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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작품 읽기(Ⅰ)5)
감상 내용과 방법을 제안하는 이론들에 대한 고찰
10)이

은 적*

< 요 약 >
본고에서는 미술작품을 보고 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보며, 그 방법은 어떠
한 것인지 안내할 수 있는 연구의 내용을 살펴본다. 우선 미술작품에서 형식이 아닌,
주제나 의미와 관계하여 작품을 연구하는 Erwin Panofsky의 도상학적 연구를 살핀
다. 그러면서 제기되는 작품에서의 내용과 형식의 문제를 Clement Greenberg의 형
식주의와 Thomas McEvilley의 작품에서의 내용에 관한 연구를 통해 검토한다. 이
어서 기호학자들이 미술작품을 기호들의 시각적 체계로 보아 작품을 분석하는 양상을
Roland Barthes의 이론을 중심으로 참고한다. 끝으로 메시지가 모호한 현대미술의
개방적 성격을 강조하는 Umberto Eco의 이론을 고찰한다. 이러한 이론들은 서로 다
른 관점에서 미술작품에서의 감상 내용과 방법을 제안하고 있으며, 또한 각 연구가 갖
는 한계를 보완해주는 상보적인 역할로서 감상교육의 실제를 고안하기 위해 필요한 이
론적인 배경이 될 수 있겠다.
주요어 : 감상교육, 도상학, 형식주의 비평, 기호학

Ⅰ. 서 론
“난 당신의 작품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중국어를 이해합니까? 마찬가지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카소의 전시회를 방문한 한 관객과 피카소가 주고받은 이야기라고 하며, 프
랑스 교사 임용시험에서 인용되었던 것을 옮긴 것이다. 이에 인용되었던 또 다른 글을
음미해본다 :
* 인천교대, 한국교원대학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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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우리가 능력 있는 교사와 문학을 공부할 행운이 있다면, 전에는 무감각하였던 세
부적인 사항을 찾는 것을 배우면서 소설이나 극본이 얼마나 생생해지고 매력적이 될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다. 그렇지만 이를 의식한다 해도 이 단계에 도달하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대부분 작품 속에 내포되어 있는 암시나 상징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며, 더구나 그 예술 장르에서 체계적이고 기술적인 학습을 요구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경험하고 공감하는 내용이다. 여기서 우리는 미술작품을 보는 감상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할 수 있다. 미술작품과의 감정 소통은 한 눈에 반하기 식으로 어느 한 순
간에 이루어지기보다는 꾸준한 학습에 의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는 지식의 요소가 요구
됨을 주목할 수 있다. 그리고 현대미술의 현상은 더 이상 감각이나 감정에 호소하는 영
역을 뛰어 넘어 ｢‘보는 미술’에서 ‘읽는 미술’로｣(윤자정, 1999) 그 영역의 확대를 가져
오고 있다. 즉 미술 작품을 즐긴다는 것은 단순히 보는 행위만이 아니라 의미를 찾고, 해
석하는, 다시 말하면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Marcel
Duchamp의 유명한 말 “작품을 완성하는 것은 관객이다”(: 247)를 상기할 수 있다. 본
고의 제목을 “미술작품 읽기(lectures de l'art)”라 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이다.
구체적으로 미술교육에서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그 교육내용이 명확하게 나타나
지는 않지만, 미술교육의 중심 과제는 학생들이 미술적으로 작품 행위와 창조에 대하여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입문시켜 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이런 학습은 어떻게
고안될 수 있을까? 이런 수업의 고안을 위해서는 우선 미술작품은 어떻게 읽혀질 수 있
으며 그 과정은 어떠한지에 대한 여러 연구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미술의 접근 방법과 내용을 제안하는 연구들 중, Erwin Panofsky의 도
상학적 연구(II)와, 이 연구에서 제기되는 작품에서의 내용과 형식의 문제를 Clement
Greenberg의 형식주의와 Thomas McEvilley의 작품에서의 내용에 관한 연구를 통해
검토한다(III). 이어서 그림의 형식과 내용을 다른 관점으로 보는 기호학적 입장, 즉 기
호학자들이 미술작품을 기호들의 시각적 체계로 보아 작품을 분석하는 양상을 Roland
Barthes의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며(IV), 아울러 메시지가 모호한 현대미술의 개방적
성격을 강조하는 Umberto Eco의 이론을 참고해본다(V). 본고에서 참고하는 이론들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미술작품에서의 감상 내용과 방법을 제안하고 있으며, 또한 각 연구
가 갖는 한계를 보완해 주는 상보적인 역할로서 선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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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도상학의 연구
Erwin Panofsky는 도상학(iconographie, iconologie)을 미술작품에서 형식이 아
닌, 주제(sujet)나 의미(signification)와 관계하여 작품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의한
다. 그는 미술작품의 특수성을 강조하는데 그것은 “모든 오브제가 미적으로도 지각될 수
있고, 또한 대부분의 미술작품이 어느 관점에서는 실용적인 오브제로도 지각될 수 있다.
그렇지만 미술작품이 다른 오브제와 구별되는 것은 미술작품은 미적으로 지각되도록 의
도되었다는 것이다”1). 이러한 전제에서 출발하여 Panofsky의 도상학적 연구는 이미지
를 그를 둘러싼 환경에 위치시키고자 하며, 단순한 형식에 대한 연구로서가 아니라, 연
구되는 화가 개인과 시대, 혹은 국가의 정치적, 시적, 종교적, 철학적, 사회적 경향을 보
여주는 자료로 고려한다. 그의 저서 도상학의 연구(Essais d'iconologie(1991/193
92))에서 도상학적 분석의 자료를 제공한다. 그는 일상적인 생활 행위인 인사하는 모습에
서 의미의 세 단계를 읽는 분석 방법을 미술작품에 전환시키며, 다음과 같이 한 그림의
의미(signification)를 세 단계로 해석, 파악한다.

