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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의 비실재론적 현실성*†

1)

이 채 리
‡

컴퓨터공학의 발달과 함께 가상현실이 우리에게 새로운 현실로서 다가와 있

다. 가상현실은 이미지로 구성되고, 현전감에 의존하며, 상대적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가상현실은 또 하나의 현실로서 인정될 수 있는가? 본 논문

에서 필자는 굿먼의 비실재론을 통해 가상현실의 현실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굿먼에 따르면 현실이란 언어, 그림, 음향 등의 기호들을 가진 옳은 버전에 의

해 구성되는 것이며, 버전에 의존하는 것이며, 상대적으로 설정되는 것이다. 

필자는 비실재론적 입장에서 가상현실의 인공성, 현전감, 상대성을 분석하고, 

가상현실이 옳은 버전에 의해 구성된다면 또 하나의 현실로서 인정될 수 있음

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가상현실이 현실로서 인정된다면 현실과 가상현실을 

혼동하거나 현실을 외면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들이 있어왔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굿먼 식의 대안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굿먼의 이론은 가상현실의 

현실성을 인정하면서도, 가상현실의 문제에 대해 일정부분 대안이 될 수 있음

을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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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컴퓨터공학이 구 해낸 가상 실(Virtual Reality)은 인간의 삶에 윤택

한 변화들을 부여하고 있다. 인간은 물리  제약을 넘어 보다 편리하고 

안 하게 정보를 획득하고 연구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 컨  인간

은 험하게 땅 를 떠나지 않고도 비행훈련을 받을 수 있고, 고분자모형

을 보고 만지면서 새로운 분자화합물을 만들 수도 있으며, 원한다면 의자

에 앉아 샌 란시스코를 항해할 수도 있다. 이제 의사들은 정교한 수술을 

해 미리 가상의 환자를 수술해 볼 수도 있으며, 고소공포증 환자들은 

가상의 고공환경을 통해 공포증을 치유하기도 한다. 가상 실은 의료, 건

축, 과학, 군사, 술, 오락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세계로 침투해 들어

오고 있으며, 실에서 하기 힘든 일들을 구 하도록 해주는 새로운 실

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사실, 사 인 의미에서 ‘가상 실’은 이미 하나의 ‘ 실’1)임을 내포하

고 있다. 그것은 ‘형식 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본질 으로 혹은 효력 

면에서 실재 인 사건, 존재’를 말한다.2) 가상 실은 인간에게 실재 인 

효과를 부여하고, 인간은 거기에서 실재 인 결과물을 얻고 만든다. 인간

은 가상 실에서 비행 감각을 습득하고, 분자화합물을 만들며, 원격지의 

환자를 수술한다.3) 가상 실에서 얻은 체험은 유익한 도움이 되며, 자료

1) 본 논문에서 ‘ 실(reality)’은 실재와 같은 의미로 사용됨을 밝 둔다.

2) ‘virtual’이란 ‘형식 으로 인지되거나 인정되지는 않지만, 본질 으로 혹은 

효력(효과) 면에서 존재하는(being such in essence or effect though not 

formally recognized or admitted)’ 을 뜻하며, ‘reality’는 ‘실재 인 사건, 

존재, 사태(a real event, entity, or state of affair)’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짓된 모습’이라는 뜻을 지닌 ‘가상’이라는 단어

는 ‘virtual’의 바람직한 번역어가 아니다. 그러나 이미 이 단어가 ‘가상

실’로 불리워지고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이 쓰임을 따르기로 한다

(Merriam Webster's Collegiate Dictionary, 1993, p.1320, p.973).

3) 원격수술은 의사의 움직임을 시뮬 이션 하는 로 과 원격지의 환경을 모

의하는 각종장비를 통해 구 된다. 이 기술은 2001년 9월에 랑스의 환자



가상 실의 비실재론  실성 89

가 되며, 새로운 연구결과물이 된다. 이 결과물들은 한갓 가짜나 비존재

가 아니라 효력 면에서 실재 인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상 실

은 기존의 실과는 다른 특성을 지닌다. 그것은 이미지로 구성되었고, 

하는 것으로 장된 것이며, 기술의 진화에 따라 상 으로 설정된

다. 그럼에도 가상 실은 우리에게 비존재로 치부될 수 없는 실재성을 부

여한다. 기존의 실과 다르지만 비존재가 아닌 새로운 존재, 새로운 

실인 가상 실의 존재성, 실성은 철학 으로 설명될 수 있는가? 통

인 실재론의 입장에서 실재, 사실, 진짜는 주어진 것, 원래 인 것으로 여

겨져 왔고, 조작되고 만들어진 것은 실재가 아닌 허구, 가짜로 생각되어

졌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가상 실은  하나의 실로서 인정될 수 없다. 

조작된 인공물로서의 가상 실은 허구에 불과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굿먼(N. Goodman)의 비실재론(irrealism)은 가상 실의 실

성에 한 정 인 근이 될듯하다. 굿먼에게 실재란 ― 그런 것이 있

다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언어, 문자, 그림 등의 기호를 가진 옳은 버

(version)에 의해 구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굿먼에게 실재는 원래 인 

것이 아니라 구성된 것이며, 버 독립 인 것이 아니라 버 의존 인 것

이며, 인 것이 아니라 상 인 것이다. 굿먼의 비실재론은 구성되

고 간주된 가상 실의 실성에 해 그럴듯한 설명을 부여할 것이라 생

각된다. 그러나 가상 실에 해서는 그 실성에 한 논의와 함께 그 

문제들에 한 담론들도 병행되어왔다. 우리는 실과 가상 실 사이를 

넘나들면서 가상 실과 실을 혼동할 수 있으며, 가상 실 때문에 실

을 외면할 수도 있다. 굿먼의 비실재론은 이러한 문제들에 해 안을 

부여 할 수 있는가? 본 논문의 목 은 굿먼의 비실재론을 통해 가상 실

의 실성, 실재성을 규명하고, 우려되는 문제들에 해 굿먼의 이론이 

근될 수 있는지 고찰함에 있다. 본고의 내용은 우선, 인공성, 감, 

상 성이라는 특성을 지닌 가상 실의 실성을 비실재론 으로 규명하

고, 다음으로, 이러한 근이 가상 실의 문제들에 해 어떤 안을 갖

고 있는지 고찰하는 것으로 진행될 것이다.

