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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해석을 통해 예술 작품의 의미를 결정함에 있어 예술가의 의도의 역할

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수 있고 또 인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논쟁은 영

미 미학의 지속적인 화두였다. 초기 논쟁이 예술가의 의도가 예술 작품

의 의미를 모두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극단적 실제 의도주의, 예술가

의 의도가 예술 작품의 의미 결정에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는다는 입장

인 반 의도주의 간 대립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면, 오늘날의 논쟁은 극

단적 실제 의도주의와 반 의도주의를 절충한 입장들 간 대립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와 가설 의도주의는 이러한 절충적 

입장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와 가설 의도주의를 비교·분석한 기존의 논의들

은 대개 그 결정적인 쟁점을 예술 작품 해석의 목적에 대한 입장 차이에

서 찾아왔다. 두 입장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기 내세우

는 주요 근거들이 예술 작품 해석의 목적에 대한 서로 상반되는 두 전제

에 해당하므로, 두 입장 간 대립은 궁극적으로는 예술 작품 해석의 목적

이 무엇인지에 관한 입장 차이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해는 해석과 의도의 관계에 관한 논쟁을 교착 

상태에 빠뜨려 왔다. 예술 작품 해석의 목적에 대한 두 입장을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둘 중 어떤 입장이 옳은지 혹은 옳지 않은지 확실하게 증명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와 가설 의도주의의 결정적인 쟁점을 

예술 작품 해석의 목적에 대한 입장 차이가 아닌 의도의 기능에 대한 입

장 차이를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그를 토대로 해석과 의도의 관계에 대

한 대안적 입장을 제안함을 통해 기존의 교착 상태를 해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Ⅰ장에서 필자는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와 가설 의도주의를 각 입장의 

주장과 그를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 그리고 그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반론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그리고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와 가설 의도주

의의 결정적인 쟁점을 예술 작품 해석의 목적에 대한 입장 차이로 파악

한 기존의 논의들이 전술된 이유에서 해석과 의도의 관계에 관한 논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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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착 상태에 빠뜨려 왔음을 지적한다.

  Ⅱ장에서 필자는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가 의도에 대한 (약화된) 신 비

트겐슈타인적 관점을, 가설 의도주의가 환원주의적 의도 이론을 견지함

을 밝힌다. 그리고 그를 토대로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는 의도의 기능을 

과대평가하고, 가설 의도주의는 의도의 기능을 과소평가함을 지적한다. 

또한, 두 입장의 결정적인 쟁점을 해석의 목적에 대한 입장 차이가 아닌 

의도의 기능에 대한 이러한 입장 차이로 재구성할 수 있고, 나아가 그러

한 재구성으로부터 기존의 교착 상태를 해소시킬 단서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의도에 대한 (약화된) 신 비트겐슈타인적 관점을 전제하는 온건한 실

제 의도주의는 예술가가 항상 ‘감상자들과 접촉하거나 의사소통하거나 

그들로부터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예술가의 ‘전형적인’ 의도에 최적

화된 방식으로 예술 작품을 생산한다고 확신할 수 없음을 간과하고, 그

로 인해 의도의 기능을 과대평가한다. 반면 환원주의적 의도 이론을 전

제하는 가설 의도주의는 ‘미래에 대한 의도로서의 예술가의 의도’의 

존재를 간과하고, 그로 인해 의도의 기능을 과소평가한다. 이러한 의도

의 기능에 대한 입장 차이로 두 입장의 결정적인 쟁점을 재구성하는 것

은 그간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던 두 입장의 한계를 드러내고, 해석과 의

도의 관계에 관한 논쟁을 새로운 국면으로 인도한다.

  이에 따라 마지막 장인 Ⅲ장에서 필자는 의도의 기능을 과대평가하거

나 과소평가 하지 않는 의도에 대한 입장으로 기능주의적 의도 이론을, 

기능주의적 의도 이론을 토대로 하는 해석과 의도의 관계에 관한 입장으

로 부분적 의도주의를 소개한다. 그리고 부분적 의도주의를 해석과 의도

의 관계에 관한 대안적 입장으로 제안한다. 부분적 의도주의는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나 가설 의도주의와 달리 의도의 기능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지 않는다. 또한, 기능주의적 의도 이론을 토대로 온건한 실

제 의도주의와 가설 의도주의를 각각의 장점만을 취해 절충한다.

주요어: 의도, 해석,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 가설 의도주의, 부분적 의도

주의, 환원주의적 의도 이론, 기능주의적 의도 이론

학  번: 2016-20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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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윌리엄 윔샛(William K. Wimsatt)과 먼로 비어즐리(Monroe C. 

Beardsley)가 “의도주의의 오류(Intentional Fallacy)”(1946)를 발표한 이

래, 예술 작품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그 예술 작품을 생산한 예술가의 

의도 사이의 관계에 관한 논쟁(이하 ‘해석과 의도의 관계에 관한 논

쟁’)은 영미 미학의 지속적인 화두였다.1) 논쟁의 관건은 해석을 통해 

예술 작품의 의미를 결정함에 있어 예술가가(혹은 예술가들이) 그 예술 

작품을 생산한 의도(이하 ‘예술가의 의도’)의 역할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수 있고 또 인정해야 하는가이다. 초기 논쟁이 예술가의 의도가 

예술 작품의 의미를 모두 결정한다는 입장인 극단적 실제 의도주의

(extreme actual intentionalism), 예술가의 의도가 예술 작품의 의미 결정

에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반 의도주의(anti intentionalism) 

간 대립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면, 오늘날의 논쟁은 극단적 실제 의도주

의와 반 의도주의를 절충한 입장들 간 대립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2)

  우선 논의의 중심이 절충적인 입장들 간 대립으로 이동하기 이전까지

의 논쟁사를 간략하게 살펴보자. 해석과 의도의 관계에 관한 초기 논쟁

은 여러 유형의 예술 작품 해석 중에서도 문학 작품 해석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논쟁의 시발점이 된 윔샛과 비어즐리의 “의도주

의의 오류”가 당시 지배적인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던 전기적

(biographical) 문학 비평에 대한 불만으로부터 촉발된 것이었기 때문이

1) 윔샛과 비어즐리는 1943년 초 조셉 T. 시플리(Joseph T. Shipley)가 편저한 

『세계문학사전(Dictionary of World Literature)』의 ‘의도’ 항목을 함께 

집필하면서 처음으로 기존의 의도주의를 비판했고, 이후 1946년 The 

Sewanee Review지에“의도주의의 오류”를 발표했다.
2) ‘극단적 실제 의도주의’라는 명칭은 노엘 캐럴(Noël Carroll)(2000)로부터 

차용한 것이다. ‘극단적 실제 의도주의’에 대한 캐럴의 설명은, 본 논문 p. 

13-14. 동일한 입장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는 다른 명칭으로는 ‘강한 의도

주의’, ‘철저한 의도주의’, ‘과격한 의도주의’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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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기적 문학 비평이란, 작가의 생애에 관한 자료들을 연구하고 그로

부터 밝혀진 작가의 의도에 따라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비평 방식이다.3) 

윔샛과 비어즐리는 “의도주의의 오류”를 통해 기존의 전기적 문학 비

평이 작가의 의도에 지나치게 많은 지위를 부여해 왔음을 지적했다. 그

리고 문학 작품 해석은 오로지 문학 작품 자체와 그 문학 작품이 속한 

공적 맥락에만 근거한 ‘객관적이고’ ‘공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

했다.4) 윔샛과 비어즐리의 이러한 반 의도주의적 입장은 1920년대 태동

하여 1940년대와 195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성행한 신비평 운동(New 

Criticism movement)과 맥을 같이한다.5)

  그러나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 반 의도주의는 그것이 누린 영향력의 

정도만큼 소위 “의도주의자의 반격(intentionalist backlash)”에도 직면

해야만 했다.6) E. D. 허쉬(E. D. Hirsch Jr.)로 대표되는 당대의 많은 이

론가들은 반 의도주의가 문학 작품 해석으로부터 그것을 생산한 작가의 

의도에 관한 고려를 완전히 몰아내야만 하는 결정적인 근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보다 정교한 의도주의적 입장을 고안하여 반 

의도주의에 반격했다.7) 이들은 문학 작품을 해석함에 있어 작가의 의도

3) 전기적 문학 비평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Eustace M. W. Tillyard and 

Clive W. Leiwis, The Personal Heresy: A Controversy, Oxford University 

Press (1939).
4) Wimsatt Jr., William and Beardsley, Monroe C. “The intentional Fallacy”, 

The Sewanee Review, Vol. 54, No. 3 (1946). esp. pp. 468-471.
5) 윔샛과 비어즐리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신비평 운동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문

학 텍스트 자체에 근거한 ‘객관적인’ 비평만이 그 문학 작품에 대한 올바

른 비평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문학 텍스트가 그 자체로 자율적이고 

자족적인 총체라고 보고, 문학 작품을 해석하기 위해 문학 텍스트 자체 외의 

다른 것을 참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았다. 신비평 운동의 핵심 구성원

으로는 엘리엇(T. S. Eliot), 존 크로 랜섬(John Crowe Ransom), 앨런 테이트

(Allen Tate John Orley), 로버트 펜 워런(Robert Penn Warren) 등이 거론된

다.
6) Monroe C. Beardsley, The Possibility of Criticism, Wayne State University 

Press (1970) p. 17.
7) 반 의도주의의 한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윤주한, 「예술작품의 해석

과 예술가의 의도의 관계에 대한 고찰」, 서울대학교 미학과 석사학위논문 

(2013), pp. 21-40; Noël Carroll, “Art, Intention, and Conver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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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분명 문제이지만, 그러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작가의 의도에 관한 고려를 완전히 몰아내는 것은 과

잉 대응이라고 보았다. 예술가의 의도는 예술 작품의 ‘예술 작품으로서

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문학 작품을 ‘예술 작품으

로서’ 해석하려면 작가의 의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된 논리였다. 이들의 문제의식은 기존의 전기적 문학 비평처럼 극단적 

실제 의도주의로 귀결되어 예술가의 의도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부여

하지 않으면서도 예술 작품 해석으로부터 그것을 생산한 작가의 의도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절충적인 입장에 대한 지속적인 탐구로 이어졌다.

  본 논문의 주요 논의 대상인 노엘 캐럴(Noël Carroll)의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modest actual intentionalism)와 제럴드 레빈슨(Jerrold Levinson)

의 가설 의도주의(hypothetical intentionalism)는 이러한 절충적 입장의 

대표적인 사례이다.8)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와 가설 의도주의는 전술된 

바와 같은 방식으로 기존의 극단적 실제 의도주의와 반 의도주의를 절충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예술 작품의 의미를 결정함에 있어 예술

가의 의도의 역할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는지에 관해서는 대립한다. 온

건한 실제 의도주의는 예술가의 의도가 그 종류에 관계없이 그 예술 작

품 의미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가설 의도주

Intention and Interpretation, Edited by Gary Iseminger, Temple University 

Press (1992), pp. 100-112. 해석과 의도의 관계에 관한 허쉬의 입장은, E. D. 

Hirsch, Validity in Interpretation, Yale University Press (1967), pp. 1-6, 

44-48, 224-230: “In Defense of the Author”, Intention and Interpretation, 

Edited by Gary Iseminger, Temple University (1992), pp. 11-23에서 재인용.
8)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본 논문에서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는 ‘캐럴의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와 구분되지 않고, ‘가설 의도주의’는 ‘레빈슨의 

가설 의도주의’와 구분되지 않는다. 그러나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라고 

해서 반드시 ‘캐럴의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인 것은 아니고, ‘가설 의도

주의’라고 해서 반드시 ‘레빈슨의 가설 의도주의’인 것도 아니다. 캐럴과 

레빈슨을 포함하는,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자 혹은 가설 의도주의자로 간주되

는 학자들의 목록은, Stephen Davies, “Authors Intentions, Literary 

Interpretation and Literary Value”, British Journal of Aesthetics, 46:3 

(2006), pp. 225-226(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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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는 예술가의 의도를 범주적 의도(categorial intention)와 의미론적 의도

(semantic intention)의 두 종류로 구분하고, 그 중 범주적 의도가 그 예

술 작품의 의미 결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만을 인정한다. 

극단적 실제 의도주의와 반 의도주의를 양 극단에 놓고 비교하자면, 온

건한 실제 의도주의는 극단적 실제 의도주의에 보다 가까운 절충적 입장

이고, 가설 의도주의는 반 의도주의에 보다 가까운 절충적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와 가설 의도주의를 비교·분석한 기존의 논의들

은 대개 이러한 대립의 결정적인 쟁점을 예술 작품 해석의 목적에 대한

입장 차이에서 찾아왔다. 두 입장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기 내세우는 주요 근거들이 예술 작품 해석의 목적에 대한 서로 상반

되는 두 전제에 해당하므로, 두 입장 간 대립은 궁극적으로는 예술 작품 

해석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관한 입장 차이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캐럴은 예술 작품 해석이 일상적 발화 해석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예술 작품 해석이 (일상적 발화 해석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생산한 예술가의 의도 파악을 목적으로 삼는다고 설명한다. 그리

고 그를 주요 근거로 내세워 예술가의 의도가 그 종류에 관계없이 그 예

술 작품의 의미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레

빈슨은 예술 작품 해석이 일상적 발화 해석과는 다른 규칙을 갖는 언어 

게임(language game)이고, 예술 작품 해석은 (일상적 발화 해석과 달리) 

그 예술 작품이 그것이 속한 공적 맥락 하에서 결과적으로 전달하게 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를 주요 

근거로 내세워 그 예술 작품의 공적 맥락에 속하는 예술가의 범주적 의

도가 예술 작품의 의미 결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만이 인정

될 수 있을 뿐, 예술가의 의미론적 의도는 예술 작품 해석으로부터 배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와 가설 의도주의 간 대립의 결정적인 쟁

점을 예술 작품 해석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위와 같은 입장 차이로 

이해하는 것이 해석과 의도의 관계에 관한 논쟁을 교착 상태에 빠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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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는 점이다. 그저 예술 작품 해석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두 입장

을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두 입장 중 어떤 입장이 옳은지 혹은 옳지 않은

지 확실하게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와 가

설 의도주의 간 결정적인 쟁점이 예술 작품 해석의 목적에 대한 입장 차

이로밖에 설명될 수 없다면,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와 가설 의도주의 간 

대립은 계속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

  본 논문은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와 가설 의도주의의 결정적인 쟁점을 

예술 작품 해석의 목적에 대한 입장 차이가 아닌 예술가의 의도가 예술 

작품 생산 과정에서 수행하는 기능(이하 ‘의도의 기능’)에 대한 입장 

차이를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그를 토대로 해석과 의도의 관계에 대한 

대안적 입장을 제안함을 통해 이러한 교착 상태를 해소시키는 것을 목표

로 한다. 즉, 본 논문에서 필자는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와 가설 의도주

의가 의도의 기능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전제하고 있음을, 그리고 그

러한 입장 차이를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와 가설 의도주의가 갈라서는 결

정적인 지점으로 간주할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그를 토대로 페

이즐리 리빙스턴(Paisley Livingston)의 부분적 의도주의(partial intentionalism)

를 해석과 의도의 관계에 대한 대안적 입장으로 제안할 것이다.

  본 논문의 각 장에서 다루어지게 될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Ⅰ장에서 필자는 캐럴의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 레빈슨의 가설 의도주

의를 각 입장의 주장과 그를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 그리고 그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반론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온건한 실제 의

도주의와 가설 의도주의를 비교·분석한 기존의 논의들이 대개 두 입장

의 결정적인 쟁점을 예술 작품 해석의 목적에 대한 입장 차이로 파악해 

왔으나, 그러한 이해는 해석과 의도의 관계에 관한 논쟁을 교착 상태에 

빠뜨린다는 점을 지적할 것이다.

  Ⅱ장에서 필자는 캐럴의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가 의도에 대한 (약화

된) 신 비트겐슈타인적 관점(neo-Wittgensteinian view)을, 레빈슨의 가설 

의도주의가 환원주의적 의도 이론(reductionist theory)을 견지함을 밝히

고, 그를 토대로 두 입장이 의도의 기능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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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가 의도의 기능을 과

대평가한다는 점, 가설 의도주의가 의도의 기능을 과소평가 한다는 점을 

지적할 것이다. 또한, 두 입장의 결정적인 쟁점을 의도의 기능에 대한 

이러한 입장 차이로 재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재구성으로

부터 기존의 교착 상태를 해소시킬 단서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

다.

  Ⅲ장에서 필자는 의도의 기능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 하지 않는 

의도에 대한 입장으로 기능주의적 의도 이론(functionalist theory)을, 기

능주의적 의도 이론을 토대로 하는 해석과 의도의 관계에 관한 입장으로 

리빙스턴의 부분적 의도주의를 소개할 것이다. 그리고 부분적 의도주의

를 해석과 의도의 관한 대안적 입장으로 제안할 것이다. 또한, <해리포

터 시리즈>를 해석하는 경우를 사례로 들어 부분적 의도주의가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와 가설 의도주의보다 실제 예술 작품 해석 관행을 더 잘 

설명하는 해석과 의도의 관계에 관한 입장임을 예증할 것이다.

  해석과 의도의 관계에 관한 기존의 논쟁은 논의의 두 관계항인 해석과 

의도 중 해석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의도의 기능이 무

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비롯한 의도 자체에 관한 논의는, 그간 해석의 관

한 논의에 비해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의도의 기능에 대한 입장 

차이를 중심으로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와 가설 의도주의를 재구성한 뒤 

그를 토대로 해석과 의도의 관계에 대한 대안적 입장을 제안하고자 하는 

필자의 시도는, 그간 충분히 주목받지 못했던 의도 자체에 관한 논의를 

해석과 의도의 관계에 관한 논쟁에 본격적으로 끌어들인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9)

9) 의도 자체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해석과 의도의 관계에 관해 논한 사례가 

그간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앞선 시도들이 해석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기존 논쟁의 패러다임에 균열을 낼 수 있을 만큼 

성공적이었던 것 같지 않다. 필자는 앞선 시도들의 패인이, 의도 자체에 대

한 입장 차이가 예술 작품 해석의 목적에 대한 입장 차이에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 예술 작품 해석의 목적에 대한 입장 차이가 오히려 의도 자체

에 대한 입장 차이를 통해 더 잘 해명될 수 있다는 점 등 의도 자체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가 해석과 의도의 관계에 대한 여러 입장들이 갈라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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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인 지점일 수 있음을 충분히 규명하지 않은 데 있다고 본다. 의도 자

체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해석과 의도의 관계에 관해 논한 사례로는, Colin 

Lyas, “Wittgensteinian Intentions”, Intention and Interpretation, Edited by 

Gary Iseminger, Temple University (1992); Paul A Taylor, “Artist’s 

intention”, Routledge Encyclopedia of Philosophy, Edited by E. Craig, 

London: Routledge (1998); Paisley Livingston, “Intention in Art”, The 

Oxford Handbook of Aesthetics, Edited by Jerrold Levins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Art and Inten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권

혁규, 「예술비평에 있어서 예술가의 “의도(intention)”에 관한 연구: 반의

도주의론(Anti-intentionalism)의 철학적 기초에 대한 해명」, 서울대학교 미학

과 석사학위논문 (1990); 신현주, 「의도주의와 반의도주의 논쟁의 재구성」, 

『인문논총』, 74:4 (2017), pp. 25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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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와 가설 의도주의

  본 장에서 필자는 캐럴의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 레빈슨의 가설 의도

주의를 각 입장의 주장과 그를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 그리고 그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반론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온건한 실제 의

도주의와 가설 의도주의를 비교·분석한 기존의 논의들이 대개 두 입장

의 결정적인 쟁점을 예술 작품 해석의 목적에 대한 입장 차이로 파악해 

왔으나, 그러한 이해는 해석과 의도의 관계에 관한 논쟁을 교착 상태에 

빠뜨린다는 점을 지적할 것이다.

1. 캐럴의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

  앞서 필자는 캐럴의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가 예술 작품 해석이 (일상

적 발화 해석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생산한 예술가의 의도 파악을 목적

으로 삼는다고, 그리고 그를 주요 근거로 내세워 예술가의 의도가 그 종

류에 관계없이 그 예술 작품의 의미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

고 주장한다고 서술한 바 있다. 이는 캐럴이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의 주

장을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로 ‘대화적 관심(conversational interest) 논

변’을 내세운다는 점과 관련 있다. 본 절에서 필자는 캐럴의 대화적 관

심 논변을 중심으로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의 주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간

략하게 정리할 것이다. 그리고 그에 대해 몇 가지 반론이 제기될 수 있

음을 지적할 것이다.

1.1.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의 주장

  다음은 우리가 예술 작품에 대해 갖는 ‘대화적 관심’에 대한 캐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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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이다.

  [우리가 예술 작품에 대해 갖는] 이러한 관심 혹은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이에 대해 ‘대화적(conversational)’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

다고 본다. 문학 텍스트를 읽거나 회화를 감상할 때, 우리는 그것을 생

산한 생산자와 대화와 유사한 어떤 관계를 맺게 된다. 물론 이러한 관

계는 일반적인 대화만큼 상호적(interactive)이지 않다. 우리의 반응에 

대해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

적인 대화가 우리로 하여금 대화 상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듯, 예술 

작품의 상호 작용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생산한 생산자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우리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여기는 누군가와 진정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모름지기 보람 있는 

대화는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 의식 혹은 교감(a sense of 

community or communion)을 포함한다. 만족스러운 대화는 대화 상대가 

무엇을 의미했는지 혹은 의도했는지를 파악했다는 확신을 필요로 한다. 

우리가 대화 상대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애쓴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

침한다. 그것을 이해하는 기발한 방식에 대한 생각이나 그에 대한 그럴

듯한 추측만을 남긴 대화는, 그것이 미적으로 아무리 풍요로운들, 우리

에게 무언가 빠진 것 같다는 느낌을 줄 것이다. 그러한 대화에서는 어

떠한 교감도 의사소통도 이루어진 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대화가 교감과 의사소통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은 

대화도 분명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소위 ‘진지한 대화’라

고 부를 수 있을만한 것들은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에 대

한 전망(the prospect of community)을 그 구성요소로 갖는다. 나는 이

러한 공동체에 대한 전망이 우리로 하여금 문학 텍스트와 예술 작품들

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원동력을 제공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우리는 즐

거워지기 위해,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감동을 받기 위해 무언가를 읽

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생산자와 대화하거나 교감하기 위해 예술 작품

을 추구한다. 설령 종국에 가서는 그의 관점을 거부하게 될 지라도, 우

리는 작가를 이해하기를 원한다.10)

10) Noël Carroll (1992), pp. 11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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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캐럴은 예술 작품 해석이 일상적 발화 해석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전술된 바와 같은 대화적 관심을 반영하지 못하는 예술 작품에 대

한 해석은 그 예술 작품에 대한 올바른 해석일 수 없다고 본다. 편의상 

이러한 캐럴의 논변을 ‘대화적 관심 논변’이라 부르기로 하자.11)

  캐럴은 이러한 대화적 관심 논변을 예증하기 위해 영화 <외계로부터의 

9호 계획(Plan 9 from Outer Space)>(이하 ‘<9호 계획>’)(1958)에 대한 

‘잘못된’ 해석의 사례를 든다. <9호 계획>은 미국의 독립영화 연출자 

에드워드 우드(Edward Wood)가 가능한 한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할리우

드 영화 제작 방식을 모방하고자 시도한 결과 탄생한 영화로, 그 어설픈 

완성도 탓에 당초에는 별다른 예술적 가치를 갖지 않는 싸구려 B급 영

화로만 치부되었다. 그런데 1980년대에 이르러 아방가르드 예술이 성행

하고 할리우드 영화 제작의 원칙들을 위반하는 영화들을 기존 질서에 대

한 ‘전복적인 도전(transgression)’으로 해석하는 영화 비평이 자리 잡

게 되면서, <9호 계획>을 ‘전복적인 도전’으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대

11)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에 관한 비교적 최근의 저술에서 캐럴은 우리가 예술 

작품 해석을 통해 예술가의 의도를 파악하고자 함을 설명하기 위해 ‘대화

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대신 ‘의사소통적(communicative)’이라는 용

어를 사용한다. 필자는 캐럴이 ‘대화적’이라는 용어가 자칫 모든 예술이 

언어의 어휘·문법 등에 상응하는 구조를 갖는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을 

우려해 ‘의사소통적’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용어로 그것을 대체했다고 본

다. 캐럴에 따르면, 모든 예술 해석이 언어적 의미 해석과 같은 방식으로 이

해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캐럴의 용법에 따르자면, ‘언어적 오류

(Linguistic Fallacy)’─은 ⑴ 대부분의 예술이 언어의 어휘·문법에 상응하는 

구조를 갖지 않는다는 점, ⑵ 언어 예술인 문학의 의미조차도 언어의 어휘·

문법만으로는 온전히 이해될 수 없다는 점, ⑶ 우리가 예술 해석을 통해 알

아내고자 하는 의미가 언어적 의미만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한다. 하지만 

‘대화적’이라는 용어를 고수하건 ‘의사소통적’이라는 용어로 그것을 대

체하건, 캐럴이 우리가 예술 작품 해석을 통해 예술가의 의도를 파악하고자 

한다고 설명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예술 작품의 ‘의사소통적 차원

(communicative dimension)’에 관한 캐럴의 설명은, Noël Carroll, On 

Criticism, Routledge (2009), pp. 139-140. 언어적 오류에 대한 캐럴의 설명은, 

Noël Carroll, Ibid., pp. 134-138;“Art Interpretation: The 2010 Richard 

Wollheim Memorial Lecture”, British Journal of Aesthetics, 51:2 (April 

2011), pp. 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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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되었다.12) 할리우드 영화 제작의 원칙들을 유사한 방식으로 위반하는 

과거의 영화들도 충분히 ‘전복적인 도전’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겠느

냐는 것이었다.

