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미에 해한 포괄'1둥=추의 (wide 

functionalism)적 접 근 

l.들어가는말 

강유산 

(서울대 철학과 석사) 

인간의 언어 활동에 대한 탐구는 ‘언어적 표현의 의미’에 대한 탐 

구라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언어적 의미’에 대한 탐구는 크게 

언어학적 탐구와 형이상학적 탐구로 구분될 수 있다. 언어적 탐구는 

특정 언어(예를 들어 한국어)에서 그 언어로 이루어진 특정 표현의 

의미를 특정한 표현 구성 방식(예를 들어 한국어의 구문 구조 원리) 

에 의존하여 탐구하는 반면， 형이상학적 탐구는 특정 언어에 제한적 

인 것이 아년 의미 자체의 근본적인 성격， 즉 ‘의미의 본성’을 탐구한 

다. 본 글은 바로 이 후자의 탐구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즉 본 글의 

가장 큰 목적은 ‘으|미란 무엇인가’， ‘으|미는 어떻게 이해뛰어야 하는 

가’에 대한 올바른 혹은 작어도 그럴듯한 답변 제공에 었다. 조답 다 

세부적으로 말하자면， 본 끌은 이러한 물음들에 대해 ‘개념적 역할 

의미론(Conceplual Role Semantics, CRS)’이 제공하고 있는 답변될 

이 얼마나 그럴 듯 한 것인가를 주된 탐구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의미의 본성’에 대한 탐구는 의미의 본성이 갖는 여러 측면들판 

지적함으로써 시작될 수 있다 의미의 본성은 크게 표상적 측면과 인 

지적 측면으로 구분될 수 있다 표상적 측면은 언어적 표현과 외부 

* 본 글은 필자의 석사학위 논문 ‘의 n] 에 대한 포팔기능주의적 접근’을 수정， 요 
약한 것이다 지면의 한계상 주틀 비롯하여 구치1 적인 논증 사항델을 생략하였 

음을 밝힌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필자의 위 논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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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과의 상관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의미와 진리의 문제를 함 

축한다. 이와는 달리 인지적 측면은 언어적 표현과 표현 사용자와의 

상관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으보 의미와 이해의 문제를 함축함으로써 

의미론(semantics)의 중심 문제를 진랴가 아년 이해에 둔다. 

‘의미의 본성이 표상적 측면과 인지적 측면을 갖기 때문에 의미는 

이해 및 진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라고 정리될 수 있는 위의 

지적은 언어적 의미에 대한 닦구기- 기본적으로 만족해야 할 하나의 

요구사항으로 받아들여젤 수 있다. 즉 CHS가 의미에 대한 올바른 

탐구이기 위해서는 의미의 본성이 갖는 위 두 측면을 적절하게 섣명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개념적 역할 의띠론， 즉 CRS는 단어W의 의미를 단어W가 소똥이 

나 사회적 상호 작용에서 사용되는 방식(혹은 용법， 쓰임 새， 역할‘ 

기능)을 통해 규명하려는 ‘의미 사용 이론’에 그 기초를 두고 었다. 

그런데 CRS는 단어의 용법에 단아가 일종의 시스템인 컴퓨터 쪽은 

뇌 안에서 갖는 역할 맞 반사실적인 용법까지 포함시킴으로써 의미 

사용 이론을 확장한다. 

이러한 CRS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CD 언어적 표현의 의미는 그것이 표현하는 개념 (concept)이나 

사고(thought)의 내용(content)을 통해 확인될(identifying) 

수 있고 

@ 개념이나 사고의 내용은 그것이 갖는 역할(개념이나 사고가 그 

것들의 작용에 있어 맡아서 해야 할 일 혹은 하는 일)에 의해 

결정되며， 

@ 개념이나 사고익 역할은 개념이나 사고가 그것쓸 포함짜는 

개념 체계 내부에서 다른 개념이나 다른 사고들과의 관계를 

통해 갖는 추론적 역할Onferential role)과 그것들이 외부 환경 

적 발생물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습득하게 되는 판경적 역할 

(environmenlal role)을 모두 고려 함으보써 만 올바프게 상숲될 

수 있다. 

그런데 표현의 의미환 개념의 역할을 통해 규명하려는 이래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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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개념의 역할을 어떻게 제한하는 가에 따라 한-요소 CHS 혹은 

두 요소 cns로 구분될 수 있다. 한 요소 cns는 Harman을 통해 

확인될 수 있는 입장으로 개념의 진정한 역할은 추론적 역할과 환경 

적 역할의 통합을 통해서만 상술될 수 있다는 노선이다， 따리서 한 

요소 CHS에서의 ‘역할’은 두-요소 CHS의 역할에 상대석으로 ·포괄 

(wide, long-arm) 역 할’ 이 라 할 수 있다 반면 두 요소 CHS는 

Block, Field, Loar 등이 주장하고 있는 입장으로， 추론적 역할만윤 

개념의 역할로 간주함으료써 추론적 역할과 환경적 역할의 분리델 

요구한다. 두 요소 CHS한 이러한 환경적 역할의 분리를 다양한 지 

시 이론들을 요청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한다 따라서 두 요소 CHS에 

서의 ‘역할’은 앞에서 설펴본 한 요소 cns의 ‘포팔 역할’에 상대적으 

로 ‘협소 (narrow, short-al'm) 역할’이라 불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 

