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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허구 인물에 한 추상 실재론에 따르면,허구 인물은 작가에

의해 창조되는 추상 상이다.즉,셜록 홈즈나 제인 에어 같은 허구

인물은 시공간상 치를 유하지 않는 추상 상으로서 실 세계에

존재한다.크립키,샐먼,토마슨 등의 추상 실재론자들은 허구 인물

이 존재론 으로 국가나 단체 같은 사회 구성물,혹은 인공물과 같은

범주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추상 실재론은 허구 인물에 한 다른 실재론들 반실

재론에 비해 허구 인물에 한 우리의 직 을 잘 포착한다는 장 을

지니며,나는 이러한 측면에서 추상 실재론이 허구 인물에 한 이

론들 상당히 유리한 치에 있다고 생각한다.하지만 만약 추상 실

재론이 상정하는 상인 허구 인물이 우리의 존재론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면,추상 실재론은 설득력을 잃게 될 것이다.따라서 나는 추

상 실재론을 옹호하는 입장에서,추상 실재론이 지닌 형이상학 문

제의 해결을 모색하고자 한다;나는 추상 실재론이 구체 으로 어떠한

형이상학 문제들을 지니는지를 살펴보고,내가 제시할 새로운 추상

실재론이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을 보일 것이다.

추상 실재론이 지니는 형이상학 문제들은 크게 추상 실재론 일

반의 문제와 추상 실재론 내부의 문제로 나뉘어진다.먼 반실재론자

인 록과 에버렛이 제기한 추상 실재론 일반의 문제들은 공통 으로

추상 실재론자가 허구 인물의 존재론 지 에 해 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을 지 한다. 록은 추상 실재론자가 허구 인

물의 존재 시 을 제 로 집어내지 못하며,결국 허구 인물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 상인지를 설명하는 데 실패한다고 주장한다.한편 에버

렛은 추상 실재론자가 받아들이는 허구 인물의 동일성 조건이 성립

한다고 볼 경우, 실 세계에서 미결정 동일성 비정합 동일성이

성립하게 된다고 지 한다.즉 추상 실재론을 받아들이려면,수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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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존재론― 실 세계에 p이면서 동시에 ¬p인 상,혹은 p인지

¬p인지 정해지지 않은 상을 포함하는 존재론― 까지 받아들여야 한

다는 것이다.

록과 에버렛이 제기한 문제들은 모든 형태의 추상 실재론에 용

되는 문제이다.그러나 설령 추상 실재론자가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해도,추상 실재론이 지닌 모든 형이상학 문제가 사라지는 것

은 아니다;추상 실재론은 허구 인물 신화 상 뿐만 아니라

상상의 산물의 존재까지 수용하는 무제약 추상 실재론,그리고 허

구 인물과 신화 상은 수용하지만,상상의 산물의 존재는 거부하는

제한 추상 실재론으로 나뉘는데,이 각각의 입장 역시 심각한 형이

상학 문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먼 표 인 추상 실재론자

하나인 샐먼이 지지하는 제한 추상 실재론은 상상의 상은 존재

하지 않는 반면,허구 상은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인데,카 란은 이

러한 형태의 추상 실재론을 받아들이려면 창작과 상상이 왜 서로 다른

존재론 효력을 갖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 한다;그는 이

두 활동 간의 존재론 효력의 차이를 찾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

고,따라서 제한 추상 실재론은 상당히 무거운 설명 부담을 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토마슨이 지지하는 무제약 추상 실재론은 상상의 상 역시

존재론에 포함시킴으로서 이러한 설명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하지

만 무제약 추상 실재론은 바로 이 때문에 다른 문제,즉 “지

향 상 이론이 발생시키는 무거운 존재론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를 떠안게 된다.무제약 추상 실재론에 따르면 우리가 상상을

포함한 단순 사유를 통해서 얼마든지 실 세계의 존재자를 늘릴 수 있

게 되는데, 부분의 철학자들은 이처럼 쉽게 실 세계의 존재자를 만

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직 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본다.따라서

무제약 추상 실재론이 이 존재론 책임을 수반한다면,다수의 철학

자들은 이 입장을 거부하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추상 실재론자는 어느 입장을 택해도 심각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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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제한 추상 실재론과 무제약 추상

실재론 모두 섣불리 해소할 수 없는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이

다.그러나 나는 내가 제시할 새로운 추상 실재론을 통하여,추상 실

재론의 틀 안에서 제한 추상 실재론이 진 설명 부담,그리고 무제

약 추상 실재론이 수반하는 존재론 책임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새로운 추상 실재론은 제한 추상 실재론,즉 허구

상은 받아들이면서 상상의 상은 거부하는 입장의 한 갈래이다.하지만

새로운 추상 실재론은 허구 상이 작가의 창작 활동만으로는 존재

할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서 기존의 제한 추상 실재론이 겪는 문제,

즉 존재론 효력의 측면에서 창작과 상상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해야

하는 부담을 피할 수 있다.이 입장에서는 창작 활동이 상상 활동과 근

본 으로 같은 활동이다;즉,한 허구 이야기를 창작하는 것은 그러한

이야기를 상상하는 것과 근본 으로 다르지 않다.이 때 상상은 어떠한

구체 상에도 의존하지 않으며,어떠한 구체 상도 만들어내지 않

는다는 에서, 실 세계의 존재자를 늘리지 못한다;그리고 창작은 상

상과 근본 으로 유사한 활동이므로,창작 활동 역시 그 자체만으로는

실 세계의 존재자를 늘리지 못한다.

새로운 추상 실재론에서는 허구 인물이 존재하기 해 작가의 창

작 행 뿐만이 아니라,독자들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인간에 의해

존재하는 추상 존재자 하나인 사회 구성물들, 컨 취미 활동

모임이나 학회,국가 등이 존재하기 해 사람들의 합의를 필요로 하듯

이,허구 인물 역시 존재하기 해 독자들의 합의라는 구체 활동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새로운 추상 실재론에서는 구체 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허구 작품 허구 인물이 존재하게 된다:먼 작

가가 거리와 등장 인물,배경 설정 등을 갖춘 허구 작품을 창작한다.

이때 작가가 ‘허구 작품을 창작했다’는 것이 ‘특정한 거리와 등장 인물,

배경 설정 등을 상상했다’와 크게 다른 의미가 아님을 염두에 두어야 하

며,이 단계에서는 아직 어떠한 상도 새로 생겨나지 않는다.하지만 어

떤 독자들이 작품을 읽고,작가가 상상해낸 바,즉 이 작품 속에서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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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사건이 일어나며,그 사건을 겪는 등장 인물 C가 어떠한 인물이

다 등의 내용이 성립하는 듯이 말하는 맥락이 있다는 ,그리고 이 맥

락에 참여하거나,맥락에 해 비평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하다는

에 합의하고,이를 이행한다면 허구 작품이 존재하게 된다.그리고 이

러한 허구 작품이 있으며,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 C에 해 이러 러

한 사실이 성립하는 듯이 꾸며내 말하는 맥락이 있고,이 맥락에 참여하

거나,맥락에 해 비평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하다는 것이 독자들

간에 합의되면,허구 인물 C가 존재하게 된다.

이처럼 허구 작품 허구 인물의 존재가 작가의 창작 행 뿐만 아

니라 독자들의 합의를 필요조건으로 삼는다는 것을 받아들임으로서,새

로운 추상 실재론은 무제약 추상 실재론의 문제를 피해갈 뿐만 아

니라,제한 추상 실재론이 지고 있던 설명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

한 새로운 추상 실재론은 록과 에버렛이 제기한 추상 실재론 일

반의 문제 역시 잘 해결할 수 있다;새로운 추상 실재론에서는 독자들

의 합의에 의해 허구 인물이 존재하게 되는 시 이 구체 으로 정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비정합 이거나 미결정 인 상이 존재론에서 배

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새로운 추상 실재론이 추상 실재론이 나아가야 할

궁극 방향을 제시해 수 있다고 생각한다;새로운 추상 실재론은

추상 실재론이 지닌 장 을 그 로 유지하면서,동시에 기존의 추상

실재론이 해결하지 못했던 형이상학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이

론이기 때문이다.

주요어 :허구,허구 인물,허구 이름,추상 실재론,형이상학

학 번 :2013-2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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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분석철학의 통에서 허구 인물에 한 논의는 게와 러셀에 의

해 시작되었다.정확히 말하면 이들은 허구 인물 자체에 해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허구 이름을 포함한 문장을 어떤 식으로 분석해야 할

것인지를 논하 다.이들의 논의는 허구 인물이라는 상이 아니라,공

허한 이름 하나인 허구 이름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이 맞춰

져 있었으며,이들은 기본 으로 허구 이름이 어떠한 것도 지칭하지

않는 공허한 이름이라는 을 별다른 의심없이 받아들인다.1)결국 허구

인물을 허구 이름이 지칭하는 상으로 이해한다면, 게와 러셀

은 허구 인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셈이다. 게,러셀과 같이 이

허구 상에 한 반실재론 제―허구 이름은 공허한 이름이며,

허구 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를 공유하는 철학자들2)은 허구 이름

을 포함하는 문장들을 체계 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연구하 다. 표

으로 달 월튼은 ‘믿는 체 하기 놀이make-believegame’개념을 통해

허구 문장에 한 체계 해석의 틀을 제시했으며3),허구 인물에

한 반실재론을 옹호하는 다수의 철학자들은 ‘고쳐 쓰기 략paraphrase

strategy’,즉 허구 이름을 포함한 문장들을 ‘련된 허구에 따르면’이

라는 수식어구를 함축한 문장으로 고쳐 써서 이 문장들을 해석하는 략

을 허구 문장 해석에 용해 왔다.

그러나 모든 철학자들이 허구 이름은 공허한 이름이며,허구 인

물이라는 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제를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

다.어떤 철학자들은 허구 인물이 존재하며,허구 이름은 이 허구

인물을 지칭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크게 두 가지 철

학 입장이 이러한 ‘허구 실재론fictionalrealism’을 옹호할 동기로 작

1)Frege(1948),Russell(1905).

2)B.Russell,K.Walton,A.Everett,G.Currie등

3)Walton(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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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 다:첫번째 동기가 된 것은 이름에 한 직 지시이론이다.이름

에 한 주의Millianism로도 불리는 이 직 지시이론에 따르면,고

기술주의자인 게와 러셀의 주장과 달리,이름은 기술구로 분석되

지 않는다.이름의 의미론 역할은 이름이 지시하는 상을 직 으로

지칭하는 것이다.이러한 직 지시이론 하에서는,‘셜록 홈즈’같은 허구

이름이 ‘코난 도일의 소설에서 국 런던의 베이커가에 거주하는 것

으로 묘사된 탐정’같은 기술구로 분석되는 것이 아니라,어떤 한 상을

지칭하는 표 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따라서 직 지시이론을 받아들인다

면,허구 이름이 지칭하는 어떤 상,즉 허구 인물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한다.직 지시이론에 더불어 고정지시이론을 옹호하는 크

립키나 샐먼 등의 철학자들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허구 인물이 존재

한다고 주장한다.4)

한편 허구 실재론의 두번째 동기가 된 것은 존재론 개입

ontologicalcommitment에 한 콰인의 주장이었다;콰인은 양화사가 존

재를 표 하며,(한 이론에서)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은 곧 그것이 양화

사의 속박변항이라는 것과 같다고 주장하 다.5)거칠게 말하자면,우리

는 우리가 참이라고 단하는 양화 문장에서 양화사의 속박 변항 값이

되는 그러한 상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그런

데 이때 다음과 같은 양화 문장들은 모두 참이다:“20세기에 국 국민

들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허구 인물들이 있다”,“어떤 허구

인물들은 실제 인물을 본뜬 것이다”,“18세기의 어떤 허구 인물들보다

더 복잡한 성격을 지닌 것으로 묘사된 19세기의 허구 인물들이 있다”.

이 문장들은 모두 허구 인물을 양화하고 있으며,만약 우리가 콰인의

존재론 개입의 기 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이 문장들이 참임을 받아

들인다면,우리는 이 문장들이 양화하는 상,즉 허구 인물들이 존재

4)Kripke(2011),(2013) Salmon(1998),(2002).

5)Quine(1948),p.8:“문제는 보다 더 명확해졌는데,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주

어진 이론이나 담화 형식이 어떤 존재론을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해 더 명확한

기 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한 이론은,그 이론에서 이루어지는 주장들이 참이

기 해 속박 변항이 지칭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러한 존재자들,그리고 오직 그

존재자들만을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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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반 인와겐은 이러한 동기에서 허구 실

재론을 받아들이는 표 인 철학자라 할 수 있다.6)

둘 어떤 동기든 간에,허구 인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이

고자 하는 철학자에게는 이제 두 가지 과제가 주어진다:허구 실재론

자는 먼 반실재론 만큼이나 허구 문장을 잘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나아가 실재론자는 허구 인물이 존재한다면,이것이

어떠한 상이고,어떻게 존재하게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이

러한 과정에서 허구 실재론은 허구 인물이 실 세계를 제외한 가능

세계에 존재하는 구체 상이라고 주장하는 구체 실재론7),허구

인물이 ‘있음being’은 갖지만 존재는 갖지 않는 상이라고 주장하는 신-

마이농주의8),그리고 실 세계에 추상 상으로서 허구 인물이 있

다고 주장하는 추상 실재론9)으로 나뉘어진다.그리고 허구 인물에

한 논의가 공허한 이름을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는 의미론 문제를 넘

어서,허구 인물의 존재론 지 에 한 논의로까지 확장되면서,반실

재론자들 역시 의미론 측면을 넘어 형이상학 측면에서 허구 인물

을 받아들일 경우 생겨나는 문제들을 지 하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 나는 허구 인물에 한 다양한 입장 ,추상 실재

론을 옹호하고자 한다.허구 인물에 한 추상 실재론에 따르면,셜

록 홈즈나 제인 에어 같은 허구 인물은 추상 상으로서 실 세계

에 존재한다.반 인와겐,크립키,샐먼,토마슨 등의 철학자들은 모두 추

상 존재자로서의 허구 인물이 작가에 의해 존재하게 된 상이라고

주장한다.이들은 작가의 창작 행 에 의해 실 세계에 존재하게 되지

만,실제 인물들과는 달리 시공간에 놓여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허구 인물은 시공간 치를 가질 것을 제하는 속성들, 컨 <사

람임>,<여자/남자임>,<탐정임>,<런던에 거주함> 등의 속성들을 지

닐 수 없다;허구 인물은 <허구 인물임>,<코난 도일에 의해 창조

6)vanInwagen(1977).

7)Lewis(1978)

8)Parsons(1980),Zalta(1983).

9) van Inwagen(1977), Salmon(1998), (2002), Kripke(2011), (2013),

Thomasson(1999).



-4-

됨>,< 련된 소설에서 탐정으로 묘사됨>처럼 시공간 치를 제하

지 않는 속성들만을 지닐 수 있다.

추상 실재론은 허구 인물이 련된 작품을 창작한 작가에 의해

만들어진 상임을 받아들인다는 에서,허구 인물이 작가의 창작 활

동과는 독립 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구체 실재론

신-마이농주의보다 우리의 직 에 더 부합한다. 한 추상 실재론은

반실재론 입장에서 제 로 해석하기 어려운 문장들, 표 으로 허구

이름을 포함한 허구 맥락 바깥의 진술들을 쉽게 해석할 수 있다;

“셜록 홈즈는 허구 인물이다”는 분명히 참이지만,고쳐 쓰기 략을

사용하는 반실재론자는 이 문장이 참이 되게 할 한 방법을 찾기 어

렵다.반실재론자들이 보통 ‘셜록 홈즈’를 포함한 문장에 함축되어 있다

고 여기는 수식어구는 ‘코난 도일의 소설에 따르면’인데,코난 도일의 소

설에서 셜록 홈즈는 허구 인물이 아니라 실제 탐정이기 때문이다.반

면 추상 실재론에 따르면,셜록 홈즈는 추상 상으로서 <허구 인

물임>이라는 속성을 가지므로, 문장이 셜록 홈즈에 하여 참이라는

것을 쉽게 보일 수 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상 실재론이 해결해야 할 요한 문제

들이 남아있다는 것이다.반실재론자인 록은 허구 인물에 한 추상

실재론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을 지 한다.그는 허구 인물

이 우연 으로 존재하게 되는 상이라면,정확히 어느 시 부터 허구

인물이 존재하는 것인지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추상 실

재론자가 이에 해 내놓을 수 있는 가능한 답변들은 무 많은 존재자,

혹은 무 은 존재자를 존재론에 포함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지

한다.한편 같은 반실재론자인 에버렛은 추상 실재론이 채택하고 있는

허구 인물의 동일성 조건을 받아들일 경우,추상 실재론자가 미결정

이거나 모호한 존재자가 실 세계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문제가 생겨난다고 주장한다.이 두 사람의 반론은 공통 으로 추상

실재론이 허구 인물의 존재론 지 에 해 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을 지 한다.만약 추상 실재론자가 이들이 제기한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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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지 못한다면,추상 실재론자는 애 에 받아들이고자 했던 존재

자와는 다른 존재자까지 수용하는 결과를 감내하거나,추상 실재

론 자체를 포기해야 할 것이다.

한편 추상 실재론자는 록과 에버렛이 제기한 이 추상 실재론

일반에 한 문제 뿐만 아니라,추상 실재론 내의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한다.추상 실재론은 허구 인물의 존재를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상상

의 산물의 존재까지 받아들이느냐,아니면 상상의 산물은 거부하느냐에

따라 무제약 추상 실재론과 제한 추상 실재론으로 나뉠 수 있

다.추상 실재론자 지향 상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토마슨은

자,상상의 상을 지칭하는 이름은 지시체를 지닐 수 없다고 주장하는

샐먼은 후자를 지지한다.카 란은 추상 실재론자가 작가의 창작 행

에 의해 허구 인물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창작 행

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 상상 행 역시 상상의 산물을 존재하게

한다는 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즉 추상 실재론자는 무제약

추상 실재론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하지만 만약 단순한 상

상을 통해 존재자가 생겨날 수 있다는 을 인정하면 우리는 무나 쉽

게 존재자를 존재론에 추가할 수 있게 된다.즉 무제약 추상 실재론

은 아주 쉽게 생겨난 상들을 모두 존재론에 수용해야 한다는 무거운

존재론 부담을 수반한다는 것이며, 부분의 철학자들은 이러한 입장

을 받아들이고자 하지 않을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동기에서 제한 추

상 실재론을 지지하려면,왜 창작 행 는 상을 존재하게 할 수 있는

행 인데 상상 행 는 그럴 수 없는 행 인지를,다시 말해 창작 행 와

상상 행 의 존재론 효력의 차이가 어디서 온 것인가를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샐먼은 이 을 설명하지 않은 채로 제한 추상 실재론

을 옹호하 는데,카 란의 지 을 받아들일 경우,제한 추상 실재론

자가 창작 행 와 상상 행 간의 차이를 성공 으로 설명하지 못한다

면,제한 추상 실재론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따라서 추상 실재론

자는 두 종류의 추상 실재론 무엇을 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며,

둘 한 입장을 택했을 때,그 입장이 지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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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그러나 명시 으로 두 추상 실재론 한 쪽을 지지하는 토마슨

샐먼 그 구도 자신의 입장이 지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 논문에서 나는 추상 실재론,그리고 그 에서도 제한 추상

실재론을 옹호하고자 한다.나아가 나는 무제약 추상 실재론 신

제한 추상 실재론을 택하고, 제한 추상 실재론이 지닌 문제

를 해결하는 것이 추상 실재론 일반의 문제 역시 해결해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일단 내가 제시할 새로운 제한 추상 실재론에서는

허구 인물의 존재가 허구 작품의 존재에 의존한다는 추상 실재론의

일반 주장을 받아들인다.나아가 나는 작가의 창작 행 자체는 상상

행 와 거의 유사한 행 라는 역시 인정한다.내가 일반 추상 실

재론에서 거부하는 것은 허구 인물의 존재 근거가 되는 허구 작품이

작가의 창작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이다;나는 창작 행 가 상상 행

와 다른 존재론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생각하며,상상 행 는 어떠한

상도 존재하게 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따라서 창작 행 역시 어떠

한 상도 존재하게 하지 못한다.허구 작품은 작가의 창작 행 에 더불

어,작품에 서술된 내용이 실제로 성립하는 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한 맥락이 있다는 작가의 의도에 합의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비로소 존

재할 수 있다.좀 더 구체 으로 말하자면,작가의 창작 행 에 더불어,

어떤 독자들이 작품을 읽고 작가가 상상해낸 바,즉 작품의 내용이 성립

하는 듯이 말하는 것이 한 맥락이 있다는 ,그리고 이 맥락에 참

여하거나,맥락에 해 비평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하다는 에 합

의하고,이를 (부분 으로라도)이행한다면 허구 작품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이 때 나는 허구 작품,그리고 이에 의존하는 허구 인물이 속

하는 특이한 존재자의 범주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나는 한 국가나 단

체가 사람들 간의 합의에 의해 존재하게 되는 것과 매우 유사한 방식으

로 허구 인물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며,이들이 같은 존재론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이 새로운 제한 추상 실재론에서는 허구 인물을 받아들이는 것

이 곧 상상의 산물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는다;허구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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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허구 작품에 의존하므로,허구 작품과 같이 작가의 창작 행 독

자들의 합의에 의해 존재하게 된다.이 때 허구 인물은 단순한 상상과

존재론 효력에 있어 다를 바가 없는 창작 행 에 의해 존재하게 된 것

이 아니라,창작 행 에 더불어 독자들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존재하

게 된 것이다.따라서 새로운 제한 추상 실재론을 옹호한다면,무제

약 추상 실재론이 수반하던 무거운 존재론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

다;이 실재론에서 상상의 산물은 분명히 거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이 새로운 제한 추상 실재론은 허구 인물의 존재 조건 속성

들에 해 더 한 설명을 제시하여, 록과 에버렛이 제기한 추상

실재론 일반의 문제 역시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새로운 제한 추상 실재론이 허구 인물에 한 이론들

큰 설득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이기 하여,나는 이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차례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먼 나는 1장에서 추상 실재론

외에 허구 인물에 한 가능한 입장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소개하고,

이 입장들이 갖는 한계를 간략히 논할 것이다.2장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갖지 않는 추상 실재론을 소개하고, 록과 에버렛이 이러한 추상

실재론 일반에 해 제기한 반론 추상 실재론자가 제시할 수 있는

가능한 재반론으로 무엇이 있을지,그리고 이 재반론들이 성공 인지를

검토할 것이다.3장에서 나는 록과 에버렛에 한 추상 실재론자들

의 기존의 재반론이 성공 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설령 이들의 재반

론이 유효하다고 해도 여 히 추상 실재론자가 추상 실재론 안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갖는다는 을 지 할 것이다.이때 나는 새로운 제

한 추상 실재론을 설명하고,내가 제시할 새로운 제한 추상 실

재론이 이 추상 실재론 내부의 문제를 잘 해결해주며,나아가 추상

실재론 일반의 문제까지 잘 해결할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10)

10)본격 으로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나는 허구 인물에 하여,허구 이름의

분석에 한 의미론 측면의 논의 신,형이상학 측면의 논의에 을 맞출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첫번째 이유는 내

가 논문을 통해 허구 인물이 어떠한 존재자여야 하는지를 보이고자 하기 때문

이고,두번째 이유는 허구 이름의 분석에 한 문제가 여러 입장들 특정 입

장을 명확히 지지하거나 거부할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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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구 인물에 한 어떠한 입장도 허구 이름이 포함된 모든 진술들을 완벽히

체계 으로 해석하지 못하며,근시일내에 이 한 입장이 이 진술들에 한 완

한 해석을 내놓는 것 역시 어려워 보인다.따라서 나는 이 논문에서 허구 인

물에 한 형이상학 논의에 을 맞추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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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허구 인물에 한 가능한 입장들

허구 인물에 한 철학 입장은,허구 인물의 존재를 받아들이

는지 아닌지에 따라 크게 실재론과 반실재론으로 분류된다.허구 인물

이 존재한다고 보는 모든 입장이 실재론에 속하며,이 때 허구 인물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며,어떠한 특징을 지닌 존재자인지를 설명하는 방식

에 따라 실재론을 여러 갈래로 분류할 수 있다.한편 반실재론은 허구

인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가능

한 존재자로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이다.이러한 반실재론

은 체로 허구 인물이 련된 허구 작품에 의해 존재하는 상으로

꾸며내진 상일 뿐이라는 주장을 공유한다.

이 논문에서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은 추상 실재론을 옹호하는 것이

지만,이를 해서는 허구 인물에 한 다른 종류의 실재론 반실재

론에 한 이해가 필요하다.따라서 나는 추상 실재론을 설명하기에

앞서,이 장에서 허구 인물에 한 실재론과 반실재론을 략 으로

설명할 것이다.여기서 실재론은 크게 세 종류,구체 실재론과 추상

실재론 신-마이농주의로 나뉘는데,11)나는 이 세 종류의 실재론

추상 실재론을 제외한 두 입장이 각각 허구 인물을 어떤 종류의 존

재자로 보고,어떤 방식으로 존재한다고 보는지를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한편 반실재론자들은 허구 인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기므로,허구

인물의 존재론 지 보다는 허구 이름의 분석 문제에 집 하는 경

11)허구 인물에 한 실재론을 분류하는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한

로 스탠포드 철학 백과사 에서는 실재론을 세 가지 흐름,즉 가능주의

Possibilism, 마이농주의 신-마이농주의Meinongianism and

neo-Meinongianism,그리고 창조주의Creationism로 분류하고 있다.한편 반실재

론자인 록은 자신의 논문 "Fictionalism aboutFictionalCharacters"에서 실재

론을 구체 실재론과 추상 실재론으로 나 고,그 안에서도 내용의 차이에 따

라 각 입장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한다.나는 이 논문에서 기본 으로 스탠포

드 철학 백과사 의 분류를 따르되,각 실재론의 명칭에 있어서는 록의 표 을

따를 것이다.‘구체 실재론’과 ‘추상 실재론’이라는 용어가 ‘가능주의’와 ‘창조

주의’보다 더 리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10-

향이 있다.나는 이 논문에서 허구 인물에 한 형이상학 논의에 집

하고자 하므로,반실재론에 해서는 기본 인 아이디어―허구 인물

은 실재하지 않으며,단지 허구 작품에 의해 존재하는 듯이 꾸며내지는

것이다―를 심으로 하고,여기에 표 인 반실재론자들의 입장을 간

단히 소개하도록 하겠다.

제 1 허구 인물에 한 실재론

허구 인물에 한 실재론 입장은 다양하지만,이 입장들은 하나

의 주장을 공유한다; 허구 인물은 존재한다.하지만 이 간단한 주장

을 제 로 지지하기 해서는 훨씬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허구 인

물은 실 세계의 실제 사람처럼 존재하는가?허구 인물은 필연 존

재자인가,우연 존재자인가?우연 존재자라면,어떻게 존재하게 되는

상인가?이 다양한 질문들에 답하는 방식에 따라,실재론은 구체 실

재론,신-마이농주의,그리고 추상 실재론으로 구분된다.나는 이 장에

서는 일단 추상 실재론을 제외한 나머지 두 실재론이 어떠한 이론이

며,어떤 한계를 지니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먼 데이빗 루이스가 지지하는 구체 실재론은 허구 인물이 마치

실제 인간처럼 어느 시공간에 존재하는 상이라는 입장이다.이에 따르

면 허구 인물인 셜록 홈즈는 인간 남자이며,탐정을 직업으로 하고 베

이커가 221b번지에 거주하는 존재자이다.다만 구체 실재론자들은 이

러한 허구 인물이 실 세계를 제외한 가능 세계에 거주하는 존재자라

고 본다;실제로 실 세계의 베이커가 221b번지에 남자 탐정이 거주했

던 은 없기 때문이다.

허구 인물에 한 신-마이농주의 역시 허구 인물이 실 세계가

아닌 어떤 가능세계에 존재하는 상이라고 본다.그러나 신마이농주의

자는 그러한 가능세계에서 허구 인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마이농주의자는 존재하지는 않지만, 련된 허구 작품에서 인물

에 할당한 속성들을 모두 갖는 상이 있으며,그 상이 허구 인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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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주장한다.이러한 에서는 셜록 홈즈가 코난 도일이 자신의 소

설에서 묘사한 속성들, 를 들면 <탐정임>,<런던에 거주함>,<왓슨

박사와 친함>등의 속성을 모두 갖지만,<존재함>이라는 속성은 갖지

않는다.이 때 신-마이농주의자는 존재하지 않는 상이 어떤 식으로 속

성을 지니는 것인지를 설명해야 하는데, 슨스Parsons와 잘타Zalta는

각각 상이 지니는 속성의 종류를 구분하거나, 상이 속성을 지니는

방식을 구분하여 이를 설명한다.

이 두 실재론은 허구 인물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그리고 허구

인물이 어떤 가능세계에 있는 개체라는 을 받아들인다는 에서 서로

유사하다.하지만 허구 인물이 어떤 상인지에 한 두 이론의 설명

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이어지는 에서는 구체 실재론 신-마이

농주의가 구체 으로 허구 인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어떠한 한

계를 지니는지를 설명할 것이다.

1.구체 실재론

구체 실재론에서는 허구 인물이 실세계의 인간처럼 한 세계 안

에서 시공간 치를 하는 구체 인 상이다. 를 들어 제인 오스

틴이 『오만과 편견』에서 쁜 을 가졌으며 명한 베넷 가(家)의 둘

째 딸 엘리자베스 베넷이 있다고 기술할 때,구체 실재론자는 베넷 가

의 둘째 딸이며 명하고 쁜 을 한 엘리자베스라는 상이 정말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구체 실재론자가 이러한 상이 실 세

계에 실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국의 어떤 시 에도 이 모든

속성―베넷 가의 둘째 딸임, 명함, 쁜 을 가짐 등―을 모두 지닌

그러한 인물은 존재한 이 없었기 때문이다.구체 실재론자는 이러한

상이 실 세계에 존재한다,혹은 존재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이 실 세계를 제외한 가능 세계에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

이다.그리고 이러한 가능세계는 련된 작품 속의 이야기가 실제 사건

에 한 이야기인 그러한 가능 세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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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구체 실재론을 옹호한 데이빗 루이스DavidLewis는 "Truth

inFiction"에서 허구 인물에 한 구체 실재론을 개한다.루이스

의 구체 실재론은 “허구에서의 참truthinfiction”에 한 그의 분석에

기반하고 있는데,그는 “셜록 홈즈는 베이커 가에 살았다”,“셜록 홈즈는

실제로 존재했다”,“셜록 홈즈는 코카인을 사용하곤 했다”등의 허구

문장이 모두 “ 련된 허구 작품에 따르면”이라는 내포 연산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참이라고 주장한다:

허구 인물에 한 우리의 기술을 액면 그 로 받아들이는 신,이

를 “이러 러한 허구에서...”라는 연산자로 시작하는 더 긴 문장의 축약본

으로 보도록 하자.이러한 구(句)는 새로운 문장을 형성하기 해 문장 φ

에 고정될 수 있는 내포 연산자이다.그러나 그 다면 문장 앞의 치

사는 축약을 통해 제거될 수 있고,우리에게는 원래 문장 φ와 같은 것으

로 보이지만,그 뜻에 있어서는 다른 그러한 문장이 남게 된다.12)

우리가 “셜록 홈즈는 국인이다”라는 문장을 있는 그 로 해석하면,이

문장은 거짓이 되거나 진리치를 갖지 않게 된다; 실에는 ‘셜록 홈즈’로

불리는 그러한 사람이 없고,따라서 이 문장은 공허한 이름을 포함한 문

장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하지만 같은 문장을 내포 연산자가 함축

되어 있는 문장―“코난 도일의 소설에 따르면,셜록 홈즈는 국인이다”

―으로 본다면,이 문장이 참이라는 것을 보일 수 있다.코난 도일이 쓴

셜록 홈즈 시리즈의 내용에 따르면,셜록 홈즈는 분명히 국인이기 때

문이다.따라서 그는 허구 인물이 등장하는 문장을 “[ 련된]허구 작

품에 따르면”이라는 내포 연산자가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이

러한 허구 문장들의 진리치를 잘 포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러한 입장에는 다른 문제가 따라온다:일반 으로 우리는 “φ”라는

진술이 참이라는 것을 곧 φ가 실 세계에서 참이라는 것으로 이해한다.

를 들어 “반기문은 UN 사무총장이다”가 참인 이유는 실 세계에서

반기문이 UN의 사무총장이기 때문이다.그 다면 내포 연산자를 가진

12)Lewis(1978),pp.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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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인 “허구 작품 F에 따르면,φ”라는 문장이 참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

해할 수 있는가?φ가 F에서 참이라는 것을 확인하려면,우리는 어떠한

세계를 들여다보아야 하는가?

루이스는 “허구 작품 F에 따르면,φ”라는 문장의 진리치를 알기 해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세계는,F가 허구 이야기가 아니라 알려진 사실

로서 이야기되는 세계라고 주장한다.“코난 도일의 소설에 따르면,셜록

홈즈는 탐정이다”가 참이라면,코난 도일의 이야기가 꾸며내진 소설이

아니라 실제 사건에 한 기록으로 취 받는 그러한 세계들에서 셜록 홈

즈가 탐정인지를 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다.즉,“허구 작품 F에 따르면,

φ”는 F의 내용이 실제로 일어난 그러한 세계들에서 φ가 참일 때 참이

다.

내가 제안하는 바는 이것이다: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세계들은,허구

가 이야기되지만,허구가 아니라 알려진 사실로서 말해지는 세계들이다.

이야기하기 활동은 여기 우리 세계에서처럼 같이 일어난다.하지만 그

곳에서 이 활동은,여기서 이 활동이 거짓되게 되고자 하는 바로 그 활동

이다:이야기하는 사람이 지식을 갖고 있는 문제에 한 참을 말하는 활

동 말이다.[…]반면,한 이야기가 허구가 아니라 알려진 사실로서 이야

기되는 어떠한 세계도,그 이야기의 거리가 실제로 일어나는 세계들

에 있어야만 한다.13)

우리는 “[코난 도일의 소설에 따르면]셜록 홈즈는 탐정이다”가 참이라

고 여긴다.루이스에 따르면,이는 곧 코난 도일의 소설이 실제 있는 일

에 한 이야기인 그러한 가능세계에서 그 세계에 실제로 존재하는(혹은

존재했던)탐정이 있고,그 탐정이 셜록 홈즈라는 뜻이다.이처럼 허구

작품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의 기록으로 받아들여

지는 그러한 가능세계가 다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실 세계는 이 가능

세계들에 속할 수 없는데,왜냐하면 실 세계에서는 이 허구 작품이 기

존의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꾸며낸 이야기,즉 허구로서 도입되고,

13)Ibid.,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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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구로서 알려지기 때문이다.

만약 코난 도일이 홈즈 시리즈를 허구로서 이야기했다는 것이 옳다면,

“셜록 홈즈”는 여기 우리 세계에서는 지시체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 따라

나온다.이 이름은,만약 그러한 것이 있더라도,코난 도일이 한번도 들어

보지 못한 실제 셜록 홈즈를 지칭하지 않는다.14)

루이스의 방식으로 허구에서의 참을 이해할 때,허구 인물은 곧

실 세계를 제외한 가능세계들 련된 허구 작품이 실제로 일어난 일

에 한 이야기인 그러한 가능세계에 존재하는 상이 된다.그리고 이

러한 상으로서의 허구 인물은 그 가능세계에서,작품에서 인물에 할

당한 속성들을 갖는 그러한 상이다:코난 도일의 『얼룩무늬 』이

실제 사건에 한 기록으로 이야기되는 가능세계 Wp에서는, 국인 탐

정이며,의뢰를 받고 밤마다 두 자매의 방에 나타나는 기묘한 얼룩무늬

의 정체를 악하기 해 왓슨 박사와 함께 시골로 떠나는 남자가 곧

셜록 홈즈이다.이러한 에서 허구 인물은 우리가 거주하는 실

세계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만 제외하면, 실의 인간과 다를 바가 거

의 없다.

그러나 만약 코난 도일의 소설이 실제 사건에 한 기록으로 이야기

되는 가능세계가 여럿 있고,각 가능세계마다 셜록 홈즈인 상이 있다

면,이 여러 상들 무엇이 셜록 홈즈라고 해야 하는가?루이스에 따

르면,한 허구 작품이 실제 일어난 사건에 한 이야기로 알려진 그러한

가능세계는 단 하나가 아니다:그 작품이 실제 사건에 한 이야기인 많

은 가능세계들이 있으며,그 가능세계들마다 허구 인물이 존재한다.