  캐럴은 <9호 계획>을 ‘전복적인 도전’으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성공

할 수 없는 이유를 그러한 해석이 <9호 계획>에 대한 우리의 대화적 관

심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으로부터 찾는다.13) 캐럴에 따르면, 우드가 

<9호 계획>을 생산했을 당시의 상황에 대한 여러 정보들을 종합할 때, 

우드가 <9호 계획>을 통해 ‘전복적인 도전’을 의도했을 가능성은 없

다. <9호 계획>을 생산한 1958년 당시의 우드가 1980년대의 비평 개념인 

‘전복적인 도전’을 의도하기 위해 필요한 믿음과 욕구를 가질 수 있었

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9호 계획>을 ‘전복적인 도전’으

로 해석하는 것은, 우드가 <9호 계획>을 통해 ‘전복적인 도전’을 의도

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굳이 그러한 방식으로 <9호 

계획>을 해석하는 것, 즉, <9호 계획>에 대한 대화적 관심을 반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해석하는 것과 같다. 캐럴이 보기에, 이러한 사

실은 우리로 하여금 <9호 계획>을 ‘전복적인 도전’으로 해석하는 것을 

거부할 충분한 동기를 제공하고, 따라서 <9호 계획>을 ‘전복적인 도

전’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들은 성공적일 수 없다.

  혹자는 이러한 캐럴의 설명에 대해, 만일 <9호 계획>을 ‘전복적인 도

전’으로 해석하는 것이 <9호 계획>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미적 만족을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해석이라면, 대화적 관심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

을 감안하더라도 그러한 해석을 <9호 계획>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해석

으로 간주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반문할 수 있다. <9호 계획>을 ‘전복

적인 도전’으로 해석하는 것이 <9호 계획>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미적 

만족을 극대화시키는 것과 관련된 <9호 계획>에 대한 관심을 가장 잘 충

족하는 것일 수 있고, 그러한 종류의 관심이 대화적 관심 보다 우선한다

고 볼 수도 있지 않느냐는 식으로 말이다.14) 캐럴은 예술 작품으로부터 

12) James Hoberman, “Bad Movies”, Film Comment, July-August (1980); 

“Vulgar Modernism”, Artforum, February (1982)
13) Noël Carroll (1992), p. 120.



- 12 -

얻을 수 있는 미적 만족을 극대화시키는 것과 관련된 예술 작품에 대한 

우리의 관심에 ‘미적 관심(aesthetic interest)’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그리고 그러한 미적 관심이 대화적 관심을 비롯한 우리가 예술 작품에 

대해 갖는 다른 모든 종류의 관심들에 우선한다는 주장에는 ‘미적 논변

(aesthetic argument)’이라는 이름을 붙인다.15)

  하지만 캐럴은 미적 논변에 따라 <9호 계획>을 ‘전복적인 도전’으로 

해석하는 것은 술에 잔뜩 취한 사람이 하는 헛소리를 두고 (그것이 실제

로는 그저 헛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그것이 심원한 뜻

이 담긴 수수께끼라도 되는 양 호들갑을 떠는 것과 같다며, 미적 논변을 

일축한다.16) 우리가 예술 작품을 생산한 예술가와 진정한 대화를 나누기

를 원하는 한, 우드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자명한 해석이 <9호 

계획>에 대한 올바른 해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리 없다는 것이다. 

캐럴에 따르면, 미적 논변은 미적 관심만이 예술 작품에 대한 정당한 관

심이라는 미적 쾌락주의(aesthetic hedonism)의 일종을 ‘잘못’ 전제한

다. 캐럴은 ‘경험 기계(experience machine)’에 대한 로버트 노직

(Rober Nozick)의 사고 실험 결과를 수용하여, 아무리 큰 미적 만족을 주

는 해석이라도 그것이 거짓으로 점철된 것이라면 그러한 해석과 그에 따

른 예술 작품 감상은 올바른 해석과 감상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즉, 우리가 예술 작품의 실재(reality)를 온전히 반영하는 해석을 예

술 작품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미적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 위조된 해

석보다 가치 있게 여긴다고 본다.17)18)

14) 이와 같은 반문을 제기할 법한 동시대 논자로는, ‘가치 최대화 이론

(value-maximization theory)’을 지지하는 스티븐 데이비스(Stephen Davies)

를 들 수 있다. ‘가치 최대화 이론’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Stephen 

Davies (2006).
15) Noël Carroll, Ibid., p. 113-117.
16) Ibid., pp. 121-122.
17) Ibid., pp. 122-123; Noël Carroll (2009), pp. 57-58.
18) ‘경험 기계’에 대한 노직의 사고 실험은 다음과 같다: “당신이 경험하기

를 원하는 모든 경험을 당신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험 기계’가 존재한다

고 가정해 보자. 훌륭한 신경심리학자가 당신의 뇌를 자극하고, 그를 통해 

당신으로 하여금 마치 당신이 훌륭한 소설을 읽은 것과 같은, 친구를 사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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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적 관심 논변이 무엇인지에 관해 살펴보았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캐럴이 이러한 대화적 관심 논변을 주요 근거로 내세워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대화적 관심 논변은 캐럴에게 예술가의 의도가 

예술 작품 해석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고 주장할 근거를 제공한

다. 대화적 관심 논변에 따라 대화적 관심을 반영하지 못하는 예술 작품

에 대한 해석을 그 예술 작품에 대한 올바른 해석으로부터 배제하려면, 

예술가의 의도를 예술 작품 해석에 직접적으로 관여시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어떤 예술 작품 해석이 그 예술 작품에 대한 대화적 관심을 반

영하는지 혹은 반영하지 않는지의 여부를 얼마나 엄격하게 구분해야 하

는지, 즉, 예술가의 의도가 예술 작품 해석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정도

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야 하는지 이다. 캐럴은 예술가의 의도가 예술 

작품 해석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을 ‘실제 의도주

의’라고 통칭한다. 그리고 그러한 실제 의도주의를 예술가의 의도가 예

술 작품 해석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정도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는지

에 따라 ‘극단적 실제 의도주의’와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로 구분

한다.19) 극단적 실제 의도주의가 예술가의 의도가 예술 작품의 의미를 

모두 결정한다고 보는 매우 강한 입장이라면,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는 

것과 같은, 흥미로운 책을 읽은 것과 같은 생각과 느낌을 갖도록 할 수 있다

고 말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실제의 당신은 당신의 뇌에 각종 

전기선들이 연결된 채로 탱크 속에 둥둥 떠 있어야만 한다. 당신은 평생 이

러한 기계에 스스로를 연결하는 것을,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인생에서 겪

을 경험을 스스로 프로그래밍 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Robert Nozick, 

Anarchy, State, and Utopia, Basic Books (1974), p, 42: Noël Carroll (1992), 
p. 122에서 재인용) 캐럴은 이에 대한 우리의 답이 ‘아니오’일 것이 명백

하다는 노직의 결론을 수용한다. 그리고 미적 만족을 극대화시키는 위조된 

해석을 채택하는 것은 경험 기계를 통해 위조된 경험을 실제 경험인 양 받아

들이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따라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설명한다. 
19) Noël Carroll, “Interpretation and Intention: The Debate Between 

Hypothetical and Actual Intentionalism”, Metaphilosophy, 31, nos. 1/2 (2000), 

pp. 75-78; “Andy Kaufman and the Philosophy of Interpretation”, Is There 

a Single Right Interpretation?, Edited by Michael Krausz,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2002), pp. 32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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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의 의도가 예술 작품의 의미를 제약하기는 하되 모두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보는 상대적으로 약한 입장이다. 캐럴은 극단적 실제 의도주의

는 예술가가 의도한 것이기만 하면 무엇이든 예술 작품의 의미로 인정해

야만 하는 ‘험프티 덤프티 문제(Humpty-Dumpty-ism)’을 발생시키고, 

그러므로 받아들여질 수 없지만, 극단적 실제 의도주의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입장인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한다.20) 그리고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가 해석과 의도의 관계에 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입장이라고 주장한다.

  다음은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험프티 덤프티 문

제를 차단하는지에 대한 캐럴의 설명이다.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는 ‘험프티 덤프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한다. 설령 험프티 덤프티가 ‘영광(glory)’이 ‘반박의 여지가 없

는 주장(knock-down argument)’를 의미할 것을 의도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의미는 ‘영광’이라는 텍스트 단위(textual unit)가 가질 수 있

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다.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는 문제의 언어적/문

학적 단위가 (주어진 언어/문학의 관습에 의거해)지지(support)할 수 있

는 그러한 작가의 의도만을 진지하게 고려한다. 단, 주어진 언어 단위

가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지지할 수 있는 경우,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

는 그 중 올바른 해석은 작가의 실제 의도와 양립 가능한(compatible 

with) 것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그것은 텍스트의 언어에 의해 지지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21)

우리는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는 언어적/문화적 단위가 지지할 수 있는 

오직 그러한 작가의 의도만을 진지하게 고려”한다는 캐럴의 설명으로부

터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가 예술 작품을 해석함에 있어 예술가의 의도를 

20) ‘험프티 덤프티 문제’라는 명칭은 루이스 캐럴의 동화 『거울나라의 앨리

스(Through the Looking-Glass and What Alice Found There)』에 등장하는 

거대한 달걀 캐릭터 험프티 덤프티가 단어의 의미를 그 단어가 속한 공적 맥

락을 무시한 채 자의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유래한 것이다.
21) Ibid., p.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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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작품이 속한 공적 맥락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임을 

알 수 있다. 예술 작품이 속한 공적 맥락 또한 예술가의 의도와 마찬가

지로 예술 작품의 의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인정함으로써 예

술가의 의도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부여되는 것을 지양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주어진 언어 단위가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지지할 수 

있는 경우,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는 그 중 올바른 해석은 작가의 실제 

의도와 양립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캐럴의 설명으로부터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술가의 의도를 예술 작품이 속한 

공적 맥락과 함께 고려하는지 알 수 있다. 이러한 캐럴의 설명에서, 예

술가의 의도는 ‘그 예술 작품이 속한 공적 맥락과 양립 가능한 해석이 

두 가지 이상’이고 ‘그 중 예술가의 의도와 양립 가능한 해석이 존

재’하는 경우에서 올바른 해석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즉,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는 예술 작품이 속한 공적 맥락과 양립 가능한 해

석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 그 중 예술가의 의도와 양립 가능한 해석은 

그 예술 작품에 대한 올바른 해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예술가의 

의도와 양립 불가능한 해석은 그럴 수 없다고 본다.

  이에 따라 우리는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의 주장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MI) 예술 작품 A가 속한 공적 맥락과 양립 가능한 해석이 두 가지 이

상이고, 그러한 해석들 중 예술가의 의도와 양립 가능한 해석 a가 존

재할 경우, 예술 작품 A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해석 a이다.

1.2.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에 대한 반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는 대화적 관심 

논변을 주요 근거로 내세워 예술가의 의도가 전술된 바와 같은 방식으로 

예술 작품 해석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

한 주장이 캐럴의 설명처럼 해석과 의도의 관계에 관한 가장 설득력 있

는 입장일 수 있는지는 다소 의심스럽다. 우리는 그 이유를 크게 다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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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대화적 관심 논변은 대화적 관심을 반영하지 못하는 예술 작품

에 대한 해석은 그 예술 작품에 대한 올바른 해석일 수 없다는 주장을 

골자로 하는데, 캐럴이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캐럴은 <9호 계획>을 ‘전복적인 도전’으로 ‘잘못’ 해석

하는 사례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예증하고자 하지만, <9호 계획>에 대한 

캐럴의 설명으로부터 대화적 관심을 반영하지 못하는 예술 작품에 대한 

해석이 그 예술 작품에 대한 올바른 해석일 수 없다는 주장의 옳음은 따

라 나오지 않는다.

  <9호 계획>에 대한 캐럴의 설명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캐럴은 <9호 

계획>이 ‘전복적인 도전’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9호 계획>에 대한 올

바른 해석일 수 없는 이유를, 그러한 해석이 <9호 계획>에 대한 우리의 

대화적 관심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으로부터 찾는다. 그리고 자신의 설

명에 대해 제기될법한 예상 반론으로 미적 논변을 검토한다.

  문제는 캐럴이 미적 논변을 검토하면서 우리가 예술 작품에 대해 대화

적 관심을 갖는다고 사전에 전제하는 선결 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한다는 

점이다. 캐럴은 우드가 ‘전복적인 도전’을 의도하기 위해 필요한 믿음

과 욕구를 가질 수 있었을 리 만무하고, 따라서 <9호 계획>이 ‘전복적

인 도전’이라는 해석은 큰 미적 만족을 주는 해석일지언정 어디까지나 

위조된 해석에 불과하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우리가 예술 작품에 대해 

대화적 관심을 갖는다는 전제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자로부터 후

자가 따라 나온다고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상기의 설명이 미적 논

변에 대한 충분한 반론이 될 수 있다고도 보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캐럴은 미적 논변이 잘못된 논변임을 뒷받침하는 다른 근거들

을 추가로 제시함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런지도 모른다. 

미적 논변에 따른 예술 작품 해석은 실제 예술 작품 해석 관행에 전혀 

들어맞지 않는다는 점, 그러한 해석을 올바른 해석으로 인정할 경우 비

평가에게 지나치게 많은 자유를 허용하게 된다는 점 등을 지적하는 식으

로 말이다.22) 그러나 설령 미적 논변이 잘못된 논변임이 증명된다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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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그로부터 대화적 관심 논변의 옳음은 따라 나오지 않는다. 미적 

논변이 우리가 예술 작품에 대해 대화적 관심을 갖는다는 전제에 동의하

지 않는 유일한 논변은 아니기 때문이다.23) 대화적 관심 논변이 충분한 

설득력을 갖춘 논변일 수 있으려면, 선결 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하지 않

으면서 미적 논변을 비롯한 다른 모든 대안적 설명방식들이 예술 작품 

해석에 대한 올바른 설명일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대화적 관심 논변으로부터 따라 나오는 것은 온건한 실제 의도

주의의 옳음이 아니라,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의 모순이다.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가 ‘대화적 관심’을 반영하지 못하는 예술 작품에 대한 해석

이 그 예술 작품에 대한 올바른 해석으로 인정될 여지를 남겨 놓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리한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의 주장을 다시 한 번 살펴

보자.

(MI) 예술 작품 A가 속한 공적 맥락과 양립 가능한 해석이 두 가지 이

상이고, 그러한 해석들 중 예술가의 의도와 양립 가능한 해석 a가 존

재할 경우, 예술 작품 A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해석 a이다.

이러한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의 주장에서, 대화적 관심을 반영하지 못하

는 예술 작품에 대한 해석이 그 예술 작품에 대한 올바른 해석으로부터 

22) Noël Carroll (2009), pp. 58-62.
23) 본 장에서 이어서 살펴볼 레빈슨의 가설 의도주의 또한 우리가 예술 작품에 

대해 대화적 관심을 갖는다는 전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레빈

슨의 가설 의도주의를 미적 논변─데이비스의 용법을 따르자면, ‘가치 최대

화 이론’─의 일종으로 분류하는 논자들이 있기는 하나, 레빈슨 본인이 적

절하게 지적한 바 있듯, 이들은 레빈슨이 예술가의 실제 의도에 대한 고려를 

예술 작품 해석에서 완전히 배제하지 않음을 간과한다. 대화적 관심 논변에 

대한 레빈슨의 비판은, Jerrold Levinson, “Artful Intentions”,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65:3 (Summer 2007), p. 304. 레빈슨의 가설 

의도 주의를 미적 논변의 일종으로 분류하는 사례로는, Stephen Davies 

(2006), pp. 240-243; 오종환,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의 옹호」, 『인문논

총』, 74:4 (2017) p. 208-210; 윤주한 (2013), pp. 106-108. 그에 대한 레빈슨

의 반론은, Jerrold Levinson, “Defending Hypothetical Intentionalism”, 

British Journal of Aesthetics, 50:2 (2010) pp. 14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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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되는 것은 ‘예술 작품이 속한 공적 맥락과 양립 가능한 해석이 두 

가지 이상이고 그러한 해석들 중 예술가의 의도와 양립 가능한 해석이 

존재하는 경우’이지, 예술 작품을 해석하는 모든 경우가 아니다. 즉, 온

건한 실제 의도주의는 ‘그 예술 작품이 속한 공적 맥락과 양립 가능한 

해석이 한 가지인 경우’와 ‘그 예술 작품이 속한 공적 맥락과 양립 가

능한 해석이 두 가지 이상이고 그러한 해석들 중 예술가의 의도와 양립 

가능한 해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서 대화적 관심을 반영하지 못하

는 예술 작품에 대한 해석이 그 예술 작품에 대한 올바른 해석으로 인정

될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24) 이는 대화적 관심을 반영하지 못하는 예술 

작품에 대한 해석은 그 예술 작품에 대한 올바른 해석일 수 없다는 주장

과 모순된다.25)

  우리는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의 지지자들이 ‘예술 작품이 속한 공적 

맥락과 양립 가능한 해석이 두 가지 이상이고 그러한 해석들 중 예술가

의 의도와 양립 가능한 해석이 존재하는 경우’를 ‘예술 작품을 해석하

는 모든 경우’로 대체함을 통해 이러한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고 반론

하는 경우를 가정해 볼 수 있다. 대화적 관심을 반영하지 못하는 예술 

작품에 대한 해석이 그 예술 작품에 대한 올바른 해석으로 인정되는 경

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은 예술 작품이 

속한 공적 맥락에 따른 해석 중 예술가의 의도와 양립 가능한 해석이 존

재하지 않는 경우, 그 예술 작품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존재하지 않는다

는 반 직관적인 결론을 초래한다. 따라서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는 대화

적 관심을 반영하지 못하는 예술 작품에 대한 해석을 허용 할 수도, 차

단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진다.

  셋째,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는 어떤 예술 작품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24) Noël Carroll (2002), pp. 331-332(n18).
25)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데이비스의 용법에 따르자면, 약한 실제 의도주의

(weak actual intentionalism)─는 예술 작품 해석이 일상적 발화 해석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으로부터 상당히 멀어지는 방향으로 변화한 이론이라는 

데이비스의 설명 또한 이러한 지적과 일맥상통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Stephen Davies (2006), pp. 23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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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기에는 지나치게 반직관적인 해석들이 그 예술 작품에 대한 올바른 해

석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허용한다. 앞서 필자는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가 

예술 작품이 속한 공적 맥락 또한 예술가의 의도와 마찬가지로 예술 작

품의 의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인정함으로써 예술가의 의도

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부여되는 것을 지양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

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는 여전히 예술가의 의도

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입장처럼 보인다.

  셜록 홈즈(Sherlock Holmes) 시리즈의 저자 코난 도일(Conan Doyle)이 

생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셜록 홈즈 시리즈를 집필하는 내내 셜

록 홈즈를 ‘인간을 연구하기 위해 화성에서 온 지구인으로 변장한 화성

인’으로 의도하였음을 밝혔다고 가정해보자. 또한, 그가 너무나도 진지

하고 정확한 태도로 충분한 근거와 함께 자신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고

백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지적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 

기자회견을 접하고 그가 실제로 그러한 의도를 가졌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가정해 보자. 셜록 홈즈 시리즈는 셜록 홈즈의 친구 왓슨(John 

Watson)의 1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전개되고, 비교적 평범한 영국인 의사

인 왓슨이 셜록 홈즈가 지구인으로 변장한 화성인임을 알 수 있었을 리 

없다고 본다면, 셜록 홈즈 시리즈 자체의 어떠한 서술도 셜록 홈즈가 사

실은 그러한 화성인이었다는 해석과 직접적으로 충돌하지 않는다. 즉, 

셜록 홈즈가 사실은 ‘인간을 연구하기 위해 화성에서 온, 지구인으로 

변장한 화성인’이었다는 해석은 무척 작위적인 해석일지언정 셜록 홈즈

가 지구인이라는 해석과 마찬가지로 셜록 홈즈 시리즈가 속한 공적 맥락

과 충분히 양립 가능하다.26)

  이 경우,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셜록 홈즈가 

‘인간을 연구하기 위해 화성에서 온 지구인으로 변장한 화성인’이라는 

26) 이는 페이즐리 리빙스턴(Paisley Livingston)이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의 주장

에 따라 예술 작품을 해석할 경우 ‘바보 같은 해석(daft interpretation)’을 

그 예술 작품에 대한 올바른 해석으로 인정해야만 하는 반직관적인 결론이 

따라 나온다는 주장을 예증하기 위해 든 사례를 변형한 것이다. 리빙스턴이 

든 사례는, Paisley Livingston (2005), pp. 15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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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이 셜록 홈즈 시리즈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라는 결론을 받아들여야

만 한다. 그러한 해석이 셜록 홈즈 시리즈가 속한 공적 맥락과 코난 도

일의 의도 모두와 양립 가능하고, 따라서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의 올바

른 해석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결론은 다소 반직관

적이다. 그러한 해석이 셜록 홈즈 시리즈가 속한 공적 맥락과 새롭게 밝

혀진 코난 도일의 의도 모두와 양립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

부분의 독자들은 그러한 우스꽝스러운 해석을 셜록 홈즈 시리즈에 대한 

올바른 해석으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새롭게 밝혀진 코난 

도일의 의도에 따라 기존의 해석을 수정해야만 한다는 온건한 실제 의도

주의의 귀결은, 코난 도일의 의도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

처럼 보인다.

  요컨대, 대화적 관심을 반영하지 못하는 예술 작품에 대한 해석은 그 

예술 작품에 대한 올바른 해석일 수 없다는 주장을 골자로 하는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의 대화적 관심 논변은,  ⑴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충

분한 근거를 제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⑵ 그것이 뒷받침해야하는 온

건한 실제 의도주의의 주장과 오히려 모순된다. 또한, 설령 ⑴과 ⑵를 

문제 삼지 않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⑶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는 올바른 

해석이라기에는 지나치게 반직관적인 해석이 예술가의 의도에 의해 올바

른 해석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예술가의 의도

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부여한다. 이러한 반론들에 대한 적절한 해결

책이 제시되지 않는 한,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는 캐럴의 설명과 달리 

‘해석과 의도의 관계에 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입장’일 수 없다.

2. 레빈슨의 가설 의도주의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가 예술 작품 해석과 일상적 발화 해석 사이의 

유사성에 주목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가설 의도주의는 예술 작품 해석과 

일상적 발화 해석이 서로 다른 규칙을 갖는 언어 게임임을 강조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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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그를 주요 근거로 내세워 예술가의 의미론적 의도는 예술 작품 해

석으로부터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 절에서 필자는 예술 작품 

해석이 일상적 발화 해석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규칙을 갖는 언어 

게임인지에 대한 레빈슨의 논변을 중심으로 가설 의도주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할 것이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도 몇 가지 반론이 

제기될 수 있음을 밝힐 것이다.

2.1. 가설 의도주의의 주장

  예술 작품 해석과 일상적 발화 해석이 서로 다른 규칙을 갖는 언어 게

임이라는 레빈슨의 설명은, 문학 작품 의미에 대한 윌리엄 톨허스트

(William Tolhurst)의 설명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레빈슨은 네 가지 유

형의 의미들을 문학 작품 의미의 후보로 삼고 그 중 어떤 의미가 문학 

작품 의미로서 가장 적절한지 검토하는데, 이는 톨허스트가 문학 작품 

의미를 설명하는 방식과 동일하다.27)

  다음은 문학 작품의 의미의 네 가지 후보에 대한 레빈슨의 설명을 항

목 별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다.

⑴ 단어 배열 의미(word sequence meaning): 거칠게 말하자면, 단어 배

열 의미는 ‘사전적(dictionary)’ 의미와 같다. ‘사전적’ 의미란, 

그것이 발생한 특정 시점의 특정 언어(specific time-indexed 

language)에 대해 운용되는 (내포적인 것을 비롯한) 통사론적 규칙과 

의미론적 규칙에 따라 일련의 단어들에 부여될 수 있는 의미(혹은, 

대개의 경우, 의미들)이다.

⑵ 발화자의 의미(utterer’s meaning): 발화자의 의미란, 어떤 의도적 

행위자(화자, 작가)가 주어진 언어 수단을 사용함을 통해 전달하고자 

27) 문학 작품의 네 가지 의미 후보에 대한 레빈슨의 설명은, Jerrold Levinson, 

“Intention and Interpretation: A Last Look”, Intention and Interpretation, 

Edited by Gary Iseminger, Temple University (1992), pp. 222-223. 문학 작품 

의미에 대한 톨허스트의 설명은, William Tolhurst, “On What a Text Is and 

How it Means”, British Journal of Aesthetics, 19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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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의미이다.

⑶ 발화 의미(utterance meaning): 발화 의미란, [어떤 의도적 행위자가 

모종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사용한 언어 수단이] (그것이 ‘그’ 발화

자에 의해 발화되었다는 사실을 비롯한) 그 발화 맥락 하에서 결과적

으로 전달하게 된 의미이다.