이에 직면하여 필자는 한--요소 CRS를 선호하고자 한다. 필자의 한 

요소 CRS 선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표현의 의미를 표현이 표현하는 개념의 역할을 통해 규명하 

고자 하는 CRS는 섬적 상태를 섬적 상태의 기능을 통해 확인하려하 

는 기능주의와 그 맥을 감이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기능주의가 

섬적 상태에 올바른 설명 을 제공하고자 한다띤， 기능주의는 협소 기 

능주의(Narrow Functionalism)가 아닌 포괄 기능주의(Wide 

Functionalism) 여야 한다. 왜냐하면 협소 기능주의는 심적 상태에 대 

해 자극 입력 (sensory input)과 행동 출력(behavioral output)에 대 

한 매개 역할만을 요구함으로써 섬적 상태의 ‘시스템 내 역할’만윤 

강조하기 때문에， 심적 상태의 역할 상술에 요구되는 모든 유판 

(relevant) 측면들을 드러내지 돗한다는 단점을 갖기 때문이다. 

반면 포괄 가능주의는 심적 상태들이 섬적 시스템 안에서 갖는 역 

할뿐만 아니라 섬적 상태파 상호 작용하는 감각 입력과 행동 출력이 

환경적 발생묻(environmenUll (Jccurrcnces)임에 주목함으로써 심적 

상태 설명에 있어 포괄적 인과 규조활 요칭한다 이러한 포괄 기능주 

의적 섣명은 심적 상태의 역할 상술에 있어 유관 측면인 관계적 측 

면과 지시적 측면을 모두 보여플 수 있기 때문에 심적 상태의 내용 

섣명에 대한 올바른 전제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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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주의적 섣명이 함축하는 사항이 바로 한一요소 CRS임은 쉽게 확 

인될 수 있다. 

둘째， 개념의 역할을 갤정하는 두 요소의 분리를 요구하는 두 요 

소 CRS는 근본적인 문제뜰 k다 심각하게 갖는다. 다름 아닌 두 측 

면의 결합 방식에 대한 설명의 요구이다 즉 두 요소 버전에 대해서 

는 추론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가 어떻게 결합되고， 비상식적인 잘못 

된 결합이 어떻게 배제되 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필자는 CRS에서 말하는 개념적 역할은 그 자체로 통합적 

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요구하고자 한다. 즉 개념의 내용 확인을 결정 

하는 개념의 억할 상술이 올바른 역할 상술이 되기 위해서는 개념이 

개넘 체계 내에서 갖는 추론적(관계적 내적) 역할만이 아닌 개넘 소 

유자와 환경적 발생물 간의 인과적 연결 속에서 확인되는 개념의 환 

경적(지시적， 외적) 역할까지 포함해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개념적 역할 의미론의 설명력 

2.1. 올바른 의미 01 론으로서의 ‘개념적 역할 의미론’ 

CRS1J가 과연 올바른 의미 이론인가 라는 물음은 의미 이론에 요 

청되는 섣명적 요구 사항릎에 CHS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답할 수 있 

는가에 의존한다. 따라서 필자는 다음의 세 가지 항목을 통해 CHS 

가 ‘의미 이론에 요칭되는 섣벙적 요구 사항들’표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첫째， 언어 학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C1언에 따르변 우리가 

새로운 용어를 배우는 문제는 ‘정의’의 문제가 아닌 ‘용 어의 기능 혹 

은 역할’ 습득에 대한 문세라 할 수 있다. 이는 자연 과학의 기초 개 

념틀을 학습하는 과정을 판해 쉽게 확인 될 수 있다. 새 용어를- 배 

)) 이하로 펀자가 사용할 CH:-ì’는 모두 한 요소 C!<S플 가리키고 뜩별히 두 요 

소 cns와의 구별이 요두띈 떼만 ‘한 요소 CRS’라는 표현판 사용하기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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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때 우리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어떤 용어틀로 이루어진 새 용 

어에 대한 정의를 배우는 것이 아니다. 새 용어들 간의 관계， 새 용 

어와 구 용어 사이의 관계， 새 용어로 제시된 문제에 답을 내놓는 

방법 등을 배움으로써 우퍼는 새로운 용어를 배우는 것이다. 즉 우리 

는 표현의 개념적 역할을 습득함으로써 표현의 의띠를 배울 수 었고， 

이렇게 습득된 역할을 통해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표현끽 

의미를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의미 있는 표현을 의미 있눈 표현이게끔 하는 것은 무엇인 

가? 이 물음에 대해 CHS논 다음과 같이 답할 수 있다 표현E가 의 

미 있는 표현인 까닭은 E가 적합한 개념적 역할을 갖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미 있는 표현들 El과 F?의 의미가 서로 다를 수 있는 이 

유는 El과 E2가 갖는 각각의 개념적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다. 

