든 귀납적
가설들에서 마찬가지이다.32
현재 두 그림의 지각적 차이를 발견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두 그림이 달라 보일
것이라는 믿음만으로 미적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두 그림이 다르게 보이지
않을 것임을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사실에 기대어 있기에 모든 귀납적 가설들과
마찬가지로 정당화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분자 대 분자 수준의
복제가 가능한 세계에서는

33

<모나리자>와 <모나리자>의 분자 수준의 복제품은 달라

보일 것이라는 믿음이 생길 수 없으므로 그 둘의 미적 차이를 말할 수 없겠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모나리자>와 그 복제품이 달라 보일 것이라는 가능성이 전혀 없음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러나 배스는 아직 발견되지도 않은 ‘가능한 차이’ 때문에 현재의
30
31
32
33

Bass, p. 294.
Galileo, On Motion (1590). 떨어지는 물체의 이동 거리 D와 낙하 시간 t의 관계
Bass, p. 295.
Battin, p.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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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 차이’를 말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비판한다.
두 그림이 지각적으로 차이가 없다면 그 두 그림이 다르다는 정보를 아는 인지적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미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설명하는 이론가들이 II장 1절에서 살폈던
비어즐리와 같은 내재주의자이다. (이 때 미적인 것은 좁은 의미의 미적인 것에
해당한다.) 반면 굿먼은 현재 지각적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두 그림이 달라 보일
것이라는 믿음, 즉 인지적 차이만으로 미적 차이가 생긴다고 주장한다. <루크레치아>와
그것의 감쪽같은 카피에서 출발하는 굿먼의 논의는 현재 지각적 차이를 발견할 수
없는데 그 둘 중 하나는 원작이고 다른 하나는 카피라는 사실을 아는, 인지적 차이가
있는 경우로, 굿먼의 주장 중에서 문제가 되는 바로 그 지점이라 하겠다. 이에 대해서
배스는

지각적

차이와

인지적

차이의

조합이

두

그림의

차이를

발견할

확률을

높임으로써 –완벽한 카피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차이를 발견할 수 있더라는
식으로- 완벽한 카피의 가설을 약화할 수는 있지만, 미적 차이가 반드시 지각적 차이를
기반으로 해야 하는 것인 이상, 굿먼의 주장은 장차 발견될 가능성으로서의 지각적
차이와 인지적 차이의 조합에 의해 오로지 ‘가능성으로서의 미적 차이’만을 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배스는 지각적 차이를 발견하지 못한 현재 두 그림에 인지적 차이에 의해서 미적
차이가 생긴다는 굿먼의 주장에서 ‘미적 차이’에 관한 의문을 제기한다. 미적 차이가 두
그림의 차이를 발견하도록 감상자의 지각의 방향을 바꾸는 것만으로 생길 수 있는
것이라면 이 때 이루어지는 미적 활동은 배스가 보기에 “개가 오리지널과 카피를
지각적으로

구별해내도록

훈련을

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그는

“하나는

오리지널이고 다른 하나는 카피라는 증거를 발견하기를 바로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는
소망”을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특별한 태도”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며,
따라서

진품과

위작을

구별해내려는

관심에서

비롯된

미적

활동과

작품으로부터
34

감상자들이 얻는 경이와 감탄에 해당하는 미적 반응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진품과 위작을 구별해내는 활동만이 미적 활동이라면 배스의 비판대로 진품과
위작을 구별해내는 활동은 예술에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이 지각적 차이를 발견하려는
활동 또는 수많은 화가들 작품들의 양식적 특징들을 입력하고 그 데이터에 근거해서
진품과 위작을 구별해내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하는 일도 미적 활동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류의 활동 또는 관심을 굳이 “미적 활동” 또는 “미적 관심”이라고 부를
필요가 없을 것이다. 원작과 위작의 차이를 발견하려는 지각 활동 또는 미술사적 관심, –
만약 과학적 장비들이 활용된다면- 과학적 활동 또는 사실을 확인하려는 관심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배스의 이러한 지적에서의 문제는 두 그림이 다르다는 사실을 아는 인지적
차이에 의해 달라지는 것이 오로지 원작과 위작을 구별해내는 관심사에만 관련되어

34

Bass, pp. 296-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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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여기는 데 있다. 굿먼이 언급한 인지적 차이에 의한 미적 차이를 따지는 데
진품인지 여부를 가리는 활동이 포함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굿먼이 오로지
진품 여부를 가리는 활동만을 미적 활동으로 여긴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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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굿먼의 이론을

살필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그의 “인지적 차이에 의해서 미적 차이가 구성된다”는
주장에 담긴 미적 차이를 느끼는 것이 단순히 원작과 위작을 구별하는 활동 이외에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이 어떤 면에서 단순한 “지각적 차이”를 구별하는 것이 아닌 “미적
활동”인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V장 진품성과 귀속에 관한 굿먼과
엘긴의 견해, 2. 1. 3. 귀속이 미적으로 중요한가?에서 자세히 검토될 것이다.

3. “~로 바라보기”: 사고프36
두 작품이 다르다는 것을 아는 것, 즉 인지적 차이가 미적 차이를 만드는가의 문제에
대해,

내재주의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한다.

그들은

순수한

관조를

위해

예술작품의 감상에 지각 가능한 속성들 이외의 속성들을 일체 끌어들이지 말 것을
주장한다. 반면 인지적 요소가 예술작품의 감상의 중심에 놓여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언어철학적 방법으로 위조의 문제에 관한 굿먼의 설명을 지지하는 이론가인
사고프는 지각적 차이가 없어도, 대상들과 그 술어가 연결된 관계를 분석함을 통해
똑같아 보이는 두 대상이 미적으로 다르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그의
논증이 실제로 굿먼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를 염두에 두고 살펴보자.
우리는 사물을 볼 때 그것이 무엇인지 또는 무슨 특성quality을 갖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냥 바라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 앞에 트랜지스터가
놓여

있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전기에

문외한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트랜지스터로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 대상에 관한 적절한relevant
지식을 갖고 있다면,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 그것이 트랜지스터인지 또는 그
이상의 것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37
사고프는 어떤 대상을 지각한다는 것 안에는 그 대상을 “~으로 지각한다”는 의미가
전제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한 사물을 그저 바라보는 것과 그것에 특정한 속성이 있다고
보는 것의 차이가 미학자들 사이에서 자주 잊혀지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순수한 지각을
주장하는 미학자들을 비판한다. 내재주의자들은 미적 경험에 어떠한 개념도 가져오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고프가 보기에 그들이 주장하는 열린 마음, 그러나 텅
35
36
37

Goodman, “Status of Style”, Critical Inquiries (June, 1975), pp. 809-810.
Mark Sagoff, “Historical Authenticity”, Erkenntnis, Vol. 1, No. 4 (June, 1975), pp. 83-93.
Op. cit., p.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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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마음의 관조는 예술작품을 제대로 감상하는 것이 아니다. 내재주의자들이 작품의 외적
요소를 감상에 끌어들이는 것을 속물적이라고 비난한다면, 사고프는 텅 빈 관조를
어리석다고 비판한다. 사고프는 자신의 논증이 성공적이라면 굿먼이 Languages of

Art에서 제시한 결론들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미학에서의 문젯거리인
위조의 문제는 인식론 일반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을 역설하며 인식론적으로 위조의
문제를 풀어가려 한다. 사고프의 논증을 따라가 보자.
사고프는 미적 진술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진술들에 어떠한 개념이 함축되어
있는지를 보이고자 한다.
이 반 고흐의 작품은 열정적이다.
이 그림은 크다.
이 상추는 초록색이다.
위

문장들에

사용된

술어들은

각각 미적

맥락에서

사용되기도, 비미적

맥락에서

사용되기도 한다. 사고프는 우리가 술어들을 사용할 때 어떤 맥락에서 사용하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보이기 위해,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어떻게
개념이 형성되는지를 헤더라는 아이가 술어의 개념을 어떻게 습득하는지를 예를 들어
설명한다. 더 나아가 술어를 어떤 지시 집합과의 연관에서 사용하는가의 패턴에 따라
동일한 술어가 미적인 경험과 비미적 경험에서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는지를 보이고자
한다. 사고프의 설명을 살펴보자.
우리가 헤더라는 어린 아이에게 일상 경험에서 대상들을 묘사할 때 ‘초록색인’과 같은
색깔 용어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가르치려고 한다고 상상해보자. 처음에는 헤더에게
각 색깔의 이름의 적힌 색깔 카드를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그녀가 무슨 색깔을 보든지
그 카드에 적힌 이름과 짝을 이루는 색의 이름을 부르도록 가르칠 것이다. 이 과정에는
가까운 정도에 따른 짝 맞추기matching가 포함된다. 이 짝 맞추기는 각각의 색깔 카드에
나머지 카드들과의 상관관계에 따른 위치를 정해주고, 따라서 이 카드들 전체의 순서
또는 색 지도를 확립하게 한다. 모든 색깔이 있는 물체들은 이 지도 위에서 한 군데 또는
여러 군데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색깔 술어들이 색깔이 있는 물체들에 개념적 질서를
제공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헤더가 이 언어의 의미론적 특징을 이해했다면 그녀는
사물들을 어떻게 기술하는지, 실제로 어떻게 지식으로 개념화하여 경험하는지를 배우는
첫 걸음을 떼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헤더에게 가게에 가서 노란 바나나와 작은 당근 몇 개를 사오라고 보냈다고
가정해보자. 그녀는 심사숙고 끝에 바나나를 골라왔는데, 나뭇잎으로 치자면 노랗다고 할
수 있지만, 바나나로 치면 초록인 색의 바나나와, 채소로 치면 작지만 당근으로는 큰
축에 드는 크기의 당근들을 골라왔다. 그녀의 변명에 따르면 바나나는 ‘노란’ 색깔 카드의
색과 일치했고, 헤더 자신이 ‘작은’ 소녀라는 것을 감안하면 당근은 ‘작은’ 그녀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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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으므로 ‘작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헤더가 술어를 사용해서 사물을
기술하는 법을 이제 막 배우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개념을 형성하고 획득하는
과정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이 바나나가 노랗다’는 문장이
생략적이라는 것을 모른다. 생략적이라는 것은 그 문장의 정확한 의미는 그 바나나가
속한 지시 집합에 의해 완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헤더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 노란’지를 추정해야 하며, 이 상황에서는 그녀가 추정한 답이
‘모든 색깔이 있는 물체들과의 관계에서 노란’ 것, 즉 ‘색깔 카드에서 노란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추정된 것이어서는 안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당근이 작다는 것 역시 ‘모든
물체들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을 때 작은 것’이어서는 안 된다. 헤더가 고른 당근은 헤더
자신보다는 작지만 당근으로 치면 큰 축에 속하기 때문이다. 사고프는 어떠한 분류적인
술어 P에 대해서도, 그리고 어떠한 대상 x라도 ‘x는 작은 P이다’라는 문장에는 x는 P의
외연에 속한다는 것을 함축한다고 지적하며, 바로 이런 이유에서 특성을 나타내는 술어가
‘작다’인지 아니면 미적 술어인지, 그리고 기술하는 대상이 당근인지 아니면 회화
작품인지를 따져야 하고, 더 나아가 위조 작품과 진품인 예술작품을 기술하는 방식에
있어서 달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헤더가 술어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을 따라가보면, 헤더는 이제 실체

substance

카테고리에서의 술어들과 속성property 귀속 카테고리에서의 술어들을 구분하는 것을 배울
것이다. 가산 명사 또는 분류적 명사들은 실체 카테고리에 속하는 술어들이고, 속성 귀속
술어들은 특성 카테고리에 속한다. 그녀가 배우게 될 대부분의 속성에 관한 술어들은
표면적으로는 문법상 일 항 술어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항의 관계에 놓여 있다.
즉 예를 들어, 헤더는 ‘이 당근은 작다’의 의미를 ‘이 당근은 작은 당근이다’로 이해해야
한다. 그녀는 ‘x는 작은 P이다’(x is a small P)의 형태의 문장을 (사실 이 문장은 ‘x는
P인데 작은 P’라는 뜻으로) 분석하기 위해 최소한 다음과 같은 논리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small (x, ŷ (Py)) & x ε ŷ (Py)38
헤더가

집합으로서가

아니라

개체로

생각하도록 배웠다면, 그리고

그녀가

굿먼이

사용하는 것처럼 이 항 술어가 서로 ‘겹친다(0)’는 것을 배웠다면 당근이면서, 이를테면
가게에서 발견된 그 모든 대상들에 그리고 그 대상들에만 해당하는 개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었을 것이다.
(ιx) {(y) (x0y) ≡ (∃z)(z는 당근임 & z는 가게에서 발견됨 & z0y)}

38

이 기호식에서 사용된 ŷ (Py)는 ‘P인 것들의 집합’이라는 뜻이다.

31

만약 우리가 이 개체를 c라고 부른다면 ‘이것은 작은 당근이다’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Small (this, c) & (z) (z 0 this ⊃ z 0 c)
이제 헤더가 더 자라서 학교에 다니며 철학 수업을 듣는다면, 특히 그녀가 굿먼의
저서를 읽는다면 그녀가 가게에서 내린 결정에 대한 정교한 방식의 해명을 한 가득 안고
집으로 돌아올지도 모른다. 그녀는 ‘이 바나나는 노랗다’는 문장에 바나나가 속한 지시
집합을 가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논리적 관점에서 헤더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이 지시 집합은 바나나 대신 과일들도 될 수 있고, 다른 경우에서
당근 대신 채소가 될 수도 있다. 그녀가 산 바나나는 바나나치고는 초록일지라도 과일
중에서는 노랗다. 그리고 당근치고는 크지만 채소 중에는 작은 편이다. 그녀는 무슨
근거로 한 지시 집합보다 다른 지시 집합을 더 적합한 것으로 여기는지 따질 수 있다. 또
자신의 섬세함을 보이기 위해서 헤더는 ‘이파나나(이파리+바나나)’라는 술어를 만들어서
이파리이거나 바나나인 모든 것들을 지칭하도록, 그리고 그녀는 ‘당고녀(당근+소녀)’라는
술어로 당근이거나 소녀인 모든 것들을 지칭하도록 제안할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매우
노란 이파나나와 매우 작은 당고녀를 구입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이 같은 헤더의 변명에 대해 우리가 줄 수 있는 답은 헤더가 제시한 의미론적 종
kinds

semantic

들이 자연적 종들과 완전히 겹치지 않고 상당히 비껴 있다는 것이다. 일상적 언어

사용에서, 어린 아이나 철학자를 -또는 어린아이이면서 철학자인 경우-를 제외하고
아무도 당근과 소녀를 그 양자 모두로 구성되는 집합과 연관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또한
이파나나에 관한 참된 진술을 찾으려고 고심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고프는 이
같은 일상적이지 않은, 심지어 새로운 외연으로 문제의 술어를 연결하는 것이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실제로 미적 경험의 맥락에서 자주 일어난다고 지적하며, 만약 그러한
상황에 처하면 문제의 “진술에 함축된 지시 집합이 유용하고 체계적인지 아니면 멋대로
고안된 것ad

hoc

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일반 규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39 그가 그런

일상적이지 않은 외연으로의 연결된 사례로 제시한 미적 경험과 관련된 술어의 사용을
살펴보자.
이제 헤더가 식료품 가게 대신 미술관으로 견학을 가서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어떻게
정확하게 기술하는지 배운다고 가정해보자. 이 때 헤더는 우리가 그림에 대한 비평적
담화에서 사용하는 술어들, 예를 들어 ‘능숙하다’, ‘역동적이다’, ‘열정적이다’ 등이
표면적으로는 일 항 술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관계들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능숙하다(기교적이다)

skillful

’같은 단어는 실제로, 어떤 사람이 능숙하다고 말할

때에는 그 사람이 속할, 예를 들어 목수들, 배관공들, 유격수들, 도축업자들, 선장들 또는

39

Sagoff, p.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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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어떤 직업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솜씨가 좋다’는 의미를 지닌다. 어떤 그림은 그
그림이 속하거나 그와 공통적이거나 유사한 유형의 기대를 만들거나, 유사한 도전을
맞닥뜨리거나,
기교적이다.

40

비슷한

문제를

‘아름답다’는

해결해야

술어도

하는

그러한

‘기교적이다’와

그림

집합과의

관계에서

개별자를

집합들에

마찬가지로

연결시킨다. 즉 ‘오드리 햅번이 아름답다’는 문장은 ‘타지마할이 아름답다’라는 문장에서
사용된 ‘아름답다’는 술어에 함축된 것과는 다른 지시 집합을 갖는다.
조금 더 나아가면 예술작품들을 기술하는 데 사용된 이 같은 술어들은 분류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외연과의 관계에 있어서 삼 항 술어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톰은
빌보다 체스 선수로서 더 기교적이다.’ 이 같은 술어들은 어떤 지시집합과 연결되어
있는가에 의해 서로 비교될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된다. 따라서 헤더가 그림들을 제대로
알고 기술할 수 있으려면 그녀가 보고 있는 그 작품이 어떤 지시 집합에 연관되어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만 한다.
이제 헤더가 몬드리안의 <브로드웨이 부기우기> 앞에 서 있다고 가정해보자. 마침 그
주위를 둘러싼 그림들이 환하고 흥분된 세베리니의 그림들이다.

41

거기서 그녀는

몬드리안의 그림이 고요하고 절제되었다고 느낀다. 따라서 그녀는 몬드리안의 그림이
여러 점의 세베리니의 그림들에 들어 있는 집합과의 관계에서 그에 해당하는 고요함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헤더가 몬드리안의 다른 그림들과의 관계에서
또는

그와

비슷한

장르의

다른

그림들과의

관계에서

<브로드웨이

부기우기>를

연구했다면 그것들에 비해서 <브로드웨이 부기우기>가 역동적이고 떠들썩하거나 흥분된
특징을 가졌다고 볼 것이다.
어떻게 <브로드웨이 부기우기>는 고요하고 절제된 동시에 역동적이고 떠들썩할 수
있을까? 동일한 작품에 대한 두 진술이 양립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술어들로
이루어졌을 경우 그 두 진술들 중 적어도 하나는 거짓으로 못박음으로 이 모순처럼
보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헤더는 적어도 하나의 당근에 대한 모순처럼 보이는
서로 다른 술어들로 이루어진 진술들이 양립 불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즉 이 당근은 당근 중에서는 큰 당근이지만, 채소 치고는 작은 축에 든다고 각각의
술어가 관련되어 있는 지시집합을 명시함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기교 있는 야구 선수이면서 동시에 기교 없는 전기기사가 될 수도 있으며,
셰익스피어적 비극이 최근에 쓰여진 희곡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다소 실존적인 작품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요점은 이러한 속성들 모두가 관계적이기 때문에, 그 관계항들relata이
서로 다른 한 모순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석이 기술description과 다른 점은 그 강조점 또는 목적에서 해석은 그 대상의 관계적
40

41

Jerome Stolnitz, “The Artistic Values in Aesthetic Experience”, JAAC, Vol. 32, No. 1, pp. 5-15.
Sagoff, p. 87.
이 사례는 E. H. Gombrich, Art and Illus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2), pp. 368370에서 가져온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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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들을 다룰 뿐 아니라, 예술작품일 경우 그 대상과 일상적으로는 별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들과의 미적으로 흥미로운 관계들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다른 지시 집합들까지
확장시켜 다룬다는 점이다. 이런 방식에서 해석은 우리의 비평적 지식과 예술작품의
description

감상의 지평을 넓히는 기술

이라 하겠다.

사고프의 술어에 관한 설명을 위조의 문제에 적용하기 위해 굿먼의 양식에 관한
설명을 살펴보자. 굿먼에 따르면, 예술작품의 속성property은 “그 작품을 다른 화가, 시기,
지역, 화파 등이 아닌 그 작품의 화가, 시기, 지역, 화파 등과의 연관성에서 파악할
때에만 양식으로서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특정한 서명 또는 누가-무엇을-어디서와
관련된 속성들은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만 양식적이지 않은데, “왜냐하면 그것들은
예술작품이 기호symbol으로서 기능하는 그런 속성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42 이를 술어와
관련해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양식적 속성은 이 항 술어에 의해 그 의미가 결정되는
것으로, 첫 번째는 상징적으로서 기능하는 예술작품에 해당하고, 두 번째로 같은 화가,
지역, 화파 등의 예술작품들로 구성된 집합 또는 개별자individual에 해당한다. 우리는
헤더가 이 같은 양식적 특징들이 중요한 미적 속성들이며 따라서 그녀가 그 작품을 어느
지시 집합에 귀속시킬지를 결정할지에 그 역사적 용어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사고프는 당연히 그렇다고 대답한다. 그리고 그 근거로 양식 연구의 중요성에
관한 굿먼의 강조를 인용한다.
왜 양식이 무작위 선정random

selection

을 통해 얻은 몇몇 속성들을 작품의 특징으로

충분히 연구한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가? … 부분적으로는 [무작위 선정을
통해 얻은 작품의 특징들에는] 지금껏 발전해온 우리의 미적 경험을 조직하는
데 관련된 다른 특징들의 짜임fabric들과의 흥미로운 상호 관계가 결여되어 있고,
또 부분적으로는 이 같은 진품성 또는 화파 같은 투사 가능한 요소들과의
어떠한 주장된 관계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잠정적 지각tentative

perception

이 그

이후에 닥칠 경우들과 비교를 통해 강화될 수도 다듬어질 수도 확장될 수도
없다.43
‘누가-무엇을-어디에서’가

아니더라도

미적

기술에

적합한

방식으로

예술작품을

배열하는 기능을 하는 술어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셰익스피어의 비극들의
미적 기술을 목적으로 새뮤얼 베켓의 연극과 함께 분류한다면 우리는 전통적인 관점과는
동떨어진 분류 경로를 택한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그 둘이 새로 고안된 집합에
포함되는 한에서 이 작품들과 다른 작품들에서 놀랍고 영감을 주는 속성들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누군가 예를 들어 <고도를 기다리며>를 <리어왕>과의 관계에서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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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man, “The Status of Style”, p. 807.
Op. cit., p.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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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한다면 무언가를 얻을 수도 있고 또 그 반대일 수도 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이 지시 집합들이 누군가 정당화하고 싶어하는 관계적 속성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묶는 그런 지시 집합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를
테면, 하나의 몬드리안의 작품과 여러 세베리니 작품들을 한 데 묶어 비교하는 것은
명백한 끼워 맞추기이다. 따라서 미적 기술은 지금 눈앞에 있는 그림을 바라보는 것뿐
44

아니라 그 그림이 기술되는 맥락에서의 지시 집합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제 이 관찰을 예술작품에 있어서 진품과 위작들에 관한 판단에 적용해보자. 우리가
한 예술작품 x를 보고 있다. 이 x가 양식적 속성 P를 가졌다면, 다음이 성립하는 한 어떤
작가, 화파, 시기, 장소인 S가 있다.
P (x, ŷ (Sy)) & x ε ŷ(Sy)
‘누가-무엇을-어디서’ 속성 S가 x와 y 둘 다에 있을 경우에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동일한 양식적 속성 P를 지닌다. 그런데 오리지널과 위작은 서로 다른 화가에 의해서,
서로 다른 시기에 그려졌으므로 속성 S를 공유하지 않는다. 따라서 오리지널과 위작은
양식적 속성들 중에 공통인 것이 아무 것도 없다.

45

이것이 사고프의 결론이다. 그는 이

결론이 한 그림과 그 그림의 위조가 동일한 양식적 속성을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답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진품과 위작이 동일한
양식적 속성을 갖기 위해서 그 둘 모두가 포함되는 지시 집합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
집합은 자기에게만 유리하게 억지로 묶은 것이 아니어야만 미적 판단과 비교를 위한
생산적 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진품과 그것의 위작들 모두를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집합은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고, 그에 대한 근거로 위작에 들어 있는 예술적 기교는
진품에 들어 있는 그것과는 차이가 있음을 든다. 미적 술어들이 그 대상과 연결된 관계에
있어서 원작과 위작은 차이가 있으므로 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으며,
이는 똑같아 보이는 두 대상이 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굿먼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굿먼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가와는 별개로- 이 같은 사고프의 분석에는
문제가 있다. “누가-무엇을-어디에서”와 같은 조건 S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진품과
위작이, 굿먼이 말한 기호로서 기능하는, 미적 속성으로 여겨지는 것에 겹치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양식적 속성 P는 “누가무엇을-어디에서”와 같은 조건 S와 연관된 것이기는 하나 그것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즉 S와의 연관에서 보면 진품과 위작이 전혀 겹치는 부분이
없지만, 양식적 속성의 측면에서 보면 진품과 위작이 비슷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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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off, p. 89.
Ibid., p.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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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흐가 작곡한 <이탈리아 조곡>은 바로크 양식이다’라는 진술에서 바로크 양식은
실제로 바흐가 살던 시기에 유행한 양식이라는, 조건 S와 연관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예술에서의 양식적 속성은 반드시 그 작품이 그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균형 잡힌 4성부 다성 음악'이 르네상스 음악의
이상이라면 바로크의 이상적 음악은 ‘튼튼한 베이스 위에 흐르는 듯한 선율'이다”라는
진술에서와 같이 여기에 쓰인 ‘바로크 [양식의] 음악’이라는 술어는 조건 S와 연관되어
있기는 하지만, 반드시 조건 S를 충족하지 않는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다.
이를테면 “어느 작곡과 학생이 음악사 수업의 기말 과제로 바로크 양식으로 작곡한
피아노 5중주곡을 제출했다”라는 진술에서 이 학생이 과제로 제출한 피아노 5중주곡은
바흐가 살던 시기에 작곡된 것이 아니지만 [즉 조건 S를 충족하지는 않지만,] 바흐가
살던 시기에 유행했던 양식으로 작곡되었다. [즉 조건 S와 관련된 양식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20세기에 만들어진 렘브란트 위작은 렘브란트가 살던 시기에 그려진 것은
아니지만 [즉 조건 S를 충족하지는 않지만], 렘브란트의 스타일로 그려졌다. [즉 조건
S와 관련된 양식에 해당한다.]

위조 작품에서 명확하게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은 위조 작품이 조건 S를 충족하는지
여부이고, 즉 문제의 화가가 그 시대에 그 지역에서 그린 것이 아니라는 면에서 위작은
오리지널과 명백한 차이가 있지만, 양식적 속성과 관련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 즉
위조가가 문제의 화가의 스타일로 그렸다면 오리지널과 그것을 흉내 낸 위작은 동일한
또는 유사한 스타일일 수 있다. 사고프의 논증은 조건 S를 (굿먼이 이는 양식적 속성이
아니라고 얘기했고

46

, 사고프 역시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7 ) 양식적 속성과

일치하는 것으로 설정한 것에서부터 잘못되었다. ‘진품과 위작에 양식적 속성들 중에
공통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의 주장은 애석하게도 실제로 공통적인 것이 있다는
문제에 부딪힌다.48
46

47
48

Goodman, “The Status of Style”, p. 807. 굿먼은 서명 또는 ‘누가-언제-어디서’와 관련된
속성들은 예술작품이 기호로서 기능하는 그런 속성들이 아니므로 양식적이지 않다고 설명한다.
Sagoff, p. 88.
Catherine Z. Elgin, “Originals, Copies and Fakes”, Proceedings of the Gesselschaft für
Analytische Philosophie (Mentis, 2001), 272-287, p. 6. 엘긴은 속이는 위작들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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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적 속성들은 굿먼의 설명에 따르면, 작품이 기호로서 기능하는 미적 속성이다.
위조가들은 유명한 화가의 양식으로 새로운 그림을 그려서 그것이 마치 그 유명한
화가가 그린 이제껏 발견되지 않았던 작품인 것처럼 속이려고 혼성화를 그린다. 사고프의
주장대로 진품과 위작 사이에 공통적인 양식적인 속성이 없다면 그 위작은 위작의
역할을 시작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고, 위작과 오리지널 간의 혼란은 처음부터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문제는 위조들이 진품인 척하고 있고, 또 그럴 수 있는 것은 위조 작품이
진품과 양식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사고프의 논증이 어디에서부터 삐걱거리는지 확인했다. 그는 ‘누가-무엇을어디에서’에 해당하는 작품의 귀속의 조건 S를 충족하는 개별자들의 집합 ŷ(Sy)에
문제의 작품 x가 포함될 경우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x가 양식적 속성 P를 지닌다고
전제했지만, 이 같은 전제는 우리의 직관에 부합하지 않는다. 헤더가 ‘작다’라는 술어를
소녀와 당근을 동시에 포함하는 지시 집합으로 연결한 것은 멋대로 고안된 것일 수
있지만, 미적 속성들을 기술하는 술어들을 연결하는 지시 집합에 <루크레치아>와
그것의 감쪽같은 카피가 동시에 포함된다면 이는 멋대로 고안된 것으로 여기기 어렵다.
사고프는 만약 헤더가 “두 그림이 너무나 똑같아서 전문가들조차 그 둘을 구별할 수
없다면 그 두 그림은 많은 공통적 미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하다”라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헤더가 아직 어려서 술어와 속성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일축한다.