를 들어 『얼룩무늬 』이 실제 일어난 사건에 한 이야기인 각각의

가능세계마다, 국인이고 베이커가에 살며 왓슨 박사와 친한 남자 탐

정,즉 셜록 홈즈에 상응하는 상이 있을 것이다.이 때 루이스는 이 수

많은 셜록 홈즈들이 모두 셜록 홈즈에 해당한다고 본다.

14)Ibid.,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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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내가 제안하는 바이다:우리가 사용하는 “셜록 홈즈”의 뜻에

따르면,홈즈 이야기가 허구가 아니라 알려진 사실로서 이야기되는 어떠

한 세계 w에서도,이 이름이 w에서 홈즈의 역할을 하는 w의 거주민을

지칭한다는 것이다.15)

루이스의 구체 실재론은 허구 문장이 어떻게 진리치를 갖는지를

잘 설명해 다:“셜록 홈즈는 탐정이다”,“해리 포터는 마법사이다”,“엘

리자베스는 베넷 가문의 둘째 딸이다”는 각각 코난 도일의 소설,조앤

롤링의 소설,제인 오스틴의 소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

어난 사실에 한 이야기로 받아들여지는 세계에 하여 참이다. 한

허구 인물은 허구 작품이 실제 사실에 한 이야기로 알려진 가능 세

계에서 작품이 등장인물에게 할당한 속성을 갖는 상이라고 할 때,루

이스의 이론은 어떤 의미에서 ‘베이커가에 거주하는 탐정’으로서의 셜록

홈즈가 있다고 여기는 직 역시 잘 포착할 수 있다.16)그러나 루이스의

구체 실재론은 허구 인물에 한 이론으로서 큰 지지를 얻지는 못했

는데,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다:첫번째 문제는 구체 실재론에

서 상정하는 허구 인물이,허구 인물에 한 우리의 일반 인 직

과 무나 강하게 충돌한다는 이다.구체 실재론에 따르면,허구

인물은 작가에 의해 존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작가가 허구 작품을 구

상하기도 에 이미 어떤 가능세계에 존재하는 상이다.그러나 우리는

허구 인물이 작가에 의해 존재하게 된다는 강한 직 을 갖고 있을 뿐

만 아니라,허구 인물이 (비록 실세계에는 있지 않더라도)어느 가능

세계에 존재하는 실제 인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하지만 루이스의

이론을 받아들이려면,우리는 작가가 어느 가능세계에 실제로 있었던 일

을 실 세계에서 허구 인 이야기로 달하고 있는 것이며,이 이야기

에 등장하는 인물은 작가가 이야기를 시작하기도 에 이미 그 가능세계

에 있던 존재자임을 받아들여야 한다.이처럼 무나 반직 인 주장을

15)Lewis(1978),p.41.

16)셜록 홈즈에 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독자들이 “셜록 홈즈는 베이커가 221b

번지에 살죠?”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자연스럽게 “그 다”고 답하는 것과 같

은 사례들이 이 직 을 잘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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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한다는 것이,루이스의 이론을 받아들이는 철학자들이 거의 없

는 가장 요한 이유 하나이다.

한편 두번째 문제는 허구 이름이 포함되어 있지만 “(허구 작품)F에

따르면”이라는 연산자가 앞에 붙어있지 않은 문장들을 루이스의 이론이

제 로 분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이는 루이스 역시 인지하고 있는 문

제로,그는 이러한 문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자신의 이론에 한계가

있다는 을 인정한다.

나는 홈즈에 한 몇몇 참은 치사구가 붙은 문장의 축약이 아니며,

“홈즈”가 지시체를 갖지 않으므로 참이 아니라는 을 서둘러 인정하도

록 하겠다.이러한 문장들을 로 들 수 있다:

홈즈는 허구 인물이다.

코난 도일은 홈즈를 죽 지만,나 에 부활시켰다.

홈즈는 컬트 인기를 얻어 왔다.

홈즈는 참에 한 인류의 끊임없는 갈구를 상징한다.

홈즈는 닉슨의 부정 행 를 밝히는 데 테이 가 필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홈즈는 포와로보다 먼 A.B.C.살인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

다.

나는 여기서 이러한 문장들에 한 한 처방에 해 어떠한 것도

말할 수 없다.만약 마이농주의자가 이 문장들을 특별한 회피책 없이 다

룰 수 있다면,이는 내 이론에 한 마이농주의의 이 이 될 것이다.17)

의 인용문에서 루이스가 제시한 문장들은 모두 앞에 “코난 도일의

소설에 따르면”이라는 수식어구가 붙어있지 않거나,붙을 수 없는 문장

이다.그리고 루이스는 이러한 수식어구가 붙지 않을 경우,허구 이름

을 포함한 문장은 거짓이 되거나 진리치를 갖지 않게 된다고 본다; 련

된 허구 작품이 단순히 꾸며낸 이야기인 그러한 세계,즉 실 세계에서

는 허구 이름이 지시체를 갖지 않기 때문이다.따라서 코난 도일의 소

17)Ibid.,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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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속에서가 아니라, 실세계에 하여 참인 “홈즈는 허구 인물이다”,

“홈즈는 컬트 인기를 얻었다”등의 문장은 모두 거짓이거나 진리치를

갖지 않아야 한다.한편 “홈즈는 포와로보다 더 빨리 A.B.C.살인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다”처럼 두 허구 인물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문장의

경우에는 마땅한 연산자를 붙이기가 어려운데,두 허구 인물 홈즈와

포와로를 모두 등장인물로 삼는 허구 작품이 없을 뿐더러,한 인물에

합한 연산자를 붙일 경우 결국 나머지 한 인물의 이름이 지시체 없는 이

름이 되기 때문이다.따라서 마지막 문장 역시 루이스의 에서는 거

짓이거나 진리치 없는 문장이 된다.그러나 루이스가 인용문에서 제시한

여섯개의 문장 모두 분명히 우리가 직 으로 참이라고 여기는 문장이

다.결국 루이스의 구체 실재론은 이처럼 허구 맥락 바깥에서 허구

이름을 사용한 문장 반에 하여 한 분석이 불가능하다는 문제

를 갖게 된다.18)

한편 크립키는 루이스처럼 허구 작품이 실제 사건에 한 이야기로

알려진 가능세계를 통해 허구 참을 분석하는 것은 결국 허구 작품에

한 잘못된 근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 한다.분명히 허구 작품은 어

느 가능세계를 묘사한 논픽션 작품이 아니라,어떤 세계에서도 일어나지

않은 가상의 사건을 꾸며낸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셜록 홈즈의 업 과 같은 업 을 지닌 탐정이 정말로 있었다는 발견

만으로는 코난 도일이 이 사람에 해 [이야기를]쓴 것이라는 을 보일

수 없다;실제로는 환상 일 정도로 불가능하지만,이론 으로는 도일이

실제 사람과 그 우연히 닮은 사람에 해 순수한 허구를 지어내는 것

이 가능하다.[…]이와 유사하게,나는 셜록 홈즈가 없다는 이 주어졌

을 때,우리는 어떠한 가능한 사람에 해서도 셜록 홈즈가 존재했더라

면,이 사람이 셜록 홈즈 을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형이상학

을 취한다.몇몇 개별 인 가능한 인물,그리고 심지어는 다 이나 잭 더

리퍼 같은 실제 인물들도 홈즈의 업 을 수행했을 수 있지만,이 에 그

18)이는 루이스의 이론 뿐만 아니라,허구 문장을 ‘고쳐 쓰기 략paraphrase

strategy’을 통해 분석하는 반실재론자들의 이론에 해서도 문제가 된다.1.2.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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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업 을 수행했다면 홈즈 을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없다.만약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이 가 홈즈 을 수 있겠는가?19)

크립키는 코난 도일이 자신의 소설에서 셜록 홈즈에게 할당한 모든 속성

을 지닌 인물이 사실 실 세계에 있다고 해도,코난 도일의 소설 주인

공이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우연히 실제로 베이

커 가에 거주하며, 친한 친구인 왓슨 박사와 어려운 범죄사건을 해결

하러 다니는 탐정이 있었다 해도,코난 도일 자신이 셜록 홈즈 시리즈를

허구 작품으로서,다시 말해 꾸며낸 이야기로서 작성한 이상,‘셜록 홈즈’

가 실제 인물을 지칭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이러한 에서 그는 자신

의 주장이 “‘홈즈’와 같은 허구 이름이 가능하지만 실 이지는 않은

특정 개체를 명명한다”20)고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고 강

조한다.크립키에 따르면,기본 으로 허구 이름은 어떤 세계의 구체

인물도 지칭하지 않는 이름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우리가 허구 작품은

그 어떤 세계에 해서도 사실을 기술한 것일 수 없으며,허구 이름이

어떠한 구체 인물도 지칭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긴다면,루이스

의 이론은 애 에 잘못된 지 에서 시작된 이론인 셈이다.

2.신-마이농주의

한편 허구 인물에 한 신-마이농주의 역시 어떤 측면에서는 루이

스의 구체 실재론과 유사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신-마이농주의에

서도 허구 인물은 작품이 등장인물에 할당한 속성들을 갖기 때문이

다.21)신-마이농주의를 구체 실재론과 구분짓는 것은 허구 인물이

존재한다는 것의 수용 여부이다.신-마이농주의에서도 허구 인물은 분

명히 ‘있다’.다만 이때 이들이 이야기하는 허구 인물의 ‘있음’은 구체

19)Kripke(1970),pp.157-158.

20)Ibid.,p.158.

21)실제로 록은 신-마이농주의자인 슨스 역시 구체 실재론자에 속하는 것으

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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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추상 )실재론에서 이야기하는 허구 인물의 ‘있음’과는 다

르다;구체 ·추상 실재론에서 허구 인물이 있다는 것은 곧 허구

인물이 존재한다는 뜻이지만,신-마이농주의에서는 허구 인물이 분명

히 있으면서도 존재하지는 않을 수 있다.이러한 때문에 혹자는 신-

마이농주의가 결국 반실재론에 속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을 수 있

다.

그러나 신-마이농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는 반실재론자들의 주장과

도 거리가 있다.반실재론의 에서 허구 인물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허구 인물이라는 것이 있다Therearefictionalcharacters”라는 문장

은 오로지 허구 꾸며내기pretense의 맥락에서만 참이다.하지만 신-마

이농주의자들은 동일한 문장이 어떠한 허구 작품의 맥락,혹은 믿는 체

하기make-believe맥락에서가 아니라,있는 그 로 참이라고 주장할 것

이다;허구 인물은 존재하지는 않을지라도,특정한 방식으로 있는

상이기 때문이다.바로 이 ,즉 어떻게 허구 인물이 존재는 지니지

않으면서 여러 특징 속성들을 지닐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신-마

이농주의자에게 주어진 요한 과제이다.이러한 측면에서 신-마이농주

의와 반실재론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반실재론자는 허구 인물이 갖는

속성들이 어떠한 제약 하에 묶이게 되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없고,허구

인물의 존재론 지 에 해서도 논할 필요가 없다.하지만 신-마이

농주의에서는 허구 인물이 어떠한 속성들만을 가질 수 있는지(혹은 속

성들을 어떤 방식으로만 가질 수 있는지),그리고 허구 인물이 어떠한

존재자들과 유사한지를 다룬다.

이러한 신-마이농주의에서 가장 기본 인 제는,허구 인물의 비

존재nonexistence로 인해 허구 인물이 속성을 갖는 것이 배제되지 않

는다는 이다.

이 문제들 하나는 때때로 ‘실재’와 같은 단어를 통해 표 된다:특

정 인물들이 어떻게 “실재”하느냐(혹은 해야 하느냐)에 한 문제 말이

다.그러나 이 “실재”라는 개념은 “실물 같은”혹은 “생기있는”과 더 유

사하다;이는 존재와는 달리,정도를 지닌 개념이다.[…] 체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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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A)허구 인물들은 일반 으로 존재하지 않는다.(이는 종종 제

되거나 때로 언 되며,거의 논쟁 문제로 다 지지 않는다)

(B)그럼에도 불구하고,허구 인물은 있다.(이는 별도의 주장을

필요로 하기엔 무나 명백하다.)

(C)그들의 비존재는 그들의 문학 가치를 하시키지 않는다.

내가 논의하고 있는 이론은 이 모든 것과 일치한다(혹은 최소한 이

주장들과 일 이다).22)

우리는 φ인 x가 있다는 사실을 표 하기 해 "(∃x)φ"를 사용하고,

φ인 x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표 하기 해 "(∃x)(E!x&φ)"를 사용한다.

있는 모든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제하는 이론에서는,이러한 것을 자

연스럽게 해낼 방법이 없다.그러나 이러한 이 상황을 그 로 유지하게

만드는 최우선의 이유는 아니다.23)

신-마이농주의자들은 어떠한 속성들의 조합에 해서도,그에 상응하는

한 상이 있다고 본다.그리고 이 때 어떤 속성의 조합들이 <존재함>

이라는 속성을 포함하지 않아도,그러한 조합에 상응하는 상은 있다.

즉 신-마이농주의에 따르면 존재하지 않지만 특정 속성들을 지니는

상이 있는 것이며,허구 인물 역시 이에 해당된다. 를 들어 마이농주

의자들은 황 산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존재하지는 않는

다고 주장할 수 있다;<황 색임>,<산임>,<존재하지 않음>이라는 속

성의 집합에 해 한 상이 있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허구 인물,

를 들면 셜록 홈즈 역시 황 산과 동일한 존재론 지 를 갖는 상

이다.셜록 홈즈는 <탐정임>,< 국인임>,<왓슨과 친함>,<존재하

지 않음>등의 속성들의 집합에 한 상인 셈이 된다.24)

22)Parsons(1980),p.50.

23)Zalta(1983),p.52.

24)신마이농주의가 허구 인물을 속성의 ‘집합’으로 다룬다고 할 때,집합을 추상

존재자로 이해한다면,신마이농주의와 추상 실재론이 유사하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물론 추상 실재론과 신마이농주의는 분명히 서로 다른 이론인데,

가장 큰 차이 은 추상 실재론에서는 허구 인물이 실 세계에 존재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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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러한 마이농 근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

다:러셀은 "OnDenoting"에서 마이농주의를 명시 으로 비 했으며,최

근에는 크 인이 자신의 서(2014)에서 마이농주의는 유지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25)그러나 이러한 비 들을 일단 제쳐두고,한 상이

‘있음being’은 지니면서 ‘존재existence’는 지니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

인다 해도,신-마이농주의자들에게는 여 히 더 설명해야 할 부분이 남

아있다.마이농주의에 따르면 속성들의 모든 조합에 하여,그에 상응하

는 상이 있다.문제는 말 그 로 속성들의 모든 조합에 해 이에 상

응하는 상이 있고,존재가 속성이라는 을 받아들이면,신-마이농주

의자가 존재하지 않는 셜록 홈즈가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존재하는 셜

록 홈즈가 있다는 것 역시 받아들이게 된다는 이다26):존재가 속성이

고,속성들의 모든 조합에 해 상응하는 상이 있다면,<탐정임>,<

국인임>,<왓슨과 친함>,<존재하지 않음>이라는 속성 조합에 상응

하는 상 뿐만 아니라,<탐정임>,< 국인임>,<왓슨과 친함>,<존

재함>이라는 속성 조합에 상응하는 상 역시 있을텐데,신-마이농주의

자는 분명히 존재하는 셜록 홈즈가 있다는 것은 받아들이고자 하지 않는

다.그 다면 신-마이농주의자는 어떻게 존재하지 않는 셜록 홈즈는 있

지만,존재하는 셜록 홈즈는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이에 해 슨스와 잘타는 각각 상이 갖는 속성을 두 종류로 구분

하거나, 상이 속성을 갖는 방식을 두 종류로 구분하여 둥근 사각형이

나 허구 인물 등의 마이농 상이 존재하는 상이 되는 일을 방지

하고자 한다.먼 슨스에 따르면, 상이 갖는 속성은 내핵 속성

nuclearproperties과 외핵 속성extranuclearproperties으로 나뉜다.

나는 ‘존재하다’를 외핵 술어로 부르고,일반 으로 술어를 두 범주로

분류할 것이다:내핵 속성에 한 술어는 내핵 술어라 부를 것이며,그

외의 술어는 외핵 술어로 부를 것이다.[…]여기에 몇몇 사례를 제시하

이다.

25)Crane(2014),chapter3참고.

26)Routley(1980),p.3,p.46 Priest(2005),p.83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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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다:

내핵 술어:‘랗다’,‘키가 크다’,‘소크라테스를 찼다’,‘소크라테스에

의해 차 다’,‘군가를 찼다’,‘이다’,‘산이다’

외핵 술어:

존재론 :‘존재한다’,‘신화 이다’,‘허구 이다’

양상 :‘가능하다’,‘불가능하다’

지향 :‘마이농에 의해 생각되었다’,‘군가에 의해 숭배되었다’

기술 :‘완 하다’27)

마이농주의에서 비존재 상인 마이농 상은 그것을 특징짓는 속성

들을 지닌다.28)여기서 슨스가 이야기하는 내핵 속성이란 바로 상을

특징짓는 속성이다.이러한 에 따르면 황 산은 자신을 특징짓는

속성인 <황 임>,<산임>을 내핵 속성으로 지니며,둥근 사각형은 <둥

>,<사각형임>을 내핵 속성으로 갖는다.한편 외핵 속성은 상이 지

니고 있는 속성 ,그 상을 특징짓는 속성에 속하지 않는 그러한 속

성이다. 슨스는 어떤 속성이 다음의 공식을 만족시킬 경우,그 속성은

외핵 속성이라고 이야기한다.

F를 포함하지 않는 내핵 속성의 집합 X가 있어서,X의 모든 속성을

지니는 모든 상이 F를 갖는다.29)

F를 포함하지 않는 내핵 속성의 집합 X가 있어서,X의 모든 속성을

지니는 모든 상이 F를 갖지 않는다.30)

<유니콘임>이라는 속성이 내핵 속성이고,이 속성만을 포함하는 단집합

S가 있다고 하자.S에 속한 모든 속성을 갖는 모든 상들은 <존재함>

이라는 속성을 갖지 않는다.따라서 <존재함>은 외핵 속성이다.마찬가

27)Parsons(1980),p.23.

28)Routley(1980),p.3.

29)Parsons(1980),p.24.

30)Ibid.,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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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둥 >과 <사각형>이 모두 내핵 속성이라 하고,이 두 내핵 속성

의 집합 S*가 있다고 하자.S*에 속하는 이 두 속성을 지니는 모든 상

은 <불가능함>이라는 속성을 지닌다.따라서 <불가능함>은 외핵 속성

이다. 슨스는 이처럼 내핵 속성과 외핵 속성을 구분하고,속성의 모든

조합에 하여 그에 상응하는 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내핵 속성의 모

든 조합에 하여 그에 상응하는 상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이에

따르면 슨스는 더 이상 <황 임>,<산임>,<존재함>이라는 속성들의

조합이 있으며,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상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필

요가 없다;<존재함>은 외핵 속성이며,그가 받아들여야 하는 상은 오

로지 내핵 속성들의 조합에 상응하는 상 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슨스의 분류에 따르면,허구 인물이 갖는 내핵 속성은 우

리가 작품에서 그 인물에게 할당했다고 보는 모든 속성들이다.

내가 제안한 이론은 거칠게 말하자면,태생 인 허구 상들은 정확

히 우리가 그들에게 느슨하게 할당하는 내핵 속성들을 갖는다고 추정함

으로서 얻게 되는 이론이다. 를 들어,[…]셜록 홈즈는 정확히 그가 코

난 도일 소설에서 지닌 것으로 이해되는 내핵 속성들을 지닌 상이다.31)

우리는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 시리즈를 읽고,셜록 홈즈를 특징짓는 속

성들로 <탐정임>,<베이커가 221b번지에 거주함>,<왓슨 박사와 친

함>등을 떠올리며,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을 읽고 주인공 엘리

자베스를 특징짓는 속성들로 <베넷 가의 둘째 딸임>,< 명함> 등을

떠올린다. 슨스는 바로 이처럼 우리가 한 허구 작품에서 등장인물을

특징짓는 속성이라 여기는 것들이 실제로 허구 인물의 내핵 속성이라

보는 것이다.한편 셜록 홈즈와 엘리자베스 베넷은 <허구 인물임>,

<존재하지 않음>,<많은 사람들에 의해 떠올려짐> 등의 외핵 속성을

공유할 것이다.이 때 셜록 홈즈와 엘리자베스 베넷을 비롯한 허구 인

물은 이 내핵 속성들을 갖기 해 존재하는 상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

<존재함>이라는 속성은 외핵 속성에 속하고,내핵 속성에 속하는 속성

31)Ibid.,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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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갖기 해 외핵 속성에 속하는 속성들을 가져야 할 필요는 없

기 때문이다.오히려 허구 인물은 허구 인물이 갖는 내핵 속성의 집

합이 충분히 완벽하지 않다는 에 의해 <존재하지 않음>이라는 외핵

속성을 갖게 된다.

슨스는 최소한 허구 작품이 우연히도 세계에 한 모든 사실을 완

벽히 서술한 것이 아닌 이상,허구 인물이 실제 인물처럼 <존재함>이

라는 외핵 속성을 지니게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먼 그는 어떤 상

이 한 속성 P를 갖거나 갖지 않는다는 이 명확하지 않다면,그 상은

불완 한 것이며,불완 한 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존재하

는 상은 어떤 속성 P가 있을 때,그 속성을 갖거나 갖지 않는다.반면

허구 인물 다수는 P를 갖지 않으면서,동시에 ¬P를 갖는 것도 아

닌 상이다. 를 들어 부분의 소설에서는 주인공이 열 개의 발가락

을 가졌는지 아닌지를 명확히 서술하지 않으므로,이러한 소설의 주인공

들은 <열 개의 발가락을 가짐>을 갖지 않으면서 동시에 <열 개의 발가

락을 가지지 않음>이라는 속성 역시 갖지 않는다.하지만 실 세계에

존재하는 어떠한 인간에 해서도,그 인간이 어떤 식으로 묘사되든 간

에 <열 개의 발가락을 가짐>이라는 속성이 성립하거나,<열 개의 발가

락을 가지지 않음>이 성립한다.즉 존재하는 어떠한 상도 한 속성을

갖지 않으면서,그 속성의 부정 역시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따라

서 슨스는 만약 어떤 상이 불완 하다면,그 상은 존재하지 않는

다고 주장한다. 한 그는 허구 작품들이 작품에 등장하는 상들에

해 완 한 설명을 제시하지 않으므로,허구 인물은 불완 한 상이라

고 본다.결국 슨스에 따르면,허구 인물은 불완 하므로,존재하지

않는 상이 될 수밖에 없다.

비 진 불완 성은 내가 이 에 정의한 불완 성 개념이다;이 맥락

에서 한 상은,만약 어떤 내핵 속성 p에 하여,p와 (내핵 속성인)p

의 부정 둘 다를 결여하고 있을 때 불완 하다.일반 허구에서 창조된

상들은 항상 이러한 의미로 불완 한데,왜냐하면 일반 이야기에서

구체화된 설명들은 완 히 구체 이지 않기 때문이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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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만약 어떤 소설이 우연히도 등장하는 인물,묘사되는 사건 등에

해 완벽한 설명을 제시하며,더 우연하게도 이것이 실제 사실에 하

여 참이라면, 슨스는 이 소설에 련된 허구 인물들은 모두 존재한

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그러나 그는 이것이 그의 이론에 해 큰 문

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는데,왜냐하면 이러한 사례는 무나 기이하고,

실제로 있을 법 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한편 잘타는 속성을 두 종류로 구분하는 신, 상이 속성을 갖는

방식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존재하는 마이농 상을 거부한다. 슨스

가 ‘속성의 모든 조합에 해 상응하는 상이 있다’는 마이농주의의 논

제를 ‘내핵 속성의 모든 조합에 해 상응하는 상이 있다’로 체하는

길을 택했다면,잘타는 기존의 논제를 그 로 유지하면서 존재하는 마이

농 상을 거부하고자 하는 것이다.『추상 상AbstractObjects』

에서 잘타는 마이농 상이 실재하는 상과 동일한 종류의 속성을 지

니지만,이 동일한 속성을 지니는 방식은 다르다고 주장한다:반기문이

갖는 <남자임>이라는 속성과,셜록 홈즈가 갖는 <남자임>이라는 속성

은 동일하다.그러나 반기문은 <남자임>을 화exemplify하는 반면,셜

록 홈즈는 <남자임>이라는 속성을 내재encode한다.

우리는 한 상이 속성을 충족시킨다고 하는 신,그 속성을 화한

다고 말해야 한다.우리는 한 상이 특정 속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는

신,그 속성을 내재한다고 말해야 한다.33)

종종,이야기 치사를 제외하고 문장의 나머지 부분을 사용하는 것이

수용가능한 맥락이 있다.만약 어 연결사 'is'를 ‘내재하다’로 읽을 수

있다면,우리는 그 결과로 나온 문장들, 컨 “라스콜니코 는 학생이

다”,“홈즈는 탐정이다”등의 문장들을 참이라고 여길 수 있다.따라서 우

리는 ‘is’의 애매성에 한 우리의 이 의 발견과 양립가능한 다른

32)Parsons(1980),p.183.

33)Zalta(1983),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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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포함시킬 수 있다.[…]이야기 연산자의 맥락에서,이 정보는 화

술어로 번역되어야 한다.그러한 맥락 밖에서는 이 정보가 내재 술어로

이해되어야 한다.34)

잘타는 허구 인물이 작품에서 할당받은 속성들,즉 허구 인물을

특징짓는 속성들을 내재하는 반면,실재하는 인물이 동일한 속성을 지닐

때에는 그 속성을 화한다고 주장한다. 를 들어 <여성임>이라는 속

성을 엘리자베스 베넷이 내재하는 반면,김연아는 화하며,셜록 홈즈는

<존재함>이라는 속성을 내재하지만,반기문은 같은 속성을 화한다.잘

타의 이론에서 허구 인물과 실제 인물이 구별되는 지 은 명확하다:

실제 인물인 김연아나 반기문,그리고 허구 인물인 엘리자베스 베넷과

셜록 홈즈는 <인간임>이라는 동일한 속성을 갖지만,김연아와 반기문은

이 속성을 화하는 반면,엘리자베스 베넷과 셜록 홈즈는 이를 화할

수 없고,다만 내재할 뿐이다.따라서 잘타는 속성의 모든 조합에 하

여,심지어 <황 임>,<산임>,<존재함>이라는 조합에 해서도 상응

하는 상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다만 이 때 잘타는 존재를 내재하

는 황 산을 받아들이는 것이며,이는 (일반 의미에서)존재하는 황

산을 받아들이는 것과 분명히 다르다;잘타의 이론에서 마이농 상들

은 <존재함>이라는 속성을 화하지 못할 뿐,내재하기는 한다.만약 사

람들이 마이농 상들을 ‘비존재 상’이라고 부른다면,그것은 이

상들이 ‘<존재함>을 화하지 않는 상’이라는 뜻이지,아 <존재

함>이라는 속성을 갖지 않는 상들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다.따라

서 잘타는 실 세계의 상들이 특정한 속성을 갖고 존재하는 것과 마

찬가지로,허구 인물을 포함한 마이농 상들도 특정한 속성을 갖고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다만 마이농 상들은 존재를 내재할 뿐이다.

하지만 허구 인물이 모든 속성을 내재할 수만 있는 것은 아니다.

허구 인물 역시 어떤 속성을 화할 수 있는데,이는 허구 인물이

련된 허구 작품의 맥락 속에서 이야기될 때에 가능하다. 를 들어

34)Ibid.,p.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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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 포터는 <실제로 존재함>이라는 속성을 내재하지만,『해리 포터와

비 의 방』 안의 맥락에서는 <실제로 존재함>을 화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 허구 인물은 <허구 인물임> <존재하지 않음>이

라는 속성 역시 화한다.이처럼 허구 인물은 허구 맥락 안에서 자

신을 특징짓는 속성 외의 속성들은 화할 수 있다.따라서 셜록 홈즈는

<실제로 존재함>,<탐정임> 등을 내재하고,<허구 인물임>,<가장

사랑받는 소설 속 탐정임>,<존재하지 않음> 등의 속성을 화한다고

볼 수 있다.

슨스나 잘타의 신-마이농주의 근은 루이스의 이론과 마찬가지

로,우리가 허구 인물에게 귀속시키곤 하는 속성들이 실제로 허구

인물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보여 다는 에서 직 이다.하지만 이들

의 견해는 기본 으로 허구 인물에 한 우리의 일반 직 과 충돌한

다.신-마이농주의에 따르면,허구 인물은 허구 작품에 의하여 생겨나

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허구 인물은 특정한 속성들의 조합에 상응

하는 상이며,이 특정 속성들의 조합은 허구 작품이 창작되기 에 이

미 존재한다.그러나 우리는 최소한 련된 허구 작품이 만들어진 후에

야,혹은 허구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과 동시에 허구 인물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라는 직 을 갖고 있다.일상 인 담화 에 군가 “허구

인물인 셜록 홈즈는 코난 도일이 첫 셜록 홈즈 시리즈를 집필하기 부

터 있었다”라고 주장한다면, 구도 이 주장에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이

다.

나아가 허구 인물을 속성들의 조합으로 악하는 신-마이농주의의

에 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크립키는 『지시와 존재

ReferenceandExistence』에서 우리가 어떤 신화 ·허구 상이 특정

한 속성들을 지닌다고 보고,어떤 한 실재하는 상이 그 속성들을 만족

시킨다고 해서,바로 그 실재하는 상이 곧 우리가 염두에 둔 신화 ·

허구 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 한다.

물론, 실에 유니콘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날 수도 있지만,어떠한 상

황 하에서 이것이 성립하겠는가?혹자는 ‘쎄,유니콘처럼 생긴 동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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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이 드러난다면,이것이 곧 유니콘이 있었음이 드러나는 때일 것

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그러나 셜록 홈즈에 한 평행 사례에

서 내가 말한 바를 떠올려 보라:비록 이야기 속의 모든 것들을 해낸

한 탐정이 있었다 해도,이는 그 이야기가 허구가 아니라 참된 보도

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이와 유사하게,혹자는 여기서 만약 ‘유

니콘’이라는 단어가,그것이 허구에 등장한다는 것을 제외하면 ‘호랑이’와

유사한 논리를 지닌다면,‘이 신화에 등장하는 종은 허구이며 재 존재

하거나 멸종한 실제 종과의 어떠한 유사성도 순수히 우연입니다’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35)

크립키에 따르면,신화나 허구 작품은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하며,그 안

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동물 등의 모든 상들 역시 꾸며내진 상들이

다.따라서 실제로 작품에서 상에 할당한 속성을 모두 갖는 그러한

상이 있다고 해도,그 상은 필연 으로 허구 상이 될 수 없다.허

구 상의 본질은 결국 그것이 꾸며내진 상이라는 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에서는 허구 상을 실제로 있는 어떠한 것이든,그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는 입장은 모두 허구 인물의 본질을 제 로 포착하지

못하는 이론이 된다.이는 마이농주의 뿐만이 아니라 구체 실재론에도

해당되는 문제 이다;두 실재론은 허구 인물이 이미 오로지 가능하기

만 한 가능세계에 존재하는 개체,혹은 이미 존재하는 속성들의 집합에

상응한다고 주장함으로서,허구 인물이 허구 작품,혹은 작품 창작 활

동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라는 매우 강한 직 을 부정하게 되며,허구

인물은 기존에 이미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일 수 없다는 직 과 충돌하게

된다.

허구 인물에 한 구체 실재론과 신-마이농주의의 설명은,분명

히 허구 인물에 한 우리의 기본 인 직 과 상충한다;우리는 허구

인물이 작가의 창작 이 에 이미 존재하는 상이라고도 생각하지 않

고,작가가 어느 가능세계에 있는 상에 실제로 일어난 일을 기술한 것

이 허구 작품인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허

35)Kripke(2013),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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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이름을 사용할 때,작가의 창작 활동과는 독립 으로 어느 가능세

계에 존재하는 개체를 지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따라서 혹자는 만

약 허구 인물이 구체 실재론과 신-마이농주의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이 게 기이한 상이라면,애 에 왜 허구 인물의 존재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할 수 있으며,이러한 의문을 품은 철학자들에게 반

실재론은 허구 인물에 해 더 나은 그림을 제시해 수 있다.

제 2 허구 인물에 한 반실재론

허구 실재론을 옹호하는 철학자들 구체 실재론 혹은 신-마이

농주의를 옹호하는 철학자들은은 허구 이름이 어떤 가능세계의 존재자

를 지칭한다고 주장한다.한편 허구 인물에 한 추상 실재론자들은

허구 이름이 실세계의 존재자를 지칭한다고 주장한다.반면 허구

인물에 한 반실재론자들은 허구 인물이 실 세계 어떠한 가능세

계에도 존재하지 않으며,허구 이름은 어떠한 맥락에서도 지시체를 갖

지 않는 이름이라고 주장한다.러셀의 기술주의에 기반한 이 입장을 이

어받은 것은 월튼, 록,에버렛 등으로,이들은 기본 으로 허구 작품이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하며,이러한 허구에 등장하는 이름 역시 꾸며낸

이름에 불과하다고 본다.따라서 반실재론에서 허구 이름이 무언가를

지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련된 허구 인물이 존재하는 것 한 당

연히 불가능하다.이러한 측면에서 반실재론은 실재론과 달리 여러 갈래

로 명확히 분류되지 않는다;실재론자들은 허구 인물이 어떠한 존재자

이고,어떠한 방식으로 존재하게 되는지에 해 설명할 필요가 있었으며,

실재론자들이 이 문제들에 해 답변하는 방식에 따라 이들이 어떤 실재

론을 옹호하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했다.그러나 반실재론자는 허구

인물이 어떻게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어떠한 종류의 상인지에

해 설명할 필요가 없다;허구 인물은 단순히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

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반실재론자들의 논증은 주로 허구 이름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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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을 실재론 없이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이 맞춰져 있으며,반

실재론자들의 실재론에 한 반론 역시 체로 허구 이름을 포함한 문

장의 해석 문제를 심으로 한다.한편 록이나 에버렛은 허구 인물

이 실재한다고 제할 경우 어떠한 형이상학 문제를 갖게 되는지를 지

하고,반실재론이 형이상학 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설명하고자

하기도 했다.나는 이들이 실재론에 제기한 형이상학 반론이 실재론에

해 상당히 요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보고,이를 뒷장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일단 이 장에서는 허구 인물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허구 이름을 포함한 문장을 해석할 것인지에 한 반실재론자

들의 일반 인 이론을 설명할 것이다.

1.꾸며내기 이론

철학 을 제쳐두고,일상언어의 능숙한 사용자들에게 “셜록 홈

즈가 있지 않은가?”,“해리 포터가 있지 않은가?”,그리고 “허구 인물

이라는 것이 있지 않은가?”를 묻는다면,아마 거의 부분의 사용자들이

이 모든 질문에 해 “있다”라고 답할 것이다.이에 더해 우리는 허구

인물에 한 더 복잡한 문장들, 컨 “다른 소설의 주인공의 모델이

된 그러한 허구 인물들이 있다”,“몇몇 허구 인물들은 빅토리아 시

의 국 문화를 잘 보여 다”등의 문장들이 참이라고 여기며,“홈즈는

코난 도일에 의해 창조되었다”,“다아시는 가장 사랑받는 소설 남주인공

하나이다”등의 문장 역시 참이라고 여긴다.이는 종종 허구 인물에

한 실재론을 뒷받침해주는 일상언어 근거로 사용되어 왔다.

(1)(a)라스콜니코 는 허구 인물이다.

(b)라스콜니코 라는 인물은 도스토 스키에 의해 창조되었다.

(c)라스콜니코 는 알료샤보다 더 실 인 인물이다.

(d)라스콜니코 의 창조 이 에는 묘사될 수 없었을 그러한

허구 인물들이 있다.

(e)모든 소설에 하여,그 소설에 등장하거나,그 소설에 등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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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물의 모델이 되는 그러한 허구 인물이 있다.

