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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크라테스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소크라테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명제는 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 명제는 존재하

는가? 어떤 명제가 참이기 위해서는 먼저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래

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존재원리]가 성립한다면 그럴 수 없다. [존재원리]

에 따르면 어떤 대상에 대한 직접 지시가 일어나는 단칭 명제는 해당 대상

에 존재론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그 대상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따라

서 소크라테스에 대한 단칭 명제인 <소크라테스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

크라테스가 없는 세계에서 참이지만, 그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 논제

는 양상 형이상학의 현실주의 (Actualism) 진영 내의 논쟁에 중요한 함의

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이 논제의 성립 여부에 따라 현실주의자들이 양

상(가능성, 필연성)을 설명하는데 동원할 수 있는 명제, 속성 등의 존재자

들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 나는 [존재원리]에 반대하는 논증을 제시한다. 논증의 목

표는 [존재원리]를 받아들일 경우 설명하기 힘들어지는 명제 간의 함축 관

계가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다. 2장에서 논증을 제시한 뒤에, 이 논증에 

대해 [존재원리]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대응들, 특히 명제의 

세계 외적 참 개념을 동원하여 반론하는 것을 3장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해 

보고, 이에 대한 재반론 또한 고려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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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속성이나 명제는 무엇이든 필연적으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우연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다음의 [존재원리]는 중요한 함축을 가진

다. 

[존재원리]  어떤 대상에 대한 단칭 명제, 단칭 속성은 해당 대상에 1

존재론적으로 의존한다.  2

  이 원리가 참이라면, 우연적으로 존재하는 대상에 대한 단칭 명제나 단

칭 속성은 해당 대상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소크라테

스는 그의 부모들이 일생 동안 만난 적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

고, 그러한 의미에서 우연적인 존재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의 원리가 

참이라면 소크라테스가 존재하지 않는 반사실적인 상황에서는 <소크라테

스는 사람이다>와 같은 소크라테스에 대한 단칭 명제나, <소크라테스의 

제자임>과 같은 소크라테스에 대한 단칭 속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크라테스와 같은 우연적 존재자에 대한 단칭 명제, 단칭 속성들은 소크라

테스와 마찬가지로 우연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이 원리의 성립 여부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명제, 속성 등의 존재자로 

양상(가능성과 필연성)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자 하는 현실주의자

!  플랜팅가(Alvin Plantinaga)는 이와 비슷한 생각을 ‘Existentialism’이라고 명명한 적이 있다.1
(Plantinga(1983) “On Existentialism”) 하지만 이 명명은 이미 통용되고 있는 ‘실존주의’와 오해
될 여지가 많다. 파인(Kit Fine)은 1985년 논문에서 존재(Existence) 원리라는 용어로 이러한 생
각을 표현하고 있는데(Fine(1985) “Plantinga on the Reduction of the Possibilist Discourse”), 이 논
문의 [존재원리]라는 명명은 파인의 용어를 빌린 것이다. 

 단칭 명제(Singular Proposition)/ 단칭 속성(Singular Property)이란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2

<소크라테스와 동일함>과 같이 대상을 직접 지시/ 포함하는 명제, 속성을 말한다. a와 b 사이에 
‘존재론적 의존’관계가 성립할 경우 b가 존재하지 않으면 a가 존재할 수 없다. 두 개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본문의 1.2.4 존재주의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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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ualist)들 사이의 논쟁에 중요한 함축을 가지고 있다. 이 원리가 성립

한다면, 우연적으로 존재하는 명제, 속성들이 있게 되고 , 따라서 현실주의3

자들이 양상을 설명하는데 동원할 수 있는 명제/ 속성들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한 함축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먼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대상이 존재할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 플라

톤은 현실적으로는 아들이 없었지만, 인생을 조금 다르게 살아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아서 아들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플라톤

의 가능한 아들과 같이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할 가능성은 있

는 대상을 ‘한갓가능자’(merely possible being)라고 부를 것이다.) 그

러한 플라톤의 가능한 아들에 대한 단칭 명제나 단칭 속성은, [존재원리]가 

성립한다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플라톤의 아들은 존재할 가능성

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존재원리]에 

따르면 플라톤의 가능한 아들에 대한 단칭 명제나 단칭 속성은 플라톤의 가

능한 아들에 존재론적으로 의존하는데, 플라톤의 가능한 아들이 현실적으

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단칭 명제, 속성들도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

는 것이다.  

  두번째로, 소크라테스가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생각해보자. [존재

원리]가 참이라면, 그러한 상황에서 소크라테스에 존재론적으로 의존하는 

소크라테스에 대한 단칭 명제나 단칭 속성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때문

에, 그러한 상황에서 소크라테스에 대한 단칭적인 가능성은 , 그것이 소크4

라테스에 대한 단칭 명제나 단칭 속성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그러

 물론, 필연주의(Necessitism)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대상들이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면 이러3

한 함축은 생기지 않을 것이지만, 이 논문에서는 필연주의는 다루고 있지 않다. 필연주의에 대
한 개략적인 소개와 이 논쟁에서 필연주의를 배제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1.2.1를 참조하라.

 단칭적 가능성(singular possibility) 바로 그 대상에 대한 가능성, 일반적(general), 혹은 질적4

(qualitative)가능성과 대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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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단칭 명제나 속성이 없기 때문에) 설명되지 않는다. 예컨대, 그러한 상황

에서는 <소크라테스가 존재하는 것이 가능하다>와 같은 단칭 명제도 존재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소크라테스가 

존재할 (단칭적) 가능성도 없다.  

  현실주의자들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존재자들만을 가지고 양상(가능

성, 필연성)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는 현실주의적 양상 설명

에 중요한 함축을 가지고 있다. 이 함축을 간단히 정리하면, 현실주의자가 [존

재원리]를 받아들일 경우, 위와 같은 가능성들(플라톤의 가능한 아들에 대

한 단칭적 가능성, 소크라테스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소크라테스가 존

재할 단칭적 가능성)은 받아들이기 힘들어지고, 따라서 그러한 가능성들이 

있다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존재원리]를 두고 대립하는 현실주의의 두 입장은 이 원리를 받아들

이지 않는 플랜팅가(Alvin Plantinga)의 입장과 이 원리를 받아들이는 프

라이어(Arthor Prior), 아담스(Robert Adams), 파인(Kit Fine) 등의 입

장이다. (이 논문에서는 후자의 입장을 [존재원리]를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존재주의’라고 부르겠다.) 플랜팅가는 [존재원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 원리가 가능성 설명에 가하는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

에, 플랜팅가는 한갓가능자(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

할 수 있었던 대상)에 대한 단칭적 가능성을 그러한 대상에 대한 단칭 명제, 

속성들을 동원해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설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이 바로 어떤 대상의 개체본질(individual essence) , 혹은 헤세이티5

 개체본질이란 어떤 대상 a가, a이기 위해서 반드시 만족해야 하는 필연적인 필요 충분 조건을 5

말한다. 즉, 그 속성을 만족하는 대상은 반드시 a가 되고, a이려면 반드시 만족해야 하는 속성이 
a의 개체본질이다.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의 개체본질로는 <소크라테스와 동일함>, <소크라테
스성>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개체본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1.2.2절 플랜팅가식 
현실주의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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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ecceity) 다. 플랜팅가는 한갓가능자(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할 수는 있6

는 대상) a 자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a와 동일함>, <a임>과 

같은 한갓가능자들의 개체본질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한갓가능자들에 대한 단칭 명제, 단칭 속성들은 한갓가능자 자체가 아니라 

그것의 개체본질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존재원리]를 받아들이는 존재주의자들은 어떤 대상들에 대한 

단칭 명제나 단칭 속성들은 대상에 존재론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앞서 살

펴본 것과 같은 가능성(플라톤의 가능한 아들에 대한 단칭적 가능성, 소크

라테스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소크라테스가 존재할 단칭적 가능성)은 

없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존재주의자들이 감수해야 하는 여러가지 형식적

인 불이익 과 설명하기 어려워지는 문제들이  있기는 하지만, 존재주의자들7 8

은 그러한 문제들보다 플랜팅가 식의 양상설명이 갖는 문제를 더 심각하게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존재주의자 아담스(Robert Adams)는 플랜팅가의 양상 설명에서 동

원되는 해당하는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존재하는 대상의 개체본질, 즉 

헤세이티(haecceity) 같은 존재자는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자라고 비판한

 현실주의자들 사이의 논쟁의 맥락에서 ‘헤세이티(haecceity)’는 개체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 6

(비질적인,non-qulaitative) 개체 본질을 말한다. 헤세이티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1.2.2절 플
랜팅가식 현실주의를 참조하라.

 대표적으로, 이들은 ‘P이면, P인 것이 가능하다’가 형이상학적 참이라는 것을 포기해야 하고, 7

가능세계들 간의 접근가능성(accessibility relation)의 대칭성(symmetry)를 포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들은 한갓가능자에 대해 양상적 속성을 귀속시키는 명제를 설명하는데 어려움8

을 겪는다. 예컨대, <플라톤이 가질 수도 있었던 아들은 훌륭한 철학자가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와 같은 것이 그러한 명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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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파인(Kit Fine)은 어떤 대상의 개체본질의 존재는 그 대상의 존재를 9

전제하기에, 플랜팅가처럼 한갓가능자의 개체본질을 동원해서 한갓가능자

의 가능성을 설명하는 것은 순환적이라고 비판한다. 존재하지 않는 것의 가

능성을 설명하기 위해 동원된 존재자가 해당 대상의 존재를 전제하는 순환

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존재주의자들은 대

상없이 존재하는 대상의 개체본질을 인정하지 않고, 한갓가능자에 대한 질

적(qualitative) 가능성, 혹은 일반적(general) 가능성은 그에 대한 질적 

명제나 질적 속성들로 설명하되, 한갓가능자에 대한 단칭적 가능성은 없다

고 말한다. 이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을 존재주의자들은 감수할 만하다고 하

거나, 존재주의적 틀 내에서 이해할 수 있는 대안적 설명을 제시하고자 한

다. 

나는 이 논문에서, [존재원리]에 반대하는 새로운 논증을 제시할 것이

다. 이 논증은 [존재원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설명하기 어려워지는 명제 간

의 함축 관계가 있다고 말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1) 특정한 명제 간의 함

축 관계와(2.2절에 제시), 2) 명제 간의 함축을 필연적인 참 보장 관계로 

이해하는 것, 즉 명제 P가 Q를 함축할 경우, 필연적으로, P가 참이면, Q가 

반드시 참이어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3) 존재원리가 양립 가능하지 않다고 

말할 것이다. 1)과 2)가 매우 그럴듯하므로 3)에 해당하는 [존재원리]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논증의 골자다. 

 아담스는 논문 Actualism and Thisness(1979)에서 개체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개체본질을 9

‘Haecceity’(헤세이티), 개체에 존재론적으로 의존하는 개체본질(<a와 동일함>과 같은 속성)을 
‘Thisness’(이것임)라고 부른 뒤, 대상을 동원해서 이해할 수 있는 Thisness에 비해 Haecceity가 
여러 면에서 더 신비롭다고 말한다. 첫째는 어째서 Haecceity가 반드시 한 대상에게만 예화되
는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며, 둘째로는 특정한 Haecceity가 왜 어떤 속성과 필연적인 연
관을 맺는지가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Thisness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점이 개체 자체로 
설명될 수 있는데 반해서 Haecceity는 개체에 존재론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므로 이 두 점을 설
명하기 어렵다고 비판한다. 이 문제점들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와 다른 문제점들에 대한 논
의는 해당 논문의 10~16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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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의 전개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1장에서는 관련된 논의의 지형

과 사용되는 개념들을 설명하고, 플랜팅가와 존재주의자들 사이의 이 원리

의 성립 여부를 두고 진행되었던 논쟁을 개괄할 것이다. 2장에서는 본격적

인 논증이 제시된다. [존재원리]가 성립할 경우 설명하기 어려워지는 명제 

간의 함축 관계가 있다는 논증이다. 3장에서는 이 논증에 대한 존재주의자 

아담스(Robert Adams)가, (그가 유사한 맥락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도

입하는) 세계에 대한 참(truth at a world), 혹은 외적 참(outer notion of 

truth) 개념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가능한 답변을 생각해보고, 그에 대한 

재반론을 고려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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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1장에서 나는 논의의 배경이 되는 형이상학적 입장인 현실주의

(Actualism)와 한갓가능자의 가능성(Possibility of merely possible 

beings)에 대한 직관을 현실주의적으로 설명하는 문제를 소개한다. 그런 

뒤,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따라 현실주의자들을 필연주의, 플랜팅

가식 현실주의, 존재주의의 셋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입장에서 이 문제에 

제시하는 해법을 살펴볼 것이다.  

  이들 중, 이 논문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입장은 존재가 우연적이라는 

직관을 받아들이는 입장인 플랜팅가식의 현실주의와 존재주의인데, 두 입

장은 대상에 대한 직접 지시가 일어나는 단칭 명제나 단칭 속성(singular 

proposition/ singular property)과 해당 대상 간에 존재론적 의존관계가 

있는다는 생각, 즉 [존재원리]를 두고 대립한다. 1장 후반부에서 이 논쟁을 

소개하고, 두 입장에서 제시하는 논증을 각각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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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현실주의 

  양상 형이상학(Metaphysics of Modality)에서의 현실주의

(Actualism)는 존재하지 않거나 현실적이지 않은 대상이 있다는 것을 받아

들이지 않는 입장을 말한다. 양상 형이상학의 논의에서는 여러 종류의 가능

자들(존재하는 것이 가능한 대상들)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대상들 중에서

는 플라톤의 가능한 아들, 황금산 등 존재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실

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대상들이 있다. 이런 대상들을 한갓가능자(merely 

possible beings)라고 하자. 양상 형이상학에서 현실주의와 대립되는 입장

인 가능주의(Possibilism)에서는 이러한 한갓가능자들이 있다는 것을 받아

들이는데 비해, 현실주의(Actualism)에서는 이러한 대상들이 있을 가능성

은 받아들이지만, 이러한 대상들 자체가 있다는 생각은 거부한다. 

  현실주의가 정확히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

지만, 다음의 [현실주의논제]는 이 논문의 논의에 필요한 만큼의 구분은 해

줄 수 있다. 이 논문에서 현실주의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모두 다음의 논

제를 받아들인다.  

[현실주의논제] 필연적으로, 모든 것은 존재하고, 현실적이다.

(Necessarily, everything there is exists and is actual)  10

 [현실주의논제]는 스탠포드 철학 백과사전(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의 10

“Actualism”(Winter 2017 Edition, by Christopher Menzel)에서 멘첼이 제시하는 A논제와 유사하
지만, 존재한다(exist)와 현실적이다(actual)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다르다. (A논제: 필연적으로, 
모든 것은 존재하거나(or) 현실적이다(Everything there is exists or is actual) 이 논문의 [현실주의
논제]에서 존재한다(exist)와 현실적이다(actual)을 연결하는 접속사는 그리고(and)인데, A 논제
의 접속사는 또는(or)이다. A 논제에 쓰인 접속사 ‘또는’(or) 이 논리연결사 OR로 생각될 경우, 
이 논제는 가능주의자인 루이스나 마이농주의자들도 받아들일 수 있어 지기 때문에 때문에 문
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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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제는 프라이어(Arthor Prior), 아담스(Robert Adams), 파인

(Kit Fine)등의 입장과 플랜팅가(Alvin Plantinga)의 입장, 윌리엄슨

(Timothy Williamson), 잘타(Edward Zalta)등의 입장 등 세 그룹의 입장

들을 현실주의로 분류한다. 이 논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이 가능주의

(Possibilism)인데, 비존재 대상을 받아들이는 마이농주의(맥긴(Collin 

Mcginn) 등) 비현실적 대상을 받아들이는 루이스(David Lewis)의 입장이 

이에 해당한다. 이 논문에서는 주로 현실주의자들 사이의 논쟁을 다루고, 

가능주의는 논쟁의 구도를 밝히는데 도움이 되는 정도로만 언급하겠다.  

  [현실주의논제]는 한갓가능자를 어떻게 볼 것인지의 문제에 중요한 함

축을 지니고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한갓가능자란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

할 수도 있었던 대상들을 말한다. 즉,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

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한 대상이다. [현실주의논제]에 의하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대상은 없으므로, 한갓가능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이 

논제는 필연적으로 성립하는 형이상학적 논제이므로, 어떠한 가능한 상황

에서도 한갓가능자는 존재할 수 없다.  

  하지만, 비록 그러한 대상들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직관적으로 그것들

이 존재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플라톤은 현실적으로 

아들이 없지만, 아들이 있는 것이 형이상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이유는 

없는 것 같다. 즉, 플라톤이 인생을 조금 다르게 살아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아들이 있는 상황은 직관적으로 가능해 보인다. 그런데, 어떤 대상의 

기원(origin)이 그 대상의 본질적 속성이라는 기원 본질주의(Origin 

Essentialism)가 그럴듯 하다면, 플라톤이 가질 수도 있었던 아들은, 만약 

존재했더라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즉, 우리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대상

들과 다른 대상이어야 한다. 기원 본질주의가 옳다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어떠한 것도 플라톤의 (생물학적) 아들이 가졌을 기원과는 다른 기원을 가

질 것이기 때문에, 플라톤의 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플라톤은 자식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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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따라서 플라톤의 가능한 아들이 가졌을 기원에서는 현실적으로 아무런 

개체도 생겨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해 보자.)  따라서, 현실적으로 존재11

하는 모든 것들은 플라톤이 가질 수 있었던 아들과는 다르다. 현실주의자들

이 이 직관을 수용하면서도 플라톤이 아들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

들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다른(따라서 현실주의자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대상이 있을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셈이다. 즉, 그러한 현실

주의자들은 한갓가능자의 존재는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한갓가능자들의 가

능성은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12

  현실주의자들이 한갓가능자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고려해봐야 할 중요

한 문제가 하나 더 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대상이 존재하지 않

았을 가능성이다. 소크라테스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만, 만약에 소크라테

스의 부모가 만나지 않았다거나, 생물 진화의 경로가 조금 달라서 사람 종

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소크라테스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상황

들은 현실화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따라서 소크라테스가 존재하

지 않을 가능성도 참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소크라테스가 존재하지 않는 반사실적 상황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 어떤 사태가 실제로 일어났을 경우, 그러한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 불

가능할 수는 없다는 생각은 그럴듯해 보인다.  이 생각을 받아들인다면, 소13

 예를 들어, 기원본질주의에 따르면 니코마코스와 파이스티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리스토텔11

레스는 플라톤에게서 태어났을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무슨 대상이든 니코마코스
와 파이스티스 사이에서 태어나지 않은 대상은 알스토텔레스가 앤기 때문이다. 즉, 한 댓아의 
기원은 그 대상의 본질적 속성이라는 기원본질주의적 직관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
톤이 가질 수 있었던 아들과는 다른 기원(니코마코스와 파이스티스)을 가지기 때문에 플라톤
에서 기원했을 수는 없고, 따라서 플라톤의 아들이었을 수는 없다. 

 여기에서, 한갓가능자의 가능성이란 해당 가능자가 ‘한갓가능자’로서 존재할 수 있는 가능12

성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한다. 어떤 한갓가능자 a가 어떤 반사실적 상황에 존재한다면, 그 
반사실적 상황에서 a는 더이상 한갓가능자가 아니다. 

 해당 사태는 실제로 일어난 사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태가 가능하다는 것이 형이상학적으13

로 입증되었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태가 성립했다는 것은 그 사태의 본성에 
그것의 성립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소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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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테스는 실재로 존재하므로,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는 없었을 것이

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소크라테스가 존재하지 않는 반사실적 상황에

서 소크라테스는 비록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았

을 것이다. 그 상황의 관점에서 보면 현실 세계의 소크라테스는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할 수도 있었던 한갓가능자인 것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가 한

갓가능자인 상황이 가능해 보인다.  이와 같은 직관을 받아들인다면, 현실14

주의자들에게도 존재하는 대상이 (어떤 반사실적 관점에서) 한갓가능자일 

가능성은 여전히 설명되어야 할 문제로 남는다. 

  현실주의자들이 한갓가능자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여 한갓

가능자의 가능성에 관련된 직관들, 즉 한갓가능자가 존재할 가능성과 존재

하는 것이 특정 반사실적 관점에서 한갓가능자일 수도 있었던 가능성까지 

설명하기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현실주의자들이 이러한 직관을 현

실주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자만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면, 이러

한 직관들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설명으로 제안된 것들을 다음 

절에서 살펴보겠다. 

제 2 절 한갓가능자의 가능성의 현실주의적 설명 문제 

  

  앞 절에서 살펴본 한갓가능자의 가능성에 대한 직관을 설명하는 방식

에 따라 현실주의자들을 크게 세 입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로, 잘타

(Edward. N. Zalta), 윌리엄슨(Timothy Williamson) 등의 필연주의

(Necessitism)가 있다. 이들은 한 가능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이 다른 모든 

 이 말은 물론, 소크라테스가 그 상황에 한갓가능자로서 존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14

다. 소크라테스가 존재하지 않으면서 존재할 가능성만 있는 반사실적 상황이 가능하다는 뜻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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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세계에도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갓가능자라고 생

각했던 것들이 사실 한갓 가능자가 아니며, 모두 현실적으로 존재한다고 말

한다. 둘째로, 한갓가능자들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것들의 개체본질

(individual essence)은 현실에 존재한다고 보고, 한갓가능자들의 가능성

을 그러한 개체본질들로 설명하는 플랜팅가(Alvin Plantinga)의 방식이 있

다. 세번째로, 한갓가능자들에 대한 가능성을 질적인(qualitative, 혹은 일

반적(general)인) 가능성과 개체적인(haecceitistic, 혹은 단칭적

(singular)인) 가능성으로 나누고, 한갓가능자에 대한 질적인 가능성은 현

실주의적으로 설명하되, 한갓가능자에 대한 개체적인 가능성은 없다고 말

하는 존재주의자들이 있다. 이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로는 프라이어(Arthor 

Prior), 아담스(Robert Adams), 파인(Kit Fine)등이 있다.  

1.2.1 필연주의 

  첫번째로, 윌리엄슨(Timothy Williamson)식의 필연주의

(Necessitism)에서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한갓가능자라고 생각했던 것들

이 사실 한갓가능자가 아니며, 현실세계에 존재한다고 말한다. 필연주의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나 존재할 수 있었던 것들 전부가 필연적으로 존재한

다고 보는 입장이다.(즉, 이들은 필연적으로, 모든 것은 필연적으로 존재한

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어떤 것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 자

체가 없다. 따라서, 필연주의자에게 한갓가능자의 가능성은 없다.  

