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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현대 뇌과학 분야의 권위자 세미르 제키(Semir Zeki)가
주도하고 있는 신경미학의 성과와 한계점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구체적으로 1994년부터 2017년까지 발표된 제키의 연구 성과물들을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여 그 이론과 실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다음, 각
각에 내재한 주요 난점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통해 그간 주로 단
일한 시각에서 단편적으로 논의되어왔던 제키의 신경미학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그것의 문제점 또한 비판적으로 재고하는 성과를 내고자 한다.
나아가 본 논문은 존 듀이(John Dewey)의 미학적 입장을 신경미학의 이
론적/철학적 준거로서 받아들인 헬무트 레더(Helmut Leder)의 연구를
하나의 대안적 사례로 제시하여 제키의 신경미학에서 발견된 한계점이
최근 제2세대 신경미학자들에 의해 극복되고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신경미학은 미학의 문제에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동시대 경험미학의
한 영역이다. 제키에 의해 그 학명이 처음으로 제안되고 독립된 학문으
로 정식화된 신경미학은 20세기 말에 이루어진 뇌과학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어 탄생한 신생학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신경미학의 역사는 더
오래된 것으로 그것의 직접적인 뿌리는 19세기 말 구스타프 페히너
(Gustav Fechner)가 정초한 실험심리학적 미학의 전통에 놓여 있다. 초
기에 신경미학은 기존에 밝혀진 과학적 사실들을 바탕으로 미와 예술의
본성에 대해 사변적으로 접근하는 서술의 형식을 취해 왔으며, 2004년을
기점으로 점차 신경영상(neuroimaging) 기술을 활용한 직접적인 관찰에
기초한 실험연구의 형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제키의 신경미학을 1994-2001년에 집약적으로 발표
된 서술 중심의 전기 연구와 2004년 이후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이하 fMRI) 장치를 이용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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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적 방법에 토대를 둔 후기 연구로 구분할 것이다. 제키의 전기 신경미
학은 시각 뇌(visual brain)와 시각 예술의 기능적 유사성에 관한 신경과
학의 병행론(parallelism)에 입각해 시각 예술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시각
예술에 대한 지각 경험의 신경 기반을 해명하는 데에 초점을 뒀다. 제키
의 전기 연구는 신경미학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예비적 탐구라고 할
수 있으며, 제키가 스스로 언급한 바처럼 본격적인 미학연구라기보다는
시각 뇌의 기능과 특수성을 예술에 대한 지각 경험에 연관지어 정교히
설명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개진된 뇌 연구로 볼 수 있다.
제키의 후기 신경미학은 이에 한 걸음 나아가 예술이 일으키는 미,
추 혹은 숭고의 감정과 같은 미적 반응의 신경 기반을 탐색하는 것으로
초점을 옮겼다. 제키는 회화와 음악, 사진을 포함한 실제 예술작품들을
주된 자극으로 삼아, 피험자들이 fMRI 장치 속에서 각 작품을 감상하는
동안에 뇌 속에서 일어나는 신경 작용을 관찰하는 실험들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아름다움이란 뇌의 내측 안와전두엽(medial orbitofrontal cortex,
이하 mOFC) 부위 신경세포들의 활성 작용과 상관관계를 갖는 신체 내
의 성질(quality)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뇌기반 미 이론
(Brain-based Theory of Beauty)’을 제시하였다. 최근까지 제키는 미적
경험과 mOFC의 상관관계에 관련된 가설들을 더욱 세분화한 다각적인
실험들을 실시함으로써 그의 미 이론을 입증하기 위한 경험적 근거들을
마련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뇌의 시지각 기능에 관한 전문가이자 신경생물학자로서 제키는 초기
의 저술 활동을 통해 신경미학을 ‘신경생물학에 기초한 미학이론’으로 정
의하고 완전한(complete) 미학이론은 반드시 뇌의 신경 활동에 관한 이
해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신경미학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키의 이 같은 견해는 한편으로는 미와 예술 경험을 포함한 인간의 모
든 행위가 근본적으로 뇌의 신경 활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 그의 이
론적/철학적 가정에 기초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신경과학에 대한
과도한 신뢰와 철학에 대한 잘못된 불신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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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존 철학적 미학의 유효성을 부정한 제키의 이러한 배타적 관점은
철학자들뿐 아니라 다양한 학문 간의 통섭을 제안하는 신경과학자들 사
이에서 비판되고 있다. 나아가 제키는 플라톤과 헤겔, 버크와 칸트, 벨과
같은 전통 미학자들의 본질주의 예술론과 미론을 신경생물학의 맥락으로
받아들여 미와 예술 경험에 고유하고 단일한 본질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
를 뇌의 특정한 신경적 상응물에 귀속시켜 정의하기를 시도했다. 제키의
이 같은 입장은 극단적 형태의 환원적 자연주의를 표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그의 신경미학에 내재한 이론적, 실제적 층위의 한계점
들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논문은 미와 예술 경험의 다양한 구성요소와 맥락의 중요성
을 강조한 듀이의 비환원적 자연주의를 제키 신경미학에 대한 이론적/철
학적 대안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듀이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레더의 신경미학을 제키의 신경미학에 대한 실천적 대안으로 제시하였
다. 인지심리학자인 레더는 미술사학자, 미술비평가, 인지신경학자, 신경
생리학자 같은 폭넓은 학문적 배경의 학자들과 학제적 연구를 추구한 제
2세대 신경미학자로 알려져 있다. 2004년에 레더의 연구팀은 예술에 대
한 미적 경험을 하나의 복합적이며 다층위적인 인지적, 정감적 처리과정
으로 파악하고 그것의 다양한 구성요소와 상호작용 관계를 도식적으로
분석한 ‘미적 경험 모델(A Model of Aesthetic Experiences)’을 내놓았
다. 이 같은 통합적 관점에서 레더는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미적 경험의
다양성과 그 신경 기반의 차이에 주목한 실험들을 실시하면서 제키의 극
단적 환원주의를 극복하고 있으며 신경미학 안에서도 미와 예술에 대한
맥락적 접근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주 요 어 : 세미르 제키, 신경미학, 신경과학, 시각 예술, 아름다움, 예술
경험, 헬무트 레더, 미적 경험 모델
학 번 : 2012-2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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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20세기 말에 새롭게 대두된 신경미학은 미학의 문제에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동시대 경험미학의 한 영역이다. 신경미학은 살아있는 인간의
뇌 활동을 비침습적 방식으로 촬영하는 신경영상(neuroimaging)1) 기술의 발
달에 힘입어 탄생하였다. 신경영상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미와 예술 현
상에 관련한 미학적 질문들이 뇌의 신경 활동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낳았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배경으
로 뇌과학과 미학을 융합한 신경미학이 경험미학의 새로운 탐구 영역으
로 자리 잡은 것이다. 오늘날 신경미학은 뇌과학뿐만 아니라 인지과학,
실험심리학, 진화생물학, 심리철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적 관점을 토대
로 시각 예술이나 문학, 음악, 영화, 무용과 같은 폭넓은 예술 장르와 미
적 현상들을 탐구하는 학제적 학문분야로서 미학 연구의 큰 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2)
본래 신경미학이라는 학명은 1999년 영국의 저명한 신경생물학자인
세미르 제키(Semir Zeki, 1940-)가 최초로 고안한 것이다. 제키는 뇌과학
분야에서 영장류의 시지각 관련 전문가로 잘 알려진 학자이다. 그는
1990년대 중반부터 시각 뇌(visual brain: 시지각 기능을 담당하는 두뇌
피질)에 관한 기존 연구 성과들을 시각 예술 연구에 접목하기 시작했
다.3) 제키는 그의 대표 저작인 『이너비전: 뇌로 보는 그림, 뇌로 그리는
미술(Inner Vision: An Exploration of Art and the Brain)』(1999)과 두
편의 논문 「예술과 뇌(Art and the Brain)」(1999), 「예술적 창조성과
1) 뇌의 구조나 활동을 측정하여 영상으로 보여 주는 기법. 컴퓨터 단층 촬영(CT), 양전
자 방출 단층촬영(PET), 자기공명영상(MRI) 등 여러 가지가 있다.
2) Skov and Vartanian (Eds.), Neuroaesthetics, Amityville, NY: Baywood Publishing
Company, 2009, pp.1-3
3) Onians, Neuroarthistory: From Aristotle and Pliny to Baxandall and Zeki, New
Haven, [Conn.];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7, p.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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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Artistic Creativity and the Brain)」(2001)를 통해 뇌과학과 미학을
융합한 새로운 탐구 영역을 ‘미학에 대한 신경학’, ‘신경생물학에 기초한
미학이론’ 또는 ‘신경미학’이라는 용어로 지칭하기를 제안했다. 그는 신경
미학을 통해 예술을 지각하거나 이로부터 아름다움이나 추함과 같은 미
적 감흥을 느끼는 예술 경험의 신경적 기반을 밝혀내는 것을 목표로 삼
았다. 본 논문은 제키가 주도하고 있는 신경미학의 주요 성과와 한계점
및 대안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제키는 2000년대 초반에 영국의 런던대학(University College of
London)과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버클리에 ‘신경미학원(Institute of
Neuroaesthetics)’이라는 공동연구기관을 설립함으로써 신경미학에 대한
집단적 연구를 추진하였다.4) 또한 그는 앞서 언급한 저서 외에도 프랑스
의 화가 K. 발튀스와의 대담을 기록한 『본질에 대한 추구(La Quête de
l’Essentiel)』(1995)와 『뇌의 영예와 불행: 사랑, 창조성, 그리고 인간 행
복에 대한 탐색(Splendors and Miseries of the Brain: Love, Creativity,
and the Quest for Human Happiness)』(2008)을 집필하는 등 꾸준한
저술활동을 이어왔다. 이를 통해 제키는 뇌과학과 미학의 접목 가능성을
주장하고 신경과학에 기초한 미학 연구의 필요성을 환기하면서 신경미학
을 하나의 공식적인 학문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 결
과 이전까지 과학이나 심리학의 하위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과학적 미학
은 하나의 독립된 분과 학문으로서 그 위상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키는 ‘신경미학의 창시자’라고 불린다.5)
그런데 제키의 신경미학은 위와 같은 그의 선구적인 업적에도 불구
하고 실질적인 탐구 내용과 성과들이 지금껏 체계적으로 검토되거나 적
절하게 평가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제키의 신경
미학이 주로 신경미학을 소개하는 개론적인 문헌이나 단일한 실험보고논
4) Douchová and Nešetřil, “S. Zeki and Neuroaesthetics: A Possible Framework to
Objectify Aesthetics”, Acta Universitatis Carolinae: Philosophica et Historica,
2010, Issue 2, p.25
5) Ibid.,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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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통해서 단편적으로 언급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는 제키의 신경미학이 과학적 미학의 유효성을 부정하는 철학자들로
부터 일찍이 비판을 받아온 데에 있다. 이들 철학자들은 미와 예술 현상
에 연루된 인간의 복잡한 심리상태와 심리학적 속성들이 뇌신경 세포들
의 신경 반응과 같은 생리학적 수준으로 환원되는 것에 강한 반대를 표
한다.
이러한 비판자들의 입장에 따르면 미와 예술에 관련된 미학의 문제
들은 본질적으로 주관적이며 규범적이기 때문에 실험심리학이나 신경생
리학과 같은 객관적인 과학적 접근으로 온전히 해명될 수 없다. 예컨대
L. 비트겐슈타인6)이나 G. 디키7)와 같은 철학자들은 예술작품과 감상자
를 둘러싼 다양한 상황이나 맥락이 엄격하게 통제된 실험실에서 예술에
대한 피험자들의 행동과 신경 반응을 관찰하고 이를 평균적인 수치로 양
화하여 예술 경험의 일반 원칙을 발견하려는 심리학적 미학의 실험적 탐
구 방법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객관적인 실험을 통한 접근은 개인적인
해석이나 경험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 예술 경험의 주관적인 속성을 포
착하지 못하므로 미학 연구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예술 경험의 단편들을 뇌의 신경적 상응물로 귀속시켜 설명한 제
키의 신경미학 이론들은 잘못된 것이다. 이와 같이 미학을 철학의 고유
한 탐구 영역으로 분리시키고 과학적 미학의 방법론을 비판한 철학적 미
학자들에 의해 제키의 신경미학은 자주 평가절하 되었으며, 나아가 신경
미학의 전망까지도 부정되곤 하였다.
그러나 N. 캐롤과 M. 무어, 그리고 W. 실리8)가 공동으로 지적하고
있듯이 이러한 기존의 비판들은 편향된 것으로, 미학을 극히 좁은 의미

6) Wittgenstein, Lectures on Aesthetics, Psychology, and Religious Belief, Oxford:
Basil Blackwell, 1966
7) Dickie. “Is Psychology Relevant to Aesthetics?”, Philosophical Review, 1962,
Vol.71, pp.285-302
8) Carroll, Moore and Seeley, “The Philosophy of Art and Aesthetics, Psychology,
and Neuroscience: Studies in Literature, Music, and Visual Arts”, in Aesthetic
Science: Connecting Minds, Brains, and Experience, Arthur P. Shimamura and
Stephen E. Palmer (Ed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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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축소시켜 내린 비판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주지하듯 18세기에 A. 바
움가르텐은 미학을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 정식화하면서 미학의 의미를
‘감각적 인식에 관한 학(science of sensory cognition)’이라고 정의하였
다.9) 미학이란 본래 기초적인 감각적 반응에서부터 고차적인 상상이나
감성적 판단에 이르기까지 매우 포괄적인 주제를 다루는 학문 영역으로
서 출범한 것이다. 즉 초기에 미학의 탐구 방식은 과학이나 철학 가운데
어느 한 가지 접근만으로 제한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둔 캐
롤이나 실리와 같은 동시대 철학적 미학자들은 바움가르텐의 기획으로
돌아가, 미학 연구를 위한 다양한 학문적 기반과 접근 방식을 포섭함으
로써 미학의 탐구 지평을 다시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
다.10) 이들이 적절히 지적한 것처럼, 예술 감상이나 미적 평가와 같은 미
적, 예술적 실천들은 개인의 취향이나 주관적인 해석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공통적인 지각적, 정감적, 인지적 처리능력과 이에
연관된 보편적인 심리과정들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변적인 철학의 방법뿐 아니라, 과학이나 심리학과 같은 경험적 방법들
이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될 때에 비로소 더욱 다각적이고 풍부한 미학적
통찰들이 제공될 것이며, 단일한 시점에서는 해결되지 못했던 미학의 문
제들이 새로이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미학에 대한 상이한 접근들을 포괄적으로 수용하
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제키의 신경미학에 새롭게 주목해보고자 한다. 다
시 말해 본 논문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미학의 탐구 영역을 좁은 의미로
제한함으로써 과학적 미학의 유효성을 부정한 철학자들과 달리, 미학의
문제에 대한 학제적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신경미학의 과
9) Ibid.; Seeley, “Philosophy of Art and Empirical Aesthetics: Resistance and
Rapprochement”, in The Cambridge Handbook of the Psychology of Aesthetics
and the Arts, Pablo P.L. Tinio and Jeffrey K. Smith (Ed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10) Carroll, Moore, Seeley, op. cit.; Seeley, “What is the Cognitive Neuroscience of
Art... and Why Should We Care?”, Newsletter of the American Society of
Aesthetics, 2011, Vol.31(2), p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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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방법을 긍정적으로 취하고자 한다. 이러한 입장을 토대로 본 논문
은 우선 제키의 신경미학의 내용과 성과에 대해 심도있게 고찰하는 것에
중점을 둘 것이다. 구체적으로 1994년부터 최근 2017년까지 개진된 제키
의 신경미학을 탐구의 시기와 주제에 따라 크게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정리한 다음, 주요 난점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뒤이
어 본 논문은 H. 레더의 신경미학을 하나의 대안적 사례로 제시함으로
써 제키의 신경미학에서 발견된 한계들이 극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찰
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통합적 관점에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개의 장
으로 구성될 것이다. Ⅰ장은 예비적 고찰로서, 신경미학의 탄생 배경과
주요 전개 양상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제키가 신경미학을
창안하게 된 학문적 배경과 근본 전제가 무엇인지 알아본 다음, 신경미
학의 역사적 기원이 G. 페히너의 실험미학적 전통에 있음을 밝힐 것이
다. 이어서 제키의 신경미학이 초기의 ‘서술적(descriptive) 신경미학’과
2004년 이후 본격화된 ‘실험적(experimental) 신경미학’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알아보고, 각각의 대표 연구 사례들을 간략히 소개할 것이다. 초
기 신경미학자들은 주로 추정(speculation)에 의거한 서술을 통해 뇌와
예술의 기능적 유사성을 강조한 뇌-예술 병행론(parallelism)을 제시하였
다.11) 반면 2000년대 중반에 새롭게 떠오른 신경미학자들은 직접적인 실
험과 관찰을 통해 미와 예술 현상의 신경적 기반을 탐색하는 데에 주력
하고 있다. 그 가운데 제키는 신경미학을 정초한 초기 신경미학자로 구
분되지만, 전기와 후기의 연구를 걸쳐 두 접근 방식을 모두 취하는 특징
을 보인다. 그러므로 제키의 신경미학을 전체적으로 고찰하는 일은 신경
미학의 과거와 현재를 역사적인 맥락에서 짚어보기 위한 기본 틀이 될
것이다.
Ⅱ장에서는 1994년에서 2001년까지 발표된 제키의 초기 저술들을 중
11) Chatterjee, “Neuroaesthetics: Descriptive and Experimental Approaches”, in The
Cambridge Handbook of the Psychology of Aesthetics and the Arts, Pablo P.L.
Tinio and Jeffrey K. Smith (Ed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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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그의 전기 신경미학의 이론과 실제를 다루고자 한다. 우선 제키
의 전기 이론의 핵심 쟁점으로서 그가 시각 뇌의 기능에 연관지어 새롭
게 규정한 시각 예술 개념을 소개하고, 그것의 철학적 준거가 무엇인지
알아볼 것이다. 제키는 플라톤과 헤겔을 비롯한 전통미학자들의 형이상
학적 이론들을 신경과학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시각 예술을 정의하였
다. 또한 제키는 시각 예술가를 시각 뇌의 기능을 탐색하는 뛰어난 신경
과학자로 간주하면서, 시각 예술의 본성과 기능을 규명하였다. 이러한 이
론적 가정을 바탕으로 시각 예술을 지각하는 경험의 신경학적 원리를 해
명하고자 한 것이 제키의 전기 신경미학이다. 제키가 스스로 밝힌 것처
럼 당시의 연구는 예술에 관한 심층적인 논의를 제공하기보다는 뇌의 생
리학적 특성에 관한 일반론을 제공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Ⅲ장에서는 2004년 이후 본격적으로 개진된 제키의 실험적 신경미학
을 이론과 실제의 층위로 구분하여 살펴보겠다. 제키의 전기 신경미학이
예술 지각에 관한 기초적인 신경학적 통찰들을 제공했다면, 그의 후기
연구는 예술에 대한 미적 경험(가령 미, 추, 숭고에 대한 판단과 이를 느
끼는 감정), 특히 예술이 환기하는 아름다움의 신경 기반을 밝히는 일을
주된 탐구 과제로 삼았다. 간단히 말해 제키는 예술로부터 아름다움을
느끼는 동안에 뇌 속에서 일어나는 신경 반응을 관찰한 다음, 이에 근거
하여 아름다움의 본성을 신경학적으로 해명하고자 했다. 그의 이러한 시
도는 기존 철학자들의 미학이론을 신경학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실험의
가설로서 받아들인 다음, 이를 경험적으로 증명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
다. 대부분의 실험에서 제키가 가설의 중요한 철학적 준거로 삼은 것은
버크와 칸트, 벨과 같은 근대미학자들의 논의이다. 가령 제키는 버크의
통찰을 참조하여 ‘아름다움이란 감각을 매개로 한 신체 내부의 성질’이라
는 가설을 설정하고, 실험적 검증을 통해 ‘신체 내부의 성질’을 뇌의 내
측안와전두피질(medial orbitofrontal cortex) 영역 세포들의 활성 반응에
대응시켰다. 제키는 이 같은 탐구 내용을 가리켜 ‘뇌기반 미 이론
(Brain-based Theory of Beauty)’이라고 명명하였다. Ⅲ장의 논의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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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이에 관련된 그의 대표적인 실험연구 성과들을 살펴볼 것이다.
Ⅳ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제키의 전기/후기 신경미학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제키 신경미학의 주요 한계점들을 ‘근본 전
제의 문제’, ‘이론적 가정의 문제’, ‘전기 및 후기 연구의 문제’로 구분하
여 검토할 것이다. 각 문제의 핵심 쟁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키는
생물학에 기초한 미학이론만이 완전(complete)하다고 선언하며, 신경미학
이 기존의 철학적 미학을 대체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제키의
이 같은 입장은 철학과 과학을 근본적으로 배타적인 관계로 분리시킴으
로써 생물학의 우월성을 강조하고자 한 선입견이 전제된 것이다. 둘째,
제키는 미와 예술의 본성을 특정한 본질로 환원시켜온 플라톤, 칸트, 벨
과 같은 전통 미학자들의 관점을 자의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극단적 성
격의 환원적 가정들을 제시하였다. 즉 그는 신경생물학의 관점에서 미적
보편자와 예술적 보편자를 각각 규명하기 위해 미와 예술에 연루된 경험
들을 뇌의 특정한 신경적 상응물에 대응시켜 해명하려 시도했다. 그러나
뇌의 신경세포 단위에 초점을 맞춘 제키의 극단적인 환원적 가정들은 미
와 예술 경험의 고유한 본성을 적절히 포착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셋째, 이러한 제키 신경미학의 극단적인 환원적 자연주의는 그의
전기 및 후기 연구에서 발견되는 주요 난점들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다. Ⅳ장에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Ⅴ장에서는 제키 신경미학의 극단적인 환원적 자연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제키가 이론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
극단적인 환원적 가정에 대한 대안으로서 J. 듀이의 비환원적 자연주의
미학을 제시할 것이다. 나아가 듀이 미학의 기본 입장을 이론적/철학적
준거로 삼아 신경미학에 맥락적인 관점을 적용한 H. 레더의 연구 사례
를 하나의 실천적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즉 본고의 마지막 장에서
는 최근 레더와 같은 2세대 신경미학자들 사이에서 제키와 같은 1세대
신경미학자들이 제시한 극단적인 환원적 접근을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환
으로 미적 경험의 맥락적 측면에 주목한 통합적 모델이 제시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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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에 기초한 새로운 방식의 실험연구들이 개진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자 한다.
이상과 같이 본 논문은 제키의 신경미학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그
의의와 한계점 및 대안에 대하여 고찰한 작업이다. 본 논문은 국내외 학
계에서 제키의 신경미학 전반을 전기와 후기로 세분하고 이론과 실제의
층위로 체계화하여 포괄적으로 정리했을 뿐만 아니라, 신경미학의 주요
난점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적인 방향까지 고찰한 최초의 시도라
는데 의미를 두고자 한다. 2000년대 초반 신생학문으로 대두된 이래로
신경미학은 해외 학계에서 이미 그 학문적 입지를 견고히 해왔으며, 최
근 국내 학계에서도 새롭게 주목받는 연구 분야로 급격히 부상하고 있
다. 그러나 신경미학에 관련한 제키의 전반적인 학문적 성과들은 국내
학계에서뿐 아니라 해외 학계에서도 아직까지 심층적으로 조명되거나 체
계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본 논문은 그간 제키의
신경미학이 개론적인 글이나 비판적인 문헌들을 통해서 단편적으로 소개
되거나 부분적으로 언급되는 데 그쳤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두고, 제키의
신경미학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 데서 출발하였
다. 본고의 논의가 신경미학의 전개와 현황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데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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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예비적 고찰: 신경미학의 탄생과 전개
1. 신경미학의 역사적 기원
1) 제키의 신경미학적 기획
신경미학의 선구자로 알려진 S. 제키는 1960년대 후반부터 영장류의
시각 뇌에 관한 연구에 크게 기여하면서 신경과학 분야의 대가 중 한 사
람으로 부상하였다. 제키는 약 40 여 년 전 원숭이의 시각 뇌에서 대상
의 기울기와 움직임에 대해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신경세포들을 최초로
발견하였다. 또한 그는 시각 뇌가 각기 다른 시각 속성들을 처리하기 위
해 기능적으로 국지화(localization) 되어 있음을 밝혀냈다. 제키는 1980
년대부터 급격하게 발전한 신경영상 기술을 활용하여 시각 뇌에 관한 연
구를 심화시켰으며, 1993년에 출간한 저작 『뇌의 시각(A Vision of the
Brain)』을 통해 그 성과물들을 집약하였다.
이듬해인 1994년에 제키는 M. 램과 공동으로 집필한 시각 예술에
관한 그의 첫 번째 논문인 「키네틱 아트의 신경학(The Neurology of
Kinetic Art)」을 발표함으로써 시각 뇌의 움직임 선택적 세포들에 관한
연구 결과를 예술작품 연구에 처음 적용해보였다. 당시 뇌과학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인 『뇌(Brain)』에 실렸던 그의 논문은 많은 과
학자들의 주목을 이끌어냈으며, 제키는 세계 곳곳에서 관련 주제에 관한
강연들을 초청 받았다. 이 같은 경험은 제키로 하여금 사람들이 ‘예술과
뇌’라는 주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확신하게 한 계기가 되었
다.13) 일 년 후 제키는 프랑스의 화가 K. 발튀스와 함께 예술과 뇌를 주
제로 나눈 여러 차례의 담화 내용을 책으로 엮어 『본질에 대한 추구』
13) Zeki, Inner Vision: An Exploration of Art and the Brain (이하 Inner Vision),
Oxford;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p.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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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라는 제목으로 출판하였다.
이후 제키는 미국의 산타모니카에 소재한 게티 미술관(Getty
Museum)에 연구원으로 초빙되는데, 그곳에서 제키는 시각 뇌에 관한
자신의 전문 지식들을 서양 현대미술을 중심으로 한 실제 예술작품 사례
에 접목시키는 작업에 몰두하였다. 이 시기 새롭게 거둔 연구 결과물을
집대성하여 책으로 출판한 것이 『이너 비전: 뇌로 보는 그림, 뇌로 그리
는 미술』(1999, 이하 『이너 비전』)이다. 이어서 제키는 『이너 비전』
을 요약적으로 소개한 논문 「예술과 뇌」(1999) 및 「예술적 창조성과
뇌」(2001)를 발표하면서 신경생물학에 기초한 미학 연구의 필요성을 강
조하고, 미적 경험의 신경생물학적 기반을 탐구하는 학문분야를 가리켜
‘신경미학’이라고 지칭하였다.
제키의 신경미학은 인간의 모든 행위가 근본적으로 뇌의 신경 활동
(neural activity)이 확장되어 산출된 “뇌의 산물(product of the brain)”
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14) 그의 설명에 따르면 예술의 창작이나 감상
과 같은 인간의 특정한 행위에는 뇌의 특정한 신경 활동들이 중점적으로
관여하는데, 이 때 이 특정한 행위를 지배하는 뇌의 특정한 신경 활동들
은 어떤 보편적인 신경학적 법칙에 종속된다. 이에 관련한 제키의 진술
들을 살펴보자.
모든 시각 예술은 뇌를 통해 표현되므로 시각 예술의 착상
이나 제작, 감상도 뇌의 법칙을 따른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뇌
활동을 고려하지 않은 미학이론은 결코 완전(complete)하다고
할 수 없다.15)

14) 이러한 가정은 인간의 모든 정신적, 육체적 활동이 뇌의 통제를 받는다는 생각에 근
거한다. 예컨대 제키는 화가 K. 발튀스와의 대담에서 “당신은 화가이기 이전에 하나
의 뇌이다”라고 단언했는데, 이러한 진술은 인간의 고차적인 정신능력에서부터 기초
적인 감각능력까지 모두가 뇌의 신경화학적 작용에 귀속된다는 믿음을 전제하고 있
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키는 향후 신경미학이 인간의 미적, 예술적 행위 뿐 아니라 종
교적 믿음이나 도덕성, 법(juriprudence) 등의 신경 기반에 대해서도 해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Zeki, “Artistic Creativity and the Brain”, Science, 2001,
Vol.293(5527),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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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신경생물학에 근거하지 않은 어떠한 미학이론도 만족
스러운 것이 될 수 없다고 확신한다.16)
이와 같이 제키는 예술 분야의 미적 행위들을 다루는 미학이론은 반
드시 뇌에 관한 신경과학적 이해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키는 자신의 신경미학적 기획을 “견고한(solid) 신경생물학에
기초한 미학이론”이라고 소개하며17), 신경미학 연구를 통해 “철학자들이
나 예술가들뿐 아니라 신경과학자들의 관점을 모두 충족시키는 일반적이
고 보편적인 미학이론”을 확립할 것을 추구하였다.18) 그리고 이를 위해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탐구 과제는 예술의 창작이나 감상과 같은 특정
한 미적 행위의 근저를 이루는 공통적인 신경 기반이 무엇인지에 대해
밝혀내는 일이었다.

2) 신경미학의 전사
제키의 기획과 같이 미적 행위의 신경학적 기반을 탐구하려 한 최초
의 신경미학적 시도는 18세기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19) 가령 1792년
에 E. 다윈은 인간의 정신 상태가 생리학적 기제로 설명될 수 있다고 주
장했는데, 다윈의 이 같은 생각은 당시 많은 미학자들 사이에서 미적 경
험의 국면들이 생리학적 기초를 갖는다는 미학적 견해를 초래하였다.20)
그러나 동시대 신경미학의 가장 직접적인 뿌리는 19세기 독일의 G. 페히
너가 정초한 실험심리학(experimental psychology)적 미학의 전통에 놓
여 있다.21) 1860년에 『정신물리학의 기초(Elemente der Psychophysi
15) Zeki, Inner Vision, 1999, p.1
16) Zeki, “Artistic Creativity and the Brain”, 2001, p52
17) Zeki, “Art and the Brain”, Daedalus, 1999, Vol.127(2), p.1
18) Zeki, Inner Vision, 1999, p.5
19) Skov and Vartanian, Neuroaesthetics, 2009, p.2
20) Darwin, Zoonomia; or The Laws of Organic Life (PartⅠ), London: J. Johnson,
1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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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를 집필한 페히너는 자극과 감각의 세기 간의 관계를 양적으로 연구
하는 정신물리학(psychophysics)을 개척한 물리학자였다. 또한 그는 정
신물리학의 관점을 심리학 연구에 적용함으로써 특정한 물리적 자극에
대한 경험의 변화를 측정 가능한 수치로 양화하여 관찰하는 실험심리학
적 방법론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1870년대에 이르러 페히너는 그의 주요
저작 『실험미학(Zur experimentellen Aesthetik)』(1871)과 『미학입문
(Vorschule der Aesthetik)』(1876)을 발표하면서 실험심리학적 방법론에
기초한 경험미학 분야를 새롭게 제창하였다.22)
페히너는 자극의 물리적 속성과 그것이 일으키는 감각 반응 사이에
일정한 상응관계가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이를 탐구하는 정신물리학의
유형을 ‘외적(outer) 정신물리학’과 ‘내적(inner) 정신물리학’으로 구분하
였다.23) 외적 정신물리학은 자극의 물리적 속성의 변화와 그에 대한 감
각 반응 사이의 상응관계에 초점을 둔 반면, 내적 정신물리학은 그러한
감각 반응과 그 근저의 신경 활동 사이의 상응관계에 초점을 둔 분야를
일컬었다. 이러한 정신물리학의 관점을 미학 연구에 적용할 경우, 자극의
물리적 속성은 시각 예술과 같은 미적 대상의 형태나 색깔, 비율 등을
의미하며, 감각 반응은 그것이 야기하는 즉각적인 시각 반응이나 쾌/불
쾌의 느낌 혹은 감정 등으로 이해할 수 있다.
페히너는 정신물리학에 기초한 실험심리학적 방법론을 미학에 도입
하여 예술작품의 물리적 속성과 그에 대한 행동적/감각적 반응들, 그리
고 그러한 반응의 근간이 되는 신경 활동 사이에 존재하는 두 층위의 상
21) Skov & Vartanian (Eds.), op. cit.
22) 그는 『미학입문』의 서론에서 사변적 성격을 띤 기존의 철학적 미학을 ‘위로부터의
미학’이라고 부르며, 이에 맞선 경험적 성격의 과학적 미학을 ‘아래로부터의 미학’이라
고 지칭하였다. (Fechner, Vorschule der Aesthetik, Leipzig: Druck und Verlag von
Breitkopf und Hartel, 1876)
23) Vartanian, “Empirical Aesthetics: Hindsight and Foresight”, in The Cambridge
Handbook of the Psychology of Aesthetics and the Arts, Pablo P.L. Tinio and
Jeffrey K. Smith (Ed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Chatterjee
and Vartanian, “Neuroscience of Aesthetics”,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2016, Vol.13691(1), pp.17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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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관계에 대해 밝히고자 하였다. 이러한 페히너의 시도를 계승한 20세기
경험미학자들은 다양한 실험심리학적 접근방법을 계발하여 영향력 있는
이론들을 구축하였다.24) 예컨대 1971년에 D. 벌라인은 대뇌피질에 대한
신경학적 사실과 실험미학적 행동데이터를 수집한 결과, “미적 선호는
생리학적 흥분에 의해 결정된다.”는 가설을 제시하였다.25)
1980-90년대에 이르자 PET26)나 fMRI27) 같이 고도로 발달한 신경
영상 기술이 출현함에 따라 신경과학 분야에서 혁명이 진행됐다. 그 결
과 신경과학자들은 예술작품과 같은 미적 대상을 경험할 때 발생하는 뇌
활동을 더욱 정교한 방식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29) 단적으로 말하
자면 페히너가 일찍이 19세기에 구상했던 ‘내적 정신물리학’은 신경과학
계의 혁명을 거친 20세기 후반에 와서야 실질적으로 실현이 가능했으며,
진정한 의미에서 신경미학은 바로 이 시기에 도래했다고 볼 수 있다.30)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신경미학은 20세기 말에서 21세기 초엽,
제키에 의해 그 학명이 창안되고 구체적인 연구 성과물들이 축적되면서
새로운 학문영역으로서 출범하였다. 그러나 신경미학이 탄생하기까지의
역사는 훨씬 오래된 것으로, 그것은 18세기와 19세기에 걸쳐 형성된 경
험미학적 전통의 연장선상에 있다. 미국의 신경과학자이자 신경미학자인
24) 본고에서는 논지의 전개상 페히너의 방법론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을 것
이다. 오늘날 많은 경험미학자들과 신경미학자들이 계승하고 있는 페히너의 실험심리
학적 방법론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국내 학술논문으로는 정혜윤의 「신경미학, 무엇이
문제인가?」등이 있다. 정혜윤의 논문에서는 페히너의 실험심리학적 방법론이 갖는
한계점들에 초점을 둔 비판적 논의들이 중심적으로 다루어진다.
25) Berlyne, Aesthetics and Psychobiology, New York: Appleon-Century-Crofts, 1971
26) 양전자 방출 단층촬영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혈관 속의 방사선에 반응하
는 화학물질을 주입한 후 뇌의 각 부분에서 이 물질이 흡수되어 활용된 정도를 측정
함으로써 국지적 뇌 활동 정도를 진단하는 기법. (러셀 폴드락 외 지음, 김초복 옮김,
『fMRI 데이터 분석의 이해: 인지신경과학 연구를 위한 fMRI 데이터의 처리와 분
석』, 서울: 학지사, 2015, p.19)
27)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fMRI는 뇌에 있는
신경세포들(neurons)이 활동을 하면 그 영역을 통과하는 혈류량이 증가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국지적 뇌 활동 정도를 반영하는 국지적 혈중 산소치 변화를 측정하는 기법
이다. (Ibid., p.5)
29) Skov and Vartanian (Eds.), op. cit.
30) Chatterjee and Vartanian, op. cit,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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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채터지31)는 신경미학의 다양한 함의에 대해 언급하면서 신경미학의
일반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신경과학의 맥락에서 미적 경험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들은
모두 신경미학으로 분류될 수 있다. 신경미학에서 미적 경험
이란 아름다운 사물이나 예술작품과 같은 미적 대상을 마주함
을 통해 생성된 감정이나 판단, 행위들, 그리고 그러한 생성의
기초가 되는 과정들을 두루 가리킨다. 신경미학자들은 전형적
으로 “미적 경험은 뇌 속에서 어떤 식으로 구현될까?” 그리고
“뇌에 관한 [과학적] 사실들은 어떤 방법으로 미적 경험에 대
한 우리의 이해에 기여할 수 있을까”와 같은 상호보완적인 질
문들에 답하고자 한다.32)
그에 따르면 신경미학은 경험미학과 함께 인지신경과학(cognitive
neuroscience), 정감신경과학(affective neuroscience)을 포함한 넓은 학문
적 범주에 걸쳐있다. 또한 채터지는 신경미학자들이 취해온 다양한 접근
들은 크게 서술적(descriptive) 접근과 실험적(experimental) 접근으로 구
분될 수 있다고 말한다. 다음 절에서는 이 같은 채터지의 유형 구분을
기준으로 삼아 2000년 전후의 초기 신경미학과 2004년 이후 본격화된 신
경미학의 주요 전개 양상에 대해 살펴보겠다.

2. 신경미학의 전개 양상: ‘서술적’ 및 ‘실험적’ 접근
채터지에 따르면 신경미학은 ① 연역적인 추론과 서술의 방식을 바
31) 채터지는 여러 문헌들을 통해 신경미학의 정체성과 역사적 기원, 현황 및 향후 방향
에 관한 통찰들을 제시해오고 있다.
32) Chatterjee, op. cit.,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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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전개되는 ‘서술적’ 신경미학과 ② 직접적인 실험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고 결론을 귀납적으로 도출해내는 ‘실험적’ 신경미학의 두 가지 유
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신경미학자들은 뇌에 관한 기존의
신경학적 연구 성과들을 미적 경험에 관한 논의에 연관지어 가설을 제시
하거나 이론을 구축한다. 다시 말해 서술적 신경미학의 주장들은 미적
경험과 뇌 활동 사이의 연관성에 관한 그럴듯한 추측들을 신경과학적 사
실에 논리적으로 연결시킨 조합으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므로
서술적 신경미학은 질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
로 실험적 신경미학의 주장들은 실험실의 통제된 상황에서 미적 경험에
관계된 변수들을 변화시키며 그에 따라 발생하는 피험자들의 행동적/생
리학적 효과와 반응들을 통계적으로 집결한 데이터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양적인 성격을 갖는다.33)

1) 초기 신경미학자들의 서술적 접근
제키를 대표한 초기 신경미학자들은 대부분 전자의 서술적 접근을
취했던 반면, 2004년을 기점으로 새롭게 대두된 신경미학자들은 주로 후
자의 실험적 접근을 중점적으로 취하고 있다. 그 가운데 제키는 초기 신
경미학자로 구분되면서도 전기와 후기의 연구를 통해 ‘서술적’ 접근과
‘실험적’ 접근을 모두 순차적으로 취해왔다는 점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하
다. 초기의 서술적 접근을 통해 신경미학의 개념을 선도한 대표적인 학
자들은 제키를 포함하여 M. 리빙스턴, V. 라마찬드란과 W. 허스타인 같
은 신경과학 분야의 대가들로 알려져 있다.34)
이들은 공통적으로 특정한 시대나 사조의 미술작품들을 예시하면서,
그 작품을 창작하거나 감상하는 동안에 발생할 것으로 추측되는 뇌 활동
33) Ibid.
34) Ibid.; Chatterjee, “Neuroaesthetics: A Coming of Age Story”, Journal of Cognitive
Neuroscience, 2010, Vol.23(1), pp.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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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신경학적 지식을 동원하여 설명하였다.35) 특히 예술작품의 지각
적 속성(시각 예술의 경우, 선분이나 색채, 명암 등)과 뇌의 신경학적 원
리 사이의 유사성(parallels)에 관해 해명하는 것이 초기 신경미학자들의
주된 관심 대상이었다.
가령 제키는 시각 뇌의 신경 체계와 시각 예술가의 목표가 유사하다
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즉 시각 뇌와 시각 예술가 모두 세계의 시각적
속성을 이해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시각 뇌는
외부 세계의 시각 정보를 색, 휘도, 움직임과 같은 속성으로 분해한다.
마찬가지로 (특히 지난 19-20세기의) 많은 시각 예술가들은 다양한 시각
적 속성들을 분리하고 강화시키는 화법들을 창안해왔다. 예를 들어 A.
마티스는 색을 강조한 반면, A. 칼더는 움직임을 강조한 것처럼 말이다.
따라서 제키는 초기의 저술들을 통해 예술가란 시각 세계에서 중요한 시
각적 속성의 차이들을 구별하고 기능적으로나 해부학적으로 뇌 안에 분
리되어 작동하는 시각적 모듈들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는 신경과학자와
같다고 제안하였다.
채터지가 ‘뇌-예술 병행론(parallelism)’이라고 명명한 이 같은 이론
적 입장은 예술가들이 시각적 재현에 관한 전문가이며, 뇌의 시각 처리
원리에 대해 직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독특하고 창의적인 예술적 표현을
구현한다고 간주한다.
2002년에 리빙스턴36)은 예술가들이 그림의 시각적 효과를 창출할
때 사용하는 상이한 시각적 요소들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관해 설명하
였다. 가령 C. 모네의 <인상, 해돋이(Impression, Sunrise)>(1872) 같은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에는 반짝이는 물의 표면이나 수평선 위에 반사된
태양 광선의 반짝이는 효과가 자주 나타나는데, 이 같은 효과는 감상자
의 시각 뇌에 위치한 두 가지 시각정보 전달경로37) 사이의 상이한 시각
35) 김채연, 「신경미학의 현황: 발전과 전망」, 『한국심리학회지: 인지 및 생물』, 제27
집, 2015, p.343
36) Livingstone, Vision and Art: The Biology of Seeing, Newyork, NY: Abrams, 2002
37) 뇌의 후두엽 부위에 위치한 1차 시각 영역에 전달된 시각 신호는 2차 분석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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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처리의 조합 작용으로 인해 생겨난다는 것이다. 리빙스턴은 뇌 속에
서 일어나는 시각적 속성들의 조합 작용이 시각 예술의 지각적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상세히 해명하면서 예술가들이 이러한 시각 체계의
원리에 기반하여 특정한 미적 효과를 산출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1999년 라마찬드란과 허스타인38)은 미적 경험의 기초가 되는
일련의 지각 원리들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특히 예술작품의 아름다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정점이동효과(peak shift effect)"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간단히 말해 정점이동효과란 우리가 어떤 자극을 받
고 있을 때, 그 자극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에 대한 반응 역시 더 커
지는 현상을 말한다. 라마찬드란과 허스타인은 예술가들이 이러한 효과
를 이용하여 자신의 작품 속에 특정한 시각적 자극을 극대화함으로써 감
상자로 하여금 미적 쾌감을 느끼게 유도한다고 설명하였다. 가령 추상미
술의 경우, 화가들은 뇌의 신경체계를 특별히 자극하는 특정한 색채나
형태들을 작품 속에 과장되게 배치함으로써 감상자가 본능적으로 쾌감을
느끼도록 하는 기법들을 연구하는데, 이 때 화가들은 의식적으로든 혹은
무의식적으로든 정점이동효과에 의지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추정에 기반한 서술을 주된 접근방식으로 채택한 초기
신경미학자들은 뇌와 예술에 관한 병행론의 관점에서 예술작품의 제작과
지각이 뇌의 신경학적 원리에 부합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입증하고
자 했다. 다시 말해 뇌-예술 병행론의 궁극적인 과제는 각 이론들이 제
시한 신경미학적 가정들이 반증 가능한 가설로서 성립되어 향후 실험적
연구를 통해 검증되는 것이었다.39)
두 가지 경로로 뇌의 다른 위치에 전달된다. 그 하나는 두정엽으로 전달되는 dorsal
stream(‘where’ pathway)이고 다른 하나는 측두엽으로 전달되는 ventral
stream(‘what’ pathway)이다. Dorsal stream에서 전달되는 정보는 두 인접 대상의 휘
도의 대조 및 차이(contrast of luminance), 움직임, 공간적 위치 등이며, ventral
stream에서 전달되는 정보는 형태, 색채 등이다. (손정우 외, 「신경미학이란 무엇인
가?: 정신의학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 『신경정신의학』, 제52집, 2013, p.4)
38) Ramachandran and Hirstein, “The Science of Art: A Neurological Theory of
Aesthetic Experience”, Journal of Consciousness Studies, 1999, Vol.6(6-7), pp.15-51
39) Chatterjee, “Neuroaesthetics: A Coming of Age Story”, 2010, 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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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4년 이후 신경미학자들의 실험적 접근
실제 예술작품들을 주된 자극으로 삼아 신경영상 실험을 실시한 신
경미학 연구가 본격적으로 수행되기 시작한 것은 2004년이다. 우선 2004
년에 예술작품의 감상에 관여하는 다양한 심리처리 과정들을 분석하여
도식적으로 나타낸 H. 레더의 ‘미적 경험 모델(A Model of Aesthetic
Experiences)’40)이 발표되면서 신경미학의 실험적 접근을 위한 보편적인
이론적 틀이 마련되었다. 레더의 모델은 기존에 실험심리학 분야에서 시
행된 많은 실험 연구들을 종합하여 예술작품에 대한 감상이 크게 인지적
과정들과 정서적 과정들의 병렬적 통합에 의해 기능한다는 견해를 제시
하였다. 레더의 모델에서 제시된 인지적, 정서적 처리과정들과 그 다양한
구성 요소들은 이후 신경미학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조되었다.41)
또한 2004년은 fMRI나 MEG를 활용하여 미술작품의 감상이나 아름
다움의 경험에 관여하는 뇌 영역을 추적한 대표적인 실험 논문이 동시에
세 편이나 발표된 해이기도 하다. 먼저 H. 카와바타와 제키42)는 fMRI
기계 속에 앉은 피험자들에게 추상화, 정물화, 풍경화, 초상화를 포함한
회화작품들을 보여주고 이들을 각각 ‘아름다움’, ‘보통’, ‘추함’으로 평가하
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험자들이 위 세 그룹으로 분류된 작품 군을 다
시 바라보는 동안 뇌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아름
답다고 판단된 작품 군에 대해서는 안와전두엽(orbitofrontal cortex)이
활성화된 반면, 추하다고 판단된 작품 군에 대해서는 해당 부위의 활성
이 눈에 띄게 떨어진 결과가 나타났다.
O. 바타니안과 V. 고엘43) 역시 fMRI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피험자
40) Leder et al., “A Model of Aesthetic Appreciation and Aesthetic judgments”, 2004
41) Vartanian and Nadal, “A Biological Approach to a Model of Aesthetic
Experience”, in Dorfman L. Martindale C. & Petrov V. (eds.), Aesthetics and
Innovation. Newcastle, UK : Cambridge Scholars Pub, 2007
42) Kawabata and Zeki, “Neural Correlates of Beauty”, Journal of neurophysiology,
2004, Vol.91(4), pp.1699-705
43) Vartanian and Goel, “Neuroanatomical Correlates of Aesthetic Preferenc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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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재현회화와 추상회화작품들을 감상하는 동안에 유의미하게 활성화
된 뇌 부위를 관찰하였다. 이들은 피험자들에게 작품이 아름다운 정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하게 했는데, 작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수록 뇌 양반구
의 외측 후두엽(occipital gyri)과 좌뇌의 전측 대상회(anterior cingulate)
부위의 활성이 증가하였다. 다른 한편 MEG 실험을 실시한 C. 셀라콘데
연구팀44)은 피험자들이 추상미술, 고전주의, 인상주의, 후기인상주의 미
술을 비롯한 다양한 사조의 회화작품들을 바라보며 각각이 아름다운지에
대해 판단하는 동안 뇌 속에 나타나는 전기 신호를 측정하였다. 연구팀
은 피험자들이 아름다움을 느낄 때 좌반구의 배외측 전전두피질
(dorsolateral prefrontal cortex) 부위에서 활성화가 증가됨을 확인하였다.
이 같은 실험 결과들은 예술을 대상으로 한 미적 경험에 뇌의 어떤
부위가 주로 관여하는지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제공했으며, 신경미학자
들은 신경영상 실험을 통해 축척된 자료들을 토대로 미적 경험의 신경
기반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2004년 이후에 실행
된 새로운 실험들은 예술 감상의 하위 과정들을 보다 세분하여 그에 연
관된 뇌 반응을 조사하고 있으며, 실험의 설계 방식 또한 더욱 정교화되
고 있다.45) 본고의 다음 장들을 통해 제키가 주도한 초기 신경미학의 서
술적 접근 사례와 2004년 이후의 실험적 접근 사례에 관해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다.