(1a)-(1e)는 문자 그 로,정직하게 참인 것으로 보인다.그리고 직견

으로,우리가 이 문장들의 문법을 표면상에 드러난 그 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으로도 보인다.(1a)-(1e)의 본래 뜻을 포착하면서 이 문장들을

다르게 표 할 명백한 체계 방법은 없다.그러나 이 경우,허구 실재

론자들은 (1a)-(1d)에 등장하는 ‘라스콜니코 ’라는 이름이 허구 상을

지칭하며,(1d)-(1e)에 등장하는 양화사가 허구 상을 양화 범 로 삼

는다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주장한다.그리고 이는 허구 상의

존재를 받아들이게 만든다.36)

그러나 허구 인물에 한 반실재론자들은 허구 이름이 지시체를 갖

지 않는다고 할 때 허구 이름이 포함된 문장들을 더 잘 분석할 수 있

다고 주장한다.나아가 이들은 허구 인물의 존재를 함축하는 듯한 문

장들 역시 반실재론의 에서 잘 분석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꾸며내기 이론pretensetheory’은 허구 인물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고도 허구 이름을 포함한 문장들을 체계 으로 분석할 방법을 제시

하는,반실재론의 표 인 이론이다.꾸며내기 이론의 핵심은 허구 이

름이 등장하는 문장 S가 있을 때,이를 ‘련된 허구 작품 F에 따르면,

S’,혹은 ‘작가가 F를 통해 만들어낸 가장 게임make-believegame의 맥

락에서,S’로 ‘고쳐 써야paraphrase’한다는 이다.꾸며내기 이론을 옹

호하는 철학자들은 게와 러셀이 공유하는 제,즉 허구 이름은

공허한 이름이라는 을 받아들이며,따라서 허구 이름이 어떤 실재하

는 상을 지칭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문제는 허구 이름이 무엇도

지칭하지 않지만,허구 이름을 포함한 문장들은 확실한 진리치를 갖는

다는 인데,이들은 이 ‘고쳐 쓰기 략’을 사용하여 허구 인물의 존

재를 받아들이지 않고도 이 문장들을 충분히 분석할 수 있다고 주장한

다.월튼Walton은 ‘믿는 체 하기 놀이make-believegame’개념을 도입하

여 이러한 주장을 체계 으로 풀어낸 철학자이며,에버렛Everett은 이

36)Everett(2005),p.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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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을 받아들이고 발 시키는 철학자이다.이들은 각자 다른 용어를 사

용하긴 하지만,큰 틀을 공유하며,그 안에서 허구 맥락 그 맥락 안

에서의 어떻게 문장이 분석되는지를 설명한다.

꾸며내기 이론에 따르면,허구 작품은 특정한 허구 맥락을 형성한

다.그리고 우리는 작품이 만들어낸 이 허구 맥락 안에서 마치 그 작

품 안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일인 양 꾸며내어 말할 수 있다.월튼은

이를 ‘믿는 체 하기 놀이make-believegame’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한다.

를 들어 아이들이 조약돌을 폭탄이라고 하고,건 편의 큰 바 를

군의 기지라고 여기면서 조약돌을 바 에 던지는 놀이를 할 때,월튼은

이 아이들이 조약돌과 바 를 소품prop으로 활용하는 믿는 체 하기 놀이

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허구 작

품 F를 읽고,F에 련된 담화에 참여할 때,우리는 F를 소품으로 삼는

믿는 체 하기 놀이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그리고 한 허구 작

품을 소품으로 삼아 믿는 체 하기 놀이에 참여할 때,우리는 허구 작품

에서 참인 것처럼 꾸며낸 내용들이 실제로 참인 것 마냥 가장하여 말한

다. 를 들어 내가 “홈즈는 괴 하지만 유능한 탐정이다”라고 말하고,

상 방에 이에 동의한다고 해 보자.이 때 나와 상 방은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 시리즈를 소품으로 하는 믿는 체 하기 놀이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이 놀이에서는 참가자가 마치 베이커가에 거주하는 셜록 홈즈라

는 탐정이 허구 으로 있고,그러한 탐정이 괴 하지만 유능하다고 말하

는 것이 허구 으로 참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 구도 곰이 덤불 속에 있다고 상상하지 않는다; 군가가 거기 곰

이 있다고 상상한다고 해서,곰이 거기 있다는 것이 허구가 되는 것은 아

니다.그러나 이는 허구이다.무엇이 이를 허구로 만드는가?나무 그루터

기이다.따라서 나무 그루터기는 허구 참을 생성한다.이는 소품이다.

소품은 그들의 본성 혹은 존재를 통해 명제들을 허구로 만드는,허구

참의 생성자이다.[…]『걸리버 여행기』를 구성하는 단어들 때문에,달

걀을 어느 쪽으로 깨야 하는지에 하여 쟁을 치르는 한 뼘 키의 사람

들로 이루어진 사회가 허구 으로 있게 되는 것이다.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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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는 체 하기 놀이’ 신 단순히 ‘꾸며내기pretense’라는 용어를 사용하

긴 하지만,에버렛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허구 인물에 한 담화를 분

석한다.그에 따르면,허구 작품에 한 담화는 곧 허구 작품을 통해 작

가가 꾸며낸 내용이 마치 실 세계에서 성립한 일인 양 꾸며내어 말하

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나는 허구에 한 우리의 참여가 어떠한 종류의 상상 활동,꾸며내기,

혹은 가장 게임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제할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나는 허구 텍스트에 참여하는 것이,세계가 마치

허구 텍스트가 묘사하는 것처럼 되어 있다고 꾸며내는 일을 포함한다

고 제할 것이다.38)

[…]이 모델은 우리가 허구를 소비할 때,비록 텍스트 그 자체는 내

꾸며내기에 속하지 않아도,허구 텍스트를 마치 그것이 실제 정보의 원

천인 듯이 다룬다고 본다.우리는 실제 텍스트가 우리의 믿음을 이끌게

하듯,허구 텍스트가 우리의 상상을 이끌게 한다.39)

그러나 한 허구 작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이 허구 안의 꾸며진 세

계가 실제 세계인 듯 가장하는 믿는 체 하기 놀이,혹은 꾸며내기 맥락

이 로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월튼과 에버렛은 허구 작품 자체가 허

구 참을 만들어낼 수는 없으며,우리가 어떤 생성 원칙principleof

generation을 따를 때에만 허구 작품을 통해 허구 맥락 안에서의 참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소품은 군가가 상상하거나 상상하지 않는 것과는 독립 으로 허구

참을 생성한다.그러나 그들은 모든 (실제 혹은 가능한)상상 주체로

부터 떨어져,완 히 스스로 그러한 일을 해내는 것은 아니다.소품은 오

37)Walton(1990),pp.37-38.

38)Everett(2005),p.638.

39)Everett(2010),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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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 사회 ,혹은 최소한 인간 환경에서만 기능한다.덤불 속의 나무

그루터기는 곰이 거기 있다는 것을 허구 참으로 만드는데,이는 오로지

나무 그루터기가 있을 경우,거기에 곰이 있다는 것이 허구 참이게 하

는 특정한 습,이해,믿는 체 하기 놀이에서의 동의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를 생성 원칙이라 부를 것이다.40)

이러한 생성 원칙은 믿는 체 하기 놀이,혹은 꾸며내기 맥락이 놀이나

맥락의 참가자들에게 요구하는 바( 컨 아이들의 놀이에서 놀이에 참

여한 아이는 조약돌을 폭탄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 등),게임 안에서 참

인 것들 등을 결정해 다.

에반스와 월튼이 강조했듯이,이러한 종류의 게임 혹은 꾸며내기는 게

임이나 꾸며내기 내에서 무엇이 참인지,그리고 따라서 우리가 그 게임에

참여할 때 무엇을 상상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주는 생성 원칙에 의해 지배

된다.가장 단순한 종류의 게임에서는 한 개인이 아마도 암묵 으로 특정

한 생성 원칙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그리고 나서 아마도

이 개인은 게임이 진행되고,그녀 자신의 상상을 발 시켜 가면서 이 원

칙을 변경하거나,무언가를 더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더 복잡한 경우에

서는 다수의 개인들이 련된 생성 원칙을 결정하는 데 력할 수 있다.

혹은 한 개인이 이미 잘 정립된 이 의 게임에 참여할 수도 있다.41)

월튼과 에버렛은 각각 자신이 하다고 여기는 생성 원칙을 제시하

고 있으며,각 생성 원칙은 참여자에게 요구하는 바의 차이 실제 상

황의 개입 여부 등을 통해 구분된다.42) 를 들어 어떤 아이들이 <조약

돌은 폭탄이고,큰 바 는 군의 기지이다>라는 것이 믿는 체 하기 놀

이 안에서 참이며,놀이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무조건 이를 받아들

40)Walton(1990),p.38.

41)Everett(2010),p.18.

42)자세한 내용은 Everett(2010),pp.18-26 Walton,pp.138-187참고.에버렛은

세 가지 타입의 생성 원칙을 제시하며,월튼은 허구 참의 직 생성과 간

생성을 구분하고,실재성 원리TheRealityPrinciple과 상호 믿음 원칙Mutual

BeliefPrinciple을 생성 원리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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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는 생성 원칙을 따른다면,이 아이들은 같은 믿는 체 하기 놀

이에 참여한다고 할 수 있다.한편 나와 내 친구가 홈즈가 실제 탐정들

에 비해 유능한 탐정인지 아닌지에 해 화하는 것은 곧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 시리즈를 소품으로 삼는 믿는 체 하기 놀이에 참여하고 있는

셈인데,이 때 이 놀이는 아이들의 놀이보다 더 복잡한 단계를 통해 구

성된다:먼 우리는 일차 인 꾸며내기 맥락,즉 셜록 홈즈 시리즈의 내

용이 참인 양 해야 하는 믿는 체 하기 놀이에 참여해야 한다.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일차 꾸며내기 맥락을 더 정교히 하고 확장시켜서

실제 세계에까지 용하는 이차 인 꾸며내기 맥락에 참여해야 한다.홈

즈가 다른 실의 탐정들과 비교해도 유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

려면,홈즈가 실제 탐정이라는 것이 일차 꾸며내기 맥락 밖에서도 성

립하는 체 해야 하기 때문이다.월튼과 에버렛에 따르면,우리는 이처럼

각 상황에서 요구되는 생성 원칙을 만족시킴으로서 믿는 체 하기 놀이,

혹은 꾸며내기 맥락에 히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꾸며내기 이론이 성공하려면,허구 인물의 존재를 받아들이

지 않고도 허구 이름을 포함한 어떠한 진술도 잘 해석할 수 있어야 한

다.허구 이름을 포함한 진술들은 크게 세 종류로 나뉜다;첫번째 종

류는 허구 맥락 내의 진술, 컨 “홈즈는 베이커가 221b번지에 산

다”같은 허구 진술이다.꾸며내기 이론은 고쳐 쓰기 략을 통해 이

문장을 쉽게 해석할 수 있다.허구 진술은,‘련된 허구 작품에 따르

면’이라는 수식어구를 갖는 것으로 고쳐 썼을 때 참이면 참이다.두번째

종류는 허구 인물에 한 참인 존재부정문―“셜록 홈즈는 존재하지 않

는다”―인데,꾸며내기 이론이 체계 인 반실재론임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쉽게 해석될 수 있다;허구 인물에 한 존재부정문은 별도의 고

쳐 쓰기 과정 없이,있는 그 로 참이다.

문제는 세 번째 종류의 진술,즉 허구 인물에 한 허구 맥락 바

깥의 진술이다.이러한 진술에 해당되는 로는 “셜록 홈즈는 허구 인

물이다”,“홈즈는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등

의 진술을 들 수 있다.이러한 진술의 해석이 문제가 되는 것은,고쳐 쓰



-36-

기 략을 허구 진술에 용할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용하는 것도

불가능하고,그 다고 해서 진술을 존재부정문과 같이 있는 그 로 받아

들이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만약 “셜록 홈즈는 허구 인물이다”

라는 진술을 ‘셜록 홈즈’가 등장하는 허구 진술과 같은 방식으로 해석

한다면,우리는 원 문장을 “코난 도일의 소설에 따르면,셜록 홈즈는 허

구 인물이다”로 고쳐 써서 해석해야 한다.하지만 원 문장이 명백히

참인 반면,이 고쳐 쓴 문장은 명백히 거짓인데,왜냐하면 코난 도일의

소설에서 셜록 홈즈는 실제 탐정이지,허구 인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꾸며내기 이론은 허구 이름이 기본 으로 공허한 이름이라고

제하므로,이 진술을 있는 그 로 받아들일 경우에는 어떻게 공허한

이름을 포함하는 문장이 참일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진술들―허구 인물에 한 허구 맥락 바깥의 참인

진술들―이 허구 인물의 존재를 받아들여야 할 근거로 제시되어 왔으

며,꾸며내기 이론이 이 문장들을 해석할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꾸

며내기 이론은 실재론에게 자리를 비켜 수밖에 없다.물론 반실재론자

들은 이 경우에도 한 수식어구를 새로 고안하여 고쳐 쓰기 략을

용하면 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하지만 반실재론자들은 이 문제에

해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정확히 어떤 식의 수식어구가 이 허구

맥락 바깥의 진술을 분석하게 해 수 있을 것인가?수정된 고쳐 쓰기

략이 기존의 꾸며내기 이론을 훼손하지 않고도 체계 인 해석을 가능

하게 해 수 있는가?

2.허구 인물에 한 허구주의

록은 이 문제에 해 해답을 제시하고자 한 반실재론자이다.그는

일단 허구 맥락 내에서 이루어지는 허구 인물에 한 주장은 꾸며내

기 이론을 통해 잘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꾸며내기 이론에

따르면,이러한 주장은 ‘련된 허구 작품 F에 따르면’같은 암묵 수식

어구를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따라서 “엘리자베스는 베넷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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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둘째 딸이다”는 사실 “『오만과 편견』에 따르면,엘리자베스는 베넷

가의 둘째 딸이다”라는 주장으로 이해되어야 하며,이 주장은 『오만과

편견』의 내용상 엘리자베스가 베넷 가의 둘째 딸이라면 참이다.하지만

록은 허구 인물에 해 허구 맥락 바깥에서 일어난 평가 진술에

해서는,꾸며내기 이론의 ‘암묵 수식어구’ 략 신 자신의 ‘허구

인물에 한 허구주의fictionalism aboutfictionalcharacters’를 채택할

때 더 좋은 해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록은 허구 인물에 한 진술을 허구 진술,존재부정문,비평

진술이라는 세 종류로 나 고,기존의 꾸며내기 이론이 허구 이름을

포함한 존재부정문 허구 인물에 한 허구 맥락 내의 진술은 잘

해석해 수 있지만,허구 인물에 한 허구 맥락 바깥의 주장은 제

로 해석하지 못한다는 을 지 한다.여기서 록이 이야기하는 비평

진술이 바로 에서 우리가 살펴본 허구 맥락 바깥의 진술이며,

록은 비평 진술을 성공 으로 해석하지 못한다면,반실재론이 실재론

의 공격에 열려있게 될 것이라고 지 한다.

실재론의 동기는 강력하다.만약 반실재론자가 허구에 한 그럴듯한

이론을 제공하고자 한다면,그녀의 이론은 비평 진술의 의미론에 해

(i)허구 인물의 존재론을 상정하지 않고 (ii)실재론자의 성 조건

을 만족시키는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이 이론은 체계 이고,허구 인

물에 한 모든 주장에 해 매끄럽고 단일한 해석을 제공해야 한다.43)

허구 인물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비평 진술을 해석하는

것은 반실재론자에게 가장 요한 과제이다.반실재론자는 비평 진술

의 해석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반면,실재론자는 비평 진술을 해

석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지 않기 때문이다.실재론자는 “셜록

홈즈는 허구 인물이다”,“제인 에어는 문학사상 가장 유명한 여성 인

물 하나이다”는 각각 허구 인물 제인 에어와 셜록 홈즈가 실제로

갖고 있는 속성들에 한 진술이며,따라서 참이라고 설명할 수 있으며,

43)Brock(2002),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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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반실재론자가 명백히 참인 비평 진술을 해석할 방법이 없다면,

허구 인물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 밖에는 남은 길이 없을 것이라고

지 할 수 있다.물론 반실재론자는 꾸며내기 이론을 통해 비평 진술

을 히 고쳐 쓸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할 수 있다.실제로 에버렛은

‘P1꾸며내기’와 ‘P2꾸며내기’라는 두 종류의 꾸며낸 맥락,혹은 믿는 체

하기 놀이를 구분하고,일반 인 허구 진술은 P1꾸며내기 맥락 하에

서,비평 진술은 P2 꾸며내기 맥락 하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

다.44)하지만 실재론자는 반실재론자가 기존의 고쳐 쓰기 략을 수정하

여 비평 진술을 해석하는 데 성공한다 해도,이는 반실재론이 임기응

변식으로 허구 인물에 한 진술을 해석하고 있으며,따라서 체계 인

입장이 아니라는 을 보여 뿐이라고 비 할 수 있다.45)

따라서 록은 반실재론자가 실재론에 해 진정한 우 를 하려면,

허구 맥락 내의 진술 존재부정문 뿐만 아니라,비평 진술까지 잘

설명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 하며,자신이 제시하는 ‘허

구 인물에 한 허구주의’가 바로 이러한 반실재론이 될 수 있다고 주

장한다.구체 으로 말하자면,그는 허구 인물에 한 세 종류의 진술

비평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두 종류의 진술에 해서는 기존의 해

석을 그 로 용하되,비평 진술은 허구주의에 따라 해석한다면 반실

재론이 모든 종류의 진술을 매끄럽게 잘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이 때

허구 인물에 한 허구주의에 따르면,어떤 비평 진술 S가 있을 때,

이를 ‘실재론자의 가설에 따르면,S’로 고쳐 써서 해석해야 한다.이 방

법을 따를 경우,“셜록 홈즈는 허구 인물이다”라는 비평 진술은 “실

재론자의 가설에 따르면,셜록 홈즈는 허구 인물이다”로 고쳐 써서 해

44)Everett(2005),pp.639-641.

45)Thomasson(1999),pp.99-100:“과학 이론 같은 다른 이론들을 평가할 때,명백

한 반례들을 피하기 해 계속해서 임기응변식으로 이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는 것은,그 이론의 실패 체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이

다.문제는 허구 상에 한 지칭을 피하는 언어 분석을 고안해낼 수 있느냐

가 아니라,무엇이 최선의 언어 이론이냐는 이며,그 이론이 허구 용어에 의

해 지시되는 허구 상이 있음을 받아들이는지 혹은 거부하는지이다.우리가

지칭할 수 있는 허구 상들이 있음을 받아들임으로서,더 부드럽고,더 하

고,덜 임기응변 인 언어 분석이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을 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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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되어야 하는데,이 고쳐 쓴 문장은 참이다;실재론자들은 모두 셜록

홈즈가 실제 인물과 다른 허구 인물이라는 가설을 옹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법은 반실재론자들이 기존에 받아들이고 있던 꾸며내기 이론과

충돌하지 않으므로,반실재론자는 꾸며내기 이론의 틀 안에서 충분

히 허구 인물에 한 허구주의를 받아들일 수 있으며,이를 통해 허구

이름이 등장하는 모든 종류의 진술을 체계 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보일 수 있다.

이때 유의해야 할 은 록이 어떤 식으로든 허구 실재론을 받아

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이다.우리가 어떤 상, 컨 수에 한 허구

주의를 채택한다는 것은,수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입장을 실제로 받아들

이는 것과 명백히 다르다;우리는 수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제 로 해석

할 수 있는 문장을,수를 존재자로 받아들이는 부담을 지지 않고도 해석

하고자 허구주의를 도입하는 것이다.따라서 허구주의는 그러한 문장을,

‘수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입장에 따르면/그러한 입장이 성립한다면’참인

문장으로 해석한다.이때 수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입장은 일종의 허구

작품처럼 사용된다:우리가 “셜록 홈즈는 탐정이다”를,“코난 도일의 소

설에 따르면,셜록 홈즈는 탐정이다”가 참이기 때문에 참이라고 보는 것

처럼,“2+2=4”를,“수에 한 실재론에 따르면,2+2=4”가 참이기 때문에

참이라고 본다는 것이다.마찬가지로,허구 인물에 한 허구주의를 채

택한다는 것은 허구 실재론을 정말로 받아들이는 것과는 다르다.반실

재론자는 허구 인물에 해 존재론 책임을 지지 않고도,비평 진

술처럼 허구 인물의 존재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문장들을 제 로

해석하기 하여 허구주의를 채택하는 것이다.여기서 허구 실재론은

일종의 ‘유용한 허구’로 사용된다;그리고 비평 진술은 ‘유용한 허구’의

맥락에서 참인 것,즉 일종의 ‘허구 맥락 내의 참’인 진술로 해석된다.

이름이 보여주듯,이 입장은 다른 다양한 형이상학 허구주의와 강한

유사성을 지닌다.거칠게 말하자면,어떤 이론 T에 한 허구주의자는 T

가 허구라고 말하는 것이다.그러나 이는 일반 의미에서의 허구가 아니

다.이는 그것이 (아마도)거짓인 이야기인 한에서 허구인 것이다.그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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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T는 우리가 이 틀을 받아들이는 것을 정당화해 특정한

효용을 갖는다;우리가 그 이론이 참인듯 이야기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이론 T에 한 허구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은 T에 의해 상정된 존재자

들을 수용하는 것을 피하는 방법인데,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보았듯이,

이야기 S에 따르면 F인 것들이 있다는 명제는 F가 있다는 것을 함축하

지 않기 때문이다.46)

물론 록은 허구 인물에 한 실재론이 구체 실재론 추상

실재론 등의 다양한 입장을 포함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허구 인물

에 한 허구주의를 채택할 때,이 어떠한 실재론을 ‘유용한 허구’로

서 빌려오는지를 설명해야 한다는 것 역시 알고 있다.그러나 그는 기존

의 실재론 입장 하나를 빌려오는 것이 아니라,구체 실재론과 추

상 실재론의 요 논제 가장 우리의 직 을 잘 포착하는 것들을 뽑

아내서 구성한 혼합 실재론을 반실재론자에게 ‘유용한 허구’로 채택한

다:이 혼합 실재론에 따르면,허구 인물은 구체 상이면서, 실

세계에 존재한다.그러나 이러한 실재론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은 명백

하다:구체 실재론자가 허구 인물을 구체 상이면서,‘실 세계

를 배제한 가능 세계’에 존재하는 상으로 본 이유는,허구 작품에서 등

장인물에게 부여한 속성들을 지니는 실 세계의 실제 인물이 있다는 것

이 명백히 거짓이기 때문이었다.같은 맥락에서 추상 실재론자는 허구

인물이 실 세계에 존재하지만 실제 인물과 달리 ‘추상 인’ 상이

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었다.반면 혼합 실재론은 허구 작품에서 등장

인물에게 부여한 속성들을 지니는 상이 실에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데,이는 허구 인물이 실재한다고 주장하는 어떠한 철학자도 받아들이

지 않을 주장이다.그러나 록은 이 말도 안 되는 실재론이 실제로 성

립할 수 없다는 이 허구주의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애 에 허구주의자의 목표는 어떤 실재론을 정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

니라,단지 비평 진술의 해석에 필요한 도구로서 실재론을 빌려오는

것이기 때문이다.이러한 측면에서 허구주의를 채택한 반실재론자는 허

46)Brock(2002),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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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인물에 한 비평 진술 P를,‘혼합 실재론에 따르면,P’로 해석

하고,혼합 실재론 하에서 P가 참이라면,P가 참이라고 주장할 수 있

다.

록은 허구주의가 실재론을 완 히 부정하는 입장은 아니라고 이야

기하지만47), 록 자신의 입장은 실재론보다 반실재론에 더 기울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 논문이 반실재론의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비평 진

술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을 맞추고 있으며,자신의 다른 논문

(2010)에서 실재론이 갖는 형이상학 문제를 지 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록 자신이 반실재론을 극 으로 옹호하든 그 지 않든 간에,

록이 제안한 허구 인물에 한 허구주의가 반실재론자에게 열려있는

길 하나라는 것은 분명하다.물론 꾸며내기 이론을 옹호하는 반실재

론자는 비평 진술의 해석에 있어 계속해서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고자

할 수 있고,실재론자는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 실재론의 가설에 따르면’

이라는 수식어구를 사용하여 비평 진술을 해석하는 것이 그럴듯하지

않다고 지 할 수도 있다.어 든 반실재론자는 꾸며내기 이론을 택하든,

허구 인물에 한 허구주의를 부분 으로 용하든 간에,허구 이름

을 포함하는 모든 진술들이 일 이고 체계 으로 잘 해석될 수 있는지

를 기 으로 한 이론을 택해야 할 것이다.

반실재론이 허구 이름을 포함한 진술의 해석 문제에 을 맞추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허구 인물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실재론자들

과 달리,반실재론자들은 허구 인물 자체에 해서 설명해야 할 의무

를 지지 않으며, 신 허구 인물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고도 허구

이름이 등장하는 문장들이 유의미하다는 것을 보일 수 있어야 하기 때문

이다.하지만 나는 허구 인물에 한 반실재론자가 이러한 허구 이

름의 분석 문제보다,실재론으로부터 귀결되는 형이상학 문제들에 더

집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재 실재론 반실재론의 어떠한 입

47)Brock(2002),p.9:“그러나 허구주의자가 T가 문자 그 로 거짓이라는 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만약 이러한 것이 이론 T에 한

반실재론이라면,허구주의 그 자체는 반실재론의 한 형태가 아니다.)허구주의자

는 T에 의해 상정된 존재자들의 존재론 지 에 해 어떤 주장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따라서 허구주의는 실재론과 양립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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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도 허구 이름이 포함된 모든 진술들을 완벽히 해석할 체계 이론을

제시하지는 못했다;실재론에서는 허구 인물에 한 참인 존재부정문

이 문제가 되고,반실재론에서는 허구 인물에 한 비평 진술의 해

석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어느 진 도 이 문제들을 완 히 해결하지 못

했다.어떠한 입장도 완벽한 해석의 틀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은 곧 어

떠한 입장도 자신의 입장이 어떤 측면에서는 더 설득력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반실재론자가 실재론이 가정하는 허구 인물

이라는 존재자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보일 수 있다면,반실재론자는 확

실한 우 에 설 수 있다;허구 인물을 수용하는 것이 심각한 존재론

문제를 일으킨다면,허구 이름에 한 완벽한 분석을 내놓지 못한다

해도 자연스럽게 허구 인물의 존재를 부정하는 반실재론이 더 그럴듯

한 이론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같은 맥락에서 허구 실재론자 역시 허

구 인물을 상정하는 데에서 생겨날 수 있는 형이상학 문제를 더 경

계하고,이러한 문제들이 생겨날 경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을 맞춰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나는 이어지는 에서 내가 옹호하고자 하는 추상 실재론이

가진 형이상학 문제들,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에 을 맞추

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먼 나는 추상 실재론이 어떠한 입장인

지를 자세히 설명한 후,추상 실재론에 해 록과 에버렛이 제기한

반론―허구 인물의 존재를 상정하는 것이 존재론 문제를 낳는다―을

살펴볼 것이다.나아가 나는 이러한 반론에 해 추상 실재론자가 유

효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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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추상 실재론 추상 실재론에

한 형이상학 반론

허구 인물에 한 구체 실재론 신-마이농주의의 주장들은 분

명히 우리가 허구 인물에 해 갖고 있는 직 과 충돌한다.반실재론

은 이에 해 불만을 갖고,차라리 허구 인물이라는 상을 받아들이

지 않는 편이 낫다고 여기는 철학자들에게 좋은 안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허구 인물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지 않아도,구체 실재론

신-마이농주의가 갖는 문제를 피하는 것이 가능하다;허구 인물에

한 추상 실재론은 허구 인물의 존재를 받아들이면서,허구 인물에

한 우리의 일반 직 을 잘 포착하고 있는 입장이다.추상 실재론

에 따르면,허구 인물은 작가에 의해 존재하게 되는 실 세계의 상

이다.그러나 허구 인물은 실제 인간처럼 시공간 치를 유하지

않는다.허구 인물은 국가나 집단 같은 추상 상이며,어떤 사건이

나 과정에 의해 존재하게 되고, 소멸할 수도 있는 우연 인 존재자이

다.이러한 에서 볼 때,셜록 홈즈는 런던에 사는 탐정이 아니다;셜

록 홈즈는 ‘코난 도일의 소설에서 런던에 사는 탐정으로 묘사된’추상

존재자이다.

이러한 추상 실재론은 구체 실재론과 신-마이농주의가 받아들이

지 못한 일반 직 을 잘 수용하고 있다:허구 인물에 한 우리의

직 과 마찬가지로,추상 실재론에서 허구 인물은 작가에 의해 존재

하게 되는 상이지,작가의 창작 활동과는 독립 으로 어느 가능세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이 아니다. 한 추상 실재론은 구체 실재

론 꾸며내기 이론에서 문제가 되었던,허구 인물에 한 비평 진

술 역시 문제없이 설명할 수 있다;추상 실재론에서 “셜록 홈즈는 허

구 인물이다”가 참인 이유는,셜록 홈즈라는 추상 존재자가 <허구

인물임>이라는 속성을 지니기 때문이며,이러한 설명을 해 어떠한 식

으로 문장을 고쳐쓸 필요가 없다.하지만 추상 실재론이 허구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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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완벽한 이론은 아니다.추상 실재론이 다른 두 실재론에 비해

허구 인물에 해 더 그럴듯한 그림을 제시하는 이론이기는 하지만,

추상 실재론의 방식으로 허구 인물이라는 상을 받아들일 경우 생

겨나는 형이상학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다.추상 실재론에서 생겨날

수 있는 형이상학 문제들을 지 한 표 인 철학자가 록과 에버렛

이다:이들은 작가에 의해 존재하게 되는 실 세계의 추상 존재자가

허구 인물이라는 주장을 받아들 을 때,우리가 무 거나 무 많

은 존재자를 받아들이게 되거나,도 히 용납할 수 없는 존재자들을 받

아들이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록과 에버렛의 반론은 추상 실재론에 제기된 반론들

상당히 요한 치를 차지한다:실재론에 한 기존의 반론은 체로

허구 인물에 한 참인 존재부정문의 해석 문제에 방 이 있었으

며,실재론을 옹호하는 크립키나 샐먼 역시 이 문제를 요하게 다루었

다.48)그러나 허구 인물에 한 실재론이 결국 허구 인물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을 심 논제로 삼고 있으며,이 논제만 반박된다면 실재

론이 유지될 수 없다는 을 생각해 볼 때,반실재론자들이 정말로 주목

해야 하는 지 은 바로 이 부분,즉 과연 허구 인물이라는 상을 존

재론에 도입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겨나는가일 것이다.49)이러한 측면에

서 허구 인물을 상정하는 것이 어떠한 존재론 문제로 이어지는지를

지 한 록과 에버렛의 반론은 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장에서 나는 일단 허구 인물에 한 추상 실재론이 어떠한 이

론인지를 자세히 살펴보고,이에 해 록과 에버렛이 제기한 형이상학

반론을 소개할 것이다.여기서 나는 이 둘의 반론을 추상 실재론에

한 반론으로 다룰 것이지만,사실 두 사람이 타겟으로 하는 실재론이

정확히 추상 실재론 뿐인 것은 아니다. 록은 구체 실재론과 추상

실재론에 해 각각 반론을 제기하며,에버렛은 자신의 반론이 모든

48)Salmon(1998),Kripke(2013)참고.

49)KroonandVoltolini(2011):“에버렛의 일련의 공격은 흥미롭고 신 이며,(언

어에 을 맞춘 논증들에 한 우려들을 고려할 때)어떤 측면에서는 반실재론

자가 자신이 존재론 환상이라 믿는 것에 맞서는 투를 실제로 어떻게 설정해

야 하는지에 한 본보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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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의 실재론에 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하지만 나는 록의 경우

그가 추상 실재론에 해 제기한 반론만을 다룰 것이며,에버렛의 경

우에는 그의 논증을 추상 실재론에 한 것이라고 제할 것이다.이

처럼 추상 실재론에 한 반론으로서 록과 에버렛의 논증을 소개한

후에,나는 이들의 반론에 해 추상 실재론의 입장에서 어떠한 재반

론이 가능할지를 검토하고자 한다.50)이어지는 에서는 먼 추상 실

재론이 허구 인물을 어떠한 상으로 상정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록과 에버렛의 반론 기존의 추상 실재론자들이 이에 해 제기한

재반론을 비 으로 검토할 것이다.

제 1 추상 실재론

구체 실재론과 신-마이농주의가 ‘허구 인물은 작가가 만들어낸

것’이라는 직 과 충돌한다는 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추상 실재

론은 정확히 이 두 입장에 한 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추상 실재

론은 허구 인물이 작가의 작품 창작에 의해 존재하게 되는 상임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여기서 추상 실재론이 바라보는 허구 인물은

특이한 종류의 존재자이다:추상 실재론자들은 허구 인물이 국가나

단체처럼 인간의 활동에 의해 존재하게 된 추상 존재자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허구 인물이 련된 허구 작품에서 등장인물에게 할

당된 속성들을 그 로 갖는다는 구체 실재론과 신-마이농주의의 주장

을 거부한다.추상 존재자― 컨 한 국가를 떠올려보라―가 <여자

임>,<피아노를 연주할 앎>등의 속성들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

문이다.

이러한 추상 실재론을 옹호하는 철학자로는 반 인와겐,크립키,샐

먼,토마슨 등이 있으며,이들은 허구 인물이 존재하되,추상 존재자

50)이처럼 논의 범 를 추상 실재론에 한 것으로 좁히는 주요한 이유는,내가

이 논문에서 집 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이 추상 실재론의 문제와 그 해결 방

법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주로 추상 실재론자들이 록 에버렛의 반론에

하여 직 으로 반응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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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이들은 허구 작품의 창작이 기본 으로 ‘¬인

체 하기/꾸며내기pretension’활동이며,따라서 허구 이름을 통해 실제

인물을 지칭하려거나,실제 인물을 만들어내려는 의도가 허구 작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하지만 이들은 동시에 작가가 창작

행 를 통해 분명히 허구 인물을 만들어낸다고 주장한다.이러한 꾸며

내기 활동의 내용 자체는 어떠한 존재자에도 의존하지 않고,어떠한 존

재자도 만들어내지 않지만,꾸며내기 활동이라는 구체 사건 자체는 허

구 작품 허구 인물 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다면 체 추상 실재론에서 허구 인물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

고,어떤 식으로 존재하는 상인가?추상 실재론의 에서는 허구

인물이 실제 인물보다는 허구 작품,혹은 국가나 집단 같은 사회

구성물과 존재론 으로 더 유사하다;허구 인물은 작가의 창작 활동에

의해 창조된 존재자이며, 실 세계에 존재하기는 하지만 실제 인물처럼

시공간 치를 유하거나,시공간 치를 유한다는 제 하에 가

질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속성들을 지닐 수는 없다.이러한 에서 허

구 인물은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고 구성되는 인공물artifact에 속한다

고 볼 수 있다.

문제를 다음과 같이 다루어야 한다:코난 도일은 어느 날 이야기를 지

어내는 데 착수했다.이 과정에서 그는 주인공으로서 한 허구 인물을

창조했고,이야기에서 특정한 역할을 하는 다른 허구 인물들 역시 창조

했다.이 인물들은,이야기 자체와 마찬가지로,인간이 만든 추상 인공

물이며,코난 도일의 풍부한 상상력에서 태어난 것이다.51)

그 다면 허구 인물은 추상 존재자이다.이는 내가 정확히 언 하

고자 하지는 않겠지만, 그들 자신만의 명백한 직 특징을 지닌 기

을 만족시키는 구체 활동인 이야기하기,극본 쓰기,소설 쓰기 등에 의

해 존재한다.이는 국가가 사람들 간의 구체 계에 의해 존재하는 추

상 존재자인 것과 같은 방식으로,더 구체 활동에 의해 존재하는 추

51)Salmon(1998),p.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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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존재자이다.52)

이와 조 으로,인공물 이론은 허구 인물들을 작가에 의해 창조되

고,이야기나 유능한 독자 같은 일상 상에 의존하는,구성된 존재자

로 다룸으로서,허구 인물에 한 아래에서 로의 근 방식을 채택한

다.53)

짧게 말하자면,이 에서 허구 인물들은 특정한 종류의 문화

인공물이다.다른 문화 상들처럼,허구 인물은 그 존재를 인간의

지향성에 의존한다.다른 인공물처럼,이들은 존재하기 해 창조되어야

하며,존재하기를 멈추고,과거의 상이 될 수 있다.54)

따라서 실제 인물인 내가 <인간임>,<여자임>,<우리 집의 장녀임>

등의 속성을 지니는 것에 반해,허구 인물은 이러한 속성들을 지니지

못한다.허구 인물은 작가의 창작 행 에 의해 존재하는 추상 상

이므로,마치 유럽연합 같은 단체나 미국 같은 국가가 <인간임>,<여자

임>등의 속성을 지닐 수 없는 것처럼,특정한 종류의 속성만을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를 들어 『엠마』의 주인공 엠마는 <인간임>,<여자

임>,<우드하우스 가의 둘째 딸임>등의 속성을 지니는 것이 불가능하

다. 신 엠마는 <제인 오스틴이 『엠마』에서 꾸며낸 바에 따르면,인

간임>,혹은 <제인 오스틴의 『엠마』에서 여자로 서술됨>,<제인 오스

틴의 『엠마』에 따르면,우드하우스 가의 둘째 딸임>등의 속성을 지닌

다.그러나 추상 실재론 하에서 허구 인물은 분명히 존재하므로,

<존재함>이라는 속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허구 인물임>,<(특정

작품의)주인공임>,<사랑받는 여성 인물 하나임> 등의 속성들 역시

지닐 수 있다.즉 허구 인물은 어디까지나 작가에 의해 창조된 추상

존재자이므로,시공간 치를 할 것이 요구되는 구체 상의 속성

들을 제외한 속성들만 지닐 수 있는 것이다.

