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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프레게 퍼즐은 프레게주의자가 지칭주의에 제기하는 중대한 도전으로 인

식되어왔다. 프레게 퍼즐은 동일성 문장들의 인식적 의의 차이를 설명하

는 것과, 믿음 보고 문장들의 진리치 직관 차이를 설명하는 것의 두 가

지 문제로 이루어져 있다. 이 두 가지 문제들을 구성하는 사례들에서 문

장들의 인식적 의의 차이와 진리치 직관 차이는 지시체가 동일한 이름들

을 바꿔씀에 따라 생기는 것으로, 프레게주의자는 그 이름들이 서로 다

른 뜻을 가진다는 데에 호소하여 문제의 차이들을 설명할 수 있다. 반면

지칭주의자는 이름의 의미론적 내용이 지시체뿐이라고 하므로 이름들 간

의 내재적 의미론적 차이에 호소하여 문제 사례들의 차이들을 설명할 수

없다. 이 차이들에 대한 다른 그럴듯한 설명을 제시하라는 것이 프레게

주의자가 지칭주의자에게 제기하는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킷 파인(Kit Fine)은 최근 의미론적 관계주의라는 새로운 이론을 통해

프레게주의자의 도전에 응할 것을 제안하였다. 파인은 프레게적 뜻을 거

부하고 지시체가 동일한 이름들 간에 내재적 의미론적 차이가 없다는 지

칭주의적 입장을 고수하지만, 그 이름들 간에 내재적 의미론적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적인 의미론적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공지칭하는 이름들 사이에 성립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동의어 관

계인 ‘같은 것으로 표상’ 관계를 도입하고 공지칭하는 이름들 사이에 같

은 것으로 표상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통해 프레게 퍼즐 사례들을

설명한다.

나는 의미론적 관계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프레게주의가 아닌

의미론적 관계주의를 받아들여야 할 이유로 제시되는 '이행성 실패' 논

증에 초점을 맞춘다. 파인이 '같은 것으로 표상' 개념으로 포착하는 현상

을 여러 학자들의 용어법을 따라 '대법 공지칭'이라고 부를 때, 프레게주

의에 따르면 대법 공지칭은 동치관계이다. 그런데 대법 공지칭이 이행적

이지 않은 사례들이 있다면 그것이 동치관계일 수는 없고, 따라서 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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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주의가 옳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행성 실패 논증은 정말로 그러한 사

례들이 있으므로 프레게주의가 잘못되었다는 논증이다. 의미론적 관계주

의자인 피닐로스(A. Pinillos)는 한 담화 안에서 대법 공지칭이 이행적이

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례들을 제시한다. 나는 피닐로스가 제시한 사

례들이 정말로 프레게주의의 반례가 된다고 논증한다.

나는 또한 피닐로스 사례들에 대한 고찰에서 출발하여, 대법 공지칭

관계의 성립은 공지칭의 전제(presupposition)로 설명된다는 새로운 이론

을 제시한다. 나는 이 새로운 이론, 즉 ‘공지칭의 전제’ 이론으로 피닐로

스 사례들과 프레게의 동일성 퍼즐이 제시하는 문제들을 해명한다. 그리

고 나는 공지칭의 전제 이론이 프레게 퍼즐의 해결책으로서 의미론적 관

계주의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보인다.

주요어: 프레게 퍼즐, 의미론적 관계주의, 대법 공지칭, 이행성 실패, 전

제, 킷 파인

학번: 2016-29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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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프레게 퍼즐은 분석철학의 가장 고전적인 문제 중 하나이지만, 철학의

다른 난제들이 그렇듯이 여전히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도 그것을 해결하려는 새로운 이론적 시도들이 제안되고 있다. 내가 본

논문에서 가지고 있는 목표는 그러한 시도들에 한 시도를 더하는 것이

다. 나는 프레게 퍼즐에 대하여 최근에 제안된 영향력 있는 새 이론을

비판하고 그 기반에서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그러한 목표를 성취하려고

한다.

킷 파인(Kit Fine)은 2007년 출간한 자신의 저서 Semantic

Relationism 에서 프레게 퍼즐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제안한다. 프레

게 퍼즐이 프레게적 뜻을 거부하는 지칭주의자에게 특별한 어려움이 되

는 근원은 결국 다음과 같다. 프레게주의자는 두 이름 사이에 공지칭이

어쩌다가 성립하게 되는 공지칭이 아니라 두 이름이 동일한 뜻을 가짐으

로써 같은 대상을 지칭하게 되는, 보다 더 강력한 공지칭 관계를 인지할

수 있다. 반면 지칭주의자는 뜻을 거부하고 이름에 지시체 외의 의미론

적 내용 같은 것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어쩌다가 성립하게 되는 공지칭

관계와 보다 더 강력한 공지칭 관계를 구분하기 어렵다. 하지만 '샛별'과

'샛별' 사이에는 분명 '샛별'과 '개밥바라기' 사이에 성립하지 않는 보

다 강력한 공지칭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보다 강력한 공지

칭을 '대법 공지칭'(de jure coreference)이라고 하고 어쩌다가 성립하게

되는 공지칭을 '대실 공지칭'(de facto coreference)라고 할 때, 파인의

아이디어는 대법 공지칭을 뜻 없이도 지칭주의 의미 이론에 이식하자는

것이다. 프레게주의에 따르면 두 지칭표현 사이의 대법 공지칭은 두 지

칭표현이 동일한 뜻을 가질 때 성립한다. 파인은 대법 공지칭이 각 지칭

표현의 뜻은 물론 다른 어떠한 내재적 의미론적 특징으로도 환원되지 않

는다고 주장한다. 대법 공지칭 관계는 관계항 각각의 특징 덕분에 성립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관계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본질적으

로 관계적인 관계에 대한 사실들이 우리의 의미론적 지식 안에 녹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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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다.

나는 대법 공지칭이 각 지칭표현의 내재적 의미론적 특징으로 환원되

지 않는다는 파인의 주장에 동의한다. 하지만 그에 대한 대안이 본질적

으로 외재적인 의미론적 요소를 추가하는 것이라는 파인의 제안에는 공

감하지 못하겠다. 파인이 프레게주의의 가장 큰 결점으로 비판했던 것은

그 이론이 대체 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제공하

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불가해한 요소인 뜻을 의미 이론에서 제

거하고, 뜻의 동일성이 성립시켜주던 관계가 우리의 의미론 안에 ‘담화를

이해하는 유능한 언어사용자라면 누구나 아는’ 지식으로 포함된다고 주

장하고 나면 그렇게 얻은 의미 이론이 과연 뜻에 대한 설명이 없는 프레

게주의 이론보다 덜 신비로운 것이 되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다.

나는 공지칭하는 표현들로 이루어진 문장들 간의 인식적 의의 차이가

언어사용자들이 파악하는 그 문장들의 논리적 형식의 차이에서 온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그 문장들 자체가 가지는 내용의 논리적 형식이 서로

다르다는 의미는 아니다.) 또한 언어사용자들로 하여금 그 문장들이 서

로 다른 논리적 형식을 가지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해주는 것은 바로 화

용론적 전제(presupposition)이라고 제안한다. 제 1장에서 나는 파인이

의미론적 관계주의라는 새로운 이론적 해결책을 제안한 배경이 된 프레

게 퍼즐에 대한 기존 논의를 소개할 것이다. 제 2장에서는 의미론적 관

계주의의 내용을 소개하고 관계주의자가 프레게주의자에 대항하여 제기

할 수 있는 논증들을 살펴볼 것이다. 특히 그 논증들 중 ‘이행성 실패’

논증에 주목하며, 그것이 프레게주의에 대한 결정적인 공격이 될 수 있

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제 3장에서는 이행성 실패 논증을 이루는 문장

사례들 자체를 면밀히 검토하여, 그것들이 공지칭의 전제라는 공통된 특

징을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고, 그 특징이 대법 공지칭을 일반적으로 설

명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장 대표적인

대법 공지칭인 반복되는 이름 사용의 경우를 공지칭의 전제를 통해 설명

할 것이다. 그리고 제 4장에서는 프레게의 동일성 퍼즐 및 그와 연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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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즐을 공지칭의 전제 이론을 통해 해결한다. 또한 프레게 퍼즐의 다른

한 축인 믿음 보고 퍼즐은 공지칭의 전제 이론을 통해 해결될 수 없음을

인정하되, 파인의 관계주의 이론이 믿음 보고 퍼즐에 대해 내놓은 해결

책 역시 불만족스러움을 보일 것이다. 이 논문의 작업이 성공적이라면

프레게 퍼즐의 해결에 있어 부분적 진전이 이루어질 것이며, 믿음 보고

퍼즐을 해결하는 것은 추후의 과제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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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프레게 퍼즐: 관계주의의 배경

이 장에서 나는 프레게 퍼즐에 대한 기존 논의를 간략하게 소개함으로써

프레게 퍼즐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인 의미론적 관계주의를 논의할 배경

을 마련할 것이다. 프레게 자신이 프레게 퍼즐 사례들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이론을 제시한 이후로, 프레게 퍼즐은 프레게주의를 받아들여야 할

이유로 생각되어 왔으며, 지칭주의가 언어철학의 유력한 입장으로 대두

된 이후에는 지칭주의자 입장에서 해결해야만 할 도전으로 인식되어 왔

다. 1절에서는 프레게 퍼즐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그것을 잘 설명해줄 철

학적 입장으로 제안된 프레게주의가 무엇인지 설명한다. 2절에서는 프레

게주의를 거부하고 지칭주의를 받아들여야 할 고전적인 이유들을 다룬

다. 3절에서는 프레게 퍼즐에 대한 지칭주의의 표준적 해결책과 그것에

대해 제기되어온 비판을 소개할 것이다.

1.1 프레게 퍼즐과 프레게주의

언어표현의 의미는 무엇인가? 한 가지 자연스러운 대답은, 언어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그 표현이 가리키는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 자연스러운

대답은 이름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름의 의미는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

이다. 이름을 포함한 문장이 표현하는 바는 그 이름이 가리키는 대상에

속성을 서술하는 것이다.

프레게 퍼즐은 이 자연스러운 견해를 제약 없이 받아들였을 때 생기는

철학적 퍼즐을 말한다. 프레게 퍼즐은 한편으로 언어 철학의 난제로 여

겨지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프레게주의가 옳다는 근거로 생각된다.

프레게주의가 그 퍼즐을 해결할 수 있는 이론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고틀롭 프레게(Gottlob Frege)가 프레게

퍼즐을 제시한 이유는 그의 이단계 의미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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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에서 나는 프레게 퍼즐과 프레게주의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다. 내

가 여기서 프레게에 대한 역사적으로 정확한 해제를 제공하려는 것은 아

니다. 그렇지만 본 논문 전체의 논의를 위해, 프레게 퍼즐의 내용과 그것

이 언어철학에 있어 가지는 의의에 대해 거칠게나마 설명하도록 하겠다.

아주 큰 질문으로 그 설명을 시작해보려고 한다. 우리는 어떻게 문장

의 의미를 이해하는가? 문장이란 완결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위의 언

어 표현이고, 언어 표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인간과 동물의

가장 중요한 차이 중 하나라는 것은 상투적이기까지 한 믿음이다. 그러

므로 저 질문은 분명 가치가 있는 질문인 동시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

야 할 질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가 문장을 이해함으로써 어떠한 일

들을 성취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고려하면 저 질문에 답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트럼프는 미국의 물리학자이다.

위의 문장을 읽은 모든 독자는 저 문장을 이해했을 것이다. 이는 생각보

다 대단한 일인데, 대부분의 독자는 저 문장을 처음 들어보았을 것일 뿐

더러 저 문장은 세계를 올바르게 묘사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위의

문장은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에 대한, 실제 사실과는 거리가 먼 문장

이고 또 그런 만큼 독자는 다른 곳에서 저 문장을 본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는 저 문장을 문제없이 이해한다. 우리는 이처럼

처음 들어보는 무수히 많은 문장을 듣고 바로 이해할 수 있다. 또 무수

히 많은 문장을 처음으로 내뱉으면서도 그것을 의미 있게 발화할 수 있

다.

제한된 인지적 능력만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

한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것일까? 아마도 의미의 합성성 원리에 의존하는

것이 이 질문에 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우리는 무수히 많은

새로운 의미있는 문장을 발화하고 이해할 수 있지만, 제약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새로운 문장을 처음 만들면서 그 문장



- 6 -

을 구성하는 단순 표현들의 의미를 이미 알아야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

컨대 “트럼프는 미국의 물리학자이다”라는 문장 자체는 새롭게 발화된

것이지만, 그것을 의미있게 발화하기 위해서 화자인 나는 그것을 이루는

“트럼프”, “미국”, “물리학자” 등의 단순 표현들의 의미와 문법적 어휘들

의 용법을 이미 알고 있어야 한다. 우리가 단순 표현들의 의미와 문법적

어휘들의 용법을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

한 표현들을 조합함으로써 우리는 무수히 많은 새로운 복합 표현들, 혹

은 문장들을 의미 있게 발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일반적 원리로 표현될 수 있다.

[의미의 합성성 원리]

복합 표현의 의미는 단순 표현들의 의미와 그 표현들이 구조적으로 결합

되어 있는 방식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된다.1)

대다수의 철학자들은 합성성 원리가 우리가 어떻게 언어표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최선의 설명을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문장도 그 문장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휘들로 구

성되어 있는 한 그 문장을 처음 듣고 바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놀라

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휘들을 여러

다른 방식으로 결합시킴으로써 이전에 발화해보지 않은 의미 있는 문장

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 합성성의 원리는 언어 의미가 이처럼 무

한한 생산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설명할 근거를 제공해준다. 단순 표

현들로부터 복합표현이 생성되는 것은 무작위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통

사론적 규칙에 맞게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유한한 수의 어휘와 표현들의

결합방식을 지배하는 통사론적 규칙만 알고 있으면, 그 유한한 어휘들을

규칙에 맞게 결합시킴으로써 이전에 발화해보지 않은 문장들을 끝없이

1) Miller(2007), p.11. 합성성 원리의 유사하지만 다른 버전의 정식화로는 다음과 같

은 것이 있다. “언어 L의 모든 복합 표현 e에 대해서, L에서 e의 의미는 L에서 e

의 구조와 e의 구성요소들의 L에서의 의미들에 의해 결정된다.” Szabo (2017)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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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해낼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로 생성된 복합 표현의 의미는 합성

성의 원리에 따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어휘들의 의미와 그 어휘들이

결합된 방식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된다. 그러므로 복합 표현의 의미가

합성적으로 결정되는 방식만 알고 있다면, 유한한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원리적으로 무한히 많은 문장의 의미를 알 수 있다.

새로운 의미있는 문장을 발화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합성성의 원리

가 올바르게 설명해주는 것이라면, 앞서 예시로 들었던 문장은 “트럼프”

같은 단순표현들의 의미로부터 결정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름 “트럼프”

는 예시의 문장의 의미에 어떤 기여를 하는가? 자연스러운 견해는 그 이

름이 그것이 지시하는 대상, 즉 지시체를 그 문장의 의미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름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을 발화하는 이유는 그러한

이름을 가진 대상에 대한 주장을 듣는 이에게 전달하기 위해서이다. 그

렇다면 그 주장이 그 대상에 대한 것이 되기 위해서, 당연히 그 이름이

그 대상을 의미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름이 그 대상을 의미한다

면 당연하게도 이름을 포함한 문장을 발화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이름이 기여하는 것은 바로 그 대상일 것이다.

그러나 이 극도로 간단하면서도 그럴듯한 생각이 고유명사의 의미에

대해 전적으로 올바른 것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들이 있는 것 같

다. 고유명사 '샛별'과 '개밥바라기'가 등장하는 다음의 동일성 문장들을

고려해보자.

(1) 샛별은 샛별이다.

(2) 샛별은 개밥바라기이다.

(1)은 너무나도 당연한 언명이며, 금성을 보지 않고 문장을 검토하는 것

만으로도 그것이 참임을 알 수 있는 것 같다. 반면 (2)가 참이라는 것은

실제 금성을 관측함으로써 얻어진 천문학적 발견이다. 아침하늘에 밝게

빛나는 천체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되던 이름인 '샛별' 과 저녁하늘의 천

체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되던 '개밥바라기'를 가지고 구성된 문장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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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즉 샛별이 사실은 개밥바라기와 같다는 것

을 알기 위해서 금성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측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

다. 말하자면 (1)과 (2)는 정보성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또한 여기에

더해서, 하나의 합리적인 인지 주체가 문장 (1)과 (2) 각각에 대하여 서

로 다른 인지적 태도를 가지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인지주체는 (1)

은 읽고 이해하기만 해도 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만큼 (1)은 참이라

고 믿으면서도, (2)가 표현하는 천문학적 발견에 대해서 알지 못하거나

그 발견의 진위를 의심하고 있어서 문장 (2)는 참이라고 믿지 않을 수

있다.

즉 두 문장은 서로 다른 인식적 의의를 가진다. 두 문장의 이 같은 인

식적 의의의 차이는 두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면 설명될 수 있다.

두 문장이 각각 서로 다른 내용을 의미한다면, 우리는 각 문장을 이해함

으로써 서로 다른 내용을 파악하게 되고, 그러므로 한 문장이 표현하는

내용은 긍정하면서도 다른 문장이 표현하는 내용은 거부할 수도 있는 것

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문장 (1)과 (2)에 의미 차이가 있다고 잠

정적으로 결론지어보도록 하자. 그런데 (1)과 (2)의 의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두 문장에서 서로 다른 부분은 (1)에서 이름 '샛별'이 두

번째로 나타나는 곳에 (2)에서는 이름 '개밥바라기'가 온다는 것뿐이라

는 점을 생각하면, (1)과 (2)가 의미가 다르다고 하기 위해서는 '샛별'과

'개밥바라기'의 의미가 서로 다르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닐까?

이러한 생각은 의미의 합성성 원리에 기초해서 더 철저하게 정당화된

다. 의미의 생산성을 설명하기 위한 최선의 대안으로서 합성성의 원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합성성의 원리로부터 따라 나오는 다음과 같은 원

리도 받아들이는 셈이다.

[대치 원리]

문장을 이루는 하나의 부분 표현을 의미가 동일한 다른 부분 표현으로

대치하더라도 전체 문장의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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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에서 한 부분 표현만을 다른 부분 표현으로 대치한다면 이는 문장을

이루는 부분 표현들이 결합해 있는 방식은 그대로 둔 채로 한 부분 표현

만 교체하는 것이고, 원래의 부분 표현과 그것을 대치하는 표현은 의미

가 동일하므로, 합성성의 원리가 옳다면 원래 문장과 부분 표현이 대치

된 새로운 문장은 의미가 동일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문장 (1), (2)의

인식적 의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문장 (1)과 (2)의 의미가 서로 다르

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채야 하는 것은 '샛별'과 '개

밥바라기'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면 (1)과 (2)가 대치 원리의 적용례가

된다는 것이다. (1)에서 '샛별'의 두번째 나타남을 '개밥바라기'로 대치

한 결과가 바로 (2)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치 원리가 옳다면 우리의

결론을 뒤집지 않기 위해서는 ‘샛별’과 ‘개밥바라기’의 의미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이때 ‘샛별’과 ‘개밥바라기’는 금성이라

는 동일한 행성을 가리킨다는 점을 상기하자. 즉 두 이름은 지시체가 동

일하다. 결국 우리는 지시체가 동일한 두 이름인 '샛별'과 '개밥바라기'

가 의미가 서로 다르다는 결론에 이르렀으며, 이 결론에 따르면 처음에

고려했던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견해에서처럼 고유명사의 의미가 전적으

로 그 지시체만으로 구성되는 것일 수는 없는 것이다. 지시체가 아닌 무

언가가 고유명사의 의미에 있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샛별'과 '개밥바라

기'의 의미가 서로 달라서, 문장 (1)과 (2)의 의미가 서로 다를 수 있고,

문장 간의 그 의미 차이로 문장들의 인식적 의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

다.