⑷ 유희적 의미(lucid meaning): 유희적 의미는, 가장 느슨한 적절성, 이

해 가능성, 흥미 요건에 의해서만 제한되는 해석적 유희를 통해 언어

의 어떤 단어 배열(a brute text; a word sequence in language) 혹은 

발화-로서의-텍스트(text-as-utterance)에 부여될 수 있는 모든 의미

로 구성된다.

레빈슨은 이러한 네 가지 유형의 후보들 중 발화 의미를 제외한 나머지 

세 후보들은 문학 작품 의미로 받아들여지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한

다.28) 레빈슨에 따르면, 첫 번째 후보인 단어 배열 의미는 우리가 문학 

작품을 해석할 때 그것을 그저 임의의 문장들로만 간주하지 않는다는 

점, 그것을 ‘어떤 누군가가 특정한 목적을 갖고 생산한 의사소통 행위

의 수단’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반영하지 못한다. 또한, 두 번째 후보인 

발화자의 의미는 문학 작품이 일상적 발화와는 달리 어느 정도의 자율성

을 지닌다는 점, 따라서 문학 작품 의미는 작가가 그 문학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자 한 의미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영하지 못한다. 그리고 

네 번째 후보인 유희적 의미는, 그 자체가 문학 작품 의미라고 부를 수 

있을만한 것을 완전히 해체해버리기 위해 고안된 개념이라는 점에서 부

적절하다.29)

  레빈슨은 발화 의미로서의 문학 작품 의미에 대한 톨허스트의 견해를 

28) Jerrold Levinson, Ibid., p. 223.
29) 레빈슨에 따르면, 유희적 의미는 아서 단토(Arthur Danto)가 상정한 ‘심층 

해석(deep interpretation)’의 목표 혹은 결과와 관련 있다. 단토는 예술 작

품 해석을 ‘표층 해석(surface interpretation)’과 ‘심층 해석’으로 구분하

는데, 전자가 예술가의 의도에 따른 해석이라면, 후자는 정신분석, 마르크스

주의, 페미니즘 등의 이론적 관점에 따라 예술가가 ‘정말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설명하고자 시도하는 해석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Arthur Danto, 

“Deep Interpretation”, Journal of Philosophy 78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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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승·발전시켜 해석과 의도의 관계에 관한 가설 의도주의의 주장을 구

체화한다. 톨허스트에 따르면, 발화 의미로서의 문학 작품 의미는 그 문

학 작품의 의도된 독자(intended reader)─그 문학 작품을 생산한 작가가 

그 문학 작품을 통해 모종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한 대상─의 믿음과 태

도에 의해 가장 잘 정당화되는 작가의 의도에 대한 가설과 같다. 레빈슨

은 이러한 톨허스트의 설명이 발화자의 의미와 문학 작품 의미를 동일시

하지 않으면서도 “그 문학 텍스트가 ‘그’ 작가에 의해 생산되었다는 

사실”을 해석에 반영한다는 점에서는 적절하지만, 여전히 작가의 의도

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에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톨허스트의 설명에 따라 문학 작품의 의미를 해석할 경우, 작가가 ‘의

도된 독자’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문학 작품의 의미가 좌우되는 

경우를 용인해야만 하기 때문이다.30)

  레빈슨은 톨허스트의 ‘의도된 독자’를 ‘적절한 감상자(appropriate 

audience)’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대체함을 통해 톨허스트의 설명을 개

선할 수 있다고 본다. 레빈슨에 따르면, 어떤 문학 작품에 대한 ‘적절

한 감상자’란 “그 작품이 탄생한 배경이 된 전통에 관해 알고 그에 정

통한, 그것을 생산한 작가의 모든 작품들(oeuvre)에 관해 숙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생산한 작가의 문학적·지적 정체성 혹은 페르소나

에도 친숙할 것이 분명한” 감상자, 즉, 그 문학 작품이 속한 공적 맥락

에 정통한 감상자를 뜻한다.31) 그리고 이러한 ‘적절한 감상자’가 그 

작가의 의도에 관해 세울 법한 최선의 가설이 “문학의 생산과 수용을 

결정하는 규범과 관습에 따라” 그 문학 작품의 의미를 구성한다.32)

  문제는 레빈슨이 설명하는 바와 같은 ‘문학 작품이 속한 공적 맥락’

이 작가의 의도에 관한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포함하는가이다. 만일 문

학 작품이 속한 공적 맥락이 작가의 의도에 관한 정보를 조금도 포함하

30) 톨허스트에 대한 이러한 레빈슨의 비판은, 톨허스트에 대한 다니엘 네이선

(Daniel O. Nathan)의 비판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톨허스트에 대한 네이선

의 비판은, Daniel O. Nathan, “Irony and the Artist’s Intention”, British 

Journal of Aesthetics, 23 (1982) p. 250.
31) Jerrold Levinson, Ibid., p. 228.
32)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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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문학 작품이 속한 공적 맥락이 “그 문학 텍

스트가 ‘그’ 작가에 의해 생산되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가설 의도주의는 작가의 의도가 예술 작품 해석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 반 의도주의로 귀결되고 말 것이

다. 또한, 만일 어떤 문학 작품이 속한 공적 맥락이 그 작가의 의도에 

관한 정보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가설 의도주의에 따른 문

학 작품 해석이 문학 작품의 자율성을 반영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적절한 감상자’가 그 작가의 의도에 관해 세울 법한 최선의 가설이 

작가의 의도에 관한 정보에 의해 완전히 좌우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

우, 가설 의도주의는 작가의 의도라고 여겨지는 것이면 무엇이든 작품의 

의미로 귀속시키는 극단적 실제 의도주의로 귀결되고 말 것이다.

  레빈슨은 작가의 의도를 의미론적 의도와 범주적 의도의 두 종류로 구

분함을 통해 반 의도주의와 극단적 실제 의도주의 사이의 절충점을 찾는

다. 레빈슨에 따르면, 작가의 의미론적 의도는 ‘그 문학 텍스트가 무엇

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작가의 의도이고, 작가의 범주적 의도는 ‘그 

문학 텍스트가 어떻게 구분되어져야 하고, 받아들여져야 하고, 접근되어

야 하는지’에 대한 작가의 의도이다.33) 레빈슨은 작가의 의미론적 의도

는 “본질적으로 사적인(essentially private)” 것이고, 따라서 문학 작품

의 공적 맥락에 포함될 수 없지만, 작가의 범주적 의도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34) 레빈슨은 의미론적 의도와 범주적 의도에 이처럼 서로 다른 지

위를 부여할 수 있다는 자신의 주장을 다음의 두 가지 근거를 들어 뒷받

침한다.

  첫째, 의미론적 의도는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하지만, 범주적 의도가 

실패하는 일은 거의 없다. 레빈슨에 따르면, 어떤 작가가 자신이 생산한 

텍스트가 자연에 대한 숭배를 의미할 것을 의도했더라도, 그 작가의 능

력이 부족했거나 그가 자연에 대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33) Ibid., p. 232.
34) Jerrold Levinson, “Hypothetical Intentionalism: Statement, Objections, and 

Replies”, Is There a Single Right Interpretation?, Edited by Michael Krausz,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2002), pp. 31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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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의 의미는 그 작가가 의도한 바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작

가가 자신이 생산한 텍스트가 시(poem)라는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

되어져야 하고, 받아들여져야 하고, 접근되어져야 한다고 의도했다면, 그

러한 의도는 그 텍스트를 시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한 한 사실상 실패

할 수 없다.35)

  둘째, 의미론적 의도와 달리 범주적 의도는 예술 작품을 생산하는 과

정 혹은 창조하는 과정에 축자적으로(literally) 속한다. 레빈슨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어떤 사각 표면 위에 유화 물감을 바르다 말았다고 해도 그

가 그것이 (구멍을 막기 위한 가림막이 아닌) 회화이기를 의도하지 않았

다면 그는 회화 작품을 생산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점토를 어떤 

특정 형태로 만들어 구웠다고 해도 그가 그것이 (도어 스톱이 아닌) 조

각이기를 의도하지 않았다면 그는 조각 작품을 생산한 것이 아니다. 또

한, 어떤 사람이 어떤 공책에 연속적인 문장들을 작성했다고 해도 그가 

그것이 (쇼핑 리스트가 아닌) 시이기를 의도하지 않았다면 그는 문학 작

품을 생산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색인 카드에 숫자와 부호들을 새

겼다고 해도 그가 그것이 (아무렇게나 끼적인 낙서가 아닌) 개념 예술이

기를 의도하지 않았다면 그는 개념 예술 작품을 생산한 것이 아니다.36)

  레빈슨이 범주적 의도에 대한 정보를 그 공적 맥락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그 문학 텍스트가 ‘그’ 작가에 의해 생산되었다는 사

실”을 공적 맥락에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 있다. 그리고 의미론적 의도

에 대한 정보를 그 공적 맥락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작가

의 의도에 대한 정보에 따라 그 예술 작품의 의미가 지나치게 좌우되는 

경우를 방지하는 것(즉, 문학 작품 해석에 문학 작품의 자율성을 반영하

는 것)과 관련 있다. 레빈슨은 범주적 의도에 대한 정보를 그 문학 작품

이 속한 공적 맥락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작가의 의도(범주적 

의도)가 그 문학 작품 의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허용한

다. 범주적 의도에 따라 문학 텍스트의 범주가 결정되는 경우, 그래서 

35) Jerrold Levinson (1992), pp. 232-233
36) Ibid., p.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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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문학 텍스트가 그러한 범주에 속한다는 이해를 토대로 그 문학 텍스

트의 의미를 해석해야 하는 경우를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레빈슨은 

의미론적 의도에 관한 정보를 그 문학 작품이 속한 공적 맥락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작가의 의도(의미론적 의도)가 그 문학 작

품 의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부정한다.37)

  레빈슨이 스스로 밝힌 바 있듯, 이는 의미론적 의도(그리고 의미론적 

내용)에 관해서는 반 의도주의를 지지하면서도 범주적 의도에 관해서는 

실제 의도주의를 지지하는 것과 같다.38) 레빈슨은 가설 의도주의가 전술

된 방식으로 의미론적 의도와 범주적 의도에 서로 다른 지위를 부여함을 

통해 ‘작가의 의도가 그 작가가 생산한 문학 작품 해석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는 반 의도주의의 주장, ‘문학 작품의 의미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그것을 생산한 작가의 의도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라

는 실제 의도주의의 주장을 모두 반영한다고 본다. 그리고 그를 근거로 

가설 의도주의가 반 의도주의와 실제 의도주의를 가장 잘 절충하는 입장

이라고 주장한다.39)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가설 의도주의의 주장을 예술 작품 일반에 관

한 것으로 일반화하고, 가설 의도주의의 주장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HI) 어떤 예술 작품 A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예술 작품 A가 속한 공

적 맥락에 정통한 ‘적절한 감상자’가 그 작품을 생산한 예술가의 

의도에 관해 세울법한 최선의 가설로 구성된다. 이 때, 예술가의 범

주적 의도에 관한 정보는 예술 작품 A가 속한 공적 맥락에 포함되는 

37) 의미론적 의도가 예술 작품의 의미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를 부

정하는 것은, 의미론적 의도를 예술 작품 해석과 완전히 무관한 것으로 치부

하는 것과 다르다. 레빈슨은 가설 의도주의의 지지자들도 의미론적 의도가 ⑴ 

우리에게 예술 작품의 의미를 ‘암시(suggest)’할 수 있다는 점, ⑵ 예술가를 

평가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예술 작품 해석과 유관함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Jerrold Levinson (2010), pp. 145.)
38) Jerrold Levinson (1992), pp. 221-222.
39) Ibid., p.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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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인정되지만, 의미론적 의도에 관한 정보는 인정되지 않는다.

2.2. 가설 의도주의에 대한 반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가설 의도주의는 예술 작품 해석이 (일

상적 발화 해석과 달리) 그 예술 작품이 그것이 속한 공적 맥락 하에서 

결과적으로 전달하게 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고 설명

한다. 그리고 그를 주요 근거로 내세워 예술 작품이 속한 공적 맥락에 

정통한 ‘적절한 감상자’가 그 작품을 생산한 예술가의 의도에 관해 세

울 법한 최선의 가설이 그 의미를 구성한다고 주장한다. 이 때, 예술가

의 범주적 의도에 관한 정보는 그 예술 작품이 속한 공적 맥락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되지만, 의미론적 의도에 관한 정보는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가 가설 의도주의를 검토함에 있어 가장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이

러한 의미론적 의도-범주적 의도 구분의 정당성이다. 의미론적 의도-범

주적 의도 구분이 가설 의도주의로 하여금 반 의도주의와 실제 의도주의

를 절충할 수 있도록 하는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만일 가

설 의도주의가 상정하는 의미론적 의도-범주적 의도 구분이 예술가의 의

도에 대한 잘못된 설명임이 밝혀진다면, 가설 의도주의가 반 의도주의와 

실제 의도주의를 가장 잘 절충하는 입장에 해당한다는 레빈슨의 설명 또

한 설득력을 잃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필자는 본 절에서 가설 의도주의가 상정하는 

의미론적 의도-범주적 의도 구분이 예술가의 의도에 대한 올바른 설명인

지 의심스럽다는 리빙스턴(2005)의 지적을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설

명할 것이다.40) 그리고 리빙스턴의 두 지적 중 후자의 지적이 가설 의도

40) 가설 의도주의의 의미론적 의도-범주적 의도 구분에 대한 지적은, 예술 작

품 해석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설 의도주의의 입장에 대한 지적이기도 

하다. 예술 작품 해석이 (일상적 발화 해석과 달리) 그 예술 작품이 그것이 

속한 공적 맥락 하에서 결과적으로 전달하게 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

으로 삼는다는 가설 의도주의의 설명이, 의미론적 의도-범주적 의도 구분이 

옳다고 전제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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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에 대한 유효한 반론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리빙스턴의 첫 번째 지적은, 모든 예술가의 의도를 의미론적 의도와 

범주적 의도 중 어느 한 종류의 의도에만 속하는 것으로 엄밀하게 구분

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의미론적 의도와 범주적 의도 

중 어느 한 가지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예술가의 의도를 상

상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지적이 정당하다면, 예술가

의 의도를 의미론적 의도와 범주적 의도로 구분하는 것은 예술가의 의도

에 대한 올바른 설명일 수 없다. 그리고 그러한 토대로 하는 가설 의도

주의 또한 해석과 의도의 관계에 대한 설득력 있는 입장일 수 없다.

  리빙스턴은 예술가의 의도를 의미론적 의도와 범주적 의도 중 어느 한 

종류의 의도에만 속하는 것으로 엄밀하게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한 구체

적인 사례로, 헨리 제임스(Henry James)가 『나사의 회전(The Turn of 

the Screw)』(1898)에 대해 가졌을법한 의도를 든다. 『나사의 회전』은 

어느 시골 저택에서 두 남매를 맡아 가르치게 된 가정교사가 두 남매를 

위협하는 사악한 유령들이 존재한다고 확신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를 다룬 소설로, 작품 속 가정교사의 1인칭 시점에서 전개된다. 독자는 

작품 속 가정교사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

라 작품 속에 두 남매를 위협하는 사악한 유령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해석을 지지할 수도, 그러한 유령들의 존재는 작품 속 가정교사의 불안

정한 정신 상태가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하다는 해석을 지지할 수도 있

다. 이 때, 만일 헨리 제임스가 『나사의 회전』이 초자연적인 존재로서

의 유령에 관해 다룬 유령 소설이기를 의도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

한 헨리 제임스의 의도가 의미론적 의도와 범주적 의도 중 어느 한 가지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

  리빙스턴에 따르면, 『나사의 회전』이 초자연적인 존재로서의 유령에 

관해 다룬 소설이기를 의도하는 경우에서의 의도는 소설 속 가정교사의 

진술이 작중에 두 남매를 위협하는 사악한 유령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의미할 것을 의도하는 경우에서의 의도와 분리되지 않는다. 문제

의 의도가 『나사의 회전』이 어떻게 구분되어져야 하고, 받아들여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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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접근되어져야 하는지에 관한 의도라는 점에서는 범주적 의도에 해

당하지만, 『나사의 회전』에서 가정교사의 진술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

인지에 대한 의도라는 점에서는 의미론적 의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41) 

이러한 리빙스턴의 설명은 일견 의미론적 의도와 범주적 의도 중 어느 

한 종류의 의도에만 속하는 것으로 엄밀하게 구분될 수 없는 예술가의 

의도가 존재함을 성공적으로 예증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레빈슨은 리빙스턴이 사례로 드는 헨리 제임스의 의도가 자신

의 의미론적 의도-범주적 의도 구분에 대한 반례가 되지 않는다며 리빙

스턴의 문제 제기를 일축한다. 레빈슨은 그 이유를 다음의 세 가지로 나

누어 설명한다.42) 첫째, ‘유령 소설’이라는 범주가 풍자(satire), 중편 

소설(novella), 송시(ode), 만화시(graphic poem) 등과 같은 ‘감상에 근본

적인 범주(appreciatively fundamental category)’, 즉, 그에 따라 그 문

학 텍스트를 감상하는 것이 그 텍스트에 대한 올바른 감상에 결정적인 

범주에 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둘째, 설령 ‘유령 소설’이라는 범

주가 ‘감상에 근본적인 범주’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어떤 텍스트가 

초자연적인 존재로서의 유령에 관해 다룬 소설이기를 의도하는 것은 그 

소설 속에 초자연적인 존재로서의 유령이 존재할 것을 의도하는 것을 수

반하지 않는다. 셋째, 설령 위의 대응들이 모두 실패한다 하더라도, 우리

는 여전히 전자의 의도와 후자의 의도를 범주적 의도와 의미론적 의도로 

구분할 수 있다. 의미론적 의도를 수반하는 범주적 의도가 존재한다는

(혹은 범주적 의도를 수반하는 의미론적 의도가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의미론적 의도도 범주적 의도도 아닌 예술가의 의도가 존재한다는 사실

은 따라 나오지 않는다.43)44)

41) Paisley Livingston, Ibid., pp. 160-161.
42) Jerrold Levinson (Summer 2007), p. 304.
43) 캐럴 또한 레빈슨과 거의 동일한 이유로 의미론적 의도와 범주적 의도의 모

호성에 대한 리빙스턴의 비판이 가설 의도주의에 대한 정당한 비판일 수 없

다고 본다. 캐럴에 따르면, 헨리 제임스의 사례가 범주적 의도가 의미론적 

의도와 관련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일 수 있지만, 범주적 의도가 의미론

적 의도와 관련 있다는 사실로부터 범주적 의도와 의미론적 의도를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따라 나오지 않는다. 리빙스턴의 가설 의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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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빈슨은 헨리 제임스가 『나사의 회전』에 대해 가졌을법한 의도에 

대한 리빙스턴의 설명이 의미론적 의도도 범주적 의도도 아닌 예술가의 

의도의 존재를 예증하지 못함을 밝힘으로써, 리빙스턴의 지적을 성공적

으로 방어한다. 보다 설득력 있는 사례가 제시되지 않는 한, 의미론적 

의도도 범주적 의도도 아닌 예술가의 의도가 존재한다는 지적은 가설 의

도주의에 대한 유효한 반론을 구성할 수 없다.

  리빙스턴의 두 번째 지적은, 레빈슨이 의미론적 의도와 범주적 의도에 

서로 다른 지위가 부여되는 이유를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레빈슨이 제시하는 이유들이, 두 의도에 서로 다른 지위가 부여되는 이

유를 정당화하기에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앞서 우리는 레빈슨이 두 의도

에 서로 다른 지위가 부여되는 두 가지 근거로 의미론적 의도는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하지만 범주적 의도가 실패하는 일은 거의 없다는 점, 의

미론적 의도와 달리 범주적 의도는 예술 작품을 생산하는 과정 혹은 창

조하는 과정에 축자적으로 속한다는 점을 제시한다고 정리한 바 있다. 

하지만 전자의 근거로부터 의미론적 의도와 범주적 의도에 서로 다른 지

위를 부여할 수 있다는 사실은 따라 나오지 않고, 후자의 근거는 선결 

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한다.45)

비판에 대한 캐럴의 논평은, Noël Carroll, “Art, Mind, and Intention”, 

Philosophy and Literature, 31:2, (October 2007), pp. 400-402.
44) 가설 의도주의와 동일한 방식으로 의미론적 의도와 범주적 의도를 구분하면

서도 의미론적 의도를 수반하는 범주적 의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

는 구체적인 사례로는, 이해완, 「작품의 의미와 의도주의-반의도주의 논

쟁」, 『미학』, 79 (2014), pp. 225-230.
45) 필자의 설명은 레빈슨이 의미론적 의도와 범주적 의도에 서로 다른 지위가 

부여되는 이유를 충분히 해명하지 못함을 지적한다는 점에서는 리빙스턴과 

동일하지만, 그러한 지적을 구체화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리빙스턴과 구분된

다. 필자와 달리, 리빙스턴은 가설 의도주의가 의미론적 의도와 범주적 의도

에 서로 다른 지위를 부여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제시할법한 근거로 두 

의도의 신뢰성(reliability) 차이와 접근성(accessibility) 차이를 든다. 그리고 의

미론적 의도와 범주적 의도 사이에 유의미한 신뢰성·접근성 차이가 존재하

지 않으므로, 두 후보 모두 의미론적 의도와 범주적 의도에 서로 다른 지위

를 부여할 근거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설명한다. 필자는 이러한 리빙스턴의 

지적이, 의미론적 의도와 범주적 의도가 존재론적으로 구분된다는 레빈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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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론적 의도는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하지만 범주적 의도가 실패하는 

일은 거의 없다는 레빈슨의 첫 번째 근거부터 살펴보자. 앞서 우리는 이

러한 첫 번째 근거의 요지를 아래와 같이 정리한 바 있다.

……의미론적 의도는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하지만, 범주적 의도가 실패

하는 일은 거의 없다. 레빈슨에 따르면, 어떤 작가가 자신이 생산한 텍

스트가 자연에 대한 숭배를 의미할 것을 의도했더라도, 그 작가의 능력

이 부족했거나 그가 자연에 대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텍스트의 의미는 그 작가가 의도한 바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작

가가 자신이 생산한 텍스트가 시라는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되어

져야 하고, 받아들여져야 하고, 접근되어져야 한다고 의도했다면, 그러

한 의도는 그 텍스트를 시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한 한 사실상 실패

할 수 없다.

그런데 의미론적 의도와 범주적 의도의 성공 가능성 차이에 대한 이러한 

레빈슨의 설명은, 설령 그것이 옳다고 하더라도, ‘모든’ 의미론적 의

도와 범주적 의도에 서로 다른 지위를 부여할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지 

못한다. 이러한 설명의 옳음이 보증하는 것은 기껏해야 범주적 의도가 

실패하는 경우가 몹시 드물다는 것일 뿐, 범주적 의도가 ‘절대’ 실패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신이 생산한 문학 텍스트가 시라

는 범주에 속하기를 의도하는 것이 ‘그 텍스트를 시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한 한’ ‘사실상’ 실패 할 수 없다는 레빈슨의 진술 또한 범주적 

의도가 성공하기 위해 갖춰져야만 하는 최소한의 조건과 같은 것이 존재

함을 함축한다. 의미론적 의도와 범주적 의도의 성공 가능성 차이를 의

설명에 대한 반론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충분하다고 본다. 실제로 

레빈슨은 범주적 의도가 의미론적 의도보다 “해석적으로 앞선다

(interpretively prior)”는 존재론적 논변을 내세워 리빙스턴의 지적에 대응한

다. 레빈슨이 의미론적 의도와 범주적 의도에 서로 다른 지위가 부여되는 이

유를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다는 리빙스턴의 지적은, Paisley Livingston, Ibid., 

pp. 161-164. 그러한 리빙스턴의 지적에 대한 레빈슨의 대응은, Jerrold 

Levinson, Ibid., pp. 30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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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론적 의도와 범주적 의도가 결정적으로 구분되는 지점으로 볼 수 없는 

한, 의미론적 의도와 범주적 의도의 성공 가능성 차이에 대한 레빈슨의 

설명으로부터 의미론적 의도와 범주적 의도에 서로 다른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는 사실은 따라 나오지 않는다.

  이어서 의미론적 의도와 달리 범주적 의도는 예술 작품을 생산하는 과

정 혹은 창조하는 과정에 축자적으로 속한다는 레빈슨의 두 번째 근거를 

살펴보자. 레빈슨은 회화, 조각, 시, 개념 예술의 사례를 들어 범주적 의

도가 예술 작품을 생산하는 과정 혹은 창조하는 과정의 일부임을 예증하

고자 한 바 있다. 어떤 무언가가 회화(혹은 조각, 혹은 시, 혹은 개념 예

술) 등 예술 작품의 하위 범주에 속하는 것이려면, 그 무언가를 생산한 

생산자가 그 무언가가 그러한 범주에 속하는 것이기를 반드시 의도했어

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는 범주적 의도가 예술 작품에 대해 특수한 존재

론적 지위를 지닌다고 보고, 그를 근거로 의미론적 의도와 범주적 의도

에 서로 다른 지위를 부여하는 것과 같다.