개념적 역할 상술을 통째 의미륜 섣명하려는 CRS의 장점 중띄 하 

나는 의미에 대한 자연주의적 집끈 즉 파학적 탐구의 가능성을 수용 

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표현의 익미가 사고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되 

고， 사고의 내용은 사고의 개념작 역할을 통해 상술될 수 있으며， 사 

고의 개념적 역할은 개념들간의 관계적 요소와 개념과 외부 대상과 

의 인과적 연결에서 비롯되는 환경적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는 주장 

이 바로 다름 아닌 의미에 대힌 일종의 환원주의적이고 자연주의적 

인 탐구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겠다 

셋째， 의미와 지시의 관계는 어떻게 섣명될 수 있는가? 아마도 이 

물음에 대한 두 요소 CHS의 답 :)1은 협소 내용과 포괄(외적) 내용의 

구분을 전제함으로써 획득될 수 있을 것이다. Block은 ‘개념적 역할 

요소(Block에 있어 이는 내적 요소플 가리킨디)가 지시적 요소의 관 

성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전자가 근본적 (primitive)이다’라고 주장한 

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지시파 본성 결정 문제’와 ‘지시체의 결정 

푼제’는 구별되어야 함을 전제하고 있다 즉 머리 속에 있는 개념적 

역할(내적 역할)은 구체적 지시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시의 관 

:2 1 Block , ]\', (EllJ4) ‘.l\n Argu llIcnt ror ] ]o]isll1’, I'rocecdings of the 
Aristotelian Socicty, new scri(:'~; ， 94, Eïl • ](ì9, 

:3) 1310cl\, N, (19&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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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결정하는 것이고， 지시체는 환경 발생적으로 존재하는 지시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시적 표현이 무엇을 지시할 

수 있는 이유는 이 표현이 갖는 개념적 역할(내적 역할) 속에 ‘무엇 

인가를 지시한다’라는 지시적 본성이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4) 

두}요소 CRS에 기초한 이랴한 답변과는 달리 한-요소 CRS는 다 

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지시적 요소는 전체 개념적 역할에 통합됨 

으로써 의미를 구성한다. 하지만 한←요소 CRS의 이러한 주장은 ‘그 

렇다면 지시적 요소가 전체 새념적 역할에 어떻게 통합되는가’라는 

매우 근본적인 물음을 안게 띈다. 이는 CRS가 앞으로 탐구해야 할 

하나의 과제로 필자는 ‘맺음말’을 통해 이 폴음의 진정한 의의를 섣 

펴볼 것이다. 

2.2. Searl과 Kuhn어| 대 한 답변 제 공5) 

Searl의 중국어 방 논변5J에 대한 그럴듯한 답변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시스템 답변(System Reply)’을 들 수 있다. 시스템 답변이 

란 간단하게 말해 중국어 방안에서 증앙 처리 장치 (Central 

Processing Unit, CPU)랄 가장하고 있는 P는 중국어를 이해할 수 

없지만 입력 및 출력을 포함하는 전체 시스템은 중국어를 이해할 수 

있다는 답변이다. 중국어 방 논변에 대한 CHS의 분석은 바로 이 시 

스템 답변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한다. 

CRS는 이러한 ‘시스템 답멘’이 실제적 사고에서 발생하는 ‘자발적 

4) 이러한 의미와 지시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Foc!or&Leporc( 1992, chapter fì) 

는 다음과 같이 비판한디 그휠에 따르면 Block이 말하고자 했던 바는 ‘몹’의 

개념적 역할이 ‘물’이 무엇을 지시하는 가플 갤정한다가 아니라， 이름들익 개 

념적 역할은 ‘그것들의 인과적 관계달이 그것달의 지사를 결정한다’는 사실에 
의해 구성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l틀은 이라한 Block의 주장이 
표현E가 ‘이름’의 외연이 되기 위해 만족해야 할 조건을 상술할 뿐‘ E의 
scnse가 E의 외연과 무슨 연판이 있는가는 섣멍하지 않고 있다고 비핀한다 

5) l3lock, N. (]994). 

6) 중국어 방 논변에 대해서는 Sear!, J. WlSO) ‘Mìnc! s, Brains and 
l'rograms ’‘ BemvÎoral G/1d 1lrai/1 Scie/1ces 3. 417- 24.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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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autonomous meaning)’에 아무런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눈 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디 ‘자발적 의미’란 사고가 사고 자체로서 가 

질 수 있는 것으로 번역 등의 2차적 작업이 요구되지 않는 악미륜 

가리킨다. 시스템 답변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P륜 포 

함한 전체 시스템의 언어 이해기- 용바콘 언어 이해이기 위해서븐 ‘자 

발적 의미’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하며 이라힌 ‘자발적 의 01’는 올바뜬 

개념적 역할을 상술함으로써만 드러날 수 있다. 그런데 올바른 개념 

적 역할이란 위에서도 살핀 바 개념들 간의 관계적 요소와 개념과 

대상의 실제적인 인과적 연결을 드러내는 환경적 요소의 통합에 띄 

해서만 상술될 수 있다 그런데 시스템 답변은 바로 ‘개넘과 대상의 

실제적인 인과적 연결을 드러내는 환경적 요소’를 결여하고 있기 때 

문에 올바른 언어 이해를 보여줄 수 없는 것이다. 