공지칭하는 이름 ‘샛별’과 ‘개밥바라기’의 의미가 동일하다면 저 인식적

의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것이 가장 유명한 형태의 프레

게 퍼즐인 프레게의 동일성 퍼즐이다. '샛별'과 '개밥바라기'처럼 지시체

가 동일한 두 이름도 의미가 달라야 한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지금까지의

논의는 역사적으로 프레게의 논문 「뜻과 지시체에 관하여」(Frege

(1892/1952))에 기대고 있다. (1)-(2)와 같은 문장 쌍이 제기하는 문제가

'프레게의 동일성 퍼즐'이라고 불림은 그 때문이다. 프레게는 이 퍼즐을

근거로 고유명사의 의미에는 지시체뿐 아니라 인식적 의미요소인 뜻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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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이단계 의미론을 주장한다. 이단계 의미론에서 지시체와 뜻 중

진정한 의미는 뜻이라고 할 수 있다. 뜻은 지시체 제시방식이며 지시체

를 결정한다. 인식 주체는 지칭표현의 뜻 덕분에 대상을 지시할 수 있으

며, 뜻을 통해 대상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주체가 대상에 대해 가지는

생각의 내용인 명제, 즉 프레게에게 있어 사고(Gedanke)는 바로 이 뜻들

로 이루어진다.

프레게에 따르면 (1)과 (2)에서 ‘샛별’과 ‘개밥바라기’는 서로 다른 뜻을

가진다. 이를테면 ‘샛별’은 금성을 아침 하늘에 가장 빛나는 별로 제시한

다면 ‘개밥바라기’는 금성을 저녁 하늘에 가장 빛나는 별로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샛별’과 ‘개밥바라기’가 지시체는 동일하지만 서로

다른 뜻을 가지기 때문에 (1)과 (2)는 공지칭하는 두 이름 외에는 아무

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사고를 표현한다. 그런데 (1)이

표현하는 사고는 ‘샛별’의 뜻이 두 번 등장하는 것인 반면 (2)가 표현하

는 사고는 ‘샛별’과 (1)과 (2)는 인식적 의의에서 차이를 가지게 된다.

프레게가 말하는 뜻을 상정함으로써 동일성 퍼즐뿐 아니라 다른 형태

의 프레게 퍼즐도 해결할 수 있다. 바로 동일성 퍼즐과 함께 프레게 퍼

즐을 이루는 두 문제 중 다른 하나인 믿음 보고의 퍼즐이다.

믿음 보고의 퍼즐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상

상해보라. 영희는 아이유라는 가수에 대해서 그녀가 유명하고 성공한 가

수라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다. 한편 영희는 어릴 때 친하게 지냈지만

이제는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옛 초등학교 동창 이지은이 바로 유명한

가수 아이유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제 영희에 대해

서, 믿음 보고 (3)은 참이지만 (4)는 거짓인 것으로 보인다.

(3) 영희는 아이유가 유명한 가수라고 믿는다.

(4) 영희는 이지은이 유명한 가수라고 믿는다.

(3)이 참이고 (4)가 거짓이라는 것은, 주어진 상황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비추어볼 때 직관에 잘 부합하는 판단이지만 이러한 판단은 중요한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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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원리와 충돌한다. 뜻과 함께 표현의 의미인 지시체에 대해서, 앞서 소

개한 대치 원리의 특수한 사례로서 지시체 원리가 성립한다.

[지시체 원리]

문장을 이루는 한 부분 표현을 지시체가 동일한 다른 부분 표현으로 대

치하더라도 전체 문장의 지시체(즉 진리치)는 변하지 않는다.

(3)에서 이름 ‘아이유’를 지시체가 같은 이름 ‘이지은’으로 대치한 (그리

고 그에 맞게 조사만을 수정한) 결과가 (4)이다. 그러므로 지시체 원리는

(3)과 (4)의 진리치가 서로 다를 수 없다는 것을 함축한다. 하지만 그렇

다면 분명 (3)은 옳고 (4)는 그르다는 우리의 판단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이것이 믿음 보고의 퍼즐이다.

프레게는 뜻 개념을 통해 (3)의 ‘아이유’와 (4)의 ‘이지은’이 지시체가

동일하다는 것을 부정함으로써 이 퍼즐을 해결한다. 프레게는 ‘–라고 믿

는다’와 같이 명제 태도 동사가 지배하는 이른바 내포 문맥 하에서는 표

현이 그 일상적 지시체 대신 간접적 지시체를 가지게 되며, 그때 표현의

간접적 지시체란 바로 그 일상적 뜻이라고 주장한다. 뜻이란 지시체가

인식 주체에게 제시되는 방식이며, 믿음 보고란 인식 주체가 믿는 바를

알려주려는 문장이고, 인식주체가 믿는 바, 즉 사고는 대상이 주체에게

제시되는 방식인 뜻들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제안은 프레게

에게 있어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꽤나 그럴듯한 것으로 보인

다. 이제 ‘아이유’와 ‘이지은’은 내포 맥락이 아닌 일상적 맥락에서는 서

로 다른 뜻을 가지는 만큼, (3)의 ‘아이유’와 (4)의 ‘이지은’이 각각 가리

키는 간접적 지시체는 서로 다를 것이다. 그러므로 (3)과 (4)가 서로 다

른 진리치를 가진다는 직관적 판단을 수용하더라도 지시체 원리는 위반

되지 않는다.2)

2) 지금까지의 서술에서 드러나듯이, 본 논문에서는 프레게주의가 프레게 퍼즐을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는 여러 철학자들이

과연 프레게주의는 프레게 퍼즐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Salmon(1990) “A Millian Heir Rejects the Wages of Sinn” 에서 나온

Castup/ Ketchup 문제 등이 그러한 의문의 한 사례다. 또 명제태도 보고의 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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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프레게주의와 지칭주의

1.1을 막 다 읽은 독자는 프레게 퍼즐이 왜 '퍼즐'이라고 불리는지 의문

을 가질 수 있다. 지금까지 제시된 바만 본다면 프레게의 퍼즐은 진정한

의미에서 퍼즐이라고 할 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 이상의 특정한 논제

중 어느 것도 포기하기 어려운데 그 논제들을 모두 받아들일 수는 없을

때 우리는 철학적 퍼즐이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논의대로라

면, 우리는 공치징하는 서로 다른 이름들의 의미 차이를 인정함으로써

그 이름들이 등장하는 동일성 문장들의 인식적 의의 차이를 설명해야 한

다는 논제를 받아들이기 위해 고유명사의 의미는 그것의 지시체 외에 그

무엇도 아니라는 다른 논제를 포기해버리면 되는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

인다. 그리고 프레게가 제시한 사례들은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

을 깨우쳐주는 사례들이고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저 두 논제 사이의

철학적 난관에 갇힌 것이 아니라 둘 중 하나의 논제가 잘못되었다는 것

을 알게 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고유명사에 대한 철학적 논의가 단지

이렇게 마무리되었다면 소위 프레게 퍼즐 사례들은 언어표현의 의미가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 프레게가 고찰한 사례들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철학적 난제 혹은 퍼즐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1.2에서는 프레게 퍼즐이 퍼즐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어째서 적절한지

설명할 것이다. 단적으로 말하면 그것이 적절한 것은 프레게주의가 잘못

되었다고 볼 설득력 있는 이유들이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많

은 철학자들이 고유명사의 의미는 그것의 지시체뿐이라는 밀주의 논제를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우리의 사고가 직접적으로 대상에 대한 것인 경우

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전형적으로, 그처럼 직접적인 대상에

대한 사고의 내용은 대상 그 자체를 내용의 구성요소로 포함하는 것으로

절의 내포절이 중첩된다면(iterated) 다시 그 내포절 속의 간접적 지시체는 대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도 제기될 수 있다. 1장의 목적은 새로운 지칭주

의적 해결책인 관계주의가 제안된 배경을 소개하는 데 있는 만큼, 나는 이러한

의문들을 배제하고 프레게주의가 프레게 퍼즐의 해결에 있어서 지칭주의보다 우

월하다는 전제를 일단 받아들이고 논의를 전개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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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겨진다. 즉 명제에 대한 러셀주의가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다시 말

해 많은 철학자들이 프레게주의에 등을 돌리고 지칭주의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프레게주의에 반대하여 제시된 모든 철학적 논의를 이 논문에서

다루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나는 다만 가장 대표적이고 역사적으로

영향력 있었던 이유들만을 정리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프레게

퍼즐이 해결되어야 할 퍼즐로 받아들여지는 현재의 논의 지형을 잘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뜻의 존재에 대한 의심

첫번째 이유는 지시체 외에 고유명사의 일차적 의미가 된다고 하는 뜻이

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지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뜻이라는 것이 있다

면 대체 무엇인지 프레게주의가 말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앞서 1.1에서

프레게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에서는 언제 두 표현이 다른 뜻을

가진다고 할 수 있는지, 즉 뜻의 개별화에 대한 몇가지 제약만을 다루었

을 뿐이다. 독자는 여전히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설명을 듣지

못했다. 프레게 자신도 그러한 몇 가지 제약을 제시하는 것 외에는 은유

적 설명을 주는데 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유명사의 지시체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지시하는 대상 그 자체이다.

이때 우리가 가지는 관념은 전적으로 주관적인 것이다. 그 중간에 뜻이

있다. 뜻은 더 이상 관념처럼 주관적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대상 그 자체

는 아니다. 아마도 다음의 비유가 이 관계들을 명료하게 해줄 것이다. 누

군가가 달을 망원경을 통해 관찰한다. 나는 지시체를 달 그 자체에 빗댄

다. 그것은 관찰의 대상이고, 그 대상은 망원경 내부의 대상 렌즈에 투사

된 실제 상에 의해 중재되며 관찰자의 망막 상에 의해 중재된다. 나는 뜻

을 전자에 빗댄다. 후자는 관념이나 경험 같은 것이다. 망원경 안의 광학

상은 물론 편향되어 있으며 관찰의 관점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 관찰자들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만큼 여전히 객관적이다. ... 하지

만 각 사람은 각자 자기만의 망막 상을 가질 것이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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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이 무엇인지 설명하면서 프레게가 내놓은 답변, 즉 달을 보는데 필요

한 망원경과 같은 것이라는 것은 은유에 지나지 않는다. 프레게주의자는

은유 이상의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해야만 한다. 그러한 구체적인 설명을

위해 프레게주의에서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후보는 기술구라

고 할 수 있다. 이름의 뜻이라는 것은 이름의 지시체를 제시하는 방식이

며, 또한 그 이름의 지시체를 결정한다. 그렇다면 이름으로 지시되는 그

대상이 유일하게 만족시키는 기술구(description) 혹은 기술구 다발이 있

다면, 그러한 기술구 다발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대상을 찾아냄으로써 하

나의 지시체를 골라내줄 수 있으므로 지시체를 결정하는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인식적으로 대상을 제시하는 방식이 기술구를 통해

제시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일견 그럴듯해 보인다. 누군가에 대해서 생각

할 때는 생각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므로, 그러한 이유를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속성에 대해서 그 속성을 표현하는 기술구가 바로 그의 이름의

의미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이름에 대한 기술주의 이론'(descriptivist theory of

names)이라고 부르자. 말했다시피 이름에 대한 기술주의 이론은 이름에

있어 지시체와 구별되는 뜻이 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가장 자연스러운 대

답이다. 문제는 기술주의 이론이 이미 크립키(Kripke(1972/1980))에 의해

성공적으로 논박되었다는 것이다.

크립키는 그의 이른바 양상논증, 인식론적 논증, 의미론적 논증을 통해

기술주의 이론에 결정적인 비판을 가한 바 있다. 양상논증과 인식론적

논증은 이름의 뜻이 그 이름과 연관된 기술구의 뜻과 동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의미론적 논증은 그러한 기술구가 그 이름의 지

시체를 결정해줄 수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4)

양상 논증부터 살펴보자. 사람들이 이름과 연관짓는 기술구가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이름이 가리키는 대상과 관련해 가장 쉽게 떠올리는 기

3) Frege (1892/1952), p.60

4) 양상논증, 인식론적 논증, 의미론적 논증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본문의 서술과 함

께 Kripke(1972/1980), pp.71-90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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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구일 것이다. 예컨대 사람들이 이름 ‘아리스토텔레스’와 ‘알렉산더 대왕

의 스승’이라는 기술구를 연관짓는다고 하자. 기술주의 이름 이론이 옳다

면 이름 ‘아리스토텔레스’의 뜻은 그 이름과 연관된 저 기술구에 의해 주

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렇다면 문장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다’는 필연적으로 참일 것이다. 왜냐하면 가정상 ‘아리스토텔레스’

와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은 뜻이 동일하므로 저 문장은 의미에 의해 참

이 되는데, 의미에 의해 참이 되는 문장은 필연적으로 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인 것은 어디까지나 우연

적 사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아닐 수도 있었

다. 그러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뜻이 기술구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에

의해 주어진다는 것은 틀렸다. 이는 다른 이름들과 그 이름들에 연관된

기술구들에도 적용되므로, 일반적으로 이름의 뜻은 그 이름과 연관된 기

술구에 의해 주어진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기술주의 이름 이론은 잘못

되었다.

인식론적 논증 역시 동일한 예시를 통해 제시될 수 있다. ‘아리스토텔

레스’의 뜻이 기술구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에 의해 주어진다고 하자. 그

렇다면 문장 ‘아리스토텔레스가 존재한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다’는 의미에 의해 참일 것이다. 따라서 그 문장은 선험적

으로 참일 것이다. 하지만 저 문장은 선험적으로 참인 문장이 아니라, 그

것이 참임을 알기 위해 경험적 조사가 필요한 문장이다. 그러므로 ‘아리

스토텔레스’의 뜻은 저 기술구에 의해 주어진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논점은 다른 이름들과 그에 연관된 기술구들에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양상 논증과 인식론적 논증의 결론처럼 이름의 뜻이 기술구에 의해 주

어질 수 없다고 하더라도, 기술구가 이름의 지시체를 결정해줄 수는 없

는가? 만일 그렇다면 이름의 뜻이 기술구의 의미와 동일시될 수는 없더

라도 여전히 뜻을 기술구에 빗대어 생각하는 것이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

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크립키의 의미론적 논증은 저

가능성마저 부정한다. 의미론적 논증은 어느 대상이 유일하게 만족시키

는 한정기술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대상을 이름으로 지칭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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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조건도 충분조건도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선 한정기술구

의 소유가 이름으로 대상을 지칭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해보자. 만약

그것이 이름으로 지칭하기 위한 필요조건이었다면, 대상이 유일하게 만

족시키는 한정기술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이름을 사

용해 그 대상을 지칭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상에 대해 아

무런 한정기술구를 생각해내지 못하더라도, 예컨대 리처드 파인만에 대

해 ‘유명한 물리학자’ 정도의 막연한 기술구만을 적용시키더라도 문제 없

이 ‘파인만’이라는 이름으로 파인만을 지칭하는 데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정기술구의 소유는 이름으로 지칭하기 위한 필요조건

이 아니다. 다음으로 한정기술구의 소유가 이름으로 대상을 지칭하기 위

한 충분조건이라고 해보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어떤 이름이 지시하는 대

상이 특정 한정기술구를 만족시킨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한정기술

구가 그들이 그 이름과 연관지을 수 있는 유일한 한정기술구인 경우 그

사람들이 그 이름을 사용할 때 지칭되는 것은 그 한정기술구를 실제로

만족시키는 대상이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며 실제로도 존재한다. 예컨대 ‘페아노’라는 이름에 대해서

사람들이 연관지을 수 있는 유일한 한정기술구는 ‘페아노 공리의 발견자’

라는 것이며 사람들은 페아노가 페아노 공리의 발견자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페아노 공리를 실제로 처음 발견한 사람은 수학자 데데킨트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페아노’라는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페아노 대신 데데

킨트를 가리키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사람들은 ‘페아노’라는 이름이 가

리키는 대상이 ‘페아노 공리의 발견자’라는 한정기술구를 만족시킨다고

믿고 있지만 그럼에도 ‘페아노’가 사용될 때 그 한정기술구를 실제로 만

족시키는 데데킨트가 지칭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한정기술구의 소유는

이름으로 대상을 지칭하기 위한 충분조건이 아니다.

크립키의 논증들이 성공적인 이상 뜻이 대체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대

답하는 데 있어 기술주의 이론은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 이제 프레

게 자신이 뜻이 기술구에 의해 주어진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아니

다. 하지만 기술구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뜻이란 대체 무엇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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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바로 이것이 프레게주의의 가장 큰 어려움이다. 인식적 의미요소로

서 뜻과 같은 것을 상정하면 프레게 퍼즐을 해결할 길이 보이는 것은 사

실이다. 그러나 대체 뜻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이론을 제시할 수 없다면

프레게 퍼즐을 통한 뜻 개념의 정당화는 공허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또

한 이는 뜻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기는 하는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의

심을 떨칠 수 없게 만든다.5)

대상에 대한 직접 사고

두번째 이유는 뜻을 매개로 대상을 지칭하고 사고한다는 생각 자체가 잘

못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문장을 통해 의미하

는 내용이 곧 그 문장을 이해할 때 우리가 떠올리는 사고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프레게주의는 지칭표현의 의미에 대한 이론일 뿐 아니

라 사고의 내용에 대한 이론이기도 하다. 사고에 대한 이론으로서 프레

게주의는 우리가 대상에 대한 사고를 가질 때 오직 뜻을 매개로 간접적

으로만 사고한다고 주장한다.

데이빗 카플란(David Kaplan)과 존 페리(John Perry)는 지표사/지시사

(indexical/demonstrative)에 대한 선구자적 연구를 통해 프레게주의를

논박하고, 우리가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사고, 즉 단칭 사고(singular

thought)를 가진다는 주장을 옹호하였다. 지표사란 '나', '지금', '저기'처

럼 맥락에 따라 지시체가 바뀌는 표현이다. 철수가 "나는 배가 고프지

않아" 라고 발화한다면 그때 "나"는 철수를 지시하지만 영희가 같은 문

장을 발화한다면 그때 "나"는 영희를 지시한다. 또 철수가 "나는 저기서

수업을 들어"라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서울대학교 6동 건물을 가리킨다면

그때 "저기"는 서울대학교 6동을 지시하지만, 철수가 같은 문장을 발화

하면서 손가락으로 6동 대신 14동 건물을 가리켰다면 "저기"는 14동을

5) 이러한 비판에 응답하려는 프레게주의자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기술주의가 아

닌 다른 방식으로 뜻 이론을 제공하고자 시도한 대표적인 철학자로는 존 맥도웰

(John McDowell)과 가렛 에반스(Gareth Evans)가 있다. McDowell(1977),

Evans(198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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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한다. 카플란과 페리에 따르면 우리가 지표사 혹은 지시사로 대상을

지칭할 때 뜻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지칭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운 귀결을 낳는다. 따라서 지표사의 사용은 대상을 직접 지칭한다고 봐

야하며, 지표사를 사용한 문장을 통해 표현되는 생각은 대상에 대한 직

접적인 생각, 즉 단칭생각이다.