가 뉴욕의 의사에게 수술을 받는 것으로 첫 성공을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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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공물: 구성된 실

‘가상 실’은 본질 혹은 효력 면에서 실재 인 실이다. 여기에서 ‘효

력 면에서 실재 인’의 범 는 매우 넓어 보인다. 화나 소설 속의 상

도 효력 면에서 실재 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단어를 만든 이

니어(J. Lainier)를 비롯하여 컴퓨터공학계의 통상 인 정의에 따르면, 가

상 실의 범 는 보다 구체 이다. 가상 실은 인간으로 하여  실제로 

새로운 환경에 와 있다고 느끼게끔 하는 컴퓨터시스템의 산물을 말한다.4) 

를 들어 HMD, 데이터장갑, 데이터옷 등의 감각모의장치를 이용하여 

생생한 환경을 구 해주는 몰입시스템이 이에 속한다.5) 이러한 시스템에 

의해 구 된 가상 실은 실처럼 생생하지만 그 속의 사물, 사건, 상

들이 이미지로 구성되었다는 에서 실과 구별된 특성을 갖는다.6) 이미

지란 생생한 재 (represent)을 뜻한다. 가상 실 시스템은 세 한 상

과 인간의 감각에 한 시뮬 이션을 통해 실을 재 한다. 컴퓨터그래

픽스는 형태와 색채, 질감, 음 , 원근 등을 사실 으로 표 하고, HMD

는 미세한 차이를 갖는 그래픽을 양쪽 에 비추어서 입체 으로 사물을 

볼 수 있게 해주며, 데이터장갑은 손의 치와 방향, 손가락의 분 된 움

직임에 따라 딱딱함, 무게감 등 그에 맞는 각을 출력한다. 가상 실은 

생생한 재 기법을 통해 인 으로 가공된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런

4) 가상 실은 체로 감을 부여하는 시뮬 이션 시스템으로 설명된다. 

Cadoz (1997); Wodaski (1995); Coyne (1995), p.150.

5) HMD(Head Mounted Display)는 입체 인 상과 음향을 출력하는 시연

장치이고, 데이터장갑은 감인터페이스이며, 데이터옷은 몸의 움직임을 추

하여 보다 자연스러운 환경을 출력하도록 한다. 몰입시스템과 사용자의 

움직임을 시뮬 이트하는 로 을 이용하면(원거리로보틱스) 원격수술이나 

방사능지역탐사가 가능하다. 이 외에 데스크탑과 마우스, 입체고 , 조이스

틱을 이용해서 3차원환경을 구 하는 운 시연장치, VR게임 등도 가상

실 시스템으로 불리우곤 한다.

6) 카도즈는 가상 실을 실에 한 통합  재 이라고 한다. Cadoz (1997), 

op. cit.,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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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러한 이미지들은 실을 재 하지만 정작 실과 같은 것은 아니

다. 컨  가상 실의 책상 이미지는 실의 책상보다 선명한 색깔로 표

되고, 실 속의 책상이 가진 주름이나 결함 등이 감추어진 채 재 된

다. 가상 실의 이미지들은 실의 그것보다 깨끗하고 자극 이다. 가상

실의 재 물은 피재 물의 속성과 특질에 있어서 부분 으로 상응할 뿐

이며, 몇몇 속성들은 결여되거나 첨가되는 왜곡을 갖는다.

굿먼에 따르면 재 이라는 것 자체가 상에 한 모사나 닮음으로 설

명될 수 없다고 한다.7) 우리는 상을 재 할 때, 우리가 가진 믿음, 이

론, 습 , 에 따라 상을 이러 러하게 해석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재 을 해 사용하는 지각이라는 것도 우리가 가진 믿음체계, 이론체계 

등이 부여하는 상이한 해석에 의해 향을 받는다.8) 컨  어린아이는 

X선 튜 를 복잡한 하나의 구로 보지만 물리학자는 이 실험기구를 

기회로론, 열역학이론, 속과 유리의 구조학, 도, 굴 , 양자론 등을 

통해서 볼 것이다. 우리는 어떤 것에도 향을 받지 않는 ‘날 것’ 그 로

의 세계를 보지 않는다. 은 반 하기보다는 간주하고 만든다.9) 결국, 재

은 상을 있는 그 로 반 하는 작업이 아니라 다양한 에 따라 구

성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가상 실 속의 책상이 실의 책상을 재

함에 있어서 생기는, 생길 수밖에 없는 차이들은 재 이 재 자의 믿음

7) 굿먼은 닮음이 재 의 필요조건도 충분조건도 아니라고 한다. A가 B를 재

한다고 할 때, A가 반드시 B를 닮을 필요는 없으며, A가 B를 최 한 

닮았다고 해서 A가 B를 재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컨  말보로성

의 성주성그림은 성과 닮지 않았지만 성을 재 하며, 둥이가 서로 닮았

지만 서로를 재 하는 것이 아니다. 굿먼에 따르면 재 의 핵심은 닮음이 

아니라 지칭(denotation)이다. 상화 A가 B를 닮지 않았어도 B에 한 

재 인 것은 A가 B를 지칭하고 있기 때문이다. 존재하지 않는 상을 재

하는 경우 굿먼에 따르면 그것은 문자 으로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은유

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Goodman (1976), pp.3-44.

8) 찰의 이론 의존성은 콰인이나, 쿤, 핸슨 등의 여러 학자들에 의해 지 된 

바 있다. 핸슨은 “보는 것은 일종의 이론 의존  경험이라는 의미가 있다. 

x에 한 찰은 x에 한 사 지식에 의해 형성된다.”고 말한다. Hanson 

(1958), p.20.

9) Goodman (1976), op. cit., p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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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등에 향을 받기 때문이다. 보드리야르(J. Baudrillard)는 시

뮬 이션이 만든 이미지들은 처음에는 실을 반 하나 차 실을 왜곡

하고, 결국에는 실과 계를 갖지 않는 순수한 인공물(simulacrum)이 

된다고 한다.10) 이미지는 원본을 복제하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 독립  상을 갖는 인공물인 것이다. 종종 가상 실은 실을 한 

피재 물이 되기도 한다. 컨  가상의 건축모형물은 실제 건축물의 피

재 물이며, 실제 수술의 시뮬 이션인 모의수술은 다시 그 시스템의 사

용자로 하여  실제 수술에서 그것을 시뮬 이트하게 한다. 재 물인 가

상 실이 오히려 원본의 행세를 하는 셈이다. 가상 실의 이미지들은  

실을 재 하면서도 실과 다르며, 독립된 상을 가진 새로운 인공물이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공물이  하나의 실로서 인정될 수 있는가? 굿먼에 따르

면 실이라는 것 자체가 인 으로 가공된 인공물에 불과하다. 굿먼에

게 세계는 그것을 묘사하고 설명하는 버 (옳은 버 )에 의해 구성된 인

공물이다.