  필연주의자들은 존재가 필연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존재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현실적으로도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필연주의자들에게는 존재하는 것이 가능한 플라톤의 아들은 현실적으로도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갓가능자가 아니다. 또한, 모든 것이 필연적으

로 존재한다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들 모두는 존재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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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필연주의자들이 볼 때, 소크라테스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므로, 존재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어떠한 가능적 상황의 관점에서도 

단지 가능적으로만 존재하는 한갓가능자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들은 앞 절에서 논의한 한갓가능자의 가능성에 대한 직관

들을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이들은 구

체적(concrete) / 비구체적(non-concrete) 구분을 도입해서 그러한 직관

을 설명하고자 한다. 존재하는 어떤 것도 플라톤의 아들일 수 없다는 직관

을 필연주의자들은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것도 플라톤의 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직관으로 대체한다. 플라톤의 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비록 현

실적으로 존재하지만, 비구체적(non-concrete)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필

연주의자들이 구체적 / 비구체적 구분을 도입해서 재설정한 직관에는 어긋

나지 않는다. 비슷하게, 이들은 소크라테스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직관을 소크라테스가 (비록 존재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비구체적으로 존

재할 수 있다는 직관으로 대체하고자 한다. 필연주의자들은 소크라테스의 

부모가 만나지 않았거나 호모 사피엔스라는 종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가능하더라도, 그러한 상황에서 소크라테스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닐 뿐이라고 설명한다. 

  위와 같은 설명들에서 필연주의자들은 존재 / 비존재에 관련된 직관을 

구체적 / 비구체적 구분을 도입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런 설명은 일견 반직

관적인 면이 있지만 필연주의자들은 (여러 약점에도 불구하고) 양상 현상

을 매우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이론적 장점이 매우 크기 때문에 총

체적인 이론적 득실을 따져 보았을 때 필연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 낫다

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론적인 고려와 그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중요한 논의이지만, 

이 논문의 논의 방향과는 맞지 않는다. 또한 존재가 우연적이라는 직관은 

분명 강한 직관이고, 이 직관을 받아들이는 입장들 사이에서도 중요한 쟁점

 18



이 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존재가 우연적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입장

들로만 논의를 제한하겠다. 따라서 앞으로의 논의는 다음의 논제를 받아들

이는 입장들로 제한된다. 

[존재의 우연성] 존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있는게 가능하다 

( )   

    필연적으로, 모든 것이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 ) 

  이 논제는 i) 양화사에 대한 치환 규칙( )과, ii) 양상연

산자에 대한 치환 규칙( )을 받아들이고, iii) 1차 존재술어 E

를  와 동치라고 생각할 경우 윌리엄슨이 필연주의 입장을 정의할 

때 사용한 필연주의 논제(Necessariniess of Necessary Existence)의 

부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논제를 받아들이게 되면 필연주의 논제는 거15

부하게 된다. 윌리엄슨의 명명에 따라, 필연주의 논제를 거부하는 입장을 

‘우연주의’(Contingentism)이라고 부르자. 앞으로 살펴볼 입장들은 모

두 우연주의적 입장들이다.  

  우연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현실주의자들에게는 앞서 논의한 한갓가능

자에 대한 두 직관, 즉 한갓가능자의 가능성(존재하는 모든 것과도 다른 것

이 있을 가능성)과 존재하는 것이 한갓가능자일 가능성(존재하는 것이 존

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설명해야 할 중요한 직관으로 남는다. 필연주의가 (엄

⋄ ∃x ⋄ ¬Ex

≡

¬ □ ∀x ∀Ex

¬∃α ¬ϕ ≡ ∀αϕ

¬ ⋄ ¬ϕ ≡ □ ϕ

∃y(x = y)

 i), ii)는 표준적인 양화논리와 양상논리에서 받아들이는 규칙이며, iii)은 현실주의자라면 받15

아들여야 하는 입장이다.(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2.3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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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한 의미에서는) 이 직관을 거부하고 다른 것들로 대체하고자 했다면, 앞

으로 살펴볼 두 입장은 이 직관을 유의미하게 받아들여 현실주의적으로 설

명하고자 하는 입장들이다. 

1.2.2 플랜팅가식 현실주의 

  두번째로 살펴볼 방식은, 한갓가능자들에 대한 가능성을 한갓가능자의 

개체본질(individual essence)을 통해 설명하는 플랜팅가(Alvin 

Plantinga)의 설명이다. 플랜팅가식의 현실주의에서 개체본질은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먼저 개체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좋

을 것이다. 플랜팅가는 개체본질을 어떤 대상 만이 가질 수 있고, 그 대상이

라면 반드시 가지는 속성으로 정의한다. 즉, 개체본질은 그것을 갖는 것이 

해당 대상이기 위한 필연적인 필요조건이자 충분조건이 되는 속성이다. 

[개체본질의 정의] 

속성 E는 개체 x의 개체본질이다 iff(= if and only if) 

(i) x가 존재하면서 E를 예화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ii)필연적으로, 모든 y에 대하여, y와 x가 동일할 경우에, 오직 그 

경우에만 y는 E를 예화한다. 

  <소크라테스와 동일함>과 같은 동일성 속성(identity property)은 

이 정의에 맞는 대표적인 개체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속성은 소크라테

스라면 반드시 가진다는 점에서 어떤 대상이 소크라테스이기 위한 (필연적

인) 필요조건이다. 또한, 무엇이든 이 속성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소크라

테스라는 점에서 소크라테스이기 위한 (필연적인) 충분조건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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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크라테스와 동일함>은 어떤 대상이 소크라테스이기 위한 필연적인 필

요충분조건이라는 점에서 소크라테스의 개체본질이다. 마찬자기 이유로, 

우리가 (동일성 속성과는 다른) <소크라테스성>(Socratiety)와 같은 논

리적으로 단순한 헤세이티(haecceity)와 같은 것을 상정할 수 있다면, 이 

속성을 가지는 것도 어떤 대상이 소크라테스이기 위한 필연적인 필요충분

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소크라테스의 개체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대상

이 갖는 기원이 그 대상만이 유일하게 갖는 본질적인 속성이라고 생각한다

면, 어떤 것을 기원으로 갖는다는 속성 또한 개체본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개체본질과 함께 추가적으로 도입되는 개념은 공예화 

(coexemplifiaction)다. 속성 P와 Q가 공예화 된다는 것은 P와 Q가 한 대

상에 예화된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의 개체본질 <소크라

테스와 동일함>과 속성 <철학자임>이 공예화 된다는 것은 한 대상이 <소

크라테스와 동일함>, <철학자임>을 예화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개념을 사

용해서 플랜팅가는 한갓가능자의 가능성에 대한 직관을 다음과 같이 설명

할 수 있다.  

  첫번째로, 플라톤의 아들이 존재할 수 있었다는 직관은 현실에 존재하

지 않는 어떤 예화되지 않은 개체본질이 속성 <플라톤의 아들임>과 공예

화 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개체본질을 ‘P’

라고 해보자. P는 현실적으로는 예화되지 않았으므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대상의 개체본질과 다르다. 위에서 정의한대로 개체본질은 대상의 본

질적 속성이므로, P가 예화되었더라면, 그러한 반사실적 상황에서 P를 예

화화는 것은 현실적으로 (즉, 우리 세계에) 존재하는 어떠한 대상과도 다른 

대상이다. 

  두번째로, 소크라테스가 한갓가능자였을 수도 있는 가능성은 소크라테

스의 개체본질이 예화되지 않았을 가능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소크라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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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체본질을 S라고 해보자. 현실적으로 소크라테스는 존재하기에, S는 

예화되어 있지만, S는 예화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부

모가 만나지 않은 상황과 같이 소크라테스가 존재하지 않는 반사실적 상황

에서, S는 예화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한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S가 예

화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와 같은 상황의 관점에서 소크

라테스가 존재할 가능성은 S가 예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설명된다.  

  위의 두 설명에서 한갓가능자의 가능성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이론적 

도구는 바로 예화되지 않은 개체본질이다. 현실세계에서 속성 Q를 갖는 한

갓가능자의 가능성은 예화되지 않은 어떤 개체본질이 Q와 공예화될 가능성

으로 설명된다.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개체 s가 존재하지 않는 반사실

적 상황에서, s의 존재 가능성은 그러한 반사실적 상황에 s의 개체본질 S가 

예화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으로 설명된다. 즉, 한갓가능자 s의 개

체본질 S는 s가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서 (예화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며) 

s의 가능성을 설명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다. 

1.2.3 플랜팅가식 현실주의와 가능세계 의미론 

  플랜팅가식 현실주의는 (특히 한갓가능자들과 관련된) 우리의 양상적 

직관들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도 그것들에 대해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이해

를 제공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 장점은 플랜팅가가 양상 진술의 체

계적 이해에 커다란 진전을 가져온 표준적인 가능세계 의미론을, 그 이론적 

장점을 거의 손실시키지 않으면서도 현실주의적 형이상학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표준적인 가능세계 의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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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립키(1963)가 완성한 표준적인 가능세계 의미론에서는   가능성, 16

필연성에 대한 진술이 포함되어 있는 양상 진술들을 가능세계라는 이론적 

도구를 도입하여 이해한다. 예를 들어,’P인 것이 가능하다’, ‘P인 것이 

필연적이다’와 같은 양상 진술들을 가능세계를 동원하여 ‘P가 어떤 가능

세계에서 참이다’, ‘P가 모든 가능세계에서 참이다’와 같이 의미를 주

는 것이다. P의 진리치는 가능세계에 상대화 되어,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참

이면서도 다른 가능세계에서는 거짓일 수 있게 된다. P가 상대적으로 참인 

가능세계가 있을 경우에, P는 가능하며, P가 모든 가능세계 상대적으로 참

일 때 P는 필연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이 때, 가능세계는 원초적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직관적으로 세계가 가

질 수 있었던 가능한 총체적(maximal) 상황을 표상하는 표상체로 생각된

다.  따라서, ‘P가 어떤 가능세계에서 참이다’는 직관적으로 P가 참인 17

가능한 (최대적) 상황이 있다, ‘P가 모든 가능세계에서 참이다’는 직관

적으로 P가 모든 가능한 상황에서 참이다’와 같이 이해된다. 현실세계는 

이러한 가능세계들 중에 하나가 되는데, 현실세계는 현실의 총체적 상황을 

정확히 표상하는 것으로, 현실세계가 아닌 나머지 가능세계들은 현실과는 

다른 가능적 상황을 표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가능세계들에는 각각 논의영역이 부여된다. 가능세계가 갖는 논의영역

은 직관적으로 가능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자들의 집합으로 생각된다. 

즉, 현실세계의 논의영역은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대상들의 집합이고, 

다른 가능세계의 논의영역은 그 가능세계가 표상하는 가능한 상황에서 존

재했을 모든 대상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한갓가능자’라는 개

념은 현실세계의 논의영역에는 있지 않지만 다른 가능세계의 논의영역에 

 Saul Kripke(1963) “Semantical Considerations on Modal Logic”16

 ibid, p. 6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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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대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앞의 예시를 통해 생각해보면, 현실세계

에서는 플라톤은 아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현실세계의 논의영역에는 

플라톤의 아들인 것이 없지만, 플라톤의 아들이 있는 가능세계가 있고, 그 

가능세계의 논의영역에는 플라톤의 아들인 것이 포함된다. 따라서 그러한 

가능세계에서는 <플라톤의 아들이 있다>라는 양화문이 참이 되고, 해당 

양화문이 참인 가능세계가 있으므로 <가능적으로, 플라톤의 아들인 것이 

있다>도 참이다. 

  이렇게 표준적인 가능세계 의미론을 통해 생각하면, 필연주의와 우연

주의의 차이는 세계들의 논의영역의 분포에 대한 견해 차이로 볼 수 있다. 

즉, 필연적으로, 모든 것이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는 필연주의의 핵심 주장은 

곧 모든 가능세계의 논의영역이 같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모든 가능

세계의 논의영역이 일치한다면 한 세계의 논의영역에 속하는 대상은 모든 

가능세계의 논의영역에 속하게 되는데, 직관적으로 세계의 논의영역에 속

하는 대상들은 그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곧 해당 대상이 필연

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우연주의는 각 가능세계의 논의

영역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한 가능세계의 논의영

역에 속하는데 다른 가능세계에 속하지 않는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은 모

든 가능세계의 논의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것

이 아니다.  

  이처럼 양상 진술을 가능세계를 동원해서 이해하는 것은 이런 진술들

의 의미를 매우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과, 양상적 논제들의 찬반

을 놓고 다툴 때 쟁점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다 명료하게 나타낼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가능세계’, 그리고 가능세계 상대적 논의영

역, 가능세계 상대적 참과 같은 이론적 도구를 도입하는데서 비롯되는 새로

운 문제들이 생겨난다. 특히 형이상학적으로는 가능세계라는 존재자의 존

재론적 위상이 어떻게 되는지와(즉, 그것이 어떤 존재자이고, 그러한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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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받아들일 만한 것이지) 현실세계와 가능세계는 분명히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현실세계가 가능세계 중 하나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의 현실성 문제가 대두된다. 

  현실주의와 우연주의적 직관을 견지하는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가능세계의 존재론: 가능세계는 어떤 존재자인가? 

2) 현실세계와 가능세계의 존재론적 위상 차이 

3) 세계 상대적 참의 문제: 명제가 세계에서 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4) 세계 상대적 논의영역의 문제: 현실 세계의 논의영역에 속하지 않지

만, 다른 세계의 논의영역에 속하는 대상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해

될 수 있는가? 

플랜팅가식의 가능세계 의미론 이해 

  플랜팅가식의 현실주의에서는 가능세계가 무엇인지를 현실주의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위의 문제들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1) 가능세계의 존재론: 가능세계는 어떤 존재자인가? 

  플랜팅가는 현실주의자고, 현실주의자들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그가 받아들이는 가능세계들은 현실적

으로 존재하는 것이어야 한다. 가능세계가 직관적으로 세계의 가능한 총체

적 상황을 표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가능세계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표상체 중의 하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표상체로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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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제(proposition)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플라톤은 철학자다>라는 명18

제는 플라톤이 철학자라고 표상하고, <플라톤이 군인이다>라는 명제는 플

라톤이 군인이라고 표상한다. 앞의 명제는 참이고 뒤의 명제는 거짓인데, 

이것은 앞의 명제는 세계를 올바르게 표상하기 때문이고, 뒤의 명제는 세계

를 잘못 표상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플라톤은 철학자다>나 <플라톤은 군인이다>와 같은 명제

는 가능세계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명제는 세계의 일부 

만을 표상하기에 총체적으로 표상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가능세계 역

할을 하는 명제는 세계의 모든 면모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는 점에서 최대적

(maximal)이어야 한다. 최대적 명제는 존재하는 모든 명제 P에 대해서, P

를 함축하거나 P의 부정을 함축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정의된  최대적인 명제들이 모두 가능세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

니다.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면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 아니다

>와 같은 비일관적인 명제, 즉 참인 것이 불가능한 명제는 사소하게 모든 

명제들을 함축하지만, 세계의 가능했던 존재방식을 최대적으로 표상하는 

가능세계라고 여기기에는 부적합한 것 같다. 따라서 최대적 명제중에서도 

비일관적이지 않은 명제, 즉 참인 것이 가능한 명제만이 가능세계 역할을 

하기에 적합하다. 플랜팅가는 가능세계를 존재하는 모든 명제에 대해서, 그 

명제를 함축하거나, 그 부정을 함축하는 가능한 명제로 정의한다. 

 플랜팅가는 “Actualism and possible worlds”(1976)과 “Two Concepts of Modality”(1987)에서 사18

태(states of affiars)를 도입한 뒤에, 사태를 다시 명제(proposition)이 표상한다는 식의 설명방식
을 택한다. 하지만 그는 사태와 명제는 같은 것일지도 모르고, 같지 않더라도 최소한 동형적일
(isomorphic) 것이기 때문에, 사태에 대해 말하지 않고 대안적으로 명제에 대해서 말해도 될 것
이라고 말한다.(1987, 192p : “대안적으로, 우리는 가능세계가 최대-가능적 명제라고 말할 수 있
을 것이다. 이 명제는 가능하고, 모든 명제 p에 대해 p를 함축하거나 ~p를 함축한다.(물론, 만약 
사태가 명제와 동일하다면, 내가 “대안적으로”라고 한 표현은 부적절할 것이다.)”) 이 글에서
는 표기의 편의를 위해 명제만을 언급하고 있지만 사태 개념을 사용한 설명에 익숙한 독자는 
명제(proposition)의 참(true), 거짓(false), 함축(implication) 대신에 사태(states of affairs)와 사태
의 성립(obtain), 성립하지 않음(does not obtain), 포함함(inclusion)으로 바꾸어 생각해도 무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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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세계] 존재하는 모든 명제들에 대해서, 해당 명제를 함축하거

나, 그 부정을 함축하는 가능한  명제  19 20

2) 가능세계와 현실세계의 위상차이(현실성의 설명) 

  가능세계들이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최대-가능적 명제라는 점에 착안

하면, 가능세계 중 하나가 현실세계라는 것과 현실세계는 가능세계와 존재

론적으로 위상이 다르다는 것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 플랜팅가식 형이상학

에서 ‘현실세계’는 두 가지 의미에서 생각된다. 첫째 의미에서의 현실세

계는 존재하는 구체적 세계이고, 둘째 의미에서는 그러한 구체적인 현실세

계를 정확히 표상하는 가능세계(앞에서처럼 최대-가능적 명제로 정의된 

가능세계를 말함)다. 용어상 혼란을 피하기 위해, 전자를 지금까지처럼 계

속 ‘현실세계’라고 부르고, 후자를 ‘현실세계명제’라고 불러보자. 또

한 위에서처럼 정의된 가능세계가 최대-가능적 명제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가능세계 또한 ‘가능세계명제’라고 불러보자. 현실세계명

제와 가능세계명제는 모두 현실세계 안에 있는 존재자들이며, 현실세계의 

가능한 면모들을 총체적으로 표상하는 명제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1) 가능세계 중의 하나가 현실세계라는 것은, 현실세

계명제가 가능세계명제들 중 하나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2) 가능세계

와 현실세계의 존재론적 위상이 다르다는 것은 가능세계명제와 현실세계가 

존재론적 위상이 다르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실세계는 플라톤, 지

구, 태양, 우주 등이 있는 구체적인 세계이고 가능세계명제는 그러한 구체

 만약 명제가 일관적(consistent)이라는 말을 그 명제가 가능하다는(참인 것이 가능하다는) 의19

미로 쓴다면, 가능세계를 모든 명제들에 대해서 해당 명제를 함축하거나 그 부정을 함축하는 
일관적 명제로 생각해도 된다. 플랜팅가 자신은 ‘일관적’이라는 말 대신 ‘가능한’ 명제/혹은 사
태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가능한 명제는 참일 수 있는 명제고 가능한 사태는 성립(obtain)할 수 
있는 사태다.

 Plantinaga(1987) “Two Concepts of Modality”, 192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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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현실세계를 표상하는 추상적 존재자이기 때문에 가능세계명제와 현실

세계는 존재론적 위상이 다르다. 이런 점에서 보면 현실세계명제와 현실세

계 또한 존재론적 위상이 다르게 되는데, 현실세계명제는 명제이고, 현실세

계는 구체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3) 세계 상대적 참의 문제(명제의 세계에서의 참에 대한 이해) 

  전통적으로 명제는 진리치의 일차적(primary) 담지자, 즉 참이나 거짓

을 담지하는 어떤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하지만 표준적인 가능세계 의미론

에서는 명제가 단적으로 진리치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고, 세계 상대적으로 

진리치를 부여받는다.  예를 들면, 전통적인 이해에서 <눈이 희다>가 참21

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그저 해당 명제가 단적으로 참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만, 표준적인 가능세계 의미론에서 <눈이 희다>는 (현실세계에서는 눈이 

희므로) 현실세계 상대적으로는 참이지만 눈이 파란 가능세계가 있다면 그

러한 세계에 상대적으로는 거짓이다. 이렇게 명제에 세계 상대적으로 진리

치를 부여하는 것은 우연적인 명제와 필연적인 명제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눈은 희다>라는 명제는 현실세계 상대적으로는 

참이지만, 다른 가능세계 상대적으로는 거짓이므로 우연적이고, <1+1=2>

는 현실세계 상대적으로도, 다른 모든 가능세계 상대적으로도 참이므로 필

연적인 것이라고 명제의 양상을 세계 상대적 참 개념을 통해 이해할 수 있

는 것이다. 하지만 명제가 세계 상대적으로 진리치를 갖는다는 생각은 일

견, 명제가 단적으로 진리치를 담지하고 있다는 전통적인 생각과 충돌하는 

것으로 보인다. 

  플랜팅가식의 현실주의에서는 명제가 진리치의 단적인 담지자라는 전

통적인 이해를 포기하지 않으면서(즉, 명제가 단적으로 참, 거짓을 갖는다

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명제가 세계 상대적으로 참이라는 것이 무엇

 Saul Kripke(1963) “Semantical Considerations on Modal Logic”, 64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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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를 다른 개념들을 통해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다. 앞서 가능세계를 최

대-가능적 명제로 정의했던 것을 생각해보자. (그렇게 정의된 가능세계는 

명제이므로 용어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계속 ‘가능세계명제’라고 하겠

다.) 그렇다면, 명제 P가 가능세계 W에서 참이라는 것을 ‘가능세계명제 

W가 P를 함축한다는 것, 즉 필연적으로, W가 참이라면 P도 참이라는 것으

로 설명할 수 있다.  22

  이러한 이해에서 명제 <눈이 희다>가 참이지만, 우연적 참이라는 것

은 <눈의 희다>는 단적으로 진리치 <참>을 갖지만, 이 명제를 함축하지 

않는 가능세계명제가 있다는 것으로 설명된다. 반면, <1+1=2>가 참이고, 

필연적 참이라는 것은 <1+1=2>는 단적으로 진리치 <참>을 가지고, 모

든 가능세계명제가 이 명제를 함축한다는 것이다. 반면, <눈이 파랗다>라

는 명제는 거짓이지만 우연적 거짓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눈이 빨갛다>

가 단적으로 거짓이지만, 이 명제를 함축하는 가능세계명제가 있다는 것으

로 설명된다. 마지막으로 <1+1=3>은 거짓이고, 필연적 거짓인데, 이 명

제는 진리치 <거짓>을 가지며 모든 가능세계명제들이 그것을 함축하지 않

는다는 것으로 설명된다. 

4) 세계 상대적 논의영역의 문제(현실세계의 논의영역에 속하지 않지만 다

른 세계의 논의 영역에 속하는 대상의 문제) 

  표준적인 가능세계 의미론에서 각 가능세계들의 논의영역은 직관적으

로 그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들의 집합이라고 여겨졌던 것을 상기해보자. 이

렇게 생각하면, 한갓가능자들은 현실세계의 논의영역에는 속하지 않지만, 

다른 가능세계의 논의영역에 속하는 것들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플

 이것을 사태(states of affairs) 용법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명제 P가 최대-가능적 사22

태 W에서 참이다 iff W가 성립(obtain)하고 P가 거짓인 것이 불가능하다(즉, 필연적으로, W가 
성립하면 P가 참이다.) Plantinga(1976): “Actualism and Possible Worlds”, 14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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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톤의 가능한 아들과 같은 한갓가능자들은 현실세계의 논의영역에는 속하

지 않지만 다른 가능세계의 논의영역에 속한다. 

