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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쿤의 공약불가능성 논제는 철학자들에게 지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상대주의적이고 

자가당착적인 주장으로 받아들여졌다. 키처(Kitcher 1978)는 쿤의 공약불가능성 

논제가 상이한 두 언어 공동체 간의 의사소통 및 이론 비교를 위한 공통의 경험 기반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고, 과학사에서 개념 변화를 이해하는 대안적인 지시 이론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한 표현-유형의 다른 토큰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세계와 

연결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맥락민감적 지시 이론(CST; context-sensitive theory of 

reference)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탈플로지스톤 공기’와 같은 과거 과학 이론의 

핵심 표현이 어떤 맥락에서는 지시에 실패해도 다른 맥락에서는 성공적으로 지시함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쿤(Kuhn 1983)은 키처의 이 제안에 대해 비판적으로 대응하였다. 

맥락민감적 지시 이론이 가정하는 문제 상황은 “in fact A, but by mistake B”의 구도를 

취하는데, 이것이 발화자의 믿음 간 연결, 믿음-세계 간 연결 패턴을 최대한 보존한다는 

새 역사서술방법론의 원칙과 어긋나기 때문이다. 논의가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보이는 

이상의 문헌들(쿤-키처 논쟁) 뿐만 아니라, 비교적 최근까지 이러한 어긋남이 지속되고 

있다(“meta-incommensurability”). 나는 여러 언어철학자들을 비롯해 키처가 

공약불가능성의 문제를 정식화할 때, 이들이 쿤의 공약불가능성이 갖는 역사서술적인 

측면을 간과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지속한다고 본다. 

따라서 나는 역사서술의 관점에서 키처의 맥락민감적 지시 이론과 쿤의 대응을 

재서술하고, 키처의 기법에 대한 쿤의 비판이 타당한지 비판적으로 검토해보려고 한다. 

이를 바탕으로 키처의 맥락민감적 지시 이론이 쿤의 비판을 피해 역사서술로서 

적용가능한 범위를 제시함으로써, 맥락민감적 지시 이론의 의의와 한계를 보일 것이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쿤-키처 논쟁에서 논의의 대상이 된 화학혁명에 대한 각 논자의 

서술을 살펴볼 것이다. 개별 표현-유형들에 국한된 키처의 기법은 상이한 언어 공동체 

간의 공통의 경험 기반을 마련하여 조작적, 현상적 수준의 연속성을 설명한다는 의의가 

있지만, 결국 쿤과 달리 새로운 방법론적인 제안과 함께 이론적 용어의 새로운 의미를 

제시하는 이론가의 역할을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일 것이다. 



나는 두 논자의 이러한 차이는 혁명 전후로 적법한 문제 영역과 문제 풀이 기준이 

변화한다는 방법론적 공약불가능성에 대한 서로 다른 강조에서 비롯한다고 주장한다. 

화학혁명의 경우 라부아지에는 조성주의라는 새로운 방법론적 실천에 따라 “원소”의 

의미 변화와 함께 명명법을 개편하였다. 라부아지에를 단지 산소의 발견자가 아닌, 

새로운 화학 체계를 세운 이론가로서 평가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경쟁하는 이론에서 

공통으로 가능했던, 지시 대상을 명확히 지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보다도, 지시 대상을 

지정하는 기준의 “급격하고 체계적인 변경”이다. 

즉 이론가의 방법론적인 제안은 개별 표현-유형들에 대한 지시 일반을 가능하게 

하고 제약하는 조건(“유사-차이 관계” 혹은 “세계”)을 변화시킨다. 이 조건이 변화할 

때 상대 진영에서는 지시가 체계적으로 실패하고, 역사가가 체계적으로 과거 텍스트를 

이해하는 것에 실패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역사가의 경험이야말로 쿤이 

“공약불가능성”이라고 이름붙인 것이다. 반면 키처가 재정식화한 공약불가능성(특정 

표현-유형에 대한 지시 포텐셜의 차이) 개념은 여러 표현-유형이 동시에 변화해서 상대 

진영에서 지시에 체계적으로 실패하는 과학혁명기의 핵심적인 특징을 놓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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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1.1. 문제 제기: 쿤과 역사서술의 문제 

 

토머스 쿤은 물리학도로 교육받고, 과학사가에서 출발한 과학철학자이다. 쿤의 논쟁

적인 1962년 책 『과학혁명의 구조』가 보여주는 주장에 대한 표준적 견해는, 역사적으

로 과학의 발전은 전과학 → 정상과학(1) → 위기 → 혁명과학 → 정상과학(2) … 의 

도식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쿤이 강조하는 역사가 어떤 역사인가? 역사는 특정 철학적 입장을 예증하는 개별 

사례들에 불과한 것인가? 과학의 역사 발전에 대한 일반 도식의 제안보다 더욱 중요

한 것은 역사가로서 그가 사용한(혹은 전문화된 과학사 분과에서 역사가들이 사용하

는) 새 역사서술방법론(new historiography)이 갖는 철학적 함축이다.1 

역사에 큰 관심이 없는 많은 이들에게 “역사가는 과거에 대한 사실을 수집하고 검

증하며, 그것들을 연대기적 순서에 따라 배열하는 사람(ET: 3)”2 일 것이다. 1948년 이

                                                        
1 “‘역사서술’(historiography)은 역사를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서술할 것인가에 관한 사관과 서

술 방법의 문제를 다루는 분야이다. 따라서 순수하게 사료를 검토하고 기술하는 일차적인 수

준의 역사와 구분된다(이정민 2012: 181).” 이정민은 쿤의 논의가 단순히 철학적 인식론을 위

한 “데이터”로서의 역사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서술에 대한 일반 이론이 지니는 철학

적 함축에 기반함을 강조한다. 

2 이는 “연대기 작가로서의 역사가 (ET: 3)” 이미지로, 다음의 구절들에서 예시된다. “만일 과

학이 요즘의 교재에 실린 사실, 이론, 방법의 집합이라면, 과학자는 성공적이든 성공적이지 않

든 간에 그 특정한 집합에 한두 가지 요소를 보태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는 사람이 된다. 과학

의 발전은 과학적 테크닉과 지식을 이루면서 날로 쌓여가는 자료 더미에, 하나씩 또는 여러 개

씩 이들 항목이 덧붙여지면서 차츰차츰 진행되는 과정이 된다. 그리고 과학사는 이러한 연속

적인 누적과 이 누적을 방해한 장애물의 연대기를 기록하는 분야가 된다 (SSR: 1-2, k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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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쿤에게도 그랬다. 쿤의 견해를 바뀌게 한 계기는 『실험과학사』로 유명한 J. B. 코넌

트의 부탁으로 1948년부터 하버드에서 비자연계 학생을 위한 교양 과학 강의를 맡게 

되면서, 17세기 역학의 기원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며 아리스토텔레스 물리학을 들여

다본 경험이다. 

쿤이 여러 번 언급하는 그 계기는 뉴튼주의자로 교육받은 쿤에게 처음에는 아리

스토텔레스 물리학은 오류투성이라고 간주되었지만, 어느 순간 여러 단편들이 새로

운 방식으로 결합되어 일관된 의미로 이해되었다는 것이다 (ET: xi-xii; Kuhn 1987: 

190-8 등).3 이는 아리스토텔레스 뿐만 아니라 보일, 뉴튼, 라부아지에, 돌튼, 볼츠만이

나 플랑크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경험으로부터, 그는 역사 연구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을 얻었다. 

 

어떤 위대한 사상가의 저작을 읽을 때, 먼저 그 텍스트의 명백한 불합리함(absurdities)을 

찾고, 분별있는 저자가 어떻게 그런 서술을 했을지 생각해보라. 만일 그 구절들을 말이 되

게 하는 해석을 찾았다면, 더 많은 핵심적인 구절들의 의미가 변화했을 것이다(ET: xii). 

 

                                                        

“휘그주의 역사가들은 지속적으로 실증주의적인 지식을 축적하여 새로운 기체, 무기질, 염과 

같은 특정하고 영원한 사실적인 발견들의 목록을 만들어왔다(Golinski 2003: 375).” 

3 아리스토텔레스 물리학은 물질보다 성질이 중심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정성적 물리학으로, 

물질은 물체의 한 속성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가령, “운동”이라는 용어는 물질의 위치 변화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토리가 떡갈나무로 성장하는 것, 쇠막대의 가열 등의 질적 변화 

일반을 지칭한다. 위치의 변화(국소적 운동)는 성질의 변화로서 “운동”으로 묶인다. 또한 위치

는 물질의 속성이고 이는 물질과 독립해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진공의 존재는 비정합적이

다. …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스러운 국소적 운동 이론과, 그의 진공에 대한 견해, 그

리고 고대의 지구 중심적 천문학은 함께 결합하여 통합적인 전체를 형성하고 있고, 뉴턴 역학

이 형성될 때 이들은 모두 파괴되고 재구성되어야 한다(Kuhn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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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또한 전문적인 역사가들이 체득해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론이기도 했다. 이러

한 역사 연구의 해석학적(hermeneutic) 방법은 또한 쿤 본인의 과학관에 즉각적이고,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ET: xiii). 따라서 “역사의 역할”이라는 장으로 시작하는 

『과학혁명의 구조』 첫 문장은, 

      

만일 역사가 일화나 연대기 이상의 것들로 채워진 보고라고 간주된다면, 역사는 우리가 

지금 홀려 있는 과학의 이미지에 대해서 결정적인 변형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SSR: 1, 

k61). 

 

“바로 그 당대에서 그 과학의 역사적인 온전성을 드러내려고 애쓰”고, “그 견해들에 

최고의 정합성을 제공하고 자연과 가장 가까운 일치를 제공하는 관점을 바탕으로 해

서, 그 그룹과 그 비슷한 다른 그룹들의 견해를 연구 (SSR: 3, k64)” 하는 방식의 과학

사는 과학의 새로운 상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한다.4 

실제로 쿤이 나중까지도 강조한 정상과학-혁명과학의 구분은 그저 퍼즐 풀이 활

동 시기와 상이한 이론들이 경합하는 시기가 분리된다는 역사적 사실의 일반화라기

보다는, 몇몇 핵심적인 과학 용어의 의미는 그것이 속한 과학 이론의 다른 용어들과의 

연관성 속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는 의미 전체론의 귀결이고, 이는 그가 역사가로서의 

경험에서 얻은 역사서술 지침에서 비롯한 주장이다. 호이닝엔-휘네는 쿤의 공약불가

능성 논제의 한 버전인 세계 변화 논제가 그의 과학사가로서의 경험에 기초해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5 그러나 쿤의 주장이 갖는 이러한 역사서술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4 “이 책은 새로운 과학사 서술의 함의를 명백하게 밝혀냄으로써 [과학의] 이러한 새로운 이미

지의 윤곽을 잡고자 쓴 것이다(『구조』: 64).” 

5 세계 변화 논제는 과학자가 작업하는 세계의 다수성을 주장한다. “세계가 패러다임의 변화

와 더불어서 변화하지는 않지만 그 이후 과학자들은 이전과는 다른 세계에서 연구 활동을 하

게 된다( …though the world does not change with a change of  paradigm, the scientist afterward 

works in a different world) (SSR: 121, k223).” 호이닝엔-휘네는 앞의 세계(the world)를 칸트적 



 

- 4 - 

 

쿤의 많은 비판자들은 “쿤 주장의 메타역사적 성격을 놓치고 그의 주장을 그 자체로 

철학적인 논제로 파악하는 오류”를 범했다.6 

 

1.2. 논쟁의 구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는 쿤에 대한 많은 비판들 중 필립 키처의 1978년 논문, “이론들, 

이론가들, 그리고 이론적 변화”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키처는 쿤의 작업에서 

역사적인 성격을 인정하고, 과학사에서 개념 변화 현상을 자신의 맥락민감적 지시 이

론에 따라 쿤의 “개념 상대주의”를 피해가는 방식으로 대안적으로 서술하려는 시도

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키처는 쿤의 다른 비판자들과 달리 지시의 안정성을 고수함

                                                        

의미에서 본체계로, 뒤의 세계(a world)를 현상계로 해석한다. 따라서 세계 변화 논제는 현상계

의 복수성 논제가 된다. “어떤 의미에서, 현상계의 복수성 논제는 과학사가의 경험, 특히 “새로

운 내적 과학사서술방법론(new internal historiography of  science)”에 따라 그의 연구를 수행

하는 과학사가의 경험에 토대해 있다. 이 과학사가는 과거 과학자 공동체의 사고 방식을 재생

산하고, 그가 연구하는 당대의 참가자(행위자)들의 관점에서 역사를 제시하려고 시도하기 때

문이다. 만일 이 시도가 성공적이라면, 그것은 역사가가 살고 있는 현상계와는 다른 현상계를 

산출할지도 모른다(Hoyningen-Huene 1993: 38, 원문 강조).” 

6 이정민 2012: 186. 이정민(2012)은 『구조』와 그 이후 쿤 논변의 일관된 메타역사적 성격이 고

려되지 않는 한, 쿤에 대한 온전한 이해는 불가능함을 강조한다. ‘메타역사’라는 표현은 쿤의 

논문 모음집 『본질적 긴장』 2부에 붙은 제목으로, “역사서술에서 발생하는 메타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과학적 진리가 자연 세계의 실재에 접근해 간다는 수렴 실재론은 그 위에서 ‘만

들어진’ 오도된 철학의 대표적 예(이정민 2012: 182)”이다. 또한, Oberheim & Hoyningen-

Huene(1997)는 공약불가능성을 역사적 현상과 무관한 전적으로 의미론적인 논제로 보고 지

시에 관한 인과 이론에 의존해서 그 함의를 약화시키는 철학자들이 실재론을 선제하고 있는

데, 이로 인해 칸트적 반실재론 입장에서 공약불가능성 논제를 보려는 이들 사이에 지속적인 

불일치를 낳았고 이것이 일종의 “메타-공약불가능성”을 이룸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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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개념 변화 현상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지시 포텐셜”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개념적 변화에 대한 역사가들의 주장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더욱이, 키처의 견해는 쿤의 1983년 논문 “공약가능성, 비교가능성, 의사소통가능

성”(3C’s) 에서 비중있게 다뤄지며 그의 방법이 역사가로서 실패했다고 비판되는데, 이 

논문이 발표된 1982년 PSA에서 키처는 또다시 긴 논평(“공약불가능성의 함의들”)을 

작성하고, 쿤은 여기에 답변을 한 바 있다(“후기: 논평에 답하여”). 키처는 논평에서 주

로 78년 논문 주장을 반복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전 논문에서 넌지시 비친 개념을 명

료화하고(“이론적 선제” 등) 공약불가능성 개념을 자기 방식대로 정식화하며, 개념 변

화 현상을 보다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논문의 일차적인 목표는 쿤-키처 논쟁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이상의 문헌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문헌상으로는 평행선을 달린 논쟁을 재구성하고, 쟁점들을 정리하

고 평가하는 것이다.7 특히 나는 후기 쿤 문헌인 83년 논문에서 나타난 공약불가능성

의 버전인 번역불가능성을 이해하는 데 여전히 『구조』에서 강조하는 역사서술방법론

이 지니는 철학적 함의가 핵심적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1.1절에서 제기했던 역

사서술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쿤-키처 논쟁을 재구성해볼 것이다. 『구조』에 따르면, 역

사는 단지 기술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 아니라 규범적인 것으로, 새로운 역사서술방법

론은 새로운 과학에 대한 상을 보여주는데, 이 중에서 철학자들의 관심을 가장 끈 문

제는 혁명 전후의 과학 이론이 공약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조』 첫 머리의 문장을 다시 다음과 같은 쿤의 논제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새로운 역사서술방법론에 따른 쿤의 역사 서술이 옳다면, 혁명 전후 과

학 이론은 공약불가능하다. 당대의 행위자들의 관점에서 과거 과학자 공동체의 사고 

                                                        
7 쿤-키처 논쟁을 다룬 국내의 선행 연구로는 정상모(1994)가 있다. 정상모는 키처의 지시 포텐

셜 개념이 유효하다면 쿤의 전체주의적 의미론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는 쿤

의 의미 전체론의 핵심인 표현-유형들 간 상호연관을 간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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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재생산한다는 “새 역사서술방법론”이 갖는 규범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옛 

과학자들의 믿음을 최대한 정합적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것이 최소한의 요건으로 보

인다. 따라서 쿤의 논제를 다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만일 역사가가 옛 과학자들의 

믿음을 최대한 정합적으로 해석하고자 한다면, 혁명 전후 과학 이론은 공약불가능하

다. 

키처는 과학사에서의 개념 변화에 대한 다른 함축을 지니는 서술이 가능하다는 것

을 자신의 맥락민감적 지시 이론을 통해서 보이려고 하였다. 그는 공약불가능성의 귀

결을 “개념 상대주의”로 간주하고, 이를 피할 수 있는 대안들, 이론의 비교와 완전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위해 상대 진영에서 이론을 정식화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

한다.8 그러나 키처의 기법(맥락민감적 지시 이론)이 역사가로서 실패한다는 쿤의 지

적은 타당한가? 키처의 기법이 역사서술로 적절하게 기능할 수 있다고 해도, 이것은 

역사서술의 차원에서 쿤의 과학혁명에 대한 서술을 대체할 수 있는가? 

