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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서구 철학 사상의 유입과 그 평가 라는 큰 주제의 한 부분으로 이루

어지는 본 연구는 1980년에서부터 시작하여 1997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소위 영미 철학 이라 불리는 서구 사상의 수용 양상이 어떠했는지 고찰

해 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본 연구는 김효명 교수에 의해 앞서

수행된 1960년부터 1979년까지의 영미 철학의 수용 연구의 후편으로 기

본적으로 그 연구의 골격을 이어받아 이루어지고 있으며, 좀더 내용적인

분류와 흐름을 포착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교수의 앞선 연구에서 다룬 1960년대와 1970년대가 대략 3공과 일치

하는 시기인 반면 본 연구에서 다루려하는 80년대와 90년대는 국내외 모

두 정치적으로 상당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던 시기이다. 국내적으로

는 유신 정권이 무너지고 군사 정권과 문민 정부가 들어섰으며, 국외적으

로는 소련이 몰락하고 러시아가 들어섰으며, 소련의 몰락과 더불어 동구

권이 와해된 시기인 것이다. 아울러 이북에서는 김일성이 사망하고 김정

일 정권이 들어섰다. 이에 따라 사회 철학 일변도의 철학의 양상도 여러

다른 사회적 여건과 맞물려 다소 변화의 조짐을 띠고 있다.

*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
1)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철학사상 연구소에서 마련한 통계 자료를 토대로 쓰여졌

다. 그런데 통계 자료가 1995년까지만 제대로 되어 있어 원래 의도와는 달리 실
제로는 1980년에서 1995년까지에 대한 개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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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980년대는 6- 70년대에 본격적인 학문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제1세대가 국내에서 길러낸 제자들과 외국 유학으로부터 돌아온 제2세대

들의 학문적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로 우선 그 숫자에 있어 앞

시기를 훨씬 웃돌고 있어 이 시기에 대한 별도의 연구는 그 나름대로 의

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시사하였듯이, 철학의 수용 양상이 사회적, 정치적 여건과 무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영미 철학과

시대적 현실 여건과의 관계가 아니라, 보다 객관적인 연구이다. 본 연구

가급적 통계 자료에 의존하여 흐름을 포착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보다

깊은 고찰을 위해 좀더 세부적인 내용적 분류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밝힌 대로 본 연구는 80년대와 90년대의 서양 철학의 한 조류인

영미 철학의 연구 동향에 국한한다. 이 글의 본론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

성된다. 제일 먼저 ① 영미 철학의 양적 발전 상황을 60-70년대의 영미

철학 그리고 80-90년대의 대륙 철학과의 비교 고찰을 통해 개관한다. 그

런 다음 ② 영미 철학 발표물에서 다루어진 철학자별 분석을 한 후, ③

분야 및 주제(主題)별 분석과 아울러 사조(思潮)별 분석을 한다. 그리

끝으로 ④ 국내 철학자별 발표물 분석을 수행한다. 분석 대상은 저술과

논문으로 삼았으며, 논문에는 학술 잡지에 실렸던 일반 학술 논문뿐만 아

니라, 석사, 박사, 학위 논문들도 포함시켰다.

Ⅱ. 전반적인 개관

김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일반 논문의 경우 60년대에 나온 독일 철학

에 관한 연구 범주에 넣을 수 있는 논문 수는 총 130편이 된다. 이에 비

하여 영미 철학 이라 부를 수 있는 범주에 속하는 연구 논문 수는 모

합쳐 보아도 12편에 지나지 않는다. 꼭 10대 1의 비율이다. 이러한 상

은 70년대에서도 거의 그대로 유지된다. 70년대에 나온 연구 논문들 중에

서 독일 철학에 관한 논문들은 320편 정도나 되는데 영미 철학에 관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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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들은 40편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약 10년 간격을 두고 독일 철학 논

문 수는 한 200편 가량 늘어났는데 비하여 영미 철학 논문 수는 2-30편

정도밖에 늘지 않았다. 고 한다.

이훈 교수의 연구를 위한 자료의 통계적 분석 ( 철학사상 제4호,
1994, 93- 149쪽)에 따르면, 60년대에 철학사 전체(도표 4-2)로는 독일

관념론이 85편, 쇼펜하우어, 키에르케고르, 니체가 31편, 19세기 독일

이 2편, 현상학 1편, 실존주의 24편, 하이데거 해석학 39편, 현대 독일

이 17편, 비판 이론 1편, 마르크스주의 10편으로 되어 있어 (이것들을

모두 독일 철학의 범주에 넣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긴 하지만) 독일 철

학의 전체 발표물 수는 총 210편에 달한다. 이 210편은 단행본이 37권,
학위 논문이 90편, 일반 학술 논문이 83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2 )

이훈 교수의 같은 자료를 이용하여 70년대의 독일 철학의 발표물 수

를 살펴보자. 70년대에 철학사 전체(도표 4-2 )로는 독일 관념론이 176

편, 쇼펜하우어, 키에르케고르, 니체가 72편, 19세기 독일이 8편, 현상

학 46편, 실존주의 54편, 하이데거 해석학 67편, 현대 독일이 36편, 비

판 이론 19편, 마르크스주의 24편으로 독일 철학의 전체 발표물 수는

총 502편에 달한다. 이 502편은 단행본이 118권, 학위 논문이 105편,

일반 학술 논문이 279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3 )

2 ) 이를 좀더 세분하자면, 60년대에 단행본(도표 4-2- 1)은 독일 관념론이 11편,
펜하우어, 키에르케고르, 니체가 12편, 19세기 독일이 0편, 현상학 0편, 실존
6편, 하이데거 해석학 2편, 현대 독일이 4편, 비판 이론 1편, 마르크스주의 1편
로 총 37편에 달한다. 60년대에 학위 논문(도표 4-2-2 )은 독일 관념론이 38편
쇼펜하우어, 키에르케고르, 니체가 14편, 19세기 독일이 2편, 현상학 0편, 실
의 9편, 하이데거 해석학 20편, 현대 독일이 5편, 비판 이론 0편, 마르크스주의
편으로 총 90편에 달한다. 그리고 60년대에 일반 논문(도표 4-2-3 )은 독일 관념
론이 36편, 쇼펜하우어, 키에르케고르, 니체가 5편, 19세기 독일이 0편, 현상학
편, 실존주의 9편, 하이데거 해석학 17편, 현대 독일이 8편, 비판 이론 0편,
크스주의 7편으로 총 83편에 달한다.

3 ) 이를 좀더 세분하자면, 70년대에 단행본(도표 4-2- 1)은 독일 관념론이 37편,
펜하우어, 키에르케고르, 니체가 35편, 19세기 독일이 1편, 현상학 2편, 실존
16편, 하이데거 해석학 8편, 현대 독일이 3편, 비판 이론 14편, 마르크스주의
으로 총 118편에 달한다. 70년대에 학위 논문(도표 4-2-2 )은 독일 관념론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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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우리는 독일 철학이 60년대에서 70년대로 옮아감에 따라 총

발표물 수는 210편에서 502편으로 늘어났으며, 보다 세분하자면 단행본

은 37권에서 118권으로, 학위 논문은 90편에서 105편으로, 일반 논문은

83편에서 279편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훈 교수의 연구를 위한 자료의 통계적 분석 ( 철학사상 제4호,

1994, 93- 149쪽)에 따라 영미 철학을 한번 살펴보자. 60년대에 철학사

전체(도표 4-2 )로는 실용주의 18편, 프레게, 러셀, 무어, 비트겐슈타인

9편, 분석철학 27편, 공리주의 3편으로 되어 있어 (이것들을 모두 영미

철학의 범주에 넣는다면)4 ) 영미 철학의 전체 발표물 수는 총 57편에 달

한다. 이 57편은 단행본이 9권, 학위 논문이 23편, 일반 학술 논문이

2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5 )

이훈 교수의 같은 자료를 이용하여 70년대의 영미 철학의 발표물 수

를 살펴보자. 70년대에 철학사 전체(도표 4-2 )로는 실용주의 54편, 프

레게, 러셀, 무어, 비트겐슈타인 40편, 분석철학 82편, 공리주의 11편

으로 영미 철학의 전체 발표물 수는 총 187편에 달한다. 이 187편은 단

행본이 26권, 학위 논문이 34편, 일반 학술 논문이 127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6 )

편, 쇼펜하우어, 키에르케고르, 니체가 12편, 19세기 독일이 2편, 현상학 13편
존주의 8편, 하이데거 해석학 17편, 현대 독일이 7편, 비판 이론 2편, 마르크스
의 3편으로 총 105편에 달한다. 그리고 70년대에 일반 논문(도표 4-2-3 )은 독
관념론이 98편, 쇼펜하우어, 키에르케고르, 니체가 25편, 19세기 독일이 5편,
상학 31편, 실존주의 30편, 하이데거 해석학 42편, 현대 독일이 26편, 비판 이
3편, 마르크스주의 19편으로 총 279편에 달한다.

4 ) 공리주의는 따로 윤리학 분야에 포함되어 고려될 것이나, 여기서는 독일 철학
에도 실천 철학 분야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독일 철학과의 통계적 대비를 위해서
포함시켰다.

5 ) 이를 좀더 세분하자면, 60년대에 단행본(도표 4-2- 1)은 실용주의 4편, 프레
러셀, 무어, 비트겐슈타인 1편, 분석철학 3편, 공리주의 1편으로 총 9편에 달한
60년대에 학위 논문(도표 4-2-2 )은 실용주의 9편, 프레게, 러셀, 무어, 비트겐
타인 4편, 분석철학 9편, 공리주의 1편으로 총 23편에 달한다. 그리고 60년대
일반 논문(도표 4-2-3 )은 실용주의 5편, 프레게, 러셀, 무어, 비트겐슈타인 4
분석철학 15편, 공리주의 1편으로 총 25편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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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우리는 영미 철학이 60년대에서 70년대로 옮아감에 따라 총

발표물 수는 57편에서 187편으로 늘어났으며, 보다 세분하자면 단행본은

9권에서 26권으로, 학위 논문은 23편에서 34편으로, 일반 논문은 25편

에서 127편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훈 교수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체 발표물 수

에 있어 독일 철학과 영미 철학의 비율이 60년대는 대략 4대 1 정도이고

(독일 철학 210편, 영미 철학 57편) 70년대는 대략 3대 1 정도임을(독

철학 502편, 영미 철학 187편) 알 수 있다. 영미 철학이 상대적으로 약

큰 폭으로 증가한 셈이다. 그러나 김효명 교수의 통계 자료에 잡힌 만큼

(10대 1) 수적으로 영미 철학이 열세인 것은 아니나 여전히 전체 발표물

수에 있어서의 그 차이는 매우 크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70년대

독일 철학은 단행본 형태의 발표물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나(독일 철학은

전체 502편 중 118권, 영미 철학은 전체 187편 중 26권), 영미 철학은

문 형태의 발표물이 많았다(영미 철학은 전체 187편 중 일반 학술 논문

127편, 학위 논문 34편, 독일 철학은 전체 502편 중 일반 학술 논문 2

편, 학위 논문 105편) .
이제 이훈 교수의 같은 자료를 이용하여 1980년부터 92년까지 독일 철

학과 영미 철학의 발표물 수를 비교하여 보자.

80-92년 동안의 독일 철학의 발표물 수를 살펴보면, 철학사 전체(도

표 4-2)로는 독일 관념론이 654편, 쇼펜하우어, 키에르케고르, 니체가

131편, 19세기 독일이 33편, 현상학 164편, 실존주의 108편, 하이데거

해석학 198편, 현대 독일이 105편, 비판 이론 75편, 마르크스주의 294
편으로 독일 철학의 전체 발표물 수는 총 1762편에 달한다. 이 1762편

은 단행본이 273권, 학위 논문이 562편, 일반 학술 논문이 927편으로

6 ) 이를 좀더 세분하자면, 70년대에 단행본(도표 4-2- 1)은 실용주의 6편, 프레
러셀, 무어, 비트겐슈타인 9편, 분석철학 6편, 공리주의 5편으로 총 26편에 달
다. 70년대에 학위 논문(도표 4-2-2 )은 실용주의 15편, 프레게, 러셀, 무어,
겐슈타인 5편, 분석철학 13편, 공리주의 1편으로 총 34편에 달한다. 그리고 70
대에 일반 논문(도표 4-2-3 )은 실용주의 33편, 프레게, 러셀, 무어, 비트겐슈타
26편, 분석철학 63편, 공리주의 5편으로 총 127편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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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 있다. 7 )

80-92년 동안의 영미 철학의 발표물 수를 살펴보면, 80-92년 동안에

철학사 전체(도표 4-2 )로는 실용주의 111편, 프레게, 러셀, 무어, 비트

겐슈타인 130편, 분석철학 399편, 공리주의 20편으로 영미 철학의 전체

발표물 수는 총 660편에 달한다. 이 660편은 단행본이 84권, 학위 논문

이 213편, 일반 학술 논문이 363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8 )

이로써 80-92년 동안의 총 발표물 수는 독일 철학이 1762편임에 반해

영미 철학은 660편임을 알 수 있다. 보다 세분하자면, 단행본은 독일 철

이 273권임에 반해 영미 철학은 84권이며, 학위 논문은 독일 철학이 56

편임에 반해 영미 철학은 213편이며, 일반 학술 논문은 독일 철학이 92
편임에 반해 영미 철학은 363편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80년부터 92년까지 총 발표물 수에 있어서 독일 철학과 영미

철학간의 비율이 대략 3대 1 정도로(독일 철학 1762편, 영미 철학 660

편) 70년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함을 말해준다. 9 ) 단행본과 논문간의 발

7) 이를 좀더 세분하자면, 80-92년 동안에 단행본(도표 4-2- 1)은 독일 관념론이 6
편, 쇼펜하우어, 키에르케고르, 니체가 44편, 19세기 독일이 5편, 현상학 19편
존주의 27편, 하이데거 해석학 16편, 현대 독일이 19편, 비판 이론 11편, 마르
스주의 63편으로 총 273편에 달한다. 80-92년 동안에 학위 논문(도표 4-2-2 )은
독일 관념론이 245편, 쇼펜하우어, 키에르케고르, 니체가 27편, 19세기 독일이
편, 현상학 49편, 실존주의 26편, 하이데거 해석학 69편, 현대 독일이 37편,
이론 24편, 마르크스주의 73편으로 총 562편에 달한다. 그리고 80-92년 동안에
일반 논문(도표 4-2-3 )은 독일 관념론이 340편, 쇼펜하우어, 키에르케고르, 니
가 60편, 19세기 독일이 16편, 현상학 96편, 실존주의 55편, 하이데거 해석학
편, 현대 독일이 49편, 비판 이론 40편, 마르크스주의 158편으로 총 927편에
한다.

8 ) 이를 좀더 세분하자면, 80-92년 동안에 단행본(도표 4-2- 1)은 실용주의 10편
프레게, 러셀, 무어, 비트겐슈타인 22편, 분석철학 50편, 공리주의 2편으로 총
편에 달한다. 80-92년 동안에 학위 논문(도표 4-2-2 )은 실용주의 39편, 프레게
러셀, 무어, 비트겐슈타인 40편, 분석철학 126편, 공리주의 8편으로 총 213편
달한다. 그리고 80-92년 동안에 일반 논문(도표 4-2-3 )은 실용주의 62편, 프
게, 러셀, 무어, 비트겐슈타인 68편, 분석철학 223편, 공리주의 10편으로 총
편에 달한다.

9 ) 정확히는 2. 67대 1이다. 이것은 70년도의 2. 68대 1과 거의 같은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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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비중을 살펴보자면, 70년도 독일 철학은 단행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영미 철학은 논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었으나, 80-92년에 와

서는 독일 철학은 논문 발간 비중이 높아지고 영미 철학은 단행본 발간

비중이 높아짐으로써 단행본과 논문 발간 비율이 서로 비슷한 정도를 보

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독일 철학과의 비교 고찰을 떠나, 영미 철학이 10년을 단위로

어떻게 양적으로 발전해왔는지를 살펴보자. 우리는 이 비교를 위해서는

이훈 교수의 통계 자료를 이용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훈 교수의 통계

자료는 80년부터 92년까지 13년간을 한 단위로 묶어놓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영미 철학 분야에서 80년부터 95년까지 사이에 나온 일반

논문, 학위 논문(석사 및 박사) , 저서(학회 저서 포함) 및 번역서의 수

를 연도 별로 좀더 자세히 분류해 보았다. 10 )

10 ) 여기서는 앞서 밝힌 대로 서울대학교 철학사상 연구소가 마련한 통계 자료에 의
존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이 통계 자료에는 누락된 것이 다소
있고 또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학위 논문의 경우 우수한 것은 철학 논구 에 실
리고 있어 이중으로 통계 자료에 잡히므로 그 숫자에 있어 정확성을 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학위 논문이 그대로 철학 논구 에 실리지 않고 발췌 축약 수정
므로 학위 논문과 철학 논구 에 실린 논문을 같은 것으로 봐야 할 것이냐에 대
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 그러나 누락된 논문들을 중첩된 논문들이
쇄할 수 있다고 볼 때 전반적인 조망을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
다. 앞으로 완벽한 통계 자료의 출현을 기대해 본다.
그리고 필자의 집계에 따르면 80년부터 92년까지의 영미 철학 총 발표물의 수는
675편이며, 이것을 세분하자면, 단행본 87권(저서 34, 번역서 53 ), 학위 논문
편(석사 147, 박사 37 ), 일반 학술 논문 404편이다. 이것은 이훈 교수의 통계
치 총 발표물 660편, 단행본 84권, 학위 논문 213편, 일반 학술 논문 363편과
소한 차이가 있으나 큰 흐름을 포착하는 데는 이 정도의 차이는 무시될 수 있다
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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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1>

연도 총계 일반 논문
학위 논문

(석/ 박)
저서

(학회 저서)
번역서

1980 30 18 9(8/ 1) 3 0

1981 30 24 6(2/ 4 ) 0 0

1982 39 18 13(11/ 2 ) 5(1) 3

1983 57 34 13(11/ 2 ) 5 5

1984 56 28 24(23/ 1) 2(1) 2

1985 63 42 15(15/ 0 ) 2 4

1986 51 26 14(14/ 0 ) 2 9

1987 56 26 17(15/ 2 ) 4 9

1988 58 34 17(12/ 5) 2 5

1989 53 33 14(10/ 4 ) 0 6

총 계 493 283 142(121/ 21) 25(2 ) 43

<표 1-2>

연도 총계 일반 논문
학위 논문

(석/ 박)
저서

(학회 저서)
번역서

1990 76 54 13(10/ 3 ) 4 5

1991 51 35 13(11/ 2 ) 2(1) 1

1992 55 32 16(5/ 11) 3 4

1993 54 26 19(14/ 5) 6(1) 3

1994 88 36 37(25/ 12 ) 9(1) 6

1995 65 32 25(17/ 8 ) 3(1) 5

총계 389 215 123(82/ 41) 27(4 ) 24

<표 1- 1>에서 볼 수 있듯이 80년도 영미 철학의 총 발표물 수는 493

편이며, 이것을 좀더 세분하자면, 단행본 68권(저서 25, 번역서 43), 학

논문 142편(석사 121, 박사 21), 일반 학술 논문 283편이다. 그리고 <

1-2>에서 볼 수 있듯이 90년부터 95년까지 6년간 영미 철학의 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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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수는 389편이며, 이것을 좀더 세분하자면, 단행본 51권(저서 27, 번

역서 24 ), 학위 논문 123편(석사 82, 박사 41), 일반 학술 논문 215편

이다.

이상의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영미 철학은 전체 발표물 수가 60년대

는 57편, 70년대는 187편, 80년대는 493편, 90-95년까지 6년 동안은

389편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70년대는 60년대보다 전체 발표물 수가

대략 3배가 되었으며, 80년대도 70년대보다 대략 3배가 되어 전체 발표

물 숫자의 증가 비율이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

나 90년대는 80년대에 비해 3배의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96-99년까지의 발표물 수를 90-95년 사이의 발표물 수와 같은 정도라고

가정하여도, 그 증가는 2배를 밑돌고 있다. 따라서 90년대는 80년대에

비해 영미 철학 전체 발표물 수에 있어, 특별한 이변이 발생하지 않는

한, 대략 1. 5배, 많아야 2배의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11)

60년대에서 70년대로 옮아감에 따라 영미 철학 전체 발표물 증가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일반 학술 논문의 증가이다(60년대 25편에서

70년대 127편으로 5배 증가). 이에 반해 단행본(60년대 9권에서 70년대

26권으로 3배 증가)과 학위 논문(60년대 23편에서 70년대 34편으로 1. 5

배 증가)의 증가폭은 별로 크지 않다. 그러나 70년대에서 80년대로 옮

아감에 따라 정반대 현상이 발생한다. 이 기간에 영미 철학 전체 발표물

증가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학위 논문 특히 석사 학위 논문의 증가

이다(70년대 34편에서 80년대 142편으로 4배 증가. 142편 중 석사 학

위 논문이 121편 박사 학위 논문이 21편) . 단행본의 증가와(70년대 26
편에서 80년대 68편으로 2. 5배 증가) 일반 학술 논문의 증가는(70년대

127편에서 70년대 283편으로 2배 증가) 상대적으로 미소하다. 12 )

11) 물론 우리는 영미 철학의 전체 발표물 수가 매 10년마다 계속해서 3배씩으로 증
가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 90년대에도 대략 1. 5배 수준의 증가율을 보일 수 있
는 것은 필자의 생각으로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여겨진다.

12 ) 석사 학위 논문의 증가는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학력 수준이 학사에서 석사로 높
아지고 있다는 일반 추세와 아울러, 특히 이 시기에 석사 장교 제도가 실시되었다
는 것이 요인으로 작용한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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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에서 90년대로 옮아감에 따라 단행본, 학위 논문, 일반 학술

논문 모두 비슷한 비율로 고르게 증가한다. 그러나 특기할 만한 사항은

단행본에 있어서 저서와 번역서의 출간 비율이 거꾸로 되고(80년대는 저

서 25권 번역서 43권으로 번역서의 수효가 저서의 수효의 거의 2배가

되나 90년대 6년 동안은 저서 27권 번역서 24권으로 저서의 수효가 번

역서의 수효를 능가하고 있다) 학위 논문에서도 박사학위 논문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80년대는 석사 학위 논문 121편 박사 학위 논문

21편으로 석사 학위 논문의 수효가 박사 학위 논문의 수효의 6배가 되나

90년대 6년 동안은 석사 학위 논문 82편 박사 학위 논문 41편으로 석사

학위 논문의 수효가 박사 학위 논문의 수효의 2배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다. 13 )

또 한 가지 80-90년대에 특기할 만한 사항은 이 시기의 영미 철학 저

서 발간에 학회 특히 분석 철학회가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것이다. 이

시기 동안 학회 이름으로 영미 철학 분야의 저서가 발간된 첫 케이스는

1982년 한국철학회에서 발간한 죤 듀우이와 프라그마티즘 이며 나머지

학회 이름의 저서는 모두 분석 철학회에서 발간하였다. 그 목록을 살펴

보면, 비트겐슈타인의 이해 (제1권, 1984년) , 비트겐슈타인과 분석철

학의 전개 (제2권, 1991년), 실재론과 관념론 (제3권, 1993년) , 수

반과 형이상학 (제4권, 1994년, 김재권교수 회갑기념 논문집), 철학적

자연주의 (제5권, 1995년) , 인과와 인과이론 (제6권, 1996년), 합리

성 (제7권, 1997년 발간 예정, 최종 제목은 미정)이다. 14 )

Ⅲ. 논의된 철학자별

13 ) 저서 비중의 증가 현상과 박사 학위 논문 비중의 증가 현상은 모두 한국 영미 철
학계의 역량이 높아지고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4 ) 이것은 분석 철학계만의 현상이 아니라 철학계 일반의 현상이다. 현상학회, 해
학회, 하이데거 학회, 서양고전철학회 등도 학회 이름으로 저서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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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0년대에 영미 철학 발표물에서 다루어진 철학자들이 누구이며 얼

마나 자주 다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지금으로서

는 어려운 일이다. 아직은 제목과 더불어 발표물의 내용까지 고려하여

만들어진 통계 자료는 없기 때문이다. 제목에는 철학자의 이름이 언급되

어 있지 않으나 실제로는 한 철학자의 이론을 중점적으로 다룬 논문이

많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무법칙적 일원론에 관한 논문은 제목

에 데이빗슨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데이빗슨의 논의를 중심으로 다루어

졌을 것이며, 수반에 관한 논문이라면 제목에 김재권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아도 많은 경우 김재권의 논의를 중심으로 다루어졌을 것이다.

이와 같이 분명한 경우들은 제목만으로 어느 정도 가려낼 수 있다 하더

라도,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편법

으로 제목에 이름이나 저서가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만을 고려의

대상으로 삼았다. 물론 그러한 방식으로는 완벽한 흐름을 잡아내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그것만으로도 전반적인 흐름을 개략적으로 잡아

낼 수는 있으리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목에 철학자 이름이 둘 이상 나오는 것은 따로 괄호에 넣어

보조 자료로서 처리하였다. 실제로 이러한 것들은 두 학자의 이론들을 상

호 비교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주제를 중심으로

쓰여진 발표물로도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논의된 철학자별 발표

물 수를 도표로 만들어 살펴보자. <표 2- 1>은 3편 이상의 발표물의 제목

에 이름이나 저서가 나와 있는 철학자들을 순서대로 정리한 것이며, <표

2-2>는 3편 미만의 발표물의 제목에 이름이나 저서가 나와 있는 철학자

들을 순서대로 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80년대는 5년 단위로, 90년대는

의상 6년 단위(90-95년)로 통계를 잡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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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1>

총계(80-95년) 80-84년 85-89년 90-95년
1. 비트겐슈타인 76(12 ) 20(3 ) 27(4 ) 29(5)
2. 포퍼 30(10 ) 9(7 ) 9(1) 12(2 )
3. 듀이 26(1) 13 10 3(1)
4. 화이트헤드 25 10 6 9
5. 흄 21(2 ) 4(1) 6(1) 11
6. 러셀 17(4 ) 6(1) 8(1) 3(2 )
7. 데이빗슨 17(3 ) 2 7 8(3 )
8. 콰인 16(3 ) 3(2 ) 7 6(1)
9. 로티 10(4 ) 10(4 )

10. 프레게 10(3 ) 1 4 5(3 )
11. 퍼트남 9(3 ) 1(1) 3(1) 5(1)
12. 크립키 8(3 ) 1(1) 4 3(2 )
13. 헴펠 6(2 ) 1 1 4(2 )
14. 괴델 6(1) 2 2(1) 2
15. 록크 6 2 1 3
16. 버클리 5 1 1 3
16. 서얼 5 3 2
16. 포더 5 5
19. 쿤 4(2 ) 2(1) 2(1)
20. 무어 4 1 2 1
20. 퍼스 4 2 2
20. 굿맨 4 1 1 2
20. D. 루이스 4 4
24. 오스틴 3(1) 1(1) 2
24. 반 프라쎈 3(1) 1 2(1)
26. 라일 3 2 1
합계 327(55) 81(18 ) 109(10 ) 137(27)

<표 2- 1>에 따르면, 3편 이상의 발표물의 제목에 이름이나 저서가 나

와 있는 철학자들은 모두 26명이며, 이들이 많이 다루어진 순서대로 열거

해보면, 1위에서 5위까지가 비트겐슈타인, 포퍼, 듀이, 화이트헤드, 흄

위에서 10위까지가 러셀, 데이빗슨, 콰인, 로티, 프레게, 11위에서 15위

지가 퍼트남, 크립키, 헴펠, 괴델, 록크, 16위에서 19위까지가 버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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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 포더, 쿤, 20위에서 26위까지가 무어, 퍼스, 굿맨, 데이비드 루이

스, 오스틴, 반 프라쎈, 라일 등이다.

<표 2-2>

총계(80-95년) 80-84년 85-89년 90-95년
27. 타르스키 2(1) 1(1) 1
27. 라우든 2(1) 1 1(1)
27. 골드만 2(1) 2(1)
30. 제임스, C. I . 루이

폰 라이트, 2 2

30. 김재권, 카르납 2 1 1
30. 라카토스 2 2
30. 에이어, 타르스키 2 1 1
30. 라이헨바하, 봉쥬르, 파

이어아벤트
2 2

40. 스트로슨, 헤어 1(2 ) 1(2 )
40. 더미트 1(2 ) 1(1) (1)
43. 촘스키 1(1) (1) 1
43. 레셔 1(1) (1) 1
45. 스마트, 브로드, 윈치

수페스
1 1

45. 슈메이커, 미드, 애커맨 1 1
45. 바스카, 밀리칸, 파핏

베이컨, 처치랜드, 레
러, 콜린즈, 붕게, 맥키
앤스콤, 게티어

1 1

63. 칸트 (12 ) (5) (4 ) (3 )
64. 위긴스 (2 ) (1) (1)
65. 스멀리언, 프라이어, 암

스트롱, 푸트, 워녹,
인슈타인

(1) (1)

65. 기치, 스피노자, 처치 (1) (1)
65. 후설, 하버마스, 콜링우

드, 튜링, 가다머, 키
르케고르, 셀라스, 장자

(1) (1 )

합 계 49(42 ) 15(19 ) 9(10 ) 25(13 )
총 합 계 376(97) 96(37) 118(20 ) 16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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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표 2- 1>과 <표 2-2>에 따르면, 80-90년대 영미 철학 발표물

에서 다루어진 철학자들의 총 수는 81명임을 알 수 있다. 이 중 영미

철학자와의 상호 비교를 위해 다루어진 칸트, 스피노자, 하버마스, 가다

머, 키에르케고르, 장자 등 비영미 철학자 6명을 빼면 총 75명의 영미

철학자들이 이 시기에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60년대의 7명,

70년대의 15명과 비교하여 본다면 영미 철학 연구가 점차 다양화되고 있

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위 도표를 통해 60-70년대와 비교하여 드러나는 몇 가지 특징들을 살

펴보자. 우선 비트겐슈타인, 듀이, 화이트헤드, 러셀 등은 60-70년대에

어서 80-90년대에도 계속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철학자들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비트겐슈타인 연구는 60- 70년대에 이어 80-90년대에도 계속

해서(제2위와 더블 스코어가 넘게 차이를 벌이면서) 제1위를 달리고 있어

한국에서의 비트겐슈타인 연구 열풍을 실감할 수 있다. 그러나 듀이와 제

임스를 중심으로한 실용주의 연구 열풍은 점차 퇴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비록 듀이 연구가 80-90년대에도 총 26편으로 3위를 차지하고 있기

는 하나, 해를 거듭할수록 점차 그 숫자가 줄어 90년대에는 3편만이 발표

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제임스 연구도 70년대에는 3편이던 것이 80년대

전반기에 단 2편이 있을 뿐 80년대 후반기와 90년대에는 전혀 발표물이

없어 <표 2- 1>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표 2-2>에 들어가 있다. 60년대

와 70년대에 각 1편씩의 논문이 발표되었던 퍼스에 대한 연구도 80-90년

대에 들어 총 4편의 논문이 발표되어 60- 70년대보다는 늘어났지만 상대

적으로 빈약한 편이다.
이에 반해, 흄, 로크, 버클리를 중심으로 한 영국 경험론 연구는 80-

년대에 들어 그 동안의 침묵을 깨고 갑작스런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

60-70년대에는 전혀 연구 발표물이 없던 영국 경험론이 해가 지남에 따

라 점차 그 발표물 숫자가 늘어나 80-90년대에는 이들 영국 경험론자 3

명 모두가 상위권에 올라 있다. 80-90년대 전체로 흄 연구는 21편으로

위, 록크 연구는 6편으로 14위, 버클리 연구는 5편으로 16위를 차지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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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가지 언급해야 할 사항은 러셀과 더불어 영미 분석 철학의 시조

라 할 수 있는 무어에 대한 연구가 이 시기에 무척 빈약하다는 사실이

다. 70년대만 해도 6편의 발표물로 3위를 차지하고 있던 무어 연구가

80-90년대에 들어와서는 모두 4편만이 발표되어 20위로 뚝 떨어졌다. 15 )

이에 반해서 프레게의 연구는 점차 활성화되어가고 있다. 70년대에는 단

1편이던 것이 80년대와 90년대에 각각 5편으로 늘어나 종합 10위를

차지하고 있다.