카플란이 Kaplan(1977/1989)에서 제시한 논증을 살펴보도록 하자.6) 카

플란은 우선 맥락을 발화맥락과 평가상황의 두 종류로 구분한다. 발화맥

락이란 표현이 발화된 맥락으로 표현의 의미론적 규칙과 함께 표현의 내

용을 결정한다. 평가상황은 그렇게 결정된 표현의 내용이 참이거나 거짓

인 상황이다. 이를테면 발화맥락은 표현이 어떤 시간과 공간에서 누구에

게 발화되었느냐 따위로 구성된다면 평가상황은 표현된 내용이 참이거나

거짓일 수 있는 가능세계 따위로 구성된다. 그렇다면 이제 발화맥락과

평가상황 개념을 통해서 ‘직접지칭적’이라는 것을 이해해볼 수 있다. 직

접지칭적이지 않은 표현은 그 표현의 의미론적 규칙이 내용을 제공해서,

그 내용이 평가상황과 함께 대상을 제공한다. 직접지칭적인 표현은 그저

직접적으로 대상을 내용으로 제공하며, 그 대상은 모든 가능한 평가상황

에 동일하다.

카플란은 지표사를 순수 지표사(pure indexical)와 참된 지시사(true

demonstrative)로 구분하며 어느쪽도 직접지칭적이라고 주장한다. 어느

표현이 지표사일 때, 표현의 사용을 지배하는 언어적 규칙들이 각 맥락

에서 그 표현의 지시체를 완전히 결정하면 바로 그 경우에 그 표현은 순

수 지표사이다. 반대로 어느 표현이 지표사일 때, 표현의 사용을 지배하

는 언어적 규칙들이 각 맥락에서 표현의 지시체를 완전히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발화맥락에서 그 표현의 지시체를 결정하기 위해 연관된 지시

(demonstration) 를 필요로 하면 바로 그 경우에 그 표현은 참된 지시사

이다. (pp.490-91) 우선 순수 지표사, 이를테면 ‘나’가 직접 지칭적이지

않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문장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에서 '나' 의

기술적 의미, 즉 ‘발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의 발화자’라는 것이 그 문

6) 페리 역시 프레게주의에 반대하는 유사한 논증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Perry(1977)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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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부분을 이루는 명제 내용을 제공할 것이고, 그 명제내용이 각 평가

상황마다 대상을 제공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다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

다' 는 문장은 모든 평가상황에서 거짓이 된다. 일단 그 평가상황에서

그 문장이 발화되었다면 그 문장의 발화자가 존재한다는 것이기 때문이

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가 참이다. 그런

데 이는 명백히 거짓이므로, 순수 지표사가 직접지칭적이지 않다는 가정

은 모순을 낳는 잘못된 가정임을 알 수 있다.

참된 지시사 역시 직접지칭적이다. (p.512)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보자. 폴은 현재 프린스턴에 거주하고 있고 찰스는 산타 모니카에 거주

하고 있다. 폴과 찰스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나는 폴을 손가락으로 가리

키면서 “쟤는 프린스턴에 산다”고 말한다. 이때 내가 표현한 명제를 ‘갑’

이라고 하자. 현재 고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갑은 참이다. 그런데 고려되

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다른 어떤 반사실적 상황에서 폴과 찰스가 내가

모르게 서로인척 꾸미고 자리를 바꿔 앉았다고 하자. 그 상황에서 내가

손가락으로 동일한 방식의 지시를 하면서 (그럼으로써 찰스를 가리키면

서) “쟤는 지금 프린스턴에 산다”고 말했다면 그 경우에 표현된 명제는

거짓일 것이다. 이 거짓인 명제를 ‘을’이라고 하면 갑은 을과 동일한 명

제인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직관적으로, 을이 거짓인 이 반사실적 상

황에서 폴과 찰스는 자리를 바꿔 앉았을 뿐 폴은 여전히 프린스턴에 살

고 있는 만큼 갑은 여전히 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프레게주의에서 주

장하듯이 참된 지시사가 직접지칭적이지 않다면, 내가 발화한 “쟤는”은

찰스나 폴 자체 대신 동반된 지시demonstration의 뜻을 구성요소로 가진

다. 그렇다면 갑을 발화한 상황에서나 을을 발화한 상황에서나 나는 동

일한 방식의 지시를 했으므로, 갑과 을은 동일한 명제이다. (“프린스턴에

산다”는 것의 내용은 양쪽에 모두 동일하게 포함되었으니 말이다.) 이처

럼 프레게주의는 갑과 을이 동일한 명제라는 잘못된 귀결을 낳으며, 이

로부터 참된 지시사는 직접지칭적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지표사가 직접지칭적이라는 것이 이름에 대한 프레게주의를 직접적으

로 논박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지표사로 대상을 직접 지칭하고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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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통해 표현한 생각이 대상을 직접 포함하는 생각이라 하더라도, 여

전히 이름을 사용할 때에는 뜻을 통해 간접적으로 대상을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지표사가 직접지칭적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프레게주의의 근거를 약화시키는 것은 사실이다. 우선 이는 명제에 대한

프레게주의를 논박한다. 프레게주의는 명제가 뜻들로 이루어진 사고이며,

그래서 그 명제가 대상에 대한 것인 것은 어디까지나 뜻을 통해 간접적

으로만 그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표사가 직접지칭적이고, 지표사를

사용하여 표현된 명제가 직접적으로 대상에 대한 단칭명제라면 명제에

대한 프레게주의는 최소한 일반적으로 참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어째서

지표사만이 직접지칭적이고 고유명사는 간접지칭적이겠는가? 고유명사

를 포함한 문장을 통해 우리가 표현하는 생각 역시 단칭생각인 것이 자

연스럽지 않은가? 지칭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며 고유명사 역시 직접

지칭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러한 주장이 옳다면 고유명사로 표현

된 생각의 내용은 뜻으로 구성된 사고가 아니라 대상을 직접 포함하는

러셀적 명제일 것이다.

실재론적 비판

지칭주의를 받아들일 세번째 이유는 실재론적 동기에서 나온다. 우리는

정말로 세계에 대해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고 믿고 싶다.

하지만 프레게가 말했듯이 뜻이 대상을 지칭하기 위한 매개체이고, 뜻들

이 합성되어 사고를 이루는 것이라면 우리는 대상에 대해 언제나 간접적

으로만 언명을 하고 간접적으로만 사고를 하는 셈이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 실재론적 동기를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로 세계에 대해 믿음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우려를 가질 수 있다. 프레

게와 동시대인이었던 버트란드 러셀(Bertrand Russell)이 그러한 우려를

표명했던 바 있다.

몽블랑 산에 눈밭이 얼마나 있든 간에 나는 몽블랑 산 그자체가 “몽블랑

은 4천미터보다 높다”라는 문장에서 실제로 주장되는 것의 부분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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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라고 믿는다. 우리는 사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적이고 심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고의 대상을 주장한다.

그리고 사고의 대상은 내가 보기에 (객관적 명제라고 할 수 있을) 어떤

복합체로서 몽블랑 산 그 자체를 부분적 구성요소로 가지는 것이다. 우리

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몽블랑 산에 대해서 전혀 알

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른다.7)

물론 프레게의 뜻은 객관적인 것이므로, 뜻으로 이루어진 사고가 “심리

적 문제”라는 러셀의 비판은 부정확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레

게주의를 받아들이면 우리가 세계에 대해 지식을 가진다는 확신이 위험

해질 것이라는 러셀의 우려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언

어를 통해 표현하고 사고하는 내용이 뜻들, 즉 제시방식들로 이루어진

것이고, 오직 이러한 제시방식을 매개로 해서만 우리가 세계의 대상들에

대해 사고할 수 있다면, 이 제시방식은 나의 사고의 대상이어야 할 세계

와 인지주체인 나 사이에 장막처럼 작용하여 우리의 사고가 정말로 실재

하는 세계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끝내 확신할 수 없게 만들 것이다.

1.3 지칭주의와 프레게 퍼즐

이제 밀주의-러셀주의적 의미이론, 즉 지칭주의의 동기를 이해하고 나

면, 또 많은 철학자들이 그러한 동기에 설득되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프

레게 퍼즐은 정말로 퍼즐이 된다.8) 프레게적 뜻이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답을 줄 가장 좋은 후보로 보였던 기술구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7) 러셀이 1904년 프레게에서 보낸 편지의 일부분이다. Frege, G., Gabriel, G.,

McGuinness, B., & Kaal, H. (1982), p.169에서 번역하여 인용함.

8) 고유명사에 대하여 지칭주의가 전형적으로 어떠한 입장인지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지칭주의자는 고유명사의 의미가 그것의 지시체뿐이라는 밀주의를 받아들

인다. 지칭주의자에게 고유명사는 고정지시어이며 또한 직접지칭적이다. 그리고

고유명사를 사용한 문장이 표현하는 단칭 사고의 내용은 대상을 직접 구성요소

로 포함하는 러셀적 명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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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판명났으며, 우리가 이게 뜻과 같은 매개를 통해 간접적으로 대상

을 지칭하고 사고한다는 생각을 거부할 이유도 충분해보인다. 결국 우리

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고유명사의 의미는 그저 그것이 지시

하는 대상이며, 고유명사를 사용하는 문장이 표현하는 내용은 지시되는

대상 자체를 구성요소로 포함한다.

그러나 프레게 퍼즐은 우리에게 이러한 결론을 거부하도록 압박한다.

고유명사의 의미가 그저 그것이 지시하는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면, 동일

한 대상을 지시하는 두 고유명사가 서로 다른 인식적 의의를 가지는 것

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또 공지칭하는 고유명사를 바꿔 쓴 것 외에

차이가 없는 두 믿음 보고의 진리치가 달라 보이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것들이 프레게 퍼즐이 지칭주의에 던지는 물음이다.

지칭주의자들은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그러나

그나마 표준적이라 할 만한 시도를 포함하여 어느 시도도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 프레게 퍼즐에 대한 표준적인 해결책은 명제

(proposition)와 명제를 받아들이는 방식(way of taking a proposition)을

구분하는 데서 출발한다.9) 동일한 명제를 믿는다 해도 명제를 받아들이

는 여러 방식으로 그 명제를 믿을 수 있다. 표준적 해결책의 대표적인

논자인 새먼(Salmon(1986), (1989))은 이 명제를 받아들이는 방식을 명제

의 ‘외양’(guise)이라고 부른다. 인식주체가 명제를 인식하게 된 경로가

다르면 그에 따라 명제의 외양도 다를 수 있다. 새먼에 따르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실제로는 명제 그리고 명제의 외양과 BEL 관계라는 삼

항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한 삼항 관계가 성립하는 사태를 ‘...

라고 믿는다’는 이항술어로 포착함으로써 혼란이 빚어지는 것이다.

지칭주의자는 외양에 호소하여 프레게 퍼즐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 우선 동일성 퍼즐을 생각해보자. ‘샛별’과 ‘개밥바라기’는 공지칭하

는 이름이지만, ‘샛별은 샛별이다’라는 문장과 ‘샛별은 개밥바라기이다’라

는 문장은 서로 다른 인식적 의의를 가지는 것처럼 보인다. 지칭주의자

9) 믿음의 내용(content)과 그 믿음 내용을 믿을 때 인식 주체가 처해있는 믿음 상

태(state)를 구분함으로써 역시 유사한 해결책을 얻을 수 있다. 믿음 내용과 믿음

상태의 구분은 Perry (1979)에서 제안되었다. Perry (1979), pp.47-4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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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물론 두 문장은 <금성, =, 금성>이라는 동일한 러셀적 명제를 표현

하는 것이다. 이때 지칭주의자는 인식주체가 각 문장을 통해 저 명제를

인식할 때 명제의 외양은 서로 다르다는 점을 통해 인식적 의의의 차이

를 설명한다. 샛별이라는 천체가 존재한다면 당연히 성립하는 문장인 ‘샛

별은 샛별이다’는 받아들이면서도 ‘샛별은 개밥바리기이다’는 거짓인 것

으로 생각하는 인식주체 준호가 있다면, 그 경우 준호와 명제 <금성, =,

금성> 그리고 외양 <준호, ‘샛별은 샛별이다’> 사이에는 삼항 관계 BEL

이 성립하지만 준호와 그 명제 그리고 외양 <준호, ‘샛별은 개밥바라기

이다’> 사이에는 BEL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동일한 명

제를 표현하는 문장들이라도 서로 다른 외양으로 명제를 인식시킬 수 있

으며, 인식주체는 어느 명제를 한 외양으로는 믿으면서도 다른 외양으로

는 믿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이 공지칭하는 이름에서만 차이가 나는 동일

성 문장들이 서로 다른 인식적 의의를 가질 수 있는 이유이다. 그러한

동일성 문장들은 지칭주의에 따르면 동일한 러셀적 명제를 내용으로 가

지므로 이 인식적 의의 차이는 의미론적으로 담겨 있는 (semantically

encoded) 정보에 있지 않다. 그 문장들의 인식적 의의 차이는 화용론적

으로 전달된다(practically imparted).10)

믿음 보고 퍼즐에 대해서 지칭주의자의 표준적인 입장은 의미론적으로

는 반직관적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즉 (3)과 (4) 같은 믿음 보고들

은 직관적으로 진리치 차이를 가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둘 다 참이거나

10) 새먼은 Salmon(1986), pp.78-79에서 의미론적으로 담겨있는 정보와 화용론적으

로 전달되는 정보의 구분을 통해 동일성 퍼즐에 접근하면서, 프레게의 동일성 퍼

즐이 지칭주의에 대한 반례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새먼은 퍼즐 사례의 동일

성 문장들이 표현하는 명제들을 인식자가 어떻게 해서 서로 다른 외양으로 받아

들이게 되는지 화용론적 이론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단지 그는 그 인식의 차이가

화용론적으로 전달된 정보가 아닌 의미론적으로 담겨있는 정보에서 비롯되었다

는 논증이 없으므로, 프레게의 동일성 퍼즐을 지칭주의에 대한 반례로 간주하는

것은 논점을 선취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동일성 퍼즐이 지칭주의에 대한 반례

라는 것을 보이는 것은 프레게주의자에게 논증의 부담이 있다는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 과연 어느 진영에게 논증의 부담이 있냐는 것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문제이다. 프레게주의자에게 추가적인 논증을 제시할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프레게주의자로 하여금 지칭주의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할 수는 없

을 것이다. 지칭주의자가 자신의 입장을 보다 생산적으로 옹호하는 방법은 동일

성 퍼즐에 대한 화용론적 설명을 제공하는 것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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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거짓이다. (3)과 (4)는 ‘아이유가 가수다’ 라는 문장과 ‘이지은이 가

수다’ 라는 문장이 공통적으로 표현하는 러셀적 명제와 영희가 믿음 관

계를 맺을 경우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 참이다. 하지만 ‘믿는다’는 술어

로 표현되는 믿음 관계는 이항관계인 데 반해 영희는 실제로는 명제 그

리고 외양과 삼항 관계에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영희는 문제의

명제와 한 외양을 통해서는 믿음 관계에 있는 반면 다른 외양을 통해서

는 그렇지 않다. 영희와 같은 상황에 놓인 인식주체의 믿음을 묘사할 때,

우리는「β 는 � 라고 믿는다」꼴의 믿음 보고를 통해 단순히 주체가 명

제와 믿음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주체가 � 를 통

해 제시된 명제의 외양으로 그 명제를 믿고 있는지 여부를 화용론적으로

“전달”하는 “확립된 관행”을 가지고 있다.11) 영희는 ‘아이유가 가수다’ 라

는 문장으로 제시되는 외양으로는 그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를 믿고 있는

반면 ‘이지은이 가수다’라는 문장으로 제시되는 외양으로는 그 명제를 믿

고 있지 않다. (3)과 (4)의 진리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정리하면 새먼과 같은 지칭주의자에 따르면 내포절 내의 공지

칭하는 이름들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는 믿음 보고들은 언제나 동일한 진

리치를 가지며, 그렇기 때문에 이름의 의미가 지시체뿐이라고 하더라도

믿음 보고의 경우가 합성성 원리를 위반하게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문제의 믿음 보고들이 진리치 차이가 있다고 직관적으로 판단하

게 되는 것은 관행적으로 그 믿음 보고들이 서로 다른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진리치 차이가 있다는 착각을 가지게 된 탓이다.

명제와 명제의 외양을 구분함으로써 프레게 퍼즐을 해결하려는 지칭주

의자의 표준적 시도에 대해 주요하게 제기되는 불만은 두 가지이다. 첫

째는 그것이 프레게주의와 과연 정말 다른 것인가 하는 우려이다. 다르

지 않다면 그것은 위장된 프레게주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새먼이 말

하는 명제의 외양이란 인식주체가 명제를 받아들이는 방식이다. 대상에

속성을 서술하는 명제의 경우, 그 명제의 외양은 인식주체가 대상을 받

아들이는 방식과 속성을 받아들이는 방식들로 구성될 것이다. 그런데 프

11) Salmon (1989), p.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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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게적 뜻은 바로 지시체를 제시하는 방식이며, 이러한 제시방식들로 문

장이 표현하는 내용(즉 사고)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프레게주의의 주

장이다. 그렇다면 러셀적 명제의 외양을 구성하는 대상의 외양이 곧 프

레게적 뜻이며, 러셀적 명제의 외양, 혹은 러셀적 명제와 그 외양의 순서

쌍이 바로 프레게적 사고라고 보아도 무방하지 않은가?12)

두번째 주요한 불만은 표준적 해결책이 진리치 직관과 다른 진리치를

믿음 보고에 부여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3)과 (4)와 같은

믿음 보고들이 서로 다른 진리치를 가진다는 직관을 가지고 있다. 때문

에 의미이론이 두 보고에 동일한 진리치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진

리치 직관이 착각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부담을 짊어져야만 한다. 이는

결코 가볍지 않은 부담인데, 더구나 우리가 믿음 보고를 행위자의 인지

와 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예를

들어 앞서 초등학교 동창 이지은이 인기 가수 아이유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영희의 사례에서, 영희가 동창 이지은이 실은 크게 성공했다는 소

식을 전해 듣고 놀란다면, 영희가 놀란 이유는 영희가 이지은이 유명한

가수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반면 그 이유가

영희가 아이유가 유명한 가수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때 영희가 놀란 이유에 대한 전자의 설명이 적절한

것은 (부분적으로는) 그녀가 이지은이 유명한 가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는 것이 참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표준적 지칭주의에 따

르면 그것은 우리의 착각일 뿐이고, 영희는 이지은이 유명한 가수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도리어 참인 것이다.

