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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구에 의해 환기되는 감정의 합리성 문제*
오

종

환

(서울대학교 미학과)

1. 서
우리들은 흔히

론

이성 (reason)과 감성 (sensibility) 을 구별하여，

감정 (emotion)l)을 비합리적인

감성의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우라의

산물인

감정이

항상

맹목적인 것은 아니며 실생활의 특정한 맥락 안에서의 그것이 적절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성과 감성의 이분법적인 구
분은 잘못된 것일 수도 았다. 특히 예술 감상에 있어서의 우리의 감정적 내

지 정서적 반응이 주어진 텍스트에 따라 아무것이나 허용되는 것이 아님을
상기한다면， 감정에서도 합리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특히

허구의 감상에서 얼어난다는 역설을 살펴보고， 이러한 역설을 해결하는 여러
이론들을 살펴봄으로써 감정 일반의 합리성과 특히 허구가 환기하는 감정의

합리성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 이 논문은 <2000-2001 서울대학교 인문사회계교수 해외연수 특별지원금>에 의한
연구 결과임

1)

이 논문에서는 “εmotion"을 “감정”으로 번역한다. 종종 그것을 “정서”로 번역하여
감각(sεnsation) 또는 느낌 (feeling)과 구분하냐， 이러한 구분은 감정과 감각 또는 느

낌의 구별로도 유지될 수 였기에 “감정”이라는 용어를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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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허구의 역셜
사람들은 흔히 우리 가 소설이 나 영화와 같은 허구(fiction)를 감상할 때 그
것에 감정적으로 반응한다면， 역설 (paradox) 이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이때 역

설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허구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한다는 사실이

감정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 관념과 상충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설생활에 있어서 감정의 대상이 존재한다는 것음 전제

한다. 당신의 친구가 그와 가까운 사람이 불행한 상황에 처했다는 이야기를
당선에게 할 때， 당선은 그 사람에게 동정심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의
친구가 그의 이야기는 꾸며낸 것이라고 말한다면， 당신의 동정심은 사라지고

그의 거짓말에 분개할 것이다. 이때 당신의 통정심이 사라진 이유는 그 동정
심의 대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며， 일반적으로
감정은 그것의 대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허구의 감상이

역셜을 발생시키는 것은， 우리가 허구 속의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감정적으로 반응한

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러한 역셜을 해결하는 방안은 그 역설을 이루고 있는
주장들을 분석하여 그것들 중 어느 하나가 거짓임을 밝히는 것이다. 허구의
역설을 산출하는 주장은 아래의 세 가지로 분석될 수 있다.

1) 우리는 허구에 기술된 또는 묘사된 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

2) 우리는 존재한다고 믿는 것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한다.
3) 우 리는 허구적 시건이니 등장 인물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한다
허구의 역설을 발생시키는 위의 세 가지 주장 중 어떤 것을 부정함으로써

그 역설을 해결하느냐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허구에 반응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과 감정에 대한 입장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위의 세 가지 주장 중 어떤 것올 부정하는가에 대한 각기 다른 이론들음 살

펴볼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허구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그것들의

허구애 의해 환키 '1 는 감정의 한미성 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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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병을 간단히 검토혀」L 그 다음에 갇정에 대한 이론들을 보디 자세히 살펴
봉으로써 감정 일반이 그리고 특히 허구의 감상에서 유발되는 감정이 비합리
적이아는 주장의 타당생을 겁토할 것이디

1

환영론

향영론(illusionism)은

허구 작품욕 깅싱하는 동안 우리는 허구직 사긴이나

풍장인물이 촌재하지 않는다는 사선음 잊어나1 리고 그것들이 섣저II~ 존재한다
는 환영에 빠지게 후1 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라한 주장이 빚다면， 허구의 역

성이] 관한 주장 중 1)번쓴 서짓이 되기에 역선은 해견된마 그러나 확영론의
이미한 주장은 빚지 않다

기 뇌었디 할지라도

비록 환영론이 영화에 대한 진통적 이론틀의 근거

우리는 허구를 감상히는 동안 우리기

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

허구를 감상한디

민일 영화의 한 장년이 우리를 위협히는 것--예로 총

f 가 관객석을 향하거나 뱅수가 관객석을 향해 뛰아오날는 장언--이마 한지아
도， 우리는 자리들 빅자고 도망가지 않는네

그 이유는 우리가 그것이 영화의

한 장연일 뿐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얄고 있 ;1 때문이다

따랴시 환영론은

허구의 역성음 해견하는 바람작한 이론이 될 수 없다

2

래드포드의 이론

래드오드능 l?l 음이 없어도 감정이 빌생얄 수 있마:i!. 주장히며‘ 그에 따르
연 해구에 대한 감정 반웅이 그 대표적인 여]이디

따아서 감징의 디1 상에 대

한 존재 빈음 없이도 감정이 발생할 수 았으며， 이에 따아 2) 번을 부정함으로
써 허구의 역설은 해걸뇌나‘ 그 대가는 허구에 대한 감정은 믿음을 걸여하였
시에 비합리적 (irrational) 이라는 것이다') 이러힌 래드포드의 입장은 김정은 안

지객 요소들 특히 믿음음 가져야만 그 합리성이 설탱될 수 였다는 전제을 가
지고 있는 것으혹시， 이 문제는

2) C이 in RadCord , "ïIow ιan

“

01 rhe Aristoreti n

Sociεη，

‘ ie

우리가 김정의

be rnoved by 111ε làte

복성을 다우는 마음 장에시

0 1'

Supp. vo l. 49 (1975), p. 7H

Anna Karenina?!' Proceι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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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검토될 것이마

3 사고 이론 (Thoughl lheory)
사고 이논은 우리가 허구를 심싱하년시 반응하는 것은‘ 허구적

λ} 간이나

~1 물 샤 111 까 야니라 그것들에 대힌 우리의 과녕 또는 사고라고 주장힌마

라

마딛크에 따긍[연 우리가 해구에 김정식으로 반응하는 대상은 그 직품 안의
한성

;1 승구(detìnite desιriptîon)의 뜻이다]， 즉 허구식인

이듬이 지시하논 것

운 득정한 대상이 아니라 그 대상을 기술하기 위해 그 작품애 기술되 문장틀
의 합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십천이에 대해

<신칭전>에 묘사원 문장틀을 통해서이디

아는 것은 섬칭이에 관련하여

따과서 우려기 심칭이에 대해 통정

을 한디←연‘ 그것의 언믿한 의미는 그 동정의 대상이 “신청이”바는 。1 름이 지
칭히는 특정한 실새히는 인물이 아니아 __ 왜냐히번 그이한 인물유 현실 세계에
는 존새하지 않기 때문에 __ “심봉사의 딸로서 공양미 삼백 석에 팔려긴 처녀”