2장에서는 먼저 키처의 “이론들, 이론가들, 그리고 이론적 변화”에 나타난 맥락민

감적 지시 이론과, 화학혁명의 경우에 이것의 적용, 그리고 개념 변화를 이해하는 대안

적인 방식을 따라가본다. 3장에서는 키처에 대한 비판이 포함되어 있는 쿤의 “공약가

능성, 비교가능성, 의사소통가능성”에 나타난 번역가로서의 역사가와 해석자/언어학

습자로서의 역사가의 구분, 특히 이상적인 번역이 실제 역사가의 작업에 가하는 “내

포적 제약”과 그것이 과학 언어에 부여하는 고유한 특성인 “의미 전체론”을 살펴보고 

키처의 논평과 쿤의 답변을 정리한다. 4장에서는 쿤이 키처의 기법에 대해 역사가로

서 비판한 것이 타당한지 검토하고, 역사서술로 온당한 한에서 키처의 기법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를 제시한다. 그러나 결국 키처는 쿤의 “혁명적 변화”의 특성을 포착하지 

                                                        
8 키처(Kitcher 1978)가 관심이 있는 것은 지시 대상을 명확히 지정할 수 있는 여부로, 혁명 전

후로 용어의 내포 및 지시 대상이 변화한다는 통상적인 의미적 공약불가능성 논제와 아주 일

치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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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기에 쿤의 혁명에 대한 서술을 대체하려는 그의 도전이 실패한다고 주장한다. 뒤

이어, 쿤의 “혁명적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방법론적 공약불가능성의 귀결로 

지시 일반을 가능하게 하는 유사-차이 관계가 변화한다는 것임을 제안하고, 화학혁명

의 경우에 두 논자의 역사 서술이 실제로 어떻게 차이나는지를 간략히 검토한다. 5장

에서는 논의를 정리하면서, 결국 혁명을 서술하는 역사가는 새로운 방법론적인 제안

과 함께 이론적 용어의 새로운 의미를 제안하는 이론가의 역할을 포착할 수 있어야 함

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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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키처의 도전: 맥락민감적 지시 이론과 대안적 역사 서술 

 

쿤의 공약불가능성 논제는 철학자들에게 지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상대주의적이고 

자가당착적인 주장으로 받아들여졌다. 키처의 1978년 논문, “이론들, 이론가들, 이론

적 변화(Theories, Theorists and Theoretical Change)”는 이러한 배경에서 나왔다. 키

처는 쿤의 다른 비판자들처럼 개념 상대주의가 과학의 객관성(특히 “경쟁 이론 간의 

객관적 비교의 가능성”)에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문제시하였다. 

 

쿤이 “과학혁명”이라고 부르는 에피소드들인 과학사에서 주요한 격변 시기 동안에, 다른 

파벌의 과학자들은 관측적 증거의 공통 분모(common body)나 방법론적 규칙의 공유된 

집합에 의지하지 않는다. 더욱 근본적으로, 그들은 의사소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양쪽 

모두, 경쟁하는 이론의 주장들을 그들 자신의 언어 내에서 표현하는 능력을 결여한다.9 

 

하지만 키처가 다른 논자들과 차별되는 지점은 그가 혁명 동안의 지시의 안정성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리 언급하자면, 키처는 그의 “지시 포텐셜” 개념을 통

해 언어와 세계가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을 제시한다.) 키처에 따르면 개념 

상대주의를 논파하는 데 요구되는 것은 지시의 안정성이 아니라 지시 대상을 명확하

게 지정하는 문제, 또는 경쟁하는 언어에서 반대 이론을 정식화(formulate)하는 가능

성이다. 

키처는 과학혁명에서 몇몇 표현들의 지시 대상이 변화한다는 입장으로 개념 상대

주의를 파악하는 기존의 논자들은 쿤에게 불필요하게 강한 입장을 지웠다고 비판하

며, 지시 변화가 “개념 상대주의에 필요 조건도, 충분 조건도 아니(523)”라고 한다. 즉 

개념 상대주의는 지시 변화 없이도 일어날 수 있고, 몇몇 (또는 모든) 용어들의 지시 대

상이 변화할 때조차, 이것이 한 언어 내에 다른 언어에서는 명확히 지정될 수 없는 몇

                                                        

9 Kitcher 1978: 520. 이 장 내에서 해당 문헌은 이하 쪽수만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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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표현들이 있다는 것을 함축하지 않는다. 키처는 개념 상대주의 교설을 다음의 논제

로 재정식화한다:  

 

혁명으로 분리된 시기에 같은 과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어떠한 두 언어에 대해서도, 각 언

어에는 다른 언어에서는 그 지시 대상을 명확히 지정할 수 없는 몇몇 표현들이 있다.(522) 

 

따라서 키처는 “경쟁하는 입장을 제시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들의 지시 대상들을 명확

히 지정하는 데 있어서의 상호 무능력에 이르는 변화”야말로 “경쟁 이론 간의 객관적 

비교의 가능성에 위협을 가하고, 이론 간 논쟁에 대한 전통적 해명을 타도(523)”한다

고 본다. 키처는 과학 용어의 지시에 대한 일반 이론을 바탕으로 경쟁하는 언어에서 

반대되는 이론을 정식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다음 절에서 이를 자세히 기

술할 것이다. 

 

2.1. 맥락민감적 지시 이론10 

 

과거의, 혹은 미지의 한 언어(L1)를 위한 지시 이론의 목표는 한 언어의 표현-유형

(expression-types)과 우리말(L2; 철학자 혹은 역사가가 사용하는 해당 언어)의 표현-유

형을 상호 연관시키는 것이다.11 이를 위해 ‘한 이론의 언어로 e는 …를 지시한다’의 형

                                                        
10 이 절은 Kitcher(1978) sec. 2의 내용을 재기술하였다. 

11 “동일한 문장을 두 번 표기할 때 두 문장은 하나의 문장 유형에 속하지만 개별적인 문장 토

큰”이다. “문장 유형은 개별적인 문장 토큰들의 집합이라는 개념으로 추상화될 수도 있다(M. 

K. 뮤니츠 (1996), 『현대분석철학』, 박영태 옮김, 서광사).” 철학자/역사가가 실제로 옛 문헌을 

갖다 놓고 옮겨야 하는 것은 그 문헌에 나타난 개별 표현-토큰들이지만, 같은 표현-유형에 속

한 개별 표현-토큰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취급될 수 있다면 각각은 우리말의 해당 표현과 동일

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을 것이므로, 각 언어의 표현-유형들에 대해서만 상호 연관성을 알아내

는 것으로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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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갖는 행렬들(M)을 완성하고자 한다. e는 한 표현-유형이고 그 빈칸은 e와 같은 

지시 대상을 갖는(coreferential) 우리말의 한 표현으로 채워진다: 가령 <‘임페투스’는 

운동량을 지시한다.>  < ‘가바가이’는 토끼 한 마리를 지시한다.> 12 

이 행렬의 빈칸들을 채워넣는 것, 즉 한 언어의 표현-유형을 다른 언어의 표현-유형

으로 짝짓는 것(寫像, mapping)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e와 같은 지시 대

상을 갖는 현대 언어의 한 표현은 현대 언어의 화자들이 옛 혹은 미지의 언어의 화자

들과 똑같은 지시 대상들을 골라낼 수 있게 하는, 정보가 담겨 있는(informative) 표현

이다.13 

 

Mi=[ei1, ei2]14 

(ei1: L1에서 한 표현-유형 ei, ei2: L2에서 한 표현-유형 ei) 

 

한 언어를 위한 완전한 지시 이론 T는, 해당 언어의 모든 표현-유형들에 대해 행렬의 

빈칸이 모두 채워져서 해당 언어에서 각 표현들의 이름이 정확히 한 행렬 내 e의 자리

에 나타나는, 빠짐없이 기입된 행렬들(completed matrices)의 집합이다. 

 

T={Mi | for all i } 

 

                                                        
12 쿤(Kuhn 1983)은 번역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텍스트 안의 단어나 단어의 배열을 

다른 언어의 단어나 단어의 배열로 체계적으로 대체함으로써 다른 언어 내에서 동등한 텍스트

를 얻는”(k231)것. ‘동등한 텍스트’에는 의미의 동일함과 지시 대상의 동일함 모두 고려될 수 

있으나, 키처는 여기서 지시 대상의 동일함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13 쿤의 관점에서 똑같은 지시 대상을 골라내는 것은 같은 유사-차이 관계를 학습했을 때에만 

가능하다. 

14 이해를 돕기 위한 기호적 표기들은 필자가 추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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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지시 이론은 해당 언어의 화자들이 산출한 문장-토큰들을 이해하도록 도

와줄 것이다. 해당 언어의 표현-토큰을 대면했을 때, 우리는 지시 이론을 참고해서

(consult) 어떤 우리말 표현-유형이 해당 언어의 표현-유형과 연관되어 있는지 발견할 

수 있다. 그 다음 우리는 해당 언어의 토큰을 적절한 우리말 표현-유형의 토큰으로 대

치한다. 이 방식을 계속하면, 우리는 해당 언어의 문장-토큰들을 우리말 문장-토큰들

로 변환할 수 있다. (523) 

이렇게 지시 이론을 구성하려고 할 때, 해당 언어의 동일한 표현-유형에 속하는 모

든 토큰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취급될 수 있다고 가정했었다(각주 11 참고). 이를 맥락

에 민감하지 않은 지시 이론(CIT; a context-insensitive theory of  reference)이라고 부르자. 

자연 언어에는 지시사, 인칭 대명사 등과 같이 다른 문맥에 쓰였을 때 다른 존재자

들을 지시하는 몇몇 표현-유형들이 있기에, CIT는 자연 언어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

이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우리는 여전히 “맥락민감한 표현들의 토큰들이 

그 표현들이 산출된 맥락에 대해 의존하고 있는 것을 명확히 지정(specify)하는 일반적

인 방법들(524)”을 찾기를 희망할 수 있다(CIT with supplement). 이 방법은 맥락에 대

한 최소한의 정보가 주어졌을 때 맥락민감한 표현-토큰들의 지시 대상을 식별(識別, 

identification)하는 것을 허용한다. 가령 독일어에서 우리말로 가는 지시 이론을 제공

하고자 할 때, 우리는 “ich” 토큰이 그것을 산출한 그 사람을 지시하고, “jetzt” 토큰은 

그것이 산출된 시간을 지시한다고 자연스럽게 제안할 수 있다. (발화 맥락의 여러 특

징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무지할지라도 이러한 지정은 지시 대상들의 할당을 가능하

게 한다. 가령 “ich” 토큰을 산출한 그 사람이 실제로 누군지 몰라도 그가 <그 토큰을 

산출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정 언어를 위한 지시 이론은 지시의 일반 이론(general theory of  reference)에 놓

인 적합성의 기준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지시의 일반 이론은 지시체 결정을 위한 

보편적인 원리들을 제공하는데, 이는 특정 언어에서의 표현이 갖는 지시 대상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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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견해와는 독립적으로 수용되고, 그러한 견해들을 평가하기 위해 우리가 호소할 

수 있는 원리들이다. 

CIT의 경우 이는 검토 중인 언어의 표현들에 특정한 지시체-지정 절들, 가령, 위에

서 살펴본 “ich”= <그 토큰을 산출한 사람>과 같은 도식으로 대체될 수 있지만, 몇몇 

경우에 이 기대가 좌절될 수 있고, 이 경우 표현-토큰들의 지시 대상을 지정하는 유일

한 방법은 일반 이론의 일부분에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것밖에 없다. 그들을 위한 적합

한 지시 이론은 맥락민감적 이론(CST’s; context-sensitive theories)이다. CST는 지시에 대

한 일반 원리들(지시의 일반 이론)에 호소함으로써 그 언어의 몇몇 맥락민감한 표현-

토큰들의 지시 대상을 지정한다. 

키처는 도넬란(Keith Donnellan) 등의 학자를 따라 지시의 일반 이론은 “역사적 설

명”(historical explanation) 이론이라는 것을 가정한다.15 이 이론의 중심 원리는 한 표

현의 토큰이 갖는 지시 대상은 그 토큰의 산출에 대한 올바른 역사적 설명에 적절한 

방식으로 원인이 되는(figure in) 존재자라는 논제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어떤 표현-

토큰이 한 존재자를 지시한다는 것은, 그 존재자가 그 표현-토큰의 산출에 대한 올바

른 역사적 설명에 적절한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한 토큰이 갖는 지시 대상을 명

확하게 지시하는 존재자를 골라내는 최초의 사건 s 이후에, 그 존재자에 인과적으로 

관여하는 일련의 사건들을 거친 종결 사건 s(n)이 그 토큰을 산출하였다는 생각에 기반

하고 있다. 

 

sequence of  events = (s, s’, s’’,  … , s(n))  

s: “개시 사건”16 

                                                        

15 도넬란은 지시에 관한 인과 이론과 매우 유사한 “역사적 설명” 이론을 제시하는데, 그는 기

존의 인과 이론처럼 지시 고리의 모든 연결이 인과적임을 피하기 위해 다른 이름을 붙였다. 

(Donnellan 1974, 각주 4) 

16 “initiating event”. 혹은 퍼트남의 표현에 따르면, “introducing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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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 사건은 다음의 두 경우 중 하나이다: (a) 토큰의 지시 대상이 그 사건에 인과

적으로 연관된 사건, 혹은 (b) 기술에 의해(기술어구에 의해) 그 토큰의 지시 대상을 골

라내는 데(single out) 연관된 사건. 가령 오늘날 ‘소크라테스’ 발화들 뒤에는 공통의 첫 

번째 구성원인, 한 특정한 그리스인 아기가 명확한 지시를 위해 골라져 나와서 이름이 

부여되는 사건(a)을 갖는 일련의 사건들이 있다.17 한편, 관측 전에 이론적인 예측이 먼

저 된 행성인 ‘해왕성’과 같은 경우는 ‘소크라테스’의 경우처럼 그 이름이 곧바로 존재

자를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술에 의해 이루어진다. 즉, ‘해왕성’ 토큰에 대한 

개시 사건은 “천왕성의 섭동에 책임이 있는 행성”이라는 기술(b)이었다.18 

CST를 위해 다음의 예를 고려해보자. 백만장자 늘푸름 씨는 어느 날 그의 유명세

에 지쳐서, 자신을 닮은 사칭꾼이 대신 그의 공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책략을 꾸

민다. 사칭꾼은 그의 동네로 이사해서 그의 친구들과 이웃이 된다. 그의 친구들이 ‘늘

푸름’의 토큰들을 산출할 때 그들이 지칭하는 이는 누구인가? “나는 늘푸름 씨를 만

나서 악수를 했어”와 같은 문장에서의 ‘늘푸름’의 토큰들은 사실 그 사칭꾼을 지칭하

겠지만, “놀러온 친구에게 늘푸름 씨를 소개시켜주면 좋아하겠지”와 같은 문장에서

는 진짜 늘푸름 씨를 지칭한다. 19 

                                                        

17 “소크라테스는 그 사건에서 인과적으로 관여하였다. 동시대의 ‘소크라테스’ 사용은 그 사건

에서 유래하였고, 그 사용들은 그가 사건에 인과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소크라테스를 지시한

다.”(526) 

18 유형 (a)가 즉물적(ostensive) 지시(“명명식”)로 언어 공동체에서 공적인 확인이 가능한 성격

을 띤다면, 유형 (b)에는 보다 이론적인 믿음이 개입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19 이 예는 언뜻 과학 언어와는 무관한 사례 같아 보이지만, 키처가 이후 논의하는 “의사(擬似)

수소”와 같은 예(545)와 사실상 구조가 동일하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키처가 명시적으로 밝

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 예시가 진짜 늘푸름과, 가짜 늘푸름(사칭꾼)이라는,  비대칭적인 지시 

대상을 전제한다는 것이다. 가령 위의 예에서 “나는 늘푸름 씨를 만나 악수를 했어”라는 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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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늘푸름’ 토큰의 지시 대상은 맥락에 따라 그 토큰의 산출에 대한 설명에 적

절한 원인이 되는 존재자가 달라진다(백만장자 또는 사칭꾼). 이렇게 ‘늘푸름’ 같이 맥

락에 따라 그 토큰의 산출에 대한 설명에 적절한 원인이 되는 존재자가 달라지는 표

현을 포함한 언어의 경우, 이를 수용하기 위해 맥락민감적 지시 이론(CST)를 필요로 

한다. 만일 이 설명의 세부 사항들을 모두 열거하는 것이 가능한 전지적 관찰자라면, 

그는 지시의 일반 이론을 사용해서 모든 토큰들의 지시 대상을 각 맥락에 맞게 골라

내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20 하지만 우리가 그만큼 운이 좋지 않아서, 우리에게 이용가

능한 증거가 ‘늘푸름’의 모든 토큰들의 산출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세세하게 구성하

지 못하도록 할지도 모른다. 또는 일반 지시 이론이 우리가 각 토큰의 지시 대상을 명

확히 지정하도록 하기에 충분히 정확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존

재자들의 한 세트(백만장자와 사칭꾼 짝 세트)를 지정할 수 있다. 몇몇 토큰의 경우 집

합의 어떤 구성원이 해당 지시 대상인지 결정하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 집합의 어느 

한 구성원을 지시하기는 하는 것이다.21 

키처는 이와 같은 지시 이론에 대한 구분을 바탕으로, 개념 상대주의와 이론적 변

화의 의미론적 측면을 더 분명히 하려고 한다. 옛 과학 이론의 언어를 위한 지시 이론

을 제공하려는 기획으로, 키처는 네 가지 가능한 선택지를 제시한다.(528) 

 

(1) 해당 언어에 적합한 CIT를 알아낼 수 있다. 

(2) 해당 언어에 적합한 CIT를 알아낼 수 없다. 우리는 오직 CST만 알아낼 수 있다. 그리

고 CST와 이용가능한 증거를 사용하여 우리는 그 언어의 화자에 의해 산출된 각 토큰의 

지시 대상을 지정할 수 있다. 

                                                        

에 대해 진짜 늘푸름 씨의 옆집에 사는 청자가 “그가 정말 늘푸름 씨가 맞아?”라고 묻는다면, 

이 맥락에서 ‘늘푸름’ 토큰은 지시에 실패하게 된다. 

20 “전지적 관찰자”는 Kuhn (1983)에서 얘기하는 “맥락 지정자”(k246)에 해당한다. 

21 이 생각이 나중에 “지시 포텐셜” 개념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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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는 적합한 CIT를 알아낼 수 없다. 오직 CST만 알아낼 수 있다. 그리고 CST와 이

용가능한 증거에 비추어 봐도 그 언어의 화자에 의해 산출된 몇몇 토큰은 그 토큰의 지시 

대상을 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언어의 각 표현-유형에 우리는 그 유형의 어떠한 토큰

의 이용가능한 지시 대상도 속하는 그러한 존재자들의 집합을 지정할 수 있다. 