세계들은 단어, 수, 그림, 소리, 그 밖의 매체에서의 모든 기호들을 가

진 버 들을 만듦으로써 만들어진다.11)

버 은 상을 배열하고 범주화하는 언어  혹은 비언어 인 기호들의 

체계이다. 우리는 문자, 언어, 그림 등의 버 을 통해 세계를 묘사하며 버

은 그것이 옳은 경우-옳음(rightness)에 해서는 4장에서 다루기로 한

다-세계를 구성한다. 굿먼의 입장에서 가상 실은 그림, 사진, 상, 음향, 

언어, 문자 등의 이미지버 을 통해 구성된 세계이다. 그리고 세계가 버

에 의해 구성되는 구성방식을 굿먼은 분해와 합성, 강조, 배열, 삭제와 보

충, 변형의 방식으로 설명한다.12) 버 은 상을 하나의 종에 합성하거나 

10) 보드리야르는 이미지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친다고 한다. 1. 이미지는 원

 실에 한 반 이다 2. 이미지는 원  실을 왜곡한다 3. 이미지

는 원  실의 부재를 감춘다 4. 이미지는 실과 계를 갖지 않는다: 

그것은 순수한 인공물이다. Baudrillard (1988), p.170.

11) Goodman (1978), 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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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하고, 특정한 질서 속에서 배열하고, 특정한 측면을 강조하고, 특정한 

자료를 삭제하거나 보충하고, 변형하면서 구성한다. 고래는 생리학  버

에 의해 다람쥐와 같은 종으로 합성되며, 음조는 8음조로 배열되며, 과학

자들은 부족한 찰 자료를 이론으로 보충하고 변형한다. 상은 그것이 

어떤 것에 합성되는지 그리고 어떤 측면이 강조되고 배열되는지에 따라 

달리 구성된다. 가상 실의 이미지버  역시 이러한 세계 만들기의 과정

을 거쳐  하나의 실을 만든다. 가상 실의 사물, 사건, 상들은 수많

은 픽셀들을 이용하여 하나의 상을 다른 상과 같은 것으로 합성하거

나 분해한다. 가상 실 설계자들은 형태와 부피와 명암, 질감과 그림자를 

갖도록 하기 해 이미지들을 배열하고,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삭제하고 

특정한 속성을 강조하며, 없었던 것을 보충한다. 비행 시뮬 이터에서 비

행훈련을 해 필요하지 않은 꽃밭 같은 것은 삭제되며 음향에서 C와 C# 

사이의 음조를 인간이 인식하지 않으므로 그 사이의 음조는 제거된다. 뇌

구조 시뮬 이션에서 종양의 치를 확실히 하기 해 그 색상은 강조되

며, 서로 섞여서는 안되는 분자들을 결합하려할 때는 경고음이 첨가되며, 

주어진 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상들, 타우로스나 유니콘들도 오락

 즐거움을 해 보충된다. 가상의 꽃잎들이 온 우주에 휘날리고, 사이버

땅콩들이 머리 에서 춤추며, 비트겐슈타인이 화를 걸어오는13) 가상

실은 목 에 따라 상의 어떤 특성만 강조하거나, 삭제하고, 보충하고, 

변형을 형성함으로써 구성된 세계이다. 굿먼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으로 

구성된 인공물이 우리의 세계이며, 실이다. 굿먼에게 가상 실은 ― 옳

은 버 에 의해 구성될 때―  하나의 실이라고 할 수 있다.

3. 감: 버  의존  실

가상 실은 생생한 이미지들을 통해 구성되며, 그것은 인간에게 실제로 

12) Ibid., pp.7-17.

13) Barlow (1990),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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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물, 사건, 상이 앞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다

시 말해서 가상 실은 단지 컴퓨터시스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의 경험과 한 련을 갖는다.14) 가상 실은 시스템이 

생생한 이미지를 재 하고, 인간이 그것으로부터 감을 느끼면서 성립

된다. 가상 실은 시스템과 인간의 경험이 함께 만들어낸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가상 실
가상 실

시스템

인간의

감

가상 실은 가상 실 설계자가 감을 갖도록 시스템을 설계하고, 사

용자가 시스템의 산물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면서 구 된다. 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 그것은 실재 인 효력을 부여하는 가상 실로서 인

정되지 못하고 폐기된다. 다시 말해서 가상 실은 그것이 한다고 간

주하는 인간의 감에 의존하는 것이다. 가상 실은 인간이 그것을 어

떻게 간주하는지 여부와 상 없는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의 

상으로, 입체 인 것으로, 앞에 있는 것으로 간주함에 의존하는 존재

이다.

가상 실은 인간에 의해 하는 것으로 간주된 것이며, 그 게 간주

됨에 의존하는 것이다. 굿먼에 따르면 이미 세계는 인간의 버 에 의해 

이러 러한 것으로 간주된 것이며, 간주하는 버 에 의존한다. 굿먼에게 

세계는 버 (옳은 버 )에 의해 구성되며, 여기에서 버 이 세계를 구성

한다는 것은 세계를 규정하고 간주함을 뜻한다.15) 그리고 세계는 그것을 

14) 이러한 에서 공학자 스튜어는 가상 실을 기술 인 장치보다 감이라

는 인간경험의 측면에서 정의해야 한다고 보며, 이드는 가상 실이 경험 

장치라고 말한다. Steuer (1995), pp.33-35; Reid (1995), p.165.

15) “세계 만들기는 손이 아니라 정신을 가지고서 더 정확히 말하면 언어 혹은 

여타의 기호체계들을 가지고서 만드는 것이다” Goodman (1996c), 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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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 러한 것으로 규정하고 간주하는 버 과 독립될 수 없다.

… 별로서가 아닌 별, 움직이는 것으로서가 아닌 별, 정지된 것으로서

가 아닌 별이 움직이거나 정지하는가? 버 이 없다면 그것들은 움직이

지도 정지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움직이지도 정지하지도 않는 것은 무

엇이든 ～로서, 혹은 ～아닌 것으로서가 아니며, 아무것도 아니다.16)

우리는 세계를 바라보고, 기술하고, 그리는 순간 그것을 이러 러한 것

으로 구성하고, 그 게 구성된 세계의 특성은 그것을 부과한 버 에 의존

한다. 다시 말해서 세계는 그것을 규정하는 버 을 통해 비로소 이러 러

한 특성을 지니며 존재한다. 별은 별 버 에 의해 이러 러한 것으로 간

주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심 밖에서 그 존재성을 잃는다. 별은 별 버

이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버 이 별을 이러 러한 것으로 간주

하기 에도 별은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존재해왔다. 어떻게 

버 보다 먼  존재한 세계가 버 에 의존하는가?17) 굿먼에 따르면 별의 

존재시 은 버 의 존재시 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버 이 할당해  

존재시 에 의존한다. 컨  버 , “별은 부터 존재해왔다”의 특성은 

문자로 되어 있고, 11음 이며, 발화된 시 은 재로서 별이라는 상이 

갖는 특성과 다르다. 별은 별 버 의 특성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별 버

이 할당해  특성에 의존하며, 그랬을 때, 별은 부터 존재해온 별

이 된다. 세계의 많은 사물, 사건, 상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발견된다. 

