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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고의 목표는 허구에 관련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상적 이해에 걸맞는 허
구적 대상의 이론을 구성하는 것이다. 여기서 제안하는 추상적 실재론은 ‘홈즈’
같은 허구적 이름이 추상적 대상을 지시한다는 주장이다. 최근에 이 주제에 대해
큰 호응을 끌어낸 켄달 월튼의 체하기 논변은 이런 이름이 아무 것도 지시하지
않는다는 반실재론의 입장에 서있다. 이는 쉽게 답하기 어려운 치명적 약점들을
지닌다. 그러나 우리는 반실재론에 대한 반론이 아니라 실재론에 대한 심각한 반
론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통상 참으로 받아들여지는 “홈즈는 존재하지 않는
다”는 문장은 ‘홈즈’의 지시체가 없음을 뜻하므로 반실재론 편에서의 강력한 논
거로 간주되는데, 이러한 생각을 논파함으로써 실재론의 옹호점을 찾으려는 것이
다.
추상적 대상으로서의 허구적 대상에 대한 아이디어를 처음 내놓은 이는 솔 크
립키이다. 잘 알려진 대로 그는 직접지시론, 즉 밀주의 이론을 출발시킨 사람이
고, 또 밀주의의 최근의 가장 강력한 옹호자인 내이선 솔먼 역시 존재분정 문장
에 대한 분석을 거쳐 같은 생각을 제시한다. “홈즈는 존재하지 않는다”를 포함하
여 존재부정문장은 간단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을 안고 있다. 이 문장은 ‘홈즈’
가 가리키는 대상이 없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없는 그 무언가(의 있음)에 대해 단
언한다. 하나의 주어에 대해 같은 술어를 동시에 단언하면서 부인한다는 점에서
역설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전통적 해법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문장에 쓰
인 이름이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는 직관을 무시한다. 반면
밀주의에 기반한 화용론적 접근들은 이 직관을 존중하는 대신 다소 복잡한 방식
으로 해결을 시도한다. 그러나 ‘홈즈’란 이름의 지시체를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해법들은 모두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름에 대한 다른 이론들과 반실재론적인 밀
주의 전략이 실패한다면 남은 선택지는 실재론적인 밀주의 해법을 받아들이는
것이 된다. 결국 반실재론을 위한 논거로 생각되었던 이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반대의 이론, 즉 ‘홈즈’란 표현에 지시체를 할당하는 실재론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점은 직접지시론이 본고가 주장하는 실재론의 논리적 구조와 깊은 관
련이 있음을 드러내주는데, 직접지시론은 허구적 대상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느냐
를 설명할 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직접지시론이 고정지시론을 함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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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이름이 대상에 직접 붙는다는 것은, 문제의 대상이 일정
한 기술이나 의미를 만족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 따라서 각 가능세계에서 기술을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대상이 아닌, 고정된 하나의 대상을 가리키게 됨을 뜻한
다. 이때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 허구적 이름이 붙는 대상으로 진짜 사람을 찾아
낼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하다. ‘나폴레옹’이나 ‘런던’ 같은 이름들이 아니라면 허
구 속 이름이 가리키는 대상은 구체적 대상일 수 없다. 데이빗 루이스의 구체적
실재론은 바로 이 점에서 직접지시의 이론과 양립할 수 없다. 우리의 세계와 전
혀 다름없는 구체적 실재성을 띤 가능 세계에 홈즈와 매우 닮은 사람이 살고 있
다는 형이상학적인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느냐와 무관하게, 우리는 ‘홈즈’
란 이름이 현실에서 붙어있는 대상에 주목해야 하고, 이 대상은 허구적 캐릭터로
서의 추상적 대상이지 결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피와 살을 가진 진짜 인간
일 수 없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구체적 실재론에서는 어차피 우리 세계에는
홈즈를 충분히 닮은 사람이 없어 그 기준이 될 수 없으니만큼, 각각의 가능세계
를 살고 있는 수많은 홈즈적 개체들이 모두 동등하게 ‘홈즈’란 이름의 지시체로
자격이 있는 셈이다. 이러한 구도는 직접지시의 논변을 벗어난다.
이처럼 추상적 실재론은 밀주의의 논리적 귀결로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 본
고의 입장이다. 무엇보다도 추상적 실재론은 문학작품이나 국가 등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상식적 수준의 의미에서 홈즈가 하나의 문학적 캐릭터로서 존
재한다는 명백하고 소박한 직관에서 출발한다. 이 입장에서의 기존 논의들이 대
부분 허구적 존재자가 일종의 추상적 대상이라는 생각을 막연히 제안하는 데 그
치는 반면, 본고는 허구적 이름이 지시하는 대상의 본성에 대한 설명 및 동일성
및 개별화의 조건 등을 따지는 실질적인 존재론을 마련하고자 한다. 추상적 대상
이론이 그러한 이론을 정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자체가 곧 허구
적 실재론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논거로서 작동할 것이다.
여기서 제시하는 혼합논제는 마이농주의에서 속성집합의 요소를, 에이미 토마
슨의 인공품주의에서 체하기 요소를 가져와 결합한 것이다. 마이농주의는 우리가
허구적 대상들을 일정한 속성들로써 개별화한다는 생각을 반영한다. 홈즈는 ‘탐
정임, 베이커가 221B에 거주함, 영리함’같은 속성들과 연결됨으로써 ‘군의관이었
음, 홈즈의 조수임’ 따위의 속성과 상관된 왓슨 캐릭터와 구분된다. 혼합논제는
여기에 반실재론으로부터 유래한 개념인 체하기 요소를 덧붙이는데, 이는 단순한
속성집합 뿐 아니라, 그 속성집합을 어떤 허구적 등장인물에 연결시켜 주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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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야기하기가 있어야 허구적 대상이 생겨난다는 주장이다. 이야기하기란 곧
이러저러한 성격을 가진 누군가가 이런저런 행동을 하였다고 보고하는 체하기이
다.
추상적 대상의 영역을 ‘존재론적 의존’이라는 개념을 통해 확장한 토마슨의 이
론은 허구적 대상이 인간 이성의 창조물, 인간 상상력의 생산물로 이해된다는 강
력한 일상적 직관을 지지해 준다. 허구적 대상이 추상적 대상으로 이해되더라도
순수한 속성이나 보편자 등의 플라톤적 영역으로 간주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그 자체로는 일정한 시공간을 점하지 않는 대상이지만, 그것은 이야기하기 과정,
즉 체하기 행위에 의존하고 있으며 후자는 구전 관행으로서이건 문학작품으로서
이건 물리적 아이템과의 연관성을 가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구연자의 발화행
위나 인쇄본의 발생을 야기하는 작가의 글쓰기는 인과적 연쇄 안으로 들어오는
실제 세계의 부분이다. 체하기 요소는 미학 연구로서의 본고의 의의도 살려준다.
즉 피에르-메나르 사례 같은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이
는 여타의 인공품과는 달리 단순하게 구조와 재료의 합성만으로 환원되지 않는
예술 작품의 일부로서의 허구 캐릭터의 특성을 잘 반영한다. 허구 안에서 주어지
는 속성(허구내적 속성)이 똑같은 대상이더라도, 그것이 어떤 작가에 의해 어떤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쓰여졌느냐에 따라 서로 구분되는 대상이 결과할 수 있다.
한편 추상적 실재론이 밀주의의 논리적 귀결이라면 이 이론이 허구적 이름들
을 직접지시어로 다루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홈즈가 추상적 대상이라면 직
접지시론이 주장하는 인과론적 지시의 메카니즘을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을까?
또한 크립키의 고정지시 논변은 고정지시를 가능하게 해주는 속성들, 즉 통세계
적으로 동일한 개체를 고정적으로 지시하게 해주는 본질적 속성에 대한 주장으
로 이어진다. 이 본질적 속성 개념을 문학적 캐릭터라는 인공적 대상에도 적용시
킬 수 있을까? 대답은 이야기하기로서의 ‘확장된 명명식’ 개념을 통해 추상적 대
상에 대한 고정지시를, ‘퍼지적 본질’ 개념을 통해 인공품의 고정지시 원리를 설
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허구적 대상의 통세계적 동일성이 퍼지적 본질에 의해
마련되더라도 본질적 속성에 해당하는 속성들의 경우에는 현실 세계의 지시체로
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는 속성들의 무리에 허구적 이름을 고정적으로 할당함으
로써 우리의 직관과 부합하는 양상문 해석을 제시할 수 있다. 이때 속성들의 위
계를 마련함으로써, 본질적 속성에 속하는 속성들 모두가 반드시 갖추어져야 하
는 것들은 아니지만, 그러면서도 어떻게 ‘본질적’이라는 이름으로 분류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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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보여준다. 이로써 “홈즈가 F가 아닐 수 있었다” 같은 양상문을 거짓으로
간주하지 않으면서도, F를 홈즈의 중요한 속성으로 생각하는 직관을 인정해 줄
수 있다.
허구적 이름이 등장하는 양상문장과 관련해서 다양한 형태의 양상문에 대한
해석도 시도해 본다. 양상문장의 참/거짓이 양상성이 부여되는 대상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때, 이 주제는 허구적 대상 이론의 타당성을 가
늠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실제 고유명에서와는 달리 허구적 인물의 성격이
나 그가 겪는 사건에 대한 자유로운 상상을 함축하는 양상문은 허용되지 않는
것 같다. 즉 탐정이 아닌 홈즈를 상상하기는 힘들다. 이때 소설 속에서 언급된
모든 속성들을 허구적 대상이 필연적으로 가진다고 볼 필요는 없다. 그러나 한편
으로는 ‘탐정임’을 포함하여 <홈즈> 소설 속에 기술된 모든 속성에 대해 홈즈가
그것을 가지지 않았을 수 있다고 말하는 양상문이 참이라는 직관도 있다. 본고는
2차원적 의미론을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두 직관이 어떻게 양립가능한가에 대해
성공적으로 해명할 수 있다.

주요어: 허구적 대상, 밀주의, 존재부정문장, 추상적 실재론, 혼합논제, 존재론
적 의존
학번: 2001- 3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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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1.
우리는 모두 홈즈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에 동의한다. 무언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누군가 주장한다면, 우리는 그가 이 말에 대한 믿을만한 설명을 보
충해주길 원한다. 우리는 그 무언가가 ‘이미 죽었다’거나 ‘멸종했다’거나 ‘예화
되지 않았다’거나 ‘가공의 인물’이라거나 ‘신화 상의 인물이다’라는 화자의 설
명을 듣고 그의 발언에 수긍하게 될 것이다. 홈즈의 경우 ‘허구적이다’란 술어
에 호소하는 것은 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발언의 참을 받아들이게 하는 데에
확실히 도움이 된다.
그러나 홈즈가 허구적이라는 것에 동의한다고 해도 우리가 다음을 받아들이
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홈즈가 사람이 아니고 영국인이 아니고 탐정이 아니다
등의 진술은 참인가? 왜냐하면 무언가가 사람이 아니다, 영국인이 아니다, 탐
정이 아니다 따위의 말을 보충해 주는 설명에 ‘허구적임’이라는 술어는 들어갈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언가가 사람이 아니라면 그것이 기계나 채
소, 야수라는 설명을, 누군가가 남자가 아니라면 그가 여자라거나 아니면 표준
적인 남성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 인물이라는 설명을 기대할 테지만, 허구적이
라는 것은 그러한 설명으로 별로 적합한 것 같지 않다.1) 오히려 우리는 홈즈
가 허구적 대상2)임을 알면서도 기꺼이 그가 남자라거나 영국인이라거나 탐정
이라는 진술을 참으로 받아들인다. 가령 “홈즈는 실제로는 베이커에 살지 않
았다”거나 “홈즈가 사실은 남자가 아니었다” 같은 진술들을 듣더라도, 우리가
이런 진술들을 단지 홈즈의 허구성을 지적하는 말로 생각지 않고 홈즈가 베이
커가에 살지는 않고 때때로 거기에 머물렀구나 내지는 그의 성별에 대한 홈지
언들의 특별한 가설이 있는가 따위의 추측을 해보는 것은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다(물론 화자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히 베이커가에 가더라도 내가 홈즈를
만날 가능성이 없다는 것, 그 당시의 완벽한 인구총조사의 남성 인구에 홈즈
가 포함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을 의미했을 수도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홈즈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에 동의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정말로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우리가 참으로 받아들이는 진술이 있고 또 이런저런
1) 우즈(J. Woods,1974)
2) ‘entity’, ‘object’, ‘substance’ 등 존재론적 용어들이 가진 정확한 의미나 각 용어들 간의 차
이에 대해 여기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다. 각각은 순서대로 보통, ‘개체’, ‘대상’, ‘실체’ 등의
역어를 가진다. 존재함이 함축되는 경우는 ‘object’, 그렇지 않은 경우는 ‘entity’로 구분하는
용법을 따른다면, 실재론적 입장에서는 ‘대상’이란 표현을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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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측을 해 본다는 것은 이상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홈즈가 존재하지 않는다
면 그에 관련된 모든 말들은 무의미하거나, 의미가 있더라도 전부 거짓이라고
해야 옳지 않은가? 본고는 I장에서 “홈즈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장의 진리
치에 관한 바로 이러한 물음을 던질 것이다.
‘체하기’에 관한 월튼(K.Walton)의 강력한 논변은 반실재론에 크게 힘을 실
어 주었다. 반실재론자들은 위 문장의 참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 즉, 이들
은 ‘홈즈’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3) 위에
서 제시한 홈즈에 관한 참인 진술이나 추측 등이 모두 체하기의 어법을 써서
그럴듯하게 번역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홈즈가 남자라거나 영국인, 탐정이라
는 진술은 진짜 그렇다고 주장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코난 도일의 소설을 가
지고 벌이는 체하기 게임 안에서 그렇다고 주장되는 진술들일 뿐이다. 이제
허구에 관한 연구들은 더 이상 홈즈의 비존재라는 명백한 사실에 매달리기보
다는, 허구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둘러싼 문제들, 즉 허구의 감상, 허구에 대
한 반응 및 허구의 인식적/도덕적 가치 등의 문제로 전환해야 할 듯하다. 그러
나 필자는 허구적 대상에 대한 반실재론의 논변이 약간의 직관적 호소력을 제
외하고는 그다지 결정적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이 입장은 허구적
이름과 관련해 아주 빈번하게 쓰이는 용법들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거나 그
설명을 위해 일상적 어법을 과도하게 비트는 방법을 쓰고 있다. 허구에 관한
3) 이하의 논의에서 ‘실재론’, ‘반실재론’이라고 쓸 때에는 특별한 단서 없이는 전부 허구적 이름
이 가리키는 대상이 존재한다/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기준으로 나뉘는, 허구적 대상에 관
한 실재론과 반실재론을 뜻한다. 철학의 일반논제로서의 실재론이 우리의 인식, 정신에 독립
적인 대상이 있다는-흔히 독립성 주장과 존재주장이라는 두 계기의 합성논제로 이해된다주장이라고 할 때, 허구적 대상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해도 그것을 정신독립적 존재로 보기
는 힘들다는 점에서 ‘실재론’이란 명칭이 걸맞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몇몇 철학자들은 실재
론이란 말 대신 ‘대상이론’, ‘창조주의(creationism)'라는 용어를 선호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런 용어를 쓰는 논자 중에서도 ‘실재론’을 언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체로 ‘허구적 실재론
fictional realism’이라는 표현이 허구적 존재자가 있다는 주장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통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허구적 대상의 정신의존적 본성을 주장하는 토마슨의 이론도 허구적 대상에
대한 실재론적 입장으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고가 제시하는 이론도 이러한 의미에
서 ‘추상적 실재론’으로 명명되는 데에 무리가 없다. 그러나 일반적 어법을 따르면서도 필자
는 이 글의 여러 부분에서 감상자의 분석 뿐 아니라 작가의 창작 행위에도 완전히 종속되지
않는 독립적 실체로서의 허구적 대상에 대한 의견을 나름대로 제시하고자 애썼다. 창작을 통
한 캐릭터의 형성이나 인물의 개성에 대한 분석이 궁극적으로 인간 정신의 활동임은 분명하
지만, 또한 동시에 이러한 정신 활동이 객관적인 세계와 동떨어진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세
계에 의해 제약된다는 판단에 의해서이다. 다시말해, 앞서 말한 정신독립적 존재에 대한 주장
으로서의 실재론에 관해 말하더라도, 인식주관과 완전히 분리된, 절대적으로 그것 자체로서
고정된 세계가 있다는 형이상학적 실재론(이에 대한 비판으로 배식한(2002) 참조)을 고집하
지 않는다면, 허구적 대상의 경우에도 이런 식의 실재론을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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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일상적인 진술이나 문학비평에 흔히 등장하는 유형의 문장들, 가령 홈
즈와 뽀와로를 혹은 안나 카레니나와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를 비교하는 문장이
나 우리가 소설 속 등장인물과 맺는, 심리적 관계를 비롯한 관계를 나타내는
문장들, 또 “셜록 홈즈는 아직도 현대의 범죄학에 영감을 준다”처럼 홈즈 캐
릭터가 허구 바깥에서 끼치는 인과적 작용력을 언급하는 문장들을 생각해 보
라. 이런 것들은 “홈즈는 탐정이다” 같은 소설 속 상황에 관한 진술들과 달리
단순히 이러저러하다는 상황이 있다는 체하기인 것 같지는 않다. 월튼은 이러
한 문장들도 전부 체하기가 관여하는 문장으로 바꾸어쓸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령 안나와 카테리나를 비교하기 위해, <안나 카레니나>와 <카라마조
프가의 형제들>이 각각 안나 및 카테리나란 이름의 여자에 대한 실제 설명을
제공하는 것으로 체하는 각각의 체하기들이 접합된 전체적 상황을 설정해야
하는 바꿔쓰기 설명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4)
특히 다음의 문장은, 이를 듣는 사람이 발화하는 사람의 주장을 진지하게 받
아들일 것을 확실히 요구하고 있다.
이 소설의 캐릭터들은 전부 허구이다. 따라서 실제 인물들과의 유사성은 순
전히 우연적인 것으로 작가에 의해 의도된 것이 아니다.
여기에 어떤 체하기가 개입하고 있는가?
그러나 직관적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체하기 어법을 용인한다고 해보자. 그
렇더라도 더 심각한 문제가 남아있다. 그것은 허구적 이름을 사용해서 표현하
는 모든 문장들에서, 우리가 도무지 같은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확신
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반실재론에서는 사실 ‘홈즈는 탐정이다’ 같은 아주
간단한 문장도 쉽게 넘길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 ‘홈즈’의 지시체가 없으
므로 이 문장은 무의미한 문장이 되거나 ‘__는 탐정이다’ 같이 주어 자리가 비
어있는 불완전한 문장으로 이해되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문장의 주어자
리에는 사실상 허구 속 등장인물 중 누가 와도 상관이 없을 것이다. ‘홈즈는
탐정이다’와 ‘왓슨은 탐정이다’의 차이를 말하기 위해 월튼은 ‘N적(N-ish) 지
칭시도’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이름 'N'은 단지 지칭시도만을 할 뿐이지 실제
로 지칭을 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시체 없이, 이름의 구문론적 특
성과 각 이름에 대해 주어지는 기술구들의 연결만으로 N적 지칭시도들이 성공

4) 바꿔쓰기 실패의 많은 예들이 하우엘(R.Howell,1979)에 의해 설득력 있게 제시되었다. 이 논
증은 박영섭(1997), 2.1에 잘 정리되어 있다.

3

적으로 개별화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5) 허구 안에서 ‘홈즈’란 이름의 사용들
이 과연 성공적으로 홈즈적 지칭시도를 한 것인지 안심할 수 없다면 허구 안
의 이 이름의 사용이 허구 바깥에서의 이름 사용과 어떤 연결을 지니느냐는
문제는 더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어차피 허구적 이름에 해당하는 대상이란 없으니 각 이름들을 가지고 서로
가 다른 생각들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의사 소통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
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그러나 우리가 카테리나와 비교하고 싶어하는 안나 카
레니나는 다른 누군가도 무엇도 아닌 바로 <안나 카레니나> 소설의 그 캐릭터
가 아닌가? 허구 바깥으로 꺼내어진 이 이름은 그럼에도 그것의 원래 사용,
즉 허구 안에서의 것과 동일한 사용을 가진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이런 직관
을 체하기 설명은 제대로 포착해낼 수 있는가? 다음의 문장을 보라.
(I) 홉은 마녀가 봅의 암말을 망쳐놓았다고 생각하고, 놉은 그녀(같은 마녀)가
콥의 암퇘지를 죽였는지 궁금해한다.
마녀 따위의 존재를 믿고 싶어하지 않는 이 문장의 발화자는 그럼에도 불구
하고 봅의 암말을 망쳐놓았다고 홉이 생각하는 바로 그 마녀가 놉의 생각에도
등장한다는 점을 표현해 줄 형식화를 필요로 할 것이다. 어떤 방법이 가능한
가?
지시체의 설정 없이 (I)같은 문장 안에 들어 있는 두 ‘마녀’란 표현의 적절한
관계-홉의 생각 속 마녀와 놉의 생각 속 마녀와의 동일성-를 확보하기 어렵다
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 같은 문제가 정확히, 안나 카레니나에 관한 작가의
체하기 속에 등장하는 안나 카레니나와 <안나 카레니나>와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가지고 벌이는 나의 체하기 속에 등장하는 안나 카레니나 간의 동
일성에 해당하는 것이다.6) 제시된 몇가지 해결책이 있지만 모두 너무나 복잡
5) 한 캐릭터에 두 이름을 붙이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어떤 소설에서 상이한 두 캐릭터가
같은 이름으로 불린다면, 어떤 기술구를 어떤 구문론적 구성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지 결정
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아담스, 풀러, 스테커(F.Adams, G.Fuller & R.Stecker, 1997),
p.132).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들의 논의에 이미 ‘캐릭터’라는 개념이 개입되어 있다
는 사실이다. 즉 이름과 기술구 간의 단순한 연결은 불가능하다. 이름과 기술구는 모두 일정
한 대상, 즉 캐릭터에 관한 것일 뿐이다. 달리 생각해보면, 월튼이 제시하는 ‘N적 지칭시도’
자체가 하나의 추상적 개념이라 할 때 그것의 도입이 곧 그가 피하고자 하는 추상적 대상의
존재를 함축한다고 말할 수 있다. 즉 그 지칭시도의 개별화가 성공한다면 이것이 캐릭터의
개별화를 뜻한다는 말이다(이름과 기술구는 바로 이 N적 지칭시도에 의해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6) 월튼의 체하기, 즉 허구를 소위 ‘소도구’로 하는 게임에서의 ‘체하기’란 ‘이러저러한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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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까다롭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7)8),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훨씬 간단하
있다고, 혹은 누군가가 이러저러한 속성을 가진다는 것을 믿는 체하다’로 파악된다. 그렇다면
이것이 ‘생각하다’, ‘궁금해하다’ 등과 마찬가지로 명제 태도에 속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소도
구, 체하기 등 월튼 이론의 개념에 대해선 본문 I장 3절 참조.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동일성
문제를 월튼 이론이 제대로 처리할 수 없음을 주제로 한 포쯔 논문도 보라. 포쯔(A.B.Pautz,
2008)
7) 본문의 (I)는 기치(P.T.Geach)의 짤막한 논문 “Intentional Identity”(1967)에서의 예문으로,
기치는 이 논문에서 이 문장의 제대로 된 읽기가 명제 태도를 위한 관습적인 내포적 형식 언
어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주장하였고 이후 이 문제에 대한 후속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다.
여기서는 버딕(H.Burdick)의 해법을 소개한다. 본문의 문장 (I)에 대한 가능한 형식화는 다음
이다(<__,‘__’>로 표기된 순서쌍은 ‘__’로서의 대상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금성, ‘x가 아침에
나타난다’>란 표기는, ‘x가 아침에 나타난다’란 식을 만족시키는 대상으로서의 금성을 뜻한다.
Λ은 대상없음을 나타낸다).
(IF) 홉은 <Λ, ‘마녀(x)'>가 봅의 암말을 망쳐놓았다고 생각하고, 놉은<Λ, '마녀(x)'>가 콥의 암퇘지
를 죽였는지 궁금해한다, 그리고 적절한 태도 표현 ‘___’와 문맥에서 고려하기에 적합한 사람
들을 뽑아내는 열린문장 ‘...z...’와 더불어, (∃z)(...z...& z___'x=y' , 다음에 대하여 <<Λ, ’홉이 <x,
‘마녀(y)'>가 봅의 암말을 망쳐 놓았다고 생각함’>, <Λ, ‘놉이 <x, '마녀(y)'>가 콥의 암퇘지를
죽였는지 궁금해함‘>>)이다(버딕(1982), p.209).
이런 형식화에서 특이한 점은 바로 보고자로서의 변항 z가 도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위의 식에서
'x=y'의 두 변항은 그 값이 없으므로 그 동일성은 실제의 동일성이 아니라, 단지 보고자가 그
렇다고 파악한다는 식으로 밖에 언급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진짜 x=y인 것이 아니라 x=y
라고 생각하는 이러저러한 z가 있을 뿐이다. (IF)는 실제로 마녀가 존재할 가능성에 대한 형
식화는 생략한 것으로 이를 덧붙이면 형식화는 더욱 길어진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담화
속에 등장하는 ‘마녀’나 ‘안나 카레니나’의 동일성을 이토록 힘들고 복잡하게 밖에 고정할 수
없는 것일까? 더 큰 문제는 이런 해법이 원래의 문제를 한번 뒤로 미루는 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해법은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동일성에 대한 명제를 읽고 우리 역시 그 동일성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그렇지 않고, 단지 누군가 어떤 대상 둘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
지만 당신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이라 보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그럴 수 있는
가? 이제 (I) 대신 다음을 형식화해야 할 것이다.
(I)' 존은 봅의 암말을 망쳐놓았다고 홉이 생각하는 마녀와 콥의 암퇘지를 죽였는지 놉이 궁금해
하는 마녀가 같다고 생각하고, 박도 봅의 암말을 망쳐놓았다고 홉이 생각하는 마녀와 콥의 암
퇘지를 죽였는지 놉이 궁금해 하는 마녀가 같다고 생각한다.
이 두 사람이 각각 같다고 생각하는 두 대상들의 쌍, 즉 네 대상들은 서로 어떠한 관계에 있는
가? 존의 생각 속 ‘봅의 암말을 망쳐놓았다고 홉이 생각하는 마녀’와 박의 생각 속 ‘봅의 암
말을 망쳐놓았다고 홉이 생각하는 마녀’는 같은 것에 대한 표현일까(이는 확실하지 않은데,
존은 그런 마녀가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박은 마녀 따위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
다)? 그 둘 간의 동일성도 이 표현의 지시체가 있지 않은 한, (I) 속의 같은 두 ‘마녀’란 표현
에 대해서처럼 간접적인 방식으로밖에 형식화될 수 없을 것이다. (I)'에 대한 형식화는 물론
(IF)보다 훨씬 더 복잡해질 것이 틀림 없다.
한편, 에델베르그(W.Edelberg)는 여러 주관의 지향적 상태 뿐 아니라 한 사람의 지향적 상태를
나타내는 문장도 de re적 읽기가 아니고는 해석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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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처리할 수 있는 실재론적 접근을 선호할 이유가 생긴다.
그 외에도 반 인와겐(P. van Inwagen)은 체하기 이론이 다음과 같은 추론
을 적절히 다룰 수 없음을 논증한 바 있다.9)

간에 닭들을 뱀들이 죽이고 있다고 생각한 할머니가 라이플을 들고 뛰어가는 상황(실제로는
뱀은 없고, 닭들이 그냥 도망을 친 것이라고 하자)에서, 통속 심리학이 제공하는 다음의 문장
은 할머니의 행동에 대한 훌륭한 설명이 된다.
[FP] 할머니는 헛간에 뱀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쏘고 싶어한다.
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때 지향적 동일성을 함축하는 위의 문장은 다르게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음의 후보들 중 어떤 것도 성공적으로 원래의 문장이 가진 의미를 전달할 수 없다.
[1. 기술적 명사구 방법] 할머니는 헛간에 뱀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헛간에 있는 그 뱀을 쏘
고 싶어한다.
[2. 보편 명사구 방법] 할머니는 헛간에 뱀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헛간에 있는 모든 뱀을 쏘
고 싶어한다.
이때 원래의 상황에 다양한 변화들이 주어지고 그 변화를 감안한 다음의 해석들이 제시되는데,
이들도 모두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반박된다(특히 아래 [2.3.]은 얼마나 이상한 해석인가?).
[2.1. 특정성 지정] 할머니는 헛간에 야생뱀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할머니는 헛간의 야생뱀인 모
든 대상을 쏘고 싶어한다.
[2.2. 심리 상태의 고려] 할머니는 헛간에 뱀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할머니가 처음으로 이 믿음을
가지게 된 시각 t가 있고, 할머니는 t에 그녀가 처음으로 x가 헛간의 뱀이라고 생각한 모든
대상 x를 쏘고 싶어한다.
[2.3. 실용적 추론의 반영] 할머니는 적어도 하나의, 그녀가 헛간에 있다고 생각하는 뱀이 있다고
생각한다. 할머니는 그녀가 헛간에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뱀을 그녀가 죽이는 것을 원한다.
할머니는 그녀가 헛간에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뱀이건, 그녀가 그걸 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할머니는 그녀가 헛간에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뱀을 쏘고자
의도한다.
에델베르그의 주장은 따라서 지향적 동일성에 대한 실재론적 접근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FP] 같은 문장에 대한 정확한 형식화는 이 문장이 우리의 행동을 이해가능한 것으
로 설명해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에델베르그(2006)
8) 에반스(G.Evans)의 다음 제안도 이해하기 어렵다. 그에 따르면, 하나의 빈이름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상이한 화자의 체하기 게임을 관통하여 같은 개별자를 지시한다. “그들이 한 개별자
에 대해 생각하는 체하기 않고 존재하는 개별자에 대해 실제로 생각하고 있는 거라면 같은
개별자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경우에” 그렇다 (에반스(1982), p.362). 한편, 월튼
도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같은 것에 대한 담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 ‘K종
체하기’같이 고정적 역할을 해주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월튼(1990),
pp.400-404). 그러나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확인되는지에 대해 단순히 그 행위의 예화를 언
급하는 월튼의 설명은 명확하지 않다. 잘타(E.N.Zalta)는 이러한 K종 체하기의 존재, 즉 체하
기 행위에 대한 양화의 가능성을 바탕으로 월튼 이론을 추상적 대상이론으로 번역할 수 있음
을 주장하였다(잘타,(2000)).
9) 반 인와겐(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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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모든 소설에서, 그 소설에 나타나거나, 그 소설에 나타나는 캐릭터의 모
델인 그런 허구적 캐릭터가 하나 있다.
위의 문장에서 다음이 추론된다.
(VI') 모든 소설에 나타나는 캐릭터가 없으면, 어떤 캐릭터는 다른 캐릭터를
모델로 한다.
허구적 캐릭터의 실재를 부정하는 이론가들은 위의 두 문장을 어떻게 번역
할 것인가? 또 번역을 한다면 (VI)문장의 번역으로부터, 양화사의 논리 및 ‘허
구적 참’에 관한 체하기 이론가들의 논리만을 가지고 후자로의 추론을 할 수
있는가? 체하기 진영에서 이러한 타당한 추론을 보존하는 번역을 내놓지 못한
다면 이는 허구에 관한 우리의 담화에 대한 설명력에 있어 약점을 가지는 것
으로 볼 수밖에 없다. 반면 실재론에서는 양화사와 변항들로써 위 추론을 간
단하게 형식화할 수 있다. 아래에서 두 번째 문장은 첫 번째 문장의 형식적
귀결이다.
(∃x)(x는 허구적 캐릭터이다 & (y)(y는 소설이다 -->

(x가 y에 나타난다 ∨

(∃z)(z는 허구적 캐릭터이다 & z가 y에 나타난다 & x가 z의 모델이다)))).
-(∃x)(x는 허구적 캐릭터이다 & (y)(y는 소설이다 --> x가 y에 나타난다))
-->(∃x)(∃y)(y가 x의 모델이다)10)
그러나 본고가 제시하는 허구적 대상에 대한 추상적 실재론의 옹호를 위해,
반실재론에 대한 이러한 반론들에 집중하는 것이 본고의 관심은 아니다. 오히
려 실재론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론에 속하는 논의를 고찰하는 것이 본고 I장
의 작업이다. 누구나 참으로 여기는 “홈즈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장의 분석
으로부터 출발하는 이 장에서는 이 문장이 함축하는 반실재론적 직관에 효과
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존재부정문장이 일으키는 역설을 해결하려면 이 문장

10) 이 문제에 대한 월튼은 답변을 보라(월튼(2000), pp.91-94)). 예상대로 월튼은 (VI)를 발화
하는 체하기와 (VI')을 발화하는 체하기를 결합한 비공식적 체하기 안에서 양자의 관계를 말
하는 상황이 참으로 인정된다고 답한다. 문제는 월튼 자신이 말하듯이 명백히 어떤 바꿔쓰기
도 (1)(2)에 나타나는 양화구조를 반영하지는 못한다는 점이다. 월튼은 그것이 별 상관이 없
다고 생각하지만, 바꿔쓰기 전의 문장이 분명히 가지고 있는 부분을 놓치는 것이 제대로 된
바꿔쓰기일 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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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그 존재가 부정되고 있는 ‘홈즈’에 지시체를 할당하는 실재론적 해법이
불가피함을 보일 것이다.
존재부정문장의 문제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밝히고 나서 각 해법들의 문제점
을 보이는 것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이 문제에 대한 전통적 해법은 주로 ‘홈
즈’란 이름이 실제로 사용된 것임을 부정하는 전략에 기울어 있다. 이름을 술
어로 환원시키는가 하면(러셀), 이 문장을 ‘홈즈’란 이름의 의미론적 특성을 말
해주는 메타적 문장으로 간주하기도 한다(프레게). 좀더 정교한 장치를 갖춘
크립키의 전략도 치명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런 해법
들은 존재부정문장에서 쓰인 이름이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는 직관을 보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난점이 있음을 밝힐 것이
다. 반면 최근의 화용론적 접근들은 이 직관을 존중함으로써 이 이름이 진짜
역설을 일으키는 빈이름임을 인정하는 대신, 다소 복잡한 방식으로 이 역설에
대한 해결을 시도한다. 그러나 고유명에 관한 상이한 의미론을 혼합하는 해결
이나, 이런 해결 방법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한 도넬란(K.Donnellan) 자신
의 해법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특히 도넬란 및 그 외 직접지칭 이론이 주장하
는 지칭의 메카니즘에 기반한 해법들은 빈이름이 포함된 문장들의 개별화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다. 그들이 ‘지킬이 존재하지 않는다’와 ‘하
이드가 존재하지 않는다’ 간의 차이를 단지 화용론적 차이로 처리한다는 점,
존재부정문장들이 전부 표면적으로 전달하는 바를 넘어서 무언가를 (단지) 함
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 등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에반스와 크룬(F.Kroon), 월튼에 의해서 체하기 개념을 활용한 화용론적 해법
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존재부정문장뿐 아니라 ‘명왕성이 존재한다’는 문장까
지 체하기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함축을 가지는 이러한 해법이 선택될 수 없음
은 물론이다.
이런 상황에서 솔먼(N.Salmon)은 놀랍게도, 전혀 다른 방향에서의 해법을
제시한다. 그것은 바로 겉보기에 빈이름으로 보이는 용어들에 지칭체를 인정
해주는 전략이다. 솔먼은 문장의 구성요소가 없어져 버리는 경우, 즉 진짜로
빈이름이 나타나는 존재부정문장의 경우가 아주 한정적이라고 보았다. 대부분
의 존재부정문장들에서 주어는 지시체를 가지며 따라서 복잡한 설명을 요구하
지 않는 평범한 문장으로 처리될 수 있게 된다. 솔먼은 이런 문장들이 단지
화용론적으로 함축된 참이 아니라 의미론 수준에서의 참을 가진다고 인정해준
다. 그러나 솔먼 식으로 일단 존재부정문장에서의 ‘홈즈’란 이름이 여타의 이
름들처럼 대상을 지시하는 평범한 용법을 따른다는 점을 인정하게 되면,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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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장에서 ‘존재한다’는 술어를 특별한 방식으로 읽지
않는 한 이 문장은 단순히 거짓인 문장이 되어버릴 것이다. 솔먼은 그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솔먼은 ‘존재함’이란 속성 자체가 특별한 속성이라고 주
장한 것은 아니다. ‘존재한다’란 술어를 마이농적인 ‘있다’와 구분되는 의미로
취하거나 구체적 사물 혹은 불가능한 사물과 대비되는 가능자 등 일정한 범위
를 가진 영역에 제한적으로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그는 단지 존재론의
철학적 주장이 일상적인 언어 사용에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음을 이야기한다.
이로써 일반적으로 실재론에 대한 강력한 반대 논거로 간주되어 온 존재부
정문장이 겉보기처럼 단순하게 이해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일으키는 문제들
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홈즈’란 이름의 지시체를 상정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적
귀결이 이어짐을 보게 된다. 현상을 설명해주는 보다 간단하고 적절한 이론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야 한다. 존재부정문장 문제의 탐구는 그런 점에
서 실재론적 처리를 최종적 해답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해답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름에 대한 의미론적 틀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서도 설득력 있는 해법으로 평가될 만하다. 그것은 바로 밀주의 의미론인데,
이것은 존재부정문장에 대한 실재론적 해법의 옹호자들 뿐 아니라 반실재론적
진영의 논자들도 공통적으로 기반하고 있는 의미론적 전제이다.
밀주의란 프레게주의에 반대되는 입장으로, 이는 이름이나 지시사 등 단순
한 단칭 용어들이 뜻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대상을 지칭한다는 주장이다.11)
도넬란과 크립키의 정교하고 재치있는 반박12)이 기술이론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 이후로 직집지칭에 대한 도넬란, 카플란(D.Kaplan), 크립키, 퍼트남 등의
논변은 광범위한 호응을 끌어내었다.
2.
I장에서 이어지는 논의들의 목표는 바로 이러한 의미론적 틀, 즉 고유명에
관한 직접지칭 이론으로 적절하게 포섭되는 허구적 대상의 실재론을 구성하는
것이다. 본고가 존재부정문장에 대한 논의를 통해 실재론을 받아들인 것은, 지
시체의 도입을 통해서만 이런 문장이 일으키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이를 통해 이런 문장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명확하고 단순해진다는 생각
11) 명제에 대한 이런 용어들의 기여는 오직 지칭체 뿐이라는 입장이다(솔먼(1998),p.278) 반면
프레게주의는 뜻만이 지시체를 고정한다는 입장으로, 이들은 모든 이름이 뜻을 가지며 나아
가 (프레게가 모든 이름이 한정기술과 동의어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그 뜻이
전적으로 기술적이라고 본다(솔먼(1981, 번역본(2000)),pp.50-51).
12) 이 반박은 I장 2.1절에서 간략하게 소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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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였고, 이런 관점은 어떤 대상을 이론에서 용인할 때의 기준에 대한 콰인
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콰인은 물리적 대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것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적법한 것은 물리적 대상의 도입이 우리 경험의
보고를 대단히 단순화시키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런 식으로 이론이나 담화가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인지 따지는 것을 존재론의 과제로 본 콰인의 주
장은 널리 알려져 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담화가 있다고 하는 것 가운데에
허구적 대상이 분명히 들어있다는 것이 본고의 주장이다.
이제 ‘홈즈’란 이름이 일정한 대상을 지칭한다13)는 입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한 이론으로 우리는 추상적 실재론을 제안한다. 문학작품이나 국
가 등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상식적 수준의 의미에서 홈즈가 하나의
문학적 캐릭터로서 존재한다고 말하는 데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바로 이
러한 명백하고 소박한 직관에서 출발하는 이론이 추상적 실재론이다. 소설 속
의 등장인물들이 시공간을 차지하진 않지만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는 대상, 즉
추상적 대상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초기의 몇몇 주장들을 넘어 오늘날에
는 점점 더 많은 철학자들이 이 입장에 동의하고 있다. 크립키의 죤로크 강의
를 시작으로 70년대 반 인와겐과 하우엘, 월터스토프(N.Wolterstorff)의 논문
및 써얼(J.Searle)의 언급에 이미 중요한 실재론적 주장들이 들어있다. 80년대
파슨스(T.Parsons)의 마이농주의 및 90년대 토마슨(A.Thomasson)과 잘타,
솔먼을 거쳐 2000년대에는 프리델리(S.Predelli)와 솜즈(S.Soames), 볼토리니
(A.Voltolini), 굿먼(J.Goodman), 브라운 등이 이 대열에 합류하였다.14) 그러나
13) ‘홈즈’란 이름이 지칭을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곧 허구적 대상이 존재한다는 주장으로 이어
지는 것은 아니다. 크리텐든(C.Crittendon)은 허구적 이름이 지칭은 하지만 지칭에 성공하는
것이 곧 그 지칭의 대상이 존재함을 함축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크리텐든(1991) 2,3,4장)
반면 어떤 추상적 대상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문제의 이름과 그 대상의 연결을
부인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브라운(D.Braun)은 수성의 궤도 간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천문학자들이 생각했던 대상에 붙여진 이름 ‘벌컨’은 그들의 상상 속의 대상을 결코 지칭
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어떤 가공의 대상, 즉 르베리에가 잘못된 이론에 근거해 상상했던
대상은 만일 이 이론이 옳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다면, 결코 ‘벌컨’이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대
상이 될 수 없다. 르베리에는 이 이론이 그릇되더라도 ‘벌컨’이란 이름이 엉터리 이름이 아닌
어떤 추상적 대상을 지칭하는 이름이 되기를 원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브라운(2005)). 크리
텐든에 대해서는 잠시 후 다시 논의할 것이다.
14) 크립키(1973), 반 인와겐(1977, 2000), 하우엘(1979), 카스터네이다(H.Casteneda,1979),
월터스토프(1979),
써얼(1979),
파슨스(1980),
잘타(1988,2000,2003,2006),
솔먼
(1981,1998), 토마슨(1999,2003), 프리델리(2002), 솜즈(2002), J.굿먼(2003), 브라운
(1993,2005), 볼토리니(2010). 브락의 구분에 따르면 이들은 다시 추상적 대상을 개별자로
파악하는 개별자 실재론(크립키, 반 인와겐, 하우엘, 엠트(1992), 레빈슨(1993), 솔먼)과 속성
들의 집합에 의해 정의되는 추상적 기능(role)을 이야기하는 기능 실재론(월터스토프, 라마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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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대부분은 허구적 존재자의 정체성과 개별화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
기보다는 허구적 대상들이 일종의 추상적 대상이라는 생각을 막연히 제안하는
데 그치고 있다. 본고는 콰인이 존재론에 대하여 제시한 또 하나의 모토, 즉
‘동일성 없이는 존재도 없다no entity without identity’는 원칙을 존중할 것이
다. 다시 말해 허구적 이름이 지칭하는 대상의 본성에 대한 설명 및 동일성
및 개별화의 조건 등을 따지는 실질적인 존재론을 마련할 생각이다. 만약 어
떤 대상의 정체성을 위한 정합적이고 체계적인 이론의 제시가 불가능하다면,
우리는 그러한 대상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II장에서는 우선, 허구적 이름이 어떤 종류의 지칭어인지를 규명할 것이다.
문학적 캐릭터로서의 홈즈가 존재한다는 생각만큼이나 이 대상에 대한 우리의
언어 사용에 있어 무리없이 말할 수 있는 부분은 홈즈가 하나의 이름, 즉 고
유명이라는 직관일 것이다(앞서 존재부정문장에 대한 해법들도 이러한 직관을
전제하고 있음을 보았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생각은 실은 서로 상당히 화해하
기 힘든 측면을 가지고 있다. 홈즈가 추상적 대상이라면 직접지칭론이 주장하
는 인과론적 지시의 메카니즘을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제기
되는 것이다. 그것은 ‘외눈박이 괴물’처럼 이름 적용의 조건으로서의 기술이
이름의 일부를 구성하는 기술적 이름이 아닐까? 또한 통세계적으로 동일한 개
체를 고정지시하는 것으로 크립키가 이야기한 본질적 속성을 문학적 캐릭터라
는 인공적 대상에 적용시킬 수 있을까? 이런 물음들에 대답함으로써 본고의
이론을 밀주의 의미론의 기반 위에 올려놓는 것이 이 장의 작업이다.
이어서 III장에서는 본격적으로 허구적 대상의 이론을 제시한다. 마이농주의
에서 임의의 속성집합마다 거기에 대응하는 대상이 있다고 할 때의 속성집합
의 원소들은 보통 대상의 뜻으로 간주되는 기술구들로 표현된다. 허구 안에서
부여되는 속성들, 가령, ‘탐정임, 베이커가 221B에 거주함, 영리함’ 등-이하에
서 사용할 ‘허구내적 속성’이란 표현은 바로 이러한 속성들을 가리킨다-도 마
찬가지이다. 그렇더라도 이러한 속성들의 집합이 허구적 이름의 뜻뿐 아니라
지시체에 해당한다는 점을 보이는 것이 선결 작업이다. 이를 위해 마이농주의
를 후설의 노에마 개념과 화해, 결합시킴으로써 프레게 의미론의 이중적 틀에
상응하는 지향적 상태의 내용/대상 구분을 설정한다. 그런데, ‘홈즈’ 같은 이름
이 등장하는 문장에 대한 지향적 상태를 설명할 때에는 지향적 상태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나 그 내용이 향해 있는 대상 모두가 추상적 대상이 된다. 지향적
상태의 대상이 추상적 대상이므로 마이농주의가 ‘홈즈’란 이름에 대한 내포적
크(1983), 커리(1990))으로 나뉜다(브락(2002),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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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을 함축할 필요가 없다. 허구적 이름의 내포적 사용을 지지하는 또 다른
논제, 즉 허구를 구성하는 문장들이 “허구 속에서 홈즈는 __이다” 내지 “홈즈
가 __인 것은 체하기이다” 따위로 이해되므로, 그 이름이 내포 맥락 안에 들
어있다는 주장도 검토할 것이다. 우리는 양상이나 명제 태도를 나타내는 명제
들에 대해서도 de dicto적 해석과 대조적으로 de re적 해석에서는, 종속절 안
의 표현들이 순전히 지시적으로 발생한다는 입장을 받아들인다. “홈즈는 탐정
이다”와 관련된 체하기는 일반적인 뜻, 관념에 대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대상
을 가지고 벌이는 de re적 체하기라는 것을 보이면서 존재함축을 갖지 않는
‘de re적 상상하기’ 관념을 내놓는 월튼의 제안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이어서 전개할 것이다.
속성 집합을 ‘홈즈’란 이름의 지시체로 이해하는 1절의 작업 이후에는 기존
의 실재론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그로부터 적절한 허구적 대상의 정체
성 조건을 추려낼 것이다. 허구적 대상의 정체성은 허구에서 부여되는 속성들
의 집합과 체하기 요소 양자가 결합하여 이루어진다는 혼합논제가 본고가 제
시하는 이론이다. 이는 볼토리니가 제시한 혼합이론을 수정한 것이다(2절). 수
정된 부분은, 허구에서 부여되는 속성들 가운데 본질 속성이 따로 있지 않고
속성들 전부가 허구적 대상 정체성의 필요충분 조건에 들어간다는 주장이다.
II장에서 밀주의의 귀결인 고정지시어 개념이 허구적 이름에도 적용될 수 있다
는 것을 주장하면서 본질적 속성에 대해 간단히 언급할 테지만, 본고는 볼토
리니와 달리 본질적 속성 집합을 따로 설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체하기 행
위의 타입 동일성에 대해서도 볼토리니에서는 빠진 배경지식과의 연관성 및
창작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조건이 부가된다(4.1절). 다음으로 허구내적 본질
속성에 대한 상세한 논의가 진행된다(4.2절). 여러 작품들에 걸쳐 나타나는 캐
릭터의 문제에 대해서도 나름의 해법을 제시할 것이다(4.3절).
본질적 속성을 추출하는 어려움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이 개념에 반대하였
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부분과 덜 중요한 부분을 나
누는 관행은 널리 인정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본고는 이러한 이야기의 구조
분석 및 인물의 심리 탐구 등, 작품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거쳐 본질적 속성
을 가려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과학의 미시적 탐구에 의존하여
자연물의 실체적 본질 속성을 찾아내는 것에 유비될 수 있다. 그렇더라도 허
구내적 본질 속성이 허구대상의 정체성에 기여하는 정도는 자연물의 경우만큼
의 특권적 지위를 누리지는 못한다. 우리는 인공품의 본질성에 대한 퍼지적
논변을 기초로, 속성들의 위계를 나누어 본질적 속성들의 많은 부분은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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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속성을 갖추어야만 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줄 것이다. 어떤 속성들 집합은
그 집합에 속하는 속성들 대부분을 갖추어야 대상의 동일성이 유지되지만, 각
각의 속성 하나하나는 대상에서 결여될 수 있는 그런 속성들로 이루어져 있
다. 이런 식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허구내적 속성 전부가 허구 대상의 정체성
을 결정하거나, 혹은 어느 것도 그렇지 않다는 극단적 관점을 피하게 된다. 특
히 허구내적 속성 전부를 정체성 조건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은 본고의 입장이
마이농주의를 벗어나는 지점을 잘 보여준다. 속성집합에서의 작은 변화도 모
두 거기에 상응하는 서로 다른 대상들을 만들어낸다는 입장은 그럴듯하지 않
다. 더구나 우리는 속성집합만으로 허구적 캐릭터들을 동일시하지 않는다. 혼
합이론에서는 속성집합과 독립적으로 체하기 요소를 정체성 조건으로 꼽았고,
이는 허구적 대상이 가진 인공품적 특성, 나아가 예술적, 문화적 산물로서의
특성을 존중한 부분이다.
반실재론자의 논의에서 등장한 ‘체하기’ 개념은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도 실
재론적 틀 안에서 유용하다. 즉 본고도 “홈즈가 파이프 담배를 피운다”를 체
하기로 이해하는데, 이는 홈즈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추상적 대상이기 때
문이다. 추상적 대상에 ‘파이프 담배를 피운다’는 술어를 적용하기 위해선, 우
리가 이 문장을 진짜 참이 아니라 참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체한다는 설명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 문장이 단지 참인 체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홈즈란
대상 자체는 이 속성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일까? 당연히 그렇지 않을 것이
다. 홈즈와, 이 대상에 대해 허구 안에서 서술된 특성들(탐정임, 명민함, 베이
커가에 거주함 따위) 간의 연결이 필요하다. 본고는 잘타를 좇아 이 연결을 표
현하는 새로운 술어 인코드(encode)를 도입할 것이다. 이로써 본고가 지지하
는 혼합논제는 홈즈가 ‘파이프 담배를 피움’이라는 속성과 ‘20세기 탐정소설에
큰 영향을 준 문학 캐릭터임’이라는 두 속성을 어떻게 동시에 가질 수 있는지
를 설명한다(3절).
IV장에서는 III장의 본질주의 논변을 허구 관련 양상 문장의 분석에 적용해
본다. “햄릿이 우유부단하지 않을 수 있었다”가 거짓으로 읽힌다면, ‘햄릿’이란
이름은 보통의 고유명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실 이러
한 직관, 즉 실제 사람인 경우와는 달리 허구적 인물들에선 자신에게 주어진
성격이나 행적들에서 본래와 다르게 되면 본래 캐릭터가 아니라는 생각을 우
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III장에서의 본질적 속성에 대한 분석이
허구적 대상의 본성에 대한 우리들의 직관과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 양상성은 “홈즈가 존재할 수 있었다”처럼 존재문장에도 부여될 수 있으

13

며 이에 대한 분석도 함께 다루어 볼 것이다.
사실 크립키가 자신의 고정지시어 논변을 통해 부활시킨 본질주의 논제는
콰인이 격렬한 반론을 제기한 이래로 가장 극심하게 전개된 철학적 논란의 주
제들 중 하나였다. 후험적 필연성에 대한 크립키의 주장, 즉 형이상학과 인식
론의 분리에 대한 논의나 이에 기반한 “열은 분자운동이다” 같은 문장의 필연
성에 대한 주장은 확실히 직관적으로 설득력이 있다. 특히 그가 복잡하고 기
술적인 철학적 자원들 대신 명백한 직관과 상식에 호소하는 점은 그의 지칭
이론이 광범위한 지지를 얻는 바탕이 되었다. 게다가 크립키 이전의 본질주의,
즉 본래의 아리스토텔레스적 본질주의 역시 지극히 소박한 상식에 기반을 두
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보자. 그것은 변화를 겪으면서도 동일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을 지지해준다. 그러나 어떤 생각이 상식에 잘 부
합하여 우리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믿음이라는 것과 그것의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 또 과연 적절하고 옳은 신념인지는 같은 문제라고 할 수 없
다. 다음과 같은 비판을 보라.
필연성의 관념은 어떤 종류의 직관적 지지(우리는 어떤 것은 달리 되었었을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어떤 것은 달리 되었었을 수는 없었다고 생각
한다)를 가지고 있지만, 필연적 성질과 우연적 성질의 구별이라는 관념은 동일
한 대상에 여러 가지 지칭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지각하지 못한 서툰 철학자
에 의해 만들어진 교리인 것이다.15)
이것이 바로 콰인이 이야기하는 de re 양성성 비판의 요점이다. 그러나 본
고가 본질주의에 대한 콰인의 완강한 반대 및 이후의 이 주장을 둘러싼 논쟁
에 뛰어들 여유는 없다. 본고는 허구적 대상에 대한 본질주의를 주장하면서
본질주의가 가진 직관적 장점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
싶다. 본고의 이론이 소박한 본질주의가 아니라 보다 이론적 정합성을 갖춘
현대 본질주의에 기반함은 물론이다. 본고는 직접지시에 대한 밀주의 이론이
그동안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자료로 여겨왔던 허구적 이름들도 이 이론이
다룰 수 있다는 점을 보이려 한다. 따라서 이 이론의 논리적 귀결인 고정지시
논변 및 본질주의 모델을 허구적 대상에도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아울러
허구적 이름들을 가지고 벌이는 우리의 담론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도 허구적
15) 크립키(1972, 번역본(1986)),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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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의 본질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본문의 논증을 통해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본고가 주장하는 주요 주장 모두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장이
라 할 수 있다. 월튼의 체하기 이론이 실재론에 강력한 반론으로 제시되었지
만 언뜻 생각하기에도 허구적 대상은 실재론을 주장하기에 유리한 영역인 것
같지 않다. 그러나 반실재론도 나름의 치명적 약점들을 가지고 있음을 이 글
앞머리에서 살펴보았다. “홈즈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장을 사람들이 명백히
참으로 생각한다는 점마저도 겉보기와는 달리 전혀 반실재론의 논거로 작동하
지 않음이 논증될 것이다. 게다가 여기서 제안되는 실재론은 카스타네이다나
파슨스, 월터스토프의 이론처럼 형이상학적, 사변적 틀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
는 것이 아니다. 개별 기술구를 만족시키는 얇은 개별자들-이러저러한 이름을
가진 사람, 이러저러한 피부색의 여자, 이러저러한 업적을 가진 작가, 몇월 몇
일에 태어난 사람 등-이 실제 대상이건 허구적 대상이건 그 존재론적 근원이
된다는 카스타네이다의 이론16)이나 자신의 종(kind) 관념에 대한 이해를 전제
로 캐릭터를 인간-종(person-kind)으로 파악하는 월터스토프의 이론17), 또 파
슨스의 이론 등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이론으로서는 분명히 매력이 있지만
실제 경험과의 부합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본고는 건전한 상식과
경험적 연구들에 기반을 둔, 그러면서도 이론으로서의 엄밀함과 정합성을 갖
춘 실재론을 목표로 할 것이다. 무엇보다 그것은 허구에 대한 우리의 직관 뿐
아니라 허구에 관한 담론을 만족스럽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
3.
우리의 논의가 형이상학적이기보다는 경험적 연구들에 기반한 이론을 지향
한다고 말하였지만, 허구적 대상의 실재론이 의존할 수 있는 경험적 연구들이
란 무엇인가? 본질적 속성의 추출을 생각해본다면 이것은 결국 문학작품, 이
야기의 분석이 된다. 그 외에도 경험적 연구의 자료가 될 것들을 찾아보면, 방
금 전에 말한 허구에 관한 우리의 생각들, 담론들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런 방향의 연구들 대부분이 허구적 이름들이 등장하는 다양한 유형의 문장들
을 제시하고 각각을 성공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를 따진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한가?18)
16) 카스타네이다(1979)는 이 개별자를 Guise라고 부른다. 그는 허구와 실재 양자를 포괄하는
존재론으로Guise-Consubstantiation-Consociation-Conflation-Theory를 주장한다.
17) 월터스토프(1979)
18) “나는 우리가 쓰는 말만 살펴봄으로써 세계에 대해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허구
캐릭터들에 관해선 이 길밖에 없다.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허구적 캐릭터들을 기술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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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가가 지칭의 대상이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다고 크리
텐든은 이야기한다. 그것은 일단 지칭된 이후 다른 방식으로 다시 지칭될 수
있어야 하고, 언제 동일한 대상으로서 나타나고 언제 비슷한 것과 구분되며
또 그런 대상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 또한 그것에
속성을 부과하고 결과 문장의 참/거짓을 따지는 것이 가능해야 하며 그 외에
도 대명사 지시, 교차지시 등 다양한 언어적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본고의
이론을 통해 규명된 허구적 대상이 이런 기준을 만족시킨다고 하자. 그러나
크리텐든에 따르면 이것만으로는 허구적 대상의 존재가 확보되지 못한다. 왜
냐하면 그는 존재한다는 것이 지칭의 대상 관념의 일부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지칭이 관련된 대상의 존재를 함축한다는 써얼의 논제19)를 거
부한다. 분명히 대상의 동일성, 개별화의 기준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
의 대상의 존재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 같다. 그러나 그 역은 참이 아닌 것인
가? 즉 개별화와 속성 부여 등을 통해 지칭의 대상으로 적당하다는 것이 인정
되더라도, 그 대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는 없는 것인가?
이러한 생각들은 본고가 주장하는 실재론의 방향, 즉 우리의 담화나 이론들
에 대한 의미론적 탐구를 통해 존재론을 마련한다는 견해에 의문을 제기한다.
본고는 허구에 대한 우리의 직관과 담화를 적절하게 설명해주는 실재론을 목
표로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런 식의 논의나 본고가 I장에서 제안할 존재/비
존재의 구분이 진짜 실재론을 구성하는지에 대해 의심을 품어볼 수 있다. 우
리의 담화, 이론 체계 내에서 대상의 존재가 정합적으로 설명되지만, 실제로는
지시의 대상에 해당하는 무언가가 담화나 이론 외부에는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다. 앞서 말했듯이 크리텐든은 허구적 이름의 사용에서 진짜 지칭이 일
어나지만 그렇다고 허구적 대상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지칭이 단지 문제의 대상에 대한 생각이 가능하고 의미있게 기술되며 이름 붙
여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순전히 언어적 현상이지 그 대상이 언어 외적으로
실재함을 함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가 언어적으로 구성한 것 이상
의 것, 우리의 생각에 의존하여 그 지칭과 술어의 귀속이 진행되는 언어적 관
행 바깥에 있는 무언가에 대해서만 그것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크리텐든의 주장이다.20)
에 대한 것이다.” 커리(1990), p.127
19) 써얼, Speech Acts, p.77, 크리텐든(1991), p.41에서 재인용.
20) “허구적 캐릭터는 평가, 판단, 비교, 연구 및 감정적 반응의 대상으로서 공적인 대상이지만,
관련된 활동은 모두 언어를 중심으로 한 것이므로 이 대상은 언어외적인 실재로서의 지위가
부여될 수 없다.” 크리텐든, Ibid, c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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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고의 이론은 허구적 대상에 대한 양화를 순전히 언어적 문제로 처
리하는 이론이 아니며, 그 점에서 우즈의 대입-양화 방식과 대조된다. 이런 방
식에서 허구적 이름들은 전혀 존재론적 함축을 갖지 못하고 속박변항의 대입
례로서만 역할을 할 뿐이다. 이 방식에 따르면 홈즈란 이름과 연결될 수 있는
기술구들이란 허구 속에 명시적으로 기술된 문장들 및 그로부터 적절하게 도
출되는 문장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들에 한정된다.21) 문장들 간의 구문론적 관
계에만 한정된다면 우리는 홈즈의 영리함 같은 당연한 속성마저 이 속성에 대
해 도일이 직접 써놓지 않았다면 ‘홈즈’란 이름과 연결시킬 수 없다. “홈즈가
논리적 추론을 잘 한다”는 문장을 용케 도일이 써놓았다고 하자. 그렇더라도
영리한 사람이 논리적 추론을 잘하는 경향이 있다는 우리의 배경 지식을 적용
하지 않는 한 순전한 논리적 추론만으로는 “홈즈가 영리하다”란 문장을 도출
할 길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허구의 감상에 있어 분석과 추론, 배경 지식의
적용을 통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점은 방금 이야기한 바와 같다. 우리는 허구
를 읽으면서 역사책이나 신문에서의 사건 묘사를 읽을 때와는 다르게 문자들
의 열들과 그것 간의 구문론적 관계만을 분석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본고
의 이론이 언어에 의존한다고 해서 우즈의 방식처럼 그 내용이 순전한 말의
문제로 귀착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언어적, 논리적 관계만으로 허구 내용
을 이해하는 방식이 허구에 대한 우리의 일상적 이해와 크게 어긋난다는 것은
허구에 대한 우리의 생각 속에 이미 대상에 대한 전제가 강하게 자리하고 있
음을 시사한다.
허구적 대상의 언어의존성에 대해서는 홉웨버(T.Hofweber)도 근본적인 비
판을 제기한 바 있다.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이 고작 우리의 언어적 사실의 문
제로 환원되는 것이 타당한가? 홉웨버는 존재자들의 체계 자체의 실재성을 묻
는 질문이 이론적으로는 무의미하다는 카르납(R.Carnap)에 반대하면서 의미
론, 인식론으로부터 형이상학의 완전한 분리를 주장하였다.22) 그러나 본고는
21) 우즈(1974), pp.88-91, 131-144
22) 홉웨버는 양화사를 추론적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때에는 ‘무언가가 있다’는 문장의 참
이 존재론적 함축을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프레드가 아주 존경하는 누군가가
있고, 그는 다른 민주당원들도 많이 존경하며 이러저러한 업적을 해낸 사람이라고 하자. 그런
데 프레드가 그 사람이 누군지는 기억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양화사를 써서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이럴 때 양화사는 순전히 추론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읽히며 거기에 들어가
는 값이 꼭 존재하는 것일 필요는 없다. 반면 양화사를 포함한 문장의 진리치가 실재를 구성
하는 바가 무언지, 우리의 담화 영역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의존할 때가 바로 양화사를
외재적으로 읽은 것이며, 이럴 때 어떤 대상이 있느냐를 결정하는 문제는 사변적 존재론을
필요로 하는 실질적, 형이상학적 문제다(홉웨버(2000)). 그러므로 홉웨버에 따르면 콰인의 존
재론적 개입의 기준(하나의 실재로 간주된다는 것은 순전히 변항의 값으로 간주된다는 것일

17

이러한 분리를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애초에 분석 철학 전통의
출발이, 언어가 세계에 대한 것이므로 언어 이해를 통해 세계를 알 수 있다는,
다시 말해 언어적 접근을 통해 형이상학 문제에 관여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되
었다는 점을 떠올려 보라(본고가 좇는 크립키, 퍼트남의 본질주의적 노선이야
말로 언어의 지시적 특징에 기대어 실재에 관한 주장을 도출하려는 점에서 이
러한 시도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카르납은 수학이나 물리학에서 추
상적 용어의 도입, 가령 수, 질량, 속도 등을 받아들이는 것이 경험주의 및 엄
밀한 과학적 사고와 양립가능하며 전혀 플라톤적인 왕국으로의 입성을 뜻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의미론에서의 추상적 용어의 도입도 그러함을 보여준다. 문
제는 분석이나 해석, 명료화, 의사소통 언어의 구축 따위의 목표에 유용하느냐
하는 것이다.23)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유명론적 망설임이나 가책 없이 추상적
대상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실재론은 진짜로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서 우리의 말을 들여다보았을 때 우리가 진짜로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이냐로 전환된 물음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
분하지 않은가?
본고의 존재론은 허구적 대상의 특성을 찾아내기 위하여 허구적 이름들이
등장하는 우리의 담론을 들여다본다는 점, 또한 허구적 대상의 본질적 속성들
을 가려내기 위해 언어적 구성물로서의 문학작품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이중적
으로 언어 의존적이다. 그러나 허구적 대상의 존재론은 이러한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본고의 생각이다. 우리의 언어 관행, 지칭 구조, 개념 체
계들의 바깥으로 나가 이 대상의 존재를 실증할 방법이란 없다. 본고가 주장
하는 실재론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말하려는 바를 다 제대로 말하면서 허구적
대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일 뿐이다. 허구적 이름
들을 포함한 상당히 많은 문장들이, 허구적 대상에 대한 양화를 제거하려는
어떤 식의 바꿔쓰기로도 본래의 의미가 제대로 포착될 수 없는데도, 그런 대
상들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우리의 개념 체계, 문화적
관행들이 허구적 대상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바깥으로 나가면 그런 대상 같
은 것은 없다고 말하고 싶은가? 필자는 우리의 개념 체계가 자기 안에서만 정
합성을 지니면서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되어 있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
다. 개념들이 연결되고 정합성을 가지며 체계를 구성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
뿐이라는)은 수정되어야 한다. "최선의 이론에서조차 우리는 우리의 양화사가 걸치는 모든 것
들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다. 양화사가 외재적으로 쓰일 때에만 그것이 걸쳐있는 바에 개입한
다.”(홉웨버, Ibid.,p.272)
23) 카르납(1956) pp.20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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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 일부를 포착해내는) 원리와 법칙들에 따라 움직이는 외부 세계를 반영
하는 것이다. 논리성 자체도 우리의 자의적 규약이라기보다는 우리 외부의 실
재로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지시어들이 외부 세계의 대상을 지시한다
면, 그리고 그런 언어들로 이루어진 우리의 개념 체계가 허구적 대상 개념을
포함해야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면, 이는 진짜로 그 개념에 해당하는 것이 있
다는 강력한 증거일 것이다. 그것이 자연물 같은 물리적 대상이 아니라 우리
가 만들어내는 인공품으로서 일정한 문화적 관행에 속한 것이라 해도 그것은
우리 바깥에 있는 대상이다. 그런데도 이런 논변들을 넘어서 정말로 허구적
대상이란 것이 있는가라고 묻는 것은, 정말로 물질적 대상이란 것이 존재하는
지, 우리의 자아 바깥에 외부세계란 것이 실제로 있는지의 물음만큼이나 어렵
고 형이상학적인 사고를 요구한다. 본고는 이런 부분을 포기한다고 말할 수밖
에 없다. 그렇더라도 홉웨버의 걱정대로 허구적 대상을 인정하는 것이 사소한
문제로 전락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는 “산타클로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는 문장 하나로부터 사소하게 산타클로스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표현을 포함한 수많은 문장들 및 우리의 개념 체계, 문화적 관행을 조사함으
로써 그렇게 한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건전한 상식과 직관에
어울리는 실재론을 구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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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존재부정문장의 문제

본장에서는 존재부정문장이 겉보기와 달리 결코 반실재론을 입증하는 문장
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그 문장이 일으키는 역설의 해결을 위해서는 실재론
적 해법이 불가피하며 이는 곧 허구적 대상의 추상적 실재론을 지지하는 논거
가 된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1. 문제의 제기
존재부정문장은 철학적으로 악명높은 문제거리였다.
(1α) α는 존재하지 않는다.24)
α의 지칭체가 있다면 이 진술은 거짓이 된다. 바꾸어 말하면 내가 이 진술
을 말하면서 참을 말하려면 α의 지칭체는 없어야 한다. 그런데 이 진술의 구
조를 보면, α에 대해 내가 무언가를 얘기하는 것이므로 α에 해당하는 어떤 것
을 지칭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결국 이 문장이 참이라면 α는 존재하지 않
는 무언가를 지칭하고 있는 셈이 된다. 다시말해 (1α)는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
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존재한다’와 ‘있다’를 구분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히
하나의 주어에 대해 같은 술어를 동시에 단언하면서 부인하는 것이다.25) 또한
24) 우선, 본고에서 (1α)을 읽을 때에는 통상 시제의 개념이 들어있지 않다는 데에 유념하자. 즉
우리가 다루는 존재부정문장은 ‘소크라테스가 현재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현재시
제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제의 함축을 배제한 형태로 쓰여진 것이다. 도넬란은 현
재시제의 존재부정문장과 구분되는, “소크라테스는 존재하지 않고 존재한 적도 없다”는 의미
에서의 부정문만이 절대적 부정으로 역설을 일으키는 경우라고 보았다(도넬란(1974),
pp.7-8). 그러나 존재부정문장을 이처럼 시제가 적용된 것으로 보는 관점은 일반적이지 않다.
솔먼은 “소크라테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현재시제의 문장 역시 지금 ‘소크라테스’란 이름의
지칭체가 죽고 없다는 점에서 분명 역설이 일어나는 경우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솔먼은 이런
역설이 겉보기의 것일 뿐, 사실상 이 문장은 확정적 대상을 지칭하는 주어를 가지며 그것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하는 문장이라고 본다). 본고는 특정한 시제와의 관련 없이 일반
적 형태의 존재부정문장 전체를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로 취급하고 있다. 시제 뿐 아니라 양
상과 관련하더라도, 가능한 대상이지만 현재 없는 대상에 대해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하며 따라서 본고가 다루려는 경우에 해당한다. 물론 솔먼의 논의를 통해
이들 중 극히 적은 경우들만이 진짜 역설을 일으키는 경우임이 밝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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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α)의 참은 직접적으로 α의 지칭체의 비존재에 의존하는데, 주어자리에 아무
것도 오지 않는 이런 진술은 사실상 명제의 구성요소가 없다는 점에서 참도
거짓도 아닌, 아예 명제를 표현 못하는 무의미한 진술이 되어버린다. 즉 이 진
술이 의미 있으려면 α 자리가 채워져야 한다. 다시말해 α의 지칭체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는 α의 지칭체가 없을 때 이 진술이 직관적으로 참으로 이해
된다는 상황과 부딪친다.
이것이 존재부정문장의 역설로, 이에 대해 철학자들은 다양한 해법을 시도
하였다. 이 가운데 마이농식의 ‘대상’ 이론이 존재부정문장의 주어가 지칭의
대상을 결여한다는 것을 부인하는 반면, 러셀식 ‘대상없음’ 이론은 존재부정문
장의 주어가 어떤 종류의 대상에 대한 개입도 담지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마이농에 따르면 부정적 존재문장은 역설을 제기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이 문
장의 주어에 지칭체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이다.
‘있음’과 ‘존재함’을 구분하는 이런 전략에서는 생각될 수 있는 모든 대상들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존재론적으로 부담이 되는 입장이다. 그 반대편
의 극단에서 러셀 역시 자신의 번역전략을 거치면 이 문장이 역설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보았다(이때 주어가 진짜로 아무 것도 가리킬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
하고 그러하다). 즉 논리적 구조를 제대로 드러내 주는 번역된 문장에서는 (1
α)가 참으로 간주된다.
(2α) 정확하게 하나의 대상이 있고 그것이 α이다.
그것은 (2α)가 확실히 거짓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1α)는 (2α)의 부정으로
간주된다. 여기서 α는 지칭어가 아니라 술어가 되어 버리며(‘α이다’) 따라서 무
언가를 지칭해야 하는, 즉 대상의 존재를 설정해야 하는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게 된다.26)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는 존재부정문장의 논리적 형식과 문법적
형식을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이다. 즉 문법적으로는 주어자리가 비어있지만 논
25) 이는 프레게가 표현한 형태로서의 존재부정문장의 역설이다. 크룬(2000), p.97 콰인은 이
역설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 바 있다. “어떤 존재론의 논쟁에서든지, 부정하는 편의 옹호자는
반대자와 그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조차 없다는 불리함을 감수해야 하
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실재론자가 지지하지만 반대자는 지지하지 않는 어떤 것이 있
음을 반대자도 인정해야 하는데, 그러나 그런 것이 있음을 인정한다면 그것을 거부한 반실재
론 자신의 입장과 모순이 되기 때문이다. 콰인(1961,번역본(1993)),pp.13-14
26) 러셀은 자연언어가 정확한 논리적 구조를 갖춘 인공언어로 대치되어야 한다는 개정론자
(revisionist)의 입장에서 이러한 번역을 제안했다. 그는 겉보기에 지칭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용어들을 제거함으로써 여러 가지 언어철학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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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으로는(즉 번역된 문장에서는) 보통의 주술구조를 따르지 않고 있는 셈이
다. 과연 그런가?
한편 다음의 진술을 생각해 보자.
(3) 홈즈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도 철학자들의 두 가지 반응을 생각해볼 수 있다. 본고가 옹호하는
허구적 대상에 관한 실재론자들은 ‘홈즈’란 말이 어떤 의미에서든 존재하는 무
언가를 가리키는 이름이라고 보고 따라서 이 문장은 주어가 없는 비정상적인
형태의 문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반면 반실재론자들27)에게 홈즈는 진짜 아
무것도 지칭하지 않는 빈이름으로서 앞서 언급한 존재부정문장의 역설을 일으
킨다. 반실재론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 역설에 대한 해법들을 제시하지만,
그 해법들이 제대로 기능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따지기 앞서 우리로서는 역설
이 아예 일어나지 않는 관점이 일단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게다가 홈즈가
정말로 ‘둥근 사각형’처럼 아무 것도 지칭하지 않는 종류의 것인가?
문학작품이나 국가 등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에도 존재론적 지위에 대한
철학적 고찰이 필요하지만 이런 철학적 어려움을 떠난다면 상식적으로 우리는
홈즈가 코난 도일을 유명하게 만든 하나의 문학적 캐릭터라는 데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많은 철학자들이 동의한 허구적 대상에 대한 실재론 가운
데 하나의 입장이다. 이런 관점에서 ‘홈즈’는 캐릭터를 지칭하는 하나의 이름
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러고 나면 (3)을 거짓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은 것
같다. 특히 다음의 가상적인 진술 가운데 나오는 “홈즈는 존재하지 않는다”28)
는 참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사실과 비교해보라.
(H) 널리 퍼진 믿음과는 달리 도일은 사실상 저술을 그리 많이 하지 않았
다. 후대의 많은 작가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진 문학 캐릭터 홈즈는
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가진 것은 그 당시 유행했던 저급한 소설들에
서 취합된 부스러기들로부터 전기작가들이 만들어낸 정교한 가짜일 뿐이다.
27) 이들은 모두 이름에 관한 밀주의자들이다. 그러나 밀주의자들이 전부 반실재론자인 것은 아
닌데, 대표적 예로 우리가 다룰 솔먼은 밀주의자면서도 실재론을 택했다. 여기에는 본고의 주
제인 존재부정문장에 대한 해결이 큰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프리델리도 밀주의 입장의
실재론자로 그의 논문명이 곧 "'Holmes' and Holmes- A Millian Analysis of Names from
Fiction"이다(프리델리(2002)).
28) 본고에서 큰따옴표는 문장을 그대로 따오는 직접인용을, 작은따옴표는 명제의 인용을 나타
낸다는 것을 일러둔다. 작품 명에는 꺽쇠괄호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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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즈는 존재하지 않는다.29)
그러나 위와 같은 진술과 결합하지 않은 형태로서의 (3)에 대해서는 우리의
직관이 그것을 참인 명제로 판단한다는 점은 이 견해 역시 심각한 문제를 안
고 있음을 보여준다. 홈즈가 작가의 일련의 창조행위를 통해 만들어진 하나의
인공품이라 할 때, 이 문장은 “<수정마개의 비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장
만큼이나 거짓인 것으로 생각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우리는 “홈즈
가 현명하다”, “홈즈는 베이커가에 산다” 따위가 참인 명제를 표현한다고 믿
으면서도 동시에 홈즈가 존재한다거나 존재한 적이 있다는 것은 참이 아니라
고 믿는다. 결국 (3)은 허구적 이름에 관한 양 입장 모두에 공통으로 골칫거리
를 제기한다. 반실재론자들에게는 역설을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실재론자들에
게는 누구나 참으로 여기는 바를 부인해야 하는 곤란함을 안겨주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가장 간단한 해결은, ‘존재한다’의 의미를 ‘시공간에 존재하
는’, 혹은 ‘시공간에 존재하는 존재자에게서 인과적 영향력을 주고 받는’ 사물
들, 즉 구체적 사물들에 해당하는 술어로 해석하는 것이다. 위의 문장은 홈즈
가 시공간에 존재하는 구체적 사물이 아니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실재론 편
에서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홈즈가 이런 좁은 의미에서의 ’존재한다’란 말의 의
미를 만족시키지는 못하므로 2)를 참인 것으로 보는 우리의 직관이 설명된
다.30) 그러나 이는 진정한 해결이 되지 못하는데, 국가, 수, 음악작품 같은 많
은 추상적 대상들이 사실 이 범주에 해당되어 우리가 이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다는 명제도 참으로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구체물을 실제로 우리들 가운데에 있는 것들로 해석하면 어떨까? 즉 ‘존재
하지 않는다’를,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로 읽는 것이다. 허구적 대상을 실제
로는 없지만 있을 수는 있는 가능자로서 보는 관점을 생각해보라. 그것이 단
지 가능자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국가
나 수, 음악작품들은 존재하는 것으로, 반면 홈즈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
별하는 직관과 성공적으로 맞아떨어지는 것 같다. 그러나 홈즈를 가능한 존재
로 취급하는 이러한 관점은 많은 반대에 부딪친다. 첫째 홈즈는 단지 가능한
존재가 아니라, 코난 도일이 현실 세계에서 만들어낸 인공품으로서 <수정마개
의 비밀>만큼이나 실제적인 사물(real thing)이다.31) 둘째, 홈즈가 가능한 존
29) 프리델리(2002), p.268 물론 이때의 ‘홈즈’는 문학적 캐릭터를 지칭하지 못하고 따라서 상기
한 역설에 해당될 것이다.
30) 볼토리니(2010), p.5,19
31) 솔먼(1998),p293, 볼토리니(2010), p.91도 보라. 솔먼은 여기서 가능자 이론에 대해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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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자라면, 이 세상 어딘가에 혹은 먼훗날 언젠가 홈즈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
을 수 있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누가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홈즈의 업적과
비슷한 일을 한 사람이라고 답한다면 그런 사람은 여러 명 있을 수 있다. 그
중 누가 홈즈가 될 것인가?32) 무엇보다도 가능자들이란 구체적인 존재자들이
현실의 그것과는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다른 그러한 존재자들이다. 가능세계에
대한 존재론적 관점으로 무엇을 택하건33) 이 아이디어의 핵심은, 그것이 세계
가 실제와는 다른 방식으로 그랬을 수 있는 그런 사태들, 즉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 애초에 도입되었다는 것이며 따라서 가능세계
내의 거주자들로서의 가능자란 구체적 존재자들로서 단지 그것이 지닌 속성들
이 실제 세계의 그것과 다른 존재들인 것이다. 그러나 홈즈는 결코 피와 땀을
가진 구체적 존재가 아니다.
그런데 구체물을 시공간 안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건 아니면 실제적인 것으
로 해석하건 ‘존재한다’를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또다른 의미의 존재
술어가 있음을 함축한다. 다시 말해 또다른 의미, 즉 구체물로 그 술어의 적용
을 좁히지 않는 비제한적 해석 하에선 이 문장이 결국 거짓으로 받아들여진다
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우리의 직관에 위배된다.
(3) 홈즈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문장은 참인가, 거짓인가? 이 문장은 (H)에 이어지는 문장으로 해석될
때 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그런 가정 없이도 사람들이 너무도 당연하
게 참값을 매기는 문장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사실 (H)가 나타내는 상황

하지 않는다. 그는 추상적 존재로서의 홈즈가, 마이농 식의 저급한 존재론적 지위를 가진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허구작품 만큼이나 강건한 의미에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32) 크립키((1972, 번역본(1986), p.172). 크립키가 이렇게 주장한 것은 물론, 속성들의 우연한
일치가 아니라 이름과 대상 간의 역사적 연결이 지칭에 필수적이라는 이름에 관한 자신의 주
장에 기인한 것이다. 카플란도 유사하게 우리 세계의 ‘유니콘’이란 말은 유니콘과 비슷한(우
연히 유니콘의 속성들을 공유하는) 어떤 동물도 지시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카플란(1973b),
pp.505-508).
33) 그것은 가능한 사태(sate of affairs)들의, 혹은 그것을 기술한 명제들의 완전하고 일관된 최
대 집합 등 추상적인 방식으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루이스의 가능세계 실재론에서 보듯, 우리
의 현실 세계와 동등한 지위를 지닌 구체적인 존재자로 이해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가능세
계의 존재론적 지위를 논하는 이론에 대한 상론은 피하고, 가능성을 보다 원초적인 개념으로
보아 가능자를 구체적 존재자로 해석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루이스는 양상 논리에서 유래한
논리를 바탕으로 가능자가 구체적 존재자라고 주장하는데, 그러한 해석 하에서 홈즈를 가능
자로 본다. 루이스의 허구적 대상 이론에 관해 본고 II장 서두 및 IV장 3.1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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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완전히 반사실적인 상황임을 상기한다면 현실적 상황에서 (3)은 거짓이어
야 할 것 같다. 즉 허구적 캐릭터로서의 홈즈는 분명히 존재한다.
(3)이 거짓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또 있다. 홈즈는 코난 도일이 쓴 소설 안에
선 물론 당연히 피와 살을 가진 인간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홈즈
는 탐정이다” 혹은 “홈즈가 베이커가에 산다”란 문장과는 다르게 이 문장은
보통 앞에 ‘도일의 소설 안에서’가 생략된 것으로 읽히지 않고 따라서 통상 거
짓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즉 (3)이 명백히 참으로 읽힌다는 것, 이점이 허구적
대상에 대한 실재론자들에게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되는 것이다.
상황을 정리해보자. 앞서의 논의들에서 우리는 (3)이 참이거나 거짓인 경우
들 각각에 대해 두 개의 층위를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3)이 참인 경우는
i) (H)라는 반사실적 상황, ii)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 문장을 이해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고, 그것이 거짓인 경우는 iii) 소설 속에는 탐정으로서 이러저런 업
적을 쌓는 홈즈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의미, 그리고 iv) 도일이 창조한 문학적
캐릭터로서의 홈즈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의미의 두 가지이다.
일단 똑같은 ‘존재하는’이란 속성이 어떻게 해서 동일한 사물에 대해 그것을
가진 것으로도 또 가지지 않은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속성의
종류를 구분하거나, 아니면 속성의 소유양태를 구분하는 해법이 있다. 즉 ‘존
재하는’이란 속성이 소유되면서(iii)에서) 동시에 비소유될 때(ii)에서), 문제의
속성은 같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파슨스는 마이농을 좇아 속성의 종류를
원자적(nuclaer) 속성과 원자외적(extranuclear) 속성으로 구분하면서34), 존재
34) 파슨스가 제시하는 원자적 속성과 원자외적 속성 간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어떤 원자적 속
성도 다음의 정식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schema 1: F를 포함하지 않은 다음과 같은 원자적 속성들의 집합 X가 있다: X의 모든 원소를
가진 모든 대상이 F를 가진다.
schema 2: F를 포함하지 않은 다음과 같은 원자적 속성들의 집합 X가 있다: X의 모든 원소를
가진 모든 대상이 F를 가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유니콘에 해당하는 속성을 가진 대상은 전부 존재하지 않는다. 즉 schema 2에 따라
‘존재함’이 원자외적 속성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붉은 유니콘과 그렇지 않은 유니콘이 있을
수 있는 점과 대조된다(따라서 붉음은 원자적 속성이다). 파슨스(1980), pp.25-26 이부분
n.7에서 파슨스는 붉음을 이렇게 해서 원자적 속성으로 본다는 것은 어느 정도 begging the
question의 혐의가 있음을 인정한다. 예컨대 붉은 유니콘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회의론자
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에 쉽게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schema
들은 임의의 집합 X에 대해 그것을 가지는 대상 가운데 F를 가지는 대상과 그렇지 않은 대
상을 가를 수 있다면 원자적 속성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붉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대상은 얼마든지 있다). 반면 ‘존재함’의 경우에는 어떤 대상을 선택하건 원자적

25

한다는 속성은 원래 원자외적 속성이지만 그것의 약화된(watrered-down) 형
태로는 원자적 속성의 집합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다. ‘바이올린을 잘 다룸’
이나 ‘모리아티 교수와 대적함’이란 속성들만큼이나 ‘피와 살을 가진 인간으로
서 존재함’도 원자적 속성으로 홈즈를 구성하는 속성집합에 속할 수 있다. 그
러나 그것은 원자외적 속성으로서, 그러니까 허구바깥에서 홈즈에 대해 부여
되는 속성으로서는 ‘존재함’을 가지지 않는다. 한편, ii)와 iii) 간의 충돌은 속
성에 대한 내적/외적 술어화 혹은 예화/인코드35)의 대조로 설명되기도 한다.
즉 ‘존재함’이란 속성은 같되 그것의 소유 양태를 구분하게 되면, 문제의 속성
을 홈즈가 (허구) 내적으로는 가지고 외적으로는 가지지 않는다. 또는 홈즈는
그 속성을 인코드할 뿐 예화하지는 못한다.
이런 식으로 존재를 허구 내부의 상황과 바깥의 상황으로 나누어 생각해보
는 것은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의미에서의 (3)은, 주로 허구 바깥 세
계의 사태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크룬의 표현대로, “우리는 물론 일차적으로 ‘햄릿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
하는 화자가 참을 말하는 그런 의미에 흥미가 있다.”36) 이는 소설 속에 햄릿
이 존재한다는 점은 별로 우리의 관심을 끌지 못하며 결국 ii)와 iii) 간의 충돌
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그보다 중요한 문
제는, 분명 소설 바깥에서 실제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ii)와 iv) 두
가지의 진술도 직접 부딪친다는 사실이다. 허구적 캐릭터로서의 홈즈는 정말
로 존재하는 것 같다. 그런데도, 아니 그렇게 때문에, 즉 홈즈가 단지 허구적
캐릭터라는 사실로 인해 사람들은 홈즈가 (진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단언
을 확실하게 참인 것으로 받아들인다. 다음의 모순적 진술을 보라. 심지어 이
문장의 콜론 다음에 ‘왜냐하면’을 넣을 수 있다.
(4) 홈즈는 존재하지 않는다: 홈즈는 (단지 허구적 캐릭터로서) 존재한다.
우선 우리는 겉보기에 문맥에 민감한 요소들이 없을 때라도 문맥이 내용에
보다 섬세한 방식으로 영향을 끼치는 다른 방식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37)

속성집합 X를 가진다면 그러면서 존재함을 가지는 그룹과 안가지는 그룹으로 나눌 수는 없다
(그들 전부가 존재하거나 그렇지 않거나일 것이다).
35) 이 개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III장으로 미룬다.
36) 크룬(2000), p.104
37) 이러한 주장의 급진적 형태로 최근의 언어철학에서 지시대명사나 전형적인 지표사
(indexical), 양화사를 포함한 문장 뿐 아니라 모든 단언들이 문맥에 의해서만 의미가 부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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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3)의 다양한 의미들은 사전적 애매함이나 구
조적 애매함에서 오는 것이 아닌 듯 하다. 홈즈가 사전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
를 가지는 애매어인가?38) 방금 ‘존재함’을 속성의 종류나 속성의 소유 양태로
나누어 보는 생각을 살펴봤지만, 이것을 의미론의 수준으로 옮겨 보면 결국
존재함이란 말을 애매어로 다루는 해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적절
하지 않은 것 같다(무엇보다도 애매함이 제거되더라도 ii)와 iv)의 모순이 여전
히 남는다). 그렇다고 문법적 구조가 여러 가지 해석을 허용하기에는 너무나
간단한 주술구조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아마도 이것이 (3)에 대해 ii) 방식의
이해만을 고집하는 반실재론자들의 입장이 그토록 광범위하게 설득력을 가져
온 이유일 것이다.
얼핏 보면 (3)은 여러 가지 해석을 허용하지 않는 아주 단순한 문장이다. 정
말로 반실재론자들은 (3)이 의미론적으로 여러 층위의 독해를 가질 수 있음을
간단히 부인한다. 사실 (3)의 참이 (ii)의 의미에서) 직관적으로 굳건하게 받아
들여진다는 점은 허구적 이름들에 대한 반실재론 논제를 주장하는 데 있어 가
장 강력한 논거에 속한다. 반실재론자들은 이것이 자연스러운 직관을 반영한
다는 점에서 더 나은 입장이라고 주장하는데, 우리는 (3)의 참을 무조건 받아
들이기보다는 다양한 층위의 의미들을 일관되게 설명해낼 수 있는 이론이 가
능하다면 그것이 더 나은 이론이라고 생각한다. 본고는 특히 ii)와 iv)를 지지
하는 두 상이한 직관이 모두 의미를 가지며 겉보기와는 달리 역설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을 논증하려 한다. 사실 (4)는 콜론 앞과 뒤의 문맥이 다르게 설정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괄호 안의 내용이 추가됨으로써 명시된다. 즉
뒷 문장에 ‘허구적 캐릭터로서’란 내용을 넣어 읽게 되면 겉보기의 모순을 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홈즈는 허구적 캐릭터로서 존재하는 대상이지만, 다른
한편 우리가 보통의 사람 이름에 대해 기대하는 그런 대상, 즉 피와 살을 가
지고 우리들 옆을 걸어 다니는 그런 진짜 사람으로서의 홈즈는 없다는 의미에
선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비지칭 주어가 초래하는 역설을 피하면서도 (3)을
거짓으로 이해하지 않는 우리의 직관을 설명하려는 것이다.
허구적 이름이 등장하는 존재부정문장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이 이름의 지

다고 주장하는 맥락주의가 대두된 바 있다. Francois Recanati, Literal Meaning(Cambridge
Univ. Press, 2004) 참조.
38) 크립키가 ‘홈즈’를 애매어로 보는 관점을 택했다. 허구 대상에 대한 크립키의 입장은 존 로
크 Lecture에서 피력되었다(솔먼(1998),p.314, 미주 32). 크립키의 논의는 본장 2.2절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커리 역시 ‘홈즈’가 세가지 의미가 겹쳐진 3중체를 뜻한다고 이해했다.
이에 대해선 본고 IV장 각주 25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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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체를 인정하는 관점으로 존재부정문장에 대한 기존의 해법들과는 대립된다.
다음에서 다룰 프레게나 러셀 등의 전통적 해법이나 최근의 도넬란, 크룬 등
의 화용론적 방식은 모두 진짜 빈이름을 가진 문장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관점들을 살펴보면 모두가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을
지닌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본고는 이런 관점들을 일별한 후 필자가 제안하는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후자의 주장이 가지는 우위를 드러내 보이고자 한다. 솔
먼을 좇아 철학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 즉 정말로 지칭체가 없는 주
어를 가지는 존재부정문장의 범위가 아주 적으며 (3)의 경우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본고의 입장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존재부정문장을 무의미하거나 역설을 일으키는 문장
이 아닌 자명하게 참인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이다. 이는 실재론에게 양날
의 칼이 되는데, 한편으론 (3)의 유의미성을 설명하기 위해 밀주의자들로 하여
금 허구적 이름에 지칭체를 부여하게 한다는 점에서 실재론을 위한 길을 열어
주지만, 한편으론 이 문장의 의미 자체가 실재론과 정면으로 부딪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밀주의들로서는 이름에 뜻을 부여할 수는 없으므
로39), 존재부정문장을 비롯한 허구적 이름을 포함한 수많은 유의미한 문장들
을 설명하기 위해 그 이름의 지칭체를 설정하는 편이 낫다. 아니면 반실재론
편에서 역설을 받아들이면서 힘겨운 화용론적 설명을 시도해야 하는데 이 경
로가 가진 문제점에 대해선 이후에 상론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존재부정문장을 ii)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실재론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론을
구성하는 논제이기도 하다. 본고는 이러한 두가지 측면 모두에서 존재부정문
장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허구적 이름에 대한 실재론의 정립을 위해 꼭 필
요하다는 입장이다. 즉 오늘날 이름에 대한 보다 설득력있는 이론으로 받아들
여지는 밀주의 편에서 문제들을 피해가면서 이 문장의 유의미성을 설명하기
위해선 실재론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동시에 이
문장이 반실재론을 위한 강력한 논거라면 그 강력한 논거를 어떤 식으로든 논
39) 주의할 점은 밀주의에서 고유명이 프레게식의 뜻을 갖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것이 곧 다음
의 귀결을 논리적으로 갖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즉 이름을 배우고 사용하는 화자의 정신에
그 이름이 어떠한 개념도 환기시키지 못한다거나 이름이 지칭하는 일 말고는 이름을 포함한
신념이나 주장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는 식의 주장 말이다. 크립키의 <이름과 필연>에는 이런
논증이 나오지 않으며 그가 그런 논증을 하고 싶어 했는지도 의심스럽다. 사실 프레게의 뜻
개념은 상당히 구조화되어있는 개념이며 정교한 이론의 부분이다. 그것을 심리학적인 개념적
표상, 지칭 결정의 수단, 문장의 정보내용에 대한 기여라는 3가지 속성의 복합체라고 볼 때,
크립키는 바로 이런 복합개념으로서의 뜻을 이름이 결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다. 솔먼(1981,번역본(2000)),pp.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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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하는 것이 곧 실재론의 설득력을 공고히 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미
에서이다.