라는 기술구의 뜻올 동성힌다는 것이다

나의 이듬은 내들 지칭하는 것이나， 내가 지칭되시 위해시는 내가1 식용되
논 시숨구들 나연함 수도 았다“오종환‘이라논 이름으혹 Ll을 지칭함 수도

았으나， 현재 미학과의 교수이며 어디에 삼고， 부슨 과복음 가르지며， 무엇윷

좋아하고 무엿을 싫어하는 사람 퉁퉁의 기숭구도써도 나는 다른 사람과 구병
되게

지칭될 수 있늠 것이디

그이 :il 이러한 기술구에

의한 지칭은 해구의

경우에서처럼 그것에 해탕되는 존새기 없을 수도 았으며，

01

경우에 우리기

지칭히는 것유 라마브크에 따르연 그 기술구의 뜻이바는 것아디

따아서

。1

ι1 한 설냉에 따날년 사고는 물질적으로 실재하는 대상과 달러 심리적으로 그

러나 보펀석으로 실재하는 것으호 여겨질 수 았다
또힌 우리가 이려힌 것에 감정직 o_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은 다읍의 예들

생각하연 이해뀔 수 였다

우리는 삭제둘 우리의 손이 견호 베 ~1 다면 고통응

’) Peter Li:ll11arque, “ Ho、-y can \ve fear and pity tìctions?," British Journal of Aesfhefic.\'‘
yo1. 21 (1981), p.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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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껄 것이나， 그이한 생각을 히늠 것만으로써도 소름이 끼칠 수 있다 마찬기
지로 우리는 실제의 대상에 디)헤 감정적으로 반웅할 뿐 아니아 사고의 내용
에 대해서도 그 "1 할 수 았는 것이디 사고 이논의 이 "1 한 주장이 맞디언， 위
의 허구의 역설에 관헨 주장 증， 2) 번이 부정되고， 따라서 역설은 해결된다

4

믿는-제하기 이론 (Make-believe theory)

월튼은 믿논-제하기란 어린아이등의 소품장난에서 그 친형적 여1 들 북 수
있는 것으로서， 어떤 실제 사붕을 가지고 하는 일종의 상상하기라고 추장한
다 4) 아이틀의 놀이에서 조약롤이 그 놀이으1 백락에서는 진짜 사탕이 될 수

있듯이， 예술작품은 그 감상의 맥락에서는 그 허구 세계의 참믿 사실을 전탈
"1 는 수만이 될 수 있디 윌든은 이이한 상상히기의 새료블 소도구(prup)라고
부브는매애 예술작품L은 그 감상의 맥락에서 허구적 잠을 발생시키는 소도구。1

며， 01 띠 상/11- 활동은 그마힌 허구적 잠에 대한 인끼을 말하는 젓이다 심청
이까 콩양미 삼백 석에 필뎌간다는 것은 、심정전〉이라는 허구 세계 속에시는

참인 것이고， 대사 그 허구 세계 속에 참여하는 한， 즉 그 허구들 올바로 김
상하논 한， 참으혹 생쉽하는 허구적 참이다‘ 즉 싱싱하시논 해구식 서]게에 대

한 믿음 또는 인식 작용이라고 함 수 였으며， 어떤 명제 P를 허구적으로 상
상한다는 것은 명께 P를 허구적 세기)에서 착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윌튼에 따르맨 우라기 〈심천진〉을 읽을 I대 우리능 상상걱으로 〈싱칭진〉익

허구 세계 속에 들이기는 것이디

따파서 그 허구 세계 안에서 일아나는 일

늘은 그 새계에서는 정말로 일이냐는 열늘이고， 선청。1 과는 디1 상은 그 시1 계
안에서는 실새하는 대상이다- 그이므로 그 허 r적

세계 안에서 우리가 심청

이에개 김 성직으로 반응하는 것은 실제 세계에시 실재하는 대싱에 김정식으

로 반응하는 것파 다들 바 없다 딘지 그 반응이 현실 세계가 아닌 허 r 세
거)에시 입어난다는 섭을 제외하고는 말이다

4) Kendall L

‘

‘’

alton , Mim m

Arts (Cambridge ‘ Mass.:

05

Har써rd

Make-Believe

’

On he Foundario l1

Universitv Press‘ 1990)‘ p. 12

0/ Represenr찌lon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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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링디면 심정이에 대한 우랴의 감정적 반응은 현실 시l 계의 대상에 대한
감정적 반응과 치。 1 접이 없디는 맡인기? 물는 이띤 치이전이 있을 것인데， 왜
냐히언 해구 새겨1 란 현실적으로는 존재히지 않는 상상의 새겨1 이기 때문이디

따랴시 허구적 잡은 실저1 적 잠일 수 없고 딘지 우리가 싱싱럭 cι로써 허구 세

계에 착여한 [니1 만 그 세계 속에시 생압하는 착이라면， 허구적 사낀이'-]- 대상
에 대힌 김정식 반응 또힌 허구직 세계에시만 성답하는 김성적 반응이지 실

제적인 감정식 반옹엌 수 없다

윌튼은 이려한 의 ~l 에서 허구을 감상참

1'11

성립하는 감정을 유사‘감정 (quasi-잉notion)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유시~감정? 이

라는 용어는 그 감정의 강도가 실제 세게에서 빈생하는 감정의 강도보다 약
히마늠 의미기 아니디

우리능

허구를 감상히면서

그것의 사건이나 대상에

대해 때로는 현실 시1 계의 대상이나 사건에 대해서보디도 더 강렬히거1 반응히
기도 한디
원든의

이논은 결국 허 f 에 대한 김정적 반응은 윤사-김정이기에， 그것이

진정힌 감정이 야니라고 주장쉽 q로써 해구의 역설을 r 생하는 주장 증에 3)
벤을 부생하는 것이마

커이도 믿는-제하기 이톤으로써 허구의 감상윷 선명한다‘ 그에 의하면 해구
적 참이란 헤구 세기1 내에서 허구적 작가(fiεtional author)가 사선도서

우리애

거] 말해주능 바이다 5; 그러나 허구에 의해 유벌되능 감정에 관한 설병에서는

윌든과 의견을 달러히여 허구에 의해 f「발뇌는 감정도 진정한 감정이아고 주
장한디

6)

따파서 우리는 우랴기 해구에 이떻게 반협1 는기파는 문제와 허구

감상에 의해 유발뇌는 삼정에

대한 설벙은 독립적이아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에 관련된 김정 이론들은 다읍 장에시 살펴볼 것이다

5) Gregory Currie‘ The narure 01 ficfion (Cambridge: C3m에 ωgζ University Press , 1990),
p. 80
6) Ibid. , p. 211
CUlπ‘ζ

lma:se

and

써ìnr1

Cambridge lJniversity Press.