(4) 우리는 오직 CST만 알아낼 수 있다. 그리고 몇몇 표현-유형들의 경우 우리는 심지어 

그 유형의 어떠한 토큰의 지시 대상도 속하는 그러한 존재자들의 집합을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선택지 (1)-(3)은 혁명으로 나뉜 과학자들이 그들의 불일치를 정식화(formulate)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선택지 (4)는 그렇지 않다. 맥락민감적 지시 이론(CST)

의 경우에 해당 언어의 각 토큰에 대해 모든 맥락에서 정확한 지시 대상을 지정할 수 

있다면(다시 말해, “전지적 관찰자”가 가능하다면) 선택지 (2)에 해당하고, 증거가 충

분하지 않아서 몇몇 토큰은 지시 대상을 지정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 토큰들이 속하

는 존재자들의 집합을 지정할 수 있다면 선택지 (3)에 해당한다. 

키처가 재정식화한 개념 상대주의 교설(522)에 따르면, 경쟁 이론 간의 객관적 비

교의 가능성에 위협을 가하는 것은 지시의 안정성이 아니라 경쟁하는 언어에서 반대 

이론을 정식화하는 가능성이었고, 이에 핵심적인 것은 경쟁하는 언어에 지시 대상을 

명확히 지정할 수 없는 표현들이 있는지의 여부였다.22 따라서 개념 상대주의자들은 

선택지 (4)를 주장할 것이다. 이는 기존 과학철학자들에게 선택지 (1)과 대립되는 것으

로 상정되었다. 

만일 대안적으로 선택지 (2) 또는 선택지 (3)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인다면, 맥락-의

존적 표현들을 포함한 언어에 대해서도 개념 상대주의(선택지 4)에 대한 대안적 지시 

이론을 마련하는 데 성공할 것이다. 특히 선택지 (3)이 가능하다는 것은 번역의 미결정

성(완전한 지시 이론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두 이론을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22 나중 표현을 빌리면, “지시 포텐셜”의 지정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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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각 이론가가 그 반대자의 입장을 정식화하는 여러 다른 방법들을 고려해야 하

지만, 궁극적으로 경쟁 이론의 표현-유형의 토큰들이 갖는 지시 대상들이 포함된 집합

을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선택지 (3)과 같은 경우에, 물론, 한 과학자가 그의 경쟁자의 언어를 위해 제안하는 지시 

이론은 반대자의 가설들에 대한 서로 다른 여러 정식화들을 허용할 수도 있지만, 이들 각

각은 그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될 수 있다 (528). 

 

따라서 키처는 옛 이론가들이 사용한 언어가 선택지 (2)의 경우들, 적어도 선택지 (3)

의 경우들로 취급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그는 이어지는 3절에서 이를 플로지스톤 이

론의 옹호자들이 사용한 언어에 대해서 보이려고 한다. 

 

2.2. 키처의 역사 서술: 플로지스톤 이론의 경우23 

 

키처가 이전 절에서 지시의 일반 이론으로 제시한 “역사적 설명” 이론은 물론 일차적

으로는 지시 문제의 퍼즐들을 해결하려고 고안된 것이다.24 그러나 키처가 이것을 발

전시켜 과학사에서 개념 변화 현상을 조명하는 원리로서 채택하는 한, 역사적 설명 이

론(그리고 이것의 수정된 형태인 지시 포텐셜)은 일종의 역사서술의 방법론

(historiography)으로 작동하게 된다.25 또한 키처는 화학혁명에 대한 자신의 대안적인 

역사서술이 결과적으로 쿤의 역사서술을 대체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 절에서

                                                        

23 이 절은 Kitcher (1978) sec. 3의 내용을 재기술하였다. 

24 Donnellan (1974) 참고. 

25 따라서 쿤(Kuhn 1983)이 역사가로서 키처에 대해 반론하는 한, 그것은 지시 이론에 대한 직

접적인 공격이 아니라, 과학사 기술로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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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역사서술의 방법론으로 작동하는 지시의 일반 이론으로 “인간주의 원리”가 주요

하게 부각된다. 

현대 과학의 언어를 사용하는 역사가/철학자가 플로지스톤 이론가들의 텍스트

(플로지스톤 이론가들이 산출한 문장-토큰들)를 읽고 이해하려 할 때, 우리는 앞 절에

서 도입한 완전한 지시 이론에 의지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플로지스톤 이론의 화자들

이 산출한 모든 문장-토큰들을 이해할 수 있는 완전한 지시 이론을 마련할 수 있을까? 

키처의 작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대 과학사가/철학자가 플로지스톤 이론

가들이 산출한 문장-토큰들을 이해하려고 할 때, ‘탈플로지스톤 공기’와 같은 몇몇 표

현-유형의 여러 토큰들은 한 맥락에서는 성공적으로 지시하지만, 다른 맥락에서는 지

시에 실패한다. 한 용어의 모든 토큰들을 위한 “단일한 의미적 처치를 합치려[는] 시

도”(534)(CIT)만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개념 상대주의 입장인 선택지 (4), 상이한 언어 

사용자들의 불일치를 정식화할 수 있는 어떠한 언어도 없다는 입장에 직면하게 될 것

이다. 가령 “‘탈플로지스톤 공기’의 지시 대상을 지정하는 현대 영어의 표현이 없기에, 

플로지스톤 이론을 제시하는 데 중심적인 용어는 동시대 언어로 번역되는 것에 저항

한다”(534). 하지만, 만일 우리가 CIT를 위한 탐색을 포기하고 한 표현-유형의 다른 

토큰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세계와 연결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CST를 받아들인다

면, ‘탈플로지스톤 공기’가 어떤 맥락에서는 성공적으로 지시함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럼 키처의 작업을 차근차근 따라가보자. 우리가 플로지스톤 이론에서 현대 이론

으로 가는 지시 이론을 마련하고자 할 때, 아무 이론이나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언어의 화자들이 산출한 문장-토큰들을 이해하기에 적절한 지시 이론이어야 할 것이

다. 토큰들에 지시 대상을 할당할 때 지시 대상 결정을 위한 최선의 원리[지시의 일반 

이론이 제공하는 원리]로서 키처가 채택하는 것은 인간주의 원리(principle of  

humanity)이다. 이 원리에 따르면 “믿음, 욕구, 그리고 세계가 맺는 관계의 패턴을 가

능한 한 우리의 것과 비슷하게(Grandy 1973: 443)” 번역하고자 할 때 이를[우리의 믿

음-세계 관계의 패턴을] 상대 언어의 화자에게 전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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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리를 적용해서 프리스틀리가 수은의 붉은 재를 가열해서 얻은 기체를 ‘탈플

로지스톤 공기’라고 부른 상황을 생각해보자. 프리스틀리의 발화에 “인간주의 원리”

를 적용한다면, 그에게 우리의 믿음-세계 관계의 패턴을 전가할 수 있다. 우리는 수은

의 붉은 재를 가열하면 산소 기체가 방출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프리스틀리

도 우리와 같은 세계에 살고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믿음을 산출하는 과학자인 이상, 

우리는 그가 ‘탈플로지스톤 공기’라는 생소한 용어를 쓰긴 했지만 사실 산소 기체를 

지시하였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이 가설은 “프리스틀리의 추론을 재구성하고 그

의 판단을 해명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수은의 방출이 플로지스톤

의 흡수에 관여한다고 믿음으로써, 프리스틀리는 남은 공기가 플로지스톤이 결핍되

었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추론한다(535).” 즉, 인간주의 원리는 우리의 지시 이론이 

미지의 언어 사용자가 갖는 믿음과 세계 사이의 연결 및 믿음들 간의 연결들을 보존하

도록 인도한다.26 

 

우리의 설명, 그리고 우리가 고른 지시체에 대한 가설은 프리스틀리의 믿음들 사이의 친

숙한 연결들, 그리고 그의 믿음들과 세계 내 존재자들 간의 친숙한 연결들의 자취를 따라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535). 

 

마찬가지로, 인간주의 원리에 의거해서 캐븐디쉬의 물의 형성에 대한 텍스트에 나타

난 “가연성 공기”와 ‘탈플로지스톤 공기’, “플로지스톤화” 등의 표현들을 현대 이론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다. 

 

앞선 실험들로부터, 가연성 공기와 탈플로지스톤 공기의 혼합물이 그렇게 플로지스톤화

되지 않은 비율로 폭발할 때는, 탈플로지스톤 공기가 어디서 입수되었건 간에 압축된 액

                                                        
26 이것은 인간주의 원리가 추구하는 바로, 키처가 정말 이것을 충족시키는지는 (즉, 화자의 믿

음과 세계 사이의 연결 및 믿음들 간의 연결들 모두를 보존하는지는) 따져보아야 할 별도의 문

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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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항상 질산 종류의 약간의 산을 포함한다. 그러나 불탄 공기가 거의 다 플로지스톤

화된 비율로 폭발할 때는, 압축된 액체는 전혀 산성이 아니고 다른 첨가물 없이 순수한 물

로 보인다(Cavendish, Experiments on Air, p. 19, Kitcher (1978), p. 533에서 재인용). 

 

우리는 무엇이 이 기술을 유발했는지 즉시 이해한다. 캐븐디쉬는 수소와 산소 샘플들이 

함께 “폭발한” 일련의 실험들을 수행하였다. 몇몇 경우에 획득된 산소는 전적으로 순수

하지는 않았고 약간의 질소가 혼합되어 있어서, 약간의 질산을 형성하는 반응이 일어났

다. 산소 샘플이 순수했을 때 질산 형성은 없었고, 유일한 반응은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

여 물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그가 했던 실험들을 보고할 때, 캐븐디쉬는 플로지스톤 이론

의 용어들을 사용해서 그가 수행한 실험들의 물질들을 지시하였다: 즉, 그는 수소를 지시

하기 위해 “가연성 기체”를 사용했고, 산소를 지시하기 위해 ‘탈플로지스톤 공기’를 사용

했고, 등등(533). 

 

한편, 옛 이론의 표현-토큰들이 모든 맥락에서 모두 지시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플로지스톤 이론가인 슈탈은 플로지스톤을 연소 시 방출되는 물질로 정의하였다. 그

러나 [우리 믿음-세계 패턴에서] 연소 시 방출되는 물질은 없다. 연소는 어떤 물질이 방

출되는 현상이 아니라 산소와 결합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슈탈의 발화에 인

간주의 원리를 적용하고자 한다면, 플로지스톤은 지시에 실패했다고 결론내려야 한

다.27 

                                                        
27 키처는 이 결론을 위한 두 가지 가정을 제시한다: “첫째, 플로지스톤 이론은 플로지스톤이 

정의상 연소 시 방출되는 물질로 간주하는 슈탈의 작업으로부터 내려온다; 플로지스톤주의 전

통은 슈탈의 정의를 반복하고 슈탈의 용법을 존중한다. 둘째, 그 정의를 해석함에 있어, 우리

는 플로지스톤 이론의 옹호자들이 채택한 몇몇 용어들이 현대 영어의 동음이의어 용어들과 외

연이 같다고 가정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표현 “①이 ②로부터 방출된다”가 플로지스톤 이

론의 언어에서의 한 용어로서, 그리고 현대 영어에서의 한 용어로서 동일한 지시 대상을 갖는

다고 가정한다. 일반적으로, “①이 ②로 흡수된다”, “①은 ②가 더 이상 흡수될 수 없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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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시하지 않는 표현을 사용해서 형성된 복합 표현도 지시에 실패한다.28 따

라서 “연소 시 방출되는 물질이 보통의 대기보다 적은 공기”(슈탈의 기술에 연결된 ‘탈

플로지스톤 공기’의 토큰)도 지시에 실패한다. 마찬가지로 슈탈의 기술에 연결된 “플

로지스톤화된 공기”라는 복합 표현도 지시에 실패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자. 한 맥락에서 ‘탈플로지스톤 공기’가 지시에 실패하지

만, 다른 맥락에서 성공적으로 산소를 지시한다. 만일 우리가 CIT의 기획, 즉 한 표현

-유형의 토큰들이 같은 방식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면,29 우리는 과

거 텍스트의 번역 및 이해에 실패한다 (선택지 (1)의 실패가 곧바로 선택지 (4)로 이끈

다는 것이 키처가 쿤과 파이어아벤트의 “개념 상대주의”를 정식화한 방식이었다). 그

러나 만일 우리가 한 표현-유형의 다른 토큰들이 다르게 지시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CST를 적합하게 구성해낼 수 있다면, 개념 상대주의(선택지 4)에 빠지지 않을 수 있

다. 

 

2.3. 지시 포텐셜과 개념 변화 

 

한 표현-유형의 서로 다른 토큰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세계와 연결될 수 있다는 CST

를 받아들이는 것은 앞서 일반 지시 이론으로 제시된 역사적 설명 이론에 수정을 요한

다. 역사적 설명 이론에 따르면 “한 단일한 사슬이 그것의 첫 번째 사용에서 골라낸 대

                                                        

도로 ②를 ③에 더해서 얻어진 물질이다”와 같은, 우리가 그 지시체를 보존할 것이라고 자연

적으로 간주한 많은 표현들이 있다(531-2, 원문 강조).” 

28 p. 532, 각주 14. 

29 또는, “번역에 대한 적법한 제약의 요구를 가지고 그 용어의 모든 토큰들을 위한 단일한 의

미적 처치를 합치려고 시도(534)”한다면. (쿤이 과거 텍스트의 여러 맥락에서 다르게 쓰인 용

어가 일관된 의미로 이해되어야 좋은 과학사 서술이라고 주장할 때, 키처에게 이것이 CIT를 

촉구하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상 그는 굳이 그것을 고수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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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그 용어들의 토큰을 연결”시키기 때문에, 세계와 연결되는 방식은 최초의 개시 

사건 한 가지 뿐이다. 이에 키처는 “과학적 어법에서 전형적인 연속되는 재적용과 재

정의”와 더 잘 부합하는 “세계에 대한 용어들의 연결이 종종 후속 사용에서 연장”되

는 경쟁적 그림을 제시한다(538). 

키처는 한 과학자 공동체가 사용한 한 표현-유형(용어-유형)은 지시 포텐셜

(reference potential)이라 불리는 사건들의 집합과 연계되어 있다고 제안한다. 지시 포

텐셜은 그 시기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산출한 표현-유형의 토큰들을 (통상적으로) 개

시할 수 있는 사건들의 집합이다. 한 표현-유형의 지시 포텐셜이 둘 혹은 그 이상의 상

이한 개시하는 사건들을 포함하는 경우 이질적 지시 포텐셜이라 불리고 해당 용어는 

이론 적재적(theory-laden)이다(540). 

표현-유형 ‘탈플로지스톤 공기’ 토큰을 산출할 수 있는 개시 사건은 두 종류, (슈탈

의 기술인) “연소 시 방출되는 물질이 보통의 대기보다 적은 공기”(s1)와 (프리스틀리

의 발견인) “수은의 붉은 재를 가열하여 얻은 기체”(s2)이다. 이 때 s1과 s2는 다른 종류

의 사건으로, ‘탈플로지스톤 공기’에 연계된 지시 포텐셜은 이질적이다. 그러나 우리가 

s1과 s2가 상호 교환가능하다는 이론적 가설 H를 받아들이는 한, ‘탈플로지스톤 공

기’라는 표현을 사용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H: 연소 시 방출되고, 통상적으로 공기 중에 존재하는 어떤 물질이 있다. 공기에서 이 물

질을 제거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은 또한 수은의 붉은 재를 가열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기체이다(541). 

 

키처는 이상의 개념들을 통해, 현대의 이론가가 혹은 경쟁하는 이론의 주창자가 

플로지스톤 이론의 언어를 정식화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한 표현-유형이 어떤 맥락

에서 어떤 지시 대상을 갖는지 모든 경우에 알아낼 수 있는 “전지적 관찰자”가 불가능

한 상황에도, 혹은 어떤 토큰이 특정 맥락에서 지시에 실패할 경우에도, 우리는 그 표

현-유형의 한 토큰을 산출한 모든 개시 사건들의 집합인 지시 포텐셜을 지정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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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 이론적 가설 H를 공유하지 않는 경우에도(이 때 지시 포텐셜이 변화할 수 

있다), 인간주의 원리 등에 의존해 우리는 “라이벌의 언어적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라

이벌의 토큰의 지시체에 대한 가설을 형성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플로지스톤 이론의 

경우, 

 

프리스틀리의 직설적인(straightforward) 주장, 수은의 붉은 금속회를 가열함으로써 산출

된 기체가 공기에서 플로지스톤을 제거한 결과라는 주장 때문에, 라부아지에와 다른 프

랑스 화학자들은 그에게 믿음 H를 귀속시키는 것이 쉽게 가능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들은 프리스틀리가 산소를 탈플로지스톤 공기와 동일시하는 것을 발견하도록 준비되었

고, 따라서 플로지스톤주의자들과 그 반대자들은 상대적으로 쉽게 그들이 동의하는 부

분과 동의하지 않는 부분을 정확히 지적하는 것이 가능해졌다(541). 

 

따라서 플로지스톤 이론의 경우 키처가 개념 상대주의로 명명한 선택지 (4), “ 몇몇 표

현-유형들의 경우 우리는 심지어 그 유형의 어떠한 토큰의 지시 대상도 속하는 그러한 

존재자들의 집합을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선택지가 기각될 수 있다. 즉, 우리

는 현대 언어에서 플로지스톤 이론의 언어를 정식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지시 포텐셜은 확장 또는 축소를 겪을 수 있다. 이는 

후대의 과학적 발견에 따른 이론적 가설 H의 수용 혹은 기각에 따라 이루어진다. 