1. 1차적인 혹은 자연적인 의미
“이 단계의 의미는 다음의 사항을 읽으면서 찾아진다 : 순수한 형태(formes, 선과 색
의 모양, 특별한 방식으로 제조된 청동이나 돌의 덩어리 등)3)에서 어떤 자연적인 대상
(objets 사람, 동물, 식물, 집, 물건 등)의 재현을 읽는다 ; 형태들의 상호적인 관계에
서 사건(événements)을 읽는다 ; 또한 가령 제스쳐나 태도, 내부의 은밀하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애도하는 특성과 같은, 어떠한 표현적인(expressives) 특성도 지각한
다.”(: 17)

미술적 모티브(Panofsky는 motifs란 용어를 재현된 대상들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
가 사실의 의미(signification de fait)와 표현적인 의미(signification expressive)로
분리된 이 단계에서는, 사물, 사건, 표현은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에 기초하여 읽혀질 수
있다. 관객은 사물의 낯선 점을 줄이면서 이미 알고 있는 그 어떤 것, 그 어떤 이야기의
내용과 관련하며 지표를 찾아 작품의 의미를 파악한다. 이러한 태도는 가장 널리 퍼진
일반적인 태도이며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비구상회화나 현대미술과 같은 그림은
거부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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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적인 혹은 관습적인 의미
“미술적인 모티브들을 주제(thèmes)나 개념(concepts)과 연결하고 결합한다. 이렇게
2차적인, 혹은 관습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 모티브는 이미지(image)라
고 불릴 수 있다. 이미지의 결합은 [...], 오늘날에 흔히 이야기(histoires)와 우의
(allégories)라고 부르는 것이다.”(: 18)

해석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관객에게 그림이 실재 세계의 단순한 복사라는 의미와는
달리 또 다른 종류의 의미를 담고 있는 세계라는 것에 대해 의식하기를 요구한다. 이러
한 해석은 문학적인 출처에서 온 것과 같은 특별한 주제나 개념에 친밀해야 함을 전제로
한다. 이것은 그림의 유형(types)을 구별하게 해주어, 초상화나, 풍경화와 같은 그려진
내용에 따라서, 혹은 덧없음, 풍속화와 같이 어떠한 상징적인 기호에 대한 지식에 의해
그 유형이 구별된다. 또한 이러한 해석은 주어진 유형을 한 화가에 의해 구체적인 이미
지로 실현되는 문제를 제기하며, 그림의 또 다른 개념, 즉 그림을 기호 구조의 내적인 규
칙을 갖는 언어로서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Panofsky에게는 이 단계가 엄격한 의미로
도상학의 단계이다. 주어진 한 작품을 풍부하게 분석할 수 있는 것은 관객의 독해 능력
에 따른 것이고, 이 능력은 다른 유형의 작품에 대한 지식과도 연결된다.

3. 내재적인 또는 내포된 내용
마지막 세 번째의 의미에서는 작품은 일종의 증거물로 지각된다. 이 단계는, 여전히
내용에 대한 독해에 기초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동원하고 일반화시키는 높은 수준의 단
계로 이전의 단계와는 구별된다. 이 단계에서는 :
“한 국가, 시대, 계층, 종교적, 혹은 철학적 믿음에 대한 기본적인 정신성을 보여주는
내포된 원칙들에 대한 지식을 통해 그 의미를 읽는다. 이 의미는 이러한 정신성을 전이
시키는 화가의 개인성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성격 지워지는 것이고, 작품 속에 응축되
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들은 구성 방법과 도상학적 의미를 중개로 하여 표현
되고, 이렇게 표현된 원칙들은 다시 이들을 빛나게 한다.”(: 20)

이 단계에서는 관객의 작품에 관한 태도 변화를 요구한다 :
“Léonard de Vinci의 유명한 벽화가 테이블에 앉아있는 13사람의 그룹을 그린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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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 그룹이 마지막 만찬을 재현하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범위에서는 우리는 작
품 그 자체와 소통하는 것이며, 작품 고유의 특질(qualités ou qualifications)로서
작품의 구성이나 도상학적 특성을 해석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그림을 화가
의 개인성, 혹은 이탈리아 르네상스 문명이나, 종교적 감수성에 관한 특별한 한 표현
양상에 관한 자료로서 해석을 할 때는, 우리는 그 “어떤 다른 것”의 징후(symtôme)로
서 - 그 징후 역시 많은 종류의 다른 징후로 표현되는 - 작품을 대한다. 이럴 때 우리
는 작품의 구성과 도상학적 특성을 이 “어떤 다른 것”의 특별한 제시로서 해석하는 것
이다.”(: 21)

이렇게 미술은 한 시대, 문화, 화가의 다소간의 명민한 반영으로 정의되어 관객에게 작
품의 문맥에 대한 지식이라는 또 다른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해석의 단계에 놓여지든 우리의 확인과 해석은 주관적인 요소에 의존하는 것이고, 따라
서, 우리가 보통 전통이라고 부르는 역사적으로 연구된 내용에 의해 수정되고 조정되게
된다.
그리고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의 전환은 매번 인식론적인 단절을 필요로 한다. 이
단절은 같은 대상에 다른 본성의 질문을 제기하는 것처럼, 한 대상과 관련하여 관객이
서로 다른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문화적 지식을 갖는 것이 의미 해석에서 양
적인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조건임을 Panofsky는 강
조한다. 작품을 시대와 장소, 인간의 표현으로, 그리고 가능한 여러 종류의 의미가 공존
하는 세계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다양한 지식을 동원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백과사전식의 문화가 요구되며 그렇다고 이것이 충분조건은 아니다. 아직도
양립되는 것만큼이나 대립적 요소가 작용하는 작품의 변증법적 개념에 이러한 문화적 지
식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관점이라는 것이 단절을 가능케 하며, 또 단절
을 나타내는 기호이다. 이 관점이 관객이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 구성한 의미들을 정당화
시키기도 하고, 동시에 상대화시키기도 한다. 그러므로 Panofsky에게는 작품은 계속적
으로 채워질 수 있는 참고내용을 변동시키는 “기호”이다.
작품은 형식이라는 언어로 신체에 호소하여 감성을 일으키며, 또한 지성에 호소하여
의미를 구성하는 내용을 부르고, 또한 감정에 호소하여 관객의 참여를 자극한다. 미적
지각의 학습이 가능하다면 이는 진전과 단계를 전제로 한다. 각자의 자발적인 표상에서
출발하여 단계적으로 위치하면서, 어떻게 미술작품과 관련하여 호기심을 갖게 하며, 모
델을 제시하는 감상의 한 경로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그 모델이라는 것은 열림
형태로만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말이다. 여기서 우리는 Panofsky가 기술하
는 작품 읽기의 세 단계를 통한 경로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서양미술에서의 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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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작품과 우리나라의 민화, 산수화, 풍속화 등의 감상은 이러한 경로로 그 의미를 찾아
보는 감상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Panofsky의 도상학적 연구는 감상교육과 관련하여 미술이 한 시대, 문화, 미술가의
반영물로서 정의되고 관객에게 새로운 능력, 즉 작품의 문맥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는 것
을 시사한다. 그리고 그 후 결과적으로 미술 이론들은 사회학적, 심리학적, 정신분석학
적 해석에 의존하게 된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도상해석학적 접근이 모든 작품에 통용되는 공식적인 것인가?