그것들은 발견되는 순간 이러 러한 특성을 지닌 것으로, 특정한 시 부

터 존재해온 것으로 구성된다. 굿먼은 세계는 발견되는 만큼 만들어진다

고 말한다.18) 우리의 지각체계, 기호체계를 넘어선 버  독립  세계는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굿먼에게 우리의 실은 버 이 구성한, 버  

의존  세계이다.

가상 실은, 굿먼 식으로 말하면, 그것을 하는 것으로 구성하는 이

16) Goodman (1996b), p.167.

17) 쉐 러는 버  이 부터 존재해온 별을 버 이 만든다는 굿먼의 주장이 설

득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Scheffler (1996), p.154.

18) Goodman (1996a), p.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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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버 19)과 그것이 한다고 간주하는 감 버 에 의해 구성되며, 

이러한 버 들에 의존한다.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VR시스템

이미지버 가상 실 감 버

인간

가상 실 시스템의 이미지버 들은 세계를 합성, 분해, 강조, 배열, 삭

제, 보충, 변형하면서  하나의 세계를 구성하고, 간주한다. 가상 실버

은 문자, 그림, 사진 등의 기호체계들을 통해 사물, 사건, 상들을 이

러 러한 것으로 만든다. 물론, 2장에서도 설명했듯이, 가상 실은 실의 

사물, 사건, 상을 동일하게 복제하지 않는다. 가상 실 속의 바다는 실

제 바다가 아닌 미세한 픽셀들로 구성된 인공물로서 그 둘 사이에는 간

극이 존재하며, 뇌구조 시뮬 이션은 실제 환자의 뇌와 으로 상응하

지는 않는다. 가상 실이 실에 한 인 복제가 아님에도 불구하

고 인간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과 믿음체계에 따라 

실과 가상 실 사이의 간극을 채우고 보충하는 인간의 간주하는 능력

에 의해서다.20) 인간은 수동 으로 가상 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러 러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참여하는 것이다. 가상 실 시스템

의 이미지버 은 상을 하나의 책상으로, 고분자모형으로, 비행 상황으로 

구성하고 간주하며, 사용자의 버 은 그것을 다시 책상으로, 고분자모형으

로, 비행 상황으로 간주한다. 이미지버 과 사용자의 감 버 이 만나

19) ‘이미지버 ’은 이미지로 구성된 버 으로, 별에 한 ‘별 버 ’이나. 어떤 

것이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 감 버 ’과 구별하여 띄어 쓰지 

않고 붙여 쓰기로 한다.

20) 때로는 가상 실의 사용자가 감을 느끼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컨  

원격수술시스템에서 의사는 성공 인 수술을 해서 가상의 환부를 실제의 

것처럼 간주하고 몰입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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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 에서 가상 실이라는 새로운 세계가 성립된다. 이 세계의 사물, 

사건, 상들은 그 특성을 부과한 버 들에 의해 이러 러한 것이 되며, 

존재하는 것이 된다. 그것을 하는 것처럼 구성해낸 이미지버 과 그

것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감 버  없이 가상 실은 하지 

않으며, 이러 러한 특성을 갖지 않는다. 책상은 이미지버 , 감 버

을 통해 딱딱한 책상, 입체 인 책상, 하는 책상이 된다. 가상 실의 

사물, 사건, 상들은 이러한 버 들과 독립하여 존재하지 않는다. 가상

실은 버 의존 인  하나의 실이다.

4. 상 성: 상  실

가상 실 시스템이 부여하는 감은 인 것이 아니라 상 인 

것이다. 가상 실의 감은 여타의 매체보다 상호작용성, 생생함 등의 

요소에서 상 으로 높으며,21) 가상 실로서 간주되는 감의 정도는 

기술의 진화에 따라 상 으로 설정된다. 재의 가상 실 시스템은 강

한 감을 부여하지만 이보다 더 진화된 시스템, 컨  화에서 볼 

수 있는 신경상호작용 시뮬 이션 같은 것이 등장한다면, 재의 시스템

은 더 이상 감을 불러올 수 없을 것이다. 감을 부여하지 못한 시

스템은 효력 면에서 실재 인 가상 실로서 인정되지 못하고 폐기된다. 

체셔(C. Chesher)는 매시간 인 것으로 매되는 실감은 장소와 

시간과 기술에 따라 변하는 문화  구성물이라고 말한다.22) 인간의 

21) 스튜어는 가상 실의 감을 그래픽의 생생함과 상호작용성으로 보고 있

다. 가상 실은 여타의 매체보다 생생함과 상호작용 면에서 상 으로 높

은 감을 보인다. 특히 상호작용성은 TV나 화 등 여타의 다른 매체에

서는 보여지지 않는 특성이기도 하다. TV나 화는 아무리 생생한 상기

법을 사용할지라도 인간이 그 상을 만지거나 그 상에 변화를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가상 실만큼의 감을 부여하지 않는다. Steuer (1995), op. 

cit., pp.41-52.

22) Chesher (1999), p.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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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에 의존하는 가상 실은 인 것이 아닌 상 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굿먼에 따르면 우리의 세계는 인 것이 아니라 상 인 것이다.

유일한 세계에 한 바램은 다양한 시 에 다양한 목 에서 다양한 방

식으로 만족되어 왔다. 운동, 기원, 수당, 서열 뿐 아니라 실재조차도 

상 이다.23)

굿먼에게 세계는 버 에 의해 구성된 것이며, 버 의존 인 것이다. 버

들은 다양하며, 종종 상충된다. 어떤 것이 실재 이며 진정한 것인지는 

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굿먼에 따르면 그것을 결정해  인 

토 로서의 세계는 사라졌거나 혹은 있어도 다가설 수 없기 때문이다. 물

리학자는 지각의 불완 함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세계를 진정한 것으로 

여기고, 상론자는 과학  고려들을 왜곡된 것으로 주장하면서 자신의 

세계를 근본 인 것으로 생각한다. 유일하다고 생각된 버 들은 천동설에

서 지동설, 입자설에서 동설, 입자를 가진 동설에로 그 세계들을 새

롭게 구성해왔다. 세계는 상 이며, 다원 이다. 그 다면 굿먼에게는 

모든 버 들이 허용되는가? 어떤 버 이든 세계를 구성한다면 코끼리가 

지구를 떠받들고 있다는 버 도 세계를 구성하며, 히딩크의 맥박수가 날

씨를 측한다는 버 도 세계를 구성할 것이다. 굿먼은 기본 으로 상

주의자이지만 어떤 버 이든 허용하는 진  상 주의는 거부한다. 그에 

따르면 버 들은 옳고 그름의 차이를 가지며 오직 옳은 버 만이 세계를 

구성한다. 굿먼에게 세계는 구성되는 것이되 옳은 버 에 의해서만 구성

된다.24) 굿먼은 이러한 자신의 상 주의를 옳고 그름의 차이를 가진 제약

된(restrained) 상 주의라고 부른다.