Paintings”, NeuroReport, 2004, Vol.15(5), p.893-897
44) Cela-Conde et al. “Activation of the Prefrontal Cortex in the Human Visual
Aesthetic Perception”,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004, Vol.101(16), p.6321
45) 이에 대해 개괄적으로 소개한 국내 학술논문으로는 손정우 외의 「신경미학이란 무
엇인가?: 정신의학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2012)과 김채연의 「신경미학의 현황: 발
전과 전망」(2015)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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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키의 전기 신경미학: 예술에 대한 지각 경
험 탐구
1. 이론적 가정: 시각 예술의 근원으로서 시각 뇌
제키는 2004년 이전에 발표한 초기의 저술들(1994, 1999a, 1999b,
2001)을 통해 시각 뇌(visual brain)46)와 시각 예술의 보편적 성질을 각
각 연관지어 파악하는 독특한 관점을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시각 뇌
와 시각 예술은 어떤 공통된 본성을 공유한다. 즉 시각 뇌와 시각 예술
은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며,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동일한 기
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시각 뇌와 시각 예술, 그리고 시각 예술가의 상
호 연관성에 관련한 제키의 세 가지 핵심 가정들은 다음과 같다.
ⅰ. 모든 시각 예술은 시각 뇌의 산물이며, 시각 뇌의 법칙을
따른다.
ⅱ. 시각 예술은 시각 뇌의 기능인 지식 획득(acquisition of
knowledge) 기능을 수행한다.
ⅲ. 시각 예술가는 각자 고유한 방식으로 시각 뇌에 관하여 탐
구하는 신경과학자와 같다.47)
우선 제키는 뇌의 목적이 “세계로부터 지식을 획득하는 것”48)이라고
생각했다. 즉 생명체의 뇌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신경 체계(neural
46)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두뇌의 시각 중추, 즉 시각 피질(visual cortex)의 다른 말이
다. 시각 뇌(혹은 시각 피질)는 인간의 뇌에서 가장 넓은 영역으로, 머리의 뒤통수 부
위 피질을 뜻하는 후두엽(occipital cortex)에 집중적으로 위치해 있다.
47) Institute of Neuroesthetics: The Introduction, May 2012. (Douchová and Nešetřil,
op. cit., p.26에서 재인용)
48) Zeki, “Art and the Brain”, 1998, p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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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s)들은 생명체를 둘러싼 환경으로부터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생명체가 필요로 하
는 정보들이란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의 어떤 변하지 않는 항상적이고
(constant) 본질적인(essential) 성질에 관한 정보들을 의미한다. 제키에
따르면, 뇌의 기능이란 “지속적으로 변화하면서 전달되는 정보 속에서
사물이나 상황의 변하지 않는 항상적, 본질적 속성들을 추출하여 이를
받아들이는 것”49)이다. 그런데 두뇌 피질의 전체 영역 중에서 시각적인
정보를 중심적으로 처리하는 시각 중추(즉 시각 뇌)에 위치한 신경 체계
들은 뇌가 받아들이는 정보들 중에서 시각적인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처
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즉 제키가 정의하는 시각 뇌란 외부의 항상적
이고 본질적인 시각적 정보들을 색채, 밝기, 운동감과 같은 최소 단위의
시각적 속성들로 분류하여, 이를 각각의 속성에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신
경세포들에 의해 처리하는 기관이다. 제키는 이러한 시각 뇌의 원리를
가리켜 “시각 뇌의 법칙”50)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데 제키는 시각 뇌의 신경 활동과 시각 예술 사이에 어떤 연결
고리가 존재한다고 가정했으며, 이를 밝혀낸다면 시각 예술의 본성을 신
경생물학적으로 해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51) 그래서 그는 시각
뇌에 관한 신경과학의 최신 연구 성과들을 시각 예술에 관한 자신의 고
유한 성찰에 접목하여 특유의 예술 개념을 창안하였다. 이를 간략히 말
하자면, 시각 예술이란 시각 뇌의 신경 활동이 중점적으로 관여하여 생
산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시각 뇌의 산물”52)이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
에서, 시각 예술은 시각 뇌의 특별한 신경 활동(즉 “시각 뇌의 법칙”)에
종속된다. 이러한 생각들이 집약적으로 나타난 제키의 언급들을 살펴보
자.
49) Zeki, Inner Vision, 1999, pp.9-10
50) Ibid., pp.3-4
51) Ibid., p.5
52) Ibid.,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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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가 항상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듯, 예술 역
시 항상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을 추구한다.53)
시각 예술은 시각 뇌의 기능과 매우 유사한 기능을 가
지고 있으며, 실제로 시각 뇌의 기능이 확장된 것이다.
따라서 시각 예술은 시각 뇌의 법칙에 따라, 자기의 기
능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54)
시각 예술의 기능은 외부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과 표
면, 얼굴, 상황 등에 대한 항상적이고(constant), 영속적
이고(lasting), 본질적인(essential)이고, 영구적인
(enduring) 성질들을 표상(represent)함으로써 대상에 대
한 폭넓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55)
제키의 언급을 풀이하자면, 뇌의 목적은 외부 세계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각 뇌의 목적은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뇌에
전달되는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시각 세계의 본질적이고 변하지 않는
측면에 대한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추출하여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이
시각 뇌의 법칙이다. 그런데 이러한 시각 뇌의 기능이 확장하여 생산된
결과물인 시각 예술은 시각 뇌와 마찬가지로 시각 세계에서 얻은 끊임없
이 변화하는 정보들 중에서, 대상의 영속적이고 본질적인 특성을 추출하
여 그것을 시각적으로 표상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점에서 시각
예술은 시각 뇌의 법칙을 따른다. 나아가 시각 예술을 제작하는 예술가
또한 시각 뇌의 법칙을 따라, 세계로부터 영속적이고 본질적인 특성들을
찾아내어 이를 작품에 표상하기 위해, 각자 고유한 방식으로 뇌의 시지
53) Ibid., p.11
54) Ibid., p.8
55) Ibid.,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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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메커니즘을 탐구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각 예술가는 시각 뇌에 관
해 탐구하는 신경과학자와 같다.
제키는 시각 뇌와 시각 예술, 시각 예술가의 공통 본성에 관한 자
신의 논변을 철학적 비유를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전략
으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헤겔, 쇼펜하우어 등 전통미학자들
의 고전적인 철학 개념을 신경생물학의 관점에서 서로 연결지어 재해석
한 뒤, 이를 논의에 직접적으로 적용하였다.56) 특히 그는 플라톤의 ‘이데
아(Idea)’57)와 헤겔의 ‘개념(Concept)’58)이 신경생물학의 관점에서 동일하
다고 해석하였다.59) 철학적으로 상이한 두 개념은 신경생물학의 맥락에
서 이해했을 때, 모두 “뇌 속에 저장된, 세계의 본질적인 특성에 대한 기
억”을 지시한다는 것이다.60) 즉 제키는 시각 예술을 예술가의 뇌 속에
저장된 세계의 본질적인 특성에 대한 기억, 곧 플라톤의 ‘이데아’나 헤겔
의 ‘개념’이 시각적으로 현현된 것이라고 보았다. 말하자면 헤겔의 ‘개념’
이란 예술가의 뇌 속에 축적된 기억을 의미하며, 플라톤의 ‘이데아’란 뇌
속에 축적된 기억, 즉 헤겔의 ‘개념’이 작품에 현실화되어(made real) 드
러난 것이라는 것이다.61) 플라톤과 헤겔의 두 개념을 재정의한 제키의
구절들은 다음과 같다.
56) 제키의 신경미학은 이론의 근거로서 전통미학자들의 철학적 개념들을 비유적으로
차용하는 전략을 일관되게 취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57) 플라톤의 철학에서 ‘이데아(Idea)’란 모든 사물의 원인이자 본질, 곧 변하지 않는 참
된 진리를 의미한다. 그에 따르면 현상 세계에서 모든 것들은 낡고 사라지는 데 반해,
이데아는 영원히 변치 않으며 현상 세계의 사물들이 궁극적으로 되고자 하는 것이다.
(플라톤의 『국가』 참고)
58) 헤겔의 철학에서 ‘개념(Concept)’이란 우주의 근본 원리이자 진리인 ‘이념(Idea)’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의 것으로, 이 개념과 그 객관성이 모순 없이 일치하는 것이 곧
진리로서 이해된다. (헤겔의 『미학강의』 제1권, 1부 1장 참고)
59)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제키의 논의에서 플라톤의 ‘이데아’나 헤겔
의 ‘개념’을 비롯한 일련의 철학적 개념들의 원 뜻은 크게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다. 제키는 자신이 차용하고 있는 기존 개념들 사이의 철학적 차이들은 신경생물학의
관점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60) Ibid., p.45, 90
61) Ibid.,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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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플라톤의 ‘이데아’를 신경학적 용어로 다음과 같
이 정의해보고자 한다. 플라톤의 ‘이데아’란 뇌 속에 저장
된, 지금까지 본 모든 ‘의자’들의 본질적인 특성에 대한
표상이다. 뇌는 항상성에 대한 탐색을 통해 모든 ‘의자’에
공통되는 특성을 이미 선별해두었다.62)
나는 [헤겔의] 이 ‘개념’이라는 용어를 다음과 같이 해석
해보고자 한다. 즉 ‘개념’이란, 뇌가 이제까지 보아온 수많
은 이미지들 속에서 대상의 본질적인 특성을 추출하고,
엄청난 양의 세부적인 정보와 비본질적인 속성들은 버리
기 위해 필요한 것들만을 선택해내는 능력을 통해 형성
된, 뇌 속에 축적된 기억이다. […] 다시 말해, ‘개념’이란
찰나적인 감각 정보로부터 도출되어 뇌 속에 저장된 기억
이고, ‘이데아’는 단순히 이 개념의 외적인 표상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예술가의 작품이 바로 이데아이다.63)
제키가 이처럼 철학적인 비유를 통해 강조하고자 했던 바는 시각 뇌
와 시각 예술이 모두 세계의 ‘본질’을 표상한다는 그의 이론의 핵심 가정
이다. 생명체의 뇌는 생명의 연장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선택적으로
추출하고 이를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때 생명체의 필요에 따라
뇌가 저장하는 정보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대상이나 상황, 혹은 사건들
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본질적, 항상적인 성질에 관한 정보이다. 가령
인물의 경우, 특정한 인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독특한 개성, 즉 그 인
물이 가진 모든 면모들에 공통된 보편적인 성격, 이것이 바로 제키가 플
라톤의 ‘이데아’나 헤겔의 ‘개념’에 비유한 대상의 본질적 특성이다. 그런
데 인간의 시각 뇌는 세계의 본질적 특성에 관한 시각적 정보들을 받아
62) Ibid., p.40
63) Ibid., pp.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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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인 뒤, 이를 최소 단위의 시각 요소들로 분류하고, 각 요소들을 선택적
으로 처리하는 신경세포 속에 저장한다. 이처럼 세계의 본질적 특성, 혹
은 세계의 본질, 즉 ‘이데아’나 ‘개념’이 시각 뇌의 원리를 통해 예술가의
손을 거쳐 외적으로 발현된 산물이 제키가 의미하는 시각 예술이다.
쇼펜하우어의 정의에 따르면, 시각 예술이란 “개개의 사
물로서가 아닌 플라톤의 이데아로서 대상을 인식하는 것,
즉 그 종에 속하는 모든 사물이 가진 영속적인 형태로 대
상을 인식하는 것”이다. 예컨대 훌륭한 초상화란 그 대상
이 되는 인물이 어떤 옷을 입고 있건, 어떤 각도에서 그
모습을 비추고 있건, 뇌가 그것을 대상이 되는 특정한 인
물에 속하는 독특한 개성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그 인물
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이 개성이야말로 “그 인물의 이데아”이다.64)
제키는 우리가 초상화를 보고 어떤 사람의 개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뇌가 지난 경험에 대한 기록을 통해 그 초상화 속
에 드러난 어떤 특징들을 특정한 정신적 상태나 심리적 특질들(traits)과
연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렘브란트의 <자화상>이나 티
치아노의 자화상 작품인 <남자의 초상>에서 초상화의 인물이 정말로 렘
브란트나 티치아노와 닮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즉 이들의 초상화가 위
대한 초상화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림의 인물이 각 인물과 꼭 닮아
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제키의 해석에 따르면 티치아노의 초상화가 갖는
가치란 화가의 뇌에 저장된 기록, 즉 플라톤의 ‘이데아’나 헤겔의 ‘개념’
중에서 ‘거만함’과 ‘오만함’이라는 티치아노 자신의 본질적인 특징을 잡아
내 표현했다는 점에 있다.65)
64) 제키 지음, 박창범 옮김, 『이너비전: 뇌로 보는 그림, 뇌로 그리는 미술』(이하 『이
너비전』), 서울: 시공사, 2003, p.201
65) Ibid., pp.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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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뇌와 시각 예술의 공통 성질에 관한 이상과 같은 이론적 가정
들을 토대로 제키는 개별 시각 예술작품이 세계의 ‘이데아’나 ‘개념’을 표
상하는 방식과, 그것을 지각하도록 하는 시각 뇌의 신경생리학적 원리에
관해 탐구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제키의 이러한 탐구 내용과 성과에 대
해 살펴보겠다.

2. 탐구 내용과 성과: 1994-2001년 연구를 중심으로
1) 시각 뇌의 기능적 특수화
제키는 현대 신경과학자들이 발견한 시각 뇌의 가장 중요한 원리 가
운데 하나는 시각 뇌의 ‘모듈적 특성(modularity)’이라고 강조하였다. 모
듈적 특성이란 각기 독립된 기능을 가진 하위 단위의 구조물(모듈,
module)들이 모여, 상위의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는 처리 방식을 의미한
다. 모듈로 구성된 복합체는 동일한 기능이 전체에 균등하게 분포된 구
조물에 비하여 시스템을 더 효율적으로 형성할 수 있으며, 일부 모듈들
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독립된 모듈들로 손상을 보정
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66) 제키는 인간의 시각(vision)과 시각적 미감
(visual aesthetics)이 시각 피질의 모듈적 특성으로 인해 ‘기능적으로 특
수화(functional specialization)’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신
경과학의 역사상 시각 뇌의 모듈적 특성이 발견된 것은 20세기 중반을
넘어선 시점으로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67) 과거의 신경해부학자들은 뇌
의 시각 기능이 외부의 시각 상들을 망막에 각인하여 이를 대뇌의 시각
피질에 단순히 전달하고 기록하는 수동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그들
은 망막에 맺힌 외부의 시각 상이 뇌의 단일한 시각 경로(optic
66) Ibid., p.89의 역주 1번 참고.
67) Ibid., 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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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way)68)를 거쳐 시각 피질의 특정 부위에 전달됨으로써 그곳에서 일
괄적으로 처리된다고 간주하였다.
그림 1.
눈과 뇌의 연결을 도식적으
로 나타낸 그림(아래). 망막
에서 비롯된 신경 섬유는
뇌의 뒷부분에 있는 1차 시
각 영역(V1)으로 이어진다.
위쪽 그림은 뇌의 좌반구를
안쪽에서 본 것이다. 연두
색 부분이 1차 시각 영역이
다.
(Zeki, Inner Vision, 1999,
p.15)

그러나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망막에 입력된 시각 상들은 여
러 시각 경로를 거쳐 시각 피질의 다양한 부위에 전달됨으로써 모듈적으
로 처리된다는 견해가 유력하게 지지되고 있다(<그림 1> 참고). 즉 망막
으로 들어온 시각 장면의 상이한 속성들은 시각 피질에 위치상으로 구분
된 별개의 하위 영역들에서 개별적으로 처리된다는 것이다.69) 뇌 속에는
하나가 아닌 다수(약 30 여개)의 시각 영역이 존재하며, 각 시각 영역에
속하는 신경세포들은 형태나 색채, 움직임과 같은 시각적 속성들을 각각
따로 처리하도록 그 기능이 특수화되어 있다는 설명이다.70)
뇌가 기능적으로 특수화되어 있음을 주장하는 이러한 최근의 학설은
두뇌의 피질에서 일어나는 신경 활동을 실시간에 가깝게 관찰할 수 있는
68) 망막에서 뇌로 시각 정보를 전달하는 주요한 신경 전달 경로를 뜻한다. 이 경로를
통해 대뇌 반구 뒤쪽에 비교적 넓은 영역을 차지하는 시각 피질(시각 뇌)로 신호가
전달된다. (Zeki, op. cit., p.59)
69) 제키, op. cit., p.79
7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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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영상(neuroimaging) 방법에 근거한다. 신경영상 방법은 두뇌 피질의
국소 영역에서 일어나는 혈류량 변화를 측정하는 기술이다. 주어진 자극
에 대하여 두뇌 피질의 신경세포들이 반응을 보일 때, 세포의 활성화가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활성화 증가로 인해 해당 세포들의 에너지 대사
율이 상승함에 따라 산소를 함유한 혈액에 대한 필요가 증가한다. 이 때
신경영상 장치를 이용하면 두뇌 피질의 국소적인 혈류량 변화를 탐지하
고, 이것이 뇌의 어떤 부위에서 일어나는 일인지 관찰할 수 있다. 제키는
이 같은 신경영상 기술 덕분에 신경과학자들이 시각 뇌의 기능적 특수화
를 간단히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71)
그림 2.
기능적으로 특수화된
시각 뇌 영역들
(Zeki, Inner Vision,
1999, p.16)

그렇다면 인간의 시각 피질, 즉 시각 뇌가 기능적으로 특수화되어
있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 시각 뇌가 외부 시각 이미지의
다양한 속성들을 상이한 영역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원리는 어
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우선 망막에서 대뇌의 시각 피질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시각 처리 과정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외부의 시
각적 대상으로부터 반사되어 망막에 도달한 빛은 망막의 시각 신경세포
에서 전기 자극으로 바뀐다. 전기 자극으로 바뀐 시각 정보는 상호 연결
된 4가지 신경세포들72)과 6가지 시각경로들73)을 순차적으로 통과한다.
71) Ibid., p.83
72) 즉 1번째 신경세포(neuron): 광수용체(photoreceptor) → 2번째 신경세포: 양극세포
(bipolar cells) → 3번째 신경세포: 망막신경절세포(retinal ganglion cells) → 4번째
신경세포: 무릎발톱신경(geniculocalcarine neuron). (정천기, 『사람 뇌의 구조와 기
능』, 서울: 범문에듀케이션, 2014, p.75 참고)
73) 즉 망막광수용체 → 시신경(optic nerve) → 시각교(optic chiasm) → 시각로(optic
- 28 -

이어서 시각 정보는 대뇌의 가장 뒷부분에 위치한 시각 피질에 도달한
다. 이 때, 시각 피질에 도달한 시각 정보는 제일 먼저 시각 피질의 비교
적 넓은 영역을 차지하는 제1차 시각 영역(primary visual cortex. 이하
V1 영역)으로 전달된다. V1 영역으로 전달되는 신호 중에는 색, 광도,
움직임, 형태, 깊이 등에 관한 다양한 신호들이 포함된다. V1 영역에서는
시각의 각기 다른 속성에 관련된 신호를 수용하는 세포들끼리 모여 각각
의 집단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해부학적으로도 이런 구획들을 명확하
게 식별할 수 있다.75) V1 영역에서 처리된 시각 정보는 그 다음 영역의
정해진 피질 부위로 전달된다. 즉 V1 영역에서 처리된 정보는 V1 영역
을 둘러싸고 있는 제2차 시각 영역인 V2 영역76)으로 전달되며, 이후의
시각 경로는 더욱 복잡하게 분화된다. 가령 V2 영역 주변에 위치한 다
른 영역들에는 형태를 주로 처리하는 V3 영역, 형태와 색 처리를 복합적
으로 담당하는 V4 영역, 운동을 감지하는 V5(혹은 MT) 영역 외에 사람
의 얼굴에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방추이랑의 얼굴 영역(fusiform face
area) 등이 자리하고 있다(<그림 2> 참고).
이처럼 시각 뇌의 기능적 특수화는 시각 피질을 구성하는 각각의 세
포(집단)들이 주어진 시각 신호나 자극의 종류에 따라 선택적으로 반응
하는 시스템을 가리킨다.77) 예를 들어, “붉은 색에만 선택적으로 반응하
는 세포라면, 흰색이나 여타의 다른 색에는 반응하지 않는다(<그림 3>
참고). 이런 세포들은 적절한 색만 주어진다면 자극이 움직이는 방향이
나 형태에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특정한 기울기나 특
정한 방향의 움직임 같은 상이한 시각 속성에 대하여 선택성을 가진 세
포들도 있다. 여기서 특정한 속성에 대해 선택성을 가진다는 말은 그 외
의 다른 속성들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가령 특정한 방
tract) → 가쪽무릎핵(lateral geniculate nucleus) → 시각로 부챗살(optic radiation) →
일차시각피질(primary visual cortex). (Ibid. 참고)
75) 제키, op. cit., p.79
76) V2 영역은 최근까지 ‘시각 연합 영역(visual association area)’이라고 불렸다.(Ibid.
참고)
77) Ibid., p.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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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향한 움직임에 대해서만 선택적인 세포(방향 선택적 세포)는 자극
의 색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며, 보통 자극의 형태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바로 이 같은 시각 세포들의 기능에 따른 집중적 분포로 인해,
각각의 피질 영역이 특수화되고, 결과적으로 시각 뇌의 기능적인 특수화
가 성립 된다.”78)

그림 3.
신경계의 세포는 휴지기 동안 안정된 전위를 유지하지만, 적절한 자극
이 입력되면 전위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킴으로써 반응하게 된다. 위
에 제시된 세포의 경우에는 감수 영역(receptive field)이라는 작은 부
위 안에 붉은 색 빛이 비출 때만 전위를 증가시켜 반응한다. 반면에
그 외의 다른 색 빛이나 백색광을 비출 때는 반응하지 않는다. 따라
서 이 세포는 붉은 색 빛에 대해서 선택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Zeki, Inner Vision, 1999, p.61)

78) Ibid., 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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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각적 미감의 기능적 특수화
제키는 이처럼 기능적으로 분화된 시각 뇌의 생리학적 특수성을 시
각적 미감79)에
관한 논의로 발전시켰다. 인간의 시각 피질이 기능적으로 특수화되어 있
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시각적 미감 역시 기능적으로 특수화되어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제키는 시각 뇌의 기능적 특수성을 시각적
미감 개념에 적용하기 위해 시각 뇌의 특정 영역에 손상을 입은 환자들
의 불완전한 시각 경험에 관련된 병리학적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시각 기능이 기능적으로 특수화되어 모듈적으로 작동한
다는 신경학적 사실은 시각 피질 손상으로 인해 특정한 시각적 기능을
잃어버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병리학적 연구들을 통해 증명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제키는 병리학의 관점에서 시각 뇌의 기능적 특수성을
구체화한 다음, 이를 시각적 미감에 연결지어 보였다. 따라서 제키의 논
증 방식을 따라, 먼저 시각 뇌의 기능적 특수화에 관련된 대표적인 병리
학적 증상에 대해 알아보겠다.
제키에 따르면, 시각 뇌에 입력되는 모든 정보들의 입구 역할을 하
는 V1 영역이 완전히 손상된 환자는 일반적으로 완전한 시각 상실에 이
르게 된다. 이런 환자들은 대부분 시각 대상을 지각하거나(perceive) 알
아볼(recognize) 수가 없다. 그러나 손상 부위가 V1 영역 이외의 다른
특수화된 시각 영역인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이런 경우에는 선택적
지각 상실이 일어나서, 손상을 입은 영역이 처리하는 특정한 속성이나
측면을 지각하거나 알아볼 수 없게 된다.80) 이러한 증상은 병리학적 용
어로 인식불능증(agnosia)이라고 부른다. 가령 선분의 기울기와 방향에
대하여 특수화된 시각 영역인 V3 부위에 손상을 입으면, 수많은 선들로
79) 제키는 시각적 미감(visual aesthetics)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 내리지 않았다. 여기
서 제키가 의미하는 시각적 미감이란 형태, 색채, 움직임과 같은 대상의 시각적 속성
들을 지각하는 능력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80) Ibid., 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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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 대상의 형태를 정상적으로 지각하거나 알아보지 못하는 형태인
식불능증을 겪게 된다. 이와 달리, 색각 중추인 V4 영역 전체에 손상을
입은 완전색맹(achromatopsia) 환자는 색을 전혀 보지 못하므로 세상이
지저분한 회색 얼룩처럼 보인다. 이에 반해 V4 영역에 부분적으로 손상
을 입은 색각이상(dyschromatopsia) 환자는 색을 볼 수는 있지만, 모든
색들이 무엇인가 “잘못”된 것처럼 보인다. 다른 한편, 시각적 운동을 중
심적으로 처리하는 V5 영역에 손상을 입은 운동맹(akinetopsia) 환자는
움직임을 지각하지도, 알아보지도 못하는 운동인식불능증을 겪는다. 그리
고 얼굴 지각 중추인 방추이랑의 얼굴 영역에 손상을 입을 경우, 친숙한
얼굴 혹은 모든 이들의 얼굴을 지각하거나 알아보지 못하는 얼굴인식불
능증(prosopagnosia)을 겪게 된다.81)
위 증상들은 V1, V3, V4, V5, 방추이랑 등을 포함한 뇌의 다양한
시각 영역들이 각각 특정한 시각적 속성에 대하여 특수화되어 있음을 입
증하는 중요한 사례들이다. 제키는 이러한 병리학적 사실에 근거하여 예
술에 대한 시각적 미감 또한 기능적으로 특수화되어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다양한 시각 예술작품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특정한 조형
요소들은 각 요소들을 선택적으로 처리하는 시각 영역 세포들이 정상적
으로 기능할 때에만 정상적으로 지각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뇌의 특정한
시각 영역에 손상을 입은 환자들은 해당 시각 영역이 선택적으로 처리하
는 특정 요소가 작품의 미적 효과를 좌우하는 예술 대상으로부터 정상적
인 미적 경험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이러한 점에서 제
키는 예술작품을 지각하고 감상하는 인간의 시각적 미감은 시각 뇌의 기
능적 특수화에 종속된다고 말했다.
이제 시각적 미감의 기능적 특수화를 이해하기 위해 앞서 알아본 일
부 병리학적 사례들을 제키가 제시한 다양한 예술 사례에 관련지어 생각
해보자. 우선 시각 뇌의 V3 영역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환자는 선분과
사각형으로 구성된 P. 몬드리안이나 K. 말레비치의 추상회화를 지각하거
81) Ibid., p.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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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감상할 수 없을 것이다. 반면 V4 영역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 완전
색맹 환자나 색각이상 환자가 H. 마티스와 같이 색채 표현을 강조한 야
수파(fauvist)의 회화를 감상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V5 영역의 운
동 처리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운동맹 환자의 경우, 몬드리안이나 말레
비치, 혹은 야수파 회화를 감상할 수는 있어도, 움직임을 표현한 A. 칼더
나 J. 팅켈리의 키네틱 아트(kinetic art)를 전혀 즐기지 못할 것이다. 방
추이랑 얼굴 영역에 문제가 있는 얼굴인식불능 환자는 사람의 얼굴을 그
린 D. 벨라스케스나 R. 렘브란트의 초상화를 정상인과 같은 방식으로 바
라보는 일이란 불가능하다. 병리학적 사실에 입각한 이 같은 추론은 제
키가 주장한 바, 시각 뇌의 기능적 특수화는 예술에 대한 시각적 미감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시각적 미감을 모듈적으로 구성한다는 견
해를 뒷받침해준다.
한편 시각 뇌와 시각적 미감이 모듈적으로 작동한다는 생리학적 사
실은 특수한 증상을 가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병리학적 사례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제키가 정상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경영상 실험을 통해
서 또한 밝혀질 수 있었다(<그림 4> 참고). 가령 정상적인 뇌를 가진 사
람이 추상적인 기하학적 패턴과 다양한 색으로 구성된 몬드리안의 회화
를 볼 때 두뇌 피질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측정했을 때, 국소적인 혈
류량 변화가 눈에 띄게 발생한 부위는 망막에서 전달된 모든 신호를 받
아들이는 V1 영역과 그 바깥쪽에 위치한 V4 영역이었다. 반면, 정상인
피험자에게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작은 흑백 사각형들로 구성된 패
턴을 보여줄 때 V1 영역과 함께 V5 영역에서 유의미한 혈류량 변화가
관측되었다.82) 이러한 실험들은 시각 뇌의 기능적 특수화를 증명해주는
동시에 시각적 미감 역시 기능적으로 특수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아래
의 <표 1>은 지금까지의 논의들을 정리한 것이다.
82) Ibid.,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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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인간의 뇌가 기능적으로 특
수화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간단한 실험의 예. 다양한
색으로 칠해진 장면을 볼 때
는 V4 영역이 활성화되고(왼
쪽 아래), 움직이는 장면을
볼 때는 V5 영역이 활성화
된다(오른쪽 아래). V1 영역
은 두 경우 모두에서 활성화
된다(가운데). 뇌를 수평으로
자른 영상 속에 활성화된 영
역이 흰색, 빨간색, 노란색으
로 표시되어 있다. (Zeki,
Inner Vision, 1999, p.64)

시각
피질
V1 영역
V2 영역
V3 영역
V4 영역
V5 영역
방추이랑
얼굴

기능적 특수화 대상
색, 광도, 움직임, 선의

손상 시 발생하는

시각적 미감의 기능적
특수화

증상

관련 예술 사례

완전한 시각 상실

기울기, 형태, 깊이 등
기울기, 색, 공간 등
선의 기울기, 방향
색채
시각적 움직임

여러 가지 인식불능
형태인식불능
완전색맹, 색각이상
운동맹, 운동지각장애

얼굴

얼굴인식불능

추상회화(몬드리안, 말레비치)
야수파 회화(마티스)
키네틱 아트(칼더, 팅겔리)
초상화(벨라스케스, 렘브란트)

영역
표 1 (제키가 언급한 주요 예술 사례는 본고 부록의 참고도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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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각 예술에 대한 지각 경험의 신경 기반
제키는 위와 같은 탐구 내영을 바탕으로 시각 뇌에 존재하는 단일
세포들의 생리학적 특성과 시각 예술의 특징적인 조형 요소들 사이의 연
관성를 고찰함으로써 개별 시각 예술작품에 대한 지각 경험을 이루는 신
경학적 기반에 대해 해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직선이나 사선, 사각형 등
의 기하학적 도형만으로 구성된 추상회화를 지각하기 위해 필수적인 신
경 기반은 시각 뇌의 V1, V3 영역 세포들이다. 반면에 강렬하고 독특한
색채를 이용한 야수파 회화의 미적 효과를 지각하기 위해 필수적인 신경
기반은 시각 뇌의 V1, V4 영역의 세포들이다. 그리고 움직임의 표현을
작품의 핵심적인 특징으로서 내세운 키네틱 아트에 대한 지각 경험의 필
수적인 신경 기반은 시각 뇌의 V5 영역 세포들이다. 또한 인물의 특징
적인 얼굴을 그림으로 재현해낸 초상화를 지각하고 이로부터 미적인 경
험을 얻기 위해 필수적인 신경 기반은 방추이랑의 얼굴 영역에 위치한
신경세포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제키의 탐구에 있어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제키가 일부 시각 예술에 대한 지각 경험의 신경 기반을
특정 시각 영역에 존재하는 단일 세포의 차원을 통해서만 남김없이 해명
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제키가 V1~V5 영역 혹은
방추이랑의 특정 부위에 위치한 신경세포들의 기능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해명하고자 한 것은 예술에 대한 지각 경험이 오로지 그 세포들의 작용
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이 아니다. 반면에 그가 일관되게 설명하고자
한 것은 해당 영역의 세포들이 존재하지 않거나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
한다면 일부 예술의 특징적인 요소들을 지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
으로부터 어떠한 미적 효과도 경험하지 못한다는 신경학적 사실이다. 이
는 칼더의 <모빌>에 관한 언급에서 특히 강조되었다.
재차 강조하지만, V5 영역에 손상을 입을 경우 키네틱
- 35 -

아트를 지각할 수 없게 된다고 해서 키네틱 아트에 의해
생겨나는 미적 효과가 V5 영역의 활동에만 의존한다는 의
미는 아니다. 우리는 이 같은 현상을 통해 움직임을 지각
하는 데 V5 영역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따
름이다.83)
또한 초상화에 관한 논의에서도 이러한 입장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방추회랑에 손상을 입은] 얼굴인식불능증 환자가 초상
화를 보고 미적 쾌감을 느낄 수 있으리라 상상하기 어렵
다. 그러나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초상화가 유발하는 미
적 효과가 단지 방추이랑의 활성화에만 의존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하지만 이 피질 부위는 초상화를 즐기기 위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이 제대로 발
휘되지 못한다면 친숙한 얼굴이나 다른 일반적인 얼굴들의
재인(recognition)에 관련된 초상화의 미적 의미를 전혀 파
악하지 못할 것이다.84)
요컨대 제키가 초기의 연구들을 통해 밝혀내고자 한 것은 시각 예술
작품을 볼 때 모든 사람의 뇌 속에서 일어나는 보편적인 신경 활동과 그
신경학적 원리였다. “우리는 지난 25년 간 얻은 지식을 통해서, 시각 뇌
의 기능에 관해 상당한 정도까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시각 예
술작품을 볼 때 우리의 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적어도 기초적인
지각의 수준에서 연구할 수 있는 새롭고 흥미로운 방법들도 가지고 있
다. 그리고 뇌의 기능과 미술의 기능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몇 가지
83) Ibid., p.174
84) Ibid., p.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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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학적인 사실들을 논의해볼 수 있다. 특정한 그림을 볼 때 뇌에서 일
어나는 일은, 적어도 기초적인 수준에서는, 모든 사람에게서 극히 유사하
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 비록 미적 경험을 일으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지만, 앞에서 설명한 시각 뇌의 정상적인 도움 없
이는 어떤 미적 경험도 불가능하다는 점만은 명백하다. 따라서 나는 이
책 『이너비전』 속에서 시각 뇌의 기능과 그 생리적인 특성에 관해서
중심적으로 다뤘다.”85) 제키는 시각 예술가들이 작품을 통해 표현한 시
각적 효과에 대해 신경과학적으로 접근해보면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알지
못했던 시각 뇌의 원리를 새롭게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86)
정리하자면 제키의 신경미학은 예술을 창작하거나 미적으로 감상하
는 예술 경험87)을 비롯한 인간의 모든 행위가 근본적으로 뇌의 신경 활
동에서 비롯된 ‘뇌의 산물’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였다. 제키에 따르면
예술의 창작이나 감상에 연루된 행위들에는 뇌의 특정한 신경 활동이 집
중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들은 특정한 신경 활동이 따르는
신경생리학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이 같은 관점에서 제키는 예술에
대한 경험을 다루는 미학 이론들은 반드시 뇌의 신경 활동과 그 법칙에
대한 생물학적 이해에 근거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제키는 뇌의 활동과 그 산물 가운데 하나인 예술 경험 사이의 공통된 연
결 고리를 해명하기 위해 신경미학이라는 융합학문 분야를 새로이 공식
화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제키의 초기 저술들은 신경미학의 학문적 정당
성, 즉 예술작품과 연관된 경험들을 신경과학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환
기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되고 있다.88)
85) Ibid., p.218
86) Ibid., p.202
87) 본 논문에서는 ‘예술에 대한 지각 경험’과 ‘예술에 대한 미적 경험’을 모두 포괄하여
‘예술 경험(experience of art)’이라고 지칭하겠다.
88) Douchová and Nešetřil, op. cit., p.31; 김채연, op. cit., p.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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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키의 후기 신경미학: 예술에 대한 미적 경
험 탐구
1. 이론적 가정: 아름다움의 근원으로서 뇌의 mOFC
앞선 Ⅱ장의 논의에서 알아본 것처럼 제키의 전기 신경미학이 시각
예술과 시각 뇌의 특성을 유비적으로 연결 지음으로써 시각 예술의 신경
생물학적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고 예술에 대한 지각 경험의 신경 기반을
해명하는 데에 집중하였다면, 이후 그의 연구 초점은 아름다움, 그 중에
서도 특히 예술작품이 환기하는 아름다움의 경험(곧 미적 경험)에 관한
탐구로 이동하였다. 말하자면 제키 신경미학의 중심 과제는 시각 예술의
본성과 시각 예술에 대한 기초적인 지각 경험을 신경학적으로 해명하는
것에서 한 걸음 나아가, 아름다움의 본성과 예술 일반(시각 예술뿐 아니
라 음악 등 다양한 예술 장르)에 대한 미적 경험의 신경 기반을 탐색하
는 것으로 확장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제키의 전기 신경
미학이 그 이론적, 철학적 근거로서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비롯한 전통적
인 미학적 성찰들을 비유적으로 참조하였다면, 후기의 연구에서는 E. 버
크와 I. 칸트, 그리고 C. 벨의 미학적 통찰들을 이론과 가설 설정의 중요
한 토대로서 받아들였다.
무엇보다도 제키의 후기 신경미학은 아름다움과 미적 판단의 보편
성질을 규명하려 했던 칸트의 철학적 물음에서 출발하는 것이 특징이다.
칸트에게 있어 아름다움이란 대상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성질이 아니
라, 대상을 바라보는 주관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주관적인 성질, 즉
주관의 판단이나 쾌의 감정에 관련된 문제이다. 간단히 말해 칸트는 주
관에게 독특한 종류의 즐거움과 만족을 주는 것을 아름답다고 정의하였
으며, 이런 쾌감에 근거한 판단을 미적 판단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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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다움을 분석하는 것은 미적 판단을 분석하는 것과 같았다.90) 제키는
칸트의 이 같은 미학적 입장을 수용하여 아름다움과 미적 판단, 그리고
미적 경험에 관한 칸트의 근본 물음을 신경과학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기
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점은 제키가 신경영상 기술을 활용하여 미적 경
험의 신경 기반을 조사한 그의 첫 번째 실험을 다룬 논문 “Neural
Correlates of Beauty”(2004)에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는 이 논문
의 서두에서 칸트의 구절을 직접적으로 인용함으로써 연구의 취지와 성
격을 소개하였다.
칸트는 그의 저서 『판단력 비판』(1790)을 출간함으
로써 아름다움과 미적 가치의 원리를 지각자의 내면에서
찾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칸트는 [경험과학적] 실
험을 통한 탐구에 적합한 다음과 같은 통찰력 있는 물음
을 제기하였다. “아름다움의 현상이 존재함을 암시하는
조건은 무엇이며, 미적 판단에 타당성을 부여하는 전제
는 무엇인가?” 본 연구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뇌 구조
물이 암시하는 [아름다움 혹은 미적 판단의] 특정한 신경
조건의 존재 여부를 조사함으로써 칸트의 위 질문에 대
해 실험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이다. 따라서 우리가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질문은 [신경 단위에 초점을 둔]
매우 기초적인 수준에서이다.91)
제키는 칸트가 사변적 방법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 문제에 대해 실험
과 관찰을 통한 경험적 방법으로 접근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혹은 미적 판단을 하는 모든 인간에게 어떤 보편
적인 정신 능력이 존재한다고 간주했던 칸트 미학의 근본 명제를 신경학

90) 칸트 지음, 김상현 옮김, 『판단력 비판』, 서울: 책세상, 2005
91) Kawabata and Zeki, “Neural Correlates of Beauty”, Journal of neurophysiology,
2004, Vol.91(4), p.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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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재해석하여 경험과학의 맥락에서 검토 가능한 하나의 가설을 제
시하였다. 즉 칸트가 아름다움과 미적 경험을 ‘특별한 정신 작용’에 관련
지어 설명하려 했던 반면에, 제키는 이를 두뇌 피질 속에서 일어나는 ‘특
별한 신경 작용’에 관련지어 설명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처럼 칸트의 미학적 물음에서 탐구의 이론적 근거를 찾아낸 제키
의 후기 신경미학은 다른 한편으로 버크의 미학적 성찰에서 또 다른 이
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말하자면 제키는 철학적 성찰과 생리학적 관찰
을 바탕으로 아름다움과 숭고의 근원에 관해 탐구한 버크의 미학으로부
터 탐구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저서 『숭고와 아름다움
의 이념의 기원에 대한 철학적 탐구』(1757)에 제시된 버크의 주요한 논
제들은 제키의 논문 “Toward a Brain-based Theory of Beauty”(2011)
와 “A Neurobiological Enquiry into the Origins of Our Experience of
the Sublime and Beautiful”(2014)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다.
우선 그는 2011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아름다움을 정의한 버크의 문
장을 직접적으로 인용함으로써 실험의 가설과 결론을 각각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는 수세기에 걸쳐 제기되어 온 질
문, 즉 아름다움을 구성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관련된 하
나의 질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 질문은 버크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신경생물학적으로 접근하기에 매우 적합
한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버크는 그의 저서 『숭고와
아름다움의 이념의 기원에 대한 철학적 탐구』를 통해
“아름다움이란, 대부분의 경우, 감각을 매개로 하여 인간
의 마음에 기계적으로 작용하는 신체 내부의 어떤 성질”
이라고 정의하였다.
버크의 이 같은 정의는 모든 감각을 통해 발휘될 수
있는 어떤 고유한 아름다움의 경험 능력이 존재함을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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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다. 따라서 이는 다음과 같은 하나의 중요한 물음으
로 이어진다. “시각이나 청각과 같은 상이한 감각을 매개
로 유발된 아름다움의 경험은 뇌의 동일한 혹은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신경 활동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
까?”
[…] 우리는 상이한 감각을 매개로 발생하는 어떤 단일
한(single) 아름다움의 경험 능력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 우리는 버크의 정의를 재해석하고 신경과학의 선행
연구 결과들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였다. “아름다움이란 뇌의 내측안와전두피질(medial
Orbito-frontal Cortex. 이하 mOFC)의 동일 부위에서 일
어나는 신경 활동과 상관관계를 갖는다.” 우리는 실험을
통해 결론적으로 이러한 가설이 옳다는 사실을 확인하였
으며, 이는 우리로 하여금 뇌에 기반한 하나의 미 이론
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92)
제키는 아름다움의 본성에 대한 그의 핵심 명제를 버크의 정의를 부
분적으로 수정한 다음의 문장으로 진술하였다. “아름다움이란, 대부분의
경우, 감각을 매개로 하여 mOFC의 활성화에 상관관계가 있는 신체 내
부의 어떤 성질이다.”93) 여기서 밑줄 친 부분은 제키가 버크의 위 문장
가운데 특별히 수정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표시한 것이다. 제키는 이
후 계속해서 fMRI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신경영상 실험들을 설계함으로
써 아름다움을 mOFC의 활성화 작용에 관련된 신체의 성질이라고 정의
내린 그의 개념적 규정을 다양한 측면에서 경험적으로 입증해 보였다.
가령 제키는 2014년도 논문에서 다시 한번 명시적으로 버크의 미학
적 통찰을 실험의 주요한 이론적 근거로서 받아들였다. 즉 그는 숭고의

92) Ishizu and Zeki, “Toward a Brain-based Theory of Beauty”, PLoS ONE , 2011,
Vol.6(7), p.e21852, p.1
93) Ibid., p.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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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아름다움의 경험으로부터 분리시킨 버크의 통찰을 받아들여 숭고
의 경험을 일으키는 뇌신경 기반과 아름다움의 경험을 일으키는 뇌신경
기반이 다를 것이라 가정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기획하였다.
실험 결과 이론상으로 상이하다고 간주되었던 두 경험이 실제로 상이한
뇌신경 체계와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다른 한편 제키는 앞서 언급한 2011년도 논문과 2013년의 논문
“Clive Bell’s ‘Significant Form’ and the Neurobiology of Aesthetics”을
통해 아름다움을 환기하는 시각 예술의 공통 성질을 규명하려 한 벨의
미학적 통찰을 또 하나의 이론적 근거로서 수용하였다. 벨의 저서 『미
술(Art)』(1914)에 따르면, 모든 종류의 미적 현상은 개인의 주관적인 경
험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미적 감정을 일으키는 모든 종류의 시각 예술
이 공통적으로 가진 유일한 특징은 ‘의미있는 형식(Significant Form)’이
다.94) 여기서 벨이 말하는 ‘형식’이란 선이나 색채와 같은 조형 요소의
결합을 가리킨다. 그러나 벨은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결합이 시각 예
술의 본질로서 성립하는 ‘의미있는 형식’을 구성하는지에 관해서는 명확
히 규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벨에게 있어 분명한 것은 ‘의미있는 형식’이 무엇이든지 간
에, 예술작품이 환기하는 아름다움이란 개인의 경험에서 비롯되는 주관
적인 성질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벨은 아름다움을 외부 대상의
객관적인 특성(만)으로 한정 짓지 않고, 아름다움을 주관의 내면에서 환
기되는 주관적 성질로서 파악한 버크와 칸트의 기본 입장을 일관되게 공
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키는 바로 이러한 벨의 기본적인 입장에
동의하였다.95) 그러나 벨이 ‘의미있는 형식’을 예술작품에 표현된 선이나
색채와 같은 형식적인 요소에서 발견한 것과 달리, 제키는 이를 “개인을
주관적인 경험으로 이끄는 뇌의 특정한 신경 조직”에서 찾고자 한다고
밝혔다.96) 다시 말해 제키는 벨의 ‘의미있는 형식’을 뇌신경 조직들의 ‘의
94) Ibid., p.8
95) Ibid.,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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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있는 구성(Significant Configuration)’이라고 재해석하였다.97)
우리는 주관에게 아름답게 보이는 모든 작품들은 그것
에 대한 경험이 mOFC 내 활동 강도의 변화, 더 구체적
으로는 그 안에 위치한 A1 부위 내 활동 강도의 변화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에 기반하며, 단일한 뇌기반 특
징(a single brain-based characteristic)을 갖는다고 가정
한다.98)
부연하자면 벨이 설명한 ‘의미있는 형식’이란 시각 예술작품에 표현
된 선이나 색채가 만들어내는 특별한 조합을 가리키는 반면에, 제키가
제시한 ‘의미있는 구성’이란 시각 대상에 대한 시각 뇌 세포들의 반응,
곧 특정한 시각 피질 영역에 존재하는 신경세포들의 특별한 활성 작용을
의미한다. 나아가 제키에게 아름다움이란 외부 세계에 객관적으로 존재
하는 대상의 조형적 특징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신체의, 즉 시각 뇌 세
포들과 mOFC 부위 세포들을 포함한 특정 신경 조직의 특징적인 생리학
적 반응으로 간주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2000년대 중반 이후에 개진된 제키의 후기
신경미학이 아름다움과 미적 경험의 보편 성질에 관한 칸트와 버크, 벨
의 미학적 통찰들을 신경과학의 맥락에서 연결지어 재해석하고, 이를 탐
구의 이론적 토대로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알아보았다. 요컨대
제키의 전기 연구는 위 미학자들의 기본 입장을 따라 인간의 내면에 미
적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공통 성질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그 정
체에 대해 신경생물학적으로 해명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다.
96) Zeki, “Clive Bell’s ‘Significant Form’ and the Neurobiology of Aesthetics”,
Frontiers in human neuroscience, 2013, Vol.7, p.1
97) Ibid., p.9
98) Ishizu and Zeki, “Toward a Brain-based Theory of Beauty”, 2011,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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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기조 아래에 최근까지 꾸준히 발표된 제키의 대표
적인 신경미학적 연구 성과들을 크게 다섯 가지 주제로 분류하여 개략적
으로 살펴보겠다.

2. 탐구 내용과 성과: 2004-2017년 연구를 중심으로
1) 회화에 대한 미적 경험의 신경 기반
그림 5.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미
혹은 추를 경험하는 동안 유의
마하게 활성화된 두뇌 피질 부
위이다.
Kawabata & Zeki (2004)

제키는 2004년에 공동연구자 H. 카와바타와 함께 fMRI를 이용한 신
경영상 실험을 기획하였다.99) 이 실험의 목적은 예술을 대상으로 한 미
적 경험을 중재하는 뇌 영역을 추적하는 것이었다. 이전까지 신경과학과
경험미학 분야에서 시행된 신경영상 실험들은 주로 연구진이 임의로 제
작한 기하학적 패턴 그림들을 자극으로 삼아왔던 데 반해, 카와바타와
제키의 실험은 실제 예술작품의 이미지들을 자극으로 삼은 최초의 신경
영상 실험이라는 점에서 선구적인 시도로서 평가되고 있다.100)
99) Kawabata and Zeki, op. cit.
100) Douchová and Nešetřil, op. cit.,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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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키 연구팀은 fMRI 스캐너 속 피험자들에게 추상화, 풍경화, 정물
화, 초상화로 구성된 300 점의 회화 이미지들을 2초 간격으로 보여주고,
각 작품이 아름다운 정도를 1점에서 9점까지의 점수로 평가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점수의 평정치를 토대로 피험자들의 평가를 ‘아름다움
(beautiful)’, ‘보통(neutral)’, ‘추함(ugly)’으로 분류하여 각 항목에 해당하
는 작품 군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그리고 피험자들이 세 작품 군을
바라보는 동안에 이들의 뇌 속에서 나타나는 반응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제시된 작품이 추상화, 풍경화, 정물화, 초상화인지 여부에
따라 시각 뇌의 각기 다른 영역이 활성화됨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
는 시각 뇌 영역이 기능에 따라 특수화되어 있다는 제키의 주장을 입증
해주었다. 그러나 피험자들이 아름답다고 평가한 작품 군을 바라볼 때에
는 작품의 양식(style)에 상관없이 내측안와전두엽(medial Orbitofrontal
cortex, mOFC) 부위가 유일하게 공통적으로 활성화되었다. mOFC는 인
간의 양쪽 눈 바로 뒤 쪽에 위치한 두뇌 피질 부위이다. 해부학적으로
이 부위는 다양한 보상(reward) 요인이 야기하는 쾌 경험(hedonic
experience)을 일으키는 뇌의 ‘보상 회로(reward circuit)’에 속한다.101)
그런데 위 실험을 통해 피험자들이 아름답다고 평가한 작품들을 바라볼
때, 즉 아름다움을 경험할 때 mOFC 부위 세포들이 눈에 띄게 활성화된
반면, 추함을 경험할 시에는 mOFC의 활성이 상대적으로 저하되는 현상
이 관측되었다(<그림 5> 참고). 제키는 이러한 결과가 아름다움이나 추
함과 같은 미적 경험이 쾌락에 관계된 정서적 성질을 갖는다는 견해를
뒷받침해준다고 해석하였다. 그런데 아름다움을 경험할 때와 달리, 추함
을 경험할 시에는 뇌의 운동피질(motor cortex) 부위가 크게 활성화되었
다. 제키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생명체가 추한 대상으로부터 자신을 보
호하기 위해 몸을 움직여 도피하려는 행동반응에 관련된 신경학적 지표
라고 설명하였다.102)
101) Kringelbach, “The Human Orbitofrontal Cortex: Linking Reward to Hedonic
Experience”, Nature Reviews Neuroscience, 2005, Vol.6(9), p.691
102) Kawabata and Zeki, op. cit., p.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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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험을 통해 제키 연구팀은 우리가 어떤 작품에 대하여 미/추 판
단을 내리고 미 혹은 추를 느끼는 미적 경험은 특정한 뇌 영역, 즉
mOFC 영역의 활성작용과 주된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결론을 도출하였
다.103) 제키는 이 연구를 토대로 예술이 환기하는 아름다움의 경험은
mOFC 부위의 활성작용과 관련된 공통적 신경 기반을 갖는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게 된다. 즉 제키는 향후
2004년도 실험을 중요한 초석으로 삼아 미적 경험의 보편 성질을 신경학
적으로 해명하기 위한 fMRI 실험들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2) 회화와 음악에 대한 미적 경험의 신경 기반 비교
대표적인 예로 제키는 T. 이시주와 연구팀을 결성하여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다년에 걸쳐 다각적인 실험연구 성과들을 발표하였다. 그 중
첫 번째 실험은 제키의 후기 신경미학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연구의 하
나로서 이후 많은 논쟁을 일으킨 주장을 내놓았다. 우선 제키와 이시주
는 아름다움을 신체의 어떤 성질로서 규정한 철학자 E. 버크의 정의를
받아들여, 아름다움의 경험에 상응하는 단일한(single) 혹은 집단적 뇌신
경 부위가 존재한다고 가정하였다. 다시 말해 청각이나 시각과 같은 감
각 종에 상관없이, 모든 감각을 통해 유발된 아름다움에는 어떤 유일한
(unique) 성질이 존재하는데, 이를 신경학의 관점에서는 뇌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104)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제키와 이시주는 Kawabat & Zeki (2004)
를 비롯한 유수의 선행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
하였다. “아름다움은 mOFC의 특정 부위 신경작용과 상관관계를 갖는
다.”105) 이를 증명하기 위해 연구팀은 fMRI 기술을 이용한 실험을 다음
103) Ibid., p.1702
104) Ishizu and Zeki, “Toward a Brain-based Theory of Beauty”, 2011, p.1
105)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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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A는 회화에 대한 신경 반응을 평균화한 것이
며, B는 음악에 대한 신경 반응을 평균화한
것이다. A, B 모두 동일한 신경 부위 그림 7. C는 A와 B에 나타난 활성 반응을 결
(mOFC)가 활성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합한 것이다. Ishizu & Zeki (2011)
Ishizu & Zeki (2011)

과 같이 실시했다. 먼저 연구팀은 fMRI 속 피험자들에게 초상화, 풍경
화, 정물화로 구성된 60 가지 회화작품과 고전음악 및 현대음악으로 구
성된 60 가지 음악작품을 16초 간격으로 제시하고 각 작품의 아름다움을
1점에서 9점까지의 점수로 평가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험자들의 평가 점
수 평정치를 토대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작품 10점을 아름다운 작품
군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작품 10점을 추한 작품 군으로 분류한
뒤, 두 작품 군을 다시 제시하면서 피험자들의 뇌 반응을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각 유형의 자극에 반응하여 활성화된 두뇌 피질의 여러
영역 중, mOFC 부위에 있는 단 하나의 피질 영역만이 청각적, 시각적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동안 눈에 띄게 활성화되었다. 이 때 mOFC의 부
분에서 나타난 활성 반응의 강도는 아름다움 경험의 강도에 비례하였다.
다시 말해 높은 미적 평가를 받은 작품 군을 접할수록 mOFC 부위의 활
성 강도가 높아졌다는 말이다.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뇌 활동에
관련하여 논하자면, 적어도 청각적 자극과 시각적 자극을 포함한 다양한
자극에서 비롯된 아름다움에는 하나의 뇌신경적 기능(즉 mOFC 활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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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이를 그들의 ‘뇌기반 미 이론’의 핵심 주
장으로 공식화 하였다.

3) 지각 경험과 미적 경험의 신경 기반 비교

그림 8. Ishizu & Zeki (2013)

그림 9. Ishizu & Zeki (2013)

이후 제키와 이시주 연구팀은 앞서 제시한 그들의 ‘미 이론’을 더욱
정교하게 검증해 보이기 위해 후속 연구들을 계속해서 진행하였다. 그
중 2013년에 발표한 fMRI 실험에서는 회화에 대한 미적 경험과 단순한
지각적 경험의 신경 기반을 비교 관찰하였다. 연구팀은 fMRI 속 피험자
들에게 510 개의 풍경화, 초상화, 정물화 회화작품들을 3초 간격으로 보
여주며 각각에 대하여 미적 판단 혹은 지각적 판단을 내리도록 지시하였
다. <그림 8>과 같이 먼저 스크린 화면을 통해 판단 과제를 제시한 다
음, 두 가지 그림 쌍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그림을 본 피험자들은 미적
판단 과제의 경우에 그림의 아름다움을 평가하도록 지시받았으며, 지각
판단 과제의 경우 그림의 밝기를 평가하도록 지시받았다. 피험자들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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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수행하는 동안 연구팀은 그들의 뇌신경 활동을 기록하였다.
관찰 결과 미적 판단에는 정감 운동 계획(affective motor planning)
에 관련된 피질하부 영역과 함께 안와전두피질의 내측, 측면 부위가 관
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미적 판단과 지각 판단 모두에 있어서
활성 반응이 나타난 영역에는 앞뇌섬(anterior insula)과 배측전두엽
(dorsolateral prefrontal cortex) 부위와 함께 운동영역의 여러 부위가 관
측되었다(<그림 9> 참고).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제키와 이시주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냈다. 판단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기능적으로 특수화
된 뇌신경 기반이 존재하는데, 그 가운데 미적 판단은 지각적 판단과 공
유하는 특정한 신경 기반 외에도 별개의 고유한 신경 기반을 갖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와전두피질의 내측 부위(mOFC)는 다시 한번 그 유력
한 후보로서 간주되고 있다.

4) 숭고 경험과 아름다움 경험의 신경 기반 비교
다음으로 2014년에 새롭게 발표한 fMRI 실험을 통해 제키와 이시주
는 숭고의 경험에 관여하는 신경 기반을 관찰한 다음, 이를 기존 연구를
통해 밝혀낸 아름다움 경험의 신경 기반에 대비시켰다. 이러한 시도는
뇌기반 미 이론의 근거를 더욱 다각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아름다움의 고
유한 신경학적 기초를 분명하게 해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실험에
앞서 연구팀은 E. 버크가 제시한 개념적 구분을 참조하여 숭고의 경험을
간략히 규정하였다. 그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숭고의 경험은 아름다움의
경험과 구별되는 경험으로, 철학적 미학에서는 자주 두 경험이 대조를
이루는 것처럼 논의되고 있다. 연구팀은 숭고의 경험을 자연의 웅장한
광경으로부터 파생되는 경험이라고 간단히 정의하였다.

- 49 -

그림 10.
숭고 경험 시 유의미한 활성 반응
을 나타낸 부위를 빨간색으로 표
시하였다. 이를 초록색으로 표시된
아름다움의 신경 활성 양상과 비
교했을 때 겹쳐지는 영역이 존재
하지 않았다. 연구팀은 특히 숭고
경험 시 mOFC의 활성 이 나타나
지 않았음을 화살표로 강조하였다.
Ishizu & Zeki (2014)

제키와 이시주는 숭고 경험의 강도와 그에 상응하는 뇌의 활동 양상
(pattern)이 선행 연구에서 보고된 아름다움 경험의 뇌 활동 양상과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 조사하였다. 실험에 앞서 피험자들은 5초 간격으로
제시된 232 점의 풍경 사진작품들을 감상하며 그로부터 느껴지는 숭고의
정도를 1점~5점의 척도로 점수 매기도록 지시받았다. 연구팀은 이러한
행동 과제를 바탕으로 풍경 사진들을 집결된 점수의 평정치를 기준으로
다섯 단계의 세트로 나눈 다음, 이를 숭고의 단계에 따라 다시 한번 피
험자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피험자들로 하여금 제시된 풍경사진을
보면서 각각에 대해 숭고의 정도를 한 번 더 평가하게 하면서 이들의
뇌 반응을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측정된 뇌 반응은 아름다움의 경험에 관련된 뇌 반응과
분명히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즉 두 경험 사이에는 어떠한 공통적인
뇌 활동 양상도 관측되지 않은 것이다. 제키와 이시주는 이러한 결과에
의거하여 숭고와 아름다움의 뇌신경 기반은 상이할 뿐만 아니라, 각각
분리 가능하다는 주장을 제시하였다.