70년대에 들어 첫 선을 보였던 포퍼, 콰인, 오스틴, 쿤 등의 철학자

중, 포퍼와 콰인은 80-9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활발한 연구가 수

행된다. 특히 발표물 수가 30(10 )편으로 종합 2위에 오른 포퍼에 대한

구 열풍은 괄목할 만하다. 이에 반해 오스틴과 쿤에 대한 연구 발표물은

각각 3(1), 4(2 )편으로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편이다. 또 70년대에

전혀 철학 발표물에서 다루어지지 않다가 80년대부터 새롭게 연구되기 시

작한 철학자들로는 데이빗슨, 퍼트남, 크립키, 헴펠, 괴델, 서얼, 굿맨

프라쎈, 라일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80년대까지도 전혀 다루어지지 않다가 90년대에 들어와서야 새

로이 부각된 철학자로는 로티, 포더, 데이비드 루이스 등을 꼽을 수 있다

90년대 들어 로티의 부각은 로티 전문 학자의 외국 유학후 귀국과 포스트

모던 사조의 열기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포더의 부

상은 영미 철학 내의 인지과학에 대한 연구가 서서히 관심을 끌기 시작하

고 있음을 반영해 주고 있다. 데이비드 루이스 연구는 양상 논리학에 관

심을 가진 젊은 철학자들이 새롭게 등장한 결과이다.
이제 <표 2- 1>에 나와 있는 26명의 철학자 각각에 대해 국내에서 누

구에 의해 어떤 연구(분야 또는 주제)가 어떤 방식(저서/ 번역서/ 학위 논

문/ 일반 논문)으로 80-90년대에 수행되었는지 하나씩 살펴보자. 비트겐

슈타인에 관한 저서는 송현주의 비트겐슈타인의 <청색책> 연구 (1982),

15) 만일 윤리학에 관한 통계 자료들이 여기에 더해진다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것은 무어의 경우에는 윤리학적 논의들에 관한 국내 연구 발표물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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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식의 비트겐슈타인과 분석철학 (1983), 분석철학회의 비트겐슈타

인의 이해 (1984 )와 비트겐슈타인과 분석철학의 전개 (1991) 등 4권이

나와 있다. 60- 70년대에는 비트겐슈타인에 관한 저서가 나오지 않았으므

로 이 중 송현주의 저서는 비트겐슈타인에 관한 국내 첫 저서가 될 것이

다. 그리고 비트겐슈타인의 저서를 번역한 1차 문헌 번역서로는 박영식,

최세만의 논리철학논고 (1985), 이영철의 확실성에 관하여 (1990 )와

철학적 탐구 (1994 )가 있으며, 비트겐슈타인에 관한 저서를 번역한 2

차 문헌 번역서로는 황경식, 이운형의 비트겐슈타인의 철학 (판 지음,

1983, 1989), 박영식의 비트겐슈타인의 철학 (핏처 지음, 1987), 신

상형의 비트겐슈타인의 종교철학 (허드슨 지음, 1990 ) 등 3권이 있다.
그리고 박사학위 논문은 90년대가 되어서 5편이 나오는데, 그것들은 이

건표의 비트겐슈타인의 철학- 사밀 언어와 마음 (1992, 연세대) , 최세

만의 비트겐슈타인의 보여줌의 이설 과 철학 (1992, 연세대) , 선혜영

의 비트겐슈타인에 있어서 유아론과 사밀 언어 불가능성 논증에 관한

고찰 (1993, 동국대) , 박우현의 Wi t t gens t e in의 Tr act at us에 관한

연구: 명제와 진리 함수를 중심으로 (1994, 동국대), 양성만의

Wi t t gens t e in의 언어 사용론 연구 (1995, 고려대) 등이다. 석사 학위

논문은 모두 25(3)편이 여러 대학들에서 고르게 나온다. 16 ) 일반 논문으

로는 엄정식의 5(1)편을 제외하고는 29명의 학자가 모두 1-2편씩의 논

문을 발표하였다. 17 ) 따라서 80-90년대에 들어 가장 활발히 비트겐슈타

인에 대해 연구 발표한 학자는 저서와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한 엄정식

16 ) 학교별로 보면, 고려대 5편, 이화여대, 부산대, 서울대, 연세대가 각 3편, 전북
2편, 그리고 동국대, 건국대, 숭전대, 경북대, 외국어대, 인하대, 영남대, 한
서강대가 각 1편이다.

17) 이들 29명은 다음과 같다: 이재훈, 최흥순, 박영식, 신중섭이 각 2편, 이승
1(2 )편, 신상형이 1(1)편, 이훈, 황필호, 선우남, 김영배, 박혜현, 조용현,
심의식, 양승렬, 이장국, 정경길, 최세만, 이명숙, 박우현, 김영수, 정대현,
이 각 1편, 이영철이 (2 )편, 송현주, 김용정, 신오현, 박홍렬, 김영진이 각 (
비트겐슈타인과 비교하여 논의된 학자로는 포퍼, 칸트, 러셀, 스피노자, 헤르
튜링, 데이빗슨, 콰인, 오스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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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비트겐슈타인의 철학과 관련하여 어떤 분야의 주제들이 다루어졌

는지 살펴보자. 우선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것은 논리적 원자론을 중심으

로 하는 논리철학/ 존재론의 발표물들과 의미 언어 이론을 중심으로 하는

언어철학의 발표물들로 대략 20여 편의 논문들이 각각 발표되었다. 그 다

음은 비트겐슈타인의 철학관에 관한 논문들이 10편 정도 그리고 그의 신

비주의적 경향에 관한 논문들이 5편 정도 눈에 띈다. 그 다음 그의 가치

론, 심리철학, 인식론, 과학관, 종교관에 관한 논문들이 각각 2-3편 정

씩 눈에 띈다.

포퍼에 관한 저서는 신중섭의 포퍼와 현대의 과학철학 (1992 )과 조

용현의 칼 포퍼의 과학철학 (1992 ) 등 2권이 나와 있으며, 번역서는

이명현의 칼 포퍼: 그의 철학과 사회철학 (브라이언 매기 지음, 1982)

이 나와 있다. 그리고 박사학위 논문은 이한구의 K. Popper 의 역사주

의 비판 에 관한 연구- 역사적 설명과 해석의 논리를 중심으로-

(1981, 서울대)를 필두로 이재훈의 심신 상호작용론에 관한 연구- 포

퍼의 세계 3 이론을 중심으로 (1989, 전북대), 조용현 포퍼에 있어서

과학적 지식의 성격과 그 인식론적 기초 (1991, 부산대) , 정보왕의 역

사 설명의 논리 연구: 포퍼, 헴펠의 가설-연역 논리 대 콜링우드의 문답

논리 (1994, 연세대), 진성배의 포퍼의 확률과 양자이론에 대한 인식

론적 기초 (1994, 성균관대)의 4(1)편이 나와 있다. 석사 학위 논문은

모두 12(1)편이 여러 대학들에서 고르게 나온다. 18 ) 일반 논문은 엄정식

과 박은진이 2편, 김위성이 (2 )편을 발표하였고, 정대현, 신중섭, 이한

구, 김효명, 홍창성, 권오상, 이재훈 등이 1편, 전응주가 (1)편을 발표

하여, 모두 11명의 학자가 포퍼에 관한 1-2편씩의 논문을 발표하였

다. 19 ) 80-90년대에 포퍼에 관한 연구 발표물들을 두드러지게 많이 발표

한 학자는 눈에 띄지 않는다. 20 )

18 ) 학교별로 보면, 연세대 4편, 고려대 3편, 부산대 2편, 이화여대, 성균관대, 전
외국어대, 영남대가 각 1편이다.

19 ) 포퍼와 비교하여 다루어진 철학자들로는 흄, 칸트, 쿤, 헴펠, 콜링우드 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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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포퍼의 철학과 관련하여 어떤 분야의 주제들이 다루어졌는지 살

펴보자. 우선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것은 과학적 합리성과 양자이론 해석

을 중심으로 하는 과학철학의 발표물들과 역사 설명과 해석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철학의 발표물들로 대략 10편 안팎의 논문들이 각각 발표되었

다. 그 다음은 포퍼의 심리철학에 관한 논문들이 4편 정도 그리고 그의

언어와 형이상학에 관한 논문들이 1-3편 정도씩 눈에 띈다.

듀이에 관한 저서는 한국철학회의 죤 듀우이와 프라그마티즘 (1982 )

이 있으며, 듀이 저서를 번역한 1차 문헌 번역서는 신득렬의 경험과 자

연 (1982 )이 나와 있고 듀이에 관한 저서를 번역한 2차 문헌 번역서는

박영환의 죤 듀이의 재고찰 (피터스 지음, 1986)이 나와 있다. 그리고

박사학위 논문은 김상원의 J . Dewey의 가치론에 있어서의 개재성에 관

한 연구 (1981, 충남대) , 오병문의 J . Dewey 철학에 있어서의 경험에

관한 연구 (1984, 동국대) , 권선영의 John Dewey에 있어서 행위에 관

한 연구 (1988, 부산대), 이장호의 듀이의 도구주의에 있어서의 상호

작용 원리에 관한 연구 (1988, 충남대), 정건영의 John Dewey의 교육

적 경험의 원리에 대한 연구 (1989, 성균관대)의 5편이 나와 있다. 석

사 학위 논문은 모두 3편이 나온다. 21) 일반 논문은 곽철규가 4편으로

가장 많이 발표하였고, 박영환, 조성술, 권선영이 각 2편, 정기영, 박

한영, 김병준, 이선숙, 정순복이 각 1편, 노양진이 (1)편을 발표하여,

모두 10명의 학자가 1-4편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따라서 80-90년대에

듀이에 대한 연구 발표를 가장 활발히 한 학자로는 곽철규를 꼽을 수 있

을 것이다. 22 )

듀이의 철학과 관련하여 우선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것은 경험의 문제를

20 ) 그러나 그 중에서도 몇 명을 꼽는다면, 국내에서 포퍼로 박사학위를 하고 그것
정리해 저서를 낸 이한구와 역시 저서를 낸 신중섭, 그리고 독일에서 포퍼로 박사
학위를 받은 박은진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21) 학교별로 보면, 건국대 1편, 동국대 2편이다.
22 ) 80-90년대 시기와 일반 논문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듀이에 관한 전체 발표물을

살펴보면, 곽철규(7편), 권선영(6편), 조성술(5편) 등이 듀이에 관한 많은 발
들을 내놓고 있다. 그리고 박철주는 실용주의에 대한 저술을 11편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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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하는 인식론의 발표물들로 듀이 전체 발표물 26(1)편 중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은 교육철학, 가치론, 탐구 방법론에 관

한 논문들이 각각 3편 정도씩 눈에 띈다.

화이트헤드에 관한 저서는 없고, 번역서만 2권이 나와 있다. 두 권

모두 화이트헤드 저서의 번역서로 오영환의 과학과 근대 세계 (1989)와

정연홍의 상징작용: 그 의미와 효과 (1989 )가 그것이다. 그리고 박사

학위 논문은 안형관의 A. N. Whi t ehead의 지각론에 관한 연구 (1980,

영남대), 김은용의 Whi t ehead의 신관에 관한 연구- <과정과 실재>를

중심으로- (1982, 충남대) , 정연홍의 A. N. Whi t ehead의 존재론에 관

한 연구 (1982, 영남대) , 문창옥의 화이트헤드의 과정 철학과 명제 이

론 (1994, 연세대) 등 4편이 나와 있다. 석사 학위 논문은 모두 5편이

나온다. 23 ) 일반 논문은 정연홍이 10편으로 가장 많이 발표하였고, 김은

용이 2편, 문정복, 안형관이 각 1편씩을 발표하였다. 24 ) 화이트헤드의

철학은 대부분이 신, 존재자, 사변철학 등을 중심으로 하는 형이상학의

발표물들이며, 정연홍에 의해 지각에 대한 논문이 4편 발표된다. 80-90

년대 화이트헤드의 연구 발표를 주도한 학자로는 주저 없이 정연홍을 꼽

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번역서, 박사학위 논문, 일반 논문 등 모두

12편을 발표하여, 화이트헤드 발표물의 거의 반을 혼자서 감당해 내었

다.

흄에 관한 저서는 없고, 번역서는 서정선의 흄의 철학 (에이어 저,

1987) 1권만 나와 있다. 박사학위 논문도 정병훈의 흄의 귀납적 추론

의 문제와 뉴턴의 실험적 방법에 관한 연구 (1992, 연세대) 1편만이 나

와 있다. 이에 반해 석사학위 논문은 무려 10편이 여러 대학에서 고르게

나와 80-90년대 전체 흄 발표물의 거의 반을 차지한다. 25 ) 일반 논문으

23 ) 학교별로 보면, 숭전대, 연세대, 충남대 각 1편, 효성여대 2편이다.
24 ) 80-90년대 시기와 일반 논문으로 국한시키지 않으면 안형관도 화이트헤드에 관

한 발표물을 6편 내놓고 있다.
25) 학교별로 보면, 이화여대, 건국대, 영남대, 고려대, 경북대, 한양대가 각 1편,

대, 서울대가 각 2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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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정기영, 김동식, 김영례, 양선이, 윤용택, 탁석산이 각 1편, 김효

명, 최희봉이 각 2편씩을 발표하였다. 흄의 철학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연구 발표된 주제는 인과론으로 10편이 발표되었으며, 자연주의가 3편,

귀납이 2편, 경험론 일반이 2편, 그밖에 지각과 상상력, 자아 동일성에

관한 논문이 각 1편씩 발표되었다. 80-90년대 흄 연구 발표의 활성화에

가장 기여한 학자는 역시 김효명일 것이다. 미국에서 흄 연구로 박사학

위를 받은 그는 자신이 흄에 관한 논문을 여러 편 썼을 뿐만 아니라, 서

울대와 한양대에서 여러 명의 흄 학자를 길러내었다.

러셀에 관한 저서는 없고, 번역서는 6권이 나와 있으나, 4권은 러셀

의 같은 저서를 번역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3종류의 번역서가 나와 있는

셈이다. 양병탁, 정봉화의 러셀 선집(제1-6권) (1983 ), 유석태의 도

그마티즘의 성장: 지적 쓰레기의 개관 (1988 ), 권오석(1989 ), 박영태

(1989), 서경요(1990), 황문수(1994 )의 철학이란 무엇인가 가 그것이

다. 26 ) 박사학위 논문은 나온 것이 없고, 석사학위 논문은 9편이 나와

80-90년대 전체 러셀 발표물의 거의 반을 차지한다. 27 ) 일반 논문으로는

김춘태, 문정복이 각 2편, 엄정식, 최일운이 각 1편씩을 발표하였다.
러셀 연구 발표물들의 주제는 논리적 원자론에 관한 것이 4편, 기술이론

에 관한 것이 3편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지칭을 중심으로 하는 언어

철학, 감각자료 이론을 비롯한 인식론에 관한 것이 각 2편, 분석철학 일

반과 역설에 관한 것이 각 1편씩 나와 있다. 80-90년대에 러셀 연구 발

표를 두드러지게 많이 한 학자는 보이지 않는다. 28 )

26 ) 박영태의 번역서 제목은 철학의 문제들 로 원저의 제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
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같은 책에 대한 많은 번역서가 나오는 것은 결코 나쁜
이 아니라고 여겨진다. 번역자마다 다른 관점을 취해 번역을 할 수 있기 때문이
다. 그러나 번역이 되었으면 좋을 다른 저서들도 많은 상태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
철학계 전체로 보아서는 지적인 낭비로 여겨질 수도 있을 듯싶다.

27) 학교별로 보면, 이화여대, 연세대, 서강대, 전남대, 서울대, 충남대가 각 1편,
대가 3편으로 영남대에서 러셀에 관한 석사학위 소지자를 많이 배출하였다.

28 ) 그러나 1명을 꼽는다면 김춘태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김춘태는 러셀에 관한
표물을 모두 5편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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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빗슨에 관한 저서와 역서 모두 없고 박사학위 논문은 1(1)편이

나왔다. 이영철의 도날드 데이빗슨의 원초적 해석론 연구 (1989, 서울

대)와 원만희의 실질적 진리관 연구: Davi dson과 Put nam을 중심으로

(1994, 성균관대)가 그것이다. 석사학위 논문은 7편이 나왔는데 모두

서울대, 성균관대, 이화여대의 3대학에서만 연구 발표물이 나왔다. 29 )

일반 논문으로는 이영철과 김선희가 각 2편, 김광수, 백도형, 양보현,

이봉재, 노양진이 각 1편, 이승종이 (1)편을 썼다. 데이빗슨 연구 발표

물들의 주제로는 의미/ 진리 이론이 9편으로 거의 반을 차지하고, 그밖에

심신 이론, 행위 이론이 각 4편, 사건 이론이 1편 발표되었다. 데이빗

슨 연구 발표 활성화는 이영철의 공헌이 크다. 이영철은 데이빗슨에 관

한 논문을 처음으로 국내에 발표 소개하였고, 석사와 박사를 모두 데이

빗슨에 관해 썼고, 진리와 해석 이라는 데이빗슨 관련 저서를 발간하였

다.

콰인에 관한 저서로는 김영남의 콰인의 자연주의 인식론 (1994 )이

나와 있고, 번역서로는 이윤일의 콰인과 분석철학 (로마노스 지음,

1995)이 나와 있다. 박사학위 논문은 김영남의 W. V. 콰인의 자연주의

인식론 연구 (1992, 고려대) 1편이 발표되었고, 석사학위 논문은 6편이

발표되었다. 30 ) 일반 논문으로는 이병욱, 전혜성, 김영남, 김혜숙, 민찬

홍, 정성호, 이한홍이 각 1편, 여훈근이 (1)편을 발표하였다. 콰인 연

구 발표물들의 분야로는 양상논리, 본질주의, 유명론, 존재론, 논리학의

기초 문제 등을 다룬 논리철학 분야의 발표물들이 7편, 분석/ 종합판단,

번역 불확정성, 대상 지칭론 등을 다룬 언어철학 분야의 발표물들이 4
편, 전체론, 자연주의 인식론 등을 다룬 인식론의 발표물들이 4편 나와

있다. 콰인 연구에 있어 김영남은 석사논문을 콰인의 존재론에 관해, 일

반 논문을 콰인의 전체론에 관해, 박사논문과 저서를 자연주의 인식론에

관해 씀으로써 80-90년대에 콰인에 관한 연구 발표를 가장 폭넓고 활발

29 ) 학교별로는 이화여대 2편, 서울대 3편, 성균관대 2편이다.
30 ) 대학별로는 이화여대, 고려대, 인하대, 연세대, 서울대, 서강대에서 각 1편씩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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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한 학자로 꼽힐 수 있을 것이다.

로티에 관한 저서로는 김동식의 로티의 신실용주의 (1994 )가 나와

있고, 번역서는 나와있는 것이 없다. 박사학위 논문은 이유선의 인식론

비판과 진리의 문제: R. 로티와 H. G. 가다머를 중심으로 (1992, 고려

대) (1)편이 발표되었고, 석사학위 논문은 3편이 발표되었다. 31 ) 일반

논문으로는 김동식이 3편, 김혜숙, 엄정식, 신중섭, 이유선이 각 1편,

이광세가 (1)편을 발표하였다. 로티 연구 발표물들의 주제로는 신실용주

의가 4편, 인식론 비판이 3편, 언어관과 철학관을 다룬 발표물들이 각 1

편씩 나와 있다. 로티 연구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김동식은 저서

와 일반 논문 등을 가장 많이 발표하여 로티에 관한 연구 발표를 가장

폭넓고 활발히 한 학자로 꼽힐 수 있을 것이다.

프레게에 관한 저서나 번역서는 발간된 것이 없다. 박사학위 논문도

없으며, 석사학위 논문은 3편이 나와 있다. 32 ) 일반 논문으로는 송현주,

석봉래, 장재덕, 김영진, 심철호, 하종호, 박만엽이 각 1편, 한정선이

(1)편을 발표하였다. 프레게 연구 발표물들의 분야로는 논리/ 수리철학을

다룬 발표물들이 7편, 지시를 중심으로한 언어철학 발표물들이 3편 나온

다.

퍼트남에 관한 저서는 없고, 번역서는 김효명의 이성, 진리, 역사

(1987)와 김영정의 표상과 실재 (1992) 2권이 있다. 박사학위 논문은

없으며, 석사학위 논문은 2편이 있다. 33 ) 일반 논문으로는 이병욱과 이

윤일이 각 1(1)편을, 이종권, 이영철, 서정선, 안세권, 노양진이 각 1

편씩을 발표하였다. 퍼트남 연구 발표물들의 주제로는 내재적 실재론에

관한 발표물들과 진리/ 지시/ 의미에 관한 발표물들이 각각 5편이 있고,

그밖에 심신문제, 논리학에 관한 발표물이 각 1편씩이 있다.

31) 대학별로는 서울대, 부산대, 숭실대에서 각 1편씩 나왔다. 특히 로티의 경우는
른 철학자와 비교한 논문이 다수 있다. 비교 논의된 철학자로는 하버마스, 가다머
장자 등이 있다.

32 ) 대학별로는 서강대, 고려대, 중앙대가 각 1편씩이다.
33 ) 대학별로는 경북대와 고려대가 각 1편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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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키에 관한 저서는 없고 번역서는 정대현, 김영주의 이름과 필연

(1986년) 1권이 있다. 박사학위 논문은 이문성의 크립키의 지칭론에

관한 연구 (1993, 전북대) 1편이 있으며, 석사학위 논문은 2편이 있

다. 34 ) 일반 논문으로는 김광수, 김영정, 이지애, 정대현, 남기창이 각

1편씩을 발표하였다. 크립키 연구 발표물들의 주제로는 인과적 지칭론에

관한 발표물들이 4편으로 가장 많고, 심신 동일성 비판이 3편, 진리론이 1

편 나와 있다.

헴펠에 관한 저서나 번역서는 없다. 박사학위 논문은 정영기의

Hempel 의 행위 설명 이론에 대한 비단조 논리적 비판 (1995, 고려대) 1

편이 있으며, 석사 학위 논문은 2편이 나와 있다. 35 ) 일반 논문으로는

정보주, 정영기, 안건훈이 각 1편, 김유신이 (1)편을 발표하였다. 헴펠

연구 발표물들은 모두 그의 설명 이론에 관한 것이다.

괴델에 관한 저서나 번역서는 없다. 박사학위 논문은 없으며, 석사학

논문은 서울대에서만 2편이 나와 있다. 일반 논문은 이종권 3편, 김상문

편, 김영정 (1)편이 있다. 주제는 모두 괴델 정리에 관한 것이다. 괴델

구를 비롯한 수리논리학 분야에서 이종권의 기여는 매우 크다. 이종권은

석사, 박사학위를 모두 수리논리학으로 하였으며, 이 분야의 논문도 제

많이 발표하였다.

로크에 관한 저서나 번역서는 없다. 박사학위 논문도 없으며, 석사학

위 논문은 3편이 나왔다. 36 ) 일반 논문은 이재만, 이재영, 김효명, 양선

숙이 각각 1편씩 발표하였다. 주제는 영국 경험론 일반, 자아동일성, 관

념과 지각, 보편, 인과적 힘, 실체 등이 각 1편씩으로 다양하게 다루어

졌다.

버클리에 관한 저서는 없으나 번역서는 김기현의 버클리 (엄슨 지음

1986 ) 1권이 있다. 박사학위 논문은 없고 석사학위 논문은 고려대에서

편이 있다. 일반 논문은 정병훈, 이재영 염수균, 이재영이 각 1편씩 발

34 ) 대학별로는 고려대, 서울대 각 1편씩이다.
35) 대학별로는 동국대와 동아대가 각 1편씩이다.
36 ) 대학별로는 경북대, 연세대, 서울대가 각 1편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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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주제는 마음, 추상관념, 과학철학, 과학과 형이상학의 구획설정

이 각 1편씩 다루어졌다.

서얼에 관한 저서는 없으며, 번역서는 이건원의 언화행위 (1987) 1권

이 있다. 박사학위 논문은 없으며, 석사학위 논문은 고려대와 서울대에서

각 1편씩 2편이 있다. 일반 논문은 여명숙과 최훈이 각 1편씩 발표하였다

주제는 일상언어철학이 3편, 인공지능 비판이 2편 나와 있다.

포더에 관한 저서나 번역서는 없다. 박사학위 논문은 이한구의

Fodor의 표상주의에 있어 마음의 인과성 문제: 심적 표상의 지향성과

인과성에 대한 물리주의적 접근과 그 한계 (1994, 동국대) 1편이 있으

며, 석사학위 논문은 3편이 나온다. 37 ) 일반 논문은 석봉래의 1편이 있

다. 주제는 좁은 내용, 계산주의, 심성 실재론, 마음의 인과성, 연결주

의 등이 각 1편씩으로 다양하나 이것들은 모두 심리철학/ 인지과학 분야

에 속한다.

쿤에 관한 저서나 번역서는 없다. 38 ) 박사학위 논문은 없고 석사학위

논문만 서울대에서 1편 나왔다. 일반 논문으로 정병훈이 2편, 김영식이

1편을 발표하였다. 주제는 모두 쿤의 과학관 내지 과학의 합리성 문제이

다.

무어에 관한 저서나 번역서는 없으며, 박사학위 논문은 장현오의 G.

E. 무어의 인식론에 관한 연구 (1989, 영남대) 1편이 있고, 석사학위

논문은 없다. 일반 논문으로는 문정복 1편, 장현오 2편이 있다. 39 ) 주제

는 보편자, 철학적 방법론, 인식론 일반, 감각 자료에 관한 발표물이 각 1

편씩 있다.
퍼스에 관한 저서나 번역서는 없으며, 박사학위 논문은 민병위의 퍼어

스의 기호해석학 (1995, 성균관대) 1편이 있고, 석사학위 논문은 연세대

37) 학교별로는 이화여대, 서강대, 서울대 각 1편씩이다.
38 ) 실제로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 는 번역서가 두 종류가 나와 있다. 그러나 번역

가 모두 철학자가 아니어서인지,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통계 자료에는 잡혀
있지가 않다.

39 ) 장현오는 무어에 관해 통산 6편의 발표물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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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에서 각 1편씩 2편이 나와 있다. 일반 논문은 민병위의 1편이 있

다. 주제는 과학적 방법, 의미론, 과학관, 기호해석학이 각 1편씩 나와

있다.

굿맨에 관한 저서나 번역서는 없으며, 박사학위 논문은 없고 석사학위

논문만 이화여대와 한양대에서 각 1편씩 2편이 나와있다. 일반 논문은 황

유경, 이명숙이 각 1편씩 발표하였다. 주제는 귀납의 역설에 관한 논문

3편이고, 상대주의에 관한 논문이 1편이다.

데이비드 루이스에 관한 저서나 번역서는 없으며, 박사학위는 김영배의

D. 루이스의 양상 실재론 옹호 (1994, 서울대) 1편이 있고, 석사학위

서울대에서 1편이 나온다. 일반 논문은 김영배와 선우환이 각 1편을 발표

하였다. 주제는 모두 양상 실재론에 관한 것이다.

오스틴에 관한 저서나 번역서는 없으며, 박사학위 논문은 없고 석사학

위 논문만 서강대와 인하대에서 각 1편씩 2편이 나온다. 일반 논문은 신

계성이 1편, 김영진이 (1)편을 발표하였다. 주제는 발화행위, 지각 언

가치 판단 등 모두 일상언어 철학에 관한 것이다.

반 프라쎈에 관한 저서나 번역서는 없으며, 박사학위 논문은 이봉재의

과학적 실재론의 새로운 모색: 반 프라쎈의 경험론을 넘어서 (1993,

울대) 1편이 있고 석사학위 논문은 고려대에서 나온 1편이 있다. 일반 논

문은 이상욱의 1편이 있다. 주제는 모두 과학적 실재론에 관한 것이다.

라일에 관한 저서나 번역서는 없으며, 박사학위 논문은 이대희의 G

Ryle의 마음의 철학에 관한 연구 (1990, 영남대) 1편이 있고, 석사학

논문은 영남대 1편이 있다. 일반 논문도 이대희의 1편이 있다. 실제로

사논문도 이대희가 쓴 것이므로, 라일에 관한 모든 발표물은 이대희에 의

해서 나온 것이다. 주제는 철학관이 1편, 마음에 관한 것이 2편이다.