49

그러나 새로 발견된 한 작품이 미술 시장에 등장했을 때 박식한

미술사학자들이 그 작품의 귀속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은 ‘어린’ 헤더가 떨쳐버리지
못한 바로 그 생각-두 그림에 많은 공통적 미적 속성이 있다는 생각-을 그들도
동일하게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사고프는 속성을 나타내는 술어와 지시 집합 간의 관계를 분석해서, 즉 미적 술어는
오로지 그 술어와 연결되는 지시집합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그 미적 속성을 지닌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오리지널과 위작이 ‘지각적으로 차이가 없어도 인지적 차이만으로 미적
차이가 있다’는 굿먼의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했다. 그러나 사고프의 주장은 굿먼의
주장과 형식적으로 유사하지만,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다. 우선
굿먼은 원작과 위작이 그 귀속에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비슷한 양식적 속성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또한 양식적 속성을 파악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지각을 꼽는다. 반면 동일한 술어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 술어가 연결되는
지시 집합이 다른 경우 동일한 속성을 공유할 수 없다는 사고프의 주장은 문제의 대상이
어떻게 지각되는가와 아무 연관이 없다. 이는 굿먼보다는 오히려 지각적으로 차이가
없지만 문제의 대상이 놓인 존재론적 층위에 의해서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식별
불가능한 대상들이 그것들이 놓인 맥락에 의해서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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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귀속이 받아들여진 것은 그것들이 명백히 필수불가결한 특징들을 가진 덕분이라고
설명한다.
Sagoff, pp. 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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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토의 설명에 더 가깝다. 즉 동일한 지각된 내용을 놓고 다르게 해석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사고프가 제시한 인지적 차이에 의해 달라지는 것은

–단토의 설명에서와

마찬가지로- 미적인 차이라고 보기 어렵다.
굿먼은 예술작품의 양식적 속성들은 그 작품이 놓인 역사적 맥락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작품과 관련된 정보들을 작품 감상에 활용하는 것은 분명 그 미적 경험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여전히 인식적 차이가 어떻게 미적 차이로 이어질 수 있는가에
관한 물음에 답해야 한다. 필자는 그 답을 굿먼이 말하는 ‘미적 차이’를 만드는 두
지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는 미적인 것의 기반이 되는 지각의
가소성이고, 다른

하나는

예술작품이

미적으로 기능하는 기호의

의미를

결정하는

맥락으로서의 귀속이다. 이어지는 IV장과 V장에서 각각 이 두 지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까지 오리지널과 위작의 미적 차이에 관한 굿먼의 주장과 그와 관련된 물음들을
살펴보았다. 문제의 작품이 위작이라는 사실이 그 미적 가치에 영향을 주는가의 질문에
대해 미학자들은 -내재주의자들을 제외하면- 모두 그렇다고 답한다. 굿먼을 포함해
위작의 유죄를 주장하는 미학자들은 모두 맥락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위작을 거부하는
이유가 바로 위작이 그 제작의 역사라는 맥락을 허위로 보고하는 데 놓여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맥락주의자들 중 굿먼을 제외한 다른 미학자들, 즉 레싱과 단토가
제시한 위작을 거부하는 이유는 앞서 II장에서 살핀 대로 모두 비미적인 것이다. 굿먼
역시 맥락주의자이지만 그는 위조를 거부하는 이유가 분명히 미적인 데 있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다른 맥락주의자들과 굿먼의 차이는 지각에 관한 관점에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
레싱과 단토는 내재주의자인 비어즐리와 마찬가지로 지각이 대상 세계의 지각 가능한
속성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객관적인 통로임을 전제한다. 미적인 것은 지각된
속성들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 지각된 내용에 변화가 없다면 미적 속성에도
변화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이들은 ‘미적인 것’에 관한 동일한 개념을 공유한다. 그것이
바로 맥락이 변하더라도 변할 수 없는 좁은 의미의 ‘미적인 것’이다. 다만 비어즐리는 이
변함 없는 좁은 의미의 미적 가치가 예술작품의 핵심 가치라고 주장하고, 레싱과 단토는
이러한 좁은 의미의 미적 가치로 설명할 수 없는 다른 더 중요한 가치들이 예술작품에
들어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미적인 것’을 넘어서는 다른 예술적 가치를 제시하는
것이다. 레싱의 ‘독창성’과 단토의 ‘의미’가 그것이다. 반면 굿먼은 인간의 지각이 대상
세계의 속성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전달한다는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작의
미적 속성에 관한 굿먼의 고민에 포함되는 맥락은 관찰 가능한 속성에 근거한 것인
동시에 감상자의 지각에 방향을 지우는 상호 영향 관계에 놓인 맥락이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위작의 미적 차이에 관한 굿먼의 논증의 중심에 놓인 지각에 관한 구성주의적
관점이 받아들여질 만한 것인지를 타진하기 위해 지각의 가소성을 둘러싼 인식론에서의
논쟁을 검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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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지각적 가소성에 관한 논쟁

1. 토대론과 정합론50
현대 인식론은 인간의 지식이 무엇인가에 관한 물음에 답하고자 한다. 전통적으로
지식은 ‘정당화된 참인 믿음justified

true belief

’으로 정의된다. 어떤 경험적 사실에 관한 우리

마음 속의 어떠한 믿음이 지식이 되려면, 그 믿음과 연결된 명제가 참이어야 하고, 그
믿음은 적절한 근거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즉 진리 조건과 인식정당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식이 될 수 있는 믿음은 그것을 갖게 되는 경로에 따라 다음의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감각적 경험에 근거한 지각적 믿음이고, 두 번째는 다른 믿음들로부터 추론을
통한 추론적 믿음이다. 본 장에서는 이 믿음들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상반된 두 견해와,
그에 기초한 지각에 관한 서로 다른 설명을 살필 것이다. 첫째는 인식 정당성의 구조가
믿음에 해당하는 각 돌들이 그 아래 놓인 돌들에 의해 지지되는 피라미드 형태로
구축되어 있다고 비유되는 토대론이고, 둘째는 믿음에 해당하는 각 통나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뗏목을 이루고 있다고 비유되는 정합론이다.
토대론에서 지식의 피라미드를 이루는 믿음의 돌들은 그 아래 돌들에 의해 지지되고,
그 아래 돌들은 그보다 더 아래에 있는 돌들에 의해 지지되는, 믿음들의 정당성의 의존
관계에 있어서 일방향적 특성을 지닌다. 결국 맨 아래에 있는 돌들은 다른 돌들이 아닌
땅에 닿아 있는데, 이처럼 다른 돌들에 의존하지 않고 땅에 닿아 있는 믿음들은 그
피라미드를 이루는 다른 추론적 믿음들의 토대가 되는 기초적 믿음이 된다.51 이 때 어떤
믿음이 기초적 믿음이 될 수 있을까? 영국의 경험론에서 논리실증주의로 이어지는
경험주의 전통에서는 그 정당성을 다른 믿음에 의존하지 않는 기초적 믿음이 경험에
주어진 것the

empirically given

또는 감각 자료sense

data

로부터 형성된 믿음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내게 지금 붉게 보임’ 또는 ‘내가 지금 고통을 느낌’은 자기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아는 내성적 능력intentionality에 의한 경험으로부터 정당화되는, 다른 믿음에 의존하지 않은
기초적

믿음에

해당한다. 단 이러한 감각

경험에

대한

믿음을

기초적

믿음으로

채택하려면 우리의 지각의 객관성, 즉 감각 경험을 통해 대상에 관한 정보를 있는 그대로
포착할 수 있음이 보장되어야 한다.
50

51
52

52

기초적 믿음으로서의 감각 경험의 객관성이

토대론과 정합론에 대한 설명은 김기현, 『현대인식론』(민음사, 1998)의 6장을 참고해서
정리했다.
김기현, pp. 163-165.
Ibid., p.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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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되지 않으면 경험주의적 전통의 토대론은 그 뿌리에서부터 흔들릴 위험에 놓이게 될
것이다.
반면

정합론에서는

뗏목의

통나무들이

다른

통나무들과

연결되어

있듯이

각

믿음들간의 의존 관계에 계층이 없고 그 의존관계가 상호적이라고 보며, 따라서 토대를
이루는 기초적 믿음을 부정한다. 정합론에서는 새로운 명제에 대해서, 그 명제가 지식이
되려면 우선 ‘그 명제를 믿을 것인가’ 그리고 이미 구성된 지식에 대해서는 ‘이미 내가
믿고 있는 이 명제를 계속해서 믿을 것인가, 아니면 더 이상 믿지 않고 버릴 것인가’를
지금 갖고 있는 지식의 구조 속에서 그 명제가 정합적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정합론적 지식 구조에서는 각 믿음들 간의 정당성이 상호의존적 관계이며, 이 관계는
다른 믿음에 의존하지 않는 그 자체로 정당한 기초적 믿음이 없는 그물망 같은 구조를
53

이룬다.

토대론과 정합론의 믿음 체계에 관한 입장의 차이는 토대론에서 믿음 체계의 토대를
이루는 관찰적 믿음과 관련된 감각 경험의 문제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믿음 체계의
기초에 해당하는 감각 믿음의 객관성에 토대론의 운명이 걸려 있고, 정합론은 그
객관성에 물음표를 단다. 본 장에서는 정합론과 토대론이 대립하는 지각의 객관성에 관한
J. 포더와 P. M. 처칠랜드의 논쟁을 자세히 다룰 것이다. 포더는 인간의 지각이 믿음,
배경지식과 같은 이론의 영향을 받지 않고 대상 세계의 관찰 가능한 속성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준다는, 지각의 이론 중립성, 즉 지각의 객관성을 주장하는 토대론자이고,
처칠랜드는

객관적이라고

여겨져

지각이라는

경험은

주체의

인식

온, 그래서
주관에

기초적

의해

믿음을

파악되는

이룬다고

것으로,

여겨져

관찰자의

온

믿음,

배경지식과 같은 이론의 영향을 받는다는, 지각의 이론 의존성, 즉 지각의 가소성을
주장하는 정합론자이다.
위조

작품의

미적

가치에

관한

논의의

한

가운데

인식론적

문제인

지각의

객관성/가소성에 관한 논쟁을 다루는 것은, 이 논쟁이 굿먼의 위조에 관한 논의 중에서
가장 맹렬한 비판을 불러일으켰던 “두 작품이 다르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두 작품은
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지점과 정확히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포더의 주장대로 지각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포착한다는 것이 보장된다면 굿먼의 미적 차이에 관한
주장은 그 수없이 제기되었던 비판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굿먼의 또는
정합론을 지지하는 인식론자들의 견해처럼- 지각이 객관적이지 않고, 관찰자가 받아들인
이론들에 의해 달라질 수 있는 가소성을 띈다면, 그 때에는 더 이상 굿먼의 주장을
터무니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을 것이다. 지각의 가소성 또는 지각의 이론 의존성
논증이 설득력을 얻을수록 이는 미적 차이에 관한 굿먼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먼저 지각의 객관성을 주장하는, 즉 지각의 이론 의존성을 비판하는 포더의 논증을
살펴보자.

53

김기현, pp. 16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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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더: 지각의 이론 의존성 비판
“다시 생각해본 관찰”

54

에서 포더는 관찰적 믿음과 추론적 믿음을 구분하고, 관찰적

믿음이 이론중립적임을 주장한다. 포더에 따르면, 우리의 믿음을 고정시키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경로가 있다. 그 중 하나는 감각의 활성화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고정되는
‘관찰에 의한’ 믿음 고정이고, 다른 하나는 이전에 갖고 있었던 믿음들로부터 나온
‘추론에 의한’ 믿음 고정이다. 포더는 이 두 종류의 믿음 중에서 관찰적 믿음이 지식
획득에 있어서 다음의 두 이유에 의해서 더 흥미롭고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여긴다.
첫째, 관찰적 믿음들은 대체로 추론적 믿음들에 비해서 더 믿을만하다. 왜냐하면 P라는
사실로부터 ‘P’라는 믿음에 이르는 인과적 경로가 더 짧고, 틀릴 가능성도 더 적기
때문이다. 둘째, 관찰적 믿음 고정은 의견 충돌이 있을 때 그것의 판결과 해소라는
특별한 역할을 한다. 추론적 믿음의 경우 논쟁이 생겼을 때 논쟁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전제가 -또는 이론이- 다른 경우 조율이 매우 어렵다. 반면 관찰적 믿음의 경우
논쟁자들이 무슨 전제 -또는 이론을- 받아들이는지에 얽매이지 않고도 조율이 가능하다.
포더에게 있어서 관찰적 믿음이 기초적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감각/지각 처리
과정에 의해 특유하게 고정되어 지각자가 어떠한 전제를 갖고 있는가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찰적 믿음은 객관적이며 이론 중립적이다. 이론 중립성이란
동일한 자극을 받았을 때 동일한 감각/지각적 마음을 가진 두 유기체는 그들의 이론적
신념이 아무리 다르다 해도 일반적으로 같은 것을 관찰할 것이고 따라서 동일한 관찰적
믿음에 도달할 것임을 뜻한다.
포더는 관찰/추론의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각각 비판한다.
첫째는 일상 언어 논증, 둘째는 의미 전체론 논증, 셋째는 실질적 심리학적 논증이다.
이를 차례로 살펴보자.

2. 1. 일상 언어 논증
첫 번째, 일상 언어의 논증과 그에 대한 포더의 비판을 살펴보자. 포더에 따르면
관찰/추론의 구분이 불가능함을 주장하는 일상 언어의 논증은 다음을 뜻한다. 과학자들이
‘관찰을 한다’고 할 때 그 과학자들이 어떠한 전제를 갖고 있는가에 따라 그들이
사용하는 ‘관찰’과 관련된 언어적 관습이 달라지므로 관찰은 이론탑재적이므로 관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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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rry Fodor, “Observation Reconsidered”, Philosophy of Science, Vol. 51, No. 1 (Mar., 1984),
pp.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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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론의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논증이다. 그러나 포더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론 탑재되지
않은,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인 관찰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즉
과학자들은 한 실험에서 가정하고 있는 전경으로서의

foreground

믿음들을 각자 갖고 있지만

background

동시에 그냥 누구에게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배경으로서의

관찰적 믿음도 갖고

있으며,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포더가 보기에 완벽하게 합리적이다. 포더는 과학자들이
어떠한 전제를 갖고 있는가에 달린 상대적인 의미의 관찰 용어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상대화될 수 없는 보편적인 관찰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포더의 주장에서처럼 만약 과학자들이 서로 다른 전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배경 이론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관찰 용어가 있다면, 그것이 포더의
비판에서와 같이 이론 중립적이기 때문인지는 더 따져봐야 한다. 다음 절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처칠랜드와 같은 정합론자들은 포더가 고수하고자 하는 기초적 관찰적
믿음까지도 사실은 이론탑재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55 포더의 일상 언어의 논증에서의
주장은 ‘흰색은 그냥 흰색, 붉은색은 그냥 붉은색인데 뭐가 문제인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봐라! 논쟁 끝!’ 이런 우격다짐과 다르지 않다. 이에 대해 정합론자들은 색
용어들도 어떤 맥락에서 관찰자가 어떤 이론을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것을
의미할 수 있는 이론-의존적인 일종의 추론이라고 주장한다. 56 발화되는 맥락의 영향을
받을 것 같지 않은 색 표준조차도 어떤 조건하에서 어떤 표면반사율을 가지는 것을 어떤
이름으로 부른다고 정해 놓은 일종의 약속이며, 경우에 따라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동일한 색 견본을 공유해야만 정확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기도 하다. 동일한 색 견본을
공유하는 것은 색 용어들이 객관적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맥락에 관한 합의를
이루었음을 뜻한다. 서로 다른 전제를 가진 과학자들이 관찰 용어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각자가 받아들인 이론적 배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인간의 지각이
이론 중립적인 객관적인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관찰 용어들을 사용할 때 그
관찰 용어들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지의 맥락에 관한 암묵적인 합의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라는 이론을 받아들인 과학자와 B라는 이론을 받아들인 과학자가 있고, 그
A라는 이론과 B라는 이론이 양립 불가능한 경우에 두 과학자는 양립 불가능한 이론을
각각 받아들이고 있지만, 관찰 용어를 사용하는 장면에서 그들이 공유하는 암묵적 맥락은
A라는 이론과 B라는 이론과 각각 양립 가능하거나 또는 관찰 용어를 사용하는 장면에서
각자가 받아들이고 있는 이론을 개입시킬 필요가 없을 수 있다. 관찰 용어가 일상적으로
그 맥락을 명시하지 않은 채 사용되는 것을 관찰 용어가 이론 중립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여기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거나 또는 포더가 한 사람이 받아들인 이론을 그 사람이 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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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이러한 정합론자들의 주장과 평행하게 좁은 의미의 ‘미적인 것’을 감상하는 순수한
관조는 사실 이론을 배제한 것이 아닌 ‘의식적으로 형식적인 요소들에 집중하는’ 특별한 종류의
관심으로서의 이론이 전제된 태도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서 본고의 머리말의 각주 3을 참고.
색 용어 사용의 이론 의존성에 관해서는 본고의 III장, 3. “~로 바라보기”: 사고프에서 헤더가 색
용어를 배우는 과정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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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황에서 동일하게 정합적으로 작동하는 단 하나의 이론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포더는 정합론을, 적어도 처칠랜드의 정합론을 잘못 이해한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처칠랜드는 우리가 모든 종류의 대화에서 수많은
57

가능한 맥락들 중에서 적절한 맥락을 선택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본 장의 3. 처칠랜드: 지각적 가소성 옹호의 3. 1. 원인학적 설명에서
자세히 검토될 것이고, 이어서 포더의 두 번째 논증을 살펴보자.

2. 2. 의미 전체론 비판
두 번째, 의미 전체론으로부터의 논증들에 대한 포더의 비판을 살펴보자. 전체론은
unit

어떤 의미가 다른 의미의 단위

들의 연결에서 생겨나는 맥락에 의해 결정된다는

입장이다. 이론 또는 한 사람이 가진 믿음 체계를 무한히 연결된 그래프에 비유해보면58 ,
이 그래프의 꼭지점들은 그 이론의 함축entailment에 해당하고, 이 꼭지점들 사이를 잇는
선분은 법칙들theorems 중에서 의미론적으로 중요한 관계들, 이를테면 다양한 추론적
관계들, 증거 관계들 등에 해당한다. 한 이론이 검증이 된다는 것은 그 그래프의
꼭지점에서 꼭지점으로의 연결이 확고해지는 것을 뜻한다. 반면 어떤 이론에 있어서
하나의 전제 또는 하나의 추론의 원칙을 버림으로써 그 이론에 충격이 가해지면, 그
그래프의 구조가 뒤틀어지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이 그 네트워크 전체로 확산되어서,
때로는 최초의 진앙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 예기치 못했던 그래프 구조의
변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포더는 전체론으로부터 도출된 관찰/추론의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다음의 두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한다.

첫째,

포더는

전체론을

받아들이면,

한

이론에서는 p를 주장하고, 다른 한 이론에서는 ~p를 주장할 때 이 두 이론들 간에
논쟁이 아예 이루어질 수 없다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두 이론은 ‘p’ 또는 ‘~p’를 두고
서로 다른 것을 의미할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문장들이 어떠한 이론을 받아들였는가에
의해서 그 의미가 결정된다면 -즉 관찰/추론의 구분이 불가능하다면- 서로 다른 이론을
전제로 하는 주장들 간에 논쟁이 아예 불가능할 것이다. 59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서로
다른 전제로부터 도출된 엇갈리는 주장들을 두고 논쟁한다. 둘째, 모든 문장이 그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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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 M. Churchland, “Perceptual Plasticity and Theoretical Neutrality: A Reply to Jerry Fodor”,
Philosophy of Science, Vol. 55, No. 2 (Jun., 1988), p. 171.
여기서 말하는 그래프는 “그래프 이론”의 그래프로, 꼭지점들과 그것들을 잇는 선분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선분에는 방향성이 없으며 한 꼭지점은 다른 하나 이상의 꼭지점들과 연결될
수 있다.
Churchland, op. cit., p. 171. 이러한 문제를 “통약불가능성의 문제”라고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본 장의 3. 1. 원인학적 설명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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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론적 맥락으로부터 얻는다고 가정해 볼 때, 그래도 여전히 몇몇 문장들은 다른
문장들에 비해 그래프의 가장자리에 놓일 수 있는데, 이는 그래프의 중심에 놓인
문장들이 이론적 맥락에서 확증을 얻는다면 그에 비해 이 가장자리에 놓인 문장들은
경험으로부터 직접 확증을 얻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여전히 관찰/추론의 구분은
가능하며, 또 그래야만 한다.
포더는 모든 문장이 그 의미를 그 이론적 맥락으로부터 얻는다는 전체론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처칠랜드의

『과학적

실재론과

마음의

가소성』으로부터

다음을

인용한다.
관찰 용어의 의미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방금 단 하나의 경험적
판단들의 비-추론적 함축을 촉발시킨 그 감각의 내재적 질적 정체성

intrinsic

qualitative identity

과 아무 관계가 없다. 그보다는 의미론적 공간에서의 그것들의

위치는 그것들을 담고 있는 [그 용어들을] 사용하는 화자에 의해 받아들여진
문장들의 네트워크(그물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처럼 보인다. (p. 12) …
우리의

공통된

관찰

용어들의

의미가

감각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또는

결정된다는 견해는 철저하게 거부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봤듯이, 우리는
이해의 담지자 또는 결정자로서 믿음의 네트워크들과 함께 남겨졌다. (p. 13)
…
이를 테면 [흰 것과] 유사한 종류의 감각에 대한 반응으로 (자극-반응) 어린
아이가 ‘white’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하는 것은 그 용어에 아무 의미론적
정체성을 부여하지 않는다. [그 ‘white’라는 용어는] 믿음들 그리고 추론들의
상호연관적 패턴의 네트워크 안에서 위치를 잡을 때, 그리고 오직 그런
경우에만 의미론적 정체성을 획득한다. 그 획득된 네트워크가 무엇이 되었든지
그것에 기대어서만 그 용어는 white 또는 hot … 또는 다른 수도 없이 많은
무엇이라도 의미할 수 있게 된다.(p. 14)60
포더는 이 인용문을 처칠랜드가 “한 관찰 문장은 이론적 맥락에 기대어 그 무엇이라도
의미할 수 있으며, 이론적 맥락에 의존해서 그 무엇이라도 관찰될 수 있고, 따라서
당신은 당신의 이론을 바꿈에 따라 당신의 관찰 능력을 바꿀 수 있다” 고 주장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만약

그렇다면

왜 발전된 현대

과학

이론을

가진

현대인들이

신석기시대의 인류와 동일한 지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가라고 반박한다. 61 만약
처칠랜드가 또는 다른 어떤 전체론자라도 ‘이론적 맥락에 기대어 그 무엇이라도 의미할
수 있고, 이론을 바꿈에 따라 관찰 능력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을 했다면 포더의 비판은
60

61

Churchland, Scientific Realism and The Plasticity of Mi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pp. 12-14, Fodor, “Observation Reconsidered”, pp. 27-28에서 재인용.
Fodor (1984),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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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포더의

해석이

잘못된

것이라면,

즉

처칠랜드와

전체론자들이 ‘이론적 맥락에 의존해서 그 무엇이라도 관찰될 수 있고, 이론을 변경함에
따라 관찰 능력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면, 포더는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62

그리고 이러한 포더의 해석은 처칠랜드의 주장을 지나치게 멀리

보낸 잘못된 해석이다. 처칠랜드가 “그 획득된 네트워크가 어떤 모양을 띄는가에 따라
‘white’라는 용어는 white 또는 hot 또는 다른 수도 없이 많은 무엇이라도 의미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한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들이 그것이 지칭하는 대상과 필연적
연관성이 없으며, 그 용어가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서 다른 것을 지칭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었지, 그것으로부터 ‘이론적 맥락에 기대어 그 무엇이라도 의미할 수
있고, 이론을 바꿈에 따라 관찰 능력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63
‘white’라는 용어는 어린 아이가 색깔을 배우는 맥락에서는 white를 의미할 수 있고,
적외선 안경을 통해서 사물을 관찰하는 맥락에서는 hot을 의미할 수 있다. 아무리 단순해
보이는 관찰 용어라 하더라도 그 의미는 어떤 감각 기관을 통해서 어떤 맥락에서
파악되는가와 연관되어 있다.
포더는 전체론의 관찰/추론의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관찰 문장은 그 이론적
맥락에 따라 그 무엇이라도 의미할 수 있다’, ‘그 무엇이라도 이론적 맥락에 따라 관찰
문장이 될 수 있다’에서 도출된 것으로 여기며 비판을 이어간다. 이러한 포더 식의
해석에 따른 전체론을 따라가면, 분자에 관한 이론을 받아들인 관찰자는 우리가 흔히
이슬 방울이 맺히는 것이라고 부르는 것을 관찰할 때마다 이슬 방울이 아닌 대기의 H2O
분자들의

결정체를

관찰하는

것이라는

비상식적인

설명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딜레마에 빠진다. 그리고 포더는 설마 처칠랜드가 이러한 의미에서 관찰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을 것이니, 굳이 전체론적 설명을 받아들인다면 다음과 같은 의미로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론에 의해 관찰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사물을
‘~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의 영역으로 넘겨 버린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포더는 얼마든지
‘맥락에 의해 무엇이라도 볼 수 있고 또는 보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포더의 이러한 방식으로 전체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실제로 전체론을 제대로
62

63

Churchland (1988), p. 175.
“도대체 누가 과학자들의 지각이 단순히,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가 새로운 믿음을 갖게 된 것에
의해서 변한다고 주장했는가? 포더의 논문에 인용된 이론가들 중 그 누구도 그런 비현실적인
관점을 옹호한 바 없다. 그리고 우리들 모두 특정 관점 또는 다른 관점에서, 새로운
관용어idiom가 오랜 기간에 걸쳐 친숙해지는 것, 그 원리들을 실질적으로 반복해서 적용하는 것
그리고 비슷한 마음의 연구자들 집단 안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Op. cit., p. 182.
처칠랜드는 포더의 이 같은 해석에 대해서 자신은 그런 입장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처칠랜드에 따르면 관찰자의 판단이 참된 지각의 진짜 사례들을 구성하는지 여부는 다음의 두
항목들에 달려 있다. (a) 그가 스스로 관찰하고 있다고 여기는 그 특징이 실재로 존재하는가?
(b) 그 감각 시스템이 그 특징의 발생에 대해 믿을만한 분별적 반응을 보이는가? 이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그 ‘관찰’ 판단은 시스템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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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전체론을 잘못 해석하게 만든다. 이는
처칠랜드에게 포더가 말한 ‘딜레마’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전혀
아니며, 처칠랜드가 실제로 포더가 말한 대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지 여부도 더
따져봐야 한다.
여기서 포더가 관찰의 가변성을 ‘지각’의 차이가 아닌 ‘해석’의 영역으로 밀어 넣는
것은 그가 말 그대로 토대론자이기 때문이다. 포더는 관찰 문장의 의미들이 그것이 놓인
이론적 네트워크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 포더에
따르면 관찰 문장의 의미들 또는 거기에 사용되는 술어들의 의미는 그것이 대상 세계의
attachment

에 의해 인과적으로 결정된다. 모든 개별 사례로서의

속성들과 잘 맞아떨어지는가

관찰 문장들은 추론과는 달리 각각의 대응관계를 확인 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는
관찰자의 믿음, 이론 등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포더가 자신의 방식으로 정리한 전체론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관찰

문장들은

이론

중립적이다.