Film,
\1) 95),

philo.\'oplη

p. 150

and

ιC 잉ullve

';uenc닝

(C 앙nbridg，ζ

허구에 의해 환기되는 감정의 합리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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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감정에 대한 이론들:
인지주의 (Cognitivism) 와 비 인지주의

(Non-cognitivism)

이 장에서는 감정에 대한 이론들을 살펴봄으로써 위에서 언급된 허구의 역
설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를 검토할 것이다. 먼저 감정 일반에 대한 이

론들을

살펴볼

것언데，

특히

논란의

초점이

되는

것은

감정의

합리성

(rationality) 이 믿음이라는 인지적 요소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다는 좁은 인
지주의가 옳은 이론이냐익 여부이다. 좁은 인지주의에 반대하는 이론들이 넓

은 인지주의나 비인지주의이다. 우리는 이러한 세 입장을 각각 허구의 감상
에서 유발되는 감정과 연관하여 살펴볼 것이다.

1.인지주의
연지주의는 감정의 발생과 그 발생된 감정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반드시 믿

음(belief)과 같은 인지적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그 언지적 요소
를 믿음에 한정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좁은 언지주의와 넓은 인지주의로 구분
된다. 인지주의는 먼저 느낌 이론에 반발하면서 성립하였기에 우리의 논의를

느낌 이론으로부터 시작할 것이며， 이 다음 절에서 살펴볼 비언지주의는 인
지주의에 반발하여 모든 감정의 셜병에 인지적 요소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부
정하는 입장이다.

1)

느낌 이론으로부터 인지주의로

인지주의가 처음 대두된 것은 감정에 대한 느낌 이론(feeling theory)의 주장
을 비판하기 위해서였다. 느낌

이론이란 감정이란 우리가 느끼는 생리적 변

화의 감각(sens없ion) 에 다름없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현대 심리학에서 느낌
이본의 정초자라 할 수 있는 제임즈(William James)는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지각하면 신체적 변화가 오며 이것이 감정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우리의 감정에 대한 관념과 상충된다. 우리는 감정이 신체적 변화를
가져오지 신체적 변화가 감성을 유발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제임즈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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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예를 들이

우리기 숲 속에서 곰을 만났다면‘ 우리의 본이 떨라고

딴을 홍리고 있디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생각은 그 반디1 일

것아디

우리는 공I!:을 E 끼는 것이 되나，

그이나 제잉주의 주장 중에 살인한 것은

신치1 적 느낌이 심정에 필수적얀 조간이라는 점으로， 만일 우리가 그러힌 느

낌욕 감정에시 매제힌다면 어떠 매싱에 대힌 김정적 반응과 그것에 대힌 차
디 ~l 이생식 판딘은 구분되지 않용 것이다

그러나 제임즈의 주장이 갖논 두낸째 문제점은 신세적 느낌만으도는 감정
적 상대외

"1-감정적 상태를 구병딸 수 없다는 사실이다 심리학의 실힘에서

아F 레날린이라는 묻잔을 펴싱힘자에게 주사하면 그녀가 느끼는 생리적 변호1
는 분[1 를 느낄 때의 생랴적 변화와 유사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이나 우리

는 전지의 경우에 그녀기 분ι 를 끈낀디고 말히지는 않을 것인데‘ 。 1ι1 한 사

실은 감정에는 신체적 변화뿐만이 아니아 이띤 정신적 요소기 새엽되이야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느낌 이론의 또 다른 운제점은 신제적 느낌만 o_로는 김정의 종듀들 구분할
수 없다는 낌이다

과는，

분노와 공포의 신세식 느낌이 같을 수도 있마는 실협 결

우리가 느끼는 생리적 여회만으둘 김정이

분듀되고 웅암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지적인 요소에 의해 견정된다는 것음 시사한다 따랴서 느낌
이론의 문제점은 대부분의 감정이 지향생 즉 감정의 대상으로의 방향생을 갖
는마늘 것을 설명혀기 힘듣고， 많은 갇정이 이성을 따르는 경우가

있다능 것

을 설벙할 수 없디는 것이디
인지주의 일반은 느낌 이판의 。1 이한 문저1 점에 디1 히1 감정을 구성히고 분류
하는 미에는 반드시 인지적 요소가 았이야 힌다고 주장힌다

인지주의는 감

정이란 김각과 달리 매상에 대한 지향적 싱태들 포쉽힌다고 주장힌다 우리
는 특정한 읍시음 생각하지 않 q면시도 깨고읍을 느낄 수 았 q 나， 어떤 대상

도 생각하지 않으며 분노들 느낄 수는 없마 그리고 아마도 그 대상이란， 예

를 틀어‘ 내가 생킥하기에 또는 믿기에 타팅하지 않은 이유로 님윷 괴롭히는
어떤 이의 행통이 될 것이다
때어1 만 성업할 수 있디

분노라는 감정쓴 반R시 특정한 대상을 가진

허구애 의해 환키 '1 는 감정의 한미성 분재

그이나 인지주의가 디]상에

것은 아니디

미한 민음만으로 감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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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뭔디」 주장허늠

낀일 민읍민。 1 감정을 구성한디고 주장한디언， 감정의

경험적

측연 즉 우리기 단지 인읍을 가지거나 이띤 생각을 품고 있는 것에 미비되게
특정한 심정을 가졌을 때의 느낌을 설명할 수 없고 1 않은 감정적 성태의 수
동생파 관쟁븐 섣벙한 수 없다 따라사 김정이란 대부분의 경우에 신세적 느
낌과 91 지식 요소까 흐합원 것이라는 섭병이 보띤식안보 받아들여천다

또한 지향생만으노 감정이 모두 섣명되는 것은 아니다 암반끽으노 감성은
특정한 대상을 가지나， 통시에 그 대상에 어떤 성전을 귀속시킨 때이1 만 성립
하는 것이다

나는 밴을 두려워하는데 나의 친구는 밴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면， 그 차이능 뱀에 대한 평기에 있이서의 차이이디

나는 뱀이 우1 힘한 통풀

이마고 샌각히는 데 반해 나의 전구는 그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다

따아서

감정이

유발되는

디1 에는

디1 상에

대한

평기적

민음{εvalualivζ

bζli비)이 반드시 개입되어야 하며 1 김정은 이 평가적 믿읍에 의해

구분뇌는

것이다 7) 그러고 뱀이 위협하다는 내의 믿읍이 나의 두려움을 유말하였 '1 에，
김성의 대싱에 대힌 펑가적 믿읍과 그 대상이 유발힌 감정 사이에는 안과적

관게샤 생입한다

따라시

?리샤 느끼는 생비적 여회들 어떠 감정이라고 부

른마면 그라고 오직 그러함 때이1 만 우라는 그러한 생비적 변회를 우라가 지

한 상황에 대한 펌가와 연관시키는 것이마

우리는 이라한 주장음 감정의

91

파적-평기걱 。1 묻이랴i'_ 부를 수 있을 것이마

내기 뱀을 보고 공호의 감정을 느끼는 것은， 내기 멤을 우1 험한 것이라고
민는디는 사실뿐 아니아 이떤 특징한 뱀이 내 앞에 나티났기 때문이다 따아
서 나에서1 공포의 감정이 일이나기 위해서는 뱀이 위힘하다는 평가적 믿음뿐