  문제는 이러한 레빈슨의 설명이 의미론적 의도와 범주적 의도 중 범주

적 의도에 대해서만 그러한 특수한 존재론적 지위가 인정될 수 있는 이

유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왜 의미론적 의도는 범주적 의도처럼 

작품을 만드는 과정 혹은 창조하는 과정에 축자적으로 속하는 것으로 간

주될 수 없는가? 어떤 무언가가 어떤 범주에 속하는 작품이기 위해 그에 

대응하는 범주적 의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옳고, 어떤 무언가가 어떤 

의미를 갖는 작품이기 위해 그에 대응하는 의미론적 의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틀렸다고 판단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가? 존재론적 지위의 차이

를 들어 의미론적 의도와 범주적 의도에 서로 다른 지위를 부여할 수 있

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그러한 존재론적 지위의 차이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지 제시하지 못하는 한, 아무 것도 설명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

없다. 그러한 존재론적 지위의 차이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지 제시하

지 못하면, 존재론적 지위의 차이를 들어 의미론적 의도와 범주적 의도

에 서로 다른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선결 문제 

요구의 오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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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우리는 가설 의도주의가 상정하는 의미론적-범주적 의도 구

분이 예술가의 의도에 대한 올바른 설명인지 의심스럽다는 리빙스턴의 

지적을 ⑴ 모든 예술가의 의도를 두 의도 중 어느 한 의도에만 속하는 

것으로 엄밀하게 구분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지 의심스럽다는 점, ⑵ 

레빈슨이 두 의도에 서로 다른 지위가 부여되는 이유를 충분히 해명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점으로 나누어 검토했다. 그리고 이 중 후자의 지

적이 가설 의도주의에 대한 유효한 반론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

한 반론들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 한, 가설 의도주의는 

레빈슨의 설명과 달리 ‘반 의도주의와 실제 의도주의를 가장 잘 절충하

는 입장’일 수 없다.

3.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와 가설 의도주의의 쟁점 분석: 

예술 작품 해석의 목적을 중심으로

  이상으로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 가설 의도주의를 각 입장의 주장과 

그를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 그리고 그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반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 필자는 지금까지 본 장에서 정리한 바

를 토대로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와 가설 의도주의를 비교·분석한 기존

의 논의들이 대개 두 입장의 결정적인 쟁점을 어떻게 파악해왔는지,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 검토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캐럴은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의 주장을 뒷받

침하는 주요 근거로 ‘대화적 관심’ 논변을 제시하고, 레빈슨은 가설 

의도주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로 문학 작품 해석이 일상적 발

화 해석과는 다른 규칙을 갖는 언어 게임이라는 논변을 제시한다. 캐럴

의 ‘대화적 관심’ 논변은 예술 작품 해석이 (일상적 발화 해석과 마찬

가지로) 그것을 생산한 예술가의 의도 파악을 목적으로 삼는다고 설명한

다. 반면 레빈슨은 예술 작품 해석이 (일상적 발화 해석과 달리) 그 예술 

작품이 그것이 속한 공적 맥락 하에서 결과적으로 전달하게 된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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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고 설명한다.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와 가설 의도주의를 비교·분석한 기존의 논의들

은 대개 이들 두 논변이 상반되는 방식으로 예술 작품 해석의 목적에 대

해 설명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두 입장의 결정적인 쟁점을 예술 작품 해

석의 목적에 대한 입장 차이로 파악해 왔다.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와 가

설 의도주의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기 내세우는 주요 근

거들이 예술 작품 해석의 목적에 대한 서로 상반되는 두 전제에 해당하

므로,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와 가설 의도주의 간 대립은 궁극적으로는 

예술 작품 해석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관한 입장 차이로부터 비롯된 것으

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46)

  문제는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와 가설 의도주의 간 대립의 결정적인 쟁

점을 예술 작품 해석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위와 같은 입장 차이로 

이해하는 것이 해석과 의도의 관계에 관한 논쟁을 교착 상태에 빠뜨려 

왔다는 점이다. 그저 두 입장을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예술 작품 해석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두 입장 중 어떤 입장이 옳은지 혹은 옳지 않은

지 확실하게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술 작품 해석의 목적에 대한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의 입장과 가설 의도주의의 입장은 경험적인 것

(empirical)이 아닌 규범적인 것(normative)으로써, 실제 예술 비평가들의 

해석 관행을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라기보다 캐럴과 레빈슨이 각자 지지

하는 예술 작품 해석의 목적에 대한 직관을 내적 정합성을 갖춘 형식으

로 서술한 것에 가깝다. 예술 작품 해석의 목적에 관한 온건한 실제 의

도주의(가설 의도주의)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 존재한다고 하더

라도, 그러한 해석이 절대 다수임을 입증할 수 없는 한, 온건한 실제 의

46)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와 가설 의도주의의 결정적인 쟁점을 예술 작품 해석

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관한 입장 차이로 설명하는 경우로는, Gary Iseminger, 

“Actual Intentionalism vs. Hypothetical Intentionalism”,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54:4 (1996) pp. 319-326; Noël Carroll (2002), esp. 
p. 323; Peter Lamarque, “Appreciation and Literary Interpretation”, Is 

There a Single Right Interpretation?, Edited by Michael Krausz,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2002), pp. 287-290;  오종환 (2017) p. 208; 윤주한 

(2013), pp. 111-112; 「의도주의-비의도주의 논쟁에 대한 하나의 답변」, 

『인문논총』, 74:4 (2017) pp. 23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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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의(가설 의도주의)의 주장은 흔들리지 않는다.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

(가설 의도주의)로서는, 자신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해석

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하면 그만이다.47)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와 가설 의도주의 간 결정적인 쟁점이 예술 작품 

해석의 목적에 대한 입장 차이로밖에 설명될 수 없고, 예술 작품 해석의 

목적에 대한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의 입장과 가설 의도주의의 입장 중 

어떤 입장이 옳은지 혹은 옳지 않은지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하

다면,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와 가설 의도주의 간 대립은 계속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 즉, 해석과 의도 간 관계에 관한 논쟁을 더 이상 교

착 상태에 빠뜨리지 않으려면, 최소한 예술 작품 해석의 목적에 대한 입

장 차이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와 가설 의도주의 

간 결정적인 쟁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필자는 이어지는 Ⅱ장에서 예술 작품 해석의 

목적에 대한 입장 차이가 아닌 의도의 기능에 대한 입장 차이를 중심으

로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와 가설 의도주의의 결정적인 쟁점을 재구성할 

것이다. 그리고 그로부터 기존의 교착 상태를 해소시킬 단서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47) Jerrold Levinson (2002), pp. 316-317; Noël Carroll (2009), p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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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와 가설 의도주의 재구성

  본 장에서 필자는 캐럴의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가 의도에 대한 신 비

트겐슈타인적 관점을, 레빈슨의 가설 의도주의가 환원주의적 의도 이론

을 견지함을 밝히고, 그를 토대로 두 입장이 의도의 기능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가 

의도의 기능을 과대평가한다는 점, 가설 의도주의가 의도의 기능을 과소

평가 한다는 점을 지적할 것이다. 또한, 두 입장의 결정적인 쟁점을 의

도의 기능에 대한 이러한 입장 차이로 재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재구성으로부터 기존의 교착 상태를 해소시킬 단서를 찾을 수 있

다고 주장할 것이다.

1.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에서의 의도

  캐럴은 예술 작품 해석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온

건한 실제 의도주의를 전개해 왔고, 의도 자체에 관한 일관성 있고 설득

력 있는 입장을 정립하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의도 자체에 관

한 캐럴의 언급들 중 일부는 일견 서로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데, 이는 캐럴이 그 때 그 때 필요에 따라 의도 자체에 관한 자신의 입

장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르게 제시하기 때문이다. 본 절에서 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럴의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가 예술가의 의도에 대

한 신 비트겐슈타인적 관점(이하 ‘신 비트겐슈타인적 관점’)의 기조를 

꾸준히 유지해왔다고 볼 수 있음을 밝힐 것이다. 그리고 그를 토대로 온

건한 실제 의도주의가 의도의 기능을 과대평가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캐럴은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에 관해 다룬 자신의 초기 저술에서 신 

비트겐슈타인적 관점을 내세워 예술가의 의도는 예술 작품과 논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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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인 심적 사건에 불과하다는 반 의도주의 측의 주장에 대응한 바 

있다. 캐럴 스스로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신 비트겐슈타인적 

관점은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Ludwig Wittgenstein)이 그의 후기 저작 

『철학적 탐구(Philosophische Untersuchungen)』에서 의도를 비롯한 심

적인 것 일반에 관해 피력한 입장으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48)

  다음은 전술된 반 의도주의 측의 주장과 그 문제점에 대한 캐럴의 설

명이다.

……초기 반 의도주의의 굳은 신념 중 하나는 작가의 의도(authorial 

intention)가 예술 작품 외적인 것이라는, 따라서 예술 작품 자체에 근

거해 작가의 의도에 관해 논하고자 하는 시도는 인식론적으로 의심스

럽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의 기저에는 원인이 그 결과로부터 논리적

으로 독립적이라는 흄의 설명과 유사한 작가의 의도에 대한 이해, 즉, 

예술 작품을 낳는 작가의 의도는 그 예술 작품들로부터 논리적으로 독

립적인 사적으로 일회적인 심적 사건이라는 이해가 깔려 있다. ……

  그러나 작가의 의도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신 비트겐슈타인 관

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새로운 관점에 의해 점진적으로 도전받게 되

었다. 신 비트겐슈타인 관점에 따르면, 의도는 예술 작품 속에서 명백

48)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적 탐구』 1부 후반부와 2부에서 ‘사적 공간으로서

의 마음, 공적 공간으로서의 몸’이라는 데카르트의 이원론적 구분론에 입각

한 철학적 심리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잘못된 지점들을 바로잡고자 시

도한다.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데카르트의 이원론적 구분론은 세계를 1인

칭적 관찰과 3인칭적 관찰을 동일하게 허용하는 물리적인 세계(외부적인 세

계)와 오직 1인칭적 관찰만을 허용하는 정신적인 세계(내부적인 세계)로 구분

한다. 물리적인 세계와 달리 정신적인 세계는 오로지 그 당사자에게만 접근 

가능하고, 그 당사자가 아닌 타인들은 그러한 정신적인 세계에 속하는 것들

(심적인 것 일반)에 관한 어떠한 확실한 지식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비트

겐슈타인은 이러한 데카르트의 이원론적 구분론이 일종의 문법적 허구에 해

당한다고 본다. 비트겐슈타인에게 ‘심적인 것’은 우리의 삶의 양식에 근거

를 둔 언어 게임의 한 양식으로, 그저 내밀한 사적 공간으로서의 마음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인간의 행동이라는 형식으로 현시되는 것이

다. 『철학적 탐구』에서의 철학적 심리학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신상

규, 『비트겐슈타인 『철학적 탐구』』,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4), 

pp. 39-51; 138-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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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드러나는 예술 작품의 상태를 규정하는 목적(a purpose, manifest 

in the artwork, which regulates the way the artwork is)과 같다. 즉, 

우리는 작품 자체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관조함을 통해 작가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다. 예술 작품 자체가 의도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다.

  즉, 작가의 의도를 찾는 것은 예술 작품 외적인 문제도, 그 작품의 

의미나 가치로부터 논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독립적이고 사적인 심적 

사건(episode) 내지는 원인을 찾는 문제도 아니다. 의도는 작품 자체 내

에 명백하게 존재하는 것이고, 의도가 그 작품의 목적적 구조(purposive 

structure)로서 확인될 수 있는 한, 의도는 그 예술 작품에 대한 우리의 

관심의 중심이다. 의도가 작품 외부의 심적 사건에 불과하다는 관점

(external-episode view)은 작가의 의도가 우리에게 불필요한, 혹은 우리

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예술 작품의 부속물에 불과하고, 따라서 마땅

히 무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반면 신 비트겐슈타인적 관점에서 의도─

그 작품의 목적적 구조─를 추적하는 것은 예술 작품 감상의 핵심으로 

간주된다.

  작가의 의도가 예술 작품 외적인 것이고 예술 작품 해석으로부터 독

립적인 것이라는 이해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작가의 의도가 그 작품

의 의미와 무관한 것이라는 반 의도주의자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행위, 마음, 언어 철학의 발전상에 비추어 볼 때, 작가의 의도에 

대한 신 비트겐슈타인적 관점이 보다 매력적으로 보인다. 반 의도주의

의 설득력은 이론가들에게 의도에 대한 두 관점 중 무엇이 이론가들에

게 더 그럴듯한 이론으로 받아들여지는지에 달려있다. 초기 반 의도주

의가 의도에 대한 조야한 관점들을 토대로 하는 정도만큼, 그 결론은 

의심스러운 것일 수밖에 없다. 또한, 의도에 대한 보다 매력적인 관점

인 신 비트겐슈타인적 관점은 작가의 의도가 예술 작품 해석과 관련이 

있음을 밝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술 작품 해석을 통해 그 작가의 의

도를 결정하고자 시도한다는 점 또한 암시한다. 즉, 만일 반 의도주의

가 현 시점에서도 계속 설득력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의도에 대한 조야

한(crude) 관점을 상정하지 않음과 동시에 의도에 대한 신 비트겐슈타

인적 이해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49)

49) Noël Carroll (1992), pp. 100-102. 강조는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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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신 비트겐슈타인적 관점이 정말 캐럴이 설명하는 정도만큼 반 의

도주의가 전제하는 의도에 대한 관점보다 설득력 있고 매력적인 관점에 

해당하는지 의심스럽다는 점이다.

  캐럴이 설명하는 바에 따르면, 신 비트겐슈타인적 관점은 예술가의 의

도를 ‘예술 작품 속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예술 작품의 상태를 규정하

는 목적’과 동일시한다. 예술 작품 자체를 그것이 속한 공적 맥락에 따

라 면밀하게 조사하고 관조하는 것만으로 예술가의 의도를 완전히 파악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의도적 행위가 그 의도의 실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면, 예술가의 의도에 해당하면서도 전술된 바와 같

은 ‘예술 작품의 목적적 구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전술된 바와 

같은 ‘예술 작품의 목적적 구조’에는 해당하면서도 예술가의 의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우리는 이러

한 문제의식 하에서 신 비트겐슈타인적 관점을 비판하는 구체적인 사례

로, 콜린 라이어스(Colin Lyas)(1992)에 대한 레빈슨의 비판을 참고할 수 

있다.50) 다음은 라이어스에 대한 레빈슨의 비판을 두 항목으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다.

  첫째, 예술 작품 자체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관조하는 것만으로는 알 

수 없는 유형의 예술가의 의도가 존재한다. 레빈슨은 이러한 유형의 예

술가의 의도로 문학 작품에 대한 작가의 범주적 의도를 든다. 레빈슨에 

따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학 텍스트는 언제나 하나 이상의 범주에 

속할 수 있는 그러한 문학 텍스트이기 마련이고, 따라서 문학 작품 자체

만으로 그것을 생산한 작가의 범주적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주어진 문학 텍스트가 어떤 범주에 속하는 작품으로 의도되었는지 파악

하려면, 언제나 작가의 범주적 의도에 대한 가정 혹은 그 문학 텍스트 

외부의 보조적인 정보(작가의 일기, 작가 본인이 작성한 해설문, 인터뷰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51)

50) 라이어스(1992)는 캐럴과 동일한 방식으로 비트겐슈타인을 수용하고, 예술 

작품 자체만으로 예술가의 의도에 관해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Colin Lyas (1992). 라이어스에 대한 레빈슨의 비판은, Jerrold 

Levinson (1992), pp. 23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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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위와 같은 반론을 차단하기 위해 그 논의 대상을 의미론적 의도

로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예술 작품 자체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관조함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예술가의 의도에 대한 합리적인 추론일 

뿐, 예술가의 의도 자체는 아니다. 그것이 예술가의 실제 의도와 일치하

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52) 레빈슨에 따르면, 신 비

트겐슈타인적 관점이 상정하는 ‘예술 작품의 목적적 구조’는 그 예술 

작품이 그 예술 작품이 그것이 속한 공적 맥락 하에서 결과적으로 전달

하게 된 의미이지, 예술가의 의도가 아니다.53) 그러한 의미와 예술가의 

의도를 동일시하는 것은, 예술가의 의도가 그 예술 작품이 그것이 속한 

공적 맥락 하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완전히 통제한다고 전제한다는 

점에서 의도의 기능을 과대평가한다.

  신 비트겐슈타인적 관점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레빈슨의 비판

이 예술 작품 자체만으로는 알 수 없는 예술가의 의도가 존재한다고 사

전에 전제하는 선결 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한다고 반론할 수 있다. 신 

비트겐슈타인적 관점은 그러한 예술가의 의도의 존재를 애초부터 인정하

지 않으므로, 레빈슨의 비판은 무효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반론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에서 그럴듯하지 않다. 첫째, 예술 작품 자체만으로

는 알 수 없는 예술가의 의도가 존재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실제 비평 관행에 부합하지 않는다. 우리는 예술 작품 자체만으로는 확

실하지 않았던 예술가의 의도가 일기, 해설문, 인터뷰 등을 통해 밝혀지

는 경우들을 본다.54) 둘째, 예술 작품 자체만으로는 알 수 없는 예술가

의 의도가 존재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실제 의도주의가 반 의도주의에 

대해 갖는 차별점을 없앤다. 예술 작품 자체만으로는 알 수 없는 예술가

의 의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예술가의 의도에 따라 예술 작품의 의미

를 결정하는 경우는 예술 작품 자체에만 의존하여 예술 작품의 의미를 

51) Jerrold Levinson, Ibid., p. 234.
52) Ibid.
53) Ibid., p. 235.
54) 캐럴 또한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에 관한 이후의 저술에서 이러한 경우가 존

재함을 인정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Noël Carrol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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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는 경우이기도 할 것이기 때문이다.55)

  캐럴 또한 이러한 문제를 의식한 것인지,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에 관

한 이후의 저술들에서는 신 비트겐슈타인적 관점에 관해 직접적으로 언

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신 비트겐슈타인적 관점의 한계를 인정하고 대안

적인 예술가의 의도에 관한 관점을 제시하는 (혹은 신 비트겐슈타인적 

관점의 한계에 대한 위와 같은 지적이 부당함을 밝히는) 정공법을 택하

지도 않는다.

  캐럴이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에 관한 이후의 저술들에서 신 비트겐슈

타인적 관점에 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이유가, 그가 신 비트겐

슈타인적 관점을 완전히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섣불리 결론 내려서는 안 

될 것이다.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에 관한 비교적 최근의 저술에서 캐럴

은 예술 작품 자체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관조하는 것만으로 예술가의 의

도를 완전히 파악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은 포기하면서도, 예술 작품 

자체가 예술가의 의도를 가늠하는 기준이라는 신 비트겐슈타인적 관점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예술가의 의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수정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비교적 최근 저술에서 캐럴이 반 의도주의 측의 또 

다른 반대 논변인 ‘접근 불가능성(inaccessibility) 논변’에 어떻게 대응

하는지 살펴보자. ‘접근 불가능성 논변’은 예술가 의도가 예술 작품과 

논리적으로 독립적인 심적 사건에 불과하다는 앞서 언급된 반 의도주의 

측의 주장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 하지만 ‘예술가의 의도는 예술 

작품 외적인 것이므로 예술 작품을 평가하고 해석하기 위해 예술가의 의

도를 참고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동일한 결론을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는 궤를 같이한다.

……접근 불가능성 논변은 의도란 예술 작품으로부터 유리된 것이고 

비평가가 활용할 수 없는 것임을 전제한다. [접근 불가능성 논변에 따

르면,] 우리 앞에는 작품이 있고 의도는 다른 어딘가에, 즉 예술가의 

55) 권혁규 (1990); 이해완, 「온건하지 않거나 의도주의가 아니거나」, 『인문논

총』 74:3 (2017) pp. 35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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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릿속에건 그 근처건 하여간 어디가 되었든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곳에 존재한다.56)

  예술가의 의도가 접근 불가능한 것이라는 주장은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다. 비록 우리가 모든 경우에 절대적인 확실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

들의 의도를 확신할 수는 없다고 해도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실제로 다

른 사람들의 의도를 찾아내는 일을 잘 한다. 진화심리학자들이 일컫는

바 마음 읽기(mind reading)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연도태를 통해 물

려받게 된 가장 중요한 강점들 중 하나다.

  ……예술가의 의도에 접근하는 한 가지 중요한 길은 예술가가 이미 

알려진 범주에 속하는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다시 

말해, 예술 작품은 일반적으로 장르, 양식, 예술 사조, 시대, 한 작가의 

전체 작품 등과 같은 범주들에 속해 있으며, 계보와 전통을 가지고 있

다. 비평의 대상이 된 작품은 그 작품이 속할 것이라고 추정되는 부류

에 드는 다른 작품들과 공유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 것인데, 다른 

방법들도 있겠지만 대개 우리는 그러한 공통점이 몇 개나 되는지, 얼마

나 두드러지는지 등을 계산하여 해당 작품이 어떤 유형(혹은 유형들)에 

속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공공연하게 알려진 특정한 목적들, 예컨대 부르주아들에게 도발하려

는 목적이나 기독교적 덕성을 기르려는 목적 같은 것들로 인해 서로 

다른 유형의 예술 작품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게다가 예술가

들이라면 일반적으로 자신의 작품이 감상자들에게 잘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작품이 속한 범주 또는 전통을 강조하

거나 최소한 불명확하게 만들지는 말 것과 작품이 속한 예술 유형이 

가지고 있는 기존 의제(혹은 의제들)를 준수할 필요가 있음을 가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그러므로 만약 예술가가 충분히 인정된 예술 범주나 전통이나 부류

의 특징들을 보여주는 작품을 창작한다면, 예술가들은 감상자들에게 다

가가고 싶어 하며 연결되길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기본 가정에 따라 우

리는 그 예술가의 의도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그러한 범주나 전통이나 

부류와 관련된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추정하게 된다.57)

56) Noël Carroll (2009), p.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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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의 의도에 대한 이러한 캐럴의 설명은 예술 작품 자체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관조함을 통해 예술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예술가의 의도

에 접근하는 한 가지 중요한 방식이라고만 주장할 뿐 그러한 조사와 관

조를 통해 예술가의 의도를 완전히 파악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앞서 검토한 신 비트겐슈타인적 관점과 구분된다. 캐럴은 인용된 

바와 같은 방식에 따라 예술 작품 자체에 의존하는 것이 예술가의 의도

를 파악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며, 우리는 예술가 본인으로부터 예술가

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에 관해 듣는 등 다른 여러 방식으로도 예술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58) 이는 일견 예술 작품 자체가 예술

가의 의도를 가늠하는 기준이라는 신 비트겐슈타인적 관점의 기조와 배

치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우리는 이어지는 캐럴의 설명으로부터 캐럴이 신 비트겐슈타인

적 관점의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예술가 본인으로부터 예술가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에 관

해 듣는 것이 예술가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적절한 수순일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반론에 대한 캐럴의 대응이다.

……많은 주석가들은 예술가 스스로가 표명한 의도를 일축하는데, 이는 

예술가가 자신의 의도를 숨기려 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하지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한 번 이 경우를 일상생활에서 벌어지

는 일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늘 자신들의 의도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사람들의 거짓말을 꽤나 잘 알아차리는데, 특히 거짓말쟁이가 

의도라고 말한 것이 그 자신의 행동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렇다. 

이와 마찬가지로 표명된 의도가 예술 작품에 나타난 바와 부합하지 않

아서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건 해당 작품은 그러한 의도를 가

질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 우리는 예술가의 가식을 밝혀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우려는 저자가 자기 기만적(self-deceived)

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자신의 의도가 이러저러한 것이라고 말

57) Ibid., pp. 71-73. 강조는 필자.
58) Ibid., p.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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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무의식적인 의도는 그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무의식적인 의도

도 여전히 의도이고, 그러한 의도를 밝히는 것도 여전히 의도주의의 한 

형태이다. 게다가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자주 당사자가 부인하는 경우에

도 다른 사람의 무의식적인 의도를 매우 잘 밝혀낸다. 아이다호 주 상

원의원 래리 크레이그가 미네아폴리스 공항 화장실에서 저지른 성 추

문 사건[주: 2007년, 공화당 크레이그(Larry Craig) 상원의원이 즉석에서 

만난 파트너와 공공장소에서 벌이는 성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화장실 

칸막이 안에 잠복근무 중이었던 형사에게 바로 그러한 행위를 할 ‘의

사’가 있음을 표시하는 신호(칸막이 안으로 발을 넣는 등)를 하여 체

포된 사건] 같은 경우를 보라. 왜 예술 작품 창작과 관련된 무의식적 

의도는 원칙적으로 더 밝혀내기 어렵다고 가정하는가?59)

이러한 캐럴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는 예술 작품 자체와의 양립 불가능

성을 근거로 예술가가 표명한 예술가의 의도가 거짓말 혹은 자기기만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예술가가 직접적으로 표명한 예술가의 의도

라도 그 예술 작품 자체와 양립 불가능하다면 예술가의 의도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캐럴은 예술 작품 자체와의 양립 가능성을 예술가

가 표명한 의도가 정말로 예술가의 의도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그리고 예술가 본인으로부터 무엇을 의도했는지에 관해 듣고 파

악하는 것조차도 예술 작품 자체가 예술가의 의도를 가늠하는 기준이라

는 신 비트겐슈타인적 관점의 기조와 배치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 편

의상 이러한 수정된 입장을 ‘약화된 신 비트겐슈타인적 관점’이라 부

르기로 하자.