중국어 방 논변에 대한 CRS의 두 번째 분석7)은 단순한 흉내 

(simulation)와 실제적 예화(actua! instantiation, emu!ation)의 차이 

에 기초한다. 만약 시스템이 중낙어 회자에 대한 단순한 흉내에 불과 

하다면 시스템은 결코 중국어를 이해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 

만 만약 시스템이 중국어가 중국어 화자에서 갖는 개념적 역힐들을 

실제적으로 동등하게 예화하는 것이라면 이때는 시스템이 중국어뜰 

이해한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실제적 예화라는 것이 

진정 물리적으로 가능한지는 미지수이며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시스 

템 답변’이 유효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Kuhn8 )의 ‘개별적 정의 불가능성’은 상이한 과학 이론 처l계탈 간 

의 의사 소통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이라 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현대의 과학자들이 과거의 어떤 과학 이론 예를 들어 18세기의 화학 

이론인 ‘플로지스톤 이론’을 이해하고자 할 경우， 현대 과학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플로지스흰 이론에 포함된 과거 개념들’에 대해 현대 

언어로 구성된 개별적 정파들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물론 이라한 정 

7) ßlock, N. (l 9&ì). 
S) Kuhn. T. (1 962) The Structure (• f Scient(fic Re l'o!ution,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l'rcss, chap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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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는 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다J ， ‘플로지스톤 이론에 포함된 구(舊) 개 

념들’을 표현하고 있는 li'\세기 언어에 대한 학습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1'1, T2, 1'3 ，"'1' 11이 ‘플로지스톤 이론에서 사용되는 용 

어들’로서 하나의 그룹윷 형성할 때，1'i에 대한 정의는 이 그룹의 외 

부에 있는 어떤 용어들(여기서는 현대 화학 이론의 용어들)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주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Ti는 또 

다른 1'i들과 함께 서로 상호석으로 정의하고 정의된다고 말하는 것 

이 옳을 것이다. 

이에 대한 CRS의 분삭은 다음과 같은 언어 학습 메커니즘에 기초 

한다. 우리는 우리의 사고 진행 과정 혹은 푼제 풀이 과정에서 Ti들 

을 사용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1'i들을 배운다. 그런데 사용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바로 1'i탈의 역할을 아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 

이 말할 수 있다. 플로지스톤 이론가들이 사용한 ‘원리 (principle)’라 

는 단어의 기능적 역할은 현대 화학 혹은 물리학의 어떠한 용어(혹 

은 용어들의 복합체)의 기능적 역할과도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플로지스톤 이론가들의 생각들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18세기 용어들의 기능적 역할과 근사한 기능적 역할을 습득해야 할 

것이다. 

언어 학습에 대한 CRS의 。l 러한 설명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는 ‘Fodor의 패러독스’달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Block은 

‘Fodor의 패러독스’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9) 첫째， 단어 의미 

학습은 가설 형성， 테스프의 문제이다. 둘째， 새로운 단어의 학습은 

이미 알고 있는 단어들에 의딴 정의 가설뜰 통해 이루어진다 셋째， 

대부분의 영어 단어들은 분해되어 정의될 수 있다 넷째， ‘추적하다 

(chase)'에 대한 학습은 단칭 (single) 사고 언어 [추적하다]에 의해 

정의된다， 즉 ‘추적하다.는 {추적하다]를 의미한다 10) 다섯째， 따라서 

9) Block. N. (1986) 
10) 이러한 Fodor의 주장은 단어의 의미 결정이 원자적으로(atomic)으로 이푸어 

짐을 가정하고 있다고 한 ;二 있다 Fodor의 원자적 의미론(Fodor &: 
Lepore(] 9m, chapter :m은 표현의 유형 (typc)과 사례(token)의 구분에서 기 

인한다 l갓 dor에 따르맨， ‘Snmv is white’라늑 문장의 의미는 ‘합성의 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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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대부분의 영어 단어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영어 단어뜰 

이 정신어의 선천적 용어뜰에 대응하기 때문이다. 

CRS에 따르면 이러한 결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효소(enzyrne) ’， 

‘모니터 (rnonitor) ‘， ‘지퍼 (zipper) ’ 등을 생각해보자. 우리는- 이러한 단 

어들을 배울 때 우리가 미리 알고 있던 어떤 용어들로 이루어진 정 

의를 배우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두 번째 주장에 있다. 왜냐하면 새 

로운 용어의 학습은 정의에 관련된 분제가 아니라 용어의 기능애 관 

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즙 우리는 위의 단어들을 배울 때 그것들애 

대한 정의가 아년 그것들의 기능을 배우는 것이다. 그리고 위 단어될 

의 기능을 배운다는 것은 그것들의 용법을 배운다는 것으로 이눈 필 

CRS에서 요구하는 ‘역할의 포괄적 습득’을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CRS는 ‘개별적 정의 불가능성’운 ‘역할의 포괄적 습득’을 통해 설명 

할 수 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2.3. 자비 원리에 대한 정당화 제공 

자비의 원리란 타인들이 생각하는 바 혹은 말하는 바에 대한 올바 

른 해석은 ‘자비로운 해석’이어야 한다는f 것으로， 자비로운 해석이란 

타인들이 생각하는 바 혹은 말하는 바의 잠이나 합리성을 최대화시 

킬 수 있는 해석을 뜻한다. 