Ⅲ. 작품에서의 형식과 내용의 문제
Panofsky의 연구가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르네상스 미술이다. 20세기
미술에 그의 이론을 적용하는 것은 같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위험이 따른다. 오늘날
주제는 그림에서 기본적인 요소가 아니며, 재현된 대상보다는 작품을 하는 방식이 우세
한다. 재현되는 대상은 즉각적인 의미의 전달에서 해방된 추상미술과 함께 사라지게 되
었다. 그러면서 작품의 형식적인 내용과 내재적인 내용의 구분이 더 이상 분명치 않다.
“형식주의자(formaliste)”라고 불리는 미국의 비평가, 특히 Clement Greenberg에게
는 그림의 내용은 “엄격하게 시각적이어야” 하고 “형태 속에 용해되어야”하는 것으로 본
다(Art et Culture, 1988/1961: 220). 즉 작품의 의미는 오직 그것의 형식적인 요소
에서만 나온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그림의 내용이라는 개념과 해석의 가능성을 부
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즉 작품은 순수한 응시를 주는 순수한 형식으로 환원된다. 따
라서 “비평의 역할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보다는 어떻게 이것이
이것이고, 더 나아가 이것이 이것이다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Susan Sontag4)는 형
식주의 비평을 지지한다. 이는 예술의 가치를 다른 것들의 가치에 종속시키는 것처럼 흐
른 데에 대한 반작용으로 볼 수 있다. Greenberg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우리는 과거 대가의 그림에서는 그것을 그림으로 보기 전에 그림 속에 있는 것을 보려
고 하는데 비하여, 오늘날의 그림에서는 우선적으로 하나의 그림으로 본다. 이는 모든
종류의 그림에서 - 그것이 과거 대가의 그림이든, 현대 작자의 그림이든 - 그림을 보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며, 더구나 모더니즘은 이러한 자기비평(autocritique)적 방법을
유일한 것으로 강요하고 있다.”5)

그러나 형식과 내용은 상호의존적이지는 않은가. 형식과 내용 둘 중 어느 하나를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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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이러한 입장에서 A. C. Bradley는 형식주의자들이
고려하는 대상에서 배제하려고 한 것은 주제인데, 혼돈하여 내용도 함께 배제한 것이
라고 지적한다(마이클 J. 파슨즈, H. 진 블로커: 221-223 참고). 또한 형식주의적
입장은 내용에 새로운 개념을 가져오는 Thomas McEvilley의 저서(Art, contenu
et mécontentemen, 1991)에 의해서도 비판된다. 저자는 다양한 추상회화도, 가령
미니멀이나 모노크롬 같은 회화도 어떠한 계획(projet)에 의해, 이를테면 종교적이나
형이상학적, 혹은 감각적이거나 감정적인 계획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한다. 이
와

관련하여

저자는

Malevitch,

Pollock,

Newman,

Agnès

Martin,

Ad

Reinhardt 등의 그림을 인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의 다양성은 단일한 색에서도
가능한데, 왜냐하면 모든 작품은, 추상적이라 할지라도, 하나의 이야기나, 지리, 이념,
혹은 의미론적 내용을 부추기는 의미의 망 - 표면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 속
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작품에서의 “주제(sujet)”에 대한 정의와 그에 대한 연구를 새롭게 하기 위해, Th.
McEvilley는 여러 접근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245-251). :
․ 미술가가 주는 작품에 관한 설명 (제목, 그리고 뒤샹 이후에는 작품과 분리될 수 없
는 작품에 관한 작가의 주석)6)
․ 시간 속의 작품의 지속성(미술가가 의도적으로 원한 범위에서 재료의 일회적, 혹은
지속적인 특성)
․ 미술가에 의한 특별한 한 공간 속에서의 위치 (예: Mail Art, Land Art나 사회적
인 미술)
․ 시간적이고 역사적인 문맥 속에의 위치(전통, 신화, 참고, 인용)
․ 역사적인 맥락에서 작품을 주목하게 하는 사건들(Pollock의 작품에서 내용을 부정
하는 Greenberg의 해석이 이제는 그림의 내용의 일부가 된다)
․ 특별한 도상학적 전통에 소속되는 것(Klein의 파랑은 전통적인 파랑의 상징주의에
뿌리를 두게 된다)
․ 관객의 반응을 유발하는 감각적이고 감정적, 혹은 인지적인 표현 효과들