  이제 관건은 약화된 신 비트겐슈타인적 관점을 예술가의 의도를 올바

르게 파악한 입장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이다. 앞서 우리는 신 비트겐슈

타인적 관점에 대한 주요 비판점으로 예술 작품 자체를 면밀하게 조사하

고 관조하는 것만으로는 알 수 없는 유형의 예술가의 의도가 존재한다는 

점, 예술 작품 자체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관조함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은 기껏해야 예술가의 의도에 대한 합리적인 추론일 뿐이라는 점을 검토

59) Ibid., p.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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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바 있다. 약화된 신 비트겐슈타인적 관점은 기존의 신 비트겐슈타인

적 관점과 달리 예술 작품 자체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관조함을 통해 예

술가의 의도를 완전히 파악할 수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기존

의 신 비트겐슈타인 관점이 봉착했던 문제와 완전히 동일한 문제에는 봉

착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술가의 의도와 양립 불가능한 예술 작품이 생

산될 리 없다고 전제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의도의 기능을 과대평가한다.

  “우리가 모든 경우에 절대적인 확실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의도

를 확신할 수는 없다”는 캐럴의 설명에도 이미 암시되어 있듯, 예술 작

품 자체를 조사하고 관조함을 통해 예술가의 실제 의도에 관해 알아낼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다. 모든 의도적 행위가 그 의도의 실현으로 이

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어떤 예술가가 

모종의 의도를 가지고 예술 작품을 생산했다는 사실로부터 그러한 의도

와 양립 불가능한 예술 작품이 생산될 리 없다는 캐럴의 전제는 다소 의

문스럽다.

  필자는 예술가의 의도에 대한 전술된 캐럴의 전제가 예술가들이 어떤 

존재들인지에 대한 지나치게 낙관적인 이해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본

다. 앞서 인용한 바 있듯, 캐럴은 예술가들이 ‘감상자들과 다가가고 싶

어 하며 연결되길 원하는 사람들’, 즉, “감상자들과 접촉하거나 의사

소통하거나 그들로부터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의도”를 전형적으로 갖는 

존재들이라고 본다. 그리고 그를 근거로 어떤 예술가가 기존의 예술 범

주, 전통, 부류의 특징을 갖는 예술 작품을 생산했다는 사실로부터 그가 

그러한 예술 범주, 전통, 부류와 관련된 목적들을 추구했음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60) 하지만 예술가들이 실제로 캐럴이 상정하는 바와 같은 

의도를 전형적으로 갖는 (혹은 마땅히 가져야만 하는) 존재들인지는 분

명하지 않다. 또한, 설령 예술가들이 실제로 그러한 의도를 전형적으로 

갖는(혹은 마땅히 가져야만 하는) 존재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로부터 예술

가가 언제나 그러한 의도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예술 작품을 생산한다는 

사실은 따라 나오지 않는다. 어떤 예술 작품이 결과적으로 가지게 된 기

60) Noël Carroll (2009), p.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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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예술 범주, 전통, 부류의 특징은 예술가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것

일 수 있고, 기존의 예술 범주, 전통, 부류와 관련된 어떤 목적을 추구하

는 예술가의 의도가 그러한 예술 범주, 전통, 부류의 특징을 갖는 예술 

작품 생산으로 귀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

  정리할 때: 캐럴의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는 신 비트겐슈타인적 관점의 

기조에 따라 예술 작품 자체가 예술가의 의도를 가늠하는 기준이라고 설

명한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예술가의 의도와 양립 불가능한 예술 작

품이 생산될 리 없다고 전제한다는 점에서 의도의 기능을 과대평가한다. 

따라서 우리는 실제 의도주의를 의도 자체에 관해 올바르게 파악한 입장

으로 간주할 수 없다.

2. 가설 의도주의에서의 의도

  레빈슨의 가설 의도주의는 의미론적 의도-범주적 의도 구분을 토대로 

반 의도주의와 실제 의도주의를 절충하는 등 캐럴의 온건한 실제 의도주

의에 비해 의도에 관한 논의를 좀 더 비중 있게 다룬다. 하지만 의도에 

관한 레빈슨의 논의는 의미론적 의도와 범주적 의도가 각각 어떤 의도인

지, 예술가의 의도를 의미론적 의도와 범주적 의도로 구분하는 것이 왜 

정당한지에 관한 논의에 편중되어 있다. 의도 자체에 관한 일관성 있고 

설득력 있는 입장을 정립하는 데에는 레빈슨 또한 캐럴 못지않게 소홀했

다. 본 절에서 필자는 의도에 대한 레빈슨의 여러 언급들을 참고해 가설 

의도주의가 은연중에 환원주의적 의도 이론(reductionist theory)을 전제

하고 있음을 밝힐 것이다. 그리고 그를 토대로 가설 의도주의가 의도의 

기능을 과소평가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앞서 우리는 신 비트겐슈타인적 관점을 라이어스에 대한 레빈슨의 비

판을 참고해 검토한 바 있다. 이는 가설 의도주의가 온건한 실제 의도주

의와 달리 신 비트겐슈타인적 관점에 우호적이지 않음을 반증한다. 캐럴

의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가 신 비트겐슈타인적 관점에 따라 예술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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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를 예술가의 의도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과 달리, 레빈슨의 

가설 의도주의는 우리가 예술 작품 자체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기껏해

야 예술가의 의도에 관한 합리적 추론에 불과하다고 본다.61) 레빈슨에 

따르면, 예술가의 의도는 예술 작품 자체로부터 그에 관해 알아내는 것

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예술 작품과 무관하다.62)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의 신 비트겐슈타인적 기조가 의도의 기능을 과

대평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설 의도주의는 적어도 신 비트겐슈타인

적 관점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로부터 가

설 의도주의가 의도 자체에 관해 올바르게 파악한 입장이라는 사실은 따

라 나오지 않는다. 가설 의도주의가 의도 자체에 관해 올바르게 파악한 

입장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려면, 의도 자체에 관한 가설 의도주의의 다

른 입장들 또한 검토되어야 한다.

  필자는 그 중에서도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가설 의도주의의 입장에 

주목한다. 가설 의도주의는 예술가의 의도가 예술가의 행동 성향

(behavioral disposition)으로만 구현되는 ‘예술가의 태도(stance)와 결정

(decision)’의 일종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는데, 정작 그러한 태도와 결정

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명시하지 않는다.63) 하지만 우리는 예술가의 

의도에 대한 레빈슨의 여러 언급들을 토대로 레빈슨이 어떠한 태도와 결

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추론할 수 있다.

  우선, 의미론적 의도와 범주적 의도가 서로 다른 존재론적 지위를 갖

는다는 레빈슨의 설명을 다시 한 번 살펴보자. 앞서 필자는 레빈슨이 의

미론적 의도와 범주적 의도에 서로 다른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는 자신

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 중 하나로 의미론적 의도와 범주적 의

도의 존재론적 지위 차이를 든다고 정리한 바 있다. 레빈슨에 따르면,

범주적 의도는, 의미론적 의도와 달리, 예술 작품을 생산하는 과정 혹

은 창조하는 과정에 축자적으로 속한다. …… 범주적 의도는 무언가를 

61) Jerrold Levinson, Ibid., p. 235.
62) Ibid., p. 232.
6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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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로서 생산하는 것(artmaking)에 본질적으로 속하는 것이므로, 그리

고 예술가들은 그들이 바라는 대로 그들의 작품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하므로, 범주적 의도는 의미론적 의도와는 다른 지위를 갖는 의도로 인

정되어야 한다. 이 때, 예술가들이 그들이 바라는 대로 그들의 작품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그들의 작품이 (자연적·논리적 한계 내

에서) 그들이 원하는 무엇이든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 그들이 원

하는 무엇이든 의미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64)

우리는 이로부터 레빈슨이 ‘예술가의 의도에 따라 그가 생산한 인공품 

a를 해석하는 것’을 ‘예술가가 인공품 a를 생산하면서 바랐던 대로 

인공품 a를 해석하는 것’에 대응시킴을 알 수 있다. 인공품 a를 범주적

(의미론적) 의도에 따라 해석하는 것은, 예술가가 인공품 a를 생산하면서 

바랐던 대로 인공품 a의 범주(의미)를 결정하는 것과 같다는 식으로 말

이다. 예술 작품 배후의 범주적 의도에 “자신이 생산하는 인공품이 

‘예술 작품’이라는 범주에 속하는 것이기를 의도하는 경우에서의 의

도”가 항상 포함되어 있다고 할 때, 이는 레빈슨이 예술가가 임의의 인

공품 a를 생산하면서 가진 ‘인공품 a가 이러저러한 예술 작품으로 받

아들여지기를 바라는 욕구’를 적어도 예술가의 의도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 중 하나로 전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레빈슨이 전술된 바와 같은 욕구를 예술가의 의도를 구성하는 구성 요

소 중 하나로 전제한다고 이해하는 것은, 레빈슨이 신 비트겐슈타인적 

관점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 예술 작품 자체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예술가의 의도에 관한 합리적 추론에 불과하다고 본다는 점과 

일관된다. 예술가가 어떤 인공품을 생산하면서 그 인공품이 이러저러한 

예술 작품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욕구하는 것은, 예술가가 그 인공품을 그

러한 욕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생산하는 것과 독립 사건에 해당하기 때

문이다. 전자로부터 후자는 따라 나오지 않고, 후자 또한 전자를 담보하

지 않는다.

  하지만 그를 토대로 가설 의도주의를 일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

64) Ibid., pp. 233-234. 강조는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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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건 가능하지 않건, 가설 의도주의가 예술가가 임의의 인공품 a를 생산

하면서 가진 ‘인공품 a가 이러저러한 예술 작품으로 받아들여지기를 바

라는 욕구’를 예술가의 의도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 중 하나로 전제한다

고 이해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가설 의도주의가 예술가의 의도를 올

바르게 파악한 입장임을 보증하지 않는다. 그러한 욕구에 해당하면서도 

예술가의 의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돈

을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통속 소설을 썼지만, 그 소설을 쓰는 내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소설이 높은 문학적 가치를 갖는 소설이면 좋겠

다’는 욕구를 가진 작가의 경우를 가정해 보자. 이러한 사례를 두고 사

례 속 작가가 자신의 소설이 심원한 의미를 갖는 예술 작품으로 받아들

여지기를 욕구했다고 말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자신의 소설이 심원한 

의미를 갖는 예술 작품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의도했다고 말하는 것은 부

자연스럽다.

  레빈슨 또한 이러한 한계를 인식한 것일까? 가설 의도주의에 관한 비

교적 최근의 저술에서 레빈슨은 한낱 욕구만으로는 예술가의 의도가 구

성되지 않음을 분명히 한다. 그리고 예술가의 의도를 구성하기 위해 필

요한 또 다른 심적 상태로 ‘다른 사람들의 행위에 대한 규범적인 태

도’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설명을 보완한다.65) 레빈슨이 ‘다른 

사람들의 행위에 대한 규범적인 태도’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생산

한 인공품을 이러저러한 예술 작품으로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는 

믿음’과 같은 것을 염두에 두었으리라고 할 때, 이는 욕구와 믿음의 특

정 결합과 예술가의 의도를 동일시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설명을 보완하

는 것과 같다. 즉, 보완된 레빈슨의 설명에 따르면, 예술가의 의도는 예

술가가 임의의 인공품 a를 생산하면서 가진 ‘인공품 a가 이러저러한 

예술 작품으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예술가의 욕구’와 ‘인공품 a가 

이러저러한 예술 작품으로 마땅히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믿음’으로 구성

된다.

  이러한 보완은 우리로 하여금 기존의 레빈슨의 설명보다 정교하게 예

65) Jerrold Levinson (Summer 2007), p.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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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의 레빈슨의 설명이 앞서 검

토한 사례 속 작가가 자신의 소설이 심원한 의미를 갖는 예술 작품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의도했다고 말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이유를 해명하지 

못하는 것과 달리, 보완된 설명은 그 이유를 해명할 수 있다. 그러한 작

가가 소설을 쓰면서 그것이 심원한 의미를 갖는 예술 작품으로 받아들여

지기를 욕구하되 그것이 심원한 의미를 갖는 예술 작품으로 마땅히 받아

들여져야 한다고 믿지는 않았으리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예술가의 의도에 대한 가설 

의도주의의 입장은 의도 자체에 관해 올바르게 파악한 입장으로 간주될 

수 없다. 우리는 예술가의 의도에 대한 가설 의도주의의 설명이 환원주

의적 의도 이론의 일종에 해당함을 밝히고, 환원주의적 의도 이론의 난

점을 지적한 심리 철학 진영에서의 논의들을 검토함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환원주의적 의도 이론이란, 의도가 다른 심적 상태와 구분되는 특유한 

심적 상태라는 생각을 거부하고, 의도를 다른 심적 상태의 특정 결합으

로 환원하여 설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66) 환원주의적 의도 이론의 대

표적인 사례로는 도널드 데이비슨(Donald Davidson)이 그의 초기 저술 

“행위, 이유, 원인(Actions, Reasons, and Causes)”(1963)에서 주장한 

‘주된 이유(primary reason)로서의 의도’에 관한 논의가 주로 거론된

다.67) 당시 데이비슨은 의도에 관해 말하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한 주된 

이유에 관해 말하는 것과 같고, 어떤 행위를 한 주된 이유는 그 행위와 

관련된 그 행위자의 ‘호의적인 태도(pro attitude)’와 믿음의 특정 결합

과 같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주된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호의적인 태도와 믿음의 결합

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것인지에 대한 데이비슨의 설명이다.

66) Paisley Livingston, Ibid., pp. 3-4.
67)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본 논문에서 ‘환원주의적 의도 이론’은 ‘데이비

슨의 환원주의적 의도 이론’과 구분되지 않는다. 다른 환원주의적 의도 이

론의 사례로는, Ibid., p. 4(n9); 본 논문 p.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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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은, R이 ⑴ 어떤 특정 속성을 갖는 행위들에 대한 행위자의 ‘호의적

인 태도’와 ⑵ 상황 d 하에서(under the description d) 어떤 행위 A가 

그러한 속성을 갖는다는 그 행위자의 믿음으로 구성되는 오직 그러한 

경우에만, 그 행위자가 상황 d 하에서 A를 수행한 ‘주된 이유’이

다.68)

이 때, 호의적인 태도는 주어진 행위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행위자의 긍

정적인 태도 전반을 일컫는다. 그것은 어린이들에 대한 애정이나 시끄러

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것과 같이 개인의 일생에 걸쳐 나

타나는 성격적 특성일 수도 있고, 옆 사람의 팔꿈치를 건드리고 싶다는 

급작스러운 욕구와 같이 매우 일시적인 것일 수도 있다.69) 다수의 논자

들은 편의상 이러한 여러 유형의 호의적인 태도들을 ‘욕구’로 통칭하

고, 데이비슨의 환원주의적 의도 이론을 ‘욕구-믿음(desire-belief) 모

델’이라 칭한다.

  예술가의 의도에 대한 가설 의도주의의 설명이 환원주의적 의도 이론

의 일종에 해당하는 이유는, 예술가의 의도에 대한 가설 의도주의의 설

명이 이러한 환원주의적 의도 이론에 따라 ‘예술가가 이러저러한 예술 

작품으로 받아들여지는 인공품을 생산한(혹은 생산하고자 시도한) 주된 

이유’를 예술가의 의도를 동일시한 결과와 같기 때문이다. 문제의 주된 

이유를 R*라고 할 때, 환원주의적 의도 이론에 따르면,

R*은, R*이 ⑴ 이러저러한 예술 작품으로 받아들여지는 인공품을 생산

하는 행위에 대한 예술가의 호의적인 태도와 ⑵ 상황 d 하에서 A와 같

은 방식으로 인공품을 생산하는 행위가 이러저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

는 예술 작품을 생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그 예술가의 믿음으로 구

성되는 오직 그러한 경우에만, 그 예술가가 상황 d 하에서 A와 같은 

방식으로 예술 작품을 생산한 주된 이유이다.

68) Donald Davidson, Essays on Action and Events, Oxford University Press 

(1980), p. 5. 강조는 필자.
69) Ibid., p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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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환원주의적 의도 이론은 예술가가 이러저러한 예술 작품으로 받아들

여지는 인공품 a를 생산한 의도가 ‘이러저러한 예술 작품으로 받아들여

지는 인공품을 생산하고 싶다는 예술가의 욕구’와 ‘인공품 a가 이러저

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예술 작품에 해당한다는 믿음’으로 구성된다

고 본다. 이는 예술가의 의도가 예술가가 임의의 인공품 a를 생산하면서 

가진 ‘인공품 a가 이러저러한 예술 작품으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예

술가의 욕구’와 ‘인공품 a가 이러저러한 예술 작품으로 마땅히 받아들

여져야 한다는 믿음’으로 구성된다는 가설 의도주의의 설명과 내용상 

일치한다. 가설 의도주의가 은연중에 환원주의적 의도 이론을 전제해 왔

던 것이다.

  문제는 환원주의적 의도 이론을 의도 자체에 관해 올바르게 파악한 입

장이라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환원주의적 의도 이론이 포섭하지 못하는 

형식의 의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키어런 세티야(Kieran Setiya)가 의도에 관한 논의들에 관해 정리한 바

에 따르면, 그간 의도는 우리에게 서로 다른 세 가지 형식으로 나타난다

고 이해되어 왔다. 첫째, 이번 달 말까지 주어진 과제를 마무리해야겠다

고 의도하되 아직 그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은 경우에서의 

‘미래에 대한 의도(intention for future).’ 둘째, 주어진 과제의 서론부

를 작성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서론부의 첫 문장을 타이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서의 ‘[어떤 행위를 하는] 의도(intention with which).’ 셋

째, 단어 하나하나를 의도적으로 타이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서의 

‘의도적 행위(intentional action).’ 그리고 의도 철학(philosophy of 

intention)은 이러한 세 가지 형식들 간 통일성을 밝히고 그에 관해 서술

하는 일을 중심 과제로 삼아 왔다.70)

  환원주의적 의도 이론은 이러한 세 가지 형식의 의도들 중 미래에 대

한 의도에 관한 논의, 즉, 무언가를 의도하기는 하되 아직 그에 상응하

는 어떠한 행위도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서의 의도에 관한 논의를 포섭하

지 못한다. 환원주의적 의도 이론이 의도와 동일시하는 ‘어떤 행위를 

70) Kieran Setiya, “Intention”,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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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된 이유’가, 행위자가 의도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수행하고 

있거나 이미 수행한 경우에만 성립하기 때문이다.71) 데이비슨 또한 환원

주의적 의도 이론에 대한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여, 후기 저술 “의도하

기(Intending)”(1978)에서 의도에 대한 자신의 기존 설명이 미래에 대한 

의도─데이비슨의 용법을 따르자면, ‘순수한 의도하기(pure intending)’

─에 관한 논의를 포섭하지 못함을 인정한다. 그리고 자신의 기존 설명

에 대한 대안으로 미래에 대한 의도를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방식의 의

도 정의를 제안한다.72) 이러한 데이비슨의 전향 이후 후대의 학자들은 

‘미래에 대한 의도’를 근간으로 의도를 정의할 수 있다는 발상에 보다 

힘을 싣게 되었다.73)

  환원주의적 의도 이론의 이러한 문제점은 가설 의도주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예술가의 의도가 예술가가 임의의 인공품 a를 생산하면서 가

진 ‘인공품 a가 이러저러한 예술 작품으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예술

71) 예를 들어, 방 안을 청결하게 유지해야겠다는 의도를 가지면서도 아직 그러

한 의도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도 수행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해 보자. 아직 

의도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도 수행된 바 없으므로, ‘어떤 행위를 한 주된 

이유’와 의도를 동일시하는 환원주의적 의도 이론은 이러한 경우에서의 의

도에 관해 설명할 수 없다.
72) 데이비슨은 초기 저술에서는 의도가 ‘호의적인 태도’와 믿음의 특정 결합

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관점을 견지하였으나, 이후 의도가 특수한 판단의 일

종─데이비슨의 용법을 따르자면, ‘전면적인 판단(all-out judgement)’─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입장을 수정했다. 의도와 행위에 관한 

데이비슨의 논문들은, Donald Davidson, Ibid., pp. 8-102. 의도에 대한 데이비

슨의 입장의 변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Luca Ferrero, “Intention”, 

A Companion to Donald Davidson, Edited by Ernie Lepore and Kirk Ludwig., 

Wiley-Blackwell (2013), pp. 75-89; Michael E. Bratman, “Davidson’s 

Theory of Intention”, Faces of Intention: Selected Essays on Intention and 

Agen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pp. 209-224.
73) 세티야(2007)에 따르면, 최근 들어 엘리자베스 앤스콤(Elizabeth Anscombe)

의 저서 『의도(Intention)』(1963)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흐름에 반기를 드는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 비교적 최근의 일이고, 데이비슨의 전향에 동

조하는 견해가 아직까지는 보다 우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굳이 본 논문에

서 해당 입장들에 관해 추가적으로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러한 새

로운 움직임과 그 타당성에 관한 논의는, Kieran Setiya, Ibid., 1장.



- 54 -

가의 욕구’와 ‘인공품 a가 이러저러한 예술 작품으로 마땅히 받아들여

져야 한다는 믿음’으로 구성된다는 가설 의도주의의 설명은, 아직 그에 

상응하는 어떠한 인공품도 생산된 바 없는 경우에서의 예술가의 의도, 

즉, ‘미래에 대한 의도로서의 예술가의 의도’에 관한 논의를 포섭하지 

못한다. 아직 어떠한 인공품도 생산된 바 없는 경우에도 의도는 분명히 

존재하고, 그러한 의도가 의도에 상응하는 인공품이 생산되기 이전에 적

지 않은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74) 즉, 예술가의 의도가 예

술가의 의도가 예술 작품을 생산하는 행위 배후의 욕구와 믿음의 결합으

로 환원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가설 의도주의는 의도가 예술 작품 생산 

과정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과소평가한다.75)

  혹자는 예술 작품 해석과 유관한 예술가의 의도는 언제나 그에 상응하

는 인공품이 생산 된 경우에서의 예술가의 의도라는 점을 들어 환원주의

적 의도 이론의 문제점이 가설 의도주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론할 

수 있다. 예술가의 의도에 상응하는 어떠한 인공품도 생산한 바 없다면 

해석할 대상 자체도 없을 것임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론

은 그럴듯하지 않다. ‘미래에 대한 의도로서의 예술가의 의도’를 고려

74) 신현주(2017)에 따르면, ‘미래에 대한 의도로서의 예술가의 의도’는 예술

가로 하여금 “장기적인 예술적 방향성에 대해 계획하고, 현재의 작품을 만

듦에 있어 그 계획에 비춰 중요한 선택들을 행하며, 현재의 행위들과 미래의 

행위들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pp. 267-268). ‘미래에 

대한 의도로서의 예술가의 의도’가 수행하는 기능은, 본 논문 p. 64-65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어질 것이다.
75) 캐럴이 <9호 계획>을 ‘전복적인 도전’으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성공할 수 

없는 이유로 “우드가 ‘전복적인 도전’을 의도하기 위해 필요한 믿음과 욕

구를 가질 수 있었을 리 만무하다”는 점을 들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는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 또한 가설 의도주의와 마찬가지로 환원주의적 의도 

이론을 전제하다고 볼 수 있다. 동일하게 환원주의적 의도 이론을 전제함에

도 불구하고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는 의도의 기능을 과대평가하고 가설 의도

주의는 의도의 기능을 과소평가하는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온건한 실제 의

도주의는 (약화된) 신 비트겐슈타인적 관점을 견지하지만 가설 의도주의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예술 작품 자체가 예술가의 의도를 가늠하는 기준이

라는 신 비트겐슈타인적 관점의 기조를 채택하는 한,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

는, 의도를 무엇으로 간주하건, 의도의 기능을 과대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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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 예술 작품 해석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사실로부터 예술 작

품 해석에 관한 논의에서 ‘미래에 대한 의도로서의 예술가의 의도’의 

존재를 무시해도 좋다는 사실은 따라 나오지 않는다.

  정리할 때: 레빈슨의 가설 의도주의는 환원주의적 의도 이론과 사실상 

동일한 방식으로 의도를 특정 유형의 욕구-믿음 결합과 동일시하고, 

‘미래에 대한 의도’의 존재를 간과한다. 이는 가설 의도주의로 하여금 

의도의 기능을 과소평가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우리는 가

설 의도주의를 의도 자체에 관해 올바르게 파악한 입장으로 간주할 수 

없다.

3.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와 가설 의도주의의 쟁점 분석 

재고: ‘의도의 기능’을 중심으로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와 가설 의도주의를 비교·분석한 기존의 논의들

이 대개 이들 두 입장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세우는 주

요 근거들이 예술 작품 해석의 목적에 대한 서로 상반되는 두 전제에 해

당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두 입장의 결정적인 쟁점을 예술 작품 해석의 

목적에 대한 입장 차이로 파악해 왔다. 하지만 해석의 목적에 대한 입장 

차이 또한 궁극적으로는 의도의 기능에 대한 입장 차이로부터 비롯된 것

이라면 어떨까?

  지금까지 본 장에서 필자는 의도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와 가설 의도주의의 입장을 살펴

보았다. 그리고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가 전제하는 (약화된) 신 비트겐슈

타인적 관점이 의도의 기능을 과대평가한다는 사실, 가설 의도주의가 전

제하는 환원주의적 의도 이론이 의도의 기능을 과소평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본 절에서 필자는 두 입장의 결정적인 쟁점을 의도의 기능에 

대한 이러한 입장 차이를 중심으로 재구성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재

구성으로부터 기존의 교착 상태를 해소시킬 단서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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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먼저 예술 작품 해석의 목적에 대한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의 입장이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가 의도의 기능을 과대평가한다는 점과 어떻게 연

결되는지 살펴보자. 앞서 정리한 바에 따르면,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가 

전제하는 (약화된) 신 비트겐슈타인적 관점은 예술가들이 언제나 “감상

자들과 접촉하거나 의사소통하거나 그들로부터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예술가의 ‘전형적인’ 의도(이하 “예술가의 ‘전형적인’ 의도”)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예술 작품을 생산한다고 확신할 수 없음을 간과한다. 