52)Kripke(2013),p.73.

53)Thomasson(1999),p.16.

54)Ibid.,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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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갬 부인이 지닌 속성들은 그녀의 지 ,즉 비평의 이론

존재자에 한 “문학 ”속성들 뿐이다.만약 그녀가 나와 당신과 어떠

한 속성을 공유한다면,그 속성은 존재,자기 동일성,어떠한 서수와도 동

일하지 않음 같은 “상 범주”의 속성이다.55)

상-허구 문장은 실제 세계에 해서는 참이 아닌데,왜냐하면 추상

존재자들은 최악의 음악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하지만 이는 허구에

해서―혹은 “허구의 세계 속에서”―참이다.56)

물론,허구 인물은 실제 인물이 아니다.실제 사람들에 더하여,실제

로 19세기 런던에 살았던 허구 인물들이 있는 것은 아니다.57)

즉 추상 실재론자가 허구 인물이 실세계에 실재한다고 주장할

때,실제로 런던의 베이커 가에 거주하는 탐정인 그러한 사람이 국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추상 실재론자가 허구 인

물이 실세계에 존재한다고 할 때,이는 단순히 작가에 의해 특정 속성

을 부여받은 추상 존재자가 실세계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 뿐이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그 다고 해서 허구 인물이 마치 라톤

추상자처럼 원불변하는 추상 상은 아니라는 이다:추상 실재

론자들은 허구 인물이 허구 작품의 작가에 의해 우연 으로 존재하게

된,작가에 의해 창조된 존재자이며,따라서 어떤 사건이나 계기에 의해

소멸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고 본다.

내 에서 소설을 쓴다는 것은,일반 으로 몇몇 허구 인물을 창

조한다는 것이다. 컨 트웨인은 『허클베리 핀』을 으로서 소설과

허구 인물 모두를 존재하게 만들었다.이때 허구 인물이 어떤 의미로

는 존재하지만 다른 의미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허구 인물인

55)vanInwagen(1977),p.305.

56)Salmon(1998),p.303.

57)Kripke(2013),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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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클베리 핀은,소설이 그러하듯이 명백히 존재한다:나는 그러한 실제

소설이 있었다는 것이 오해 을 경우에만 내 주장을 철회할 것이다.따라

서 그들의 존재는 경험 사실과는 독립 으로,필연 으로 존재한다고

이야기되는 수와 같은 추상 존재자와는 다르다.58)

수학 존재자에 한 필요가 다른 이들로 하여 (때로 마지못해)

라톤 으로 상상된 추상자라는 추가 범주를 인정하게 했다:시공간

치를 결여하는, 원불변한 존재자 말이다.그러나 허구 인물 다

른 의존 추상자들은 이러한 범주에 걸맞지 않다.비록 이 존재자들이

시공간 치를 결여한다는 에서는 추상 이지만,이들 다수가 우

연 존재자에 의존하며,따라서 필연 존재자로 특징지어져서는 안되기

때문이다.나아가,추상 인공물들은 원한 것이 아니라,특정 상황에서

특정 시 에 창조되며,변화할 수 있고,심지어 창조된 후에도 존재하기

를 멈출 수 있다.59)

보통 우리는 수(數)가 원불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그리고 이러한 수

가 추상 존재자라는 입장을 받아들이면,수는 원불변한 추상 존재

자의 범주에 속하는 존재자가 된다.추상 실재론의 입장에서는 허구

인물 역시 추상 존재자이다:수와 허구 인물 모두 시공간 상에서 어

떠한 치도 유하지 않으며,시공간 치를 유하는 것에 근거한

어떠한 속성도 지니지 않는다.하지만 허구 인물과 수의 결정 차이

는,수가 원불변한 존재자인 반면,허구 인물은 우연 으로 존재하게

된 상이며,변화 소멸이 가능하다는 이다. 한 수는 어떠한 구체

상에도 그 존재를 의존하지 않지만,허구 인물은 구체 사건이

나 상 등에 그 존재를 의존한다.허구 인물은 작가가 허구 작품을

창작하는 활동에 의해 존재하게 되며,어떤 측면에서는 작품에 존재론

으로 의존한다고도 볼 수 있다.따라서 허구 인물은 비록 추상 존재

자라 할지라도,수나 라톤 추상자보다는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물들

과 존재론 으로 더 유사하다:마치 의자가 사람에 의해 우연히 존재하

58)Kripke(2013),p.72.

59)Thomasson(1999),p.38.



-50-

게 되고,변형되거나 소멸하는 것이 가능하듯이,허구 인물도 정확히

이러한 식으로 존재한다.다만 의자는 시공간 치를 유하지만,허구

인물은 그 지 않을 뿐이다.

이러한 추상 실재론이 구체 실재론 마이농주의에 하여 갖는

가장 큰 장 은,허구 인물이 작가의 창작 행 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

라는 우리의 일반 직 을 잘 포착하고 있다는 이다. 한 추상 실

재론은 허구 인물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도,허구 인물을 실제

인물과는 구별하고자 하는 우리의 직 역시 잘 포착해 다;허구 인

물은 추상 존재자로서 실 세계에 우리와 같이 존재하지만,구체

상인 우리와 다르게 시공간 치를 하는 것과 련된 속성들은 지

닐 수 없다.

그러나 허구 인물이 작가에 의해 만들어진 상이라는 직 을 수용

한다는 바로 이 장 때문에,추상 실재론은 다른 실재론이 겪지 않는

여러 형이상학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허구 인물에 한 반실재론

자인 록은 추상 실재론자가 허구 인물이 존재하게 되는 시 을

히 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 하며60),에버렛은 추상 실재론자가

허구 인물에 해 한 동일성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한지,그

리고 추상 실재론자의 그림에서 허구 인물이 존재론 문제를 일으

키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에 해 의문을 제기한다61).그리고 이들은 만

약 추상 실재론자가 자신들이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추상

실재론이 상정한 것과 같은 상으로서의 허구 인물은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따라서 작가에 의해 존재하게 되는 추상 상으로서

의 허구 인물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면,추상 실재론자는 자신에게 던

져진 이 형이상학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과제를 떠안게 된다.

제 2 추상 실재론의 형이상학 문제 1

60)Brock(2010).

61)Everett(2005),(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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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허구 인물의 존재 시 의 문제: 록의 논증

록은 "TheCreationistFiction(2010)"에서 허구 인물에 한 창

조론을 받아들이는 모든 실재론이 존재론 문제를 갖게 된다고 주장한

다.이 때 허구 인물에 한 창조론이란 허구 인물이라는 상이

련된 허구 작품의 작가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입장이다.그는 신학에서의

창조론이 만물의 존재를 제 로 설명하지 못하듯이,허구 인물에 한

창조론 역시 허구 인물에 한 좋은 설명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이 에세이에서 나는 왜 허구 인물에 한 창조론이 비참한 실패인

지를 설명할 것이다.창조론은 신학 창조론과 동일한 문제에 시달린다:

주어진 설명은,그것이 설명하고자 하는 데이터보다 더 신비롭다.그러나

신학 창조론과는 달리,여기서 설명되어야 할 상은 애 에 딱히 신비

롭지조차 않다.62)

록은 반 인와겐,샐먼,크립키,토마슨, 라운 등이 허구 인물에

한 창조론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이들이 지지하는 창조론이 다음의

세 가지 논제를 기반으로 한다고 주장한다:

개념 논제:허구 인물은 허구 작품 F에서 처음 도입된 이름이나

기술구에 의해 가려내지고,F를 논하는 맥락에서 처음으로 지칭되는 개

체이다

존재론 논제:허구 인물은 존재한다

근본 논제:허구 인물은,그러한 것이 있다면,그 이름(혹은 지시

기술구)이 처음 나타나는 작품의 작가에 의해 진정으로 창조된다.63)

록은 개념 논제가 허구 인물과 실제 인물을 구분하고,허구 인

물에 한 규정 정의를 내리는 역할을 하며,근본 논제는 허구 인

62)Brock(2010),p.338.

63)Ibid.,p.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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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인과 근원을 드러내 다고 설명한다. 한 존재론 논제는 허구

인물의 이름을 사용하는 일상언어 사용자들의 직 을 잘 포착해 다

는 도 인정한다.그러나 문제는 이 세 논제를 동시에 수용할 경우 존

재론 문제를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이다:따라서 록은 허구 인물

에 한 실재론을 옹호하고자 하는 사람이 개념 논제와 존재론 논제

를 받아들인다면,근본 논제를 동시에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다.

근본 논제는 그 자체로 명료해 보이지만,이것이 함축하는 바는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신학 창조론에서 신은 만물을 창조한 것으로 그

려진다.신이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은 곧 세상의 모든 존재자가 존재하

는 원인이 신이며,‘그들이 존재하는 특정한 방식thewaytheyare’모두

가 신의 창조에 근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마찬가지로 허구 인물이

‘작가에 의해 진정으로 창조’되었다고 할 때,이는 곧 허구 인물이 어

떻게 존재하게 되었고 어떠한 존재자인지 등이 모두 작가에 의해 결정되

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근본 논제는 곧 허구 인물의 존재 방

식이나 허구 인물이 지니는 속성들 모두가 작가의 창작에 의하여 결정

된다는 주장으로 읽힐 수 있다.그리고 근본 논제 자체가 그러하듯이,

이 해석 역시 허구 인물에 한 상식 이해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

으로 보인다;허구 인물이 작품의 작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며,작가가

묘사한 로 존재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다.

그러나 록에 따르면,근본 논제를 받아들이는 것은 실재론자에게

분명히 문제가 된다.그는 심지어 루이스의 구체 실재론 자체는 창조

론과 양립 불가능해도,그가 제시한 구체 실재론의 어떤 논제들을 수

용하면서 창조론을 동시에 받아들이는 실재론― 컨 작가에 의하여 어

떤 인물들이 있는 가능세계를 만들어낸다고 주장하는 실재론―을 구성할

수 있으며,이러한 실재론은 요한 존재론 문제를 갖게 된다고 지

한다.64)이러한 입장,말하자면 ‘수정된 구체 실재론’은 허구 인물이

64)Ibid.,pp.346-347:“루이스와 슨스 모두 창조론자는 아니다.[…]그러나 구체

실재론은 근본 논제와 결합될 수 있다.두 논제는 서로 일 이기 때문이

다.그러나 이로부터 생겨나는 형이상학 은,이러한 개체들이 창조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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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인물과 같이 특정한 공간을 유하는 어떤 가능 세계의 존재자라는

루이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문제는 과연 이러한 허구 인물이 정확히

어떤 공간에 치하는지를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이다.수정된 구

체 실재론자가 근본 논제를 받아들인다면,한 허구 인물이 치한

특정 장소는 작가가 묘사한 바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그러나 작품에

인물의 치가 정확히 기술되어 있지 않는 경우,혹은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가 가상의 장소인 경우가 빈번하며,작품에 인물의 치가 정확히

기술되어 있다 해도,작품에 기술된 바가 실에 한 경험 증거와 충

돌할 수도 있다.더 복잡한 문제는 이들의 이론에 따를 경우, 실 세계

에 거주하는 작가가 실과 완 히 분리된 가능 세계에 거주하는 존재자

의 존재 원인이 되어야 하는데,이러한 통세계 인과가 과연 이론 으

로 가능한지에 해 한 설명을 제시하는 일이 매우 어렵다는 이

다.

이러한 에서 추상 실재론자는 구체 실재론자에 비해 우 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최소한 추상 실재론자는 허구 인물이

정확히 어디에 존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답할 필요가 없다;추상

존재자는 특정 치를 유할 수 없는 존재자이기 때문이다.그러나

록은 추상 실재론자 역시 유사한 종류의 존재론 문제에 직면한다고

주장한다:추상 실재론자는 허구 인물이 ‘어디에’존재하는지에 해

서는 답할 필요가 없지만, 신 허구 인물이 ‘언제부터’존재하는지에

해 답해야 한다는 것이다.추상 존재자로서의 허구 인물이 작가에

의해 창조된 우연 존재자라면,허구 인물이 처음 존재하게 된 시

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그 다면 셜록 홈즈 시리즈의 셜록 홈즈,『오만

과 편견』의 엘리자베스 베넷,『앵무새 죽이기』의 애티커스 핀치는 언

제부터 존재하게 되었는가? 록은 추상 실재론자가 이러한 종류의 질

문에 해 명확한 답변을 주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한 존재자가 어느 시 부터 존재하는지에 한 문제는,그 존재

자가 어떤 것이든 간에 쉬운 문제가 아니다. 록 자신도 이것이 추상

때 어디에 치하는지에 해 무엇도 말하지 않는 한,신비로운 입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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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론 고유의 문제가 아님을 인정한다:

우연한 존재자가 존재하게 되는 첫 순간에 한 질문에 답하는 것은

모든 철학자에게 어려운 일이다.이는 심지어 패러다임 으로 구체 인

상들을 고려할 때에도 그러하다.정말로 가장 심각한 철학 문제들

다수가 창조론 우려로 표 될 수 있다.65)

록이 로 드는 것처럼,윤리학자는 낙태에 한 논의에서 사람이 어

느 시 부터 존재한다고 해야 하는지에 해 고심할 수 있고,형이상학

자는 한 조각상이 어느 시 부터 존재한다고 해야 하는지에 해 고심할

수 있다.66)그러나 록에 따르면,이들이 겪는 문제와 허구 인물에

한 추상 실재론자가 겪는 문제는 질 으로 다르다.윤리학자들이 사람

이 되기 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해 합의한다면, 형이상학자들이

조각상과 진흙덩이 간의 차이에 해 완벽히 설명할 수 있게 된다면,이

들은 더 이상 사람,그리고 조각상이 언제부터 존재하는지에 한 고민

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결국 이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문제는 ‘사람/

조각상의 본성 동일성 조건은 무엇인가?’이고,사람과 조각상이 어느

시 부터 존재하게 되었는지에 한 문제는 이 문제로부터 나온 부수

문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하지만 록에 따르면,추상 실재론자들에

게 ‘허구 인물이 어느 시 부터 존재하는가?’라는 문제는 부수 문제

가 아니다.어느 시 에 허구 인물이 창조된 것인지는 허구 인물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알아야 답할 수 있는 문제이다.그리고 허구

인물이 어떻게 창조된 것인가는 (허구 인물에 한 창조론을 받아들이

는)실재론자가 제 로 설명할 필요가 있는 실질 문제이다.보통 이에

한 답변을 (자세하게는 아니라도)제공하고자 하는 추상 실재론자들

―반 인와겐,샐먼,크립키,토마슨 등―은 허구 인물이 작가의 창작

행 에 의해 존재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따라서 록은 과연 이 창조

론 에서 허구 인물이 어느 시 부터 존재하게 되는 것이냐는 질

65)Ibid.,p.355.

66)Ibid.,pp.35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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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성공 으로 답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창조론 을 기반으로 한 추상 실재론자에게 열려있는 가장 간

단한 답변은,작가가 해당 허구 인물의 이름을 작품에서 사용할 때 허

구 인물이 창조된다는 것이다.그러나 만약 이 주장을 있는 그 로 받

아들인다면,허구 인물은 작가가 그 이름을 작품에서 사용할 때마다

창조되는 셈이 된다. 록은 코난 도일이 셜록 홈즈 시리즈 가장 짧

은 소설인 『미지의 하숙인의 모험TheAdventureoftheVeiledLodge

r』에서만도 ‘홈즈’라는 이름이 스물두번이나 사용되므로,이 주장에 따

르면 이 짧은 소설에서만도 스물 두 개의 셜록 홈즈가 창조된 셈이라고

지 한다.물론 추상 실재론자는 이처럼 무 많은 존재자를 자신의

존재론에 포함시키고자 하지 않을 것이다.따라서 추상 실재론자는 작

가가 허구 인물의 이름을 사용할 때가 아니라,처음으로 허구 인물

의 이름을 작품에서 사용할 때 허구 인물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라고

수정할 수 있다.이 경우 『미지의 하숙인의 모험』에서 생겨난 셜록 홈

즈는 단 하나뿐인 것이 되므로,원래의 답변이 갖고 있던 문제가 해결된

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여 히 추상 실재론자는 실제로 자신이 인정하

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의 허구 인물의 존재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지킬 박사와 하이드씨』에서 지킬 박사와 하이드씨는 동일 인

물이다.하지만 두 이름이 서로 다르고,작품에서 서로 다른 시 에 처음

사용되므로,이 주장에 따르면 추상 실재론자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씨

가 서로 다른 시 부터 존재하게 되는,서로 구별되는 존재자임을 받아

들이게 된다.그러나 이는 분명히 허구 인물에 한 우리의 상식 직

과 상충한다:우리는 소설 속에서 지킬 박사와 하이드씨가 동일 인물

이라고 여기며,허구 인물이 존재한다면,지킬 박사와 하이드씨는 동일

한 한 허구 인물이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게다가 이 주

장은 무 은 존재자를 존재론에 포함시킨다는 문제까지 안고 있다.

래 리 오코 의 단편 모음집 『좋은 사람은 찾기 힘들다』에는 등장

인물의 이름이 제시되지 않는 단편 소설 다수가 실려 있다.그 다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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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실재론자의 주장에 의해, 래 리 오코 는 몇 편의 단편 소설

을 창작했지만 어떠한 허구 인물도 존재하게 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따

라나온다.그러나 우리는 문학 평론가들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씨』의

지킬 박사에 해 진지한 논의를 나 는 것과 정확히 동일한 방식으로,

래 리 오코 의 단편 소설 『강』에 등장하는 이름 없는 어린 주인공

에 해 진지한 논의를 나 수 있고, 나 고 있다고 생각한다.이러

한 상황에서 단지 작가가 정확한 이름을 언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에서는 작가가 허구 인물을 존재하게 한 반면,후자에서는 그러지

못했다,혹은 그러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큰 설득력을 지니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추상 실재론자는 작가가 허구 이름을 처음 사용하는 시

이 곧 허구 인물이 존재하게 되는 시 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이

시 에서 추상 실재론자가 택할 수 있는 답변들 가장 설득력있는

것은 아마 허구 인물이 작가의 의도에 의해 존재하기 시작한다고 주장

하는 길일 것이다.토마슨처럼 허구 인물의 존재론 지 가 탁자나

의자처럼 인간의 특정 활동을 통해 존재하게 된 인공물의 존재론 지

와 동일하다고 여기는 추상 실재론자에게는 특히 이러한 방식의 답변

이 가장 해 보인다;탁자는 탁자를 만들고자 하는 목수의 의도를 원

인으로 하여 만들어진다.허구 인물이 탁자와 같은 인공물의 존재론

지 를 갖는다면,허구 인물 역시 그 허구 인물을 만들고자 하는 작

가의 의도를 원인으로 하여 만들어질 것이다.

이 비 에 따라,창조론자는 작가가 인물을 어떤 이유에 의해 창조한

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이 이유는 작가의 의도,즉 허구 상을 창

조하고자 하는 욕구 무언가를 지칭하는 것처럼 꾸며냄으로서 그러한

상을 창조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그러면 이 의도는 작가로 하여

련된 꾸며냄 행 에 참여하게 하며,이는 곧 허구 인물을 만들어낸

다.67)

67)Ibid.,p.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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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허구 인물은 작가가 그 허구 인물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어떤 인물이 있는 것처럼 꾸며낼 때,즉 그러한 의도를 갖고 허구

작품의 창작 활동을 할 때 존재하게 된다. 록은 이러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부른다:

꾸며내기 에 의한 의도 창조(Intended Creation by

PretenseView),ICP

ICP는 앞의 두 주장과는 달리 무 많은 존재자,혹은 무 은 존재자

를 존재론에 포함시키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ICP에 따르면,허구

이름이 몇 번이나 사용되든 (혹은 사용되지 않든)간에 작가가 만들

어내고자 의도한 인물만이 존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그러나 록은

이러한 장 에도 불구하고,ICP역시 추상 실재론에 있어 좋은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우리가 ICP에 한 반례를 무 쉽게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록은 ICP에 해 제기할 수 있는 반례들,즉 작가의 의도에 의해

허구 인물의 존재가 결정되지 않는 사례들을 세 종류로 구분하여 제시

하고 있다.이 세 가지 반례들을 하나씩 검토해보자.먼 첫번째 종류는

직 으로 한 인물만이 존재하게 된 것 같은데,실제 작가의 지칭 의도

는 두 인물에 해 일어난 경우이다.그는 이 종류에 속하는 가능한 사

례로 로버트 루이스 스티 슨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씨』를 쓸 때,정

말로 서로 구별되는 두 인물 지킬 박사와 하이드씨에 한 소설을 쓰고

자 하는 의도를 지녔을 경우를 제시한다68);그는 실제로 다른 성격

을 지닌 두 인물을 만들어내고자 했으나,이 원고를 처음 읽은 스티 슨

의 아내가 이런 소설은 무 진부하다고 하는 바람에 우리가 지 아는

내용을 지닌 동일한 제목의 소설로 원고를 고친 것이다.이 경우 ICP는

스티 슨의 의도가 지킬 박사와 하이드씨라는 두 별개의 인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었으므로,스티 슨의 창작 활동에 의해 두 인물이 만들어진

68)Ibid.,p.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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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해야한다.하지만 직 으로 우리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에서 주인공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씨’라는 두 이름을 지닌 한 인물

이라고 여긴다.물론 록은 이러한 경우에,작가의 의도와 달리 하나의

허구 인물만 존재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겠지만,나는 이 사례가 그

게 큰 설득력을 지닌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한다.어 든 스티 슨이

아내의 지 에 동의하여 원고를 고친 것이라면,스티 슨도 결국은 아내

의 지 에 따르고자 하는 의도,즉 다른 두 인격을 지닌 하나의 인

물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소설을 썼다고 보는 것이 더

해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두번째 종류의 반례는,직 으로는 두 인물이 만들어진 것 같

지만,실제 작가의 지칭 의도에 의해서는 한 인물만이 만들어지는 사례

이다.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 시리즈에서 주요 등장 인물 하나인 왓

슨 박사는 쟁에서 몸 한 군데에 부상을 입었는데,그 상처가 어떤 작

품에서는 어깨에 있고, 다른 작품에서는 허벅지에 있는 것으로 묘사

된다.보통 이것은 코난 도일의 실수라고 여겨지지만, 록은 만약 이것

이 코난 도일의 의도 인 기술이라면 어떨지를 생각해보자고 제안한다;

사실 코난 도일은 왓슨 행세를 하는 두 사람이 있는 것이라는 힌트를 주

고자 했던 것이다.하지만 그의 의도가 그러했다고 해도, 그 의도가

우리에게 알려진다고 해도,셜록 홈즈 시리즈에는 왓슨 박사에 해당하는

하나의 인물만이 등장한다는 우리의 직 이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다.반

면 ICP는 코난 도일의 원래 의도에 따라,왓슨 박사 행세를 하는 두 인

물이 창조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하지만 나는 이 두번째 반

례 역시 큰 설득력을 갖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만약 코난 도일이 사실

왓슨 박사 행세를 하는 두 인물이 있는 것인데,아무도 이를 깨닫지 못

했다고 은 일기장이 발견되고,이것이 일기의 내용이 알려진다면, 부

분의 독자들은 “사실 왓슨 박사가 두 명이었다니!”라는 반응을 보이지,

“코난 도일이 헛소리를 했군!”이라는 반응을 보일 것 같지는 않기 때문

이다.

마지막 종류의 반례는 직 으로 다수의 인물이 존재하게 된 것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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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실제 작가의 의도에 의해서는 어떠한 인물도 존재하게 되지 않은

경우이다.해리 포터 시리즈를 쓴 작가 J.K.롤링이 사실 아마추어 철학자

이고,어떠한 종류의 추상 존재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지녔다

고 해 보자.이 입장에 따라 롤링은 해리 포터 시리즈를 쓰면서도,이 창

작 활동을 통해 어떠한 추상 존재자도 생겨나지 않고,생겨나게 하지

않을 거라는 의도를 지니고 있었다.그 다면 비록 우리가 직 으로

해리 포터 시리즈에 의해 주인공 해리 포터와 그의 친구 헤르미온느,론,

즐리 식구들 등이 생겨났다고 본다 해도,ICP에 따르면 해리 포터 시

리즈에 의해 생겨난 허구 존재자는 없다.롤링은 작품 창작 활동에 있

어 어떠한 허구 인물에 해서도 지칭 의도를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과연 이 사례가 ICP에 해 한 반례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다;여기서 록은 롤링이 어떤 철

학 의도를 제하고 해리 포터 시리즈를 썼을 경우에,롤링에 의해 어

떠한 허구 인물도 존재하게 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하지만 ICP를 옹

호하는 추상 실재론자는 작품에 어떤 인물을 등장시키고자 하는 작가

의 의도가 허구 인물을 존재하게 하는 것이지,어떤 철학 의도가 허

구 인물을 존재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다.아마 부분

의 소설가들이 자신이 특정한 허구 이름을 도입하면서 동시에 이 이름

으로 한 상을 직 지칭하겠다는 의도를 지니지 않고 소설을 쓰겠지

만,그 다고 해서 ICP가 어떠한 허구 인물도 생겨나지 않았다는 것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ICP는 한 작가가 어떠한 허구 이름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어떤 상을 지칭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지 않았

다 해도,자신의 작품에 어떤 인물을 등장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지녔다

면,그 작가는 어떤 허구 인물을 존재하게 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이

러한 측면에서 볼 때,이 세번째 반례 역시 ICP에 한 한 반례가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결론 으로,나는 록이 ICP에 제시한 모든 반례가 그 게 성공 이

지 않다고 생각한다.하지만 록이 실제로 ICP에 해 한 반례를

제시할 수 있다면,결국 허구 인물의 존재에 한 창조론 을 지



-60-

지하는( 한 암시하는)어떠한 실재론도 성공 일 수 없다는 록의 결

론이 성립할 수 있기는 할 것이다;그는 창조론 에 기반한 어떠한

실재론도 어느 시 부터 허구 인물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제 로 답할 수 없으며,이는 곧 창조론에 기반한 실재론은 허구 인

물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 것인지에 해 한 설명을 제시할 수 없

다는 을 보여 다고 지 한다.그리고 후자의 문제가 허구 인물에

한 실재론을 실질 으로 하는 문제인만큼, 록의 반론이 정말로

유효하다면,실재론자는 창조론 을 버리고 안 설명을 제시하

거나,실재론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

2.허구 인물의 존재 시 의 문제에 한 반론

나는 록이 ICP에 해 제시한 반례들이 유효하지 않으므로, 록의

반론 자체가 추상 실재론자에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

한다.하지만 추상 실재론자인 토마슨은 "FictionalDiscourse and

Fictionalisms"에서 다른 방식으로 허구 인물의 존재 시 의 문제를 반

박한다.그녀는 이 에서 자신의 추상 실재론에서 허구 인물이 존

재하기 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제시하고,이 경우 록이 제기한 문제

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이야기한다.

토마슨은 자신이 허구 인물에 한 ‘축소주의 실재론자

deflationaryrealist’의 입장을 취하겠다고 이야기한다.축소주의 실재

론에 따르면,‘허구 인물’이라는 용어의 사용 규칙 자체에 의해,허구

인물 N이 존재하는데 필요한 부는 작가가 한 문학 작품을 쓸 때 그

이름 'N'을 꾸며냄의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내가 다른 곳(2007)에서 이야기한 바를 빌어 말하자면,‘허구 인물’

같은 용어의 용 조건이 충족된다는 것은,‘한 작가는 한 이름을 꾸며내

어 사용하면서 한 이야기를 썼다’가 참이라는 을 통해 보증된다.이러

한 이 주어졌을 때,단지 련된 활동에 참여하고, 련된 이야기를 쓴

작가가 있다는 이 주어지면 허구 인물의 존재가 보증되는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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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이 이상의 것은 필요하지 않으며,따라서 우리는 후자를 받아들일

경우, 자를 받아들이는 데 주 해서는 안된다.69)

토마슨은 허구 인물이 문학 작품의 존재와 정확히 동일한 방식으로 존

재하고,존재하기 하여 문학 작품 외의 어떠한 추가 존재자도 필요

로 하지 않으므로,우리가 문학 작품의 존재를 받아들인다면 허구 인

물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작가가 한

방식으로 꾸며내기 활동을 하고,그 활동에서 어떤 이름을 도입하면 허

구 인물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다.토마슨이 제시한 축소주의 논증

은 이 주장을 뒷받침해 다:

혹은 허구 인물에 해서,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다다를 수 있

다:

• 비논쟁 인 주장:제인 오스틴은 한 여성을 기술하고 지칭하는 듯

꾸며내기 해 ‘엠마’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한 소설을 썼다

• 연결 원칙:만약 한 작가가 군가를 기술하고 지칭하는 듯 꾸며내

기 해 이름 N을 사용하여 한 이야기를 지어냈다면,그 작가는 허구

인물을 창조한 것이다

• 추론된 주장:오스틴은 허구 인물을 창조했다

• 존재론 주장:허구 인물이 있다70)

토마슨은 한 상의 존재한다는 것을 ‘축소주의 논증’을 통해 보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이 때 축소주의 논증이란 다음과 같은 구조를 지닌

다:문제가 되는 상에 한 비논쟁 인 주장이 주어지고,더불어 그

상을 표 하는 용어의 한 사용에 한 규칙을 표 한 개념 참이

주어졌을 때 따라나오는 결론이 그 상의 존재를 함축한다.토마슨에

따르면,이 논증은 허구 인물에도 용되며,비논쟁 인 주장의 참

해당 표 의 한 사용에 한 규칙( 의 인용문에서는 ‘연결 원칙’이

라 불린 것)의 참으로부터 결론이 따라나오는 것이므로,결론을 부정하

69)Thomasson(2015),p.259.

70)Ibid.,p.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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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해서는 비논쟁 인 주장이 참이라는 것을 먼 부정해야 한다.이

때 이 논증에서 첫번째 제 던 ‘비논쟁 인 주장’은 구나 상식 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주장이고,두번째 제 던 ‘연결 원칙’은 ‘허구 인

물’이라는 용어에 한 개념 참이므로,결국 결론을 부정하는 것은 성

공하기 어려울 것이다.실제로 토마슨의 허구 인물에 한 축소주의

논증에서 ‘비논쟁 인 주장’에 해당하는 명제는 허구 인물에 한 실재

론자뿐만 아니라 반실재론자 역시 받아들이는 명제이다.그리고 만약 토

마슨이 제시한 허구 인물에 한 연결 원칙까지 받아들인다면,이로부

터 추론된 주장 이 주장이 함축하는 바를 부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

다.

따라서 토마슨은 실재론자가 허구 인물의 존재에 한 인과론 설

명을 하지 않더라도 허구 인물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므

로,최소한 자신이 제시한 축소주의 논증에 기반한 실재론자에게는

록의 비 이 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록은 허구 인물에 한

실재론자가 허구 인물을 존재하게 하는 실질 원인이 무엇인지를 설

명해야 한다고 제하고,이로부터 허구 인물이 언제부터 존재하는 것

이냐는 문제가 생겨나게 된다고 주장하는데,사실 실재론자가 허구 인

물의 존재에 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축

소주의 실재론은 허구 인물의 존재에 해 어떠한 인과 제도 제

시하지 않으므로,토마슨은 이 실재론에서 허구 인물이 언제,어디서

존재하게 되었는지에 한 원인을 제시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한다;축소

주의 실재론은 그 ‘허구 인물’이라는 용어의 사용 규칙 허구

인물에 한 비논쟁 주장으로부터,허구 인물이 존재한다는 것의 참

이 따라나온다는 것을 보이고,이것들―허구 인물에 한 비논쟁 주

장과 ‘허구 인물’의 사용 규칙―이 허구 인물이 존재하기 해 필요

한 부라고 주장할 뿐이다.물론 ‘허구 인물’의 사용 규칙은 어느 정

도의 모호성,혹은 미결정성을 지니고 있을 수 있고,이러한 때문에

허구 인물이 창조될 필요충분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허구 인물 외의 다른 사회 산물들, 컨 사회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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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집단 등에도 용되는 문제이다.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해

서 우리가 한국 사회,미국,유럽 연합 등이 존재한다는 것이 거짓이라고

보지 않듯이,허구 인물이 존재한다는 것의 참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나는 토마슨의 논증이 정말로 록에 한 유효한 재반론이

될 수 있을지에 해 의문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본다;나는 토마슨이 축

소주의 논증에서 ‘허구 인물’의 개념 참으로 제시한 연결 원칙을

정말 ‘허구 인물’이라는 용어에 한 개념 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를 들어 반실재론자는 토마슨이 제시한 연

결 원칙을 거부하고,<한 작가가 특정 작품에서 이름 N을 통해 어떤 인

물을 지칭하는 것처럼 꾸며냈다면,N을 통해 허구 인물을 지칭하는 척

할 수 있다>가 ‘허구 인물’의 사용에 한 진정한 참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그리고 이 주장과 ‘비논쟁 주장’으로부터는 허구 인물의 존재

가 따라나오지 않는다. 한 토마슨이 자신의 서(1999)에서 작가의 행

동에 의존하여 허구 인물이 존재한다(1999,p.7)고 주장하 고,이 주

장을 명시 으로 부정한 것도 아니므로,그녀는 여 히 허구 인물에

한 창조론을 받아들이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이는데,그 다면 그

녀는 록에 해 좀 더 실질 인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단순

히 축소주의 실재론을 받아들이면 록의 비 을 피할 수 있다고 답하

는 것이 아니라,창조론을 받아들이는 실재론자로서,허구 인물이 어느

시 부터 존재하는 것인지에 한 한 답변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 산물들에 해서는 그들이 창조될 필요충분 조건을 제

시하지 못해도 그 존재 자체에 의문을 갖지는 않듯이,허구 인물에

해서도 그래야 한다는 그녀의 주장에는 동의한다.나는 우리가 UN이 정

확히 어느 시 에 생겨났고 어떤 공간에 치해 있는지를 정확히 집어내

지 못해도,UN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처럼,허

구 인물이 정확히 어느 시 부터 어디에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말하기

어렵다 해도,그것이 허구 인물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고 생각한다.다만 나는 토마슨과 달리, 록의 반론에 하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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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시한 실재론의 세 논제 근본 논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실재론

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이러한 추상 실재론이

어떤 식으로 허구 인물의 존재를 설명하고,어떤 식으로 록이 제기

한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해서는 3장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제 3 추상 실재론의 형이상학 문제 2

록은 허구 인물에 한 실재론이 허구 인물에 한 창조론을

수용한다면,실재론이 허구 인물에 한 한 설명을 제시할 수 없

게 된다고 주장한다.한편 에버렛은 실재론자들이 부정할 수 없는 두 논

제를 제시하고,이 논제들을 모두 수용하면 실재론자가 모호한 상을

존재론에 포함시키게 된다고 주장한다.그는 논문 "AgainstFictional

Realism"에서 실재론이 존재론 미결정성 모호성의 문제를 안고 있

음을 지 하며,그의 최근 서 『비존재자TheNonexistent』는 이에 덧

붙여 실재론에 해 더 다양하고 자세한 반론을 제시하고 있다.이 장에

서 나는 그가 제기한 다양한 반론 (논문에 기반하여 서에서 더욱

발 된)형이상학 측면에서의 반론을 살펴보고,과연 이에 해 추상

실재론자가 성공 인 재반론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1.미결정 ·비정합 동일성의 문제 미결정 존재의 문제:

에버렛의 논증

에버렛에 따르면,허구 인물에 한 실재론자들은 다음의 두 원칙

을 받아들인다:

(P1)만약 한 이야기 속의 세계가 한 인물 a에 한 것이고,만약 a가

실재하는 인물이 아니면,a는 허구 인물이다.