왜냐하면

관찰

문장들은

감각과의

연관으로부터 그 의미를 얻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만약

관찰

문장들이

감각과의

연관으로부터

그

의미를

얻는다면

관찰

문장들은 이론 중립적일 것이다.
다시 바꾸어 말하면 (후건 부정에 의해)
만약 관찰 문장들이 이론 중립적이지 않다면 그것은 관찰 문장들이 감각과의
연관으로부터 그 의미를 얻는 것이 아님을 뜻한다.
그렇다면 관찰 문장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그 의미를 얻는다는 말인가? 처칠랜드(와
전체론자들)에 따르면,
관찰 문장들은 이론중립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관찰 문장들은 그 의미를 그
이론적 맥락들로부터 얻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관찰

문장들은

그

이론적

맥락들로부터

중립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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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의미를

얻기

때문에

이론

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논증은 성공적인 논증일 수 없다. 왜냐하면 처칠랜드가 주장하는
바로 그러한 방식으로 포더도 정반대의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처칠랜드가
‘관찰 문장이 그 의미를 이론적 맥락들로부터 얻으면 관찰 문장은 이론 중립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면 반대로 포더는 ‘관찰 문장이 그 의미를 감각과의 연관으로부터 얻으면
관찰 문장은 이론 중립적이다’라고 주장하는 형국으로, 각각의 주장은 타협할 수 없는
평행선을 그리게 된다. 만약 처칠랜드가 실제로 이러한 논리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면,
이는 엄연한 양도논법으로 무승부로밖에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다. 포더가 두 번째
전체론으로부터의 논증과 관련해서 무승부로 만족하고 세 번째 라운드인 심리학적
논증에서 승부수를 던지려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전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포더의 이 논리에 두 가지 큰 결함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부터 처칠랜드에
대한 오해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첫째, 포더의 논리는 시작부터 한 가지 중요한 전제를 숨기고 있다. 그것은 바로
‘감각은 대상 세계의 속성을 관찰자에게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전달한다’는 것이다.
포더의 논리는 이 숨겨진 전제가 참일 경우에만 무승부로 마무리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그

전제가 참이라는

보장이 없을 경우 포더의 논증은 타당valid할 수는 있더라도

건전sound한 논증이 아니다. 게다가 처칠랜드의 주장을 잘못 해석했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허수아비를 공격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 숨겨진 전제를 표면화해서 포더가 제시했던
논증을 다시 구성해보자.
관찰

문장들은

이론

중립적이다.

왜냐하면

관찰

문장들은

감각과의

연관으로부터 그 의미를 얻고, 감각은 대상 세계의 속성들을 관찰자에게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전달하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만약 관찰 문장들이 감각과의 연관으로부터 그 의미를 얻는다면, 감각은 대상
세계의

속성들을

관찰자에게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전달하므로

관찰

문장들은 이론 중립적일 것이다.
다시 바꾸어 말하면 (후건 부정에 의해)
만약 관찰 문장들이 이론 중립적이지 않다면 그것은 관찰 문장들이 감각과의
연관으로부터 그 의미를 얻는 것이 아님을 뜻한다. 왜냐하면 감각은 대상
세계의 속성들을 관찰자에게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전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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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된다. 이 논증이 건전한 논증이 되려면 ‘감각이 대상 세계의 속성들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전달한다’는 전제가 참임이 보장되어야만 하며, 실제로 이 전제가 참인지의
증명의 부담은 분명 포더에게 있다. 포더의 논증을 계속 따라가보자.
그렇다면 관찰 문장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그 의미를 얻는다는 말인가? [포더가 이해한]
처칠랜드(와 전체론자들)에 따르면,
관찰 문장들은 이론중립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관찰 문장들은 그 의미를 그
이론적 맥락들로부터 얻기 때문이다.
이 지점-관찰 문장들이 감각과의 연관에 의해서 그 의미가 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론적 맥락에 의해서만 그 의미가 전적으로 결정된다고 여기는 것-에 포더의
두 번째 오류가 있다. 포더는 ‘관찰 문장이 감각과의 연관에 의해서 그 의미를 얻는다는
것’과 ‘관찰 문장이 이론적 맥락들로부터 그 의미를 얻는다는 것’을 상호 배타적인 반대
개념으로 전제하고 있다. 그는 감각이 대상 세계의 속성들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만약 감각과의 연관에 의해서 관찰 문장이 그 의미를
얻는 것이 아니라면 감각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이론적 맥락들로부터 그 의미를 얻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포더의 이 같은 이분법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론적
맥락의 영향을 받으면서 동시에 감각과의 연관에 의해서 관찰 문장이 그 의미를 얻을 수
64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포더는 관찰 문장의 의미를 결정하는 요인을 다음 도식과 같이 감각과의 연관 또는
감각과 무관한 이론적 맥락으로 구분하고 관찰 문장의 의미는 감각과의 연관에 의해서만
또는 감각과 무관한 이론적 맥락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으로 설정하고 이 두 경우가
경합할 경우 자신이 제안한 첫 번째 경우가 이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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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카니자의 삼각형 그림은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의해 지각된
내용이 달라진다. 세 개의 검은 원(●) 위에 큰 흰 삼각형이 올려져서
그 모서리들이 원의 일부를 가리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지각되는 흰
삼각형과 그 바깥 부분의 배경의 밝기의 차이는 이 그림을 세 개의 팩맨
모양의 검은 조각( )과 세 개의 꺾쇠(<)의 나열로 볼 때에는 지각되지
않는다. 이같이 관찰자가 받아들이는 이론에 의해 지각의 차이가 생기는
것에 관해서는 본 장의 3. 1. 원인학적 설명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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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그러나 포더가 자신의 입장에 해당하는 첫 번째 경우[F]와 경합하도록 설정한 두 번째
경우[C]는 완벽한 허수아비로, 처칠랜드의 입장도, 전체론자 그 누구의 입장도 아니다.
아무리 관찰 문장의 이론 의존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라도 ‘감각과 무관한, 순전히
어떤 이론을 받아들이는가에 의해서 관찰 문장의 의미가 결정된다’고 주장할 이는 포더가
세운 허수아비 외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제대로 된 경합을 보려면 두 번째 경우는
*

다음과 같이[C ] 바뀌어야 한다.

[C*]

처칠랜드는 포더와 달리 인간의 감각이 대상 세계의 속성들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전달한다는

전제를

거부한다. 감각이

대상

세계의

속성들을

관찰자에게

전달하는

통로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처칠랜드에게 감각은 관찰자가 놓인 상황, 그 관찰 문장이
발화되는 맥락, 관찰자가 받아들이고 있는 이론적 맥락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가변적인 것이다. 따라서 관찰 문장은 그것이 대상 세계의 어떤 속성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론 탑재된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로 보다’, 즉 해석의 영역으로 밀어
넣음으로 지각적 가소성의 문제를 회피하는 포더가 제안한 방식과는 분명히 구별된다.
‘~로 보다’는 동일한 지각적 대상과 그것의 경험을 두고 서로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상당 부분 -경우에 따라서는 모두 다- 이론적 맥락에 의해
결정되므로 감각적 요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처칠랜드가 설명하는 관찰
문장의 의미는 오로지 이론에 의해서 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감각과 연관되어
있다.
잘 알려진 원효대사의 설화를 예로 들어보면 “잠결에 목이 말라 달게 마신 물이 다음날
아침에 깨어나 다시 보니 해골바가지에 담긴 더러운 물이었음”을 알았을 때 원효대사가
어둠 속에서 마신 물의 맛과 아침에 느낀 맛은, 포더의 제안대로 “해석”의 문제로 본다면
차이가 없어야 한다. 왜냐하면 감각은 언제나 대상 세계의 속성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객관적인 통로이기 때문이다. 다만 어둠 속에서 마신 물을 달다고 해석하고
아침에는 그것을 역하다고 해석할 뿐이다. 처칠랜드는 이러한 방식을, 해석의 영역으로
문제를 밀어넣음으로 딜레마로부터 빠져나올 것을 제안한 포더 식의 관용을 거절할
49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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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어둠 속에서 마신 물은 분명 달고 시원하게 느껴졌고 아침에는

비리고 구역질이 나게 느껴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인지적 차이는 분명 감각의 차이를
만든다. 이것이 바로 처칠랜드가 주장하는 감각의 주관성이다. 처칠랜드에게 감각은 대상
세계의 속성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주는 객관적 통로가 아니다. 관찰자가 어떠한 상황에서,
무슨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대상 세계의 특정한 속성들이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지며 처리된다. 즉 원효대사가 잠결에 물을 마셨을 때에는 갈증을 해소해주는
시원함이 크게 느껴졌지만, 아침에 보았을 때에는 전날 느끼지 못했던 비린 맛과 구역질
나는 냄새가 크게 느껴지는 것처럼, 감각의 초점이 옮겨지며, 서로 다른 두 시점에
경험된 두 맛은 동일한 대상으로부터 온 것이지만 결코 동일한 감각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제 더 확인해야 할 문제는 감각이 대상 세계의 속성을 있는 그대로 관찰자에게
전달해주는 객관적인 통로인가, 아니면 관찰자가 받아들인 이론적 맥락의 영향을 받는
가변적인 주관적 통로인가이다. 이는 심리학적인 문제로, 포더는 세 번째 심리학적
논증으로 넘어간다.

2. 3. 실질적 심리학적 논증
포더는 세 번째 장에서 감각의 이론 의존성을 뒷받침하는 심리학적 논증을 소개하고
이를 비판한다. (포더에 대한 처칠랜드의 답변인 “지각적 가소성과 이론 중립성”은 바로
이 포더의 세 번째 장에 대한 답변에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으므로 본 절에서는
포더의 주장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그에 대한 비판은 본 장의 3. 1. 원인학적 설명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될 것이다.)
지각의 이론 의존성을 지지하는 이론가들 중에 그레고리는 지각이 일종의 “문제
해결”에 관여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지각은 한 유기체가 가능한 원인들을 그가
접하는 자극들과 연관시키는 처리 과정이다. 즉 특정한 패턴의 감각적 활성화를 일으킬
수 있는 많은 가능한 세계들 중에서 가장 그럴 듯한 세계를 선택하는 일종의 추론이다.66
이와 관련해 포더는 지각이 이론의존적이지 않음을 보이기 위해 첫째, 뮐러-라이어
착시를 언급한다. 뮐러-라이어 착시는 실제로는 동일한 길이의 두 선분이 각각 양쪽
끝에 연결된 꺾쇠 모양이 안쪽으로 휘었는지, 바깥쪽으로 휘었는지에 따라 두 선분의
길이가 달라 보이는 착시 현상으로, 지각을 일종의 문제 해결로 보는 심리학자들은 이
착시를 ‘2차원상의 투사와 3차원의 대상 간의 관계에 관한 복잡한 가정들이 감각 배열의
지각적 분석에 영향을 주는 것’, 즉 지각이 일종의 이론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65
66

Churchland (1988), p. 185.
Richard Gregory, The Intelligent Eye (NY: McGraw-Hill Book Company, 1970), p. 29. 관찰을
일종의 추론으로 보는 견해는, 그 설명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처칠랜드, 토마스 쿤, 넬슨
굿먼과 같은 정합론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입장이다. Fodor (1984), pp. 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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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현상으로 설명한다. 이에 대해 포더는 뮐러-라이어 착시가 오히려 지각이 이론
의존적이지 않음을 반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고 말한다. 그의 논지는 다음과 같다.
만약 관찰자의 지각이 그가 받아들인 이론의 영향을 받는 것이라면 우리가 뮐러라이어 도해가 2차원의 그림이라는 것을 완벽히 아는 데에도 불구하고 왜 그 정보는
우리의 지각을 관통하지 않는가? 그래서 2차원적 해석을 저지하고 그 착시를 무효화하지
않는가? 왜 그 가운데 두 선분들이 동일한 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그 선분들의 길이가
동일하게 보이도록 영향을 주지 않는가? 그것이 착시라는 것을 아는 것이 그 착시를
사라지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 즉 착시가 생기게 하는 무의식적 기제에 관한 지식이
우리의 지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은 지각이 이론 의존적임이 틀렸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이다. 이러한 사실은 지각이 일종의 문제 해결이라는 주장뿐 아니라 지각이
배경 믿음들에 의해 침투된다는 주장 모두가 틀렸음을 보여준다.
둘째로 포더가 제시하는 반증 사례는 아무리 이론을 많이 배워도 세계를 보는
방식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 즉 과학자와 평범한 사람의 지각적 보편성이다. 포더에
따르면 어린 아이와 어른, 일반인과 과학자들은 동일한 지각적 세계를 공유한다. 인지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감각 처리는 근접 자극을 단순 등록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보편적인 것이다.
더 나아가 포더는 지각의 모듈성modularity, 지각적 보호막encapsulation이 이론의 침투를
막아준다고 주장한다. 지각적 메커니즘의 구성이 모듈적이므로 관찰자가 어떠한 믿음을
받아들이는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적어도, 예를 들어 “빨강”과 같은, 관찰
가능한 속성에 관한 지식은 경험적 경로를 통해서 획득되며, 이는 오류 불가능infallible하다.
포더는 이 세 번째 장에 상당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지각의 모듈성과 이론의 침투
불가능성, 오류 불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지각의 이론 의존성을 주장하는 실질적
심리학적 논증에 대한 포더의 비판 중에 그의 뮐러-라이어 착시에 관한 논증 이외에
제대로 된 논증의 형식을 갖춘 것 또는 어떠한 결정적 반증을 찾아보기 어렵다. 한
마디로 포더는 시종일관 지각은 종적으로 보편적이며, 모든 사람은 동일한 대상을
관찰하면서 동일한 지각적 믿음을 갖는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게다가 뮐러라이어 착시의 사례마저도 포더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석되기보다는 포더의
논리의 정합성을 깨트리고 자신의 주장을 허물어트리는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더 많다.
왜냐하면 뮐러-라이어 착시 자체가 오랜 기간 2차원상에서 깊이를 재현하기 위해
인간이 사용해온 표현 방식에 익숙해진 데에서 온 지각이 인지적 이론의 침투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사례일 뿐 아니라, 2차원 평면에 깊이를 표현하는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어린 아이의 경우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도 특정한 조건의 반복된 훈련에 의해 착시가
생길 수도, 변형될 수도 있다는 지각의 가소성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실질적 심리학적 논증에서 제시된 포더의 주장들을 요약하자면, 첫째, 포더는 착시에
관한 우리의 지식이 착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지각이
이론 의존적이지 않음을 주장한다. 둘째, 포더에 따르면 지각은 종적으로 보편적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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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 많고 적음에 상관 없이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동일한 방식으로 지각하며, 지각의
모듈성이 이론의 지각 관통을 막아준다고 주장한다.
지각의 객관성에 관한 포더의 주장이 틀렸음을 보이기 위해서는 우선 지각이 대상의
객관적 속성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이를 뒷받침할
심리학적 증거들은 많다. 아델슨의 체스판 그림자
68

표지논문에 실린 원반의 밝기 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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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뮐러-라이어 착시, 『네이처』지

등이 모두 이를 지지하는 증거들에 해당한다.

착시는 눈이라는 감각 기관을 통해 들어온 정보들을 뇌의 시각 처리 시스템이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예를 들어, 아델슨의 체스판의 원기둥 그림자 안의 흰 네모
칸[각주 67. 그림의 A]과 그림자 밖의 검은 네모 칸[B]으로부터 온 망막의 빛 수용
세포를 자극하는 빛은 동일한 밝기의 회색이다. 주변을 가리고 보면 두 네모 칸이 동일한
밝기의 회색임을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들이 동일한 밝기의 회색이라는
것을 알고 있더라도 그 지식이 우리의 착시를 멈추지 않는다. 이는 뮐러 라이어 착시가
생기는 이유를 알아도 그 지식이 착시를 멈추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대상 세계를
파악할 수 있는 감각 자료들은 눈을 통해 들어오지만 실제로 어떤 대상을 지각한다는
것은 그 감각 자료들을 재료로 해서 뇌가 구성해내는 것이다. 포더는 지각의 모듈성에
의해 관찰자의 지식이 지각 처리 과정에 침투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같은 착시들은
인간의 시지각이 맥락에 의해서 대상 세계로부터 온 정보들을 조정하는, 즉 지각이
맥락의 영향을 받음을 보여준다. 착시뿐 아니라 일상적인 모든 지각 역시 맥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포더가 맥락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여기는 지각은 실제로 지각의
모듈성에 의해 맥락의 영향이 차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각과 관련된 관찰 용어들이
사용되는 맥락에 대한 암묵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절의
3. 1. 원인학적 설명에서 자세히 검토될 것이다.
만약 포더가 한 발 물러나서 지각이 맥락의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의 지각적 가변성을

67

68

Edward H. Adelson (1995).

Barton L. Anderson, Jonathan Winawer, “Image
segmentation and lightness perception”, Nature, 434, (3
March 2005), pp. 79-83. 왼쪽과 오른쪽 그림의
원반들은 실제로 동일한 색상과 밝기이며, 두 그림은
원반들을 제외한 배경의 밝기에만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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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이러한 가변성조차도 종적으로 고유하게 고정된

hard wired

것임, 즉 종적으로 보편적임을 주장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설명해야 하는
것은 이 같은 지각적 가변성이 인간이라는 동일 종 내에서도 -심지어는 동일한 개체
안에서도- 어떠한 교육을 받았는가, 어떠한 문화에서 자랐는가, 특정 분야에서 얼마나
전문적인 훈련을 받았는가에 따라 각 개체들 간에 또는 한 개인에게 있어서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차이가 생긴다는 의미의 지각적 가변성일 것이다. 예를 들어 전문의들은
엑스레이 사진의 회색과 검정색의 패턴을 보고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일반인들은
그럴 수 없다. 흉부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결핵인지 폐렴인지 아니면 폐암인지 구분할 수
있게 되기까지 전문의들은 수련 기간 동안 수많은 흉부 엑스레이 사진들을 본다.
처음에는 그 구분하는 능력에 있어서 일반인과 다르지 않았겠지만 반복적 훈련을 거친
숙련된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무슨 질병인지를 바로 알 수 있게 된다. 이는
위작감정가들이 ‘수많은 작품을 접하고 집중적으로 감상한 경험을 통해 감식안을 키우고
정교하게 다듬는’ 69 과정과 매우 유사하다. 굿먼이 말하는 미적 차이를 포착하는 훈련된
눈은 이 같은 장기간에 걸친 시지각 학습에 의해 차이를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시지각 학습에 의한 개인적 지각 능력의 차이에 관한 논문을 보면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나와 있다.70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지각이 맥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의 지각적
가소성을 인정하는 것은 결국 동일 종 내의 개체들 간의 그리고 동일 개체에게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차이가 생긴다는 의미의 지각적 가소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동일한 종에 속하는 개별자들은 각각 연령, 문화, 교육, 처한

69

70

Thomas Hoving, False Impression: The Hunt for Big Time Art Fakes (1996), 『짝퉁미술사』,
(역) 이정연 (이마고, 2010), pp. 19-20.
다음은 훈련에 의해 신경 시스템과 지각적 능력이 바뀌는 사례들이다.
① 성인의 신경 시스템은 시각 경험의 결과로 시각적 과제에서 향상된 수행 능력을 장기간에
걸쳐 획득할 수 있다. 이를 시지각 학습이라고 한다. 이 시지각 학습과 연결된 신경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성인 시각 시스템의 가소성에 관한 이해를 돕는다. Yuka Sasaki, Jose E. Nanez,
Takeo “Advances in visual perceptual learning and plasticity”, Nature Reviews Neuroscience 11,
(Jan., 2010), pp. 53-60.
② 음악가와 비음악가의 뇌의 구조에 차이가 있다. C. Gaser와 G. Schlaug, (2003) “Brain
structures differ between musicians and non-musicians”, Journal of Neuroscience 23, no. 27,
9240-9245.
http://www.jneurosci.org/content/23/27/9240.full.pdf+html
③ 영·유아의 대뇌피질의 시각 영역과 청각 영역은 시각으로든 청각으로든 똑같이 효과적으로
자극을 받기에 기능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있다. 그 결과 유년기 초에 시력을 상실하면 피질
재구성cortical remapping이라는 과정을 통해 청력이 더 예리해진다. D. Bavelier와 H. J. Neville,
(2002). “Cross-modal plasticity: Where and how?”
④ 런던의 택시기사들은 작업 기억과 연관된 뇌 영역(해마)이 더 크다. E. A. Maguire, D. G.
Gadian외, “Navigation-related structure change in the hippocampi of taxi driver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97, No. 8 (2000), 4398-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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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등에서

다양한

맥락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은

–심지어는

쌍둥이들조차- 각자의 고유한 지각의 맥락을 갖는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의 지각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동일한

하나의

세계를

모두 똑같이

지각한다는 믿음은 실제로 모든 사람들의 지각의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이 아니라 특정한
맥락에서

각자의

경험을

개념화해서

표현하는

어휘들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뇌를 일종의 완성된 고정된 틀로서 대상을 있는 그대로 단순 등록한다는 식의
설명은 포더가 「다시 생각해본 관찰」을 썼던 시기에는 논쟁의 여지가 있었을 수
있지만 인간의 뇌에 관한 현재의 연구 결과들은 그러한 방식의 설명을 허용하지 않는다.
감각 기관을 통해서 등록된 대상 세계에 관한 정보들은 전기적 패턴의 형태로 뇌로
전달되며, 뇌는 그 전기적 신호들을 관찰자에게 주어진 맥락에 비추어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선별한다. 지각적 경험들은 완성된 지각 처리과정에 의해서 언제나 동일하게
일관적으로 입력되는 것이 아니며, 포더식의 설명과는 정반대로 관찰자가 처한 상황,
믿음 등에 따라 서로 다르게 선별적으로 입력되며, 오히려 반대로 신경망에 영향을 줄
수도 심지어는 신경망을 재조직하기도 한다. 포더와 같은 시대를 살아온 처칠랜드의
답변에는 이미 그러한 통찰과 과학적 증거들이 들어 있다. 이제 처칠랜드의 답변을
살펴보자.

3. 처칠랜드: 지각적 가소성 옹호 / 지각의 이론 중립성 비판
처칠랜드는 “지각적 가소성과 이론 중립성” 71 이라는 그의 논문에서 지각적 가소성에
대한 포더의 비판에 대해서 조목조목 성의 있는 답변을 제시한다. 처칠랜드의 입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각 처리에 있어서의 침투불가성impenetrability이 관찰 지식의
이론 중립적 토대를 보장하지 않는다. 둘째, 침투불가성에 관한 포더의 견해는 거의
확실히 틀렸다. 셋째, 관찰 문장을 포함한 모든 문장은 이론 의존적이다. 처칠랜드는
지각적

믿음들이

이론

중립적일

수

없음을

두

가지, 첫째, 원인학적으로, 둘째,

의미론적으로 설명한다. 이는 각각 포더의 실질적 심리학적 논증(본 장의 2. 3.)과 의미
전체론 논증(본 장의 2. 2.)에 대한 답변에 해당한다. 그의 설명을 차례로 검토해보자.

3. 1. 원인학적 설명: 침투불가성과 지각의 이론 중립성의 관계
포더의

71

보호막encapsulation

이론은

인간의

기초적

Churchland (1988), pp. 16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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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처리과정이

모든

인간에게

생득적으로

endogenously

고정된

것임과

관찰자가

그

이후에

어떠한

새로운

믿음을

받아들였든지 지각적 믿음은 변하지 않음을 전제한다. 포더에 따르면 인지 처리과정의
위계상 하위에 해당하는 말단부의 감각 수용기에서 입력된 감각 정보는 고차적 인지
중추로

전달되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이론적

믿음들도

침투불가능하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은 공통된 지각적 경험을 종적으로 공유한다.
포더가 이 같은 지각적 처리에 있어서의 완고함

rigidity

을 보여주는 실험적 증거로 제시한

것이 바로 뮐러-라이어 착시이다. 포더는 우리가 그것이 착시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착시가 일어나는 것을 놓고 지각 처리에 이론적 개입이 차단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만약 지각이 그가 주장한 것처럼 완고하지 않다면 지각적 모듈들이 지각자의
처분에 달린 “모든” 배경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데, 착시가 왜 일어나는가에 관한
믿음이 착시를 소멸시키지 못하는 것은 지각의 모듈이 그 믿음을 접수access하지 않음을
보여주므로, 결론적으로 지각은 어떠한 흥미로운 의미에서라도 이론 의존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처칠랜드는

보호막이

지각

처리과정에서의

이론의

개입을

차단한다는 포더의 주장은 확실히 틀렸다고 반박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잠시 후 실질적
심리학적 사례들에 관한 논의에서 자세히 다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설사 포더의 말대로
지각적 모듈들이 밀봉되어 있고, 모든 인간의 모듈들이 생득적으로 종적으로 동일한
가정들을 탑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포더가 주장하는 종적 동일성은 일종의 제한된 합의는
될 수 있지만, 이론 중립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한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종적으로 동일하게 고정된 이론의 노예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보편적 독단universal

dogmatism

이지, 객관성과 중립성의

순수한 에덴 동산이 아니다. …
변화 불가능한 편견적 경험의 가정들의 집합은 그것이 아무리 보편적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편견적

경험적

가정의

집합이다.

모듈성과

인지적

침투불가능성은 우리의 지각적 믿음을 참으로 연결시키는 것, 지각적 판단의
이론 중립성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다. …
그 제한된 합의조차도 오직 첫 번째 돌연변이 또는 외계인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결국 다른 지각적 관점을 맞닥뜨릴
것이다. …
사실 우리는 그러한 돌연변이 또는 외계인을 우리 자신에게서 발견하기
시작할 것이다.72
잠시 일상 언어 논증(본 장의 2. 1.)에서 포더가 비판했던 전체론적 관점이 지닌
“통약불가능성 문제”로 돌아가보자. 전체론적 관점을 받아들이면 서로 다른 전제를 가진

72

Churchland (1988), p.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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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표면상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용어를 실제로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논쟁이 아예 불가능할 것인데, 이 때 보호막에 의해
이론적인 침투가 불가능한 지각적 보편성이 논쟁을 가능하도록 보장해주는 것처럼
포더는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 처칠랜드는 우리의 기초적 지각 처리의 완고함이
개념적 이해와 담론적 판단의 단계에서의 가소성과 전적으로 양립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포더가 염려하는 서로 다른 이론을 받아들인 사람들 간에 의사소통의 문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답한다. 왜냐하면 기초적 지각 처리에서 사용하는 관찰 용어들의
의미가 통하기 위해서 가정해야 하는 맥락으로서의 이론들은 각 관찰자들이 받아들인
서로 다른 이론들과 각각 양립 가능하기 때문이다. 포더는 한 관찰자가 받아들인 이론이
그 관찰자의 인식 전체에 즉각적으로 침투 가능해야만 이론 의존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여기는 듯하다. 그렇기 때문에 뮐러-라이어 착시의 기제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면 그
지식이 즉각적으로 그 착시를 멈추고, 이슬 방울이 H2O의 덩어리라는 지식을 갖게 되면
더 이상 그것을 이슬방울로 보지 않고 분자 덩어리로 지각해야 하는 딜레마에 이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정합론자들이 주장하는 이론 탑재적 지각은 포더가 상상하는 그런
기이한 지각이 아니다. 동일한 대상을 두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슬 방울이 맺힌다고
표현하는 것을 분자와 열 에너지에 관한 용어들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들이 공유하는
관용어idiom들로 표현하는 것이 –비록 그 용어들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외계어처럼 들리겠지만- 전혀 기이하게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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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 방울’이라는

익숙한 어휘와 ‘H2O’라는 덜 익숙한 분자식 중에서 어떤 어휘를 선택하는가는 말 그대로
선택의 문제이지, 특정 어휘가 이론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연 종natural
얻었기 때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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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d

”의 지위를

앞서 본 장, 1. 2. 의미 전체론 비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포더의 지각의 이론 의존성에 관한 비판은 이 경우에도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처칠랜드는 그보다 실제로 더 인식론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동일한 개체
안에서의 양립불가능한 이론들 간의 경합이라고 지적한다.
[통약불가능성의]
사람의

simple

인식론적

문제는

‘두

이론을

가진bi-theoretical한

단

한

개인 안에서 가장 분명하고 강력하게 일어난다. … 두 가지

경쟁하는 이론을 내재화한 어떤 사람이 있을 때 … 그 사람은 두 개의 세계에
연관 있는 국면들을 지각하는 서로 다른 방식을 모두 갖게 될 것이고, 이 두
포괄적인 세트global

packages

중 무엇을 고를지를 두고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이제 의사소통이 문제가 아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잘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중립적 시금석의 부재에서의 이론적 평가와 합리적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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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rchland (1979), p. 30.
Ibid.,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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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이다.

기초적 지각의 보편성을 보장해줄 “중립적 시금석”을 과연 누가 제시할 수 있을까?
포더가 주장한 지각 정보의 불변함은 인간이라는 종 전체의 보편성을 논하기 이전에 단
한 명의 개체 안에서조차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하늘의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각각 천동설과 지동설을 주장하는 두
과학자들이 있다고 또는 천동설과 지동설 중 무엇이 옳은 이론인가를 고민하는 한
과학자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때 어떤 이론을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서로 다른
밤하늘을

지각하는

것일까?