(compositionality)’에 따라 ‘This is snow‘의 의미와 ‘This is white’의 의미 
에 의해 결정된다 그린데 이러한’합성의 원리’의 요구는표현의 유형과표현 

의 사례 사이에서 요구되는 것으로 표현의 사례만으로 이루어진 언어의 가능 
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땅기 때문에 표현의 사례만으로 이푸어진 언어에 대 

해서는 원자적 의미론이 가능한 것이다 
물론 Fodor의 주장처럼 ‘원자적 의미룬’의 가능성 자체는 ‘합성의 원리 1로부 

터 배제되지 않을 수 였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원자적 의미콘’의 가능성이 

보여줄 수 있는 혹은 설명할 수 있는 사설이 얼마나 있는가에 있다 일견 생각 
해 볼 수 있는 것은 다름 따닌 ‘언어 학습의 가능성’을 원자적 띄미론은 설명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떤 언어 학습이 원자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우리 
는 결코 그토록 풍부한 우떠의 언어플 평생을 노력해도 배울 수 없기 때문이 

다. 또한 우리의 언어가 원자작으또 결정될 경우 우리는 ‘창조성’쓸 포기해야 

만 할 것이다- 이러한 기본치인 사실들애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제공할 수밖 

에 없는 ‘원자적 의미론의 가능성’ F장은 그 의의가 무엇인지플 분명히 항 수 
있을 때에만 주장 가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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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의 원리는 Quine09(;O, Chapter 2)의 ‘원초적 번역’과 

Davidson 0984, Essay 9)의 ‘원초적 해석’을 통해 본격적으로 논의 

되어 왔다. Davidson은 ‘원초석 해석’의 요청을 통해 해석 대상과 해 

석자 간의 믿음의 일치를 우선적으로 강조한 후 해석자의 믿음이 전 

반적으로 참임을 가정함으로써 해석 대상에 대한 믿음이 전반적으로 

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Davidson의 이떠한 자비의 원리 요청은 다음의 비판에 직 

면한다. 첫째，11) 해석 대상P의 믿음들이 참이고， P가 이 사실을 안다 

고 해서 P가 자신의 믿잠들 숭 어떤 믿음이 참임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자신의 믿음뜰 중 어떤 것이 참인지 모를 수 있기 때문 

에(예를 들어 B라는 어떤 특정 믿음이 참인가라는 물음에 P는 답할 

수 없기 때문에) 회의주의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둘째，l2) 일반적으로 해석7.H는 ‘해석 대상P의 믿음들’을 자신의 믿 

음들과 항상 일치시킬 필요가 없다. 1는 “P에 주어진 증거가 자신에 

게 주어졌을 경우 자신이 가전” 믿음들을 P에 귀속시카면 충분하다. 

즉 해석에 있어 요구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가정이다.P는 I가 증거 

에 반응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증거에 반응한다. 

셋째，l3) “I는 P가 전반적으로 거짓되지 않도확 P를 해석해야 한 

다”로부터 “P는 실제로 전반석으로 거짓일 수 없다”는 따라나올 수 

없다. 왜냐하면 양자는 논리적으로 독립적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자 

비의 원리에 대한 요청뜬 해석의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 아년 믿음 

혹은 언어의 본성에서 비풋된 것일지 모른다. 즉 자비로운 해석이 올 

바른 해석인 이유는 해석파 무관한 ‘믿음과 언어에 대한 독자적인 사 

실’이 ‘자비롭지 않은 해삭은 항상 부정확하다’를 함축하기 때문이다. 

자비의 원리에 대한 이러한 비판들에 직변하여 CHS의 자비의 원 

11) 위의 논문 참조 

12) McGinn , C. (1986) ‘ Hadical Interpretation and Epistemology’, in E 
LePore (ed.) Truth and Interpretation: PersjJectil'es on the Phi/osojJh.y 
of Dona/d Ðauidson, Oxford: Blackwell , 1986, 3:-)(j-68. 