  그런데, 현실세계의 논의영역에 속하지 않지만 다른 가능세계의 논의

영역에 속하는 존재자라는 것을 현실주의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현

실주의가 현실적이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대상은 있지 않다는 주장이었다

는 것을 생각해 보면, 다른 현실세계의 논의영역에 속하지 않고 다른 가능

세계의 논의영역에 속하는 대상들은 한갓가능자 자체이어서는 안된다. 한

갓가능자는 어찌되었건 존재하지 않는 대상이기 때문에 현실주의적 존재론

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플랜팅가는 현실세계에는 존재하지 않고 가능세계에만 존재하는 대상, 

즉 한갓가능자 자체가 가능세계의 논의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대상의 개체본질이 논의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한갓가능자들은 

그저 가능적으로 존재할 뿐이고, 따라서 현실주의자들에게는 존재하지 않

는 것들이지만, 한갓가능자들의 개체본질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가능세

계의 논의영역은 바로 그러한 개체본질들을 (더 정확히 말하면, 그 가능세

계가 현실적이었더라면 예화되었을 개체본질들을) 원소로 갖는 것이다.  

1.2.4 존재주의 

  마지막으로 살펴볼 입장은 존재주의다. 존재주의자들은 한갓가능자들

에 대한 가능성이라고 생각되곤 하는 것을 질적인(qualitative, 혹은 일반적

(general)인) 가능성과 개체적인(haecceitistic, 혹은 단칭적(singular)

인) 가능성으로 나누고, 한갓가능자에 대한 질적인 가능성은 현실주의적으

로 설명하되, 한갓가능자에 대한 개체적인 가능성은 없다고 말한다. 대표적

인 존재주의자로는 프라이어(Arthor Prior), 아담스(Robert Adams),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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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Kit Fine)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모두 다음의 [존재원리]로 정리될 

수 있는 생각을 공유한다. 

[존재원리] 어떤 대상에 대한 단칭 속성이나 단칭 명제는 해당 대상

에 존재론적으로 의존한다. 

  [존재원리]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논제

에 등장하는 두 개념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 우선, 단칭 명제, 단칭 속성

(singular proposition/ singular property)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할 필요

가 있다. 단칭 명제의 정의가 어떠한 것이어야 하냐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

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논문의 논의와 관련해서는 아담스 가 제시한 이해23

가 적합할 것이다. 아담스는 단칭 명제란 대략적으로, 대상을 직접 포함하

거나 지시하는 명제라고 말한다.  보다 정확하게는, 어떤 명제가 대상 x를 24

가지고 있거나, x의 이것임(thisness)을 구성원으로 포함한다면 x에 대한 

단칭 명제일 것이라고 말한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소크라테스25

는 존재하지 않는다>와 같은 명제가 이와 같은 단칭 명제인데, 이러한 명

제에서 대상(소크라테스)은 그것이 갖는 질적인 속성이나 다른 대상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지시되고 있지 않고, 직접 지시되고 있다. 반면 <가장 현명

한 사람은 철학자다>와 같이 대상을 질적 속성이나 다른 대상들과의 관계

로 지시하고 있는 명제는 단칭 명제가 아니다.  

  단칭 속성과 질적 속성의 차이 또한 비슷하게 이해할 수 있다. <플라톤

의 제자임>과 같이 대상을 포함하거나, 대상의 이것임을 구성원으로 포함

 Adams(1981) “Actualism and Thisness”, 6-7p (1.2 singular propositions)23

 “A singular proosition is roughly, a proposition that involves or refers to an individual directly”, 24

ibid, 7p

 “A proposition that has an individual x itself, or a thisness of x, as a constituent would be a singular 25

proposition about x”, ibid, 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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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속성을 단칭 속성으로, 그렇지 않고 <철학자임>이나 <가장 현명한 

철학자임>, <x의 제자임>과 같이 질적인 속성 / 관계들로만 구성되어 있

는 속성은 질적 속성(qualitative property)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 생각해봐야 할 개념은 존재론적 의존이다. 존재론적 의존

은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존재론적 의존] a가 b에 존재론적으로 의존할 경우에, 필연적으로 

b가 존재하지 않으면, a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론적 의존의 중요한 사례로 제시되는 것은 집합과 원소의 관계다. 

일반적으로, 집합은 그것의 원소를 통해 정의된다. 따라서 집합의 원소가 

하나라도 없었더라면, 해당 집합은 정의될 수 없었을 것이고 존재하지도 않

았을 것이다.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집합은 소크라테

스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

각이 그럴듯하다. 이 생각이 옳다면,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크

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에 존재론적으로 의존한다.  

  이와 같이 이해하면, x에 대한 단칭 명제가 x에 존재론적으로 의존할 

경우에, (필연적으로) 그 명제는 x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존재하지 않았

을 것이다. 예를 들어, 단칭 명제 <소크라테스는 철학자다>라는 명제가 소

크라테스에 존재론적으로 의존한다면 이 명제는 소크라테스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소크라테스와 동일하지 않음>과 같

은 단칭 속성이 소크라테스에 존재론적으로 의존한다면, 소크라테스가 없

었더라면 속성 <소크라테스와 동일하지 않음>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존재주의자들은 모두 [존재원리]로 정리될 수 있는 직관을 중요시 여

긴다는 공통점이 있다. 존재주의로 분류될 수 있는 입장에는 여러 입장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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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아담스(Robert Adams)가 1981년 논문 “Actualism and 

Thisness”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가장 상세하게 설명된 견해라고 볼 수 

있고, 후속 논의의 중요한 기반이 된 견해이므로, 나는 아담스가 위의 논문

에서 제시하고 있는 입장을 중심으로 존재주의의 입장을 살펴보겠다. 

가능세계: 세계-이야기(world-story) 

  아담스는 가능세계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명제들의 최대-일관적인

(maximally consistent) 집합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아담스는 명제집합을 

최대적(maximal)이라고 하는 것의 배후에 있는 직관적인 생각은 해당 명

제집합이 모든 명제에 대해 그것이나 그것의 부정을 포함한다는 것이라고 

말한다. 일관적(consistent)이라는 것은 해당 명제 집합 안의 원소들에서 

단지 모순을 이끌어 낼 수 없다는 뜻이 아니고, 그 원소들이 모두 함께 참인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한 집합들(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최대-일관적 집합을 말함, 역

자)은 세계-이야기라고 불릴 수 있을 것이다. 그것들은 일관적인데, 

단지 그들에게서 모순을 도출해 낼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각 세계-

이야기들에 있는 모든 명제들이 함께 참인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 ‘가능하다’는 여기에서 원초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세계-이야

기들을 ‘최대적’이라고 하는 것의 배후에 있는 직관적 생각은 모

든 명제 p에 대해, 각 세계-이야기들이 p나 p의 부정을 포함하는 것

이다.(Adams(1981) “Actualism and Thisness”, 21p) 

  이 생각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최대-일관적 명제집합은 모든 명제에 대

해 그것이나 그것의 부정을 포함하면서, 그 원소들이 모두 함께 참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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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명제집합으로 이해될 것이고, 이렇게 이해된 최대-일관적 명제집합

은 플랜팅가의 최대-가능적 명제와 비슷한 것이 된다. 하지만, 아담스는 위

의 직관적인 생각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소크라테스는 사람

이다>와 같은 단칭 명제가 소크라테스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아담스는 어떤 대상 s에 대한 단칭 명제나 단칭 속성에게는, s와 맺고 있는 

원초적(primitive)이고 고유한(unique) 관계 R 이 본질적이라고 말한다. 26

따라서 R이 없이 해당 단칭 명제/속성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만약 s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s와 단칭 명제 / 단칭 속성간의 원초적 관계 R도 존재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담스는 말한다. 그 이유로, 아담스는 존재하지 않

는 것이 속성이나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진지한 현실주의]를 제시한다. 

따라서 s가 존재하지 않으면 R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것의 본질적

인 속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s에 대한 단칭 명제 / 단칭 속성 또한 존재하

지 않는 것이라고 아담스는 말한다.  27

  이 생각이 옳다면, <소크라테스는 존재하지 않는다>와 같은 명제는 

속성 <참>을 가질 수 없게 된다. 이 명제는 소크라테스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만 참일 텐데, 소크라테스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는 <소크라테스

는 존재하지 않는다>와 같은 소크라테스에 대한 단칭 명제도 존재하지 않

기 때문이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 참, 거짓을 가질 수는 없으므로, <소크라

테스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명제는 <참>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이 명제가 참을 가질 수 없다는 특성 때문에, 해당 명제는 (위에서 제시

된 최대성과 일관성으로 이해된) 어떠한 최대-일관적 명제집합에도 포함

될 수 없다. 위의 인용문에서 제시된대로 이해된 최대-일관적 집합은 함께 

참인 것이 가능한 명제들의 최대적 집합이라는 점을 생각해보자. 그런데, <

소크라테스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참인 것이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어떠

 여기에서의 고유한 관계 R은 구성(constitution) 관계로 봐도 무방하다.26

 ibid, 11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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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와 같은 의미에서의) 최대-일관적 집합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

다면, 앞에서 아담스가 말했던 명제집합이 최대적라는 것의 배후에 있는 직

관적인 생각(모든 명제 P에 대해 P나 P의 부정을 포함다는 생각)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모든 최대적 명제집합들은 <소크라테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의 부정인 <소크라테스는 존재한다>(혹은 <소크라테스는 존재하지 않지 

않는다>)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아담스는 소크라테스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는 우연주의자고, 따라서 세계-이야기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성된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아담스는 위에 제시된 직관적 생각에 두 가지 제

한을 가해야 한다고 말한다. 첫번째로, 세계-이야기에는 (그것이 한갓가능

자의 존재를 표상하는 세계-이야기일지라도) 존재하지 않는 대상에 대한 

단칭 명제가 있어서는 안된다.  [존재원리]에 의하면 그러한 단칭 명제들28

은 현실세계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세계-이야기가 플라

톤의 아들이 있었을 수 있다고 표상할 수 있겠지만, 플라톤의 아들에 대한 

어떠한 단칭 명제도 해당 세계-이야기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그런 

세계가 현실화 되었더라면 그러한 단칭 명제들은(플라톤의 아들에 대한 단

칭 명제) 존재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명제들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세계-이야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두번째로, 세계-이야기는 해당 세계-이야기가 현실화되었더라면(즉, 

세계-이야기에 있는 모든 명제들이 함께 참이었더라면) 존재했을 모든 대

상들 중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대상들에 대해서는 최대적이어야 하지만, 존

재하지 않았을 대상에 대한 단칭 명제는 하나도 포함하고 있어서는 안된다. 

즉, 소크라테스가 존재하지 않는 가능성을 표상하는 세계-이야기는 소크라

테스에 대한 단칭 명제를 하나도 포함하고 있어서는 안된다. ([존재원리]에 

의하면 해당 세계가 현실화 되었을 경우, 소크라테스에 대한 명제들이 존재

 ibid, 21p (i)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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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고, 따라서 참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해보자.) 소크라테스가 존재

하지 않는다고 표상하는 일관적인 명제집합은, 다른 면에서 최대적일 경우

에, 소크라테스에 대한 단칭 명제를 하나도 포함하고 있지 않아도 여전히 

세계-이야기다.   29

  정리하면, 세계-이야기는 해당 세계-이야기가 참이었을 경우 존재했

을 대상들 중에 현실적으로(즉, 우리세계에 )존재하는 대상들에 대해서 최

대적인 명제 집합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안에서의 참(true in a world) / 세계에 대한 참(true at a world) 

  아담스는 명제의 세계 상대적 참 개념을 세계 안에서의 참(true in a 

world)와 세계에 대한 참(true at a world)으로 구분한다. 명제가 세계-

안에서의 참일 경우에는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명제가 세계-이야기 

안에 포함된다.  이러한 명제들은 해당 세계가 현실화 되었더라면(즉, 해30

당 세계-이야기가 참이었더라면) 참이었을 명제들이다.  하지만, 세계 안31

에서의 참으로 명제의 가능성을 설명한다면, 즉, 명제 P가 가능할 경우 오

직 그 경우에 명제 P가 그 안에서 참인 세계-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존재원리]를 받아들일 경우, <소크라테스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능하

지 않게 된다. 따라서 아담스는 명제 P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제가 그 안

에서 참인 세계-이야기가 있다’(   is true if and only if   is true in 

some world) 라고 생각하면 안되고, ‘명제가 어떤 세계-이야기에 대해

⋄ ψ ψ

 ibid, 21p (ii)29

 “세계-이야기에 포함된(included) 명제들만이 그것이 묘사하는 세계들 안에서 참이다.”, ibid, 30

22p 

 이 부분은 플랜팅가의 세계 상대적 참 설명과 유사한데, 플랜팅가도 어떤 세계에서 참인 명31

제들을, 해당 세계명제가 참이었더라면, 참이었을 명제들(즉, 해당 세계명제에 의해 함축되는 
명제들)이라고 설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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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참이다’(   is true if and only if   is true at some world)로 생

각해야 한다고 말한다.  아담스는 명제 <소크라테스가 존재하지 않는다>32

는 안에서 참인 세계-이야기는 없지만, (세계-이야기에) 대해 참인 세계 

이야기가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세계 안에서의 참(true in a world)이 세계-이야기와 명제 간

의 함축 관계로 비교적 명료하게 이해되는 반면에(명제  가 세계-이야기 

W에서 참이라는 것은, W의 원소 명제들이 모두 참이었더라면,  도 참이었

을 것이라는 것을 뜻한다.) 세계에 대해 참(true at a world)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가 그리 분명치는 않다. (앞 문단에서 살펴 보았듯이, 

세계에 대한 참은 세계와 명제 간의 함축 관계로 생각할 수는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아담스는 명제가 어떤 세계에 대해(at) 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를 명확하게 정의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직관적

인 설명을 제시하고, 어떤 세계-이야기에 대해 참인 명제가 무엇인지를 결

정할 체계적인 결정절차를 제시했다. 먼저, 직관적인 설명을 살펴보자. 

나에 대한 단칭 명제를 하나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세계-이야기는 

내가 존재하지 않는 가능세계를 구성하고, 묘사한다. 그것은 내가 존

재하지 않는다는 명제를 포함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를 제외함으로써 

나의 비-존재를 표상한다. 그 세계-이야기가 포함하는 모든 명제가 

참이었더라면(그리고 그 명제들 외에 다른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명

제들은 참이 아니라면) 내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그것이 

묘사하는(describe) 세계의 내적인 사실이 아니고, 우리가 현실세계

⋄ ψ ψ

ψ

ψ

 “‘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 는 우리의 양상 논리에서 참이어야 한다. 따라서, ‘나는 32

존재하지 않는다’는 어떤 세계 안에서도 참이 아니므로, 우리는 P가 어떤 가능세계 안에서(in) 
참일 경우 오직 그 경우에 <>P라고 생각해서는(conceive) 안된다. 그보다는, 우리는 P가 어떤 
가능세계에 대해(at) 참일 경우 오직 그 경우에 <>P라고 말할 것이다.”  ibid, 2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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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점에서, 세계-이야기와 현실세계에 있는 대상의 관계에 대해서 

한 관찰이다.(Adams(1981) “Actualism and Thisness”, 22p) 

A world-story that includes no singular proposition about me 

constitutes and describes a possible world in which I would 

not exist. It represents my possible non-existence, not by 

including the proposition that I do not exist but simply by 

omitting me. That I would not exist if all the propositions it 

includes, and no other actual propositions, were true is not a 

fact internal to the world that it describes, but an observation 

that we make from our vantage point in the actual world, 

about the relation of that world-story to an individual of the 

actual world.  

(Adams(1981) “Actualism and Thisness”, 22p) 

  여기에서, 그는 ‘나에 대한 단칭 명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세계-이

야기’가 참이었더라면 ‘내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해당 

세계의 내적인 사실이 아니고, 우리가 현실세계에서 그러한 세계-이야기와 

현실세계의에 있는 대상(즉, ‘나’)관계에 대해서 한 관찰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을 적용해 생각해보면 아마도,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와 같은 

명제가 나에 대한 단칭 명제를 하나도 포함하지 않는 세계-이야기 에서

(at) 참이라는 것은, 무언가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관계로 설명되는 것이지, 

해당 세계-이야기가 현실화되었을 경우에 존재했을 사실(그 세계의 내적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다. 이러한 사실은 아마도 그러한 세

계-이야기가 현실화되었을 반사실적 상황에 내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

는 현실 세계의 관점(vantage point)에서의 관찰(observation)과 깊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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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이 있어 보인다. 즉, 현실세계 관점에서 볼 때,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명제가 나에 대한 단칭 명제를 하나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세계-이야

기의 특징을 잘 묘사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명제가 해당 세계-이야기에서

(at) 참이라는 것은 이런 생각을 포착하고자 하는 것 같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아담스와 거의 비슷한 구분을 도입한 적이 있는 

파인의 설명을 살펴보자. 아담스의 세계 안에서의 참에 해당하는 것을 파인

은 내적 참(inner truth, inner notion)라고 부르고, 세계에 대한 참에 해당

하는 것을 파인은 외적 참(outer truth, outer notion)라고 부른다. 

우리는 (외적 / 내적) 구분을 관점을 기준으로 말해볼 수 있을 것이

다. 외적 개념에 따르면, 우리는 어떤 명제가 참인지를 확정하기 위

해, 세계 바깥에 서서 그 세계 안에 벌어지는 일들과 명제를 비교할 

수 있다. 하지만, 내적 개념에 따르면, 우리는 명제의 참을 주장하기 

이전에 먼저 명제들과 함께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Fine(1988) 

“Plantinga on the Reduction of Possibilist Discourse”, 194p) 

We may put the distinction in terms of perspective. According 

to the outer notion, we can stand outside a world and compare 

the proposition with what goes on in the world in order to 

ascertain whether it is true. But according to the inner notion, 

we must first enter with the proposition into the world before 

ascertaining its truth. (Fine(1988) “Plantinga on the 

Reduction of Possibilist Discourse”, 194p) 

  파인이 제시하는 명제들과 함께 가능세계로 들어간다는 말과 세계 바

깥/ 안이라는 비유들은 가능세계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추상체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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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실주의자들에게는 언뜻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설명은 아

담스가 하고있는 설명과 비슷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을 중심으로 생각해보

면 존재주의자들이 ‘세계에 대한 참’(truth at a world), 혹은 ’외적 

참’(outer notion)과 같은 개념으로 포착하고자 하는 직관적 생각이 무엇

인지를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파인 또한 아담스와 마찬가지로 ‘관

점’을 말하며, 외적 개념을 (가능)세계들 바깥에 서서(즉, 가능 세계들 바

깥의 관점에서)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명제를 비교하는 것이라고 말하

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명제 P가 

세계 W에 대해(at) 참이라는 것은 (P가 W에서 외적으로 참이라는 것은) 

세계 W이 참이었더라면 성립했을 반사실적 상황을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명제 P가 올바르게 묘사한다는 것이다. 이 ‘묘사한다’는 관계가 우리 세

계의 관점에서 성립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관계라면, 그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파인의 표현대로) 명제를 들고 그 세계

에 들어가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즉 해당 세계가 현실화 되었을 경우에 

그 명제가 존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세계에 대한 참(truth at world), 혹은 외적 참 개념(outer notion of 

truth) (앞으로, 표기의 편의를 위해 두 용어법을 교환가능하게 쓰겠다. 즉, 

세계 ‘안에서 참이다’를 ‘내적으로 참이다’와 세계에 ‘대해서 참이

다’를 ‘외적으로 참이다’와 교환가능하게 쓸 것이다.)의 이해 가능성에 

대해서 비판이 있기는 하지만, 나는 일단 이것을 위와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겠다.  

  아인호저(Iris Einheuser)는 2012년 논문에서 외적 참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전개했는데, 그는 외적 참에 대해 설명하면

서, 명제 P가 W에서 외적으로 참이라는 것을 P가 W를 올바르게 표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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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ctly represents)라는 용어를 도입해서 설명한다.  멘첼33

(Christopher Menzel)은 스탠포드 철학백과 현실주의(Actualism)에서 P

와 (P가 외적으로 참인 세계)W의 관계를 P가 W를 올바르게 특징짓는다

(correctly characterize)라고 표현한다.  나는 이 용어들을 빌려, 앞으로 34

명제 P와 P가 외적으로 참인 세계가 가지고 있는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이러한 관계를 P가 W를 ‘올바르게 표상한다’. 혹은 ‘올바르게 특징짓

는다’라고 표현하겠다.  

[세계 내적으로 참(Inner notion of truth(truth in a world) / 세계 

외적으로 참(Outer notion of truth(truth at a world) 구분] 

 가 명제, W가 세계-이야기(명제 집합)일 때,  

• 가 W에서 내적으로 참이다( 가 W 안에서 참이다): W가 현실

화되었다면(W의 모든 원소들이 참이었더라면),  가 참이었을 것

이다. 

• 가 W에서 외적으로 참이다( 가 W에 대해서 참이다):  가 W를 

올바로 표상한다(correctly represents)/ 올바르게 특징짓는다

(correctly characterize) 

 다음으로, 아담스는 어떤 명제 P가 어떠한 세계-이야기에 대해 외적으

로 참일지를 판정할 결정 절차를 제시하였는데, 이 기준을 살펴보면 어떤 

세계에서 외적으로 참인 명제들의 사례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ψ

ψ ψ

ψ

ψ ψ ψ

 Iris Einheuser(2012), 2p, 4p33

 Christopher Menzel(2017) “Actualism”,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Winter 2017 34

edition.

 41



W가 a에 대한 단칭 명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세계-이야기일 때, 

(C1) 세계-이야기 W에 포함되어 있는 명제들은 W 안에서 참인 동

시에 W에 대해서도 참이다. (W에서 내적으로 참이면서 외적으로도 

참이다.) 

(C2) ‘ ’가 a에 대한 원자적 단칭 명제(atomic singular 

proposition)라면,  는 W에 대해서 참이다. ( 는 W에서 외적으

로 참이다.) 

(C3) W에 대해서 외적으로 참인 명제들로부터 진리-함수적으로 따

라나오는 명제들은 W에서 참이다. 

(C4)  가  으로부터 a에 대한 단칭 명제로의 

원자적(atomic) 명제함수라면,  은 W

에서 외적으로 참이다. 

(C5) W에서 외적으로 참인 명제들로부터 자유논리적 추론규칙으로 

따라나오는 명제들은 W에서 참이다.  

(C6)  와  가 a에 대한 단칭 명제라면,  와  는 W에

서 외적으로 참이다. 