처칠랜드는

지각에

있어서

일시적

변경shift이

상당히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례로, 과거에 천동설을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지동설을
받아들임에 의해 태양계의 조직을 재-파악하는 것에 관해 설명한 바 있다. 76 이 경우는
그 전환이 비교적 빨리 일어날 수 있다는 면에서 잠시 후 설명할 역전 렌즈 사례보다는
넥커큐브 사례에 더 가깝지만, 처칠랜드는 이 경우에 있어서도 태양계를 재-파악하는
데는 단순히 코페르니쿠스적 믿음을 가지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음을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우리는

그

믿음

체계를

받아들이면서, 그

특유한 관점으로부터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코페르니쿠스적 구성을 드러내는 사례로서 어떻게 하늘이 달라지는지를 보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특정한 믿음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과 그 믿음에 맞춰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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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rchland (1988), p. 171.
처칠랜드에 따르면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고정된 땅을 중심으로 별이 움직이는 것으로
지각하는 방법이 별에 관한 몇 가지 정보들과 간단한 방법을 익힘을 통해서 태양 중심의 별의
움직임을 지각하는 방법으로 변경될 수 있다. Churchland (1979), pp. 30-34.

도해 1

도해 2

도해 3

별이 잘 보이는 날 해가 진 직후 해가 지는 쪽 지평선 방향을 바라보며 [도해 1] 지평선 가까이
보이는 별은 화성, 금성, 목성, 토성이라는 것을 배운다. 그 사이에 달도 놓여 있을 것이다. 그
네 별과 달이 놓인 위치와 방금 진 태양이 있을 위치를 이으면 이 모든 물체가 대략 하나의
선상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선이 관찰자의 시야에서 수평을 이루도록 고개를
살짝 오른쪽으로 기울이면 지평선을 수평으로 놓았을 때와 다른 관점으로 천체를 관찰할 수
있게 된다. 북반구에서 관찰했을 경우를 기준으로 처칠랜드가 그린 도해 3은 도해 2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세 번째 궤도 위에 놓인 시점에서의 별들의 위치를 지각한 것을 보여주며, 매
24시간마다 동일한 하늘을 관찰하는 것을 통해 별들의 공전 궤도를 읽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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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을 재조직

reshape

하는 것은 별개이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물리학과 학생들은 물리학

법칙들을 외운다. 그러나 그들이 그 이론들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들의 지각이 극적으로
변하는 일은 상대적으로 드물다. 지각에 변화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환경의
광대한 다양성들에 그 법칙들을 적용하는 기술을 연습해왔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그들은
지금까지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던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의 공통된 패턴을 지각하게 된다.
그러나 그 법칙을 외우는 것은 상당히 긴 처리 과정에서의 단지 첫 번째 단계일 뿐이다.
특정한 패턴이 특정 사례들에서 어떻게 예화되는지를 처음으로 포착하는 순간이 있지만,
그 이후에 전체적인 조망에서 그 지각이 재조직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며, 이에는
단순히 문제의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상이 요구된다.

77

그리고 이 같은 훈련에 의해서

지각 능력은 지각자들 간에, 한 지각자 안에서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차이가 생긴다.
다시 실질적 심리학적 사례에 관한 논의로 돌아가보자. 포더가 “착시를 일으키는
전제들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다양한 착시의 완고한 지속성을
주장”한다면, 이를 반증하는 사례로 상위, 인지적 가정들에 의해서 통제되는 착시 또는
시각 효과를 들 수 있다. 오리/토끼, 노파/젊은 여자, 넥커큐브, 꽃병/얼굴 등과 같이 방향,
크기, 관점, 전경/배경에 관한 어떠한 전제를 취하는가에 따라 다르게 지각되는 모호한
역전 가능한reversible 그림들, 접힌 카드의 그림자 진 면의 색과 깊이 역전, 착시 경계 등과
같이 그림의 어느 부분에 초점을 두는가에 따라서 지각된 색과 모양이 달라지는 현상
등이 모두 인지적 침투불가성에 관한 포더의 논증에 대한 강력한 반증 사례가 된다.78
그렇다면 포더가 지각의 완고함의 사례로 제시했던 뮐러-라이어 착시의 경우는 과연
지각의 침투불가성을 보장해줄 수 있을까? 처칠랜드는 포더의 이 같은 주장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보이기 위해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그의 설명을 살펴보자.
한 사람의 지각적 경험은 한 순간의 자발적인 시도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시지각 처리과정이 일반적으로 매우 쉽게 또는 빠르게
새로운 또는 상반되는 정보에 의해 침투되는지가 아니라 그것이 일반적으로
전부 다 투과 가능한가이다. 이론의 지각으로의 침투는 훈련, 관습 또는
조건화 방침과 관련되어 있다. 만약 뮐러-라이어 착시가 오랜 기간에 걸친
특정

유형의

지각적 문제들에

대한

지각적

훈련의

부수적인

결과라면,

그렇다면 아마도 매우 다른 지각적 특징의 환경에서 오랜 기간의 훈련은 그
특정한 착시로부터 자유로운 피실험자subject를 만들 것이다.79
처칠랜드는

77
78
79

인간의

시지각이

특정한

환경적

Churchland (1988), p. 176.
Op. cit., p. 172.
Op. cit., p.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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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서

일정

기간의

훈련에

의해

80

재구성되는 여러 사례들을 제시한다. 그 중에서 ‘역전 렌즈’ 실험 은 좋은 사례이다. 역전
렌즈는 말 그대로 피실험자에게 시각 정보를 상하, 좌우가 역전된 것으로 지각하도록
고안된 장치이다.
역전 렌즈의 최초의 효과는 심각하게 방향을 잃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일
주일이 채 안 되는 기간의 훈련만으로 피실험자는 새로운 지각 체계에
적응한다. 피실험자는 실험 기간 동안에 의자 또는 침대에만 매여 있지 않고,
실질적인 필요에 의해 친숙한 물체들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일상생활의
신체적 움직임에 관련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피실험자는 서서히 그들의
시각을 나머지 다른 감각, 운동 시스템과 조율해가기 시작하며, 그리고 세계가
거꾸로 보이는 착시는 희미해져 간다고 말한다. 대략 일주일 정도의 시간 안에
모두 다가 말이다.
처음 그 렌즈를 씌웠을 때, 세계는 거꾸로 보인다. 피실험자는 물론 그 렌즈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심지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도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착시는 그 정보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시각 처리기들의 투과불가성에 관한 어떠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몇 주 간의 꾸준한 훈련과 실험은
상당히

훌륭하게

[시각

처리기를]

통과한다. 그리고

그

투과가

얼마나

성공적인지의 정도는 결국 그 렌즈를 벗은 후에야 드러난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실험자들은 -처음 그 렌즈를 썼을 때 그들이 겪었던 것과
같이- 방향을 잃는 착시로 고생한다. 그들의 시각 처리과정은 그 렌즈를
상쇄하는 방향으로 훈련됨을 통해 재구성

reconfigure

되었고, 렌즈가 사라진 후에도

81

계속해서 ‘상쇄’하려 한다.

이 지각적 변화들은 단순히 특정 믿음들의 획득에 의해서 또한 이와 관련된 지각적
환경들에 있어서 그 특정한 믿음들에 대해 숙고하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어떤 형태의, 종종 긴 기간에 걸친 훈련, 연습 또는 조건화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만약 포더가 지각 처리과정이 언제나 (아니면 대체로) 그 사람의 이론적
신념의 변화가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지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는 -의미 전체론 비판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다시 한 번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82 그러나 만약 그게 아니라 포더가 공격하는 지점이
지각적 처리과정의 더 포괄적인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각이 변할 수 있다는80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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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tenhoff, "Situational and Personal Influences on Space Perception with Experimental
Spectacles", Acta Psychologica, 13, pp. 79-97. Churchland (1988), p. 174.
Churchland (1988), p. 175.
Op. cit., p.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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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의 가소성이라면 역전 렌즈 사례와 같은 경험적 증거들이 그의 주장에 대한 반증이
될 것이다.83
동일 종 내의 지각적 다양성, 가소성을 지지하는 증거들은 많이 있다. 첫째, 우리는
대부분 말을 청각적으로 지각하지만, (글을 읽는 것처럼) 시각적으로도 지각할 수 있고,
(점자를 읽는 것처럼) 촉각적으로도 지각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대부분 음악은
청각적으로 지각하지만, (악보를 한 눈에 읽는 것처럼) 시각적으로 지각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둘째, 상위 인지 중추에 의한 주변부 모듈의 체계적인 투과를 지지하는 신경물리학적
증거들이 있다. 시각의 경우 주된 신경 경로는 망막에서 시작되어 시신경을 통해
외측슬상핵LGN(Lateral

Geniculate

Nucleus)

을 지나 차례로 1차시각피질, 2차시각피질로 가며,

거기서 더 다양한 서로 다른 처리를 담당하는 상위 영역으로 이어진다. 이 ‘상향
경로는 ‘하향

top-down

많기까지 하다.

84

bottom-up

’

’ 경로와 최말단의 변환기까지도 일치하며, 심지어 그 수가 더

예를 들어, 로저스와 마일즈의 새를 대상으로 한 한 연구에 따르면,

전체 시신경 경로의 1%에 해당하는 하향 시신경 경로의 손상이 새에게 지각 결손을
야기한다.

85

이러한 하향 경로들은 뇌의 정보처리 위계에 있어서의 일부 감각에만

나타나는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감각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86
또 다른 예로, J. 스탠리 외의 “지침이 지각을 어떻게 수정하는가: 인간의 동작 지각과
관련된 뇌 영역의 fMRI 연구” 87 에 따르면,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동일한 영상움직이는 배우가 빛으로 된 점을 움직여서 만든 애니메이션을 녹화한 것-을 보여주면서
83

84

85

86
87

포더는 역전 렌즈의 사례가 약간의 지각적 가소성을 보여준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는 이
경우를 어떤 체계가 지각 정보와 신체 운동 사이를 재조정한 예외적인 사례일 뿐, 지각적
유연성이 보편적이라거나 물리학을 학습함으로써 그들의 시각 장을 재구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한다. (Fodor, “A Reply to Churchland’s ‘Perceptual Plasticity and
Theoretical Neutrality’”, Philosophy of Science, 55 (1988), pp. 193-194, Alvin I. Goldman,
Philosophical Applications of Cognitive Science (Westview Press, 1993), 『철학과 인지과학』
(역) 석봉래 (서광사, 1998), pp. 53-54.
① Wolter, J. R. (1965), "The Centrifugal Nerves in Human Optic Tract, Chiasm, Optic Nerve,
and Retina", Transactions of the American Opthalmological Society 63: 678- 707.
② Wolter, J. R., and Lund, O. E. (1968), "Reaction of Centrifugal Nerves in the Human Retina,
Two weeks after photocoagulation", American Journal of Opthalmology 66: 221-232.
③ Sacks, J. G., and Lindenberg, R. (1969), "Efferent Nerve Fibers in the Anterior Visual
Pathways in Bilateral Congenital Cystic Eyeballs", American Journal of Opthalmology 68: 691695.
Churchland, op. cit., p. 177.
Rogers, L. J., and Miles, F. A. (1972), "Centrifugal Control of Avian Retina: Effects of Lesions
of the Isthmo-Optic Nucleus on Visual Behavior", Brain Research 48: 147- 156.
Churchland, op. cit., p. 178.
James Stanley, Emma Gowen, R. Christopher Miall, “How instruction modify perception: An
fMRI study investigating brain areas involved in attributing human agency”, Neuroimage, 52,
(2010), pp. 38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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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사람이 직접 만든 움직임이라고 알려 주었을 경우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든
움직임이라고 알려 주었을 경우, 그 영상을 보면서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에 차이가
prior

생긴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움직임 지각 처리 과정에 있어서 사전

정보 또는 믿음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대상 세계로부터 온 감각 기관을 자극하는
요소들이 그 대상이 무엇인지에 관한 개념을 상향적으로 구축해 가기보다는, 그 대상이
무엇인가에 관한 관찰자의 믿음 또는 지식이 그 대상을 어떻게 지각할 것인가를
하향적으로 결정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예라 하겠다.88
처칠랜드는 인간의 지각은 서로 다른 감각들 간에 상호 침투 가능하며, 감각과 연관된
뇌의 배선wiring이 분명히 보호막 이론과 고립적 지각 처리과정을 지지하지 않음을
강조하며, 감각들 간의 상호 침투의 다양한 예를 제시한다.
절대음감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소리를 듣고 그 높이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
또 적절한 훈련을 받은 사람은 여러 음들을 듣고 그 높이의 관계를 맞출 수
있다. 이러한 훈련은 다른 감각들과 연결될 수도 있다. 주파수에 관한 이론을
배우고 일련의 훈련을 받으면 눈을 감고서도 소리만으로 쌩 달리는 차의 속도를
맞출 수 있다. 분명히 이러한 개념적 틀은 우리의 청각 처리과정에 내재적인
것도, 일상 언어의 일부도 아니다. 우리는 다양한 개념 틀 중에서 선택하고
훈련을 통해서 이러한 개념 틀을 감각과 연관시키는 법을, 그리고 다양한 개념
틀들을 서로 연관시키는 법을 배워간다.89

88

89

그 밖에도 다음 연구들은 인지 과정의 하향 정보 처리를 지지한다.
① 피실험자에게 어떤 물체를 지각하도록 하고 그 물체의 흐릿한 이미지에서부터 점점 선명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실험에서, 그 물체에 관한 올바른 사전 정보를 줄 경우와 틀린 사전 정보를
줄 경우 재인 속도에 차이가 있다. 상향 정보와 하향 정보의 교차를 담당하는 측두-두정엽
피질에 손상을 입은 피실험자는 올바른 사전 정보가 주어졌을 때에도 흐릿한 이미지를 통해
대상을 짐작하는 기능이 떨어진다. E. Elgar, R. N. Henson, J. Driver, and R. J. Dolan,
“Mechanisms of top-down facilitation in perception of visual objects studied by fMRI”, Cereb
Cortex (Sep., 2007), 17(9): 2123-2133.
② 어떤 물체를 지각할 때 그 물체에 관한 정보뿐 아니라 그 물체와 다른 물체들과의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맥락적 관계에 의해서 하향적 재인 기능이 촉발된다. M. J. Fenske, E.
Aminoff, N. Gronau and M. Bar, “Top-down facilitation of visual object recognition: objectbased and context-based contributions”, Progress in Brain Research, Vol. 155 (Elsevier, 2006),
pp. 3-21.
③ “최근 뇌에서 달팽이관으로 다시 외유모세포로 이어지는 강력한 원심성 연결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가 [뇌가 감각기관의 수용체를 조정한다는 것에 힘을 실어준다.] ... 따라서
우리는 뇌와 귀가 이원으로 돌아가는 단일 작동 체계를 이룬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며,
피질에서 소리의 표상을 구성하는 능력은 물론 달팽이관의 출력물 자체를 조절하는 능력도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Oliver Sacks, Musicophilia (Vintage Books, 2008),
『뮤지코필리아』, (역) 장호연 (Alma, 2010), pp. 214-215.
Churchland (1988), p.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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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칠랜드는 지각의 말단, 즉 의미론적 내용이 들어 있지 않은 감각이 아무리 완고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명제, 판단, 믿음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무한대로 많은 서로 다른 가능한
조직

mapping

이 가능하고, 수많은 가능한 조직들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연결하는가가 그

사람의 고유한 지각 활동의 특징을 결정하며, 그 특징에 따라 다르게 반응함을 강조한다.

3. 2. 관찰적 술어의 의미론: 관찰 문장의 의미는 믿음의 네트워크로부터
처칠랜드는

모든

믿음은

그것이

뿌리내리고

네트워크로부터 도출되는 것임을 주장한다.

90

있는

일반적

믿음들과

가정들의

이는 포더의 의미전체론 논증의 비판(본

장의, 2. 2.)에 대한 답변에 해당한다. 앞서 의미 전체론 논증에 대한 포더의 비판을
검토하면서 발견했던 두 가지 오류를 기억할 것이다. 첫 번째는 포더가 인간의 지각이
대상 세계의 속성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전달해줄 것이라는 전제를 숨기고 있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포더가 ‘관찰 문장이 감각과의 연관에 의해서 그 의미를 얻는다는
것’과 ‘관찰 문장이 그 이론적 맥락들로부터 그 의미를 얻는다는 것’을 서로 배타적으로
반대인 개념으로 상정했던 것이다. 이 두 번째 전제에 대해서 처칠랜드는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우리는 포더가 말한 문장들/믿음들의 의미론적 속성들이 몽땅 다 그 이론적
맥락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해를 요구하지 않는다. 어떠한 관찰-문장이라도 그
의미론적 속성들의 일부는 피할 수 없이 그런 식으로 (의미론적 맥락에 의해)
결정된다면, 그러한 문장들은 편견적 이론의 무거운 멍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이론-중립적 지식의 기초를 얻고자 한다면 포더는
그 의미론적 속성들이 이론의 의지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문장들 또는
용어들의 집합이 필요할 것이다.91
포더는 의미 전체론자들에게 이론에 의해서 전적으로 그 의미가 결정되는 관찰 문장이
어디에 있는가, 그런 것은 없다고 비판했지만, 이는 처칠랜드나 다른 정합론자 그
누구에게도 합당한 질문이 아니다. 왜냐하면 정합론자들이 주장하는 관찰 문장의 이론
의존성은 순전히 이론에 의해서만 그 의미가 정해진다는 의미의 이론 의존성이 전혀
아니기 때문이다. 처칠랜드는 진정한 의미의 이론 중립적 지식의 기초를 주장하려면
반대로 포더가 이론 의존적 속성이 전혀 없는 관찰 문장을 보여야 함을 요구한다. 관찰의
이론 중립성은 단 하나의 이론 의존적인 관찰 문장에 의해 전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90

91

포더는 이를 의미 전체론으로 불렀고, 처칠랜드 자신은 “의미에 관한 개념 역할 이론” 또는
“그물망 접근”이라고 부르며, 본고에서는 정합론으로 통칭한다.
Churchland (1988), p.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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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의 부담 역시 포더에게 있다.
관찰 문장을 포함한 모든 문장이 이론 의존적이라는 것, 즉 어떤 관찰 술어 “F”가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그 술어를 적용한 개체 “a”에 관한 문장 “Fa”는 반드시 어떤
물질적 결과를 가져야 함을 뜻한다. 이는 더 나아가 예를 들어, ‘“Fa”는 “~Fa”와 양립할
수 없다’ 또는 ‘(x)((Fx&Hx)⊃~Kx)일 경우 “Fa”는 “Ha&Ka”와 양립할 수 없다’

92

등과

같은 구체적인 배경 믿음들 또는 가정들이 있어야 함을 뜻한다. 의미를 담고 있는 관찰적
용어들은 언제나 어떤 가정의 세트에 담겨 있고, 그 가정들은 언제나 추정적이고,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수정될 수도 있다. 관찰 용어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그 용어에 값을
매기는figures
추론들이다.

특정한
93

믿음의

덩어리와

그것들이

가능하게

만드는

특정한

패턴의

단순한 ‘red’, ‘tall’, ‘cold’와 같은 관찰적 술어들은 아무 전제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포더가 그랬던 것처럼 이론
중립적인 것으로 여겨지기 쉽지만, 사실 우리가 이러한 단순한 관찰적 술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 in what sense’에 대한 암묵적 합의가 전제되어 있다. 94 예를 들어,
“사과가 빨갛다”라는 문장은 단순히 사과에 빨강이라는 속성이 있다는 사실로부터만 그
92

예를 들어, 관찰 용어 F는 “노랗다”라는 술어이고, a가 바나나라면, “Fa”와 “~Fa”, 즉 “이
바나나는 노랗다”와 “이 바나나는 노랗지 않다”는 양립할 수 없다. H는 “캐번디시 종이다”, K는
“덜 익었다”는 술어인 경우 “(Fa&Ha)⊃~Ka“, 즉 노란 바나나이면서 동시에 캐번디시 종인
바나나라면 그 바나나는 덜 익은 것이 아니다”라는 배경 믿음으로부터 다음의 두 명제들,
“Ha&Ka”와 “Fa”즉 “이 바나나가 캐번디시 종이고 덜 익은 바나나이다”와 “이 바나나는
노랗다”는 양립할 수 없음을 추론할 수 있다.

(Fa&Ha) ⊃ ~Ka
전환(transposition)
Ka ⊃ ~(Fa&Ha)
실질적 함축(material implication)
(~Fa γ ~Ha) γ ~Ka
연합(association)
~Fa γ ~(Ha&Ka)
실질적 함축
Fa ⊃ ~(Ha&Ka)
∴ Fa와 Ha&Ka는 양립 불가
93
94

Churchland (1988), p. 184.
이는 일상 언어에서의 관찰 술어의 사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일상 언어에서 상당히 많은
것이 그 대화의 모든 참여자들에 의해 공통적으로 전제되어 암묵적으로 진행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술작품들도 그 작품이 속한 전통, 예술가, 양식에 따라 그 의미를 전달하는 데
많은 전제들이 숨어 있다. 이에 관해서는 V장의 2. 1. 1. 기호의 의미를 파악하는 맥락으로서의
귀속에서 엘긴의 견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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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얻는 것이 아니다. 처칠랜드는 모든 것에 앞서 문장이란 문장들의 전 체계, 즉
언어라는 전체적 체계의 통합된 한 부분임을 강조한다.
각 문장들은 각각의 고유한 함축 관계의 틀을 가지고, 그것들은 복합적인 언어
체계 내에서 독특한 추론의 기능을 갖는다. ... [즉] “La pomme est rouge”라는
문장은, “The apple is red”라는 문장이 영어에서 행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프랑스어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과는 빨갛다라는 명제적 내용을 갖는다. ...
[따라서] 어떤 합당한 명제적 내용을 갖는다는 것은 곧 인지적 체계 내에서
어떤 합당한 추론의 역할을 맡는다는 것이 된다.95
처칠랜드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관찰 문장을 포함한 모든 판단, 주장은 이론
의존적이다. 어떠한 관찰 용어라도 그것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정 가능한
가정들의 그물망에 자리잡고 있어야 한다. 아무리 소박한 판단 또는 주장이라도 언제나
그 판단이 구성되는 개념적 틀이 있고, 지각적 판단의 경우에, 감각 기관들이 하는 것은
지각자로 하여금 선행하는 가능한 개념적 틀로부터 몇몇 특정한 표상을 활성화하는, 즉
특정한 지각적 상태를 불러일으키는 일종의 추론이다. 그리고 이 개념적 틀들은 관련된
용어의 의미를 습득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수정된다.
지금까지

지각적

가소성에

관한

토대론을

대표하는

포더와

정합론을

대표하는

처칠랜드의 논쟁을 살펴보았다. 관찰 믿음에 대한 토대론과 정합론의 설명을 요약하자면,
토대론에서는 대상 세계의 속성에 관한 관찰 믿음을 모든 믿음의 토대를 이루는 기초적
믿음으로 보며, 이 관찰적 믿음은 관찰자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여겨진다[이론 중립적]. 포더는 인간의 감각을 대상 세계의 속성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전제하므로, 그에 따르면 감각 내용은 오류가 있을
수 없으며[오류 불가능성], 지각 시스템은 인간 전체가 공유하는 생득적으로 고정된 종
보편적

능력으로

인간은

보편적인

지각적

믿음을

공유한다[종적

보편성].

반면

정합론에서는 관찰적 믿음을 포함한 모든 믿음들은 믿음의 네트워크에서 그 의미를
얻으며, 따라서 관찰자가 어떤 개념적 틀을 선택하는가에 의해 그 의미가 달라진다고
본다[이론 의존적]. 처칠랜드에 따르면 감각 내용도 관찰자가 어떠한 개념적 틀을
선택하고 얼마나 익숙한가에 따라서 가변적이고 수정될 수 있으며[수정 가능성], 인간의
지각 시스템은 후성적epigenetic으로 반복된 훈련에 의해 조직되는 것으로 개별자들 간에,
심지어는 한 개인에서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 가능하다[다양성, 가변성].
인간의 지각에는 고유의 생물학적 기반의 종적 공통성과 가소성의 두 측면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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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rchland, Matter and Consciousness (1977), 『물질과 의식』, (역) 석봉래 (서광사, 1992), p.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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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포더와 처칠랜드는 이러한 두 측면 중에서 자신의 이론에 맞는 면을 선택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두 측면이 양립 가능하다는 점이다. 처칠랜드를
포함한 지각의 가소성을 주장하는 정합론자들은 전자를 부정하면서 후자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지각의 종적

공통성이 단

하나의 불변하는 오류

불가능한 객관적

시스템이라는 면을 부정하는 것이다. 반면 포더와 같은 경험주의적 전통의 토대론자들은
정당화된 참인 믿음의 흔들림 없는 토대를 이루는 기초적 믿음을 객관적 지각이
보장해준다는 입장에서 전자만 옳고 후자는 그르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지각에 종적
보편성과 가소성의 두 측면 모두가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각적 가소성에
관한 논쟁에서 처칠랜드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포더와 처칠랜드의 논증을 정리하자면, 포더의 지각적 가소성에 대한 비판은 중요한
지점들에서 처칠랜드를 비롯한 정합론에 대한 오해에 기초한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처칠랜드는 적어도 포더가 제기한 비판이 성공적일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즉 관찰 술어가 인간의 지각의
객관성에 의해 대상 세계에 놓인 속성들로부터 그 의미를 얻는다는 포더의 주장은
처칠랜드가 제시한 관찰 술어의 의미가 대상 세계의 속성을 어떤 맥락에서 무엇으로
이름 붙일 것인가의 관찰자가 취한 관점에 의해 믿음의 네트워크로부터 그 의미를
얻는다는 설명으로 포섭되는 것처럼 보인다.
기초적 지각과 관련된 용어들이 관찰자가 받아들인 이론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관찰이 이론 중립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일상적 대화에서 관찰 용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가를 결정하는 맥락에 대한 암묵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은 타당하다. 또한 포더가 지각적 가소성이 틀렸음을 보이고자 제시했던 뮐러라이어 착시에 관한 지식이 착시를 해소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포더가 지각의 이론투과성을 관찰자가 받아들인 이론이 지각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잘못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타당하다.
지각적 가소성의 문제, 관찰 믿음의 이론 중립성의 문제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토대론의 사활이 걸려 있을 뿐만 아니라 위작의 미적 가치에 관한 논의에서의 ‘미적
가치’가 가변적인 것인가의 물음과도 닿아 있다. 예술작품의 ‘미적 가치’는 지각된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 동시에 지각의 이론 의존성에 의해 예술작품의 미적 가치는 그 작품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아는 것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 된다. 좁은
의미의 ‘미적인 것’이 배경 지식, 믿음 등의 이론의 개입을 배제한 순수한 관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쾌라면, 넓은 의미의 ‘미적인 것’은 작품과 관련된 정보들의 영향을 받는
가변적 지각을 기반으로 한다.
처칠랜드가 주장하는 지각적 가소성은 첫째, 넥커 큐브의 지각에서와 같이 어떠한
관점을 취하는가에 의한 즉각적 변경, 둘째, 역전 렌즈의 사례에서와 같은 환경의 변화
또는 조건화에 의해 이루어지는 지각 시스템의 재조직, 셋째, 오랜 기간에 걸친 훈련,
연습에 의한 지각 능력의 변화, 이 세 가지 의미에서의 지각의 변화 모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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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먼이 말하는 미적 차이는 –넥커 큐브의 지각에서와 같이- 두 그림이 다르다는
믿음을 가짐으로써 즉각적으로 두 그림의 지각적 차이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
아니다. 현재 여전히 지각적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하더라도 두 그림을 바라보는 방식에
차이가 생긴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사도들>을 베르메르의 작품으로 여겼을 때에는 그
작품에 들어 있는 지각 가능한 속성들 중에서 베르메르의 작품으로 판단할 만한 변별적
특징들을 발견하는 방향으로 관심을 집중했었다면, 그것이 판 메헤렌의 위작으로 밝혀진
후에는 동일한 작품 속에서 베르메르 작품군의 변별적 특징들과 차이를 보일 수 있는
특징들을 발견하는 방향으로 관심의 초점이 옮겨 간다. 그림의 표면에 놓인 물리적
속성에는 변화가 없지만 그것을 지각하는 방식에 차이가 생기고, 따라서 지각된 내용에도
차이가 생긴다. 그리고 이 같은 변별적 특징들을 발견하는 눈은 교육과 연습에 의해서
더욱 섬세하게 다듬어질 수 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예전에는 발견할 수 없었던 변별적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굿먼의 ‘다르게 보인다’는 주장은 신경생리학적으로는, 믿음이 지각에 차이를 만드는
것은 감각 기관을 통해 입력된 전기적 신호들을 뇌가 해석하는 방식에 차이가 생기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의

