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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술어 함자 논리(PFL)는 W. V. O. 콰인이 고안한 대수 논리 체계의 일종이다 . PFL의 두
드러진 특징은 양화사, 개체상항, 변항 등이 어휘부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차 논
리(FOL)와 동등한 표현력을 갖는다는 점이다. 더욱이 확립된 번역 절차를 통하여 PFL과

FOL 간에는 상호 번역가능성이 성립한다.
FOL 양화문이 나타내는 일반 사실은 개체 (혹은 개별자) 덕분에 성립한다고 통상 여겨
진다. 요컨대 FOL의 참은 개체에 존재론적으로 개입하거나 , 혹은 원자 문장이 나타내는
개체적 사실에 형이상학적으로 근거한다고 여겨진다. FOL은 그런 의미에서 '존재론적으
로 유죄'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성질-배치 진술 “It is snowing” 등에 비견되기도 하는
PFL은 '존재론적으로 무죄'라고 여겨지기도 한다. 개체에 대한 개입을 야기한다고 여겨지
는 양화사 및 변항 등을 결여하기 때문이다.
최선의 과학적 이론에 대한 FOL 형식화는 FOL-PFL 간 번역가능성에 의거하여 '존재
론적으로 무죄'라고 여겨지는 PFL 형식화로 적합하게 번역될 수 있다. 물질적 개체를 존
재론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샤믹 다스굽타를 위시한 존재론적 허무론자 (혹은 일반주의자)
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PFL 혹은 그 유사 체계를 수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FOL
에 비해 설명력에서 뒤지지 않으면서도 개체는 제거된 존재론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함자어 일반주의'란 곧 PFL이야말로 세계의 근본적 실재를 포착하며, 개체는 그 실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허무론적 입장으로 정의된다.
PFL의 '무죄' 여부가 유의미한 까닭은 허무론이 여러 이론적 장점을 갖춘 주목할 만한
형이상학적 입장이라는 점에 있다. 첫째, 개체주의에 대비되는 질주의 존재론의 일종으로
서 허무론은 전통적 다발 이론 등 경쟁 입장에 비해 우위에 있다 . 둘째, 허무론은 개체의
개별화 조건과 관련된 뭇 형이상학적 난제를 해소해낸다 . 셋째, 허무론은 유력한 일반 과
학철학 및 물리학의 철학적 입장인 존재적 구조적 실재론과 겹치며 , 이는 곧 허무론이 경
험과학적으로 뒷받침되는 형이상학일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제이슨 터너는 FOL이 '유죄'인 한 PFL 또한 '무죄'일 수 없다는 논변을 제시한다. 이를
본고에서는 "터너 논변"이라고 부르겠다. 터너 논변이 합당하다면 곧 함자어 일반주의는
순전히 논리적인 이유 때문에 실패한다는 귀결이 도출된다.
터너 논변의 핵심은 PFL에서 불가결한 요소인 잘라내기 함자 c가 사실상 FOL의 “위장
된 존재 양화사”이므로 명백히 '유죄'라는 논점이다. 터너는 이를 보이기 위해 “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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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붙인 해석 원리를 도입한다 . 원리의 골자는 두 어휘의 언어적 쓰임새가 구조적으로
일치하면 곧 내포적으로 동치라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터너 논변에 맞서 '딜레마 논증'과 '토대 논증'이라는 두 가지 반론을 제시하
겠다.
딜레마 논증은 원리 (*)의 중의적인 대목에 관하여 '좁은 해석'과 '넓은 해석'이라는 두 가
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이들 두 해석은 모두 중대한 난점에 부딪
힌다.
좁은 해석의 난점은 문제가 있는 사례를 가려내기 힘들다는 점에 있다 . 좁은 해석에 따르
면 두 어휘의 쓰임새가 외연 언어에서 구조적으로 일치한다는 점은 이들이 근거 이론상 동
등함을 함축한다. 하지만 이는 근거 관계의 주된 이론적 특성인 초내포적 민감성을 위반한
다. 본고에서는 근거 이론의 한 가지 범례를 토대로 본 주장을 입증하겠다.
넓은 해석에선 외연 언어에 더해 초내포적으로 민감한 연산자를 도입함으로써 좁은 해석
의 문제를 극복한다. 하지만 이러한 연산자는 PFL과 FOL 간의 확립된 번역 절차에 부합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를 일으킨다. 이는 곧 터너 해석 내 주요한 암묵적 전제의 전건
이 넓은 해석에선 만족되지 않음을 뜻한다. 따라서 이 경우 터너 논변이 합당하다고 볼 이
유는 희박하다. 이렇듯 두 해석 모두 난점을 빚는다는 점에서 터너 논변은 딜레마에 봉착
한다.
토대 논증은 터너 논변에서 원리 (*)가 쓰이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다. (*)를 수용하는
것 자체가 터너 논변의 목표인 허무론에 대한 논박과 충돌한다는 점을 보일 수 있기 때문
이다.

(*)에 대한 반례들, 즉 쓰임새가 구조적으로 일치하되 내포가 다른 어휘들은 명백히 있
는 것 같다. 콰인의 '가바가이' 시나리오 또한 그런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비약을 해
결하는 한 가지 방안은 콰인이 받아들였다고 여겨지기도 하는 구조주의 의미론을 수용하
는 것이다. 구조주의에 따르면 개별 언어 표현의 의미란 엄밀히 말해선 존재하지 않으며 ,
동의성이란 언어적 역할의 일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즉 상기 반례는 해소되며 (*)는
정당화된다.
문제는 구조주의 자체가 아니라 해당 입장이 터너 논변에 쓰인다는 점에 있다. 구조주의
는 허무론과 논리적 구조가 같다는 점에서 '동형적'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원리

(*)를 동원해 허무론을 논박하는 것은 양자가 동형적인 토대를 공유한다는 점으로 인하여
논증 구조 상 자기논박적일 수 있다. 따라서 터너 논변은 난국에 처한다.
한 가지 가능한 지적은 원리 (*)을 귀류적 가정으로 받아들일 경우 토대 논증이 거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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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막는 한 가지 방책은 제프리 러셀 등의 견해에 맞서

FOL이 반드시 '유죄'라는 가정을 포기하는 것이다. 본고에선 FOL과 그 메타 이론 간의
관계를 검토함으로써 이러한 방책이 정당하다는 점, 더불어 PFL에서 모형이론적 메타 이
론을 취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점 또한 보일 것이다.
다만 이러한 해법은 함자어 일반주의의 동기를 무력화시킨다는 우려를 낳는다 . 이는 논
리 체계가 특정한 형이상학적 함축을 갖는다는 것 자체를 의심하는 입장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본고에선 과학적 실재론 논쟁에서 본딴 대안적 기준을 제시하고, FOL을 차용하는
양화사 일반주의와 달리 함자어 일반주의만이 해당 기준을 만족시킨다는 점을 보이겠다.
이는 허무론에 대한 실재론적 입장을 견지하는 한 함자어 일반주의를 우선시하는 것이 마
땅하다는 입장을 뒷받침한다.

주요 단어: 술어 함자 논리, 1차 논리, 허무론, 개체, 존재론, 제이슨 터너
학번: 2015-2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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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다만 원문에서 라틴어 표현을 기울임 글꼴로 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본고에선 혼동의 여지가 없는 한 언어 표현의 사용 ·언급을 항상 엄격하게 구분하지는
않겠다. 특히 기호 하나를 언급하는 경우에 그러할 것이다 . 본고에서 홑따옴표(',')는 반드
시 언어 표현을 언급하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라 강조 등을 할 때도 사용하겠다. 반면 문장
의 경우엔 사실 혹은 사태와 구분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사용·언급 구분을 보다 엄밀하게
지키겠다. 그러므로 문장을 언급할 땐 기본적으로 쌍따옴표(“,”)를 사용하겠으며, 경우에
따라선 다른 언어 표현을 언급할 때도 쌍따옴표를 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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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본고에서는 형식 논리 체계의 일종인 술어 함자 논리 (predicate functor logic; 이하
“PFL”)에 관한 형이상학적 쟁점을 논하겠다 . PFL은 윌러드 밴 오먼 콰인(Willard Van

Orman Quine)이 고안한 형식 논리 체계이며, 그 주된 특징은 표준적인 1차 논리(혹은 1
차 술어·양화 논리, first–order predicate·quantified logic; 이하 “FOL”)의 대안이 되는
논리 체계라는 점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PFL 문장은 FOL 문장과 상호 번역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PFL에는 FOL의 핵심적 요소인 양화사와 변항이 없다.1 이처럼
FOL과 동등한 정도로 강력하되 변항을 일절 포함하지 않는다는 형식적 특징이야말로 콰
인이 PFL을 고안한 주된 동기이자 PFL이 여전히 논리학적·철학적 관심을 받는 큰 이유
다.
이러한 형식적 특징은 특히 “허무론자(nihilist)”와 “일반주의자(generalist)”라고 불리
는 일군의 형이상학자들이 PFL에 관심을 갖게 된 요인에 해당한다 . 이들의 공통점은 “개
체” 혹은 “개별자”로 불리는 존재론적 범주에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2 즉 고양이, 숭례문,
소립자, 안드로메다 은하 같은 구체적인 사물은 존재하지 않거나, 있다고 한들 그저 존재
론적으로 파생적인 것일 따름이다. 이와 비슷한 형이상학적 입장은 철학사에서 여러 차례
등장한 바 있으나, 그 명백한 이론적 난관은 개별자가 가득한 것처럼 보이는 세계의 뭇 현
상을 설명하기가 힘들다는 점이다. FOL에 준거하는 표준적인 존재론적 견해에서 개별자
의 존재가 최선의 과학 이론에 불가결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이를 잘 드러낸다.
허무론자 혹은 일반주의자들이 PFL에 관심을 두는 것은 바로 이러한 까닭이다 . 전통적
으로 개체와 결부되는 것으로 이해된 양화사와 1차 변항이 PFL에는 없으므로, 곧 PFL
에는 FOL에 반해 허무론자 및 일반주의자가 꺼릴만한 요소가 없는 것이다 . 이는 FOL 대
신 PFL을 전면적으로 차용함으로써 FOL의 존재론적 함축을 피할 수 있다는 논제에 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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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 체계와 그 논리 체계의 통사론을 통해 정의되는 형식 언어는 개념적으로 구별된다. 즉
엄밀히 말해서 "FOL"과 "FOL 언어"는 다르다. 2절 이후 본고에서는 주로 형식 언어를 다루
게 될 것이다. 혼동의 여지가 없는 한 본고에서는 논리 체계의 이름과 그 형식 언어의 이름,
예컨대 "FOL"과 "FOL 언어"를 교환적으로 사용하겠다.
본고에서 “개체”는 “individual”, 그리고 “개별자”는 “particular”의 번역어다. 본고에서는 이들
영어 표현을 어근으로 삼는 파생어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같은 번역어를 차용하겠다(예.
“individualism”: “개체주의”). 보다 일반적인 철학사에서 “개체”와 “개별자”는 서로 외연이
다를 수 있으나, 적어도 본고에서는 이들 표현을 교환적으로 사용하겠다. 이들은 특별한 표
시가 없는 한 모두 상기한 유형의 물리적 존재자를 가리킨다. 더불어 특별한 언급이 없을 경
우 “object”에 대응하는 “대상” 및 “thing”에 대응하는 “사물” 역시 비슷한 의미로 의도된 표
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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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한다. 이런 양자 간의 차이는 비유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 FOL의 사용은
개별자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는 면에서 '존재론적으로 유죄(ontologically guilty)'인 반
면, PFL은 '존재론적으로 무죄(ontologically innocent)'다.
제이슨 터너(Jason Turner)는 이러한 입장에 반대한다. 터너는 형이상학적 입장으로서
허무론과 일반주의 자체에 대해서도 반대하지만, 형식 체계인 PFL이 이들 형이상학적 입
장과 맺는 관계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시각을 취한다. 터너는 PFL이 개체 혹은 개별자에
매이지 않는다는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터너는 스스로 “(*)

”라고 이름 붙인 원리를 취하는 논변을 제시한다. 논변에 따르면 FOL이 개체에 매이는
것만큼이나 PFL 또한 개체에 매인다. 따라서 PFL은 '존재론적으로 유죄'다. 그러므로
PFL에 기초한 허무론 혹은 일반주의는 형이상학적 고려 이전에 순전히 형식 논리학적인
이유로 인하여 실패한다는 것이 바로 터너가 보이고자 하는 바다.
나는 본고에서 터너의 논변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겠다 . 반론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로
터너의 논변 가운데 원리 (*)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왜냐면 원리 (*)는 그
이해 방식에 따라 부적합한 귀결을 낳거나 혹은 그 조건이 만족되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
째로 허무론 및 일반주의를 반박하기 위하여 원리 (*)에 호소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왜
냐면 원리 (*)의 개념적 토대는 허무론 및 일반주의와 궤를 같이 하기 때문이다 . 위 두 반
론에 더하여 나는 PFL의 형이상학적 함축을 둔 기존의 논의 틀이 갖는 한계를 밝히고 , 허
무론 및 일반주의를 논의하기에 적합한 보다 열린 틀이 제시될 수 있음을 보이겠다.
이러한 나의 반박이 옳다면 터너의 논변은 성공하지 못한다. 즉 PFL이 '존재론적으로 무
죄'라는 주장은 여전히 정당화되는 것이다 . 터너 논변이 그렇듯 본고의 초점은 PFL이 갖
는 존재론적 함축을 따지는데 있으며, 허무론 및 일반주의 같은 형이상학적 입장 자체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본고의 내용이 옳다면 적어도 허무론자 혹은
일반론자가 PFL을 논리 체계로 취함으로써 존재론으로서의 설명력을 제고하는 것은 합
당한 방책이 된다.
본고는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크게 여섯 부분으로 나뉜다:

1절에서는 PFL의 형식적 정의와 특징을 밝히고, 그 주된 특징인 FOL과의 상호 번역 과
정을 보이겠다.
2절에서는 이른바 '분석적' 전통을 따르는 형이상학에서 허무론과 일반주의가 대두된 배
경을 소개하고, '존재론적으로 무죄'인 논리 체계로서 PFL이 어떻게 관심을 끌게 되었는
지를 서술하겠다.
3절에서는 터너의 반대 논변을 소개하고, 원리 (*)를 비롯하여 해당 논증에서 명시적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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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암묵적으로 의존 하고 있는 전제 및 추론 방식들을 분석하겠다.

4절에서는 터너의 논변에 대한 첫 번째 반론인 '딜레마 논증'을 제시하겠다. 그 출발점은
원리 (*)에 중의적인 부분이 있으며 곧 여러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본고에선
원리 (*)가 이해될 수 있는 두 가지 해석을 제시하겠다 . 하지만 둘 가운데 첫 번째 형식화
는 현 논의에 관해 부적합한 귀결을 낳으며, 두 번째 형식화에선 가언적 원리인 (*)의 전
건이 만족되지 않는다. 이에 더하여 본고에선 터너가 제시한 한 가지 재반론에 관해서도
반대 논증을 펼치겠다.
5절에서는 딜레마 논증과 독립적인 두 번째 반론 '토대 논증'을 제시하겠다. 그 핵심은 터
너가 “극도로 그럴듯한” 원리로 받아들이는 원리 (*)가 실은 터너가 논박하려 하는 허무
론 혹은 일반주의와 개념적 토대를 공유한다는 것이다. 해당 분석이 옳다면 터너의 논변을
통해 허무론을 공격하고자 하는 기획은 자기논박적인 면모를 띠게 된다.
6절에서는 위 두 반대 논변에 대해 제기될 법한 재반론에 더불어 PFL 혹은 일반주의 자
체와 관련된 여러 논점 또한 고려하겠다 . 이러한 과정에서 FOL 및 PFL의 '유무죄' 여부
에 관한 당초의 전제를 재고함으로써 기존 논의 틀이 갖는 한계를 밝히고, 이를 벗어나 재
구성된 논의에서도 PFL을 받아들이는 것이 여전히 이점을 갖는다는 점을 보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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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술어 함자 논리
1.1. PFL 정의
FOL이 그러하듯 PFL을 형식적으로 정의하는 방식은 한 가지가 아니며, 콰인 또한 여러
차례에 걸쳐 세부 사항에서 차이가 나는 복수의 PFL 형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PFL로 분류되는 형식 체계들은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성질을 띤다는 점에서 일
치한다.
첫 번째로 PFL은 FOL과 동등한 정도의 표현력을 갖는다. 임의의 PFL 문장은 그에 상응
하는 FOL 문장으로 번역될 수 있으며 그 역 또한 성립한다 . 즉 PFL 문장을 FOL 문장으
로, 그리고 FOL 문장을 PFL 문장으로 번역할 수 있는 체계적이면서 확립된 번역 절차가
있다. 콰인은 이러한 성질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곧 우리의 술어 함자 논리에 대한 표현법은 보통의 양화 및 동일성 논리에 관해 딱 적합함을
알 수 있다. 그보다 더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 이제 그러한 번역이 전후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이겠다 (Quine 1976a, 300)
두 번째로 PFL은 FOL과 달리 개체상항, 변항과 양화사를 배제한다. 즉 PFL 언어의 어
휘부에는 양화사 ∃, ∀, 그리고 FOL의 변항 문자들 및 개체상항 문자들이 포함되지 않으
며, 그 대신 별도의 연산자들이 포함된다. 콰인은 해당 성질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이제 나의 질문은 이렇듯 일련의 일반적이며 유한한 보조적 연산자들을 잘 꾸림으로써 변항
들을 구슬려 없애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다 . / 내가 보이겠듯이 그 답은 긍정적이다 (Quine

1960a, 344)
PFL이 이들 두 성질을 띤다는 점은 곧 PFL이 FOL과 동등한 표현력을 가지되, FOL의
양화적 성격은 결여하는 논리 체계라는 점을 함의한다. 즉 PFL에선 양화사에 의한 변항
속박이 발생하지 않는다. 콰인은 이러한 성과의 의의가 곧 FOL를 대수화(algebrizing)한
것에 있다고 파악하며(1976a, 284), 그런 면에서 PFL은 일반적으로 대수 논리
(algebraic logic)의 일종으로 간주된다.
양화사와 변항들을 배제하는 대신, PFL에선 술어 함자(predicate functor)3들을 도입한
3

개념어 “함자(Funktor)”는 카르납의 용례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Carnap 1968, 15).
콰인은 이들 함자가 그저 후행하는 항(term)을 취하여 복합 항을 만들어내는 “연산의 표지
(marker)”일 뿐이지, 그 자체로는 결코 어떤 함수의 이름이 아님을 강조한다(Quine 1976a,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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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PFL에서 술어 함자는 임의의 술어와 결합함으로써 어떤 복합 술어를 산출하는 연산
자로 정의된다. 예를 들어 술어 함자 ~는 임의의 술어 P와 결합하여 복합 술어 ~P를 산출
하는 함자로 규정할 수 있다.

PFL 언어의 여러 형태들이 공유하는 문법은 다음과 같다:
•

PFL 기초 어휘부: 술어 함자들, 원자 술어들, (, )
◦ 각 원자 술어는 자연수인 항수(adicity)를 원초적으로 갖는다. 즉 원자 술어들
은 1항 술어, 2항 술어 등으로 분류된다. 각 술어는 로마자 대문자다.4

•

술어는 (i) 원자 술어거나 (ii) 원자 술어에 술어 함자들을 회귀적으로 적용한 문자
열이다.

◦ PFL의 적형식(well–formed formula)은 술어다. 0항 술어를 “문장”이라고
정의한다.

PFL에 관한 고전적 문헌에서 두루 통용되는 기초적 술어 함자들의 목록 및 표기 방식은
없다. 예를 들어 콰인이 두 차례(1967, 1976)에 걸쳐 제시한 PFL 형식화 방식들에서도
기초적 술어 함자들의 목록 및 표기법은 차이가 난다. 본고에서는 편의상 스티븐 쿤
(Steven T. Kuhn)이 제시한 기초적 술어 함자 목록을 채택하며, 이를 두고 샤믹 다스굽타
(Shamik Dasgupta)가 붙인 표기법을 따르겠다(Kuhn 1983; Dasgupta 2009). 이러한
기초적 술어 함자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5
~, &, c, p, σ, ι
부정(negation) 혹은 여(complement) 함자인 ~는 n항 술어 P와 결합할 때 n항 술어

~P를 산출한다. 직관적으로 ~P는 P에 대응하는 '부정 술어'로 이해할 수 있다.6 P가 0항
술어, 즉 문장인 경우 P와 결합하는 ~는 실질적으로 명제 논리의 부정 연결사 ¬와 같은 기
능을 수행한다.
연언(conjunction) 함자인 &은 n항 술어 P 및 m항 술어 Q와 결합할 때 술어 P&Q를
산출한다. P&Q의 항수는 m>n일 경우 m이며, 그렇지 않으면 n이다. m=n=0일 경우, 즉

P와 Q가 문장인 경우 이들과 결합하는 &은 실질적으로 명제 논리의 연언 연결사 ∧와 같
은 기능을 수행한다.
4
5
6

술어의 항수를 첨자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으나 본고에선 편의상 생략하겠다.
보다 다양한 표기 방식은 '부록: PFL 함자 표기법' 참조.
양화 양상 논리(quantified modal logic)에서도 이런 '부정 술어'가 아예 독립적으로 도입되어
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Williamson (2013, 1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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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려내기(cropping) 혹은 비상대화(derelativization) 함자 c는 n>0인 n항 술어 P와 결
합할 때 (n–1)항 술어 cP를 산출한다. 즉 c는 FOL의 존재 양화사 ∃와 유사한 기능을 수
행한다.
콰인 역시 이러한 c와 ∃ 간의 기능적 유사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
고 양자가 각각 자연어로 다르게 이해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테면 존재 접두어

(existence prefix) ∃y는 “어떤 y에 관하여 ~인 바이다(something y is such that)”로 이
해해야 하지만, 오려내기 함자 c는 단순히 “어떤 것이/를(something)”으로 이해되는 것
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함자 c를 통해서 0항 술어인 문장을 비로소 형성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할 만하다. 예를 들어 2항 술어 B가 영어 타동사 “bite”와 동의적이라
고 할 경우, ccB는 0항 술어이며 영어 문장 “something bites something”으로 번역될 수
있다(Quine 1960a, 344).
콰인은 이상 세 가지 함자를 '진리적(altheic) 함자' 범주로 묶는 반면, 아래 함자들은 '순
전히 조합적(combinatory)인 함자'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분류한다(Quine 1981,

650).7
끼워넣기(padding) 함자 p는 n항 술어 P와 결합할 때 (n+1)항 술어 pP를 산출한다. 즉
논항을 '오려내는' c와는 반대로, 끼워넣기 함자 p는 직관적으로 임의의 술어에 '빈' 논항을

'끼워넣음'으로써 항수가 늘어난 인위적인 술어를 만들어내는 연산자로 이해할 수 있다.
도치(inversion) 함자 σ와 ι는 n항 술어 P와 결합하여 각각 n항 술어 σP와 ιP를 산출한
다. 콰인은 이들 함자의 기능을 영어 타동사의 능동태를 수동태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묘사
한다. 즉 σ와 ι는 술어 논항들의 순서를 바꾸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때 “큰 도치(major

inversion)” 함자가 적용된 σP는 P의 첫 번째 논항을 마지막 논항 자리로 옮긴 것, “작은
도치(minor inversion)” 함자가 적용된 ιP는 P의 첫 번째 논항과 두 번째 논항을 교체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P가 2항 술어인 경우 σP와 ιP의 효력은 같다.
마지막으로 함자는 아니지만 특별한 역할을 맡는 2항 술어인 동일성 술어 I가 있다. 이는

FOL에서의 동일성 기호 =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스티븐 쿤은 PFL에 대해 일반적인 FOL 의미론과 유사한 모형이론적 의미론을 다음과
같이 형식화했다(Kuhn 1983, 234):
논의역 D와 해석 함수 v로 구성된 모형 M = <D, v>을 상정하자. 그렇다면 D의 원소들
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 늘어놓은 나열(arrangement) d = <d1,d2 … > s.t. di ∈ D를 정의
7

I는 엄밀히 말해선 해당 분류에서 언급되지 않지만, I와 비슷한 기능을 맡는 재귀(reflexive;
self) 함자가 조합적 함자로 분류되므로 넓은 의미에서 조합적 함자로 분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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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이때 모형 M의 나열 d가 임의의 술어 P를 만족시키는 것(“d ⊨M P”)의 필요
충분조건은 P의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귀적으로 정의된다 (이때 Qi, Ri를 임의의 i항
술어 틀이라고 정의한다):

•

P가 원자 술어: <d1, … dn> ∈ v(P)

•

P = I: d1 = d2

•

P = ~Q n: d ⊨M Q n이 아니다.

•

P = (Q m & Rr): d ⊨M Q m이고 d ⊨M Rr이다.

•

P = cQ n+1: <x, d1, …> ⊨M Q n+1인 x∈D가 있다.

•

P = pQ n–1: <d2, d3… > ⊨M Q n–1

•

P = ιQ n: <d2, d1, d3, d4…> ⊨M Q n

•

P = σQ n: <dn, d1, d2, ... dn–1, dn+1…> ⊨M Q n

이로써 모든 PFL의 술어가 특정 나열에 의해 만족되는 조건을 정의할 수 있다. 이에 입각
하여 '참', '논리적 귀결' 같은 의미론적 개념들 또한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

P가 M에서 참이다(“⊨MP”) iff. D의 모든 나열 d가 P를 만족시킨다.

•

Q가 P의 논리적 귀결이다(“P⊨Q”) iff. 임의의 모형 M에서 만약 ⊨MP 면 ⊨MQ
이다.

FOL과 마찬가지로 PFL 또한 건전성 및 완전성 등 여러 메타논리적 성질을 띤다. 대표적
으로 쿤은 PFL에서 타당한 공리 도식 13가지 및 타당성을 보존하는 추론 규칙 2가지를
제시하고, 해당 공리 체계를 따르는 임의의 일관적인 PFL 구문 집합을 만족시키는 모형과
나열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PFL의 건전성과 완전성을 증명한다(Kuhn 1983,
236–38).

1.2. PFL–FOL 간 확립된 번역 절차
콰인이 제시한 PFL의 주된 성질 중 하나는 곧 위와 같이 정의된 PFL 문장이 FOL 문장
과 상호 번역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콰인은 이러한 성질을 보이기 위해 FOL 문장을 PFL
문장으로, 그리고 PFL 문장을 FOL 문장으로 변환하는 확립된 번역 절차 한 가지를 1976
년 논문에서 제시한다.

7

콰인은 먼저 FOL 문장을 PFL 문장으로 번역하는 절차를 제시한다(Quine 1976a, 300–

302). 다만 해당 절차에서는 연언 함자 & 및 동일성 술어 I 같은 기호 대신에 이로부터 파
생된 함자인 데카르트 곱(Cartesian product) 함자 ×, 재귀(self) 함자 S 등을 사용하므로
1.1절에서 정의한 PFL 문법에 정확히 들어맞지는 않는다. 따라서 FOL 문장이 1.1절에서
제시한 문법을 준수하는 PFL 문장으로 번역되는 과정은 아래와 같이 보다 직관적인 방식
에 따라 제시해보겠다.
“어떤 사람은 책을 전혀 읽지 않는다”라는 자연어 문장은 다음과 같이 표준적인 FOL 문
장으로 번역될 수 있다:8
∃x (Hx ∧ ¬∃y (By ∧ Rxy))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은 모든 양화사가 존재 양화사로 변환되었으며, 각 양화사가 지
배하는 범위가 선언적 표준 형식(disjunctive normal form)9으로 제시되었는지 여부다.
즉 부정 연결사나 연언 연결사의 범위에 선언 연결사가 포함되면 안 된다 . 주어진 FOL 예
문은 이미 해당 표준 형식을 만족하므로 그 다음 단계로 바로 진행할 수 있다.
먼저 최우측의 (By ∧ Rxy)는 자연어 “y는 책이고, x는 y를 읽는다”에 대응되는 요소다.
이는 FOL 연언 연결사 ∧을 포함하므로, PFL에서는 연언 함자 &를 통해 나타내는 복합
술어로 번역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때 B는 1항 술어인 반면 R은 2항 술어다. 이처럼 항수
가 다른 두 술어 간에도 연언 함자 &은 적용될 수 있으나, 직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양
술어의 항수가 일치하게끔 만들어보자. 이때 유용한 방법은 1항 술어 B에 끼워넣기 함자

p를 결합시켜 2항 술어 pB를 만드는 것이다. 즉 이때 pB는 (B라는 1항 술어를 만족시키
는) 논항 y와 함께 별도의 형식적인 논항 x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이러한 절차를 부과할
경우, 논항 x와 y는 2항 술어 pB와 R을 동시에 만족시킨다고 할 수 있다. 즉 직관적으로 x
와 y는 복합 술어인 'pB이면서 R이다'를 만족시킨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이는 PFL에서
pB와 R에 연언 함자 &을 결합한 복합 2항 술어 (pB&R)을 산출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FOL의 구문 (By ∧ Rxy)는 (pB&R)로 번역가능하다. 그렇다면 원 문장에
서 번역이 완료된 부분을 밑줄로 표시할 경우, 현재까지 번역 경과는 다음과 같다:
∃x (Hx ∧ ¬∃y (pB&R))
그 다음 번역을 해야 하는 요소는 ∃y이며, 이는 오려내기 함자 c로 대체되어야 한다. 상
기한 바처럼 c는 ∃와 마찬가지로 빈 논항을 “오려내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단 ∃
8
9

해당 예시는 Quine (1960a, 345–46)에서 FOL–PFL 번역 예문으로 등장하는 “Some men read
no books”를 번역한 것이다.
Quine (1976a, 301)에선 “alternational normal form”이라는 표현이 쓰인다.

8

와 달리 c를 적용시킬 때 유의할 점은 피적용 술어의 논항의 순서다. 왜냐면 c는 피적용 술
어의 논항 가운데 최좌측 논항을 “오려내기” 때문이다. 이는 존재 접두어 ∃y의 경우 해당
접두어가 지배하는 범위 가운데 나타나는 열린 변항 y에 적용될 뿐, 지배 범위 내 변항 y의
논항 순서와는 관계가 없다는 점과 대비된다.
본 사례에서 (pB&R)의 본래 논항 순서는 x, y 순이었다. 따라서 무작정 c와 결합시켜

c(pB&R)를 산출시킨 경우에는 논항 x가 “잘려나가는” 결과가 초래된다. 원 문장에서
∃y가 속박하는 것은 논항 x가 아닌 y라는 점에서 이는 틀린 번역이다. 따라서 이를 방지
하기 위해선 (pB&R)의 논항 순서를 y, x 순으로 도치시켜야 하며, 곧 도치 함자 σ나 ι를
먼저 결합시켜야 한다. 1.1절에서 상기한 것처럼 2항 술어의 경우 σ와 ι의 효력은 동일하
므로 어떤 함자를 결합시키든 무방하나, 편의상 σ를 사용하겠다. 그렇다면 원 문장은 다음
과 같이 번역된다.
∃x (Hx ∧ ¬∃y σ(pB&R))
이때 σ(pB&R)의 논항 순서는 y, x 순이므로 c와 결합될 시 “잘려나가는” 논항은 y가 된
다. 따라서 ∃y를 c로 교체하여 다음과 같이 번역 가능하다:
∃x (Hx ∧ ¬ cσ(pB&R))
그리고 FOL 부정 기호를 PFL 부정 함자로 교체하면 다음과 같이 번역된다.
∃x (Hx ∧ ~cσ(pB&R))
현 문장은 다시금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연언문의 형태를 띤다. 이때 술어 H와

~cσ(pB&R)은 모두 1항 술어이며, 마침 둘 모두의 남은 열린 논항은 x다. 후자의 경우 당
초 (pB&R)의 논항 x, y 가운데 y는 c로 “잘려나가고” x만이 남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
에서 pB와 R이 결합된 것과 마찬가지로 연언 함자 &을 통해 복합 1항 술어
(H&~cσ(pB&R))를 산출할 수 있다.
∃x (H&~cσ(pB&R))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존재 접두어 ∃x를 처리해야한다. 그런데 1항 술어

(H&~cσ(pB&R))의 남은 유일한 논항은 ∃x가 속박하는 x다. 따라서 논항 순서를 고려할
필요 없이 바로 c를 결합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x를 c로 교체하면 다음과 같다:
c(H&~cσ(pB&R))
이로써 주어진 FOL 문장 “∃x (Hx∧¬∃y(By∧Rxy))”은 PFL 0항 술어, 즉 PFL 문장
“c(H&~cσ(pB&R))”으로 번역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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콰인은 반대로 PFL 문장을 FOL 문장으로 번역하는 절차 또한 제공한다(Quine 1976a,

302–4). 해당 번역 절차의 경우 FOL ⇒ PFL 번역 절차와 달리 본고의 기초적 술어 함자
들과 거의 유사한 함자들만을 고려하므로 본고에서도 해당 절차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
콰인은 PFL 표현과 FOL 표현 간의 일련의 동치 도식을 통한 번역 절차를 제시한다 . 해
당 동치 도식들은 본고에서의 표기법을 취할 경우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좌변은

PFL 구문이며, 우변은 FOL 구문. 좌변의 경우 중괄호 {,} 안에 기입된 논항들이 그 논항
순서를 나타낸다. 더불어 F는 n항 술어이고 G는 m항 술어로 정의한다):
•

(1a) ~F{x1… xn} ≡ ¬ Fx1 … xn

•

(1b) (F&G) {x1… xmax(m,n)} ≡ Fx1 … xn ∧ Gx … xm

•

(1c) πF{x1x3…xnx2} ≡ Fx1 … xn

•

(1d) pF {x0 … xn}≡ Fx1 … xn

•

(1e) cF {x2 … xn} ≡ ∃x1 Fx1 … xn

•

(1f) I {x, y} ≡ x=y

이들 동치 도식에 입각하여 위에서 도출한 PFL 문장을 콰인의 번역 절차에 따라 FOL 문
장으로 번역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c(H&~cσ(pB&R))
먼저 제일 바깥의 오려내기 함자 c를 도식 (1e)를 거쳐 다음과 같은 존재 양화문으로 바
꾸어볼 수 있다 (PFL ⇒ FOL 번역 때와 마찬가지로 예문에서 밑줄을 친 부분은 PFL에
서 FOL 구문으로 번역이 이미 이루어진 부분이다):
∃x (H&~cσ(pB&R))x
즉 현 단계에서 ∃x가 지배하는 변항 x의 값은 1항 술어 (H&~cσ(pB&R))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처리해야 하는 함자는 연언 함자 &이다. 이때 H와

~cσ(pB&R)는 모두 1항 술어이므로 도식 (1b)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변항 x를 분배할
수 있다:
∃x (Hx∧~cσ(pB&R)x)
부정 함자 ~는 (1a)에 따라 부정 연결사 ¬로 교체할 수 있고, 그 다음 (1e)에 따라 c를 존
재 접두어로 바꾸고 새로운 변항을 추가하여 σ(pB&R)의 논항 목록 가운데 최좌측에 둘
수 있다. 해당 변항을 y라고 하자. 그렇다면 번역 경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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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Hx∧ ¬ ∃y σ(pB&R)yx)
도식 (1c)에서 등장하는 기호 π는 콰인이 σ나 ι를 파생적으로 정의하기 위해 도입한 도치
함자에 해당한다(Quine 1976a, 298–99).10 하지만 대상 술어가 σ(pB&R)처럼 2항 술어
인 경우엔 σ와 ι가 그러하듯 π 또한 효력이 다르지 않다. 따라서 (1c)를 적용하여 논항의
순서를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다:
∃x (Hx∧ ¬ ∃y (pB&R)xy)
그 다음 위와 마찬가지로 연언 함자 &에 관해 도식 (1b)를 적용하여 변항들을 다음과 같
이 분배할 수 있다:
∃x (Hx∧ ¬ ∃y (pBxy∧Rxy))
최종적으로 p를 통해 도입된 형식적인 논항을 도식 (1d)를 통해 제거할 수 있다. 그 결과
는 다음과 같다:
∃x (Hx ∧ ¬∃y (By ∧ Rxy))
이로써 주어진 PFL 문장 “c(H&~cσ(pB&R))”을 FOL 문장 “∃x (Hx ∧ ¬∃y (By ∧

Rxy))”으로 번역하였다. 특히 해당 결과 문장은 당초 FOL ⇒ PFL 번역 과정에서 상정했
던 최초의 예문이 그대로 복구된 문장이라는 점에서 직관적으로 더욱 바람직한 결과를 낳
았다고 볼 수 있다.
곧 t가 FOL 문장을 그 PFL 번역문으로, PFL 번역문을 그 FOL 번역문으로 바꿔주는 함
수라고 할 경우, 쿤에 따르면 임의의 FOL 문장 φ와 PFL 문장 ψ에 관해 ⊨ φ 가 ⊨ t(φ)를
함축하고, ⊨ ψ가 ⊨ t(ψ)를 함축하며, 또한 ⊨ φ ↔ t(t(φ))가 성립하므로 FOL과 PFL은

'동치인 논리체계'라고 할 수 있다(Kuhn 1983, 236; Kotas and Pieczkowski 1970,
355 참조).
이렇듯 PFL 문장과 FOL 문장 간에는 체계적인 상호 번역 가능성이 성립한다 . 이러한 번
역 절차를 본고에서는 “확립된 번역 절차”라고 부르겠다.

10 콰인에 따르면 두 도치 함자 σ와 ι가 하나의 함자 π로 환원될 수 있다는 점은 1971년 조지 마
이로 (George Myro)가 증명한 것이다(1976a, 299). 자세한 내용은 Quine (1995, 10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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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의의 형이상학적 배경
1절에선 PFL이 갖는 형식적 성질들, 대표적으로 양화사 및 변항을 결여하는 점 그리고
FOL과의 상호 번역가능성을 소개하였다. 당초 콰인이 PFL을 고안한 까닭은 조합적 논
리(combinatory logic), 원주 대수(cylindrical algebra) 등 기존의 여러 대수 논리 체계
들보다 한발 더 나아간 대수 논리 체계를 제안한다는 순수한 형식 논리적 동기였던 것으로
보인다.11 하지만 몇몇 형이상학자들에 따르면 PFL의 의의는 비단 형식 논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이상학적으로도 중대하다. 본 절에서는 이렇듯 형이상학에서 PFL이 대두
하게 된 이론적 배경 및 기존 논의들을 살펴보겠다.12

20세기 중반 이후 분석철학 전통의 형이상학에서 존재론과 FOL이 긴밀하게 결부된 계
기는 콰인의 '존재론적 개입' 개념이 널리 수용된 점에 있다 . 이때 FOL에는 개체 혹은 개
별자의 존재가 필요불가결하다는 점에서 FOL은 통상 개별자에 관해 '유죄'라고 여겨진다
[2.1절]. 그에 반해 PFL은 1차 변항 및 양화사를 결여한다는 점에서 '무죄'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것 같다. 이러한 특징은 존재론적 허무론 (ontological nihilism), 즉 기초적 개체 혹
은 개별자를 존재론에서 배제하는 형이상학적 입장에서 반길만한 것이다[2.2절]. 해당 논
점은 형이상학의 또 다른 고전적 문제 중 하나인 “세계가 순전히 질적인 사실로 이루어지
는가?”에 대해서도 함축을 갖는다. 해당 문제에 대답하는 도전적 입장 중 하나인 일반주
의에는 PFL처럼 '무죄'인 논리 체계가 불가결한 것 같기 때문이다[2.3절].
이와 같은 형이상학적 배경 사항은 본고의 주된 과제인 'PFL의 무죄' 여부를 따지는데 있
어 원리 상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논의는 'PFL의
무죄' 여부를 따지는 것이 어째서 철학적으로 유의미한 작업인지를 해명하는 것과 유관하
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허무론 혹은 일반주의가 경쟁 입장들에 비하여 어떤 이론적 장점
을 갖는지 또한 간략하게 설명하겠다[2.4절].

2.1. 콰인의 존재론적 개입과 '존재론적 무죄'
PFL의 존재론적 함축에 주목하는 대표적인 형이상학자들은 존재론적 허무론자와 일반
11 Quine (1976a, 283–300) 및 Bimbó (2016, sec. 1.3) 참조.
12 한편 이러한 발상은 자연어 의미론에서 응용되기도 한다. 고전적인 예시로는 Jacobson
(1999)가 있다. Recanati (2002, 2005)는 자연어를 분석하는데 PFL의 조합적 함자에서 영향
을 받은 'Variadic Function' 개념을 도입하지만, 이를 의미론이 아닌 화용론적 기제로 분석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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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자들이다. 이들 형이상학자들이 PFL에 주목하는 까닭은 PFL을 채택함으로써 FOL
이 갖는 형이상학적 함축을 피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 이들이 문제 삼는 FOL의 형
이상학적 함축은 콰인의 1948년 논문 「있는 것에 대하여(On What There Is)」에 관한
한 가지 이해 방식으로부터 유래한다(Quine 1948).

'있음(to be)' 혹은 '존재(existence)' 개념에 대한 해명을 목표로 하는 해당 논문에서 콰인
은 문장 혹은 이론의 '존재론적 개입(ontological commitment)'13을 통한 분석을 제공하
고자 한다. '존재론적 개입'에 대한 콰인의 유명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론은 그 이론에서의 단언들이 참이 되기 위해서 그 이론의 속박 변항들이 반드시 가리킬
수 있어야 하는 존재자들 오직 그것들에만 개입한다 (Quine 1948, 33)
해당 정의에 따르면 특정한 이론이 존재론적으로 개입하는 바를 따지기 위해서는 먼저 해
당 이론의 모든 문장을 FOL 문장으로 번역해야만 한다. 이때 번역 과정에서 지시체를 결
여한 표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버트런드 러셀(Bertrand Russell)의 기술 이론을
통해 개체상항을 제거한다. 그렇다면 번역이 완료된 이론을 구성하는 각 문장은 모두 양화
문 형식을 띠게 되며, 이때 문두의 양화사는 그 지배 범위 내의 특정한 1차 변항을 속박한
다. 그런데 해당 문장이 모형이론상 참이 되기 위해선 그 속박 변항에 논의역의 원소인 어
떤 값이 할당되어야 하며, 그 값은 해당 양화문에 등장하는 술어 등을 만족시켜야만 한다 .
문장이 개입하는 바란 바로 이러한 값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을 이론 내의 모든
문장으로 확장시킬 경우, 곧 이론 내 모든 문장들이 각각 개입하는 바의 총합이 바로 그 이
론이 존재론적으로 개입하는 바다.
콰인이 '존재론적 개입' 개념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중 하나는 서로 불일치하는 존
재론 간의 경합을 판가름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존재론 A에서는 a라는
종류의 존재자들을 상정하는 반면, B에서는 a라는 종류의 존재자들이 있다는 것을 부정한
다고 해보자. 콰인이 제안하는 기준은 존재론 A, B 간에 어느 것이 옳은가를 따지는 문제
가 곧 A, B 각각에 존재론적으로 개입하는 이론 (혹은 '개념적 틀') 간의 경쟁을 통해 결정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A와 B 각각의 경쟁은 '이론적 단순성' 같은 인식적/실용적 덕
목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즉 콰인에 따르면 존재론적 논쟁을 푸는 방법은 이를 일종의
의미론적 논쟁으로 옮기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콰인은 “존재한다는 것은 곧 변
항의 값인 것이다”라는 경구의 쓰임새란 곧 특정 존재론적 입장이 “사전에 마련된 존재론
13 “ontological commitment”의 일반적인 한국어 번역어는 “존재론적 개입”이다. “commitment”
에 대한 대안적인 번역어로는 “연루” (한성일 2015, 145), “공약” (민찬홍 2013, 76) 등 또한
확인된다. 더불어 영어 표현 “ontological commitment”가 오도적인 함의를 가지며
“existential implications” 내지는 “ontological presuppositions”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
하다는 견해가 영어 화자 가운데서도 있다(Bricker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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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를 검사”하는데 있다고 논평한다(34–5).
그렇다면 이때 1차 변항의 값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콰인의 기준은 직접적인 대답을 주
지 않는다. 왜냐면 무엇이 변항의 값이 되는지를 따지는 것은 각각의 존재론의 소관이며 ,
콰인은 이런 존재론들을 메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할 뿐이기 때문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존재론에서 동의하는 바는 전통적으로 '개체' 혹은 '개별자'로 불리는 범주
의 물리적 존재자들이 이런 1차 변항의 값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때 '개체' 혹은 '개별
자'란 눈앞의 사과 한 톨, 커피 봉지 같은 일상적 사물, 퀘이사 같은 천문학적인 대상, 눈앞
의 컵에 든 어떤 물 분자의 산소 원자핵을 구성하는 특정 양성자 같은 미시적인 대상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다.14 이들 물리적 존재자들은 비록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어떤 시공간적
지점을 점유하고 인과적 작용을 주거나 받을 수 있는 등 공통점을 갖는다고 전통적으로 여
겨졌고, 무엇보다도 FOL로 번역된 여러 성공적인 과학 이론에서 양화하는 대상들이라는
점에서 곧 물리적 세계에 대한 설득력 있는 존재론들이 받아들이는 대상들로 여기기에 충
분한 것처럼 보인다.15
이렇듯 콰인의 존재론적 개입 기준에 따르면 FOL로 기술된 이론은 모종의 개별자에 개
입하는 것처럼 보이며, 이때 개별자는 상기한 바처럼 1차 변항의 값이 되는 존재자인 동시
에 필요하다면 개체상항을 통해서도 지시할 수 있는 대상이다. 즉 FOL를 통해 제시된 존
재론은 개별자들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FOL은 개별자에 관해 “존재론
적으로 무죄”가 아닌 “유죄”다.
“존재론적 유/무죄”라는 비유는 주로 부분전체론(mereology)이나 복수 논리(plural

logic)의 맥락에서 등장한다. 대표적으로 데이빗 루이스(David Lewis)는 『모임들의 부
분들(Parts of Classes)』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 것으로 유명하다:
부분전체론은 존재론적으로 무죄다. 물론 부분전체론을 받아들일 경우 우린 모든 종류의 부
분전체론적 합의 존재에 개입한다. 하지만 예를 들어 사전적으로 고양이들에 개입했을 경
우, 고양이-합들에 대한 개입은 그 이상의 개입이 아니다. 그 합이란 이를 구성하는 고양이
들 그 이상의 무엇도 아니다. 그것은 그것들일 뿐이다. 그것들은 그것일 따름이다 (D. K.