그 다면 버 의 옳음은 어떠한 것인가? 굿먼의 옳음은 버 들을 고정

되게 가름하는 인 기 이 아니다. 그는 옳음의 특성을 맥락, 담화, 

혹은 여타의 기호들의 합성물과의 맞음(fitting)으로 설명한다.25) 버 은 

23) Goodman (1978), op. cit., p.20.

24) “우리는 버 을 만들고, 옳은 버 은 세계를 만든다.” Goodman (1996c), 

op. cit., 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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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  독립  실재가 아닌 상징체계들의 구성물과의 맞음으로써 옳게 된

다. 굿먼에 따르면 맞음에는 고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시 으로 우세할 수 

있는 요소가 있으며26) 그 선임순 를 갖는 요소를 행(practice)으로 본

다.27) 오래 동안 채택되어온 구조, 배경 등이 새로운 요소들에 해 일시

으로 우세한 것이다. 그래서 굿먼은 옳음을 “ 행과의 맞음의 문제”28)

라고 말한 바 있다. 굿먼은 귀납추론에서 “모든 에메랄드는 그루이다”라

는 버 보다 “모든 에메랄드는 그린이다”라는 버 을 옳은 것으로 선택하

는 데에는 귀납  행이 고려된다고 본다. 귀납  행상 그린 버 은 

성공 으로 사용되어져 왔으나 그루 버 은 그 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러나 여기에서의 행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일시 인 우선성을 가질 뿐

이다. 행과 일치된 버 이 담화의 목 을 해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옳은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행을 거스르는 버 이 

담화가 실 하고자 하는 바에 기여한다면 받아들여진 행은 수정되고 

개선된다.29) 굿먼은 버 이 담화, 맥락에 맞는지 여부는 그 담화의 체

인 작동(working)에 기여하는지 여부에 의해 테스트된다고 한다.30) 하

나의 버 이 담화, 맥락과 맞는지 여부는 그것이 채택되어 사용되었을 때, 

그 담화가 실 하려는 바를 해 작동하는지 여부를 살펴 으로써 결정

된다. 그린 버 이 귀납추론의 행과 잘 맞았을지라도 어느 순간부터 

측하고 일반화하는 귀납의 인식  목 을 해 작동하지 않게 되면 그린 

25) Goodman & Elgin (1988), p.158.

26) “…맞음은 완 한 정합성은 아니다… 맞추어 들어가는 구조배경은 어느 정

도 타성을 가지며… 맞추어 들어간 것보다 일시 인 우선성을 가진다.” 

Ibid., p.158.

27) 굿먼은 옳은 재 , 옳은 시, 등을 설명함에 있어서 습의 요성을 강조

하고 있다. 이와 련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Goodman (1978), op. cit., 

pp.125-40; Elgin (1988), pp.14-27 참조.

28) Goodman (1978), op. cit., p.138.

29) “ 습이 옳음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해서 신보다 보수가 강조되는 

것은 아니다.” Goodman & Elgin (1988), op. cit., p.161.

30) 맞음은 작동에 의해 테스트되며(Ibid., p.158.) 작동이란 ‘목 을 해 일

되게 노력하며 움직인다’, ‘좋은 결과를 낳는다’, ‘ 향을 미친다’는 뜻을 갖

는다(Merriam Websters' Collegiate Dictionary, p.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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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 은 더 이상 귀납추론의 맥락과 맞지 않는 것이 되며, 옳지 않은 것으

로서 배제된다. 에, “지구는 정지해있다”는 버 은 천문학의 담화에서 

오랜 행을 가졌으나, 지동설 버 이 천문학  목 을 해 보다 더 잘 

작동함으로써 그것은 더 이상 천문학의 담화와 맞지 않는 것으로서 배제

되었다. 우리의 인식  행은 확실한 보장을 부여하지 않는다. 다만 그

것은  상태에서 우리가 아직 폐기하지 않은 인식론 , 방법론  자원들

에 한 최 의 사용을 가능하게 해 다. 행을 통해 옳은 것으로 채택

된 버 은 그것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때 옳지 않은 것으로 폐기될 

수도 있다. 그에 따라 세계는 새로운 세계로 변환된다. 굿먼에게 버 의 

옳고 그름의 차이는 있으나, 옳고 그름은 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굿먼의 옳음은 다양한 맥락과 담화가 꾀하는 목 , 심 등에 

따라 달리 설정될 수 있다. 컨  “고래는 다람쥐와 같은 종이다”는 버

은 생리학  목 을 가진 담화에서는 잘 작동하지만, 고래를 포획하기 

한 담화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담화에서는 고래를 수생동

물로 분류하는 버 이 보다 잘 맞고 작동한다. 한 “지구는 움직인다”는 

버 은 천문학  담화와는 잘 맞지만, 다른 맥락과는 맞지 않을 수 있다. 

다음 경우를 보자.

(속도 반으로 A가 교통경 과 이 게 논쟁한다.31))

A : 그 지만 아 씨, 내 앞에 지나간 차를 정주한 걸로 봤다면 나는 

 움직이지도 않은거라구요.

경  : 당신은 56마일로 달렸고, 움직이지 않은 건 (발을 구르면) 이 

땅이죠.

A : 이 땅은 지구의 일부분이고 정지된 것이 아니라 빠른 속도로 회

한다는 걸 학교에서 배웠을텐데요. 난 서쪽으로 운 하던 이

었으니까 기에 주차한 차들보다도 천천히 온 셈이에요.

경  : 좋습니다. 지  즉시  차들에게 속도 반 딱지를 떼고 당신에

겐 고속도로에서 주차한 데에 한 딱지를 떼지요.