 

프리스틀리의 예가 보여주듯이, 한 가설이나 가설들의 집합의 수용은 새로운 사건 혹은 

사건들의 집합에 대한 한 용어의 지시 포텐셜 내에서의 흡수로 이끌 수 있다. 한 과학자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그들을 관여하게 하는 서로 다른 유형들의 환경들이 같은 존재자

를 마주한다고 믿게 된다면, 또는 만일 그들이 한 기술을 만족하는 존재자가 다른 기술

도 만족한다고 확신하게 된다면, 이전 사용이 마주침의 한 유형이거나 기술들 중의 하나

로 개시되었던 한 용어는 그 지시 포텐셜의 확장을 겪게 될 수 있다. 역으로, 이 종류들에 

대한 이전에 수용된 가설들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것은 지시 포텐셜들의 축소로 이끌 수 

있다(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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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처는 지시 포텐셜의 변화[확장 및 축소]를 합쳐서 개념적인 불연속성 없이 급진

적인 개념 변동(continuous but radical change)의 모습을 제시한다. 가령, “한 용어의 

지시 포텐셜이 사건들의 새로운 클래스의 추가로 처음 확장되고, 그 이론적 과정이 새

로이 추가된 클래스를 제외한 모든 클래스를 삭제함으로써 지시 포텐셜이 축소”(544)

될 때이다. 간단한 예를 제시하자면, 

 

RP(e, t)가 시점 t에서 한 표현-유형 e의 지시 포텐셜이고, s1 과 s2 가 한 표현-유

형 e의 상이한 개시 사건일 때, 

RP(e, t1)={s1} 

RP(e, t2)={s1, s2} 

RP(e, t3)={s2} 

 

위 예에서 보듯이, RP(e, t1)에서 RP(e, t3)으로 변화하는 과정은 원소(개시 사건)가 하

나씩 추가되고 제거되는 과정이지만(“연속적” 변화), RP(e, t1)과 RP(e, t3)은 최종적으

로 교집합이 없다(“급진적” 변화). 키처는 나아가 “개념적 변화에 대한 역사가들의 주

장은 지시 포텐셜에서의 변화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지시 포텐셜에 

대한 개념은 과학사의 미세한 결을 드러내기 위한 한 도구이다(546).” 

키처에게 의사소통의 성공은 지시 대상을 식별하는 데 있어서 일치하는 것을 의미

한다. 한 표현-유형과 연계된 지시 포텐셜이 이질적이라면, 지시 포텐셜에 속한 개시 

사건들이 상호 교환가능하다는 가설 H를 공유해야 지시 대상의 식별에서도 일치한

다. 가설 H를 공유하지 않는 경우에도 H가 명시적으로 표현되고 “각 이론가들이 그 

라이벌의 개별 토큰의 지시 대상을 지정할 수 있”다면(547) 성공적인 의사소통이 지속 

가능하다. 키처가 결론부에서 잘 지적하고 있듯이, 이는 과거 과학자들과 우리가 한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이는 인간주의 원리가 가정하는 조건이기도 하다). 

 

이 결론[의사소통의 성공]은 놀라워서는 안 된다. 사소하게, 그것들은[그 지시 대상들은] 

그저 거기 있는 존재자들이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 말하는 방식이 근저에서부터 다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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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 말하는 것에 성공하는 한, 그 존재자들은 우리가 그것에 

관해 말하고 있는 대상이다. 우리가 그 구성 성분들 사이에서 그리는 연결들이 얼마나 다

양하든 간에, 세계는 우리의 지시를 위한 공통된 내용을 제공한다(547). 

 

한편, 대화 참여자들끼리 정말 말이 통했다고(make sense) 할 때, 단지 같은 지시 

대상을 골라내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염두에 두고 그 이야

기를 했는지, 때로 어떤 뉘앙스로 얘기했는지까지 포착해야 한다. 이 점은 다음 장에

서 논의할 쿤의 1983년 논문, “공약가능성, 비교가능성, 의사소통가능성”에서 주장되

는 바이다.30 

 

                                                        

30 “나는 번역이 그런 식[순수하게 지시적인 용어들로 번역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

하는 전통]으로 이해될 수 없다고 주장해 왔고, 나의 논변에는 의미나 내포, 개념 등의 영역에

서 무엇인가가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적어도 함축되어 있다(Kuhn 1983: 

k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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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쿤의 대응 및 그 이후 

 

3.1. 쿤의 의미 전체론 

 

쿤의 1983년 논문 “공약가능성, 비교가능성, 의사소통가능성”은 공약불가능성 논제

에 대한 철학자들의 비판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다. 주장된 번역불가능성

에도 불구하고 역사가들이 실제로 현대 언어로 옛 텍스트를 재구성해내는 것이 어떻

게 가능한지에 대한 비판에 답하는 과정에서 쿤은 먼저 “번역”과 “해석” 개념을 구분

한다. 

먼저, 번역은 “텍스트 안의 단어나 단어의 배열을 다른 언어의 단어나 단어의 배열

로 체계적으로 대체함으로써 다른 언어 내에서 동등한 텍스트를 얻는”31 과정이다. 쿤

은 ‘동등한 텍스트’가 무엇인지 바로 명확히 규정하지는 않지만 의미의 동일함과 지시 

대상의 동일함 모두 바람직한 고려사항으로 두고 있다.32 일단은 “번역의 결과로 얻어

진 텍스트가 번역의 대상인 텍스트와 대강 같은 이야기를 말하고 있고, 대강 같은 생

각을 표현하고 있으며, 대강 같은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고 말하기로 하자(231-2).” 

쿤이 지적하는 번역의 두 가지 특징은 역사가가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실제 번역 

작업의 특성이라기보다는 콰인식의 번역 교본의 성격과 기능에서 따라나오는 것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번역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단어나 구절의 의미를 변화시키지 않

                                                        

31 Kuhn 1983: 231. 번역본 쪽수. 이 장에서는 해당 문헌은 쪽수만 표기. 

32 키처의 지시 이론도 두 언어의 표현-유형들 간의 짝지음(mapping)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만일 모든 표현-유형들의 짝지음을 찾는다면(‘완전한 지시 이론’) 한 텍스트의 단어의 배열을 

다른 언어의 단어의 배열로 체계적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키처의 지시 이론

은 표현-유형들 간 성공적인 짝지음의 기준으로 지시 대상의 동일함만을 고려한 것에 유의하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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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둘째, 번역은 전적으로 원본 속의 단어와 구절들을 새로운 단어와 구절들로 대

체하는 (반드시 1 대 1일 필요는 없는) 과정으로, 용어 설명과 번역자의 서문은 번역의 

일부가 아니다(232). 

한편, 해석(혹은 실제의 번역 작업)은 역사학자나 인류학자가 실제로 수행하는 작

업인데, 해석자는 미지의 텍스트에서 이해되지 않는 소음이나 기호에 대해 “행동이나 

텍스트의 생성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관찰하는 한편 언어적 행위처럼 보이는 것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는 가정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해석자는 그 의미를 찾아

내려 한다(232).” 가령 해석자는 ‘가바가이’가 발화된 환경을 관찰함으로써 ‘가바가이’

가 “아, 토끼 한 마리”를 의미한다는 식의 가설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발화나 기호를 

이해가능한 것으로 만든다. 

해석자는 반드시 “토끼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지칭하는 단어를 지닌 담화 공동체

의 성원이어야 할 필요는(233)” 없다는 의미에서, 혹은 “원주민의 용어 ‘가바가이’와 

지시 대상을 공유하는 기술이 영어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234)”라는 의

미에서, 해석은 번역에서 요구하는 ‘동등한 텍스트’의 획득 없이도 가능하다. 즉, “해

석자는 번역하는 대신에 단순히 그 동물을 알아보고 그것에 대한 원주민의 용어를 사

용할 수 있다(233).” 이 때 해석자는 일종의 언어 학습자가 되어 자신의 모국어를 배웠

듯이 새로운 용어의 사용법을 배우게 되는데, 이 때 그는 원주민의 언어를 말하는 이

중언어 구사자(bilingual)가 된다.33 

이상의 구분을 바탕으로 쿤은 콰인의 번역 교본에 나타난 번역 개념을 비판한다. 

콰인의 원초적 해석자에 의한 교본은 나란히 놓인 단어와 구절들의 목록으로, 한 목

록은 번역자 자신의 언어, 다른 목록은 그가 조사하는 부족의 언어로 쓰여 있다. “각 

연결은 한 언어의 단어나 구절을 적절한 맥락에서 대체될 수 있다고 번역자가 가정하

                                                        

33 이 때 원주민들은 영어 화자들과 다른 방식으로 동물 세계를 구조화하고, 다른 식별 기준을 

사용하고 있을 수 있다. ‘가바가이’는 영어로 번역 불가능한 원주민의 용어로 남아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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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른 언어의 단어나 구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246).” 단어/구절 간의 연

결이 일 대 다 대응인 경우 교본은 가능한 연결들 각각이 선호되어야 할 맥락들에 대

한 지정, 즉 맥락지정자를 포함한다.34 

그러나 콰인의 번역 교본에 포함되는 맥락지정자는 동음이의어와 다의어를 구분

하지 못한다. 가령 쿤이 드는 예로, 프랑스어 ‘pompe’는 pomp(화려함)과 pump(양수

기)라는 전혀 별개의 뜻을 지니는 동음이의어인 반면, 프랑스어 ‘doux’/‘douce’ 의 경

우, ‘un doux parfum’(부드러운 향수), ‘vin doux’(달콤한 와인), ‘un hiver doux’(온화한 

겨울) 등의 여러 용례를 갖는데 이는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단일한 개념

이다. c1: ‘doux’=부드러운, c2: ‘doux’=달콤한, c3: ‘doux’=온화한 … 식으로 각각 맥

락에서 대체로 번역이 가능하지만, 이 용례들이 한 단어로(단일한 개념으로서) 쓰임으

로써 갖는 뉘앙스가 사라지게 된다. 가령 ‘vin doux’는 달콤하면서 발효되지 않은 와

인을,35  ‘un hiver doux’는 온화하고 포근한, 가혹하지 않은 겨울을 의미한다. 이 경우 

어느 한 번역을 택하면 나머지 내포적 의미가 손실된다. 따라서 만일 번역에서 지시뿐

만 아니라 내포를 보존하고자 한다면, 완벽한 번역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쿤에게 ‘doux’와 같은 예들은 동음이의어로 취급될 수 있는 사례가 아니라, 프랑스

어 화자가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 즉 “다른 언어의 화자에게는 어떤 사물과 상황들이 

서로 닮았고 어떤 것들이 서로 다르게 보이는가”(유사-차이 관계)를 시사한다. ‘doux’

는 ‘sucré’(달콤함), ‘mou’(부드러움)와의 상대적 거리에 의해서만 그 뜻을 갖기에 이들 

단어는 각각의 사용 맥락들에 주목함으로써 모두 함께 습득되어야 하고, “일단 습득

되면 현대의 영어 화자에게 익숙한 경험 세계와는 다른 경험 세계의 어떤 부분에 구조

를 부여한다(247).”36 이런 내포들은 완벽한 번역이라면 보존해야 할 것들이고, 쿤은 

                                                        

34 이 맥락지정자는 Kitcher (1978)의 ‘전지적 관찰자’에 해당한다. 

35 설탕의 단맛에 쓰이는 ‘sucré’와는 다른 달콤함이다. 

36 쿤은 (Kuhn 1983b)에서 프랑스어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doux’/‘douce’가 ‘sucré’, 

‘mou’와 갖는 유사성/차이 관계 (네트워크에서 각 마디들이 차지하는 거리 관계)가 유지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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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이상적인 번역이 실제적인 번역에 대해 가하는 제약이라는 의미에서 “내포적 제

약”이라고 불렀다. 

 

일 대 다 연결은 가끔 다의성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훨씬 자주 그것은 다른 언어의 화자에

게는 어떤 사물과 상황들이 서로 닮았고 어떤 것들이 서로 다르게 보이는가에 대한 증거

를 제공한다. 즉 그것들은 다른 언어가 어떻게 세계를 구조화하는가를 보여 준다(248). 

 

쿤은 마찬가지의 논점을 키처의 지시 이론에도 적용한다. 키처는 18세기 화학의 용어

들, 표현들의 지시 대상을 확인하는 데 20세기 화학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논변

하였다. 가령, “플로지스톤이 빠져나간 공기”는 산소를 지시하기도 하고, 산소가 풍

부한 대기를 지시하기도 한다. “플로지스톤이 포함된 공기”는 규칙적으로 산소가 제

거된 공기이고, “ɑ가 β보다 플로지스톤이 풍부하다.”는 “ɑ가 β보다 산소에 대해서 

더 큰 친화도를 가진다.”라는 표현과 같은 지시 대상을 가진다. 쿤은 지시 대상의 확인

에 있어서 20세기 화학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37 하지만 

쿤에게 지시 대상의 확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데, 이를 보이기 위해 쿤이 구성한 

(가상이지만 있을법한) 18세기의 화학 교본을 살펴보자. 

 

모든 물리적 대상은 화학 원소와 화학적 원리로 구성되어 있다. 원리는 원소에게 특별한 

성질을 부여한다. 원소에는 흙과 공기가 있으며 원리에는 플로지스톤이 있다. 예를 들어

서, 흙의 한 집합인 탄소와 황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플로지스톤이 특별히 많다. 그들은 

                                                        

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더 명료하게 제시한다. “‘doux’가 뭘 의미하는지 안다는 것은 몇몇 테크

닉의 집합들과 함께 관련된 네트워크를 소유한다는 것이다. 프랑스인 화자들과 같은 방식으

로 ’doux’ 마디를 같은 경험들, 사물들, 또는 상황들에 부착하기에 충분한 기법들(technique)의 

집합(Kuhn 1983b: 55).” 

37 “18세기 화학의 용어들이나 표현들이 실제로 지시하는 한, 그 용어나 표현들의 지시 대상을 

확인하는 데 20세기 화학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논변하는 점에서 나는 키처가 성공적이

라고 생각한다(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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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지스톤을 빼앗기면 산성 잔류물을 남긴다. 금속재나 광석의 집합은 정상적으로는 플

로지스톤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가 플로지스톤이 첨가되면 광택이 나고, 가소성이 있고, 

좋은 열전도체가 되는 등 금속의 특성을 보인다. 플로지스톤이 공기 중으로 이전되는 일

은 연소 과정이나 그와 연관되어 있는 호흡, 하소 과정에서 일어난다. 이런 과정에서 플로

지스톤의 함유량이 늘어난 공기(플로지스톤이 포함된 공기)는 탄력성이 줄어들고 생명

체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든다. 정상적인 플로지스톤 함유량 중 일부가 제거된 공기

(플로지스톤이 빠져나간 공기)는 생명체를 특히 효과적으로 지탱할 수 있다(238). 

 

키처 식 번역은 위 교본을 정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키처는 ‘플로지스톤’ 토

큰이 사용된 맥락에 따라서 이를 현대 이론의 언어에서 해당하는 지시 대상으로 치환

해서 각 문장들을 이해할 것이다. 그러나 키처에 따르면 연소 중에 방출되는 물질은 

지시에 실패하므로, ‘연소중에 방출되는 물질에 대한 진술은 거짓’, ‘플로지스톤이 빠

져 나간 공기가 생명 활동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진술은 참’ 등으로 플로지스톤 이론

의 개별 문장들을 참이나 거짓으로 선언할 것이다. 따라서 키처의 기법은 옛 과학 텍

스트들을 최대한 참된 진술들로 해석하는 역사 기술이 아니기에, 번역가로서 실패한

다. ‘플로지스톤’과 같은 옛 이론의 몇몇 용어들은 ‘doux’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대 

화학의 화자에게 상이한 지시 대상으로 보이는 여러 사용 예들을 갖지만 플로지스톤 

이론의 화자에게는 단일한 뜻을 갖는다(“원래의 텍스트에서 저자의 믿음들이 의사 소

통되는 방식들 중 하나(237)”). 만일 이들 용어들을 맥락지정자에 따라 서로 연관이 없

는 다른 표현들로 대치한다면 “원저자의 믿음들을 억제하여 원래의 텍스트를 비정합

적으로 보이도록 하게 마련이다.”38 

이를 위해, ‘플로지스톤’, ‘원리’, ‘원소’ 등의 용어들은 개별적인 사용 이전에 전체로

서 함께 습득되어야만 하는 상호 연관되는 용어들의 집합을 구성한다. 용어들의 집합

                                                        
38 이는 ‘플로지스톤’과 같은 용어에 대해 맥락지정자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역사가로서의 비

판으로, 키처의 CST, 그리고 그것이 의존하고 있는 인간주의 원리가 화자의 믿음 간 상호연관

된 패턴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함을 지적하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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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체적으로 학습된 후에야 우리는, 화학적 세계를 다른 방식으로 구조화하고 분할

하는 18세기의 화학을 그 자체로서 인식할 수 있다. 이제 역사학자는 번역자가 아닌, 

일종의 언어 교사로서 “18세기 화학자들이 그 세계를 기술하고, 설명하고, 탐구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언어를 가르치”게 된다. 

 

… 부분적으로는 ‘플로지스톤’과 같은 용어의 도입과 같은 어휘의 확충을 통해,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원리’와 ‘원소’와 같은 용어에 대한 체계적으로 변형된 사용법의 도입을 

통해 그렇게 된 것이다(243, 필자 강조). 