그리고 예술가의 의도가 예술 작품 자체와 양립 불가능할 가능성을 배제

한다.

  우리는 이를 통해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가 예술 작품 해석이 (일상적 

발화 해석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생산한 예술가의 의도 파악을 목적으로 

삼는다고 보는 이유를 해명할 수 있다. 예술가가 항상 예술가의 ‘전형

적인’ 의도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예술 작품을 생산한다고 가정해 보라. 

모든 예술가들이 정말 그와 같다면, 예술가의 의도에 따른 해석이 예술 

작품 자체와 충돌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예

술 작품 자체를 그것이 속한 공적 맥락 내에서 가장 잘 해석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역으로 예술가의 의도를 참고하고자 할 것이다. 즉,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에게 예술 작품 해석이 예술가의 의도 파악을 목적으로 삼

는다고 설명하는 것은 예술 작품 자체와 양립 불가능한 의미가 그 예술 

작품 의미로 인정될 가능성도, 그 예술 작품을 해석하는 가장 설득력 있

는 방식이 그 예술 작품의 의미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수반하지 않

는다.

  따라서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에게 일상적 발화 해석의 목적과 예술 작

품 해석의 목적을 구분 짓고 우리가 예술 작품 해석을 통해 알아내고자 

하는 것이 예술가의 의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수고를 감수하는 일이나 다름없다. 예술 작품 해석이 (일상적 발화 

해석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생산한 예술가의 의도 파악을 목적으로 삼는

다고 보더라도, 그 예술 작품이 속한 공적 맥락에 대한 고려가 예술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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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해석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등의 실제 의도주의에 대한 반대자들이 

우려하는 문제가 딱히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로

서는 일상적 발화 해석과 일상적 발화 해석의 유사성에 주목하는 편이 

해석에 대한 통합적인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보다 이득일 것이

다.

  이어서 예술 작품 해석의 목적에 대한 가설 의도주의의 입장이 가설 

의도주의가 의도의 기능을 과소평가한다는 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

보자. 앞서 정리한 바에 따르면, 가설 의도주의가 전제하는 환원주의적 

의도 이론은 예술가의 의도가 예술가가 임의의 인공품 a를 생산하면서 

가진 ‘인공품 a가 이러저러한 예술 작품으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예

술가의 욕구’와 ‘인공품 a가 이러저러한 예술 작품으로 마땅히 받아들

여져야 한다는 믿음’으로 구성된다고 본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의도

로서의 예술가의 의도’에 관한 논의를 간과한다.

  우리는 이를 통해 가설 의도주의가 예술 작품 해석이 (일상적 발화 해

석과 달리) 그 예술 작품이 그것이 속한 공적 맥락 하에서 결과적으로 

전달하게 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고 보는 이유를 해명

할 수 있다. 예술가의 의도가 전술된 바와 같은 욕구와 믿음의 결합으로 

환원된다고 가정해 보라. 이 경우, 어떤 예술가가 자신이 생산한 예술 

작품이 이러저러한 예술 작품이기를 의도하는 것은 실제로 어떤 예술 작

품이 생산되는지와 무관하다. 그러한 욕구와 믿음이 주어진 공적 맥락 

내에서 쉽게 실현 가능한 것일 수도 있지만, 아예 실현 불가능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가설 의도주의에게 예술 작품 해석이 예술가의 

의도 파악을 목적으로 삼는다고 설명하는 것은,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의 

경우에서와 달리, 예술 작품 자체와 양립 불가능한 의미가 그 예술 작품

의 의미로 인정될 가능성, 그 예술 작품을 해석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방식이 그 예술 작품의 의미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수반한다.

  따라서 가설 의도주의에게 일상적 발화 해석의 목적과 예술 작품 해석

의 목적을 구분 짓고 우리가 예술 작품 해석을 통해 알아내고자 하는 것

이 예술가의 의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예술 작품이 속한 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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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에 대한 고려가 예술 작품 해석에서 간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당연한 조처이다. 가설 의도주의로서는 실제로 어떤 예술 작품이 생산되

는지와 무관한 심적 상태라고 판단되는 예술가의 의도를 예술 작품 해석

으로부터 최대한 배제하고 싶을 것이다.76)

  예술 작품 해석의 목적에 대한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와 가설 의도주의

의 입장 차이 또한 궁극적으로는 의도의 기능에 대한 입장차이로부터 비

롯된 것일 수 있다는 이러한 통찰은, 우리로 하여금 두 입장의 결정적인 

쟁점을 의도의 기능에 대한 입장 차이를 중심으로 새롭게 구성할 수 있

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재구성은 우리에게 기존의 교착 상태를 해소

시킬 단서를 제공한다. 그저 두 입장을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둘 중 어떤 

입장이 옳은지 혹은 옳지 않은지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

과 달리, 의도의 기능에 대한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의 입장과 가설 의도

주의의 입장 모두 의도의 기능을 과대평가 혹은 과소평가 한다는 점에서 

옳지 않기 때문이다.

  요컨대, 우리는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와 가설 의도주의의 결정적인 쟁

점을 의도의 기능에 대한 입장 차이를 중심으로 재구성함을 통해 그간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던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와 가설 의도주의의 한계

를 드러내고, 해석과 의도의 관계에 관한 논쟁을 새로운 국면으로 인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재구성에 따르면,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와 가설 의

도주의 모두 의도의 기능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해석

76) 혹자는 만일 가설 의도주의가 예술가의 의도를 예술 작품 해석으로부터 최

대한 배제하고 싶어 했다면, 범주적 의도가 예술 작품의 의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한 인정하지 않았으리라고 반론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반

론은 레빈슨이 예술 작품의 필요조건으로 예술가의 의도의 일종(사실상 범주

적 의도)를 상정하고 있음을 간과한 것이다(이는 레빈슨이 ‘범주적 의도는 

예술 작품을 생산하는 과정 혹은 창조하는 과정에 축자적으로 속한다’고 진

술했던 것과 일관된다). 레빈슨이 범주적 의도가 예술 작품의 의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인정하는 것은, 그러한 경우를 인정하는 것이 적어도 

레빈슨에게 있어서는 주어진 인공품을 ‘예술 작품으로서’ 해석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예술 작품의 필요조건에 대한 레빈슨의 

논의는, Jerrold Levinson, “Defining Art Historically”, British Journal of 

Aesthetics, 19:3 (1979) pp. 23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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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의도의 관계에 관한 적절한 입장일 수 없다. 어떤 입장을 해석과 의

도의 관계에 관한 적절한 입장으로 간주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그 입장

이 신 비트겐슈타인적 관점이나 환원주의적 의도 이론에서처럼 예술가의 

의도의 기능이 과대평가되거나 과소평가되는 문제에 봉착하지 않음이 확

인되어야 한다. 달리 말하자면, 그 입장이 ‘미래에 대한 의도로서의 예

술가의 의도’에 관한 논의를 포섭하면서도 예술가가 언제나 예술가의 

‘전형적인’ 의도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예술 작품을 생산한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는 입장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필자는 이어지는 Ⅲ장에서 기능주의적 의도 

이론과 그를 토대로 하는 해석과 의도의 관계에 관한 입장인 리빙스턴의 

부분적 의도주의를 소개하고, 부분적 의도주의를 해석과 의도의 관계에 

관한 대안적 입장으로 제안할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기능주의적 의도 

이론은 예술가의 의도가 ‘미래에 대한 의도로서의 예술가의 의도’에 

관한 논의를 포섭하면서도 예술가가 언제나 예술가의 ‘전형적인’ 의도

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예술 작품을 생산한다고 확신할 수 없음을 간과하

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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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해석과 의도의 관계에 대한 대안적 입장 제안

  본 장에서 필자는 의도에 대한 신 비트겐슈타인적 관점이나 환원주의

적 의도 이론과 같은 문제에 봉착하지 않는 의도에 대한 입장으로 기능

주의적 의도 이론을, 그를 토대로 하는 해석과 의도의 관계에 관한 입장

으로 리빙스턴의 ‘부분적 의도주의’를 소개할 것이다. 그리고 부분적 

의도주의를 해석과 의도의 관한 대안적 입장으로 제안할 것이다. 또한, 

<해리포터 시리즈>를 해석하는 경우를 사례로 들어 부분적 의도주의가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나 가설 의도주의보다 실제 예술 작품 해석 관행을 

더 잘 설명하는 해석과 의도의 관계에 관한 입장임을 예증할 것이다

.77)78)

1. 리빙스턴의 부분적 의도주의

  부분적 의도주의는 리빙스턴이 그의 저서 『예술과 의도(Art and 

77) 리빙스턴을 포함한 대부분의 논자들은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가 “예술가의 의도

가 그 종류에 관계없이 그 예술 작품 의미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

는 모든 입장들을 통칭한다고 보고, 부분적 의도주의를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의 

일종으로 분류한다. 본 논문에서 부분적 의도주의와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를 구

분 지어 서술하는 것은, 부분적 의도주의와 기존의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보다 

엄밀하게는, 우리가 예술 작품 해석을 통해 예술가의 의도를 알아내고자 한다고 

전제하는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 간 차이점과 부분적 의도주의와 가설 의도주의 

간 유사성을 보다 강조하기 위함이다.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를 ‘기존의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 부분적 의도주의를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의 일종으로서의 부

분적 의도주의’로 바꾸어 읽는다고 해도 본 논문의 논지는 흔들리지 않는다.
78) 필자는 기능주의적 의도 이론을 토대로 하는 다른 설득력 있는 해석과 의도

의 관계에 관한 입장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본 장에서 필자가 

리빙스턴의 부분적 의도주의를 해석과 의도의 관계에 관한 대안적 입장으로 

제안하는 것은, 기능주의적 의도 이론을 토대로 하는 다른 설득력 있는 해석

과 의도의 관계에 관한 입장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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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ntion)』(2005)에서 피력한 입장이다. 리빙스턴은 의도를 어떻게 파악

할 수 있는지, 의도가 무엇인지 등 그간 해석에 관한 논의에 비해 중요

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의도에 관한 논의들에 깊이 천착하고, 기능주의

적 의도 이론을 토대로 하는 부분적 의도주의가 해석과 의도의 관계에 

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입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1.1 기능주의적 의도 이론

  기능주의적 의도 이론이란, 의도가 의도로서 수행하는 특유한 기능을 

기준으로 ‘다른 심적 상태들의 특정 결합으로 환원되지 않는 특유한 심

적 상태로서의 의도’를 정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능주의적 의도 

이론을 지지하는 이론가로는 알프레드 멜레(Alfred R. Mele), 길버트 하

만(Gilbert Harman), 마이클 브래트만(Michael E. Bratman), 마일스 브랜

드(Myles Brand) 등을 들 수 있는데, 리빙스턴은 이중 멜레의 이론을 중

점적으로 반영해 부분적 의도주의를 구상한다.79)

  기능주의적 의도 이론에 따르면, 의도는 어떤 행위에 대한 계획(a plan 

for doing something)과 그러한 계획에 대한 실행적(executive) 태도─그

러한 계획을 실행하기로 정하는 것(be settled upon executing that plan)

─로 구성된다.80) ‘어떤 행위에 대한 계획’이 의도의 내용(content)이

라면, ‘실행적 태도’는 의도가 의도로서 수행하는 특유한 기능과 관련 

있다. 기능주의적 의도 이론은 의도를 다른 심적 상태들과 비교함을 통

해 이러한 의도 특유의 기능을 구체화할 수 있다고 본다.

  어떤 행위 A를 욕구하는 경우(desire to A)와, 같은 행위 A를 의도하는 

경우(intention to A)를 비교해 보자. A를 욕구하는 경우는 A를 하는 표

79) 멜레의 입장은 가장 대표적인 기능주의적 의도 이론가로 손꼽히는 브래트만

의 입장을 계승·발전시킨 것이다. 브래트만의 기능주의적 의도 이론은, 

Michael E. Bratman, Intention, Plans, and Practical Reas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87). 멜레의 기능주의적 의도 이론은, Alfred R. Mele,  

Springs of A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80) Paisley Livingston, Ibid.,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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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representation)을 그 내용으로 포함한다는 점, A를 할 동기를 부여하

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A를 의도하는 경우와 공통적이지만, A를 

하기로 정하는 것(being settled upon A-ing)─브래트만의 용법에 따르자

면, A를 하는 것 에 대한 구속(commitment)─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

서 A를 의도하는 경우와 구분된다.81) 금연을 해야겠다고 굳게 마음먹은 

영희가, 굳은 의지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강한 욕구를 느

끼는 경우를 가정해 보라. 이 경우, 우리는 영희가 담배를 피우는 행위

를 욕구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영희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의도한다

고 말할 수는 없다. 영희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하겠다고 정하지 않았

기 때문이다.82)

  혹자는 ‘A를 하기로 정하는 것’을 A를 강하게 욕구함과 동시에 자

신의 그러한 욕구가 실현되리라고 믿음으로써 A를 할 동기가 매우 강하

게 부여된 상태(preponderantly motivated to A)와 동일시 할 수는 없느

냐고 반문할 수 있다. ‘A를 하기로 정하는 것’이 의도가 의도로서 수

행하는 특유한 기능이라는 기능주의적 의도 이론의 설명에 의문을 제기

하는 것이다.83)84) 하지만 우리는 A에 대한 그러한 욕구와 믿음의 특정 

결합이 수행하는 기능과 ‘A를 하기로 정하는 것’을 동일시할 수 없다. 

A에 대한 그러한 욕구와 믿음의 특정 결합을 가지면서도 A를 하기로 정

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장 공포증을 앓고 있는 수진이, 공공장소에 가는 일에 대한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힌 나머지 얼마 후로 예정된 아들의 결혼식에 가지 않고 

집에 머무르는 것을 강하게 욕구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리고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그러한 욕구가 자신을 아들의 결혼식에 가

81) Paisley Livingston, Ibid.; Alfred R. Mele, Ibid., p. 142
82) Alfred R. Mele, Ibid.
83) Ibid.
84) ‘A를 의도하는 것’을 ‘A에 대한 욕구와 그러한 욕구가 실현되리라는 믿

음의 결합’으로 환원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의도가 욕구와 믿음의 결합으로 

환원된다고 본다는 점에서 환원주의적 의도 이론의 일종이기는 하나, 그러한 

의도에 상응하는 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앞서 검토

한 데이비슨의 환원주의적 의도 이론과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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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집에 머물게 하리라고 믿는다고 가정해 보자. 이러한 경우에 대

해, 우리는 수진이 아들의 결혼식에 가지 않고 집에 머무르는 것을 강하

게 욕구함과 동시에 자신의 그러한 욕구가 실현되리라고 믿는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만일 수진이 자신이 아들의 결혼식에 갈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몹시 회의적인 와중에도 정기적으로 내원해 치료를 받는 등 자신

의 광장 공포증을 치료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면, 우리는 수진이 아들의 결혼식에 가지 않고 집에 머물기로 정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85)

  유의할 점은, A 하기로 정하는 것이 실제로 A를 하는 것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A를 하기로 정하는 것은 그에 대한 “확고하지만 폐기

될 수도 있는 구속(a firm yet defeasible form of commitment)”과 같

다.86) 즉, 기능주의적 의도 이론에 따르면, 의도는 그것이 목표로 하는 

행위에 대한 계획이 실행될 가능성이 높아지도록 미래의 심적 상태들과 

행위들을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지만, 경우에 따라 그러한 행위에 대한 

계획이 실제로 실행되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그러한 행위에 대한 계

획이 실제로 실행된다고 해도, 그러한 행위가 계획대로 실현되지 못할 

수도 있다. 어떤 행위에 대한 계획을 실행하는 것(execution)이 그 계획

에 따른 행위를 수행하거나 수행하고자 시도하는 것이라면, 어떤 행위가 

계획대로 실현되는 것(realization)은 그 계획을 실행한 결과 그 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상황이 일탈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실제 세계에서 일어나

게 된 것이다.87)

85) Alfred R. Mele, Ibid.
86) Paisley Livingston, Ibid.
87) 리빙스턴에 따르면, 우리는 어떤 골퍼가 짧은 퍼트를 친 경우를 ‘의도의 

실현’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알바트로스(규정타수보다 3타수 적게 홀에 넣

는 경우)를 기록한 경우는 ‘의도의 실현’으로 간주할 수 없다. 설령 그 골

퍼가 알바트로스를 기록할 것을 의도했다고 하더라도, 알바트로스를 기록하

는 행위가 골퍼의 통제 하에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우리

는 “의도적 행위가 무척 기이하고 예상치 못한 사건의 연쇄를 거쳐 의도한 

바와 일치하는 결과에 기여하는 행동이 되는 경우”를 ‘의도의 실현’으로 

간주할 수 없다. 의도의 실행과 의도의 실현이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대한 리

빙스턴의 설명은, Ibid., pp.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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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의도가 수행하는 ‘목표로 하는 행위에 대한 계획이 실행될 가

능성이 높아지도록 미래의 심적 상태들과 행위들을 통제하는 기능’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리빙스턴이 다섯 항목으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다. 

리빙스턴은 예술가의 의도들을 사례로 들어 각각의 항목을 부연한다

.88)89)

⑴ 의도는 의도적 행동(intentional behaviour)을 촉발할 뿐만 아니라, 

유지시키기도 한다. 예를 들어, 만일 어떤 작곡가가 교향곡을 작곡하

기를 의도한다면, 그는 교향곡 작곡을 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

의 기획이 완수될 때까지 혹은 작곡을 포기할 충분한 이유가 생길 

때까지 작업을 계속 이어나갈 것 또한 의도한다. 지배적인 의도

(overarching intention)로부터 따라 나오는 여러 의도들은 관련된 행

위들을 수행하고자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⑵ 의도는 진행 중인 의도적 행동을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의도의 표

상적 내용은 목표가 실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특정 행위들을 조정한

다. [예를 들어, 어떤 작곡가가 작곡 과정에서 다음 악구를 작곡하기 

위해 임의적으로 건반을 두드려 보는 행위는, 이러저러한 곡을 만들

겠다는 그 작곡가의 의도에 의해 그러한 의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건반을 두드리는 행위로 인도될 수 있다.]

⑶ 의도는 실천적 추론(practical reasoning)을 촉발하기도 하고 적절하

게 종료시키기도 한다. 일단 음악가가 어떤 음악 작품을 작곡하겠다

는 계획을 정하고 나면, 이러한 의도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지 

88) Ibid., pp. 14-15. 이 때, 이러한 리빙스턴의 설명은 의도의 특유한 기능에 대

한 멜레의 설명을 다섯 항목으로 나누어 정리한 것과 같다. 의도의 특유한 

기능에 대한 멜레의 설명은, Alfred R. Mele, Ibid., chs. 7-11. 
89) 혹자는 이 중 다섯 번째 항목에 실제 의도주의적 관점이 전제되어 있으므

로, 기능주의적 의도 이론을 토대로 예술가의 의도가 그 예술 작품 의미 결

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선결 문제 요구에 해당한

다고 반론할 수 있다. 하지만 기능주의적 의도 이론을 토대로 예술가의 의도

가 그 예술 작품 의미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 

이 중 다섯 번째 항목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기능주의적 의

도 이론을 토대로 예술가의 의도가 그 예술 작품 의미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

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선결 문제의 요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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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것을 촉발하고, 적당한 때에 그러한 노력을 중단시킨다. 만

일 음악가가 특정한 교향곡을 작곡하겠다는 의도를 단호하게 포기해

야만 한다면, 그에 대한 작업은 중단될 것이다.

⑷ 의도는 각 행위자들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행동을 조직(co-ordinate)

하는 일에 도움을 준다. 교향곡을 쓰겠다는 작곡가의 의도는 일련의 

사전 의도들─예를 들어, 음악 경력을 쌓겠다는 의도─과 기능적으로 

관련이 있다. 또한, 교향곡을 쓰겠다는 작곡가의 의도는 그 특정 의

도를 실현하는 것과 관련된 행위들뿐만 아니라, 규칙적으로 작업하겠

다는 의도, 특정 사교 활동을 줄이겠다는 의도 등 다른 의도들의 습

득에도 영향을 미친다.

⑸ 의도는 행위자들 간 상호작용의 조직에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예

술적 메니페스토(manifesto)를 통해 대중들에게 공표된 의도는 예술

가들이 그들의 기획을 알리는 것에 도움을 주고, 대중들이 그들의 작

업들을 분류하고 감상하는 것에 도움을 준다.

이 때, 기능주의적 의도 이론이 위와 같은 다섯 가지 기능을 모두 수행

하는 심적 상태만을 의도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기능주의적 의도 이

론의 주장은 의도가 위와 같은 다섯 가지 특유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는 것이지, 의도가 위와 같은 다섯 가지 특유한 기능을 모두 수행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90)

  우리가 본 논문의 논의 하에서 이러한 기능주의적 의도 이론에 관해 

주목해야 할 점은, 기능주의적 의도 이론에 따라 예술가의 의도를 이해

할 경우 신 비트겐슈타인적 관점이나 환원주의적 의도 이론에서처럼 예

술가의 의도가 수행하는 기능이 과대평가되거나 과소평가되는 문제가 발

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환원주의적 의도 이론과 달리, 기능주의적 의

도 이론은 ‘미래에 대한 의도로서의 예술가의 의도’에 관한 논의를 포

섭한다. ‘미래에 대한 의도로서의 예술가의 의도’가, 기능주의적 의도 

이론이 의도 정의의 기준으로 삼는 ‘의도가 의도로서 수행하는 특유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약화된) 신 비트겐

90) Paisley Livingston, Ibid., pp.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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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타인적 관점과 달리, 기능주의적 의도 이론은 예술가가 예술가의 ‘전

형적인’ 의도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예술 작품을 생산한다고 확신할 수 

없음을 간과하지 않는다. 기능주의적 의도 이론은 어떤 행위에 대한 의

도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그 실현을 보증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예술가의 의도가 예술 작품 자체와 양립 불가능한 경우가 존재할 가능성

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는 기능주의적 의도 이론을 토대로 하는 해석과 의도의 관계에 관한 

입장을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와 가설 의도주의를 대체할 해석과 의도의 

관계에 관한 대안적 입장으로 간주할 하나의 근거를 제공한다. 앞서 우

리는 어떤 입장을 해석과 의도의 관계에 관한 적절한 입장으로 간주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그 입장이 신 비트겐슈타인적 관점이나 환원주의적 

의도 이론에서처럼 예술가의 의도가 수행하는 기능이 과대평가되거나 과

소평가되는 문제에 봉착하지 않음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정리한 바 있다.

1.2. 부분적 의도주의의 주장

  기능주의적 의도 이론을 토대로 하는 해석과 의도의 관계에 관한 입장

이 해석과 의도의 관계에 관한 대안적 입장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기능주의적 의도 이론을 토대로 하는 해석과 의도의 관

계에 관한 대안적 입장으로서의 부분적 의도주의를 살펴보자.

  기능주의적 의도 이론을 토대로 하는 부분적 의도주의는, (약화된) 신 

비트겐슈타인 관점을 전제하는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와 달리 예술가가 

항상 예술가의 ‘전형적인’ 의도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예술 작품을 생

산한다고 확신할 수 없음을 간과하지 않는다. 예술가의 의도가 예술 작

품 자체와 양립 불가능한 경우가 존재할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이다. 이

러한 부분적 의도주의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술 작품 해석이 예술가의 의

도 파악을 목적으로 삼는다고 설명하는 것은 예술 작품 자체와 양립 불

가능한 의미가 그 예술 작품의 의미로 인정될 가능성, 그 예술 작품이 

속한 공적 맥락에 따라 그 예술 작품을 해석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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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 예술 작품의 의미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수반한다. 그리고 이

러한 이해는 부분적 의도주의에게 예술 작품 해석의 목적과 일상적 발화 

해석의 목적을 구분할 동기를 제공한다. 부분적 의도주의는, 가설 의도

주의와 마찬가지로 예술 작품 해석이 (일상적 발화 해석과 달리) 그 예

술 작품이 그것이 속한 공적 맥락 하에서 결과적으로 전달하게 된 의미

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고 본다.91)

  그러나 그렇다고 부분적 의도 이론이 가설 의도주의와 동일한 입장으

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환원주의적 의도 이론을 전제하는 가설 의도

주의와 달리, 부분적 의도주의는 ‘의도가 의도로서 수행하는 특유한 기

능’을 기준으로 의도를 정의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의도로서의 예술가

의 의도’에 관한 논의를 포섭한다. 그리고 가설 의도주의가 예술가의 

의도가 예술 작품 생산 과정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과소평가하는 것과 달

리, 예술가의 의도를 ‘목표로 하는 행위에 대한 계획이 실행될 가능성

이 높아지도록 미래의 심적 상태들과 행위들을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

하는 심적 상태로 정의하고, 예술가의 의도가 예술 작품 생산 과정에 중

요하게 개입함을 강조한다. 이는 부분적 의도주의로 하여금 예술가의 의

도가 예술 작품의 의미 결정에 결정적인 경우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보다 

동조하도록 한다. 부분적 의도주의는,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와 마찬가지

로 예술가의 의도가 그 종류에 관계없이 예술 작품 의미 결정에 직접적

으로 관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부분적 의도주의는 어떤 경우가 ‘예술가의 의도가 예술 작

품의 의미 결정에 결정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는가? 부분적 의

도주의는 예술 작품의 의미들 중 예술가의 의도에 의해 결정되는 종류의 

작품 의미인 ‘함축적 의미(implicit meaning)’가 존재하고, 함축적 의미

를 해석하는 경우에 한해 예술가의 의도가 그 예술 작품의 의미 결정에 

결정적일 수 있다고 본다.92)

  다음은 함축적 의미에 대한 리빙스턴의 설명이다.