끝으로, 위의 <표 2-2>에서 볼 수 있듯이 칸트는 독자적인 논문은 아

니나, 다른 영미 철학자들과 비교를 위해서 12편에서나 다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영미 철학 내에서의 칸트의 위상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다. 칸

트는 영미 철학 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연구 대상의 철학자로서 여전히

대접을 받고 있음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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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표 2-2>에 따르면, 80-90년대에 발표된 전체 총 882편 중에

서 376(97)편이 제목에 철학자 이름이나 저서를 명시적으로 넣어 철학

자를 중심으로 한 연구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괄호 속에 들어있는 97편

의 논문에는 2명 이상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경우이므로, 이것을 감안하

면 약 420편 정도의 논문이 제목에 철학자 이름이나 저서를 넣어 철학자

중심의 연구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셈이다. 그 중 80년대에

는 총 493편 중에서 214(57)편의 제목에 철학자 이름이나 저서가 들어

가 있으며, 90년대에는 총 389편 중에서 162(40 )편의 제목에 철학자 이

름이나 저서가 들어가 있다. 이것은 대략 반 정도에 해당하는 발표물이

철학자 중심의 발표물인 셈으로 철학자 중심의 발표물과 주제 중심의 발

표물이 균형있게 분포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40 )

Ⅳ. 분야, 주제 및 사조별 분석

영미 철학은 그 안에서 여러 분야로 나누어질 수 있다. 80-90년대 영

미 철학을 수용하면서 어떤 분야를 특히 집중적으로 수용하였을까? 아니

면 여러 분야를 고루 수용하였을까? 이것에 답하기 위해서 필자는 분야별

시기별 통계 분류표를 만들어 보려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통계 분류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영미 철학의 분야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것이 먼저

결정이 되어야 한다. 필자는 다음과 같이 분야를 16개 항목으로 나누어

보았다: (1) 철학 일반/ 한 개인 철학자의 전반적인 철학관, (2 ) 분석철

일반, (3 ) 언어철학 언어분석철학, (4 ) 논리철학(존재론) , (5) 과학철

(6 ) 심리철학 인지과학, (7 ) 수리철학 수리논리학, (8 ) 논리학 메타

40 ) 처음에는 한 철학자의 이론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편리한 점이 있다.
에 따라 논문도 한 철학자의 이론을 중심으로 다루는 편이 편하다. 그러나 그것은
한 철학자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 안에만 머무르다 끝날 수 있다면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주제 중심의 논의가 많이 나오는 것도 학문 발전에 있어
중요한 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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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학, (9 ) 형이상학(존재론), (10 ) 인식론, (11) 가치론 윤리학,

(12) 실용주의/ 신실용주의, (13 ) 사회철학, (14 ) 역사철학, (15) 문화

철학, 그리고 (16) 종교철학. 여기에 (17) 기타 항목 하나를 더해 모두

17가지로 분류해 보았다. 여기서 (1) 철학 일반/ 한 개인 철학자의 전반

적인 철학관, (2 ) 분석철학 일반, 그리고 (12 ) 실용주의/ 신실용주의 항

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을 일반적으로 영미 철학의 분야로 간주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실제로 (1) 철학 일반/ 개인 철학관과 (2 )

분석철학 일반 항목은 (기타로 처리하면 되므로) 꼭 필요한 것은 아니나

발표물의 성격상 이러한 항목을 설정하여 분류하는 것이 독자들의 이해

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편의상 잡아본 것이다. 철학 일반에 속하는 것

은 예를 들어 러셀의 철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저서와 같은 것이며, 한

개인 철학자의 전반적 철학관에 속하는 것은 라일의 철학관 이나 흄의

철학 과 같은 발표물이다. 그리고 어느 특정한 한 분야에 관한 것이 아

니라 여러 분야에 걸쳐 있거나 분석철학 전반을 포괄하는 개관적인 발표

물은 분석철학 일반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12 ) 실용주의/ 신실용주의 항목은 여타 항목들과는 성격이 좀 다르다

실용주의는 기타로 처리할 수 있는 성격의 항목도 아니며, 또 어떤 분야

라기보다는 하나의 사조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

제로 실용주의는 인식론, 교육철학, 가치론 및 윤리학을 중심으로 여러

야를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실용주의에 해당하는 발표물들을 이러한 분

야들로 재분류하여 검토하여야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분

류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현재 실용주의에 대해 갖고있는 이해 방식과는

좀 거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영미철학은 어떤 의미에서 영국과 오스트

리아 등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와 꽃핀 분석철학과 미국에서 자생한 실

용주의 둘로 크게 나눌 수도 있기 때문이다. 비록 이 둘을 결합시킨 형태

의 이론들이 대두되기도 하지만, 이 둘을 융합시켜 단일한 분류체계 하에

포섭시키기에는 아직도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필자는 이번

논문에서는 그냥 실용주의/ 신실용주의 항목을 따로이 설정하였다.
가급적 모든 발표물을 특정한 한 분야로 분류하도록 노력하였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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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로 상이한 분야에 속하는 내용을 비교 검토하는 것이어서 어느 한

분야로 분류하기 아주 어렵거나 제목이 너무 애매모호한 경우에는 할 수

없이 기타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교육철학, 법철학, 정치철학 등 더 첨

가할 수 있는 분야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발표물들을 분류해

본 결과 위의 17개 분야만을 가지고도 모든 발표물들을 포괄할 수 있다

는 판단 하에 이것들을 제외시켰다. 시기는 철학자별 분석에서와 마찬가

지로 80년대는 5년 단위로, 90년대는 편의상 6년 단위로 분류해 보았

다.

<표 3>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유념해야 할 사항이 있다. 그것

은 가치론 윤리학, 사회철학, 역사철학 항목에 나와 있는 수치들은 여기

서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 항목들에 속하는 발표물들은 별도의 다

른 통계 자료가 만들어져 독립된 논문으로 쓰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

서 이러한 항목에 속하는 발표물들이 잡힌 것은 주로 일반 분석철학자로

분류되고 있는 철학자들이 이러한 분야에 관한 발표물들을 내놓았기 때문

이다. 예를 들어, 가치론 윤리학 분야의 경우, C. I . 루이스의 미학, 비

트겐슈타인의 가치론, 비트겐슈타인의 윤리설에 관한 논문들과 그밖에 도

덕이나 정의적 언어분석을 통한 윤리적 논의에 관한 발표물들이 여기에

잡혀 있다. 41 ) 사회철학의 경우는 포퍼의 사회철학에 관한 발표물들과 사

회과학자들이 철학 논문집에 기고한 것들이 여기에 잡혀 있고, 역사 철학

도 포퍼의 역사적 합리주의 논의와 헴펠의 역사 설명에 관한 논의들이 여

기에 잡혀 있다. 따라서 이 세 항목에 관한 사항은 이 논문에서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41) 사실 도덕이나 정의적 언어의 분석을 통한 윤리적 논의에 관한 발표물들은 언어
분석철학으로 분류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언어분석철학이란 언어분석을 통
해 수행되는 모든 철학을 다 포괄하므로 특정한 분야를 지칭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경우는 분명히 윤리적 논의이므로 윤리학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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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총계
(80-95년) 80-84년 85-89년 90-95년

철학 일반/ 개인 철학관 5/ 25 0/ 6 3/ 11 2/ 8
분석철학 일반 25 6 10 9
언어철학 언어분석철학 137 35 56 46
논리철학(존재론) 114(34 ) 25 44 45
과학철학 151 33 50 68
심리철학 인지과학 105(31) 17 22(3 ) 66(28 )
수리철학 수리논리학 24 5 9 10
논리학 메타논리학 38 15 13 10
형이상학(존재론) 36(16 ) 11 8 17
인식론 120 20 33 67
가치론 윤리학 10 5 3 2
실용주의/ 신실용주의 31/ 5 16/ 0 9/ 0 6/ 5
사회철학 3 2 0 1
역사철학 11 5 0 6
문화철학 3 0 0 3
종교철학 4 2 0 2
기타 35 9 10 16

합 계 882 212 281 389

위 <표 3>에 따르면, 80-90년대에 가장 많은 발표물이 나온 것은 151

편의 과학철학이고 그 다음이 137편의 언어철학 언어분석철학, 42 ) 3위

가 120편의 인식론, 4위가 114편의 논리철학, 5위가 105(31)편의 심리

철학 인지과학이다. 43 ) 만일 언어철학과 논리철학을 하나로 묶어서 생각

한다면, 언어 논리철학은 251편으로 단연 1위로 올라설 것이다. 6위에

42 ) 137편 중에서 언어분석철학으로 분류된 발표물 수는 11편으로 그리 많지 않다.
43 ) 인지과학으로 분류된 발표물 수 31편 중(괄호 속에 표시됨), 심리철학으로 분

하여도 별 문제가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나, 심리철학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것들
도 있다. 예를 들어, 인지과학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발표물들이 그러한 것들이다
또 심리철학보다도 언어철학이나 인식론 혹은 과학철학에 더 가까운 인지과학 발
표물들도 있다.

119



특집

서 10위까지는 논리학 메타논리학이 38편, 형이상학(존재론)이 36편,

실용주의 31편(신실용주의 5편), 철학일반/ 개인 철학관이 30(5/ 25)편,

분석철학 일반이 25편 순이다. 수리철학 수리논리학이 24편으로 그 다

음을 달리고 있고, 종교철학과 문화철학은 각 4편과 3편으로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적다. 논리철학과 형이상학으로 분류돼 따로 항목이 설정되

지 않은 존재론의 발표물들은 50편으로 논리철학에 34편, 형이상학에 16

편이 속해있다.

80년대와 90년대를 따로 고려해보자. 80년대에는 1위가 언어철학 언

어분석철학(91편) , 2위가 과학철학(83편) , 3위가 논리철학(69편) , 4위

인식론(53편) , 5위가 심리철학 인지과학(39편)이고, 그밖에 논리학 메

논리학(28편) , 실용주의(25편), 형이상학(19편), 개인 철학관(17편),

철학 일반(16편) , 수리철학 수리논리학(14편) 순이다. 90년대에는 상위

순위가 바뀌어, 1위가 과학철학(68편), 2위가 인식론(67편) , 3위가 심리

학 인지과학(66편) , 4위가 언어철학 언어분석철학(46편) , 5위가 논리

학(45편)이고, 그밖에 형이상학(17편), 논리학 메타논리학(10편), 수리

학 수리논리학(10편) , 분석철학 일반(9편) , 개인 철학관(8편) , 실용주의

편) 순이다.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발표물 수의 증가와 더불어 대부분의

분야들이 대체로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심리철학과 인식론의 증가

추세는 특히 괄목할 만하다. 심리철학의 발표물 증가는 90년대 들어 활

기를 띠기 시작한 인지과학의 연구에 힘입은 바 크며, 인식론의 발표물

증가는 80년대 초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타고 있는 영국 경험론 연구 열

기에 힘입은 바 큰 듯싶다. 44 ) 그리고 과학철학은 대체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언어철학과 논리철학에 대한 연구 열기는 80년대 후반을 고비로

다소 하강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이 둘을 합하면 90년대에도 언어 논

리철학이 91편으로 단연 1위이다) . 수리철학, 논리학, 형이상학 등은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실용주의 연구는 다소 가파른

44 ) 영국 경험론 발표물은 모두 42편이다. 80-84년 기간은 10편, 85-89년 기간은
편, 90-95년 기간은 20편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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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다.

우리는 위의 5대 분야의 경우, 대체로 균형있게 수용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형이상학, 논리학과 수리철학, 종교철학, 문화

철학 분야는 그 수용에 있어 매우 취약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형이상학의 경우, 심리철학과 논리철학의 형이상학적 부분을 형이상학에

산입시키면 형이상학 연구가 적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

나 형이상학이 전통적으로 철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한다면 심리철

학이나 논리철학으로 분류되지 않는 형이상학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영

미철학 내에서 있었어야 했을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논리학과 수리철학

분야의 경우, 그 학문적 성격상 연구 발표물이 많이 나올 수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야와 비교할 때 상대

적으로 연구가 미약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참담한 분

야는 역시 종교철학과 문화철학이다. 필자는 종교철학이나 문화철학에

대한 연구가 종교학자나 미학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 발

표물들이 보이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알지 못한다. 45 )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분야들에 대

한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문화철학과 관련하여, 80년대에는 보이지 않던 문화철학의 논문들이 90

년대에는 조금씩이나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각 분야에 해당하는 발표물들이 어떤 것이 있으

며, 이 발표물들은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는지 분야별로 살펴보자.

<철학일반/개인 철학관 및 분석철학 일반>

철학 일반에 관한 발표물들은 모두 번역서들이다. 통계 자료에는 5권이

45) 종교철학 개론서에 해당하는 책들이 남경희와 하종호에 의해 각각 번역된 것으로
필자는 알고 있으나 서울대학교 철학사상 연구소 자료에는 잡혀있지 않다. 그러
나 이 번역서 두 권을 추가로 고려한다 하더라도, 종교철학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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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혀 있으나 실제로는 2종류에 불과하다. 그것은 권오석, 박영태, 서경

요, 황문수가 모두 러셀의 철학이란 무엇인가 를 번역하였기 때문이다.

나머지 1권은 류의근의 철학의 문제와 논증 (레러 외 지음)이다.

개인 철학관(한 개인 철학자의 전반적인 철학 내지 철학관)에 관한 발

표물들은 모두 25편이다. 비트겐슈타인의 철학(관)에 관한 발표물이 16편

으로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하나 4편은 같은 것이어서 실제로는 12 종류

이다. 단행본은 5권으로 그중 저서는 논문 모음집인 분석철학회의 비트

겐슈타인의 이해 1권이 있고, 번역서는 황경식, 이운형의 비트겐슈타인

의 철학이란 무엇인가? (판 지음), 박영식의 비트겐슈타인의 철학 (핏처

지음), 이영철의 철학적 탐구 (비트겐슈타인 지음) , 박영식, 최세만의

理 哲學論考 (비트겐슈타인 지음)의 4권이 있다. 논문은 비트겐슈타인의

철학개념 , Wi t t gens t e in과 哲學的 問題 , 비트겐슈타인의 論考 에

의 哲學의 개념 , Wi t t gens t ei n의 哲學觀; 言語批判으로서의 哲學과

象學 , 비트겐쉬타인의 보여줌의 이설 과 철학 , 논리철학논고 에 있

서 말함 과 보여줌 의 이론에 관한 연구 , Wi t t gens t ei

<Tr act at us>에 관한 연구 등 7편이 있다. 그밖에 번역서로 김기현의

버클리 (엄슨 지음), 박영환의 죤 듀이의 再考察 (피터스 지음), 서정

의 흄의 철학 (에이어 지음), 우정규의 라이헨바하 (새먼 지음) 등 4

이 있고, 논문으로는 西洋의 哲學的 傳統과 A. N. Whi t ehead , G

Ryle의 哲學觀 이 각 1편, 그리고 로티의 철학관에 관한 것이 2편( 로티

의 철학관 과 리차드 로티의 철학적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연구 ) , 로

티의 듀이 해석 이 1편 있다.
분석철학 일반에 관한 발표물들은 모두 25편이다. 이중 저서는 엄정식

의 비트겐슈타인과 分析哲學 과 分析과 神秘 , 한국분석철학회의 비트

겐슈타인과 분석철학의 전개 등 3권이며, 번역서는 곽강제의 분석철학

1: 전통과 쟁점들 (코라드 지음), 이한구의 分析哲學 (엄슨 지음) , 김효

의 이성, 진리, 역사 (퍼트남 지음) , 정해창 편역의 現代英美哲學 과

대영미철학입문 , 문정복의 분석철학: 사적개관 (그로스 지음) , 이윤일

콰인과 분석 철학 (로마노스 지음) , 이초식 등의 현대 경험주의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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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스테그뮐러 지음) 등 8권이다. 논문은 분석철학과 현대철학의 좌

표 , 분석철학의 행방 , 언어분석과 분석철학의 위상 , 한국철학과

분석철학 , 分析哲學의 特性에 관한 小考 , 최근 분석철학의 Kant 적

경향 , 分析哲學과 敎育 , B. Russel l의 分析哲學의 考察 ,
Ber t r and Russel l의 초기 분석적 철학의 제이론 , 分析과 神秘- L.

Wi t t gens t e in을 中心으로 한 分析哲學의 재조명- , Aus t i n의 언어철

학과 Har e의 規定性 理論: 언어철학, 분석철학 그리고 윤리학의 만남 ,

앤스콤과 분석철학 , 로티와 후기 분석철학의 전개 , J . Ayer의 論理實

證主義에 관한 연구 등 14편이다.

<언어철학 언어분석철학의 주제들>

그러면 언어철학 언어분석철학 분야에서 다루어진 주제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언어철학 언어분석철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 셋을 꼽는다면

언어, 의미론, 분석일 것이다. 이 각 개념은 물론 모두 다수의 연관 개

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세 개념을 중심으로 80-90년대에 언어철학

언어분석철학 분야에서 다루어진 주제들을 정리하여 보자.

언어와 관련한 발표물들은 31편 정도가 눈에 띈다. 이것들을 좀더 세

분하자면, ㉠ 언어철학 전반 에 관한 논문과 단행본이 각 2편씩 있

다. 46 ) ㉡ 개인 철학자(또는 개별 이론가 그룹)의 언어 이론 및 언어

관 에 관한 논문이 14편이 있다. 촘스키, 포퍼, 로티, 유명론자의 언어

이론에 관한 논문이 각 1편씩이다. 그리고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이론에

관한 논문이 10편으로, 이중 5편은 개관적 논문이고, 3편은 사적언어에

관해, 1편은 언어의 역설에 관해, 또 1편은 언어적 신비주의에 관한 것

이다. 47 ) ㉢ 일상언어 철학 에 관한 발표물은 8편이 있다. 이중 2편은

46 ) 논문은 김여수의 언어비판으로서의 철학 철학 언어 문화 와 김영정의
언어철학이란 무엇인가? 이고, 단행본은 황경식 선혜영의 번역서 왜 언어가

철학에서 중요한가? : 언어철학 입문 (핵킹 지음)과 박영식교수 회갑기념 논문집
인 언어철학 연구 Ⅰ, Ⅱ 이다.

47) 이 14편의 제목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Kant 의 경험(인식)이론과 Chomsky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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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 서얼과 오스틴의 일상언어 철학 일반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6편은

화행 에 관한 것이다. 48 ) 기타 ㉣ 언어와 세계의 관계 에 관한 논문이

2편이 있고, 이규호의 저서 말의 힘 1권과 언어오용 과 언어와 형

이상학 에 관한 논문이 각 1편씩 있다. 49 ) 따라서 언어와 관련하여 많이

논의되는 주제는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이론 (10편)과 화행 (6편)임을

알 수 있다.

의미론에 관련한 발표물들은 88편 정도가 눈에 띈다. 이중 44편은 의

미 이론에 관한 것이고, 24편은 지시 이론에 관한 것이고, 10편은 진리

이론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실재론에 관한 것도 10편이 있다. 좀더 세

분하자면 ㉠ 의미 이론 44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얼(내재주의 의미

이론), 퍼트남(실재론적 의미론) , 퍼스, 프레게의 의미 이론이 각각 1

편씩이고, 논리 실증주의의 검증 의미 이론이 4편이다. 50 ) 비트겐슈타인

언어이론의 비교연구 , 포퍼철학에 있어서 언어의 문제 , 로티의 언어관과
문제점 , 唯名論者들에 있어서 言語理論 , L. Wi t t gens t e in의 언어철학관
구 , Wi t t gens t e in, 言語, 哲學 ,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에 있어서 언어의 문
<논고>와 <탐구>의 비교 논의 , Wi t t gens t e in의 언어기초론 , 후기 비트겐
슈타인의 언어학과 철학 개념 , 비트겐슈타인의 철학 사밀 언어와 마음 ,
트겐슈타인에 있어서 유아론과 사밀 언어 불가능성 논증에 관한 고찰 , 사적 언
어와 의미 , 비트겐슈타인에 있어서의 언어의 Par adox , Wi t t gens t e in과 言
語的 神秘主義 이다.

48 ) 화행은 언어행위, 언화행위, 발화행위 등으로도 번역되어 있다.
일상언어철학에 관한 8편의 제목은 오스틴의 언어철학과 가치판단 , Sear l e의
日常言語哲學 批判 , 이건원의 번역서 言話行爲 (서얼 지음), 발화 행위론에
한 연구 , 언어 행위와 의미 , 言語行爲와 意味 , 言語의 哲學的 分析
Aus t in, speech act 이론을 中心으로 , 비트겐슈타인의 언어놀이와 오스
의 화행 이다.

49 ) 제목들을 살펴보면, 言語와 思考 그리고 存在世界 , Wi t t gens t e in의 후기철
에 있어서 언어와 세계의 관계 , 말의 힘 , 假問題와 言語誤用에 관한 小考
언어와 형이상학 이다.

50 ) 이 8편의 제목을 순서대로 적어보면, John Sear l e의 내재주의 의미이론 , 前
Put nam의 실재론적 의미론과 그 적용 , Pe i r ce의 意味論에 관한 연구 , G
Fr ege에 있어서 허구의 의미론적 구조 , 논리적 실증주의의 인식적 의미에 관
한 고찰 , 論理實證主義의 有意味性 基準 , 檢證原理 小考, 論理實證主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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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후기 의미 이론 일반이 2편, 비트겐슈타인의 전기 그림 이론이 4

편,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사용 이론이 7편(이중 삶의 형식에 대한 것이

4편, 가족유사성, 게임 이론, 언어 사용론에 대한 것이 각 1편씩)이

다. 51 ) 그리고 데이빗슨의 진리조건적 의미 이론이 5편(의미와 이해가 1
편, 의미와 해석이 1편, 의미와 진리가 3편), 원초적 해석(자비의 원리

포함)에 관한 것이 5편, 의미 불확정성, 회의주의, 개념체계의 문제,

상대주의 등이 각 1편씩이다. 그리고 이영철의 진리와 해석 이란 데이

빗슨 관련 저서가 있다. 52 ) 또 콰인의 의미 이론에 관한 것이 4편이 있

다. 이것들은 번역 불확정성에 관한 것이 2편, 의미론적 상승과 내포적

의미 이론 비판에 대한 것이 각 1편씩이다. 53 ) 그밖에 저서 1권 논문 3
편이 있다. 54 )

證可能 原理에 관한 考察 이다.
51) 따라서 비트겐슈타인의 의미 이론에 관한 발표물들은 모두 13편으로 그 제목들을

살펴보면, 전후기 이론은 비트겐슈타인의 의미론 , Wi t t gens t e in의 意味 理
硏究 , 전기 이론은 비트겐슈타인 그림의미론에 관한 연구 , Wi t t gens t e in
그림理論에 있어서 記號와 行爲의 問題 , 논고에 나타난 언어의 그림이론 ,
理哲學論考 에 나타난 意味論에 關한 考察 , 그리고 후기 이론은 비트겐슈타인
의 삶의 형식 에 관한 연구 , 언어의 규칙과 삶의 형식 , Wi t t gens t e in의

삶의 형식 , 비트겐슈타인: 규칙 언어 생활방식 , 家族類似性에 대하여
비트겐쉬타인의 게임이론 , Wi t t gens t e in의 언어 사용론 연구 이다.

52 ) 따라서 데이빗슨의 진리조건적 의미 이론에 관한 전체 발표물은 모두 15편으로
그 제목들을 순서대로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진리조건적 의미 이론은 의미와
이해(Ⅰ) 의미론의 일반로선과 중심개념 , 의미와 해석에 관한 콰인/ 데
빗슨 논쟁 , 데이비드슨의 의미 이론과 진리론 , 분석철학의 전개에 있어서
미와 진리 , 自然言語의 意味理論과 眞理慨念 이고, 원초적 해석론은 원초적
석론 D. 데이빗슨을 중심으로 , 원초적 해석론; D. 데이빗슨을 中心으로
도날드 데이비드슨의 원초적 해석론 연구 , 자비의 원리; 원초적 해석의 방법

적 원리에 관한 연구 , 진리와 원초적 해석 이고, 나머지 5편은 비트겐슈타인
규칙따르기 논의와 콰인-데이빗슨의 의미 불확정성론 , 데이빗슨의 원초적 해석
론과 회의주의 , 데이빗슨과 개념체계의 문제 , 데이빗슨의 상대주의 비판
진리와 해석 이다.

53 ) 이 4편의 제목은 Quine의 번역불확정성 논제 , 이론 미결정성 논제와 번역 불
확정성 논제에 관한 고찰 , 의미론적 상승에 대한 한 입장 , 내포적 의미 이
에 대한 콰인의 비판 연구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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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시 이론에 관한 발표물 24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개관적인

논문이 3편 있고, 55 ) 단행본으로는 정대현의 번역 논문 모음집 지칭 과

번역서 이름과 필연 (크립키 지음) 등 2권이 있다. 그리고 크립키의 지

시 이론에 관한 논문이 12편 발표되는데, 이것들은 고유명사/ 자연종 명

사 관련 제목으로 4편, 인과적 지칭론/ 본질주의 관련 제목으로 3편, 단

칭어, 직접적 지칭, 크립키의 지시 이론, 고정지시어, 본질주의와 인공

종 관련 제목으로 각각 1편씩이 발표되었다. 56 ) 또 프레게의 지시 이론

에 관한 논문이 3편이 있다. 57 ) 그밖에 직접적 귀속이론, 콰인의 대상지

칭론, 현시적 대상지칭론, 동일성 대치율이 각 1편씩 있다. 58 )

㉢ 진리 이론 10편은 타르스키 진리론 4편(의미론적 진리 개념 2편,
타르스키의 진리론과 지시관계의 해석 1편, 만족개념에 기초한 대응론 1

편), 퍼트남의 진리관, 크립키의 진리론, 실질적 진리관(데이빗슨과 퍼

트남), 진리 대문장론, 진리 잉여론, 진리 기준에 관한 논문이 각 1편

씩으로 구성되어 있다. 59 ) ㉣ 실재론 10편은 진리와 실재론이 4편, 지시

54 ) 저서는 이건원의 다수 언어 상황에서의 의미론 1권이고, 논문은 퍼스의 기호
해석학 , 현대 경험주의와 의미의 문제 , 뜻의 길 의미의 철학적 해명(뜻
구조) 각 1편씩 3편이다.

55) 정대현의 지칭: 언어적인가 존재적인가? , 박이문의 인식과 존재 지칭의
점에서 , 그리고 指稱 理論의 硏究 등이다.

56 ) 이 12편의 제목을 적어 보면, 고유 명사와 자연종 명사의 지시: 크립키의 논의
중심으로 , 고유명사와 자연종 명사의 지시 , 고유 명사와 지시의 문제: 프레
러셀, 크립키를 중심으로 , 固有名에 關한 硏究 , 인과적 지칭론의 본질주의
성격에 대한고찰; Kr ipke의 역설에 대한 해결방식을 중심으로 , 이름과 지시
인과론적 이름이론을 중심으로 , 인과적 지시 이론 , 단칭용어의 지시성에 관
연구 러셀, 스트로오슨, 크립키의 논의를 중심으로 , 직접적 지칭 이론
관한 연구 , 크립키의 지칭론에 관한 연구 , 고정지시어의 지향적 수정 , 크
키 본질주의와 인공종 이다.

57) 이것들은 동일성 역설에 관한 고찰 , G. 프레게의 지시 이론에 관한 연구: 술
의 지시 문제를 중심으로 , 프레게와 지시사의 문제 라는 제목으로 각 1편씩 발
표되었다.

58 ) 정확한 제목들을 적어보면, 명제태도에 관한 연구: 동일성 대치율 문제와 그
소책들에 대한 비판적 분석 , 지칭이론으로서의 직접적 귀속이론 , 콰인의 대
지칭론에 대한 비판 , 현시적 대상지칭론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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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실재론이 3편(실재론과 넓은 지칭 1편 포함) , 의미 이론과 실재론이

2편, 언어 이해와 실재론이 1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60 ) 따라서 의미론과

관련하여 제일 많이 논의되는 주제는 비트겐슈타인의 의미 이론 (13

편), 데이빗슨의 의미 이론 (15편), 크립키의 지시 이론 (12편),
타르스키의 진리론 (4편), (의미론적) 실재론 (10편) 등임을 알 수

있다.

분석과 관련한 발표물들은 18편 정도가 눈에 띈다. 좀더 세분하자면

분석/ 종합명제 에 관한 발표물이 7편, 언어 분석 에 관한 발표물이 7

편, 분석 방법 에 관한 발표물이 4편이다. ㉠ 분석/ 종합명제에 관한

발표물들은 분석/ 종합명제 구분에 관한 것이 2편, (콰인 중심의) 분석성

에 관한 것이 1편, 분석성과 합리성이 1편, 필연적 경험(종합)명제에

관한 것이 2편, 분석판단의 필연성에 관한 것이 1편이다. 61) ㉡ 언어 분

석에 관한 발표물들은 비트겐슈타인의 (사적) 감각진술 분석이 2편, 스

트로슨의 형이상학적 신학적 명제 분석이 1편, 정대현의 관능의 언어 분

석, 맞다 의 분석, 맞음 개념의 서양적 구성이 각 1편씩으로 3편, 62 )

59 ) 그것들의 제목을 적어보면, 의미론적 진리개념에 관한 연구 , 의미론적 진리
개념에 관한 연구: 타르스키 진리론의 해석을 중심으로 , Tar ski의 진리론과
시관계의 해석 , 만족개념에 기초한 대응론 , H. 퍼트남에 있어서 이해와
리 , 크립키의 진리론 , 실질적 진리관 연구: Davidson과 Put nam을 중심으
로 , 진리 대문장론의 도출 근거 , 진리주장적 잉여론의 타당성 검토 , 眞
判斷의 諸基準에 관한 小考 이다. 그리고 타르스키의 진리론과 크립키의 진리론
은 논리철학으로 분류할 수도 있을 것이다.

60 ) 그 제목들은 진리와 실재론 , 실재론과 진리 개념 , 實在論과 眞理 槪念
Put nam과 Dummet t , 실재론적 의미 이해를 위하여 진리조건적 의미론에
대한 M. 더미트의 공격에 관한 비판적 검토 , 指示體 不可透視性과 Put nam
의 實在論 論駁 , 지시관계에 관한 실재성 논쟁 , 실재론과 넓은 지칭 , 의
이론과 실재론-반실재론 , 의미이론과 실재론-반실재론 논쟁 , 言語理解와 實
在 이다.

61) 그 제목들을 적어보면, W. V. Quine의 분석판단과 종합판단에 대한 고찰 , 분
석-종합명제의 구분과 수행적 발언에 관한 연구 , 분석성의 문제 콰인을 중
심으로 , 분석성과 합리성 , 必然的 綜合判斷 槪念의 硏究 , 必然的 經驗命
는 可能한가 , 분석판단의 필연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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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의 시상적 지칭표현에 관한 연구가 1편이다. 63 ) ㉢ 분석 방법에

관한 발표물들은 분석 방법 일반이 2편, 무어와 프레게의 분석 방법이

각 1편씩이다. 64 ) 이중 ㉡ 언어 분석과 ㉢ 분석 방법에 속하는 논문 11

편을 따로이 언어분석철학으로 분류하였다. 분석과 관련하여 특별히 많

이 논의되는 주제는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언어)분석 이라는 항

목 자체를 많이 논의되는 단일한 주제(18편)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하자면, 언어철학 언어분석철학 총 137편 중 언어와 관련된 발

표물이 31편, 의미론과 관련된 발표물이 88편, 분석과 관련된 발표물이

18편으로, 의미론과 관련된 발표물이 언어철학 발표물의 대다수를 차지

한다. 의미론과 관련된 발표물들 중에서도 의미 이론에 관한 발표물이

44편으로 가장 눈에 많이 띈다. 그리고 언어철학 언어분석철학에서

80-90년대에 10편 이상의 발표물을 낸 학자는 정대현(13편), 이영철(1

편)이다.

62 ) 정대현의 논문 지식론으로서의 일상언어 분석론 이나 저서 지식어란 무엇인가
지식 개념의 일상언어적 분석 도 언어분석철학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
들은 인식론으로 분류되어 여기서 빠져있다.

63 ) 그 제목들을 살펴보면, 形而上學的, 神學的 命題와 言語分析; P. F. St r awson
中心으로 , 感覺陳述에 관한 비트겐슈타인의 分析 , 비트겐슈타인은 데카르트
적 의미로서의 사적 감각의 존재를 인정하는가? , 관능의 언어와 남녀 불평등

맞다 의 분석을 위하여 , 맞음 개념의 서양적 구성 , 한국어의 時相的 지칭
현에 관한 연구: 담화표상이론에 근거하여 이다.

64 ) 그 제목들은 哲學的 分析의 方法 , 분석일반론을 위한 단편 , G. E. Moor e
哲學的 方法論에 관한 硏究 , 프레게 哲學의 特徵과 分析方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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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언어철학 언어분석철학(137편)

언어
(31)

언어철학 전반 (4 ) 논문 2편, 단행본 2편

개인 언어이론(14 )
촘스키, 포퍼, 로티, 유명론자 각 1편
비트겐슈타인 10편
(개관 5, 사적언어 3, 언어 역설 1, 언어 신비주의 1)

일상언어철학 (8 ) 서얼과 오스틴의 일상언어철학 일반 각 1편, 화행 6편

기타 (5 ) 언어-세계 관계 2편, 말의 힘, 언어오용, 언어와 형이
학 각 1편

의미론
(88 )

의미 이론 (44 )

서얼, 퍼트남, 퍼스, 프레게 의미이론 각 1편, 검증의
이론 4편
비트겐슈타인 13편(전후기 2편, 그림 이론 4편, 사용
론 7편(삶의 형식 4편, 가족유사성 1편, 게임이론 1편
언어 사용론 1편)
데이빗슨 15편(의미 이론 5편, 원초적 해석 5편, 의
불확정성, 회의주의, 개념체계의 문제, 상대주의, 진
와 해석 각 1편)
콰인 4편(번역 불확정성 2편, 의미론적 상승, 내포 이
비판)
기타 4편(다수언어상황, 기호해석학, 현대 경험주의,
의 길 각 1편)

지시 이론 (24 )

개관 5편, 크립키 12편(고유명사/ 자연종명사/ 단칭어/ 고
정지시어, 인과적 지칭, 직접적 지칭, 본질주의, 인공종
프레게 3편, 기타 4편(대상지칭론 2편, 직접적 귀속
론, 동일성 대치율 각 1편)

진리 이론 (10 )

타르스키 4편(의미론적 진리 개념 2편, 지시, 만족 각
편)
퍼트남, 크립키, 실질적 진리관, 대문장론, 잉여론, 진
기준 각 1편

실재론 (10 )
진리와 실재론 4편, 지시와 실재론 3편
의미와 실재론 2편, 언어 이해와 실재론 1편

분석
(18 )

분석/ 종합명제 (7 )
분석/ 종합명제 구분 2편, 분석성 2편, 필연적 경험명
2편
분석판단의 필연성 1편

언어분석 (7 )
사적 감각진술 분석 2편
형이상학 명제 분석, 관능의 언어, 맞다, 맞음, 지칭
현 분석 각 1편

분석방법 (4 ) 방법 일반 2편, 무어, 프레게의 분석방법 각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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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철학의 주제들>

논리철학 분야에서 다루어진 주제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논리철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 셋을 꼽는다면, 논리, 논리적 분석, 존재일 것이다.
리 개념과 관련해서는 논리학의 제 영역이 지니는 철학적 함축을 다루며

논리적 분석 개념과 관련해서는 논리라는 방법적 도구를 이용한 철학적

문제들의 분석을 다루며, 존재 개념과 관련해서는 존재론의 제 문제들을

다룬다. 현대 영미 존재론은 바로 논리학이 지니는 철학적 함축과 논리적

분석 방법이 결합하여 만들어낸 영미 철학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

나일 것이다. 이 각 개념은 물론 모두 다수의 연관 개념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세 개념을 중심으로 80-90년대에 논리철학 분야에서 다루어진

주제들을 정리하여 보자.