이렇게 Th. McEvilley는 전에는 고려하지 않았던, 그렇지만 작품의 형식적인 내용에
대한 시각을 풍요하게 해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제시한다. 그 속에는 평면, 입체 작
품에 따라 공간, 시간, 신체적인 요소 등도 포함된다. 이는 Panofsky의 사고 속에 첨부
될 수 있는 작품의 잠재적인 내용이 충분히 많이 있다는 것이 제시하는 것이다.
논의 중인 그림에서의 형식과 내용의 문제에서 형식주의적인 작품 해석보다는 많은 이
론들이 그림에서의 내용의 문제와 그 내용은 작품이 탄생된 사회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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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이 우세한 듯하다. 그리고 형식 역시 시대적이고 문화적인 요소와 관련되어 파악되
어야 하는 것으로 본다. 몇몇의 중요한 이론을 통해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Panofsky에게 원근법은 인식론적 연구들이 합의한 한 형식으로서의, 즉 상징적인
형식으로서 원근법(La perspective comme forme symbolique)(1975/1961)일 뿐
이다. Hubert Damisch에게는 원근법은 그보다는 역설적인 패러다임적 기법이다.
Ernst Gombrich는 그의 저서 미술과 환영(L‘art et l'illusion)(1987/1959)에서
사실주의는 미술가가 지각한 그대로를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그것이 실제를 재
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세기에 걸쳐 발전한 관습적인 도식이 존재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
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적한다. “미술은 그 시대의 자식”이라고 칸딘스키(1993/1912)
역시 말하고 있다.
즉 미술가는 이미지와 사회 그룹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설정하는 것이고, 따라서 관객의
참여를 야기하는 것이다. 이것은 미술 없이는 사회가 생각할 수 없는 - 그러나 그 미술
가의 창조가 독단적인 것은 아닌 - 것이다. 미술사회학은, Jean Duvignaud가 정의하
듯, 사회 경험과 한 개인이 상상적인 묘사를 통해 제안하는 그 시대 표현과의 상관관계
를 연구하는 것이다. Pierre Francastel는 미술의 신사회학의 이론을 정립하는데 이는
창조의 의미는 예술가의 창조 속에만 의미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작품이 가르키는 것 속
에, 그 작품이 도달하고 관객의 지각을 넓히는 의미 속에서도 찾아진다는 것이다. 즉 그
의 연구 목적은 미술사회학이 다른 학문과 갖는 관계, 구상적 대상이라는 개념을 통해
현실과 상상력의 변증법, 그리고 사회에 직면한 미술가에 관한 연구로 모아진다.
Ernst Gombrich는 심리학에 의존하는데, 미술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단순하고 중립
적인 자연주의는 만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한다. 미술가는, 글을 쓰는 작가처럼, 실제
를 복사하기보다는 하나의 어휘를 필요로 하며, 이 어휘는 다른 미술가에게서는 발견되
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미술작품에서 그의 맥락적인 이해를 전제하지 않는 형식주의적 관점은 많은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추상미술의 감상은 Greenberg의 비평
방법인 미술작품의 내용이 아니라 형태, 작품 방식에 관심을 갖는 형식주의적 해석도
한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그에 대한 비판적 사고도 있다는 것에도 주목해야 한다. 이
런 특성이 미술교과의 특수성인 개연성, 개방성이라는 특성을 성격 짓게 하는 것이고,
이는 미술교육의 근원인 예술세계에서의 지식의 특수한 본질에 기인하는 것임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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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호학적 해석
Umberto Eco나 Roland Barthes와 같은 기호학자들은 1960-70년대에 미술작품
을 보는 또 다른 방법을 보여주며 이미지에 관한 연구에 기여한다. 이들은 미술작품을
기호들의 시각적 체계로 본다. 그리고 기호에 관한 시각을 넓히면서, 그들의 사고를 현
대미술 현상으로 확대한다. 기호학자에게 중요한 것은 미술가가 표현하려고 한 이미지의
의미(sens), 그리고 그 미술가가 이용한 상징의 의미이다. 기호학자들은 이미지를 택하
고 그를 분석의 망 속에 넣어 분석한다. 그리고 이들은 화면의 구성(composition)을 의
미가 놓여지는 장소라는 점에서 주목한다.
일차적인 의미와 내포된 의미를 구분시키고자하는 기호에 관한 학문에 영향을 준 것은
일반적으로 언어학자들이다. 기호학적 입장에서는 그림은 대상이 놓여지는 제단(일차적
인 기능, 또는 외연)인 동시에 관객을 감동시키는 스타일(2차적인 의미, 또는 내포)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 두 기호는 Saussure의 용어 시니피앙signifiant(기호표현, 能記,
형식, 그림에서는 외연된 이미지)과 시니피에signifié (기호의미, 所記, 내용, 그림에서
는 이미지가 내포하는 의미)의 구별을 설정한다. 개괄적으로 이런 의미론적인 방향 전환
이 기호학(sémiologie, sémiotique)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이다.
기호학적 접근은 그림에서 형식과 의미라는 이분법적 논쟁을 어느 정도 극복하는 듯하
다. 우리는 위에서 도상학적 해석은 회화 작업에서 형식과 물질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
고, 형식주의는 그려진 이미지에서 의미론적 논의를 무시하거나 배제한다는 것을 확인하
였다. Bryson(1998)은 기호학적 해석이 회화의 기호가 갖는 기의와 기표에 의해 똑 같
은 비중을 둠으로써 미술사의 무기력 상태를 소생시킬 수 있다고 본다.
언어학자들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의견 역시 이미지에서 의미를 찾는 작업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미지는 다시 보여주는 것(re-présentation)으로 결과적으로 다시 태
여 나는 것이다. 이미지에서 “유사함”은 두 관점에서 빈곤한 의미를 담는 것으로 보아진
다. 그 한 관점은 이미지는 언어에 비해 매우 초보적인, 혹은 불완전한 체계라고 생각하
는 것이고, 또 다른 관점은 의미를 해석하는 작업이 이미지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풍부
함을 모두 캐낼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관점으로는 이미지가 의미의
한계를 갖는다 할지라도, 이미지 의미의 존재학을 논할 수는 있는 것이다. 즉 어떻게 의
미가 그림에 오는가, 어디서 그 의미는 끝나는가, 그리고 끝이 난다면 그 저편에 존재하
는 것은 있는가 등을 논할 수 있는 것이다.
특별히 Roland Barthes는 이러한 방식의 이미지 기호를 읽는 방법을 적용하며,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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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든 순환에 대한 해석을 연구한다. 예를 들면, 스파게티 국수 “Panzani”의 텔레비전
광고 이미지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읽는다(L'obvie et l'obtus, 《rhétorique de
l'image》: 25-42).