(P2)만약 한 이야기가 a와 b에 한 것이고,a와 b가 실재하는 인물

이 아니면,a와 b는 이야기 속의 세계에서 동일하다 iffa라는 허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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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b라는 허구 인물과 동일하다.71)

그는 허구 인물에 한 모든 종류의 실재론들이 이 두 원칙을 받아들

이며,실재론자가 이 둘 어떤 원칙도 부정할 수 없다고 본다.이 두

원칙은 각각 허구 인물에 한 우리의 기 인 직 을 포착하며,허

구 인물에 한 다른 일상 주장들을 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다.72)

그러나 에버렛은 실재론자가 (P1)과 (P2)를 모두 수용할 경우,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존재자들을 존재론에 포함시키게 되는 문제를 겪게 된

다고 주장한다.

먼 에버렛은 (P1)과 (P2)를 받아들이면,실재론자는 미결정 인 존

재자 모호한 존재자를 수용하게 된다고 지 한다.어떤 소설 F에 a와

b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a와 b가 동일인물인지 아닌지가 F에서 미결정

인 경우를 생각해 보자;F의 작가가 단순히 a와 b가 동일한지 아닌지

를 언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의도 으로 a와 b가 동일한지 아닌지를

의심하게끔,그리고 그 의혹이 계속 남아있도록 F를 서술했다는 것이다.

에버렛은 이러한 사례들을 A-유형 미결정성 사례와 B-유형 미결정성

사례로 나 다.이 나보코 의 『창백한 불PaleFire』은 A-유형 미

결정성에 해당하는 사례이다;이 소설에서는 존 쉐이드라는 인물이 찰스

킨보테라는 인물과 동일한지 아닌지가 미결정 이다.그러나 이 소설 자

체가 논리 ·형이상학 으로 비정합 인 가상세계의 사건을 다루는 것은

아니다.소설 속의 세계는 실 세계와 논리 ·형이상학 으로 다를 바

가 없지만,존 쉐이드와 찰스 킨보테가 동일인물인지 아닌지는 미결정

이다.이처럼 그 이야기 속 세계 자체는 정합 이지만,소설 자체가 두

인물 a와 b가 동일한지 아닌지를 결정하지 않은 사례를 A-유형 미결정

성의 사례로 볼 수 있다.

한편 무라카미 하루키의 『태엽감는 새』는 B-유형 미결정성의 사례

71)Everett(2005),p.627.

72) 를 들어 제인 오스틴의 『엠마』에 하여,우리는 ‘엠마는 허구 인물이다’

가 참이라고 생각하는데,이 주장이 참임은 『엠마』에 묘사된 바 (P1)에 의

해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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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는 소설이다.이 소설 역시 두 등장인물이 동일한지 아닌지가 미결

정 으로 서술되고 있는 소설 하나로,이 소설 속에서는 쿠미코와 호

텔 방에 있는 여자가 동일한 인물인지 아닌지가 불명확하다.그러나 나

보코 의 소설과 달리,하루키의 소설은 묘사하고 있는 세계 자체가 실

제 세계와 논리 ·형이상학 으로 완 히 다르다.이러한 사례에서는 이

야기 속 세계 자체가 비정합성 미결정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에버렛은 이러한 특징을 가진 소설을 B-유형 미결정성 사례

로 분류한다.이때 B-유형 미결정성에 해당하는 사례들은 다시 두 종류

로 나뉠수 있다.먼 B1유형에 속하는 사례는 작품에 등장하는 a와 b

가 있을 때,(a=b)가 참이거나 거짓이지만,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가 미

결정 인 사례이다.B1 유형과 A 유형에서 나타나는 미결정성 문제는

기본 으로 동일하지만,비정합 소설에서 일어날 때에는 B1유형의 사

례로 분류되고,정합 소설에서 일어날 때에는 A 유형의 사례로 분류

된다.한편 B2유형에 속하는 사례에서는 (a=b)가 참도 거짓도 아니다.

이러한 A,B1,B2유형의 미결정성 사례들에 (P2)를 용하면,실재론

자는 진정한 존재 미결정성을 인정하게 된다.에버렛은 (P2)를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ID')만약 허구 F가 (Ⅰ)그 허구에서 a와 b가 존재하고,(Ⅱ)어떠한

실제 상도 a나 b와 동일하지 않은 그러한 허구라면,

(i)허구 인물 a가 허구 인물 b와 동일하다는 것이 참이다 ↔ F

에서:a=b가 참이다

(ii)허구 인물 a가 허구 인물 b와 동일하다는 것이 거짓이다

↔ F에서:a=b가 거짓이다73)

이에 A,B1,B2유형의 미결정성 사례를 각각 입해보자.먼 B2유형

에 속하는 사례에서는 (a=b)가 참도 거짓도 아닌데,이를 (ID')에 용하

면,허구 인물 a와 허구 인물 b가 동일하다는 것이 참도 거짓도 아

니라는 것이 따라나온다.에버렛은 이것이 곧 B2사례에서 허구 인물

73)Everett(2013),p.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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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간의 동일성이 미결정 임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한 B1유형

A 유형에 속하는 사례에서는 (a=b)가 참이거나 거짓이지만,실제로

(a=b)가 참인지 거짓인지는 불명확하다.즉 련된 작품 F에서 (a=b)가

참인지 아닌지가 결정되지 않은 것이다.이 때 (ID')의 (i),(ii)에서 좌항

이 미결정 이면 우항 역시 미결정 이라고 한다면,B1유형 A 유형

에 속하는 사례들에서도 역시 허구 인물 a와 허구 인물 b가 동일한

지 아닌지가 미결정 이라는 결론을 얻게 된다.따라서 이 세 가지 유형

에 속하는 미결정성 사례들은 실재론 하에서 모두 진정한 미결정 동일

성을 낳게 된다.에버렛은 에반스의 논증을 통해 이 미결정 동일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실재론자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될지 지 한다.

a가 b인지가 미결정 이라고 해 보자.그 다면 b는 a와 미결정 으

로 동일함이라는 속성을 지닐 것이다.하지만 a가 a와 결정 으로 동일하

므로,a는 b가 지니지만 a는 지니지 않는 그러한 속성을 지니지 않는다.

따라서 라이 니츠의 법칙에 따라 a≠b이다.74)

이 미결정성 논증에 더하여,에버렛은 만약 허구 인물의 동일성에

하여 성립하는 논리 법칙들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묘사되는 허구

작품이 있을 경우,실재론자는 논리 비정합성을 지닌 존재자를 인정해

야 한다고 주장한다. 를 들어 어떤 작품 F1에서는 모순율을 어기는 상

황,즉 (a=b)이면서 (a≠b)인 상황이 기술되고,F2에서는 칭성이 성립

하지 않아 (a=b)이면서 (b≠a)인 상황이 기술되며,F3에서는 이행성이 성

립하지 않아서 (a=b)이고 (b=c)인데 (c≠a)인 그러한 상황이 기술된다고

해 보자.F1,F2,F3속의 세계에는 모두 논리 법칙을 어기는 존재자들

이 있는 것으로 묘사되며,실재론자가 (P1)과 (P2)를 받아들인다면 실제

로 이러한 비정합 존재자들을 자신의 존재론에 포함시켜야 한다.에버

렛은 이 논증을 비정합성 논증이라 부르며,비정합성 논증이 보여주듯

실재론자가 논리 법칙을 어기는 존재자를 받아들여야 한다면,이는 실

재론자에게 매우 큰 존재론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 한다.

74)Everett(2005),p.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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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에버렛이 미결정성 논증과 비정합성 논증을 통하여 실재론자가

이처럼 논리 ·형이상학 으로 정합 이지 않은 존재자를 받아들일 것인

지에 해 의문을 제기했다면,그는 미결정 존재 논증을 통해 애 에

어떤 작품을 통해 특정 존재자가 존재하게 되었는지조차 미결정 일 수

있다는 을 지 한다.먼 그는 (P1),(P2)와 더불어 실재론자가 거부

할 수 없을 원칙 하나를 더 제시한다:

(E)i는 허구 상이다 iff(a)어떤 허구에서 i가 존재하는 그러한

허구가 있고,(b)i는 실재하는 것이 아니다.75)

(E)는 허구 인물에 한 실재론을 받아들이든,에버렛처럼 꾸며내기

이론을 받아들이든 간에 거부할 수 없는 원칙이다.(E)자체가 허구

상이 무엇인가에 해 우리가 갖는 가장 자연스러운 직 을 표 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를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두 입장 간에 차이가 있다면,

실재론자는 (E)가 실제 세계에서 성립한다고 보는 반면,꾸며내기 이론

을 지지하는 학자는 (E)가 믿는 체 하기 놀이의 범 안에서 성립한다고

본다는 뿐일 것이다.그러나 이것이 반실재론자에게는 어떠한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 반면,실재론자는 (E)를 받아들임으로서 다른 존재론

부담을 떠안게 된다.

어떤 허구 작품 F에서 등장 인물 h가 언 되는데,F에서 h의 존재여

부가 미결정 으로 묘사된다고 해 보자.이 경우 h는 (E)의 (b)는 만족

시키지만,(a)는 만족시키지 않는다.에버렛은 이를 통해 h가 정말로 허

구 상인지 아닌지가 미결정 인 셈이 되며,이는 곧 h라는 허구

인물이 존재하는지가 미결정 임을 보여 다고 주장한다.한편 이와 반

로 『드라큘라 백작』에서처럼,등장인물이 그 작품 내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묘사되기는 하지만,사실 정말로 이러한 상이 실재했을 수도

있는 경우에는,그 등장인물이 (E)의 (a)는 만족시키지만,(b)를 만족시

키지는 않는다.엄 히 말하자면,이 경우 등장인물이 (E)의 (b)를 만족

75)Everett(2013),p.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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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지 그 지 않은지가 미결정 이게 된다.그 다면 이 사례 역시

실재론자가 (E)를 받아들일 경우,존재 자체가 미결정 인 상을 허용

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가 될 것이다.

나아가 에버렛은 (E)처럼 허구 인물에 한 우리의 직 을 잘 포착

하는 다른 원칙이 있으며,존재 귀속 양화사에 한 이 원칙이 실재

론자에게 추가 인 부담을 안겨 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나는,우리가 다음의 원칙 역시 받아들여야 한다고 제안한다

(여기서 Q는,“QF인 것들은 G인 것들이다[Q가 (∃x)같은 양화사이고,

F와 G가 각각 특정 속성을 표 한다 할 때,“QF인 것들은 G인 것들이

다”는 “(∃x)(Fx→Gx)”]”의 참이 F인 것들의 존재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존재 귀속 양화사이다):

(P)만약,허구 F의 세계에서,(a)QF인 것들이 있고,(b)F인 것들

그 무엇도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면,허구 존재자들을 양화하는 Q가

있다.76)

에버렛은 이 역시 허구 인물에 한 실재론자든 반실재론자든 기꺼이

받아들여야 할 원칙인데,실재론자에게는 이 원칙을 받아들이는 것이 문

제가 된다고 본다;『반지의 제왕』에는 ‘다수의 엘 들’과 ‘다수의,정확

한 수는 미결정 인 트롤들’이 언 된다.그리고 (P)를 받아들이면,실재

론자는 『반지의 제왕』을 통해 얼마나 많은 엘 들이 생성된 것인지를

알 수 없으며,미결정 인 수의 트롤이 생성되었다고 해야 한다.이는 곧

실재론자에게 어떤 존재자들의 수가 미결정 인 경우를 인정해야 한다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여러 사례를 포함한 논증을 통해,에버렛은 실재론자가 당연히 받아

들일 수밖에 없는 원칙들이 실재론자에게는 존재론 부담을 져야 하는

결과를 래한다고 주장한다.이 때 에버렛이 제기하는 문제들이 추상

실재론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추상 실재론자가 허구 인물

의 존재 속성 등이 련된 허구 작품에서 해당 허구 인물에 해

76)Ibid.,p.228.



-70-

묘사한 바에 의해 결정된다고 여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미결정성은 우리의 인물 간 동일성의 개념이 정교하지 않거나,우리가

그것의 정확한 외연을 알 수 없어서가 아니라, 련된 허구가 상

을 어떻게 표상하는지에 의해 인물 간 허구-내 동일성이 결정된다는

때문에 일어난다.그리고 바로 이것이 몇몇 사례에서 미결정 일 수

있는 것이다.77)

에버렛은 실재론자가 허구 인물이 다른 허구 인물과 동일한지,과연

이 허구 인물이 명확히 존재하는지 그 지 않은지가 련된 작품의 내

용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한,(P1),(P2),(E),(P)같은 기본 원칙에

의해 생겨나는 존재론 문제를 겪게 될 것이라 지 하는 것이다;허구

작품의 내용은 논리 법칙과 형이상학 원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그

러나 그러한 허구 작품의 내용에 따라 생겨나는 존재자가 있다면,그 존

재자는 실 세계에 존재하기 한 법칙,즉 논리 법칙과 형이상학 원

칙의 지배 하에 놓인다.이 간격이 실재론자로 하여 피할 수 없는 형

이상학 문제들에 걸려들게 한다는 것이 에버렛의 반실재론 논증 체

가 공유하는 문제의식이라 할 수 있다.

실재론자들,특히 추상 실재론을 지지하는 철학자들은 이러한 에버

렛의 반실재론 논증을 반박하고자 노력해왔다. 토마슨의 "Fiction,

Existence and Indeterminacy"와 슈니더 & 본 솔로드코 의 "In

DefenseofFictionalRealism"은 직 으로 에버렛의 논문(2005)에

한 반론을 제시하고,추상 실재론이 여 히 성공 인 이론일 수 있음

을 보이고자 한다.주의할 은 이들의 재반론이 미결정성 논증 비정

합성 논증만을 다루고 있다는 이다;나머지 반실재론 논증은 에버렛이

상 으로 최근에 발간된 서에서 처음 제시한 것이며,이에 해서는

아직 추가 인 재반론이 등장하지 않은 상태이다.다음 에서는 기본

으로 토마슨과 슈니더 & 본 솔로드코 의 논의를 심으로 하여,이들

77)Ibid.,p.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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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장이 과연 에버렛의 논증에 해 유효한 반론이 될 수 있는지를 검

토할 것이다;그리고 먼 결론을 말하자면,나는 이 추상 실재론자들

의 반론에 해 에버렛이 다시 반박한 내용들이 상당한 설득력을 지녔다

고 생각한다.추상 실재론자들이 제시한 기존의 반론들이 에버렛이 제

기한 형이상학 문제들을 제 로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것이다.일단 나

는 먼 슈니더와 본 솔로드코 가 제시한 반론 이에 한 에버렛의

재반론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미결정 ·비정합 동일성의 문제에 한 반론 1:슈니더 &

본 솔로드코

슈니더 & 본 솔로드코 는 "InDefenseofFictionalRealism(2009)"

를 통해 추상 실재론자가 에버렛이 제기한 미결정 동일성 모호한

동일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이들은 에버렛이 제

시한 미결정 동일성의 사례에서 진정한 미결정 동일성의 문제가 생

겨난다고 보려면,추상 실재론자는 (P2)가 아니라 다른 원칙을 받아들

여야 하는데,이 다른 원칙을 추상 실재론자가 받아들일 이유가 없고

실제로 받아들이지도 않으므로,미결정 동일성의 문제가 생겨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슈니더와 본 솔로드코 는 먼 한 허구 작품에서 두 등장 인물 간의

동일성이 미결정 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설명한다.이들

에 따르면,어떤 작품 F에 등장하는 두 인물 a와 b가 동일한지 아닌지가

F에서 미결정 으로 기술되는 사례는 곧 F에서 (a=b)의 진리치가 틈에

빠진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미결정성에 한 논의는 종종 진리치의 틈에 한 것으로 체되곤

한다:만약 p인지 아닌지가 미결정 이면,p라는 명제는 진리치의 틈에

빠지게 된다.즉,참도 거짓도 아니게 된다(진리치의 틈에 한 이론과

세번째 진리치에 한 이론 간의 차이는 여기서는 무 하다).(p.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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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추어 a와 b라는 두 등장인물이 동일한지 아닌지가 미결정 으로

서술되어 있는 소설 F를 다시 살펴보자.F속의 세계에서는 (a=b)인지가

미결정 이다.슈니더와 본 솔로드코 에 따르면,이 때 F를 다음과 같

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먼 우리는 F가 정말로 (a=b)가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라고 기술하는 소설,즉 F자체가 비일 세

계를 다루고 있는 소설이라고 볼 수 있다.한편 우리는 F자체가 비일

인 세계를 그리고 있다기보다는,(a=b)가 참이거나 거짓일 테지만,단

순히 (a=b)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말하지 않는 소설이라고 볼 수도 있다.

먼 F를 자의 방식으로 이해한다면,F는 그 자체로 비일 인

세계를 그리는 허구 작품이 될 것이다.에버렛은 분명히 이러한 비일

소설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실제로도 다수 존재한다고 여기지만,슈

니더와 본 솔로드코 는 그러한 비일 허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이야기한다.이들은 비일 허구 작품의 경우,작품에서 (a=b)가 참이

면서 동시에 (a≠b)역시 참이 될텐데,논리 법칙을 어기는 이러한 허구

의 존재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취한다.따라서 이들은 만약 에버

렛의 논증이 그 자체로 비일 인 소설을 시로 삼는 것이라면,이에

해서는 자신들이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것임을 인정하지만,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비일 인 허구 자체를 인정하는 것

이 타당한 입장일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이러한 맥락에서 이들은

에버렛의 비정합성 논증이 성립한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비정합 동일성의 문제를 아 배제한다면,에버렛이 제시한

미결정성 사례 F는 후자의 방식으로 이해된다.즉 허구 작품 F는 (a=b)

가 참이거나 거짓이라는 을 부정하지 않지만,(a=b)가 참인지 아닌지

를 명확히 언 한 은 없는 그러한 작품이라는 것이다.그러나 에버렛

이 제시한 사례가 이러한 식으로 이해된다면,이 사례는 더 이상 존재론

미결정성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만약 x와 y라는 등장인물을 갖

는 어떤 소설 F*에서 진정한 존재론 미결정성의 문제가 생겨나려면,

F*에서 (x=y)는 참도 거짓도 아니어야 한다.이러한 경우에만 F*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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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y)의 진리치가 틈에 빠져서,(P2)를 통해 실 세계에 존재하는 허구

인물 x와 허구 인물 y가 동일하지도 동일하지 않지도 않은 모호한

존재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에버렛의 논증에 등장하는 F는 단

순히 (a=b)의 진리치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소설이므로,[F에 따르면

(a=b)이다]라는 명제는 진리치 틈에 빠지는 게 아니라,거짓을 진리치로

갖는다;F안에서 (a=b)라고 이야기된 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슈니더와 본 솔로드코 는 에버렛이 제시한 미결정성 사례를

통해 실재론자가 미결정 존재자를 받아들이게 되는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만약 에버렛이 정말로 미결정성 사례를 통해 존재론

문제가 일어난다고 주장하려면,그는 (P2)를 다음과 같은 원칙 (P2*)

로 수정해야 한다:

(P2*)만약 한 이야기가 a와 b에 한 것이고,a와 b가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면,이야기에서에서 a=b인지가 열려있다 ↔ <a라는 허구 존재자

=b라는 허구 존재자>의 진리치가 틈에 빠진다.78)

그러나 (P2*)는 원래의 (P2)와는 달리 구나 받아들일만한 기본 원칙

이 아니며,원래의 (P2)에서 따라나오는 원칙도 아니다.따라서 슈니더와

본 솔로드코 는 에버렛의 미결정성 논증이 실재론자로 하여 모호한

동일성을 받아들이게 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에버렛은 『비존재자』의 8장에서 자신이 제기한 문제를 이들

이 제 로 반박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슈니더와 본 솔로드코 는 에버

렛이 실재론자의 원칙으로 제시한 (P2)가 그럴듯하지 않다고 보고,허구

인물에 한 새로운 동일성 조건을 제시하는데,이 새로운 동일성 조

건 하에서도 미결정 동일성의 문제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한 에버렛

은 비정합 동일성의 문제가 단순히 묵살해 버릴 문제가 아니라,추상

실재론자가 해결해야 할 요한 문제 하나라고 지 한다.

먼 슈니더와 본 솔로드코 가 왜 미결정 동일성의 문제를 피할

78)Schnieder& VonSolodkoff(2009),p.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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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지를 살펴보자.슈니더와 본 솔로드코 는 에버렛이 제시한 미결

정성의 사례를 한 허구 F에서 두 등장인물 a와 b가 동일한지 아닌지가

열려있는 사례로 해석하고,이러한 사례에서 진정한 존재론 미결정성

의 문제가 생겨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이 허구에 근거하여 존재론

미결정성이 생겨나려면,[F에 따르면,(a=b)이다]의 진리치가 틈에 빠져

야 하는데,이 명제의 진리치는 명백히 거짓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슈니

더와 본 솔로드코 는 이를 잘 포착하는 허구 인물의 동일성 조건이

필요하며,이러한 측면에서 자신들이 제시한 동일성 조건이 에버렛의

(P2)보다 더 하다고 주장한다:

[(ACC)]만약 a와 b가 이야기 T에서 비롯된 허구 존재자라면,허

구 존재자 a=허구 존재자 b↔ ACCT(a=b)79)

여기서 ACCT(a=b)는 ‘허구 T에 따르면,(a=b)가 참이다’를 의미하며,슈

니더와 본 솔로드코 는 추상 실재론자가 (P2)가 아니라 (ACC)를 받

아들인다면 미결정성 문제를 피해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이 때 (ACC)

는 다음과 동일하다:

[(ACC*)]만약 a와 b가 이야기 T에서 비롯된 허구 존재자라면,허

구 존재자 a≠허구 존재자 b↔ ¬ACCT(a=b)80)

F라는 허구 작품에 a와 b가 등장하는데,F에서 a와 b가 동일한지가 열

려있다고 해 보자;그 다면 의 조건의 우항이 성립하므로,허구 존

재자 a와 b는 서로 구별되는 다른 존재자가 된다.따라서 이 동일성 조

건 하에서는 존재론 미결정성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에버렛은 (ACC) (ACC*)가 한 동일성 조건일 수 없으

며,설령 이 두 동일성 조건으로 (P2)를 체한다 해도 여 히 유사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한다.먼 그는 (ACC) (ACC*)에 따를 경

79)Schnieder& VonScholodkoff(2009),p.143.

80)Ibid.,p.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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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두 등장인물의 동일성 여부를 열려있는 채로 놔둔 소설에 해서 항

상 이 두 인물이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존재자라고 해야 하는데,이는

그 소설에 한 무 임의 인 해석이라고 지 한다.실제로 어떤 소설

에서 두 주인공이 동일한지 아닌지가 불명확하게 묘사되면,우리는 보통

두 인물이 사실은 한 인물인 것인지,정말로 구별되는 두 인물인 것인지

를 알 수 없다고 여길 것이다. 한 작가의 의도 자체가 정말로 두 인물

의 동일성을 완 히 열려있는 상태로 두고자 하는 것일 경우에는,이들

의 동일성 조건에 따르는 것이 작가의 의도를 거스르는 결과를 낳을텐

데,실재론자들은 이러한 결과를 받아들이고자 하지 않을 것이다.따라서

에버렛은 한 허구에서 두 인물이 동일한지 아닌지가 열려있는 경우 오로

지 한 인물만이 있거나,항상 두 인물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임기응변 인 답변에 불과하다고 지 한다.

하지만 슈니더와 본 솔로드코 는 이러한 지 을 염두에 두고,자신

들의 동일성 조건이 임기응변 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두 직 인 원

칙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근거:허구 존재자의 본성(그리고 동일성)은 련된 이야기에 한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그 이야기가 존재자 x와 존재자 y의 동일성에

한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지 않는 한,그러한 동일성이 성립하는 것은 아

니다.

해석:이야기들이 존재자 x와,독립 으로 언 되는 존재자 y의 비-동

일성을 거의 명시 으로 언 하지 않으므로,그들의 비-동일성은 이야기

를 해석하는 데 있어 (보증되지만 기 가능한)기본 제이다.81)

그러나 에버렛은 이 두 원칙이 한 원칙인지에 해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며,설령 이 두 원칙을 문제 없이 받아들인다 해도 여

히 정말로 두 인물 간의 동일성이 미결정 일 수 있다고 본다.일단 에

버렛이 제시한 미결정성 사례는 작가가 진정으로 두 인물의 동일성을 열

81)Ibid.,p.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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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있는 문제로 남기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쓴 소설이므로,이는 해석 원

칙을 뛰어넘는 외 사례로 다 져야 한다. 한 해석 원칙이 ‘청자가

복수의 표 을 동일한 지시체를 갖는 표 으로 인식할 것이라 볼 이유가

없는 한,화자는 다른 개체에 해 각각 다른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82)는

화의 원칙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해도,작가가 의도 으로 두 인물

간의 동일성 성립 여부를 불명확하게 기술하거나,믿을 수 없는 화자를

등장시켜 이 화의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그러한 소설을 쓴다면,해

석 원칙이 이 사례들을 성공 으로 해석하는 데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

한다.

한 근거 원칙 역시 직 으로 옳은 원칙 같아 보여도,미결정성

문제를 차단해주지는 못한다.작품에서 두 인물이 동일하다는 것에 해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을 경우,근거 원칙이 말해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두 인물 간의 동일성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다.하지만

근거 원칙은 이 경우에 두 인물 간의 동일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정해주지도 않는다;즉,근거 원칙은 두 인물 간에 미결정 동일성이

성립할 가능성을 여 히 배제시키지 못한다.따라서 슈니더와 본 솔로드

코 가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이들은 다음과 같은 근거 원칙을 받아

들여야 한다:

근거*:허구 존재자의 본성(그리고 동일성)은 련된 이야기에 한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만약 이야기가 존재자 x와 y의 동일성에 한 충

분한 근거를 제공하지 못하면,x와 y의 개별성이 성립한다.83)

그러나 이는 원래 근거 원칙만큼 쉽게 받아들일 만한 원칙이 아니며,그

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칙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이는 선결

문제의 오류를 지르는 셈이 될 것이다.

82)Everett(2010),p.217:“만약 연장된 담화가 동일한 개체에 한 것이라면,화자

는,상 방이 이 용어들이 동일한 지시체를 갖는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고 믿

을 이유가 있지 않는 한,이 개체를 다양한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 지칭해서는 안

된다.”

83)Ibid.,p.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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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에버렛은 원래 이들이 제시했던 근거 원칙을 받아들이면,다

음의 원칙 역시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는데,이 원칙과 근거 원칙을 합하

면 결국 동일성의 미결정성을 받아들이게 된다고 주장한다;

근거**:허구 존재자의 본성(그리고 동일성)은 련된 이야기에 한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이야기가 존재자 x와 y의 개별성에 해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지 않는 한,그러한 개별성은 성립하지 않는다.84)

한 허구 F에서 등장인물 a와 b가 동일한지 아닌지가 불명확하게 기술될

경우,근거 원칙에 따르면 a와 b간의 동일성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근거**원칙에 따르면,a와 b가 개별 인 상이라고도 할 수 없

다.따라서 우리가 원래의 근거 원칙과 이 근거**원칙을 받아들이면,a와

b가 동일하지도 않고 개별 이지도 않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즉 슈니더

와 본 솔로드코 가 에버렛의 (P1)과 (P2)보다 하며,미결정성 문제

를 피할 수 있게 해 다고 주장한 허구 인물에 한 원칙들이 사실은

에버렛이 제시한 원칙들보다 나을 바가 없는 것이다;(ACC)와 (ACC*)

해석 원칙과 근거 원칙은 여 히 두 허구 인물 간의 동일성이 진정

으로 미결정 인 상황을 수용하게 하며,이는 실재론자에게 큰 존재론

부담을 안긴다.

한편 에버렛은 두 인물 a와 b가 동일하면서 동시에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묘사되는 비정합 소설을 받아들이지 않으며,이러한 비정합

허구 작품에 해서는 논의하지 않겠다는 주장도 하지 않다고 지

한다.이들의 근거 원칙 이로부터 추론되는 근거**원칙에 따를 경우,

이들은 비정합 소설을 받아들여야 하고,비정합 소설을 받아들인다

면 진정한 비정합 동일성의 문제가 생겨난다는 것 역시 받아들이게 되

기 때문이다:슈니더와 본 솔로드코 에 따르면,비정합 인 소설은 허구

인물의 동일성에 해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 수 없기 때문에 논의

에서 제외된다.그러나 어떤 소설 F에서 두 인물 a,b가 동일하면서 동

84)Ibid.,p.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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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지 않다고 분명히 쓰여 있고,작가도 진정한 비정합성이 유지되도록

의도하면서 F를 썼다고 해 보자.이 경우 근거 원칙 근거** 원칙에

따르면,이야기는 충분히 a와 b가 서로 개별 이지 않으면서 동일하지도

않다는 근거를 제공해 다.따라서 슈니더와 본 솔로드코 가 자신들이

제시한 근거 원칙을 정말로 수용하고 있다면,이들은 비일 인 소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이로부터 따라나오는 미결정 동일성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나는 슈니더와 본 솔로드코 의 논증에 하여,에버렛이 설득력있는

반론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에버렛이 지 한 것처럼,이들이 제시한 근

거 원칙과 해석 원칙 동일성 조건을 받아들인다 해도,추상 실재론

자는 미결정 동일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한 비정합 허구

작품을 논의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이들의 주장은 정당한 근거를 갖지

않는다.오히려 슈니더와 본 솔로드코 자신들이 제시한 근거 원칙에

따르면 비정합 허구 작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으며,따라서 비정합

동일성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이들

의 반론을 통해 에버렛의 논증이 반박되었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3.미결정 ·비정합 동일성 문제에 한 반론 2:토마슨

그러나 슈니더와 본 솔로드코 가 에버렛에 맞서 추상 실재론을 지

켜내고자 한 유일한 철학자들은 아니다;추상 실재론의 열렬한 지지자

하나인 토마슨은 "Fiction,ExistenceandIndeterminacy(2010)"에서

추상 실재론자가 에버렛이 제기한 형이상학 문제를 충분히 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여기서 그녀가 취하는 략은 기본 으로

슈니더와 본 솔로드코 의 략과 동일하다;토마슨은 추상 실재론자

가 에버렛이 제시한 원칙 (P1),(P2) 신 다른 원칙을 수용함으로서 미

결정 동일성의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 그녀는 에버렛

이 제시한 비정합 동일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데,왜냐하면 비정합 동일성의 문제를 제공하는 비정합 소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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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참의 근거도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먼 토마슨이 비정합 소설을 거부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

자.토마슨은 우리가 법정에서 증인이 “피고인은 총을 쏘았고, 총을

쏘지 않았다”고 증언할 경우,증인의 증언을 참이라 여기지 않을 것이듯,

허구에 해서 어떤 것이 참일 수 있으려면 허구에도 최소한도의 정합성

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화자를 화자로 악하기 해서 최소한도의 정합성이 요구되듯이,텍

스트가 그것에 따르면 특정한 것들이 참인 그러한 이야기를 제공하는 것

으로 받아들이기 해서도 최소한도의 정합성이 요구된다.[…]모순이

더 노골 이고 덜 해결가능하거나 덜 격리가능할수록,우리가 특정한 것

에 한 참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한 사람,혹은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어

려워진다.85)

그녀는 에버렛이 2005년 논문에서 비정합성 논증의 사례로 제시한 허구

―두 등장인물 쥴스와 짐이 동일하면서 동시에 동일하지 않은 허구86)―

가 명백한 모순을 지니고 있으므로,이 허구에 근거한 어떠한 주장의 참

거짓도 가리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이러한 비정합 허구의 사례를

최 한 하게 해석하는 방법은,정말로 련된 허구 작품에서 두 등

장인물이 동일하면서 동시에 동일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그들이 동일한

지 아닌지가 미결정 이라고 보는 것이다.즉 토마슨은 비정합성 논증이

미결정성 논증의 부분이며,미결정성 논증과 구별되는 비정합성 논증은

애 에 성립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에버렛은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토마슨은 비정합

소설을 믿음직스럽지 않은 증인의 사례에 비유하여,비정합 소설이 어

떠한 참의 근거도 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그는 이것이 한 유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법정의 비정합 증인의 사례는 실 세계의 법칙이

지켜져야 하는 경우이므로,증인이 증언에 부 격하다고 단하는 것이

85)Thomasson(2010),p.139.