논리와 관련한 발표물들은 46편 정도가 눈에 띈다. 이것들을 좀더 세

분하자면, ㉠ 논리철학 전반 에 관한 단행본이 5권 있다. 저서는 논문

모음집인 김준섭의 논리 연구 와 편저인 곽강제의 논리와 철학 의 2권

이고, 번역서는 김효명의 論理哲學 (하크 지음), 김영철, 이문성의 논

리철학입문 (버거 지음) , 천기석의 論理意味論 (올우드 지음) 3권이다.

㉡ 논리관에 관한 논문들이 7편이 있다. 순수 논리학의 이념 , 논리학

의 전망 , 形式論理의 限界와 論理學에 대한 先驗的 기초지움 , 논리

학에 관한 전기 Put nam의 실재론적 입장과 Dummet t 의 비판 , 프레게의

논리철학 , 言語와 論理: 프레게, 럿셀, 비트겐슈타인을 중심으로 ,

논증과 전제의 필연성에 대한 비판적 탐구: 비트겐슈타인의 전기의 관점

에서 등이다. ㉢ 명제논리와 관련한 것은 배중률에 대한 직관주의의

반론 이라는 논문 1편이 있다. ㉣ 양화논리(술어논리)에 관한 것은 量

化論理의 특성에 관하여 , 양화의 대입적 해석에 관하여 , 적어도 ,

많아도 그리고 정확히 의 관계 , 수적 보편 언명 , Fr ege에 있어

함수와 개념의 Unsat ur at edness 에 관하여 , G. Fr ege의 槪念文字 ,

개념과 판단 등 7편이 있다. 논리학의 철학적 함축에 관한 논의에서는

역시 ㉤ 양상논리가 그 백미를 이룬다. 양상 논리와 관련한 발표물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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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26편이다. 그중 양상 의미론에 관한 것이 7편으로, 개관적 논문이 2

편, 부사구 수식의 문제와 관련한 루이스의 상대역 이론이 2편, 가능세

계 의미론이 3편이다. 65 ) 본질주의와 필연성에 관한 논문은 8편으로, 필

연성과 본질 1편, 본질주의 2편, 필연성 3편, 통세계적 동일성 2편이

다. 66 ) 반사실적 조건문과 관련한 논문으로는 反事實的 條件文에 관한

연구 , 反事實文 分析을 통한 本質 개념의 해석 , 可能世界와 反事實

的 條件文 分析 , 토막세계 의미론 등 4편이 있다. 양상 실재론에 관

한 논문으로는 D. Lewi s의 양상실재론 , D. 루이스의 양상실재론 옹

호 , 가능세계의 존재론 , 樣相에 관한 實在論과 現實論: 可能世界들

의 存在論的 해석에 대한 한 분석 등의 4편이 있다. 증명가능성과 관련

한 논문으로는 樣相論理와 證明可能性 , 증명가능성의 양상논리 의 2

편이 있고, 양자논리와 관련한 논문으로는 量子論理의 양상논리적 定礎

1편이 있다. 따라서 논리와 관련하여 제일 많이 논의되는 주제는 양

상논리 (26편)이며, 좀더 세분하자면, 양상 의미론 (7편) , 본질주의

와 필연성 (8편), 반사실적 조건문 (4편), 양상 실재론 (4편)이다.

논리적 분석과 관련한 발표물들은 34편 정도가 눈에 띈다. 좀더 세분

하자면 ㉠ 역설/ 모순 분석에 관한 논문들이 9편이고, 67 ) ㉡ 인과 분석에

65) 제목을 순서대로 적어보면, 樣相意味論의 한 分析 , 樣相論理學의 意味論에
한 硏究 , 양상 의미론과 부사구 수식의 문제 루이스의 상대역 이론과 양상
의미론의 또 다른 대안 , 양화양상논리 의미론과 루이스의 상대역이론: 양상의
미론의 두 대안과 또 다른 대안 , 가능세계 의미론에 관한 고찰 (2편), 가능
계 의미론의 철학적 근거로서 제시된 가능세계 이론 등이다

66 ) 그 제목들을 순서대로 적어보면, 필연성과 본질 , 현대 본질주의와 형이상학
가정 , Quine 哲學의 非本質主義的 傾向 , 필연성과 사물양상 , 樣相論理
必然性 問題 Quine과 Smul lyan을 中心으로 , 자연적 필연 , 통세계적
동일성과 필연성 , 통세계적 동일성 문제의 해결 방식으로서의 상대역 이론 등
이다.

67) 그 9편은 逆說의 문제 , Par adox 논리의 인식론적 성격과 그 적용 가능성
에피메니데스의 逆說 , 유형과 럿쎌의 파라독스 비판 , 거짓말쟁이 역설 에

한 의미론적 분석 , 단순함의의 역설에 대한 고찰 , 비트겐슈타인의 모순과
립키의 역설 , 모순에 관한 튜링/ 비트겐슈타인 논쟁 , 일관성과 논리적 진리
등이다.

131



특집

관한 논문들이 10편이다. 68 ) ㉢ 귀납/ 확률 분석에 관한 것이 모두 8편으

로, 번역서가 1권 논문이 7편이다. 그 중 확률에 관한 것은 논문 1편이

다. 69 ) ㉣ 기타가 7편으로, 의사결정논리에 관한 것이 意思決定의 論理

, 價値 規範 意思決定의 論理硏究 , A Semant i c Ana lys i s of
Deci s i on Pr oblem 등 3편이고, 당위명제의 논리적 관계 , C. I .

Lewi s와 정당화의 논리 , 발견의 논리: 분석과 종합의 방법에 기초한

하나의 대안 , 우도(尤度, l i kel i hood) 개념의 논리적 분석 이 각 1

편씩이다. 따라서 논리 분석과 관련하여 제일 많이 논의되는 주제는 역

설/ 모순 분석 (9편) , 인과 분석 (10편), 귀납/ 확률 분석 (8편)이다.

존재와 관련한 발표물들은 34편 정도가 눈에 띈다. 좀더 세분하자면,
㉠ 러셀과 초기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적 원자론에 관한 발표물은 25편으

로 모두 논문이다. 그중 논리적 원자론 일반에 관한 논문이 6편, 논리적

분석/ 논리적 형식에 초점을 맞춘 논문들은 7편이다. 그리고 명제/ 진리함

수 개념에 관한 논문이 5편, 대상 개념에 관한 논문이 3편, 보편 개념

에 관한 논문이 1편, 기술이론에 관한 논문이 3편이다. 70 ) ㉡ 양화사 존

68 ) 그 10편은 인과관계의 논리형식 , 인과성과 蓋然的 結合; 관계논법에 의한
석을 중심으로 , 對稱 反對稱關係에 의한 因果性 分析 , 인과적 설명과 비인
적 설명의 논리 , 인과 문맥의 외연성 , J . L. Mackie의 인과론 분석 , 인과
에 대한 확률론적 분석 , 반사실적 조건문으로서의 인과문장 , 相互作用과
性; 因果律에 對한 考察 , 붕게(M. Bunge )의 인과론: 범인과론과 반인과론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등이다.

69 ) 번역서는 김선호의 귀납논리학: 선택과 승률 (스킴스 지음)이고, 논문은 演繹
歸納에 關한 考察 , 演繹法과 歸納法의 限界와 範圍 , R. Car nap의 歸納論理
論究 , 歸納的 說明에 관한 小考 , 귀납논리의 문제점들에 대한 고찰;
Acker mann의 귀납에 대한 정의와 그 형식화의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 형식적
학습이론, 귀납과 발견의 논리 , 확률 해석에 관한 연구 등이다.

70 ) 그 제목들을 적어보면, 개관 6편은 B. Russe l l 과 L. Wi t t gens t e in의 論理的
子論에 關한 硏究 , Ber t r and Russe l l의 논리적 원자론에 관한 연구 (2편
Ber t r and Russe l l 의 論理的 原子論(Logica l At omi sm)의 特色과 問題點에 관

한 연구 , Wi t t gens t e in 論理學의 存在論的 의미; Wi t t gens t e i n의 논리철
논고 를 중심으로 , Wi t t gens t e in과 存在의 神秘 이다.
논리적 분석/ 논리적 형식에 초점을 맞춘 논문 7편은 논리적 분석과 언표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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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론에 관한 발표물은 모두 9편으로, 저서가 1권 논문이 8편이다. 그중

양화사 존재론 일반에 관한 논문이 존재론과 양화논리 , W. V. Qui ne

의 存在論에 관한 硏究 2편이고, 존재론의 상대성에 관한 발표물로는

저서가 이명숙의 존재론의 상대성 1권과 논문이 콰인의 존재론적 상

대성 의 구조와 그 논리의 비판 과 존재론의 상대성에 관한 연구 2편

이 있다. 그리고 보편자 존재론에 관한 논문은 3편으로, 콰인과 보편논

쟁: 콰인은 유명론자인가, Quine의 유명론적 논의들의 구조, Qui ne

의 1계주장( f i r s t -or der t hes i s )과 논리학의 철학적 기초에 관한 연구

등이다. 사건 존재론에 관한 논문은 데이빗슨의 사건이론 1편이 있

다. 따라서 존재와 관련하여 제일 많이 논의되는 주제는 논리적 원자

론 (25편)이다.

종합하자면, 논리철학 총 114편 중 논리와 관련된 발표물이 46편, 논

분석과 관련된 발표물이 34편, 존재와 관련된 발표물이 34편으로, 논리

관련된 발표물이 논리철학 발표물들 중 상대적으로 많다. 논리와 관련된

발표물들 중에서도 양상논리에 관한 발표물이 26편으로 가장 눈에 많이 띈다

럿셀과 초기 비트겐슈타인을 중심으로 , B. Russe l l의 논리적 분석에 관한
구 , 비트겐슈타인에 있어서 論理의 分析에 관한 小考 , Wi t t gens t e in의 논
적 형식에 관한 고찰 , 비트겐슈타인의 논고 에서의 논리적 형식과 신비적인
것에 대한 고찰 , Wi t t gens t e in의 논리철학논고 에 있어서 세계와 언어의 논
리적 형식 ,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철학논구 에 있어서 세계와 언어에 대한 논리
적 고찰 이다.
명제/ 진리함수 개념에 관한 논문 5편은 Wi t t gens t e in의 Tr act at us에 관한 연
구: 명제와 진리 함수를 중심으로 , 논리철학논고 의 명제 개념 , 비트겐슈
인의 명제 이해에 관하여 , Wi t t gens t e in의 명제론 , 비트겐슈타인의 命題
一般形式 에 관한 고찰 이고, 대상 개념에 관한 논문 3편은 비트겐슈타인의
상 과 헤르쯔의 질점 (2편), Wi t t gens t e in의 대상 (obj ect ) 개념에 관하
고, 보편 개념에 관한 논문 1편은 Wi t t gens t e i n에 있어서 普遍槪念의 問題 이
다. 러셀의 기술이론에 관한 논문 3편은 러셀의 기술이론에 관한 연구 , 러셀
確定記述理論의 形成과 그 背景에 관한 硏究 , B. Russe l l 의 記述理論에 관
고찰 이다.
따라서 러셀만에 관한 것은 7편이, 비트겐슈타인만에 관한 것은 16편이, 이 두
학자 모두에 관한 것은 2편이 논리적 원자론으로 분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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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논리철학에서 80-90년대에 10편 이상의 발표물을 낸 학자는 없

다.

<표 5> 논리철학(114편)

논리
(46 )

논리철학 전반 (5 )저서 2권, 번역서 3권

논리관 (7 )
논리학의 이념, 논리학의 전망, 형식논리의 한계, 논리
에 관한 퍼트남 입장, 프레게의 논리철학, 언어와 논리
논증과 전제의 필연성 각 1편

명제논리 (1) 배중률에 대한 직관주의의 반론 1편

양화논리 (7 )
특성, 대입적 해석, 적어도/ 많아도/ 정확히의 관계, 수
보편언명, 프레게 함수와 개념, 프레게 개념문자, 개념
판단 각 1편

양상논리 (26 )

양상 의미론(7 ) 개관 2편, 상대역 이론 2편, 가능세계
의미론 3편

본질주의/ 필연성(8 )필연성과 본질 1편, 본질주의 2편, 필
연성 3편, 통세계적 동일성 2편

반사실적 조건문(4 )개관 1편, 본질, 가능세계, 토막세
의미론 각 1편

양상 실재론(4 ) 루이스 2편, 가능세계 존재론 2편
기타(3 ) 증명가능성 2편, 양자논리 1편

논리
분석
(34 )

역설/ 모순 분석(9 )

개관 2편, 에피메니데스, 러셀, 거짓말쟁이, 단순함의
설 각 1편
모순과 역설, 모순에 관한 튜링/ 비트겐슈타인 논쟁, 논
적 진리 각 1편

인과 분석 (10 )
논리형식, 개연적 결합, 대칭/ 반대칭 관계, 설명의 논
외연성, 맥키, 확률론적 분석, 반사실적 조건문, 상호작
과 공성, 붕게 각 1편

귀납/ 확률 분석(8 )
번역서 1권, 연역과 귀납, 연역법과 귀납법의 한계와 범
위, 카르납, 귀납적 설명, 정의와 형식화 문제점, 형식
학습이론, 확률 해석 각 1편

기타 (7 ) 의사결정논리 3편, 당위 논리, 정당화 논리, 발견의 논
개연성 각 1편

존재
(34 )

논리적 원자론(25)
개관 6편, 논리 분석/ 논리 형식 7편, 명제/ 진리함수 5편
대상 개념 3편, 보편 개념 1편, 기술이론 3편 (러셀 7편
비트겐슈타인 16편, 공동 2편)

양화사 존재론 (9 )개관 2편, 상대성 3편(저서 1권), 보편자 존재론 3편,
건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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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철학의 주제들>

과학철학 분야에서 다루어진 주제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과학철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 셋을 꼽는다면, 과학, 합리성, 실재론일 것이다. 이 각

념은 물론 모두 다수의 연관 개념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세 개념을 중

심으로 80-90년대에 과학철학 분야에서 다루어진 주제들을 정리하여 보자.

과학과 관련한 발표물들은 44편 정도 눈에 띈다. 이것들을 좀더 세분

하자면, ㉠ 과학철학 전반 에 관한 단행본이 9권 있다. 저서는 박이문

의 과학철학이란 무엇인가 1권이고, 나머지 8권은 모두 번역서이다. 71 )

그리고 과학철학 전반 에 관한 논문이 4편 있다. 72 ) ㉡ 개인 철학자(또
는 개별 사조)의 과학철학관 내지 과학관 에 관한 논문이 6편으로, 퍼스,

로티, 비트겐슈타인, 경험론에 관한 것이 각 1편이고, 버클리에 관한 것

이 2편이다. 73 ) ㉢ 과학과 세계관 에 관한 논문74 ) ㉣ 과학과 가치 에

관한 논문75 ) ㉤ 과학의 부정적 측면 에 관한 논문76 ) 모두 각 3편이다.

71) 민찬홍, 이병욱의 과학철학 (하레 지음), 신일철, 신중섭의 현대의 과학철
(차머스 지음), 김기현의 사회과학과 철학 (윈치 지음), 신중섭의 새로운 과
철학 (브라운 지음), 윤용택의 과학 철학 입문 (카르납 지음) , 신일철, 신중섭
역의 현대의 과학철학 2 (Alan F. Cha lmer s 지음), 신중섭의 현대의 과학철
학 입문 (Ant hony O'Hear 지음), 하두봉, 구혜영 공역의 생명과학철학
(David L. Hul l 지음) 등이다.

72 ) 科學性이란 무엇인가? , 哲學과 科學의 關係 , 自然科學과 社會科學의 哲學
基礎 (2편) 등이다.

73 ) 퍼스의 과학관 현상학과 특수과학 범주론 , 인식론과 과학 근대 인식론에
대한 로티의 비판과 과학적 지식의 성격에 관한 그의 견해 , Wi t t gens t e i n과
學的 探究 , 經驗論과 科學哲學 , 버클리의 과학 철학 , 죠오지 버클리의 과
과 형이상학에 대한 구획설정 등이다.

74 ) 그 논문들은 과학 혁명을 통한 새로운 세계관의 조명 , 과학, 세계관, 생산력
후과학단계의 세계관 등 3편이다.

75) 그 논문들은 과학과 가치 과학철학에서의 규범성과 합리성 , 科學的 調査의
價値中立性 , 科學的 探究와 價値中立性 등 3편이다.

76 ) 그 논문들은 반과학의 기원과 전개 , 科學的 懷疑主義 , 과학주의(sc i ent i
비판 등이다.

135



특집

㉥ 과학과 인간 이해 에 관한 논문은 科學的 哲學의 人間槪念 , 과학

적 인간이해의 철학적 전제 등 2편이다. ㉦ 혼돈이론 에 관한 것도 혼

동되어서는 안 되는 혼돈이론 , 혼돈과 질서 등 2편이며, ㉧ 사회과학

의 과학화 가능성 에 관한 논문도 社會科學의 科學化 可能性 , 바스카

의 비판적 실재론과 사회과학적 지식의 가능성 등 2편이다. ㉨ 그밖에

과학과 관련한 단행본이 4권이고 논문이 6편이다. 77 ) 과학과 관련하여 특

별히 많이 논의된 주제는 없다.

과학적 합리성과 관련한 발표물들은 78편 정도가 눈에 띈다. ㉠ 합

리성 일반 에 관한 논문은 6편으로, 科學的 進步와 유토피아 , 형식적

합리주의와 합리성의 문제 , 科學의 理論 選擇에 있어서 合理性 問題 ,
과학적 발전의 논리: 비선형적 이론모형을 중심으로 , 비판지식의 성

장 , 과학의 변혁적 진보와 이론의 형식체계 등이다. ㉡ 실증주의 에

관한 논문들은 强한 確證과 弱한 確證 , 假說確證의 逆理에 關한 硏究

, 確證에 關한 硏究 , 實證主義와 社會科學 , 실증주의 논쟁의 철학

적 성격 (2편) 등 6편이고, 실증주의와 반증주의 를 비교한 논문들은

실증주의 과학철학과 역사주의 과학철학 , 檢證과 反證 등 2편이다.
㉢ 반증주의 에 관한 발표물들로는 저서가 신중섭의 포퍼와 현대의 과

학철학 과 조용현의 칼 포퍼의 과학철학 의 2권이 있고 논문이 9편 있

다. 78 ) 그리고 반증주의와 다른 입장을 비교 고찰한 논문은 4편이 있

77) 단행본 중 저서는 논문 모음집인 오영환외 지음의 과학과 형이상학 1권이고 번
역서는 오영환의 과학과 근대세계 (화이트헤드 지음), 신하령의 철학은 물리학
의 도구이다 (方勵之 지음), 이정우의 카타스트로프의 과학과 철학: 르네 톰과
대화 (Rene Thom 지음) 등 3권이다. 그리고 논문은 과학과 진리: 포퍼 대 비
트겐슈타인-데이빗슨 , 에피스테메의 변환 , 생명의 단위에 대한 존재론적 고
찰 , 신비주의 경향의 신세대 과학운동에 대한 철학적 비판 , 우리는 자연법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 과학이론의 구조: 표준적 견해 와 의미론적 견
등 6편이다.

78 ) 그 제목들을 적어보면, K. Popper 의 반증원리에 관한 연구 , 칼 포퍼의 반
가능성 원리와 지식의 성장 이론에 관하여 , 과학적 탐구와 반증가능성: K.
Popper 의 과학적 발견의 논리 를 중심으로 , K. R. Popper 의 합리적 지식론
에 관한 연구 , 포퍼에 있어서 과학적 지식의 성격과 그 인식론적 기초 , 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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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79 ) ㉣ 쿤 에 관한 논문으로는 토마스 쿤의 科學觀 , 혁명적 과학

철학 , Thomas Kuhn에 있어서의 패러다임과 합리성 , 과학의 합리성:

T. 쿤을 중심으로 , 과학과 비과학의 구획의 문제 1; 규정적 구획기준

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과학과 비과학의 구획의 문제 2; 쿤의 구획기준

에 대하여 등 6편이 있다. ㉤ 라카토스 에 관한 논문으로는 Lakat os

의 硏究 프로그램 에 관하여- 合理性 이란 개념을 중심으로- 와

Lakat os의 科學的 硏究 프로그램의 方法論에 관한 연구 의 2편이 있다.

㉥ 파이어아벤트 에 관한 논문으로는 파이어아벤트의 아나키즘적 과학

론 과 Feyer abend의 反方法에 관한 연구: 과학의 合理性에 대한 문제

를 중심으로 의 2편이 있다. ㉦ Laudan 에 관한 발표물로는 번역서 1
권과 논문 1편이 있다. 번역서는 이유선의 과학과 가치: 과학의 목적과

과학 논쟁에서의 그 역할 (Lar r y Laudan 지음)이고 논문은 로단에게

있어서 과학적 진보의 문제 이다. 이상과 같이 합리성 자체에 관한 발표

물은 총 41편이다.

합리성 논의와 밀접히 관련된 ㉧ 경험 관찰의 이론의존성 에 관한

논문은 경험의 이론의존성과 과학적 발견의 논리 와 관찰의 이론 의존

성 논제 비판과 그 대안으로서의 관찰의 이론 중립성 의 2편이다. 그리

고 합리성 논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 과학의 방법 에 관한 일반

논문은 12편이다. 80 )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발표물들은 모두 9편

Popper 에 있어서 區劃 基準의 問題 (2편), 과학이론에 대한 K. Popper 의 견해
과학적 지식의 성장 이론을 중심으로 , 이론에 관한 전체주의적 견해에 근거

한 구조주의의 논증에 대한 반증주의의 변호 등이다.
79 ) 그것들은 Wi t t gens t e in의 眞理函數와 Popper 의 反證可能性 , Popper 와

Kuhn의 논쟁을 통해서 본 과학적 지식의 객관성에 대한 비판 , 과학적 지식의
객관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Popper 와 Kuhn의 논쟁을 중심으로 , 반증주
의, 연구 프로그램 방법론, 무정부주의 등이다.

80 ) 科學의 方法 , 과학적 방법의 논리구조 , 自然科學과 論理 , 自然科學 方法
의 受容 , 과학방법론과 합리성의 문제 , 과학사와 과학철학 자연주의 메타
방법론의 검토 , 科學的 理論의 單純性에 관한 硏究 , 뉴튼의 물질 개념과 방
적 도구론 , C. S. 퍼어쓰의 과학적 방법에 관한 연구 , 베이컨 철학의 과학방
론 연구: 신베이컨주의를 중심으로 , 理論의 選擇과 實學的 方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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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특히 환원 에 관한 논문은 論理實證主義의 還元 問題 1편,

개체론/ 전체론 에 관한 논문은 방법론적 개체론과 전체론 , 전체론과

개체론의 대립을 넘어선 새로운 사회과학 방법론의 한 시도 의 2편, 귀

납 에 관한 발표물은 우정규의 번역서 귀납: 과학방법론에 대한 정당

화 (레셔 지음) 1권과 5편의 논문이 있다. 81 ) ㉩ 발견과 정당화 맥락의

구분 에 관한 논문은 科學的 認識에 있어서 發見과 正當化의 脈絡에 관

한 考察 과 발견의 맥락과 정당화 맥락의 구분문제 의 2편이 있다. 그

리고 ㉪ 과학적 설명 에 관한 발표물은 12편으로, 번역서가 배철영의

설명과 이해 (G. H. 폰 리히트 지음) 1권, 논문이 11편이다. 82 ) 이상

과 같이 합리성과 관련된 발표물들이 37편이다. 합리성과 관련하여 많이

논의되는 주제는 과학적 합리성 (41편)과 과학적 설명 (12편) , 귀납

정당화 (6편)이다.

과학적 실재론에 관한 발표물은 모두 29편 정도가 눈에 띈다. ㉠ 과

학적 실재론 자체의 논의에 대한 논문은 15편으로, 이중 3편은 개관적

인 논문이고, 9편은 이론적 대상들에 관한 것이고, 3편은 반 프라쎈의

구성적 경험론에 관한 것이다. 83 )

Gal i l eo-Newt on의 운동론과 Dar wi n의 자연도태론의 방법론적 측면에서의 비
교 등이다.

81) 그것은 귀납의 정당화 문제 , 歸納의 正當化에 대한 고찰- 非演繹的 規準을 중
심으로 , 귀납추론의 正當性에 관한 연구 ,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 , 歸
에 대한 Hume과 Popper 의 立場 등이다.

82 ) 그것들은 인문과학에 있어서의 과학적 설명 , 科學의 說明과 豫言 , 社會現
의 原因說明 , 과학적 설명이론의 논쟁사 , C. G. Hempel의 과학적 설명이론
Hempel의 설명모델에 관한 硏究 , 과학적 설명의 법칙포섭적 해석: 그 문제와

한 대안 , 헴펠의 과학적 설명형과 그 문제점 , Hempe l의 행위설명이론에 대
한 비단조논리적 비판 , 과학적 설명의 구획기준으로서의 헴펠의 연역 법칙적
모델에 관한 고찰 , 경험주의 설명 이론: 헴펠과 반프라센을 중심으로 등이다

83 ) 그 제목들을 살펴보면, 과학적 실재론: 그 전개와 현황 , Epi s t emologi
Sc i ent i f i c Rea l i sm , 과학의 성공과 실재론 , 이론용어와 과학의 성공에 관
실재론적 해석 , 理論的 實在들의 認識的 格位에 대하여 , 이론적 개념의 인
론적 지위 문제 , 이론용어( t heor et i ca l t er m)의 존재론적 의의- 과학발전의
점에서 , 이론적 대상( t heor et i ca l obj ec t )의 실재론적 해석에 관한 고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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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실재론과 연관된 주제들을 살펴보면, ㉡ 이론의 미결정성 에

관한 논문은 4편으로, 이론의 경험적 미결정성 (2편), 이론의 미결정

성 , 이론 미결정성의 도그마 등이다. ㉢ 시간과 공간 에 관한 발표

물은 5편으로, 번역서는 이정우의 시간과 공간의 철학 (라이헨바하 지

음) 1권이고, 논문은 물리적 기하학의 규약성 , 칸트와 아인슈타인의

동시성 비교 , 空間의 客觀的 認識에 관한 연구: 現代物理學의 場理論

을 중심으로 , 현대 물리학에서의 시간과 공간 등 4편이다. ㉣ 양자

역학 에 관한 논문은 5편으로, 보어는 EPR 역설 을 해결했는가 , 현

대 양자역학과 철학 , 양자이론의 실재론적 해석: 논쟁과 새로운 모색

, 포퍼의 확률과 양자이론에 대한 인식론적 기초 , 量子力學의 解釋

에 있어서 K. R. Popper 의 客觀主義 등이다. 실재론과 관련하여 많이

논의되는 주제는 과학적 실재론 (15편), 시간과 공간 (5편) , 양자역

학 (5편)이다.

종합하자면, 과학철학 총 151편 중 과학과 관련된 발표물이 44편, 과

적 합리성과 관련된 발표물이 78편, 과학적 실재론과 관련된 발표물이 2

편으로, 과학적 합리성과 관련된 발표물이 과학철학 발표물들 중 반 이상

을 차지한다. 과학적 합리성과 관련된 발표물들 중에서도 과학적 합리성

자체에 관한 발표물이 41편으로 가장 눈에 많이 띈다. 그리고 과학철학에

서 80-90년대에 10편 이상의 발표물을 낸 학자는 신중섭(13편) , 소흥렬(1

편)이다.

이론적 대상들의 존재론적 지위에 관한 연구 , 과학이론과 이론적 실재의 해석
에 관한 고찰 , 물리학의 인식론적 구조와 객관적 실재의 문제 , 과학이론의
驗的 適合性: van Fr aassen의 構成的 經驗論을 중심으로 , 과학적 실재론의 새
로운 모색: 반 프라쎈의 경험론을 넘어서 , 반 프라쎈의 반실재론에 대한 비판
고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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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과학철학(151편)

과학
(44 )

과학철학 전반(13) 저서 1권, 번역서 8권, 논문 4편
개인 과학관(6 ) 퍼스, 로티, 비트겐슈타인, 경험론 각 1편, 버클리 2편
세계관 (3 ) 과학 혁명, 생산력, 후과학단계 각 1편
가치 (3 ) 과학과 가치 1편, 가치중립성 2편
반과학 (3 ) 반과학의 기원과 전개, 과학적 회의주의, 과학주의 비판 각 1편
인간 이해 (2 ) 과학적 철학의 인간 개념, 과학적 인간 이해 각 1편
혼돈 이론 (2 ) 혼동되어서는 안되는 혼돈 이론, 혼돈과 질서 각 1편
사회과학의 과학
화 (2 )

사회과학의 과학화 가능성, 사회과학적 지식의 가능성 각
1편

기타 (10 )
저서 1권( 과학과 형이상학 ), 번역서 3권
과학과 진리, 에피스테메, 생명의 단위, 신비주의 경향
신세대 과학 운동, 자연법칙 개념, 과학이론의 구조 각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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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성
(78 )

자
체
논
의

합리성 일반 (6 ) 과학적 진보/ 발전 3편, 합리성 2편, 비판지식의 성
1편

실증주의 (8 ) 확증 3편, 실증주의 3편, 실증주의와 반증주의 비교
2편

반증주의 (15)

저서 2권( 포퍼와 현대의 과학철학 , 칼 포퍼의 과
학철학 )
반증 원리 3편, 합리적 지식론, 구획 기준, 과학
론 각 2편
비교 4편(비트겐슈타인 1, 쿤 2, 연구 프로그램과
정부주의 1)

쿤 (6 ) 과학관, 혁명적 과학 각 1편, 패러다임/ 합리성, 구
기준 각 2편

라카토스 (2 ) 연구 프로그램의 방법론 2편
파이어아벤트 (2 ) 아나키즘적 과학론, 반방법 각 1편
라우든 (2 ) 번역서 1권( 과학과 가치 ), 과학적 진보의 문제 1편

관
련
논
의

이론의존성 (2 ) 이론 의존성과 과학적 발견의 논리, 관찰의 이론 중
립성 각 1편

과학 방법 (21)

방법 일반(12 )

개관 4편, 합리성, 자연주의 메타방
법론, 단순성, 도구론, 퍼스, 베이
실학, 운동론/ 자연도태론 비교 각
편

환원(1) 논리 실증주의의 환원 문제

개체/ 전체론(2 ) 방법론, 개체론/ 전체론을 넘어선 새
로운 방법론

귀납(6 )

번역서 1권( 귀납: 과학방법론에 대
한 정당화 )
귀납정당화 3편, 연역과 귀납, 흄과
포퍼 각 1편

발견/ 정당화맥락(2 )발견과 정당화 맥락 구분 문제 2편

과학적 설명 (12 )
번역서 1권( 설명과 이해 )

개관 3편, 논쟁사 1편, 헴펠 6편, 헴펠과 반 프라쎈 1편

실재론
(29 )

과학적 실재론 (15) 개관 3편, 이론적 대상들 9편, 반 프라쎈 3편

관
련
논
의

이론 미결정성 (4 ) 개관 4편

시간과 공간 (5 )
번역서 1권( 시간과 공간의 철학 )
물리기하학의 규약성, 동시성, 공간의 객관적 인식
시공간 각 1편

양자역학 (5 ) 개관 2편, EPR 역설 1편, 포퍼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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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철학 인지과학의 주제들>

심리철학 인지과학 분야에서 다루어진 주제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심

리철학 인지과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 셋을 꼽는다면, 마음, 심신관계

인지과학일 것이다. 이 각 개념은 물론 모두 다수의 연관 개념들을 가지

고 있다. 그러면 이 세 개념을 중심으로 80-90년대에 심리철학 인지과학

분야에서 다루어진 주제들을 정리하여 보자.