의 상황에서 “지구는 움직인다”는 A의 버 은 맞지 않고 작동하지 

않는다. A의 버 은 그동안 교통상황이라는 맥락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온 

31) 이 는 굿먼의 것을 재구성한 것이다. Goodman (1989), pp.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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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과 맞지 않으며, 교통상황에 한 기술, 의사소통 등의 목 에 기여

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지구는 정지해있다”는 버 이 

보다 더 잘 맞고 작동한다. “지구는 움직인다”는 버 과 “지구는 정지해

있다”는 버 은 그것들이 어떤 담화에 사용되는지에 따라 그 옳고 그름

이 달리 설정될 수 있다. 담화는 귀납추론, 표상, 시, 일상  화, 교통

상황 등 다양하며 그에 따라 옳음을 구성하는 요소들도 고착성, 세 성, 

단순성, 복잡성, 의사소통가능성 등 다양하게 때로는 상이하게 설정된다. 

굿먼에게 버 의 맞음과 작동, 곧 옳음은 유일한 것이 아니라 맥락, 담화

에 따라 달리 설정될 수 있는 다원 인 것이다.

가상 실로 돌아가서, 굿먼의 입장에서 가상 실은 옳은 버 에 의해 구

성될 때만이 하나의 실로서 인정될 수 있다. 가상 실은 원격 , 모형

화, 시연, 오락, 술 등 다양한 맥락에 따라 옳음의 요소도 달리 구성된다. 

매우 사실 인 상버 은 원격 , 시연 등의 맥락에서는 잘 맞고 작동

하나, 오락  술의 목 을 지닌 가상 실에서는 옳은 버 으로 간주될 

수 없다. 어떤 가상 실버 이 특정한 맥락에 맞고 작동하는가는 그동안 

그 맥락의 목 , 컨  감, 표상, 정보, 오락  즐거움 등을 해 성공

으로 구성된 시스템, 그래픽 등에 한 행들이 이용된다. 한 가상

실버 이 세계를 재 하고, 시하는 방식은 실에서 세계를 재 하고, 

시하는 인식  행에서도 도움을 얻는다. 컨  픽셀들의 조합으로 상

을 구 하는 그래픽은 그림에서의 묘법과, 가상 실의 입체  구 은 평

면 인 그림의 착시 상을 이용한 원근법에서 도움을 얻는다. 굿먼이 말하

듯 세계 만들기는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

리가 이미 손에 가지고 있는 세계로부터 시작되는 셈이다.32) 이러한 과정

을 통해 선택된 가상 실버 은 한동안 옳은 것으로서 간주되지만, 더 잘 

작동하는 다른 버 에 의해 변환이 가능하다. 이때 받아들여온 행은 수

정된다. 어떤 가상 실버 이 옳은지는 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굿먼

의 세계가 그러하듯 가상 실은 상 으로 설정된다.

32) Goodman (1978), op. cit.,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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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상 실과 실

가상 실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 으로 구성된 인

공물이며, 하는 것이 아니라 한다고 간주된 것이며, 인 것

이 아니라 상 인 것이다. 이러한 구분은 실은 주어진 것이라는 우리

의 상식에 기반한다. 그러나 굿먼은 이러한 우리의 상식자체가 잘못되었

음을 지 한다. 굿먼에 따르면 가상 실 뿐 아니라 실이라는 것도 구성

된 것이며, 간주된 것이며, 상 인 것이다. 굿먼의 입장에서 가상 실은 

그것이 옳은 버 에 의해 구성된 것이라면,  하나의 실일 수 있다. 

이러한 가상 실의 실성, 실재성은 통 인 실재론의 입장에서는 설명

되지 않는다. 실재론에 있어서 실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며, 인

간이 간주하는 방식과 독립된 것이며, 인 것이기 때문이다. 굿먼은 

종종 실재론이 주장하는 이미 주어진, 버 독립 인 세계는 없다고 말한

다.33) 그러나 버  독립  세계가 없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에게’ 그

러하다는 것이다. 굿먼에게 세계는 언제나 우리에게 간주된 세계이며, ‘우

리에게’를 넘어서 어떤 것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해서는 그 논의 자체가 

소모 이다. 우리는 버 독립 인 세계를 만나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굿먼은 이러한 논의보다는 우리가 근할 수 있는 다양한 버 들의 옳음

을 규정하는 일이 더 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태도를 비

실재론이라고 부른다. 비실재론은 근할 수 없는 세계의 존재여부를 

호치고, 버 들과 버 들이 만든 세계들에 열 한다. 그에게 버 독립 인 

세계는 잃어버려도 괜찮은 세계이다.

근원 인 세계는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부될 필요는 없으나 

부 잃어버리길 잘한 세계이다.34)

굿먼에게 통 인 실재개념은 없거나 변경되어진다. 실재란 것이 있다

33) “기술과 독립된 세계란 없다.” Goodman & Elgin (1988), op. cit., p.153.

34) Goodman (1978), op. cit., p.4.



가상 실의 비실재론  실성 103

면 그것은 구성되고 간주되고 상 인 것이며, 실재가 그러한 것이라면 

통 인 의미에서의 실재는 사라진다.35) 굿먼에게 가상 실은 결국 버

독립 인 존재론 없이 그 실재성, 실성을 얻는다. 가상 실은 하나의 

실이고, 실은 가상 실처럼 구성되고 조작된 세계이다. 비실재론 안에

서 가상 실은 다원 인 여러 실재들 가운데 하나이다. 굿먼을 따를 때, 

우리의 실은 증 되고 다양해진다. 컴퓨터공학자들은 가상 실을 증

된 실, 추가  실이라고 생각하는데,36) 비실재론은 이러한 생각에 존

재론  근거를 부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상 실은 새로운 개척지

로서 다음 세기를 한 희망37)이라는 유토피아  기 를 모으면서도 한

편으로는 기존 실의 종말을 가져오는 부정 인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

다.38) 가상 실이 기존 실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실을 외면하게끔 한다

는 것이다. 인간은 편리하고 화려한 가상 실에 익숙해질수록 불편하고 

고통스런 실로부터 도피하고자할 수 있다. 실을 외면하고 가상 실에

만 머무를 때 인간은 실에서의 삶, 역사, 업 , 인간 계 등을 잃게 된

다.39) 한 가상 실을 실로서 간주하면서 인간은 가상 실과 실을 

혼동할 수도 있다.40) 컨  VR게임에서의 캐릭터를 실에서도 용하

여 실에서의 생활양식에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비실재론에 있어서 가상 실은 환상이나 비존재가 아니라 실과 동등

35) 이러한 비실재론이 얼마만큼 견고한 이론인지에 해서는 쉐 러를 시한 

많은 학자들의 비 이 있어왔고, 굿먼의 반박도 일 되게 진행되어 왔다. 

Goodman (1996c) 본 논문에서는 비실재론이 얼마만큼 정당한 것인지에 

한 논의보다는 이러한 입장을 통해 가상 실의 실성을 설명할 때 문제

가 있는지에 을 두기로 한다.