86)Everett(2005),pp.63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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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하다.하지만 작가가 실 세계의 법칙 하에서 서술한 소설이 아니

라, 실 세계의 법칙을 어기고자 하는 의도 하에서 쓴 소설( 컨 앞

에서 로 든 무라카미 하루키의 『태엽 감는 새』 등)의 경우에는,소

설의 내용이 실 세계의 법칙을 어긴다는 이 곧 그 소설 자체를 무시

해야 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에버렛에 따르면,이러한 비정합 소설은

분명히 존재하며,비록 비정합 소설의 해석이 어렵다고 해도,충분한

주의를 기울임으로서 이러한 소설들을 해석하는 것 역시 분명히 가능하

다.따라서 우리가 비정합 소설에 드러난 비정합 동일성의 문제를

미결정 동일성의 문제로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토마슨의 주장

은 정당하지 않다;비정합 동일성의 문제는 미결정 동일성의 문제와

분명히 분리되는 별개의 문제이며,미결정 동일성의 문제만큼 요한

문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토마슨이 최소한 미결정 동일성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

다면,그녀가 에버렛의 논증에 해 어느 정도는 유효한 반론을 제시했

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일단 토마슨이 에버렛의 미결정 동일성의 문

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를 살펴보자;미결정성 논증에 한그녀

의 반론에서 핵심이 되는 주장은,실재론자가 허구 인물의 개념을 더

정확히 다듬으면 미결정 존재자를 인정해야 하는 문제를 충분히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그녀는 에버렛이 제시한 두 원칙 (P1)원칙은 허

구 인물의 개념에 한 한 원칙이 아니며,(P2)원칙은 에버렛이

주장하는 것처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먼 (P1)을 다시 살펴보자.(P1)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례는

한 허구 작품에서 등장 인물의 존재 여부가 열려있는 상황이다.에버렛

은 (P1)에 따를 경우,이 허구 작품에 근거한 허구 인물의 존재 여부

가 미결정 이게 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토마슨은 실재론자가 쉬퍼

Schiffer가 제시한 다른 원칙을 (P1)의 체 원칙으로 받아들이면 이 미

결정 존재의 문제가 해소된다고 본다:

[(P1*)]만약 작가가 허구 작품을 쓰는 맥락에서 이름 N을 꾸며내어

사용하고,작가가 N이라는 이름을 통해 어떠한 실재하는 것도 지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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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의도하지 않는다면,허구 인물 N이 있다.87)

(P1) 신 (P1*)을 받아들인다면,추상 실재론자는 에버렛이 제시한 사

례의 등장 인물에 상응하는 추상 존재자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답할

수 있다;허구 작품에서 등장 인물 C가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모호하게

기술했다 해도,작가가 'C'라는 이름을 꾸며내어 사용하고,이를 통해 어

떤 실재하는 상도 지칭하고자 하지 않는다면,그는 허구 인물 C를

존재하게 한 것이기 때문이다.이에 맞서서 정말로 존재 여부가 모호한

그러한 상을 만들어내는 허구의 사례를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토마슨은 이러한 사례 역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본다;실재론

자는 단순히 이 미결정 존재자를 받아들이면 된다.이것이 문제가 되

지 않는 이유는,이미 우리의 존재론에 미결정성을 지닌 존재자들이 다

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허구 인물을 상정하는 데 있어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을 제

기한다고 보아야 할까?다시 말하지만,나는 그 게 생각하지 않는다.일

상 인,특히 사회 ,그리고 문화 상에 한 용어의 표 사례들

의 부분에 하여,이러한 종류의 것이 있는지 없는지가 미결정 인 경

우가 있을 것이다.비록 결혼이나 범죄가 언제부터 존재하게 되는지를 말

해주는,(P1*)과 유사한 원칙들이 있지만,특정한 경우―결혼이 존재하게

되었는지 아닌지,혹은 범죄가 질러졌는지 아닌지를 규칙이 명백히 미

결정 으로 남겨두는 사례―에 생겨나는 악명높은 어려움들이 있다.그러

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어 든 내게 있어서는)올바른 반응은 이를 근

거로 하여 결혼이나 범죄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단순히 그것이

존재하는지 아닌지가 미결정 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88)

한편 에버렛은 미결정성 논증에서 다른 사례,즉 한 허구 작품에

서 등장인물 a와 b가 동일한지 아닌지가 미결정 인 상황을 제시하면서,

87)Ibid.,p.137

88)Ibid.,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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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론자는 이 사례를 통해 미결정 동일성이 성립한다는 것을 받아들

이게 된다고 지 하 는데,토마슨은 이 역시 부정한다.에버렛의 제

는,실재론이 허구 인물의 존재 속성을 련 허구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는 이상 그가 제기한 문제들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그러

나 토마슨은 실재론자가 허구 인물에 하여 굳이 이러한 그림을 채택

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실재론자는 단순히 소설에 직 언 된 사

항들이 그 로 허구 인물의 속성에 반 된다고 보는 신,무엇이 허

구에 의하여 참인지를 결정할 때 어느 정도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허구 실재론자가 일반 으로 이야기에서 등장 인물의 정체성에

해 참인 것들이 실제 세계의 허구 인물의 정체성에 한 사실에 련

이 있다고 여긴다는 것은 참이다.따라서, 를 들어 나는(1999,63)인물

들이 동일한 문학 작품에 등장하고 동일한 속성들을 할당받는 것이 인물

들 간 동일성에 한 충분(그러나 필요는 아닌)조건이라고 주장했다.그

러나 이는 이야기에 따라 참인 것에 한 이해에 의존한다.이야기에 따

라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에는 자비의 원칙 하에

개되는 정교한 해석 행 가 요구된다-단순히 페이지에 무엇이 쓰여 있

는지를 재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다.89)

토마슨에 따르면,우리는 미결정 동일성이 성립하는 것처럼 보이는 허

구 작품을 자비의 원리에 기반한 한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이

를 통해 허구 인물들의 동일성이 성립하는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

다.즉,실재론자는 에버렛이 제시하는 사례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반드시

실 으로 미결정 동일성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것

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결론 으로 토마슨은 에버렛의 두 원칙을 버리고,더 정교한 허구

인물의 개념을 얻게 된다면 에버렛이 제기한 미결정성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한다. 한 설령 그래도 계속해서 반실재론자가 미

89)Thomasson(2010),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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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성이 성립하게 만드는 반례를 제시한다 해도,미결정성 문제 자체가

실재론 자체를 하는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철학 에서 볼 때,

이미 사회 구성물이나 집단,인공물 등은 이러한 미결정 측면을 지

니고 있다.그러나 우리가 미결정성 문제에 근거하여 이러한 상들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는다;오히려 우리는 미결정성 문제를 통해 이

상들의 개념을 명료히 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마찬가지로,허구 인물

이 미결정성 문제를 갖는다는 것은 그 실재론자가 허구 인물의 개념

을 더 명료히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뿐이며,실재론자는 충분히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에버렛에 따르면,토마슨은 미결정 동일성의 문제 역시 제

로 해결하지 못한다.에버렛의 반론에 한 토마슨의 기본 인 입장은

실재론자가 허구 인물의 개념을 더 정교히 함으로서 미결정성 문제에

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에버렛은 진정한 미결정 동일성

의 사례가 있을 경우,개념을 정교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이를 해결해

지 의심스럽다고 지 한다.토마슨의 주장에 따르면,실재론자는 허구

인물의 동일성 조건을 바꾸어서,미결정 동일성의 문제를 발생시키

는 사례로부터 더 이상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토

마슨은 미결정 동일성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해 보이는 동일성 조

건의 사례가 될 만한 것을 제시한다:

따라서, 를 들어,혹자는 다음과 같이 (P2)를 바꾸어서 허구 인물

의 개념을 부분 으로 정교히 할 (그리고 변화시킬)수 있다:어떤 이야

기가 a와 b에 한 것이고,a와 b가 실재하는 것이 아닐 때,만약 그 이

야기에 따라 a=b라면,허구 인물 a=허구 인물b;그리고 그 외의 경

우에는(이야기에서 이 이 미결정 인채로 남겨지더라도),인물 a는 인

물 b와 구별된다.그리고 이를 통해 허구 세계에서의 미결정성이 실제

세계를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90)

그러나 에버렛은 이 경우, 의 조건에서 마지막 부분이 다음과 같이

90)Ibid.,p.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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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될 경우,굳이 이 수정된 동일성 조건이 아니라 토마슨이 제시한 조

건을 받아들여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겠느냐고 묻는다:

(T2)만약 한 허구 작품에서 (1)a가 존재하고 b도 존재하며,(2)어

떠한 실재하는 것도 a나 b와 동일하지 않을 경우,

(i)이 허구에서 a=b라면,허구 인물 a는 허구 인물 b와 동일하

다

(ii)이 허구에서 a≠b라면,허구 인물 a는 허구 인물 b와 구별

된다

(iii)만약 이 허구에서 a=b도 아니고,a≠b인 것도 아니라면,허구

인물 a와 허구 인물 b는 동일하다91)

먼 의 인용문에서 토마슨이 제시한 동일성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식

화해보자;

(P2**)어떤 이야기가 a와 b에 한 것이고,a와 b가 실재하는

것이 아닐 때,만약 그 이야기에 따라 a=b라면,허구 인물 a=

허구 인물b;그리고 그 외의 경우에는(이야기에서 이 이 미결

정 인채로 남겨지더라도),인물 a는 인물 b와 구별된다.

토마슨은 추상 실재론자가 (P2**)를 받아들임으로서 미결정 동일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사실 추상 실재론자가 (T2)를

받아들여도 미결정 동일성이 발생하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P2**)

와는 반 로,(T2)의 경우에는 허구 작품 속의 두 인물이 동일한지 아닌

지가 열려있을 경우,이 두 인물이 무조건 동일한 것이라는 지침을

뿐이다.그 다면 두 동일성 조건 무엇을 받아들이는 편이 좋은가?

(T2)가 아니라 (P2**)를 선택해야 할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가능

한가?단순히 미결정 동일성 문제를 해소하고야 말겠다는 신념 외에

그 어떠한 것도 여러 동일성 조건 하나를 정당한 조건으로 골라낼 근

91)Everett(2010),p.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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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 될 수 없다면,토마슨의 입장은 큰 설득력을 지닐 수 없다;(P2**)

와 (T2)모두 미결정 동일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므로,이 신념만으

로는 둘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그리고 이처

럼 뚜렷한 선택의 기 이 없는 상황에서 두 동일성 조건 어느 하나를

선택한다면,이것은 임의 선택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 을 피할 수 없

다.따라서 에버렛은 토마슨의 주장과는 달리,허구 인물의 개념을 정

교히 함으로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개념을 정교

히 함으로서 어떤 반실재론자의 공격을 막아낸다 해도,그것이 정말로

허구 인물에 한 한 개념인지를 따질 기 을 따로 제시하지 못한

다면,결국 실재론자는 어떠한 명확한 입장도 갖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

문이다.

따라서 에버렛은 슈니더와 본 솔로드코 ,그리고 토마슨의 반론이

모두 성공 이지 않다고 결론짓는다.이들이 제시한 허구 인물에 한

새로운 동일성 조건들은 모두 실재론자가 받아들이기에 한 조건이

아니며,에버렛이 제시한 미결정 동일성 비정합 동일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실패하기 때문이다.

제 4 추상 실재론은 반실재론의 공격을 벗어날

수 있는가?

이 장에서 나는 록과 에버렛이 추상 실재론에 해 제기한 형이

상학 반론을 살펴보았다.먼 록은 추상 실재론자가 ICP,즉 작

가의 의도에 따라 허구 인물의 존재 시 이 정해진다는 주장을 받아들

이는 것이 가장 합리 인데,이 경우 여러 반례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록이 제기한 허구 인물의 존재 시 문제가 추상 실재론에

하여 그 게 인 문제가 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록

의 반례들은 실제로 성립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ICP에 한 잘못된

해석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록의 논증에 한 토마

슨의 재반론도 마찬가지로 록에 하여 한 반론이 되지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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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슨은 추상 실재론자가 축소주의 실재론을 받아들인다면 허구

인물의 존재에 해 인과 설명을 내놓을 필요가 없으므로,존재 시

의 문제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그러나 나는 록의 입장

에서 토마슨의 축소주의 실재론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한 토마슨 자신이 창조론 입장을 옹호

한다고 밝힌 바 있고,자신의 입장을 명시 으로 변경한 역시 없으므

로,나는 그녀가 록에 해 더 실질 인 반론, 컨 창조론

하에서 허구 인물이 언제부터 존재하는가에 해 충분히 좋은 답변을

수 있다는 반론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에버렛은 추상 실재론자가 (P1)과 (P2)라는 두 원칙을 받아들

일 경우,미결정 ·비정합 동일성의 문제 미결정 존재의 문제를

지니게 된다고 주장한다.이에 해 슈니더와 본 솔로드코 ,그리고 토

마슨은 동일한 방식으로 반론을 제기했다;추상 실재론자는 (P1)과

(P2) 신 다른 원칙을 받아들임으로서 충분히 미결정 동일성의 문제

를 해결할 수 있으며,비정합 동일성의 문제는 정당하게 무시할 수 있

다는 것이 이들의 핵심 주장이다.그러나 에버렛은 이들이 (P1)과 (P2)

를 체할 원칙으로 제시한 것들이 결국 미결정 동일성 문제를 피할

수 없거나,허구 인물에 한 임의 원칙이 되어버리는 문제를 갖는

다고 지 한다. 한 그는 비정합 소설이 분명히 존재하고,우리가 이

러한 소설이 비정합 이라는 것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한,슈니더

와 본 솔로드코 ,그리고 토마슨처럼 비정합 소설을 단순히 논의에서

제외하는 것이 정당한 입장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나는 이러한 에버렛

의 지 에 동의하며,추상 실재론자들이 제시한 기존의 반론들이 에버

렛이 제기한 형이상학 문제에 해 유효한 반론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

한다.

하지만 나는 추상 실재론자가 다른 길을 통해서 록 에버렛의

반론을 충분히 반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조 더 구체 으로 말하자

면,나는 추상 실재론 안에서 추상 실재론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고,추상 실재론자가 이 추상 실재론 내부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87-

록 에버렛이 제기한 추상 실재론 외부의 문제 역시 잘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 본다.다음 장에서 나는 추상 실재론이 갖고 있는 이

내부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이고,추상 실재론의 내부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새로운 추상 실재론을 제시할 것이다.나아가 나는 이 새

로운 추상 실재론이 추상 실재론 외부의 문제인 록과 에버렛의 반

론 역시 잘 반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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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새로운 추상 실재론과 형이상학

문제의 해결

앞에서 나는 실재론에 해 형이상학 반론을 제시한 록과 에버

렛의 논증을 자세히 살펴보고,이들의 논증에 한 추상 실재론자들의

반론이 성공 인지를 검토하 다.나는 추상 실재론자들의 재반론이

록과 에버렛이 제기한 문제를 완벽히 해결했다고 여기지는 않는다.토

마슨은 자신이 제시한 축소주의 실재론이 록의 허구 인물의 존재

시 의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록의 입장에서는 축소주의

실재론이 토마슨의 주장처럼 허구 인물에 한 ‘개념 참’에 근거

하는 것이 아니라고 재반박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한 토마슨과

슈니더 & 본 솔로드코 는 허구 인물에 해 더 정교한 원칙을 받아

들임으로서 추상 실재론자가 미결정 동일성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에버렛은 이들이 제시한 원칙들이 여 히 자신의 반론을 피

하지 못한다고 지 하며,나 역시 이에 동의한다.그러나 나는 추상 실

재론자들의 재반론이 성립하고,따라서 록과 에버렛의 형이상학 반

론이 모두 반박되었다 보더라도,이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여 히 남

아있다고 본다. 록과 에버렛이 추상 실재론 일반에 한 문제를 제

기한 것이라면,내가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추상 실재론 내 인 문

제이다;나는 추상 실재론이 크게 무제약 추상 실재론과 제한

추상 실재론으로 나눠지며,이 두 추상 실재론이 각각 나름의 문제

를 안고 있다는 것을 지 하고자 한다.이 장에서 나는 과연 이 추상

실재론의 내 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추상 실재론의 틀을 유

지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논할 것이다.나아가 나는

추상 실재론 내부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나의 추상 실재론이 결국

록과 에버렛이 제기한 추상 실재론 일반의 문제 역시 해결해 다는

을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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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추상 실재론 내부의 문제:무제약 추상

실재론과 제한 추상 실재론

Salmon은 자신의 논문 "Nonexistence"에서 이름에 한 Millian

직 지칭주의에 기반하여,허구 이름은 공허한 이름이 아니라 추상

존재자를 지칭하는 표 이라고 주장하 다.그러나 그는 정말로 공허한

이름이 아 없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내가 재 랑스에는 왕

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랑스의 왕이 있다고 상상하고 ( 를 들면,

진 인 왕정주의자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랑스의 왕을 세우는 등의

상황을 상상하고)이 랑스의 왕을 ‘내피’라고 부른다고 해 보자.샐먼

은 이 때 ‘내피’는 진정한 공허한 이름이라고 주장한다.

나는 이제부터 그게 가 되건 간에, 랑스의 새로운 왕인 그러한 사

람이 있을 경우,그 사람을 지칭하고,그 외에는 아무것도 지칭하지 않는

‘내피’라는 이름을 도입하겠다.이때 주목할 이 있다:나는 ‘내피’를 내

가 방 창조한 특정 허구 인물의 이름으로 도입한 것이 아니다.나는

이야기를 지어내는 것도 아니고,‘내피’를 한 사람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척 하는 것도 아니다.나아가 랑스가 이제 왕을 갖는다는 이론을 지지

한다는 것도 아니다.[…]상당히 진 인 회의주의를 제외하면,우리는

내피같은 그러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안다.내피는 허구 인물도 아니

고,신화 인물도 아니고,가공의 것도 아니고,허황된 공상도 아니다.

내피가 이 그 무엇도 아닐 좋은 이유가 있다.솔직히 말하자면,내피

는 존재하지 않는다.92)

우리가 재 랑스의 왕이 된 그러한 사람을 상상하고,그를 ‘내피’

라고 부른다고 할 때,샐먼은 그러한 이름이 지칭하는 상은 없다고 주

장한다.샐먼은 심지어 ‘내피’가 허구 이름이나 신화 이름처럼 어떤

추상 상을 지칭하게 되지도 않는다고 주장한다.샐먼에 따르면 실패

한 과학 이론 역시 어떤 이름을 통해 한 상을 우연히 지칭하게 되는

92)Salmon(1998),pp.30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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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가능하지만,‘내피’는 이러한 경우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샐

먼은 슈탈이 ‘로지스톤’으로 화학 물질을,르 베리에가 ‘벌칸’을 통해

태양계의 미지의 행성을 지칭하고자 했던 경우에,이 이름들이 비록 이

들의 의도에 따른 상을 지칭하는 데는 실패했어도,각각 신화 인 추

상 상을 지칭하게 되었다고 본다.93)이에 반해 우리가 상상한 재

랑스의 왕의 이름인 ‘내피’는 어떠한 것도 지칭하지 않으며,슈탈이나

르 베리에의 경우와는 달리,‘내피’가 우연히 어떤 추상 인 허구 상

을 지칭하게 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BenCaplan은 "CreaturesofFiction,Myth,andImagination"

에서 과연 허구 인물에 한 추상 실재론을 받아들이면서 상상의

상에 한 실재론은 거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묻는다.카 란은 이 논문

에서 진정한 공허한 이름이 있으며,이는 상상의 상을 지칭하고자 하

는 이름이라는 샐먼의 주장을 문제시하고 있다.샐먼은 "Mythical

Objects"에서 신화에 등장하는 상들에 한 실재론을 옹호하는데,카

란은 만약 허구 신화에 등장하는 상들에 한 실재론을 받아들인

다면,상상의 상에 한 실재론 역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즉

허구 인물에 한 실재론자가 상상의 상에 한 반실재론자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일단 카 란은 신화 속의 상들에 한 실재론을 옹호하는 샐먼의

논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P1)작가들은 허구의 창조물을 창조한다

(P2)만약 작가가 (허구 작품을 창작함으로서)허구 인물을 창조한

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신화를 만드는 사람("myth-maker")역시 (신화를

창작/ 승함으로서)신화 인물을 창조한다

(C1)따라서 신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신화 인물을 창조한다.94)

여기서 (P1),(P2)로부터 결론인 (C1)을 끌어내는 과정은 타당하다.문제

93)Salmon(2002)참고.

94)Caplan(2004),p.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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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같은 논증을 상상의 상에도 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P1*)작가들이 허구의 창조물을 창조한다

(P2*)만약 작가가 (허구 작품을 창작함으로서)허구 인물을 창조한

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어떤 상을 상상하는 사람 역시 상상의 상을

창조한다

(C2)따라서 상상하는 사람 역시 상상의 상을 창조한다.95)

앞의 논증과 마찬가지로,상상의 상에 한 이 논증 역시 타당한 논증

이다.만약 허구 인물에 한 창조론자가 이 논증을 거부하고,허구

인물은 작가에 의해 창조된 실재하는 상인 반면,상상의 상은 그

지 않다고 주장하려면,그는 논증에서 (P2*)에 해당되는 논제를 부정

해야 한다.

그러나 카 란은 허구 인물에 한 창조론,즉 허구 인물이 작가

의 창작 활동에 의해 창조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를 부정하

는 것이 쉽지 않다고 주장한다.(P2*)를 성공 으로 부정하려면,창조론

자는 어떤 상이 있다고 꾸며내는 것(pretending),그리고 그 다고 믿

는 체 하는 것(make-believing)이 상을 마음 속에 그리는 것

(entertaining)에 비해 존재론 으로 왜,그리고 어떻게 특별한지를 설명

해야 한다.허구 작품을 꾸며내는 것(pretending) 신화를 믿는 것이

한 상을 상상하는 것과 어떻게 다르기에 앞의 두 활동은 추상 상

을 창조해낼 수 있지만,후자는 그러한 힘을 갖지 않는 것인지를 설명할

부담이 창조론자에게 있다는 것이다.그리고 이를 설명하는 것은 생각처

럼 쉽지 않아 보인다.에버렛은 허구에 참여하는 것이 상상 활동을 포함

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96)조앤 롤링이 해

리포터 시리즈를 창작할 때,그녀가 실에 존재하는 마법 학교들에

하여 자료를 수집하고,실제 마법사들에게 어떤 식으로 실감있는 을

95)Ibid.,p.334.

96)Everett(2014),p.6:“허구에 한 우리의 참여가 허구의 세계,등장인물들,그들

에게 벌어지는 사건들 등을 상상하는 모종의 상상 활동을 포함한다는 것을 합리

으로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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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 수 있을지에 해 조언을 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해리 포터 시리즈

에 해서 조앤 롤링을 칭찬할 때,우리는 보통 ‘이러한 세계를 소설 속

에 구 해낸 조앤 롤링의 상상력이 단하다’고 하지,‘그녀는 성실한 조

사 리한 찰력을 통해 마법 세계를 잘 그려냈다’고 하지는 않는다.

그 다면 조앤 롤링이 호그와트라는 마법학교에 한 허구 작품을 창작

하는 것과,호그와트라는 마법학교가 있다고 상상하는 것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허구의 창작 상상에 한 우리의 일반 인 이해는 이

두 활동을 본질 으로 구분하고 있는가?

샐먼과 같이 허구 인물에 한 추상 실재론을 옹호하는 토마슨의

경우에는 작가가 허구 작품을 창작함으로서 허구 인물이 존재하게 되

듯이,모든 지향 태도는 지향 상을 존재하게 한다고 주장한다.따

라서 그녀는 상상 활동을 통해 상상의 상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 역시

받아들인다;이때 지향 상에 속하는 상상의 상은 허구 상과

마찬가지로 추상 인 존재자이며,허구 상 역시 지향 상의 한

종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지향 행 의 상은,그 상에 향해있는 지향

행 와 독립 으로 존재할 필요가 없다;이 상은 심지어 그 행 자

체에 의해 창조될 수 있다.[…]따라서 환각이나 상상 역시, 형 으로

는 지향 행 자체에 의해 창조되는 상들을 갖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 상들은 문자 그 로 마음의 가공물 혹은 제조물이다.[…]허구

인물들은 순수히 지향 인 상 특히 흥미로운 하 범주인 것이다.97)

이처럼 허구 인물 뿐만 아니라 상상의 상 역시 존재하게 된다고 주

장하는 실재론자는 카 란이 제기한 문제를 피해갈 수 있다.샐먼과 달

리,토마슨은 체 상상과 허구 작품의 창작이 왜,그리고 어떻게 서로

다른 존재론 효력을 지니는 활동인 것이냐는 질문에 답할 필요가 없

다:토마슨에 따르면 두 활동은 동일한 존재론 효력을 지니며,각각

(추상 존재자로서의)상상의 산물 허구의 산물을 존재하게 하기 때

97)Thomasson(1999),pp.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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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론에 포함시키는 상

무제약 추상 실재론 허구 상,신화 상,상상의 산물

제한 추상 실재론 허구 상,신화 상

문이다.

여기서 나는 샐먼과 토마슨이 지지하고 있는 추상 실재론을 구분하

고자 한다.먼 토마슨은 모든 지향 행 의 상이 존재하며,어떤 지

향 상은 지향 행 자체의 의해 창조된다고 주장한다.따라서 그

녀는 허구 인물이 작가의 창작 활동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받아들이며,

나아가 상상의 상 역시 상상 활동에 의해 창조된다는 것을 받아들인

다.나는 이처럼 창작 활동의 산물 뿐만 아니라 잘못된 과학 이론의 산

물,나아가 상상 활동의 산물 등의 존재를 모두 받아들이는 추상 실재

론을 무제약 추상 실재론으로 부르고자 한다.한편 샐먼은 작가의

창작 활동에 의해 허구 인물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그리고 잘못된 과

학 이론의 상정에 의해 신화 상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은 인정하지

만,상상 활동에 의해 상상의 산물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은 거부한다.나

는 창작 활동의 산물 잘못된 과학 이론의 산물 등의 존재는 받아들이

면서,상상 활동의 산물의 존재는 거부하는 샐먼 식의 추상 실재론을

제한 추상 실재론으로 부를 것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제한 추상 실재론은 왜 특정한 지향

행 , 컨 어떤 상이 있다고 꾸며내는 행 (창작 행 ) 어떤 것

을 믿는 체 하는 행 (신화를 만드는 행 )는 어떤 상을 존재하게 하

는 반면,마음 속에 상을 그리는 행 ,즉 상상 행 는 어떠한 상도

존재하게 하지 못하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반면 무제약 추상

실재론자는 이러한 문제를 갖지 않는다;토마슨 같은 무제약 추상

실재론자는 허구 인물,신화 상 뿐만 아니라 상상의 산물 역시 존

재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카 란의 지 이 타당하고,따라서 추상 실재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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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지 토마슨처럼 무제약 추상 실재론만을 받아들여야 한다면,이

것 자체가 이미 추상 실재론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Stacie

Friend(2007)는 추상 실재론자가 무제약 추상 실재론만을 받아들

일 수 있다면,결국 추상 실재론은 다수의 철학자들에게 큰 매력이

없는 이론이 될 것이라고 지 한다.그녀는 추상 실재론자가 상상의

상을 거부할 명확한 이유가 없다는 카 란의 주장을 받아들이는데,만

약 카 란의 주장처럼 허구 인물에 한 실재론자가 상상의 산물의 존

재까지 인정해야 한다면,결국 실재론자들의 입장은 받아들이기 힘든 것

이 된다고 주장한다:일단 허구 인물에 한 실재론자들의 주장을 받

아들여 작가의 창작 활동에 의해 허구 인물이 창조된다고 하면,신화

를 지어내는 것,그리고 무언가를 상상하는 것에 의해 각각 신화 상

과 상상의 상이 창조되는 것 역시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

경우 실재론자는 의도 인 허구의 창작 활동뿐만 아니라 단순한 상상 활

동 실패한 지칭 역시 어떤 존재자를 만들어내기에 충분한 활동이라고

주장하는 셈인데, 드에 따르면 이는 그럴듯하지 않다.

첫번째로,이 략은 허구 상에게만 제한되어 용될 수 없다.신

화 산물들(제우스,산타 클로스),실패한 과학 상정물들(벌칸, 로지

스톤),불가능한 상들(둥근 사각형),상상의 편린 등에 해 양화하고

이야기하는 기존의 활동들이 있다.[…]카 란(2004)은 이 논증을 단순한

상상의 상들, 를 들어 내가 지 시각 으로 그려내고 있는 세 개의

반짝이는 사과들같은 것들에까지 확장시킨다.내가 그 사과들을 생각하는

것이 (구체 )사과들을 창조하는 것은 아니지만,이 에 따르면 내

생각은 추상 상들을 창조한다.이 을 받아들이는 것은 곧 허구

뿐만이 아니라,지칭 실패 상상의 사건 역시 추상 상을 창조하기

에 충분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많은 사람들이 이 결론을 그럴듯

하지 않다고 여길 것이다.98)

드는 지향 태도의 상 부가 (비록 추상 으로라도)존재한

98)Friend(2007),p.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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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주장하는 것이 설득력있는 입장일 수 없다고 지 한다;여기서 그

녀는 우리가 단순히 무언가를 상상하는 것이 어떤 존재자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는 직 을 포착하고 있다.그 다면 이러한 직

을 뒷받침하는 철학 근거는 무엇인가?지향 상에 한 존재론

논의에서 부분의 경우에는 지향 상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덜 부

담스러운 선택으로 여겨졌다.지향 상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지

향 상 이론이 발생시키는 무거운 존재론 책임”99)을 지는 일이 되

기 때문이다:만약 정말로 단순한 상상 활동을 통해 (비록 추상 이라

해도)어떤 존재자가 생겨날 수 있다고 본다면,우리는 무나 쉽게

실 세계의 존재자들을 늘릴 수 있다.샐먼이 허구의 창작,나아가 잘못된

과학 이론을 상정하는 활동까지 추상 존재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상상 활동의 경우에는 어떠한 상도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카 란에 따르면,상당히 부자연스럽게도)주장한 배경에는 바로 이러한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왜 ‘내피’와 ‘컬리-0’의 도입이 철 히 비지칭 인 이름으로 귀결되는

반면,바비넷이 ‘벌칸’을 도입한 것은 존재하는 추상 인공물의 이름으로

귀결되는가?왜냐하면 그의 이론을 개하면서,바비넷은 우연히 신화

행성을 만들어낸 것이고,비록 바비넷이 독립 으로 존재하는 행성을 지

칭하는 것을 의도했지만,그의 지칭의 화살은 결국 신화 상에 꽂혔기

때문이다 […]내가 허구 인 랑스 왕을 만들어낸 것이라는 의에

하여,나는 내가 무죄라고 주장한다.우리는 모든 부 한 한정기술구에

하여,이 한정기술구가 한 것으로 만들어지는 허구를 생각해낼 수

있다고 여겨서는 안된다.심지어 싸구려 통속 소설도 그 게까지 쓰기 쉽

지는 않다.100)

샐먼이 상상의 상인 내피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때,이를 뒷

받침하는 논증을 아마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허구 상

99)Jacob(2014).

100)Salmon(1998),p.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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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허구 작품이 있어야 존재한다.따라서 내피가 허구 상이 된 셈이

라고 하려면,내피를 근거짓는 허구 작품이 있어야 한다.그러나 단순한

상상을 통해서는 어떠한 허구 작품도 만들어지지 않는다.즉 샐먼은 사

유의 상이 존재하게 되려면,그것이 어떤 체계, 컨 신화나 허구

이야기 같은 것에 근거해야 하며,이 때 그 체계는 단순한 상상보다는

더 복잡하고 어려운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보는 것이다.이러한 맥

락에서 허구 작품을 만들어내는 일은 상상 행 보다 어떤 의미에서 어려

운 일이어야 한다.우리는 뚜렷한 의도 없이 어떤 것을 마음 속에 떠올

리기도 하고,분명한 의도로 어떤 것을 상상하기도 한다.하지만 이 모든

마음 속의 활동이 결국 어떤 존재자를 낳게 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따라서 내가 어떤 것을 떠올리고 상상할 때마다 추상 일지라도 어

떤 존재자가 존재론에 추가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다.우리는 최소한 모든 상상이 어떤 존재자,혹은 존재자들을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추상 실재론을 받아들인다면 결국 이 기

본 제를 지켜낼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결국 허구 인물에 한 추

상 실재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상상의 산물까지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

어진다면,추상 실재론은 “많은 사람들이 상상의 산물에 한 실재론

에 다다르는,이토록 쉬운 길에 항할 것”101)이라는 비 에 열려있게

된다.

결국 지 추상 실재론자는 두 종류의 문제에 직면한 것이다:먼

추상 실재론자는 무제약 추상 실재론 제한 추상 실재론

어느 입장을 택해야 할 지를 정해야 한다.이 때 만약 그녀가 무제약

추상 실재론을 택한다면,그녀는 우리가 단순한 상상을 통해서도 존재

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즉 아주 쉽게 실의 존재자를 늘릴 수 있

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데,이 경우 그녀는 무거운 존재론 책임을

떠안게 된다.한편 그녀가 제한 추상 실재론을 택한다면,그녀는 왜

작가의 창작 활동,혹은 과학자의 잘못된 이론의 상정이 어떤 상을 존

재하게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면서 유독 상상만은 어떠한 존재자도 낳지

101)Ibid.,p.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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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다고 주장하는지에 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즉,어떤 추상 실

재론을 택하든 간에,추상 실재론자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게다가 추상 실재론자가 둘 어떤 입장을 택하더라도,여기

에 더해 그녀는 록과 에버렛이 제기한 추상 실재론 외부의 문제,즉

허구 인물의 존재 시 의 문제 미결정 ·비정합 동일성의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추상 실재론자는 어느 방향을 택하든 간에

쉽지 않은 길을 가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나는 내가 제시할 새

로운 추상 실재론이 여러 문제를 잘 해결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추상 실재론은 제한 추상 실재론에 속하며,무제약 추상

실재론이 갖는 존재론 책임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허구 ·

신화 상은 수용하면서 상상의 산물은 수용하지 않을 좋은 이유를 지

니고 있다.나아가 새로운 추상 실재론은 추상 실재론 일반의 문제

역시 잘 해결해 수 있다.이어지는 에서 나는 이 새로운 추상 실

재론이 어떤 내용을 지니며,어떤 식으로 존재론 책임을 피할 수 있고,

어떻게 상상의 산물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지를 보일 것이다.

제 2 새로운 추상 실재론

드는 추상 실재론자가 허구 인물 뿐만 아니라 상상의 산물까

지 수용하는 무제약 추상 실재론을 받아들인다면,무거운 존재론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 한다.상상의 산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무거

운 존재론 책임으로 이어지는 이유는,단순한 상상 활동을 통해 어떤

상이 존재하게 된다고 볼 경우, 무나 쉽게 실 세계의 존재자들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샐먼은 이와 유사한 직 에 기반하여,단순한 상

상이 허구 작품을 만들어내기에 충분한 행 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그

런데 이때 상상은 어떤 의미에서 ‘불충분’하고 ‘무 쉬운’행 인 것인

가?물론 여기서 ‘쉬움’이 ‘물리 으로 쉬움’을 뜻하지는 않을 것이다.숙

련된 기술자가 아주 간단하게 방 의자 하나를 만들어냈을 때,우리가



-98-

‘당신의 행 는 의자를 만들어내기엔 무 쉬운 행 다’라고 따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나는 여기서 상상이 존재를 만들어내기엔 무 불충분하고 무 쉬운

행 라는 것이,상상 행 가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인간의 어떤 활동에 의해 존재하게 되는 상들, 컨 의자,

책상 같은 우연 이고 구체 인 상들은 인간의 제작 활동에 근거하여

만들어진다.이때 제작 활동은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상들을 재료로

삼아,이를 특정한 방식으로 다듬거나 조합하는 활동이다.이 때 의자와

책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상을 재료로 삼는 실제 행 에 근거한다는

에서,구체 인 행 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다.반면 내가 재 랑스의

왕인 내피를 상상한다고 해 보자;이 때 내가 내피를 상상하기 하여

실제로 존재하는 어떠한 것도 필요하지 않으며,내가 어떤 실제 행 를

할 필요도 없다.나는 단순히 랑스의 왕이 있다면 할 법한 일들을 하

며,내피라고 불리는 한 사람을 머릿속에 떠올리면 된다.이러한 측면에

서,상상은 분명히 의자와 책상을 존재하게 했던 제작 활동에 비해 훨씬

덜 구체 인 활동이다;상상은 어떠한 실제 상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어떠한 실제 행 도 아니다.하지만 상상을 통해 상상의 산물이 존재하

게 된다고 본다면,우리는 구체성을 거의 완 히 결여한 이 행 가 어떤

존재자를 낳을 수 있다고 인정해야 한다.그리고 상상이 이처럼 구체성

을 결여하고 있다는 이,상상을 통해서 어떤 것이 존재하게 된다면 존

재자가 ‘무 쉽게’생겨나게 된다고 이야기하게 하는 근거일 것이다.

그 다면 추상 실재론자가 상상의 산물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존재

론 부담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그녀가 주장해야 하는 것은 허구 작품,

그리고 허구 인물이 상상보다 ‘어려운’,즉 더 구체 인 활동에 의해

존재한다는 일 것이다.하지만 이 때 허구 작품과 허구 인물을 존재

하게 하는 활동은 분명히 의자나 책상을 존재하게 하는 제작 활동과는

다른 식으로 구체 인 활동이어야 할 것이다;우리가 나무 조각같은 물

질 재료를 가져와서,그것을 실제로 깎아내고 조립함으로서 허구 작품

과 허구 인물을 존재하게 하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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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실재론자가 ‘무 무거운 존재론 부담’에서 완 히 벗어나려면,

그녀는 허구 작품과 허구 인물이 상상과 달리 구체 활동에 의해 존

재하게 된다고 주장해야 할 뿐만 아니라,이 구체 활동이 정확히 어떤

활동인지,어떤 측면에서 단순한 상상보다 구체 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

야 한다.

기존의 추상 실재론은 이 존재론 부담을 피하는 데 그리 성공

이지 못했다.샐먼은 제한 추상 실재론을 받아들이며,허구 인물이

존재함을 받아들이면서 상상의 상이 존재한다는 것은 거부하고자 했지

만,상상의 상을 근거짓는 활동이 허구 인물을 근거짓는 활동과 어

떻게 다른지를 설명하지 않는다.결과 으로 제한 추상 실재론은 상

상이 상상의 산물을 존재하게 하지 못한다면,허구 인물을 존재하게

하는 창작 행 가 상상과 달리 존재론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이유를 설

명해야 한다는 카 란(2005)의 비 에 열려있게 된다.한편 토마슨은 무

제약 추상 실재론을 받아들이며,지향 상의 존재를 받아들임으

로서 허구 인물 뿐만 아니라 상상의 상 역시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데,이는 무거운 존재론 부담 없이는 추상 실재론을 받아들일 수 없

다는 지 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반면 나는 허구 인

물의 존재를 수용하면서 상상의 산물은 수용하지 않는 제한 추상 실

재론이 가능함을 보이고자 한다.하지만 나는 여기서 제한 추상 실

재론을 지지하는 샐먼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나는

허구 작품과 허구 인물을 존재하게 하는 활동이 어떤 활동이고,이것

이 상상보다 구체 인 활동인 이유를 설명함으로서 무거운 존재론 책

임을 피할 수 있는 추상 실재론을 제시할 것이다.이 과정에서 기존의

추상 실재론자들이 공유하던 어떤 제―허구 인물은 허구 작품에

의존한다―는 유지될 것이지만, 다른 요한 제―허구 작품은 작가

/작가의 창작 행 에 의존한다―는 거부될 것이다.