(C7) 만약,  와 

 가 a에 대한 단칭 명제라면, 이들은 

W에서 참이다.  35

P

¬P ¬P

ϕ(a , y1, . . . , yn) y1, . . . , yn

¬∃y1, . . . , ∃ynϕ(a , y1, . . . , yn)

⋄ P □ P ¬ ⋄ P ¬ □ P

¬∃y1, . . . , ∃yn ⋄ ϕ(a , y1, . . . , yn)

¬∃y1, . . . , ∃yn □ ϕ(a , y1, . . . , yn)

 ibid, p 23-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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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준에 따르면, 세계 안에서 참인 명제들, 즉 해당 세계-이야기가 

참이었을 경우에 역시 참이었을 명제들은 모두 해당 세계에서 외적으로 참

이다.(C1) 또한 소크라테스에 대한 단칭 명제를 하나도 포함하고 있지 않

은 세계 W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참이 된다. 또

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 아니다>, <소크라테스는 철학자가 아니다>와 

같이 소크라테스에 대한 단칭 명제의 부정에 해당하는 명제들이 모두 W에 

대해서 참이된다. 즉, (C2)에 의해 아담스는 소크라테스에 대해 어떤 속성

을 서술하고 있는 단칭 명제들 전부를 소크라테스가 없는 세계에서 거짓이 

되게 한다.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아담스는 (C6)에 의해 소크라테스에 

대한 단칭 양상명제들의 부정을 전부 소크라테스가 없는 세계에서 참으로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가 없는 세계에 대해서는 <소크

라테스가 존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와 같은 명제도 거짓이 된다. 

  이러한 절차들에 의해 하나의 세계-이야기에서 외적으로 참인 명제들

이 생겨난다. 한 세계-이야기에서 외적으로 참인 명제들의 집합에는 일반

적으로 세계-이야기 명제 집합보다 더 많은 명제들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에 대한 단칭 명제를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은 세계-이야기에는 

<소크라테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 아니다>와 같은 

명제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기준 (C2)에 따르면 이 명제들은 그 세

계-이야기에서 외적으로 참이긴 하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는 존재할 수 

없다>와 같은 명제도 역시 그러한 세계-이야기에 포함되어있지 않지만, 

(C6)에 의하면 그러한 세계-이야기에서 외적으로 참이다. 

한갓가능자의 가능성 설명 

  그렇다면 이제 아담스가 어떻게 한갓가능자의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

을지를 생각해보자. 첫번째로, 한갓가능자의 가능성은 그것이 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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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ative) 가능성이거나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대상들만을 포함하는 가

능성일 경우에는 설명이 된다. 플라톤의 아들이 존재했을 가능성은 현실적

으로 존재하는 대상(플라톤)과 아들이라는 질적인 속성들만으로 표상되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아담스에게도 문제되지 않는 가능성이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대상 s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은 앞에서 본 대로 

s에 대한 단칭 명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세계-이야기로 표상이 된다. <s

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세계에서 (외적으로) 참이기 때문에, <s가 

존재하지 않는다>가 (외적으로) 참인 세계가 있게 되고, 따라서 <s가 존

재하지 않는다>는 가능한 명제가 된다. 따라서, 아담스는 s가 존재하지 않

을 가능성은 표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s가 한갓가능자일 가능성, 즉 s가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할 가

능성이 있는 반사실적 상황은 존재주의에서 포섭할 수 없다. 왜냐하면 s가 

존재하지 않는 반사실적 상황에서는 s에 대한 어떠한 단칭적 명제가 없고, 

따라서 그러한 가능성은 표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담스가 제시한 세계에

서 외적으로 참인 명제의 기준에도 이런 생각이 반영되어 있는데, (C6)을 

보면 s의 비존재를 표상하는 (따라서, ‘s가 존재하지 않는다’가 외적으

로 참이 되는) 세계-이야기 W에서 s에 대한 모든 단칭 양상 명제는 거짓

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존재하는 것이 가능하다>( ) 

또한 그런 세계에서 거짓이고, (C3)에 의해서 <소크라테스가 존재하는 것

이 가능하지 않다>( )가 W에서 거짓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담스에게는 <소크라테스가 존재하지 않으

면, 소크라테스가 존재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다>가 모든 세계에서 참이

된다. 소크라테스가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서는 앞서 말한 이유로 <소크라

테스가 존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가 참이 되고, 소크라테스가 존재해

서 <소크라테스가 존재하지 않는다>가 (외적으로) 참이 아닌 세계에서는 

⋄ Es

¬ ⋄ 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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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이 거짓이 되어 전체 조건문이 참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크라테

스가 존재하지 않으면, 소크라테스가 존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가 필

연적으로 참이 된다. 

  이 논증은 일반화 될 수 있으므로, 아담스에게는 일반적으로 어떤 개체 

s에 대해서, <s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s는 존재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가 참이 된다.  

제 3 절 [존재원리]에 대한 존재주의자와 플랜팅가의 논쟁 

  플랜팅가식의 현실주의와 존재주의의 가장 큰 쟁점은 [존재원리]다. 

존재주의자들은 이 논제가 참이기 때문에 한갓가능자에 대한 단칭 명제/ 속

성의 존재는 한갓가능자의 존재를 전제한다고 생각한다. 존재주의자 파인

은 플랜팅가가 한갓가능자의 가능성을 설명하면서 한갓가능자에 대한 단칭 

명제/단칭 속성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한 설명은 

한갓가능자의 존재를 전제(presuppose)하는 순환적 설명이라고 비판한

다. 따라서 [존재원리]의 성립여부는 두 입장 사이의 논쟁에서 매우 중요한 

함축을 지니게 된다.  

 [존재원리] 어떤 대상에 대한 단칭 속성이나 단칭 명제는 해당 대상

에 존재론적으로 의존한다. 

  플랜팅가는 단칭 명제에 대해 [존재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경우가 

있다는 논증을 제시했는데, 논증의 요지를 파인이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45



[단칭 명제논증]  36

P1) 가능적으로, 소크라테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P2) 필연적으로, 소크라테스가 존재하지 않으면, <소크라테스는 존

재하지 않는다>는 명제는 참이다. 

P3) 필연적으로, <소크라테스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명제가 참이

면, <소크라테스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명제는 존재한다. 

P4) 가능적으로, 소크라테스가 존재하지 않고, <소크라테스는 존재

하지 않는다>는 명제는 존재한다. 

  플랜팅가는 <소크라테스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명제는 구체적인 

대상인 소크라테스 자체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소크라테스의 개체본질을 

포함한다는 것으로 이 논증의 결론을 설명할 수 있다. 플랜팅가는 소크라테

스의 개체본질이 소크라테스가 존재하지 않아도 예화되지 않은 상태로 존

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해당 명제는 소크라테스는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소크라테스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 포함하는 소크라테스의 개체본질은 소크라테스로 구성되었거나, 소크

라테스를 포함하는 등 소크라테스에 존재론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어37

야 한다는 점은 중요하다. 해당 명제는 소크라테스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것

이므로, 해당 명제가 포함하는 소크라테스의 개체본질도 소크라테스 없이 

존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해당 개체에 존재론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며, 질적인 속성이나 

다른 개체를 통해 구성되지도 않는  (즉 해당 개체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

!  Fine(1985): Plantinga on the Reduction of Possibilsit Discourse, 129p [단칭 명제논증]이라는 명36
명은 필자가 한 것이다.

 a가 b에 존재론적으로 의존(ontologically depend)한다 if and only if b가 존재하지 않으면, a가 37

존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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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개체본질, 예컨대 <소크라테스성>과 같은 것을 ‘헤세이

티’(haecceity)라고 하자. 플랜팅가가 이와 같은 논증을 제시하면서 존재

론적으로 개입(commit)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헤세이티(haecceity)

와 같은 것으로 보인다.  

  파인은 이 논증이 타당하긴 하지만, 전제들을 전부 다 참으로 만들 수 

있는 명제의 참 개념이 없다고 주장한다. 파인은 1.2.4절에서 논의했던 아

담스의 세계 안에서의 참(truth in a world)과 세계에서의 참(truth at a 

world)의 구분에 상응하는 명제의 세계 상대적 참의 외적 개념(inner 

notion)과 내적 개념(outer notion) 구분을 제시한다. 명제 P가 어떤 가능

세계에서 내적으로 참(세계 안에서의 참)이라면 해당 가능세계가 현실적이 

되었을 때, 그러한 상황에서 명제 P는 존재하는 것이 요구된다.  반면, 명38

제 P가 어떤 가능세계에서 외적으로 참(세계에서의 참)이라면 해당 가능세

계가 현실적이 되었을 때 그러한 상황에서 명제 P가 존재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어떤 명제 P가  세계-이야기 W에서 외적으로 참 개념이기 위해서

는 그 P가 단지 세계-이야기 W(혹은 W가 참이었을 반사실적 상황)을 P가 

올바르게 표상(correctly represent)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이야

기 W가 참인 상황에서 P가 존재해야 할 것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기 대문이

다.  

  파인은 명제의 세계 상대적 참을 내적 개념으로 이해하면 P3이 참이고 

P2가 거짓이 된다고 말한다. P2가 거짓이 되는 이유는 내적 개념으로 명제

의 이해하게 되면 소크라테스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소크라테스는 존

재하지 않는다>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참이 아니기 때문이다. P3은 참이 되

겠지만(내적 개념에서 명제의 세계 상대적 참은 명제의 세계 상대적 존재를 

 가능세계가 함께 참일 수 있는 명제들의 최대적 집합이고, 명제의 내적 참은 그 집합의 원소38

로 정의되었다는 점을 상기해 보자. 그러한 명제집합의 모든 원소들이 참인 상황이라면, 그 집
합에 포함되는 명제 또한 참일 것이고, 따라서 존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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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므로) P2가 거짓이 되므로, P3의 전건이 만족되지 않아 결론 P4로 

이어지지 않게 된다. 반면, 외적 개념으로 이해하면 P2가 참이 되지만 P3이 

거짓이 된다. P3이 거짓이 되는 이유는, <소크라테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 외적으로 참인 세계들에서 (존재주의자들이 보기에) <소크라테스는 존

재하지 않는다>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파인은 이 논증은 형식

적으로 타당하지만,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참’의 개념이 이중적으로 쓰

이고 있기 때문에(내적 참/ 외적 참) 애매어의 오류(fallacy of 

equivocation)을 저지르지 않고서는 결론의 참을 보장할 수 없다고 비판한

다.   39

  물론, 이에 대해 존재주의자가 아닌 사람들은 왜 명제의 세계상대적 참

의 외적/ 내적 개념과 같은 구분을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명제가 참일 수 있다는 것은 해당 명제가 진리치 <참>을 

가질 수 있다는 개념, 즉, (명제가 진리치 <참>을 가지고서 존재하지 않을 

수는 없으므로) 내적 개념에 상응하는 개념 뿐이고, 외적 개념 같은 것은 존

재주의자들의 이론적 필요에 의해서 고안된 개념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논증에 대한 파인의 반론은, 최소한 존재주의자들은, 자

신들의 이론적 틀 내에서 플랜팅가의 논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합

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논증이 존재주의자들

에게 결정적인 반론으로 작용하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ibid, 191-202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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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1장에서 제시된 플랜팅가식의 현실주의와 존재주의의 가장 커다란 쟁

점은 대상에 대한 단칭 명제/ 속성이 해당 대상에 존재론적으로 의존한다는 

[존재원리]였다. 플랜팅가는 <소크라테스가 존재하지 않는다>가 소크라

테스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참이라는 것을 통해 이 논제에 반대하는 논

증을 제시했지만, 존재주의자들은 (명제의 세계 상대적 참의 외적 / 내적 구

분을 도입하여) 해당 논증이 왜 존재주의적 틀 안에서 성립하지 않는지를 

보임으로써, 이 논증에 대한 반박을 제시했다.  

  이제부터, 나는 [존재원리]에 반대할만한 다른 이유를 제시할 것이다. 

나는 [존재원리]를 받아들일 경우 설명하기 힘들어지는 명제 간의 함축 관

계의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겠다. 먼저, 나는 원초적으로 이해되는 양상 개

념과 참 개념을 통해 명제 간의 함축 관계가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

고, 함축 관계가 이렇게 이해되었을 때 설명하기 힘들어지는 명제 간의 함

축 관계가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2장의 구성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2.1절에서 나는 명

제들 간에 존재하는 양상적 관계인 함축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이 함축 관

계는 한 명제의 참이 다른 명제의 참을 보장하는 필연적인 관계라는 것을 

설명할 것이다. 2.2절에서는 [존재원리]에 따르면 우연적으로 존재하는 명

제들이 생기는데, 이러한 명제들 중에서도 함축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보인다. 2.3절에서는 현실주의자들은 무엇이든 속성을 예화하

는 것은 존재해야 한다는 [진지한 현실주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주

장하고, 이를 뒷받침 하는 논증을 제시하겠다. 2.4절에서는 [진지한 현실주

의]를 받아들인다면 우연적으로 존재하는 명제들이 필연적인 함축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어려워진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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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와 비슷한 문제에 대해 제시되는 유력한 해법이 이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를 고려해 본 뒤, 그 방법이 현 문제의 맥락에서는 왜 적용이 어려운

지를 설명하겠다. 마지막으로, 2.5절에서는 함축 관계에 있는 가능한 명제

들은 최소한 일관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존재원리]를 받아들이

게 되면 이러한 일관성을 설명하기 힘든 경우가 생긴다는 문제를 추가적으

로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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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명제 간의 함축 관계 

  명제들 중에는 한 명제의 참이 다른 명제의 참을 반드시 보장하는 경우

가 있다. 즉, 한 명제가 참일 경우 다른 명제가 반드시 참일 수 밖에 없는 관

계를 가지는 명제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경우로  와  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가 참이라면,   

또한 반드시 참이 될 수 밖에 없다. 이 경우에, 이런 ‘참을 보장’하는 관

계가 성립하는 것은 명제가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구조에 의

해  가  의 논리적 귀결(logical consequence)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는  와  가 선언( )으로 결합

되어 있는 명제인데, 선언으로 결합되어 있는 명제 중 하나가 참이면 결합

된 전체 명제가 반드시 참이기 때문에,  가 참이라면 (선언지 중 하나가 참

이 되므로)  도 반드시 참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명제들 간에 참을 보장하는 관계는 반드시 위와 같이 명제 간의 논리적 

구조에 의한 귀결관계로 설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테아이

테토스가 앉아있다>( )가 참이라면, 반드시 <테아이테토스는 날고 있지 

않다>( ) 또한 참이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혹은 <a가 양전하이다>가 

참이면 <a가 음전하가 아니다> 또한 반드시 참이어야 할 것이다. 이 명제

들은 윗 문단의 사례들과는 다르게, 논리적 귀결관계(명제 간의 ‘논리적 

귀결’을 명제들의 논리적 관계에 의한 것들로만 한정할 때)에 있지는 않지

만, 여전히 앞의 명제가 참일 때, 뒤의 명제 또한 참일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ψ (ψ ∨ ϕ) ψ (ψ ∨ ϕ)

(ψ ∨ ϕ) ψ

(ψ ∨ ϕ) ψ ϕ ∨

ψ

(ψ ∨ ϕ)

St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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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리적 귀결에 의한 것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명제  의 참이 명제  의 

참을 반드시 보장할 때  가  를 함축(imply, or entail)한다고 하자. 여기

서, ‘반드시 보장’한다는 것은  가 참이면  가 참이라는 관계가 성립하

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함축은 실질함축

(material implication)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는  가 거짓이거

나  가 참이라는 것이고, 따라서 거짓인  는 모든 명제를 실질함축한다. 예

를 들어 (테아이테토스가 앉아 있을 경우에) <테아이테토스는 날아다닌다

>는 명제는 거짓이고, 따라서 모든 명제를 실질함축하므로, <테아이테토

스는 앉아있다>도 실질함축한다. 하지만, <테아이테토스는 날아다닌다>

는 <테아이테토스가 앉아있다>가 거짓일 것을 반드시 보장하는 것 같고, 

따라서 후자의 명제를 함축하지는 않아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가  의 참을 보장한다는 것, 즉  가 참이면  가 참이라는 관

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원초적으로 이해된 개념 ‘필연성’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가  를 함축한다는 것은  가 참이면 

 가 참이라는 것이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즉, 필연적으로,  가 참이면  가 

참이라는 것을 말한다.  

  만약, 누군가가 명제  가  를 함축한다는 것, 즉  의 참이  의 참을 보

장한다는 것이 곧, 필연적으로,  가 참이면  가 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라는 점에는 동의하지 않더라도, (다음의 생각에 동의한다면) 최소한 둘이 

동치라는 점에는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의 참이  의 참을 반드시 보장한

ψ ϕ

ψ ϕ

ψ ϕ

ψ→ϕ ψ

ϕ ψ

ψ ϕ ψ ϕ

ψ ϕ ψ

ϕ ψ ϕ

ψ ϕ ψ ϕ

ψ ϕ

ψ 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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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 가 참이면  가 참이다’는 i)  가 참일 경우에는  도 참이기 때문

에 성립하고, ii)  가 거짓일 경우에는 전건이 거짓이 되어 사소하게 성립한

다. 따라서  의 참이  의 참을 보장할 경우, 오직 그 경우에 ‘ 가 참이면 

 가 참이다’는 필연적으로 성립한다. 즉,  가  를 함축할 경우 오직 그 경

우에, ‘ 가 참이면  가 참이다’는 필연적이다. 이 생각이 옳다면, 우리는 

함축 관계에 있는 두 명제  와  에 대해, 다음의 동치 도식을 얻을 수 있다. 

[명제 간의 함축] 

명제  가  를 함축한다   iff   필연적으로,  가 참이면  가 참이다 

제 2 절 명제 간의 함축과 [존재원리] 

 다음의 사례를 보자. P1과 P2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존재원리]에도 

문제되지 않는 (따라서 존재주의자들이 받아들일만한) 명제들이다. 이 명

제들은, 앞 절에서 논의했던 의미에서, 즉 P1가 참이면, 반드시 P2도 참일 

것이 보장된다는 의미에서 함축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P1: 사람인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 )         

( ) 

ψ ϕ ψ ϕ

ψ

ψ ϕ ψ

ϕ ψ ϕ

ψ ϕ

ψ ϕ

ψ ϕ ψ ϕ

∀x (Hx → ¬Ex)

Ex ≡ ∃y(x = y)

 53



P2: 소크라테스가 존재하지 않는다 ( ) 

  직관적으로 P1이 참일 때 P2가 참이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아마도 소크라테스가 사람이 아니면서 존재할 수 없다는 생각, 즉 

한 대상의 종(sortal) 속성이 해당 대상의 본질적 속성이라는 종 본질주의

적(sortal essentialism) 직관 때문일 것이다. 이 직관을 그럴듯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므로, 필연적으로 (소크라테스가 존재

한다면) 사람일 것이다. 그렇다면 P1이 참일 경우 사람인 것이 존재하지 않

을 텐데, 소크라테스는 존재한다면 사람이므로,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소크라테스도 반드시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 추론 과정은 다음의 논증으로 정리할 수 있다. 

P1: 사람인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 ) 

H: 소크라테스가 존재한다면,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 

P2: 소크라테스가 존재하지 않는다 ( ) 

  

  P1과 H를 전제로하고, P2를 결론으로 가지는 논증은 형식적으로 타당

하다. 따라서 전제로 사용된 P1과 H가 참이라면 결론인 P2는 반드시 참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소크라테스이 인간이 아닐 수 없었다는 종 본질주

의 논제, 즉 사람이라는 속성이 소크라테스에게 본질적이라는 것을 받아들

인다면, 소크라테스가 존재한다면 그가 사람이라고 말하는 H는 필연적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크라테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전건이 거짓이 

되어 사소하게 참이고, 소크라테스가 존재한다면 그가 사람이기에 참이다.) 

¬Es

∀x (Hx → ¬Ex)

Es → Hs

¬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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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H는 참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나머지 하나의 전제, P1이 참이

기만 하면, 결론 P2도 반드시 참이다.  

  그런데, P1은 속성만을 포함하는 질적 명제(qualitative proposition)

이지만, P2는 우연적 대상(소크라테스)에 대한 단칭 명제(singular 

proposition)다. 따라서 [존재원리]에 따르면 P2는 우연적으로 존재한다. 

[존재원리]에 따르면 어떤 대상에 대한 단칭 명제는 대상에 존재론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해당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단칭 명제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존재원리]가 옳다면) P2는 우연적 존

재자다. 

  그런데, P2는 P1과 함축 관계를 맺고 있다. 앞에서 정의한 명제 간의 

함축은 필연적으로 성립하는 관계라는 점에 주목해보면, 우연적으로 존재

하는 존재자가 필연적으로 성립하는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된다. 이것이 

문제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러한 생각의 배경이 되는 직관을 다

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대상 a가 관계 R을 필연적으로 갖는다는 

것은 모든 가능한 상황에서 a가 R을 갖는다는 것인데, 우연적인 존재자 a는 

어떤 상황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존재하지 않는 것이 속성 / 관계

를 가질 수는 없으므로 a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a는 R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a는 R을 필연적으로 가질 수는 없다. 

  이와 유사한 직관을 공유하고 있는 철학자들은 우연적인 존재자 a가 관

계 R를 필연적으로 가진다는 것은, 사실 모든 가능한 상황에서 a가 R을 가

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상황들에 a가 존재한다면 R을 가진다는 

것과 같이 존재 유보 조항을 두어 이해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가 자기 자신과 동일성 관계를 필연적으로 가진다고 하는 

것은 모든 가능한 상황에서 소크라테스가 그러한 동일성 관계를 가지고 있

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가능한 상황들에 소크라테스가 존재할 경우, 자

기 자신과 동일성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이런 설명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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럴듯 하다면, 우연적으로 존재하는 명제들이 필연적인 함축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40

  이러한 방법들을 확인해 보기 전에, 먼저 우연적 대상이 필연적 관계를 

가지는 것이 문제적이라는 처음의 직관을 다시 검토해보자. 우연적 대상 a

가 관계 R을 필연적으로 갖는다는 것을 문제적으로 여기게 했던 중요한 철

학적 이유는, a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가능한데 그 상황에서 a가 R을 가

질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다. 즉, a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a가 R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a가 모든 가능한 상황에서(a가 우연적 존재자이므로 그러

한 '가능한 상황’에 a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도 포함된다) R을 가진다는 것

이 문제적이라는 것이었다. 이 생각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관계 혹은 속성

을 가질 수 없다는 보다 일반적인 형이상학적 원리에 의해 뒷받침 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생각, 즉 속성(관계 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

에서의 속성) 예화가 존재를 함축한다는 생각을 관련 논의에서 ‘진지한 현

실주의’(Serious Actualism)라고 하는데, 다음 절에서 이 원리에 대해 중

점적으로 검토를 해 보자.  