표준적 해결책에 대한 두 불만을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프레게 퍼즐에 대한 구체적인 화용론적 설명을 내놓는 것이다. 우선 첫

번째 불만에 대하여, 표준적 해결책을 지지하는 지칭주의자는 쉬운 대답

을 내놓을 수 있다. 그 쉬운 대답이란 자신의 입장이 위장된 프레게주의

라는 것이 오해라는 것이다. 문장 '샛별은 샛별이다'와 문장 '샛별은 개

밥바라기다'는 어디까지나 동일한 명제를 표현한다. 차이는 명제를 받아

12) 대표적으로 그레이엄 포브스 등이 이러한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Forbes(1987), p.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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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는 방식에 있고 이 방식은 화용론적으로 전달된다. 또 믿음 보고에

서 진리치를 결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내포절의 내용인 러셀적 명제이

다. 믿음 담지자가 그 명제를 받아들이는 방식은 믿음 보고의 진리치가

아닌 믿음 보고의 적절성에만 화용론적으로 기여한다. 문제는 이 쉬운

대답으로는 위장된 프레게주의의 혐의를 벗기 어렵다는 것이다. 동일성

퍼즐과 믿음 보고 퍼즐에서 어떤 구체적인 화용론적 과정을 통해 명제를

받아들이는 방식, 즉 외양이 전달되고 있는지를 해명하지 않으면 명제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의미론적으로 담겨있는 정보에 포함되도록 하는 의미

이론의 설명적 장점을 부당하게 함께 누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

다. 두번째 불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표준적 지칭주의자는 믿음 담

지자가 명제를 받아들이는 방식에 대한 정보가 믿음 보고의 청자에게 전

달되고 있다는 데에 동의하며, 그렇게 전달된 정보가 (4)와 같은 믿음 보

고의 부적절함의 근원이라는 데에도 동의한다. 표준적 지칭주의자가 동

의하지 않는 것은 그처럼 부적절한 (4)와 같은 믿음 보고가 거짓이라는

것이다. (4)와 같은 문장의 부적절함을 설명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

인 (4)가 거짓이라고 하는 것인 만큼, 표준적 지칭주의자는 어떤 구체적

인 화용론적 과정이 명제를 받아들이는 방식을 전달하고 믿음 보고 문장

의 부적절함을 불러일으키는지를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만 자연스러운 직

관과 어긋나는 입장을 취했다는 불만을 잠재울 수 있다.

나는 본 논문에서 동일성 퍼즐에 대하여 그러한 화용론적 과정을 제시

할 것이다. 하지만 바로 화용론적 과정 제시로 넘어가지는 않겠다. 우선

2장에서 지금까지 소개한 논의 지형에서 새롭게 제안된 프레게 퍼즐 해

결책인 의미론적 관계주의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의미론적 관계주의

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동일성 퍼즐을 설명할 수 있는 화용론적 이

론에 도달할 것이다.



- 27 -

2장 의미론적 관계주의

1장에서 나는 프레게 퍼즐과 그에 대한 자연스러운 해결책으로 제시된

프레게주의를 설명하고, 지칭주의 진영에서 프레게주의에 대하여 제기한

설득력 있는 비판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그러한 비판들에 힘입어 지칭주

의가 많은 지지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칭주의자가 어떤 대안적인 방

식으로 프레게퍼즐을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다는 것

역시 알아보았다. 지칭주의자들 사이에 합의를 이룰 수 있을 만큼 좋은

해결책이 제안되지 않았다는 점은 여전히 적지 않은 학자들이 프레게주

의가 옳다고 여기는 근거가 되고 있다.

2장에서는 지칭주의자 입장에서 내놓을 수 있는 프레게퍼즐의 해결책

으로 새롭게 제시된 이론인 의미론적 관계주의를 살펴볼 것이다. 2.1에서

는 의미론적 관계주의의 이론적 내용을, 2.2에서는 관계주의자가 프레게

주의에 반대하여 내놓는 논증을 살펴볼 것이다.

2.1 파인의 관계주의

킷 파인(Kit Fine)은 2007년에 출간한 저서 Semantic Relationism 에서

지칭주의 입장에서 프레게 퍼즐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안하

였다.13) 파인이 제안하는 새로운 해결책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우선

그가 제시하는 프레게 퍼즐의 구조를 살펴보자.

한국의 가수이자 배우인 아이유를 예로 생각해보면, 표현 "아이유"도 "

이지은"도 아이유의 이름이므로 그 두 이름을 사용해서 "아이유는 아이

유이다", 그리고 "아이유는 이지은이다"라는 참인 동일성 문장 두 개를

얻을 수 있다. 이때 파인은 저 두 동일성 문장으로 구성되는 프레게 퍼

13) Fine(2007), Semantic Relatio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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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을 다음과 같은 다섯 개 논제 사이의 긴장이라고 정리한다.14)

위의 다섯 논제들은 논리적으로 일관적이지 않으므로 모두 받아들일 수

는 없지만, 각각의 논제는 받아들일 만한 이유가 충분해보인다. 그렇다면

저 중 어느 논제를 포기해야 하는가? 이것이 파인이 이해하는 프레게퍼

즐이다.

논제를 하나하나 살펴보자. 인식적 차이 논제와 지칭적 동일성 논제는

단순히 문제 상황에 대한 올바른 기술이므로, 포기될 수 없는 논제들이

다. 두 문장은 프레게 퍼즐의 다른 사례들이 그렇듯이 정보성에서 차이

를 보인다. "아이유는 아이유이다"라는 문장은 누구든 문장을 보기만 해

도 참임을 알 수 있는 반면, 어릴 적 친했다가 헤어진 "이지은"이라는

이름의 초등학교 동창이 유명한 가수 아이유와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모

르는 사람이 "아이유는 이지은이다"가 참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별

도의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즉 두 동일성 문장은 정보성에 있어 차이를

14) Ibid., p.34. 다섯 논제들 간의 긴장 구도는 직접 번역하면서 이해의 편의를 위해

다소 수정했지만 기본적으로 파인이 제시한 것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파

인은 고대 로마의 정치가 키케로의 두 이름 "Cicero", "Tully" 를 예시로 사용했

지만, 키케로의 예시는 한국어로 제시되었을 때 다소 부적절하므로 한국인 가수

아이유의 예시로 대체하였다.

1) 인식적 차이: 두 동일성 문장은 인식적으로 다르다.*

2) 의미론적 차이: 두 동일성 문장은 의미론적으로 다르다.**

3) 합성성: 그 두 문장이 의미론적으로 다르면, 이름 "아이유"와 "이지은"은

의미론적으로 다르다.

4) 지칭적 연결: 이름 "아이유"와 "이지은"이 의미론적으로 다르면, 두 이름

은 지칭적으로 다르다.***

5) 지칭적 동일성: 두 이름 "아이유"와 "이지은"은 지칭적으로 다르지 않다.

*두 문장이 인식적으로 다르다 iff 두 문장은 두 문장 모두를 이해하는 사람

에게 전달하는 정보가 다를 수 있다

** 두 표현이 의미론적으로 다르다 iff 두 표현이 의미에 있어서 다르다.

*** 두 표현이 지칭적으로 다르다 iff 두 표현의 지시체가 같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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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또한 그러므로 한 인지주체가 두 문장 중 한 문장은 참인 것으

로 받아들이면서도 다른 한 문장은 거부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종합하면 인식적 차이 논제에서 말하듯이 두 문장이 인식적으로 다르다

는 것은 분명해보인다. 지칭적 동일성 논제 역시 참이다. 이름의 지시체

는 그 이름이 가리키는 대상이고, 이름 "아이유"와 "이지은"은 둘 다 아

이유라는 동일한 인물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 두 이름은 동일한 지시체

를 가지는 공지칭적 표현으로, 지칭적으로 다르지 않다.

논제 3, 즉 합성성 논제는 인식적 차이 논제나 지칭적 동일성 논제와

달리 자명하게 참인 것은 아니지만, 의미의 합성성 원리는 의미 이론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데에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기하기 어렵다. 합성성 논제는 의미의 합성성 원리로부터 직접적으로

정당화되기 때문이다. 1장에서 이미 설명한 바 있지만 의미의 합성성 원

리에 따르면 복합 표현의 의미는 단순 표현의 의미들과 단순 표현들이

구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방식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된다. 이때 문장 "

아이유는 아이유이다"와 "아이유는 이지은이다"는 구조에 있어 차이가

없으므로, 두 문장의 의미에 있어 차이가 있다면 두 문장을 이루는 단순

표현들의 의미에 차이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두 문장을 이루는 단순표

현들에 있어 서로 다른 점은 두번째 문장에서는 첫번째 문장의 두번째 "

아이유" 대신 "이지은"이 포함되었다는 것밖에 없으므로, 두 문장의 의미

차이를 낳은 단순 표현들의 의미 차이란 이름 "아이유"와 이름 "이지은"

의 의미 차이일 것이다. 합성성 논제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말이다.

이처럼 포기하기 어려운 논제들인 인식적 차이, 합성성, 지칭적 동일성

을 모두 받아들인다는 것을 전제했을 때, 의미론적 차이 논제와 지칭적

연결 논제를 둘 다 받아들이면 논리적 비일관성을 범하게 된다. 왜냐하

면 의미론적 차이 논제는 합성성 논제와 함께 이름 "아이유"와 "이지은"

이 의미론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함축하는데, 지칭적 연결 논제는 지칭적

동일성 논제와 함께 "아이유"와 "이지은"이 의미론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함축하기 때문이다. 프레게주의자는 의미론적 차이를 받아들이고

지칭적 연결을 거부함으로써 이 논리적 비일관성을 피해나가고, 지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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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는 지칭적 연결을 받아들이고 의미론적 차이를 거부한다.

프레게주의자는 의미론적 차이를 통해 인식적 차이를 설명한다. 프레

게주의자는 인식적 의미요소인 뜻의 존재를 주장하며, 문제의 두 문장의

인식적 차이는 "아이유"와 "이지은"이 서로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때 지시체가 동일한 이름 "아이유"와 "이지

은"의 의미가 서로 달라지는 것이므로 지칭적 연결 논제는 거부된다. 그

러나 1장 2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지칭주의자는 고유명사의 의미는 곧 그

지시체뿐이라고 볼만한 설득력 있는 이유들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르면 지칭적 연결 논제는 받아들여져야만 한다. 그러나 지칭적 연결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의미론적 차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전제들을

고려할 때 논리적으로 비일관적이므로, 지칭주의자는 의미론적 차이 논

제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그것을 통해 인식적 차이를 설명할 수도 없다.

파인은 위에서 제시된 구도에서 프레게주의자와 지칭주의자 간의 논쟁

이 "교착상태" 에 놓여있다고 진단한다. (Fine(2007), p.37) 의미론적 차

이 논제를 받아들여야 할 이유는 충분해 보인다. 직관적으로 "아이유는

아이유이다"와 "아이유는 이지은이다"의 의미는 다르게 느껴진다. 또한

두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면 두 문장의 인식적 차이는 자연스럽게

설명되며, 두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동일하다고 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인식적 차이를 설명하는 것은 막막한 일이다. 하지만 지칭적 연결을 받

아들여야 할 이유 역시 충분해보인다. 지시체가 동일하면서도 의미가 서

로 다른 두 고유명사가 있다면 그 의미 차이가 대체 무엇일 수 있는지

그럴듯한 이론을 제시하는 것은 어려워보이며, 기술주의 의미 이론에 대

한 크립키의 성공적인 반박을 고려할 때 특히 그렇다.

이처럼 의미론적 차이과 지칭적 연결 어느쪽도 포기하기 어렵고, 다른

논제들과 저 두 논제를 함께 받아들이는 것이 논리적 비일관성을 낳는다

면 파인은 이제 다른 논제를 포기하는 것은 고려해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한다. 파인이 포기하자고 제안하는 논제는 합성성 논제이다. 프레게

퍼즐에서 긴장을 이루고 있는 다섯 논제 중 의미론적 차이, 지칭적 연결

외에 다른 논제를 포기하려고 하면 이는 당연한 선택으로 보인다.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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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차이 논제와 지칭적 동일성 논제는 단순히 상황에 대한 정확한 묘사

일 뿐이므로 그 두 논제는 포기될 수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남는 것은

합성성 논제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합성성 논제를 어떻게 포기할 수

있을까? 합성성 논제는 의미의 합성성 원리로부터 직접적으로 정당화되

는 것이 아니었던가?

파인은 의미의 합성성 원리에서 중요한 정신은 보존하면서도 프레게

퍼즐의 긴장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합성성 논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

한다. 의미의 합성성 원리는 두 문장의 구조가 같다면 두 문장의 의미

차이는 단순 표현들의 의미 차이에서 온다고 말하지만, 이것을 단순 표

현들 각각의 의미에서 오는 것으로 한정지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렇게 한정지어야만 한다고 보는 것은 다음과 같은 논제를 가정하는 것이

다.

[내재성]

이름들의 쌍 "아이유", "아이유" 쌍과 "아이유", "이지은" 쌍이 의미론적

으로 다르면, 이름 "아이유"와 "이지은"도 의미론적으로 다르다. (p.39)

내재성을 거부한다면, 합성성 논제를 다음과 같이 약화시킨 형태의 논제

로 대체할 수 있다.15)

[엄밀한 합성성]

두 동일성 문장 "아이유는 아이유이다" 와 "아이유는 이지은이다" 가 의

미론적으로 다르면, 이름들의 쌍 "아이유", 아이유" 그리고 "아이유", "이

지은" 도 의미론적으로 다르다. (p.39)

15) 이처럼 약화된 합성성 논제, 즉 ‘엄밀한 합성성’ 논제는 다음과 같이 약화된 의

미의 합성성 원리와 조화를 이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약화된) 의미의 합성성 원리]

언어 L의 각 복합표현 e에 대해서, L에서 e의 의미는 L에서 e의 구조와 L에서 e

의 구성요소들의 의미들이 집단적으로(collectively) 결정한다.

Szabo (2017)에서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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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동일성 문장의 의미 차이를 받아들이더라도 이 새로운 약화된 논제는

"아이유"와 "이지은"이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함축하지 않으

며, 따라서 고유명사의 의미가 지시체뿐이라고 보더라도 저 두 이름이

서로 다른 지시체를 가진다는 잘못된 함축을 낳지 않는다.

공지칭하는 이름인 "아이유"와 "이지은" 사이에 내재적 의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면서도 이름 쌍 "아이유", "아이유"와 "아이유", "이지

은"은 의미가 다르다고 하기 위해서는 파인은 "아이유", "아이유" 사이에

는 "아이유", "이지은" 사이에는 없는 의미론적 관계가 있다고 해야만 한

다고 지적하고 그러한 의미론적 관계를 받아들인다.

하지만 그러한 의미론적 관계가 대체 무엇이겠는가? 파인은 이 의미론

적 관계를 '같은 것으로 표상’(represent as the same)이라고 부르고, '같

은 것이 됨으로 표상'(represent as being the same)과 대조한다. 첫번째

"아이유"와 두번째 "아이유"는 아이유를 같은 것으로 표상하지만 "아이

유"와 "이지은"은 아이유를 같은 것이 됨으로 표상한다. 파인은 이 같은

것으로 표상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직관적 이해를 가지고 있

다며 말하며, 그러한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대한 “좋은 시험”을 제안

한다.

대상이 같은 것으로 표상되는지에 대한 좋은 시험은 그것이 같은가 하는

질문이 합리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한 담화에서 대상이

같은 것으로 표상되는 것은 오직 담화를 이해하는 그 누구도 그것이 같

은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합리적으로 제기할 수 없을 경우에만 그렇다. 당

신이 “키케로는 변론가이다” 라고 말하고 후에 “키케로는 정직했다” 라

고, 이름 “키케로”의 바로 동일한 용법을 사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말했

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누구든 지칭된 것이 같은 것인가 하는 질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그럼으로써 당신이 의미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음을 드

러내는 것이 될 것이다. (Fine(2007), p.40)

이 시험은 ‘같은 것으로 표상’이라는 현상이 무엇인지 직관적으로 이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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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끔 그 현상을 포착한다. 그리고 이렇게 포착된 같은 것으로 포상

관계를 통해 프레게의 동일성 퍼즐에서 동일성 문장들 간의 인식적 차이

를 설명할 수 있다. “아이유는 이지은이다”를 이해하는 합리적 사람이라

고 해도 “아이유”가 표상하는 대상과 “이지은”이 표상하는 대상이 정말

같은가 하는 의문을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예를 들었듯이 어릴

적 친했다가 헤어진 "이지은"이라는 이름의 옛 친구가 인기 가수 아이유

와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의 경우가 그러할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 의문을 해소하고 저 문장이 참임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아이유라

는 인물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반면 “아이유는 아이유이다”에서

첫번째 “아이유”가 표상하는 대상과 두번째 “아이유”가 표상하는 대상이

정말 같은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합리적이지 않거나 저

문장을 이해하지 못한 것일 것이다. 다시 말해 이 동일성 문장은 이해하

는 것만으로 그 문장의 참임을 알 수 있는 문장이다.

이처럼 두 동일성 문장의 인식적 차이는 같은 것으로 표상 관계가 한

문장에서는 성립하는데 다른 문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면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같은 것으로 표상 관계가 무엇인

지 더 자세히 밝히지 않는다면 이러한 설명은 피상적인 것에 불과할 것

이다. 사실 앞서 같은 것으로 표상 관계를 통한 동일성 퍼즐의 설명은

프레게주의와도 전혀 배치되지 않는다. 같은 것으로 표상에 대해서 프레

게주의자는, 그것은 곧 두 표현이 동일한 뜻을 통해 대상을 표상한다는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이를 받아들인다면 앞서 같은 것으로 표상 관계

를 통해 제시한 동일성 퍼즐 사례의 설명은 사실 공지칭하는 이름 “아이

유”와 “이지은”의 뜻 차이를 통한 설명은 다르게 서술한 것이 된다.

파인은 두 표현이 같은 것으로 표상한다는 것이 이처럼 두 표현 각각

의 뜻이 서로 동일하다는 것으로 환원된다는 데에 명시적으로 반대한다.

파인에 따르면 같은 것으로 표상은 “본질적으로 관계적”인 것이다.

(p.40) 표현들의 내재적인 의미론적 특징들에 대한 사실들을 아무리 들

여다보아도 그 표현들이 대상을 같은 것으로 표상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

실은 찾아볼 수 없다. 어느 표현들이 대상을 같은 것으로 표상하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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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의 의미론적 사실로서 의미론적 사실들의 체(body)에 들어있는 것이

다. 이러한 의미에서, 두 표현은 그것들이 같은 대상을 지시한다는 것이

의미론적 사실일 경우 바로 그 경우에 대상을 같은 것으로 표상한다.