2. 전통적 해결
2.1. 러셀의 해법
러셀에게 존재부정문장은 자신의 기술이론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하나의 논
거로 작동한다. 철학 이론이 다양한 퍼즐들을 다루는 능력에 의해 시험될 수
있다고 할 때, 자신의 이론이 부정적 존재문장에 대해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
는 점에서도 그 우위가 입증된다는 생각이다. 이 문제에 대한 러셀의 답변은
간단하다. (1α)에서 α에 해당하는 어구를 항상 한정기술구로 해석해서(즉 기술
구가 아닌 고유명이 이 자리에 와도 그것을 한정기술구의 축약된 형태로 본
다),
(R) - (∃x)(y)(∅(y) ≡ x=y)
라는 양화문장으로 번역하면 이 명제는 참으로 분석될 수 있다40)는 것이다.
사실 (∃x)(y)(∅(y) ≡ x=y), 즉 ‘어떤 것이 유일한 하나의 ∅한 대상이다’로
분석된 문장의 부정은 두 가지 독해를 가진다. 기술구와 부정어구가 범위
(scope)을 두고 경쟁을 하기 때문인데 기술구의 좁은 범위 해석에서는 (R), 즉
‘어떤 유일한 하나의 ∅한 대상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로 분석된다. 이것은
참이다. 반면 기술구의 넓은 범위 해석에서는 ‘어떤 것이 유일한 하나의 ∅한
대상인데,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로 해석되며41) 이는 따져볼 것도 없이 말이
되지 않으므로 러셀은 이를 고려에 넣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존재부정문장의
주어 자리에 나타나는 지칭표현은 ∅에 해당하는 술어로 환원되어 버리며 따
라서 어떤 종류의 대상에 대한 개입도 담지할 필요가 없게 된다. 역설이 사라
지는 것이다.42)
40) 원래의 분석은 - (∃x)[(y)(∅(y) ≡ x=y) ∧ ∃(y)(x=y)]이다. 그런데 ∃(y)(x=y)는 러셀과
화이트헤드의 <수학 원리>의 정리이므로 이것은 (R)와 동치라는 것이다(솔먼(1998)).
41) (∃x)[(y)(∅(y) ≡ x=y) ∧ - ∃(y)(x=y)]
42) 브락도 허구관련 고유명을 한정기술구로 바꾸고 이를 좁은 범위로 쓰인 기술구로 해석하면
존재부정문장을 참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러셀적 견해를 통해 실재론자들을 반박할 수 있다
고 생각하였다. 단 브락은 주어 자리에 빈이름이 오는 문장은 무조건 거짓으로 보자는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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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α를 러셀이 말한 엄격한 논리적 의미에서의 진정한 고유명으로 보게
되면, 다시 말해 일반명제를 표현하는 양화문장과 관련이 없고 진짜 개별자들
을 집어내는 이름으로 보게 되면 여기선 문제가 아예 일어나지 않게 된다. 진
정한 고유명이란 직접지(대면지)에 의한 것으로 이런 이름과 관련된 부정적 존
재문장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직접 맞닥뜨리고 있는 걸 가리키면
서 이게 있느니 없느니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즉 진정한 고유명을 사용하
는 존재부정문장은 단언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역설은 생겨나지 않는다.
그러나 러셀의 해법은 중요한 반대들에 부딪친다. 무엇보다도 러셀의 해법
은 고유명에 대해 오늘날 대체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론인 기술론을 전제하
고 있다. 고유명에 대한 기술론은 고유명이 사실상 한정기술구의 생략된 표현
으로,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란 이름은 ‘기원전 469년에 태어났고 이러저러한
이론을 주장하였으며 결국 독배를 마시고 죽은...,,,’ 등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유명이 기술로 이해될 수 있는가? 오
늘날 많은 옹호자들을 거느리고 있는 직접지칭이론에 따르면, 고유명, 지표어,
지시사와 자연종 용어들은 기술로 이해될 수 없다. 기술론에 대한 이 이론의
비판은 다음으로 요약된다. 당신이 어떤 방식으로든 고유명의 지칭체를 결정
하는 기술들을 얻게 된다 하더라도, 내가 이런 기술들의 상당한 숫자가 참이
되지 않는 누군가를 문제의 이름으로써 지칭하는 것이 가능하며, 또한 누군가
가 이런 기술들에 합당하면서도 사실은 내가 사용한 이름의 지칭체가 아니라
는 것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크립키가 사용한 괴델-슈미트의 예를
보라. 알려진 바와는 달리 실제로는 불완전성의 정리를 완성한 사람이 괴델이
아닌 그의 동료 슈미트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괴델’이라는 이름으로써 슈미트
를 지칭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기술론에 따르면 ‘괴델’의 지칭체는 ‘산수의 불
완전성을 발견한 그 사람’이라는 기술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슈미트가 되어야 한다. 이 가정된 상황에서 ‘괴델’은 문제의 기술을 만족시키
지는 못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괴델’이란 이름의 명명식과 연관되어 있는 누
군가-원래의 괴델-를 지칭한다. 사실 이런 상황을 가정할 수 있다는 것 자체
가 기술론의 잘못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괴델’이란 이름은 곧
산수의 불완전성의 발견자와 동의어이므로 이 이름이 그러한 사람을 가리키지
않는 상황을 기술론에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
정적 상황이 정말로 참일 수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43) 이런 비판을 고려할 때,
을 먼저 제시하였다(브락(2002), pp.17-18).
43) 이런 비판이 도넬란(1970)에도 나온다. 이 고전적인 논문에서 고유명을 기술과 동일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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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제시된 러셀의 해법은 기술적 이름들에만 해당하지 고유명이나 나머지
비기술적 용어들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한편 한정 기술구가 전제들에 대해 가지는 관계에 대한 문제도 있다. 한정
기술구는 그것이 지칭하는 바의 존재를 전제하긴 하되 주장하지 않는다는 주
장이 있어왔다.44) 이는 앞서 한정기술구가 ‘어떤 것이 유일한 하나의 ∅한 대
상이다’로 번역됨으로써 결국 그러한 대상이 있음을 함축하게 된다(따라서 존
재부정문장은 그러한 존재에 대한 주장을 철회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는 점
을 비판하는 입장이다. 이런 입장에선, 전제 실패의 경우 우리는 다시 진리치
를 따질 수 없는 진술을 가지게 되어 (1α)가 직관적으로 참값을 가진다는 사
실을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비난들보다 더 강력하게 주어질 수 있는 러셀에 대한 비판은
그것이 소위 ‘사용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러셀의 전략은 문법적
인 형태로 볼 때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표현들을 사실상의 술어로 환원시킴
으로써 역설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즉 (1α)가 말하는 것이 참이라면 여기에 나
오는 지칭 표현은 진짜 사용을 갖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이 문장에서 지
칭의 대상이 없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그렇다면 그에 대해 어떤 참인 것도 말
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러셀은 존재부정문장의 용어들이 사용된다기
보다는 언급된다고, 지칭의 도구라기보다는 양화 구성물의 약어로 기능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존재부정문장에서의 용어들의 발생이 전형적인 사용으
로 간주되는 용어들의 발생들과 같은 표면(prima facie) 테스트를 통과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용어-탄력성 테스트라 부르는 것 역시 통과한다는 사실에
서 여기서의 용어들이 언급이 아니라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시도에 대한 반박이 상세히 개진되었다. 고유명을 기술에 대한 단순한 대체물로 본 러셀의
주장 뿐 아니라 스트로슨이나 써얼의 보다 느슨한 관념, 즉 상당한 수의 기술을 만족시키는
대상을 고유명의 지칭체로 보는 관점에도 대처하기 위해 매우 정교한 반례들이 제시되어 있
다(도넬란(1970),p.343 및 pp.345-355). 크립키의 예는 그의 <이름과 필연>(1972, 번역본
(1986), pp.98-99)에 나온다. ‘괴델은, 만일 실존했다면 산수의 불완전성을 정리한 사람이다’
란 문장이 필연적 진리를 표현하지 않는다는 크립키의 양상적 논증은 솔먼(1981, 번역본
(2000)), pp.54-56 참조.
44) 예를 들어 스트로슨의 주장이 그렇다. 이 주장을 간략히 설명하자면,
현재 프랑스의 왕은 현명하다
현재 프랑스의 왕은 현명하지 않다
현재 프랑스의 왕은 존재한다
이 세 문장의 관계에 대해, 마지막의 존재문장이 참이어야 앞의 두 문장이 참이거나 거짓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한정기술구를 포함한 서술문은 이 존재문장을 전제 혹은 가정하고 있지,
그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정대현 편(1987),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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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는 존재부정문장이 ‘클린턴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라는 문장의 표면적
문법 형식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고 후자는 용어가 정말로 사용되고 있는 중이
라면, 그것 혹은 그 전방조응적 대리자(anaphoric proxy)가 주변 문맥 안에서
역시 사용을 가져야 한다는 요구 조건을 존재부정문장이 충족시킨다는 것이
다. 따라서 이 문장이 일으키는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시도들은 이 점을 존중
할 것이 요구된다.45)
존재부정문장의 용어들이 탄력의 특성을 보여준다는 것을 납득하기란 어렵
지 않다. 존재부정문장은 일상적인 주어-술어 문장들처럼 분명히 사용의 문맥
안에서 그 이름을 포함하는 다른 문장들의 출현과 함께 나타난다. 다음의 예
문에 나오는 ‘머피 브라운’과 ‘그녀’의 발생들을 보라.
머피 브라운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녀는 캔디스 버겐에 의해 연기되는 TV
캐릭터다. 머피는 금발의 미디어 앵커여신이고 독설적이고 지금은 반항적으로
미혼인 마돈나이다.
실제로, 우리는 더 강하게, 부정적 존재문장은 이런 종류의 연합을 만드는
데 특히 적합하다고 말할 수도 있다. 부정적 존재문장은 자주 그 문장 안에서
말해진 바를 명확히 하고 설명하고 확대하는 그런 술어들의 열에서 시작점이
된다. 비존재에도 불구하고 머피가 악명 높은 데 대한 이유를 알고 싶어하는
독자는 바로 다음 문장에서 정보를 제공받는다. "머피는 금발의 미디어 앵커
여신이고,......" 이처럼 명백한 용어 탄력성을 보이는 용어들이 실제로 사용되
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이유는 없다.
이상의 비판들을 고려할 때 존재부정문장에 대한 러셀의 해법을 받아들이기
는 힘들어 보인다.

2.2 의미론적-상승, 내포적-상승 전략
2.2.1. 프레게의 해법
프레게는 그의 잘 알려진, 고유명의 뜻과 지시체의 구분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프레게의 뜻 개념은 ‘현재 프랑스
45) 크립키가 주장했듯이 존재부정문장에 대한 해법 중 많이 비난받은 마이농적 접근에서의 중
요한 요소는 강하게 인정을 받을만하다. 마이농의 방식은 정확히 문법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 그대로 부정적 존재문장의 용어들이 진짜로 사용된다고, 나아가 지시체를 확인하려는 목
적을 가지고 지칭의 도구로 사용된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다른 해법들에 대한 하나의 기준
을 설정했다(크룬(2000), p.98). 에반스(1982),p.371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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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왕은 대머리이다/대머리가 아니다’ 같은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가리기
힘든 상황에서도, 여전히 의미론적으로 어떤 명제를 표현하기는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문장에 의해 표현되는 명제, 즉 문장의 뜻은 구성요소들의 뜻이 합
쳐져 형성되고 ‘현재 프랑스의 왕’이란 표현 역시 지시체는 없지만 뜻은 가지
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개념이 그 자체로 존재부정문장에 대한 해명을
주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뜻뿐 아니라 문장 전체의 지시체, 즉 그
명제의 진리치에도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다. 프레게의 <지시체 합성의 원리>
는, 문장 전체의 지시체가 문장 요소들의 지시체 및 그 합성의 방식에 의해
완전히 결정된다는 원리인데, 이는 명제의 부분들 중 하나가 지시체가 없다는
것이 알려지는 순간 그 명제 전체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직관적으로 설득력이 있다. ‘현재 프랑스의 왕은 대머리이다/대머리가
아니다’ 같은 명제가 바로 그러한 예이다. 그런데 방금 언급한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선 많은 사람들이 아예 흥미를 가지지 않거나 알쏭달쏭해하는
반면 ‘현재 프랑스의 왕은 존재하지 않는다’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 그리고 그
것이 문제이다. 합성의 원리에 따르면 이 문장 역시 그 구성요소인 ‘현재 프랑
스의 왕’이 지시체를 결여하고 있으므로 문장 전체의 지시체도 존재하지 않아
야 한다. 즉 참도 거짓도 아닌 것으로 생각되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
다. 따라서 프레게는 이러한 사정을 설명해야 할 책임을 지닌다.
프레게가 ‘현재 프랑스의 왕은 존재하지 않는다’를 참도 거짓도 아닌 것으로
판단할 때의 거짓 개념은 러셀이 모든 문장이 참 아니면 거짓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배중률을 주장할 때의 거짓 개념하고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이는 어떤
문장에 대해 선택 부정을 한 결과 그 진리치가 참일 때 얻어지는 값으로-이것
을 F거짓1이라 하자- 그것에 대해 배타 부정을 한 결과 그 진리치가 참일 때
얻어지는 값-이것을 F거짓2라고 하자-과 다르다. F거짓2는 참이 아닌 것과 동
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 따라서 참도 거짓(F거짓1)도 아닌 문장에 배타 부정을
취하게 되면 그것은 F거짓2의 부정으로 참인 값을 가지게 되지만, 선택 부정
을 취하게 되면 원래의 문장처럼 여전히 참도 F거짓1도 아닌 문장으로 남는
다. 앞서 ‘어떤 것이 유일한 하나의 ∅한 대상이다’로 분석된 문장의 부정으로
두 가지 독해를 가진다고 하면서 기술구와 부정어구의 범위 경쟁을 이야기했
는데, 러셀도 이런 범위 경쟁에 근거해 기술구의 좁은 범위 해석과 관련한 거
짓과 넓은 범위 해석과 관련한 거짓을 나눈다. 그러나 두 이론이 말하는 거짓
의 애매성은 각기 다른 원리에 근거한 것으로 특히 프레게의 F거짓1 개념은
기술구의 발생과 무관하고 3가 논리(three-valued logic)를 전제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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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논의에서 프레게의 거짓 개념은 F거짓1임을 말해 둔다.
다시 말하지만, 프레게의 언어 분석에 따르면 ‘홈즈’의 지시체가 없다고 할
때 (3) 역시 참도 거짓도 아니어야 하는데, 왜 사람들이 이를 명백한 참으로
여기느냐가 문제이다. 프레게의 해법은 단칭존재 문장의 부정은 거기에 나오
는 이름 혹은 기술구가 아무것도 지칭하지 않는다, 즉 지칭체를 갖지 않는다
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형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F)

-(∃x)[‘홈즈’는 x를 지칭한국어한다]

이를 콰인의 용어를 좇아 의미론적-상승 접근법이라 부르자.46) 이는 (3) 안
의 주어에 따옴표를 붙여서 그 지칭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러셀의
해법처럼 존재부정문장의 용어들이 사용되지 않고 언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러
셀에 대해서와 같은 비판이 적용될 수 있다. 또한 (3)을 (F)로 분석하는 것이
(3)에 의해 전달되는 정보를 포착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고는 해도, 이는 (3)의
의미를 분석한 것이라기보단 화용론적으로 전달되는 바를 말해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 해법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비판은 프레게 이론의 현대적 옹호자
로 알려진 처치로부터 제기된 번역논증(translation argument)이다. (3)을 영
어로 번역해보자.
Holmes does not exist.
그런데 (3)에 대한 분석 (F)에 대한 영어 번역은 다음이다(따옴표 안의 표현
은 번역을 거쳐도 그대로 남는다).
‘홈즈’ does not refer anything in Korean.
이 두 번역은 물론 진리치는 같지만 명백히 영어로 완전히 다른 것을 의미
하고 있다.47) 이 논증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다음의 예문을 도입해 보자.

46) 존재론의 문제를 의미론적으로 다루려는 콰인의 문제의식과 통한다는 점에서 솔먼이 이렇게
이름붙이고 있다. 의미론적-상승 전략에 대해선 콰인, Word & Object, MIT Press, 1975,
56절 참조.
47) 솔먼(1998), pp.28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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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ère Noël n'existe pas.
이 불어 예문에 대한 한국어 번역은 다음이 될 것이다.
(T1) 산타 할아버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예문에 대한 프레게의 분석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다음이다.
(T2) ‘Père Noël’은 불어로 아무것도 지칭하지 않는다.
(T1)과 (T2)는 완전히 다른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산타 할아버지
를 뜻하는 불어 표현이 ‘Père Noël’임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전자에 있었던 '산
타 할아버지'란 관념이 후자에서는 아예 사라져 버리고 만다. 후자는 그저
‘Père Noël’이라는 불어 표현에 대한 단언인 것이다. 이제 이 두 문장이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명백해 보이며 따라서 그것이 번역한 원래 문장도
그러할 것이다. 이 번역논증을 피할 수 있는, 정신에 있어 역시 프레게적이지
만 더 우월한 전략이 바로 다음의 내포적-상승 전략이다.

2.2.2. 내포적-상승 전략
이 전략은 (3)이 그 안의 명칭 자체가 아니라 그 명칭의 한국어에서의 뜻에
관심을 두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는 의미론적 전략과 비슷하지만 내포
의 수준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간다. 이 해법에서 (3)은 다음으로 분석되며 기본
적으로 프레게적인 전략이다.
(I) -(∃x)∆(s(ιy)홈즈(y)s, x)
여기서 ∆는 프레게적인 뜻과 그것이 지칭하는 바(그 뜻이 그것에 관한 관념
인 그런 대상)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2항 술어이고 윗첨자 ‘s'는 뜻-인용을 위
한 장치이다. 그러니까 위의 분석을 일상어로 나타내면, ‘홈즈’란 이름의 뜻이
지칭하는 바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위의 번역논증에 의해 논박되지 않는데,
‘홈즈’를 명칭 그대로 취하는 것이 아니므로 한국어 표현을 그대로 가지는 위
의 이상한 영어 번역문을 더 이상 받아들일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고유명에 대한 프레게 식의 전통이론에 반대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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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의 주창자로 알고 있는 크립키가 존재부정문장의 해결을 위해선 방금의 설
명과 비슷한 내포적-상승전략의 노선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크립키는 우선 ‘홈즈’란 표현이 애매어로 사실은 홈즈1과 홈즈2 양자를 뜻하
는 말이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홈즈1’은 ‘홈즈2’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보다 근본적 용법에 의한 것으로, 진짜 사람을 지칭하는 체하면서 코난 도일
이 도입한 이름이다. 따라서 그것은 실제로는 아무 것도 지칭하지 못한다. 반
면 ‘홈즈2’는 도일의 소설 창작 결과 생겨난 추상적 인공물, 말하자면 캐릭터
를 지칭하는 이름이다. 크립키는 (3)을 특별한 종류의 진술로 보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홈즈1이 존재한다’는 참인 명제가 없다는 말로 풀이해야 한
다고 주장한다. ‘홈즈1’이 아무 것도 지칭하지 못하는 이름이므로 (3)은 전통
적 철학에서 역설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진 진짜 존재부정문장이 된다.
보다 일반적으로 말해 ‘α가 존재한다’는 참인 명제는 없다는 것이 (1α)를 말
하는 사람에 대한 정당한 해석이라고 그는 생각한다. 이는 다시 다음의 두 가
지, i) 언급된 명제가 참이 아니라거나 ii) 그런 명제가 전혀 없다는 것으로 분
류될 수 있다. i)은 진짜 비지칭 주어를 가지는 문장이 아닌 경우로 시제나 양
상과 관련하여 현시점, 현세계에서의 비존재를 말하는 경우이고 홈즈의 경우
는 ii)에 해당한다. 이를 내포적-상승이론으로 볼 수 있는 것은 ii)가 결국
-(∃x)∆(sαs, x)
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홈즈1이
존재한다’는 명제’를 넣은 것이라 하겠다. 이때 ‘-라는 명제’라는 말 속에 뜻인
용을 위한 장치가 들어 있으므로 홈즈는 이제 이중으로 간접 맥락 안에 있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 전략은 전혀 문제해결에 접근하지 못한다. ‘홈즈1’ 만큼이나 ‘홈즈
1이 존재한다’는 명제가 문제투성이의 개념이기 때문이다. 즉 이 명제는 지칭
하지 못하는 주어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도 지칭이 없다. 즉 ‘홈즈1이
존재한다’ 전체가 비지칭어가 되어 또다시 이를 ‘‘‘홈즈 1이 존재한다’는 명제
가 존재한다’란 명제는 없다’라는 식으로 분석해야 하며 이 분석은 끝없이 이
어질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애초 관심인, 어떻게 α가 비지칭어인데도 (1α)
가 무언가 참인 것을 표현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그대로 남는 것이다.48) 또한
내포적-상승 해법의 전제, 즉 ∆라는 이항술어에서 ‘홈즈’란 이름의 내포가 이
48) 에반스(1982),pp. 349-352, 솔먼(1998),pp.297-2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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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의 지시체를 결정한다는 구조는 허구적 이름에 대해서는 크립키가 밀주의
의 입장을 포기한다는 말이 된다.49)
크립키의 애매어 전략은 또다른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것은 대명사의 전방
조응 조건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4)를 떠올려 보자.
(4)

홈즈는 존재하지 않는다: 홈즈는 (단지 허구적 캐릭터로서) 존재한다.

이 문장의 뒷부분에 나오는 ‘홈즈’를 대명사로 바꾸고 괄호를 지우면 다음과
같다.
(4)’ 홈즈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허구적 캐릭터로서 존재한다.
크립키에 따르면 앞부분의 ‘홈즈’는 홈즈1을, 뒷부분의 ‘홈즈’는 홈즈2를 가
리켜야 하므로 대명사 ‘그’는 앞의 명사를 받는 전방조응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크립키는 이 문장의 앞, 뒷부분을 완전히 분리해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
장하지만, 우리가 (4)’뿐 아니라 “홈즈는 존재하지 않는 단지 허구적 캐릭터
야”라고 쓸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50)

3. 화용론적 해결
존재부정문장에 대한 전통적 접근들은 공통적으로 존재부정문장 가운데 쓰
인 비지칭 표현들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언급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다면, 즉 진짜로 지칭을 하는 용어인데 그 지칭체에
해당하는 대상이 없는 것이라면 이 문장 전체가 무의미해져 버려, 직관적으로
이해되는 바와 달리 결코 참인 명제를 표현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기 때문
이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이 왜 ‘사용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지에 대

49) 루이스의 이론 역시 비지칭적 이름에 대한 내포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루이스는 ‘홈즈’란
이름이 어떤 가능 세계, 즉 홈즈 스토리가 알려진 사실로 말해지는 그런 세계에서 누구든 홈
즈 역을 하는 그 세계의 거주자를 지칭한다고 한다. 루이스(1983a), p.267 이런 결론은 크립
키의 중요한 논제 즉 고유명이 고정지시어라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크립키는 홈즈적
인 특성, 즉 홈즈에 대해 기술된 것에 알맞은 속성을 가지는 것이 홈즈이기 위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크립키,Ibid.,pp.171-173
50) 솔먼(1998), p.317, n.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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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살펴보았지만, 그 외에도 전통적 해법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
다는 것을 알았다.
이에 대해 여기서 다룰 비교적 최근의 화용론적 해법들은 존재부정문장에
쓰인 비지칭어가 정말로 사용되었으며 따라서 이런 형식의 문장은 그 자체로
참도 거짓도 아닌 무의미한 문장임을 인정한다. 대신 그들은 의미론적으로는
존재부정문장이 어떤 명제도 표현하지 못하는 반면, 화용론의 측면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즉 이 문장은 자신과 관련된 어떤 이해가능한 명제
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성적으로 결정된 명제적 내용과 화용론적으로
결정된 발화내용을 구분하는 이러한 접근이 존재부정문장의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생기는 어려움들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본 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이는 고유명에 관련하여 기술, 뜻, 내포성 따위의 논의를 피하면서 존
재부정문장과 관련된 직관을 설명하고 싶어하는 밀주의자들로서는 선택할 수
밖에 없는 해법으로 생각되는데, 그들은 (3)에 쓰인 ‘홈즈’란 이름에 대해 반실
재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

3.1. 혼합 관점
이 해법은 언어철학 전반에 걸쳐 가장 논쟁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인 간접지
칭이론과 직접지칭이론 간의 논쟁의 두 입장, 즉 프레게주의자와 밀주의자의
견해를 혼합한 견해이다. 기본적으로는 밀주의를 주장하지만, 밀주의가 지칭체
가 없는 이름들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그 해결을 위해 기술이
론을 채용한다.
에반스는, 화자나 청자가 이름과 연관시키는 정보의 엄청난 다양성을 이야
기하면서도, 이름들에 관한 존재부정문장들은 흔히 정보에 대한 공통의 배경
을 전제한다고 말한다. 존재부정문장 “NN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어떤 정보를
일반적으로 NN이란 이름과 연관시키는 표현인 ‘저 ∅’에 대해, 흔히 “저 ∅는
존재하지 않는다”로 번역된다. 다시 말해 존재부정문장에 있어서는 러셀 식의
기술이론을 용인하고 있다. 일리아드, 오딧세이가 사실은 하나의 개인에 의해
서가 아니라 집단 창작의 산물이라고 한다면, 혹은 셰어우드 숲의 도적에 관
한 이야기가 신화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호
머는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로빈훗은 사실 존재하지 않았다”란 문장을 통해
소통하려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에반스는 한 이름과 연관된 정보의 특정한
본체가 없을 때에는 부정 존재 문장이 분명한 뜻을 가지지 못한다고 말한다.
‘일리아드, 오딧세이의 저자’라는 공통의 정보를 가지는 호머에 대해 “호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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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달리, “로널드 레이건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에는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것이 ‘미국의 제 40대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를 의미하지 않음은 분명해
보인다. 레이건을 ‘미국의 제 40대 대통령’으로 치환한 상황에서는 미국의 제
40대 대통령이 존재하는 한(그것이 누구이건) 이 문장은 결코 참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로널드 레이건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오히려 ‘로널드 레이건’
이라는 이름의 사용관습이 둘이나 그 이상의 개인들에 관한 것이라는 발견을
나타낼 수도 있다. 아마도 이 이름과 관련된 사용 관습 속에 퍼져있는 거의
모든 정보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만, "로널드 레이건은 진짜로 존재하지 않았다"
혹은 "로날드 레이건은 날조다"라고 말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51)
아담스, 풀러, 스테커(F.Adams, G.Fuller & R.Stecker,이하 ‘스테커’로 표
기)도 비슷한 전략을 보여준다.52) 그들은 ‘벌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참도 거
짓도 아니지만, 그것이 ‘10번째 행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태양과 수성 사
이의 행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참인 명제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본다. ‘벌컨
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연관된 내용을 전달하는 편리한 방식이라는 것
이다. 이는 물론 의미론적 내용이 아니고 화용론적으로 전달되는 정보일 뿐이
다.
혼합 관점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은 도넬란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 그는 서
술 문장에서 기술이론을 거부한 이론은 존재문장에 대해서도 또한 그래야 한
다는 점을 논증한다.
우리는 다음을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D) 소크라테스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소크라테스가 들창코였다’가 참
이 아님을 함축한다.

51) 에반스(1982), pp.396-398. 일반적으로 특정한 정보의 집합보다는 이름 사용의 역사에 의
해 이름의 지칭체를 고정시키는 밀주의의 입장과 비교할 때, 한 이름과 연관된 정보의 특정
한 본체가 있는 경우에 대한 에반스의 이러한 견해가 명확한 것은 아니다. 셰어우드 숲의 도
적 이야기가 (후에) 덧붙여진, 로빈후드란 이름을 가진 누군가가 진짜 있었다는 것이 발견되
었을 때, (그러나 그가 실제로는 로빈후드의 알려진 업적들을 행하지는 않은 누군가라고 할
때), 우리가 “로빈후드는 (진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이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가에 대해 그는 그것이 명확하지 않다고 대답하고 있다(op.cit, p.397).
52) 아담스,풀러,스테커(1997), pp.129-148. 통상 이름의 뜻은 그 지칭체로 환원되지만, 빈이름
의 의미는 기술에 의해 주어진다는 견해는 밀러, 피코크, 크리밍스와 페리, 커리 등도 제안한
바 있다(데이비스(W.A.Davis,2005), p.262, n.22). 이런 접근들은 물론 기본적으로 논의가
ad hoc하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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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지칭이론은 위에서 ‘소크라테스’의 두 번째 발생이 기술구의 대체어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그렇다면 첫 번째 발생도 그래야 한다. 우리가 ‘BC
469년에 태어났고 이러저러한 이론을 주장하였으며 결국 독배를 마시고 죽
은...’이 ‘소크라테스’의 첫 번째 발생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볼 때, 두 번째 발생
에 대한 기술론의 부정은 그 기술을 만족시키는 어떤 독특한 개인이 존재하지
않았어도 소크라테스가 들창코였다는 것이 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
이다. 그런 기술과는 상관없는 누군가가 소크라테스이며 들창코였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사실상 기술론에 반대하는 직접지칭 이론의 핵심적 논의였다).
이렇게 앞뒤의 ‘소크라테스’의 발생을 혼합 관점대로 다르게 보게 되면, (D)의
전건은 참인 반면 후건은 거짓이므로 전체는 거짓이 되어 버린다. 그러나 우
리는 (D)를 참인 명제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D)를 받아들이는 한, 우리는 존
재부정문장의 ‘소크라테스’를 위장된 기술구로 볼 수 없다.53)

3.2. 지칭의 메카니즘
3.2.1. 도넬란의 ‘단절구역’
기술론으로 기울지 않고 순수하게 직접지칭이론을 고수하면서 존재부정문장
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 가운데 도넬란의 해법은 존재부정문장에서의 이름
의 작동방식을 보통의 문장에서의 그것과 다르게 취급한다는 점에서는 위의
혼합 관점과 비슷한 데가 있다. 그러나 그는 직접지칭이론이 지칭체와 이름을
연결시키는 지칭의 과정, 즉 인과적 혹은 역사적 방식으로 설명되는 지칭의
메카니즘에 주목한다.
도넬란은 (3)이, 그 진술 자체가 아니라 그 이름과 관련된 다른 가능한 혹은
실제적인 술어적 문장 내에서 지칭 실패가 있을 때에 참이라고 주장하였다.
도넬란에 있어 지칭은 실제 이름 사용의 역사적 연쇄에 의해 보증된다. 그리
고 지칭실패는 단절구역의 생성에 의해 일어나는데, 이름 사용의 역사적 설명
이 어떤 지칭체도 확인되는 것을 막는, 가령 허구적 이야기의 도입이라는 사
건과 함께 끝날 때 이것이 곧 역사에서의 단절구역이라 불리는 것이다. 이제
존재부정문장의 진리조건이 다음의 규칙을 통해 제시된다.
(B) N이 한 개인을 지칭할 의도로 서술 문장에서 사용된 고유명이라면, ‘N
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사용의 역사가 단절구역으로 끝날 때 오직 그때에
만 참이다
53) 도넬란(1974), pp.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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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3)은 ‘홈즈’가 사용된 다른 문장들, 예를 들어 ‘홈즈는 파이프 담배를
피워문다’ 같은 문장에서의 ‘홈즈’란 이름의 사용의 역사가 단절구역으로 끝날
때 참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이름이 사용된 연결고리들을 따라 거
슬러 올라갈 때 결국엔 어떤 실제 인물에 이르지 못하고 도일이 소설을 쓴 사
건에서 끝나게 되므로 (3)은 참이 된다. 물론 이는 다른 서술 문장들과 존재문
장에서의 이름의 발생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해법은 도넬란 자신이 인정하고 있듯이 존재부정문장에 대한 분석을
주거나 그런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의
미와 분리된 진리조건의 기술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앞서
의미론적-상승전략에서 언급되었던 번역논증과 유사한 비판으로 우리를 이끈
다. 그것은 이 이론이 다음의 직관을 무시한다는 것이다.
(5) 산타클로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6) Père Noël n'existe pas.
직관적으로 이 두 발화는 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B)에
따르면 두 문장의 진리조건은 달라진다. '산타클로스’와 ‘Père Noël’이라는 다
른 이름이 각각의 진리조건에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두 이름이 같은
지칭체를 가지니까 같은 명제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대답할 수는 없다. 도넬란
에 따르면 두 이름 모두 지칭체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도넬란의 해법은 ‘산타클로스’와 ‘Père Noël’ 이름 각각의 사용에 대한 역사적
설명에서 발생하는 단절구역들이 역사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산타클
로스’와 ‘Père Noël’ 이름의 사용 역사는 부모들이 아이에게 산타클로스에 대
한 허구를 이야기해 주는 곳에서 단절구역에 부딪친다. 그런데 이 두 이름과
관련된 단절구역들은 분명한 방식으로 역사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우리나라
부모들의 속이기와 프랑스 부모들의 속이기가 공통적 전통에서 이어져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도넬란 식의 직접지칭이론이 해결해야 하는 또다른 문제는 다음이다. 밀주
의에서 다음의 존재부정문장들은 원칙적으로 전부 구분되지 않는다.
(7) 지킬박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8) 하이드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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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러드야드 같은 것은 없다.
(5)와 (6)이 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 만큼이나 (5)(6)과 (7)(8) 및 (9)
각각이 다른 것을 말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하다. 그러나 밀주의에 따르면 의
미론적 수준에서 (5)에서 (9)까지의 모든 문장들은 주어가 비지칭어이므로 전
부 무의미한 명제들을 표현하고 있고, 그것들은 어떤 점에서도 구분될 수 없
다. 대상과 속성의 순서쌍으로 명제를 식별하는 러셀식 표기를 따르면, 그것들
은 모두 <____, 비존재>라는 똑같은 불완전한 명제를 표현하고 있다. 이런 반
직관적 결과에 대한 지적이 이 이론에 주어지는 가장 빈번한 비판 가운데 하
나이다.54) 이들은 심지어 그런 문장들이 모두 다른 명제를 표현한다는 상식적
직관이 어떤 혼동의 결과로서 설명을 통해 해소(explain away)되어야 하는 생
각이라고 간주한다.55) 우리는 우리가 말한 바-의미론적 내용(content)-를 우
리가 소통하려는 바-화용론적 함축(implication)-와 혼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빈이름이 포함된 존재부정문장이 문장 자체는 아무 것도 표현
못하지만 이 문장이 자신과 관련된 어떤 이해가능한 명제를 함축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 문장을 참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고, 또한 (5)-(9) 간의 차이
도 이들 문장이 각기 다른 화용론적 함축들을 가지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설
명된다.

3.2.2. 존재부정문장의 개별화
(5)-(9)를 포함해, 빈이름이 들어간 문장들의 개별화56)를 위하여 제시된 나
름의 해결책들 가운데 많은 부분이 제시의 방식(mode of presentation), 개념
화(conception), 기술 집합 등, 프레게의 뜻 관념에 유사한 도구들을 끌어들이
는 방향에 서있다. 앞서 논의한 혼합관점이 대표적인 경우이고, 스테커와 브라
운, 아담스와 디트리히(F.Adams & L.A.Dietrich), 에버렛(A.Everett), 테일러
(K.Taylor)등이 여기에 해당한다.57) 스테커는 빈이름을 사용하는 문장들이 각
기 다른 이름을 가지고 똑같은 불완전한 명제를 포현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

54) 브라운(1993), p.464, 데이비스(2005), p.249
55) 아담스와 디트리히(2004)
56) 본장의 관심인 존재부정문장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빈이름이 포함된 문장들의 경우에도 아래
의 해법이 적용될 수 있다.
57) 아담스,풀러,스테커(1997), 에버렛(2000), 테일러(2000), 아담스와 디트리히(2004), 브라운
(2005). 이들 가운데 브라운은 허구적 개체는 추상적 존재자(abstract entity)로 생각할 수
있다고 보았다. 허구적 이름의 사용에 대해 브라운(2005), p.612이하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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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다른 용어를 사용해서 같은 명제를 허구적으로 단언한다는 것은 결국 다른
일을 하는 것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여기서 스테커는 ‘제시의 방식’ 개념을 제
안하기 위해 흥미로운 논증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반실재론에서 허구문장을
이해하면서 생기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잘 보여주는 예이다.
“코난도일의 셜록 홈즈는 스파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문장의 의미를 생각
해보자. 이는 코난도일의 홈즈 이야기에서 다음이 참임을 의미한다(아래에서 x
는 빠진 것, 즉 지칭체가 없는 주어를 대신하는 플레이스홀더이다).
(10) x가 스파이를 찾아냈다는 어떤 명제도 (허구적으로) 단언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는 다음을 함축한다.
(11) 누구도 스파이를 찾아냈다고 (허구적으로) 단언된 적이 없다, 즉 아무
도 스파이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허구적으로) 단언되었다.
(10)이 (11)을 함축한다는 것은 (10)의 x를 일상어 ‘누군가’로 대치해보면
쉽게 이해된다. 스테커는 반실재론자이므로 ‘홈즈’가 아무것도 지칭하지 못한
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주어자리에 x를 놓은 것이다. 물론 (11)은 결코 참
이 아니다. 도일의 소설 속에서 홈즈는 스파이랑 관련이 없지만 그의 조수인
왓슨은 영국 군인으로 인도에서 활동한 적이 있고 따라서 스파이를 찾아냈다
는 스토리가 <홈즈> 시리즈 속에 포함되었을 수 있다. 간단히 말해, “코난도
일의 셜록 홈즈는 나찌 스파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결코 (11)과 같은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런 이상한 추론을 막기 위해 스테커는 (불완전한) 명제 뿐
아니라 그 명제의 제시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즉 코난도일은 단
순히 x가 스파이를 찾아냈다는 어떤 명제도 (허구적으로) 단언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명제를, 다른 이름이 아닌 ‘셜록 홈즈’란 이름을 쓰면서 단언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11)로의 추론이 차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고
는 (10)의 ‘x’ 대신 ‘홈즈’의 지칭체가 들어간다면 (11)로의 연결이 끊긴다는
것이 더 간단하게 설명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58)
한편 브라운은 빈이름이 포함된 결함있는(gappy) 명제를 믿는 방식으로서의

58) 다음의 추론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명확하다. “베컴이 스파이를 찾아냈다는 어떤 명제도 (허
구적으로) 단언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아무도 스파이를 찾아냈다고 (허구적으로) 단언된 적이
없다, 즉 아무도 스파이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허구적으로) 단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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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한 심리상태에 호소할 것을 제안한다. 그에 따르면 우리는 <____ , 비존
재>라는 똑같은 결함있는 명제를 믿더라도, 그것을 “홈즈의 방식”으로 믿을
수도 있고 “왓슨의 방식”으로 또는 “산타클로스의 방식”으로 믿을 수도 있다.
즉 똑같은 명제를 믿으면서도 서로 다른 심리상태를 가지므로, (3)과 (5)가 다
른 명제를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홈즈의 방식”으
로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브라운 자신도 이 부분을 따옴
표를 써서 표현하고 있지만, 이런 심리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
서는 전혀 설명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필자가 보기에는 각각의 문장을 다른
방식으로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각각의 문장이 다른 명제를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설명되어야 할 상황과 동일한 것을 그냥 동어반복하고 있는 것이
다. 아담스와 디트리히 또한 빈이름이 다른 고유명들처럼 관련된 기술들로 이
루어진 집합인 지식(lore)을 거느리며 이러한 지식에 의존해서 (5)에서 (9)까
지의 각 문장들이 말하는 바 사이의 동일성과 차별성을 다룰 수 있다고 주장
한다.
이런 접근들과 대조적으로 도넬란은 지칭이 일어나는 메카니즘에만 의존해
서 존재부정문장들 간의 직관적인 동일성을 설명한다는 것을 앞서 보았다. 존
재부정문장들 간의 차이에 대해서도 도넬란은 같은 방식으로 대답한다. 사실
(5)와 (6)이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다는 직관은 스테커나 아담스와 디트리히
식으로 이름과 관련된 기술집합의 동일성에 의해 설명될 수 있겠지만 (7)과
(8)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될 수 없다. 지킬과 하이드는 각자 완전히
다른 지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7)과 (8)은 물론 (5)와 (6)이 그런 것
만큼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적어도 지킬과 하이드
가 동일인임을 아는 사람들에게 두 문장은 무언가 하나의 대상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생각은 도넬란 식으로 지칭의 메카니즘을 동원
하는 방식으로 해명될 수밖에 없다.
에버렛은 ‘얇은’ 관함 개념을 통해 지킬이나 하이드 둘다 어떤 대상도 지칭
하지 않으면서도 (7)과 (8)이 같은 것에 관한 것처럼 보인다는 점을 설명하려
고 한다. 그는 이름과 연관된 기술집합과 이름 사용의 역사적 연결을 자신의
지칭적 틀이라는 개념 안에 통합함으로써 존재부정문장의 개별화에 답하고 있
다. 그는 이름을 도입하는 근거가 되는 관념이 지칭체를 가지지 않더라도 각
이름 사용은 근거관념을 공유하거나 아니면 지칭적 틀 자체를 공유할 수 있고
이를 지칭체를 공유하는 ‘두꺼운’ 의미에서의 관함과 구분되는 ‘얇은’ 의미에서
같은 것에 관한 경우라고 부른다. 지킬박사와 하이드는 스티븐슨의 기술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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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에 근거해서 형성된 지킬-하이드-관념을 공유하므로 (7)과 (8)은 얇은 의
미에서 같은 것에 관한 발화로 인정된다.
앞서 언급한 아담스와 디트리히나 스테커 역시 기술집합 뿐 아니라 이름 사
용의 인과적 역사를 함께 참조할 것을 주장하였고, 테일러도 지칭주의의 요소
를 끌여들여 (5)와 (7)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공통지칭 메카니즘이 빈이름
의 경우에도 해당되어 (5)(6)의 용어들은 (7)(8)과는 상관없는 공통지칭 메카
니즘에 의해 구획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산타클로스’와 ‘Père Noël’이 등장하
는 각각의 문장이 왜 지킬과 하이드가 나오는 문장들과는 다른 명제를 표현하
는 것처럼 보이느냐는 질문에 대해, 전자와 후자가 각기 다른 공통지칭 메카
니즘을 따르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는 것으로는 만족스럽
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문제는 그 공통지칭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 테일러는 거의 아무런 설명도 내놓지 않는다. 어쨌든 그런 공통
지칭이 일어난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문제이다. 그런 공통지칭이 실
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왜 용어가 가지는 지칭에서의 이러한 차이가 의미
론적 차이로 반영되지 않고 화용론적 차이에 그치고 마는 것일까? 이는 공통
지칭 메카니즘 대신 단절구역의 역사적 연관성을 이야기한 도넬란의 설명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테일러는 이 문제에 대해, 빈이름이 사용된 발화가 관련된 명제를 엄밀히
문자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단지 화용론적으로 함축하는
것만도 아니라고 답하고 있다. 즉 빈이름이 사용됨으로 인해 이 발화가 의미
론상 유의미한 명제를 산출하진 못하지만 단지 함축보다는 발화에 단단히 묶
여 있는 명제와 관련된다는 것이다.59) 그러나 테일러의 이러한 응수는 오히려,
지금까지 살펴본 화용론적 접근들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그것은 왜 우리가 (5)(6)(7)(8) 각각의 차이를 단지 화용론적 차
이로 보아야 하느냐는 문제이다. 아니 애초에 이 문장들이 표면적으로 전달하
는 바를 넘어서 무언가를 (단지) 함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문장들인
가? 또 원래의 문장이 무의미한 문장이라면 어떻게 그러한 무의미한 문장에
함축이 있을 수 있는가?
요점은, 존재부정문장에 대해 진리치 평가가 가능하다는 생각이나 그러한
59) 테일러는 이러한 관련이, 문맥 안의 발화에 의해 엄밀하게 말해진 바를 구성하는 포화
(saturation)로서의 1차 화용론 과정과 1차과정에 의한 명제적 출력을 입력으로 간주해서 더
이상의 함축을 출력으로 내놓는 2차 화용론 과정 간의 구분에 대한 르카나티의 이론을 보완
한 1.5차 화용론 과정의 적용 결과라고 주장한다. 그는 명제가 1.5차 화용론 과정의 적용에
의해 발화와 연결된다면 발화가 그 명제를 가-표현(pseudo-express)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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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들 간에 보이는 차이들에 대한 우리의 직관이 매우 강력하여 어떤 혼동의
결과로서 설명을 통해 해소되어야 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5)
를 말하면서, 우리는 정말로 아무 것도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인가? 우리는 우
리가 말한 바를 우리가 소통하려는 바와 혼동하고 있는 것인가? 또는 우리가
소통하려는 바가 의미 있고 진리치 평가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우리가 말한 바
가 그러하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그렇다고 답하는
설명보다 그렇지 않다고 답하는 설명이 우리에게 더 만족스러울 것이라는 점
은 틀림없다.
또한 화용론적 설명은 (9) 같은 문장과 (5)(6)(7)(8) 간의 차이에 대해 관심
이 없다. ‘러드야드’를 실제로 허구적 작품 안에서 한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그러나 무의미한 문자열과는 달리 하나의 이름인 것처럼 쓰인 용어라고 해 보
자. 지칭의 메카니즘을 역사적으로 추적한다는 것이 무의미한 이런 경우들이
(5)(6)(7)(8)과 동등하게 취급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용어를 포함한 문장은
화용론적으로도 아무 내용을 전달할 수 없다. 그렇다면 화용론적으로 아무 내
용을 전달할 수 없는 무의미한 문장과 그렇지 않은 무의미한 문장으로 나눌
것인가? 그러나 언어의 부차적 부분인 화용론적 함축을 가지고 양자간의 근본
적인 차이를 말할 수는 없다. 화용론적 함축은 어디까지나 (5)(6)과 (7)(8)간의
차이를 설명해 주는 데 쓰일 수 있다.
(9)와 (5)(6)(7)(8) 간의 차이를 설명해 주는 가장 간단한 방식은 지칭하는
바가 분명한 용어가 포함된 (1α) 형태의 문장들을 (9)같은 문장과 구분하는 것
이다. 솔먼은 진짜로 빈이름을 포함함으로써 존재부정문장의 역설을 일으키는
경우들의 범위를 아주 좁게 잡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심지어 불가능한 존재
라 하더라도 그 지칭체가 명확하게 결정될 수 있다면 문제의 이름이 빈이름이
아니게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존재부정문장에 대한 해법들은 전부 (1α)의 α나
(3)의 홈즈가 지칭체를 결여하고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이런 해법들이 가
진 문제점들을 생각할 때, 이제 전혀 다른 방향에서 이 문제에 접근할 이유가
있는 듯하다. 앞서 스테커의 이상한 논증에서 (10)의 x대신 개별자를 갖다 놓
으면 (11)로의 연결이 차단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지만, 테일러, 에버렛의 복잡
한 설명들도 훨씬 간단한 설명들로 대치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겉보기에 빈
이름으로 보이는 용어들에 지칭체를 인정해주는 전략이다. 설명의 복잡함을
피할 수 없다는 단점들 외에 화용론적 접근이 가지는 근본적인 한계에 대해서
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대조적으로 솔먼의 전략은 (1α) 형태의 문장에 단지
화용론적으로 함축된 참이 아니라 의미론 수준에서의 참의 단언을 인정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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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그의 접근이 지칭체를 설정함으로써 존재부정문장에 나오는 이름들
에도 이름에 고유한 의미론적 역할을 인정해 주고 있다는 것, 즉 사용 요건을
준수하고 있음은 당연하다. 현상을 설명해주는 보다 간단하고 적절한 이론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야 한다. 이제 때때로 마이농주의로 치부되며 많
은 비판의 표적이 되었던 입장들과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 솔먼의 과감한 주
장에 대해 고려해볼 차례이다. 그러나 그러기에 앞서 우선 존재부정문장에 대
한

러셀식 “대상 없음” 부류의 접근 가운데 하나로서, 최근 광범위한 영향을

끼친 ‘체하기’ 개념을 사용하는 논변을 짚어 보고자 한다.

3.3. 체하기 논제
월튼의 저작들을 통해 널리 알려진 ‘체하기’ 개념은 허구작품을 비롯하여 모
든 예술 감상에 핵심적인 태도 혹은 정신활동으로 이해되면서 반실재론 편에
서 허구 관련 진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진흙덩이를 파이인 체하기로 약속을 하고 소꿉장난을 하는 아이들, 자전거와
창고를 각각 말과 마구간이라고 상상하며 노는 아이들의 일상적인 놀이방식에
착안한 이 개념은 우리가 예술작품을 감상하고 이해하는 행위의 분석에도 필
수적이라고 주장되었다. 즉 우리가 말과 마구간, 진흙 덩이를 소도구(프
랍;prop)로 사용하여 놀이에 참여하듯이 예술작품을 프랍으로 하는 체하기 놀
이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예컨대 “홈즈는 탐정이다”라는 진술이 우리
에게 명백한 참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우리가 코난도일의 소설을 프랍으로
하는 체하기 게임 속에서 이 진술을 참인 것으로 상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식으로 풀이된다.
에반스와 크룬, 또 월튼 자신에 의해 이 개념은 존재부정문장의 역설을 푸
는 데에 활용되었다.60) 이러한 해법을 넓은 의미의 화용론적 접근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한 것은 이들에 의해 (1α)형태의 문장들이 전달한다고 파악된 내
용이 문장의 진리조건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 문장이
일상적 의미와 더불어 사용되면서, 그로 인해 해석적 긴장을 발생시킴으로써
전달 가능한 내용이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는 아래에서 설명되겠지만, 이 입장
은 앞서 살펴본 화용론적 접근들과는 달리 (1α)에서의 α가 실제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사용 요건을 만족시키는지 의심스럽다는 점을 지적해 두어야겠다. 왜
냐하면 이들은 이런 문장에 쓰인 이름들에 진짜 지칭이 아닌 체하기 지칭, 지
칭의 시도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이 이름들이 겉보기에 요구하
60) 에반스(1982),10장 3절, 크룬(2000), 월튼(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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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처럼 보이는 존재론적 개입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
고 본다는 점에서 러셀의 전략에 가깝다. 크룬은 이에 대해, “설명은 용어의
존재부정문장에서의 사용이 체하기의 범위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허용하지
만, 이것으로 확실히 충분하다; 우리가 사용 요건을 주장할 때 이 이상을 요구
할 권리는 없다”61) 고 말하고 있지만 정말로 그것으로 충분한지는 의문이다.
에반스가 실제로 분석하고 있는 것은
(E) x는 진짜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처럼 ‘진짜로(really)’가 삽입된 존재부정문장의 한정된 경우이다. 그는 이런
문장이, 그렇지 않은 존재부정문장과 근본적 차이를 보인다고 주장한다. 그 차
이는 ‘x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문장, 즉 x의 부모가 만나지 않았더라면 참을
표현했을 문장과 비교할 때 잘 드러난다. (E)는 말하자면 너와 내가 동시에 눈
앞에서 녹색의 작은 남자를 보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환각에 기인한 것임
을 말하려 할 때 사용하는 문장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x가 존재한다”
는 문장의 부정이 아니라 “x가 진짜로 존재한다”는 문장의 부정이며, 후자의
참은 공유되는 지각 정보가 진짜라는 사실에 의존한다. 이런 문장을 발화하는
상황에 체하기가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물음과 대답을 상상해
보면 명백하다. “당신이 지칭하고 있는 게 누구인가요? 당신이 진짜로는 존재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죠?” “벽 꼭대기의 저 작은 녹색인간, 내가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인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서 대답하는 사람은 작은
녹색인간에 대해 지칭하는 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발화들은 작은 녹색인간
에 대한 참과 거짓 사이에 구분이 주어지는 맥락에서만 의미가 있다. 실제로
그런 인간이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맥락이란 바로 체하기라는 언어 게임의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각적 정보를 근거로 ‘이’나 ‘저' 같은 지시사를 사용하여 지칭하(는 체하)
고 있는 이러한 경우들에 대해 크룬은 ‘진짜로’라는 한정어가 사용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진짜로’란 말이 기대되는 것 혹은 기본 값으로 설정된 시나
리오와 정말로 일어난 것으로서 승인된 시나리오 사이의 대조를 강조하는 데
쓰이는 실용적인 장치라고 볼 때, 생생한 우리의 관찰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다고 이야기해야 하는 경우 그러한 대조는 너무나 뚜렷하여 그러한 장치 없
이도 우리에게 원래의 해석을 수정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 그는 존재부정문장
61) 크룬(2000), p.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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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에 대해서도 같은 주장을 펴는데, 그에 따르면 (1α) 같은 문장들도 전부
뭔가 말이 안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석적 긴장을 발생시키며 그
러한 해석적 긴장은 ‘진짜로’가 없이도 놓치지 않을 정도로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는 ‘진짜로’가 빠진 존재부정문장의 경우, 특히 (3) 같은 문장들의
경우에도 과연 “그 여자는 여자가 아니야” 같은 겉보기에 명백히 모순인 문장
이 주는 이상스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는지 의심스럽다고 생각한다. 크룬의 주
장과는 달리, (3)은 해석적 긴장을 일으키는, 따라서 그러한 긴장의 해결을 위
해 아래와 같은 공식을 요구하는 그런 종류의 문장이 결코 아닌 것 같다. 존
재부정문장에 대한 월튼의 해법을 차용한 크룬의 핵심 주장은 다음이다.
(3)을 발화하는 사람은 홈즈 스토리를 가지고 놀이하는 게임, 즉 "존재한다"
가 어떤 사물은 소유하고 다른 것은 그 속성을 결여한 그런 차별적 속성을 표
현하는 체하는 비공식적 체하기 게임에 참여한다. 이 비공식적 게임에서 "존재
한다"의 적용조건은 다음과 같다.
‘N적’ 지칭의 시도62)가 성공적으로 어떤 것에 대한 지칭을 확보한다면 "N이
존재한다"가 참이라는 것이 허구적이고, 그것의 ‘N적’ 지칭의 시도가 무엇에
대한 지칭도 확보하는 데 실패한다면 그 부정문 "N이 존재하지 않는다"가 참
임이 허구적이다.
다시 말해 (3)을 발화하는 사람은 사실은 허구적인 참을 말하고 있다. 어떤
것이 존재한다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런 술어에 해당하는 속
성이 있다는 허구 안에서의 행위일 뿐이다. 물론 존재부정문장과 관련하여 화
자가 참여하는 게임에 관해 에반스나 월튼은 모두 그 게임을 통해 화자가 허
구 세계 바깥의 실제 상황, 즉 ‘홈즈’란 이름의 지칭시도의 성공/실패에

대해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에반스는 존재부정문장을 체하기를 진지하
게 이용하는 경우의 하나라고 보았고 월튼도 그것이 허구적 참을 발생시키는
실제 세계의 사실들인 프랍에 주목하는 프랍지향적 체하기를 작동시킨다고 말
한다. 그렇더라도, 결국 (3)의 참이 허구 영역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것은
이 해법의 심각한 문제로 남는다. 우리는 이런 문장을 결코 허구적 참으로 받
62) 주지하듯 월튼에게 있어 ‘N을 지칭하는’이라는 말은 체하기의 경우 쓸 수 없는 표현이다. N
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칭할 수도 없다. 따라서 그는 대신 'N적 지칭시도'라는 말을 쓴
다. 그러나 지시체 없이 N적 지칭시도의 사례들을 다른 지칭시도 사례들과 구분하거나 동일
시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지를 설명해야 하는 부분은 월튼 이론이 가지는 부담이다. 이는
머리말에서 상세히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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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푸우는 디즈니 만화에 나오는 곰이지, 진짜 존재
하는 곰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참을 말했다는 것이 어째서 허구적인
가?
같은 맥락에서 ‘존재한다’가 포함된 문장 전부가 체하기 범주에 들어가게 된
다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이는 사실상 체하기 논제를 주장하는 이들 스스
로가 요구하고 있는 바이다. 위에서 인용한 공식에서 월튼이나 크룬이 그러하
다는 점이 명시되고 있지만, 에반스도 (E)가 “x는 (진짜로) 존재한다”에 대한
일상적 부정으로 여겨지려면, “x가 존재한다”는 발화도 체하기 게임 안의 행
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내가 명왕성이 존재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어떤 종류건) 체하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런 결정적인 약점을 가진 접근을 선택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4. 솔먼의 해법
존재부정문장의 문제에 대한 가장 급진적인 해결은 이 문장이 역설을 일으
키는 경로를 아예 차단하는 것이다. 직접지칭 이론에서 무의미한 말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3)형태의 주장들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고 분명히 참인 무언가를
전달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화용론적 틀을 이용한 기존의 전략들이 실패한
다는 점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다. 결국 방법은 이름들에 지시체를 상정
하는 것이다. 솔먼은 문장의 구성요소가 없어져 버리는 경우, 즉 진짜로 빈이
름이 나타나는 존재부정문장의 경우가 아주 한정적이라고 보았다. 즉 ‘홈즈’는
지시체를 가지며 따라서 (3)이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보통의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렇게 되면 철학자들이 역설을 제기하는 것으
로 생각해온 경우들의 대부분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명난다. 해당
이름에 지시체를 할당하게 되면 프레게적인 기술론의 방향으로 기울어질 필요
도 없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이 방식은 화용론적 해결이 초래하는 많은 문제
점들을 피해간다. 그렇더라도 지시체를 가진다는 ‘홈즈’에 대해 그것이 존재하
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3)이 어떻게 참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느냐는 문제가 남
는다.
솔먼의 대답은 이 문장이 문자 그대로 취해진다면 거짓이지만, 많은 경우
사람들은 이 문장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홈즈’가 실제로 지칭
하는 바는 추상적 인공품으로서의 홈즈, 코난 도일이 쓴 문학작품에서 파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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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피조물로서의 그것이지만, 사람들이 보통 (3)을 말하면서는 홈즈가 우
리 사이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처럼 존재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한다. 주
어 자리에 사람을 지칭하는 데 쓰이는 것과 같은 형태의 이름이 자리하고 있
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즉 ‘홈즈’란 이름이 지칭하는 진짜 사
람은 없으므로) 이 문장을 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 자체로는 일정한 시
공간을 점하지 않는, 그렇지만 그러한 대상들과 어떤 연관을 가지는 많은 추
상적 대상들의 존재를 인정한다. 국가나 음악작품, 혹은 정치제도 등에 대해
우리는 그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는 결코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홈즈에
대해선 그것이 추상적 인공품이라기보다는 실제 사람을 지칭해야 한다고 기대
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지 못할 때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바로 존재부정문장 (1α)가 홈즈를 주어로 가질 때 ‘홈즈2는 홈즈
적이지 않다’를 뜻하게 된다는 솔먼의 아이디어 안에 반영되어 있다.

4.1. 단순성 요건
우선 지금까지의 해법들을 포함하여 본고가 목표한 (1α)형태의 문장들에 대
한 제대로 된 접근이 만족시켜야 할 중요한 제약 하나를 짚어보고자 한다. 그
것은 단순성 요건으로 이것은 앞서 언급된 사용 요건과 긴장관계에 놓여 있
다.
술어는 확실히 존재부정문장에서 표준적 의미를 할당받아야 한다. 즉 다른
존재 문장들에서 그 술어가 가지는 의미를 유지해야 ‘존재함’이란 술어가 애매
함의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는 ‘존재한다’가 다양한 범주에 속하는 대
상들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사실상 어떤 것에 의해서건 소유되는 술어를 나
타낸다는 크립키와 에반스의 견해를 따르고자 한다.63) 사실상 ‘존재한다’가 모
든 것에 적용된다고 말하는 것이 ‘존재한다’의 의미를 독특하게 고정하는 바이
다. 이를 존재의 단순한 의미라고 부른다면 단순성 요건이란 바로 존재부정문
장에 나오는 ‘존재한다’도 바로 이러한 단순한 의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존재한다’란 술어를 마이농적인 ‘있다’와 구분되는 의미로 취하거나 구체
적 사물 혹은 불가능한 사물과 대비되는 가능자 등 일정한 범위를 가진 영역
에 제한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본고는 상세히 이 요건을 옹호
하지는 않겠다. 현재 목적을 위해선 단순한 의미가 많은 사람들에 의해 암묵
적으로 일종의 기본 값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
63) 크룬(2000), p.100, n.88 여기서 크룬은 크립키, 에반스 외에도 낙니키안과 솔먼, 알목 등이
이와 같은 논제를 펼친 바 있음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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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것이 러셀조차 “어떤 것에 대해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
은 넌센스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 것도 아닌, 그런 명제의 구성요소를 가
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때 받아들인 의미이다.64) 이 인용문이 보여
주는 바대로 따라서 존재부정문장이 넌센스가 아니기 위해선 거기에 나타나는
‘존재한다’가 사용된 것일 수 없고 그 문장의 해석은 메타언어적으로 처리되어
야 한다. 반면 진짜로 사용되었다면 역설을 피하기 위해 결국 존재하지 않는
대상의 ‘있음’, 혹은 존속(subsist)을 용인하는 마이농의 해법으로 가게 된다.
이처럼 사용 요건과 단순성 요건 양자를 화해할 방식을 찾기란 쉽지 않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존재한다’란 속성이 모든 대상이 소유하는 보편적 속성
이건 그렇지 않은 차별적 속성이건 실제 세계에 속하는 진짜 속성으로 사유되
고 있다65)는 점이다. 이점에서 월튼은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과 큰 차이를 보
이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월튼은 ‘존재한다'가 존재의 보편적 속성을 나타
낸다는 걸 부인함으로써 단순성 요건을 위반할 뿐 아니라 또한 그것이 어떤
속성도 나타낸다는 걸 부인한다. 앞서 월튼과 크룬의 이론을 체하기 논의로
묶어 살펴봤지만, 이 둘이 존재부정문장과 연관된 체하기를 제시하면서 생각
하고 있는 전제는 완전히 정반대이다. 월튼이 존재한다는 속성이란 것은 아예

64) 러셀, “The Philosophy of Logical Atomism”(1918), in Logic and Knowledge,
R.C.Marsh ed., London: Allen and Urwin(1959),p.242, 크룬(2000), p.100에서 재인용.
65) 이점이 몇몇 철학자들에 의해 의심되어 왔다. 본문에서 월튼에 대해 논의되고 있지만, ‘존재
한다’는 속성이 아예 없다고 주장하는 월튼의 논의가 철학적 배경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흄이 “누군가 관찰하는 것은 손잡이의 존재가 아니라 그냥 손잡이다”라고 말한 것은 적어도
지각적 경험의 대상으로서는 존재한다는 속성이 없음을 보여준다. 또한 윌리암스
(D.C.Williams)의 “존재없이 지내기”란 논문(윌리암스(1962))을 보라. 그는 존재의 무효성에
대해 흔히 주어지는 두 개의 근거를 소개한다. 하나는 칸트 논증으로, 존재는 주어에 차이를
만들지 않으므로 술어일 수 없다는 것이다. 상상의 100달러가 진짜 100달러가 되더라도 단
1센트의 증가도 없다는 예를 칸트는 제시하였다. 또 하나는 존재의 개념이 절대적으로 보편
적 적용을 가지므로 그것은 내용이 없음에 틀림없다는 논증이다. 이런 논증들을 거부하면서
윌리암스는 섭시스턴스(subsistence) 이론을 차용하여 ‘존재’ 개념을 부정하는 논의를 보여준
다. 그는 섭시스턴스 개념을 들여오긴 하지만 약한 존재라는 의미에서의 이 개념은 거부한다.
그는 다양한 특성들이 섭시스트하면서 이 특성들이 원시적 존재자들인 절대적 특수자와 결합
하여 실세계의 구체적 개별자를 만든다고 본다. 그러나 이때 캐릭터들의 ‘섭시스팅’은 단지
그들이 이러저러한 특성임에 불과하고 특수자들의 ‘존재’는 단지 그들의 수적 동일성일 뿐이
다. 즉 그에 따르면 무언가임(being Something)이 존재론적으로 더 앞서는 개념으로 우리는
이와 더불어 존재없이 지낼 수 있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존재문장/존재부정문장은, 주어가 지
칭을 한다 혹은 하지 않는다는 걸 나타낼 뿐이다. 이때 지칭에 대해 명시적으로 분명한 존재
적 형식을 사용하지 않는 설명 방식은 다음이다: ‘갈색 말’은 지칭하고 ‘나는 말’은 그렇지 않
다고 말하는 것은 갈색임과 말임은 동시발생(concur)하지만 날음과 말임은 그렇지 않다고 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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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단지 체하기 안에서, 어떤 대상이 그런 속성을 가지거나 가지지 않는 차
별적 속성인 것처럼 이야기한다고 주장하는 반면66), 크룬에 따르면 모든 대상
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대상은 존재하고 어떤 대상은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체하기의 영역 안에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다. 월튼 말대로라면 존재한다는
속성은 진흙덩이를 파이인 체하는 게임에 나오는 ‘파이임’이란 속성과는 달리
현실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존재관련 문장 표현과 관련된) 허구 안에만 있
는 속성, 말하자면 ‘아바타임’ 같은 속성으로 취급된다.
솔먼은 물론 존재한다는 속성을 이런 속성 가운데 속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크룬처럼 그것이 모든 대상이 소유하는 보편적 속성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크룬이 ‘대상’으로 간주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본 많은 것들
에 대해 그는 그것들을 일정한 무언가로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한 존재하
는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즉 둘 다 모든 것은 존재한다고 보지
만, 그 ‘모든 것’의 범위를 솔먼은 훨씬 넓게 잡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그렇다
면, 위에서 말한 대로 사용 요건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다. 솔먼은 체하기를
동원하지 않고 (3)과 같은 문장에 대해 자연스러운 해석을 주려고 한다. 예를
66) 월튼은 차별적 속성이 어디까지나 게임 안에 있는 것이지, 화자가 부과하고 있는 체하면서
화자가 실제로 주장하는 바를 결정하도록 해주는 속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
다. 단지 그러한 차별속성이 있는 척하는 것이지 우리가 허구적으로, 즉 체하기로 부과하고
있는 그런 (진짜) 속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루이스 캐롤의 시에 의해 촉발된 하나의 게임을 고려하라. 장난감 동물들의 분류와 관련된 어떤
시에서 어떤 동물은 토브들이고 다른 것들은 스니치들이라는 것이 허구적이라고 해보자. 즉
게임 안에서 이런 단어들이 어떤 동물이 소유하는 특정한 속성을 집어낸다는 것이 허구적이
다. 그러나 그 말들이 집어내는 실제의 속성들이란 없다. 이제 나무로 만들어진 짐승형상은 '
토브'를 나타내고 플라스틱 형상은 '스니치'를 재현한다는 임의적인 관습을 수용한다고 해보
라. 크룬은 다음과 같이 월튼에 반대했다. 즉 스모키가 나무로 된 형상으로 재현된다면 “그것
이 토브다”라고 말하는 것이 허구적으로 참되게 말하는 것이라고 할 때, 여전히 화자가 이렇
게 말함으로써 부과하고 있는 척하는 그런 속성이 없으려면 다음이 명백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스모키가 토브라고 말할 때 그로써 그 특정 장난감이 나무로 만들어졌다고 선언하는
그런 의미, 적어도 흥미로운 의미는 없어야 한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 이에 대한 월튼
의 대답은 이점이 바로 화자가 주장하고 있는 바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게임이 프
랍지향적 방식으로 채용되어, 플라스틱 동물 형상과 달리 나무 장난감은 유독하지 않으니 스
모키가 토브라고 선언함으로써 그것을 아이 방안에 그냥 둬도 된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할 때
더욱 그러하다. 요점은 월튼이 보기에 이를 인정하더라도, 이것이 ‘토브임’에 해당하는 진짜
속성이 있음을 보여주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나무 장난감을 가지고 그것이 토브인 체하고 플
라스틱 장난감을 가지고 그것이 스니치인 체 하더라도, 토브와 스니치가 곧‘ 나무임’과 ‘플라
스틱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 진흙을 가지고 파이 놀이를 한다고 해서 ‘파이임’
이라는 속성이 ‘진흙임’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즉 토브임과 스니치임에
해당하는 실제 속성은 전혀 없다(월튼(2000)). 그러나 본고에서의 문제는, 존재한다는 속성도
이런 속성에 해당하는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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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도일이 홈즈를 창조하였다. 다시 말해 그는 허구적 캐릭터이지 존재하
는 인물이 아니다. 그런데 그는 다른 탐정 소설의 캐릭터와는 다르게....”라는
문장에 나오는 ‘홈즈’란 이름은 분명히 사용된 것으로 홈즈라는 캐릭터를 지칭
하고 있다. 월튼이나 크룬의 주장과는 달리 이때 존재부정문장에서의 이름 사
용은 체하기의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67) 그렇다면 솔먼은 (3)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모든 것들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그런 것들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다’란 술어를 할당할 수 있는가? 이제 솔먼의 해법이 어떻게 사
용과 단순성이라는 두가지 한꺼번에 해결되기 어려운 제약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솔먼의 대답은 존재론의 철학적 주장을 일상어로서
의 ‘존재한다’라는 술어의 분석과 분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4.2. 홈즈적 홈즈2
우리는 ‘존재한다’란 술어를 그 술어가 쓰인 문맥과 관련하여 사용한다. 우
리가 일상적으로‘ 아무도 없어’라거나 ‘먹을 것이 없다’고 말할 때 이는 정말로
존재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거나 먹을 것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관련
된 담론의 영역 안에(예를 들어, 지금 여기에) 그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
이다. 즉 ‘존재하다’란 술어도 다른 많은 표현들처럼 문맥에 따라 그 의미를
달리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문맥에 적당한 술어 ‘존재한다’와 관련된
집합에 해당 대상이 속하지 않는 한 하나의 이름이 지칭체를 가진다고 해도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프리델리의 설명을 참고할 만하
다.68) 그는 ‘존재한다’에 대한 의미론적 해석이 존재를 부여받은 사물들의 집
합 전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데 주목하였다. 이러한 해당 대상 영역의
제한이 ‘존재한다’라는 술어의 해석에만 특이한 것은 물론 아니다. 미학과에서
간 가을 소풍에 대해 “교수들이 아무도 학생과 대화하지 않았어”라고 말하는
사람 최한테, 사실은 생활체육 강좌에서 미학과 교수 박을 가르친 황이 자신
의 학생 박에게 말을 붙였다는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그가 틀렸다고 말하는 사
람이 적절한 대꾸를 한 것인가 생각해 보라. 상기 문맥에서 교수와 학생은 미
학과 내에서의 관계로 제한되어 이해되므로, 그들이 실제로 교사이거나 학생
인 다른 영역을 고려하는 것은 대화 상황에 무관하다.69)
67) 물론 이들에게 있어서는 허구적 이름이 쓰인 모든 경우가 체하기이므로 체하기 안에서만 사
용 요건을 만족하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본고는 ‘홈즈’가 사용된 모든 문장들이 체하기와
관련되지는 않는다는 직관 편에서 그것이 체하기 바깥에서 사용 요건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
한다.
68) 프리델리(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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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먼은 (3)에서의 ‘존재한다’를, '실제적이다(be real)'를 의미하도록, 즉 ‘단
지 이야기의 캐릭터가 아니라 진짜로 묘사된 종류의 존재자이다’를 의미하도
록 읽을 것을 제안한다. 이제 (3)은 ‘(캐릭터) 홈즈가 (피와 살을 가진 인간으
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달한다고 해석된다.70). 괄호 속의 내용은
그 표현이 생략된 채 문맥을 통해 제공되는 셈이다. 그 문맥이란 우선, 허구바
깥에서, 즉 실제 세계에서의 홈즈의 존재에 관해 이야기하는 상황이다. 이때
‘홈즈’의 지시체는 추상적 인공물이 된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요소
는 우리의 사고습관, 언어사용의 경향이다. 국가나 음악작품 등의 다른 추상적
대상들에 대한 이름과 달리, ‘홈즈’의 경우에는 그것이 소설 안에서 보통의 이
름인 양 행세함으로써 우리에게 다른 지시체를 기대하도록 한다. 즉 우리는
피와 살을 가지고 바이얼린을 연주하며 복싱이 취미인 진짜 인간 홈즈를 그
이름의 지시체라고 생각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이 관련 집합, 즉 실제 인간들
의 집합 안에 추상물로서의 홈즈는 속하지 않는다. 학생들과 대화하지 않은
교수들의 관련 집합에 생활체육 강좌의 황선생이 속하지 못함으로써 위의 최
의 진술이 거짓이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추상물로서의 홈즈의 존재는
(3)을 거짓으로 만들지 못한다.
이 점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홈즈2가 홈즈적이지 않다’는 솔먼의 (3) 해석
이다. ‘홈즈 2’는 앞서 II-2.2에서 크립키의 논의를 살펴보면서 이해한 대로 도
일의 작업 결과 생겨난 인공적 존재물을 지칭하는 이름을 표기한다. 크립키
설명에서 이러한 이름 사용은 보다 근본적인 사용에 기생하는데 그 근본적 사
용이란 바로 진짜 사람을 지칭하는 체하기에서의 사용이다. 그는 사람에 대한
허구적 이름, ‘홈즈1’에서 허구적 사람(추상적 대상으로서의 캐릭터)을 위한 이
름인 ‘홈즈2’로의 의미론적 이행이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홈즈1이 존
재하지 않는다’를 허구 바깥에서 읽게 될 때 전통적 철학에서 역설로 간주된,
주어 자리에 비지칭어가 오는 존재부정문장이 생겨난다고 보았다. 그러나 우
리는 앞서 이 역설을 해결하려는 크립키의 시도가 무한퇴행에 빠지며 전혀 해
69) 이는 프리델리가 차용한 라이머의 예를 변형한 것이다. 라이머 논문명이 바로 “양화와 문
맥”이다(프리델리(2002), p.272) 본고는 이처럼 문맥에 따른 관련 대상 집합의 범위의 문제
로 보는 관점이 월튼이 유비하고 있는 은유의 모델보다 존재부정문장의 이해에 부합된다고
생각한다. 월튼은 raising hackles(화나게 하다), seventh heaven(최고의 행복), beyond the
pale(경계를 넘어)을 사용하는 것이 화자로 하여금, hackles(닭깃털)이나 heaven, pale(말
뚝)의 존재에 개입토록 하지는 않는 것처럼 폴스타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폴
스타프라는, 존재를 결여한 어떤 것에 대한 존재론적 개입을 함축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
였다(월튼, 2000).
70) 솔먼(1998), p.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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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책을 제시하지 못함을 보았다. 무엇보다도 이름을 단지 사용하는 체하는 것
은 빈이름 사용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없다. 체하기 사용은 실제 이
름을 전혀 발생시키지 않는다. 결국 홈즈2만 남게 된다. 코난도일에 의한 셜록
홈즈의 완전히 비지칭적인 사용 같은 건 없다는 것이 솔먼의 결론이다. 따라
서 (3)은 비지칭적인 이름을 가진 진짜 존재부정문장을 산출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홈즈2는 어떻게 생겨나는가? 코난 도일은 홈즈 이야기를 쓰면서
스스로가 왓슨박사인 척하면서 홈즈를 지칭하는 체한다(실제로는 이 이름은
전혀 어떤 용법도 가지지 않는다). 캐릭터가 완성되는 나중 단계에서71) 이 이
름의 사용은 허구에서 실제로 유입되어 이야기에 따르면 그것의 이름인 것과
같은 것을 지칭하게 된다. 이 똑같은 하나의 대상이 이야기에 따르면 영리한
탐정인 인간이고 실제로는 코난도일에 의해 창조된 인공적 추상물인 것이다.
도일자신의 사용 뿐 아니라 문학평론가들의 사용에서도 이름 사용이 체하기
맥락에서 일어날 때가 많다. 줄거리를 설명하거나 주인공의 심리를 분석하는
문장들에서 사용된 이름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어떤 사용에서든 진짜로 그
이름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허구적 캐릭터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이 사용은
그것이 이야기 안에서 가지는 사용과 구분되지 않는다. 즉 ‘홈즈’는 결코 애매
어가 아니다. 솔먼은 수정마개의 비밀 사건을 해결했지만 사실은 존재하지 않
는 홈즈1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객관적 홈즈는 홈즈2이다. 이것은
인간이 아니라 단지 허구작품의 일부일 뿐이다.
자, 이제 (3)은 거의 모순에 가까운 (4)로 읽힌다.
(4) 홈즈는 존재하지 않는다: 홈즈는 (단지 허구적 캐릭터로서) 존재한다.
이러한 모순적 형태의 명제 대신 앞서 솔먼이 존재 술어에 대한 특이한 읽
기를 제안한 것이지만, 이러한 읽기가 수용할 만한 것인지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다. 많은 사람들이 (3)이 홈즈2가 이러저러한 특성을 가진다고 이야기
하는 문장이라고는 생각지 않을 것이다. 크립키가 홈즈1과 홈즈2 사이의 애매
성을 주장하면서 홈즈1은 진짜로 빈이름이라고 생각한 이유가 아마 이것일 것
이다. 그러나 솔먼의 독특한 독법을 지지해주는 직관을 찾아낼 수 있다. 그것
은 허구적 이름이 기술적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71) 캐릭터가 완성되는 시점을 어느 때로 잡아야 할 것인가? 작가의 머리 속에서 작품 구상이
끝났을 때인가, <홈즈>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이 완성되었을 때인가? 아니면 홈즈의 속편이
다른 작가에 의해 계속된다면, 여전히 홈즈 캐릭터는 완성되지 않은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답은 본고 II장 및 III장 4.3절에서 논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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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가끔 보통의 이름, 특히 유명인의 이름을 다양한 기술적 방식으로
사용한다. 이러저러한 사람이 나폴레옹이라거나 또다른 히틀러라고 말하는 것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하다. 솔먼의 제안은 존재부정문장에서 바로 이
런 방식으로 ‘홈즈’란 이름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야기에 의해 홈즈에
부여된 ‘베이커가 221번지에 살며, 왓슨의 친구이며,...’ 따위의 속성들을 축약
해서 간단히 ‘홈즈적’이라고 부를 때, (3)에 나오는 ‘홈즈’는 바로 홈즈2면서
홈즈적인 그런 사람을 의미하며 따라서 이 문장은 사실상 홈즈적 홈즈2가 존
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 그것은 ‘홈즈2는 홈즈적이지 않다’는
명제를 나타낸다.72) 그러나 이러한 이름의 기술적 사용을 인정하는 것이 직접
지칭 이론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생각될 필요는 없다. 기술적 사용은 논
리적 의미에서의 홈즈2 방식의 표준적 사용에 근거한, 거기에 의존하는 부차
적 사용일 뿐이다. 이는 내 주변의 누군가에 대해 “그는 나폴레옹이야”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해서 ‘나폴레옹’이란 이름이 원래 가지는 직접지칭의 기능이
72) 허구대상이 전자(electron)처럼 자료의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 설정된 이론적 대상이라고 주
장하는 반 인와겐 역시 실재론이 공히 부담해야 하는 존재부정문장의 문제에 이와 비슷한 대
답을 짤막하게 제시한 바 있다. (3)을 말하는 사람이 어떤 대상도 홈즈 소설 속에서 홈즈에게
부여된 속성을 모두 가지지는 않는다는 명제를 표현한다는 것이다(반 인와겐(1977), p.308
n.11). 그러나 반 인와겐의 대답은 이름에 대한 기술론적 분석 일반에 주어지는 비판에 노출
될 위험이 있다. 왜냐하면 이 분석은 부당하게도 실세계에 우연히 홈즈의 속성을 모두 가진
누군가가 있다면 (3)이 거짓이 된다는 점을 함축하기 때문이다. 솔먼 자신도 사실상 어떤 대
상이 홈즈2가 소설 안에 묘사된 바에 ‘충분히 닮았다’는 것이 관심에 상대적이라고 말하면서,
브람 스토커의 드라큘라 캐릭터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역사가들의 주장이 관심에 따라 참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솔먼(1998), p.317, n.48), 이는 본문에서 제시된 것과는
약간 상이한 분석을 보여준다. (3)에 대한 솔먼의 원래 분석은 ‘홈즈2는 홈즈적이지 않다’이
고, 이 명제의 참은 추상적 대상으로서의 홈즈는 (어떤 관심을 취하더라도) 구체적, 경험적
대상과는 닮을 수 없다는 사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물론 드라큘라 캐릭터가 실존했다
는 주장이 참으로 이해된다고 할 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니
다. 같은 의미에서 우리는 홈즈가 존재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존재양상문장을 다루는 본고 IV장 1절을 보라). 한편 (1a) 형식의 모
든 문장의 존재술어에 대해 솔먼이 특이한 해석을 제안한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해야겠다. 이
를 간과할 때 프리델리의 다음과 같은 비판이 가능해진다. 그는 솔먼의 분석이, 톰 헐스가 연
기한 영화 <아마데우스> 속의 모차르트에 충분히 닮은 진짜 모차르트는 없다는 이유로 ‘모차
르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를 참으로 만드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그러나 모짜르
트는 실존 인물이므로 그의 이름을 포함한 존재부정문장을 이런 식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
그러한 존재부정문장은 단지, 발화된 시점이나 설정된 가정적 상황이 모차르트가 실존한 시
점이나 상황이면 거짓이고 그렇지 않으면 참이다. 그러면 이는 하나의 이름이 실존인물의 이
름일 때와 아닐 때를 분리해서 이 문장의 의미론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그렇지는
않다. 우리는 모차르트, 호머, 홈즈 등이 실존인물인지 아닌지에 대해 논쟁할 수 있으며 논쟁
을 위해 ‘모짜르트’, ‘홈즈’ 이름에 대해 하나의 통일된 의미론을 필요로 한다. 이에 대해 2차
원적 의미론을 다루는 IV장 3절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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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되지는 않는 것과 같다. 이러한 솔먼의 해법에 따르면 (4)’, 즉 “홈즈는 존
재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허구적 캐릭터로서 존재한다” 역시, “홈즈적 홈즈2
는 존재하지 않아, 그는 단지 허구적 캐릭터야”라고 대명사의 역할을 그대로
살리면서 일관되게 해석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솔먼의 실재론은 엄밀히 말하면 (3)이 거짓이라는 주장을 함축할 수
밖에 없다. 추상적 대상으로서의 홈즈는 물리적 대상도 심리적 대상도 아니지
만 그런 것들 만큼이나 실제적인 것으로 분명히 존재한다. 솔먼은 이점을 부
정하지 않는데, 그는 문자 그대로 해석될 때와 달리 홈즈2가 홈즈적이지 않다
는 명제를 나타내는 것으로 (3)이 이해되더라도 그 명제를 (3)자체가 표현한다
기보다는 화자가 이를 표현한다고 보아야 함을 지적한다. 단순성 요건을 포기
하지 않으면서 사용 요건이 어떻게 지켜질 수 있는지가 이로써 설명된다. 즉
솔먼의 독법이 결국은 ‘존재한다’를 ‘구체적 존재자이다’, ‘진짜 사람이다’로 읽
는 것이긴 해도, 이는 (3)의 해석을 위한 예외적인 독법일 뿐, 솔먼은 ‘존재한
다’란 술어 자체가 이런 좁은 적용을 가지는 속성을 나타낸다고는 결코 생각
하지 않았다. 보편 속성으로서의 존재함을 모든 대상이 가진다고 해서 우리의
일상어 사용이 이러한 존재론적 함축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은 아님을 인식했
을 뿐이다. 또한 필자는 솔먼이 여기서 이 술어의 의미를 은유적 의미나 화용
론적 함축으로 후퇴시킨 거라고 생각지 않는다. 앞서 프리델리를 다시 상기해
보면 일상어 사용은 언제나 문맥적 제한을 가지며 ‘존재한다’는 술어 역시 특
정한 사용마다 문맥의 도움을 받아 그 뜻이 확정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
다. 프리델리의 예에서 “교수들이 아무도 학생과 대화하지 않았어”가 전달하
는 한정된 의미를 은유나 화용론적 함축으로 이해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화자
가 일상적 맥락에서 (3)으로써 전달하는 의미 또한 그렇다. 이는 3절에서 보았
던 복잡한 기술적 장치들 없이 자연스럽게 이해된다.