Lewis 1991, 81)
14 시공간 점(spacetime point) 또한 일련의 물리적 속성 및 관계들을 예화하는 물리적 존재자로
여겨지는 한에서 개별자로 간주될 수 있다(Hall 2016, sec. 4 참조). 2.4.3절에서 소개될 OSR
의 맥락에서 시공간 점에 대한 물리학의 철학적 관점에서의 논의는 Ladyman and Ross
(2007, 19–20) 및 Ladyman (2016, sec. 4.3) 참조.
15 전통적으로 이런 '개별자'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여겨지는 대표적인 대상들이 바로 술
어의 지시체라 여겨지는 속성, 특히 보편자들이다. 속성에 대한 존재론적 개입이 필요불가
결한지 여부는 그 자체로 20세기 후반 형이상학의 주된 논쟁거리가 되었다(e.g. Jackson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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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유/무죄' 비유는 통상 어떤 이론이나 논리 체계가 일상적인 개별자들을 제외한 별
도의 존재자, 예를 들어 기이한 부분전체론적 합이나 추상적 집합 같은 것에 개입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쓰인다. 그 대신 본고에서는 어떤 체계가 고양이, 커피 봉지를 비롯한 개
별자 일체에 개입하는지 아닌지를 나타내는데 “유죄”와 “무죄”라는 표현을 사용하겠다 .
따라서 위 쓰임새를 변용하여 '존재론적 무죄'를 다음과 같이 잠정적으로 규정하겠다:
언어 표현 α 혹은 α를 구성요소로 갖는 언어 L1은“존재론적으로 유죄”다 iff. α가 포함된 문
장을 어떤 이론이 포함할 경우, 그 이론은 개별자에 존재론적으로 개입한다.
위 논의가 옳다면 해당 정의에 따라 FOL은 '존재론적으로 유죄'인 것으로 분류된다. 왜냐
면 어떤 물질적 세계에 대한 이론이 1차 양화사나 변항을 포함할 경우 곧 개별자에 개입한
다는 것이 위 논의의 요지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위 기준에 따라 1차 양화사나 변항
자체 또한 “유죄”라고 말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기한 바처럼 허무론 및 일반주의는 개별자를 존재론에 포함시키는 것이 문제적이라고
여기는 형이상학적 입장이다. 그렇지만 콰인에 대한 상기 해석에 따르면 FOL을 통한 존
재론을 취하는 이상 위와 같은 귀결이 도출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므로 존재론적
허무론자 및 일반주의자가 취할 수 있는 방도는 FOL이 아닌 전혀 다른 형식의 논리 체계
를 따르는 존재론을 제시하는 것이다. 왜냐면 이 경우 FOL의 형식 논리적 성질에서 비롯
되는 부적합한 형이상학적 함축을 피할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리고 바
로 그러한 대안적 논리 체계로 주목받는 것이 PFL이다. 2.2절에서 살펴보겠지만 '유죄'로
보이는 FOL과 달리 PFL은 '존재론적으로 무죄'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있는 것에 대하여」에 관한 본 이해 방식이 콰인 철학에 대한 역사적으로 정확한 해석인
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런 해석에 반하는 것처럼 보이는 전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대표적으로 콰인은 FOL과 PFL의 형이상학적 함축이 다르다는 견해에 반대하는 것처럼
보인다:
양화에 대한 논리적 표현법이 존재론적 개입에 도입하기엔 임의적이며 협소한 기준이라고
지적된 바 있다. 그에 대한 대답은 양화를 번역하는 방법에 대해 동의가 이루어진 한 어떤 대
안적 언어로든 그 기준이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술어 함자 논리의 경우, 그 동치 원리
는 '어떤 [이론]에서 있다고 여기는 것이란 곧 그 [이론]의 (여(complement)를 포함한) 1
항 술어들에 관해 참이라고 여기는 것이다'이다(Quine 1992, 27).
즉 콰인은 PFL이 FOL과 상호 번역가능한 이상 FOL의 존재론적 개입을 피할 수 없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PFL과 FOL이 형이상학적 함축에서 차이가 난다
는 것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존재론적 허무론 및 일반주의와 배치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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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콰인은 그와 동시에 아래와 같이 언급하는 것도 확인될 수 있다:
참인 문장들은 관찰적이건 이론적이건 과학적 기획의 알파이며 오메가다 . 이들은 구조에 의
해 엮이며, 대상들은 그 구조에서 그저 교점(node) 역할을 할 뿐이다. 어떤 특정한 대상들
이 있는지는 관측 문장들의 참에도, 그 이론적 문장들에 제공되는 옹호에도, 그 이론의 예측
의 성공과도 무관하다. (Quine 1992, 31)
물체란 선천적인 감각적 유사성에 뿌리를 둔 우리의 원시적인 존재화 (reification)였다.

[…] 하지만 우리의 존재론적 선입견은 발전된 과학의 정밀한 개선 결과를 꽉 움켜쥐지는
못한다. 물리학자들은 최초엔 기초적 입자와 광파를 익숙한 사물들에 유비하여 그려냈지만 ,
결국 그런 유비를 무너뜨리는데 이르렀다. 입자들은 가면 갈수록 물체와 닮지 않게 되고 있
다 […] 보즈-아인슈타인 및 페르미-아인슈타인 통계라고 알려진 발견은 전통적으로 기초
적 입자를 변항의 값으로 보는 바조차 논박하게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Quine 1992,
34–35).
FOL과 PFL의 형이상학적 함축을 따지는 것과 독립적으로, 두 인용문은 콰인의 형이상
학적 입장 자체가 어쩌면 개별자에 호의적이지 않은 존재론적 허무론 혹은 일반주의에 가
까울지도 모른다는 점을 보여주는 전거에 해당한다. 첫 번째 인용문에서 콰인은 과학적 업
적에서 핵심적인 것은 참된 문장들 혹은 그런 구조이지 , 개별적 사물이 아니라는 점을 강
조한다. 개별적 사물은 기껏해야 그 구조의 교점을 이룰 뿐인 것이다. 2.2절 및 3절에서 살
펴보겠지만 사물의 존재자가 이처럼 세계를 설명함에 있어 핵심적인 것이 아니라 파생적
인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많은 허무론자 및 일반주의자들이 옹호하는 입장이다. 특히 개
별적 사물을 "구조의 교점"에 비유하는 것은 2.4.3절에서 살펴볼 존재적 구조적 실재론자
들 또한 수용하는 비유에 해당한다(French 2014, 113–14). 한발 더 나아가 두 번째 인용
문에서 콰인은 보즈-아인슈타인 통계를 예로 들며 '물체' 개념 및 '변항의 값' 같은 종래의
개념에 대한 재고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까지 인정한다(cf. Quine 1976c). 마찬가지로

2.4.3절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는 몇몇 물리학의 철학자들이 허무론 및 일반주의에 준하는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 제시하는 논거에 해당한다. 즉 콰인의 형이상학적 입장은 어쩌면 허
무론 및 일반주의에 매우 근접한 것일지도 모르는 것이다.
이러한 철학사적 전거는 PFL과 FOL의 존재론적 "유죄/무죄" 여부를 둔 논쟁이 어쩌면
콰인 철학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해석에서 유래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다. 하지만 '콰인 자신의 입장이 무엇이었는가'를 따지는 것은 콰인 철학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철학사 작업으로 유예되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 해석이 콰인
자신의 실제 입장을 온전히 반영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본 해석에 입각한 보다 진전된 논
의에 집중하겠다.

16

2.2. 존재론적 허무론: 스트로슨, 오리어리-호쏜과 코르텐즈, 버지스
“존재론적 무죄”라는 표현으로 개별자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뜻하는 것은 콰인의
용례 가운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콰인이 '존재론적으로 무죄'인 언어 표현으로 지목하는
대표적인 예시는 영어 문장 “It is raining”이다(Quine 1992, 29). 해당 문장이 '무죄'인
까닭에 관해 콰인은 피터 스트로슨(Peter Frederick Strawson)을 인용하여 해당 문장이
오직 “성질-배치”를 할 뿐인 문장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24).
콰인이 지적하듯 FOL의 1차 변항에 대응하는 자연어 문법의 요소는 대명사다 . 즉 대명
사를 포함하는 자연어 문장은 그 대명사가 양화하는 값에 존재론적으로 개입해야 마땅하
다. 그렇다면 영어 문장 “It is raining” 또한 대명사 “It”을 포함하므로 모종의 대상에 개
입하는가? 『개체들(Individuals)』에서 스트로슨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Strawson

1959). 왜냐면 이때 대명사 “It”은 실질적으로 명사로서 기능을 발휘하지 않으며, 이를테
면 문장 “It is raining”을 들었을 때 “What is raining?”이라고 묻는 것은 무의미한 것처
럼 보이기 때문이다(215). 즉 이러한 문장은 그 자체로는 개별자를 일절 도입하지 않으며 ,
오직 'rain'처럼 특정 개별자에 귀속되지 않는 성질(feature)을 배치(place)할 뿐이다. 따
라서 스트로슨은 이러한 문장을 두고 “성질 -배치 진술(feature–placing statement)”이라
고 부른다(202). 이처럼 성질-배치 진술은 개별자를 도입하지 않으므로 곧 '존재론적으로
무죄'라는 콰인의 판단은 적절해 보인다.
스트로슨이 '성질-배치 진술' 개념을 제안하는 동기는 문장 혹은 담화를 통해 개별자가 도
입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함이다(209). 스트로슨에 따르면 언어 표현이 어떤 항(term)16
을 도입시키기 위해선 그 항이 식별될 수 있어야만 하며 , 특히 그 항이 개별자인 경우 그
항을 올바르게 가리키기 위해선 화자와 청자 모두 그 항을 다른 대상과 구별시켜줄 수 있
는 어떤 참인 경험적 명제를 알아야만 한다(181–3). 그런데 이런 종류의 앎을 명제로 나
타낼 경우엔 결국 개별자를 도입하거나 개별자를 양화하는 또 다른 표현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지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순환논법을 범하게 되는 것 아닌가? (193–4)
스트로슨은 이런 문제 제기가 많은 부분에서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간주하지만 ,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이렇듯 뭇 개별자들을 도입하기 위한 기저(basis)가 되는 사실들이 어떤 것인
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음을 인정한다. 바로 이러한 기저 사실들을 나타내는 문장으로 스트
로슨이 지목하는 바가 성질-배치 문장이다. 왜냐면 성질-배치 문장은 상기한 바처럼 개별
자를 도입하는 표현을 결여한다는 점에서 '무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변경만
거치면 개별자를 도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16 스트로슨의 용례에서 “항”이란 “어떤 발화에서 [언어] 표현을 통해 도입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된다(Strawson 1959,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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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로슨은 다음과 같은 예시를 든다: “It is snowing” 같은 성질-배치 문장에서 등장하
는 표현 “snow”가 도입하는 성질은 특정 개별자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반면 이를 약간
만 변경한 “fall of snow”가 도입하는 성질은 셀 수 있는 개별자들이 예화하는 종적 보편
자(sortal universal)이므로 “This fall of snow” 같은 명사구를 통하여 개별자를 도입할
수 있다. 따라서 “It is snowing”은 그 자체로 해당 개별자를 도입하지는 않지만 해당 개
별자를 도입하기 위한 기저가 된다(201–3). 이로부터 스트로슨은 다음과 같은 함축을 도
출해낸다:
이러한 사실이란 종적 보편자가 아닌 일반적 성질들의 지칭적(demonstrative) 배치를 포
함하는 진술의 사실이며, 곧 기본적 개별자들에 대한 우리의 이야기의 궁극적 기저가 된다
고 볼 수 있는 성질-배치적 유형의 사실이다. / 따라서 내가 제시하고자 하는 근본적 그림 혹
은 은유는 개별자라는 것이 사실에 의존하거나 혹은 사실로 풀어 펼쳐질 수 있다는 점이다

(Strawson 1959, 211).
이처럼 개별자들이 근본적으로 개별자를 포함하지 않는 사실에 의존한다는 스트로슨의
귀결은 아래에서 살펴볼 허무론 혹은 일반주의 논제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처럼 보인다.
다만 스트로슨은 이러한 논변이 “우리의 개념적 틀의 구조”에 관한 탐구(209), 즉 기술적
형이상학(descriptive metaphysics)에 해당하는 작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런 면에서 스트로슨의 견해가 아래에서 살펴볼 실재론으로서의 허무론과 같은 입장이라
고 볼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로슨의 작업은 '개별자가 있
다 한들, 개별자는 존재론적으로 무죄인 진술들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는 발상을 충분히 잘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스트로슨이 언급하는 위 논변에 대한 반론 한 가지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 위 논
변이 적용가능한 개별자 사례는 지극히 한정적이지 않은가 ? 이를테면 직접적으로 그 위치
를 짚을 수 있는 물체, 예컨대 부뚜막 위의 특정한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 이런 고
양이 같은 경우엔 그 '기저'가 될 만한 성질-배치 진술이 수립될 수 있는가? '고양이'라는
일반적 관념은 그 자체로 '어떤 고양이'라는 개별적인 성격을 포함하며, 그렇지 않는 고양
이-성질 같은 것은 상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 아닌가? 당장에 그런 고양이-성질을
뜻하는 표현이 영어에 없지 않은가?
스트로슨은 직관에 호소한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시한다: 고양이 형체가 시야에 들어왔
다가 벗어났다가 다시 들어왔다고 해보자. 개별적인 '고양이'를 따지는 경우 우리는 해당
사안을 '같은 고양이가 또 나타난 것'과 '또 다른 고양이가 나타난 것', 둘 중 하나로 구분해
야만 한다. 하지만 이러한 구분을 내리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 같다 . 위 상황에
맞닥뜨린 경우 그저 '또 고양이!'라고만 파악할 뿐, 위와 같은 두 구분 가운데서 어느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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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 것 같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비개별적인 '고양이-성질'이란 바
로 그 '또 고양이!'라는 파악에 상응하는 것이며, 곧 고양이-성질을 상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스트로슨의 논증이다(205–8).17 즉 개별자 중 고양이 같은 물체에 대해
서도 충분히 그 기저가 되는 성질-배치 문장이 수립될 수 있다.
존 오리어리-호쏜(John O'Leary–Hawthorne)과 앤드류 코르텐즈(Andrew Cortens)는
스트로슨의 이러한 통찰을 보다 과감하게 명시화한다 (O’Leary–Hawthorne and

Cortens 1995). 상기한 바처럼 고양이-성질이라고 할 만한 것을 뜻하는 영어 표현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위에서 밝힌 것처럼 이런 성질 자체를 상정하지 못할 이유는 희박
하므로, 곧 이런 성질을 뜻하는 표현을 포함하는 언어를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말을 하는 부족 사람들을 상상해보라. 우리 영어 화자들이 “There is a

pebble”이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공동체 사람들은 “It is pebbling”이라고 말할 것
이다. 또 고양이 앞에선 “It is catting”이라고 말하는 그런 식이다. 이런 성질-배치 문장들
및 표준적 문장 연결사들을 써서 구성할 수 있는 문장들로 국한된 언어는 존재론적으로 무죄
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O’Leary–Hawthorne and Cortens 1995, 148).
즉 영어라는 자연어 문장 가운데 개별자를 도입하거나 양화하는 문장은 이처럼 “It is

raining” 같은 성질-배치 문장으로 번역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번역 과
정을 거친 문장들로 구성된 대안적인 '성질-배치 언어'는 '존재론적으로 무죄'다. 곧 성질배치 언어로 기술된 이론은 개별자를 포함한 존재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귀결이 도출
된다.
오리어리-호쏜과 코르텐즈는 「존재론적 허무론을 향하여(Towards Ontological

Nihilism)」에서 성질-배치 언어가 바로 이러한 까닭에서 '존재론적 허무론'이라는 형이
상학적 입장을 개진하는데 긴요하다고 간주한다. 세계를 잘 설명하는, 즉 실재를 잘 나타
내는 과학적 이론이 성질-배치 언어로 기술될 수 있다고 하자. 그렇다면 실재를 잘 나타내
는데 개별자의 존재에 개입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개별자는 실재하지 않는다는 형이상학
적 논제, 즉 존재론적 허무론은 성공적인 과학적 이론과도 충돌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충분
히 옹호할 만한 입장이 된다는 것이다.
두 저자는 존재론적 허무론이 실재 전체를 비가산적인 덩어리 (stuff)로 간주하는 철학적
입장, 예를 들어 서양 철학사 가운데 특정한 해석에서 바라보는 밀레토스의 탈레스

(Θαλῆς)나 바뤼흐 스피노자(Baruch Spinoza)의 견해와는 구분된다고 말한다. 오히려
17 스트로슨은 이때 '고양이-성질'이 '고양이–[시간]단면(cat–slice)'와는 명백히 구분된다고 본
다. 왜냐면 고양이–단면의 경우 개별화 혹은 동일화 조건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질 수 있
는 반면, 고양이-성질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Strawson 1959, 2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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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들은 '일원론자'라고 알려진 프랜시스 브래들리(Francis Herbert Bradley)의 견해야
말로 존재론적 허무론과 유사한 입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말한다 . 왜냐면 브래들리
가 비록 단일한 절대의 존재를 언급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브래들리의 방점은 실재가 통합
되어있다는 점에 있지 세계가 셀 수 있는 하나라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브래들리의 관념론에서 궁극적 실재란 어떤 사유하는 것이라기보
다는 사유라는 과정 자체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 또한 두 저자가 언급하는 해석의 논거 가
운데 하나다.18 물론 저자들은 존재론적 허무론 논제 자체가 브래들리의 관념론 및 반실재
론적 지향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주장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144–7).
존재론적 허무론이 옳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개별자를 당연스레 상정하는 모든 일상적 믿
음은 거짓이 되는가? 오리어리-호쏜과 코르텐즈는 이렇게까지 강한 입장을 취하지는 않는
다. 개별자를 도입하는 문장, 예를 들어 “눈앞에 책상이 하나 있다” 같은 문장도 참일 수
있다. 다만 “실재에 대한 명료한 표상(perspicuous representation of reality)”을 제공하
는 것이 아닐 뿐이다. 저자는 이처럼 명료한 표상을 제공하지 않는 문장의 예시로 “평균적
인 미국인 남성은 자녀의 수가 2.3명이다”라는 예문을 든다.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자녀
의 수는 반드시 자연수여야만 하는데 위 예문은 이런 사실과 상충하는 것 같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문장은 참일 수 있다. 왜냐하면 위 문장은 그저 모든 미국인 남성의 자녀 수의
18 O’Leary–Hawthorne and Cortens (1995, 146–47)는 스트로슨이나 브래들리 정도를 제외하면
철학사에서 존재론적 허무론의 선례라고 할 만한 입장이 희박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과연
그런지는 불분명하다. 대표적으로 니체의 유고 가운데 잘 알려진 다음 구절들은 허무론이라
고 볼 법한 형이상학적 그림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사물 자체'란 불합리하다. 내가 모든 관계들, 모든 '고유한 성질들', 모든 '활동들'을 어떤 것에서
빼놓고 생각하면, 그것은 남아 있지 않는다; [사]물성(Dingheit)이란 논리적 필요에 의해서 우리에
의해 사물에 덧붙여 날조된 것이기 때문이다.” (2000: KGW VIII 2 10[202]1)
“힘 양자(Machtquanta)는 행사되고 저항받는 작용에 의해 표시된다. […] 부가물들을 제거해보
자: 그러면 어떤 사물도 남지 않게 된다. 오히려 다른 모든 역동적 양자들과 긴장 관계를 형성하는
역동적 양자들만이 남는다” (2004: KGW VIII 3 14[79]).
Richardson (1996)은 이런 유고 내용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니체가 이른바 '힘 존재론
(power ontology)'를 제시한다는 해석을 제시한다. 반면 니체의 형이상학이 보다 온건한 다
발주의로 해석된다는 입장(Hales and Welshon 2000), 나아가 니체 해석에서 유고의 형이상
학적 전거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경계하는 입장(Leiter 1998)도 확인된다.
이른바 '서양철학사'를 벗어날 경우 그 선례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관(中觀,
madhyamaka) 학파를 기초한 용수(龍樹, Nagarjuna)의 저작으로 알려진 『중론(中論,
Madhyamika–Sastra)』에서는 '연기적으로 형성된 모든 사물(法, dharma)들은 스스로의 본성
(自性, svabhava)이 없으므로, 곧 공(空, sunyata)하다'는 것을 옹호하는 논증이 제시되는 것
으로 해석된다(서정형 2004, 44–46; Siderits 2007, 191–99). 다만 Siderits (2007, 200–204)는
중관 학파의 종합적 입장이 오히려 마음–외적인 실재에 관한 궁극적 참을 부정하는 반실재
론에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런 해석이 옳다면 해당 입장은 후술할 반실재론적 지향
을 갖는 존 버지스의 입장과 비슷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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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합을 모든 미국인 남성의 수로 나눈 값이 2.3이라는 사실을 비명료하게 표상한 것일 뿐
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두 저자는 개별자를 도입하는 문장
이 참일지언정 비명료한 표상인 반면 실재에 대한 명료한 표상을 제공하는 것은 오직 '존
재론적으로 무죄'인 성질-배치 문장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이것이 바로 존재론적 허무론
논제가 뜻하는 바라고 주장한다(154–6). 즉 존재론적 허무론은 일상적 담화에서까지 개
별자를 언급하지 않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다만 개별자와 관련된바 일체는 '무죄'인
문장들이 표현하는 바로 환원되며, 곧 “명료한 표상” 가운데 개별자는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리어리-호쏜과 코르텐즈가 내리는 '존재론적 허무론'에 대한 형식화는 다음 측면에서
스트로슨의 발상과 맥락을 같이 한다: 성질-배치 문장과 개별자를 도입하는 '유죄'인 문장
간에는 비대칭적 관계가 성립한다. 이때 보다 우선적인 것은 전자이며, 개별자를 도입하지
않는 전자야말로 곧 형이상학적 진상에 해당한다 . 2.3절에서 살펴보겠지만 “비대칭적 관
계”, “우선성”, “형이상학적 진상” 등에 해당하는 특성은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
되기 시작한 '형이상학적 근거(metaphysical grounding)' 개념을 통해 포착될 수 있는 것
으로 보이며,19 이는 존재론적 허무론과 뒤에 언급될 일반주의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는 점의 단초가 된다.
다만 성질-배치 언어를 통해 존재론적 허무론을 옹호하고자 하는 두 저자의 기획이 성공
하기 위해선 성질-배치 언어가 세계를 설명하는 이론을 기술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력
해야만 한다. 하지만 위에서 제시된 규정만으로는 성질-배치 언어는 충분히 강력하지 못
한 것 같다. 가령 “There is a white cat”처럼 특정 개별자에 관해 두 가지 서술이 이루어
지는 문장을 생각해보자. 앞에서 서술된 장치만으로는 이 문장에 대응하는 성질-배치 언
어 문장은 수립될 수 없는 것 같다. 예를 들어 두 성질-배치 문장의 연언인 “It is whiting

and it is catting” 같은 문장의 경우, 양 연언지가 '같은 것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전혀 포
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두 저자는 적극적으로 부사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위 문장은 “It is catting whitely” 같은 식으로 번역이 가능하
다. 다만 이러한 해법은 잘 알려진 바처럼 사건에 대한 존재론적 개입을 낳는 등 여러 난점
을 빚는다(149–54). 더불어 성질-배치 언어에는 회귀적(recursive) 의미론이 없다는 문
제점이 제기될 수도 있다(154, n. 22). 이러한 문제들에 맞서 두 저자는 여러 가지 대답을
19 해당 번역어는 한성일(2015)의 쓰임새를 따른다. 해당 관계는 형이상학적인 관계이므로 “정
초” 또한 적절한 대안적인 번역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문에서 등장하는 문장 “q는 p에
근거한다”는 영어 문장 “p grounds q”, “q is grounded in p”에 대응한다. 그리고 본문에서 한
국어 용어 “근거”는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이러한 '형이상학적 근거' 개념을 가리키는데 한
정되며, “근거”의 일상적 용례는 “이유”, “논거” 등 다른 표현으로 대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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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다.
하지만 이처럼 부사라는 새로운 통사 범주를 도입하는 것보다 더 간단한 해결 방법이 있
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바로 복합 술어를 도입하는 것이다. 즉 위 사례의 경우 복합 술어

'is cat–and–whiting'이 쓰이는 문장 “It is cat–and–whiting”으로 번역하는 것이다. 이
러한 경우 부사 도입으로부터 비롯된 여러 가지 난점들을 쉽게 해소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처럼 복합 술어를 도입함으로써 개별자 도입 표현을 피하는 것은 익히 살펴본 바처럼

PFL에서 취하는 전략이다. 더불어 1.1절에서 보인 바처럼 PFL에 대해서는 회귀적 의미
론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듯 개별자 도입 표현을 결여한 언어와 PFL 언어 간의 유사성을 명시적으로 지적하
는 대표적인 전거로는 존 버지스(John Burgess)의 에세이 「설명되어 치워진 존재

(Being Explained Away)」가 있다(Burgess 2008a).20 버지스는 언어학자 벤자민 워프
가 보고한 바 있는 밴쿠버 섬에서 쓰이는 눗카(Nootka)어가 명사를 일체 결여한다는 (현
재에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자료, 그리고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의 단편 소설 「틀뢴,
우크바르, 오르비스 테르티우스」에 등장하는 명사가 없는 가상의 언어 우르슈프라헤 같
은 사례를 영어에 빗대어 소개한다. 이들 언어는 모두 “house”나 “moon” 같은 명사 대신
“It houses” 혹은 “to moonate” 같은 표현을 취한다는 점에서 성질-배치 언어와 궤를 같
이 한다. 버지스는 콰인의 존재론적 개입 기준에 비추어볼 때 PFL이 변항을 결여하는 것
은 곧 이들 언어가 명사를 결여하는 것과 매한가지라고 진단한다 . 따라서 영어 문장이 우
르슈프라헤 같은 언어로 번역될 수 있고, 또 이러한 문장이 재차 PFL로 번역될 수 있다면
곧 PFL을 통해 '무죄'인 이론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 그리고 PFL의 이러한 언어적 특
성으로부터 버지스는 다음과 같은 형이상학적 귀결을 도출해낸다 (Burgess 2008a,
100):
이렇게 [PFL을 통하여] 명사가 없는 동사구를 만들어냈다. 만약 바란다면 “절대자”라는 주
어를 넣을 수도 있고, 혹은 사어가 된 3인칭 단수 동사 어미 –th를 써서 동사구가 그 자체로
완결적 문장이라고 할 수도 있다. 콰인이 어딘가에서 제안한 것처럼 “it rains”에서 허사적

(pleonastic) 주격 대명사를 제거해 “raineth”라고 쓰는 식으로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에
겐 [영어 문장 “whatever lies, changes”의 재서술 방안으로]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16a) 일원론자: The Absolute doesn’t just self–respectively live and not
change.
(16b) 허무론자: Doth not just self–respectively live and not change.
20 이는 콰인이 PFL을 최초로 제시한 1960년 논문 「설명되어 치워진 변항들(Variables
Explained Away)」의 제목을 의도적으로 패러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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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스가 이처럼 PFL을 통해 일원론과 허무론이라는 선택지를 제시하는 동기는 수학적
유명론자들의 수학을 유명론적으로 해석하는 작업이 과연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
심을 품기 때문이다. 버지스는 동등하게 강력한 두 이론 가운데 하나는 추상적 존재자에
개입하고 또 하나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심각하게 고려해야할 만한 차이라고 생각하
지 않는다. 유명론자들이 이런 시각에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로 버지스가 가늠하는 바는
구체적(concrete) 존재자를 통한 수학의 해석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점이다 (86). 그런
데 PFL을 통해 일원론과 허무론을 진지한 존재론으로 제시할 수 있음을 보이는 것은 이
런 유명론적 논거를 약화시킨다. 왜냐면 해당 논변은 많은 유명론자들이 유명론적 해석을
위해 동원하는 구체적 개별자들 자체가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기 때문이다 . 그러므로
버지스가 일원론과 허무론을 제시하는 것은 유명론적 기획에 대한 반론이 된다.
버지스의 이러한 기획은 상기한 스트로슨 및 오리어리-호쏜과 코르텐즈의 작업과는 지향
하는 바가 다르다. 왜냐면 버지스는 루돌프 카르납(Rudolf Carnap)의 반-존재론적 입장
에 공감하며, 곧 상기 논변을 통해 유명론에 관한 논쟁 자체와 일별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Burgess 2008b, 6). 그런 의미에서 버지스가 PFL을 통해 일원론 및 허무론을 제시하는
까닭은 어디까지나 일원론이나 허무론이 유명론자들이 받아들이는 존재론적 입장에 견주
어 볼 때 “잘못된 것이 아니며 […] 둘 중 어떤 입장도 유일하게 옳은 것은 아님”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97). 즉 버지스가 주장하는 바는 “궁극적인 형이상학적 실재가 “그 자체로”
추상적 혹은 구체적 대상을 포함하는지, 단순 혹은 복합적인 대상을 포함하는지 , 혹은 그
어떤 대상이든 포함하기는 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며 근거가 없다

(unfounded)”는 것이다(101). 이러한 입장은 PFL이 제시하는 허무론이야말로 '궁극적
인 실재'라고 주장하는 존재론적 허무론과는 명백하게 구분된다 . 2.4.2절에서 보이겠듯이
존재론적 허무론은 오히려 반-존재론적 입장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본 절에서 정리한 세 사례가 제각기 취하는 메타 형이상학적 입장은 큰 틀에서 서
로 다르다. 오리어리-호쏜과 코르텐즈는 '존재론적으로 무죄'인 성질-배치 언어가 제시하
는 존재론적 허무론이야말로 시계의 궁극적인 실재를 포착한다는 실재론적 입장을 취하
는 반면, 스트로슨은 성질-배치 언어가 제시하는 존재론의 궁극성을 인정하지만 이런 이
론이 포착하는 바란 오직 우리의 개념적 틀의 구조일 뿐이라고 제한한다. 버지스는 아예
존재론적 허무론이 경쟁 이론에 비하여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니며, 그 우열을 따지는 것 자
체가 무의미하다는 시각을 제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두 '존재론적으로 무
죄'인 성질-배치 언어 혹은 PFL 언어가 제시하는 존재론이 개별자를 배제한 허무론이며 ,
이런 허무론적 존재론이 결코 허무맹랑한 게 아니라 개별자를 상정하는 존재론에 비해 설
명력이 뒤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이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 그러므로 메타-형이상
학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한들 이들은 모두 PFL 및 그에 준하는 체계가 개별자를 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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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형이상학적 함축을 낳는다는 '1차' 형이상학적 주장에 대해서는 입장을 같이 한다.
이처럼 PFL의 '존재론적 무죄'가 갖는 직접적인 형이상학적 함축은 개별자의 존재 여부
와 관련된 문제다. 하지만 다음 2.3절에서 살펴보겠듯이 '존재론적 무죄'가 갖는 형이상학
적 함축은 이것만이 아니며, 이와는 일견 상이한 것처럼 보이는 '세계가 순전히 질적인 사
실로 이루어지는가?'라는 문제에도 큰 함축을 미친다. 그리고 함께 살펴보겠지만 이들 두
문제는 사실 매우 밀접히 연관되었다는 점 또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3. 다스굽타의 일반주의
로버트 애덤스(Robert Merrihew Adams)가 명문화한 철학적 질문인 “세계가 순전히 질
적인 사실로 이루어지는가”(Adams 1979)는 보다 분석되어야 마땅한 여러 철학적 개념
어들을 사용하고 있다.21
먼저 “질적 사실”이라는 개념어를 따져보는 것이 마땅해보인다. 질적(qualitative) 사실
과 대비되는 사실의 유형은 통상 “개체적(individualistic) 사실”로 불린다. 사실의 이러
한 두 유형을 분석하기에 앞서 유용한 한 가지 절차는 '질적 속성'과 '개체적 속성' 개념을
참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분 방식을 마련하는 구체적 기준의 수립 여부에 관해서는 논란
이 있으나(e.g. Williamson 2013, 273) 애덤스는 잠정적으로 '질적 속성'의 필요충분조
건을 다음과 같은 언어철학적 방식으로 제시한다:
충분히 풍부한 언어에서 고유 명사, 고유 형용사 및 동사 (예를 들어 'Leibnizian'이나

'pegasizes'), 지표사(indexical expression), 한정 기술구의 지시적(referential) 쓰임
새 등의 도움 없이 나타낼 수 있다 (Adams 1979, 7).
해당 기준에 따르면 “빨갛다”, “둥글다” 같은 술어가 나타내는 속성은 질적 속성이라고
볼 수 있다. '개체적 속성'이란 위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속성으로 정의된다. 이를테면
고유명사 “라이프니츠”를 포함하는 언어 표현 “라이프니츠의 친구들”이 나타내는 속성은
개체적 속성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이런 분류에 따르면 “라이프니츠와 수적으로 동일하다
”라는 술어가 나타내는 속성, 즉 라이프니츠와 모든 질적 속성에서 일치하는 쌍둥이조차
예화하지 않고 오직 라이프니츠만이 예화하는 속성이라는 것이 만약 정말로 있다면 그 또
21 본 절의 논의는 사실을 구조화된 존재자인 것인 양 서술하고 있지만, 반드시 사실이 구조화
되어있다는 견해에 개입하지는 않는다. 개입하는 것은 오직 질적 사실과 개체적 사실 간의
구분에 한정되며, 사실의 구성요소들에 대한 서술은 어디까지나 인식적인 서술에 불과한 것
으로 한정할 수 있다. 더불어 반드시 사실이 세계의 근본적인 층위에 놓이는 것으로 간주할
필요 또한 없다. 왜냐면 본 절의 논의는 그저 사실 범주 안에서의 층위를 따지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된 논점을 제시해주신 이동훈 선생님과 이승택 선생님께 감사드
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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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체적 속성에 해당한다. 애덤스는 해당 속성을 라이프니츠가 갖는 “이것임(thisness)
속성”, 즉 <라이프니츠임>이라고 부른다.
만약 질적인 속성으로 분석될 수 없는 '이것임' 속성이 있다면 “세계가 순전히 질적인 사
실로 이루어져 있다”는 진술은 거짓이 되는 것 같다. 위 규정에 따르면 문장 “라이프니츠
는 라이프니츠와 수적으로 동일하다”가 나타내는 사실은 질적 사실이 될 수 없으므로 곧
개체적 사실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이것임' 속성을 받아들이는 것은 세계를 구성하는
사실 가운데 개체적 사실 또한 있다는 것을 보이는 한 가지 방편이 된다 (e.g. Plantinga

1976, 149–52).
하지만 '이것임' 속성, 나아가 개체적 속성 일반을 동원하는 것이 개체적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유일한 방편은 아니다. 왜냐면 '이것임' 속성 없이도 일체의 속성을 예화하지 않는 맨

(bare) 개별자가 어떤 사실의 성립 여부에 유관하다고 할 수도 있고 (Allaire 1963 참조),
혹은 아예 모든 질적인 속성에서 동일한 두 개별자 가운데 오직 특정한 한 개별자에 관해
서만 성립하는 사실이 원초적으로 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22 이와 같은 사실은 그
성립 여부를 따지는데 '이것임' 속성 등 개체적 속성을 고려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규정되
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자와 직접적으로 유관하다는 점에서 개체적 사실로 분류하
는 것이 직관적으로 합당해 보인다.23
즉 위와 같은 직관을 종합하면 “개체적 사실”의 정의는 (i) '이것임' 속성이 그 성립 여부
에 유관한 경우와 (ii) 특정 개별자가 직접적으로 그 성립 여부에 유관한 경우 모두를 포괄
해야 한다. 단 이때 특정한 개별자의 '이것임' 속성은 결국 그 개별자만이 전유하는 것이므
로, 결국 경우 (i)가 경우 (ii)를 함축한다는 가정을 취하는 것은 논의상 큰 문제를 빚지 않
을 것처럼 보인다.24 그렇다면 이런 가정 하에서 “개체적 사실”과 “질적 사실”에 관한 다음
정의는 정당화된다:
어떤 사실이 개체적이다 iff 그 사실의 성립 여부는 사물들이 개별적 개체(혹은 개체들)과 어
떻게 짝을 이루는지(stand with)에 의존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질적이다
22 Kripke (1980, 52–53)의 논의는 이처럼 '이것임' 속성도, 날 것인 개별자도 거부하는 존재론
에서 고유명사의 지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는 한 가지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23 통세계적 동일성(transworld identity) 논의 맥락에서 '날 것인 정체성(bare identity)', '이것
임', '날 것인 개별자(bare particular) 등 개념 간의 관계에 대해선 Mackie & Jago (2013, sec.
4.5) 참조. 더불어 이들 개념이 반드시 통세계적 동일성 같은 양상적 맥락 하에서 파악될 필
요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선 이하 본 절에서 다스굽타가 데이빗 루이스의 차성주의에 관해
설명하는 부분을 참조.
24 Adams (1981)는 존재하지 않는 대상에 관한 '이것임' 속성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며, “개체
들 자체야말로 비-질적 사실들의 기초가 된다”(13)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해당 추론을 명시
적으로 받아들인다.

25

(Dasgupta 2017, 7).25
당초 물음인 “세계가 순전히 질적 사실로 이루어지는가”가운데 위처럼 “질적 사실”이라
는 표현의 뜻을 규명했다면, 남은 과제는 “세계가 …로 이루어지는가?”라는 표현을 이해
하는 것이다.
편의 상 “…”에 들어가는 것이 질적 사실이라고 두는 입장을 생각해보자. 가장 표면적인
이해 방식은 다음과 같다: 세계가 순전히 질적 사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곧 모든 성립하
는 사실이 오직 질적 사실일 뿐이라는 것을 말한다. 즉 개체적 사실은 일체 성립하지 않는
다. 하지만 이런 이해 방식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점은 고유명사 등 애덤스가 개체적 속성
을 언급한다고 여기는 표현을 포함하는 문장 또한 참일 수 있다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문장 “라이프니츠는 라이프니츠와 동일하다”가 나타내는 사실의 성립
여부는 <라이프니츠임> 속성과 유관해 보이므로 위 기준에 따르면 해당 사실은 개체적
사실로 봐야 한다. 그런데 개체적 사실이 일절 성립하지 않는다면 곧 해당 문장이 나타내
는 사실 또한 성립하지 않으므로 해당 문장은 참이 될 수 없다 . 하지만 “라이프니츠는 라
이프니츠와 동일하다”는 명백한 참인 것처럼 보인다.26
이러한 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식은 매우 다양할 수 있다. 그 중 한 가지 방식은 문장 “
라이프니츠는 라이프니츠와 동일하다” 가운데 “라이프니츠”처럼 개체적 속성 따위를 언
급하는 표현을 적절히 번역함으로써 곧 개체적 속성이 언급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다. 반
면 애덤스의 해석에 따르면 고트프리트 라이프니츠(Gottfried Wilhelm Leibniz)는 다른
방식을 취한다. 라이프니츠가 취하는 방안은 언어 표현을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 표현
이 나타내는 바, 즉 고유명사 등이 나타내는 개별자의 '이것임' 속성이 실은 개체적 속성이
아닌 질적 속성이라고 간주하는 것이다(Adams 1979, 9).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각
개별자의 '이것임' 속성은 그 개별자가 예화하는 질적 속성의 총합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며, 곧 진정한 의미에서 개체적 속성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27
25 현대의 여러 형이상학 문헌에서는 성립(obtain)하는 것은 사실(fact)이 아닌 사태(state of
affair)며, “사실”은 성립하는 사태로 정의하는 용례가 통상적이다(Mulligan and Correia
2013, sec. 1.1 참조). 다만 본고에서는 다스굽타의 용례를 편의상 그대로 따르겠다. 덧붙여
다스굽타의 용례 가운데 “[facts] hold” 또한 동의적인 표현으로 보이므로 “성립”으로 번역하
겠다.
26 편의상 “라이프니츠”는 지시체를 결여하는 빈 이름이 아니라고 가정하자.
27 라이프니츠는 “개별적 실체 혹은 완전한 존재의 본성이란 특정한 개념을 갖는 것이며, 그러
한 개념이 아주 완전하여 그 개념이 귀속되는 주체의 모든 술어를 포함 또는 연역해내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고 말한다(1989: AG 41). 즉 통상 라이프니츠 해석에서 개별적 실체 각
각은 어떤 '완전 개체 개념'을 갖는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라이프니츠는 "두 실체가 서로를
완전히 닮으면서 수에서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참이 아니다"(AG 41–2)고 말하는 점에서 나
타나듯 구별불가능자의 동일성 원리를 받아들인다. 이때 라이프니츠의 “닮다(ressemblent)”
라는 말이 질적 속성에 국한된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두 사물의 질적 속성의 일치는 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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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러한 논의 틀에서 “라이프니츠는 라이프니츠와 동일하다” 같은 참인 문장이 나타내
는 사실은 개체적 사실이며, 곧 이런 개체적 사실이 성립한다는 것은 부정되지 않는다. 하
지만 이때 개체적 사실은 전적으로 질적 사실에 의존하며 , 곧 두 사실은 일종의 형이상학
적으로 비대칭적인 관계에 놓인다. 즉 이런 해석에 따르면 “세계가 순전히 질적 사실로 이
루어진다”는 진술은 모든 성립하는 사실이 질적 사실이거나 혹은 질적 사실에 그 성립 여
부가 의존하는 사실들이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잘 알려진 바처럼 이러한 형이상학적 의존 관계를 해명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다.
28

이들 가운데 샤믹 다스굽타가 애덤스를 해석하기 위해 도입하는 개념은 근거 이론

(theory of grounding)의 '형이상학적 근거'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q가 p에 형이상학적
으로 근거한다”는 “p가 q를 설명해준다”, “q가 p 때문이다” 같은 자연어 문장에 대응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근거' 개념이 과연 형이상학적 의존 관계를 해명하기에 적절한지 , 그리
고 근거 개념이 옳다 한들 그 상세사항이 어떤지 등에 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 다스굽타
는 잠정적으로 근거 이론을 받아들이며 그 중에서도 근거 관계의 관계항을 사실로 두는 틀
을 받아들인다.29
따라서 이상의 논의를 종합한 다스굽타의 틀에 따르면 “세계가 순전히 질적 사실로 이루
어진다”는 진술은 곧 개별적 사실들의 성립 여부가 질적 사실들에 형이상학적으로 근거한
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만 한다.
다스굽타는 위 방식에 따라 규정된 “세계가 순전히 질적인 사실로 이루어진다”는 논제를
받아들이는 입장을 “질주의(qualitativism)”, 그리고 그에 반해 “세계가 개체적 사실로
이루어진다”라는 논제를 받아들이는 입장을 “개체주의(individualism)”라고 정의한다

(Dasgupta 2017, 9).30 즉 질주의에 따르면 모든 다른 사실들이 근거하는 사실들 , 곧 근본
물의 수적 일치를 보증한다. 이런 면에서 “라이프니츠가 말해주는 바는 알렉산드로스의 이
것임이 그의 질적 속성들의 합에 의해 결정된다(determined)”는 점이라는 해석은 합당해보
인다(Look 2014, sec. 4.1). 다만 이로부터 ''이것임'이 곧 질적인 속성이다'라는 귀결을 도출
해내는 애덤스의 해석이 역사적으로 정확한지는 확실치 않다. 예를 들어 Cover and
O’Leary–Hawthorne (2003)은 애덤스에 맞서 질적 속성들의 합이 '이것임'을 “결정”한다는
것은 그저 후자가 전자에 수반한다는 것을 뜻할 뿐이며(159–62), 완전 개체 개념은 이들 둘
을 각각 따로 가지는 이중적 면모를 지니는데다 그 '설명적 방향'은 오히려 후자로부터 전자
로 흐른다는 해석을 제시한다(168–75).
28 20세기 후반부터 다뤄진 기타 고전적인 예시들로는 수반(supervenience), 참–만들기
(truthmaking) 등이 있다.
29 다스굽타가 드는 근거 이론의 전거로는 Rosen (2010) 및 Fine (2012)가 있다. 다스굽타 자신
은 타 문헌에서 근거 관계의 관계항이 복수의 사실들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Dasgupta
2014), 적어도 3절부터 제시되는 이하의 논의에서는 “사실 간의 단수–단수(singular–
singular) 관계”로 불릴 법한 형식화(Schaffer 2012, 123), 즉 2항 관계인 근거 관계의 각 항이
하나의 사실이라는 틀이 전제되어도 무방하다.
30 이런 다스굽타의 규정에 따르면 개체주의는 질주의와 반대되는 입장이지 모순되는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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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fundamental) 사실들은 모두 질적 사실이다. 반면 개체주의에 따르면 모든 근본적 사
실들은 개체적 사실이다.
다스굽타는 이때 질주의와 개체주의 간의 구분이 데이빗 루이스가 정의하는 '차성주의(此
性主義, haecceitism)'와 '반-차성주의(anti–haecceitism)' 간의 구분과 일치하지 않음을
강조한다. 비록 “이것임”과 “차성”이 같은 뿌리를 가지는 어휘지만 말이다. 루이스는 반차성주의를 어떤 가능세계에 관한 대물(對物, de re)적 표상 일체가 그 세계의 질적인 특
성에 수반한다는 논제로, 그리고 차성주의는 그에 대한 부정으로 정의한다 (D. K. Lewis

1986, 221). 예컨대 반-차성주의에 따르면 이름 "철수"로 어떤 가능세계의 특정 대상을
가리킬 경우, "철수"처럼 개체적인 표현 대신 순전히 질적 속성을 나타내는 일반 술어 등
만으로도 철수를 가리키는 것이 원리적으로 가능하다.31 루이스는 이러한 의미에서 스스
로가 차성주의자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임' 속성을 (루이스의 표현
에 따르면 '차성'을) 인정한다. 왜냐면 특정한 가능세계 내의 특정한 개별자를 유일한 원소
로 갖는 집합이 있으며, 루이스의 속성관에 따르면 이는 속성이므로 곧 해당 개별자의 '이
것임' 속성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225). 그런 의미에서 다스굽타는 루이스를 반-차
성주의자인 동시에 개체주의자로 보는게 맞는다는 해석을 제기한다 (Dasgupta 2017, 9).
다스굽타는 적어도 물질적 세계에 관해선 질주의를 옹호한다. 그렇다면 질주의는 구체적
으로 어떤 형태의 존재론으로 제시될 수 있는가? 질주의의 고전적인 사례로 다스굽타는
전통적 다발 이론(bundle theory)을 든다. 표준적인 다발 이론에 따르면 사물은 질적 속
성들의 다발로 분석된다. 예컨대 홍옥 사과가 하나 있다는 사실은 <빨강임>, <과일임>,

<맛이 심> 같은 여러 질적 속성들이 공존(compresent)한다는 근본적인 사실에 근거한
다.
하지만 잘 알려진 것처럼 맥스 블랙(Max Black)의 '구가 두 개 있는 우주' 사례는 다발
이론에 대해서도 교과서적인 반례로 언급되고는 한다(M. Black 1952): 블랙의 우주에는
오직 지름이 1마일인 두 개의 쇠공만이 있다. 이때 두 쇠공은 1항 속성이건 다항 속성이건
모든 질적 속성에서 일치한다. 다발 이론에 따르면 두 쇠공 각각은 질적 속성들의 공존일
아니다. Sider (2011, 203–6)은 이러한 입장을 “논고주의적(Tractarian) 존재론적 실재론”이라
고 부르며, Turner (2016, 13–14)는 '논고주의적 입장'의 이러한 개체주의적 성격을 “원자성
(atomicity)”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다만 본고의 이하 내용에서는 보다 느슨한 규정을 적용하
여 “개체주의”를 질주의와 모순되는 입장, 즉 단지 모든 근본적 사실이 질적인 사실은 아니
라는 입장으로 규정하여도 논의 상 큰 문제는 없다.
31 다스굽타는 기본적으로 반–차성주의를 “가능세계 간에 질적 차이 없이는 개체적 차이가 있
을 수 없다고 보는 양상적 논제”로 파악한다(2017, 9). 다만 이러한 정의는 적어도 루이스의
명시적 주장과는 차이가 난다. 왜냐면 루이스는 (대물적 표상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지 않는
한) 질적으로 동일하되 수적으로 다른 가능세계를 부정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하기
때문이다(D. K. Lewis 1986,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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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름이므로 모든 질적 속성이 일치하는 두 쇠공을 형이상학적으로 구별해주는 요소는 없
다. 그런데 다발 이론은 “구성요소들이 완전히 동일하면 구성된 복합물들은 [수적으로] 동
일하다”는 규제적 원리와 결합하여 구별불가능자의 동일성 원리를 함축한다 . 이런 구별불
가능자의 동일성 원리에 의하여 구별불가능한 두 쇠공은 수적으로 동일하다는 귀결이 도
출되는데 이는 부조리하므로, 곧 귀류법에 의해 다발이론은 기각된다(Loux 2006, 97–