13) Urueckner , A.L. o 98iì) ‘Charity and Skepticism’ Pac띠c Philosophical 
Ouarterly 67 (4): 2fìLj-2(ìH 



의미억| 대맏 포괄'1놓주의 (wide functionalism)적 접근 123 

리 옹호는 자비의 원리 버전 선택에서부터 시작된다. I3!ockl ，rl에 따 

르면 올바른 자비의 원리는 위에서 제기된 비판들 때문애 참된 믿음 

에 대한 일치가 아닌 정합적 합리성융 중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정합 

적 합리성을 중시하는 자비의 원리눈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불합리한 믿음 귀속은 무한정 지속될 수 없다， 왜냐하면 해석자가 해 

석 대상을 무한정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해석 대상의 발화 

혹은 사고를 해석함에 있어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왜 합리적이 

지 않은가? 아마도 CHS는 이에 대해 ‘빈약한 역할 대응’ 때문이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최고의 번역이라 자처하는 것이 매우 빈약한 역할 대응을 낳 

는다면 우리는 해석 대상씌 개념체계를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해석자가 해석 대상의 믿음이나 발화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석 대상이 갖는 믿음의 개념적 역할달 이해해야만 한다. 왜니하띤 

발화나 믿음의 의미 혹은 내용 확인이 다름 아닌 개념적 역할흙 통 

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합리한 믿음 귀속이 무한정 지속될 수 없는 이유는 빈약 

한 역할 대응을 통해서는 개념의 내용 확인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 

문이며， 어떤 것이 ‘믿음 귀속’인 한에 있어서 그것은 믿음이 갖는 역 

할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믿음의 역할이 ‘환경적 역할’을 

포함하는 한 ‘믿음 귀속’의 가능성은 유지될 수 있는 것이라고 cns 
는 말할 수 있을 것이다. 

3. ‘개념적 역할 의미론’에 대한 비판들 

3.1. CRS는 오류를 설명하지 못한다. 

Fodor( 1987, chap3)에 따르변， 사람둡은 종종 오류(예를 들어 개 

를 보고 ‘늑대’라고 말하는 경우)를 범한다 그렇다면 하나의 기호가 

다른 기호들 혹은 세계와 갖는 모든 개념적 연결들 중 이떤 것이 옳 

14) Block. N. (1 981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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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이고，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존재하 

는가‘) 

아마도 이러한 오류의 문제에 대한 CRS의 직접적인 답은 ‘유관 

기능’을 통해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앞에서 살펴본 대로 개념의 

내용이 개념의 역할을 통해 섣명펼 수 있을 때， 이때의 개념의 역할 

이란 ‘개념이 정상 문맥에서 강는 올바른 기능적 역할’을 가리킨다 

그런데 ‘개념이 정상 문백에서 갖는 올바른 기능적 역할’이란 개념의 

유관 기능을 모두 드러낼 수 있는 기능적 역할을 가리킴에 주목해야 

한다. 

사실 ‘오류의 문제’는 개념적 역할의 개별화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라 할 수 있다. 즉 개넘석 역할의 개별화 방식이 분명하지 않기 때 

문에 오류와 정상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 제시가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개념적 역할의 개별화 문제’는 ‘개념적 역할 

이 같다 혹은 다르다’는 표현이 과연 의미 있는 표현인가 라는 물음 

에서 비롯된다. CRS에 있어 이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 

면 CRS는 개념의 일대일 대응이 아닌 다분히 전체론적인 대응을 요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개념의 역할 구조를 일종의 개념 네트워크(개념 망)로 이해 

하고 있는 것이라 표현할 수 었다 따라서 철수와 영회의 의미 대응 

혹은 개념의 역할 대응은 개별 역할들 간의 대응이 아닌 네트워크간 

의 포괄적 대응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 CRS가 함축하는 바라 

할 수 있윤 것이다. 하지민 CHS가 함축하는 이러한 내용이 문자 그 

대로， 즉 전체론적으로 이해된다면 CHS는 :3 .2.에서 살펴볼 전체론에 

제기된 심각한 비판들에 대처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될 것이다. 

3.2. CRS는 전체흰을 함축한다. 

개념이 관계적 역할 혹은 추론적 역할을 갖는디는 말은 개념이 어 

떤 추론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추론에서의 개념의 사용은 

개념이 추론을 타당하게 딴드는 어떤 함축의 전건이나 후건으로 사 

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리서 개념의 추룬적 역할이 개념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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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결정한다는 것은 어떤 함축에서 개념의 전건으로의 혹은 후건으 

로의 사용이 개념의 내용쓸 결정한다는 말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추론적 역할은 유일하게 하나로 고정되지 않는 속성을 갖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주장이 성립할 수 있다， 개념의 역할 확인이 관 

계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씌 통합을 요구할지라도 이러한 통합이 관 

계적 요소를 포함하는 한 개념의 역할 확인은 비원자적으로 

(anatomistically) 즉 전체론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개념적 역할 의띠론은 분자주의룹 택함으로써 이러한 반직 

관적인 귀결을 함축하지 않는다고 필자는 주장하고자 한다 개념적 

역할 의미론의 분자주의 선택은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 있다. 개넘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추론적 역할이 개넘의 역할을 상술하는， 그럼으로 

써 개념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넘의 추론적 역할은 개넘 

의 내용을 결정하는 추론적 역할(따라서 의미 구성적 역할)과 그렇지 

않은 추론적 역할(의미 비구성적 역할)로 구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총각]→[결혼하지 않은 남자]l5)에서 [총각]의 전건으로의 시용은 [총 

각]의 내용을 결정하지만 I 총각] →[토론을 싫어한다]에서 [총각]의 전 

건으로의 사용은 [총각]의 내용을 결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의미 구성성(meaning 

compositionality)에 대한 분별 기준이 모호하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아마도 이러한 반론은 의미 구성성이 분석성 (analytici ty)윤 함축하기 

때문에 분석/종합의 구별이 의심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의미 구성성 

역시 그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이에 

대해 필자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자 한다. ‘의미 구성성이 분석성을 

함축한다’를 거부함으로써 개념적 역할 의미론은 분석/종합 구멸을 

거부하면서도 의미 구성적 추론/의미 비구성적 추론의 구벌을 수용할 

수 있다. 의미 구성성의 원석성 합축에 대한 반대 논변으로 펼자는 

다음 두 가지를 제시하고지 한다. 