4.3. 솔먼과 마이농주의
솔먼은 (3)뿐 아니라 (1α)형태의 문장의 거의 모두가 빈이름을 주어로 가지
지 않으며 따라서 진짜 존재부정문장의 역설을 일으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
는다고 본다. “소크라테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명제는 지금은 소크라테스
가 죽고 없지만 그 죽고 없는 소크라테스라는 명확한 대상을 지칭하는 주어를
가지고 있다. 카플란이 도입한 이름, '뉴맨-1'을 사용한 존재부정문장, “뉴맨
-1은 존재하지 않는다”를 생각해 보라. 이 이름은 “나는 22세기에 태어날 첫
번째 인간을 ‘뉴맨-1’이라고 명명한다”라는 선언에 의해 생겨난 것이다.73)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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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은 또한 ‘노맨-0’이란 이름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 이름은 다음과 같은 대상
을 지칭한다. 솔먼 아버지의 특정한 정자세포를 S라고 하고 솔먼 어머니의 특
정 난자 세포를 E라고 할 때, 실제로는 S와 E가 결합한 적이 없으나, 이 둘이
만일 결합했더라면 태어났을 아이를 ‘노맨-0’이라 부른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솔먼의 가능한 형제인 셈이다. 자 여기에 ‘노단-0’이라는 이름을 덧붙여 보자.
아까의 그 정자 S가 네이던 솔먼이 실제로 유래한 난자 Ens와 결합했더라면
태어났을 아이가 바로 노단-0이다. 그렇다면 어떤 가능세계에서도 솔먼과 노
단-0은 공존할 수 없으므로 “노단-0이 솔먼의 키보다 컸을 수 있다”는 명제
는 존재할 수가 없게 된다. 이제 “노맨-0이 존재하지 않는다”나 “노단-0이 솔
먼의 키보다 컸을 수 있다는 명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둘 다 참이 된다. 지
금까지 말한 모든 경우들은 그 주어가 과거의 존재자이건(소크라테스), 미래의
존재자이건(뉴맨-1), 또는 단지 가능한 존재자이건(노맨-0), 아니면 불가능한
대상(노단-0이 솔먼의 키보다 컸을 수 있다는 명제)이건 모두 어떤 확정적인
대상을 가리키고 있다. 그렇다고 솔먼이 그 주어로 완전히 비지칭적 이름을
가진 존재부정문장이 아예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콰인이 ‘과밀한 우
주’를 구성한다고 거부한 “저 문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대머리 아저씨 ‘컬리
-0’74)”이나 솔먼이 자신의 공상 속에서 만들어낸 프랑스 제국의 황제 ‘내피’는
앞선 예들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콰인의 주장대로 그 개별화가 불가능한 이
런 막연한 대상들은 어떤 의미에서도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앞서의 존재부정문장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해
석되어야 한다. 즉 이 경우는 정말로 문장의 구성 요소가 없다는 점에서 철학
적으로 역설을 제기하는 진짜 존재부정문장의 경우이다. 솔먼의 요점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드물고 아주 이상스럽다는 것이다. 이런 문장들은 완전히 무의
미하고 그것이 나타내는 명제가 없으므로 참도 거짓도 될 수 없다.
말하자면, “컬리-0이 존재하지 않는다”와 “내피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두
문장은 각기 다른 것들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지 않다. 컬리0은 이름은 내피와
다르지만 내피와 다른 사물이 전혀 아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아예
73) 카플란(1973a), p.229 이 논문에서 ‘뉴맨-1’이란 이름은, 거기에 해당하는 대상이 없는 상
황에서의 명명식(dubbing in absentia)을 허용하는 고유명 이론에 반대한다는 문맥에서 도입
된 것이다.
74) “...과밀한 우주는 여러 면에서 탐탁하지 않다. 그것은 사막의 풍경을 좋아하는 우리의 미적
감각을 불쾌하게 만들지만......예를 들어 저 문 앞의 가능자 뚱보를 생각해보자. 또 저 문 앞
의 가능자 대머리 아저씨를 상상해 보자. 그들은 가능한 동일 인물인가 아니면 가능한 두 사
람인가?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결정하는가?” 콰인(1961,번역본(1993)), pp.16-17. ‘컬리-0’
이란 이름은 솔먼이 콰인의 생각을 인용하면서 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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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이 전혀 아니다. ‘컬리 0’이나 ‘내피’ 같은 이름들은 다른 것들과 차별되는
어떤 것도 집어내지 못한다. 이 이름이 포함된 문장들을 다르게 읽는 우리의
관행은 비의미론적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이제 비로소 우리가 3절에서
다루었던 화용론적 분석이 개입한다. 똑같이 무의미하지만 두 문장은 각기 다
른 방식으로 독자의 마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
만 이런 경우들은 아주 드문 예외적인 경우이고

그 외의 존재부정문장에서는

전부 지칭이 일어나고 있으며 따라서 역설도 없다. 허구적 이름들 역시 분명
한 지칭체를 가지며 본고는 이후 이 대상의 존재론적 본성과 동일성, 개별화
를 규명할 것이다.
사실 솔먼의 해결방식은 비존재(nonbeing)의 수수께끼라는 해묵은 문제에
대해 어찌보면 아주 간단한 답을 준다. 비존재는 어떤 뜻에서는 존재해야 한
다. 그렇지 않다면 있지 않은 것이란 과연 무엇이겠는가? 그러나 솔먼의 대답
이 이런 사소한 맥락에서 주어진 것은 결코 아님에 유의해야 하겠다. 여기서
홉웨버가 마이농주의자들을 비난하면서 그들이 비존재 대상이 있느냐는 실질
적인 존재론적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할 때 중요한 논증의 하나로 우리가 실제
로 겉보기에 참인 문장들에서 양화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는 데 주
목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마이농주의자는 말하자면 비존재 대상에 걸쳐
있는 양화사가 쓰인 문장이 참인 걸로 이해되는 한 비존재대상이 있다는 주장
이 옳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75) 그러나 우리는 결코 이런 수준의 사소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M) 무언가 날 밤중에 깨웠어. 그러니까 꿈 속의 괴물이.
이런 문장을 발화할 수 있다는 것이 곧 꿈 속의 괴물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함축하는가? 뿐만 아니라 우리는 “컬리-0이 존재하지 않는다”로부터 참인 양
화 문장,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 컬리-0이 있다”를 얻어낼 수도 있
다. 그러나 이러한 문법적 변형으로부터 따라나오는 ‘무언가’라는 양화사가 실
질적인 존재론을 함축할 리 없다. 마이농주의자들로서는 결국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있고 그 가운데 어떤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문법적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존재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는 문제
에 관심을 가지며, 이러한 관심에서 분명히 컬리-0이나 내피 같은 것은 없다
고 생각한다. 또한 이어지는 논의들에서는 존재부정문장의 주어 가운데에서도
75) 홉웨버(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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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철학자들이 전형적인 예로 지적했던 ‘홈즈’, 즉 허구적 이름이 분명히 지
칭체를 가진다는 입장에서 그러한 존재자들의 본성과 개별화를 규명하는 실질
적인 존재론의 과제들을 짊어질 것이다.
사실 서두에서 마이농의 해결 방식이 가지는 존재론적 부담을 언급했지만,
스스로를 마이농과 차별시키려는 솔먼의 논의도 결국 마이농주의의 재판(再版)
이 아닌가라는 의심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다.76) 허구적 대상의 실재론을 정
립하려는 본고의 목표에 비추어볼 때, 본고가 솔먼에 대한 이러한 혐의를 진
지하게 다룰 필요가 있는지 의아해할 수도 있다. 허구 캐릭터는 뉴맨-1이나
노단-0, 꿈 속의 비행 같은 존재자들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그 존재가 의문시
되는 경우들과는 차별화된다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반실재
론자들이 허구적 대상과 이런 존재자들 사이에 연속성이 있음을 주장했다는
것을 상기할 때, 겉보기의 빈이름들과 진짜 빈이름들 간의 확실한 경계선을
긋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 캐플란(B.Caplan)은 잘못된 것으로 밝혀진 이론이
상정한 존재자들, 가령 플로지스톤 같은 것들과 허구적 존재자들 간에 연속성
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삼아, 그런데 플로지스톤 같은 존재자들과 내가 임의
로 만들어낸 엉터리 이론의 존재자들 간에도 연속성이 있으니, 결과적으로 허
구적 존재자들이 존재한다고 하려면 이런 엉터리 이론의 존재자들도 존재한다
고 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한다.77) 필자는 캐플란이 말하는 엉터리 이론, 즉
순전히 나의 공상 속에 등장하는 내피 같은 것들을 존재론에서 배제시킬 기준
을 아래에서 제안할 것이다. 본고가 연속성을 강조하고 싶은 존재자는 앞서
언급한 것들이 아니라 허구 작품, 문화적 제도 등의 존재자이다.
솔먼이 존재와 비존재를 가르는 기준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솔
먼이 든 예들은 그러한 기능을 할 만한 꽤 유용한 하나의 틀을 암시해주고 있
다. 솔먼은 다른 것들과 구분되는 명확한 무언가를 집어내지 못하는 이름들을
진짜 비지칭어라고 보았다. 본고는 이에 덧붙여 하나의 이름이 일정한 문화권
에 속한 공동체에 의해 인식되고 통용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76) 솔먼은 자신이 예로 든 불가능한 대상들이 둥근 사각형 같은 마이농식의 비일관적 대상과는
다르며 이 점에서 자신은 마이농과는 달리 결코 저급한(low-class) 존재론적 지위를 주장하
는 것이 아닌 양 이야기하고 있지만(솔먼(1998), p.288), 다음의 구절은 그런 본인의 주장과
는 달리, 솔먼이 사실은 일종의 존속주의(subsistentialism)에 기운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품게 만든다. “부정 존재문장, ‘노단-0이 솔먼보다 컸을 수 있다는 단칭명제는 존재하지 않는
다’는 참이다... 사실 이 부정 존재문장에 의해 표현된 명제는 존재했을 수가 없다. 그러나 어
떤 의미에서 문제의 명확한 명제가 있고(there is),그리고 그것은 참이다.” (Loc.cit, 강조는
필자의 것)
77) 캐플란(B.Caplan,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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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가수스’나 ‘홈즈’, ‘벌컨’은 공동체에 의해 꽤 오랫동안 그 사용을 공인받아
온 이름이다. ‘노맨-0’이나 ‘노단-0’이란 이름 역시 명확한 규정에 의해 (가능
한 대상으로서의) 지칭체를 가지면서 또한 솔먼의 논문에서 사용되고 이후의
논문들에서 거명됨으로 인해 공동체에 의해 그 이름과 지칭체가 함께 받아들
여진 경우이다. 반면 ‘컬리-0’은 특정한 무언가를 집어내지 못하고 막연한 솔
먼 혼자만의 공상에서 지어진 이름 ‘내피’ 역시 그러한데, 이것들은 모두 공동
체에 의해 공인된 사용을 거친 바가 없고 또 그러한 목적을 위해 제시된 것도
아니다(이런 이름들도 결국 공동체가 그 쓰임을 지속시킬 수 있고 이로써 그
사용이 공적인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러나 홉웨버
의 비난을 거론한 방금의 논의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언어적 사용이 곧 존재론
적 결과인 것으로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내피’란 이름은 솔먼이 자신의 공상
을 이야기로 고정시켜 공동체에 내놓은 것이 아닌 이상 사적인 관념 이상의
어떤 추상적 대상도 지칭하지 못한다. 이런 이름들은 이후의 문헌들에서 아무
리 반복되어 사용되더라도 어떤 특정한 대상도 지칭할 수 없다. 여기서 실제
적인 것은 이름의 사용이지 그 지칭체가 아니다. 솔먼의 논문에서 이 이름이
언급된 현실적 상황과는 달리 사실상 솔먼이 염두에 두었던 것은 그것이 자기
혼자만의 공상에 등장한 상황임을 생각해 보라). 이렇게 되면 필자의 이론은
솔먼 논의를 받아들이되 약한 종류의 존재자를 허용하는 마이농주의에 동의할
필요가 없다.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마이농주의자들이 허용한 꿈속 존재나 공
상의 산물 따위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78)
필자가 위에서 말한 두 조건, 즉 명확하게 개별자를 집어낼 것과 공동체에
의해 인식되고 사용될 것이라는 조건은 둘 다 만족되어야 하는 조건이다. ‘노
단-0’이나 ‘뉴먼-1’같은 이름들은 내가 그 이름을 도입한 순간 이미 명확한
대상을 집어낸다는 점에서 지칭어이지만, 이때에도 공동체의 언어 사용으로의
도입, 즉 명명식의 공표가 있어야 한다. 또 내가 아무리 상세한 디테일과 구체
적 이미지를 가진 인물을 머리 속에 떠올리면서 그 인물에 이름을 붙이더라
도, 단순한 나의 공상으로 그치는 한 이 인물이 존재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78) 이러한 기준은 ‘일정한 시점에서 생겨나기 시작하는 문학적 캐릭터’라는 앞서의 언급과도 연
결된다. 문학작품의 경우에도 있음과 없음이 경계가 확연치 않을 수 있다. 전승문학의 경우,
기억에서 더 이상 재생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사라진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이처럼 공동체 안
에서의 소통가능성을 경계로 있음/없음을 나누는 기준은 꽤 유용해 보인다. 구체물의 경우에
도 제작 중인 작품이라는 게 있다. 언제부터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은 존재하기 시작하는가?
마찬가지로, 도일의 홈즈도 존재하기 시작한 시점을 고려해보는 것이 특별한 일은 아니며 그
시점은 명백히 공동체 안의 허구라는 관행 안으로 이 이름이 도입되는 것과 관련 있다. 이와
관련해 II장 2.2.3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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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은 공동체의 허구 제작과 감상이라는 관행 안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작품
의 경우를 떠올려 보라. 극단적인 관념주의자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머리
속의 구상만으로 작품이 생겨난다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객관화되어
다른 사람에게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필자는 이것이 허구적 대상의 존재를
위해서도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고정된 원고가 아니라 구전 작품
에 기반하는 허구적 대상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전설, 민담
등 이야기하기 관행이 공동체에 의해 실행될 필요는 있다. 어떤 경우에든 허
구 제작과 감상이라는 관행으로 이름이 도입되어야, 그 이름에 해당하는 허구
적 대상의 존재가 인정된다.79) 물론 두 번째 조건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다.

79) 그렇다면 미발표 원고의 경우에는, 허구 관행으로의 도입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작품
의 캐릭터들이 없다고 보아야 할까? 본고는 이런 경우들을 위해, 허구 관행으로의 도입이 실
제적일 필요는 없고, 잠재적으로 가능하다는 식으로 조건을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조
적으로 내 머릿 속의 이야기는 나 이외의 사람에게는 접근이 아예 불가능하다.
그러나 왜 무언가가 존재하기 위해 그것이 공적으로 접근가능해야 하는가라는 반론이 가능하다.
강진호는 사적 감각의 경우가 바로, 남과 공유하지 못하더라도 분명히 그 존재에 대해 긍적
적으로 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냐고 묻는다. “확실히 나는 감각을 느낀 후에 그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은 감각의 확인과는 관계가 없어 보인다(크립키, 비트겐
슈타인 규칙과 사적 언어, 남기창 역, 철학과 현실사, 2008, p.134).” 필자는 나만이 느끼는
어떤 특유한 감각이 내 피부 밑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자명한 사실을 부인하려는 것이 아니
다. 프랑스의 황제자리에 오르는 누군가를 떠올리는 나만의 공상도 내 머리 속에서는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 여기서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어떤 표현이
그런 것들을 지시할 수 있느냐이다. 즉 한 대상의 객관성, 공유 가능성은 그것이 한 언어 공
동체에 의해 사용되는 지시어의 지시체로서 소용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다. ‘내피’라는 이름
이, 혹은 내가 내 사적인 감각에 붙인 어떤 이름이 그러한 지시어로서 소용될 수 있는가? 그
렇지 않다는 것이 필자의 대답이다. 이름을 포함하여 언어라는 것은 그 자체로 규칙이고 약
속으로서 자의적인 사용에 대한 회의적 역설을 피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사용과 그렇지 못한
사용을 가르는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한 기준은 여기서 비존재로 분류된 경우들에서는 만족
될 수 없다. ‘내피’란 이름이 내 머리 속에서 시각 t에 떠오른 어떤 대상을 가리킨다면, 다른
누군가가 이 이름을 사용해서 가리키는 대상이 바로 그 대상이라는 보장이 전혀 없기 때문이
다. 여기서 사적 언어를 논박하는 비트겐슈타인의 논증을 떠올릴 수 있겠다(이에 대해 앞의
책 참조). 분명하게 그 지시체의 정체성이 정의된 ‘뉴맨-1’의 경우조차도 이 이름의 명명식이
공표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그 표현의 지시체를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역시 빈이름이 되
어버린다.
문제가 되는 것이 한갓 지향적 대상이라면 나만의 공상이나 어린아이들의 상상속 친구 놀이를
통해 생겨나는 대상들도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지 않느냐는 반박이 가능하다. 필자는 지향적
대상을 둘러싼, 현상학적 논의들을 포함한 복잡한 논변들을 살펴보지 못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대답은 그러한 지향적 대상들은 필자가 제안한 존재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
다. 꿈이나 환각 속의 대상을 인정하는 파슨스, 둥근 사각형의 존재를 인정하는 잘타 등과는
달리, 본고는 보다 상식적인 생각과 일치하는 존재/비존재의 구분을 위한 기준을 내놓으려 하
였다. 그러나 필자의 설명을 따를 때 존재/비존재의 문제가 어떤 표현이 빈이름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전환된 것이 아니냐고 물을 수 있다. 필자는 이 두 개의 물음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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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구 속 기술을 통해 전혀 개별화와 동일성 조건이 확보되지 않는 애매한 대
상들을, 단지 공표된 소설 속에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는 힘들 것이다. 이러한 기준들을 따를 때, 캐플란이 주장하는 임의로 만들어
낸 공상 속의 대상과 벌컨 간의 연속성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르베리에(혹은
바비넷)의 벌컨은 막대한 천문학적 지식, 관찰에 기반한 대상으로 분명한 정체
성을 가질 뿐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한 공동체의 이해가 누적되어 온 그러한 이
론적 대상인 것이다.
‘마이농주의’라는 딱지가 철학자들에게 그토록 이상스러운 주장으로 여겨진
주요 이유는 이 입장이 소위 존재론적 검약(austerity)이라는 조건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 때문인데, 이 점에 대해서도 약간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우리는 온갖 공상적인 것들, 생각할 수 있는 것들 모두를 다 우리
의 존재론 안에 들여놓는 관점에 찬성하려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마이농주의
로부터 벗어나더라도 솔먼의 입장 자체가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을 허용하는 것
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자아낼 수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마이농과는 달리 솔
먼은 홈즈나 페가수스에 단지 약한 종류의 존재만을 할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
다.
우리는 존재론적 검약의 조건을 실재론에 대한 결정적인 반박의 논거로 제
시할 수 있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더 적은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을 굳이 많은 것들로 하려는 시도가 쓸데없는 짓이라는 원리는 모든 종류의
대상을 가능한 한 부인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무조건적인 긴
축만이 장기적인 경제 효과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 것처럼,
문제의 대상들 없이는 일관적이고 적합한 이론을 구성할 수 없는데도 그 존재
자를 부인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무분별한 제거는 오히려 결과적으로 보
다 복잡한 이론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론의 단순성이라는 가치를 저해한
다. 존재론의 크기를 줄이면서 임시방편의 제한사항들을 잔뜩 달고 있는 이론
을 선택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존재론적 검약이라는 조건은 결코 그 자체만
으로 독립적인 가치를 지닌 기준이 아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
똑같은 단순성을 가진 두 개의 우주론에서 은하의 수를 하나가 나머지의 두
배로 잡았다고 해서 이것만으로 은하의 수를 더 적게 계산한 이론을 선호할
하지 않는다. 우리는 불가피하게 ‘무엇’이 존재하는가라고 물어야 하며, 이 ‘무엇’을 집어낼
수 없다면 그 무엇이 존재하는지, 않는지의 물음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A의 머리
속에 시각 t에 떠오른 어떤 대상’, 이런 대상이 존재하는가? 꽤 객관적으로 보이는 이런 표현
조차, 그에 해당하는 대상을 A 자신 조차 시각 t라는 순간 이외에 다시 확인할 수 없으며, 그
렇다면 따라서 그러한 대상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대답해야 옳지 않을까?

64

필요는 전혀 없다.80)
존재부정문장에 대한 솔먼의 해결책이 결국에는 논리적으로 마이농주의를
함축할 수밖에 없다는 크룬의 반론을 한번 살펴보자. 솔먼 자신도 허구적 캐
릭터나 이론에 의해 잘못 상정된 존재자들, 거기다 만들어낸 남자 친구, 공상
의 비행 같은 존재의 후보들에게 포용적인 태도를 갖게 되면 비지칭적 이름들
에 대해 제한적 허용정책을 취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다(그러나 실제로는
이 모든 후보들에게 솔먼이 존재의 값을 준 것은 아니다). 어디서 멈추어야 하
는가?

크룬의

답은

멈출

수 없다는

것이다.

그의

공평성

논증(parity

argument)은, 다른 고려 없이는 직관적으로 허용되기 어려운 존재자들을 상정
하지 않으면서 허구적

존재자들만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81) 이는

허구적 존재자들이나 환상, 공상적 대상들 모두에 대해 우리가 별 차이 없이
대상에 대한 언급을 하는 듯이 보이는 참인 문장들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홉
웨버의 다음의 반론도 비슷한 이야기이다.
우리가 우연히 말하게 된 것들만이 비존재 대상 전부인 것은 아닐 것이다.
다른 신화들, 이야기들, 그밖의 것들도 실재를 구성할 것이다. 우리가 실제로
이야기하는 비존재대상들만 실재를 구성하고 얘기할 수도 있었던 것은 실재의
부분이 아니라면 그런 행운은 아주 놀랍다. ......비존재대상을 (하나라도) 받아들
인다면 생각가능한 모든 것들도 똑같이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들이 우리의 이
야기에 의존할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힘들다. 어떻게 무언가의 존재가 우리의
이야기에 의존하겠는가? 하물며 무언가의 비존재는 더더욱 우리의 이야기에
의존하지 않는다.82)
그러나 다시 강조하지만, 본고가 ‘대상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단순한 고려
만으로 ‘우리가 우연히 말하게 된’, ‘생각가능한’ 모든 비존재 대상들에 대한
80) 이 예는 Timothy Williamson의 것이다(윌리엄슨(2002), p.201). 존재론적 검약 논의에 대
한 비판으로는 하우엘(1979) p.171, 토마슨(1999) 9장 참조.
81) 크룬의 논문(2003)은 단순한 존재부정문장이 아니라 양화된 형태의 존재부정문장-“존재하
지 않는 적어도 한명의 셰익스피어 비극의 주인공이 있다”, 또는 “반지의 제왕 3부작에 묘사
된 도시나 마을 어느 것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같은-에 대한 것이다.
82) 홉웨버(2000), p.255 괄호는 필자 삽입. 홉웨버의 주장은 그렇기 때문에 비존재 대상의 존
재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홉웨버는 양화사를 추론적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이에 대해 본고 각주 22참고), 이때에는 ‘무언가가 있다’는 문장의 참이 존재론적 함
축을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산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나만 가지고 비존재대상
이 있다고 결론내리는 사소한 추론에서 양화사는 이런 추론적 기능을 하고 있다.

65

실재론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내피나 컬리를 홈즈나 벌
컨, 노맨-0으로부터 구분해주는 ‘다른 고려’가 있고, 이 별도의 기준을 통해
극단적 결론에 이르는 것을 막아줄 장치를 마련하였다. 본고는 그에 대한 상
세한 논의보다는 대략적인 스케치만을 제시하는 데 그쳤지만, 특히 두번째 조
건은 사사로운 공상의 산물이나 개인적 오해로 빚어진 대상들-크룬은 옆방에
서 들리는 “최선을 다해(Go to the

max)!"소리를 잘못 듣고는 ‘맥스(Max)란

친구가 있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예를 들고 있다83)-로부터 벌컨이나 플로
지스톤 같이 공동체에 의해 관련된 허구(잘못된 이론)가 통용되었던 경우를 구
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필자는 똑같은 공평성 논증을 홈즈 같은 대상에 대한 실재론의 입장
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추상적 대상으로서의 허구 캐릭터들이 허구작
품의 일부임을 인정한다면, 문학작품이나 음악작품, 그 외의 많은 문화적 산물
들의 존재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허구적 대상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불공평하지 않은가? 물론 한 걸음 더 나아가 추상적 대상이라는 범주 전
체를 의문시하는 전략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추상적 대상에 대한 근본적 회
의를 보이는 입장이 가능하다고 해도,84) 이런 강한 회의주의적 관점을 차치하
83) 크룬, Ibid, p.156 이런 경우들이 홈즈나 벌컨의 경우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따라서 (솔먼
이) 이런 대상들에도 역시 부적절하게 존재론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그의 논증은 별로 설득
력이 없다
84) 유명론자들은 세계를 구성하는 것들 가운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넘어서는 것은 없다
고 주장한다. 이들은 추상적 타입에 대한 변항의 허용을 플라토니즘이라 비난한다. 속성, 집
합, 관계, 수, 명제 따위 어떤 종류의 추상적 대상도 의심하는 경험주의자들도 마찬가지이다.
추상적 대상에 대한 다음의 논증을 보라. “함수, 세계, 집합, 실수 등에 대한 양화가 우리의
생각을 명확하도록 만들어준다면, 또 이런 생각의 명확화가 분석철학의 주요목표라 한다면
어떻게 분석철학이 그런 양화 및 존재론적 개입을 피하도록 기대되겠는가?” 우리가 머리말에
서 콰인의 생각으로 확인했던 이런 존재론적 개입의 기준을 야블로는 전혀 다른 식으로 해석
한다. 이러한 식의 추상적 대상의 상정이 실질적인 존재론이 아니라 단지 허구적 지위만을
마련해 주는 데 그친다는 것이다(야블로(2000)). 이런 입장에서 플라톤적 대상이 가진 명확화
의 힘은 그것의 실제 존재에 의존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진짜 물, 진짜 힐러리 클린턴을 데
려오지 않고 물, 힐러리 관념을 확실히 하는 길은 없는 반면 타당성, 가능성 개념은 이런 식
으로 외재주의적이지 않다. 유명론자들은 수처럼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추상적
대상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태양계의 행성들이 가진 위성의 평균 개수에 대해 말하는
다음과 같은 문장을 생각해 보라. “평균적 행성은 2.4개의 위성을 가진다” 이 문장은 ‘평균적
행성’이라 불리는 존재를 기술하는 척하지만 다음으로 번역가능하다. “T:위성의 수를 행성의
수로 나누면 2.4이다.” 그러나 뒷문장의 ‘수’들도 ‘평균적 별’ 만큼이나 우주과학자들의 직관
으로부터 멀다고 생각하는 유명론자들은 다음의 번역을 내놓는다. “12개 위성과 5개의 행성
이 있거나, 24개의 위성과 10개의 행성이 있거나......”이는 끝없이 긴 문장이므로 위의 T와
같은 번역이 나온다는 것이다. 유명론자에 의하면 이 T는 은유이다. 행성과 별에 관해 그들
의 수적 관계에 관한 사실에 적당한 표현을 주기 위해 수를 인정하는 척 하는 것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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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나면 허구적 대상의 존재를 인정하는 본고의 관점이 충분히 건전하다고 생
각한다. 그것은 결코 오캄의 면도날을 무디게 하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을
허용하는 존재론이 아니다.
물론 이러한 입장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가령, (3)에 대해서
는 홈즈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이 문장이 참으로 해석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
지만 노맨-0이나 노단-0의 경우에는 어떤가? 게다가 솔먼의 입장에 따르면,
이론의 실패로 그 이론에서 상정한 대상이 사실상 없었다는 것이 밝혀지더라
도 그것이 이론상의 대상, 추상적 대상으로서는 존재하게 되어 버린다. 이런
경우는 홈즈의 경우보다 우리의 직관에 덜 들어맞는 것 같다. 플로지스톤이나
벌컨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입장에 어떻게 동의할 수 있겠는가? 또 이런 입장
에서는 “소크라테스는 존재하지 않는다”가 참인 반면 “홈즈는 존재하지 않는
다”가 문자 그대로는 거짓이 되는 결과가 나온다. 홈즈는 추상적 대상으로 일
정 시간 이후에는 계속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면,85) 소크라테스는 시공간의
지배를 받는, 따라서 특정 시간, 공간에서만 존재하는 대상이므로 현재에는 죽
고 없다는 점에서 존재하지 않는 게 맞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선
이런 비일관성이 사실상 우리 일상 언어에 나타난다는 걸 인정하고 철학적으
로 그걸 해명하려고 애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위의 이상스러운 점은
모두 지칭체로서의 존재를 일상어 ‘존재한다’의 해석과 혼동한 결과로 생겨난
것이고 솔먼의 입장에서 모두 일관적으로 해명 가능하다.

요약 및 결론
반실재론에서의 주요 전략이 허구적 대상에 대한 겉보기의 지칭을 제거하는
제대로 된 바꿔쓰기의 방법을 개발해 내는 것이라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허
구적 대상에 대한 지칭이라는 현상은 실재론이나 반실재론 모두가 동의할 수
밖에 없는 자명한 현상이다. 이 자명한 자료에 대한 반실재론 편에서의 대응
인 바꿔쓰기는 그 어려움과 복잡함, 심지어 불가능함으로 인해 반실재론 편에
중대한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본고는 그들이 그러한 바꿔쓰기 없이도 반
(야블로, Ibid, pp283-284,295) 브락이 그런 대상은 없다고 지적한, "미국의 평균적 농구선
수의 신장은 180센티미터가 넘는다“는 문장에서의 ‘평균적 농구선수’ 같은 표현(브락(2002),
p.16)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번역이 가능하다.
85) 여기서는 추상적 인공품으로의 홈즈가 공간상에는 없지만 시간상에는 있다고 보는 입장을
취했다. 이는 홈즈란 캐릭터가 도일의 작업 이후에 생겨나서 도일의 작품의 인쇄본, 또는 그
의 작품에 대한 기억이 있는 한 존재한다고 보는 상식적 직관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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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론에서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라고 생각한 존재부정문장의 문
제에 집중함으로써 이 관점의 실패를 논증하려 하였다.
(3) 홈즈는 존재하지 않는다
반실재론자들에게 (3)은 바로 그들이 주장하려는 바가 아닌가?
애초에 빈이름들은 밀주의자들에게 예외적인 경우로 받아들여졌다. 빈이름
에 의해 발생한 문제가 직접지칭 이론에 대한 반박을 제공한다고 보는 철학자
들도 있다.86) 이름과 지칭체 간의 연관 메카니즘을, 양자간의 직접적인 인과적
연결로 상정하는 이 이론에서는 대상이 없는데도 어떻게 지칭이 일어나느냐
자체가 근본적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문장의 진리조건에 대한 이름의 유일한
기여를 그 지칭체로 보는 이들의 관점에서는 존재부정문장을 포함, 빈이름 포
함 문장들이 전부 무의미해져 버리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복잡한 해결책을 동
원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러셀, 크립키를 비롯해 현대의 화용론적 접근들까지
이 문제에 대한 해법들을 살펴보았고, 이들이 모두 실패한다는 것, 따라서 이
들 해법이 공유한 가정과 전혀 다른 방향에 선 솔먼의 해결책에 동의할 수밖
에 없음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반실재론자들로서는 자신들이 주장하려는 바,
즉 “홈즈가 존재하지 않는다”가 표현하는 명제를 제대로 분석해내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고 만다.
이처럼 허구적 대상에 대한 실재론과 반실재론 모두에 존재부정문장은 커다
란 부담이다. 반실재론 편에서의 문제를 방금 말하였지만, 실재론 편에서도
(3)의 자명한 참은 그 자체로 이 이론에 대한 직접적인 반론이 되는 것이다.
솔먼은 문장의 주어에 지시체를 인정함으로써 존재부정문장의 역설을 아예 없
애는 편이 가장 적절한 해결책임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역설은
사라지지만 (3)은 단순히 거짓이 되어 버린다. 본고는 솔먼의 (3) 분석을 따라
가면서 실재론의 주장대로 ‘홈즈’란 이름의 지시체를 인정하면서도 어떻게 또
한 (3)의 참을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적절한 해석을 얻을 수 있었다. 그 해석
에 따르면 ‘존재한다’는 술어가 특이하게 해석될 것이 요구되지만 이것이 은유
나 화용론적 함축으로 이해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솔먼의 해법이 마
이농주의를 함축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심을 해야 할 것이다. 컬리

86) 데빗(M. Devitt, "Against Direct Reference", P.French, T.Uehlung and H.Wettstein ed.,
Midwest Studies in Philosophy vol.XIV, Univ. of Note Dame Press, 1989), 페이더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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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과 홈즈의 경우를 가르는 기준을 제안하긴 했지만, 본고가 어떤 종류의 대
상들을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해야 할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제시했다고 보
기는 힘들다. 그러나 그것이 존재부정문장의 해석을 통해 허구적 대상의 밀주
의적 실재론의 수용을 이끌어내려는 본고의 목적에 영향을 준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경계적 경우들을 다루는 데 있어 본고가 제시한 존재의 기준이 어려
움을 겪는다고 해도 허구적 대상은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솔먼의 방식은 또한 허구적 대상에 관한 다양한 형태의 존재부정문장을 커
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을 보라.
(12) 17세기에 홈즈는 존재하지 않았다.
도일의 소설 속에 이 문장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홈즈가 (도일의 소설 안에
서) 17세기에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영국 문학
사에 아직 도일의 작품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을 가리킨다고 했을 때의 해석이
본고에서 다룬 문제 의식에 가깝고, 이때에는 (12)가, “소크라테스는 현재 존
재하지 않는다”처럼, 일정한 지칭체는 있으나(추상적 인공품), 그것이 당시에
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읽히게 된다.
본고가 주장하는 존재부정문장의 이론은 결국, 앞서(본장 2.2.1) 언급한 프
레게의 F거짓 개념을 사용하는 이론임에 주의하라. 이는 (1α)를 “α가 존재한다
는 명제는 참이 아니다”로

읽는 것이다. 다시 말해 “α가 존재한다”가 α의 지

칭체가 있으면서 그것이 과거나 미래의, 혹은 단지 가능하거나 아예 불가능한
존재자라는 의미에서 거짓이 되건, 아니면 α의 지칭체가 없어 참도 거짓(F거짓
1)도 아니게 되어 버리건, 어쨌든 참이 아니라면 그것은 F거짓2가 되어 그 부
정인 (1α)가 참으로 읽힐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α가 존재한다”의 부정
은 확실히 참이 될 수 있으므로 (1α)의 참에 대한 우리의 직관이 보존된다.87)
87) (1α)를 문장에 대한 부정으로 보는 해석을 편의상 de dicto적 접근이라고 할 때, 플란팅가도
(1α)를 “α가 존재의 속성을 가진다는 건 거짓이다"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비슷한 맥
락에 있다(기술구의 좁은 범위 해석을 주장한 러셀, 브락(2002), 크립키 등이 모두 de dicto
적 접근의 예라 할 수 있겠다). 플란팅가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1α)가 “α가 비존재라는 속
성을 가진다”로 해석됨으로써 존재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결론이 따라 나오는 걸 피
하기 위해서이다. 소크라테스가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서 그는 전혀 속성을 가지지 않는다. 즉
비존재라는 속성도 가질 수 없다. 플란팅가는 심지어 소크라테스가 비존재의 속성을 가진다
는 것이 필연적 거짓이고,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필연적으로 존재적이라는 형이상학적 결론을
끌어낸다. 여기서 플란팅가는 α가 비지칭어가 됨으로써 생기는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듯하다.
그는 ‘제한적 존재원리’라는 걸 주장하고 있다. 그것은 술어적 단칭 명제-주어의 속성을 서술
하는 단칭 명제-가 참인 세계에는 그 주어가 존재해야 하지만, 그 술어를 부인하는 명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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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론은 우리가 본장 2.2.2절에서 살펴본 크립키의 이론과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구분된다. 거기에선 (1α)가 α가 존재한다는 참인 명제는 없다는 이유로
참이 되었다. 우리의 이론은 참인 명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단지 그 명제가 참
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정인 (1α)가 참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크립키의 설명과
는 달리 여기선 내포적 무한 퇴행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제, 마지막으로 반실재론 편에서의 강력한 하나의 반론을 생각해 보면서
본장을 마무리하려 한다. 그것은 우리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대상이 실은 존
재부정문장에서 사용된 주어 표현에 해당하는 지시체가 아니라는 반론이다.
다음의 인용문을 고려해보자.
비실제적 대상들에 대한 존재론의 매력적 반응은, 햄릿, 유니콘 따위가 "마
음 속에 존재한다"는 생각이다...... 비존재 대상에 대한 그런 피상적 규정은 문
제를 풀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유니콘에 어떤 존재론적 지위를 할당하는
척하면서, 엄밀히 말해 마음 상태, 신경 과정, 언어적 발생 등 뭔가 다른 것-원
래의 대상에 대한 것이지만 그것들 자신은 아닌, 또 그것들과 비슷하지도 않은
것들-에 존재를 할당하고 있다. 주관적 사건들의 전체집합 혹은 패턴을 "담화
적(discursive) 증후군"이라 하자. 이 증후군은 ‘유니콘’이란 말에 의해 의미된
바가 아니다.88)
필자가 보기에 위의 생각은 반실재론자를 위한 꽤 강력한 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반론은 우리가 홈즈가 존재한다고 말할 때 사실은 홈즈가
아닌 다른 대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고는 결코 홈즈
에 대해 우리가 마음에 품는 뜻이나 정신적 관념 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홈즈’란 이름의 뜻이 아니라 지시체에 관심이 있으며, 존재부
정문장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 이름이 결코 지시체가 없는 이름이 아니라는
솔먼의 밀주의 해법을 살펴보면서 이미 그 점을 확인했다. 그것은 뜻이나 관
념처럼 추상적 대상이긴 하지만 뜻이나 관념인 것은 아니다. 본고는 이에 관
해 II장 1절 및 III장 1절에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논의할 것이다.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플란팅가(1974), pp.149-152).
88) 윌리암스(1962), p.760 비슷한 언급이 콰인의 상기 논문에도 나온다. “논의를 위해 우리는
어떤 존재 더 나아가 어떤 단일한 존재가 있고 그것이 정신적 페가수스 관념이라는 데 동의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정신적 존재는 사람들이 페가수스를 부정할 때 말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콰인(1961,번역본(1993)),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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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튼은 도덜드 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리로서의 도날드 덕이어야 한
다고 말했다.89) 이는 솔먼의 통찰과도 통하는 생각이다. 솔먼도 홈즈가 살과
피를 가진 인간으로서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일상적으로 (3)이 참으로 통용된
다는 사실이 설명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찰을 바탕으로 둘
은 정반대의 결론에 이른다. 솔먼은 그러므로 홈즈가 (진짜 인간이 아닌) 추상
적 대상으로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월튼은 진짜 인간이 아닌 대상을 가지
고 ‘홈즈가 존재한다’고는 말할 수 없으며 따라서 홈즈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정말 그런가? 우리는 ‘홈즈’가 사람을 지칭하지 않으면
그 지칭체가 없다고 말해야 하는가? 다음은 월튼으로부터의 인용문이다.
위원회나 정부, 법률 따위는 문화적 산물이고, 그런 것으로 기술된다. 그러나
도날드 덕이 “월트 디즈니에 의해 창조되었다”거나 그것이 “문화적 산물이다”
라고 할 때는 아마도 그런 사물은 없다는 것, 도날드 덕의 지칭시도는 실패한
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어떤 관념들은 "빈" 것이며 도날드 덕 관념이 바
로 그렇다.90)
주관적 관념이 아니라 ‘문화적 산물’ 같은 객관적인 존재자라고 하더라도,
진짜 사람, 진짜 오리가 아닌 이상 허구적 이름의 지시체가 될 수 없다는 것
이다. 이러한 생각이 타당한가?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반론도 구성해 볼 수 있
다. 있는 것은 영화 이미지나 소설의 기술들, 더 나아가 영사막 위를 지나가는
빛이나 종이 위에 쓰여진 글자들이지 그것들을 바탕으로 홈즈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반론이다. 이 반론도 별로 그럴듯해 보이지는 않는다. 본고
의 실재론이 이런 혼동에 기인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우리의 주장을 방금
말한 두 반론을 가지고 재구성해보자. 본고에서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영
사막 위의 빛에 기반한 영화이미지나 종이 위에 쓰여진 글자들이 이루어내는
기술들을 바탕으로 형성된 어떤 추상적 대상으로서의 캐릭터이다. 이미지, 기
술들을 바탕으로 영화나 소설 작품이 형성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허구적 인물
들도 생겨난다. 그리고 그 추상적인 대상에다 ‘홈즈’나 ‘햄릿’과 같은 이름을
붙인다는 점이 홈즈나 햄릿의 존재를 막는 것은 결코 아니다
내가 헝겊과 털실을 가지고 정성껏 만든 인형에 메리란 이름을 붙였다고 해
보자. 헝겊과 털실이 사람 메리를 가리키지 않는다고 해서 메리란 인형이 존
89) 월튼(2000), p.83
90) 월튼, Loc.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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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정당한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91) 이제 좀 덜 명
백한 경우로 가보자. 고야 그림 속의 괴물, 레오나르도 그림 속의 모나리자는
존재하는가? 필자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이는 모나리자의 모델이 실존인물이
라는 사실과는 무관하다. 모나리자는 다빈치의 그림과 그 그림의 루브르 박물
관 도난사건을 통해 유명해진 하나의 캐릭터이고 이것은 추상적이다. 물론 문
제가 간단하지는 않다. 소설에 나타나는 언어적 담론의 추상성과는 달리 생생
하고 구체적인 대상으로 경험되는 고야 그림을 앞에 두고

생생한 고야 그림

을 앞에 두고 그의 그림이 만들어낸 괴물 캐릭터(추상적 존재자)에 대해 이야
기하기에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어 보인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고야가 창조해
낸 괴물이 있다, 수억 달러를 투입해 만들어진 영화 <아바타>의 네이티리가
캐릭터로서 존재한다고 말한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결코 캔버스 표면의 물감
덩어리나 컴퓨터 그래픽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
는 데에 어려움은 없다.

91) 이 유비의 요점은 사람이름처럼 보이는 지시어가 사람을 가리키지 않더라도 거기에 해당하
는 존재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형 메리가 추상적 캐릭
터로서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데까지 갈 필요는 없다. 물론 개별적인 인형 메리를 넘어, 예를
들어 ‘공주 미미’ 인형은 특정 회사에서 나온 동일한 캐릭터 ‘미미’라는 타입, 즉 추상적 대상
을 진짜로 가리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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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밀주의에 기반한 허구적 대상의 이론

‘홈즈’란 이름이 일정한 대상을 지칭한다는 입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
이제 이 이름이 지칭하는 대상의 본성에 대한 설명 및 동일성 및 개별화의 조
건 등을 따지는 실질적인 존재론을 마련해야 한다. 본고는 허구적 대상의 이
론으로 추상적 실재론을 제시한다. 우리는 I장에서 존재부정문장에 대한 솔먼
의 해법이 추상적 인공품으로서의 홈즈2에 대한 크립키의 제안을 수용했음을
보았다. 이 제안에서 허구적 대상은 소설 창작 결과 생겨난 캐릭터로서 그 자
체로는 일정한 시공간을 점하지 않는 추상적 대상으로 이해된다. 이하에서 본
고는 이러한 제안을 보다 정교하고 체계적인 이론으로서 정립하고자 한다. 대
조적으로 구체적 실재론에서는 홈즈가 우리와 동일한, 피와 살을 가진 진짜
인간으로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루이스는 자신의 가능세계 이론을 허구적
참의 분석에 적용하는데, 그에 따르면 가능세계는 우리와 시공간적으로 연결
되어 있지는 않으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세계로서
실재한다. 허구적 참을 가려내기 위해 이러한 가능세계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는 것이다. 허구적 대상도 그 가능 세계의 거주자들로서 역시 우리와 똑같은
구체적 존재자가 된다.92) 그러나 날개 달린 말들이 구체적인 생물로서 날아다
니는 가능세계들에 대한 믿기 힘든 존재론적 전제를 차치하고라도 이 이론은
많은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무엇보다 구체적 실재론은 허구의 창작자와 허구
적 대상들 간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직관을 제대로 포착할 수 없다. 홈즈나
안나 카레니나가 가능세계의 거주자들로서 존재하는 것은 도일의 창작행위와
는 무관하게 그렇다고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가능세계는 흔히 일관적
사태들의 총체로 이해되는데, 허구 세계를 이렇게 이해하기는 힘들다는 점에
서 후자를 일종의 가능세계로 구성하는 생각에 대해 반대가 있다.93) 비일관적
인 사태나 불가능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그려진 허구를 가능 세계 개념
으로 다루기는 힘들 것이다.94) 그러나 구체적 실재론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어려움은 이 이론이 각 가능세계의 수많은 홈즈적 개체들 가운데 누구를 ‘홈
즈’란 이름의 지시체로 집어내야 하는지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95)
92) 루이스(1983a)
93) 하우엘(1979), 볼토리니(2010)
94) 이 문제에 대한 루이스의 해결방안과 그에 대한 비판으로 김세화(2000), pp.7-9를 참고할
수 있다.
95) 허구 대상에 대한 가능세계 이론의 적용(루이스(1983a))에 대한 비판으로 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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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대조적으로 추상적 실재론에 대한 반론은 실재론 자체에 대한 반박 이
외에는 이렇다 할 논변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 이론에 대한 반론으로 언급
할 만한 것으로는, 우리가 허구적 대상에 실제로 귀속시키는 많은 구체적 속
성들을 이 대상이 가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주장 정도가 있겠다.96) 어떻게
추상적 대상에 대해 그것이 전쟁에서 부상을 당했다거나 바이얼린을 연주한다
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간단한 해결이 가능하다. 그것은
추상적 실재론을 체하기 어법과 결합시키는 것으로, 홈즈는 ‘탐정임’, ‘영리함’
등의 속성을 진짜로 가지는 게 아니라 가지는 체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본고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III장에서 다시 상론할 것
이다(3.1.1절). 추상적 대상 이론이 허구적 대상의 정체성을 위한 정합적이고
체계적인 이론을 제시할 수 있음을 보이는 것이 다음 장의 작업이다. 그러나
그 전에, 본장에서는 우선 허구적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어가 어떤 특성을 가
지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홈즈’란 이름은 겉보기에 그렇듯이 고유명인가?
그렇지 않다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 지시어인가? 홈즈란 이름이 고유명이라
는 직관을 받아들인다고 할 때, 고유명에 대한 일반 이론이 이 대상에도 부합
함을 보인다면 허구적 대상 이론은 보다 든든한 입지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고유명에 관한 의미론적 틀은 바로 밀주의이다.
그러나 추상적 실재론 진영의 많은 이론들이 이름에 대한 일정한 입장을 전
제하지 않은 채 제시되거나 이 대상을 가리키는 언어적 장치의 특성에 주목하
지 않았고, 명시적으로 밀주의를 표방한 솔먼이나 프리델리도 ‘홈즈’란 이름의
고유명적인 특성에 대해 특별한 설명을 내놓지는 않았다. 사실상 대부분의 밀
주의자들이 허구적 이름을 본인들의 입장을 약화시키는 예외 정도로 취급했는
데, 그것은 이들이 이 이름이 아무 것도 지칭하지 않는다는 반실재론에 기울
었기 때문이다. “직접지칭 이론은 특히 허구적 용어들에 관련하여 매우 의심
스러운 이론”97)일 뿐인가? 그렇지 않다. 밀주의는 고유명, 지표어 등 원래의

(1990),pp.136-141 참조. 본고 IV장 3.1절에도 관련 논의가 나온다.
96) 크리텐든(1991), 브락(2002). 크리텐든은 이 논문에서(크리텐든(1991),p.109) 앞에 ‘이야기
안에서’라는 연산자를 달면 이 문제가 간단히 해결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 비판에 대
한 해결책은 다른 실재론자에 의해서도 제안된 바 있는데(라마르크, 잘타, 토마슨, 반 인와
겐), 요점은 허구 안에서 귀속된 보통의 경험적 속성들과 허구 맥락 바깥에서 이 대상에 대해
부여된 속성들을 구분하는 것이다. 비평적 진술을 구성하는 많은 문장들이 바로 후자에 대한
것이다. 실제의 어떤 탐정보다 유명함, 코난 도일에 의해 창조됨 같은 것들은 추상적 대상으
로서의 홈즈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속성들이 된다. 이러한 구분에 대해 허구적 대상의 이론
을 전개하는 부분에서 다시 설명하겠다.
97) 이병덕(2006), 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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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이 관심을 두었던 영역에서 벗어나 자연종어 및 ‘에너지’ 같은 물리량을
나타내는 용어들에 이르도록 확장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정 종류를 지시하는
고유명이라는 의미에서 추상적 존재자에 대한 고유명 개념이 자연스럽게 나오
면서 이에 대한 직접지시의 구조가 면밀히 연구되었다.98) 본고는 허구적 대상
이 추상적 대상이지만 이에 대하여 밀주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I장에서 밀주의자들이야말로 허구적 이름에 지시체를 인정할 수 밖
에 없는 입장임을 자세히 논증하였고, 위에서 짧게 살펴본 구체적 실재론에서
‘홈즈’의 지시체를 집어낼 수 없다는 비판 역시 밀주의 관점에 서있다. 기술론
에서는 간단히 홈즈적 개체들 모두를 ‘홈즈’의 지시체로 설정하면 그만이기 때
문이다. 그렇다면 추상적 실재론 주장 자체가 밀주의에 기반한 것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이론이 허구적 이름을 직접지칭어로 다루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이제부터 고유명에 대한 밀주의 이론이 옳다는 전제 하에, 허구적 대
상에 대한 추상적 실재론이 얼마나 밀주의 원칙에 정합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지 보이려 한다. 이를 통해 허구적 대상이 가진 존재론적 성격이 규명될 것이
다.

1. 지시의 기본 구조: 이름/ 뜻/ 지시체
‘책상’이란 말은 무엇을 지칭하는가? 특별한 경우99)를 제외하고는 이 표현은
책상의 뜻, 곧 ‘공부할 때에 앞에 놓고 쓰는 상’이란 관념을 가리키지 않는다.
물론 ‘책상’이란 표현을 제대로 쓰기 위해선 해당 관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말은 궁극적으로 그 뜻을 경유하여 그 뜻이 만족되는 어떤 구체적
대상(나무나 스틸로 만들어진)을 지시한다. 고유명은 바로 이러한 경유 없이,
98) 최근의 흥미로운 밀주의 논변은 카플란과 페리의 지시사 및 지표어에 대한 연구들에 의해
촉발되었다. 그 외에 최근 이 이론의 옹호자로 알목, 솜즈(2002), 웨트스타인 및 본고 I장에
서 비중있게 다룬 솔먼(1981.1998)등을 들 수 있다. 직접지시론의 일반어로의 확장에 대해서
는 솔먼(1981,번역본(2000)), 4,10,11장 참고.
99) 특별한 경우에는 “봄은 고양이로다”와 같이 비유적으로 쓰임으로써 표현의 의미가 우리의
관심 대상인 경우, 명제태도 문장의 목적절 안에 들어가 간접적 지시체를 취하는 경우가 있
겠다. “봄은 고양이로다”는 “봄은 고양이과에 속하는 포유류 짐승이다”와 같은 것을 표현할
수 없고 “철수는 고양이가 생선을 훔쳐갔다고 믿는다”가 참이면서 “철수는 고양이과에 속하
는 포유류 짐승이 생선을 훔쳐갔다고 믿는다”는 거짓일 수 있다. 이는 두 경우 모두에서 문
제되는 것이 ‘고양이’란 말의 뜻이고 이 뜻은 ‘고양이과에 속하는 포유류 짐승’의 뜻과는 달리
우리가 고양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일상적 관념이기 때문이다. 각 문장 쌍에 지시체는 같지
만 뜻이 다른 어구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 진리치는 갈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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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뜻에 의한 매개 없이 직접 대상을 지시한다는 것이 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직접지시 이론의 핵심이다.
그렇다면 ‘홈즈’는 어떤가? ‘홈즈’가 하나의 대상을 지시한다면, 그 대상은
어떤 종류의 것인가? 이 표현이 허구 안에서 사람 이름으로 기능한다는 점이
많은 철학자들로 하여금 이 이름에 걸맞는 사람을 그 지시체로 찾도록 만들었
다. 그들은 코난 도일의 소설에 나오는 질적 기술들-탐정임, 베이커가 221번
지에 삶, 왓슨의 친구임-에 근거하여 그런 대상을 찾으려고 한다. 그러나 이렇
게 되면 뜻을 통해 그 지시체를 결정하는 ‘책상’ 같은 보통명사로 이 표현을
취급하는 셈이다.100) 이는 우리의 직관에 어긋난다. ‘홈즈’란 표현이 '아리스토
텔레스'와 똑같은 방식으로 기능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것만큼이나 하나
의 이름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은 분명하다.
추상적 실재론은 홈즈를 국가, 법령, 예술작품 같은 어떤 추상적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여기서 추상적 대상들에도 ‘사랑’, ‘이상’ 같은 표현들뿐 아니
라 ‘베네주엘라’나 ‘에로이카’ 같은 고유명이 붙을 수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
다. 국가나 음악작품 등을 추상적 대상으로 볼 것인지 단순히 구체물들의 묶
음들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모든 이름이 구
체적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홈즈가 추상적 대상이
라는 주장에는 뭔가 자연스럽지 못한 면이 있어 보인다. 흔히 이해하는 추상
적 대상이란 이념, 이상, 타입, 보편자 같은 플라톤적 대상이거나 수, 집합, 명
제 같은 이론적 존재자들이어서 파이프를 피우는 탐정 홈즈를 떠올리 때 느끼
는 생생함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베네주엘라’라는 나라가
특정 시-공간에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것이 진짜 추상적 대상
에 대한 이름인지가 궁금하기도 하다. 여기서 추상물에 대한 보다 넓은 이해
가 도움이 된다.
우리는 이상적, 관념적 대상들,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영원불변의 플
라톤적 대상으로서의 추상적 대상만이 아니라 국가나 법률, 문학작품 따위 구
체적 대상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관련을 지니면서도 그 자체가 일정한 시공간
적 위치를 점유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추상적인 대상들의 관념을 분명 가지
고 있다. 제도, 국가, 대학 등 제도적 존재자들이 전형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추상적 대상이고 생물학적 종도 여기 속한다. 우리가 만나는 것은 ‘호모 사피

100) 아니면 ‘홈즈’를, 뜻을 통해 지시체를 고정하지만 일단 지시체가 고정되고 나면 이름이 대
상을 고정적으로 지시하게 되는 기술적 이름의 예로 볼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본장 2.2.1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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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스’란 종 자체가 아니라 그 사례란 점에서 종은 시공간에 존재하지 않는 추
상적 존재자이다. 그러나 그 예가 있는 동안에만 그런 종은 존재한다(본고는
이러한 확장된 의미의 추상적 대상의 의미에 대해 토마슨의 ‘의존’개념을 들여
오는 III장 2.2절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주의할 것은 ‘베네주엘라’나 ‘에로이카’등의 이름이 여러 구체물들과 연관되
어 있다고 해도 그것들이 그런 구체물이 아니라 추상적 대상에 붙은 이름이라
는 점이다. 국가가 영토나 국민 등 구체물에 의존하고 음악작품의 경우에도
악보나 공연 등이 수반되지만, 국가 이름이나 작품 이름은 그런 구체물들이
아니라 분명히 어떤 추상적 대상을 가리킨다.101) <에로이카> 공연은 작품
<에로이카>에서 지정된 속성들을 실현한 예화물, 사례 등으로 볼 수 있다. 마
찬가지로 허구적 대상의 이름도 추상적 대상을 지시체로 가지는 말이며, 그
추상적 대상에 나타나는 여러 속성들을 구체적으로 예화하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을 뿐이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홈즈’의 지시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는 점이다. ‘아이폰4’, ‘신형 SM5’ 등의 모델명이 분명히 고유명이지만 개별적
인 핸드폰이나 자동차 차체가 아니라 추상적인 하나의 타입을 지칭하는 것처
럼 ‘홈즈’는 고유명이지만 피와 살을 가진 탐정이 아니라 추상적 대상을 가리
키는 이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홈즈의 속성들을 구현한 실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홈
즈 이야기에서 서술된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는 가능세계를 상상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가? 천문학자 르베리에가 수성의 궤도 간섭을 일으키는 것으로 생각
했던(그러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벌컨’이란 이름의 행성이 실제 존재하
는 세계는 어떤가? 적어도 논리적으로는 이런 세계들을 상상하는 것을 막을
순 없다. 만약 실제의 홈즈가 존재하는 가능세계가 있다면, 이 세계에선 이 이
름은 더 이상 추상적 대상이 아닌 실제 사람에게로 옮겨가는 것이라 생각해야
할지도 모른다. 마치 ‘아리스토텔레스’란 이름이 이 이름과 연관된 여러 관념
들이 아니라(그런 관념들이 있더라도) 실제 사람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붙는 방
식으로 말이다. 그러나 그렇다면, 예전에 존재한 적이 있지만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는 어떤가? 아리스토텔레스가 현재는 존재하지
않으니 ‘아리스토텔레스’란 이름은 지금 아리스토텔레스 관념에 붙은 이름으로
취급되어야 하는가? 그러나 우리의 직관은 그렇지 않다.

101) 그러나 “한국전쟁으로 인해 한국은 완전히 파괴되었다”에서처럼 국가 이름이 그 안에 있는
구체물들을 지시할 때도 있다. 이는 일상언어에 대해 모든 표현이 사용자의 관심, 의도에 따
라 다앙한 맥락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 촘스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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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이름이 구체물에도 추상물에도 붙을 수 있지만 두
경우 모두에서 어떤 가능세계에서도 같은 대상을 지시하는 고정지시어로서의
특성을 유지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위의 질문들에 다음
과 같이 대답해야 한다. ‘홈즈’란 이름은 우리 세계에서 허구적 인물, 즉 추상
적 대상을 위해 고안된 이름이다. 그러므로 만일 이 대상의 모든 속성을 구현
한 사례가 있다고 해도 그 상황에서도 역시 이 이름은 추상적 대상을 향해 있
다.102) <에로이카>의 공연이 존재하더라도 ‘에로이카’란 여전히 작품이름인 것
과 마찬가지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세계에서나 구체
물, 즉 진짜 인간 아리스토텔레스를 가리킨다. 그것이 ‘플라톤의 제자임, 알렉
산더 대왕의 스승임,...’ 따위의 관련된 관념들을 거느리고 있더라도 그 이름은
어떤 시점에서도 이런 뜻, 관념에 붙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는 뜻과 지시체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새로운 틀을 제안하
는 것은 아닐까? 구체물과 추상물에 대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두 종
류의 이름을 설정하는 이론 말이다. 이에 따르면 어떤 이름은 뜻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시체에 매여 있는 반면 어떤 이름은 지시체가 항상 없는 것은 아
니지만 뜻에 매여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전자의 경우이고 ‘홈즈’는 후자의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103) 실제로 필자는 이런 방향을 생각해 보았는데,
이는 홈즈라는 추상적 대상의 구현물이 (있다면) 구현하는 속성들, 즉 ‘탐정임,
베이커가 221번지에 삶, 왓슨의 친구임’ 따위가 아리스토텔레스와 관련된 관
념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고는 이러한 비통일적 틀
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 속성들은 지시체를 결정한다는 의미에서의 뜻이
아니라 또한 (다른 조건들과 결합하여) ‘홈즈’란 이름의 지시체 자체를 이룬다.
즉 다시 강조하지만 진짜 탐정으로 활동하고 있는 홈즈란 인물이 우리 세계에
없다는 것은 결코 ‘홈즈’의 지시체가 없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필자는 고유명이나 보통명사, 그리고 구체적 대상의 이름이나 추상적 대상
의 이름이 모두 프레게적인 뜻과 지시체라는 이중적 의미론적 틀을 가짐을 전
제로 삼으려 한다.104) 이를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102) 잘타가 허구적 대상이 필연적으로 비구체적인 대상이라 주장한 것은 이런 의미에서인 것으
로 생각된다(잘타(2003) p.243, n.1)
103) 보통의 이름에 대해서는 밀주의를 따르면서도 존재부정문장에 쓰인 빈이름들에 대해선 기
술론을 받아들이는 입장이 이와 비슷한 생각을 보여준다(이런 류의 혼합이론에 대한 비판은 I
장 3.1절 참조). 그들이 빈이름으로 보았던 ‘홈즈’나 ‘벌컨’을 추상적 대상을 지시한다고 보는
본고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보통이름/빈이름의 구분이 구체물/추상물의 이름 구분과 겹친다.
104) 이러한 틀이 프레게주의를 함축하지 않음을 주의하라. 본고가 프레게의 틀을 모든 종류의
명사에 대해 받아들인다고 한 것은 뜻과 지시체의 구분을 수긍한다는 것, 고유명도 지시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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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명사

뜻

ex) ‘나폴레옹’

지시체와 연관된

‘에로이카’

정보들의 총체

지시체
->

특정사람(구체물)

-> 특정 음악작품(추상물)

(직접 지시)
보통명사
ex)

‘책상’
‘작품’

뜻
-지시체를 결정하는
정보들의 총체

지시체
->

책상(구체물)

->

작품(추상물)

(뜻을 통한 지시)
그림] 지시의 기본 구조: 이중적 의미론
물론 보통명사와는 달리 고유명은 해당하는 대상을 뜻에 의존하지 않고 직
접 지시한다. 따라서 고유명에 연관된 뜻이란 엄밀히 말하면 뜻이 아니라 단
어에 붙어 다니는 정보, 관념들의 묶음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다. 이처럼 모든
종류의 명사에 공통된 틀을 적용하는 것은 분명히 이론의 통일, 경제성이라는
장점을 가질 것이다. 한편 다음의 논증을 보라.
‘K가 레이건을 생각하고 있다’와 ‘K가 페가수스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라는
두 문장에 대한 의미론적 분석은 무엇인가? 일반적 의미론은 두 문장을 논리
적으로 평행하게 다루어야 한다. 즉 우리는 전자의 진리조건이 레이건의 지시
체에 관계되면서 후자의 조건은 페가수스란 관념이 가진 프레게적인 뜻에 연
관된다고 분석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두 문장에 대한 분석이 모두 레이건, 페
이 아니라 뜻을 가진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음을 말한다. 그것은 지시체 말고도 그 이름을 포
함한 신념이나 주장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 가령 아담스와 디트리히는 고유명이 관련된 기술
들로 이루어진 집합인 지식(lore)을 거느린다고 주장한다(아담스와 디트리히(2004)). 반면 프
레게주의는 그 뜻을 간단한 기술구로 보든 기술구들의 다발로 보든 그것이 지시체를 결정한
다고 생각하는 입장을 말한다. 우리는 프레게주의를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아담스와 디트리히 뿐 아니라 직접지칭론을 주장하는 많은 철학자들이 필자가 제안한 의미론적
틀과 유사한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세부적인 점에서 차이가 나지만, 아담스,풀러,스테커
(1997), 에버렛(2000), 테일러(2000), 캐플란(B.Caplan-2002) 아담스와 디트리히(2004), 브
라운(2005) 등이 모두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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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스가 각기 그 뜻을 나타낸다고 보게 되면 이는 전자 문장의 분석이 명백
히 ‘K’ 및 ‘레이건’의 지시체와 연관된다는 직관을 보존하지 못한다. 결국 지향
적 문맥의 논리학을 단순화하기 위해서도 허구적 이름들 또한 지시체를 가진
다는 생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105)
문제는 지시체와 구분되는 뜻이나 관념 따위가 그 자체 추상적 대상에 속하
기 때문에 허구적 이름들의 경우 뜻과 지시체 모두가 추상적 대상으로 이해됨
으로써 양자가 혼동되기 쉽다는 것이다. 즉 추상적 실재론에서 허구적 대상의
후보들로 거론되는 것들은 모두 위의 의미론적 틀 가운데 뜻 개념에 상당히
가까워 보인다.106) 그러나 허구적 대상의 정체가 뜻이나 관념 따위로 이해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뜻을 대상에 대한 접근 경로로 볼 때 하나의 허구적 대
상에 대해 많은 경로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 허구적 대상의 정체를 이루는
속성집합에 속하는 여러 원소들 가운데 몇 개를 뽑아낸 부분집합을 다양하게
취할 수 있다면, 이러한 부분 집합들이 대상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구성할 것
이다. 그렇지만 그 경로들이 개인적, 주관적 관념이 아니라 공적인 관념이더라
도 그것은 허구적 대상의 확인을 도와주는 기술들일 뿐, 곧 허구적 대상 자체
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공적인 관념’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여러 사람들의
주관, 심리상태를 표현한 부분, 즉 공유가 가능한 부분에 공통되는 부분이 있
다는 뜻일 뿐, 마음 바깥의 객관적 대상을 가리키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뜻으로서의 기술다발이 가능하더라도, 이는 지시체로서의 허구적 대상을
이루는 (본질적) 속성집합 전체를 나타내는 기술다발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캐
릭터 홈즈는 그에 관한 부분적인, 혹은 잘못된 기술들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
는 (본질적) 속성집합 전체 및 또다른 요소로써 그 정체가 규정된다. 그 정체
성에 대해 III장에서 자세히 논의하겠다.

2. 고유명으로서의 허구적 이름

105) 잘타(1988), p.106
106) 볼토리니는 이야기 안에서 허구적 대상에 귀속시킨 여러 속성들로 이루어진 집합이 체하기
과정과 결합하여 허구적 대상의 정체성을 이룬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속성들-그 속성들을
만족시키기만 하면 무엇이건 한 표현의 지시대상이 되는 그런 속성들-의 무리’는 프레게주의
자인 써얼이 뜻과 동일시하는 바이다(솔먼(1981,번역본(2000), 기술이론 중 다발이론에 대할
설명(pp.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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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적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허구적 대상이 가지고 있는 생생한 구체성의
느낌은 홈즈의 속성을 구현한 실제 사람을 떠올릴 때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
한 홈즈의 ‘구현물’은 추상적 대상의 영역을 존재론적 의존이라는 개념을 통해
확장할 때 허구적 대상이 의존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구체물에는 해당하지 않
는다. 토마슨의 이론에서 허구적 대상이 의존하는 존재자는 문학작품이고107)
이 문학작품은 다시 작품의 인쇄본에

의존하는데, 이때 인쇄본이란 의미론적

으로 해석되는 대상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물리적 아이템, 즉 구체물인 것이
다. 허구적 대상은 또한 작가의 정신행위에 의해 생겨난다. 그것은 영원불변하
는 플라톤적 추상자가 아니라 인간 이성의 창조물, 상상력의 결과로 이해된다.
홈즈가 코난 도일의 창작 행위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허구적 대상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이후에 상론하겠지만 일단 홈
즈가 정신 활동 및 물리적 아이템에 대한 작용-원고를 써내는 행위-이라는 작
가의 창작행위에 의해 생겨난 인공품이라는 생각에는 이상한 점이 없다.
이제 문제는 허구적 대상이 추상적 인공품이라는 생각을 받아들일 때 이 생
각이 앞서 제시한 지칭의 기본 구조에 맞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우리는 뜻
과 지시체의 이중적 틀을

모든 종류의 명사에 대한 하나의 통일적 의미론적

틀로 내놓았고 그 프레게적인 기본 틀 하에서, 고유명에 대해서는 밀주의 이
론을 따를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즉 구체적 대상이건 추상적 대상이건 같은
방식의 인과적 메카니즘을 통해 고유명에 연결되며 이는 허구 대상도 마찬가
지이다. 허구의 이름들도 다른 이름들처럼 술어의 축약이 아니라 단순한 이름
으로, 대상에게 이름을 붙이는 명명식(dubbing)을 통해 대상에 부착되고 이어
그 이름의 다른 사용자들에 의해 지칭의 연쇄가 일어나는 직접지칭어라는 얘
기다.
우리의 이론은 허구적 대상을 뜻이나 관념 같은 것으로 해체되지 않는 추상
적 실체로서 확립하려 한다. 즉 허구적 이름이 뜻만을 가지고 지시체는 없는
빈이름이라는 반실재론으로 붕괴되지 않기 위해선 허구적 대상이 추상적 인공
품이면서도 어떻게 고유명의 메카니즘을 만족시키는 이름을 가질 수 있는지를
규명하는 일이 필요하다.

2.1. 인공품에 대한 고정지시
2.1.1. 통세계적 동일성
직접지시 이론은 지시어의 고정성이라는 논리적 귀결을 가진다. 그것은 일
107) 토마슨의 ‘의존관계’ 개념은 본고의 다음 장에서 상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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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기술이나 의미를 만족시키는 것-따라서 각 가능세계마다 다른 개별자가
문제의 기술이나 의미를 만족시킴으로써 각각이 그 표현의 지시체가 되는-과
상관없이 하나의 대상에 붙은 일종의 꼬리표로 그 대상의 성격이나 업적, 세
계의 다른 특성들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상에 붙어 있다. 이는 소크
라테스가 독배를 마시지 않은 반사실적 상황에서도 여전히 ‘소크라테스’가 같
은 개별자를 지칭한다는 직관을 반영한다.
사실 고정지시라는 개념은 양상문장에서의 통세계적 동일성 문제에 대한
‘해소’를 위해 크립키가 만들어낸 것이다. 우리가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
지 않았더라면 구차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라는 문장의 진리치를 알아내기 위
해 각각의 가능세계들을 들여다보면서 거기서 이러저러한 질적 속성을 현실세
계의 소크라테스와 동일하게 가지는 누군가를 찾아내야 하는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 크립키의 답이다. 그는 이러한 통세계적 동일성의 문제가 사실은
사이비 문제로, 가능세계는 우리의 관찰대상이 아니라 고정지시어를 써서 약
정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108) 즉 우리는 우리 현실세계의 바로 그 소크라
테스가 현실과 다른 특성들을 가지는 세계를 가능세계로서 약정한다는 것이
다. 이러한 그림에서는 소크라테스라는 이름은 그 역할 상-가능세계들을 규정
할 때 그 주어로 쓰이는- 당연히 고정지시어인 것으로 상정된다. 그러나 이하
의 논의에서 우리는 통세계적 동일성의 물음을 의미있는 것으로 인정하고109),
인공품의 경우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겠다. 여기서 논의되는 인공품
은 물론 구체적 사물들이지만 이러한 논의가 유비를 통해 인공품으로서의 허
구적 대상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크립키와 퍼트남은 ‘물’이나 ‘호랑이’ 같은 자연종어 역시 고정지시어라는 이
론을 전개하였는데, 이들은 이런 표현들이 현미경적 구조 혹은 내부구조 상의
어떤 실체를 어떤 가능세계에서나 똑같이 지칭한다고 주장한다.110) 퍼트남의
쌍둥이 지구 논변을 보라. 겉보기에 물과 똑같고 호수를 채우며 우리가 목마

108) 크립키(1972, 번역본(1986)),pp.61-66
109) 통세계적 동일성 문제가 제기될 필요가 없다는 크립키의 논변은 꽤 그럴듯해 보이지만 문
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크립키의 논변이 고정지시어 개념에 의존한다는 점을 볼 때, 고
정지시어 개념 자체가 양상개념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논변의 심각한 약점으로 보
인다. 즉 우리는 모든 세계에서 소크라테스로 불리우는 바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
어한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해야 그에 대해 의미있게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고정지시어가 도입됨으로 인해, 기술구의 축약일 때엔 발생하지 않았
던-우리는 해당 기술구를 만족시키는 사람만 찾으면 된다- 통세계적 동일성의 문제가 오히
려 생겨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선우환(1993)).
110) 크립키, Ibid. 퍼트남의 논변에 대해서는 솔먼(1981,번역본(2000)) pp.145-15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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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때 마시지만 사실은 그 성분이 XYZ로 밝혀진 어떤 물질에 대해 우리는 그
세계에서는 물이 XYZ라고 말하는 대신 거기선 사람들이 물처럼 보이지만 사
실은 XYZ인 무언가를 마신다고 기술하게 될 것이다. 자연종에 대한 이름은
최초의 명명식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의 대상과 연결되고 나면 어떤 가
능세계에서나 같은 대상을 지시하는 것이다. 폽스는 유기체의 통세계적 동일
성의

기준으로

기원의

본질성과

기원-종

불분별성

(propagule-and-sort-indiscernibility) 원리를 제안했다. 간단히 말해 유기체
는 수정란이 같으면 그 종이 같은 한, 같은 개체로 확인된다.111)
반면 허구적 대상 같은 인공품에 대해 이러한 생물학적 기원 개념이 무의미
함은 말할 것도 없다. ‘물’이나 ‘금’ 같은 다른 자연종어처럼 그 대상의 정체성
이 확인가능한 미시구조로 동일시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인공품의
경우에는 어떻게 고정지시어 개념이 적용될 수 있을까? 크립키가 인공품에 대
해 주장한 기원의 본질성 주장-이 탁자는 필연적으로 그 탁자가 기원한 재료
로부터 만들어졌다112)-에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대상을 이루는 재료뿐 아니
라 설계나 기원이 동일하면 같은 대상으로 보고 우리가 이름 붙인 인공품의
정체를 바로 그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이를 기준 I라고 하자. 그러나 기
준 I는 실제로 적용하기에 너무 엄격한 것 같다. 우리는 본래의 설계에서 조금
변경된 설비, 혹은 본래의 재료와 약간 다른 재료를 써서 만들어진 인공품에
대해서도 그것을 여전히 같은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이
책상의 이 부분이 지금과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달랐더라면 더 편리했을 것이
다”란 말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이 기준에 따르면 이런 말을 아예 할 수
없게 되어버린다. 실은 바로 이런 문장의 논리적 형식화를 위해 통세계적 동
일성이란 개념이 생겨난 것이 아닌가?