99).
다스굽타는 블랙의 사례에 맞선 다발 이론가들의 여러 시도들을 인지하지만,32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주의자가 다발주의의 여러 난점을 힘겹게 돌파할 필요없이 단번에 우회할 수
있는 방식을 제안한다:
질주의는 개체적 사실들이 질적 사실들로 설명될 수 있다는 입장임을 기억하라 . 다발 이론
에서는 질적 속성들로부터 각 개체를 구성하는 방식을 통해 이를 실현하고자 했다 . 반면 또
다른 접근 방식은 각 개체의 구성을 우회하고 그저 상황 전체에 대한 질적 묘사를 찾는 것이
다 (Dasgupta 2017, 13)
저자는 이처럼 개체를 경유할 필요 없이 상황 전체에 관한 질적 사실이야말로 근본적이라
고 보는 입장을 “일반주의(generalism)”라고 정의한다. 즉 일반주의에 따르면 눈 앞의
사과 한 톨과 커피 봉지 같은 개별자를 상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눈앞에 펼쳐진 상황 전체
를, 혹은 이를 확장하여 세계 전체의 구조를 질적으로 서술하면 될 뿐인 것이다 . 즉 '질적
으로 일치하는 두 개별자'가 애초부터 상정될 필요가 없으므로, 곧 블랙의 우주는 더 이상
반례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다스굽타는 질주의자가 취하기에 바람직한 존재론으로 일반
주의를 제시한다.33
다만 일반주의를 주장한다 한들 이를 효과적으로 옹호하기 위해선 그 존재론을 잘 표현할
만한 적합한 논리 체계가 제시되어야만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존재론이
세계에 대한 체계적 설명력을 가진다는 점을 입증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 다스굽타는 그 후
보로 두 가지를 고려한다.
첫 번째 후보는 FOL을 사용하는 양화사 일반주의(quantifier generalism)다. 다만 이
때 FOL에서 개체상항은 제외되어야 한다. 왜냐면 개체주의적 성격을 띠는 자연어의 고유
32 다스굽타가 드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Hacking (1975), O'Leary-Hawthorne (1995).
33 다스굽타는 이러한 관점이 시공간에 관한 형이상학적 문제에도 함축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왜냐면 질주의를 가정할 경우, 시공간에 관한 실체주의(substantivalism)에 맞선 주된 반론
중 하나인 '구멍 논변(the hole argument)' 등이 성립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다스굽타는 질
주의가 실체주의를 옹호하기 위한 기존의 논거들인 반–차성주의 등에 비하여 오히려 더 낫
다고 본다. 다만 실체주의에 대한 기존의 형식화와 달리 다스굽타는 시공간이 존재자임을
부정하며, 다만 시공간적인 기하학적 관계에 대한 질적인 사실들이 근본적 사실이라는 형식
화를 제시한다(Dasgupta 2015, 615–18, 201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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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는 잘 알려졌듯이 1970년대 이후 언어철학의 주된 흐름에서 기술구 등을 거치지 않
고 그 지시체를 직접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되며(Kripke 1980; Kaplan 1989), 곧 FOL의
개체상항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화사 일반주의에 따
르면 블랙의 우주는 다음과 같은 FOL 식으로 표현된다 (이때 F를 “지름이 1마일인 쇠공
이다”에 대응하는 1항 술어, D를 “~와 ~가 떨어져있다”에 대응하는 2항 술어라고 하자).
∃x ∃y (Fx ∧ Fy ∧ Dxy ∧ x≠y)
하지만 다스굽타는 양화사 일반주의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FOL의 존
재 양화사는 그 자체로 개체에 의존한다는 언어적 직관이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양화사 일반주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어쨌든 우린 양화사가 개체의
논의역을 아우른다고 이해하게끔 길러졌다. 따라서 상기된 [양화문 형식으로 제시된 근본
적] 사실들은 개체에 관한 사실들 덕분에(in virtue of) 성립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
연스러우며, 그렇다면 우린 어떤 진전도 이루어내지 못한 것으로 보일 것이다 . (Dasgupta

2009, 50)
양화사 일반주의에 맞서 존재적 사실은 그 사례 덕분에 성립한다는 것이 존재 양화사에 관해
서 분석적 혹은 아마도 본질적이라고 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것이 빨갛다고 해보자.
그 발상은 곧 어떤 빨간 대상 x이 주어졌을 때 어떤 것이 빨갛다는 것은 x가 빨갛기 때문이라
는 것이 존재 양화사에 관하여 분석적 혹은 본질적이라는 것이다. 분석적이라는 주장과 본
질적이라는 주장 둘 다 그럴 듯하며 명백히 거짓이지는 않다. 따라서 이는 양화사 일반주의
에 맞서는 잠재적인 고려사항이 된다. 이런 고려는 분석성이나 본질에 호소하지 않으면서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마도 그 핵심적 발상인 '존재적 사실은 그 사례 덕분에 성립
한다'가 우리의 “믿음의 그물”에 핵심적이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Dasgupta

2017, 13)
다스굽타가 밝히는 이러한 언어철학적 이유는 2.2절에서 살펴본바 존재론적 허무론자들
이 FOL을 피하는 이유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 왜냐면 양자 모두 FOL이 그 언
어적 특성으로 인하여 개별자에 개입하게 된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이다 . 즉 FOL
이 “존재론적으로 유죄”라는 점은 허무론과 더불어 일반주의 또한 FOL을 거부하는 이유
가 된다. 그리고 근거 이론에 입각한 위와 같은 논의는 '존재론적 유죄'가 2.1절의 정의에
더불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규정되는 것 또한 합당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언어 표현 α 혹은 α를 구성요소로 갖는 언어 L은 “존재론적으로 유죄”다 iff. α가 포함된 문
장이 나타내는 사실은 개체적 사실에 근거한다.
이런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 허무론자들은 FOL이 아닌 별도의 논리 체계에 호소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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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이미 2.2절에서 확인하였다. 다스굽타 또한 마찬가지 방식을 취한다.
다스굽타는 FOL의 대안이 되는 언어 및 논리 체계가 곧 양 언어 문장들 간의 동치성을
보장하고, 또한 그렇게 동치인 문장들 간의 논리적 귀결 관계를 보존해야한다는 조건을 제
시한다. 이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다스굽타가 제시하는 것은 형식 언어 G와 그 논리 체계
다(Dasgupta 2009, 52–53, 63–65). 다스굽타 자신이 인정하듯 G는 바로 1절에서 제시
된 PFL과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일치하는 형식 체계다. 즉 스트로슨이 성질-배치 언어를 제
안한 것이나 버지스가 PFL을 채택한 것과 마찬가지로, 다스굽타 또한 '존재론적으로 무
죄'인 G를 채택한 것이다. 이러한 방안이 바로 일반주의에 대한 두 번째 후보이자 다스굽
타가 지지하는 후보인 대수적 일반주의(algebraic generalism)다. 즉 다스굽타는 질주의
의 형이상학적 입장을 가장 잘 전달해주는 존재론 및 형식 체계가 바로 대수적 일반주의
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G가 PFL과 다른 점은 PFL에는 없는 “–가 성립한다(obtains)”라는 기초적 1항 술어가
G에는 도입된다는 점이다. 해당 1항 술어는 임의의 0항 술어를 논항으로 받아 문장을 도
출시키는 것으로 정의된다. 즉 G에선 PFL과 달리 0항 술어가 문장이 아니다.34 그렇지만
다스굽타 자신 또한 G와 FOL의 '동치성'을 PFL을 경유하여 밝히는 등 그 차이는 미미하
다(2009, 65). 요는 다스굽타 또한 자신의 일반주의 존재론을 보이기 위해 사실상 PFL과
거의 같은 형식 체계를 취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주된 사유는 PFL의 '존재론적 무
죄'다. 즉 대수적 일반주의는 오직 PFL 자체를 취하는 함자어 일반주의(functorese
generalism)와 그저 미미한 차이점만을 갖는다.
이미 암시된 바처럼 2.2절에서 다룬 존재론적 허무론과 일반주의는 결국 내용 차원에서
사실상 같은 입장으로 귀착되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면 허무론과 일반주의 모두 근본적인
존재론에서 개별자가 배제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35
더불어 그 설명 방식에 있어서도 양 입장은 유사하다. 예문 “눈앞에 글씨가 있다”를 생각
34 대수적 일반주의에서 0항 술어가 나타내는 것은 사태이며, “세계의 근본적 사실이란 곧 이
들 중 어떤 사태들이 성립하는지에 관한 것이다”(Dasgupta 2017, 14). 더불어 대수적 일반주
의는 “–가 성립한다”가 어휘로 추가되는 점 덕분에 3절에서 제시되는 '터너 논변'을 모면할
수 있으나, 그 대신 다른 문제 제기들에 노출된다(Turner 2017, 26–31).
35 Sider (2011, 151–52)는 임의의 형이상학적 개념에 대한 축소주의(deflationism)와 허무주의
(nihilism)을 구분한다. 해당 구분에 따르면 (1항 술어에 대응하는) 개념 C에 대한 축소주의
는 C가 비근본적 개념이라는 주장이며, C에 대한 허무주의는 한발 더 나아가 C를 '개선한'
근본적 개념 C*이 있으며 “C*는 없다”가 근본적 참이라는 입장이다. 본고에서 논하는 허무
론과 일반주의는 해당 구분에 따르면 '개체' 혹은 '개별자' 개념에 대한 축소주의로 분류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본고에선 편의상 “개별자는 근본적으로 없다” 같은 근거 이론적 표현을 사
용하겠으나, 다음 각주 36에서 언급하겠듯이 형이상학적 근본성에 대한 특정한 이론에 개입
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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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자. 해당 문장은 개별자인 글씨에 개입하는 동시에 참인 문장 같다. 앞서 살펴본 것처
럼 허무론을 옹호한 오리어리-호쏜과 코르텐즈는 해당 문장이 참이 될 수 있음을 부정하
지 않는다. 다만 그런 문장은 “실재에 대한 명료한 표상”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근거 이론
의 틀을 취하는 일반주의에서도 비슷한 설명이 가능하다. 위 문장이 참이지만 그 나타내는
사실은 비근본적이라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즉 오리어리-호쏜과 코르텐즈가 “실재
에 대한 명료한 표상”이라고 부르는 것이 나타내는 바는 곧 근거 이론에서의 근본적 사실,
즉 비근본적인 사실들이 근거하는 바로 그러한 사실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예를 들어 “눈앞에 글씨가 있다”에 상응하는 성질-배치 문장이야말로 '실재에
대한 명료한 표상'이라는 오리어리-호쏜과 코르텐즈의 주장은 곧 “눈앞에 글씨가 있다”가
나타내는 개체적 사실이 어떤 '무죄'인 문장이 나타내는 사실에 근거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입장이라는 것이다.36 만약 이러한 분석이 맞다면 일반주의는 사실상 존재론적 허무
론과 같은 입장이 된다. 그렇다면 양자 모두 PFL 혹은 그와 거의 유사한 '무죄인' 형식 체
계에 의해 포착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 된다.
이상 본 절에서는 “세계가 순전히 질적인 사실로 이루어지는가?”라는 질문을 두고 개체
주의와 질주의라는 두 존재론적 입장이 어떻게 나뉘는지를 살펴보았으며, 질주의를 옹호
하고자 하는 다스굽타가 그 구체적인 형태로 대수적 일반주의를 제안하는 것을 확인했다 .
그리고 이러한 다스굽타의 일반주의가 본래 상이한 형이상학적 동기에서 출발한 허무론
과 사실상 일치하며, 곧 이들이 '존재론적으로 무죄'인 PFL 혹은 그와 거의 유사한 형식
체계를 공통적으로 요구한다는 점 또한 확인하였다. 이는 형이상학자들이 어째서 PFL의

'존재론적 무죄'에 관해 관심을 갖는지를 잘 설명해준다.

2.4. 허무론 및 일반주의의 장점
앞에서는 존재론적 허무론과 일반주의라는 존재론적 입장이 무엇이며, 이러한 입장에서
왜 FOL보다는 PFL을 선호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다만 2.2절과 2.3절에서 보인 바는 오
36 다만 막연한 규정인 “명료한 표상”에 비해 보다 근거 이론은 보다 이론화가 진전되었으므로,
양자 가운데 보다 적극적인 규정은 후자인 근거 이론이다. 따라서 '명료한 표상'을 받아들이
되 보다 적극적인 규정인 근거 이론은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6.1.2절
에서 제프리 러셀은 오리어리-호쏜과 코르텐즈의 '명료한 표상'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지만
근거 이론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각주 82 참조. 다만 적어도 앞으로의 논의에서
이러한 차이가 갖는 함축은 미미해보인다. 본고에서 취하는 근거 이론의 주된 함축인 설명
의 초내포적 비대칭성은 비단 근거 이론만이 아니라 다른 경쟁 이론들도 받아들이는 점이기
때문이다. 각주 59 참조. 그런 면에서 본고의 논점 또한 근거 이론에 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Turner (2017, n. 5)는 Dasgupta (2017)와의 논쟁에서 스스로가 “근본성에 대한
근거–중심적 견해에 매우 열광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스굽타가 제시하는 근거 이론 틀에]
현시점에서는 동조해주겠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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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허무론 및 일반주의가 PFL를 도입하게 된 까닭, 그리고 이런 함자어 일반주의가 FOL
을 논리 체계로 삼는 존재론에 비하여 최소한 설명력이 뒤지지 않는다는 점 뿐이었다 . 즉
허무론과 일반주의를 받아들여야 하는 더 적극적인 논거는 제기하지 않았다.
직관적으로 허무론이나 일반주의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왜냐면 개체 혹은 개별자가 있다
는 것은 지극히 명백한 참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별자를 인정하는 입장과
이를 부정하는 허무론 및 일반주의의 설명력이 단지 동등할 뿐이라면 후자는 여전히 열세
에 놓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허무론자 및 일반주의자는 보다 적극적인 이유를 제시
해야만 한다.
본 절에선 기존 문헌을 토대로 허무론과 일반주의가 가지는 이론적 장점들을 소개한다 .
이들을 “장점”이라고 표현한 까닭은 이들 중 일부는 엄격한 의미에서 '논거'라기보다는 '동
기'에 가까운 것으로 간주될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 항목들은 여
전히 허무론 및 일반주의를 받아들일만한 이유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본고의 논지는 그 자체로 허무론 및 일반주의에 반드시 개입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면 3
절 이후 논의에서 중점적으로 따지는 것은 PFL의 '존재론적 무죄' 여부라는 보다 논리철
학적인 주제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절에서 허무론 및 일반주의의 장
점을 소개하는 까닭은 '왜 굳이 허무론 및 일반주의 같은 존재론을 고려하여 PFL의 형이
상학적 함축을 따져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다. 만약 허무론 및 일반주
의가 이론적 장점을 갖는다면 곧 이들 존재론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생기며 , 이와
유관한 PFL의 형이상학적 함축을 따질 이유도 생긴다.

2.4.1. 오컴의 면도날
오리어리-호쏜과 코르텐즈가 존재론적 허무론을 받아들일 만한 동기 중 최초로 제시하는
것은 바로 오컴의 면도날이다. '오컴의 면도날'은 '세계에 대한 명료한 기술을 할 때 가능한
적은 종류의 존재론적 개입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리로 이해된다. 존재론적 허무
론은 개별자라는 존재론적 범주를 거부하는 존재론적 입장이므로 , 오컴의 면도날에 따르
면 곧 다른 면모에서 모두 동등하며 오직 '개별자' 범주의 수용 여부에 관해서만 차이가 나
는 경쟁 이론과 비교했을 때 더 바람직하다. 이는 특히 앞에서 보인 바처럼 허무론을 받아
들이는 것이 곧 “인지적 자살을 시도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고려할 때 더욱 합당하다. 따
라서 오리어리-호쏜과 코르텐즈는 오컴의 면도날이 존재론적 허무론을 받아들일만한 대
략적인(prima facie) 이유가 된다고 논평한다(O’Leary–Hawthorne and Cortens 1995,

158).
33

물론 오컴의 면도날로 어떤 존재자를 제거하기 위해선 그 존재자가 불필요한 것이어야만
한다. 2.2–3절의 내용이 옳다면, '무죄'인 언어를 통해 표현되는 허무론 및 일반주의는 개
별자를 상정하는 존재론에 비하여 세계를 설명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무론 및 일반주의에 대한 반대자는 기초적 개별자가 여전히 세계에 대한 설명에 필수불
가결하거나, 최소한 개별자를 질적 속성의 공존으로 정의하는 전통적 다발 이론을 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따라서 허무론자 및 일반주의자는 이러한 주장에 맞
선 반대 논증을 제시해야 한다.
먼저 전통적 다발 이론에 맞서는 한 가지 전거로는 로리 앤 폴(Laurie Ann Paul)의 「한
범주 존재론(An One Category Ontology)」을 들 수 있다(Paul 2017). 폴은 오직 하나
의 존재론적 범주만을 상정하는 한 범주 존재론37과 복수의 범주를 상정하는 두 범주 존재
론38을 구분하며, 다음과 같이 한 범주 존재론이 갖는 존재론적 검약성을 주장한다:
한 범주 존재론의 매력은 세계 안에 구조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세계 안의 실재적 본성 간에
근본적인 분할이 없다는 점, 그리고 창발적인(emergent) 새로운 실재적 본성이 세계 안에
없다는 점이다 (Paul 2017, 34).
폴이 특히 관심을 기울이는 입장은 전통적 다발 이론이다 . 표면적으로 다발 이론은 사물
을 질적 속성들의 공존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한 범주 존재론인 것처럼 보인다 . 하지만
폴은 이러한 시각에 대해 반대한다:

[전통적 다발 이론은] 결과적으로 두 개의 근본적인 존재론적 범주, 혹은 아마도 두 개의 환
원불가능한 존재론적 범주, 즉 근본적인 속성 범주에 더불어 창발적이며 환원불가능한 대상
범주를 은근슬쩍 도입한다 (Paul 2017, 36)
폴이 이러한 진단을 내리는 까닭은 전통적 다발 이론이 부분전체론적 관계를 두 가지 유
형, 즉 시공간적 관계와 속성적 관계로 구분하기 때문이다 . 예를 들어 사과 한 톨이 그 사
과 껍질과 맺는 관계는 시공간적 부분전체론적 관계이며, 사과 한 톨이 <빨강임>과 맺는
관계는 속성적 부분전체론 관계다.
이때 두 관계가 다르다는 점은 부분전체론의 개념 중 하나인 진부분(proper parthood)
관계의 이행성(transitivity)을 통해 잘 드러난다. 표준적 부분전체론에서 진부분 관계는
이행적 관계로 정의되며, 곧 시공간적 진부분 관계와 속성적 진부분 관계 또한 각각 이행
37 e.g., 구체적 개별자만을 상정하는 엄격한 유명론(austere nominalism), 트롭(trope)만을 상정
하는 관대한 유명론(clement nominalism).
38 e.g., 구체적 사물이 속성과 관계를 맺는다고 여기는 실체(substance) 이론, 사물이 속성과 어
떤 기체로 구성된다고 여기는 기체(substratum) 이론, 질료가 특정한 형식적 구조를 띰에 따
라 사물을 이룬다고 보는 질료형상적(hylomorphic)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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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다. 예를 들어 만약 사과 껍질 조각이 사과 껍질의 시공간적 진부분이고 사과 껍질이
사과의 시공간적 진부분이라면, 사과 껍질 조각은 사과의 시공간적 진부분이다. 그런데 전
통적 다발 이론에서는 두 진부분 관계가 서로 '섞일 수' 없다고 본다. 예를 들어 속성 <얇
음>은 사과 껍질의 속성적 진부분이며 사과 껍질은 사과의 시공간적 진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속성 <얇음>은 사과의 속성적 진부분도 시공간적 진부분도 되지 못하는 것 같다 .
폴은 이러한 반례가 곧 시공간적 부분전체론적 관계와 속성적 부분전체론적 관계가 상이
하다는 점을 입증한다고 본다.
그런데 시공간적 부분전체론적 관계는 속성이 아닌 사물을 관계항으로 가진다 . 즉 시공간
적 부분전체론적 관계론을 받아들이는 점에서 전통적 다발 이론가는 속성과는 다른 별개
의 존재론적 범주를 상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시공간적 부분전체론적 관계를 속성
적 부분전체론적 관계 혹은 기타 속성만을 참조하는 개념으로 환원할 수 있지 않은 한, 전
통적 다발 이론은 실질적으로 '두 범주 존재론'에 해당하게 되며 곧 그 이론적 약점을 떠안
게 된다는 것이 폴 논의의 함축이다.
폴의 대안은 시공간적 부분전체론적 관계를 배제하는 “부분전체론적 다발 이론”이다 . 폴
자신이 언급하듯(Paul 2017, n. 25) 이는 여전히 '원자론적'이라는 점에서 허무론이나 일
반주의와는 구분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적어도 한 범주 존재론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띠며, 특히 전통적 다발 이론에 대한 폴의 논박은 2.3절에서 설명된 것처럼 전통
적 다발 이론이 질주의로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가에 대한 입증 사례가 된다.
그리고 '오컴의 면도날'의 정신에 부합하면서 '기초적 개별자'의 불가결성에 대한 보다 직
접적인 반론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논변으로는 다스굽타가 「개체들(Individuals)」에서
처음으로 제시한 논변이 있다.
다스굽타는 물질적인 기초적 개체가 경험적으로 관측불가능(empirically undetectable)
하며 “물리적으로 잉여적(physically redundant)이라는 것이 지난 400년간 고려된 모든
물리적 이론의 귀결”이라고 주장한다(Dasgupta 2009, 40).
“기초적 개체가 경험적으로 관측불가능하다”는 것은 존 로크(John Locke)의 '숨겨진 실
체'라는 직관에서 이미 포착된 바 있는 기초적 개체의 특성이다 . 즉 두 상황이 질적으로 판
박이이되 그 상황에 있는 기초적 개체가 무엇인지만 달라졌다고 해보자. 오직 기초적 개체
에서만 차이가 나는 이러한 두 상황을 가려내는 것은 그 어떤 물리적 관측 장치를 동원하
건 원리적으로 불가능하다.39 그러므로 다스굽타는 기초적 개체는 관측불가능하다는 것이
39 다스굽타는 어떤 개체가 주어지느냐에 따라 경험의 현상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견해를
고려하나, 여전히 “어떤 의미에서는 두 상황이 구별불가능”하다는 점은 상정될 수 있으므로
기초적 개체의 경험적 관측불가능성은 여전히 상정될 수 있다고 말한다(Dasgupta 2009, 42,
n.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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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이론의 귀결이라고 본다.
“기초적 개체가 물리적으로 잉여적”이라는 것은 주어진 물리계에 있는 기초적 개별자가
어떤 것인지 여부만으로는 그 물리계의 시간적 변화의 양상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
을 뜻한다.

[두 폐쇄계가] 만약 시작 시점에서 오직 개체적 사실에서만 차이가 나고 모든 일반적 사실을
포함한 다른 모든 면에서 같다면, 그 후 모든 시간에서도 [두 폐쇄계는] 그 다른 모든 면에서
계속 정확히 같은 것이다 (Dasgupta 2009, 40).
다스굽타는 적어도 뉴튼 역학 이래 모든 모범적인 물리적 이론에서 이러한 조건이 준수된
다고 주장한다. 즉 개체적 사실의 성립에 유관한 기초적 개체는 곧 물리적으로 잉여적이
고, 다스굽타의 비유에 다르면 “물리학은 기초적 개체들 자체를 '보지 못한다(blind)'”

(2017, 10).
기초적 개체 말고도 다스굽타가 경험적으로 관측불가능하며 물리적으로 잉여적인 것의
사례로 제시하는 것은 절대 속도(absolute velocity)다. 특정한 물질적 기준점(reference

point)에 상대적인 상대적 속도와 달리, 절대적 속도란 무언가가 '정말로 가지는' 속도를
이른다. 그런데 절대 속도란 경험적으로 관찰불가능하다. 그 직관적인 사례로 다스굽타는
우리가 등속으로 움직이는 기차 위에 앉아있는 것과 정지한 움직이는 기차에 앉아있는 것
을 구별할 수 없는 것 같다는 점을 들고, 보다 엄밀하게는 뉴튼 역학 법칙 하에서 이런 '절
대 속도 관측 장치'는 만들어질 수 없다고 논함으로써 절대 속도의 경험적 관측불가능성을
옹호한다. 마찬가지로 절대 속도 간의 차이는 그 자체로는 해당 물리계의 변화 양상에 차
이를 가져오지 못하므로, 곧 물리적으로 잉여적이다.40
즉 기초적 개체가 절대 속도와 마찬가지로 경험적으로 관측불가능한 동시에 물리적으로
잉여적이라고 하자. 그렇다면 기초적 개체의 존재를 상정하는 것은 절대 속도를 상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부담을 지게 된다. 다스굽타는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기초적 개체가
없다고 보는 시각이 정당화된다고 본다. 경험적으로 관측불가능한 동시에 물리적으로 잉
여적인 절대 속도 같은 것을 “물리학자나 물리학의 철학자들이 없다고 보는 것이 정설”인
까닭이다. 다스굽타는 이런 판단이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정당화된다고 본다:
물질적 세계의 구조에 대한 두 이론을 가정하고, 그 중 한 이론은 세계가 [관측불가능한 동시
에 물리적으로 잉여적인 것]을 포함한다는 것을 함의하는 반면, 다른 이론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발견했다고 해보자. 다른 모든 점에서 같은 한, 후자를 전자보다 선호하는 것이 합리적
이다 (Dasgupta 2009, 43).
40 다스굽타는 절대 속도의 잉여성이 엄밀히 말해서 참은 아니지만(Dasgupta 2016),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목적 하에서는 참에 충분히 가깝다”고 평한다(Dasgupta 2017, n.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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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굽타 자신이 인정하듯 이러한 원칙은 명백히 “오컴주의”적이다(44). 그리고 이러한
원칙에 따르면 절대 속도가 없다고 여겨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초적 개체 또한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일관적인 선택이 된다.
위 사례들은 모두 존재론적 허무론 및 일반주의, 혹은 그와 긴밀히 연결된 존재론적 입장
을 옹호하는데 오컴의 면도날이 적합하다는 점을 입증한다. 그런데 오컴의 면도날은 합당
한 원리인가? 많은 영향력 있는 형이상학 선행 문헌에서는 명시적으로나 암시적으로나 이
러한 원리에 호소하는 것처럼 보인다. 대표적 예시는 다음과 같다:
같은 제재에 대한 여러 철학적 혹은 과학적 이론들을 비교하는 한 가지 중요한 방식은 그 지
적 경제성에 관한 것이다 […] 철학자들, 특히 경험주의 혹은 환원주의에 호의적인 철학자
들은 종종 이런 원리에 호소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 그런 이유에서 나는 여러 이론들
이 얼마나 경제적이거나 비경제적인지에 관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다른 점에서
같은 한, 나는 경제적인 이론이 더 나은 이론이라고 간주할 것이다 .(Armstrong 1989,

19–20)
본서의 방법론은 느슨한 의미에서 자연과학의 방법론과 흡사하다. 둘 모두 귀추적

(abductive)이다. 아주 일반적인 이론들은 형식적 표기법을 통해 제시됨으로써 그 귀결들
의 복잡하며 엄밀한 연역을 용이하게 한다. 이론들은 부분적으로는 그 강력함, 단순성, 우아
성,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어떤 독립적으로 알려진 바와 그 귀결 간의 부합을 기준으로 평가
된다. (Williamson 2013, 423)
이러한 메타형이상학적 입장을 보다 명시적으로 제안하는 문헌으로는 시어도어 사이더

(Theodore Sider)의 『세계의 책 쓰기(Writing the Book of the World)』가 있다. 사이
더의 주된 논적은 뭇 존재론적 주장 및 논쟁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는 카르납 및 현대의
이른바 신카르납주의(neo-Carnapinan) 반실재론자들이다(e.g. Carnap 1950; Hirsch

2002). 이들에 맞서 사이더는 존재론적 주장 및 논쟁이 실질적이라고 주장한다. 세계엔
일정한 구조가 있으며, 이런 '세계의 결'을 가르는(carving the joint of the world) 개념
들, 즉 근본적인 이념론(ideology)이 있다.41 그리고 이런 개념들로 이루어진 주장은 형이
상학적으로 실질적이라는 것이 사이더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이념론이 무엇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콰인은 근본적 이념론이
갖춰야하는 요건으로 단순성 혹은 최소성(minimality)을 제시한다:
존재론에 대한 콰인주의적 생각은 가끔 불가결성(indispensability)이라는 측면에서 제시
된다: 최선의 이론에서 불가결한 존재자들이 있다고 믿어라. 이념론에 대해서도 비슷한 생
41 어떤 이론에서 상정되는 기초적 개념들의 총합을 두고 “이념론(ideology)”이라고 부르는 용
례는 Quine (1951)에서 유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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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이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최선의 이론에서 불가결한 이념론을 결을 가르는 것으로
여겨라. […] 이 입장은 부정적인 [어떤 것을 금하는] 면모도 갖는다. 좋은 이론은 최대한
단순해야하며, 그 단순성이란 부분적으로는 최소적인 (minimal) 이념론을 갖는 것이다. 따
라서 [어떤 이념론이] 결을 가른다는 것에 대한 주장에 반대하는 것은 그 문제시되는 이념론
을 포함하지 않는 좋은 이론을 보임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Sider 2011, 13–14)
이렇듯 여러 형이상학 및 메타형이상학적 전거에서는 '오컴의 면도날'에 준하는 준거를
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전제가 합당한지 묻는 것은 타당한 메타형이상학적
문제 제기지만,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본고의 역량을 벗어나는 과제인 것으로 보
인다.

2.4.2. 형이상학적 난제들의 해소
오리어리-호쏜과 코르텐즈가 허무론의 주된 동기로 제시하는 바는 사물의 지속

(persistence), 구성(composition) 등 개체의 개별화(individuation) 혹은 정체성·동일성
(identity) 조건과 관련된 여러 형이상학적 난제들이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이다(O’Leary–
Hawthorne and Cortens 1995, 158–61).
사물의 통시간적 동일성에 관한 사례로 두 저자는 다음 예시를 든다 : 시계 수리공이 한 시
계를 분해했다가 도로 조립했다. 한 언어 공동체에서는 분해되기 전 시계와 재조립된 시계
를 두고 “두 시계가 같은 대상이다”라고 말하는 반면, 다른 언어 공동체에서는 “두 시계가
같은 대상이 아니다”이 아니라고 말한다고 하자. 이때 두 언어 공동체 가운데 어느 쪽이
옳은가? 직관적인 반응은 질문 자체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 왜냐면 양 공동체는 실제
사실을 두고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말을 쓰는 방식에서 차이가 날 뿐인 것 같
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말을 달리 쓰기에 양 공동체 간에는 의견차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가 ?
한 가지 대답은 두 공동체가 각각 “시계”라는 말에 대해 상이한 통시간적 동일성 기준을
엮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계”라는 일반 명사 대신 그 시계에 별도의 이름을 붙였을 때
도 비슷한 질문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므로 이는 충분한 대답이 되지 못하는 것 같다.
그 대신 존재론적 허무론자는 이때 “같은 대상”이라는 말이 두 공동체에서 상이하게 쓰인
다고 주장할 수 있다. 즉 두 공동체 각각에서 말하는 “두 시계가 같은 대상이다”라는 말은
성질-배치 언어로 옮길 땐 서로 다른 문장으로 옮겨진다는 것이다. 왜냐면 “대상”이라는
표현은 개별자를 가리키는 표현이므로 '유죄'이기 때문이다. 이는 “시계” 등 일반 명사 및
고유한 이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즉 허무론은 위와 같은 언어 공동체 간의 대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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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전히 어휘적인 문제에 불과하다는 직관을 잘 포착한다.
부분전체론적 합 혹은 단순자들(simples)로 구성된 복합적 사물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같은 관점이 적용될 수 있다. 물리적 입자들로 구성된 복합적 존재자인 책상은 존재하는
가? 상식적인 입장은 당연히 책상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지만, 그에 반해 책상이란 엄밀
한 의미에서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단순자들이 책상처럼(tablewise) 배열되어있다”고 말
하는 것만이 엄밀한 의미에서 참이라는 주장도 잘 알려져 있다(e.g. Van Inwagen 1990).
그렇지만 허무론에 따르면 두 입장 모두 실재를 명료하게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 왜냐면
책상이건 단순자건 개별자인 한에서는 근본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오
리어리-호쏜과 코르텐즈에 따르면 위 상황을 가정했을 때 '실재에 대한 명료한 표상'은 “It

is tabling here”라는 성질-배치 언어 문장이다. “책상이 있다”나 “단순자들이 책상처럼
배열되어있다” 둘 모두 참이 될 수는 있지만 '명료한 표상'은 되지 못한다. 허무론에 따르
면 애초에 “단순자가 있다”라는 문장조차도 명료한 표상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존재론적 허무론 혹은 일반주의는 오리어리-호쏜과 코르텐즈가 제시한 사례들을
비롯하여 개별자의 정체성 혹은 그 존재 조건에 관한 여러 형이상학적 논쟁들을 해소한다 .
왜냐면 엄밀하게는 '개별자'라는 범주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비판하는 입
장에선 이처럼 논쟁을 '해소'할 뿐 '해결'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허무론과 일반주의를 택하
는 동기가 될 수 있을 뿐 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할 것이다 . 그럼에도 오리어리-호쏜
과 코르텐즈는 위와 같은 “논쟁들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이 만연한 상황에서 이러한 귀
결은 필경 존재론에 대한 허무론적 접근이 가지는 먹힐만한 점(selling point)으로 비춰질
것”이라고 논평한다(158).42
더욱이 오리어리-호쏜과 코르텐즈의 존재론적 허무론 및 다스굽타의 일반주의가 실재론
적 논제, 즉 세계의 근본적인 실재에 관한 주장이라는 점은 더욱 유의미한 함축을 낳는다 .
왜냐면 이러한 귀결은 2.3절에서 소개된 신카르납주의 반실재론, 즉 존재론적 담론 자체
의 실질성을 의심하는 입장에 맞선 한 가지 방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기한 사물
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들은 '존재론적 담화 일반이란 고작 말 뿐인 문제다'라는 주장에
빌미를 제공하는 대표적 사례라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예를 들어 엘리 허쉬(Eli Hirsch)는 존재론에 대한 '깊은' 접근과 '얕은' 접근을 구분하
며, '깊은 접근'에서는 클린턴의 코와 에펠탑의 부분전체론적 합이 존재하는지 여부 , 손을
쥐고 폄에 따라 주먹이라는 존재자가 생성되고 소멸하는지 여부 등이 심각한 이론적 논쟁
으로 비화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하지만 이런 사소한 사안에 관하여 '깊거나 이론
42 복수 사물의 동일 위치 점유(coincidence) 문제에 관하여 허무론적 고려는 Sidelle (1998,
438–39, 442–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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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부조리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존
재론에 대한 '얕은 접근'을 취하는 것, 즉 존재론적 논쟁이란 순전히 논쟁 당사자들의 구사
언어에서 어휘 “존재”의 의미 혹은 양화사의 논의역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순전히 말
뿐인 문제'로 진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Hirsch 2002).
허무론자 및 일반주의는 적어도 상기 문제들이 '깊거나 이론적'이지 않다는 점에 대해선
동의한다. 하지만 그 이유는 신카르납주의자들과 다르다. 왜냐면 허무론자 및 일반주의자
는 존재론 자체에 대해 '깊은' 접근을 취하면서도 '사물의 정체성'을 따지는 상기 문제들만
큼은 '사소한 문제'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함자어 일반주의자는 양화사
자체가 '근본적인' 논리 체계인 PFL에는 없으므로 허쉬가 제시하는 '존재' 의미의 변동이
유효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함자어 일반주의는 여전히 PFL을 통해 세계의
근본적 실재를 포착할 수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실재론적이다.
즉 세계의 실재에 관한 실질적인 주장이 가능하다는 존재론적 실재론을 만약 견지하고자
할 경우, 허무론 및 일반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은 위와 같은 반-존재론적 문제제기가 존재
론 일반으로 확대되는 것을 적절히 차단한다는 점에서 허쉬 같은 반실재론자에 맞서 실재
론을 방어하는데 매력적인 선택지가 된다.

2.4.3. 일반 과학·물리학의 철학과 존재적 구조적 실재론
존재적 구조적 실재론(ontic structural realism; 이하 “OSR”)은 과학철학, 특히 물리학
의 철학의 입장 중 하나다. 현대에 OSR은 존 워럴(John Worrall)이 제안한 구조적 실재
론(이하 “SR”)의 일종으로 여겨진다(Worrall 1989).43

SR이 제안된 주된 동기는 과학적 실재론에 대한 고전적 반론 중 하나인 이론적 용어의
의미 변동에 관한 비관주의적 메타-귀납(pessimistic meta-induction)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현재는 거짓이라고 밝혀진 과거의 과학 이론에서 등장하는 이론적 용어들 , 예를
들어 "플로지스톤", "열소" 등은 물리적 사물에 대한 지시에 실패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44
43 워럴은 SR의 연원이 앙리 푸앵카레(Henri Poincaré)의 『과학과 가설(La Science et
L'Hypothése)』에 있다고 소개한다. 그리고 Gower (2000)에 따르면 SR의 단초는 논리 실증주
의자 및 버트런드 러셀 등의 저작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에른스트 카시러(Ernst
Cassirer)는 『현대 물리학에서의 결정론과 비결정론(Determinismus und Indeterminismus in
der modernen Physik)』 같은 저작에서 이미 OSR의 효시에 해당하는 입장을 제기했다고 알
려져있다.
44 문제를 극복하는 한 가지 방법은 인과적 지시 이론을 쓰거나, 혹은 과학 이론의 본질적 부분
과 비본질적 부분을 나눠서 오직 전자만이 새로운 과학 이론에 계승된다고 보는 것이다. 즉
이런 방식에 따르면 과거의 이론적 용어도 물리적 사물을 가리킨다고 처리할 수 있다. 구조
적 실재론자는 이러한 전략의 귀결대로 “에테르”가 사실은 양자장을 가리켰다고 보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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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플로지스톤, 열소 등은 물질 세계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거의 과학 또한 현대
의 과학 못지않게 당대에는 경험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즉 현 시점에서는 경험
적으로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현대의 과학 이론보다도 발전된 과학 이론이 미래에 출현할
수 있다고 귀납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거 과학 이론의 이론적 용어가 그랬던
것처럼 현대의 이론적 용어 또한 물리적 사물에 대한 지시가 실패할 수 있다는 점이 도출
된다. 이는 곧 현대의 과학 이론이 실재에 대한 '근사적 참'조차 되기 힘들다는 점을 함축
하며, 따라서 과학적 실재론에 대한 반대 논거가 된다 (e.g. Laudan 1981).

SR에서는 현재 과학 이론의 용어들이 곧 지시에 실패하는 것으로 밝혀질 수 있음을 인정
한다. 즉 현재 과학 이론은 자연 현상의 본성(nature)을 포착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과학 이론이 실재에 대한 참과 무관하다는 점은 함축되지 않는다 . 왜냐면
SR에 따르면 현대 과학 이론의 구조는 자연 현상의 구조 (structure)를 포착할 수 있기 때
문이다.
SR 옹호자들이 드는 고전적 예시는 오귀스탱 장 프레넬(Augustin-Jean Fresnel)의 광
학 이론이다. 프레넬의 광학 이론은 빛의 본성을 파악하지 못했다. 왜냐면 빛의 매질로 에
테르를 상정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레넬 이론은 빛의 구조를 근사적으로나
마 포착하는데 성공했다. 이를테면 프레넬 방정식을 이후 출현한 맥스웰 광학과 비교할 경
우, 후자는 에테르의 진동 대신 전자기장을 도입하다는 점을 제외하면 그 수학적 구조에선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워럴은 다음과 같이 진단한다:
거칠게 말해서 프레넬이 빛의 본성을 완전히 잘못 짚었다고 말하는 것은 옳은 것으로 보이지
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론이 경험적인 예측적 성공을 거둔 것은 전혀 기적이 아니다 ;
기적이 아닌 까닭은 이후 과학에 따르면 프레넬의 이론이 올바른 구조를 빛에 귀속시켰기 때
문이다 (Worrall 1989, 117)45
즉 이처럼 과학 이론은 자연 세계의 구조를 포착하며, 이런 성과는 이론 변동 과정에서도
보존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비관주의적 메타-귀납 논변은 SR엔 유효하지 않으며,
곧 과학 이론이 실재의 구조를 나타낸다는 실재론은 정당화될 수 있다.

SR은 통상 OSR과 인식적 구조적 실재론(epistemic structural realism; 이하 “ESR”)
으로 구분된다. ESR에 따르면 우리가 오직 과학 이론을 통해 세계의 구조만을 알 수 있다
는 것이 곧 세계에 구조만이 있음을 함축하지는 않는다 . 우리가 그 본성을 아는 것이 불가
능한 모종의 사물 자체가 보다 근본적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ESR에서는 과학 이
합당하지 못하다고 진단한다(Ladyman and Ross 2007, 85–92)
45 Ladyman and Ross (2007, 94–95)는 비슷하게 고전역학의 구조가 각각 특수 상대론과 양자
역학의 구조로 '이어지는' 사례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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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을 램지화(Ramsify)함으로써 포착되는 구조에 더하여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재적 속성
을 갖는 개별적 존재자들이 세계에 있음을 부정하지 않는다 . 하지만 ESR은 결국 경험적
적합성(empirical adequacy) 이상을 포착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반실재론과 다를 바가 없
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왜냐면 경험 자료를 바탕으로 램지화 방식을 취함으로써 어떤 '구
조'가 밝혀졌다고 할 때, 해당 구조는 특정한 농도(cardinality)를 가질 뿐인 임의의 사물
집합에 부합하기 때문이다(Newman 1928; Demopoulos and Friedman 1985).

OSR은 이러한 문제를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으로 여겨진다 . 대표적
인 OSR 옹호자인 제임스 래디먼(James Ladyman)은 ESR에 대비하여 OSR의 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ESR에 대한 투박한 규정은 곧 '우리가 아는 것은 오직 사물 간의 관계의 구조일 뿐 그 사물
자체가 아니다'라는 주장이다. 그에 대응하는 OSR에 대한 투박한 규정은 ''사물'이라는 것
은 없으며 오직 구조만이 있을 뿐이다'라는 주장이다 (Ladyman 2016, sec. 4).
OSR에서는 '관측불가능한 근본적 사물'을 제거함으로써 ESR의 난점을 피한다. 즉 SR
의 목표가 성취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이론적 용어의 지시 대상을 배제하는 OSR만이
성공적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OSR 옹호자에 따르면 이런 일반 과학철학 뿐 아니라 OSR은 물리학의 철학에서
도 강한 설득력을 갖는다. 왜냐면 양자역학 같은 미시적 차원에서의 입자들은 전통적인 개
별자로 볼 수 없는 것 같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스티븐 프렌치(Steven French)는 입자를
개별자로 봐야할지 여부가 형이상학적으로 과소결정된다(underdetermined)고 말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양자적으로 얽힌 (보즈-아인슈타인 통계를 따르는) 기초적 보존

(boson) 입자다(예. 광자, 힉스 보존). 이들 입자는 그 모든 내재적 속성에서 일치하므로
곧 구별불가능자의 동일성을 위반하는 실제 사례로 보이기 때문이다.46 이때 한 가지 선택
지는 이들 입자들이 개별자가 아니라고 보는 '정설(the received view)'을 받아들이는 것
이며, 또 다른 선택지는 이들 입자들이 개별자이기는 하되 다만 특수한 제약을 가하는 힐
베르트 공간 내 특정 하부 공간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 두 선택지 중 어느 것이 옳은
선택지인지 여부는 과소결정되며, 곧 반실재론자들이 입자에 대한 실재론을 공격할 수 있
을만한 좋은 빌미를 제공한다. 반면 OSR에선 이러한 문제가 미연에 방지된다. 왜냐면 애
초에 개별자에 대한 존재론적 개입을 피하기 때문이다(Frigg and Votsis 2011, sec. 4.2;
46 Saunders (2006)는 파울리 배타 원리를 따르는 페르미온의 경우, 마치 블랙의 우주처럼 두
입자가 어떤 비재귀적 관계를 맺는다는 점에서 약한 구별가능성(weak discernability)이 성립
하므로(Quine 1976b), 여전히 입자를 사물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반론을 펼친다.
그에 대한 반대 논변으로는 Leitgeb and Ladyman (2007) 및 Ladyman and Bigaj (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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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nch 2014, sec. 2.7).47
이처럼 OSR은 전통적인 '대상' 혹은 '사물'이라는 존재론적 범주를 근본적인 것으로 받아
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논제가 일반 과학철학과 물리학의 철학 모두에서 합당하다는 입장
이다. 이는 개별자를 근본적 존재론에서 배제하는 존재론적 허무론 및 일반주의의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2.2–3절에서 설명된 것처럼 허무론이나 일반주의에서는 주로 성질-배치 언어나 PFL 등
을 형식 체계로 도입하는 반면, OSR은 주로 푸앵카레와 헤르만 바일(Hermann Weyl)의
영향으로 인해 군론(group theory)에 입각하여 논해진다는 차이가 있다(Ladyman
2016, sec. 4.1). 하지만 이런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양자 간의 유사성은 일반주의자 및
OSR 이론가 본인들 또한 인지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인다 . 예를 들어 다스굽타는 일반주
의의 응용으로 OSR을 소개하며 그 존재론적 관점이 일반주의와 비슷하므로 곧 일반주의
가 OSR 옹호자들이 스스로의 견해를 발전시키는데 쓸 수 있는 “천연 자원”이라고 밝히며
(Dasgupta 2017, 17), 프렌치 또한 OSR에 입각한 스스로의 형이상학적 구상이 다스굽
타의 형이상학과 명확한 연결점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한다(French 2014, 114, n. 8).48
물론 OSR은 논쟁적인 이론이며 그 자체로 허무론 및 일반주의를 받아들여야할 논거로
볼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예를 들어 피터 루이스(Peter Lewis)는 개별자 범주를 상정
하는 것과 비상대론적 양자역학 자체는 여전히 일관적이라고 말한다. 드브로이-보옴 해
석, 역행적 인과 해석 등 양자역학에 대한 여러 유력한 해석에서 특정한 시공간적 위치를
갖는 입자는 충분히 상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P. J. Lewis 2016, 176–78). 그럼에도 불구
하고 형이상학적 근본성이 근본 물리학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가정하는 한,49 OSR이
물리학의 철학에서 논쟁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점은 허무론 및 일반주의 또한 진지하
게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47 Chakravartty (2003)는 이렇듯 입자의 사물성에 대한 '과소결정' 논변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비판한다. 왜냐면 일상적 사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과소결정성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프렌치
는 입자의 경우 그 '대상성'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점이 다르며, 더욱이 입자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일상적 사물에 비해 당초부터 현격히 차이나므로 유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반론을
제시한다(French 2014, 37–38, 55). 반면 본고의 2.4.2절 내용은 곧 일상적 사물에 대해서조
차도 과소결정성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는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48 McKenzie (2014)는 '존재론적 의존' 개념을 써서 OSR에 대한 형이상학적 정당화를 제시하
나, 상기 입장과는 달리 사물과 구조가 동등하게 근본적이라는 보다 온건한 형태의 OSR을
옹호한다.
49 e.g. 만약 “자연성(naturalness)”이 형이상학적 근본성과 같은 맥락에 있는 개념이라고 가정
한다면, D. K. Lewis (1983, 364–65)가 물리학과 근본성 혹은 자연성 간의 밀접한 관계를 주
장하는 대표적인 형이상학적 전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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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FL의 '존재론적 무죄'?
3.1. 도입
제이슨 터너는 존재론적 허무론 관련 논쟁을 말뚝(peg)과 말뚝을 엮은 고무끈

(rubberband)에 비유하여 설명한다. 말뚝이 사물들, 즉 자연어의 명사구가 가리키는 것의
비유라면, 고무끈은 그 사물이 엮이는 방식, 즉 자연어의 술어가 가리키는 것의 비유다. 터
너에 따르면 허무론자는 존재론적 구조가 이런 말뚝과 고무끈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부
정한다(Turner 2011, 5). 왜냐면 허무론자는 말뚝에 해당하는 것을 존재론에서 배제하기
때문이다.
터너는 2011년 글 「존재론적 허무론(Ontological Nihilism)」에서 허무론의 여러 가
지 형태를 고려한다(Turner 2011). 그 중 한 가지는 2.2절에서 살펴본 성질-배치 언어를
취하는 허무론이다. 버지스처럼 터너는 성질-배치 언어를 “구체적인 재서술 도식”에 적용
시킨 것이 PFL이라고 파악하며, 곧 PFL을 취하는 허무론, 즉 터너의 표현을 빌리자면 “
술어 함자어(predicate functorese)”로 기술된 허무론이 성공적인지 여부를 검토한다. 터
너가 내리는 결론은 부정적이다(33–43).