만이 아니라 특정힌 뱀이 내 앞에 았다는 사실적 믿음도 작용하여야 힌다
이띠 평가객 믿음은 어떤 종유의 대상에 특정한 생걸음 부여하는 것이고， 사

심적 믿음은 특정한 개멍자의 존재에 대힌 믿음이다 그러고 이러힌 개멍자
를 그 감정 .Q] 마것이라고 부르기도 한다‘8) 그러므도 감정이 빈생하기 위해서

7)
~)

\νilliam

Lyons , Emotω n (Cm11비 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 p. 50
Ronald de Sousa, 7까e Ratior. α li(v of Emotion (The MIT Press , 1990), p.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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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기 평기적 민음을 기진 것넨으로는 충분히지 않디

나늠 형상 뱀을 두

려워히는 ?영향이 있을지아도 헝상 뱀에 대한 공보를 느끼는 것이 아니디

뱀에 대한 나의 평기적 빈음은 경향적인 (ùisposiliunal) 것이디

즉

내기 뱀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경우는 내 앞에 어띤 뱀。1 있어야 하기에， 감정이 발생되기
위해시는 반드시 나의 김정의 타깃이 존재해야만 힌다

따라사 펑가식 믿음

이 갇정의 분유에 꽉겨]된 것이랴면， 사심적 믿음은 갇정의 타깃에 과힌 것이
며 핑가식 믿음이 작용합 수 았는 기1 기들 제공하는 것이다

2)

넓은 인지주의

위에시 삼펴본 인지주의의 주장에서

?라는 감정윷 구생하고 확인하논 인

지적 요소를 사선걱 믿음과 평가적 믿음이라는 믿음의 유형에 한정하였다
이러한 입창윷 좁은 인지추의라고 암 수 있는데， 왜냐하면 감정에 개업되는
인지적 요소를 민음에

한정시키기 때문이디

그리」 이이한 입장은 허구의

역설에 판런된 주장 중 “ 1) 우리는 허구에 기술뭔 또는 요사푸1 것은 존재히
는 젓이 아니바는 것을 알고 았디”와 “ 2) 우리는 존새한디고 1;11 는 것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힌다”를 얀정하고 “ 3) 우리는 허 구적 사건이내 등장 안물에

대해 김정삭으로 반응한마”들 부정힘 q로써 역설을 해결힌다 왜냐하면 즙은
엔지주의의 입장에시는 우리가 허구객 사긴이나 대상이 존재힌다고 믿지 않

논다면， 그것은 ~l 정한 김정을 유반함 수 없시 때문이다
이런 좁은 인지주의를 판단주의라고도

판 수 있는데 6 관단주의 Qudgment

alism) 만 모든 감정에 연관된(10、이ve이 ~l 식적인 요소는 판단이거나 믿음이라
는 주장이다

。1 러한 판막주의에 반대허능 반판막주의 FE늠 넓은 인지추의는，

디)상에 대한 감정적 반웅유 그 대상의 존재나 특새늘어) 관딴 민음을 논랴적
으로 요구히지 않는디고 주장한디
이띤 판점에서

단지 그 미상을 이띤 방식으로 본디든기

생각한디든기 그것을 아이저 "1 한 것으로 간주한디든기

히는

약힌 종듀의 인식도 김정음 일 q키기에 층분하마는 것이다 즉 김정에 동반
되는 명거1 직 태도에는 믿읍뿐만이 아니라 상상럭과 생각응 풀기(잉lte디a111 11lg
thought)도 포힘팔 수 있다

a

허구애 의해 환키 '1 는 감정의 한미성 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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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늠 “그녀기 냐를 사망한디고 상상한다와 “그녀기 나를 사망한디고 민

는다”랴는 두 개의 벙제기 “그녀기 나를 사땅한디”파는 문장의 뜻에 미히] 각
기 디른 태도(맹제 태도)를 취히는 경우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디낸 우리

는 어떠힌 냉제 태도도 11~ 제펀 채로 “그녀가 내를 사탕힌다”라는 뜻을 딘지

생각만 한 수도 였다 이러힌 경우샤 바로 생각븐 품시이다 넓은 엔지주의는
이처럼 어떠 것유 싱상하거l-]- 생각븐 춤는 것만으호도 감성이 유밥될 수 였

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앞에서 든 예치힘 갇노 손이 베이논 생각만으노도 소

름이 끼친 수 있마변， 감정이 유반되는 데에는 실제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마는 민음이 반브시 통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주장이 빚다면，
민응을 유발히지 않늠 해구의 갇상에서 나타나능 감정적 반용들을 감정의 전
형적 예늘이 아닌 것으로 빔주화할 필요기

없디

왜나히연 그이한 반응늘유

감정에 대한， 보디 완화된 인식주의의 요구를 민즉시키기 때문이디

그러나 원는과 같은 즙은 인지주의자늘은 위의 예에시의 소음 끼침이 믿을

음 동반하지 않기에 진정힌 감정이 아니고， 허구에시 발생하는 김성도 유사
김성이라고 주장힌다

그들이

이런게 주장하는 끈거는 마읍의 두 가지이다

첫째， 우리샤 괴물이 퉁장하는 공포 영희들 뷰 후에 “그 괴불이 성딴로 무시
웠마”라고 만함 때， 우이가 의미하는 바는 섣생활에서의 어떤 대상이] 대해 맏
하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로서 친정 부엇음 의미
했느냐의 문제능 우이기 살펴윌 두번째 이유를 염투에 투지 않i.'_서늠 결정적
으로 답변될 수 없기에 더 아상의 논의는 무의미할 것 같다

둠쩨 이유는， 허

구에서 f「발되는 감정은 그 기능의 년에서 실생활에서의 감정과 디브디는 점
이다 우랴가 실제로 괴물을 보고 공포를 느낀다언 우리는 도망칠 것얀데， 영
화 속의 괴물에 대해시는 공포들 느낀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 극장의 좌

석에 앉아 있는 것이다 원든의 설명에 따른다면， 우리는 우리가 허구의 세계
속에시 그 괴물혹부터 위협을 당힌다는 것음 얀고 았시에， 그리고 우리가 그

러한 위힘을 팅하는 것이 작된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허구적 믿음의 대상이
기에，

우이가 아무ì!이 강런한 공포를 느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진정한 공포

기 될 수 없마

그버」 이러한 예기

헤구에 대한 우리의 감정이 그 정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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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히디능 이야기는 아니디