2.1.2. 인공품의 퍼지적 동일성
여기서 상대역 개념을 사용하여 이 문제에 접근한 폽스의 이론을 살펴보자.
상대역(counterpart) 개념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루이스에 의해 도입된 것으
로, 각 가능세계에서 ‘소크라테스’란 이름을 가지는 대상들 간의 관계를 동일
성이 아닌 그보다 느슨한, 서로 매우 닮은 관계인 상대역 관계로 설정하는 것
이다.113) 폽스는 이 개념을 써서 인공품의 퍼지적 본질을 제안한다. 그것은 하

111) 폽스(G. Forbes, 1985), ch.6
112) 크립키, Ibid., pp.130-131, 특히 이책 각주 56,57을 보라.
113) 본고에서 이 개념에 대한 일반적 설명은 선우환(1993)을 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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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대상과 그 대상의 주어진 인공품에 대한 상대역 정도를 표현하는 값의
쌍들로 구성된 집합으로 표현된다. 하나의 인공품은 그것이 실제 가지고 있는
혹은 가질 수 있었을 부품의 대부분을 가진다는 것이 본질적이고, 그 상대역
은 세계를 가로질러 디자인(혹은 관련된 어떤 측면)이 비슷하고 대부분의 부품
을 공유하는 대상이다.114) 이는 디자인과 부품이 ‘대부분’ 비슷할 뿐이지 완전
히 같지는 않다는 점에서 앞서의 기준 I에서 후퇴한 것이다.
각 가능세계의 인공품들을 진짜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보
통 기능이나 외관, 기원이나 재질(폽스는 디자인과 부품만을 언급했다) 등 질
적 기준을 바탕으로 지칭하며 따라서 명명식과 인과적으로 직접 연결된 원래
의 인공품 말고는 이런 기준을 완전히 만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준이 되는 속성들을 줄여 중요한, 혹은 본질적 속성만 같으면 동일한 제품
으로 보자고 제안할 수 있을까? 가령 내가 만들어내 'X'라고 이름붙인 가죽가
방을 생각해보라. 내가 X를 이러저러하게 다르게 만들 수도 있었다고 말할 때,
어느 정도까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그 가방은 어느 만큼의 변화를 겪고도
여전히 X란 이름에 값하는가?)? 물론 그 가방을 가지고 허리띠를 만들었다면
그러고도 그것을 X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유전자 감식이 가능한
유기체와 달리, 이때의 고정지시는 보다 애매하다.115) 그 가방의 사소한 장식
114) 퍼지적 본질과 관련된 이 두 개의 조건들에 대한 폽스의 형식화는 다음과 같다(□는 필연
성 연산자).
[퍼지적 동일성] (x)□1(E(x) -> □(E(x)->[MyP(y,x):A1(P(y,x))]))
[상대역 관계] □1(x)□2(y)[A1xA2y(S(x,y))& A1(MzP(z,x):A2P(z,y)) & A2(MzP(z,y):A1P(z,x)))
-> x=y]
여기서 A는 현실성 연산자로 위첨자는 현실성이 나타나는 개체를 표시하고, 아래 첨자는 같
은 아래첨자를 가지는 양상연산자에 의해 자신이 속박됨을 나타낸다. Mxϕx:Ψx는 ‘ϕ인 대부
분이 Ψ’임을, P(y,x)는 'y가 x의 부품임'을, S는 유사성 관계를 표시한다.
115) 폽스의 이론에 따르면 유기체의 경우에는 아무리 그 속성이나 그것이 거치는 역사가 달라
도 수정란의 동일성에 의해 통세계적 동일성이 보장되는 반면 인공품은 충분히 많은 속성들
을 공유하는 각 가능세계의 대상들(앞서 ‘대부분의 부품을 공유하는’이라고 이야기했다)을 단
지 상대역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겠다. 왜 이런 불균형을 용인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 폽스는
어떤 사건들을 거치더라도 불변인 채로 남는 기원의 동일성이 인공물의 경우에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답할 것이다. 실제로 비슷한 언급이 폽스(1985), p.190에 나온다.
한편 이러한 불균형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도 있다. 우리가 그 개수통은 개수통이 아닐 수 없
었지만, 철수는 철수가 아닐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철수는 현재의 철수가 가진 특
성들을 전부 가지지 않을 수 있었다는 의미에서 철수가 아닐 수 있었다. 그러나 개수통은 우
리가 그것을 개수통이라고 부르려면 적어도 개수통으로서의 어떤 모양, 쓰임새를 가지고 있
어야 한다. 인공물의 경우엔 지칭 기준으로 쓰이는 특성들이 고정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개체
간의 통세계적 관계가 동일성보다 느슨한 관계일 수 있다. 이는 달리 말하면 ‘X’란 이름의 가
방은 웬만하면 (즉 속성들이 조금씩 달라도 상대역 관계를 통해) ‘X’란 이름으로 불릴 수 있
으므로, 그 가방 X가 X가 아닐 수 있었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함축을 가진다. 같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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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들을 바꿈으로써 ‘X’라는 이름을 포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문제는 기능에 연
관된, 혹은 X의 독특성을 보장해주는 재료나 디자인이라 할 부분들도 여전히
그렇지 않은 부분들과 마찬가지로 가방의 일부일 따름이라는 점이다. 혹은 본
질적 속성에 속한다 할 만한 기능의 경우엔 매우 다른 형태와 재질에도 불구
하고 같은 기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특정대상의 동일성의 기준으
로는 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폽스는 본질적 속성집합을 따로 골
라내지 않고 디자인과 부품 상의 충분한 유사성만을 이야기한 것이다. 폽스의
제안대로 인공품의 동일성을 위해 본질적 속성을 설정하기보다 모든 속성들의
위계 없는 동등한 취급이 직관에 더 부합하는지 아닌지에 대해 여기서 상론하
지는 않겠다. 본고가 본질적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각 대상들이 가지는 속
성집합들 전체에 공통되는 중첩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 겹치
는 부분을 ‘본질적 속성’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고 허구적 대상의 경우 이런
속성들을 골라낼 수 있다는 것이 다음 절에서 주장될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
만으로 진짜 동일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겹치는 부분, 즉 본질적
속성을 제외한 부분에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엄청나게 다른 대상을 동일한
대상으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 때는 유기체나 자연종에서처럼 동일성을
고정해주는 기저적 실체를 설정할 수 없다고 할 때 그 동일성이 선뜻 받아들
여지지 않을 것이다.
요컨대 인공품의 경우는 본질적 속성을 설정한다 해도 그것이 유기체의 경
우만큼의 특권적 지위를 누리지 못한다. 따라서 본질적이지는 않은 부분들 만
이라 해도 상당히 많은 정도로 바뀐 가방을 두고 여전히 ‘X’라고 부르기에는
뭔가 주저함이 남는다. 그러나 이러한 주저함을 본질적 속성을 잘못 골라낸
탓으로 돌릴 필요는 없다. 겹치는 부분은 아주 작을 수 있고 그것은 단지 최
소한의 필요조건에 그치고 마는 속성들일 수 있다. 즉 방금 말한 가방은 정당
하게 ‘X'라고 불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때에는 인공품의 전체 부분들이 고
르게 퍼지적 동일성에 기여한다는 폽스적 직관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본질적 속성을 가지면서 전체 부품과 디자인 상으로도 원래의 대상
과 충분한 정도의 유사성116)을 보이는 경우에는 확실히 인공품 간의 동일성을
에서 우리는 ‘홈즈’라는 캐릭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홈즈가 아닐 수는 없었다는 문장을 받
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홈즈와 현저히 다른 특성을 가진 캐릭터는 아
마도 홈즈가 아닌 홈즈와 비슷한 다른 캐릭터라고 말해야 옳을 것이다. 그렇지만 “홈즈는 스
토리에서 기술된 일들을 전부 하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홈즈였을 것이다, 즉 그는 여전히 그
자신과 동일할 것이다”가 이야기 안에서 참이라는 직관도 있다(커리(1990), p.165). 이에 대
해서는 본고의 IV장 3절에서 좀더 자세히 밝히기로 한다.
116) 그러나 ‘충분한 정도의 유사성’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상대역 관계에 이행성을 허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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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더라도 동일하다고 간주되는 이 X는 사실은 엄
밀한 의미에선 단지 각 가능세계에서 상대역에 해당하는 대상을 표상하고 있
는 것이라 보아야 한다. 동일성을 확보해주는 본질적 속성 대신 전반적 유사
함에 호소하는 것은 곧 상대적 관계를 함축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고
는 여전히 인공품의 퍼지적 본질 아이디어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각 세계에
동일한 대상을 표상하는 것이 있다는 의미에서는 상대역 이론도 통세계적 동
일성을 받아들인다고 할 수 있다.117) 또한 약간의 다름만으로는 확실히 “이
인공품은 약간을 빼고는 거의 대부분 똑같은 바로 그 나무로 원래부터 만들어
질 수 있었다”고 말하는 데 무리가 없으며 이 때 이 문장이 동일한 하나의 대
상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직관을 반영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폽스 이론의 취
지를 이해하면서도 인공품의 고정지시라는 개념을 계속해서 사용할 것이
다.118)
면, 충분한 정도의 속성 중첩에 의한 상대역도 그 관계의 반복을 통해 처음의 대상과 전혀
다른 대상을 상대역으로 인정하게 되는 역설적 결과를 가져온다. 잘 알려진 대로 sorites 역
설은 아주 약간씩의 오차도 누적되면 결과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낳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117) 이런 의미에서의 통세계적 동일성은 루이스도 인정하였다. 선우환(1993),pp.27-28 즉 가
능세계 자체는 예컨대 닉슨보다는 닉슨을 표상하는 것을 담고 있으며 각 가능세계에서 닉슨
을 표상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상대역 이론의 대답이 바로 닉슨의 상대역, 즉 닉슨을 매
우 닮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때의 고정지시는 ‘닉슨’이란 이름과 ‘닉슨을 표
상하는 대상’ 사이에 성립되는 관계라고 볼 수 있다.
118) 물론 ‘같다’와 ‘상대역이다’란 관계는 서로 같은 관계가 아니며 이를 무시할 때 다음과 같
은 역설이 발생한다. 이 역설은 솔먼이 <지시와 본질> appendix에서 제시한 네 세계 역설로,
치좀의 네 세계 역설과는 구분된다.
역설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가정이 있는데, 그것은 일정부류에 속하는 약간의 구체적 대상이 현
실의 원래 재료와 부분적으로만 다른 재료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는 바로 그런 것이라는 가정
이다. 크립키식의 본질주의가 올바르다면 어떠한 배도 전적으로 다른 재료에서 비롯되었을
수는 없다. 이제 논증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가정하자. 특정 계획에 의해 특정 구조로 임의의
배가 널빤지의 98%가 똑같고 단지 2%만 다른 한도 내에서는 다른 널빤지의 집합에서 비롯
될 수도 있다고 하자. 다시 말해 원래 재료의 허용 가능한 변이도의 기점은 2%이다. 이때 우
리는 w1의 배와 똑같은 재료로 98%이상이 건조되었거나 2%이하의 다른 재료로 건조된 임
의의 배가 임의의 가능세계에서 a 그 자체라고 가정하지 않았다. 방금 우리의 가정은 이보다
약한 가정일 뿐으로 배 a가 w1의 재료와 2%만 다른 재료로 건조되는 약간의 가능세계가 있
다는 내용이다. w1에서 배 a를 이루고 있는 널빤지를 'P1','P2',... 'P100'이라고 하겠다. 이제
다음과 같은 가능 세계 w2가 확실히 존재한다. 배 b가 a와 똑같은 설계에 의해 널빤지
P1,P2,...,P97,P101,P102,P103으로 건조된 세계이며, 여기서 P101,P102,P103은 질적으로는
P98,P99,P100 와 동일하지만 이에 비해 w1에서의 배 a의 원래 널빤지 가운데 어떤 것과도
중첩되지 않는다. 배 b는 배 a 자체가 되기 위해서는 w1의 a와 공유하는 충분한 널빤지를
w2에서 갖지 않는다. 그러므로 b는 a와 수적으로 다른 배이어야 한다. 이제 배 a와 b 둘 중
하나가 98개의 널빤지가 똑같지만 나머지는 다른 널빤지를 가진 널빤지 집합에서 비롯될 수
있다. 따라서 배 a가 똑같은 설계에 의해 P1,P2,...,P97,P98,P102,P103으로 건조된 가능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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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 널빤지 가운데 98개는 w1의 널빤지와 똑같기 때문이다. 한편 배
b가 똑같은 계획에 의해 이와 똑같은 널빤지로 건조되는 가능세계 w4도 존재할 수 있는데,
이 배는 98번 널빤지를 빼놓고는 w2의 널빤지와 똑같다. 이런 상황을 다음과 같이 도해할
수 있다.
w1
<P1,P2,...,P97,P98,P99,P100>
a

≠

∥
a
<P1,P2,...P97,P98,P102,P103>
w3

w2
<P1,P2,...,P97,P101,P102,P103>
b
∥

≠

b
<P1,P2,...,P97.P98,P102.P103>
w4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두 세계 w3과 w4에서 두 배 a와 b를 갖게 된 셈이며, 이들은 모두 각자
의 세계에서 똑같은 설계에 따라 똑같은 널빤지로 건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둘은
서로 다른 실재가 되는 역설이 생긴 것이다.
역설의 발생은, 우리가 w1에서의 a와 w3에서의 a가 완전히 똑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따라서
약간만 다른 이 배를 ‘임의의 가능세계에서 a 그 자체라고 가정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같
은 ‘a’로 표기하였다는 것과 상관이 있다. 둘 중 하나, 가령 w3의 a를 ‘a'’으로 w4의 b도 ‘b'’
로 표기하고 a와 a', b와 b' 서로의 관계를 상대역으로 놓도록 하자. 그렇다면 이 사례는 한
사물의 상대역들은 그들끼리는 서로 상대역 관계가 아닐 수 있다는 원리를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위의 도해에서 a'=b'이 명백하므로, b'를 ‘a'’이라는 표기로 나타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례는 하나의 대상 a'(=b')에 대해 두 개의 다른 세계에 각기 상대역이 있으면
서-a'의 w1에서의 상대역을 원래대로 ‘a’로, w2에서의 상대역을 ('b'대신) ‘a''’으로 표기하도
록 하자. 이 두 개체는 모두 원래의 a'과 두 개씩의 널빤지만 바뀌었다-, 그 상대역들이 서로
의 상대역이 아닌-a와 a''는 세 개의 간판이 바뀌었으니 서로 상대역이 되지 못한다- 사례로
보면 된다. 이제 a와 a''는 서로 간에 상대역 관계가 아니므로 다른 문자를 써서 표현할 수
있다. w2의 a''를 ‘b’로 표기한 것이 위 도해가 된다. 이때, ‘a'’과 ‘b'’는 수적으로 동일한 하
나의 사물을 다르게 이름 붙인 것이라 보면 된다. 그러나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상대역 관계
를 같은 문자로 표시하면서, 어째서 동일한 사물을 다른 문자로 표시하는 것을 용인해야 하
는가?
2% 범위 내의 다름을 같음으로 보자는 약정이 일으키는 이러한 역설은, 그것을 상대역 관계로
대체하면 해결되는 것 같다. 그러나 솔먼은 이같은 해법이 애초의 그럼직한 가정, 즉 약간의
인공물이 다소 다른 재료로 원래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이라는 가정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
데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내가 특정 배나 탁자를 지적하면서 “그래 바로
이 인공물은 한 두 개의 원자가 여기와 저기 있다는 것 말고는 거의 대부분 똑같은 바로 그
나무로 원래부터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말할 때 나는 내가 지적하고 있는 그 하나의 배나
탁자말고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확실히 이런 애초의 가정은 허용되는 변
이의 정도를 굉장히 좁게 잡고 있기에 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30%나 40% 정도의 다름을
같음으로 보자는 약정이 가능할 것인가? 여기에는 분명히 모호함이 개입한다. 즉, 어느 정도
달라도 같은 탁자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떤 확정적인 답도 없다. 여기서 폽스가 제시한
인공품의 퍼지적 본질을 단지 상대역 관계로 볼 것인지 동일성으로 볼 것인지에 관한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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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허구적 대상의 본질적 속성
지금까지의 고찰은 인공품에도 고정지시가 가능하다는 직관을 잘 반영한다.
이제 이를 허구적 대상의 경우에 유비해 적용해 보자. 우리는 특정한 가방에
‘X’라는 이름을 쓰면서 특정 재질, 형태, 부속품 따위를 가지는 가방을 지칭하
며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것을 같은 대상이라 여기면서 이 대상에 관한 반사
실적 상황들을 떠올린다.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코난 도일이 소설을 쓰면서
만들어낸 허구적 대상에 ‘홈즈’란 이름을 붙이고 이것으로써 가능세계를 가로
질러 같은 대상을 고정지시한다. 이 때 각 가능세계에서 ‘홈즈’로 지칭되는 하
나의 대상을 골라내는 속성들의 집합을 홈즈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본질적 속
성 집합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홈즈 캐릭터와 단단하게 연결된 속성들, ‘탐정임, 지적으로 명민함,
성격이 꼼꼼하고 치밀함, 화학 지식에 정통함...’ 따위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이
런 속성들에 대해선 그것이 다를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만약
홈즈가 아둔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면,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전혀 홈즈가
아닌 다른 캐릭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될 것이다. 사실은 이 부분이, 실제
인물과 달리 허구인물이 가진 특성을 보여주는 지점이고 위에서 인공품의 통
세계 동일성을 따로 검토해 본 이유이다. 즉 인공품으로서의 홈즈는 실제 사
람과는 달리 그의 본래 성격이나 행적이 다를 수 있었다고 말하기 쉽지 않은
데, 이는 물론 홈즈가 그런 것에서 차이가 난다면 더 이상 홈즈가 아님을 의
미하지만, 한편으론 중요한 성격이나 행적을 유지하는 한 본래의 홈즈와 완전
히 같지 않아도 여전히 '홈즈'로 불릴 수 있음을 말해 주기도 한다. 앞서 ‘대부
분의 부품을 공유하는’이란 말이 인공품의 통세계 관계를 동일성이 아닌 상대
역으로 설정한 폽스 이론의 요점을 잘 드러내 주듯이 여기서도 '본래의 홈즈와
완전히 같지는 않다'는 말이 허구 인물의 통세계 관계를 드러내 준다. 그렇지
만, 앞 절에서 인공품의 통세계 관계를 상대역 관계로 보면서도 고정지시 개
념을 적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서도 '홈즈'의 통세계 지시관계를
고정지시로 간주하기로 한다.
이 때 홈즈의 동일성은 어디까지나 인공품의 동일성으로서 퍼지적 동일성을
의미한다. 본질적 속성을 선별할 테지만, 그 속성들을 전부 갖추어야 홈즈인
철학적 논쟁을 따라갈 여유는 없다. 지금으로서는 이러한 비결정성이 존재하는 영역을 기존
의 ‘동일성’ 관계와는 다른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족하다. 최종적으로
는, 본문에서 말하였듯이 대부분의 부품과 디자인을 공유하는 두 대상은 동일한 대상으로 간
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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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다. 어떤 속성들은 홈즈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속성들이지만 본질
적 속성의 집합이 이런 것들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선택한 속성
집합은 유기체나 자연종의 본질적 속성만큼 동일성을 확고하게 지지해줄 수는
없지만, 퍼지적이긴 하되 꽤 고정적인 테두리를 정해준다는 의미에서 분명히
본질적 속성으로 기능한다. 본고의 이론에 대한 본격적 전개인 III장에서, 이
속성 집합의 마련을 시도할 것이다.
다시 말해, 고정지시어로서의 허구적 이름이 가리키는 대상은 어떤 속성이
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상의 동일성이 유지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
야 하는 속성들, 즉 본질적 속성들이 있다. 그러나 허구 안에서 이야기되는 모
든 속성들이 여기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119) 우리는 원래의 햄릿과 사소한 점
에서 다른 캐릭터를 상상할 수 있으며 그런 상황을 햄릿과 다른 누군가가 아
닌 햄릿 자신에 대해, ‘그가 만일 이러저러했다면’이라는 가정으로 표현할 수
있다. 설정된 가정적 상황에서 여전히 햄릿은 우리가 알고 있는 햄릿과 같은
캐릭터이다. 비평문에 나오는 이러한 문장을 우리는 사실 작가가 등장인물의
행동을 다르게 쓸 수 있었다, 다른 방식으로 소설내용을 전개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또는 햄릿 캐릭터가 이러저러한 속성들을
가지는 각각의 가능세계가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문제는 이때의 햄릿 캐릭터가 인공품이면서 동시에 추상적 대상이라는 것이
다. 추상적 인공품으로서의 허구적 대상의 이름이 어떤 방식으로 고정지시어
일 수 있을까? 직접 사물을 맞대고 이루어지는 명명식 및 이후 언어공동체의
구성원들에 의한 사용의 인과연쇄라는, 구체적 대상에서의 직접지시 이론의
모형이 인과적 고리 바깥에 있는 추상적 대상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2.2. 추상적 대상에 대한 고정지시
2.2.1. 기술/기술적 이름
언뜻 보기에 추상적 실재론은 직접지칭이라는 고유명의 특성과 양립가능하
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이 이론에서 허구적 대상의 정체를 이룬다고 주장
되는 ‘홈즈’란 이름과 연관된 특성들, ‘탐정임, 명민함, 바이얼린을 잘 연주함’
따위가 우리를 결국 프레게-러셀 식의 전통이론으로 향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
기 때문이다. 이는 고유명을 관련된 속성에 대한 기술구의 축약어로 보는, 혹
119) 볼토리니는 ‘분석성 자료’를 통해 허구 안에서 캐릭터에게 부여된 속성들 전부를 캐릭터의
분석적, 따라서 필연적 속성으로 가진다고 주장한다(볼토리니(2010)). 이에 대한 비판은 IV장
2.1절에서 상세히 논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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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술구들의 다발에 의해 그 지시체가 결정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입장인가?
그렇지만 우리가 일단 보통의 이름에 대해 밀주의를 받아들였다면 추상적 대
상을 지칭한다고 해서 허구적 이름에 대해 다른 원리를 도입할 수는 없다. 그
렇다면 이 이름을 고정지시어이긴 하지만 시초의 명명식이 사물을 직접 대면
한 상황에서가 아니라, 기술을 형성해서 이 기술을 만족시키는 대상에 대해
행해지는 기술적 이름의 경우라고 볼 것인가? ‘지퍼의 발명자’가 실제로 누군
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 ‘율리우스’란 이름을 붙이기로 약정하는 예처
럼 기술적 이름은 대상에 대한 명명식이 기술을 통해 간접적으로 행해진 경우
를 말한다. 다른 혹성들의 궤도에 차질을 빚은 혹성으로 가정되었던 해왕성도
좋은 예이다. ‘홈즈’나 ‘햄릿’의 경우, 작가가 명명식에서 직접 대면할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생각을 적용하는 것이 그럴듯해 보인다.120) 그러나 기
술적 이름의 본성에 대한 철학자들의 논쟁을 들여다보면 그럴 수 없다는 걸
알게 된다.
기술적 이름은 크립키에 의해 고정지시의 특성을 가진 고유명으로 생각되었
다. 따라서 르베리에에 의해 가정된 이 행성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 망원
경으로 관찰되고 난 이후에 ‘해왕성’이란 이름은 문제의 그 행성을 고정적으로
지시한다. 즉 르베리에는 “만일 해왕성이 100만년 전에 그 궤도에서 완전히
이탈하였다면 해왕성은 그러한 궤도 방해를 하지 않았었을 것이고 다른 어떤
대상이 대신 그러한 궤도 방해를 야기했었을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121) 그러나 가정된 대상이 어떤 확정적 대상의 존재로 판명나지 않는
경우 이런 고정지시의 특성을 주장하긴 힘든 것 같다. 우리가 벌컨을 ‘수성의
궤도 간섭에 영향을 미치는 천체’로 약정해 놓고 “벌컨이 수성의 궤도에 간섭
하지 않았을 수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잭 더 리퍼가 살인마가 아
닐 수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이러한 대상들의 이름은 바로 프레게
-러셀 이름 이론에서의 기술처럼 행동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어
티쯔베리아는 기술적 이름이 기술에 다름 아니라고 주장한다.122)
120) 반 인와겐은 기술에 의한 지칭이 허구적 대상에 대한 지시의 주요 방법일 수밖에 없다는
논증을 제시한다(반 인와겐(1977),p.307). 커리에 의해서도 이러한 가능성이 비판적으로 고려
되었고(커리(1990), 4.3), 볼토리니 역시 비슷한 제안을 했다(볼토리니(2010),p.198). 커리는
기술적 이름의 방식으로 ‘홈즈’의 지시체를 집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결론내린다.
121) 크립키, Ibid., 각주 33
122) 기술적 이름의 지시가 기술적인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점을 에반스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
다. “‘율리우스는 F다’로 표현된 그 생각이 ‘지퍼를 발명한 그 발명가가 F다’로 동일하게 표
현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나는 내가 상식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한다....우리는 단지 펜의
필치로써 새로운 생각들을 산출하지 않는다.”(에반스(1982), p.50) 즉 위 인용문에 나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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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어티쯔베리아의 주장에 따르면 해왕성의 발견 전후에 ‘해왕성’이란 이름의
의미론이 완전히 달라진다. 발견 전에는 기술구의 축약이었다가 발견 이후에
는 진짜 고유명이 된다는 것이다. 그는 “가정된 대상의 발견이 이름의 행동에
본질적 변화를 가져온다”고 말한다.123) 그러나 크립키는 이런 이름도 본질적
으로 고유명이라고 보았고 아담스와 디트리히도 이름에 대한 이론의 통일성을
깨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한다. 르카나티는 이 이름들이 "
그 지시체에 대한 더 이상의 정보들이 축적되어 궁극적으로 지시체를 비기술
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을 기대하면서 만들어진다"고 주장한다. 즉 그 지시체가
기술에 의해서만 알려진다는 사실은 순전히 우연적이다.124) 홈즈는 어떤가?
물론 ‘홈즈’란 이름의 지시체를 비기술적 방식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우연적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잭 더 리퍼나 해왕성, 벌컨의 경
우 기술은 존재하는 어떤 것, 혹은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인식적
접근의 수단인 반면 인공품으로서의 허구적 대상에서는 오히려 이러저러한 기
술들이 그 대상 자체를 만들어내는, 즉 정체성을 구성하는 부분이 된다. 그러
나 그렇다면 이는 곧 프레게-러셀의 기술론을 함축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만
들어낸 것은 그냥 이러저러한 기술 다발이고 홈즈는 이러한 기술다발의 동의
어일 뿐인가?
본고는 기술론을 부정하는 입장이므로 ‘홈즈’를 기술다발들과 연결시키는 방
식으로 그것이 기술적 이름일 가능성을 생각해 보았다. 방금 보았듯이 해왕성
및 벌컨과 홈즈의 경우 간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다. 그런데 허
구적 대상을 일종의 추상적 대상으로 보는 본고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사실 그리 중요하지 않게 된다. 우리는 르카나티나 크립키의 기술적 이름에
대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 기술적 이름에 대한 이들의 설
명에서 기술은 단지 이름의 지시체를 고정하는 데 사용되는 정보집합의 일부
일 뿐이고 따라서 이 기술을 만족시키는 대상이 없을 경우 이 이름은 지시체
를 결여한 이름, 즉 빈이름이 되어 버린다. 르베리에에 의해 가정되었으나 실
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벌컨’이 그 예이다. 이러한 예로부터 우
리는 기술적 이름들의 일부가 지칭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강하게 끌리게 된
다. 그러나 앞선 연구에서 필자는 빈이름이 일으키는 복잡한 문제들을 살펴보
면서 ‘벌컨’이나 ‘홈즈’ 같은 이름이 결코 빈이름이 아니라는 솔먼의 주장에 동
두 문장들이 정확히 동일한 생각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율리우스’를 해당 기술구의 대치어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123) 우어티쯔베리아(2005), p.55
124) 아담스와 디트리히(2004), 르카나티(1993), p.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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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바 있다. 이론이 있다고 여기는 대상을 규정하는 기술이건, 소설을 지어
내면서 행한 기술이건 그 기술들에 기반해 진짜 하나의 대상으로서 인공품이
만들어진다. 그것들은 단지 '벌컨'이나 ‘홈즈’란 이름을 대체할 수 있는 동의어,
혹은 지시 대상을 결정하는 데 쓰이는 경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이 이름의 지
시체가 된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 기술이 가리키는 속성들의 집합이 이름에
대응하는 추상적 대상을 이룬다. 본고가 허구적 대상을 제외한 다른 종류의
추상적 대상들에 대한 존재론을 제출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 경우들에서
모두, 이름을 붙일 때 사용한 기술들을 만족시키는 대상이 현실 세계에 존재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 이름을 빈이름으로 만들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흔
히 ‘벌컨은 이론적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말하지만, 이 말도 추상적 존재자로
서의 벌컨의 존재는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125)126)
허구적 이름을 기술적 이름으로 보려는 시도는 근본적으로, 앞에서도 말한
바 있지만 이것이 사람을 지시한다는 생각, 따라서 그와 관련된 질적 기술들
을 그 사람을 골라내는 데 사용되는 뜻 같은 것이라 생각한 데 기인한다. 그
러나 위의 논의는 이러한 시도가 잘못되었음을 보여준다. 기술적 이름이 대상
에 대한 이름이 아니라 그냥 기술에 다름 아니라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지
만, 그것들이 기술을 통해 지시체를 결정하고 일단 지시체가 확정된 후에는
보통의 고유명처럼 행동한다는 크립키의 생각도 빈이름의 문제를 일으키므로
적당한 입장이 아니다. 기술적 이름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처럼 문제가 있는
개념이므로 우리는 이를 ‘홈즈’를 설명하는 데 적합한 모형으로 선택할 수 없
다.
기술적 이름이 구체물에 적용될 때 적합한 모델이 아니지만 추상물의 경우
125) 잘타가 제안한 ‘벌컨’의 지칭체를 보라. “‘벌컨’의 지칭체를 인과/문맥적 사용역사로 추적해
가면 우리는 하나의 이야기, 즉 르베리에의 과학허구에 이르게 된다. 이 허구의 문맥에서 '벌
컨'은 특정 캐릭터, 즉 그 이야기에 따르면 수성의 궤도를 방해한 그런 대상을 명명한다.” 잘
타(1988), p.124
126) 그렇다면 실제로 그 존재가 밝혀진 해왕성의 경우는 어떤가? 해왕성은 벌컨이나 플로지스
톤 같은 ‘단지’ 이론적인 존재가 아니다. 추상적 존재자로서의 해왕성은 결코 행성들의 궤도
방해를 일으킬 수 없다. 추상적 대상을 가리켰던 이름 ‘해왕성’이 실제로 해당 행성이 발견되
는 순간 구체적 대상의 이름으로 바뀌는 것일까? 그런 것 같지는 않다. 본래부터 구체적 대
상으로서의 해왕성이 존재한 것인데 우리가 이를 확인할 수 없었을 뿐이다. 가정된 이론적
존재자의 경우, 우리가 그 대상을 어떤 식으로든 실제로 확인할 수 없을 경우 그 존재자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적 상황을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여기서의 제안은 그 때에도
그 이름이 빈이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 대상의 이름으로 남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하
나의 ‘해왕성’, ‘벌컨’이란 이름이 추상적 대상의 이름으로도 구체적 대상의 이름으로도 쓰일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에 대해 본고 IV장 3절에서 2차원적 의미론
을 도입하여 대답을 시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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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127) 이에 대한 필자의 대답은 부정적이
다. 본래 구체적 대상의 이름을 위해 제안되었던 이 개념을 추상적 대상의 명
명식에 기술들이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전혀 다른 명명의 메카니즘에 적용하
기는 부당하다는 생각에서이다. 허구적 이름은 기술을 경유하여 기술들 바깥
의 어떤 대상을 지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간접적 명명의 메카니즘과는 상관
이 없다. 허구적 대상의 명명식으로서의 이야기하기가 기술들을 포함하는 것
은 맞지만, 기술은 대상에 접근하는 수단이 아니라, 대상 자체를 구성하는 것
들이고, 따라서 적어도 명명식의 완료 시점에는 우리는 분명히 일정한 지시체
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구체적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즉물적 지시
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그 지시체를 우리가 정확히 지목할 수 없는 상황과는
다르다. ‘전자’ 같은 이름은 관찰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존재를 포함하는 이론
의 참을 통해 지시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때에 기술적 이름 개
념은 적절하지 않음이 분명하다. 마찬가지로 ‘홈즈’나 ‘벌컨’ 등도 그 지시체로
서 추상적 대상을 우리가 명확하게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을 기술적 이름으로
볼 필요가 없다. 아니면 추상적 대상이란 원래 즉물적 명명식이 불가능하니
전부 기술적 이름으로 취급해야 하는 것일까? 그러나 원래의 밀주의에서 하나
의 예외로 취급된 개념을 대상의 전체 영역에 적용하는 이러한 결과를 받아들
일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소설가나 이론가가 만들어낸 기술들은 그것 자체로
하나의 지시 대상이 되어, 명명식을 통해 이름 붙여진다는 생각이 가장 간단
하다.

2.2.2. 허구적 대상에 대한 고정지시
고유명이나 보통명사, 그리고 구체적 대상의 이름이나 추상적 대상의 이름
모두에 동일한 이론적 틀을 적용하겠다는 점은 앞에서 밝힌 바 있다. 뜻과 지
시체라는 의미론적 틀에서 고유명은 지시체를 뜻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지시
한다는 점에서 보통명사와 다르지만 구체적 대상 뿐 아니라 추상적 대상도 지
시할 수 있다. 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로써 우리는 고유명에 대한 밀
주의 이론을 유지하면서도 허구적 이름들과 묶이는 기술구들을 처리할 수 있
게 된다. 이러한 기술구들 때문에 기술론으로 가거나 기술적 이름이라는 특수
한 설명을 할 필요는 없다. 허구적 대상은 소설 속에서 지정된 특성들로 기술
될 수 있지만 그 기술들은 그것을 거쳐 지시체를 지정하는 데 쓰이는 것이 아
니라 허구적 대상 자체를 구성하는 속성집합을 이룬다.
127) 강진호가 이러한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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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사람 이름과는 달리 허구적 이름은 분명히 추상적 대상에 대한 것이
다. 이 이름을 고유명으로 보는 관점에선, 다음의 기술론적 그림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각 가능세계마다 햄릿의 이러저러한 속성들을 만족시키는 실제 사람
이 있고 그 사람이 곧 그 세계에서의 ‘햄릿’이란 이름의 지시체라는 설명에선
‘햄릿’이란 이름은 각 세계에서 각기 다른 사람을 지시하게 되어 전혀 고정지
시어가 아니게 된다. 앞서 햄릿 캐릭터가 이러저러한 속성들을 가지는 각각의
가능세계를 언급하면서 이런 그림을 염두에 두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각 가능
세계의 햄릿 후보자들 가운데 누구를 ‘햄릿’의 지칭체로 결정해야 할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허구적 이름의 고정지시를 포기한 크립키의 생각도 사실은 이
러한 오해에 기인한 것이다. 각 가능세계의 햄릿 후보자들은 ‘햄릿’이 아니라
‘햄릿의 구현물’ 정도로 부를 수 있음을 앞서도 말했다.128)
허구적 이름이 뜻을 거쳐 지칭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또한 이 이름이 여러
개별자들이 아니라 하나의 개별자에만 적용되는 단칭어임을 함축하기도 한다.
따라서 허구적 이름이 포함된 명제도 일반명제가 아니라 단칭명제이다. 추상
적 대상에 대한 것이긴 하지만 단일한 추상적 대상을 지칭한다는 점에서 허구
적 이름은 단칭어이고 이러한 특성 역시 이 이름이 보통의 고유명과 공유하는
바이다. 볼토리니는 허구작품을 구성하는 명제들 가운데 단칭명제들이 있으며
이 명제들은 개별자로서의 허구적 대상과 속성으로 이루어진 구문론적으로 구
조화된 존재자라고 주장함으로써 이러한 점을 분명히 한다.129)
그러나 뜻을 거치지 않고 지칭한다는, 즉 하나의 대상을 직접지시한다는 고
유명의 특성이 어떻게 추상적 대상에 대한 이름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130) 사
실 추상적 대상에 대한 고정지시 가운데에는 ‘9의 제곱근’처럼 기술을 통해서
이지만 어떤 가능세계에서나 같은 대상을 지시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르카나
티는 사실상(de facto)의 고정지시어라고 하여 이름과 대상의 직접적 연결이
라는 의미론적 사실로부터 고정성이 유래하는 순전한 직접지시 표현과 구분한

128) 유형/사례 관계 혹은 실체/견본 관계에 대한 용어의 혼동은 일상어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
상이다. 우리는 <에로이카>를 들었다고 말하지만 사실 ‘에로이카’는 작품이라는 추상적 대상
을 가리키므로 엄밀히 하면 <에로이카>의 공연을 들었다고 해야 한다. 또 ‘물’은 H2O라는 자
연종을 지칭하지만(류나 종은 모두 추상적 대상이다), 우리는 컵에 든 물을 마신다고 말하는
것이다.
129) 볼토리니(2010), p.230
130) 하우엘은 작가가 막연한 대상이 아니라 특정한 인물을 눈앞에 그리면서 그에 대해 서술해
나가는 것이라 말함으로써 기술에 의한 간접적인 지시가 아닌 상상 속에서의 직접지시가 허
구적 이름을 명명할 때 일어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하우엘(1979), pp.172-175), 이름의 명
명식을 ‘상상속의’ 지시에 의존해 설명하는 방식은 별로 만족스럽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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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31) 허구적 이름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의 경우에 속하는데, 문제는 ‘이름과
대상의 직접적 연결’이 어떻게 일어나는가가 될 것이다. 보통은 이 연결이 구
체적 사물을 마주한 상태에서 그 사물에 이름을 붙이는 명명식을 통해 일어난
다. 이러한 즉물적인 지시(ostensive demonstration)는 추상적 대상에 대해선
물론 일어날 수 없다. 한편 허구적 대상이 추상적 대상이라는 점은 추상적 대
상의 특성, 즉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특성으로 인해 그것이 어떤 가능세계에
나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끌기도 한다. 그러나
본고는 허구적 대상이 추상적 대상이면서 동시에 인공품이라고 주장했다. 즉
그것은 작가에 의해 만들어진 우연적 대상이다. 작가는 이야기를 만들어냄으
로써 허구적 대상을 창조하며, 동시에 이 대상에 이름을 붙인다.
이러한 명명식은 작가가 캐릭터를 구축하는 과정, 즉 허구작품의 저작활동
과 함께 일어난다. 여기서 토마슨이 제시한 존재론적 의존 개념132)이 도움이
된다. 이 개념은 허구작품이 구체적인 물리적 대상에 의존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하며 이로써 작가와 작품과의 인과적 연결, 나아가 작가와 허구 대상
간의 인과적 연결에 대해 선명한 암시를 준다. 즉 작가는 작품이 의존하고 있
는 물리적 대상과 인과관계를 맺음으로써-텍스트를 이루는 의미론적 표현들을
물리적 수단을 통해 기재함으로써- 작품을 창조하며 허구 대상은 이 작품의
스토리에 의해 이러저러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된다. 작품이라는 매개
를 통해서이긴 하지만 작가와 허구 캐릭터 간에 일정한 인과적 연결이 성립된
다. 이러한 인과적 연결이 크립키 모델에서의 일종의 명명식 역할을 한다. 고
유명 이론이 가지는 ‘인과적 메카니즘’의 특성이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잘타
는 이러한 허구적 이름의 도입 과정을 ‘확장된 명명식(extended baptism)이라
부른다.133)

2.2.3. 허구적 대상에 대한 명명식
허구적 대상에 대한 명명식은 명명식 이전에 미리 존재하고 있는 대상에 대
해 행해지는 보통의 명명식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 잘타는 명명식에 대한 기
131) 크립키도 비슷한 구분을 한다. 사실상의 고정어와 규약에 의한(de jure) 고정어가 그것이
다(Ibid.,p.32, 각주21).
132) 이 개념에 대해서는 III장 2.2절에서 상세히 설명할 것이다.
133) 잘타(2003). .이 부분에서 잘타와 볼토리니의 생각은 기본적으로는 같지만 어느 정도 차이
가 있다. 잘타 설명에선 이야기와 캐릭터 간의 지시적 연결이 선험적인 형이상학적 원리-이
야기에서 기술된 속성들의 각 조합이 독특한 추상적 대상을 집어낸다는 것을 보증해주는-에
의해 만들어진다. 반면 인공품 이론에선 이야기를 쓰는 행위와 캐릭터 간의 의존을 통해, 지
시에 있어서의 인과적 특성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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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철학적 관념이 확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허구적 캐릭터에 대한 이름 짓
기에서는 대상을 가리키면서 이름을 말하는 대신에 작가가 허구 스토리를 이
야기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특정 대상이 이야기하기의 문맥 안에서 지칭되고
있다는 사실을 수립하는데, 이것이 곧 허구 대상의 명명식에 해당한다. 이처럼
명명식이 이야기하기로 이루어지므로 이 명명식은 존재하는 사물에 단지 이름
을 붙이는 행위가 아니라 사물을 존재토록 하는 과정 자체에 관련되며 따라서
허구적 대상의 정체성을 이룬다. 이러한 고유명의 작동 틀 안에서는, 현실세계
에서 아무리 홈즈와 비슷한 속성들을 가진 인물을 뽑아내더라도 그는 코난 도
일의 명명식, 다시 말해 코난도일의 창작 행위와 관련이 없으므로 홈즈일 수
없다고 말해야 한다.
이러한 생각을 이름에 대한 역사적, 인과적 이론이 허구이름에 적용될 때에
는 이야기하기에서 끝난다고 본 도넬란과 비교할 수 있다. 그는 산타클로스와
관련된 믿음들에 대한 역사적 설명이 산타란 이름의 지시체로 간주되는 어떤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에서 끝나며 이것을 ‘단절(block)'이라고 불렀다.
즉 이야기의 도입은 이름 사용의 역사가 올바른 방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는, 북극에 살면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누어주는 마
음씨 좋은 할아버지라는 인물이 우리가 산타클로스 전설로 알고 있는 이야기
를 통해 만들어지며 우리의 현재의 산타클로스란 이름 사용도 이 이야기에 근
거한 것임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캐릭터가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
는 ‘산타클로스’란 이름의 지시체로, 이름 사용의 역사는 결코 단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발화들의 연쇄를 통해 보존된 이름 사용의 역사는 이야기에로
거슬러 올라가며 이 이야기를 통해 추상적 대상에 대한 지칭이 일어나는 것이
다. 이 명명식이 표준적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는다고는 해서 그것이 없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코난 도일이 홈즈를 명명하기 위해 이미 홈즈를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홈즈는 엄청나게 많은 속성을 가지며 따라서 도일이 애초에 완
전하게 그를 마음에 품었다고 생각하는 건 비합리적이다. 허구적 대상을 이루
는 속성집합은 소설이 완성을 향해가면서 점차 확장된다. 소설의 첫머리에서
단순해 보였던 인물이 이야기가 전개될수록 모순적이기까지한 복잡한 성격을
가졌음이 드러날 수 있다. 요컨대 작가는 소설의 완성 전까지 각 인물을 이루
는 속성집합을 닫을 수 없다. 물론 우리는 허구적 대상의 본질적 속성에 대하
여 이야기하였고, 따라서 해당 허구 대상은 작품 전체의 완성이 아니라 본인
의 본질적 속성이 모두 서술된 시점에서 완성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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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왜냐하면 인물들은 허구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이나
대상들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따라서 그런 인물이나 대상들의 정체성이나 존
재와도 상관이 있기 때문이다. 가령 홈즈는 ‘왓슨의 친구임’이란 속성을 가지
는데, 이때 왓슨의 본질적 속성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시점에선 홈즈의 정체
성도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엄밀히 말하면 왓슨도 홈즈도 본인과 관련된
서로의 정체성이나 존재가 이미 있지 않으면 거기에 의존하는 속성도 생겨날
수 없으므로 각자의 정체성이 순환적으로 끝없이 미결정의 상태로 남는다는
논리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대해 볼토리니는 ‘동시발생'이란 해법을 제
시하고 있다. 상호 의존적인 허구적 대상들이 동시적으로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다.134)
소설의 첫머리는 명명식 과정의 첫 단계로 도일이 홈즈를 지칭했다고 말하
는 건 부정확하다. 여기서는 오직 지칭의 체하기만이 있다. 코난 도일은 홈즈
이야기를 쓰면서 왓슨박사인 체하고 또한 홈즈를 지칭하는 체한다. 그러나 실
제로는 이 이름은 전혀 어떤 용법도 가지지 않는다. 나중 단계에서 이 이름은
진짜 사용을 부여받아 하나의 추상적 대상을 지칭하게 된다. 이 대상이 이야
기에 따르면 영리한 탐정인 인간이지만, 실제로는 코난도일에 의해 창조된 인
공적 추상물인 것이다. 나중 단계란 바로 허구적 대상이 완성된 단계이고 본
고는 이 시점을 그 대상의 본질적 속성들이 모두 발현된 시점으로 본다. 이
시점을 정하는 것은 본질적 속성집합을 어떻게 잡느냐에 달려 있다.
캐릭터가 완전히 발전된 시점이 언제냐의 문제도 어렵지만 더 큰 문제는 허
구적 대상의 명명식에서는 보통 명명식의 과정 가운데에 이미 그 이름이 사용
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명명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지칭이 일어나지 않는다
고 볼 때 허구적 대상에 대한 지칭은 이야기가 완결되기 전까지(혹은 해당 캐
릭터의 본질적 속성이 완전히 발현되기 전까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
다(윗단락에서 지칭의 체하기만이 있다고 말하였다). 따라서 명명식이 완료되
기 전까지의 문장들이 전부 비지칭적 이름이 등장하는 무의미한 문장들이 되
어 버린다. 솔먼은 이러한 때라도 이 이름 사용이 완전히 비지칭적이지는 않
다고 생각하는데, 금방 허구적 캐릭터-기대되는 지시체-가 존재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런 이름이 아주 약하게 비지칭적일 뿐이기 때문이다.135) 그렇더라도
134) 볼토리니(2010), p.87, n.46 그러나 파슨스는 이 해법이 적당하지 않음을 지적한 바 있다
(파슨스(1980),pp.195-197). 그는 다른 허구적 대상과 맺는 관계를 나타내는 관계적 속성들
을 전부 사소화시키는 제안을 내놓는다.
135) 솔먼은 존재하지 않지만 가능한 존재를 지칭하는 단칭어를 약하게 비지칭적(weakly
nonrefering)이라고, 시각 t에 존재하진 않지만, 과거에 존재하였거나 존재할 대상을 지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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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작가가 비지칭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은 여전히 문제
이다. 잘타는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 완결 전에 작가가 캐릭터 이름을 쓰면서
그가 지칭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작가는 소설을 쓰면서 무엇을 마음에 두고 있으며 어떻게 언
어가 작동하는 것지를 분명히 의미있게 물을 수 있다, 다음의 답변들이 시도
되었다. 커리와 토마슨의 제안136)은 허구 안에서 쓰인 ‘홈즈’ 같은 이름들이
체하기 범위 안에서 양화사에 의해 묶인 변항으로 회귀되는 전방조응적 지칭
을 만드는 하나의 라벨로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허구 안에서 그것은 다음과
같은 양화된 램지문장 안에 있는 변항이다. ∃x1...∃xn[F(x1...xn)]. 즉 다음의
체하기, ‘옛날에 홈즈로 불리고 파이프 담배를 피우며 범죄를 해결하고 ......한
어떤 사람이 있었다-(암묵적으로) 바로 이 사람이 이 이름사용 연쇄가 거슬러
올라가 귀속되는 사람이다-’는 체하기가 일어난다. 그러나 이 해법은 허구이름
과 진짜 이름을 전혀 다르게 다룰 것을 요구한다.
잘타는 프레게적인 뜻에 호소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도일이 소설의 첫줄을
쓸 때 그 문장에 의해 표현된 생각은 지시체가 아니라 이름의 뜻과 연관되는
de dicto적 생각이라는 것이다. 이야기를 쓰면서 작가는 새로운 세부사항들을
마음에 가져온다. 도일이 일정 시점에 이름 ‘홈즈’로써 어떤 생각을 표현했는
가는 그 시간에 그가 가진 인식적 그림에 달려있다. 그러나 이로써 홈즈 그
자신이 이야기하기의 매 단계에서 다른 캐릭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름의 지시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뜻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직 홈즈의 명명식 과정 안에 있다. 그러
니까 홈즈의 지시체는 단일하지만 이야기하기의 각 단계에서 도일이 마주하는
인식적 정보의 양이 다르고 이는 곧 도일이 마음에 품은 홈즈의 뜻이 다르다
는 의미이다. 고유명과 대명사의 뜻으로 기능하는 추상적 대상들이 이야기를
쓰는 도중 도일의 인식적 조작의 대상들이 된다.137)
물론 명명식이 완료된 시점에서 우리는 ‘홈즈’의 지시체를 가지게 된다. 이
시점은 곧 그 이름이 명명하는 캐릭터의 완성 시점이기도 하다. 본고는 본질
적 속성이 규정되고 나면 이야기의 완성 전이라도 허구적 대상은 이미 만들어
진 것이라고 본다. 이런 의미에서 허구적 대상이 자신이 등장하는 허구에 앞
설 수 있다는 솔먼의 생각에 동의한다. 크립키는 작품의 최종 원고가 출판되
는 단칭어를 아주 약하게 비지칭적(very weakly nonrefering)이라고, 끝으로 그 용어가 지칭
하는 바가 존재했을 수 없었을 때를 강하게 비지칭적(strongly nonrefering)이라고 부른다.
136) 커리(1990), 토마슨(2003),
137) 잘타(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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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전까지 허구적 대상이 생겨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 이런 엄격한 제한이
실제 작가들이 그 자신이나 자신의 캐릭터들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에 일치하
지는 않는다.138)
이제 허구적 대상에 대한 명명식의 특징들이 분명해졌다. 이 명명식에서는
구체물의 경우에서와 같은 즉물적인 지시는 불가능하다. ‘이야기하기’로서의
명명식에는 기술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 이 기술들은 그러나 대상에 간접적으
로 접근하는 통로의 역할을 맡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명명식의 과정 속에서
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지시체의 뜻으로 파악되고, 명명식 완료 시점, 즉 본질
적 속성에 대한 기술들이 모두 끝난 시점에서는 그 기술에 해당하는 속성들
집합 전체로 이루어진 하나의 지시체가 된다. 기술들은 말하자면 찰흙으로 대
상을 빚어낼 때의 찰흙처럼 대상을 이루는 재료, 구성물이다. 기술을 경유하여
기술들 바깥의 어떤 대상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들 자체로 이루어
진 덩어리에다 작가가 꼬리표를 달았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름과 대상 간의 직
접적 연결이라는 고유명의 특성이 유지된다.

요약 및 결론
크립키나 카플란이 우리 세계의 ‘홈즈’ 혹은 ‘유니콘’이란 말은 홈즈나 유니
콘과 아무리 비슷한 대상일지라도 그들을 지시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139) 속성
들의 우연한 일치가 아니라 이름과 대상 간의 역사적 연결이 지칭에 필수적이
라는 고유명 지칭의 일반적 메카니즘을 허구적 이름에도 적용했다는 점에서
그들은 허구적 이름의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에 근접했다. 답은 크립키가
그 가능성을 제시한 바대로 이 이름을 추상적 대상에 대한 것으로 보는 것이
다. 본고는 몇몇 어려움들을 남겨 두었지만 그들이 간과한 부분, 즉 추상적 대
상에 대한 이름도 밀주의의 인과적 지칭 틀 안에 포섭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
다. 이는 잘타의 확장된 명명식 및 토마슨의 의존 개념을 통하여 설명된다. 이
과정에서 본고는 허구적 이름에 대해 주어지는 기술들로 인해 쉽게 오인하게
되는 기술적 이름의 문제를 다루었다. ‘탐정임, 예외적으로 명민함,......’ 같은
기술들은 그 기술을 거쳐 지시체가 결정된다는 의미에서의 뜻이 아니라 기술
에 해당하는 속성들이 그 자체로 지시체가 된다. 한편, 허구적 대상이 인공품

138) 솔먼(1998), p.316, n. 43 볼토리니와 잘타는 이야기하기 과정이 끝난 시점을 명명식의 완
료 시점으로 잡는다.
139) 크립키(1972, 번역본(1986)), 카플란(197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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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인공품에 대한 고정지시 논변을 허구적 대상에 적
용시켜 보았다. 본고는 인공품의 동일성이 퍼지적임을 살피되, 허구적 대상에
는 본질적 속성을 설정하여 통세계적 동일성 관계를 마련하려 하였다. 필자는
허구적 대상의 본질적 속성들의 집합이 원칙적으로 주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
다. 그 속성을 가르는 기준을 세우는 작업은 다음 장에서 이어질 것이다. 여기
서는 허구적 이름이 여타의 고유명들과 같게 행동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다음
과 같은 논증으로 밀주의에 기반한 허구적 이름의 의미론을 제안한 본장의 논
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홈즈에 관해 화자가 알고 있는 정보의 양이나 정확성에 관계없이 ‘홈즈’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은 그 사용으로써 정확히 개체 홈즈를 집어낼 수 있다.
누군가 홈즈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접하고, “홈즈는 경찰들을 도와주면서 많
은 돈을 벌어들인 외과의사이다”라고 말했다고 하자. 이 말을 들은 사람의 가
장 적합한 반응은, “아니야, 홈즈는 의사가 아니라 탐정이야”가 될 것이고 두
사람 모두가 ‘홈즈’란 이름으로써 코난 도일의 그 캐릭터를 가리키고 있음은
분명하다. 잘못된 정보를 접한 사람이 그 정보를 코난 도일의 이름 사용으로
부터 연결된 인과 연쇄 안에서 얻은 것이라면 이 이름은 지시체 확보에 실패
하지 않는다. 단지 그는 이름의 뜻에 잘못된 접근을 한 것일 뿐이다. 여기서
경찰들을 도와주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인 외과의사로서의 홈즈가 있을 수 없
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아마도 코난 도일의 소설에 영감을 얻어 전혀 다
른 이야기를 만들어낸 현대 소설가의 작품에서 홈즈는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여타의 고유명에서처럼 이 때에도 뜻이 아닌 인과
연쇄가 지시체를 결정한다는 사실이다. 화자가 코난 도일 소설에 인과적으로
연결된 이름 사용에 참여한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작품과 연관된 이름 사용
으로부터 홈즈에 대해 알게 되었느냐가 문제이다.140)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 홈즈에 대한 잘못된 정

140) 그러나 홈즈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가진 사람이 가령 “홈즈는 영리하다”라고 발언했다고
해보자. 이 때에도 '홈즈‘란 이름 사용이 인과적으로만 도일의 소설에 연결되어 있으면 그것
이 도일의 캐릭터를 지시한다고 보아야 할까? 화자는 분명히 돈을 많이 번 외과의사를 염두
에 두고 있는데도 말이다. 본문의 예와는 달리 이 경우 답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이 때에도 같은 사례가 정확히 동일한 방식으로 실제 대상에 대한 이름에서도 발생한다는 점
을 지적해야 겠다. 크립키의 괴델/슈미트 예를 상기해보라. “괴델은 영리하다”라는 말로써 산
수의 불완전성을 증명한 그 사람의 지능을 얘기하려 한 사람에 대해 우리는 확실히 그가 실
제로 그 증명의 발견자인 슈미트가 아니라 괴델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얘기해야 할까? 이 문
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본고에서 다루지 않기로 한다. 그러나 이름에 붙어있는 관념에 관련
한 이런 식의 밀주의 반박에 대해서는 많은 해법들이 고안되었음을 지적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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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가 사회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난 도일의
홈즈를 “많은 돈을 번 외과의사”로 알게 되는 상황을 상상해보자. 도일의 원
작 소설들은 모두 사라져서 홈즈에 대한 정보는 오직 구전으로만 전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홈즈’란 이름 사용이 코난 도일의 창작 행위에 인과적 근
원을 둔다 하더라도, 그 이름이 우리의 홈즈 캐릭터를 가리킨다고 보기는 힘
들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이 허구적 이름의 고유명적인 작동에 대한 반론이 되
는가? 에반스가 든 마다가스카르섬의 예는 실제 이름의 사용에서도 인과적 연
결이 지시체를 유지하는 데 실패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이
름은 원래 원주민들에 의해서는 아프리카의 한 지역을 가리키는 이름이었으나
마르코 폴로가 그 이름을 섬이름으로 잘못 사용한 이후 원래 이름과의 역사적
연결은 확실히 무시할 만큼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 반례에 대한 크립키의 대
답, 즉 고유명사의 사용에 있어서의 사회적 특성의 강조는 그대로 허구적 이
름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화자는 그에게 전달되어진 똑같은
방식으로 이름을 사용하려고 의도하며 마다가스카르섬의 경우 이 의도는 원래
의 사용과 일치하지 않는다.141) 여기서 보다 강조해야 할 것은, 이러한 어려움
이 허구적 이름만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며 따라서 밀주의 일반에 대한 방어전
략의 관점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슷한 문제 상황을 설정할 수 있다
는 자체가 ‘홈즈’란 이름이 고유명적 모델을 따른다는 점을 입증한다.

141) 크립키, Ibid., pp.177-178

101

III장. 허구적 대상에 대한 혼합이론

이 장에서는 허구적 대상의 실질적 존재론으로서 추상적 실재론을 제안하고
자 한다. 허구적 대상의 이론을 마련함으로써 홈즈와 연관된 속성들이 뜻이나
관념 같은 내포적 존재자로 붕괴되지 않고 확인가능한 정체성을 가지는 추상
적 대상의 구성요소를 이룬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본장의 목표이다. 앞장에서
우리는 직접지시 및 고정지시에 대한 밀주의 이론이 추상적 인공품으로서의
홈즈를 가리키는 이름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생각을 살펴보았다. 이제 크립키
가 자신의 고정지시어 논변을 통해 부활시킨 본질주의 논제를 허구적 대상에
적용해 볼 것이다. 허구적 대상은 허구에서 부여된 속성들 중 일부만을 자신
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본질적 속성으로서 가진다. 본고가 주장하는 혼합논제
는 이러한 속성 요소 외에도 체하기 요소 또한 대상의 동일성 조건으로 제시
한다.

1. 속성집합과 지시체
우리가 허구적 대상들을 일정한 속성들로써 개별화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
다. 홈즈는 ‘탐정임, 베이커가 221B에 거주함, 영리함’같은 속성들과 연결됨으
로써 ‘군의관이었음, 홈즈의 조수임’ 따위의 속성과 상관된 왓슨 캐릭터와 구
분된다. 그러나 이런 소박한 직관을 의미론적으로 풀이해보면 허구적 실재론
이 실질적으로 도전받게 됨을 알 수 있다. 즉 이런 속성들은 결국 합쳐져서
어떤 관념을 형성하며 우리가 홈즈에 대해 생각하거나 말할 때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은 이런 관념에 대한 것일 뿐, 그 관념에 해당하는 대상은 없다고 주
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뜻과 지시체라는 이중적인 의미론적 틀을 상기
할 때, ‘홈즈’란 이름과 연관된 속성들은 그저 뜻을 나타내고 그 뜻에 해당하
는, 즉 그 속성들과 연결된 대상으로서의 지시체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우
리에게 남는 것은 이름과 거기에 연관된 일군의 속성들, 즉 홈즈-관념일 뿐인
가? 그러나 허구적 대상의 실재론이 홈즈가 존재한다고 말할 때 홈즈의 존재
론적 지위는 결코 심적인 사태나 언어적 구성물 따위가 아니라 추상적이긴 해
도 일정한 실체를 갖는 독립적 실재이다. 추상적인 대상의 다른 영역을 생각
해보자. 수학적 대상의 경우 이 대상의 속성들은 기하학적 혹은 대수적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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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 이는 결코 언어적이지 않다. ‘세 개의 내각을 가진’이라고 그 속성을 언
어로 표시할 수 있다고 해도 이런 기술이 그 자체로 수학적 대상이 아님은 자
명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홈즈의 속성들이 일상언어로 기술될 수 있다는 사실
이 홈즈란 대상 자체를 언어적 구성물에 불과한 것으로 묶어둘 필요는 없다.
또한 그 대상은 거기에 대한 우리의 관념이나 심리상태로부터 독립해있다. 그
것은 어떤 존재자인가? 홈즈적인 속성들의 묶음으로 그 대상을 동일시할 수
있다는 생각이 가장 초보적인 시도일 것이다.

1.1. 마이농주의와 지향적 대상
속성집합과 허구적 대상을 동일시하는 허구적 실재론의 단초를 제공한 사람
은 바로 마이농이다. ‘존재하지는 않지만 있는 대상’에 대한 마이농의 유명한
주장은 브렌타노가 지향적 대상을 고려하면서 부딪쳤던 문제에 대한 해명으로
여겨진다. 그 문제란 모든 생각에서, 즉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조
차 우리가 그에 관해 생각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논제에 관한 것이다. 브렌타
노와 프레게는 그런 지향적 대상들이 정신적 대상들이라는 제안을 거부했다.
예를 들어 페가수스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페가수스 관념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달에 대해 생각할 때 달 관념을 생각하고
있지 않듯이.142) 페가수스 관념은 프레게가 주로 구체물로써 설명한 뜻과 지
시체의 구분에서 전자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이 문제에 대해 마이농은 모든
지향적 상태가 대상을 향한다고 답함으로써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허용했다.
반면, 후설은 모든 지향적 상태가 내용을 가지지만 모든 상태가 대상을 가지
지는 않는다고 하면서 ‘노에마noema’ 개념을 제안했다. 프레게의 이중적 의미
론은 지향성의 문제에 대한 이 두 해결이 양립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다.
후설에게 비존재대상에 대한 생각들이 대상을 가지지 않는데도 그 생각이
무언가에 관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참인 이유는 노에마-세계로 향하는 우리
의 마음을 조직하고 방향짓는-가 있기 때문이다.143) 노에마가 프레게적인 뜻
142) 잘타(1988), p.105
143) 후설의 노에마 개념은 프레게의 뜻 개념보다 인식주관의 지향적 상태에 더 많이 관계되어
있다. “K가 페가수스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를 참이 되게 하는 마음 상태는 신화 속에서 페
가수스에게 부여되지 않은 속성들과 연관된 내용에 의해 특성화될 수도 있는데 이때 이러한
내용이 곧 노에마이기 때문이다. 잘타는 푈스달을 인용해 노에마 개념의 특성을 [(1) 지향적
대상이다. 프레게의 뜻처럼 그것은 내포적 문맥에 관련된 실패를 설명하는 데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한다, (2) 두 요소를 가진다 a) 같은 대상을 가지는 모든 행위에 공통인 요소(후설은
이것을 노에마틱 Sinn이라 부른다), b) 행위타입(감지, 기억, 상상 등)에 따라 달라지는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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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까운 걸로 생각될 때 후설이 주장하는 지향성은 이 뜻을 향하는 것으로,
대상을 가지지 않는 지향적 상태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지시체는 반드시 요구
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문장 이해에 뜻뿐 아니라 지시체가 기여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명박’ 같은 이름이 등장하는 지향적 상태에 대한 문장 만큼
이나 ‘페가수스’ 같은 이름이 등장하는 지향적 상태에 대한 문장도 그 진리조
건에는 지시체가 관여하는 것이다. 즉 지향적 문맥의 논리학을 단순화시키기
위해서나 문장들에 나타나는 함축 및 전방조응 관계 등에 대한 이해를 위해
지시체 개념이 요구된다고 할 때, 모든 상태가 대상을 가지지는 않는다는 후
설의 주장은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이제 마이농의 생각을 후설의 주장과 화
해시켜 [ (a) 이름 ‘페가수스’는 허구적 대상을 지칭한다, (b) 지향적 상태는 그
내용으로 노에마를 가짐으로 인해 그런 대상으로 향해있다 ]라는 도식을 얻을
수 있다. 추상적 대상에도 프레게적인 이중틀을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적용에서 그 이름의 지시체와 뜻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몰리의 ‘결정자’ 개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144) 러셀
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었던 몰리는 <대상을 결정하는 속성>이라는 새로운 원
초적 개념을 도입하여 마이농적 형이상학의 본격적 전개를 시도한다. 이제 그
것들을 결정하는 속성들로 개별화되는 추상적 대상들의 영역이 설정된다. 하
나의 대상은 속성에 의해 결정되지만 그것이 그 속성을 만족시킬 필요는 없
다. ‘날개없는 두발짐승임’이라는 결정자(속성)는 추상적이고 명확한 ‘날개없는
두발짐승’이라는 개념을 결정하고 거의 모든 인간에 의해 만족된다. 반면 ‘둥
근 사각형임’이란 결정자는 추상적으로 명확한 ‘둥근 사각형’을 결정하지만 어
떤

대상에

의해서도

만족되지

않는다.

특정한

결정자의

결정된

바

(determinate)는 그 결정자를 실제로 소유할 필요는 없다. 둥근 사각형은 실제
로 둥글지 않고 사각형도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신적 상태에
방향을 주는 어떤 추상적 개체가 있고 그 개체의 정체성은 결정자들과 긴밀하
게 연결된다는 것이다. 잘타는 후설과 몰리를 따라 여기서 ‘결정자의 패턴’이
라는 말을 쓰고 있다. 따라서 그는 허구적 대상을 일정한 속성패턴과 동일시
하게 된다. 허구적 대상이 무엇과 동일시되느냐는 이후 우리가 상론할 바이고,
(3) 노에마틱 Sinn은 의식이 그것으로 인해 대상에 연결되는 바이다, ...(5) 하나의 노에마에
는 하나의 대상이 상응한다, (6) 하나의 동일한 대상에 상응하는 다양한 노에마틱 Sinn들이
있을 수 있다] 등 12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무엇보다 노에마는 추상적 개체로 우리의 감각을
통해 인지되는 것이 아니라 현상적 반성을 통해 알려지는 것이다.
144) 잘타(1988), pp.10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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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우선, 허구적 대상이 속한 추상적 대상 일반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자 한다. 그것이 속성들이 이루어내는 패턴인지 아니면 속성들이 모인 무리,
집합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는 좀더 생각해볼 문제이다.
몰리의 결정자 개념이 속성 개념에 상응한다고 가정할 때, 몰리의 결정된바
개념은 추상적 대상 개념에 상응한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모든 종류의 속성
그룹에 대하여 그 그룹 안의 바로 그 속성들에 연결된 추상적 대상이 있게 된
다. 이러한 생각이 바로 마이농주의의 핵심이다. 그런데 현재의 관심에 있어
중요한 것은 이러한 추상적 대상이 그 자체 프레게적 이중 틀에서 뜻으로도
지시체로도 기능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를 지향적 문맥과 연결시켜 설명하
자면, 하나의 추상적 대상은 지향적 상태를 고유하게 특성화하는 내용이며 다
른 추상적 대상은 이런 내용들이 그에 관한 바인 그런 대상으로, 연관된 속성
들이 부착되어 있는 하나의 초점이다.145) 지향적 상태의 내용이란 말은 누군
가의 마음의 일부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단순히 다른 게 아닌 바로
그 내용을 가지는 데에 책임 있는, 상태의 주요 특성을 객관화하고 있는 것이
다. 그러나 이 내용이란 오류가능하다. 어떤 지향적 상태의 내용이 문제의 대
상을 제대로 특성화하지 않는 속성들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렇더라도 우리의 정신적 상태는 바로 이 대상에 대한 것이다. 이때 지향적 상
태의 내용과 대상 간의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상론은 피하기로 하자. 분명
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관계가 전자가 후자를 결정하는 관계는 아니라는 것
이다. 방금 지적했듯이 내용 자체는 오류가 가능하므로 어떤 지향적 상태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철학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기댈 만한 바가 못 된다. 구
체물에 대한 지각의 경우 참고할 수 있는 것은 그 상태를 일으킨 문맥적, 역
사적 사실들이다. 지각적 상태의 근원이 되는 사실들이 바로 그 상태가 그 대
상에 대한 것, 혹은 향해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참이게 만든다.146) 여기서
는 ‘홈즈’와 같은 허구적 이름의 경우, 그 뜻과 지시체 모두 추상적 대상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로써 허구적 대상과 속성집합을 동일시하는 마이
농주의가 ‘홈즈’란 이름에 대한 내포적 사용으로 이어질 필요가 없게 된다. 이
름과 연결된 속성집합은 흔히 이름의 뜻이나 의미로서 기능한다. 이로부터 허

145) 잘타(1988), p.114
146) 지향적 상태의 내용과 대상의 구분에 대한 현재의 논의가 언어적 표현의 관점에서는 모든
종류의 명사에 대해 뜻과 지시체를 설정하는 이중적 의미론으로 이해될 수 있겠다. 지향적
상태의 내용이 그 대상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론을 택하면서도 고유명에 대
해선 지시체를 지정하는 기능으로서의 뜻을 주장하는 프레게주의를 거부했던 본고의 입장에
상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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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적 이름에 딸린 속성집합도 단지 의미로 취급하는 내포적 사용을 하게 되면
후설의 노에마 개념이 지향성 문제를 해결하면서 보여준 한계를 그대로 지니
게 된다. 무엇보다 후설은 대상없는 지향적 상태를 인정하면서 페가수스에 대
한 생각을 그러한 예로 보았는데, 이런 입장은 애초에 마이농주의가 지지한다
고 생각되었던 허구적 대상의 실재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앞서 지적한 바대
로 후설과 대비되는 마이농주의의 주장은 모든 지향적 상태가 대상을 가진다
는 것이었다.

1.2. de re 체하기
보통의 이름에서 속성집합이 뜻이나 사고 등 내포적 기능을 가진다는 점 뿐
아니라 허구를 구성하는 문장들이 ‘코난 도일의 소설 속에서’, ‘셰익스피어의
연극 안에서’ 같은 어구가 생략된147) 사실상의 내포문맥을 형성한다는 주장
또한 허구적 이름의 내포적 사용을 지지하는 강력한 논거를 시사하는 것 같
다. 사고이론에서는 이러한 어구들이 내포문맥을 구성하며 따라서 그 문맥 안
의 이름들이 간접적 지시체, 즉 일상적 맥락에서의 뜻을 취한다고 명시적으로
주장한다.148) 그러나 본고는 허구를 창작하는 과정 중에 ‘홈즈’란 이름을 사용
하는 경우, 즉 아직 ‘홈즈’의 지시체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난 도일이
이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149)를 제외하고는 모든 맥락에서 ‘홈즈’가 내포적 문

147) 우즈는 허구에 대한 나이브한 이론들 중 하나인 생략-논제, 즉 허구에 등장하는 문장들을
문장의 기원이나 출처를 기록하는 문장에 대한 생략으로 이해하는 관점이 가진 문제점을 비
판한 바 있다(우즈(1974),pp35-36).
생략-논제에서 (1)은 (2)의 생략이다.
(1) 홈즈는 런던에 살았다.
(2) ‘홈즈는 런던에 살았다’가 L의 일원이다.
여기서 L은 영어 허구작품들로 된 연쇄의 적절한 일원이다. (1)이 (2)를 't-의미’한다고 하자.
‘t-의미’는 그로 인해 문장들이 서로 번역되는 그러한 의미로 이때 번역은 과격하게 문장-대
-문장 실행으로 간주된다. 일반적으로 문장 ϐ는 두가지 환경 하에서 문장 Ψ의 생략이다. 하
나는 ϕ와 Ψ가 같은 문장 타입의 비본질적으로 (글자적으로orthographically) 변화된 토큰들
일 때다. ϕ는 Ψ보다 글자적으로 더 얇은 토큰이다. 다른 하나의 환경은 ϕ가 Ψ와 같은 것을
t-의미할 때이다. 이때 ϕ와 Ψ는 다른 타입의 토큰인게 가능하다. 대신 ϕ는 Ψ의 관련적으로
줄여진 버전이어야 한다. 인용을 문맥으로 보아 (1)이 (2)안에 발생한다고 하면, 생략논제는
다음을 함축하게 된다.
(3) ‘‘홈즈는 런던에 살았다’가 L의 일원이다’가 L의 일원이다.
그러나 (3)은 거짓이다.
148) 이때 허구에 대한 우리의 감정반응은 작품 속 문장이 가지는 언어적 의미, 다시 말해 그것
이 전달하는 생각, 사고에 대해 일어난다는 것이 사고이론의 핵심 주장이다.
149) ‘홈즈’의 명명식과 이 과정 중의 이름 사용이 일으키는 문제에 대해 II장 2.2.3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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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에서가 아닌 진짜 지시체를 취하도록 사용된다고 주장한다. 일단 소설이 완
성되어 ‘홈즈’의 지시체가 주어지고 난 시점, 즉 감상자가 소설을 접하는 시점
에서 소설 속 문장들은 체하기와 연결되긴 하지만 그것이 '홈즈'란 표현의 내
포적 사용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우리가 ‘홈즈가 탐정이다’라고 말하면서 실
제로는 (앞으로 그 정체성을 규명할) 추상적 대상으로서의 홈즈에 대해 그것이
사람처럼 탐정이라는 직업을 가진다고 말한다면, 이는 그렇게 말하는 체하고
있다고, 혹은 ‘---의 소설 속에서’ 같은 제한어구가 앞에 달린 것으로 이해하
고 있다고 보는 게 맞다.

그러나 이러한 체하기가 개입한다는 것, 또 ‘---의

소설 속에서’ 같은 어구의 삽입으로 ‘홈즈가 탐정이다’란 문장의 '홈즈'가 내포
맥락으로 들어오는가?
콰인은 인용 문맥과 양상성이나 명제 태도가 등장하는 문맥들을 동등하게
취급하여, 그 안에 쓰인 표현들을 단어 ‘canine’ 안의 ‘nine’이란 표현처럼 ‘우
연적’ 발생-이때의 'nine'이란 표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nine(9)'이랑은
상관이 없다-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맥 안으로의 양화(quantifying
in)가 부당하다고 생각했다.150) 그러나 이러한 생각에 동의할 사람은 거의 없
을 것이다. 우리는 양상이나 명제 태도를 나타내는 명제들에 대해서도 de
dicto적 해석과 대조적으로 de re적 해석에서는, 종속절 안의 표현들이 순전
히 지시적으로 발생한다는 입장을 받아들인다. 즉 de re적 해석에서는 그 대
상의 존재에 대한 언급이 함축되는데, 이는 그 믿음에 대한 형식화에서 명백
히 나타난다. “랄프는 옆집에 사는 사람이 간첩이라고 믿는다”를 de re적 믿
음으로 형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rB)

(∃x)[x는 옆집에 산다 & 랄프는 믿는다(x는 간첩이다)]

이때 양화사는 믿음 맥락 바깥에 위치하므로 콰인의 생각이나 내포적 발생
에 대한 프레게의 주장-믿음 등의 명제태도 맥락 안에서 표현은 일상적인 지
시체 대신 내포적 존재자를 지시체로 취한다-과 달리, 랄프가 간첩이라고 믿
는 누군가에 대한 양화가 일어나고 있다. 즉 문제의 믿음은 옆집에 사는 누군
150) 이러한 발생을 콰인은 orthographic accident라 부른다. 콰인은 quantifying in을 위해 원
초적 연산자 Nec, Bel을 제안하는데, 이러한 연산자를 통한 양화는 특히 양상 맥락의 경우,
그 맥락 바깥에 어떤 대상이 있다는 것, 그리고 양상성은 그에 대한 것이라는 생각을 함축한
다. 결국 콰인의 이러한 제안은 이러한 양화가 본질주의를 함축하며 따라서 그것이 부당하다
는 것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양상논리에 대한 그의 거부는 잘 알려져 있다). 카플란이 본질주
의를 회피하면서 quantifying in을 하기 위해 택한 전략은, 그러한 맥락으로의 양화를 표현이
가지는 지시체, 대상이 아니라 표현 자체에 대한 것으로 취하는 것이다. 카플란(197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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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간첩이라는 내용에 대한 것(de dicto적 믿음)이 아니라, 옆집에 사는 실
제로 존재하는 특정한 대상에 대해 그가 이러저러하다고 믿는 것으로 그 특정
대상의 존재를 함축한다.151) 이는 다른 명제태도나 양상성 안으로의 양화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체하기에 대해 다르게 생각할 이유가 있는
가? 즉 “랄프는 홈즈가 탐정이라고 믿는다”에 대한 de re 체하기를 형식화하
면 다음이 될 것이다.
rMB) (∃x)[x=Holmes & 랄프는 믿는 체한다(x는 탐정이다)]
그러나 월튼은 이러한 형식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는 ‘de re적 상상하
기’라는 개념을 제안하는데, 이는 de re적 믿음이나 체하기와는 달리 존재함축
을 갖지 않는다. 월튼이 말하는 de re적 상상하기란, 허구를 읽는 사람이 특정
한 누군가에 대해 안다고 상상하는 것으로 이러저러한 누군가가 있다는 일반
적 명제에 대한 상상하기인 de dicto적 상상하기와 대조된다. 그는 허구적 인
물이나 사건을 de re적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어디까지나
허구적 세계 안의 일이라고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한 대상, 홈즈에 대해
우리가 그를 안다고 상상하며 ‘셜록 홈즈’란 고유명을 써서 그를 지칭한다고
상상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허구적 대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허구에 대한 de re적 인식과 de dicto
적 인식을 구분할 적절한 방법이 있는지는 대단히 의심스럽다. 그리고 이러한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허구에 대한 우리의 일상적 직관에 위배되는 것으
로 반실재론에 대한 강력한 반론으로 작동하게 된다.152) 이론은 우리가 안나
카레니나에 대해 생각할 때 이러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저러저러한 행적을 한
누군가에 대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특정한 안나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직관을
151) 카스타네이다 역시 de dicto/de re믿음의 구분에서 de re적 믿음에서는 믿음 맥락 안에
나타나는 표현의 지시체가 믿음 맥락 바깥에 존재한다는 것이 함축됨을 밝히고 있다. 그러한
표현에 의한 대상에로의 지칭은 그 믿음을 믿는 사람으로 언급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문
장 전체의 화자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즉, 표현이 de re로 발생할 때 그 지시체는 믿
음 등의 명제태도를 가진다고 보고되는 사람과 동등하게 취급된다. 대조적으로 de dicto적
믿음에서는 믿음 맥락 안의 표현의 지시체에 화자는 개입하지 않는다(카스타네이다(1979),
p.46). 태도 보고문(attitude report)의 de re 읽기에 대한 잘타의 분석도, 보고문의 that절에
나타나는 주어가 내포(간접)맥락에서의 지시체가 아닌 직접 지시체를 취한다고 분석하고 있
는데, 이는 곧 de re 읽기의 경우 뜻이 아니라 대상 자체가 이런 문장의 구성요소임을 밝히
는 것(잘타(1989), p.460)으로, 이로써 대상에 대한 존재론적 개입을 함축하게 된다.
152) 반실재론의 입장에 있는 월튼도 de re와 de dicto의 구분은 허구에 대한 적절한 이론이라
면 반드시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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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해야 하는 것이다. ‘특정한 누군가를 떠올린다’가 참이 되려면 어떤 시각
적 이미지이건 그에 관한 명제적 상상이건 그것들이 누군가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가령 우리가 아인슈타인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어서 그에 관해 그의
헝클어진 머리로 유명한 사진 밖에 떠올릴 수 없다고 해도, 우리가 떠올린 이
미지는 분명히 아인슈타인의(of) 이미지이다. 반면 우리가 머리 속에 꽤 구체
적인 생김새를 가진, 그리고 이런저런 성격과 행적을 갖춘 누군가를 떠올린다
면, 관련된 기술이 아무리 세밀하고 구체적이어도 그것은 이런저런 속성을 가
지는 누군가에 대한 상상이지 특정인에 대한 상상일 수 없다. 결국 월튼이 말
하는 특정인에 대한 상상하기란, 기껏해야 관련된 기술구들의 집합이 확장된,
즉 좀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기술들을 갖춘 de dicto적 상상에 다름아니다. 상
상 바깥에 어떤 대상도 없다면 그 상상은 무언가에 관한 것일 수 없고, 단지
이러저러한 내용을 가진 상상이 될 뿐이다.
월튼은 나름대로 de re적 상상하기에 대한 보완적인 설명들을 제시하였다.
‘자신에 관해 상상하기(imagining de se), ‘안으로부터 상상하기’ ‘--임에 대한
상상’ 등의 개념을 통해, 그는 de re적 상상하기가 가진 현상적 특질, 즉 명제
적 상상과는 다른 보다 구체적이고 생생한 느낌의 측면을 강조하려 하였다.
이는 상상하는 혹은 인식 상태에 있는 주체가 대상을 직접적이고 지각적으로
경험한다는 것, 즉 그 대상과 직접적인 대면, 접촉의 관계를 맺고 있음을 뜻한
다. 월튼의 de re적 상상하기 개념은 작품과 감상자 사이에 성립하는 게임세
계를 기반으로 이 세계 안에서 감상자가 어떤 종류의 상상하기를 하는가의 문
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다르게 말하면, 진술의 수준에서 de re적 상상
과 de dicto적 상상에는 차이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둘 다 단지 어떤 종류
의 대상이 있다는 상상일 뿐인 것이다.153) 그래서 차이의 설명을 위해 감상자
가 등장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 감상자가 de re적 상상에선 허구 세계의 대상
들과 직접적인 지각적 접촉을 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이런 접촉이 문학작품의
감상에서 일어나는가? 월튼은 가령, 유니콘 그림으로써 유일하게 그 그림의
유니콘만을 상상할 수 있다거나 물밑에서 헤엄치고 있는 물고기가 보이는 그
림에서 우리가 물고기를 직접 보고 있음을 상상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결국
그가 말하는 de re적 상상하기의 차별성을 위해, 월튼이 우리 눈앞에 있는 그
림, 그의 이론에서 게임의 프랍에 해당하는 구체물의 특정성에 의존하고 있음
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구체물에 대한 지각적 접촉이 문학작품의 경우에
어떻게 일반화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남은 길은 앞 단락에서 말한 ‘굉장히
153) 우성원(2004), 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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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밀한 기술구’에 더하여 커리 식으로 화자, 즉 문제의 기술구들을 제시한 작
가를 도입하는 것이다.154) ‘허구적 저자가 염두에 둔 바로 그 사람’이라는 식
으로 그 특정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생각을 좀더 다듬게 되면, 본고의 입장인 허구적 대상
의 실재론과의 차이가 사라지게 된다. 월튼이 de re적 상상에서 재현 그 자체
가 유일한 대상으로 기능한다고 설명하고 있음에 주목하라. 즉 프랍으로서의
그림 자체, 작품 자체가 de re적 상상하기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때 그림
이 물리적 사물로서 구체성을 가진다면, 방금 언급했듯이 문학작품도 나름의
방식으로 특정성을 가지는 재현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 그림이 허
구 세계 안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 그 자체가 된다155)는 그의 설명을 문학적
캐릭터에 적용하면, 사람을 묘사한 문학작품이 de re적 상상하기 안에서 특정
한 ‘사람’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 특정한 사람 그 자체가 되는 사람 그림이란
그림 전체가 아니라, 사람이 그려져 있는 그림의 부분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문학작품에서도 허구 안에서 특정 사람으로 기능하는 대상이란 작품 전체가
아니라 특정 사람에 대한 기술이나 묘사가 나와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 부분
은 물리적 대상으로서의 원고지의 일부가 아니라 추상적 대상으로서의 문학작
품의 일부일 것이다. 본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월튼이
프랍으로서의 작품 <홈즈>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할 때, 본고
가 주장하는 것은 그가 인정하는 존재의 일부로서 허구적 캐릭터가 존재한다
는 것일 뿐이다. 캐릭터는 재현, 즉 월튼에 따를 때 그와 동일시되는 허구 작
품의 일부이고 우리는 이를 추상적 대상으로 본다. 체하기 태도 바깥에 있는
이 추상적 대상을 가지고 벌이는 체하기가 곧 de re 체하기에 대한 올바른 이
해다. 코난 도일이 만들어낸 바로 그 캐릭터로서의 홈즈에 감상자가 반응한다
는 주장에 이상한 점은 없으며, 요컨대 de re적 태도를 주장하면서 월튼처럼
허구적 이름에 해당하는 대상이 진짜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데레적 상상하기가 허구적 대상의 존재를 함축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커리의
말을 들어보자.
홈즈 이야기 안에서 홈즈가 누군가의 고유명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 이야
기에서 홈즈가 그의 이름인 그런 사람은 없다. ......이러저러한 일을 했지만 그

154) 커리(1990), p.152
155) K. Walton, "Make-believe and the Art", in Aesthetics, Susan Feagin and Patrick
Maynard ed, Oxford Univ. Press, 1997, p.288, 황우영(1999), p.6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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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일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특정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홈즈 이야기 안에
서 참인 건 맞다. 그러나 여기서 다음을 추론하면 안 된다. 즉 그 사람에 대해
이러저러한 일을 그가 했으나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 이야기 안에서
참인 그런 특정한 사람이 (현실세계에) 있다고.156)
특정한 사람에 대한 체하기를 말하고 있는 것은 커리 역시 소설 속 문장들
에 대한 우리의인지적 접근이 de re적이라는 분명한 직관을 존중하고 있기 때
문이다. 그러나 허구 바깥에 어떤 대상의 있음을 부인하는 이러한 체하기는
결국 de dicto적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de dicto 체하기는 적법한 읽기가
아니다.157) 우리의 체하기는 ‘이러저러한 추상적 존재자가 인간이다’라는 단언
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는 진흙을 가지고 파이인 체하는 놀이에서 우리가 ‘이
진흙덩이가 파이이다’라는 진술을 하는 체하고 있다는 주장처럼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다. 그 놀이에서 우리는 진흙덩이에 대해 그것을 파이처럼 취급하는
체하기를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홈즈의 경우, 그것에 우리가 인간에게 어울리
는 속성들을 부여하는 그런 (추상적) 대상이 있다. 물론 우리는 소설 안에 사
람 홈즈가 있으므로 바깥에도 그가 있다는 식의 주장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위 인용문은 이런 추론이 잘못되었음을 말한다).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 ......
것이 이야기 안에서 참인’ 그런 특정한 사람은 없지만, 그것에 대해, 이러저러
한 것이 이야기 안에서 참인 그런 대상은 분명히 있다. 그것은 바로 추상적
인공품으로서의 캐릭터, 홈즈인 것이다.
원래의 문제로 돌아가 보자. 우리의 문제는 허구의 진술들을 체하기 태도
안에 있는 것으로 볼 때, ‘홈즈가 탐정이다’란 문장의 '홈즈'가 내포 맥락으로
들어오는가라는 것이었다.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런 문장을 발
화할 때 관련되는 체하기는 일반적인 뜻, 관념에 대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대
상을 가지고 벌이는 de re체하기이다.158) 또한 체하기가 개입되지 않는 허구
156) 커리(1990), p.167(괄호는 필자 삽입).
157) 솔먼(1998), n.45
158) 볼토리니는 에반스를 좇아 존재론적으로 보존적인(conservative) 체하기와 존재론적으로
창조적인(creative) 체하기 게임을 구분하면서, 전자의 경우에만 de re 체하기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한다(볼토리니(2010),pp.70-71, p.71,n.13). 그에 따르면 러시아나 나폴레옹, 혹은 문
학사에 이미 정립된 오디세우스 같은 캐릭터처럼 이미 존재하는 대상에 대한 보존적 체하기
에서만 그 대상에 대하여, 이러저러한 속성들을 그것이 가진다는 체하기가 가능하다. 체하기
를 통해 새로운 대상이 생겨나는 창조적 체하기에서는 아직 허구바깥에 아무 것도 생겨나지
않았으므로 de re 체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허구적 대상이 생겨난 후에는 de
re 체하기가 가능해지는 걸까? 볼토리니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볼토리니, Ibid., ch.5), 왜냐
하면 허구 세계 안에서 ‘탐정임’ 같은 속성을 소유하는 것은 체하기 결과 생겨난 추상적 대상

111

외적 맥락들에서의 ‘홈즈’의 사용, 가령, “홈즈는 21세기에 이르러서도 여러
현대 작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 캐릭터이다”같은 문장들에서 이 이름이 전
혀 내포적 맥락 속에 들어 있지 않음은 분명한데, 이때의 지시체는 명백히 의
미나 뜻 따위일 리 없다.159) 본고가 주장하려는 바는, 바로 이 똑같은 지시체
를 허구적 이름이 사용된 모든 문장에서 그 이름이 자신의 지시체로 취한다는
것이다. 이 대상이 실제로는 코난도일에 의해 창조된 인공적 추상물이고 이야
기에 따르면 영리한 탐정인 인간이다. 허구 안에 나오는 이름과 허구에 관해
말하는 문장에 나오는 이름은 같은 사용을 가진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
요한데, 그렇지 않으면 허구 맥락 안에서 쓰인 ‘홈즈’란 이름의 지시체를 따로
설정해 주어야 할 텐데 이는 쉽지 않은 일이다. 허구 세계를 살아가는 홈즈,
불을 뿜는 괴물 따위를 우리의 존재론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다면, 이 이름은
빈이름이 되고 말 것이다. 우리는 이미 크립키의 홈즈1, 홈즈2 용법이 어떤 오
류를 포함하는지 살펴본 바 있다. 이런 식의 생각은 적절하지 않다. 홈즈란 이
름은 어떤 사용에서건 추상적 대상을 지시체로 갖는다. 우리는 마이농주의에
이 아니라 그 세계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구체적 개별자이기 때문이다(이 대상
은 그 세계 안에서만 존재하므로 가능한 체하기는 de dicto적이 된다). 그렇다면 허구맥락 안
에서 구체적 개별자를 지시하는 이름 ‘홈즈’의 사용과 바깥에서 추상적 대상을 가리키는 ‘홈
즈’의 사용 사이에 체계적인 연결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따로 설명해주어야 할 테지만 볼토리
니는 그런한 설명을 제시하지 않는다. 허구 세계 안에서 구체적 개별자에 적합한 속성을 소
유하는 것이 (추상적인) 허구적 대상일 수 없다는 볼토리니의 주장은 일견 그럴듯해 보이지
만, 여기서의 속성의 소유가 실제 소유가 아닌 소유의 체하기임을 상기할 때, 보존적 체하기
에서만 허구 안팎에서 이름의 사용이 같아진다는 그의 이러한 제한적 해석을 받아들일 필요
는 없다. ‘홈즈는 탐정이다’라는 진술은 통상 허구내적 맥락의 것으로 이해되며 이때의 체하
기는 바로, 추상적 홈즈에 대해, 그것이 ‘탐정임’이라는, 추상적 대상에는 걸맞지 않는 속성을
(허구 안에서 혹은 이야기에 따르면) 가진다는 체하기를 하는 것이다. 본고는 허구와 더불어
행하는 모든 체하기가 de re 체하기라는 입장이다. 나폴레옹에 대한 우리의 de re적 체하기
에서 대상으로 삼는 것이 실제 나폴레옹인지 나폴레옹의 허구적 상대역인지에 대해선 여기서
논의하지 않기로 하자. 어쨌든 존재론적으로 창조적인 체하기의 경우에도, 일단 그 체하기가
완료된 이후의 모든 진술에서, 우리의 이름 사용은 동일한 의미론적 값을 가진다(작가가 저술
활동을 하는 동안의 이 이름의 사용에 예외적으로 de dicto적 생각이 관여한다는 논의를 본
고 II장 2.2절에서 언급한 바 있다). 즉 ‘홈즈’란 이름은 허구 맥락 안에서도 구체적 사람이
아니라 추상적 대상을 가리킬 수 있다. 볼토리니의 설명에 따르면 존재론적으로 보존적인 체
하기를 제외하고는 de dicto 체하기만 가능해서 체하기가 어떤 대상에 대한 것도 아니게 되
어 버린다. 반면 본고의 입장에서는 체하기 덕분에 허구 안에 나오는 이름과 허구에 관해 말
하는 문장에 나오는 이름은 같은 사용을 가진다는 논제를 정당화할 수 있다.
159) 허구외적 맥락, 즉 실제 대상들과 허구 캐릭터와의 관계를 진술하거나 캐릭터 상호간 비교,
여러 작품들에 걸쳐 등장하는 캐릭터에 대한 언급 등에서 캐릭터들이 이야기 바깥에 존재론
적 지위를 가진다는 생각은 비교적 널리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월튼은 이러한 진술들도 체하
기를 나타낼 뿐이며 이야기 바깥에 캐릭터의 존재를 함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러
한 생각에 대한 비판으로 볼토리니(2010),ch.5, 특히 pp. 177-18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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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하는 속성집합을 후설적인 방식, 즉 그것을 ‘홈즈’의 의미나 뜻, 일종의 관
념 으로 파악하는 생각에서 벗어나 이 이름의 지시체로 이해하여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2. 혼합이론의 도출
이제 허구적 대상의 정체 및 본성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구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본 절에서는 가장 그럴듯하지 않은 후보로부터 허구적 대상에 대한
기존의 실재론적 주장들을 차례로 살펴본 후 본고의 입장을 제시할 것이다.
이로써 본고가 제안하는 이론이 허구적 대상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에 대해 우
리의 직관을 존중하는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진다.