91) Ibid., p. 142.
92) Ibid., pp. 14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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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축적 의미의 일종과 관련된 의도들은, 발화 혹은 작품 의미 결정

에 관한 한 텍스트의 내적 특성들과 무관하지 않다. 함축적 의미란 직

접적으로 전달되지 않은, 다른 의미를 전달함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

된 의미를 뜻한다. 예를 들어, 화자 혹은 작가가 not-p를 표현하기 위

해 p라고 말하고, 전자가 화자의 의미일 뿐만 아니라 그 발화의 의미이

기도 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반어적인 발화(ironic utterance)의 경우

가 전형적이다. ……

  예술가의 해석에 관한 이론에 있어, 함축적 의미에 대한 이러한 전제

들은 우리로 하여금 예술가가 특정 의미를 명시적으로 드러냄 없이 함

축하는(implicate) 작품을 만들고자 의도하는 경우에서 그 예술가의 의

도가 [그 예술 작품에 대한 해석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도록 

한다. 아무리 성공적으로 예술 작품을 만들어 냈다고 한들 그 작품의 

함축적 의미는 최종적인 예술적 구조, 전시, 배치, 혹은 텍스트에 내재

하지 않고, 그것을─“의도주의의 오류”의 저자들이 주장하는 바처럼

─관습을 비롯한 다른 맥락적 요인들을 근거로 완전히 결정짓는 것 또

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들은 예술가의 의도, 텍스트의 특

성, 예술가가 생산한 인공물(artefact), 혹은 퍼포먼스 등을 관계항으로 

갖는 관계적 사실들에 의해 결정된다. 물론 함축적 의미들 중에는 관습

적인 것들도 있다. 하지만 발화의 [관습적이지 않은] 함축적 의미들은 

작가의 의도, 말 혹은 글 등으로 나타낸 특성들, 그리고 맥락 간의 관

계들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이러한 의도주의적 입장은 의도되지 않은 

의미를 비롯한 다른 예술적 특징들이 존재함을 인정하는 것, 의도되었

으되 작품 내에 실현되지 않은 예술적 특징들이 존재함을 인정하는 것

과 양립 가능하다. 즉, 의도는 전술된 바와 같은 함축적 의미를 위해 

필요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이러한 부분적 의도주의는 우리가 어떤 

작품과 유관한 의도를 조금도 참고하지 않더라도 언제나 역사적·예술

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그 작품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에 

대한 대안으로 제기될 수 있다.93)

요컨대, 부분적 의도주의는 예술가의 의도가 예술 작품의 의미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도주의적’이다. 하

93) Ibid., pp. 14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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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함축적 의미’를 해석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그러한 경우를 인정

한다는 점에서 ‘부분적’이다.

  문제는 예술가의 의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그 예술 작품의 ‘함

축적 의미’를 결정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달리 말하자면, 부분적 의도

주의가 상정하는 의도의 성공 조건(success condition)─의도가 그 예술 

작품의 의미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함이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이 정확

히 무엇인지 이다. 만일 부분적 의도주의가 상정하는 의도의 성공 조건

이 모든 예술가의 의도가 그 예술 작품의 ‘함축적 의미’를 결정하는 

것을 허용할 정도로 낮다면, 부분적 의도주의는 극단적 실제 의도주의와 

사실상 동일한 입장이 되어버릴 것이고, 따라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리빙스턴이 예술가의 의도의 성공 조건 후보로 가장 먼저 검토하는 것

은, 예술 작품 자체와의 양립 가능성이다. 이는 ‘예술 작품이 속한 공

적 맥락과 양립 가능한 해석이 두 가지 이상이고, 그러한 해석들 중 예

술가의 의도와 양립 가능한 해석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예술가의 의

도가 예술 작품의 의미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를 인정하는 온

건한 실제 의도주의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와 동

일한 방식으로 예술가의 의도가 예술 작품의 의미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

여하는 경우를 판별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의 방식대로 예술가의 의도가 예

술 작품의 의미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를 판별하는 것이 지나

치게 반직관적인 해석들을 올바른 해석으로 인정해야만 하는 문제를 발

생시킴을 이미 확인한 바 있다. 예술 작품 자체와 양립 가능하면서도 그 

예술 작품의 의미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고 보기는 힘든 예

술가의 의도들(ex. 셜록 홈즈가 사실은 지구인으로 변장한 화성인이라는 

코난 도일의 의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리빙스턴 또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예술 작품 자체와의 양립 가능성을 성공 조건으로 삼는 것은 

정말 최소한의 기준만을 두는 것, 사실상 어떠한 성공 조건도 두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한다.94)



- 70 -

  예술 작품 해석이 (일상적 발화 해석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생산한 예

술가의 의도 파악을 목적으로 삼는다고 보는 한,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

는 그 난점에도 불구하고 예술 작품 자체와의 양립 가능성보다 강한 성

공 조건을 일관성 있게 상정할 수 없다. 예술 작품 해석이 그것을 생산

한 예술가의 의도 파악을 목적으로 삼는다는 입장과 일관되려면, 성공 

조건을 최대한 낮게 상정하고 예술가의 의도에 따른 해석들을 최대한 많

이 올바른 해석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술 작품 해

석이 (일상적 발화 해석과 달리) 그 예술 작품이 그것이 속한 공적 맥락 

하에서 결과적으로 전달하게 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고 보는 부분적 의도주의는 이러한 문제에 봉착하지 않는다.

  지나치게 반 직관적인 해석이 올바른 해석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방지

하기 위해, 리빙스턴은 예술 작품 자체와의 양립가능성보다 강한 성공 

조건을 고안한다. 리빙스턴에 따르면, 예술가의 의도는 그것이 예술 작

품 자체와 양립 가능하고, 동시에 예술 작품 자체와 ‘맞물리는(mesh 

with)’ 경우에 한해 그 예술 작품의 의미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다.95)

  다음은 예술가의 의도가 예술 작품 자체와 맞물리는 경우가 정확히 어

떤 경우인지에 대한 리빙스턴의 설명이다.

맞물린다는 것은……양립 가능성과 함께 적절성(relevance)과 통합성

(integration)을 포함하는 보다 강한 조건을 함축한다: 만일 데이터와 양

립 가능하긴 하되 그 데이터와 어떠한 의미 있고 통합적인 관계도 맺

지 않는 그러한 외부 가설이 있다면, 우리는 그 데이터와 외부 가설이 

서로 맞물리지 않는다고 말 할 것이다.96)

즉, 어떤 예술가의 의도가 예술 작품 자체와 ‘맞물리는’경우는, 예술

가의 의도에 따른 해석이 예술 작품 자체에 대한 적절하고 통합적인 해

94) Ibid., p. 155.
95) Ibid., p. 199.
96)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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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이는 부분적 의도주의로 하여금 예술가의 의도

가 예술 작품의 의미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가 존재한다고 주

장하면서도 지나치게 반 직관적인 해석들이 올바른 해석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셜록 홈즈가 사실은 지구인

으로 변장한 화성인이라는 코난 도일의 의도는, 셜록 홈즈 시리즈에 대

한 적절하고 통합적인 해석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올바른 해석으

로 인정될 수 없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부분적 의도주의의 주장을 아래와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PI) 예술가의 의도는 그에 따라 예술 작품을 해석하는 것이 예술 작품 

자체와 맞물리는(mesh with) 경우에 한해 예술 작품의 의미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 즉, 예술 작품 A가 속한 공적 맥락과 양립 가

능한 해석이 두 가지 이상이고, 그러한 해석들 중 예술가의 의도와 

양립 가능한 해석 a가 존재할 경우, 그리고 그러한 해석 a가 예술 작

품 A에 대한 적절하고 통합적인 해석에 해당하는 경우, 예술 작품 A

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해석 a이다.

그리고 필자는 이러한 부분적 의도주의를 해석과 의도의 관계에 관한 대

안적 입장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부분적 의도주의가 기능주의적 의도 이론을 토대로 하는 입장이

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러한 사실은 부분적 의도주의를 대안적 입장으로 

간주할 하나의 근거를 제공할 뿐이다. 부분적 의도주의가 해석과 의도의 

관계에 관한 대안적 입장일 수 있으려면, 부분적 의도주의가 기능주의적 

의도 이론을 토대로 하는 입장임과 동시에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와 가설 

의도주의 못지않은 설득력을 갖춘 입장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앞서 우리는 기능주의적 의도 이론을 토대로 하는 부분적 의도주의가 

‘약화된 신 비트겐슈타인적 관점’을 전제하는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 

환원주의적 의도 이론을 전제하는 가설 의도주의와 어떤 지점에서 공통

되고 어떤 지점에서 구분되는지 정리한 바 있다. 먼저 부분적 의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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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와 비교해 보자. 앞서 정리한 바에 따르면, 부

분적 의도주의는 예술가의 의도가 그 종류에 관계없이 예술 작품의 의미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는 온건한 실제 의도

주의와 공통적이다. 하지만 예술 작품 해석이 그 예술 작품이 그것이 속

한 공적 맥락 하에서 결과적으로 전달하게 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목

적으로 삼는다고 본다는 점에서는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와 구분된다.

  주목해야 할 점은, 부분적 의도주의가 ‘예술가의 의도가 그 종류에 

관계없이 예술 작품의 의미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는 온건

한 실제 의도주의와 동일한 주장을 펴면서도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에 제

기되었던 반론들과 동일한 반론들에 부딪히지 않는다는 점이다. 앞서 우

리는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에 대한 반론으로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가 ⑴

‘대화적 관심’ 논변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 ⑵‘대화적 관심’ 논변이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의 주장과 모순된다

는 점, ⑶ 지나치게 반직관적인 해석들이 올바른 해석으로 인정되는 경

우를 허용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부분적 의도주의는 예술 작품 해

석이 예술가의 의도 파악을 목적으로 삼는다고 보지 않으므로, ⑴이나 

⑵와 같은 문제에 봉착하지 않는다. 또한,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보다 강

한 의도의 성공 조건을 고안함으로써 ⑶이 문제 삼는 ‘지나치게 반직관

적인 해석들’이 올바른 해석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방지한다.

  이어서 부분적 의도주의를 가설 의도주의와 비교해 보자. 부분적 의도

주의는 예술가의 의도가 그 종류에 관계없이 예술 작품의 의미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는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와 

구분된다. 하지만 예술 작품 해석이 그 예술 작품이 그것이 속한 공적 

맥락 하에서 결과적으로 전달하게 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

는다고 본다는 점에서는 가설 의도주의와 공통적이다.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에서와 유사하게, 부분적 의도주의는 ‘예술 작

품 해석은 그 예술 작품이 그것이 속한 공적 맥락 하에서 결과적으로 전

달하게 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는 가설 의도주의와 

동일한 주장을 펴면서도 가설 의도주의에 제기되었던 반론들과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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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들에 부딪히지 않는다. 앞서 우리는 가설 의도주의에 대한 유효한 

반론으로 가설 의도주의가 범주적 의도와 의미론적 의도에 서로 다른 지

위를 부여하는 이유를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부분적 의도주의는 예술가의 의도가 그 종류에 관계없이 예술 작품의 의

미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 봉

착하지 않는다.

  즉, 부분적 의도주의는 기능주의적 의도 이론을 토대로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와 가설 의도주의의 주장을 절반씩 계승하면서도,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와 가설 의도주의에 제기되었던 반론들을 모두 피한다. 이는 부

분적 의도주의가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와 가설 의도주의를 각각의 장점

만을 취해 성공적으로 절충한 입장임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 

부분적 의도주의를 해석과 의도의 관계에 관한 대안적 입장으로 간주할 

근거를 제공한다.97)

97)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기능주의적 의도 이론의 옳음

을 인정하면서도 예술 작품 해석이 예술가의 의도 파악을 목적으로 삼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반론할 수 있다. 하지만 예술 작품 자체와 양립 불가능한 

의미가 그 예술 작품의 의미로 인정될 가능성, 그 예술 작품이 속한 공적 맥

락에 따라 그 예술 작품을 해석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방식이 그 예술 작품

의 의미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수반함에도 불구하고 예술 작품 해석이 

예술가의 의도 파악을 목적으로 삼는다고 보아야만 하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

는 한, 이러한 반론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가설 의도주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가설 의도주의 혹은 반 의

도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기능주의적 의도 이론의 옳음을 인정하면서도 

예술가의 의도를 예술 작품 해석으로부터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반론할 수 있다. 하지만 예술 작품 생산 과정에 중요하게 개입함이 

인정되는 예술가의 의도를 왜 굳이 예술 작품 해석으로부터 최대한 배제해야 

하는가? 게다가 부분적 의도주의는 예술가의 의도가 예술 작품 자체와 맞물

리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술가의 의도가 예술 작품 해석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다고 보기 때문에,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와 달리 감상자들이 해석을 통해 예

술 작품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미적 만족을 저해하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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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 분석: <해리포터 시리즈>에 대한 조앤 K. 롤링의 

의도를 중심으로

  <해리포터 시리즈(Harry Potter Series)>의 작가 조앤 K. 롤링(Joanne 

K. Rowling)은 각종 매체와의 인터뷰·소셜 미디어·공식 사이트 등을 

통해 <해리포터 시리즈> 자체에 명시적으로 서술된 바 없는 뒷 설정을 

이야기하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해리포터 시리즈>의 

애독자들(이하 ‘해리 포터 팬덤’)은 롤링이 <해리 포터 시리즈>의 뒷 

설정을 밝힐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하여, 롤링이 밝힌 뒷 설정에 따라 

<해리 포터 시리즈>에 대한 이해를 달리하기도 하고, 롤링만큼 <해리 포

터 시리즈>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사람은 없는 것 같다며 분개하기도 한

다.

  우리는 롤링이 밝힌 뒷 설정을 <해리 포터 시리즈>에 대한 롤링의 의

도(보다 엄밀하게는, 롤링이 <해리 포터 시리즈>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그에 대해 가진 의도)와 연결 짓고, <해리 포터 시리즈>를 둘러싼 이러

한 현상을 해석과 의도의 관계에 관한 논쟁을 토대로 분석할 수 있다. 

본 절에서 필자는 롤링이 밝힌 <해리 포터 시리즈>의 뒷 설정이 해리 포

터 팬덤 내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두 가지 사례를 들어, 앞서 필자가 

해석과 의도의 관계에 관한 대안적 입장으로 제안한 부분적 의도주의를 

기존의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가설 의도주의와 비교할 것이다. 그리고 

부분적 의도주의가 <해리 포터 시리즈>를 둘러싼 이러한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하는 입장임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그를 통해 부분적 의도주의가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와 가설 의도주의를 각각의 장점만을 취해 성공적

으로 절충한 입장임을 예증할 것이다.

2.1. 가설 의도주의와의 비교

  <해리 포터 시리즈>의 최종편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Harry Potter 

and the Deathly Hallows)>(2007)이 발간된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은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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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홍보 차 미국을 순회하던 롤링은 뉴욕 카네기 

홀에서 열린 독자와의 대담에서 자신이 줄곧 <해리 포터 시리즈> 속 등

장인물 알버스 덤블도어(Albus Dumbledore)를 게이로 생각해 왔음을 밝

혔다. 이는 해리포터 팬덤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작중에 덤블도어

의 성 정체성 혹은 연애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평범한’ 시스젠더(cis-gender) 남성이리라고 

막연히 생각해 왔기 때문이었다.

  다음은 당시 이루어진 롤링과 독자의 일문일답을 기록한 것이다.

Q: 덤블도어는 사랑의 힘이 위대하다고 믿었는데, 그렇다면 덤블도어도 

누군가와 사랑에 빠진 적이 있었나요?

JKR: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항상 덤블도어가 게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청중들 박수] 덤블도어는 그린델왈드(Gellert Grindelwald)[주: 

마법사 우월주의를 주장하며 세계 각국에서 테러 활동을 벌였던, 한 

때 가장 악명 높았던 어둠의 마법사. 마법사 우월주의에 동조하도록 

덤블도어를 설득하기도 했다. 덤블도어와의 최종 대결에서 패한 이후 

누멘가드 감옥에 수감되었다]와 사랑에 빠졌고, 그래서 그린델왈드가 

자신의 본성을 드러냈을 때 더욱 경악했죠. 사랑에 빠지면 어느 정도 

눈이 멀기 마련이라고들 하니, 덤블도어도 마찬가지였던 게 아닐까

요? 그는 그 못지않게 멋진 사람을 만났고, 그래서 벨라트릭스

(Bellatrix Lestrange)[주: 악당 볼드모트(Voldemort)의 충신. 롤링은 그

녀가 오로지 볼드모트만을 사랑했다고 말한 바 있다]가 그랬듯 그 멋

진 사람에게 빠져들었고, 결국엔 그로인해 끔찍한 절망에 빠졌던 거

죠. 이게 제가 늘 보고 있던 덤블도어의 모습이에요. 사실, 최근 여섯 

번째 해리 포터 영화 대본 리딩 현장에 참여했었는데, 덤블도어가 해

리에게 하는 기존 영화 대본의 대사 중 이런 게 있었어요. “오래 전 

알고 지내던 한 소녀가 있었단다. 그녀의 머리칼은……” [청중들 웃

음] 저는 여백에 “덤블도어는 게이입니다!”라는 짧은 주석을 달아 

대본 작가에게 건네지 않을 수 없었어요.  [청중들 웃음] 여러분들께

서 이 정도로 행복해 하실 줄 알았다면, 훨씬 전에 알려 드릴 걸 그

랬네요!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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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롤링이 거짓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러한 롤링의 진술

은 롤링이 <해리포터 시리즈>를 집필하면서 덤블도어가 게이이기를 의도

했음을 시사한다.99)

  그 자리에 있던 청중들이 박수로 화답했다는 대목에서 어느 정도 예상

할 수 있듯, 당시 해리 포터 팬덤은 이러한 롤링의 의도 표명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작중에 덤블도어가 게이임을 알 수 있는 직접적

인 언급이 없다는 사실에 불만을 표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들은 그

러한 불만이 누군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밝히지 않은 경우 당연히 시스

젠더라고 여기는 시스젠더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부터 비롯된 불만, 즉,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불만’이라는 비판에 직면해야만 했다. 하

지만 해리 포터 팬덤이 ‘게이 덤블도어’에 그토록 열광한 것은 단지 

덤블도어를 게이로 이해하는 것이 <해리 포터 시리즈>의 내용과 양립 가

능하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롤링이 덤블도어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자신의 의도를 표명한 이후, 해

리 포터 팬덤은 롤링의 의도에 따라 <해리 포터 시리즈>를 새롭게 해석

해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러한 해석이 <해리 포터 시리즈>의 양립 가

능할 뿐만 아니라, <해리 포터 시리즈>에 대한 적절하고 통합적인 해석

이기도 함을 발견했다. 덤블도어를 게이로 이해하는 것은 덤블도어가 작

중에서 이성에 대한 관심을 피력한 바 없다는 점, 작중에 덤블도어의 아

내·자녀에 대한 언급이 전무하다는 점, 덤블도어가 성소수자의 상징색

인 보라색 벨벳 코트를 즐겨 입는다는 점 등에 대한 일관적인 설명을 제

공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덤블도어가 과거 그린델왈드의 위험한 사상에 

98) “J. K. Rowling at Carnegie Hall Reveals Dumbledore Is Gay; Neville Marries 

Hannah Abbott, and Much More,” The Leaky Cauldron, October 20, 2007, 

http://www.the-leaky-cauldron.org/2007/10/20/j-k-rowling-at-carnegie-hall-reveals-

dumbledore-is-gay-neville-marries-hannah-abbott-and-scores-more/
99) 혹자는 덤블도어를 게이로 ‘생각해왔다’는 롤링의 진술로부터 롤링이 덤

블도어를 게이로 ‘의도했다’는 사실은 따라 나오지 않는다고 반론할 수 있

다. 하지만 만일 롤링이 정말 덤블도어를 게이로 생각해오기‘만’ 했다면, 

굳이 덤블도어가 게이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쓰여진 기존의 영화 대본을 수정

하고자 하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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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나마 동조한 이유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공한다. 우리는 롤

링의 의도에 따라 덤블도어를 게이로 이해함을 통해, 나아가 덤블도어가 

그린델왈드를 사랑했다고 이해함을 통해 예나 지금이나 ‘최고의 마법

사’로서 존경받아온 덤블도어가 유독 그린델왈드의 악한 본성만은 쉽게 

알아차리지 못한 이유를 납득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덤블도어에 대한 

그러한 이해를 토대로 작중 덤블도어의 대사 중 덤블도어가 과거 그린델

왈드를 사랑했음을 함축하는 대사가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덤블

도어는 그린델왈드와의 과거를 회고하면서 해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그린델왈드. 너는 그의 생각이 얼마나 나를 사로잡았었는지, 

나의 마음을 얼마나 타오르게 만들었었는지 상상조차 못할게다, 해리. 

…… 어쩌면 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 갤러트 그린델왈드가 어떤 인간인

지 알고 있지 않았을까? 아마도 그랬던 것 같다. 하지만 난 눈을 감아버

렸지. 만약 우리가 꾸미고 있는 계획들이 결실을 거둔다면, 내 모든 꿈

들이 실현될 거라고 말야.”100)101)

  우리는 부분적 의도주의를 통해 이러한 사례를 잘 설명할 수 있지만, 

가설 의도주의를 통해서는 잘 설명할 수 없다. 앞서 정리한 바에 따르

면, 부분적 의도주의는 롤링의 의도에 따른 <해리 포터 시리즈> 해석이 

<해리 포터 시리즈>와 맞물리는 경우, 즉, <해리 포터 시리즈>가 속한 

공적 맥락·롤링의 의도와 모두 양립 가능한 해석이 존재하고, 그러한 

해석이 <해리 포터 시리즈>에 대한 적절하고 통합적인 해석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롤링의 의도가 <해리 포터 시리즈>의 의미를 결정하는 경우

를 인정한다. 우리는 덤블도어를 게이로 이해하는 것이 <해리 포터 시리

즈>의 내용과 양립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해리 포터 시리즈>에 대한 적

100) J. K. Rowling, Harry Potter and the Deathly Hallows, Bloomsbury (2007) p. 

716. 강조는 필자.
101) 덤블도어를 게이로 이해하는 것이 <해리 포터 시리즈>에 대한 적절하고 

통합적인 해석에 기여하는 또 다른 사례들로는, Danny Salemme, 

“Dumbledore’s Orientation: 15 Moments From ‘Harry Potter’ That 

Hinted To It”, The Things, March, 3, 2018, 

https://www.thethings.com/dumbledores-orientation-15-moments-harry-potter-

hi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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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하고 통합적인 해석 또한 제공함을 이미 확인한 바 있다. 즉, 부분적 

의도주의에 따르면, 덤블도어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롤링의 의도에 따라 

<해리 포터 시리즈>를 해석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

  반면 가설 의도주의는 해리 포터 팬덤이 덤블도어의 섹슈얼리티에 대

한 롤링의 의도에 따른 <해리 포터 시리즈> 해석을 수용한 경위를 잘 설

명하지 못한다. 가설 의도주의는 <해리 포터 시리즈>에 대한 롤링의 범

주적 의도가 <해리 포터 시리즈>의 의미 결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

는 경우만을 인정하고, <해리 포터 시리즈> 해석으로부터 그에 대한 롤

링의 의미론적 의도는 마땅히 배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해리 포터 시리

즈>의 의미는 그 공적 맥락에 정통한 ‘적절한 감상자’가 롤링의 의미

론적 의도에 관해 세울 법한 최선의 가설과 같은데, 롤링의 실제 의미론

적 의도는 그 공적 맥락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리 포터 

팬덤은 <해리 포터 시리즈> 해석에 덤블도어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롤링

의 의미론적 의도를 배제하기보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어 하

는 것 같다. 가설 의도주의의 설명과 달리 해리 포터 팬덤은 덤블도어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롤링의 의미론적 의도를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토대로 공적 맥락만으로는 포착될 수 없는 의미─리빙스턴의 용법을 따

르자면, 함축적 의미─를 찾아내는 일에 무척 열성적이다.

  요컨대, 부분적 의도주의는 덤블도어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롤링의 의

도가 밝혀진 이후 해리 포터 팬덤이 보인 반응을 잘 설명하지만, 가설 

의도주의는 잘 설명하지 못한다. 물론, 해리 포터 팬덤이 잘못된 해석 

관행에 따라 <해리 포터 시리즈>를 해석하는 집단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는 하다. 그러나 가설 의도주의가 선결 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하지 

않으면서 해리 포터 팬덤이 잘못된 해석 관행에 따라 <해리 포터 시리

즈>를 해석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스럽다.