우리는 이띤 경우에는 정말 손에 밤이 나도록 영

화에 싱취히고， 소설에서 깊은 감동을 받는디

그럼에도 불구히고 그것이 어

띤 행동을 유「발히지 않는디연 여전히 그것은 진정한 감정이아고 얄 수 없디
는 것이 원는의 주장이다')

이러힌 원튼의 주장에 대하여 넓은 엔지주의자는 위의 경우에시 우리는 정

말로 공표들 느낀 것이라고 주장하는네， 왜냐하면 그 괴물이 우리들 위협하

1

였다는 생각(정신식 표상‘ mental reprεsentation)이 감정을 유빈시키논 인지

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라고 우라가 도망지지 않는다는 월튼의 지적에 대
해서는 모E 감정이 의도적인 (deliberate) 행통을 유빈하는 것유 아니랴고 반박

할 수 있마‘ 예를 들이 슬즘이 특별히 유벌히능 행몽의 유형은 없다

그리고

이띤 행동을 유발히는 힘을 기진 감정늘의 경우에도 우리기 그 상횡에 대히
여 무잇연기 할 수 았디는 추기적인 1;11 음이 없디년， 그이한 감정놓은 행동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늘어 우리가 한뇌전에 대한 이야기를 능고 안타
까위하연시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지금의 어떤 행동이 그 전쟁을

막을 수는 없시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플래둔〉을 보던시 전쟁의 참화에
분노하고 병사들윷 웅정하지만 어떠 행옹도 하지 않논 것은 그것윷 막기 위

해 우라가 1잠 수 았는 입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파서 회상적인
감정과 허구에 대한 감정의 경 우어1 행통을 유빈하는 힘이 견여된 것은 행위

지기 그 상황을 교정히거나 막을 수 있늠 사대를 츠래하는 것이 붙기능히다
는 사실에서 기인판디 101

그이나 넓은 인지주의지의 이이한 반례기 공핀t 영화의 괴물의 예에 대한
걸징적인 반박이 될 수는 없다 특별한 유형의 행동을 유발하지 않는 감정의
부듀샤 있음 수도 았겠으나， 그것은 공포의 경우에는 애당되 지 않시에 지금

의 논의의 초섬음 벗어난 것이다 즉 슬음의 경우에 행동이 유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6 챙동을 유반하는 다른 김성의 경 우에 진정힌 김정파 유사-김 성의

9) Walton. p. 198
10"l Jinhtç Choi ‘ Emotio n.
di~‘sεrtation. lJniversiη

f지ι(ùm，

of

a lJd Rationality

Wi:"ιonsin-Madison ，

Cognilivim} vs_
1999), p. lO)

.Von← C"앙li1 ivi~' /ll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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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이 생럽한디면

우랴늠 슬픔의 경우에도 그마한 구분을 획대히여 적용시

킬 수 았을 것이다

지금 우리의 죠접얀 공f 의 경우에 그것이 과거 회상적

。 1 거나 반사실적인 경우기 아니아연， 우리는 분병히 진정한 감정과 유사-감정
을 f 붙할 수 있다

왜냐하연 내가 실제로 위힘에 처해시 공포를 느끼연사

그 성황 Cι호부터 아무 저1 약 없이 도땅감 수가 있는 경우에 내가 도땅가지 않

음 것이라는 것은 생각하시 힘들시 예문이다 이에 비해 영화들 보면시 느끼
논 공포논 그려한 행동을 유반하는 힘을 꺼여한 것이시에， 우리는 그것음 유

사 공포라고 부를 수 였다 따라서 진정한 감정이판 현재 행통이 유빈후)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적전한 상황이 추어졌을 때에는 행통을 유반할 수
있는 갇정이마.iL 말딸 수 있디

그리고 실제의 상횡에서 이이한 구멸이 기능

히디연， 01 이한 구별은 반λ} 설적이거나 회상적인 경우에도 획디1 뇌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디
물논 이러한 설벙어1 대하여 넓은 인지주의자는 괴물에 대한 공포는 진정힌
공포이며， 공포의

경우에 그러힌

구별이 가능하마 하더랴도 그것음 김정 일

반에 적용시키는 것은 문제가 았다며 자신의 관섭을 고집할 것이다 그러고
이러한 사선은 성신식 표싱만으혹도 꺼성한 김정이 유반될 수 였다는 넓은

인지추의의 추창과 모츄되지 않는다
이러한 논의에서

우라가 얀 수 었는 것은 좁은 인지추의외 넓은 인지주의

의 주장 각각에 대해서 결정적인 반례를 제시히여 상대망을 설특시키늠 힘들
다는 사실이다

그이나 우리기

감정을 이야기할 때 중요히디고 생각히는 점

。 1 감정이 일반적인 경우에 행동을 유발한디는 사실--인간사의 대부분이 주체
의 감정에 의해

경정된다는 사실--과 함께， 즙은 얀지주의를 옹호하는 늦헨

또 하내의 고려는 김정의 대상으로-시의 허구직 대상의 설명에 그 존재가 전
제되고 았다는 점이마

31

감정의 발생에 있어 허구적 대상의 필요성

넓은 엔지주의 또는 반판딘주의에 대힌 또 다른 반론이 있을 수 있다

반

판단주의가 주장하는 것처럼 김 성에 포힘펀 약힌 형태의 91 식이 매싱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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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는 (characterize) 그미한 총류의

민음을 필연적으로 가지지 않는마고 하더다

도， 감정은 그 대상에 대한 존재는적 민읍 또는 그와 유사한 것‘ 즉 그 디1 상
을 존새종1 는 것으로 여기거나 간주히는 대도나 입장 같은 것을 ?함해야민
하는 것 같다

왜냐하염 어떻거1 최소한 어느 사접어1 시이긴 존재하는 것 Cι로

간주하거나 여기지도 않으면시， 그것에 대애 동정심욕 느낀다거나‘ 두려위힌
다거나， 미위힌다거나， 동경힌다고 말한 수 있겠는가q 김정은 경향적 생래 91

평샤적 믿음만으노논 빈생될 수 없다

감성이 빈생되기 위해서는 핑가식 믿

음의 얀과적 효력을 휴먼시키는 사섣적 민음이 았어야만 한다‘ 광견병에 결
여서 이빨을 F 러내고 서품을 흘리면서 으르렁거리는 개가 위힘하다는 생각
자치1 만으로늠 공푼기 빌생할 수 없으며 1 그야한 평가적 t;rl 음파 함께 그런 개
가 지금 내 앞에 있다는 사실적 민음이 있을 때에만 나는 그 개에 대해 곰보

심을 느낄 수 았는 것이디

허구 감상의 경우 문제의 디1 장이 현실 새겨1 에 존

새하지 않는다연， 그것아 내가 성성힘〈즈로써 잠여하는 허구 세계에 존새해야

만 나는 김정의 대상응 가질 수 있는 것이마

이러힌 생각은 허구에 대힌 우리의 일반적 사관과 부합하는 것 같다 우리
까 안나 카레니내들 동성한다면δ 우려논 그 소성에 기숭펀 그녀에 관련된 층