2017년에 공식적으로 출판된 글 「근본적 개체가 없어도 되는가? 아니오(Can We Do
without Fundamental Individuals? No)」에서 터너는 보다 직접적으로 PFL에 관련된
쟁점들을 논한다(Turner 2017). 터너는 해당 저작에서 함자어 일반주의와 더불어 다스굽
타가 새로이 제기한 대수적 일반주의를 집중적으로 비판한다.
본고에서는 PFL 그 자체만을 취하는 허무론 및 일반주의 , 즉 함자어 일반주의에 대한 터
너의 반론을 집중적으로 다루겠다(2011, 43–45, 2017, 31–33).50 해당 입장에 대한 터너
의 반론은 2011년과 2017년을 거쳐 일관된 것으로 보인다.51 본 절에서는 이렇듯 PFL을
통해 제시되는 허무론 혹은 일반주의가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이고자 하는 터너의 해
당 논증을 설명하겠다.
50 Turner (2017, 31)는 “함자어 일반주의(fuctorese generalism)”를 대수적 일반주의와 대조하
여 비-플라톤주의적인 존재론적 입장, 즉 속성이나 관계 또한 부정하는 유명론적인 입장으
로 규정한다. 하지만 본고에서 사용하는 “함자어 일반주의”는 반드시 그런 존재론적 입장까
지 개입하지는 않는다. 본고에서 규정하는 “함자어 일반주의”와 “대수적 일반주의” 간의 차
이는 오직 G와 PFL이라는 별개의 형식 체계가 쓰인다는 논리철학적인 차이점에 국한된다.
그리고 설령 터너의 해당 규정을 받아들인다 한들 이후 본고의 논의에 대해 갖는 함축은 미
미하다. 각주 92 참조.
51 터너의 2017년 논문은 2011년 논문에 비해 이하의 논증 3단계에 해당하는 부분이 보다 자세
하게 서술된다는 차이가 있으며, 또한 표기상의 차이 등이 있다.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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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절에서 설명한 것처럼 허무론자와 일반주의자가 PFL을 논리 체계로 취하는 까닭
은 PFL이 '존재론적으로 무죄'임이 전제되었기 때문이다. 즉 2.3절에서 소개한 근거 이론
을 틀로 삼을 경우 FOL 문장이 나타내는 사실은 개체적 사실에 근거하는 반면 , PFL 문장
이 나타내는 사실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PFL을 통해 재서술된 과학적 이론은 허무론 및
일반주의에 부합하며, 곧 허무론자 및 일반주의자는 PFL이야말로 '실재에 대한 명료한 표
상'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터너가 의심하는 바는 PFL이 '존재론적으로 무죄'라는 점이다. 만약 FOL 문장이 나타내
는 사실이 개체적 사실에 근거함에 따라 곧 FOL이 '유죄'라고 전제한다면, 그에 대응하는

PFL 문장이 나타내는 사실 또한 개체적 사실에 근거하므로 곧 PFL은 '무죄'가 될 수 없다
는 것을 보이고자 하는 것이 터너의 전략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터너가 문제를 제기하는
지점은 PFL의 오려내기 함자 c다. 왜냐면 터너가 보기에 c는 그저 “위장된 존재 양화사”
일 뿐이기 때문이다(2017, 32). 이를 보이고자 하는 터너의 논증은 나의 이해에 따르면 다
음과 같이 재구성될 수 있다.

3.2. 터너 논변
논증 1단계52: ∃의 기능 구분
터너는 FOL 언어의 존재 양화사 ∃가 갖는 의미적 기능(job)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 두
기능은 각각 “양화 자체(quantification proper)”와 “변항 속박(variable binding)”이라
고 불린다. 터너에 따르면 존재양화사의 '양화 자체' 기능이란 하나의 대상이 해당 양화사
가 지배하는 열린 식을 만족한다는 것을, 즉 “개체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2017, 32) 기
능인 반면, '변항 속박'은 존재양화사의 나머지 기능을 담당한다.
터너는 다음과 같은 직관적인 설명을 시도한다. 예를 들어 FOL 문장 “∃xFx”는 통상 자
연어 문장 “…한 무언가인 x가 있다(There is something that is an x such that …)”와
같은 뜻을 갖는 것으로 번역된다. 터너에 따르면 이때 문장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분석될
수 있다: 위 문장 가운데 표현 “무언가가 있다(There is something that)”의 뜻에 해당하
는 것이 바로 양화 자체이며, 표현 “…한 x다(is an x such that …)”에 대응하는 것이 바
로 변항 속박이다.
즉 터너에 따르면 FOL 언어의 표현 ∃의 의미는 이처럼 논리적으로 세분화된 두 가지 의
미로 분리될 수 있다.
52 터너의 2011년 논문 또한 논증을 단계별로 구분하나, 본고에서의 셈법은 터너와 일치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본고에서의 '2단계'가 터너의 2011년 논문에서의 '1단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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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증 2단계: 람다 추상 언어 Lλ 도입
터너는 FOL를 토대로 별도의 언어 Lλ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Lλ는 문법 및 의미론상

FOL 언어와 모든 면에서 동일하되, 다만 논리상항 목록 가운데 ∃가 빠지고 그 대신에 두
기호 ∃p와 λ가 추가된다. ∃p와 λ는 FOL에서 ∃가 담당했던 두 기능을 각각 나누어서 담
당한다. 이때 ∃p가 담당하는 것이 양화 자체이며, λ이 담당하는 것이 변항 속박이다.
즉 ∃p의 의미는 상술한 것처럼 그 자체로 “무언가가 있다”에 대응하며 , 자유변항이 1개
인 열린 식과 결합할 때 닫힌 식을 형성할 수 있다 . 그리고 이때 λ는 표준적인 람다 추상
기호인 λ과 같다. 즉 λ는 임의의 열린 식을 논항으로 받아 복합 술어를 형성하는 연산자이
며, 이때 복합 술어의 외연은 그 열린 식을 만족시키는 대상들의 집합이다 (Gamut 1991,

102–8 참조).
편의상 문장 ⌜φ⌝가 나타내는 사실을 φ라고 하자.53 2.1절 논의를 전제한다면 양화사가 포
함된 FOL 문장은 '존재론적으로 유죄'다. 즉 2.3절의 근거 이론적 형식화에 따르면 FOL
문장이 나타내는 사실은 모종의 개체적 사실에 근거한다. 그렇다면 임의의 FOL 문장 “
∃xFx”가 표현하는 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근거 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xFx는 Fa에 근거한다.

Fa는 임의의 근본적인 개체적 사실에 해당한다 . 상술한 바처럼 Fa는 문장 “Fa”가 나타
내는 사실이다. 이때 Fa가 개체적 사실인 까닭은 2.3절에서 밝힌 바처럼 개체적 사실을
나타내는 문장의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a 같은 개체상항을 포함하는 원자 문장이기 때문
이다. 즉 임의의 사실이 Fa에 근거한다는 것은 곧 해당 사실을 나타내는 문장이 '유죄'임
을 뜻하는 지표라고 볼 수 있다.
만약 FOL 문장이 이처럼 '유죄'라면 Lλ 문장은 어떨까? 터너는 위 근거 관계로부터 Lλ
문장 “∃pλxFx”이 나타내는 사실에 관해 다음 근거 관계가 성립한다는 점이 타당하게 추
론되며, 그러한 추론이 “명백할 것(It should be clear that)”이라고 말한다(2017, 32):
∃pλxFx는 Fa에 근거한다.
터너는 이러한 추론에 대한 명시적인 설명을 제시하지 않는다 . 하지만 나의 분석이 맞다
면 해당 추론은 다음과 같은 논변을 통해 정당화될 수 있다:
터너는 “기능”이라는 개념어에 관해서 더 자세한 설명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 언어 Lλ에서
53 Rosen (2010)의 표기 방식에 따르면 문장 φ가 나타내는 사실은 [φ]로 표기된다. 즉 본고에서
⌜φ⌝와 φ라고 각각 표기하는 것은 Rosen의 φ, [φ]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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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와 λ이 결합한 문자열 “∃pλ”의 기능이 있다면 그 기능은 FOL에서 ∃의 기능과 동일
하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왜냐면 ∃p와 λ 각각의 기능은 ∃의 기능이 분리된 것이기 때
문이다. 더불어 Lλ의 정의에 의해 ∃, ∃p, λ을 제외한 FOL과 Lλ 간의 모든 문법 및 의미론
적 규정은 동일하므로, 문장 “∃xFx”와 “∃pλxFx” 역시 '∃'가 '∃pλ'로 대체된 점만을 제외
하면 다른 모든 부분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두 문장 “∃xFx”와 “∃pλxFx”
간의 관계를 두고 편의상 “두 문장이 동의적”이라고 부르자.54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암묵적 전제를 취할 경우 상기 추론은 정당화된다.

(전제1): 만약 두 문장이 동의적이라면, 두 문장이 각각 나타내는 사실은 근거 또한 같다.
두 사실 φ와 ψ의 “근거가 같다”는 것은 임의의 사실 χ에 관하여 φ가 χ에 근거하는지 여
부가 ψ가 χ에 근거하는지 여부와 일치한다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즉 ∃xFx와
∃pλxFx의 근거가 같다면, 이들 각각이 Fa에 근거하는지 여부 또한 일치한다.
만약 앞에서 규정한 “동의적”이 통상적인 “동의성(synonymy)”의 쓰임새와 비슷한 개념
이라면 (전제1)은 적어도 직관적으로는 받아들일만한 것 같다. 예를 들어 두 자연어 문장
인 “내 앞에 산이 있다”와 “There is a mountain in front of me” 은 통상 한국어와 영어
라는 다른 언어에 속하는 동의적인 두 문장이라고 여겨진다 . 두 문장 모두 세계의 유의미
한 사실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음을 가정할 때, 이들 사실이 근거가 다르다고 보는 것
은 반직관적인 것 같다. 이는 마치 한국어로 된 과학 교과서와 영어로 된 과학 교과서 각각
에 등장하는 문장들이 나타내는 사실의 설명적 토대가 다르다는 입장에 개입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까닭에서 (전제1)을 통해 상기 근거 관계를 받아들일 경우, 곧 임의의

FOL 문장 “∃xFx”이 '유죄'라는 점으로부터 그와 동의적인 Lλ 문장 “∃pλxFx” 또한 '유
죄'라는 점, 즉 사실 ∃pλxFx이 개체적 사실 Fa에 근거한다는 점을 도출시키는 것은 타당
하다.

54 이때 '동의성'은 '번역가능성'과 독립적이다. '번역가능성'은 번역 절차의 유무에 의해 주어지
는 특성이므로 두 문장의 동의성이 기초적으로 상정된 경우 이는 반드시 번역가능성을 함축
하지는 않는다. 역으로 '번역가능성'이 '동의성'을 함축한다고 미리 가정해버린다면 PFLFOL 간 번역 절차와 (전제1)에 의해 PFL이 무죄라는 귀결이 사소하게 도출되므로 논점 선
취가 된다. 그런 면에서 현 논의의 쟁점은 곧 PFL-FOL 번역 절차가 각 언어로 기술된 과학
이론의 경험적 적합성을 보존하는 것을 넘어 그 존재론적 개입 혹은 근거까지 보존하는지
여부에 해당한다: 터너 논변은 번역 절차가 존재론적 개입 혹은 근거를 보존한다는 입장을
보이고자 하는 반면, 함자어 일반주의는 해당 입장에 반대한다. 제5회 Seoul Philosophy
Graduate Conference 및 제15회 Asian Logic Conference에서 해당 논점을 보다 명시화하는
데 도움을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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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증 3단계: λ의 무죄와 언어 LF 도입
상기한 바처럼 FOL의 ∃ 및 그와 기능이 같은 Lλ의 ∃pλ는 '유죄'라고 할 경우, 두 구성
기능이 분리된 Lλ의 기호 ∃p와 λ은 각각 어떤가? 터너에 따르면 둘 중 λ는 무죄이며 오직
∃p만이 유죄이다. 상기 비유를 다시 취하자면, 람다 추상은 “단일한 고무줄 구조를 골라
낼” 뿐이며, “λ는 고무줄 구조를 그 어떤 말뚝에도 결속시키지 않는다”(Turner 2011,

15). 예컨대 람다 추상 언어 적형식 “λx(Fx∧Gx)”은 그 자체로는 술어일 뿐이며 양화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여겨진다.
즉 터너의 판단에 따르면 ∃의 두 기능 가운데 변항 속박은 '무죄'다. 곧 임의의 언어가 변
항 속박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만 가정할 경우, 그 언어가 '무죄'라고 상정하는 것은 일관적
이다. 터너는 '존재론적으로 무죄'라고 가정된 PFL 언어에도 실제로 이러한 변항 속박 기
능을 발휘하는 문법이 갖추어져 있다고 가정한다. 즉 복합 술어를 형성하는데 Lλ의 λ 대신

PFL의 해당 문법을 차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터너는 언어 LF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55 LF는 Lλ에서 λ 및 그와 관련된
문법이 제외되는 대신 PFL에서 c를 제외한 다른 모든 함자 및 그에 관한 문법과 의미론이
도입됨으로써 구성된다. 이는 곧 LF가 c만 제외하면 PFL과 문법 및 의미론에서 일치한다
는 규정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즉 PFL에서 c가 변항 속박 기능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가정됨에 따라, LF는 PFL에서 변항 속박 기능을 발휘하는 문법을 차용한다. 또한 PFL에
선 복합 술어 구축이 술어 함자들에 의해 직접 이루어지므로 , λ 같은 별도의 기호가 표면
문법 상 등장하는 Lλ와 달리 LF에서는 변항 속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별도의 기호가
노출되지 않다. 그리고 양화 자체를 맡는 ∃p는 LF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 예를 들어
“F&G”는 언어 LF의 적형식이며, 언어 Lλ의 표현 “λx(Fx∧Gx)”와 동일하게 연언적인 복
합 1항 술어에 해당한다.
즉 Lλ 표현 “λxFx”와 LF 표현 “F”는 1항 술어이며, 이들 각각에 양화 자체 기호 ∃p가 부
착된 문자열 “∃pλxFx”와 “∃pF”는 각각 Lλ과 LF의 문장이다. 이들 두 문장은 논증 2단계
에서 정의한 기준에서 '동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면 “∃pλxFx”의 모든 구성 요소와
같은 기능을 갖는 요소가 “∃pF”에도 있으며, 그 역 또한 성립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논
증 2단계의 결론으로부터 (전제1)에 의해 다음 근거 관계가 도출된다:
∃pF는 Fa에 근거한다
즉 LF의 문장이 나타내는 사실 또한 FOL 및 Lλ 문장과 마찬가지로 개체적 사실에 근거
55 Turner (2017)에서는 'L∃p'라는 표현을 쓰나, 본고에서는 편의상 대신 'LF'라는 표현을 취하겠
다.

48

한다는 터너의 판단은 위 방식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다. 따라서 LF 또한 '존재론적으로 유
죄'라는 것이 논증 3단계의 소결이다.

논증 4단계: LF–PFL 간 대응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정의된 언어 Lλ과 LF은 모두 통사적으로는 FOL 언어와 명백히
차이가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의의 FOL 문장은 특정한 Lλ 및 LF 문장과 상기 정의
한 의미에서 동의적이다. 따라서 이들은 모두 '존재론적으로 유죄'이며, 곧 개체적 사실에
근거한다.
그런데 위와 같이 정의된 LF는 PFL 언어와 매우 흡사해보인다. 요컨대 LF와 PFL의 차이
는 LF 문장에서 ∃p가 등장하는 경우 오직 그 경우에 그에 대응하는 PFL 문장에서는 오려
내기 함자 c가 등장한다는 점 뿐이다. 예를 들어 “∃pF”와 “cF”는 오직 ‘∃p’를 ‘c’로 대체
했다는 점에서만 다른 것 같다. 즉 LF와 PFL의 차이란 어쩌면 그저 표기상의 문제에 불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 이러한 문제의식은 터너의 다음과 같은 언급을
통해 잘 드러난다:
개체주의자들은 [LF] 문장을 그 문장에서 ‘∃P’ 를 ‘c’로 교체한 [PFL] 문장을 함자어 일반
주의자가 승인하는 바로 그 때에 승인(assent)할 것이다 (Turner 2017, 32–33)
터너는 이러한 주장에 대한 별도의 논증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내가 이해한 것이 맞다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한 논증을 통해 옹호될
수 있다:

PFL 문장 “cF”와 FOL 문장 “∃xFx” 간에는 1.2절에서 제시된바 확립된 번역 절차가
성립한다. 그리고 FOL 문장 “∃xFx”은 Lλ 문장 “∃pλxFx” 및 LF 문장 “∃pF”과 '동의
적'이라는 점이 본 논증의 2–3단계를 통해 수립되었다. 이처럼 문장들 간에 확립된 번역
절차가 성립하거나 혹은 '동의적'인 경우, 이들 문장들 간에는 '대응' 관계가 성립한다고 정
의하자. 이때 '대응' 관계는 대칭적(symmetrical)인 동시에 이행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
다. 그렇다면 PFL 문장 “cF”는 곧 LF 문장 “∃pF”과 대응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대응 관계를 정의할 경우 터너는 다음과 같은 암묵적 전제에도 개입하는 것처럼
보인다:

(전제2): 만약 언어 A의 문장 a와 언어 B의 문장 b가 대응한다면, 임의의 상황에서 a에 대
한 A-화자의 승인 여부와 b에 대한 B-화자의 승인 여부는 일치한다.
(전제2)에 따르면 LF 문장 “∃pF”과 PFL 문장 “cF”에 대한 LF 화자와 PFL 언어 화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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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여부는 같다. 이러한 귀결이 뜻하는 바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 세계를 설명하는 어떤
과학 이론이 있다고 해보자. 해당 이론을 FOL로 재서술한 내용에 “∃xFx”가 포함될 경
우 오직 그 경우에 그 이론에 대한 PFL 재서술본에서는 문장 “cF”가 포함된다. 해당 이론
을 받아들이는 두 과학자 가운데 한 사람은 개체주의자고 또 한 사람은 일반주의자라고 해
보자. 이때 전자는 “∃xFx”를 승인하는 반면 후자는 “cF”를 승인할 것이라는 것이 위 귀
결이 함축하는 바다.
즉 (전제2)를 받아들일 경우 LF와 PFL 문장의 승인 여부에 대한 터너의 주장은 정당화된
다. 다음 단계에서 보이겠지만 이는 LF와 PFL에서 존재론적 함축을 끌어낼 단서가 된다.

논증 5단계: 원리 (*)와 근거 이론적 귀결
논증 4단계를 통해 도출된 바는 일련의 LF와 PFL 문장 쌍에 대하여 각 언어 화자의 승인
여부가 일치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가 LF와 PFL의 의미론적 특성에 관해 갖는 함의
는 무엇인가?
어휘 α1과 α2가 각각 언어 Λ1와 Λ2의 표현에 해당하며, 언어 Λ1와 Λ2가 α1과 α2를 제외
한 다른 모든 측면에서 같은 문법 및 의미론을 가질 경우 , α1과 α2가 Λ1와 Λ2에서 '조건

(ㄱ)'을 만족시킨다고 하자. 그렇다면 c와 ∃p는 PFL과 LF에서 조건 (ㄱ)을 만족시킨다.
왜냐면 논증 3단계에서 LF는 c를 제외한 모든 PFL의 함자 및 그 문법을 도입하는 것으로
정의되었으며, 또한 PFL의 일반 술어 목록은 FOL 및 LF와 같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휘 α1을 포함하는 임의의 Λ1 문장에 대한 Λ1 화자의 승인 여부와 α1을 α2로 교
체했을 뿐인 Λ2 문장에 대한 Λ2 화자의 승인 여부가 일치할 경우, α1과 α2가 Λ1와 Λ2에서

'조건 (ㄴ)'을 만족시킨다고 하자. 그렇다면 c와 ∃p는 PFL과 LF에서 조건 (ㄴ)을 만족시
킨다. 이는 바로 논증 4단계에서 (전제2)를 통해 보인 소결이다.
그리고 c와 ∃p가 PFL과 LF에서 조건 (ㄱ)과 (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을 두고 편의상 c
와 ∃p가 PFL과 LF에서 그 “쓰임새가 구조적으로 일치한다”고 부르자. 왜냐하면 이때 언
어 LF에서 ∃p의 쓰임새와 PFL에서 c의 쓰임새는 매한가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기 때
문이다.
당초 제시된 함자어 일반주의자의 입장에 따르면 ∃p와 c가 LF와 PFL에서 그 쓰임새가
구조적으로 일치한다고 한들, 여전히 그 표현들이 들어간 문장의 '유/무죄' 여부는 다르다
고 봐야 한다. 왜냐면 이들 문장은 여전히 직관적으로 모종의 의미상의 차이를 갖는 것 같
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체주의자는 “∃pF”는 승인하지만 “cF”는 승인하지 않을
것이며, 그 반면에 일반주의자는 “cF”는 승인하지만 “∃pF”는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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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터너는 이러한 주장이 “극도로 그럴듯한(extremely plausible)” 다음과 같은 원리

(*)에 비추어볼 때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2017, 32):
(*): 만약 언어 L1과 L2가 모든 용어가 같되 다만 L2에 β가 놓이는 자리에 L1에선 α가 놓이
며, 두 언어가 공유하는 모든 용어의 해석(interpretation)이 일치하고, 또 만약 L1 화자가
α가 들어간 어떤 문장을 승인하는 때 바로 그 때에(when and only when) L2 화자는 α가
β로 대체된 그 대응하는 문장을 승인하고, 또 그 역도 성립한다면, α와 β는 같은 해석을 갖
는다 (Turner 2017, 33).56
원리 (*)의 전건은 실질적으로 조건 (ㄱ)과 (ㄴ)의 연언과 동치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
만약 언어 L1과 L2가 […] 모든 용어의 해석이 일치하고”까지는 조건 (ㄱ), “또 만약 L1 화
자가 […] 또 그 역도 성립한다면”까지는 조건 (ㄴ)에 대응한다. 즉 (*)에서 L1과 L2를 각
각 LF과 PFL, 그리고 α와 β를 각각 ∃p와 c로 대치할 경우, c와 ∃p는 PFL과 LF에서 그
쓰임새가 구조적으로 일치하므로 곧 원리 (*)의 전건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
다면 이로부터 ∃p와 c가 “같은 해석을 갖는다”는 귀결이 도출된다.57
이때 터너는 원리 (*)의 이해에 관하여 몇 가지 단서를 단다. 첫 번째로 (*)에서 “화자가
… 문장을 승인하는 때 바로 그 때에”라는 규정은 성향 (disposition)적으로 이해되어야 한
다. 따라서 두 화자의 말 쓰임새가 외연적으로 우연히 겹치는 경우는 (*)의 전건을 만족시
키지 못한다. 두 번째로 두 표현이 “같은 해석을 갖는다”는 말은 두 표현이 '성긴 의미'에서
같다는 점, 즉 내포적으로 동치(intensionally equivalent)라는 점만을 보장한다. 즉 이른
바 '초내포적(hyperintensional)'인 의미차, 예컨대 모든 가능세계에서 그 외연이 같다고
여겨지는 일반 명사 “삼변형”과 “삼각형” 간의 의미차 등은 반영할 수 없다 (2011, 19).58
이때 두 번째 단서는 특히 합당하다. 왜냐면 두 표현의 쓰임새가 구조적으로 일치한다는
조건은 오직 두 표현이 쓰이는 문장들이 승인되는 가능한 상황이 같다는 점만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터너는 상기 귀결에 반발하여 “나는 'c'라는 표현을 쓸 때 '∃p'와 다른 것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그저 강변하는 것은 온당한 반론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왜냐면 원리 (*)는 화자들
56 Turner (2011, 17)에서도 원리 (*)는 거의 같되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만약 (α와 β를 제외
한) 모든 어휘들이 L1 과 L2에서 동일하게 해석되고, L1 화자가 φα를 발화하는 상황 오직 그
상황에서만 L2 화자가 φβ를 발화한다면, α와 β 또한 같은 해석을 갖는다.”
57 Turner (2011, 45)에서는 오직 1항 술어만이 고려가 될 때엔 위 추론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고려된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해당 문제는 다루지 않겠다.
58 다만 이때 지표사 같은 맥락–민감적 표현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이때 “같은 해석을 갖는다”
의 의미란 카플란 의미론에서의 “같은 특성(character)을 갖는다”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터너
는 언급한다(Turner 2011, n. 18). 하지만 터너가 언급하듯 이는 향후 논의에서 큰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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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해당 표현들에 대해 어떤 생각을 품는지와는 상관없이 “[화자의] 주장이 합당한지
를 결정하는 지침을 제공해주어야만 하기” 때문이다(Turner 2011, n. 17). 예를 들어 화
자의 모든 가능한 언어 사용을 망라하여 관찰하는 이상적 해석자(ideal interpreter)을 상
정해보자. 어느 정도 분별 있는 자비의 원칙을 적용하는 한 이상적 해석자는 'c'가 '∃p'와 다
른 해석을 가진다고 볼 여지, 즉 내포적으로 다르다고 볼 여지가 전무하다 . 만약 두 표현이
다른 해석을 갖는다고 볼 경우, 두 언어 화자 가운데 한 쪽은 근본적으로 거짓인 주장들을
승인한다는 자비롭지 못한 귀결을 낳기 때문이다(2011, 20).
이처럼 ∃p와 c가 같은 해석을 갖는다고 할 경우, 곧 LF 문장 “∃pF”와 PFL 문장 “cF” 간
의 차이는 '표기의 차이'에 불과하다는 당초의 의혹은 상당 부분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있
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근거 이론 상의 개념들은 등장하지 않았다. 따라서 보다 진전된 근
거 이론적 귀결을 끌어내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전제가 필요하다.

(전제3): 상호 대응하는 임의의 두 문장의 통사적 구조가 일치하며, 각 문장을 구성하는 어
휘의 해석이 그 어휘에 문장 구조 상 대응하는 다른 문장의 어휘의 해석과 서로 일치할 경우,
두 문장이 나타내는 사실은 근거가 같다.
임의의 LF 문장과 ∃p를 c로 교체했을 뿐인 PFL 문장은 (전제3)을 만족시킨다. “∃pF”와
“cF”는 그 단적인 예시다. 그렇다면 이로부터 “∃pF”와 “cF”가 각각 나타내는 사실이 근
거가 같다는 점이 도출된다. 그런데 논증 3단계의 소결이 “∃pF”가 '유죄'라는 점이었으므
로, 곧 터너가 다음과 같은 근거 관계를 도출해내는 것이 정당화된다:

cF는 Fa에 근거한다
즉 “cF”는 '유죄'다. 이러한 귀결은 ∃가 '존재론적으로 유죄'였다는 당초의 전제와 세 가
지 암묵적 전제들로부터 c 또한 '존재론적으로 유죄'라는 역설적인 결론이 도출됨을 보여
준다. 해당 논변은 존재론적 허무론 혹은 일반주의 자체에 대한 반론은 아니다. 하지만 만
약 해당 논증이 건전하여 PFL이 '유죄'라는게 맞다면, 이는 곧 허무론자 및 일반주의자가
더 이상 PFL에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2.2–3절에서 주장한 것처럼

PFL을 통하여 허무론 혹은 일반주의와 일관적인 세계에 대한 설명력 있는 이론을 제시할
수 있다는 주장은 더 이상 견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는 함자어 일반주의에 대한 결정적인
반론이 된다. 본 논변을 편의상 “터너 논변”이라고 부르겠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이러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음을 보이고자 한다 . 왜냐면
터너 논변에 대한 몇 가지 반론이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 본고에서 제시할 반론은 크
게 두 갈래로 나뉜다. 첫 번째로 본고에서는 터너 논변의 진행 과정에서 원리 (*)의 적용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논할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원리 (*)의 중의적인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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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고에서는 터너 논변에서 핵심적인 원리 (*)를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고, 각 해석마다
중대한 난점이 빚어짐을 지적하고자 한다[4절]. 두 번째로 본고에서는 원리 (*) 자체가 일
반주의 논제와 맺는 관계를 검토하고, 그 내용 자체 혹은 최소한 변증법의 측면에서 원리

(*)에 호소하는 것이 질주의 혹은 일반주의에 대한 논박과 긴장 관계를 이룬다는 논변을
제시하겠다[5절]. 만약 나의 반론이 성공한다면 PFL이 '무죄'가 될 수 없다는 터너 논변의
결론은 부적합한 것이라는 점을 밝힐 수 있으며, 곧 함자어 일반주의는 구제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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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터너 논변에 대한 반론 (1): 딜레마 논증
3절에서는 FOL이 '존재론적으로 유죄'라는 전제로부터 PFL 또한 '유죄'라는 점이 도출
된다는 터너 논변을 살펴보았다. 터너 논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조건문 형태로 제시된 원리 (*)였다. 원리 (*)를 통한 터너 논변의 골자는 두 표현
의 쓰임새가 구조적으로 일치할 경우 , 그 두 표현이 '유/무죄' 여부에서 차이를 낳을 수 없
다는 것이다.
조건문의 의미 상 PFL이 '유죄'라는 결론이 도출되기 위해서는 원리 (*)의 전건, 즉 FOL
의 존재 양화사 ∃에서 파생된 언어 LF의 ∃p가 PFL 언어의 오려내기 함자 c와 쓰임새가
구조적으로 일치해야 한다는 조건이 만족되어야만 한다 . 본 절 논의의 출발점은 해당 사안
과 관련하여 원리 (*)의 규정 가운데 모호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보다 명확히 밝혀야 한
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원리 (*)를 적용함에 있어 '승인 일치 여부를 고려해야 하
는 문장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문제다. 이는 일견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면 고려해야 하는 문장의 범위는 단지 LF (혹은 FOL)와 PFL의 문장으로 한
정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3절에서 언급된 (*)의 역할 및 그 귀결을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은 부적합한 귀결을 낳는다[4.1절]. 따라서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하는 문장의 범위를 더욱 넓혀야 하며, 예컨대 근거 이론의 어휘를 포함하는 문
장들까지 고려한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경우 원리 (*)의
전건이 더 이상 만족되지 않으므로 터너 논변이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희박해진다 [4.2절].
터너는 이처럼 근거 이론적 어휘를 고려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는 시
각이 '반칙'이라는 독립적인 논증을 제시하지만, 본고에서는 이러한 터너의 반론 또한 여
전히 난점을 갖는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4.3절].
이렇듯 본 절에서 제시하는 논증이 옳다면 터너 논변은 두 가지 가능한 해석 모두에서 중
대한 문제점에 봉착하므로 딜레마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이하 본 절에서 제시할 논증을 “
딜레마 논증”이라고 부르겠다.

4.1. 원리 (*)에 대한 '좁은 해석'
원리 (*)의 전건 가운데 조건 (ㄴ)에 대응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두 문장 φ와 ψ가 오
직 φ엔 표현 α가 들어갈 때 ψ에선 바로 그 자리에 β가 들어간다는 것만 말고는 같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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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와 β를 각각 어휘부에 포함하며 다른 모든 면에서 같은 두 언어 L1과 L2의 화자들이 두
문장 φ와 ψ에 대해 각각 내리는 승인 여부가 항상 일치한다.' 예를 들어 LF 문장 “∃pF”와
PFL 문장 “cF”는 승인 여부가 일치하므로 위 조건에 부합하는 것 같다.
하지만 해당 대목은 조건 (ㄴ)에 비하여 두 문장 φ와 ψ이 만족시켜야 하는 충분조건,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φ와 ψ를 구성하는 어휘들의 종류에 대한 규정을 확정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한 가지 명시된 필요조건은 φ와 ψ가 각각 L1과 L2의 어휘부에 속한 표현 α와 β를
포함해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φ와 ψ를 구성하는 나머지 어휘들, 즉 φ와 ψ가 공유하는
어휘들에 대한 제한은 명시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승인 여부가 일치한다고 여겨지는 예시
“∃pF”와 “cF”의 경우, 술어 F가 어째서 대상 문장들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는지에 관
한 해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직관적인 대답은 φ와 ψ를 구성하는 나머지 어휘들 또한 각각 L1과 L2의 어휘부에 포함되
는 동시에 φ와 ψ가 L1과 L2의 문법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 즉 φ와 ψ의 값은 L1과 L2
의 문장들로 한정된다. 따라서 원리 (*)의 전건이 만족되는지를 살피기 위해 그 승인 여부
일치를 고려해야 하는 문장들의 범위는 오직 언어 L1과 L2의 문장들로만 국한된다. 이러
한 대답이 직관적인 까닭은 φ와 ψ에 대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화자들이 각각 언어 L1과

L2의 화자들로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이들 화자들은
순수한 L1과 L2의 문장들 외에 다른 문장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원리 (*)에 대한 본 해석을 '좁은 범위의 문장들만을 고려한다'는 의미에서 편의상 “좁은
해석”이라고 부르자. 그렇다면 현재 고려하는 사안인 LF의 ∃p와 PFL의 c는 좁은 해석 상

(*)의 전건을 만족시키는가? 보다 구체적으로는 ∃p가 포함되는 임의의 LF 문장과 해당
문장에서 오직 ∃p를 c로 교체했을 뿐인 PFL 언어 문장 간에는 항상 승인 여부가 일치하
는가?
그 승인 여부가 일치한다고 볼 합당한 논거가 있다 . 왜냐면 3절의 논증 5단계에서 보인
바대로 ∃p와 c는 LF와 PFL에서 조건 (ㄴ)을 만족시키기 때문이다. 해당 대목의 논의를
다시 간략하게 옮겨보자. 임의의 c가 포함되는 PFL 문장과 어떤 ∃가 포함되는 FOL 문
장 간에는 확립된 번역 절차가 성립하며, FOL 문장과 Lλ 문장, LF 문장 간에는 동의성이
성립한다. 따라서 이들 문장 간에는 '대응' 관계가 성립하며, 곧 (전제2)를 받아들이는 한
임의의 PFL 문장과 그에 '대응'하는 어떤 LF 문장 간에는 승인 여부가 일치한다는 귀결이
도출된다. 더불어 ∃p와 c를 제외한 LF와 PFL 언어의 나머지 모든 어휘들은 일치한다고
가정되었다는 점에서 ∃p와 c는 LF와 PFL에서 조건 (ㄱ) 또한 만족시키므로 곧 그 쓰임새
가 구조적으로 일치하게 된다. 이처럼 원리 (*)의 전건이 만족되면 (전제3)에 의해 ∃p와

c가 모두 '존재론적으로 유죄'라는 당초 터너 논변의 결론이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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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좁은 해석'에 의거할 경우, 원리 (*)는 지나치게 '느슨해진다'. 즉 좁은 해
석에 따르면 원리 (*)는 부적합한 사례들까지 용인하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는 터너가 자인하듯 원리 (*)가 '성기다는' 점, 즉 내포적 동치 이상을 포착하지 못한
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존재론적 유죄/무죄'를 둔 현 논의에서 터너를 비롯한 논의자들이 공통적으로 받아들이
고 있는 틀은 사실을 관계항으로 상정한 형이상학적 근거 이론이다 . 2.3절에서 약술한 것
처럼 근거 이론에서 포착하고자 하는 바는 한국어 표현 “때문에” 등으로 흔히 표현하는 사
실 간의 설명적 비대칭성 혹은 의존 관계다. 예를 들어 근거 이론에 입각할 경우 마음에 관
한 물리주의는 통상 '마음에 관한 사실이 물리적 사실 때문에 성립한다'는 논제로 형식화
된다(Bliss and Trogdon 2016, sec. 6.1 참조).
한때 이러한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쓰였던 대표적인 도구는 양상적 혹은 내포적 개념인

'수반'이다(e.g. Kim 2010, sec. 1.3). 요컨대 어떤 한 사실이 성립할 때 다른 한 사실도
필연적으로 성립할 경우, 전자와 후자가 맺는 관계는 바로 한국어 수식언 “때문에”가 포착
하는 것과 비슷한 관계라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양상적 혹은 내포적 규정만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모종의 설명적 비대칭성이 여전히 남는다는 여러 직관적인 사례들이 제시
된바 있다. 예를 들어 수학적 사실은 필연적으로 성립한다는 가정을 취할 경우, 임의의 사
실이 성립할 때 수학적 사실은 사소하게 필연적으로 성립한다. 하지만 소크라테스가 존재
한다는 사실 '때문에' 1+1=2라는 사실이 성립한다고 보는 것은 반직관적인 것 같다.
따라서 사실들 간의 설명적 의존 관계를 보다 적합하게 제시하기 위해서는 양상적 혹은
내포적으로 동등한 사실들 간의 모종의 차이점을 포착해야만 한다 . 즉 내포적으로 동치인
언어 표현 “삼각형”과 “삼변형”, 혹은 필연적으로 참인 문장 “1+1=2”와 “총각은 남자다”
간에서도 나타나는 이른바 '초내포적' 의미차에 대응하는 요소가 고려되어야만 한다. 만약
이런 요소 또한 고려된다면 '수반' 개념 등으로는 포착될 수 없었던 상기 사례 또한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여러 형태의 '형이상학적 근거 이론'의 주된 동기 중 하나는 바로 이러한 초
내포적 비대칭성을 포착하고자 하는 것이었다.59 따라서 여러 형이상학적 근거 이론은 내
포적으로는 동치인 문장들이 나타내는 사실들이 근거에서는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용
인한다.
앞에서 설명한 바처럼 원리 (*)의 후건에서 언급되는바 두 언어 표현 α와 β가 “같은 해석
59 형이상학적 설명에 있어 초내포적 비대칭성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은 근거 이론에 대한 유
력한 반대자인 Wilson (2014, 562–63)도 인정하는 바다. 초내포적 의미가 형이상학적 설명
에서 갖는 다양한 함축에 관해서는 Nolan (2014) 참조. 나아가 초내포성이 이런 '형이상학적
설명' 뿐 아니라 보다 넓은 과학적 설명에서도 유관하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Siebel (2011) 및
Polger and Shapiro (2016, 211–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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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는다”는 것은 오직 α와 β의 내포적 동치성만을 말해줄 뿐이다. 즉 한 쌍의 문장이 서
로 동일하되 다만 한 문장에선 α가 등장하는 자리에 다른 문장에선 β가 등장한다는 점에
서만 다를 경우, 이들 문장이 참이 되는 가능한 상황이 동일하다는 점만을 말해준다. 그런
데 터너는 (전제3)을 통하여 두 문장의 구성요소들의 해석이 모두 구조적으로 일치할 경
우 각 문장이 나타내는 사실의 근거가 같다는 귀결을 도출해낸다. 즉 (전제3)에 따르면 내
포적으로 동치일 뿐인 두 문장이 나타내는 사실은 그 근거 또한 다르지 않다 . 하지만 이처
럼 내포적인 요소만으로 근거가 결정된다는 것은 여러 근거 이론의 표준적 예시와 합치하
지 않을 뿐 아니라, 상기한 이유로 인하여 근거 이론이 대두된 배경 자체에 역행한다.
근거 이론 관련 문헌에서 언급되는 보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자. 문장 “똑딱이가 정사
각형(square)이다”라는 문장이 나타내는 사실은 “똑딱이가 등변직사각형(equilateral

rectangle)이다”라는 문장이 나타내는 사실 때문에 성립한다고 여겨진다 . 즉 전자는 후자
에 근거하며, 이러한 근거 관계는 비대칭적(asymmetrical)이므로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
다. 이는 무언가가 정사각형이라는 것의 실재적 정의(real definition)가 그것이 등변직사
각형이라는 바, 즉 문장 “똑딱이가 정사각형이다”가 표현하는 참인 명제가 문장 “ 똑딱이
가 등변직사각형이다”가 표현하는 명제로 환원된다는 바의 논리적 귀결이다(Rosen
2010, 123–24).
원리 (*)의 '좁은 해석'은 이러한 예시와 합치하는가? 적어도 현재 문제가 되는 LF와 PFL
언어처럼 초내포적 맥락에 민감한 표현을 결여하는 언어의 경우 합치하지 않는다 . 왜냐면

'좁은 해석'을 따를 경우, 상기 두 한국어 문장에 대응하는 번역문들이 각각 나타내는 사실
들 간에는 비대칭적 근거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부적합한 귀결이 도출되기 때문이다 .
LF와 PFL 혹은 FOL처럼 초내포적으로 민감한 연산자를 결여하는 형식 언어 LA와 LB를
상정하자. 이때 편의상 LA와 LB는 개체상항을 포함하는 FOL 문법을 따른다고 하자. LA
와 LB는 모든 면에서 일치하되, 다만 LA의 일반 술어 목록에는 1항 술어 FA가 있고 LB 술
어 목록에는 없으며, 반대로 LB의 술어 목록에는 1항 술어 FB가 있되 LA엔 없다고 하자.
그리고 이때 이상적인 한국어–LA 이중언어 화자는 FA와 동의적인 한국어 번역어가 술어
'정사각형이다'라고 말하며, 이상적인 한국어–LB 이중언어 화자는 FB와 동의적인 한국어
번역어가 술어 '등변직사각형이다'라고 말한다고 하자. 더불어 도형의 이름 “똑딱이”는 공
통적으로 개체상항 d로 번역된다고 하자.
이때 술어 FA와 FB는 언어 LA와 LB에서 그 쓰임새가 구조적으로 일치한다. 왜냐면 FA와

FB에 각각 대응하는 한국어 술어 '정사각형이다'와 '등변직사각형이다'는 모든 가능세계에
서 외연이 같으며, 또한 LA와 LB에는 초내포적으로 민감한 연산자가 없기 때문이다 . 즉
FA를 포함하는 임의의 LA 문장에 대한 LA 화자의 승인 여부는 해당 문장에서 FA를 FB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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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했다는 점에서만 다른 LB 문장에 대한 LB 화자의 승인 여부와 일치하므로, 곧 조건

(ㄴ)이 만족된다. 그러므로 원리 (*)의 '좁은 해석'을 받아들일 경우 이로부터 술어 FA와
FB의 해석이 같다는 결론이 도출되며, (전제3)에 따라 술어 FA와 FB가 각각 들어간 LA 문
장과 그에 대응하는 LB 문장이 나타내는 사실의 근거가 같다는 귀결 또한 도출된다. 즉
LA 문장 “FA d”가 나타내는 사실은 LB 문장 “FB d”가 나타내는 사실과 근거가 같다.
하지만 이러한 귀결은 부적합하다. 당초 예시의 특성 상 두 문장 원문이 나타내는 사실의
근거는 같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보다 명시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LA 문장 “FA d” 및 LB
문장 “FB d”과 각각 '동의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어 원문 “똑딱이가 정사각형이다”와 “
똑딱이가 등변직사각형이다”를 고려해보자.60 당초에 “똑딱이가 정사각형이다”가 나타내
는 사실은 “똑딱이가 등변직사각형이다”가 나타내는 사실에 근거한다는 점이 가정되었다.
만약 위 귀결대로 두 문장이 나타내는 사실의 근거가 같다면, “똑딱이가 정사각형이다”가
나타내는 사실 뿐만 아니라 “똑딱이가 등변사격형이다”가 나타내는 사실 또한 같은 문장
“똑딱이가 등변직사각형이다”이 나타내는 사실에 근거한다는 귀결이 도출된다 . 즉 “똑딱
이가 등변직사각형이다”가 나타내는 사실에 관하여 재귀적(reflexive) 근거 관계가 성립
하게 된다. 하지만 근거 관계는 비대칭적이라는 점이 가정되었으며,61 비대칭성은 비재귀
60 이는 (전제1)에 더불어 한국어와 언어 LA, LB 문장 간의 동의성이 대칭적이라는 규정을 필요
로 한다. 해당 전제는 무해해 보인다.
61 Jenkins (2011)는 형이상학적 근거 관계가 비재귀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왜냐면 근거
관계가 비재귀적이라고 가정할 경우, 그로부터 도출되는 바 근거하는 항과 근거되는 항이
사소하게 동일하지 않다는 귀결은 여러 형이상학적 논쟁을 사소하게 해소해버리기 때문이
다(e.g. 두뇌 상태에 근거하는 고통, 부분들에 근거하는 부분전체론적 합). 하지만 해당 논변
은 본고의 논의에 대한 반론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해당 논변에서 '근거 관계'는 초내포적
인 것으로 가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례로 저자는 해당 논변을 극복하는 한 가지 대안으로
근거 관계 자체를 초내포적인 개념이라고 보는 방안을 제시하며, 이러한 대안은 바로 본고
에서 전제하는 근거 이론 틀에 해당한다. 즉 해당 논변은 본고 4.1절 논의에 적용되지 않는
다.
별도로 근거 관계가 비재귀적이지 않다는 논변이 제시될 수도 있지만 그 또한 반론에 부딪
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근거 관계가 재귀적이라고 하자 (e.g. Fine (2012) 및 Correia
(2013)의 용법에 따르면 '엄격한 근거(strict ground)'가 아닌 경우). 그렇다면 위 예시에서 “–
가 정사각형이다”와 “–가 등변직사각형이다”가 나타내는 사실의 근거가 같다고 가정될 경
우, “–가 정사각형이다”가 나타내는 사실에 대해서 재귀적 근거 관계가 성립하므로, 곧 “–가
등변직사각형이다”가 나타내는 사실 또한 “–가 정사각형이다”가 나타내는 사실에 근거한다.
하지만 “–가 정사각형이다”가 나타내는 사실 또한 “–가 등변직사각형이다”가 나타내는 별개
의 사실에 근거함이 가정되었으므로, 곧 근거 관계는 반대칭(antisymmetrical)적 관계조차
아니게 된다. 이는 문제적이다.
오직 '최기층'의 사실에 대해서만 재귀적 근거 관계가 성립한다고 가정해보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이 또한 문제에 부딪힌다. 왜냐하면 그 경우 최기층 '바로 위에 놓이는' 차상위–최기
층 사실 또한 오직 최기층의 사실에만 근거하므로, 곧 최기층 사실과 차상위–최기층 사실들
의 근거는 일치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더 이상 양 사실들 간에 근거 관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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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함축하므로, 곧 해당 귀결은 모순을 발생시킨다.62
본 사례에서 상정된 언어 LA와 LB는 LF와 PFL 언어처럼 충분히 정합적으로 상정될 수
있는 언어로 보인다. 따라서 귀류법에 따라 가정 가운데 하나를 기각해야 할 경우, 기각되
기에 마땅한 가정은 원리 (*)의 '좁은 해석'인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진단한 것처럼 본
사안은 '형이상학적 근거 관계' 개념이 초내포적 의미차에 민감한 것으로 규정된다는 점에
서 비롯된 전형적인 사례로 보이기 때문이다.
만약 언어 LA와 LB가 초내포적 문맥에 민감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다면 위 문제는 발생
하지 않는다. 왜냐면 위와 같이 오직 FA와 FB가 교환된다는 점에서만 다를 뿐인 한 쌍의
문장에 그런 초내포적 문맥에 민감한 요소 또한 덧붙여져 있을 경우 양 문장에 대한 승인
여부는 갈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어 문장 “철수는 눈앞에 있는 도형이 정
사각형이라고 믿는다”와 “철수는 눈앞에 있는 도형이 등변직사각형이라고 믿는다”는 만
약 철수가 등변직사각형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엔 그 승인 여부가 갈린다고 볼 수
있다. 곧 만약 “–라고 믿는다” 같은 한국어 표현에 비견되는 연산자가 LA와 LB에도 갖추
어져 있었다면 위와 같은 추론이 차단될 수 있다. 하지만 앞에서 명시한 바처럼 현재 대상
언어인 LF와 PFL은 외연 언어이므로 초내포적으로 민감한 표현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해결 방식을 타진할 수 없다.
이처럼 그 직관성에도 불구하고 원리 (*)에 대한 '좁은 해석'은 큰 난점을 빚는다. 왜냐면
이는 터너 자신 또한 잠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근거 이론의 전형적인 형태와 배치되는 귀결
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LF의 ∃p와 PFL 언어의 c가 이런 '좁은 해석'에 따른 원
리 (*)를 만족시킬 뿐이라는 점은 곧 ∃p와 c 모두가 '존재론적으로 유죄'임을 보여주기에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터너 논변이 성공하기 위해선 원리 (*)에 대한 대안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더욱이

4.3절에서 지적하겠다시피 터너 자신 또한 원리 (*)에 대하여 '좁은 해석'만이 아니라 보
다 확장된 해석을 용인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터너 논변의 성패 여부를 따지기 위
는 당초의 가정은 설명되기 힘들다. 한 가지 대안은 최기층 사실에 관해 재귀적으로 성립하
는 '근거 관계'와 최기층 사실과 차상위 사실 간에 비대칭적으로 성립하는 '근거 관계'를 따로
상정하는 것이나, 이는 지나치게 임시방편적인 대답으로 보인다. 관련하여 귀중한 문제 제
기를 해주신 이상구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62 해당 예시에서 개체적 사실을 나타내는 단칭 문장 “똑딱이가 정사각형/등변직사각형이다”
를 든 까닭은 양화적 사실의 사례에 해당하는 개체적 사실이 그 양화적 사실의 부분 근거
(partial ground)라고 보는 특정한 근거 이론 틀에서조차 (*)가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을 보다
뚜렷하게 보이기 위함이다(Fine 2012; 한성일 2015 참조). 하지만 이러한 틀을 가정하는 경
우에도 양화적 문장, 예를 들어 “정사각형/등변직사각형이 있다”를 사용하는 반례 또한 원리
적으로 충분히 구성될 수 있다. 왜냐면 비근본적이라고 가정된 사실들 간에도 근거 관계는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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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원리 (*)에 대한 대안적 해석을 타진해야만 한다.