5) ‘즐거운’ 그리고 ‘슬픈’ 미적 경험의 신경 기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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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위측 뇌 영상사진은 즐거운 미적 경험과 슬픈
미적 경험 시 활성화된 mOFC 부위를 표시한
것이다. 그래프는 전자(빨간색)와 후자(파란색)
의 평균 대조 추정치를 비교한 것이다. 즐거운
미적 경험이 슬픈 미적 경험보다 더 높은 강도
의 신경 반응을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우측
뇌 사진에는 연구의 주된 관심 영역인 mOFC
부위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Ishizu &
Zeki (2017)

이어서 2017년 제키와 이시주 연구팀은 즐거움(joy) 또는 슬픔
(sorrow)에서 비롯된 아름다움의 경험에 각각 고유하게 관여하는 신경적
메커니즘을 탐색하였다. 즐거움에서 비롯된 아름다움의 경험과 슬픔에서
비롯된 아름다움의 경험은 ‘아름다움’이라는 공통된 분모를 공유하지만,
긍정적 감정가(즐거움)와 부정적 감정가(슬픔)에 해당하는 두 가지 대립
적인 정감상태에 연결된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를 갖는다. 연구팀에 따
르면 이처럼 반대되는 성격을 가진 미적 경험의 신경 기반을 비교하려는
연구의 취지는 앞서 2014년에 추진한 숭고와 아름다움에 대한 연구 취지
와 맥을 같이 한다.106) 제키와 이시주는 그들이 2011년에 제안한 뇌기반
미 이론의 주장, 즉 “모든 아름다움의 경험은 mOFC에 위치한 단 하나
의 공통 영역의 신경 활동과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생각을 더 정교한 방
식으로 입증하기 위해 이 같은 연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107)
이들은 숭고와 아름다움 경험의 경우와 같이, 즐거움과 슬픔에서 비
롯된 두 가지 아름다움의 경험은 분명한 뇌신경 활성 양상의 차이를 나
타낼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러나 전자와 달리 후자의 경험들은 mOFC
부위에서 공통적인 활성 양상을 보여줄 것이라고 가설을 제시하였다.
106) Ishizu and Zeki, “The Experience of Beauty Derived from Sorrow”, Human Brain
Mapping, 2017, Vol.38(8), p.2
107) Ibid., p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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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팀은 fMRI 속 피험자들에게 행동 과제를 통해
‘슬프지만 아름다운’, ‘즐거움을 주면서 아름다운’, ‘보통의’, ‘추한’ 것으로
분류한 네 가지 범주의 작품 군들(총 120개)을 보여주고 이를 감상하는
동안 나타나는 뇌 활동을 관찰하였다. 관찰 결과 앞서 제시한 실험의 가
설이 옳다는 점이 입증되었다. 즉 연구팀의 예상대로 아름다움의 경험은
상이한 감정가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mOFC의 활성 반응을
보였으며, 즐거운 아름다움의 경험은 긍정적인 감정에 관계된 뇌 영역들
을, 그리고 슬픈 아름다움의 경험은 부정적인 경험에 관계된 뇌 영역들
을 각각 상이하게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제키의 신경미학은 2004년 이후 본격화한 fMRI 기반
실험 연구들을 통해 회화, 음악, 사진을 비롯한 다양한 예술 대상이 일으
키는 미, 추, 숭고 등의 신경 기반을 집중적으로 해명하기 위해 노력하였
다. 무엇보다 제키의 후기 신경미학은 시각 예술에 대한 기초적인 지각
경험의 신경적 상응물들을 밝혀내는 데에만 한정하였던 전기의 연구에
비교했을 때, 실험의 자극으로 선택한 예술 대상의 종류뿐 아니라 실험
의 주제와 가설들을 다각화함으로써 예술에 대한 미적 경험의 신경 기반
을 더욱 정교한 방식으로 탐구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예술이 환기하
는 아름다움의 공통적 신경 기반을 해명하는 데 있어 제키와 그의 연구
팀들이 제시한 다양한 실험적 접근 방법들은 후속 연구자들에 의해 중요
한 탐구 모델로 인식되는 등 선구적인 시도로서 평가되고 있다.108) 그러
나 동시에 제키의 후기 신경미학은 최첨단의 신경영상 기술을 활용한 동
시대적 탐구 방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상적으로는 특정한 철학적 사
유의 전통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도 제시되고 있다. 이어지는 Ⅳ장의 논
의를 통해 이 같은 평가의 실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108) Douchová & Nešetřil,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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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제키의 신경미학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제키의 신경미학은 미학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명하려는 시도에 연
관된 다양한 논의들을 배출하고 있다. 그 중 한 편으로는 제키가 신경영
상 기술을 활용한 현대 신경과학의 연구 성과들을 미학에 접목시킴으로
써 새로운 학제적 접근을 제시하고, 신경과학과 미학의 탐구 지평을 확
장시키는 데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존재한다.109)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제키의 신경미학은 그것의 근본 전제와 이론적 가정, 그리고
세부적인 실천적 연구 내용에 관련한 여러 문제점들을 비판받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이처럼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될 수 있는 제키 신
경미학의 주요 문제점들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먼저 제키의 신경미학이
상정하고 있는 근본 전제가 어떤 한계를 갖는지에 대해 알아본 다음, 제
키 신경미학의 이론적 가정에 내재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끝으로 제키의
전기 및 후기 신경미학의 실천적 방법론에서 발견되는 난점에 대해 각각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제키의 신경미학이 더욱 설득력 있는 미학적
통찰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재고해야 할 쟁점들이 무엇인지에 대
해 반성적으로 고찰하도록 하겠다.

1. 근본 전제의 문제: ‘신경생물학적 미학만이 완전하
다’는 주장
앞서 본고의 Ⅰ장 1절에서 살펴본 바처럼, 제키는 초기의 저술들을
통해 미학에 대한 신경생물학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신경생물
109) Onians, Neuroarthistory: From Aristotle and Pliny to Baxandal and Zeki, New
Haven, [Conn.];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7, pp.189-203; Douchová &
Nešetřil,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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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에 기초하지 않은 어떠한 미학이론”도 결코 ‘완전’하거나 ‘만족스러운’
것이 될 수 없다고 단언하였다. 제키의 이 같은 발언은 전통적인 철학적
미학을 염두에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제키는 신경생물학에 기초하지
않은 기존의 철학적 미학이론들은 모두 ‘불완전한 것’으로 가치 절하하였
다. 말하자면 그는 ‘뇌 활동을 고려한’, 그리고 ‘견고한 신경생물학’에 바
탕을 둔 자신의 미학이론이 ‘불완전한’ 철학적 미학을 대체할 것이라는
확신을 드러내었다. 이와 같이 새로운 학문분야인 신경생물학적 미학, 즉
신경미학의 우월성을 강조한 반면, 기존 철학적 미학의 유효성을 부정한
제키의 견해는 한편으로는 인간의 모든 행위를 ‘뇌 활동의 산물’로 간주
한 그의 이론적 가정에 근거한 것이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철학과 신경
과학의 본성을 오해하고 양자를 상호 배타적인 관계로 간주한 그의 학문
적 입장을 전제한다.
제키는 20세기 말에 이루어진 신경과학의 혁명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긴 나머지 21세기에는 철학 자체가 쇠퇴하고, 철학의 주요한 물음들이
신경과학에 의해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다.110) 무엇보다 그는 마음의 본
성, 마음과 뇌의 관계, 또는 뇌의 기능에 대해 철학이 오랫동안 성취해
온 ‘빈곤한 결과’에 대해 실망을 표출하면서, “지식을 습득하고, 추상하
며, 이상(ideals)을 구성하는 뇌의 능력”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신경생물학
이 짊어져야 할 철학적 짐”이라고 생각했다.111)
미래의 신경생물학이 당면하게 될 문제는 철학이
[…] 과거에 부적합하게 씨름해 온 전혀 성공적이지 못
했던 영원한 진리와 궁극적인 가치이다.112)
110) 베넷, 해커 지음, 이을상 외 옮김, 『신경과학의 철학: 신경과학의 철학적 문제와 분
석』(이하 『신경과학의 철학』), 서울: 사이언스북스, 2013, p.781
111) Zeki, “Splendours and Miseries of the Brain”,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B: Biological Sciences, 1999, Vol.354(1392), pp.2053-2065 (베넷, 해
커, op. cit., p.781에서 재인용. 베넷과 해커의 주석에 따르면, 제키는 ‘이상적인 것
(ideals)’를 관념(ideas)이나 개념(concepts)을 의미하는 말로 쓰고 있다.)
112) Zeki, op. cit. (베넷, 해커, op. cit.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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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제키는 “어떻게 색깔이 물질세계에 존재하는가?” “색깔은 대상
의 속성으로 간주될 수 있는가?” 등과 같은 철학적 물음에 신경생물학이
대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에 따르면 신경생물학은 “물체가 색
깔을 띠지 않는다는 것”, 즉 색깔은 ‘뇌의 속성’이라는 것을 밝혔다. 다시
말해 신경생물학은 색깔이 물체가 본래 갖고 있는 속성이 아니라, “뇌가
대상의 물리적 속성에 부과하는 해석”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는데, 제키에
의하면 이는 철학자들의 방법으로는 결코 해명해낼 수 없는 과학적 사실
이었다.113)
이 같은 진술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신경생물학에 기초하지
않은 미학이론은 완전하지 않다’는 제키의 주장은 철학적 방법에 대한
그의 불신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M. 베넷과 P.
해커가 올바르게 지적하고 있듯이, 제키를 포함한 일부 신경과학자들이
철학에 제기하는 비난은 “철학적 기획을 과학적 기획으로 동화시키려는”
잘못된 생각을 반영한 것이다.114) 베넷과 해커에 따르면, 마음이나 의식,
감정, 혹은 미적 감흥을 철학적으로 탐구하는 것과 신경과학적으로 탐구
하는 것은 상당히 다른 것이다. 베넷과 해커는 제키와 같은 신경과학자
들이 철학과 신경과학의 본성을 혼동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115)
신경과학자들의 혼동은 부분적으로 선험적이고 개념
적인 물음과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물음을 구분하지 못
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철학은 오직 마음이라는 개념
및 이와 관련된 개념과의 세세한 논리적-문법적 연결을
113) Ibid., p.2056. (베넷, 해커, op. cit.에서 재인용)
114) 베넷, 해커, op. cit., pp.777-798
115) 베넷과 해커는 그들의 공동저작 『신경과학의 철학』의 제14장 ‘방법론적 반성’에서
F. 크릭, G. 에덜먼, S. 제키와 같은 현대 신경과학자들이 철학의 방법에 대해 표명해
온 불신과 개탄이 잘못된 것임을 분석적으로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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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만 마음의 본성을 탐구할
수 있다. 그래서 철학은 마음이라는 개념과 인간, 감성
적 존재자, 신체, 뇌라는 개념 사이의 관계를 밝혀낼 수
있다. 이것은 철학의 영역이다.
신경과학은 우리의 심리적이고 행동적인 능력과 그
수행을 신경적으로 기초지우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만 마음의 본성을 탐구할 수 있다. 철학적 기획
과 신경과학적 기획은 전혀 다른 것이다. 더욱이 신경과
학적 기획은 [참이거나 거짓인 어떤 경험적 이론을 형식
화하는 데 있어 개념이 경험에 선행한다는 점에서] 철학
적 기획을 전제한다.116)
예컨대 미학이라는 동일한 탐구 대상에 대하여 신경과학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미와 예술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인간 능력의 신경학적
원리와 법칙에 관한 경험적 질문들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미학에 대해
철학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미와 예술 경험의 개념과 그에 연관된 다
른 개념들 간의 연결 관계를 논리적, 규범적으로 명료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미학에 대한 철학적 기획과 신경과학적 기획의 본
성을 분명히 하고 양자 간의 차이를 구분한다면, 어느 한 쪽의 기획을
다른 기획에 동화시키거나 양자의 기획을 혼동하는 데에 따른 제키의 주
장이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앞서 논의한대로 철학적 미학과 신경과학적(혹은
신경생물학적) 미학이 서로 다른 기획 아래에 상이한 접근을 취한다고
해서 양자의 관계가 상호 배타적인 것으로 구획 지어져야 하는 것은 아
니라는 점이다. 철학적 미학과 신경과학적 미학은 분명히 서로 다른 전
략을 취하고 있지만,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2000년대 중반 새롭게 떠오른 2세대 신경미학자들은 제키와 달리,
116) Ibid., pp.788-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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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학에 대한 상이한 학문적 접근들이 가진 고유성을 인정하면서 미학에
대한 제 학문 간의 협력적 관계와 통섭을 주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M.
피어스와 D. 자이델, O. 바타니안, M. 스코프, H. 레더, A. 채터지, M.
네이달은 공통적으로 미학에 대한 철학적, 인문학적 접근과 인지 신경과
학적. 실험심리학적 접근들이 한쪽으로 치우친 종속적 관계를 맺는 것에
반대하며, 신경미학이 다양한 학문적 접근들을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진
정한 의미의 학제적 연구 분야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117) 달리
말해 신경미학은 전통적인 철학적 미학과 예술철학, 미술사학은 물론이
고 신경학적 미학, 예술심리학, 진화생물학적 미학 등 광범위한 학문 분
야에서 제시된 관점들과 논의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임으로써 미와 예술
경험의 여러 층위들을 다각적으로 해명하기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다.118) 요컨대 피어스 외의 2세대 신경미학자들은 미학에 대한 기존의
다양한 접근들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할 때에 비로소 신경미학이
진정한 융합학문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신경미학을 신경생물학이라는 단일한 접근만으로 구획 짓는 것은 생
산 가능한 미학적 논의를 신경생물학적인 것으로 국한시키는 동시에 신
경미학의 의미 또한 매우 좁은 범위로 제한시키는 한계를 갖는다. 피어
스와 그의 동료 신경미학자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자각하고 신경미학의
탐구 대상과 범주에 관한 개념적 틀을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재규정하
였다.119) 이들은 예술작품과 같은 미적 대상에 대한 경험 일반을 지각적,
인지적, 정감적 능력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 간주하고, 이에 연관된 다
층위의 심리작용과 그 근저의 신경적 작용에 대해 다각적으로 접근할 것
을 제안하고 있다.
가령 H. 레더와 그의 연구팀이 미적 경험의 복합적 심리처리과정들
을 크게 인지적 층위와 정감적 층위로 구분하고 이를 분석적으로 제시한
117) Pearce et al., “Neuroaesthetics: The Cognitive Neuroscience of Aesthetic
Experience”,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2016, Vol.11(2), pp.265-279
118) Ibid., p.267
119) Ibid., pp.26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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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 경험 모델’120)은 미학에 대한 이 같은 통섭-지향적 시각을 집약적
으로 반영한 대표적인 학제적 연구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레더의 모델
외에도 최근 많은 신경미학 연구자들에 의해 미학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
관점들을 배경으로 한 통섭-지향적 실험들이 개진되고 있다. 이에 관련
한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본고의 Ⅴ장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다.

2. 이론적 가정의 문제: 환원적 자연주의
앞서 본고의 Ⅱ장 1절과 Ⅲ장 1절의 논의를 통해 제키가 시각 예술
과 아름다움의 개념을 각각 특정한 뇌신경 세포들의 활성 작용으로 등치
시켜 정의하고 있음을 알아보았다. 이에 대해 R. 프리바는 제키의 신경
미학이 ‘환원적 자연주의(Reductive Naturalism)’의 입장을 취한다고 제
시하였다.122)
일반적 의미에서 자연주의란 이 세상에 실재하는 모든 사물과 현상
들이 자연의 범위 안에 있으며 자연의 법칙을 따른다고 보는 입장이다.
자연주의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 가설의 참과 거짓을 검증하는 과학적 방법만이 세
계의 진리를 규명하기 위한 최선의 탐구 방법이라고 간주한다. 그 중에
환원적 자연주의란 전체(whole)의 사물이나 현상을 그것의 부분적인 구
성 성분이나 요소들로 되돌려 파악하는 자연주의의 형태를 가리킨다.123)
프리바가 제시한 것처럼, 제키의 신경미학은 인간의 고차적인 미적 행위
120) Leder et al., “A Model of Aesthetic Appreciation and Aesthetic
Judgments”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2004, Vol.95(4), pp.489-508; Leder and
Nadal, “Ten Years of a Model of Aesthetic Appreciation and Aesthetic Judgments:
The Aesthetic Episode - Developments and Challenges in Empirical Aesthetics”,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2014, Vol.105(4), pp.443-464
122) Pryba, “Dewey, Naturalism, Neuroaesthetics”, in Pragmatist Neurophilosophy:
American Philosophy and the Brain, John R. Shook and Tibor Solymosi (Eds.),
London; New York: Bloomsbury Academic, 2014
123) Ibid.,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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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예술 활동을 뇌의 기초적인 신경 작용으로 환원시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원적 자연주의를 표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프리바는 이러한 제키 식 자연주의의 환원적 성격 자체를 문제 삼으
며 그것의 한계점에 대해 비판적으로 조명하였다.124) 구체적으로 프리바
는 제키 신경미학의 기초를 이루는 신경과학의 환원주의125)에 문제를 제
기하며 그 유효성을 의심하였다. 그러나 본고는 프리바와 달리, 제키의
신경미학이 견지하는 신경과학의 환원주의 자체를 문제 삼으려는 것이
아니다. 본고에서는 제키의 신경미학이 이론적/개념적으로 극단적 형태
의 환원주의를 피력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그 한계점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제키는 ‘인간’을 ‘뇌’에 동일시하고 인간의 미적, 예술적 행위를 ‘뇌의
산물’로 간주함으로써 미와 예술 경험의 본질을 뇌의 특정한 신경 작용
(가령 mOFC의 활성이나 V1-V5세포들의 활성)에 대응시켜 정의하였다.
제키의 이러한 극단적 환원주의는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로 하
124) Ibid. 미국의 프라그마티즘 철학자인 R. 프리바는 이 논문에서 미학에 대한 철학적
접근과 신경과학적 접근 사이의 긴장 관계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는 특히 J. 듀이의
프라그마티즘 미학과 S. 제키의 신경미학에 주목하여 각각을 ‘비환원적 자연주의’와
‘환원적 자연주의’의 입장으로 구분하고 양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듀이
식 프라그마티즘 철학의 지지자로서 프리바는 이 글에서 듀이의 비환원적 자연주의
철학을 옹호한 반면, 제키의 환원적 자연주의가 갖는 한계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125) 환원주의의 의미는 다양하지만 통상 ‘존재론적 환원주의’, ‘방법론적 환원주의’ 및
‘이론적 환원주의’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존재론적 환원주의란 모든 존재하는 개별
자나 속성들은 가장 낮은 수준의 개별자나 속성들의 결합으로 구성되며 소수의 개별
자나 속성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믿는 신념(belief)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방법론적 환
원주의란 복잡한 사물이나 현상, 구조 등을 설명하기 위해 그것의 더 작은 구성 성분
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는 연구 전략(approach)을 말한다. 끝으로 이론적 환원주의
란 복잡한 사물이나 현상, 구조 등에 대한 이론은 더 단순하고 기본적인 이론으로 환
원될 수 있다고 보고 부분에 대한 이해가 전체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고 간주함
(suggestion)을 뜻한다. (M. Ruse, "Entry for ‘Reductionism’", in T. Honderich, The
Oxford Companion to Philosophy (2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p. 793)
본고에서는 환원주의의 의미를 주로 두 번째, 즉 방법론적 환원주의의 용법으로 사
용한다. 인간과 그 행위 및 심리학적 속성은 그것의 근본 원인인 신경세포들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한 S. 제키, F. 크릭, G. 에덜먼과 같은 신경과
학자들은 기본적으로 방법론적 환원주의를 취한다. 이들이 취한 방법론적 환원주의는
대게의 경우 존재론적 환원주의와 보조를 같이 한다. 이에 관한 더 자세한 설명은
베넷과 해커가 쓴 『신경과학의 철학』 제13장 ‘환원주의’를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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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금 오로지 신경생물학적 방법만이 ‘완전한 미학’에 도달할 수 있는 유
일한 길이라는 과학만능주의적 입장을 갖게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제키 신경미학의 극단적인 환원적 가정과 그 한계점
에 대해 알아보겠다.

1) 극단적인 환원적 가정
제키의 신경미학이 제시하고 있는 환원적 가정은 크게 세 가지 층위
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인간의 미적, 예술적 행위들을 ‘뇌의 산물’로서
규정한 가정과 둘째, 시각 예술을 ‘시각 뇌의 산물’로서 규정한 가정 그
리고 셋째, 아름다움의 경험을 ‘뇌의 mOFC의 활성화에 상관관계가 있는
신체 내부의 성질(quality)’로서 규정한 가정이 그것이다.
우선 제키의 신경미학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근본 명제인 “인간의
모든 행위는 뇌 조직의 산물이다.”126)는 제키의 가장 극단적인 환원적
가정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문장이라 할 수 있다. 제키는 뇌의 신경 활동
이 인간의 모든 행위의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했을 뿐 아니라 인간을 존
재론적으로 생물학적 뇌에 동일시하였다. 1995년 화가 K. 발튀스와 나눈
대담에서 제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신은 물론 화가입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하나의 뇌
이기도 해요.127) […] 위대한 화가는 세계의 보편자들
(universaux)을 작품에 표상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는 화
가가 세계로부터 보편적인 지식을 획득하고자 하는 뇌의
본성을 발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128) […] 미적 경험은
뇌의 보다 많은 영역이 자극될수록, 즉 뇌신경 세포 사
126) Zeki, “Artistic Creativity and the Brain”, 2001, p.52
127) Zeki, Balthus ou La Quête de L’Essentiel, Paris: Les Belles Lettres:
Archimbaud, 1995, p.66.
128) Ibid.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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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욱 복잡한 관계가 맺어질수록 더 강해지기 마련
입니다.129)
제키는 ‘나’라는 존재, 즉 ‘인간’ 존재와 인간의 행위를 일련의 뇌신
경 세포들이 펼치는 활동, 즉 뇌의 신경 활동에서 수반된 속성으로 간주
하고 있다. 이 같은 관점에서 그는 화가의 예술 활동이나 미적 행위를
뇌의 본성으로 환원시키며, 미적 경험을 비롯한 인간의 심리적 속성을
뇌의 신경 상태에 동일시고 있다. 시각 예술을 시각 뇌의 산물로 정의하
고 시각 예술가를 (시각 뇌의 기능에 대해 탐색하는) 신경과학자와 동일
시한 제키의 전기 이론은 이러한 형식의 환원적 서술이 구체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제키가 후기 이론을 통해 제시한 바, 아름다움이란 뇌
의 (내측안와전두엽 부위) 신경 활동에서 비롯된 신체적 성질이라고 정
의한 그의 “뇌기반 미 이론” 역시 인간을 뇌의 신경 활동으로 귀속시킨
그의 극단적인 환원적 가정을 반영한 것이다.
다른 한편 제키의 신경미학이 미와 예술에 대해 표명하고 있는 극단
적인 환원적 가정은 미와 예술을 본질주의적으로 이해해온 전통 미학자
들의 이론을 자의적으로 수용한 결과이기도 하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제키는 시각 예술의 본성을 신경학적으로 규명하는 과정에서 플라톤과
헤겔의 예술 개념을 이론의 철학적 준거로 삼았다. 또한 그는 아름다움
의 본성을 규명하기 위해 버크와 칸트, 벨과 같은 철학자들의 미 개념을
신경학적으로 재해석하여 실험의 가설로 채택하였다. 주지하듯 이들은
공통적으로 미와 예술에 어떤 고유하고 단일한 본질이 존재한다고 가정
하며, 이를 자신의 철학 체계에 따라 각기 다른 논증을 통해 환원적으로
규정한 대표적인 서양 전통 사상가들이다. 제키의 신경미학이 미와 예술
경험의 본질을 뇌의 특정 부위의 신경 활동에 환원시킴으로써 예술 경험
에 어떤 확정된 보편성을 부여하려 한 것은 그가 이 같은 서양 전통 미
학자들의 환원적 사유 체계를 수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129) Ibid. 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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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극단적인 환원적 가정의 한계
제키가 인용한 플라톤이나 칸트와 같은 서양 전통 철학자들과 마찬
가지로 제키의 신경미학은 ‘모든 예술에 대한 미적 경험에 공통으로 적
용되는 유일한 본질이 무엇일까’라는 물음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리고 제
키는 이에 대한 답을 뇌 속에서 찾아내고자 했다. 이때 예술에 대한 미
적 경험에 공통된 본질이라는 것이 정말로 존재 하는가에 관한 문제는
진지하게 고려되지 않고 있다. 미적 경험의 본질에 관련한 문제에 관해
서는 본고의 Ⅴ장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여기서는 제키처럼 환원적 자연
주의를 극단적으로 추구한다면 아래와 같은 비판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베넷과 해커는 인간의 행위와 그 심리학적 속성을 뇌의 신경 활동에
등치시켜 정의하는 것을 마치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처럼 서술하는
제키와 같은 신경과학자들의 환원적 가정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인간의 마음과 정신, 행위의 근원을 뇌에 환원시킨 신경과학자들
의 개념적 규정은 “경험적으로 증명된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 논리적 결
함이 있는 형이상학적 주장’이다. 베넷과 해커는 오늘날 제키를 포함한
많은 신경과학자들이 ‘전체로서 인간’에 속한다고 생각할 때에만 의미있
는 인간 행위와 심리학적 속성들을 신체의 일부일 뿐인 ‘뇌 조직’에 환원
시켜 설명함으로써 “전체-부분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간단
히 말하자면, 전체-부분의 오류란 전체에 속한다고 생각할 때에만 유의
미한 속성들이 전체의 부분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130) 베넷과 해
커는 제키와 같은 현대 신경과학자들이 “인간의 행위와 심적 상태, 심적
사건, 심적 과정을 인간의 작용과 활동으로 생각하거나 어떤 사람이 경
험하고, 겪었거나, 참여하는 과정으로 생각하기보다 인간 속에서, 특히
인간의 뇌 속에서 발생하고, 일어나며, 진행되는 것이라고” 여겨왔다고
말한다.
130) 베넷, 해커, op. cit., p.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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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베넷과 해커에 의하면 이러한 생각은 심적 사건, 심적 상태,
심적 과정이라는 개념을 잘못 사용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예컨대 심
적 상태가 인간의 한 부분인 심장이나 콩팥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의미하듯이, 뇌나 뇌의 부분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술작품을 지각하고 그것으로부터 아름다움이
나 추함의 감정을 느끼는 심적 상태에 있는 것은 사람이지, 그 사람의
뇌가 아니다. 하물며 뇌의 부분인 신경세포들은 더욱 아니다. 베넷과 해
커는 두뇌 피질과 그것의 특정 부위의 신경 작용에서 파생되었다고 생각
할 수 있는 속성들은 인간에 속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속성들과 범주적
으로 다르다고 지적하고 있다.131)
예컨대 이들의 견해를 따르면 칼더의 <모빌>을 지각하는 행위가 시
각 뇌의 V5 세포를 중심으로 한 뇌의 신경 활동의 결과라는 제키의 설
명은 전체의 작용을 부분의 작용으로 과도하게 환원시킨 범주적 혼동을
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칼더의 <모빌>을 지각하는 행위는 ‘전체
인 인간’이 하는 일이지, 제키가 서술한 바처럼 인간의 신체 부위인 ‘뇌’
가 하는 일이 아니다. 또한 <모빌>과 같은 예술작품을 통해 세계로부터
항상적이고 본질적인 지식을 획득하고 이를 시각적으로 표상하는 것은
시각 뇌를 가진 ‘인간’이 하는 일이지, ‘시각 뇌’가 하는 일이 아니다. 이
와 같이 베넷과 해커의 관점에서 예술과 미적 경험을 비롯한 인간의 모
든 행위가 ‘뇌의 산물’이라고 가정한 제키 신경미학의 극단적인 환원적
자연주의는 전체의 속성을 부분의 것으로 혼동한 한계를 갖는다고 비판
될 수 있다.
A. 노에는 베넷과 해커와 유사한 관점에서 제키 신경미학의 극단적
인 환원적 가정에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132) 그 역시 인간의 모든 행위
를 ‘뇌의 산물’로서 간주하며 인간을 뇌에 귀속시킨 제키의 서술 방식과
견해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한다. 노에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131) Ibid., pp.231-232
132) Noë, “Art and the Limits of Neuroscience”, The New York Times, Dec. 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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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이루는 어떤 단일한 부분적 요소만으로 온전히 설명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생명체는 그의 일부를 구성하는 신체 조직뿐 아니라 그를 둘
러싸고 있는 물리적, 사회문화적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 함으로써 생
명을 영위해 나가기 때문이다.133) 다시 말해 생명체의 행위는 그의 신체
조직의 독립적인 작용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그의 신체 조직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환경에 의존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에는 인간의 행위와 마음, 정신, 의식은 그를 둘러싼 환경
과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뇌의 신경 작용’이라는 단일한 요인으로 환
원되어 설명될 수 없다고 적고 있다. 반대로 그는 인간의 행위와 마음,
정신 작용에 대해 적절히 해명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하나의 유기적인 생
명체로서, 즉 자신을 둘러싼 세계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끊임없이 상
호작용하는 존재로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노에는 제키와 같은 신
경과학자들이 “경험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이해하려면, 그것에 관련된 신
경 과정들을 의식 있는 존재가 주위 세계와 능동적으로 관계하는 맥락
안에서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134)
이상과 같은 노에의 관점에서 예술과 미적 현상을 뇌의 특정한 신경
조직으로 귀속시켜 설명한 제키의 신경미학은 제키가 추구한 바, ‘완전
한’ 미학이론으로 성립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렇지만 노에가 예술과 미적
현상에 있어 뇌의 특정한 신경 작용이 필수적이라는 제키의 주장을 부정
한 것은 아니다. 다만 그는 춤이나 음악과 같은 예술이나 미적 행위가
단순히 근육이나 뇌의 청각 기능만으로 설명될 수 없듯이, 예술에 대한
미적 경험이 뇌의 일부 조직에 관한 설명만으로 해명될 수 없다고 문제
제기한 것이다. 노에는 제키와 같은 신경미학자들에게 예술에 관련한 미
적 현상을 문화적, 환경적 맥락으로부터 뇌세포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극단적인 환원을 경계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요컨대 그는 신경미학이
예술과 아름다움을 단지 “뇌의 산물”이 아니라, “뇌를 가진” 인간이 그를

133) 이러한 노에의 설명은 앞으로 다음 Ⅴ장에서 펼쳐질 본고의 주장과 맞닿아 있다.
134) 노에 지음, 김미선 옮김, 『뇌과학의 함정: 인간에 관한 가장 위험한 착각에 대하
여』, 서울: 웅진씽크빅, 2009, 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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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러싼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차원에서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 V. 베르게론과 D. 로페즈는 예술의 본성에 대한 제키의
환원적 가정에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다.135) 이들은 시각 예술의
본성을 시각 뇌의 기능으로 환원시켜 정의한 제키의 예술 개념이 신경미
학이 추구해야 할 학제적 연구와 거리가 멀다고 지적하고 있다.136) 베르
게론과 로페즈에 따르면 신경미학이 미학에 대한 다양한 접근 간의 통섭
을 실현하는 진정한 학제적 학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탐구 대상
에 대한 공통된 합의가 필요하다. 즉 신경미학의 주된 탐구 대상인 예술
또는 미적 경험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학자들 간의 공통된 개
념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탐구 대상에 대한 개념적 합의는 그에
대한 다양한 층위의 분석과 설명들이 상호 보완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더
욱 강력한 통찰을 제공하기 위해 유용한 조건이기 때문이다.137)
그러나 이들은 제키가 초기에 신경미학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제시했던 예술에 대한 신경생물학적 정의는 그 자체로 어떤 유의미한 신
경학적 통찰을 제공할지 모르지만, 미술비평가나 예술철학자들과 같은
인문학자들의 담론으로 포섭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경미학의 통합적 방
향에 반대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2. 전기와 후기 연구의 방법론적 문제
1) 예술 지각의 신경 기반 해명이 갖는 미학적 함의 결여
135) Bergeron and Lopes, “Aesthetic Theory and Aesthetic Science: Prospects for
Integration”, in Aesthetic Science: Connecting Minds, Brains, and Experience,
Arthur P. Shimamura and Stephen E. Palmer (Ed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136) Ibid., p.73
137) Ibid., 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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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키의 전기 연구에 초점을 둔 비판들은 제키가 뇌에 관해 제시한
신경과학적 발견들을 미학적으로 유의미한 논의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
음을 지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제키가 전기의 연구를 통해 제시한
바, 개별적인 시각 예술작품을 지각하는 경험에 있어 필수적인 시각 뇌
의 신경 기반에 대한 과학적 해명은 정작 예술에 대한 경험 그 자체가
갖는 미적 함의에 관하여 의미있는 통찰을 제공하는 데에 실패하고 있다
는 것이다.
가령 B. 콘웨이와 A. 레딩은 칼더의 <모빌>에 대한 제키의 설명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그들의 논지는 다
음과 같다. 제키가 설명한 것처럼 칼더의 조각 작품은 분명히 시각적 운
동감을 처리하는 시각 뇌 중추인 V5 부위 신경세포들을 자극하는 중요
한 시각적 요인으로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칼더의 <모빌>이 시각 뇌
의 V5 부위 세포들을 자극한다는 사실이 칼더의 <모빌>이 아름답게 느
껴지는 원리를 설명해주지는 못한다. 제키의 논의에 있어 칼더의 작품은
단지 시각 뇌의 V5 세포들이 중심적으로 관여하는 시각적 운동 처리
(computations)에 대한 이해를 돕는 한 가지 매력적인 사례로서 기능할
뿐이다.138)
즉 콘웨이와 레딩은 개별 시각 예술작품의 지각에 관련하여 제키가
취하고 있는 기본적인 접근 방식이 해당 시각 예술작품으로부터 기대되
는 특정한 미적 효과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
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다. 예컨대 칼더의 <모빌>이 움직임을
시각적 표현을 통해 제공하는 미적 효과의 본질은 움직임을 지각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각 뇌의 V5 영역 세포들의 신경 활동에 있지 않기 때문
이다. 또한 뇌의 V5 부위에 손상을 입은 환자들이 칼더의 <모빌>이 제
공하는 움직임을 지각할 수 없다는 것과 같은 병리학적 사실은 칼더의
<모빌>을 정상적으로 지각하는 데에 필수적인 신경적 기반에 대한 생리
138) Conway and Rehding, “Neuroaesthetics and the Trouble with Beauty”, PLoS
Biology, 2013, Vol.11(3), e1001504,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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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지식을 제공하지만, <모빌>을 정상적으로 지각함으로 인해 얻는
고유한 경험의 특수성에 대해서는 설명해주는 바가 없다는 것이 이들의
견해이다.
이에 대해 W. 실리는 제키의 전기 연구 내용이 기초적인 ‘지각 가설
(perceptual hypothesis)’에 그칠 뿐, ‘미학 가설(aesthetic hypothesis)’로
서 성립되기에는 설명이 부족하다고 비판하였다.139) 그에 따르면 제키의
설명은 ‘예술에 대한’ 지각 경험과 ‘비예술’에 대한 지각 경험 사이에 존
재하는 차이에 대해서 해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술에 대한 경험을 다룬
논의로서, 즉 미학적인 가설로서 기능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제키의
연구는 제키가 사례로 제시한 시각 예술작품의 특정한 형식들(색채, 선
분, 움직임 등)이 지각되는 시각 뇌의 생리학적 원리에 대해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지만, 이는 사실상 특정한 예술작품이 아닌 어떠한 대상에
대한 지각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이다. 그러므로 제키의 연
구 내용이 ‘예술에 대한’ 지각 경험이 갖는 고유한 특징에 대해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는 데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 실리의 입장이다.140)
구체적으로 제키는 몬드리안의 작품에 표현된 ‘직선’과 말레비치의
작품에 표현된 ‘사선’을 성공적으로 지각하기 위해서는 시각 뇌의 V1,
V4 영역 세포들이 정상적으로 반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증명하
기 위해 그는 fMRI를 이용하여 몬드리안의 작품을 바라보는 피험자들의
뇌를 촬영하고, 각 영역에 위치한 세포들이 활성화된 관찰 결과를 제시
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자극 대상이 ‘몬드리안의 예술작품’ 혹은 ‘말레비
치의 예술작품’이 아니라, 벽지나 신문지에 그려진 ‘직선’ 혹은 ‘사선’이었
더라도 실험 결과는 마찬가지라는 사실에 있다. 제키가 설명한 바, 특정
한 시각적 형식에 대한 시각 뇌 세포들의 선택적 반응들은 그것의 자극
원천이 예술이든지 비예술이든지에 관련 없이 모든 종류의 시각 대상에
표현된 직선과 사선을 지각하는 데에 필수적인 원리일 따름이다.

139) Seeley, The Neurophysiology of Aesthetic Experience: Three Case Studies,
ProQuest Dissertations Publishing, 2006, p. 73
14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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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제키의 전기 연구에 대한 비판자들은 제키가 단지 탐구의 대
상을 예술작품으로 한정지음을 통해 예술에 대한 지각 경험에 관해 해명
했다고 생각함으로써 탐구의 범주를 혼동하고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실리가 지적한 것처럼 제키의 탐구가 일반 시각 대상에 대한 지각
경험을 해명하는 데에서 한 걸음 나아가, 시각 예술에 대한 지각 경험을
해명하는 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각 자극의 형식적 요소들이 곧바로 미
적 감흥의 직접적인 요인으로서 작용하는 원리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본고의 Ⅱ장
에서 이미 논의한 것처럼 제키가 스스로 지각 경험에 국한한 자신의 전
기 연구를 가리켜 “예술에 대한” 연구라기보다 “뇌에 관한” 연구라고 명
시했다는 사실이다. 제키는 전기 신경미학의 탐구 범주를 설정하는 데
있어 당시의 연구 초점이 (미적 경험의 토대로서) 기초적인 지각 경험에
한정되어 있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당대의 연구 수준으로는 미
적 경험에 연루된 신경적 기반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해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제키의 전기 연구로부터 예술 경험의
고유한 성격에 연관된 미학적 함의를 찾아내기 위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제기된 문
제들은 제키가 의도했던 것처럼, 신경미학이 예비적인 탐구 단계에서부
터 예술의 창작과 감상에 관련한 미적 경험의 본성을 해명하는 미학이론
의 토대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 가늠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쟁점들이다.

2) 예술이 환기하는 아름다움을 mOFC의 활성으로 귀속시킨
오류
제키의 후기 신경미학은 카와바타와 제키가 2004년에 실시한 fM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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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을 기점으로 예술에 대한 미적 경험의 신경 기반을 본격적으로 탐색
하기 시작하였다. 제키의 후기 신경미학에 대하여 제기되고 있는 비판들
은 제키가 예술이 환기하는 아름다움의 경험을 ‘mOFC’라는 특정 뇌신경
부위의 활성 작용으로 환원시켜 정의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제
키는 예술에 대한 미적 경험, 특히 아름다움의 경험을 “mOFC 부위의
활성 작용에 상관관계를 갖는 신체 내부의 성질[즉 뇌의 신경 작용]”이
라고 정의하였다.141) 또한 그는 어떤 종류의 예술작품이든 mOFC 부위
세포들의 활성을 일으키는 경험을 주는 작품만이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142)
그러나 콘웨이와 레딩의 지적에 따르면, 제키의 이 같은 주장은 그
에 대한 반례가 존재할 경우 기각될 여지가 있다. 제키 또한 이러한 한
계점에 대해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 이론의 효력은 아름다움의 경험을 다루는 미래의
다른 연구 결과들에 달려있다. 다시 말해 우리 이론이
계속해서 유효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연구들 역시 아름다
움의 경험이 mOFC 부위에서의 신경활성 작용과 상관관
계가 있음을 입증해주어야 할 것이다.143)
즉 예술작품에 대하여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사람의 뇌를 관찰한 다
른 신경영상 실험들에서 mOFC 부위의 유의미한 활성 작용이 나타나지
않는 사례가 존재할 경우, 제키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된다. 또한
mOFC 부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 환자, 즉 mOFC 부위의 정상적인
신경 작용에 문제가 있는 환자가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능력을 상실하지
않은 병리학적 사례가 존재할 경우에도 제키의 주장은 반박될 수 있다.
141) Zeki, “Clive Bell’s ‘Significant Form’ and the Neurobiology of Aesthetics”, 2013,
p.2
142) Ishizu and Zeki, “Toward a Brain-based Theory of Beauty”, 2011, p.8.
143) Ibid.,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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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웨이와 레딩은 뇌졸중 환자에 관한 병리학적 사례에 근거하여 아
름다움에 대한 제키의 정의에 반박하였다. 뇌졸중은 뇌에 혈액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손발의 마비, 언어 장애, 호흡 곤란 따위를 일으키는
증상이다. 제키가 주장한 바와 같이 mOFC 부위가 아름다움의 경험에
필수적으로 관여하는 신경 기반이라면, 뇌졸중으로 인한 mOFC 부위 손
상이 아름다움의 경험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 할 수 있다.144) 그런
데 2009년 T. 파인버그 연구팀의 실험145)과 J. 비어 연구팀의 실험146)
결과에 따르면 뇌졸중으로 인해 mOFC 부위에 정상적인 혈액 공급이 차
단되어 mOFC 신경세포들이 괴사한 환자의 자기평가(self-evaluation)
능력이 떨어진 반면,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에는 아무런 문제
가 없었다.147) 이 같은 연구 사례는 mOFC 부위의 활성 작용이 아름다
움의 경험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유일한 뇌 부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
해준다. 콘웨이와 레딩은 이러한 사실에 입각하여 mOFC의 활성을 아
름다움의 필수적인 신경 기반으로 규정한 제키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콘웨이와 레딩에 따르면 제키의 주장이 ‘아름다움의 경험에 대한 정
의’로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mOFC의 활성 작용이 아름다움의 경험에 있
어 필요충분조건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필요충분조건이란 어떤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이다. 여기서 “아름다움의 경
험이란 mOFC의 활성 작용에 관련된 신체 내 성질”이라는 제키의 정의
가 적절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mOFC의 활성 작용’이 아름다움의 경험
에 있어서만 충족되는 조건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위 명제가 아름다움
의 경험이 아닌 다른 경험들에 있어서 유사하거나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
아야 한다는 말이다. 즉 내가 아름다움을 경험할 시에 나의 뇌 속에서
mOFC의 활성 작용이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하며, 반대로 나의 뇌 속에
144) Conway and Rehding, op. cit. p.3
145) Feinberg et al., “The Neuroanatomy of Asomatognosia and Somatoparaphrenia”,
Journal of Neurology, Neurosurgery & Psychiatry, Vol.81(3), pp.276-281
146) Beer et al. “Roles of Medial Prefrontal Cortex and Orbitofrontal Cortex in
Self-evaluation”, Journal of Cognitive Neuroscience, 2010, Vol.22(9), pp.2108-2119
147) Conway and Rehding,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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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mOFC의 활성 작용이 일어난 경우는 내가 (다른 경험이 아닌) 아름
다움을 경험하고 있는 때이어야 한다.
그러나 콘웨이와 레딩이 지적하고 있듯이, mOFC 부위는 대상의 광
범위한 보상적 가치를 판단하는 데에 관여하는 뇌신경 체계의 일부이
다.148) 예컨대 mOFC 부위는 맛있는 음식 먹기, 짝짓기와 같은 본능적
욕구 충족에 따른 만족감이나 도덕적 성취, 금전적 보상, 문제 해결과 같
은 인지적 만족에 따른 쾌와 같이 수많은 보상, 즉 긍정적 가치에 대한
판단과 이에 연루된 쾌 경험에 관여하는 ‘보상 회로(reward circuit)’에
속한다. 이처럼 mOFC의 활성 반응은 아름다움의 경험 뿐 아니라 수많
은 보상 경험에 적용되는 신경 부위이다. 그러므로 mOFC의 활성 반응
은 아름다움의 경험에 대한 필요충분조건으로 성립되기 어렵다.149) 제키
역시 자신의 연구에 제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
다.
아름다움의 경험이나 쾌(pleasant) 혹은 보상적
(rewarding) 경험과 같이 다양한 종류의 쾌 경험에 관여
하는 두뇌 활동은 어떻게 다를까? […] 우리가 실험에
투입한 피험자들과 동일한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동
일한 유형의 실험들을 진행함으로써 보다 많은 아름다움
의 경험과 보상 경험이 비교연구 되지 않는 이상, 각각
의 경험들에 mOFC의 동일한 부위가 관여하는지 여부에
대해 정확하게 결론 지을 수 없다. 나아가 설사 이러한
경험 모두에 mOFC의 동일한 부위가 관여한다 치더라도
신경영상 실험만으로 mOFC 내부의 동일한 신경세포 집
단이 – 아름다움이나 쾌, 보상의 경험과 같이 어떤 공
통된 특징을 공유하는 - 이러한 경험 모두에 동일하게
148) Ibid.
14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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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하는지 여부를 결정 짓기 어렵다.150)
그런데 여기서 제키가 표명한 문제의식은 현재로서는 아름다움의 경
험에 ‘정확하게’ 상응하는 신경 기반을 찾아내는 일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다. 즉 제키는 여전히 아름다움의 경험에 공통된 신경적 기반이 존
재한다는 전제 아래에, 더 발전된 신경영상 기술과 더 정교한 실험 방법
을 통해 아름다움의 경험에 고유한 신경 기반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
고 생각하고 있다.

150) Zeki, “Clive Bell’s ‘Significant Form’ and the Neurobiology of Aesthetics”, 2013,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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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제키 신경미학의 대안 모색
이제 본고의 마지막 장에서는 앞서 검토한 제키 신경미학의 한계들
을 넘어서기 위한 대안적 방안을 이론적 측면과 실천적 측면으로 구분하
여 모색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고에서는 미국의 프라그마티즘 철
학자 존 듀이(John Dewey, 1859-1952)가 제시한 미학이론의 비환원적
자연주의 입장을 제키의 환원적 자연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듀이의 미학적 입장을 이론적/철학적 토대로 삼아, 예술에
대한 미적 경험에 대해 맥락적으로 접근하기를 시도한 독일의 심리학자
헬뭇 레더(Helmut Leder, 1963-)의 신경미학을 하나의 실천적 대안으로
서 검토해볼 것이다. 오스트리아의 빈 대학(Universität Wien)에서 신경
미학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레더는 진화생물학에 기초한 특유의 자연주
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예술과 미적 경험의 다원적 성질들을 포섭하려고
노력한 듀이의 미학적 입장을 받아들여, 맥락의 중요성을 고려한 신경미
학 연구를 수행해왔다. 레더 신경미학의 맥락적 접근은 제키가 미와 예
술 경험에 대한 극단적인 환원적 가정들을 설정하면서 취했던 탈맥락적
접근(decontextualization)151)을 극복한다는 점에서 제키의 신경미학의 한
계에 대한 한 가지 대안적 방향성을 제시해준다.
레더의 신경미학에서 고려되는 맥락의 의미는 매우 포괄적이다. 그
151) 탈맥락적 접근이란 어떤 대상을 그것을 둘러싼 맥락으로부터 분리하여 단독으로 이
해하거나 설명하는 접근 방식을 말한다. 페히너로부터 시작된 경험미학의 전통 안에
있는 많은 연구자들은 미와 예술의 보편 법칙을 추구하는 보편주의적 접근을 취하는
데, 이들은 미와 예술 현상을 그것에 밀접하게 연결된 다양한 맥락들로부터 분리한
채, 실험실의 엄격하게 통제된 상황과 평균적 조건으로 일반화시키는 것이 일반적이
다. 이러한 점에서 전통 경험미학의 보편주의는 탈맥락적 접근을 취한다고 할 수 있
다. 특히 미와 예술 경험을 뇌의 특정한 신경 작용의 차원에서 환원적으로 설명하는
제키의 신경미학은 미와 예술 경험을 둘러싼 다양한 맥락들을 의도적으로 제거하고
모든 예술작품과 아름다움의 경험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신경학적 법칙을 발견하
고자 한다는 점에서 미적 보편주의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접근 방식은 탈맥
락적이다. 본고에서는 앞서 Ⅳ장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제키 신경미학의 극단
적인 환원적 가정과 그에 기초한 탐구 방법론이 갖는 가장 심각한 맹점이 미와 예술
경험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탈맥락적 접근에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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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 맥락이란 개별 예술작품의 탄생과 의미 생산을 둘러싼 역사적,
사회문화적 요인뿐만 아니라, 예술작품이 수용자에 의해 실제로 감상되
는 물리적, 시공간적 환경 모두를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개념이다. 레더
는 예술 경험의 다양한 맥락을 염두에 둔 신경미학 실험들을 기획함으로
써 예술과 미적 경험이 갖는 다양한 성질들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러
한 레더의 접근이 제키의 접근에 비교하여 어떤 의의를 가질 수 있는지
에 대해 고찰하기 위해, 먼저 레더 식 접근의 중요한 이론적/철학적 근
거가 되고 있는 듀이의 미학적 입장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살
펴보겠다.