36) Rheingold (1991), p.154; Rosenblum (1991).

37) Sherman & Judkins (1992), p.127, p.134.

38) 로빈스는 가상 실이 실의 종말을 가져오는 계시  의미라고 말한다. 

Robins (1995), p.153.

39) 몬가디니는 가상 실이 인간으로 하여  사랑, 우정, 함 등이 요구되는 

실에서의 계를 가지기 어렵도록 이간시킨다고 말한다. Mongardini 

(1992), p.62.

40) 하임은 가상 실로부터 얻은 이미지와 기 들이 재의 세계를 뒤집어놓고 

오류를 증가시킨다고 말한다. Heim (1997), p.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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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하나의 실이다. 비실재론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의 실인 가

상 실로 도피하고, 가상 실을 기존의 실에 용하는 일이 배제될 수 

있는가? 하임(M. Heim)은 굿먼의 비실재론이 가상 실 설계자들에게 좋

은 입문서가 된다고 말하면서도 이 이론에 가상 실 시스템에 항할만

한 실재성의 보증수표가 없기 때문에 근시안  입장이라고 비 한다.41) 

비실재론에 따르면, 실은 주어진 것이고 가상 실은 구성된 것이라는 

고정된 구분선이 없으며, 실은 가상 실보다 존재론 으로 우 를 갖지

도 않는다. 하임은 가상 실이 인간으로 하여  실에 응하지 못하도

록 할 때 그러한 시스템에 항할 수 있는 존재론  안 장치가 굿먼에

게는 없으며, 비실재론으로는 가상 실과 실을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하

다고 본다. 그는 가상 실과 실을 구별하고 실에 닻을 내리도록 하는 

고정된 기 이 필요하다고 말한다.42)

그러나 굿먼의 비실재론은 하임이 지 하듯 가상 실과 실의 구별을 

불가능하게 하지 않는다. 우리가 책상과 의자를 모두 실재로서 인정하면 

책상과 의자를 구별하지 못하게 되는가? 가상 실이 다양한 실재들 가운

데 하나임을 인정한다고 해서 가상 실의 내용과 실의 그것이 같은 것

으로 규정되는 것은 아니다. 비실재론의 세계들은 천문학의 세계, 상론

의 세계, 돈키호테의 세계, 매트릭스의 세계 등 다양하다. 다양한 옳은 버

에 의해 구성된 인공물들은 세계들로서 인정되지만, 그 세계들이 갖는 

서사구조, 캐릭터, 재질, 특질 등 그 내용  차이들이 지워지는 것은 아니

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가상 실과 실을 구별하지 못하는 문제는 

실에 용될 수 없는 가상 실의 사건, 상황, 서사, 캐릭터 등을 실의 

것으로 혼동할 때 발생한다. 비행시뮬 이션에서 배운 비행훈련 내용은 

실에서 비행기를 조종할 때 용될 수 있는 내용이며, 우리는 이때 가

상 실과 실을 혼동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혼동의 문제는 이를테면, 특

41) Ibid., p.210.

42) 그는 실의 존재론  특성으로 죽음과 탄생, 과거와 재간의 이행, 그리

고 염려를 들고 있다. 인간은 특정한 시간에 태어나고 죽는 유한  존재이

며, 실의 사건들은 과거에서 미래로 이행되는 특성을 가지며, 한 물리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  염려를 하게끔 하는 특성을 가진

다. Ibid., p.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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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VR게임에서의 개구리와 같은 캐릭터로 활동하던 사람이 실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개구리로 규정하고 그 게 행동할 때 발생한다. 굿먼의 

비실재론은 이러한 상황을 지지하지 않는다.

V1 : 나는 인간이다.

V2 : 나는 개구리이다.

V1은 가상 실에 맞지 않고, 작동하지 않으며, V2는 실이라는 맥락

에 맞지 않고 작동하지 않는다. V2는 실이라는 맥락에서 나의 정체성

에 해 받아들여진 버 들과 맞지 않고, 내가 구인지 알고자 하는 인

식  목 을 해 작동하지 않으며, V1은 가상 실에서 이미 내가 만든 

정체성 버 들, 컨  “나는 개구리 울음소리를 낸다”, “나는 폴짝폴짝 

뛴다”, “나는 앞다리는 짧고 뒷다리는 길다” 등과 맞지 않으며, 개구리로

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자 했던 인식  목 을 해 작동하지 않는다. “지

구는 움직인다”는 버 이 교통상황에서 옳지 않은 것처럼 V1은 특정한 

VR게임에서, V2는 실에 있어서 옳지 않다. 비실재론은 가상 실의 실

재성을 정하는 이론이지만 모든 버 이 실재로서 간주됨을 지지하지 

않는다. 다양한 버 이 세계를 구성하지만 맞고 작동하는 버 만이 세계

를 구성한다. 따라서 실에서의 V2와 VR게임에서의 V1은 옳지 않은 버

이며, 이 버 들은 나의 정체성을 구성하지 못한다. 두 세계에서의 삶

은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역사를 지닌 세계에서의 정체성은 

달리 처리되어야 한다.

그리고 실도피의 문제 역시 비실재론에 의해 어느 정도 제어가 가능

하다. 비실재론  입장에서 실도피는 도피자가 실이 아닌 것을 실

로서 간주하거나 실인 것을 실이 아닌 것으로 간주할 때 문제가 된

다. 굿먼에게 가상 실은 옳은 버 에 의해 구성될 때 실성을 지닌다. 

가상 실은 시스템마다 표상, 시, 측 등 다양한 인식  목 을 가지

며, 옳은 가상 실버 은 이러한 목 에 맞고 작동함으로써 실을 구성

한다고 볼 수 있다. 실도피자가 선택한 가상 실버 이 옳은 버 인 경

우에는 가상 실로 이동하는 것 자체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도피자가 선택한 가상 실버 이 옳은 버 일지라도 그가 그 버 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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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구성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비실재론에 있어서 허용되지 않

는다. 비실재론에 따르면 유일하게 옳은 하나의 버 이란 없기 때문이다. 

굿먼에게는 유일한 버 이 아닌, 다양한 옳은 버 이 세계를 구성한다. 

“지구는 움직인다”는 버 과 “지구는 정지해있다”는 버 은 동등하게 옳

으며 각기 다른 맥락에서 상이한 세계들을 만든다.43) 우리는 옳은 버 이 

만든 세계들을 각각의 맥락에 따라 넘나들며, 이러한 것이 가능한 것은 

많은 세계가 존재한다는 인식 하에서이다. 가상 실 버 만이 실을 구

성한다고 간주하는 것은 - 실 버 만이 실을 구성한다고 생각하는 것

도 마찬가지이다- 다양한 옳은 버 들이 만든 세계들을 인정하는 굿먼의 

다원주의와 맞지 않는다. 비실재론에 있어서 실에서의 인간 계, 실에

서 쌓은 업 들, 기억들을 기하고, 가상 실 버 만을 인정하는 상황은 

허용되지 않는다.