마음과 관련한 발표물들은 42편 정도 눈에 띈다. 이것들을 좀더 세분

하자면, ㉠ 심리철학 전반 에 관한 단행본이 4권 있다. 저서는 이효범

의 심리 철학의 근본 문제 1권이고, 번역서는 석봉래의 물질과 의식

(처치랜드 지음), 조승옥의 心理哲學 (쉐퍼 지음) , 류의근의 마음의

문제: 데카르트에서 비트겐슈타인까지 (맬컴 지음) 등 3권이다. ㉡ 개인

철학자의 심리 철학에 관한 논문은 5편으로, 라일에 관한 것이 2편, 버

클리, 셀라스와 칸트, 포퍼에 관한 것이 각 1편이다. 84 ) ㉢ 심성 실재

론 에 관한 논문은 6편으로, 개관적인 것이 심신문제와 실재론 , 누가

심성 실재론자인가? 의 2편, 포도르의 심성 실재론 이론 , 제거주의와

실재론 , 파핏의 다발이론 비판 , 환원, 속성, 실재론 이 각 1편씩이

다. ㉣ 심성 인과 에 관한 논문은 6편으로, 심성적 인과의 파라독스

와 새로운 문제 , 심성상태의 인과력과 비개인주의 , 무법칙적 일원론

과 심성 인과 , 환원주의와 심신인과의 문제 , 정신인과와 보편자 ,

Fodor의 표상주의에 있어 마음의 인과성 문제: 심적 표상의 지향성과

인과성에 대한 물리주의적 접근과 그 한계 등이다. ㉤ 심성 지향성 에

관한 논문은 5편으로, 마음의 지향성과 사회성 , 지향성과 합리성 ,

지향성과 반성 , 지향성의 생물학적 근거: R. G. Mi l l i kan의 고유 기능

론을 중심으로 , Davi dson의 명제태도 이론에 대한 일고찰 등이다.

㉥ 심성 개별화 에 관한 논문은 심성내용의 비개성주의적 개별화에 관

84 ) 그 제목들을 적어보면, G. Ryle의 마음 의 槪念에 關한 硏究 , G. Ryl e의 마
의 哲學에 관한 연구 , Geor ge Ber ke l ey에 있어서의 마음의 問題 , 사유주체
와 인간: 셀라스와 칸트의 심리철학 , 포퍼의 심리철학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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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 1편이다. ㉦ 행위 와 관련된 발표물이 8편으로, 김준섭의 저

서 哲學과 行動의 硏究 1권과 데이빗슨에 관한 논문 4편(행위론 3편,

의도론 1편) , 행위의 중층적 설명, 의도적/ 인과적 설명의 양립가능성,

전략적 합리성에 관한 논문 각 1편씩 모두 논문 7편이 있다. 85 ) ㉧ 타

인의 마음 에 관한 논문이 他人의 精神에 관한 知識에 대하여; 懷疑主

義와 類比論證主義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分析을 중심으로 와 다른 사

람의 마음에 관한 문제 의 2편이 있다. ㉨ 기타 마음과 관련된 논문이 5

편이 있다. 86 ) 마음과 관련하여 많이 논의되는 주제는 심성 실재론 (6

편), 심성 인과 (6편), 심성 지향성 (5편), 행위 (8편) 등이다.

심신관계와 관련된 발표물들은 35편 정도가 눈에 띈다. ㉠ 심신관계

일반 에 관한 논문이 7편으로, 개관적인 것이 심신론: 그 쟁점과 전망

, 심신문제: 그 기원, 현황, 평가 , 精神的 事件과 身體的 事件의

關係 의 3편이고, 법칙개념과 심신관계 문제 , 心身理論에서의 方法과

論理 問題 , 物質과 精神의 兩義性에 관한 形而上學的 考察 , 관념론

과 유물론의 종합 등이 각 1편씩이다. ㉡ 동일론 에 관한 논문은 7편

으로 개관적인 논문이 1편, 스마트와 크립키의 동일론에 관한 논문이 각

1편씩, 동일성에 관한 논문이 3편이고, 1편은 동일론과 행동주의를 비교

한 논문이다. 87 ) ㉢ 수반론 에 관한 발표물은 모두 8편으로, 저서가 김

재권의 수반과 심리철학 1권, 논문이 7편이다. 논문 7편의 구성은 개

85) 그 제목을 적어보면, 데이빗슨의 행위론 (2편), 인간 행위의 합리성에 대한
명: D. Davidson의 행위 이론을 중심으로 , 데이빗슨의 의도(Int ent i on ) 이론
인간 행위의 중층적 설명 , 인간의 행위에 대한 의도적 설명과 인과적 설명의

양립가능성에 대하여 , 주체적 결단의 전략적 합리성 등이다.
86 ) 그중 마음의 존재론적 지위 에 관한 논문이 2편으로 법칙과 마음의 존재론적

위 와 마음의 존재론적 지위 가 있고, 英國 經驗論의 存在論的 根據: 心理哲
의 根本問題에 對한 哲學史的 照明 , 意識의 自然科學的 基礎 , G. H. Mead의
자아 에 관한 연구 가 각 1편씩 있다.

87) 그것들을 순서대로 적어보면, 分析哲學과 心身同一論 , J . J . C. Smar t 의 心身
一論 硏究 , 크립키의 심신동일론 비판에 대한 비판적 고찰 , 心身同一論의
一性의 문제 , Kr ipke의 同一性 硏究 Wiggins의 批判을 中心으로 ,
Geach와 Wiggins의 동일성 이론 연구 , 行動主義와 同一論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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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인 논문이 2편이고, 김재권의 수반 이론에 관한 논문이 2편, 상응관

계, 수반론 이후, 창발론에 관한 논문이 각 1편씩이다. 88 ) ㉣ 개인 철

학자의 이론 에 관한 논문은 모두 12편으로, 데이빗슨 6편, 포퍼 3편,

퍼트남, 크립키, 브로드가 각 1편씩이다. 89 ) 그리고 ㉤ 사람 이론 에

관한 논문인 사람에 관한 St r awson과 Ar ms t r ong의 견해 가 1편 있다.

심신 관계와 관련하여 많이 논의되는 주제는 심신 관계 (35편) 자체라

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좀더 세분하자면, 심신 동일론 (7편) , 심신

수반론 (8편) , 데이빗슨의 무법칙적 일원론 (6편) 등이 많이 논의되는

주제이다.

인지과학에 관한 발표물들은 28편 정도가 눈에 띈다. 90 ) ㉠ 인지과학

일반 에 관한 발표물이 6편으로, 저서가 소흥렬의 자연주의적 유신론

1권, 논문이 철학에서 본 인지 과학 , 철학: 인지과학의 토대 , 계

산주의, 연결주의, 단순성 , 인지과학과 가족 유사성 , 환원론과 인지

과학 등 5편이다. ㉡ 인공지능 에 관한 발표물들은 5편으로, 저서가

이초식의 인공지능의 철학 1권, 논문이 인공 지능과 카르납의 인공

언어 , 자연언어와 인공지능 , J . Sear l e의 인공지능 비판의 비판 ,
중국어 방 속의 대화; 설, 계산주의자, 연결주의자 등 4편이다. ㉢

88 ) 그것들을 순서대로 적어보면, 심신수반 이론 , 심신 수반에 관하여 , 心理物
的 隨伴論 김재권교수의 理論을 中心으로 , 심리물리적 수반론의 존재론
적 기초: 김재권교수의 논의를 중심으로 , 心理物理的 隨伴과 相應關係 , 수
론의 신화 그리고 그 이후 , 創發論의 物理主義的 解釋 등이다.

89 ) 그것들의 제목을 살펴보면, 데이빗슨의 심신론 , 데이빗슨의 심신이론 고찰:
법칙적 일원론을 중심으로 , 데이빗슨의 무법칙적 일원론 , 무법칙적 일원론
대한 비판적 고찰 , 무법칙적 일원론의 선험적 논증; 데이빗슨의 심신론에 대
비판적 고찰 , 비환원적 유물론의 신화 , 칼 포퍼의 唯物論的 心身論 批判
심신 상호작용론에 관한 연구 포퍼의 세계 3 이론을 중심으로 , 情神-身體

相互作用主義에 관한 연구 , Put nam의 心身理論에 관하여 , 크립키의 심신론
과 가능성 , C. D. Br oad의 心身關係論 硏究 등이다.

90 ) 인지과학으로 분류된 31편은 여기에 속해 있는 28편과 위에 나온 논문 포도르
의 심성 실재론 이론 , Fodor 의 표상주의에 있어 마음의 인과성 문제: 심적
상의 지향성과 인과성에 대한 물리주의적 접근과 그 한계 , 지향성의 생물학적
근거: R. G. Mi l l i kan의 고유 기능론을 중심으로 의 3편을 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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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상 과 관련된 논문은 4편으로, 사고와 행위에 대한 상식적 설명방식

의 옹호 가능성: 표상적 심리론과 제거적 유물론을 넘어서는 대안의 모

색 , 표상적 심리론의 이론적 특징과 그 전망 , 포더와 좁은 내용

(nar r ow cont ent ) , 현시와 표상 등이다. ㉣ 기능주의 에 관련된

논문은 3편으로, 형이상학적 기능주의 고찰 , 기능주의적 심신 이

론 연구: 인지과학의 철학적 함의를 중심으로 , 기능주의 심리철학

연구 등이다. ㉤ 계산주의 에 관련된 논문은 4편으로 사고의 언

어 가설은 정당한가? , 사고언어와 의미의 문제: 마음에 관한 계산

적 접근 방법에 관하여 , 포더의 계산-표상적 심리 이론 , An

approach to Chomsky ' s innat e Schema 등이다. ㉥ 연결주의 와

관련된 논문은 4편으로 처칠랜드의 Neurophi losophy에 관한 연구 ,

연결주의와 구성적 구조 , 연결주의와 구성적 구조: 포더와 그의

동조자들에게 보내는 응답 , 연결주의와 지식의 정당화 문제 등이

다. ㉦ 기타 사이버네틱스의 인식론적 의미 , 정보화 사회와 신문

명 등 2편이 있다. 인지과학과 관련하여 많이 논의되는 주제는 인

공지능 (5편), 표상 (4편), 기능주의/계산주의/ 연결주의 (11편)라
할 수 있다.

종합하자면, 심리철학 인지과학 총 105편 중 마음과 관련된 발표

물이 42편, 심신관계와 관련된 발표물이 35편, 인지과학과 관련된 발

표물이 28편으로, 마음과 관련된 발표물이 다소 많다. 그러나 단일

주제로는 역시 심신관계 가 35편으로 가장 눈에 많이 띈다. 그리고

심리철학 인지과학 분야에서 80-90년대에 10편 이상의 발표물을 낸

학자는 없다. 91)

91) 5편 이상의 발표물을 낸 학자는 백도형(7편)과 이효범(5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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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심리철학 인지과학(105편)

마음
(42 )

심리철학 전반 (4 )저서 1권, 번역서 3권

개인 심리철학 (5 )라일 2편, 버클리, 셀라스와 칸트, 포퍼 각 1편

심성 실재론 (6 ) 개관 2편, 포더, 제거주의, 다발이론, 환원과 속성 각 1

심성 인과 (6 ) 심성인과의 역설, 비개인주의, 무법칙적 일원론, 환원
의, 보편자, 포더의 표상주의 각 1편

심성 지향성 (5 ) 사회성, 합리성, 반성, 생물학적 근거, 명제태도 각 1편

심성 개별화 (1) 심성내용의 비개성주의적 개별화 1편

행위 (8 )
저서 1권, 데이빗슨 4편(행위론 3, 의도론 1), 행위의
층적 설명, 의도적/ 인과적 설명의 양립가능성, 전략적
리성 각 1편

타인의 마음 (2 ) 개관 1편, 비트겐슈타인 1편

기타 (5 ) 존재론적 지위 2편, 철학사적 조명, 의식의 자연과학적
기초, 미드의 자아 연구 각 1편

심신
관계
(35 )

심신관계 일반 (7 )개관 3편, 법칙 개념, 방법과 논리, 형이상학적 고찰,
념론/ 유물론 종합 각 1편

동일론(7 ) 개관 1편, 스마트 1편, 크립키 1편, 동일성 3편, 행동주
와 비교 1편

수반론(8 ) 저서 1권, 개관 2편, 김재권 2편, 상응관계, 수반론 이
창발론 각 1편

개인학자이론 (12 )데이빗슨 6편, 포퍼 3편, 퍼트남, 크립키, 브로드 각 1편

사람 이론 (1) 사람에 관한 스트로슨과 암스트롱의 견해 1편

인지
과학
(28 )

인지과학 일반 (6 )저서 1권, 개관 2편, 계산/ 연결주의/ 단순성, 가족유사
환원론 각 1편

인공지능 (5 ) 저서 1권, 카르납 인공언어, 자연언어 각 1편, 서얼 중
어방 2편

표상 (4 ) 표상적 심리론 2편, 좁은 내용 1편, 현시와 표상 1편

기능주의 (3 ) 개관 3편

계산주의 (4 ) 사고언어 2편, 포더의 계산-표상적 심리론, 촘스키의 생
득 도식 각 1편

연결주의 (4 ) 처치랜드의 신경철학 1편, 구성적 구조 2편, 지식의 정당
화 1편

기타 (2 ) 사이버네틱스 1편, 정보화 사회와 신문명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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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철학 수리논리학의 주제들>

수리철학 수리논리학 분야에서 80-90년대에 다루어진 주제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수리철학의 발표물들은 14편 정도 눈에 띈다. 이것들을 좀더 세분하자

면, ㉠ 수리철학 전반 에 관한 논문이 현대수리철학의 백가쟁명 , 數

과 論理學 , 집합론과 논리 , 허구론적 수리철학의 허구적 메타논리학

등 4편이 있다. 그리고 ㉡ 프레게의 수학적 논리주의에 관한 논문이 4편

으로, Fr ege의 산수철학에 대한 연구 , 프레게의 수 개념과 논리주의

수학적 논리주의에 관한 연구: Fr ege의 이론을 중심으로 , 프레게의

산술 철학 비평 이 후설에게 미친 영향 등이다. ㉢ 수학적 구성에 관한

논문이 수학과 구성의 문제 와 수학과 構成 2편이고, 그밖에 ㉣ 수학

적 직관주의와 그 논리학 , 수학적 플라톤주의에 대한 자연주의적 설명

칸토르의 무한관과 제논의 역리 , 논리-수학적 진리에 대한 규약론적

설명 이 각 1편씩 있다.

수리논리학 발표물들은 10편 정도 눈에 띈다. 우선 ㉠ 수리논리학

반 에 관한 저서로 임정대의 數理論理學 이 1권 있고, ㉡ 괴델 정리

관한 논문이 7편으로, 괴델의 證明 , Goedel 의 증명에서의 대각선 논

법 (2편) , 힐버트 프로그램과 괴델 정리의 해석 , 힐버트 프로그램과

델의 불완전성 정리들 , 괴델 불완전성 정리에서 유도 안될 수도 있는

명제 , 타르스키 定理, 처치 定理 그리고 괴델 定理 등이 있다. 그리

그밖에 ㉢ 公理의 問題 와 Peano 산술과 Weyl 의 공리체계간의 논리적

관계 의 2편이 있다.

종합하자면, 수리철학 수리논리학 총 24편 중 수리철학의 발표물은 1

편, 수리논리학의 발표물은 10편이다. 단일 주제로는 수리철학에서는

레게의 논리주의 (4편), 수리논리학에서는 괴델 정리 (7편)에 관한

제일 많이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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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수리철학 수리논리학(24편)

수리철학 (14 )

수리철학 전반(4 ) 개관 1편, 수학, 집합론, 허구적 메타논리
각 1편

프레게 논리주의(4 )개관 3편, 후설에게 미친 영향 1편
수학적 구성(2 ) 개관 2편

기타(4 )
직관주의, 플라톤주의에 대한 자연주의적 설
명, 칸토르의 무한관과 제논의 역리, 규약론
각 1편

수리논리학 (10 )

수리논리학 전반(1)저서 1권( 數理論理學 )

괴델정리(7 )
개관 1편, 대각선 논법, 힐버트 프로그램 각
2편, 유도불가능적 명제, 타르스키/ 처치 정리
각 1편

공리(2 ) 공리의 문제, Peano 산술과 Weyl의 공리체
계 각 1편

<논리학 메타논리학의 주제들>

논리학 메타논리학 분야에서 80-90년대에 다루어진 주제들은 어떤 것

이 있는가?

논리학의 발표물들은 36편 정도 눈에 띈다. 이것들을 좀더 세분하자

면, ㉠ 일반 논리학 교재 에 해당하는 단행본이 18권 있다. 저서는 12

권이고, 번역서는 6권이다. 92 ) ㉡ 논리와 비판적 사고 교재 에 해당하

는 저서가 3권 2종이 있다. 김광수의 논리와 비판적 사고 와 조성민,

정선심의 논리와 가치탐구 제1, 2권이다. ㉢ 조건 논리 에 관한 발

표물이 2편으로 김영철의 저서 條件論理 와 논문 條件論理에 관한 硏

92 ) 저서 12권은 여훈근의 現代論理學 과 現代論理學의 硏究 , 최명관의 論理學
槪論 과 現代論理學 , 유기상의 形式論理學 , 이양기의 一般論理學 , 조재두
論理學 , 이재만의 論理學 , 조용일의 一般論理學 , 이준구의 現代論理學

강영계, 송병옥의 論理學 槪論 , 강영계, 김혜숙의 논리학의 이해 등이다. 번
서 6권은 김영배의 논리학이란 무엇인가 (버거 지음), 민찬홍의 논리학 입문
(코피 지음), 곽강제의 論理學 (새먼 지음) , 이좌용의 형식논리학 (제프리
음), 최세만, 이재희의 논리학의 기초 (바커 지음), 심철호의 교양 논리학 (구
플란, 탬니 지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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究 가 있다. ㉣ 삼단논법 에 관한 논문이 4편으로 삼단논법에 대하여

, 삼단논법과 간접 다이어그램 , 古典論理學의 記號論理學的 解釋;

삼단논법을 중심으로 , 삼단논법과 변증법 등이다. ㉤ 다치논리 에

관한 논문이 2편으로 多植倫理의 歷史的 背景과 그 體系 와 多値論理

의 解釋問題- Pr ior와 Rescher 를 中心으로- 등이다. ㉥ 폰 라이트의

당위 논리 와 실천 논리 에 관한 것으로 Von Wr i ght 의 당위논리에

관한 연구 , Von Wr ight 의 實踐推理- 意圖的 行爲의 說明과 理解를 中

心으로- 의 2편이 있고 ㉦ 직관주의 논리 에 관한 것으로 直觀命題

論理의 意味論 1편이 있다. ㉧ 비형식 논리학에 관한 논문은 귀추법의

논리 , 오류론 , 유비추리의 유형과 기준 등 3편이 있다. 그리고 ㉨

논리학사 에 관한 논문은 근대의 논리학 1편이 있다.

메타논리학의 논문들은 2편이 눈에 띈다. 二次論理學의 完全性과 不完

全性 과 고전논리의 최대 일관성과 이의 공리적 확장 이 그것이다.

종합하자면, 논리학 메타논리학 총 38편 중 논리학 발표물이 36편,

타논리학 발표물이 2편이다. 논리학의 발표물들 중에서도 논리학 교

재 (18권)와 삼단논법 (4편)에 관한 논문들이 가장 눈에 많이 띈다.

<표 9> 논리학 메타논리학(38편)

논리학 (36 )

일반논리학 교재(18 ) 저서 12권, 번역서 6권
비판적 사고 교재(3 ) 저서 3권(2종류)
조건 논리(2 ) 저서 1권, 논문 1편

삼단논법(4 ) 개관 1편, 다이어그램, 고전논리학 해석,
증법 각 1편

다치논리(2 ) 역사적 배경과 그 체계, 해석문제 각 1편
당위/ 실천 논리(2 ) 당위논리, 실천논리 각 1편
직관주의 논리(1) 직관명제논리의 의미론
비형식 논리학(3 ) 귀추법의 논리, 오류론, 유비추리 각 1편
논리학사(1) 근대의 논리학 1편

메타논리학 (2 ) 2차논리의 완전성과 불완전성, 고전논리의 최대일관성과 공리적
확장 각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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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상학의 주제들>

형이상학 분야에서 다루어진 주제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80-90년대에

형이상학 분야에서 다루어진 주제들은 논리철학에 다루어진 존재론과 심

리철학의 주제들을 제외한다면, 화이트헤드의 형이상학적 주제들인 사변

철학 , 현실적 존재자 철학 , 과정철학 등과 보편자 문제 , 자유

결정론 , 자아동일성 , 내적 관계설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 형이상학 에 관한 단행본이 3권 있다. 번역서는 엄정식의

形而上學 (테일러 지음) , 이순성의 사후세계의 철학적 분석 (페넬름

지음) 2권이 있고, 저서는 논문 모음집인 김재권외 지음의 수반과 형이

상학 1권이 있다. ㉡ 화이트헤드의 형이상학에 관한 논문은 모두 16편

으로, 사변철학 에 관한 것이 4편, 현실적 존재자 에 관한 것이 6편,

과정철학 에 관한 것이 6편이다. 93 ) ㉢ 보편자 문제 에 관한 논문은 3

편으로, 普遍者의 문제 , G. E. Moor e에 있어서 普遍者의 問題 , 경

험적 실재론에서 본 보편자의 문제 등이다. ㉣ 자유의지와 결정론 에

관한 것은 5편으로, 自由意志와 決定論 , 자유의지와 결정론의 문제

와 같은 개관적인 논문이 2편이고, 自由論과 決定論 論爭에 있어서의

自我槪念 , 自由와 因果問題 , 칼 포퍼의 비결정론에 대한 연구 등이

93 ) 사변철학 에 관한 4편의 제목은 Whi t ehead의 思辨哲學 硏究 序說 과 A. N
Whi t ehead에 있어서 思辨哲學의 根源 , 화이트헤드의 자연인식과 철학적 사변
에 관한 고찰 , 화이트헤드의 범주도식과 파악(Pr ehens ion )에 대한 연구 등
며, 현실적 존재자 에 관한 6편의 제목은 화이트헤드의 現實的 契機(Act u
Occas ion )에 관한 硏究; 意識改革을 위한 思辨的 方法으로 , A. N. Whi t ehea
의 現實的 存在者에 관한 分析 , 화이트헤드의 우주론적 형이상학에 있어서 현
실적 존재자(Ac t ua l Ent i t y )에 관한 연구 , A. N. Whi t ehead의 存在論에 관한
硏究 , A. N. Whi t ehead에 있어서 存在者의 關係 , A. N. Whi t ehead의 관계
성의 개념에 관한 연구 등이며, 과정철학 에 관한 6편의 제목은 A.
Whi t head ' s Pr ocess and Becoming , A. N. Whi t ehead의 過程과 生成 ,
A. N. 화이트헤드의 과정철학에 관한 연구 , 화이트헤드에 있어서 과정과 생

성 , 화이트헤드의 과정철학과 명제이론 , A. N.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에
관한 연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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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편씩이다. ㉤ 자아동일성 에 관한 논문은 8편으로, 개관적인 논문

이 1편, 록크, 슈메이커, 포퍼의 자아동일성 이론에 관한 논문이 각 1

편씩, 흄의 자아동일성 이론에 관한 논문이 2편이다. 그리고 자아동일성

을 기억과 환원주의와 관련시켜 논의한 논문이 각 1편씩이다. 94 ) 그밖에

㉥ 內的 關係說에 관한 批判的 考察 이 1편 있다.

종합하자면, 형이상학 총 36편 중 단행본이 3권, 화이트헤드의 형이

상학에 관한 논문들이 16편( 사변철학 4편, 현실적 존재자 철학 6

편, 과정철학 6편), 보편자 문제 3편, 자유의지와 결정론 5편,

자아동일성 8편, 내적 관계설 1편으로 화이트헤드의 형이상학에 관

한 발표물들이 제일 많다. 그러나 단일 주제로는 자아동일성 (8편)
자유의지와 결정론 (5편)에 관한 논문들이 가장 눈에 많이 띈다. 95 )

<표 10> 형이상학(36편)

형이상학
(36 )

형이상학 전반(3 ) 번역서 2권, 저서 1권

화이트헤드(16 )

사변철학 4편

현실적 존재자 철학 6편

과정철학 6편

보편자 문제(3 ) 개관 1편, 무어, 경험적 실재론 각 1편

자유의지/ 결정론(5 )개관 2편, 자아, 인과, 포퍼 각 1편

자아동일성(8 ) 개관 1편, 록크, 슈메이커, 포퍼 각 1편, 흄 2편,
억, 환원주의 각 1편

내적 관계설(1) 개관 1편

94 ) 자아의 동일성에 대한 철학적 분석 , Locke의 自我同一性 槪念 ,
Shoemaker 의 自我同一性 理論 , 自我意識의 同一性에 관하여; 몇몇 선험론자
들과 K. Popper 와의 비교고찰 , 기억과 자아동일성 , 환원주의와 자기동일성
의 문제 , 흄에 있어서 자아의 동일성 문제 , 흄에 있어서 자아의 동일성에
한 문제 등이다.

95) 36편 중 존재론으로 분류될 수 있는 논문들은 화이트헤드의 현실적 존재자 철학
6편, 과정철학 6편, 그리고 보편자 문제 3편, 내적 관계설 1편 등 모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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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론의 주제들>

인식론(지식론) 분야에서 다루어진 주제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인식론

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 셋을 꼽는다면, 지식, 인식 현상, 회의주의일

이다. 지식과 관련해서는 지식 일반 과 지식의 구성 요소인 정당화 ,
리 , 믿음 등을 다루고, 인식 현상과 관련해서는 경험 과 이것의 상

념인 선험 , 지각 , 전체론 등을 다루며, 회의주의와 관련해서는

의 부정적 시각에서 문젯거리로 대두된 인과 , 귀납 , 규칙 따르기 ,

주의 , 관념론 , 회의주의 등을 다룬다. 이 각 개념은 물론 모두 다

연관 개념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세 개념을 중심으로 80-90년대에

인식론 분야에서 다루어진 주제들을 정리하여 보자.
지식과 관련한 발표물들은 47편 정도 눈에 띈다. 이것들을 좀더 세분하

자면, ㉠ 인식론 전반 에 관한 발표물이 8편으로, 단행본이 3권, 논문이

5편이다. 단행본 중 저서는 정대현의 지식어란 무엇인가: 지식개념의 일

상언어적 분석 1권이고, 번역서는 정대현의 認識論 (콰인, 울리안 지

음)과 이병욱의 인식론 (햄린 지음) 등 2권이다. 논문 5편은 지식론으

로서의 일상언어 분석론 , 知識에 對한 分析 , 현대인식론의 과제와 동

향 , 제일 철학으로서의 인식론의 가능성 , 최근 인식론의 동향 등이

다. ㉡ 개인 철학자의 인식론 에 관한 논문은 5편으로, 포퍼에 관한 것

이 2편, 무어, 레러, 러셀에 관한 것이 각 1편씩이다. 96 ) ㉢ 인식 정당

화 에 관한 논문은 18편으로, 인식 정당화 일반 에 관한 논문이 4편, 로

티의 반정초주의 가 1편, 골드만의 신빙론 이 2편, 봉쥬르의 정합론

이 2편, 토대론 이 7편, 증거론 이 2편이다. 97 ) ㉣ 자연주의 에 관한

96 ) 5편의 제목을 살펴보면, 포퍼의 인식론 , Kar l Popper 의 지식론에 있어서
이상학적 지식의 문제 , G. E. Moor e의 認識論에 관한 연구 , 레러의 지식분
석에 관한 연구 , 캠브리지와 러셀의 과학적 인식론 등이다.