4.2. 원리 (*)에 대한 '넓은 해석'
4.1절에서는 원리 (*)에 대한 '좁은 해석', 즉 원리 (*)의 전건 만족 여부를 따질 때 그 승
인 일치 여부를 고려해야 하는 문장의 범위가 오직 대상 언어 L1과 L2의 문장들로 국한된
다는 해석에 따르는 난점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 난국을 피해갈만한 원리 (*)의 대안
적인 독해 방식은 무엇인가? 한 가지 논리적 가능성은 승인 일치 여부를 고려해야 하는 문
장의 범위를 좁히는 것이다. 하지만 4.1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좁은 해석'의 주된 문제점은
대상 언어인 LF, PFL 언어 등이 초내포적으로 민감한 표현을 결여한다는 점에서 비롯된
다. 왜냐면 민감 표현을 결여함에 따라 내포적으로 동일한 문장들이 나타내는 사실 간의
근거차를 포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이미 문장이 '충분하지 못한' 시점에서 고려해야 할
문장의 범위를 줄이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점이 명백하다 . 남은 논리적 가능
성은 승인 일치 여부를 고려해야 하는 문장의 범위를 넓히는 해석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편의상 이를 “넓은 해석”이라고 부르겠다.
원리 (*)에 대한 '넓은 해석'에 따르면 “만약 L1 화자가 α가 들어간 어떤 문장을 승인하는
때 바로 그 때에 L2 화자는 α가 β로 대체된 그 대응하는 문장을 승인”이라는 규정 가운데
“α가 들어간 어떤 문장” 및 “α가 β로 교체된 그 대응하는 문장”이라는 표현이 가리키는
바는 언어 L1과 L2의 문장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즉 '넓은 해석'에 따르면 α와 β가 각각 언
어 L1과 L2에서 쓰임새가 구조적으로 일치하는 것만으로는 원리 (*)의 전건이 만족되지
않는다. α와 β가 삽입된 모종의 다른 문장에 대해서도 언어 L1과 L2 화자의 승인 여부가
일치해야만 한다.

'넓은 해석'은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대안이다. 왜냐면 L1과 L2 화자가 승인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는 문장이 반드시 엄격하게 L1과 L2의 문장들로만 한정된다고 볼 이유는 없기 때
문이다. 예를 들어 양 화자 모두 별도의 메타 언어의 화자라고 보는 방편이 가능하다. 즉
이런 경우 승인 일치 여부를 고려해야 하는 문장의 범위는 그런 메타 언어의 어휘를 포함
하는 문장까지도 확대될 수 있다.
현 사안에서 고려되는 대상 언어는 LF와 PFL 언어이며, 상기한 바처럼 이들이 문제가 되
는 까닭은 초내포적으로 민감한 어휘의 부재였다. 그러므로 '좁은 해석'의 문제를 해결하
기에 적절한 방안은 승인 일치 여부를 고려해야 하는 문장의 범위를 초내포적으로 민감한
어휘가 들어간 문장까지 확장시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어휘를 추가적으
로 고려할 것인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 하지만 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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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를 위해 잠정적으로 한국어 표현 “–는 – 때문이다”를 추가하고, 해당 표현은 사실
간의 근거 관계를 나타낸다고 상정하자 . 4.1절에서 살펴본 바처럼 근거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은 통상 초내포적 문맥에 민감하다고 상정되므로 본 목적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주어진 대상 언어 LF와 PFL를 확장시킨 LF+와 PFL+ 언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LF+와 PFL+ 언어는 각각 LF와 PFL 언어의 모든 어휘부를 계승하며, 다
만 몇 가지 공통된 어휘가 추가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첫 번째로 개체상항 a, b 등이 도입
된다. 표준적인 FOL 모형이론에서 그러하듯 이들 표현의 지시체는 할당 함수에 의해 직
접 배정된다. 따라서 이들 개체상항이 포함된 문장이 나타내는 사실은 2.3절에서 지적된
바처럼 개체적 사실이라고 하자.63 두 번째로 사실 간의 근거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 “–는
– 때문이다”가 추가된다. 즉 φ와 ψ가 LF나 PFL 언어의 문장(혹은 개체상항까지 포함된
임의의 문장)인 경우, ⌜φ는 ψ 때문이다⌝는 각각 LF+와 PFL+ 언어의 문장이다.
이런 전제 하에서 '넓은 해석'에 따른 터너 논변 4-5단계는 다음과 같이 재구성될 수 있
다: '넓은 해석'에서 원리 (*)의 전건이 만족되기 위해선 ∃p와 c가 LF+와 PFL+에서 그 쓰
임새가 구조적으로 일치해야 한다. 먼저 조건 (ㄱ)이 만족되기 위해선 LF+와 PFL+이 ∃p
와 c를 제외한 모든 용어들을 공유하며 또한 그 해석 또한 같아야만 한다 . LF와 PFL에 대
해선 4.1절에서 이미 해당 조건이 만족된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며, 동시에 양 언어에 추가
된 요소들은 위 규정에서 명시된 것처럼 일치하므로 곧 조건 (ㄱ)은 만족된다. 그리고 조
건 (ㄴ)이 만족되기 위해선 오직 ∃p와 c에서 차이가 날 뿐인 LF+와 PFL+ 언어의 모든 문
장 쌍에 대하여 LF 화자와 PFL 언어 화자의 승인 여부가 항상 일치해야만 한다. 이러한
갱신된 조건에 따르면 4.1절의 '좁은 해석'에서 고려되는 문장들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문
장 쌍 간의 승인 일치 여부 또한 고려되어야만 한다:
“∃pF는 Fa 때문이다”
“cF는 Fa 때문이다”
전자는 LF+ 문장이며 후자는 PFL+ 문장이다. 즉 '넓은 해석'에 따르면 '좁은 해석'에서 고
려되는 문장들에 더하여 이들 두 문장에 대해서까지 LF 화자와 PFL 화자의 승인 여부가
63 따라서 일반주의의 입장에서 LF+ 및 PFL+는 '실재에 대한 명료한 표상'이 될 수 없다. 이는
메타 언어가 대상 언어에 비해 반드시 더 '근본적인 언어'는 아니라는 입장에 대해 시사점을
갖는다. 더 자세한 내용은 6.1절 참조.
혹자는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확장된 언어 LF+ 및 PFL+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
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언어철학적 원리일 뿐인 (*)가 오직 '근본적'인 언어에만 국한되
는 원리라고 볼 이유는 희박하다. 더욱이 설령 이러한 주장이 옳다 한들, 이는 터너 논변을
구제하는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면 언어 LF+ 및 PFL+는 당초 '넓은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터너 논변을 구제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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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할 경우, 원리 (*)의 전건은 만족된다. (*)의 전건이 만족된다면 ∃p와 c는 해석이 일
치하며, 곧 (전제3)에 의해 이들 문장이 나타내는 사실의 근거 또한 일치한다는 귀결이 도
출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위 두 문장에 대해서 LF 화자와 PFL 화자의 승인 여부는 일
치하는가?
터너 논변에 맞서 PFL의 '존재론적 무죄'를 옹호하는 입장에선 승인 여부가 일치하지 않
는다고 주장해야 한다. 그 논거로는 무엇이 있는가?
즉각적으로 제시될 법한 반대 논변은 2.1절에서 소개된 것처럼 FOL의 ∃ 및 그로부터
파생된 LF의 ∃p는 개별자에 존재론적으로 개입하는 반면, 2.2절에서 설명된 것처럼 성질

-배치 언어와 궤를 같이하는 PFL 언어의 c는 그러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터너 논변을
다루는 현 맥락에서 이러한 대답은 논점을 선취하는 것이므로 적절한 논거가 되지 못한다.
잘라내기 함자 c를 이러한 방식에 따라 '무죄'로 단정하는 것을 두고 논점 선취의 오류로
취급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왜냐면 이때 제시되는 논거는 존재양화사
∃와 오려내기 함자 c에 대한 개념적 분석의 산물 혹은 선이론적 직관이며, 해당 논거는
주장하고자 하는 논제인 “PFL은 '존재론적 무죄'다”와는 구분된다는 반론이 가능하기 때
문이다.
형이상학에서 개념적 분석 혹은 선이론적 직관이 논거로서 갖고 있는 인식적 지위에 대해
서는 많은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64 그렇지만 설령 개념적 분석이나 선이론적 직관의 많
은 사례가 인식적 권위를 갖는다고 한들, 적어도 현 사안인 ∃와 c의 직관에 대해서도 그
러한 인식적 권위가 부여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예를 들어 선이론적 직관이 중요한 역할을 맡는 대표적 사례인 솔 크립키(Saul Kripke)
의 괴델-슈미트 논변은 고유명사 의미론에 관한 논변이다 (Kripke 1980, 83–84). 고유명
사 혹은 이름은 최소한 한국어와 영어에서는 모두 확인될 수 있는 어휘 범주에 해당하므
로, 곧 고유명사에 관한 선이론적 직관은 한국어 화자와 영어 화자들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여지가 있다.65

3.2절에서 설명된 바처럼 PFL의 c가 '존재론적으로 무죄'라는 직관은 성질-배치 언어에
서 비롯되며, 이는 보다 근본적으로는 영어의 비인칭적 동사 (impersonal verb) 구문에 대
한 영어 화자들의 직관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영어의 비인칭적 구문 “It rains”에 대응하
는 한국어 구문이 “비가 온다”라는 논리적 주어를 갖춘 문장이라는 점에서 드러나듯 , 영어
의 비인칭적 동사에 해당하는 문법적 범주가 한국어에도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만약
64 형이상학에서 논리적 분석 및 선이론적 직관 등에 대한 논쟁적인 입장을 담은 고전들로는
Williamson (2007) 및 Ladyman and Ross (2007, chap. 1) 참조
65 이런 직관의 보편성에 대한 실험적 반론의 고전적인 사례로는 Machery et al. (20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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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비인칭적 동사에 대한 문법 범주 자체가 한국어에 없다는 것이 참이라면,66 그에 관
한 한국어 화자들의 원초적 직관 자체가 있는 것인지 여부 또한 불분명해진다 . 이렇듯 비
인칭적 구문의 직관으로부터 비롯된 PFL의 c에 관한 직관이 보편적으로 신뢰할만한 것인
지 여부는 고유명사 직관에 비해 불분명해보인다. 즉 설령 고유명사에 대한 직관은 철학적

-인식적 권위를 가질 수 있다 한들, 보다 국소적 범주인 비인칭적 동사 구문에 대한 직관
으로부터 비롯되는 PFL의 연산자 c에 대한 직관이 권위를 가질 수 있는지 여부는 불투명
하다.
따라서 PFL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선 별도의 논거가 필요하다. 본고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논거는 당초 3.2절의 논증 4단계에서 정의한 의미에서 '대응' 관계가 LF+ 문장과

PFL+ 문장 간에는 더 이상 성립한다고 볼 이유가 희박하다는 것이다 . 만약 그럴 이유가
희박하다면 (전제2)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두 문장 간에 승인 여부가 일치한다고 볼 이유
도 희박해진다. 그렇다면 ∃p와 c가 '넓은 해석'에서 원리 (*)의 전건을 만족시킨다고 볼
여지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게 되므로, 곧 터너 논변의 건전성은 불투명해진다.
상술한 바처럼 '대응' 관계는 터너 논변의 4단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도
입한 개념이다. 터너는 동일한 상황을 두고 개체주의자들이 LF의 어떤 문장을 승인하는
경우 오직 그 경우에 일반주의자는 해당 LF 문장에서 ‘∃P’를 ‘c’로 교체한 문장을 승인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자세한 논증은 언급하질 않는다. 이에 대한 타당해 보이는 재구성은

PFL–FOL–Lλ–LF 문장 간에 대응 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즉 1.2절에서 소개
된 확립된 번역 절차에 의해 PFL–FOL 문장 간에 '대응'이 성립하고, 3절의 논증 2–3단
계에서 언급된 절차에 따라 '동의적'인 FOL–Lλ–LF 문장들 간에 '대응'이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전제2)를 도입한다면 이런 대응 관계로부터 그 승인 여부의 일치가 도출
된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가 PFL+ 및 LF+ 언어에도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가? 일단

PFL+ 언어 및 LF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FOL+ 및 Lλ+를 정의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
는다. 상술한 바처럼 개체상항 및 표현 “–는 – 때문이다”에 관한 문법과 의미론을 추가
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FOL+, Lλ+, LF+ 문장 간의 '대응' 관계도 성립할 수
있다. 터너 논변의 2–3단계에서 다뤄지는 표현은 ∃, λ, ∃p 등 Lλ+, LF+에서 추가된 요소
와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PFL+와 FOL+ 언어 사이에서 발생한다. 당초 PFL과 FOL 언어 문장 간에 '대
응'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었던 까닭은 양자 간에 번역 절차가 성립하기 때문이었다. 하지
만 PFL+ 와 FOL+ 언어 간에는 더 이상 그런 절차가 성립하지 않는다 . 왜냐면 이들 언어
66 이에 반대하는 한국어 통사론 연구 사례로는 목정수 (20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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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새로 추가된 요소들에 관하여 1.2절에서 제시된 확립된 번역 절차는 적용될 수 없기 때
문이다.
본래 PFL과 FOL 언어엔 없었던 첫 번째 추가 요소는 개체상항이다. 1.2절의 확립된 번
역 절차는 개체상항에 대해서는 말해주는 바가 없다 . 한 가지 가능한 대답은 2.1절에서 소
개된 것처럼 개체상항이 들어간 구문에 대해 러셀의 기술 이론을 통한 재서술을 적용할 경
우 개체상항이 제거될 수 있다는 것이다 . 하지만 재서술의 대상이 되는 대상 언어가 자연
언어(혹은 기타 과학 이론을 기술하는 언어)였던 2.1절과 달리, 이때 대상 언어는 논리학
의 형식 언어라는 차이점이 있다. 더욱이 형식 언어의 개체상항과 자연 언어의 고유명사
간의 유사성을 받아들인다 한들, 고유명사 기술주의에 대해 가해진 고전적인 공격들이 합
당하다고 가정할 경우(e.g. Kripke 1980; Soames 1998), 기술 이론을 통한 재서술 전략
이 성공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 따라서 개체상항의 도입은 확립된 번역 절차 적
용에 난점을 초래한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두 번째 추가 요소인 “–는 – 때문이다” 때문에 발생한다. 기술주의
등의 가능성이 그나마 타진될 수 있는 개체상항과 달리, 형이상학적 근거 관계를 나타내는
“–는 – 때문이다”는 초내포적이므로 FOL이나 PFL 자체만으로는 분석될 여지가 희박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FOL과 PFL 모두 외연적 논리 체계라는 점에 기인한다.
이처럼 “–는 – 때문이다”가 FOL과 PFL로 분석될 여지조차 없다면, 곧 이들 어휘를 포
함하는 FOL+ 및 PFL+ 문장에 대해서는 확립된 번역 절차가 적용된다고 볼 여지가 희박
하다.
예를 들어 터너가 제시하는 FOL–PFL 간 확립된 번역 절차에서는 임의의 FOL 문장이
양화사 머리 표준형식(prenex normal form)으로 먼저 변환될 수 있음을 전제한다

(Turner 2011, 38). 하지만 적어도 앞에서 정의한 FOL+ 언어의 문법에 따르면, 어떤 문
장에 “–는 – 때문이다”가 포함되는 경우, 양화사는 해당 문장의 최외각 연산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xFx는 Fa 때문이다” 같은 문장에 대응하는 양화사 머리 표준형식을 띠
는 적형식은 있을 수 없다. 이에 반대하여 “∃xFx는 Fa 때문이다”에 대응하는 일종의 양
화사 머리 표준형식이 제시될 수 있는 대안적인 형식 언어의 가능성이 언급될 수도 있다 .
하지만 그런 언어가 가능하다 한들 FOL–PFL처럼 확립된 번역 절차가 성립하기 위해선
1.2절에서 소개된 바처럼 기계적 변환이 가능해야만 하며, 이러한 대안적 형식 언어를 보
여야 하는 입증 책임은 터너 입장을 옹호하는 측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혹자는 이때 문제가 되는 요소인 “–는 – 때문이다”를 '거르고' 그 연산항에 해당하는 하
위 문장 간에 번역 가능성이 성립하는 것만으로도 '대응' 관계가 성립하기에는 충분하다는
반론을 제시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문장 α와 β 간의 확립된 번역 절차가 있을 경우,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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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α는 γ 때문이다”와 복합문장 “β는 γ 때문이다”는 통사적인 번역 절차를 경유할 필
요 없이 곧장 '대응'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추론은 합당하지 않다. 위 방식에 따라 “∃xFx는 Fa 때문이다”와 “cF는

Fa 때문이다”간의 '대응'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해보자. '대응' 관계가 참거짓 여부를 보존한
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한 이는 “∃xFx” 및 “cF”가 나타내는 사실들과 “Fa”가 나타내는
사실 간의 근거 관계 성립 여부가 일치함을 함축한다. 이러한 함축이 뜻하는 바는 FOL과
PFL의 '유/무죄' 여부가 일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바로 터너 논변이 보이고자 했던
논점에 해당한다. 즉 이처럼 초내포적으로 민감한 표현을 '거르는' 것이 무해하다는 견해
는 논점을 선취하는 셈이다. 따라서 해당 반론은 부당하다.
정리하자면 FOL 문장인 “∃xFx”과 PFL 문장인 “cF” 간에는 확립된 번역 절차가 성립
하는 반면, 이러한 절차는 FOL+ 문장인 “∃xFx는 Fa 때문이다”와 PFL+ 문장인 “cF는

Fa 때문이다” 간에는 적용가능하지 않다. 이처럼 PFL+와 FOL+ 문장 간에 대응을 보이
는 것이 실패하므로, 곧 상기 FOL+ 문장과 '동의적'인 LF+ 문장 “∃pF는 Fa 때문이다”가
PFL+ 문장과 대응 관계를 맺는다는 점 또한 마찬가지로 보일 수 없게 된다. 즉 “∃pF는
Fa 때문이다”와 “cF는 Fa 때문이다” 간에는 '대응'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전제2) 또한 적
용될 수 없으며, 곧 양 문장의 승인 여부가 일치한다고 볼 이유는 희박해진다. 그러므로 “
–는 – 때문이다” 등의 표현이 부가된 LF+ 및 PFL+ 언어에 관하여 ∃p와 c가 '넓은 해
석'에서 원리 (*)를 만족시킨다고 보는 것은 더 이상 정당화되지 않는다.
즉 LF+ 및 PFL+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까닭은 어휘 “–는 – 때문이다” 등이 추가됨에
따라 ∃p와 c의 쓰임새의 구조적 일치가 더 이상 보장되지 못한다는 점에 있다고 직관적으
로 요약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앞에서 짧게 언급한 것처럼 “–는 – 때문이다”
를 추가한 LF+ 및 PFL+ 언어만의 문제만은 아니다. 표현 “–는 – 때문이다”가 문제를
야기하는 까닭은 해당 구문이 근본적으로 1.2절에 제기된 확립된 번역 절차에 부합되지
못한다는 점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은 비단 “–는 – 때문이다”만이 아니라 순수
한 FOL 및 PFL의 어휘가 아닌 다른 모든 어휘마다 제각기 발생할 수 있다. 특히나 초내
포적인 어휘는 FOL 및 PFL로의 번역이 이뤄지기 힘들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 그런
데 4.1절에서 보인 바처럼 '좁은 해석'의 문제점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초내포적인 어휘가
포함하는 문장을 고려하는 것이 불가결해 보인다 . '넓은 해석'은 바로 이런 문제를 타개하
기 위해 도입된 방안이었다. 하지만 본 절에서는 바로 이러한 초내포적인 어휘를 도입하는
것이 '넓은 해석'에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 논의가 합당하다면 터너 논변은 원리 (*)의 적용에 있어 승인 일치 여부를 고려해야
하는 문장의 범위를 설정하는 과정 가운데 딜레마 혹은 트릴레마에 봉착하는 것처럼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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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만약 주어진 두 대상 언어 L1과 L2에 관해 승인 일치 여부를 고려해야 하는 문장의 범
위가 오직 바로 그 L1과 L2의 문장들 뿐이라면, 4.1절에서 제시한 바처럼 적어도 LF와

PFL이 고려되는 현 사안에선 근거 이론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를 타개하고
자 4.2절에 제시된 것처럼 새로운 어휘를 도입함으로써 문장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엔 1.2
절에 소개된 FOL–PFL 간 확립된 번역 절차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문제가 발생한
다. 산술적으로는 고려하는 문장의 수를 줄이는 방안도 고려되었지만, 4.2절 서두에 언급
된 것처럼 이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즉 터너 논변을 취할 경우 위와 같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본 절의 '딜레마 논
증'이 옳다면, 곧 터너 논변은 원리 (*) 적용에 관해 피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한다.

4.3. 반칙?
4.2절에서는 원리 (*)에 대한 '넓은 해석'을 정의하고, LF 및 PFL에 더하여 초내포적으로
민감한 표현을 함께 고려하는 넓은 해석의 난점을 살펴보았다. 본고에서는 이렇듯 초내포
적으로 민감한 표현이 추가된 사례로 형이상학적 근거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 “–는 – 때
문이다”가 추가된 언어 LF+와 PFL+ 언어를 검토했다. 정리하자면 LF+ 문장인 “∃pF는

Fa 때문이다”와 PFL+ 문장인 “cF는 Fa 때문이다” 간에는 중간에 확립된 번역 절차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그 승인 일치 여부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 '넓은 해석'에 대한 논박
의 핵심이었다.
그런데 4.2절 같은 독립적인 논증으로부터 도출된 것은 아니지만, 위와 비슷한 발상은 터
너와의 대담에서 다스굽타가 이미 제기한 바 있다 (Dasgupta and Turner 2017). 다스굽
타는 FOL 화자가 문장 “∃xFx는 Fa 때문이다”를 승인하고 LF 화자도 문장 “∃pF는 Fa
때문이다”를 승인하지만, PFL 화자는 문장 “cF는 Fa 때문이다”를 승인하지 않는 상황이
상정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런 상황을 “c-상황”이라고 부르자. c-상황은 “무엇이 무엇에
근거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화자들의 견해차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견
해차는 ∃와 c의 의미차에 의해 설명된다. 요컨대 “[“∃xFx는 Fa 때문이다”]는 '∃'에 관해
분석적이지만, [“cF는 Fa 때문이다”]는 'c'에 관해 분석적이지 않다”(36). 만약 이렇게 된
다면 FOL 및 LF 화자와 PFL 화자 간에는 승인 여부가 일치하지 않는 문장이 있으므로,
곧 원리 (*)의 전건이 만족되지 않기에 터너 논변은 실패한다는 것이 다스굽타의 문제 제
기다.
터너는 c-상황이 원리 (*)의 전건이 만족된다는 주장에 대한 반례임을 인정한다. 이때 다
스굽타가 드는 예문은 정의 상 FOL+ 및 PFL+ 문장이므로, 터너가 위와 같은 다스굽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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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을 이렇게 잠정적으로나마 인정하는 점은 곧 4.1절 말미에서 언급한 것처럼 터너가
원리 (*)에 대한 '넓은 해석'을 용인한다는 전거로 이해될 수도 있다 . 그런데 터너는 다스
굽타의 제안이 당면한 문제를 피해갈 수는 있지만, 그 대신 '반칙(cheat)'을 범하는 것이라
고 말한다. 이를 보이기 위해 터너는 먼저 다음과 같은 사례를 제시한다:
어떤 양화사 일반주의자가 근거 논변(Grounding Argument)67을 보고는 간단히 새로
운 표현 ‘δ’를 도입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가 주장하길, [δ는 ∃와] “–는 – 때문이다

(because)”가 없는 모든 맥락에서 진리치 보존적으로 상호 대체가능하지만, “–는 – 때
문이다”가 있는 맥락에선 그렇지 않는다고 하죠. 즉 그에 따르면 ‘δxFx’라는 형식의 참
은 'Fa'라는 형식의 참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수법은 근거 논변을 모면합니
다. 다만 반칙의 낌새가 보이죠 (Dasgupta and Turner 2017, 36).
이 상황을 “δ-상황”이라고 부르자. 다스굽타 또한 δ-상황에서 반칙이 벌어지고 있다는 판
단에 동의한다. 나의 이해가 맞다면, 양자 모두가 δ-상황을 “반칙”이라고 평하는 까닭은
표현 δ가 일종의 겉모습만 다른 존재양화사라고 간주된다는 점에 있다 . 즉 양화사 일반주
의자는 당면한 반론을 모면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새로운 기호인 δ을 도입하지만, 이때

δ는 실질적으로 ∃가 위장한 모습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양화사 일반주의자는 δ의
의미상 “δxFx는 Fa 때문이다”가 승인될 수 없다고 강변하겠지만, 이러한 방식은 그의 의
사와 상관없이 '반칙'으로 판정해야만 한다.
터너는 이런 δ의 문제가 곧 c-상황에서 PFL의 c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c-상황에서 PFL 화자가 문장 “cF는 Fa 때문이다”를 승인하지 않는다는 다스굽타
의 주장에 대한 논거 역시 그저 'c의 의미상 그러하다'는 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즉 δ가
만약 위장된 존재양화사라면 c 또한 위장된 존재양화사가 아니라고 볼 이유가 없다. 그러
므로 “δ–방식이 반칙이라는걸 설명해낼 수 있는 원리라면 어떤 것이 됐든 c가 반칙범이라
는 것 또한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터너는 말한다(36).
이런 터너의 반론을 두고 다스굽타는 여전히 석연치는 않지만 그럼에도 c와 δ의 차이를
보여야 하는 입증 책임이 함자어 일반주의자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 그 자신이 옹호하는
대수적 일반주의로 논의 주제를 전환한다(37). 이처럼 입증 책임이 PFL의 '존재론적 무
죄'를 보여야하는 입장에 있다는 다스굽타의 평가는 합당해보인다. 그러므로 δ와 c는 어떤
차이를 갖는지, 어째서 c를 '무죄'라고 보는 것이 '반칙'이 아닌지를 옹호하는 논거를 이하
논의에서 제시하겠다.
67 2.3절에서 제시된바 FOL이 '유죄'이므로 곧 양화사 일반주의가 실패한다는 논증을 가리킨
다. Turner (2017, 26)는 해당 논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만약 ∃xFx면, 어떤 y에 관해 사
실 ∃xFx는 사실 Fy에 근거한다; 만약 어떤 y에 관해 사실 ∃xFx가 사실 Fy에 근거하면
∃xFx는 근본적이지 않다; 따라서 ∃xFx면 ∃xFx는 비근본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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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편의상 위 상황에서 '위장한' 양화적 일반주의자의 언어를 Lδ라고 부르겠다. 즉 Lδ는
통사적으로 FOL 언어와 모든 면에서 동일하되 다만 ∃ 대신에 일괄적으로 δ이 등장하는
언어로 정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δxFx”는 Lδ 문장이다. 그리고 4.2절에서 FOL+ 언어
를 정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어휘 “–는 – 때문이다” 및 개체상항들이 추가된 언어 Lδ+도
정의될 수 있다.
터너의 '반칙' 반론에 대한 첫 번째 재반론은 다스굽타나 터너의 판단과 달리, Lδ+ 문장
“δxFx는 Fa 때문이다”가 나타내는 사실이 개체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상정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것이다. 즉 'δ-상황'이라는 시나리오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반면에
다스굽타가 제시하는 c-상황은 충분히 상정가능하다. 만약 그렇다면 상정 자체가 될 수 없
는 δ-상황과 상정가능한 c-상황을 유비하는 것 자체가 실패하므로, 곧 c-상황이 '반칙'을
범하고 있다는 터너의 논증은 실패한다.
당초 터너의 δ-상황 서술 가운데 Lδ 화자가 “δxFx는 Fa 때문이다”를 거부함으로써 양화
적 일반주의에 대한 공격을 임시방편적으로나마 피할 수 있다고 가정한 까닭은 양화사 ∃
가 분석적으로 '유죄'라는 점 때문이었다. 따라서 별개의 언어 표현인 δ을 쓴다면 위와 같
은 혐의를 모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설령 ∃에 가해진 혐의를 모면했다고 가정하더라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 왜냐
면 Lδ+ 문장 “δxFx는 Fa 때문이다”는 여전히 1차 변항 x를 포함하고 있으며, 1차 변항은
양화사만큼이나 '공범'이기 때문이다. 개별자에 대한 존재론적 개입에서 1차 변항의 역할
은 필수불가결하며, 곧 FOL 문장 “∃xFx”에서 '∃'를 다른 표현으로 대체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에 맞서 δ-상황에 대한 옹호자는 FOL 문장이 '유죄'라는데 1차 변항이 필수불가결하다
는 것이 곧 1차 변항이 독립적으로도 유해하다는 점을 함축하지 않는다고 반론할 것이다 .
예를 들어 설령 δ가 ∃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한들, δ은 ∃의 핵심적 기능인 양화 자체, 즉
언어 Lλ의 ∃p에 해당하는 '유죄'인 요소를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1차 변항인

x가 문장 “δxFx”에 단순히 등장한다는 것만으로는 그 '유죄'를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 δ상황 옹호자가 취할 법한 반응이다.
하지만 많은 표준적 FOL 의미론에서 1차 변항에 대한 값의 할당은 양화사에 의한 속박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다. 대표적으로 표준적 타르스키식 의미론에서 주어진 모형의 특정
한 할당 함수는 주어진 1차 변항을 투입값으로 받아 논의역의 원소인 개별자를 산출한다.
양화문의 진리치 판정은 이러한 할당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즉 존재한다는 것이 곧 1차
변항의 값이 되는 것이라는 존재론적 개입 원리에 따른다면 , 이는 곧 양화사에 의한 속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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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이미 변항의 등장 자체만으로도 '유죄'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를 입증하는 보다 구체적인 실제 예시가 있는가? 대표적인 사례는 “∀xPx → Py”이
다. 이때 y를 속박하는 양화사가 없으므로 y는 자유변항이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표준적
인 FOL 의미론에서 위 문자열은 논리적 참인 문장이라고 이해된다 . 왜냐면 표준적 FOL
의미론에서 “∀xPx”는 모든 할당에서 만족되는 경우 오직 그 경우에 참인데, 만약 그렇다
면 “Py”의 보편적 폐쇄(universal closure)인 “∀yPy”도 참이므로 곧 “Py”도 참이 됨에
따라 전건과 후건 모두가 참이 되기 때문이다.68 이때 변항 y는 자유변항이지만 그럼에도

x와 마찬가지로 주어진 값을 갖고 있으며, 즉 y는 양화사와 독립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유
죄'라는 혐의를 받을만한 이유를 갖는다.
이러한 논변은 1차 변항이 양화사만큼이나 '공범'이라는 당초의 주장에 대한 논거가 된
다. 즉 1차 변항이 남아있는 한 Lδ 문장에서 ∃를 δ로 교체하는 것만으로는 '유죄'인 문장
요소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 반면에 PFL에선 1절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양화사든 1차
변항이든 '유죄'라고 할 만한 요소가 일체 없다. 그러므로 터너가 제안하는 Lδ 문장
“δxFx”가 나타내는 사실은 개체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있는 논거가 희
박하며, 곧 애초부터 '반칙'으로조차 기능하기 힘들다.69 따라서 c-상황과 달리 δ-상황은 당
초부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이어지는 터너의 '반칙' 반론에 대한 두 번째 재반론을 논의하기 위하여 상기한 첫
번째 재반론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가정해보자 . 즉 1차 변항에서 초래되는 문제는 무시하
고, Lδ 문장 “δxFx”가 나타내는 사실이 개체적 사실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가정함으로써

Lδ 화자가 “δxFx는 Fa 때문이다”라는 문장을 거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해보자 . 만약 그
68 모든 FOL 관련 의미론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크립키는 양상 논리적
고려 때문에 해당 규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Kripke 1963).
69 한 가지 가능한 지적은 3.2절 터너 논변의 3단계에서 λ가 무죄이며 곧 람다 추상 구문이 나
타내는 바가 개별적 사실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전제하는 것이 현 사안과 유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왜냐면 “λxFx” 같은 람다 추상 구문에서도 1차 변항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는 곧
“δxFx” 같은 구문 또한 x를 포함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나타내는 사실이 개별적 사실에 의존
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해당 반론에 답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식은 “δxFx”가 문장 혹은 최소한 진리치를 갖는 적형식
인 반면 “λxFx”는 술어이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즉 전자는 사실을 나타내는 반면 후자
는 그렇지 않으므로, 후자가 개별적 사실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자 또한 그러하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볼 수 있는지는 불투명하다. 따라서 양자 간의 유비가 합당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는 δ나 λ 자체와 달리 “δxFx” 및 “λxFx”가 2.1절 및 2.3절의 정의에 의거하여 '유죄'로 판정
되는 것과 독립적이다. 특정 표현이 '유죄'라고 한들, 만약 사실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 나
타내는 바가 사실에 의존한다고 볼 이유는 희박하기 때문이다. 귀중한 지적을 해주신 강성
훈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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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다면 다스굽타와 터너가 동의하는 바처럼 Lδ 문장은 실질적으로 겉모습만 바꾼 양화사
일반주의를 면책해주는 결과를 낳으며, 곧 양화사 일반주의자의 '반칙'은 도로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생긴다.

'반칙' 반론에 대한 두 번째 재반론은 이때 양화사 일반주의자의 시도가 반칙조차 되지 못
한다는 것이다. 왜냐면 Lδ 문장은 이를 승인하는 양화사 일반주의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오히려 4.1절에서 규정한 의미에서 PFL 문장에 '대응하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기 때문이
다. 즉 양화사 일반주의자가 Lδ을 제안하는 것은 실상 오히려 그 경쟁 이론인 함자어 일반
주의를 제안하는 것이나 진배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분석은 바로 원리 (*)에 의존한다.
이를 보이기 위해 Lδ의 어휘 δ에 대해 3.2절과 비슷한 분석을 가해보자. δ는 두 가지 기능
을 가지며, 그 중 첫 번째는 ∃와 마찬가지로 '무죄'인 변항 속박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 그
리고 두 번째 기능은 모종의 '비양화적 종결 기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해당 기능
은 Fλ의 ∃p와 마찬가지로 논항 개수를 줄이며 또 1항 술어에 한해선 문장을 종결시킬 수
도 있지만, 위장한 양화사 일반주의자의 주장대로 양화 자체 효과는 발휘하지 않는 기능이
라고 하자. 곧 δ은 ∃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기능을 갖는다.
그 다음 터너 논변 2단계에서 언어 Lλ을 정의했던 것처럼 Lδ을 토대로 언어 Lλ–δ를 정의
하자: Lλ–δ는 Lλ와 모든 면에서 일치하되 다만 δ 대신 δF와 λ이라는 두 어휘가 추가된다.
이때 λ은 Lλ에서와 마찬가지로 변항 속박 기능을 맡는 반면, δF는 비양화적 종결 기능을
맡는다. 따라서 Lδ의 δ은 Lλ–δ의 'δFλ'과 같은 기능을 발휘한다. 앞에서 Lδ 문장 “δxFx”가
나타내는 사실은 개체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가정되었으므로, (전제1)에 따르면 그
와 '동의적'인 “δFλxFx”가 나타내는 사실 또한 개체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
그 다음엔 논변 3단계와 마찬가지로 Lλ–δ을 토대로 언어 LF–δ를 정의할 수 있다: LF–δ는

Lλ–δ와 모든 면에서 일치하되, λ이 빠지는 대신 c를 제외한 PFL 언어의 나머지 문법 및 의
미론을 따온다. 즉 변항 속박 기능을 담당하는 기호는 표면적으로 노출되지 않는다. 그러
므로 LF–δ 문장 “δFF”는 Lλ–δ 문장 “δFλxFx”과 '동의적'이며, (전제1)에 의해 양 문장이 나
타내는 사실 모두 개체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점이 도출된다.
이를 토대로 논변 5단계처럼 LF–δ의 δF와 PFL 언어의 c가 원리 (*)의 전건을 만족시키는
지 검토해보자. 먼저 정의상 LF가 그러했듯이 LF–δ와 PFL 언어는 δF와 c를 제외한 모든
요소에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조건 (ㄱ)이 만족된다. 그렇다면 관건은 δF와 c가 포
함된 문장에 대해서도 LF–δ와 PFL 언어 화자의 승인 여부가 일치하는지 여부가 된다 . 앞
에서와 마찬가지로 PFL 언어와 FOL 언어 간에는 확립된 번역 절차가 있다. 그리고 이때

Lδ의 δ은 적어도 순수한 Lδ 및 FOL 언어의 문장에선 FOL의 ∃와 진리치-보존적으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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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가능하다고 정의되었으므로, PFL 언어와 Lδ 언어 간에도 확립된 번역 절차가 구축될
수 있다. 해당 절차는 1.2절에 소개된 확립된 번역 절차에 등장하는 모든 ∃ 기호를 δ 기호
로 교환함으로써 구축할 수 있다. 그리고 상기한 바에 따라 Lδ – Lλ–δ – LF–δ 간에는

FOL–Lλ–LF 문장 간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동의성'이 성립한다. 따라서 PFL 언어와 LF–δ
언어 문장 간에는 '대응' 관계가 성립한다. 그렇다면 (전제2)를 통해 이들 문장에 대한 승
인 여부 일치가 보장됨에 따라 조건 (ㄴ)이 만족되고, 곧 δF와 c는 LF–δ 과 PFL 언어에서
그 쓰임새가 구조적으로 일치한다. 그렇다면 이들은 '좁은 이해'에서 원리 (*)의 전건을 만
족시킨다.
마찬가지로 LF–δ 에 “–는 – 때문이다” 및 개체상항들이 추가된 언어 LF–δ+를 상정해보
자. LF–δ+ 문장인 “δFF는 Fa 때문이다”에 대한 승인 일치 여부는 PFL+ 문장 “cF는 Fa
때문이다”와 일치하는가? 두 언어 각각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LF–δ 화자와 PFL 화자는 양
문장을 각각 승인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의 승인 여부는 일치한다 . 그러므로 δF와 c는

'넓은 해석'에 따른 원리 (*)의 전건 또한 만족시킨다. 즉 원리 (*)의 유력한 두 해석 모두
에서 δF와 c는 같은 해석을 갖는다. (전제3)에 따르면 곧 δF와 c가 각각 들어가는 임의의
LF–δ 문장과 PFL 문장이 나타내는 사실들의 근거는 같게 된다.
그러므로 LF–δ 화자는 PFL 화자와 마찬가지로 LF–δ를 통한 이론을 제시함으로써 세계에
대하여 '존재론적으로 무죄'인 설명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는 LF–δ과의 '동의성'이 이미
밝혀진 Lδ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즉 Lδ을 통한 존재론을 제시하는 '위장한' 양화사 일반
주의자는 PFL을 통한 함자어 일반주의에 '대응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이해한 바가 옳다면 당초에 터너가 δ-상황이 '반칙'이라고 여긴 까닭은 Lδ의 연산자

δ가 순전히 '위장'일 뿐이지 실상은 FOL의 ∃와 마찬가지라는 직관 때문이다. 즉 '위장한'
양화사 일반주의자는 여전히 양화사 일반주의자로서의 정체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하지
만 이러한 직관은 합당한가?
상기 논변은 δF와 c가 Lδ 및 PFL에서 그 쓰임새가 구조적으로 일치함에 따라 곧 동일한
존재론적 함축을 갖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위장한' 양화사 일반주의자가 δF가 포함된
어떤 LF-δ 문장을 승인하는 때 오직 그 때에 함자어 일반주의자는 해당 문장에서 δF를 c로
대체한 점에서만 다른 PFL 문장을 승인한다. 반면 4.2절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통상적
인 양화사 일반주의자는 해당 문장에서 c를 ∃P로 대체한 문장을 승인하지 않는다. 즉 '위
장한' 양화사 일반주의자가 승인하는 바는 함자어 일반주의자의 승인하는 바와 고작 표기
상에서 차이가 날 뿐인 반면, 통상적인 양화사 일반주의자는 이들과 아예 승인하는 내용부
터가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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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두 입장 (가), (나)에 임의의 입장 (다)를 견주어 본다고 해보자. 이때 (다)는 (가)
에서 승인하는 문장들과 그저 표기 상으로 차이가 날 뿐인 문장들을 승인하지만, (나)와는
아예 승인 여부가 달라진다고 해보자. 이러한 상황에서 입장 (다)는 최소한 입장 (나)보다
는 (가)에 가까운 입장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원리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원리가 합당하다면 '위장한' 양화사 일반주의는 상기 논변에 의거하여 양화사 일반주의자
가 아닌 함자어 일반주의에 가까운 입장으로 판정된다. 즉 '위장한' 양화사 일반주의가 '양
화사 일반주의'라는 정체성을 줄곧 보존하고 있다고 볼 이유는 희박하다. δ-상황을 통해

'위장'을 시도하는 시점에서 양화사 일반주의자는 이미 실질적으로 양화사 일반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양화사 일반주의자가 '위장'을 통해 본래의 정체성을 보존하면
서도 당면한 문제를 모면할 수 있다는 '반칙'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게 된다.
물론 '위장한' 양화사 일반주의자는 스스로가 여전히 양화사 일반주의자라고 강변할 수도
있다. 하지만 3.2절 논증 5단계에서 원리 (*)의 성격에 관한 규정된 바를 고려하면 이는
온당한 반론이 될 수 없다. PFL 화자가 그저 'c가 ∃P와 뜻이 다르다!'라고 강변하는 것이
온당한 반론이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상적 해석자의 입장에서 '위장한' 양화사 일
반주의자가 사용하는 LF–δ의 δF는 PFL의 c와는 쓰임새가 구조적으로 일치하는 반면, 통
상적인 양화사 일반주의자가 쓰는 LF의 ∃P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즉 이상적인 해석자가 내릴 수 있는 합리적 판단은 '위장한' 양화사 일반주의자와 통상적
양화사 일반주의자가 서로 다른 입장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다.
해당 논증은 3.2절에 제시된 터너 논변과 판박이다. 그런데 어째서 4.1–2절에서 논한 바
처럼 터너 논변은 실패하는 반면 본 논증은 성공하는가? 그 차이는 δ-상황을 제시할 때 터
너 자신이 내린 'Lδ 문장이 나타내는 사실이 개체적 사실에 의존하지 않는다 '는 약정 사실
에 있다. 해당 약정을 논거로 삼아 본 논증에서는 LF–δ+ 문장과 PFL+ 문장 간의 '대응' 관
계 성립을 보일 수 있었다. 즉 터너의 정의상 “δxFx는 Fa 때문이다”에 대한 승인 여부가
“∃xFx는 Fa 때문이다”와 갈라진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이다. 반면 4.2절에서 보인
바와 같이 본래 터너 논변에서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p와 c 구문 간의 승인 여부 일치에
대한 논거로 제시된바는 오직 순수한 LF – PFL 문장 간의 확립된 번역 절차 뿐이기 때문
이며, 이는 '넓은 해석' 상 원리 (*)의 전건을 만족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러므로 터너 논변은 현안과 달리 논변 4단계에서 문제를 빚으며, 곧 본 논증과의 유비가
더 이상 성립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터너 논변의 제재인 LF의 ∃p와 PFL의 c는 원리 (*)의 전건을 만족시키지 못하
는 반면, 그와 대조적으로 δF와 c는 “–는 – 때문이다” 구문 같은 쓰임새까지 포괄한다는
점에서 원리 (*)의 전건을 만족시킴에 따라 양 해석이 동일하다는 귀결이 도출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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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터너가 제시한 δ-상황과 다스굽타가 제시한 c-상황 간에는 유비가 성립하지 않으
며, 곧 터너가 제시하는 '반칙' 혐의는 해소된다.