처]적 상황이나 그것의 입반적 의미를 통정하는 것이 아니라 허구 세게 속의

특정한 대상인 얀나 차례니나를 통정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반론이
벚마연， 헤구의 역설에 대한 반판만주의의 해결 망식은 응쓴 것이 아니다
우1 에서 인듭했삿이 허구적인 공'!J-_와 실새적인 것에 대한 공g_를， 그것늘이

행동을 초래히는 방식이 분명히 디름에도 불구히고， 같은 식으로 보는 것유

잘못이다 다음의 예를 생각해보자 나는 아렀을 띠 깨에거1 물린 경험이 았기
에 개들 보면 무시워힌다

그리고 우리 옆집의 개 멍멍이는 늙어시 아가 다

빠진 야주 순힌 개이다 따라사 나는 멍멍이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응 알면시
도， 여저히 멍멍이들 무시워힌다

이것은 비합리적 91 김정의

경 우이지만， 요

점은 섣재적인 대상에 대한 공포의 갱우 주제는 문제의 대상이 워힘하다는
것음 믿지 않는 갱우에도， 그 주체는 그 대상음 위힘한 것으도 간주하기 때

문에 공 3얀심을 느낀디 .iL 말할 수 있디

그리」 이 경우에 주체는 그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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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디는 것을 빅으며 또한 그기 위험한 것으로 간주하는 아띤 것이 있다
고 민는 것이 분병히디

그이나 허구적인 공훈의 경우에 우리는， 주체가 허구

적 디1 상을 위험히거나 위협적얀 것으로 간주한디고 맡할 수조치

없디

왜냐

하언 주채는 그더한 대상이 존새힌다고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그가 그렇

게 간주하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유 믿지 않는다- 대상 X에 대힌 친정힌 공

표는 두 가지 빠드쉴 수 없는 인삭객 요소들 갓고 었는네‘ 그 하나는 X릎 위
힘하거나 위협적 ~1 것으노 간 F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냐는 X 가 존재한다고
간주하는 것이마 그리고 X가 츄재한마고 간주할 때라도 X의 쥬재는 단지 X
。11 대한

우리의

생각이라고 할 수는 없는 듯하마

따라서

허구적 대상이)

二L

존재를 부여해야1간 한디면， 줍은 인지주의지의 해결 방식처럼 우리늠 그 대
상이 허구 세계에서만 실새히는 것이고! 그 미상에 미한 공호는 허구 시1 계에

서낀 ';j협히는 유사-공?아고 말히[야 할 것이디

허구적 대상이 허 F 세계에시는 실새하는 대상이라는 주장과 관런하여， 어
떤 이는 원든이 허구의 역설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주장힌다

해드 .!J:_ 드으1 피즐은 우리 I1 그 강과로서 진생한 감정을 가 "1 게 되건 허구껴 감낌을
가지케 되건， 우리가

L 깃이 허 f 라는 깃음 악면서도 허 난에 의해 김정이 응직인다

(movèd) 는 것이다 진짜 분재는 무며가 허구에 의해 감정이 퓨칙이는 것을 설벙하는

것이다 이 문세는 윌튼저럽 우리는 허구에 의。11 갑성이

1111

7,

웅식여 진정한 감상윤 기

되는 깃이 아니라 하 F 적 김정응 가지게 띈다고 주정힘으로써 해견되지 않는

다 왜냐하멘 분제는 헤구。11 의해 감정이 묶직여서 갓게 되늠 것이 진정한 감정이
냐 야니냐가 아니리 우리/

도 cll 제 "1 떻게 해구에 의。11 감정이

웅식일 수 있느냐，

우닝 가 어떻케 펴 F 에 대힌 김정적 반응음 가걷 수 있느냐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월든의 용어효늠， 우 ~I 가 허구음 감상하멘서 그것이 허구얀 것을 알번서보 어떻게

quaslεmotlon 윤 샤질 슈
λ1

L 의 식맹은 래드포드의 퍼중에 대히 만족즈러듀 해격채이기는거녕， 아무련 해

결책.'i. 될 수 없다

U

。1 이한 주장유 필지기

11 )

았는끼이다 원튼은 이에 대혜 디]답히기 있지 않P 며‘ 따리

낌에회

보기에는 허구 세계에 디1 딴 월든의 설 L성을 오히1 안

「허←난에 대한 감정」다 래드포도의 퍼즐 h

철학 연←h 거1 재 예정

추__l]_ 12-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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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에서 비롯되늠 것 같다 월튼유 우리기 허구 시1 계에 참여함으로써 그 세계

의 디1 상을 직집 대연한다는 또는 그 세계 안에서는 그 대상에 미해서 장된
민읍을 갖게 된다는 주장을 히는 것인데

위의 논의는 그 허구적 디1 상이

현

실 세계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의 심정을 유발할 수 있는가 하고 비판하고 있

는 것이다

우리가 허구릎 김상한 [니1 허구 세셰 속에시의 대싱은 친정힌 대

상이라는 주장욕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문제들 해겸하시 위해시는 김정은

"1 인지식 요소을 갖는 것이시에

F 리는 비합리적으혹 허구에 대한 감정윷 갖

게 되다는 래 F 포므으1 입장을 받아듣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닙]고 우내는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허구에 대한 서로 다른 이론틀이 또한 감정에 대한 서
로 마른 입장과 연관되아 있음을 일 수 있마

2 비인지주의와 감정의 스펙트럼
위에서 우리는 좁은 인지주의와 넓은 인지주의 사이의 논쟁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인지주의 일반에 대해 비판하연시 감정이 유발되는 네에는 어떠힌 엔

지객 요소도

필요하지 않다는 엽장이 았으니 그것이 바보 비인지주의이다

바인지주의까 제시하는 예들은 다음파 갇다

첫째， 감정의 빈생에 있어 인식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없는 갱 우， 그리하여
반응의 대상에 대한 표상이 형생될 수 없는 경 우에는 단지 즉각적인 반음만

이 있마‘ 그닌1 .iI 01 것은 의식에 의헤 매캐되지 않으며， 그 본성에 있어 본능
적이거나 반사적아디

벌레기 기이기는 끈낌을 받았을 때의 반사적인 반응이

나 갑지기 누앞에 나티난 또는 스쳐기는 형처)에 디1 딴 소스마친 능이 그 예이
다

둘째， 삼정적 반융의 발생에 인끽。1 개입하나 그렇세 힘성된 표상이 그

본생에 있어 명제적이지 않거나 또는 판딘의 지위들 가지지 않거나， 또는 두

경우 다 해망될 수가 있다 예들 들어 독이 없는 뱀이라는 것을 알면시도 공
포들 느끼는 경우는 우리의 관단과 감정이 상충되는 것이며， 도E 밴에 대해