1. 듀이의 자연주의 미학
1) 진화생물학에 기초한 유기적 세계관: 비환원적 자연주의
프라그마티즘 철학152)의 선구자로서 잘 알려진 존 듀이는 진화생물
학에 기초한 미학이론을 확립하였다. 듀이의 미학이론은 그의 책 『경험
과 자연(Experience and Nature)』(1925)을 통해 예비적인 형태로 제안
되었으며, 이후 1934년에 쓴 『경험으로서 예술(Art as Experience)』에
서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형태로 체계화되었다.153) 그의 책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듀이의 미학사상은 경험과 자연, 예술 사이의 밀접한 상호
연관성을 핵심 논제로 삼고 있다. 특히 자연과 경험의 연속성에 관한 그
의 성찰은 『경험과 자연』에 집약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듀이가 프라
152) 프라그마티즘(pragmatism)은 19세기 후반 미국에서 C. 퍼스에 의해 처음 주창된 철
학운동으로 퍼스와 함께 W. 제임스와 J. 듀이가 초기의 운동을 주도하였다. 프라그마
티즘은 ‘실천’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의 ‘프라그마(pragma)’에 기원을 둔 용어로, 인간의
지식이 가진 실천적 유용성을 중시하는 철학적 방법을 의미한다.
153) 젤트너 지음, 정순복 옮김, 『존 듀이 미학 입문』, 서울: 예전사, 1996, p.214. 역자
후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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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마티즘 특유의 자연주의적 미학이론을 전개하는 데 있어 중요한 함의
를 갖는다.
듀이의 미학사상은 기본적으로 C. 다윈의 진화생물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154) 다윈은 자연 현상에 대한 직접적인 실험과 관찰을 바탕으
로 자연 안에 영원불변한 것이 존재한다는 서양 전통철학의 뿌리 깊은
신념에 반대하여, 삶의 현상들을 우연적인 변이의 원리로서 파악하는 새
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우
연적인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변
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생물 종의 하나이다. 이러한 관
점에서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서, 삶의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온
갖 갈등과 문제들을 능동적으로 극복해나가고 균형과 평형의 상태를 회
복함을 통해 성장해 나간다.
듀이는 바로 이러한 생명체의 자연적 적응 활동을 통틀어 ‘경험’이라
고 지칭하였다. 듀이에게 있어서 경험이란 “생명체가 자신을 둘러싼 환
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155) 여기서 듀이가 말
하는 환경은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환경 모두를 포함한다.
즉 온도, 채도, 습도와 같은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
와 관습, 언어와 같은 사회문화적 환경을 포섭하는 넓은 의미의 개념이
다.156) 듀이가 보기에 생명체는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가변적인 환경
속에서 수많은 종류의 경험들을 연이어 구성함으로써 삶을 영위해나간
다. 다시 말해 생명체는 살아있는 한, 그를 둘러싼 환경과 상호작용을 멈
추지 않고 죽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새로운 경험들을 형성한다. 이러한
점에서 생명체의 삶 전체를 구성하는 수많은 경험들은 서로 직간접적으
154) Dewey, “The Influence of Darwin on Philosophy” in The Influence of Darwin on
Philosophy: And Other Essays in Contemporary Thought, John Dewey: The
Middle Works, 1899-1924, Vol.4: 1910, Jo Ann Boydston (Ed.), Southern Illionis
University Press, 1981, pp.8-9
155) Dewey, Art as Experience, John Dewey: The Later Works, 1925-1953, Vol.10:
1934, Jo Ann Boydston (Ed.), Southern Illionis University Press, 1987
156) Ibid., p.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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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듀이는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서, 즉 동물의 한 종인 자연적
인 생명체로서 이해했으며, 인간의 경험 또한 자연의 범주 안에 속한다
고 생각했다. 다시 말해 인간의 경험 전체를 구성하는 다양한 사건과 현
상들은 근본적으로 자연과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듀이는 이
러한 자신의 철학적 입장을 특징 짓기 위해 ‘자연주의’ 혹은 ‘자연주의
경험론’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157) 듀이는 자신의 자연주의적 경험관
을 토대로 하여 인간과 인간 경험에 관한 모든 탐구들은 기본적으로 자
연과학적 이해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여기서 우리
는 듀이의 자연주의가 생물학이라는 자연과학적 이해에서 출발하고 있다
는 점에서 제키의 신경미학과 맥을 같이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다윈의 진화생물학에 기초한 듀이의 기본 관점과 신경생물학에 뿌리를
둔 제키의 기본 관점은 ‘생물학’이라는 공통된 학문적 토대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제키와 달리 듀이의 미학이론은 플라톤에서 시작하여 칸트에
서 절정을 이룬 서양 전통철학의 사유체계를 거부하는 데에서 출발하고
있다. 듀이는 특히 서양의 전통적인 경험관에 내재한 비유기적 사유체계
에 강한 반대를 표명하였다. 대표적으로 그는 경험을 ‘진리의 영역으로부
터 멀리 떨어진 현상의 영역’으로 구분 짓고,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유일
한 통로인 순수한 정신 작용, 즉 이성의 작용영역과 철저하게 구별 지은
고대 그리스의 경험관을 거부하였다. 또한 그는 경험을 ‘감각에서 비롯된
순수하게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영역’의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객관적,
합리적인 지성의 영역’으로부터 분리시킨 근대 영국철학과 근대 독일철
학의 경험관에 대해서도 반기를 들었다. 듀이가 보기에 이러한 전통적인
구별 짓기 식 사유방식은 경험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 사이에 존재하
는 밀접한 연관성을 간과함으로써 경험에 관한 잘못된 이론들을 배출하
157) Dewey, Experience And Nature, John Dewey: The Later Works, 1925-1953,
Vol.1: 1925, Jo Ann Boydston (Ed.), Southern Illionis University Press, 1981, p.261
- 76 -

였다. 즉 인간 존재를 동물과 같은 자연적인 생명체로부터 분리시키고,
인간의 경험을 감각이나 직관, 관조, 쾌와 같은 단일한 심리학적 요소로
환원시킨 이론들은 인간과 인간 경험이 근본적으로 자연에 연속된 것이
라는 진화생물학적 사실을 깨닫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다.
듀이에게 있어 모든 경험은 주체와 객체, 자아와 그 자아가 속한 세
계의 부분들 사이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경
험은 그 자체로 오직 물리적인 것이거나 정신적인 것일 수 없다. 비록
두 요인 중 하나가 경험 전체를 지배하고 있을 경우에도 말이다. 듀이의
관점에 따르면 경험에서 밀접하게 연결된 요소들을 분리된 것으로 보게
되면, 경험의 어느 한 가지 측면에만 편중된 편협한 이론을 형성하게 된
다. 이러한 맥락에서 듀이는 기존 철학의 비유기적 사유체계를 비판하고,
경험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 간의 연속성을 고려한 유기적 사유체계
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듀이의 자연주의 이론은 프리바가 적절히
지적했듯이, 서양 전통 철학의 비유기적 사유체계에 토대를 둔 제키의
이론과 달리 ‘비환원적 자연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158)

2) 예술과 미적 경험에 대한 유기적 이해: 맥락에 대한 강조
그렇다면 이처럼 비환원적 자연주의에 토대를 둔 듀이의 미학이론은
예술과 미적 경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무엇보다도 듀이의 미학이
론은 서양 전통철학자들에 의해 엄격하게 분리되어온 일상적인 삶의 과
정과 예술, 미적 경험 사이의 연속성을 회복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
았다.159) 말하자면 듀이의 미학에서 예술은 더 이상 일상으로부터 괴리
된 자기충족적, 자율적인 대상으로서 취급되지 않았으며, 미적 경험 또한
158) Pryba, op. cit., p.62
159) 젤트너, op. cit.,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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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관심이나 정신작용으로부터 거리를 둔 순수하게 관조적 혹은 무
관심적인 행위로서 규정되지 않았다. 듀이가 보기에 이러한 전통적인 규
정들은 생명체로서 인간이 가진 자연적 속성에 대한 이해가 결핍된 관념
적인 착오일 뿐이었다. 따라서 듀이는 예술과 미적 경험을 (인간과 경험
이 그러하듯이) 자연에 연속된 것으로서, 즉 일상의 삶과 정신작용에 연
속된 것으로서 다시금 복귀시켰다.
간단히 말해 듀이에게 있어 예술이란 미적 경험이다. 듀이는 경험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물리적 생산품으로서 “예술품(art product)”과 직접
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산출되는 ‘하나의’ 경험으로서 “예술작품
(artwork)”을 구분하였다. ‘하나의’ 경험이란 일상 경험의 부분들이 각각
의 고유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전체적인 통일성(unity)을 유지한 채 어떤
극치(consummation)에 도달한 상태를 말한다. 다시 말해 ‘하나의’ 경험
으로서 미적 경험은 일상적 경험의 밀도가 최상의 응집성(intensity)을
이루어 충만한 완성(fulfillment)에 이른 상태를 뜻한다.160)
부연하자면 듀이는 경험을 크게 ‘완성되지 않은 경험’과 ‘완성된 경
험’으로 구분하였다. 그 중에서 ‘완성된 경험’이 곧 ‘하나의’ 경험이다. 완
성되지 않은 경험은 경험의 부분들이 통일성 없이 산만하고 느슨한 상태
로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생생하게 기억되거나 특징적으로 의미화 되는
데 실패한다. 반면에 완성된 경험은 경험의 시작 지점이라 할 수 있는
부분과 그 부분이 어떤 목적이나 지향점을 향해 전개되고 발전해가는 중
간 과정, 그리고 그것의 최종적인 마침 지점이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고유성을 간직한 채 서로 원만하게 연결된 전체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박물관에 전시된 미술품 앞을 지나가는 한 관람객이 있다
고 가정해보자. 그 관람객이 작품을 흘깃 보고 별다른 감흥 없이 스쳐
지나가는 경우, 또는 타의에 이해 그 작품에 관한 설명을 성의 없이 흘
려듣고 지나가는 경우, 그 경험은 듀이가 말하는 ‘하나의’ 경험이 될 수
160) 김진엽, 「미적 체험(aesthetic experience)에 대한 미학적 이해」, 『미술교육논
총』, 제11권, 2001,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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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반대로 관람객이 스스로 작품 앞에 멈춰 서서 작품의 외관뿐만 아
니라 작품의 제목과 해설문을 눈여겨보며 나름의 의미를 도출하고 만족
스러운 느낌을 품은 채 비로소 발걸음을 옮겼다고 생각해보자. 이 경우
작품을 시각적으로 음미한 경험, 작품의 제목과 해설서를 읽고 이해한
경험, 그리고 이로부터 자기만의 의미를 생산해 경험 등 경험의 다양한
부분들이 각각의 고유한 특징을 가지면서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
나의’ 경험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듀이는 바로 이러한 경험이 미적
경험이라고 생각했으며, 이것이야말로 박물관에 박제되어 죽어 있는 ‘예
술품’이 아닌 생생하게 살아있는 ‘예술작품’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위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미적 경험은 지적, 언어적, 의지적인
정신작용 뿐만 아니라 시지각적, 감각적 성질에 관련된 정신작용 그리
고 박물관이라는 시공간적 환경에 관련된 물리적 작용이라는 다양한 요
소들이 상호작용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듀이의 표현을 빌려 말하
자면 미적 경험에는 물리적/정신적 환경과 맥락에 연루된 다양한 성질들
이 “구분 없이 녹아 있다.” 따라서 듀이의 관점에서 어떤 경험이 철학적
탐구이든, 도덕적 실천이든, 예술적 활동이든지 간에 모든 ‘하나의’ 경험
속에는 미적인 성질이 잠재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구두를 닦는 일이
나 운동 경기에 참가하는 일, 요리, 종교적 수행, 심지어 연인 사이의 다
툼까지도 미적 경험이 될 수 있으며, 예술이 될 여지가 있다. 즉 듀이에
게서 미적 경험은 일상 행위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듀이는 이처럼 예술과 미적 경험의 의미를 유기적, 맥락적 관점 아래에
서 재구성함으로써 예술과 미적 경험을 일상의 영역으로 되돌려 놓았다.
요약하자면 듀이에게서 미적 경험은 “그 자체 내에 어떤 특정한 요
소를 독특하게 지니고 있거나, 어떤 특별한 차원에 독특하게 초점을 두
기 때문에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 경험의 모든 요소들을 흡수하
고 발전시키는 하나의 전체 속으로 더욱 강렬하게 통합시키기 때문에 구
별된다.”161) 예컨대 듀이에게 있어 미적 경험은 칸트가 규정한 것처럼
161) 슈스터만 지음, 허정선, 김진엽 옮김, 『삶의 미학: 예술의 종언 이후 미학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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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인 욕구와 충동이 배제된 순수한 정신 작용으로서 무관심적인 관
조(contemplation)로서 환원될 수 없으며, 버크가 정의한 것처럼 대상의
감각적 성질이 불러일으키는 쾌로서 단순화될 수 없다. 듀이의 관점에서
예술과 미적 경험의 다양한 맥락과 상호작용성을 간과한 버크와 칸트 같
은 전통철학자들의 환원적 생각은 경험의 구성요소 사이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긴밀한 연결고리들을 강제로 단절시켰다는 점에서 오류가 있
다. 다시 말해 예술의 특정한 성격을 강조하거나 미적 경험의 특정한 성
질에만 집중된 기존 미학이론들은 그러한 성질이나 성격을 특별하게 여
겼던 특정한 시대에만 적합한 이론에 지나지 않는다. 즉 기존 미학이론
들은 모든 시대의 예술 활동에 일반화하려고 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
다. 이에 반해 유기적인 경험관에 입각한 듀이의 미학이론은 예술과 미
적 경험의 맥락 의존성을 중심에 둠으로써 예술의 다양성을 추구하였으
며, 예술의 범주를 시대와 장소를 넘어선 것으로서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2. 레더의 맥락적 접근 사례: 듀이의 미학을 수용한 신
경미학
1) 이론적 가정: 예술에 대한 미적 경험의 유기적 구성 요소
(1) 듀이의 자연주의 미학에 대한 경험과학적 수용
앞서 논의한 것처럼 듀이의 자연주의 이론에 따르면 생명체는 언제
나 자신을 둘러싼 환경의 전체적인 맥락과 연관해서 경험을 한다. 그러
므로 생명체가 경험하는 대상과 사건들은 생명체가 그것과 상호작용하는
안』, 서울: 이학사, 2012, 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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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맥락을 통해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듀이의 관점을 받아들인다
면 생명체와 생명체의 경험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맥락을 제거한 탐구 방
식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는 가장 복잡한 생물 종이라 할 수 있
는 인간과 인간의 경험에 대한 탐구에 있어서 역시 마찬가지이다. 듀이
가 적절히 지적했듯이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의 탐구 방식들은 인간
행위를 단일한 요소로 환원시켜 설명하거나 이분법적으로 단절시키는 왜
곡된 이론들을 배출하였다. A. 노에는 듀이와 동일한 입장에서, 신경과학
자들이 인간의 경험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이해하려면 그 신경과정들을
의식 있는 존재가 주위 세계와 능동적으로 관계하는 맥락 안에서 탐구해
야한다고 주장하였다.162) 인간이 경험을 통해 마주하는 세계는 신경학적,
생물학적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역사적 환경으로 구성되기 때문
이다.
신경미학 분야에서 듀이가 제시한 이 같은 유기적인 입장을 수용함
으로써 경험과학에 맥락적 접근을 적용한 학자는 H. 레더가 대표적이다.
레더는 경험미학자들이 오랫동안 고수해온 탈맥락적 탐구 방식을 넘어서
고자 시도하였다. 제키가 기존 경험미학자들과 동일한 입장에서 예술과
미적 경험의 보편 성질을 탐색하고자 탈맥락적인 접근 방식을 취했던 점
과 달리, 레더는 예술작품을 대상으로 한 미적 경험의 다양한 성질들에
주목하고자 맥락적인 접근 방식을 모색한 것이다. 그는 우선 단일한 실
험이 아닌 포괄적인 모델을 고안함으로써 과학적 접근 안에 예술작품과
미적 경험의 맥락을 포섭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마련하였다.163) ‘미적 경
험 모델(A Model of Aesthetic Experiences)’이라고 불리는 레더의 모델
은 2004년 논문 “A Model of Aesthetic Appreciation and Aesthetic
Judgments”을 통해 처음 제안된 이래 현재까지 신경미학 분야에서 가적
인 이론적 기초로서 널리 인용 되고 있다164)(<그림 12> 참고). 이
162) 노에, op. cit., p.110
163) 정혜윤, 「신경미학, 무엇이 문제인가?」 『미학』, 제80집, 2016, p.268
164) 손정우 외, 「신경미학이란 무엇인가?: 정신의학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 2012,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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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미적 경험 모델 (Leder et al., 2004)

그림 13. 미적 경험 모델 (Leder & Nad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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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레더는 2014년에 후속 논문인 “Ten Years of a Model of Aesthetic
Appreciation and Aesthetic Judgment: The Aesthetic Episode –
Development and Challenges in Empirical Aesthetics”을 발표함으로써
모델을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부가적인 해석을 더한 보완본을 발표하였다
(<그림 13> 참고).
미적 경험 모델은 시각 예술을 중심으로 한 미적 경험의 다양한 구
성 요소와 각 요소들 사이의 상호 연관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도식적
으로 나타낸 것이다. 무엇보다 레더의 미적 경험 모델은 경험의 다양한
층위와 국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서 듀이의 미학적 입장과 일치한다. 레더는 예술작품과 그에 대한 미적
경험을 둘러싼 다양한 맥락들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제는 C.
벨과 같은 보편주의자들이 견지해 온 기존 경험미학의 탈맥락적 접근 방
식에서 벗어나 미적 경험을 둘러싼 “문화적, 제도적, 물리적 맥락”을 통
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167) 그에 따르면 이러한 입장은
경험의 맥락과 유기적 성질을 강조한 듀이의 미학적 성찰에 근거한다.
실제로 레더는 미적 경험의 정감적(affective) 국면과 의미적(semantic)
국면에 관한 논의에서 『경험으로서 예술』에 나타난 듀이의 통찰들을
여러 차례 명시적으로 인용하고 있다.168)
(2) 레더의 미적 경험 모델
그렇다면 레더의 미적 경험 모델에서 미적 경험은 어떻게 이해되고
있을까? 우선 레더는 듀이의 프라그마티즘을 계승한 철학자 R. 슈스터만
(Richard Shusterman)의 분석169)에 의거하여 미적 경험이 일반적으로
167) Leder and Nadal, op. cit., p.453
168) Leder et al., “A Model of Aesthetic Appreciation and Aesthetic Judgments”,
2004, p.499, 501
169) Shusterman, “The End of Aesthetic Experience”,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1997, Vol.55(1), p.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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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특징들을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170) 미적 경험은 크게 ‘현상
적(phenomenological) 차원’, ‘의미적(semantic) 차원’, ‘평가적(evaluative)
차원’의 특징을 갖는다는 것이다. 먼저 미적 경험은 주관의 정감(affect)
이 유의미하게 관여함으로써 “생생하게 느껴지고 주관적으로 음미된다”
는 점에서 현상적 국면을 갖는다. 또한 미적 경험은 “단순한 감각이 아
니라” 주관의 인지(cognition)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의미를 산출한다는
점에서 의미적 국면을 갖는다. 이에 더하여 미적 경험은 주관의 인지 기
능과 정감 기능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대상에 대해 가치 판단을 내
리는 경험이라는 점에서 평가적 국면을 갖는다.171)
이러한 접근은 최근 시행된 신경심리학 연구와 신경영
상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채터지와 바타니안의 분
석과 완벽하게 일치한다(Chatterjee & Vartanian, 2014).
이들이 제시한 ‘미적 경험의 삼각 구도(Aesthetic
Triad)’(<그림 14> 참고)에 따르면 미적 경험은 감각-운
동, 감정-평가 및 지식-의미 작용을 관할하는 신경 시스
템 간의 상호 작용으로부터 발생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모델은 예술작품에 대한 사람들의 관여가 평가 가
능하고, 감정적으로 몰입 가능하며, 개인적으로나 사회적
으로 의미있는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심리적 기제
와 맥락적 조건을 밝혀내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172)
간단히 말해 레더의 모델은 미적 경험을 어떤 특정한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통합적인 인지적 · 정감적 처리과정으로서 간주하고
있다. 즉 미적 경험은 일정 시간 동안 특정한 단계를 거쳐 발전적으로
170) Leder and Nadal, op. cit. p.445
171) 슈스터만, op. cit., p.45
172) Leder and Nadal, op. cit. p.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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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미적 경험의 삼각 구도 (Chatterjee
& Vartanian, 2014)

진행되는 다층위의 심리처리과정이라는 설명이 모델의 기본 입장이다.
레더의 모델은 특히 회화나 조각과 같은 전통적인 시각 예술작품 뿐만
아니라 추상미술, 개념미술, 미니멀아트와 같은 현대적, 동시대적 시각
예술작품을 대상으로 한 미적 경험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모델에 따르면 우선 미적 경험의 인지적 층위는 다음과 같은 다섯
단계의 과정으로 구분될 수 있다(<그림 12>, <그림 13> 참고). ① 예술
작품에 대한 지각적 분석(perceptual analysis) → ② 암묵적 기억의 통
합(implicit memory integration) → ③ 명시적 분류(explicit
classification) → ④ 인지적 통달(cognitive mastering) → ⑤ 평가
(evaluation). 먼저 첫 번째로 제시된 ‘지각적 분석’ 단계에서는 자동적인
감각 반응에 의한 시각 처리과정이 일어나는데, 이 과정에서 작품의 복
잡성 또는 대칭성과 같은 여러 시각적 요소들이 단시간에 파악된다. 다
음 ‘암묵적 기억의 통합’ 단계에서는 앞서 처리된 지각적 정보가 과거의
경험들과 관계를 맺게 된다. 세 번째 ‘명시적 분류’ 단계에서 감상자는
작품에 연관된 자신의 사전 지식들을 떠올림으로써 작품의 내용
(content)과 양식(style)에 관한 정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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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인지적 통달’ 단계는 작품에 고유한 해석이나 의미를 부여
하는 과정을 지칭한다. 감상자는 이와 같은 네 가지 단계를 거쳐 본 것
에 대한 지각적 속성들을 파악하고, 그것을 암묵적, 명시적인 맥락 속에
위치지음으로써 작품에 대한 하나의 경험을 완성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작품에 대한 경험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완결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즉
작품에 대한 이해에 실패하였다고 판단되면, 앞의 단계들로 되돌아가서
이전 경험들을 반복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제시된 ‘평가’ 단계에서 감
상자는 자신이 부여한 의미나 가치에 대해 평가를 내린다. 이 평가 단계
는 최종적으로 미적 판단(aesthetic judgement)과 미적 감정(aesthetic
emotion)의 산출로 귀결된다.
모델의 또 다른 층위에는 ‘지속적 정감 평가(continuous affective
evaluation)’라고 불리는 정감적 층위가 있다. 정감적 층위는 인지적 층위
와 나란히 병렬적(parallel)으로 놓여 있지만 인지 작용과 분리되어 독립
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예술작품을 처음 접하는 순간부터
예술작품에 대한 경험을 완성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인지처리의 여러
단계들과 상호작용하는 연속된 처리과정이다. <그림 12>과 <그림 13>
에 각각 도식적으로 묘사되어 있듯이 인지처리과정의 모든 단계들은 정
감 상태의 영향을 받으며, 이전 단계의 정감 상태가 다음 단계에서 변할
수 있다. 가령 우리는 예술을 대상으로 미적 경험을 하는 동안에 쾌와
불쾌의 감정을 번갈아 느끼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험들이 이를 증명해준
다.
이처럼 인지처리과정과 동시에 서로 맞물려 작용하는 정감처리과정
은 마지막 ‘평가 단계’에서 최종적인 정감 상태를 형성함으로써 미적 판
단과 미적 감정의 산출에 기여한다. 다시 말해 미적 판단과 미적 감정은
각각 인지 기능이나 정감 기능이 독립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아니라, 인
지 기능과 정감 기능이 밀접하게 상호작용한 결과로서 제시되고 있다.
즉 듀이의 표현을 빌리자면, 레더의 모델에서 미적 판단과 미적 감정은
모두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인지적, 정감적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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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의 부분들이 하나의 전체적인 의미를 획득함으로써 ‘통일성’을 이룬 상
호 연관된 결과물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전까지 경험미학과 신경미학 분야에서 인간의 인지 기능과 정감
기능은 각각 분리 가능한 별개의 영역으로 간주되거나, 구별되지 않은
채 혼재되어 논의되었다.173) 그러나 레더의 신경미학적 접근은 이러한
경향에 반대하여, 듀이가 제시한 비환원적 자연주의의 유기적인 관점을
토대로 미적 경험에 연루된 인지 기능과 정감 기능을 상호 연속된 것으
로 다시 규정하였으며, 두 기능 사이의 상호 밀접한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레더의 모델은 기존 경험미학적 전통에서는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았던 경험의 다양한 맥락들을 미적 처리과정의 핵심 조절 요인으로 포
함시킴으로써 신경미학의 접근 방식을 통합적인 방향으로 확장시켰다.
이에 관한 레더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전통적으로 예술심리학과 심리학적 미학에서는 미적
경험이 맥락에 의해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는 형식주의자
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즉 이
들은 실험실에서 일어나는 미적 경험이 다른 맥락에서
일어나는 미적 경험과 다를 바가 없다고 가정한다. 그러
나 우리는 이러한 전통에서 벗어나 [미적 경험을 구성하
는] 인지적, 정감적 처리과정의 여러 단계들을 문화적,
제도적, 물리적 맥락 안에 포함시키고자 했다. 이러한 시
도는 “경험이란 유기체와 그를 둘러싼 환경 -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환경, 즉 전통과 제도, 지역에
관련된 환경 모두를 포괄하는 – 사이의 상호작용”이라
고 주장한 존 듀이의 믿음과도 일치한다.174)
173) 김채연, op. cit., p.344
174) Leder and Nadal, op. cit., p.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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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더에 따르면 이처럼 미적 경험에 있어서 맥락적 요인들이 갖는 역
할을 강조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은 인간의 인지활동(cognition)이 필연적
으로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활동을 둘러싼 전체적인 맥락에 의존하
여 발생한다는 사실을 점진적으로 증명해낸 경험과학의 최근 인식을 반
영한 것이다. 특히 신경미학 분야에서 이러한 인식은 실험실에서 실험의
자극으로서 피험자들에게 특정한 예술작품들을 제시하는 방식 자체가 피
험자의 관심과 선호도를 비롯한 미적 반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는 여러 연구 결과에 근거한다.175)
이 같은 인식을 따라 레더의 모델은 개인의 선행경험, 전문성, 사전
지식, 관심, 취향과 같은 의미적 맥락(semantic context)과 미술관, 갤러
리, 사적인 장소 혹은 실험실 같이 경험이 실제로 일어나는 물리적 맥락
(physical context) 전체를 미적 경험의 주요한 구성 요소로 포함시키고
있다(<그림 12>, <그림 13> 참고). 이러한 관점을 반영한 한 가지 단적
인 예로 레더의 모델은 예술을 대상으로 한 미적 경험의 시작 지점이 단
순히 (직접적인 감각을 매개로하여) 예술작품을 처음 지각하는 인지처리
과정의 첫 번째 ‘지각적 분석’ 단계라고 단정 짓지 않았다.176) 즉 넓은
의미에서 미적 경험은 사실상 주어진 대상을 직접적으로 지각하기 이전
부터 이미 시작된다고 본 것이다.
가령 우리가 어떤 예술작품을 대상으로 미적 경험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특정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리고 그 예술작품이 담지
하고 있는 특정한 예술사적 맥락과 사회적 담론 속에서 경험을 시작한다
는 사실은 자명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그러한 물리적, 의
미적 맥락들이 형성시킨 어떤 특별한 정감 상태와 인지 상태 속에서 예
술작품을 지각하기 시작할 것이다. 다시 말해 예술에 대한 미적 경험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지점은 해당 예술작품을 직접적으로 지각하기 이전
175) Ibid. p.445
176) Ibid. pp.445-446
- 88 -

의 경험들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생각할 수 있다. 모델의 이 같은 입장은
미적 경험이 일상적으로 갖고 있던 일체의 관심이나 감정으로부터 거리
를 둔 어떤 독립적인 경험이 아니라, 일상적 삶의 과정과 연속되어 있다
고 본 듀이의 유기적 관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레더의 모델
에서 강조되고 있는 바, 미적 경험을 구성하는 맥락적 요인이란 크게 의
미적 맥락과 물리적 맥락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하위 구성
요소들은 신경미학 연구에서 실험 주제 설정에 활용되기도 하고 실험 결
과 논의의 바탕이 되기도 한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논의는 다음 절에
서 이어가겠다.
정리하자면 레더의 미적 경험 모델은 맥락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
는 미적 경험의 다양성에 주목함으로써 맥락적 접근을 취하는 신경미학
의 기본 틀을 마련하였다. 레더의 신경미학은 이러한 이론적 틀을 기초
삼아, 다양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 발생하는 미적 경험의 다양성을 탐구
해오고 있다. 무엇보다도 레더의 모델은 예술을 대상으로 한 미적 경험
이 결코 한두 가지 양상의 뇌신경 반응으로 환원될 수 없다는 믿음을 전
제하고 있다. 이러한 믿음은 미적 경험의 다양한 맥락들을 평준화하여
통제함으로써 예술에 대한 미적 경험의 단편들(미, 추, 숭고 판단 등)이
갖는 공통 성질들을 뇌신경 기전의 차원에서 해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
제키 신경미학의 근본 가정과 대조적이다. 앞선 논의를 통해 살펴본 것
처럼 서양 전통철학의 환원적 사유체계를 바탕으로 예술과 미적 경험의
보편성을 추구한 제키의 신경미학은, 레더가 반대로 비환원적 사유체계
를 제시한 듀이의 맥락적 관점을 받아들임을 통해 넘어서고자 한 전통
경험미학의 탈맥락적 접근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다음 절에서는 레더가 미적 경험 모델을 통해 이론적으로 제시한 신
경미학의 맥락적 접근을 실험의 기본 입장으로 채택한 주요 연구 사례들
을 개괄적인 수준에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본고가 제키 신
경미학의 환원적 자연주의 이론과 이를 경험과학적으로 실천한 탈맥락적
탐구 방법론에 대한 대안으로서 살펴본 신경미학의 유기적, 맥락적 접근
- 89 -

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얻고 있는지에 대해 가늠해보고자 한다. 다
음 절에서 검토할 대표적인 맥락적 연구 사례들은 최근 레더에 의해 수
행되었거나 레더의 논문(Leder & Nadal, 2014)을 통해 소개된 신경미학
실험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2) 탐구 내용과 성과: 2007-2017년 연구를 중심으로
생명체의 경험은 언제나 특정한 시공간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 중에서도 인간의 경험은 특정한 시공간적 맥락뿐 아니라 특정한 사회
문화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인간의 경험 가운데 예
술을 대상으로 한 미적 경험 또한 마찬가지로 인간과 예술을 둘러싼 특
정한 물리적, 의미적 맥락 속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앞서 레더의 모델을
통해 살펴보았다. 여기서 ‘물리적 맥락’이란 좁은 의미에서 예술작품과
인간을 둘러싼 조명, 온도, 소리, 시간과 같은 시공간적 환경을 말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미술관, 갤러리, 사적 공간, 혹은 실험실과 같은 장소적
환경을 말한다. 반면에 ‘의미적 맥락’이란 예술작품에 있어서 작품의 의
미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작품의 제목, 출처, 가격, 미술사적 정보, 원본
과 복제본의 여부 등을 가리키며, 경험자에 있어서는 경험자의 성별, 연
령, 지적 수준, 전문성, 취향, 관심 등을 가리킨다.177)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관점에 따르면 예술에 대한 미적 경험은
이처럼 수많은 맥락적 요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물론 신경학적으
로도 이러한 미적 경험의 다양성만큼 그 근저를 이루는 신경 기반도 다
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렇다면 예술작품과 경험자를 둘러싼 맥락적 요
소들은 예술에 대한 미적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레더에 따르면
2004년에 이러한 질문을 하나의 중요한 화두로 제시한 미적 경험 모델이
177) Leder et al., op. cit.; Leder, “Next Steps in Neuroaesthetics: Which Processes and
Processing Stages to Study?”, Psychology of Aesthetics, Creativity, and the Arts,
2013, Vol.7(1), pp.27-37; Leder and Nadal,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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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발표된 이후, 최근까지 약 십여 년 동안 신경미학 분야에서는 예술
에 대한 미적 경험과 그 신경 기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맥락적
요소들을 다룬 실험 연구가 꾸준히 시행되어 왔다.178) 레더는 이러한 실
험 연구들을 그것이 초점을 두고 있는 맥락의 성격에 따라, 크게 ‘예술에
대한 미적 경험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적 맥락’의 상관관계를 다룬
연구와 ‘예술에 대한 미적 경험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맥락’의 상
관관계를 다룬 연구들로 구분하였다.179) 이러한 레더의 구분에 따라 맥
락적 접근을 취한 신경미학의 대표적인 실험 연구 사례들을 검토해 보겠
다.
(1) ‘의미적 맥락’에 따른 미적 경험과 그 신경 기반의 차이

그림 16. Kirk et al. (2009)
그림 15. Kirk et al. (2009)

먼저 fMRI 기술을 이용한 신경영상 실험을 통해 예술작품을 둘러싼
178) Leder and Nadal, op. cit., p.453
179) Ibid., pp.45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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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의미적 맥락들이 예술에 대한 미적 경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낸 대표적인 연구 사례에는 Kirk et al. (2009), Huang et al.
(2011) 등이 있다. 그 중 가장 잘 알려진 커크 연구팀의 실험은 그림의
원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라벨(label)이 이끌어내는 기대치
(expectations)가 그림이 제공하는 시각적 자극에 대한 선호도와 미적 경
험의 근저를 이루는 뇌 영역의 활성 작용을 조절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
다.180) 커크의 연구팀은 피험자들로 하여금 fMRI 스캐너 속에서 여러 가
지 추상회화 예술작품의 복제본들을 바라보게 하였다. 연구팀은 피험자
들에게 제시된 추상회화 복제본 중 일부의 원본은 미술관에 소장된 예술
작품이며, 나머지의 원본은 연구팀이 컴퓨터를 이용해 임의로 제작한 비
(非)예술작품이라는 정보가 담긴 라벨들을 함께 보여주었다(<그림 15>
참고). 그리고 피험자들이 각각의 그림에 대하여 미적 선호도를 매기는
동안에 그들의 뇌 속에서 일어나는 신경 활동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제
시된 모든 그림들의 원본이 사실상 미술관에 소장된 예술작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험자들은 미술관에 속한 예술작품이라는 기대치를 이끌어내
는 라벨이 함께 제시된 그림들에만 높은 미적 선호를 나타내는 반응을
보였다. 이 때 피험자들의 뇌 속에서는 내측안와전두엽(mOFC) 부위 신
경세포들의 활성 반응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그림 16> 참고). mOFC
부위는 Ⅰ장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주어진 자극의 보상적 가치를 인지하
는데 관여하는 뇌의 핵심적인 보상체계이다. 이 부위에는 높은 보상을
기대할 때 느껴지는 쾌감을 산출하는 신경세포들이 모여 있다.
커크 연구팀의 실험 결과는 ‘미술관’과 ‘컴퓨터’라는 맥락에 따라 그
림에 대한 미적 선호도와 미적 쾌감도가 극명한 차이를 나타내는 상이한
미적 경험을 유발하며, 이에 관련된 뇌신경 기제에서도 활성 반응의 차
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mOFC 영역은
주어진 자극의 보상적 가치뿐 아니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위라는 사실도 새롭게 규명되었다.181)
180) Ibid., p.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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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커크 연구팀과 동일한 취지에서 fMRI 기법을 이용하여 예
술에 대한 미적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요소를 탐구한 후앙 연구
팀의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행동학적, 신경학적 결과가 도출되었다. 앞
서 커크 연구팀이 미적 경험의 맥락적 조절 요인으로서 주어진 대상이
‘예술작품(art)’인지 아니면 ‘비예술작품(non-art)’인지의 여부를 다르게
설정하였다면, 후앙 연구팀은 렘브란트의 여러 초상회화 작품들을 자극
으로 삼아 제시된 작품이 ‘원작(authentic)’인지 아니면 ‘복제품(copy)’인
지를 가르는 ‘진품성(authenticity)’을 미적 경험의 맥락적 변수로 설정하
였다. 이 실험에서 피험자들은 각각의 작품을 보기 직전에 “이것은 원작
이다” 혹은 “이것은 복제품이다”라고 안내하는 음성 자료를 통해 작품에
대한 선행정보를 취하도록 통제되었다. (<그림 17> 참고). 이는 자극의

그림 17. Huang et al. (2011)

시각적 조건을 최대한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다.182) 피험자들은
181) Kirk et al., “Modulation of Aesthetic Value by Semantic Context: An fMRI
Study”, NeuroImage, 2009, Vol.44(3), pp.1125-11322009, p.1130
182) Huang et al. “Human Cortical Activity Evoked by the Assignm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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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작품의 진품성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작품을 바라본 다음 각각에
대하여 미적 선호도를 매기도록 지시받았다. 그리고 과제를 수행하는 동
안에 이들의 뇌 속에서 일어나는 신경 변화가 기록되었다. 그 결과 피험
자들은 원작이라고 안내받은 작품들을 중심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
며, 이 때 유의미하게 활성화되는 뇌 영역으로는 mOFC 부위가 관측되
었다. 반면에 복제품으로 분류된 작품 군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선
호도를 매기는 동안에 피험자들의 전두극피질(frontopolar cortex, 이하
FPC) 부위에서 높은 활성 반응이 관측되었다(<그림 18> 참고).

그림 18. Huang et al. (2011)

후앙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해당 예술작품이
정말로 원작인지 복제본인지에 상관없이, 예술작품의 진품성에 대하여
주어진 맥락적 정보에 따라 미적 경험의 성격과 이에 관련된 뇌신경 활
Authenticity When Vieweing Works of Art”, Frontiers in Human Neuroscience,
2011, Vol.5/134,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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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183) 그런데 이 실험에서 특히
주목된 것은 FPC 영역의 활동량 변화인데, 선행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영역은 단기 기억을 바탕으로 복수의 가설들을 검증하는 의사 결정을 수
행하는 인지작용에 중심적으로 관여하는 두뇌 피질 부위이다.184)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후앙 연구팀의 실험에서 FPC 부위가 극명한 활성
변화를 보인 것은 피험자들이 제시된 예술작품의 진품성을 판별하는 데
필요한 복수의 정보들을 기억해내고 이러한 기억들을 조합함을 통해 판
단을 결정하는 인지작용을 수행한 데에서 비롯된 뇌신경 반응이라는 해
석이 도출될 수 있다.185) 요컨대 후앙 연구팀의 실험은 예술작품의 진품
성에 관계된 맥락에 따라 미적 반응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상관관계를 갖는 뇌신경 부위는 (mOFC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FPC를
포함한 뇌 전체 다수 영역에 걸쳐있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fMRI를 활용한 실험 외에도 뇌파기록(Electroencephalogram, EE
G)186)이나 근전도검사(Electromyography, EMG)187), 안구운동추적(Eye
motion tracking)과 같은 다양한 기술들이 미적 경험과 맥락의 상관관계
를 탐색하기 위한 실험 방법으로 채택되고 있다. 그 중 Gartus & Leder
(2015)의 연구는 안구운동추적 기술을 활용한 실험을 통해 예술작품이
전시된 환경의 맥락에 따라 미적 경험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
주었다. 이 실험에서 자극으로 사용된 예술 대상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하나는 프란츠 클라인, 앤디 워홀, 호안 미로의 추상미술과
구상미술작품을 비롯한 다양한 20세기 현대미술이며, 다른 하나는 스프
레이나 스텐실 혹은 포스터를 재료로 삼은 다양한 그래피티(graffiti) 아
트이다. 가르투스와 레더 연구팀은 <그림 19>와 같이 스크린 화면을 통
183) Ibid., p.1
184) Ibid., p.6
185) Ibid.
186) 뇌전도 검사. 근육의 동작전위를 기록하는 장치. 근육이 수축했을 때 흐르는 미약한
전류를 증폭하여 근전도를 기록하는 장치로 근육의 이상을 발견하는 데 이용함. (산
업통상자원부, 지식경제용어사전, 2010)
187) 근전도 검사. 대뇌 피질의 활동에 의한 전위 변화와 뇌파에 의해 일어나는 뇌전류
(brain current)를 기록한 전기 기록도.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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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이 두 종류의 작품들을 미술관이나 거리(street)로 구분된 상이한 맥
락에 각각 위치시켰다. 그리고 피험자들이 상이한 맥락 속에 제시된 작
품들을 보고 그것이 유발하는 아름다움의 정도, 관심(interest)의 정도 및
감정가(emotional valence, 쾌 혹은 불쾌의 유발 정도)에 대해 평가를 내
리는 동안 이들의 눈동자 움직임을 측정하였다.

그림 19. Gartus & Leder (2015)

그림 20. Gartus & Leder (2015)

그 결과 현대미술의 경우, 거리의 맥락 보다는 미술관의 맥락에서
아름다움과 관심의 평가치가 높게 기록되었다(<그림 20> 참고). 반면 그
래피티 아트의 경우, 작품이 놓인 맥락 자체는 아름다움이나 관심의 평
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래피티 아트라는 예술 장
르에 대한 피험자의 개인적인 관심이 작품이 놓인 맥락과 상호작용함으
로써 미적 평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밝혀졌다. 가령 그래
피티 아트에 개인적으로 호감을 갖고 있던 피험자들은 현대미술작품이
미술관이라는 맥락에 놓여 있을 때보다 거리의 맥락에 놓여 있을 때 더
긍정적인 감정 반응을 보였다. 다음으로 피험자들의 눈동자 움직임을 분
석한 결과, 일반적으로 작품이 거리의 맥락에 놓여 있을 때보다는 미술
관의 맥락에 있을 때, 작품에 대한 응시 시간이 훨씬 더 길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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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투스와 레더는 이 같은 행동적, 신경학적 관찰 결과에 근거하여 최
종적으로 “예술작품을 둘러싼 맥락이 미적 경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188)
(2) ‘물리적 맥락’에 따른 미적 경험과 그 신경 기반의 차이
그런데 최근 새롭게 실시되고 있는 연구 성과에 따르면 예술에 대한
미적 경험의 실제 물리적 환경이 예술작품에 대한 인식과 전체적인 미적
경험에 있어, 의미적 맥락이 갖는 영향력을 넘어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갖는다는 증거들이 증가하고 있다.189) 이러한 증거들은 실험실에서 일어
나는 미적 경험과 미술관에서 일어나는 미적 경험 각각의 근저를 이루는
처리과정 사이에 분명한 차이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시사한다.190)

그림 21. Brieber et al. (2014)

그림 22. Brieber et al. (2014)
188) Gartus et al. “The Effects of Visual Context and Individual Differences on
Perception and Evaluation of Modern Art and Graffiti Art”, Acta Psychologica,
2015, Vol.156, p.75
189) Leder and Nadal, op. cit., p.454
19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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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Brieber et al. (2014)의 실험에서 레더와 브리버의 연구팀
은 예술에 대한 미적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 물리적 맥락의 효과에
대해 직접적인 방식으로 증명해 보였다. 이들은 안구운동추적장치를 이
용하여 현대미술작품을 대상으로 한 피험자들의 미적 경험과 응시 시간
을 미술관과 실험실에서 각각 비교하였다. 그 결과 피험자들은 실험실의
맥락에서보다는 미술관의 맥락에서 작품에 대해 더 높은 호감과 관심을
나타냈으며, 작품을 더 오랫동안 응시하는 반응을 보였다(<그림 21>,
<그림 22> 참고). 이러한 실험 결과는 예술에 대한 사람들의 경험과 행
동이 맥락에 따라 조절된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고 있다. 레더의 분석
에 따르면 이는 예술에 대한 미적 경험이 시간과 공간에 독립적이지 않
으며, 반대로 직접적인 시간과 공간의 맥락 속에 좌우된다는 가정을 입
증해 준다. 다시 말해 이 연구는 실제의 시공간적, 물리적 맥락이 미적
경험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견해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나아
가 레더가 지적한 것처럼 이 같은 실험 결과들은 신경미학 실험실에서
유도되는 미적 상황이 예술에 대한 미적 경험에 결부된 다양한 맥락적
요인들을 제거함으로 인해 실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만한 경험의 풍부
함과 다양성을 약화시키고 단축시킨다는 점을 시사한다.191)
(3) 예술에 대한 미적 경험에 상응하는 신경 기반의 다양성
마지막으로 살펴볼 맥락적 접근 사례는 2017년 레더와 그의 연구팀
이 새롭게 발표한 미적 경험 모델의 후속 모델이다. 이 모델은 본래 레
를 주축으로 한 비엔나 대학의 신경미학 연구진에 의해 고안되었다는 특
징을 반영해서 ‘예술 지각에 있어서 하향처리과정과 상향처리과정에 대
한 비엔나 통합 모델(The Vienna Integrated Model of Top-down and
Bottom-up Processes in Art Perception, 이하 VIMAP)’라는 이름이 붙
여졌다. 즉 이 모델의 원천은 앞서 살펴본 2004년도 미적 경험 모델이
191)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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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92)
레더 연구팀은 2004년 모델의 제안 이후에 개진된 신경미학 분야의
많은 연구 성과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기존 2004년 모델에 제시된
각 처리단계들에 상응하는 것으로 밝혀진 주요 뇌신경 기제들을 <그림
23>과 같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다시 말해 VIMAP의 뇌 통합 모델
<그림 23>은 미적 경험의 각 단계와 이에 연루된 주요 뇌신경 기반 사
이의 상응관계를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23>의 좌측 ‘처리과
정 모델(Processing Model)’ 아래에 세로로 연결된 도식들은 기존 미적
경험 모델(2004/2014)의 각 처리과정들을 세분화하여 묘사한 것이다. 우
측 ‘주요 뇌 영역(Key Brain Region)’ 아래에 열거된 뇌 그림들은 미적
경험의 각 처리단계에 유의미하게 관여하는 것으로 밝혀진 뇌 영역들을
각기 다른 색깔로 구분하여 표시한 것이다. 뇌 그림의 우측에는 해당 뇌
영역의 해부학적 명칭과 주요 기능이 명시되어 있다. 가령 주로 인지기
능을 담당하는 뇌 영역들은 파란색으로, 지각기능을 담당하는 영역들은
노란색으로, 감정과 정감처리에 관련된 부위들은 빨간색으로 강조되었다.
VIMAP의 뇌 통합 모델에 따르면 시각 예술을 대상으로 한 미적 경
험의 경우 경험자는 작품을 본격적으로 감상하기 이전의 예비상태
(pre-state)에서 주의집중을 하며 대상의 미적 가치를 평가하는 데에 따
른 보상감을 기대하는 일종의 심리상태를 갖게 되는데, 이 때 이러한 심
리작용에 연관된 두뇌 피질 영역인 시상(thalamus), 감각운동영역
(sensorimotor areas), 내측안와전두엽(mOFC), 편도체(amygdala) 외 다
수 영역의 신경세포들이 활성화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같은 뇌 작용
을 시작으로 미적 경험이 여러 단계를 걸쳐 전개되는 동안, 경험자의 뇌
전체 영역에 분포한 여러 신경부위들이 동시에 활성을 증감시키는 복합
적인 신경 반응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가령 경험자가 예술 대상에 대해
192) Pelowski et al., “Move Me, Astonish Me... Delight My Eyes and Brain: The
Vienna Integrated Model of Top-down and Bottom-up Processes in Art Perception
(VIMAP) and Corresponding Affective, Evaluative, and Neurophysiological
Correlates”, 2017, 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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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평가를 내림으로써 불쾌감을 얻게 되면, 불쾌감에 따른 거부
반응에 연관된 뇌 영역인 전측뇌섬(anterior insula) 부위가 활성 증가를
나타내는 반면, 해마(hippocampus) 부위에서는 활성 감소가 일어난
다.193)
이 같은 연구 결과들은 예술에 대한 미적 경험이 단일한 뇌 영역의
활성 작용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해준다. 달리 말하자면
VIMAP의 뇌 통합 모델은 앞서 검토한 신경미학의 맥락적 접근 사례들
과 동일한 관점에서 미적 경험이 여러 맥락과 구성 요소에 따라 다양하
게 나타날 수 있으며, 그 신경적 기반 또한 마찬가지로 다양성을 지닌다
는 생각을 경험과학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사례가 되고 있다.

193) Ibid., p.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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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The VIMAP model integrated with the brain. Pelowski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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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현대 뇌과학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어 창시된 신경미학은 신생 학문
으로서 일궈낸 성과에도 불구하고 철학적 미학자들로부터 일찍이 비판을
받아 왔다. 대개의 경우 이러한 비판은 경험미학의 과학적 방법이 갖는
유용성을 부정하는 견해에 기초한 것이다. 무엇보다 신경미학을 신경생
물학적 관점에 국한한 학문으로 정의하며 기존 철학적 미학에 대해 배타
적인 관점을 표명한 제키의 입장은 철학자들뿐 아니라 다양한 학문 간의
통섭을 제안하는 신경과학자들 사이에서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제
키의 신경미학은 미와 예술의 본성에 대해 극단적 형태의 환원적 가정들
을 제시하고 이에 기반한 탈맥락적 연구 방법을 취함으로써 여러 한계점
들을 내포한다고 주장되었다. 그러나 본고의 마지막 장에서 살펴본 것처
럼 레더와 같은 제2세대 신경미학자들이 제시한 새로운 연구 방향은 제
키의 신경미학에 제기된 문제점들이 극복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본 논문은 제키 신경미학의 한계에 대한 대안을 이론과 실제의 측면
에서 각각 모색해보았다. 우선 제키 신경미학의 환원적 자연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 듀이의 비환원적 자연주의 미학을 제시하였다. 듀이의 미학
은 인간의 미적 행위와 예술 활동을 생명체의 자연적인 적응 활동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제키의 자연주의와 공통분모를 갖는다. 그러나 동시
에 듀이의 미학은 예술과 미적 경험에 고유한 본질이 존재한다고 가정하
고 이를 사물의 특정한 형식(버크, 벨 등)이나 인간의 독특한 정신 상태
(버크, 칸트 등)와 같은 단일한 요소로 환원시켜 이해해온 서양 전통 미
학의 환원적 사유체계를 거부하였다는 점에서 제키와 견해를 달리한다.
이에 본고는 듀이의 자연주의 미학이 제키 신경미학의 환원적 관점을 넘
어서기 위한 이론적/철학적 대안으로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본고는 제키의 신경미학에 대한 실천적 대안으로서 듀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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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학적 입장을 이론과 실제적 연구 방법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레더의
신경미학을 제시하였다. 제키가 신경미학의 이론적 근거로 서양 전통 미
학자들의 환원적 관점을 받아들였던 것과 달리, 레더는 듀이의 비환원적
미학을 수용함으로써 신경미학에서도 예술 경험에 대한 유기적, 맥락적
사유가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요컨대 레더가 제시한 신경미학 이론은 제
키처럼 예술에 대한 미적 경험을 단일한 뇌신경 세포 집단의 신경 작용
으로 귀속시켜 정의하지 않고, ‘뇌를 가진’ 인간이 자신과 예술작품을 둘
러싼 수많은 맥락적 요인들과 긴밀하게 상호작용 하는 유기적 과정으로
규정함으로써 제키의 신경미학에서 발견된 극단적인 환원적 가정의 한계
를 넘어서고 있다. 요컨대 레더의 신경미학이 취하는 맥락적 접근은 환
원적 자연주의에 입각한 제키 신경미학의 탈맥락적 방법론에 대한 하나
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이 전체의 논의를 통해 주장한 바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신경미학은 미학의 문제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시
도하는 경험미학의 하나로서 20세기 말에 태동되었다. 영국의 신경생물
학자 제키에 의해 학명이 처음 제안되었고 독립된 학문으로 정착하고 있
는 신경미학은 뇌과학 분야의 약진을 바탕으로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신경미학의 역사는 19세기 말 페히너의 실험심리학적 미학에 뿌리를 두
고 있으며 초기의 미와 예술에 대한 ‘서술적’ 접근에서 시작해 2000년대
에 들어서 신경영상 기술을 이용한 ‘실험적’ 접근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둘째, 제키의 신경미학은 전기와 후기로 구분될 수 있는데, 전기 연
구는 1994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시각 뇌와 시각 예술의 기능적 유사성에
관한 신경과학의 병행론에 입각해 시각 예술을 정의하고 있다. 이 시기
의 연구는 시각 예술에 대한 지각 경험의 신경 기반에 대한 서술을 중심
으로 삼고 있다. 후기는 2004년 이후의 것으로 분류되며, 기능적 자기공
명영상 장치를 이용한 실험기반 연구로서 아름다움의 근원에 대한 신경
생물학적 탐색을 주된 목표로 삼고 있다. 제키는 예술을 대상으로 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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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다움의 경험이 뇌의 내측 안와전두엽 부위 신경세포들의 활성 작용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밝혀내어 ‘뇌기반 미 이론’을 내
세웠다. 그의 전기 연구가 신경미학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예비적 탐
구라면, 후기 연구는 미와 숭고 따위의 미적 경험에 대한 신경 작용을
관찰하는 차원으로 이어진다.
셋째, 제키의 신경미학은 동시대의 학자들에 의해 비판의 대상이 되
었다. 그 비판 내용들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우선, 제키는
‘신경생물학에 기초한 미학이론’ 만이 완전하며 ‘미학이론은 반드시 뇌의
신경 활동에 관한 이해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기존 철학적
미학자들의 반발을 일으켰으며 제 학문 간의 통합적 연구를 추구하는 신
경과학자들 사이에서 비판되었다. 또한, 제키는 미와 예술 경험의 본질을
뇌의 특정한 신경적 상응물로 환원시켜 설명했는데, 이러한 제키의 이론
적 가정은 극단적 형태의 환원적 자연주의에 연관된 한계를 갖는다고 지
적되었다. 나아가, 이러한 문제는 제키의 전기와 후기 연구의 방법론적
문제와 연계된 비판들을 불러 일으켰다.
끝으로 본 논문은 듀이의 미학이론과 레더의 신경미학이 제키의 신
경미학에 나타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이론적, 실천적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미학에 대한 자연주의적 입장을 지니면서도 미와
예술 경험의 맥락적 성격을 강조한 듀이의 비환원적 자연주의와, 이러한
듀이의 입장을 수용해 예술에 대한 미적 경험을 유기적으로 이해한 레더
의 신경미학은 제키 신경미학의 극단적 환원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통찰
을 제공한다. 특히 2세대 신경미학자로 분류될 수 있는 레더의 연구팀은
예술 경험에 대한 통합적 모델을 제시하고 이에 기초하여 맥락을 고려한
실험연구들을 추진함으로써 신경미학의 지평을 넓히는데 기여하고 있다.
본 논문은 제키의 신경미학에 대한 연구 성과를 평가절하 하거나 부
정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 오히려 1999년 신경미학을 하나의 공
식적인 학문영역으로 정식화한 이래로 최근까지 이 분야의 연구를 주도
하고 있는 제키의 신경미학이 더욱 심도있게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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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신경미학에 대한 비판적 시각들이 팽배해 지고 있는 현실에서
제키가 20 여 년간 거둔 신경미학적 성과에 대해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제키 신경미학의 한계로 지적된 극단적 환원주의와 그 문제점들이 극복
될 수 있는 방향을 고찰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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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ritical Study on Semir
Zeki’s Neuroaesthetics
KIM, Jisoo
Department of Aesthetic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the neuroaesthetics led by Semir Zeki. Specifically, this
study first seeks to distinguish Zeki's research results published from
1994 to 2017 into two periods: the earlier and the later works; then,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aspects of such research results will be
examined systematically. Finally, the key difficulties inherent in each
of the works will be critically reviewed. Through this examination
process, I seek to examine the entirety of Zeki's neuroaesthetics,
which has been discussed in a fragmentary manner from a single
point of view, and to review its problems in a comprehensive manner.
In addition, this paper offers Helmut Leder's study as an alter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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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Zeki’s approach by accepting the aesthetic position of John Dewey
as a theoretical and philosophical criterion of neuroaesthetics. This
study will hence show that the second-generation neuroaestheticians
are finally overcoming some of the issues inherent in Zeki’s research.
Neuroaesthetics is a field within 
contemporary empirical
aesthetics that approach the questions of aesthetics from a scientific
view. Neuroaesthetics, which was first proposed by Zeki and later
formalized as an independent discipline, is known as a new field of
study born out of the rapid development of neuroscience at the end
of the twentieth century. However, the history of neuroaesthetics is
actually older and its direct roots lie in the tradition of experimental
psychological aesthetics that Gustav Fechner had initiated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Early neuroaesthetics took the form of a
descriptive approach that viewed nature of beauty and art in a
speculative way based on previously discovered scientific facts.
Conversely, the trend of experimental research based on direct
observations using neuroimaging technology gradually came to the
fore from 2004.
Zeki's neuroaesthetics can be divided into the earlier descriptive
study, publications for which were concentrated in the period between
1994-2001, and the later study based on experimental methods using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fMRI) devices after 2004.
Zeki's earlier neuroaesthetics defines the concept of visual art based
on the brain-art parallelism in neuroscience on the functional
similarity between the visual brain and the visual art, and focuses on
elucidating the neural basis of the perceptive experience of visual art.
Zeki's earlier research can be seen as a preliminary quest for the
foundation of neuroaesthetics. It is not a full-scale aesthetic study as
- 118 -