터너의 '반칙' 반론에 관한 이상의 두 번째 재반론은 곧 FOL 언어와 Lδ 언어가 명백한 차
이를 가지며, 이는 터너 자신의 Lδ에 대한 약정에서 비롯된다는 전제에 기초한다. 그런데

FOL 언어가 Lδ와 통사론적으로 매우 유사하든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유사
성을 고려할 때 터너 자신의 약정이 야기하는 차이가 상기 재반론에서 전제하는 만큼 충분
히 현저하다고 볼 수 있는가? 만약 Lδ이 PFL과 마찬가지로 '존재론적으로 무죄'라고 한다
면, 당초에 FOL이 아닌 성질-배치 언어나 PFL 언어 등이야말로 '형이상학적으로 명료한
표상'임을 보이고자 했던 당초의 기획이 빛이 바라지 않는가? 이는 다음과 같은 질문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양화사 일반주의자가 더 이상 '위장'을 시도하지 않고 존재양화문이 나
타내는 사실이 개체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노골적으로 강변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해당 문제 제기에 대한 보다 자세한 반론은 6.2절에서 제시될 것이다. 다만 그 내용 가운
데 일부를 간략히 소개하자면, 해당 문제 제기가 문제적인 함축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할 수 있다: '임의의 두 사실이 개체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두 사실은 근거가 같다.' 해당 가정이 성립할 경우 , Lδ과 PFL이 모두 '무죄'라면
이들 언어의 문장이 나타내는 사실은 근거가 같다. 따라서 PFL이 Lδ에 비하여 더욱 '명료
한 표상'임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위 가정을 받아들일 이유는 희박해 보인다 . 왜
냐면 '형이상학적 근본성'의 정도가 단순히 2가(價)적인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단계로 이
루어졌다고 간주하는 한, 위 가정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 만약 '형이상학적 근
본성'의 정도가 세 단계 이상으로 이루어진다면, 어떤 두 문장이 '존재론적으로 무죄'라는
점에서는 같다고 하더라도 두 문장이 나타내는 사실 간에는 여전히 비대칭적인 근거 관계
가 성립할 수 있다. 즉 Lδ 문장과 PFL 문장이 모두 '무죄'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두 문장이
나타내는 사실 가운데 어느 한 쪽만이 진정으로 '형이상학적으로 명료'한 것이라고 볼 여
지가 생긴다.
그리고 6.2절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런 관점에서는 '양화사 일반주의'에 대한 보
다 명료한 해석이 가능해지고, 상기한 '노골적' 양화사 일반주의자가 강변하듯 존재 양화
문이 '무죄'라는 해석도 잠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된다 . 더불어 이런 논점을 수용할 때조
차도 여전히 PFL만이 '형이상학적으로 명료'한 체계라고 볼 수 있다는 논거를 6.2절에서
보일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선 충분히 대답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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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본 절에서의 논의가 옳다면, 터너와 다스굽타의 대담 가운데서 터너가 제시한 '반칙'
반론에 대해서는 두 가지 체계적인 재반론이 가해질 수 있다 . 그리고 이러한 재반론이 옳
다면 터너가 주장한 것과 달리 터너 논변 가운데 원리 (*)는 터너가 바라는 바 효과를 발
휘하지 못하며, 곧 터너 논변은 성공하지 못한다는 귀결이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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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터너 논변에 대한 반론 (2): 토대 논증
4절에서는 터너 논변에 대한 한 가지 논박인 딜레마 논증을 제시했다. 딜레마 논증의 요
점은 터너가 상정한 원리 (*)이 옳다는 것을 가정하고, 과연 터너가 상정한 것처럼 FOL,
LF, PFL 언어 같은 언어들의 표현들이 원리 (*)에 잘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져 물어 그 결
과가 성공적이지 못함을 보이는 것이었다.
본 절에서는 원리 (*) 자체의 성격을 검토하겠다. 3절에서 인용한 것처럼 터너는 원리 (*)
이 “극도로 그럴듯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며 별도의 검토는 시행하지 않는다 . 나 또한 원
리 (*)이 충분히 합당하게 받아들일 법한 원리라는 점을 부정하지 않겠다. 다만 터너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은 원리 (*)이 어쩌면 질주의 혹은 일반주의와 같은 토대를 공유하는

'동형적인' 원리일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이러한 지적이 사실이라면, 원리 (*)를 '그럴듯
한' 원리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해주는 토대는 바로 질주의 혹은 일반주의를 정당화해주는
토대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터너는 원리 (*)에 호소하는 시점에서 스스로가 궁극적으로
논박하고자 하는 입장의 토대에 이미 부지불식간에 동조하고 있다는 부적합한 귀결이 도
출된다. 터너 논변에 대한 해당 반론을 본고에서는 “토대 논증”이라고 부르겠다.
토대 논증은 원리 (*)에 대한 반례, 즉 쓰임새가 구조적으로 일치하되 해석에서는 차이가
나는 언어 표현 쌍을 제시하는데서 출발한다[5.1절]. 이런 사례가 (*)를 결정적으로 반증
한다고 볼 필요는 없다. 다만 해당 반례를 해소하기 위해선 구조주의라는 특정한 형태의
의미론에 개입해야만 하는 것처럼 보인다. 즉 (*)를 합리적인 형태로 제시하기 위해선 구
조주의 의미론을 그 개념적 토대로 삼아야 한다[5.2절]. 그런데 (*)의 토대가 되는 구조주
의 의미론은 터너 논변의 논박 대상인 질주의 및 일반주의와 논리적 틀을 같이 하는, 즉

'동형적인' 원리인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5.3절]. 이처럼 터너 논변이 의존하는 원리 (*)
와 터너 논변이 공격하는 일반주의가 같은 토대를 공유한다면, 터너 논변은 그 내용 및 변
증법에 있어 자기논박적일 수 있다[5.4절].

5.1. (*)의 비약
터너가 “극도로 그럴듯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원리 (*)는 언어 표현의 '해석'을 개별화하
는 기준을 제공한다. 4.1–2절에서 검토한 것처럼 비록 그 각론에서는 이해 방식이 다를 수
있지만, 원리 (*)가 제공하는 개별화 기준의 골자는 그 쓰임새가 구조적으로 일치하는 두
표현이 해석 상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원리는 결코 사소하지 않다. 왜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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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쓰임새가 구조적으로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해석'은 다른 표현들이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안이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는 다름이 아니라 터너 자신이
원리 (*)가 맞는다는 것을 옹호하기 위해 제시하는 다음 시나리오에서 비롯된다:
통상 바다의 색깔을 한국어로는 “파랑”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바다의 색깔이 “
파랑”이 아니라 “랑파”라고 주장한다고 해보자. 그 외에 통상 파란색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사물을 두고 그 사람은 그 색깔이 파랑이 아니라 랑파라고 주장한다고 해보자 . 심지어 보라
는 빨강과 파랑이 아니라 빨강과 랑파의 혼합이라고 말하기까지 한다고 하자. 원리 (*)에 따
르면 이때 한국어 “파랑”과 그 사람의 어휘 “랑파”는 그 쓰임새가 구조적으로 일치하므로,
곧 그 해석이 동일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Turner 2011, 16–17 참조).
그런데 해당 시나리오에 약간의 추가 요소를 가미하여 그 사람에게 감각질 역전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곧 그 사람이 그때 보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보는 파란색 감각질이 아닌 다른
감각질이라고 해보자. 색 술어가 감각질을 지시한다고 가정하는 한, 이때 그 사람이 바다
가 “파랑”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시나리오 상 참일 것이다. 만약 이러한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면 해당 가능세계에서 “파랑”과 “랑파”는 외연이 다르므로, 곧 두 표현은 내포적
으로도 동치가 아니라는 귀결이 도출된다. 하지만 그렇다면 해당 상황은 원리 (*)에 대한
반례를 구성하게 된다.
위 사례는 감각질 역전의 가능 여부 등으로 인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e.g. 김효은

2006). 하지만 위 사례에서도 전제되는 한 가지 논점을 전제하는 한 , 원리 (*)에 대한 반
례들, 즉 쓰임새는 구조적으로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해석은 다른 어휘의 쌍이 보다 일반적
으로 구성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콰인의 『말과 대상(Word and Object)』에 등장하
는 “가바가이” 사례가 바로 그 대표적인 경우다.
콰인은 원초적 번역(radical translation)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문장 및 어휘들 간의 자
극 동의성(stimulus synonymy)이 수립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한국어 “토끼”
와 외국어 “가바가이”는 토끼가 시야에 들어오는 경우 오직 그 경우에만 쓰인다는 점에서
자극상 동의적이다. 하지만 콰인이 명시적으로 밝히듯이 이런 자극 동의성은 어휘 간의 외
연적 동일성조차 보장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가바가이”라는 말이 토끼를 가리키는지, 토
끼의 시간 단계를 가리키는지, 토끼 보편자의 예화 사례를 가리키는지를 결정하는 방법은
원리적으로 없다(Quine 1960b, 51–57).

'가바가이' 사례에 대한 통상적 해석에선 “가바가이”의 외연이 결정되지 못한다는 것을
단순히 인식적 한계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 이는 “가바가이”의 외연을 결정해줄 물리적
사실 자체가 부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이해된다 . 즉 “가바가이”의 외연은 과소결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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콰인의 시나리오를 편의상 조금만 바꿔서 “토끼”와 “가바가이”를 제외한 가바가이-언어
의 모든 다른 표현들의 문법과 의미론이 한국어와 동일하다고 전제하자 . 즉 “토끼”와 “가
바가이”가 상기한 원리 (*)의 조건 (ㄱ)을 만족시킨다고 해보자. 그리고 “토끼”와 “가바가
이”가 자극상 동의적인 것은 현 시나리오에서도 유지된다. 왜냐면 한국어 화자가 “토끼”
라고 말하는 경우 오직 그 경우에만 가바가이-언어 화자는 “가바가이”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토끼”와 “가바가이”는 한국어와 가바가이-언어에서 조건 (ㄴ)을 만족시킨
다. 그렇다면 “토끼”와 “가바가이”는 그 쓰임새가 구조적으로 일치하므로 , 곧 원리 (*)의
전건을 충족시킴에 따라 “토끼”와 “가바가이”의 해석은 같다는 귀결이 도출된다.
하지만 외연의 과소결정성에 대한 상기 교훈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가바가이”의 외
연이 “토끼”의 외연과 다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귀결 또한 받아들여야만 한다 . 왜
냐면 그 어떠한 가능한 경험적 자극의 총체도 이론적 어휘의 외연에 대해선 과소결정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가리키는 것만이 허용되는 본래 원초적 번역
사례와 달리, 수정된 사례에서는 “이 가바가이가 저 가바가이와 같습니까 ?”, “여기에 가
바가이가 하나 있습니까 아니면 둘 있습니까?” 같은 질문 또한 허용된다 .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이런 질문들 또한 결정적으로 외연의 동일성 여부를 가려내지는 못한다. 이를테면 화
자가 위 두 질문 모두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한다고 해보자. 이는 “가바가이”와 “토끼”가
외연이 동일한 시나리오, 그리고 그와 비일관적인 “가바가이”와 “토끼의 시간 단계”가 외
연이 동일한 시나리오 모두와 합치한다. 위 교훈이 합당하다면 이런 질문이 아무리 늘어난
다 한들 과소결정성 문제가 결정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 즉 이런 수정된 '가바가이' 시나
리오 또한 원리 (*)의 전건은 만족시킴에도 불구하고 그 외연의 동일성이 보장되지 못하
는 사례라는 점에서 원리 (*)에 대한 반례가 된다.

다만 상기한 “랑파” 반례와 '가바가이' 반례 모두 원리 (*) 가운데 “승인하는 때 바로 그
때에(when and only when)”라는 규정에 대한 한 가지 독법을 전제하고 있음을 유의해
야만 한다. 그 독법이란 “때 바로 그 때에”라는 판단 기준을 '이상적인 해석자 입장에서 객
관적으로 주어지는 상황이 동일한 경우 바로 그 경우'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때 “객
관적으로 주어지는 상황”이란 특정한 개인에게 전적으로 주관적으로 주어지므로 이상적
인 해석자조차 포착할 수 없는 요소를 배제한다 . 예를 들어 감각질이 전적으로 내밀하며
주관적인 것이라고 가정하는 한, “랑파” 시나리오에서 화자들에게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상황은 같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랑파”라고 말하는 '때'는 우리가 “파랑”이라고 말하는

'때'와 같다고 할 수 있다.
혹자는 “승인하는 때 바로 그 때에”라는 기준을 보다 '촘촘하게' 설정할 수 있다고 말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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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즉 '때'의 개별화 기준을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상황'으로 삼는 것은 지나치게 '성기
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 따르면 우리가 파랑 감각질을 느끼는 '때'가 어떤 사람이
역전된 랑파 감각질을 느끼는 '바로 그 때'라고 보는 것은 틀렸다. 왜냐면 두 상황에서 주
체에게 주어지는 감각질이 차이가 날 경우, 두 상황은 이미 다른 상황이기 때문이다. 즉
이런 '촘촘한' 기준에 따르면 '랑파' 시나리오에서 “랑파”와 “파랑”은 조건 (ㄴ)을 만족시키
지 않으며, 곧 “랑파” 화자가 “랑파”와 “파랑” 간의 차이가 단순히 말 뿐인 차이가 아니라
고 강변하는 것은 정당한 주장이 된다 . 이렇듯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상황'이 같다는 것이
곧 조건 (ㄴ)이 만족되기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점이 바로 '촘촘한' 기준을 요구하는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반박이다.
이러한 '촘촘한' 독법은 당초 3절에서 터너가 (*)를 옹호하기 위해 제시한 논변에서는 이
미 벗어난다. 왜냐면 이상적 해석자조차 포착할 수 없는 존재론적 차이에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런 '촘촘한' 기준이 맞다면 곧 '랑파' 시나리오는 원리

(*)에 대한 반례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촘촘한' 기준에 따르면 '랑파' 시나리오만이 아니라 '가바가이' 시나리오도 마찬가
지로 해소된다. 왜냐하면 이때에도 “가바가이”라고 말하는 '때'와 “토끼”라고 말하는 상황
은 '때'는 오직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상황'에서만 같을 뿐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가바가이”가 토끼의 보편자를 가리킨다고 해보자. 한국어 화자가 “토끼”를 말
하고 가바가이-언어 화자가 “가바가이”라고 말할 때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상황은 일치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화자가 “토끼”라고 말하는 상황은 토끼를 염두에 두는 상황
인 반면, 가바가이-언어 화자가 “가바가이”라고 말하는 상황은 그 사람이 토끼의 보편자를
염두에 두는 상황이다. 이런 차이는 이상적 해석자조차 분간할 수 없는 차이지만 , 그럼에
도 불구하고 '촘촘한' 독법에 따르면 여전히 서로 다른 '때'이므로 곧 조건 (ㄴ)이 만족되지
않는다. 즉 “가바가이”가 “토끼”와 “토끼의 보편자” 가운데 어느 것과 외연이 동일한지 여
부는 더 이상 과소결정되지 않는다.
혹은 보다 극적인 사례를 제시해볼 수도 있다. 가바가이-언어 화자가 타자의 심적 실체를
마치 감각질처럼 내밀하게 감지할 수 있으며 “가바가이”란 바로 그 심적 실체를 가리킨다
고 해보자. 이때 한국어 화자와 가바가이-언어 화자가 철학적 좀비 토끼를 접했다고 해보
자. 이때 한국어 화자는 “토끼”라고 말하겠지만 가바가이-언어 화자는 “가바가이”라고 말
하지 않을 것이다. '랑파' 사례와 마찬가지로 두 화자에게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상황'은 같
지만, '촘촘한' 기준을 요구할 경우 “가바가이”와 “토끼”는 조건 (ㄴ)을 충족시키지 않는
다. 따라서 원리 (*)은 만족되지 않기에 '가바가이' 시나리오는 해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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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처럼 원리 (*)의 '촘촘한' 기준을 통해 '가바가이' 문제가 해소된다는 귀결은 그
자체로 부담이 되는 지표인 것처럼 보인다. 왜냐면 '촘촘한' 기준을 통해 '가바가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은 이상적 관찰자조차 포착할 수 없는 외연의 동일성을 결정해주는 사
실이 있음을 함축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위 시나리오의 경우 가바가이-언어 화자가 토
끼의 보편자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사실, 혹은 가바가이-언어 화자가 좀비 토끼의 심적
실체를 느끼지 못했다는 사실 등은 곧 “가바가이”의 외연이 “토끼”와 동일하지 않는다는
점을 결정한다. 물론 이런 사실은 정의상 '객관적으로 주어진 상황'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
지만 말이다. 곧 '촘촘한 기준'에 따르면 외연의 과소결정성 문제 , 즉 콰인의 번역 비확정
성 문제는 어디까지나 인식적인 한계의 산물일 뿐 형이상학적 문제는 아니라는 귀결이 도
출된다.
하지만 이러한 귀결은 상기한 바처럼 '가바가이' 사례에 대한 통상적 해석과 불합치한다.
왜냐면 통상적 해석에 따르면 '가바가이' 사례의 교훈은 “가바가이”의 외연이 “토끼”와 동
일한지 여부를 결정해주는 (물리적)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원리 (*)의 '촘촘한' 기준이 정말로 콰인의 회의주의적 문제 제기에 대한 결정적인
반론인 것으로 밝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촘촘한'
기준이 콰인의 '가바가이' 문제를 이처럼 사소하게 해소한다는 함축을 가질 경우, 그런 함
축은 '촘촘한' 기준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즉 원리 (*) 가운데 “승인하는 때 바
로 그 때에”라는 규정에 대한 '촘촘한' 기준을 받아들이는 것은 '랑파' 반례 및 '가바가이'
반례를 차단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큰 이론적 부담을 지는 선택이므로 쉽게 취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교훈을 받아들여 '가바가이' 문제가 잠정적으로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에
곧 '촘촘한' 해석이 적합하지 않다고 가정하자.70 그렇다면 언어 표현의 해석에 관해 우린
70 '촘촘한' 해석이 부적합하다는 가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랑파' 및 '가바가이' 사례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 한들 5절 전체에 걸쳐 제시될 토대 논증과 유사한
논변은 여전히 구성될 수 있다. 이때 터너 논변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지점은 4.1절에서 지
적한 초내포적 의미와 (전제3) 간의 갈등이다.
4.1절에서 보인 바처럼 대상 언어가 FOL이나 PFL인 경우 (전제3)은 어휘의 초내포적 의미
차, 이를테면 “삼각형”과 “삼변형” 간의 차이 등을 근거 관계 수립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문제
점을 갖는다. 즉 일종의 '비약'이 발생한다. 5.2절에서 제시되는 것과 비슷한 전략을 현 사안
에 관해 구성할 경우, 그 전략은 곧 '초내포적 의미차' 자체를 의미론 차원에서 거부하는 것
이다. 즉 “삼각형”과 “사각형” 등이 각각 고유하게 갖는다고 여겨지는 초내포적 의미가 의미
론에서 불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만약 이런 전략이 성공적이라면 초내포적 의미차는 의미
차원에서 기각되므로, 곧 이를 토대로 근거 관계를 수립할 때에도 '반영할 차이' 자체가 없게
된다. 그리고 5.3절에서 진단하는 것과 비슷하게 이러한 전략 또한 '광의의 질주의/일반주
의'에 개입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5.4절에선 이런 광의의 질주의/일반주의에 대한 개입이 터너 논변에 미치는 두 가지 부정적
함축을 제시한다. 그 중 두 번째 함축은 본 사례에서도 적용된다. 초내포적 의미차를 기각하
는 방안은 설령 가능하다 한들 광의의 질주의/일반주의에 개입한다는 점에서 (물질적)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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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입장을 취해야하는가? 엄밀하지 못한 의미에서 “표상주의”라고 불릴 법한 입장에서
는 원리 (*)를 거부하고 그 역만을 받아들일 것이다. 즉 두 표현이 내포적으로 동일하다면
두 표현의 쓰임새는 구조적으로 일치하지만, 그 역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이처럼 언어
표현이 지시체를 갖는다는 것을 기초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우 상기한 '랑파' 문제 및 '가
바가이' 문제 등은 피해갈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해석의 개별화 원리로서 원리 (*)를 옹
호하고자 하는 이상, 이런 입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원리 (*)를 옹호하는 입장에
서는 위와 같은 반례를 통해 촉발되는 논리적 비약을 해결할 수 있어야만 한다.

5.2. 구조주의적 의미론
5.1절에서 지적된 바 원리 (*)의 비약은 그 쓰임새를 뛰어넘는 언어 표현의 해석이 가능
해 보인다는 점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비약을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은 표현의 쓰임새
를 뛰어넘는 해석 간의 차이를 부정하는 것이다. '해석'이 의미론적 개념인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방안은 곧 개별 언어 표현이 갖는 의미의 본성 혹은 유무 여부 자체를 재검토함
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언어 표현의] 의미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야로슬라프 페레그린(Jaroslav

Peregrin)의 검토는 위 문제를 해결할 만한 실마리를 제공한다(Peregrin 2008). 페레그
린은 해당 질문에 대한 종래의 일반적인 대답 방식을 '실체적(substantial)'인 접근 방식이
라고 부른다. 실체적 방식에 따르면 위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떤 유형의 소리 혹은 글씨
에 접착된(glued) 덩어리가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는지”(1208)를 제시해야만 한다. 물리
적/심적/추상적 존재자 등은 그 유력한 후보들이다.
하지만 페레그린에 따르면 실체적 방식은 “의미란 무엇인가”에 대한 유일한 대답 방식이
아니다. 대안적인 “구조적” 방식에 따르면 중요한 것은 의미가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는지
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문법적으로 유사한 표현들의 의미가 서로 어떻게 엮이는지를 따지
는 것이다. 즉 “의미라는 것이 있는 한 , 이는 순전히 구조적인 문제다” (1212). “구조주의”
라고 부를만한 해당 입장에 따르면 근본적인 차원에서 “의미란 것은 없으며 , 오직 의미론

의/일반주의와 '동형적'이고, 곧 둘 중 한 입장을 취사 선택하는 것은 변증법 상 문제적이라
는 것이다. 이렇듯 (전제3)이 야기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의 토대가 결국 터너 논
변의 논박 대상의 토대가 되기도 한다는 귀결은 향후 5절에 걸쳐 제시될 토대 논증의 골자와
일치한다.
만약 이러한 구상이 옳다면, 설령 '(*)의 촘촘한 해석이 '콰인의 '가바가이' 문제에 대한 해결
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참이라고 가정할 때에도 이처럼 토대 논증과 유사한 논증이 충분히
구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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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구조만이 있다”. 의미론적 연구란 이런 의미론적 구조를 해명하는 것이며 ,71 그 해명은
언어 표현의 쓰임새를 검토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페레그린은 데이빗 루이스가 “의
미가 무엇인지를 말하기 위해선, 먼저 의미가 어떤 것을 하며 무엇이 그런 것을 하는지를
물어야만 한다”(D. K. Lewis 1970, 22)라고 언급하는 바가 이러한 의미론적 접근 방식
을 잘 설명해준다고 말한다.72
페레그린은 윌프리드 셀라스(Wilfrid Sellars) 혹은 『말과 대상(Word and Object)』에
서 나타나는 콰인의 언어철학적 입장이 이러한 “ (신)구조주의”에 부합한다고 해석한다.
나의 해석이 맞다면, 콰인을 '구조주의자'로 볼 경우 '가바가이' 사례는 더 이상 의미론에
대해 전적으로 회의주의인 함축을 갖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의미론적 작업
은 존재자로서 의미를 상정할 필요 없이 언어의 의미론적 구조를 해명하는 작업으로 이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때 의미론적 구조는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세계의 상황과
발화 행위들을 종합하는 원초적 번역 같은 절차만을 통해서도 온전히 포착될 수 있다 . 즉
원초적 번역의 결과물인 번역 편람이 포착하지 못하는 의미론적 사실이란 없게 되는 것이
다.
의미론적 구조란 우리의 언어 게임 (language game)들 가운데 어휘가 수행하는 역할

(role)과 사용가능성(usability)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페레그린이 설명하
는바 의미론적 구조가 성립하는 토대다. 이는 어휘의 쓰임새를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의미
론적 구조를 해명할 수 있다는 앞의 진술을 정당화해준다.73
이렇듯 개별적 의미가 아닌 의미론적 구조가 중심이 되는 구조주의적 틀에서 개별 언어
표현 간의 의미적 동의성을 따지는 것은 모호한 작업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레그린
은 '어휘의 동의성'에 관해 다음과 같은 파생적 규정을 제시한다:
두 어휘는 만약 한 문장에서의 대치가 그 문장이 [언어] 게임들에서 쓰이는 방식에 차이를
낳지 않을 경우 동의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Peregrin 2008, 1219)
71 페레그린은 이러한 '해명' 개념이 카르납의 “해명(explication)” 개념에서 따온 것이라고 말한
다(Carnap 1947, 7–8). 유비적 사례로 “수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프레게, 러셀, 폰 노
이만, 체르멜로 등의 대답이 언급된다. 페레그린에 따르면 이들의 대답은 직접적으로 수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수가 어떻게 해명되는지를 말해주는 것일 뿐이다
(Peregrin 2008, 1211). 바로 그런 맥락에서 페레그린은 “엄밀히 말해서 의미라는 대상이 없
다는 사실이 곧 의미를 대상으로서 해명하는 것을 막지 않[으며 …] 의미를 그 해명과 등치
(identify)시키는 것 또한 여러 맥락에서 불합리하지 않다”고 말한다(1212).
72 보다 일반적인 의미 전체론(meaning holism)에 관한 개괄은 Jackman (2017) 참조.
73 페레그린은 이러한 구조주의 의미론에 “규범적 전환(normative twist)”를 가한 것이 바로 로
버트 브랜덤 식의 추론주의(inferentialism) 의미론이라고 논평한다(Peregrin 2008, 1219). 만
약 그렇다면 터너의 원리 (*)는 구조주의적 원리일지언정 추론주의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왜냐면 3절 5단계에서 언급한 것처럼 (*)는 성향적으로 정의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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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이해가 맞다면 페레그린이 제시하는 구조주의적 의미론은 원리 (*)의 비약을 정당
화해주는 보다 일반적인 원리에 해당한다. 왜냐면 '어휘의 동의성'에 대한 페레그린의 규
정은 곧 '언어 표현의 쓰임새를 뛰어넘는 언어 표현의 해석 '을 부정한다는 함축을 갖는 것
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리 (*) 가운데 “L1 화자가 α가 들어간 어떤 문장을 승인하는 때 바로 그 때에 L2 화자는

α가 β로 대체된 그 대응하는 문장을 승인하고, 또 그 역도 성립한다”는 대목을 다시 고려
해보자. 해당 대목에서 “문장[의] 승인”이란 상기 '동의성' 규정에서 언급되는 “[언어] 게
임들에서 쓰이는 방식”의 일종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 그렇다면 상기 '동의성' 규정의 정의
항은 원리 (*)의 조건 (ㄴ)에 대응하는 부분을 함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왜냐면 두 규
정 모두 어휘가 대체된다 한들 “승인” 혹은 “쓰이는 방식”은 일치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
기 때문이다.
더불어 (*)의 후건에서 언급되는 “해석”은 보다 일반적인 “의미”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왜냐면 양자 모두 개별 언어 표현에 귀속되는 의미론적 값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상기 '동의성' 규정의 피정의항에서 언급되는 “동의적”이란 결국 “해석의 동일성
”을 함축한다.
만약 이러한 분석이 옳다면, 당초 논의의 쟁점인 원리 (*)는 곧 상기 구조주의적 '동의성'
규정에 의해 함축되거나, 최소한 내용 상 궤를 같이 하는 논제로 이해될 수 있다.74
즉 의미론에 대한 구조주의적 접근이 옳다고 가정할 경우 , 이러한 접근이 함축하거나 최
소한 궤를 같이 하는 원리 (*)는 정당화된다. 해당 정당화 방식에 따르면 5.1절에서 원리

(*)에 대한 반례로 제시된 '랑파' 사례나 '가바가이' 사례 등은 더 이상 온당한 반례가 될
수 없다. 왜냐면 이들 반례는 “랑파”나 “가바가이” 같은 개별 언어 표현에 어떤 존재자가
의미론적으로 '접착'될 수 있다는 실체적 접근 방식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 예를 들어
'랑파' 사례에서의 쟁점은 표현 “랑파”가 어떤 감각질을 가리키느냐이며, '가바가이' 사례
의 경우 가바가이-언어 표현 “가바가이”가 토끼, 토끼의 보편자 등 가운데 어떤 것을 가리
키는지가 문제가 된다. 하지만 구조주의적 설명 방식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 제기는 온당한
의미론적 질문이 되지 못한다. 왜냐면 언어 표현의 쓰임새를 벗어나는 의미론적 사실은 없
기 때문이다.
즉 “파랑”과 “랑파”, “토끼”와 “가바가이” 등의 쓰임새가 구조적으로 일치하는 한 이들이
74 위 '동의성' 규정 가운데서 원리 (*)의 조건 (ㄱ)에 대응하는 규정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
는다. 하지만 당초 조건 (ㄱ)의 역할은 '대상 문장의 다른 모든 요소가 같다(ceteris
paribus)'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원리 (*)를 보다 온건하게 만드는데 있었으므로, 곧 조건 (ㄱ)
에 대응하는 대목이 위 '동의성'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를 낳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82

수행하는 의미론적 역할은 동일하다. 따라서 구조주의적 의미론에 의거하여 '개별 표현의
의미'를 굳이 파생적으로나마 상정한다면, “파랑”과 “랑파”, “토끼”와 “가바가이”는 서로

'동의적'이므로 그 '해석' 상 차이가 난다고 볼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두 어휘가 원리 (*)의
전건을 만족시킬 경우 그 해석이 같다는 귀결은 사소하게 도출될 것이며 , 곧 원리 (*)의
비약은 정당화된다.
페레그린이 제시하는 이런 구조주의적 의미론이 경쟁 이론인 '실체적 접근 방식'에 비해
더 나은지 여부를 따지는 것은 본고의 역량을 벗어나는 과제다. 다만 본 논의는 터너 논변
의 쟁점인 원리 (*)가 보다 일반적인 의미론적 관점인 구조주의와 궤를 같이 하는 원리이
거나, 최소한 구조주의적 원리를 토대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 왜냐면 그런
경우 5.1절에서 원리 (*)에 대한 반례로 제시된 어휘 “파랑”과 “랑파”, “토끼”와 “가바가
이” 등 어휘의 쓰임새를 벗어나는 그 고유한 특성에 의해 해석차가 발생하는 시나리오들
을 무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조주의적 의미론과 마찬가지로 원리 (*)의 이러한 구제책
이 언어학적으로 생산적인지 여부는 열린 문제다. 하지만 이후 논의에서 살펴보겠듯이 이
러한 의미론적 입장을 취하는 것은 터너 논변의 보다 거시적인 기획과 긴장 관계를 이루는
것처럼 보인다.

5.3. 해석 질주의와 일반주의
5.2절의 내용이 옳다면 원리 (*)에 관해 5.1절에서 가해진 반례들을 차단하는 방안은 구
조주의 의미론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쓰임새를 벗어나는 언어 표현의 해석차를 부정하는
것이다. 즉 원리 (*)를 합리적인 형태로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개별 언어 표현의 해석의 유
무에 대한 특정한 입장을 개념적 토대로 삼아야만 한다.
본고에선 이때 원리 (*)와 구조주의의 결합이 개입하는 입장이 '해석 질주의' 혹은 '해석
일반주의'라고 부를만한 입장이라고 논하겠다. “해석 질주의”란 '광의의 질주의'의 한 대입
예로 이해할 수 있다. 2.3절의 질주의 정의를 참고할 경우, '광의의 질주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광의의 질주의): x가 순전히 질적 사실로 이루어진다.
즉 “광의의 질주의”란 변항 x의 값이 정해지지 않은 일종의 논제 틀이다. 이런 측면에서

2.3절에서 다뤄진 '질주의' 또한 광의의 질주의의 한 대입예이며, 굳이 구별하여 부르자면
“물질 질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해당 논제는 x의 값으로 세계, 그것도 통
상 물질적 개별자가 분포한다고 여겨지는 물질적 세계가 오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즉 물질 질주의는 광의의 질주의의 특정한 형태일 뿐이며, x의 값으로 다른 것이 오는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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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질주의도 정의가능하다. 복수의 입장이 이처럼 동일한 논리적 틀의 대입예에 해당한
다는 것을 두고 편의상 각 대입예들 간에 '동형성'이 성립한다고 하자.
그렇다면 원리 (*)와 구조주의의 결합이 개입한다고 여겨지는 '해석 질주의'란 무엇인가?

x가 물질적 세계였을 때 그 가운데 분포한다고 여겨지는 것이 물질적 개별자였다면 , 현 사
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언어 표현의 해석이다 . 즉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해석 질주
의'에서 x의 값이 되는 것은 '해석의 세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른바 '물질 질주의'가
곧 물질적 세계가 순전히 질적 사실로 이루어진다는 주장, 즉 근거 이론상으로는 물질적
개별자에 관한 사실들이 질적 사실들에 근본적으로 근거한다는 주장임을 고려한다면 , 그
와 동형적인 '해석 질주의'는 언어 표현의 해석에 관한 사실들이 근본적으로는 질적 사실
들에 근거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이런 '해석 질주의'에서 피설명항에 해당하는 사실은 문장 틀 “언어표현 –의 해석은 –다
”의 사례가 나타내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커피 마셔야지!”라고 발화
할 때 “커피”라는 말의 해석은 현 상황에서 특정한 유형의 액체를 그 외연으로 갖는 내포
이며, 이러한 사실은 문장 “언어표현 “커피”의 해석은 –다”에 의해 나타낼 수 있다. 물론
물질 질주의에서 “알렉산드로스는 사람이다”라는 문장이 '실재에 대한 명료한 표상'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처럼, “언어표현 “커피”의 해석은 ~다”가 나타내는 사실 또한 설명되어
야 할 사실, 즉 보다 근본적인 사실에 근거하는 사실일 뿐이다 . “언어표현 –의 해석은 –
다”의 사례 문장들이 나타내는 사실들을 편의상 “해석 사실”이라고 부르자.
따라서 원리 (*)와 구조주의의 결합이 해석 질주의에 개입한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서는 해석 사실들의 근거가 질적 사실이라는 점이 원리 (*)와 구조주의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2.3절 정의에 따르면 질적 사실이란 개체적 사실이 아닌 사실이며, 개체적 사실은

'이것임' 속성이나 개별자 자체가 그 성립에 유관한 사실이다. 물질 질주의의 경우에 견주
어보자. 개체주의자들은 기초적 개별자인 라이프니츠를 상정하며, 오직 그 라이프니츠만
이 예화하는 <라이프니츠임> 속성 같은 것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에 반해 질주의자,
예를 들어 다발 이론가는 <철학자임>, <수학자임>, <17–18세기 사람임> 등의 공존이야
말로 라이프니츠와 관련된 사실의 근거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렇다면 언어 표현 해석에 관련하여 질적 사실과 개체적 사실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란 무엇인가? 이는 쉽지 않은 문제다. 물질적 질주의 및 개체주의 논쟁에 관해서는 최소한

<라이프니츠임>과 <철학자임> 가운데 어느 것이 질적 속성이며 어느 것이 개체적 속성
인지를 두고 위와 같이 최소한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언어 표현의 해석
이 갖는 뭇 특성들의 경우, 이들 특성 가운데 어느 것이 질적이고 어느 것이 개체적인지 가
릴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과연 그런 기준이 있기나 한 것인지 여부 자체가 충분히 논의
84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원리 (*)와 구조주의의 결합이 언어 표현의 '해석'에 관해 제시하는 설명을 참조해
보자. 5.2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해당 설명에 따르면 어휘의 고유성에 의한 해석차 , 예를
들어 “파랑”과 “랑파” 간의 해석차, “토끼”와 “가바가이” 간의 해석차 등이 있을 수 있다
는 가능성이 부정된다. 언어 표현 해석 간의 차이는 오직 그 언어 표현의 쓰임새 상 차이에
의해서만 발생할 수 있다고 가정되기 때문이다.
만약 언어 표현의 해석이 갖는 특성들에 대해서도 '질적/개체적 속성' 구분을 적용시킬 수
있다면, 이때 표현의 쓰임새는 질적 속성으로 분류하는 것이 마땅해 보인다. “파랑”과 “랑
파”가 예증하듯 특정 언어 표현의 쓰임새는 5.1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반드시 '바로 그 언
어 표현'만이 전유하는 특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구조주의적 틀에 의거할 경우
해석 사실이 근거하는 사실은 질적 사실이라는 귀결이 도출된다 . 이는 언어 표현의 쓰임새
가 전적으로 그 해석을 결정한다는 구조주의적 규정이 '해석 질주의'에 부합한다고 진단할
만한 논거에 해당한다.
물질 질주의와의 유비는 구조주의를 '질주의'로 볼 만한 이유를 보다 명시적으로 보여준
다. 물질 질주의에 따르면 “라이프니츠는 근본적으로 그와 모든 질적 속성에서 일치하는
쌍둥이 라이프니츠*와 오직 <라이프니츠임>이라는 속성의 예화 여부에서만 다르다”는
주장은 틀렸다. 왜냐하면 해당 주장은 <라이프니츠임>이라는 개체적 요소가 근본적 사실
의 성립 여부에 유관하다는 점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 이는 “표현 “파랑”은 “랑파”와 그 쓰
임새가 구조적으로 일치하지만, 그럼에도 “랑파”는 “파랑”과 다른 고유한 지시체를 가지
므로 해석상 다르다”는 주장이 구조주의에서 부정되는 것과 흡사하다. 왜냐면 구조주의에
서도 “랑파” 같은 언어 표현의 해석이 “랑파”가 갖는 모종의 고유한 특성에 의해 “파랑”의
해석과 달라질 수 있다는 제안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유비는 원리 (*)와 구조주
의의 결합이 물질 질주의와 동형적인 '해석 질주의'에 개입한다고 보는 시각이 그럴싸함을
보여준다.
현 논제를 뒷받침하는 조금 더 분석적인 논증을 제시할 수도 있다: '언어 표현의 의미' 혹
은 '해석'을 파생적인 존재자로만 인정하는 구조주의의 특성상 , '의미' 혹은 '해석'이라는 존
재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특성을 갖는 존재자인지는 그 자체로 열린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원리 (*)와 구조주의에 따르면 언어 표현의 해석은 적어도 그 해석을 갖는 언어 표현
의 특성으로부터 비롯되는 모종의 속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왜냐면 5.1절 서두에 설명
한 것처럼 원리 (*)는 해석을 개별화하는 원리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원리 (*)의 전
건에서는 언어 표현의 특성들, 요컨대 그 언어 표현의 쓰임새를 기준으로 그 표현의 해석
을 개별화한다. 예를 들어 한국어 어휘 “토끼”의 해석이 정확히 어떤 존재자인지는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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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떤 존재자가 되었건 원리 (*)에 따르면 해당 해석은
언어 표현 “토끼”의 쓰임새 등을 기준으로 개별화된다. 그러므로 “토끼”의 해석은 최소한
속성 <언어 표현 “토끼”의 특성인 ~에 따라 개별화됨>을 예화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75
물론 '해석'이라는 존재자의 본성이 열린 문제인 이상 이들이 별도의 속성을 갖는다는 주
장 또한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해당 속성 <“토끼”의 특성인 ~에 따
라 개별화됨>이 근본적으로 질적 속성인지 혹은 개별적 속성인지를 따져 묻는 것은 원리

(*)가 해석 질주의와 개체주의 가운데 어느 쪽에 개입하는지를 알려줄만한 한 가지 지표
가 된다.76
해석 질주의에 반하는 '해석 개체주의'가 유의미한 논제로서 제기되고자 한다면 , 해석 개
체주의에서 속성 <“파랑”의 특성인 ~에 의해 개별화됨>은 속성 <“랑파”의 특성인 ~에
의해 개별화됨>과 다른 속성으로 판정되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양자를 같은 속성으
로 볼 경우, 해당 속성은 5.1절 '랑파' 시나리오에서 수적으로 다르다고 상정되는 “파랑”의
해석과 “랑파”의 해석을 더 이상 달리 개별화해주지 못하므로, 곧 그 외연이 단집합이 아
니게 되기 때문이다. 어떤 속성의 외연이 단집합이 되는 것은 그 속성이 개체적 속성이라
는 것의 최소한 필요조건으로 보는 것이 합당해보이므로,77 곧 <“파랑”의 특성인 ~에 의
해 개별화됨>와 <“랑파”의 특성인 ~에 의해 개별화됨>이 각각 개체적 속성으로 판정되
75 이때 해당 속성은 '(가능)세계 꼬리표를 단 속성(world–indexed property)'이라고 가정하겠다
(Plantinga 1976, 149). 왜냐하면 언어 표현 “파랑”이 전혀 다른 의미론을 갖는 경우도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76 (i) 원리 (*)가 해석들을 개별화하는 원리이며 (ii) 어떤 대상의 개별화 원리는 그 대상에 관해
'본질적'이라고 가정한다면, 곧 속성 <”토끼의 특성인 ~에 따라 개별화됨>은 토끼의 해석에
관해 본질적이라는 귀결까지 나아갈 수 있다. Mackie(1994, 321–32)는 종 본질주의에 관련
하여 (ii)에 대한 반론을 제시한다. 본 사례의 경우 위 각주 75에서 규정하듯 해당 속성을 “세
계 꼬리표를 단 속성”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면, 곧 해석은 사소하게 모든 가능세계에서
해당 속성을 예화하므로 해당 반론을 피할 수 있다.
77 속성 <라이프니츠의 친구임> 같은 사례가 그 반례로 제시될 수 있다. 해당 속성의 외연은 라
이프니츠가 두 명 이상의 친구를 가질 경우 단집합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속성
은 개체적 속성 <라이프니츠임>을 구성요소로 삼는 일종의 복합적 속성이라는 점에서 파생
적으로 개체적 속성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토대로 속
성 <“랑파”의 특성인 ~에 의해 개별화됨> 등 또한 외연이 단집합이 아니라고 한들 여전히
파생적으로 개체적 속성일 수 있다는 추론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복합적 속성에 관한 사실이 그 구성요소 속성에 관한 사실에 형이상학적으
로 의존한다는 가정을 받아들이는 한 (Adams 1981, 5–6 참조), 이러한 주장은 상기 논변에
대한 반론이 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만약 복합적 속성에 관한 사실이 구성요소 속성에 관한
사실에 의존한다면, 곧 복합적 속성은 '근본적 속성'이 아니다. 반면에 상기 논의는 해석 사
실의 '근본적 근거'가 되는 사실을 따지는 것이므로 오직 '근본적 속성'만이 고려 범위에 들어
간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다면 <라이프니츠의 친구임> 같은 복합적인 사례는 현 안
의 고려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반례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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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선 이들 속성이 수적으로 다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는 물질 개체주의와의 유비를 통해서도 옹호될 수 있다. 상기 예시를 다시 들어 라이프
니츠와 그 질적 쌍둥이인 라이프니츠* 각각의 '이것임' 속성인 <라이프니츠임>과 <라이
프니츠*임>을 상정해보자. 만약 이 두 속성이 수적으로 동일하다면 해당 속성은 라이프니
츠와 라이프니츠* 모두에 의해 예화되므로, 더 이상 양자를 개별화해주는 속성이 되지 못
한다. 즉 '이것임' 속성의 구실을 하지 못하게 되므로, 해당 속성을 개체적 속성으로 보는
것은 더 이상 합당하지 않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라이프니츠임>과 <라이프니츠*임>이
수적으로 다른 속성이라고 판정되어야만 한다. 이는 해석 개체주의가 곧 속성 <“파랑”의
특성인 ~에 의해 개별화됨>과 <“랑파”의 특성인 ~에 의해 개별화됨> 간의 수적 차이를
함축한다는 상기 논변과 궤를 같이 한다.
그렇다면 속성 <“파랑”의 특성인 ~에 의해 개별화됨>와 <“랑파”의 특성인 ~에 의해 개
별화됨>은 수적으로 다른가? 구조주의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 왜냐면 어휘의 의미론적 특
성은 오직 그 쓰임새에 의해 결정되므로, 곧 “파랑”과 “랑파”의 쓰임새가 구조적으로 일치
하는 한 '언어 표현 “파랑”의 특성인 ~'와 '언어 표현 “랑파”의 특성인 ~'는 차이가 날 수 없
기 때문이다. 즉 구조주의에 따르면 해당 두 속성은 전혀 구별될 여지가 없으므로 , 곧 수적
으로 다른 속성이라고 볼 이유가 희박해진다. 물론 혹자는 두 속성이 어떤 면에서 '질적으
로' 일치한다고 한들 여전히 모종의 고유성(quiddity)에서는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수적
으로는 다를 수도 있다고 강변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들 구조주의자는 이러한 속성 간 차
이를 상정하는 것은 적어도 의미론적 설명에는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평가할 것이다(R.

Black 2000, sec. 3 참조). 그러므로 속성 <“파랑”의 특성인 ~에 의해 개별화됨>과 <“랑
파”의 특성인 ~에 의해 개별화됨>이 수적으로 같다고 볼 여지가 희박하다면, 곧 이들이
개체적 속성이라는 주장은 더 이상 견지되기 힘들다 . 따라서 이는 원리 (*)와 구조주의의
결합이 개체주의가 아닌 질주의 편에 선다는 진단을 뒷받침한다.
정리하자면 원리 (*)와 구조주의의 결합은 그 쓰임새가 구조적으로 일치하는 표현들 간
에 해석차가 발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는 물질 질주의에서 모든 질적 속성이 일
치함에도 불구하고 개체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허용하지 않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따라서 원리 (*)와 구조주의의 결합은 광의의 질주의의 특수한 사례인 해석 질
주의에 부합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더불어 5.2절에서 제시된 페레그린의 본래 구조주의 논제는 “의미란 없으며, 오직 의미론
적 구조만이 있을 뿐이다”이었으며 '어휘 간의 동의성'에 대한 규정은 어디까지나 파생적
인 규정임을 고려할 경우, 원리 (*)와 구조주의의 결합은 해석 질주의를 넘어 다스굽타의
일반주의에 비견되는 입장인 '해석 일반주의'까지 나아갈 수 있다. 2.3절에서 살펴본 것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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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일반주의는 물질 질주의 가운데서도 속성의 다발로서의 개별자 같은 것조차도 배제하
는 입장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그와 동형적인 '해석 일반주의'라고 할 만한 입장은 곧 개별
언어 표현의 해석 일체의 존재를 근본적으로는 부정하는 입장에 해당한다 . 원리 (*)와 구
조주의의 결합이 이런 입장에 개입한다고 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 왜냐면 상기한
바처럼 구조주의에서 개별 어휘 간의 동의성 혹은 '해석의 일치' 등에 대한 규정은 어휘의
쓰임새 전체가 형성하는 '의미론적 구조'에서 파생되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
와 구조주의의 결합을 이렇듯 개별 표현 해석의 존재를 배제하는 “해석 일반주의”로 파악
하는 것은 합당하다.

이상 본 소절의 논의는 원리 (*)와 구조주의의 결합이 '해석 질주의' 혹은 '해석 일반주
의'로 부를법한 입장에 개입한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 것이다 . 그런데 해당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원리 (*)와 구조주의의 결합은 결국 해석 사실이 근
본적으로 그 해석을 갖는 언어 표현의 쓰임새에 관한 사실에 근거한다는 입장이다 . 그리고
언어의 쓰임새에 관한 사실은 그 언어를 구사하는 발화자에 관한 사실이기도 하다 . 그런데
발화자에 관한 사실은 개체적 사실이다. 왜냐면 발화자는 개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하늘이 파란색이 아니라 “랑파”라고 말하는 사람의 이름이 “철수”였다고 해보자 . 그렇다
면 “랑파”의 쓰임새에 관한 사실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개별자 철수는 유관하다 . 그러므로
해석 사실이 언어 표현의 쓰임새에 관한 사실에 근거한다고 주장할 경우 , 이는 오히려 개
체주의에 개입하는 것이다.
해당 반론에서 전제되는 바는 철수가 기초적 개체라는 점이 곧 철수의 언어 사용에 관한
사실에 근거하는 해석 사실의 성립에 불가결하다는 점이다 . 이를테면 철수와는 수적으로
다르지만 철수와 모든 질적/관계적 속성이 같은 쌍둥이 철수*가 동일한 방식으로 언어를
사용할 경우, 철수*에 관한 사실에 근거하는 해석 사실은 철수에 관한 사실에 근거하는 해
석 사실과 전혀 다른 사실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봐야할 이유는 희박하다. 왜냐
면 언어를 개별화하는데 중요한 것은 언어의 쓰임새 , 혹은 3절에 언급된 터너의 규정에 따
를 경우 그 언어를 구사하는 화자의 성향에 있는 것이지, 어떤 고유한 화자가 그 언어를 구
사하느냐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원리 (*)에선 오직 언어 “L1 화자”와 “L2 화자”만
이 언급될 뿐이다. 이때 L1과 L2는 개체상항이 아닌 변항이므로 해당 표현은 질적 서술일
뿐이며, 곧 철수 혹은 철수* 같은 기초적 개체들 간의 고유한 차이에 개입하지 않는다 . 그
러므로 언어 쓰임새에 관한 사실이 그 화자에 관한 사실이라는 지적이 설령 옳다 한들, 이
는 곧 화자에 관한 사실이 개체적 사실이라는 점을 함축하지는 않는다.
관련된 또 다른 반론은 각각의 언어 자체 또한 기초적 개체라는 주장이다 . 예를 들어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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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용하는 “랑파”가 포함된 언어는 그 자체로 기초적 개체라는 점이다 . 예컨대 원리 (*)
에서는 각 언어가 일종의 1차 변항인 'L1'과 'L2'를 통해 지시된다. 그렇다면 2.3절에서 양
화사 일반주의가 개체적 사실에 개입한다는 혐의를 받은 것처럼, 'L1'과 'L2' 또한 '존재론
적으로 유죄'일 수 있다는 점이다.