무조건 소름이 끼지는 갱우는 그러한 감정적 반음으1 이유를 명시암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비인지주의의

갇정에 인지적 요소기

예틀이]

우라가 통의한다는 사심이 곧 모든

~}마늠 것을 의미혀늠 것은 아니마

우리가 앞에서 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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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요소들을 또함허늠 감정의 경우에도 수긍을 하였디연? 감정에늠 인지적
요소를 ?함히는 것과 문함히지 않는 것이 었디고 걸는 내리는 것이 타당할
것이디

즉 일반안늘이 삼정이아고 부브는 것늘은 이띤 히나익 이논적안 원

리로시 설병될 수 없는‘ 여러 아실적얀 김정늘을 포괄하고 었다는 주장이 김
정에 대한 이론가들 사이에 공감유 영고 있다

얀지적엔 갇정은 인석과 생리

적

김정

변화에

관련되어

있으내，

반면에

반사식

반옹 (refiεx-like

affective

responses)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l 지적 요소을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감정

의 모든

(natural

경 우에

공통되는 구조적

본전이

없다면， 감정욕 하나의

자연 종

kind) 이 아니며， 여러 이전적인 요소틀로 구성되 하나의 스펙트럽으로

서 간주되아야 한마

그 스펙트럼의 한 끝븐 최소한의 인지적 요소기 개입되

경우‘ 즉 무엇인기에 깐싹 놈바는 반응이며， 디른 한 끝은 지신감 또는 지만
싱， 시샘‘ 수치감1 질투， 슬픔， 회한， 탕횡함과 같은 복잡한 그랴고 때로는 도
덕적〈즈로 조긴지어진 얀식을 포힘하는 심정이 았다 더 f나 충생심이나 복수
심 같이 오랜 시간 동안 직용하는 김정의 경우에는 그것에 동반되는 어떤 생

리객 변화들 말하기 어립마 그라고 그 증간 던계에는 놀랍1 욕망‘ 두려울 분
노， 즐거움δ 슴음 둥이 있다

다시 말하자면， 감정이란 구변되는 생며학적， 헌상적， 표헌적 득생을 가지

는 선체적 반응인데， 그러한 특성은 우이의 주의를 어떤 한 방향으로 향하케
허:i!_ 또한 디양한 정도의 그리」 디양한 단계의 인식을 끌어틀얀다
감징어1 개입히는 인식의

그이:i!_

정2_c_는 변화히며， 그것의 만겨i(levε1) 또한 디양히디

。 1 때 인식적인 개엽의 단계는 무앗이 있디는 것을 만지 알아차리는 만계로부

EI ,

우리의 삼각에 늘이옴 것을 이떤 방식으로 보는 단계 9+， 우리가 반융하는

대상에

대힌

명제식

개넙화라는

단계들

거쳐

반응

매상에

대힌

정쿄힌

(articulatε) 믿음이나 태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즉 다른 말로 하자연1 경험
된 김정이란 그것으1

핵심으호λL 생리적

김각과 혐께 띤안힘이나 볼띤힘의

느낌 그이고 주의의 방향음 정하는 것 릉윷 포함하는 신체적 반옹을 가친다
그리고 이러한 신체적 반옹은， 문제가 되는 감정의 유행에 따랴 다양한 종류

와 강도의 인식에 의해 유빌되거나 조정되며， 때로능 이러한 선체적 반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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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식은 필연적으로 걸합되이 있기도 히마

감정에 대한 이미한 견해늠， 민응

。 1 나 욕망과 같은 인지적 표상 (cogniti ve repre~entalions) 을 경험된 감정에， 비록

필수적인 것은 아니더아도

특정적얀 것으로 봄으로써 (기분 (mood) 과 대비되

는 것 6_로시의) 심정의 지향성 또는 방향성을 설영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김정의 가장 까원직 <?1 특성은 주제가 증요하다고 간주하는 것에 대힌

주의 내지는 관심의 집증언 것이다

비인지주의란 우리의 감정 중에 얀지적 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것을 주장함으도써 모든 감정이 인지적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는 인지주의를
부정혀늠 입장이마

그랴」 이이한 비인지적 감정이

중요한 역할을 한디는 것을 보이기 위해

측연을 강조한디
하는 것은

헤구의 감상에

있이서

비인지주의는 허구 감상의

지각적

우리기 드아쉴과에 대한 영화를 보연서 드아률마를→ 역겨워

그의 행동에 대한 우리의 얀식도 직용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그

가 묘사되는 방식에 의해시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즉 비얀지주의에 따

듣면 그 이야기가 제시되는 방식 또는 예술작품의 장긍나 스타일(양석)이 우
리의 허구 김싱에사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만잊 ~l 지주의가 맞다

면， 우라는 그러한 양식이나 묘사 방식에 대한 인식음 가진 I깨어1 만 그러한
효과를 빈휘될 것인데，

한 효과에

우라는 선제로 그러한 인식음 가지지 않고서도 그러

영향을 받늠디

따라서

인지주의능 틀렸디능 것이

비인지추의의

주장이디

。1 이한 주장의 큰거는 첫째， 형식적 성질늘은 감징을 일으키는 미 있아서
보조적 기능을 헨다는 것아다

약힌으로부다 그의 가족을 -f출하려 주안공이

말을 타고 달려오는 장면과 악힌의 위협에 노출된 그의 It족을 먼갈아 보여

주는 영화의 펜집 기법은 우리에게 아슬아슬힌 김성을 더할 수 았다 둘째‘
어떤 지각적 자곡은 감정이 반생하는 네 있어 충분조건이 필 수 있다는 것이

다 예를 들어 우이가 명회의 긴박한 장변에서， 갑자기 나타난 어떤 형체가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경 우

관없이 일어난디

우비의 놀람은 그 형체가 부엇이라는 믿음과는 상

그러나 비얀지주의기 빚기 위해서능 인지걱 요소기 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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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으키늠 데 비인지적 요소기 보조적 익할을 한디늠 것을 보이는 것으로서늠

충분히지 않디

비인지적 요소 지체로서도 허구에 관인된 감정이 일아닌디는

것을 보여야 한디

그 ι1 한 예로서 비인지주의지는 영화에서 갑작스 "1 운 큰

소리에 우리가 놀라는 경우를 늘고 았다

그리고 그 소리는 틀림없이 그 영

화의 김상에시 느끼는 긴빅김이나 긴장김유 더한 수도 았다

잊반직으로 우

리는 일상 생황에사도 반사식 감정으 느끼며， 이러힌 경우에는 인지식 요소
까 작용함 시간이 없논 것이다 그리나 이려한 반사직 감정이 허구의 감상이1

있어 열마나 의미 았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위의 예에서 그 놈땀 자체
는 영회에서 진행되는 스토리에 따른 우랴의 긴장감을 더할 뿐 二L 자체가 이
야기의 내용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의미있능 감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열반적으로 감정