2.1. 마이농주의의 한계와 추상적 실재론
지금까지 마이농주의를 기반으로 허구적 대상의 실재론의 기본적인 아이디
어를 살펴보았으나, 주지하듯 마이농주의가 그리 만족스러운 허구적 대상의
이론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너무나 많은 문제를 가진 이론으로 여겨
져 왔고 특히나 이에 대한 일반적인 비난, 즉 존재론적으로 너무나 많은 것들
을 허용하게 된다는 비판은 잘 알려져 있다. 여기서는 이에 대한 검토는 생략
할 것이다. 우리는 존재부정문장의 문제에 대한 솔먼의 해결책이 가지는 마이
농주의적 함축을 이야기하면서 이미 이러한 비난에 대한 대응을 생각해 본 바
있다. 또한 본고는 대표적인 마이농주의자로 분류되는 파슨스 이론의 기술적
약점들, 가령 그가 마이농을 좇아 ‘존재하는 황금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원자적nuclear/원자외적extranuclear 속성의 구분이 일으키는 문제들
이나, 허구대상의 불완전성 및 허구 안에 나타나는 실제 대상에 대한 견해가
보여주는 비직관적인 면에 대한 상론도 피하려 한다.160) 이러한 비판은 본질
적인 부분보다는 기술적인(technical) 세부에 치중한 것으로 허구적 대상의 정
체성을 이루는 조건들을 탐구하려는 현재의 맥락에서는 중요하지 않다.
마이농적 대상은 어떤 대상인가? 그것은 그 대상을 기술하는 데 사용된 속
성들을 부여받은 대상이다. 가령 둥근 사각형은 둥글고 사각형이다.161) 그런데
160) 이에 대해서는 볼토리니(2010),ch.1 및 박영섭(1997) 참조. 이 가운데 원자적/원자외적 속
성의 구분의 문제는 본장 3.1.2절에서 다루어 보겠다.
161) 여기에 쓰인 ‘이다’란 표현의 애매성을 지적하는 것이 둥근 사각형 같은 반직관적 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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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농적 대상은 어떻게 자신을 특성화하는 속성들을 소유할 수 있는가? 그러
한 속성들을 기술하는 언어 덕분인가? 그렇다고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언어에
귀속시키는(ascriptive) 힘뿐 아니라 발생적(generative) 힘도 부여하게 되는
데, 이는 원래의 기술과 약간이라도 다른 기술은 원래의 대상과는 다른 대상
을 생겨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을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그렇다
면 언어가 아니라, 그 언어를 통해 표현된 생각이 그러한 힘을 가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이제 마이농적 대상은 지향적 대상이 된다. 모든 생각은
그것이 향해있는 대상을 가진다는 브렌타노의 지향성 정의는 생각이 발생적
힘을 가짐을 보여주는 것이다. 허구적 존재자는 특별한 종류의 사고 행위, 즉
상상이란 행위에 의해 발생한 지향적 대상의 한 부분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마이농이 정말로 이런 식의 생각에 동의하지는 않았으리라는 의심이
가능하다. 사실 어떤 생각 덕분에 대상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는 무
관하게 독립적으로 구성된 대상을 생각이 파악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되면 마이농적 대상은 그 존재를 위해 생각이 아니라 속
성 그 자체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정의 자유 원리] 어떤 속성들 집단에건 그에 상응하는, 즉 그 속성들을
가지는 대상이 있다.
이 원리를 통해 생각이나 언어의 힘이라는 마술적인 요소가 제거되지만, 이
는 지향적 대상 일반에 대한 설명일 뿐 허구적 대상의 특수성을 밝히지는 못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제 허구적 대상을 시공간을 차지하지는 않지

만 실제로 존재하는, 일종의 추상적 대상으로 파악하는 추상적 실재론을 마이
농주의의 새로운 버젼으로 도입하자. 이 입장은 ‘존재하지는 않지만 있는’ 대
설정하는 악명높은 마이농의 주장에 대한 비난에 맞설 대안적 해석을 마련해준다고 잘타는
주장한다. 마이농이 둥근 사각형이 둥글면서 사각형이라고 한 것은 맞지만, 그가 이렇게 말함
으로써 어떤 존재하는 대상이 이러한 성질들을 예화(exemplify)한다고, 따라서 명백한 기하
학적 공리-어떤 대상이 둥글면서 동시에 사각형일 수는 없다는-를 침해하는 주장을 하고 있
다고 이해할 필요는 없다. 마이농이 기술적 용어인 ‘예화’가 아니라 일상어 ‘이다’를 사용한
것은 이 표현에 대한 다른 분석의 여지를 준다. 예화 논리학의 전통적 자원에서 철학자들은
서술의 ‘이다’를 단지 ‘예화하다’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따라서 둥근 사각형이 둥긂을 예화한
다고, 혹은 페가수스가 날개달림을 예화한다고 해석했지만, 이러한 해석이 마이농의 견해를
불가해하게 만든다. 이 표현을 ‘인코드하다인코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읽어 보라. “둥근사각형
이 둥글다”가 “둥긂과 사각형임을 인코드하는 대상이 둥긂을 인코드한다”로 해석되면 마이농
이 참을 말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잘타(1988)). 이 새로운 술어의 도입에 대한
설명과 exemplify와 인코드 술어의 대조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상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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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막연하게 지향적 대상을 설명했던 기존의 마이농주의에서는 제대로 설
정될 수 없었던 허구적 대상의 지위에 대해 보다 일상적인 수준의 답을 마련
해준다. 국가나 음악작품, 수 혹은 SM5라는 모델이 추상적 대상으로서 분명히
존재하는 대상이라면, 허구적 대상 역시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대상이라는 것
이다. 이런 대상들은 마이농주의에서처럼 약한 의미에서 존재(있음, 존속으로
번역되는 subsist)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대상을 속성들의 집합에 짝지워진 (그 속성들을 가지는) 대상 혹
은 그 집합 자체로 보건, 아니면 예화된 구체적 대상들에 공통적인 유적 대상
혹은 일종의 플라톤적 타입으로 보건,162) 더 이상의 규정이 없다면 이 관점
역시 허구적 대상의 특수성을 밝히지 못하고 만다. 왜냐하면 일군의 속성들의
무리가 있다는 것만으로 허구적 대상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멀로흐’라는 이름은 그동안 신화적 괴물의 고유명
으로 생각되었으나 현대 문헌학에선 그것이 왕이나 인간 제물에 대한 보통명
사로 쓰였음이 밝혀졌다. 이 경우 확실히 일군의 속성들 F,G,H,...이 있지만 거
기에 해당하는 허구적 대상은 없다고 할 수 있다.163) 또한 하나의 속성집합
혹은 속성 타입이 다른 허구 및 다른 캐릭터에 의해 형성될 수도 있다. 보르
헤스의 피에르-메나르 사례를 상기하라. 보르헤스는 우연히 <돈키호테>와 완
전히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쓰게 된 사람을 상상한다. 이때 이 이야기 안의
문장들이 가지는 함축들도 동일한 것으로 조절함으로써 하나의 캐릭터에 부여
된 모든 속성들이 동일한 것으로 가정되었다고 하자. 이 경우 속성집합이나
일종의 타입만으로 허구적 대상을 동일시한다면 메나르와 세르반테스가 서로
를 전혀 모른 채 연관 없이 작업하였다는 가정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구분되
는 허구대상이 있다는 걸 부인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
다. 우리는 메나르의 <돈키호테>와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가 똑같은 내용
을 가지긴 했지만 서로 별개의 문학작품이며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도 같
은 인물이 아니라는 생각에 수긍한다.164)
162) 전자를 주장한 이론가로 라파포르(W.J.Rapaport)와 파슨스를, 후자를 주장한 이론가로 잘
타와 산탐브로기오(M.Santambrogio)를 꼽을 수 있다. 볼토리니(2010), p16, n.36,37
163) 볼토리니(2010), p.32 이 예는 속성집합의 존재만으로는 그것이 고유명이 아닌 보통명사에
해당하는 대상의 존재와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때 속성집합은 그 뜻으로 기능한다.
164) 속성집합 만으로 허구대상을 개별화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파슨스가 제시한 흥미로운
반례가 있다(원자적/원자외적 속성 구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본고 I장의 1절 각주 34참고).
이야기: “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나를 납치하려는 괴한을 만났다. 나는 그에게 말했
다, ‘조금 후에 경찰이 골목을 돌아나와 당신을 잡을 거요!’라고. 잠시 후 경찰이 골목을 돌아
나와 그를 잡았다. 끝”

115

방금의 멀로흐 사례에서 해당하는 허구적 대상이 없었던 이유로 우리는 성
경이, 특정 속성들이 한 개별자에 의해 소유되는 줄거리를 이야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단순한 속성집합이나 타입 너머의 요소,
즉 이야기하기라는 요소가 도입된 것이다. 상이한 캐릭터가 똑같은 하나의 집
합 혹은 타입에 상응할 수 있을 가능성도 이런 요소들을 도입함으로써 설명된
다. 단순한 마이농주의적 추상적 존재자 이론 너머로 작가의 상상, 문학 작품
등의 요소들을 개입시키는 허구적 대상의 실재론이 바로 토마슨의 추상적 인
공품 이론이다.

2.2. 추상적 인공품-토마슨
허구적 대상을 추상적 존재자로 파악한다고 할 때 이 추상적 존재자는 통상
플라톤적인 관념으로 이해된다. 즉 추상적 존재자는 비시공간적 존재이고, 구
체적 실제 존재자들의 영역과 어떤 실질적 관계도 가지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
다. 구체적 대상들과 관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대상이 현실 세계 뿐 아니라
모든 가능세계에 존재함을 함축하기도 한다. 즉 그것은 필연적 존재자다. 수학
적 존재자, 보편자(univesral), 타입 등이 대표적 예가 될 것이다. 그러나 추상
적 대상을 이런 식으로 좁게 이해할 필요는 없다. 허구적 대상은 이런 관념에
들어맞지 않는다. 인간이 없는 세계에 홈즈나 햄릿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허
구적 대상이 인간 이성의 창조물, 인간 상상력의 생산물로 이해된다는 것은
강력한 일상적 직관 중 하나인 것이다. 추상적 대상의 영역을 ‘존재론적 의존’
이라는 개념을 통해 확장한 토마슨의 이론은 바로 이러한 직관을 잘 지지해준
다.

어려움은 이야기에 나오는 두 경찰(나의 허풍에서 ‘만들어진’ 경찰(pM)과 '진짜' 경찰(pr))이 이야
기에서 부여받은 원자적 속성-‘경찰임, 잠시 후 골목을 돌아나와 괴한을 체포함’-이 동일한데
도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 둘을 구분한다는 점이다. 파슨스는 속성집합의 구분만으로 두 경찰
을 구분할 수 있다고 대답한다. 우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pM≠pr임을 안다. 따라서 이야기에
따르면 pr은 [λx(pM ≠ x)]라는 속성의 약화된watered-down 버전(원자외적 속성과 구분하
기 어려운, 거기에 상응하는 원자적 속성), 즉 [λNx(pM ≠ x)](윗첨자 N은 원자적 속성임을
표시)를 가진다(이는 파슨스의 다음의 약정에 기인한다. 구체물의 경우에는 원자외적 속성의
약화된 버전과 원래의 속성이 동연적coextensive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이야기 안에서
pM에게 부과할 이유가 전혀 없는 속성이다. 두 경찰은 이야기 안에서 같은 원자적 속성집합
에 연결되지 않으며 따라서 그의 이론은 이 둘을 서로 구분한다. 이처럼 파슨스는 이 반례가
결국 원자적 속성 집합만이 대상의 개별화에 관여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기각하지 못한다고
말한다(파슨스, pp.199-200). 그러나 파슨스의 복잡한 이론화보다는 문제의 속성 집합을 각
각 {내 허풍에 따르면 경찰임, 내 허풍에 따르면 골목을 돌아나옴, ...}와 {경찰임, 골목을 돌
아나옴,...}으로 구분하는 것이 더 간단한 해결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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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상적, 관념적 대상들,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영원불변의 플
라톤적 대상으로서의 추상적 대상만이 아니라 국가나 법률, 문학작품, 갤럭시S
따위 구체적 대상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관련을 지니면서도 일정한 시공간적
위치를 점유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추상적인 대상들의 개념을 분명 가지고
있다. 이런 대상들은 시간적 기원 같은 시간적 속성을 가지기도 한다. 존재론
적 의존 관계는 후설이 'bound idealities' 개념-플라톤적 성격의 ‘free
idealities’와 대조되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제시한 것으로 토마슨에 따르면 다
음이 그 기본적 형식이다.165) 만일 a가 존재한다면 b도 존재한다는 것이 필연
적일 때 a는 b에 존재론적으로 의존한다.166) 제도, 국가, 대학 등 제도적 존재
자들이 전형적으로 이런 의존관계를 보이는 추상적 대상의 유형이고 생물학적
종도 여기 속한다. 우리가 만나는 것은 ‘호모 사피엔스’란 종 자체가 아니라
그 사례란 점에서 종은 시공간에 존재하지 않는 추상적 존재자이다. 그러나
그 예가 있는 동안에만 그런 종은 존재한다. 이러한 의존은 형이상학적일 뿐
아니라 시간적이기도 하다. 즉 자신이 의존하고 있는 존재자들이 존재하는 가
능세계에만 존재하고 또한 자신이 의존하고 있는 존재자들이 존재하는 시점
이후 혹은 존재하는 시점에만 존재한다. 토마슨은 개별화가 불가능한 막연한
추상적 대상 대신 분명하게 정체 확인이 가능한 구체물 및 일상적으로 이해되
는 정신 상태/사건 따위를 다양한 존재론적 범주들에 연결시킴으로써 그러한
범주에 속하는 대상들이 실재한다는 믿음을 더 그럴듯하게 만들 수 있다.
이제 허구적 대상은 인간의 정신적 행위에 형이상학적, 시간적으로 의존하
는 존재자로 이해된다. 생물학적 종이나 수 따위와 달리 그것은 인간의 정신
적 행위에 의존해 만들어지는 추상적 인공품인 것이다. 이 논제에 따를 때 앞
의 멀로흐 사례에서 허구적 대상이 없었던 것은 성경 안에 멀로흐 이야기가
없다는 것, 즉 그를 주인공으로 생각하고 그에 대해 쓴 특정한 사람이 없다는
것으로 설명된다. 또한 세르반테스와 피에르-메나르는 각기 두 개의 구분되는

165) 토마슨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 개념의 현대적인 기원을 후설의 저
작 Logical Investication(Logische Untersuchungen(1900-1901))이라고 밝히고 있다. 토마
슨(1999),p.25.
166) 이러한 기본적 형식이 인과성에 대한 반사실문 분석이 그러하듯 존재론적 의존의 형이상학
적 관계를 포착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물론 있다(이 형식에서 b가 만일 필연적 존재자이면 의
존 관계가 사소하게 성립한다). 토마슨이 구분한 의존관계의 다양한 양상을 보면 이러한 의존
관계의 특성이 보다 명확해진다. 고정적 의존과 유적(generic) 의존의 구분에서 전자는 특정
존재자에 의존하는 것이고 후자는 특정 타입type에 의존하는 것이다. 항상적 의존과 역사적
의존의 구분에서 후자는 의존적 존재자가 생겨나기 위해선 다른 존재자가 이미 있어야 한다
는 것이다. 항상적 의존은 본문에서 설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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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사고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특정 정신적 행위에 의존하는 캐릭터가 둘
로 구분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토마슨은 허구적 대상이 인간의 특정한 정신적 행위 뿐 아니라 문학작품에
도 의존한다고 본다. 그리고 문학작품에 대한 의존은 허구적 대상이 어떻게
계속해서 존재하게 되는지 설명해준다. 즉 일단 작품이 완성되고 나면, 작품을
있게 한 정신활동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더라도 작품이 존재하므로 거기에 의
존하는 허구적 대상도 계속해서 존재하게 된다. 허구적 대상의 작품에의 의존
은 한 대상이 의존하고 있는 대상이 문제의 대상이 존재하는 동안엔 항상, 모
든 순간에 있어야 하는 항상적 의존을 보인다. 이때 작품 자체는 또한 복사본
(copy)의 존재에 항상적으로 의존하는데, 복사본이란 의미론적으로 해석된 존
재자로 주어진 언어적 공동체에 의해 특정 방식으로 이해되는 물리적 아이템
을 말한다. 결국 허구적 대상은 소멸가능한 존재자로, 한 작품의 물리적 복사
본이 모두 파괴되고 기억조차 망각되면 작품이 소멸되고 허구적 대상 역시 따
라서 사라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의존논제] 허구대상은 인간의 정신행위에 고정적, 역사적으로 의존하고 문
학작품에 유적, 항상적으로 의존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직관을 명쾌하게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보이는 토마슨
의 이론167)은 그러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불분명한 부분들을 남기고 있다. 여기

167) 토마슨의 ‘의존 관계’를 받아들이는 본고의 존재론적 입장에 대해, 익명의 심사자가 추상
적 대상을 우연적인 구체물에 연결시키는 토마슨의 의존 개념이 갖는 철학적 부담에 대해 이
야기하였다. 이 비판자는 시공간내의 구체적 개별자와 비시공간적 추상적 존재자를 구분하는
전통적 서양 2범주 존재론을 무시하거나 모호하게 하는 제 3범주의 도입이 이론적으로 ‘너무
비싼’ 댓가를 치르는 것이라 지적하였다. 본고는 의존 개념에 입각한 다양한 존재론적 범주들
이 기존의 이분법적인 구도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의 존재론적 직관을 반영한다는 토마슨의
주장에 동의하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하려 한다. 구체물에의 의존에 근거한 범주들을 보여주
는 다음의 그림은 A칸(특정 시공간을 점유하는 구체물)과 F칸(구체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이상적 존재자) 사이에 다양한 존재론적 양상들이 있다는 것, 따라서 전통적 의미에서의 구체
물과 추상물, 혹은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에 해당하는 이 두 영역이, 존재하는 대상들을
모두 망라하는 소진적(exhastive) 범주들이 아니라 존재론적 스펙트럼 상의 양극단일 뿐임을
보여준다.
그림에서 GD RD HD CD는 각각 일반적, 고정적, 역사적, 항상적 의존을 나타내는 약어이다. 가
령 GCD는 일반적, 항상적 의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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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앞서의 이론들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부분, 즉 순수지향적 대상
과 허구적 캐릭터 간의 관계 설정이 명확히 처리되지 않고 있다. 그는 허구적
캐릭터가 문학작품에 항상적 의존 관계에 있음으로 해서 그 대상에 대해 생각
을 품는 행위를 넘어 지속되는 반면 순수지향적 대상은 정신활동이 사라지는
순간 사라진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사적이고 덧없는 존재로서의
순수지향적 대상이 문학작품에 의해 존재가 견지되는 존재자로 바뀌는지가 설
명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특정 정신적 행위가 어떻게 순수한 지향적 대상을
일으키는지가 애초에 불분명하다고 본다면 하나의 생각이 어떻게 허구대상을

<구체물에의 의존에 근거한 범주들>

A칸과 F칸 이외의 각 칸이 나타내는 존재론적 범주들은 다음과 같다.
B칸: 예술작품
의 보편자

C칸: 발명품

E칸: 아리스토텔레스/암스트롱 모델에서

그런데 같은 그림을 정신적 상태들에 의존하는 범주들로 보게 되면,
A칸: 정신적 상태 및 그 내용
B칸: 예술작품
열: 인공품 일반
F칸: 물리적 존재자 및 수학적 존재자

C칸: 법률, 화폐 등 문화적 대상들

왼쪽 두

들을 각각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예술작품은 창조자의 특정한 정신 활동에 역사적으로 의존하
고 동시에 작품의 의미를 이해해서 미적 속성들을 구성해내는 감상자의 정신에 유적, 항상적
으로 의존한다(RHD와 GCD가 만나는 B칸을 차지하고 있다). 토마슨(1999), ch.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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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키는지는 더욱더 불명확하다고 하겠다. 이로써 토마슨이 말하는 특정 정
신행위가 과연 허구적 대상의 발생에 관여하는 것인지 의심하게 된다. 순수지
향적 대상이 아닌 허구적 캐릭터의 경우엔 분명히 그런 행위보다는 어떤 과정
들-순간적 사건보다는 일정시간 지속되는-에의 의존을 말하는 게 맞는 것 같
다. 따라서 볼토리니의 관점을 따라 사적인 생각이 아니라 여러 주관들이 관
여할 수 있는 하나의 이야기하기 과정을 거쳐 허구대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
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더욱 큰 문제가 되는 것은 토마슨의 이론이 자신의 주장과는 달리 허구적
대상의 존재에 대한 필요충분 조건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는 ‘탐정
임, 베이커가에 살고 있음, ...’ 따위 허구 안에서 부여된 속성들이 허구적 대상
의 필연적 속성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허구작품은 원래의 것과 다르게 쓰여진
가능세계에서도 여전히 그 작품 및 대상의 동일성이 유지되기 때문이다.168)
예를 들어 데스데모나의 ‘<오델로>에 따르면 손수건을 가지고 있었음’이란 속
성은 손수건이 아닌 다른 소지물이 언급된 <오델로>의 경우에는 같은 인물에
게 귀속될 수 없다. 이런 가능세계에서 데스데모나 캐릭터는 ‘<오델로>에 따
르면 손수건을 가지고 있었음’이란 속성을 더이상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토마슨은 [의존논제]를 제시한다. 속성들의 집합 대신 의존개념에
호소하여 특정 정신적 행위와 문학 작품이 함께 존재의 필요충분 조건을 이룬
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선, 하나의 허구 캐릭터가 특정 정신행위에 고정적으로
의존하느냐가 의문시된다. 즉 특정 정신행위의 존재가 그 허구대상의 존재를
위한 필요조건인가? 토마슨 자신이 허구 안에서 부여된 모든 속성을 필연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므로169) 그에 따르면 ‘탐정임’을 결여한 홈즈가 있는 가
능세계에서도 우리는 같은 홈즈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홈즈를
탐정으로 생각하지 않는 가능세계에서 이 대상에 대해 떠올리는 행위는 원래
의 홈즈에 대한 생각과는 다른 내용을 가지는 다른 생각 행위가 될 것이다.
즉 우리는 정신 행위가 달라졌는데도 같은 허구대상을 가지게 되었다. 토마슨
은 사실 생각이라는 특정 창작 행위가 어떻게 개별화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진
않는다. 어쨌든 세르반테스와 피에르-메나르의 경우에서 지지되었던 정신적 행

168) 토마슨(1999), p.110,
169) 토마슨은 허구 안에서 부여되는 속성들에 대해선 그것들이 허구적 대상의 필연적 속성도
우연적 속성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가령, “그 이야기에 따르면 뫼르소가 아랍인을 죽이는 걸
참았다는 게 가능한 그런 <이방인>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양상문이 참이라고 해도, ‘아
랍인을 죽임’이란 속성은 단지 이야기 안에서만 귀속되는 것으로 이 속성을 허구적 캐릭터의
우연적 속성으로 만들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IV장2.2절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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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의 의존이라는 설명은 문제의 행위가 특정한 것이어야 함을 요구하지 않
는다. 이는 두 개의 행위가 다른 개별자가 아니라 다른 타입의 행위들이라서
두 개의 다른 캐릭터가 생겨난 것으로 설명가능하다. 오히려 특정 행위에의
의존은 셰익스피어가 실제로 <햄릿>을 쓴 것보다 약간 나중에 <햄릿>을 쓴
경우 더 이상 우리가 햄릿을 갖지 못하게 되는 반직관적 결과를 초래한다. 특
정 행위란 무엇보다도 그 발생의 시간에 의해 개별화되기 때문이다. 문제의
행위가 일어나지 않은 가능세계에선 그 캐릭터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렇다면 특정한 정신적 행위가 아니라 행위 타입, 혹은 아예 간주관적인
이야기하기 과정으로 수정된 창작 행위가 문학작품과 결합하면 허구적 대상의
존재를 위한 필요충분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가? 그러나 토마슨이, 문학작품의
존재를 위해 (어떠한 형태건) 특정한 이야기하기 실행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
각한다는 점에서 이런 시도 역시 가망이 없어 보인다. 그에 따르면 단지 정신
적으로만 이야기하기가 실현되었더라도 문학작품이 존재할 수 있게 된다. 그
러나 그런 실행으로부터 정말로 허구적 대상이 발생할 수 있겠는가? 꿈이나
환각의 경우를 생각해보라. 꿈에서 마주한 대상들이 지향적 대상을 넘어 허구
적 대상에 상응하는 어떤 대상으로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라 주장하기는 힘들
것이다. 대상의 존재에 대한 제대로 된 필요충분 조건의 제시가 없다면 토마
슨의 이론은 실재론적 기획 자체를 위협받게 된다.

2.3. 혼합이론-볼토리니와 잘타
볼토리니는 자신의 이론을 혼합이론(syncretistic theory)이라 부르는데, 이
것이 마이농주의의 요소와 토마슨의 인공품주의의 요소를 결합시키고 있기 때
문이다. 필자 또한 이를 본고가 제시하는 이론을 위한 이름으로 받아들인다.
볼토리니는 허구적 대상의 정체성을 이루는 것으로 속성집합과 체하기 과정타입을 함께 이야기한다. 잘타 역시 스스로의 이론을 소개하면서 ‘체하기 이론
과 추상적 대상이론의 사잇길’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 물론 이 말은 허구적 대
상에 대한 진짜 지칭이 아닌 체하기 지칭만을 인정하는 반실재론의 기획과 추
상적 대상이론으로 대표되는 실재론의 주장을 화해시키려는 자신의 의도를 표
현한 것이지만 잘타 또한 허구 창작 행위로서의 체하기 과정에 주목하였음은
그의 이론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 혼합이론에서 체하기란 곧 이러저러한
성격을 가진 구체적 존재자가 이런저런 행동을 하였다고 보고하는 체하기로
서, 허구 창작 행위로서의 이야기하기 과정을 뜻한다.
잘타는 허구적 대상의 정체를 이루는 것으로 속성집합 대신 다양한 종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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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적 패턴들과 연관되어 있는 속성들의 패턴을 이야기하는데, 이때 다양한
종류의 행동적 패턴이란 바로 허구작품을 만드는 데 관련된 체하기 행위들의
패턴, 또한 체하기 행위 및 관련된 말하기 패턴들에 참여하려는 잇따르는 경
향 패턴들을 말한다.170) 허구적 대상의 속성패턴은 허구 안에서 명시적으로
제시되는 명제들 뿐 아니라 그로부터 함축되는 명제들도 반영한다. 문제는 잘
타가 이 두 요소, 즉 속성들의 패턴과 체하기 행위를 논리적으로 독립적인 항
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잘타는 행동패턴에서 수반되는 속성패턴이
곧 추상적 대상으로서의 허구적 존재자라고 생각하는데, 이때 수반관계가 통
상적으로 이해되는 것보다 강하게 이해되고 있다. 볼토리니도 허구대상이 체
하기 과정에 수반한다는 테제에는 동의한다. 즉 캐릭터를 발생시킨 체하기 패
턴의 종류가 다르지 않고서는 캐릭터 간의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잘타는 나아가 행동적 체하기 패턴의 존재가 그가 허구적 대상과 동일
시한 속성패턴의 존재를 위한 충분조건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허구적 캐릭
터가 체하기 패턴에 수반한다는 논제가 그자체로 후자의 존재가 전자의 존재
의 충분조건이라는 논제를 함축한다고 볼 수는 없다. 수반관계는 통상 공변관
계로 이해되지, 수반하는 대상의 존재만으로 수반되는 대상의 존재가 보증되
는 관계가 아니다.171)
더구나 속성패턴 그 자체가 허구적 대상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앞서 마이농
주의에서 문제가 되었던 피에르-메나르 케이스가 여기서도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다. 이상화된 조건 하에서 두개의 동일한 텍스트는 말해진 것 뿐 아니라
함축된 명제들에서도 일치하고 따라서 잘타가 이야기하는 동일한 속성패턴의
조건을 만족시킨다. 즉 동일한 속성패턴이 형성되었는데도, 우리는 구분되는
두 개의 캐릭터, 즉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와 메나르의 돈키호테를 가지게 된
다. 잘타는 아예 두 캐릭터가 같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170) 이러한 주장의 비트겐슈타인적 정향에 대한 잘타의 언급을 보라. “의미에 대한 전통적 비
트겐슈타인 접근은 홈즈 같은 용어의 의미를 그 사용의 패턴에 의해 구성되는 것으로 여긴
다.....적어도, 그런 접근이 패턴들을 양화하며 또한 그 존재에 개입한다는 점을 주목하
라....형식적 형이상학 이론의 '추상적 대상'은 사용과 행동일반의 패턴으로 재개념화된
다.”허구적 대상의 실재론은 그런 패턴들을 체계화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잘타(2000)
pp.117-118
171) 김재권 말대로, 수반관계란 공변관계일 뿐, 근거지우는 관계가 아니다. 통상 한 종류의 속
성 A가 다른 종류의 속성 B에 수반한다는 것은 속성 B의 변화 없이 속성 A에서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변관계가 대칭적일 필요는 없다(즉 속성 A의 변화
없이 속성 B에서의 변화가 있을 수는 있다). 수반관계의 개념적 이해를 위해 본고는 서원주
(2005)를 참고했다. 특히 이 논문 pp.161-164에 수반관계를 의존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
분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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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속성 패턴과 행동패턴 간에 수반관계가 있다고 더이상 말할 수 없게 된
다. 세르반테스와 메나르는 구문론적, 물리적으로는 같은 체하기 단언을 하지
만, 그들이 같은 종류의 체하기를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들 서로가 인과적
으로 완전히 독립적인 한, 그들의 단언은 세르반테스의 체하기 단언과 그의
텍스트를 읽으면서 그것을 반복하는 사람의 단언 사이에서 보여주는 유사성을
보여주지 않는다.
반면 볼토리니는 속성집합과 체하기 과정 양자가 합쳐져서 허구적 대상의
동일성 및 존재의 필요, 충분조건을 이룬다고 주장하였다. 이 둘은 서로가 어
느 하나에 종속되지는 않으면서 일정한 관련을 맺고 있는 캐릭터의 구성요소
이다. 속성집합은 그것만으로는 허구적 대상을 이루지 못하는데, 이는 거기에
적절한 체하기 과정-이야기의 수행-이 더해져야 가능한 일임을 우리는 이미
멀로흐 사례에서 논의한 바 있다. 즉 하나의 속성집합을 일정한 허구적 대상
이 되도록 하는 요소가 바로 체하기 과정이다. 방금 언급한 피에르-메나르 케
이스도 볼토리니 모델에서는 하나의 속성 집합에 여러 타입의 체하기 과정이
결합된 것으로 쉽게 이해된다. 양 요소 간의 관련성을 볼토리니가 이야기하긴
하지만, 둘은 엄밀히 논리적으로 구분되는 요소이다. 우리는 캐릭터가 가지는
속성들이 사실상 코난 도일의 소설 저작 행위를 통해 생겨난 것이 아닌가, 즉
속성집합이 체하기 과정에 종속되며 따라서 궁극적으로 허구적 대상의 정체성
이 두 요소 대신 하나의 요소로 환원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가져볼 수 있
다.172) 그러나 볼토리니는 이를 거부하는데, 이는 집합을 플라톤적인 영원불변
한 존재자가 아니라 의존적 존재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자신의 존재를
체하기 과정이 아니라 자신의 원소들의 존재에 의존하는 존재자로 이해되기
때문이다.173) 속성집합과 체하기 과정을 분리시키는 볼토리니 방식에서 비로
소, 잘타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피에르-메나르 케이스가 간단하게 이해된다.

2.4. 최종적 정의-본질주의적 혼합논제
우리는 최종적으로 혼합이론, 그 중에서도 속성집합과 체하기 과정-타입의
결합으로 허구적 대상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볼토리니의 이론을 가장 설득력있
는 허구적 대상의 존재론으로 받아들이려 한다. 그러나 본고는 허구 안에서
캐릭터에게 부여된 속성들 전부를 캐릭터의 분석적, 따라서 필연적 속성으로
172) 속성들의 패턴과 체하기 행위를 논리적으로 독립적인 항으로 다루지 않는 잘타가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 그는 자연세계의 일원-행동-에 근거한 패턴만으로 허구적 대상을 설명한다.
즉 마이농적 존재자인 속성집합을 행동패턴에 종속된 결과물로서 보게 된다.
173) 볼토리니(2010), 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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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하는174) 그의 관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허구적 이름이 등장
하는 양상문의 분석을 논하는 자리에서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양상문의 분석
을 통해 또한 우리는 속성집합을 허구적 대상의 동일성을 위한 충분조건으로
만 간주하는 토마슨의 입장에도 동의할 수 없음을 확인하게 된다. 속성집합은
그 자체로도 분명 허구적 대상의 동일성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이때 혼합이론
의 한쪽 축으로서의 속성집합은 볼토리니 식이 아니라 본질적 속성집합으로
개정한 형태로 설정된다. 나머지 한쪽 축, 즉 속성집합 바깥의 요소를 볼토리
니를 좇아 체하기 행위로 보는 것은 토마슨이 허구적 대상의 존재가 의존한다
고 생각한 두 요소, 즉 특정한 정신 행위 및 문학작품보다 더 나은 설명력을
지니는가? 토마슨주의를 살펴봄으로써 속성집합 너머에 무언가 허구적 대상의
동일성에 기여하는 요소가 있다는 점을 수긍하게 되었지만 허구 캐릭터가 특
정 정신행위에 고정적으로 의존한다는 토마슨의 생각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을 보았다. 더구나 허구적 대상이 설명불가능한 형이상학적인 신비의 어떤
추상적 대상이 아니라 행위라는 분명한 자연적 대상에 기반한다는 걸 보이려
는 현재의 논의 방향175)을 생각할 때, 개인의 마음 안에서 진행되는 특정한
정신 행위보다는 (이야기하기 과정으로서의) 창작 행위의 타입이 이런 기획에
더 부합한다.
위에서 속성집합이 체하기 과정에 종속될 가능성을 생각해 보았지만, 체하
기 과정, 즉 이야기하기가 거꾸로 속성집합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
아닌가 점검해 볼 수 있다. 하나의 캐릭터를 지정하는 속성집합이란 곧 어떤
이야기에 나오는 속성들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지
않은데, 속성집합은 그 자체로는 이야기의 정체에 대해 말해주는 바가 없다.
피에르-메나르 케이스에서처럼 전혀 다른 이야기 행위들이 우연히 똑같은 속
성집합을 내놓을 수 있다. 따라서 속성집합과 독립적으로 허구적 대상의 정체
성을 구성하는 요소가 필요해지는 것이다. 우리는 그 요소로서 문학작품보다
는 보다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개념, 철학적으로 더 기본적이고 원초적이어서
174) 이러한 볼토리니의 생각은 (속성집합에서) 집합과 원소와의 관계에 대한 전통적 이해에 근
거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집합은 그 원소들을 어떤 매개변수 (parameter)에 따라 가지는 것
이 아니다. 하나의 항목은 단순히 어떤 집합의 원소이거나 아닐 뿐이고 집합은 어떤 항목들
을 원소로서 가지느냐에 따라 개별화된다. 이러한 이해에 따르면 ‘탐정임’ 같은 속성들은 홈
즈의 정체성을 이루는 속성집합에 어떤 특정 작품에 따라서 소속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
로 속하며(볼토리니, Ibid., p.92), 그 속성들이 곧 홈즈의 정체성을 이룬다는 것이다.
175) 잘타는 허구적 대상을 행동패턴에 근거한 속성들의 패턴에 대한 양화로 파악하는 자신의
기획을 ‘자연화된’ 관점, 내지 ‘낮은 곳으로부터 바라본’ 일반화라고 생각한다(잘타(2000),
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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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의를 위해 다른 새로운 개념들을 끌어들일 필요가 없는 체하기 행위를
선택한다.176) 이야기하기 행위가 곧 이러저러한 사태가 실제로 일어났다고 체
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177)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본고의 입장을 ‘본질주의
적 혼합논제’라 부르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허구적 대상의 정체성을 이루는
것으로 본고가 제시하는 필요충분조건은 다음이다.
[혼합논제] 일정한 속성집합을 가지는 것과 일정한 체하기 과정-타입을 가지
는 것은 각각 허구적 대상의 동일성의 필요조건이면서, 합쳐져서(jointly) 그
동일성의 충분조건이 된다.

3. 혼합 이론 1
3.1. 술어 인코드의 이해
-체하기이론과 대상이론의 결합
위에서 제시한 [혼합논제]가 본고가 주장하는 추상적 대상이론의 핵심이다.
이 논제는 마이농주의로부터 속성집합의 요소를, 인공품이론으로부터 체하기
요소를 각각 받아들여 결합한 것이다. 이는 또한 반실재론의 주요 도구인 체
하기 개념을 대상이론의 입장에서 수용한 결과이기도 하다. 체하기 요소가 허
구적 대상의 개별화에 등장하고 있음은 물론이요, 이 요소는 추상적 대상과
허구에서 부여되는 속성들 간의 연결을 설명해 준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체
하기를 통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의 추상적 대상으로서의 홈즈가 탐정이고
파이프 담배를 피운다”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인공적 추상물
인 어떤 대상에 대해, 이 대상이 소설 속에서는 이러저러한 사건을 해결한 영
리한 탐정인 양 이야기하고 있다. (소설 <홈즈> 시리즈로써 벌이는 어떤 게임
안에서) 홈즈가 탐정인 체한다는 사실이 그 자체로 홈즈가 존재하지 않음을
함축하지는 않는다. 즉 체하기 요소의 도입이 곧 반실재론을 의미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피와 살을 가진 인간으로서가 아니

176) 참고로 토마슨은 문학작품(literary work)을 텍스트 및 작품(composition)과 구분하여 정
의하고 있다(토마슨(1999),pp.64-66)..
177) 이하에서 이 개념들은 허구적 대상의 동일성 조건이라는 문맥에서 의미의 차이 없이 혼용
해서 쓰일 것이나, 물론 두 개념이 완전히 겹쳐지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체하기 행위
타입의 동일성을 살펴보는 본장 4.1절에서 다시 이야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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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추상적 인공품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 대상에 대해 보통의 인간이 가지
는 속성들을 부여하는 것은 체하기가 된다. 이때의 체하기가 de re체하기가
된다는 것은 앞서의 논의에서 밝혔다.
이로써 반실재론자들의 설명에서는 요구되지 않는 하나의 이론적 개념이 등
장한다. 반실재론자들의 경우 홈즈가 탐정인 것은 단지 체하기 안에서만 그런
것으로 ‘탐정임’이라는 속성과 어떤 관계를 맺을 대상이란 아예 없다. 그러나
우리의 논의에서 ‘탐정임’, ‘바이올린을 연주함’ 같은 속성들을 체하기 안에서
부여받는 추상적 대상이 분명히 존재하므로, 이런 속성들과 대상 간의 연결을
표현할 술어가 필요하다. 하나의 대상이 어떤 속성을 단지 가지는 체한다고만
말하게 되면 이는 논리적으로, 문제의 속성과 대상이 전혀 어떤 관계도 맺지
않음을 함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럴 것 같지는 않다. 홈즈는 ‘탐정
임’과 분명히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 관계를 표현하는 술어가 바로 인코
드이다. 이는 어떤 대상이 실제로 어떤 속성을 가진다는 것을 나타내는 술어,
예화(exemplify)와 대비된다. 홈즈는 추상적 대상이므로 탐정임이라는 속성을
예화하거나 그가 시공간적 위치를 가진다는 것을 함축하는 어떤 다른 속성도
예화하지 못한다. 홈즈는 그러한 속성들을 인코드한다. “x가 F이다”란 표현은
이제 Fx, 즉 "x가 F를 예화한다"는 하나의 해석과 함께 “x가 F를 인코드한
다”는 해석, xF를 더 가지게 된다. 즉 “x가 F이다”는 애매한 문장이 된다. 이
러한 애매함 덕분에 우리는 “‘홈즈가 닉슨처럼 피와 살을 지닌 실제 인간이다’
라고 말할 때의 완벽하게 훌륭한 의미의 ‘이다’가 있다”178)는 루이스의 언급을
이해하게 된다. 이때의 ‘이다’는 예화가 아닌 인코드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추상적 대상인 홈즈는 소설 속에서는 구체적인 사람인 양 행동한다. ‘피
와 살을 지닌 실제 인간’이 가지는 여러 속성들을 예화하는 체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예화/인코드의 이러한 구분이 허구적 대상이 관련 이야기에서
지정된 속성들 너머의 속성을 가지게 되는 현상을 설명해 준다는 것이다. ‘홈
즈’의 지시체는 <홈즈> 이야기에서 그려진 수많은 속성들, 또한 이야기에 나
오는 명제들에 의해 함축되는 속성들뿐 아니라 ‘후대의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음’, ‘2002년 영국왕립화학회 명예회원이 됨’ 따위의 속성도 가진다. 그것은
또한 ‘자기자신과 동일함’ 같은 논리적 속성도 가질 것이다. 이러한 속성들에
대한 홈즈 캐릭터의 관계는 그것들이 구체적 대상에 대해 가지는 관계와 다르
지 않다. 즉 그것들을 홈즈 캐릭터는 실제로 소유한다는 점에서 예화한다. 이
런 속성들을 ‘허구외적 속성’이라 부르자. 여기에는 앞서의 예처럼 비교적 단
178) 루이스(1983a), 잘타(198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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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하게 실제 일어난 사실을 보고하는 진술에 의한 속성들 뿐 아니라, ‘20세기
탐정소설 작가들에게 영향을 줌’, ‘복합적인 심리, 성격을 가진 것으로 묘사됨’
같은 비평적 진술에 의한 속성들도 포함된다. 비평적 진술들 뿐 아니라 심리
학적, 정신분석학적, 윤리적, 철학적 주제들에 대해 사람들은 허구적 캐릭터가
등장하는 진술들을 구성할 수 있으며 다양한 진술들은 허구적 캐릭터에 다양
한 ‘허구외적 속성’들을 부여한다. 그럼 이러한 허구외적 속성들도 허구적 대
상의 동일성/개별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 잘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
는 허구 대상이 인코드하는 속성들만이 허구적 대상의 개별화에 관계된다고
본다. 가령 “xF”에 대한 잘타의 해석은 다음이다.
xF: F는 패턴 x의 요소이다.
인코드란 관계는 ‘패턴의 요소임’으로 해석된다. 이런 속성들의 패턴을 근거
짓는 것으로 그는 말하기 행위를 포함한 인간 행위를 들고 있다. 즉 그에 따
르면
이 특별한 속성패턴의 근원은 물론 코난도일에 의해 창조된 체하기 게임이
다....프랍의 산출은 속성패턴을 확립하고, 이 패턴은 다시 어떤 상황에서 "셜록
홈즈는 F이다"란 발화를 하려는 뒤따르는 경향 같은 하위 패턴을 근거짓는다.
이 체하기에 참여하는 누구나 속성패턴의 요소들이 홈즈를 구성한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특정한 속성패턴, 즉 “코난도일 소설에 따르면 셜록 홈즈는 F이
다” 같은 참인 주장을 하고 판단하려는 우리의 경향 같은 행동을 규제하는 프
랍의 산출에 근거지워진 속성패턴이 존재한다..... 이런 패턴의 요소들은 다음과
같은 속성들: 탐정임, 런던에 살고 있음, 극도로 영리함 따위이다(강조는 필자
의 것)179).
위의 인용문(특히 강조된 부분)은 잘타가 말하는 속성패턴이 허구외적 속성
들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용문에서 F는 단지 “코난 도일의 소
설에 따르면” 홈즈가 가지는 속성들이기 때문이다. 이는 추상적 대상 일반에
대한 동일성 조건의 허구적 대상에의 적용이다. A!는 ‘추상적임’을 표시하는
기호이다.

179) 잘타(2000), pp.14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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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A!x & A!y --> [x=y ≡ □(F)(xF ≡ yF)]
따라서 앞서도 비판했듯이 잘타는 피에르-메나르 케이스를 해결하지 못한
다.180) 본고가 다양한 허구외적 진술들이 모두 허구적 대상의 정체성에 관여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볼토리니를 따라 체하기-이야기 행위
타입이 허구적 대상의 정체성을 구성한다고 보는 입장이므로 이 이야기 행위
타입의 동일성을 결정하는 허구외적 속성들이 허구적 대상의 정체성에 기여하
게 된다. 허구외적 속성들 가운데에서도 특히 허구적 대상의 정체성에 기여하
는 속성들을 ‘허구외적 본질 속성’이라 칭할 수 있겠다. 본질적 속성 중에는
허구적 대상이 인코드하는 허구내적 본질 속성과 그것이 예화하는 허구외적
본질 속성 두 가지가 있게 된다. 전자가 전통적인 마이농주의에서 허구적 대
상과 동일시했던 원자적(nuclear) 속성집합이라면 후자는 토마슨의 의존논제와
혼합주의 이론을 거쳐 우리가 받아들인 체하기 요소를 나타낸다.

3.2. 속성 구분 vs. 술어 구분
“xF”, 즉 “x가 F를 인코드한다”를 잘타는 F가 x의 요소임을 나타낸다고 해
석했지만, 또다른 해석은 그것이 대상에 대한 내적 서술을 뜻한다는 것이다.
‘내적 서술’이란 그것이 관련된 이야기 안에서 부여된 속성들을 서술한다는 의
미이다. 즉 이야기 안에서 부여된 속성 집합 안의 원소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
서 마이농주의자들의 원자적 속성에 상응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실
잘타가 x의 정체성이 순전히 그것이 인코드하는 속성들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고 보았다는 점에서 이 두가지 구분 방식의 경계선은 완전히 겹칠 것으로 생
각된다. 원자적 집합이란 말 자체가 그 집합에 속하는 속성들이 대상의 정체
성을 이룬다는 의미에서 ‘원자’란 이름에 값하는 속성들이란 의미를 가지기 때
180) 위 인용문에서 잘타가 특정 속성 패턴을 설명하면서 코난 도일의 소설을 언급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러한 비난은 공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의 이론에서 캐릭터는 이야기 개념
에 상대적으로 정의되는데, 이때 이야기가 ‘하나의 저자에 의해 쓰여진 상황’으로 정의됨으로
써 그 안에 저자성을 이미 담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이 확장된 명명식에 관한 그의
논문(잘타(2003))에 잘 드러나있다. 즉 코난도일의 이야기하기라는 명명식에 기원을 두지 않
은 대상은 홈즈일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피에르-메나르 사례도 저자가 달라서 이야기가 달
라지고 따라서 이야기-상대적인 캐릭터에 있어서도 갈라진 것이라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문제는 잘타가 허구적 대상과 동일시하는 속성패턴을 체하기 행동 패턴에 수반한다고
말하여 그 관계를 독립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그에 따르면 속성패턴이 같으면서
체하기 행동 패턴이 다른 경우는 있을 수 가 없다. 논리적으로 피에르-메나르 같은 사례가
생길 수 있음을 아예 부인한다는 의미에서 그는 이 사례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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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그렇다면 허구적 대상이 인코드하는 속성들의 집합은 곧 원자적 속성
들의 집합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왜 잘타는 굳이, 파슨스 등이 제시한 원자
적/비원자적 속성의 구분 대신 인코드/예화라는 서술 혹은 속성 소유의 양태
(mode)를 구분하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는가? 잘타에 따르면 속성의 종류에
있어서는 구분이 없다. 햄릿은 덴마크의 왕자임, 덴마크에 거주함 따위의 속성
을 내적으로 가지는 반면 덴마크의 프레드릭은 똑같은 속성을 외적으로 가진
다. 추상적 대상은 속성을 인코드할 수도, 예화할 수도 있는 반면 구체적 대상
은 모든 속성들을 예화하기만 한다. 볼토리니는 서술의 양태 구분이 속성의
종류 구분보다 허구 캐릭터가 어떻게 속성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해 더 나은
설명이라고 보면서 왜 그런지 논증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를 잠시 살펴
보자.
다음으로 시작하는 소설이 있다고 해보자.
(1) 옛날에 허구적 대상이 하나 있었다.
이런 사례는 속성구분으로는 다루어질 수 없다. (1)에서 ‘허구적 대상임’이란
속성은 문장이 다루는 캐릭터에 할당된 것으로 원자적 속성이어야 한다. 그런
데 문제의 캐릭터는 또한 햄릿이나 돈키호테처럼 하나의 허구적 대상이기도
하다. 즉 그 속성은 그 대상의 원자외적 속성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허구적
대상임’이란 속성은 이 대상의 원자적 속성인지 원자외적 속성인지 말하기가
곤란해진다.181) 반면 서술 양태 구분으로선 매끈하게 다루어진다. 하나의 속성
을 내적으로 가지거나 외적으로 가진 걸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 다음과 같은 역설적인 한 문장짜리 소설을 생각해보
자.
(2) 옛날에 속성이 전혀 없는 개별자가 있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전혀 속성을 가지지 않음’이라는 속성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이야기 바깥으로 나가면 그런 허구적 대상이 속성을 전혀 가지지 않는
다는 건 거짓이다. 그것은 정확히 ‘전혀 속성을 가지지 않음’이란 속성을 가지

181) 파슨스는 원자외적 속성으로 ‘존재함’ 같은 존재론적 속성을 비롯하여 가능성을 나타내는
양상적 속성, ‘마이농에 의해 생각됨’ 등의 지향적 속성, 그리고 ‘완전함’ 같은 기술적 속성을
꼽는다. ‘허구적 대상임’도 원자외적 속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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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이제 ‘전혀 속성을 가지지 않음’이란 속성이 동시에 원자적이면
서 원자외적 속성이 되어 버리는데, 원자외적 속성으로서는 문제의 대상이 그
속성을 가지지 않는 게 맞다. 허구 바깥에서 볼 때 이 대상은 (이야기로 인해)
하나의 속성이라도 부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 허구적 존재자는 ‘전혀
속성을 가지지 않음’이란 속성을 동시에 가지면서 가지지 않게 된다. 여기에서
도 상황은 서술 양태 구분에선 쉽게 다루어진다. 똑같은 속성을 내적으로는
가지고 외적으로는 가지지 않는다고 보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볼토리니의 이런 비판이 그리 효과적인 것 같지는 않다. 마이농이
원자외적 속성의 ‘약화된’ 버전이라는 기술적(technical) 개념을 내놓았고, 이
개념을 통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기 때문이다.182) (1)에 등장하는 대상은 ‘허
구적 대상임’이라는 원자외적 속성의 약화된 버전으로서의 원자적 속성을 가
진다. 그러면서 또한 원래의 원자외적 속성으로서도 이 속성을 가진다고 하면
된다. (2)의 경우는 더 간단하다. 이 경우에도 역시 약화된 버전 개념에 호소
하여, 원자적 속성으로서의 ‘전혀 속성을 가지지 않음N’이 원래 원자외적 속성
인 ‘전혀 속성을 가지지 않음E’의 약화된 버전이라 보게 되면, 문제의 속성을
이 대상은 원자적 속성으로서는 가지면서 원자외적 속성으로서는 갖지 않는다
고 볼 수 있다.183)
그러나 볼토리니는 이러한 기술적 보완책이 ad-hoc하다고 비판한다. 속성종류 구분을 견지한다는 목적 말고는 약화된 원자적 속성들의 집합을 도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사실 러셀이 지적했듯이, 아무도 원자외적 속성의
약화된 버전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속성의 도입은
다음과 같은 무한퇴행을 막지 못한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 시작

182) ‘원자외적 속성의 약화된 버전’ 개념에 대해서는 본고 각주 164에 간단한 설명을 해놓았
다. 이 개념을 써서 해결한 유명한 문제는 러셀이 제기한 ‘존재하는 황금산’의 역설이다. 마이
농은 이런 대상이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하는데, 그렇다면 이 대상은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
는 이상한 대상이 되어 버린다. 이에 대한 해답은, 이 대상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존
재함existence’이라는 속성의 약화된 버전인 ‘존재적임being existent’이란 속성은 자신을 개
별화하는 집합의 일원으로서, 즉 원자적 속성으로서 가진다는 것이다.
183) 볼토리니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파슨스가 원자외적 속성의 약화된 버전과 관련하여 또
하나의 기술적 정의를 제시한다는 것을 본장 각주 164에서 이미 이야기한 바 있다. 따라서
문제의 대상이 구체물이라면, ‘속성을 가짐’이란 속성을 원자외적으로 가질 때 그것의 약화된
버전도 원자적 속성 집합 안에 포함된다. 그런데 이야기 속에서 이 대상은 ‘전혀 속성을 가지
지 않음’이란 속성을 원자적 속성의 일원으로(약화된 버전으로서) 부여받았다. 따라서 이 대
상은 원자적 속성으로서 ‘전혀 속성을 가지지 않음’이란 속성과 ‘속성을 가짐’이란 속성을 동
시에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모순이 발생한다. 그러나 (2)에 등장하는 대상은 구체물이 아니므
로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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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이야기를 가정해보자.
(3) 옛날에 허구적이고 동시에 약화된-허구적인 그런 대상이 하나 있었다.
속성 구분의 지지자들에 따르면 ‘허구적이다’란 속성은 원자외적 속성에 상
응하는 약화된 원자적 속성이다. 그러나 이것이 맞다면 ‘약화된 허구적인’이란
술어로써 대상에 부과된 속성은 같은 약화된 원자적 속성일 수 없고 다른 원
자적 속성이어야 할 것이다. 이들이 그 속성이 ‘이중으로 약화된 원자적 속성
비슷한 것’이라 고집한다면, 명백히 무한퇴행이 일어난다. 다음 문장을 보라
(4) 옛날에, 허구적이고 약화된-허구적이며 2중으로 약화된-허구적인 그런
하나의 대상이 있었다.
이런 문제들이 서술 양태의 구분이 더 낫다는 걸 보여준다는 것이 볼토리니
의 주장이다. 필자 생각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속성 구분에만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약화된 허구적임’이란 속성 만큼이나, “‘허구적임’이란 속성을 예화하지
않고 인코드한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직관적으로 분명히 와닿지 않는
다. 그것은 이론을 통해 비로소 ‘집합의 원소임’으로 이해되는데, 이는 사실상
원자적 속성에 대한 정의와 다르지 않아 보인다. 또한 무한퇴행에 관해서도
이런 문제가 서술 양태의 구분에선 일어나지 않는지 불분명하다. 가령 다음의
이야기가 가능할 것이다.
(5) 옛날에 ‘허구적임’이란 속성을 인코드하는 대상이 하나 있었다.
이때 문제의 대상은 ‘‘허구적임’을 인코드함’이란 속성을 인코드해야 할 것이
다. 이런 식으로 끝없이 할 수 있다.
(6) 옛날에 ‘‘허구적임’이란 속성을 인코드함’이란 속성을 인코드하는 대상이
하나 있었다.
요컨대 필자는 ‘약화된’ 버전이라는 기술적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볼토리니가
걱정했던 문제들 대부분이 해소되므로 속성 구분 전략이 특별히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개념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러나 이 구분이 추가적인 개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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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한다는 것 자체는 분명히 문제다. 반면 속성의 소유 양태를 구분하는 방
식에서는 이론적 개념으로 ‘인코드’를 도입하기만 하면 된다. 이러한 방식이
원자적/원자외적 속성 구분에 더해 원자외적 속성의 ‘약화된’ 버전까지 이해해
야 하는 파슨스 방식보다 직관적으로 접근하기 더 쉽다는 것은 분명하다. 따
라서 본고는 볼토리니와 잘타를 좇아 허구내적 속성 집합의 원소들을 허구적
대상이 인코드하고 나머지 속성들을 예화한다는 서술 양태의 구분으로 허구적
대상과 다양한 속성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려 한다.184)

4. 혼합 이론 2
이제 술어 인코드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허구적 대상의 정체성에
대한 보다 세밀한 논의를 전개할 차례이다. 혼합이론이 인코드를 예화와 구분
하는 이중적 술어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은 실재론에 대한 또하나의 잘 알려
진 반론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게 해준다. 그 반론은 허구대상의 불완전성에
대한 것으로 간단히 말해 허구에서 그 속성을 가지는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없는 속성들이 많으므로 이 대상이 제대로 된 대상이 아니라는 반론이다. 그
러나 홈즈가 왼쪽 다리에 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은
맞지만, 따라서 ‘왼쪽 다리에 점이 있음’이란 속성을 홈즈가 인코드하고 있는
지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은 맞지만, 추상적 대상인 홈즈가 이 속성을 예화하
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즉 허구적 대상은 자신이 예화하는 속성들에 있
어서는 모든 속성에 대해 그것의 소유/비소유를 확실히 가릴 수 있으므로 불
완전하지 않고 따라서 여타의 대상들과 다르지 않게 된다.185) 그러나 실재론
184)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서술 양태의 구분을 하고 있다. 그 예들이 볼토리니(2010), p.25에
소개되어 있다. 결정하기와 만족시키기(determining/satisfying-몰리), 구성과 예화
(constituency/exemplication-라파포르), 내적 소유와 외적 소유(internal/external-카스타네
이다) 등이 그것이다. 볼토리니가 빠뜨린 것으로 반 인와겐의 hold/have 구분이 있다(반 인와
겐(2000)).
185) 월터스토프(1979), p.114-115. 홈즈가 왼쪽 다리에 점이 있는지 없는지 불확실한 점을 월
터스토프는 ‘불완전한(incomplete)’ 것이 아니라 ‘미결정적(non-determinate)’인 것이라 본다.
그런데 홈즈가 ‘왼쪽 다리에 점이 있음’이란 속성을 예화하지 않는 건 틀림없지만 그 속성의
compliment, 즉 ‘not-왼쪽 다리에 점이 있음’을 예화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완전성을 ‘모든
속성에 대해 문제의 대상이 그 속성을 소유하거나 소유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 속성을 소
유하거나 그 속성의 compliment를 소유한다’로 해석하게 되면, 여전히 허구적 대상은 불완전
한 것으로 남게 되므로 월터스토프의 이러한 접근이 진짜로 ‘불완전성’ 문제를 해결한 건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에 대해 다음 기회에 더 탐구해 보겠다. 월터스토프는 자신의 형이상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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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옹호하는 이러한 논변들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론이 허구적 대상의 동일
성과 개별화에 대해 정합적이고 체계적인 설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문제의
대상이 진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부터
[혼합논제]에서 제시한 허구적 대상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두 요소 각각의 동
일성에 대해 규명할 것이다. 본질주의적 혼합논제는 허구 대상이 인코드하는
속성들 전부가 허구적 대상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즉
혼합논제의 한쪽 축을 허구내적 본질적 속성집합이라 설정하였다. 이 본질적
속성 집합을 어떻게 따로 마련할 것인가를 보이는 것이 본 장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그전에 [혼합논제]의 나머지 한 축인 체하기 요소의 동일
성에 대해 알아보자.

4.1. 체하기 타입 동일성
이에 관하여 토마슨의 [의존논제], 즉 작가의 특정한 정신적 행위가 허구적
대상의 존재를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을 이미
이야기하였다. [혼합논제]는 체하기 행위타입을 제안하는데 이는 때때로 이야
기하기 과정으로서의 창작 행위와 동일시된다. 그러나 엄밀히 얘기하자면 이
둘은 같은 것일 수 없다. 체하기 행위 타입의 동일성은 어떻게 마련되는가?
체하기 행위 타입과 이야기하기 과정으로서의 창작 행위와의 관계는 무엇인
가?
본고는 월튼을 따라 이야기하기 과정이 전체로서 하나의 체하기 행위라는
데에 동의한다. 그것은 이러저러한 성격을 가진 구체적 존재자가 이런저런 행
동을 하였다고 보고하는 체하기이다. 이러한 이야기하기 과정은 특정한 정신
적 사건과 달리 그 발생의 시작과 끝을 정확히 결정할 수 없다. 때로 그것은
중단되었다가 재개되기도 한다. 그러나 본고는 이야기의 내용이 작가의 배경
지식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 그리고 작가의 지식이 작가의 작품 창작 시점까
지의 해당 분야에서의 지식 축적을 넘어설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략적
인 경계를 갖긴 해도 발생 시점을 이야기하기 과정의 동일성의 조건으로 포함
시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본다. 가령 19세기 말까지의 화학지식은 홈즈 스
토리 전개에 필요하다. 따라서 만일 <홈즈> 시리즈가 18세기에 쓰여졌다면,
그러면서도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면 이 시리즈는 시대를 앞서 대단한 화

종(kind)개념으로써 허구적 대상의 존재론을 주장하는데, 사용하는 개념들, 설명방식은 다르
지만 전체적인 구조는 본고의 추상적 대상론과 상당히 유사하다. 그는 인코드 개념 대신 ‘종
K 안에서 본질적essential임’으로써 허구내적 소유를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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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업적을 선취한 보기 드문 예가 된다. 그것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캐릭터 홈즈에 ‘기적적인 화학 천재’라는 새로운 속성을 (인코드하는 속성으로
서) 부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속성은 홈즈의 동일성에 영향을 줄 정도로 중요
한 속성임에 틀림없다(아마 홈즈를 대표하는 속성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주홍색 연구>가 1887년보다 조금 더 일찍, 혹은 조금 더 늦게 나온 것이 홈
즈 캐릭터의 동일성을 깬다고 보기는 힘들다. 즉, 홈즈의 동일성을 이루는 이
야기 과정이 적절한 시점에 발생해야 한다고 봤을 때, 이 적절한 시점은 분명
히 특정 시점일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발생 시점이 그 과정의 우연적 속성이
라고 보기는 힘들다. 특정시점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건은 이
야기하기, 혹은 체하기라는 행위의 토큰이 아니라 타입이지만 이 타입의 동일
성은 발생 시점의 제약을 받는다.
볼토리니가 이야기 과정의 토큰들을 하나의 타입으로 묶는 필요 충분조건으
로 제시한 것은 다음의 두 조건이다.
(CI) 이야기하기 과정의 두 토큰들이 인과적-의도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야 한
다. 즉 하나의 agent는 의도적으로 나머지 다른 하나의 agent가 우리에게 상
상하도록 한 바를 상상하도록 해야 한다.
(S) 이야기하기 과정의 두 토큰들이 정확히 같은 명제를 상상할 것을 명시
적, 함축적으로 규정한다.186)
위의 두 조건은 함께 갖추어져야 한다고 볼토리니는 설명한다. 두 체하기
행위는 상상해야 할 바에 대한 지시만 같다고 해서 같은 타입에 속한다고 할
수 없는데, 이는 피에르-메나르 사례가 잘 보여준다. 한편 (CI)만으로도 충분
하지 않은데, 누군가 홈즈의 속편을 의도해놓고 원래의 탐정 이야기와 전혀
다른 줄거리를 늘어놓는다면 이 또한 기존 홈즈와 연관된 체하기 행위와 동일
한 타입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186) 볼토리니가 제시한 이 조건(S)의 원래 형태는 다음이다.
그 체하기가 de dicto 혹은 de re 동일하다, 즉 그들은 전형적으로 구체적인 개별자, 이러저런
일을 한 개별자가 있다고 상상하도록 하는 같은 지시이거나(de dicto적 동일성), 전형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개별자에 관하여, 그 혹은 그녀가 이러저런 일을 한다고 상상하도록 하는 같은
지시이다(de re적 동일성).
본고는 허구적 대상에 관한 체하기를 전부 de re 체하기로 보는 입장에서 볼토리니의 원래 규정
을 바꾸었다. 볼토리니가 주장하는 에반스의 존재론적으로 창조적/보존적 체하기 게임과 de
dicto/de re 체하기 간의 상응에 대한 필자의 비판은 본장 각주 158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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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두 조건만으로 충분하지는 않다. 홈즈의 화학적 지식에 관한 위
의 예에서 보았듯이 체하기 행위의 발생 시점도 고려에 넣어야 한다. 이 발생
시점은 단순한 시각이 아니라, 문학작품의 정체성에 관련된 사항들을 반영한
다. 가령 개인사적 속성의 차이가 아니라 문학사적 정황에서의 차이가 시점의
차이를 고려하는 이유가 된다. 그러나 다른 예술작품보다 문학작품의 경우 작
품의 의미내용의 전개 및 파악에서 작품 바깥의, 예술 행위 너머의 지식-정보
들이 더 많이 작동하기 때문에 해당 문학작품 이전의 문학사만이 체하기 행위
를 하나의 타입으로 묶는데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다.187) 가령 문학사적으
로만 정확히 우리의 실제 역사와 동일하고 다른 모든 상황이 현실과는 다르게
발전한 가능세계를 상상해 보자. 이 세계에서 현실세계의 어떤 작품 w와 동일
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 w'은, 작품을 둘러싼 시대 상황 및 작품 내용에 관
련된 수많은 지식, 정보들의 발달 수준이 현실과 완전히 다르다는 점에서 결
코 원래의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진 것으로는 읽히지 않을 것이다. 창작 시기
가 작품의 의미에 주는 영향력의 정도는 작품마다 다를 수 있다. 또한 관련된
지식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에 따라 의미가 있는 시대 구획도 다를 수 있다.
중요한 배경 지식이 별로 시기에 구애를 받지 않는 이야기도 있고, 반면 의미
있는 시대 구획이 매우 짧거나 아주 긴 그런 역사를 가지는 지식의 분야에 깊
숙이 관련된 소설도 가능하다. 이런 모든 경우들을 포괄해서, 이야기하기 과정
타입의 동일성 조건으로서의 행위의 발생 시점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T) 이야기하기 과정의 두 토큰들은 관련된 배경 지식의 수준이 같은 시점에
발생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야기하기 과정의 두 토큰들은 그것들이 상상하도록 규정하는 명
제들이 같고, 관련된 배경 지식의 수준이 같은 시점에서 서로 인과적-의도적
으로 연관되어 있는 두 작가에 의해 생겨났다면 같은 타입에 속하게 될까? 필
자는 지금까지의 검토에서 무시되고 있는 중요한 직관이 하나 있다고 생각한
다. 그것은 우리의 문화권에서 예술작품의 정체성은 작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민담이나 전설, 또 볼토리니가 염두에 두고
187) 가령 음악작품이나 미술작품의 경우, 특별히 사회적인 성격의 작품을 제외하고 나면 한 작
품의 의미-내용은 대체로 작품 자체의 특성 및 음악사나 미술사적 맥락에서 그 작품이 지니
는 의미, 영향력 등을 통해 결정된다. 작품의 의미-내용에 예술 바깥의 상황이 거의 관련되지
않는 특성은 추상적인 음악의 경우에 보다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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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신화처럼 불특정 다수에 의해 이야기하기 과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위의 (CI) 조건이 제대로 작동하겠지만 이는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허구의 표
준적 범례라 할 수 없다. 특정한 작가가 하나의 이야기를 써냈다면, 우리는 그
작가가 본질적으로 그 이야기에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코난
도일과 동시대에, 그와 동일한 문화적 환경 속에서 문제의 작품에 필요한 지
식 수준을 도일만큼 갖춘 누구라도 <홈즈>란 작품을 써냈을 수 있었을까? 우
리의 직관이 향하는 방향이 뚜렷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상황을 발견
의 경우와 비교해보라. 미분법은 라이프니쯔와 뉴튼에 의해 완전히 독립적으
로 발견되었다. 또한 케플러의 법칙과 뉴튼의 법칙은 (그 각각에 그들의 이름
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과학사를 공유한 다른 누구에 의해서라도
발견되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쉽게 받아들인다. 이러한 대조는 예술 작품은
작품의 창조자 고유의 것이라는 우리의 직관을 반영한다. 하나의 이야기에 포
함된 개인적인 독창성, 창의성 등은 어떤 식의 기준이나 수치로 환원되기 힘
들다. 따라서 간단히 작가 그 자신을 그 동일성의 조건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다른 누구도 아닌 코난 도일 그 자신만이 <홈즈> 시리즈의 이
야기하기 과정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면 홈즈를 코난 도일이 아닌 다른 사
람이 창조했을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해야 한다.188) 또 피에르-메나르 사례가
보여주는 직관도 사실은 아주 단순할 수 있다. 이야기를 쓴 사람이 세르반테
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의 돈키호테는 우리의 돈키호테와 다른 허구적 대상으
로 생각되는 것이다.189)
물론 작가가 다르다는 것은 각 작가가 속해있는 시대 배경이 다르다는 얘기
고 따라서 똑같은 허구 속 문장도 함축하는 문장들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게
된다.190) 그러나 여기에서 작가를 거론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가 아니다. 우
188) 이는 코난 도일이 <홈즈> 시리즈를 전혀 쓰지 않았을 가능성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두
논제가 모순 관계에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물론 도일은 문학에 아예 흥미를 가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랬다면 <홈즈>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존재하는 <홈즈>를 다
른 누군가 만들어낸 상황은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 본문의 요지이다.
189) 커리 역시, 캐릭터의 유일성을 보장하는 정의적 특성으로 텍스트에 책임이 있는 작가를 든
다. “캐릭터 그(혹은 그녀)는 그에 관해 이 텍스트의 (허구적) 작가가 쓰고 있는 그런 사람이
다.” 커리(1990), p.179
190) 가령, 돈키호테가 역사에 대해 어떤 언급을 했다고 가정하자. 이것이 17세기의 돈키호테에
게는 단순히 ‘역사에 대해 찬양함‘이라는 속성을 귀속시키는 반면, 메나르의 돈키호테가 말한
똑같은 문장은 실용주의적이거나 철학적인, 보다 현대적인 역사에 대한 태도를 그에게 부여
한다(비슷한 예가 보르헤스의 책에 나온다).
한편 원래의 돈키호테에게 프로이트 심리학을 적용해서 함축되는 속성들을 끌어내는 것은 불가
능하지만 현대 작가 피에르-메나르의 돈키호테에게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예는 어떤가?(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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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위에서 살펴본 피에르-메나르 케이스는 이상화된 형태임에 유의하라. 즉
허구내적 속성들에 있어서는 두 돈키호테 간에 전혀 차이가 없다. 보르헤스가
제시한 바와 달리, 우리의 논의에서 피에르-메나르는 세르반테스의 옆집 사람
으로, 동일한 예술사 및 시대 배경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되었다. 이러
한 가정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두 돈키호테를 다른 허구적 대상들로 볼 텐데,
그것은 두 작가의 예술사적 약력, 개성, 창조성에 있어 차이가 있고 그것이 두
작품과 그에 기반한 허구적 대상의 예술적 특성에도 차이를 가져온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작가가 다르면 다른 허구적 대상이 결과한다는 것은 이런 고
려에 의해서이지, 근거 없이 똑같은 허구내적 속성들을 가진 두 홈즈가 다른
허구적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특정 작가가 관계될 때에는 (CI)를 다음의 조건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
한다(그러나 특정 작가가 있더라도 여러 작가들의 작품들에 걸쳐 나타나는 허
구적 대상들 간의 관계를 다룰 때에는 다시 (CI)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 문제는 4.3절에서 따로 다루겠다).
(A) 이야기하기 과정의 토큰들은 같은 작가에 의해 발생이 야기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A)의 등장으로 조건 (T)는 불필요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도일의
정체성에 이미 그가 어느 시기에 태어나는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 같은 코난 도일이 작업하였더라도, 그 이전의 문학사가 현재와 완전히
달라서 앨러리 퀸 같은 추리소설가가 이미 도일 이전에 훌륭한 추리 소설들을
많이 발표한 경우라면 <홈즈>시리즈가 가지는 예술적 속성들은 원래의 것과
상당히 달랐을 것이다. 따라서 (T)가 단순한 저작 시점이 아니라 배경지식의
수준을 언급하고 있는 점이 중요해진다. 이 배경 지식에 문학사적 맥락이 포
함됨은 물론이다. 이런 것들을 원래의 것과 동일하게 지정하는 조건 (T)가 따
로 있어야 (A)를 충족시키면서도 다른 허구적 대상이 결과하는 방금의 가정적
사례들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다.
이제 이야기하기 과정 타입의 동일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야기하

르크와 올젠(1994), p.133) 그러나 이는 좋은 사례가 아닌 것 같다. 피에르-메나르가 프로이
트 정신분석학을 몰라서 그것을 자신의 작품에 응용하지 못했다면 그의 상황은 세르반테스의
것과 다르지 않다. 필자는 본래의 돈키호테와 현대의 돈키호테 둘 다에게 그들이 어떤 콤플
렉스를 겪는 인물이라는 속성을 귀속시킬 수 있다고 본다. 증상 자체는 그 증상에 대한 진단
이나 이름붙이기가 없는 상황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이 두 소설을 모두 그 증상에 대한 관
찰, 기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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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과정-타입을 허구적 대상 존재의 필요조건이라 말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부
적합하다. 정말로 그렇다면 같은 이야기과정-타입에 연관된 허구대상들 모두
가 같은 체하기-이론 베이스를 가지고 차이는 속성집합에만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실제와 다르다. 특정한 이야기하기 과정을 그것이 실제인 바와
타입에서 달라지도록 어떤 변경을 가했다고 해보자. 가령 <형제>를 쓰면서 만
조니가 실제 그가 한 것처럼 남쪽으로 뻗어 있는 코모호수의 지류에 대해서가
아니라 서쪽으로 뻗은 호수의 지류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시작했다고 해보
라. 그러면, 소설의 남자 주인공 렌조에 관한 한, 이런 변화는 전혀 변화를 만
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특정한 이야기하기 과정-타입 전체가 허구대상 존
재의 필요조건이라면, 만조니가 방금 말한 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한 세계는 렌
조가 없는 세계가 되어버린다.191)
따라서 허구적 대상의 한 축인 체하기 행위는 전체 이야기하기 과정 타입이
아니라, (대상) 관련 집합을 구성하는 속성들을 지정하는 부분, 이러저런 속성
을 가진 특정 개별자가 있다고 체하기하는 그런 부분이 된다. 하나의 이야기
하기 과정이 불연속적일 수 있음을 앞서 언급하였다. 이야기하기 과정 자체처
럼 관련된 체하기의 부분도 이야기 전체에 걸쳐 불연속적으로 나타난다. 이야
기가 단 하나의 개별자에 관한 한 문장짜리 소설의 경우처럼 체하기와 이야기
하기 과정-타입은 때때로 동일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심
지어 한 문장 소설이라도, 두 명의 캐릭터가 등장하면 체하기와 전체 이야기
하기 과정이 일치하지 않는다. 각 캐릭터와 관련된 두 개의 구분되는 체하기
행위-타입이 있게 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허구적 대상의 정체성을 이루는 체하기 행위-타입
의 동일성 조건이 분명해졌다. 그것은 조건 (S)와 (T)를 기본으로 때로는 (A)
와 결합하고 때로는 (CI)와 결합하여 타입의 동일성을 구성한다. 이러한 설명

191) 볼토리니(2010), pp.72-73 여기서는 코모호수에 대한 책머리의 묘사가 주인공과는 아무
연관이 없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의 부분에서 렌조가 사실은 그 호수를 바라
보고 있었다고 해보자. 그러면 볼토리니에 따르면 ‘서쪽으로 지류가 뻗은 코모호수를 바라봄’
이란 속성이 렌조의 속성집합에 속할 것이다. 본질적 속성을 따로 설정하지 않는 그의 입장
에선 따라서 이 속성을 가진 대상은 ‘남쪽으로 지류가 뻗은 호수를 바라봄’이란 속성을 가지
는 대상과 동일한 대상일 수 없다. 그러나 ‘호수를 바라봄’이란 관계가 단순히 첨가됨으로써
볼토리니의 원래 사례와 다른 결과가 생기는 것은 확실히 이상하다. 그가 그 호수를 바라보
건 그렇지 않건 그 호수에 대한 묘사는 렌조의 정체성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보는 게
낫다. 이 속성은 본질적 속성 집합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도 위계를 세분하는 필자의 설명에
서 제대로 다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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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바탕으로 할 때 ‘20세기 탐정소설의 캐릭터들에 영감을 줌’ 같은 속성은 허
구외적이지만 홈즈의 본질적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가지는 것은 허구내적 본질속성이다. 이제 이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
보자.