'L1'과 'L2'가 1차 변항이라고 가정하는 한, 이러한 반론은 충분히 합당할 수 있다. 하지만
물질적 개체주의 및 질주의 논쟁과 견주어볼 때 이러한 반론이 갖는 효과는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대개의 존재론적 허무론 혹은 일반주의 또한 이런 견해에 따르자면 사소하게 개
체주의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위 반론에 따르면 구조주의는 설령 언어를 구성하는 개별 표현들의 해석에 관해서는 질주
의 혹은 일반주의를 보장한다 한들 여전히 개체주의적이다 . 왜냐면 그 해석들이 파생되는
단일한 '의미론적 구조'를 상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는 물질 질주의 혹은 일반주의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위 기준에 따르면 존재론에서 사과 한 톨, 퀘이사, 양성자 등이 배제
된다 한들 그런 존재론은 여전히 개체주의로 진단된다. 왜냐면 해당 존재론은 '우리의 세
계' 혹은 '우주'에 관해서 성립하는 논제로 규정되는 한, 여전히 개체주의로 분류되기 때문
이다. 즉 “이 세계”가 '유죄'인 표현이라고 가정되는 한, 위 반론에 따르면 2.2절 및 2.3절
에 제시된 여러 허무론 혹은 일반주의도 사소하게 개체주의가 된다 . 하지만 이런 귀결은
존재론적 입장 간의 구분을 사실상 사소하게 허문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
다. 더욱이 이렇게 개체주의가 입증된다 한들, 이때 개체주의는 오로지 일원론 정도만을
허용할 뿐이기에(e.g. Schaffer 2010) 당초 개체주의자들의 동기와는 현격히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원리 (*)와 구조주의의 결합이 '해석 질주의' 혹은 '일반주의'에 개입한다는 주장
은 여전히 합당하게 견지될 수 있다.

5.4. 터너 논변에 대한 함축
5.3절에서는 원리 (*)가 구조주의적 의미론을 그 토대로 갖출 경우, 그 언어 표현의 해석
에 관한 입장이 해석 질주의 혹은 일반주의에 개입 혹은 부합함을 보였다. 이러한 해석 질
주의 혹은 일반주의는 옳은 입장인가? 5.2절 말미에 밝힌 것처럼 본고에서는 이러한 논제
에 개입하지 않겠다. 이를 판가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언어 활동에 관해 어떤 이론이 보
다 나은 설명을 제공하느냐 여부이며, 단순히 사변적 판단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대신 본고에서 문제 삼고자 하는 지점은 원리 (*)를 받아들이는 것이 결과적으로 광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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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주의 혹은 일반주의에 개입하게 된다는 점이다 . 문제가 되는 까닭은 3절에서 보인 바처
럼 원리 (*)가 동원되는 터너 논변의 목표가 근본적으로는 물질 일반주의의 일종인 함자
어 일반주의를 논박하는 점에 있다는 것이다. (*)가 광의의 질주의 혹은 일반주의에 개입
하는 것이 맞다면, 이는 곧 상기 목적을 띠는 터너 논변에 대한 부정적 함축을 갖는다 . 왜
냐면 이는 마치 어떤 이론을 공격하는 주장의 토대로 바로 공격의 대상이 되는 이론을 동
원하는 자기논박적인 형국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유비는 합당한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해석 질주의/일반주의는 어디까지
나 광의의 질주의/일반주의의 특정한 형태이며, 본고에서 문제가 되는 물질 질주의/일반
주의 또한 특정한 한 형태일 뿐이다. 그렇다면 어째서 해석 질주의 혹은 일반주의에 개입
하는 것이 그와 상이한 영역에 대한 논제로 보이는 물질 질주의 혹은 일반주의 비판에 관
하여 부정적 함축을 가질 수 있는가?
첫 번째 가능한 함축은 해석 일반주의에 대한 개입이 그 주장의 내용 상 여전히 물질 일반
주의에 대한 논박과 배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터너 논변의 결론인 물질 일반주의에 대
한 논박이 x라는 대상의 존재를 옹호하는 반면, 원리 (*)의 해석 일반주의에 대한 개입은
바로 그 x라는 대상을 부정하는 입장일 수 있다 . 물질 일반주의에서 제시하는 존재론은 그
와 동형적인 해석 일반주의와 내용 상 충돌하는 면모를 띨 수도 있다는 것이다.

x의 값이 될 수 있는 한 가지 후보는 물질적인 기초적 개별자다 . 대표적인 사례는 <독일
어 화자임>, <철학자임>, <가발을 즐겨 씀> 등의 공존으로 환원될 수 없다고 가정되는 기
초적 개별자인 고트프리트 라이프니츠다. 물질 일반주의에 따르면 이러한 존재자인 고트
프리트 라이프니츠는 근본적인 존재론에 포함되지 않는다 . 왜냐면 기초적 개별자 고트프
리트 라이프니츠에 관한 근본적인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 즉 물질 일반주의를 논박하는 입
장에 선 터너 논변은 곧 위 입장에 반하여 기초적 개별자인 고트프리트 라이프니츠의 존재
를 옹호하는 개체주의적 입장을 뒷받침한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해석 일반주의에서 이런 고트프리트 라이프니츠의 존재가 보존될
수 있는지는 불투명하다. 표준적인 고유명사 의미론에서 언어 표현 “라이프니츠”의 해석
은 그 세계 인자(parameter)가 현실 세계로 가정되는 한 바로 기초적 개별자인 고트프리
트 라이프니츠이다. 그런데 해석 일반주의에 따르면 “랑파”와 “가바가이” 등의 어휘에 확
정적이며 고유한 외연이 있다는 것이 부정되는 것처럼, 고유명사 “라이프니츠”의 해석이
있다는 것도 부정된다. 따라서 “라이프니츠”의 해석으로서 고트프리트 라이프니츠의 존재
는 해석 일반주의에선 받아들여지기 힘들다.78 만약 이러한 분석이 옳다면, 원리 (*)를 받
78 해당 논변은 해석 일반주의가 언어 보편적인 원리임을 전제하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 고
유명사 “라이프니츠”에 대해서도 그 해석이 없다는 귀결이 도출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대
한 한 가지 반론은 해석 일반주의에 개입한다고 여겨지는 원리 (*)의 적용 범위가 FOL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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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임에 따라 해석 일반주의에 개입하는 동시에 터너 논변의 결론인 물질 일반주의를 논
박할 경우, 고트프리트 라이프니츠의 존재에 관하여 모순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원리 (*)을 수용하는 것은 당초 터너 논변의 목적에 대해 부정적 함축을
갖는다.
해당 논증에 가해질 법한 재반론은 해석 일반주의에서의 '해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규
정에 대한 대안적인 독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상기 논변은 '해석 일반주의에서 언어 표
현의 해석은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 기초적 개별자는 고유명사의 해석이다; 따라서
해석 일반주의에서 기초적 개별자는 없다'로 정리될 수 있다. 그런데 “해석이 존재하지 않
는다”란 곧 그 액면 그대로 객관적 (고유명사 “라이프니츠”의 경우 물리적) 대상인 해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 이는 그저 기초적 개별자가 있되 그게 언
어 표현의 해석은 아니라는 것, 즉 언어 표현과 객관적인 대상 간의 '의미' 혹은 '지시' 관계
자체가 비근본적이라는 입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만약 그렇다면 '해석으로서의 고트프
리트 라이프니츠'가 없다는 것은 기초적 개별자인 고트프리트 라이프니츠가 없다는 점을
함축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석 일반주의에 대한 개입과 터너 논변은 상충하지 않는다.
해당 반론은 물질적인 기초적 개별자를 상정하는 것이 해석 일반주의를 받아들이는 것과
논리적으로는 일관적임을 보여준다. 하지만 '의미' 혹은 '지시' 관계를 이처럼 비근본적인
관계로 취급하는 전략은 오히려 물질 개체주의의 핵심인 기초적 개별자를 개념상 잉여적
인 것으로 만든다는 문제를 야기한다. 왜냐면 기초적 개별자, '이것임' 속성 등이 존재자로
상정되는 주된 동기이자 논거는 고유명사 같은 언어 표현이 '의미' 혹은 '지시'하는 대상은
PFL 등의 형식 언어에만 국한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 개입하는 해석 일반주의 또한
그 적용 범위 '바깥'의 언어 표현에는 적용된다는 보장은 없다. 이때 “라이프니츠”는 적용 범
위 바깥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왜냐면 3절의 FOL에서는 (자연어 고유명사와 비슷하다고 여
겨지는) 개체상항이 3절의 FOL 등에서는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다면 “라이프니
츠”의 해석을 문제삼는 위 사례는 정당하지 않다.
각주 63에서 밝힌 것과 마찬가지로 원리 (*)가 오직 한정된 범위의 언어들에만 적용되는 원
리라고 볼 근거는 희박하다. 그럼에도 위 반론을 받아들여 고유명사나 개체상항 같은 어휘
가 해석 일반주의의 고려 범위에서 배제된다고 가정해보자. 하지만 FOL의 요소인 1차 변항
만으로도 위와 비슷한 사례가 구성될 수 있다. 왜냐면 4.3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표준적 의미
론에서 1차 변항에는 논의역의 원소가 직접 할당되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다면 구조주의에
서는 1차 변항에 대한 '할당' 관계가 비근본적이라고 진단할 것이며, 곧 본문 사례와 비슷한
귀결이 도출될 것이다.
다만 이후 6.1.1절에서 살펴보겠지만 1차 변항의 '유죄'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
다. 혹자는 이런 지적사항이 곧 1차 변항이 고유명사/개체상항과 마찬가지로 기초적 개별자
를 해석으로 갖는다는 입장과 배치될 수 있다고 지적할 법 하다. 하지만 6.1.1절에서 FOL을
'무죄'로 진단하는 까닭은 FOL의 1차 변항 등이 기초적 개별자와 '양화' 같은 의미론적 관계
를 맺는 것이 부정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의미론적 관계를 맺는 것이 곧 '유죄'의 충분 조
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므로 1차 변항이 기초적 개별자를 해석으로 갖는다는
것이 부정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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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인 대상일 수 없다는 직관이었기 때문이다. 당초 2.3절에서 애덤스가 '질적/개체적 속
성'에 대한 정의를 언어철학적 방식으로 제시한 것은 이를 잘 반영한다. 만약 '의미' 혹은

'지시' 같은 관계를 근본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면, 곧 기초적 개별자를 존재
자로 상정하는 주된 동기이자 논거 또한 사라지는 것이다 . 그렇다면 '의미' 혹은 '지시' 관
계가 비근본적이라고 가정하는 한에서 기초적 개별자를 존재자로 상정해야 할 이유는 희
박해진다. 즉 해석 일반주의는 물질 개체주의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논거를 도리어 무너뜨
린다는 점에서 터너 논변의 목표에 대해 부정적 함축을 갖는다.
이처럼 의미론적 동기가 무력화된다 한들 , 그 외에도 기초적 개별자를 상정할 만한 좋은
별도의 이유가 있다고 해보자. 만약 그렇다면 물질적 기초적 개별자를 받아들일만한 의미
론-외적인 토대가 생기는 것이므로 상기 재반론의 의의는 희박해진다 . 일례로 혹자는 블
랙의 우주가 의미론적 직관이 아닌 철학적 사변의 결과물이므로 기초적 개별자를 옹호하
는 의미론-외적인 토대가 되는 사례라고 주장할 법 하다. 하지만 2.3절의 다스굽타의 논의
가 옳다면 블랙의 우주 사례는 질주의의 특정한 사례인 전통적 다발 이론에 대한 반대 사
례가 될 뿐, 물질 개체주의와 일반주의 간에는 중립적이다. 왜냐면 일반주의에 따를 경우
블랙의 우주에서 “지름이 1마일인 쇠공” 같은 표현이 가리키는 개별자 자체가 근본적으
로는 없으므로, 곧 구별불가능자의 동일성 원리는 사소하게 참이 되기 때문이다 . 따라서
물질 일반주의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기초적 개별자에 대한 의미론 -외적인 토대를 마련하
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례를 제시해야 한다 . 더불어 2.4.1절에서 소개한 다스굽타의 논증
이 만약 옳다면, 근본 물리학처럼 '실재의 근본적 면모'를 다룬다고 여겨지는 학제에서도
기초적 개별자를 상정할 만한 토대는 희박해 보인다 . 따라서 기초적 개별자에 대한 의미론

-외적인 토대를 제시하기 위한 입증 부담은 보다 가중된다.
이렇듯 의미론적 토대를 포기하는 것은 기초적 개별자를 상정하는 물질 개체주의가 그 강
력한 무기를 잃는 것이다. 따라서 해석 일반주의를 견지하고자 하는 것은 물질적 기초적
개별자를 오컴의 면도날에 취약하게 노출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해석 일반주의와
물질 개체주의를 옹호하는 측에는 이를 막기 위하여 별도의 보다 강력한 논거를 제시할 책
임이 부여된다.
이렇듯 해석 일반주의의 가능한 첫 번째 부정적 함축은 내용 자체에서 물질 일반주의 논
박과 마찰을 빚을 수 있음을 지적한다. 두 번째 부정적 함축은 보다 신중하다. 해석 일반주
의가 갖는 터너 논변에 대한 두 번째 부정적 함축은 해석 질주의 /일반주의와 물질 질주의/
일반주의가 내용 상 동형적일 뿐 아니라 이들을 옹호하기 위한 변증법(dialectic) 또한 동
형적인 것 같다는 점이다. 해당 문제 제기는 첫 번째 문제 제기처럼 해석 질주의/일반주의
를 택하는 것이 물질 일반주의를 논박하는 것과 '내용 상' 모순되는 것을 필요로 하지는 않
는다. 문제가 되는 것은 양 입장을 옹호하는 주요한 논증의 구조에 있다 . 즉 해석 질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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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호하는 논변이 타당할 경우, 그와 같은 논증 구조를 갖는 물질 질주의에 대한 논변 또한
구성될 수 있다. 이때 다른 조건이 같은 한 그 물질 질주의에 관한 논변 또한 타당한 것으
로 평가하는 것이 일관적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해석 질주의/일반주의를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경우, 곧 물질 질주의/일반주의에 대한 논박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합리적 이
유가 생긴다. 물질 일반주의와 해석 일반주의가 설령 논제의 내용 자체에선 겹치지 않는다
고 해도 말이다.
대표적으로 물질 질주의를 옹호하기 위해 제시된 다스굽타의 논의를 다시 살펴보자. 다스
굽타의 주된 논거는 물리적 현상을 설명하는데 기초적 개별자가 '관측불가능'하며 '물리적
으로 잉여'라는 점, 즉 거칠게 말하면 현대 물리학에서 '기초적 개별자'가 전혀 언급될 필요
가 없다는 점이다. 현대 물리학에서 절대 속도 등의 지위 또한 이와 같으므로, 곧 절대 속
도 등이 존재론에서 배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질적 기초적 개별자들 또한 배제되는 것
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형국은 원리 (*)에 대해 가해지는 반례들을 차단하는 구조주의의 설명 방
식과 '동형적인' 것으로 보인다. '랑바' 사례나 '가바가이' 사례 등에 의해 해석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구조주의에서는 기각될 수 있다. 왜냐면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쓰임
새의 구조적 일치를 벗어나는 해석차란 원초적 번역 같은 방식을 통해 포착될 수 없는 것
이며, 곧 “파랑”과 “랑파” 각각이 다른 해석을 고유하게 갖는다고 볼 이유가 없기 때문이
다. 즉 구조주의에 따르면 “가바가이”와 “토끼” 간의 해석차가 설령 있다 한들 , 이는 원초
적 번역 같은 방식을 통해 원리적으로 밝혀낼 수 없다는 점에서 다스굽타의 용례 상 '관측
불가능'하다. 더불어 “물리계의 변화 양상”에 대응하는 것이 담화의 진행 양상이라고 가정
할 경우, “파랑”과 “랑파” 간의 차이는 대화나 추론에서 차이를 낳지도 못하므로 다스굽타
의 용례상 '잉여적'이다. 따라서 '관측불가능'하며 '잉여적'인 개별 언어 표현의 해석은 배제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구조주의의 옹호 논변이 될 수 있다.
즉 구조주의 의미론을 받아들일만한 좋은 논변은 이처럼 다스굽타의 일반주의 옹호 논변
과 같은 구조를 띤다. 그런데 이처럼 두 논증이 논변 구조 상 동형적이라면 , 두 논증 모두
는 그 설득력 혹은 타당성 여부에서 또한 일치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 따라서 둘 중 하
나만을 취사선택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두 논증 모두를 받아들일 경우엔 다스굽타의 물
질 질주의 논증 또한 받아들이게 되므로 곧 기초적 개별자를 옹호하는 측에 선 터너 논변
의 목적과 긴장 관계를 이루게 된다. 반대로 두 논증 모두를 기각할 경우엔 원리 (*)가 기
대는 구조주의의 설득력이 희박해진다. 그러므로 원리 (*)에 의거하여 물질 일반주의에
반대하고자 하는 터너 논변은 변증법 상 큰 부담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79
79 이처럼 변증법적 유사성을 문제삼는 대표적인 전례로는 피터 밴 인와겐의 '피장파장' 논변이
있다(Van Inwagen 1986, 201–10). 해당 논변은 가능세계에 관한 마술적 대용주의(mag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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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때 양 논증이 토대를 두는 원 전제들의 증거적 지위 간에 큰 차이가 있을 경우 , 논
증 구조의 동형성만으로는 유비가 성립하기 힘들다 . 이를테면 원초적 번역과 같은 방식이
언어 활동에 관한 현상을 완결적으로 포착한다는 것이 널리 인정받는 반면, 다스굽타가 전
제하는 현대 물리학은 물리 현상 등을 설명하는데 그 완결성을 신뢰하기 힘들다고 가정해
보자. 만약 그렇다면, 원초적 번역에서 포착되지 못하는 '해석'은 배제되더라도 현대 물리
학에서 포착되지 못하는 물질적 기초적 개별자의 존재는 여전히 용인될 수 있을 것이다 .
하지만 이러한 가정의 입증 책임은 그 가정을 받아들이는 쪽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상 5절에서 제시한 토대 논증의 내용을 정리해보자 . 위 논의가 맞다면 터너 논변 가운
데 핵심적 원리인 (*)의 토대가 되는 바는 광의적 질주의/일반주의의 일종인 해석 질주의/
일반주의다. 즉 원리 (*)의 토대는 물질 일반주의와 겹치거나 최소한 동형적이다 . 그렇다
면 원리 (*)는 터너 논변이 궁극적으로 옹호하고자 하는 물질 일반주의에 대한 논박과 상
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물론 상기 논의는 위에서 밝힌 것처럼 여러 중대한 가정에 의존한다 . 예를 들어 '랑파' 사
례 혹은 '가바가이' 사례 등이 원리 (*) 자체에 대한 적법한 반례가 된다고 보는 점에서 콰
인의 번역 비확정성 논제와 관련된 입장을 전제하였고, 또한 그때 원리 (*)의 '비약'을 정
당화하기 위한 토대의 후보로 오직 페레그린에게서 착안한 구조주의, 즉 그런 반례가 애초
에 기각될 수 있다는 입장만을 고려하였다. 만약 이러한 가정들을 받아들이지 않을만한 문
제 제기가 이루어진다면 토대 논증은 재고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대
논증은 터너 논변에서 무비판적으로 가정되는 원리 (*)가 신뢰할 만한지, 만약 신뢰할만
하다면 그 토대가 어떤 함축을 갖는 것인지를 따져 묻는 것이 유의미하다는 점을 보여준
다. 그런 면에서 토대 논증은 4절 딜레마 논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터너 논변의 약점
을 드러낸다는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토대 논증이 옳다고 하더라도 터너 논변의 전략인 '원리 (*)를 이용해서 함자어 일
ersatzism)에 맞선 데이빗 루이스의 반대 논변(D. K. Lewis 1986, 176–82)에 대한 재반론에
해당한다. 루이스는 마술적 대용주의에서 쓰이는 '선택(selection)' 개념이 '마술적'이므로 부
적합하다고 진단하지만, 밴 인와겐은 루이스 형이상학에서 기초적 개념으로 전제되는 집합–
원소 관계 또한 똑같은 논리에서 '마술적'이라고 진단될 수 있다는 반론을 제기한다 (해당 반
론에 대한 루이스의 대응은 D. K. Lewis (1991, 35–38) 참조).
밴 인와겐의 논변은 마술적 대용주의에 대한 루이스의 반론 자체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루이스 형이상학의 다른 면모를 공격한다는 점에서 본인이 인정하듯 '피장파장'에 해당한다.
반면 터너 논변에 맞선 '두 번째 부정적 함축'은 논변 구조의 동형성을 문제 삼는다는 점에서
는 같지만, 그 공격 대상이 쟁점과 별개인 면모가 아니라 바로 그 쟁점이라는 점에서 '피장파
장'으로 분류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본고의 논변은 밴 인와겐의 '피장파장' 논변보다 더욱 직
접적인 반론으로 볼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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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주의를 꺾을 수 있다'가 견지될 수 있는 길이 하나 남아있는 것처럼 보인다 . 본 절에서는
해당 전략을 사용하기 위해선 반드시 원리 (*)에 개입해야 한다, 즉 원리 (*)가 합당하다
고 전제했다. 하지만 다음 절에서 살펴보겠듯이 원리 (*)를 이용하는 것이 반드시 원리

(*)를 사용하기 위한 필요조건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별
도의 논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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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확장된 문제들
이상 4-5절에서는 3절에서 소개한 터너 논변에 맞선 두 가지 반대 논증을 제시했다. 이들
논증이 옳다면 터너 논변의 'PFL은 '유죄'이며 곧 함자어 일반주의는 실패한다 '는 결론은
부적합하다.
하지만 4, 5절 말미에서 각각 짧게 언급한 것처럼 터너 논변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기존
입장들을 일부 수정함으로써 딜레마 논증 및 토대 논증에 대한 재반론을 펼칠 수 있다고
주장할 법 하다. 곧 드러나겠지만 이러한 문제 제기는 터너 논변을 떠나서 함자어 일반주
의 자체를 향한 문제 의식과 궤를 같이 한다.
본 절에서는 이처럼 터너 논변을 옹호하는 측에서 제기할 법한 추가적인 문제 제기들에
대한 대답을 제시하겠다. 먼저 다룰 문제는 토대 논증에 대한 반론이다. 터너는 토대 논증
에 맞서 한 발 물러선 대안적인 정당화를 제시할 수 있다 . 터너는 3절에서 제시된 터너 논
변이 그 자체로 원리 (*)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원리 (*)가 맞다면, 일반주의는 실
패한다'라는 형태의 가언적인 형식의 논증이라는 수정안을 제기할 수 있다 . 일종의 이이제
이 전술을 펼치는 것이다. 본고에선 터너 논변이 이런 방식으로 재구성된다 한들, 이는 결
국 PFL과 FOL의 존재론적 무죄 여부가 동일하다는 점을 보일 뿐 PFL이 '유죄'임을 보이
지는 못한다는 점을 논할 것이다. 해당 논의의 상당부분은 제프리 러셀(Jeffrey Sanford

Russell)의 양화사 일반주의 논박을 검토 및 분석 및 재반박하는데 할애될 것이다 . 한편
이러한 해법은 PFL에 대하여 표준적인 모형이론적 메타 이론을 제시하는 것이 함자어 일
반주의와 일관적이라는 점 또한 함께 입증한다[6.1절].
이와 같은 귀결은 FOL과 PFL의 '유무죄'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이루어진 함자어 일반주
의 관련 논쟁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재구성되어야 함을 함축한다 . 이러한 재구성에 대해서
는 이미 4.3절 말미에서 짧게 암시가 된 바 있다. 따라서 6.1절의 귀결을 받아들일 경우 함
자어 일반주의에 관한 논쟁이 어떻게 재구성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경우 PFL의 '무
죄'와 '명료성'은 어떻게 성공적으로 정립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더불어 이러한 정립
과정을 통하여 형식 논리 체계에 대한 도구주의·허구주의적 접근이 현 논의에 대해 갖는
함축 또한 함께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6.2절].

6.1. FOL의 '무죄' 복권?
토대 논증이 옳다면 원리 (*)에 대한 개입은 문제를 낳는다: 원리 (*)가 타당하기 위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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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주의를 함께 받아들여야 하며, 이는 해석 질주의 혹은 일반주의에 대한 개입을 낳는
다. 하지만 이는 터너 논변의 궁극적 목적인 물질 일반주의 논박과 여러 측면에서 충돌할
수 있다. 즉 원리 (*)를 사용해서 물질 일반주의를 공격하는 것은 자가당착일 수 있는 것
이다.
앞서 인용한 것처럼 터너는 (*)를 “극도로 그럴듯한” 원리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만약 이
러한 (*)에 대한 개입을 철회할 경우, 터너는 5절에서 제기된 토대 논증을 피해갈 수 있다.
왜냐면 원리 (*)에 개입하지 않고서도, 즉 (*)를 합당한 가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서도 터
너 논변의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방법은 터너 논변을 귀류법으로 활용
하는 것이다:
원리 (*)를 귀류적 전제로 가정하자. 원리 (*)를 활용하는 3절의 터너 논변이 옳다면 함
자적 일반주의는 논박된다. 그런데 토대 논증을 통해 보인 것처럼 원리 (*)에 대한 개입은
곧 일반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에 준하는 함축을 낳는다는 점에서 자기논박적인 면모를 띠
게 된다. 이러한 상충이 도출되었다는 점은 전제 중 하나를 기각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
며, 곧 귀류적 전제인 원리 (*)가 기각될 수 있다. 그런데 5.3절을 통해 원리 (*)가 해석 일
반주의와 결부되는 것이 밝혀졌으므로, 곧 원리 (*)가 거짓으로 판정된다는 것은 물질 일
반주의에 대해서도 부정적 함축을 갖는다 . 5.4절에서 보인 바처럼 이들 광의의 일반주의
의 사례들은 주장 내용 혹은 변증법적 차원에서 동형적이기 때문이다 . 그러므로 터너 논변
은 엄밀한 의미에서 함자적 일반주의는 아닐지언정 여전히 물질 일반주의에 대한 반론으
로 효과를 발휘한다. 즉 토대 논증은 당초 도입 의도와 달리 오히려 허무론 혹은 일반주의
에 부정적 함축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설령 위 논증이 타당하고, 더욱이 4절에서 보인 바와 달리 터너 논변에서 원리 (*)
의 전건이 만족된다 한들, 물질적-함자적 일반주의가 논박된다는 귀결이 도출되는데는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이는 FOL이 '유죄'라는 당초의 전제다. 왜냐면 3절의 터너 논변의
논증 5단계에서 최종적으로 보여지는 결론은 임의의 LF 문장과 그에 대응하는 PFL 문장
이 나타내는 사실의 근거가 같다는 점 뿐이기 때문이다. PFL이 '유죄'라는 결론은 FOL이

'유죄'이므로 곧 PFL 또한 그와 '유/무죄' 여부가 일치해야 한다는 점으로부터 도출된다.
이는 곧 FOL이 '유죄'라는 전제가 철회될 경우, FOL과 PFL 간의 근거가 같음을 보이는
터너 논변은 오히려 양자 모두가 '무죄'라는 귀결을 도출시키는데 쓰일 수 있음을 시사한
다. 이를테면 PFL이 '무죄'라는 입장에서는 곧 PFL과 FOL의 '유/무죄' 여부가 일치해야
한다는 논증을 거쳐 FOL 또한 '무죄'라는 귀결을 도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
체상항을 결여한 FOL이 '유죄'라는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원리 (*)의 전건이 설
령 충족된다 한들 함자어 일반주의에 대한 논박은 도출되지 않으며 , 곧 원리 (*)를 귀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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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으로만 받아들이는 수정된 전략 또한 차단할 수 있다.
하지만 2.1–3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FOL이 '유죄'라는 직관은 강력해보인다. 첫 번째로

2.1–2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FOL은 개별자를 양화하는 것처럼 보이고, 두 번째로 2.3절
에 언급된 것처럼 FOL 문장이 나타내는 사실은 개체적 사실에 근거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만약 이들 직관에 대한 반론이 성립한다면, 이는 곧 개체상항을 결여한 FOL이
반드시 '유죄'가 아님을, 즉 허무론 혹은 일반주의와 반드시 배치되지는 않는다는 함축을
낳을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반론은 1.1절에서 살펴본 PFL의 모형이론적 의미론이 개체
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우려 또한 해소해줄 수 있을 것이다.

6.1.1. 양화와 '유죄'

2.1–2절에서 문제가 된 점은 FOL 의미론에서 양화가 이루어지는 논의역의 원소들이 개
별자라는 점이다. 왜냐면 콰인의 존재론적 개입 기준에 따를 경우 FOL 형식에 따라 제시
된 이론은 이들 개별자에 개입하게 되기 때문이다 . 하지만 이처럼 대상의 양화 자체가 그
대상에 대한 존재론적 개입의 필요조건은 될지언정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옹호
할 만한 몇 가지 논변은 기존의 여러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 대한 개략적 옹호는 이미 오리어리-호쏜과 코르텐즈의 논문에서 발견할
수 있다(O’Leary–Hawthorne and Cortens 1995, 152–54). 이들이 양화가 곧 개입을
함축한다는 추론을 거부하는 까닭은 성질-배치 언어의 설명력을 증강시키기 위해 부사 표
현들을 도입시키는 것이 사건 등에 대한 존재론적 개입을 야기할 수 있다는 반론에 맞서기
위함이다. 이들이 제시하는 반례는 구멍이나 그림자 같은 것이다. 구멍이나 그림자 등은
셀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존재론자들이 엄밀한 의미에서 존재
자로 받아들이길 주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참인 문장에서 어떤 종 표현

(sortal) 옆에 수 용어가 등장한다는 것은 그 종 표현의 범위에 놓이는 대상을 존재론으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것에 대한 결정적 증거로 보기 힘들다”(O’Leary–Hawthorne and
Cortens 1995, 152).
2000년대 이후 “신-아리스토텔레스주의”로 불리거나 자처하는 입장은 위와 같은 발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옹호하는 형이상학적 흐름에 해당한다(e.g. Fine 2009; Schaffer
2009). '신-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들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는 “존재론적 문제란 양화적
문제다”(Fine 2009, 158)라고 규정하는 종래의 콰인주의적 형이상학 방법론에 반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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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이다.80 즉 해당 입장에 따르면 구멍이나 그림자가 양화된다는 것은 이들이 존재론적
으로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함축하지 않는다.
모든 신-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가 양화 여부의 존재론적 유의미성을 낮게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크리스

맥다니엘(Kris

McDaniel)의

『존재의

분열(The

Fragmentation of Being)』에 따르면 양화는 존재론에서 여전히 핵심적인 문제로 다뤄
지는 것이 마땅하다(McDaniel forthcoming). 하지만 그가 옹호하는 존재론적 다원론
(pluralism)이 옳다면 있는 모든 것을 논의역에 포함하는 무제약적(unrestricted) 양화사
만이 존재론의 유일한 고려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 무제약적 양화사 논의역의 진부분만
을 논의역으로 갖는 제약적 양화사 또한 고려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sec 1.2). 이러
한 틀에서 '신-아리스토텔레스주의'란 곧 무제약적 양화사에 비해 더 '존재론적으로 근본
적인' 제약적 양화사가 있다는 논제로 제시될 수 있다 . 해당 입장에 따르면 구멍이나 그림
자는 무제약적 양화사 논의역의 원소지만, 보다 근본적인 제약적 양화사의 논의역엔 포함
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sec 5.4). 즉 세계의 근본적 혹은 실재적 측면을 따지는
한, 구멍이나 그림자 등의 양화가능성은 이들이 근본적 존재론에 포함된다는 것의 결정적
인 증거로 여길 수 없다.81
이처럼 구멍이나 그림자 등이 당초부터 근본적 존재론에서 제외되는 까닭은 이들이 '실재
적'이라고 보지 않을 별도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 이를테면 전통적 혹
은 직관적으로 이들은 보다 양적인(positive) 존재자에 의존하는 대상인 것으로 여겨진다.
80 이를테면 Fine (2009, 165–66)은 '양화적 견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시한다: 직관
적으로 자연수에 대한 실재론자와 정수에 대한 실재론자 가운데 보다 과감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후자다. 양화적 견해에 따르면 두 입장은 각각 “어떤 자연수가 있다”와 “어떤 정수가 있
다”로 제시된다. 그런데 이런 제시 방식에 따르면 보다 과감한 입장은 전자가 된다. 전자는
후자의 특정한 선언지에 한정된 존재 진술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귀결을 낳는 양
화적 견해는 부적합하다.
81 다만 맥다니엘 체계에서 문제가 되는 점은 비근본적 사물에 대한 정의가능성 혹은 비근본적
사물을 언급하는 문장이 '형이상학적으로 근본적인 언어'로는 번역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는 점이다. 왜냐면 '근본적인 언어'의 양화사의 논의역과 '비근본적인 언어'의 양화사의 논의
역은 분리되었으며, 통합된 논의역을 갖는 무제한적 양화사는 '완벽히 자연적인 양화사'가
될 수는 없다고 규정되기 때문이다. 나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 저자께서는 무제한적 양화사
를 완벽히 자연적인 양화사로 두는 사이더 또한 이처럼 논의역에 포함되지 않은 사물에 “관
하여 말하는(talk about)”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다는 개인적인 대답을 제시하신 바 있다.
이런 문제를 피해가는 한 가지 방법은 '근본적인 언어'에 무제한적 양화사가 추가적으로 포
함된다고 보는 것이다. 즉 '근본적인 언어'는 실재의 모든 요소를 포착하지만, 그외에 추가로
비근본적인 요소를 언급하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지만 본고의 6.2절에 지적되는 바 '반실재론적 면모를 갖는다'는 문제를 겪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이 또한 FOL이 '무죄'일지언정 '실재에 대한 명료한 표상'은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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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사과에 구멍이 있다는 사실은 그 사과가 움푹 패여 있다는 보다 '양적인' 사실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애초에 어떤 가설적 대상이 존재론에 편입되지 않는다
고 볼만한 독립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그 대상에 대한 양화는 곧 그에 대한 개입을 함축하
지 않는다'는 원리로 일반화될 수 있다 . 오리어리-호쏜과 코르텐즈의 다음 기술은 해당 논
지와 비슷한 취지를 갖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만약 한 양화사의 대입예들이 주어진 존재자의 모임에 관하여 존재론적으로 무죄라면 , 그
양화사 또한 그러하다 (O’Leary–Hawthorne and Cortens 1995, 154)
본고의 쟁점과 관련하여 해당 논지를 보다 명시적으로 논증하는 사례로는 다스굽타의 양
화사 일반주의 비판에 대한 토마스 도날드슨(Thomas Donaldson)의 반론을 들 수 있다

(Donaldson 2015). 도날드슨은 양화문이 나타내는 사실이 개체적 사실에 근거한다는 발
상은 이른바 “프레게주의적 위계”를 전제한다고 진단한다. 프레게주의적 위계에 따르면
'최기층'에 놓이는 것은 Fa 같은 개체적 사실이며, ∃xFx 같은 1차 양화적 사실은 그 위에,
∃X 예화됨(X) 같은 2차 양화적 사실은 또 그 위에 쌓이는 식의 위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프레게주의적 위계는 퍽 그럴듯 해보이지만, 도날드슨에 따르면 다스굽타는 이를 받아들
일 수 없다. 왜냐면 다스굽타는 2.4.1절에 제시된 논거를 토대로 개체적 사실이 '최기층'에
놓이지 않는다는 논증을 펼치고 있으며, 이는 그 자체로 프레게주의적 위계를 거부하는 함
축을 갖기 때문이다. 즉 도날드슨의 표현을 빌리자면 “다스굽타는 그 스스로가 방금 허문
직관에 호소하는 셈이다!” (1070)
도날드슨은 유사 사례로 2차 논리에 대한 표준적 모형이론이 집합론이라는 점만으로 곧

2차 양화적 사실이 집합에 관한 사실에 근거한다는 것을 보일 수는 없다는 점, 그리고 양
상에 관한 크립키 모형이론 때문에 양상적 사실이 가능세계에 관한 사실에 근거한다고 단
정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언급한다. 하지만 물질적 개별자에 관한 허무론자 및 일반주의자
는 변증법과 관련된 이유 때문에 이런 유비를 받아들이길 주저할 것이다. 왜냐하면 집합이
나 가능세계 같은 논쟁적 존재자에 비하여 물질적인 기초적 개체가 '실재적'이지 않다고
볼 이유가 더 확고하다고 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가능세계 혹은 가능개체의 존재
가 설명력을 증대한다고 여겨지는 점은 가능세계 존재에 대한 논거로 받아들여진다. 반면

2.4.2–3절에서 나타나듯 허무론자 및 일반주의자는 오히려 기초적 개체가 없는 편이 설명
력의 증대를 가져온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이다. 즉 허무론자 및 일반주의자는 기초적 개체
를 배제하면서도 가능세계나 가능개체 등에 대해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일관적
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므로 FOL의 양화성이 곧 '유죄'임을 함축하지 않는다는 입장
은 적어도 도날드슨의 주장보다는 온건한 주장이라고 허무론자 및 일반주의자는 견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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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전거들은 양화가 반드시 존재론적 개입을 함축하지는 않는다는 점 , 따라서 FOL이
개별자를 양화한다는 것이 반드시 FOL이 '유죄'임을 함축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유
력한 논거들을 제공한다. 이는 2.1절에서 제시한 '존재론적 유죄' 기준을 적용하는데 주의
해야 함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단순히 양화 여부를 기준으로 한 당초의 '존재론적 개입' 개
념 자체에 대한 재고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러한 전거들은 PFL이 '무죄'라는 입장 또한 강화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왜냐면

1.1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PFL에 대한 표준적 의미론은 메타 언어에서 개별자를 양화하는
모형이론적 의미론이기 때문이다. 만약 개별자를 양화하는 것이 그 자체로 '유죄' 사유가
된다면 모형이론을 메타 이론으로 차용하는 PFL 또한 '유죄'로 판정될 여지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를 방지하는 본 논점은 유의미하다. 해당 논점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다음
6.1.2절에서 이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 논의가 FOL 등의 유죄 같은 논점에 관하여 충분한 설득력을 갖
기엔 지나치게 소략하다는 비판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 그러나 다음 소절에서 살펴보겠듯
이 '존재론적 유죄'를 둔 보다 진전된 논의는 2.1절에서 제시되는 양화 기준보다는 2.3절
에서 제시된 개체성 기준에 관한 쟁점을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본고에서 또한 개체성과 '유죄' 간의 관계를 따지는데 더 많은 내용을 할애하겠다.

6.1.2. 개체성과 '유죄'

2.3절에서 제시된 양화사 일반주의에 대한 다스굽타의 반대 논증이 개별자에 대한 양화
자체를 문제 삼는지는 불분명하다. 다스굽타는 오히려 양화적 사실이 의존하는 사실이 그
사례에 해당하는 사실, 즉 개체적 사례임을 명시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 따라서 전적으로
양화 여부에 준거하는 콰인주의적 시각과는 독립적으로 양화적 사실이 개체적 사실에 근
거한다는 증거가 있다면, 6.1.1절에 소개된 반대 논변이 합당하다 한들 FOL의 '유죄'는
여전히 관철될 수 있다.
하지만 ∃의 의미에 대한 개념적 분석에 기초하는 다스굽타의 논변의 성공 여부는 4.2절
에서 개념적 분석의 합당성에 관해 제시한 논변과 비슷한 사유로 인하여 확실치 않다 . 다
스굽타 또한 해당 논변의 성공이 불확실하다고 말한다 . 왜냐면 설령 양화적 사실이 그 사
례 때문에 성립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한들 , 그 사례들은 재차 다른 질적 사실에 근거한다
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다스굽타는 제프리 러셀의 양화사 일반주의에 대한
논변을 접하고 양화사 일반주의에 대한 반대에 “뭔가가 있을지도 모른다고(there m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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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something to it)” 확신하게 되었으며, 러셀의 그 논증에 맞서는 양화사 일반주의자의
대답을 아직 듣지 못했다고 말한다(Dasgupta 2017, 13–14, n. 14).
러셀은 「질과 양화사들(Quality and Quantifier)」에서 일반주의자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으로 반-양화주의(anti–quantificationalism), 즉 대상에 대한 양화가 세계를 “명료
하게 표상”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받아들이는 것을 든다(Russell MS). 곧 양화사 일반주
의는 실패한다. 러셀의 논거는 FOL에 대한 표준적 타르스키 참 이론이 개체주의에 개입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러셀은 먼저 일련의 문장을 통해서 세계를 서술하기 위해선 곧 특정 문장의 진리조건이
확정적(determinate) 사실이어야 함을 지적한다.82 즉 “A := B”가 “A이기 위해선 B여야
한다”의 준말이라고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이 성립한다:
확정성: 만약 A := B이면, B인지 여부는 확정적이다 (Russell MS, 13)
이는 곧 형이상학적으로 명료한 언어의 임의의 문장 φ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탈인용적

(disquotational) 진리 조건을 기술하는 문장이 참임을 함축한다고 러셀은 주장한다:
⌜ “φ”가 참이다 := φ⌝ (Russell MS, 13)
양화사 일반주의에 따르면 형이상학적으로 명료한 언어는 FOL 언어다. 그리고 타르스키
참 이론은 양화문의 참에 대한 합성적인 원리에 해당하므로 곧 FOL에 적용된다. 타르스
키 분석의 핵심은 열린 식의 만족 조건(satisfaction condition) 개념에 있다. 예를 들어
열린 식 “x는 전자이고, x는 질량을 갖는다”의 만족 조건 A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각 a에 관하여 〈a는 “x는 전자이고, x는 질량을 갖는다”를 만족시킨다 := A(a).〉 (Russell

MS, 15)
그렇다면 해당 열린 식에 대응하는 보편 양화문의 진리조건은 합성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
의된다:
“모든 전자는 질량을 갖는다”가 참이다 := 각 a에 관하여, A(a) (Russell MS, 15)
이를 일반화하여 임의의 문장 φ의 진리조건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만약 각 a에 관하여 〈a가 φ를 만족시킨다 := A(a)〉라면, φ는 참이다 := 각 a에 관하여,
82 러셀은 '일반주의'를 모든 확정적인 사실이 질적인 사실이라는 논제로 형식화한다(Russell
MS, 3). 즉 러셀의 “확정적”이란 근거 이론에서의 “근본적”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셀은 “확정적”을 “근본적”이라는 정초 이론의 표현과 동의적인 것으로 보지 않
는다. 왜냐면 러셀은 통상적인 근거 이론에 반하여 연언적 사실이 그 연언지 사실들에 비해
'덜 확정적'이라는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6). 그런 까닭에 러셀은 오리어리-호쏜
과 코르텐즈가 제안한 “형이상학적으로 명료한 표상”이라는 표현을 선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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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Russell MS, 16)
하지만 이러한 귀결을 일반주의자는 받아들일 수 없다. 러셀은 이때 개별자들이 양화된다
는 점은 문제가 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밝힘으로써 6.1.1절의 논점을 받아들인다. 문제
는 위와 같이 임의의 FOL 문장의 진리조건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개체상항 a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있다. 왜냐면 개체상항이 들어간 문장이 나타내는 개체적 사실에
개입하게 되기 때문이다. 일반주의에 따르면 개체적 사실은 비근본적이므로 곧 위 문장들
에서 “각 a에 관하여, A(a)” 같은 문장은 “무의미”하게 된다. 하지만 이는 상기한 확정성
규정을 위배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귀결은 일반주의와 배치된다. 따라서 FOL은 '무
죄'가 아니다.
흥미롭게도 러셀은 위와 같은 FOL에 대한 탈인용적 참 이론이 “우리가 타르스키에게서
배운 또 다른” 메타 이론인 FOL에 대한 모형이론과 구분된다고 말한다. 즉 러셀은 아래
와 같은 모형이론적 참 규정이 '단적인 참(truth simpliciter)'를 정의하는 탈인용적 참 이
론과 흡사할지언정 상관이 없다고 말한다.
“전자들은 질량을 갖는다”는 M에서 참이다 iff. M–논의역의 어떤 원소는 “전자”의 M–외
연 안에 있고 “질량”의 M–외연 안에도 있다.(Russell MS, 16)83
다스굽타가 논평했듯이 러셀의 논증은 존재양화사 ∃의 직관적 의미에 호소하는 논증보
다 더욱 엄밀한 논증이다. 양화사 일반주의는 그르다, 즉 FOL이 “세계에 대한 형이상학적
으로 명료한 표상”이 되지 못한다는 러셀 논변의 결론은 6.2절에서 제시될 본고의 최종적
입장과 일치한다. 하지만 FOL이 곧 '유죄'라는 러셀 논증의 함축에 대해서는 별도의 진단
이 필요해보인다. 왜냐면 러셀 논증은 크게 다음 두 가지 전제를 취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
문이다:

(6a) FOL의 참에 대한 유일하게 적합한 메타 이론은 탈인용적 참 이론이다.
(6b) FOL의 메타 이론은 FOL에 비해 덜 '명료한 표상'이 아니다.
해당 두 전제가 필요한 까닭은 상기 러셀의 예시 가운데 직접적으로 FOL이 '유죄'라는
증거로 제시되는 곳이 대상 논리 체계인 FOL의 문장이 아닌 그 문장에 대한 진리조건이
기술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즉 양화사 일반주의 가정에 따라 FOL이 '명료한 표상'이라
고 가정할 경우, 전제 (6b)에 의해 그 FOL 문장의 진리 조건을 기술하는 메타 이론 문장
83 예문인 “전자들은 질량을 갖는다(Electrons have mass)”가 보편양화문으로 번역되는 것이 맞
다면, 러셀이 제시하는 모형이론적 진리조건은 틀렸다. 대신 “M–논의역에서 “전자”의 M–외
연 안에 있는 모든 원소는 “질량”의 M–외연 안에도 있다”로 제시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이
는 사소한 실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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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등하게 '명료한 표상'이라고 가정할 때만 비로소 진리조건을 기술하는데 개체상항

a가 사용되는 점이 문제시될 수 있다 . 더불어 만약 전제 (6a)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탈인용적 참 이론이 아닌 '무죄'인 대안적인 메타 이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제
가 된다. 이런 반례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같은 논문에서 터너는 시안 도르 (Cian Dorr)가
개인적으로 제안했다는 대안적인 의미론을 고려하지만 검토 끝에 이를 기각한다.
이처럼 두 전제 (6a)와 (6b)는 모두 러셀의 논증에서 FOL의 '유죄'를 도출해내는데 불가
결한 전제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두 전제 모두 각기 다른 측면에서 반론이 제기될 여지
가 있다.

(6a)에 대한 가능한 반론은 탈인용적 참 이론을 포기해도 여전히 대안적인 메타 이론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 대안은 바로 모형이론적 의미론이다. 왜냐면 러셀
자신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모형이론적 의미론은 탈인용적 참 정의와 구분되며 , 이러한
모형이론적 의미론을 FOL에 대한 전면적인 메타 이론으로 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형이론적 의미론에서의 참 정의는 탈인용적 참 정의가 그러하듯 임의의 FOL 문장의
진리조건을 합성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식언어에 대한 적합한 의미론으로서
기능한다. 더욱이 모형이론적 의미론은 탈인용적 참 정의의 문제점을 겪지 않는 것으로 보
인다. 물론 모형이론적 참 정의에서도 개별자에 대한 양화가 발생한다. 하지만 위에서 러
셀이 인정했듯이 이는 '유죄'의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상기 예시에서도 나타
나듯 모형이론적 참 정의에서는 a 같은 개체상항이 사용되지 않는다.84 따라서 탈인용적
참 정의와 달리 모형이론적 의미론에서는 개체주의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즉 모형이론적 의미론은 FOL 문장의 참을 설명하는데 요긴한 '무죄'인 대안적 메
타 이론이 될 수 있으므로, 곧 전제 (6a)에 대한 반례가 된다.