97) 인식 정당화 일반 에 관한 논문 4편은 지식의 분석에 있어서 정당화의 문제
지식과 정당화 , 인식 정당화에 관한 한 이론 , 게티어 문제와 인식적 정당

에 관한 연구 등이고, 반정초주의 에 관한 논문 1편은 로티의 반정초주의 이
그리고 신빙론 에 관한 논문 2편은 골드만의 신빙성 이론과 인식론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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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물은 10편으로, 저서가 김영남의 콰인의 자연주의 인식론 과 한국분

석철학회의 논문 모음집인 철학적 자연주의 2권이 있고, 논문은 8편이

있다. 논문 8편 중 개관적인 논문이 3편, 골드만과 Laudan의 규범의 문

제에 관한 논문이 1편, 비트겐슈타인의 자연주의에 관한 논문이 1편, 흄

의 자연주의에 관한 논문이 3편이다. 98 ) ㉤ 진리 에 관한 논문은 4편으

로 眞理性과 對應問題 , 퍼트남의 실재론적 진리 개념 , 진리개념과

수축적 진리론 , 인식론 비판과 진리의 문제: R. 로티와 H. G. 가다머를

중심으로 등이다. ㉥ 믿음 에 관한 논문은 2편으로 지식의 신념조건에

관한 연구 와 믿음, 명제태도의 일반 이론을 위한 이론 등이다. 따라서

지식과 관련하여 많이 논의되는 주제로는 인식 정당화 (18편) , 자연주

의 (10편), 토대론 (10편)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인식 현상과 관련한 발표물은 34편 정도 눈에 띈다. ㉠ 경험/ 경험론

에 관한 논문은 14편인데, 그중 경험 에 관한 것은 3편으로 포퍼, 경험

론, 흄의 경험 개념에 관한 논문이 각 1편씩이고, 경험론 에 관한 것은

4편으로 흄의 경험론, 고전 경험론, 영국 경험론, 경험론적 세계관에 관

한 논문이 각 1편씩이다. 그리고 로크의 보편 에 관한 것이 1편, 로크

의 실체 개념 에 관한 것이 2편, 추상 개념 에 관한 것이 2편(버클리,

영국 경험론 각 1편) , 감각자료 에 관한 논문이 2편(러셀과 무어 각 1

인식적 규범의 자연화 가능성: 골드만의 신빙성론을 중심으로 등이고, 정합
에 관한 논문 2편은 L. Bonj our 의 내재적 정합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 과
Bonj our 의 Doxas t i c Pr esumpt ion에 대한 비판적 논의 등이다. 또 토대론

관한 논문 7편은 앎의 基礎論(Foundat iona l i sm)에 관한 논쟁 (2편) , 인식
기초론의 성립가능성 문제 (2편) , 인식적 토대론의 논리적 형식 , 인식적 토
론의 정당화 문제 , 인식적 정당화에 관한 연구: 토대론을 중심으로 등이고,
거론 에 관한 논문 2편은 증거론이란 무엇인가? 와 믿음과 증거의 연결 등이다

98 ) 그 제목들을 순서대로 적어보면, 인식론의 자연화 , W. V. 콰인의 자연주의 인
식론 연구 , 인간의 얼굴을 한 자연주의 , 인식론적 자연주의와 규범의 문제
Gol dman과 Laudan을 중심으로 , 비트겐슈타인의 자연주의에 대한 고찰: 뉴턴
가버의 해석을 중심으로 , 흄의 자연주의: 흄과 자연화된 인식론 , 철학적
의주의와 D. Hume의 자연주의에 관한 연구 , D. Hume의 자연 믿음에 관한
고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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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다. 99 ) ㉡ 선험성 에 관한 논문은 8편으로, Kant 의 先驗的 演繹

과 Popper 의 反證可能性 (3편) , 칸트와 포퍼의 인식론적 문제제기의 유

사성 , 선험적 연역의 구조 , 비트겐슈타인에서 본 칸트의 선험적 주

관 의 문제 , 先驗的 誤謬推理에 關한 考察 , 필연적 지식의 오류가능

성과 선험적 지식의 수정가능성 등이다. ㉢ 지각 에 관한 논문은 10편

으로, 지각 일반 에 관한 것이 2편, 화이트헤드의 지각론 에 관한 것

이 4편, 로크, 흄, 오스틴, 에이어의 지각에 관한 논문이 각 1편씩이

다. 100 ) ㉣ 전체론 에 관한 논문은 2편으로, Qui ne 철학의 전체론적 특

징 과 Qui ne의 경험주의와 전체주의 이다. 인식 현상과 관련하여 제일

많이 논의되는 주제는 지각 (10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회의주의와 관련한 발표물들은 39편 정도가 눈에 띈다. ㉠ 인과/ 필

연성 에 관한 논문이 11편으로, 흄의 인과론이 9편(인과론 5편, 인과의

필연성/ 규칙성 2편, 원인 정의 2편), 그리고 칸트의 흄 인과론 비판,

록크의 인과적 힘에 관한 것이 각 1편씩이다. 101 ) ㉡ 귀납 에 관한 논

99 ) 경험 에 관한 3편은 칼 포퍼의 경험개념에 관한 연구 , 英國 經驗論에 있어
經驗 의 槪念 , Hume에 있어 先驅的 分析理論의 探究; 人性論 에 나타난 經驗

理論을 中心으로 등이며, 경험론 에 관한 4편은 흄의 경험론 , 고전적 경험
의 방법과 그 성과 , 英國 經驗論 哲學에 關한 硏究; Locke의 人間知性論에 끼
친 實證科學과 Descar t es의 影響 , 經驗 觀念 世界; 經驗論的 世界觀의 한
判 등이다. 보편 에 관한 1편은 로크에 있어서 보편의 문제 이며, 실체 개념
관한 2편은 존 로크의 실체 개념 (2편)이다. 또 추상 개념 에 관한 2편은 버
리의 抽象觀念 理論 , 영국 경험론의 추상 개념 문제 이며, 감각자료 에 관한
문 2편은 Sense-Dat a의 문제; B. Russe l l의 경우 와 G. E. Moor e의
Sense-da t a 의 問題에 관한 小考 이다.

100 ) 지각 일반 에 관한 2편은 認識은 知覺인가? , 知覺에 대한 哲學的 分析; 직
적 귀속 이론의 관점에서 이고, 화이트헤드의 지각론 에 관한 4편은 A.
Whi t ehead의 知覺論에 관한 硏究 , A. N. Whi t ehead에 있어서 意識的 知覺 ,
Whi t ehead에 있어서 知覺의 問題 , Whi t ehead의 知覺過程에 관한 思辨的 硏

究 이다. 그 밖의 논문 4편은 Locke의 관념과 지각의 문제 , Hume의 인식론
에서 지각과 상상력 , J . L. Aus t in의 지각 언어 이론에 관한 연구 , Ayer 의
각에 대한 고찰 등이다.

101) 흄 9편 중, 인과론 5편은 D. Hume의 因果論 (2편), D. Hume의 인과율에
관한 연구 , 흄의 인과론에 관한 연구 , 흄의 인과관계 분석에 대한 비판적

154



영미 철학의 수용(1980- 1995)

문이 7편으로, 흄의 귀납 정당화에 관한 논문이 3편, 귀납의 실용적 정

당화에 관한 논문이 1편, 굿맨의 귀납 역설에 관한 논문이 3편이다. 102 )

㉢ 규칙 준수 에 관한 논문이 1편으로, 비트겐슈타인의 규칙 준수

(Rul e-Fol l owing)와 그 해석에 관한 연구 이다. ㉣ 상대주의 에 관한

논문이 3편으로 굿맨의 상대주의 연구 , 現代 認識論과 相對主義 ,

개념 상대주의의 옹호 등이다. ㉤ 실재론/ 관념론 에 관한 발표물이 10

편으로, 한국분석철학회의 논문 모음집 실재론과 관념론 이 1권, 논문

이 9편이다. 이 9편의 논문중 개관적 논문이 1편이고, 흄의 관념론/ 실

재론 논의에 관한 논문이 3편이고, 퍼트남의 내재적 실재론에 관한 논문

이 5편이다. 이 내재적 실재론에 관한 논문 5편은 개관적 소개 논문 2
편, 칸트의 관념론과 비교한 논문 1편, 상대주의와 객관성에 각각 초점

을 맞춰 쓰여진 논문 2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103 ) ㉥ 회의주의/ 확실성

에 관한 발표물은 7편으로 이중 단행본은 이영철의 번역서 확실성에 관

하여 (비트겐슈타인 지음) 1권이고, 논문은 개관적인 것 2편, 비트겐슈

타인에 관한 것 4편(확실성 2편, 인식 한계 1편, Cr i t er i on 1편) 등

모두 6편이다. 104 ) 따라서 회의주의와 관련하여 많이 논의되는 주제는

찰 등이고, 인과의 필연성/ 규칙성 2편은 因果의 必然性과 規則性 , Hume의
인과 개념과 필연성의 문제 이고, 원인 정의 2편은 흄의 두 원인 정의의 양립가
능성과 완전성 , 原因 에 대한 Hume의 두 定義 이다. 그 밖의 2편은 Kant 의
Hume 因果論 批判 , 록크에 있어서 인과적 힘의 개념 이다.

102 ) 그 제목들을 순서대로 적어보면, D. Hume에 있어 歸納推理의 正當性 問題 ,
歸納推論의 正當性에 관한 연구 2 , 흄의 귀납적 추론의 문제와 뉴턴의 실험적

방법에 관한 연구 , 歸納의 實用的 正當化에 관한 연구 , 귀납에 관한 굿맨
역설 , 사실과 허구의 경계에 관한 연구 굿맨의 귀납적 일반화 논의를 중심으
로 , 굿만의 역설에 관한 연구 등이다.

103 ) 개관 1편은 인식에 있어서 실재성의 문제 이고, 흄의 관념론/ 실재론 논의 3
은 흄의 관념론 비판 , 英國 實在論과 觀念論의 克服 , David Hume에 있어
서 外部世界의 存在問題 이고, 내재적 실재론 5편은 퍼트남의 내적 실재론에 관
한 小考 , 퍼트남의 내재적 실재론: 이성, 진리, 역사 를 중심으로 , 내재적
재론에 있어서의 칸트적 요소 , 퍼트남의 내재적 실재론과 상대주의의 문제
Put nam의 내재적 실재론과 객관성 이다.

104 ) 개관적인 논문 2편은 회의주의는 논박될 수 있는가 , 지식-회의주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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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필연성 (11편), 귀납 정당화 (7편), 실재론/ 관념론 (10편) ,

회의주의 (7편) 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하자면, 인식론 총 120편 중 지식과 관련된 발표물이 47편, 인식

현상과 관련된 발표물이 34편, 회의주의와 관련된 발표물이 39편으로,
지식과 관련된 발표물이 인식론 발표물들 중 제일 많다. 단일 주제로는

지식과 관련된 발표물들 중에서도 인식 정당화 에 관한 발표물이 18편

으로 가장 눈에 많이 띈다. 그리고 인식론 분야에서 80-90년대에 10편

이상의 발표물을 낸 학자는 없다. 105 )

고찰 이고, 비트겐슈타인에 관한 논문 4편은 비트겐슈타인에 있어서의 확실성과
회의주의 , 確實性의 追求 , 비트겐슈타인에 있어서의 인식의 한계에 관한
구 , 비트겐슈타인의 Cr i t er ion 개념 등이다.

105) 5편 이상의 발표물을 낸 학자는 김효명(6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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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인식론(120편)

지식
(47 )

인식론 전반 (8 )저서 1권, 번역서 2권, 논문 5편
개인 인식론 (5 )포퍼 2편, 무어, 레러, 러셀 각 1편
인식 정당화
(18 )

개관 4편, 반정초주의 1편, 신빙론 2편
정합론 2편, 토대론 7편, 증거론 2편

자연주의 (10 ) 저서 2권, 개관 3편, 규범의 문제 1편, 비트겐슈타인 1편, 흄 3편
진리 (4 ) 대응, 실재론적 진리, 수축적 진리론, 인식론 비판 각 1편

믿음 (2 ) 지식의 신념조건, 믿음 및 명제태도의 일반 이론을 위한 이
론 각 1편

인식
현상
(34 )

경험/ 경험론
(14 )

포퍼, 경험론, 흄의 경험개념 각 1편,
흄의 경험론, 고전적 경험론, 영국 경험론, 경험론적 세계
각 1편
보편 문제 1편, 실체 개념, 추상 개념, 감각자료 각 2편

선험성 (8 ) 칸트와 포퍼 4편, 연역 구조, 선험적 주관, 오류추리, 수
가능성 각 1편

지각 (10 ) 지각 일반 2편, 화이트헤드 4편, 로크, 흄, 오스틴, 에이
각 1편

총체론 (2 ) 콰인 철학, 콰인 경험주의

회의
주의
(39 )

인과/ 필연성
(11)

흄 9편(인과론 5편, 인과의 필연성/규칙성 2편, 원인 정의 2편
칸트의 흄 인과론 비판, 록크의 인과적 힘 개념 각 1편

귀납 (7 ) 흄의 귀납 정당화 3편, 실용적 정당화 1편, 굿맨의 역설 3편
규칙 준수 (1) 비트겐슈타인 규칙 준수 1편
상대주의 (3 ) 굿맨의 상대주의, 현대인식론과 상대주의, 개념 상대주의
실재론/ 관념론
(10 )

저서 1권, 개관 1편, 흄 3편, 내적 실재론 5편(칸트, 상대
의, 객관성)

회의주의 (7 ) 번역서 1권, 개관 2편, 비트겐슈타인 4편(확실성, 인식
계, Cr i t er i on )

<실용주의/신실용주의의 주제들>

실용주의/ 신실용주의 분야에서 80-90년대에 다루어진 주제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실용주의/ 신실용주의 분야에서 다루어진 논문들은 크게 다음과 같이 4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용주의 일반, 제임스의 실용주의,

이의 실용주의, 신실용주의. 그러면 이 네 부류를 중심으로 80-90년대에

인식론 분야에서 다루어진 주제들을 정리하여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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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주의 일반 과 관련한 발표물들은 5편 정도 눈에 띈다. 이중 단

행본은 2권으로 한국철학회의 논문 모음집인 죤 듀우이와 프라그마티

즘 과 신득열의 번역서 경험과 자연 (듀이 지음)이고, 논문은

Pr agmat i sm에 있어서의 結果의 重要性 , 프라그마티즘과 프락시스 ,
프래그머티즘과 미국적 생활방식 등 3편이다.

제임스의 실용주의 에 관한 논문은 2편으로 W. James - 生涯와 그

思想的 意義 와 W. James의 根本經驗論에 關하여 이다.

듀이의 실용주의에 관한 논문은 24편으로 ㉠ 경험과 자연 에 관한

논문이 3편이고, 106 ) ㉡ 경험 에 관한 논문이 6편이고, 107 ) ㉢ 교육과

경험 에 관한 논문이 3편이다. 108 ) ㉣ 지식과 행위 에 관한 논문이 4편

이다. 109 ) ㉤ 도구주의 에 관한 논문이 J . Dewey 哲學에 있어서의 道

具主義에 關한 考察 , 듀이의 道具主義에 있어서의 相互作用 原理에 관

한 硏究 , 道具主義의 意義와 批判 등 3편이다. ㉥ 반성적 사고 에

관한 John Dewey의 反省的 思考에 대한 考察 과 ㉦ 진리 에 관한

Dewey 哲學에 있어서 眞理에 關한 考察 , 그리고 ㉧ 탐구논리 에 관한

Pr agmat i sm에 있어서 Dewey의 探究論理에 관한 고찰 등은 각 1편씩

이다. ㉨ 가치론 및 예술 에 관한 논문은 John Dewey의 가치론에 있

어서의 개재성에 관한 연구 와 존 듀이(John Dewey)의 철학에 있어서 질

106 ) 죤 듀이에 있어서 경험과 자연의 문제 , 존 듀이에 있어서 經驗과 自然의
題 , John Dewey의 自然主義的 形而上學과 經驗에 관한 硏究 등이다.

107) John Dewey의 경험 에 관한 인식론적 연구 , J . Dewey 哲學에 있어서의
經驗에 關한 硏究 , Dewey 思想의 整合的 體系構築을 위한 試論 그의 經驗
槪念의 分析을 통하여 , John Dewey의 經驗理論에 관한 연구 , J . Dewey
哲學에서의 經驗觀에 대한 硏究 , 존 듀이 경험철학 성립의 이론적 기초 등이
다.

108 ) John Dewey 經驗 敎育說의 再考 , John Dewey의 敎育的 經驗의 原理에
對한 硏究 , Pr agmat i sm과 敎育; 美國의 Pr agmat i sm과 J . Dewey의 敎育思
想 등이다.

109 ) John Dewey의 知識論의 哲學的 背景과 特性 , John Dewey의 知識과 行爲
論 , John Dewey의 思想에서 考察한 行爲에 關한 硏究 , John Dewey에 있
어서 行爲에 관한 硏究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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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Qua l i t a t i veness ) 과 예술의 문제 등 2편이다.

신실용주의 에 관한 발표물은 5편으로 저서는 김동식의 로티의 신실용

주의 1권, 논문은 로티와 신실용주의 , 로티와 네오 프래그머티즘:

화와 연대의 철학 , 칸트와 신실용주의 , 로티의 신실용주의적 과학관

등 4편이다.

종합하자면, 실용주의/ 신실용주의 총 36(31/ 5)편 중 실용주의 일반

관련된 발표물이 5편, 제임스의 실용주의에 관한 것이 2편, 듀이의 실용

의와 관련된 발표물이 24편, 신실용주의와 관련된 발표물이 5편으로, 듀이

의 실용주의와 관련된 발표물이 실용주의/ 신실용주의 발표물들 중 3분의

2를 차지한다. 듀이의 실용주의와 관련된 발표물들 중에서도 경험 에

한 발표물이 6편으로 가장 눈에 많이 띈다( 자연과 경험 그리고 교육

경험 까지 합하면 모두 12편이다).

<표 12> 실용주의(31편) 신실용주의(5편)

실용주의
(31)

실용주의 일반(5 )
저서 1권, 번역서 1권
결과의 중요성, 프락시스, 미국적 생활방식 각 1편

제임스 실용주의(2 )생애와 사상적 의의, 근본 경험론 각 1편

듀이 실용주의(24 )

경험 12편(경험과 자연 3편, 경험 6편, 교육과 경
3편)
지식과 행위 4편(지식 1편, 지식과행위 1편, 행위 2편)
도구주의 3편, 가치론 및 예술 2편
반성적 사고, 진리, 탐구논리 각 1편

신실용주의
(5 ) 로티 4편(신실용주의 3편, 신실용주의 과학관 1편), 칸트 1편

<종교철학 및 문화 철학>

종교철학에 관한 발표물들은 4편 정도가 눈에 띈다. 번역서가 신상형의

비트겐슈타인의 종교철학 (허드슨 지음) 1권이고, 논문은 Whi t ehead의

神觀에 관한 硏究- 過程과 實在 를 中心으로- , 화이트헤드의 철학과

신 , 비트겐슈타인과 宗敎 등 3편이다. 종합하자면, 종교철학에 관한

표물은 비트겐슈타인의 종교철학이 2편, 화이트헤드의 신관이 2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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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철학에 관한 발표물들은 3편 정도가 눈에 띈다. 상대주의 논의의

문화적 위상 , 현대철학의 상대주의적 경향에 대한 반성 , 콜린즈, 실

험자의 회귀, 그리고 두 개의 과학 문화 등이다. 110 ) 종합하자면, 문화

철학에 관한 발표물은 상대주의에 관한 논문이 2편이고, 과학 문화에 관

한 논문이 1편이다.

위의 주제 분석을 통해 우리는 동일한 이름의 주제가 여러 분야에 속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러한 다분야 주제들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실

론 , 필연성 , 인과 , 귀납 , 동일성 , 설명 , 진리 등을 우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와 같이 여러 분야에 걸쳐있는 주제들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자.

실재론 이라는 이름 하에서 다루어지는 모든 논의들이 하나의 동일한

그룹으로 묶일 수 있느냐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정도로 실재론과 관

련한 논의는 다양하다. 실재론 논의는 필자가 나누는 분야 분류에 의하면

적어도 6분야에 걸쳐 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실재론과 대비되는 용어가

적어도 6가지가 존재한다. 우선 언어철학에서 다루는 의미론적 실재론과

반실재론 논의가 있고, 논리철학에서 다루는 가능세계의 존재론적 지위에

관한 양상 실재론과 양상 약정론(가상현실론) 논의가 있고, 논리철학과 형

이상학에서 다루는 보편자 실재론과 명목론 논의, 과학철학에서 다루는

이론적 대상들의 존재론적 지위에 관한 과학적 실재론과 도구론 논의, 심

리철학에서 다루는 심성 실재론과 다발론 논의, 그리고 인식론에서 다루

는 인식적 실재론과 관념론 논의가 있다. 따라서 만일 이들 실재론 논의

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볼 수 있다면, 실재론 논의는 의미론적 실재론/ 반

실재론 논의 10편, 양상 실재론/ 약정론 논의 4편, 보편자 실재론/ 명목

논의 6편(논리철학 3편, 형이상학 3편), 과학적 실재론/ 도구론 논의 15

심성 실재론/ 다발론 6편, 인식적 실재론/ 관념론 논의 10편으로 모두 51편

에 이른다.

110 ) 이 이외에도 문화철학으로 분류 가능한 논문들이 있다. 예를 들어, 言語批判
로서의 哲學 철학 언어 문화 , 정보화 사회와 신문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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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연성 에 관한 논의도 적어도 3분야에 걸쳐 있다. 언어철학에서 다

루는 분석성과 관련한 언어적 필연성, 논리철학에서 다루는 본질주의와

관련한 사물적 필연성(de r e necess i t y ), 인식론에서 다루는 인과 등

과 관련한 선험적 필연성(a pr i or i necess i t y )이 그것이다. 이들 필연

성 논의를 하나로 묶는다면, 필연성 논의는 언어적 필연성 7편, 사물적

필연성 8편, 선험적 필연성 11편으로 모두 26편에 이른다.

인과 에 관한 논의도 적어도 3분야에 걸쳐 있다. 논리철학에서 다루

인과의 논리적 분석, 심리철학에서 다루는 심성 인과, 인식론에서 다루

인과의 인식적 정당화(필연성)가 그것이다. 이들 인과 논의를 하나로 묶는

다면, 인과 논의는 논리적 인과 분석 10편, 심성 인과 6편, 인과의 인식

필연성 11편으로 모두 27편에 이른다.

귀납 에 관한 논의도 적어도 3분야에 걸쳐 있다. 논리철학에서 다루

귀납의 논리적 분석(귀납 논리), 과학철학에서 다루는 방법론으로서의 귀

납 방법, 인식론에서 다루는 귀납의 인식적 정당화가 그것이다. 이들 귀

논의를 하나로 묶는다면, 귀납 논의는 귀납 분석 8편, 귀납 방법 6편,

납 정당화 7편으로, 모두 21편에 이른다.
동일성 에 관한 논의도 적어도 2분야에 걸쳐 있다. 심리철학에서 다

는 심신 동일성과 형이상학에서 다루는 자아 동일성이 그것이다. 이들 동

일성 논의를 하나로 묶는다면, 동일성 논의는 심신 동일성 7편, 자아 동

성 8편으로 모두 15편에 이른다.

설명 에 관한 논의도 적어도 2분야에 걸쳐 있다. 과학철학에서 다루

과학적 설명과 역사철학에서 다루는 역사적 설명이 그것이다. 이들 설명

논의를 하나로 묶는다면, 과학적 설명 12편, 역사적 설명 4편으로 모두 1

편에 이른다.

진리 에 관한 논의도 적어도 2분야에 걸쳐 있다. 언어철학에서 다루

진리론과 인식론에서 다루는 지식 개념의 한 구성 요소로서의 진리 개념

이 그것이다. 이들 진리 논의를 하나로 묶는다면, 진리 논의는 언어철학

진리 논의 10편, 인식론적 진리 논의 4편으로 모두 14편에 이른다.
그밖에 다분야 주제로 수반 , 합리성 , 지향성 , 행위 , 결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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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 경험 , 방법론 , 상대주의 등을 들 수 있으며, 이 이외에도

매우 많은 것이 여기에 속할 것이다.

이제 분야별, 주제별 분석을 마치고, 사조별 분석을 살펴보자. 앞선

구에서 김교수는 영미 철학의 사조로 영국 경험론, 논리적 원자론, 논리

실증주의, 일상언어학파, 실용주의를 꼽고 있다. 필자도 여기에다 새로

첨가할 수 있는 사조를 알지 못한다. 따라서 김교수의 분류를 그대로 받

아들여 논의를 전개시키겠다. 그러나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사조 분석이 60- 70년대 발표물 분석의 경우와는 달리 80-90년대 영미철

학의 발표물들을 분석, 정리하는 데는 별로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못한다

는 것이다. 그것은 이 사조들에 속하는 발표물들의 합계(218편)가 80-9
년대에 나온 총 발표물들의 합계(882편)의 4분의 1을 밑돌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수적인 것들이긴 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기에서는 영미 윤리학이 빠져있기 때문에 윤리학 분야에 심혈을 기울였던

일상언어학파의 연구 발표물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80-90년대 일상

언어학파 연구의 전체 면모를 알아보기 어렵고; 둘째, 비트겐슈타인의 경

우 전기는 논리적 원자론으로 후기는 일상언어학파로 분류할 수 있을텐데

전후기에 걸쳐 있거나 시기 결정이 어려운 연구물들이 상당수 있어 이것

들을 정확하게 어느 하나로 분류하기가 어렵고; 셋째, 예를 들어, 러셀

철학이란 무엇인가 의 번역서를 논리적 원자론 사조 연구에 포함되는 저

작으로 볼 수 있는가? 또 이와 유사한 문제로, 서얼의 최근 인공지능 논

의와 관련한 발표물들을 일상언어학파 연구에 속하는 논의로 볼 수 있는

가? 하는 문제점들이 그것이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첫 번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

한다. 필자의 견해로는 영미철학 수용에 대한 제대로된 그림을 그리기 위

해서는 윤리학 분야가 결코 따로 떨어져 독립적으로 논의되어서는 안된다

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러한 통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일을

기약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두 번째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그 해결책으

로 하나의 임시변통적 범주를 설정하였다. 논리적 원자론과 일상언어학파

양사조에 걸치는 연구 범주를 새로이 설정한 것이다. 물론 여기에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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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물들은 모두 비트겐슈타인에 관한 것들이다. 세 번째 문제와 관련해

서는 다소 명확한 답이 있는 듯싶다. 그것은 러셀의 경우는 포함시켜야

하고, 서얼의 경우는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러셀의 경우 포함시켜야 한

다는 것은 사조 라는 어휘가 함축하고 있는 광의적 의미 때문이고, 서

얼의 경우 제외시켜야 한다는 것은 서얼 자신이 언어철학 중심의 자신의

철학이 심리철학 중심의 철학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

이다. 서얼은 명확히 이제 언어철학은 심리철학의 한 분과가 되었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제 각 사조에 속하는 발표물들의 숫자를 80년대는 5년 단위로 90년

대는 6년 단위로 나눠서 도표를 만들어 보자.

<표 13> 사조별 분석(218편)

총계(80-95년) 80-84년 85-89년 90-95년

영국 경험론 42 10 12 20

논리적 실증주의 28 9 8 11

논리적 원자론 50 10 25 15

일상언어학파 34 9 8 17

원자/ 일상 양사조 33 16 8 9

실용주의 31 16 9 6

합계 218 70 70 78

영국 경험론은 모두 42편으로, 계속 연구 발표물 수에서 증가 추세에

있다. 앞서 철학자별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흄에 관한 발표물은 2

편, 록크에 관한 발표물은 6편, 버클리에 관한 발표물은 5편이다. 이

철학자에 관한 발표물 34편에 베이컨의 과학 방법론에 관한 1편과 영국

경험론 자체에 관한 발표물 7편을 합하면 총 42편이 된다. 이 영국 경험

론 자체에 관한 발표물들은 영국 경험론의 존재론적 근거, 경험의 개념

추상 개념, 경험론적 세계관, 경험론의 방법과 그 성과 등을 다루고 있다

앞서 분야별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영국 경험론에 대한 연구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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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현대 인식론 분야 연구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

논리적 실증주의는 모두 28편으로, 비슷한 수준에서 꾸준하게 연구 발

표물들이 나오고 있다. 이 28편 속에는 앞서 철학자별 분석에서 살펴본

헴펠(의 설명 이론)에 관한 8편과 언어철학에서 살펴본 검증 의미 이론

편, 과학적 합리성에서 살펴본 실증주의 8편(확증 3편, 실증주의 3편,

증주의와 반증주의 비교 2편), 그리고 역시 과학철학으로 분류된 카르납

의 귀납 연구와 논리 실증주의의 환원문제 각 1편씩, 분석철학 일반으로

분류된 에이어의 논리 실증주의에 관한 연구 1편 등 모두 23편이 포함된

다. 나머지 5편은 에이어의 지각에 관한 것 1편, 카르납의 과학철학

문 번역서 1권과 라이헨바하의 시간과 공간 , 과학의 발전과 함께 새

로운 세상이 열리다 번역서 2권, 새먼의 라이헨바하 번역서 1권이다

논리 실증주의에 대한 연구는 현대 과학철학 분야 연구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

논리적 원자론은 모두 50편으로, 80년대 후반기에 특히 집중적인 연

구가 이루어졌다. 이 50편 은 철학자별 분석에서 살펴본 러셀에 관한 모

든 연구 발표물 21편과 비트겐슈타인의 전기 사상에 관한 연구 발표물

31편으로 구성된다(2편은 러셀과 비트겐슈타인을 동시에 다룬 발표물이

다). 우리는 철학자별 분석에서 러셀에 관한 연구 발표물 21편이 철학

이란 무엇인가 를 비롯한 번역서 6권과 논리적 원자론, 기술이론, 지칭

이론, 감각자료 이론, 분석철학 개관, 역설 등에 관한 논문들임을 보았

다. 111) 그리고 비트겐슈타인 전기 사상에 관한 연구 발표물 31편은 앞

선 분야별 분석에서 논리철학의 논리적 원자론으로 분류된 발표물 25편
중 비트겐슈타인의 전기 사상에 관한 발표물 18편과 그 밖의 전기 비트

111) 여기서 러셀과 전기 비트겐슈타인에 관한 모든 발표물들을 포괄하는 사조로서
의 광의의 논리적 원자론 과 러셀과 전기 비트겐슈타인에 관한 발표물들 중 오
지 존재론적인 것들만을 포함하는 협의의 논리적 원자론 을 혼동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러셀의 기술이론은 협의의 논리적 원자론과 밀접히 관련된 논의로 협의의
논리적 원자론 속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러셀의 기술이론의
함축은 존재론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중요한 측면들 또한 있으므로 따로
독립시켜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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겐슈타인에 관한 발표물 13편으로 구성된다. 우리는 이미 논리적 원자론

으로 분류된 비트겐슈타인의 전기 사상에 관한 18편이 논리적 원자론 일

반에 관한 논문 3편, 논리적 분석/ 논리적 형식에 초점을 맞춘 논문 6편,

명제/ 진리함수 개념에 관한 논문 5편, 대상 개념에 관한 논문 3편, 보

편 개념에 관한 논문 1편으로 구성됨을 보았다. 이제 나머지 13편을 살

펴보면, 4편은 전기 의미 이론인 그림이론에 관한 것이고, 9편은 논리

철학논고 번역서 1권, 논고에서의 철학의 개념 3편, 전기 철학에서의

윤리설, 트락타투스에 관한 연구, 논증과 전제의 필연성, 언어와 논리,

모순과 역설 등 각 1편씩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논리적 원자론에

대한 연구는 현대 논리철학 분야 연구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
일상언어학파는 34편으로, 90년대에 들어서 특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

다. 이 34편은 앞선 분야별 분석에서 언어철학 분야로 분류된 일상언어철

학 8편(화행 6편, 서얼과 오스틴 각 1편) ,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사용 의

이론(7편) 사적 언어(3편) 규칙 따르기(2편) 논의를 포함한 후기 비

겐슈타인에 관한 발표물 19편, 그 밖의 7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7편

헤어의 윤리학에 관한 논문이 3편, 서얼의 의미 이론, 오스틴의 지각 언

이론, 스트로슨의 형이상학적 신학적 명제 분석, 분석-종합 명제의 구분과

수행적 발언에 관한 논문 각 1편씩이다. 그리고 후기 비트겐슈타인에 관

한 발표물 19편 중 사용 의미 이론 사적 언어 규칙 따르기 논의 12편

을 제외한 나머지 7편은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적 탐구 번역서 1권, 사적

감각 진술에 관한 분석 2편, 언어와 세계의 관계(후기), 언어학과 철학

념(후기) , 타인의 정신에 관한 지식, 언어의 역설이 각 1편씩이다. 일상

어학파에 대한 연구는 현대 언어철학과 윤리학 분야의 연구 활성화에 기

여한 바가 크다.

논리적 원자론과 일상언어학파 양사조에 걸치는 발표물들은 앞서 밝혔

듯이 전기와 후기에 걸쳐있거나 전후기 어느 시기로 확정시켜 말하기 어

려운 비트겐슈타인에 관한 발표물들을 말한다. 이 부류의 것들은 그 자

체로 어떤 사조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또 비트겐슈타인에 대해서는

앞서 철학자별 분석에서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겠다. 단 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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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언급하고 넘어갈 것은 사조 분석에 포함된 발표물 218편 중 비트

겐슈타인에 관한 발표물이 논리적 원자론에서 31편, 일상언어학파에서

19편, 이 양사조에서 33편으로 합계 83편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다. 112 )

실용주의에 관한 것은 앞서 분야별 분석에서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생

략하겠다.