제 3 절 반-마이농주의와 [진지한 현실주의] 

  앞의 논의들에서 다룬 P2(소크라테스는 존재한다)와 같은 명제들은, 

<소크라테스는 대머리다>와 같이 소크라테스에 1차 속성(대상들이 지니

는 속성)을 서술하는 명제로 보인다. 즉, 이 명제들은 소크라테스라는 대상

에 <존재>라는 1차 속성을 서술하는 것 같다. 그런데, 술어논리에서 존재

 즉, P가 Q를 함축한다는 것은 P와 Q가 존재한다면, P가 참이면 Q가 참이다와 같이 설명하는 40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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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내는 표현은 존재양화사( )이고, 술어논리에서는  (s가 존재한

다), 와 같은 표현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존재>를 소크라테스와 같

은 대상에 직접 서술하기 위해서는 1차술어로서의 존재술어(E)를 도입해

서 ‘ ’와 같이 표현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술어논리에는 이미 존재를 

나타내는 표현인 존재양화사( )가 있다. 존재양화사와 1차 존재술어 ‘E’

의 관계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첫번째로, ‘E’의 외연과 존재 양화사 ‘ ’의 논의영역이 일치한다

고 볼 수 있다. 존재는 기본적으로 존재양화사의 논의영역에 의해 포착되는 

것이지만 대상에 1차적 존재 서술을 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1차 존재 술어 

‘ ’를 도입한다고 생각할 경우에 이와 같은 선택지를 택할 수 있을 것이

다. 존재가 이미 존재양화사의 논의영역으로 포착되고 있다면(즉, 존재양화

사의 논의영역에 정확히 존재하는 대상만 포함되어 있다면) 논의영역 안의 

모든 것들은 1차 존재 속성(E에 의해 표현되는 속성)을 가지게 된다. 따라

서 1차 술어로서의 <존재>는 추가적으로 의미 있는 구분을 제공하지는 않

는다는 점에서 잉여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경우에, 우리는 이

미 논의영역 안의 모든 것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자기자신과 동일함)을 알

고 있으므로, 존재술어 ‘E’를 동일성(=)을 사용해서 정의된 술어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 ) 그렇지 않더라도 둘은 최소한, 필연적

으로 공외연적이다. ( ) 

  두번째로, ‘E’의 외연과 존재 양화사 ‘ ’의 논의영역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대상의 존재는 기본적으로 1차 술어 ‘E’에 

의해 포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양화사의 논의영역에는 존재하지 않는 

∃ ∃s

Es

∃

∃

E

Ex ∃yx = y

□ ∀x (Ex ≡ ∃yx = 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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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도 포함된다고 생각할 경우 이런 선택지를 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럴 

경우 존재는 양화사의 논의영역 안에 잇는 일부 대상들만이 갖는 속성이 된

다는 점에서 ‘E’는 유의미한 구분을 제공한다. 이 선택지를 택할 경우의 

중요한 귀결은, 양화사의 논의영역에 속하지만 1차 존재술어 ‘E’의 외연

에 속하지 않는 것들, 즉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 것이다. 

  현실주의가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거부하는 입장이었다는 

점을 상기해 보면, 현실주의자들이 두번째 선택지를 택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현실주의자들은 모두 존재하지 않지만 있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 즉, 필연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다음의 반-마이농

주의 논제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반-마이농주의] 필연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없다  

( ) 

  [반-마이농주의]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 귀결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 )을 거부하게 되고, 두번째 선택지 또한 거부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1차 존재 술어의 외연이 존재양화사의 논의영역보다 크다는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반-마이농주의]를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주

의자들은 전부 첫번째 선택지, 즉 1차 존재술어 ‘E’와 동일한 것이 있음

( )이 필연적으로 공외연적이라는 선택지를 택할 수 밖에 없게 된

다. 이것은 현실주의와 다음의 [진지한 현실주의]를 매우 긴밀한 관계에 놓

이게 한다. 

∃x ¬Ex

□ ¬∃x ¬Ex

∃x ¬Ex

∃yx =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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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현실주의] 필연적으로, 대상이 속성을 예화한다면 그 대상

은 존재한다(속성 예화는 존재를 함축한다) 

  

 [진지한 현실주의]의 도출 

1.         :  임의의 a에 대하여 

2.    : 1, 존재 일반화  

3.        : 2,  임의의 속성 A 

4.  (     ) : 3, A에 대한 보편 일반화, A에 대해 별

다른 가정 없으므로 A는 임의의 속성인 것이 보장 

5.   (     ) : 4, a에 대한 보편 일반화, a가 자기동

일하다는 것 외에 대한 별다른 가정 없으므로 a는 임의의 개체인 

것이 보장 

6.         : 반-마이농주의의 귀결 

7.   (    )  :   와  의 보편 대치 

8.    (    )  : 7을 필연화 

  이 논증의 결론인 8은 [진지한 현실주의]다. 현실주의자들은 모두 [반

-마이농주의]를 받아들여야 하고, (위의 증명에 따라) 반-마이농주의의 

귀결을 포함해서(6) [진지한 현실주의]를 도출할 수 있다면, 현실주의자들

은 모두 [진지한 현실주의]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진지한 현실주의]를 

□ ∀x ∀X(X x → Ex)

a = a

∃y(a = y)

Aa → ∃y(a = y)

∀X Xa→ ∃y(a = y)

∀x∀X X x→ ∃y(x = y)

∃yx = y ≡ Ex

∀x∀X X x→ Ex ∃y(x = y) Ex

□∀x∀X X x→ 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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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하는 한 가지 논증을 더 살펴본 뒤, 현실주의자들 중에서 이러한 논증

을 거부할만한 방법이 있을지를 고려해보겠다. 플랜팅가는 1987년 논문에

서 진지한 현실주의가 현실주의의 귀결이라는 것을 주장한 바 있다. 다음의 

증명을 보자.    41

[현실주의로부터 진지한 현실주의로의 증명] 

P1)필연적으로, 임의의 속성 P에 대해서, P가 예화되었다면 그것을 예

화하는 것이 있다. 

P2)필연적으로, 모든 것은 존재하고, 현실적이다.(현실주의) 

P3)필연적으로, 임의의 속성 P에 대해서, 무엇이든 P를 만족하는 것은 

존재한다. 

P4)필연적으로, 어떤 것이 존재할 경우 오직 그 경우에만 속성 <존재

함> 예화한다. 

P5)필연적으로, 만약 어떤 것이 <존재하지않음>을 예화한다면 그것은 

<존재함>를 예화한다. 

P6)어떤 것이 <존재하지않음>를 예화하면서 <존재함>를 예화할 수

는 없다.  

P7)필연적으로 <존재하지않음>는 예화되지 않는다. (중간결론) 

P8)임의의 속성 Q에 대해서 Q를 예화하는 것은 i) Q를 예화하고 <존

재함>를 예화하거나 ii)Q를 예화하고 <존재하지않음>를 예화한

다. 

P9)(6에 의해 <존재하지않음>은 예화될 수 없으므로) 임의의 속성 Q

를 예화하는 것은 ii) Q를 예화하고 <존재함>를 예화한다. 

 이 논증은 플랜팅가가 [Two Concepts of Modality](1983, 200-201p)에서 제시한 논증을 바탕으41

로 정리한 것이다. 플랜팅가의 원래 논증과는 조금 다른데, 논증에서는 P1)에서 현실주의를 더
해 P3)을 끌어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 않고, P1)과 P3)을 전제로 받아들여 이 둘로부터 P4)를 
끌어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내가 정리한 논증에서는 P1) -> P2) -> P3)의 순서로 도출된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증명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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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0)필연적으로, 임의의 속성 Q를 예화하는 것은 존재한다.(진지한 현

실주의) 

  P1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속성 P가 예화된다는 것은 무언가가 속성 

P를 예화한다는 것이라는 생각은 속성 예화라는 개념 자체에서 따라나오는 

것 같다. P1)의 부정은 속성 P를 예화하는 것이 없는데도 속성 P가 예화되

었다는 것인데, 그것은 (혹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개념적으로 불가

능한 것 같다. 

  P1)에 현실주의 논제인 P2)를 더하면 P3)이 따라나온다. 필연적으로, 

모든 것은 존재하고 현실적이라는 논제에서 <필연적으로, 어떤 속성 P를 

예화하는 것은 존재한다>가 따라나온다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 어떤 속성 

P를 예화하는 것은 있는 모든 것들의 일부이고, 현실주의에 따르면 모든 있

는 것들은 존재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존재하는 것들의 일부는 존재한다. 

따라서 어떤 속성 P를 예화하는 것은 존재한다. 

  P4)와 P6)또한 분명해 보인다. P6)은 어떤 대상이 반대되는 속성을 

동시에 예화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의해 뒷받침된다. P3)과 P4)에서 P5)가 

따라나오고, P5)와 P6)에서 중간결론 P7)을 얻을 수 있다. 중간결론 P7)

은 속성 <존재하지않음>은 예화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P8)은 논리적 

참이며, 중간결론 P7)과 P8)에서 P9)가 따라나온다. P9)와 P4)에서 최종

결론 P10)이 도출된다. P10)이 바로 [진지한 현실주의]다.  

  위의 두 증명들이 성공적이라면, 현실주의자들은 누구나 [진지한 현실

주의]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존재주의는 현실주의를 취하면서 

[존재원리]를 받아들이는 입장이므로 존재주의자들 또한 [진지한 현실주의]

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아담스(Robert Adams)와 프라이어(Arthor 

Prior)의 경우에는 [진지한 현실주의]를 받아들인다. (아담스의 형이상학

에서는 [진지한 현실주의]가 여러 역할을 하는데, 아담스는 [진지한 현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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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대상에 대한 단칭 명제/ 속성이 대상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생각(즉, 

[존재원리]에 의해 포착되는 생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논거로 사용하기

도 한다. ) 42

  하지만 또 한 명의 중요한 존재주의자인 파인(Kit Fine)은 진지한 현

실주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신에, 그는 다음의 속성 추상의 무제한적 43

원리가 그럴듯하다고 말한다.  44

[속성추상의 무제한적 원리] 필연적으로, 모든 x에 대해서, 필연적

으로, A(x)일 경우 오직 그 경우에 x가 를 가진다.   45

( )    : A가 x에 대해 표현하는 

속성,  : x가 속성  를 가짐 

  이 원리에 따르면 필연적으로, 소크라테스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오직 

그 경우에 소크라테스는 <존재하지 않음>이라는 속성을 갖는다. 즉, 소크

라테스는 존재하지 않으면서 <존재하지 않음>이라는 속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진지한 현실주의]의 생각과는 반대된다.  

  파인이 위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그는 아마도 [현

실주의로부터 진지한 현실주의로의 증명]에서 전제 P3)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즉, 속성 <비존재>에 대해서는 <비존재> 속성을 만족하는 것은 

λ x A x

□ ∀x □ (xHλ x A(x) ≡ A(x)) λ x A(x)

xHη η

 1.2.4절 존재주의 참조.42

 파인의 진지한 현실주의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FIne(1985) “Plantinga on the Reduction of 43

the Possibilist Discourse”, 195-198p를 참조하라.

“이러한 속성 추상 원리는, ... ,완벽하게 이해가능할 뿐 아니라 추상을 이해하는데 가장 적합44

한 것으로 보인다.”, “This use of property abstracts, ... , is not only perfectly intelligible: it also 
appears to be that most appropriate way of understanding abstracts” ibid, 196p

 ibid, 195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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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전제 P3)이 전제 P1)과 

P2)로부터 도출되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자. 2)는 현실주의 논제이므로 아

마도 파인은 전제 P1)을 거부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즉, 파인은 속성 

P가 예화되었지만, P를 예화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

다.   46

  앞의 형식적 증명([진지한 현실주의]의 도출)의 경우에는 파인은 전제 

1에서 2로 넘어가는 단계를 거부할 수 있다. 그는 표준적인 양화논리 대신

에 자유논리를 받아들여 1에서 2로 넘어가는데 쓰이는 존재 일반화 규칙을 

거부함으로써 임의의 a에 대해 a는 a와 동일한 것이 있다(  )는 것

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전제들을 거부하거나 논증의 추론규칙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면 당연히 이 논증의 결론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

응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볼 때, 이 논증들이 현실주의자들이 모두 [진지한 

현실주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보이는 결정적인 논증인 것은 아닐 수

도 있다. 그러나, 이 논증들에서 택한 전제들과 추론규칙들은 (이견의 여지

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럴듯한 것이거나 표준적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이 증명들은 최소한 현실주의와 [진지한 현실주의]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증명의 전제들과 추론규칙을 거부하는 입장에 대해 우리는 다시 과

연 전제 P1)과 같은 것을 거부하는 것이 그럴듯한 지를 다시 물을 수도 있

고, 잘 확립된 추론규칙(존재 일반화)를 거부하는 것이 그럴듯한 지를 다시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존재일반화 규칙( )의 경우

∃y(a = y)

ϕ(a /x) ⇒ ∃xϕ(x)

파인은 다른 논문(Necessity and Non-Existence)에서도 어떤 것이 존재하지 않으면서 자기-동46

일적일 수 있고, 사람일 수 있다고 하므로, 전제 1을 거부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참조: 
Fine(2005) “Necssity and Non-Existence”, 34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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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이 규칙이 표준적인 양화논리의 규칙이긴 하지만 양상 논리를 형식화

하 는 데 있 어 서 는 해 당 규 칙 을 자 유 논 리 적 추 론 규 칙

( 으로 대체하는 경우들이 꽤 있다. (크립키, 아담

스 등은 모두 표준적인 존재 일반화 규칙 대신에 자유논리적 존재일반화 규

칙을 받아들인다) 그런 사람들이라면 전제 1에서 2로 이어지는 추론을 거

부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존재하는 대상 a에 대한 수많은 진

지한 현실주의 사례들은 자유논리적 존재일반화 규칙만을 가지고도

( ) 여전히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진47

지한 현실주의 사례들은 논쟁에서 여전희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두번째로, P1)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속성 P가 예화되

었는데, 속성 P를 예화하는 것이 없다는 생각은 최소한 직관적으로 이상한 

것 같다. 예화하는 것이 없는데, 속성이 예화된다는 것이 개념적으로 가능

한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속성 예화라는 개념은 바로 속성이 어

떤 것에 예화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더 

근본적인 논의를 더 진행할 수 있겠지만, 이런 논의는 이 논문의 주제와는 

조금 다른 각도의 논의가 될 것이므로, 여기에서 진행하지는 않겠다. 이 논

문에서는 앞으로 이 논증의 전제, 특히 P1을 거부하지 않는 입장 들을 중심

으로 논의할 것이다.  48

ϕ(a /x) ⇒ Ea → ∃xϕ(x)

ϕ(a /x) ⇒ Ea → ∃xϕ(x)

 즉, 우리는 a를 존재하는 대상(소크라테스와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한 뒤(그렇47

다면 Ea가 참이기 때문에, 자유논리적 존재 일반화로 존재 일반화를 완화시킨다고 해도 여전
히 2로 나아갈 수 있다.) a에 대한 진지한 현실주의 사례, 즉 <필연적으로, a가 속성을 예화한다
면 a는 존재한다>를 도출해 낼 수는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진지한 현실주의 사례들은 논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파인에 대한 대응은 논외로 하더라도, 아담스는 진지한 현실주의를 받아들이므로, 앞으로 [진48

지한 현실주의]와 [존재원리]가 합쳐져 명제들의 함축과 일관성을 설명하는데 제기할 문제들
에 진지한 고려를 해야할 것이다. 앞으로 2장과 3장의 논의는 [진지한 현실주의]를 받아들이는 
아담스(혹은 아담스식의 견해)를 주요 논쟁 대상으로 삼아 전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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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우연적으로 존재하는 명제들의 필연적인 함축 관계 

  [진지한 현실주의]를 고려해보면, 우연적 존재자들에 성립하는 필연적 

관계가 왜 문제적인지에 대한 한 가지 이유가 분명해진다. 관계를 넓은 의

미에서의 속성이라고 볼 수 있고, 속성 예화가 대상의 존재를 함축한다면, 

필연적 속성 예화는 필연적 존재를 함축할 것이기 때문이다. 2.1절에서 논

의한 것처럼, 명제 간의 함축 관계는 필연적으로 성립하는 관계다. 이러한 

함축 관계를 필연성 기호와 이항술어 ‘ ’를 사용해(  , 

 ) ‘ ’로 나타내보자. 그렇다면 명제  와 명제  가 함축 

관계를 맺는 것은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관계로 확장된 

진지한 현실주의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논증을 얻을 수 있다. 

[명제들의 필연적 존재] 

1.     :    와  의 함축 관계 

2.    :  진지한 현

실주의  49

3.   :  진지한 현실주의의 사례  50

4.    :  양상추론의 K 규칙 

I Iψϕ ≡ (ψ → ϕ)

≡ T ψ → Tϕ □ I ψ ϕ

□ Iψϕ

□ Iψϕ ψ ϕ

□ ∀x1 . . . ∀xn((ϕ(x1, . . . , xn) → (Ex1 ∧ . . . ∧ Exn))

□ (Iψϕ → (E ψ ∧ Eϕ))

□ Iψϕ → □ (E ψ ∧ Eϕ)

 관계에 대한 진지한 현실주의: 필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것들은 존재한다.49

 앞 절에서 논의했던 것 처럼, 여기서 싸이와 파이를 P1과 P2같이 존재하는 명제들이라고 생50

각한다면, [반-마이농 주의]에서 3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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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 4 전건긍정규칙(Modus Ponens) 

  이 논증의 결론은, 함축 관계를 맺는 임의의 명제들은 필연적으로 존재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증이 타당하다면, P2(소크라테스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함축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필연적으로 존재하거나, 

([존재원리]에 따라) P2가 필연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P2는 함축 관

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논증은 2.2절 후반부에서 논

의했던 우연적으로 존재하는 대상과 그 대상이 필연적으로 맺고 있는 관계 

사이의 갈등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런 논증이 제시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명제가 우연적으로 존재

하는 대상이라면 필연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다거나(이것은 전체 논증의 결

론 5를 부정함으로써, 후건부정(modus tollens)을 통해 전제를 부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명제가 필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명제들은 필연

적으로 존재한다고 결론내리는 것은 성급해 보인다. 존재주의자들은 이런 

형식의 논증이 성공적이라면 너무 많은 것을 증명해 버린다고 말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는 우연적 존재자이지만 자기 자신과의 동일성 

관계, 혹은 아리스토텔레스와의 비동일성 관계를 필연적으로 예화하는 것

으로 보인다. 만약 위의 논증이 성공적이라면, 아래의 유사한 구조를 가진 

논증을 통해 소크라테스가 필연적으로 자기동일적이라는 것에서 소크라테

스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는 것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필연적 자기동일성으로부터 필연적 존재의 함축] 

1.   

□ (E ψ ∧ Eϕ)

□ s =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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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진지한 현실

주의 

3.    :  진지한 현실주의의 사례 

4.    :  양상추론의 K 규칙 

5.    : 1, 4 전건긍정규칙(Modus Ponens) 

  하지만, 이러한 논증의 결론에 따라 소크라테스가 필연적으로 존재한

다고 곧장 결론을 내리는 것은 성급해 보인다. 우연적 대상과 그것에 성립

하는 필연적 관계 사이의 문제를 설명하도록 제시된 것들이 있고, 최종 결

론은 이러한 해결책들의 득실을 총체적으로 따져 본 뒤 내려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해결책 중 대표적인 것으로 다음과 같은 시도가 있다. 필연적으

로 소크라테스가 자기자신과 동일하다는 것은 사실,  가능한 모든 상황에서 

소크라테스가 자기 자신과 동일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상황에 소크라

테스가 존재한다면, 자기 자신과 동일했을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이다. 즉, 

필연적으로, 소크라테스가 존재한다면 자기 동일하다는( ) 

존재 유보 조항을 붙여 소크라테스의 필연적 자기동일성을 이해하는 방법

이다. ‘소크라테스가 존재한다면, 소크라테스는 자기 자신과 동일하다’

는 진술은, 소크라테스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소크라테스가 자기 자신과 동

일하므로 참이고, 소크라테스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건이 거짓이 되

어 사소하게 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진술은 필연적으로 참인 것 같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제 1( )을  로 바꾸

게 되면 원래의 전제 1과 전제 4에 전건긍정 규칙을 적용해서 결론 5를 끌

□ ∀x1 . . . ∀xn((ϕ(x1, . . . , xn) → (Ex1 ∧ . . . ∧ Exn))

□ (s = s → Es)

□ s = s → □ Es

□ Es

□ (Es → s = s)

□ s = s □ (Es → s = s)

 67



어냈던 도출은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소크라테스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이 해결책을 처음에 제시된 논증 [명제들의 필연적 존재]에 적용하면 

다 음 과 같 을 것 이 다 .  가  를 함 축 한 다 는 것 은 (  , 

( ) 사실, 필연적으로 명제  와  가 존재한다면,  가 참일 

경우  가 참인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마찬가지로 N1과 N2에 전건긍정규칙을 적용해

서 이끌어낸 결론 N5는 도출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생각한다면, 2.1에서 제시되었던 [명제 간의 함축] 또한 마

찬가지로 존재 유보 조항을 더해 재정의해야 할 것이다.  

[명제 간의 함축]* 

 가  를 함축한다  iff   필연적으로,  와  가 존재한다면,  가 참일 

경우  가 참이다 

(  

  이 해결책에서 앞서 논의한 P1(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과 P2(소크라

테스는 존재하지 않는다)의 함축 관계가 만족스럽게 설명되는지를 생각해

보자. 이 해결책에 따르면, P1이 P2를 함축한다는 것은 P1과 P2가 존재한

다면, P1이 참일 경우 P2도 참이라는 것이다. P1이 참일 경우에 P2가 존재

하지 않는다는 점([존재원리]에 따라)을 생각해보면, P1과 P2이 둘 다 존

재하는 경우는 P1이 거짓인 상황 뿐이다. P1이 거짓인 경우에, ‘P1이 참

ψ ϕ □ Iψϕ

≡ □ (T ψ → Tϕ) ψ ϕ ψ

ϕ □ ((E ψ ∧ Eϕ) → Iψϕ)

ψ ϕ ψ ϕ ψ

ϕ

□ ((E ψ ∧ Eϕ) → (T ψ → T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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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면 P2가 참이다’는 전건이 거짓이 되어 사소하게 성립한다. 따라서 

새로 제시된 [명제 간의 함축]*은 P1과 P2를 함축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올바르게 판정한다. 

  하지만, 이렇게 존재유보 조항을 두어 명제 간의 함축 기준을 완화할 

경우 새로 생기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P1이 함축하는 명제가 너무 많아져 

버린다는 문제다. 다음을 보자. 

P1: 사람인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P3: 소크라테스는 존재한다 

  앞에서 논의했던 상황에 맞추어 종 본질주의적 직관을 받아들이고, [존

재원리]를 받아들인다면, P1이 참인 상황에 소크라테스는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P3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P1과 P3이 둘 다 존재하는 상황은 

P1이 거짓인 상황 밖에 없다.  그렇다면, 두 명제가 모두 존재할 경우에, P1

이 참이라면, P3이 참이라는 것은 두 명제가 존재할 경우에 P1이 항상 거

짓이 되기 때문에 사소하게 참이 된다.(즉, P1과 P3이 둘 다 존재하는 상황

에서 P1은 항상 거짓이기에, P1이 참이면 P2가 참이다가 사소하게 참이된

다.) 따라서, [명제 간의 함축]*은 P1과 P3을 함축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

정한다.  

  그뿐 아니라, [명제 간의 함축]*은 다음의 명제들도 함축 관계를 가지

는 것으로  판정한다.  