 

만일 현대 언어가 새로운 어휘의 확충이나 체계적으로 변형된 사용법의 도입으로 

변화된다면, 번역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단어나 구절의 의미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번역의 첫 번째 특징에 어긋나게 되므로 ‘플로지스톤’, ‘원리’, ‘원소’는 번역불가능한 

용어로 남아있게 된다. 한편 ‘플로지스톤’과 같은 용어들이 현대의 교과서에서 사라지

고, ‘원리’와 같은 몇몇 단어들도 순수 화학적 의미를 상실한 결과로 “현재 남아 있는 

용어들의 지시 대상이나 그들을 인지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들이 지금에 와서는 급격

하고 체계적으로 변경되었다(239, 필자 강조).”39  

전체로서 함께 학습되어야만 하는 상호 연관되는 용어들의 집합의 획득, 체계적으

로 변형된 사용법의 도입, 지시 대상을 골라내는 기준들의 급격하고 체계적인 변경은 

모두 혁명적 변화를 서술하는 역사가가 부닥치게 되는 특징들이다. 이러한 특징들은 

외연적 의미론에 기반한 번역이 집어낼 수 없는 내포적인 면모들이고, 쿤에 따르면 역

사가는 이러한 내포적인 면모까지 최대한 서술할 수 있어야 한다. “번역은 지시뿐만 

                                                        

39 동일한 지시 대상을 골라낼 수 있는 상이한 기준이 아닌, “급격하고 체계적인” 기준의 변경

임에 유의하라. 나는 쿤이 이야기하는 기준들의 급격하고 체계적인 변경은 과학에서 허용되는 

문제, 개념, 설명을 다스리는 기준에서의 변화인 “방법론적 공약불가능성(『구조』: 203-4)”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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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의미 혹은 내포를 보존해야(249)”하는데, 이는 실제 번역 혹은 역사가의 해석 

작업에 제약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포적 연관을 보존하는 번역이 가능하기 위해, 특정 지시가 가능하기 전

에 주어지는 일반 조건이 중요하다. 이 조건이 무엇인가? 쿤에 따르면, 서로 다른 기준

을 가진 사람들이 동일한 지시 대상을 골라낼 수 있다는 사실은, 지시를 가능하게 하

고, 제약하는 어떤 조건을 시사한다(250-1). 

 

조건 1. 그들의 언어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사회적·자연적 세계에 적응되어 있다. 

조건 2. 동일한 언어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동일한 문화의 구성원들이며, 따라서 

모두 동일한 영역의 사물과 상황들을 대면하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 

 

즉, 쿤에 따르면 동일한 세계 혹은 문화권이라는 조건은40 지시의 성공으로 인한 매끄

러운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동시에 제약한다. 해석자는 자신의 세계가 아닌 발

화자의 세계에서 맞닥뜨리는 사물들과 상황들 속에서 새로운 용어들 및 용어들의 체

계적으로 변형된 사용법을 전체로서 배워야만 한다.41 이것이 우리 문화권에 익숙한 

                                                        

40 이 지시의 가능 조건이자 제약 조건은 또한 상호 번역 가능한 언어 공동체들의 조건이다. 이 

조건은 쿤의 다른 표현에 따르면 유사-차이 관계, 사전적 구조(lexical structure) 혹은 분류 체

계의 공유이기도 하다. 

41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도 동일한 지시 대상을 골라내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 이 조건들이 

요구되는 이유에 대해 쿤은 더 해명하고 있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간단한 문제를 생각해보는 

것은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검은색 원과 흰색 네모로 가득 차 있는 세계를 상상해보자. 같

은 공동체의 구성원은 흰색 네모를 골라내는 데 “흰색"이라는 기준을 사용할 수도 있고, "네

모"라는 기준을 사용할 수도 있다. 만일 해석자가 검은색 네모와 흰색 원이 있는 세계에 살고 

있다면, 이들의 “저기 있는 흰색 물체를 가져 와" 같은 발화를 이해하는 데 체계적으로 실패할 

것이다(이들의 유사-차이 관계는 “흰색 원”을 변칙 사례로 간주할 것이다). 해석자가 이들의 



 

- 32 - 

 

경험 세계와는 다르게 구조화된 경험 세계로 이끈다.42 이 때 해석자/언어학습자가 새

로운 문화권에서 새로이 획득하게 된 몇몇 용어들의 여러 용례들은 비로소 단일한 개

념으로 다가오게 되고, 이것이 쿤이 지적했듯 다른 언어로 번역되었을 때 그 일부의 의

미를 상실하게 되는 고유한 내포적 연관이다.43 

 

3.2. 키처의 논평 및 쿤의 답변 

 

키처는 PSA에서 발표된 쿤의 “공약가능성, 비교가능성, 의사소통가능성”(3C’s)에 대

한 응답으로, “공약불가능성의 함의들”이라는 제목의 긴 논평문을 작성하였다

(Kitcher 1983). 이 글에서 키처는 쿤의 3C’s를 의식하여 쿤의 반론에 대한 답변도 하

고 있지만, 주로 그의 이전 1978년 글의 입장을 반복하고 더 명료히 하고 있다.  

이 글에서 키처는 공약불가능성 논제 자체를 무해한 것으로 약화시키는 전략을 취

하고 있다. 그가 내세우는 중심 테제는 만약 오늘날 쿤이(1983년 글) 과학에서 개념

적 변화에 대해 옳다면, 전기 쿤(1962년 『구조』와 1970년 “후기”)에 나타난 과학적 

변화에 대한 비합리주의자 관점은 틀렸고, 과학혁명에 대한 쿤의 논의는 원래 나타난 

것보다 훨씬 덜 급진적이라는 것이다. 

                                                        

발화를 정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는 이들과 동일한 영역의 사물과 상황들(검은색 원과 

흰색 네모로 가득 차 있는 세계)을 대면하여 용어들의 사용법을 새로 배워야 한다. 

42 여기서 “세계”는 통상적인 의미에서 세계라기보다는 과학자들이 연구 활동을 하는 세계로, 

이 경험 세계의 다른 구조화는 공약불가능성 논제의 다른 버전인 “세계 변화 논제”에 상응한

다.(각주 5 참조) 

43 이 내포적 연관은 용어들 간의 상호연관성에서 비롯하므로, 키처가 개별 표현-유형들을 골

라내는 방법에 국한된 의미의 차원에 대해 얘기하는 한, 쿤이 말하는 “내포적 제약”에 대한 대

안이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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쿤의 입장을 약화시켜 본다는 그의 전략은 1978년 글의 요지에서 보다 명료화된 

것으로, 공약불가능성은 옛 이론적 선제를44 거부함으로써 발생한 지시 포텐셜의 차

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제시된다. 

 

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 용어 t에 대해서 언어 L’이 언어 L과 공약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L에 있는 용어 t의 지시 포텐셜과 같은 지시 포텐셜을 갖는 표현이 언어 L’에 없

을 때, 그리고 이 상황이 L’의 사용자들이 L 안의 용어 t의 이론적 선제의 하나 이상을 거

부한다는 사실로부터 비롯하는 경우(Kitcher 1983: 696). 

 

이렇게 쿤의 입장을 약화시켜서 본다면, “혁명적 단절을 가로지른 완전한 소통이 

가능하다는 생각, 그리고 경쟁하는 주창자들이 공유된 관찰적 증거의 집합에 호소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복귀하게 되어 공약불가능성이라는 현상이 존재한다고 해도, 그

것의 함축은 무해하게 된다. 

키처는 쿤의 비판에 대한 몇 가지 추가 반론들을 펼친다. 첫째, 번역과 해석을 혼동

하는 죄를 시인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중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둘째, ‘원소’와 ‘원

리’ 같은 상위 랭크의) 용어들 또한 조금 더 복잡할지라도 근본적으로는 ‘플로지스톤’

과 같은 맥락민감한 방식으로 지시 대상을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소’와 ‘원리’의 

경우 “반드시 함께 획득되어야만 하는 상호연관된 집합을 이룬다”는 쿤의 주장이 반

박된다. 

키처는 이 글에서 쿤의 비판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을 한다기보다, 주로 자기 주장

을 되풀이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첫째, 그의 핵심 아이디어인 맥락민감

                                                        

44 Kitcher(1978)에서 서로 다른 개시 사건들이 상호교환 가능하다는 믿음인 이론적 가설 H이 

“이론적 선제(theoretical presuppositions)”로 제시된다. 한 용어에 대한 이론적 선제는 그 용어

와 연계된 지시 포텐셜의 상이한 사건들이 그 용어의 사용자에게 같은 지시체를 식별할 수 있

도록 간주된다는 믿음이다. 이러한 믿음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정식화된 것은 아니고, 후대의 

과학자에 의해 거부될 수 있다. 



 

- 34 - 

 

적 지시 이론을 쿤은 충분히 음미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비쳤고, 그래서 키처는 반

복해서 이를 설명하였다. 둘째, 키처는 쿤의 역사가로서의 비판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

문이다. (키처는 이 글에서 “과학적 목적을 위해” 과거 과학자의 잘못된 이론적 믿음

을 무시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한다(692).) 셋째, 문제시하는 초점이 다르기 때

문이다. 쿤은 역사가로서 부딪히는 이해의 장벽을 특별히 번역불가능성으로 이야기

한 반면, 키처는 과학자들의 실제 의사소통을 문제삼고 있기에 자신의 기법을 번역으

로 부르든 해석으로 부르든 상관없다는 태도를 내비친다. 그에게 중요한 건 과학자들

의 의사소통을 완전히 가능하게 하는지의 여부로, 해석 기법으로서 자신의 방법은 여

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쿤은 3C’s의 두 논평자인 키처와 헤시에 대한 응답과,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전시

키고 있는 짤막한 “후기: 논평에 답하여(Kuhn 1983b)”를 덧붙였다. 쿤은 18세기 화학

자와 20세기 화학자 사이의 “완전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키처의 주장을 인정했

지만, 그것은 키처의 도식을 통해서 가능한 것은 아니다. “오직 둘 중 하나가 다른 하

나의 언어를 배우는 경우, 다른 하나의 화학적 실행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가능하

다”(Kuhn 1983b: 54). 키처가 가정하듯이 “모국어의 자원을 확장하는 것,” 예를 들어 

‘플로지스톤’과 그 관련 용어들을 추가함으로써 이뤄지는 확장(Kitcher 1983: 691)을 

통해 완전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입장은 여전히 쿤이 받아들일 수 없는데, 왜냐하

면 

 

언어가 풍부해질 수 있다고 해도, 그것들은 특정 방향으로만 그렇게 풍부해질 수 있다. 

예컨대 20세기 화학의 언어는 베르켈리움이나 노벨리움 같은 새로운 원소의 이름을 추

가함으로써 풍부해졌다. 그러나 어떤 원소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타의 이런

저런 일들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어떤 질을 지니는 원리의 이름을 추가하는 일관되거나 

해석적인 방법이 없다. 이 변경들은 단순히 언어를 풍부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이

전에 거기 있던 것에 단순히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변화시킨다; 그리고 그들로

부터 비롯하는 언어는 현대 화학의 모든 법칙들을 더 이상 직접 바꾸어 옮길(render)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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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용어 ’원소’와 관련된 법칙들이 그것[그들로부터 비롯된 언어]을 이탈한다(Kuhn 

1983b: 54). 

 

이러한 과학 언어의 전체론적인 성격은 개념 변동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키처에 대해, 

정상과학과 과학혁명의 날카로운 구분을 견지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과학자

가 실제로 경험하는 단절이라기보다도, 역사가가 경험하는 혁명에서 비롯한다. 

 

과학혁명의 개념은 과거 과학을 연구하는 역사가가 과거 과학의 어떤 부분이라도 이해하

기 위해서는 먼저 반드시 과거에 쓰인 언어를 학습해야만 한다는 발견에서 비롯하였다. 

나중 언어로 번역하려는 시도는 실패하기 마련이고, 언어-학습 과정은 따라서 해석적/해

석학적이다(interpretative and hermeneutic). 해석에서의 성공이 일반적으로 큰 덩어리들

(“해석학적 원 안으로 부수고 들어가기”)에서 성취되기 때문에, 역사가의 과거 발견은 새

로운 패턴이나 게슈탈트의 갑작스러운 인지/깨달음에 반복적으로 연루된다. 따라서 적

어도 역사가는 혁명을 경험하는 것이다(Kuhn 1983b: 56). 

 

살펴보았듯, 키처의 논평과 쿤의 응답에서 여전히 실질적인 불일치가 계속되고 있는

데, 4장에서 이들의 논쟁을 재구성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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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및 제안 

 

4.1. 키처의 기법에 대한 쿤의 비판이 타당한가? 

 

4.1.1. 지시에 실패하는 경우 

 

키처는 언어와 세계는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한 표현-유형의 어떤 토큰이 특정 맥

락에서 지시에 실패할 경우에도 그 표현-유형에 연계된 지시 포텐셜을 통해 현대의 역

사가가 플로지스톤 이론의 언어를 정식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키처는 

자신의 기법이 “과학사의 미세한 결”을 잘 드러내리라고 기대하고 있으나45, 쿤은 키

처의 기법에 대해 한 표현-유형이 지시에 실패하는 맥락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은 과

거의 과학 이론을 말이 되게 서술하는 역사가 또는 번역가로서 실패한 것이라고 반박

하였다.46 쿤의 비판이 타당하다면 키처의 기법은 역사서술로서 적절하지 못함을 의미

하는 것일까? 

나는 키처의 기법이 역사서술로 기능하기에 아예 실패한 것은 아니지만, 키처의 기

법이 적절한 역사서술이 되는 것은 특정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다고 한계짓는다. 먼저 

이 절에서는 지시에 실패하는 것은 번역가로서 실패한 것이라는 쿤의 비판에 대해 나

는 키처의 기법에 약간의 수정을 가한다면, 쿤의 비판을 피해갈 수 있다고 제안한다. 

                                                        
45 Kitcher 1978: 546. 
46 “예를 들어서, ‘플로지스톤’이 아무것도 지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한 

가지 가능성은—이 주제에 대한 키처의 침묵과 이러한 경우에 문제가 되는 진리치를 보존하

고자 하는 그의 관심 모두에 의해서 암시되고 있는 것은—대응하는 장소들을 빈칸으로 남겨

두는 것이다. 그러나 빈칸으로 남겨 두는 것은 번역가로서는 실패했음을 의미한다(Kuhn 1983: 

k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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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처가 자신의 기법을 통해 목표하는 것이 결국 의사소통의 원활함이라면, 도넬란

(Donnellan 1966)이 제안한 기술의 두 용법, 지시적(referential) 용법과 속성적

(attributive) 용법 중에서 기술의 지시적 용법만 허용하자는 것이다. 실제로는 존재하

지 않는 어떤 것에 관해 속성을 부여해서 지시에 실패할 수도 있는 기술의 속성적 사

용과 달리, 기술의 지시적 사용은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또는 누구이든 간

에 그것을 그의 청자가 가려내거나 확인할 수 있게끔” 그 기술을 사용한다.47 

키처에게 한 표현-토큰을 산출할 수 있는 개시 사건의 두 유형은 그 성격이 상이해 

보인다. 키처는 한 토큰이 갖는 지시 대상을 명확하게 지시하는 존재자를 골라내는 최

초의 사건(“개시 사건”)을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 (a) 토큰의 지시 대상이 그 사건에 인

과적으로 연관되거나, (b) 기술에 의해 그 토큰의 지시 대상을 골라내는 데 연관되는 

경우. 키처가 플로지스톤 이론을 분석할 때 ‘탈플로지스톤 공기’ 토큰을 산출할 수 있

는 개시 사건은 두 종류, (슈탈의 기술인) “연소 시 방출되는 물질이 보통의 대기보다 

적은 공기”(s1)와 (프리스틀리의 발견인) “수은의 붉은 재를 가열하여 얻은 기체”(s2)였

다. s1을 일으킨 토큰은 플로지스톤 화학자인 슈탈의 이론적 믿음에서 비롯한 발화로 

                                                        
47 “화자가 기술을 속성적으로 사용할 때, 그는 그것이 누구이든 또는 무엇이든 간에 그것에 

관한 것은 ‘이러이러한 것(the so-and-so)’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기술은 불가피하게 발

생한다. 왜냐하면 화자는 그 기술에 맞는 것이 누구이건 또는 무엇이건 간에 그것에 어떤 속성

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화자가 기술을 지시적으로 사용할 때, 그는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또는 누구이든 간에 그것을 그의 청자가 가려내거나 확인할 수 있게끔 그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기술은 순전히 지시 효과를 일으키는 도구이다. 이러한 일은 이

름이나 또 다른 기술과 같은 어떤 지시 장치를 통해서 똑같이 수행될 수도 있을 것이다.”  

가령, 스미스가 사실 우연한 사고로 죽었는데 엉뚱하게 존스가 스미스의 살인자로 기소된 상

황에서 “스미스의 살인자는 미쳤다”라는 발화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속성적으로 사용되었을 

때 스미스의 살인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은 미쳤다’는 술어는 어느 누구에게도 적용되

지 않지만, 지시적으로 사용되었을 때 성공적으로 어떤 사람(엉뚱하게 기소된 존스)을 가려낼 

수 있다(A. C. 그렐링 (2005), 『철학적 논리학』, 이윤일 옮김, 선학사, pp.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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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b)에 해당하는 반면에, s2를 일으킨 토큰은 프리스틀리가 수행한 일련의 실험적 

절차에서 비롯한 발화로 유형 (a)에 해당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언어 공동체에서 공적인 확인이 가능한, 즉물적 지칭에 의한 

최초의 명명식을 하는 유형 (a)에서 비롯한 토큰은 (청자와 화자가 같은 공동체에 속

해있고 공적인 확인이 가능한 한) 지시적 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 항상 가능하다면, 

“천왕성의 섭동을 일으키는 행성” 같이 이론적인 믿음이 개입되는 유형 (b)에서 비롯

한 토큰은 그것의 지시적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령, 아직 관측되지는 않은, 이론적 

예측만 된 상태), 기술의 속성적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어떤 미지의 행성에 “천

왕성의 섭동”이라는 속성이 부여되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기술의 지시적 사용은 그

것이 가능한 한(그것이 실제로 무엇이든지 간에, 청자 또한 그것을 가려낼 수 있는 한) 

성공적인 지시가 가능한 반면, 기술의 속성적 사용은 지시에 실패하는 경우가 생긴다

는 것이다. 가령, 알려지지 않은 암흑 물질의 존재로 인해 실제로 천왕성의 섭동을 일

으킨 천체는 해왕성을 돌고 있는 위성 트리톤이라면, “천왕성의 섭동을 일으킨 행성”

은 아무것도 지시하지 않는다.48 

개시 사건들의 상이한 성격에서 비롯하는 기술의 다른 용법은 키처의 서술에 어떤 

비대칭성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인다. 슈탈은 “연소 시 방출되는 물질”을 플로지스톤

이라고 했는데 키처에 따르면 연소 시 실제로 방출되는 것이 없으므로, ‘플로지스톤’ 

토큰은 이 맥락에서 지시 대상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탈플로지스톤 공기’ 토큰이 슈

탈의 원래 믿음과 관련되는 한, 지시에 실패하지만 프리스틀리가 수은의 붉은 재를 가

열하여 얻은 기체를 분리해내어 ‘탈플로지스톤 공기’라고 명명했을 때는 지시에 성공

한다. 키처는 이를 프리스틀리가 산소를 잘못 기술한 것이라고 본다. 