같은 것으로 표상에 대한 사실이 (본질적으로 관계적인 사실로서) 의

미론적 사실들의 체에 들어있다는 것에 대하여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

요가 있다. 의미론적 사실들의 체는 논리적 귀결에 대해 닫혀 있을 것이

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생각이다. 그렇다면 “아이유”가 아이유를 가리킨

다는 의미론적 사실과 “이지은”이 아이유를 가리킨다는 의미론적 사실로

부터 두 이름이 모두 아이유를 가리킨다는 사실이 함축되므로, 본질적으

로 관계적인 같은 것으로 표상에 대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의미

론적 사실들의 체만을 고려하더라도 그 안에는 두 이름이 같은 대상을

지시한다는 의미론적 사실이 들어있는 셈이다. 파인은 순수한 사실로서

의 의미론적 사실과 정보로서의 의미론적 사실을 구별하다. 그리고 우리

가 의미론에 대하여 순수한 사실들의 영역이기보다는 언어사용자들이 파

악하고 있는 정보들의 영역일 것을 기대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p.49) 의

미론적 사실들의 체가 이처럼 순수한 사실의 영역이 아니라 정보의 영역

이라면, 그것은 단순한 논리적 귀결에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언어사용자라면 알아차려야 하는 논리적 귀결에 대하여 닫혀있을 것이

다. 파인은 이를 “분명한 귀결”(manifest consequence)이라고 부른다.

[분명한 귀결]

주어진 명제 q는 명제 p1, p2, p3 ... 의 분명한 귀결이다.

if q가 p1, p2, p3, ...의 고전적 귀결이며 p1, p2, p3 를 아는 이상적 인지주

체에게 q가 그것들의 고전적 귀결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의미론적 사실들의 체는 고전적 귀결이 아닌 분명한 귀결에 대하여 닫혀

있다. “아이유”가 아이유를 가리킨다는 의미론적 사실과 “이지은”이 아이

유를 가리킨다는 의미론적 사실로부터 “아이유”와 “이지은”이 동일한 대

상을 지시한다는 것이 분명한 귀결에 의해 따라 나오는 것은 아니다. 단

적인 예로, 앞서 예로 들었던 이지은의 어릴 적 친구였던 합리적 인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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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아이유”가 대상 아이유를 가리킨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지은”이

대상 아이유를 가리킨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두 이름이 동일한 대상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지 못했으니 말이다. 반대로 “아이유는 아이유이다”

에서 두 이름이 같은 대상을 가리킨다는 것은 정보의 영역으로서의 의미

론적 사실들의 체에도 별개의 사실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파인은 정

보의 영역으로서의 의미론적 사실을 “의미론적 요구”(semantic

requirement)라고 부른다.) 결국 정리하면, 두 표현은 그것들이 같은 대

상을 지시한다는 것이 의미론적 요구일 경우 바로 그 경우에 대상을 같

은 것으로 표상하는 것이다.

두 표현이 대상을 같은 것으로 표상할 때, 표현들의 내용에서 대상의

나타남들은 서로 “조정되어 있다”고 한다. 파인의 관계주의 의미론은 내

재적 의미론적 특징들에 대한 사실들과 조정 관계에 대한 사실들을 담고

있는 조정안(coordination scheme)으로 이루어진다.

[담화 1]

(5-1) 이지은은 한국인이다.

(6) 아이유는 가수다.

[담화 2]

(5-2) 아이유는 한국인이다.

(6) 아이유는 가수다.

명제 p1: <아이유1, 한국인임>16)

명제 p2: <아이유2, 가수임>

조정안 C1: { } 조정안 C2: {<아이유1, 아이유2>}

16) 윗첨자는 대상 아이유가 명제에서 나타나는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편의상의 장

치일 뿐, 실제 러셀적 명제에서 윗첨자가 나타내는 대상 같은 것은 없다.

‘아이유1’가 나타내는 것은 단지 저 명제에 구성요소로 나타난 대상 아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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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칭주의자들이 표준적으로 받아들이듯이 문장의 내재적 내용을 러셀적

명제라고 전제했을때, (5-1)과 (6)의 문장 쌍, 그리고 (5-2)와 (6)의 문장

쌍의 의미론은 명제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명제들의 집합 P=<p1, p2> 가

각 문장 쌍이 의미하는 내용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5-1)과 (6)의 문

장 쌍, 혹은 담화 1과 (5-2)와 (6)의 담화 2는 서로 인식적 차이를 가진

다. 담화 1을 모두 이해하는 합리적 인식주체라고 해도 한국인이자 가수

인 대상이 있다는 것을 추론해내지 못할 수 있지만, 담화 2를 모두 이해

하는 합리적 인식주체라면 그러한 추론을 해낼 수 있어야만 한다. 이 인

식적 차이는 두 담화의 의미 차이를 통해 설명된다. 하지만 두 담화를

이루는 문장들의 내재적 의미 간의 차이를 통해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말했듯이 두 담화의 문장들의 의미론은 표현되는 개별 명제에 있어

서는 동일하다. 차이는 조정 관계에서 나온다. 담화 2에 대응되는 조정안

C2는 명제 p1과 p2에 한번씩 나타나는 대상 아이유가 같은 것으로 표상

된다는 것, 즉 두 나타남들이 조정되어 있다는 것을 담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대상 담화 2를 이해하는 사람은, 그럼으로써 P의 명제들

을 이해하는 한편 그 명제들에 나타나는 아이유가 동일한 대상이라는 것

까지 알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담화 2를 이해하는 사람은 한국인이

면서 가수인 동일한 인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추론해낼 수 있다. 반면 담

화 1을 이해하는 사람이 합리적이라고 해도 그러한 추론에 실패할 수 있

는 이유는, 담화 1에 대응되는 조정안 C1 에는 아이유의 나타남들 사이

에 그러한 조정 관계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프레게주의자는 파인이 제안하는 의미론적 관계주의에 반대할 것이다.

프레게주의자는 의미론적 관계주의의 핵심 논제, 즉 같은 것으로 표상함

이 본질적으로 관계적이라는 논제를 부정할 것이다. 관계주의자로서는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 프레게주의를 반박할 필요가 있다. 2.2와

그 이후 절들에서는 프레게주의를 반박하기 위하여 파인을 비롯한 관계

주의자들이 내놓은 논증들을 설명하고 평가할 것이다.

파인은 언어표현들이 대상을 같은 것으로 표상한다는 것은 그 표현들

이 공지칭한다는 것이 의미론적 요구라는 것이라고, 즉 그 표현들이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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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하게 공지칭한다는 것이라고 말한다. 관계주의자와 프레게주의자 사이

의 대립을 평가하기 위해 ‘같은 것으로 표상’, ‘조정’ 대신 문제의 현상을

가리키는 더 이론 중립적인 용어인 ‘대법 공지칭’을 사용하도록 하자.17)

[대법 공지칭]

두 표현이 공지칭한다는 것이 유능한 언어 사용자들에게 분명해서, 두 표

현이 표현된 담화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두 표현이 공지칭한다고 인

식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두 표현은 대법 공지칭한다.

이것은 엄밀한 정의를 주려는 의도로 제시된 것은 아니다. (이후에 밝히

겠지만 나는 두 표현이 실제로 공지칭하지 않는 사례에도 대법 공지칭의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대법 공지칭’의 주어진

정의에서, ‘두 표현이 공지칭한다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이 오해를 불

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록 여기 주어진 정의가 엄밀하지

않은 것이더라도, 대법 공지칭의 사례들과 정의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직

관적인 현상을 포착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며, 본고의 논의를 위해서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면 대법 공지칭의 전형적인 사례들을 살펴보자.

다음의 문장들이 발화될 때 진한 글씨로 기울어져 있는 지칭 표현들은

대법 공지칭한다.

“민호는 아침을 먹지 않았어. 지금쯤 걔 배고플 거야.”

“마크 트웨인은 『톰 소여의 모험』의 작가이다. 마크 트웨인은 또한

『허클베리 핀의 모험』의 작가이기도 하다.”

17) 하지만 여전히 파인의 논의를 직접 다루거나 그 논의를 빌려오는 본고의 많은

대목들에서 ‘같은 것으로 표상함’, ‘조정’ 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것이다.

'대법 공지칭'에 대응되는 파인의 또 다른 용어로는 '엄격한 공지칭'(strict

coreference)가 있다. 단순히 용어 자체만 고려한다면 '엄격한 공지칭'이 '대법 공

지칭'보다 이론 중립적인 용어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본 논문에서

핵심 현상을 가리키는 대표 용어로 '엄격한 공지칭' 대신 '대법 공지칭'을 채택

한 것은 피닐로스, 굿셀, 르카나티(F.Recanati) 등 문제의 현상에 대해서 최신 연

구들을 더하고 있는 학자들이 '대법 공지칭'(de jure coreference)을 선호하기 떄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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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다음 문장들이 발화될 때 진한 글씨로 기울어져 있는 지칭 표현

들은 단지 어쩌다가 공지칭하게 되는 것이다. (옛 친구 이지은이 가수

아이유라는 걸 모르는 영희가 저 문장들을 발화하는 것이라고 가정하

라.) 즉 그 표현들은 대실(de facto) 공지칭한다.

“아이유는 유명한 가수지. 하지만 이지은은 그저 내 옛날 학교 친구일

뿐이야.”

결국 언어표현들에 있어, 관계주의는 대법 공지칭은 본질적으로 관계

적이라고 주장하며 프레게주의는 거기에 반대한다. 프레게주의자는 대법

공지칭이 공지칭하는 표현들의 내재적 의미론적 특징들, 즉 그 표현들의

뜻들로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프레게주의자에게 대법 공지칭이란

현상은 그저 뜻이 동일한 표현들이 그 덕분에 공지칭하는 것이다. 그리

고 그에 반대되는 대실 공지칭이란 뜻이 동일하지 않은 표현들이 어쩌다

가 공지칭하게 되는 것이다.

관계주의자는 프레게주의의 이러한 입장을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까?

관계주의는 고유명사의 내재적 의미에 있어서 밀주의와 같은 입장을 취

하므로, 밀주의를 받아들이고 프레게주의를 거부해야 할 이유가 프레게

주의와 관계주의 사이의의 논쟁에서는 곧 관계주의를 받아들여야 할 이

유라고 할 수 있다. 즉 본고 1장에서 다뤘던, 지칭주의자들이 프레게주의

를 거부하고 지칭주의를 받아들이는 전통적인 이유들이 역시 프레게주의

보다 관계주의가 우월하다고 볼 이유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18) 파

18) 그렇다면 표준적인 지칭주의와 의미론적 관계주의 사이의 대립은 어떠한가? 만

약 누군가가 지칭주의를 받아들일 전통적 이유들에 근거하여 프레게주의를 거부

한다면, 그는 다시 표준적 지칭주의와 관계주의 중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갈림

길에 서게 될 것이다. 본고 1장에서는 표준적 지칭주의에 대한 불만족이 관계주

의가 제안된 배경이라고 소개하였으나, 그러한 서술이 관계주의가 표준적 지칭주

의보다 우월한 입장이라는 것이 확립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1장 말미에서

밝혔듯이 나는 프레게 퍼즐에 대한 화용론적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표준적 지

칭주의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본고의 이후 부분들에서 내가 의미론적 관계주

의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제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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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 이러한 전통적 이유의 연장선에서 프레게주의를 공격하는 논증을

제시하며, 이 논증은 이어지는 2.2에서 다룰 것이다. 또 한편으로 관계주

의자들은 프레게주의에 대한 전통적인 반대와 연결되어있는 방식의 논증

뿐 아니라, 대법 공지칭이 본질적으로 관계적이라는 논점을 강조하는 논

증을 내놓아 프레게주의를 공격한 바 있다. 바로 타쉑(W. Taschek), 파

인, 피닐로스(A. Pinillos) 가 내놓은 대법 공지칭의 이행성 실패 논증이

다. 이들이 내놓은 이행성 실패 논증들을 2.3과 2.4에서 다룰 것이며, 특

히 2.4에서 다룰 피닐로스의 이행성 실패 논증은 본고의 논의에서 중심

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2.2 파인의 대칭 우주 논증

파인은 구체적인 경우들에서 뜻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것이

프레게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아야 할 이유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이유

라고 본다. (Fine(2007), p.35) 특히 크립키가 기술주의 이름 이론을 공격

하면서 지적했듯이, 화자들은 예컨대 이름 "파인만"과 "겔만" 둘 다에 대

해서 '유명한 물리학자'라는 동일한 정보만을 연관 지을 수도 있는데, 그

러한 경우 두 이름의 뜻의 차이는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이와 같은 문

제적 사례들에서 두 이름에 연관되는 정보의 차이가 무엇일 수 있을지에

대하여 프레게주의자들은 '이름 "파인만"의 지시체' 등 여러 가능한 차

이의 후보들을 "창의적으로" 제안해왔다. 파인은 서로 다른 두 이름에

각각 연관시키는 정보 간에 어떠한 가능한 차이도 있을 수 없으면서도

두 이름이 각각 서로 다른 대상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고 주장하며,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프레게주의에 대한 결정적인 반례가

된다고 논증한다. 파인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19)

새먼, 솜즈 등 표준적 지칭주의의 대표적 옹호자들이 파인과 관계주의를 두고

논쟁을 벌인 바 있다. 표준적 지칭주의자들과 파인 사이의 논쟁에 대해서는

Salmon(2012), Soames(2010), Fine(2010), Fine(2014)를 참고하라.

19) 아래는 파인 자신이 제시한 예시로, 이해를 돕기 위해 몇몇 표현을 수정한 것

외에는 거의 그대로 옮긴 것이다.



- 40 -

[프레게적 뜻의 가능한 후보들을 배제하기 위해] 어느 인지주체의 시야의

가운데를 중심으로 완전히 대칭적인 우주를 상상해보자. 그녀의 왼편에

보이는 것과 오른편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 서로 질적으로 동일하게 보

이며 실제로도 질적으로 동일하다. (물론 그녀는 시야의 왼편과 오른편을

"왼쪽"과 "오른쪽"으로 개념화하지 못한다. 그랬더라면 그점에서 인식이

비대칭적이었을 것이다.) 그녀는 이제 두 명의 똑같은 쌍둥이를 알게 되

는데, 쌍둥이 중 하나는 그녀의 왼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그녀의 오른쪽

에 있으며 그녀는 동시에 각 쌍둥이를 "철수"라고 이름짓는다. ... 두 "철

수" 토큰은 대칭을 깨지 않도록 항상 동시에 사용된다. ... 그녀는 왼쪽

입에서 한 "철수" 토큰을, 오른쪽 입에서 다른 "철수" 토큰을 그리고 가

운데 입에서 비동일성을 뜻하는 단어를 동시에 발화함으로써 두 철수들

의 비-동일성을 주장할 수도 있다. (p.36)

파인은 이러한 가능한 사례가 존재한다는 것이 프레게주의에 심각한 문

제가 된다고 주장한다. 문제의 인지주체가 두 "철수" 토큰으로 정보성

있게 비-동일성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두 "철수"는 서로 다른 뜻을 가져

야한다. 그런데 두 철수 사이에 인식될 수 있는 기술적 차이가 전혀 존

재하지 않으므로, 뜻이 기술적인 것이라면 두 "철수"는 동일한 뜻을 가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프레게주의자가 프레게적 뜻의 어떠

한 후보를 제시하여 그것이 지칭의 매개가 되어준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제시된 후보에 대하여 이 가능한 사례가 반례가 된다.20)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대칭우주 사례에 기반한 파인의 논증이 프레

게주의자에게 그다지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우선 한 가지 이

유로, 대칭우주 사례는 우리의 실제 언어적 실행(linguistic practice)에

부합하지 않는다. 대칭우주 사례와 그 변주들은 Fine(2007)에 여러차례

20) 이것은 어디까지나 뜻이 순수하게 기술적이라고 보는 입장들에 한정된다. 뜻이

부분적으로라도 비-기술적일 수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대칭우주 사례로 배제

되어버리지 않는 뜻 후보들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파인은 뜻이 비-기술적이

라고 보는 입장이 이해가능하지 않거나, 이해가능하더라도 그러한 입장에서 내놓

은 뜻 후보들에는 독립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Fine(2007), 각주 3번, 그리고 p.37 참조. 또 본고 각주 5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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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하지만, 파인 자신도 인정하듯이 그러한 사례들은 "굉장히 인위적인

것이다." (p.71) 대칭우주 사례에서 인지 주체는 자신의 시야 가운데를

중심으로 완전히 대칭적인 우주를 마주하며, 한쪽에 보이는 대상마다 언

제나 단순히 질적으로 동일하게 보일뿐 아니라 실제로도 질적으로 동일

한 대상이 다른 쪽에 존재한다. 인식주체가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세계는 주체의 인식에 있어서나 세계의 사태에 있어서나 실제 우리 세계

와는 엄청나게 다르다. 프레게주의자가 프레게적 뜻의 가능한 후보를 제

시하여 그러한 뜻을 매개로 우리가 대상을 표상하고 지칭한다고 주장할

때, 그는 그러한 표상 방식이 필연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 언어 생활이 실제로 그러한 표상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프레게주의자가 제시할 수 있는 가능한 뜻 후보가 (그

후보가 무엇이 될 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세계와 엄청나게 다른 대칭우

주에서 표상과 지칭의 적절한 매개가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프레게주

의자는 우리 세계는 (다행히도) 그런 대칭우주와 같은 세계가 아니기 때

문에 자신이 제시한 뜻 후보가 우리에게 적절한 표상 매개가 되어준다고

응답할 수 있을 것이다.

파인의 논증이 프레게주의에게 위협이 되지 못하는 보다 중요한 이유

는, 애초에 대칭우주 사례가 정합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그 사례가 두 철수 사이에 어떠한 기술적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 사례인

이상 그것은 정합적이지 않다. 그 사례가 정합적 사례이기 위해서는 두

철수 사이에 최소한 한 종류의 기술적 차이가 존재해야만 한다. 이는 소

사(D. Sosa)가 다음과 같은 비판을 통해 지적한 바 있다.21) 우주가 대칭

적으로 제시된다면, 그 우주가 "아무 특정한 대칭축도 없이"(not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axis) 대칭적인 것으로 제시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그러나 대칭축과 함께 대칭적 우주가 제시된다면, 인식주체는

당연하게도 대칭축의 이쪽 편과 저쪽 편을 개념화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녀는 시야의 왼편과 오른편을 "왼쪽"과 "오른쪽"으로 개념화하

지 못한다”고 한 파인의 괄호 속 언급만으로는 그러한 개념화를 배제할

21) Sosa (2010), pp.3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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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그렇다면 두 철수 각각에 대하여 인식주체는 대칭축 이쪽 편

에 있다는 기술적 믿음과 대칭축 저쪽 편에 있다는 서로 다른 기술적 믿

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22) 결론적으로 파인의 대칭우주 사례가 정말

로 상상가능한 정합적인 사례라면, 그것은 서로 다른 이름으로 지시되는

두 철수 사이에 아무런 기술적 차이도 없는 사례가 못되는 것인 만큼,

프레게적 뜻의 어떤 가능한 후보에도 적용되는 반례인 것이 결코 아니

다.

2.3 타쉑의 이행성 실패 논증

파인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칭우주 사례는 이렇듯 프레게주의에

대한 공격으로 그리 신통치 못하다. 하지만 관계주의자들이 프레게주의

가 아닌 관계주의가 옳다고 봐야 할 다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 것은 아

니다. 지칭주의를 받아들이고 프레게주의를 거부할 기존의 전통적 이유

들 외에, 내가 보기에 가장 강력한 새로운 이유는 '이행성 실패' 논증이

다.