일단 기존의 추상 실재론자들이 일반 으로 받아들이는 두 논제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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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추상 존재자로서의 허구 인물은 련된 허구 작품에 의

존한다

(T2)허구 작품은 작가의 창작 활동에 의해 (충분히)결정된다

(T1)과 (T2)는 무제약 추상 실재론자 제한 추상 실재론자

모두가,명시 으로 언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암묵 으로 받아들이는

제이다.이 (T2)는 작가에 의해 허구 인물이 창조되는 것이라는 창

조론 주장에 한 논제로,토마슨 같은 경우에는 (T2)를 다음과 같이

명시 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는 보통 작가가 올바른 종류의 꾸며내기에 참여하면서 문장들을

발화하거나 로 을 경우 문학 작품이 창조된 것이라고 여긴다;그리고

만약 입법부와 통령이 한 방식으로 행동할 경우,법안이 만들어진

다:이 이상의 것은 요구되지 않는다;이것이 작품이나 법안을 창조하는

데 필요한 부이다.허구에 해서도 유사하게 말할 수 있다:만약 한

작가가 올바른 맥락에서 도입된 이름을 사용하는 올바른 종류의 꾸며내

기에 참여하면,허구 인물이 창조된 것이다;이것이 허구 인물을 창

조하는 데 필요한 부이다.102)

반면 내가 제시할 새로운 추상 실재론은 (T1)를 수용하지만,(T2)는

거부한다.새로운 추상 실재론은 신 (T1)과 (T2*)를 기본 논제로 삼

는다;

(T2)허구 작품은 작가의 창작 활동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에게

의존한다

나는 (T1)과 (T2)를 기반으로 하는 추상 실재론이 무거운 존재론

책임을 피할 수 있으며,나아가 록과 에버렛이 제시한 반론 역시

102)Thomasson(2015),p.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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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해결해 것이라고 생각한다;결과 으로,나는 내가 제시할 이 새로

운 추상 실재론이 기존의 추상 실재론보다 훨씬 그럴듯한 입장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그러나 새로운 추상 실재론이 기존의 추상 실재론

과 완 히 다른 노선을 취하는 것은 아니다.일단 두 논제 (T1)은 기

존의 추상 실재론자들이 부분 받아들이고 있는 주장이다.기존의 추

상 실재론에서와 같이,새로운 추상 실재론에서도 허구 인물은 추

상 상으로서 실 세계에 존재하며, 련된 허구 작품에 그 존재를

의존한다.새로운 추상 실재론을 기존의 추상 실재론과 구분해주는

논제는 (T2*)이다.먼 (T2*)가 함축하는 가장 기본 이고 요한 은

작가의 창작 행 만으로는 허구 작품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허구 인물이 허구 작품에 의존하므로,허구 인물 역시 작가의 창작

행 만으로 존재할 수 없다.물론 작가의 창작 행 는 허구 작품 허

구 인물의 존재에 부분 으로는 기여한다.그러나 (T2*)에 따르면,어

떤 작가가 C라는 등장인물을 주인공으로 삼는 이야기 F를 창작했어도,

이에 해 그 구도 알지 못한다면 F,그리고 C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다.

『호빗』과 『반지의 제왕』을 쓴 작가 톨킨이 사실은 두 작품 간

에 『호빗』에 등장한 난쟁이들의 먼 친척인 ‘닐리’라는 난쟁이가 주인공

인 작품 『드워 』를 썼다고 해 보자.톨킨은 그 원고가 만족스럽지 않

아 자신의 원고를 투에 담아 창고에 쌓아두었다.톨킨을 담당한 출

사 편집자나 가족들은 톨킨이 다른 이야기를 썼다는 것까지는 알아

도,그 원고를 읽어본 도 없고,작품에 해 자세히 이야기해 본 도

없다.그 다면 비록 톨킨이 『드워 』라는 작품을 창작했고,그 작품의

주인공으로 ‘닐리’라는 인물을 내세웠다고 해도,닐리라는 허구 인물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하지만 톨킨의 후손 하나가 창고를 정리하다

가 이제서야 『드워 』를 발견하고 출 하게 된다고 해 보자.이제 톨

킨의 애독자들은 『드워 』를 읽고 닐리가 『호빗』에 등장하는 난쟁이

들과 어떤 계인지를 논할 수 있다. 한 닐리는 톨킨이 만들어낸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 덜 유명해질 수도 있고 더 유명해질 수도 있다.닐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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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 비로소 존재하게 된다:나는 허구 인물을 존재

하게 한 이 과정이 곧 독자들의 합의라고 생각하며,허구 작품 역시 이

합의의 과정을 통해 존재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1.상상과 허구 작품의 창작

허구 인물의 존재를 수용하는 추상 실재론에서 가장 상세히 설명

해야 할 은,허구 인물이 어떤 존재자이고,어떻게 존재하게 되는지

일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기 에,먼 나는 허구 작품

을 존재하게 하는 활동이 상상과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고자 한다.간

략히 말하자면,나는 어떤 이야기를 마치 실제 사실을 서술하듯 꾸며 말

하거나 쓰는 행 로서의 창작 행 는 기본 으로 상상 행 와 동일한 존

재론 효력을 지닌다고 생각한다.이 때 상상 행 는 상상의 산물을 존

재하게 하지 못하므로,상상 행 와 동일한 존재론 효력을 지닌 작가

의 창작 행 만으로는 허구 작품 허구 인물이 생겨날 수 없다.

한 작가가 어떤 허구 작품을 창작했다고 할 때,우리는 이를 곧 일반

으로 한 작가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치 실제로 일어난 일인

것처럼 꾸며낸 것이라고 이해한다.그러나 이 때 작가의 활동은 정확히

어떠한 활동인지를 이해하려면,작가가 허구 작품을 창작했다고 할 때

그녀가 만들어낸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더 살펴보아야 한다;이 때 창

작 행 를 이해하는 첫번째 방법은,어떤 작가 A가 한 허구 작품 L을

창작했다는 것이 곧 L의 내용을 갖춘 원고를 완성했다는 것과 동일하다

고 보는 것이다.이에 따르면,A가 L에 등장하는 인물 거리를 모두

구상한 후에,실제로 이를 원고로 작성하는 일을 끝냈을 때,A가 L을 창

작했다고 말할 수 있다.허구 작품의 창작을 이러한 식으로 이해한다면,

허구 작품의 창작은 곧 구체 인 한 원고―이 원고가 특정 형식의 컴퓨

터 일이든,실제로 만질 수 있는 출력된,혹은 타자로 쳐서 묶어놓은

종이이든 간에―를 작가가 만들어내는 일이 될 것이다.그러나 이 경우,

과연 작가의 창작 활동의 본질이 구체 인 원고라는 상을 만들어내는



-103-

데 있는지에 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앞에서 이야기한 사례를 다시 생각해보자:만약 톨킨이 창고에 둔

『드워 』를 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죽었다면,톨킨의 후손들도 이에

해 알지 못했을 텐데,이 상태로 어느날 창고가 불에 타서 사라

졌다고 해 보자.한편 톨킨의 『호빗』을 읽은 국의 어느 열두살짜리

소녀는 『호빗』에 등장하는 난쟁이들의 친척인 난쟁이 ‘닐리’를 상상하

고,닐리가 겪는 여러 모험들을 상상한다.이때 톨킨의 『드워 』에 등

장한 닐리와,이 소녀의 상상에 등장하는 닐리 에서 톨킨의 이야기에

등장한 닐리만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소녀의 상상

에 해 그 구도 알지 못하고,소녀의 상상 속 닐리에 해서 알고 있

는 것은 오로지 소녀 자신 뿐이듯,『드워 』 등장인물인 닐리에

해 알고 있는 것은 오로지 톨킨 자신 뿐이다.물론 이런 경우에도 톨킨

의 작품은 잠시나마 원고의 형태로 존재했었기 때문에 톨킨의 창작 행

와 소녀의 상상 행 가 구별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하지만 나는

이 상황에서 두 행 창작 행 만이 존재자를 낳을 수 있는 행 로

취 되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본다;사실상 소녀의 상상과 톨킨

의 창작 간에 큰 차이가 없는데도,톨킨이 자신이 상상한 내용을 로

었다는 사실 하나에 의해서 그는 어떤 존재자를 만들어낸 셈이 되고,

소녀는 그 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이한 입장으로 보인다.심지어

톨킨이 자신의 원고를 출 해서 원고와 같이 창고에 쌓아두었고,창고가

불타지 않아 여 히 원고와 책이 존재하고 있다고 해도,그 구도 톨킨

의 작품에 해 읽어본 이 없다면 과연 우리가 ‘톨킨은 닐리를 만들어

냈다/존재하게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나는 이 경우에 우리가 ‘톨킨은

『드워 』를 만들어냈다/존재하게 했다’고도 말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즉,톨킨이 『드워 』라는 제목을 붙인 원고를 완성했다는 것이 곧

『드워 』라는 작품을 창작하는 행 의 본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다.

따라서 나는 A가 L을 창작했다는 것을 이해하는 첫번째 방법을 거부

하고,이와 다른 방식으로 창작 행 를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이 때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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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행 를 이해하는 두번째 방법은,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난

것처럼 꾸며내는 행 가 곧 창작 행 의 본질이라고 보는 것이다.즉,작

가 A가 실제로 있지 않은 인물들이 겪는 허구 사건들을 마치 실제 인

물이 겪는 실제 사건인 양 꾸며낼 때,A가 그 허구 이야기를 창작했

다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러한 이해에 따르면,구체 인 상―원

고나 책 등―을 만들어내는 것은 창작 행 의 본질을 구성한다기 보다

는,창작 행 의 부수 인 측면이 된다.나아가 이 이해에 따르면,창작

행 와 상상 행 는 매우 유사한 행 가 된다;상상 행 는 실제로 있지

않은 것,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음 속에서 그리는(entertain)행

이다.한편 이 창작 행 는 실제로 있지 않은 것,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 양 꾸며내는(pretend)행 이다.결국 상상

행 와 창작 행 간의 차이는,단순히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실제

가 아닌 것으로 묘사하는지,아니면 실제인 양 묘사하는지에 있을 뿐이

다.창작 행 에 한 첫번째 이해에 따르면,창작 행 는 구체 산물을

내놓는 행 라는 에서 상상 행 와 크게 다른 행 가 되는 반면,두번

째 이해에 따르면,창작 행 와 상상 행 는 상당히 유사한 행 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구체 인 산물,즉 원고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창작 행 의 본

질이 아니라는 을 받아들인다면,창작 행 와 상상 행 간에 근본

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역시 받아들여야 한다.창작 행 역

시 기본 으로 상상 행 와 마찬가지로,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그

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며,어떠한 구체 산물을 만들어내는 행 인 것

도 아니기 때문이다.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창작 행 를 이해한다면,

창작 행 와 상상 행 가 존재론 효력의 측면에 있어서 차이를 보여야

할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진다.즉 이야기를 꾸며내

는 활동으로서의 창작 행 자체가 상상 행 와 존재론 효력의 측면에

있어서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103)허구에 한 꾸며내기 이론을 옹호

103)허구에 한 꾸며내기 이론을 옹호하는 월튼이나 에버렛은 창작 행 가 본질

으로 상상 행 에 매우 가까운 행 라고 주장한다. 를 들어 월튼은 허구 명

제라는 것은 상상되어야 할 명제라고 주장하며,창작 행 를 ‘제약된constr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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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월튼이나 에버렛 등은 창작 행 를 이러한 두번째 방식으로 이해하

고 있으며,창작 행 를 기본 으로 상상 행 에 기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창작 행 에 한 두번째 방식의 이해를 받아들인다고 해서,모

든 상상 행 가 허구 작품의 창작 행 와 동일하다고 주장할 필요는 없

다.내가 지 하고자 하는 바는,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행동은 상상 행

와 존재론 으로 거의 유사한 효력을 가지며,상상 행 는 어떠한 존재

자도 낳지 않는다는 것이다.이에 따르면 상상의 내용 로 존재하는

상이 없다는 것 뿐만 아니라,상상에 근거하는 추상 존재자 같은 것도

없다.즉 어느 소녀가 난쟁이 닐리를 상상하고,닐리가 겪는 모험들을 상

상한다고 해서,그러한 모험을 겪은 ‘닐리’라는 난쟁이를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이 소녀에 의해서 이러 러한 모험을 겪는 것으로 상상됨>이

라는 속성을 지니는 ‘닐리’라는 추상 존재자를 만들어낸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마찬가지로 내가 부엌의 선반에 사는 분홍색 쥐를 상상한다고

해서,<나에게 선반에 사는 분홍색 쥐로 상상됨>이라는 속성을 지닌 추

상 존재자를 만들어낸 것도 아니다.그리고 작가의 창작 행 가 상상

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톨킨이 난쟁이들과 모험을 떠나는 호빗의 여정

에 한 이야기를 창작한다고 해서,<톨킨에 의해 난쟁이들과 보물을 찾

기 한 모험을 떠나는 것으로 묘사됨/상상됨>이라는 속성을 지닌 추상

존재자가 생겨나는 것도 아니다.최소한,작가의 창작 행 가 허구 작

품을 존재하게 하는 데 충분한 것은 아니다.따라서 나는 추상 실재론

자가 앞에서 제시한 추상 실재론 일반이 받아들이는 제 (T2)를 거

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혹은 규제에 따르는 상상 행 로 설명한다.MimesisasMake-believe,p.39-40

참고.에버렛 역시 “허구에 한 우리의 참여가 허구의 세계,등장인물들,그들에

게 벌어지는 사건 등을 상상하는 상상 활동을 포함한다는 것을 합리 으로 부정

할 수는 없다”(2013,p.6.)고 주장한다.한편 스탠포드 철학 백과사 의

"imagination"항목에서 TamarGendler는 “우리가 무언가를 상상하기를 거부할

때,우리는 그것을 허구 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역시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역으로,우리가 상상하는 바는 종종 (특히 술의 맥락과 믿는 체 하기

놀이에서)우리가 허구 이라 받아들이는 바이다”라고 지 하며,상상과 허구성

간에 한 계가 있다고 주장한다.Gendler(2013)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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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허구 작품 허구 인물이 추상 존재자로서 존재하며,허구

작품 허구 인물은 국가나 단체 등의 추상 존재자들과 동일한 방

식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추상 실재론의 일반 주장을 받아들인다;내

가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이 과정에서 작가의 창작 활동이 허구 작품

허구 인물을 존재하게 하는 데 충분하다는 제이다.나는 작가의 창

작 활동이 허구 작품 허구 인물을 존재하게 하기에 완 히 불충분

하다고 생각한다.하지만 나는 동시에 카 란의 지 ,즉 창작 행 와 상

상 행 간의 존재론 효력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창작 행

와 상상 행 는 거의 유사한 존재론 효력을 지니며,두 행 모두 (최

소한 이 행 자체만으로는)어떠한 상도 존재하게 하지 못한다.따라

서 나는 추상 실재론자가 무제약 추상 실재론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카 란이 추상 실재론자는 상상의 산물까지 수용하

는 무제약 추상 실재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이유

는,추상 실재론자가 기존의 제 (T2),즉 허구 인물이 작가의 창

작 행 에 의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이었다.그러나

무제약 추상 실재론은 아주 쉽게 실 세계의 존재자를 늘릴 수 있

다는 것을 받아들임으로서 무거운 존재론 부담을 수반하게 된다.

반면 추상 실재론자가 (T2)를 거부한다면,그녀는 카 란의 주장―상

상 행 와 창작 행 간에 존재론 효력의 차이가 없다―을 받아들이면

서도 무거운 존재론 부담을 피할 수 있다.창작 행 는 허구 인물을

존재하게 할 수 없으며,상상 행 도 마찬가지로 상상의 산물을 존재하

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하지만 (T2)를 부정한다면,추상 실재론은

이 경우 어떻게 허구 인물이 존재하게 되느냐는 질문에 답할 필요가

있다.작가의 창작 행 가 허구 인물을 존재하게 하기에 불충분하다면,

창작 행 외에 어떤 행 가 허구 인물을 존재하게 하느냐는 것이다.

구체 으로 답하자면,나는 추상 실재론자가 (T2) 신 (T2*)를 받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허구 작품 허구 인물은,작가의 창작 활

동 뿐만 아니라,작가의 창작 활동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을 통해 존

재하게 된다.이어지는 에서 나는 (T2*)를 받아들임으로서,추상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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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론자가 허구 작품 허구 인물의 존재를 어떻게 바라보게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2.허구 작품 허구 인물의 존재

나는 창작과 상상은 기본 으로 다르지 않은 활동이며,존재론 효

력 역시 다르지 않다는 을 강조하고 싶다:창작은 상상을 어떤 식으로

구 한 것에 불과하고,단순히 상상한 내용을 어딘가에 쓰거나 그린다고

해서 상상의 상을 만들어냈다고는 할 수 없다.상상과 련된 언어행

― 컨 상상한 내용을 말이나 로 표 하는 것―역시 그 자체만으

로 어떤 존재자를 만들어낸다고 할 수 없다;내가 “말을 하고 두 발로

걸어다니는 개인 제이크가 있다”고 선언함으로서,<내가 말을 하고 두

발로 걸어다니는 개로 표 함>이라는 속성을 지닌 상이 생겨나는 것

은 아니다.내가 허구 작품/허구 인물이 존재한다고 주장할 때,나는

상상 활동이나 언어행 의 힘을 빌어 허구 작품 허구 인물이 존재

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허구 작품과 허구 인물은

일반 인 추상 존재자, 컨 국가나 단체와 같은 방식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며,이러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데에는 상상 활동이나 언어 활

동보다 더 복잡한 것이 필요하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몇몇이 유럽 화를 감상하고 토론하

는 특별 활동 부서를 만들고자 한다고 해 보자.이 때 뜻이 맞는 학생들

이 다같이 모여서 “이제부터 유럽 화 감상 모임이 있는 것이다”라고

선언한다고 해서 유럽 화를 감상하는 단체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런 명시 선언 없이,유럽 화를 감상하고 논의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몇 가지 사항―언제 어디서 화 상 회를 열 것인지,

무슨 화를 상 할 것인지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상 이 끝난 후 어

떤 식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인지 등―에 합의하고,어떤 식으로든 이 합

의된 사항을 규제로 삼는 행 가 있을 때 ‘유럽 화 감상 모임’이라는

단체가 생겨나는 것이다. 이때 이 단체가 어떤 시공간 치에 놓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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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 상이 된다는 뜻은 아니다.이 단체는 추상 상으로서 존재

하게 되는 것이며,단체가 어디서 모임을 갖든,언제 모임을 갖든 간에

모임이 열리는 시공간 치는 그 단체의 치가 아니다. 한 처음 합

의한 사항에서 무언가가 삭제 혹은 변경되거나,새로운 사항이 추가되어

도,이것이 기존의 단체를 아 다른 단체로 만들지는 않는다.같은 맥락

에서 처음 모임에 참여했던 학생들 군가가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게

되고, 신 다른 학생들이 참여하게 되는 등 참여하는 학생들의 수가 변

화하는 것 역시 단체의 정체성을 변화시키지 않는다.하지만 더 이상 모

임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고,그 구도 모임을 이어가고자 하지

않는다면,이 단체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즉 학생들이 합의한 바에 의하

여 단체가 생겨나고,그 무엇도 합의하지 않는 상황이 오면 단체는 소멸

한다는 것이다.나는 허구 인물이 이와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존재하

게 되고,소멸하게 되기도 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그 다면 허구 작품 허구 인물은 구체 으로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 것인가?먼 작가가 거리와 등장 인물,배경 설정 등을 갖춘 허

구 작품을 창작한다.이때 작가가 ‘허구 작품을 창작했다’는 것이 ‘특정한

거리와 등장 인물,배경 설정 등을 상상했다’와 크게 다른 의미가 아님

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이 단계에서는 아직 어떠한 상도 새로 생겨나

지 않는다.하지만 어떤 독자들이 작품을 읽고,작가가 상상해낸 바,즉

이 작품 속에서 이러 러한 사건이 일어나며,그 사건을 겪는 등장 인물

C가 어떠한 인물이다 등의 내용이 성립하는 듯이 말하는 맥락이 있다는

,그리고 이 맥락에 참여하거나,맥락에 해 비평 태도를 취하는 것

이 하다는 에 합의하고,이를 이행한다면 허구 작품이 존재하게

된다.즉 앞에서 다룬 한 단체가 존재하게 되는 과정과 유사한 과정에

의해 허구 작품이 생겨난다는 것이다:한 단체를 생겨나게 한 합의가 명

시 선언의 형태를 갖출 필요가 없었듯이,허구 작품을 존재하게 하는

합의 역시 명시 일 필요는 없다.그리고 단체를 존재하게 한 합의가 내

용 측면에서 변화할 수 있었듯이,허구 작품에 한 합의 내용도 계속해

서 변화할 수 있다. 를 들어 어느 작품 W가 처음 발표되었을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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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에 한 훌륭한 묘사를 지님>이라는 이 합의되었어도,이 합의

사항이 시간을 거치면서 사라지고, 신 <등장인물을 일차원 으로만 묘

사함>이라는 이 합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사람들은 허구 작품 L에 등장하는 인물 C에 해,L에

따라 C가 이러 러한 속성을 지닌 인물인 것처럼 말하는 맥락이 있고,

이 맥락에 참여하거나,맥락에 해 비평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하

다는 것에 합의함으로서 허구 인물 C를 발생시킨다:우리가 ‘엘리자베

스 베넷’에 하여 <제인 오스틴의 소설에서 베넷 가의 둘째 딸임>,

<가장 유명한 허구 여성인물 하나임>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다고 합의하면,그러한 속성을 지닌 추상 상으로서의 엘리자베스

베넷이 존재하게 된다.이처럼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고,합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추가되는 과정 동안,허구 인물은 합의에 의해 생겨난 추상

존재자로서 존재한다.그리고 앞에서 유럽 화 감상 모임이 그러했

듯이,사람들이 허구 인물에 해 합의한 사항은 수정될 수 있으며,새

로운 사항이 추가 으로 합의될 수도 있다.합의 사항의 이러한 변화 자

체는 기존의 허구 인물을 제거하고 다른 허구 인물을 만들어내는 것

이 아니라,이것이 기존의 허구 인물에 한 합의라는 자체가 변화

하지 않는 한 동일한 허구 인물의 속성만이 변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단,허구 인물은 련된 허구 작품이 생겨난 뒤에,즉 허구 작품에 해

당하는 추상 존재자가 존재할 때에만 존재할 수 있다.애 에 한 허구

작품 L이 있다는 합의에 다다르지 않았다면,L에서 이러 러하게 묘사

되는 인물 C가 있다는 합의에 다다를 수 없었을 것이므로,C라는 허구

인물이 존재하게 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더 이상 련된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합

의 자체가 어떤 식으로 사라지게 된다면 허구 작품 허구 인물은 소

멸할 것이다. 를 들어 제인 오스틴의 작품이 더 이상 읽히지 않고,그

녀의 작품을 각색해 만든 화나 연극 등 모두가 더 이상 객을 갖지

않게 된다고 해 보자.이 과정이 지속되어 제인 오스틴의 작품들이

잊 지게 되면,어느 시 부터는 그 구도 『오만과 편견』이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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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인지,엘리자베스 베넷이 어떤 성격을 지녔다고 묘사되곤 했는지에

해 기억하지 않고,이야기하지도 않는 때가 올 것이다.즉 『오만과 편

견』 엘리자베스 베넷이라는 추상 존재자를 존재하게 만들었던 합

의가 소멸된 것이다.그리고 합의가 소멸되면,허구 작품 련된 허구

인물들도 소멸한다.

나는 합의에 의하여 추상 존재자가 생겨나며,허구 작품과 허구

인물 역시 이러한 추상 존재자에 속한다는 이 주장이,허구 인물을

만드는 활동과 상상 활동 간의 차이를 잘 설명해 다고 생각한다.앞에

서 나는 상상의 산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면, 무나 쉽게 존재자

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지 은 상상 활동이 구체성을 결여한다는 에 기

반한다고 지 했다.상상 활동은 어떠한 실제 상도 필요로 하지 않으

며,실제 행 를 요구하지도 않기 때문에 존재자를 만들어내기엔 충분하

지 않은 활동이라는 것이다.한편 새로운 추상 실재론에서 허구 작품

허구 인물을 존재하게 하는 활동인 (작가의 창작 활동 )독자들

의 합의는 상상에 비해 충분히 구체 인 활동이다.새로운 추상 실재

론에서는 허구 작품 허구 인물을 존재하게 하려면 최소한 어떤 사

항을 논의하고 합의할 실제 사람들이 필요하다; 한이 사람들이 합의

사항을 규제로 삼아 어떤 식으로든 이를 이행할 때 허구 작품 허구

인물이 존재하게 된다.물론 상상 활동에 불과하더라도,작가의 창작 활

동도 허구 작품과 허구 인물의 존재에 있어 요한 역할을 한다:어떤

상상은 충분히 풍부한 내용을 갖고,충분히 다른 사람들에게 이 내용이

잘 달될 수 있어서,결국 이 상상의 내용을 달받은 사람들이 이 내

용에 한 어떤 합의에 다다르게 할 수 있다.나는 이처럼 합의를 이끌

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상상에 허구 작품의 창작이 속한다고 생각

한다.하지만 충분히 풍부한 내용을 갖지도 않고,이 내용이 잘 달될

수도 없거나,혹은 구에게도 달되지 않을 상상이라면,어떠한

합의도 이끌어낼 수 없고 따라서 어떠한 추상 존재자도 만들어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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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 허구 인물을 존재하게 하는 것인가?

나는 앞에서 내가 제시한 (T1) (T2*)원칙에 해 자세히 설명했

다:허구 작품 허구 인물은 추상 존재자로서,작가의 창작 활동에

한 사람들의 합의에 의하여 존재하게 된다.즉 이들은 작가의 창작 활

동 뿐만이 아니라, 련된 합의에 의존하여 존재하게 되는 것이며,이때

이들이 갖는 속성들은 사람들이 합의한 사항에 의하여 결정된다.따라서

허구 작품은 ((T1)에서처럼)작가의 창작 활동 그 내용을 아는 사람

들의 존재에 의존하며,허구 인물은 작품(그리고 결국은 작품을 존재

하게 한 사람들)의 존재에 의존한다.나아가 허구 인물이 갖는 속성들

은,허구 인물을 존재하게 한 사람들이 허구 인물에 해 합의한 사

항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여 히 (T1)과 (T2*)에 해서는 설명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다.(T1)과 (T2*)에서 언 되는 (i)‘작가의 창작 활동 내용에 해

아는 사람들’이 정확히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가,그리고 (ii)그러한 사

람들이 허구 작품 허구 인물을 존재하게 할 때,그들이 합의한 바

는 정확히 무엇인가이다.나는 이에 한 구체 답변을 주고자 하지 않

을 것이다.이 두 가지 질문에 한 구체 인 답변은 불가능할 뿐만 아

니라 불필요하기 때문이다.나는 내가 수 있고, 필요가 있는 답

변은 다음의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두 원칙에서 ‘작가의 창작 활동

내용/허구 인물에 해 아는 사람들’은 허구 인물에 련된 허구

작품을 직 읽었거나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알고 있으며,허구 인물

의 이름을 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그리고 이러한 사람들

이 그 허구 인물의 이름에 해 하게 용할 수 있다고 여기는 속

성들이 곧 ‘허구 인물에 해 합의한 바’이다.

물론 내가 제시한 답변은 모호하고 구체 이지 않다.많은 사람들이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을 알고 있고,주인공인 당차고 리한

베넷 가의 둘째 딸 엘리자베스에 해서도 알고 있다.그러나 엘리자베

스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만과 편견』을 직 읽어보지는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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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하지만 직 읽지 않았다면,『오만과 편견』에 해 어느 정

도 알고 있어야 엘리자베스를 안다고 할 수 있을까?소설 속에서 엘리자

베스에 해 에서 말한 정도의 내용이 해당된다는 것만 아는 사람도

‘엘리자베스’를 히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일까?문학 평론가와 열성

으로,혹은 건성으로 책을 훑은 독자들,그리고 키피디아를 통해 『오

만과 편견』에 한 정보를 얻은 사람들이 엘리자베스에 해 공유하는

바가 있을까?(T2*)에 해 내가 제시한 설명은 이 모든 질문들에 답하

지 못한다.하지만 이것이 곧 (T2*)는 허구 인물에 한 치 않은

논제라거나,나아가 이런 허술한 논제에 의거하는 존재자는 있을 수 없

다는 결론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허구 인물에 한 추상 실재론을 지지하는 철학자들은 종종 허구

인물의 존재론 지 를 사회나 국가,단체 등의 사회 조직에 빗

어 설명하며,우리는 이러한 사회 구성물 조직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그 구도 과연 미국이 존재하는가,혹은 유엔이 존재

하는가에 해 의심을 품거나 부정하지 않는다.그러나 이러한 사회

구성물이나 조직이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것인지에 해서는 그 구도

쉽게 단언할 수 없다;미국이 몇 개 주로 구성되어 있고 총 인구가 몇

명인지,어떠한 복지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지에 해 알지 못하는 사람

도 ‘미국’을 히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가능한가?미국은 언제

부터 존재하는가?미국은 어떤 제도로서 존재하는가,미국 국 을 가진

모든 개인들의 집합으로서 존재하는가?우리는 미국이 당연히 존재한다

고 생각하고,“미국은 존재한다”고 단언할 수 있지만, 의 질문들에

해서는 쉽게 답할 수 없다.그러나 그 다고 해서 미국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고,미국에 해 우리가 공유하는 략의 정의가 성립하

지 않는 것도 아니다.구체 존재자,그리고 필연 으로 존재하는 ( 컨

수(數)같은)추상 존재자와 달리,허구 인물과 같은 우연 추상

존재자는 이러한 모호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그러나 그것이 모호한

정의를 지닌다는 것이 곧 그것의 비존재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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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새로운 추상 실재론,기존의 실재론,

반실재론

새로운 추상 실재론과 기존의 추상 실재론은 기본 사항들을 공

유하지만, 요한 측면에서 서로 다르다:새로운 추상 실재론은 기존의

추상 실재론과 같이 허구 인물이 추상 존재자이며,허구 작품에

의존한다는 것을 받아들인다.그러나 새로운 추상 실재론에서는 허구

인물을 근거짓는 작품이 존재하기 해서 작가의 창작 행 뿐만 아

니라,작가의 창작 행 를 아는 사람들의 합의가 필요하다.이 때 나는

작가의 창작 행 가 결국 상상 행 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허구 작품과

허구 인물이 존재한다면 창작 행 보다 더 구체 인 무언가,즉 작가

의 창작 행 를 아는 사람들의 합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지 했다.그러

나 지 까지의 설명을 통해서는 아직 새로운 추상 실재론이 기존의 실

재론들에 비해 정말로 더 나은 선택지인지 불명확할 수 있다.이 부분에

서 나는 내가 제시한 추상 실재론이 최 의 동기―허구 인물은 수용

하되 상상의 산물은 거부하는―를 제 로 충족시키고 있으며,나아가 추

상 실재론 일반에 한 비 에 해서도 답변이 가능하다는 을 보이

고자 한다.

1.새로운 추상 실재론과 기존의 실재론:상상과 창작,합의

나는 이 장의 첫 부분에서 기존의 추상 실재론이 우리가 직 으

로 느끼는 상상과 창작 간의 존재론 효력 차이를 제 로 설명할 수 없

다고 지 했다.허구 인물에 한 추상 실재론자들은 조앤 롤링이

이마에 번개 모양의 흉터를 지닌 해리 포터라는 남자아이가 마법 학교인

호그와트에 입학한다는 내용의 소설을 창작함으로써 해리 포터라는 허구

인물을 존재하게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를 받아들이면,조앤 롤

링이 동일한 내용을 단순히 상상했을 때에도 해리 포터라는 상상의 상

을 존재하게 할 수 있지 않은가?허구 인물에 한 추상 실재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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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인다면,어느 아이가 자기 집 부엌 선반에 살고 있는 것으로 상상

하는 분홍색 쥐,내가 마이농의 을 읽고 마음 속에 떠올린 둥근 사각

형도 존재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분홍색 쥐나 둥근 사각형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기이한 일이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도,추상

실재론자들에게 이 의견을 반 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기존의 추상 실재론이 상상의 상들 역시 허구 인물과 같은 방

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려운 이유는,추상 실재론자들이

창조론 논제인 (T2)―허구 인물은 작가의 창작 활동에 의해 결정된

다―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허구 인물들은 존재하기 해 한 작가나 작가들의 특정 행 에 의

존하는 존재자로 여겨져야 한다.104)

추상 실재론자들은 작가의 창작 행 에 의해 허구 인물이 존재하게

된다(comestoexist)는 것을 받아들인다.그러나 카 란Caplan은 허구

작품의 창작과 상상이 크게 다를 바 없는 행동이므로,창작 행 에 의해

허구 인물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라면,상상 행 에 의해서도 상상의

상이 존재하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즉,카 란에 따르면,(T2)를

받아들이는 추상 실재론자는 무제약 추상 실재론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드Friend역시 이에 동의하며,추상 실재론자는 결국 상상

속의 둥근 사각형이나 분홍색 쥐까지 어떤 추상 존재자로서 존재한다

고 할 수밖에 없는데,이러한 무제약 추상 실재론은 받아들이기 어

려운 입장이라고 지 한다.

반면 내가 제시한 추상 실재론에서는 이러한 카 란 드의

지 에 해 쉽게 답할 수 있다.새로운 추상 실재론은 (T2)를 거부하

기 때문이다;새로운 추상 실재론에서는 허구 인물이 존재하기 해

작가의 창작 행 뿐만 아니라,작가의 창작 행 그 내용에 해 알

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한 그런 사람들이 단순히 있는 것뿐만

104)Thomasson(1999),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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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허구 작품 허구 인물에 해 성립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러

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합의해야 한다.결국 작품 작품에 해 아는

사람들,그리고 그들의 합의가 있지 않으면 허구 인물은 존재할 수 없

다.즉 작가의 창작 행 자체는 허구 인물은 물론이고,허구 작품을

존재하게 하는 데에도 불충분하다는 것이다.이처럼 창작 행 가 허구

인물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이유는,창작 행 가 상상과 다를 바 없는 행

이고,상상 행 는 그 자체로 존재론 효력을 갖지 못하는 행 이기

때문이다.하지만 창작 행 가 상상 행 와 다른 이 있다면,창작 행

가 상상된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극 으로 알리고 공유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지며,실제로 충분히 사람들에게 내용을 알릴 수 있다는

이다.만약 조앤 롤링이 호그와트라는 마법 학교를 상상하고,여기에

입학하게 된 학생 해리 포터와 그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상상하기만 했다

면,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그녀의 상상으로만 남았더라면 해리포터 시리

즈 해리 포터라는 허구 인물 역시 없었을 것이다.반면 비록 상상

에 불과한 행 더라도,그 내용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사람들이 이 상

상된 내용이 마치 실제로 성립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맥락이 있다는

것,이에 해 비평 태도를 취하는 것도 하다는 것을 합의하게 되

면 추상 존재자가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어떤 측면에서는 오히려 상상의 산물을 존재론에 극

으로 끌어들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결국은 창작 행 가 상상에 지

나지 않지만 창작 행 로부터 허구 인물이 생길 수 있다는 을 인정

하고,기본 으로 상상 행 가 충분히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면 그

상상의 산물이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하지만 나

는 내가 주장하는 바는,엄 히 말하자면 상상의 산물이 아닌 합의의 산

물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이 때 ‘합의의 산물’이라는 것

은 ‘상상의 산물’과는 분명히 다르다;허구 작품 허구 인물이 작가

의 창작만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독자들의 합의에 의해 존재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때,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작가 개인의 상상이 아니라

독자들의 공 인 상상이 허구 작품 허구 인물을 존재하게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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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다. 한 여기서 ‘독자들의 합의’가,독자들이 허구 작품 허

구 인물이 존재한다고 선언한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도 아니다.독자들

이 작가가 꾸며낸 바에 해 합의한다는 것은 곧 독자들이 작가가 꾸며

낸 바를 다루는 행 의 규제를 마련한다는 뜻이다;다시 말하자면,독자

들이 작가가 상상한 내용을 같이 상상하는 것을 통해 허구 작품 허구

인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독자들이 작가가 상상한 내용에 해

이러 러한 식으로 말하는 (혹은 행동하는)것이 하다는 규제를 마

련함으로서 허구 작품 허구 인물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간단한 를 들어 보자.셜록 홈즈에 해 이야기할 때,우리가 “셜록

홈즈는 가장 사랑받는 탐정 캐릭터 하나이다”는 참이지만,“셜록 홈

즈는 가장 유명한 허구 속 여성 인물 하나이다”가 거짓이라고 단하

는 이유는, 자가 독자들이 ‘셜록 홈즈’에 한 한 발화라고 합의한

것에 속하는 반면 후자는 그 지 않기 때문이다. 한 군가 셜록 홈즈

분장을 할 때,우리는 그 사람이 최소한 딱딱한 느낌의 옷차림을 하기를

기 하지,밝은 색 스웨터에 코듀로이 바지를 입고 나타나기를 기 하지

않는다;만약 군가 그러한 차림을 하고 나타나서 자신이 셜록 홈즈 분

장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우리는 ‘이건 셜록 홈즈가 아니야’라고 이

야기할 것이다.나는 이처럼 셜록 홈즈에 한 발화 행 에 한 규

제가 곧 셜록 홈즈를 존재하게 하는 독자들의 합의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나는 허구 인물을 존재하게 하는 최 의 합의가 반드시 그

허구 인물에 한 모든 세부 사항을 결정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이루

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허구 인물을 존재하게 하는 최 의

합의는 아주 간단한 합의일 수 있다; 를 들어 코난 도일이 셜록 홈즈

가 등장하는 소설을 쓰고,아내에게 이 소설 원고를 처음 보여주었다고

해 보자.아내는 원고를 다 읽고 나서,“그러니까 주인공 셜록 홈즈는 괴

한 성격의 명탐정인 거지요?재미있는 소설이네요.”라고 코난 도일에

게 이야기하고,코난 도일은 그 다고 말하며 아내에게 고마워할 수 있

다.이 경우 나는 작가인 코난 도일과 독자인 코난 도일의 부인 간에,아

주 간소한 내용만을 포함하기는 하지만,모종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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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각하며,이 정도의 합의만으로도 허구 인물이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그리고 최 의 합의가 이처럼 아주 간단한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다 해도,독자가 늘어나면서 합의된 사항들이 풍부해지거나,기존

에 합의된 사항들이 변경 삭제될 수도 있을 것이다.나는 이 정도의

합의를 통해 허구 인물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며,합의

된 사항들이 변경되거나 확장되는 등의 변화를 겪는 것 역시 충분히 가

능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허구 작품 허구 인물에 해 이러한 의미에서의 합의가 있

으려면,애 에 작가가 꾸며낸 어떤 이야기가 있어야 할 것이고,그것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든 우리에게 충분히 알려져야 할 것이다.이러한 측

면에서 분명히 허구 작품 허구 인물은 부분 으로 작가의 창작 행

에 의존한다.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어떤 합의에 다다르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내용을 갖고, 충분히 알려진 상상이라면 어떤 추상

존재자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역시 인정한다.하지만

그러한 가능성을 갖추고도,즉 어떤 상상이 충분한 내용을 갖고 충분히

알려져도,사람들이 (앞에서 말한 발화 행 의 규제라는 의미의)합의

에 이르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를 들어 부엌 선반에 있는 분홍

색 쥐가 사람들 몰래 살아가고 있다고 상상하는 아이가 있다고 해 보자.