                                                        

48 이것이 지시에 실패하는 이유는 “천왕성의 섭동을 일으킨 것은 행성이다”라는 전제 또는 함

축 때문이다. 이처럼 속성적으로 사용된 기술은 전제나 함축을 수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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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소 시 방출되는 물질”이 사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시에 실패한다는 키처

의 지적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슈탈이 처음 플로지스톤을 연소 시 방출되는 물질로 

기술했을 때는, 어떤 공적인 확인이 가능한 경로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이론적인 주장

이었다.49 “연소 시 방출되는 물질”이 지시하는 것이 없다는 주장은 오로지 산소 이론

의 관점에서만 그러하다. (라부아지에는 이러저러한 계기로 연소 시 뭔가 흡수된다는 

관점을 얻게 되었다.)50 또한,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플로지스톤’이 지시에 성

공한다고 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51 

사실 프리스틀리가 붉은 수은재를 가열해서 기체를 얻었을 때, 그것은 오히려 슈

탈의 이론적 주장에 대한 실험적인 증거로 작용했다.52 이것은 ‘플로지스톤’ 토큰을 사

용한 슈탈의 다른 언급들에 실험적 토대를 가져다주었을 것이다. 키처 식으로 보자면 

“붉은 수은재를 가열해서 얻어지는 기체”라는 개시 사건이 있다면 가설 H에 대한 믿

음 덕택에 ‘플로지스톤’은 슈탈이 기술한 “연소 시 방출되는 물질”의 맥락에서 발화될 

때도 지시에 성공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키처는 지적하지 않았지만 이론적으로 예측

된 존재자에 대해 실험적 근거(또는 조작적 정의)를 마련해줄 수 있는 것이 지시 포텐

                                                        

49 연소 시 어떤 물질이 방출되는지의 여부는 그 당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험적 사실

이 아니었다. 다양한 기체의 흡수와 방출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 것은 슈탈의 시대 이후이다. 

50 라부아지에는 헤일스의 ‘고정된 공기’ 연구에 관한 기욤 프랑수아 루엘의 강의를 듣고 나서 

연소에 대한 기존과 다른 관점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는 “가열 또는 연소를 불의 질료, 즉 플로

지스톤의 방출이 아니라 공기의 흡수라는 관점으로 파악할 수 있음을 내다보았다 (헨리 2013: 

298).” 
51 ‘플로지스톤’ 발화의 개시 사건을 정하는 시점을 현대로 옮겨온다면, 현대 화학의 관점에서

도 ‘플로지스톤’이 성공적인 지시를 할 수 있다. 금속회를 금속으로 환원시키는 역할을 하는 존

재자는 현대 화학에서 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플로지스톤의 지시 대상을 자유 전자로 보는 

것이다(Chang 2009). 이렇게 본다면 플로지스톤은 사실 자유 전자를 지시하므로 금속의 연성

과 전성, 광택 등의 성질을 설명할 수 있다. 

52 헨리 2013: 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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셜이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지시 포텐셜과 가설 H는 유형 

(b)에 속하는 개시 사건에서 비롯한 토큰을 사용할 때도, 유형 (a)에 속하는 개시 사건

으로 말미암아 기술의 지시적 사용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키처도 가설 H를 공유하는 한, 지시 대상을 식별하는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그것을 공동의 “실수” 또는 “잘못 식별한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들이 다른 이의 토큰들의 지시 대상을 식별하려고 할 때, 그들은 다음의 두 기술 중 하

나를 사용할 것이다: “연소 시 방출된 물질을 공기로부터 제거함으로써 얻어진 물질” 또

는 “수은의 붉은 재를 가열함으로써 얻어진 기체”. 그들은 이 기술들을 상호교환할 수 있

는 것으로 사용할 것이고, 이것은 때때로, 그들이 한 화자의 토큰의 지시 대상을 잘못 식

별하는 것으로 이끌 것이다. 그러나, 그 화자 또한 H를 받아들이는 플로지스톤주의자이

기 때문에, 그는 그의 두 기술 중 어떤 것이나 토큰의 지시 대상을 식별한다고 동의할 것

이다. 다르게 말하면, 한 발화자의 토큰의 지시 대상을 식별할 때 한 청중이 할 수 있는 실

수는 그 발화자 본인이 했을 수도 있는 실수일 것이다(Kitcher 1978: 541). 

 

하지만 이것이 “실수” 또는 “잘못 식별한 것”이 되는 것은 오로지 플로지스톤 이론의 

바깥(가령, 산소 이론)에서 그들의 발화를 문제삼을 때이다.53 그러나 키처(Kitcher 

1978)가 서두에서 밝히고 있듯이 그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라

                                                        
53 쿤도 키처가 사실 현대의 이론을 사용하여 옛 이론의 진술들 일부를 경험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 거짓된 진술로 만들고 있지만, 그것은 역사학자로서 실패한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과거

의 과학자들도 자연을 진지하게 탐구하여 진리 주장을 하는 자들이라는 상식적인 가정에 비

추어볼 때 과학자들의 체계적인 실수는 이들의 실수가 아닌 역사가의 실패일 것이다. “만약 어

떤 텍스트에 대해 한 가지 해석을 채택한 결과 쉽게 이용 가능한 관찰에 의해 손상을 입을 만

한 주장을 그 텍스트의 저자가 반복한 것으로 말하게 된다면, 그런 해석은 거의 틀림없이 틀린 

것이고 역사학자는 다시 작업을 해야 한다.”(Kuhn 1983: k236, 각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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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54 키처는 굳이 기술의 지시적 사용이 일어나는 공동체 바깥의 관점을 고수할 이유

가 없어 보인다. 기술의 지시적 사용이 성공적인 한,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

이다.55 그렇다면 우리는 키처의 기법을 통해, 서로 다른 이론적 가설을 갖고 있더라도 

같은 지시 대상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된다. 

 

4.1.2. 모든 맥락에서 지시에 성공하는 경우 

 

키처의 기법에 대해 지시에 실패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통해서 쿤의 일차적인 비

판을 피해갈 수 있지만, 여전히 쿤은 한 표현이 모든 맥락에서 지시에 성공한다고 해

도 그 각각의 사용 예를 포괄하는 어떤 단일한 의미를 전달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

지한다. 가령, 

 

‘플로지스톤’은 가끔은 “타고 있는 물체로부터 방출되는 원소”로 취급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금속화 원리’나 그 밖의 다른 표현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 ‘플로지스톤’이라

는 단일한 단어의 사용은, 그로부터 유래한 “플로지스톤이 포함된 공기”라는 복합어와 

함께, 원래의 텍스트에서 저자의 믿음들이 의사 소통되는 방식들 중 하나이다(Kuhn 1983: 

k237). 

 

쿤은 따라서 ‘플로지스톤’과 같은 표현을 현대 언어로 번역 불가능한 용어로 남겨놓

을 것이다. 그러나 키처 입장에서 한 표현-유형의 모든 토큰이 서로 다른 발화 맥락에

                                                        
54 Kitcher 1978: 520. 결론부에서도 그는 “지시 포텐셜이 변화한 경우에도 성공적인 의사소통

은 지속할 수 있는데, 각 이론가들이 그 라이벌의 개별 토큰의 지시 대상을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547)이라고 하며 자신의 기법으로 말미암아 의사소통이 성공적일 수 있음을 주

장한다. 

55 이론 비교의 가능성을 위해서도 공동체 바깥의 관점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언어 공동체가 공유하는 공통의 경험 자료에 맥락의존적인 방식으로도 이론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조인래(19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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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단일한 의미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쿤의 요구는 키처의 핵심 아이디어인 맥락민감

적 지시 이론(CST)의 기본 취지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비칠 것이다. 

키처의 전략은 한 표현-유형의 토큰들이 모든 맥락에서 단일한 의미를 갖는다는 

CIT(선택지 1)가 유지될 수 없기에 곧바로 개념 상대주의(선택지 4)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CST를 도입하여 여전히 지시 대상의 명확한 지정이 가능한 선택지 (2)(전지적 

관찰자가 가능한 경우)와 선택지 (3)(전지적 관찰자가 불가능한 경우, 그러나 여전히 

지시 포텐셜의 지정 가능)을 제시한 것이었다.56 무엇보다 키처는 선택지 (3)에서 번역 

불확정성을 인정하고 이 또한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키처는 번역의 문제보

다도, 의사소통과 이론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지시 대상의 명확한 지정의 문제에 더욱 

관심이 있다), 번역의 불가능성만 가지고 키처를 비판하는 쿤의 공격은 키처의 모든 

선택지들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인다.57 따라서 키처의 선택지 (3)이 쿤의 비판에 맞

서거나, 비껴나갈 가능성을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쿤이 번역 불가능성을 위한 근거

로 내세우는 다음의 구절을 살펴보자. 

 

‘플로지스톤’, ‘원리’, 그리고 ‘원소’와 같은 18세기 화학의 용어들은, 그들이 지시 대상을 

갖는지와는 무관하게, 플로지스톤 이론을 다룬 원래 텍스트에 대한 번역으로 의도된 어

떤 텍스트에서도 제거될 수 없다. 최소한 그들은 상호 연관된 용어들의 지시 대상으로 간

주되는 것들을 인지하는 데 쓰이는 성질들의 집합을 위한 대리자[placeholder] 역할을 해

야 한다. 플로지스톤 이론을 담고 있는 텍스트가 정합적이기 위해서는 화학적 원리로서 

연소시에 방출되는 그 어떤 것을, 공기를 호흡에 부적절하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적당

                                                        

56 Kitcher 1978: 528. 이 글의 2.1절 논의 참조. 

57 여기서 복수의 번역 도식들이 가능한 번역 불확정성을 문제삼느냐(키처), 단 하나의 번역 도

식도 주어질 수 없는 번역 불가능성의 문제냐(쿤)의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키처가 한 언

어 내 각 표현-유형의 모든 토큰들이 각 맥락에서 짝지음(mapping)되는 세부 사항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짝지음된 결과들의 합집합의 원소들(지시 포텐셜)만 명확히 지정할 수 있어도 된

다는 약화된 조건(선택지 3)을 수용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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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물질로부터 추출되었을 때 산성 잔류물을 남기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 표상할 수 있어

야 한다(ibid., 239). 

 

여기서 정확히 키처의 지시 포텐셜이 쿤이 얘기하는 “대리자” 역할을 하지 않는가? 쿤

의 이 구절을 키처 식대로 다시 기술하면, “화학적 원리로서 연소시에 방출되는 것”(s1), 

“공기를 호흡에 부적절하도록 만드는 것”(s2), “적당한 물질로부터 추출되었을 때 산

성 잔류물을 남기는 것”(s3)은 각각 상이한 개시 사건으로서, 우리는 ‘플로지스톤’이라

는 표현-유형에 연계된 지시 포텐셜의 원소로 이들을 포함하고, 이들이 상호교환 가

능하다는 이론적 가설 H를 명시할 수 있는 것이다.58 

실제로 쿤은 콰인과 키처의 문제점이 외연적 의미론에 기반한 번역 이론에서 비롯

한다고 뭉뚱그려 비판하고 있지만,59 키처의 지시 포텐셜이 살린다고 주장하는 “내포

적” 부분이 있다. 키처가 포착하는 지시 포텐셜에 나타난 의미의 비지시적 차원은 프

레게의 뜻 개념의 두 번째 생각과 유사한 “지시체가 제시되는 방식”으로, 한 표현-유

형에 연계된 지시 포텐셜의 원소인 상이한 개시 사건들이 그 역할을 한다. 

 

지시 포텐셜 개념은 프레게의 의미의 비지시적 차원의 어떤 점을 포착하는 것처럼 보인다. 

몇몇 학자들이 지적했듯, 프레게는 뜻(sense)의 개념을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특징짓는

다: 한 표현의 뜻은 그 표현을 이해하는 어떤 이에 의해 파악되는(grasp) 어떤 것이고, 그

것은 그 지시체가 결정되는 방식이기도 하다. 지시 포텐셜은 “지시체가 제시되는 방식”이

라는 점에서 뜻에 대한 두 번째 생각과 유사하다. 우리가 지시 포텐셜을 가지고 과학 개

                                                        
58 이 경우 지시 포텐셜은 이질적이고, ‘플로지스톤’은 이론 적재적 용어이다. 키처에 따르면 지

시 포텐셜의 지정이 가능하고, 그것의 원소들이 상호교환 가능하다는 이론적 가설 H를 명시

할 수 있다면, 혁명 전후로 지시 포텐셜이 변화한 경우에도 상대 진영에서의 이론의 정식화가 

가능하고, 따라서 의사소통 및 이론비교를 위한 가능성을 열어둔다. 

59 Kuhn 1983: k245-9. 맥락 지정자(혹은 “전지적 관찰자”)를 통해 ‘doux’와 같은 다의어가 각 

맥락에서 갖는 적당한 번역어를 선택하는 것은 그 다의어의 내포 중에서 어떤 것들을 희생하

고 몇몇 측면만을 선택한다는 비판. (이 비판에 따라 쿤은 키처의 선택지 (2)를 기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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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식별할 때(따라서 통상적, 비-프레게적 “개념”의 개념을 해명하고자 할 때), 우리는 

이론적 개념이 반드시 이론적 가설들을 흡수하여야 하고, 과학에서 개념 변화에 대한 우

리 이해를 높여야 한다는 생각을 명료화할 수 있다.60 

 

가령, 키처의 선택지 (3)의 아이디어에 따라 ‘doux’에 연계된 지시 포텐셜을 {부드

러운 양털, 달콤한 와인, 온화한 날씨, …} 식으로 제공하기만 할 뿐 각각의 맥락에서 

어떤 특정한 번역어를 선택하지는 않는다면, 특정 맥락에서 선택된 번역어가 나머지 

내포적 부분을 상실한다는 쿤의 비판을 피해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렇

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키처는 선택지 (3)에서 전지적 관찰자(맥락 지정자)를 요구하지 않기에, 만일 우리

에게 선택지 (3)만이 가능하다면 옛 이론의 표현들을 현대의 표현들로 대체하는 것(번

역 작업)이 어느 하나로 확정되지 않겠지만, 여전히 지시 포텐셜의 지정은 가능하고 이

는 의사소통 및 이론 비교를 위한 바탕이 된다.61 

                                                        
60 Kitcher 1978: 543. 키처는 이어서 어떤 면에서 지시 포텐셜이 프레게적 뜻에 상응하는지 설

명을 덧붙인다. “[…] 그 용어가 항상 같은 존재자를 지시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럼에도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그 존재자를 지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즉, 그것의 지

시체가 서로 다른 발화의 경우에 꽤 상이한 개시하는 사건들을 통해 영향받았을 수 있다는 것

이다. 이 점을 음미하는 것은 지시 포텐셜 개념은 프레게의 뜻에 대한 생각과 유사하다는 관점

을 지지한다. [특별히, 지시 포텐셜 개념은 프레게적 뜻에 대한 두드러지는 특징에 유비적인 속

성을 갖고 있다: 지시 포텐셜에서의 변화는 지시 포텐셜의 사건들을 통해서는 지시하는 존재

자들의 집합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 올 필요가 없다(각주 31)](Kitcher 1978: 544).” 

61 지시 포텐셜의 지정이 가능하다고 해서 의사소통 및 이론 비교가 항상 가능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가령 가설 H가 명시적으로 표현되기 어려운 경우), 적어도 이를 위한 견고한 밑바탕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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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지시 포텐셜의 원소들을 나열하는 작업은 쿤이 적절히 지적했듯이, 한 텍스

트를 다른 텍스트로 대치하는 번역 작업이 아니라 용어 해설(glossary) 혹은 주석에 해

당한다. 즉 선택지 (3)은 번역가가 아닌 해석자로서의 역사가가 되는 것을 뜻한다. 

 

옛 과학 텍스트들을 다루는 역사학자들이 현대 언어를 사용해서 구식 용어들의 지시 대

상을 분별해 낼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는 점을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원주민이 가바

가이를 손으로 지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지시 대상 결정의 구체적인 예들을 통

해서 역사학자들은 자신들의 텍스트에서 문제가 있는 표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종

종 배울 수 있다. 게다가 현대적 용어들을 도입함으로써, 과거의 이론들이 왜 그리고 어

느 영역에서 성공적이었는가를 설명할 수 있다.62 

 

일단 지시에 성공하는 한, 가령 ‘플로지스톤’이라는 용어의 지시 대상을 분별해내

는 데 ‘자유 전자’라는 현대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역사가의 작업으로서 원천 봉쇄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플로지스톤이라는 미지의 용어가 금속의 공통된 

성질을 성공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을 밝히는 데 유용한 방법이기도 하다. 