P1: 사람인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P4: 소크라테스는 돼지인데, 소크라테스는 돼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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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로 P1과 P2가 모두 존재하는 상황은 P1이 거짓인 상황 뿐이

다. 따라서, 그러한 상황들 모두에서 ‘P1이 참이면 P4가 참이다’는 P1이 

거짓이기 때문에 사소하게 참이 된다. 따라서 [명제 간의 함축]*은 P1과 P4

도 함축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판정한다. 하지만, P4와 같은 형식적으로 모

순인(따라서, 필연적으로 거짓인) 명제가 단지 우연적으로 거짓인 P1에 의

해 함축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명제 간의 함축]*에서

처럼 함축 관계에 존재유보 조항을 달아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성공적

이지 않은 것 같다. 

  위의 해결책이 실패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있다. P1과 

P2와 같은 명제들의 함축 관계를 존재유보 조항을 적용해서 생각할 경우, 

P1과 P2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P1이 참이라면 P2가 참이다’가 참인지

를 보아야 한다. 그런데, [존재원리]가 참일 경우, P1과 P2가 모두 존재하

는 상황은 P1이 거짓인 상황 밖에 없다. (P1이 참일 경우, P2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P1과 P2가 존재하는 경우에, ‘P1이 참이라면 P2

가 참이다’가 사소하게 참이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명제 간의 

함축 관계를 [명제 간의 함축]*과 같이 생각한다면 어떤 명제는, 해당 명제

가 참이었을 경우 존재하지 않을 모든 명제들을 함축하게 된다. 이것은 문

제적이다. 

  그렇다면, 존재 유보 조항을 함축되는 명제인  에만 적용하면 어떨까? 

즉,  가  를 함축한다는 것은  가 참인 경우에,  가 존재한다면  가 참이

라고 하는 것이다. 

[명제 간의 함축]** 

ϕ

ψ ϕ ψ ϕ 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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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를 함축한다  iff   필연적으로,  가 참일 경우,  가 존재한다

면 참이다(  

  하지만, [명제 간의 함축]**의 경우에도 [명제 간의 함축]*과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기준을 완화할 경우, P1이 함축하는 명제가 너무 

많아져 버린다는 것이다. 

P1: 사람인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P3: 소크라테스는 존재한다 

  앞의 사례에서 논의했던 대로, [존재원리]가 참이라면 P1이 참인 상황

에서 P3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P1이 참일 경우, ‘P3이 존재하면 참

이다’는 P3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즉, 전건이 거짓이 되기 때문에) 사

소하게 성립한다. 그렇기에 완화된 기준, [명제 간의 함축]*은 P1과 P3을 

함축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정한다. 같은 이유로 [명제 간의 함축]**은 P1

과 P4도 함축 관계에 있다고 판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명제들의 함축 관계

를 [명제 간의 함축]**으로 대체하여 이해하는 시도 또한 성공적이지 못하

다.  

  비슷한 이유로 다음의 수정 시도도 성공적이지 못하다. 

[명제 간의 함축]*** 

 가  를 함축한다  iff   필연적으로,  가 참일 경우,  가 거짓이 아

니다( ) 

ψ ϕ ψ ϕ

□ (T ψ → (Eϕ → Tϕ))

ψ ϕ ψ ϕ

□ (T ψ → ¬F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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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건에 따르면, P1이 참인 반사실적 상황에서 P2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일 수 없다. 따라서, P1과 P2의 함축 관계는 [명제 간의 함

축]***으로 조건을 완화시킨다면 문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위와 비슷한 이

유로 [명제 간의 함축]***은 P1과 P3, P4를 함축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정

한다. P1이 참일 경우에 P3과 P4는 모두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거

짓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명제 간의 함축]*** 또한 함

축 관계를 판정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존재주의자가 자신은 명제 간의 함축 관계를 원초적 

양상개념으로 분석하긴 하지만, 원초적인 필연성( ) 개념을 통해서가 아

니라 원초적인 가능성( )을 통해 분석하므로, 앞에 제시된 [명제 간의 함축]

과 같은 도식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고 해보자. 즉, 자신은  가 

 를 함축한다는 것을 ‘필연적으로,  가 참이라면,  가 참일 것이다’와 

같이 필연성 개념을 동원해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가 참이면서  가 거

짓인 것이 가능하지 않다( ) 혹은,  가 참이면서  의 부정, 

 가 참인 것이 불가능하다( )와 같이 원초적인 가능성

( ) 개념을 통해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다.  

[명제 간의 함축: 가능성 개념을 통한 이해] - 1 

 가  를 함축한다    iff     가 참이고,  가 거짓인 것이 불가능하

다. ( ) 

□

⋄

ψ

ϕ ψ ϕ

ψ ϕ

¬ ⋄ (T ψ ∧ Fϕ) ψ ϕ

¬ϕ ¬ ⋄ (T ψ ∧ T ¬ϕ)

⋄

ψ ϕ ψ ϕ

¬ ⋄ (T ψ ∧ F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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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제 간의 함축: 가능성 개념을 통한 이해] - 2 

 가  를 함축한다    iff     가 참이면서  가 참인 것이 불가능하

다( ) 

   

   두 경우 모두, P1(사람인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과 P2(소크라테스가 

존재하지 않는다)의 경우에는 P1이 P2를 함축하는 것으로 판정한다. P1이 

참일 경우 P2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P1이 참이면서 P2이 거짓일 수 없고

(P2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 P1이 참이면서 P2의 부정이 참일 수 없기 때

문이다.(P2의 부정, 즉 소크라테스가 존재한다, 혹은 소크라테스가 존재하

지 않지 않는다 또한 소크라테스에 대한 단칭 명제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P2

의 부정 또한 P1이 참일 때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P1(사람인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가 P3(소크라

테스는 존재한다) 또한 함축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마찬가지 이유로, [존

재원리]가 참이라면, P1이 참일 때 P3(소크라테스는 존재한다)는 존재하

지 않기 때문에 거짓일 수 없고, P3의 부정인 P2(소크라테스는 존재하지 

않는다)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참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의 기준

에 따르면 P1이 P3을 함축한다.  

  따라서 위의 기준에 의하면 P1이 P2를 함축하고 또한 P3도 함축한다. 

그런데, P2(소크라테스는 존재하지 않는다)와 P3(소크라테스는 존재한다)

는 명제는 형식적으로 모순인 것 같다. P1(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과 같

은 일관적인(참일 수 있다는 명제에서) 모순인 두 명제가 모두 함축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따라서, 위에서 처럼 명제 간의 함축을 가능성 개

ψ ϕ ψ ¬ϕ

¬ ⋄ (T ψ ∧ T ¬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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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통해 이해하는 방법도 [존재원리]를 받아들이는 한, 명제 간의 함축을 

판정하기에 적절한 기준이 아니다.  

제 5 절 함축 관계에 있는 명제들의 일관성 문제 

  존재주의자들이 이 문제에 제시할 수 있는 다른 종류의 해결책을 살펴

보기 전에, [존재원리]에서 비롯되는 유사한 문제 한가지를 더 살펴보자. 

  명제들 중에는 둘 다 참인 것이 불가능한, 즉 하나가 참이라면 다른 하

나가 반드시 거짓인 관계를 갖는 명제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와  는 하나가 참이라면 다른 하나가 반드시 거짓인 관계에 있

다. 이러한 관계에 있는 명제들을 비일관적이라고 하자.  와  

가 비일관적이라는 것은 이 명제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적 형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는  와 동치인데,   는  와 모순인 

논리적 형식을 가지고 있다. (명제들 간에 무모순율이 성립한다고 본다면), 

형식적으로 모순이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명제들은 하나가 참이라면 

다른 하나가 반드시 거짓이기 때문에, 그러한 명제들은 함께 참일 수 없다. 

따라서  와  는 비일관적이다. 

  함축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명제 간의 비일관적 관계 또한 반드시 명

제들의 논리적 구조로만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테아이테토스는 앉아있다

>라는 명제는 <테아이테토스는 날고 있다>라는 명제와 논리적 모순(‘논

리적 모순’을 논리적 구조에 의한 모순으로 한정할 때)은 아니지만 두 명

제는 비일관적인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명제 <a가 양전하다>와 <a

ψ → ϕ ψ ∧ ¬ϕ

ψ → ϕ ψ ∧ ¬ϕ

ψ ∧ ¬ϕ ¬(ψ → ϕ) ¬(ψ → ϕ) ψ → ϕ

ψ → ϕ ψ ∧ ¬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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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음전하다>의 경우에도 논리적 모순은 아니지만, 하나가 참일 경우 다른 

하나는 반드시 거짓이다. 따라서 두 명제가 논리적으로 모순인 형식을 가지

고 있다는 것은 두 명제가 비일관적이기 위한 필요조건이긴 하지만, 충분조

건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반면, <테아이테토스는 앉아 있다>와 <테아이테토스는 지혜롭다>는 

(하나의 참이 다른 하나의 거짓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일관적이

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두 명제는 함께 참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a

는 양전하다>와 <a는 움직인다> 또한 비일관적이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두 명제가 비일관적이지 않을 경우 오직 그 경우에 명제를 일관적이라고 하

자. 앞에서 명제들이 비일관적이라는 것을 명제들이 함께 참인 것이 불가능

한 것이라고 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명제들의 일관성은 명제들이 함께 참인 

것이 가능하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제, 명제 간의 함축 관계와 비일관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원리를 생

각해 볼 수 있다. 

(각각은 일관적 명제들인)  와  가 비일관적일 경우,  와  는 함축 

관계를 가질 수 없다. 

   와  가 비일관적일 경우 하나가 참이라면 다른 하나가 반드시 거짓이 

될텐데,  가  를 함축한다는 것은  가 참이라면, 반드시  도 참이라는 것

이고,  가  를 함축한다는 것은  가 참이라면, 반드시  도 참이라는 것이

다. 따라서, (두 명제가 각각은 비일관적이지 않고, 따라서 참일 수 있다는 

ψ ϕ ψ ϕ

ψ ϕ

ψ ϕ ψ ϕ

ϕ ψ ϕ 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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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 하에 ) 와 가 비일관적이라면, 둘 중 한 명제가 참이면 다른 명제51

가 반드시 거짓일 것이기 때문에 함축 관계를 가질 수 없다. 반대로,  와  

간에 함축 관계가 있으면,  와  가 함께 참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생각은 

다음과 같은 원리로 정리해 볼 수 있다. 

[명제 간의 함축의 전제조건] 명제  와  가 사소하지 않은 함축 관

계 를 가질 경우, 와 는 일관적이다. 52

  그런데, 앞서 함축 관계에 있었던 P1과 P2의 경우에, [존재원리]를 받

아들이면서 이 둘의 일관성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러기 어려운 것

으로 보인다. 위의 이해에 따르면 명제들이 일관적이라는 것은 해당 명제들

이 함께 참일 수 있다는 것인데, [존재원리]를 받아들이는 한 P1과 P2는 

함께 참일 수 없기 때문이다. P1이라면, 소크라테스는 없었을 것이므로, [존

재원리]에 의해 P2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P2는 오로지 소크라테스가 

존재해야만 존재할 수 있는데, 소크라테스가 존재하면 P1와 P2가 거짓이 

된다. 따라서, [존재원리]가 참이라면 P1과 P2는 함께 참일 수 없고, 따라

서 일관적이지 않다. 따라서, 존재주의자들은 P1과 P2의 일관성을 설명하

는데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53

ψ ϕ

ψ ϕ

ψ 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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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명제가 일관적이라는 것은 명제가 참일 수 있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51

 사소한 함축 관계란, 비일관적인 명제가 다른 모든 명제를 함축하는 것을 말한다.52

   함축의 경우와 비슷한 이유로, 존재유보 조항을 붙여 P1과 P2의 일관성을 설명하려는 시도 53

또한 성공적일 수 없다. P1과 P2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는 오로지 P2가 거짓이고, 따라서 P1이 
거짓인 상황 밖에 없다. 따라서, 두 명제가 존재하는 모든 경우에, 함께 참인 경우는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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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2장에서 나는 [존재원리]를 받아들일 경우 설명하기 힘들어지는 함축 

관계의 사례를 제시했다. 3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존재주의자들이 할만

한 가장 유력한 대응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해 보겠다. 주로 고려해 볼 것

은 아담스(Robert Adams)의 입장으로, 나는 아담스가 명제의 세계 상대

적 참의 외적 개념을 통해 함축 관계와 일관성을 이해하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2장의 문제에 대응하는 것을 고려해 볼 것이다. 

  3.1절에서는 아담스의 가능한 대응을 먼저 전개해 보겠다. 2장에서 명

제  ,  간의 함축과 일관성은 원초적인 양상개념과 참 술어를 동원해서 각

각 ‘필연적으로,  가 참이면  가 참이다’, ‘ 가 참이고  가 참인 것이 

가능하다’와 같이 이해되고 있는데, 아담스가 명제 간의 함축과 일관성을 

이와 같이 이해하지 않고 외적 개념을 통해 정의해서 이 문제를 설명하는 

것을 고려해 보겠다. 

  3.2절에서 나는 이와 같은 해결책에서 아담스는 두 종류의 가능성에 개

입하게 된다고 말할 것이다. 나는 ‘참일 수 있음’과 동치인 가능성을 좁

은(narrow)의미의 가능성 개념이라고 할 것이고, 외적 개념을 동원해 이해

된 가능성 개념을 넓은(wide) 의미의 가능성 개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 

뒤, 좁은 개념은 세계-이야기를 정의, 혹은 구축하는데 사용되는 세계-이

전(pre-world) 개념이고, 넓은 개념은 세계-이야기가 구축 된 다음에 사

용될 수 있는 세계-이후 개념이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설명할 것이다. 

  3.3절에서는 2장에서 제시된 명제들의 함축 관계가 세계-이전 개념으

로 이해되어야 하는 맥락이 아담스에게도 존재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2장

ψ ϕ

ψ ϕ ψ 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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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시된 명제들의 함축 관계와 일관성을 설명하는 것이 세계-이야기의 

구성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3.4절에서는 외적으로 정의된 넓은 함축 개념과 일관성 개념이 안고 있

는 직관적인 문제를 살펴보겠다. 아담스가 제시한 세계에서 외적으로 참인 

명제들의 기준에 의하면 직관적으로 비일관적으로 보이는 명제들이 일관적

이 된다는 문제와 직관적으로 함축 관계에 있는 것 같은 명제들이 함축 관

계에 있지 않게 된다는 문제다. 나는 아담스가 약한 가능성 개념을 도입해

서 이 문제에 대응하는 것을 고려해보고, 그것이 왜 적절하지 않은 지를 논

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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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아담스의 가능한 대응 

  2장의 문제에 대한 아담스의 가능한 대응을 전개해 보기에 앞서, 문제

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 문제는, 명제 간의 함축과 일관성

은 원초적 양상개념을 통해서 이해될 수 있는데, 이러한 이해와 [존재원리] 

충돌한다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나는 [존재원리]를 받아들일 경우 설명

하기 어려워지는 함축과 일관성의 사례(P1과 P2)를 제시했다.   

[존재원리]: 대상에 대한 단칭 명제/속성은 해당 대상의 존재를 전제

한다. 

[1] 함축 설명의 문제 

  다음의 P1과 P2는 직관적으로 함축 관계에 있는 명제들이다. P1은 P2

를 함축한다.  54

P1: 사람인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P2: 소크라테스가 존재하지 않는다.  

  명제  가 명제  를 함축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가 참이면  가 참이

라는 것이다. 그런데, [존재원리]가 성립한다면, P1이 참인 반사실적 상황55

에는 소크라테스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P2도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

는 명제가 참이 될 수는 없으므로, P2는 그런 상황에서 참일 수 없다. 따라

ψ ϕ ψ ϕ

 자세한 정당화 과정은 2장 2.1절을 참조.54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존재하므로, P1은 거짓이다. 따라서 P1이 참인 상황은 현실적인 상황55

이 아닌 반사실(counter-factual)적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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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존재원리]가 참이라면 P1과 P2의 함축 관계를 설명하는데 문제가 생

기는 것으로 보인다. 

[2] 일관성 설명의 문제 

  함축 관계에 있는 명제들은 (그것이 비일관적인 명제에 의한 사소한 함

축이  아니라면) 반드시 일관적이다. 명제 가 명제 를 함축한다는 것은, 56

필연적으로  가 참이면  가 참이라는 것이므로, 두 명제는 함께 참일 수 있

기 때문이다. 위의 사례에서, P1은 P2를 함축하므로, 두 명제는 반드시 일

관적이다. 그런데, [존재원리]에 따르면 P1이 참인 모든 경우에 P2는 존재

하지 않기 때문에 두 명제는 함께 참일 수 없다. 따라서 [존재원리]가 성립

한다면 P1과 P2의 일관성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진다. 

  이 두 문제는 사실 다음과 같은 공통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존재원리]에 의해 명제 P2가 그것이 참일 경우 

오직 그 경우에(if and only if) 존재하지 않게 되어버린다는 이상한 존재조

건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 참이 될 수는 없으므로, P2

는 참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주의자들은 P1이 참이라면 P2가 반드

시 참이라는 것도, P1과 P2가 함께 참일 수 있다는 것도 설명할 수 없는 것

이다. 

  [존재원리]가 참일 경우 명제 P2가 참일 될 수 없다고 했을 때, P2가 

참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 향후 

논의에 중요할 것이다. 앞으로 제시될 아담스의 가능한 대응에서 명제가 참

ψ ϕ

ψ ϕ

 예를 들어, <비가 오면서 비가 오지 않는다>와 같은 비일관적인 명제들이 사소하게 모든 명56

제들을 함축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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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 있다는 개념과 명제가 가능하다는 개념을 분리시키는 것이 핵심적 역

할을 하기 때문이다. 

  명제 P가 참인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명제 P가 진리치 <참>을 갖는다

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명제는 진리치의 일차적(primary) 

담지자로, 진리치 <참>은 명제가 단적으로  갖거나 갖지 않는 단항 속성57

으로, ‘가능하다’는 표현은 원초적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P2가 참이 될 

수 없다는 것은 P2가 진리치 <참>을 단적으로 가질 수 없다는 뜻이다. (명

제는 반드시 참이나 거짓을 갖는다고 생각한다면, P2는 존재하는 한, 반드

시 진리치 <거짓>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은 명제의 진리치와 양상개념에 대한 이해를 아담스가 거부하

지는 않는다. 아담스는 어떤 명제가 참인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위와 같이 

이해할 수 있지만, P2가 참일 수 있다는 것이 위와 같이 이해되는 한 P2는 

참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아담스에게 (위와 같은 의미에서) 참인 것58

이 가능한 명제들은 내적으로 참인 세계-이야기가 있는 명제들과 정확히 

일치한다. 명제 P가 어떤 세계-이야기에서 내적으로 참이라는 것은 명제 P

가 해당 세계-이야기의 원소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이야기가 i) 원소

들이 함께 참일 수 있고, ii) (모종의) 최대성을 갖는 명제 집합으로 정의되

었다는 점을 상기해 보면, 세계-이야기에 포함된 명제들은 모두 참일 수 있

는 명제들이고, 참일 수 있는 명제들은 모두 어떤 세계-이야기 안에 포함되

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것을 다음의 도식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

다.  

 진리치를 단적으로 갖는다는 것은 무언가에 상대적으로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논문은 주57

로 양상에 대한 논의를 다루고 있으므로 현 맥락에서 중요한 상대적 지표는 가능세계일텐데, 
여기에서 명제가 ‘단적으로’ 진리치를 갖는다는 것은 명제가 가능세계 상대적으로 진리치를 
갖는다는 생각을 배제한다. 

 단, 그렇다고하여 아담스가 P2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담스는 가능58

한 명제들이 모두 참일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거부한다. “In reply to this objection I deny, that 
“it is possible that p” alwways implies that the proposition that-p could have been true”, Adams(1981) 
“Actualism and Thisness”, 1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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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제 P가 참인 것이 가능하다     iff    P가 내적으로 참인 세계-이

야기가 있다 (P가 원소인 세계-이야기 W가 있다.) 

(  )   T: 단항 참 술어, P: 명제 변항, W: 세계

-이야기(명제 집합) 변항 

아담스식의 가능한 대응: 외적 개념 도입 

  하지만, 아담스는 P2가 참인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하여 P2가 불가능

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아담스는 명제의 세계 상대적 참을 외적으로(truth 

at a world) 이해할 수 있고, 이 외적 개념을 동원하여 명제의 가능성을 설

명하기 때문이다. 아담스는 명제 P가 가능하다는 것은, P가 외적으로 참인 

세계-이야기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한다.  59

P인 것이 가능하다   iff   P가 외적으로 참인 세계-이야기가 있다. 

(P가 올바르게 표상하는(correctly characterize) 세계-이야기 W

가 있다.) 

( )     

P: 명제 변항, W: 세계-이야기(명제 집합)변항, C(X,Y): X가 Y를

올바르게 표상한다(correctly represents) 

⋄ TP ≡ ∃W(P ∈ W )

⋄ P ≡ ∃W(CPW )

 “우리는, ‘P’가 어떤 세계에서 외적으로(at) 참일 경우 오직 그 경우에 ‘<>P’가 참이라고 할 것59

이다. 비슷하게, P가 모든 세계에서 외적으로(at) 참일 경우 오직 그 경우에 ’ㅁP’가 참이라고 할 
것이다.” “We shall say that ‘<>P’ is true if and only if ‘P’ is true at some possible world; and 
similarly ‘ㅁP’ is true if and only if ‘P’ is true at all possible worlds.” Ibid, 2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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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담스는 [존재원리]를 받아들이므로, P2는 참일 수 없다. 따라서 P2

는 그것이 내적으로 참인 세계-이야기(즉, 그것이 포함되는 세계-이야기)

도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P2가 가능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아담스는 

세계-이야기들 중에 소크라테스에 대한 단칭 명제를 하나도 포함하지 않는 

것이 있고, P2(소크라테스는 존재하지 않는다)가 그러한 세계-이야기를 

정확하게 표상(correctly represents)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P2는 외적으

로 참인 세계-이야기가 있고, 위의 정의에 따라 P2는 가능하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아담스는 명제의 세계 상대적 참의 외적 개념을 

동원하여 명제 간의 함축 관계와 일관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을 것

이다. 

[명제 간의 함축: 외적개념] 

 가  를 함축한다   iff    가 외적으로 참인 모든 세계-이야기에서 

가 외적으로 참이다  ( 가 올바르게 표상하는 세계-이야기들 전60

부를  도 올바르게 표상한다.) 