지각적 차이는

감상자가 동일한 경험을

의식적으로 다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다르다. 작품에 관한 정보가 입력되면 그것에 맞춰
우리의 뇌는 작품의 표면으로부터 들어오는 자극들을 선별적으로 입력/처리하고, 우리는
그 전기적 신호의 패턴의 변화를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이미 문제의 작품을 다르게
지각하고 있는 것이다.
다르게 지각된다는 것, 즉 작품에 관한 지식, 믿음이 만드는 인지적 차이가 지각적
차이로 이어진다는 것은 원작과 그것의 감쪽같은 카피의 차이의 지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원작과 그것의 감쪽같은 카피라는 두 개 이상의 작품의 구분뿐 아니라
동일한 하나의 작품의 위작으로 밝혀지기 이전과 이후의 지각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진품임 또는 위작임은 문제의 작품의 지각에 영향을 준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물음은
예술작품의 진품성, 그리고 -누가, 언제, 그 작품을 만들었는가, 그 작품이 어느 화파에
속하는가와 같은- 그 진품성을 결정하는 귀속에 관한 정보들을 고려하는 것이 어떻게
미적인 활동인가 하는 것이다. 이어지는 장에서 굿먼과 엘긴의 설명을 통해 그 답을
모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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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진품성과 귀속에 관한 굿먼과 엘긴의 견해

1. 진품성에 관한 굿먼의 견해
일반적으로 예술작품은 ‘진품’일 때 가치 있게 여겨진다. 위조 작품이 대체로 그 가치에
있어서 낮게 평가되는 것도 오리지널 작품에 들어 있는 진품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믿어진다. 만약 위조로 밝혀진 후에 그 작품의 미적 가치가 떨어지는 이유가
그것에 진품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라면 먼저 진품성의 의미가 명확히 정리되어야 한다.
‘Authentic’ 또는 ‘진짜’는 예를 들어 ‘진짜 유화’라든지, ‘진짜 이탈리아 회화’라든지,
아니면 ‘진짜 르네상스 회화’처럼 하나 이상의 기술과 관련되어 사용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논리적으로 볼 때 불필요하다. 즉 ‘진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은 논리적으로
그냥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

‘진짜

모나리자’는

그냥

‘모나리자’이면

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 아닌 경우는 ‘진짜가 아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일 것 없이 그냥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 아닌 것’으로 충분하다.
게다가 ‘진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의 집합 내에서의
어떠한 구분도 만들지 않는다. 어떤 작품이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L)이거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 아닌 것(~L)으로 구분된다.96
이같이 ‘진짜’라는 표현이 논리적으로 불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나리자’
대신 ‘진짜 모나리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나리자’가 아니면서
‘모나리자’ 행세를 하는 ‘가짜 모나리자’가 있기 때문이다. ‘가짜’ 또는 ‘위조된forged’이라는
말 역시 한정적 형용사로, ‘진짜’와 마찬가지로 그것의 뒤에 따라오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기술과 관련되어 사용되는데, 그 중 하나는 ‘부조’, ‘유화’, ‘모자이크’ 등과 같이 위조된
것의 종류를, 다른 하나는 ‘피카소’, ‘라파엘로’ 등과 같이 개별자를 명시한다. 그리고
‘위조된’이라는

말은

다른

한정적

형용사인

‘진짜인genuine’

또는

‘진품인authentic’에

논리적으로 기생한다. 97 예를 들어 ‘위조된 레오나르도 다 빈치’는 ‘위조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조각’을, 논리적으로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작품이 아닌데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작품 행세를 하는 조각을 의미한다.
우리는 ‘위조된 (또는 가짜)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조각’에 ‘진짜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조각’이 지니는 진품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말한다. 진품성은 그 자체로 논리적으로는

96

97

Goodman, “Authenticity”, The Dictionary of Art, Vol. 2, ed. Jane Turner (Grove, 1996), pp.
834-835.
Wreen, “Is, Madam? Nay, It Seems!”, The Forger’s Art, p.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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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가지지 않지만, 문제의 작품의 귀속에 관한 참인 진술과 거짓인 진술이 섞여 있을
경우에 그 진술이 참으로 받아들여지는지 또는 거짓으로 받아들여지는지를 명시하는
기능을 한다.
이제 이 진품성과 미적 가치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에 관해 살펴보자. 많은 경우 위작이
오리지널 작품에 비해 미적으로 그 가치가 떨어진다고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 굿먼은
무엇이라고 답할까? 린은 굿먼이 위조 작품인 것과 미적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것
사이에는 오로지 경험적인 연관만 있다고 설명한다고 보았다.

98

즉 어떤 작품이 위조된

것이라고 해서 필연적으로 그 미적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 위조
작품들이 오리지널 작품들에 비해서 그 미적 가치가 떨어지더라는 사실을 귀납적으로
일반화해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린의 설명은 부분적으로 옳다. 린의 설명대로 굿먼은
만약

위작이

원작에

비해

진품성이라는

속성의

결핍에

그

미적
의해

가치가
필연적으로

떨어지는
그렇게

것으로
되는

여겨진다면
것이라는

그것이

본질주의적

방식으로 설명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굿먼이 진품 또는
위작이라는 사실을 미적 고려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진품성과
미적 가치 사이에 단순히 귀납적 연관만 있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여기기 어려운 것은
굿먼이 진품임, 위작임, 제작의 역사 등의 정보들을 예술작품의 이해에 맥락으로 활용할
것을 주장할 뿐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2. 귀속에 관한 굿먼과 엘긴의 견해
문제의 작품이 언제, 누구에 의해 그려진 것인가의 진품성의 확인은 작품의 귀속을
결정하는 것이다. 굿먼의 미학을 계승하며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엘긴은 “원작들,
카피들, 그리고 가짜들” 99 이라는 그녀의 논문에서 왜 귀속이 -문제의 예술작품이 어떤
예술가에 의해서 어떤 시대에 만들어졌는지, 어떤 화파에 속하는지가- 미적으로 중요한
것인가의 문제에 답한다. 이는 Languages of Art에서 굿먼이 진품성이 작품의 미적
판단에서 중요하다고 주장한 것의 연장선에 놓여 있는 것으로, 엘긴은 진품성이 어떻게
미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해 굿먼의 예술기호론을 정교하게 적용한 설명을
제공하며, 더 나아가 굿먼에게 제기될 수 있는 반론들에 성실하게 답하고자 한다.100
굿먼은 똑같아 보이는 두 그림이 있을 때 비록 지금 그 둘의 차이를 지각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는 원작이고 다른 하나는 위작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현재 두
그림 사이에 미적 차이가 있으며, 전통적인 방식의 회화 작품의 전통적인 방식의 복제인
98

Wreen, p. 205.
Elgin, “Originals, Copies and Fakes”, Proceedings of the Gesselschaft für Analytische
Philosophie (Mentis, 2001).
100
Op. cit., pp. 2-3.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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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아무리 비슷하게 그렸다 하더라도 두 그림에는 차이가 없을 수 없고, 아무리 작은
차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지니는 미적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주장했다.
엘긴이 보기에 굿먼에게는 다음의 두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작가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미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비판이다. 이는 굿먼뿐 아니라 예술작품의 출처에
관한 정보를 그 작품의 미적 평가의 고려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맥락주의자들
모두 피해갈 수 없는 반론으로, 이는 예술작품의 미적 가치가 작품의 표면에 놓인 지각
가능한 속성들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는 직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둘째, 굿먼이 위조를
거부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미술 교육 또는 미술사 연구에서 복제품과 복사본을 사용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유익하다는 관습을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둘 중 무엇이
원작인지 구분해내기 어려운 감쪽같은 위작을 미적인 이유에서 거부한다면,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도 복사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카피들은 더욱 미적으로 거부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반론에 답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굿먼과 엘긴이 진품성의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제시하는 설명은 위조의 문제와
관련이 깊기는 하지만 정확히 위조의 문제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위조는
일종의 거짓말이다. 앞서 I. 예비적 고찰, 2. 위조의 정의에서 살핀 바와 같이 속이려는
의도는 -그 속이는 주체가 화가이든 미술상이든- 위조의 정의에 반드시 포함된다.
그러나 굿먼과 엘긴이 진품성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속이려는 의도는 중요하지
않다. 진품 감정에는 착오가 있을 수 있다. 속이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진품 감정가의
실수로 인한 잘못된 귀속 역시 거짓 정보를 전달한다는 면에서 인식론적으로 위조와
다를

바

없다.

윤리적으로는

거짓말과

정직한

실수

간에는

큰

차이가

있지만,

인식론적으로는 둘 다 문제가 있다.
굿먼과 엘긴은 미학을 인식론의 일부로 여기며, 위작이 미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이해로 이끄는 인식론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면에서 잘못된
귀속이 만드는 문제에 위작의 문제를 포함시켜 설명한다. 위조를 포함한 잘못된 귀속이
인식론적으로 잘못된 믿음을 낳는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인식적
문제가 과연 미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2. 1. 귀속의 문제
귀속에 관한 지식이 작품의 미적 평가에 정당하게 관여하는지를 보이려면 다음의 두
가지를 보여야 한다. 첫째, 잘못된 귀속이 잘못된 이해를 낳는다. 둘째, 그 잘못된 이해가
문제의 예술작품 또는 그것과 관련된 다른 예술작품의 미적 기능과 관련되어 있다. 본
절에서는 우선 귀속이 어떻게 예술작품의 이해를 위한 맥락으로 사용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술작품의 기호로서의 기능에 관한 굿먼의 설명을 살펴본 후에, 잘못된 귀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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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이해로 이어지는 인식론적 문제임과, 그 잘못된 이해가 어떻게 미적인 문제인가에
대한 엘긴의 설명을 살필 것이다.

2. 1. 1. 기호의 의미를 파악하는 맥락으로서의 귀속
굿먼은 예술작품들이 언어와 유사한 구조의 기호 체계들에 속한다고 본다. 따라서
예술작품의 맥락 역시 언어적 기호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비언어적 기호들의 기능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한다. 언어를 살펴보면, 발화

utterances

또는 글inscriptions은 맥락 속에서

해석된다. 한 언어적 토큰을 이해하려면 -그 문장이 아무리 단순한 평서문 또는 아무리
단순한 관찰 문장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누가 그 말을 하는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등에 관한 무언가를 전형적으로
context

은 내용

필요가 있다. 맥락

content

에 정보를 준다.

101

typically

알

예를 들어, ‘고양이가 매트 위에

있다’ 같은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문장에서의 ‘고양이’가 무슨 뜻일까, ‘매트’는
무슨 뜻일까, 왜 지금 이 말을 나에게 하는 것일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화에서 이
발화가 무슨 도움이 될까, 이 말은 기술, 경고, 사과, 협박 중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맥락들은 이 문장에 사용된 용어들에 어떤
외연을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그리고 청자 또는 독자는 그 화자가 그 용어에 무슨
외연을

부여하는가를

생각하는지를

알

그리고

필요가

그

있다.

청자가

무슨

외연을

맥락이

주어지지

않은

부여할

것이라고

상태에서는

화자가

성글고sparse

잠정적인tentative 해석밖에 할 수 없다.
어떤 말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한 사람의 이름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름은 모르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맥락에서 그 말을 했는가, 즉 어떤
전제에서, 어떤 대화 도중에 그 말을 했는지, 그가 어떤 언어적 성향을 지니고 있는지
등에 관해서 아는 것은 그 말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단서들을 가지는
것이다.

102

이 단서들을 활용해서 우리는 그 말의 의미를 포착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종류의 기호들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철학 저술들,
예를 들어 칸트의 저술에서의 어떤 한 구절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구절과 관련된 칸트의 다른 저술들의 구절들로 구성된 맥락이 필요하다. 만약 맥락 없이
각각의 저술들을 따로 떼어서 살핀다면 우리는 그 구절에 대한 매우 빈약하고 잠정적인
이해밖에 얻지 못할 것이다.103
회화에서의 기호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기호들이 사용된 맥락에
관해서 아는 것은 그 말을 한 사람 또는 그 그림을 그린 화가의 이름만 단순히 아는
101
102
103

Elgin, p. 13.
Op. cit., p. 14.
Op. cit.,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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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는 명확히 다르다. 한 그림이 속하는 작품군, 화파, 전통을 아는 것은 그 작품이 무슨
기호들을 담고 있고, 또 그 기호들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자원을
갖는 것이다. 단순히 그 그림을 그린 화가의 이름만 아는 것은 그 그림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별 도움이 못 된다. 만약 내가 베르메르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른다면, 그
그림에 ‘베르메르’라는 이름표가 달려 있다는 사실은 그 작품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전혀
도움이 못 된다. 그러나 어떤 그림의 화가, 전통, 화파에 대한 약간의 정보들은 그 그림의
해석을 위한 자원이 되며 어떤 자원을 활용하는가에 따라 그 작품에서 메타포, 동기,
소재 등을 발견해낼 수 있다.
그렇다면 위조 작품과 같이 그 귀속에 관한 정보를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에 잘못된
귀속은 어떤 면에서 문제가 될까?

2. 1. 2. 귀속이 인식론적으로 중요한가?
엘긴은 잘못된 귀속을 인식론적 문제로 여기는 것에서 출발하며, 그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예술작품의 진품 여부를 가리는 문제를 투사projection의 문제로 설명한다. 우선 N의
작품들로 구성된 선례 집합(또는 작품군)이 있을 때 진품 감정가는 N의 작품의 변별적
특징들을 포착해낸다. 문제의 작품이 N에 의해 그려진 것인지를 가리는 것은 그 작품에
N의 작품군이 공유하는 변별적 특징들이 들어 있는지 또는 그 작품에 확실히 N의
작품군이 공유하지 않는 특징들을 찾아볼 수 없는지에 의해 결정된다. 만약 그 작품이
N의 작품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은 N 작품들의 선례 집합에 포함되어서 그 이후의
사례들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것이다. 선례 집합의 구성constitution은 매우 중요하다.
만약 선례 집합에 문제가 있으면, 즉 N의 작품이 아닌 것이 N의 작품군에 잘못
포함된다면, N의 작품의 변별적 특징이 아닌 다른 특징들이 투사의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 잘못된 선례 집합으로부터의 투사는 그 이후의 잘못된 귀속과 잘못된 이해로
104

이끌기 마련이고 귀속의 판단에서 실수가 일어날 확률을 높인다.

하나의 잘못된 귀속은 그 이후의 두 번째 잘못된 귀속의 확률을 높일 뿐 아니라, 그
잘못 받아들여진 사례들이 늘어나서 그 이후의 사례들의 판단에 기준으로 사용될 선례
집합 자체를 바꿔버린다는 면에서 인식론적으로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베르메르의 작품으로 받아들여진 판 메헤렌의 그림의 수가 많아질
수록 그 다음 판 메헤렌의 그림이 베르메르가 그린 것으로 받아들여지기가
쉬워졌다.

104
105

105

결국 판 메헤렌의 그림들이 그 선례 집합을 장악해 버렸고,

Goodman, LA, pp. 109-110.
Ibid., p. 111. Elgin, p. 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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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판 메헤렌의 그림들은 새로 발견된 진짜 베르메르의 그림들보다도
더욱 쉽게 베르메르의 작품으로 받아들여졌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106

심각한 실질적인 인식론적인 문제이다.

어떤 작품에 대해서 단순히 그 작품을 그린 화가의 이름을 아는 것만으로는 그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 귀속에 관한 정보를 작품을 이해하는 맥락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화가의 다른 그림들에 대해서, 그 화가가 속했던 화파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설사 화가의 이름을 모르더라도 나란히 전시된 두 그림이 동일한 화가에 의해 그려진
것임을 안다면 하나의 그림에서 발견한 특징들이 다른 하나의 그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 작품을 다른 작품과 대조해가며 보는 것을 통해 우리는 한 화가의
소재에 접근하는 방식, 그의 관심사, 기교, 재능과 한계, 상상력의 범위 등을 발견할 수
있고,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특징들이 다른 작품들과의 비교를 통해 선명해지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동일한 화가의 작품군에 더 많은 작품들이 포함될수록 우리는 그 화가의 작품들에
대한 더욱 정교한 분석과 고도로 짜임새 있어진 해석들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107 예를
들어, ‘카라바조 화파’ 또는 ‘14세기 시에나 화파’와 같은 귀속에 관한 정보는 그 화파에
속한 작품들을 이해하는 맥락으로 활용된다. 즉 귀속은 그 화파에 속한 화가들이 “어떤
기교를 썼는지, 어떤 이슈들에 매료되었었는지, 어떤 자원들을 가졌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적응했고, 거부했고, 서로의 작품들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자리매김했었는가”108 등의
관점에서 그 작품을 바라보게끔 방향을 제시할 뿐 아니라, 그 그림을 그린 화가의 작품군
내 그 그림을 어디에 위치시키는가에 따라서 그 화가의 스타일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발전했는지도 알 수 있게 된다.
한 화가의 작품군에 포함된 그림들을 아는 것은 그 화가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한
그림이 나타났을 때 그 그림의 귀속을 결정하고 그 그림에 들어 있는 기호들의 의미를
이해하는 맥락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귀속은 인식론적으로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귀속이 인식론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그 인지적 차이가 그저
미술사적 관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물음이 아직 남아 있다. 귀속이 인식론적
문제를 넘어서 어떻게 미적인 문제로 여겨질 수 있을까? 만약 어떤 작품의 귀속에 관한
믿음의 변화가 그 작품의 미적 가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미적으로 정당한 것일 수
있을까?

106
107
108

Elgin, p. 6.
Op. cit., p. 8.
Op. cit.,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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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3. 귀속이 미적으로 중요한가?
예술작품에 관한 정보들 중에는 그 작품의 미적인 기능과 무관한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 16세기의 겐트 지역의 캔버스의 가격 또는 그 작품의 유통 경로 등은 그 작품의
미적 기능과 무관하다. 반면 한 작품이 속한 작품군, 화파, 전통 등에 관한 정보, 즉
귀속은 미적 기능과 유관하다고 엘긴은 주장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정보들은 우리가 그
작품을 구성하는 기호들symbols을 해석하는 보조 수단aids에 속하기 때문이다.
기호는 글자, 단어, 텍스트, 회화, 도표, 지도, 모형 등에서 ‘무언가를 나타내는’
지칭

reference

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용어이다. 굿먼에게 있어서 예술은

과학 또는 상식과 마찬가지로 지칭을 통해서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힌다.
예술작품은

기호로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전달하며, 그

무언가의

109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맥락이 꼭 필요하다. 예술작품의 귀속에 관한 정보는 맥락으로서 그
안에서 예술작품의 기호들이 어떻게 기능하는가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게끔 돕는다.110
누가 그 그림을 그렸는가에 관한 정보가 작품에 담긴 기호의 해석에 어떻게 미적으로
연관되는지를 보이기 위해 엘긴은 렘브란트의 <폴란드 기수>를 사례로 든다.
그 그림의 중심 인물인 젊고 활기찬 기수rider는 다 죽어가는 비쩍 마른 말을
타고 있다. … 미술사가들은 일반적으로 이 <폴란드 기수>가 렘브란트의 일생
중에서 개인적인 혼동과 경제적인 어려움, 대단한 창의성을 발휘한 시기인
1655년경에

그려졌을

것임에

동의한다.

교회는

그

화가와

헨드리케

스토펠즈의 부정한 관계를 비난했고, 그는 파산 위기에 처했다. 그리고 그는
걸작들을 그려냈다.111 전도유망하고 모험을 찾아 떠나는 한 젊은, 활기 넘치는
기수가 주저앉기 직전의 말을 타고 있는 것은 렘브란트의 상황을 볼 때
강력한 메타포이다.112
이 경우 <폴란드 기수>를 렘브란트가 그린 자화상으로 읽으면 그 메타포는 훨씬 더
강력해진다. 그러나 만약 이 작품이 렘브란트가 그린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해석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 된다. <폴란드 기수>에 대한 해석의 적절성은 렘브란트가 그 그림을
실제로 그렸는가 아닌가에 기대어 있다.
우선 <폴란드 기수>가 렘브란트의 자화상이려면 그 자화상의 소재인 인물이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어야만 한다. 따라서 우리는 그 자화상의 소재가 되는 인물의 정체와

109
110
111

112

황유경, 『예술 기호론: 굿맨과 엘긴의 미학』,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5, pp. 202-203.
Elgin, p. 12.
Anthony Bailey, Responses to Rembrandt (New York: Timken, 1994), p. 106. Elgin, p. 10에서
재인용.
Elgin, pp.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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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그림에 메타포가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누가 그 그림을 그렸는지를
알아야

한다. 작품의 귀속을 확인하는

것은 그 그림에

사용된

기호들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와 관련이 있고, 그러한 해석은 그 화가의 다른 작품들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에 영향을 준다.
엘긴은 진품성의 확인이 기호들의 해석과 관련될 때 미적으로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만약 <폴란드 기수>를 실제로 렘브란트가 그렸을 경우 방금 살핀 대로 그 그림에서
강력한 메타포를 읽어낼 수 있다. 만약 렘브란트가 아닌, 당시 렘브란트의 상황을 잘 알
수 있었던 렘브란트의 계승자 X가 <폴란드 기수>를 그렸다고 가정해보면, X는 자신의
지식과 감수성, 그리고 렘브란트의 스타일이 짙게 배어 있는 기술을 사용해서 1인칭
시점을 가장한 자화상 같은 은유적 초상화를 그렸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역시 말을 탄
젊은 기수를 렘브란트를 은유적으로 표현했다고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때 <폴란드
기수>를 렘브란트가 그린 은유적 자화상으로 해석하는 것과 렘브란트의 계승자 X가
그린 자화상 같은 은유적 초상화로 해석하는 것 사이의 미적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 누군가 그 두 해석의 미적 차이가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
엘긴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충분히 가까운 그런 기준이 없다”는 굿먼의
답변을 제시한다. 113 굿먼의 예술기호론에 따르면, 회화 또는 조각 등의 전통적인 방식의
조형 예술들은 구문론적으로, 의미론적으로 조밀한 기호 체계에 속하기 때문에 아무리
미세한 차이라 하더라도 기호의 모든 차이들은 원칙적으로 의미의 차이를 낳는다. 또한
회화는 비교적 충만한replete 기호 체계에 속하므로 우리는 그 주어진 기호가 기능하는
것을 모두 다 파악했다고 결코 주장할 수 없다. 114 따라서 굿먼에 따르면 <폴란드
기수>를 렘브란트가 그렸을 경우와 렘브란트의 계승자 X가 그렸을 경우는 –그 해석이
매우 비슷하다 하더라도- 분명히 미적 차이가 있다.
굿먼은 아무리 작은 지각적 차이라도 그것이 야기하는 미적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동일한 물리적 속성을 지닌 것이라 하더라도 그 기호의 의미를
결정하는 맥락이 달라짐에 따라 그 기호의 미적 기능이 달라진다는 두 가지를 모두
주장한다. 그리고 그가 맥락이 달라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 미적인 문제임을
주장하는 바탕에는 우리의 지각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가정들, 이론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구성주의적 견해, 지각적 가소성이 전제되어 있다. 기호의 의미를 해석하는

113

114

Elgin, pp. 11-12. Goodman, LA, pp. 252-253. 굿먼은 미적인 것의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닌징후로 다음의 다섯 가지를 제시한다. ①구문론적 조밀(syntactical density) ②의미론적
조밀(semantic density) ③구문론적 충만(syntactical repleteness) ④예시(exemplification)
⑤다수의 복합적 지칭. 미적인 것의 징후에 관해서는 굿먼의 LA, pp. 252-255와 The Ways of
Worldmaking, p. 66-68, 황유경, 『예술기호론: 굿맨과 엘긴의 미학』, pp. 405-407을
참고하라.
Goodman, LA, pp. 25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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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으로서의 귀속은 그 작품을 바라보는 감상자의 지각의 방향을 결정하며, 작품과
관련된 지식, 믿음 등에 영향을 받아 구성된 지각된 내용을 바탕으로 그 작품에 들어
있는 기호의 미적 의미를 파악한다. 이러한 굿먼의 설명은 작품의 표면에 놓인 지각
가능한 속성들에 기초해서 미적 가치가 결정된다는 믿음을 놓치지 않으면서, 동시에 그
지각된 속성들이 기호로서 미적으로 기능하는 데에는 반드시 그 기호의 의미를 결정하는
맥락이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에 관한 설명을 제공한다.
예술작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데 그 작품이 오리지널인지 위작인지 또는 어느 화파에
속하는 것인지 등의 맥락의 중요성을 주장한다는 면에서 굿먼 역시 맥락주의자에 속한다.
그러나

굿먼은

맥락주의자들은

다른
문제의

맥락주의자들과
작품이

다음과

진품인가

같은

아닌가에

면에서
의해서

그

차이가

있다.

예술작품의

다른
가치가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진품성이 예술작품의 미적 가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작품의 관찰 가능한 지각적 속성이 어떻게 개입하는지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동일하게 지각된 내용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것으로 여긴다. 반면 진품성이
어떻게 예술작품의 미적 가치와 연관되는지에 관한 굿먼의 설명은 철저하게 지각적
속성에 기대어 있다. 작품의 표면에 놓인 특징들의 면밀한 관찰과 비교에서 출발해서
문제의 작품이 문제의 화가가 그린 것인가의 귀속의 문제, 즉 진품성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흐른다. 그리고 그렇게 확인된 진품성은 다시 지각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믿음으로 순환한다. 굿먼에게는 지각적 요소의 면밀한 관찰과 연구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그것이 진품이기 때문에 미적 가치가 높게 여기는 식의 ‘미적 특권’을 부여해주는 고정된
진품성은 없다. “렘브란트가 그렸을 것이라는 추정”, “렘브란트의 계승자가 그렸을
것이라는 추정” 또는 렘브란트도, 렘브란트의 계승자 X도 아닌 “솜씨 좋은 무명 화가가
그렸을 것이라는 추정” 등의 수많은 가능한 추정들 사이에서 과연 어떤 귀속이 옳은
것일까에 대한 진지하고 조심스러운 고민이 지각적 속성들에 기대어 언제나 진행형이다.
이 판단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또 수정 가능하며, 이에는 반드시 지각과 믿음이 함께
작용한다.

2. 2. 복사본은 왜 괜찮은가? 속이는 위작과 슬라이드의 차이
미적 판단에 작품의 귀속을 고려에 넣는 것은 잘못된 귀속이 예술작품에 대한 맥락을
허위로 보고함으로써 그 작품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이끌기 때문이다. 본 장의 2. 귀속에
관한 굿먼과 엘긴의 견해에서 살폈던 것과 같이 굿먼과 엘긴은 위조의 문제를 미적
측면에서 다루면서, 속이려는 의도가 담긴 위작이나 속이려는 의도가 전혀 없는 순수한
잘못된 귀속 모두가 잘못된 이해로 이끄는 인식론적 문제라는 지점에서 출발한다. 이는
두 번째 문제로 이어진다. 위조와 잘못된 귀속은 모두 우리로 하여금 원작으로의 올바른
접근에서 벗어나게 만든다. 회화는 구문론적으로, 의미론적으로 조밀한 기호 체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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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미세한 차이라 해도 그것은 미적으로 무시할 수 없다. 만약 그렇다면 카피,
슬라이드와 같은 복사본들은 감쪽같은 위작들보다 더더욱 이의가 제기되어야만 하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감쪽같은 위작과 비교해서 카피, 슬라이드와 같은 복사본은
원작으로부터 훨씬 더 멀리 벗어나는 확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감쪽같은 위작은
원작과 동일한 크기, 동일한 재료로 만들어지는 반면, 카피 또는 슬라이드와 같은
복사본들은 크기, 재료 등에서 원작으로 오인될 여지가 거의 없다. 책에는 보통 원작보다
작은 크기의 그림이 종이에 인쇄되며, 슬라이드는 보통 원작보다 크게 보여지며, 그
밝기와 선명도에서 원작과 확연한 차이가 있다. 만약 슬라이드와 같은 복사본들이
미적으로

거부되지

않고

오히려

교육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여겨진다면,

카피나

슬라이드보다 훨씬 더 원작에 가까운, 그래서 원작과 구분하기도 힘든 감쪽같은 속이는
위작들은 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일까?
엘긴은 이 문제에 대해 인식론적 기반에서 예술작품이 기호로서 기능한다는 명확한
설명을 제시한다. <모나리자>의 위작과 그 복사본을 예로 들자면, <모나리자>의 위작과
<모나리자>의 슬라이드의 가장 두드러진 표면적인 차이는 위작이 실제로 원작과 식별이
불가능한 반면 슬라이드는 식별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차이는 두
이미지들의 기호로서의 기능의 차이이다. 위작은 원작인 체하므로, 원작의 기호로서의
기능을

모두

그리고

그것만을

수행하려

한다.