그런데 키처의 지시 포텐셜 개념이 살리는 내포적 의미가, 쿤이 실제 번역(역사가

의 서술)은 최대한 상대 언어의 내포적 의미까지도 포착하여야 한다고 할 때의 의미와 

동일한가? 쿤이 지적하는 “내포적 제약”은 오히려 프레게적 뜻의 첫 번째 의미, 즉 그 

표현을 이해하는 이에 의해 파악되는 어떤 것을 지적하는 것에 가깝다고 보인다.63 쿤

에 따르면 한 표현-유형의 지시 포텐셜을 지정하는 것만으로는, 여전히 그 용어의 의

                                                        

62 Kuhn 1983: k235-6. 이어 쿤은 키처가 이러한 지시 대상 결정의 과정을 번역이라 부른다고 

비판하지만, 살펴보았듯 키처가 용인하는 선택지 (3)은 번역의 불확정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쿤

의 비판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63 3C’s에는 쿤이 “내포”로 의미하는 바가 명료하지는 않지만, 쿤의 인터뷰에 나타난 표현에 

따르면, 역사가의 임무는 “다른 사람의 머리 속으로 기어올라 들어가는 것(to climb into other’s 

heads)”(RSS: 280)이기도 하다. 반면에 키처는 프레게적 뜻의 첫 번째 의미에는 관심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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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모르는 것이다. 용어의 의미를 안다는 것은 상황에 맞게 그 용어를 사용할 수 있

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 그 상황과 관련된 다른 표현-유형들의 지시 포텐셜(“대조 집

합”)을 함께 지정하는 것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한 표현-유형의 지시 대상을 골라내는 

상이한 방식들이 있음(프레게적 뜻의 두 번째 의미)을 쿤도 인정하지만, 쿤이 “내포적 

제약”이라고 이름붙이는 것은 여러 표현-유형들 간의 상호 연관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이 절의 논의를 정리하면, 살펴보았듯이 키처에 대한 쿤의 비판은 과도한 측면이 

있고, 키처의 기법은 어떤 면에서 적절한 역사서술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지시에 실패하는 것의 문제에서 나는 키처가 목표하는 바가 의사소통의 원활함이라

면, 공적 확인이 가능한 한 지시에 실패하지 않는 기술의 지시적 사용으로 충분하다는 

제안을 하였다. 또한 쿤의 비판 중, 키처의 기법이 내포적 측면을 무시한 외연적 의미

론에 기반하였다는 점에 대해 키처의 지시 포텐셜 개념이 나름대로의 내포적 의미를

(프레게적 뜻의 두 번째 개념인 지시체가 제시되는 방식) 갖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쿤의 비판을 피해 유지될 수 있는 키처의 입장을 정리한다. 그러나 

키처의 방법이 갖는 제한적인 의의에도, 과학혁명의 특성을 포착하기에는 분명한 한

계가 있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따라서 쿤의 “과학혁명”에 대한 서술을 대체하고자 하

는 키처의 도전은 결국 실패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4.2. 키처의 도전은 성공적인가?: 키처 기법의 의의와 한계 

 

만일 키처가 새 역사서술방법론이 혁명 전후 과학 이론이 공약불가능하다는 것을 함

축한다는 쿤의 논제를 반박하고자 한다면, 키처가 제시한 대안적 선택지들이 텍스트

의 정합적 이해라는 새 역사서술방법론의 최소한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

렇지 않다면 쿤은 키처의 주장이 자신의 전건, 역사서술의 규범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반론할 것이기 때문이다. 맥락민감적 지시 이론이 작동하기 위해 키처는 인간주의 원

리에 의존하고 있는데, 텍스트를 정합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발화자의 믿음과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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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연결 및 믿음들 간의 연결들 모두를 보존한다는 인간주의 원리의 목표와도 일

맥상통한다. 따라서 쿤과 키처(Kitcher 1978)의 공동 목표가 텍스트의 정합적 이해라

고 보고,64 키처가 제시하는 선택지들이 이 목표를 충족시키는지 따져보려고 한다. 

앞서 4.1.1절에서 보았듯이 개시 사건들의 유형 (a)와 (b)는 상이한 성격을 갖는데, 

키처의 입장을 좀 더 세분화해서 제시하기 위해 기술어구로 표현되는 개시 사건인 유

형 (b)도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65 첫째, 조작적 절차 또는 관측가능한 속성을 기

술하는 기술어구들을 유형 (b1)이라고 하고, 둘째, 이론적 용어가 사용된 기술어구들

                                                        

64 키처는 78년 글과 83년 논평에서 자신의 기법을 통해 목표하는 바에 대해 아주 일관된 관점

을 취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78년 글에서는 자신의 기법이 옛 과학자들의 믿음들 사

이의 연결들, 그리고 믿음들과 세계 내 존재자들 간의 연결들을 보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

고 있고(Kitcher 1978: 535, 2.2절 참조), 의사소통의 원활함과 이론 비교를 주 목표로 삼는 반

면에(Kitcher 1978: 520, 547), 83년 논평에서는 “과학적 목적을 위해” 과거 과학자들의 잘못

된 이론적 믿음을 무시하고 지시에 실패하는 개시 사건을 걸러내도 좋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기도 하다(Kitcher 1983: 692). 

65 생키(Sankey 1994)는 지시 변화의 수준을 ‘목성’과 같은 저수준 용어와 ‘행성’과 같은 고차 

수준 용어로 구분해서 보고 있다. 장하석(Chang 2012)은 뜻-지시 수준을 조작적, 현상적, 이론

적 수준으로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다. "조작적 수준에서 우리는 우리가 수행하는 절차들에 대

한 기술을 갖는다: 몇몇 재료들을 혼합하기, 기포로 떠오르는 기체에 주목하기, 엎어진 맥주잔

에서 기체를 수집하기, 수집된 기체가 있는 맥주잔에서 생쥐를 집어놓고 얼마나 오래 사나 보

기. 현상적 수준에서 우리는 우리의 연구 대상에 대한 기술을 그 관측가능한 속성에 기초하여 

갖는다: 가연성 기체, 금속, 금속회 등. 이론적 수준에서 우리는 이론적 용어에 나타난 과정과 

대상에 대한 기술을 갖는다: 가연성 기체는 정말 플로지스톤화된 물이거나, 수소(물-생성자) 

등. 이론적 수준은 또한 존재한다고 추정된, 관측가능하지 않은 과정과 대상들에 대한 기술도 

포함한다. 몇몇 플로지스톤주의자들은 미묘하게 다른 유체들이 모두 불 원소의 다양한 양태

의 변화라고 믿었다. 라부아지에는 모든 산이 산소를 포함한다는 그의 이론에 기초하여 “뮤리

아틱 라디컬”(염산 빼기 산소)을 그의 기본적 물질표(원소표)에다가 자랑스럽게 집어넣었다." 

(Chang 2012: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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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형 (b2)라고 하자. 키처의 두 개시 사건의 유형 중, 공적인 확인이 가능한 유형 (a), 

그리고 유형 (b1)는 과학자들이 수행하는 절차들에 대한 기술인 조작적 수준 및 관측

가능한 속성에 기초한 기술인 현상적 수준에 해당한다면, 이론적 용어가 사용된 기술

어구인 유형 (b2)는 “존재한다고 추정된, 관측가능하지 않은 과정과 대상들에 대한 기

술도 포함하는” 이론적 수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66 이 구분을 바탕으로, 키처가 

대안적으로 제시한 선택지 (2)와 (3)이 쿤이 견지하는 역사서술과 양립가능한 범위를 

살펴보자. 

 

a. 키처의 선택지 (2) : 번역가로서의 역사가 

 

4.1.1절에서 본 것처럼, 이론적 용어가 사용된 유형 (b2) 개시 사건은 후속 이론의 관

점에서, 혹은 역사가의 믿음-세계 패턴의 관점에서 기술의 속성적 용법을 적용한다면 

어떤 맥락에서 지시에 실패할 수 있다. 그런데 지시에 실패한다는 것은 그 용어를 사

용한 이들이 “집단적 실수”를 했다고 보는 것으로, 발화자의 믿음과 세계 사이의 연결

을 보존하지 못한다.67 키처가 지시에 실패한다는 번역가-역사가로서의 우를 범하지 

않고 온당하게 번역 기법(선택지 2)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66 물론 양 진영의 과학자(혹은 발화자와 해석자) 모두 받아들이는 이론에 속한 용어인 경우 어

느 한 쪽에서 지시에 실패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는 논의의 목적을 위해 유형 

(b2)를 어느 한 쪽 이론을 전제해서만 지시에 성공하는 이론적 용어를 포함한 기술어구로 제

한한다. 

67 물론 키처(Kitcher 1983)는 “과학적 목적을 위해” 현대 이론의 관점을 전제하는 기술의 속성

적 용법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쿤은 오늘날 역사가들은 옛 “과학자 공동체가 세계가 무엇인

가를 알고 있다는 가정”(『구조』: 67) 하에 “현재 우리가 가진 것들과는 상당히 부합되지 않는 

믿음의 집합을 포함한 것”(『구조』: 63)으로서 옛 이론을 미신이 아닌 과학으로 받아들여야 한

다고 촉구할 것이다. 과학사를 연구하는 역사가라면 후속 이론의 관점이 아닌, 과거 과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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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표현들에 연계된 지시 포텐셜이 유형 (a) 그리고/또는 유형 (b1)로만 이루어진 

경우, 발화자와 번역가 모두에게 공적인 확인이 가능한 한, 즉 같은 사물과 상황들

의 집합을 대면하는 한 (맥락을 고려하여) 표현-토큰들을 대치시켜 이해하는 것, 

즉 “번역”이 가능하다. 가령, 플로지스톤 이론가에게 “ɑ가 β보다 플로지스톤이 

풍부하다”는 진술은 산소 이론가에게 “ɑ가 β보다 산소에 대해서 더 큰 친화도를 

가진다.”라는 표현과 같은 지시 대상을 가지기 때문에,68 표현을 대치해서 이해하

는 것에 문제가 없다. 

 

b. 키처의 선택지 (3) : 해석자로서의 역사가 

 

한편, 다의어가 갖는 여러 의미에서 특정 의미만을 집어내 대체하는 것은 그 용어의 내

포적 의미의 일부를 손실하게 되어, 발화자의 믿음 간 연결들을 보존하지 못한다는 비

판에 대응하여 키처는 텍스트 대치를 수행하지 않고 의사 소통과 이론 비교를 위해 지

시 대상을 명확히 지정하는 것에 만족할 수도 있다(선택지 3). 

 

(2) 발화자와 해석자 모두 같은 사물과 상황들의 집합을 대면하는 한, 한 표현-유형과 

연계된 지시 포텐셜의 개시 사건을 나열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역사가의 해석 

작업을 위한 출발점이면서, 의사 소통 및 이론 비교를 위한 기반이 된다. 

                                                        

이 믿었던 옛 이론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그래야만 옛 과학 텍스트에 나타난 진술들을 최

대한 정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68 가령, “캐번디쉬의 1766년 버전의 플로지스톤 이론에서, 라부아지에적 산화 조작은 플로지

스톤 제거라는 플로지스톤주의자들의 조작에 대응하였다. 1784년 버전의 경우 플로지스톤 제

거는 플로지스톤을 제거하고 물을 더하는 더 복잡한 조작으로 재개념화되었는데, 이것 또한 

라부아지에적 산화 과정과 좋은 대응을 이루었다(Chang 2012: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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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론적 존재자에 조작적 의미나 실험적 근거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유형 (b2) 

개시 사건과 함께, 유형 (a) 또는 유형 (b1) 개시 사건을 포함하는 지시 포텐셜과, 이

들이 상호교환 가능하다는 이론적 가설 H 필요) 가령 프리스틀리는 붉은 수은재

를 가열해서 기체를 얻었을 때, 이것을 슈탈의 이론적 기술인 “연소 시 방출하는 

물질”에 대한 실험적인 근거로 간주하였다.(4.1.1절 참조) 

 

c. 키처의 기법이 온당하게 서술하지 못하거나, 간과하는 경우 

 

(4) 어떤 표현-유형에 연계된 지시 포텐셜에 유형 (a) 또는 유형 (b1) 개시 사건이 포함

되지 않은 경우. 가령, 모든 산이 산소를 포함한다는 이론에 기초하여 제안된, 염

산에서 산소를 제거한 뮤리아틱 라디컬이나, 열 현상의 이론적 기초로 제안된 칼

로릭은 플로지스톤 이론에서 상응하는 조작적 의미가 없다.69 

 

(5) 여러 표현-유형의 지시 포텐셜이 한 번에 변화하는 경우.70 가령, ‘원소’의 의미가 

“더 이상 분해될 수 없는 최소 단위”라고 변경됨과 함께, ‘혼합물’과 ‘화합물’의 의

미 변화가 일어났다. 

 

경우(1)과 (3)이 보여주듯이, 키처의 기법은 공적인 확인이 가능한 인과적 연결들, 그

리고 조작적 절차 또는 관측가능한 속성을 기술하는 기술어구들에 대해 잘 적용될 수 

있다. 실제로 키처가 보이고자 하는 개념 변화의 연속성은 화학혁명의 경우 이 수준에

                                                        
69 Chang 2012: 160. 
70 키처가 마련하려고 한 지시 이론은 개별 표현-유형들의 짝지음들의 단순 모음이고, 개념 변

화는 개별 표현-유형의 지시 포텐셜이 변화하는 것으로, 그는 여러 표현들의 의미가 한 번에 변

한다는 쿤의 견해의 핵심을 논의와 무관한 것으로 치부하고 있다.(Kitcher 1983: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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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잘 성립한다.71 그러나 키처는 결국 “과학혁명”의 특성을 포착하는 데 실패한다. 키

처는 옛 이론의 발화자가 역사가와 같은 세계-믿음 연결 패턴을 갖는다고 가정하는 

인간주의 원리에 의존하고 있는데(2.2절 참조), 그렇게 가정해서는 발화자의 세계-믿

음 연결 및 믿음 간 연결들이 보존이 안되는, 즉 인간주의 원리의 전제가 그것이 목표

하는 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혁명을 서술하는 역사가에게 결정적이기 때

문이다. 

발화자와 역사가의 세계-믿음 연결 패턴이 다르다는 것이 어떻게 보여지는가? 쿤

에 따르면 역사가로서 체계적인 변칙 사례(anomaly)에 부닥칠 때 그러하다. 이는 역사

가의 세계가 발화자의 세계와 다르다는 간접적 증거이다. 즉, 역사가의 세계-믿음 연

결 패턴을 발화자에게 전가해서는 발화자의 세계-믿음 연결 및 믿음 간 연결들이 도저

히 보존이 안되는,72 즉 인간주의 원리가 실패하는 역사가의 보편적인 경험이 있고, 쿤

은 이것을 과학사에서 “혁명적 변화”로 특징지었다.73 

쿤에 따르면 동일한 세계 혹은 문화권(유사-차이 관계 혹은 렉시콘 구조)이라는 

조건은 지시의 성공으로 인한 매끄러운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동시에 제약한다. 

요컨대, 동일한 영역의 사물과 상황들을 대면하는 동일한 문화의 구성원인 한에서, 키

                                                        
71 Chang(2012)은 화학혁명의 당사자들은 실험적, 조작적 차원에서 상당한 연속성을 경험했음

을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Golinski(2003)는 라부아지에가 화학이라

는 분야를 새로 창안하였다기보다 금속, 금속회, 산, 알칼리, 염, 새로운 기체들에 대해 이전에 

이미 축적된 화학적 지식 등 “구 체제” 위에서 새로운 개념과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화학을 변

화시켰음을 보여준다. Vihalemm(2000)은 라부아지에가 뉴턴의 정량적 방법을 화학에 도입하

였지만, 이는 오직 플로지스톤 이론 틀에서 형성된 화학의 정량적 탐구의 연속선상에서 더 정

확하고 민감한 물리적 수단을 도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72 “원저자의 믿음들을 억제하여 원래의 텍스트를 비정합적으로 보이도록 하게 마련”(Kuhn 

1983: k237)인 지점. 

73 역사가의 “혁명” 경험에 대해서 3.2절(Kuhn 1983b: 56) 참고. “과학혁명이란 무엇인가(Kuhn 

1987)”는 과학사에서 “혁명적 변화"를 풍부하게 예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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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의 기획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인간주의 원리가 실패하는 지점에서, 해석자는 자

신의 세계가 아닌 발화자의 세계에서 맞닥뜨리는 사물들과 상황들 속에서 새로운 용

어들 및 용어들의 체계적으로 변형된 사용법을 전체로서 배워야만 할 것이다. 

키처가 간과하는, 여러 표현-유형의 지시 포텐셜이 한 번에 변화하는 경우 (5)는 지

시를 가능하게 하는 유사-차이 관계가 변화하는 경우이다. 경우 (2)가 보여주는 것은 

한 표현-유형과 연계된 지시 포텐셜의 개시 사건을 나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것은 해석자가 발화자의 세계와 같은 사물들과 상황들을 맞닥뜨릴 수 있다는 필요 

조건을 지적하고 있지만, 해석이 성공적이기 위한 충분 조건은 아니다. 해석자는 발화

자와 동일한 언어 사용을 하기 위해, 변화된 사물과 상황들 속에서 여러 다른 표현-유

형과 연계된 지시 포텐셜들을 동시에 채워야 한다. 

그런데 역사가가 부딪히는 체계적인 어려움, 종국에는 최대한 정합적으로 서술하

려고 노력해야 하는 이 간극(“내포적 제약”)은 바로 유사-차이 관계의 변화 때문에 생

기는 것이다. 이 유사-차이 관계의 변화는 과학혁명기의 이론가가 ‘원소’와 같은 용어

의 의미를 변화시키고 체계적으로 변형된 사용법을 제안하기 때문에 생긴다. 혁명을 

서술하는 역사가는 여러 다른 표현들과 함께 ‘원소’의 의미 변화를 포착해야 할 것이

다. 따라서 개별 표현-유형에 연계된 지시 포텐셜의 확장 및 축소로 개념 변화를 해명

하고, 이것으로 쿤의 공약불가능성 개념을 대체하려고 하는 키처의 기획은 여전히 쿤

의 “혁명적 변화”를 포착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74 

 

 

                                                        

74 키처는 ‘원소’나 ‘원소’와 같은 보다 복잡한 용어들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맥락민감적 지

시 이론이 적용될 수 있다고 짧게 언급하고는 있지만(Kitcher 1983: 693-4), 그는 ‘원리’나 ‘원소’

의 특정 용례(가령 ‘연소의 원리’인 수소)만 지시에 성공하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나머지 용

례들이 다른 용어들과 갖는 상호연관성을 간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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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화학혁명과 방법론적 공약불가능성 

 

앞 절에서 키처는 지시 일반을 가능하게 하는 문화권 또는 세계(유사-차이 관계)가 변

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하고 있는데, 쿤에 따르면 이것이 변하는 것이야말로 역사가가 

포착해야 하는“혁명적 변화”의 특성이다. 쿤(Kuhn 1983)은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나는 이 유사-차이 관계 혹은 세계의 변화는 혁명 전후로 적법한 문제 영역

과 문제 풀이 기준이 변화한다는 방법론적 공약불가능성의 귀결이라고 본다.75 (반면

에 키처(Kitcher 1983)는 방법론적 공약불가능성을 용어의 의미 변화와 관련된 개념적 

공약불가능성과 무관한 별도의 문제로 간주한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러한데, 첫째, 

과학이 적법하게 간주하는 문제 영역이 변화한다는 것은, 지시가 가능하기 위해 동일

하게 대면해야 하는 사물과 상황들의 영역이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76 둘째, 과학

에서의 문제 풀이 기준이 변화되면 지시 대상이나 그들을 인지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

들이 “급격하고 체계적으로 변경”된다.77 

화학혁명에서 과학을 수행하는 방식의 변화는 플로지스톤주의자들이 받아들인 

원리주의(principlism)와, 라부아지에를 비롯한 산소 화학자들이 받아들인 조성주의

(compositionalism)라는 상이한 이론적-실험적 실천으로 특징지어진다(Chang 2011; 

2012). 원리주의에서는 다른 물질에 어떤 특정한 성질을 부여해서 변형시키는 특별한 

기본 물질들인 원리가 화학적 반응을 설명할 때 중심이 되는 반면, 조성주의는 어떤 물

질의 화학적 조성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기본 구성 성분들이 결합하거나 

분리되는 것으로 화학 반응을 설명한다. 원리주의적 실천은 블랙과 프리스틀리의 기

                                                        

75 『구조』에서도 방법론적 공약불가능성이 세계 변화로 이어짐을 설명한다. “허용되는 문제, 

개념, 그리고 설명을 다스리는 기준에서의 변화는 과학을 변형시킬 수 있다. 다음 장에서 나는 

그것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다(203-4).” 