Zeki himself had mentioned, but, rather, a brain research that has
been piloted to offer a detailed description of the functional
specialization of the visual brain in relation to the perceptive
experience of art.
Zeki's later neuroaesthetics is dedicated to the exploration of
neural basis of aesthetic responses - such as the emotion of beauty,
ugliness or sublimity - from the arts. Zeki used actual artworks
including paintings, musical works, and photographs as main stimuli,
and conducted experiments to observe the neural activity in the brain
while the subjects watched each piece of artworks by using the fMRI
device. Consequently, Zeki claimed that beauty is a quality in the
body that correlates with the neural activity within the medial
orbitofrontal cortex (mOFC), which led to Zeki proposing his
“Brain-based Theory of Beauty.” Until recently, Zeki had focused on
building empirical grounds to demonstrate his theories by conducting
multi-dimensional experiments, which he designed by further refining
the hypotheses related to the correlation between aesthetic experience
and the mOFC.
As an expert in visual perception of the brain and an
accomplished neurobiologist, Zeki had defined neuroaesthetics as
‘neurobiologically-based theory of aesthetics,’ and claimed that a
complete theory of aesthetics has to understand the brain’s neural
activity, thereby emphasizing the need for research in neuroaesthetics.
On the one hand, Zeki's such view is based on his theoretical and
philosophical assumptions that all human activities, including
experiences of beauty and art, are fundamentally derived from neural
activities of the brain. On the other hand, Zeki can be deemed to
base his exclusive view on excessive trust on neuroscience and
- 119 -

misguided distrust to philosophy. Zeki’s such exclusive view, which
denied the validity of the existing philosophical aesthetics, is being
criticized not only by philosophers, but also among the neuroscientists
who had proposed an integrative approach by combining various
fields of studies. Furthermore, Zeki accepts the essentialist theories of
traditional aestheticians, such as Plato, Hegel, Burke, Kant, and Bell,
in the context of neurobiology and assumes that experiences of
beauty and art contain a unique and single essence. Zeki further
attempted to define such essence by subverting it to a specific
neurological correspondent in the brain. However, Zeki’s position
seems to present an extreme form of reductive naturalism, which is
closely related to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limitations inherent in
his neuroaesthetics.
Thus, in this study, Dewey's non-reductive naturalism, which
emphasizes the variety of the elements and contexts of beauty and
the experience of art, is presented as a theoretical and philosophical
alternative to Zeki’s theoretical and philosophical stance on
neuroaesthetics. Additionally, I contend that Leder’s cases of
neuroaesthetics researches can be considered as practical alternatives
to Zeki’s neuroaesthetics approach. Leder can be classified as a
second-generation neuroaesthetician who is pursuing interdisciplinary
research with scholars from wide array of academic backgrounds
including art historians, cognitive psychologists, and
neurophysiologists. Leder and his colleagues proposed a ‘Model of
Aesthetic Experiences,’ which perceives the aesthetic experience of art
as a complex, multi-stage cognitive and affective process and
analyzes its various components and their interactions. Under this
integrated view, Leder overcomes Zeki's extreme reductionism by
- 120 -

announcing the diverse natures of aesthetic experience and the
differences in its neural basis, which varies according to its
surrounding context. In other words, Leder’s approach demonstrates a
possible contextualist approach in neuroaesthetics based on
non-reductive comprehension to beauty and art.
Keywords : Semir Zeki, Neuroaesthetics, Neuroscience, Visual Art,
Beauty, Experience of Art, Helmut Leder, A Model of
Aesthetic Experience
Student Number : 2012-2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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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현대 뇌과학 분야의 권위자 세미르 제키(Semir Zeki)가
주도하고 있는 신경미학의 성과와 한계점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구체적으로 1994년부터 2017년까지 발표된 제키의 연구 성과물들을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여 그 이론과 실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다음, 각
각에 내재한 주요 난점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통해 그간 주로 단
일한 시각에서 단편적으로 논의되어왔던 제키의 신경미학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그것의 문제점 또한 비판적으로 재고하는 성과를 내고자 한다.
나아가 본 논문은 존 듀이(John Dewey)의 미학적 입장을 신경미학의 이
론적/철학적 준거로서 받아들인 헬무트 레더(Helmut Leder)의 연구를
하나의 대안적 사례로 제시하여 제키의 신경미학에서 발견된 한계점이
최근 제2세대 신경미학자들에 의해 극복되고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신경미학은 미학의 문제에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동시대 경험미학의
한 영역이다. 제키에 의해 그 학명이 처음으로 제안되고 독립된 학문으
로 정식화된 신경미학은 20세기 말에 이루어진 뇌과학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어 탄생한 신생학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신경미학의 역사는 더
오래된 것으로 그것의 직접적인 뿌리는 19세기 말 구스타프 페히너
(Gustav Fechner)가 정초한 실험심리학적 미학의 전통에 놓여 있다. 초
기에 신경미학은 기존에 밝혀진 과학적 사실들을 바탕으로 미와 예술의
본성에 대해 사변적으로 접근하는 서술의 형식을 취해 왔으며, 2004년을
기점으로 점차 신경영상(neuroimaging) 기술을 활용한 직접적인 관찰에
기초한 실험연구의 형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제키의 신경미학을 1994-2001년에 집약적으로 발표
된 서술 중심의 전기 연구와 2004년 이후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이하 fMRI) 장치를 이용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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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적 방법에 토대를 둔 후기 연구로 구분할 것이다. 제키의 전기 신경미
학은 시각 뇌(visual brain)와 시각 예술의 기능적 유사성에 관한 신경과
학의 병행론(parallelism)에 입각해 시각 예술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시각
예술에 대한 지각 경험의 신경 기반을 해명하는 데에 초점을 뒀다. 제키
의 전기 연구는 신경미학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예비적 탐구라고 할
수 있으며, 제키가 스스로 언급한 바처럼 본격적인 미학연구라기보다는
시각 뇌의 기능과 특수성을 예술에 대한 지각 경험에 연관지어 정교히
설명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개진된 뇌 연구로 볼 수 있다.
제키의 후기 신경미학은 이에 한 걸음 나아가 예술이 일으키는 미,
추 혹은 숭고의 감정과 같은 미적 반응의 신경 기반을 탐색하는 것으로
초점을 옮겼다. 제키는 회화와 음악, 사진을 포함한 실제 예술작품들을
주된 자극으로 삼아, 피험자들이 fMRI 장치 속에서 각 작품을 감상하는
동안에 뇌 속에서 일어나는 신경 작용을 관찰하는 실험들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아름다움이란 뇌의 내측 안와전두엽(medial orbitofrontal cortex,
이하 mOFC) 부위 신경세포들의 활성 작용과 상관관계를 갖는 신체 내
의 성질(quality)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뇌기반 미 이론
(Brain-based Theory of Beauty)’을 제시하였다. 최근까지 제키는 미적
경험과 mOFC의 상관관계에 관련된 가설들을 더욱 세분화한 다각적인
실험들을 실시함으로써 그의 미 이론을 입증하기 위한 경험적 근거들을
마련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뇌의 시지각 기능에 관한 전문가이자 신경생물학자로서 제키는 초기
의 저술 활동을 통해 신경미학을 ‘신경생물학에 기초한 미학이론’으로 정
의하고 완전한(complete) 미학이론은 반드시 뇌의 신경 활동에 관한 이
해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신경미학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키의 이 같은 견해는 한편으로는 미와 예술 경험을 포함한 인간의 모
든 행위가 근본적으로 뇌의 신경 활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 그의 이
론적/철학적 가정에 기초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신경과학에 대한
과도한 신뢰와 철학에 대한 잘못된 불신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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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존 철학적 미학의 유효성을 부정한 제키의 이러한 배타적 관점은
철학자들뿐 아니라 다양한 학문 간의 통섭을 제안하는 신경과학자들 사
이에서 비판되고 있다. 나아가 제키는 플라톤과 헤겔, 버크와 칸트, 벨과
같은 전통 미학자들의 본질주의 예술론과 미론을 신경생물학의 맥락으로
받아들여 미와 예술 경험에 고유하고 단일한 본질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
를 뇌의 특정한 신경적 상응물에 귀속시켜 정의하기를 시도했다. 제키의
이 같은 입장은 극단적 형태의 환원적 자연주의를 표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그의 신경미학에 내재한 이론적, 실제적 층위의 한계점
들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논문은 미와 예술 경험의 다양한 구성요소와 맥락의 중요성
을 강조한 듀이의 비환원적 자연주의를 제키 신경미학에 대한 이론적/철
학적 대안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듀이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레더의 신경미학을 제키의 신경미학에 대한 실천적 대안으로 제시하였
다. 인지심리학자인 레더는 미술사학자, 미술비평가, 인지신경학자, 신경
생리학자 같은 폭넓은 학문적 배경의 학자들과 학제적 연구를 추구한 제
2세대 신경미학자로 알려져 있다. 2004년에 레더의 연구팀은 예술에 대
한 미적 경험을 하나의 복합적이며 다층위적인 인지적, 정감적 처리과정
으로 파악하고 그것의 다양한 구성요소와 상호작용 관계를 도식적으로
분석한 ‘미적 경험 모델(A Model of Aesthetic Experiences)’을 내놓았
다. 이 같은 통합적 관점에서 레더는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미적 경험의
다양성과 그 신경 기반의 차이에 주목한 실험들을 실시하면서 제키의 극
단적 환원주의를 극복하고 있으며 신경미학 안에서도 미와 예술에 대한
맥락적 접근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주 요 어 : 세미르 제키, 신경미학, 신경과학, 시각 예술, 아름다움, 예술
경험, 헬무트 레더, 미적 경험 모델
학 번 : 2012-2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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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20세기 말에 새롭게 대두된 신경미학은 미학의 문제에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동시대 경험미학의 한 영역이다. 신경미학은 살아있는 인간의
뇌 활동을 비침습적 방식으로 촬영하는 신경영상(neuroimaging)1) 기술의 발
달에 힘입어 탄생하였다. 신경영상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미와 예술 현
상에 관련한 미학적 질문들이 뇌의 신경 활동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낳았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배경으
로 뇌과학과 미학을 융합한 신경미학이 경험미학의 새로운 탐구 영역으
로 자리 잡은 것이다. 오늘날 신경미학은 뇌과학뿐만 아니라 인지과학,
실험심리학, 진화생물학, 심리철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적 관점을 토대
로 시각 예술이나 문학, 음악, 영화, 무용과 같은 폭넓은 예술 장르와 미
적 현상들을 탐구하는 학제적 학문분야로서 미학 연구의 큰 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2)
본래 신경미학이라는 학명은 1999년 영국의 저명한 신경생물학자인
세미르 제키(Semir Zeki, 1940-)가 최초로 고안한 것이다. 제키는 뇌과학
분야에서 영장류의 시지각 관련 전문가로 잘 알려진 학자이다. 그는
1990년대 중반부터 시각 뇌(visual brain: 시지각 기능을 담당하는 두뇌
피질)에 관한 기존 연구 성과들을 시각 예술 연구에 접목하기 시작했
다.3) 제키는 그의 대표 저작인 『이너비전: 뇌로 보는 그림, 뇌로 그리는
미술(Inner Vision: An Exploration of Art and the Brain)』(1999)과 두
편의 논문 「예술과 뇌(Art and the Brain)」(1999), 「예술적 창조성과
1) 뇌의 구조나 활동을 측정하여 영상으로 보여 주는 기법. 컴퓨터 단층 촬영(CT), 양전
자 방출 단층촬영(PET), 자기공명영상(MRI) 등 여러 가지가 있다.
2) Skov and Vartanian (Eds.), Neuroaesthetics, Amityville, NY: Baywood Publishing
Company, 2009, pp.1-3
3) Onians, Neuroarthistory: From Aristotle and Pliny to Baxandall and Zeki, New
Haven, [Conn.];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7, p.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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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Artistic Creativity and the Brain)」(2001)를 통해 뇌과학과 미학을
융합한 새로운 탐구 영역을 ‘미학에 대한 신경학’, ‘신경생물학에 기초한
미학이론’ 또는 ‘신경미학’이라는 용어로 지칭하기를 제안했다. 그는 신경
미학을 통해 예술을 지각하거나 이로부터 아름다움이나 추함과 같은 미
적 감흥을 느끼는 예술 경험의 신경적 기반을 밝혀내는 것을 목표로 삼
았다. 본 논문은 제키가 주도하고 있는 신경미학의 주요 성과와 한계점
및 대안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제키는 2000년대 초반에 영국의 런던대학(University College of
London)과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버클리에 ‘신경미학원(Institute of
Neuroaesthetics)’이라는 공동연구기관을 설립함으로써 신경미학에 대한
집단적 연구를 추진하였다.4) 또한 그는 앞서 언급한 저서 외에도 프랑스
의 화가 K. 발튀스와의 대담을 기록한 『본질에 대한 추구(La Quête de
l’Essentiel)』(1995)와 『뇌의 영예와 불행: 사랑, 창조성, 그리고 인간 행
복에 대한 탐색(Splendors and Miseries of the Brain: Love, Creativity,
and the Quest for Human Happiness)』(2008)을 집필하는 등 꾸준한
저술활동을 이어왔다. 이를 통해 제키는 뇌과학과 미학의 접목 가능성을
주장하고 신경과학에 기초한 미학 연구의 필요성을 환기하면서 신경미학
을 하나의 공식적인 학문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 결
과 이전까지 과학이나 심리학의 하위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과학적 미학
은 하나의 독립된 분과 학문으로서 그 위상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키는 ‘신경미학의 창시자’라고 불린다.5)
그런데 제키의 신경미학은 위와 같은 그의 선구적인 업적에도 불구
하고 실질적인 탐구 내용과 성과들이 지금껏 체계적으로 검토되거나 적
절하게 평가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제키의 신경
미학이 주로 신경미학을 소개하는 개론적인 문헌이나 단일한 실험보고논
4) Douchová and Nešetřil, “S. Zeki and Neuroaesthetics: A Possible Framework to
Objectify Aesthetics”, Acta Universitatis Carolinae: Philosophica et Historica,
2010, Issue 2, p.25
5) Ibid.,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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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통해서 단편적으로 언급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는 제키의 신경미학이 과학적 미학의 유효성을 부정하는 철학자들로
부터 일찍이 비판을 받아온 데에 있다. 이들 철학자들은 미와 예술 현상
에 연루된 인간의 복잡한 심리상태와 심리학적 속성들이 뇌신경 세포들
의 신경 반응과 같은 생리학적 수준으로 환원되는 것에 강한 반대를 표
한다.
이러한 비판자들의 입장에 따르면 미와 예술에 관련된 미학의 문제
들은 본질적으로 주관적이며 규범적이기 때문에 실험심리학이나 신경생
리학과 같은 객관적인 과학적 접근으로 온전히 해명될 수 없다. 예컨대
L. 비트겐슈타인6)이나 G. 디키7)와 같은 철학자들은 예술작품과 감상자
를 둘러싼 다양한 상황이나 맥락이 엄격하게 통제된 실험실에서 예술에
대한 피험자들의 행동과 신경 반응을 관찰하고 이를 평균적인 수치로 양
화하여 예술 경험의 일반 원칙을 발견하려는 심리학적 미학의 실험적 탐
구 방법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객관적인 실험을 통한 접근은 개인적인
해석이나 경험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 예술 경험의 주관적인 속성을 포
착하지 못하므로 미학 연구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예술 경험의 단편들을 뇌의 신경적 상응물로 귀속시켜 설명한 제
키의 신경미학 이론들은 잘못된 것이다. 이와 같이 미학을 철학의 고유
한 탐구 영역으로 분리시키고 과학적 미학의 방법론을 비판한 철학적 미
학자들에 의해 제키의 신경미학은 자주 평가절하 되었으며, 나아가 신경
미학의 전망까지도 부정되곤 하였다.
그러나 N. 캐롤과 M. 무어, 그리고 W. 실리8)가 공동으로 지적하고
있듯이 이러한 기존의 비판들은 편향된 것으로, 미학을 극히 좁은 의미

6) Wittgenstein, Lectures on Aesthetics, Psychology, and Religious Belief, Oxford:
Basil Blackwell, 1966
7) Dickie. “Is Psychology Relevant to Aesthetics?”, Philosophical Review, 1962,
Vol.71, pp.285-302
8) Carroll, Moore and Seeley, “The Philosophy of Art and Aesthetics, Psychology,
and Neuroscience: Studies in Literature, Music, and Visual Arts”, in Aesthetic
Science: Connecting Minds, Brains, and Experience, Arthur P. Shimamura and
Stephen E. Palmer (Ed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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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축소시켜 내린 비판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주지하듯 18세기에 A. 바
움가르텐은 미학을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 정식화하면서 미학의 의미를
‘감각적 인식에 관한 학(science of sensory cognition)’이라고 정의하였
다.9) 미학이란 본래 기초적인 감각적 반응에서부터 고차적인 상상이나
감성적 판단에 이르기까지 매우 포괄적인 주제를 다루는 학문 영역으로
서 출범한 것이다. 즉 초기에 미학의 탐구 방식은 과학이나 철학 가운데
어느 한 가지 접근만으로 제한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둔 캐
롤이나 실리와 같은 동시대 철학적 미학자들은 바움가르텐의 기획으로
돌아가, 미학 연구를 위한 다양한 학문적 기반과 접근 방식을 포섭함으
로써 미학의 탐구 지평을 다시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
다.10) 이들이 적절히 지적한 것처럼, 예술 감상이나 미적 평가와 같은 미
적, 예술적 실천들은 개인의 취향이나 주관적인 해석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공통적인 지각적, 정감적, 인지적 처리능력과 이에
연관된 보편적인 심리과정들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변적인 철학의 방법뿐 아니라, 과학이나 심리학과 같은 경험적 방법들
이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될 때에 비로소 더욱 다각적이고 풍부한 미학적
통찰들이 제공될 것이며, 단일한 시점에서는 해결되지 못했던 미학의 문
제들이 새로이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미학에 대한 상이한 접근들을 포괄적으로 수용하
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제키의 신경미학에 새롭게 주목해보고자 한다. 다
시 말해 본 논문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미학의 탐구 영역을 좁은 의미로
제한함으로써 과학적 미학의 유효성을 부정한 철학자들과 달리, 미학의
문제에 대한 학제적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신경미학의 과
9) Ibid.; Seeley, “Philosophy of Art and Empirical Aesthetics: Resistance and
Rapprochement”, in The Cambridge Handbook of the Psychology of Aesthetics
and the Arts, Pablo P.L. Tinio and Jeffrey K. Smith (Ed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10) Carroll, Moore, Seeley, op. cit.; Seeley, “What is the Cognitive Neuroscience of
Art... and Why Should We Care?”, Newsletter of the American Society of
Aesthetics, 2011, Vol.31(2), pp.1-4
- 4 -

학적 방법을 긍정적으로 취하고자 한다. 이러한 입장을 토대로 본 논문
은 우선 제키의 신경미학의 내용과 성과에 대해 심도있게 고찰하는 것에
중점을 둘 것이다. 구체적으로 1994년부터 최근 2017년까지 개진된 제키
의 신경미학을 탐구의 시기와 주제에 따라 크게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정리한 다음, 주요 난점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뒤이
어 본 논문은 H. 레더의 신경미학을 하나의 대안적 사례로 제시함으로
써 제키의 신경미학에서 발견된 한계들이 극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찰
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통합적 관점에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개의 장
으로 구성될 것이다. Ⅰ장은 예비적 고찰로서, 신경미학의 탄생 배경과
주요 전개 양상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제키가 신경미학을
창안하게 된 학문적 배경과 근본 전제가 무엇인지 알아본 다음, 신경미
학의 역사적 기원이 G. 페히너의 실험미학적 전통에 있음을 밝힐 것이
다. 이어서 제키의 신경미학이 초기의 ‘서술적(descriptive) 신경미학’과
2004년 이후 본격화된 ‘실험적(experimental) 신경미학’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알아보고, 각각의 대표 연구 사례들을 간략히 소개할 것이다. 초
기 신경미학자들은 주로 추정(speculation)에 의거한 서술을 통해 뇌와
예술의 기능적 유사성을 강조한 뇌-예술 병행론(parallelism)을 제시하였
다.11) 반면 2000년대 중반에 새롭게 떠오른 신경미학자들은 직접적인 실
험과 관찰을 통해 미와 예술 현상의 신경적 기반을 탐색하는 데에 주력
하고 있다. 그 가운데 제키는 신경미학을 정초한 초기 신경미학자로 구
분되지만, 전기와 후기의 연구를 걸쳐 두 접근 방식을 모두 취하는 특징
을 보인다. 그러므로 제키의 신경미학을 전체적으로 고찰하는 일은 신경
미학의 과거와 현재를 역사적인 맥락에서 짚어보기 위한 기본 틀이 될
것이다.
Ⅱ장에서는 1994년에서 2001년까지 발표된 제키의 초기 저술들을 중
11) Chatterjee, “Neuroaesthetics: Descriptive and Experimental Approaches”, in The
Cambridge Handbook of the Psychology of Aesthetics and the Arts, Pablo P.L.
Tinio and Jeffrey K. Smith (Ed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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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그의 전기 신경미학의 이론과 실제를 다루고자 한다. 우선 제키
의 전기 이론의 핵심 쟁점으로서 그가 시각 뇌의 기능에 연관지어 새롭
게 규정한 시각 예술 개념을 소개하고, 그것의 철학적 준거가 무엇인지
알아볼 것이다. 제키는 플라톤과 헤겔을 비롯한 전통미학자들의 형이상
학적 이론들을 신경과학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시각 예술을 정의하였
다. 또한 제키는 시각 예술가를 시각 뇌의 기능을 탐색하는 뛰어난 신경
과학자로 간주하면서, 시각 예술의 본성과 기능을 규명하였다. 이러한 이
론적 가정을 바탕으로 시각 예술을 지각하는 경험의 신경학적 원리를 해
명하고자 한 것이 제키의 전기 신경미학이다. 제키가 스스로 밝힌 것처
럼 당시의 연구는 예술에 관한 심층적인 논의를 제공하기보다는 뇌의 생
리학적 특성에 관한 일반론을 제공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Ⅲ장에서는 2004년 이후 본격적으로 개진된 제키의 실험적 신경미학
을 이론과 실제의 층위로 구분하여 살펴보겠다. 제키의 전기 신경미학이
예술 지각에 관한 기초적인 신경학적 통찰들을 제공했다면, 그의 후기
연구는 예술에 대한 미적 경험(가령 미, 추, 숭고에 대한 판단과 이를 느
끼는 감정), 특히 예술이 환기하는 아름다움의 신경 기반을 밝히는 일을
주된 탐구 과제로 삼았다. 간단히 말해 제키는 예술로부터 아름다움을
느끼는 동안에 뇌 속에서 일어나는 신경 반응을 관찰한 다음, 이에 근거
하여 아름다움의 본성을 신경학적으로 해명하고자 했다. 그의 이러한 시
도는 기존 철학자들의 미학이론을 신경학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실험의
가설로서 받아들인 다음, 이를 경험적으로 증명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
다. 대부분의 실험에서 제키가 가설의 중요한 철학적 준거로 삼은 것은
버크와 칸트, 벨과 같은 근대미학자들의 논의이다. 가령 제키는 버크의
통찰을 참조하여 ‘아름다움이란 감각을 매개로 한 신체 내부의 성질’이라
는 가설을 설정하고, 실험적 검증을 통해 ‘신체 내부의 성질’을 뇌의 내
측안와전두피질(medial orbitofrontal cortex) 영역 세포들의 활성 반응에
대응시켰다. 제키는 이 같은 탐구 내용을 가리켜 ‘뇌기반 미 이론
(Brain-based Theory of Beauty)’이라고 명명하였다. Ⅲ장의 논의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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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이에 관련된 그의 대표적인 실험연구 성과들을 살펴볼 것이다.
Ⅳ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제키의 전기/후기 신경미학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제키 신경미학의 주요 한계점들을 ‘근본 전
제의 문제’, ‘이론적 가정의 문제’, ‘전기 및 후기 연구의 문제’로 구분하
여 검토할 것이다. 각 문제의 핵심 쟁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키는
생물학에 기초한 미학이론만이 완전(complete)하다고 선언하며, 신경미학
이 기존의 철학적 미학을 대체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제키의
이 같은 입장은 철학과 과학을 근본적으로 배타적인 관계로 분리시킴으
로써 생물학의 우월성을 강조하고자 한 선입견이 전제된 것이다. 둘째,
제키는 미와 예술의 본성을 특정한 본질로 환원시켜온 플라톤, 칸트, 벨
과 같은 전통 미학자들의 관점을 자의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극단적 성
격의 환원적 가정들을 제시하였다. 즉 그는 신경생물학의 관점에서 미적
보편자와 예술적 보편자를 각각 규명하기 위해 미와 예술에 연루된 경험
들을 뇌의 특정한 신경적 상응물에 대응시켜 해명하려 시도했다. 그러나
뇌의 신경세포 단위에 초점을 맞춘 제키의 극단적인 환원적 가정들은 미
와 예술 경험의 고유한 본성을 적절히 포착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셋째, 이러한 제키 신경미학의 극단적인 환원적 자연주의는 그의
전기 및 후기 연구에서 발견되는 주요 난점들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다. Ⅳ장에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Ⅴ장에서는 제키 신경미학의 극단적인 환원적 자연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제키가 이론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
극단적인 환원적 가정에 대한 대안으로서 J. 듀이의 비환원적 자연주의
미학을 제시할 것이다. 나아가 듀이 미학의 기본 입장을 이론적/철학적
준거로 삼아 신경미학에 맥락적인 관점을 적용한 H. 레더의 연구 사례
를 하나의 실천적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즉 본고의 마지막 장에서
는 최근 레더와 같은 2세대 신경미학자들 사이에서 제키와 같은 1세대
신경미학자들이 제시한 극단적인 환원적 접근을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환
으로 미적 경험의 맥락적 측면에 주목한 통합적 모델이 제시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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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에 기초한 새로운 방식의 실험연구들이 개진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자 한다.
이상과 같이 본 논문은 제키의 신경미학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그
의의와 한계점 및 대안에 대하여 고찰한 작업이다. 본 논문은 국내외 학
계에서 제키의 신경미학 전반을 전기와 후기로 세분하고 이론과 실제의
층위로 체계화하여 포괄적으로 정리했을 뿐만 아니라, 신경미학의 주요
난점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적인 방향까지 고찰한 최초의 시도라
는데 의미를 두고자 한다. 2000년대 초반 신생학문으로 대두된 이래로
신경미학은 해외 학계에서 이미 그 학문적 입지를 견고히 해왔으며, 최
근 국내 학계에서도 새롭게 주목받는 연구 분야로 급격히 부상하고 있
다. 그러나 신경미학에 관련한 제키의 전반적인 학문적 성과들은 국내
학계에서뿐 아니라 해외 학계에서도 아직까지 심층적으로 조명되거나 체
계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본 논문은 그간 제키의
신경미학이 개론적인 글이나 비판적인 문헌들을 통해서 단편적으로 소개
되거나 부분적으로 언급되는 데 그쳤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두고, 제키의
신경미학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 데서 출발하였
다. 본고의 논의가 신경미학의 전개와 현황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데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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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예비적 고찰: 신경미학의 탄생과 전개
1. 신경미학의 역사적 기원
1) 제키의 신경미학적 기획
신경미학의 선구자로 알려진 S. 제키는 1960년대 후반부터 영장류의
시각 뇌에 관한 연구에 크게 기여하면서 신경과학 분야의 대가 중 한 사
람으로 부상하였다. 제키는 약 40 여 년 전 원숭이의 시각 뇌에서 대상
의 기울기와 움직임에 대해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신경세포들을 최초로
발견하였다. 또한 그는 시각 뇌가 각기 다른 시각 속성들을 처리하기 위
해 기능적으로 국지화(localization) 되어 있음을 밝혀냈다. 제키는 1980
년대부터 급격하게 발전한 신경영상 기술을 활용하여 시각 뇌에 관한 연
구를 심화시켰으며, 1993년에 출간한 저작 『뇌의 시각(A Vision of the
Brain)』을 통해 그 성과물들을 집약하였다.
이듬해인 1994년에 제키는 M. 램과 공동으로 집필한 시각 예술에
관한 그의 첫 번째 논문인 「키네틱 아트의 신경학(The Neurology of
Kinetic Art)」을 발표함으로써 시각 뇌의 움직임 선택적 세포들에 관한
연구 결과를 예술작품 연구에 처음 적용해보였다. 당시 뇌과학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인 『뇌(Brain)』에 실렸던 그의 논문은 많은 과
학자들의 주목을 이끌어냈으며, 제키는 세계 곳곳에서 관련 주제에 관한
강연들을 초청 받았다. 이 같은 경험은 제키로 하여금 사람들이 ‘예술과
뇌’라는 주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확신하게 한 계기가 되었
다.13) 일 년 후 제키는 프랑스의 화가 K. 발튀스와 함께 예술과 뇌를 주
제로 나눈 여러 차례의 담화 내용을 책으로 엮어 『본질에 대한 추구』
13) Zeki, Inner Vision: An Exploration of Art and the Brain (이하 Inner Vision),
Oxford;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p.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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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라는 제목으로 출판하였다.
이후 제키는 미국의 산타모니카에 소재한 게티 미술관(Getty
Museum)에 연구원으로 초빙되는데, 그곳에서 제키는 시각 뇌에 관한
자신의 전문 지식들을 서양 현대미술을 중심으로 한 실제 예술작품 사례
에 접목시키는 작업에 몰두하였다. 이 시기 새롭게 거둔 연구 결과물을
집대성하여 책으로 출판한 것이 『이너 비전: 뇌로 보는 그림, 뇌로 그리
는 미술』(1999, 이하 『이너 비전』)이다. 이어서 제키는 『이너 비전』
을 요약적으로 소개한 논문 「예술과 뇌」(1999) 및 「예술적 창조성과
뇌」(2001)를 발표하면서 신경생물학에 기초한 미학 연구의 필요성을 강
조하고, 미적 경험의 신경생물학적 기반을 탐구하는 학문분야를 가리켜
‘신경미학’이라고 지칭하였다.
제키의 신경미학은 인간의 모든 행위가 근본적으로 뇌의 신경 활동
(neural activity)이 확장되어 산출된 “뇌의 산물(product of the brain)”
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14) 그의 설명에 따르면 예술의 창작이나 감상
과 같은 인간의 특정한 행위에는 뇌의 특정한 신경 활동들이 중점적으로
관여하는데, 이 때 이 특정한 행위를 지배하는 뇌의 특정한 신경 활동들
은 어떤 보편적인 신경학적 법칙에 종속된다. 이에 관련한 제키의 진술
들을 살펴보자.
모든 시각 예술은 뇌를 통해 표현되므로 시각 예술의 착상
이나 제작, 감상도 뇌의 법칙을 따른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뇌
활동을 고려하지 않은 미학이론은 결코 완전(complete)하다고
할 수 없다.15)

14) 이러한 가정은 인간의 모든 정신적, 육체적 활동이 뇌의 통제를 받는다는 생각에 근
거한다. 예컨대 제키는 화가 K. 발튀스와의 대담에서 “당신은 화가이기 이전에 하나
의 뇌이다”라고 단언했는데, 이러한 진술은 인간의 고차적인 정신능력에서부터 기초
적인 감각능력까지 모두가 뇌의 신경화학적 작용에 귀속된다는 믿음을 전제하고 있
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키는 향후 신경미학이 인간의 미적, 예술적 행위 뿐 아니라 종
교적 믿음이나 도덕성, 법(juriprudence) 등의 신경 기반에 대해서도 해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Zeki, “Artistic Creativity and the Brain”, Science, 2001,
Vol.293(5527),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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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신경생물학에 근거하지 않은 어떠한 미학이론도 만족
스러운 것이 될 수 없다고 확신한다.16)
이와 같이 제키는 예술 분야의 미적 행위들을 다루는 미학이론은 반
드시 뇌에 관한 신경과학적 이해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키는 자신의 신경미학적 기획을 “견고한(solid) 신경생물학에
기초한 미학이론”이라고 소개하며17), 신경미학 연구를 통해 “철학자들이
나 예술가들뿐 아니라 신경과학자들의 관점을 모두 충족시키는 일반적이
고 보편적인 미학이론”을 확립할 것을 추구하였다.18) 그리고 이를 위해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탐구 과제는 예술의 창작이나 감상과 같은 특정
한 미적 행위의 근저를 이루는 공통적인 신경 기반이 무엇인지에 대해
밝혀내는 일이었다.

2) 신경미학의 전사
제키의 기획과 같이 미적 행위의 신경학적 기반을 탐구하려 한 최초
의 신경미학적 시도는 18세기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19) 가령 1792년
에 E. 다윈은 인간의 정신 상태가 생리학적 기제로 설명될 수 있다고 주
장했는데, 다윈의 이 같은 생각은 당시 많은 미학자들 사이에서 미적 경
험의 국면들이 생리학적 기초를 갖는다는 미학적 견해를 초래하였다.20)
그러나 동시대 신경미학의 가장 직접적인 뿌리는 19세기 독일의 G. 페히
너가 정초한 실험심리학(experimental psychology)적 미학의 전통에 놓
여 있다.21) 1860년에 『정신물리학의 기초(Elemente der Psychophysi
15) Zeki, Inner Vision, 1999, p.1
16) Zeki, “Artistic Creativity and the Brain”, 2001, p52
17) Zeki, “Art and the Brain”, Daedalus, 1999, Vol.127(2), p.1
18) Zeki, Inner Vision, 1999, p.5
19) Skov and Vartanian, Neuroaesthetics, 2009, p.2
20) Darwin, Zoonomia; or The Laws of Organic Life (PartⅠ), London: J. Johnson,
1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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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를 집필한 페히너는 자극과 감각의 세기 간의 관계를 양적으로 연구
하는 정신물리학(psychophysics)을 개척한 물리학자였다. 또한 그는 정
신물리학의 관점을 심리학 연구에 적용함으로써 특정한 물리적 자극에
대한 경험의 변화를 측정 가능한 수치로 양화하여 관찰하는 실험심리학
적 방법론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1870년대에 이르러 페히너는 그의 주요
저작 『실험미학(Zur experimentellen Aesthetik)』(1871)과 『미학입문
(Vorschule der Aesthetik)』(1876)을 발표하면서 실험심리학적 방법론에
기초한 경험미학 분야를 새롭게 제창하였다.22)
페히너는 자극의 물리적 속성과 그것이 일으키는 감각 반응 사이에
일정한 상응관계가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이를 탐구하는 정신물리학의
유형을 ‘외적(outer) 정신물리학’과 ‘내적(inner) 정신물리학’으로 구분하
였다.23) 외적 정신물리학은 자극의 물리적 속성의 변화와 그에 대한 감
각 반응 사이의 상응관계에 초점을 둔 반면, 내적 정신물리학은 그러한
감각 반응과 그 근저의 신경 활동 사이의 상응관계에 초점을 둔 분야를
일컬었다. 이러한 정신물리학의 관점을 미학 연구에 적용할 경우, 자극의
물리적 속성은 시각 예술과 같은 미적 대상의 형태나 색깔, 비율 등을
의미하며, 감각 반응은 그것이 야기하는 즉각적인 시각 반응이나 쾌/불
쾌의 느낌 혹은 감정 등으로 이해할 수 있다.
페히너는 정신물리학에 기초한 실험심리학적 방법론을 미학에 도입
하여 예술작품의 물리적 속성과 그에 대한 행동적/감각적 반응들, 그리
고 그러한 반응의 근간이 되는 신경 활동 사이에 존재하는 두 층위의 상
21) Skov & Vartanian (Eds.), op. cit.
22) 그는 『미학입문』의 서론에서 사변적 성격을 띤 기존의 철학적 미학을 ‘위로부터의
미학’이라고 부르며, 이에 맞선 경험적 성격의 과학적 미학을 ‘아래로부터의 미학’이라
고 지칭하였다. (Fechner, Vorschule der Aesthetik, Leipzig: Druck und Verlag von
Breitkopf und Hartel, 1876)
23) Vartanian, “Empirical Aesthetics: Hindsight and Foresight”, in The Cambridge
Handbook of the Psychology of Aesthetics and the Arts, Pablo P.L. Tinio and
Jeffrey K. Smith (Ed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Chatterjee
and Vartanian, “Neuroscience of Aesthetics”,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2016, Vol.13691(1), pp.17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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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관계에 대해 밝히고자 하였다. 이러한 페히너의 시도를 계승한 20세기
경험미학자들은 다양한 실험심리학적 접근방법을 계발하여 영향력 있는
이론들을 구축하였다.24) 예컨대 1971년에 D. 벌라인은 대뇌피질에 대한
신경학적 사실과 실험미학적 행동데이터를 수집한 결과, “미적 선호는
생리학적 흥분에 의해 결정된다.”는 가설을 제시하였다.25)
1980-90년대에 이르자 PET26)나 fMRI27) 같이 고도로 발달한 신경
영상 기술이 출현함에 따라 신경과학 분야에서 혁명이 진행됐다. 그 결
과 신경과학자들은 예술작품과 같은 미적 대상을 경험할 때 발생하는 뇌
활동을 더욱 정교한 방식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29) 단적으로 말하
자면 페히너가 일찍이 19세기에 구상했던 ‘내적 정신물리학’은 신경과학
계의 혁명을 거친 20세기 후반에 와서야 실질적으로 실현이 가능했으며,
진정한 의미에서 신경미학은 바로 이 시기에 도래했다고 볼 수 있다.30)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신경미학은 20세기 말에서 21세기 초엽,
제키에 의해 그 학명이 창안되고 구체적인 연구 성과물들이 축적되면서
새로운 학문영역으로서 출범하였다. 그러나 신경미학이 탄생하기까지의
역사는 훨씬 오래된 것으로, 그것은 18세기와 19세기에 걸쳐 형성된 경
험미학적 전통의 연장선상에 있다. 미국의 신경과학자이자 신경미학자인
24) 본고에서는 논지의 전개상 페히너의 방법론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을 것
이다. 오늘날 많은 경험미학자들과 신경미학자들이 계승하고 있는 페히너의 실험심리
학적 방법론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국내 학술논문으로는 정혜윤의 「신경미학, 무엇이
문제인가?」등이 있다. 정혜윤의 논문에서는 페히너의 실험심리학적 방법론이 갖는
한계점들에 초점을 둔 비판적 논의들이 중심적으로 다루어진다.
25) Berlyne, Aesthetics and Psychobiology, New York: Appleon-Century-Crofts, 1971
26) 양전자 방출 단층촬영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혈관 속의 방사선에 반응하
는 화학물질을 주입한 후 뇌의 각 부분에서 이 물질이 흡수되어 활용된 정도를 측정
함으로써 국지적 뇌 활동 정도를 진단하는 기법. (러셀 폴드락 외 지음, 김초복 옮김,
『fMRI 데이터 분석의 이해: 인지신경과학 연구를 위한 fMRI 데이터의 처리와 분
석』, 서울: 학지사, 2015, p.19)
27)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fMRI는 뇌에 있는
신경세포들(neurons)이 활동을 하면 그 영역을 통과하는 혈류량이 증가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국지적 뇌 활동 정도를 반영하는 국지적 혈중 산소치 변화를 측정하는 기법
이다. (Ibid., p.5)
29) Skov and Vartanian (Eds.), op. cit.
30) Chatterjee and Vartanian, op. cit, p.2
- 13 -

A. 채터지31)는 신경미학의 다양한 함의에 대해 언급하면서 신경미학의
일반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신경과학의 맥락에서 미적 경험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들은
모두 신경미학으로 분류될 수 있다. 신경미학에서 미적 경험
이란 아름다운 사물이나 예술작품과 같은 미적 대상을 마주함
을 통해 생성된 감정이나 판단, 행위들, 그리고 그러한 생성의
기초가 되는 과정들을 두루 가리킨다. 신경미학자들은 전형적
으로 “미적 경험은 뇌 속에서 어떤 식으로 구현될까?” 그리고
“뇌에 관한 [과학적] 사실들은 어떤 방법으로 미적 경험에 대
한 우리의 이해에 기여할 수 있을까”와 같은 상호보완적인 질
문들에 답하고자 한다.32)
그에 따르면 신경미학은 경험미학과 함께 인지신경과학(cognitive
neuroscience), 정감신경과학(affective neuroscience)을 포함한 넓은 학문
적 범주에 걸쳐있다. 또한 채터지는 신경미학자들이 취해온 다양한 접근
들은 크게 서술적(descriptive) 접근과 실험적(experimental) 접근으로 구
분될 수 있다고 말한다. 다음 절에서는 이 같은 채터지의 유형 구분을
기준으로 삼아 2000년 전후의 초기 신경미학과 2004년 이후 본격화된 신
경미학의 주요 전개 양상에 대해 살펴보겠다.

2. 신경미학의 전개 양상: ‘서술적’ 및 ‘실험적’ 접근
채터지에 따르면 신경미학은 ① 연역적인 추론과 서술의 방식을 바
31) 채터지는 여러 문헌들을 통해 신경미학의 정체성과 역사적 기원, 현황 및 향후 방향
에 관한 통찰들을 제시해오고 있다.
32) Chatterjee, op. cit.,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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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전개되는 ‘서술적’ 신경미학과 ② 직접적인 실험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고 결론을 귀납적으로 도출해내는 ‘실험적’ 신경미학의 두 가지 유
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신경미학자들은 뇌에 관한 기존의
신경학적 연구 성과들을 미적 경험에 관한 논의에 연관지어 가설을 제시
하거나 이론을 구축한다. 다시 말해 서술적 신경미학의 주장들은 미적
경험과 뇌 활동 사이의 연관성에 관한 그럴듯한 추측들을 신경과학적 사
실에 논리적으로 연결시킨 조합으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므로
서술적 신경미학은 질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
로 실험적 신경미학의 주장들은 실험실의 통제된 상황에서 미적 경험에
관계된 변수들을 변화시키며 그에 따라 발생하는 피험자들의 행동적/생
리학적 효과와 반응들을 통계적으로 집결한 데이터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양적인 성격을 갖는다.33)

1) 초기 신경미학자들의 서술적 접근
제키를 대표한 초기 신경미학자들은 대부분 전자의 서술적 접근을
취했던 반면, 2004년을 기점으로 새롭게 대두된 신경미학자들은 주로 후
자의 실험적 접근을 중점적으로 취하고 있다. 그 가운데 제키는 초기 신
경미학자로 구분되면서도 전기와 후기의 연구를 통해 ‘서술적’ 접근과
‘실험적’ 접근을 모두 순차적으로 취해왔다는 점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하
다. 초기의 서술적 접근을 통해 신경미학의 개념을 선도한 대표적인 학
자들은 제키를 포함하여 M. 리빙스턴, V. 라마찬드란과 W. 허스타인 같
은 신경과학 분야의 대가들로 알려져 있다.34)
이들은 공통적으로 특정한 시대나 사조의 미술작품들을 예시하면서,
그 작품을 창작하거나 감상하는 동안에 발생할 것으로 추측되는 뇌 활동
33) Ibid.
34) Ibid.; Chatterjee, “Neuroaesthetics: A Coming of Age Story”, Journal of Cognitive
Neuroscience, 2010, Vol.23(1), pp.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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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신경학적 지식을 동원하여 설명하였다.35) 특히 예술작품의 지각
적 속성(시각 예술의 경우, 선분이나 색채, 명암 등)과 뇌의 신경학적 원
리 사이의 유사성(parallels)에 관해 해명하는 것이 초기 신경미학자들의
주된 관심 대상이었다.
가령 제키는 시각 뇌의 신경 체계와 시각 예술가의 목표가 유사하다
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즉 시각 뇌와 시각 예술가 모두 세계의 시각적
속성을 이해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시각 뇌는
외부 세계의 시각 정보를 색, 휘도, 움직임과 같은 속성으로 분해한다.
마찬가지로 (특히 지난 19-20세기의) 많은 시각 예술가들은 다양한 시각
적 속성들을 분리하고 강화시키는 화법들을 창안해왔다. 예를 들어 A.
마티스는 색을 강조한 반면, A. 칼더는 움직임을 강조한 것처럼 말이다.
따라서 제키는 초기의 저술들을 통해 예술가란 시각 세계에서 중요한 시
각적 속성의 차이들을 구별하고 기능적으로나 해부학적으로 뇌 안에 분
리되어 작동하는 시각적 모듈들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는 신경과학자와
같다고 제안하였다.
채터지가 ‘뇌-예술 병행론(parallelism)’이라고 명명한 이 같은 이론
적 입장은 예술가들이 시각적 재현에 관한 전문가이며, 뇌의 시각 처리
원리에 대해 직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독특하고 창의적인 예술적 표현을
구현한다고 간주한다.
2002년에 리빙스턴36)은 예술가들이 그림의 시각적 효과를 창출할
때 사용하는 상이한 시각적 요소들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관해 설명하
였다. 가령 C. 모네의 <인상, 해돋이(Impression, Sunrise)>(1872) 같은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에는 반짝이는 물의 표면이나 수평선 위에 반사된
태양 광선의 반짝이는 효과가 자주 나타나는데, 이 같은 효과는 감상자
의 시각 뇌에 위치한 두 가지 시각정보 전달경로37) 사이의 상이한 시각
35) 김채연, 「신경미학의 현황: 발전과 전망」, 『한국심리학회지: 인지 및 생물』, 제27
집, 2015, p.343
36) Livingstone, Vision and Art: The Biology of Seeing, Newyork, NY: Abrams, 2002
37) 뇌의 후두엽 부위에 위치한 1차 시각 영역에 전달된 시각 신호는 2차 분석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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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처리의 조합 작용으로 인해 생겨난다는 것이다. 리빙스턴은 뇌 속에
서 일어나는 시각적 속성들의 조합 작용이 시각 예술의 지각적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상세히 해명하면서 예술가들이 이러한 시각 체계의
원리에 기반하여 특정한 미적 효과를 산출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1999년 라마찬드란과 허스타인38)은 미적 경험의 기초가 되는
일련의 지각 원리들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특히 예술작품의 아름다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정점이동효과(peak shift effect)"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간단히 말해 정점이동효과란 우리가 어떤 자극을 받
고 있을 때, 그 자극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에 대한 반응 역시 더 커
지는 현상을 말한다. 라마찬드란과 허스타인은 예술가들이 이러한 효과
를 이용하여 자신의 작품 속에 특정한 시각적 자극을 극대화함으로써 감
상자로 하여금 미적 쾌감을 느끼게 유도한다고 설명하였다. 가령 추상미
술의 경우, 화가들은 뇌의 신경체계를 특별히 자극하는 특정한 색채나
형태들을 작품 속에 과장되게 배치함으로써 감상자가 본능적으로 쾌감을
느끼도록 하는 기법들을 연구하는데, 이 때 화가들은 의식적으로든 혹은
무의식적으로든 정점이동효과에 의지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추정에 기반한 서술을 주된 접근방식으로 채택한 초기
신경미학자들은 뇌와 예술에 관한 병행론의 관점에서 예술작품의 제작과
지각이 뇌의 신경학적 원리에 부합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입증하고
자 했다. 다시 말해 뇌-예술 병행론의 궁극적인 과제는 각 이론들이 제
시한 신경미학적 가정들이 반증 가능한 가설로서 성립되어 향후 실험적
연구를 통해 검증되는 것이었다.39)
두 가지 경로로 뇌의 다른 위치에 전달된다. 그 하나는 두정엽으로 전달되는 dorsal
stream(‘where’ pathway)이고 다른 하나는 측두엽으로 전달되는 ventral
stream(‘what’ pathway)이다. Dorsal stream에서 전달되는 정보는 두 인접 대상의 휘
도의 대조 및 차이(contrast of luminance), 움직임, 공간적 위치 등이며, ventral
stream에서 전달되는 정보는 형태, 색채 등이다. (손정우 외, 「신경미학이란 무엇인
가?: 정신의학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 『신경정신의학』, 제52집, 2013, p.4)
38) Ramachandran and Hirstein, “The Science of Art: A Neurological Theory of
Aesthetic Experience”, Journal of Consciousness Studies, 1999, Vol.6(6-7), pp.15-51
39) Chatterjee, “Neuroaesthetics: A Coming of Age Story”, 2010, 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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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4년 이후 신경미학자들의 실험적 접근
실제 예술작품들을 주된 자극으로 삼아 신경영상 실험을 실시한 신
경미학 연구가 본격적으로 수행되기 시작한 것은 2004년이다. 우선 2004
년에 예술작품의 감상에 관여하는 다양한 심리처리 과정들을 분석하여
도식적으로 나타낸 H. 레더의 ‘미적 경험 모델(A Model of Aesthetic
Experiences)’40)이 발표되면서 신경미학의 실험적 접근을 위한 보편적인
이론적 틀이 마련되었다. 레더의 모델은 기존에 실험심리학 분야에서 시
행된 많은 실험 연구들을 종합하여 예술작품에 대한 감상이 크게 인지적
과정들과 정서적 과정들의 병렬적 통합에 의해 기능한다는 견해를 제시
하였다. 레더의 모델에서 제시된 인지적, 정서적 처리과정들과 그 다양한
구성 요소들은 이후 신경미학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조되었다.41)
또한 2004년은 fMRI나 MEG를 활용하여 미술작품의 감상이나 아름
다움의 경험에 관여하는 뇌 영역을 추적한 대표적인 실험 논문이 동시에
세 편이나 발표된 해이기도 하다. 먼저 H. 카와바타와 제키42)는 fMRI
기계 속에 앉은 피험자들에게 추상화, 정물화, 풍경화, 초상화를 포함한
회화작품들을 보여주고 이들을 각각 ‘아름다움’, ‘보통’, ‘추함’으로 평가하
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험자들이 위 세 그룹으로 분류된 작품 군을 다
시 바라보는 동안 뇌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아름
답다고 판단된 작품 군에 대해서는 안와전두엽(orbitofrontal cortex)이
활성화된 반면, 추하다고 판단된 작품 군에 대해서는 해당 부위의 활성
이 눈에 띄게 떨어진 결과가 나타났다.
O. 바타니안과 V. 고엘43) 역시 fMRI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피험자
40) Leder et al., “A Model of Aesthetic Appreciation and Aesthetic judgments”, 2004
41) Vartanian and Nadal, “A Biological Approach to a Model of Aesthetic
Experience”, in Dorfman L. Martindale C. & Petrov V. (eds.), Aesthetics and
Innovation. Newcastle, UK : Cambridge Scholars Pub, 2007
42) Kawabata and Zeki, “Neural Correlates of Beauty”, Journal of neurophysiology,
2004, Vol.91(4), pp.1699-705
43) Vartanian and Goel, “Neuroanatomical Correlates of Aesthetic Preferenc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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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재현회화와 추상회화작품들을 감상하는 동안에 유의미하게 활성화
된 뇌 부위를 관찰하였다. 이들은 피험자들에게 작품이 아름다운 정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하게 했는데, 작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수록 뇌 양반구
의 외측 후두엽(occipital gyri)과 좌뇌의 전측 대상회(anterior cingulate)
부위의 활성이 증가하였다. 다른 한편 MEG 실험을 실시한 C. 셀라콘데
연구팀44)은 피험자들이 추상미술, 고전주의, 인상주의, 후기인상주의 미
술을 비롯한 다양한 사조의 회화작품들을 바라보며 각각이 아름다운지에
대해 판단하는 동안 뇌 속에 나타나는 전기 신호를 측정하였다. 연구팀
은 피험자들이 아름다움을 느낄 때 좌반구의 배외측 전전두피질
(dorsolateral prefrontal cortex) 부위에서 활성화가 증가됨을 확인하였다.
이 같은 실험 결과들은 예술을 대상으로 한 미적 경험에 뇌의 어떤
부위가 주로 관여하는지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제공했으며, 신경미학자
들은 신경영상 실험을 통해 축척된 자료들을 토대로 미적 경험의 신경
기반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2004년 이후에 실행
된 새로운 실험들은 예술 감상의 하위 과정들을 보다 세분하여 그에 연
관된 뇌 반응을 조사하고 있으며, 실험의 설계 방식 또한 더욱 정교화되
고 있다.45) 본고의 다음 장들을 통해 제키가 주도한 초기 신경미학의 서
술적 접근 사례와 2004년 이후의 실험적 접근 사례에 관해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다.