일반을 인지주의적으로 섣맹히는 것에 대한 비판이

허구

감상의 경우에 적용딩디고는 할 수 없는미， 왜냐히연 우리기 허구를 감상히
연시 느끼는 여더 감정은 주로 얀지적 측언이 강한 경우늘이기 띠[문이다

허

구객 대상에 대힌 믿읍의 문제들 자치하고사라도 허구 김 성시에 발생하는 김

정은‘

반응의

대상을

특성짓는(characteri7e)

네

기여하는

견해내

개념화

(conception)

또는 가지 핑가 등 여려 종김의 표싱어1 의해 중심적으호 매개된

다

언급한 감정의 스펙트럽으로 이야기하자맨 헤구 감상의

잎에서

91 지적

요소는 감정의 스펙트럽 중 인지적 요소가 중간 단케 이상 개입되는 경 우틀
이라고 얄 수 있디

따라서 우리가 허구를 올바르게 감상한마면， 그 헤구기

유발히는 감정이 비합리적인 것이 주를 이룬디고는 말할 수 없디

또안 해구의 감상 지체기 상상력이바는 우리의 인식 능력이 작동해야민 히
는 것아기에， 반사적 감정안〈즈로 허구의 상상。1 생립할 수는 없는 늦하다 우

리까 우리들 놓라게 하는 큰 소러나 얼핏 스겨가는 헝태만으로‘ 된 영화들 생
각할 수 없는 것도 같은 이지이마 스토리의 이해는 이미 연지적 요소들 전
제하고 있으며， 그러힌 스토리의 천개성에시 우리들 놀라케 하는 큰 소리나

임핏 스져가는 형대는 그 이야기의 효과를 증대하는 보조적인 수단이 월 수

았마 따라서 해구작품의 형식적 득생틀은 91 식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허구
에 대한 우리들의 갇정적 반응을 강화하서나 보중히늠 역얄에 二L 친디늠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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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 설명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IV. 결

론

앞에서 우리는 감정 일반에서의 인지적 요소의 범위는， 그것이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놀람과 같은 반사적 감정으로부터 상당한 정도로까지 요구되는 자
만심， 수치감， 질투 같은 고차의 인지적 감정까지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범위 중에 어느 것을 감정의 전형으로서 삼
느냐에 따라 좁은 인지주의， 넓은 인지주의， 비인지주의가 구분됨을 알았다.
이러한 감정 이론들 중 어느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이론이냐라는 문제는 그 자
체로서도 의미는 있겠으나， 우리의

관심사인 허구의

감상에 의해 유발되는

감정을 설명하는 데에서는 좁은 인지주의가 가장 바람직한 이론일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파 같다- 첫째， 반사적 감정은 인지적 요소가 최소한이고， 그

것의 발생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다는 점에서 합리성이 적용될 수 없는，
몰합리적인( arational) 영역에 있는 것이라면 감정의 합리성과 관계가 없기 때

문에 합리성의 논의에 았어서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좁은 연지주
의와 넓은 인지주의의 선택지 중에서， 비록 넓은 인지주의도 감정의 합리성
이라는 요구는 만족시킨다 하더라도， 좁은 인지주의가 허구적

대상에

대한

우리의 직관파 감정 일반의 요구， 즉 감정의 대상이 존재해야만 한다는 요구
를 더 잘 만족시키는 것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정 일반에 대한 이론이 좁
은 인지주의를 결정적으로 배척하지 않는 한， 우리는 허구가 유발하는 감정

에 대한 이론으로서 좁은 인지주의의 입장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세화

r 허구에 대한 감정과 래드포드의 퍼즐」， 「철학 연구~(2002 년 가을호)

게재 예정.

허구애 의해 환키 '1 는 감정의 한미성 분재

Choi ,

EmotÎon.‘ Fiction, and

Jinhe，ε ，

Rationaliκ

175

Cognitivism vs. lv'on-Cognitivism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IVladison , 1999)
CUITie ,

Gregorι

natw ε

The

of fictio l1

(CambriJgζ

CambriJgζ

University

PκS5‘

1990)

_ _. !mage and AIìnd: Film, philosophy and
Univξrsity

Cambridge

de Sousa , Ronald , The
Lamarque.

P하er，

Aesthr:시 ics，

‘

1' Emotion

(The MIT Press. 1990)

1Io\~' can we fear and pity fictions? ," Britι h Jourω1 oj

vo I. 21 (1981) , pp. 291-304.

“

RaJlòrJ , Colin. "Ho
ProcεεdinιS

of

K.ξ1따에II

leηtational

science (Cambridge

199 익)

Ratioflu !iυ， 0

Lyons , William , Emo on

W에Iton ，

Press ,

co밍 litive

“

(Cambridgε

can

“e

bε

Cambridgε

PrεS5.

1980)

moveJ by thζ fme of Anna Karenina?‘

thε Aristot，εl띠n Sociε tv，

L ‘ AIimesis as

University

Supp. vo I. 49 (1975) , pp. 67-80

Make-ßeliι ve:

On the Foundation qf Repre-

Arts (Cambridge , Ma'l s.: Harvard LJniversity Press , 1990)

176

인문논총 제 47집

(ABSTRACn

The Rationality of Emotion evoked by Fiction
Chong-hwan Oh
We usually think that the appreciation of fiction causes a paradox, because the
object of fictional character and that of fictional event do not exist, contrary to
our ordinary emotion which usually has

i잉

object as existent. This paradox results

from three claims which cannot hold togethe r. These claims are as follows:
1. We believe that fictional entities do not really exist.
2. We respond emotionally only to the entities which we do believe to exist.
3. We respond emotionally to fictional characters and events.
There are several theories of fiction which try to avoid this paradox. Rut
Radford proposes a theory which denies the claim 2 and, thus , asserts that our
emotional response to fictional entities is

irr따 ional.

In this paper 1 examine the theories of fiction to see how each provides the
way to avoid

thε

paradox, i.

ε. ，

illusionism ,

thε

thought

thεory，

and

thε

make-

believe theory. To see how emotion is explained 1 examine narrow cognitivism ,
broad cognitivism , and non-cognitivism of emotion. The issue of cognitive theory
of emotion is whether the only cognitive component of emotion is belief or not.
Against the cognitive theories of emotion, non-cognitivism holds that there is no
need for emotion to have cognitive component.
1 defend Walton’s theory of quasi-emotion , because his theory of make-believe
is the best candidate to explain our emotional response to fiction. Since the
non-cognitivistic reflex-like emotion is arational , it is irrelevant to the discussion
of the rationality of emotion. And the

naπow

cognitivism provides a better

explanation than the broad cognitivism tòr the object of emotion , the existence of
which is secured in the fictional world, and the way it is secured in a fictional
world fits to our intuition of fictional entit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