이 아이는 매일 친구들과 부모에게 자신이 상상한 바를 이야기해서,아

이의 가족 친구들이 이 상상의 내용에 해 잘 알고 있다.하지만 모

두가 ‘그건 네 상상일 뿐이다’라는 식으로 반응하며,분홍색 쥐가 마치

실제로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맥락이 있고 그에 해 비평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것에 합의하고자 하지 않는다면,아이의 상상이 분홍색

쥐에 상응하는 추상 존재자를 만들어낼 수 없다.그리고 이러한 측면

에서,나는 내 주장이 결국은 상상의 산물도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셈이

된다는 지 은 새로운 추상 실재론에 한 잘못된 해석에 기반한다고

생각한다.새로운 추상 실재론에서는 작가의 창작 행 에 해 이야기

하거나 행동하는 방식에 한 규제가 있을 때,작가의 창작 행 에 한

독자들의 합의가 있을 때 비로소 허구 인물이 존재하게 되며,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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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론 효력을 갖는 것은 엄 히 말해 작가의 창작 행 가 아닌 독자

들의 합의이기 때문이다.

2.새로운 추상 실재론과 추상 실재론 일반의 문제

나는 내가 제시한 추상 실재론이 제한 추상 실재론의 노선을

취함으로서,상상의 산물이 존재론에 유입되는 것,따라서 추상 실재론

자가 ‘무거운 존재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을 성공 으로 막을 수 있다

고 본다. 한 새로운 추상 실재론은 허구 인물의 존재는 인정하면

서,상상의 산물은 인정하지 않는 이유를 하게 설명할 수 있다;허

구 인물은 ‘독자들의 합의’라는 구체 행 에 근거하지만,상상의 산

물은 그 지 않기 때문이다.그러나 이 이론이 합한지를 따져보려면,

과연 이 추상 실재론이 추상 실재론 일반에 한 반론에도 잘 응

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만약 새로운 추상 실재론이 상상의 산

물을 존재론 으로 수용하는 길을 잘 막아 다고 해도,추상 실재론

일반에 한 공격을 막아낼 수 없다면,굳이 기존의 실재론 신 이 실

재론을 선택할 이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따라서 나는 먼 록이

앞에서 제시한 허구 인물의 존재 시 에 한 문제를 추상 실재론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이고,에버렛의 미결정 ·비정합 동일성

문제에 해서도 새로운 추상 실재론이 좋은 답변을 할 수 있음을 보

일 것이다.그리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추상 실재론의 기반이 되는

다른 논제 (T3)를 소개할 것이다.

<허구 인물의 존재 시 문제에 한 새로운 반론>

록은 언제부터 허구 인물이 존재하는지에 해 추상 실재론이

충분히 만족스럽게 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 했다.그는 우연 존재

자가 어느 시 부터 존재하느냐는 문제는,그 존재자가 어떤 것이든 간

에 답하기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허구 인물에 한 실재론자만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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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에 정확한 답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사람이나 조각상

같은 ‘일반 인’우연 존재자에 해서도 이것들이 어느 시 부터 존재

하는 것이냐고 물을 수 있고,이에 한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하지만

이 경우 진정한 문제는 이 개체의 본성과 동일성 조건을 악하는 것이

며,개체의 존재 시 은 이로부터 따라나오는 부수 인 문제일 뿐이다.

반면 록은 허구 인물이 어느 시 부터 존재하기 시작하느냐는 질문

은 허구 인물의 본성 동일성 조건을 통해서는 답해질 수 없다고 지

한다;사람이나 조각상 같은 개체들은 구체 상으로서,우리의

단과 계없이 존재하지만,추상 실재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허구

인물은 인간의 특정한 활동에 의존하여 존재한다.이러한 맥락에서 추상

실재론자는 그 특정한 활동이 무엇이고,어떤 과정을 통해 허구 인

물이 생겨나는지를 설명할 책임을 져야 한다.그리고 어느 시 부터 허

구 인물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냐는 질문은 바로 추상 실재론자가 답

해야 할 가장 요한 질문,즉 어떻게 허구 인물이 생겨나는지에 결부

된 문제 하나이다.

따라서 록은 추상 실재론자가 언제부터 허구 인물이 존재하는

지에 해 답변할 필요가 있다고 제하고,추상 실재론에서 가능한

답변들을 차례차례 검토한다.그러나 그는 어떠한 답변도 무 많거나

무 은 존재자를 수용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추상 실재론이 이론

을 지탱할 가장 요한 문제 하나에 히 답변하는 것에 실패한다

고 결론짓는다.하지만 나는 새로운 추상 실재론은 충분히 록이 제

기한 문제에 히 답할 수 있다고 본다.간단하게 말하자면,새로운 추

상 실재론에서는 사람들의 합의가 일어난 시 부터 허구 인물이 존

재하기 시작한다.물론 나는 이 시 이 정확히 언제인지를 콕 집어서 말

할 수는 없지만,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요한 것은, 록이 지

한 것처럼,새로운 추상 실재론 하에서 허구 인물이 어떻게 존재

하는지를 안다면 허구 인물이 생겨나는 시 을 알 수 있으며,새로운

추상 실재론에서 내놓은 답―허구 인물은 사람들의 합의가 일어난

시 부터 존재한다―에서는 록이 지 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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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록은 허구 인물의 존재 시 문제에 하여 추상 실재론자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입장은,허구 인물의 존재 시 을 작가의 의

도와 연결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즉,추상 실재론자가 작가의 의도

에 의해 허구 인물이 생겨난다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러

나 그는 이러한 입장이 무 많은,혹은 무 은 존재자를 만들어내는

문제를 겪지는 않더라도, 무 쉽게 반례에 부딪히게 된다고 주장한다.

한 작품에 련된 허구 인물의 존재에 해 우리의 직 과 작가의 의

도가 충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를 들어 작가는 오로지 한 인물

만을 존재하게 하고자 했는데,독자인 우리의 직 에는 복수의 인물이

존재하게 된 것으로 보이거나,작가는 어떠한 인물도 존재하게 하려는

의도가 없었는데,독자의 직 으로는 다수의 인물이 존재하게 되는 그러

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105)

2.2.에서 나는 이미 록이 제시한 반례들이 하지 않다고 지

한 바 있다.하지만 설령 이 반례들이 유효하게 작용한다고 가정해도,새

로운 추상 실재론은 이 반례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쉽게 피해갈 수 있

다.새로운 추상 실재론은 허구 인물이 (작가의 의도를 고려한)독자

들의 합의에 의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므로,허구 인물의 존재에

있어 작가의 의도와 독자의 의도가 충돌하는 문제를 겪지 않기 때문이

다. 록이 제시한 사례 하나를 다시 살펴보자. 록은 코난 도일이

사실 한 명인 것 마냥 사람들을 속이고 다니는 왓슨 둥이가 있다는 의

도를 갖고 왓슨의 쟁 부상이 다리에 있다고도 서술하고,어깨에 있다

고도 서술했다면,과연 도일의 의도 로 두 허구 인물인 왓슨 둥이

가 존재하게 된 것인지,아니면 독자들의 단 로 한 허구 인물 왓슨

이 존재하게 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새로운 추상

실재론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만약 독자들이 코난 도일

이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음을 모르고 왓슨에 한 합의에 이르

으며,오로지 한 명의 의사 왓슨에 한 합의만 일어났다면,하나의 허

105)자세한 내용은 2.1.1.참고.



-121-

구 인물 왓슨이 존재하는 것이다.하지만 후일에 코난 도일의 일기에

련된 이 있었음이 발견된다면,독자들은 이를 합의 사항에 반

하여 두 허구 인물이 있다는 합의에 이를 수 있다.혹은 코난 도일

의 의도는 그러했을 지라도,복수의 인물 왓슨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

나 소설의 정합성을 훼손하기 때문에,독자들이 원래의 합의 사항을 고

수하여 단 하나의 허구 인물 왓슨이 있다는 것이 계속 유지될 수도 있

다.결국 새로운 추상 실재론에서는 작가의 의도가 아니라 독자의 의

도에 의해서 허구 인물이 존재하는 것이므로,이 입장을 옹호한다면

록이 제시한 반례들이 큰 문제가 된다고 여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록의 논의는 새로운 추상 실재론에 해 유효한 반론이 될

수 없다.

<미결정 ·비정합 동일성 문제에 한 새로운 반론>

록은 추상 실재론이 허구 인물의 존재 시 을 어떻게 규정하든

간에,원치 않는 존재자를 받아들이거나,원하는 존재자를 받아들이지 못

하게 될 것이라고 지 하 고, 에서 나는 새로운 추상 실재론이 이

문제를 잘 피해간다는 을 보 다.한편 에버렛은 추상 실재론자가

받아들이는 허구 인물에 한 동일성 조건으로부터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자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문제가 생겨난다고 지 한다.나는 이러한

에버렛의 반론 역시 새로운 추상 실재론에 해 유효한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하지만 이를 해서는 먼 새로운 추상

실재론의 심이 되는 두 논제 (T1)과 (T2*)에 더하여,허구 인물이

갖는 속성에 한 논제인 (T3)를 소개해야 한다.

(T3)허구 인물이 갖는 속성들은 허구 인물에 해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허구 인물에 해 합의하는 바에 의해 결정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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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제시한 새로운 추상 실재론의 두 논제 (T1)과 (T2*)에 따르

면,새로운 추상 실재론에서는 작가의 창작 행 작품이 작가 외의

타인들에게 알려짐으로서 사람들이 이와 련된 여러 사항에 합의하게

될 때 허구 작품이 존재하게 되며,유사한 과정을 통해 허구 인물이

존재하게 된다.즉 허구 인물은 작가의 창작 행 ,그 작가가 허구

작품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기술한 특정 등장 인물에 해 사람들

이 여러 사항에 해 합의할 때 존재하게 된다.이 때 허구 인물이 갖

는 속성들은 허구 인물을 존재하게 한 사람들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다:즉,허구 인물은 사람들이 련된 합의에서 합의한 사항들을 자신

의 속성으로 갖게 된다. 를 들어 우리는 셜록 홈즈에 하여 여러 가

지 사항이 성립한다고 합의하는데,이 에는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

시리즈에 따르면,탐정임>,<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 시리즈에 따르면,

베이커 가 221b번지에 거주함> 등의 형식을 띈 것도 있으며,<코난 도

일의 『얼룩무늬 』의 주인공임>,<가장 유명한 허구 탐정 하나

임>등의 형식을 띈 것도 있다.(T3)는 이 게 합의된 사항들이 허구

인물인 셜록 홈즈가 갖는 속성이 된다는 을 보여 다.

이때 우리가 셜록 홈즈에 해 <탐정임>,<베이커 가 221b번지에 거

주함>등이 성립한다고 합의하지 않고,<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 시리즈

에 따르면,탐정임>,<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 시리즈에 따르면,베이커

가 221b번지에 거주함> 등이 성립한다고 합의한다는 에 주목해야 한

다.우리는 셜록 홈즈가 탐정이고,런던에 거주하는 그러한 상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오로지 코난 도일이 셜록 홈즈에 해 이러한 것들

이 성립하는 것처럼 상상하고 묘사했다(그리고 우리 역시 셜록 홈즈가

실제로 그러한 상인 듯 말하는 것이 한 맥락이 있다)는 것에 합의

한 것이다.이러한 측면에서 허구 인물은 구체 상과 확연한 차이

를 갖게 된다:먼 구체 상은 사람들의 합의와 독립 으로 존재‧변

화‧소멸하는 상이지만,추상 상은 사람들 간의 합의가 없으면 존

재할 수 없고,합의에 의하여 변화하거나 소멸한다.결국 허구 인물은

합의에 의존하여 존재하고 변화하는 추상 존재자이므로,추상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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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지닐 수 있는 종류의 속성,즉 시공간 치를 유하는 것을

제하지 않는 속성들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 다면 새로운 추상 실재론의 세번째 심 논제인 (T3)에 근거

하여 에버렛이 제기한 문제가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가?먼 반실재론

논증 에버렛이 제기한 반론을 간략하게 다시 살펴보자.에버렛은

허구 인물에 한 모든 실재론이 다음의 두 원칙을 제한다고 주장한

다:(P1)만약 한 이야기의 세계가 a라는 창조물에 한 것이고,a가 실

재하는 것이 아니면,a는 허구 인물이다.(P2)만약 한 이야기가 a와 b

에 한 것이고,만약 a와 b가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면,a와 b는 그 이

야기의 세계에서 동일하다 iffa라는 허구 인물이 b라는 허구 인물

과 동일하다.그리고 이 두 원칙을 받아들이면,추상 실재론자는 서로

동일한지 아닌지가 미결정 인 존재자,그리고 존재하는지 아닌지 자체

가 미결정 인 존재자 등을 받아들여야만 한다.에버렛은 추상 실재론

자가 허구 인물을 존재론에 받아들인다고 해도,이러한 미결정 상

의 존재는 받아들이고자 하지 않을텐데,(P1)과 (P2)를 받아들이는 추상

실재론은 미결정 존재자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고 지 한다.

내가 제시한 추상 실재론은 에버렛이 제기한 이 반론에 해 충분

히 답변할 수 있다.일단,새로운 추상 실재론은 에버렛의 반론의 상

이 되지 않을 것이다:새로운 추상 실재론에 따르면 이 두 원칙

(P2)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새로운 추상 실재론에서는 한 허구

작품 속에서 a와 b에 해 묘사한 것이 아니라,사람들이 a와 b에 해

합의한 사항에 의해 허구 인물인 a와 허구 인물 b의 속성이 결정되

기 때문이다.따라서 모든 실재론자들이 (P1)과 (P2)를 받아들인다는 에

버렛의 제는 옳지 않다.새로운 추상 실재론에 근거하면,허구 인

물에 한 실재론을 지지하면서 (P2)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

다. 한 에버렛이 (P1)과 (P2)를 받아들이는 실재론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면,새로운 추상 실재론은 그의 타겟 범 에서도 벗어난다.

이처럼 새로운 추상 실재론이 실재론에 한 에버렛의 기본 제

를 부정할 수 있기는 하지만,나는 새로운 추상 실재론이 에버렛의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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겟에 해당하게 된다고 해도,에버렛이 제시한 구체 반례에 해서 충

분한 답변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에버렛은 허구 작품이 그리고

있는 세계가 정합 인지 비정합 인지, 비정합 일 경우 어떠한 식으

로 두 인물 간의 동일성이 미결정 인지에 따라 총 세 종류의 존재론

미결정성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허구 작품이 그리고 있는 세

계가 정합 이지만,두 등장인물이 동일한지 아닌지가 (작가의 의도에

의해)미결정 일 수도 있으며,허구 작품 속의 세계가 비정합 이고,두

등장인물이 동일한지 아닌지가 미결정 일 수도 있다.이 때 두 등장인

물 간의 동일성이 성립하거나 성립하지 않지만,무엇이 참인지가 (의도

으로)언 되지 않는 작품이 있을 수 있고,두 등장인물이 허구 작품

속의 세계에서 정말로 동일하지도,동일하지 않지도 않은 그러한 작품도

있을 수 있다.에버렛은 이 세 종류의 사례에서 모두 추상 실재론자가

존재론 미결정성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문제를 겪게 된다고 지 한다.

그러나 새로운 추상 실재론은 에버렛이 제시한 사례에서 존재론

미결정성 문제가 생겨나지 않는다고 반론할 수 있다.어떤 허구 작품 L

이 그 자체로는 정합 인 세계를 그리고 있고,여기에 서로 동일한지 아

닌지가 미결정 인 등장인물 a와 b가 있다고 해 보자.새로운 추상 실

재론에서는 허구 인물이 갖는 속성은 사람들이 허구 인물에 해 합

의한 사항에 의해 결정되므로,허구 인물 a와 b가 동일한지 아닌지도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이 때 새로운 추상 실재론에서

는 두 가지 상황이 가능하다:먼 맥락에 따라 사람들이 <L에서 a와 b

가 동일하다>,혹은 <동일하지 않다>는 것에 합의할 수 있는데,이 경

우에는 당연히 실재론자가 존재론 미결정성 문제를 겪지 않게 된다.

하지만 에버렛의 의도와 더 합하게,사람들이 실제로 L에서 a와 b가

동일한지 아닌지가 미결정 이라고 합의할 수도 있다.그러나 이 경우에

도 여 히 실재론자가 존재론 미결정성 문제를 겪게 되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이들이 합의한 사항은 <L에서 a와 b가 동일한지 아닌지가 미

결정 임>이라는 것이지,<a와 b가 동일한지 아닌지가 미결정 임>이

아니기 때문이다.엄 히 말하자면,사실 이러한 경우 사람들은 보통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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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인물 a와 허구 인물 b가 (개별 으로)있으며,이 두 상이 각

각 <L에서 b와 동일한지 아닌지 미결정 임>,<L에서 a와 동일한지 아

닌지 미결정 임>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다고 합의할 것이다.즉 사람들

은 각 상에 해,실제로 이 두 상이 동일한지가 미결정 인 것이

아니라,이 두 상이 L에서 동일한지가 미결정 인 것처럼 묘사되었다

는 에 합의한다.그리고 이는 련된 작품 L이 그리는 세계가 비정합

인 경우에도 동일하다.따라서 에버렛이 제시한 사례들은 추상 실재

론에 한 반례로 작용하지 않게 된다.106)

혹자는 이러한 답변이 결국은 작품에서 진정한 모호한 상을 다루고

자 했던 작가의 의도에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나아가 정말로 서로

동일한지 아닌지가 미결정 인 두 상을 임의 으로 서로 다른 상으

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 할 수 있다.하지만 나는 이 두 사항이

정당한 반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왜냐하면 내가 제시한 추상 실

재론에서는 작가의 의도가 아니라 허구 인물을 존재하게 한 사람들의

합의 내용이 허구 인물의 속성을 결정하기 때문이다.물론 어떤 내용

에 해 합의하고,어떤 내용에 해서는 합의하지 않을 것인가에 해

고려하는 과정에서 작가의 의도가 요하게 고려될 것이다.하지만 작가

의 의도를 얼마나 반 할 것인지 역시 사람들의 합의에 맡겨진 것이며,

작가의 의도 자체가 추상 존재자인 허구 인물의 속성을 결정지을 수

는 없다.107)따라서 작가가 진정한 모호한 상을 다루고자 의도했다는

것만으로,허구 인물을 진정으로 모호한 존재자로 만들 수 없다.

마찬가지로 허구 작품에서 두 인물의 동일성이 진정으로 모호하게 그

려졌다고 해서,사람들이 반드시 진정으로 모호한 두 추상 존재자를

만들어내야 할 이유는 없고,그것이 임의 으로 선택된 것이라고 볼 이

유도 없다;사람들이 L에 등장하는 a와 b에 해 어떤 것이 성립한다고

하는 것이 할지를 합의할 때,단순히 귀찮거나 성가시다는 이유로

106)사실 이러한 식의 답변은 내가 제시한 추상 실재론 뿐만 아니라,기존의 추

상 실재론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답변이다.

107)사실 내가 제시한 추상 실재론에 따르면,작가의 의도 자체는 허구 인물의

속성을 결정짓지 못할 뿐만 아니라,허구 인물 자체를 존재하게 하지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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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비뽑기를 통해 마구잡이로 합의 사항을 정한 것이 아닌 한,사람들이

합의한 어떠한 내용도 ‘임의 ’이지 않다.게다가 모호하게 묘사된 두 인

물에 하여 사람들이 특정한 내용들에 합의하고,개별 인 두 추상

존재자를 만들어내어도,사람들은 여 히 이 두 상이 련된 작품에서

는 서로 동일한지 아닌지가 모호하게 그려진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

따라서 나는 작가의 의도를 무시하거나 임의 이라는 지 이 내 답변에

해 유효한 반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내 답변은 작가의 의도를 어느

정도는 반 하고 있는 셈인데다가,임의 인 결정에 따르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한 나는 이러한 방식의 답변이 에버렛이 제시한 다른 종

류의 미결정성 사례에 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허구 작품

에 존재 자체가 미결정 인 인물이 등장하든,얼마나 많은 수의 개체가

등장하는지 미결정 이든 간에,이러한 사항들은 모두 사람들이 작품의

내용에 해 어떠한 사항을 합의하는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그리고

이러한 합의는 임의 이지도,작가의 의도를 괴하지도 않는다.

결론짓자면,나는 내가 제시한 제한 추상 실재론이 상상의 산물

과 허구 인물 간의 구분을 명확히 해 수 있으며,나아가 록 에

버렛이 제기한 문제들을 잘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내가 제시한 새

로운 추상 실재론은 작가의 상상 그 내용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이 사람들이 그러한 내용이 성립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한 맥락이

있으며,이런 맥락에 해 비평 태도를 취하는 것 역시 하다는 합

의를 이루었을 때 허구 작품이 존재하게 되고,허구 인물 역시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의 합의를 통해 존재하게 된다고 주장한다.이때 사람들

의 합의란,허구 작품 허구 인물에 한 발화 행 를 특정한 방

식으로 규제하는 행 로,단순한 공 상상과는 구별된다.그리고 이러한

독자들의 합의에 의해 존재하는 허구 인물의 속성은,독자들이 합의한

사항에 의해 결정된다.나는 이 주장들을 심으로 하는 새로운 추상

실재론은 무제약 추상 실재론과 달리 상상의 산물까지 존재론에 도

입해야만 한다는 ‘무거운 존재론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며,반실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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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제기한 몇가지 문제들을 수월하게 피할 수 있다는 을 보 다.

그리고 무제약 추상 실재론이 갖고 있던 문제를 피하면서 동시에 기

존의 제한 추상 실재론이 갖고 있던 문제를 해결해 다는 에서,

나는 새로운 추상 실재론이 기존의 어떠한 추상 실재론보다 설득력

있는 입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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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허구 인물에 한 추상 실재론은 허구 인물이 추상 상으로

서,작가에 의해 실 세계에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이러한 추

상 실재론은 다른 실재론들 반실재론이 지닌 문제를 잘 해결해 다

는 장 을 지니고 있으며,반 인와겐,크립키,샐먼 등 많은 철학자들이

추상 실재론을 지지해왔다.하지만 다른 입장들과 마찬가지로 추상

실재론 역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안고 있다.이 나는 추상 실재

론이 상정하는 허구 인물이라는 상이 존재할 경우,형이상학 으로

생겨날 수 있는 문제들에 을 맞추고,과연 추상 실재론이 어떠한

형이상학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이 때 추상 실재론이

지닌 형이상학 문제는 크게 추상 실재론 일반의 문제와 추상 실재

론 내부의 문제로 나뉘어진다.추상 실재론 일반의 문제는 반실재론자

인 록과 에버렛이 제기한 형이상학 문제로,이들은 각각 허구 인

물의 존재 시 의 문제 미결정 ·비정합 동일성의 문제가 추상

실재론에게 심각한 이 되는 형이상학 문제라고 주장한다.한편 추

상 실재론 내부의 문제는,추상 실재론자가 허구 인물 신화

상을 넘어 상상의 산물까지 받아들이는 무제약 추상 실재론,그리

고 상상의 산물을 거부하는 제한 추상 실재론 무엇을 택하든 간

에 심각한 존재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이다.

이 논문에서 나는 추상 실재론 일반에 제기된 문제들 이에 해

추상 실재론의 입장에서 제기된 기존의 반론들을 검토하고, 록과 에

버렛이 제기한 문제들이 아직 제 로 반박되지 못했다는 을 지 했다.

그러나 나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추상 실재론자의 가장 최우선

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이 논문에서 나는 추상 실재

론자가 추상 실재론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추상 실재론을 구성함

으로서,추상 실재론 내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추상

실재론 일반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자 하 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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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내가 제시한 새로운 추상 실재론은 이러한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추상 실재론이다.

새로운 추상 실재론은 추상 실재론자들이 일반 으로 수용하는

두 논제 하나를 받아들이고,하나를 거부한다;새로운 추상 실재론

은 허구 인물이 허구 작품에 의존한다는 것은 받아들이지만,허구

인물이 작가의 창작 활동에 의해 (충분히)결정된다는 것은 부정한다.이

를 부정하는 이유는,창작 활동이 상상 활동과 거의 유사한 존재론 효

력을 지니는데,상상 활동은 어떠한 상도 존재하게 하지 못하고,창작

활동 역시 그러하기 때문이다.즉 새로운 추상 실재론은 허구 인물

의 존재는 받아들이지만,상상의 산물의 존재는 부정한다;이러한 측면

에서 새로운 추상 실재론은 제한 추상 실재론의 한 종류라 할 수

있다.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경우 작가의 창작 활동 외에 어떤 활동

이 허구 인물을 존재하게 하느냐는 인데,새로운 추상 실재론에

따르면,허구 인물은 작가의 창작 활동과 더불어 독자들의 합의가 있

어야 비로소 존재할 수 있다.이 때 독자들이 합의하는 내용은,실제로

있는 일인 양 작가가 꾸며낸 이러 러한 내용의 이야기가 있다는 ,그

리고 이 내용이 실제로 성립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한 맥락이

있으며,이 맥락에 하여 비평 태도를 취하는 것 역시 하다는

등이다.물론 독자들이 이러한 내용을 선언하거나,계약서를 작성함으로

서 이에 합의하는 것은 아니다;독자들이 이러한 내용에 합의한다는 것

은 곧 이러한 내용을 허구 인물 허구 작품에 한 발화와 행 의

규제로 삼는다는 것을 뜻한다.

나는 이러한 새로운 추상 실재론이 추상 실재론 내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추상 실재론 일반의 문제 역시 해결할 수 있음을

보 다.먼 새로운 추상 실재론은 제한 추상 실재론의 길을 택

함으로서 무제약 추상 실재론이 갖는 문제를 자연스럽게 피할 수 있

다. 한 새로운 추상 실재론은 허구 인물이 작가의 창작 활동 뿐만

아니라,독자들의 합의에 의해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독자들의 합의처럼

구체 인 행 가 아닌 상상 행 는 존재론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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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서,기존의 제한 추상 실재론이 지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나아가 새로운 추상 실재론은 록과 에버렛이 제기한 추상 실재론

외부의 문제 역시 잘 해결할 수 있다.먼 새로운 추상 실재론은 독

자들의 합의가 있는 시 부터 허구 인물이 존재하게 된다고 주장함으

로서 록이 제기한 허구 인물의 존재 시 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한 허구 인물이 어떠한 속성을 지니는지가 독자들이 합의한 사항에

의해 결정되며,이러한 추상 실재론 하에서는 미결정 ·비정합 동일

성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을 보임으로서 에버렛이 제기한 형이

상학 문제 역시 해결할 수 있다.

새로운 추상 실재론은 기존의 추상 실재론이 지닌 장 ―다른 실

재론들 반실재론이 지닌 문제를 해결해 다―을 그 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추상 실재론의 내부 문제 외부 문제를 모두 해결해

다.따라서 새로운 추상 실재론은 허구 인물에 한 여러 입장

가장 설득력있는 입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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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alism is one of the realist theories of fictional

characters;accordingtotheabstractrealisttheory,fictionalcharacters

areabstractobjectscreatedbyanauthor.Fictionalcharacterssuch

asSherlockHolmesorJaneEyredonotoccupyanyspatio-temporal

location, but exist in the actual world as abstract artifacts.

Philosophers such as Kripke,Salmon and Thomasson argue that

fictionalnamesdefinitely havereferents,and proposetheoriesthat

accountforwhatkindofobjectsthatfictionalnamesreferto.

This abstract realist theory of fictional characters holds a

prominentpositionoverotherrealisttheories,sinceitcapturesthe

intuitionthatotherrealisttheoriesfailsto:theintuitiontoconsidera

fictionalcharacter as something that is created by an author.

Furthermore,abstractrealism alsohasadvantageoveranti-realism in

semanticalanalysisoffictionalsentences.Abstractrealism ac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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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withourcommonsense,anditalsoanalyzecertainkindsof

fictionalstatementsquitewell;butstill,thereareproblemsthatpose

seriousthreattothetheory.Theproblems arethatwhatabstract

realists postulate as a fictionalcharacters seems to cause some

criticalproblemstoourontology.Inmythesis,Iwilldividethese

metaphysicalproblems ofabstractrealism into two category;the

generalproblemsofabstractrealism andtheinternalproblemsof

abstractrealism.Afteraddressingtheoverallproblems,Iwillsuggest

thenew abstractrealism thatcansolvebothtypeofproblemswell.

Thegeneralproblems mainly pertain to the abstractrealism's

failuretoprovideappropriateaccountsfortheontologicalstatusof

fictionalcharacters.Anti-realistssuch asBrockandEverettargue

thataccepting fictionalcharacersasabstractobjectsin theactual

worldleadstoproblematicontologyofactualobjects.Brockpoints

outthatgivenwhattheysuggestastheconditionofcominginto

beingoffictionalcharacters,abstractrealistsareforcedtotaketoo

many ortoo lessentitiesinto ourontology.On theotherhand,

Everettclaimsthatifweacceptabstractrealists'identityconditionof

fictionalcharacters,wehavetotakeindeterminateentitiesorvague

entitiesintoourontologyofactualobjects.Asaresult,thegeneral

problems ofabstractrealism leave two unacceptable options for

abstractrealists;they havetoeitheraccepttheoutcomeofthose

problems and accepta bizarre ontology ofactualobjects,orto

renouncetheabstractrealism itself.

Thegeneralproblemsconcernswhatanytypeofabstractrealism

confronts;anyabstractrealistmustaddressthegeneralproblems.On

theotherhand,whatkindofinternalproblemseachabstractrealist

facescandifferinaccordancewiththetypeofabstractrealism that

is concerned.Abstract realism can be divided into two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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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restrictedabstractrealism includesfictionalcharactersaswellas

imaginaryobjectsinourontologywhereasrestrictedabstractrealism

doesnottakeimaginaryobjectsintoourontology.Andwhileeach

typeofabstractrealisttheorieshasitsownadvantages,eachalso

facesseriousontologicalproblemsrespectively.Followingunrestricted

abstractrealism,imaginaryobjectsarecontingentactualobjectsjust

likefictionalobjects.Thatis,imaginaryobjectsaresomethingthat

arecreatedbysomeone'simagination,justasfictionalobjectsare

somethingthatarecreatedbyanauthor.Butifasimpleimagination

cancreateentities,entitiescanbesoeasilytakenintotheontology

undertheunrestrictedabstractrealism.Caplanpointsoutthatthisis

aheavyontologicalburdenforaphilosopher,andthatnophilosopher

wouldbewillingtobeunderthisconsiderablestrain.

Admittedly,arestrictedtypeofabstractrealism canavoidthis

ontologicalburden.However,itfacesitsownproblem;ifanabstract

realistendorsesarestrictedtypeoverunrestrictedtype,shemust

accountforthedifferencebetweentheimaginationandthecreationof

fiction.Since restricted abstract realism denies that imagination,

unlikecreationoffiction,cannotcreateanykindofentity,restricted

abstract realism needs to explain the difference in terms of

ontologicalforcebetweenimaginationandthecreationoffiction.In

thisrespect,Caplanpointsoutthatprovidingaproperaccountforthe

differencebetween imagination and creation offiction in termsof

ontologicalforceisnotaneasyjob.Therefore,anabstractrealist

cannotdodge metaphysicalproblems,regardless ofwhattype of

abstractrealism shechoosestoaccept;sheeitherfacestheheavy

ontologicalburdenorheavyexplanatoryburden,andneithercannot

beeasilysolved.

Sofar,thosetwokindsofproblemshavenotbeendealtprop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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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ng the abstract realists,only Thomasson tried (and failed,

according to Everett)to solvethegeneralproblems.Buteven if

Thomasson's solutions forthe generalproblems works,she still

needstolookintotheinternalproblems.Underthelackofoverall

solutionsforthegeneralandinternalproblemsofabstractrealism,I

willproposethenew abstractrealism thatcanresolvebothissues.

Thenew abstractrealism fallsunderthecategoryoftherestricted

abstractrealism;thatis,thenew abstractrealism doesnotconsider

imagination to hold any ontologicalforce.Butthe new abstract

realism also accepts thatcreation offiction is very similar to

imagination.WhatIrejectisthatcreationoffictionitselfissufficient

to make fictionalcharacters come into existence;underthe new

abstractrealism,theactofcreation offiction doesnothaveany

moreontologicalforcethantheactofimagination,andimagination

doesnothaveanyontologicalforce.Thatis,imagination,aswellas

creationoffiction,isuncapableofmakingupanyentities.A fiction

andrelatedfictionalcharacterscomeintoexistenceonly whenthe

readers reach an agreement.The agreement happens when the

readersagree upon the author'sintention to setcertain contexts

wheretalkingasifwhatisdescribedinthefictionisreallyheldin

theactualworld.Specifically,theagreementisreached underthe

followingsteps:first,somereaders,afterthecreationofafictionis

completed,agreethattherearecertaincontextswheretalkingasif

whattheauthorpretendedtobeobtainedinreallifeactuallyobtains

is permitted.And second,they agree that it is appropriate to

participate in orto take criticalattitudes toward these contexts.

Lastly,they,atleastpartly,carry through theagreementin the

appropriatecontexts.

Thenew abstractrealism,justlikeotherabstractrealisms,d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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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demandanyseperatecategoryofentitiestowhichthefictional

chractersbelong.Justasanationorasocietycomesintoexistence

bypeople'sagreementuponacontractoradiscussion,afictional

charactercomesintoexistenceby thereaders'agreementupon a

certaincontents;andtheybelongtothesameontologicalcategory,

namelythecategoryofabstractartifacts.Inthenew abstractrealism,

accepting the existence offictionalcharacters does notlead to

acceptingtheexistenceofimaginaryobjects;fictionalcharactersand

therelatedfictioncomeintoexistencebythecreationoftheauthor

andtheagreementamongreaders.Inthisrespect,theexistenceof

fictionalcharactersdoesnotdependsolelyontheauthor'screation;

the agreementamong the readers is the necessary for fictional

characterstoexist.

Thus,inconsequence,thenew abstractrealism doesnotbearany

oftheinternalproblems;sincethenew abstractrealism isatypeof

restrictedabstractrealism,itnaturallyavoidstheontologicalburden

thattheunrestrictedabstractrealism carries.Anditalsoavoidsthe

explanatoryburdenoforiginalrestrictedabstractrealism bydenying

that the creation of fiction itself, along with imagination, is

insufficienttocreateanyentities.Moreover,itwillbeshowninmy

thesisthatthenew abstractrealism cansolvethegeneralproblems

by providing more proper accountfor the ontologicalstatus of

fictionalcharacters.Inconclusion,Iexpectthenew abstractrealism

to bethemostconvincing version ofabstractrealisttheoriesof

fictionalcharacters.

keywords:fiction,fictionalcharacter,fictionalname,abstract

realism,metaphys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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