Paintings”, NeuroReport, 2004, Vol.15(5), p.893-897
44) Cela-Conde et al. “Activation of the Prefrontal Cortex in the Human Visual
Aesthetic Perception”,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004, Vol.101(16), p.6321
45) 이에 대해 개괄적으로 소개한 국내 학술논문으로는 손정우 외의 「신경미학이란 무
엇인가?: 정신의학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2012)과 김채연의 「신경미학의 현황: 발
전과 전망」(2015)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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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키의 전기 신경미학: 예술에 대한 지각 경
험 탐구
1. 이론적 가정: 시각 예술의 근원으로서 시각 뇌
제키는 2004년 이전에 발표한 초기의 저술들(1994, 1999a, 1999b,
2001)을 통해 시각 뇌(visual brain)46)와 시각 예술의 보편적 성질을 각
각 연관지어 파악하는 독특한 관점을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시각 뇌
와 시각 예술은 어떤 공통된 본성을 공유한다. 즉 시각 뇌와 시각 예술
은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며,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동일한 기
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시각 뇌와 시각 예술, 그리고 시각 예술가의 상
호 연관성에 관련한 제키의 세 가지 핵심 가정들은 다음과 같다.
ⅰ. 모든 시각 예술은 시각 뇌의 산물이며, 시각 뇌의 법칙을
따른다.
ⅱ. 시각 예술은 시각 뇌의 기능인 지식 획득(acquisition of
knowledge) 기능을 수행한다.
ⅲ. 시각 예술가는 각자 고유한 방식으로 시각 뇌에 관하여 탐
구하는 신경과학자와 같다.47)
우선 제키는 뇌의 목적이 “세계로부터 지식을 획득하는 것”48)이라고
생각했다. 즉 생명체의 뇌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신경 체계(neural
46)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두뇌의 시각 중추, 즉 시각 피질(visual cortex)의 다른 말이
다. 시각 뇌(혹은 시각 피질)는 인간의 뇌에서 가장 넓은 영역으로, 머리의 뒤통수 부
위 피질을 뜻하는 후두엽(occipital cortex)에 집중적으로 위치해 있다.
47) Institute of Neuroesthetics: The Introduction, May 2012. (Douchová and Nešetřil,
op. cit., p.26에서 재인용)
48) Zeki, “Art and the Brain”, 1998, p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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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s)들은 생명체를 둘러싼 환경으로부터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생명체가 필요로 하
는 정보들이란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의 어떤 변하지 않는 항상적이고
(constant) 본질적인(essential) 성질에 관한 정보들을 의미한다. 제키에
따르면, 뇌의 기능이란 “지속적으로 변화하면서 전달되는 정보 속에서
사물이나 상황의 변하지 않는 항상적, 본질적 속성들을 추출하여 이를
받아들이는 것”49)이다. 그런데 두뇌 피질의 전체 영역 중에서 시각적인
정보를 중심적으로 처리하는 시각 중추(즉 시각 뇌)에 위치한 신경 체계
들은 뇌가 받아들이는 정보들 중에서 시각적인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처
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즉 제키가 정의하는 시각 뇌란 외부의 항상적
이고 본질적인 시각적 정보들을 색채, 밝기, 운동감과 같은 최소 단위의
시각적 속성들로 분류하여, 이를 각각의 속성에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신
경세포들에 의해 처리하는 기관이다. 제키는 이러한 시각 뇌의 원리를
가리켜 “시각 뇌의 법칙”50)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데 제키는 시각 뇌의 신경 활동과 시각 예술 사이에 어떤 연결
고리가 존재한다고 가정했으며, 이를 밝혀낸다면 시각 예술의 본성을 신
경생물학적으로 해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51) 그래서 그는 시각
뇌에 관한 신경과학의 최신 연구 성과들을 시각 예술에 관한 자신의 고
유한 성찰에 접목하여 특유의 예술 개념을 창안하였다. 이를 간략히 말
하자면, 시각 예술이란 시각 뇌의 신경 활동이 중점적으로 관여하여 생
산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시각 뇌의 산물”52)이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
에서, 시각 예술은 시각 뇌의 특별한 신경 활동(즉 “시각 뇌의 법칙”)에
종속된다. 이러한 생각들이 집약적으로 나타난 제키의 언급들을 살펴보
자.
49) Zeki, Inner Vision, 1999, pp.9-10
50) Ibid., pp.3-4
51) Ibid., p.5
52) Ibid.,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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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가 항상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듯, 예술 역
시 항상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을 추구한다.53)
시각 예술은 시각 뇌의 기능과 매우 유사한 기능을 가
지고 있으며, 실제로 시각 뇌의 기능이 확장된 것이다.
따라서 시각 예술은 시각 뇌의 법칙에 따라, 자기의 기
능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54)
시각 예술의 기능은 외부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과 표
면, 얼굴, 상황 등에 대한 항상적이고(constant), 영속적
이고(lasting), 본질적인(essential)이고, 영구적인
(enduring) 성질들을 표상(represent)함으로써 대상에 대
한 폭넓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55)
제키의 언급을 풀이하자면, 뇌의 목적은 외부 세계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각 뇌의 목적은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뇌에
전달되는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시각 세계의 본질적이고 변하지 않는
측면에 대한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추출하여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이
시각 뇌의 법칙이다. 그런데 이러한 시각 뇌의 기능이 확장하여 생산된
결과물인 시각 예술은 시각 뇌와 마찬가지로 시각 세계에서 얻은 끊임없
이 변화하는 정보들 중에서, 대상의 영속적이고 본질적인 특성을 추출하
여 그것을 시각적으로 표상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점에서 시각
예술은 시각 뇌의 법칙을 따른다. 나아가 시각 예술을 제작하는 예술가
또한 시각 뇌의 법칙을 따라, 세계로부터 영속적이고 본질적인 특성들을
찾아내어 이를 작품에 표상하기 위해, 각자 고유한 방식으로 뇌의 시지
53) Ibid., p.11
54) Ibid., p.8
55) Ibid.,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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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메커니즘을 탐구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각 예술가는 시각 뇌에 관
해 탐구하는 신경과학자와 같다.
제키는 시각 뇌와 시각 예술, 시각 예술가의 공통 본성에 관한 자
신의 논변을 철학적 비유를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전략
으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헤겔, 쇼펜하우어 등 전통미학자들
의 고전적인 철학 개념을 신경생물학의 관점에서 서로 연결지어 재해석
한 뒤, 이를 논의에 직접적으로 적용하였다.56) 특히 그는 플라톤의 ‘이데
아(Idea)’57)와 헤겔의 ‘개념(Concept)’58)이 신경생물학의 관점에서 동일하
다고 해석하였다.59) 철학적으로 상이한 두 개념은 신경생물학의 맥락에
서 이해했을 때, 모두 “뇌 속에 저장된, 세계의 본질적인 특성에 대한 기
억”을 지시한다는 것이다.60) 즉 제키는 시각 예술을 예술가의 뇌 속에
저장된 세계의 본질적인 특성에 대한 기억, 곧 플라톤의 ‘이데아’나 헤겔
의 ‘개념’이 시각적으로 현현된 것이라고 보았다. 말하자면 헤겔의 ‘개념’
이란 예술가의 뇌 속에 축적된 기억을 의미하며, 플라톤의 ‘이데아’란 뇌
속에 축적된 기억, 즉 헤겔의 ‘개념’이 작품에 현실화되어(made real) 드
러난 것이라는 것이다.61) 플라톤과 헤겔의 두 개념을 재정의한 제키의
구절들은 다음과 같다.
56) 제키의 신경미학은 이론의 근거로서 전통미학자들의 철학적 개념들을 비유적으로
차용하는 전략을 일관되게 취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57) 플라톤의 철학에서 ‘이데아(Idea)’란 모든 사물의 원인이자 본질, 곧 변하지 않는 참
된 진리를 의미한다. 그에 따르면 현상 세계에서 모든 것들은 낡고 사라지는 데 반해,
이데아는 영원히 변치 않으며 현상 세계의 사물들이 궁극적으로 되고자 하는 것이다.
(플라톤의 『국가』 참고)
58) 헤겔의 철학에서 ‘개념(Concept)’이란 우주의 근본 원리이자 진리인 ‘이념(Idea)’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의 것으로, 이 개념과 그 객관성이 모순 없이 일치하는 것이 곧
진리로서 이해된다. (헤겔의 『미학강의』 제1권, 1부 1장 참고)
59)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제키의 논의에서 플라톤의 ‘이데아’나 헤겔
의 ‘개념’을 비롯한 일련의 철학적 개념들의 원 뜻은 크게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다. 제키는 자신이 차용하고 있는 기존 개념들 사이의 철학적 차이들은 신경생물학의
관점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60) Ibid., p.45, 90
61) Ibid.,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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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플라톤의 ‘이데아’를 신경학적 용어로 다음과 같
이 정의해보고자 한다. 플라톤의 ‘이데아’란 뇌 속에 저장
된, 지금까지 본 모든 ‘의자’들의 본질적인 특성에 대한
표상이다. 뇌는 항상성에 대한 탐색을 통해 모든 ‘의자’에
공통되는 특성을 이미 선별해두었다.62)
나는 [헤겔의] 이 ‘개념’이라는 용어를 다음과 같이 해석
해보고자 한다. 즉 ‘개념’이란, 뇌가 이제까지 보아온 수많
은 이미지들 속에서 대상의 본질적인 특성을 추출하고,
엄청난 양의 세부적인 정보와 비본질적인 속성들은 버리
기 위해 필요한 것들만을 선택해내는 능력을 통해 형성
된, 뇌 속에 축적된 기억이다. […] 다시 말해, ‘개념’이란
찰나적인 감각 정보로부터 도출되어 뇌 속에 저장된 기억
이고, ‘이데아’는 단순히 이 개념의 외적인 표상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예술가의 작품이 바로 이데아이다.63)
제키가 이처럼 철학적인 비유를 통해 강조하고자 했던 바는 시각 뇌
와 시각 예술이 모두 세계의 ‘본질’을 표상한다는 그의 이론의 핵심 가정
이다. 생명체의 뇌는 생명의 연장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선택적으로
추출하고 이를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때 생명체의 필요에 따라
뇌가 저장하는 정보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대상이나 상황, 혹은 사건들
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본질적, 항상적인 성질에 관한 정보이다. 가령
인물의 경우, 특정한 인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독특한 개성, 즉 그 인
물이 가진 모든 면모들에 공통된 보편적인 성격, 이것이 바로 제키가 플
라톤의 ‘이데아’나 헤겔의 ‘개념’에 비유한 대상의 본질적 특성이다. 그런
데 인간의 시각 뇌는 세계의 본질적 특성에 관한 시각적 정보들을 받아
62) Ibid., p.40
63) Ibid., pp.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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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인 뒤, 이를 최소 단위의 시각 요소들로 분류하고, 각 요소들을 선택적
으로 처리하는 신경세포 속에 저장한다. 이처럼 세계의 본질적 특성, 혹
은 세계의 본질, 즉 ‘이데아’나 ‘개념’이 시각 뇌의 원리를 통해 예술가의
손을 거쳐 외적으로 발현된 산물이 제키가 의미하는 시각 예술이다.
쇼펜하우어의 정의에 따르면, 시각 예술이란 “개개의 사
물로서가 아닌 플라톤의 이데아로서 대상을 인식하는 것,
즉 그 종에 속하는 모든 사물이 가진 영속적인 형태로 대
상을 인식하는 것”이다. 예컨대 훌륭한 초상화란 그 대상
이 되는 인물이 어떤 옷을 입고 있건, 어떤 각도에서 그
모습을 비추고 있건, 뇌가 그것을 대상이 되는 특정한 인
물에 속하는 독특한 개성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그 인물
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이 개성이야말로 “그 인물의 이데아”이다.64)
제키는 우리가 초상화를 보고 어떤 사람의 개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뇌가 지난 경험에 대한 기록을 통해 그 초상화 속
에 드러난 어떤 특징들을 특정한 정신적 상태나 심리적 특질들(traits)과
연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렘브란트의 <자화상>이나 티
치아노의 자화상 작품인 <남자의 초상>에서 초상화의 인물이 정말로 렘
브란트나 티치아노와 닮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즉 이들의 초상화가 위
대한 초상화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림의 인물이 각 인물과 꼭 닮아
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제키의 해석에 따르면 티치아노의 초상화가 갖는
가치란 화가의 뇌에 저장된 기록, 즉 플라톤의 ‘이데아’나 헤겔의 ‘개념’
중에서 ‘거만함’과 ‘오만함’이라는 티치아노 자신의 본질적인 특징을 잡아
내 표현했다는 점에 있다.65)
64) 제키 지음, 박창범 옮김, 『이너비전: 뇌로 보는 그림, 뇌로 그리는 미술』(이하 『이
너비전』), 서울: 시공사, 2003, p.201
65) Ibid., pp.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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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뇌와 시각 예술의 공통 성질에 관한 이상과 같은 이론적 가정
들을 토대로 제키는 개별 시각 예술작품이 세계의 ‘이데아’나 ‘개념’을 표
상하는 방식과, 그것을 지각하도록 하는 시각 뇌의 신경생리학적 원리에
관해 탐구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제키의 이러한 탐구 내용과 성과에 대
해 살펴보겠다.

2. 탐구 내용과 성과: 1994-2001년 연구를 중심으로
1) 시각 뇌의 기능적 특수화
제키는 현대 신경과학자들이 발견한 시각 뇌의 가장 중요한 원리 가
운데 하나는 시각 뇌의 ‘모듈적 특성(modularity)’이라고 강조하였다. 모
듈적 특성이란 각기 독립된 기능을 가진 하위 단위의 구조물(모듈,
module)들이 모여, 상위의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는 처리 방식을 의미한
다. 모듈로 구성된 복합체는 동일한 기능이 전체에 균등하게 분포된 구
조물에 비하여 시스템을 더 효율적으로 형성할 수 있으며, 일부 모듈들
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독립된 모듈들로 손상을 보정
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66) 제키는 인간의 시각(vision)과 시각적 미감
(visual aesthetics)이 시각 피질의 모듈적 특성으로 인해 ‘기능적으로 특
수화(functional specialization)’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신
경과학의 역사상 시각 뇌의 모듈적 특성이 발견된 것은 20세기 중반을
넘어선 시점으로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67) 과거의 신경해부학자들은 뇌
의 시각 기능이 외부의 시각 상들을 망막에 각인하여 이를 대뇌의 시각
피질에 단순히 전달하고 기록하는 수동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그들
은 망막에 맺힌 외부의 시각 상이 뇌의 단일한 시각 경로(optic
66) Ibid., p.89의 역주 1번 참고.
67) Ibid., 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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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way)68)를 거쳐 시각 피질의 특정 부위에 전달됨으로써 그곳에서 일
괄적으로 처리된다고 간주하였다.
그림 1.
눈과 뇌의 연결을 도식적으
로 나타낸 그림(아래). 망막
에서 비롯된 신경 섬유는
뇌의 뒷부분에 있는 1차 시
각 영역(V1)으로 이어진다.
위쪽 그림은 뇌의 좌반구를
안쪽에서 본 것이다. 연두
색 부분이 1차 시각 영역이
다.
(Zeki, Inner Vision, 1999,
p.15)

그러나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망막에 입력된 시각 상들은 여
러 시각 경로를 거쳐 시각 피질의 다양한 부위에 전달됨으로써 모듈적으
로 처리된다는 견해가 유력하게 지지되고 있다(<그림 1> 참고). 즉 망막
으로 들어온 시각 장면의 상이한 속성들은 시각 피질에 위치상으로 구분
된 별개의 하위 영역들에서 개별적으로 처리된다는 것이다.69) 뇌 속에는
하나가 아닌 다수(약 30 여개)의 시각 영역이 존재하며, 각 시각 영역에
속하는 신경세포들은 형태나 색채, 움직임과 같은 시각적 속성들을 각각
따로 처리하도록 그 기능이 특수화되어 있다는 설명이다.70)
뇌가 기능적으로 특수화되어 있음을 주장하는 이러한 최근의 학설은
두뇌의 피질에서 일어나는 신경 활동을 실시간에 가깝게 관찰할 수 있는
68) 망막에서 뇌로 시각 정보를 전달하는 주요한 신경 전달 경로를 뜻한다. 이 경로를
통해 대뇌 반구 뒤쪽에 비교적 넓은 영역을 차지하는 시각 피질(시각 뇌)로 신호가
전달된다. (Zeki, op. cit., p.59)
69) 제키, op. cit., p.79
7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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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영상(neuroimaging) 방법에 근거한다. 신경영상 방법은 두뇌 피질의
국소 영역에서 일어나는 혈류량 변화를 측정하는 기술이다. 주어진 자극
에 대하여 두뇌 피질의 신경세포들이 반응을 보일 때, 세포의 활성화가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활성화 증가로 인해 해당 세포들의 에너지 대사
율이 상승함에 따라 산소를 함유한 혈액에 대한 필요가 증가한다. 이 때
신경영상 장치를 이용하면 두뇌 피질의 국소적인 혈류량 변화를 탐지하
고, 이것이 뇌의 어떤 부위에서 일어나는 일인지 관찰할 수 있다. 제키는
이 같은 신경영상 기술 덕분에 신경과학자들이 시각 뇌의 기능적 특수화
를 간단히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71)
그림 2.
기능적으로 특수화된
시각 뇌 영역들
(Zeki, Inner Vision,
1999, p.16)

그렇다면 인간의 시각 피질, 즉 시각 뇌가 기능적으로 특수화되어
있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 시각 뇌가 외부 시각 이미지의
다양한 속성들을 상이한 영역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원리는 어
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우선 망막에서 대뇌의 시각 피질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시각 처리 과정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외부의 시
각적 대상으로부터 반사되어 망막에 도달한 빛은 망막의 시각 신경세포
에서 전기 자극으로 바뀐다. 전기 자극으로 바뀐 시각 정보는 상호 연결
된 4가지 신경세포들72)과 6가지 시각경로들73)을 순차적으로 통과한다.
71) Ibid., p.83
72) 즉 1번째 신경세포(neuron): 광수용체(photoreceptor) → 2번째 신경세포: 양극세포
(bipolar cells) → 3번째 신경세포: 망막신경절세포(retinal ganglion cells) → 4번째
신경세포: 무릎발톱신경(geniculocalcarine neuron). (정천기, 『사람 뇌의 구조와 기
능』, 서울: 범문에듀케이션, 2014, p.75 참고)
73) 즉 망막광수용체 → 시신경(optic nerve) → 시각교(optic chiasm) → 시각로(op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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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시각 정보는 대뇌의 가장 뒷부분에 위치한 시각 피질에 도달한
다. 이 때, 시각 피질에 도달한 시각 정보는 제일 먼저 시각 피질의 비교
적 넓은 영역을 차지하는 제1차 시각 영역(primary visual cortex. 이하
V1 영역)으로 전달된다. V1 영역으로 전달되는 신호 중에는 색, 광도,
움직임, 형태, 깊이 등에 관한 다양한 신호들이 포함된다. V1 영역에서는
시각의 각기 다른 속성에 관련된 신호를 수용하는 세포들끼리 모여 각각
의 집단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해부학적으로도 이런 구획들을 명확하
게 식별할 수 있다.75) V1 영역에서 처리된 시각 정보는 그 다음 영역의
정해진 피질 부위로 전달된다. 즉 V1 영역에서 처리된 정보는 V1 영역
을 둘러싸고 있는 제2차 시각 영역인 V2 영역76)으로 전달되며, 이후의
시각 경로는 더욱 복잡하게 분화된다. 가령 V2 영역 주변에 위치한 다
른 영역들에는 형태를 주로 처리하는 V3 영역, 형태와 색 처리를 복합적
으로 담당하는 V4 영역, 운동을 감지하는 V5(혹은 MT) 영역 외에 사람
의 얼굴에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방추이랑의 얼굴 영역(fusiform face
area) 등이 자리하고 있다(<그림 2> 참고).
이처럼 시각 뇌의 기능적 특수화는 시각 피질을 구성하는 각각의 세
포(집단)들이 주어진 시각 신호나 자극의 종류에 따라 선택적으로 반응
하는 시스템을 가리킨다.77) 예를 들어, “붉은 색에만 선택적으로 반응하
는 세포라면, 흰색이나 여타의 다른 색에는 반응하지 않는다(<그림 3>
참고). 이런 세포들은 적절한 색만 주어진다면 자극이 움직이는 방향이
나 형태에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특정한 기울기나 특
정한 방향의 움직임 같은 상이한 시각 속성에 대하여 선택성을 가진 세
포들도 있다. 여기서 특정한 속성에 대해 선택성을 가진다는 말은 그 외
의 다른 속성들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가령 특정한 방
tract) → 가쪽무릎핵(lateral geniculate nucleus) → 시각로 부챗살(optic radiation) →
일차시각피질(primary visual cortex). (Ibid. 참고)
75) 제키, op. cit., p.79
76) V2 영역은 최근까지 ‘시각 연합 영역(visual association area)’이라고 불렸다.(Ibid.
참고)
77) Ibid., p.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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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향한 움직임에 대해서만 선택적인 세포(방향 선택적 세포)는 자극
의 색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며, 보통 자극의 형태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바로 이 같은 시각 세포들의 기능에 따른 집중적 분포로 인해,
각각의 피질 영역이 특수화되고, 결과적으로 시각 뇌의 기능적인 특수화
가 성립 된다.”78)

그림 3.
신경계의 세포는 휴지기 동안 안정된 전위를 유지하지만, 적절한 자극
이 입력되면 전위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킴으로써 반응하게 된다. 위
에 제시된 세포의 경우에는 감수 영역(receptive field)이라는 작은 부
위 안에 붉은 색 빛이 비출 때만 전위를 증가시켜 반응한다. 반면에
그 외의 다른 색 빛이나 백색광을 비출 때는 반응하지 않는다. 따라
서 이 세포는 붉은 색 빛에 대해서 선택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Zeki, Inner Vision, 1999, p.61)

78) Ibid., 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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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각적 미감의 기능적 특수화
제키는 이처럼 기능적으로 분화된 시각 뇌의 생리학적 특수성을 시
각적 미감79)에
관한 논의로 발전시켰다. 인간의 시각 피질이 기능적으로 특수화되어 있
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시각적 미감 역시 기능적으로 특수화되어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제키는 시각 뇌의 기능적 특수성을 시각적
미감 개념에 적용하기 위해 시각 뇌의 특정 영역에 손상을 입은 환자들
의 불완전한 시각 경험에 관련된 병리학적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시각 기능이 기능적으로 특수화되어 모듈적으로 작동한
다는 신경학적 사실은 시각 피질 손상으로 인해 특정한 시각적 기능을
잃어버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병리학적 연구들을 통해 증명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제키는 병리학의 관점에서 시각 뇌의 기능적 특수성을
구체화한 다음, 이를 시각적 미감에 연결지어 보였다. 따라서 제키의 논
증 방식을 따라, 먼저 시각 뇌의 기능적 특수화에 관련된 대표적인 병리
학적 증상에 대해 알아보겠다.
제키에 따르면, 시각 뇌에 입력되는 모든 정보들의 입구 역할을 하
는 V1 영역이 완전히 손상된 환자는 일반적으로 완전한 시각 상실에 이
르게 된다. 이런 환자들은 대부분 시각 대상을 지각하거나(perceive) 알
아볼(recognize) 수가 없다. 그러나 손상 부위가 V1 영역 이외의 다른
특수화된 시각 영역인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이런 경우에는 선택적
지각 상실이 일어나서, 손상을 입은 영역이 처리하는 특정한 속성이나
측면을 지각하거나 알아볼 수 없게 된다.80) 이러한 증상은 병리학적 용
어로 인식불능증(agnosia)이라고 부른다. 가령 선분의 기울기와 방향에
대하여 특수화된 시각 영역인 V3 부위에 손상을 입으면, 수많은 선들로
79) 제키는 시각적 미감(visual aesthetics)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 내리지 않았다. 여기
서 제키가 의미하는 시각적 미감이란 형태, 색채, 움직임과 같은 대상의 시각적 속성
들을 지각하는 능력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80) Ibid., 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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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 대상의 형태를 정상적으로 지각하거나 알아보지 못하는 형태인
식불능증을 겪게 된다. 이와 달리, 색각 중추인 V4 영역 전체에 손상을
입은 완전색맹(achromatopsia) 환자는 색을 전혀 보지 못하므로 세상이
지저분한 회색 얼룩처럼 보인다. 이에 반해 V4 영역에 부분적으로 손상
을 입은 색각이상(dyschromatopsia) 환자는 색을 볼 수는 있지만, 모든
색들이 무엇인가 “잘못”된 것처럼 보인다. 다른 한편, 시각적 운동을 중
심적으로 처리하는 V5 영역에 손상을 입은 운동맹(akinetopsia) 환자는
움직임을 지각하지도, 알아보지도 못하는 운동인식불능증을 겪는다. 그리
고 얼굴 지각 중추인 방추이랑의 얼굴 영역에 손상을 입을 경우, 친숙한
얼굴 혹은 모든 이들의 얼굴을 지각하거나 알아보지 못하는 얼굴인식불
능증(prosopagnosia)을 겪게 된다.81)
위 증상들은 V1, V3, V4, V5, 방추이랑 등을 포함한 뇌의 다양한
시각 영역들이 각각 특정한 시각적 속성에 대하여 특수화되어 있음을 입
증하는 중요한 사례들이다. 제키는 이러한 병리학적 사실에 근거하여 예
술에 대한 시각적 미감 또한 기능적으로 특수화되어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다양한 시각 예술작품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특정한 조형
요소들은 각 요소들을 선택적으로 처리하는 시각 영역 세포들이 정상적
으로 기능할 때에만 정상적으로 지각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뇌의 특정한
시각 영역에 손상을 입은 환자들은 해당 시각 영역이 선택적으로 처리하
는 특정 요소가 작품의 미적 효과를 좌우하는 예술 대상으로부터 정상적
인 미적 경험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이러한 점에서 제
키는 예술작품을 지각하고 감상하는 인간의 시각적 미감은 시각 뇌의 기
능적 특수화에 종속된다고 말했다.
이제 시각적 미감의 기능적 특수화를 이해하기 위해 앞서 알아본 일
부 병리학적 사례들을 제키가 제시한 다양한 예술 사례에 관련지어 생각
해보자. 우선 시각 뇌의 V3 영역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환자는 선분과
사각형으로 구성된 P. 몬드리안이나 K. 말레비치의 추상회화를 지각하거
81) Ibid., p.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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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감상할 수 없을 것이다. 반면 V4 영역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 완전
색맹 환자나 색각이상 환자가 H. 마티스와 같이 색채 표현을 강조한 야
수파(fauvist)의 회화를 감상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V5 영역의 운
동 처리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운동맹 환자의 경우, 몬드리안이나 말레
비치, 혹은 야수파 회화를 감상할 수는 있어도, 움직임을 표현한 A. 칼더
나 J. 팅켈리의 키네틱 아트(kinetic art)를 전혀 즐기지 못할 것이다. 방
추이랑 얼굴 영역에 문제가 있는 얼굴인식불능 환자는 사람의 얼굴을 그
린 D. 벨라스케스나 R. 렘브란트의 초상화를 정상인과 같은 방식으로 바
라보는 일이란 불가능하다. 병리학적 사실에 입각한 이 같은 추론은 제
키가 주장한 바, 시각 뇌의 기능적 특수화는 예술에 대한 시각적 미감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시각적 미감을 모듈적으로 구성한다는 견
해를 뒷받침해준다.
한편 시각 뇌와 시각적 미감이 모듈적으로 작동한다는 생리학적 사
실은 특수한 증상을 가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병리학적 사례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제키가 정상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경영상 실험을 통해
서 또한 밝혀질 수 있었다(<그림 4> 참고). 가령 정상적인 뇌를 가진 사
람이 추상적인 기하학적 패턴과 다양한 색으로 구성된 몬드리안의 회화
를 볼 때 두뇌 피질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측정했을 때, 국소적인 혈
류량 변화가 눈에 띄게 발생한 부위는 망막에서 전달된 모든 신호를 받
아들이는 V1 영역과 그 바깥쪽에 위치한 V4 영역이었다. 반면, 정상인
피험자에게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작은 흑백 사각형들로 구성된 패
턴을 보여줄 때 V1 영역과 함께 V5 영역에서 유의미한 혈류량 변화가
관측되었다.82) 이러한 실험들은 시각 뇌의 기능적 특수화를 증명해주는
동시에 시각적 미감 역시 기능적으로 특수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아래
의 <표 1>은 지금까지의 논의들을 정리한 것이다.
82) Ibid.,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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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인간의 뇌가 기능적으로 특
수화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간단한 실험의 예. 다양한
색으로 칠해진 장면을 볼 때
는 V4 영역이 활성화되고(왼
쪽 아래), 움직이는 장면을
볼 때는 V5 영역이 활성화
된다(오른쪽 아래). V1 영역
은 두 경우 모두에서 활성화
된다(가운데). 뇌를 수평으로
자른 영상 속에 활성화된 영
역이 흰색, 빨간색, 노란색으
로 표시되어 있다. (Zeki,
Inner Vision, 1999, p.64)

시각
피질
V1 영역
V2 영역
V3 영역
V4 영역
V5 영역
방추이랑
얼굴

기능적 특수화 대상
색, 광도, 움직임, 선의

손상 시 발생하는

시각적 미감의 기능적
특수화

증상

관련 예술 사례

완전한 시각 상실

기울기, 형태, 깊이 등
기울기, 색, 공간 등
선의 기울기, 방향
색채
시각적 움직임

여러 가지 인식불능
형태인식불능
완전색맹, 색각이상
운동맹, 운동지각장애

얼굴

얼굴인식불능

추상회화(몬드리안, 말레비치)
야수파 회화(마티스)
키네틱 아트(칼더, 팅겔리)
초상화(벨라스케스, 렘브란트)

영역
표 1 (제키가 언급한 주요 예술 사례는 본고 부록의 참고도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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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각 예술에 대한 지각 경험의 신경 기반
제키는 위와 같은 탐구 내영을 바탕으로 시각 뇌에 존재하는 단일
세포들의 생리학적 특성과 시각 예술의 특징적인 조형 요소들 사이의 연
관성를 고찰함으로써 개별 시각 예술작품에 대한 지각 경험을 이루는 신
경학적 기반에 대해 해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직선이나 사선, 사각형 등
의 기하학적 도형만으로 구성된 추상회화를 지각하기 위해 필수적인 신
경 기반은 시각 뇌의 V1, V3 영역 세포들이다. 반면에 강렬하고 독특한
색채를 이용한 야수파 회화의 미적 효과를 지각하기 위해 필수적인 신경
기반은 시각 뇌의 V1, V4 영역의 세포들이다. 그리고 움직임의 표현을
작품의 핵심적인 특징으로서 내세운 키네틱 아트에 대한 지각 경험의 필
수적인 신경 기반은 시각 뇌의 V5 영역 세포들이다. 또한 인물의 특징
적인 얼굴을 그림으로 재현해낸 초상화를 지각하고 이로부터 미적인 경
험을 얻기 위해 필수적인 신경 기반은 방추이랑의 얼굴 영역에 위치한
신경세포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제키의 탐구에 있어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제키가 일부 시각 예술에 대한 지각 경험의 신경 기반을
특정 시각 영역에 존재하는 단일 세포의 차원을 통해서만 남김없이 해명
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제키가 V1~V5 영역 혹은
방추이랑의 특정 부위에 위치한 신경세포들의 기능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해명하고자 한 것은 예술에 대한 지각 경험이 오로지 그 세포들의 작용
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이 아니다. 반면에 그가 일관되게 설명하고자
한 것은 해당 영역의 세포들이 존재하지 않거나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
한다면 일부 예술의 특징적인 요소들을 지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
으로부터 어떠한 미적 효과도 경험하지 못한다는 신경학적 사실이다. 이
는 칼더의 <모빌>에 관한 언급에서 특히 강조되었다.
재차 강조하지만, V5 영역에 손상을 입을 경우 키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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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를 지각할 수 없게 된다고 해서 키네틱 아트에 의해
생겨나는 미적 효과가 V5 영역의 활동에만 의존한다는 의
미는 아니다. 우리는 이 같은 현상을 통해 움직임을 지각
하는 데 V5 영역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따
름이다.83)
또한 초상화에 관한 논의에서도 이러한 입장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방추회랑에 손상을 입은] 얼굴인식불능증 환자가 초상
화를 보고 미적 쾌감을 느낄 수 있으리라 상상하기 어렵
다. 그러나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초상화가 유발하는 미
적 효과가 단지 방추이랑의 활성화에만 의존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하지만 이 피질 부위는 초상화를 즐기기 위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이 제대로 발
휘되지 못한다면 친숙한 얼굴이나 다른 일반적인 얼굴들의
재인(recognition)에 관련된 초상화의 미적 의미를 전혀 파
악하지 못할 것이다.84)
요컨대 제키가 초기의 연구들을 통해 밝혀내고자 한 것은 시각 예술
작품을 볼 때 모든 사람의 뇌 속에서 일어나는 보편적인 신경 활동과 그
신경학적 원리였다. “우리는 지난 25년 간 얻은 지식을 통해서, 시각 뇌
의 기능에 관해 상당한 정도까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시각 예
술작품을 볼 때 우리의 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적어도 기초적인
지각의 수준에서 연구할 수 있는 새롭고 흥미로운 방법들도 가지고 있
다. 그리고 뇌의 기능과 미술의 기능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몇 가지
83) Ibid., p.174
84) Ibid., p.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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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학적인 사실들을 논의해볼 수 있다. 특정한 그림을 볼 때 뇌에서 일
어나는 일은, 적어도 기초적인 수준에서는, 모든 사람에게서 극히 유사하
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 비록 미적 경험을 일으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지만, 앞에서 설명한 시각 뇌의 정상적인 도움 없
이는 어떤 미적 경험도 불가능하다는 점만은 명백하다. 따라서 나는 이
책 『이너비전』 속에서 시각 뇌의 기능과 그 생리적인 특성에 관해서
중심적으로 다뤘다.”85) 제키는 시각 예술가들이 작품을 통해 표현한 시
각적 효과에 대해 신경과학적으로 접근해보면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알지
못했던 시각 뇌의 원리를 새롭게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86)
정리하자면 제키의 신경미학은 예술을 창작하거나 미적으로 감상하
는 예술 경험87)을 비롯한 인간의 모든 행위가 근본적으로 뇌의 신경 활
동에서 비롯된 ‘뇌의 산물’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였다. 제키에 따르면
예술의 창작이나 감상에 연루된 행위들에는 뇌의 특정한 신경 활동이 집
중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들은 특정한 신경 활동이 따르는
신경생리학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이 같은 관점에서 제키는 예술에
대한 경험을 다루는 미학 이론들은 반드시 뇌의 신경 활동과 그 법칙에
대한 생물학적 이해에 근거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제키는 뇌의 활동과 그 산물 가운데 하나인 예술 경험 사이의 공통된 연
결 고리를 해명하기 위해 신경미학이라는 융합학문 분야를 새로이 공식
화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제키의 초기 저술들은 신경미학의 학문적 정당
성, 즉 예술작품과 연관된 경험들을 신경과학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환
기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되고 있다.88)
85) Ibid., p.218
86) Ibid., p.202
87) 본 논문에서는 ‘예술에 대한 지각 경험’과 ‘예술에 대한 미적 경험’을 모두 포괄하여
‘예술 경험(experience of art)’이라고 지칭하겠다.
88) Douchová and Nešetřil, op. cit., p.31; 김채연, op. cit., p.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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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키의 후기 신경미학: 예술에 대한 미적 경
험 탐구
1. 이론적 가정: 아름다움의 근원으로서 뇌의 mOFC
앞선 Ⅱ장의 논의에서 알아본 것처럼 제키의 전기 신경미학이 시각
예술과 시각 뇌의 특성을 유비적으로 연결 지음으로써 시각 예술의 신경
생물학적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고 예술에 대한 지각 경험의 신경 기반을
해명하는 데에 집중하였다면, 이후 그의 연구 초점은 아름다움, 그 중에
서도 특히 예술작품이 환기하는 아름다움의 경험(곧 미적 경험)에 관한
탐구로 이동하였다. 말하자면 제키 신경미학의 중심 과제는 시각 예술의
본성과 시각 예술에 대한 기초적인 지각 경험을 신경학적으로 해명하는
것에서 한 걸음 나아가, 아름다움의 본성과 예술 일반(시각 예술뿐 아니
라 음악 등 다양한 예술 장르)에 대한 미적 경험의 신경 기반을 탐색하
는 것으로 확장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제키의 전기 신경
미학이 그 이론적, 철학적 근거로서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비롯한 전통적
인 미학적 성찰들을 비유적으로 참조하였다면, 후기의 연구에서는 E. 버
크와 I. 칸트, 그리고 C. 벨의 미학적 통찰들을 이론과 가설 설정의 중요
한 토대로서 받아들였다.
무엇보다도 제키의 후기 신경미학은 아름다움과 미적 판단의 보편
성질을 규명하려 했던 칸트의 철학적 물음에서 출발하는 것이 특징이다.
칸트에게 있어 아름다움이란 대상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성질이 아니
라, 대상을 바라보는 주관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주관적인 성질, 즉
주관의 판단이나 쾌의 감정에 관련된 문제이다. 간단히 말해 칸트는 주
관에게 독특한 종류의 즐거움과 만족을 주는 것을 아름답다고 정의하였
으며, 이런 쾌감에 근거한 판단을 미적 판단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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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다움을 분석하는 것은 미적 판단을 분석하는 것과 같았다.90) 제키는
칸트의 이 같은 미학적 입장을 수용하여 아름다움과 미적 판단, 그리고
미적 경험에 관한 칸트의 근본 물음을 신경과학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기
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점은 제키가 신경영상 기술을 활용하여 미적 경
험의 신경 기반을 조사한 그의 첫 번째 실험을 다룬 논문 “Neural
Correlates of Beauty”(2004)에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는 이 논문
의 서두에서 칸트의 구절을 직접적으로 인용함으로써 연구의 취지와 성
격을 소개하였다.
칸트는 그의 저서 『판단력 비판』(1790)을 출간함으
로써 아름다움과 미적 가치의 원리를 지각자의 내면에서
찾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칸트는 [경험과학적] 실
험을 통한 탐구에 적합한 다음과 같은 통찰력 있는 물음
을 제기하였다. “아름다움의 현상이 존재함을 암시하는
조건은 무엇이며, 미적 판단에 타당성을 부여하는 전제
는 무엇인가?” 본 연구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뇌 구조
물이 암시하는 [아름다움 혹은 미적 판단의] 특정한 신경
조건의 존재 여부를 조사함으로써 칸트의 위 질문에 대
해 실험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이다. 따라서 우리가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질문은 [신경 단위에 초점을 둔]
매우 기초적인 수준에서이다.91)
제키는 칸트가 사변적 방법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 문제에 대해 실험
과 관찰을 통한 경험적 방법으로 접근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혹은 미적 판단을 하는 모든 인간에게 어떤 보편
적인 정신 능력이 존재한다고 간주했던 칸트 미학의 근본 명제를 신경학

90) 칸트 지음, 김상현 옮김, 『판단력 비판』, 서울: 책세상, 2005
91) Kawabata and Zeki, “Neural Correlates of Beauty”, Journal of neurophysiology,
2004, Vol.91(4), p.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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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재해석하여 경험과학의 맥락에서 검토 가능한 하나의 가설을 제
시하였다. 즉 칸트가 아름다움과 미적 경험을 ‘특별한 정신 작용’에 관련
지어 설명하려 했던 반면에, 제키는 이를 두뇌 피질 속에서 일어나는 ‘특
별한 신경 작용’에 관련지어 설명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처럼 칸트의 미학적 물음에서 탐구의 이론적 근거를 찾아낸 제키
의 후기 신경미학은 다른 한편으로 버크의 미학적 성찰에서 또 다른 이
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말하자면 제키는 철학적 성찰과 생리학적 관찰
을 바탕으로 아름다움과 숭고의 근원에 관해 탐구한 버크의 미학으로부
터 탐구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저서 『숭고와 아름다움
의 이념의 기원에 대한 철학적 탐구』(1757)에 제시된 버크의 주요한 논
제들은 제키의 논문 “Toward a Brain-based Theory of Beauty”(2011)
와 “A Neurobiological Enquiry into the Origins of Our Experience of
the Sublime and Beautiful”(2014)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다.
우선 그는 2011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아름다움을 정의한 버크의 문
장을 직접적으로 인용함으로써 실험의 가설과 결론을 각각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는 수세기에 걸쳐 제기되어 온 질
문, 즉 아름다움을 구성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관련된 하
나의 질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 질문은 버크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신경생물학적으로 접근하기에 매우 적합
한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버크는 그의 저서 『숭고와
아름다움의 이념의 기원에 대한 철학적 탐구』를 통해
“아름다움이란, 대부분의 경우, 감각을 매개로 하여 인간
의 마음에 기계적으로 작용하는 신체 내부의 어떤 성질”
이라고 정의하였다.
버크의 이 같은 정의는 모든 감각을 통해 발휘될 수
있는 어떤 고유한 아름다움의 경험 능력이 존재함을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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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다. 따라서 이는 다음과 같은 하나의 중요한 물음으
로 이어진다. “시각이나 청각과 같은 상이한 감각을 매개
로 유발된 아름다움의 경험은 뇌의 동일한 혹은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신경 활동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
까?”
[…] 우리는 상이한 감각을 매개로 발생하는 어떤 단일
한(single) 아름다움의 경험 능력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 우리는 버크의 정의를 재해석하고 신경과학의 선행
연구 결과들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였다. “아름다움이란 뇌의 내측안와전두피질(medial
Orbito-frontal Cortex. 이하 mOFC)의 동일 부위에서 일
어나는 신경 활동과 상관관계를 갖는다.” 우리는 실험을
통해 결론적으로 이러한 가설이 옳다는 사실을 확인하였
으며, 이는 우리로 하여금 뇌에 기반한 하나의 미 이론
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92)
제키는 아름다움의 본성에 대한 그의 핵심 명제를 버크의 정의를 부
분적으로 수정한 다음의 문장으로 진술하였다. “아름다움이란, 대부분의
경우, 감각을 매개로 하여 mOFC의 활성화에 상관관계가 있는 신체 내
부의 어떤 성질이다.”93) 여기서 밑줄 친 부분은 제키가 버크의 위 문장
가운데 특별히 수정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표시한 것이다. 제키는 이
후 계속해서 fMRI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신경영상 실험들을 설계함으로
써 아름다움을 mOFC의 활성화 작용에 관련된 신체의 성질이라고 정의
내린 그의 개념적 규정을 다양한 측면에서 경험적으로 입증해 보였다.
가령 제키는 2014년도 논문에서 다시 한번 명시적으로 버크의 미학
적 통찰을 실험의 주요한 이론적 근거로서 받아들였다. 즉 그는 숭고의

92) Ishizu and Zeki, “Toward a Brain-based Theory of Beauty”, PLoS ONE , 2011,
Vol.6(7), p.e21852, p.1
93) Ibid., p.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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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아름다움의 경험으로부터 분리시킨 버크의 통찰을 받아들여 숭고
의 경험을 일으키는 뇌신경 기반과 아름다움의 경험을 일으키는 뇌신경
기반이 다를 것이라 가정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기획하였다.
실험 결과 이론상으로 상이하다고 간주되었던 두 경험이 실제로 상이한
뇌신경 체계와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다른 한편 제키는 앞서 언급한 2011년도 논문과 2013년의 논문
“Clive Bell’s ‘Significant Form’ and the Neurobiology of Aesthetics”을
통해 아름다움을 환기하는 시각 예술의 공통 성질을 규명하려 한 벨의
미학적 통찰을 또 하나의 이론적 근거로서 수용하였다. 벨의 저서 『미
술(Art)』(1914)에 따르면, 모든 종류의 미적 현상은 개인의 주관적인 경
험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미적 감정을 일으키는 모든 종류의 시각 예술
이 공통적으로 가진 유일한 특징은 ‘의미있는 형식(Significant Form)’이
다.94) 여기서 벨이 말하는 ‘형식’이란 선이나 색채와 같은 조형 요소의
결합을 가리킨다. 그러나 벨은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결합이 시각 예
술의 본질로서 성립하는 ‘의미있는 형식’을 구성하는지에 관해서는 명확
히 규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벨에게 있어 분명한 것은 ‘의미있는 형식’이 무엇이든지 간
에, 예술작품이 환기하는 아름다움이란 개인의 경험에서 비롯되는 주관
적인 성질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벨은 아름다움을 외부 대상의
객관적인 특성(만)으로 한정 짓지 않고, 아름다움을 주관의 내면에서 환
기되는 주관적 성질로서 파악한 버크와 칸트의 기본 입장을 일관되게 공
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키는 바로 이러한 벨의 기본적인 입장에
동의하였다.95) 그러나 벨이 ‘의미있는 형식’을 예술작품에 표현된 선이나
색채와 같은 형식적인 요소에서 발견한 것과 달리, 제키는 이를 “개인을
주관적인 경험으로 이끄는 뇌의 특정한 신경 조직”에서 찾고자 한다고
밝혔다.96) 다시 말해 제키는 벨의 ‘의미있는 형식’을 뇌신경 조직들의 ‘의
94) Ibid., p.8
95) Ibid.,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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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있는 구성(Significant Configuration)’이라고 재해석하였다.97)
우리는 주관에게 아름답게 보이는 모든 작품들은 그것
에 대한 경험이 mOFC 내 활동 강도의 변화, 더 구체적
으로는 그 안에 위치한 A1 부위 내 활동 강도의 변화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에 기반하며, 단일한 뇌기반 특
징(a single brain-based characteristic)을 갖는다고 가정
한다.98)
부연하자면 벨이 설명한 ‘의미있는 형식’이란 시각 예술작품에 표현
된 선이나 색채가 만들어내는 특별한 조합을 가리키는 반면에, 제키가
제시한 ‘의미있는 구성’이란 시각 대상에 대한 시각 뇌 세포들의 반응,
곧 특정한 시각 피질 영역에 존재하는 신경세포들의 특별한 활성 작용을
의미한다. 나아가 제키에게 아름다움이란 외부 세계에 객관적으로 존재
하는 대상의 조형적 특징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신체의, 즉 시각 뇌 세
포들과 mOFC 부위 세포들을 포함한 특정 신경 조직의 특징적인 생리학
적 반응으로 간주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2000년대 중반 이후에 개진된 제키의 후기
신경미학이 아름다움과 미적 경험의 보편 성질에 관한 칸트와 버크, 벨
의 미학적 통찰들을 신경과학의 맥락에서 연결지어 재해석하고, 이를 탐
구의 이론적 토대로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알아보았다. 요컨대
제키의 전기 연구는 위 미학자들의 기본 입장을 따라 인간의 내면에 미
적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공통 성질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그 정
체에 대해 신경생물학적으로 해명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다.
96) Zeki, “Clive Bell’s ‘Significant Form’ and the Neurobiology of Aesthetics”,
Frontiers in human neuroscience, 2013, Vol.7, p.1
97) Ibid., p.9
98) Ishizu and Zeki, “Toward a Brain-based Theory of Beauty”, 2011,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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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기조 아래에 최근까지 꾸준히 발표된 제키의 대표
적인 신경미학적 연구 성과들을 크게 다섯 가지 주제로 분류하여 개략적
으로 살펴보겠다.

2. 탐구 내용과 성과: 2004-2017년 연구를 중심으로
1) 회화에 대한 미적 경험의 신경 기반
그림 5.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미
혹은 추를 경험하는 동안 유의
마하게 활성화된 두뇌 피질 부
위이다.
Kawabata & Zeki (2004)

제키는 2004년에 공동연구자 H. 카와바타와 함께 fMRI를 이용한 신
경영상 실험을 기획하였다.99) 이 실험의 목적은 예술을 대상으로 한 미
적 경험을 중재하는 뇌 영역을 추적하는 것이었다. 이전까지 신경과학과
경험미학 분야에서 시행된 신경영상 실험들은 주로 연구진이 임의로 제
작한 기하학적 패턴 그림들을 자극으로 삼아왔던 데 반해, 카와바타와
제키의 실험은 실제 예술작품의 이미지들을 자극으로 삼은 최초의 신경
영상 실험이라는 점에서 선구적인 시도로서 평가되고 있다.100)
99) Kawabata and Zeki, op. cit.
100) Douchová and Nešetřil, op. cit.,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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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키 연구팀은 fMRI 스캐너 속 피험자들에게 추상화, 풍경화, 정물
화, 초상화로 구성된 300 점의 회화 이미지들을 2초 간격으로 보여주고,
각 작품이 아름다운 정도를 1점에서 9점까지의 점수로 평가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점수의 평정치를 토대로 피험자들의 평가를 ‘아름다움
(beautiful)’, ‘보통(neutral)’, ‘추함(ugly)’으로 분류하여 각 항목에 해당하
는 작품 군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그리고 피험자들이 세 작품 군을
바라보는 동안에 이들의 뇌 속에서 나타나는 반응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제시된 작품이 추상화, 풍경화, 정물화, 초상화인지 여부에
따라 시각 뇌의 각기 다른 영역이 활성화됨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
는 시각 뇌 영역이 기능에 따라 특수화되어 있다는 제키의 주장을 입증
해주었다. 그러나 피험자들이 아름답다고 평가한 작품 군을 바라볼 때에
는 작품의 양식(style)에 상관없이 내측안와전두엽(medial Orbitofrontal
cortex, mOFC) 부위가 유일하게 공통적으로 활성화되었다. mOFC는 인
간의 양쪽 눈 바로 뒤 쪽에 위치한 두뇌 피질 부위이다. 해부학적으로
이 부위는 다양한 보상(reward) 요인이 야기하는 쾌 경험(hedonic
experience)을 일으키는 뇌의 ‘보상 회로(reward circuit)’에 속한다.101)
그런데 위 실험을 통해 피험자들이 아름답다고 평가한 작품들을 바라볼
때, 즉 아름다움을 경험할 때 mOFC 부위 세포들이 눈에 띄게 활성화된
반면, 추함을 경험할 시에는 mOFC의 활성이 상대적으로 저하되는 현상
이 관측되었다(<그림 5> 참고). 제키는 이러한 결과가 아름다움이나 추
함과 같은 미적 경험이 쾌락에 관계된 정서적 성질을 갖는다는 견해를
뒷받침해준다고 해석하였다. 그런데 아름다움을 경험할 때와 달리, 추함
을 경험할 시에는 뇌의 운동피질(motor cortex) 부위가 크게 활성화되었
다. 제키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생명체가 추한 대상으로부터 자신을 보
호하기 위해 몸을 움직여 도피하려는 행동반응에 관련된 신경학적 지표
라고 설명하였다.102)
101) Kringelbach, “The Human Orbitofrontal Cortex: Linking Reward to Hedonic
Experience”, Nature Reviews Neuroscience, 2005, Vol.6(9), p.691
102) Kawabata and Zeki, op. cit., p.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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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험을 통해 제키 연구팀은 우리가 어떤 작품에 대하여 미/추 판
단을 내리고 미 혹은 추를 느끼는 미적 경험은 특정한 뇌 영역, 즉
mOFC 영역의 활성작용과 주된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결론을 도출하였
다.103) 제키는 이 연구를 토대로 예술이 환기하는 아름다움의 경험은
mOFC 부위의 활성작용과 관련된 공통적 신경 기반을 갖는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게 된다. 즉 제키는 향후
2004년도 실험을 중요한 초석으로 삼아 미적 경험의 보편 성질을 신경학
적으로 해명하기 위한 fMRI 실험들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2) 회화와 음악에 대한 미적 경험의 신경 기반 비교
대표적인 예로 제키는 T. 이시주와 연구팀을 결성하여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다년에 걸쳐 다각적인 실험연구 성과들을 발표하였다. 그 중
첫 번째 실험은 제키의 후기 신경미학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연구의 하
나로서 이후 많은 논쟁을 일으킨 주장을 내놓았다. 우선 제키와 이시주
는 아름다움을 신체의 어떤 성질로서 규정한 철학자 E. 버크의 정의를
받아들여, 아름다움의 경험에 상응하는 단일한(single) 혹은 집단적 뇌신
경 부위가 존재한다고 가정하였다. 다시 말해 청각이나 시각과 같은 감
각 종에 상관없이, 모든 감각을 통해 유발된 아름다움에는 어떤 유일한
(unique) 성질이 존재하는데, 이를 신경학의 관점에서는 뇌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104)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제키와 이시주는 Kawabat & Zeki (2004)
를 비롯한 유수의 선행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
하였다. “아름다움은 mOFC의 특정 부위 신경작용과 상관관계를 갖는
다.”105) 이를 증명하기 위해 연구팀은 fMRI 기술을 이용한 실험을 다음
103) Ibid., p.1702
104) Ishizu and Zeki, “Toward a Brain-based Theory of Beauty”, 2011, p.1
105)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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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A는 회화에 대한 신경 반응을 평균화한 것이
며, B는 음악에 대한 신경 반응을 평균화한
것이다. A, B 모두 동일한 신경 부위 그림 7. C는 A와 B에 나타난 활성 반응을 결
(mOFC)가 활성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합한 것이다. Ishizu & Zeki (2011)
Ishizu & Zeki (2011)

과 같이 실시했다. 먼저 연구팀은 fMRI 속 피험자들에게 초상화, 풍경
화, 정물화로 구성된 60 가지 회화작품과 고전음악 및 현대음악으로 구
성된 60 가지 음악작품을 16초 간격으로 제시하고 각 작품의 아름다움을
1점에서 9점까지의 점수로 평가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험자들의 평가 점
수 평정치를 토대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작품 10점을 아름다운 작품
군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작품 10점을 추한 작품 군으로 분류한
뒤, 두 작품 군을 다시 제시하면서 피험자들의 뇌 반응을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각 유형의 자극에 반응하여 활성화된 두뇌 피질의 여러
영역 중, mOFC 부위에 있는 단 하나의 피질 영역만이 청각적, 시각적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동안 눈에 띄게 활성화되었다. 이 때 mOFC의 부
분에서 나타난 활성 반응의 강도는 아름다움 경험의 강도에 비례하였다.
다시 말해 높은 미적 평가를 받은 작품 군을 접할수록 mOFC 부위의 활
성 강도가 높아졌다는 말이다.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뇌 활동에
관련하여 논하자면, 적어도 청각적 자극과 시각적 자극을 포함한 다양한
자극에서 비롯된 아름다움에는 하나의 뇌신경적 기능(즉 mOFC 활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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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이를 그들의 ‘뇌기반 미 이론’의 핵심 주
장으로 공식화 하였다.

3) 지각 경험과 미적 경험의 신경 기반 비교

그림 8. Ishizu & Zeki (2013)

그림 9. Ishizu & Zeki (2013)

이후 제키와 이시주 연구팀은 앞서 제시한 그들의 ‘미 이론’을 더욱
정교하게 검증해 보이기 위해 후속 연구들을 계속해서 진행하였다. 그
중 2013년에 발표한 fMRI 실험에서는 회화에 대한 미적 경험과 단순한
지각적 경험의 신경 기반을 비교 관찰하였다. 연구팀은 fMRI 속 피험자
들에게 510 개의 풍경화, 초상화, 정물화 회화작품들을 3초 간격으로 보
여주며 각각에 대하여 미적 판단 혹은 지각적 판단을 내리도록 지시하였
다. <그림 8>과 같이 먼저 스크린 화면을 통해 판단 과제를 제시한 다
음, 두 가지 그림 쌍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그림을 본 피험자들은 미적
판단 과제의 경우에 그림의 아름다움을 평가하도록 지시받았으며, 지각
판단 과제의 경우 그림의 밝기를 평가하도록 지시받았다. 피험자들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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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수행하는 동안 연구팀은 그들의 뇌신경 활동을 기록하였다.
관찰 결과 미적 판단에는 정감 운동 계획(affective motor planning)
에 관련된 피질하부 영역과 함께 안와전두피질의 내측, 측면 부위가 관
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미적 판단과 지각 판단 모두에 있어서
활성 반응이 나타난 영역에는 앞뇌섬(anterior insula)과 배측전두엽
(dorsolateral prefrontal cortex) 부위와 함께 운동영역의 여러 부위가 관
측되었다(<그림 9> 참고).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제키와 이시주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냈다. 판단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기능적으로 특수화
된 뇌신경 기반이 존재하는데, 그 가운데 미적 판단은 지각적 판단과 공
유하는 특정한 신경 기반 외에도 별개의 고유한 신경 기반을 갖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와전두피질의 내측 부위(mOFC)는 다시 한번 그 유력
한 후보로서 간주되고 있다.

4) 숭고 경험과 아름다움 경험의 신경 기반 비교
다음으로 2014년에 새롭게 발표한 fMRI 실험을 통해 제키와 이시주
는 숭고의 경험에 관여하는 신경 기반을 관찰한 다음, 이를 기존 연구를
통해 밝혀낸 아름다움 경험의 신경 기반에 대비시켰다. 이러한 시도는
뇌기반 미 이론의 근거를 더욱 다각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아름다움의 고
유한 신경학적 기초를 분명하게 해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실험에
앞서 연구팀은 E. 버크가 제시한 개념적 구분을 참조하여 숭고의 경험을
간략히 규정하였다. 그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숭고의 경험은 아름다움의
경험과 구별되는 경험으로, 철학적 미학에서는 자주 두 경험이 대조를
이루는 것처럼 논의되고 있다. 연구팀은 숭고의 경험을 자연의 웅장한
광경으로부터 파생되는 경험이라고 간단히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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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숭고 경험 시 유의미한 활성 반응
을 나타낸 부위를 빨간색으로 표
시하였다. 이를 초록색으로 표시된
아름다움의 신경 활성 양상과 비
교했을 때 겹쳐지는 영역이 존재
하지 않았다. 연구팀은 특히 숭고
경험 시 mOFC의 활성 이 나타나
지 않았음을 화살표로 강조하였다.
Ishizu & Zeki (2014)

제키와 이시주는 숭고 경험의 강도와 그에 상응하는 뇌의 활동 양상
(pattern)이 선행 연구에서 보고된 아름다움 경험의 뇌 활동 양상과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 조사하였다. 실험에 앞서 피험자들은 5초 간격으로
제시된 232 점의 풍경 사진작품들을 감상하며 그로부터 느껴지는 숭고의
정도를 1점~5점의 척도로 점수 매기도록 지시받았다. 연구팀은 이러한
행동 과제를 바탕으로 풍경 사진들을 집결된 점수의 평정치를 기준으로
다섯 단계의 세트로 나눈 다음, 이를 숭고의 단계에 따라 다시 한번 피
험자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피험자들로 하여금 제시된 풍경사진을
보면서 각각에 대해 숭고의 정도를 한 번 더 평가하게 하면서 이들의
뇌 반응을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측정된 뇌 반응은 아름다움의 경험에 관련된 뇌 반응과
분명히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즉 두 경험 사이에는 어떠한 공통적인
뇌 활동 양상도 관측되지 않은 것이다. 제키와 이시주는 이러한 결과에
의거하여 숭고와 아름다움의 뇌신경 기반은 상이할 뿐만 아니라, 각각
분리 가능하다는 주장을 제시하였다.