[명제 간의 일관성: 외적개념] 

ψ ϕ ψ

ϕ ψ

ϕ

 혹은, ‘싸이이면 파이이다’가 모든 세계-이야기에서 외적으로 참이다로 정의될 수도 있다. 둘60

은 동치인데, 싸이가 (외적으로) 참인 세계에서 파이가 (외적으로) 참이면 ‘싸이이면 파이이다’
가 싸이가 참이고 파이가 참이어서 전체 조건문이 참이되고, 싸이가 참이 아닌 세계에서는 전
건이 거짓이 되어 사소하게 참이 된다. 또한, ‘싸이이면 파이다’가 모든 세계에서 외적으로 참
이면, 모든 세계에서 싸이가 아니거나, ( 싸이가 거짓이거나) 파이여야(파이가 참이어야) 할 텐
데 그렇다면, 싸이가 (외적으로) 거짓이 아닌 세계에서는 모두 파이가 (외적으로) 참이다. 싸이
가 (외적으로) 거짓이 아닌 세계는 싸이가 (외적으로) 참인 세계이므로, 싸이가 (외적으로) 참
인 세계에서 모두 파이가 (외적으로 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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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가 일관적이다 iff  와  가 함께 외적으로 참인 세계-이야기

가 있다  ( 와 가 함께 올바르게 표상하는 세계-이야기가 있다) 61

  아담스는 이렇게 정의된 명제 간의 함축과 일관성 개념이 P1과 P2의 

함축 관계와 일관성을 모두 올바르게 판정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P1(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이 참인 세계-이야기들은 전부 사람에 대한 

단칭 명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을 것이므로 소크라테스에 대한 단칭 명제도 

포함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P2(소크라테스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세계-이야기 모두를 올바르게 표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해당 세계

-이야기들 모두에서 외적으로 참이다. P1과 P2의 일관성 설명은 여기에서 

따라나온다. P1이 외적으로 참인 세계가 있고, P1이 외적으로 참인 모든 세

계에서 P2가 외적으로 참이므로, 둘이 함께 외적으로 참인 세계가 있다는 

것이 사소하게 따라나오는 것이다.  

  이것이 아마도 아담스가 2장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할만한 가장 그

럴듯한 대응일 것이다. 나는 이 대응에 대해 앞으로 두 가지 재반론을 하겠

다. 첫번째는, 아담스가 P1과 P2의 함축 관계를 항상 외적 개념을 동원해서 

설명할 수 있지 않다는 반론이다. 세계-이야기를 구성, 혹은 정의하려면 P1

과 P2의 함축 관계, 일관성을 먼저 설명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외적 개

념으로 정의된 함축, 일관성은 그 개념들을 설명하는데 세계-이야기가 동

원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3.2절과 3.3절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두번째는 

이렇게 외적으로 정의된 일관성 개념과 함축 개념에는 직관적인 문제가 있

다는 반론이다. 두번째 반론은 3.4절에서 다루겠다. 

ψ ϕ ψ ϕ

ψ ϕ

 위와 마찬가지 이유로, ‘싸이이고 파이다’가 어떤 가능세계에서 외적으로 참이다로 정의될 61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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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두 종류의 양상 개념: 넓은 개념과 좁은 개념 

   

  앞 절에서, 명제가 참일 수 있다는 것은 명제가 진리치 <참>을 갖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여기서 명제는 진리치의 일차적

(primary) 담지자로, 진리치 <참>은 명제가 단적으로 갖거나 갖지 않는 

단항 속성으로, ‘가능하다’는 표현은 원초적으로 이해되었다. 앞으로의 

논의에서 특별히 언급이 없다면, 명제가 참일 수 있다는 것은 계속 이런 의

미에서 쓰일 것이다. 

  참일 수 있는 명제들은 아담스에게는 내적으로 참인 세계-이야기가 있

는 명제들과 일치한다는 것도 알아보았다. 아담스는 명제가 세계-이야기에

서 내적으로 참일 경우, 오직 그 경우에 해당 세계-이야기에 포함된다고 말

하고 , 세계-이야기는 함께 참일 수 있고 (모종의) 최대성을 지니는 명제 62

집합으로 생각하기에, 어떤 명제가 참일 수 있을 경우 오직 그 경우에만 세

계-이야기에 속하게 되기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다음의 도식이 성립한다. 

명제 P가 참일 수 있다     iff    P가 내적으로 참인 세계-이야기가 

있다 (P가 원소인 세계-이야기 W가 있다.) 

(  )   T: 단항 참 술어, P: 명제 변항, W: 세계

-이야기(명제 집합) 변항 

  하지만 아담스는 명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제가 참일 수 있다는 것이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신에 그가 제시하는 것은 명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다음의 도식에서 처럼 명제가 외적으로 참인 세계-이야기가 있다는 것으로 

⋄ TP ≡ ∃W(P ∈ W )

 “오직 세계-이야기 안에 포함된 명제들 만이 그것이 묘사하는 세계 안에서 참이다”, “Only 62

propositions that are included in a world-story are true in the world it describes.” Ibid, 2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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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는 방식이다.  1.2.4절에서 명제가 세계에서 외적으로 참이라는 것63

을 명제가 해당 세계를 올바르게 표상한다(correctly represents), 혹은 

세계를 올바르게 특징짓는다(correctly characterize)라는 용어로 나타내

기로 했던 것을 상기해 보면,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이러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P인 것이 가능하다(가능적으로, P)   iff   P가 외적으로 참인 세계-

이야기가 있다. (P가 올바르게 표상하는(correctly characterize) 

세계-이야기 W가 있다.) 

(  ) 

P: 명제 변항, W: 세계-이야기(명제 집합)변항, C(X,Y): X가 Y를 

올바르게 표상한다(correctly represents) 

  여기에서, P가 가능하다는 것과 P가 참일 수 있다는 개념이 분리된다

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담스는 [존재원리]를 받아들이고, [존재원

리]에 따르면 P2(소크라테스는 존재하지 않는다)와 같은 명제는 참일 수 

없는데, 아담스는 P2를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이다. P2는 참일 수 없지만, 

P2가 올바르게 표상하는 세계-이야기가 있다는 점에서 가능하다. (그러한 

세계-이야기들은 소크라테스에 대한 단칭 명제를 하나도 포함하고 있지 않

은 세계-이야기들이다.) 아담스는, 어떤 명제가 참일 수 없다고 해서 그 명

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64

⋄ P ≡ ∃W(C(P, W ))

 “그보다는, 우리는 P가 어떤 세계에 대해서(at) 참일 경우 오직 그 경우에 ‘<>P’가 참이라고 63

말할 것이다.”, “Rather, we shall say that ‘<>P’ is true if and only if ‘P’ is true at some possible 
world”  ibid, 23p

 “이 반대에 대한 대답으로, 나는 “P가 가능하다”가 명제 P가 참일 수 있었다는 것을 언제나 64

함축한다는 것을 거부한다” “In reply to this objection I deny, that “It is possible that p” always 
implies that the proposition that-p could have been true”, ibid, 2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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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참일 수 있는 명제들과, 가능한 명제들은 서로 외연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 구분을 보다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새로운 용어를 도입하여 이 

두 개념을 구분해보자. 참일 수 있는 명제들을 ‘좁은 의미’에서 가능한

(narrowly possible) 명제들이라고 하고, 그러한 가능성을 좁은 가능성

(narrow possiblity)라고 하자. 기호로는  으로 나타낼 것이다. 아담스가 

정의한 의미에서 가능한 명제들을 ‘넓은 의미’에서 가능한(widely 

possible)한 명제들이라고 하고 그러한 가능성을 넓은 가능성(wide 

possiblity)라고 하자. 기호로는  로 나타내자. 그렇다면, 좁은 가능성과 

넓은 가능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T: 참 술어, P: 명제변항, W: 세계 이야기 변항,  : 좁은 가능성  : 넓은 

가능성 

  아담스가 어떤 명제를 가능하다고 할 때에 택하는 것은 넓은 가능성 개

념이지만(따라서, <소크라테스가 존재하지 않는다>가 가능하다), 아담스

⋄n

⋄w

⋄n ⋄w

좁은 가능성(narrow possibiltiy) 넓은 가능성(wide possibility)

참일 수 있는 명제들 올바르게 표상하는(correctly represents) 
세계-이야기가 있는 명제들

내적으로 참인 세계-이야기가 있는 명제들 외적으로 참인 세계-이야기가 있는 명제들

세계-이야기중 하나에 포함되는 명제들 올바르게 표상하는(correctly represents) 
세계-이야기가 있는 명제들

<소크라테스가 존재하지 않는다>가 포함되
지 않음

<소크라테스가 존재하지 않는다>가 포함됨

� ⋄w P ≡ ∃W(C(P, W ))� ⋄n P ≡ ∃W(P ∈ W )

�¬(⋄wP ≡ ⋄ TP )�    ⋄n P ≡ ⋄ 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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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좁은 가능성(참일 수 있다는 의미의 가능성) 개념 또한 반드시 필요하

다. 왜냐하면, 이 가능성이 아담스가 세계-이야기를 정의하는데 필요한 개

념이기 때문이다. 아담스의 세계-이야기 정의를 살펴보자.  

“가능세계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명제들의 집합, 혹은 그것으로부

터 구성된 것이라고 해보자. 그러한 집합을 ‘세계-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이야기들은 일관적인데, 단지 모순을 도출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가 아니고 세계-이야기 안에 있는 모든 명제들이 

함께 참인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다. 여기에서 ‘가능하다’는 원

초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Adams(1981): “Actualism and 

Thisness”, 21p) 

  여기에서, 아담스는 세계-이야기를 명제가 참일 수 있다는 개념을 동

원해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아담스는 세계-이야기를 일관적이라고 말하

면서 일관성을 명제들이 모두 함께 참인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그때 ‘가능하다’라는 개념이 원초적으로 이해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

게, 세계-이야기를 정의하는 맥락에서 아담스는 세계-이야기로 설명되는 

것이 아닌, 원초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명제가 참일 수 있다는 개념을 필요

로 한다. 이렇게 세계-이야기를 정의하는데 필요한 원초적 개념들, 즉 세계

-이야기 없이 이해되어야 하는 개념을 세계-이전(pre-world) 개념이라

고 하자. 아담스에게는 세계-이전 개념으로서의 원초적 가능성 개념이 반

드시 필요하다.  

  반면에, 넓은 가능성 개념은 명제가 외적으로 참인 세계 이야기가 있다

는 것, 즉 세계-이야기를 올바르게 표상하는(correctly characterize)/ 혹

은 세계-이야기를 올바르게 특징 짓는다는 것으로 이해된다는 점에서 설명

하는데 세계-이야기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넓은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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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는데 세계-이야기를 필요로 하는 세계-이후 개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65

제 3 절 세계-이야기의 구성 설명 

  앞 절 마지막 부분의 구분, 즉 세계-이야기를 구축하는데 사용되는 세

계-이전(pre-world) 개념과 세계-이야기를 통해서 설명되는 세계-이후

(post-world) 개념 구분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보자. 만약 어떤 개념이 세

계-이야기를 구축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라면(세계-이전 개념) 그 

개념은 세계-이야기를 동원해서 설명되는 개념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러한 설명은 순환적인 설명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세계-이야기를 정

의하는데 동원된 일관성 개념이 세계-이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

이야기를 일관적인 명제 집합으로 정의했는데 어떤 세계-이야기 안의 명제

들이 왜 일관적인지를 물었을 때, 해당 명제 집합의 원소들이 같은 세계-이

야기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아담스가 세계-이야기를 정의하는데 동원되는 개

념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자. 이 개념들은 세계-이야기를 정의

하는데 사용되므로, 다시 세계-이야기를 동원해서 설명되어선 안될 것이

다.  

 물론, 세계-이야기를 올바르게 표상한다는 것의 의미를 정확히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따65

라 넓은 의미의 가능성을 설명하는데 정확히 아담스가 정의한 의미에서의 세계-이야기의 존재
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최소한 이 개념은 이해하는
데 모종의 가능세계 개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떤 명제가 가
능하다는 것을 그 명제가 어떠한 가능한 최대적 상황을 올바르게 표상한다(correctly 
characterize) 혹은 올바르게 특징짓는다(correctly characterize)와 같은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개념은 그러한 가능한 최대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전제하는 개념이라는 
점은 타당해 보인다. 반면, 명제가 참일 수 있다는 개념은 이해하는데 가능세계 개념이 필요치 
않은데, 그것은 그냥 해당 명제가 <참>을 가질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가능한 최
대적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  

 89



  아담스는 세계-이야기를 일관적이고 (모종의) 최대성을 가진 명제 집

합으로 정의한다. 우선 일관성 개념을 살펴보자. 아담스는 세계-이야기가 

일관적이라고 할 때의 일관성을 세계-이야기 안의 명제들이 모두 함께 참

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함께 참일 수 있다는 것은 (세계-이야기

를 동원하지 않고) 원초적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일관성 개념은 세계-이전 

개념들만으로 설명이 되고 있다. 

“가능세계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명제들의 집합, 혹은 그것으로부

터 구성된 것이라고 해보자. 그러한 집합을 ‘세계-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이야기들은 일관적인데, 단지 모순을 도출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가 아니고 세계-이야기 안에 있는 모든 명제들이 

함께 참인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다. 여기에서 ‘가능하다’는 원

초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Adams(1981): “Actualism and 

Thisness”, 21p) 

  다음으로, (모종의) 최대성 개념을 살펴보자. 지금까지 아담스의 세계

-이야기들이 계속 ‘(모종의)’ 최대성을 지닌다고 표현했던 이유는, 아담

스의 세계-이야기들은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모든 명제 P에 대

해, A는 P를 포함하거나 P의 부정을 포함한다는 의미) 에서의 최대성66

(maximality)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최대성은 다음

과 같이 정의된다. 

 아담스도 명제집합이 최대적이라는 것의 배후에 있는 직관적인 생각이 이것이라고 말하지66

만, 현실주의의 형이상학적 제약으로 최대성이 이렇게 이해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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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제 집합 A가 최대적이다   iff   모든 명제  에 대하여, A는  를 포

함하거나,   를 포함한다.  

  그런데, 아담스는 이러한 최대성 정의를 세계-이야기를 설명하는데 사

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아담스는 이러한 의미에서의 최대성을 가지고 있

지 않은 수많은 명제집합들을 세계-이야기라고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담스는 소크라테스에 대한 단칭 명제를 하나도 포함하고 있지 않은 명제

집합도 (다른 면에서(otherwise) 최대적이라면) 세계-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한 명제집합을  - 라고 해보면,  - 는 <소크라테스

는 대머리다>와 <소크라테스는 대머리가 아니다>를 둘 다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의미에서의 최대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데도 아담

스는  - 가 세계-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세계-이야기를 정의하는

데 위와 같은 최대성을 사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담스가 최대성에 대해 

설명한 것을 직접 살펴보자. 

(ii) 직관적으로, 세계-이야기는 그 세계-이야기 안의 모든 명제들

이 참이었을 경우에 여전히 존재했을 현실적 개체들에 대해서는

(with respect to) 완전해야 하고, 그런 경우에 존재하지 않을 개체

들에 대한 어떠한 단칭 명제도 포함해서는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해당 개체들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그러한 단칭 명제들도 존재하

지 않았을 것이고 참일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렇게 

말해보자. w가 명제집합이고, s를 w가 포함하는 단칭 명제들에서 지

칭되는 모든 현실적 개체들의 집합이라고 하자. 그리고 P를 s의 하나 

혹은 하나 이상의 원소에 대한 지칭만이 일어나는 단칭 명제라고 하

P P

¬P

Ws Ws

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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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렇다면 w는 P나 P의 부정을 포함하지 않는 한 세계-이야기가 

아니다. 더욱이, 만약 세계-이야기가 어떤 개체 i에 대한 단칭 명제

를 하나라도 포함한다면, 그 세계-이야기는 i가 존재한다는 명제도 

포함해야 한다. 하지만 일관적인 명제집합은, 다른 면에서 최대적이

라면, 만약 하나 이상의 현실적 개체에 대한 어떠한 단칭 명제를 포

함하고 있지 않아도 여전히 세계-이야기로 여겨질 수 있다. 내가 존

재한다는 단칭 명제는, 예를 들어, 나의 엄마가 존재한다는 단칭 명

제를 함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앞의 명제를 포함하는 세

계 - 이 야 기 는 반 드 시 뒤 의 명 제 도 포 함 해 야 할 것 이

다.(Adams(1981): “Actualism and Thisness”, 22p) 

 이것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나는 이제부터 아담스의 최

대성을 [제약된 최대성]이라고 부르겠다.) 

[제약된 최대성]  

만약 다른 면모에서 최대적인 명제집합 W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W는 세계-이야기다. 

1. W가 현실에 존재하는 대상 a에 대한 단칭 명제를 하나라도 포함

하고 있다면, W는 a에 대해 최대적이다. 즉, W는 a에 대한 임의

의 단칭 명제 P에 대해 P나 P의 부정을 포함한다. 그리고, W는 

명제 <a는 존재한다>를 포함한다.  

2. W가 현실에 존재하는 대상 a에 대한 단칭 명제를 단 하나도 포

함하지 않는다. (단 그럴 경우, W에는 a의 존재를 함축하는 어떠

한 명제도 들어 있어서는 안되며 다른 면에 있어서는 최대적이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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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요약된 [제약된 최대성] 또한 양상개념을 통한 정의가 아니

고, 따라서 세계-이야기를 동원해서 이해되어야 하는 부분이 보이지 않는

다. 따라서 이러한 최대성 설명 또한 세계-이전 개념들만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세계-이야기 없이도 [제약된 최대성]을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세계-이야기의 정의에 있어서는 세계-이전 개념들만이 사용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렇게 정의된 세계-이야기 개념을 동원

해서 아담스가 P1(사람인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과 P2(소크라테스가 존재

하지 않는다)의 함축 관계, 혹은 일관성을 설명하려고 한다면 설명의 순서

가 뒤바뀌게 되는 맥락이 있다. 만약 아담스가 P1과 P2의 함축 관계를 원

초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세계-이야기를 동원해서 외적으로 설명한다고 해

보자.(즉, 세계-이후 개념들로 설명한다고 해보자.) 그 설명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띌 것이다.                                                                                                                                                                                                                                                                                             

   

P1이 참인 모든 세계-이야기에서, P2가 외적으로 참이다(P2가 P1

이 참인 모든 세계-이야기들을 올바르게 표상한다.) 

  P2(소크라테스가 존재하지 않는다)가 P1(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이 

참인 모든 세계에서 외적으로 참이라는 것은 아담스에 따르면 P1을 포함하

는 모든 세계-이야기들이 소크라테스에 대한 단칭 명제를 하나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세계-이야기들은 어떤 대상에 대한 단칭 명제를 

하나도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대상의 비존재를 표상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곧, 단 하나도 P1과 소크라테스에 대한 단칭 명제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

들이 없도록 세계-이야기들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나는 여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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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P1을 포함하는 모든 세계-이야기들은 왜 전부 소크라테스

에 대한 단칭 명제를 단 하나도 포함하지 않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아담스에게 세계-이야기는 원초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개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명제들을 통한 구성물이다. 따라서 누군가가 왜 특정

한 방식으로 세계-이야기들이 구성되어 있냐고 물을 수 있고, 아담스는 거

기에 명제들과 원초적인 양상개념들을 동원하여 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왜 <테아이테토스는 날아다닌다>라는 명제와 <테아이테토스는 

앉아있다>라는 명제가 단 하나의 세계-이야기에도 함께 들어 있지 않느냐

고 물을 수 있고, 여기에 아담스는, 그것은 두 명제가 비일관적이기 때문이

라고 답할 수 있다. 또한, 누군가가 왜 명제 <소크라테스가 존재한다>라는 

명제가 포함된 세계-이야기에 <소크라테스의 어머니가 존재한다>라는 

명제가 포함되냐고 묻는다면, 아담스는 바로 앞의 명제가 뒤의 명제를 함축

하기 때문이라고 답할 수 있을 것이다.(실제로 그렇게 답한다. 앞의 22p 인

용문 제일 뒷부분을 보라) 물론, 이러한 대답이 순환적이지 않으려면 이 답

변에서 사용된 비일관성 개념과 함축 개념은 세계-이전 개념이어야 할 것

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계-이야기의 구성에 대해 [질문 1]과 같은 의문

을 품을 수 있고, 아담스는 이에 대해 세계-이야기를 정의하는데 사용된 명

제와 명제들의 일관성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답할 수 있을 것이다. 

[답변 1] P1과 소크라테스에 대한 단칭 명제들은 비일관적이다.  

  P1과 소크라테스에 대한 단칭 명제들이 비일관적이라면, 세계-이야기

들은 일관적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모든 세계-이야기들이 P1

을 포함하면서 소크라테스에 대한 단칭 명제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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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만약 소크라테스에 대한 단칭 명제들이 P1과 비일관적이 아

니라면 P1을 포함하는 세계-이야기들 중에 소크라테스에 대한 단칭 명제

들을 포함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 설명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음의 원리가 그럴듯해 보이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임의의 명제 집합 A와 명제 집합 B가 일관적

이라면(즉, 함께 참일 수 있다면), 이 둘을 포함하는 세계-이야기가 

반드시 존재한다. 

  이 원리가 참이라면, 아담스는 [질문 1]에 반드시 [답변 1]과 같이 말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소크라테스에 대한 단

칭 명제들의 집합과 P1이 일관적이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P1과 소크라테

스에 대한 단칭 명제들을 포함하는 세계-이야기가 반드시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답변1]에 다음과 같은 후속 질문을 던져보자. 

[질문 2] P1은 왜 소크라테스에 대한 단칭 명제들과 비일관적인가? 

  이 질문이 세계-이야기가 왜 특정한 방식으로 구성되어있느냐고 묻는 

맥락에서 나왔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 또한 세계-이전 

개념만을 사용하여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은 여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해 세계-이야기를 동원해서 모든 세계-이야기들이 P1

과 소크라테스에 대한 단칭 명제들을 함께 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할 

수는 없다.  

  P1은 사람인 것이 없다는 질적 명제고 소크라테스에 대한 단칭 명제들

은 소크라테스가 어떠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들이다. 그런데, 왜 두 명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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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참일 수 없는가? 소크라테스에 대한 단칭 명제의 대표로 <소크라테스

는 철학자다>를 생각해보자. 

P5: 소크라테스는 철학자다 

  P1과 P5는 일단 형식적인 모순은 아니다. 그런데, 어째서 두 명제는 함

께 참일 수 없는가? 일반적으로, 어떤 두 명제가 서로 비일관적일 때, 두 명

제가 형식적 모순이 아니라면 우리는 두 명제가 왜 비일관적인지를 어떤 형

이상학적으로 참(metaphysically true)인 원리에 의거해서 설명할 수 있

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테아이테토스가 앉아 있다>가 <테아이테

토스는 서있다>와 비일관적인 이유는, <어떤 것이 동시에 앉아 있으면서 

서 있을 수 없다>와 같은 원리가 형이상학적 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a가 양전하이다>와 <a가 음전하이다>또한 <어떤 것이 동

시에 양전하이면서 음전하일 수 없다>와 같은 원리가 형이상학적으로 참

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비일관성은 형이상학적 필연성을 

띄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안된다면 지나치게 신67

비로운 것 같다. 