1. 첫 번째 언어적인 메시지에서는 언어적인 메시지라는 의미를 읽는다.
․ 이미지 주위에 있는 텍스트(상표, 제조회사 등)로 그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위해
서는 언어 능력이 필요하다.
․ 그리고 요리 장면의 시니피앙은 상품의 신선함, 요리 방법에 대한 시니피에를 준
다. 이 기호를 읽기 위해서는 폭 넓은 문명에 대한 지식이면 충분하다.
2. 두 번째 외연된 이미지에서는 자의적(字意的)인 혹은 외연된 메시지를 읽는다.
․ 시니피앙은 토마토와 피망으로 노랑, 녹색, 빨강이며, 그것의 시니피에는 이탈리
아, 더 정확히는 이탈리아성이다.
․ 여기에 Panzani의 이탈리아어식의 발음인 유사 모음 반복도 상징적인 시니피에
를 준다.
3. 세 번째 기호, 내포된 이미지에서는 상징적, 문화적, 혹은 내포된 메세지를 읽는다.
․ 풍부하게 등장하는 오브제는 요리예술을 생각하게 한다.
․ 정물화를 상기시키는 오브제의 구성은 미학적인 시니피에로 연결된다. 이를 읽기
위해서는 문화적 지식이 요구된다.
․ 내포된 내용의 총체적인 시니피앙은 “이미지의 수사학(rhétorique de l'image)”이
라고 불릴 수 있다.

이렇게 서로 구분될 수 있는 메시지는 물론 긴밀한 총체적인 메시지를 형성한다. 이러
한 해석이 가능한 것은 각 메시지들은 서로 비연속적이고, 일반적으로 문화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고 각각이 총괄적인 시니피에들로 다시 보내지기 때문이다.
R. Barthes는 1970년 ｢세 번째 의미(Le troisième sens｣라는 논문에서 S. M.
Eisenstein의 영화 “이반 뇌제(雷帝)(Ivan le Terrible)”의 몇 장면을(그림1-5) 분석
하면서 세 단계로 의미를 해석한다 (: 43-61)
1. 첫 번째 의미는 정보적이다. 이는 장식이나 의상, 인물, 인물들의 관계, 이야기 속
에서의 그들의 개입 등이 가져다 주는 모든 지식이 집결되어 나타나는 커뮤니케이션의
의미이다.
2. 두 번째 의미는 상징적이다. R. Barthes는 이 단계의 의미를 “자명(自明)한 의미
(sens obvie)”라고 부른다. 이것은 명확하고 객관적인 의미(signification)를 찾으면서
일반적인 특성 속에 이미지에 의해 제안된 도상적 기호를 해석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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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의 분석은 모든 종류의 이미지에서 찾아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주먹을 꼭 쥔
이미지는 분개, 통제된 분노, 공격의 결심을 의미하며, 또한 노동자 계층과 그의 힘, 의
지를 상징한다.
3. R. Barthes는 세 번째 의미를 제시하는데, 이는 그것의 시니피에가 무엇인지, 적
어도 그것을 무엇이라 꼭 짚어내기가 어려운 보충적인 의미의 단계이다. 저자는 이 세
번째 단계를 “signifiance”(이 어휘는 시니피에보다는 시니피앙에 더 가깝다)의 의미로
지칭한다. 이는 “sens obtus(무딘 의미)”로 시니피에 없는 시니피앙이고 그 어떤 정서,
감동을 가져오는 액센트로 보여질 수 있다. 또한 이 의미는 너무나 분명하고 확연히 드
러나는 다른 단계의 의미를 무디게 해주고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저자는 울고 있는
나이든 여자의 모습을 들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모든 특징 (시골스런 머리모양, 할멈, 사팔눈의 눈꺼플 등)은 가련한 모습으로의 변장
을 보여준다. 이는 sens obtus(무딘 의미)에 가담하여 잘 정돈된 한 대화술을 - 의도
성이 있는지는 확실치 않은 - 형성한다. 이 세 번째 의미의 속성은 - 적어도 S. M.
Eisenstein의 영화에서는 - 표현을 변장의 모습에서 분리시키는 한계를 혼란스럽게
하고, 또한 이러한 동요를 간결하게 해주기 위한 것이다 : 이를테면 생략의 강조 ; 복
잡한 배열, [...]”(: 49)

결과적으로 R. Barthes에게는 바로 이 세 번째 의미가 영화에서 이야기는 전복시키
지 않으면서 영화를 다르게 구조화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 단계의 의미가 바로 “영
화적임(filmique)”이게 한다는 것이다. 이 “영화적임(filmique)”은 영화 속에서 “말로는
표현될 수 없는”, “재현될 수 없는 재현”이며, “언어와 메타 언어가 그 작용을 멈추는 시
점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소설(roman)에서 소설적임(romanesque)과 같이 영화적임
은 영화보다 더 멀리 갈 수 있는 것이다.
[S. M. Eisenstein의 영화 “이반 뇌제(雷帝)(Ivan le Terrible)”의 장면들

<그림 1>

<그림 2>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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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그림 5>