4.2. 허구내적 본질속성
4.2.1. 허구적 대상과 본질주의
‘홈즈’란 이름이 고정지시어임을 보인 II장 2.1절에서 이미 본고는 일정한 대
상에 대한 여러 가능성, 반사실적 사태들에 대한 생각들을 다름 아닌 바로 그
개체에 관한 것으로 만들어주는, 즉 개체 홈즈를 확정해주는 속성들의 집합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다. 이러한 생각은 크립키가 고유명에 관한 이론을 가지
고 이끌어낸 형이상학적 결론인 본질주의를 연상시킨다. 허구적 대상의 지시
를 결정하는 본질적 속성이 있다는 본고의 입장을 ‘허구적 대상에 대한 본질
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한 대상이 그 자신이기 위해 필요한 속성들이
있다는 소박한 생각에서 볼 때 아무 문제없어 보이는 본질주의가 콰인을 비롯
한 격렬한 반대자들의 논박에 부딪쳤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본고의
입장에도 부담이 된다. 그러나 논쟁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에 부활
한 본질주의가 일반적인 직관에 호소하며 일정 부분 동의를 끌어낸 것은 사실
이다. 여기서 본질주의 논쟁의 논점들을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분명한 것은,
본질에 대한 현대의 사유들이 그 논의를 양상논리학의 의미론과 연관시켜 진
행한 크립키의 탐구모형에 기본적으로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본고가 제
시하는 본질주의 이론도 그 논의를 가능세계에 대한 생각을 바탕으로 전개한
다는 점에서 이러한 기본구조를 공유한다. 본질적 속성으로 이루어지는 허구
적 대상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곧 양상문장의 해석에 직접 응용될 수 있다.
이는 별도의 장(IV장)에서 다시 다루어질 것이다.
‘홈즈’의 본질적 속성은 홈즈가 존재하는 어느 가능세계에서나 이 대상이 가
지는 속성으로,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우연적 속성들과는 달리 이 속성을
가지지 않으면 대상이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속성이다. 혹은 II
장에서의 표현대로 그것은 각각의 가능세계에서 ‘홈즈’로 지칭되는 하나의 대
상을 골라내는, 즉 통세계적 동일성을 확보해주는 속성들의 집합이다. 이 대상
이 우리 세계에서 추상적 인공품을 지시하므로, 어느 가능세계에서나 추상적
대상을 지시한다는 점에 유념하자(즉 우리가 고려하는 가능 세계는 전부 홈즈
가 코난 도일에 의해 창조된 문학적 캐릭터인 그런 세계이다). 본질적 속성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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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은 허구내적 속성, 즉 허구작품에서 캐릭터에게 부과한 속성들 가운데에서
선별된다. 이 집합의 정확한 구성을 뽑아내는 것은 실제 작품의 감상을 거쳐
사례별로 결정될 문제로 간단한 작업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 개념이 무의미
한 것은 결코 아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에서 우리는 적어도 몇몇 핵심적
인 속성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본질적 속성임을 확신할 수 있다. 가령 <오델
로> 비극의 씨앗이 반드시 데스데모나의 손수건일 필요는 없지만, 이아고의
간계에 넘어가지 않는 오델로를 상상하기는 힘들다. 이 절에서는 본질적 속성
을 가려내는 타당한 기준을 정립하려고 한다. 우선 떠오르는 기준으로 작품의
스토리 전개에 핵심적인 기여를 하는가, 성격의 일관성 및 사건의 박진성에
기여하는가 따위의 요소들을 들 수 있다.
[원리]

허구적 대상의 본질적 속성들은 사건 전개 및 사건의 사실감 구축,

성격 형성 및 성격의 일관성에 관여하는 속성들이다.
이러한 속성들의 소유가 전부 허구 안에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은 아니
다. 우리는 허구적 대상들에도 -실제로는 추상적 대상이지만 그것이 소설 안
에서는 구체물로 나타나므로- 우리 세계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물리적, 심리
적, 논리적 법칙들을 투사한다. 그리고 이러한 투사를 통해, 그 소유가 명시적
으로 규정된 속성들에 의해 법칙적으로 함축되는 속성들도 본질적 속성집합에
들어갈 수 있다. 예컨대 “햄릿이 우유부단하다”란 문장이 셰익스피어의 희곡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우리는 햄릿의 행동에 대한 기술 및 그의 대
사 등을 통해 그의 우유부단함을 타당하게 추론할 수 있다. 허구에 드러나는
정보들을 이용하는 이러한 추론을 위해 우리가 의존하는 법칙들은 다양하다.
가장 기본적인 논리학부터 상식에 기반하는 소위 통속심리학, 물리학, 생물학,
기계공학 등의 과학적 지식 및 지리, 역사에 대한 인문학적 지식에 이르기까
지 우리는 다양한 지식을 동원하여192)193) 표면적으로 명시된 것들 너머의 속
192)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지식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대상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참을 가정하는 다양한 과학적 지식의 수준을 넘지 않는다. 의학 소설이나 고등 수학이론이
활용되는 수사드라마 <넘버스>처럼 전문적 배경 지식이 사건 전개에 명시적으로 개입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그렇다. 그러나 우리가 그 지식의 세부사항을 잘 모를 때조차 실제 대상들
에 다양한 과학적 법칙들이 적용되고 있음을 당연시 하듯이 허구적 대상들에 대해서도 그렇
게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얼마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명시되지 않은 얼마만큼의 속성
들을 채울 것인가는 문제의 속성이 작품 전체, 캐릭터의 심리나 동기, 사건 전개를 이해하는
데 과연 도움이 되느냐를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다. 가령 우즈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면서
채우기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한다(우즈(1974), pp.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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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들까지 합리적으로 캐릭터에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제약1-함축] 현실세계의 제약: 허구적 대상의 본질적 속성은 허구에 의해
부여된 속성들로부터 함축되는 속성들이다. 이 함축은 현실세계의 제법칙들을
적용함으로써 결정된다.194)
돈키호테를 위한 채우기 문제fill-problem는 누구의 물리학을 그를 위해 가정해야 하는가라는 문
제를 포함할까? 코페르니쿠스의 물리학, 세르반테스의 물리학, 우리의 물리학 중 어느 것인
가? 돈키호테는 두 부분으로 출판되었다. 첫 번째는 1605년, 둘째는 1615년에. 케플러의 행성
운동에 대한 처음의 두 법칙은 1609년 출판되었고, 세 번째는 1619년에 나왔다. 그렇다면 1
부의 돈키호테가 그 아래에서 잔 천체는 원형 궤도이고 2부의 돈키호테의 천체는 타원궤도라
고 해야 할 것인가? 이 위대한 소설에서는 행성의 공전주기의 제곱은 태양으로부터의 평균거
리의 세제곱에 비례한다고는 말할 수 없는가? 케플러의 제3법칙은 소설완성 전에는 발표되지
않았다고 해서? 율리시즈는 어떻게 채울 것인가? ....... 위대한 문학작품은 독자들에게 어떻게
채울까를 조언하는 게 아주 막중한 과제인 문화적 역사가들을 위해 문학적 주석의 필요성을
만들어낸다. 그런 참들이 어떻게 발견되는지는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허구적 참
의 논리적 구조를 드러내는 것이다......따라서 우리는 채움-문제를 무시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
그러나 필자는 문학 주석가들이 밝혀낸 지식이 허구의 이해를 돕는다면(어떻게 그런지를 주석가
는 밝혀야 할 것이다)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당대의 잘못된 지식이 사건에 반영되
었다면, 반영된 대로의 속성을 허구적 대상에 적용해야 함은 물론이다. <얼룩끈>에서의
Russell's viper의 경우(이 종에 속하는 뱀의 생태는 소설에 묘사된 바와 같지 않다)처럼 명
시적으로 잘못된 지식에 근거한 사건이 묘사된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고 무조건 당대
의 일반적인 믿음, 혹은 작가의 잘못된 믿음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서양 이야기 속에
중국의 어느 마을이 분명히 일본의 전통문화로 해석됨이 타당한 문화를 가진 것으로 묘사되
었다면, 우리는 당대 서양 사람들이 가졌던 일반적인 오해를 감안하여, 이 마을을 일찍이 일
본 문화가 유입된 특별한 중국 마을이라기보다는 평범한 중국 마을로 해석하는 것이 적당하
다(이 예는 김세화(2000)에서 가져왔다). 요점은 어떤 속성이 함축된다고 보는지, 또 그 함축
을 판단하는 데에 동원할 수 있는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가 있다는 것
이다.
193) 앞서 홈즈의 화학적 지식에 관하여 설정한 가정적 상황, 즉 18세기에 <홈즈>시리즈가 쓰
여졌을 상황에서 우리가 그 함축을 찾아낸 홈즈의 속성 속에는 ‘대단한 화학천재임’이란 속성
이 포함될 것이다. 그렇다면 체하기 타입 동일성의 원리로 (T)를 따로 설정해주지 않아도 아
래의 [제약1-함축]만 가지고도 19세기 홈즈와의 차이가 다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 본고 각
주 190및 각주 192의 설명에서처럼 우리는 이 경우 당대의 지식을 기준으로 함축되는 속성
들을 찾아내며 그 속성들은 (T)로 인해 허구적 대상이 인코드한다고 인정되는 속성들과 다르
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좀더 생각해보면 (T)는 허구외적 속성에도 관여한다는 점에서 따로
설정해주는 것이 분명히 의미가 있다. ‘다음 세대 화학자들에게 엄청난 영감을 줌’ 같은 속성
은 원래의 홈즈가 가질 수 없는 속성이면서 또한 가정된 상황에서도 함축되는 허구내적 속성
들의 집합에 속하지 않는다.
194) 비슷한 취지의 원리가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바 있다. 라이언은 허구나 반사실적 조건문의
이해를 위해 최소이탈의 원리를 이야기한다. 픽션의 세계는 피할 수 없는 조절 외에는 우리
의 세계에서 특별히 변형되지 않은 세계이다. 박영섭(1997),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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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나 [제약1-함축]이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우리는 결코 현실
법칙들을 엄밀하게 허구 세계에 적용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사건의 전개가
논리적이지 않고 파편적이거나 성격묘사도 일관적이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
무의미한 사건들의 상호 연관성 없는 연쇄만으로 구성된 허구, 전혀 상반된
인격을 동시에 가진 인물이 주인공인 소설들을 생각해보라. 고전적 이야기들
의 범위를 넘어서면 이런 예들이 그리 드물지만은 않다. 이런 경우에 [원리]
는 본질적 속성을 가려내는 데 별로 소용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단편
적인 에피소드, 다중적인 인격들에 관련된 속성 전부가 하나의 캐릭터가 가진
본질적 속성이 되는가? 아니면 이런 이야기들은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는 허구
대상을 구성하는 데 실패한 것인가? 상반된 인격이 결과한 이유를 정신분석적
이유로 해설해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해설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언제나
이런 주인공에게 현실의 원리들이 적용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아예 우리의
심리학이나 일상적, 물리학적 법칙을 초월하는, 현실세계의 각종 제약들을 위
반하는 사건들로 가득찬 이야기들도 있다. 빛보다 빠른 속도로 은하계들을 넘
나드는 우주선이 나오는 공상과학 소설, 자유자재로 하늘을 나는 주인공들의
판타지 소설 속에서 현실세계의 법칙들이 준수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우
리는 이런 허구들에서 그 허구 안에 묘사된 세계 나름의 법칙이 작동하고 있
다고 가정한다. 즉 소설을 읽으면서 그 이야기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추어 사건들의 비합리적인 전개에 수긍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함축
되는 속성들을 추론함에 있어 문학 장르, 스타일의 고려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의 원리를 부가해야 한다.
[제약2] 장르의 제약: 현실세계의 제법칙들이 어느 정도로 적용되느냐는 작
품이 속하는 문학적 장르에 따라 달라진다.
위의 [제약1]과 [제약2]는 대부분의 경우(사실적인 소설을 제외하고) 부딪
치겠지만 둘 간의 관계는 경쟁적이지 않다. 오히려 [제약1]을 적용할 수 없을
때, 즉 현실세계의 제법칙들이 상당한 정도로 위반된 경우에만 우리는 [제약
2]를 참조해서 함축되는 속성을 결정하면 된다. 말하자면 [제약1]이 어느 정
도까지 지켜져야 하는지를 정해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제약2]라
하겠다. 그러나 어느 장르의 허구를 막론하고 논리적 일관성이나 개연성은 허
구의 전개 및 캐릭터 구축 양자에서 중요하게 작동한다.

142

[원리] 및 [제약]들을 제시하긴 했지만, 실제로 이러한 방법으로써 허구적
대상의 본질적 속성 집합을 규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어려움들 때
문에 많은 학자들이 본질적 속성의 구분이 원리적으로 아예 불가능하다고 주
장한다. 혼합주의자 가운데에서도 볼토리니는 허구적 대상에 부여된 모든 속
성들이 그 대상의 정체성을 구성한다고 보았다. 그는 별개의 이야기에 등장하
는 인물들을 하나로 묶는 핵심(core) 속성 같은 것을 찾아낼 수는 없다고 보
았고 커리도 이런 방식을 밀고 나가면 결국 홈즈와 본드도 공통점이 있으니
같은 캐릭터로 묶이지 않겠느냐는 회의적 입장을 보인다.195) 그럼에도 불구하
고 비슷한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들에 의해 제안되었다. 토마슨은 이야기의 정
체성에 관여하는 ‘중심사건(pivotal event)’을 이야기하며, 올리아는 ‘개별자의
본질(individual essence)’을 추출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월터스토프도 캐릭터
의 ‘중심적(central)’ 속성들을 ‘우연적(incidental)’ 속성들로부터 대략적인 방
식으로나마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196) 그러나 이들은 모두 이런 구분을
위한 기준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다. 직관적으로 자명한 구분이라
생각한 것이다.

4.2.2. 퍼지적 본질
4.2.2.1. 본질적 속성 구분에 대한 반론
다음의 반론은 이러한 구분의 실제적인 어려움을 잘 보여주는 것 같다.197)

[반론] 이것이 결국 홈즈 스토리 전개를 알고 있는 우리들의 직관에 의존하
는 것이라면, 이 구별이 작위적일 것이라는 의심은 할 수 없을까? 홈즈에게 왓
슨이라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우연적인, 비본질적인 속성으로 보일 수 있다.
왓슨 말고 누구라도 친구가 될 수 있었거나, 혹은 홈즈는 혼자 활동할 수도 있
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럴 듯해 보이므로. 하지만 과연 그런가? 필자가 직관
적으로 동의하는 홈즈의 본질적 속성(‘명민함’, ‘탐정임’...이 외에 또 무엇을 꼽
을 수 있을까? 없나? 하지만 모든 명민한 탐정을 홈즈로 볼 수는 없으므로, 무
언가 더 있어야만 하는 것 아닌가?)을 모두 가진 인물이 처음부터 혼자 활동하
며 사건을 풀어가는 소설이 있다면, 과연 그 인물이 홈즈일까? 화학에 대한 지
식이 전무한 홈즈를 상상할 수 있나? (없어야 하지 않을까? 그는 많은 사건을
195) 볼토리니,Ibid., ch.4, 커리(1990)
196) 볼토리니 ch.4, n.11, 월터스토프(1979), p.116 토마슨의 중심 사건은 그러나 허구적 대
상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으로 그가 고려한 것은 아니다.
197) 이 반론은 이해완이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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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지식에 의존해 해결하지 않나?) 하지만 모든 면에서 홈즈와 같은 방식으
로 명민한 탐정이 화학적 지식이 동원될 필요가 없는, 그러나 여전히 미스테리
인 사건들을 풀어가는 소설의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면 그를 홈즈라고 하는데
무리가 없지 않을까? 홈즈가 영국인이라는 것은 어떤가? 나아가 비록 직관적
으로는 의심할 바 없이 우연적인 듯 보이는 속성이더라도, 파이프 담배를 피우
지 않는 홈즈, 바이올린을 연주하지 않는 홈즈, 결국은 베이커가(街)에 살지 않
는 홈즈까지도 상상할 수 없다는 직관도 존중될 수 있지 않을까? 코난 도일이
창조한 것은 바로 이런 속성들을 다 갖춘, 바로 그래서 그 이유로 ‘홈즈’로 불
릴 수 있는, 그런 홈즈이지 본질적 속성만을 가진 홈즈가 우연히 이런 속성을
얻어낸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 반론은 결국 어떤 속성에 대해서도 그것이 본질적인지 아닌지를 구분하
는 것이 어렵다고 말한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속성들까지도 홈즈의 정체성에
관여한다고 생각될 수 있는 반면, 화학적 지식에 정통하다는 중요한 홈즈의
자질이 결여되고도 그가 여전히 홈즈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물론 ‘탐
정임’, ‘명민함’만이 홈즈의 본질이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오히려 진짜 사람의
경우, 그의 생물학적 기원을 제외한 광범위한 속성들이 단지 우연적으로 취급
되는 것과 달리 캐릭터에 있어서는 작가에 의해 지정된 속성들의 아주 많은
부분이 그 대상의 본질적 속성이라는 입장이다. 정체성에 관여하지 않는 부분
을 가려내는 것이 더 복잡하다. 가령 이야기가 압축적으로 전개되는 영화의
경우, 아주 사소한 대사나 장면의 구석에 배치된 단서들까지 작가가 이후의
사건 전개를 위해 미리 복선과 암시로써 던져 두는 경우가 많다. 소설에서도,
이야기 전체를 분석함으로써 주인공의 사소한 특성들이 어떤 식으로든 사건의
전개에 인과적으로 얽혀있음을 밝힐 수도 있다. 그러나 홈즈에 대해 코난 도
일이 서술한 모든 특성들이 이런 성격을 가지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렇다면,
사건전개와는 무관해 보이는 ‘파이프 담배를 피움’, ‘바이얼린을 연주함’ 따위
는 홈즈의 본질적 속성이 아닌 것일까? [원리]는 그렇지 않음을 이야기한다.
홈즈가 겪는 사건 뿐 아니라 그의 성격적 특성도 홈즈의 본질적 속성을 구성
하는 것이다. 사실은 방금 언급한 속성들이나 ‘영국 신사임’ 따위야말로 홈즈
의 개성을 구성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어떤 복잡한 분석을 거쳐서도 사건들과의 연관성을 밝힐 수 없는 사
소한 특성들도 분명히 허구적 대상들이 가진다. 홈즈가 베이커가 221B에 거
주한다거나 왓슨이 전쟁터에서 다친 곳이 다리인지 왼쪽 어깨인지 등의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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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이 이에 속한다(특히 후자에 대해서는 코난 도일 자신이 <홈즈> 시리즈
가운데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지 않고 있다). 더 중요하게는, 본질적 속성으로
흔히 인정되는 속성들에 대해서도 홈즈의 정체성 변화 없이, 이런 속성들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부터 설명하려 한다. 필자는 가령 홈즈가 바이올
린이 아니라 피아노를 취미로 연주하였더라도 그가 여전히 홈즈일 수 있다는
직관도, “파이프 담배를 피우지 않는 홈즈, 바이올린을 연주하지 않는 홈즈,
결국은 베이커가(街)에 살지 않는 홈즈까지도 상상할 수 없다는 직관”만큼이
나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립불가능해 보이는 이 두 직관이 어떻게
화해할 수 있을까?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바로 우리가 II장에서 간단하
게 논의한 퍼지적 본질 개념이다. 여기서는 이를 허구적 대상의 존재론에 본
격적으로 적용하여, 본질적 속성들이 어떻게 홈즈의 정체성을 퍼지적으로 구
성하게 되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4.2.2.2. 속성의 위계
사실 본질적 속성집합이 있다면, 퍼지적 본질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 이 집합이 제대로 설정되었다면 그 집합에 속하는 속성이 변화되었을
때에만 동일성이 깨지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동일한 사물이라 보면 될 것이
다. 그런데 우리는 인공품에 대해 본질적 속성을 설정하더라도 그것이 퍼지적
본질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살펴보았다. 인공품의 경우 구성 성분들 가운데에
서 특권적 위치를 차지하는 속성, 유기체나 자연종에서처럼 자연과학을 통해
발견되는 근원적 실체를 설정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여기서는 단 하
나의 본질속성으로 환원되는 동일성도, 그렇다고 여러 속성들을 모두 동등하
게 취급하는 일반적인 인공품의 퍼지적 본질 이론도 허구적 대상의 존재론에
는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제 허구적 대상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허구내적) 속성집합을 다음과 같이 위계적으로 구분할 것을 제안한다.
I. 핵심(core) 속성들:
1. 실제 사람의 경우 그의 본질적 속성으로 인정되는 인물의 선천적 특성,
기질
ex) 홈즈의 ‘명민함’, 스메르쟈코프의 간질병 등
2. 위의 1에 배경적 요인이 작용하여 형성된 특성들: 사건전개가 시작되는
시점까지 결정되어 있는 초기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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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홈즈의 ‘탐정임’,‘영국인임’, ‘화학에 정통함’, 브론스키의 ‘미모의 청년장
교임’ 등
3. 주요 줄거리, 사건전개를 구성하는 속성들: 실제 상황에선 우연적인 사건
들이지만 이야기 전개에선 핵심적으로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사건과 관계된
속성.
ex) 안나의 ‘브론스키와의 만남’, 햄릿의 ‘폴로니우스를 죽임’, 그루센카의
‘드미트리 카라마조프의 사랑을 받아들임’ 등.

II. 준-핵심 속성들:
1. 줄거리, 사건전개에 관여하는 속성들: 줄거리 전체 구조에는 영향을 미치
지 못하지만

세부적인 줄거리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속성들

ex) <주홍색 연구> 사건 범인의, 이 작품 2부에서 묘사된 사건들에 연관된
속성
2. 해당 인물의 개성을 구성하는 속성들: 사건전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그렇지 않은 속성들
ex) 홈즈의 ‘바이올린을 즐겨 연주함’, ‘파이프담배를 물고 다님’
3. 사건전개에 관여하지는 않지만 작품의 정체성을 구성한다고 판단되는 요
소들 중 해당 인물에 관련된 속성들198)
ex) <오만과 편견> 주인공이 가지는, 19세기 영국 중산층 가정의 생활상과
관련된 속성
III. 주변적 속성들:
1. 명시되어 있지만 작품의 정체성에 관련 없는 사소한 속성들
ex) 홈즈의 주소, 왓슨이 전쟁에서 얻은 상처의 위치

198) 압축적인 영화보다는 소설에서 확실히 사건과는 직접 관계 없는 부분에 대한 꽤 긴 묘사들
이 자주 등장한다. 홈즈가 사건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방의 벽지, 커튼, 앉아있는 소파의 천
질감 등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고 하자. 이런 자세한 묘사는 아마도 소설의 핍진감을 높이
기 위한 것이거나, 혹은 작가가 이러한 사물의 묘사에 흥미를 느끼고 있어서일 수 있다. 그런
묘사가 작품의 정체성을 이루는가에 대해선 그 부분이 가지는 미적 특성에 대한 판단 등을
비롯해 평론가들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그러나 정체성에 관계되더라도 그것이 준-핵심
속성에 속하니만큼 약간씩의 변경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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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시되진 않지만 함축되는 속성들 가운데 사소한 속성들
ex) 홈지언들이 추론해내는 홈즈에 관한 사소한 속성들
3. 명시되지 않으면서 함축도 되지 않는 속성들
ex) 홈즈의 ‘왼쪽 다리에 점이 두 개임’ 따위
허구적 대상의 속성들에 대한 이러한 상세한 명세화는 그 속성들이 대상의
정체성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위계를 형성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 위계는 열거한 순서로 표현되었다. 즉 위에 제시된 속성들일수록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본질적 속성에 가까운 반면, 아래로 내려올수록 허용되
는 변화의 가능성이나 그 변화의 정도가 더 커진다는 것이 본고의 주장이다.
I-1과 I-2의 경우 변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것에서 변경된 인물은 원래의 허
구적 대상과는 다른 인물이 된다. 반면 준핵심 속성들은 그 각각은 변경 가능
하지만, 그 속성집합에 속하는 속성들을 상당량 갖추지 않으면 동일성이 훼손
되는 그러한 속성들이다. 각각이 변경가능하다는 점, 즉 각 속성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 집합의 속성들은 핵심속성과 구분된다.
그런데 사건들이 인과적으로 얽혀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여기에 속하는 속성
중 하나의 변화는 관련된 다른 속성들의 변화를 동반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
의 정도가 크지 않을 때, 즉 수반되는 변화들을 감안하더라도 전체적 속성변
화가 그리 크지 않은 수준에 그치는 속성들이 이 집합에 속한다. 질적으로든
수적으로든, 준핵심 집합 속성들에서의 광범위한 변화는 동일성을 깨지만, 이
집합에 속하는 속성들 모두가 아닌 상당량을 인코드하면 동일성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이것은 퍼지적 동일성, 퍼지적 본질을 의미하게 된다.199) 이러한 생각
이 기본적으로, 앞서 살펴본 인공품의 퍼지적 본질에 대한 폽스의 아이디어를
수용한 것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필자는 폽스와 달리 속성 집합들의 위계를
설정하였고, I에 해당하는 속성들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변이를 허용하지 않
는다. 그렇더라도, 즉 핵심속성에서의 변경이 없더라도 준핵심 속성에서의 광
199) 앞서, 인공품의 퍼지적 본질을 논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충분한 정도의 유사성’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허구적 대상의 준핵심 속성들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된다. 즉, 이때의 동일성, 즉 엄밀히 표현했을 때 상대역 관계라 볼 수 있는 관계에서 이행성
은 허용되지 않는다. 원래의 준핵심 속성집합 A로부터 한 속성만 이탈을 한 A'은 원래의 대
상에 연결이 되지만 A'으로부터 하나의 이탈을 보이는 A"를 인코드하는 (따라서A'의 상대역
이 되는) 대상은 그것이 A' 관련 대상의 상대역이어서 자동적으로 A 관련 대상의 상대역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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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한 변화가 있다면 정체성이 유지될 수 없다는 점에서 여기까지의 속성들
이 퍼지적 본질을 구성하는 본질적 속성으로 간주될 것이다.
핵심 속성들 가운데에서도 I –3은 사소한 변이가 가능하다. 사소한 변화만
가능한 것은 여기 속하는 속성들은 작품의 뼈대를 구성하는 사건에 관련된 것
이어서 하나가 변화함으로써 해당 인물의 핵심 및 준-핵심 속성들의 집합 구
성원들에 중대한 변화가 결과하기 때문이다. 가령 햄릿이 폴로니우스를 죽이
지 않았더라면 이후의 줄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햄릿>과는 전혀 다른 방향
으로 흘러갔을 것이고 그 결과 <햄릿>의 핵심 속성도 완전히 바뀌었을 것이
다. 주의할 것은 사소함의 정도가 핵심 속성 구성원에는 변화를 주지 않을 정
도여도, 준핵심 속성들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온다면 그 변이는 허용될 수 없
다는 것이다.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준핵심 속성들은 각각에서는 다를 수 있더
라도, 한꺼번에 여러 개의 속성들이 바뀐 경우는 정체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
이다. 그러나 줄거리 전체에도, 또 준핵심 속성들에도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
는 사소한 변화들이 가능할 것이다. 필자는 오델로의 질투를 유발한 데스데모
나의 소지품이 손수건이 아니었을 수 있고, 또 마르셀의 기억을 되살린 단서
가 마들레에느 과자가 아닌 다른 무엇이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두 개의
사건은 그 자체로는 빠질 수 없는 작품의 핵심 스토리를 구성하지만 이런 사
소한 변화는 가능할 것이다.
한편 II-1의 속성들은 그 변이가 이야기의 큰 흐름에는 변화를 줄 수 없지
만 줄거리 전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다. 인물의 어떤 결정이나 의도,
행동에 있어서의 변화도 고립되어 일어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
도 그렇듯이 모든 결정과 행동이 중요한 파장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연쇄
적인 변화가 있더라도 주요 사건의 발생에 있어서는 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
다. 이런 사건들을 ‘부수 사건’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의 변화는 작품의 정체
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인물의 핵심 속성 및 준핵심 속성에
서의 의미있는 변화는 잇따르지 않는다. 그것은 전체 이야기의 완성도, 플롯의
짜임새, 사건 전개의 사실감이나 심리적 동기가 가지는 설득력, 감상의 몰입도
등 미학적 특성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 사건들의 전개가 보다 긴밀하거나 보
다 압축적이거나, 그 반대일 수 있다. 범행의 동기는 보다 설득력이 있거나 그
러지 않을 수 있다. 아니면 부수 사건이 단순히 같은 정도의 의미와 설득력,
효과를 가진 다른 사건들로 대체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는 II-2, II-3의 속
성들도 마찬가지이다. 인물은 보다 개성 넘치고 생생하게 묘사되었거나 그 정
도가 덜할 수 있다. 그러나 반복하지만, 준핵심 속성들에서의 큰 변화는 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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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는다. 19세기 영국 가정의 일상 및 풍속의 자잘한 묘사 부분을 확 덜
어내고 다아시와 엘리자벳의 사랑 및 심리적 싸움만을 담은 그런 <오만과 편
견>은 가능하지 않고, 그런 엘리자벳도 가능하지 않다. 문학작품을 영화로 각
색한 많은 사례들이 준핵심 속성에서의 변화의 예들을 풍성하게 가지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영화판 각색에서 그 변경이 허용되는 것은 주변 속성들 및 준
핵심 속성들까지이다. 그렇지 않으면 영화가 묘사하는 허구적 대상은 같은 대
상으로 인정될 수 없고, 문제의 영화는 제목만 원작에서 차용한 전혀 다른 작
품이 될 것이다.200)
주의할 것은 겉보기에 사소해보여도 그것이 I, II의 속성들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런 속성에서의 변화가 어떤 결과를 가지는지 조심스럽게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본질적 속성과 연관이 되어 있더라도 그것의 중요한 변화와는
상관이 없는 속성들만이 III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 외에 이 부류에 속하는 속
성들에서는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하다. 특히 III-3의 속성들은 위에서(4.2.1절)
제시한 [제약1-함축]과 [제약 2]를 따르는 한 감상자가 그 변이나 속성의 소
유 자체에 대해 자의적으로 결정해도 무방한 것들이다. 캐릭터가 가지는 사소
한 속성들에 대해서, 혹은 실제 인물에서는 중요할 수 있지만 이야기 속에서
는 그 이야기 안의 사건 전개에 무관한 특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는 별 정보를
주지 않을 것이다. 가령 허구에서 주인공의 키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하자. 그
렇다면 우리는 그의 키에 대해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다. 허구 속에 문제의
속성에 대한 언급이 나오더라도, 그것이 주인공의 개성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지도, 허구 안의 어떤 사건에 인과적 영향력을 갖지도 않는다면 우리는 원
래 명시된 속성과 다른 속성을 그가 가졌을 수 있다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
다. 명시된 속성들로부터 함축되지만 사소한 속성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소설을 읽으면서 많은 세부 사항들을 채워 넣는다. 그것들은 명시된
속성들로부터 자연스럽게 함축된 것일 수도 있고, 감상자의 편견이나 소망이

200) I, II 속성들에는 [제약1-함축]에 의해 함축되는 속성들도 포함됨에 유의하라. 그렇지 않으
면 다음과 같은 반론에 제대로 대답할 수 없을 것이다. 가령 어떤 소설에 유형화된 성격의
인물 집단이 나온다고 해보자. 이들에 대해 준-핵심 속성에 해당하는 속성들 이외의 세부 사
항들은 주어지지 않는다. 가령 그들은 모두 중산층에 속물적 근성으로 가득차 있고 참견하기
를 좋아한다. 필자의 이론이 준-핵심 속성들에서의 일치를 근거로 이들을 모두 같은 캐릭터
로 취급해야 할 것인가? 그러나 [제약1-함축]은 이들이 진짜 사람이고, 따라서 공통성을 가
지고 있지만 다 다른 사람임을 자연스럽게 추론하게 해준다. 허구 안에 그들의 차이, 개성에
대한 묘사가 전혀 없더라도 그렇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떼를 지어 주인공을 공격하는 아무런
개성이 없이 똑같아 보이는 기계인간들의 더미를 떠올려 보자. 이들의 개별화는 어떻게 가능
할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다음 기회로 미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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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영되어 대상에 부여된 것일 수도 있다. 아니면 순전히 우연히 문제의 대상
에 특성을 부여했을 수 있다. 어쨌든 문제의 속성이 주인공의 개성 구축이나
작품의 사건 전개에서 별로 중요하게 작동하지 않으므로 작가가 신경쓰지 않
은 부분이라고 할 때, III-2나 III-3에 대한 채워 넣기는 자유롭다.201) 뿐만 아
니라 III-1에 대해서도 변경이 자유로운데, 이러한 속성들은 작가가 명시해 두
었더라도 별다른 의도 없이 제시한 속성들로 볼 수 있다. 다시 각색 영화를
예로 들어보자. III의 속성들에 대해서는 작가가 언급한 속성들이 영화 속에 그
대로 재현되지 않았거나, 또는 우리가 채워 넣은 부분들과 다르게 영화 속에
표현되어 있다고 해서 불평할 수는 없다.
이 경우 변화의 양적인 축적도 캐릭터 정체성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하자. 이것이 본질적 속성으로서의 준-핵심 속성과는 다른 점이다.
작품의 기술은 등장 인물들에 대한 우리의 상상을 규제한다. 그러나 그 규제
를 벗어나는,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
다. 햄릿의 머리나 피부 색깔, 그가 거느린 시종들의 성격, 그의 침대 디자인
과 나무 재질 및 침대 위에 베개가 놓여 있는 위치 등(만약 이런 것들이 어쩌
다가 셰익스피어의 희곡 속에서 명시되었다면)에서의 변이는 그를 우리가 알
고 있는 햄릿과 다른 사람으로 만들지 못한다. 심지어 누군가 III-2에 속하는
속성들을 끝없이 찾아내어 늘어 놓으면서 그것이 함축된 대로의 속성과는 달
랐을 가능성을 얘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변화의 항목 수를 늘리는
것이 대상의 정체성에 영향을 줄 리는 없다. 햄릿의 머리나 피부 색깔, 그가
거느린 시종들의 성격, 그의 침대 디자인과 나무 재질 및 침대 위에 베개가
놓여 있는 위치 등은 그것이 명시되건 혹은 허구 속 정황들로부터 함축되건,
이러하다는 혹은 저러하다는 것이 햄릿의 동일성과는 상관이 없다.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주인공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드러내 준다고 말하고 싶은가? 정말
로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필자는 모든 세부사항들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치
밀하게 구성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또 주인공의 중요한 성격과 그런 세부
사항들의 연결을 보증하는 법칙, 원리들이 일반 독자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라면, 그런 식의 주장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한편 정말로 세부
201) III-2, 즉 명시적 속성들에서 함축되는 속성의 경우에는 채워넣기가 물론 III-3만큼은 자유
롭지 못할 것이다. 허구에 명시된 집합 A로부터 속성 a가 함축된다고 하자. 이때 ‘a가 현재와
달랐더라면’이라는 가정은 집합 A에서의 변화를 함축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집합 A에
서 a로의 함축에는 법칙 뿐 아니라 배경요소들이 개입할 수 있어서, 똑같은 A에서 a가 함축
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뀐 a와 더불어 A에서도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배제
될 수는 없으므로 이때의 A, 즉 명시된 속성들은 I이나 II에 속하는 속성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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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들이 I, II의 속성들과 의미있게 연결되어 있다면 이 세부 사항들은 준-핵
심 속성으로 승격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지금까지 제시한 기준들을 바탕으로 본질적 속성의 구분에 대한 앞 절
의 회의주의적 반론에 답할 수 있다. ‘왓슨의 친구임’은 홈즈의 본질 속성이다.
그것은 I-3에 속하는가? 그러나 누군가가 홈즈가 왓슨의 도움 없이도 어쨌든
<홈즈> 시리즈의 주요 사건들을 모두 풀었을 것이라고, 왓슨의 부재가 줄거리
에서의 사소한 변화만을 일으킬 뿐이라고 반박한다고 하자. 이 사람은 “홈즈
는 혼자 활동할 수도 있었다”라는 양상문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나 위의 명
세에서 줄거리에서의 변화에 관여하는 속성은 II-1로 분류되어 있다. 즉 왓슨
의 부재가 초래하는 줄거리에서의 변화 및 그로 인한 속성집합에서의 변화를
핵심적인 것으로 볼 지 사소하다고 판단할 지 결정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
도 그것은 준-핵심 속성에는 속한다는 점에서 본질적 속성으로 분류되어야 한
다(반론에서 언급된 나머지 속성들은 위의 명세에서 모두 분류하였다). 이는
‘왓슨의 친구임’을 홈즈의 중요한 속성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직관을 잘 설명해
준다.
4.2.2.3. 저작활동과 본질적 속성
이제 위에 제시한 위계의 구성이 실제 작가의 저작활동과는 어떤 관련이 있
는지 한번 생각해보겠다. 작가가 이야기를 쓰는 과정을 떠올려보자. 하나의 아
이디어를 착상하고 나서 그는 그 아이디어를 구현해줄 이야기 구조, 주요 인
물들을 결정할 것이다. 그러고 나면 전체 구조의 세부를 채우는 이야기들, 주
변 인물들이 마련되고 각 이야기들은 다시 각자의 하위구조를 세부 사항들로
채우게 된다. 이런 과정은 등장인물들이 컵을 씻거나, 마루 위를 걷는 구체적
인 행동, 구체적인 사물이 개입하는 지점에 이르기까지 반복된다. 일련의 행동
들이 이야기를 구성하는 사건들을 형성하고 그 사건들의 인과적 얽힘은 보다
상위 수준에서도 일어난다. 가령 나는 누군가의 빰을 때림으로써 동시에 그와
의 갈등을 표면화시킨다. 그런데 누군가와의 갈등을 표면화시키는 행동은 뺨
을 때림으로써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각각의 사건들에 개입하는 행동은 똑같은 효과를 가지는 다른 행
동들, 다른 구체물을 대상으로 하는 행동들로 대체될 수 있다. ‘컵을 씻는다’는
작업의 수행이 개수대에서 물을 틀어놓고 컵을 부시는 행동으로도 또는 일정
량의 물을 받아놓고 컵을 담가서 문지르는 행위로도 수행될 수 있듯이. 또 개
수대에서 물에 컵을 부시는 행위도 손과 물, 컵이 이루는 각도, 방향에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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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듯이. 이처럼 미세 행위, 세부 사건으로 내려갈수록
그것의 대체가 전체 구조에 끼치는 영향이 적어지게 된다. 본고가 지적하려는
것은 이러한 미세 행위, 세부 사건들에 대해서도 작가가 결정을 한다는 사실
이다. 그 대체, 변경이 전체 구조에는 물론이고, 세부 줄거리의 전개에도 영향
을 주지 않는 사안들에 대해서까지 소설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
다. 물론 세부적인 묘사의 정도에 있어 차이는 있겠지만, 또 그 구체성이 극도
로 미세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 작가는 문제의
특정 행위, 구체물을 선택하면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할 필요가 없고, 우
리도 그 이유를 분석할 필요가 없다. 말하자면 작가가 그냥 우연히 문제의 행
동, 사건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그런 식으로 묘사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
겠다.202) II를 이루는 속성에서 변경이 가해지지 않는 한, 가해지더라도 그것
의 정도가 상당히 작다면, 우리는 그 속성과 연관된 하위 행동들에서 작가가
다르게 결정했을 가능성을 타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그것들
은 문제의 허구적 대상의 본질적 속성이 아니다.203)

202)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III 속성을 설명하면서 앞서도 지적했지만, 겉보기에 사소한 구체
물들이 모두 세부사항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가령 <소나기>에 죽은 소녀가 자기 무덤에
함께 묻어 달라고 한 분홍 스웨터는 소녀의 개성을 상징해주는 사물로 II-2에 해당하므로 본
질 속성이다. 그러나 뚜르게네프가 <첫사랑>의 여주인공을 등장시키면서 그녀가 주변의 남자
들과 왜 그들의 이마를 꽃으로 때리는 장난을 하도록 했는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이다. 작가는 그녀의 독특한 매력을 드러내 보이는 다른 장난을 고안했을 수 있다.
203) 그러나 다음과 같은 반박이 가능하다. 작가가 어떤 시점에서 하는 결정이건 모두 우연이
개입한다는 것이다. 그는 문제의 작품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쓸 수 있었고 문제의 구조가 아
닌 다른 구조를 선택했을 수 있었다. 사실상 작가가 선택한 모든 게 우연적일 수 있다. 그렇
다면, 셰익스피어가 희곡 <햄릿>의 주인공을 우유부단한 인물로 설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햄릿의 ‘우유부단함’은 그의 본질적 속성이 아닌 게 되어 버리는 걸까? 당연
히 그렇지 않다. 작가가 작품을 시작하면서 또 쓰는 중간에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는지는 중
요하지 않다. 심지어 셰익스피어는 <햄릿>을 쓰지 않았을 수 있다(그렇다면 햄릿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허구적 대상에 관한 존재 양상문장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시 이야기할
것이다). 문제는 그 선택의 일부는 분명히 핵심 줄거리, 캐릭터의 개성을 구축하는 데에 관여
한다는 것이다. 즉 셰익스피어가 꼭 그렇게 설정할 필요는 없었지만 <햄릿>의 주인공 캐릭터
는 일정한 방향으로 설정되었고, 일단 선택이 있고 나서는 햄릿의 정체성은 고정된다. 이제
셰익스피어가 선택했을 수 있는 다른 방향에 대해 우리는 그것을 햄릿에 관한 것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게 된다. 우리는 앞 장에서 허구의 저작과정이 곧 허구적 이름의 명명식이라는 생
각을 잘타의 ‘확장된 명명식’ 개념을 통해 살펴보았다. 보통 이름의 명명식에 대해 생각해보
자. 누군가가 셰익스피어에게 ‘셰익스피어’란 이름을 붙인 것은 우연이지만, 일단 명명이 결정
되고 나면, 그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햄릿>의 저자에 고정적으로 부착되는 것이다.
허구적 이름에서도 다르지 않다. ‘햄릿’이란 이름이 이러저러한 성격이 아닌 바로 그 성격의
인물로 결정된 것은 우연이지만, 일단 작가의 결정이 있은 후에는 그 이름의 인물이 그런 대
상이라는 것은 본질적이 되는 것이다.

152

여기서 이야기하려는 것은 작가가 처음부터 모든 세부사항들을 결정한 채로
시작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상기하는 것이 본질적 속성을 가려내는 작업의 타
당성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작가의 작업방향이 반대일 가능
성도 있다. 흥미로운 한 명의 인물에서 착안을 얻어 그에 대한 세부적 묘사로
부터 출발하여 점점 이야기의 살을 붙여가는 창작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작가는 앞으로 나아가면서 전체 이야기의 구조는 아니
더라도 개개의 에피소드들의 구조를 결정하고 그 세부 사항을 꾸려나가야 함
에 틀림없다. 작품이 완성되고 나면 사건/행동의 상위 수준과 하위의 세부 사
항들을 가르는 분석이 가능할 것이고 위에서 설명한 식으로 본질적 속성을 가
려낼 수 있게 된다.
4.2.2.4. 어려움들
위에서도 보았지만, 허구 속의 모든 속성들을 위의 분류 기준에 따라 위계
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실제로 상당히 까다로운 일이다. <트와일라잇>의 에드
워드의 머리색이 영화판에서 달라졌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생각해보자.204)
이 불평은 정당한 것일까? ‘붉은끼가 살짝 도는 어두운 갈색’ 머리칼이 그의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표현하는 데에 결정적이라고 생각해야 할까?
이런 식의 의문이 위에 제시한 예들 전부에 대해 가능할지도 모른다. 필자
는 특정 속성이 본질적인지에 대한 여러 이론, 가설들이 나름의 논리로써 세
워지고 또 거기에 도전하는 반론에 의해 끊임없이 수정되고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논의들은 그 자체로 허구적 대상의 본질을 탐색해 가는 과정
이 된다. 고정된 경계가 아니라 퍼지적 본질을 가진 대상으로 허구적 대상의
정체를 이해하게 될 때, 탐구를 통한 이러한 변경은 얼마든지 허용된다. 중요
한 것은 준-핵심 속성의 집합-pool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 속하는
속성들 각각이 반드시 본래 그대로일 필요는 없다는 것, 그러면서도 이 속성
들이 한꺼번에 이탈을 보이지 않는 한 허구적 대상의 동일성이 유지될 수 있
다는 것이 퍼지적 본질의 핵심이다.

반면 핵심적 속성집합은 문제의 속성이

빠지거나 변경된 특정한 허구 대상은 있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 반드시 필요한
속성들이다. 그러나 그 자체로 필요조건인 것은 맞지만 핵심적 속성만으로 본
질적 속성의 집합이 닫히는 것은 아니다. 핵심 속성이 그대로이더라도, 준핵심
속성에서의 상당량의 변화는 동일성을 붕괴시킨다.
204) 소설 <트와일라잇>의 수많은 여성팬들이 영화판 동명작품에서의 로버트 패틴슨의 외모에
대해 불평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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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속성과 준핵심 속성간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를 이해하기 위해, 부품의
상당수가 변경되었지만 여전히 작동하는 시계와 외관 및 부품이 거의 그대로
이지만 작동하지 않는 시계 가운데 어떤 것이 본래의 특정 시계와 같은 것이
냐는 유비적 물음을 던져볼 수 있다. 이에 대답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는 소크
라테스가 철학자가 아닌 가능성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가 거북이일 수는 없었
다는 분명한 직관과 대조된다. 본고의 대답은 둘 다 원래의 시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본질이 필요충분 조건으로서의 특권적 속성인 한 동일성 문제는 하나
의 대상이 그 속성을 갖추었는지 없는지만 조사하면 해결된다. 그러나 인공품
의 경우 사정은 그리 간단하지 않고 특히 허구적 대상에서의 본질적 속성의
실질적 구분을 위해서는 다소 복잡한 위계화가 필요하다.
특권적 속성이라고 했지만 이 속성이 철학자들에 의해 절대적으로 어떤 대
상에 부여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특권적 속성이기 때문에 이를 보다 엄밀
하고 정확하게 고정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II장 1절에서 철학자
들이 자연물의 본질적 속성이 현미경적 구조 혹은 내부구조 상의 어떤 실체로
확인된다는 생각을 제시했음을 보았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따라서 본질적 속
성을 찾는 작업은 자연과학자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관찰과 실험, 가설의
정립과 논증 등 정교한 과정을 거쳐 비로소 ‘물’이나 ‘산소’ 같은 표현의 지시
체가 결정되는 것이다. 즉 본질적 속성의 탐구를 위해 경험적 학문에 의뢰한
다는 것은 허구적 대상에만 해당하는 사정이 아니다. 스토리 전체의 흐름에
대한 면밀한 분석, 캐릭터 심리에 대한 연구, 또한 시대-사회적 배경에 대한
조사 및 필요한 관련 지식의 탐구 등 문학평론을 구성하는 갖가지 경험적 연
구를 거쳐야 비로소 위의 I, II, III 속성간의 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이는 여기
서 다루고 있는 속성들 뿐 아니라 허구외적 본질 속성에도 해당한다. 문학사
에서의 작품과 캐릭터들의 영향관계에 대한 연구, 이전 비평의 의견에 대한
참조까지 다양한 경험적 연구가 개입할 수 있다.
본장의 4.2.1절에서 언급하였듯이 허구적 대상에 관한 묘사에서 함축되는
속성들을 뽑아내는 데에는 실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이용된다. 따라서 문학
적 탐구를 통해서 뿐 아니라 자연과학의 발달에 의해 새로운 본질적 속성이
가려지는 일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의학에 관심이 있는 어떤 홈지언이 <홈
즈> 시리즈를 완벽하게 분석한 후에 사실상 홈즈의 추리력이 그의 유전적 특
이성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현대 의학의 발전이, 홈즈
가 보이는 외모 상 혹은 심리구조 상의 특성들이 유전적 소인에 기인하는 하
나의 병리적 징후이고 이것이 그의 주목할 만한 집중력이나 추리력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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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쳤음을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물론 이 질병-그것을 Y라 하자-은 현대적
발견이므로 코난 도일은 그 자신도 모르는 채 이 질병을 앓는 인물을 묘사한
것이 된다. 이런 것이 가능할까?-실존인물을 모델로 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지만, 코난 도일이 천재적 직관을 가졌다고 볼 수도 있다). 이때에는 [제약
1-함축]에 의한 본질적 속성집합에 ‘질병 Y를 앓음’이란 속성이 속하게 될 것
이다.
하나의 본질적 속성에 대한 주장은 보다 면밀하고 설득력 있는 논거를 갖춘
다른 가설에 의해 논박될 수 있다. 그것은 새로운 가설의 도전 및 반박 가능
성에 열려 있다. 그러나 본질에 대한 주장이 논박당할 수 있음이 곧 그러한
탐구의 대상이 없음을 뜻하는가? 자연종의 경우를 다시 생각해 보자. ‘물’이라
는 자연종 명사는 어떤 본질을 지시하는가? 물이 H2O임이 밝혀지기 전의 사
람들과 중수가 발견된 1930년대 및 다중수가 발견된 1960년대에 사람들은
‘물’로써 각기 다른 대상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205) 자연과학의 영역에서 물
체의 본성, 본질에 대한 탐구는 계속되고 있고, 합리적인 검증을 거쳐 제시된
이론이더라도 항상 반박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물’이
라는 말의 지시체를 계속 바꾸는 것이라 한다면 고정지시어라는 개념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게 되고 만다. 본질주의의 기본적 논제는 형이상학적이다. 우리
의 인식 상황에 무관하게 하나의 대상은 그 대상이기 위해선 반드시 가질 수
밖에 없는 속성이 있다.206) 이 말은 본질에 대한 자연과학적 탐구가 의미가
없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본질주의 논제가 대상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 발견의 가능성을 제약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필자는
허구적 대상의 본질주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작가가 허구적 인물을 창
조해내는 순간, 그것은 자신의 속성들 일부를 본질적인 것으로 가지는 객관적
인 하나의 대상으로 성립한다. 그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어떤 속성이 본
질적인가를 밝힐 수 있고, 또 그 주장이 반박될 수는 있지만, 이것이 허구적
대상이 본질적 속성을 가진다는 논제 자체를 허물어뜨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어떤 속성들이 본질적 속성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은
205) 중수(重水)는 산소와 보통 수소보다 두배의 질량을 가진 수소가 결합한 물로 보통 물보다
밀도가 높다. 다중수는 폴리워터로 불리는데 하나의 수소 원자에 산소원자가 2개 붙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끈끈하고 얼지 않으며 높은 비등점을 가지는 등 특이한 특성을 보인
다. 크립키는 이 물질이 보통의 물과는 외적 특성에서 다르지만 물과 동일한 실체라고 보았
다. 크립키(1972, 번역본(1986)), p.145
206) 직접지칭에 대한 비교적 간단한 언어적 사실로부터 출발한 크립키의 이론이 과연 어떻게
이러한 형이상학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지 자체는 물론 따져볼 만한 물음이다. 이에 대한
솔먼의 연구를 보라. 솔먼(1981, 번역본(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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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필요하다. 우리는 그것이 어떤 대상인지 정체를 규명할 수 없는 대상
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생각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본고는 실제 사물에서도
동일성의 결정이 퍼지적인 경우들이 있으니 허구적 대상에서의 모호함이 문제
가 되지 않는다는 정도의 약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207) 허구적 대상은
쓰레기 더미나 균류(fungi) 같이 동일성 조건의 제시가 특별한 어려움을 제기
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다. 우리는 본질적 속성 집합의 조건 및 상세한 목록을
제시하였다.
제시한 목록의 명세는 하나의 가정적 모형으로서 시도된 것이다. 명세는 훨
씬 더 정교화될 수 있다. 준핵심 속성들에 대한 설명에서 원래 속성들을 ‘상당
량’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지만, 변이를 보이는 항목의 숫자만으로 본래
대상의 동일성으로부터의 이탈을 결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양 뿐 아니라 질
적인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고 해도 우리는 최대한 후자의 요소 또한 객관적으
로 나타내려고 노력해야 한다. 각 요소가 얼마만큼의 변이를 보이는지 그 정
도를 수치화하거나, 또 각 요소가 대상의 동일성에 기여하는 정도를 더 세분
해서 위계를 정해 그에 따라 가중치를 분배하고 그 가중치에 변이의 정도를
곱한 수치로써 대상이 본질적 속성의 어느 정도를 인코드하고 있는지를 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수치상에 의미있는 변별점이 나타난다면, 이러한 방식
이 위의 9가지 분류보다 더 효과적으로 퍼지적 본질의 경계를 나타내 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하나의 속성이 본질적 속성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결정할
방법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이 복잡하다거나 그 방법을 적
용하더라도 구분이 쉽지 않다는 것이 곧 그러한 구분 자체가 없음을 의미하지
는 않는다. 이러한 구분은 철학자들의 복잡한 논의나 현실성 없는 공상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각색가들은 각본을 위해, 원작의 인물, 플롯을 완벽
하게 분석해서 어떤 것을 그대로 살리고 어떤 것에 변화를 줄 지 고민할 것이
다. 중요한 속성들을 골라내는 작업을 하면서 그들은 캐릭터의 동일성을 확보
해주는 본질적 속성들이 무엇인지 결정하고 있는 셈이다.
앞서 제시한 위계적 목록을 실제로 적용해보면 본질적 속성들과 그렇지 않
은 속성들과의 경계가 무의미하다는 반대자들의 주장에 동의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I, II, III 속성 상호 간에는 이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면밀
207) “동일성에서의 그런 퍼지함은 확실히 허구적 캐릭터에만 특유한 것은 아니지만 식물 군집
의 다루기 곤란한 개별화를 근거로 그것을 우리의 존재론에서 허용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거
의 없을 것이다.” 토마슨(1999), p. 69. 토마슨은 주로 허구적 대상이 의존하는 존재자들에의
연결이 유지되는지를 캐릭터 동일성의 기준으로 제시한다. 즉 <혼합논제> 가운데 체하기 요
소에 치중한다. 토마슨, Ibid., ch.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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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석을 바탕으로 일단 각 집합의 구성원들이 결정되고 나면, 실제로 일어
나는 변경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논거를 통해) II에 속하는 속성들
몇몇이 I로 상승하거나 III으로 내려가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여전히 많은 수의
준-핵심 속성들이 이 pool에 그대로 남아 있다면, 만족시켜야 하는 본질적 속
성 집합의 전체 윤곽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본고는 비평적 탐구에 의한
개선이나 변경이 대략 이 테두리를 크게 넘어서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새로
운 논거로 인한 I, II, III 속성 구성에서의 변화가 아주 크다면, 이것은 처음
분석과 새로운 분석 중 어느 하나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뜻할 것이고, 더
면밀한 조사와 증거를 통해 어느 한쪽의 오류가 판가름이 날 것이다. 준핵심
속성 pool이 성립되지 않고 부여된 속성들 모두가 핵심적 속성이거나 주변적
속성들인 경우가 있을까? 가능할 것이다. 곁가지의 묘사나 사건들 없이, 캐릭
터에 부여된 속성들 하나하나가 전부 줄거리 전개에 빠져서는 안 될 단서들인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 반면, 몇몇 핵심속성을 제외하고는 전부 주변적 속성
들로 간주될 수 있는, 아니 더 나아가 아예 핵심 속성을 확인할 수 없이, 캐릭
터에 대한 파편적인 묘사만으로 주인공의 정체를 아예 독자에게 숨겨놓는 실
험적 소설들도 가능하다. 서사가 의도적으로 빈약한 소설들에서는 I-3이나
II-1에 속하는 속성들이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극단적 케이스들이 있
다는 사실이, 소설 속에서 부여된 속성들 전부가 허구적 대상의 정체성에 기
여한다거나, 아니면 어느 것도 그러지 못한다는 식의 일반화된 주장으로 귀결
될 필요가 없음은 자명하다. 마이농주의의 핵심인 속성집합과 대상 간의 상응
이라는 기본구조는 혼합논제의 한 축이다. 주어진 속성이 핵심적 속성인지 아
니면 준-핵심 속성인지 추려내는 것이 어렵더라도 준-핵심 속성과 주변적 속
성들 간에는 확연한 경계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대
부분의 경우 속성들 중 일부만을 본질적 속성 집합으로 가려내는 데 성공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최대한 직관에 부합하는 허구적 대상의 동일성의 기준을 제시하
려고 노력하였다. 우리는 준-핵심 속성들 전체 pool 중 얼마만큼을 인코드하
는 것까지를 동일성의 테두리에 넣을 것인가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 약정을 통해 ‘80%’ 혹은 ‘90’%의 분량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
만, 이 수치가 속성들 각각의 가중치까지 계산한 것이 아니라면 수치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다. 여기서 그것을 제시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또한 본고는
그러한 기점(threshold)의 설정이 일괄적이기보다는 각 허구적 대상마다 다르
게 정해지는 게 나은지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다. 사실 대상 관련 속성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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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명세화, 위계의 세분화 등은 대부분, 해당 대상과 연관 있는 사건들 및
대상들까지를 망라하는 방대한 작업이 될 것이다. 하지만 개별 속성에 대한
판단에서 우리가 반드시 그런 완벽한 목록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본고
가 제시한 그림은 개별 속성들에 대한 직관적 판단이 이런 식의 위계를 설정
했을 때 가장 잘 설명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전체적인 조망이 된다. 또한 우
리는 약정 없이 직관적으로, 어느 정도까지의 변형이 허용되는지를 결정하는
것 같다.208)

4.3. 시리즈 문제
이제 허구적 대상의 동일성에 대한 본고의 주장이 각기 다른 여러 이야기들
을 가로질러 나타나는 캐릭터들의 경우에 어떻게 지지될 수 있는지 보이면서
본 장을 마무리 지으려 한다. 체하기 및 속성집합이라는 두 방향에서 제시한
동일성의 기준이 <홈즈> 시리즈 및 말로우와 괴테의 <파우스트>에 함께 적용
될 수 있을까?

4.3.1. 허구적 대상의 동일성과 유사성-작가가 같은 경우
본고는 이 문제를 좀더 세분하여 분석한다. 우선 ‘시리즈물’이라는 개념에
대해 생각해보자. 이 말은 <홈즈>나 <배트맨> 시리즈처럼 각 작품마다 명확
히 독립적인 스토리를 가지는 경우에도 쓰지만 하나의 긴 이야기를 분량의 부
담 때문에, 혹은 작가의 작업이 한꺼번에 행해지지 않아 한권의 작품으로서가
아니라 조금씩 나뉘어 연속적으로 발표되는 경우에도 쓴다. 필자는 장편 소설
이나 대하소설 같은 후자의 경우, 작품에 나오는 같은 이름을 가진(혹은 동일
한 인물로 설정된) 인물들을 모두 같은 캐릭터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1
편, 2편의 구분은 하나의 작품 안에 나타나는 장(章)이나 소제목에 따른 구분
과 다르지 않다. 이는 <트와일라잇>의 벨라가 <브레이킹 던>의 벨라와 동일
한 인물이라는 직관에 잘 맞는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문제가 없지 않다. 우
리는 각 편마다, 심지어 각 챕터마다 인물에 여러 가지 다른 속성들을 부여한
다. 이 중의 많은 것들이 적어도 준-핵심 속성을 구성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
고 이론에 따르면 1편의(혹은 1장의) 벨라는 그 이후 편(혹은 장)들의 그것과
는 다른 벨라가 되어 버린다. 이는 직관에 부딪치지 않는가? 우리의 대답은
각 장을 단위로 벨라가 인코드하는 속성 집합을 설정하지 않고 작품 전체를
208) 사실상 크립키는 어느 정도까지의 변형이 허용되는지에 대해 어떤 확정적인 답도 없다는
것 자체가 이런 퍼지한 동일성의 특징이라고 생각한다. 솔먼, Ibid., pp.345-347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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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로 그러한 속성들을 묶어내는 것처럼, 각 편도 완결된 작품 전체로 보면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한 설정의 단위로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이다.209)
아무도 아주 빈약한 정보들만이 주어지는 이야기 서두에서의 주인공이, 성격
적 특질들이 낱낱이 밝혀지고 모든 사건이 전개-해결된 이야기 끝의 캐릭터와
다른 대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II장에서 이러한 이
야기하기가 허구적 이름에 대한 명명식이라는 것, 따라서 이 명명식이 완료되
기 전까지는 그 이름이 지시체를 가지지 않는 빈이름이라는 점을 이야기하였
다. 이런 생각은 한편으로는 이야기 완료 전까지는 캐릭터들의 본질적 속성집
합이 닫히지 않는다는 위의 직관을 잘 반영하지만, 작가가 허구를 쓰면서 빈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까다로운 문제를 발생시킨다. 우리는 솔먼을 따라 이
런 이름들이 곧 지시체를 가지게 되는 이름들이라는 의미에서 ‘아주 약하게
지칭적’이라고 불렀다210). 그러나 10년 이상 지시체를 가지지 않는 이름들도
단지 아주 약하게 지칭적이라고 불러야만 할까? 물론 우리는 이 이름들이 아
주 약하게 지칭적인 것이, 비지칭적인 기간의 길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시
체의 제공이 확실하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장기간 종결이 나
지 않던 이야기가 중간에 작가의 죽음으로 인해 다른 작가에 의해 이어지는
경우는 어떨까? 이 경우에 대해 우리의 직관이 분명히 대답할 수 없는 만큼
본고의 이론도 결정내리기 어렵다는 점을 말해야겠다. 다른 작가에 의한 시리
즈물의 전개에 대해선 잠시 후 따로 논의하기로 하자.
10년 이상 지시체를 가지지 않는 이름들, 즉 본질적 속성에 해당하는 속성
들이 소설의 첫 발표 이후로 1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아직 다 기술되지 않은
경우들이 가능하다. 베토벤에 관한 흥미로운 다큐멘터리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베토벤의 특이한 경제적 성향에 대해 밝혀냈다고 하자. 물론 이는 지
시체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로 새로운 묘사가 베토벤의 동일성을 깨뜨린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허구적 대상에서는 본질적 속성들이 이런 일상적 속성들
로 구성되므로, 새롭게 소개되는 인물의 성격적 특성들이 그 대상의 동일성에
관여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아직 지시체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는
의미에서 새로운 속성의 추가는 역시 동일성을 깨뜨리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
은 그 동일성의 확정에 기여하게 된다.
그러나 각각의 에피소드가 분리된 시리즈물의 경우에는 각 이야기하기가 독

209) 각 장이나 각 편에서의 속성들을 뽑아내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것은 전체 속성 집합을 결정
하기 위한 과정일 뿐, 그 자체로 허구적 대상을 구성할 수는 없다.
210) 본고는 II장 2.2.3절에서 이 문제에 대한 잘타의 해결책을 살펴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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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적으로 체하기의 완결을 이룬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식으로 설명될 수 없
다. 본고는 <홈즈>시리즈의 각 단편 및 장편들에서의 홈즈는 전부 동일한 대
상이 아닌 홈즈1, 홈즈2, 홈즈3,... 등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볼토리니의 주장
에 동의한다.211) 반면 잘타는 논리적으로 각 장 간의 관계와 시리즈물의 각
편들간의 관계가 차이가 없다는 입장인데, 필자는 이러한 입장이 이야기의 완
결을 통해 허구적 이름의 지시체가 생겨난다는 그자신의 논지에 맞지 않는다
고 생각한다. 시리즈의 각 편은 그 자체로 완결된 이야기이지 불완전한 조각
이 아니므로, 거기서 지정된 속성들을 가지고 하나의 허구적 대상을 마련할
수 있다. <바스커빌의 개>와 <네개의 서명>은 전혀 다른 사건을 다루고 있으
므로 각 이야기에서 홈즈에게 부여되는 I-3에 해당하는 속성들은 판이할 것이
고 따라서 우리는 핵심 속성에서 상이한 두 대상을 동일시할 수 없다.212) 시
리즈 각편의 이야기들이 연속적인지 각기 독립적인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사례들이 있겠지만213) 본고는 이러한 구분이 의미가 있다고 본다.214) 독립된
이야기가 아니라 연속되는 이야기이더라도, 일단 완결이 있은 후에 이어지는
프리퀄이나 속편(시퀄) 같은 경우는 같은 저자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다른
캐릭터가 생겨난 걸로 보아야 한다. 이때에는 나중의 이야기가 앞서 완결된
이야기의 모든 속성들을 가지고 시작한다는 점에서 각 대상이 인코드하는 속
성집합은 포함관계에 있게 될 테지만, 어쨌든 핵심 속성인 I-3에서의 추가로
차이가 생길 것이므로 다른 캐릭터다.
211) 속성집합 뿐 아니라 체하기 요소에서도 [S]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므로 다 다른 홈즈들이
된다.
212) 물론 시리즈 앞편에서 부여된 I-1 및 I-2에 해당하는 속성들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213) 최근의 미국드라마 <화이트컬러>는 각 편별로 독립적인 사건들과 더불어 시리즈를 관통하
는 이야기를 함께 배치하는 구조를 보여주었다. 필자는 이러한 경우도 <홈즈>시리즈의 경우
에 준하여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214) 이러한 필자의 구분은 볼토리니가 작품들을 가로지르는 캐릭터들 간의 관계로 내놓은 두가
지 관계 R 및 R'에 비교될 수 있다. 그는 이 관계를 작가가 여러 명인 경우에 적용하고 있으
나 같은 작가에 의한 것으로 바꾸어 생각하면 본고가 제시한 구분과 비슷해질 것이다. 1) R
은 비대칭관계이다. C는 C+에 R관계지만 역은 아니다. 2) R과는 달리 R'에는 이행성이 없
다. C가 C1에 R'관계이고 C1은 C2에 R'관계지만 C는 C2에 R'관계가 아닐 수도 있다. R의
경우는 C의 속성집합이 C+의 부분집합이고 C와 관련된 체하기는 C+관련 체하기의 한 단계
가 된다. 반면 R'는 의도 유사성의 관계이다. C1은 C에 의도적으로 닮았다. 즉 나중의 체하
기 과정의 작인(agent)이 먼저 체하기 과정을 연장하려고 의도함으로써 허구 대상 간에 어떤
속성 유사성이 있게 된다. <오디세이>의 율리씨즈는 <일리아드>의 율리씨즈에 R'관계에 있지
만 제임스 죠이스의 레오폴드 블룸은 <일리아드>의 율리씨즈에 R'관계에 있지 않다. 1)이 연
속적인 이야기, 2)가 독립적인 이야기로 이해된다면 본고의 구분과 비슷해 보인다. 단, 1)과
는 달리, 본 절에서의 논의는 별개의 이야기에 대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포함관계가 아니라
동일성 관계를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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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의 논의가 <X-men> 시리즈물의 각 주인공들을 같은 개별자로 생각
하는 우리의 직관을 수용하지 못한다고 비난할 수 있을까? 볼토리니의 대답
은, 이런 직관이 허구적 대상의 존재론 수준에선 설명될 수 없겠지만, 체하기
의 인지론 수준에선 설명가능하다는 것이다. 과거의 체하기 과정을 연장하려
는 작가의 의도가 성취됨을 알아채고 나면, 우리는 작가가 그러듯이, 예전 이
야기에서 이런저런 일을 한 걸로 기술된 정확히 그 개인이 또 다른 행위에 개
입하는 것이라고 체하기한다. 그런 체하기는 물론 정말로 단 하나의 허구적
대상이 있다는 걸 함축하는 것이 아니다. 홈즈1, 홈즈2를 구분하는 이러한 생
각은 또한 허구적 대상이 단지 추상적 존재자일 뿐 아니라 인공품이라는 본고
의 논제와도 연관된다. 하나의 이야기하기 과정이 끝날 때215) 특정한 허구 개
별자가 나오고, 그 과정이 연장될 때 다른 더 큰 허구적 개별자가 구성된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관련된 체하기 과정 중에 점진적으로 형성된 속성집합이
체하기 과정의 완료와 더불어 특정 허구 대상으로 결과하고 이어서 속성집합
의 확장을 통해 거기에 상응하는 새로운 대상이 만들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어쨌든 허구대상은 속성에 대한 인간조작, 제어에 의해 구성된 존재자이므
로 그것은 인공품이다. 구체물의 구성요소는 물질 덩어리지만. 이때의 구성요
소는 속성들이므로 허구적 대상은 추상적 인공품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다음을 물을 수 있다. 그럼 홈즈1, 홈즈2, 홈즈3 중에 누가
우리가 홈즈라고 부르는 대상인가? 그들 모두가 홈즈인가? 그렇다면, ‘홈즈’는
더 이상 단칭어가 아니고 따라서 이 이름이 고유명이라는 본고의 주장은 철회
되어야 하는가? 필자의 답은 ‘홈즈’란 이름이 애매어라는 것이다. 우리가 이
이름을 사용할 때, 그것은 홈즈1를 지시할 수도, 홈즈2를 지시할 수도 있다.
“홈즈는 그가 맡은 사건 전부를 명쾌하게 해결했다”라고 말할 때처럼 그것은
시리즈물 전체에 관련된 대상을 지시하기도 한다. 특히 후자의 대상을 ‘전체홈
즈’라고 부르자. 이 전체홈즈와 홈즈1, 홈즈2 등과의 관계는 전체-부분의 관계
로 이해할 수 있다.216) 홈즈1과 홈즈2가 자신이 속한 소설로부터 핵심, 준-핵
심 속성들의 집합을 가지듯이, 전체홈즈도 본질적 속성집합을 가지는데 이 집
215) 논의의 편의상 허구적 대상의 발생 시점을 특정한 이야기과정의 종결로 보고 있지만 본고
의 다른 부분(II장 2.2절)에서는 이 시점을 한 대상의 본질적 속성이 모두 발현된 때로 보았
다.
216) 커리는 <홈즈> 시리즈의 여러 이야기들을 더 큰 이야기의 에피소드들로 볼 수 있다고 주
장하면서 전체 스토리에 의해 결정되는 홈즈 캐릭터에 대해 말한다. 그러나 각 에피소드들의
홈즈와 ‘전체 스토리에 의해 결정되는 홈즈 캐릭터’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그는
이것을 그가 뒤에 다루는, 작가가 서로 다른 경우들과는 달리 단순한 동일성으로 보는 것 같
다. 커리,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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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에 속하는 속성들은 홈즈1, 홈즈2,...로부터의 속성들을 합친 것이 된다. 중
요한 것은 ‘홈즈1’, ‘홈즈2’ 등이 이야기 별로 마련되는 각각의 홈즈를 따로 지
칭하는 단칭어로서의 고유명이고, ‘전체홈즈’ 또한 그러하다는 것이다. 각 편의
홈즈와 전체홈즈와의 관계는 특수자와 보편자, 사례와 유형 등의 관계가 아니
라 단순한 부분과 전체의 관계로 양편 홈즈의 존재론적 지위는 같다.217) 그러
나 홈즈1은 전체홈즈의 부분이긴 하지만, 그 자체로는 불완전하면서 후자의
부분인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도 하나의 완전한 대상이다.
전체홈즈나 홈즈1, 홈즈2 등에 대한 이상의 설명은 진짜 사람의 경우라면
아주 이상하게 생각되었을 테지만, 본고가 홈즈를 추상적 인공품으로 다룬다
는 점을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 ‘홈즈’란 이름은 전체홈즈만을 일컫는 말이 아
니다. 그렇다고 굿먼 식으로 이 이름을 각 편 홈즈들이 모인 집합에 붙은 레
이블로 취급해서도 안된다. 그것은 문맥에 따라 때로는 ‘전체홈즈’를 때로는
‘홈즈1’이나 ‘홈즈2’ 따위를 나타내는 애매어이긴 하지만, 그 각각은 전부 단칭
어로 특정한 대상을 지칭한다.

4.3.2. 허구적 대상의 유사성- 작가가 다른 경우
이제 여러 명의 작가에 의해 쓰여진 작품 속에 등장하는 같은 이름의 캐릭
터들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 보자. 위에서 같은 저자에 의한 프리퀄
이나 속편을 말했지만 다른 저자들이 이야기를 이어 쓰는 경우도 많이 있다.
또 프리퀄이나 속편과는 달리 전혀 다른 이야기들 속에 같은 이름의 캐릭터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경우도 문학사에서 꽤 찾아볼 수 있다. 햄릿과 거트루드,
돈주앙, 파우스트 등이 이런 캐릭터에 속하는데 특히 ‘파우스트’는 실존인물에

217) 볼토리니도 여러 이야기들에 걸쳐 등장하는 캐릭터들 전체를 묶는 ‘일반general 캐릭터’
개념을 제시한다. 이 개념이 여러 단계들을 거쳐 확장된 체하기 게임에 상응하는 캐릭터를
말한다는 점에서 본고의 전체홈즈와 비슷하게 생각되지만, 본고는 구체적 예들을 거느리는
일반어라는 뉘앙스를 가지는 이 용어를 피했다. 볼토리니는 캐릭터의 발전에 대한 다양한 예
들을 제시하는데, 초기 버전의 캐릭터들로부터 합성된 캐릭터, 여러 명의 작가들에 의한 독립
적 이야기들의 단속적 창작에 나타나는 캐릭터들에도 일반캐릭터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확장된 체하기 관습의 ‘단계’의 경우에만 일반캐릭터에 대해 말하는 경향이 있다
고 말한 부분은 있는데(볼토리니, Ibid.,p.107, n.8), 이는 캐릭터의 발전 개념보다는 독립적
이야기들의 집적체로 전체홈즈를 이해하는 본고의 견해와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또한 본고
가 뒤에서 다룰 파우스트 케이스에도 이런 ‘단계’ 개념은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런 어법에서는 일반파우스트(캐릭터)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직관과 상충하는
문제가 있다. 라이헤는 비슷한 용어로 ‘총체인물gesamtfigur’을 이야기한다. 그는 각 편마다
의 홈즈가 총체인물 홈즈의 논리적 부분임을 명시한다(그의 이론은 토마슨(1990), p.61에 짧
게 소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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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한 독일민간전설에서 유래한 캐릭터로 말로우와 레싱, 괴테, 만 등 여러
명의 작가의 소설에 공통으로 등장한다.
이런 경우들에서는 체하기 요소의 동일성 조건 가운데 (S)와 (T), (A)가 모
두 포기되고

(CI)만 적용된다. 따라서 속성집합을 살펴보지 않더라도, 이미

캐릭터들이 동일성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그렇다면 괴테의 파우
스트와 말로우의 파우스트는 전혀 다른 캐릭터일 뿐인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파우스트들’ 간의 관계가 파우스트와 햄릿 캐릭터와의 관계와 같
지 않다면 그 점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 각 파우스트를 파우스트1, 파우
스트2, 파우스트3,...라고 간단히 부르도록 하자.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해 앞서
의 동일성 논의에 준하여 설명해 보겠다.
명시적으로 속편이나 프리퀄을 표방하는 경우에 체하기 요소 (CI)는 쉽게
충족이 된다. 이 조건을 <연속물(sequel))>에 대한 토마슨의 정의218)를 참고
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화시키도록 하자.
(CIS) 이야기하기 과정의 두 토큰들이 인과적-의도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야
한다. 즉 하나의 agent는 나머지 다른 하나의 agent의 이야기하기를 잘 알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그가 상상하도록 한 캐릭터와 같은 캐릭터에
대해 상상하도록 해야 한다.
<파우스트>의 경우에도 말로우나 괴테, 레싱 등이 서로의 작업에 대해 모르
면서 독립적으로 창작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동일한 근원, 즉 독일전설 상의
파우스트 박사로부터 모티브를 얻어 작업했다는 점에서 인과적 연결 고리를
가진다. 그러나 체하기 요소만으로 이들이 파우스트1, 파우스트2, ...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속편이나 프리퀄의 경우는 처음의 캐릭터와 나중 캐릭터가
속성집합에 있어 포함관계에 있다. 후자는 전자가 가진 속성들 전부를 가지면
서 그이상의 새로운 속성들을 더 가지게 되어, 결국 새로운 캐릭터는 이전 캐
릭터의 확장으로 이해된다. 이전에 결정되지 않았던 속성들에 대해 정보를 줌
으로써 불분명했던

부분을 채워준다는 의미에서 이를 캐릭터의 조건을 조이

는(tightening)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나머지 경우들에서도 적어도 핵심 속성은 공유해야 한다. 이들이 동일성 관
계가 아니므로, 준-핵심 속성들에서의 상당량의 겹침은 요구되지 않지만, 파우
스트라면 적어도 ‘신학, 철학, 과학 등 여러 학문에 통달함’, ‘악마와의 거래로
218) 토마슨, Ibid.,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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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바를 얻으려 함’ 따위의 전형적 특질들은 반드시 가져야 한다. 누군가
파우스트 박사에 대해 쓰면서 악마와 교류하지 않도록 쓸 수 있었다는 토마슨
의 주장에 동의할 수는 없다. 그는 속성집합에 호소함 없이 체하기 요소만으
로 허구적 대상들을 묶을 수 있다는 본인의 주장을 위해 이런 논변을 펴고 있
지만, 필자는 이러한 주장이 직관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그런 대상은 더 이
상 우리의 문화권에서 파우스트로 받아들여지는 인공품이 아니다.219) 얼마나
세부적인 속성들까지를 공유해야 같은 캐릭터로 취급될 수 있는지를 정하는
것은 문학평론가, 혹은 문학담론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직관의 몫이다. 이들에
의해 홈즈답지 않은 (후대 작가에 의해 복원된) 홈즈, 햄릿 답지 않은 햄릿이
가려질 것이다. 이들은 ‘홈즈2’나 ‘햄릿2’로도 불릴 수 없다. 그것은 별개의 캐
릭터로 간주되어야 한다. 여기서 다루는 관계가 동일성이 아니라 유사성 관계
라 해도, 관여하는 속성집합의 부피는 작지 않다는 데에 유의하라. 4.2.2.1절
의 [반론]에서 언급된 ‘현명한 탐정’으로서의 홈즈를 떠올려보라. ‘현명한 탐
정’만이 홈즈2나 홈즈3이 갖추어야 할 속성 전부라면 너무나 많은 캐릭터들이
홈즈의 확장판으로 간주될 것이다. 이는 반직관적이다. 플롯이나 캐릭터의 분
석을 통해 만화영화 <라이언킹>이 <햄릿>의 동물버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필자는 심바가 햄릿2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앙상한 뼈
대구조만을 공유한다고 말하고 싶다. 실제로 이 애니메이션이 <햄릿>을 모티
브로 삼았다 하더라도, 이는 말 그대로 햄릿 캐릭터가 심바 캐릭터를 위한 모
티브로 작동했음을 뜻할 뿐이지 두 캐릭터가 햄릿1, 햄릿2로 취급될 수 있다
는 것이 아니다
문학사적으로 하나의 캐릭터가 이후 작품들에서의 인물 창조에 역할을 한
흥미로운 예들은 많이 있다. 18세기 영국 작가 리챠드슨의 <파멜라>의 주인공
들에 대한 풍자로서 필딩은 ‘샤멜라’와 ‘조셉 앤드류’를 탄생시켰고, 셰익스피
어의 <햄릿>의 부수인물이 20세기 극작가의 새로운 작품 <로젠크란츠와 길덴
스턴은 죽었다>에서 주요인물로 등장하기도 한다. 중세 무훈시 <롤랑의 노래>
의 주인공이 이탈리아로 건너가 ‘올란도’가 되어 <사랑에 빠진 올란도>, <광란
의 올란도>에 등장한다는 것도 유명한 이야기이다.220) 이런 예들에서 영향을

219) 토마슨(1999), p.60 토마슨이 여기에서 들고 있는 다른 진술, 즉 “파우스트가 ‘Faus’t가 아
닌 ‘Phaust’로 불릴 수 있었다”은 어떤가? 이것은 필자가 ‘종희’로 불리지 않을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만큼 말이 되는 것일까? 그러나 우리가 한 인공품의 본질적 속성으로 그 이름
까지를 포함시킨다면 이런 상황, 즉 파우스트가 ‘파우스트’로 불리지 않은 상황도 그가 파우
스트가 아닌 상황으로 해석될 것이다.
220) 이 예들은 모두 볼토리니(2010)에서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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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캐릭터가 영향을 받은 캐릭터의 모티브로서만 역할을 한다고 보기는 힘든
것 같다. 그렇다면 리챠드슨의 파멜라와 필딩의 샤멜라는 같은 허구적 대상인
가? 앞서의 설명을 통해 본고는 이들이 모두 다른 캐릭터이되 유사성 관계로
묶인 대상들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그 유사성은 적절한 속성집합의 공유
를 요구한다. 저자가 서두에서 “그동안 현명한 인물로 숭앙받아온 주인공에
대해 나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쓰려고 한다”라고 밝힌 <광란의 올란도>나 호
머와 유리피데스의 헬레나처럼 작가들의 기술이 서로 부딪치는 경우에는 그렇
다면 관련된 허구적 대상들이 분명히 갈라지게 되는 것 같다. 그러나 이를 단
순히 판단할 수는 없다. 작가가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왜 주인공이 그처럼 판
이한 성격으로 돌변하였는지에 대해 그럴듯한 이야기를 내놓았다면 우리는 그
둘을 롤랑1, 롤랑2로 인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가령, 오늘날의 과학으로는 전
혀 따라잡을 수 없는 기계가 발명되어 이것이 롤랑의 성격을 알 수 없게 바꿔
놓았다는 식의 설명이 등장하는 소설을 생각해보자. 이 경우는 결코 롤랑이
등장하는 소설이 아니다. 이것은 [제약2]를 위반하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의
캐릭터 롤랑이 중세 기사문학 전통의 것임을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공상과학
소설 장르에 특유한 이런 식의 설정을 용인할 수 없다.
같지는 않더라도 유사한 롤랑1, 롤랑2,...는 같은 작가에 의한 홈즈1, 홈즈2
처럼 합쳐져서 더 큰 캐릭터 전체롤랑을 이룬다. 여기서도 ‘롤랑 개념’ 같은
것은 설정되지 않았고 따라서 ‘롤랑’은 이를 지시하는 일반어가 아니다. 각각
은 전부 단칭어로서 특유의 대상들에 대한 고유명이라는 본고의 논지는 여기
에서도 유지된다. 같은 작가에 의한 <홈즈> 시리즈에서와 다른 점은 이들은
대부분의 사용에서 전체홈즈를 지시하게 되는 ‘홈즈’와는 달리 보통은 특정 작
가의 캐릭터를 지시한다는 점이다. 작가에 따라 실로 다양한 사건, 속성들을
부여받는 각각의 파우스트에 대해, 그 모두를 실제로 겪는 한 사람을 설정하
기는 어렵다. 따라서 전체파우스트는 별개의 파우스트로부터의 속성집합이 합
쳐서 형성된 새로운 속성집합에 상응하는 대상으로서보다는 단순히 각 파우스
트들의 합집합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것 같다. 그러므로 ‘롤랑’이나 ‘파우
스트’는 비교문학적 언급을 제외한 때라면, 인격적 의미가 덜한 전체롤랑, 전
체파우스트보다는 <롤랑의 노래>의 롤랑, 괴테의 파우스트를 지시하는 수가
많다.221)
221) 이는 다음과 같은 어법의 차이에 잘 반영된다. 즉 사람들이 <네 개의 서명>의 홈즈가 <주
홍색 연구>의 홈즈와 같은 대상인지를 별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이미 그들이 사용
하는 ‘홈즈’가 같은 대상-전체홈즈-을 지시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광란
의 올란도>의 올란도와 <사랑에 빠진 올란도>의 그가 같은 인물이냐는 서술은 분명히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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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더라도 이 경우들에서도 우리는 다른 작가가 같은 허구적 대상에 대해
쓴다고 말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말하기 경향은 우리가 확
장된 체하기와 허구 자체를 혼동하기 때문이라고 커리는 말한다. 현재의 홈즈
-패스티쉬(혼성모방)를 읽는 독자는 도일의 오리지날 이야기도 이 새 소설과
같은 사람의 전기라고 체하기한다. 독자는 심지어 이 새 전기가 왓슨에 의해
부정확하게 쓰여진 홈즈 전기가 정확하게 수정된 것이라고 믿는 체한다. 이런
체하기로 인해, 도일의 홈즈와 나중 저자의 홈즈는 구분되는 대상이지만 우리
는 각각의 홈즈를 같은 홈즈라고 말하게 된다. 또한 캐릭터들간의 공통점 및
영향관계에 흥미있는, 이에 대한 비교문학적, 미학적 분석과 판단을 내리는 문
학비평가들은 편의상 ‘같은 캐릭터’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 “그러나 철학자로
서는 분명히 다르다고 이야기해야 한다.”222)
본고는 사람들이 진짜 <홈즈>시리즈의 속편과 ‘홈즈’란 이름만 도용한 엉터
리 모방을 구분한다면, 그 구분은 오직 속성집합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다
는 입장이다. 이 경우 체하기 요소에서의 기준은 매우 느슨해서 20세기의 작
가에 의한 <홈즈> 시리즈도 적절한 조건만 갖추어지면 인과-의도적으로 도일
의 체하기 행위와 연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속성집합에서의 이탈이
있다면, 즉 홈즈가 결코 할 법하지 않은 행동양식을 보이거나, 원래 가진 속성
들이 삭제된 것으로 묘사된다면 이런 홈즈는 홈즈1에 이어지는 다른 홈즈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는 같은 작가에 의한 시리즈물이나 장편 소설의 경우에도
해당한다. 즉 적절한 설명이 주어지지 않는 한, 성격적 일관성을 잃어버린 허
구적 대상은 동일한 대상이 아닐 뿐더러, 유사성으로 묶이는 허구적 대상들의
집합 안으로도 포섭되지 않는다.