6. 나오며

가상 실은 컴퓨터공학, 의료산업, 공상과학 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

양한 측면에 한 논의거리를 제공해주면서, 첨단 공학기술이 격하게 발

달해 가는  세기 최고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가상 실공학은 분명, 인

류에게 유용한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으며, 새로운 개척지를 제공하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우리는 가상 실에 한 기 와 함께 실의 존재성이 무

의미해질 것을 두려워한다. 굿먼의 비실재론은 가상 실의 실성을 인정

하면서도 한 가상 실의 부정 인 측면에 해서는 일정 부분 제약으로 

작용한다. 비실재론 안에서 가상 실은 실과 등한 존재론  상을 지

니지만, 가상 실의 내용과 실의 내용을 혼동하거나 가상 실에만 머무

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가상 실만을 유일한 실로서 인정하는 것은 

굿먼의 다원주의와 맞지 않으며, 가상 실에서 경험한 사실들을 실에 

용하는 것은 맥락마다 달리 설정되는 굿먼의 옳음 개념과 어 나기 때문이

43) 이와 련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Goodman (1978), op. cit., pp.10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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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굿먼의 비실재론을 통해 가상 실에 근함은 가상 실에의 기 와 두

려움에 한 인식론 인 비로서, 새로운 성찰로서 필요성과 의의를 가지

며, 시  요구에 부응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가상 실의 문제에 해서는 존재론 혹은 인식론  규정 이외

의 이론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가상 실의 문제는 비실재론이 

근할 수 있는 범 보다 훨씬 복잡한 측면을 갖고 있다. 컨  실도

피의 문제는 반드시 가상 실만을 실로서 인정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것은 실에 한 책임회피일 수 있으며, 자극 인 가상 실에 한 감

각 인 탐닉일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세계가 하나가 아닌 여럿이라는 

다원주의 인 세계규정만으로는 제어되지 않는다. 한 굿먼의 옳음 개념

은 인간이 가상 실게임에서 인정된 폭력  행 를 실에서 용하려 

할 때, 그가 실을 여 사나 로 이 지배하는 폭력 인 세계로 규정하는 

버 이 실이라는 맥락에 옳지 않음을 규정할 뿐, 폭력성 자체에 한 

옳고 그름에 해서는 근되지 않는다. 옳음은 버 이 세계를 그려내고 

기술함에 있어서의 옳음과 그름을 가름할 뿐이기 때문이다. 즉 옳음은 가

상 실에서 쟁을 치르고 있던 사용자가 실에서 폭력을 휘두르거나, 

고통을 잊기 해 가상 실에서 감각  유희를 즐기는 행 를 할 때, 그

게 행 해서는 안된다는 당 나, 의무를 함축하는 평가  언 이 아니

다. 가상 실의 문제에 한 보다 극 인 안을 제시하기 해서는 세

계와 비세계를 가름하는 작업 뿐 아니라 윤리학 인 평가 작업 역시 요

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채  리108

참 고 문 헌

Barlow, John P. (1990), “Being in Nothingness”, Mondo 2000, Summer.

Baudrillard, J. (1988), “Simulacra and Simmulation”, Selected Writings, 

(tr.), Foss, P. & Patton, P. & Beitchman, P. (eds.), Poster, 

M,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

Cadoz, C. , 심윤옥 역 (1997), ꡔ가상 실ꡕ, 림카디 .

Chesher, C. , 홍성태 역 (1999), ｢가상 실의 식민화: 가상 실 담론

의 구성, 1984-1992｣, ꡔ사이버공간, 사이버문화ꡕ, 문화과학사.

Coyne, R. (1995), Designing Information Technology in the 

Postmodern Age. From Method to Metaphor, Cambridge, 

Mass: MIT Press.

Elgin, Catherine Z. (1988), “Knowing and Making” in Reconceptions 

in Philosophy and Other Arts and Sciences, London: 

Routledge.

Goodman, N. (1976), Languages of Art, Indianapolis: Hackett Pub.

____________ (1978), Ways of Worldmaking, Indianapolis, Cambridge: 

Hackett Pub..

____________ (1989), “Just Fact Ma'am”, in M. Krausz (ed.),  

Relativism, Notre Dame, Indiana: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____________ (1996a), “Note on the Well Made World”, in Peter J. 

McCormick (ed.), Starmaking, Cambridge, Mass: MIT 

Press.

____________ (1996b), “On Some Worldly Worries”, in Peter J. 

McCormick (ed.), Starmaking, Cambridge, Mass: MIT 

Press.

____________ (1996c), “On Starmaking”, in Peter J. McCormick (ed.),  

Starmaking, Cambridge, Mass: MIT Press.



가상 실의 비실재론  실성 109

Goodman, N. & Elgin, Catherine Z. (1988), “A Reconception of 

Philosophy”, in Reconceptions in Philosophy and Other 

Arts and Sciences, London: Routledge.

Hanson, N. R. (1958), Patterns of Discove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Heim, M. (1997), ꡔ가상 실의 철학  의미ꡕ, 여명숙 역, 책세상.

Mongardini, C. (1992), “The Ideology of Postmodernity”, Theory, 

Culture ε Society 9(2).

Reid, E. (1995), “Virtual World: Culture and Imagination”, in S. 

Jones (ed.),  Cyber Society: 165.

Rheingold, H. (1991), Virtual Reality, New York: A Touchstone 

Book.

Robins, K. (1995), “Cyberspace and the World We Live In”, in M. 

Featherstone & R. Burrow (eds.), Cyberspace, Cyberbodies, 

Cyberpunk, London: SAGE Publications.

Rosenblum, L. (1991), “Virtual and Augmented Reality”, IEEE 

Computer Graphics and Applications 2000.

Scheffler, I. (1996), “Worldmaking: Why Worry”, in Peter J. 

McCormick (ed.), Starmaking, Cambridge, Mass: MIT 

Press.

Sherman, B. & Judkins, P. (1992), Glimpses of Heaven, Visions of 

Hell: Virtual Reality and its Implications, London: 

Hodder and Stoughton.

Steuer, J. (1995), “Defining Virtual Reality: Dimensions Determining 

Telepresence”, in Vioca & Levy (eds.), Communication in 

the Age of Virtual Reality, Hillscale: Lawrence Erlbaum.

Wodaski, R. (1995), Virtual Reality Madness! 1996, Indianapolis: 

Sams Pu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