첫째， 의미 구성적 추론01 반드시 분석적 추론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즉 종합 추론 역시 의미 구성적 역할을 가질 수 있기 때문 

15) [ 1의 표시는 [ 1 얀에 있는 단어의 개념 내용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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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미 구성성은 분석성윤 함축하지 않는다. 종합 추콘이 의미 구성 

적 역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기인한다. 개 

념의 역할 상술은 관계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의 통합윤 요구하기 때 

문에 진정한 의미 구성적 역할 역시 이 두 요소의 통합을 요구해야 

한다. 따라서 의미 구성적 역할은 분석 추론과 종합 추론 모두 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의미 구성성은 분석성을 함축하지 않는다. 

둘째，16) 의미 구성성이 관계적 요소만을 통해 설명될 수 있을지라 

도 의미 구성성은 분석성을 함축하지 않는다. 이는 협소 내용과 포괄 

(외적) 내용의 구별을 참해 설명펼 수 있다. 의미 구성성이 관계적 

요소에만 적용된다는 말은 힘소 내용이 의미 구성적임을 의미한다. 

하지만 협소 내용이 의미 구성적일 경우 협소 내용은 분석적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협소 내용은 잠， 거짓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 

라서 협소 내용에는 참， 거짓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의미에 의한 

참인 분석적일 가능성은 더더욱 없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이러한 두 논의는 ‘의미 구성성이 분석성을 함축하 

지 않는다’를 보이기에 충분하리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제 CHS는 

모든 것을 다 설명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아마도 ‘의미 구성성’ 확 

인의 문제가 CRS에는 강력한 요청으로 남아있다고 말해야 할 것이 

다. 즉 개념의 내용 결정에 았어서 어떤 역할의 상술은 개념의 내용 

을 결정하고 어떤 역할의 상술은 개념의 내용 결정에 무관한 것인지 

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이 그것이다. 필자는 아 

쉽게도 이를 개념적 역할 의 nl론에 대한 일종의 탐구 과제로 남겨두 

고자한다， 

3.3. CRS는 합성원리(Compositionality)를 설명하지 못한다. 

인간은 무한히 많은 복잡한 사고들을 파악할 수 있고， 단순한 분 

장들에 기초해서 복잡한 문장들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어 

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이를 섣명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 바하 

‘사고 혹은 의미는 합성적이다’는 사설이다. 의미가 합성적이다는 맏 

](i l Horwich , P. (994) 133-15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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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복합 표현의 의미는 그것을 구성하는 단순 

표현들의 의미와 단순 표현들의 결합 방식에 의존함을 가리킨다 따 

라서 CRS가 의미에 대힌 섣명얀 한 CRS는 이러한 합성 원라블 섣 

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CRS가 의미를 섣멍하기 위해 

요구하논 추론적 역할 역사 합성 원리플 만족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종합추론의 가란성은 이러한 요구에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즉 종합추론의 가능성은 비합성적인 추론적 역할의 가능성을 낳고 

그렇기 때문에 추론적 역할은 ‘의미는 합성적이다’를 설명할 수 없다 

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필자는 다음과 같이 묻고자 한다. ‘의미가 과연 합성적 

인 것인가?’ 필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 

로 사용하는 언어 표현블 중 많은 것뜰이 비합성적인 의띠를 갖고 

위 비판이 요구했던 것처럼 명백하게 합성적으로 분석될 수 있는 것 

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양한 숙어적 표현들을 비롯하여， 언어 사용은 

수학적 규칙성이 아닌 관슴적 규칙성을 갖는 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모든 언어 표현이 합성적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부당한 요구일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다름 아닌 의미의 문맥 민감성에 대한 무신 

경에서 비롯된다. 즉 의미는 문맥 의존적이기 때문에 동일한 언어적 

표현도 그 표현과 관계를 맺고 있는 문맥이 어떤 문맥인가에 따라 

합성적일 수도 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맥 의존적 요소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될 수 있는 사항은 다픔 

아닌 ‘역할의 통합적 상술’이다. 