R. Barthes의 영화 이미지의 단계별 의미 분석에서 이 세 번째 의미의 개념은 메시
지가 모호한 현대미술에서 의미를 읽는데 흥미로운 자료를 제공해 준다. R. Barthes도
싸이 툼불리(Cy Twombly)의 작품(그림6-7)을 분석한다 (: 43-61)7). 이 화가의 작
품에서는 유아의 난화나 제스춰의 서투름을 생각나게 하는 글씨가 그의 작품 속에서 자
발적으로 솟아오른다. R. Barthes에 의하면 이것이 화면을 존재하게 하고, 의미를 부
여하며 우리가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Twombly의 미술은 어떤 것을 보이게 하
는데 있는데, 그 어떤 것은 그가 재현하는 것이 아니고, 다루고 조작하는 그 자체인 것이
다. Twombly의 작품이 제작하는 것은 어떠한 효과, 시에서 암시된 듯한 한 인상, 뛰어
나게 감각적인, 더 자세히는 시각적인 인상이라는 것이다.
고전적인 그림에서는 그림의 주제가 중요하나, Twombly의 그림에서 주제는 하나의
개념이다. 글씨를 쓰는 서투름이 이 화가의 그림에서는 조형적 기능을 갖는다. 서투름의
단순함이 허구적인 용이성을 보여주나, 혹은 그의 침묵으로 인해, 혹은 미적인 특징으로
관객의 관심을 끄는 것이다. Twombly의 작품에서 어떤 정보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찾
을 수 있는가? R. Barthes가 지적한 것처럼 “Twombly의 작품은 아무 것도 포착되기
를 바라지 않는다. 그저 서로서로 관련되며, 존재하고, 부딪칠 뿐이다”. 즉 우리는 여기
서 단지 세 번째 의미, “sens obtus(무딘 의미)”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 세 번째 의미는 추상미술이나 메시지가 불분명한 현대미술 감상에서 교사에게
안내할 구체적인 자료를 준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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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 Twombly의 작품]

<그림 6>

<그림 7>

Ⅴ. 열린 작품으로서의 현대미술
미술작품이라는 것이 과연 하나의 의미체계로 환원될 수 있는지, 그림이 하나의 언어
인지 되물어 볼 수 있다. 고전 기호학은 작품의 다양성에서 한 모델을 전제해보고 제시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다. 물론 여기서 한 모델이란 큰 범주의 모델로 이와 관계하여
각각의 작품이 다소간의 벌어짐, 간격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그 해답은 찾아지지 않는다. R. Barthes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그림이 구성하는 것을 언어의 중립적이고, 문자 그대로, 외연하는 상태로 기술해보고
자 하는 고안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 그렇지만 역시 신화적인 순수한 고안도 아니
며, 또는 무한적인 주관성이 나타나는 장소로서도 아니다 : 그림은 실제 오브제도 아니
며, 상상적인 오브제도 아니다. 재현된 것의 정체성은 끊임없이 회송되고, 시니피에는
항상 그 자리를 옮기며, 이렇게 분석은 끝이 없다 ; 이러한 회피성과 언어의 무한성이
바로 그림의 체계이다 : 이미지는 기호의 표현이 아니라, 기호화 작업의 변화이다 : 그
림은 한 체계의 위탁이 아니라, 여러 체계의 생성인 것이다.”(: 160)

Jean-Louis Schefer(1969)는 “느끼는 새로운 방법, 사고하는 새로운 방법”을 환기
시키는데 이미지는 우선적으로 한 텍스트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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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구조를 갖고 있고, 이것이 그림의 체계라는 것이다.
Umberto Eco는 작품과 관객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분석하면서 기호의 분류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한다. 그림에는 항상 작가의 의도적인 메시지가 존재하며, 이 의도적인 메
시지는 엥포르멜 작품에서도 다소간 존재한다. 그렇지만 U. Eco는 현대미술을 성격 짓
는 “개방성(ouverture)”을 강조한다. 그는 저서 열린 작품(L'œuvre ouverte)(1965)
에서는 여러 방법의 읽기와, 여러 해석을 주지 못하는 것은 미술작품이 아님을 확인한다.
모든 미술 창조는 열려 있다. 그리고 이 개방성은 미적향수(jouissance esthétique)의
한 조건이기도 하다. 이 개방적 성격은 미술가가 모호함 없는 단일한 커뮤니케이션을 의
도하였다 할지라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메시지의 기본적인 모호성을 확
인하는 것은 특히 현대미술에서이다. 현대미술에서는 하나의 시니피앙에 공존하는 다수
의 시니피에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시니피에가 분명하지 않은 “sens obtus(무
딘 의미)”의 시니피앙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모호성은 오늘날 작품의
목적이 되며,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제작에서의 가치가 되고 있다. U. Eco는 이러한 현대
미술의 성격을 “개방성”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설명한다 :

“모호성을 가치로서 실현시키기 위해, 현대미술가는 자주 엥포르멜, 무질서, 우연, 결
과의 불확정에 의존한다. 우리는 형식과 개방성 사이의 변증법적 관계를 설정해 보고
자 노력하였다. 이는 작품의 질을 잃지 않으면서, 어떤 범위에서 하나의 작품이 모호
성을 강조할 수 있으며, 동시에 관객의 능동적인 개입에 의존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다.”(: 10)

U. Eco에게 미술작품은 “인식론적 은유(métaphores épistémologiques)”(: 120-12
7)8)로, 이는 결정적인 한 이론보다는 일반적인 확신과 연결된 다양한 이론적 의식에 대한
창조적인 해결로 보는 것이다. 어떠한 개념이 문화계에 전파되고 이는 미술가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 이렇게 학문에 의해 확산된 세계에 대한 시각에 미술가는 상상력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미술은 이러한 시각이 구조화된 한 은유인 것이다. 야
수주의, 입체주의, 초현실주의, 추상미술, 뒤샹의 메타 아이러니 등이 그 예들로, 인식론적
은유로 새로운 미술의 기능을 밝혀주는 것이다.
사실 세계 현상의 비계속성은 세계에 대한 결정적이고 통일된 이미지의 가능성을 어렵
게 한다. 미술은 우리에게 이러한 세계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재현하는 방식
을 제안하고, 이것을 하면서, 세계를 수용하고 우리의 감수성을 통합시키도록 제안한다.
U. Eco는 “열린 작품”은 이러한 비계속성의 이미지를 명철하게 해주고자 한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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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작품은 학문의 추상적인 범위와 우리의 생생한 물질적인 감수성 사이에 중개자로서
위치하며, 우리에게 세계의 새로운 양상을 포착하게 해주는 일종의 초월적인 도식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자는 어느 정도에서 새로움과 정보를 주려는 의도가 작가와 관객사
이의 소통 가능성을 주면서 타협될 수 있는지를 살핀다 :
“... 소통의 가능성은 작품이 더 열려있을수록 더 풍부한 것이고, 최대한의 무질서와 가
능한의 최소한의 질서 사이의 섬세한 균형 속에 머무는 것이다. 이 미묘한 균형은 모든
가능성이 불분명한 영역과 가능성의 영역의 경계를 알려준다”(: 133).