'이행성 실패' 논증은 타쉑23), 파인, 피닐로스24) 등의 관계주의자들이

프레게주의에 반대하여 내놓은 논증이다. 내가 아는 한 '이행성 실패'를

처음으로 지적한 것은 타쉑이다. 타쉑은 Taschek (1998)에서 크립키의

파데레프스키 사례를 가지고 화자와 화자 간의 조정에 대해서 이행성 실

22) 이 논점에 더해서, 대상들의 표상에서 하나는 이편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편에

있다는 식의 관점적 차이조차 전혀 없다면 인식주체의 마음은 그 대상들을 결코

별개의 대상들로 인식하지 못할 것이라고 소사는 주장한다. 파인은 이를 부정할

지도 모르겠으나 확실한 것은 대칭우주 사례는 어쨌든 두 철수가 별개의 대상으

로 인식되고 있는 사례로 제시된 것이라고 약정한다고 해서 소사의 저 주장이 논

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즉 프레게주의자는 그렇게 약정된 사례는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만큼, 파인이 대칭우주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프

레게주의자가 거부하기 어려운 반대논증을 제시한 것은 아닌 것이다.

23) Taschek (1998)

24) Pinillo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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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를 지적하였다.25) 나는 우선 여기서 타쉑의 논증을 파인의 같은 것으

로 표상 개념을 사용한 관계주의 논증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옮겨본다.26)

타쉑이 제시한 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용어 사용에 있어 '대법 공지

칭' 대신 '같은 것으로 표상' 혹은 '조정'으로 잠시 돌아와야 한다. 타쉑

의 사례는 사고에 대한 프레게주의의 반례로서, 언어표현에 있어서가 아

니라 믿음의 구성요소에 있어 같은 것으로 표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

다. 여러 사람이 어떤 대상에 대한 믿음을 공유하는 경우, 즉 그 대상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 여러 사람이 한 대상에 대해 충

돌하는 믿음을 가지는 경우, 즉 그 대상에 대해 반대(disagree)하는 경우

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파이더맨 설화가 참인 세계를 생각해보자.

그 세계에서 피터 파커는 한편으로 가난하고 소박한 삶을 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정체를 숨기고 시민을 구하는 영웅 스파이더맨으로서 살아간

다. 이때 어느 두 사람이 스파이더맨은 용감하다는 데 동의할 수 있다.

또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스파이더맨은 용감하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

은 스파이더맨이 용감하지 않다고 생각함으로써 서로 반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동의나 반대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피터파커가 정체를

숨기고 있는 스파이더맨이라는 것을 모르는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스파

이더맨은 용감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피터파커가 용감하다고 생각

한다고 해서 두 사람이 진정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고 할

25) 원래의 사례는 Kripke(1979) 에서 제시되었다. 크립키는 영어 이름 'London'과

프랑스어 이름 'Londres'가 공지칭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에 대한 믿음 보고들,

그리고 정치인 파데레프스키와 피아니스트 파데레프스키가 동일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에 대한 믿음 보고들에서 이름에 대한 밀주의를 가정하지 않고도 독

립적인 그럴듯한 가정들만으로도 철학적 퍼즐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임

으로써 믿음 보고의 의미론 문제가 프레게주의가 밀주의보다 우월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다. 타쉑과 파인은 크립키가 제시한 두 경우 중 파데레프스

키 사례에 주목한다.

26) Taschek (1998), pp.347-51 참조. 파인 역시 파데레프스키 사례를 가지고 유사

하지만 별개의 이행성 실패 논증을 제시한 바 있으나, 동의와 반대를 통해 같은

말하기(same-saying)를 포착한 타쉑의 사례 제시가 보다 직관적이기 때문에 본

고에서는 이를 다룬다. 다만 내가 여기서 재구성한 논증은 타쉑이 제시한 사례를

파인의 이론과 종합한 것으로 타쉑 본인의 주장과 다소 거리가 있다. 이 사례가

촉발하는 철학적 퍼즐에 대한 타쉑 본인의 해결책은 Taschek (1998) 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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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으며, 한사람은 스파이더맨이 용감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피

터 파커가 용감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두 사람이 어떤 문제에 대

해 서로 반대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비록 두 사람이 바로 동일한 대상

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대법 공지칭하

는 언어표현들이 대상을 같은 것으로 표상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두 사

람이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반대하고 있을 때 두 사람의 믿

음들은 그 대상을 같은 것으로 표상한다고 할 수 있다.

관계주의는 대법 공지칭이 본질적으로 관계적이라고 주장할뿐 아니라

믿음들이 같은 것으로 표상하는 것 역시 본질적으로 관계적이라고 주장

한다. 반면 프레게주의는 두 경우 모두 뜻의 동일성으로 환원된다고 주

장한다. 프레게주의와 지칭주의 사이의 대립은 지칭표현의 의미에 대한

대립일 뿐 아니라 표상 내용, 즉 명제에 대한 대립인 것이다. 타쉑의 이

행성 실패 논증은 믿음에 있어 같은 것으로 표상이 본질적으로 관계적이

라는 것을 보여주는 논증이다. 상황은 다음과 같다. 폴란드의 유명인 파

데레프스키는 정치인인 동시에 피아니스트이다. 나는 이 사실을 알고 있

다. 반면 피터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정치인 파데레프스키와 피아

니스트 파데레프스키가 각각 별개의 사람으로 존재한다고 믿고 있다. 피

터는 파데레프스키는 유명한 피아니스트인 만큼 그가 음악적 재능이 있

을 거라고 믿고 있다. 반대로 피터는 정치인들이란 모두 음악적 재능이

라고는 없는 사람들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 파데레프

스키에 대해서는 음악적 재능이 없을 거라고 믿고 있다. 마지막으로 나

와 피터는 둘 다 합리적인 인식주체이다. 이제 나와 피터 사이의 가능한

두 대화를 생각해보자.

(7) 피터: 파데레프스키는 음악적 재능이 있다.

(8) 나: 나 역시 파데레프스키가 음악적 재능이 있다고 생각해.

(9) 피터: 파데레프스키는 음악적 재능이 없다.

(10) 나: 하지만 나는 파데레프스키가 음악적 재능이 있다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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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7)과 (9)를 함께 보자. 피터는 (7)과 (9)에서 스스로의 믿음에 반대

하고 있는 것일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다. 피터는 파데레프스키라는

하나의 대상에 <음악적 재능이 있음>이라는 속성을 서술하는 동시에

<음악적 재능이 없음>이라는 속성을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스로에

게 반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피터는 자기 자신이 하나의 대

상에 모순되는 속성들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므로, 스스로에

게 '분명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피터가 그러한 방식으로 스스

로에게 분명하게 반대했더라면 이는 피터가 합리적 주체라는 가정에 위

배되었을 것이다. 이 상황을 파인의 조정 개념을 통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피터가 (7)로 표현한 믿음과 (9)로 표현한 믿음에서 파데레프스키

의 나타남들이 조정되어 있었더라면, 파데레프스키는 음악적 재능이 있

는 동시에 음악적 재능이 없다는 것이 (7)과 (9)로부터의 분명한 귀결

(manifest consequence)이었을 것인데, 그렇다면 피터가 이 분명한 귀결

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7)과 (9)를 모두 받아들였다는 것이

된다. 그런데 이는 피터가 합리적이라는 가정에 어긋나므로, 가정된 상황

에서 피터가 (7)로 표현한 믿음과 (9)으로 표현한 믿음에서 파데레프스

키의 나타남들은 조정되어 있지 않다고 해야 한다.

이처럼 피터가 자기 자신에 분명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 반면,

(9)와 (10)에서 피터와 나는 서로에게 분명하게 반대하고 있다. 피터와

나는 우리가 함께 하나의 대상에 모순되는 속성들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

을 알고 있으며, 우리 중 하나만이 옳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

서 파데레프스키는 음악적 재능이 있는 동시에 음악적 재능이 없다는 것

이 (9)와 (10)의 분명한 귀결이며, 이는 (9)로 표현한 피터의 믿음과 (10)

으로 표현한 나의 믿음에서 파데레프스키의 나타남들은 조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7)과 (8)에서 피터와 나는 서로에게 분명하게 동의하

고 있다. 우리 둘은 우연히 동일한 대상에 같은 속성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그러므로 (7)과 (8)에서도

우리의 믿음들에서 파데레프스키의 나타남들은 조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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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8)과 (10)에서 표현한 나의 믿음은 어떤가? (8)과 (10)은 동일

한 믿음을 표현할 것이다. 혹은 설령 (8)과 (10)이 각각 별개의 믿음을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그 믿음들에서 파데레프스키의 나타남들은

조정되어 있을 것이다. 나는 (8)의 '파데레프스키'와 (10)의 '파데레프스

키'가 동일한 사람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8)로 표현한 믿음의 파데레프스키의 나타남이나 (10)의 표현한 믿

음의 파데레프스키의 나타남이나 같은 것으로 표상된 것, 즉 조정되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리하면 (7)믿음과 (8)믿음이 (파데레프스키의 나타남들에 있어) 조정

되어 있고, (8)믿음과 (10)믿음이 조정되어 있고, (10) 믿음과 (9) 믿음이

조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믿음과 (9)믿음은 조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사례에서 믿음에 있어 파데레프스키의 나타남들 간의 조정

관계는 비-이행적으로 성립한다. 만일 조정 관계가 동치 관계라면 조정

관계는 이행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조정 관계가 동일한 뜻으로 표상함

관계라면 조정 관계는 동치 관계여야 한다. 그런데 저 사례처럼 조정 관

계가 비-이행적으로 성립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조정 관계는 동일한 뜻

으로 표상함으로 포착될 수 없다. 그러므로 프레게주의는 잘못되었다.

2.4 피닐로스의 이행성 실패 논증

타쉑의 논증은 관계주의 입장에서 프레게주의에 대해 제기하는 공격이라

할 수 있으나, 엄밀히 말해 언어표현 간의 대법 공지칭에 관한 것은 아

니다. 그 논증이 고려하는 문제는 믿음들에 있어 대법 공지칭에 대응되

는 현상이다. 하지만 그것은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언어표현 간의

대법 공지칭 문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타쉑의

논증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이행성 실패를 지적하는 논증이면서

대법 공지칭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다른 논증을 비판적으로 다루도



- 47 -

록 하겠다. 바로 피닐로스의 ‘이행성 실패’ 논증이다.

피닐로스는 Pinillos (2011)에서 프레게주의에 반대하여 '이행성 실패'

논증을 제시한다. 피닐로스는 타쉑과는 달리 하나의 화자가 하나의 담화

에서 발화한 문장들 안에서 나타나는 대법 공지칭의 이행성 실패를 지적

하고 있다. 피닐로스가 제시한 논증의 기본골자는 다음과 같다. 대법 공

지칭이 본질적으로 관계적인 것이 아니라 실은 표현들이 내재적 의미론

적 특징을 공유하는 데에 수반하여 성립하는 것이라고 하자. 보다 구체

적으로 프레게주의자들이 말하듯이 뜻이라는 존재자가 있어서, 표현들이

대법 공지칭한다는 것은 공지칭하는 표현들이 동일한 뜻을 가진다는 것

이라고 하자. 그렇다면 표현들은 동일한 뜻을 가질 경우 그리고 오직 그

경우 대법 공지칭하므로, 대법 공지칭 관계는 동치관계여야 한다. 그런데

동치관계는 정의상 재귀적, 대칭적, 이행적 관계인데, 대법 공지칭이 이

행적이지 않게 성립하는 사례들이 존재한다. 이는 대법 공지칭이 동치관

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다시 대법 공지칭이 공지칭

하는 표현들이 동일한 뜻을 가진다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프레게주의는 대법 공지칭에 대한 올바른 이론일 수

없다.

피닐로스가 제시하는 구체적 사례들을 보자.

(11) 우리는 샛별1과 개밥바라기2를 둘 다 조사할지 여부에 대해 논

쟁을 벌이고 있었어. 그런데 우리가 그들이 사실은 동일하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 우리는 당장 거기1,2로 탐험선들을 보냈지.

(12) 실은, 내 이웃 영수 씨1가 바로 이 교수님2이야. 너는 오늘 저

녁에 이영수 교수님1,2을 만나게 될 거란 말이지.

(13) 결국 샛별1은 개밥바라기2야. 그러니까 샛별/개밥바라기1,2는

아주 유명한 행성임에 틀림없어.27)

27) Pinillos(2011), p.315. 피닐로스가 제시한 세 문장을 모두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다. 특히 (12)와 (13)에서 영어와 한국어의 관습 차이를 고

려할 때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할 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나, 한국어로

번역한 문장을 가지고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다음은 원래 피닐로스가 제시한 영어 사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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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닐로스는 이 사례들에서 대법 공지칭의 이행성이 실패한다고 지적한

다. 각 사례에서 아래첨자 1이 달린 표현(편의상 “1-표현”)과 2가 달린

표현(편의상 “2-표현”)은 서로 대법 공지칭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래첨자

1, 2가 달린 표현(편의상 “1,2-표현”)은 1-표현, 2-표현 각각과 대법 공

지칭한다. 그러므로 이 사례들에서 대법 공지칭은 이행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자신이 제시한 사례들에서 대법 공지칭의 이행성이 실패한다고 주장하

면서 피닐로스가 대법 공지칭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조건적 공지칭

의 지식’(knowledge of conditional coreference)이다.

[조건적 공지칭의 지식]

대법 공지칭하는 표현들이 나오는 문장들을 완전히 이해하는 유능한 언

어사용자는, 그 표현들이 지칭하는 데 성공한다면 같은 것을 지칭할 것이

라는 것을 안다.28)

우선 알 수 있는 것은 이 ‘조건적 공지칭의 지식’ 기준은 파인이 같은 것

으로 표상의 시험으로 제안한 것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 기

준은 그럭저럭 대법 공지칭을 잘 포착하는 것으로 보인다.29)30) 앞서 2장

을 시작하면서 살펴본 전형적인 대법 공지칭의 사례들에서 대법 공지칭

(10) We were debating whether to investigate both Hesperus1 and Phosphorus2;

but when we got evidence of their true identity, we immediately sent probes

there1,2 .

(11) As a matter of fact, my neighbor John1 is Professor Smith2, you will get

to meet (the real) John Smith1,2 tonight.

(12) Hesperus1 is Phosphorus2 after all, so Hesperus-slash-Phosphorus1,2 must

be a very rich planet.

28) Pinillos (2011), p.304.

29) 나는 이후에 피닐로스의 ‘조건적 공지칭의 지식’이 대법 공지칭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라는 것을 부정할 것이다. 하지만 논의를 위해 일단은 피닐로스의 기준을

인정하고 계속 설명해나가도록 하겠다.

30) 단순히 공지칭의 지식이 아니라 조건적 공지칭의 지식인 이유는 지칭 표현들이

아무것도 지시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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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표현들에 대해 조건적 공지칭의 지식이 성립하는 반면, 대법 공지

칭하지 않는 표현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조건적 공지칭의 지식’을 대법 공지칭의 기준으로 받아들인다면, 피닐

로스 사례들에서 대법 공지칭의 이행성이 실패한다는 피닐로스의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먼저 (11)에서 첫번째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 ‘샛

별’과 ‘개밥바라기’가 조건적으로 공지칭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면, 조사

할 장소는 기껏해야 한 곳인 것인데 두 장소를 모두 조사할지 말지 논쟁

하면서 대체 무슨 논쟁을 벌였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샛별’과 ‘개밥바라기’ 사이에 조건적 공지칭의 지식이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즉 1-표현과 2-표현은 대법 공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없

다. 하지만 여전히 (11)을 이해하는 사람은 ‘샛별’과 ‘거기’가 지칭한다면

동일한 장소를 지칭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는 ‘개밥

바라기’와 ‘거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1,2-표현은 1-표현, 2-표

현 각각과 대법 공지칭한다. 다음으로 (12)와 (13)을 보자. (12)와 (13)의

첫번째 문장에서는 1-표현이 가리키는 대상과 2-표현이 가리키는 대상

에 대해 정보성 있게 동일성이 주장되고 있다. 그러므로 1-표현과 2-표

현에 대해서는 조건적 공지칭의 지식이 성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문장

을 이해하는 것이 문장 안의 1-표현과 2-표현이 (뭐라도 지칭한다면) 공

지칭한다는 것을 아는 것을 포함한다면, 그 문장이 두 표현이 가리키는

대상에 대해 정보성 있게 동일성을 주장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반면

(12)와 (13)모두에서 1,2-표현과 1-표현 사이, 1,2-표현과 2-표현 사이에

는 조건적 공지칭의 지식이 성립한다. (12)에서 1,2-표현인 ‘이영수 교수

님’이라는 것은 1-표현의 이름과 2-표현의 성이 조합된 표현이므로, 이

름 관습상 ‘이영수 교수님’이 누구라도 지칭한다면 그것은 ‘영수 씨’와

‘이 교수님’ 모두와 공지칭해야 한다.31) (13)에서 역시 (‘A/B’ 형태의) 슬

31) 비록 ‘교수님’이라는 표현이 덧붙긴 했지만, 한국어에서는 성이 독립적인 고유명

사로 기능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러한 직관에 동의하지 않는 독자가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나는 한국어의 경우에도 이러한 직관이 성립한다고 보지

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피닐로스의 원래 논문에서 제시했던 것처럼 이

름 ‘John’, 성 ‘Smith’, 풀 네임(full name) ‘John Smith’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생

각해보면 그 경우에는 직관을 받아들이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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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시 표현은 슬래시 기호를 사이에 둔 두 이름이 가리키는 대상이 동일

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 동일한 대상을 가리킬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므로, ‘샛별/개밥바라기’가 지칭한다면 그것은 ‘샛별’ 그리고 ‘개밥바라기’

각각과 공지칭해야 한다. 결국 (11), (12), (13) 모두에서 1-표현과 2-표

현 사이에는 조건적 공지칭의 지식이 성립하지 않지만 1,2-표현과 1표현

사이, 1,2-표현과 2-표현 사이에는 조건적 공지칭의 지식이 성립하므로

조건적 공지칭의 지식이 이행적이지 않게 성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곧 대법 공지칭이 이행적이지 않게 성립한다는 것이다.