위작은

-만약

성공적이라면-

<모나리자>가 기능하는 것처럼 기능할 것이다. 그림의 그림으로서가 아니라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머금은

<모나리자>의

한

그림으로

여인의

그림으로서

보여진다.

말이다. 반면

<모나리자>가

그

슬라이드는

자신을

지시하지

그

자체로

않으므로,

슬라이드는 명백히 원작이 하지 않는 한 가지 기능 즉 그 원작을 지칭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슬라이드는 원작인 체하지 않는다. 그림의 그림으로서 그것이 복제한 바로 그
115

작품을 지시한다.

굿먼에 따르면 위조는 미적으로 거부된다. 왜냐하면 위작은 원작인 체하면서 원작의
기호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려 할 것이나 -조밀성과 충만성이라는- 회화 기호 체계의
특성상 그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슬라이드와
도록에 실린 그림들 같은 복사본들은 원작인 체하지 않기 때문에 원작의 기호로서의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 하지 않고, 따라서 그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미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복사본들은 그것들이 카피한 원작의 그림으로,
그 원작을 지시하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 된다.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속이려는 위작
또는 잘못 분류된 작품들은 원작의 기능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하지만, 슬라이드와 같은
복사본들은 그것의 원작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 원작과 동일한 기호로서의 기능을
116

실제로 수행하지 않거나 또는 수행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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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gin, p. 17
Op. cit.,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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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복사본들이 원작과 ‘똑같아 보인다’고 말하는 것은 그 복사본들이 원작과
시각적으로 구분해낼 수 없다는 뜻이 아니다. 이러한 복사본들은 그 원작과 명백히 다른
방식의 이미지들로, 보통 그 크기에서 큰 차이가 있다. 강의실에서 투사되는 이미지들은
보통 원작보다 훨씬 크고, 미술사 책에 실린 이미지들은 훨씬 작다. 슬라이드는 밝기,
색조, 질감 등에서 원작과 다르며, 책에 실린 이미지들은 캔버스의 질감이 아닌 인쇄된
종이의 질감을 가졌다. 복사본들은 원작과 쉽게 구별 가능하고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다.
복사본은 그것이 지시하는 예술작품을 묘사할 뿐 그 원작과 회화적으로 동등함을
가장하지 않기 때문에 미적으로 거부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작과 다른 점이 위작보다 훨씬 더 많은 복사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원작을 통한 미적 경험을 복사본을 통해서는 경험할 수 없을까?
만약 복사본을 통해서도 미적 경험이 가능하다면 복사본보다 훨씬 더 원작과 구별하기
어려운 위작을 통해서는 경험할 수 없을까? 위작은 왜 미적으로 거부되어야 할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예술작품의 기호로서의 기능에 관한 굿먼의 예술 기호론을 위작과
복사본의 문제에 구체적으로 적용한 엘긴의 설명을 살펴보자.

2. 2. 1. 환언과 의미
엘긴은 복사본들이 언어에서 환언paraphrase, 즉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기’가 기능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예술에서 기능한다고 설명한다. 그녀에 따르면 환언은 단순한
기술description과 다르다. 한 문장이 환언이 되려면, 그 말해진 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만
한다. 복사본은 복제한 원작의 환언으로 그 원작의 내용을 전달해야만 한다. 엘긴은
환언이라는 용어는 언어적으로뿐만 아니라 회화적으로 확장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117
단순하게 보면, 하나의
명제

proposition

발화가

다른 하나를 환언하려면 그

두

표현이

동일한

를 나타내야 한다고 또는 분석적으로 동치여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완전히 동일한 의미의 서로 다른 두 문장은 있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모든 환언은
-특히 그것이 예술작품의 환언이라면 더욱- 축자적 의미의 일치만으로는 전달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기호의 내용을 구성하는 기호화symbolization는 다면적이고multifaceted 복합적이어서complex 한
기호의 내용을 결정하려면 그 기호가 띄는 양태와 -이를 테면 그 기호가 문자적인지
아니면

형태적인지와-,

그

기호가

사용하는

지칭의

방식이

지시적인지

아니면

예화적인지, 또 그 기호가 지칭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적을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간접적,

117

은유적으로

지칭하는지를-

결정해야

Elgin,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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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언어적verbal 또는

회화적

기호

시스템들은 의미론적으로 조밀하기 때문에, 주어진 한 기호의 관계항이 될 다수의 수용
가능한 후보들이 있고, 이 관계항들 중에서 단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언어적 또는 회화적 기호들은 그 역량의 충만성으로 인해 동시에 여러 국면들을
기호화할 수 있고, 문제의 기호가 정확히 어떤 측면들을 기호화하는가 역시 단 하나로
결정할 수 없다. 그 결과, 언어적 또는 회화적 기호는 다수의 다양한 해석들을 허용하며,
118

그 각각의 해석들은 그 기호에 서로 다른 내용을 부여한다.

환언에는 반드시 해석이 담겨 있다. 엘긴은 환언 자체가 해석이라고 말한다. 각각의
환언에는 그것이 지시하는 원래의 문장 또는 원작의 내용이 담겨 있다. 즉 원본과 그
소재를 공유한다. 하나의 원본으로부터 나온 수많은 환언, 즉 수많은 해석이 가능하다.
각각의 환언들은 각각의 해석으로서 원래의 문장 또는 원작의 소재를 공유하며 원래의
문장 또는 원작으로의 인식적 접근을 제공한다. 그렇다면 환언은 어떻게 원본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일까? 그리고 수많은 가능한 환언들은 모두 다 동등하게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2. 2. 2. 예시와 수용 가능한 해석
굿먼의 예술 기호론에 따르면, 예술작품은 기호로 구성되며, 이 기호는 어떤 내용을
지시하는 동시에 그 내용을 예시한다.119 예를 들어, 렘브란트의 <폴란드 기수>에 그려진
인물은 말 그대로 폴란드식 옷차림의 한 젊은 기수를 지시하며, -자화상으로 해석할
경우

동시에

렘브란트

자신을

지시하기도

한다-

동시에

샘플로서

그

특징들을

보여줌으로써 젊은 한 기수를 예시한다. 예술작품의 기호는 지시와 예시 모두를 통해서
샘플이 되는 그 특징에 대한 인식적 접근을 제공한다.
예술작품의

기호들은

그것을

복제한

복사본들에 의해

환언된다. 환언이 무엇을

뜻하는가는 그것이 기호로서 어떻게 기능하는가, 즉 그 내용을 어떻게 나타내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예시는 선택적이다. 예를 들어, 시중에서 판매하는 물감 샘플은 그 크기나
모양이
표본

아닌

색깔을

예시한다.

때로는

광택을

예시하기도

한다.

그리고

예시는

exemplar

으로서 기능한다. 한 표본을 해석하는 것은 그 표본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

특징을 지칭하는가와 관련된다. 예를 들어 물감 샘플은 포괄적으로 기호화한다. 즉 그
샘플과 맞아떨어진다고 여겨지는 모든 사례들을 포함하는 범위를 나타낸다.120
예술작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건초더미를 그린 모네의 그림 한 점은 인상파 양식의 한
표본으로 기능할 수 있다. 그 모네의 건초더미 그림이 예시하는 소재와 관련된 특징들은
다양한 다른 측면에서 서로 다른 특징을 갖는 그런 작품들에서 발견될 수 있다.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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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gin, pp. 19-20.
황유경, pp. 211-212, pp. 225-227.
Elgin,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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렘브란트의 <폴란드 기수>는 그 안에 사용된 색의 조합으로 또는 고흐의 <해바라기>는
그 안에 보여지는 타오르는 듯한 붓질 자국으로 그 그림을 그린 화가의 작품의 특징을
나타내는 표본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같이 회화적 기호들 역시 어떤 내용을 예시한다.
그러나 그 기호를 복제할 경우 회화적 기호 체계의 조밀성과 충만성에 의해 실제로
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호가 만들어진다. 또한 위작의 경우 복제를 하는
것은 원작의 기호의 내용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작의 기호인 체하려 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위작 또는 잘못된 귀속은 원작으로의 인식적 접근을 방해한다. 반면
슬라이드나 도록에 실린 그림 사진과 같은 복제품들은 그 해상도, 정확도의 역량 한도
안에서 원작의 기호들의 내용을 공유하며 원작의 그림으로 기능한다. 이는 원작으로의
인식적 접근을 돕는다.
예시는 포괄적으로 기호화하기 때문에 예시를 통한 재현에는 다수의 버전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라파엘로의 <마돈나>의 마리아가 입고 있는 외투의 색깔을 나타내는 여러
가능한

방법들이

있다.

‘검푸름

midnight

blue

’이라는

언어적

표현이

가능할

것이고,

<마돈나>를 복제해서 그린 그림, <마돈나>를 사진으로 찍은 복사본도 <마돈나>의
마리아가 입은 외투의 색깔을 재현할 수 있다. 우선 ‘검푸름’은 매우 광범위한 색
용어이기 때문에 이러한 언어적 기술만으로는 <마돈나>의 마리아의 외투의 색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이 틀린 것은 아니다. 다만 포괄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술은 그 그림이 무엇을, 어떻게 재현하는가, 즉 그 그림이 재현하는
마리아의 외투의 색에 관한 내용을 전달한다.
누군가 라파엘로의 <마돈나>를 복제해서 그렸다면, 그 복제된 그림의 마리아의
외투의 색은 원작의 외투의 색과 상당히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이 원작과 복제된
<마돈나>에

그려진

마리아의

외투의

색이

모두

‘검푸름’이라는

술어의

범주에

들어간다면, 이 복제품은 ‘마리아의 외투 색이 검푸르다’는 내용을 원작과 공유하고 그
특징을 예시하고 있는 것이다. 복제품들이 기호화하는 방식이 포괄적일수록 그 특징을
공유하는 다양한 명시가 있을 수 있다.
라파엘로의 <마돈나>를 사진으로 찍어서 복사한 슬라이드나 인쇄물 또는 컴퓨터
이미지 파일의 경우 마리아의 외투 색이 원작과 일치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사진의
기호화 방식도 그 세밀한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이 역시 포괄적이다. 카메라의 종류,
촬영 또는 스캔할 때 설정한 해상도, 조명, 출력 조건 등에 따라서 문제의 특징을
공유하는 다양한 명시에 해당하는 복사본들이 생겨난다. 예를 들어, 구글 검색창에
‘라파엘로의 마돈나’로 이미지를 검색해보면 그 명시의 다양성을 쉽게 확인해볼 수 있다.
동일한 <마돈나>를 복사한 이미지들의 색조가 제 각각이며, 그 중에서 가장 비슷해
보이는 두 개를 골라 각각의 이미지의 동일한 지점의 색을 측정해보면 그 차이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이 서로 다른 색조의 복사본들에는
마리아의

외투가

검푸른

색이라는

내용이

그림으로서 원작을 지칭하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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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겨

있고,

포괄적으로

<마돈나>의

다시 해석의 문제로 돌아와 보자. 엘긴에 따르면 환언 자체가 하나의 해석이다. 표본은
환원으로서 원본에 대한 해석을 기반으로 만들어진다. 따라서 그 내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도 적절한 해석이 필요하다. 하나의 표본에는 그것이 예시하는 특징이 들어
있지만, 그 특징들이 가시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그 표본이
예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려낼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표본은 그것이 소유하는 모든
특징들을 다 예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어진 표본이 예시하는 무수히 많은
특징들 중에 그 표본이 무엇을 지칭하기 위한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며, 이에는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닌 읽기reading가 요청된다. 제대로 된 읽기, 올바른 해석을 위해서는
문제의 표본이 무슨 특징들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지칭하는가를 결정해야 한다. 어떤
표본은 상당히 정확하게 그 관계항의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고, 또 어떤 표본은 그저
그것이 무엇인지를 간신히 알아볼 정도의 근사치만을 전달하기도 한다. 언어적 환언을
해석할 때에는 그것이 정감적 어조를 유지하도록 된 것인가, 관용적 문구인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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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해야 한다.

환언의 수용 가능성의 범위는 탄력적이다. 그 범위는 그 환언의 목적, 청자, 매체, 기호
체계의 한계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신문 기사로 적합한 기술로서의 환언은 과학
논문 초록에 쓰이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안내 소책자에 실을만한 <모나리자>의
복사본은 레오나르도의 양식에 관한 세미나에서 효과적일 수 있을 만큼 또는 그에
적합할 정도로 섬세하지 않을 수 있다. 마티스 작품의 흑백 사진은 그 형태적 디자인에
관해서는 효과적으로 보여주더라도 색에 관해서는 전달할 수 없다. 말로 한 것을 글로
환언하면 음색, 어조, 뉘앙스는 전달할 수 없다. 환언을 통해 전달되는 것의 제약은
너무나 분명해서 우리는 문제의 환언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제약들을 이미
자동적으로 계산에 넣고 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계산에
넣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환언들을 읽을 줄 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복사본은 괜찮지만 속이는 위조 또는 잘못된 귀속이 미적으로 거부되는 것은 그것들이
다르게 읽히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위작, 들키지 않은 잘못된 귀속은 우리가 그 기호적
특징들을 그것들이 속한다고 주장되는 그 원작, 화가 또는 화파의 특성들이라고 여기게끔
속여서 원작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반면 성공적인 복사본은 원작으로 접근할 수 있게
이끈다. 성공적인 복사본은 원작의 기호적 기능들 전부 또는 그 일부를 가진 체하지 않기
때문에 미적으로 거부되지 않는다. 만약 제대로 해석된다면, 원작이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기호화하는지에 관한 통찰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교육적으로 유익하게 여겨져
온 것과 어긋나지 않는다.
진품성을 따지는 것, 예술작품의 귀속을 그 미적 평가에서 고려하는 것이 미적으로
정당한가에 대한 굿먼과 엘긴의 답변을 살펴보았다. 이들에 따르면, 감쪽같은 위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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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gin,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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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잘못된 귀속은 미적으로 거부되지만, 슬라이드와 같은 복사본은 그것이 복제한
원작을 지칭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그림의 그림’으로, 미적으로 거부되지 않으며 오히려
교육적으로 유익하게 여겨진다. 그러나 전통적 회화의 전통적 방식의 복제일 경우 회화의
기보 체계가 구문론적, 의미론적으로 조밀하기 때문에 완벽한 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여전히 다음의 두 문제에 답해야 한다. 첫째, 다르다는 것을 알고
봐도 여전히 똑같아 보이는 경우, 똑같아 보이는 두 그림이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차이를
볼 수 있게 될 가능성에 의존하기에는 전문가들조차 그 차이를 가려내기 어려운
카피들이 너무나 많이 있으며, 게다가 이것들 중 일부는 불법적 위조의 경로가 아닌
미술관의 공인 하에 진품의 역할을 충실히 대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공인된 복제품들의
미적 가치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둘째, 부여되는 의미의 차이에 의해
생겨나는 단토의 식별 불가능한 –지각적 차이가 전혀 없는, 또는 지각적 차이가 그
가치의 차이를 만들지 않는- 두 대상의 예술적 가치의 차이는 차치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식별이

실제로

불가능한 대상들의

미적 차이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디지털적으로 복제가 가능한 예술작품들, 공정에 따라 대량 생산되는 획일적인 작품들의
경우 지각적 차이가 전혀 없는 다수의 대상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각 가능한
속성에 근거한 미적 차이, 미적 가치의 차이를 말하기 어렵다.
첫 번째, 공인된 카피의 미적 가치에 관한 물음에 대해서는 본 장에서 살핀 엘긴의
‘환언’의 개념을 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굿먼의 관점에서 보면 복제품이 합법적인
경로를 통한 것인지, 공인된 것인지 여부는 그 작품의 미적 가치와 아무 연관이 없다. 그
미적

기능에

있어서

원작과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그것이

카피라는

사실이다.

미술관들에서 원작 대신 전시되는 공인된 복제품들은 위작과는 그 미적인 기능에서
차이가 있다. 공인된 복제품들은 원작인 체하지 않고, 슬라이드 또는 인쇄된 그림과 같은
복사본과 마찬가지로 원작의 환언으로서 원작을 지시하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그
acceptable

복제품이 충분히 원작에 가깝다고 인정되면 그 복제품은 받아들일만한 복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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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공인된다. 우리는 미술관에서 공인된 복사본을 보면서 원작을 감상할 때와

동일한 경험을 기대하지 않고, 그 복사본이 지시하는 원작의 내용을 감상한다. 공인된
복제품들은

원작인

체하는

것이

아니라

원작의 역할을

대행한다. 따라서

공인된

복제품들의 미적 가치를 묻는다면, 진품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 복제품들이 충실하게
전달하는 만큼의 미적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물리적으로 전혀 차이가 없는, 따라서 지각적 차이를 발견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대상들의 미적 차이 또는 미적 가치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만약 미적인
것이 반드시 지각 가능한 속성에 근거한 것임을 받아들이는 입장이라면, 물리적으로
차이가 없는 두 대상에는 미적인 차이가 없다고 답할 수밖에 없다. 굿먼은 조형 예술은
그 기호 체계가 구문론적으로 조밀하기 때문에 원작과 복제품은 반드시 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고, 그의 설명은 전통적인 회화 또는 조소 작품들과 그것들의 전통적인
방식의 복제에 적용했을 때에는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현대에는 동일한 프로그램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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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과정에 의해서 지각적으로 차이를 전혀 발견할 수 없는 다수의 예술작품들이
존재하며, 이 작품들은 동일한 작품의 여러 개의 예화들로 여겨질 수 있기에 굿먼의
주장은 현대 예술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 문제는 예술작품의
동일성과 관련된 것으로, 다음 장에서 굿먼의 자필적 예술과 대필적 예술의 구분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에 그 답을 찾아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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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굿먼의 자필적/대필적 예술의 구분과 그에 대한 비판들
예술작품의 감상에 있어서 미적인 것은 지각적 경험의 기반이 되는 물리적 차이와
해석의 맥락 이 둘 모두에 의해서 결정된다. 똑같아 보이는 두 대상에 미적 차이가
있는가에 관한 굿먼의 논의에는 이 두 가지 요인이 모두 연관되어 있고, 따라서 앞서
IV장에서 살핀 지각적 가소성의 문제가 중요하게 연관된다. 그러나 앞으로 살필 물리적
차이가 전혀 없어서 지각적 차이가 발견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예술작품에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면, 그 차이를 미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굿먼은 한 예술작품과 그것의
복제품들이 있을 때 그것들 사이에 미적 차이가 있는 경우와 미적 차이가 없는 경우를
자필적 예술과 대필적 예술의 개념으로 설명했다. 한 예술작품과 그것의 복제품들 간에
지각적 차이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그 차이가 의미의 차이 즉 미적 차이를 만들지
않는 대필적 예술의 경우 지각이 가변적인가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작의 미적 가치에 관한 논의의 끝에서 굿먼의 자필적 예술과 대필적 예술의 구분을
검토하는 것은 굿먼이 당연히 자필적 예술로 여기고 위조가 미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여겼던 조형 예술에서 미적으로 문제가 없는 복제품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때문이다.
굿먼은 Languages of Art, III장 예술과 진품성의 두 번째 묶음, 「3. 위조할 수 없는
것」과 「4. 이유」에서 예술작품들 중에서 위조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과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기보 체계의 특징에 따라 예술작품을 위조의 염려가 없는 대필적 예술과
위조가 문제가 되는 자필적 예술로 구분했다. 본 장에서는 굿먼의 자필적 예술과 대필적
예술의 구분에 관한 굿먼의 설명을 살펴보고, 그의 설명대로 대필적 예술에서는 위조가
문제가 되지 않는지, 반대로 자필적 예술에서 지각적 차이가 없는 동일한 작품의 서로
다른 예화가 불가능한지, 그리고 이러한 굿먼의 구분이 현대의 조형 예술의 관습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현대 예술의 관습에서 굿먼의 구분을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와 관련된 예술작품에서의 위조의 문제, 그 미적
가치에 대해서는 어떠한 답을 제시할 수 있을지를 모색할 것이다. 우선 자필적 예술과
대필적 예술에 관한 굿먼의 설명을 살펴보자.

1. 자필적 예술과 대필적 예술 (위조할 수 없는 것 / 이유)
위조는 모든 예술에서 가능한 것인가? 굿먼은 음악, 문학과 같이 기보 체계가 있는
예술을 위조로부터 자유롭다, 즉 위조가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3번>은, 누가 연주하든, 정확하게 악보를 따른 연주이기만 하면 모차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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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 협주곡 23번>의 동일하게 참된 예화이고,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는 글자
크기,

모양,

인쇄

상태와

상관

없이

철자의

동일성만

보장되면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이 참된 예화이다. 굿먼은 이같이 기보 체계에 의해서 작품의 동일성이
allographic art

보장되는 예술을 대필적 예술

로, 그림, 조각과 같이 기보 체계가 없는 예술은

autographic art

자필적 예술

로 분류한다. 굿먼에 따르면 자필적 예술의 경우에서만 위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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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

자필적 예술작품, 예를 들어 렘브란트의 <루크레치아>가 진품임을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이 실제로 렘브란트에 의해서 그려진 것인가, 즉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는
것뿐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작품을 바라보는 것 이외에 역사적 자료들을
참고하고, X레이 사진을 찍거나 화학적 검사 등이 동원될 수 있다.
그렇다면 대필적 예술에는 왜 위조가 없을까? 굿먼에 따르면 기보 체계가 있는 예술이
대필적 예술이며, 철자의 동일성에 의해서 작품의 동일성이 보장된다. 음악도 대필적
예술이다. 문학 작품의 철자의 동일성이 음악에서는 악보에 적용될 수 있다. 문학 작품은
작가가 글을 쓰면 그 글자들을 독자가 읽는 한 단계를 거쳐 의미가 전달된다. 반면
음악은 작곡과 연주의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작곡가에 의해 작품이 창작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고, 연주는 두 번째 단계이다. 동일한 악보를 가지고서도 서로 다른 해석의
연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연주를 자필적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하자면 음악에
있어서의 연주는 악보와는 달리 알파벳이나 음표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악보를
정확하게 따른다 해도 연주가, 연주되는 악기에 따라, 속도, 음색, 해석, 표현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연주에 요구되는 구성적 속성들은 악보에 규정된 것들이므로
악보에 충실한 연주이기만 하면 동일한 작품의 참된 예화라고 할 수 있다.
필사본의 진품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그 문학 작품의 위조의 문제라기보다는 역사적
사료로서의 문서의 위조이며, 속이는 것이 연주와 관련된 경우 역시 그 음악 작품의
위조라기보다는 그 연주와 관련된 연주자 또는 악기에 대해 속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필사본이 특정인의 친필로 쓰여졌는지 판단하는 것과, 연주가 실제로 그 연주가에 의해
또는 그 악기를 사용한 연주였는지 판단하는 것은, 어떤 한 그림이 진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진위를 가릴 수 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이것이 문학 작품, 음악 작품의 동일성과 관련된 위조의 사례가 아니라,
특정 문서에 대한 또는 특정한 연주의 집합에 대해 속이는 것이라는 점이다.
판화의 경우, 하나의 틀에서 여러 점의 작품이 나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하나의
악보에서 여러 연주가 나올 수 있는 음악 작품과 같이 대필적 예술이 아닌가 의심해볼
수 있다. 그러나 판화 역시 그것이 진품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오로지 원판으로부터
인쇄된 작품인지, 즉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는 것뿐인 자필적 예술이다. 렘브란트의
동판화 <눈먼 토빗>은 위조될 수 있지만, 하이든의 <런던 교향곡>은 위조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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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man, LA, p.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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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도 자필적이다. 틀에서 주조되는 소조 역시 판화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틀에서 여러
점의 작품이 나올 수 있지만 자필적 예술이며, 따라서 위조가 가능하며, 진품인지의
여부가 중요하게 여겨진다. 반면 건축과 연극은 음악과 마찬가지로 기보 체계로서의
설계도와 대본이 있는 대필적 예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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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은 전통적인 기보 체계가 없는 예술이다.

무용의 경우 적절한 기보 체계가 마련된다면 대필적 예술이 될 수 있겠지만, 그 기보
체계에 대해 논란이 있다.124
굿먼은 자필적 예술과 대필적 예술의 구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예술작품이 단 하나인가 여러 개인가와 상관없다. 예를 들어, 에칭은 하나의 틀로 여러
장의 작품을 인쇄하지만 자필적 예술이다. 둘째, 이 구분은 현실에서 위조가 가능한
예술과 가능하지 않은 예술의 구분과 대체로 일치한다. 셋째, 기보 체계가 있다는 것은
대필적 예술의 필요 조건도 충분 조건도 아니다. 예를 들어 많은 박물관에서 회화들에
매기는 소장품 목록 번호들은 회화 작품들을 파악하는 일종의 기보 체계에 해당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회화가 대필적 예술이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기보 체계는 작품의
기호로서의 기능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어떤 예술작품을 대필적 예술로 분류할 수
있으려면 작품의 동일성 또는 예화가 제작의 역사와 독립적이어야 한다. 넷째, 모든
예술이 자필적 또는 대필적 예술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존 케이지의
음악처럼- 오선지에 기보 체계를 따르지 않은 스케치로서의 악보를 자필적 예술인지
125

대필적 예술인지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굿먼의 이러한 자필적 예술과 대필적 예술의 구분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는 여러
비판들이 제기되었다. 그 비판들을 차례로 검토해보자.

2. 대필적 예술에서의 위조: 캐슬러126
캐슬러는 어떤 작품이 위조로 밝혀졌을 때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작품의 제작 시기, 작가, 진품성과 같은 작품의 외재적인 특징들과 구성, 색, 조화,
역동성과

같은

내재적인

특징들의

혼동에서

비롯된

속물적

처사라고

비판하는

내재주의자이다. 그는 오로지 내재적 특징들에 기초해서 작품을 감상하고 평가하는
것만이 미적으로 의미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어떤 한 작품이 위조로 밝혀졌을 때 그
작품에 대한 미적 가치가 이전보다 낮게 평가되는 것에 대해, 위조로 밝혀진 후에도 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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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man, LA, pp. 120-121.
Ibid., p. 121, 무용의 기보 체계에 관해서는 Kenton Harris의 “No Dance Is a Fake”, Ethics and
the Arts, ed. David E. Fenner (Garland Publishing, 1995), pp. 115-142를 참고하라.
Goodman, Of Mind and Other Matter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4), pp. 139-140.
Arthur Koestler, “Confusion and Sterility”, The Act of Creation (London: Hutchenson, 1964), p.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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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가 달라지지 않는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외재적 특징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재적
특징들만으로 작품의 미적 가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것이 이치에 맞는 정당한
평가임을 보이기 위해 다음의 사례를 제시한다.
18세기 스코틀랜드의 시인이자 탐험가인 맥퍼슨은 하이랜드를 여행하다가 고대 게일
족의 필사본을 발견했다고 발표하고, 그것을 <6권의 고대 서사시 책, 핑갈
출판했으며,

연이어

<테모라>,

<오시안의

작품들>을

출판했다.

Fingal

맥퍼슨이

>

127

로

자신이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켈트 족의 전설적인 음유 시인 오시안의 작품들은 우울한 낭만적
정서를 담고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까지 여러 나라의 말로 번역되어 유럽 낭만주의
문학에 큰 영향을 주었다. 독일의 헤르더, 괴테, 실러, 영국의 워즈워드, 프랑스의
샤토브리앙 등이 그 영향을 받은 낭만주의 시인들이다. 맥퍼슨은 죽는 날까지 자신이
출판한 작품들의 진품성을 주장했지만, 오늘날에는 맥퍼슨이 옛 자료를 토대로 대부분을
128

창작했다고 보고 있다.