요약 및 결론
허구적 대상의 동일성 및 개별화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은 주로 여러 작품에
걸쳐 나타나는 같은 이름의, 혹은 비슷해 보이는 캐릭터들이 과연 동일한 허
구적 대상이냐는 문제를 따지는 데에 집중해 왔다. 따라서 핵심적(core) 속성
에 대한 논의가 있더라도 그것은 통세계적 동일성과는 무관하게 각 작품에 나
타나는 캐릭터들에 공통적인, 그것들을 묶는 기준으로서의 속성들을 의미했다.

가 있으며, 이는 우리가 각각의 올란도가 다른 대상임을 알고 있으면서, 그들이 어떻게 연관
되어 있는지를 묻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22) 커리(1990),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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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터스토프의 논의가 이런 식이다.223) 또한 본고가 속성 pool에 대한 아이디
어를 가져온 토마슨의 제안이나 볼토리니의 ‘중첩하는overlapping 속성들’ 개
념224)도 작품 간의 캐릭터 비교를 위한 것이었다. 그나마 토마슨과 볼토리니
는 작품간 캐릭터 동일성의 기준으로서의 그런 속성들의 기능을 부인했다. 그
러나 허구적 대상은 진짜 객관적인 대상으로서 실제 대상처럼 통세계적 동일
성에 대한 철학적 논구가 의미 있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인공품에 대한 고정
지시 논변에 준하여 통세계적 동일성을 확보해주는 허구적 대상의 본질적 속
성 집합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렇게 확보된 동일성은 따라서 보다 엄격한 의
미에서의 동일성으로 여러 작품들에 걸쳐 나타나는 캐릭터들의 관계에는 적용
되기 힘들다. 퍼지적 본질에 대한 논의를 펼치긴 하였으나, 본질적 속성집합에
서의 이탈이나 변경이 가능한 속성들은 비교적 사소한 속성들이고 더구나 그
러한 이탈이나 변경의 범위는 상당히 엄격하게 제한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II
장에서의 논의대로 이 대상들 간의 통세계적 관계는 동일성으로 보는 것이 적
절하다고 하겠다. 반면 여러 작품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의 관계는 동일성이 아
니라 유사성이 된다. <홈즈>시리즈의 각 에피소드에 나타나는 홈즈들은 실은
홈즈1, 홈즈2,... 등으로 서로 유사하지만 같지는 않은 대상들인 것이다. 그렇
더라도 유사성의 기준은 분명히 있고 따라서 우리는 이런 대상들과 홈즈n으로
불릴 수 없는 대상들을 가려낼 수 있다.
본고는 본질적 속성집합의 성원을 너무 적게 잡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아예 모든 속성을 본질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본질적 속성이 너
무 적다면 우리가 같은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대상들을 이론이 부당하게 동
일하다고 주장할 것이고, 반면 본질성을 모든 속성에 대해 적용한다면 너무
사소한 속성들에서의 변화까지도 동일성을 깨뜨린다는 반직관적 결과를 초래
한다. 대안은 허구적 대상의 동일성에 대한 일상적 직관을 가장 잘 반영하기
위해 속성들의 위계화를 설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계화가 곧 동일성
기준의 느슨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방금 지적하였다. 우리는 허구내적 본
질 속성 뿐 아니라 체하기 요소까지를 따져봄으로써 캐릭터의 동일성을 엄밀
하게 규정했다. 반면 각 시리즈에 등장하는 캐릭들 간의 유사성이 문제일 때
에는 이런 엄밀함은 필요하지 않다. 일정 정도의 성격상의 유사함만으로도 충
분하다. 또 유사함은 정도를 가지므로 원래 캐릭터와 좀더 유사한 경우와 덜
223) Orlia의 논의도 그런 예가 된다. 볼토리니, Ibid.,p.108, n.11,
224) 점진적인 변화로 상당수의 속성들이 겹칠 것이 캐릭터 동일성에 요구된다는 개념. 볼토리
니는 이 속성들이 논리적으로 캐릭터 동일성에 대한 필요조건일 수 없다고 비판한다. 볼토리
니, Ibid., p.111, n.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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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필자는 이런 의미에서 시대를 20세기로 옮겼지만
등장인물의 개성을 섬세하게 잘 살린 영국 드라마 <셜록>의 홈즈드라마가 원작
<홈즈>와 시대 배경이 동일한 헐리웃 영화판 <홈즈>의 홈즈영화보다 훨씬 홈즈
에 유사하다고 말해야겠다. 이 유사함의 정도가 너무 많이 줄어들 때, 일반인
들도 더 이상 문제의 캐릭터를 홈즈라고 부르지 않게 될 것이다.
동일성의 기준인 본질적 속성집합을 가려내는 데 있어 작품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개별적 사례들에 의존하는 부분을 남겨둔다는 것
이 이론의 흠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철학 이론이 독단적이지 않게 감상과
비평의 실제라는 경험적 탐구와 어떻게 만나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225) 자연물의 본질을 밝히는 탐구 역시 자연과학의 영역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자연물과 달리 인공품의 경우에는 주어진 것을 발견해낸다기보다, 어
떤 경우를 같은 대상으로 보는지에 대한 우리의 직관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약정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본고가 위에서 제시한, 다소 인위
적으로 보이는 허구적 대상의 동일성 조건은 바로 이러한 직관을 설명해 주기
위한 이론화의 결과이다.
어떤 실체를 금으로 확인하는 일반적 속성들(노람, 비교적 무른 금속임 따
위)의 일부를 가지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금인 그런 실체들이 발견되는 자연물
225) 선우환과 강진호는 이런 식으로 ‘미학적’ 탐구가 대상의 존재론을 결정하는 점이 이상하지
않느냐고 묻는다. 필자는, 구체적 사물에서 본질적 속성에 대한 철학적 탐구의 실질적 내용들
을 제공해주는 경험과학의 연구들에 비평적 탐구들이 유비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오히려 그
러한 탐구가 허구적 대상의 존재론에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상의 구조, 수정란, 물질, 재료,
쿼크입자 등의 개념이 등장하는 구체물의 본질적 속성에 대한 논의들처럼 허구적 대상의 본
질에 대한 연구 역시 경험적 지식들을 필요로 하고 이는 곧 문학작품에 대한 미학적 분석을
뜻한다. 미학적 논의들이 자연과학과는 달리 그 참/거짓이 객관적으로 확정되는 명제들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단지 작품 안에 담긴 구조,
속성들에 대한 분석으로 이는 가치평가처럼 논쟁의 여지가 많거나 아니면 아예 논쟁이 불가
능하다고 여겨지는 종류의 것이 결코 아니다. 미학적 속성들과 관련된다고 이야기한 준핵심
속성들에 있어서조차 그 미학적 속성들이란 평자의 호, 불호나 평가가 개입된 속성이라기보
다 작품에 명시적, 함축적으로 기술된 객관적 내용, 형식에 기반한 미적 효과에 대한 것으로
우리는 그 기저속성들을 분명히 집어낼 수 있고 그 기저속성과 미적 효과 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도 가능하다. 가령, 소설 속에 묘사된 홈즈의 행동들을 근거로 그가 냉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작품 정체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는 점에서 핵심-속성에 해당
하는데, 이때 그 근거들은 충분히 ‘냉혹함’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실제
사람의 행동에 대해 ‘냉혹함’이란 속성을 귀속시키는 때와 다르지 않다. 한편 등장인물에 대
한 묘사들이 줄거리를 좌우하기보다 전체적인 짜임새나 작품의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경우에도 그런 효과를 낳는 기저 속성들이 객관적으로 있다는 점은 분명하고, 일정한 효과가
기저 속성들에 기반하는 원리에 대한 물음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해도 분명히 이성적으로
따져볼만한 물음들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들에 기반하여 한 대상의 정체성을 규정하
는 데 무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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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가 홈즈와 연결시키는 속성들(탐정임, 영리함, 영국인임
따위)을 가지지 않는데도 사실은 홈즈인 그런 대상들이 발견될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홈즈의 정체성을 이루는 본질적 속성들은 그것으로써 우리가 홈즈를
홈즈로 여기게 되는 일반적 확인 표지들, 즉 홈즈의 의미를 이루는 속성들의
총체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허구적 대상에만 해당하는 특이
한 점은 아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품, 제도 등은 우리가 그 정체성을 만들
어낸, 혹은 약정한 그러한 대상들이고 따라서 우리의 식별 표지와 분리된 숨
겨져 있는 실체 따위란 없지만226)227), 이 점이 이런 대상들의 실체성을 약화
시키지는 않는다. 홈즈의 정체성을 퍼지적이라 규정하고, 본질적 속성집합에서
의 약간의 변경을 허용한 것도 홈즈의 실체성을 주장하는 데 특별히 불리한
증거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특성 역시 허구적 대상이 대부분의 다른 인공품
들과 공유하고 있는 특성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인공품의 퍼지적 본질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를 소개하였지만, 대학이나 국가 등의 구성원의 경계를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영토 안에 살지 않는 국민과 그 안에 살고 있는 외국
인은 모두 국가의 일부인가? 태아나 의식이 없는 식물인간, 자의식적 포유류
들은 어떤가? 유동적인 경계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있다는 것이 국가의 정체성
을 훼손하지 않는 것처럼, 본고가 설정한 위계적 속성 집합들 간에 이동이 있
을 수 있다는 사실이 허구적 대상의 정체성을 파괴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지금까지 제시한 허구적 대상 이론의 타당성을 보이기 위해 하나의 흥
미로운 문제를 생각해볼 차례이다.

226) 명품 가방의 숨겨진 실체성이 그것의 재료 및 미시 성분, 구조의 검사를 통해 밝혀진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필자는 명품 가방은 그 확인표지 안에 바로 이러한 특성들이 이미
포함된 경우라 생각한다. 즉 외양은 명품 가방의 일반적 확인표지가 아니다. 그것을 외양이
유사한 짝퉁 가방으로부터 구분해주는 표지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 밝
혀질 이런 특성들 혹은 가방의 생산과 유통에 관련된 증거들이다.
227) 인공품에서도 그것이 가진 특성들 일부는 우리가 여전히 ‘발견’하는 것일 수 있다. 우리가
만들어낸 대상이 복잡하고 정교할수록, 전문가들조차 알지 못하는 특성들을 그 대상이 품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그런 대상들은 우리의 인식에 독립적인 세계의 법칙에 지배된다
는 점에서 여전히 객관적이라 할 수 있고 허구적 대상 역시 같은 특성을 가질 것이다. 본장
의 4.2.2.4절에서 말한 질병 Y의 경우가 그러한 예를 보여준다. 문제의 허구적 대상은 우리
가 거기에서 (자연과학적 법칙에 의해) 함축되는 속성 질병 Y를 밝혀내지 못하더라도 그 속
성을 가진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장의 요약 부분 및 맺음말에서 좀더 논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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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허구적 대상에 대한 양상 문장의 해석

본장의 목표는 허구적 이름을 사용하는 다양한 형태의 양상문장에 대한 해
석을 통해 허구적 이름이 가리키는 대상의 존재론적 특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본고가 II장과 III장에서 전개한 허구적 대상에 대한 추상적 실재론
을 양상문장에 대한 해석을 통해 검증하는 작업이다. 양상문장의 참/거짓이 양
상성이 부여되는 대상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때, 이 문
장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줄 수 있느냐의 문제는 허구적 대상 이론의 타당성
을 가늠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다음의 두 문장 쌍들을 보라.
(1) 홈즈는 존재할 수 있었다.228)
(2) 홈즈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었다.
(3) 홈즈는 어리석은 사람일 수 있었다.
(4) 홈즈가 어리석은 사람일 수는 없었다.
이런 문장들에 대해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이러저러한 판단을 내린다. 이제
부터 그런 직관이 본고의 본질주의적 혼합이론의 입장에서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를 따져보려고 한다. (1)과 (2)에 대해 어떤 진리치를 부여하는지가 상
대적으로 덜 분명한 반면, (3)과 (4)는 대체로 각각 거짓과 참으로 평가하는
것 같다. 각 쌍의 문장이 가진 형식을 보면 서로 반대의 진리치를 가져야 할
것 같지만, 분석을 통해 (1)과 (2), (3)과 (4)는 단순히 상대방 명제의 부정명
제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없음을 알게 된다. 두 문장이 나타내고 있는
의미는 전혀 다르고 심지어 네 명제 모두를 참으로 이해하는 방식도 가능하
228) 이 문장의 영어 표현이 "There might have been Holmes", 즉 과거분사가 들어간 형태일
필요는 없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양상문은 홈즈가 코난 도일이 작품활동을 하던 시기에
존재할 수 있었다는 생각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에도 그가 존재할 수 있
다는 생각을 표현한다면 사실 might 다음에 현재형을 써도 된다(might로써 현재사실에 대한
반대 상황의 가정을 표현하므로 그 다음에 현재시제가 와도 우리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
많은 논문들이 이 두 가지 시제를 분명히 구분하지 않으면서 존재 양상문장을 다루고 있다.
필자가 “존재했을 수 있다”가 아닌 “존재할 수 있었다”라고 말한 것은, 이 표현이 현재 사실
에 대한 반대 상황을 가정하는 가정법 표현이긴 하지만 또한 바로 위의 뉘어쓴 부분이 그러
듯이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 상황을 가정하는 경우에도 무리 없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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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문장들에 대한 해석을 통해 어떻게 그러한 이해가 가능한지 살펴
보도록 하자.

1. 존재양상문장의 해석
크립키, 카플란의 견지에서 (1)은 거짓인 명제가 된다. ‘홈즈는 존재하지 않
는다’가 필연적 참이기 때문이다. ‘홈즈’란 이름의 지시체는 현실세계에 없으며
이 이름을 고정지시어라고 볼 때, 우리 세계에서 지시하지 못하는 이 이름은
다른 가능세계에서도 아무 것도 지시하지 못한다. 홈즈의 특성을 모두 갖춘
누군가가 존재하는 가능세계가 있다고 해도, 그 세계는 우리가 ‘홈즈’라 부르
는 개인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그 이야기 세계 가운데
하나의 거주자가, 그들의 이름 ‘홈즈’가 우리 세계와 관련해서 우리 세계에는
없는 무언가를 지칭한다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이름 ‘홈즈’는 그들의
세계와 관련해 아무것도 지칭하지 않는다는 것이다.229) 그러나 보다 느슨하게
이해할 때 (1)을 참이라고 믿고 발화하는 화자는, 아마도 홈즈적 특성을 갖춘
사람이 실제로 존재할 가능성, 다시말해 홈즈 이야기가 허구가 아니라 실제
사건에 대한 보고인 그런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다.
필자는 고유명의 고정지시에 대한 크립키나 카플란의 견해에는 동의하지만,
허구적 이름의 지시에 관해서는 다른 생각이다. ‘홈즈’는 현실세계에서 지시체
가 없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 인공품, 문학적 캐릭터로서의 대상을 가리킨다.
이러한 추상적 실재론의 견지에서도 방금 말한 의미에서, 즉 홈즈적인 개인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었다는 의미에서 (1)을 주장할 수 있을까? 물론 본고는
홈즈적 개인이 존재하는 세계에서도 ‘홈즈’는 우리 세계에서 명명되었던 바대
로 실제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추상적 인공품을 지시하며, 그러한 점에서 이
이름이 고유명의 특성을 나타낸다고 생각한다. 여기서는 솔먼을 따라 보다 일
상적인 의미에서 (1)을 이해할 길을 탐색해 보겠다.
사실 (1)은 ‘홈즈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명제를 함축하는데, 우리 이론
에서 문학적 캐릭터로서의 홈즈는 분명히 존재하므로, 이 문장에 쓰인 ‘존재하
다’란 표현에 일정한 해석을 주지 않는 이상, (1)은 불가해한 말이 되어 버린
다. 솔먼이 제시했던 전략은 허구적 이름과 결합된 ‘존재한다’가 '실제적이다
(be real)'를 의미하도록, 즉 ‘단지 이야기의 캐릭터가 아니라 진짜로 묘사된
229) 크립키(1972), 카플란(1973), 특히 카플란, p.513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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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의 존재자이다’를 의미하도록 읽는 것이다. 이제 ‘홈즈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 ‘(캐릭터) 홈즈가 (피와 살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달한다고 해석된다.230). 이는 우리의 사고습관, 언어사용의 경향에 기인하는
데, 국가나 음악작품 등 다른 추상적 대상들에 대한 이름과 달리 ‘홈즈’의 경
우에는 그것이 소설 안에서 보통의 이름인 양 행세함으로써 우리에게 다른 지
시체를 기대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대가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홈즈
는 존재하지 않는다’가 참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제 솔먼의 해석을 좇아 (1)도
‘홈즈가 피와 살을 가진 사람으로서 존재할 수 있었다’는 명제를 표현하는 걸
로 볼 때 그 뜻이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다.231)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비
인식적 의미로, 그런 존재자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 세계에서 ‘홈즈’란
이름은 이 대상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엄밀한 의미에선 그 가능성을 근거로
(1)이라 말할 수는 없다. 우리가 사용하는 대로의 ‘홈즈’란 말의 용법을 그대로
살리는 존재양상문장은 (2)가 된다.
(2)는 (1)과는 반대로 ‘홈즈가 존재한다’라는 명제, 즉 실재론의 입장을 전제
로 하고 있다. 이 입장에서 (2)를 참으로 본다는 것은 홈즈를 우연적 존재자로
생각한다는 것이 된다. 그런데 실재론과는 전혀 다른 입장에서 (2)를 설명하는
것도 가능하다. 크리텐든은 ‘홈즈가 존재한다’란 명제가 홈즈의 존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232) 그는 이를 존재론이 아니라 순전히 언어적 문제
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에 따르면 홈즈가 존재한다는 것은 ‘홈즈
이야기를 만들 때 사용된, 지칭적 표현을 포함한 문장 집합이 있다’는 명제를
뜻할 따름이다. 동시에 이는 진짜로 존재하는 건 없다는 걸 함축한다. 따라서
(2)도 대상 홈즈에 대한 것이 아니고 단지 ‘특정 저작이 쓰여지지 않을 수 있
었다’라는 우연적 참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홈즈가 존재한다’란 말을 홈
즈의 존재와 분리시키는 그의 논의에 동의할 필요는 없지만 (2)에 대한 해석
으로서의 이 명제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추상적 실재론의 입장에서 (2)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크리텐든이 생각한 식의 매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토마슨과 잘타는 (2)를 참으로 생각하는 직관을 수용하는 데 필요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233) 구체성을 예화하지 못하는 대상으로서의 추상적 대상은 시
공간성이 결여되고 따라서 그런 대상의 존재는 전혀 우연적이거나 경험적 문
230) 솔먼(1998), p.293
231) 잘타가 이러한 해석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였다. 잘타(2006),n.35, 월터스토프(1979),p.129
에도 유사한 해석이 나온다.
232) 크리텐든(1991),p.101이하,
233) 토마슨(1999),pp.108-109, 잘타(2006),p.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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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니라는 것이 통상의 생각이다. 그것은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영
원불변한 존재자가 아닌가? 그러나 우리는 토마슨의 이론을 통해 다양한 방식
으로 구체적 대상들에 의존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그 자체가 일정한 시공간을
점유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추상적인 대상들이 있음을 살펴본 바 있다. 허구
적 대상도 바로 이런 종류의 의존적 대상으로, 자신이 의존하고 있는 대상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문제의 허구적 대상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홈즈의 존재는 코난 도일의 사고 행위 및 문학작품 <홈즈> 시리즈의
존재에 의존한다. 그것은 창조되는 것이고, 따라서 (2)는 ‘홈즈는 창조되지 않
을 수 있었다’로 읽힌다. 가령, 코난도일의 의료 직업이 성공적이었다면 홈즈
는 창조되지 않을 수 있었다.
잘타도 허구적 대상들을 저자의 체계적인 언어-행동적 패턴에 근거를 두는
대규모의 속성패턴들로 동일시하는 자신의 존재론에 입각하여 (2)를 해석한다.
<홈즈> 시리즈의 주인공인 추상적 대상은 단지 우연적으로, ‘x가 홈즈 스토리
에서 유래한다’234) 란 정의를 만족시킨다. 아무도 <홈즈> 시리즈를 지어내지
않았더라면, 홈즈 이야기는 없었을 것이고 홈즈도 그 이야기에서 유래하는 캐
릭터로 확인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로써 허구적 대상이 우연적 존재자란 생각
이 추상적 대상 이론에 수용된다. 크리텐든은 (2)의 해석을 단지 말하기의 문
제로 축소시켰지만, 토마슨과 잘타는 말하기, 혹은 작가의 창작이라는 구체적
행위에 의존해서 실제로 추상적 대상이 생겨나는 것이라 보았고 본고도 이러
한 해석에 동의한다.
볼토리니 역시 허구적 대상이 체하기 행위에 의해 생겨난다고 주장한다. 그
러나 단지 이러저런 특성을 가진 구체적 개별자가 있다고 체하는 것만으로 저
절로 허구 대상이 생겨나는 것은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그 생성은 일정한 체
하기 행위-타입이 일정한 속성집합에 관련된 것으로 적용되었을 때에 가능하
고 이러한 관련, 적용은 바로 문제의 체하기 타입이 예화되었을 때, 즉 체하기
과정(이야기하기 과정)이 완료되었을 때 일어난다. 이로써 속성집합이나 체하
기 행위-타입 등 허구적 대상의 구성이 시간을 초월하는 플라톤적인 것으로
생각되더라도 허구적 대상의 생성에 대한 설명에는 문제가 없어진다. 두 요소
자체는 생겨나는 것이 아니지만 두 요소를 관련시키는 작용은 어디까지나 우
연적인 사건으로 구체적 시공간 상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의 관점
에서 (2)는 문자 그대로 이해된다. 허구적 대상의 존재는 우연적이다. 저자가
234) 잘타 이론에서 x가 스토리 y에서 유래한다는 것은 x가 y의 등장인물이면서 앞선 어떤 문
학작품에도 이 캐릭터가 등장한 적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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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식으로 행동했더라면, 즉 문제의 체하기 행위-타입의 사례화를 야기하지
않았다면 홈즈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작가가 작품이 의존하고 있는 물리적 대상과 인과관계를 맺음으로써-텍스트
를 이루는 의미론적 표현들을 물리적 수단을 통해 기재함으로써- 작품을 창조
하며 캐릭터는 이 작품의 스토리에 의해 이러저러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규
정된다는 점, 다시 말해 작품이라는 매개를 통해서이긴 하지만 작가와 허구
캐릭터 간에 일정한 인과적 연결이 성립된다는 점을 지적했을 때(II장 2.2.3
절), 우리의 이론은 이미 허구적 대상을 경험적인 인과 사슬 가운데에 들여옴
으로써 이 대상의 존재가 우연적임을 암시했다고 하겠다. 그것은 일상적인 세
계 안에 존재하는 것이다.

2. 일반적인 양상문장에 대한 해석
이제 존재술어를 포함하지 않는 양상문장의 해석에 대해 알아보자. 일반적
양상문장의 많은 부분이 분석성 자료에 근거해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로부터 시작하자.

2.1. 분석성 자료 비판
커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 사람에 대해서와는 달리 허구적 인물에 대
해 초본질주의라 할 만한 생각을 받아들인다고 본다.235) 우리는 다음의 두 문
장에 같은 진리치를 매기지 않는다.
(5) 니체는 <비극의 탄생>을 쓰지 않을 수 있었다.
(6) 안나 카레니나는 브론스키와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다.
(6)을 거짓으로 여긴다는 것은 ‘브론스키와 사랑에 빠짐’이라는 속성을 안나
카레니나의 본질적 속성으로 본다는 것을 뜻하며, 이를 허구 안에서 캐릭터에
게 부여된 속성들 모두에 적용하게 되면 초본질주의에 이르게 될 것이다. 우
리는 인물의 아무리 중요한 성격이나 업적에 대해서라도 그에 대해 반사실적
상황을 설정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더구나 크립키 이후 이런 생각
235) 커리(2004),ch.2 가령 니마스(A. Nehamas)는 니체의 초본질주의를 ‘삶의 문학에의 동화’
라고 이야기하면서 문학 캐릭터에서는 초본질주의를 받아들일 만한 것으로 여긴다.

174

은 하나의 철학적 논변으로 정리되었다. 그런데 허구 인물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이 커리의 지적이다. 초본질주의는 볼토리니가 ‘분석성 자료’라
고 부른 생각과 일치한다.
관련 이야기가 허구적 존재자가 어떤 속성을 가졌거나 가지지 않았다고 말
하거나 그걸 함축한다면, 그 존재자가 문제의 그 속성을 가지는지 아닌지 물
어보는 게 무의미하다는 것이 분석성 자료가 말하는 바이다. 이야기가 해당속
성을 가졌다고 말한다면 문제의 속성을 가지는가에 대한 대답은 사소하게 ‘그
렇다’가 되고 그런 속성이 없다고 말한다면 같은 물음에 대한 대답은 사소하
게 ‘아니오’가 될 것이다. 결국 허구 속에 나오는 ‘F가 P이다’란 문장은 전부
분석적 참이거나 분석적 거짓이 된다. 이에 따르면 다음의 양상문장들도 모두
거짓이 된다.
(7) 홈즈는 탐정이 아닐 수 있었다.
(8) 햄릿은 폴로니우스를 죽이지 않을 수 있었다.
허구 속에서 제시된 아무리 사소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9) 홈즈는 베이커街 221C에 살 수도 있었다.
도 거짓이 된다.
그러나 우리의 직관은 이와 다르다. (6),(7)이 거짓인 게 자명한 것 만큼이나
(9)가 참임도 확실한 것 같다. (8)에 대해서는 일단 판단을 보류하기로 하자.
분석성 자료는 이야기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을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상한 결과를 가져온다. 즉, 이 생각이 맞다면, (8)을 말하는 것이 원이
둥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아지기 때문이다. 원이 결코 둥글지 않
을 수 없는 것처럼, 햄릿이 폴로니우스를 죽이지 않을 수는 없었다. 즉 햄릿이
폴로니우스를 죽인다는 것은 필연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진다. 필자는 물론 이
사건이 <햄릿>의 핵심적 줄거리를 구성하며 따라서 앞장에서의 기준에 따라
본질적 속성집합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8)은 참이 아니다. 그
럼에도 많은 비평가들이 의미 있게 이런 말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IV장 3
절에서 그 해법을 찾아볼 것이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8)을 말하는 사람이 거
짓을 말하더라도, 그것은

‘결혼한 총각’ 같은 의미상의 모순을 일으키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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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생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236) 분석성 자료는 우리가 허구적 캐릭터에
대한 어떤 종류의 반사실적 가정들도 모두 거짓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허구적 대상에 관한 양상문장들이 전부 동일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주
장은 부당해보인다.
물론, 필자가 햄릿이 이러저러하다고 한 말에 대해선 그것이 참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도, 셰익스피어가 햄릿이 덴마크 왕자라고 썼다면
그에 대해 정말로 그렇냐는 물음은 아예 제기되지도 않는다는 건 이해할 수
있다.237) 그러나 ‘분석성’이란 말은 이런 직관을 넘어 허구적 이름을 특정 대
상을 지칭하는 표현이 아닌 ‘책상’이나 ‘원’ 같은 보통명사로 생각하는 함축을
가질 수 있다.238) ‘분석성’이란 말이 한 용어의 의미, 개념에 대한 것임을 생
각할 때, 분석성 자료가 “햄릿이 덴마크 왕자다”란 문장을 “책상은 공부할 때
에 앞에 놓고 쓰는 상이다”처럼 보통명사의 뜻을 분석하는 문장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허구적 이름들은 결코 뜻이나 관념
에 대한 것이 아니며, 또한 보통명사처럼 뜻이나 관념을 거쳐야만 지시할 수
있는 표현도 아니다. 그것은 다른 고유명들처럼 대상에 직접 부착된 이름이
다.239)
236) 칸트의 분석/종합판단의 구분에 따르면 '분석판단'은 '물체는 연장(延長)을 갖는다'와 같이
주어의 개념에 술어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판단으로, '종합판단'은 '물체는 무게를 갖는다'
와 같이 주어의 개념에 술어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판단으로 정의된다. 즉 주어의 의
미를 분석함으로써 술어 개념을 이끌어낼 수 판단이 분석판단이다. 결혼한 총각’이란 말은
‘총각’이란 말이 가진 개념-결혼하지 않았음-을 부정하는 술어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의미상
모순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볼토리니는 분석성 자료를 옹호하면서, 이 분석성이 문장이 그 의
미 덕분에 참이 된다는 콰인적 의미에서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칸트적 의미에서도 성립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볼토리니(2010), ch.1 한편 볼토리니는 불완전성과 분석성 자료가 서로 역관
계에 있다고 이야기한다(Ibid., p.21). 불완전성 자료는 관련 이야기가 해당 속성을 허구적 대
상이 가지는지 아닌지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경우, 그 속성의 유무를 묻는 게 무의미하다는 것
을 의미하는 반면, 분석성 자료는 이야기가 속성의 유무를 지정하는 한, 캐릭터가 그 속성을
가지는지 아닌지를 묻는 게 역시 무의미하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237) 하크(1978, 번역본(1984)) p.94
238) 실제로 마틴과 샤츠(1974)에서 이런 생각이 제안된다. 그들은 허구적 이름이 일반용어
(general term)로서, 햄릿에 관한 문장의 참이 세익스피어가 이러저러하다고 썼기 때문이라
는 분석성이 그레이엄 벨이 만든 전화기에 대한 정의-음성을 전기적 파동으로 전환시켜 먼
곳까지 전달한 후 다시 음성으로 전환시키는 도구-로 인해 오늘날의 전화기의 정의에 대한
참이 결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말하자면 소설 속에 나오는 햄릿에 관한 서술들
이 모두 ‘햄릿’의 의미에 대한 약정적(stipultive) 정의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카니(1977)에선
허구를 구성하는 모든 문장들을 약정으로 보게 되면, 그 문장들 간의 함축 관계나 비일관성
등의 논리적 관계에 대한 우리의 직관이 해명될 수 없다고 비판된다.
239) 추상적 인공품으로서의 허구 대상에 어떻게 고유명의 지칭 메카니즘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II장 참조.

176

분석성 자료가 틀렸다는 것은 실제 비평의 관행을 비추어보아도 알 수 있
다. 예컨대 ‘홈즈가 모리아티와의 싸움에서 죽지 않았더라면’240), ‘이반 카라마
조프가 <대심문관> 이야기를 알료샤에게 하지 않았더라면’ 같은 반사실적 가
정들은 단순한 공상의 재료가 아니라 문학작품의 캐릭터나 플롯을 분석하는
비평에서 실제로 흔히 볼 수 있는 가정들이고 우리는 이것이 ‘작가가 해당사
항을 다르게 썼었더라면, 다른 방식으로 소설내용을 전개했더라면’을 의미한다
고 이해한다.241) 또한 보통은 작가가 쓴 서술이 캐릭터에 아주 이상한 성격을
부여하였을 때 그것을 작가가 가진 어떤 구상에 의한 것으로 이해하지-아마도
전혀 새로운 성격을 창조한다고 이해할 수 있겠다-, 작가가 틀렸다고는 생각
지 않지만, 우리는 사실상 비평가들이 이런 캐릭터에 대해 비판을 한다는 점
을 상기할 수 있다. 정말로 허구 안에서 허구적 캐릭터에게 부여된 모든 속성
들은 그에 대해 전혀 의문을 제기할 수 없는 분석적 속성들인가?
코난 도일 사후에 생전에 그의 허락을 받아 홈즈 이야기의 속편을 쓴 작가
가 있다고 해보자. 이 작가가 전혀 홈즈답지 않은 행동을 홈즈에게 귀속시켰
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의 작업이 ‘홈즈’라는 캐릭터의 동일성을 깨뜨렸다고,
즉 작가가 ‘잘못’ 쓴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요컨대 작가의 저작행위가
하나의 추상적 대상으로서의 캐릭터를 구축하므로 이 대상의 속성들이 궁극적
으로는 작가의 서술에 의해 부여된 것이긴 하지만, 일단 형성된 대상에 대해
서는 작가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서술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가령 전혀
개연성 없는 사건 발생과 성격 묘사에 대해 우리는 소설에 나오는 문장에 독
립적으로, “그는 결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
다.242). 즉 하나의 캐릭터에 관해 기술된 모든 속성이 그(것)에 대해 분석적인
240) 이 가정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릴 것이다. 홈즈의 죽음이 <홈즈> 시리즈의 정체성에 있어
결정적인 핵심 사건인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홈즈가 죽지 않고 계속해서 <홈즈> 시리즈
에 등장했을 수 있다고 말해도 된다. 물론 이때의 홈즈는 그전 시리즈들의 홈즈와 동일성이
아닌 유사성으로 묶인 홈즈이다. 다음 단락에서 홈즈의 캐릭터 동일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은 하나의 전체홈즈로 묶일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는 의미이지 엄밀한 의미에
서의 동일성이 깨진다는 말이 아니다. 독립적인 각 에피소드들의 캐릭터간 관계에 대해서는
III장 4.3.1절 참조.
241) 가능세계 의미론의 관점에서 말하더라도, 이는 사람 햄릿이 이러저러한 차이를 보이는 특
성을 갖추고 있는 세계들이 결코 아니다. 허구적 대상에 대한 본고의 고정지시 관점에서는
대신 이렇게 말해야 한다. 각각의 가능세계에 조금씩 다른 속성들을 가지는 햄릿 캐릭터 및
이 캐릭터를 포함하는 작품 <햄릿>이 있다.
242) 허구작품에 직접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그 소유가 명시된 속성들로부터 함축되는 속성들을
가려낼 때 현실세계의 법칙들이 적용됨을 앞에서 지적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법칙들
에 어긋나는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사건전개를 비판하게 된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속
편에서 묘사된 알렉산드라 리플리의 ‘스칼렛 오하라’ 캐릭터에 대한 비평가들의 불만을 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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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다.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속성/사건들, 심지어 잘못된 속성/사건들
을 찾을 수 있으며 그것들에 대해, “그가 이러저러한 속성들을 가지지 않을
수 있었다/없었다” 혹은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없었다”는 형태
의 양상문장들의 참을 받아들일 수 있다.

2.2. 본질적 속성과 양상문장
그렇더라도, (6)(7)을 우리가 보통 거짓으로 간주함은 분명하다. 분석성 자료
를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이는 다른 방식의 설명을 요구한다. 이 문장들이
거짓인 것은 거기에 나타나는 속성들이 해당 대상의 본질적 속성집합에 속하
므로 그러하다는 것이 본질주의적 혼합이론의 견해이다. 우리는 ‘탐정임, 치밀
함, 명석한 두뇌의 소유자임’ 같은 속성들, 허구적 캐릭터 ‘홈즈’의 본질적 속
성으로서 홈즈의 정체성 및 통세계적 동일성을 확보해주는 기준으로 작동하는
속성들에 대해 III장 4.2절에서 상세히 논의한 바 있다.
각 가능세계에서 ‘니체’가 동일한 대상 니체를 지칭하듯이 허구적 인물의 이
름도 각 세계마다 동일한 대상을 집어낸다. 이렇게 각 세계에서 문제의 이름
이 묶여 있는 동일한 대상, 실체를 이루는 속성들이 바로 본질적 속성이다. 이
런 속성들에 대해선 그것이 다를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한
대상의 어떤 속성이 그 대상의 정체를 특성화하는 것이라면, 이런 속성에 대
해 그 대상이 그것이 실제로 가진 속성과 다른 속성을 가질 수 있었다고 말하
는 것은, 한 대상이 그자신인 바와 다를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으로 이는 불
가능하다(이는 크립키가 말한 동일성의 필연성 원리를 위반한다243)). 그런데
로 들 수 있다. 이 경우 불만은 이 인물이 심리적 법칙을 위반함으로써 핍진성
(verisimilitude)을 상실했음에 대한 것이다. 토마슨은 이런 인물에서 원래 캐릭터와의 동일성
은 유지된다고 보지만(토마슨(1999), p.68), 본고의 판단은 다르다. III장의 기준을 따를 때
물론 속편의 스칼렛 오하라는 원래의 인물과 유사성으로 묶이겠지만, 속성집합에서의 심각한
이탈은 이러한 유사성의 테두리도 벗어나도록 한다는 점을 앞서 보았다(III장 4.3.2절). 리플
리는 스칼렛 오하라가 아닌 다른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를 만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진짜
스칼렛 오하라라면 결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전혀 현실성 없
고 획일화된 대중소설, 혹은 허깨비같은 인물들이 등장하는 소설습작가의 작품들에서 우리는
이런 불완전한 허구적 대상들을 만나게 된다. 이에 대해서도, “그 소설의 주인공은 좀더 현실
감있는 성격으로 묘사될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우리는 원래의 캐릭터와는
다른 캐릭터를 새롭게 제안하고 있는 것이 된다.
243) 잘 알려진 크립키의 동일성의 필연성 원리는 라이프니쯔 법칙과 모든 대상이 필연적으로
자기동일적이라는 자명한 원리에 의존한다. 이 원리의 도출과정은 다음과 같다.
1) (x)(y)[(x=y) -> Fx->Fy]
2) (x)□(x=x)
3) (x)(y)(x=y) -> [□(x=x) -> □(x=y)]
: 1)의 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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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본질적 속성의 범위가 실제인물과 허구적 캐릭터의 경우 큰 차이가 있다.
커리가 관찰했던, (5)(6)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의 차이는 이것 때문이
다. ‘니체’란 이름은 그 이름으로 우리가 현재 지칭하고 있는 인물이 <비극의
탄생>을 쓰지 않았더라도 심지어 그가 전혀 철학자가 아닌 경우에도 여전히
그 개별자에 붙어 있을 것이다. 반면 ‘안나 카레니나’란 이름은 그에 해당하는
인물의 정체성에 ‘브론스키와 사랑에 빠짐’이란 속성이 들어가므로 이 속성이
결여된, 즉 브론스키와 사랑에 빠지지 않는 안나 카레니나에 대해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다. 본고는 이런 의미에서 허구적 대상에 관한 본질주의를 받아
들인다. 물론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우리는 분석성 자료를 거부하며 이는 곧
초본질주의를 거부한다는 말이다. 한편 초본질주의의 반대편 극단으로 이야기
안에서 대상에 부여된 모든 속성을 우연적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
다. 커리가 이런 생각을 보여주는데, 이에 대해서는 본장의 3절에서 상세히 논
의하겠다.
여기서 허구적 양상문장에 대한 다양한 수준의 독해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
해 볼 필요가 있다. 토마슨은 이러한 문장들이 애매하다고 하면서 양상 연산
자와 이야기 연산자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다음의 세가지
읽기를 제시한다.
(10) 뫼르소는 아랍인을 죽이는 것을 참을 수 있었다
A. <이방인>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 이야기에 따르면 뫼르소가 아랍인을
죽이는 것을 참았다는 게 가능한.
B. <이방인>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 이야기에 대해) 다음이 가능하다: 그
이야기에 따르면 뫼르소가 아랍인을 죽이는 것을 참았다.
C. 그 이야기에 따르면 뫼르소가 아랍인을 죽이는 것을 참는 그런 <이방인>
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는 게 가능하다.244)
∴ 4) (x)(y)((x=y) -> □(x=y))
: 2)와 3)으로부터
크립키, ‘동일성과 필연성’, 정대현 편(1987)에 수록된 번역본, p.147
244) 번역문의 괄호는 필자 삽입. 각 해석의 원문은 다음이다.
A. There is a <Stranger> story, such that according to it, it is possible that M refrained
from killing Arab
B. There is a <Stranger> story such that, it is possoble that, according to it, M
refrained from killing Arab
C. Possibly, there is a <Stranger> story such that according to it, it is possible that M
refrained from killing Ar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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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에서 양상성이 이야기 연산자 안에서만 작동하는 반면 C에서 그것은 가장
넓은 범위ㅡ이야기 연산자를 자기의 범위 안에 두는 식으로-에서 작동한다. B
는 양상성이 A에서보다는 넓지만 이야기 연산자를 완전히 포섭하지는 못한 경
우이다. 즉 가능성은 이야기 전체가 아니라 이야기 안의 특정 사건에 걸린다.
이야기 안에서만 양상속성의 소유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점에서 A는 볼토리니
의 주장을 상기시킨다. 그는 허구 안에서 지정된 양상속성만을 허구적 대상이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A의 일반적 해석과는 거리가
있다.245) 우리는 허구 안에 ‘우연적이다’라는 양상 속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에도, 일상생활에서 우연적이라 생각되는 많은 사건들에 대해 A 형태의 양상
문을 만들 수 있다. 토마슨은 해석 A가 이런 형태의 양상문장에 대한 일반적
인 독해라고 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야기 안에서’라는 단서가 붙는 한 너
무 많은 속성에 대해 A형식의 문장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반직관적인 면이
있다. 이에 따르면 (7)도 참인 양상문으로 허용될 텐데, 별도의 설명이 없다면
(<홈즈> 시리즈 안에서) 이는 그다지 받아들일 만하지 않다(이에 대해 본장의
3절에서 다시 상세히 이야기하겠다). 한편 C는 ‘이야기가 끝나고 캐릭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혹은 ‘중심적 사건이 다르게 되었더라면 어떤 일이 일
어났을까’하는 자유로운 상상에 관한 직관을 지지해주는 독법이다. 예컨대 <뜨
거운 양철지붕 위의 고양이>의 브릭이 성공적 축구선수가 될 수 있었다고 말
한다면 이로써, 브릭이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는, 그런데
도 같은 캐릭터로 생각되는 그런 다른 이야기가 쓰여질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본고가 등장인물에 대한 반사실적 조건문을 ‘작가가 해당사항을 다르게 썼
었더라면, 다른 방식으로 소설내용을 전개했더라면’으로 해석했다는 점을 상기
하라. 그렇다면 독해 C의 방식을 택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본질주의적 혼
합이론이 주장하는 캐릭터의 본질적 속성은 이야기의 동일성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소설내용을 전개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변경은
본래 소설의 동일성을 해치는 범위로까지 갈 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 등장인

245) 볼토리니는 허구 대상이 가능하게 P임 (fictum is possibly P)은 허용하지만 그것이 P일
수 있었다(a fictum might have been P)는 사실은 허용하지 않는다(볼토리니(2010), p.96).
‘가능하게 P임’이란 말은, 이 속성이 허구 안에서 지정되었음을 뜻한다. 다시 말해 “홈즈가
그 사건을 다르게 처리할 수 있었다” 식의 기술이 소설에 등장하는 경우이다. 대조적으로 후
자는 소설에서 부여된 속성에 대해, 그것이 부여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볼토
리니는 이런 양상문은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는 (10)을 참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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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본질적 속성 집합에 변화가 생겨, 더 이상 같은 대상에 대해 본래와 다
른 가정을 하는 양상문으로 간주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C는 같은 캐릭터가
하나 이상의 이야기에 나타난다는 것이 용인되어야 참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볼 때, 캐릭터의 본질적 속성집합의 동일성이 깨진다는 것을 함축하는 C 형태
문장의 참을 원칙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시리즈 물에서의 각 캐
릭터를 동일한 캐릭터로 묶어 말하는(“<주홍색 연구>의 홈즈는 <공포의 계
곡>의 홈즈와 같은 인물이다”) 일상적 관습을 떠올려 보면, 본래의 작품의 속
편인 다른 이야기에서 등장인물이 이러저러하게 행동했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C 형식의 가정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이런 가정이 성격의
일관성을 해치는 수준이어서는 안된다. 토마슨의 인공품 이론은 후속 이야기
의 저자가 원래 이야기의 캐릭터에 대해 충분히 알고 이 캐릭터를 자신의 작
품 속에 도입하려는 의도만 있다면 동일한 캐릭터가 다른 작품 안에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즉 허구 안에서 부여된 속성들의 집합은 허구 대상의 동일성
을 위해 전혀 요구되지 않으므로 C와 같은 식의 양상문을 말하는 데 있어 제
한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본질주의적 혼합이론은 허구 내적 속성들이 본질적
속성으로서 허구적 대상의 정체를 구성한다는 입장이므로 이런 형태의 문장
해석에 있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즉 양상문이 말하는 가정이 이야기의
동일성을 이탈해서 이 문장이 (본래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에 관한 것이 되더
라도, 뫼르소의 냉소적인 성격이나 홈즈의 탐정으로서의 명민함 등 캐릭터의
기본적인 특성이 유지된다는 의미에서 같은 캐릭터에 관한 것이어야-즉 각 편
의 허구적 대상들이 시리즈로 묶일 만큼의 유사성은 유지되어야246)- 그것은
참일 수 있다.
B에 대해서라면 본질주의적 혼합이론의 견해에서 안전하게 참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C는 이러저런 식으로 전개되는 이야기가 가능하다고만 말하는 것
이므로 우리의 상상이 동일한 이야기에 관한 것일 필요가 없지만 B에서는 이
야기의 동일성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야기가 동일하다면 그 안의 캐릭
터도 자연히 같아지므로247) B의 형식은 동일한 이야기의 동일한 캐릭터에 대
해, 중요하지 않은 사건이나 속성을 원래의 이야기에서 벗어나도록 가정하는
한 참인 양상문장을 만든다(물론 아랍인을 죽이는 것은 <이방인>의 중심사건
이므로 B는 거짓이다).
246) 본고는 III장 4.3절에서, 각 편이 완결성을 지니는 시리즈물의 경우에는 각 편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다른 허구적 대상들이 생겨나는 것임을 주장하였다.
247) 이는 이야기의 동일성이 허구 대상의 동일성을 위한 충분조건임을 말하는 것이다. 같은 이
야기 안에 두 명의 (다른) 홈즈가 등장할 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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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물에 유비할 때 C형태의 문장의 참을 용인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진짜 시리즈물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에 대한 양상문은 어떻게 구성될 수 있을
까? 하나의 예를 살펴보자.

편의상 <주홍색연구>의 홈즈가 시체 옆의 중요한

단서 하나를 놓쳐서 사건해결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그려져 있다고 가정하
겠다.
(11) <주홍색연구>의 홈즈가 <공포의 계곡>의 홈즈 만큼 관찰력이 있었더
라면 그 시체 옆의 단서를 놓쳤을 리가 없다.
이 문장은 자연스럽게 참으로 이해되는 것 같다. 그런데 이 문장의 전건 양
상문만 떼어내 살펴보자.
(12) <주홍색 연구>의 홈즈는 <공포의 계곡>의 홈즈 만큼 관찰력이 있을
수 있었다.
그런데 (적어도 본 절에서 말하고 있는 표준적 방식으로 읽을 때) 이 문장은
참일 수 없는 것 같다. 앞장의 핵심속성에 대한 정의를 되살려 보면 (일정 시
점에서의) 홈즈의 지적 수준은 그의 핵심적 속성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 작품
까지의 홈즈는 아직 추리력 훈련이 덜 되어 있어, 그 단서를 놓치도록 되어있
는 그런 홈즈이다. <주홍색 연구>의 홈즈를 홈즈주홍색

로 표기하기로 하자.

연구

추리력 훈련이 충분해서 어떤 단서도 놓치지 않는 홈즈주홍색

는 더 이상 홈

연구

즈주홍색 연구가 아니다.
따라서 (11)은 전건이 거짓이므로 사소하게 참이 된다. 그런데 또한 (11)은
홈즈주홍색연구가 실제의 그와 문제의 특성에 있어 달랐더라면 단서를 놓치지 않
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홈즈주홍색연구가 그 특성에서 다를 수 없다면 단
서를 놓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13) <주홍색 연구>의 홈즈는 시체 옆의 단서를 놓쳤을 수 있다.
가 참이 된다. 그러나 이 문장은 직관적으로 참으로 여겨지는 (11)과 동시에
참일 수 없는 듯하다. 양자 중 어느 문장을 참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까? 핵
심적 속성에 대한 본고의 이론에 따라 사소한 참이 되어버리는 (11)보다는
(13)을 받아들여야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소설에서 실제로 단서를 놓쳤

182

다고 가정했으므로 이 문장은 “<주홍색연구>의 홈즈는 시체 옆의 단서를 놓치
는 것이 가능하고 실제로 그랬다”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한편 홈즈의 지적
능력은 I-2에 속하는 핵심-속성이지만, 문제의 단서를 놓친다는 속성은 전체
이야기의 핵심적 줄거리에 작용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즉 이
속성이 I-3에 속한다면 (13)이 아니라
(14) <주홍색 연구>의 홈즈는 시체 옆의 단서를 놓치지 않을 수는 없었다.
가 참이어야 할 것이다. 반면 이 속성이 II-1에 속한다면 원래의 줄거리대로
반드시 단서를 놓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14)가 거짓이 된다). 어느 경
우이든 우리는 (11)의 후건인 다음 문장을 거짓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15) <주홍색 연구>의 홈즈는 그 시체 옆의 단서를 놓쳤을 리가 없다.
두 명의 홈즈를 비교하고 있는 (11)이 직관적으로 크게 이상해보이지는 않
는다는 점을 볼 때, 앞서 이 두 대상의 관계가 동일성이 아니라고 본 본고의
주장이 과도하게 인위적이라고 여겨질 필요는 없는 것 같다.248) (12)가 참일
수 없다는 귀결을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 홈즈가 진짜 사람이 아니
라 허구적 캐릭터로서 그 정체성이 허구에서 주어진 속성들로 구성된다는 점
을 생각할 때 이를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작가가 그렇게 설정해 놓
은 것이므로 우리는 그런 홈즈를 홈즈주홍색연구로 동일시해야 한다.
본질주의적 혼합이론이 다른 허구적 대상의 이론과 차별되는 부분은 바로
본질적 속성집합을 설정하는 것이다. 필자는 작품 <햄릿>의 전개를 두고 자유
로운 상상을 할 수 있음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아마도 햄릿은 우유부단하지
않고 결단성있게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었을지 모른다. 그
러나 그렇게 설정된 캐릭터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햄릿이라 보기 어렵
다는 것이 본고의 주장이다. 본질적이지 않은 속성의 경우엔 그렇지 않다. 이
경우는 햄릿과 다른 누군가가 아닌 햄릿 자신에 대해, ‘그가 만일 이러저러했
다면’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본고는 본질적 속성집합 안에서도 두 속성 무리
를 구분하여, 준-핵심 속성들에 대해서는 소설에서 기술된 바와 다르게 ‘그가
248) 본고는 여러 명의 홈즈와 더불어 III장 4.3절에서 ‘전체홈즈’ 또한 언급하였다. 다음과 같은
양상문에서 ‘홈즈’는 전체홈즈를 지칭할 것이다. “홈즈는 수많은 사건들을 거치면서 사건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 점점 무디어졌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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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러저러했다면’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함으로써 양상문
의 해석에서의 직관과 본질주의를 조화시킬 수 있게 된다. ‘왓슨의 친구임’이
홈즈의 본질적 속성이라는 직관을 유지하면서 “홈즈는 조수 없이 혼자서 사건
들을 해결할 수도 있었다” 같은 양상문도 자연스럽게 참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우리들 대부분은 “홈즈는 탐정이 아닐 수도 있었다”의 참
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양상문들간의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지 않으면서, 원
래 허구에서 주어진 속성집합의 상당 부분이 캐릭터 정체성을 구성해야 대상
의 개별화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 또한 일관되게 유지하려는 전략
이 바로 속성집합의 위계화이다.
주의할 것은 허구적 대상의 정체성이 허구 안에서 지정된 속성들만으로 구
성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본고의 혼합논제는 작가의 이야기하기, 즉 이러저
러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이야기하는 작가의 체하기 행위도 허구적
대상의 정체성의 한 축을 이룬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작가에 의해 구체적인
시공간 안에서 행해진 이야기 행위가 가지는 여러 속성들 가운데에도 본질적
속성으로서 허구 대상에 부여되는 것들이 있다. 홈즈가 가지는 본질적 속성에
는 허구내적 속성 뿐 아니라 ‘당대의 화학지식이 반영됨’ 따위 허구외적 속성
들도 포함되며 따라서 이러한 속성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위에서와 같은 식으
로 양상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적용하여 실제 양상문장들의 참/거짓을 판별해내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점을 덧붙여야겠다. 허구내/외적 속성 모두에 대해 본질적 속성
들을 가려내기란 까다로운 작업이기 때문이다. 물론 적어도 몇몇 핵심적인 속
성들에 대해서는 허구적 대상이 그 속성을 반드시 가진다는 점을 확신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확실한 경우들만이 우리의 관심일 수는 없다. 그 참/거짓이
분명하지 않은 양상문들이 대부분이다. 앞서 다른 이야기더라도 같은 캐릭터
에 관한 것인 한 C 형태의 문장이 참일 수 있다고 했지만, 우리는 핵심 속성
에 대한 정의를 통해 이야기의 정체가 바뀔 만큼 중요사건에 있어 다르면서도
캐릭터가 본래 성격을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얘기하지 않았는가?249)
허구외적으로, 말하자면 문학사적 영향관계에 의해 캐릭터의 동일성을 주장하
는 것만으로는 양상문장의 해석에 별 도움이 안된다. 홈즈는 2009년판 영화
<셜록홈즈>에서처럼 격투기 시합에 참가할 수 있었을까? 캐릭터의 동일성이
영화사에서 작품의 판권을 적법하게 가져갔다면 유지된다는 식으로 간단히 대
답할 수는 없다. 혼합주의 이론은 허구 안팎에서 캐릭터에게 부여되는 본질적
249) 본고는 따라서 이 문제를, 시리즈물에 유비해서 처리하는 방식을 위에서 생각해보았다.

184

속성들을 함께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따져볼만한 수많은 참고사항들이 있다
는 것, 특정 속성이 본질적인지에 대한 여러 이론, 가설들이 나름의 논리로써
세워지고 또 거기에 도전하는 반론에 의해 끊임없이 수정되고 개선될 수 있다
는 점은 앞장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에 따라 양상문장의 해석
도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 본고가 논의의 일반적인 순서상 허구
적 대상의 정체성을 규명한 후 양상문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나, 사실 ‘본질적
속성’이라는 개념이 그 사물이 그 사물이기 위해 어떤 상황에서든 가질 수밖
에 없는 속성들이라는 의미에서 양상성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의
크립키식 본질주의 논변 자체가 양상논리학에 기반하고 있다. 명민함을 잃은
홈즈를 생각할 수 없다는 직관에 기대어 우리는 그 속성을 본질적 속성으로
보는 것이지, 명민함이 홈즈의 본질적 속성인지 아닌지에 의존하여 “홈즈는
명민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양상문의 참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체하기 행
위 타입의 동일성 조건으로 제시한 (A)와 (T), (CI) 등의 조건들도 모두 반사
실적 가정들을 토대로 설정된 것임을 상기하라. 예컨대 (T)와 관련하여 우리
는 <홈즈> 시리즈가 18세기에 쓰여졌으면서도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을 상
황, 문학사적으로만 정확히 우리의 실제 역사와 동일하고 다른 모든 상황이
현실과는 다르게 발전한 가능세계 등을 가정했었다.

3. 2차원주의에 의한 양상문장의 해석
지금까지의 논의는 이 장 서두에서 도입된 문장들 중 (4)가 참임을 주장하
였다. 이제부터는 겉으로 보기에 이 문장과 모순 관계에 있는 (3) 또한 참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식이 있음을 보이려 한다. 본질적 속성 가운데에서도 핵심
적 속성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3)은 거짓으로 해석되어야 옳은 것 같다.
그러나 한편으로 사람들은, 소설 속의 홈즈가 어리석은 사람일 수도 있었다,
전혀 다른 성격의 인물일 수 있었다는 가정을 하고 싶어한다. 게다가 이런 생
각은 ‘이명박이 개구리이었을 수 있었다’거나, ‘내가 새라면 하늘을 날아 갈텐
데’ 같은 문장들이 이론의 분석 범위를 벗어난 자유로운 상상의 표현이라는
느낌을 주는 것과는 달리-크립키 이론에서 이런 반사실적 가정은 불가능하다
-,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이는 홈즈가 허구 안
에서 진짜 사람인 양 행세하므로 우리 또한 이 대상을 진짜 사람인 양 취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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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에 따라 반사실적 가정도 진짜 사람에 대해서와 비슷하게 설정하려는
경향으로 보인다.
(8)

햄릿은 폴로니우스를 죽이지 않을 수 있었다.

이러한 문장도 언급된 사건이 <햄릿>의 핵심적 사건을 이룬다는 점에서 햄
릿의 정체성을 깨는 양상문으로 받아들여질 테지만, 비평가들은 기꺼이 이를
참으로 읽을 것이다. 비평가들이 관심을 가지는 양상문장들은 물론 작품의 정
체성을 흐트러뜨리는 대담한 가정보다는, 이야기 전체의 짜임새나 사건의 핍
진성, 인물의 현실감 등 미학적 효과와 관련한 변화를 가져오는 속성 변경을
이야기하는 것들이다. 즉 준-핵심 속성에 관련된 양상문들이다. 그러나 핵심적
속성들 가운데에서도 특히 I-3에 속하는 속성들에 대한 양상문은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상상에서 작동할 뿐 아니라 평론가들의 담론에서도 의미를 지닐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핵심적 속성의 변화로 본래 캐릭터의 정체성이 바뀌게 되
므로, 우리의 의도와는 달리 이 문장이 우리가 알고 있는 캐릭터와는 다른 캐
릭터에 대한 것이 된다는 귀결을 대가로 한다. 어쨌든 (8)같은 양상문에 잇따
라 흥미로운 가정들이 가능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가령 홈즈가 바이올린이 아
니라 피아노를 취미로 연주한다는 가정보다는, (8)같은 가정이 진지한 토론거
리를 제시해 준다. 우리는 햄릿이 그런 극단적 방법을 택하지 않고 어떻게 자
신에게 주어진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클라우디우스를 단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3)이나 (8) 같은 종류의
양상문에 대한 해석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문장들을 어떻게 이
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 기존의 실재론적 이론에서 시도된 해법을 살펴본 후
본고의 입장을 제시할 것이다

3.1. 상대역 이론
루이스의 구체적 실재론은 상대역 이론을 전제하므로, 양상문장 일반에 대
해 다음의 해석을 제공한다. "a는 가능하게 F"라는 데레(de re) 양상문장은 어
떤 세계 w안에 F인 a의 상대역이 있으면. w에서 참이다. 루이스에 따르면 똑
같은 개별자가 많은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개별자는 세계에 묶인 존
재로 각 세계는 개별자의 각자 영역을 가지고 영역 간 겹치는 부분은 없다.
이제 w1에서 나의 상대역은 그 세계의 어떤 누구도 그보다 더 나와 닮을 수
없을 만큼 나와 질적으로 아주 닮은 사람이 되고, 나의 양상적 속성은 각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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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들에서의 내가 아니라 나의 상대역이 가지는 속성에 의존한다.
(3)의 참이 이 이론에서 쉽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은, 홈즈 자신이 아니라 그
의 상대역이 어리석은 가능세계가 존재한다면 (3)이 참이 되고 이때 동일성
관계를 대체하는 상대역 관계는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
다. 물론 다음과 같은 어려움은 있다. 현실세계에 홈즈 스토리에서 기술된 바
를 만족시키는 사람이 없으므로 우리는 현실세계에서 시작해서 거기에서 홈즈
의 지시체를 확인하고 그 상대자를 찾는 식으로 할 수가 없다. 우리는 그 기
술을 만족하는 누군가가 존재하는 다른 세계에서 시작해서 그의 상대역이 각
각의 세계들에서 홈즈의 지시체라고 말하게 된다. 그러나 어떤 세계에서 시작
할 것인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집어낸 개별자들이 각 세계에서 같다면 어디서
시작하는지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려면 w1에서의 A와 w2에서의
B 둘다 홈즈 기술을 만족시키면서 A와 B가 서로 상대역 관계이어야 한다(만
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디서 시작하느냐에 따라 다른 개별자들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A와 B가 상대역 관계라는 보장은 없다. 이야기는 아주 많은
것을 열린 채로 놔둘 수 있고, 따라서 우리의 개별자 A와 B는 양자 다 홈즈
스토리를 만족시키면서도 전체적 성질의 유사성에서 보면 상대역관계일 만큼
비슷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은 상대역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안하는 루이스의 ‘면
식지(acquaintance)에 의한 상대역 관계’ 개념을 도입한다고 해서 나아지지는
않는 것 같다.250)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그가 드는 예는 단검의 환영을 보
는 맥배스이다. 맥배스는 어떤 단검을 보고 있는가? 그의 현재 시각 상태가
반영된 가능세계들을 고려하라. 각 세계에서 그는 단검을 본다. 엄밀히 말해
각 단검은 다르다. 그러나 각각은 다른 것의 상대역으로 간주가능한데, 이는
전반적 질적 유사성 때문이 아니라-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아주 다를
수 있다- 그들이 모두 맥배스의 현재의 시각 상태를 유발한다는 똑같은 역할
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그렇다. 이것이 (맥배스에게) 면식지에 의한 상대역들이
다.
홈즈의 상대역이 이런 식의 면식지에 의한 상대역일 수 있을까?251) 다음의
체하기를 생각해보라. 나는 이야기로부터 진짜 정보를 얻는 체하면서 이야기
를 읽고 있다. 홈즈 이야기가 알려진 사실로 말해지는 어떤 비현실 세계에서

250) 루이스(1983b)
251) 면식지에 의한 상대역 개념을 허구 대상의 통세계 관계에 적용시킨 것은 커리의 해석에 의
한 것이다. 커리(2004), 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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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야기로부터 진짜 정보를 얻는다. 각 세계에서 그 모험에 대해 내가 알
게 되는 누군가가 있다. 다른 세계에 다른 개별자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나
에게는 홈즈의 상대역이다. 이는 다양한 단검들이 다양한 세계에서 맥배스에
게 상대역인 것과 같은 방식이다. 각 홈즈들의 조상, 생일, 어린 시절 따위는
서로 확연히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나에게 그들은 모두 면식지에 의한 상대역
이다. 나에 대한 인식적 관계의 측면에서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두 그
자신의 세계에서 내가 텍스트를 읽을 때 그에 대해 알게 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나 상대역에 대한 이런 느슨한 해석도 (3)을 참으로 만들지는 못한다. (3)
이 하나의 홈즈가 아니라 각각의 홈즈적 개별자가 어리석은 상대역을 가질 때
참으로 간주된다는 특별한 규정을 인정하더라도(이 때 각각의 개별자들은 면
식지에 의한 상대역이 되므로 앞서 w1,w2의 A, B와는 달리 어디서 시작하건
상관이 없다), 또한 이런 상대역들이 가진 질적 차이를 아무리 다양하게 허용
하더라도, 홈즈적 개별자들의 상대역들은 전부 명민한 사람들일 것이기 때문
이다. 그들은 모두가 우리가 그에 대해 알게 된 명민한 탐정인 한에서 서로의
상대역들이다. 즉 면식지에 의한 상대역도 문제의 면식이 텍스트에 의존하고
있는 한 그러한 텍스트에 나타난 질적 기술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 커리
는 이러한 비판이, 우리가 상대역으로 간주하는 것은 맥락에 달려있다는 루이
스의 주장을 간과한 것이라 지적한다.
예를 들어 이러저러한 누군가가 어리석은 사람일 수 있었는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질적 유사성의 어떤 다른 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상대역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커리는 말한다. 아마 우리는 조상의 유사성, 혹은 초기 성격전개의 유
사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면, 면식지에 의한 상대역 관계
로써 홈즈를 각 세계에서 찾아내는 것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러한 통세계
관계의 설정 자체가 곧 양상문장의 판정을 위한, 즉 문제의 속성을 가지거나
가지지 않는 대상을 각 가능세계에서 집어내기 위함이 아닌가? 이러한 점에서
양상적 속성들을 위해 별도로 다시 다른 상대역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는 커리
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본고가 상대역 이론을 살펴본 것은 물론 양
상논리 일반에 있어 이 이론이 가진 장점이나 문제점과는 별도로, 허구적 대
상에 국한했을 때 (3)과 같은 문장에 대해 보다 나은 해석을 주지 않을까하는
추측에서였다. 그러나 구체적 실재론이 주장하는 대로 각 가능세계에서 홈즈
스토리의 기술을 만족시키는 사람들 모두를 ‘홈즈’의 지시체로 본다면 이는 고
정지시어라는 이름의 특성을 포기하는 것이 된다. 그렇다고 그들 중 어느 하
나를 골라내기 위한 특권적 기준 같은 것은 전혀 없다.252) 또한 상대역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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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결정하는 질적 유사성 관계를 특수하게 설정하지 않는 한 (3) 같은 문장을
참으로 해석할 길은 없어 보인다. (3)이나 (8)의 참을 지지해줄 제대로 된 해
석 방법은 없을까?

3.2. 2차원적 의미론
3.2.1 차머스의 2차원적 의미론
지금까지의 논의는 어떤 경우에도 ‘홈즈’란 이름이 구체적 사람을 가리킬 수
없음을 함축한다. 고정지시 논변은 우리 세계에서 추상적 대상에 붙어 있는
이 이름을 다른 가능세계에서 홈즈의 특성을 갖춘 누군가에 대한 이름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말로 그럴까? 우리의 세계가 홈즈 세계,
즉 홈즈의 특성을 모두 갖추고 홈즈적 업적을 행한 누군가가 존재하는, 도일
소설에서 기술된 모든 사건들이 실제로 벌어진 그런 세계일 가능성은 전혀 생
각할 수 없는 것일까? 여기서 이차원적 의미론을 도입하여 물이 H2O가 아닐
가능성을 설명한 차머스의 논변253)을 통해 우리 세계가 홈즈 세계일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자.
전통적인 가능 세계 의미론에서 언어적 표현과 관련해 가능 세계가 단지 한
가지 측면, 즉 그 표현이 서술하는 반사실적 상황들이라는 측면에서만 고려되
는 데 반해, 이차원적 의미론에서는 가능 세계가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된다.
여기에서는 가능 세계들이 표현에 맥락(context)을 제공하는 것으로서의 세계
들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리고 표현에 의해 서술되는 (반사실적인) 상황으로서
의 세계들이라는 측면에서도 고려된다. 표현이 서술하는 상황을 우리가 평가
하는 것이므로 후자는 곧 평가상황으로서의 세계들로도 이야기할 수 있다.254)
예를 들어 ‘물’이라는 자연종 명사를 생각해 보자. 현실 세계에서 바다와 호수
를 채우고 있는 무색의 액체-물 역할을 하는 것-는 H2O이다. 맥락으로서의
현실 세계는 ‘물’이 H2O를 지시하게 결정한다. 고정 지시어인 ‘물’은, 어떤 반
사실적 상황에 대해 서술하기 위해 사용되든 간에 H2O를 지시한다. 이를테면
252) 이러한 생각이 크립키에서는 지시체가 없다는 결론으로, 커리의 경우엔 상대역 관계로 연
결된 가능세계의 개별자들 모두가 홈즈라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솔먼은 이러한 내포성이 크
립키의 고유명 이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비판한 바 있다(솔먼(1998) n.40).
253) 차머스의 논의는 David Chalmers, The Conscious Mind(Oxford Univ. Press, 1996) 및
선우환(2005) 참조.
254) 이러한 이차원적 의미론은 본래 지표사(indexicals)의 해석을 위해 발화(사용) 맥락과 평가
상황을 구분하는 방식을 제안한 카플란에 의해 도입된 것이다. 카플란, “Demonstratives: An
Essay on the Semantics, Logic, Metaphysics, and Epistemology of Demonstratives and
Other Indexicals"(1977), p.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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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와 호수를 채우고 있는 무색의 액체가 XYZ라는 또 다른 물질인 세계-이
를 ‘XYZ 세계’라고 부르자-를 서술할 때 우리는 물 대신 다른 물질이 바다와
호수를 채우고 있는 세계라고 서술한다. 즉 우리의 ‘물’이란 단어-현실 세계라
는 맥락에 의해 H2O를 지시하도록 결정된 단어인-는 XYZ 세계를 서술할 때
에도 여전히 H2O를 지시한다.255) 다른 한편 XYZ 세계를 ‘물’이라는 단어의
지시체를 고정하는 맥락으로서 고려해 보자. XYZ 세계가 현실 세계라면 ‘물’
은 그 세계에서 물 역할을 하는 대상인 XYZ를 지시하도록 지시체가 고정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가정 하에서 ‘물’은 다시 어떤 반사실적 상황을 서술하도
록 사용되더라도 늘 XYZ를 고정적으로 지시할 것이다. 세계를 고려하는 이
두 가지 방식을 차머스는 각각 ‘현실적인 것으로서 고려된 세계(worlds
considered

as

actual)’와

‘반사실적인

것으로서

고려된

세계(worlds

considered as counterfactual)’라고 부른다. 전자의 측면에서 세계 w를 고려
한다는 것은, w가 현실적이라는 인식적 가정 하에서 세계 w를 고려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후자의 측면에서 세계 w를 고려한다는 것은, w가 현실적이었더
라면 하는 가정법적인(subjunctive) 가정 하에서 세계 w를 고려하는 것과 같
다. 이에 상응하여 차머스는 1차적 내포(primary intension-이하 PI)와 2차적
내포(secondary intension-이하 SI)를 구분한다. 1차적 내포는 가능세계를 실
제 세계로 고려할 때 한 표현이 가지는 외연을 각 가능세계에 할당하는 함수
이고, 2차적 내포는 가능세계를 단지 반사실적 세계로 고려할 때 표현이 가지
는 외연을 각 세계에 할당하는 함수이다. 이러한 의미론을 따를 때 우리는, SI
의 측면에서 물이 H2O임이 필연적이라고 말하면서도 또한 동시에 PI의 측면
에서는 물이 H2O가 아닌 가능세계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 즉 일단 ‘물’의
지시체가 특정한 물질로 주어진 상황에서 고려되는 가능세계들은 가정법적인
가정 하에서 고려되는 것인 반면, 어떤 물질이 ‘물’의 지시체냐는 문제는 어떤
세계가 현실적인 것으로 고려되느냐의 문제로, 우리는 그런 가능세계로 물이
H2O가 아닌 세계를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256) 이로써 ‘물’의 지
255) 여기까지가 우리에게 익숙한 퍼트남의 쌍둥이 지구논변으로 본고 II장 2.1.1절에서도 간단
히 언급했다.
256) 양상이원론자들은 물이 H2O가 아닐 가능성은 그것을 상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리적으로
가능(logically possible)하지만, 실재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형이상학적으로 불가
능(metaphysically impossible)하다는 것으로 ‘물이 H2O이다’의 후험적 필연성을 설명한다.
차머스는 이차원적 의미론을 통해 논리적 가능성과 형이상학적 가능성이 따로 존재한다고 보
는 이러한 양상이원론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후험적 필연성의 경우들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
을 보인다. 물이 어떤 물질인지(PI)는 원칙적으로 발견과 실험을 통해 주어지는 후험적인 사
실이지만, 동시에 어떤 식으로 ‘물’의 지시체가 일단 결정되고 나면 다른 모든 가정법적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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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는 다음의 행렬로 표현될 수 있다.
평가상황으로서의 세계
w1

w2

발화맥락으로서의

w1

H2O

H2O

세계

w2

XYZ

XYZ

홈즈적 업적을 행한 구체적 사람으로서의 ‘홈즈’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차원적 의미론을 ‘홈즈’의 경우에 적용할 때이다. 즉 우리는 이
이름이 실제로는 추상적 대상에 붙은 고정지시어라는 것을 알지만, 그 이름이
홈즈적 특성을 갖춘 구체적인 사람에 대한 이름일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물이 XYZ인 세계를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이름이 고
정지시어임과 양립불가능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다. 다음의 가능세계들에
대해 생각해보자.
w1: 현실세계.
w2: m1이 홈즈 스토리의 질적 기술에 부합하는 세계.
w3: m2가 홈즈 스토리의 질적 기술에 부합하는 세계.
‘물’의 PI가 (현실세계로 고려된) 각 가능세계들에 물적인 물질을 할당하는
함수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PI가 홈즈적인 개인을 할당하는 함수의 이
름으로 ‘홈즈’를 취급할 수 있다. 커리는 이 함수를 역할(role) 혹은 캐릭터라
부르며 함수, 역할, 캐릭터 등이 모두 추상적 대상이므로 ‘홈즈’가 추상적 대상
에서도 동일한 대상을 지시한다(SI)는 점에서 물=H2O 혹은 물=XYZ의 동일성은 필연적이라
는 것이다. 그는 논리적/인식적 가능성과 형이상학적 가능성 간의 차이로 간주되는 것이 실제
로는 가능세계 수준이 아니라 PI와 SI 간의 진술적 차원의 것이라 본다. 사람들이 보통 PI를
고려하여 상상가능성을 생각하고 SI를 고려하여 가능성을 생각한다는 것이다. 물이 XYZ인
세계가 상상할 수는 있으나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PI를 고려한 상상가능성이 SI를
고려한 가능성을 함축하지 않음을 보여줄 뿐이다. 간단히 말해 물의 SI를 고려한 상상가능성
에 의하면 물이 H2O가 아닌 세계란 상상가능하지도 않고, 따라서 가능하지도 않게 된다. 즉
상상가능성으로부터 가능성으로부터의 추론 자체는 문제가 없다. 주지하듯 차머스의 이러한
논변은 궁극적으로 물리주의의 반박을 위한 것이다. 물리주의를 반박하는 차머스의 좀비 논
변이 상상가능성으로부터 가능성을 끌어낼 수 있음에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죰비 세
계는 상상가능하고 따라서 가능하다. 여기서의 상상가능성이란 물론 고통의 PI에 기초한 것
이지만, 챠머스는 이를 문제삼을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의식의 경우에 PI와 SI가 일치하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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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름이라고 주장한다.257) 역할이 이야기로부터의 정보에 의해 결정되는 것
은 물론이다. 커리의 역할, 혹은 캐릭터 개념은 필자가 제시하는 허구적 대상
개념과 기본적인 아이디어에 있어 동일하지만, 혼합논제는 캐릭터의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로부터의 정보 이외에 이야기 자체의 정체를 이루는 요소들을 그
조건으로 추가한다. 이름의 지시체는 이름을 붙인 명명식과 인과적 연결이 있
어야 하기 때문이다. ‘홈즈’의 명명식은 곧 이야기하기로서의 체하기로 구성된
다. 따라서 어떤 세계에 아무리 홈즈와 비슷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가 바로
‘홈즈’의 지시체라고 간단히 말할 수 없다. 우리 세계에서 ‘홈즈’는 체하기에
연관되어 있어야 하고(따라서 문제의 사람은 그 이름의 지시체가 될 수 없다),
그것이 진짜사람 이름인 곳에서는 홈즈적 특성을 가진 사람에게 명명되었다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 ‘홈즈’가 함수의 이름이라고 할 때, 그 함수값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속성 요소와 인과적 요소 두가지가 작동하는 셈이다. 이러한 제한을
반영한 새로운 가능세계들은 다음과 같다.258)
w1: 현실세계. ‘홈즈’는 자신이 만들어낸 추상적 대상에 도일이 붙인 이름이
다.
w2: ‘셜록 홈즈’라는 탐정이 19세기 런던에 살았던 가능 세계. 그를 m1이라
하자. 도일의 소설은 m1이 해결한 사건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다.
w3: 코난 도일이 셜록 홈즈인 가능 세계. 도일을 m2라 하자. 이 세계에서
m2는 ‘셜록 홈즈’란 이름으로 자기 이야기를 쓴다.
이 세계들에서의 ‘홈즈’의 지시체를 나타내는 행렬은 다음이다. 여기서도 행은
발화문맥을, 열은 평가의 상황을 표상한다.

257) 커리는 (작가자신에 의해) 허구 안에서 사용되거나 허구의 내용을 말할 때 쓰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지만 허구 작품들 서로를 비교하는 맥락에서는 허구적 이름이 추상적 대상을 지칭
한다는 관점을 제시한다. 허구 안에서(fictive 맥락) 이 이름은 진짜 이름이 아니고 다음과 같
은 양화된 램지문장 안에 있는 변항이다. ∃x1...∃xn[F(x1...xn)].이에 대해 본고 II장 2.2.3절
에서 언급한 바 있다. 한편 허구에 관한 문장에서(meta-fictive 맥락) 커리는 명시적인 기술론
자가 된다. 홈즈가 담배를 피운다고 홈즈 이야기에 대해 말하는 문장은, 이러저러한 일을 한
유일한 하나의 대상이 담배를 피운다는 것이 이야기의 일부라는 걸 뜻한다. 허구작품 간 비
교맥락은 trans-fictive 맥락이라 부른다. 커리(1990), Ch.4.
258) 여기 제시된 가능세계들은 스탈네이커(1999)에서 빌어왔다. 그는 2차원적 의미론을 존재부
정문장의 해석에 활용한다. 행렬 L은 필자의 이론에 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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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w1

w2

w3

w1

a

a

a

w2

m1

m1

m1

w3

m2

m2

m2

이 행렬의 각 행의 방들이 통일성을 보이는 것(행렬 L의 (1,1),(1,2),(1,3) 성
분259)이 모두 a이다)은 하나의 세계에서 사용된 ‘홈즈’는 각각의 세계에서 즉
어떤 가정법적 상황에서든 같은 개별자를 집어낸다는 고유명으로서의 ‘홈즈’의
특성에 따른 것이다. 한편 w1에서 사용된 ‘홈즈’가 구체적 사람이 아니라 추상
적 대상(‘a’로 표기하였다)에 붙어있는 반면 w2와 w3에서 사용된 바로서의 같
은 이름은 각기 다른 구체적인 사람을 지칭한다(그래서 두번째 행과 세 번째
행은 차이가 있다). w2에서 홈즈 역할을 하는 인물 m1은 현실세계에서 전혀
홈즈적 특징을 가지지 않을 수 있다. 심지어 m1은 그 세계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w2에서 발화된 ‘홈즈’의 지시체는 w1에서 m1이다. 물
론, m1이 w1에서 발화된 이름 ‘홈즈’에 대한 지시체인 것은 아니다. ‘홈즈’의
SI가 추상적 대상으로 고정되는 것과 달리 그 PI는 어떤 가능세계를 현실세계
로 볼 것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홈즈’의 PI가 진짜사람(m1 혹은 m2)을 ‘홈즈’
의 지시체로 할당하는 경우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제 (3)의 해석으로 가보자. 양상문장 (3)은 ‘홈즈는 어리석다’란 명제가 참
인 가능세계가 있을 때 참이 된다. 후자 명제의 진리값을 나타내는 행렬은 다
음이다.
M
w1

w2

w3

w1

F

X

X

w2

T/F

F

T/F

w3

F

F

F

w1에서 발화된 ‘홈즈’는 추상적 대상을 가리키지만, 우리는 인코드 관계를 적

259) 이는 행렬의 성분을 표시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따른 것이다. 괄호 안의 첫 번째 숫자는 행
을, 두 번째 숫자는 열을 표시한다. 가령 (1,2)는 첫 번째 행, 두 번째 열의 방 안에 있는 값
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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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으므로 (3)을 이에 맞추어 해석하면 된다. 그런데 w2와 w3에서는,
아마 이 대상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서는 <홈즈> 시리즈가 허구가 아
닌 실제 기록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w1에서 발화된 ‘홈즈는 어리석
다’에 의해 표현된 명제가 w2와 w3에는 없다는 것을 X로 표기하였다. T/F는
w2에서 홈즈 역할을 하는 m1이 다른 세계에서는 반드시 현명한 사람일 필요
는 없으므로 ‘홈즈는 어리석다’는 명제가 참일 수도 거짓일 수도 있음을 나타낸
다. 한편 w3에서 홈즈 역할을 맡은 m2, 즉 도일은 현실세계에서도, 또 그가
m1에 대한 전기를 쓴 세계 w2에서도 어리석지는 않으므로 w3에서 발화된 이
명제의 진리값은 모두 F이다.
이에 따라 (3)의 진리치가 T일 가능성이 있게 된다. 한 방과 동일한 행 위에
있는 다른 방들을 그 방의 ‘자매방’이라고 부르자. (3)이 참인 것은 행렬 L의
대각선 상의 모든 채워진 방에 대해, 그 방을 차지한 사람이 어리석은 자매방
이 있다는 사실이다. w2에서 홈즈 역할을 하는 m1이 다른 세계에서는 전혀 다
른 특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그가 어리석은 가능세계들을 염두에 두고 (3)을
참으로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이차원적 의미론에 의해 비로소, (3)
을 참으로 읽는 우리의 직관이 해명된다.