  P1과 P5의 경우에도, 두 명제가 형식적 모순이 아님에도 비일관적인 

이유는, 바로 소크라테스에 대한 종 본질주의적 직관, 즉 앞서 논의했던 

H(소크라테스가 존재한다면,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와 같은 것이 타당하

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매우 그럴듯해 보인다.  P1이 참이되면 P568

가 참이 될 수 없는 이유는, P1이 참이면 사람인 것이 존재하지 않는데, 소

 P와 ~P, <a는 양전하다>와 <a는 음전하다>처럼, 어떤 명제들이 비일관적이라는 것은 단지 두 67

명제의 진리치가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다를 수 밖에 없다는 것, 즉 필연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질주의적 직관에 친숙하거나 깊이 받아들이고 있는 아담스, 파인 등의 존재주의자들68

은 이와 같은 설명 방식을 택할 것이라는 예측이 매우 그럴듯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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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테스는 존재하는 한 사람이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반드시 소크라테스

는 존재하지 않는다. 소크라테스가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원리]에 따라 P5

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므로, 참일 수 없다.  

  이 설명에서는 P1이 참이라는 것에서 (H를 경유하여) P2가 함축된다

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 답변에서 사용된 P1과 P2사이의 함축은 세계-

이야기를 동원해서 설명되어선 안된다. 따라서 3.1에서 제시된 것 같은 세

계-이야기를 활용한 외적 개념을 사용한 해결책이 이 맥락에서는 동원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즉, 이 맥락에서 아담스는 P1과 P2의 함축 관계를 

세계-이야기를 동원하지 않고 원초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함축 관계가 양

상적 관계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아담스는 여기에서의 함축 관계를 자신

이 받아들이는 원초적 양상개념들로 설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2장

의 문제에 부딪히는 것이다. 

  2장의 문제는 [존재원리]를 받아들이면서 P1과 P2간의 함축 관계를 

원초적으로 이해된 필연성 / 가능성 개념과 참 술어를 동원해서 이해하는 

문제였다. 2.4절에서 나는 이것이 어렵다는 것을 여섯 가지 다른 방식의 시

도가 모두 함축을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을 통해 설명했다.  이러69

한 방법들(원초적 양상연산자와 참 술어를 동원한 설명들)로 P1과 P2간의 

함축 관계를 설명하기 어렵고, 외적 개념을 통해 정의된 함축개념으로도 두 

명제의 함축 관계를 설명하기 어려우므로, 아담스는 이것들 말고 다른 방법

을 동원해서 P1과 P2의 함축 관계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담스가 다음과 같이 대응하는 것을 고려해보자. 아담스

가, 명제 P1와  P2간의 함축 관계를 함축 관계를 참 술어를 동원해서 설명

하지 않고, 외적 개념을 통해 설명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3.2절에서 논의

 아담스가 세계-이야기의 일관성을 정의하면서 명제가 참인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원초적으69

로 받아들이는 것을 볼 때, 그가 함축을  마지막 부분의 [명제 간의 함축: 가능성 개념을 통한 이
해]로 이해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경우를 포함하여 2.4절에서 고려되고 있는 다른 
경우들에서 모두 [존재원리]를 받아들일 경우 문제가 생겼던 것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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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넓은 가능성(wide possibility) 개념을 원초적으로 이해하여 ‘P1과  

P2가 (넓은 의미에서) 함께 가능하지 않다’와 같이 설명한다고 해보자.  70

물론, 이러한 함축 관계 설명있어서   와  가 (넓은 의미에서) 함께 가능

하지 않다는 것이,  와   가 함께 참일 수 없다는 것과 동치여서는 안 될 

것이다.([존재원리]를 받아들이는한 함축 관계를  와   가 함께 참일 수 

없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은 2.4절 마지막 부분에서 보였다. ) 하71

지만, P1과  P2가 넓은 의미에서 함께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둘이 함께 참

일 수 없다는 것( )과 동치가 아니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

다. 두 명제가 함께 참일 수 없다는 것을 좁은 의미에서 함께 가능하지 않다

는 것( )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좁은 의미의 가능성과 넓

은 의미의 가능성이 외연적으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이것은 3.2절에

서 논의하였다.) 

  정리하면, 이 대응은 양상적 관계인 P1과 P2의 함축 관계를 ‘P1과  

P2가 (넓은 의미에서)함께 가능하지 않다’( )로 이해한 

뒤, 이러한 넓은 가능성을 세계-이야기를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

냥 원초적으로 이해하는 대응이다.  물론, 이와 같이 넓은 가능성을 원초적72

¬

ψ ¬ϕ

ψ ¬ϕ

ψ ¬ϕ

¬

¬ ⋄ T (P1 ∧ ¬P2)

¬ ⋄n (P1 ∧ ¬P2)

¬

¬ ⋄w (P1 ∧ ¬P2)

 아담스는 물론, ‘P가 넓은 의미에서 가능할 경우 오직 그 경우에 명제 P가 외적으로 참인 세70

계-이야기가 있다’와 같은 동치 도식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어떤 명제 P가 넓은 의미에서 가능
하다는 것을 반드시 이 도식을 통해서(따라서, 세계-이야기 개념을 동원해서) 이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넓은 의미에서 가능하다’라는 표현을 원초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존재원리]가 참일 경우, P1(사람인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은 P2(소크라테스가 존재하지 않71

는다)와도 함께 참일 수 없지만, P3(소크라테스가 존재한다)와도 함께 참일 수 없다. 

 이 맥락에서도, 여전히 어떤 명제들이 함께 가능하지 않은가? 라고 물었을 때, 함께 외적으로 72

참인 세계가 있는 명제들이 그렇다고 답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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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받아들여 P1과 P2의 함축 관계를 설명한다면 (즉,  

와 같이 설명한다면), P1과 P2의 함축 관계를 세계-이야기를 통해 설명하

거나 참 술어와 좁은 가능성 개념( )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런 대응에 대해 두 가지 정도 질문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는, 어떤 명제들이 함께 참일 수 없다는 뜻이 아닌 의미에서, 함께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러한 생각은 명제 간의 모종의 비일관성을 포

착하려고 하는 것 같고, 이러한 (모종의) 비일관성은 양상적 관계이지만, 

이 비일관성은 함께 참일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종

의) 비일관성은 이미 어느 정도 확립된 이해가 있는(즉 함께 참일 수 없다

는 것으로 이해되는) 비일관성과는 조금 다른 이해를 요구하는 개념인 것으

로 보인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모종의) 비일관성이 정확히 무엇인지 설

명을 요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맥락에서 아담스는 이 비일관성을 

‘함께 참인 세계-이야기가 없음’이라고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

서, 아담스는 함께 참일 수 없다는 의미에서도 아니고, 함께 참인 세계-이

야기가 없다는 것으로 설명되지도 않는 이 (모종의) 비일관성, ‘함께 가능

하지 않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야 한다.  

  두번째로, 아담스가 이런 설명을 택할 경우, 그는 (세계 이야기를 정의

하는 맥락에서 필요한) 좁은 가능성 개념과 (P1과 P2의 함축 관계를 설명

하는데 필요한) 넓은 가능성 개념 모두에 원초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셈이된

다. 아담스가 넓은 가능성을 좁은 가능성 개념(참인 것이 가능한 명제들과 

외연이 일치하는 가능성 개념)과 그것을 통해 정의된 세계-이야기, 그리고 

명제가 세계-이야기에서 외적으로 참이라는 개념을 더해서 이해되는 것으

로 생각한다면, 아담스는 세계-이야기를 정의하는 맥락에서 동원되는 (참

인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에서의) 가능성, 즉 좁은 가능성에만 개입해도 되

겠지만, 넓은 가능성 또한 원초적인 것으로 상정한다면 아담스는 외연이 다

¬ ⋄w (P1 ∧ ¬P2)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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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두 가능성 개념에 모두 원초적으로 개입하는 셈이 된다. 하지만 이렇게 

할 경우, 결과적으로 넓은 의미의 원초적 가능성( )에 원초적으로 개입을 

할 것이면 애초에 넓은 가능성 개념(즉, 외적인 의미에서 가능한 명제들과 

외연이 일치하는 가능성 개념)을 통해서 세계-이야기를 정의하면 될텐데 

왜 세계-이야기를 정의하는데는 다른 종류의 원초적 개념( )을(즉, 참인 

것이 가능하다는 것과 외연이 일치하는 가능성 개념 을) 사용

했는지가 설명이 잘 되지 않는다. 즉, 넓은 의미의 가능성을 그냥 원초적으

로 받아들일 것이면, 애초에 세계-이야기를 그냥 함께 (넓은 의미에서) 가

능한 명제들의 (모종의) 최대적 집합으로 정의하면 되지, 왜 세계-이야기

는 좁은 가능성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는지(함께 참일 수 있는 명제들의 (모

종의) 최대적 집합으로 정의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치 않은 것이다.  

  만약 아담스가 먼저 좁은 가능성 개념으로 세계-이야기를 정의하고, 

거기에다가 명제의 세계-이야기에서의 외적 참 개념을 더해 넓은 가능성 

개념을 설명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좁은 가능성 개념과 넓은 가능성 개념

의 역할은 분명해진다.(좁은 가능성은 세계-이야기를 정의하는데 사용되

는 원초적 가능성의 역할을 하고, 넓은 가능성은 가능세계(세계-이야기)를 

통해 이해될 수 있는 가능성을 포착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넓은 가능성 

또한 세계-이야기 없이 이해할 수 있는 원초적 가능성이라면, 애초에 세계

-이야기를 정의하는데 왜 좁은 가능성(참일 수 있음)을 사용했는지가 잘 

설명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w

⋄n

(⋄nP ≡ ⋄ 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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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넓은 개념들의 문제점 

  3.4절에서는 외적으로 정의된 넓은 함축 개념과 일관성 개념이 안고 있

는 직관적인 문제를 살펴보겠다. 아담스의 정의에 따를 경우, 직관적으로는 

비일관적으로 보이는 명제들이 일관적이어 보인다는 문제와 직관적으로 함

축 관계에 있는 명제들이 함축 관계에 있지 않다는 문제다. 아담스가 제시

하는 같은 세계에서 외적으로 참인 명제들의 기준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W가 a에 대한 단칭 명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세계-이야기일 때, 

(C1) 세계-이야기 W에 포함되어 있는 명제들은 W 안에서 참인 동

시에 W에 대해서도 참이다. (W에서 내적으로 참이면서 외적으로도 

참이다.) 

(C2) ‘ ’가 a에 대한 원자적 단칭 명제(atomic singular 

proposition)라면,  는 W에 대해서 참이다. ( 는 W에서 외적으

로 참이다.) 

(C3) W에서 참인 명제들로부터 진리-함수적으로 따라나오는 명제

들은 W에서 참이다. 

(C4)  가  으로부터 a에 대한 단칭 명제로의 

원자적(atomic) 명제함수라면,  은 W

에서 외적으로 참이다. 

(C5) W에서 외적으로 참인 명제들로부터 자유논리적 추론규칙으로 

따라나오는 명제들은 W에서 참이다.  

P

¬P ¬P

ϕ(a , y1, . . . , yn) y1, . . . , yn

¬∃y1, . . . , ∃ynϕ(a , y1, . . . , 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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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6)  와  가 a에 대한 단칭 명제라면,  와  는 W에

서 외적으로 참이다. 

(C7) 만약  와 

 가 a에 대한 단칭 명제라면, 이들은 

W에서 참이다.  73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같은 세계에서 외적으로 참인 명제들 중에는 직

관적으로 일관적이지 않은 것 같은 명제들이 있다. 예를 들어, 아담스는 대

상에 대한 단칭 양상명제는 해당 대상이 없는 세계에서는 모두 거짓이고, 

따라서 그러한 단칭 양상명제의 부정이 참이라고(C6) 말한다.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가 없는 세계에 대해 <필연적으로 소크라테스는 강도가 아니다

>( )는 거짓이고, <소크라테스는 필연적으로 강도가 아니지는 않다

>( )는 참이다. 그런데, 같은 기준에 따르면, <소크라테스는 강도

인 것이 가능하다>( )가 소크라테스가 없는 세계에 대해 거짓이고, <

소크라테스는 강도인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참이다. 둘을 종합하면 소크

라테스가 없는 세계에서는 <소크라테스는 필연적으로 강도가 아니지 않다

>( )와 <소크라테스는 강도인 것이 가능하지 않다>( )가 

함께 외적으로 참이다. 그런데, 직관적으로 두 명제는 일관적이지 않은 것

으로 보인다. 

  또한, C2에 의해 소크라테스가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서 <소크라테스

는 강도가 아니다>( )는 참인데, C6에 의해 <소크라테스는 강도가 아

⋄ P □ P ¬ ⋄ P ¬ □ P

¬∃y1, . . . , ∃yn ⋄ ϕ(a , y1, . . . , yn)

¬∃y1, . . . , ∃yn □ ϕ(a , y1, . . . , yn)

□ ¬Rs

¬ □ ¬Rs

⋄ Rs

¬ □ ¬Rs ¬ ⋄ Rs

¬Rs

 ibid, p 23-2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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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것이 가능하지 않다>( ) 또한 그러한 세계에서 외적으로 참이

다. 하지만, 직관적으로, <소크라테스는 강도가 아니다>( )와 <소크

라테스는 강도가 아닌 것이 가능하지 않다>( )는 일관적이지 않아

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크라테스가 강도가 아니라면, 최소한 소크라테스

가 강도가 아닌 것이 가능하긴 해야 할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즉, 직관적

으로, 명제 <소크라테스가 강도가 아니다>( )에서는 명제 <소크라테

스가 강도가 아닌 것이 가능하다>( )가 함축되어야 할 것 같기 때문

이다. 그런데, 외적 함축 기준에 따르면, (C2와 C6에 의해  와  

가 동시에 외적으로 참인 세계가 있으므로)  는  를 함축하지 않

는다. 

  아담스도 자신이 제시한 외적 참의 기준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생겨난

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아담스는 내가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서는 내가(나

를 ‘a’로 나타내 보자.) 존재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다( )도 외

적으로 참이고 내가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도   외적으로 참이라

고 말한다.  또한, 내가 필연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74

와 내가 존재하는 것이 필연적이지 않다.( ) 또한 내가 존재하지 않

는 세계에서 모두 외적으로 참이라고 말한다.  또한,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75

¬ ⋄ ¬Rs

¬Rs

¬ ⋄ ¬Rs

¬Rs

⋄ ¬Rs

¬Rs ¬ ⋄ ¬Rs

¬Rs ⋄ ¬Rs

¬ ⋄ ¬Ea

¬ ⋄ Ea

¬ □ ¬Ea

¬ □ Ea

 “내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나의 존재도 불가능했을 것이고, 나의 비존재도 불가능했을 것74

이다.” “Neither my existence nor my non-existence would be possible or necessary if I did not exist”, 
ibid, 29p 

 ibid, 29p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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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에서( ),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는( ) 추론을 양

상맥락에서는 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인정한다.(소크라테스가 없는 세계에

서 (C6)에 의해  가 참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논의하는 맥락에서 아담스는 약한 필연성 연산자

(weak necessity operator)와 약한 가능성 연산자(weak possibility 

operator)를 도입한다. 약한 필연성 연산자란 ‘ ’(부정이 가능하지 

않다)를 말하고, 약한 가능성 연산자는 ‘ ’(부정이 필연적이지 않

다)를 말한다. 표기의 편의를 위해 약한 필연성 연산자를 ‘ ’로 나타내

고(즉,  ), 약한 가능성 연산자를 ‘ ’로 나타내자. 

(  ) 아담스는  가 필연적이라는 것은 거부하지만, 

 가 필연적이기는 하다고 말한다. (보다 정확히, 아담스는 

‘ ’의 어떠한 가능세계에서 외적으로(at) 거짓인 대입예를 가지

지 않는다고 말한다. 즉, ‘ ’의 모든 대입예가 모든 가능세계에

서 외적으로(at) 참이라는 것이다. ) 76

  이런 생각을 적용해보면, 아담스는  에서  가 (외적인 의미에서) 함

축되는 것은 아니지만,  에서  가 (외적인 의미에서) 함축되기는 한다

고 말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아담스는  와  가 (외적

인 의미에서) 일관적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적어도,  와  는 

¬Ea ⋄ ¬Ea

¬ ⋄ ¬Ea

¬ ⋄ ¬

¬ □ ¬

□w

□n ϕ ≡ ¬ ⋄ ¬ϕ ⋄w

⋄w ϕ ≡ ¬ □ ¬ϕ ψ → ⋄ ψ

ψ → ⋄w ψ

ψ → ⋄w ψ

ψ → ⋄w ψ

ψ ⋄ ψ

ψ ⋄w ψ

¬Rs ¬ ⋄ ¬Rs

¬Rs ¬ ⋄w ¬Rs

 ibid, 30p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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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 에서  가 함축되기 때문이

다.) 즉, 아담스는, <소크라테스가 강도가 아니다>라는 명제와 <소크라테

스가 강도가 아닌 것은 (약한의미에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비일관적

이라는 것은 자신도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아담스의 가능한 재반론에 대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

다. 첫번째로, 이런 대답은 사실 원래 제기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아니라

는 것이다. 만약 아담스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다면, 그는 원래 문제로 제

기된 것은(직관적으로 비일관적이어야 할 것 같은 명제가 일관적이라는 문

제와, 직관적으로 함축 관계에 있어야 할 것 같은 명제가 함축 관계에 있지 

않다는 문제) 그냥 그렇다고 인정을 한 뒤, 새로운 개념(약한 가능성, 약한 

필연성)을 도입해서 대신 다른 것들이 자신의 체계에서 성립하긴 한다고 말

하는 것이다. 우리가 새로 도입된 것들( 는  를 함축한다는 것과  는 

 과는 비일관적이라는 것)로만 만족할 수 있다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고 원래의 생각( 는  를 함축해야 한다는 것과  는  과는 비일관

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여전히 유지되어야 할 생각이라고 여긴다면, 이 해

결책은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다. 

  두번째로, 약한 개념들(약한 가능성, 약한 필연성) 자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아담스의 약한 개념의 문제는 여러 철학자들

에 의해 지적되어 왔다.  관련된 문제들을 우리의 논의에 맞추어 요약하면 77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임의의 속성  가 있을 때, 임의의 대상 

a가 없는 세계 W에 대해서,  는 (C6)에 의해 W에서 참이

¬Rs ¬ ⋄w Rs

ψ ⋄w ψ ψ

¬ ⋄w ψ

ψ ⋄ ψ ψ ¬ ⋄ ψ

P

¬ □ ¬(Pa ∧ ¬Pa)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Einheuser(2012) 10p, Menzel(2017), 54-57p를 참조하라.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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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약한 가능성의 정의에 따르면(  ),  는 그러한 

세계에서 약한 의미에서 가능하게 된다.   즉, 소크라테스가 

없는 가능세계에서는 소크라테스가 앉아있으면서 앉아있지 않은 것, 사람

이면서 사람이지 않은 것 등등이 모두 약한 의미에서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

다. 따라서 명제 <소크라테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수많은 속성  에 대

해서 소크라테스가  를 가지면서  를 가지는게 (약한 의미에서) 가능하

다고 말하는 명제들을 모두 함축하게 된다.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가 존재

하지 않는다>는 <소크라테스가 앉아있으면서 앉아있지 않은 것이 (약한 

의미에서) 가능하다>라는 명제를 함축한다.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약한 

의미에서 가능하다는 것이 어떤 대상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알기 어려워 진다. 약한 개념의 가능성은 이런 식으로 명백

히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가능하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적인 것으

로 보인다. (어떤 세계 상대적으로는) 모순이 가능하다고 하는 가능성 개념

은 적절한 가능성 개념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w ϕ ≡ ¬ □ ¬ϕ (Pa ∧ ¬Pa)

⋄w (Pa ∧ ¬Pa)

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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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논의를 정리해보자. [존재원리]는 P2(소크라테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와 같은 명제에 이상한 존재 조건, 즉 그것이 참일 경우 오직 그 경우에 존

재하지 않는다는 존재 조건을 부과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가 성립한다

면 P2는 참일 수 없고, 존재주의자 아담스는 P1(사람인 것이 존재하지 않

는다)이 P2를 함축한다는 것을 P1이 참이라면 P2가 반드시 참이라고 설명

할 수 없는 것이다. 아담스는 이 함축 관계를 세계-이야기를 동원한 참의 

외적 개념으로 설명할 수도 없는데, 두 명제 사이의 함축 관계는 세계-이야

기의 구성맥락(어떠한 명제들이 하나의 세계-이야기를 이루는지)에서 설

명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스가 P1이 P2를 함축한다고 말하려면, 명제 간

의 함축 관계가 참 개념을 통해서‘필연적으로 P가 참일 경우 Q가 참이다’

와 같은 동치 관계로 분석된다는 생각을 거부해야 한다. 이러한 분석을 거

부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예를 들어, 함축 관계에 대한 논의에서

는 P가 Q를 함축한다는 것을‘필연적으로 P가 참일 경우 Q가 참이다’로 

생각하게 되면 별로 관계없어 보이는 명제들이 함축 관계에 있게 된다는 지

적(예를 들어, <내가 어제 술을 마셨다>라는 명제는 <1+1=2>라는 명제

를 함축하게 된다)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는 

경우에는‘P가 Q를 함축한다’와‘필연적으로 P가 참일 경우 Q가 참이

다’가 동치라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필연적으로 P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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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일 경우 Q가 참이다’와 같은 조건은 함축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약한 조

건이며, 여기에다가 추가로 명제 간의 주제의 관련성과 같은 것을 보장해줄 

조건을 더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78

    하지만, 아담스가 P1이 P2를 함축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필요

한 것은 단지 이 동치 도식을 거부해야 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아담스는 

‘필연적으로 P가 참일 경우 Q가 참이다’라는 것이 P가 Q를 함축한다는 

것의 필요조건이라는 것까지 거부해야 한다. P1이 참일 경우 P2는 존재하

지 않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P1이 참일 경우 P2가 참이다’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필요조건이 있으면 P1은 P2를 함축하지 

않게 된다.  

    나는 위와 같은 필요조건조차 성립하지 않는 함축 관계는 이해하기 어렵

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함축 관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

만, 최소한 중대한 이론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것은 [존재원리]에 

반대할만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상세한 최근의 논의로는 Yablo(2014) “Aboutness” 스탠포드 철학 백과의 78

“Relevance Logic” 항목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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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Against Exisistence Principle 

    Had Socrates not existed, the proposition <Socrates does not exist> would 

have been true. In those situations, can the true proposition <Socrates does not 

exist> exist without Socrates? Some philosophers think it can, but according to 

Existence Principle, it cannot. Existence Principle states that propositions, 

properties that directly involve individuals cannot exist without the existence of 

those individuals. Therefore, it forbids the existence of a singular proposition 

that directly involves non-existent individuals. If the principle holds, the 

proposition that <Socrates does not exist> cannot exist in worlds where Socrates 

does not exist, even though it is true at those worlds. The principle has an 

important implication in debates between Actualists(in metaphysics of 

modality), for the existence of many propositions and properties, which 

Actualists can utilize in explaining modality, depends on whether this principle 

holds or not. 

    In this paper, I will present an argument against Existence Principle. It aims 

to show that there is an implication relation between propositions that is hard to 

explain if the principle holds. I will first present my argument, and then consider 

the possible responses from those who accept Existence Principle, using the 

notion of ‘Outer Conception of Truth” or, “Truth at a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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