캐슬러는 <핑갈>, <테모라>, <오시안의 작품들>이 실제로 맥퍼슨이 지어낸 것, 즉
‘위조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작품이 지니는 문학적 가치와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까지
유럽 낭만주의 문학에 미친 영향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며, 예술작품의 미적
가치는 변덕스럽고 틀릴 수 있는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닌, 불변하는
작품의 내재적 속성에 기초해 판단되는 것임을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그가 증거로
제시한 맥퍼슨의 오시안 사례를 일반적 위조의 사례로 보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위조라
함은 자신이 만든 작품을 마치 다른 유명한 예술가의 작품인양 그 제작의 역사를 속이는
것이며, 맥퍼슨의 경우 자신이 쓴 작품을 전설의 시인 오시안의 것인 양 속였다는
측면에서 위조처럼 보인다. 그러나 맥퍼슨은 그저 오시안의 이름을 빌려왔을 뿐 그의
작품을 위조했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오시안은 전설 속의 인물로, 그의 작품들이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름만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맥퍼슨의
작품들은 오시안의 작품들 집합에 포함되는 것으로 오인된 것이 아니라 맥퍼슨이
오시안의 작품의 집합이 존재하는 것처럼 속인 것이다.
작품의 내재적 속성, 즉 지각 가능한 속성만이 작품의 미적 가치를 결정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캐슬러가 제시한 사례를 일반적 위조의 한 사례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한 발자국 물러나서 그렇게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의 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오시안의

것으로

알려진

작품들이

19세기

낭만주의

시인들에게 미친 영향은 역사적으로 자명한 것이다. 그러나 위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니는 예술적 가치는 변함이 없다는 주장을 이 사례에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왜냐하면, <핑갈>이 오시안의 작품이 아니라 맥퍼슨의 창작물이었다는 것은 현대에 와서
그 추정이 확실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만약 맥퍼슨이 책을 출판했을 당시
127

128

James MacPherson, Fingal: An Ancient Epic Poet (Kessinger Publishing, 1762). Koestler, p.
402.
Koestler, pp. 4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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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갈>이 맥퍼슨이 지어낸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었다 하더라도 그 작품이 미치는
영향이 그대로였을지는 의문이다. 만약 그랬다면 그 영향은 분명 달라졌을 것이고,
낭만주의 문학의 역사도 달라졌을 것이다.
위조로 밝혀진 후 그 작품이 미치는 영향이 바뀌는 사례는 많이 있다. 예를 들어, 판
메헤렌의

<사도들>은

심지어는 베르메르

베르메르의

작품으로

알려졌을

최고의 작품으로까지 여겨졌으나

동안에는
현대에는

훌륭한

작품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주의해야 할 것은, 지금의 평가가 달라졌다고 해서 그것이 그 작품이 예전에 어떻게
평가되었었는지의 과거의 사실까지 바꿀 수는 없다는 점이다. <핑갈>이 맥퍼슨의
창작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에도 여전히 오시안의 작품으로 받아들여졌을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된다면 위조로 밝혀진 후에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캐슬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가 될 수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129

따라서 이 사례는 작품의

내재적 특징들에만 의존해서 작품의 미적 가치가 평가되어야 한다는 캐슬러의 주장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한다. 게다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는 일반적 위조의
사례로 받아들여지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대필적 예술에서 위조로 여겨질 수 있는
사례가 있다면 이는 대필적 예술에 위작이 없다는 굿먼의 구분에 대한 반례가 될 수도
있다.130 다음의 사례들이 음악에서 위조의 사례가 될 수 있을지 살펴보자.
첫 번째 예로, 줄리오 카치니의 <아베마리아>로 알려진 곡은 지금은 20세기 러시아의
기타리스트, 류트 연주자이자 작곡가인 블라디미르 바빌로프의 창작곡으로 여겨진다.
바빌로프는 1970년 옛 류트 음악을 담은 음반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이 곡이 작자
미상인 바로크 음악으로 수록되어 있었다. 그 후 1980년대 러시아 소프라노 이리나
아르키포바가 음반을 내는 과정에서 그 음반에 참여했던 오르간 연주자 마크 샤킨이 “이
곡은

바빌로프가

새로

발견한

카치니의

곡”이라고

증언한

후로

카치니의

131

<아베마리아>로 불리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불리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들어보면 이 곡이 바로크 음악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여러
군데에서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곡은 가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아베마리아”만
반복되는 것처럼 전통 라틴어 성가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다. 경건한 듯하지만 상당히
센티멘탈한 영화음악 같은 20세기 곡의 느낌이 강하다. 이러한 여러 특징들을 근거로
현재 이 곡은 바빌로프의 카치니 위조로 여겨진다. 그리고 카치니의 <아베마리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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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inna Laughlin, “The Lawless Languages of Macpherson’s “Ossian”,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 Vol. 40, No. 3 (summer, 2000), pp. 511-537. 오늘날 『핑갈』, 『테모라』 등의
작품들은 오시안이 아닌 맥퍼슨이 만들어낸 위작으로 받아들여지며, 또 그러한 관점에서
분석된다.
130
키비도 음악에서 위조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가 제시한 바흐의 <파르티타 A단조>의
위조의 사례 역시 그 곡의 유일한 기록이었던 친필 악보가 없어졌을 때 위조가들이 바흐의
스타일을 연구해서 만든 혼성 위조에 해당한다. Peter Kivy, “How to Forge a Musical Work”,
JAAC, Vol. 58, No. 3 (summer, 2000), pp. 233-235.
131
Wikipedia, “Ave Maria (Vavilov)”. https://en.wikipedia.org/wiki/Ave_Maria_(Vavil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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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바로크 시대 작곡된 것일 수 없다는 증거들은 마치 판 메헤렌의 작품이 위조로
밝혀진 지금 판 메헤렌이 그린 베르메르 위작들의 인물들이 베르메르의 작품의 인물들과
닮지 않고 판 메헤렌이 예전에 그렸던 작품의 인물들을 닮았다는 증거들과 마찬가지로
132

작품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들이다.

두 번째로, <알비노니 주제의 현과 오르간을 위한 아다지오 G단조>로 알려진 곡은
1940~50년대에 불었던 바로크 부활 열풍의 중심에서 바로크 음악의 인기를 견인했지만
사실은 20세기에 작곡된 위조로 여겨진다. 피렌체 대학교의 교수였던 레모 지아조토는
이탈리아의 음악학자이자 작곡가로, 1945년 드레스덴 대공습이 있었을 때 작센 국립
도서관에서 건져낸 악보들 중에 지금까지 악보는 발견되지 않고 문헌으로만 전해져 온
교회소나타들 중 1708년 작곡된 것으로 추정된 4악장 통주저음

basso-continuo

의 여섯 소절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반으로 1945년에 알비노니 스타일로 편곡해서 작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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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수많은 오케스트라가 이 곡을 알비노니의 주제를 기반으로 완성된

곡으로 알고 연주했다.
지아조토가 살아 있는 동안에 필사본 조각 원본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보안 등을 핑계로 공개하지 않았고 그가 죽은 후에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의 악보인 베이스 선율 여섯 소절은 발견되지 않았고, 지금은 이 여섯
소절의 악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결론 내리며, 이 곡은 바로크 스타일로
창작된 20세기의 위조로 여겨진다.
지아조토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곡을 발표했을 경우 주목 받지 못할 것이라 여겨
지명도가 높은 알비노니의 이름을 빌려서 그 이름으로 작품을 발표했고, 저작권료의
이익을 취했으니 전형적인 위조에 해당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위조는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

제작의

역사를

허위로

보고하는

예술작품임을

감안할

때

알비노니의

<아다지오>는 이 두 조건 모두를 충족한다. 회화에 있어서 위조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판 메헤렌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작품을 발표했을 때 비평가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베르메르 스타일로 새로운 작품인 <사도들>을 그려서 그것을 베르메르의
작품으로 보이도록 속인, 혼성화로서 위조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세 번째 예로, 프리츠 크라이슬러가 작곡한 <푸냐니 풍의 전주곡과 알레그로>는
발표된 당시에는 이탈리아 고전파의 대표적 작곡가였던 푸냐니의 곡으로 발표되었다.
크라이슬러는 20세기 초 불었던 바로크 열풍에 편승해서 1905년에서 1917년까지
20여곡을 코렐리, 비발디, 보케리니 등의 곡이라고 속여서 발표했다. 크라이슬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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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ving, p. 377, 호빙은 판 메헤렌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지리멸렬한 상징주의 작품들의 양식과 완전히 동일하며, 인물들의 얼굴을 표현한 방식(긴
얼굴에 움푹 팬 볼과 깊게 패인 눈)은 <노동>과 같은 종교적인 주제를 다룬 그의
상징주의풍의 졸작들이나 심지어는 줄리아나 왕비의 사슴을 그린 그림(이들은 당시 완전히
알려지지 않은 그림들도 아니었다)에 등장하는 것과 완전히 똑같다.”
Wikipedia, “Adagio in G-minor”. https://en.wikipedia.org/wiki/Adagio_in_G_mi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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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자신의 이름을 걸고 발표하지 않았던 것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발표했더라면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할 것 같아서였지만 지금도 그가 작곡한 곡들이 여전히
많이 연주되고 사랑 받고 있다는 사실은 그의 작곡 실력이 인정을 받았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러한 인정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더라면 크라이슬러
스스로 사실을 밝히지도 않았을 것이다.
위 세 사례들은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모두 음악에 있어서 명백한 위조의 사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특히 세 번째 사례인 크라이슬러의 <푸냐니 풍의 전주곡과
알레그로>는 캐슬러의, 작품에 내재하는 미적 속성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위조로 밝혀진
후에도 그 미적 평가가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그것이 17세기에 작곡된 것이 아닌 20세기의 위조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에도
여전히 사랑 받고 예전처럼 자주 연주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몇몇 음악에서의 위조의
사례들을 바탕으로 위조로 밝혀진 후에 미술관 벽에서 떼어져 창고에 처박히는 신세가
되는 회화 작품들의 미적 가치에 변함이 없다는 것으로 확대 적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사례들은 적어도 굿먼이 위조의 염려가 없다고 주장한 대필적
예술에서의 위조의 사례인 것은 분명하다. 굿먼이 대필적 예술이 구문론적으로 조밀하지
않기 때문에 위조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은 카피로서의 위조만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대필적 예술 중에 오리지널 작품이 있고, 그것을 카피한 것은 위조가 아닌 그
작품의

또

다른

예화임이

기보적

동일성에

의해

보장됨을

설명하는

데

까지는

성공적이었지만, 위의 세 사례들은 상식적으로 위조로 받아들여지는 대필적 예술에
해당하는, 굿먼의 주장에 대한 충분한 반례가 된다. 따라서 굿먼이 말한 위조의 염려가
없는 대필적 예술은 결국 카피로서의 위조의 염려가 없다는 것으로 제한적으로만
받아들여질 수 있다.

3. 예술작품의 동일성과 자필적/대필적 예술의 구분의 문제: 마골리스
마골리스는

굿먼의

자필적

예술과

대필적

예술의

구분이

보장하는 기준에 관한 것이라는 차원에서 분석하려 했다.
대필적

예술작품의

동일성은

기보

체계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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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된다.

예술작품의

동일성을

굿먼의 구분에 따르면
반면

자필적

예술은

구문론적으로 조밀하기 때문에 동일성을 보장해줄 수 있는 기보 체계가 없고, 따라서
위조가 가능하고 또 위조가 미적으로 문제가 된다. 마골리스는 굿먼의 엄격한 기보성의
개념은, 그것이 옳다면, 모든 기호 시스템에 일관되게 적용 가능한 설명의 틀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 구분이 옳은 것인 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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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Z. Margolis, “The Identity and Individuation of Works of Art”, Art and Philosophy
(Humanities Press, 1980), pp. 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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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마골리스는 굿먼의 자필적 예술과 대필적 예술의 구분이, 굿먼의 의도와는 달리,
엄격한 조건이 되기에는 문제가 많음을, 음악, 회화, 문학에 있어서 이 구분을 적용했을
때 문제가 되는 사례들을 들어 비판한다. 본 절에서는 음악과 회화에 관한 마골리스의
비판을 검토해볼 것이다.
마골리스는 굿먼이 대필적 예술로 분류한 음악의 기보 체계가 음악 작품의 동일성을
보장해주기에 문제가 있다는 점과, 굿먼이 자필적 예술로 분류한 회화 중에 대필적
예술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굿먼의 구분에 문제가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이를
차례로 검토해보자.

3. 1. 음악과 관련된 문제
음악과 관련된 마골리스의 비판을 살펴보자. 첫째, 굿먼에 따르면 악보는 음악 기보
체계 안의 기표들characters이며, 한 음악 작품은 기보 체계 안의 일련의 기표들의 지칭체로
그 정체성을 확인한다. 음악적 기보에서 모든 기표들이 다 악보가 되는 것은 아니고,
기표들 중에 그것을 준수하는 외연 또는 지시체를 갖는 것들만 악보가 된다. 엄격한
기보성에 의해 음악 작품은 그 악보를 준수하는지 여부로 동일성을 확인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C# 음표는 그 기표를 준수하는 C# 음을 그 지칭체로 가진다.
그러나 마골리스는 악보의 구성 요소들 중에서 어떤 기표의 경우 그 이행성에 의해
작품의 동일성을 보장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지적한다. 예를 들어 빠르기말에서
똑같이 “Allegro”라고 적혀 있는 악보라도 연주하는 사람에 따라 빠르기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그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악보에 충실한 연주일 경우 동일한 작품의 연주로
여긴다면, 굿먼이 말한 기보 체계에 의해 보장되는 대필적 예술작품의 동일성은 빠르기에
있어서 여러 다른 빠르기 버전의 연주들 사이를 오갈 수 있는 이행성transitivity을 지니게
된다. 마골리스는 만약 빠르기말에서 이 같은 이행성이 허용될 만큼 기보 체계가
느슨하다면 더 많은 항목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를테면, 음
높이pitch, 무슨 악기로 연주되어야 하는가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둘째, 굿먼에 따르면 음악 작품의 동일성은 어떤 음악의 연주가 실제로 그 음악의
악보를 준수하는 것인지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마골리스는 이 같은 굿먼의
설명이 음악의 관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예를 들어, 굿먼의 설명에서의
엄격한 기준에 따르면, 진짜 훌륭한 연주였는데 음표 하나가 틀렸을 경우 그 작품이 아닌
게 되고, 진짜 엉망인 연주였는데 악보대로 연주했을 경우 그 작품이 맞는 게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 마골리스가 보기에 음악 작품은 악보라는 기보 체계에 기반을 둔 대필적 요소가
있긴 하지만, 반드시 연주라는 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작품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그 악보를 보고 연주한 것인지의 역사적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자필적 요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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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음악을 자필적 예술과 상호 배타적인 의미의 대필적 예술로 분류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이제 마골리스의 비판들을 차례로 검토해보자. 음악의 기보 체계의 특성상 허용되는
이행성 때문에 음악 작품의 동일성을 보장한다고 여겨지는 엄격한 기보성은 실제로
그렇지 못한다는 마골리스의 첫 번째 비판을 살펴보면, 그가 지적한 대로 악보를
구성하는 기표들은 구문론적으로 조밀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오차를 허용하며,
따라서 동일한 악보를 준수하는 연주라 하더라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행성이
생긴다. 예를 들어, 빠르기말에 있어서 베토벤의 <5번 교향곡>은 “Allegro con brio”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동일한 악보를 가지고 한 연주라 하더라도 1969년 주빈 메타가
지휘한

이스라엘 필의 연주와 1972년

카라얀이 지휘한 베르린 필의 연주는 그

빠르기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굿먼은 빠르기말과는 달리 무슨 악기로 연주해야
하는지에 관한 명시는 작품의 동일성을 결정하는, 악보를 구성하는 요소들 중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마골리스는 시대 연주

periodic performance135

의 경우 동일한

악보를 준수한 연주라 하더라도 현대의 악기들로 편성된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동일한
작품으로

여기기

어렵다고

반박한다.

각각

바이올린과

피아노로

연주된

<라

캄파넬라>는 같은 주제에 의한 곡들이기는 하지만 서로 다른 악기로 연주된 다른
곡이라는 것을 감상자는 각 연주를 들으면 바로 알 수 있다. 그러나 베토벤 <5번
교향곡>의 시대 연주 버전과 현대적 연주를 비교해서 들으면 각 연주에 사용된 악기들이
현대식 악기인지 고악기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다. 마골리스는 이러한 시대연주의
사례가 빠르기말과 달리 무슨 악기로 연주되었는가는 작품의 동일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굿먼의 설명이 적절하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한다. 실제로 무슨
악기로 연주되는가의 차이보다 빠르기와 프레이징의 차이가 더 쉽게 지각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품의 동일성과 관련해서 무슨 악기로 연주되는가는 중요하면서 빠르기와
프레이징은 결정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136
마골리스의 비판대로 굿먼이 제안한 악보를 구성하는 요소들 간에 음악 작품의
동일성을 결정하는 면에서 중요한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 즉 기표들이 각각의 지시체와
일치하는 정도에서 일관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기준이 모든 항목들에
일관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기준이 잘못되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굿먼이
악보를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서 작품의 동일성을 결정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과
아닌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 그 요소들이 쉽게 지각되는지 여부에 달린 것이 아니기

135

136

시대 연주periodic performance는 옛 음악을 연주하는 방법 중에서 작곡가가 살았던 당시의 연주
관습에 따라 곡을 해석하고 악기를 편성해서 연주하는 것을 이르는 말로, 예전에는 ‘정격
authentic performance
original performance
연주
’ 또는 ‘원전 연주
’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으나, 이 표현들에는
‘이러한 방식의 연주만이 옳은 것’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요새는 ‘시대 연주’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
Margolis, p.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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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굿먼의 악보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관한 설명은 여전히 작품의 동일성과 관련해서
우리의 음악 관습에 부합한다. 기보 체계의 특성상 동일한 악보로 연주하더라도 빠르기에
있어서 이행성이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동일성의 측면에서 음악적 관습상
우리는 빠르기에서 차이를 보이는 두 연주를 서로 다른 작품을 연주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즉 하나는 긴장감 넘치는 베토벤의 <운명>이, 다른 하나는 침착하게 관조적인
베토벤의 <운명>이 된다. 프레이징에 있어서도 짧게 끊어가는 분석적인 연주와 긴
호흡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드라마틱하게 풀어가는 서사적 연주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이 각각의 연주의 스타일이 다르다고 해서 이 둘을 서로 다른 작품으로 여기지 않는다.
반면 무슨 악기로 연주했는가는 작품의 동일성의 측면에서 중요하게 여겨진다. 예를 들어
<라 캄파넬라>를 바이올린으로 연주한 것과 피아노로 연주한 것은, 서로 다른 연주인
것은 물론이고, 서로 다른 작품이다. 두 작품은 그 기보에서 차이가 있다. 악보가 다르고
작곡가도 다르다. 바이올린으로 연주된 <라 캄파넬라>는 파가니니가 작곡한 것이고,
피아노로

연주된

작품은

파가니니의

주제를

피아노로

편곡한

리스트의

<라

캄파넬라>이다. 말 그대로 서로 다른 작품이다.
시대 연주의 경우 굿먼이 악보를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서 핵심적이지 않다고 여긴
빠르기, 프레이징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에 비해 고악기로 연주되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경우도 작품의 동일성의 관점에서 관습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작곡가가 표기한 악기에 관한 지시를 준수한 연주는 -그것이 고악기로
연주된 것이든 현대적 악기로 연주된 것이든- 동일한 작품으로 여겨진다. 굳이 명확히
하자면 ‘베토벤 <운명>의 시대 연주’로 구별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에도 작품의
동일성에 있어서 베토벤의 <운명>임에는 달라지는 것이 없다.
굿먼은 이러한 음악적 기보법을 ‘구문론적으로 조밀하지 않다’고 표현했다. 작곡가가
아무리 자세하게 요구 사항들을 기록해 놓았다 하더라도 실제 연주에서는 연주자의
해석과 연주 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예화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서로 다른
연주들을 서로 다른 작품으로 여기지 않는다. 작품의 동일성과 관련해서 굿먼의 대필적
예술에 관한 설명은 타당하며 음악 관습에 부합한다.
음악 작품의 동일성이 실제로 그 악보를 준수하는지 여부에 의해 보장된다는 굿먼의
설명이 음악 관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마골리스의 두 번째 비판을 살펴보자. 굿먼의
설명대로라면 아무리 훌륭한 연주라 하더라도 음표 하나를 악보와 다르게 연주한 것은
그 작품이 아닌 게 되고, 더듬더듬 어설픈 연주라 하더라도 악보를 준수한 것은 그
작품이 되는데, 마골리스는 이러한 설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한다. 마골리스가
염두에 두고 있는 음악 관습에 부합하는 연주의 한 장면을 상상해보자. 한 피아니스트가
콘서트 홀에서 바흐의 <이탈리아 조곡>을 연주하다가 도입 부분에서 실수로 다른 음을
냈을 경우, 우리는 그 피아니스트가 연주한 곡은 바흐의 <이탈리아 조곡>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그 피아니스트가 원래의 악보에서 도입 부분의 음표 몇 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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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는 것이 더 좋겠다고 여겨 의도적으로 악보를 바꿔서 다르게 연주한 것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연주가 훌륭했는지, 그저 그랬는지, 아니면 엉망이었는지와 상관 없이,
엄밀히 말해 그것은 정말 바흐의 <이탈리아 조곡>이 아닐 수 있다. 마골리스의
비판에서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대필적 예술에서 악보의 준수가 작품의 동일성을
보장한다는 굿먼의 설명은 문제의 연주가 실제로 그 작품인가에 관한 것이지, 그 연주가
훌륭했는지

엉망이었는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마골리스는

“한

음표가

달라지거나, 생략되거나, 더해지거나 수정되는 것이 이어진다면 우리는 베토벤의 <5번
교향곡>에서 <세 마리 눈먼 생쥐>로 가버릴 수도 있다”는 굿먼의 염려가 전혀
설득적이지 않다고 했지만, 이는 -마골리스 자신도 인정하듯이- 이탈을 최소한으로
137

만들려는 굿먼의 의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굿먼이 대필적 예술로 분류한 음악에 자필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자필적 예술과
대필적 예술이 상호배타적이라는 굿먼의 설명은 잘못되었다는 마골리스의 세 번째
비판을 살펴보자. 굿먼은 음악을 대필적 예술로 분류했지만, 마골리스가 보기에 음악은
악보라는 기보 체계를 기반으로 한 대필적 예술이면서 동시에 반드시 연주라는 행위를
통해서 실현되기 때문에, 어떤 한 연주가 문제의 그 음악 작품인가의 동일성에는 그
악보를 토대로, 그 악보대로 연주되었는지를 역사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자필적 요소가
반드시 포함된다. 따라서 자필적 예술과 대필적 예술의 말끔한 구분은 불가능하다.
문학 작품은 감상자가 그 작품을 직접 읽으며 감상할 수 있는 반면, 음악은 마골리스의
지적처럼 -악보를 읽는 것만으로 감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들을 제외하고는반드시 연주의 단계를 거쳐야 감상이 가능하다. 따라서 자필적 예술인 조형 예술에서 한
작품이 문제의 바로 그 작품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제작의 역사를 확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연주가 문제의 바로 그 작품인지, 즉 그 동일성은 그 작품의 악보대로
연주되었는지의 그 ‘제작의 역사’에 의해 보장되는 자필적인 특징이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음악 관습을 생각해보면 어떤 연주를 감상하면서 실제로 그 악보를 보고
연주했는지를 따지는 것은 작품의 동일성과 관련해 아무런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 굿먼에
따르면, 한 연주가 문제의 바로 그 작품인가, 즉 작품의 동일성을 결정하는 것은 자필적
예술에서처럼 그 제작의 역사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악보와 일치하는지 여부이다.
예를 들어 한 동네 꼬마가 어느 날 즉흥적으로 창작해서 연주한 곡이 우연히 모짜르트의
<작은별 변주곡(K. 265)>과 일치한다면, 그 악보를 보고 연주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꼬마는 자기도 모르는 새 모짜르트의 <작은별 변주곡>을 연주한 것이다. 조금 더
현실적인 예로, 곡 전체가 통째로 똑같지 않더라도 어떤 한 곡의 특정한 선율이 기존의
다른 곡의 일부의 선율과 비슷하기만 해도 표절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은
악보와의 일치가 음악 작품의 동일성을 결정한다는 굿먼의 설명이 관습에 부합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이 경우 그 곡의 작곡가가 기존의 다른 곡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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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golis, p.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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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곡은 그 작곡가의 순수한 창작물이었다 하더라도 그 제작의 역사가 아닌 악보와
일치하는지 여부에 의존해서 작품의 동일성이 결정된다.
만약 마골리스의 비판을 받아들여 연주가 자필적임을 인정한다면, 연주에서도 위조가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스미스가 리스트의 <초절기교 연습곡>의 음반을 듣는다고
상상해보자. 만약 그 음반이 실제로 느리게 또박또박 연주한 것을 편집 과정에서 빠르게
연주한 것처럼 기계적으로 조작한 것임을 모른다면 스미스는 그 빠른 속도에서의 연주의
정확성을 높게 평가할 것이다. 이 경우 기계적 조작의 사실을 숨긴 음반은 연주를 위조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138 기계적 조작의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을 ‘연주에 관해
속이는 것’이 아닌 ‘연주의 위조’로 부르는 것에는 문제가 있지만, 빠르고 정확한
연주라고 찬사를 보냈던 음반이 녹음 조작에 의한 것임을 알았을 때 이전만한 감동을 줄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것은 분명 동일한 지각적 속성에 대한 반응의 변화를 야기한 것으로,
이러한 속임이 그 작품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왜곡하는 것임은 분명하다. 그만큼
연주라는 과정은 음악

작품의

존재에

필수적이고

중요하다. 그리고 모든

연주는

unique

유일무이

하고, 따라서 자필적이다. 같은 사람이 연주해도 연주할 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차이는 분명 미적 차이를 만든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연주가 자필적이라고 해서 그 연주에 있어서의 모든 차이들이 작품의 동일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연주가 제각각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한 작품으로 묶일 수
있는 작품의 동일성은 여전히 악보와의 대응 관계에 의해서 보장된다.
마골리스는 굿먼이 대필적 예술로 분류한 음악에 자필적인 요소가 있으므로 음악을
대필적 예술로 보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보이고자 했지만 그의 이러한 시도는 성공적이지
못하다. 음악 작품에서 연주의 단계의 중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굿먼이 말한 기보 체계가
구문론적으로 조밀하지 않기 때문에 허용되는 이행성, 악보로 모든 미적으로 중요한 것을
담아낼 수 없음, 그리고 그러한 특징이 굿먼이 음악을 대필적 예술로 분류한 이유임, 이
모든 설명이 마골리스의 염려와 달리 음악 관습에 부합한다.

3. 2. 미술과 관련된 문제
마골리스는 굿먼이 자필적 예술로 분류한 미술에서도 대필적 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굿먼의 구분에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한다. 미술과 관련된 그의 비판을 살펴보자.
마골리스는 굿먼이 건축 예술에 대해 “우리가 건축 작품을 건물이 아닌 그 디자인으로
동일시하는 것이 편하지 않은 것은 음악 작품을 연주가 아니라 작곡과 동일시하는 것이
138

Denis Dutton, “Artistic Crimes”, The Forger’s Art, p. 174. 더튼은 음반을 녹음할 때
감상자에게 밝히지 않고 기술적 수단으로 속도에 수정을 가하는 작업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연주의 속도와 정확성에 대해 잘못 평가하도록 속인다는 측면에서 음악적 위조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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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한 것을 인용하며, 설계도라는 기보 체계가 있다는
측면에서 건축은 대필적이지만 그 역사적 발생을 놓고 보면 자필적임을 강조한다. 139
마골리스는 건축에 있어서 자필적 예술과 대필적 예술의 경계가 모호한 것이 회화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논리로 굿먼의 자필적/대필적 예술의 구분이 잘못되었음을 보이고자
한다. 마골리스는 “타지마할과 <Smith-Jones Split-Level #17>의 계획을 구분한다면
렘브란트의 <티투스> 초상화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그려진 <쿠닌-레비츠키Kunin-Levit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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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에 상응하는 구분을 제시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고 비판한다.