3.2.2. 2차원주의에 의한 양상문장의 두 해석
이러한 해석은 다음의 두 양상문 간의 대조도 잘 설명해준다.
(16) 필연적으로, 브론스키와 사랑에 빠지지 않은 사람은 안나 카레니나가
아닐 것이다.
(17) 필연적으로 브론스키와 사랑에 빠지는 사람은 안나 카레니나가 아닐
것이다.
이 두 문장은 서로 모순되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17)을 따르면
안나가 단지 우연적으로 브론스키와 사랑에 빠지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는
(16)과 부딪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우리는 2차원적 의미론을 통해 이 둘
모두가 참임을 설명할 수 있다.
앞의 행렬 L로 돌아가서 이번엔 m1이나 m2가 홈즈가 아니라 안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보자. 여기에서도 m1이나 m2 는 단지 안나역할을 만족시
킬 뿐 아니라 이름 사용자에 의해 적법하게 문제의 이름에 호명된 사람들임을
가정하자. (16)을 참으로 만드는 것은, 왼쪽에서 시작하는 대각선에서 방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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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가 참인 세계에서만 채워지며 안나가 사랑에 빠진다는 것이 이야기의
일부라는 사실이다.260) 그러나 (17)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대각선 상의 방들
뿐 아니라 다른 방들도 조사해야 한다. w2에서 발화된 ‘안나’를 생각해 보자.
이 이름은 w1에서도 같은 사람 m1을 집어낸다. w1가 현실세계라면 거기에선
이야기가 참이 아니더라도 그렇다. 이제 w1에서는 m1이 브론스키를 만나지
않았을 것이다. w2에서의 (6)의 발화는 이런 의미에서 참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안나(m1)는 브론스키와 사랑에 빠졌지만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말로부터 브론스키와 사랑에 빠지지 않은 누군가가 안나일 수 있다
고 말할 수는 없다(즉 (16)은 여전히 참이다). (17)과는 달리 문장 (16)의 주
어절에는 양상성이 들어있지 않으며 따라서 '누군가'를 찾기 위해 자매방을 살
펴볼 필요가 없다. (16)의 해석을 위해 다른 가능세계를 고려할 때에는 대각선
상의 방들만 따라가면 된다. 다시 구분해보자. 안나가 브론스키와 사랑에 빠진
누군가라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이 말은 안나가, 필연적으로 브론스키와
사랑에 빠지는 사람임을 뜻하지는 않는다.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할 수 있는 종류가 아니다.
이러한 구분은 중요한데, 그것은 (16)과 (17)의 구분이 허구적 대상이 필연
적으로(본질적으로) 인코드하는 속성들과, 그러한 속성들 중 허구 안에서 허구
인물의 필연적 속성으로 묘사되는 속성들을 구분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 캐릭터가 필연적으로 ‘--임’이란 속성을 인코드한다고 해서 그 대
상이 ‘필연적으로 -–임’을 (필연적으로) 인코드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이는 한
대상이 필연적으로 예화하는 속성 ‘--임’에 대해서는 그 대상이 ‘필연적으로
--임’을 예화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과 대조되는 부분이다. ‘필연적으로’가 수
식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 ‘예화한다’ 혹은 ‘인코드한다’이다. 필연적으로 ‘H2O
임’을 예화한다면 문제의 대상이 ‘필연적으로 H2O임’이라는 속성을 가지는 반
면 필연적으로 ‘탐정임’을 인코드하는 대상은 ‘필연적으로 탐정임’을 인코드할
수 없다). 허구적 대상의 본질적 속성들 가운데에서 몇몇은 허구 안에서 우연
적 속성들이고 몇몇은 필연적 속성들이기 때문이다. 허구적 대상이 필연적으
로 인코드하는 속성들 중에는 가령 소포클레스 비극에 나오는, ‘자신의 아버지
를 죽일 운명을 타고남’ 같은 속성처럼 허구 안에서 필연적이라고 규정된 속
260) (16)에서 ‘필연적으로’ 이하의 문장은 어느 세계에서 발화되건 참이다. 이야기가 성립하는
세계 뿐 아니라 그렇지 않은 세계 w1에서도 그런데, ‘브론스키와 사랑에 빠지지 않은 사람은
안나카레니나가 아닐 것이다’의 대우명제인 ‘누군가가 안나카레니나라면 브론스키와 사랑에
빠질 것이다’의 전건이 거짓이기 때문이다(이 세계에선 아무도 안나카레니나가 아니다). 따라
서 (16)은 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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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들이 있다. 반면 안나 카레니나의 ‘브론스키 대위를 만남’ 같은 속성들은 허
구 안에서 양상성이 명시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속성들이 그렇다. 이런
속성들에 대해서는, III장에서 말한 [제약1-함축]에 따라 우리의 실제 세계에
서 적용되는 양상성의 분류를 따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로써 본질주의적 혼
합논제는 허구 안에서 보통 우연적인 것으로 취급되는 속성들과 소포클레스의
비극에 나오는 사건 같은 필연적 속성들을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를
(16)이, 후자의 경우를 (17)에 대한 해석이 잘 보여준다. 우리는 어떤 가능세
계에서도, 안나카레니나인 누군가는 브론스키와 사랑에 빠진다는 것을 안다(즉
안나 카레니나는 ‘브론스키와 사랑에 빠짐’이란 속성을 필연적으로 인코드한
다. 이 속성은 안나 카레니나의 본질적 속성이다). 행렬 L의 대각선 상의 방에
있는 인물들은 모두 브론스키와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한 안나 카레니나인 누군가가 모든 가능세계에서 브론스키와 사랑에 빠지는
것은 아님도 안다(즉 안나 카레니나는 ‘브론스키와 필연적으로 사랑에 빠짐’이
란 속성을 필연적으로 인코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려면 행렬 L에서 안나
카레니나인 누군가의 자매방을 채우고 있는 개인들도 모두 브론스키와 사랑에
빠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제 (3)과 (17)을 참으로 읽는 방법이 명확해 보인다. 우리는 행렬 L에서
채워진 대각선 방들의 자매방에 있는 대상들을 고려하면 된다. 그렇다면 ‘필연
적으로 현명한 사람은 홈즈가 아닐 것이다’라고 (17)처럼 말할 수 있을까? (3)
을 참으로 보는 해석 하에선 물론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현명함이 지능이
나 성격적 자질 등 선천적 특성에 의존하는 점이 많다고 볼 때 ‘브론스키와
만남’이라는 사건과는 달리 이번엔 m1 혹은 m2란 개별자가 단지 우연히 현명
하다고 말하기란 쉽지 않은 것 같다. '현명함'은 진짜 사람의 경우에도 개별자
의

정체확인에 보다 본질적으로 보인다.261) 그렇더라도 홈즈가 필연적으로

현명하지는 않다고 말할 수 있다고 치자. 우리는 이외에도 많은 특성들, 아마
도 홈즈가 소설 속에서 보여주는 모든 특성에 대해 같은 식으로 말할 수 있
다. 그렇다면 다음의 양상문장도 참이라고 할 수 있다.
(18) 홈즈는 <홈즈> 시리즈에 기술된 것들 모두를 전혀 하지 않았을 수 있
다.262)
261) 이것이 본고가 커리의 안나카레니나의 예(문장 (16), (17))를 홈즈의 어리석음에 대한 내용
으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소개한 이유이다. 지능이 사람의 선천적 자질에 속한다는 점에서
머리가 좋은 실제 사람에 대해 그가 어리석을 수 있었다고 말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즉
(17)이나 아래의 (18)과는 달리 (3)은 어떤 방식으로 해석되건 거짓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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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2차원적 의미론과 기술구
그러나 얼핏 보기에 (16), (17) 간의 의미 차이가 분명하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다. 안나가 브론스키와 사랑에 빠졌지만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말
하면서 브론스키와 사랑에 빠지지 않은 누군가가 안나일 수는 없다고 해야 한
다는 설명은 아무래도 납득하기 힘들다. (16)과 (17)은 정말 동시에 참일 수
있을까?
(16)과 (17)이 동시에 참일 수 있다는 직관을 이해하기 어려운 반면, 다음이
동시에 참일 수 있다는 것은 직관적으로 분명하다.
(a) 우리반의 누군가가 꼴찌라는 것은 필연적이다.
(b) 우리반에 필연적으로 꼴찌를 하는 누군가가 있는 것은 아니다.
(16), (17)과 비슷해 보이는 이 문장 쌍을 형식화하면 다음이다(‘꼴찌임’을 F
로 표기하고 ‘우리반’이라는 도메인은 생략했다)
(a)'

□(∃x)(Fx)

(b)' -(∃x)□(Fx)
□(∃x)(Fx)와 (∃x)□(Fx)의 차이를 보이기 위해, 두 문장의 진리조건을 각
가능세계에 F인 누군가를 표시해 가면서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런 도움 없이
도 (a)(b)의 차이는 즉각 이해되는 것 같다. 이는 (a)'(b)' 문장 쌍에 변항이 나
오기 때문이다. 즉 이 두 문장이 동시에 참일 수 있는 것은 F인 x를 각각의
가능세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집어내는가 하는 사실에 달려있다. 이는 x의 지
시체가 불확정적이기에 가능하다.263) (16)과 (17)이 동시에 참일 수 있다는

262) 커리(1990)에 소개된 문장은 사실 (18)이 아니라 다음이다; 'Holmes might not have
done the things described in the story.' 그러나 이러한 변형에 무리는 없다. 'the thing'을
임의의 행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63) 가령 (a)가 참이기 위해 특정한 누군가가 꼴찌일 필요는 없다. 그 사람이 누구이든 꼴찌인
자를 모든 가능세계에서 집어낼 수 있으면 (a)는 참이 된다. 반면 우리반에 필연적으로 꼴찌
를 하는 누군가가 있기 위해서는 동일한 대상, 특정한 누군가가 모든 가능세계에서 꼴찌를
해야 한다. 모든 가능세계에 그 세계에서 F(꼴찌)인 인물들 각각이 있어서 (a)가 참이면서 모
든 가능세계에서 F(꼴찌)인 특정한 누군가는 없으므로 (b)도 참일 수 있다. (a)에서 양상성은
‘누군가가 꼴찌이다’는 진술에(de dicto 양상), (b)에서 양상성은 꼴찌를 맡아놓은 그 특정인
에게 부여되고 있는 것이다(de re 양상). 이런 식으로 양상성에 대한 de re/de dicto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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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얼른 이해하기 힘든 것은 우리가 보통 ‘안나’란 이름을 기술구나 변항처
럼 지시체가 불확정적인 것으로 이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안나’의 지시체가
불확정적이라면 (16)은 (양상성을 뜻하는 ‘필연적으로’가 문장 전체를 수식하
는 형태에서 볼 수 있듯이) 통상 de dicto적으로 해석되고 (17)은 de re적으
로 해석되어 그 의미가 달라진다. de re 양상문장이란 간단히 말해 진술
(dicto)이 아니라 대상(re)에 대해 양상성을 부과하는 문장으로, 이는 개체상항
이 양상연산자의 범위 안에 들어오는 문장들과 양화사가 양상연산자를 가로질
러 양화하는 경우들로 구성된다. 고유명은 보통 개체상항을 뜻하므로 de re적
으로 이해된다. (b)’은 명백히 후자의 경우이다. 그런데 ‘안나’의 지시체가 확
정적이라면, 즉 그것이 보통의 고유명처럼 단칭어라면 진술에 대한 이해라고
해도, 그 진술의 이해에 개입하는 것이 곧 대상이므로 de dicto적 해석이 de
re적 해석과 다르지 않게 된다.264) 이 때문에 ‘안나’를 고유명으로 보는 일상
적 직관 하에서 (16)과 (17)의 차이는 (a),(b)의 경우와는 달리 즉각적으로 이
해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안나’를 함수이름으로 보는 2차원적 의미론을
통해 그 차이를 이해하게 된다. 물론 ‘물’과 같은 자연종 이름을 지표적으로
보고 카플란의 2차원적 의미론을 적용한 위의 차머스의 2차원적 의미론도 즉
각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방식이 허구적 이름들
을 단순한 기술구로 처리하는 방식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우리는 허구적 이름들을 기술구로 보면서도 기술구들을 고정지시어처럼 취
급함으로써 (17)(18) 같은 양상문들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볼 수 있
다. 가령 ‘홈즈’를 일종의 기술구로 간주하되 그것을 ‘현재의 미국 대통령’ 같
은 특수한 종류의 기술구로 취급하는 것이다. 이런 기술구는 발화시점에 의해
그 지시체가 결정되고 나면 고정지시어로서 평가맥락에 상관없이 같은 대상을
지시하게 된다.265) 크립키의 ‘기술적 이름’ 개념도 이렇게 지시체를 할당한다.
의 구분을 양상성이 부여되는 대상의 동일성이 문장해석에 관여하느냐에 따라서 이해할 수도
있다. de re적 해석에서만 대상의 동일성이 요구된다. 폽스(1985), ch.3 참조.
264) “기술어구가 들어있지 않은 필연성 진술에서의 de dicto와 de re 구별은 철학적으로 별
의미를 갖지 못한다......진정한 이름들만이 포함되는 한, 그 진술에 대한 두 가지 서로 다른
해석이 그 진술에 대한 서로 상반된 진리치를 부여하게 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김영정
(1997), p.48
265) ‘현재의 미국 대통령’이란 말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발화자가 이 표현을 사용한 시점을
고려한다. 즉 평가의 상황에 무관하게 이 말이 1980년에 발화되었다면 레이건이, 2012년에
발화되었다면 오바마가 그 지시체이다. 카플란에 따르면 ‘현재의’라는 말의 삽입은 지시체를
어떤 시간적, 양상적, 인식론적 혹은 다른 내포적 맥락 안에도 있지 않은 것으로 취하게 한다
(카플란(1973b), p.502). 한편 카플란은 비고정 기술구를 고정기술구로 전환해 주는 Dthat
연산자를 고안한 바 있다. 이로써 기술구의 직접지시적 사용이 가능해진다(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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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홈즈’가 일종의 기술적 이름인가? 그러나 필자는 이런 제안을 받아
들이고 싶지 않다. 그것은 ‘기술적 이름’이라는 개념 자체가 문제가 있는 개념
인데다, ‘홈즈’란 이름이 크립키식의 기술적 이름 설명에 들어맞지도 않기 때
문이다.266) 관련 기술구를 넓은 범위로 해석해도 (17)(18)을 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술구가 등장하는 다음의 양상문을 보라.
(ND) 옆집 사람이 옆집에 살지 않았을 수 있다.
여기서 기술구를 좁은 범위로 읽게 되면 옆집 사람이 불교 신자이거나 아니
거나 할 수는 있지만 (ND)가 참일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현실 세계를 포함한
모든 가능세계에서 이 표현은 그 세계에서 옆집에 살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기호화하면 다음이다. 여기서 (Ix)(Fx)는 (∃x)(Fx & (x)(Fx ->
y=x))의 축약이다.
(ND좁) ◇(Ix)(x는 옆집에 산다 & x가 옆집에 살지 않는다)
누군가가 옆집에 살면서 옆집에 살지 않을 수는 없다. 반면 ‘옆집 사람’이란
기술구를 넓은 범위에 걸쳐 발생하는 것으로 읽어 보자.
(ND넓) (Ix)(x는 옆집에 산다 & ◇ (x가 옆집에 살지 않는다))
옆집에 사는 누군가가 바로 그 속성을 다른 세계에서는 가지지 않을 수 있
으므로 이 문장은 참이 된다. 또는 실제로 옆집 사람인 어떤 특정한 사람이
다른 가능세계에선 옆집에 살지 않았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이는 (ND)
에서의 양상성을 de re적으로 읽기 위해 '옆집 사람' 앞에 ‘현재의’, ‘실제의’라
는 어구를 넣어서 읽은 것이다(이러한 표현들이 가진 특이성에 대해선 방금
언급하였다(각주265). 이런 식으로 “홈즈가 파이프를 피우지 않을 수 있었다”
에서 홈즈를 기술구로 대체하고 이 기술구를 넓은 범위에 걸쳐 발생하는 것으
로 읽거나, 혹은 ‘현재의’ 같은 특수한 어구를 기술구 앞에 덧붙여 읽게 되면
이 문장이 참이 될 수 있다. 이 세계에서 (파이프를 피우는 속성을 포함해) 이
pp.521-522).
266) ‘기술적 이름’ 개념에 대해 II장 2.2.1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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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저러한 속성을 가진 누군가가 다른 세계에서는 파이프를 피우지 않을 수 있
는 것이다.267)
문제는 여기서 ‘이러저러한’이라는 기술구가 홈즈 관련 속성들 전체를 아우
른다는 점이다. 따라서 <홈즈> 시리즈에서 언급된 어떤 속성에 대해서도, 우
리는 그 속성을 홈즈가 가지지 않았을 수 있다는 양상문을 만들 수 있게 된
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즉 (3)을 참으로 읽기 위해 이러한 식의 읽기를 택하
게 되면 우리는 (4)를 보통 참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성향을 설명할 길이 없
어진다. 그렇다고 홈즈를 기술구로 대체하고 나서 그 기술구를 좁은 범위 발
생으로 읽게 되면, 아무리 사소한 속성 F에 대해서도 “홈즈는 F를 가지지 않
을 수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게 된다. 홈즈가 베이커가 221C에 살았을 가능
성을 생각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홈즈가 탐정이 아닐 수는 없었다는 양상문
의 참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또한 동시에, 홈즈가 탐정이 아닐 수 있었다고 말
하는 직관을 일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차원적 의미론을 도입
한 해법인 것이다. 우리 세계에서 발화된 ‘홈즈’의 지시체는 ‘탐정임’을 본질적
속성으로 인코드하므로 어떤 가능세계에서건 그 속성을 인코드한다는 의미에
서 탐정이 아닐 수 없지만, 또한 홈즈가 구체적인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세계
에서 발화된 이 이름의 지시체가 다른 세계에서는 탐정이 아닐 수 있다는 의
미에서 홈즈는 ‘필연적으로 탐정임’을 인코드하지는 않으며 따라서 그는 탐정
이 아닐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심지어 그는 <홈즈> 시리즈에 기술된 것
들 모두를 전혀 하지 않았을 수 있다(위의 문장 (18)을 보라).

3.2.4. 대각선화
지금까지는 양상문 해석을 위해 2차원적 의미론의 적용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리는 이름이 지시하는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현실적 상황이 결정되어 있
지 않을 때도 그 이름의 사용자들이 어떻게 그것을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지를 보이기 위해서 이 아이디어에 호소할 수 있다. 가령 ‘호머’란 이름에 대
해 이 이름이 실존인물에 대한 것인지를 둘러싼 논란이 있다.268)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놀라운 업적을 실제로 성취한 고대 그리이스의 문필가란 없었다는 것
이다. 그렇다면 논쟁의 당사자들은 무엇에 대해 논쟁하고 있는 것인가? “호머
는 실존인물이다/아니다”에 대한 논쟁일 수는 없는데, 이들은 각기 ‘호머’의 지
267) 커리(1990).
268) 이러한 상황이 추상적 대상이론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선우환이 상기시켜 주었고 토
론을 통해 2차원적 의미론이 문제상황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dagger 연
산자의 도입을 이 문제에 적용시킨 것은 필자가 시도해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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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이 들어간 위 문장은 논
쟁의 양편에 같은 의미를 지닐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논쟁은 단지 이름
‘호머’에 대한 것일까? 그러나 존재부정문장에 대한 비슷한 해법이 부딪쳤던
반박을 떠올려 볼 때, 우리는 이것을 단순한 이름의 문제나 또는 그 이름의
내포가 지시하는 대상의 문제로 바꿀 수는 없다.269) 본고가 제안하는 것은 이
이름을 함수의 이름으로 보고 2차원적 의미론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호머’는
그 함수값이 호머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에 기반한 속성들의 집합
및 명명의 인과적 과정이라는 두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함수의 이름이다. 명
명식은 위대한 문학가를 상정하는 전설적 허구를 만들어내는 체하기 과정일
수도 있고, 혹는 진짜 사람에게 주어진 보통의 명명식일 수도 있다. 우리의 현
실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에 따라 그 PI가 주어지고 나면, 이 이름은 그 SI에
의해 어떤 가능세계에서든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고정지시어로서 작동하게 된
다.
문제는 우리의 현실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는 물론 결정되어 있지만, 그 결
정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경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가령 우리가
홈즈 이야기의 근원에 대한 세 가지 소문을 들었고 어느 것이 사실인지 모른
다고 하자. 이 장의 3.2.1절에서 나왔던 세 가지 가능세계들을 다시 떠올릴 수
있다. 이번에는 w1이 현실세계인지 어떤지 결정되어 있지 않다.
w1: ‘홈즈’가 자신이 만들어낸 추상적 대상에 도일이 붙인 이름인 가능세계.
w2: ‘셜록 홈즈’라는 탐정이 19세기 런던에 살았던 가능 세계. 그를 m1이라
하자. 도일의 소설은 m1이 해결한 사건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다.
w3: 코난 도일이 셜록 홈즈인 가능 세계. 도일을 m2라 하자. 이 세계에서
m2는 ‘셜록 홈즈’란 이름으로 자기 이야기를 쓴다.
이제 ‘홈즈’의 지시체를 지정하는 2차원 평면은 앞서 나왔던 행렬 L이 될 것
이다.
L
w1

w2

w3

w1

a

a

a

w2

m1

m1

m1

269) 이러한 해법에 대한 비판으로 본고 I장 2.2절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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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

m2

m2

m2

이에 따라 다음 문장의 진리치를 알아보자.
(19) 홈즈는 실존인물이다
(19)의 진리치는 다음과 같이 할당된다.
N
w1

w2

w3

w1

F

X

X

w2

T

T

T

w3

T

T

T

w1에서 발화된 ‘홈즈’라는 이름의 지시체(허구적 대상 a)는 홈즈가 실존인물인
세계들에서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w2와 w3에서 (19)의 진리치는
없는 것으로 설정되었다(행렬의 성분(1,2), (1,3)). 그러나 우리의 현실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19)의 진리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는 없다. 이
제 스탈네이커의 ‘대각선화(diagonalizing)’ 및 ‘단검(dagger) 연산자’270)라는
개념을 도입해 보자. 단검 연산자는 모든 발화세계에 대해 행렬의 대각선값을
지정해주는, 즉 대각선화를 해주는 2차원적 연산자이다. 이 연산자를 행렬 N
에 적용한 결과를 보라.
✝N
w1

w2

w3

w1

F

T

T

w2

F

T

T

w3

F

T

T

이로써 우리의 현실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에 관계없이 (19)가 일정한 명제

270) 이 개념이 소개되는 스탈네이커(1999)는 원래 1978년에 Peter Cole(ed), Syntax and
Semantics, vol.9: Pragmatics(Academic Press)에 실렸던 논문으로, 커리(1990)에서의 이
개념에 대한 설명은 이 논문을 토대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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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표현할 수 있게 된다. 홈즈가 실존인물인지 논쟁하는 논자들은 이 일정한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 논쟁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그것은 현실
세계에서는 거짓으로, w2와 w3에서는 참으로 평가될 것이다. 이 명제는 행렬
N에는 어떤 행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이 행렬의 왼쪽 끝에서 시작하는
대각선에 의해 표상되는 명제로 다음의 문장에 의해 표현된다. “발화 (19)에
의해 말해진 바가 참이다”. 요점은 대각선 명제, 즉 원래의 명제와 밀접하게
연합된 이 명제가, 홈즈에 관한 세 가지 소문 중 어떤 것이 참인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문장 (19)의 발화가 표현하는 명제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한 발화가 표현하는 명제가 문맥 집합 내의 각 세계에 대
해 동일해야 한다는, 대화해석의 일반적인 규칙을 준수하게 된다.271)272)
271) 이 규칙이 준수되지 않는다면 누군가 S를 발화해도, 우리는 이를 관련된 문맥집합의 크기
를 줄이는 데 이용하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S의 의미를 알아내는 데 이르지 못할 것이다. S
가 w1에선 P를 w2에선 Q를 표현한다고 하자. 문맥집합을 줄이려고 S를 사용하기 위해 S의
애매성을 없애기 전에 두 세계 가운데 하나는 제거해야 한다. 즉 우리는 문맥집합을 줄이기
전에 S가 뭘 말하는지 알아야 하지만, 또한 S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려면 문맥집합을 줄여야
한다. 이는 끝없는 순환을 야기한다. 그러므로 S는 w1과 w2에서 같은 명제를 표현한다고 가
정해야 한다(커리(2004), p.40).
272) 대각선화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위해, 하나의 문장이 어떤 명제를 표현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다음의 상황을 생각해보자. 다음 문장의 발화를 보라.
(J) 존스는 담배를 피운다.
이때 화자와 청자가 ‘존스’라는 이름의 지시체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 보통의 상황이
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도 있을 수 있다. 세 가능세계들로 구성된 다음의 다소 제한된 논리
적 공간을 고려해보자.
w1: 존스는 개별자 a를 지칭하고 a는 그 세계에서의 유일한 흡연자이다.
w2: 존스는 여전히 a를 지칭하지만 이 세계에선 아무도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w3: 존스는 개별자 b를 지시하고 b는 그 세계에서의 유일한 흡연자이다.
다음의 행렬 K가 문장 (J)와 세 가능성 간의 관계를 나타내 준다
K
w1
w2
w3
w1
T
F
F
w2
T
F
F
w3
F
F
T
행렬의 행은, 세계에서 진리치로의 함수로서 명제를 표상한다. 가령 i번째 행은 세계 i에서의 (J)
의 발화에 의해 표현된 명제를 표상한다. 1,2번째 행, 즉 w1과 w2에서 발화된 바로서의 이
문장은 같은 명제, 즉 ‘a가 담배를 피운다’는 명제를 나타내는 것이다. 행렬의 열은 평가상황
을 표상한다. 방금 말한 명제는 w1에선 참, w2, w3에선 거짓으로 평가된다. 3번째 행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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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법을 정확히 호머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우리의 현실
세계는 호머가 가공의 인물인 세계일 수도 있고 실제인물인 세계일 수도 있
다. 현재까지의 정보로는 어느쪽이 참인지 밝혀줄 결정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자. 그렇더라도, 우리는 2차원적 의미론과 단검연산자를 이용해, 행렬 N의
대각선 명제로서 “호머가 실존인물이다”, “드라큘라는 실존인물이다” 따위의
문장발화가 표현하는 명제를 이해하게 된다. 호머나 드라큘라가 단지 허구적
인물들이라면 행렬 N의 맨 윗줄대로, 아니면, 즉 호머나 드라큘라가 실제 인
물 m1, 혹은 m2인 그런 세계들이라면 진리치는 이 행렬의 2,3행대로 매겨질
테지만, 우리 세계가 이들 중 어떤 세계인지가 밝혀지지 않은 현재 시점에선,
✝N행렬이 “호머/드라큘라가 실존인물이다”에 대한 올바른 진리치 할당이 되
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벌컨’이나 ‘해왕성’ 같은 이름의 경우들도 이해할 수
있다. 이 이름들은 이론이 규정한 조건이 각 가능세계에 지시체를 할당할 것
이다(이는 물적인 물질로 PI가 결정되는 ‘물’같은 자연종의 이름과 비슷하다고
하겠다). 현실 세계가 어떤 세계이냐, 즉 해당하는 천체가 실제로 존재하는 세
계냐 아니냐에 따라 그 PI가 추상적 대상 혹은 구체적 실체로 지정될 것이고,
그것이 알려지기 전까지는 ‘벌컨’이나 ‘해왕성’이 등장하는 문장에 대한 2차원
적 해석에 단검연산자를 적용하여 이해하면 된다.

른 명제, 즉 ‘b가 담배를 피운다’는 명제를 표상하고 w1과 w2에서는 거짓으로 w3에서는 참
으로 평가된다. 이제 스미스가 누가 존스인지 모른 채 (J) 문장의 발화를 듣는다고 해보자.
존스가 누구인지 모르니 스미스는 어떤 명제가 표현되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스미스는 말
해지는 바가 참이라고 믿을 이유를 가진다. 그에게 발화자는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는 누구든 존스라 불리는 사람이 흡연자라고 믿는다. 이 믿음은 w1과 w3에선
참이지만 w2에선 거짓이다. 진리치의 이러한 할당이 스미스가 믿는 명제를 결정하지만 이 명
제는 행렬 K의 어떤 행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스미스가 믿는 명제는 다음의 문장에 의해 표
현된다. “(J)의 이 발화에 의해 말해진 바가 참이다”. 자신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문장을
듣는 사람이 믿는 바는 바로 이 대각선 명제이다. 이 2차원 연산자가 적용된 행렬✝K는 다음
이 된다.
✝K
w1
w2
w3
w1
T
F
T
w2
T
F
T
w3
T
F
T
이제 발화가 어떤 가능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일정한 진리치를
각 평가세계에 대해 할당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곧 (J)의 화자가 전달하려는 바가 현실세계
가 w1이거나 w3이지 w2가 아니라는, 즉 대각선 명제가 참이라는 것임을 뜻한다. 단검연산
자에 대한 설명은 커리(1990), 스탈네이커(19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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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결론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 재미난 상상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그가 철학자가
아니라 선술집 주인이었을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하자. 우리는 이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컴퓨터 프로그래머였을
수 있다거나 사람이 아니었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가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
지 의심하게 된다. 이는 개체의 생물학적 기원을 한 사람의 본질적 속성으로
간주하는 우리의 생각을 반영한다. 특정시대에 특정 부모에 의해 태어난 사람
으로서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원래의 생애에서와 아무리 다른 의도와 결정들을
가지고 외부 환경 또한 완전히 달랐다고 가정하더라도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었을 가능성은 없다. 이제 홈즈에 대한 상상으로 옮아가 보자. 홈즈와 관련
된 상상의 폭은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것보다 훨씬 좁은 것 같다. 홈즈의 직
업이나 성격, 기질, 행적 따위가 홈즈의 정체성을 이룬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
결코 자유롭게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작가가 창조해낸 인공적 추상품으로서
의 홈즈는 단지 우연히 탐정이 되거나 수많은 사건들을 해결하게 된 게 아니
다. 이 대상은 작가가 소설 속에서 그렇게 서술해 놓았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속성을 가지게 된 대상이고 따라서 이 속성들 말고 허구적 대상의 정체에 접
근할 다른 경로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속성들로부터 독립적인 허구적 대상의
정체성이 따로 있다면 그 대상이 ‘탐정임’, ‘명민한 두뇌의 소유자임’ 등의 속
성을 가지지 않았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허구적 대상 자체가 바로
이런 속성들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 대상은 그 속성들을 가지지 않을 수 없
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소설 속에서 언급된 모든 속성들을 허구적 대상이 필
연적으로 가진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베이커街 221B에 거주함’
같은 사소한 성질들에 대해서는 소설에서의 서술과는 달리 그 성질을 가지지
않을 수 있다는 양상문의 참을 허용하였다.
허구에서 부여된 모든 속성들의 집합이 캐릭터 정체성을 구성한다고 보는
입장(볼토리니)의 반대편 극단에서 토마슨은 아예 속성집합을 캐릭터 정체성의
필요충분조건으로서 채택하길 포기하고, 단지 충분조건으로서만 받아들인
다.273) 이는 방금 필자가 언급한 사소한 성질들에 대한 양상문의 참을 받아들
273) x와 y는, 그것들이 같은 작품 안에 등장하면서 같은 속성을 부여받으면 동일한 허구적 대
상이다. 토마슨은 의존개념에 호소하여 허구적 대상의 존재의 필요충분 조건을 제시한다. 이
에 대해선 본고 III장 2.2절에서 이야기하였다. 토마슨이 핵심적 사건을 언급하는 양상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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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토마슨이 판단하기 때문이다. 허구
안에서 부여된 속성들이 다르게 설정되는 가능세계, 즉 원래의 것과는 다르게
쓰여진 작품이 있는 가능세계에서도 여전히 작품 및 캐릭터의 동일성이 유지
된다면 어떻게 그 속성들이 허구 대상의 정체성을 이룰 수 있겠는가? 그러나
속성집합을 허구적 대상의 정체성을 이룬다고 봄으로써 소설에서 규정된 속성
전부를 분석적 속성으로 보아야 하거나, 아니면 그 속성들에 대해 다른 가능
성을 허용하는 양상문을 받아들임으로써 속성집합이 허구 대상의 정체성을 이
룬다는 주장은 거부해야 한다는 견해 가운데에서 양자택일을 할 필요는 없다.
해답은 본질적 속성 집합을 따로 설정함으로써 마련된다. 본질적 속성들 바깥
에 있는 속성들에 대해서만 그것의 부정가능성을 말하는 양상문을 허용하게
되면, 우리는 본질적 속성에 대해서는 그것이 허구적 대상의 정체성을 이룬다
는 주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본질주의적 혼합논제에 따를 때 비
로소, 허구적 대상이 가진 모든 속성이 필연적이라거나 아니면 우연적이라고
주장하는 양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양상문 해석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본질적 속성들을 포함해서 모든 속성에 대해 캐릭터가 원래의 모습
과 달랐을 수 있음을 주장하는 양상문이 참이라는 직관도 분명히 있다. 평론
가들은 흔히, 사건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성향들, 행동들에 있어서 등장인
물이 원래와 달랐을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한다. 철학자들은 홈즈가
영국인이 아니었다거나, 그가 왓슨의 도움 없이 혼자 일할 수 있었을까라는
가정에 흥미를 가진다. 2차원적 의미론은, 본질적 속성에 대한 혼합논제의 핵
심주장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이러한 생각을 이론적으로 처리할 방법을 제
시해준다. ‘홈즈’는 우리 세계에서 추상적 대상에 붙은 이름으로 어떤 가능세
계에서나 같은 대상을 지시하는 고정지시어이다. 따라서 홈즈는 어느 세계에
서나 그의 본질적 속성들을 인코드하므로, 홈즈가 탐정이 아니라거나, 영리하
지 않은 가능세계들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홈즈가 진짜 사람이라면, 그는 자
신의 직업이나 업적에 있어 다른 가능세계들에서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고 이
는 캐릭터 홈즈의 본질적 속성들에 대해서도 그가 원래와 달랐을 가능성이 있
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2차원적 의미론을 통해 진짜 사람으로서의 ‘홈즈’에 대
해 말할 수 있음을 보았다. 이 이름이 실제로는 추상적 대상에 붙은 고정지시
어이지만 그것이 홈즈적 특성을 갖춘 구체적인 사람에 대한 이름일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물이 XYZ인 세계를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이름이 고정지시어임과 양립불가능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다. 탐정이고 홈

거짓을 처리하는 방식은 허구 대상이 의존하고 있는 작품의 동일성이, 핵심적 사건이 달라지
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다. 토마슨(1999), p.110, n.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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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의 여러 특성들을 갖춘 누군가가 (있다면, 그는) 모든 가능세계에서 그런 특
성을 가지지는 않는다. 즉 ‘홈즈’의 지시체를 나타내는 2차원 행렬에서 대각선
상의 방들의 자매방에 있는 개인들이 탐정이 아닐 수 있음을 근거로 우리는
“홈즈가 탐정이 아니었을 수 있다”고 말하게 된다. 이로써 ‘탐정임’은 캐릭터
홈즈가 필연적으로 인코드하지만, ‘필연적으로 탐정임’이라는 속성은 홈즈가
필연적으로 인코드하지 않는 속성이 된다. 허구적 대상이 인코드하는 속성들
간의 이러한 구분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 즉 허구에서 규정되는 양상성을 정
확히 포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2차원적 의미론이 가진 장점이다.
이렇게 되면 본고가 제시하는 해석이 결국, 적어도 중대한 사건들은 소설의
필연적 사건으로 취급할 것이라는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 안나 카레니나가
아무리 애를 써도 자신의 불행을 결코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면, 혹은 드미트
리 카라마조프가 배심원들로부터 사형을 언도받는 게 이야기의 필연적 귀결이
라면, 안나의 행동이나 드미트리의 공판 과정을 지켜보며 우리가 느끼는 아슬
아슬함이나 안도감 따위의 정서적 반응은 퍽이나 이상스럽다. 그러나 우리의
이론은 전혀 이런 이상스러움을 함축할 필요가 없다. 안나 카레니나나 카라마
조프가 맞이하는 사건들은 소설 안에서 어디까지나 완전히 우연적인 사건들이
며, 본장의 논의는 필자의 이론이 바로 이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음을 보
여준다. 안나 카레니나는 ‘브론스키와 사랑에 빠짐’이라는 속성을 본질적으로
가지는 캐릭터이지, ‘브론스키와 필연적으로 사랑에 빠짐’이라는 속성을 본질
적으로 가지는 캐릭터가 아님을 2차원적 의미론을 통해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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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1.
본고의 목표는 허구에 관련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상적 이해에 걸맞는
허구적 대상의 실재론을 구성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이론의 가장 적절한 후보
로 우리는 허구적 대상을 추상적 대상으로 파악하는 입장을 선택하였다. 이
입장에 대한 비교적 최근의 옹호자들에 의해 이론들이 보다 세련되게 다듬어
지고 있는 중이다. 특히 지시의 문제에 있어 큰 호응을 얻은 직접지시론을 출
발시킨 크립키나 직접지시론의 최근의 가장 강력한 옹호자인 솔먼이 추상적
대상에 대한 생각을 내놓았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것은 여기서 주장하는
실재론의 논리적 구조를 그대로 드러내준다. 허구적 대상에 대한 우리의 언어
사용이 실재론과 어떤 관련을 지니는지, 또 허구적 이름의 특성이 허구적 대
상의 본성을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말이다.
직접지시론은 이름이 포함된 문장에 대한 이름의 의미론적 기여는 오직 지
시체뿐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만일 이름만 있고 해당하는 대상이 없다면, 이
름이 포함된 문장은 구성요소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되어 버린다. 이것이
빈이름의 문제이고, 이 문제의 한층 강화된 버전인 존재부정문장의 문제를 I장
에서 다루면서 우리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이름의 지시체를 설정할 수밖에
없음을 보았다. 내포적 문장들 안에 들어 있는 빈이름들의 문제에 있어서도
실재론은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처리를 준다. 결국 직접지시론으로서는 허
구적 이름들에도 지시체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나은 선택지가 된다.
우리는 II장에서 지향성 문맥의 논리를 단순화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지시체의
설정이 요구된다는 점을 살펴본 바 있다. 그런데 이렇게 설정된 허구적 대상
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느냐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도 직접지시론은 중대한 역
할을 한다. 그것은 직접지시론이 고정지시론을 함축한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이름이 대상에 직접 붙는다는 것은, 문제의 대상이 일정한 기술이나 의미를
만족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 따라서 각 가능세계에서 기술을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대상이 아닌, 고정된 하나의 대상을 가리키게 됨을 뜻한다. 이때 고정지
시를 위해 그러한 지시를 가능하게 해주는 속성들이 따로 있어야 한다. 바로
본질적 속성이다. 허구적 이름들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이 적용된다. 즉 그것은
고정지시어이고, 따라서 통세계적 동일성을 보장해주는 본질적 속성들이 있다.
그러나 직접지시어 이론이 이름을 대상에 붙어있는 일종의 라벨로 취급하
며, 따라서 대상에 라벨이 붙게 되는 최초의 명명식 및 이 명명식과 이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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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사용 간의 인과적 연결이 이름과 대상 간의 관계를 확보해 준다는 점을
상기해보자. 이런 특성을 허구적 이름들이 만족시킬 수 있는가를 본고가 잘타
의 논의에 의존하여 간단하게 살펴보긴 했지만, 이미 있는 대상에 대해서가
아니라 작가가 문제의 이름을 쓰면서 해당되는 대상을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이 명명식의 수행이 일반적인 방식을 벗어난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힘들다. 사
실 방금 언급한 생각, 즉 허구적 대상이 만들어진다는 생각 자체가 많은 철학
자들로 하여금 미심쩍은 시선을 보내도록 하는 창조주의(creationism)를 의미
한다. 이는 추상적 대상이 생겨날 수 있다는 논제를 함축하며 철학적으로 상
당히 곤란한 문제를 일으킨다. 추상적 대상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지만 대체로
그것은 일정한 시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대상, 인과 관계의 사슬 바깥에 있는
대상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본문에서는 의존 관념으로써 추상적 대상 개념
을 확장하며 이 대상이 시간적 속성을 가질 수 있음을 허용하였다, 그렇더라
도 여전히 작가라는 구체적 대상과의 인과적 연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신비스러운 문제이다. 이렇게 볼 때 브락이 최근의 논문에서 창조주의에 대한
전면적 반박을 시도한 점은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274) 그러나 이 논문이 썩
훌륭한 반박을 펼치고 있지는 못하다. 실재론 편에서의 가장 강력한 논거 중
의 하나인 ‘작품의 일부’ 논제를 의식하고 있다는 점 이외에는 이렇다 할 논점
이 보이지 않는다. ‘작품의 일부’ 논제란 모든 종류의 반실재론적 논박들에 가
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분명한 직관에 호소하는데, 그것은 바로 허구
작품이 존재한다는 점을 의문의 여지없이 받아들이는 이상, 그 일부로서의 허
구적 대상이 존재한다는 것 역시 용인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필자도 본문에
서 이 논제를 언급했다). 그런데 허구 작품을 구성하는 것은 무엇인가? 작품이
인쇄되어 있는 종이나 그 위의 글자들, 스크린 위의 빛의 투사가 아님은 분명
하다. 허구 작품이 그런 구체적인 대상들을 만들어내는 체하기 행위 타입에
존재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작품 자체는 명백히 추상적 대상이
고, 이 추상적 대상의 구성품은 역시 추상적 대상일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사
건들, 사건을 일으키는(그렇게 묘사되는) 캐릭터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데 이 논제에 대한 브락의 반론은 다소 엉뚱하다. 그는 허구적 대상이 허구적
이야기, 플롯과 같은 종류의 대상이라는 반 인와겐을 인용하면서, 추상적 대상
이 아닌 구체적 실재론을 이야기하고 있다. 추상적 대상 이론가인 반 인와겐
이 말하는 여기서의 ‘같은 종류’의 대상이란 당연히 추상적 대상일 텐데도, 그
는 반 인와겐의 말을 따를 때, 허구적 캐릭터가 이야기의 일부라면 그 일부는
274) 브락(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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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응하는 이야기가 위치한 장소에서 발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다. 브락이 말하는 ‘이야기가 위치한’이란 표현은 상당히 어색하다. 우리는 이
야기책이 이러저러한 곳에 있다고 하지 이야기가 어딘가 위치해 있다고는 하
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작품’이란 말을 작품이 의존하고 있는 물리적 대상으
로 바꾸어 이해하고 이 물리적 대상의 일부라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 즉 일정
한 부피를 가진 인쇄본 덩어리의 일부에 해당하는 속성들을 ‘작품의 일부’로서
의 홈즈가 가져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펴고 있다. ‘작품의 일부’라는
말은 결코 이러한 함축을 가지지 않는다.
브락이 추상적 실재론에 관련하여 문제 삼는, 언제 허구적 캐릭터들이 작가
에 의해 생겨나느냐는 물음에 대한 논변 역시 별 설득력이 없다. 주된 논변은
다른 종류의 사물의 생겨남 역시 그 시점을 정하기 어렵지만 이는 그 대상의
동일성을 규정하기 어렵다는 사정에 의존하는 반면 허구적 대상의 경우에는
동일성의 문제가 해결되어도 여전히 발생 시점의 문제가 남는다는 것인데, 여
기에는 주장만 있고 논거가 제시되지 않는다. 게다가 그가 내놓은 실재론자들
의 가상 논제, 즉 작가가 새로운 캐릭터를 창조하려고 의도할 때마다 그 결과
지칭 체하기가 있고 허구적 캐릭터가 창조된다는 논제는 그 자체 상당히 의심
스러워서, 이에 대한 반례를 통해 실재론을 논박하려는 전략은 별로 성공적인
것 같지 않다.275) 그러나 본고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
하지 못했음은 인정하여야겠다. 원고를 저작하는 작가의 물리적 행위에 기반
하는 작품에 허구적 대상이 의존한다는 사실로써 허구적 대상에 대한 명명식
을 설명하는 토마슨의 의존 논제 및, 역시 비슷하게 ‘이야기하기 과정’ 자체가
‘확장된 명명식’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잘타의 설명에 기대어 허구적 대상이
인과 질서 안에 간접적으로 들어올 수 있음을 보인 것(II장 2.2절), 체하기 행
위 타입의 사례화, 즉 하나의 체하기 과정이 완결되어야 허구적 대상이 생겨
275) 반례들 가운데 하나를 고려해 보자. 두 개의 구분되는 지칭 체하기 의도에 하나의 캐릭터
라는 결과가 있다면 반례가 된다고 브락은 주장한다. 가령 <지킬박사와 하이드>의 주인공이
원래 두 명의 인물들이었는데, 이후에 수정되어 우리가 알고 있는 상반된 인격을 보이는 하
나의 캐릭터가 되었다고 하자. 이런 가상적 상황에서, 우리는 i) 스티븐슨이 두 명의 캐릭터
를 창조하였다가 나중에 하나를 파괴하였다고도, ii) 두 캐릭터를 창조했다가 나중에 그 둘을
융합했다고도, 또 iii) 스티븐슨이 두 명의 캐릭터를 만들었다가, 이 두 개별자에 ‘서로 동일
함’이란 불가능한 속성을 부여한 것이라고도 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ii)를 가정하는
데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따라서 이 반례는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는, 실제로 (필자가 알기
로는) 어떤 실재론자도 이런 논제를 내놓은 적이 없다는 점이다. 오히려 볼토리니는 단순히
어떤 허구적 대상이 있다는 체하기만으로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게 된다는 논제를 강하게 비
난하고 있다(볼토리니(2010), ch.3,ch.7). 본고에서 전혀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음은 물론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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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는 볼토리니의 논제를 살펴보고 속성 패턴이나 (체하기) 행위 타입이라는
요소들 자체는 생겨나는 것이 아니지만 두 요소를 관련시키는 작용은 어디까
지나 우연적인 사건이므로 허구적 대상의 존재가 우연적임을 밝힌(IV장 1절)
정도가 전부이다. 그 외에 작가가 속성들 자체를 만들어내지는 못하지만 속성
들의 특이한 조합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캐릭터가 창조된다는 직관이 일관되
게 유지될 수 있음을 말할 수 있겠다. 허구적 대상의 발생, 소멸에 관한 보다
복잡하고 정교한 논의들에 개입하지는 못했지만 이 정도에 만족하기로 하자.
이제 본문에서 제시한 허구적 대상 이론의 논의들을 정리하면서 본 논의의 장
점을 드러내 보이고자 한다.
2.
본고가 밀주의라는 의미론적 틀에 기반함으로써 이 이론이 제시하는 기본적
인 논의 구도를 좇아 허구적 대상의 정체성에 대해 논구하였음은 지금까지 이
야기한 바와 같다. 실재론에 대한 강력한 반론으로 작동하는 존재부정문장, 즉
“홈즈가 존재하지 않는다”를 참으로 받아들이는 일상적 직관의 문제를 다룰
때에도 밀주의적 입장이 이 문장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제대로 반영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까다롭고 힘든 문제이긴 하지만 일단 이 문장이 문자 그대로
참임을 고집하는 반실재론적 주장을 차단하는 데 성공하면 그 다음 작업을 든
든한 근거에서 해나가게 될 것이라는 기대 하에 I장의 논의를 비교적 상세히
진행하였다. 실재론적 해법을 피하려는 밀주의자들은 화용론적 해결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데, 이들은 존재부정문장에 대해 진리치 평가가 가능하다는 생각
이나 그러한 문장들 간에 보이는 차이들에 대한 우리의 직관을 어떤 혼동의
결과로서 설명을 통해 해소되어야 하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불만스럽다.
솔먼의 방식대로 허구적 이름들을 추상적 대상에 대한 지시어로 보는 입장
을 선택하고 나서 II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상적 대상 이론을 전개한다. 우선
밀주의 원리가 허구적 대상에 대한 이름들에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
펴보면서, 우리는 방금 창조주의를 언급하면서 지적한 허구적 대상에 대한 명
명식의 문제와 더불어 인공품으로서의 허구적 대상을 어떻게 고정지시할 것인
가의 문제에 맞닥뜨리게 된다. 본고는 인공품의 고정지시를 위한 원리로 폽스
의 퍼지적 본질 개념을 들여온다. 이 개념이 통세계적 동일성이 아니라 상대
역 관계를 전제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는 각 세계에서 ‘X'란 이름이 그 세계에
서 X를 표상하는 대상-각 세계에서의 X의 상대역-을 고정적으로 지시한다는
취지 하에 인공품에 대해서도 통세계적 동일성 및 고정지시어 개념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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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하였다. III장에서는 허구적 대상의 통세계적 동일성이 퍼지적 본질에 의
해 마련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본질적 속성에 해당하는 속성들의 경우에
는 현실 세계의 지시체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는 속성들의 무리에 허구적 이
름을 고정적으로 할당함으로써 우리의 직관을 존중하는 해석을 제시하였다.
이때 속성들의 위계를 마련함으로써, 본질적 속성에 속하는 속성들 모두가 반
드시 갖추어져야 하는 것들은 아니지만, 그러면서도 어떻게 ‘본질적’이라는 이
름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홈즈가 F가 아닐 수 있었다”
같은 양상문을 거짓으로 간주하지 않으면서도, F를 홈즈의 중요한 속성으로
생각하는 직관을 인정해 줄 수 있다.
본질주의적 혼합논제는 기존의 실재론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수용
함으로써 허구적 대상의 동일성 조건을 마련한다. 그것은 마이농주의에서 속
성집합의 요소를, 토마슨의 인공품주의에서 체하기 요소를 가져와 결합한 것
이다. 본고가 (S)와 (T), (A), (CI) 등의 조건들을 통해 이야기하기 행위 타입
의 동일성을 규정한 것은 미학 연구로서의 본고의 의의를 잘 드러낸다고 생각
한다. 피에르-메나르 케이스 같은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은 물론
이고, 이는 여타의 인공품과는 달리 단순하게 구조와 재료의 합성만으로 환원
되지 않는 예술 작품의 일부로서의 허구 캐릭터의 특성을 잘 반영한다. 이러
한 설명을 바탕으로 할 때 똑같은 허구내적 속성을 가지는 대상이더라도, 그
것이 어떤 작가에 의해 어떤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쓰여졌느냐에 따라 서로
구분되는 대상이 결과할 수 있다. 이처럼 기존 마이농주의와는 달리 허구내적
속성집합 바깥의 요소들을 대상의 동일성에 제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혼
합논제의 우위를 입증한다.276) 체하기 요소의 도입을 통해 구체적 대상이 가
지는 속성들(허구내적 속성)과 추상적 대상으로서의 허구적 대상 간의 관련성
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점도 이 논제의 강점이다. 또한 이 대상
은 ‘톨스토이에 의해 창조됨’, ‘유명함’, ‘프로이드에 의해 그 심리가 분석됨’
따위 허구 바깥에서 부여되는 속성들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무엇보다도
본질적 속성을 가려내는 데에는 개별 작품에 대한 분석 및 작품을 둘러싼 전
반적인 맥락에 대한 이해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혼합이론은 감상 및 비평의
실제라는 경험적 자료들의 뒷받침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의 이론은 경험을 무
276) 파슨스는 구체물의 경우에는 원자외적 속성과 그것의 약화된 버전이 동연적이라 함으로써
원자외적 속성도 원자적 속성 집합 안으로 포섭시켰지만, 허구대상은 추상적 대상으로서 이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체하기 요소를 원자적 속성집합에 포함시킬 길이 없다. 따라서 원
자적 속성집합만을 개별화 조건으로 보는 그의 이론에 따를 때 피에르-메나르 케이스를 해결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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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는 철학적 독단일 필요가 없다.
그런데 허구적 대상이 정말로 하나의 대상이려면, 그것은 우리의 인식적 접
근으로부터 독립적이어 하지 않을까? 그러나 대상에 대한 접근이 그 대상에
대한 기술을 통할 수밖에 없는, 이러저러한 기술들이 그 대상 자체의 정체성
을 구성하는 허구적 대상의 경우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주체에게 나타나
는 대상의 표상 방식과 무관하게 안나를 파악한다는 것이 가능한가? 필자는
안나 카레니나라는 캐릭터를 구성하는 속성집합이 소설 속의 기술들에 의존하
는 것은 분명하지만 전적으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소설의 기술들로부
터 일정 정도 독립적인 속성들을 포함할 수 있다는 말이다.
본질주의를 주장함으로써 본고는 분석성을 거부했다. 이는 소설에서 대상에
부여한 모든 속성들에 대해 그것이 소설에 기술된 바와 다를 수 없다는 생각
을 받아들이지 않음을 뜻한다. 우리는 홈즈의 사소한 속성, 가령 그의 주소에
대해서는 그것이 원래와 다르게 되었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허구
적 캐릭터의 속성들이 작가의 서술에 의해 부여된 것이긴 하지만, 일단 형성
된 대상에 대해서는 작가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서술이 가능해지는 것
이다. 필자는 이 부분이, 우리가 작가에 의해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않은 속성
에 대해서도, 등장인물이 문제의 속성을 결여한다거나 그 속성에 대해 불완전
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명시된 다른 속성들과의 현실법칙적 관계에 의해 함
축되는 속성을 대상이 가진다거나 혹은 적어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떤
특성을 분명히 가진다고 생각하는 경향과 다르지 않은 특성을 드러내 준다고
본다. 요점은 작품을 구성하는 요소들, 즉 사건이나 인물의 구축이 순전히 작
가의 자의적 결정에 의해서만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작가는 이야기
를 만들어내면서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작업하는 다른 예술가들처럼 객관적
세계가 부과하는 여러 제약들을 피할 수 없다. 대리석의 질감 및 다양한 물리
적 특성들이 그것을 가지고 만드는 조각품의 예술적 가능성들을 결정짓듯이,
또 작곡가가 작곡을 할 때 악기의 구체적인 특성 뿐 아니라 음재료가 가지고
있는 그 전개에 관한 내재적 논리에 구속되듯이, 작가 또한 자신이 다루는 재
료들에 대해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작가는 아무 속성이나
임의로 대상에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일단 부여된 속성에 대해서도 우리
가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속성들로 구성된 집합이 곧 캐릭터의 정체성
이라고 할 때, 이는 곧 캐릭터가 그 자체 하나의 객관적 대상으로서 성립함을
의미한다. 본질적 속성과 비본질적 속성의 분리는 허구적 대상에 관한 우리의
양상적 직관-“홈즈는 탐정이 아닐 수 있었다”는 거짓으로 “홈즈는 베이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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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C에 살 수도 있었다”는 참으로 여기는-을 잘 반영하면서, 또한 이처럼 허
구적 실재론의 논리를 일관되게 설명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허구적 대상이 등장하는 양상문에 대한 해석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IV장에서는 “홈즈는 탐정이 아닐 수 있었다”를 거짓으로 여기는 직관 뿐 아니
라 이를 참으로 여기는 직관에 대해서도 설명을 시도한다. 허구작품을 감상하
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III장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르면 분명히 본질적 속성에
속하는 속성들에 있어 변이를 허용하는 양상문들을 떠올린다. 긴박한 상황에
서 주인공이 결국은 살아 남으리라는 걸 알면서도 그가 낭떠러지에서 붙들고
있는 손을 놓칠 수 있을 가능성을 진지하게 생각하거나, 문제의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고 여기면서 안타까움이나 비통함의 느낌이 가중되거나 하는 것이
다. 물론 이는 허구에 대한 감정적 반응에 관계된 논의로, 그것은 결코 가볍게
다루어질 수 없는 또 다른 과제이다. 어쨌든 본고는 2차원적 의미론을 통해
“그 사람은 낭떠러지에서 손을 놓칠 수 있었다”는 양상문을 참으로 받아들이
는 직관에 대한 설명의 길을 열어놓았다. 그러나 또 동시에 사람들의 직관은
캐릭터가 그 동일성이 주요 사건들, 속성들로 구성되는 추상적 인공품임을 잘
파악하고 있다. 이런 직관에 따르면 ‘홈즈가 의사일 수 있었다’는 양상문의 참
을, 작품의 구상 단계에서 작가가 홈즈를 의사로 설정할 수 있었다는 식으로
설명하려는 사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답할 수 있다. 그것은 작가가 ‘홈즈’란
이름을 가진 다른 캐릭터를 만들 수 있었을 경우이지 홈즈가 의사가 될 수 있
었던 경우가 아니라고. 양상문의 해석에 대한 이러한 양가적 태도는 2차원적
의미론에 의해서만 제대로 이론 안으로 포섭될 수 있다.
2차원적 의미론은 또한 단검연산자와 결합하여 앞서 I장에서 다룬 “X는 존
재하지 않는다”는 문장의 읽기에 대한 통일적인 이론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도 효용이 있다. 이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 X의 지시체가 실존인물(대상)인지
알아야 하는가? 물론 그렇다. 실존인물이라면 이 문장을 ‘과거에 존재했던 X가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읽고, 그렇지 않다면 I장에서 홈
즈에 대한 존재부정문장의 해석에서 보았던 대로 ‘추상물 X는 추상적이지 않
다’는 식으로 읽으면 될 것이다. 그러나 ‘X’의 지시체가 어떤 대상인지 알지
못할 때에는 어떤가? 이 때에도 우리는 이 이름이 등장하는 문장에 대한 2차
원적 해석에 단검연산자를 적용하여 이해하면 된다. 물론 ‘존재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존재하
지 않음을 뜻하거나 현재 존재하지 않음을 뜻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X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X는 실존인물이 아니다”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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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으로 풀이될 수도 있다. 그것이 결정되고 나면, 이 문장의 발화가 현실세계
가 어떤 세계냐에 따라 의미하는 바 및 그 의미하는 바가 각각의 가능세계에
서 어떻게 평가될지가 결정될 것이다. 이러한 2차원적 행렬이 주어질 때, 우리
는 그 행렬의 대각선 부분을 취하여 현실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모를 때, 즉
‘X’가 과연 실존인물에 대한 것인지 아닌지가 밝혀지지 않은 시점에서도 이 문
장이 전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277)
3.
이제 본고의 주장을 하나의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현해 보자. 내가 혼자 머
릿속으로 어떤 이야기를 상상한다고 해보자. 나는 어떤 사람에 대한 하나의
속성집합을 형성한다. 나아가 나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과 공유해야 할 경우,
이 속성집합은 더 정교하고 사실감 있게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속성
집합을 마음 속에 품고 있다는 사실 자체로 허구적 대상의 존재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이 상상적인 대상에 대한 생각은 내 머릿속에서 나와서 다른 사람과
공유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나는 무언가를 만들어서 표시를 할 수 있
다. 가장 편한 방법은 그것에 이름을 붙이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가
고안한 이야기를 좀더 잘 전달하기 위해

빈 병에다가 기술들 목록을 적어 딱

지를 붙이고 그 병들을 가지고 일종의 인형놀이를 벌이거나, 아니면 종이에
표시를 해 가면서 A가 B한테 이러저런 행동을 하고 또 C가 등장하여 이런저
런 사건을 일으키고 하는 식으로 설명을 해 나갈 수 있다. 물론 이러저런 사
건은 진짜 일어난 일이 아니다. 우리의 이야기나 놀이는 단지 그런 일이 일어
난 체하는 것이므로, 빈 병이나 내가 설명을 적은 종이, 혹은 배우들을 동원하
여 찍은 영상 등은 월튼 식으로 프랍278)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고의 주장은
존재하는 것이 이 프랍들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들에 의존하여 분명한 정
체성을 가지는 무언가, 즉 추상적 대상으로서의 허구 캐릭터가 생겨난다. 동시
에 빈 병이나 배우 등의 프랍은 이 추상적 대상을 구체물로 나타낸 것이기도
하다. 월튼은 이야기, 허구 작품 자체도 프랍으로서 기능한다고 설명한다. 이
277) 대부분의 경우, “X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X는 실존하는 대상이 아
니다’로 해석된다. I장에서 “홈즈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을 자명한 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직관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이런 의미에서이다. 우리는 위에서 “홈즈는 실존인물이
다”의 진리치에 대한 행렬 N과 ✝N을 살펴보았으므로 “홈즈는 실존인물이 아니다”의 진리치
도 알고 있다. 따라서 “X는 존재하지 않는다”의 중요한 의미에 대한 분석을 이미 마친 셈이
다.
278) 이 개념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본고 I장 3.3절에 나온다. 그것은 규칙에 따라 허구적 참을
발생시키는 대상이다. 월튼(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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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틀에 따를 때 프랍과 허구 대상의 발생 간에 그 시간적, 논리적 선후 관
계를 따지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지는 것 같지는 않다. 전문작가건 친구들과 공
유하려고 만화를 그리는 아마추어건 뚜렷하고 생생한, 세부사항들을 완벽하게
갖춘 인물을 처음부터 머리에 떠올리고 프랍을 만들어 갈 수도 있지만 이야기
를 하면서 성격을 구축해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성의 구축과 더불어 사건
전개와 유기적 연관을 갖추도록 인물들의 행동을 조정해 가면서 각 캐릭터의
속성집합이 완성될 것이다.279) 여기서 프랍으로서의 이야기, 작품의 존재는 인
정하면서 그 일부인 허구적 대상들을 인정하지 않는 월튼의 입장은 납득하기
어려워 보인다.
작품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의 존재도 쉽게 인정할 것이라 생각한
다. 이야기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음의 유비도 허구적 대상의 존
재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 하더라
도 사건 자체와 그에 관한 보고, 이야기는 구분된다. 그렇지만 우리는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만큼이나 그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도 그것이 존재한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진짜 사람만큼이나 그에 상응하는, 그 사
람에 대한 이야기가 존재한다는 것 또한 인정할 수 있다. 이것은 곧 그에게
귀속되는 속성들로 이루어진 속성집합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실
제로 일어나지 않았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가능한 것처럼 실존하지는 않는
사람에 대한 속성집합도 가능하다.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면 그런
이야기들은 존재한다. 그렇다면 실존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속성집합도 실제
로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이야기만큼이나 그 존재를 부인할 수 없을 것
이다. 누군가 이러저러한 속성들로 된 집합을 구성해 냈다면 그런 집합은 존
재한다. 본고가 그 존재를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 속성집합으로서의 캐릭터인
것이다. 물론 진짜 인간과 허구적 캐릭터 간에는 확실히 어떤 심연이 있는 것
같다. 본고는 둘 간의 존재론적 지위의 차이를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
나 방금의 유비에서 분명히 드러나듯, 진짜 인간의 정체성을 나타낸 속성집합
과 허구적 인간의 정체성을 나타낸 속성집합으로 옮아가게 되면 그 차이는 그
다지 크지 않은 것 같다. 그렇다면 전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후자는 그
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확실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280)
279) 물론, 이야기와 각 캐릭터 간의 발생의 시간적, 논리적 선후 관계는 보다 엄밀한 이론의
추구에선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관해 본고 II장 2.2.3절 참조.
280) 널리 받아들여지는 허구작품의 존재로써 캐릭터의 존재를 입증하려는 시도로 볼토리니의
존재론적 논증도 언급할 만하다. 그는 허구적 대상의 동일성이 허구작품 동일성의 필요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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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볼 때 본고의 목표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사람
들이 은연 중에 인정하고 있었던 허구적 대상의 존재를 보다 선명하고 체계적
으로 드러내 보이려 한 것 뿐이다. 이를 위해 허구적 대상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우리의 말과 생각들을 분석하였다. 머리말과 I장에서 반실재론
에 대한 반박을 다루긴 했으나 본고가 실재론의 타당성을 옹호하는 가장 강력
한 논거로 제시한 것은 허구적 대상이 어떤 존재자이고 어떻게 개별화되느냐
에 대한 ‘이론’을 그럴듯하게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이다. 허구적 대상의
정체성에 대해 본고는 분명한 필요충분조건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그 정체성
을 구성하는 본질적 속성집합이 다른 속성들로부터 의미있게 구분될 수 있음
을 보였다. 이는 양상문에 대한 해석과 함께 진행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시도
된 이론이 완벽하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본고는 허구적 대상에 대한
개별화가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 대상을 언급하는 우
리의 담화들을 바꿔쓰기 없이 정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보이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실질적이고 건전한 존재론을 주장하
는 데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필자의 이론보다 나은, 더 정교한 장치들을 갖추
고 형식화에 있어서도 더 엄밀한 이론이 가능할 것이다. 필자는 그러한 이론
도 본고의 혼합논제와 대체적인 구도에 있어서는 비슷한 그림을 그리게 될 것
이라고 생각한다. 혼합논제가 내놓은 허구적 대상의 필요충분조건이나 인코드
같은 철학적 장치들이 그다지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별 문제가 되
지 않는다. 그에 대해 확고한 직관을 가지고 있는 다른 경우-가령 ‘수’에 대해
서 우리는 상식적 관념을 가지고 있어서 프레게의 집합론적 수 정의가 이상해
보인다-와는 달리, 우리는 허구대상에 대해 별다른 직관을 가지고 있지 않
다.281) 이처럼 사람들이 막연하게만 받아들이고 있는 허구적 대상의 존재론적
본성에 대해 본고는 충분히 정합적인 이론을 마련할 수 있음을 예시한 셈이
다. 그러한 이론을 통해 허구적 대상의 존재를 인정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생각에 어떤 오류가 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음을 자연스럽게 인식하
게 되기를 희망한다.
필자는 루이스의 구체적 실재론이나 파슨스나 카스타네이다의 이론 같은 형
이상학적 이론에도 흥미를 느낀다. 이런 이론들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할 뿐
아니라 그 자체 수학적 아름다움에 비교할 만한 합리적, 체계적인 이론으로서
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본고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직관과 상
임을 보임으로써 허구적 대상이 불가결함을 보이려 하였다. 볼토리니(2010), ch.7
281) 볼토리니(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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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기반으로 하는, 그것을 제대로 설명해 주는 허구적 대상의 이론이었다.
이론적인 호기심이나 실험적 시도의 독창성, 논리적 엄밀성 등의 추구도 중요
하지만 그러한 관심이 건전한 직관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이론들
은 허구에 대한 우리의 담화 전체를 얼마나 잘 설명하느냐를 가지고 비교, 평
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설명력의 제고란 측면에서 본고는 최선의 이론을 제시
하였다고 생각한다.
4.
본고가 허구적 대상의 실재론에 주어지는 반박들을 애써 무시하거나 회피하
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점은 말할 수 있다. 그것들을 최대한 의식하고 대응하
려 노력했으나 그 모두에 대해 만족할 만한 대답을 내놓았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창조주의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 위에서 언급하였지만, 그 외에 본고가
심각한 반론이라고 생각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제대로 된 동일성 조건을 지적
하기 힘든 허구적 대상의 문제이다. 토마슨은 이 문제에 대해 “동일성 없는
존재자들”이라는 파슨스의 논문282)을 거명하며 그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는 입장을 취했지만, 쓰레기더미처럼 실제 대상 가운데에도 그런 것들이 있다
는 대답이 만족스럽게 여겨지지는 않는다. 특히 본고는 보통 이름 없는 군중,
개별화가 불가능한 괴물 무리나 벌레 떼 등에 적용되는 이 문제가 보다 일반
적인 문제로 확대될 수 있음을 걱정한다. 많은 허구작품들이 이런 대상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 결국 제대로 된 이름을 가지고 개성적 성격을 드러내는
캐릭터는 작품의 극히 일부인 주요 등장인물에 국한된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이 문제를 단순한 예외로 처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게다가 이름 없는
허구적 대상은 사람이나 괴물뿐만이 아니다. 의자, 돌멩이 등 허구 속에는 사
람 이외에도 많은 대상들이 등장한다. 이런 것들도 모두 허구적 대상들인가?
그것들의 개별화 조건을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가? 이런 대상들은 ‘런던’이나
‘나폴레옹’ 같은 이름들과 연관된 문제, 즉 실제 대상의 허구로의 유입이라는
일반적 문제의 한 경우로 취급할 수 있을까? 의자나 돌멩이 등 많은 일상적
대상들이 허구 외부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니 말이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본격적인 논구는 다음 기회로 미룰 수밖에 없다.
또한 우리의 논의에 따르면, 진흙덩이를 파이인 체 가지고 노는 놀이에서도
허구적 파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물을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변은 부당한
주장이 아닐까? 필자가 보기에 이 경우는 파이에 대한 언급이 체하기 게임 바
282) 파슨스(1987). 토마슨(1999),p.161,n.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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깥으로 나갈 때엔 거의 없다는 점에서 홈즈의 경우와는 다른 것 같다. 이 때
에도 “어릴 적 놀이 속에서 먹었던 파이”와 같은 표현이 가능할까? 그러나 홈
즈에 대해 허구바깥에서의 속성 부여가 일반적인 것은 홈즈를 가지고 벌이는
체하기가 작품에 의존한다는 사실에 의한 것임에 주목해야 한다. 본고는 솔먼
에게서 마이농주의의 혐의를 벗기기 위해 I장에서 제시했던 존재/비존재의 기
준이 이런 경우들을 성공적으로 가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 가운데 하나
는 한 사회 안에서 그 이름이 공적으로 통용되고 지시체도 함께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기준이다. 또한 이는 다시, 위에서 창조주의와 관련하여 언급한 문제,
즉 허구적 대상이 언제-어떻게 발생하게 되는가라는 논점과도 연관이 된다.
즉, 허구적 대상이 체하기 행위 타입의 사례화, 즉 체하기 행위 과정의 완료이는 곧 작품의 완성이다-와 함께 발생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러한 행위
타입이 언어 공동체의 사회적 관행 안으로 도입됨으로써 그 이름과 지시체가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논의는 서로 맞물려 있다.
그렇다면 진흙 파이는 그 놀이가 진행되는 동안에만 허구적 대상을 발생시킨
다. 이 놀이가 산타클로스 전설처럼 하나의 문화적 관행으로 자리잡지 않는
한, 그것은 일시적으로 생성되었다가 놀이가 끝나는 순간 사라진다고 보는 것
이 맞다. “어릴적 놀이 속에서 먹었던 파이”란 지금은 사라진 바로 이 대상을
지시하는 표현이라 하겠다. 작품이건 문화적 관행이건, 물리적 아이템을 기반
으로 하는 존재자들에 의존함으로써 허구적 대상은 공적인 정체확인의 통로를
확보하게 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재론이 허구에 관한 우리의 담화들을 이해하는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방식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을 수 있다. 이들은 주로
이 이론이 가지고 있는 존재론적 직관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다. 본고가 존재
한다고 주장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 가령 수 존재의 부정, 혹은 추상적
존재자 전반에 대한 부정은 확실히 이상하다. 그러나 존재하는 것을 이름의
지시체로 보는 솔먼 식의 논의는 정말로 받아들일 만한 것인가?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은 모두, 아니면 솔먼의 논의를 통해 보듯이 드문 몇몇 경우들을 제외
하고는 다 존재하는 것인가? 정말로 그것들은 존재하는가? 분명한 것은 그것
들의 존재가 우리의 언어, 사고 체계 속에 뿌리박혀 있다면 그 존재를 부인하
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는 것이다. 허구적 대상이 바로 이러한 경우에 속한
다. 그것은 심지어 구체물처럼 인과적 작용력도 가지는 것 같다. 홈즈는 여전
히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은가? 강렬한 충성심으로 영국
드라마 <셜록, 시즌II>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라. 이들이 그 드라마의 주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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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진짜로 홈즈인지 의심하거나, 아니면 홈즈에 대한 오마쥬나 혹은 세련되고
현대적인 홈즈의 재해석이라고 생각하거나에 관계없이 이 담론에는 끊임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코난 도일의 홈즈 캐릭터가 등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상
에 대한 언급이 잘못되었다거나, 단지 비유적이라거나, 뭔가를 생략한 채로 말
하는 것이라거나 혹은 체하기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전혀 그럴듯하지
않다. 결정적인 이유는 다음의 인용문에 잘 요약되어 있다. 본고를 마치면서
필자는, 허구적 대상의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카르납의 다음 주장을 상
기시켜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추상적 대상에 대한 이 주장이 정확
히 그대로 (추상적 대상으로서의) 허구적 대상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본고는 주
장한다.
의미론적 방법을 발전시키려는 사람들에게 결정적 질문은 추상적 존재자의
존재에 대한 소위 존재론적 질문이 아니라, 추상적 언어 형식의 사용이 그런
의미론적 분석이 목표로 하는 바, 즉 분석이나 해석, 명료화, 의사소통 및 과학
의 언어 구축 따위의 목표에 편리한지, 유용한지이다.......의미론적 분석을 수행
하고 그 작업에 적합한 도구들을 사유해온 철학자 가운데 플라톤, 아리스토텔
레스에서 시작하여, 현대 논리학에 기반한 보다 기술적 방식을 사용하는 퍼어
스, 프레게 등을 포함한 많은 이들이 추상적 존재를 받아들였다. 물론 이것이
사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유명론자들이 맞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
면, 그들은 지금까지보다는 더 나은 논증을 제공해야 한다. 존재론적 직관에
호소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그들은, 추상적 존재에 대한 모든 지칭을 회피
하는, 그러면서 다른 방식과 똑같은 결과를 더 단순한 수단을 갖고 획득하는
그런 의미론적 방법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추상적 언어 형식의 용인, 부정은 과학분과의 다른 언어형식의 그것처럼 결
국은 도구로서의 효율-요구되는 노력의 양 및 복잡함에 비해 얻어지는 결과의
비율-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그런 언어 형식을 성공/실패로써 테스트하지 않
고 단지 독단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과학적 진보를 방해
하므로 해롭다. 과학의 발전의 역사는 종교, 신화, 형이상학 혹은 다른 비합리
적 기원을 가진 편견에 기반한 그런 금지의 예들을 보여준다......탐구의 특정
영역 어디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나 유용한 것으로 보이는 어떤 형식의 표현의
자유든지 부여하자. 유용한 기능이 없는 형식은 결국 제거된다. 단언을 하는
데 조심하고 그것을 검사하는 데 비판적이도록 하자. 그러나 언어 형식의 부과
에 있어서는 관대하도록 하자.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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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Abstract Realism of Fictional Objects
- Focusing on the Syncretistic Thesis Based on Millianism
Lee, Jong-Hee
The Dept. of Aesthetic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aim of this dissertation is to present a theory of fictional object
compatible with our general understanding of fiction. I propose a
version of abstract realism of fictional objects which claims that
fictional names refer to abstract entities. Concerning this issue, make
believe accounts of anti-realism have won widespread affirmative
responses lately, but I find this approach fatally problematic. My
argument in favor of realism here begins with examining serious
objections to realism, not those to anti-realism. The fact that almost
everyone regards the sentence “Holmes does not exist” as true can be
used against the realist view of fictional entity. However, I aim to
provide a way of defending realism by refuting this line of thinking.
The first author who suggests that fictional names refer to abstract
objects is Saul Kripke, the founder of the direct reference theory.
Nathan Salmon, one of the strongest recent defenders of the theory
also suggests the same idea with an analysis of negative existentials.
Negative existentials, such as “Holmes does not exist” have a problem
which cannot be solved easily. The above sentence says that what
“Holmes” refers to does not exist, but at the same time it affirms
there to be a thing that does not exist, which leads to a paradox such
that it attributes and denies same predicate to one and the same
subject. The traditional solutions for this problem commonly neg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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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intuition that the names in these sentences are actually used, not
just mentioned. On the contrary, recent pragmatic approaches based on
Millianism respect this intuition and attempt to solve the problem in
quite complicated ways. But all of these solutions which do not allow
the reference of the name 'Holmes' are not satisfactory. The failure of
these

approaches

made

by

non-Millian

theories

about

names

or

anti-realist Millianism leaves us with an option of adopting a realistic
Millian solution. After all, to understand the given sentence properly,
we cannot but endorse a theory which allows “Holmes” to have its
reference.
These considerations in the above show that the direct reference
theory is deeply related with the logical structure of the sort of
realism I argue for here and that the direct reference theory can be
fruitfully used to illuminate the nature of fictional objects. This is
because the direct reference theory implies the rigid designator theory:
that a name is directly attached to an object means that the object in
question doesn't have to satisfy a certain description, and in each
possible world, the name refers to one fixed object, not different
objects which satisfy the description. It is certain that in the actual
world, we cannot find a real person which is labelled with the fictional
name

“Holmes”.

And

this

is

why

concrete

realism

can

not

be

compatible with the direct reference theory. We have to focus on the
object which is labelled with the name “Holmes” in the actual world
and this object is not a human beings who lives in another possible
world, but an abstract object as a fictional character. According to the
concrete realist, so many Holmes-like persons who live in each world
are equally entitled as the references of “Holmes” since there is no
person who satisfies Holmes-like conditions enough in the actual world
and as a result there is no definite criterion for someone’s being
Holmes. In this regard, concrete realism diverges from the direct
referenc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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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discussion here shows that abstract realism can be seen as a
logical corollary of Millianism. Above all, abstract realism begins with
the obvious and plain intuition that Holmes exists as a literary
character and this is in accordance with the usual common sense
perspective in which we say that an artwork or a country exists.
Unlike existing theories in abstract realism, which have not gone
beyond presenting the basic idea, this paper aims to propose an
account of identity and individualization of fictional object with a
substantial ontological bearing. The fact that a coherent and systematic
account of fictional object can be found is a positive evidence for
fictional realism.
As such a theory, I propose a syncretistic theory which combines the
property set element in Meinongian theory and the make-believe
element in Amie Thomasson's artifactualist theory. Meinongian theory
reflects the idea that we individualize fictional objects with a certain
set of properties. Holmes is tied to such properties as 'being detective',
'being smart' and is differentiated from Watson, who is tied to such
properties as 'having been army surgeon', 'being assistant of Holmes'.
The other axis of the syncretistic thesis is the make-believe element
which was originally advanced in anti-realist theories. In order for a
fictional object to actually exist, there must be some story-telling. The
story-telling is a case of make-believe in which we pretend to report
that such and such person did such and such things.
Thomasson’s theory extends the domain of abstract object by making
use of the concept ‘ontological dependence’. According to her theory,
fictional objects do not necessarily be subsumed under the platonic
sphere. They are the objects which exist in a non-spatiotemporal way
themselves but depend on a story-telling process, that is, an act of
make–believe and the latter cannot but have relation with the physical
items. Speech acts or writings are parts of the actual world, which are
included in the causal chain. Thomasson’s theory supports the 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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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inary intuition that fictional objects are regarded as the creatures of
human

being,

especially

the

product

of

human

imagination.

The

make-believe element also highlights the significance of this thesis as
an aesthetic study.
If abstract realism is the corollary of Millianism, then it will be
natural for the theory to regard fictional names as direct reference
terms. However, if Holmes is an abstract object, how can it satisfy the
causal mechanism of direct reference theory? Besides, the idea of rigid
designator that Kripke talks about leads to the claim that there are
essential properties by which we can rigidly refer to the same entity
cross-worldly. Can we apply this concept of ‘essential property’ to
artifactual objects such as literary characters? On the one hand, the
rigid designation of an abstract entity can be explained with the
concept of ‘extended baptism’ and on the other hand, the rigid
designation of an artifact can be clarified with the concept of ‘fuzzy
essence’. Although the cross-world identity of fictional objects is
possible in virtue of fuzzy essence, as for essential properties, the
property set which is not too far from the one in the actual world is
fixed to the fictional name. I incorporated these points to provide a
better interpretation of modal sentences which answers our intuition.
With the hierarchy of properties, we can also understand how the
non-necessary properties can be categorized as ‘essential’. Despite the
fact that we consider F as an essential feature of Holmes, it is also
intuitive that we do not regard the modal sentence “Holmes might not
be F” as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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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글
굉장한 모험을 마친 듯한 기분이다. 어려서부터 겁쟁이였기에 내내 부딪치는
장애들에 많이 겁을 먹었었다. 지금도 불안은 가시지 않는다. 소심한 만큼 신
중한 모험을 한 건 분명하지만, 그 결과에 몇 명이나 수긍해줄 지는 알 수가
없는 일이다. 허구적 실재론이라니! 무언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에서, 그
‘무언가’에 가장 적당할 듯한 ‘홈즈’란 이름의 무언가가 분명히 있다는 주장을
끌어낸 일부터, 다들 허구적 이름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직접지칭이론
으로써 그 이름에 대한 설명을 펼쳐간 것까지 어디 하나 만만한 데가 있는가
말이다. 상식을 벗어난 철학다운 이론을 멋있다고 선택했으니 다 감수해야 할
몫이지만, 이 멋진 이론이 실은 소박한 상식들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보이고
싶었음을 말해둔다. 그 연결을 철학적으로 명료화하는 방법은 복잡하게만 보
였다. 얼핏 무언가 떠올랐다가 좀 더 생각해 보면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찾아 읽어 보아도 별 수를 만나지 못할 때가 대부분이었다. 참으로 우울했
다. 그러나 해결의 기미가 보이는 순간을 찾아가는 과정에는 설레임도 있었다.
어거지로 글을 마치지만, 도와준 분들께 고마움을 표하는 곳에 이르게 된 것
만큼은 기쁘다.
한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둔하고 미욱한 제자에게 용기를 주신 오병남 선생님,
터무니없이 불성실했던 제자를 이끌어 석사논문을 지도해주신 김문환 선생님
께 가장 먼저 감사를 드린다. 그분들의 가르침이 있었기에 철학자들의 고민
가운데 작은 귀퉁이나마 한 조각 찾아내어 생각해 보는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글의 일부를 읽어주시고 공개 심사 자리에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
져 주신 이해완 선생님, 신혜경 선생님께도 감사드린다.
미흡한 글에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선생님들께서 심사를 맡아 주셨다. 그리하
여 심사 과정들은 긴장과 두려움보다는 그분들과 앉아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
는 장면의 벅찬 자랑스러움으로 떠오른다. 선우환 선생님이나 강진호 선생님
께는 철학과 세미나를 통해 이미 많은 것을 배운 데다, 글을 쓰면서도 큰 도
움을 받았다. 논문 이후의 길까지 자상하게 일러주신 임일환 선생님, 꼼꼼한
손길로 곳곳에서 어색한 문장과 어설픈 논리들을 일깨워주신 김성수 선생님께
도 큰 절을 올리고 싶다. 고민했던 부분들을 여지없이 지적해주고, 억지로 끼
워 맞춘 부분들을 풀어 헤쳐 일관된 논리로 재구성하도록 조언을 주신 선생님
들께 어떤 감사의 말씀을 드려도 부족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큰 인사는 오종환 선생님께 올려야 할 것 같다. 석사과정 때,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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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정 찾아가 논문 지도를 부탁드렸을 때 보여주신 따뜻함이 생각난다. 언제나
그러한 따뜻함으로, 또 때로는 영문을 알 수 없는 신뢰감으로, 심지어 웃음 하
나만으로도 비길 데 없는 커다란 채찍과 자극을 주신 선생님이시다. 이번에도
몇 번이고 되짚어 글을 읽어주셨고 통찰을 던져주는 토론의 시간도 여러 번
함께 해주셨다. 결국은 그 은혜를 다 갚지 못할 것이 틀림없다.
과 동료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많은 시간을 같이하진 못했지만, 14동
복도를 거닐면서 같은 학문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느낌에 혼자 뿌듯해
한 적이 많았다. 논문의 구상 무렵에 스터디를 함께 해준 운화, 최신 논문 검
색 방법을 알려준 은혜, 재미없는 논문에 항상, ‘그래도 재밌어요’ 한마디를 던
져준 민정이를 비롯해 317호 동료들, 영미분과 선후배들 모두에게 큰 빚을 졌
다. 귀국하자마자 도움을 쏟아준 선우와 현주에게는 또 뭐라 감사의 말을 해
야 할지. 둘이서 세심하게 영문초록 문장들을 다듬어 주었다. 늘어놓는 말들이
많아져도 참고 들어주는 음악미학 분과 분들에겐 전혀 관련 없는 논문을 내놓
게 되어 미안하고도 고맙다. 모든 분들이 해준 작고 큰 논평들과, 그분들과의
대화를 토대로 글이 채워지지 않았더라면 논문은 그나마 있을지 모를 장점들
마저 모두 잃었을 것이다. 누구보다 선아씨를 빠뜨릴 수는 없다. 항상 더없는
격려와 위안을 베풀어준 선아씨 덕분에 317호 문을 열 수 있었다.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
써야겠다는 마음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온갖 딴짓들로 낭비되는 시간들에
도 논문에 계속 관심을 보여준 이들 덕분이다. 화를 내면서 재촉해준 33년지
기 친구에게 감사인사를 전한다. 게으르기만 한 나에게 응원을 보내준 언니,
오빠에게도 고맙고, 보고 싶다는 마음 전하고 싶다. 묵묵히 아이들을 챙겨주신
어머님, 관심과 믿음으로 지켜보아 주신 아버님께도 감사드린다. 아버지는 아
주 가끔씩 발휘되는 끈기와 노력의 원천이 되어 주셨다. 그분들께 이 논문이
자랑이 되어야 할 텐데, 부끄럽기만 하니 큰일이다. 순간순간 감히 종교적인
경외감을 느끼게 해준 아이들 덕분에 나는 이 글을 쓸 수 있었다. 그 이름처
럼 지혜롭게 빛나는 지혜와 보석이가 곁에 없었다면 박약한 정신이 이런 긴
여정을 결코 견뎌내지 못했을 것이다. 언제나 더 나은 인간이 되자고 다짐하
게 하는 사랑을, 지금도 한없이 샘솟게 해주는 남편에게는 존경과 감사의 말
을 함께 전한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어머니께 바친다. 누덕누덕하고 무겁기만
한 논문을 받아 들고, 조금은 당신의 가르침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끼시기를
바래본다. 그리고 언제나 막내딸은, 어머니와 나누는 이야기가 세상에서 제일
즐겁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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