1.1절 말미에서 기술한 것처럼 PFL 또한 모형이론적 의미론을 취한다는 점은 현안에 관
련하여 유의할 만하다. 다스굽타는 PFL 혹은 그와 흡사한 형식체계 G에 관해 모형이론적
의미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일견 기초적 개별자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을 인정
한다. 6.1.1절 말미에서 살펴본 것처럼 신아리스토텔레스주의적 고려는 이러한 우려를 차
단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이지만, 다스굽타는 또 다른 해법을 취한다. 다스굽타는 형이상
학적 우선성과 개념적 우선성이 구분되며, 이때 개념상 개별자가 정의항에서 언급된다는
84 상기 규정에서의 항 M은 변항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단적으로 1.1절에서 PFL의 모형이
론적 의미론을 제시할 때 논리적 귀결 관계는 “임의의 M”에 관해 성립하는 것으로 정의되었
다. 이처럼 M이 양화 변항이라면 6.1.1절의 논의에 따라 M은 '유죄'가 아니다.
만약 M이 개체상항이라고 하더라도 그 함축은 미미하다. 왜냐면 M이 개체상항이라고 한
들, 이때 M이 개입하는 '개체'는 오직 '모형 전체'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즉 해당 문제는 5.3절
말미에서 제시된 '언어를 나타내는 변항 L1, L2'에 관한 문제와 궤를 같이 하며, 곧 일반적인
개체주의와는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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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곧 개별자가 형이상학적으로 우선적이라는 것을 함축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 왜
냐면 PFL에 충분히 숙달될 경우 “개별자의 논의역을 통한 [PFL]에 대한 이해를 포기하
고, [PFL]의 함자들과 술어들을 비정의적 기초적 어휘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Dasgupta 2009, 66).85
FOL에 관해 따지는 현 상황에서 해당 논증이 갖는 첫 번째 함축은 전제 (6a)에 대한 상
기 반례, 즉 탈인용적 참 정의를 포기하고 모형이론적 참 정의만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한 가지 반론이 차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반례에 대한 유력한 반론은 모형이론적 의
미론을 메타 이론으로 받아들일 경우 곧 '단적인 참'에 대한 정의가 결여되고 오직 모형-상
대적인 참 개념만을 보존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라는 것이다 . 하지만 PFL 또한 모형이론
적 의미론을 표준적인 의미론으로 가진다는 점은 위와 같은 반론에 대한 반대 증거가 되는
것처럼 보인다. 내가 아는 한 PFL에 관하여 모형이론적 의미론을 제외한 대안적인 의미
론은 제안된 바가 없다. 따라서 PFL은 오직 모형-상대적인 참 개념만을 갖는 것처럼 보
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PFL은 완결적인 형식 언어로서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PFL이 '단적인 참'에 대한 규정을 결여하고 있음에도 완결적인
형식 언어로 작동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면, 곧 FOL 또한 모형-상대적인 참만을 정의하는
메타 논리 이론으로도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 합당해보인다.
다스굽타의 상기 논변에서 교훈을 얻을만한 또 다른 대목은 'PFL에 충분히 숙달될 경우,
모형이론적 의미론을 포기하고 PFL 어휘들 자체를 기초적 어휘로 삼을 수 있다 '는 부분이
다. 해당 대목을 FOL에 기계적으로 대입할 경우 도출되는 입장은 FOL의 경우에서 또한
메타 이론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그 자체로 흥미로운 입장이지만, 보다 온건하
며 현 논의에 유관한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이런 온건한 해석에서는 FOL에 대한 메타이
론적 의미론, 예컨대 탈인용적 참 정의나 모형이론적 의미론 등을 전면적으로 포기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러한 메타 이론이 그 피설명항인 FOL과 동등한 정도로 '명료한 표상'이라
는 점은 부정한다. 요컨대 전제 (6b)를 반대하는 것이다.
이렇듯 (6b)에 대한 반대가 합당하다면 FOL 문장에 대한 진리조건을 규정하는 메타 언
어는 '명료한 표상'으로 가정된 FOL에 비해 '덜 명료한 표상'이 된다. 그렇다면 메타 언어
문장이 나타내는 사실은 러셀의 표현에 따르면 '확정적' 사실이 아니게 되므로, 곧 개체상
항이 쓰이는 탈인용적 참 정의가 도입된다 한들 개체주의에 대한 개입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당초 러셀 논변이 보이고자 했던 FOL이 '유죄'라는 귀결은 도출되지 않게 된다.
다만 (6b)에 반대하는 것은 앞에서 러셀이 제시한 형이상학적으로 명료한 언어의 문장 ⌜
85 메타언어의 설명적 우선성에 관한 상반된 논의로는 강수휘(2013) 및 Williamson (2013, sec.
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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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φ”가 참이다 := φ⌝이 참이라는 요건과 배치되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면 확정성 조건에
따를 경우 우변에 해당하는 메타 언어 표현 ⌜φ⌝는 '명료한 표상'이라는 점이 도출되기 때
문이다. 그렇지만 이때 러셀이 제시하는 바 ⌜ “φ”가 참이다 := φ⌝가 형이상학적으로 명
료한 언어의 참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몇 가지 반대 논증이 가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첫 번째로 가능한 반론은 문자열 ⌜ “φ”가 참이다 := φ⌝이 메타 언어의 문장이라는 점이
해당 메타 언어가 '명료한 표상'이라는 점과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반론은 '참'
같은 의미론적 개념이 '명료한 표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발상에 기초한다 . 그 토대가 되는
바는 근본 물리학 등과 달리 의미론 혹은 메타논리적 개념은 '세계의 결을 가르지 못한
다'는 발상이다.
시어도어 사이더는 『세계의 책 쓰기』에서 이러한 논제를 적극적으로 옹호한다 . 2.4.2
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이더는 형이상학의 주된 목표 중 하나가 근본적인 이념론

(ideology)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사이더는 근본 물리학 및 FOL의
개념들이 그러한 근본적인 이념론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예시라고 본다. 반면 '연언', '함축'
같은 의미론적 개념(2011, 91) 및 '논리상항', '논리적 귀결' 같은 메타논리적 개념(222–5)
은 배제된다. 왜냐면 이들 개념은 보다 형이상학적으로 근본적인 사항으로 환원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86
사이더가 “참이 비근본적이다” (235) 혹은 참-이론적 이념론이 근본적 이념론에 포함되
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것도 그 연장선에서 이해될 수 있다. 사이더가 '참' 개념이 특히 근
본적인 언어에 포함될 수 없다고 진단하는 까닭은 보다 구체적이다 . 왜냐면 '참'에 해당하
는 연산자가 근본적인 언어에 포함될 경우 이는 거짓말쟁이 역설에 해당하는 문제를 발생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역설을 방지하는 한 가지 방법은 3가 논리를 도입하는 것이
지만, 사이더는 FOL을 위시한 고전논리야말로 '세계의 결을 가르는 것 '이라고 보기에 해
당 방법을 거부한다. 왜냐면 근본 물리학 및 수학이 고전논리를 통해 포섭될 수 있기 때문
이다(231–5).
사이더는 비근본적인 대상 언어 문장에 관한 '형이상학적 진리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대
86 사이더는 의미론적 개념을 비근본적인 것으로 분류하는 대목에서 그 유사 예시로 경제학이
나 심리학적 존재자와 이념론을 언급한다(Sider 2011, 91). 이는 의미론이 경제학이나 심리
학처럼 인간의 활동에 관한 학문이므로 보다 근본적인 물리화학적 학제 혹은 수학으로 환원
된다는 것이 곧 사이더의 견해라는 사실을 짐작하게끔 한다. 그렇다면 의미론적 개념이 비
근본적이라는 사이더의 주장은 정당화된다. 더불어 사이더는 메타논리적 개념의 경우, 루이
스가 자연법칙에 관해 제시하는 '최선의 체계' 논법에 착안하여(e.g. D. K. Lewis 1983, 366–
68) 참인 문장들의 체계에 관해 성립하는 '최선의 법칙'을 통해 '논리적 참' 및 '논리적 귀결'
같은 개념들이 정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Sider 2011, 2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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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언어에서 참'에 해당하는 개념이 근본적인 언어에 등장하는 것은 인정한다 . 하지만 사
이더는 이때 거짓말쟁이의 역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상 언어 문장에 형이상학적 진리
조건을 대응시키는 과정이 “논리적 형식을 보존함(logical–form preserving)”이라는 성
질을 띠지 말아야 함을 지적한다. 이를테면 함수 μ: (대상 언어 문장 집합) → (형이상학적
진리 조건 집합) s.t. (μ(A)가 근본적 참임 → A가 대상 언어에서 참임)을 도입할 경우,

μ(¬A) = ¬ μ(A)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235–7).
위와 같은 사이더의 논변이 옳다면 근본적인 언어, 즉 '명료한 표상'이 FOL처럼 고전논리
의 틀을 띠는 한 탈인용적 참 개념은 해당 언어에 등장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역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 “φ”가 참이다 := φ⌝는 문장을 근본적인 참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이는 곧 당초 전제 (6b)에 대한 반론을 막는 한 가지 걸림돌이 사라짐을 함축한다.
두 번째로 거짓말쟁이 역설과 관련하여 전제 (6b), 혹은 문자열 ⌜“φ”가 참이다 := φ⌝이
근본적 언어의 문장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보다 근본적인 반론이 이루어질 수 있다 . 상기
사이더의 견해에서 '참'의 귀속 여부를 따지는 대상 문장은 어디까지나 비근본적 언어의
문장으로 한정되며, 이는 곧 형이상학적 진리 조건을 기술하는 메타 언어인 근본적 언어와
구분된다. 반면 현 러셀의 예시에서 대상 문장인 FOL 문장은 근본적 언어로 분류되며, 전
제 (6b)에 따르면 그 메타 언어 또한 근본적 언어가 된다. 즉 대상 언어와 메타 언어 모두
근본적 언어가 되는 것이다.
이때 한 가지 가능성은 곧 동등한 정도로 '명료한' 현 대상 언어와 메타 언어가 같은 언어
라는 것이다. 그런데 메타 언어에 술어 “참”이 포함되는 이상 , 타르스키 본인이 지적하듯
대상 언어와 메타 언어가 같다고 보는 것은 거짓말쟁이의 역설의 가능성에 노출된다는 점
에서 명백히 부당하다(Tarski 1944, 347–52).
또 하나의 가능성은 FOL 언어와 메타 언어가 동등하게 '최고로 근본적'이되 서로 다른 언
어라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최고로 근본적인 언어'가 서로 다른 두 가지 언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타르스키는 메타 언어가 대상 언어보다 “본질적으로 더 풍부해야

(essentially richer)”한다고 지적한다. 즉 메타 언어 문장 집합은 대상 언어 문장 집합보
다 넓어야 한다. 그렇다면 메타 언어 문장이 나타내는 어떤 근본적 사실은 대상 언어 문장
으로는 나타낼 수 없다. 즉 이때 대상 언어로는 포착할 수 없는 근본적 사실이 있는 것이므
로, 곧 대상 언어가 '근본적' 언어라는 당초의 가정이 견지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따라서
전제 (6b)는 사이더 식의 문제 제기와는 독립적으로 타르스키 자신의 기획에 비추어봤을
때 근본적 문제점을 갖는다.
이처럼 러셀의 논증이 당초 보이고자 했던 'FOL은 '유죄''라는 주장에 불가피한 전제

(6a)와 (6b)는 전부 그 합당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반대 논거들에 마주하게 된다 . 그러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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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FOL이 '유죄'라는 러셀의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 논증이 가해질 수 있다 . 만약 그렇다면
다스굽타가 당초 제시했던 FOL의 '유죄'에 대한 판단 역시 재고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상 6.1절의 내용은 FOL이 '유죄'라는 당초의 판단에 대한 여러 논거들에 대한 반론을
아우르고 있다. 위와 같은 반론들이 옳다면 FOL이 '유죄'라는 당초의 판단은 철회될 여지
가 있으며, 곧 6.1절 서두에 제시된 터너의 '귀류법 전략'은 더 이상 성공할 수 없다. 왜냐
면 FOL과 PFL의 '유/무죄' 여부가 일치한다고 한들 FOL이 유죄라는 당초의 전제가 확
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불어 현 논의는 'PFL 또한 FOL과 마찬가지로 모형이론적 의미론을 받아들이고 있으
므로 '유죄'다!'라는 함자어 일반주의에 대한 유력한 반론을 차단하는 효과 또한 발휘한다 .
메타 언어에서의 양화 자체는 '유죄'의 충분 조건이 될 수 없다는 6.1.1절의 논의는 바로
그런 직접적인 재반론에 해당한다. 더불어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다스굽타는 이미 모형이론
의 '개념적 우선성'과 '형이상학적 우선성'을 구분함으로써 해당 반론을 돌파하고자 했다.
전제 (6b)에 대한 본고의 반론은 이런 다스굽타의 주장이 적어도 FOL에 관해서만큼은 유
효하다는 점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러한 논지가 PFL에도 일반화되는 것이 합당하다면,
모형이론의 유무죄 여부는 대상 언어인 PFL의 유무죄 여부를 더 이상 함축하지 않게 되
므로 곧 상기 반론은 극복된다.

6.2. 어째서 여전히 함자어 일반주의가 나은가
6.1절 논의는 당초 FOL이 '유죄'라고 하는 전제가 어째서 의심할 만한지를 보이는 작업
에 할애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작업의 귀결은 당초 PFL이 대두된 논의의 배경과 긴장을
이루는 것처럼 보인다. 2.1–2절에서 상술되었듯 PFL이 형이상학적으로 대두된 동기는
FOL로 제시된 이론이 개별자에 존재론적으로 개입한다는 고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만약
이처럼 FOL이 '무죄'로 판명난다면 애초에 존재론적 허무론자나 일반주의자가 PFL이라
는 대안적 논리 체계를 굳이 고려해야만 하는 동기 자체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
해당 문제점은 비단 위와 같은 동기에서만 국한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첫 번째로

4.3절 말미에서 언어 Lδ와 FOL 간의 유사성을 지적한 것 또한 현 문제 제기와 맥락을 같
이 한다. 딜레마 논증의 결론은 설령 FOL이 '유죄'라고 가정하더라도 터너가 약정하는 형
식 언어 Lδ은 여전히 '무죄'로 판정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δ과 FOL
이 통사론적으로 매우 흡사하므로, 혹자는 Lδ가 '무죄'라는게 사실상 FOL이 '무죄'라는 것
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니겠냐는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이는 곧 양화사 일반주의와 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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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일반주의 간의 차이가 실질적으로 없는 것이 아니냐는 함축으로 이어진다.
두 번째로 해당 문제점은 일반주의를 존재론으로 취하되, PFL 혹은 FOL 등 논리 체계의
형이상학적 함축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에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와도 같은 맥락에 있
다. 해당 입장에 따르면 통상적인 PFL 혹은 FOL 진술은 전적으로 형이상학적 함축을 결
여하거나, 혹은 기껏해야 세계의 실재적 면모와는 무관한 허구적 존재론에만 개입할 뿐이
다. 그러므로 PFL과 FOL은 모두 사소하게 '존재론적으로 무죄'로 판정되며, 함자어 일반
주의와 양화사 일반주의 간의 논리철학적 논쟁 등은 무의미하게 된다 .87
본고에서 딜레마 논증과 토대 논증을 통해 보이고자 했던 점은 3절 터너 논변의 결론으로
제시된 'PFL은 '유죄'이므로 곧 함자어 일반주의는 실패한다 '는 논제에 대한 논박이었다.
따라서 PFL의 '무죄'를 규명하는 것을 넘어 양화사 일반주의에 대한 논박까지 보이는 것
은 터너 논변의 논박이라는 당초 목적에서는 벗어난 과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화사 일반주의와 함자어 일반주의를 구분하는 것 , 그리고 둘 가운데
서 PFL이 '실재에 대한 명료한 표상'에 가깝다는 점을 옹호하는 논증은 여전히 개진될 만
한 여지가 있다. 그리고 이 두 입장을 구분하는 것은 PFL과 FOL의 유/무죄 여부의 일치
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4.3절에서 이미 간략하게 설명한 것처럼 PFL과 FOL이 모두 '무죄'라는 점은 곧 PFL과
FOL 문장이 나타내는 사실들의 근거가 동일함을 함축하지 않는다 . PFL 문장과 FOL 문
장이 모두 '무죄'라는 것은 이들이 나타내는 사실 모두가 개체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음을
뜻한다. 하지만 이는 PFL과 FOL 문장이 나타내는 사실들 간에 비대칭적 근거 관계가 성
립할 수 없다는 점을 함축하지는 않는다. 이를테면 역으로 개체적 사실이 PFL 문장 및
FOL 문장이 나타내는 사실에 근거한다고 할 경우 PFL과 FOL은 근거 관계의 비대칭성
에 의해 '무죄'라는 점이 도출되지만,88 이는 PFL과 FOL 문장 양자가 나타내는 사실 간에
87 해당 논점을 제기해주신 제레미 와이엇(Jeremy Wyatt)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88 만약 근거 관계가 모든 사실의 집합에 관한 전체/선형 순서(total/linear order)라고 한다면 해
당 문장의 후건은 전건을 사소하게 함축한다. 하지만 이는 논란이 있는 입장인 것처럼 보인
다. 왜냐면 근거 관계가 비재귀적이라는 가정상 위 규정은 곧 복수의 사실이 '동등한 정도로
근본적'일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OL 문장 혹은 PFL 문장이 나타내는 사실이 '근본적 사실'이고 개체적
사실은 '비근본적 사실'이라면, 근거 관계의 충분–지지성(well–foundedness) 혹은 “형이상학
적 결정론”(한성일 2015)이 가정되는 한 개체적 사실이 FOL 문장 혹은 PFL 문장이 나타내
는 사실에 의해 정초된다는 귀결은 도출될 수 있다.
한성일(2015)은 형이상학적 결정론을 받아들일 경우, 보편적 사실의 근거로 요구되는 바
'총체성'의 충분한 근거를 찾고자 하는 과정에서 일원론이 “너무 쉽게” 도출되는 점을 우려하
며, 이런 귀결이 곧 형이상학적 결정론을 전제하지 말아야할 이유를 제공한다고 진단한다.
만약 형이상학적 결정론이 확보될 수 없다면 개체적 사실이 '비근본적'이라는 점만으로는 이

109

근거 관계가 성립하는 것과 여전히 일관적이다. 따라서 PFL 문장과 FOL 문장이 그 나타
내는 사실들의 근거에선 다르지만 여전히 '무죄'라는 점에서는 같다는 귀결은 정당화될 수
있다.
위 논증은 '형이상학적 근본성'의 단계가 2개를 초과함을, 즉 다가(多價)적임을 가정하고
있다. 왜냐면 위 논증에선 적어도 근본성에 대한 3개의 단계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 논의의 기틀인 근거 이론을 가정하는 한 이러한 가정을 취하는 것은 적법해보인다 . 만
약 '근본성의 단계'가 오직 두 단계 뿐이라면, 곧 근거 관계의 이행성은 전혀 쓰임새가 없
기 때문이다.89
이처럼 PFL과 FOL의 '무죄'가 곧 양 문장이 나타내는 사실이 근거 상 동등하다는 점을
함축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한, 양화사 일반주의와 함자어 일반주의 간의 쟁점은 보다 명
민하게 제시될 수 있다: 양화사 일반주의자는 PFL이 나타내는 사실이 FOL이 나타내는
사실에 근거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함자어 일반주의자는 FOL이 나타내는 사실이 PFL이
나타내는 사실에 근거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두 유형의 사실의 근거가 같다면, 양화사 일
반주의와 함자어 일반주의는 모두 틀린 것이다. 일반주의를 가정할 경우 만약 PFL과

FOL 가운데 하나가 '유죄'임이 밝혀질 경우 양화사 일반주의와 함자어 일반주의 둘 중에
하나는 옳다. 하지만 그 역은 위에서 밝혀진 것처럼 합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PFL과 FOL
모두가 '무죄'라고 한들, 이는 곧 양화사 일반주의와 함자어 일반주의 모두가 틀렸다는 것
을 함축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양화사 일반주의와 함자어 일반주의 중 하나가 옳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과제는

'유/무죄' 여부를 제외한 대안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 본고에서 제시하고자 하
는 기준은 일종의 '방법론적 기준'이다. “방법론적”이라는 표현으로 의도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어떤 주장이 해당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이 반드시 그 주장이 넓은 의미에서 '참'이라
는 것을 보장하느냐 여부는 불확실하다. 다만 적어도 해당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은 현 논
의에서 일단 전제되는 어떤 한 이론적 준거에 부합한다는 것의 지표는 될 수 있다. 그러므
로 어떤 주장이 해당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은 이론적 덕목에 해당한다.
들 문장이 나타내는 사실이 FOL 혹은 PFL 문장이 나타내는 사실에 근거한다는 점이 보장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FL과 FOL의 '무죄'는 2.3절에서 해당 문장들이 나타내는 사
실이 '개체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방식으로 규정되었으므로, 이 경우에도 위
논의는 여전히 성립할 수 있다.
89 Schaffer (2012)는 근거의 이행성을 부정하지만 여전히 그 대안을 제시하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면 Sider (2011)는 근거 이론을 받아들이진 않지만 명시적으로 근본성이 “비교적”
인게 아니라 “절대적”이라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
더 또한 근본성의 '비교적 구조'가 비근본적인 개념을 통해서나마 제시될 수 있다는 것이나
마 용인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거의 다층성'과 충돌하지는 않는다(1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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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방법론적 기준은 '실재론적 조건'이다. 이때 “실재론”이란 넓
은 의미에서 형이상학적 이론에 대응하는 '세계의 실재적인 면모'가 있다는 입장이다. 즉

2.2절에서 오리어리-호쏜과 코르텐즈가 말하는 '실재에 대한 명료한 표상'이 “실재론적”
지향을 갖는다는 논평한 대목, 그리고 2.4.2절에서 허무론 및 일반주의가 신카르납주의에
대한 '실재론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대목에서 쓰인 “실재론적”의 용례는 본 의미
와 동의적이다. 즉 어떤 형이상학적 이론이 실재론적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그 이론의
요소에 해당하는 세계의 실재적인 면모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만약 이론이 실재론적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해당 이론은 반실재론적 측면을 갖는
것이다. 이를테면 그 이론은 도구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그 이론에 대응되는 바는

'세계의 실재적인 면모'가 아닌 오직 도구적으로 상정되는 것이다. 더불어 본 논의 틀 하에
서 상기한 '회의주의·허구주의적' 입장은 곧 특정 이론이 실재론적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여부 자체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논제로 이해할 수 있다.
과학적 실재론 대 반실재론 간의 여러 논쟁은 본 조건과 유사한 발상이 뚜렷하게 드러나
는 철학적 쟁점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질 노스(Jill North)는 「양자 세계의 구조(The

Structure of a Quantum World)」에서 실재론적 조건과 유사한 다음과 같은 일반 원리
를 제시한다(North 2013): '세계의 근본적인 면모를 포착하는 것은 슈뢰딩거 방정식 같은
동역학적 법칙이다. 따라서 법칙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세계의 구조는 근본적일 수
없다'.
해당 원리를 토대로 노스는 파동함수가 정의되는 고차원 공간이야말로 근본적인 공간이
라는 파동함수 공간 실재론을 주장한다. 3차원 공간은 우리가 늘 접하는 공간이지만 동역
학적 법칙에 직접 대응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노스는 3차원 공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는 않지만, 근거 이론을 빌어 3차원 공간이 고차원 공간에 근거하는 것일 따름이라는 설명
을 제시한다. 해당 예시는 실재론적 조건과 유사한 발상이 구체적인 과학적 실재론을 옹호
하는데 긍정적으로 활용되는 사례다.
해당 발상은 부정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대표적 사례는 파동함수 자체에 대한 실재론
대 반실재론 간의 논쟁이다. 피터 루이스의 『양자 존재론(Quantum Ontology)』에 따
르면 그 쟁점은 다음과 같다(P. J. Lewis 2016):
고전적인 물리 이론의 경우 그 이론에 등장하는 모든 항은 세계의 어떤 실재적 면모와 대
응을 이룬다. 예를 들어 고전 역학에서 (시간 변수가 고려되지 않는) 발사체 운동 방정식

y = tan(θ)·x–{g/(2·v2·cos2(θ)}·x2의 경우, 중력 상수 g를 제외하고도 v는 초기 속력, θ는
발사 각도, 그리고 변항 x와 y는 2차원 좌표 평면에서 발사체의 위치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곧 모든 항에는 물리적 세계의 특정한 실재적 면모가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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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양자역학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항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 행렬역학에서 물리계의 특
정한 속성(예. z축에서 입자의 스핀)을 나타내는 연산자에 관하여 정의되는 고유벡터는 그
물리계의 기본 상태(예. z축에서의 +스핀, 혹은 –스핀)를 나타낸다. 이때 고유벡터들은
그 벡터 공간의 기저를 형성하며, 곧 해당 공간의 모든 벡터는 고유벡터들의 중첩에 해당
한다. 그런데 이처럼 고유벡터의 중첩에 해당하는 비-고유벡터는 “물리계의 가능한 양자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응하는 '세계의 실재적 면모'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들 비

-고유상태 벡터에 관해선 보른 규칙에 의해 오직 이들이 각각의 고유상태로 측정될 확률
만이 제시되며, 한번 측정이 이뤄진 이후 그 값은 이후로도 고정된다. 코펜하겐 해석에 따
르면 이때 비-고유상태 벡터에 대응하는 것은 파동함수이며, 한번 측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파동함수는 “붕괴”한다. 많은 현대의 실재론자는 이러한 설명에 불만을 느낀다 . 왜냐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붕괴'를 겪는 '파동함수'가 어떤 물리적 실재인지가 불분명하기 때
문이다. 반면 반실재론자에게 있어선 양자역학의 경험적 적합성이 보장되는 이상 '파동함
수' 같은 것을 도구적으로 상정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를 빚지 않는다 (P. J. Lewis 2016,
10–14, 23–24).
위와 같은 과학철학적 사례들은 세계의 실재적 면모란 법칙 혹은 이론의 항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는 발상에 의존한다. 본고의 '실재론적 조건'은 같은 발상을 취하되 반대
의 설명 방향을 띤다. 세계의 실재적 면모가 이러저러하다는 실재론을 가정하자. 그렇다면
어떤 법칙 혹은 이론은 그 실재적 면모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법칙 혹은
이론도 있을 것이다. 실재론을 가정하는 한에서 세계의 실재적 면모를 온전히 포착하는 법
칙 혹은 이론은 전자 뿐이다. 실재론적 조건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전자에 해당하는 법
칙 혹은 이론을 선호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방법론적 기준이다.

2.2절 말미에서 살펴본 것처럼 허무론 혹은 일반주의를 수용하는 것은 곧 허무론 혹은 일
반주의가 세계의 실재를 묘사하는 존재론이라는 메타형이상학적 입장을 반드시 함축하지
는 않는다. 하지만 이후 논의에서 상당 부분 그러했던 것처럼 허무론 혹은 일반주의를 실
재론적으로 수용하는 입장, 즉 세계의 실재가 있되 개별자는 그 실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정하자. 실재론적 조건에 따르면 선호해야 마땅한 이론은 실재를 올바르게 포착
하는 이론, 즉 개별자를 포함하지 않는 세계의 실재적 면모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이론
이어야 한다.
이러한 틀에 착안할 때 본고에서 주장하는 바는 양화사 일반주의가 반실재론적 면모를 상
정한다는 점이다. 파동함수 실재론 사례의 비-고유상태 벡터에 상응하는 것은 양화사 일
반주의의 경우 FOL의 양화사와 1차 변항이다. 반면에 함자어 일반주의의 경우 PFL은 이
러한 요소를 결여한다. 즉 위 사례에서 고전 역학의 형식화와 마찬가지로 함자어 일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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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반실재론이 끼어들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양화사 일반주의와 달리 함자
어 일반주의는 실재론적 조건을 만족한다.
물론 그 어떤 과학적 실재론자도 고전 역학은 실재론적 조건을 만족시키는 반면 코펜하겐
해석은 그렇지 않다는 이유로 후자를 거부하며 전자만 받아들이진 않을 것이다. 왜냐면 고
전 역학은 양자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므로 경험적 적합성의 측면에서 양자역학에 비해 불
충분하다는 점이 명백히 밝혀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사안의 경우엔 이러한 유비가 성립
하지 않는다. 본 사안의 피설명항이 형이상학적 논제로서의 허무론 혹은 일반주의임을 고
려할 때, 양화사 일반주의가 설명하는 바 가운데 함자어 일반주의가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즉 함자어 일반주의는 양화사 일반주의와 비교시 최소한 설명적으로 동등
하게 적합하므로, 둘 중 함자어 일반주의만이 실재론적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점은 충분한
변별적 장점이 된다. 따라서 실재론자는 함자어 일반주의야말로 허무론과 일반주의의 '실
재론적 지향'에 보다 충실하다는 점에서 선호할만하며, 곧 FOL이 아닌 PFL을 '실재에 대
한 명료한 표상'으로 보는 것이 정당화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FOL과 PFL을 비교해보자. 두 언어 가운데 비교를 할 요소는 논리상항,
즉 각종 연산자나 함자, 괄호 등이 아닌 비-논리상항들이라고 가정하자. 왜냐면 통상 논리
상항들은 '그저 형식적인 표현'일 뿐인 반면, 비-논리상항이야말로 '실질적'으로 세계와 대
응하는 항이라고 받아들여져기 때문이다.90 PFL의 경우 비-논리상항은 기초적 n항 술어
들이다. 통상적 이해에 따르면 술어에 대응하는 세계의 면모는 '속성'이다. 이러한 이해 방
식은 허무론 및 일반주의와 배치되지 않는다 . 허무론 및 일반주의는 오직 개별자의 부재를
말할 뿐, '속성'이라는 범주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존재자 , 이를테면 플라톤주의적 형상을
세계의 근본적 면모로 상정하는 것과 배치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91 따라서 PFL의 경우 그
모든 실질적인 항이 세계의 면모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실재론적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볼
수 있다.92
90 Sider (2011, sec. 6.5)는 형식 언어 요소를 “내용적(contentful)”인 비-논리상항과 “형식적
(formal)”인 논리상항으로 구분하는 이른바 '논리적 규약주의'에 반대하는 논증을 제시한다.
사이더는 이때 논리상항 또한 세계의 면모에 대응하는 항이라고 봐야한다는 주장을 제시한
다. 이런 사이더의 입장을 받아들인다 한들 논리상항이 있다는 점은 FOL과 PFL 모두 마찬
가지이므로, 곧 양자를 비교하는 현 맥락에서 이러한 해당 준거는 중립적이다.
91 이를테면 Ladyman and Ross(2007, 158)에 따르면 OSR은 “원리적으로 플라톤주의의 자연화
된 형태와 친화적이다”.
92 Turner (2017)는 '함자어 일반주의'를 다스굽타의 '양화사 일반주의'와 대조하여 비-플라톤주
의적인 형이상학적 입장으로 규정하지만, 본고에선 이러한 용례를 따르지 않으며 양 입장
간의 차이를 논리철학적 차이로 국한시킨다. 각주 50 참조. 더욱이 설령 “함자어 일반주의”
에 대한 터너의 규정을 받아들여 속성 및 관계를 실재에서 배제한다 한들, 근본적 개별자의
배제라는 당초 허무론 및 일반주의의 근본 논제를 견지하는 한, FOL과 비교할 때 실재론적
조건에 보다 많이 부합하는 것은 여전히 PFL이다. PFL은 속성에 관해서만 반실재론적 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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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FOL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개체상항을 제외한 FOL에서 비-논리상항만을 고려할
경우 양화사 등은 제외되며, 오직 술어와 변항만이 남는다. 술어에 대응하는 세계의 면모
가 있다고 보는 것은 PFL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문제를 낳지 않는다. 하지만 문제
는 1차 변항이다. 변항에 대응하는 세계의 면모는 개별자이지만, 허무론 및 일반주의에 따
르면 개별자는 '세계의 실재적인 면모'가 아니다. 그런데 변항에 대응하는 '실재적인 면
모'가 없다고 할 경우, 이는 곧 변항이 일종의 도구적인 항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
만약 그렇다면 변항은 '모든 실질적인 항이 세계의 면모에 대응한다'는 실재론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된다. 그러므로 FOL은 '실재론적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물론 6.1.1절에서 구멍, 그림자 등을 통해 예증된 것처럼 양화사 및 1차 변항들을 통한 양
화 자체는 그 양화 대상에 대한 존재론적 개입을 함축하지는 않는다 . 하지만 이는 FOL이
실재론적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입장을 오히려 뒷받침한다. 왜냐면 구멍이나 그림
자는 존재론에 편입되지 않는다고 볼 이유가 있는 대상 , 즉 도구적으로 상정되는 사물의
예로 등장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위 파동함수 사례에서 반실재론자가 파동함수를 도구
적으로 상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양화사 일반주의가 문제에 봉착하는 까닭은 이처럼 존
재론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대상을 그 형식화에 반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있다.
즉 6.1.1절 논변의 함축은 현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 FOL은 형이상학적
논제인 허무론 혹은 일반주의를 나타내는데 설명적으로 부적합한 것은 아니다. 왜냐면 반
드시 '유죄'인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개체적 사실에 반드시 개입한다고 볼 필요
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문제는 비근본적인 것으로 상정된 개별자 혹은 개체가 FOL 형식
화에서 드러난다는 점에 있다. 이들은 일반주의를 가정할 때 반실재론적 요소가 되기 때문
이다. 따라서 FOL은 일반주의에 대해 설명적으론 적합하지만 실재론적 조건은 만족시키
지 못한다.
상기한 '회의주의·허구주의적' 입장에선 PFL의 항들 또한 FOL의 변항들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허구적인 존재자들에 대응할 뿐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 물론 형식 언어의 특성 상

PFL의 비-논리상항의 값으로 세계의 실재적인 요소와는 전혀 무관한 해석을 부여하는 것
은 명백히 허용된다. 다만 실재론적 조건이 말해주는 바는 형식 언어를 일반주의에서 말하
는 실재적 면모에 대응시키고자 한다는 조건 하에서 PFL의 요소들은 그 실재적 면모와
대응을 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반면 FOL의 경우 위와 같이 1차 변항 같은 반실
재론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불가결해 보인다.
를 띨 것인 반면, FOL은 그에 더하여 개체에 대해서까지 반실재론적 면모를 띠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방법론적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선호할만한 것은 여전히 PFL이라는
귀결이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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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PFL에서 모형이론적 의미론을 차용하는 것을 문제 삼는 입장에서는 결국 PFL 또
한 메타 이론에서는 반실재론적 요소의 도입이 불가결함을 지적할 것이다 . 하지만 6.1.2
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양화가 일어나는 지점이 대상 언어와 메타 언어 중 어느 것인지
는 유의미한 차이를 낳으며, 함께 제시된 것처럼 메타 언어에서의 개입을 '근본적인 개
입'으로 보지 않을만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
이상 논의를 종합할 경우 허무론 및 일반주의의 존재론을 가정할 때 '실재론적 조건'에 부
합하는 것은 오직 PFL뿐인 것으로 보인다. 만약 그렇다면 양화사 일반주의와 함자어 일
반주의를 비교했을 때 그 실재론적 지향에 보다 부합하는 것은 후자이며, 이는 후자야말로
보다 '실재에 대한 명료한 표상'으로 보는 관점을 옹호할 만한 논거가 된다. 즉 그 '유/무죄'
기준과는 독립적으로 '방법론적 기준'에 견주어볼 경우 PFL과 FOL 간에는 여전히 우열
이 있으며, 왜 '여전히 함자어 일반주의가 나은지'를 설명할 만한 이유가 제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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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며
이상 본고에서는 PFL과 허무론 및 일반주의 간에 얽힌 쟁점들을 살피고 , PFL의 '존재론
적 유죄'를 주장하는 터너 논변에 대한 반론들을 제시하였다. 4절에서는 원리 (*)에 대한

'좁은 해석'과 '넓은 해석' 모두가 각기 다른 난점에 부딪힘에 따라 터너 논변이 성립하지
않음을 보였고, 그와 함께 터너의 '반칙 논변' 또한 재반론을 허용한다는 점을 보였다. 5절
에서는 원리 (*) 자체의 비약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조주의 의미론이 있음을 보였
으며, 이 경우 개입하게 되는 해석 질주의 및 일반주의가 곧 터너 논변의 목표인 물질 일반
주의 논박과 상충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재반론으로 가해질 수 있는 귀류적 논증에 맞서 6
절에선 당초의 전제였던 FOL의 '유죄'가 철회됨으로써 해당 문제가 방지될 수 있음을 논
증하였고, 그러한 경우조차도 여전히 함자어 일반주의가 '형이상학적으로 명료한 표상'이
라고 볼 이유가 있다는 논변을 제시했다.
위 논의가 옳다면 PFL의 '존재론적 유죄'를 주장하는 터너 논변은 실패하며 , 곧 PFL이

'존재론적으로 무죄'라고 보는 시각을 견지하는 것은 정당화된다. 물론 본고의 상당 부분
이 터너 논변에 대한 부정적인 논의였으므로 PFL의 '무죄'에 대한 새로운 긍정적인 논거
가 추가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은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 6절 논의는
함자어 일반주의에 대한 대안적인 옹호 방식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허무론자 및 일반주의
자가 PFL을 받아들일만한 새로운 긍정적인 이유를 제공한다.
거듭 강조한 것처럼 본고의 논의는 반드시 허무론이나 일반주의에 개입하지는 않는다 . 그
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의 논의가 옳다면 이는 허무론자 및 일반주의자에게 있어서는 호재
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다스굽타의 대수적 일반주의 등 외에도 함자어 일반주의가 추가적
인 선택지로 확보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만약 대수적 일반주의 같은 종래의 일반주
의에 대한 터너 등의 반론이 옳다면, 이는 곧 본고의 논의를 통해 상대적으로 문제점이 극
복된 함자어 일반주의가 유력한 형태의 일반주의 논제로 부각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더불
어 6.2절에서 보인 바처럼 본고에서는 여전히 함자어 일반주의가 더 낫다는 논증을 제시
하였지만, 그와 별도로 6.1절에선 FOL을 '무죄'라고 볼 논거를 제시함으로써 양화사 일반
주의가 타진될 일말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의의를 갖는다.
이러한 형이상학적 의의 외에도 본고의 두 논증은 보다 일반화된 논리철학적 함축을 갖는
다. 이를테면 4절의 딜레마 논증은 비단 FOL과 PFL 뿐만 아니라 보다 일반적인 외연 논
리 체계에 적용될 수 있다. 터너 논변은 FOL과 PFL 문장들에 대해 각각의 외연 논리 체
계 내에서 '승인 여부' 같은 의미론적 값들이 주어질 경우, 이를 근거로 (*) 같은 원리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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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해당 문장들이 보다 포괄적인 초내포적 논리 체계에서 갖는 논리적 특성이 결정될 수
있음을 전제한다. 하지만 딜레마 논증이 옳다면 이러한 추론은 정당하지 않다. 따라서 적
어도 (*) 같은 해석 원리가 고려되는 한, 외연 논리 체계 일반에서 위와 같은 방식을 통해
그 초내포적 특성을 추론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보다 보편적인 결론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5절 토대 논증은 언어철학적 원리로서 (*)가 해석 혹은 의미의 존재와 관련된 논
의 지형도에서 어떤 지점에 놓여있는지를 진단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특히 5.4절에 관련
해서는 서로 동형적인 광의의 질주의/일반주의의 사례들이 상이한 논의 영역에도 불구하
고 어떻게 연관성을 맺는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후속 연구들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막연한 사변이지만 이런 논의는 특히 심리철학에서 현상적 의식 및
범심론(panpsychism) 등과 관련해서도 흥미로운 함축을 가질 법하다고 짐작된다(cf. D.

K. Lewis 2009, sec. 8).
본고는 무수한 결점과 보완될 여지를 지니며, 내가 짐작조차 못하는 많은 허점을 갖고 있
으리라 생각한다. 그 가운데서도 본 논의에서 특히 불완전한 지점이자 향후 연구에서 보충
되어야할 부분은 수학적 구조주의에 대한 논의이다. 다비트 힐베르트(David Hilbert) 이
래 수학적 대상에 대한 구조주의적 관점은 매우 영향력 있는 견해 가운데 하나였으며 , 본
고의 배경이 되는 논의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단적으로 페레그린의 구조주의적 의미
론은 수에 대한 구조주의적 접근을 범례로 삼고 있으며,93 OSR 진영에서 또한 수학철학에
서의 구조주의와의 친연성이 언급된다(Ladyman and Ross 2007, sec. 3.6). 그런 면에
서 수학적 구조주의와 관련된 축적된 논의를 보다 깊게 탐구함으로써 PFL, 허무론, 일반
주의 등에 관하여 본고에서는 밝혀내지 못한 보다 진전된 함축을 밝혀내는 것을 기대해볼
수 있다.

93 각주 7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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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PFL 함자 표기법
본고

Quine
(1960a)

Quine
(1976a)

Kuhn
(1983)

Burgess
(2008a)

Dasgupta
(2009, 2017)
Turner (2017)

Turner
(2011)

~

Neg

−

¬

υ

~

~

&

없음

∩

∩

κ94

&

&

×

×

×

없음

없음

없음

없음

c

Der

⊐95

]

σ

c

Δ

σ

Inv

없음

P

없음

σ

���

ι

inv

없음

p

없음

ι

INV

π

없음

p

σ

없음

없음

없음

S

Ref

S

S

없음

없음

없음

p

없음

⊏

[

ρ

p

PAD

I

없음

I

I

없음

I2

없음

94 Burgess (2008a) 표기법에서 κ는 전위(prefix) 표기법을 따른다는 점에서 중위(infix) 표기법
을 따르는 다른 연언 함자들과 다르다. 더불어 본고에서의 σ와 ι와 엄밀한 의미에서 같은 도
치 함자는 없지만, 그 방향이 '반대'인 도치 함자 φ와 ψ가 제시된다.
95 ⊐와 ⊏가 아니라 각기 히브리어 문자 ב와 이를 뒤집어 놓은 글자일 수도 있으나 확실하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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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cate Functor Logic's 'Ontological
Innoc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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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Predicate functor logic (PFL) is an algebraic logic system devised by W. V. O.
Quine, the prominent feature of which is that its lexicon does not include
quantifiers, individual constants, nor variables, but is nonetheless as expressively
adequate as 1st-order logic (FOL) is. Moreover, translation procedures between
PFL and FOL are established so as to demonstrate their mutual intertranslatability.
It is conventionally viewed that general facts expressible by FOL's
quantified sentences hold in virtue of individuals (or particulars), that is, FOL
truths are ontologically committed to individuals, or are metaphysically grounded
in individualistic facts expressible by atomic sentences with one or more
individual constants. In this sense, FOL can be deemed ontologically guilty. By
contrast, some believe that PFL, which is likened to feature-placing statement
such as “It is snowing.”, is ontologically innocent, since its lack of quantifiers,
variables, etc., allows avoiding commitment to individuals.
Given the intertranslatability between FOL and PFL, FOL-regimentation
of our best scientific theories can be adequately translated to PFL-regimentation,
which supposedly is ontologically innocent. Hence, ontological nihilists (or
generalists) such as Shamik Dasgupta, denying material individuals from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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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tological scheme, may employ PFL or PFL-like system in hopes of formulating
individual-free ontology, which is as explanatorily adequate as that of FOL is.
Functorese generalism can be defined as the nihilist position maintaining that PFL
captures the fundamental reality of the world, which is uninhabited by individuals.
PFL's being supposedly innocent is significant since nihilism is an
interesting metaphysical position with a number of theoretical merits: First, as a
quatlitativist ontology, it fares better than other contenders such as traditional
bundle theory against individualist ontology. Second, it resolves convoluted
metaphysical problems concerning the identity criteria of individuals. Third, its
overlap with ontic structural realism, an arguable position in general philosophy
of science and philosophy of physics, indicates its viability as a scientificallyinformed metaphysics.
Jason Turner, however, has given an argument, which I shall call “Turner
argument”, to the effect that PFL cannot be ontologically innocent insofar as FOL
is guilty. If the argument is sound, then it follows that functorese generalism can
be refuted solely on a logical basis.
The crux of Turner argument is that PFL's cropping functor c, an
indispensable element of PFL, is indeed “a disguised existential quantifier”, which
is considered outright guilty. In order to demonstrate this point, Turner invokes a
principle of interpretation named “(*)”, which roughly says that two terms'
structural coincidence in their linguistic usage implies their intensional
equivalence.
In the present thesis, I will advance two counterarguments against Turner
argument, the Dilemma argument and the Foundation argument.
The Dilemma argument stems from the fact that an ambiguous phrase in
(*) principle allows two different readings, the narrow and the wide reading, both
of which facing grave difficulties:
The narrow reading's problem is that it overgenerates. Under the narrow
reading, structural coincidence of two terms in extensional language guarantees
the identity of their grounding-profile. It allows violation of grounding relation's
hyperintension-sensitivity, which is one of its prime theoretical feature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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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rete counterexample will be given for its demonstration in reference to a
paradigmatic instance of grounding relation.
The wide reading overcomes the narrow reading's problem by raising the
bar; it introduces a hyperintension-sensitive operator in addition to extensional
items concerned in the narrow reading. This move, however, incurs a problem in
that the newly adopted operator does not conform to the established translation
procedure between PFL and FOL, that is, the antecedent of one of the pivotal
implicit assumptions in Turner argument is not satisfied. Hence, there is little
evidence to believe that Turner argument is sound in this case. It thereby shows
that Turner argument confronts a dilemma.
The Foundation argument tackles Turner argument's use of (*) principle by
showing that endorsement of (*) can lead to the consequence which is at odds
with the very goal of Turner argument, disputation of nihilism:
(*) seems to face some obvious counterexamples, i.e., two terms
structurally coinciding in their usage yet not having the same intension. Quine's
'gavagai' scenario may count as a suitable example. One way to bridge this gap is
to embrace structuralist semantics, the position which some ascribes to Quine.
According to structuralism, meanings of individual linguistic items do not exist in
a strict sense, and the synonymy is nothing over and above the coincidence of
linguistic roles. The counterexamples above are then resolved and (*) is
vindicated.
The problem does not lie in structuralism per se but in its use in Turner
argument. For it can be shown that structurualism is 'isomorphic' to nihilism in
that they exhibit the same logical structure. Since they share the isomorphic
foundation, invoking (*) to dispute nihilism can be dialectically self-undercutting.
Hence, Turner argument comes to an impasse.
It can be pointed out that the objectors can conversely appropriate the
Foundation argument as a riposte by taking (*) principle as a mere reductio
assumption. This move can be blocked by abandoning the assumption that FOL is
necessarily guilty pace Jeffrey Russell and others. A closer analysis of the relation
between FOL and its meta theory will justify this solution as well as PFL's us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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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theoretic metalogic.
This solution engenders, however, another worry since it obviates the
motivation for functorese generalism; essentially the same problem is posed by
skeptics of logical system's having metaphysical implication. I will provide an
alternative criterion, modeled after that of scientific realism, which is met only by
functorese generalism contra quantifier generalism that takes FOL instead. It will
bolster the view that functorese generalism can still be prioritized given the realist
conception of nihi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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