피닐로스는 자신의 논증이 대법 공지칭이 본질적으로 관계적임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본다. 즉 피닐로스 역시 파인처럼 의미론적 관계주의자를

받아들인다. 피닐로스는 대법 공지칭을 이론적으로 포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의미론적 원초 관계를 도입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한다.32)

피닐로스의 논증은 단순하지만 프레게주의에 강력한 위협이 된다. 대

법 공지칭이 정말로 비-이행적이라면 대법 공지칭이 뜻의 동일성에 기

반을 둔 것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프레게주의자가 이러한 위협에서 어

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1-표현과 2-표현은 대법 공지칭하지 않는다는

것과 1,2-표현이 1-표현과 2-표현 둘 다와 대법 공지칭한다는 것을 받아

들인다면, 이행성 실패를 부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뜻이 변화했다고 주

장하는 것밖에 없을 것이다. 피닐로스 사례들에서 첫번째 문장만 발화된

시점에는 1-표현과 2-표현은 뜻이 다르지만, 두번째 문장까지 발화되고

나면 앞선 문장의 1-표현과 2-표현의 뜻이 바뀌어 서로 동일한 뜻을 가

지게 된다는 식으로 말이다. 그러면 두번째 문장까지 다 발화되고 난 다

음에는 1-표현, 2-표현, 그리고 1,-2표현은 (예컨대 (3)의 ‘샛별’, ‘개밥바

라기’, ‘샛별/개밥바라기’) 모두 동일한 뜻을 가짐으로써 대법 공지칭하는

표현들이 되고, 대법 공지칭은 이행적으로 성립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

32) 피닐로스는 자신이 도입하려는 이 원초 관계를 ‘p-linking’이라고 부르며 이 관

계를 규정하는 공리들을 제시한다. 그가 제시하는 공리들은 대법 공지칭이라면

만족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요소를 그대로 담고 있는 것 외에 특별한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첫번째 공리는 담화에서 두 표현이 지칭하

고 서로 p-link 되어있으면 그 표현들은 공지칭한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피닐

로스의 공리들을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을 것이다. Pinillos(2011) pp.318-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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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프레게주의자에게 뜻은 사고의 구성요소

인데, 첫번째 문장으로 이미 표현된 사고가 두번째 문장이 덧붙여짐으로

써 변화한단 말인가? 무엇보다 애초에 지칭표현의 뜻이라는 것이 문장들

이 연이어 발화될 때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뜻이 지

칭의 공적 매개가 되고 대법 공지칭을 보장해줄 수가 있겠는가?

결국 프레게주의가 대법 공지칭이 비-이행적이라는 논증의 위협에서

벗어나려면 피닐로스 사례들에서 1-표현과 2-표현이 대법 공지칭하지

않는다는 것을 부정하거나 1,2-표현이 1-표현과 2-표현 둘 다와 대법 공

지칭한다는 것을 부정해야 한다. 일단 전자는 가능한 선택지가 아니다.

피닐로스 사례들에서는 1-표현과 2-표현을 사용해 정보성 있게 동일성

이 주장되고 있으므로, 두 표현이 대법 공지칭하는 것일 수는 없다. 결론

적으로 남은 유일한 방법은 1,2-표현이 1-표현과 2-표현 둘 다와 대법

공지칭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뿐이다.

굿셀(T.Goodsell)은 바로 그러한 견지에서 피닐로스의 논증을 비판한

다.33) 굿셀은 피닐로스 사례들에서 1,2-표현이 과연 1-표현, 2-표현 둘

다와 대법 공지칭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둘 중 한쪽과만 대법 공지칭

하는 것일 가능성이 아직 배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Goodsell

(2014)) 이를테면 (12)에서 ‘영수 씨1’와 ‘이 교수님2’ 을 사용한 동일성 주

장이 실은 거짓이라고 가정해보자. 이 가상의 상황에서 ‘영수 씨1’와 ‘이

교수님2’은 서로 다른 사람을 가리킨다. 이때 ‘이영수 교수님1,2’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굿셀에 따르면 이 물음에는 가능한 세 가지 답이 있다.

(i) 지시체 없음: ‘이영수 교수님1,2’는 지칭에 실패한다.

(ii) 결합(amalgam): ‘이영수 교수님1,2’ 는 ‘와 1-표현의 지시체와

33) 굿셀이 꼭 프레게주의를 옹호하려는 목적에서 비판을 제기한 것은 아니다. 하지

만 비판의 목적이 무엇이었든 간에, 비판이 성공적이라면 프레게주의는 이행성

실패 논증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르카나티(F. Recanati) 역시 피닐로스의 논증에 대해 비판적 논의를 전개

한 바 있다. 그러나 르카나티는 대법 공지칭의 이행성이 실패한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그 사실이 자신의 멘탈 파일(정신적 서류철) 이론에 끼칠 영향에 대

해 논한 것이기 때문에 프레게주의자가 르카나티의 비판에 의존해 피닐로스 논

증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Recanati (2012), Ch.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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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표현의 결합 혹은 부분-전체론적 합을 지시한다.34)

(iii) 하나의 지시체: ‘이영수 교수님1,2’은 1-표현과만 공지칭한다.

(혹은 2-표현과만 공지칭한다.)

유능한 언어사용자인 청자가 (적절하게도) ‘영수 씨1’와 ‘이 교수님2’이 서

로 다른 사람을 가리킨다고 믿을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피닐로스의 주장이 옳다면 (i) 지시체 없음 가설이 참이어야만 하

고, 저 청자는 이를 알고 있어야만 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닐로스

의 주장처럼 1,2-표현이 1-표현과 2-표현 둘 다와 대법 공지칭한다면

1,2-표현과 1-표현 사이, 그리고 1,2-표현과 2-표현 사이에 모두 조건적

공지칭의 지식이 성립하므로, 1,2-표현이 무언가를 가리킨다면 그것은

1-표현과도 2-표현과도 공지칭하며 유능한 청자라면 이를 알아야 한다.

그런데 가정에서 1-표현과 2-표현은 서로 다른 지시체를 가진다고 하였

으므로 1,2-표현이 1-표현과도 2-표현과도 공지칭하는 일은 있을 수 없

고, 따라서 청자는 1,2-표현이 지칭에 실패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

이다. 그러나 여기서 굿셀은 유능한 청자라고 하여도 (i)이 아니라 (ii)

또는 (iii)이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피닐로스는

‘조건적 공지칭의 믿음’이 아니라 ‘조건적 공지칭의 지식’을 대법 공지칭

의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으므로, 유능한 청자가 (i)이 참이라고 믿는 것

에 더해 (i)은 실제로 참이어야 한다. 하지만 (i), (ii), (iii) 세 가설 중 어

느 것이 참인지, 셋 중 하나가 참이라면 유능한 청자에게 그 사실이 반

드시 알려져야 하는지는 불확실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굿셀은 피닐로스

의 사례들이 정말로 대법 공지칭의 이행성 실패를 보여주는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문제라고 결론짓는다.

34) 이는 파인이 제시한 가능성이다. 그는 동일하지 않은 지시 대상들이 동일한 것

으로 혼동되는 경우에, 그 대상들의 부분전체론적 합이 지시될 수 있다고 제안하

였다. Fine(2007), 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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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피닐로스 논증의 평가

굿셀의 문제제기가 완전히 성공적이라면 프레게주의에 대한 강력한 위협

으로 보였던 피닐로스의 논증은 불확실성에 근거한 비판에 불과한 것이

될 것이다. 하지만 나는 굿셀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피닐로스의 사례

들이 조건적 공지칭의 지식의 이행성 실패를 보여준다고 생각한다.35) 우

선 결합 가설은 굿셀이 제시한 가정된 상황에 대해 유능한 언어사용자가

진지하게 고려할 가설이라고 할 수 없다. 이 가설은 단적으로도 우스꽝

스러울뿐 아니라 이해하기 어려운 귀결을 가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12)

에서 ‘이영수 교수님’이 영수 씨와 이 교수님이라는 서로 다른 두 사람의

부분전체론적 합을 지칭한다면 ‘너는 오늘 저녁에 이영수 교수님을 만나

게 될 거’라는 화자의 말은 언제 참이 되고 언제 참이 아니게 되는 것인

가? 영수 씨를 만나든 이 교수님을 만나든 부분전체론적 합을 이루는 구

성 요소 중 하나와 만나게 되므로 이영수 교수님을 만난 셈인 것인가?

결합 가설 하에서는 화자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조차 어렵다.

하나의 지시체 가설은 이보다는 그럴듯한 대안이다. 특히 피닐로스 사

례가 발화된 상황이 1-표현이 2-표현보다 현저하게 맥락적으로 두드러

진(salient) 상황이라면 하나의 지시체 가설이 옳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

다. 예컨대 (11)에서 화자와 청자가 ‘샛별’이라고 불리는 행성을 단독 주

제로 계속해서 대화해오던 맥락이라면, 탐사선들을 당장 거기로 보냈다

고 했을 때 ‘샛별’과 ‘개밥바라기’가 서로 다른 대상을 가리킨다고 믿는

청자는 ‘거기’는 ‘샛별’과만 공지칭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자

는 ‘거기’가 아무것도 가리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샛별’이 가리키는 대상

을 가리킨다고 생각할 것이며 탐사선들은 샛별로 보내졌다고 믿을 것이

다. (또한 화자가 샛별과 개밥바라기가 동일하다고 잘못 믿게 된 이유를

궁금해 할 것이다.)

그러나 피닐로스 사례가 발화되는 가능한 상황들 중에 하나의 지시체

가설이 그럴듯한 경우들이 있다고 해서 피닐로스의 논증이 부정되는 것

35) 르카나티 역시 이점을 인정하고 있다. Recanati (2012), pp.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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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피닐로스의 논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조건적

공지칭의 지식의 이행성이 실패하는 반례가 존재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

이다. 그리고 하나의 지시체 가설이 그럴듯해보이는 상황들이 있는 것만

큼이나, 어떤 가능한 발화상황들에서는 지시체 없음 가설만이 피닐로스

사례들에 대한 합리적인 결론으로 보인다. 예컨대 (12)에서 1-표현 ‘영수

씨’와 2-표현 ‘이 교수님’ 사이에 맥락적 두드러짐에 차이가 없는데 두

표현이 서로 다른 사람을 가리킨다면, 1,2-표현 ‘이영수 교수님’은 둘 중

누구도 가리키지 못한다고 봐야 한다. 또 가장 분명한 사례로, (13)에서

‘샛별/개밥바라기’는 명백하게 ‘샛별’과 ‘개밥바라기’ 양쪽과 공지칭하려는

의도를 담기 위해 ‘/’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표현인 만큼, ‘샛별/개밥바라

기’가 다른 두 표현 중 어느 한쪽과만 공지칭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

렵다.

이처럼 구체적인 발화맥락까지 함께 고려했을 때, 피닐로스 사례들은

조건적 공지칭의 지식의 패턴이 비-이행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이는 대법 공지칭이 이행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대법 공지칭에 대한 프레게주의 이론에 대한 강력한 반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그럼에도, 나는 굿셀이 피닐로스의 논증에 아무런 근거 없는 의

구심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피닐로스의 논증에 대한 굿

셀의 비판의 핵심은, 문제의 표현들이 지칭에 성공한다면 반드시 공지칭

한다는 것을 유능한 언어사용자라고 해서 꼭 알겠느냐는 것이었다.36) 그

래서 굿셀은 동일성의 혼동이 있는 경우를 가정해서 그 경우 조건적 공

지칭의 지식이 있는 언어사용자라면 그중 무엇이 참인지 알아야만 하는

가설들이 실제로는 상당히 팽팽하게 경쟁하고 있으므로, 그 중 어느 가

설이 참이라는 지식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다.

굿셀이 생각한대로 청자가 표현 간의 조건적 공지칭을 알아차리거나 가

정하는 것을 넘어 안다는 것은 상당히 강한 요구사항이다. 물론 유능한

36) “If one has to know which account of confused reference is correct in order

to count as a competent language user, then competent language users would

be a very rare species indeed.” Goodsell (2014), p.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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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사용자라면 조건적 공지칭이 성립하는 것을 알 수밖에 없을 만큼 맥

락적 근거가 풍부한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처럼 풍부한 근거를 가지는

조건적 공지칭이 비-이행적으로 성립하는 사례를 상상할 수 있는 만큼,

피닐로스의 이행성-실패 논증이 성립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지만, ‘조건

적 공지칭의 지식’이 일반적으로 대법 공지칭의 좋은 기준인지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나는 ‘조건적 공지칭의 지식’이 대법 공지칭에 대한 지나치게 강한 기

준이라고 생각한다. 이어지는 장에서 나는 대법 공지칭에 대한 대안적

이론을 제시할 것이다. 조건적 공지칭의 지식보다 더 약한 기준으로 대

법 공지칭을 포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일 것이며, 그러한 기준에 의존하

는 나의 이론이 대법 공지칭을, 나아가 프레게 퍼즐을 잘 설명할 수 있

음을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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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전제와 대법 공지칭

3.1 전제를 통한 피닐로스 사례들의 설명

대법 공지칭의 대안적 이론을 건설하는 것은 피닐로스 사례들을 다시 잘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11) 우리는 샛별1과 개밥바라기2를 둘 다 조사할지 여부에 대해 논

쟁을 벌이고 있었어. 그런데 우리가 그들이 사실은 동일하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 우리는 당장 거기1,2로 탐험선들을 보냈지.

(12) 실은, 내 이웃 영수 씨1가 바로 이 교수님2이야. 너는 오늘 저

녁에 이영수 교수님1,2을 만나게 될 거란 말이지.

(13) 결국 샛별1은 개밥바라기2야. 그러니까 샛별/개밥바라기1,2는

아주 유명한 행성임에 틀림없어.37)

전제(presupposition)란, 화자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비되는 것으로서 대

화에서 화자와 청자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언어적 정보이다.38) 이

제 피닐로스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것은 1-표현이 가리키는 대

상과 2-표현이 가리키는 대상이 동일하다는 것이 전제된다는 것이다.39)

37) 편의상 피닐로스 사례들을 다시 그대로 옮겨적는다.

38) Beaver & Geurts (2014)

39) 이러한 관찰을 인식하는 데에는 윤철민의 도움이 컸다. 윤철민은 피닐로스 사례

들에서 모두 1-표현과 2-표현이 지시하는 대상이 동일하다는 전제가 있다고 주

장한다. 특히 사례 (1)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분석을 내놓는다.

(1)은 (P)와 같은 도식으로 포착된다.

(P): 샛별은 개밥바라기다. 그러므로 그것은 F이다.

그리고 이제 윤철민이 Yoon (MS)에서 제안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P) 가

‘Hesperus’, ‘Phosphorus’ 두 이름 중 어느 것도 ‘it’의 선행사라고 하기 어려운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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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에서는 ‘샛별’과 ‘개밥바라기’가 공지칭한다는 것이 전제된다. (11)에

서 ‘그런데 우리가 그들이 사실은 동일하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 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므로 ‘샛별’과 ‘개밥바라기’가 동일한 대상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게 된 사건이 이전 시점에 일어났다는 것이 전제되고, 그것이 지

식인만큼 ‘샛별’과 ‘개밥바라기’는 정말로 동일한 대상을 지칭한다는 것이

전제된다. (12)에서도 ‘영수씨’와 ‘이 교수님’은 동일한 대상을 지칭한다는

것이 전제된다. 왜냐하면 이름 관습상, 풀 네임 ‘이영수 교수님’이 적법하

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영수씨’와 ‘이 교수님’이 동일한 대상을 지칭한다

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13)에서도 ‘샛별/개밥바라기’는 ‘샛

별’이 가리키는 대상이자 ‘개밥바라기’가 가리키는 대상을 가리킬 목적으

로 ‘/’를 사용한 특수한 표현이다. 그 표현이 적법하게 사용되기 위해서

는 그 표현을 구성하는 이름들이 정말로 동일한 대상을 가리켜야 하므

로, (13)에서도 ‘샛별’과 ‘개밥바라기’가 가리키는 대상이 동일하다는 것이

전제된다.

피닐로스 사례들은 표현들의 대법 공지칭이 그 표현들의 내재적 의미

론적 특징 (즉 프레게적 뜻)으로 환원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

에서 중요한 사례들이었다. 그렇다면 그 사례들 모두에서 문제의 표현들

이 공지칭한다는 것이 전제된다는 것이 무언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

지 아닐까? 내가 보기에 이것은 대법 공지칭이 공지칭의 전제를 통해 설

락에서 발화될 때, 화자는 (Pre)와 같은 것을 전제해야만 하고, 청자는 발화를 적

절하게 이해하기 위해 이 전제를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된다.

(Pre): 어떤 것이 있어서 샛별과 개밥바라기 모두와 동일하다.

‘it’의 선행사는 (Pre)의 바로 그 어떤 것이다.

윤철민은 자신의 제안을 근거로 1-표현과 1,2-표현이 (그리고 2-표현과 1,2-표

현이) 대법 공지칭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것이 주장의 유일한 근거는

아니지만 말이다.) 1-표현과 1,2-표현은 대법 공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두

표현이 공지칭할 것으로 전제되는 것뿐이다. 하지만 이후 발화를 적절하게 이해

하기 위해 두 표현이 지칭하는 대상이 동일하다는 전제를 인식하고 받아들일 것

이 기대된다면, 그것은 곧 두 표현이 대법 공지칭한다는 뜻 아닌가? 나는 윤철민

의 주장과 달리, 피닐로스 사례들에서 문제의 표현들이 공지칭한다는 전제가 있

다는 것은 그 표현들이 대법 공지칭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표현들이 어떻게 해서 대법 공지칭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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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아이디어는 이렇다. 무언가가 전제된다는

(presupposed) 것은 그 언어적 정보가 담화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두 표현이 공지칭한다는 것이 전제되면, 두 표

현이 공지칭한다는 것은 그 담화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것

이 바로 유능한 언어사용자들이 두 표현의 이해에 있어 부족함을 드러내

지 않고는 두 표현이 정말 공지칭하는지 합리적으로 의문을 제기할 수

없는 이유이다. 즉 두 표현이 공지칭한다는 것이 전제될 때, 대법 공지칭

에 대한 파인의 시험기준이 만족된다.40)

이 아이디어에서 출발해서 전제를 통해 피닐로스 사례를 설명해보자.

우선 (12)에서, 화자가 영수 씨가 이 교수님이라고 하는 첫번째 문장을

발화한 시점까지만 해도 ‘영수 씨’와 ‘이 교수님’이 가리키는 대상이 동일

하다는 것이 전제되지 않았다. 화자는 단지 그렇다는 것을 주장했을 뿐

이다. 그런데 두번째 문장에서 화자는 청자가 ‘이영수 교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발화하는데, 이름 관습에 비추어볼 때 ‘영수 씨’와 ‘이 교수

님’이 동일한 대상을 가리킬 때만 ‘이영수 교수님’이 적법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그러므로 화자는 ‘이영수 교수님’을 사용하면서 ‘영수 씨’와 ‘이

교수님’이 동일한 대상을 가리킨다는 것을 전제한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영수 씨’가 ‘김영수’라고 불리는 다른 사람을 가리킨다면 ‘이영수 교수님’

의 사용은 지시대상을 가지는 적법한 사용일 수 없다.) 그리고 청자가

‘이영수 교수님’의 사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임으로써 청자 역

시 그러한 전제를 받아들인다. 결국 ‘이영수 교수님’은 ‘영수 씨’와 ‘이 교

수님’이 동일하게 가리키는 대상을 가리키도록 사용되어, 저 두 표현 각

각과 대법 공지칭하는 것이다.