끝으로 단행본만을 저서와 번역서로 나누어서 분야별, 시기별로 간략히

살펴보자. 그것을 도표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112 ) 비트겐슈타인에 관한 전체 발표물 88편 중 사조 분석에서 빠진 논문 5편은 진
선미 개념을 중심으로 스피노자와 비교한 논문, 문제의 해소를 중심으로 키에르
케고르와 비교한 논문, 진리함수를 포퍼의 반증가능성과 비교한 논문, 선험적
관이나 비판철학을 중심으로 칸트와 비교한 논문들이다. 그러나 문제 해소와 관
련된 논문은 후기로, 진리함수를 반증가능성과 비교한 논문은 전기로 분류할 수
도 있을 것같다.
그리고 정확히 얘기하면, 비트겐슈타인에 관한 전체 발표물은 89편이고, 사조
석에서 빠진 논문은 6편이다. 그것은 사적언어와 의미 라는 논문이 제목에 비트
겐슈타인의 이름이나 저서가 들어가 있지 않아 철학자별 분석시 비트겐슈타인에
관한 발표물 수효에서 빠져 있으나, 사조별 분석에서는 일상언어학파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조 분석에서 빠진 논문으로 열거된 5편도 실제로는 5편
이 아니라 6편이다. 왜냐하면, 비판철학을 중심으로 칸트와 비교한 논문이 1편
아니라 2편 1종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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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단행본 분석(119권)

총계(80-95년) 80-84년 85-89년 90-95년 발표물 총계
철학 일반 5[0/ 5] 0 3[0/ 3] 2[0/ 2] 5
개인 철학관 9[1/ 8] 2[1/ 1] 5[0/ 5] 2[0/ 2] 25
분석철학 일반 11[3/ 8] 1[1/ 0] 6[1/ 5] 4[1/ 3] 25
언어철학
언어분석철학

7[3/ 4] 1[1/ 0] 4[0/ 4] 2[2/ 0] 137

논리철학
(존재론) 8 [2/ 6] 1[0/ 1] 4[1/ 3] 3[1/ 2] 114(34 )

과학철학 22[7/ 15] 2[2/ 0] 6[0/ 6] 14[5/ 9] 151
심리철학
인지과학

7[4/ 3] (2 [2/ 0 1[0/ 1] (0 ) 1[0/ 1] (0 ) 5[4/ 1] (2 [2/ 0 105(31)

수리철학
수리논리학

1[1/ 0] 1[1/ 0] 0 0 24

논리학
메타논리학

22[16/ 6] 7[5/ 2] 9[6/ 3] 6[5/ 1] 38

형이상학
(존재론) 3 [1/ 2] 0 1[0/ 1] 2[1/ 1] 36(16 )

인식론 8[5/ 3] 2[1/ 1] 1[0/ 1] 5[4/ 1] 120
가치론
윤리학

2[1/ 1] 0 1[0/ 1] 1[1/ 0] 10

실용주의 2[1/ 1] 2[1/ 1] 0 0 31
신실용주의 1[1/ 0] 0 0 1[1/ 0] 5
사회철학 1[0/ 1] 1[0/ 1] 0 0 3
역사철학 0 0 0 0 11
문화철학 0 0 0 0 3
종교철학 1[0/ 1] 0 0 1[0/ 1] 4
기타 9[4/ 5] 4[2/ 2] 2[0/ 2] 3[2/ 1] 35

합 계 119[50/ 69] 25[15/ 10] 43[8/ 35] 51[27/ 24] 882

* [/ ] 안에 있는 앞의 숫자는 저서, 뒤의 숫자는 번역서의 수효를 가르킨다.
고 맨 오른쪽 줄에는 참고로 단행본뿐만 아니라 논문까지 포함하는 전체 발표물
들의 수효를 적어놓았다.

80-90년대에 단행본은 모두 119권으로, 저서가 50권 번역서가 69권이

다. 저서는 반 이상이 90년대에 나왔고, 번역서는 반 이상이 80년대 후

기에 나왔다. 따라서 철학 단행본과 관련하여 90년대를 저서의 시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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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 후반기를 번역서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전체 단행본

수를 분야별로 순서대로 살펴보면, 과학철학과 논리학이 각기 22권(철학

일반/ 개인철학관이 14권, 분석철학 일반이 11권), 논리철학과 인식론이

각기 8권, 언어철학과 심리철학 인지과학이 각기 7권, 형이상학이 3권,
가치론 윤리학이 2권, 사회철학, 종교철학, 수리논리학, 신실용주의가

각기 1권씩이다(그리고 기타가 9권이다).

우리는 우선 괄호 속에 들어가 있는 철학 일반/ 개인 철학관/ 분석철학

일반이 전체 발표물 수에 비해서 단행본의 비중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

다. 전체 발표물 수에 있어서는 모두 하위권을 맴돌던 영역들이 단행본

수에 있어서는 상위권으로 올라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역들에서 단행

본의 비중이 높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그것은 그

영역들의 포괄적인 성격상 단행본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

문이다.

그러나 논리학의 단행본 비중이 높은 것은 다소 의외의 일이다. 총 발

표물이 38편밖에 되지 않는데 단행본이 22권인 것이다. 그렇지만 논리학

단행본들의 성격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22권 중

권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반 논리학 및 비판적 사고 교재인 것이다. 논리

학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들은 전체 발표물 수와 단행본 수가 대체로 엇비

슷하게 가나, 언어철학 언어분석철학 영역만 다소 단행본 비중이 상대적

으로 낮다. 전체 발표물에서는 137편으로 5대 분야중 2위였으나, 단행

에서는 7권으로 5대 분야중 제일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것은 부

분적으로 언어철학으로도 분류될 수 있는 단행본들이 분석철학 일반이나

개인 철학관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비트겐슈타인에 관한

단행본들은 언어철학 이외의 분야들도 다루고 있어 대부분 분석철학 일반

이나 개인 철학관으로 분류되었다. 이것을 감안한다면, 논리학 분야를 제

외하고는 대체로 전체 발표물 수와 단행본 수가 엇비슷하게 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과학철학, 인식론, 심리철학 분야에서는 단행본이 90년
대에 집중적으로 많이 발간되었고, 언어철학, 논리철학, 논리학 분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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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본이 80년대 후반기에 비교적 많이 발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도

전체 발표물 수의 시기별 변화와 단행본 수의 시기별 변화가 비교적 잘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 저서만을 분야별로 순서대로 살펴보자. 저서는 논리학이 16권,
학철학이 7권, 인식론이 5권, 심리철학 인지과학이 4권, 언어철학이 3권

(분석철학 일반이 3권), 논리철학이 2권, 수리논리학, 형이상학, 가치론

윤리학, 실용주의, 신실용주의가 각기 1권씩이다. (그리고 개인 철학관

1권, 기타가 4권이다) . 권수로 보면, 논리학 분야의 저서 16권은 타 분

와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은 숫자이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이 16권 중

15권은 교재에 해당하는 것이고, 1권만이 전문적인 논리학 연구서이다.
번역서만을 분야별로 순서대로 살펴보면, 과학철학이 15권, (철학 일반

개인 철학관이 13권, 분석철학 일반이 8권) , 논리철학과 논리학이 각기

권, 언어철학 4권, 심리철학 인지과학과 인식론이 각기 3권, 형이상학

2권, 가치론 윤리학, 실용주의, 사회철학, 종교철학이 각기 1권씩이

(그리고 기타가 5권이다) . 권수로 보면, 과학철학 분야의 번역서 15권

타 분야와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은 숫자이다. 그러나 논리학 분야와 비

슷하게 번역서 15권 중 8권은 개론서에 해당하는 것이다. 논리학의 경우

와 다른 것은 개론서 발간이 논리학은 저서가 많은 데 과학철학은 번역서

가 많다는 점이다. 그리고 과학철학의 경우는 귀납, 설명, 시공간, 가치

에 관한 전문적 내용의 번역서도 여러 권 보인다.

분야별로 저서와 번역서의 권수를 비교해볼 때, 번역서에 비해 저서의

권수가 많은 분야는 논리학, 인식론, 심리철학 분야이고, 저서에 비해 번역서

의 권수가 (상당히) 많은 분야는 과학철학, 논리철학 분야임을 알 수 있다.

Ⅴ. 국내 철학자별 발표물 분석

80-90년대 전체 발표물 882편은 총 390명에 의해 발표된 것이다. 1인

당 약 2. 3편씩 발표한 셈이다. 1편만 발표한 철학자는 240명, 2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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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 철학자는 150명이다. 1편만 발표한 철학자 240명 중 석사 논문 1

편만을 낸 숫자는 139명이다. 그리고 2편 이상을 발표한 철학자 150명

중 2편에서 4편까지 발표한 학자의 합이 99명, 5편이 22명, 6편에서 10

편까지 발표한 학자의 합이 20명, 11편 이상이 9명이다. 따라서 6편 이

상을 낸 학자는 모두 29명, 5편 이상을 낸 학자는 모두 51명이다. 이것

을 도표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5> 국내 철학자별 발표물 분석(390명)

1편 2편 3편 4편 5편 6편 7편 8편 9편 10편 11-26편 학회
공동
집필

합계

명수 240 49 38 12 22 8 9 2 1 0 9 390
편수 240 98 114 48 110 48 63 16 9 0 149 7 -20 882
명수 240 99 22 20 9 390
편수 240 260 110 136 149 7 -20 882

* 위 도표에서 학회 7은 학회 이름으로 나온 발표물이 7권임을 말하고, 공동 집필
-20은 공동 집필로 인해 편수가 중복으로 계산된 20편을 뺀 것을 말한다. 편수
계산시 한 논문을 두 학자가 공동으로 썼을 경우 이것을 각각 0. 5편씩으로 계산
하지 않고 그냥 두 사람 모두 1편씩으로 계산하였다.

이제 80-90년대에 11편 이상을 발표한 9명의 철학자로부터 시작하여

5편 이상을 발표한 철학자 51명의 발표물들을 차례로 살펴보자. 이것을

하기 전에 한 가지 다시금 밝혀 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 그것은 이 글이

의존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의 통계자료가 완벽하지 못하다

는 것이다. 필자의 경우만 하더라도, 이 통계자료에 잡혀있는 발표물 수

필자가 95년까지 실제로 발표한 발표물 수효의 반에도 채 못 미치는 숫자

이다. 다른 철학자의 경우도 엇비슷하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필자의 경우

는 물론 다른 철학자의 경우에도 이 통계자료에 잡혀있지 않은 발표물들

은 일체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필자가 알고 있는 발표물들을 부분적

으로 보완할 경우, 일관성이 깨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비록 서울대학

철학사상연구소 통계자료가 완벽하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그 자료를 만드

는 데에는 나름대로의 원칙들이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필자는 그 원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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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존하는 것이 일부를 보완하여 부분적으로 보다 정확한 자료를 만드

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11편 이상의 발표물을 낸 9명은 80년부터 95년까지 가장 많은 발표물

을 낸 정대현(26편)을 비롯하여, 김영정, 김효명, 소흥렬, 신중섭, 엄정

이영철, 이종권, 정연홍 등이다(가나다순임) . 이들 9명의 발표물은 모두

해 총 149편에 달한다.

정대현은 2권의 저서와 2권의 번역서를 발표하였다. 저서는 指稱 과

지식어란 무엇인가: 지식개념의 일상언어적 분석 이고 번역서는 크립키

의 이름과 필연 과 콰인, 울리안의 認識論 이다. 단행본만을 살펴보아

도, 그는 언어철학 언어분석철학과 인식론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그의 발표물의 반 정도는 언어철학 언어분석철학에 관

한 것이다. 언어철학적 주제들 중 그는 지칭 이론 특히 크립키의 지칭

이론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였다. 지칭에 관한 발표물은 위의 두 단행본

을 제외하고도 4편이 더 있다. 113 ) 그의 언어철학적 발표물들은 지칭 이

외에도 분석에 관한 것이 많이 눈에 띈다. 분석이나 분석명제의 필연성

에 대한 논문이 3편 있다. 114 ) 그러나 정대현을 가장 잘 특징짓는 작업

은 역시 분석 중에서도 언어분석적 작업일 것이다. 그는 맞다 , 관능

의 언어 , 지식 등의 개념분석을 통해 한국에서의 철학함을 정립해 보

려고 노력하였다. 115 ) 그리고 그는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의미 이론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의 인식론에 대한 연구 작업은 많은 부분 언어분석적 작업과 더불어

진행되었다. 그리고 그는 언어철학, 인식론 이외에도, 양상의미론, 논리

진리, 자유의지와 결정론, 포퍼의 개방사회, 이론의 선택, 지향성과 반

물리적 비합리성, 가족개념의 확장성 등에 관한 발표물들도 내놓아 관심

113 ) 그 4편의 제목은 지칭: 언어적인가 존재적인가 , 실재론과 넓은 지칭 , 고
지시어의 지향적 수정 , 크립키 본질주의와 인공종 등이다.

114 ) 분석 일반론을 위한 단편 , 분석판단의 필연성 , 必然的 經驗命題는 可能
가 등이다.

115) 언어분석적 발표물들은 맞다 의 분석을 위하여 , 맞음 개념의 서양적 구성
관능의 언어와 남녀 불평등 , 지식론으로서의 일상언어 분석론 등이다.

171



특집

분야의 다양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 그는 한국철학과 분석철학 이란 논

문을 통해 한국 분석철학 분야의 정리를 꾀하고 있다.

김영정은 단행본은 없고 논문들은 논리학과 심리철학에 관한 것들이

비교적 눈에 많이 띈다. 그의 논리학에 관한 논문들은 인과관계의 논리

형식, 존재론과 양화논리 등 논리철학적인 것과 二次論理學의 完全性과

不完全性, 타르스키 定理, 처치 定理 그리고 괴델 定理 등 메타/ 수리논

리학적인 것들이다. 그리고 심리철학에 관한 논문들은 데이빗슨의 심신

이론, 기능주의, 가족유사성, 인지과학의 소개를 다룬 글들이다. 그러나

그의 발표물들 중에는 언어철학, 과학철학, 인식론, 윤리학에 관한 논문

들도 여러 편 보이고 있어 철학적 관심이 비교적 다양함을 알 수 있

다. 116 )

김효명은 단행본으로 하크의 論理哲學 과 파트남의 이성, 진리, 역

사 등 2권의 번역서를 내고 있다. 그의 연구 발표물들 중에는 근세 인

식론 특히 흄에 관한 것들이 눈에 많이 띄는데, 그는 흄의 인과론, 록크

의 인과적 힘, 경험론적 세계관, 인과의 필연성과 규칙성에 관한 발표물

들을 다수 내놓고 있다. 위의 단행본들과 근세 인식론에 관한 논문들 이

외에도 그는 필연성과 본질에 관한 논리철학 논문, 歸納的 說明에 관한

과학철학 논문, 포퍼의 心身論에 관한 심리철학 논문, 현대 인식론의 과

제와 동향에 관한 현대 인식론 논문 등도 다수 발표하여 근세 철학과 현

대 철학에 두루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7 )

소흥렬은 단행본으로 科學의 方法 , 과학적 방법의 논리구조 , 자

연주의적 유신론 등 3권의 저서를 발간하였다. 그의 저서에서 볼 수 있

듯이 그의 주 관심 영역은 과학철학과 심리철학이다. 그는 과학철학 분

야의 논문으로 과학적 철학의 인간 개념, 실증주의 과학철학, 과학의 철

학적 기초, 과학적 회의주의, 설명의 논리 등에 관해서 많은 논문들을

116 ) 그 제목들을 살펴보면, 언어철학이란 무엇인가 , 크립키의 진리론 , 과학
성공과 실재론 , 물리적 기하학의 규약성 , 내재적 실재론에 있어서의 칸트
요소 , 原初的 立場과 定言命法 등이다.

117) 그 제목들을 살펴보면, 필연성과 본질 , 歸納的 說明에 관한 小考 , 칼 포
의 唯物論的 心身論 批判 , 현대인식론의 과제와 동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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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하였다. 118 ) 그리고 그는 마음의 지향성과 사회성, 관념론과 유물론

의 종합 등 심리철학에 관한 논문들 이외에도, 삼단논법, 당위명제, 귀

추법 등 논리학에 관한 논문들도 여러 편 발표하였다. 또 그는 철학적

분석과 실용주의에 관한 논문들도 발표하였다. 119 )

신중섭은 단행본으로 포퍼와 현대의 과학철학 저서 1권과 차머스의

현대의 과학철학 (공역), 브라운의 새로운 과학철학 , Cha lmer s의

현대의 과학철학 2 (공역), O'Hear의 현대의 과학철학 입문 등 4권

의 번역서를 발간하였다. 단행본에서 볼 수 있듯이 그의 주요 철학적 연

구 영역은 과학철학과 포퍼이다. 그는 포퍼, 라카토스, 파이어아벤트의

과학철학에 관한 논문들뿐만 아니라 과학과 가치, 이론 선택에 있어서의

합리성의 문제 등에 관한 논문들도 발표하였다. 120 ) 그밖에도 그는 비트

겐슈타인의 전기와 후기의 의미 이론에 관한 논문들과 로티의 신실용주

의에 관한 논문도 발표하였다. 121 )

엄정식은 단행본으로 비트겐슈타인과 分析哲學 , 確實性의 追求 ,

分析과 神秘 등 저서 3권과 테일러의 形而上學 번역서 1권을 발간하

였다. 단행본에서 볼 수 있듯이 그의 주요 철학적 연구 영역은 비트겐슈

타인으로, 실제로 그의 발표물의 반 정도는 비트겐슈타인에 관한 것이

118 ) 그 제목들을 살펴보면, 科學的 哲學의 人間槪念 , 과학적 인간이해의 철학
전제 , 實證主義와 社會科學 , 실증주의 과학철학과 역사주의 과학철학 , 自
科學과 社會科學의 哲學的 基礎 , The Phi losophica l Foundat i on of Nat ur
Sc i ence and Soc ia l Sc i ence , 科學的 懷疑主義 , 인과적 설명과 비인과적
명의 논리 , 社會現象의 原因說明 등이다.

119 ) 그 논문들의 제목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마음의 지향성과 사회성 , 관념론
유물론의 종합 , 삼단논법과 간접 다이어그램 , 당위명제의 논리적 관계 ,
추법의 논리 , 哲學的 分析의 方法 , 프라그마티즘과 프락시스 등이다.

120 ) 그 제목들을 살펴보면, Kar l Popper 에 있어서 區劃 基準의 問題 (2편), 역
적 합리주의 , 비판지식의 성장 , Lakat os의 硏究 프로그램 에 관하여
理性 이란 개념을 중심으로 , 파이어아번트의 아나키즘적 과학론 , 과학
가치 과학철학에서의 규범성과 합리성 , 형식적 합리주의와 합리성의 문제
科學의 理論 選擇에 있어서 合理性 問題 등이다.

121) 제목들을 살펴보면, 논고에 나타난 언어의 그림이론 , Wi t t gens t e in의 언어
삶의 형식 , 로티와 네오 프래그머티즘: 대화와 연대의 철학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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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는 비트겐슈타인의 분석철학, 언어적 신비주의, 철학관, 과학적

탐구, 가치론, 비판철학에 관한 여러 논문들과 더불어122 ) 포퍼의 비판철

학, 앤스콤, 러셀의 과학적 인식론, 로티의 신실용주의 등에 관한 논문

들을 발표하였다. 123 ) 그밖에 그는 상대주의, 자유론/ 결정론, 역설, 가

치중립성, 실재론/ 관념론 등과 같이 주제 중심의 논문들도 내놓았다. 124 )

이영철은 단행본으로 진리와 해석 이라는 저서 1권과 비트겐슈타인의

확실성에 관하여 , 철학적 탐구 등 번역서 2권을 발간하였다. 단행본

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의 주요 철학적 관심 영역은 데이빗슨과 비트겐

슈타인의 언어철학이다. 그는 데이빗슨의 원초적 해석에 관한 논문을 다

수 발표하였으며, 진리와 의미 불확정성에 관해 데이빗슨, 비트겐슈타

인, 포퍼, 콰인 등을 엮은 논문들도 발표하였다. 125 ) 그밖에 언어철학에

관한 논문으로는 의미와 이해, 실재론적 의미 이해, 퍼트남에 있어서

이해와 진리에 관한 것들이 있으며, 논리철학에 관한 논문으로는 양화의

대입적 해석과 수적 보편 언명 등에 관한 논문들이 있다. 126 ) 그리고 한

122 ) 그 제목들을 살펴보면, 分析과 神秘 L. Wi t t gens t e in을 中心으로 한 分
哲學의 재조명 , Wi t t gens t e in과 言語的 神秘主義 , Wi t t gens t e in의 哲
觀; 言語批判으로서의 哲學과 現象學 , 비트겐슈타인: 언어비판으로서의 철학
현상학 , Wi t t gens t e in과 科學的 探究 , 비트겐슈타인의 가치론 , Kant
Wi t t gens t e in의 批判哲學 (2편) 등이다.

123 ) 그 제목들을 살펴보면 칼 포퍼와 비판적 합리주의 , 포퍼와 그의 비판철학
앤스콤과 분석철학 , 캠브리지와 러셀의 과학적 인식론 , 로티와 신실용주의

등이다.
124 ) 그 제목들을 살펴보면, 現代 認識論과 相對主義 , 自由論과 決定論 論爭에

어서의 自我槪念 , 에피메니데스의 逆說 , 科學的 探究와 價値中立性 , 科學
調査의 價値中立性 , 英國 實在論과 觀念論의 克服 등이다.

125) 원초적 해석에 관한 논문들의 제목을 살펴보면, 진리와 원초적 해석 , 원초
해석론; D. 데이빗슨을 中心으로 (2편), 도날드 데이비드슨의 원초적 해석론
구 , 자비의 원리; 원초적 해석의 방법론적 원리에 관한 연구 등이다. 그리
진리와 번역 불확정성에 관한 논문들은 과학과 진리: 포퍼 대 비트겐슈타인-데
이빗슨 , 비트겐슈타인의 규칙따르기 논의와 콰인-데이빗슨의 의미 불확정성론
등이다.

126 ) 그 밖의 언어철학에 관한 논문들은 의미와 이해(Ⅰ) 의미론의 일반로선과
중심개념 , 실재론적 의미 이해를 위하여 , H. 퍼트남에 있어서 이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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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특히 주목할 만한 논문은 그가 쓴 남한의 철학 사조에 대한 북한

의 인식; 실용주의와 논리실증주의를 중심으로 란 논문이다.

이종권은 단행본은 없고, 논문들은 논리학과 수리철학에 관한 것들이

눈에 많이 띈다. 그의 논리학에 관한 논문들은 괴델 정리에 관한 수리논

리적인 논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당위 논리, 양상논리 등 확장논리

에 관한 것들도 여러 편 있다. 127 ) 괴델 정리에 관한 논문들은 대각선

논법, 괴델 증명, 힐버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다루어졌고, 양상 논리는

증명 가능성과 관련하여 다루어졌다. 그리고 수리/ 논리철학에 관한 논문

들은 모두 직관주의에 관한 것들로, 직관 명제 논리, 배중률, 수학적 직

관주의를 다루고 있으며, 그밖에 그의 발표물들 중에는 퍼트남의 심신이

론에 관한 논문도 보인다. 128 )

정연홍은 단행본으로 화이트헤드의 상징작용: 그 의미와 효과 라는

번역서 1권을 발간하였다. 그의 주요 철학적 연구 영역은 화이트헤드의

철학으로, 실제로 그의 모든 발표물들은 화이트헤드에 관한 것이다. 그

는 화이트헤드의 사변철학, 존재론, 과정철학, 의식적 지각, 신 등에 관

해 다수의 논문들을 발표하였다. 129 )

리 등이며, 논리철학에 관한 논문들은 양화의 대입적 해석에 관하여 , 숫적
편 언명 등이다.

127) 그 제목들을 적어보면, Goede l의 증명에서의 대각선 논법 (2편), 괴델의
明 , 힐버트 프로그램과 괴델 정리의 해석 , Von Wr ight 의 당위논리에 관한
연구 , 樣相論理와 證明可能性 , 증명가능성의 양상논리 등이다.

128 ) 그 제목들을 살펴보면, 直觀命題 論理의 意味論 , 배중률에 대한 직관주의
반론 , 수학적 직관주의와 그 논리학 , Put nam의 心身理論에 관하여 등이다

129 ) 그 제목들을 순서대로 적어보면, 사변철학에 관한 것은 A. N. Whi t ehead에 있
어서 思辨哲學의 根源 , 화이트헤드의 자연인식과 철학적 사변에 관한 고찰 등
이고, 존재론에 관한 것은 A. N. Whi t ehead의 現實的 存在者에 관한 分析
A. N. Whi t ehead의 存在論에 관한 硏究 , A. N. Whi t ehead에 있어서 存在者

의 關係 등이고, 과정철학에 관한 것은 A. N. Whi t ehead의 過程과 生成
A. N. Whi t head ' s Pr ocess and Becoming , A. N. 화이트헤드의 과정철학에

관한 연구 , 화이트헤드에 있어서 과정과 생성 등이고, 의식적 지각과 신에
한 것은 각각 A. N. Whi t ehead에 있어서 意識的 知覺 , 화이트헤드의 철학과
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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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5- 10편을 발표한 철학자 42명의 발표물들을 철학자 이름 순으로

한 명씩 살펴보자.

강신석의 제일 관심 주제는 귀납추론의 정당성이다. 그는 이 주제에 관

한 연구 논문들과 아울러 언어 오용, 진리 판단의 기준, 검증 원리 등

관한 논문들을 발표하였다.

권선영은 실용주의 특히 듀이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하였다. 실용주의에

서의 결과의 중요성이란 논문과 아울러 듀이의 도구주의, 진리, 행위 등

관한 논문들을 발표하였다.

김광수는 단행본으로 논리와 비판적 사고 라는 저서를 1권 발간하였

다. 그의 철학적 연구의 중심 주제는 역시 심신론과 비판적 사고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데이빗슨의 심신론, 크립키의 심신론, 마음의 존재론

지위 등 심리철학적 논문들과 아울러 오류론에 관한 논문도 발표하였다.

김기현은 단행본으로 윈치의 사회과학과 철학 과 엄슨의 버클리 등

2권의 번역서를 발간하였다. 그의 철학적 연구의 중심 주제는 역시 인식

정당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인식 정당화에 관한 논문들과 아울러

인지과학 소개 논문도 발표하였다. 그러나 번역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

의 철학적 관심은 인식론이나 인지과학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김동식은 단행본으로 로티의 신실용주의 라는 저서를 1권 발간하였다

그는 로티 철학을 중점적으로 연구 발표하고 있다. 그의 발표물 중에는

로티의 반정초주의, 언어관, 신실용주의적 과학관에 관한 논문들 이외에도

흄의 원인에 관한 논문도 있다.

김여수는 언어철학적 논문들을 많이 발표하였다. 그의 논문들의 중심

주제는 의미, 진리, 실재론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제에 관한 발표물

뿐만 아니라, 과학적 설명, 문화 등 과학철학과 문화철학에 관한 발표물

도 여러 편 내놓고 있다. 그리고 그는 위에서 살펴본 이영철, 이종권을

롯하여 한국 영미 철학 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제2세대 철학자들의 대다수

를 배출하였다.

김영남은 단행본으로 콰인의 자연주의 인식론 이란 저서를 1권 발간하

였다. 그의 저서에서 볼 수 있듯이 그의 철학적 연구는 주로 콰인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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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그는 콰인의 자연주의, 전체론, 존재론에 관한 발표물들 이

외에도 라우단의 과학적 진보에 관한 논문도 1편 내놓았다.

김영배는 단행본으로 버거의 논리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번역서 1권을

발간하였다. 그의 제일 관심 주제는 논리학 중에서도 역시 양상 논리학이

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가능세계 의미론, 양상 실재론 등 양상 논

에 관한 논문들과 아울러 비트겐슈타인의 Cr i t er i on 개념, 이론의 미결

성에 관한 논문들도 발표하였다.

김영진은 단행본으로 말과 행위 라는 저서를 1권 발간하였다. 그의 연

구는 헤어, 오스틴 등 언어분석적 윤리학에 관한 것들이 많으나, 프레게

비트겐슈타인의 순수 언어철학적인 발표물들도 여러 편 내놓았다.
김위성의 발표물은 칸트(선험적 연역)와 포퍼(반증가능성)를 비교한 논

문들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그는 칸트/ 포퍼 비교 논문 이외에도 순수 논리

학의 이념, 의미의 철학적 해명에 관한 논문들을 내놓고 있다.

김재권과 관련한 단행본은 2권이 있다. 1권은 그의 주요 영어 논문들을

번역하여 묶은 수반과 심리철학 이고, 다른 1권은 그의 회갑기념 논문집

으로 발간된 수반과 형이상학 이다. 그리고 한국어로 발표된 그의 논문

들은 심신론의 쟁점과 전망, 분석철학의 칸트적 경향, 현대철학의 상대

의적 경향 등에 대해 주로 개관적인 고찰을 한 것들이다.

김혜숙은 단행본으로 논리학의 이해 라는 공동 저서 1권을 내놓고 있

다. 그녀의 주요 연구 분야는 인식론으로, 최근 인식론의 동향과 같은

관적인 논문과 아울러 제일 철학으로서의 인식론의 가능성, 콰인의 경험

주의와 전체주의, 선험적 연역의 구조 등에 관한 논문들을 발표하였다.
녀는 또 신실용주의에 대한 연구에도 관심을 갖고 있어 로티에 관한 논문

뿐만 아니라 칸트를 신실용주의와 연결시켜서 쓴 논문도 발표하였다.

문정복은 단행본으로 그로스의 분석철학: 사적 개관 번역서 1권을 발

간하였다. 그의 주요 철학적 연구 관심사는 러셀, 무어, 화이트헤드 등

기 분석철학자들이다. 그는 러셀의 초기 이론들과 감각 자료에 관한 논문

들과 더불어, 무어의 보편자의 문제, 화이트헤드의 사변철학에 관한 논

들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분석철학의 특성에 관한 개관적인 논문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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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민찬홍은 단행본으로 하레의 과학철학 (공역)과 코피의 논리학 입문

등 번역서 2권을 발간하였다. 그의 철학적 연구의 중심 분야는 심리철학

수리철학, 과학철학, 언어철학 등 다양하다. 그는 명제태도, 합리성에 관

논문들뿐만 아니라 수학적 진리 및 구성에 관한 논문들, 경험론과 과학철

학, 콰인의 번역 불확정성 논제에 관한 논문들도 발표하였다.

박영식은 단행본으로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철학 논고 (공역) , 핏쳐의

비트겐슈타인의 철학 등 번역서 2권을 발간하였고 또 회갑 기념논문집

으로 언어철학 연구 Ⅰ-Ⅱ 가 있다. 그의 철학적 연구의 중심 주제는 비

트겐슈타인의 언어철학으로, 비트겐슈타인의 철학관, 논리적 형식, 신비

인 것 등에 관한 논문들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승종, 최세만 등

비롯한 다수의 역량있는 분석철학 2세대들을 길러내었다.

박영태는 단행본으로 러셀의 철학의 문제들 번역서 1권을 발간하였

다. 그의 철학적 연구의 중심 주제는 과학적 실재론으로, 이론적 대상

실재론적 해석, 과학적 성공의 실재론적 해석에 관한 논문들을 여러 편

발표하였다. 그리고 양화논리의 특성, 논리적 실증주의의 인식적 의미 등

에 관한 논문들도 발표하였다.