즉 관계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의 통합적 상술 요청의 근거는 의미 

의 문맥 민감성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의미는 고정적이면서도 동 

시에 문맥 의존적이다’라는 사선을 올바로 섣명하기 위해서는 ‘개념 

의 역할 상술이 관계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에 대한 통합적 고려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CRS의 핵심 주장이 요구되어야 할 것이 

다. 왜냐하면 의미의 고정적 측면은 개념의 관계적 요소륜 통해 마련 

되고 이렇게 마련된 고정적 측띤은 개념의 환경적 요소첼 통해 확증 

혹은 반증됨으로써(즉 환경적 요소는 일종의 증거 역할을 한다)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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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맥 민감성이 확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4. 맺음말 

지금까지 필자는 필자 나름대로 CRS의 비판을 세 가지로 정리하 

여 그에 대한 CHS의 가능 답변을 살펴보았다. 개념의 역할 확인 문 

제로부터 비롯된 오류의 푼제는 개념의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고， CHS익 전체론 함축 문제는 CRS가 분자주 

의를 선택함으로써 해결 할 수 있으며， CRS가 합성원리를 섣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은 의미구성성과 합성의 원리가 동일선상에 있지 않음 

을 지적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3의 주된 내용이었다 본 

맺음말에서 필자는 이러한 비판을 살피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CRS의 향후 과제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피고자 한다. 

첫째， CRS는 의미 구성성(meaning constitutivity)에 대한 개별화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의미 구성성에 대한 개별화 기 

준’이란 CRS에 있어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 있다. CRS는 개념의 

역할을 통해 표현의 의 ul플 섣명하고자 하기 때문에 표현의 의미와 

관련된 다양한 개념의 역할들 중에서 어떤 것이 혹은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표현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구성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의미 구성적인 개념적 역할이 무엇인가를 밝히려는 시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Peacocke(1992, chap7)은 의미 구성적인 개념 

적 역할에 포함되는 추론을 ‘원초적으로 어쩔 수 없는 추론들 

(primitively compelling inferences)’이라 불렀고， 논리적 규칙들(연 

언 도입 규칙， 연언 배제 규칙‘ 선언 도입 규칙 둥)이 이에 속한다고 

보았다. Horwich(1994)는 의미 구성적인 역할들이란 협소 심리상태 

(naπow psychology)에서 ‘섣명적으로 기초적 (explanatorily basic)’ 

인 것들로， 다른 사용 규직들을 설명하고 협소 내용을 결정하기 때문 

에 ‘설명적으로 기초적인 규칙 (regularitiesl’이라 불릴 수 있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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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했다. 

하지만 이들의 ‘의마 구성성’에 대한 설명이 그리 적절한지는 앞으 

로 더 살펴볼 문제이다 왜냐하면 Peacocke의 경우 ‘종합 추론을 포 

함하는 개념적 역할이 의미 구성적연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설병할 수 

있어야 하며， Horwich의 경우 ‘개념의 내용은 개념의 추론적 역할과 

환경적 역할의 통합을 요구한다’라는 사실을 섣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CRS에서 요구하는 ‘추론적 역할과 환경적 역할의 통합’이란 

정확하게 무엇인가? CRS에서 요구하는f 두 역할의 통합은 두 역할간 

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라한 ‘상호 보완적 작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은 아직 제공되고 있시 않은 형편이다， 아니 어쩌면 이 요 

구는 충족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요구는 다음의 

색 형성 과정에 대한 물음과 f「사하기 때문이다. 빨간색과 노란색을 

섞으면 주황색이 된다 이때 빨간색과 노란색은 주황색띄 형성 과정 

에 있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경우 

의 상호 보완적 작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빨간색과 노란색이 어 

떻게 상호 작용하길래 녹색이나 보라색이 아닌 주황색이 형성되는 

것인가? 

어쩌면 CRS는 추론적 역할과 환경적 역할의 통합 요구를 생물학 

적 가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지도 모른다. Steven Pinker(1998)는 언 
어 학습 가능성을 문법 유전자륜 통한 언어 본능에 의증하여 션명하 

고 있다. 즉 그에게 있어 언어란 거띠의 직조술이나 박쥐의 음향탐지 

능력과 같이 오랜 진화적 적응파정될 통해 발생한 하나의 본능인 것 

이다. 따라서 만약 CRS가 이러한 직관을 수용할 수 있다면 추론적 

역할과 환경적 역할의 통합은 J러한 똥합을 가능하게 하는 문법 유 

전자를 통해 언어 사용자의 본능적 메커니즘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 

이다. 아마도 이러한 탐구 방법은 ‘문법 유전자’에 대한 명확한 과학 

적 탐구를 통해서 그 타당성을 확인 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의미’에 대한 탐구에 있어 철학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궁극적으로 ‘의띠’를 비롯하여 모든 불음들이 과학적 탐구에 의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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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현대와 같이 과학이 발닫한 시대 혹은- 과학이 더 발달할 어떤 

시대에 ‘철학의 역할’에 대한 회의적인 물음들은 당연히 던져질 수밖 

에 없을 것이다. 필자는 이 불음에 대힌 답이 꼭 부정적인 것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칠학은 문제 상황을 보다 명료하게 재 

구성함으로써 적어도 과학에 모티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 

이다. CRS가 주장하는 사항들의 의의도 이러한 맥락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디 즉 의미의 문제를 개념의 문제로， 개념의 

문제를 역할의 문제로 다루려 함으로써 문제 상황을 보다 분명하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이에 유관한 과학적 탐구 방식에 모티브를 부여 

할 수 었다는 점에서 CHS 익 의의는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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