이런 의미에서 U. Eco에게는 엥포르멜, 가령 액션 페인팅에서의 가장 자발적인 표현
은 같은 방향을 추구하는 고전적인 형태를 거부하는, 그러나 소통의 기본적인 조건인 형
태를 버리는 것이 아닌 한 표현인 것이다. 엥포르멜은 다른 열린 작품과 마찬가지로 우
리에게 형태의 죽음을 선언하게 이끄는 것이 아니라, 더 유연한 개념을 갖게 하고, “가능
성의 한 영역으로서의 형태”(: 138)를 고안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그런데, 소통의 힘은 생동적인 행위이다. 그것은 작품과 우리가 그 작품과 갖게 되는
경험 사이의 변증법이다. 우리는 암암리에 우리의 경험을 통해 작품을 판단하도록 요구
되며, 이 경험은 거꾸로 작품에 되돌아간다. 왜냐하면, 우리가 작품을 판단하기 위해 가
져올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우리의 미적향수의 가능성과 작업 속에 암암리에 나타난 미
술가의 의도 사이의 일치이기 때문이다.
더욱 풍부한 정보의 유형, 저자는 이를 “미적 정보(information esthétique)”(:
137)라 부르는데, 이는 양적인 정보에 의존한다. 이 정보의 첫 번째 유형은 기호의 총체
에서 최대한의 가능한 암시를 찾는 일이고, 이는 기호에 작가의 의도와 양립될 수 있는
개인적인 통합을 이루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개방성을 갖는 작품이 깊이 있게 연구하는
가치이다. 그러나 과거의 예술형태에서는 비록 이 가치가 해석의 필요조건을 이루는 것
이긴 하였지만 처음부터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며, 또한 명확한 한계 내에 그것을 유지시
키려고 하였다. 그리고 정보의 두 번째 유형은 첫 번째 유형의 결과를 이러한 결과를 준
근원이었던 구조적인 질적 특성에 다시 연결시키는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끌어낸 풍부
한 암시의 뒤편에서 의식적인 조직과 부여된 의도를 찾아내고, 그리고는 이를 다시 즐기
는 것이다. 작가의 계획(projet)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매번 놀라움과 기쁨의 원천이
되며, 작가의 내부세계와 문화적인 배경에 대해 깊이 아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작품과 개방성간의 변증법적 관계 속에서 작품의 지속성은 소통과 미적 쾌감이
가능한 한 보증된다는 것이다. 소통과 미적 쾌감, 이 두 가치는 서로 상보적이며, 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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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개방성은 우리의 문명이 가장 귀한 것으로 보는 가치 중의
하나인 풍요롭고 특별한 감흥의 한 유형을 보증한다. 우리 문화의 모든 요소들은 가능성
의 범주를 따르면서 세계를 새롭게 구상하고, 느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도록
초대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U. Eco가 펼치는 작품이 주는 개방적 성격이며, 그 중요성이다. 미술작품을
읽는 문제에서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그리고 미술작품 읽기가 어렵고, 언어적인 표현으
로는 충분하지 못한 특성을 잘 지적하고 있다. 독해를 통해 미술작품의 모든 것이 해석
된다는 닫힌 의식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미술작품이 주관적이고 신비
적인 것으로만 여겨지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작품에서는 소통 가능한 것을 찾으면
서 작품의 다양성을 이해해보고, 이런 과정에서 바로 열린 의식이 필요한 것이다.

Ⅵ. 결 론
본고에서는 미술작품을 보고 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보며, 그 방식은 어떠한 것
인지 안내할 수 있는 연구의 내용을 Erwin Panofsky의 도상학, Clement Greenberg의
형식주의와 Thomas McEvilley의 작품에서의 내용에 관한 연구, 그리고

Roland

Barthes와 Umberto Eco의 이미지의 기호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연구들은 미술
작품 감상 방법을 안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론들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 내용들을 종합하면, 한편으로는 그림의 주제나 개념, 상징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
라 미술이 시대, 문화, 작가의 반영물로 읽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즉 미술은 관객에
게 작품의 문맥적인 지식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M. Dufrenne(1953)
의 요약으로 분명해질 수 있다 :

“불확실한 인상의 혼돈 속에 길을 잃는 대신에, 우리의 눈이 더 잘 보고, 귀가 더 잘 들
을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 우리의 몸이 그 대상에 친밀해지고, 그를 인정
하기 위해서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 이 대상을 분해하고, 거기서 지표를 찾고, 테마
와 의미를 분절하고 구별하는 것은 초기의 혼돈에 질서와 구조를 가져오는 것이다. 다
시 말하면 이 과정에서는 작품이 어떻게 제작되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다.”(: 519)