2.2.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와의 비교

  롤링이 직접 각본가로 참여한 <해리 포터 시리즈>의 두 번째 프리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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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왈드의 범죄(Fantastic Beats: The Crimes 

of Grindelwald)>(2018) 최종 예고편이 공개된 시점, 해리 포터 팬덤은 또 

다시 큰 충격에 휩싸였다. 최종 예고편을 통해 한국인 배우 수현이 연기

한 작중 캐릭터가 <해리 포터 시리즈>의 악당 볼드모트가 수족처럼 부리

는 뱀 내기니(nagini)였음이 밝혀졌기 때문이었다. 내기니는 <해리 포터

와 불의 잔(Harry Potter and the Goblet of Fire)>에서 처음으로 등장해 

<해리 포터 시리즈> 내내 볼드모트가 저지른 수많은 살인을 도운 4m 크

기의 대형 뱀으로, 덤블도어의 섹슈얼리티가 그랬듯, <해리 포터 시리

즈> 내에 내기니가 과거 인간이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결정적인 단서

는 존재하지 않았다.

  해리 포터 팬덤은 즉각 롤링의 소셜 미디어로 몰려갔다. 다음은 트위

터를 통해 이루어진 내기니의 정체에 대한 롤링과 독자의 대화 중 일부

이다.

- 얼마나 긴 시간동안 내기니의 비밀을 숨겨왔던 거죠? 

(@mortaldistricts)

-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jk_rowling)

- 이봐요, 조앤. 당신이 책들을 집필하면서 여러 문화권의 사람들을 충

분히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점은 잘 알겠어요. 그렇다고 갑자기 내기

니를 한국인 여성으로 만드는 건 좀 아니죠. 이제와 그런 설정들을 

덧붙이는 건, 당신 소설에 여러 문화권의 사람들을 포함시키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J_A_Moulton)

- ‘나가(Naga)’는 인도네시아 신화에 등장하는 뱀과 유사한 신화적 

동물로, 내기니라는 이름은 이 나가에서 유래한 것이에요. 그들은 때

로는 날개 달린 모습으로, 때로는 반인반사(半人半蛇)인 모습으로 묘

사되지요. 인도네시아는 자바족, 중국인, 베타위족 등 수 백 가지 민

족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길. 

(@jk_rowling)

마찬가지로, 롤링이 거짓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러한 롤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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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들은 롤링이 <해리포터 시리즈>를 집필하면서 내기니를 과거 인간이

었던 존재로 의도했음을 시사한다.102)

  이러한 롤링의 의도 표명에 대해 해리 포터 팬덤은 대체로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해리 포터 시리즈>에 내기니가 과거 인간이 아니었다는 

명시적인 언급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내기니를 과거 인간이었던 존재

로 해석하는 것이 <해리 포터 시리즈>의 내용과 양립 가능함을 인정하더

라도, 내기니를 과거 인간이었던 존재로 해석하는 것은 <해리 포터 시리

즈>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라기엔 지나치게 작위적이라는 평이 이어졌다. 

이는 덤블도어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롤링의 의도 표명이 대체로 긍정적

으로 받아들여졌던 것과 대조적이다. 필자는 이러한 차이가, 덤블도어를 

게이로 이해하는 것은 <해리 포터 시리즈>에 대한 적절하고 통합적인 해

석을 가능하게 하는 반면 내기니를 과거 인간이었던 존재로 이해하는 것

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점, 내기니를 과거 인간이었던 존재로 이해하

는 것은 오히려 <해리 포터 시리즈>에 대한 몰입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

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왈드의 범죄>의 개봉과 함께 공개된 바에 따

르면 내기니는 서서히 스스로의 의지를 잃고 완전한 뱀으로 변하게 되는 

‘피의 저주’를 받은 ‘말레딕터스(Maledictus)’로, 적어도 <신비한 동

물들과 그린델왈드의 범죄>에서는 주인공 일행과 함께 활약하는 선량하

고 정의로운 인물로 그려진다. 해리 포터 팬덤은 이러한 내기니와 <해리 

포터 시리즈>의 내기니를 동일한 캐릭터로 간주하기에는 <해리 포터 시

102) ‘왜 내기니가 한국인 여성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롤링의 답변은 아시아 

문화에 대한 롤링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했다. 롤링의 설명과 달리 

‘나가’는 인도네시아 신화가 아닌 인도 신화에 등장하는 동물이고, 인도네

시아가 다민족 국가인 것은 내기니 역에 굳이 한국인 여성을 캐스팅 한 정당

한 이유가 될 수 없다(인도네시아는 다민족 국가이니 어떤 배우를 캐스팅해

도 상관없다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롤링이 과거 영화판 <해리 

포터 시리즈>에 영국 배우만을 캐스팅 할 것을 고집했던 것과 대조된다). 본 

논문은 롤링이 오래전부터 내기니를 인도네시아 출신 여성으로 의도해 왔다

는 점(혹은, 그러한 의도를 표명했다는 점)에만 주목하고, 내기니역에 한국인 

배우 수현을 캐스팅한 것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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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즈> 속 내기니에 대한 처우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해리 

포터 시리즈>에서 내기니는 볼드모트의 명령에 복종하며 살인과 식인을 

일삼다 해리의 동료 네빌 롱바텀(Neville Longbottom)에게 참수당해 죽는 

등 그야말로 ‘뱀’으로밖에 묘사되지 않기 때문에, 과거 인간이었지만 

인격을 상실하게 된 존재라는 설정을 덧붙일 경우 내기니의 삶이 지나치

게 잔인하고 기구해져버린다는 것이다. 내기니가 과거 인간이었다는 사

실을 알지 못했을 리 없는 덤블도어가 <해리 포터 시리즈> 내내 내기니

의 정체에 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작중에서 마법 사회 내에서도 진보적인 견해를 가진 인물로 그

려지는 덤블도어가 과연 저주로 인해 스스로의 의지를 잃고 볼드모트의 

명령에 복종하게 된 내기니를 그대로 내버려두어도 좋다고 생각했을까? 

설령 내기니가 볼드모트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내기니 본

인의 의지에 따른 결정이었음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롤링의 의도에 따

라 내기니를 해석하는 것은 작중 거의 없다시피 한 비중 있는 동양인 캐

릭터를 악당의 명령에 복종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소비해버린다는 비판으

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103) 실제로 해리 포터 팬덤은 ‘동양인 여성’ 

내기니가 ‘백인 남성’ 볼드모트의 애완동물에 가까운 존재로 전락해 

도구적으로 소비되다 또 다른 ‘백인 남성’ 네빌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

게 된다는 귀결에 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우리는 부분적 의도주의를 통해 이러한 사례를 잘 설명할 수 있지만,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를 통해서는 잘 설명할 수 없다. 부분적 의도주의

의 설명방식에 내기니의 정체에 대한 롤링의 의도를 대입해 보자. 내기

니를 과거 인간이었던 존재로 해석하는 것은 <해리 포터 시리즈>가 속한 

103) 롤링이 내기기의 정체를 ‘폭로’하기 이전, <해리 포터 시리즈> 속 비중 

있는 동양인 캐릭터는 초 챙(Cho Chang) 정도가 유일했다. 초 챙은 해리 포

터의 동급생이자 첫사랑 상대로, 중국계 영국인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초 챙

에 대한 롤링의 묘사 또한 <해리 포터 시리즈>가 비판받는 지점 중 하나라는 

점이다. 초 챙에 대한 롤링의 묘사 대부분이 동아시아인들에 대한 서양인들

의 편견을 고스란히 반영하기 때문이다. 또한, 초 챙은 그 이름에서부터 동

아시아인들을 비하하는 명칭 ‘칭챙총(Ching Chang Chong)’을 연상시킨다

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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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맥락과 롤링의 의도와 모두 양립 가능하기는 하지만, <해리 포터 

시리즈>와 맞물리지는 않는다. 내기니를 과거 인간이었던 존재로 해석할 

경우 <해리 포터 시리즈> 속 내기니의 삶이 지나치게 잔인하고 기구해져 

버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부분적 의도주의는 예술 작품 

자체와 맞물리는 예술가의 의도에 한해 예술가의 의도가 그 예술 작품의 

의미를 결정하는 경우를 인정하므로, 부분적 의도주의에 따르면, 우리가 

내기니의 정체에 대한 롤링의 의도에 따라 <해리 포터 시리즈>를 해석하

고 싶어하지 않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 즉, 부분적 의도주의는 

해리 포터 팬덤이 덤블도어가 게이라는 해석은 쉽게 받아들이면서도 내

기니가 과거 인간이었다는 해석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를 해명

한다.

  반면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는 해리 포터 팬덤이 덤블도어가 게이라는 

해석은 쉽게 받아들이면서도 내기니가 과거 인간이었다는 해석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를 해명하지 못한다. 앞서 정리한 바에 따르면,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는 <해리 포터 시리즈>에 대한 해석이 롤링의 의도 

파악을 목적으로 삼는다고 전제하고, <해리 포터 시리즈>가 속한 공적 

맥락·롤링의 의도와 양립 가능한 모든 해석을 <해리 포터 시리즈>에 대

한 올바른 해석으로 인정한다. 그러한 해석이 예술가의 의도에 대한 우

리의 ‘대화적 관심’을 가장 잘 충족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리 포터 

팬덤은 덤블도어가 게이라는 해석은 쉽게 받아들이면서도 내기니가 과거 

인간이었다는 해석은 거부하고 싶어 하는 등 <해리 포터 시리즈>가 속한 

공적 맥락·롤링의 의도와 양립 가능한 여러 해석들에 동일하게 반응하

지 않는다.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의 설명과 달리, 해리 포터 팬덤은 <해

리 포터 시리즈>가 속한 공적 맥락·롤링의 의도와 양립 가능한 모든 해

석을 <해리 포터 시리즈>에 대한 올바른 해석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요컨대, 부분적 의도주의는 내기니의 정체에 대한 롤링의 의도가 밝혀

진 이후 해리 포터 팬덤이 보인 반응을 잘 설명하지만, 온건한 실제 의

도주의는 잘 설명하지 못한다. 물론, 우리는 해리 포터 팬덤이 잘못된 

해석 관행에 따라 <해리 포터 시리즈>를 해석하는 집단일 가능성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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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다. 그러나, 가설 의도주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온건한 실제 의도

주의가 선결 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하지 않으면서 해리 포터 팬덤이 잘

못된 해석 관행에 따라 <해리 포터 시리즈>를 해석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스럽다.104)

정리할 때: 본 절에서 필자는 <해리포터 시리즈>에 대한 롤링의 두 의도

─덤블도어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롤링의 의도, 내기니의 정체에 대한 롤

링의 의도─를 토대로 부분적 의도주의를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가설 

의도주의와 비교했다. 그리고 가설 의도주의가 롤링의 두 의도 중 전자

의 의도에 대한 해리 포터 팬덤의 반응을 잘 설명하지 못하고,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가 롤링의 두 의도 중 후자의 의도에 대한 해리 포터 팬덤

의 반응을 잘 설명하지 못했던 것과 달리, 부분적 의도주의는 롤링의 두 

의도에 대한 해리 포터 팬덤의 반응을 모두 잘 설명하는 입장임을 확인

했다. 부분적 의도주의가 롤링의 두 의도에 대한 해리 포터 팬덤의 반응

을 모두 잘 설명하는 입장이라는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가설 의도주

의와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보다 부분적 의도주의를 선호할 동기를 제공

한다. 그리고 부분적 의도주의가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와 가설 의도주의

를 각각의 장점만을 취해 성공적으로 절충한 입장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주장, 부분적 의도주의를 해석과 의도의 관계에 관한 대안적 입장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주장을 예증한다.

104) 혹자는 ‘롤링이 거짓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이라는 전제에 의문

을 표하고, 덤블도어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롤링의 의도 표명과 내기니의 정

체에 대한 롤링의 의도 표명 중 어느 하나를 거짓으로 지목함으로써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 혹은 가설 의도주의를 옹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그럴듯하지 않다. 롤링의 두 의도 표명이 사실상 동일한 형식을 취하고 있

어, 임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둘 중 어느 하나만을 거짓으로 지목할 수 없

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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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본 논문은 캐럴의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와 레빈슨의 가설 의도주의의 

결정적인 쟁점을 예술 작품 해석의 목적에 대한 입장 차이가 아닌 의도

의 기능에 대한 입장 차이를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그를 토대로 해석과 

의도의 관계에 대한 대안적 입장을 제안함을 통해 해석과 의도의 관계에 

관한 논쟁이 빠진 교착 상태를 해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Ⅰ장에서 필자는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 가설 의도주의를 각 입장의 

주장과 그를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 그리고 그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반론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그리고 예술 작품 해석의 목적에 대한 온건

한 실제 의도주의와 가설 의도주의의 입장을 그저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어떤 입장이 옳은지 혹은 옳지 않은지 확실하게 증명할 수 없다는 점, 

따라서 두 입장의 결정적인 쟁점을 예술 작품 해석의 목적에 대한 입장 

차이로 파악하는 것이 해석과 의도의 관계에 관한 논쟁을 교착 상태에 

빠뜨린다는 점을 지적했다.

  Ⅱ장에서 필자는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와 가설 의도주의가 각각 ‘약

화된 신 비트겐슈타인적 관점’과 환원주의적 의도 이론을 전제한다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그를 토대로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와 가설 의도주

의가 의도의 기능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 나아가 

그러한 입장 차이를 통해 예술 작품 해석의 목적에 대한 온건한 실제 의

도주의와 가설 의도주의의 입장 차이를 해명할 수 있다는 점을 보였다. 

의도의 기능에 대한 입장 차이를 중심으로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와 가설 

의도주의의 결정적인 쟁점을 재구성한 것이다. 이러한 재구성은 우리에

게 그간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던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와 가설 의도주의

의 한계를 드러냈고, 해석과 의도의 관계에 관한 논쟁을 새로운 국면으

로 인도했다. 이러한 재구성을 통해 비로소 우리는 온건한 실제 의도주

의와 가설 의도주의 모두 해석과 의도의 관계에 관한 적절한 입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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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어렵다는 점, 어떤 입장을 해석과 의도의 관계에 관한 적절한 입장

으로 간주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그 입장이 ‘미래에 대한 의도로서의 

예술가의 의도’에 관한 논의를 포섭하면서도 예술가가 언제나 예술가의 

‘전형적인’ 의도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예술 작품을 생산한다고 확신할 

수 없음을 반영하는 입장이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필자는 Ⅲ장에서 기능주의적 의도 이론을 토대로 하는 해석

과 의도의 관계에 관한 입장으로서의 리빙스턴의 부분적 의도주의를 해

석과 의도의 관계에 관한 대안적 입장으로 제안하였다. 필자는 부분적 

의도주의가 기능주의적 의도 이론을 토대로 ‘미래에 대한 의도로서의 

예술가의 의도’에 관한 논의를 포섭하면서도 예술가가 언제나 예술가의 

‘전형적인’ 의도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예술 작품을 생산한다고 확신할 

수 없음을 반영한다는 점, 그리고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와 가설 의도주

의를 각각의 장점만을 취해 절충한다는 점을 보였다. 나아가 롤링이 밝

힌 <해리 포터 시리즈>의 뒷 설정이 해리 포터 팬덤 내에 큰 반향을 불

러일으킨 두 가지 사례를 들어 그를 예증하였다.

  의도 자체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또한 해석에 대해 어떤 입장

을 취하는지와 함께 해석과 의도의 관계에 관한 논변을 구성하는 중요한 

변수임에도, 의도의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비롯한 의도 자체에 

관한 논의는 그간 해석에 관한 논의에 비해 해석과 의도의 관계에 관한 

논쟁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본 논문은 그간 충분히 주목받지 

못했던 의도 자체 관한 논의를 해석과 의도의 관계에 관한 논쟁에 본격

적으로 끌어들이고, 부분적 의도주의를 해석과 의도의 관계에 관한 기존

의 교착 상태를 해소시키는 대안적 입장으로 새롭게 조명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86 -

참 고 문 헌

(1) 단행본

신상규, 『비트겐슈타인 『철학적 탐구』』,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4)

Beardsley, Monroe C. The Possibility of Criticism, Wayne State 

University Press (1970)

Bratman, Michael E. Intention, Plans, and Practical Reas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87)

───. Faces of Intention: Selected Essays on Intention and Agen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Carroll, Noël. On Criticism, Routledge (2009)

(역서: 노엘 캐럴, 이해완 역, 『비평철학』, 북코리아 (2009))

Davidson, Donald. Essays on Action and Events, Oxford University Press 

(1980)

Hirsch, E. D.  Validity in Interpretation, Yale University Press (1967)

Livingston, Paisley. Art and Inten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Mele, Alfred R. Springs of A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Rowling, J. K. Harry Potter and the Deathly Hallows, Bloomsbury (2007)



- 87 -

(역서: 조앤 K. 롤링, 최인자 역, 『해리 포터와 죽음의 성물』, 문학수첩 

(2007))

Tillyard, Eustace M. W. and Leiwis, Clive W. The Personal Heresy: A 

Controversy, Oxford University Press (1939)

(2) 논문

권혁규, 「예술비평에 있어서 예술가의 “의도(intention)”에 관한 연구: 

반의도주의론(Anti-intentionalism)의 철학적 기초에 대한 해명」, 서울대

학교 미학과 석사학위논문 (1990)

신현주, 「의도주의와 반의도주의 논쟁의 재구성」, 『인문논총』, 74:4 

(2017)

윤주한, 「예술작품의 해석과 예술가의 의도의 관계에 대한 고찰」, 서

울대학교 미학과 석사학위논문 (2013)

───. 「의도주의-비의도주의 논쟁에 대한 하나의 답변」, 『인문논

총』 74:4 (2017)

오종환,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의 옹호」, 『인문논총』 74:4 (2017)

이해완, 「작품의 의미와 의도주의-반의도주의 논쟁」, 『미학』, 79 

(2014)

───. 「온건하지 않거나 의도주의가 아니거나」, 『인문논총』 74:3 

(2017)

Carroll, Noël. “Art, Intention, and Conversation”, Intention and 



- 88 -

Interpretation, Edited by Gary Iseminger, Temple University Press (1992)

───. “Interpretation and Intention: The Debate Between 

Hypothetical and Actual Intentionalism”, Metaphilosophy, 31, nos. 1/2 

(2000)

───. “Andy Kaufman and the Philosophy of Interpretation”, Is 

There a Single Right Interpretation?, Edited by Michael Krausz,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2002)

───. “Art, Mind, and Intention”, Philosophy and Literature, 31:2, 

(October 2007)

───. “Art Interpretation: The 2010 Richard Wollheim Memorial 

Lecture”, British Journal of Aesthetics 51:2 (April 2011)

Danto, Arthur. “Deep Interpretation”, Journal of Philosophy 78 (1987)

Davies, Stephen. “Author’s intentions, Literary Interpretation and 

Literary Value”, British Journal of Aesthetics, 46:3 (2006)

Ferrero, Luca. “Intention”, A Companion to Donald Davidson, Edited 

by Ernie Lepore and Kirk Ludwig, Wiley-Blackwell (2013)

Iseminger, Gary. “Actual Intentionalism vs. Hypothetical 

Intentionalism”,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54:4 (1996) 

pp. 319-326.

Lamarque, Peter. “Appreciation and Literary Interpretation”, Is There 

a Single Right Interpretation?, Edited by Michael Krausz,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2002)



- 89 -

Levinson, Jerrold. “Defining Art Historically”, British Journal of 

Aesthetics, 19:3 (1979)

───. “Intention and Interpretation: A Last Look”, Intention and 

Interpretation, Edited by Gary Iseminger, Temple University (1992)

───. “Hypothetical Intentionalism: Statement, Objections, and 

Replies”, Is There a Single Right Interpretation?, Edited by Michael 

Krausz,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2002)

───. “Artful Intentions”,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65:3 (Summer 2007)

───. “Defending Hypothetical Intentionalism”, British Journal of 

Aesthetics, 50:2 (2010)

Livingston, Paisley. “Intention in Art”, The Oxford Handbook of 

Aesthetics, Edited by Jerrold Levins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Lyas, Colin. “Wittgensteinian Intentions”, Intention and Interpretation, 

Edited by Gary Iseminger, Temple University (1992)

Nathan, Daniel O. “Irony and the Artist’s Intention”, British Journal 

of Aesthetics, 23 (1982)

Setiya, Kieran. “Intention”,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2007)

Taylor, Paul A. “Artist’s intention”, Routledge Encyclopedia of 

Philosophy, Edited by E. Craig, London: Routledge (1998)

Tolhurst, William. “On What a Text Is and How it Means”, British 



- 90 -

Journal of Aesthetics, 19 (1979)

Wimsatt Jr., William and Beardsley, Monroe C. “The intentional 

Fallacy”, The Sewanee Review, Vol. 54, No. 3 (1946)

(3) 그 외

Hoberman, James. “Bad Movies”, Film Comment, July-August (1980)

───. “Vulgar Modernism”, Artforum, February (1982)

Salemme, Danny. “Dumbledore’s Orientation: 15 Moments From 

‘Harry Potter’ That Hinted To It”, TheThings, March, 3, 2018, 

https://www.thethings.com/dumbledores-orientation-15-moments-harry-pot

ter-hinted/

“J. K. Rowling at Carnegie Hall Reveals Dumbledore Is Gay; Neville 

Marries Hannah Abbott, and Much More,” The Leaky Cauldron, 

October 20, 2007, 

http://whttp://www.the-leaky-cauldron.org/2007/10/20/j-k-rowling-at-carne

gie-hall-reveals-dumbledore-is-gay-neville-marries-hannah-abbott-and-s

cores-more

http://www.the-leaky-cauldron.org/2007/10/20/j-k-rowling-at-carnegie-hall-reveals-dumbledore-is-gay-neville-marries-hannah-abbott-and-scores-more


- 91 -

Abstract

  

Reconstructing the Debate on Intentionalism 

through ‘Function of Intention’

Yi, Wonbin

Department of Aesthetic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How much can we and should we approve the role of intention when 

determining the meaning of artwork? This has been a contentious issue 

for a long time in the field of analytic aesthetics. Traditional debates 

on the relevance between artist’s intention and the interpretation of 

artwork were mostly about extreme actual intentionalism and 

anti-intentionalism: extreme actual intentionalism claims that artist’s 

intention thoroughly determines the meaning of artwork, while 

anti-intentionalism claims that artist’s intention is never determinant 

with regard to artwork’s meaning. Contemporary debates, on the 

other hand, are mostly over how to compromise the two. Moderate 

actual intentionalism and hypothetical intentionalism are currently the 

most popular contestants in the matter.

  Most of the previous discussions on moderate actual intent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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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hypothetical intentionalism claimed that the divergence between the 

two is ultimately caused by their different views on the purpose of 

artistic interpretation; ‘artistic intention’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artwork qua artwork. Their conviction was based on the idea that 

both types of intentionalism make a premise on the purpose of artistic 

interpretation in the opposite way to the other, then develop their 

argument based on the premise. The problem is that this way of 

understanding has led the debate on the relevance between artist’s 

intention and interpretation of artwork to an impasse since there is no 

definitive method to prove whose premise is right or wrong.

  The goal of this thesis is to reconstruct the understanding of 

moderate actual intentionalism and hypothetical intentionalism by 

focusing on their different views on ‘function of intention,’ not on 

their different views on the purpose of artistic interpretation, thereby 

to suggest an alternative type of intentionalism to break the impasse.

  In chapter Ⅰ, I examine moderate actual intentionalism and 

hypothetical intentionalism by focusing on their claims, grounds, and 

plausible counter-arguments against them. Then, as I addressed above, I 

point out previous discussions, which claimed that the divergence 

between the two is ultimately caused by their different views on the 

purpose of artistic interpretation, led the debate on the relevance 

between artist’s intention and interpretation of artwork to an impasse.

  In chapter Ⅱ, I clarify that, with regard to intention, moderate actual 

intentionalism assumes that the (weak) neo-Wittgensteinian view is 

right, whereas hypothetical intentionalism assumes that the reductionist 

view is right. Then I argue that the former overestimates the function 

of intention, whereas the latter underestimates. Moreover, I argue that 

not only can we reconstruct the understanding of the two types of 

intentionalism by focusing on their difference regarding the func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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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ntion, but also we can find clues to break the impasse from such 

reconstruction.

  Moderate actual intentionalism, which assumes that the (weak) 

neo-Wittgensteinian view is right with regard to intention, overlooks the 

fact that we can’t be sure whether artist makes artwork in a way 

that is optimized for realizing artist’s typical intention; ‘typical 

intention’ regarding intention to make contact or to communicate with, 

or to secure uptake from, their audiences. It leads moderate actual 

intentionalism to overestimate the function of intention. On the other 

hand, hypothetical intentionalism, which assumes that the reductionist 

view is right with regard to intention, overlooks the existence of 

“artist’s intention as an intention for future.” It leads hypothetical 

intentionalism to underestimate the function of intention. Reconstructing 

understanding of the two types of intentionalism by focusing on this 

difference regarding the function of intention shows us the limit of the 

two, which has hardly been discussed, and guides the debate on the 

relevance between artist’s intention and interpretation of artwork to 

the new territory.

  Lastly, in chapter Ⅲ, I introduce the functionalist view on intention, 

which does not overestimate nor underestimate the function of 

intention, and partial intentionalism, which assumes that the 

functionalist view is right. Then I suggest partial intentionalism as the 

alternative type of intentionalism. Unlike moderate actual intentionalism 

and hypothetical intentionalism, partial intentionalism does not 

overestimate nor underestimate the function of intention. Furthermore, 

partial intentionalism compromises moderate actual intentionalism and 

hypothetical intentionalism successfully on the basis of the functionalist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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