5) ‘즐거운’ 그리고 ‘슬픈’ 미적 경험의 신경 기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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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위측 뇌 영상사진은 즐거운 미적 경험과 슬픈
미적 경험 시 활성화된 mOFC 부위를 표시한
것이다. 그래프는 전자(빨간색)와 후자(파란색)
의 평균 대조 추정치를 비교한 것이다. 즐거운
미적 경험이 슬픈 미적 경험보다 더 높은 강도
의 신경 반응을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우측
뇌 사진에는 연구의 주된 관심 영역인 mOFC
부위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Ishizu &
Zeki (2017)

이어서 2017년 제키와 이시주 연구팀은 즐거움(joy) 또는 슬픔
(sorrow)에서 비롯된 아름다움의 경험에 각각 고유하게 관여하는 신경적
메커니즘을 탐색하였다. 즐거움에서 비롯된 아름다움의 경험과 슬픔에서
비롯된 아름다움의 경험은 ‘아름다움’이라는 공통된 분모를 공유하지만,
긍정적 감정가(즐거움)와 부정적 감정가(슬픔)에 해당하는 두 가지 대립
적인 정감상태에 연결된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를 갖는다. 연구팀에 따
르면 이처럼 반대되는 성격을 가진 미적 경험의 신경 기반을 비교하려는
연구의 취지는 앞서 2014년에 추진한 숭고와 아름다움에 대한 연구 취지
와 맥을 같이 한다.106) 제키와 이시주는 그들이 2011년에 제안한 뇌기반
미 이론의 주장, 즉 “모든 아름다움의 경험은 mOFC에 위치한 단 하나
의 공통 영역의 신경 활동과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생각을 더 정교한 방
식으로 입증하기 위해 이 같은 연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107)
이들은 숭고와 아름다움 경험의 경우와 같이, 즐거움과 슬픔에서 비
롯된 두 가지 아름다움의 경험은 분명한 뇌신경 활성 양상의 차이를 나
타낼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러나 전자와 달리 후자의 경험들은 mOFC
부위에서 공통적인 활성 양상을 보여줄 것이라고 가설을 제시하였다.
106) Ishizu and Zeki, “The Experience of Beauty Derived from Sorrow”, Human Brain
Mapping, 2017, Vol.38(8), p.2
107) Ibid., p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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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팀은 fMRI 속 피험자들에게 행동 과제를 통해
‘슬프지만 아름다운’, ‘즐거움을 주면서 아름다운’, ‘보통의’, ‘추한’ 것으로
분류한 네 가지 범주의 작품 군들(총 120개)을 보여주고 이를 감상하는
동안 나타나는 뇌 활동을 관찰하였다. 관찰 결과 앞서 제시한 실험의 가
설이 옳다는 점이 입증되었다. 즉 연구팀의 예상대로 아름다움의 경험은
상이한 감정가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mOFC의 활성 반응을
보였으며, 즐거운 아름다움의 경험은 긍정적인 감정에 관계된 뇌 영역들
을, 그리고 슬픈 아름다움의 경험은 부정적인 경험에 관계된 뇌 영역들
을 각각 상이하게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제키의 신경미학은 2004년 이후 본격화한 fMRI 기반
실험 연구들을 통해 회화, 음악, 사진을 비롯한 다양한 예술 대상이 일으
키는 미, 추, 숭고 등의 신경 기반을 집중적으로 해명하기 위해 노력하였
다. 무엇보다 제키의 후기 신경미학은 시각 예술에 대한 기초적인 지각
경험의 신경적 상응물들을 밝혀내는 데에만 한정하였던 전기의 연구에
비교했을 때, 실험의 자극으로 선택한 예술 대상의 종류뿐 아니라 실험
의 주제와 가설들을 다각화함으로써 예술에 대한 미적 경험의 신경 기반
을 더욱 정교한 방식으로 탐구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예술이 환기하
는 아름다움의 공통적 신경 기반을 해명하는 데 있어 제키와 그의 연구
팀들이 제시한 다양한 실험적 접근 방법들은 후속 연구자들에 의해 중요
한 탐구 모델로 인식되는 등 선구적인 시도로서 평가되고 있다.108) 그러
나 동시에 제키의 후기 신경미학은 최첨단의 신경영상 기술을 활용한 동
시대적 탐구 방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상적으로는 특정한 철학적 사
유의 전통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도 제시되고 있다. 이어지는 Ⅳ장의 논
의를 통해 이 같은 평가의 실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108) Douchová & Nešetřil,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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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제키의 신경미학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제키의 신경미학은 미학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명하려는 시도에 연
관된 다양한 논의들을 배출하고 있다. 그 중 한 편으로는 제키가 신경영
상 기술을 활용한 현대 신경과학의 연구 성과들을 미학에 접목시킴으로
써 새로운 학제적 접근을 제시하고, 신경과학과 미학의 탐구 지평을 확
장시키는 데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존재한다.109)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제키의 신경미학은 그것의 근본 전제와 이론적 가정, 그리고
세부적인 실천적 연구 내용에 관련한 여러 문제점들을 비판받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이처럼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될 수 있는 제키 신
경미학의 주요 문제점들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먼저 제키의 신경미학이
상정하고 있는 근본 전제가 어떤 한계를 갖는지에 대해 알아본 다음, 제
키 신경미학의 이론적 가정에 내재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끝으로 제키의
전기 및 후기 신경미학의 실천적 방법론에서 발견되는 난점에 대해 각각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제키의 신경미학이 더욱 설득력 있는 미학적
통찰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재고해야 할 쟁점들이 무엇인지에 대
해 반성적으로 고찰하도록 하겠다.

1. 근본 전제의 문제: ‘신경생물학적 미학만이 완전하
다’는 주장
앞서 본고의 Ⅰ장 1절에서 살펴본 바처럼, 제키는 초기의 저술들을
통해 미학에 대한 신경생물학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신경생물
109) Onians, Neuroarthistory: From Aristotle and Pliny to Baxandal and Zeki, New
Haven, [Conn.];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7, pp.189-203; Douchová &
Nešetřil,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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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에 기초하지 않은 어떠한 미학이론”도 결코 ‘완전’하거나 ‘만족스러운’
것이 될 수 없다고 단언하였다. 제키의 이 같은 발언은 전통적인 철학적
미학을 염두에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제키는 신경생물학에 기초하지
않은 기존의 철학적 미학이론들은 모두 ‘불완전한 것’으로 가치 절하하였
다. 말하자면 그는 ‘뇌 활동을 고려한’, 그리고 ‘견고한 신경생물학’에 바
탕을 둔 자신의 미학이론이 ‘불완전한’ 철학적 미학을 대체할 것이라는
확신을 드러내었다. 이와 같이 새로운 학문분야인 신경생물학적 미학, 즉
신경미학의 우월성을 강조한 반면, 기존 철학적 미학의 유효성을 부정한
제키의 견해는 한편으로는 인간의 모든 행위를 ‘뇌 활동의 산물’로 간주
한 그의 이론적 가정에 근거한 것이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철학과 신경
과학의 본성을 오해하고 양자를 상호 배타적인 관계로 간주한 그의 학문
적 입장을 전제한다.
제키는 20세기 말에 이루어진 신경과학의 혁명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긴 나머지 21세기에는 철학 자체가 쇠퇴하고, 철학의 주요한 물음들이
신경과학에 의해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다.110) 무엇보다 그는 마음의 본
성, 마음과 뇌의 관계, 또는 뇌의 기능에 대해 철학이 오랫동안 성취해
온 ‘빈곤한 결과’에 대해 실망을 표출하면서, “지식을 습득하고, 추상하
며, 이상(ideals)을 구성하는 뇌의 능력”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신경생물학
이 짊어져야 할 철학적 짐”이라고 생각했다.111)
미래의 신경생물학이 당면하게 될 문제는 철학이
[…] 과거에 부적합하게 씨름해 온 전혀 성공적이지 못
했던 영원한 진리와 궁극적인 가치이다.112)
110) 베넷, 해커 지음, 이을상 외 옮김, 『신경과학의 철학: 신경과학의 철학적 문제와 분
석』(이하 『신경과학의 철학』), 서울: 사이언스북스, 2013, p.781
111) Zeki, “Splendours and Miseries of the Brain”,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B: Biological Sciences, 1999, Vol.354(1392), pp.2053-2065 (베넷, 해
커, op. cit., p.781에서 재인용. 베넷과 해커의 주석에 따르면, 제키는 ‘이상적인 것
(ideals)’를 관념(ideas)이나 개념(concepts)을 의미하는 말로 쓰고 있다.)
112) Zeki, op. cit. (베넷, 해커, op. cit.에서 재인용)
- 54 -

가령 제키는 “어떻게 색깔이 물질세계에 존재하는가?” “색깔은 대상
의 속성으로 간주될 수 있는가?” 등과 같은 철학적 물음에 신경생물학이
대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에 따르면 신경생물학은 “물체가 색
깔을 띠지 않는다는 것”, 즉 색깔은 ‘뇌의 속성’이라는 것을 밝혔다. 다시
말해 신경생물학은 색깔이 물체가 본래 갖고 있는 속성이 아니라, “뇌가
대상의 물리적 속성에 부과하는 해석”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는데, 제키에
의하면 이는 철학자들의 방법으로는 결코 해명해낼 수 없는 과학적 사실
이었다.113)
이 같은 진술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신경생물학에 기초하지
않은 미학이론은 완전하지 않다’는 제키의 주장은 철학적 방법에 대한
그의 불신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M. 베넷과 P.
해커가 올바르게 지적하고 있듯이, 제키를 포함한 일부 신경과학자들이
철학에 제기하는 비난은 “철학적 기획을 과학적 기획으로 동화시키려는”
잘못된 생각을 반영한 것이다.114) 베넷과 해커에 따르면, 마음이나 의식,
감정, 혹은 미적 감흥을 철학적으로 탐구하는 것과 신경과학적으로 탐구
하는 것은 상당히 다른 것이다. 베넷과 해커는 제키와 같은 신경과학자
들이 철학과 신경과학의 본성을 혼동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115)
신경과학자들의 혼동은 부분적으로 선험적이고 개념
적인 물음과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물음을 구분하지 못
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철학은 오직 마음이라는 개념
및 이와 관련된 개념과의 세세한 논리적-문법적 연결을
113) Ibid., p.2056. (베넷, 해커, op. cit.에서 재인용)
114) 베넷, 해커, op. cit., pp.777-798
115) 베넷과 해커는 그들의 공동저작 『신경과학의 철학』의 제14장 ‘방법론적 반성’에서
F. 크릭, G. 에덜먼, S. 제키와 같은 현대 신경과학자들이 철학의 방법에 대해 표명해
온 불신과 개탄이 잘못된 것임을 분석적으로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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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만 마음의 본성을 탐구할
수 있다. 그래서 철학은 마음이라는 개념과 인간, 감성
적 존재자, 신체, 뇌라는 개념 사이의 관계를 밝혀낼 수
있다. 이것은 철학의 영역이다.
신경과학은 우리의 심리적이고 행동적인 능력과 그
수행을 신경적으로 기초지우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만 마음의 본성을 탐구할 수 있다. 철학적 기획
과 신경과학적 기획은 전혀 다른 것이다. 더욱이 신경과
학적 기획은 [참이거나 거짓인 어떤 경험적 이론을 형식
화하는 데 있어 개념이 경험에 선행한다는 점에서] 철학
적 기획을 전제한다.116)
예컨대 미학이라는 동일한 탐구 대상에 대하여 신경과학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미와 예술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인간 능력의 신경학적
원리와 법칙에 관한 경험적 질문들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미학에 대해
철학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미와 예술 경험의 개념과 그에 연관된 다
른 개념들 간의 연결 관계를 논리적, 규범적으로 명료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미학에 대한 철학적 기획과 신경과학적 기획의 본
성을 분명히 하고 양자 간의 차이를 구분한다면, 어느 한 쪽의 기획을
다른 기획에 동화시키거나 양자의 기획을 혼동하는 데에 따른 제키의 주
장이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앞서 논의한대로 철학적 미학과 신경과학적(혹은
신경생물학적) 미학이 서로 다른 기획 아래에 상이한 접근을 취한다고
해서 양자의 관계가 상호 배타적인 것으로 구획 지어져야 하는 것은 아
니라는 점이다. 철학적 미학과 신경과학적 미학은 분명히 서로 다른 전
략을 취하고 있지만,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2000년대 중반 새롭게 떠오른 2세대 신경미학자들은 제키와 달리,
116) Ibid., pp.788-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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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학에 대한 상이한 학문적 접근들이 가진 고유성을 인정하면서 미학에
대한 제 학문 간의 협력적 관계와 통섭을 주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M.
피어스와 D. 자이델, O. 바타니안, M. 스코프, H. 레더, A. 채터지, M.
네이달은 공통적으로 미학에 대한 철학적, 인문학적 접근과 인지 신경과
학적. 실험심리학적 접근들이 한쪽으로 치우친 종속적 관계를 맺는 것에
반대하며, 신경미학이 다양한 학문적 접근들을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진
정한 의미의 학제적 연구 분야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117) 달리
말해 신경미학은 전통적인 철학적 미학과 예술철학, 미술사학은 물론이
고 신경학적 미학, 예술심리학, 진화생물학적 미학 등 광범위한 학문 분
야에서 제시된 관점들과 논의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임으로써 미와 예술
경험의 여러 층위들을 다각적으로 해명하기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다.118) 요컨대 피어스 외의 2세대 신경미학자들은 미학에 대한 기존의
다양한 접근들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할 때에 비로소 신경미학이
진정한 융합학문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신경미학을 신경생물학이라는 단일한 접근만으로 구획 짓는 것은 생
산 가능한 미학적 논의를 신경생물학적인 것으로 국한시키는 동시에 신
경미학의 의미 또한 매우 좁은 범위로 제한시키는 한계를 갖는다. 피어
스와 그의 동료 신경미학자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자각하고 신경미학의
탐구 대상과 범주에 관한 개념적 틀을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재규정하
였다.119) 이들은 예술작품과 같은 미적 대상에 대한 경험 일반을 지각적,
인지적, 정감적 능력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 간주하고, 이에 연관된 다
층위의 심리작용과 그 근저의 신경적 작용에 대해 다각적으로 접근할 것
을 제안하고 있다.
가령 H. 레더와 그의 연구팀이 미적 경험의 복합적 심리처리과정들
을 크게 인지적 층위와 정감적 층위로 구분하고 이를 분석적으로 제시한
117) Pearce et al., “Neuroaesthetics: The Cognitive Neuroscience of Aesthetic
Experience”,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2016, Vol.11(2), pp.265-279
118) Ibid., p.267
119) Ibid., pp.26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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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 경험 모델’120)은 미학에 대한 이 같은 통섭-지향적 시각을 집약적
으로 반영한 대표적인 학제적 연구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레더의 모델
외에도 최근 많은 신경미학 연구자들에 의해 미학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
관점들을 배경으로 한 통섭-지향적 실험들이 개진되고 있다. 이에 관련
한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본고의 Ⅴ장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다.

2. 이론적 가정의 문제: 환원적 자연주의
앞서 본고의 Ⅱ장 1절과 Ⅲ장 1절의 논의를 통해 제키가 시각 예술
과 아름다움의 개념을 각각 특정한 뇌신경 세포들의 활성 작용으로 등치
시켜 정의하고 있음을 알아보았다. 이에 대해 R. 프리바는 제키의 신경
미학이 ‘환원적 자연주의(Reductive Naturalism)’의 입장을 취한다고 제
시하였다.122)
일반적 의미에서 자연주의란 이 세상에 실재하는 모든 사물과 현상
들이 자연의 범위 안에 있으며 자연의 법칙을 따른다고 보는 입장이다.
자연주의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 가설의 참과 거짓을 검증하는 과학적 방법만이 세
계의 진리를 규명하기 위한 최선의 탐구 방법이라고 간주한다. 그 중에
환원적 자연주의란 전체(whole)의 사물이나 현상을 그것의 부분적인 구
성 성분이나 요소들로 되돌려 파악하는 자연주의의 형태를 가리킨다.123)
프리바가 제시한 것처럼, 제키의 신경미학은 인간의 고차적인 미적 행위
120) Leder et al., “A Model of Aesthetic Appreciation and Aesthetic
Judgments”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2004, Vol.95(4), pp.489-508; Leder and
Nadal, “Ten Years of a Model of Aesthetic Appreciation and Aesthetic Judgments:
The Aesthetic Episode - Developments and Challenges in Empirical Aesthetics”,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2014, Vol.105(4), pp.443-464
122) Pryba, “Dewey, Naturalism, Neuroaesthetics”, in Pragmatist Neurophilosophy:
American Philosophy and the Brain, John R. Shook and Tibor Solymosi (Eds.),
London; New York: Bloomsbury Academic, 2014
123) Ibid.,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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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예술 활동을 뇌의 기초적인 신경 작용으로 환원시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원적 자연주의를 표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프리바는 이러한 제키 식 자연주의의 환원적 성격 자체를 문제 삼으
며 그것의 한계점에 대해 비판적으로 조명하였다.124) 구체적으로 프리바
는 제키 신경미학의 기초를 이루는 신경과학의 환원주의125)에 문제를 제
기하며 그 유효성을 의심하였다. 그러나 본고는 프리바와 달리, 제키의
신경미학이 견지하는 신경과학의 환원주의 자체를 문제 삼으려는 것이
아니다. 본고에서는 제키의 신경미학이 이론적/개념적으로 극단적 형태
의 환원주의를 피력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그 한계점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제키는 ‘인간’을 ‘뇌’에 동일시하고 인간의 미적, 예술적 행위를 ‘뇌의
산물’로 간주함으로써 미와 예술 경험의 본질을 뇌의 특정한 신경 작용
(가령 mOFC의 활성이나 V1-V5세포들의 활성)에 대응시켜 정의하였다.
제키의 이러한 극단적 환원주의는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로 하
124) Ibid. 미국의 프라그마티즘 철학자인 R. 프리바는 이 논문에서 미학에 대한 철학적
접근과 신경과학적 접근 사이의 긴장 관계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는 특히 J. 듀이의
프라그마티즘 미학과 S. 제키의 신경미학에 주목하여 각각을 ‘비환원적 자연주의’와
‘환원적 자연주의’의 입장으로 구분하고 양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듀이
식 프라그마티즘 철학의 지지자로서 프리바는 이 글에서 듀이의 비환원적 자연주의
철학을 옹호한 반면, 제키의 환원적 자연주의가 갖는 한계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125) 환원주의의 의미는 다양하지만 통상 ‘존재론적 환원주의’, ‘방법론적 환원주의’ 및
‘이론적 환원주의’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존재론적 환원주의란 모든 존재하는 개별
자나 속성들은 가장 낮은 수준의 개별자나 속성들의 결합으로 구성되며 소수의 개별
자나 속성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믿는 신념(belief)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방법론적 환
원주의란 복잡한 사물이나 현상, 구조 등을 설명하기 위해 그것의 더 작은 구성 성분
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는 연구 전략(approach)을 말한다. 끝으로 이론적 환원주의
란 복잡한 사물이나 현상, 구조 등에 대한 이론은 더 단순하고 기본적인 이론으로 환
원될 수 있다고 보고 부분에 대한 이해가 전체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고 간주함
(suggestion)을 뜻한다. (M. Ruse, "Entry for ‘Reductionism’", in T. Honderich, The
Oxford Companion to Philosophy (2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p. 793)
본고에서는 환원주의의 의미를 주로 두 번째, 즉 방법론적 환원주의의 용법으로 사
용한다. 인간과 그 행위 및 심리학적 속성은 그것의 근본 원인인 신경세포들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한 S. 제키, F. 크릭, G. 에덜먼과 같은 신경과
학자들은 기본적으로 방법론적 환원주의를 취한다. 이들이 취한 방법론적 환원주의는
대게의 경우 존재론적 환원주의와 보조를 같이 한다. 이에 관한 더 자세한 설명은
베넷과 해커가 쓴 『신경과학의 철학』 제13장 ‘환원주의’를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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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금 오로지 신경생물학적 방법만이 ‘완전한 미학’에 도달할 수 있는 유
일한 길이라는 과학만능주의적 입장을 갖게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제키 신경미학의 극단적인 환원적 가정과 그 한계점
에 대해 알아보겠다.

1) 극단적인 환원적 가정
제키의 신경미학이 제시하고 있는 환원적 가정은 크게 세 가지 층위
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인간의 미적, 예술적 행위들을 ‘뇌의 산물’로서
규정한 가정과 둘째, 시각 예술을 ‘시각 뇌의 산물’로서 규정한 가정 그
리고 셋째, 아름다움의 경험을 ‘뇌의 mOFC의 활성화에 상관관계가 있는
신체 내부의 성질(quality)’로서 규정한 가정이 그것이다.
우선 제키의 신경미학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근본 명제인 “인간의
모든 행위는 뇌 조직의 산물이다.”126)는 제키의 가장 극단적인 환원적
가정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문장이라 할 수 있다. 제키는 뇌의 신경 활동
이 인간의 모든 행위의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했을 뿐 아니라 인간을 존
재론적으로 생물학적 뇌에 동일시하였다. 1995년 화가 K. 발튀스와 나눈
대담에서 제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신은 물론 화가입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하나의 뇌
이기도 해요.127) […] 위대한 화가는 세계의 보편자들
(universaux)을 작품에 표상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는 화
가가 세계로부터 보편적인 지식을 획득하고자 하는 뇌의
본성을 발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128) […] 미적 경험은
뇌의 보다 많은 영역이 자극될수록, 즉 뇌신경 세포 사
126) Zeki, “Artistic Creativity and the Brain”, 2001, p.52
127) Zeki, Balthus ou La Quête de L’Essentiel, Paris: Les Belles Lettres:
Archimbaud, 1995, p.66.
128) Ibid.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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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욱 복잡한 관계가 맺어질수록 더 강해지기 마련
입니다.129)
제키는 ‘나’라는 존재, 즉 ‘인간’ 존재와 인간의 행위를 일련의 뇌신
경 세포들이 펼치는 활동, 즉 뇌의 신경 활동에서 수반된 속성으로 간주
하고 있다. 이 같은 관점에서 그는 화가의 예술 활동이나 미적 행위를
뇌의 본성으로 환원시키며, 미적 경험을 비롯한 인간의 심리적 속성을
뇌의 신경 상태에 동일시고 있다. 시각 예술을 시각 뇌의 산물로 정의하
고 시각 예술가를 (시각 뇌의 기능에 대해 탐색하는) 신경과학자와 동일
시한 제키의 전기 이론은 이러한 형식의 환원적 서술이 구체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제키가 후기 이론을 통해 제시한 바, 아름다움이란 뇌
의 (내측안와전두엽 부위) 신경 활동에서 비롯된 신체적 성질이라고 정
의한 그의 “뇌기반 미 이론” 역시 인간을 뇌의 신경 활동으로 귀속시킨
그의 극단적인 환원적 가정을 반영한 것이다.
다른 한편 제키의 신경미학이 미와 예술에 대해 표명하고 있는 극단
적인 환원적 가정은 미와 예술을 본질주의적으로 이해해온 전통 미학자
들의 이론을 자의적으로 수용한 결과이기도 하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제키는 시각 예술의 본성을 신경학적으로 규명하는 과정에서 플라톤과
헤겔의 예술 개념을 이론의 철학적 준거로 삼았다. 또한 그는 아름다움
의 본성을 규명하기 위해 버크와 칸트, 벨과 같은 철학자들의 미 개념을
신경학적으로 재해석하여 실험의 가설로 채택하였다. 주지하듯 이들은
공통적으로 미와 예술에 어떤 고유하고 단일한 본질이 존재한다고 가정
하며, 이를 자신의 철학 체계에 따라 각기 다른 논증을 통해 환원적으로
규정한 대표적인 서양 전통 사상가들이다. 제키의 신경미학이 미와 예술
경험의 본질을 뇌의 특정 부위의 신경 활동에 환원시킴으로써 예술 경험
에 어떤 확정된 보편성을 부여하려 한 것은 그가 이 같은 서양 전통 미
학자들의 환원적 사유 체계를 수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129) Ibid. 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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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극단적인 환원적 가정의 한계
제키가 인용한 플라톤이나 칸트와 같은 서양 전통 철학자들과 마찬
가지로 제키의 신경미학은 ‘모든 예술에 대한 미적 경험에 공통으로 적
용되는 유일한 본질이 무엇일까’라는 물음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리고 제
키는 이에 대한 답을 뇌 속에서 찾아내고자 했다. 이때 예술에 대한 미
적 경험에 공통된 본질이라는 것이 정말로 존재 하는가에 관한 문제는
진지하게 고려되지 않고 있다. 미적 경험의 본질에 관련한 문제에 관해
서는 본고의 Ⅴ장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여기서는 제키처럼 환원적 자연
주의를 극단적으로 추구한다면 아래와 같은 비판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베넷과 해커는 인간의 행위와 그 심리학적 속성을 뇌의 신경 활동에
등치시켜 정의하는 것을 마치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처럼 서술하는
제키와 같은 신경과학자들의 환원적 가정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인간의 마음과 정신, 행위의 근원을 뇌에 환원시킨 신경과학자들
의 개념적 규정은 “경험적으로 증명된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 논리적 결
함이 있는 형이상학적 주장’이다. 베넷과 해커는 오늘날 제키를 포함한
많은 신경과학자들이 ‘전체로서 인간’에 속한다고 생각할 때에만 의미있
는 인간 행위와 심리학적 속성들을 신체의 일부일 뿐인 ‘뇌 조직’에 환원
시켜 설명함으로써 “전체-부분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간단
히 말하자면, 전체-부분의 오류란 전체에 속한다고 생각할 때에만 유의
미한 속성들이 전체의 부분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130) 베넷과 해
커는 제키와 같은 현대 신경과학자들이 “인간의 행위와 심적 상태, 심적
사건, 심적 과정을 인간의 작용과 활동으로 생각하거나 어떤 사람이 경
험하고, 겪었거나, 참여하는 과정으로 생각하기보다 인간 속에서, 특히
인간의 뇌 속에서 발생하고, 일어나며, 진행되는 것이라고” 여겨왔다고
말한다.
130) 베넷, 해커, op. cit., p.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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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베넷과 해커에 의하면 이러한 생각은 심적 사건, 심적 상태,
심적 과정이라는 개념을 잘못 사용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예컨대 심
적 상태가 인간의 한 부분인 심장이나 콩팥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의미하듯이, 뇌나 뇌의 부분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술작품을 지각하고 그것으로부터 아름다움이
나 추함의 감정을 느끼는 심적 상태에 있는 것은 사람이지, 그 사람의
뇌가 아니다. 하물며 뇌의 부분인 신경세포들은 더욱 아니다. 베넷과 해
커는 두뇌 피질과 그것의 특정 부위의 신경 작용에서 파생되었다고 생각
할 수 있는 속성들은 인간에 속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속성들과 범주적
으로 다르다고 지적하고 있다.131)
예컨대 이들의 견해를 따르면 칼더의 <모빌>을 지각하는 행위가 시
각 뇌의 V5 세포를 중심으로 한 뇌의 신경 활동의 결과라는 제키의 설
명은 전체의 작용을 부분의 작용으로 과도하게 환원시킨 범주적 혼동을
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칼더의 <모빌>을 지각하는 행위는 ‘전체
인 인간’이 하는 일이지, 제키가 서술한 바처럼 인간의 신체 부위인 ‘뇌’
가 하는 일이 아니다. 또한 <모빌>과 같은 예술작품을 통해 세계로부터
항상적이고 본질적인 지식을 획득하고 이를 시각적으로 표상하는 것은
시각 뇌를 가진 ‘인간’이 하는 일이지, ‘시각 뇌’가 하는 일이 아니다. 이
와 같이 베넷과 해커의 관점에서 예술과 미적 경험을 비롯한 인간의 모
든 행위가 ‘뇌의 산물’이라고 가정한 제키 신경미학의 극단적인 환원적
자연주의는 전체의 속성을 부분의 것으로 혼동한 한계를 갖는다고 비판
될 수 있다.
A. 노에는 베넷과 해커와 유사한 관점에서 제키 신경미학의 극단적
인 환원적 가정에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132) 그 역시 인간의 모든 행위
를 ‘뇌의 산물’로서 간주하며 인간을 뇌에 귀속시킨 제키의 서술 방식과
견해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한다. 노에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131) Ibid., pp.231-232
132) Noë, “Art and the Limits of Neuroscience”, The New York Times, Dec. 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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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이루는 어떤 단일한 부분적 요소만으로 온전히 설명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생명체는 그의 일부를 구성하는 신체 조직뿐 아니라 그를 둘
러싸고 있는 물리적, 사회문화적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 함으로써 생
명을 영위해 나가기 때문이다.133) 다시 말해 생명체의 행위는 그의 신체
조직의 독립적인 작용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그의 신체 조직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환경에 의존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에는 인간의 행위와 마음, 정신, 의식은 그를 둘러싼 환경
과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뇌의 신경 작용’이라는 단일한 요인으로 환
원되어 설명될 수 없다고 적고 있다. 반대로 그는 인간의 행위와 마음,
정신 작용에 대해 적절히 해명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하나의 유기적인 생
명체로서, 즉 자신을 둘러싼 세계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끊임없이 상
호작용하는 존재로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노에는 제키와 같은 신
경과학자들이 “경험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이해하려면, 그것에 관련된 신
경 과정들을 의식 있는 존재가 주위 세계와 능동적으로 관계하는 맥락
안에서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134)
이상과 같은 노에의 관점에서 예술과 미적 현상을 뇌의 특정한 신경
조직으로 귀속시켜 설명한 제키의 신경미학은 제키가 추구한 바, ‘완전
한’ 미학이론으로 성립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렇지만 노에가 예술과 미적
현상에 있어 뇌의 특정한 신경 작용이 필수적이라는 제키의 주장을 부정
한 것은 아니다. 다만 그는 춤이나 음악과 같은 예술이나 미적 행위가
단순히 근육이나 뇌의 청각 기능만으로 설명될 수 없듯이, 예술에 대한
미적 경험이 뇌의 일부 조직에 관한 설명만으로 해명될 수 없다고 문제
제기한 것이다. 노에는 제키와 같은 신경미학자들에게 예술에 관련한 미
적 현상을 문화적, 환경적 맥락으로부터 뇌세포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극단적인 환원을 경계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요컨대 그는 신경미학이
예술과 아름다움을 단지 “뇌의 산물”이 아니라, “뇌를 가진” 인간이 그를

133) 이러한 노에의 설명은 앞으로 다음 Ⅴ장에서 펼쳐질 본고의 주장과 맞닿아 있다.
134) 노에 지음, 김미선 옮김, 『뇌과학의 함정: 인간에 관한 가장 위험한 착각에 대하
여』, 서울: 웅진씽크빅, 2009, 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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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러싼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차원에서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 V. 베르게론과 D. 로페즈는 예술의 본성에 대한 제키의
환원적 가정에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다.135) 이들은 시각 예술의
본성을 시각 뇌의 기능으로 환원시켜 정의한 제키의 예술 개념이 신경미
학이 추구해야 할 학제적 연구와 거리가 멀다고 지적하고 있다.136) 베르
게론과 로페즈에 따르면 신경미학이 미학에 대한 다양한 접근 간의 통섭
을 실현하는 진정한 학제적 학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탐구 대상
에 대한 공통된 합의가 필요하다. 즉 신경미학의 주된 탐구 대상인 예술
또는 미적 경험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학자들 간의 공통된 개
념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탐구 대상에 대한 개념적 합의는 그에
대한 다양한 층위의 분석과 설명들이 상호 보완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더
욱 강력한 통찰을 제공하기 위해 유용한 조건이기 때문이다.137)
그러나 이들은 제키가 초기에 신경미학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제시했던 예술에 대한 신경생물학적 정의는 그 자체로 어떤 유의미한 신
경학적 통찰을 제공할지 모르지만, 미술비평가나 예술철학자들과 같은
인문학자들의 담론으로 포섭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경미학의 통합적 방
향에 반대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2. 전기와 후기 연구의 방법론적 문제
1) 예술 지각의 신경 기반 해명이 갖는 미학적 함의 결여
135) Bergeron and Lopes, “Aesthetic Theory and Aesthetic Science: Prospects for
Integration”, in Aesthetic Science: Connecting Minds, Brains, and Experience,
Arthur P. Shimamura and Stephen E. Palmer (Ed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136) Ibid., p.73
137) Ibid., 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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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키의 전기 연구에 초점을 둔 비판들은 제키가 뇌에 관해 제시한
신경과학적 발견들을 미학적으로 유의미한 논의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
음을 지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제키가 전기의 연구를 통해 제시한
바, 개별적인 시각 예술작품을 지각하는 경험에 있어 필수적인 시각 뇌
의 신경 기반에 대한 과학적 해명은 정작 예술에 대한 경험 그 자체가
갖는 미적 함의에 관하여 의미있는 통찰을 제공하는 데에 실패하고 있다
는 것이다.
가령 B. 콘웨이와 A. 레딩은 칼더의 <모빌>에 대한 제키의 설명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그들의 논지는 다
음과 같다. 제키가 설명한 것처럼 칼더의 조각 작품은 분명히 시각적 운
동감을 처리하는 시각 뇌 중추인 V5 부위 신경세포들을 자극하는 중요
한 시각적 요인으로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칼더의 <모빌>이 시각 뇌
의 V5 부위 세포들을 자극한다는 사실이 칼더의 <모빌>이 아름답게 느
껴지는 원리를 설명해주지는 못한다. 제키의 논의에 있어 칼더의 작품은
단지 시각 뇌의 V5 세포들이 중심적으로 관여하는 시각적 운동 처리
(computations)에 대한 이해를 돕는 한 가지 매력적인 사례로서 기능할
뿐이다.138)
즉 콘웨이와 레딩은 개별 시각 예술작품의 지각에 관련하여 제키가
취하고 있는 기본적인 접근 방식이 해당 시각 예술작품으로부터 기대되
는 특정한 미적 효과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
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다. 예컨대 칼더의 <모빌>이 움직임을
시각적 표현을 통해 제공하는 미적 효과의 본질은 움직임을 지각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각 뇌의 V5 영역 세포들의 신경 활동에 있지 않기 때문
이다. 또한 뇌의 V5 부위에 손상을 입은 환자들이 칼더의 <모빌>이 제
공하는 움직임을 지각할 수 없다는 것과 같은 병리학적 사실은 칼더의
<모빌>을 정상적으로 지각하는 데에 필수적인 신경적 기반에 대한 생리
138) Conway and Rehding, “Neuroaesthetics and the Trouble with Beauty”, PLoS
Biology, 2013, Vol.11(3), e1001504,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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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지식을 제공하지만, <모빌>을 정상적으로 지각함으로 인해 얻는
고유한 경험의 특수성에 대해서는 설명해주는 바가 없다는 것이 이들의
견해이다.
이에 대해 W. 실리는 제키의 전기 연구 내용이 기초적인 ‘지각 가설
(perceptual hypothesis)’에 그칠 뿐, ‘미학 가설(aesthetic hypothesis)’로
서 성립되기에는 설명이 부족하다고 비판하였다.139) 그에 따르면 제키의
설명은 ‘예술에 대한’ 지각 경험과 ‘비예술’에 대한 지각 경험 사이에 존
재하는 차이에 대해서 해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술에 대한 경험을 다룬
논의로서, 즉 미학적인 가설로서 기능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제키의
연구는 제키가 사례로 제시한 시각 예술작품의 특정한 형식들(색채, 선
분, 움직임 등)이 지각되는 시각 뇌의 생리학적 원리에 대해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지만, 이는 사실상 특정한 예술작품이 아닌 어떠한 대상에
대한 지각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이다. 그러므로 제키의 연
구 내용이 ‘예술에 대한’ 지각 경험이 갖는 고유한 특징에 대해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는 데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 실리의 입장이다.140)
구체적으로 제키는 몬드리안의 작품에 표현된 ‘직선’과 말레비치의
작품에 표현된 ‘사선’을 성공적으로 지각하기 위해서는 시각 뇌의 V1,
V4 영역 세포들이 정상적으로 반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증명하
기 위해 그는 fMRI를 이용하여 몬드리안의 작품을 바라보는 피험자들의
뇌를 촬영하고, 각 영역에 위치한 세포들이 활성화된 관찰 결과를 제시
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자극 대상이 ‘몬드리안의 예술작품’ 혹은 ‘말레비
치의 예술작품’이 아니라, 벽지나 신문지에 그려진 ‘직선’ 혹은 ‘사선’이었
더라도 실험 결과는 마찬가지라는 사실에 있다. 제키가 설명한 바, 특정
한 시각적 형식에 대한 시각 뇌 세포들의 선택적 반응들은 그것의 자극
원천이 예술이든지 비예술이든지에 관련 없이 모든 종류의 시각 대상에
표현된 직선과 사선을 지각하는 데에 필수적인 원리일 따름이다.

139) Seeley, The Neurophysiology of Aesthetic Experience: Three Case Studies,
ProQuest Dissertations Publishing, 2006, p. 73
14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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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제키의 전기 연구에 대한 비판자들은 제키가 단지 탐구의 대
상을 예술작품으로 한정지음을 통해 예술에 대한 지각 경험에 관해 해명
했다고 생각함으로써 탐구의 범주를 혼동하고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실리가 지적한 것처럼 제키의 탐구가 일반 시각 대상에 대한 지각
경험을 해명하는 데에서 한 걸음 나아가, 시각 예술에 대한 지각 경험을
해명하는 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각 자극의 형식적 요소들이 곧바로 미
적 감흥의 직접적인 요인으로서 작용하는 원리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본고의 Ⅱ장
에서 이미 논의한 것처럼 제키가 스스로 지각 경험에 국한한 자신의 전
기 연구를 가리켜 “예술에 대한” 연구라기보다 “뇌에 관한” 연구라고 명
시했다는 사실이다. 제키는 전기 신경미학의 탐구 범주를 설정하는 데
있어 당시의 연구 초점이 (미적 경험의 토대로서) 기초적인 지각 경험에
한정되어 있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당대의 연구 수준으로는 미
적 경험에 연루된 신경적 기반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해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제키의 전기 연구로부터 예술 경험의
고유한 성격에 연관된 미학적 함의를 찾아내기 위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제기된 문
제들은 제키가 의도했던 것처럼, 신경미학이 예비적인 탐구 단계에서부
터 예술의 창작과 감상에 관련한 미적 경험의 본성을 해명하는 미학이론
의 토대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 가늠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쟁점들이다.

2) 예술이 환기하는 아름다움을 mOFC의 활성으로 귀속시킨
오류
제키의 후기 신경미학은 카와바타와 제키가 2004년에 실시한 fM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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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을 기점으로 예술에 대한 미적 경험의 신경 기반을 본격적으로 탐색
하기 시작하였다. 제키의 후기 신경미학에 대하여 제기되고 있는 비판들
은 제키가 예술이 환기하는 아름다움의 경험을 ‘mOFC’라는 특정 뇌신경
부위의 활성 작용으로 환원시켜 정의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제
키는 예술에 대한 미적 경험, 특히 아름다움의 경험을 “mOFC 부위의
활성 작용에 상관관계를 갖는 신체 내부의 성질[즉 뇌의 신경 작용]”이
라고 정의하였다.141) 또한 그는 어떤 종류의 예술작품이든 mOFC 부위
세포들의 활성을 일으키는 경험을 주는 작품만이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142)
그러나 콘웨이와 레딩의 지적에 따르면, 제키의 이 같은 주장은 그
에 대한 반례가 존재할 경우 기각될 여지가 있다. 제키 또한 이러한 한
계점에 대해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 이론의 효력은 아름다움의 경험을 다루는 미래의
다른 연구 결과들에 달려있다. 다시 말해 우리 이론이
계속해서 유효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연구들 역시 아름다
움의 경험이 mOFC 부위에서의 신경활성 작용과 상관관
계가 있음을 입증해주어야 할 것이다.143)
즉 예술작품에 대하여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사람의 뇌를 관찰한 다
른 신경영상 실험들에서 mOFC 부위의 유의미한 활성 작용이 나타나지
않는 사례가 존재할 경우, 제키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된다. 또한
mOFC 부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 환자, 즉 mOFC 부위의 정상적인
신경 작용에 문제가 있는 환자가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능력을 상실하지
않은 병리학적 사례가 존재할 경우에도 제키의 주장은 반박될 수 있다.
141) Zeki, “Clive Bell’s ‘Significant Form’ and the Neurobiology of Aesthetics”, 2013,
p.2
142) Ishizu and Zeki, “Toward a Brain-based Theory of Beauty”, 2011, p.8.
143) Ibid.,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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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웨이와 레딩은 뇌졸중 환자에 관한 병리학적 사례에 근거하여 아
름다움에 대한 제키의 정의에 반박하였다. 뇌졸중은 뇌에 혈액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손발의 마비, 언어 장애, 호흡 곤란 따위를 일으키는
증상이다. 제키가 주장한 바와 같이 mOFC 부위가 아름다움의 경험에
필수적으로 관여하는 신경 기반이라면, 뇌졸중으로 인한 mOFC 부위 손
상이 아름다움의 경험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 할 수 있다.144) 그런
데 2009년 T. 파인버그 연구팀의 실험145)과 J. 비어 연구팀의 실험146)
결과에 따르면 뇌졸중으로 인해 mOFC 부위에 정상적인 혈액 공급이 차
단되어 mOFC 신경세포들이 괴사한 환자의 자기평가(self-evaluation)
능력이 떨어진 반면,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에는 아무런 문제
가 없었다.147) 이 같은 연구 사례는 mOFC 부위의 활성 작용이 아름다
움의 경험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유일한 뇌 부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
해준다. 콘웨이와 레딩은 이러한 사실에 입각하여 mOFC의 활성을 아
름다움의 필수적인 신경 기반으로 규정한 제키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콘웨이와 레딩에 따르면 제키의 주장이 ‘아름다움의 경험에 대한 정
의’로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mOFC의 활성 작용이 아름다움의 경험에 있
어 필요충분조건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필요충분조건이란 어떤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이다. 여기서 “아름다움의 경
험이란 mOFC의 활성 작용에 관련된 신체 내 성질”이라는 제키의 정의
가 적절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mOFC의 활성 작용’이 아름다움의 경험
에 있어서만 충족되는 조건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위 명제가 아름다움
의 경험이 아닌 다른 경험들에 있어서 유사하거나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
아야 한다는 말이다. 즉 내가 아름다움을 경험할 시에 나의 뇌 속에서
mOFC의 활성 작용이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하며, 반대로 나의 뇌 속에
144) Conway and Rehding, op. cit. p.3
145) Feinberg et al., “The Neuroanatomy of Asomatognosia and Somatoparaphrenia”,
Journal of Neurology, Neurosurgery & Psychiatry, Vol.81(3), pp.276-281
146) Beer et al. “Roles of Medial Prefrontal Cortex and Orbitofrontal Cortex in
Self-evaluation”, Journal of Cognitive Neuroscience, 2010, Vol.22(9), pp.2108-2119
147) Conway and Rehding, op. cit.
- 70 -

서 mOFC의 활성 작용이 일어난 경우는 내가 (다른 경험이 아닌) 아름
다움을 경험하고 있는 때이어야 한다.
그러나 콘웨이와 레딩이 지적하고 있듯이, mOFC 부위는 대상의 광
범위한 보상적 가치를 판단하는 데에 관여하는 뇌신경 체계의 일부이
다.148) 예컨대 mOFC 부위는 맛있는 음식 먹기, 짝짓기와 같은 본능적
욕구 충족에 따른 만족감이나 도덕적 성취, 금전적 보상, 문제 해결과 같
은 인지적 만족에 따른 쾌와 같이 수많은 보상, 즉 긍정적 가치에 대한
판단과 이에 연루된 쾌 경험에 관여하는 ‘보상 회로(reward circuit)’에
속한다. 이처럼 mOFC의 활성 반응은 아름다움의 경험 뿐 아니라 수많
은 보상 경험에 적용되는 신경 부위이다. 그러므로 mOFC의 활성 반응
은 아름다움의 경험에 대한 필요충분조건으로 성립되기 어렵다.149) 제키
역시 자신의 연구에 제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
다.
아름다움의 경험이나 쾌(pleasant) 혹은 보상적
(rewarding) 경험과 같이 다양한 종류의 쾌 경험에 관여
하는 두뇌 활동은 어떻게 다를까? […] 우리가 실험에
투입한 피험자들과 동일한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동
일한 유형의 실험들을 진행함으로써 보다 많은 아름다움
의 경험과 보상 경험이 비교연구 되지 않는 이상, 각각
의 경험들에 mOFC의 동일한 부위가 관여하는지 여부에
대해 정확하게 결론 지을 수 없다. 나아가 설사 이러한
경험 모두에 mOFC의 동일한 부위가 관여한다 치더라도
신경영상 실험만으로 mOFC 내부의 동일한 신경세포 집
단이 – 아름다움이나 쾌, 보상의 경험과 같이 어떤 공
통된 특징을 공유하는 - 이러한 경험 모두에 동일하게
148) Ibid.
14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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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하는지 여부를 결정 짓기 어렵다.150)
그런데 여기서 제키가 표명한 문제의식은 현재로서는 아름다움의 경
험에 ‘정확하게’ 상응하는 신경 기반을 찾아내는 일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다. 즉 제키는 여전히 아름다움의 경험에 공통된 신경적 기반이 존
재한다는 전제 아래에, 더 발전된 신경영상 기술과 더 정교한 실험 방법
을 통해 아름다움의 경험에 고유한 신경 기반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
고 생각하고 있다.

150) Zeki, “Clive Bell’s ‘Significant Form’ and the Neurobiology of Aesthetics”, 2013,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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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제키 신경미학의 대안 모색
이제 본고의 마지막 장에서는 앞서 검토한 제키 신경미학의 한계들
을 넘어서기 위한 대안적 방안을 이론적 측면과 실천적 측면으로 구분하
여 모색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고에서는 미국의 프라그마티즘 철
학자 존 듀이(John Dewey, 1859-1952)가 제시한 미학이론의 비환원적
자연주의 입장을 제키의 환원적 자연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듀이의 미학적 입장을 이론적/철학적 토대로 삼아, 예술에
대한 미적 경험에 대해 맥락적으로 접근하기를 시도한 독일의 심리학자
헬뭇 레더(Helmut Leder, 1963-)의 신경미학을 하나의 실천적 대안으로
서 검토해볼 것이다. 오스트리아의 빈 대학(Universität Wien)에서 신경
미학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레더는 진화생물학에 기초한 특유의 자연주
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예술과 미적 경험의 다원적 성질들을 포섭하려고
노력한 듀이의 미학적 입장을 받아들여, 맥락의 중요성을 고려한 신경미
학 연구를 수행해왔다. 레더 신경미학의 맥락적 접근은 제키가 미와 예
술 경험에 대한 극단적인 환원적 가정들을 설정하면서 취했던 탈맥락적
접근(decontextualization)151)을 극복한다는 점에서 제키의 신경미학의 한
계에 대한 한 가지 대안적 방향성을 제시해준다.
레더의 신경미학에서 고려되는 맥락의 의미는 매우 포괄적이다. 그
151) 탈맥락적 접근이란 어떤 대상을 그것을 둘러싼 맥락으로부터 분리하여 단독으로 이
해하거나 설명하는 접근 방식을 말한다. 페히너로부터 시작된 경험미학의 전통 안에
있는 많은 연구자들은 미와 예술의 보편 법칙을 추구하는 보편주의적 접근을 취하는
데, 이들은 미와 예술 현상을 그것에 밀접하게 연결된 다양한 맥락들로부터 분리한
채, 실험실의 엄격하게 통제된 상황과 평균적 조건으로 일반화시키는 것이 일반적이
다. 이러한 점에서 전통 경험미학의 보편주의는 탈맥락적 접근을 취한다고 할 수 있
다. 특히 미와 예술 경험을 뇌의 특정한 신경 작용의 차원에서 환원적으로 설명하는
제키의 신경미학은 미와 예술 경험을 둘러싼 다양한 맥락들을 의도적으로 제거하고
모든 예술작품과 아름다움의 경험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신경학적 법칙을 발견하
고자 한다는 점에서 미적 보편주의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접근 방식은 탈맥
락적이다. 본고에서는 앞서 Ⅳ장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제키 신경미학의 극단
적인 환원적 가정과 그에 기초한 탐구 방법론이 갖는 가장 심각한 맹점이 미와 예술
경험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탈맥락적 접근에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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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 맥락이란 개별 예술작품의 탄생과 의미 생산을 둘러싼 역사적,
사회문화적 요인뿐만 아니라, 예술작품이 수용자에 의해 실제로 감상되
는 물리적, 시공간적 환경 모두를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개념이다. 레더
는 예술 경험의 다양한 맥락을 염두에 둔 신경미학 실험들을 기획함으로
써 예술과 미적 경험이 갖는 다양한 성질들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러
한 레더의 접근이 제키의 접근에 비교하여 어떤 의의를 가질 수 있는지
에 대해 고찰하기 위해, 먼저 레더 식 접근의 중요한 이론적/철학적 근
거가 되고 있는 듀이의 미학적 입장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살
펴보겠다.