타지마할과 <Smith-Jones Split-Level #17>은 둘 다 건축 예술에 속하고 그 중
<타지마할>에 자필적 요소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므로, 이와 마찬가지로 렘브란트
<티투스> 초상화와 <쿠닌-레비츠키 #84>는 둘 다 회화에 속하고 <티투스> 초상화는
명백한 자필적 예술작품에 속하지만 <쿠닌-레비츠키 #84>는 -동일한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동일한 작품의 다수의 예화가 가능하다는 면에서- 대필적 요소가 있으니,
굿먼이 자필적 예술로 분류한 회화 역시 그 대필적 단서들에 의해 위조의 죄명을 벗고
그 독창성

originality

에 흠집을 내지 않고서 복제품들이 제공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그의 이 같은 논리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마골리스는 일부 속성을 공유하는
것을 확대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엄밀히 따지면 <타지마할>에 자필적 속성과
대필적 속성이 모두 있음은 분명하다. 그리고 <쿠닌-레비츠키 #84>에 대필적 요소가
있음도 분명하다. 그렇다고 해서 렘브란트의 <티투스> 초상화가 타지마할처럼 대필적
요소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유사한 관계에 놓인 것처럼 보이지만 렘브란트의
초상화가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그려진 <쿠닌-레비츠키 #84>에 들어 있는 대필적
요소를 갖게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둘째, 마골리스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그려진
작품이 우리의 예술 관습의 기준에서 회화로 여겨지지 않을 것임을 간과했다.
그러나 만약 미술 관습이 바뀌어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그려진 작품을 회화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진 회화, 조각과 같은
예술작품들은 구문론적으로 조밀하고, 따라서 위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반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그려진 그림은 프로그램이라는 기보 체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동일한
작품의 서로 다른 여러 예화가 존재할 수 있다.
굿먼은 예술을 자필적 예술과 대필적 예술로 분류하면서 그가 살았던 당시의 예술의
관습을 코드화하고자 했다. 만약 우리의 관습이 굿먼이 살았던 당시와 다르게 바뀌어서,
동일한 프로그램을 준수하는 다수의 기호들이 동일한 작품의 예화들로 여겨진다면
회화는 대필적일 수 있게 된다. 대필적 예술은 철자의 동일성에 의해 작품의 동일성이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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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man, LA, p. 219, Margolis, pp. 67-68.
Margolis, p. 68. <Smith-Jones Split-Level #17>은 주택 단지를 지을 때 모든 주택을 동일한
디자인으로 짓는 것과 같은 경우를 보이기 위한 가공의 사례이다. Goodman, LA, pp. 220-221.
<쿠닌-레비츠키 #84>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그린 그림으로 동일한 작품의 다수의 예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 사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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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된다. 만약 관습이 바뀌어서 미술이 대필적 예술이 된다면 그 동일성을 보장하는
기보적 일치를 충족시키는 복제품들의 미적 가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미술이 대필적
예술이 될 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 미적 가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이어지는 절에서 살펴보자.

4. 대필적 미술 작품의 가능성: 필로우
굿먼이 위조의 문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전제되는 것은 위조는 오로지
자필적 예술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 구분이 말끔하게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면 굿먼이 자필적 예술로 분류한 것에서 위조가 아닌 복제가 가능할 수도, 대필적
예술로 분류한 것에서 위조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필로우는 굿먼의 자필적 예술과
대필적 예술의 구분이 상호배타적mutually
한다. 그는 르윗의 <벽 그림

wall drawing

exclusive

이라는 부분에 문제가 있음을 보이고자

>을 자필적 예술인 회화이면서 동시에 대필적

예술이 될 수 있는 사례로 제시하며 자필적 예술과 대필적 예술이 상호배타적이지
않음을 주장한다.141 그렇다면 필로우의 주장대로 르윗의 작품이 자필적 예술이며 동시에
대필적 예술이 될 수 있는지 따져 보자.
개념 예술가인 솔 르윗Sol

LeWitt

은 1968년 <벽 그림wall

painting

>이라는 작품을 만들었다.

이 <벽 그림>들은 기획과 실행의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르윗이 ‘플랜plan’이라고
부르는 것은 작품에 대한 구상을 적은 일종의 지침으로, 예를 들면 “500개의 검은
세로줄, 500개의 노란 가로줄, 500개의 밝은 빨간 오른쪽 사선, 500개의 파란 왼쪽
사선을 72인치 입방체 안에 그리기”와 같은 것이다. 둘째, 그 기획을 실행에 옮기는
작업은 그가 ‘드래프츠맨draftsman’이라고 부르는 이들에 의해서 -인부, 동료 또는 그의
작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142
기획 단계에서의 르윗의 작품인 ‘플랜’은 글로 기록된 것이므로 대필적이다. 143 반면
실행 단계에서의 르윗의 작품은 동일한 플랜을 가지고 작업하더라도 ‘드래프츠맨’이 이를
해석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경험과 이해에 따라 스타일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자필적이다.

만약

필로우의

주장대로

르윗의

작품이

기획의

단계에서

대필적이었다가 실행의 단계에서 자필적이며, 이 두 단계가 모두 작품의 필수적 구성

141

142
143

Kirk Pillow, “Did Goodman’s Distinction Survive LeWitt?”, JAAC, 61, 4 (fall, 2003), pp. 365380.
Op. cit., p. 369.
우정아, 「솔 르윗의 〈월 드로잉〉과 개념미술의 오리지낼리티」, 『美術史學』, 28 (2014), pp.
453-483. 르윗은 작품을 지배하는 강력한 한 명의 ‘저자’가 아닌 다수에 의한 협업을 지향하며,
고정된 결과물이 아니라 즉흥적이고 직관적인 순간의 선택에 의해 변화할 수 있는 상황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 설계와 같은 명료한 기획이 아닌 간단한 지침 정도로 ‘플랜’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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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라면, 이는 굿먼의 자필적 예술과 대필적 예술의 구분이 상호 배타적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례가 될 것이다.
필로우는 다음의 세 가지 동일성의 경계들 중에서 어떤 개념으로 르윗의 작품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따져 볼 것을 제안한다. 어떤 설명이 우리의 직관과 예술 관습에
가장 잘 부합할지를 염두에 두고 각각의 후보를 검토해보자.
i) 르윗의 지침을 준수하는

complies with

어떠한 그림이라도 르윗의 <벽 그림>이다.

ii) 르윗의 지침을 보고 실행된,
그리고 그 지침을 준수하는 어떠한 그림이라도 르윗의 <벽 그림>이다.
iii) 르윗의 지침을 보고 실행된,
그리고 그 지침을 준수하는,
그리고

르윗의

허가를

받고

행해진

어떠한

그림이라도

르윗의

<벽

그림>이다.
i)을 받아들일 경우 르윗의 작품은 굿먼의 구분 중 온전히 대필적 예술에 속한다. 즉
이 경계를 받아들이면 르윗의 ‘플랜’을 보고 실행된 것이 아니더라도 우연히 그 ‘플랜’과
일치하는 작품이 있을 경우 그것을 르윗의 작품으로 여길 수 있게 된다. 이는 음악에서,
동네 꼬마가 즉흥적으로 창작해서 연주한 곡이 우연히 모짜르트의 <작은별 변주곡>의
악보를 준수한 것이었을 경우, 그 꼬마는 자기도 모르는 새 <작은별 변주곡>를 연주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드래프츠맨이 르윗의 플랜을 보고 제작했든, 어린 아이가
벽에 낙서를 했든 상관없이 르윗의 지침을 준수하기만 했다면 모두 그의 작품으로
여긴다는 것은 예술작품의 동일성에 대한 우리의 직관에 부합하지 않는다.
iii)을 받아들일 경우 어떤 작품이 르윗의 작품으로 여겨지려면 그 작품은 르윗의
지침을 보고 실행되고 그 지침을 준수한 것이면서 동시에 르윗이 자신의 작품으로
인정해야 한다. 이 경우 르윗의 작품은 굿먼의 구분 중 온전히 자필적 예술에 속한다.
ii)를

받아들일

경우

르윗의

작품은

플랜

단계에서는

대필적이었다가

실행의

단계에서는 자필적이 된다. 즉 르윗의 ‘플랜’은 글로 표현된 것으로 그것을 카피한다고
해도 그 내용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대필적이며, 실제로 르윗의 지침을 보고
실행되었는지의 제작의 역사에 의해 작품의 동일성이 결정된다는 면에서 자필적이다.
필로우는 ii)의 정의가 르윗의 작품을 가장 잘 설명하므로 그의 작품을 정의할 때 이
경계가 채택되어야 하며, 이는 르윗의 <벽 그림>이 자필적 예술과 대필적 예술의
구분이 상호배타적이라는 굿먼의 주장에 대한 반증 사례가 된다고 주장한다.
르윗의 <벽 그림>에는 분명 전통적인 방식의 회화와는 다른 면이 있다.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작품의 구상에서 실행에 이르기까지 예술가가 직접 모든 작업을 했거나,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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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제에 의해 제작되었다면 예술가가 완성된 작품에 자신의 이름을 써 넣음으로 그것이
자신의 작품임을 인정하는 표시를 하기도 했다. 반면 르윗의 <벽 그림>은 예술가
자신이

작품의

구상인

‘플랜’을

만들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화가가

아닌

드래프츠맨들이고 그 실행의 과정에 드래프츠맨 각자의 해석과 스타일이 개입한다.
따라서 –동일한 악보를 보고 한 연주라도 연주자의 해석과 스타일에 따라 서로 매우
다른 연주들이 생겨나는 것처럼- 하나의 플랜에서 서로 다른 여러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다. 엄밀히 말해 <벽 그림>은 르윗과 드래프츠맨들의 협업에 의한 공동작품이다.
우리는 <벽 그림>에서 단지 르윗의 아이디어만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벽
그림>마다의 드래프츠맨에 의해 구현된 스타일과 감각적 결과물을 감상한다.
만약 필로우의 주장대로 ii)의 정의를 받아들인다면, 르윗의 지침을 보고 실행된,
그리고 그것을 준수한 모든 작품들은 -르윗의 허가와 독립적으로- 르윗의 작품이라는
지위를 얻게 된다. 이는 곧 기획의 단계에서는 대필적이었다가 실행의 단계에서는
자필적인 예술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굿먼의 자필적 예술과 대필적 예술이
상호 배타적이라는 이론이 틀렸음을 보여주는 반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굿먼이
자필적이라고 분류한 예술에서 위조를 염려할 필요가 없는 다수의 예화들이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ii)의 정의를 받아들여 르윗이 <벽 그림> 작업을 시작했을 당시 품었던
아이디어가 -플랜에 기초해서 서로 다른 동등한 지위의 작품이 여럿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잘 어필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예술 시장의 관습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미술 작품에 대한 우리의 직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즉 플랜을 그대로 따르기만 한다면
예술가의 허가 없이도 그 예술가의 작품이 된다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한 화가가
자신의 작품을 마음대로 베껴도 좋다고 선언했다 하더라도 -화가의 외침에 화답해 그
지침을 준수하는 <벽 그림>을 만들었을 경우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죄목으로 그
화가로부터 고소당할 일은 없겠지만- 우리의 미술 관습은 정말 마음대로 베낀 그 모든
작품들을 그 예술가의 작품으로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회화는 여전히 자필적이며 회화
작품의 동일성은 플랜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르윗이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결과물로서의 작품이 아닌, 그 작품에 내재한 ‘아이디어’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르윗의 인가 없이 단순히 르윗의 지침을 따른 <벽
그림>들이 ‘르윗의 작품’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필로우는 르윗의 작품을 첫 번째 기획의 단계에서는 대필적이었다가 실행의 단계에서
자필적인 예술의 사례로 들어 자필적 예술과 대필적 예술의 구분이 상호배타적이지
않음을 보이려 했지만 그가 선택한 ii)번 정의보다는 iii)번 정의, 즉 ‘화가 자신의 허가’
조건이 포함된 정의가 현재 예술 관습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필로우가
제시한

르윗의

작품의

사례는

굿먼의

자필적

예술과

대필적

예술의

구분이

상호배타적이지 않음을 보이기에 적절하지 않다. 굿먼의 이 구분은 여전히 예술작품에
있어서 위조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유용한 기준이 된다.
르윗의 작품은 현대 예술 관습에 비추었을 때 -즉 iii)번 정의를 받아들일 경우98

기획에서 완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자필적이다. ‘화가의 인증’이 그 작품의
진품성을 확인하는 단계에 포함된다. 따라서 여전히 위조의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이 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화가의 인증을 통해 작품에 부여된 진품성이 그 작품의 미적
차이를 만드는가는 우리가 이전에 작품의 귀속을 그 작품의 미적 평가의 고려에
포함시켰던 것과는 다른 성격의 문제라는 점이다. 인증 단계를 제외한 제작의 역사의
모든 단계에서 동일할 경우, 인증을 받은 ‘진품’과 받지 않은 ‘가짜’는 지각적으로 아무
차이가 없다. 이러한 경우 ‘달라 보일 것이라는 믿음’조차 가질 수 없다. 현재 아무
차이도 지각할 수 없듯이 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 의미의 차별성을 만들어낼 지각적
차이를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화가의 인증이 작품의 동일성의 차이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미적 차이를 만든다는 것은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필로우의 논문의 의미는 현대 예술의 새로운 표현 수단들을 마주하면서 다시 조명해볼
수 있다. 르윗의 <벽 그림>과 같이 예술가와 작품을 만드는 제작자가 다른 경우는 긴
예술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례들을 찾을 수 있으며, 앞으로 더욱 그러할 것이다.
굿먼이 기보 체계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감쪽같이 베낀 위조 작품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작품이 될 수 없는 자필적 예술로 분류한 회화, 조각의 경우에도 복제 기술이 발달할
경우, 기획 단계에서 대필적인 프로그램 언어로 된 아이디어가 제작 단계에서 3D
프린터로 실물로 구현된 경우 또는 0과 1의 배열로 환원될 수 있는 디지털 매체의
예술작품의 경우 예술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타인에 의해 임의로 복제되어 실제로
오리지널 작품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복제품들이 존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표현 수단이 디지털일 경우, 시각 예술이라 하더라도 그 예술작품은 더 이상 자필적일 수
없다. 왜냐하면 디지털화된 예술작품은 그 기보 체계가 구문론적으로 조밀하지 않은
분절적인 디지털 언어로 환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굿먼의 자필적 예술과 대필적 예술의 구분은 회화, 조각과 같은 전통적인 방식의
미술에 대해서는 여전히 위조가 가능한 예술로 구분할 수 있는 유용한 설명이겠지만,
만약 예술의 관습이 바뀌고 새로운 표현 수단이 도입될 경우 이 구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대해 굿먼은 자필적 예술과 대필적 예술의 구분은
자연적인 근거에 기초한 필연적인 구분이 아니라 현재의 예술 관습에 부합하는 구분이며
그의 이론은 변화하는 예술계의 상황과 양립 가능함을 밝힌 바 있다.

144

예술의 관습이

변하면 자필적 예술과 대필적 예술의 상호배타적인 구분 기준에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예외적인 사례들이 생겨날 수 있다. 굿먼은 어떤 예술이 대필적 예술이 되려면 “관습
또는 전통이 우선 확립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기보라는 수단에 의해 코드화되어야
한다”고 말한다.145 디지털 매체가 표현 수단인 시각 예술은 굿먼이 말한 이 두 가지 조건
모두를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 아트 작품들은 미술관에 가서 볼 수도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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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man, “Selections from Problems and Projects”, The Forger’s Art, p. 113.
Op. cit., p.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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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언어로 코드화되어

복제되며, 심지어 이동식 USB

메모리

칩에

저장되어

판매되기도 한다. 이렇게 복제된 작품들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는 있어도 적어도미적으로는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위조가 아닌 복제품으로써 대필적 예술의 경계를
확실히 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디지털적 복제품들은 원작과 동일한 미적 가치를
지닌다고 말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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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1962년 몬테카를로에서 열린 채플린 닮은 사람 뽑기 대회에서 찰리 채플린이 3등밖에
하지 못했다는 일화는 잘 알려진 이야기이다. 146 우리의 눈이 순수하고 객관적이라면
‘진짜’ 채플린은 당연히 1등을 차지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 날 채플린 닮은 사람을 가려낸 사람들은 순수한 눈을 가지지 못해서 제대로
평가할 수 없었던 것일까? 아니면 혹시 누군가 후보들 중에 진짜 채플린이 섞여 있고 그
중 누가 채플린인지 알고 있었으며 진짜 채플린을 1등으로 지목했다면, 진짜 채플린을
1등으로 지목한 그 사람은 속물적이라고 비난 받아야 마땅한가?
“채플린답다”라는 것은 채플린이라는 한 사람 자체와는 다른 어떤 전형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영화 속 또는 무대 위에서 보여진 채플린의 모습,
표정,

행동

등의

여러

특징들을

바탕으로

당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채플린은

이러이러하다’는 이미지가 구성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진짜 채플린이 그 날
대회에서 보여준 것과 일치하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채플린이 그 대회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혔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다. 채플린이 ‘안 채플린답게’ 연기했고
다른 참가자들이 보여주었던 연기가 채플린의 전형에 더 가까운 것이었다 하더라도, 여러
참가자들 중 한 명이 진짜 채플린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주어졌다면, 사람들은 참가자들의
움직임의 특징보다는 생김새, 체구 등과 같은 누가 진짜 채플린인지를 구별해낼 수 있는
특징들에 더 집중했을 것이고, 진짜 채플린으로 추정되는 그 참가자의 움직임들을
‘채플린다운’ 움직임의 특징들의 집합에 추가하게 되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림 한 점이 새롭게 발견되어 미술 시장에 등장했을 때 우리는 그 작품이
실제로 그 예술가의 작품인지를 그 예술가의 작품의 전형, 즉 그 예술가의 기존의 다른
작품들로 구성된 선례 집합의 변별적 특징들에 비추어 판단한다. 새로 발견된 작품의
특징들이 기존의 전형들과 일치한다면 그 예술가의 작품으로 쉽게 받아들여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 예술가의 작품이 아닌 것으로 기각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 작품에서 관찰 가능한 특징들이 그 화가의 전형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다른 확실한
증거들이 그 작품이 그 예술가의 작품임을 지지한다면 –관찰 가능한 특징들이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술가의 작품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그
예술가의 작품의 특징들의 집합 자체가 수정된다. 그 작품이 편입된 이후 발견된 다른
작품들은 그 수정된 특징들의 집합에 비추어 판단된다.
위조작품의 미적 가치에 관한 문제에 굿먼이 접근하는 방식은 내재주의 또는 다른
맥락주의들과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전통적 방식의 회화의 경우 위조
작품과 오리지널 작품이 지각적으로 동일한 것은 오로지 논리적으로만 가능한 실제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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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estler, p.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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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한 일이며, 자세히 들여다보면 위조품과 진품의 차이가 보이게 된다는 현실적인
고민에서부터 굿먼의 위조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다. 그리고 위작이라는 사실에 의해
원작에 비해서 필연적으로 그 가치가 떨어진다는 본질주의적 설명 대신, 굿먼은 귀속에
관한 정보가 예술작품에 들어 있는 기호들의 의미를 결정하는 맥락으로서 어떻게
미적으로 연관이 있는지에 관한 설명을 제시한다.
무엇보다도 굿먼은 내재주의자 또는 다른 맥락주의자들과 ‘미적인 것’을 다른 개념으로
전제한다. ‘미적인 것’이 지각 가능한 속성에 근거한 것임에는 모두가 동의한다. 그러나
내재주의자와 다른 맥락주의자들은 지각이 대상 세계의 속성을 있는 그대로 관찰자에게
전달해주는 객관적인 통로임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불변하는 지각에 근거한
‘미적인 것’ 역시 시간의 흐름 또는 관찰자의 믿음의 변화에 의해 바뀔 수 없다. (필자는
본고의 시작에서 이를 좁은 의미의 ‘미적인 것’으로 정의했다.) 반면 굿먼은 관찰자의
지식과 믿음들이 지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각적 가소성을 전제한다. 따라서 굿먼에게는
가변적인 지각에 근거한 ‘미적인 것’ 역시 감상자가 어떠한 지식과 믿음을 갖는가, 즉
문제의 작품이 어떠한 맥락에 놓이는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것을 넓은 의미의
‘미적인 것’으로 정의했다.)
굿먼의 견해를 따르면, 내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지식 또는 믿음과 같은
인지적 요인을 배제한 ‘순수한’ 관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형식적인 대상만으로 감상의
폭을 좁히지 않아도 되며, 작품의 지각 가능한 속성들과 별개로 그것이 진품이기 때문에
높은 미적 가치를 지니거나 위작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 미적 가치가 원작에 미치지
못한다는 막연한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된다.
위작의 미적 가치에 관한 물음에서 내재주의자와 맥락주의자들이 제시했던 대답들이
창과 방패처럼 서로 물려서 어느 한 가지 대답을 선택할 수 없었던 것은 우리의 지각이
대상 세계의 속성들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통로임이 전제된 좁은 의미의 ‘미적인 것’을
두고 논쟁했기 때문이다. 굿먼은 예술작품의 감상할 때 그 예술작품이 기호로서 미적으로
기능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맥락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지각이 우리의
믿음의 흔들림 없는 토대를 이루는 기초적 믿음을 제공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미적
감상에 맥락이 개입할 여지가 없을 것이나, 현대의 인간의 의식 활동에 관한 연구
결과들은 이러한 전제가 틀렸음을, 그리고 Languages of Art가 쓰여졌을 당시 굿먼이
전제했던 지각의 이론의존성에 관한 통찰이 옳은 것이었음을 지지한다. 관찰자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경험을 해왔는지가 지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각적 가소성을
인정하면서 미적 가치에 관해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미적인 것’의
정의 역시 감상자가 작품에 관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얼마나 섬세하게 작품을 읽어낼 수
있는지의 영향을 받는 넓은 의미의 ‘미적인 것’을 포함한 것이 되어야 한다.
굿먼에 따르면 작품의 귀속에 관한 정보들이 그 작품에 들어 있는 기호들의 의미를
결정하는 맥락으로 사용되며, 어떤 작품이 위작으로 밝혀지는 경우처럼 그 귀속에 관한
믿음에 변화가 생기면 이는 작품에 들어 있는 기호들의 미적 기능에 영향을 주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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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 가치도 변할 수 있다. 귀속에 관한 판단에서 우리는 언제나 틀릴 수 있고,
예술작품의 미적 가치의 판단 역시 바뀔 수 있다.
누군가 위조로 밝혀진 작품에 대해 이전과 다른 평가를 내리는 것을 속물적 처사라고
비난한다면, 굿먼식의 대답은 그 비난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쪽일 것이다.
순수한 눈은 없다. … 눈이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보는가는 필요와 편견에 의해
조절된다. 눈은 선택하고, 거부하고, 조직하고, 구별하고, 연결하고, 분류하고,
분석하고, 구성한다.147
관찰된 작품의 변별적 특징들을 기반으로 그 작품이 어떤 화가에 의해 언제 어느
지역에서 그려진 것인지 추측도 하며, 이렇게 모인 특징들은 양식을 구성함으로써 그
작품을 다른 위작과 구별해내는 기준으로 기능한다.

148

그리고 굿먼은 우리에게 작품이

말해주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자세를 갖출 것을 요구한다. 작품에 대한 지식은
작품을 지각하는 데 있어서 방향을 제시하며, 작품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질수록 작품에
들어 있는 의미들을 더 많이 읽어낼 수 있다. 의미론적으로, 구문론적으로 충만한 회화의
기호들을 ‘읽는’ 것은 우리의 지각, 지식, 상상력을 모두 동원한 미적 활동이며, 굿먼은
이 같은 감상의 지평을 확장함으로써 세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넓어질 수 있음을
역설한다.

147
148

Goodman, LA, pp. 7-8.
Elgin, p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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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thesis is about the aesthetic value of forgeries.
Aesthetic value is a specific kind of pleasure caused by the phenomenal properties
obtained only in disinterested stance, and has been considered as the core value among
many values that artworks possess. The phenomenal property has been considered to be
not influenced by knowledge or beliefs about the artworks, because it is based on
appearance and is caused by the observable properties of artworks; however, such a
point of view of aesthetic value is not appealing because it limits the core value of the
artwork too narrowly. I will call the aesthetic value that can be obtained only by
appreciating in disinterested stance “aesthetic value in the narrow sense”.
I agree that the aesthetic property is based on phenomenal properties. But I disagree
that the phenomenal properties are not influenced by observer’s knowledge or beliefs
related to the artworks, because perception is not a straightforward channel that conveys
objectively the properties laid in the world. Instead I believe that the aesthetic property
can change in accordance with the perception changes. In this thesis, I will call the
aesthetic value that is phenomenally variable and influenced by observer’s knowledge
and beliefs “aesthetic value in a broad sense”.
In chapter I, I will review various reasons to reject forgeries as inferior, the definition
of forgery, and several concepts related to and confusable with forgery. Then I will
identify indispensable inquiries and matters to be discussed separately when discussing
the aesthetic value of forgeries.
In chapter II, I will introduce and criticize three different answers to the question
“Should an artwork lose its aesthetic value when it is discovered to be a forgery?”:
Beardsley’s internalist answer, Lessing’s historical contextualist answer, and Danto’s
ontological answer that applies his indiscernibility argument ontologically to the forgery
context.
In chapter III, I will introduce Goodman’s answer to the same question and discuss
some critical objections raised to his idea. Goodman suggested that aesthetic difference
exists even if we cannot perceive any difference between one painting and a superlative
imitation of it, just by knowing that one is the original and the other is a fake. This
opinion aroused an enormous number of objections. Goodman’s argument, depending on
the possibility that “the difference shall be eventually perceived”, has been considered to
be counterintuitive under the empiricist tradition that presumes that human perception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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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objective pathway that conveys the properties of the world to human cognition.
Can’t aesthetic evaluation, if must be made on the basis of perceptual properties,
change over time? Then can it be founded upon reasonable ground? Goodman’s argument
that “there is aesthetic difference because it will look different” seems like begging the
question. But I will suggest that this question Goodman is begging touches a fundamental
problem of the justification of our beliefs. In chapter IV, I will compare two major
arguments on perceptual plasticity/neutrality, and I will argue that Goodman is not
begging the question but is asking an unavoidable question on human perception.
In the theory of knowledge, foundationalism and coherentism give different accounts
on the structure of human knowledge. Foundationalism holds that beliefs that comprise
our knowledge rest upon other beliefs, and that ultimately some basic beliefs exist that
do not rest upon other beliefs. In the empiricist tradition, “sense data” have been
considered to construct those basic beliefs that comprise the sound basis of human
knowledge. But if the perception that forms the foundation of those beliefs is subjective
or variable, and is therefore influenced by the theories that we adopt, then this
perceptual plasticity can be a logical defeater that can undermine the root of
foundationalism. Goodman’s argument depends that perceptual plasticity is correct, so it
became the main target at which attacks on Goodman’s argument have focused.
When considering the aesthetic problem of forgery, internalists explicitly assume, and
historical contextualist and Danto implicitly assume, the foundationalistic concept on
human perception: objective, invariable and theory-neutral. On the contrary, Goodman
assumed that human perception is subjective, variable and theory-laden. If aesthetic
value is determined by observable aesthetic properties, and the perception of the
aesthetic properties is variable, then sheer snobbery cannot be blamed for a change in
the aesthetic evaluation when an artwork is found to be a fake. If we are to reduce our
opinion of a forgery for aesthetic reasons, we need evidence that is more concrete than
just interpreting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difference in meaning based on external
entitlement, which is unrelated to perception. The reason that Goodman stresses the
aesthetic difference is that the perceived properties construct our knowledge of the
stylistic features, and that this knowledge not only guides the way we appreciate an
artwork, but also serves as a precedent class, a basis by which we can decide whether an
artwork is an original or a forgery.
In chapter V, I will introduce Goodman’s account of authenticity and Elgin’s support
that presents how misattribution should concern aesthetics. In addition, I will introduce
Elgin’s explanation of why forgeries are rejected whereas reproductions and copie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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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but are accepted to be pedagogically valuable. Elgin suggests that this difference in
response is related to the symbolic function of artworks.
Concerning authenticity, i.e., attribution: when, where and by whom an artwork was
done, is a mechanism for locating an artwork in the class of artworks by the same artist,
or by artists in the same school, and is related to the context that constructs what and
how the artwork conveys as a symbol. Thus, taking attribution into account to inform
our response to the artwork is aesthetically right, no less than art-historically and
epistemologically right. Forgery is aesthetically accused whereas slides and other
reproductions are not, but instead appear to be pedagogically valuable. Because it
pretends to be the original, a forgery purports to perform all and only the symbolic
functions of the original. However, a slide does not pretend to be the original, and
therefore performs a referential function as one of many paraphrases, and by being and
by presenting itself as a picture of the original.
In chapter VI, I will introduce Goodman’s account on autographic art and allographic art,
and the criticisms against it, then show the limit of Goodman’s theory. Goodman’s
suggestion that in autographic art, the symbol system of which is syntactically dense, ‘an
extremely subtle perceptual differences can matter the most aesthetically’ sounds
persuasive when applied to traditional fine art and its traditional reproducing formula. But
the theory cannot cover all of contemporary art practice, including digital arts and hightech reproduction. Furthermore, Goodman’s claim that forgery does not exist in
allographic art is plausible only with the forgery as a copy. Allographic art can and does
include pastiches. The distinction between autographic art and allographic art can be
collapsed by the possibility that paintings or sculptures can have a notational system
both delicate enough to be called ‘dense’ and syntactically articulative in digital way, as
the media change and reproduction technology improves. At that time forgeries of no
aesthetic differences will occur in autographic art in which Goodman said that forgeries
must have aesthetic differences; those digitally-reproduced copies can be said to have
the same aesthetic value as the original.

Keywords: Nelson Goodman, forgery, aesthetic difference, perceptual plasticity,
authenticity, attribution, symbol, context, paraphrase, autographic art,
allographic art, no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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