백도형의 철학적 연구의 중심 분야는 심리철학으로, 그의 모든 발표물

들이 심리철학 논문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는 심신문제와 실재론, 제거

의와 실재론, 환원 속성 실재론과 같이 실재론에 관련된 논문들을 여러

편 발표하였다. 그리고 정신 인과와 보편자, 데이빗슨의 행위론, 심신

반에 관한 논문들도 발표하였다.
서정선은 단행본으로 에이어의 흄의 철학 번역서 1권을 발간하였다

그녀의 철학적 연구의 중심 주제는 진리 문제로, 의미론적 진리론, 진

대문장론, 퍼트남의 실재론적 진리 개념, 진리주장적 잉여론에 관한 논

들을 여러 편 발표하였다. 그리고 분석-종합명제의 구분, 의미론적 상승에

관한 논문들도 발표하였다.

신상형은 단행본으로 허드슨의 비트겐슈타인의 종교철학 번역서 1권
을 발간하였다. 그의 철학적 연구의 중심 영역은 비트겐슈타인 철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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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그의 모든 발표물들이 비트겐슈타인에 관한 것이다. 그는 논리적

원자론, 논리적 분석, 명제 개념, 가족유사성 등에 관한 논문들을 여러

편 발표하였다.

안건훈의 철학적 연구의 중심 주제는 인과 문제로, 수페스의 Pr ima
Faci e 원인, 인과성과 개연적 결합, 인과성 분석 등에 관한 논문들을 여

편 발표하였다. 그리고 적어도, 많아도, 정확히의 관계와 헴펠의 과학

설명형에 관한 논문들도 발표하였다.

여훈근은 단행본으로 현대논리학 , 현대논리학의 연구 등 논리학 저

서 2권을 발간하였다. 그의 철학적 연구의 중심 분야는 논리학으로, 양

논리의 필연성, 다치논리 등에 관한 논문들을 여러 편 발표하였다.
우정규는 단행본으로 레셔의 귀납: 과학방법론에 대한 정당화 , 새먼의

라이헨바하 등 번역서 2권을 발간하였다. 그의 철학적 연구의 중심 주

제는 귀납으로, 귀납의 실용적 정당화, 귀납논리의 문제점 등에 관한 논

들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그는 전략적 합리성에 관한 논문도 내놓았다.

이건원은 단행본으로 다수 언어 상황에서의 의미론 이라는 저서 1권과

서얼의 언화행위 번역서 1권을 발간하였다. 그의 철학적 연구의 중심

주제는 논리학으로, 삼단논법, 결정 문제, 공리의 문제 등에 관한 논문

을 발표하였다.

이명현은 단행본으로 매기의 칼 포퍼: 그의 철학과 사회철학 번역서

1권을 발간하였다. 그의 철학적 연구의 중심 분야는 언어 분석철학으로

언어, 사고, 존재, 삶의 형식 등에 관한 논문들을 여러 편 발표하였다.

리고 그는 현대철학의 좌표, 객관성의 토대 등에 관한 논문들도 발표하였

다. 그는 또 박영태, 백도형 등을 비롯한 다수의 역량있는 영미철학 2세

들을 길러내었다.

이병욱은 단행본으로 하레의 과학철학 (공역) , 햄린의 인식론 등 번

역서 2권을 발간하였다. 그의 철학적 연구의 중심 분야는 언어철학으로

실재론과 진리, 지시체 불가투시성과 퍼트남의 실재론 논박, 콰인 철학

비본질주의적 경향 등에 관한 논문들을 여러 편 발표하였다.
이봉재의 철학적 연구의 중심 분야는 과학철학으로, 과학적 실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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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의 메타방법론, 합리성, 과학주의 비판 등에 관한 논문들을 여러 편

발표하였다. 그리고 인과론적 지칭 이론,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기초론,

데이빗슨의 상대주의 비판 등 언어철학에 관한 논문들도 발표하였다.

이승종의 철학적 연구의 중심 주제는 비트겐슈타인으로, 비트겐슈타인

의 언어와 세계의 관계, 문법적 관계, 모순 등에 관한 논문들을 여러

발표하였다. 그리고 의미와 해석에 관한 콰인/ 데이빗슨 논쟁, 자연언어

인공지능, 자연주의 등에 관한 논문들도 발표하였다.

이윤일은 단행본으로 로마노스의 콰인과 분석철학 번역서 1권을 발간

하였다. 그의 철학적 연구의 중심 주제는 실재론으로, 의미 이론과 실재

-반실재론 논쟁, 전기 퍼트남의 실재론적 의미론, 논리학에 관한 전기 퍼

트남의 실재론적 입장 등에 관한 논문들을 여러 편 발표하였다. 그리고

그는 비트겐슈타인의 트락타투스에 관한 논문도 발표하였다.

이재영의 철학적 연구의 중심 영역은 영국 경험론으로, 그의 모든 발표

물들이 영국 경험론에 관한 것이다. 그는 버클리의 마음, 추상 관념, 과

철학에 관한 논문들과 더불어, 로크의 보편 문제, 영국 경험론의 추상

념에 관한 논문들을 발표하였다.
이재훈의 철학적 연구의 중심 분야는 심리철학으로, 그의 거의 모든 발

표물들이 심리철학에 관한 것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는 심신 사건들의

관계, 심신 상호작용주의, 포퍼의 심리철학, 타인의 정신에 대한 지식,

간의 행위 설명, 감각진술에 관한 비트겐슈타인의 분석 등에 관한 논문들

을 발표하였다.

이좌용은 단행본으로 제프리의 형식논리학 번역서 1권을 발간하였다

그의 철학적 연구의 중심 분야는 존재론으로, 경험적 실재론에서 본 보편

자의 문제와 가능세계의 존재론 등에 관한 논문들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그는 집합론과 논리, 자연적 필연 등에 관한 논문들도 발표하였다.

이초식은 단행본으로 인공지능의 철학 저서 1권과 스테그뮐러의 현

대 경험주의와 분석철학 번역서 1권을 발간하였다. 그의 철학적 연구의

중심 분야는 과학철학, 논리학, 인지과학 등으로 다양하다. 그는 과학

발견/ 정당화 맥락, 의사결정의 논리, 인공 지능과 카르납의 인공 언어

180



영미 철학의 수용(1980- 1995)

에 관한 논문들을 여러 편 발표하였다. 그리고 그는 김영남, 우정규 등

을 비롯한 다수의 역량있는 분석철학 2세대들을 길러내었다.

이한구는 단행본으로 엄슨의 분석철학 번역서 1권을 발간하였다. 그

의 철학적 연구의 중심 분야는 역사철학과 분석철학으로, 포퍼의 역사주

의 비판, 비판적 합리주의 등에 관한 논문들을 여러 편 발표하였다. 그

고 그는 분석철학의 행방에 관한 논문도 발표하였다.

이효범은 단행본으로 심리철학의 근본 문제 라는 저서 1권을 발간하였

다. 그의 철학적 연구의 중심 분야는 심리철학으로, 심신동일론,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의 문제 등에 관한 논문들을 여러 편 발표하였다. 그리

고 그는 인식적 토대론에 관한 논문들도 발표하였다.
이훈의 철학적 연구의 중심 주제는 언어 논리로, 언어와 노동, 비트

슈타인의 언어철학, 삼단논법과 변증법, 역설 등에 관한 논문들을 여러

발표하였다. 그리고 그는 과학, 세계관, 생산력에 관한 논문도 발표하였다

정병훈의 철학적 연구의 중심 분야는 과학철학으로, 과학과 비과학의

구획 문제, 과학의 합리성, 뉴턴의 실험적 방법 등에 관한 논문들을 여

편 발표하였다. 그리고 그는 역사주의 대 논리주의, 흄의 귀납적 추론

제, 고전적 경험론의 방법과 성과, 버클리의 과학과 형이상학에 대한 구

설정 등 영국 경험론에 관한 논문들도 발표하였다.

정영기의 철학적 연구의 중심 분야는 과학철학으로, 과학적 설명과 가

설 확증 등에 관한 논문들을 여러 편 발표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그는 헴

펠의 행위 설명 이론에 대한 비단조논리적 비판에 관한 논문을 내놓았다.

조승옥은 단행본으로 쉐퍼의 심리철학 번역서 1권을 발간하였다. 그

의 철학적 연구의 중심 분야는 심리철학으로, 심신동일론, 심리물리적

반 등에 관한 논문들을 여러 편 발표하였다. 그리고 그는 근대 논리학에

관한 논문도 발표하였다.

조용현은 단행본으로 칼 포퍼의 과학철학 이란 저서 1권을 발간하였

다. 그의 철학적 연구의 중심 분야는 과학철학으로, 포퍼의 반증원리,

퍼에 있어서의 과학적 지식의 성격, 운동론과 자연도태론의 방법론적 측

면 비교 등에 관한 논문들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그는 비트겐슈타인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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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일반 형식, 도구 의식 언어에 관한 논문들도 발표하였다.

조인래의 철학적 연구의 중심 분야는 과학철학으로, 그의 모든 발표물

들은 과학철학 논문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EPR 역설, 양자역

학, 뉴튼의 물질 개념과 방법적 도구론, 이론 미결정성, 과학적 실재론

에 관한 논문들을 발표하였다.

최세만은 단행본으로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철학논고 (공역), 바커의

논리학의 기초 (공역) 등 번역서 2권을 발간하였다. 그의 철학적 연구의

중심 영역은 비트겐슈타인 철학으로, 비트겐슈타인의 보여줌의 이설에 관

한 논문들과 분석성과 합리성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황희숙의 철학적 연구의 중심 주제는 인식론적 자연주의로, 인식론의

자연화, 골드만의 신빙성 이론, 인식론적 자연주의와 규범의 문제 등에

한 논문들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론의 경험적 미결정성에 관한 논문들

도 발표하였다.

이제 80-90년대에 영미 철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 활동을 하고 있

는 위에서 논의된 51명의 철학자들을 세대 구분, 연구 활동 지역, 최종

위(박사 또는 석사) 배경 등을 중심으로 분류하여 보자. 세대는 1세대와

세대로, 그리고 이 둘 중 어느 하나로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는 1. 5세대

분류하였다. 지역은 서울과 지방으로, 그리고 지방은 수도권, 강원권, 충

권, 호남권, 영남권으로 분류하였다. 최종 학위 배경은 국내와 국외로,

리고 국내에서 학위를 하였으나 외국에서 2년 이상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

였을 경우는 국내외로 분류하였다.

80-90년대에 활발하게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철학자들 중 제1세대로

분류될 수 있는 학자는 12명이며, 1. 5세대로 꼽힐 수 있는 학자는 7명

이다. 따라서 이들 19명을 제외한 32명의 철학자들은 제2세대의 소장

학자들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제2세대가 수적으로 제1세대와

1. 5세대를 합한 것의 2배 가까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130 )

130 ) 80-90년대에 활발하게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철학자들 중 제1세대로 분류될
수 있는 학자는 김여수, 김영진, 김위성, 김재권, 문정복, 박영식, 소흥렬, 엄
여훈근, 이명현, 이초식, 정대현 등 12명일 것이다. 그리고 1. 5세대로 꼽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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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활동 지역은 서울이 26명이고, 지방이 22명, 미국이 2명, 기타

1명이다. 지방 22명은 수도권과 강원권이 각각 3명, 충청권이 4명, 호

남권이 1명, 영남권이 11명이다. 따라서 서울과 지방이 대충 반 정도씩

이며, 지방 중에서는 영남권이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
세대는 12명 중 9명이 서울 내지 수도권에 자리잡고 있다. 131 )

최종 학위 배경은 외국이 17명, 국내외가 4명, 국내가 30명으로, 국

내가 국외보다 약 2배정도 숫자가 많다. 그러나 제1세대의 경우는 대부

분이 외국에서 학위를 하였다. 132 ) 따라서 80-90년대에 5편 이상의 발표

물을 낸 제2세대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학위를 한 소장 철학자들이 외국

에서 학위를 한 소장 철학자들의 3배로, 보다 더 활발히 저술 활동을 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Ⅵ. 결론

우리는 앞서 영미 철학의 수용 양상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해

보았다. ① 영미 철학의 양적 발전 상황을 60- 70년대의 영미 철학 그리고

는 학자는 강신석, 김광수, 김효명, 이건원, 이한구, 정연홍, 조승옥 등 7명일
다. 따라서 이들 19명을 제외한 32명의 철학자들은 제2세대의 소장 학자들로 분
류될 수 있을 것이다.

131) 연구 활동 지역은 서울이 김기현, 김동식, 김여수, 김영남, 김영정, 김혜숙,
명, 박영식, 백도형, 서정선, 소흥렬, 엄정식, 여훈근, 우정규, 이명현, 이봉재
종, 이재영, 이종권, 이좌용, 이초식, 이한구, 정대현, 정영기, 조승옥, 조인
26명이고, 지방이 22명, 미국이 김재권, 이병욱 2명, 기타 이건원 1명이다.
22명은 수도권이 김광수, 김영진, 황희숙 등 3명이고, 강원권이 신중섭, 안건
이윤일 3명이고, 충청권이 민찬홍, 이효범, 정연홍, 최세만 등 4명이고, 호남권
이재훈 1명이고, 영남권이 강신석, 권선영, 김영배, 김위성, 문정복, 박영태,
형, 이영철, 이훈, 정병훈, 조용현 등 11명이다.

132 ) 최종 학위 배경은 외국이 김광수, 김기현, 김동식, 김여수, 김영정, 김영진,
권, 김혜숙, 김효명, 박영식, 소흥렬, 엄정식, 이명현, 이병욱, 이승종, 이초식, 조
17명이고, 국내외가 백도형, 이건원, 정대현, 조승옥 등 4명이고, 국내가 3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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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0년대의 대륙 철학과의 비교 고찰을 통해 개관하였고, ② 영미 철

학 발표물에서 다루어진 철학자별 분석을 하였고, ③ 분야별, 주제별,

사조별 분석을 하였고, ④ 국내 철학자별 발표물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제 이것들을 차례로 간략히 요약함으로써 이 글의 결론을 대신하자.
우선 첫 번째로 영미 철학의 양적 발전 상황을 요약해 보자. 전체 발표

물 수에 있어 독일 철학과 영미 철학의 비율이 60년대는 대략 4대 1 정

도이고(독일 철학 210편, 영미 철학 57편) 70년대는 대략 3대 1 정도이

(독일 철학 502편, 영미 철학 187편) . 그리고 70년대 독일 철학은 단행

형태의 발표물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영미 철학은 논문 형태의 발표물

이 많았다. 80년부터 92년까지는 독일 철학과 영미 철학간의 비율이 대략

3대 1 정도로(독일 철학 1762편, 영미 철학 660편) 70년도 수준을 그대

유지하고 있다(정확히는 2. 67대 1이다. 이것은 70년도의 2. 68대 1과 거

같은 비율이다). 단행본과 논문간의 발간 비율은 80-92년에 와서는 독일

철학과 영미 철학이 서로 비슷한 정도를 보이고 있다.

영미 철학은 전체 발표물 수가 60년대는 57편, 70년대는 187편, 80

대는 493편, 90-95년까지 6년 동안은 389편이다. 이것은 70년대는 60년
대보다 전체 발표물 수가 대략 3배가 되었으며, 80년대도 70년대보다 대

략 3배가 되어 전체 발표물 숫자의 증가 비율이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음

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90년대는 80년대에 비해 3배의 증가를 기대하

기는 어려울 것 같다. 96-99년 4년 동안의 발표물 수를 90-95년 6년 동

안의 발표물 수와 같은 정도라고 가정하여도, 그 증가는 2배를 밑돌고 있

다. 따라서 90년대는 80년대에 비해 영미 철학 전체 발표물 수에 있어

특별한 이변이 발생하지 않는 한, 대략 1. 5배, 많아야 2배의 증가를 기

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60년대에서 70년대로 옮아감에 따라 영미 철학 전체 발표물 증가에 가

장 큰 기여를 한 것은 일반 학술 논문의 증가이다. 이에 반해 단행본과

학위 논문의 증가폭은 별로 크지 않다. 그러나 70년대에서 80년대로 옮아

감에 따라 정반대 현상이 발생한다. 이 기간에 영미 철학 전체 발표물 증

가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학위 논문 특히 석사 학위 논문의 증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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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의 증가와 일반 학술 논문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미소하다. 80년대

에서 90년대로 옮아감에 따라 단행본, 학위 논문, 일반 학술 논문 모두

비슷한 비율로 고르게 증가한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특기할 만한 사항

은 단행본에 있어서 저서의 수효가 번역서의 수효를 능가하고 학위 논문

에서도 박사학위 논문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 두 번째로, 80-90년대 영미 철학 발표물에서 다루어진 철학자별

분석 결과를 간략히 요약해 보자. 3편 이상의 발표물에서 다루어진 철학

자들은 모두 26명이며, 이들이 많이 다루어진 순서대로 열거해보면, 1위에

서 5위까지가 비트겐슈타인, 포퍼, 듀이, 화이트헤드, 흄이고, 6위에서

위까지가 러셀, 데이빗슨, 콰인, 로티, 프레게이고, 11위에서 15위까지

퍼트남, 크립키, 헴펠, 괴델, 록크이고, 16위에서 19위까지가 버클리, 서

포더, 쿤이고, 20위에서 26위까지가 무어, 퍼스, 굿맨, 데이비드 루이

오스틴, 반 프라쎈, 라일이다. 그리고 80-90년대 영미 철학 발표물에서

루어진 영미 철학자들의 총 수는 75명으로, 이것은 60년대의 7명, 70년

의 15명과 비교하여 본다면 영미 철학 연구가 점차 다양화되고 있음을 단

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60- 70년대와 비교하여 드러나는 몇 가지 특징들을 살펴보면, 우선 비

트겐슈타인, 듀이, 화이트헤드, 러셀 등은 60-70년대에 이어서 80-90년

에도 계속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철학자들이다. 특히 비트겐슈타인

연구는 60-70년대에 이어 80-90년대에도 계속해서 (제2위와 더블 스코어

가 넘게 차이를 벌이면서) 제1위를 달리고 있어 한국에서의 비트겐슈타인

연구 열풍을 실감할 수 있다. 그러나 듀이와 제임스를 중심으로한 실용주

의 연구 열풍은 점차 퇴조하고 있다. 비록 듀이 연구가 80-90년대에도 총

26편으로 3위를 차지하고 있기는 하나, 해를 거듭할수록 점차 그 숫자가

줄어 90년대에는 3편만이 발표되었다. 이에 반해, 흄, 로크, 버클리를

심으로한 영국 경험론 연구는 80-90년대에 들어 그 동안의 침묵을 깨고

갑작스런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 60- 70년대에는 전혀 연구 발표물이 없던

영국 경험론이 해가 지남에 따라 점차 그 발표물 숫자가 늘어나 80-90년

대에는 이들 영국 경험론자 3명 모두가 상위권에 올라 있다. 특히 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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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전체로 흄 연구는 21편으로 5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 한가지 언급해야 할 사항은 러셀과 더불어 영미 분석 철학의 시조라

할 수 있는 무어에 대한 연구가 이 시기에 무척 빈약하다는 사실이다. 7

년대만 해도 6편의 발표물로 3위를 차지하고 있던 무어 연구가 80-90년
대에 들어와서는 모두 4편만이 발표되어 20위로 뚝 떨어졌다. 이에 반해

서 프레게의 연구는 점차 활성화되어가고 있다. 70년대에는 단 1편이던

것이 80년대와 90년대에 각각 5편으로 늘어나 종합 10위를 차지하고 있다.

70년대에 들어 첫 선을 보였던 포퍼, 콰인, 오스틴, 쿤 등의 철학자

중, 포퍼와 콰인은 80-9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활발한 연구가 수

행된다. 특히 발표물 수가 40편으로 종합 2위에 오른 포퍼에 대한 연구

열풍은 괄목할 만하다. 이에 반해 오스틴과 쿤에 대한 연구 발표물은 각

각 4편, 6편으로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편이다. 또 70년대에는 전

철학 발표물에서 다루어지지 않다가 80년대부터 새롭게 연구되기 시작한

철학자들로는 데이빗슨, 퍼트남, 크립키, 헴펠, 괴델, 서얼, 굿맨, 반

쎈, 라일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80년대까지도 전혀 다루어지지 않다

90년대에 들어와서야 새로이 부각된 철학자로는 로티, 포더, 데이비드

이스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제 세 번째로, 분야별, 주제별, 사조별 분석을 하나씩 차례로 요약

보자. 우선 분야별 분석을 살펴보면, 80-90년대에 가장 많은 발표물이 나

온 것은 151편의 과학철학이고 그 다음이 137편의 언어철학 언어분석철

학, 3위가 120편의 인식론, 4위가 114편의 논리철학, 5위가 105편의 심

철학 인지과학이다. 만일 언어철학과 논리철학을 하나로 묶어서 생각한다

면, 언어 논리철학은 251편으로 단연 1위로 올라설 것이다. 6위에서 8위

지는 논리학 메타논리학이 38편, 형이상학이 36편, 실용주의 31편(신실

주의 5편) 순이다. 수리철학 수리논리학이 24편으로 그 다음을 달리고 있

고, 종교철학과 문화철학은 각 4편과 3편으로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적다

논리철학과 형이상학으로 분류돼 따로 항목이 설정되지 않은 존재론의 발

표물들은 50편으로 논리철학에 34편, 형이상학에 16편이 속해있다. 80년대

와 90년대를 따로 1위에서 5위까지만 고려해보면, 80년대에는 1위가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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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언어분석철학(91편) , 2위가 과학철학(83편), 3위가 논리철학(69

편), 4위가 인식론(53편), 5위가 심리철학 인지과학(39편)이다. 90년

대에는 상위권 순위가 바뀌어, 1위가 과학철학(68편), 2위가 인식론(67

편), 3위가 심리철학 인지과학(66편)으로 이들 3분야의 발표물 수효는

다같이 60편대로 거의 같고, 4위가 언어철학 언어분석철학(46편), 5위

가 논리철학(45편)으로 이 2분야의 발표물 수효는 다같이 40편대로 거의

같다.

전체 발표물 수의 증가와 더불어 대부분 분야들의 발표물 수가 대체로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심리철학과 인식론의 증가 추세는 특히 괄목할

만하다. 심리철학의 발표물 증가는 90년대 들어 활기를 띠기 시작한 인지

과학의 연구에 힘입은 바 크며, 인식론의 발표물 증가는 80년대 초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타고 있는 영국 경험론 연구 열기에 힘입은 바 크다. 그

리고 과학철학은 대체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언어철학과 논리철학 분야

의 발표물 수는 80년대 후반을 고비로 다소 하강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이 둘을 합하면 90년대에도 언어 논리철학이 91편으로 단연 1위이다)

수리철학, 논리학, 형이상학 등은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실용주의 연구는 다소 가파른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제 80-90년대의 발표물들이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는지 분야별로 살

펴보자. 언어철학 언어분석철학(137편) 분야에서 많이 논의되는 주제는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이론 (10편) , 비트겐슈타인의 의미 이론 (13편)

이빗슨의 의미 이론 (15편) , 크립키의 지시 이론 (12편), 타르스키의

론 (4편) , 의미론적 실재론 (10편), 분석 (18편), 화행 (6편) 등이

철학(114편) 분야에서 많이 논의되는 주제는 양상논리 (26편) , 논리적

자론 (25편), 역설/ 모순 (9편), 인과 (10편), 귀납/ 확률 (8편) 등이

논리 (26편)를 좀더 세분하자면, 양상 의미론 (7편), 본질주의와 필연

편), 반사실적 조건문 (4편), 양상 실재론 (4편) 등이다. 과학철학(

분야에서 많이 논의되는 주제는 과학적 합리성 (41편) , 과학적 실재론

편), 과학적 설명 (12편), 귀납 정당화 (6편) , 시간과 공간 (5편) ,
학 (5편) 등이다. 심리철학 인지과학(105편) 분야에서 많이 논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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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심신 관계 (35편), 기능주의/ 계산주의/ 연결주의 (11편) , 심성

실재론 (6편) , 심성 인과 (6편), 심성 지향성 (5편) , 행위 (8편),

인공지능 (5편), 표상 (4편) 등이다. 심신 관계 (35편)를 좀더 세

분하자면, 심신 동일론 (7편), 심신 수반론 (8편) , 데이빗슨의 무법

칙적 일원론 (6편) 등이 주종을 이룬다. 수리철학(14편) 분야에서 많이

논의되는 주제는 프레게의 논리주의 (4편)이고, 수리논리학(10편) 분

야에서 많이 논의되는 주제는 괴델 정리 (7편)이다. 논리학(38편) 분

야에서 많이 논의되는 주제는 삼단논법 (4편)이다. 형이상학(36편) 분

야에서 많이 논의되는 주제는 화이트헤드의 형이상학(16편)( 사변철학

4편, 현실적 존재자 철학 6편, 과정철학 6편) , 자아동일성 (8편),
자유의지와 결정론 (5편), 보편자 문제 (3편) 등이다. 인식론(120편)

분야에서 많이 논의되는 주제는 인식 정당화 (18편) , 자연주의 (10

편), 토대론 (10편), 지각 (10편), 인과/ 필연성 (11편), 귀납 정

당화 (7편) , 실재론/ 관념론 (10편), 회의주의 (7편) 등이다. 실용주

의(31편) 분야에서 많이 논의되는 주제는 듀이의 경험 (12편)이다. 종

교철학(4편) 분야에서 많이 논의되는 주제는 비트겐슈타인의 종교철

학 (2편) , 화이트헤드의 신관 (2편)이고, 문화철학(3편) 분야에서 많

이 논의되는 주제는 상대주의 (2편)이다.

위의 주제 분석을 통해 우리는 동일한 이름의 주제가 여러 분야에 속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한 다분야 주제들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실재론

인과 , 필연성 , 귀납 , 설명 , 동일성 , 진리 등을 우선적으

있다. 실재론 논의는 적어도 6분야에 걸쳐있으며, 이것들을 합하면 모

51편에 이른다. 인과 , 필연성 , 귀납 에 관한 논의들도 적어도 3

걸쳐있으며, 이것들을 모두 합하면 각각 27편, 26편, 21편에 이른다.

명 , 동일성 , 진리 에 관한 논의들도 적어도 2분야에 걸쳐있으며, 이

을 모두 합하면 각각 16편, 15편, 14편에 이른다. 그밖에 다분야 주제

수반 , 합리성 , 지향성 , 행위 , 결정론 , 정당화 , 경험 ,

주의 등을 들 수 있으며, 이 이외에도 매우 많은 것이 여기에 속할 것이다.
이제 사조별 분석(218편)을 살펴보면, 영국 경험론은 모두 42편으로

188



영미 철학의 수용(1980- 1995)

계속 연구 발표물 수에서 증가 추세에 있다. 이 42편은 흄에 관한 발표

물이 23편, 록크에 관한 발표물이 6편, 버클리에 관한 발표물이 5편,

베이컨에 관한 발표물이 1편, 영국 경험론 자체에 관한 발표물이 7편이

다. 이 영국 경험론에 대한 연구 열기는 현대 인식론 분야 연구 활성화

에 기여한 바가 크다. 논리적 실증주의는 모두 28편으로, 비슷한 수준에

서 꾸준하게 연구 발표물들이 나오고 있다. 이 28편 속에는 헴펠의 설명

이론에 관한 8편, 검증 의미 이론 4편, 실증주의 8편(확증 3편, 실증주

의 3편, 실증주의와 반증주의 비교 2편), 번역서 5권, 환원, 에이어의

논리 실증주의에 관한 연구, 지각에 관한 논문들이 각 1편씩이다. 논리

실증주의에 대한 연구는 현대 과학철학 분야 연구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 논리적 원자론은 모두 50편으로, 80년대 후반기에 특히 집중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50편은 러셀에 관한 모든 연구 발표물 21편과

비트겐슈타인의 전기 사상에 관한 연구 발표물 31편으로 구성된다. (2편

은 러셀과 비트겐슈타인을 동시에 다룬 발표물이다. ) 논리적 원자론에

대한 연구는 현대 논리철학 분야 연구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 일상

언어학파는 34편으로, 90년대에 들어서 특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34편은 화행(6편)에 관한 것을 비롯하여 오스틴, 스트로슨, 서얼,

헤어 등에 관한 논문 15편,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사용 의미 이론(7편)

사적 언어(3편) 규칙 따르기(2편) 논의를 포함한 후기 비트겐슈타인

에 관한 발표물 19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상언어학파에 대한 연구는

현대 언어철학과 윤리학 분야의 연구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 실용

주의는 31편으로, 80년대 전반기에 많은 발표물들이 나왔다. 이 31편은

실용주의 일반 이 5편(단행본 2권), 제임스의 실용주의 에 관한 논문

이 2편, 듀이의 실용주의 에 관한 논문이 경험 에 관한 논문 12편을

비롯하여 24편이다. 실용주의는 신실용주의(5편)로 맥이 이어지고 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국내 철학자별 발표물 분석 결과를 간략히 요약해

보자. 80-90년대 전체 발표물 882편은 총 390명에 의해 발표되었다. 1인

당 약 2. 3편씩 발표한 셈이다. 1편만 발표한 철학자는 240명, 2편 이상

표한 철학자는 150명이다. 1편만 발표한 철학자 240명 중 석사 논문 1편

189



특집

만을 낸 숫자는 139명이다. 그리고 2편 이상을 발표한 철학자 150명 중

2편에서 4편까지 발표한 학자의 합이 99명, 5편에서 10편까지 발표한

학자의 합이 42명, 11편 이상이 9명이다.

80-90년대에 활발하게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5편 이상을 발표한 51명
의 철학자들을 세대 구분, 연구 활동 지역, 최종 학위 배경 등을 중심으

분류하여 보면, 제1세대로 분류될 수 있는 학자는 12명이며, 1. 5세대로

힐 수 있는 학자는 7명이고, 제2세대의 소장 학자들은 32명이다. 제2세

가 수적으로 제1세대와 1. 5세대를 합한 것의 2배가 약간 안된다. 연구

동 지역은 서울이 26명이고, 지방이 22명, 미국이 2명, 기타 1명이다.

방 22명은 수도권과 강원권이 각각 3명, 충청권이 4명, 호남권이 1명,
남권이 11명이다. 따라서 서울과 지방이 대략 반 정도씩이며, 지방의 경

는 영남권에 몰려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세대는 12명 중 9명이 서

울 내지 수도권에 자리잡고 있다. 최종 학위 배경은 외국이 17명, 국내

가 4명, 국내가 30명으로, 국내가 국외보다 약 2배정도 숫자가 많다. 그

나 제1세대의 경우는 대부분이 외국에서 학위를 하였다. 따라서 5편 이상

의 발표물을 낸 제2세대 소장 학자들만을 고려하면, 국내 학위 배경의 학

자 숫자가 국외 학위 배경의 학자 숫자의 약 3배가 된다.

이 글을 써 내려가면서 느꼈던 아쉬웠던 점을 반복하면서 이 글을 마치

자. 우선 필자가 이 글을 쓰기 위해 의존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철학사상

연구소의 통계 자료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우리의 현실 여건을 감

안할 때 이 정도의 자료가 구비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그나마 다행이

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보다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의 자료에 만족해서는 안되고 보다 완벽하게 보완

된 통계 자료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 윤리학 가치론 분야를 따로

분리해 고찰해서는 제대로된 영미 철학의 전체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 것

이다. 윤리학 가치론 분야는 영미 철학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분야들 중

의 하나이며, 또 많은 분석철학자들이 이론 철학 영역과 아울러 실천 철

학 영역의 연구도 더불어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글에서 하고

있는 분류에 동의하지 않을 저서나 논문의 필자들도 많이 있을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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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것은 많은 부분 내용을 읽어보지 못하고 제목만을 가지고 분

류하였기 때문에 생긴 일일 것이다. 필자는 논문 요약 등이 실린 미국의

Phi l osopher s ' Index와 같은 것이 우리 한국 철학계에도 하루 빨리 나

올 것을 고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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