여기서 우리는 이미 20세기 초 Worringer가 한 지적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 “ 우리
는 우리 시대를 판단하는 방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 우리는 과거의 사건을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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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과거의 감수성이 현
재의 우리 것과 다르듯, 우리는 미래의 감수성이 현재의 우리 것과 얼마나 다를지는 알
수 없는 것이다. 시대에 따라, 작품을 보는 기준이 변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술감상교육
에서는 역사 속에서 이용되어 온 서로 다른 코드들에 대한 지식을 통해 미술현상에 입문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감상교육은 역사적인 지식을 풍부히 해줄
수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미술작품에서의 개방적인 성격이 강조되었다. 이 개방성은 그림에
서의 형식과 내용의 문제에 대한 논쟁과 관련하여 우리의 감상 태도에 요구되는 사항이
다. 그리고 특히 메시지의 모호성이 기본적인 것처럼 나타나는 현대미술 감상에서는 필
요조건이 된다. 즉 하나의 시니피앙에 다수의 시니피에가 공존하며, 시니피에가 분명하
지 않은 “sens obtus(무딘 의미)”의 시니피앙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작품과의 소통
은 형식과 개방성, 또는 작품과 우리 경험간의 변증법적인 발전인 것이다. 결국 감상교
육의 과제는 작품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열린의식을 형성해가도록 하는
것이다.
오늘날 현대미술과 관객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는, 관객의 미술 개념이 지나간 시대의
관점에 머무르기 때문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 작품감상 방법에 대해 연구한다는 것은
단지 한 관점으로 보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고, 여러 방식을 함께 살펴, 그에 적절한 해
석 방식을 제시하는 그 관점을 찾아보는 것이다. 본고에서 살펴본 각 이론들의 관점과 분
석 내용이 서로 다르듯 한 해석 방법이 미술 작품 전 영역에 통용되는 공식적인 요소는
아니다. 작품의 성격에 따라서 여러 이론들 중 더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 어떤 이론
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이론이 미술작품 읽기를 안내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을 제안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감상 지도를 하는 교사에게는 학생에게 제시할 질문의 종류
와 흐름을 찾게 해준다는 것이다. 그것은 분명 감상작품 앞에서 단조로와 질 수 있는, 어
쩌면 무엇을 찾는지 모르며 초점을 잃을 수 있는 과정에 구체적인 길을 안내해 준다.
본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더 언급할 수 있는 것은 미술작품을 지식적으로 접근하고, 작
품 뒤에 있는 의미를 “읽는” 행위에 대해 제기되는 주저함이나 비판은, 미술작품은 순수
하게 “보는” 행위를 통해 작품 자체로서 파악되어야 하고, 그 속에서 얻는 즐거움이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지적이다. 이는 칸트의 무관심성(désintéressement) 개념으로 그 어
떠한 다른 관심, 목적 없이 순수하게 바라보아 얻는 경험이 바로 미적경험이라는 것이
다. 이는 미학에서 집요하게 대두되는 큰 중심 개념이고, 현대미술 역시 이 개념 없이 이
해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또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된다 : 작품 감상에서 지
식적인 요소에 의존한다는 것이 감성을 무시하며 이성적 해석만을 한다는 것인가 ;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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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감성과 이성은 둘로 엄격하게 분리되어 서로 다르게 작용하는 것인가. 이와 같은 질
문에 John Dewey(1980/1934)는 지각하기 위해서는 관객은 자기 고유의 경험을 창
조해야 하고, 이 경험은 총체적인 것으로 실용적, 감정적, 지적의 모든 영역이 상보적으
로 작용할 때 가능한 것으로 본다. 이런 맥락에서 미적경험을 성격 짓게 하는 것은 사고
나 관심의 부재가 아니라, 이들이 지각 경험 속에 통합되는 것이고, 이런 점에서 지적 경
험이나 실용적 경험과는 구별되는 것이라고 한다. 여기서 지식적인 요소와 함께 분석하
고 논의하는 것이 미적체험과 양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미술교육의 중심 과제인 미술작품을 보고, 즐기게 하는 것이 어느 날, 어느 순간 학생
의 감성, 감수성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인지, 혹은 계속 작품을 제시하면서 보게만
하면 감성, 감수성이 발달될 수 있는 것인지 되물을 수 있다. 그보다는 작품에 대해 더
많이 안다면 그 작품을 더 잘 즐길 수 있는 것은 아닐까.

註:
1) Erwin PANOFSKY, Meaning in the Visual Arts, Doubleday Anchor Books, New
York, 1957 -cité in Laurent GERVEREAU(1997), p. 19.
2) 1937은 이 저서의 첫 번째 출판년도임.
3) 이탤릭체는 저자에 의해 강조됨.
4) Susan SONTAG, Against Interpretation and Other Essays (1966) - cité in
Thomas McEVILLEY(1991), p. 38.
5) Clement GREENBERG, «La peinture moderniste» (texte américain 1960, traduit
par D. Chateau), in A propos de «La critique», dir. par Dominique CHATEAU,
L'Harmattan, Paris, 1995, p. 319.
6) 이와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먼로 비어즐리(Monroe Beardsley)의 “의도적 오류(intentional
fallacy)”를 상기할 수 있다. 그는 작품의 의미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작가의 의도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으로 보며, 작가의 의도에 호소하는 것을 의도적 오류라 부른다. 그의 주장은
작품 밖에 있는 출전으로부터 작품의 의미를 연역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의미는 작품 자체
속에 있어야 하고, 작품을 바라봄으로써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작가가
작품에 대한 의도를 완수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마이클 J. 파슨즈, H. 진 블
로커, pp. 196-200, 참고)
7) Cf. 롤랑 바르트, ｢예술의 지혜｣, in 노만 브라이슨(1995), 기호학과 시각예술, 시각과 언어,
pp. 249-269.
8) 인식론(épistémologie)은 한 학문이 제기하는 문제들의 특수성과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가져
오는 특별한 방식, 그것의 논리적인 적용 범위, 그렇게 구성된 지식들의 목적, 가치 또는 한계
등에 관한 비평적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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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ading of the art
Lee, Eun-J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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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

of

How

the
does

process
Art

and

creation

Education

conceive

of

the
the

work

in

knowledges

th

artistic

which

are

related to these contexts, and which can be learned? He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how art's work can be read and what its process is. Several
studies have proposed the different channels of approach to the art. This
research

examines

especially

Irwin

Panofsky's

iconology,

Greenberg's

formalist criticism and McEvilley's study on contents, and Roland Barthes
and Umberto Eco's semiology. Each study propose the different channels of
approach

to

the

art,

but

within

their

own

limited

dimension.

In

these

studies, on the one hand, it is emphasized that the art should be read as a
reflex, more or less lucid, of an epoch, a culture and an artist. The art
demands the knowledge of the context of the art to spectator. Then, the
object of the appreciation education is to access to all the domains of art
and to the phenomena of artistic creation by the knowledges on the various
codes utilized in the history. On the other hand, the character of overture
of the art is underlined too. In the comtemporary art, the ambiguity of the
message appears fundamental - the plurality of the signifiés that coexist at
one signifiant. The communication with the art demand a dialectic 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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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overture,

and

between

art's

work

and

our

experience.

Art

Education's task should take care to have an open esprit as well as to
understand the diversity of art's w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