1. 듀이의 자연주의 미학
1) 진화생물학에 기초한 유기적 세계관: 비환원적 자연주의
프라그마티즘 철학152)의 선구자로서 잘 알려진 존 듀이는 진화생물
학에 기초한 미학이론을 확립하였다. 듀이의 미학이론은 그의 책 『경험
과 자연(Experience and Nature)』(1925)을 통해 예비적인 형태로 제안
되었으며, 이후 1934년에 쓴 『경험으로서 예술(Art as Experience)』에
서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형태로 체계화되었다.153) 그의 책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듀이의 미학사상은 경험과 자연, 예술 사이의 밀접한 상호
연관성을 핵심 논제로 삼고 있다. 특히 자연과 경험의 연속성에 관한 그
의 성찰은 『경험과 자연』에 집약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듀이가 프라
152) 프라그마티즘(pragmatism)은 19세기 후반 미국에서 C. 퍼스에 의해 처음 주창된 철
학운동으로 퍼스와 함께 W. 제임스와 J. 듀이가 초기의 운동을 주도하였다. 프라그마
티즘은 ‘실천’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의 ‘프라그마(pragma)’에 기원을 둔 용어로, 인간의
지식이 가진 실천적 유용성을 중시하는 철학적 방법을 의미한다.
153) 젤트너 지음, 정순복 옮김, 『존 듀이 미학 입문』, 서울: 예전사, 1996, p.214. 역자
후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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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마티즘 특유의 자연주의적 미학이론을 전개하는 데 있어 중요한 함의
를 갖는다.
듀이의 미학사상은 기본적으로 C. 다윈의 진화생물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154) 다윈은 자연 현상에 대한 직접적인 실험과 관찰을 바탕으
로 자연 안에 영원불변한 것이 존재한다는 서양 전통철학의 뿌리 깊은
신념에 반대하여, 삶의 현상들을 우연적인 변이의 원리로서 파악하는 새
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우
연적인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변
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생물 종의 하나이다. 이러한 관
점에서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서, 삶의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온
갖 갈등과 문제들을 능동적으로 극복해나가고 균형과 평형의 상태를 회
복함을 통해 성장해 나간다.
듀이는 바로 이러한 생명체의 자연적 적응 활동을 통틀어 ‘경험’이라
고 지칭하였다. 듀이에게 있어서 경험이란 “생명체가 자신을 둘러싼 환
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155) 여기서 듀이가 말
하는 환경은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환경 모두를 포함한다.
즉 온도, 채도, 습도와 같은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
와 관습, 언어와 같은 사회문화적 환경을 포섭하는 넓은 의미의 개념이
다.156) 듀이가 보기에 생명체는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가변적인 환경
속에서 수많은 종류의 경험들을 연이어 구성함으로써 삶을 영위해나간
다. 다시 말해 생명체는 살아있는 한, 그를 둘러싼 환경과 상호작용을 멈
추지 않고 죽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새로운 경험들을 형성한다. 이러한
점에서 생명체의 삶 전체를 구성하는 수많은 경험들은 서로 직간접적으
154) Dewey, “The Influence of Darwin on Philosophy” in The Influence of Darwin on
Philosophy: And Other Essays in Contemporary Thought, John Dewey: The
Middle Works, 1899-1924, Vol.4: 1910, Jo Ann Boydston (Ed.), Southern Illionis
University Press, 1981, pp.8-9
155) Dewey, Art as Experience, John Dewey: The Later Works, 1925-1953, Vol.10:
1934, Jo Ann Boydston (Ed.), Southern Illionis University Press, 1987
156) Ibid., p.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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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듀이는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서, 즉 동물의 한 종인 자연적
인 생명체로서 이해했으며, 인간의 경험 또한 자연의 범주 안에 속한다
고 생각했다. 다시 말해 인간의 경험 전체를 구성하는 다양한 사건과 현
상들은 근본적으로 자연과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듀이는 이
러한 자신의 철학적 입장을 특징 짓기 위해 ‘자연주의’ 혹은 ‘자연주의
경험론’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157) 듀이는 자신의 자연주의적 경험관
을 토대로 하여 인간과 인간 경험에 관한 모든 탐구들은 기본적으로 자
연과학적 이해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여기서 우리
는 듀이의 자연주의가 생물학이라는 자연과학적 이해에서 출발하고 있다
는 점에서 제키의 신경미학과 맥을 같이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다윈의 진화생물학에 기초한 듀이의 기본 관점과 신경생물학에 뿌리를
둔 제키의 기본 관점은 ‘생물학’이라는 공통된 학문적 토대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제키와 달리 듀이의 미학이론은 플라톤에서 시작하여 칸트에
서 절정을 이룬 서양 전통철학의 사유체계를 거부하는 데에서 출발하고
있다. 듀이는 특히 서양의 전통적인 경험관에 내재한 비유기적 사유체계
에 강한 반대를 표명하였다. 대표적으로 그는 경험을 ‘진리의 영역으로부
터 멀리 떨어진 현상의 영역’으로 구분 짓고,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유일
한 통로인 순수한 정신 작용, 즉 이성의 작용영역과 철저하게 구별 지은
고대 그리스의 경험관을 거부하였다. 또한 그는 경험을 ‘감각에서 비롯된
순수하게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영역’의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객관적,
합리적인 지성의 영역’으로부터 분리시킨 근대 영국철학과 근대 독일철
학의 경험관에 대해서도 반기를 들었다. 듀이가 보기에 이러한 전통적인
구별 짓기 식 사유방식은 경험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 사이에 존재하
는 밀접한 연관성을 간과함으로써 경험에 관한 잘못된 이론들을 배출하
157) Dewey, Experience And Nature, John Dewey: The Later Works, 1925-1953,
Vol.1: 1925, Jo Ann Boydston (Ed.), Southern Illionis University Press, 1981, p.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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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즉 인간 존재를 동물과 같은 자연적인 생명체로부터 분리시키고,
인간의 경험을 감각이나 직관, 관조, 쾌와 같은 단일한 심리학적 요소로
환원시킨 이론들은 인간과 인간 경험이 근본적으로 자연에 연속된 것이
라는 진화생물학적 사실을 깨닫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다.
듀이에게 있어 모든 경험은 주체와 객체, 자아와 그 자아가 속한 세
계의 부분들 사이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경
험은 그 자체로 오직 물리적인 것이거나 정신적인 것일 수 없다. 비록
두 요인 중 하나가 경험 전체를 지배하고 있을 경우에도 말이다. 듀이의
관점에 따르면 경험에서 밀접하게 연결된 요소들을 분리된 것으로 보게
되면, 경험의 어느 한 가지 측면에만 편중된 편협한 이론을 형성하게 된
다. 이러한 맥락에서 듀이는 기존 철학의 비유기적 사유체계를 비판하고,
경험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 간의 연속성을 고려한 유기적 사유체계
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듀이의 자연주의 이론은 프리바가 적절히
지적했듯이, 서양 전통 철학의 비유기적 사유체계에 토대를 둔 제키의
이론과 달리 ‘비환원적 자연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158)

2) 예술과 미적 경험에 대한 유기적 이해: 맥락에 대한 강조
그렇다면 이처럼 비환원적 자연주의에 토대를 둔 듀이의 미학이론은
예술과 미적 경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무엇보다도 듀이의 미학이
론은 서양 전통철학자들에 의해 엄격하게 분리되어온 일상적인 삶의 과
정과 예술, 미적 경험 사이의 연속성을 회복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
았다.159) 말하자면 듀이의 미학에서 예술은 더 이상 일상으로부터 괴리
된 자기충족적, 자율적인 대상으로서 취급되지 않았으며, 미적 경험 또한
158) Pryba, op. cit., p.62
159) 젤트너, op. cit.,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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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관심이나 정신작용으로부터 거리를 둔 순수하게 관조적 혹은 무
관심적인 행위로서 규정되지 않았다. 듀이가 보기에 이러한 전통적인 규
정들은 생명체로서 인간이 가진 자연적 속성에 대한 이해가 결핍된 관념
적인 착오일 뿐이었다. 따라서 듀이는 예술과 미적 경험을 (인간과 경험
이 그러하듯이) 자연에 연속된 것으로서, 즉 일상의 삶과 정신작용에 연
속된 것으로서 다시금 복귀시켰다.
간단히 말해 듀이에게 있어 예술이란 미적 경험이다. 듀이는 경험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물리적 생산품으로서 “예술품(art product)”과 직접
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산출되는 ‘하나의’ 경험으로서 “예술작품
(artwork)”을 구분하였다. ‘하나의’ 경험이란 일상 경험의 부분들이 각각
의 고유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전체적인 통일성(unity)을 유지한 채 어떤
극치(consummation)에 도달한 상태를 말한다. 다시 말해 ‘하나의’ 경험
으로서 미적 경험은 일상적 경험의 밀도가 최상의 응집성(intensity)을
이루어 충만한 완성(fulfillment)에 이른 상태를 뜻한다.160)
부연하자면 듀이는 경험을 크게 ‘완성되지 않은 경험’과 ‘완성된 경
험’으로 구분하였다. 그 중에서 ‘완성된 경험’이 곧 ‘하나의’ 경험이다. 완
성되지 않은 경험은 경험의 부분들이 통일성 없이 산만하고 느슨한 상태
로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생생하게 기억되거나 특징적으로 의미화 되는
데 실패한다. 반면에 완성된 경험은 경험의 시작 지점이라 할 수 있는
부분과 그 부분이 어떤 목적이나 지향점을 향해 전개되고 발전해가는 중
간 과정, 그리고 그것의 최종적인 마침 지점이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고유성을 간직한 채 서로 원만하게 연결된 전체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박물관에 전시된 미술품 앞을 지나가는 한 관람객이 있다
고 가정해보자. 그 관람객이 작품을 흘깃 보고 별다른 감흥 없이 스쳐
지나가는 경우, 또는 타의에 이해 그 작품에 관한 설명을 성의 없이 흘
려듣고 지나가는 경우, 그 경험은 듀이가 말하는 ‘하나의’ 경험이 될 수
160) 김진엽, 「미적 체험(aesthetic experience)에 대한 미학적 이해」, 『미술교육논
총』, 제11권, 2001,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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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반대로 관람객이 스스로 작품 앞에 멈춰 서서 작품의 외관뿐만 아
니라 작품의 제목과 해설문을 눈여겨보며 나름의 의미를 도출하고 만족
스러운 느낌을 품은 채 비로소 발걸음을 옮겼다고 생각해보자. 이 경우
작품을 시각적으로 음미한 경험, 작품의 제목과 해설서를 읽고 이해한
경험, 그리고 이로부터 자기만의 의미를 생산해 경험 등 경험의 다양한
부분들이 각각의 고유한 특징을 가지면서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
나의’ 경험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듀이는 바로 이러한 경험이 미적
경험이라고 생각했으며, 이것이야말로 박물관에 박제되어 죽어 있는 ‘예
술품’이 아닌 생생하게 살아있는 ‘예술작품’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위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미적 경험은 지적, 언어적, 의지적인
정신작용 뿐만 아니라 시지각적, 감각적 성질에 관련된 정신작용 그리
고 박물관이라는 시공간적 환경에 관련된 물리적 작용이라는 다양한 요
소들이 상호작용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듀이의 표현을 빌려 말하
자면 미적 경험에는 물리적/정신적 환경과 맥락에 연루된 다양한 성질들
이 “구분 없이 녹아 있다.” 따라서 듀이의 관점에서 어떤 경험이 철학적
탐구이든, 도덕적 실천이든, 예술적 활동이든지 간에 모든 ‘하나의’ 경험
속에는 미적인 성질이 잠재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구두를 닦는 일이
나 운동 경기에 참가하는 일, 요리, 종교적 수행, 심지어 연인 사이의 다
툼까지도 미적 경험이 될 수 있으며, 예술이 될 여지가 있다. 즉 듀이에
게서 미적 경험은 일상 행위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듀이는 이처럼 예술과 미적 경험의 의미를 유기적, 맥락적 관점 아래에
서 재구성함으로써 예술과 미적 경험을 일상의 영역으로 되돌려 놓았다.
요약하자면 듀이에게서 미적 경험은 “그 자체 내에 어떤 특정한 요
소를 독특하게 지니고 있거나, 어떤 특별한 차원에 독특하게 초점을 두
기 때문에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 경험의 모든 요소들을 흡수하
고 발전시키는 하나의 전체 속으로 더욱 강렬하게 통합시키기 때문에 구
별된다.”161) 예컨대 듀이에게 있어 미적 경험은 칸트가 규정한 것처럼
161) 슈스터만 지음, 허정선, 김진엽 옮김, 『삶의 미학: 예술의 종언 이후 미학적 대
- 79 -

일상적인 욕구와 충동이 배제된 순수한 정신 작용으로서 무관심적인 관
조(contemplation)로서 환원될 수 없으며, 버크가 정의한 것처럼 대상의
감각적 성질이 불러일으키는 쾌로서 단순화될 수 없다. 듀이의 관점에서
예술과 미적 경험의 다양한 맥락과 상호작용성을 간과한 버크와 칸트 같
은 전통철학자들의 환원적 생각은 경험의 구성요소 사이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긴밀한 연결고리들을 강제로 단절시켰다는 점에서 오류가 있
다. 다시 말해 예술의 특정한 성격을 강조하거나 미적 경험의 특정한 성
질에만 집중된 기존 미학이론들은 그러한 성질이나 성격을 특별하게 여
겼던 특정한 시대에만 적합한 이론에 지나지 않는다. 즉 기존 미학이론
들은 모든 시대의 예술 활동에 일반화하려고 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
다. 이에 반해 유기적인 경험관에 입각한 듀이의 미학이론은 예술과 미
적 경험의 맥락 의존성을 중심에 둠으로써 예술의 다양성을 추구하였으
며, 예술의 범주를 시대와 장소를 넘어선 것으로서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2. 레더의 맥락적 접근 사례: 듀이의 미학을 수용한 신
경미학
1) 이론적 가정: 예술에 대한 미적 경험의 유기적 구성 요소
(1) 듀이의 자연주의 미학에 대한 경험과학적 수용
앞서 논의한 것처럼 듀이의 자연주의 이론에 따르면 생명체는 언제
나 자신을 둘러싼 환경의 전체적인 맥락과 연관해서 경험을 한다. 그러
므로 생명체가 경험하는 대상과 사건들은 생명체가 그것과 상호작용하는
안』, 서울: 이학사, 2012, 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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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맥락을 통해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듀이의 관점을 받아들인다
면 생명체와 생명체의 경험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맥락을 제거한 탐구 방
식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는 가장 복잡한 생물 종이라 할 수 있
는 인간과 인간의 경험에 대한 탐구에 있어서 역시 마찬가지이다. 듀이
가 적절히 지적했듯이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의 탐구 방식들은 인간
행위를 단일한 요소로 환원시켜 설명하거나 이분법적으로 단절시키는 왜
곡된 이론들을 배출하였다. A. 노에는 듀이와 동일한 입장에서, 신경과학
자들이 인간의 경험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이해하려면 그 신경과정들을
의식 있는 존재가 주위 세계와 능동적으로 관계하는 맥락 안에서 탐구해
야한다고 주장하였다.162) 인간이 경험을 통해 마주하는 세계는 신경학적,
생물학적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역사적 환경으로 구성되기 때문
이다.
신경미학 분야에서 듀이가 제시한 이 같은 유기적인 입장을 수용함
으로써 경험과학에 맥락적 접근을 적용한 학자는 H. 레더가 대표적이다.
레더는 경험미학자들이 오랫동안 고수해온 탈맥락적 탐구 방식을 넘어서
고자 시도하였다. 제키가 기존 경험미학자들과 동일한 입장에서 예술과
미적 경험의 보편 성질을 탐색하고자 탈맥락적인 접근 방식을 취했던 점
과 달리, 레더는 예술작품을 대상으로 한 미적 경험의 다양한 성질들에
주목하고자 맥락적인 접근 방식을 모색한 것이다. 그는 우선 단일한 실
험이 아닌 포괄적인 모델을 고안함으로써 과학적 접근 안에 예술작품과
미적 경험의 맥락을 포섭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마련하였다.163) ‘미적 경
험 모델(A Model of Aesthetic Experiences)’이라고 불리는 레더의 모델
은 2004년 논문 “A Model of Aesthetic Appreciation and Aesthetic
Judgments”을 통해 처음 제안된 이래 현재까지 신경미학 분야에서 가적
인 이론적 기초로서 널리 인용 되고 있다164)(<그림 12> 참고). 이
162) 노에, op. cit., p.110
163) 정혜윤, 「신경미학, 무엇이 문제인가?」 『미학』, 제80집, 2016, p.268
164) 손정우 외, 「신경미학이란 무엇인가?: 정신의학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 2012,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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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미적 경험 모델 (Leder et al., 2004)

그림 13. 미적 경험 모델 (Leder & Nad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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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레더는 2014년에 후속 논문인 “Ten Years of a Model of Aesthetic
Appreciation and Aesthetic Judgment: The Aesthetic Episode –
Development and Challenges in Empirical Aesthetics”을 발표함으로써
모델을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부가적인 해석을 더한 보완본을 발표하였다
(<그림 13> 참고).
미적 경험 모델은 시각 예술을 중심으로 한 미적 경험의 다양한 구
성 요소와 각 요소들 사이의 상호 연관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도식적
으로 나타낸 것이다. 무엇보다 레더의 미적 경험 모델은 경험의 다양한
층위와 국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서 듀이의 미학적 입장과 일치한다. 레더는 예술작품과 그에 대한 미적
경험을 둘러싼 다양한 맥락들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제는 C.
벨과 같은 보편주의자들이 견지해 온 기존 경험미학의 탈맥락적 접근 방
식에서 벗어나 미적 경험을 둘러싼 “문화적, 제도적, 물리적 맥락”을 통
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167) 그에 따르면 이러한 입장은
경험의 맥락과 유기적 성질을 강조한 듀이의 미학적 성찰에 근거한다.
실제로 레더는 미적 경험의 정감적(affective) 국면과 의미적(semantic)
국면에 관한 논의에서 『경험으로서 예술』에 나타난 듀이의 통찰들을
여러 차례 명시적으로 인용하고 있다.168)
(2) 레더의 미적 경험 모델
그렇다면 레더의 미적 경험 모델에서 미적 경험은 어떻게 이해되고
있을까? 우선 레더는 듀이의 프라그마티즘을 계승한 철학자 R. 슈스터만
(Richard Shusterman)의 분석169)에 의거하여 미적 경험이 일반적으로
167) Leder and Nadal, op. cit., p.453
168) Leder et al., “A Model of Aesthetic Appreciation and Aesthetic Judgments”,
2004, p.499, 501
169) Shusterman, “The End of Aesthetic Experience”,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1997, Vol.55(1), p.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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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특징들을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170) 미적 경험은 크게 ‘현상
적(phenomenological) 차원’, ‘의미적(semantic) 차원’, ‘평가적(evaluative)
차원’의 특징을 갖는다는 것이다. 먼저 미적 경험은 주관의 정감(affect)
이 유의미하게 관여함으로써 “생생하게 느껴지고 주관적으로 음미된다”
는 점에서 현상적 국면을 갖는다. 또한 미적 경험은 “단순한 감각이 아
니라” 주관의 인지(cognition)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의미를 산출한다는
점에서 의미적 국면을 갖는다. 이에 더하여 미적 경험은 주관의 인지 기
능과 정감 기능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대상에 대해 가치 판단을 내
리는 경험이라는 점에서 평가적 국면을 갖는다.171)
이러한 접근은 최근 시행된 신경심리학 연구와 신경영
상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채터지와 바타니안의 분
석과 완벽하게 일치한다(Chatterjee & Vartanian, 2014).
이들이 제시한 ‘미적 경험의 삼각 구도(Aesthetic
Triad)’(<그림 14> 참고)에 따르면 미적 경험은 감각-운
동, 감정-평가 및 지식-의미 작용을 관할하는 신경 시스
템 간의 상호 작용으로부터 발생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모델은 예술작품에 대한 사람들의 관여가 평가 가
능하고, 감정적으로 몰입 가능하며, 개인적으로나 사회적
으로 의미있는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심리적 기제
와 맥락적 조건을 밝혀내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172)
간단히 말해 레더의 모델은 미적 경험을 어떤 특정한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통합적인 인지적 · 정감적 처리과정으로서 간주하고
있다. 즉 미적 경험은 일정 시간 동안 특정한 단계를 거쳐 발전적으로
170) Leder and Nadal, op. cit. p.445
171) 슈스터만, op. cit., p.45
172) Leder and Nadal, op. cit. p.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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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미적 경험의 삼각 구도 (Chatterjee
& Vartanian, 2014)

진행되는 다층위의 심리처리과정이라는 설명이 모델의 기본 입장이다.
레더의 모델은 특히 회화나 조각과 같은 전통적인 시각 예술작품 뿐만
아니라 추상미술, 개념미술, 미니멀아트와 같은 현대적, 동시대적 시각
예술작품을 대상으로 한 미적 경험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모델에 따르면 우선 미적 경험의 인지적 층위는 다음과 같은 다섯
단계의 과정으로 구분될 수 있다(<그림 12>, <그림 13> 참고). ① 예술
작품에 대한 지각적 분석(perceptual analysis) → ② 암묵적 기억의 통
합(implicit memory integration) → ③ 명시적 분류(explicit
classification) → ④ 인지적 통달(cognitive mastering) → ⑤ 평가
(evaluation). 먼저 첫 번째로 제시된 ‘지각적 분석’ 단계에서는 자동적인
감각 반응에 의한 시각 처리과정이 일어나는데, 이 과정에서 작품의 복
잡성 또는 대칭성과 같은 여러 시각적 요소들이 단시간에 파악된다. 다
음 ‘암묵적 기억의 통합’ 단계에서는 앞서 처리된 지각적 정보가 과거의
경험들과 관계를 맺게 된다. 세 번째 ‘명시적 분류’ 단계에서 감상자는
작품에 연관된 자신의 사전 지식들을 떠올림으로써 작품의 내용
(content)과 양식(style)에 관한 정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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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인지적 통달’ 단계는 작품에 고유한 해석이나 의미를 부여
하는 과정을 지칭한다. 감상자는 이와 같은 네 가지 단계를 거쳐 본 것
에 대한 지각적 속성들을 파악하고, 그것을 암묵적, 명시적인 맥락 속에
위치지음으로써 작품에 대한 하나의 경험을 완성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작품에 대한 경험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완결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즉
작품에 대한 이해에 실패하였다고 판단되면, 앞의 단계들로 되돌아가서
이전 경험들을 반복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제시된 ‘평가’ 단계에서 감
상자는 자신이 부여한 의미나 가치에 대해 평가를 내린다. 이 평가 단계
는 최종적으로 미적 판단(aesthetic judgement)과 미적 감정(aesthetic
emotion)의 산출로 귀결된다.
모델의 또 다른 층위에는 ‘지속적 정감 평가(continuous affective
evaluation)’라고 불리는 정감적 층위가 있다. 정감적 층위는 인지적 층위
와 나란히 병렬적(parallel)으로 놓여 있지만 인지 작용과 분리되어 독립
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예술작품을 처음 접하는 순간부터
예술작품에 대한 경험을 완성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인지처리의 여러
단계들과 상호작용하는 연속된 처리과정이다. <그림 12>과 <그림 13>
에 각각 도식적으로 묘사되어 있듯이 인지처리과정의 모든 단계들은 정
감 상태의 영향을 받으며, 이전 단계의 정감 상태가 다음 단계에서 변할
수 있다. 가령 우리는 예술을 대상으로 미적 경험을 하는 동안에 쾌와
불쾌의 감정을 번갈아 느끼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험들이 이를 증명해준
다.
이처럼 인지처리과정과 동시에 서로 맞물려 작용하는 정감처리과정
은 마지막 ‘평가 단계’에서 최종적인 정감 상태를 형성함으로써 미적 판
단과 미적 감정의 산출에 기여한다. 다시 말해 미적 판단과 미적 감정은
각각 인지 기능이나 정감 기능이 독립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아니라, 인
지 기능과 정감 기능이 밀접하게 상호작용한 결과로서 제시되고 있다.
즉 듀이의 표현을 빌리자면, 레더의 모델에서 미적 판단과 미적 감정은
모두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인지적, 정감적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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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의 부분들이 하나의 전체적인 의미를 획득함으로써 ‘통일성’을 이룬 상
호 연관된 결과물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전까지 경험미학과 신경미학 분야에서 인간의 인지 기능과 정감
기능은 각각 분리 가능한 별개의 영역으로 간주되거나, 구별되지 않은
채 혼재되어 논의되었다.173) 그러나 레더의 신경미학적 접근은 이러한
경향에 반대하여, 듀이가 제시한 비환원적 자연주의의 유기적인 관점을
토대로 미적 경험에 연루된 인지 기능과 정감 기능을 상호 연속된 것으
로 다시 규정하였으며, 두 기능 사이의 상호 밀접한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레더의 모델은 기존 경험미학적 전통에서는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았던 경험의 다양한 맥락들을 미적 처리과정의 핵심 조절 요인으로 포
함시킴으로써 신경미학의 접근 방식을 통합적인 방향으로 확장시켰다.
이에 관한 레더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전통적으로 예술심리학과 심리학적 미학에서는 미적
경험이 맥락에 의해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는 형식주의자
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즉 이
들은 실험실에서 일어나는 미적 경험이 다른 맥락에서
일어나는 미적 경험과 다를 바가 없다고 가정한다. 그러
나 우리는 이러한 전통에서 벗어나 [미적 경험을 구성하
는] 인지적, 정감적 처리과정의 여러 단계들을 문화적,
제도적, 물리적 맥락 안에 포함시키고자 했다. 이러한 시
도는 “경험이란 유기체와 그를 둘러싼 환경 -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환경, 즉 전통과 제도, 지역에
관련된 환경 모두를 포괄하는 – 사이의 상호작용”이라
고 주장한 존 듀이의 믿음과도 일치한다.174)
173) 김채연, op. cit., p.344
174) Leder and Nadal, op. cit., p.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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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더에 따르면 이처럼 미적 경험에 있어서 맥락적 요인들이 갖는 역
할을 강조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은 인간의 인지활동(cognition)이 필연적
으로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활동을 둘러싼 전체적인 맥락에 의존하
여 발생한다는 사실을 점진적으로 증명해낸 경험과학의 최근 인식을 반
영한 것이다. 특히 신경미학 분야에서 이러한 인식은 실험실에서 실험의
자극으로서 피험자들에게 특정한 예술작품들을 제시하는 방식 자체가 피
험자의 관심과 선호도를 비롯한 미적 반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는 여러 연구 결과에 근거한다.175)
이 같은 인식을 따라 레더의 모델은 개인의 선행경험, 전문성, 사전
지식, 관심, 취향과 같은 의미적 맥락(semantic context)과 미술관, 갤러
리, 사적인 장소 혹은 실험실 같이 경험이 실제로 일어나는 물리적 맥락
(physical context) 전체를 미적 경험의 주요한 구성 요소로 포함시키고
있다(<그림 12>, <그림 13> 참고). 이러한 관점을 반영한 한 가지 단적
인 예로 레더의 모델은 예술을 대상으로 한 미적 경험의 시작 지점이 단
순히 (직접적인 감각을 매개로하여) 예술작품을 처음 지각하는 인지처리
과정의 첫 번째 ‘지각적 분석’ 단계라고 단정 짓지 않았다.176) 즉 넓은
의미에서 미적 경험은 사실상 주어진 대상을 직접적으로 지각하기 이전
부터 이미 시작된다고 본 것이다.
가령 우리가 어떤 예술작품을 대상으로 미적 경험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특정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리고 그 예술작품이 담지
하고 있는 특정한 예술사적 맥락과 사회적 담론 속에서 경험을 시작한다
는 사실은 자명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그러한 물리적, 의
미적 맥락들이 형성시킨 어떤 특별한 정감 상태와 인지 상태 속에서 예
술작품을 지각하기 시작할 것이다. 다시 말해 예술에 대한 미적 경험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지점은 해당 예술작품을 직접적으로 지각하기 이전
175) Ibid. p.445
176) Ibid. pp.44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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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험들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생각할 수 있다. 모델의 이 같은 입장은
미적 경험이 일상적으로 갖고 있던 일체의 관심이나 감정으로부터 거리
를 둔 어떤 독립적인 경험이 아니라, 일상적 삶의 과정과 연속되어 있다
고 본 듀이의 유기적 관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레더의 모델
에서 강조되고 있는 바, 미적 경험을 구성하는 맥락적 요인이란 크게 의
미적 맥락과 물리적 맥락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하위 구성
요소들은 신경미학 연구에서 실험 주제 설정에 활용되기도 하고 실험 결
과 논의의 바탕이 되기도 한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논의는 다음 절에
서 이어가겠다.
정리하자면 레더의 미적 경험 모델은 맥락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
는 미적 경험의 다양성에 주목함으로써 맥락적 접근을 취하는 신경미학
의 기본 틀을 마련하였다. 레더의 신경미학은 이러한 이론적 틀을 기초
삼아, 다양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 발생하는 미적 경험의 다양성을 탐구
해오고 있다. 무엇보다도 레더의 모델은 예술을 대상으로 한 미적 경험
이 결코 한두 가지 양상의 뇌신경 반응으로 환원될 수 없다는 믿음을 전
제하고 있다. 이러한 믿음은 미적 경험의 다양한 맥락들을 평준화하여
통제함으로써 예술에 대한 미적 경험의 단편들(미, 추, 숭고 판단 등)이
갖는 공통 성질들을 뇌신경 기전의 차원에서 해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
제키 신경미학의 근본 가정과 대조적이다. 앞선 논의를 통해 살펴본 것
처럼 서양 전통철학의 환원적 사유체계를 바탕으로 예술과 미적 경험의
보편성을 추구한 제키의 신경미학은, 레더가 반대로 비환원적 사유체계
를 제시한 듀이의 맥락적 관점을 받아들임을 통해 넘어서고자 한 전통
경험미학의 탈맥락적 접근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다음 절에서는 레더가 미적 경험 모델을 통해 이론적으로 제시한 신
경미학의 맥락적 접근을 실험의 기본 입장으로 채택한 주요 연구 사례들
을 개괄적인 수준에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본고가 제키 신
경미학의 환원적 자연주의 이론과 이를 경험과학적으로 실천한 탈맥락적
탐구 방법론에 대한 대안으로서 살펴본 신경미학의 유기적, 맥락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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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얻고 있는지에 대해 가늠해보고자 한다. 다
음 절에서 검토할 대표적인 맥락적 연구 사례들은 최근 레더에 의해 수
행되었거나 레더의 논문(Leder & Nadal, 2014)을 통해 소개된 신경미학
실험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2) 탐구 내용과 성과: 2007-2017년 연구를 중심으로
생명체의 경험은 언제나 특정한 시공간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 중에서도 인간의 경험은 특정한 시공간적 맥락뿐 아니라 특정한 사회
문화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인간의 경험 가운데 예
술을 대상으로 한 미적 경험 또한 마찬가지로 인간과 예술을 둘러싼 특
정한 물리적, 의미적 맥락 속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앞서 레더의 모델을
통해 살펴보았다. 여기서 ‘물리적 맥락’이란 좁은 의미에서 예술작품과
인간을 둘러싼 조명, 온도, 소리, 시간과 같은 시공간적 환경을 말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미술관, 갤러리, 사적 공간, 혹은 실험실과 같은 장소적
환경을 말한다. 반면에 ‘의미적 맥락’이란 예술작품에 있어서 작품의 의
미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작품의 제목, 출처, 가격, 미술사적 정보, 원본
과 복제본의 여부 등을 가리키며, 경험자에 있어서는 경험자의 성별, 연
령, 지적 수준, 전문성, 취향, 관심 등을 가리킨다.177)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관점에 따르면 예술에 대한 미적 경험은
이처럼 수많은 맥락적 요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물론 신경학적으
로도 이러한 미적 경험의 다양성만큼 그 근저를 이루는 신경 기반도 다
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렇다면 예술작품과 경험자를 둘러싼 맥락적 요
소들은 예술에 대한 미적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레더에 따르면
2004년에 이러한 질문을 하나의 중요한 화두로 제시한 미적 경험 모델이
177) Leder et al., op. cit.; Leder, “Next Steps in Neuroaesthetics: Which Processes and
Processing Stages to Study?”, Psychology of Aesthetics, Creativity, and the Arts,
2013, Vol.7(1), pp.27-37; Leder and Nadal,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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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발표된 이후, 최근까지 약 십여 년 동안 신경미학 분야에서는 예술
에 대한 미적 경험과 그 신경 기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맥락적
요소들을 다룬 실험 연구가 꾸준히 시행되어 왔다.178) 레더는 이러한 실
험 연구들을 그것이 초점을 두고 있는 맥락의 성격에 따라, 크게 ‘예술에
대한 미적 경험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적 맥락’의 상관관계를 다룬
연구와 ‘예술에 대한 미적 경험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맥락’의 상
관관계를 다룬 연구들로 구분하였다.179) 이러한 레더의 구분에 따라 맥
락적 접근을 취한 신경미학의 대표적인 실험 연구 사례들을 검토해 보겠
다.
(1) ‘의미적 맥락’에 따른 미적 경험과 그 신경 기반의 차이

그림 16. Kirk et al. (2009)
그림 15. Kirk et al. (2009)

먼저 fMRI 기술을 이용한 신경영상 실험을 통해 예술작품을 둘러싼
178) Leder and Nadal, op. cit., p.453
179) Ibid., pp.45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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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의미적 맥락들이 예술에 대한 미적 경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낸 대표적인 연구 사례에는 Kirk et al. (2009), Huang et al.
(2011) 등이 있다. 그 중 가장 잘 알려진 커크 연구팀의 실험은 그림의
원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라벨(label)이 이끌어내는 기대치
(expectations)가 그림이 제공하는 시각적 자극에 대한 선호도와 미적 경
험의 근저를 이루는 뇌 영역의 활성 작용을 조절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
다.180) 커크의 연구팀은 피험자들로 하여금 fMRI 스캐너 속에서 여러 가
지 추상회화 예술작품의 복제본들을 바라보게 하였다. 연구팀은 피험자
들에게 제시된 추상회화 복제본 중 일부의 원본은 미술관에 소장된 예술
작품이며, 나머지의 원본은 연구팀이 컴퓨터를 이용해 임의로 제작한 비
(非)예술작품이라는 정보가 담긴 라벨들을 함께 보여주었다(<그림 15>
참고). 그리고 피험자들이 각각의 그림에 대하여 미적 선호도를 매기는
동안에 그들의 뇌 속에서 일어나는 신경 활동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제
시된 모든 그림들의 원본이 사실상 미술관에 소장된 예술작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험자들은 미술관에 속한 예술작품이라는 기대치를 이끌어내
는 라벨이 함께 제시된 그림들에만 높은 미적 선호를 나타내는 반응을
보였다. 이 때 피험자들의 뇌 속에서는 내측안와전두엽(mOFC) 부위 신
경세포들의 활성 반응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그림 16> 참고). mOFC
부위는 Ⅰ장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주어진 자극의 보상적 가치를 인지하
는데 관여하는 뇌의 핵심적인 보상체계이다. 이 부위에는 높은 보상을
기대할 때 느껴지는 쾌감을 산출하는 신경세포들이 모여 있다.
커크 연구팀의 실험 결과는 ‘미술관’과 ‘컴퓨터’라는 맥락에 따라 그
림에 대한 미적 선호도와 미적 쾌감도가 극명한 차이를 나타내는 상이한
미적 경험을 유발하며, 이에 관련된 뇌신경 기제에서도 활성 반응의 차
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mOFC 영역은
주어진 자극의 보상적 가치뿐 아니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위라는 사실도 새롭게 규명되었다.181)
180) Ibid., p.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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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커크 연구팀과 동일한 취지에서 fMRI 기법을 이용하여 예
술에 대한 미적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요소를 탐구한 후앙 연구
팀의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행동학적, 신경학적 결과가 도출되었다. 앞
서 커크 연구팀이 미적 경험의 맥락적 조절 요인으로서 주어진 대상이
‘예술작품(art)’인지 아니면 ‘비예술작품(non-art)’인지의 여부를 다르게
설정하였다면, 후앙 연구팀은 렘브란트의 여러 초상회화 작품들을 자극
으로 삼아 제시된 작품이 ‘원작(authentic)’인지 아니면 ‘복제품(copy)’인
지를 가르는 ‘진품성(authenticity)’을 미적 경험의 맥락적 변수로 설정하
였다. 이 실험에서 피험자들은 각각의 작품을 보기 직전에 “이것은 원작
이다” 혹은 “이것은 복제품이다”라고 안내하는 음성 자료를 통해 작품에
대한 선행정보를 취하도록 통제되었다. (<그림 17> 참고). 이는 자극의

그림 17. Huang et al. (2011)

시각적 조건을 최대한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다.182) 피험자들은
181) Kirk et al., “Modulation of Aesthetic Value by Semantic Context: An fMRI
Study”, NeuroImage, 2009, Vol.44(3), pp.1125-11322009, p.1130
182) Huang et al. “Human Cortical Activity Evoked by the Assignm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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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작품의 진품성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작품을 바라본 다음 각각에
대하여 미적 선호도를 매기도록 지시받았다. 그리고 과제를 수행하는 동
안에 이들의 뇌 속에서 일어나는 신경 변화가 기록되었다. 그 결과 피험
자들은 원작이라고 안내받은 작품들을 중심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
며, 이 때 유의미하게 활성화되는 뇌 영역으로는 mOFC 부위가 관측되
었다. 반면에 복제품으로 분류된 작품 군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선
호도를 매기는 동안에 피험자들의 전두극피질(frontopolar cortex, 이하
FPC) 부위에서 높은 활성 반응이 관측되었다(<그림 18> 참고).

그림 18. Huang et al. (2011)

후앙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해당 예술작품이
정말로 원작인지 복제본인지에 상관없이, 예술작품의 진품성에 대하여
주어진 맥락적 정보에 따라 미적 경험의 성격과 이에 관련된 뇌신경 활
Authenticity When Vieweing Works of Art”, Frontiers in Human Neuroscience,
2011, Vol.5/134,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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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183) 그런데 이 실험에서 특히
주목된 것은 FPC 영역의 활동량 변화인데, 선행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영역은 단기 기억을 바탕으로 복수의 가설들을 검증하는 의사 결정을 수
행하는 인지작용에 중심적으로 관여하는 두뇌 피질 부위이다.184)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후앙 연구팀의 실험에서 FPC 부위가 극명한 활성
변화를 보인 것은 피험자들이 제시된 예술작품의 진품성을 판별하는 데
필요한 복수의 정보들을 기억해내고 이러한 기억들을 조합함을 통해 판
단을 결정하는 인지작용을 수행한 데에서 비롯된 뇌신경 반응이라는 해
석이 도출될 수 있다.185) 요컨대 후앙 연구팀의 실험은 예술작품의 진품
성에 관계된 맥락에 따라 미적 반응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상관관계를 갖는 뇌신경 부위는 (mOFC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FPC를
포함한 뇌 전체 다수 영역에 걸쳐있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fMRI를 활용한 실험 외에도 뇌파기록(Electroencephalogram, EE
G)186)이나 근전도검사(Electromyography, EMG)187), 안구운동추적(Eye
motion tracking)과 같은 다양한 기술들이 미적 경험과 맥락의 상관관계
를 탐색하기 위한 실험 방법으로 채택되고 있다. 그 중 Gartus & Leder
(2015)의 연구는 안구운동추적 기술을 활용한 실험을 통해 예술작품이
전시된 환경의 맥락에 따라 미적 경험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
주었다. 이 실험에서 자극으로 사용된 예술 대상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하나는 프란츠 클라인, 앤디 워홀, 호안 미로의 추상미술과
구상미술작품을 비롯한 다양한 20세기 현대미술이며, 다른 하나는 스프
레이나 스텐실 혹은 포스터를 재료로 삼은 다양한 그래피티(graffiti) 아
트이다. 가르투스와 레더 연구팀은 <그림 19>와 같이 스크린 화면을 통
183) Ibid., p.1
184) Ibid., p.6
185) Ibid.
186) 뇌전도 검사. 근육의 동작전위를 기록하는 장치. 근육이 수축했을 때 흐르는 미약한
전류를 증폭하여 근전도를 기록하는 장치로 근육의 이상을 발견하는 데 이용함. (산
업통상자원부, 지식경제용어사전, 2010)
187) 근전도 검사. 대뇌 피질의 활동에 의한 전위 변화와 뇌파에 의해 일어나는 뇌전류
(brain current)를 기록한 전기 기록도.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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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이 두 종류의 작품들을 미술관이나 거리(street)로 구분된 상이한 맥
락에 각각 위치시켰다. 그리고 피험자들이 상이한 맥락 속에 제시된 작
품들을 보고 그것이 유발하는 아름다움의 정도, 관심(interest)의 정도 및
감정가(emotional valence, 쾌 혹은 불쾌의 유발 정도)에 대해 평가를 내
리는 동안 이들의 눈동자 움직임을 측정하였다.

그림 19. Gartus & Leder (2015)

그림 20. Gartus & Leder (2015)

그 결과 현대미술의 경우, 거리의 맥락 보다는 미술관의 맥락에서
아름다움과 관심의 평가치가 높게 기록되었다(<그림 20> 참고). 반면 그
래피티 아트의 경우, 작품이 놓인 맥락 자체는 아름다움이나 관심의 평
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래피티 아트라는 예술 장
르에 대한 피험자의 개인적인 관심이 작품이 놓인 맥락과 상호작용함으
로써 미적 평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밝혀졌다. 가령 그래
피티 아트에 개인적으로 호감을 갖고 있던 피험자들은 현대미술작품이
미술관이라는 맥락에 놓여 있을 때보다 거리의 맥락에 놓여 있을 때 더
긍정적인 감정 반응을 보였다. 다음으로 피험자들의 눈동자 움직임을 분
석한 결과, 일반적으로 작품이 거리의 맥락에 놓여 있을 때보다는 미술
관의 맥락에 있을 때, 작품에 대한 응시 시간이 훨씬 더 길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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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투스와 레더는 이 같은 행동적, 신경학적 관찰 결과에 근거하여 최
종적으로 “예술작품을 둘러싼 맥락이 미적 경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188)
(2) ‘물리적 맥락’에 따른 미적 경험과 그 신경 기반의 차이
그런데 최근 새롭게 실시되고 있는 연구 성과에 따르면 예술에 대한
미적 경험의 실제 물리적 환경이 예술작품에 대한 인식과 전체적인 미적
경험에 있어, 의미적 맥락이 갖는 영향력을 넘어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갖는다는 증거들이 증가하고 있다.189) 이러한 증거들은 실험실에서 일어
나는 미적 경험과 미술관에서 일어나는 미적 경험 각각의 근저를 이루는
처리과정 사이에 분명한 차이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시사한다.190)

그림 21. Brieber et al. (2014)

그림 22. Brieber et al. (2014)
188) Gartus et al. “The Effects of Visual Context and Individual Differences on
Perception and Evaluation of Modern Art and Graffiti Art”, Acta Psychologica,
2015, Vol.156, p.75
189) Leder and Nadal, op. cit., p.454
19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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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Brieber et al. (2014)의 실험에서 레더와 브리버의 연구팀
은 예술에 대한 미적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 물리적 맥락의 효과에
대해 직접적인 방식으로 증명해 보였다. 이들은 안구운동추적장치를 이
용하여 현대미술작품을 대상으로 한 피험자들의 미적 경험과 응시 시간
을 미술관과 실험실에서 각각 비교하였다. 그 결과 피험자들은 실험실의
맥락에서보다는 미술관의 맥락에서 작품에 대해 더 높은 호감과 관심을
나타냈으며, 작품을 더 오랫동안 응시하는 반응을 보였다(<그림 21>,
<그림 22> 참고). 이러한 실험 결과는 예술에 대한 사람들의 경험과 행
동이 맥락에 따라 조절된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고 있다. 레더의 분석
에 따르면 이는 예술에 대한 미적 경험이 시간과 공간에 독립적이지 않
으며, 반대로 직접적인 시간과 공간의 맥락 속에 좌우된다는 가정을 입
증해 준다. 다시 말해 이 연구는 실제의 시공간적, 물리적 맥락이 미적
경험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견해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나아
가 레더가 지적한 것처럼 이 같은 실험 결과들은 신경미학 실험실에서
유도되는 미적 상황이 예술에 대한 미적 경험에 결부된 다양한 맥락적
요인들을 제거함으로 인해 실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만한 경험의 풍부
함과 다양성을 약화시키고 단축시킨다는 점을 시사한다.191)
(3) 예술에 대한 미적 경험에 상응하는 신경 기반의 다양성
마지막으로 살펴볼 맥락적 접근 사례는 2017년 레더와 그의 연구팀
이 새롭게 발표한 미적 경험 모델의 후속 모델이다. 이 모델은 본래 레
를 주축으로 한 비엔나 대학의 신경미학 연구진에 의해 고안되었다는 특
징을 반영해서 ‘예술 지각에 있어서 하향처리과정과 상향처리과정에 대
한 비엔나 통합 모델(The Vienna Integrated Model of Top-down and
Bottom-up Processes in Art Perception, 이하 VIMAP)’라는 이름이 붙
여졌다. 즉 이 모델의 원천은 앞서 살펴본 2004년도 미적 경험 모델이
191)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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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92)
레더 연구팀은 2004년 모델의 제안 이후에 개진된 신경미학 분야의
많은 연구 성과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기존 2004년 모델에 제시된
각 처리단계들에 상응하는 것으로 밝혀진 주요 뇌신경 기제들을 <그림
23>과 같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다시 말해 VIMAP의 뇌 통합 모델
<그림 23>은 미적 경험의 각 단계와 이에 연루된 주요 뇌신경 기반 사
이의 상응관계를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23>의 좌측 ‘처리과
정 모델(Processing Model)’ 아래에 세로로 연결된 도식들은 기존 미적
경험 모델(2004/2014)의 각 처리과정들을 세분화하여 묘사한 것이다. 우
측 ‘주요 뇌 영역(Key Brain Region)’ 아래에 열거된 뇌 그림들은 미적
경험의 각 처리단계에 유의미하게 관여하는 것으로 밝혀진 뇌 영역들을
각기 다른 색깔로 구분하여 표시한 것이다. 뇌 그림의 우측에는 해당 뇌
영역의 해부학적 명칭과 주요 기능이 명시되어 있다. 가령 주로 인지기
능을 담당하는 뇌 영역들은 파란색으로, 지각기능을 담당하는 영역들은
노란색으로, 감정과 정감처리에 관련된 부위들은 빨간색으로 강조되었다.
VIMAP의 뇌 통합 모델에 따르면 시각 예술을 대상으로 한 미적 경
험의 경우 경험자는 작품을 본격적으로 감상하기 이전의 예비상태
(pre-state)에서 주의집중을 하며 대상의 미적 가치를 평가하는 데에 따
른 보상감을 기대하는 일종의 심리상태를 갖게 되는데, 이 때 이러한 심
리작용에 연관된 두뇌 피질 영역인 시상(thalamus), 감각운동영역
(sensorimotor areas), 내측안와전두엽(mOFC), 편도체(amygdala) 외 다
수 영역의 신경세포들이 활성화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같은 뇌 작용
을 시작으로 미적 경험이 여러 단계를 걸쳐 전개되는 동안, 경험자의 뇌
전체 영역에 분포한 여러 신경부위들이 동시에 활성을 증감시키는 복합
적인 신경 반응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가령 경험자가 예술 대상에 대해
192) Pelowski et al., “Move Me, Astonish Me... Delight My Eyes and Brain: The
Vienna Integrated Model of Top-down and Bottom-up Processes in Art Perception
(VIMAP) and Corresponding Affective, Evaluative, and Neurophysiological
Correlates”, 2017, 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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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평가를 내림으로써 불쾌감을 얻게 되면, 불쾌감에 따른 거부
반응에 연관된 뇌 영역인 전측뇌섬(anterior insula) 부위가 활성 증가를
나타내는 반면, 해마(hippocampus) 부위에서는 활성 감소가 일어난
다.193)
이 같은 연구 결과들은 예술에 대한 미적 경험이 단일한 뇌 영역의
활성 작용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해준다. 달리 말하자면
VIMAP의 뇌 통합 모델은 앞서 검토한 신경미학의 맥락적 접근 사례들
과 동일한 관점에서 미적 경험이 여러 맥락과 구성 요소에 따라 다양하
게 나타날 수 있으며, 그 신경적 기반 또한 마찬가지로 다양성을 지닌다
는 생각을 경험과학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사례가 되고 있다.

193) Ibid., p.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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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The VIMAP model integrated with the brain. Pelowski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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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현대 뇌과학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어 창시된 신경미학은 신생 학문
으로서 일궈낸 성과에도 불구하고 철학적 미학자들로부터 일찍이 비판을
받아 왔다. 대개의 경우 이러한 비판은 경험미학의 과학적 방법이 갖는
유용성을 부정하는 견해에 기초한 것이다. 무엇보다 신경미학을 신경생
물학적 관점에 국한한 학문으로 정의하며 기존 철학적 미학에 대해 배타
적인 관점을 표명한 제키의 입장은 철학자들뿐 아니라 다양한 학문 간의
통섭을 제안하는 신경과학자들 사이에서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제
키의 신경미학은 미와 예술의 본성에 대해 극단적 형태의 환원적 가정들
을 제시하고 이에 기반한 탈맥락적 연구 방법을 취함으로써 여러 한계점
들을 내포한다고 주장되었다. 그러나 본고의 마지막 장에서 살펴본 것처
럼 레더와 같은 제2세대 신경미학자들이 제시한 새로운 연구 방향은 제
키의 신경미학에 제기된 문제점들이 극복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본 논문은 제키 신경미학의 한계에 대한 대안을 이론과 실제의 측면
에서 각각 모색해보았다. 우선 제키 신경미학의 환원적 자연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 듀이의 비환원적 자연주의 미학을 제시하였다. 듀이의 미학
은 인간의 미적 행위와 예술 활동을 생명체의 자연적인 적응 활동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제키의 자연주의와 공통분모를 갖는다. 그러나 동시
에 듀이의 미학은 예술과 미적 경험에 고유한 본질이 존재한다고 가정하
고 이를 사물의 특정한 형식(버크, 벨 등)이나 인간의 독특한 정신 상태
(버크, 칸트 등)와 같은 단일한 요소로 환원시켜 이해해온 서양 전통 미
학의 환원적 사유체계를 거부하였다는 점에서 제키와 견해를 달리한다.
이에 본고는 듀이의 자연주의 미학이 제키 신경미학의 환원적 관점을 넘
어서기 위한 이론적/철학적 대안으로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본고는 제키의 신경미학에 대한 실천적 대안으로서 듀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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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학적 입장을 이론과 실제적 연구 방법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레더의
신경미학을 제시하였다. 제키가 신경미학의 이론적 근거로 서양 전통 미
학자들의 환원적 관점을 받아들였던 것과 달리, 레더는 듀이의 비환원적
미학을 수용함으로써 신경미학에서도 예술 경험에 대한 유기적, 맥락적
사유가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요컨대 레더가 제시한 신경미학 이론은 제
키처럼 예술에 대한 미적 경험을 단일한 뇌신경 세포 집단의 신경 작용
으로 귀속시켜 정의하지 않고, ‘뇌를 가진’ 인간이 자신과 예술작품을 둘
러싼 수많은 맥락적 요인들과 긴밀하게 상호작용 하는 유기적 과정으로
규정함으로써 제키의 신경미학에서 발견된 극단적인 환원적 가정의 한계
를 넘어서고 있다. 요컨대 레더의 신경미학이 취하는 맥락적 접근은 환
원적 자연주의에 입각한 제키 신경미학의 탈맥락적 방법론에 대한 하나
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이 전체의 논의를 통해 주장한 바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신경미학은 미학의 문제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시
도하는 경험미학의 하나로서 20세기 말에 태동되었다. 영국의 신경생물
학자 제키에 의해 학명이 처음 제안되었고 독립된 학문으로 정착하고 있
는 신경미학은 뇌과학 분야의 약진을 바탕으로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신경미학의 역사는 19세기 말 페히너의 실험심리학적 미학에 뿌리를 두
고 있으며 초기의 미와 예술에 대한 ‘서술적’ 접근에서 시작해 2000년대
에 들어서 신경영상 기술을 이용한 ‘실험적’ 접근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둘째, 제키의 신경미학은 전기와 후기로 구분될 수 있는데, 전기 연
구는 1994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시각 뇌와 시각 예술의 기능적 유사성에
관한 신경과학의 병행론에 입각해 시각 예술을 정의하고 있다. 이 시기
의 연구는 시각 예술에 대한 지각 경험의 신경 기반에 대한 서술을 중심
으로 삼고 있다. 후기는 2004년 이후의 것으로 분류되며, 기능적 자기공
명영상 장치를 이용한 실험기반 연구로서 아름다움의 근원에 대한 신경
생물학적 탐색을 주된 목표로 삼고 있다. 제키는 예술을 대상으로 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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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다움의 경험이 뇌의 내측 안와전두엽 부위 신경세포들의 활성 작용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밝혀내어 ‘뇌기반 미 이론’을 내
세웠다. 그의 전기 연구가 신경미학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예비적 탐
구라면, 후기 연구는 미와 숭고 따위의 미적 경험에 대한 신경 작용을
관찰하는 차원으로 이어진다.
셋째, 제키의 신경미학은 동시대의 학자들에 의해 비판의 대상이 되
었다. 그 비판 내용들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우선, 제키는
‘신경생물학에 기초한 미학이론’ 만이 완전하며 ‘미학이론은 반드시 뇌의
신경 활동에 관한 이해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기존 철학적
미학자들의 반발을 일으켰으며 제 학문 간의 통합적 연구를 추구하는 신
경과학자들 사이에서 비판되었다. 또한, 제키는 미와 예술 경험의 본질을
뇌의 특정한 신경적 상응물로 환원시켜 설명했는데, 이러한 제키의 이론
적 가정은 극단적 형태의 환원적 자연주의에 연관된 한계를 갖는다고 지
적되었다. 나아가, 이러한 문제는 제키의 전기와 후기 연구의 방법론적
문제와 연계된 비판들을 불러 일으켰다.
끝으로 본 논문은 듀이의 미학이론과 레더의 신경미학이 제키의 신
경미학에 나타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이론적, 실천적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미학에 대한 자연주의적 입장을 지니면서도 미와
예술 경험의 맥락적 성격을 강조한 듀이의 비환원적 자연주의와, 이러한
듀이의 입장을 수용해 예술에 대한 미적 경험을 유기적으로 이해한 레더
의 신경미학은 제키 신경미학의 극단적 환원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통찰
을 제공한다. 특히 2세대 신경미학자로 분류될 수 있는 레더의 연구팀은
예술 경험에 대한 통합적 모델을 제시하고 이에 기초하여 맥락을 고려한
실험연구들을 추진함으로써 신경미학의 지평을 넓히는데 기여하고 있다.
본 논문은 제키의 신경미학에 대한 연구 성과를 평가절하 하거나 부
정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 오히려 1999년 신경미학을 하나의 공
식적인 학문영역으로 정식화한 이래로 최근까지 이 분야의 연구를 주도
하고 있는 제키의 신경미학이 더욱 심도있게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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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신경미학에 대한 비판적 시각들이 팽배해 지고 있는 현실에서
제키가 20 여 년간 거둔 신경미학적 성과에 대해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제키 신경미학의 한계로 지적된 극단적 환원주의와 그 문제점들이 극복
될 수 있는 방향을 고찰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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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ritical Study on Semir
Zeki’s Neuroaesthetics
KIM, Jisoo
Department of Aesthetic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the neuroaesthetics led by Semir Zeki. Specifically, this
study first seeks to distinguish Zeki's research results published from
1994 to 2017 into two periods: the earlier and the later works; then,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aspects of such research results will be
examined systematically. Finally, the key difficulties inherent in each
of the works will be critically reviewed. Through this examination
process, I seek to examine the entirety of Zeki's neuroaesthetics,
which has been discussed in a fragmentary manner from a single
point of view, and to review its problems in a comprehensive manner.
In addition, this paper offers Helmut Leder's study as an alter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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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Zeki’s approach by accepting the aesthetic position of John Dewey
as a theoretical and philosophical criterion of neuroaesthetics. This
study will hence show that the second-generation neuroaestheticians
are finally overcoming some of the issues inherent in Zeki’s research.
Neuroaesthetics is a field within 
contemporary empirical
aesthetics that approach the questions of aesthetics from a scientific
view. Neuroaesthetics, which was first proposed by Zeki and later
formalized as an independent discipline, is known as a new field of
study born out of the rapid development of neuroscience at the end
of the twentieth century. However, the history of neuroaesthetics is
actually older and its direct roots lie in the tradition of experimental
psychological aesthetics that Gustav Fechner had initiated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Early neuroaesthetics took the form of a
descriptive approach that viewed nature of beauty and art in a
speculative way based on previously discovered scientific facts.
Conversely, the trend of experimental research based on direct
observations using neuroimaging technology gradually came to the
fore from 2004.
Zeki's neuroaesthetics can be divided into the earlier descriptive
study, publications for which were concentrated in the period between
1994-2001, and the later study based on experimental methods using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fMRI) devices after 2004.
Zeki's earlier neuroaesthetics defines the concept of visual art based
on the brain-art parallelism in neuroscience on the functional
similarity between the visual brain and the visual art, and focuses on
elucidating the neural basis of the perceptive experience of visual art.
Zeki's earlier research can be seen as a preliminary quest for the
foundation of neuroaesthetics. It is not a full-scale aesthetic study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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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ki himself had mentioned, but, rather, a brain research that has
been piloted to offer a detailed description of the functional
specialization of the visual brain in relation to the perceptive
experience of art.
Zeki's later neuroaesthetics is dedicated to the exploration of
neural basis of aesthetic responses - such as the emotion of beauty,
ugliness or sublimity - from the arts. Zeki used actual artworks
including paintings, musical works, and photographs as main stimuli,
and conducted experiments to observe the neural activity in the brain
while the subjects watched each piece of artworks by using the fMRI
device. Consequently, Zeki claimed that beauty is a quality in the
body that correlates with the neural activity within the medial
orbitofrontal cortex (mOFC), which led to Zeki proposing his
“Brain-based Theory of Beauty.” Until recently, Zeki had focused on
building empirical grounds to demonstrate his theories by conducting
multi-dimensional experiments, which he designed by further refining
the hypotheses related to the correlation between aesthetic experience
and the mOFC.
As an expert in visual perception of the brain and an
accomplished neurobiologist, Zeki had defined neuroaesthetics as
‘neurobiologically-based theory of aesthetics,’ and claimed that a
complete theory of aesthetics has to understand the brain’s neural
activity, thereby emphasizing the need for research in neuroaesthetics.
On the one hand, Zeki's such view is based on his theoretical and
philosophical assumptions that all human activities, including
experiences of beauty and art, are fundamentally derived from neural
activities of the brain. On the other hand, Zeki can be deemed to
base his exclusive view on excessive trust on neuroscienc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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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guided distrust to philosophy. Zeki’s such exclusive view, which
denied the validity of the existing philosophical aesthetics, is being
criticized not only by philosophers, but also among the neuroscientists
who had proposed an integrative approach by combining various
fields of studies. Furthermore, Zeki accepts the essentialist theories of
traditional aestheticians, such as Plato, Hegel, Burke, Kant, and Bell,
in the context of neurobiology and assumes that experiences of
beauty and art contain a unique and single essence. Zeki further
attempted to define such essence by subverting it to a specific
neurological correspondent in the brain. However, Zeki’s position
seems to present an extreme form of reductive naturalism, which is
closely related to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limitations inherent in
his neuroaesthetics.
Thus, in this study, Dewey's non-reductive naturalism, which
emphasizes the variety of the elements and contexts of beauty and
the experience of art, is presented as a theoretical and philosophical
alternative to Zeki’s theoretical and philosophical stance on
neuroaesthetics. Additionally, I contend that Leder’s cases of
neuroaesthetics researches can be considered as practical alternatives
to Zeki’s neuroaesthetics approach. Leder can be classified as a
second-generation neuroaesthetician who is pursuing interdisciplinary
research with scholars from wide array of academic backgrounds
including art historians, cognitive psychologists, and
neurophysiologists. Leder and his colleagues proposed a ‘Model of
Aesthetic Experiences,’ which perceives the aesthetic experience of art
as a complex, multi-stage cognitive and affective process and
analyzes its various components and their interactions. Under this
integrated view, Leder overcomes Zeki's extreme reductionism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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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ouncing the diverse natures of aesthetic experience and the
differences in its neural basis, which varies according to its
surrounding context. In other words, Leder’s approach demonstrates a
possible contextualist approach in neuroaesthetics based on
non-reductive comprehension to beauty and art.
Keywords : Semir Zeki, Neuroaesthetics, Neuroscience, Visual Art,
Beauty, Experience of Art, Helmut Leder, A Model of
Aesthetic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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