76 Kuhn 1983: k250-1. 
77 Kuhn 1983: k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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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화학과 같이, 공기에 플로지스톤을 추가함으로써 어떻게 변형(render)되고 영향을 

주는지(infect)와 같은 질적인 변화가 주 관심사였던 반면, 조성주의에서는 화학 반응 

전후 무게를 측정해서 조성비를 계산하는 대차대조표(balance sheet)를 작성하는 것이 

핵심적인 실천이었다. 

쿤은 플로지스톤주의자들이 수행한 원리주의의 고유한 문제 풀이 방식과, 이들이 

설명할 수 있는 고유의 문제 영역을 인정하고 있다. 그는 『구조』에서 플로지스톤 이론

이 소수의 기본적인 ‘원리’로 말미암아 금속의 공통된 성질을 설명할 수 있었으나, 라

부아지에의 산소 화학에서는 이러한 물질의 질적 변화에 대한 설명이 상당 부분 박탈

되었음을 강조한다.78 플로지스톤 이론에서는 “소수의 기본적인 ‘원리들’의 도움으로 

화학자는 왜 어떤 물질은 산성이며, 또 어떤 것은 금속성, 연소성인가에 대해서 그 이

유를 설명(『구조』: 204)”하려고 했다. 그러나 옛 전통에서 원소는 원리로부터의 특정

한 질을 부여받은 것과 달리, 산소 화학에서 원소는 본질적 특성을 지니는 “어떠한 화

학적 방법으로도 분석될 수 없는 물질”이라는 기본적인 화학적 물질이 되었다. “따라

서 [라부아지에의 개혁은] 화학으로부터 약간의 사실적 그리고 상당히 잠재적인 설명 

능력을 박탈함으로써 마무리되었다. 이러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기준의 변화가 

요구되었다(ibid.).” 

반면에 키처는 그의 책 『과학의 진보(The Advancement of  Science)』(1993)에서 비

교가능한 공통의 경험 기반에 초점을 맞추어 화학혁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수행하

면서(272-290), 혁명 전후로 기준의 이동이나 경험 자료의 손실이 일어난다는 쿤의 “신

화”를 거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키처는 그의 책에서 플로지스톤 이론의 경험적 부

적합성을 보이기 위해 연소와 하소를 포함한 주요 화학 반응에서 무게 관계에 초점을 

                                                        

78 쿤은 (Kuhn 1983)에서도 18세기 화학에 고유한 ‘원리’와 같은 용어들 및 질적인 특성이 과

학적 설명에서 하는 역할을 강조하며, 이들이 사라진 결과로 용어들의 지시 대상을 인지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들이 급격하고 체계적으로 변경되었다고 지적하였다(Kuhn 1983: k239. 3.1

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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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고 있다. 그러나 무게에 대한 중요성은 조성주의적 실천을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만 유효한 증거로 작용한다.79 또한 키처는 조성주의적 실천이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조성의 변화를 잘 분석할 수 있는 무기물 등 몇몇 영역에 국한된다는 점을 간과한다. 

이들의 역사서술의 차이는 새로운 방법론적 제안을 하는 이론가의 역할에 대한 다

른 평가로 이어진다. 라부아지에는 프리스틀리의 실험 결과를 가져다 쓰면서, 그 스스

로 자신의 역할이 이론적인 작업임을 밝혔다. 

 

물리학에 있어서 체계를 좋아하는 정신도 위험하지만, 무질서한 실험을 지나치게 많이 쌓

아 놓는 것도 과학을 해명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난삽하게 만든다. 그것이 이 문제에 들어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문제에 접근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한마디로 말해서 오

랜 노고의 결과가 무질서와 혼란에 불과한 것이 되지 않을까? 사실, 관찰, 실험 등은 거대

한 조직을 구성하는 재료이다. 그러나 그것을 집적하는 것이 과학의 진보에 장해가 된다

면 이는 곤란한 일이다. 그와 반대로 우리는 그것들을 분류하고 각각의 질서에 따라 구별

하고 그것들이 속하는 전체의 각 부분으로 구별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라부아지에

(1777), “연소 일반에 관한 중간 보고” 서문, 길리스피(2005: 263)에서 재인용). 

 

이러한 이론가의 역할을 평가할 때 중요한 것은 양측 진영에서 공통으로 가능했던, 지

시 대상을 명확히 지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보다도, 지시 대상을 지정하는 기준의 “급

격하고 체계적인 변경”이다. 따라서 쿤은 이론적 차원에서 ‘원소’의 의미를 바꾸고 명

명법을 개편한 라부아지에의 기여를 잘 설명할 수 있다. 

 라부아지에의 ‘원소’의 새로운 정의와 용법은 조성주의라는 새로운 실험적 실천

과 관련되어 있다. 그는 기존에 “자연적인”이라는 뜻을 가졌던 원소의 의미를 “화학 

                                                        

79 무게가 보존되고 모든 화학적 물질의 적법한 척도가 된다는 가정은 대차대조표 작성이라는 

조성주의적 실천을 받아들이는 이들에게만 유효하였다(Chang 2011: 259). 반면에 플로지스톤

을 통한 화학적 변화에서 안정적인 패턴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무게의 변화가 변덕스러운, 신뢰

할 수 없는 속성이었다(Chang 2012: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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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통해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물질”로 새로이 제안하였다. 라부아지에는 ‘원소’

에 부여된 새 의미를 바탕으로, 기통 드 모르보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새로운 명명법

을 고안하여 이전의 비체계적인 명명법을 혁신하였다.80 가령 물질의 성질의 특정한 측

면을 반영하는 ‘고정된 공기’라는 이름 대신, 화합물의 구성 요소를 알려주는 방식으

로 탄소와 산소의 결합물이라는 뜻의 ‘탄산’이라는 이름을 부여하였다. 라부아지에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아니지만, 『구조』에 나타난 보일에 대한 쿤의 평가가 주목할 만

하다. 

 

그는 ‘원소’와 화학적 조작 및 화학적 이론 사이의 관계를 변화시킴으로써 그 개념을 이전

과는 매우 다른 도구로 변형시켰고, 그 과정에서 화학과 화학자의 세계를 아울러 변화시

킨 과학혁명의 지도자였다(『구조』 : 251).81 

 

반면에, 이전 절에서 보았듯이 키처는 조작적, 실험적 차원의 연속성을 잘 설명하지만, 

이론적 용어가 사용된 기술어구에 대해서 잘 해명하고 있지 못한데(경우 (4), 어떤 표

현-유형에 연계된 지시 포텐셜에 유형 (a) 또는 유형 (b1) 개시 사건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키처의 서술에서 실제로 이들이 과소평가되어 있다. 가령, 라부아지에 체계에서 

열 현상에 대한 이론적 기초로 제안된 칼로릭에 대한 생각은 새 화학에 대한 그의 교

                                                        
80 Hoyningen-Huene(2008)은 원소 및 화합물의 명명법에서 체계적인 변화가 실제로 쿤의 어휘

집 변화를 반영함을 잘 지적하고 있다. 

81 이 구절에서 주목할 것은 쿤이 제시하는 이론가의 모습은 경험과 동떨어진 이론을 새로이 

고안하는 역할에 국한되었다기보다, 이론과 조작적, 실험적 차원이 맺는 관계를 변화시킴으로

써 핵심적인 과학 용어의 개념이 사용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것이 쿤이 “이론 변화”가 아닌 “패러다임 변화”로 과학혁명을 기술하는 이유라고 생각하지

만, 자세한 논의는 후속 연구로 미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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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서(1789)의 첫 번째 장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키처는 칼로릭이 그

의 이론 체계에서 차지한 주요 역할을 무시하고 있다.82 

 

5. 맺음말 

 

이 논문은 쿤에 대한 무수한 철학적 논의에서 그동안 비교적 주목받지 못했던 역사서

술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역사서술의 함축으로서의 공약불가능성 문제를 다루려

고 시도하였다. 

키처는 과학에서 개념 변화에 대한 다른 함축을 지니는 서술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역사가는 과학자의 발화가 지시하는 대상이나 사건들을 명확하게 지정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과학에서 개념 변화를 서술하는 대안적인 선택

지를 제안하였다. 이 기법이 때로 지시에 실패하거나 내포적 의미를 손상한다는 쿤의 

역사가로서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키처의 기법은 공적인 확인이 가능한 인과적 연결

들, 그리고 조작적 절차 또는 관측가능한 속성을 기술하는 기술어구들에 대해 잘 적

용될 수 있었다. 실제로 화학혁명의 당사자들은 실험적, 조작적 차원에서 의사소통에 

별 어려움을 겪지 않았는데, 키처의 지시 포텐셜 개념은 바로 이 화학혁명의 실험적, 

조작적 차원에서의 연속성을 잘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쿤이 포착해야 한다고 말하는 과학혁명의 경험은 바로 그 연속적인 명명 

단계(dubbing) 간에 단절이 생기는 지점에서 벌어진 것으로, 이 지점에서 분류체계, 명

명법의 정비 등의 재명명(re-dubbing)이 발생한다(Kuhn 1990). 실제로 쿤은 이론적 차

원에서 ‘원소’의 의미를 바꾸고 명명법을 개편한 라부아지에의 기여를 잘 설명한다. 여

기에는 여러 용어들의 지시 대상을 골라내는 기준의 “급격하고 체계적인” 변화가 결

부된다. 쿤이 말하는 “혁명적 변화”는 역사가의 세계-믿음 패턴을 발화자에게 전가해

                                                        

82 Kitcher 1993: 278, 각주 70. Chang 2010: 5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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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발화자의 세계-믿음 연결 및 믿음 간 연결들이 도저히 보존이 안되는, 즉 인간주

의 원리가 실패하는 역사가의 보편적인 경험에서 비롯한다는 점에서, 쿤의 공약불가

능성 논제는 역사서술적 주장이라는 것이 다시 한 번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여러 표현들 간의 상호 연관성에서 발생하는 내포적 의미를 보존하는 번역

이 도달 불가능한 이상임을 고려할 때, 쿤의 요구가 무리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쿤

이 역사가의 임무는 “다른 사람의 머리 속으로 기어올라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역사가가  바로 그 과학자 본인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여

기서 인간주의 원리와, 지시 포텐셜을 명확히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선택지 (3)을 

제시하는 키처의 제안은 과거 텍스트를 연구하는 현대 역사가가 취할 수밖에 없는 전

략, 즉 발화자와 해석자가 동일한 사물 및 상황을 맞닥뜨린다는 전제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텍스트의 정합적 이해가 체계적으로 실패하는 지점에서는 일단 우리가 발

화자의 문화권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여기서 지시 대상의 동일함만 기준으로 삼는 번

역 기법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표현-유형들의 변화된 지시 포텐셜을 새로이 획득하여

야 한다. 나아가 우리는 다른 표현-유형들의 지시 포텐셜도 함께 습득하여야 한다. 과

학 혁명기에는 지시를 체계적으로 제약하는 유사-차이 관계의 변화로 인해, 여러 표현

-유형들의 지시 포텐셜이 한 번에 바뀌기 때문이다. 이로써 우리는 번역가가 아닌 언

어 학습자로서의 역사가가 되어 발화자의 유사-차이 관계, 렉시콘 구조, 분류 체계를 

획득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다. 

쿤은 이중언어 구사자로서만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본 반면, 키처는 서로 다른 

언어 공동체 사이의 의사소통이 원리상 가능하다고 보고 이러한 언어 학습의 과정을 

간과하였다. 두 언어 공동체의 간극, 불일치를 최대한 좁히는 것이 미덕이겠지만, 처

음부터 그 차이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 차이가 있지만 상대의 해석 내지 설득을 위해 

공통 기반을 마련해서 최대한 그 간극을 좁혀나가야 한다는 것은 다른 얘기이다. 

쿤과 키처는 이론가의 역할에 대해 서로 다른 중요성을 부여한다. 키처에게 이론

가의 역할은 한 표현-유형과 관련된 상이한 개시 사건들(지시 대상을 골라내는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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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식들)이 상호교환 가능하다는 이론적 가설 H를 제안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다. 

이론적 가설 H는 후대의 과학적 발견에 의해 각 표현-유형에 대해 개별적으로 입증 

혹은 반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론가로서의 자율성은 제한적으로 보인다. 반면에 쿤

에게 있어 이론가들은 용어들의 새로운 사용법을 제시하고, 세계를 다른 유사-차이 

관계로 보자고 제안하는 이들이다. 

혁명을 서술하는 역사가는 과학을 수행하는 새로운 방법과 함께 용어의 새로운 의

미를 제안하는 이론가의 역할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론가는 지시를 가

능하게 하고 체계적으로 제약하는 유사-차이 관계, 분류 체계를 변화시킴으로써 나아

가 과학적 경험이 가능한 범위("다르게 구조화된 경험 세계")까지도 변화시키기 때문

이다. 라부아지에는 단지 생쥐가 호흡할 수 있는 공기의 발견자라기보다는, 조성주의

라는 새로운 방법론적 실천 속에서 원소의 의미를 새로이 정의하고 산소화학이라는 

이론 체계 및 명명법 개편을 제안하여 궁극적으로 세계를 달리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는 “과학혁명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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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mas Kuhn’s incommensurability thesis has been understood by 

philosophers as relativistic and self-refuting. Philip Kitcher(1978) saw 

Kuhn’s incommensurability thesis as a threat to the common empirical 

ground for communication and theory comparison between different 

language communities, and he proposed an alternative theory of reference 

for comprehending conceptual changes in history of science. If we accept his 

context-sensitive theory of reference(CST), argues Kitcher, which 

acknowledges that different tokens of an expression-type can be linked to 

the world in different ways, then we can successfully maintain reference of 

a term-type even if key expressions in old scientific theories like 

‘dephlogisticated air’ fail to refer properly in other contexts. 

However, Kuhn(1983) critically responded to Kitcher’s proposal. 

CST assumes and adopts a scheme “in fact A, but by mistake B” for the 

situation at issue, but this assumption is not consistent with Kuhn’s 

principles of the new historiography of science, which aims to preserve 

patterns of relations among beliefs and their relations to the world of the 

speaker as much as possible. 



Furthermore, these discrepancies have remained so far under the 

name of “meta-incommensurability,” in addition to the debate(“Kuhn-

Kitcher debate”) summarized above. I argue that the problem persists 

particularly because the critics of Kuhn have largely overlooked the 

historiographical aspects of Kuhn’s incommensurability thesis. 

Therefore, I will restate Kitcher’s context-sensitive theory of 

reference and Kuhn’s critical reply to him in terms of the problem of 

historiography, and try to examine whether Kuhn’s response was valid. 

Based on this examination, I will provide an evaluation of the applicability 

of Kitcher’s theory that might avoid Kuhn’s critique, and show both the 

significance and limits of his theory. 

 I will also examine how the debaters focus on the case of the 

Chemical Revolution, which the two takes as an example of conceptual shifts 

in history of science. My proposition is that Kitcher’s technique/theory well 

explains the continuity on operational and phenomenal levels in the 

Chemical Revolution, but unlike Kuhn, he fails to fully appreciate the role of 

theorists who present new meanings of theoretical concepts as well as 

propose new ways of doing science. 

I argue that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arise from their different 

emphases on methodological incommensurability, which states that the 

legitimate scope and standards of problem solving change during the 

revolution. 

In the case of the chemical revolution, Antoine Lavoisier presented 

new meanings of “element” and reorganized the nomenclature of chemical 

elements along with compositionalism, a new way of doing chemistry. This 

implies that Lavoisier is not only a discoverer of oxygen, but most of all he 

is a theorist who established a new system of chemistry. Appreciating him 

as a theorist requires us to acknowledge the “drastically and systematically” 

changing standards which identifies the referents, rather than the issue of 

singling out individual referents, which were common to the rival theories. 



Thus, a theorist’s methodological proposal changes the 

condition(“similarity relations” or “world” in Kuhn’s terms) in which the 

designation of individual expression-types are made possible and restricted. 

When this condition changes, reference of several expression-types 

systematically fails, and a historian fails to apprehend old scientific texts. 

This experience of a historian is what Kuhn intended to call as 

“incommensurability”. 

On the other hand, Kitcher’s reformulated concept of 

incommensurability(as appeared in Kitcher 1983) lose track of the central 

features of scientific revolutions, in which the meanings of several 

expression-types change simultaneously so that reference systematically 

fails in the rival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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