(13)에 대해서도 비슷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 첫번째 문장에서 화자

가 샛별이 개밥바라기라고 주장할 때 화자가 ‘샛별’과 ‘개밥바라기’가 동

일한 대상을 가리킨다고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첫번째 문장의

40) “한 담화에서 대상이 같은 것으로 표상되는 것은 오직 담화를 이해하는 그 누구

도 그것이 같은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합리적으로 제기할 수 없을 경우에만 그렇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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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샛별’과 ‘개밥바라기’는 대법 공지칭하지 않는다. 하지만 ‘샛별/개밥바라

기’를 적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화자는 ‘샛별’과 ‘개밥바라기’가 동일한

대상을 가리킨다고 전제하며, 화자의 사용을 받아들이면서 두번째 문장

을 이해하는 청자는 역시 그러한 공지칭의 전제를 받아들인다. 그렇기

때문에 두번째 문장의 ‘샛별/개밥바라기’는 앞 문장의 ‘샛별’, ‘개밥바라기’

와 각각 대법 공지칭한다.

(11)에서는 대법 공지칭이 성립하는 데 있어 조응표현 ‘거기’가 성공적

으로 지칭하면서 의미를 갖도록 하려는 화자와 청자의 적극적 노력이 크

게 작용한다. 청자는 (11) 조응 표현 ‘거기’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해석하

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인데, 이는 (14)의 사례와 대조된다.

(14) 가. 토끼랑 기니피그는 철우 거야. 토끼는 암컷이야.

나. 토끼랑 기니피그는 철우 거야. *그건 암컷이야.41)

(14-가)와는 달리 (14-나)에서 의미론적 이상(anomaly)이 발생하는 이유

는 조응 표현이 무엇을 가리켜야 할지가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 (14-나)

를 들은 청자는 화자에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고 되물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단 ‘토끼’와 ‘기니피그’ 중 하나, 이를테면 ‘토끼’가 맥락적으

로 훨씬 두드러진 요소였다면 이러한 의미론적 이상은 발생하지 않고 화

자는 ‘그건’이 토끼를 가리키는 것으로 문제 없이 해석했을 수도 있다.

(혹은 화자가 손가락으로 토끼를 가리키는 지시 행위를 하면서 (14-나)

를 발화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11)이

발화된 것으로 가정된 맥락이 ‘샛별’과 ‘개밥바라기’ 중 어느 쪽도 맥락적

으로 두드러지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11)에서는 (14-나)와 같은 의

41) 이것은 캄프(Kamp)의 예시를 수정한 것이다. 원래 예시는 다음과 같다.

가. Walter has a rabbit and a guinea pig. The rabbit is white.

나. Walter has a rabbit and a guinea pig. *It is white.

Kamp et al (2011), 정소우 (2011), p.340. 에서 재인용. (11)과 평행한 사례로 만

들기 위해 ‘a rabbit’ 같은 부정관사 표현 대신 한정 표현으로 수정하였다. 수정한

이후에도 (나)가 이상하다는 직관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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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론적 이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14-나)와 (11)의 비교는 ‘거기’가 ‘샛별’

또는 ‘개밥바라기’ 중 어느 하나와 공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됨으로써 이상

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문제의 두 표현 중 어느 한쪽

만을 조응 표현의 선행사로 택할 근거가 (14-나)와 (11)에서 같은 정도

로 빈약하기 때문이다. 두 사례의 차이는 (11)에서는 ‘샛별’과 ‘개밥바라

기’가 동일한 대상을 가리킨다는 것이 전제된다는 것이다. ‘거기’가 이상

없이 지칭하도록 하기 위해서 화자는 ‘거기’가 바로 그 동일한 대상을 가

리킨다고 전제하며, 청자는 그러한 전제를 수용하여 그 표현을 해석한다.

‘샛별’과 ‘개밥바라기’가 동일하게 가리키는 것으로 전제되는 대상이 ‘거

기’의 선행사라고 할 수 있다.42) 그러므로 (11)의 ‘거기’는 ‘샛별’과 ‘개밥

바라기’ 각각과 대법 공지칭한다.

피닐로스 사례에서 이행성 실패에 대한 재고찰

피닐로스 사례들을 다룬 2장과 3장의 논의에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들

수 있다. 이를테면 (13)과 같은 사례에서, 결국 '샛별'과 '개밥바라기'가

공지칭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 전제되고 난 다음인 '샛별/개밥바라기'

가 발화되는 시점의 맥락에서는 이행성 실패가 없는 것 아닌가?43) 공지

칭이 전제되는 것이 곧 대법 공지칭이라는 나의 이론 하에서 이는 올바

른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분명 '샛별/개밥바라기'와 '샛별', 그리고 '샛

별/개밥바라기'와 '개밥바라기'가 각각 대법 공지칭하는 것이 '샛별'과 '

개밥바라기'가 공지칭하는 대상이 있다는 전제 덕분이라면 그러한 전제

가 있을 때 '샛별'과 '개밥바라기' 역시 대법 공지칭한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다면 세 표현에 있어 대법 공지칭 관계는 이행

적으로 성립할 것이다.

이러한 지적을 받아들이면,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행성 실패' 논증이

42) 각주 35에서 밝힌 것처럼 ‘거기’의 선행사가 ‘샛별’과 ‘개밥바라기’가 가리키는 동

일한 대상이라는 아이디어는 윤철민에게서 얻은 것이다.

43) 한성일 교수가 이러한 지적을 해주었다. 중요한 지적을 해준 한성일 교수께 감

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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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프레게주의에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게 되는가 하는 것

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전히 어려움을 가져다준다. 나의 이론에 따르

면 피닐로스 사례인 (13)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다시 생

각해보자. 첫 문장이 발화될 때 아직 '샛별'과 '개밥바라기' 는 같은 것

을 지칭한다고 전제되지 않는다. 첫 문장은 '샛별'이 가리키는 대상과 '

개밥바라기가' 가리키는 대상이 동일하다는 것을 주장한다. 그리고 '샛

별/개밥바라기' 를 포함하는 두번째 문장이 발화될 때 '샛별'과 '개밥바

라기'가 공지칭한다는 것이 전제된다. 즉 '샛별'과 '개밥바라기'는 첫 문

장이 발화된 시점에는 대법 공지칭하지 않다가, 두번째 문장이 발화된

이후 시점에는 대법 공지칭하는 것이다. 프레게주의자로서는 이러한 사

태를 포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프레게주의자에게 두 표현이 대법 공지칭

한다는 것은 두 표현이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13)의 첫 문장의 두 표현이 대법 공지칭하지 않다가 대법 공지칭하게

되면 그 표현들의 뜻들이 동일하지 않다가 동일하게 바뀌는 것으로, 그

뜻들이 구성하는 문장의 의미론적 내용 역시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이

미 발화된 문장이 표현한 의미론적 내용이 사후적으로 바뀐다는 것은 그

럴듯하지 않다. 특히나 (13)의 경우 첫번째 문장의 의미론적 내용이 그

렇게 바뀐다면 그 문장은 원래는 의의가 있는 동일성을 주장하는 문장이

었다가 사소한 문장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13)이 주장하는 바를

이후 시점에 청자와 화자가 둘 다 받아들인다고 해서 (13)이 사소한 문

장으로 바뀌는 것 같지는 않다. 결국 프레게주의자는 피닐로스 사례에서

두번째 문장이 발화된 이후 시점에 대법 공지칭의 이행성이 성립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행성이 실패한다고 하면 물론 이는 프레게

주의와 충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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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반복되는 이름들 간의 대법 공지칭

지금까지 나는 피닐로스 사례들에서 나타나는 대법 공지칭 패턴을 공지

칭의 전제를 통해 설명하였다. 중요한 물음은 이러한 설명이 일반적으로

대법 공지칭을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나는 그럴 수 있다고 주

장하며,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대법 공지칭의 가장 대표적인 경

우인 반복되는 이름들의 경우에 대해 설명을 제시할 것이다. 반복되는

이름들 간의 대법 공지칭은 프레게의 동일성 퍼즐의 구성요소이기도 하

다. 다음의 문장들을 고려해보자.

(15) 키케로는 정치인이다. 키케로는 거짓말쟁이다.

(15)에서 첫번째와 두번째 ‘키케로’는 대법 공지칭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

로 내가 제안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담화에서 동일한 철자법적 유

형의 이름이 여러 번 발화되면, 그 이름들이 같은 대상을 지시한다는 것

이 그렇지 않다는 다른 신호가 없는 한 전제된다는 것이다. (15)에서 화

자는 철자법적으로 동일한 두 ‘키케로’ 토큰이 동일한 대상을 지시한다는

것을 전제하며 청자도 그러한 전제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저 이름들을

해석한다. 우리가 그러한 전제를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의 언어는 매우

한정된 철자법적 이름 유형들을 가지고 수많은 대상들을 지시해야 하므

로 동일한 철자법적 이름으로 서로 다른 대상들을 명명하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없고, 따라서 저러한 전제 없이는 하나의 담화에 나타나는 동일

한 철자법적 이름들이 각각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반

면 동일한 철자법적 유형의 이름들이 반복적으로 사용될 때 그 이름들이

동일한 대상을 가리킨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전제된다면, 하나의 담화에

나타나는 동일한 철자법적 이름들은 그 중 첫번째로 나타난 이름과 동일

한 대상을 가리킨다고 추측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화자들은 이같은

일반적 관행을 알고 있을 것이므로 동일한 철자법적 이름들로 서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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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을 가리키려는 의도를 가질 때에는 그렇다는 신호를 제공하려는 경

향을 가질 것이다. 예를 들어 ‘이광수’라는 이름을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서로 다른 대상을 지시하려고 한다면, 한번은 ‘배우 이광수’라고 하고 다

른 한번은 ‘시인 이광수’라고 하는 식으로 말이다.44)

전제의 전형적인 사례들은 하나의 문장 안에서 어떤 내용이 전제되는

것이지만, 전제가 단일 문장 범위 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님은 잘 알려져

있다. 당장 우리가 (한국어로) 대화를 할 때, 화자가 한국어로 발화하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며 청자가 한국어를 이해한다는 것이 전제된다. 그러

한 전제들 없이는 화자의 발화는 적절한 것이 될 수 없을 것이며 화자의

발화가 이해될 수도 없을 것이다. (15)의 담화에서도 공지칭의 전제가

하나의 문장 내에 국한되지 않는 전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가

지 증거는 전제의 가장 큰 특징인 전제 투사 현상, 그 중에서도 부정 투

사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15)’ 키케로는 정치인이 아니다. 키케로는 거짓말쟁이가 아니다.

(15)에서 첫번째 ‘키케로’와 두번째 ‘키케로’가 공지칭한다는 것은, (15)의

각 문장을 모두 부정하더라도 (15)’에서 여전히 전제로서 살아남는 것으

로 보인다.

전제를 통해 철자법적으로 동일한 이름들 간의 대법 공지칭을 설명하

는 것은 파인의 의미론적 관계주의가 제공하는 설명보다 우월하다. 앞서

(15)에 대해서 화자가 두 ‘키케로’로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경우만을

고려하였지만, 파인이 지적하듯이 그 이름들이 서로 다른 대상을 가리키

는 경우도 가능하다. 전후 맥락이 완전히 동일하고, 오직 두 이름들로 동

일한 대상 혹은 서로 다른 대상을 가리키려는 화자의 의도에 있어서만

차이가 나는 두 경우를 생각해보자. 각각의 경우에 대해 파인의 관계주

44) 더 미약한 신호로도 이러한 의도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이광수’, ‘저 이

광수’ 정도로 구별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심지어 상황에

따라서는 두 이름을 발음하는 강세에 차이를 두는 정도로도 청자로 하여금 두 이

름이 서로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을 눈치채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이

다. 그 경우 아마도 다른 맥락적 요소의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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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는 어떤 설명을 내놓는가? 우선 앞서 고려해오던 경우, 화자가 두 ‘키

케로’를 가지고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려는 의도로 발화한 경우에, 청자가

두 이름이 과연 동일한 대상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면 그럼으로써 의

사소통에서 실수를 범하는 것이다. 관계주의 의미론도 그 점은 포착하고

있다. 관계주의 의미론에 따르면 이 경우 키케로의 두 나타남 사이에 공

지칭의 (의미론적) 요구가 존재하며, 청자는 그 요구를 파악하지 못하는

실수를 한 것이다. 관계주의 의미론은 첫번째 문장에 명제 p3 <대상a,

정치가임> 을 부여하고, 두번째 명제 p4 <대상a, 거짓말쟁이임> 을 부

여할 것이며 담화의 조정안에 p3 의 a의 나타남과 p4 의 a의 나타남 사

이에 조정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포함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 조정안

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 청자의 실수이다. 반면 두 번째 경우 관

계주의 의미론은 첫번째 문장에 p3 <대상a, 정치가임>을 부여하고 두번

째 명제 p5 <대상b, 거짓말쟁이임>을 부여할 것이며 조정안에는 대상 a

의 나타남과 대상 b의 나타남 사이의 조정 관계 같은 것을 포함시키지

않는다.45) 그리고 청자는 b가 나타나는 명제 p5가 두번째 문장의 의미라

는 것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무엇이 청자로 하여금 그것을 파

악하지 못하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관계주의는 침묵한다.

내가 보기에 두번째 경우에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명백하

게 화자의 잘못이며, 대법 공지칭에 대한 좋은 이론은 이점을 짚어줄 수

있어야 한다. 앞서 검토한 두 경우 중 첫번째 경우에서 청자의 실수와

두번째 경우에서 화자의 실수는 동전의 양면이다. 첫번째 경우에서 청자

가 두 ‘키케로’가 정말로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지 의문을 품을 때 그는

화자가 두 이름이 동일한 대상을 지시할 것을 전제한다는 것을 알아차리

지 못하고 있다. 철자법이 동일한 이름들이 한 담화에서 사용될 때는 일

반적으로 모두 동일한 대상을 지시한다고 전제되는 관습이 있음에도 불

구하고 말이다. 또 두번째 경우에서는 이러한 관습이 있음에도 화자가

45) 사실 Fine(2007)에서 파인의 이론대로라면 둘 사이의 조정 관계가 없다는 말조

차 불필요하다. 조정 관계는 공지칭하는 나타남 사이에만 성립하는 것으로 정의

되기 때문이다. 즉 파인에 따르면 지칭표현 간의 조정은 공지칭을 함축한다. Fine

(2007),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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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자법적으로 동일한 이름들이 서로 다른 대상을 지시하면서 그렇다는

것을 알려주는 다른 단서를 제공하지 않는 실수를 범하고 있다. 이때 청

자로서는 그 이름들이 서로 다른 대상을 지시한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정리하면, 표현들이 대법 공지칭한다는 것은 그 표현들이 공지칭한다

는 것이 전제되는 것이다. 그러나 대화에서 무언가가 전제되는 데는 화

자와 청자 양쪽이 역할을 한다. 화자가 표현들이 공지칭한다는 것을 전

제하는데 청자가 그러한 전제를 수용하지 못하면 청자는 이해에 있어서

부족함을 드러내게 된다. 하지만 화자가 공지칭을 전제하는 것이 완전히

임의적인 것은 결코 아니며, 오히려 맥락적인 요소들, 특히 전제와 관련

된 관습을 고려하여 하게 된다. 전제라는 것은 발화를 적절하게 만들고

정보 전달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언어적 도구인데, 청자가 전제된 것의

내용을 알아챌 수 없다면 전제의 목적을 위배하게 되기 때문이다. 반대

로 일반적 관습에 따르면 표현들이 공지칭한다는 것이 전제될 것이 기대

되고, 그러한 기대에 반대되는 단서가 주어지지 않았는데도 화자가 공지

칭을 전제하지 않고 서로 다른 대상들을 지칭하기 위해 표현들을 사용한

다면 그 결과 청자가 이해에 실패하는 것은 화자가 의사소통의 잘못을

저지른 탓이다. (피닐로스가 그랬듯이) 대법 공지칭 관계를 원초적인 것

으로 설정하거나, (파인이 그랬듯이) 대법 공지칭한다는 것은 공지칭한다

는 “의미론적 요구가 있다는 것”이라는 식으로 피상적인 설명만을 제공

하고 넘어간다면 그러한 관계주의 의미 이론으로는 대법 공지칭의 이러

한 양면적 요소를 정확하게 포착할 수 없다.

공지칭의 전제를 통한 대법 공지칭의 설명은 또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

다. 바로 실패한 지시(failed reference) 에서의 대법 공지칭을 설명하기

위해 별도의 이론적 자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파인의 의미

론적 관계주의에서 엄격한 공지칭은 실제로 공지칭하는 나타남들 간에

성립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하지만 아예 아무것도 지칭하지 않는, 따라서

공지칭하지도 않는 표현들 사이에도 ‘대법 공지칭’이라고 할만한 직관적

인 연결이 성립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례들이 있다. 예컨대 어느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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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신의 어린 딸이 옷장 속에 괴물이 살고 있다고 믿는 것을 알고, 그

괴물에 “깨비”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고 하자. 그리고 아버지가 딸에게

“깨비는 깨비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자. 두 “깨비”는 아무것도 지칭하지

않지만, 만일 그 표현들이 무언가를 가리켰더라면 서로 같은 것을 가리

켰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파인은 진정한 의미론적 요구가 실패했을

때에는 “보충”(“backup”)의미론이 작동하여 추정상의 의미론적 요구가

대신 지시체 없는 이름 간의 대법 공지칭을 정의해줄 수 있다고 말한다.

(Fine(2007) pp.126-27) 그가 말하는 추정상의 의미론적 요구가 대체 무

엇이든 간에, 파인은 대법 공지칭에 대해서 지시 성공의 경우와 실패의

경우에 서로 다른 의미론적 설명을 동원해야 한다. 반면 나의 이론에 따

르면 저 아버지는 “깨비”라는 철자법적으로 동일한 이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그 이름들이 같은 것을 지칭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즉 파인의 이론과는 달리 나의 이론에서는 이 사례는 성공적으로 지칭하

는 이름들 간의 대법 공지칭을 설명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

다.

3.3 의미론적 전제? 화용론적 전제?

지금까지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았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그

것은 바로 대법 공지칭을 설명해주는 공지칭의 전제가 과연 의미론적 전

제이냐 화용론적 전제이냐 하는 것이다. 전제 이론에서는 전제의 본성이

의미론적인 것인가 화용론적인 것인가 하는 논쟁이 있어왔다. 그 논쟁에

아직까지 결판이 나지는 않았으며, 두 종류의 전제가 구분되어 논의되어

왔다. 의미론적 전제 혹은 관습적 전제는 특정한 유발자와 연관된 관습

에 따라 규칙적으로 유발되는 전제이고, 화용론적 전제 혹은 화자 전제

는 기계적으로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대화 참여자들에 의해 담화에서 당

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전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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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구분을 인식하고 나면 3.1과 3.2에서 제시한 공지칭의 전제는

자연스럽게 의미론적 전제로 생각될 수 있다. 예컨대 (13)에서 ‘샛별/개

밥바라기’와 같은 슬래쉬 표현은 ‘샛별’과 ‘개밥바라기’가 공지칭한다는

전제를 규칙적으로 유발하는 전제 유발자로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마찬가지로 반복적인 이름들의 경우에도, 철자법적으로 동일한 이름들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동일한 대상을 가리킨다는 전제를 항상 유발

하는 전제 유발자로 이해될 수 있겠는가?

이렇게 공지칭의 전제가 의미론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쉽고 자연스럽

지만, 공지칭의 전제는 화용론적 전제로 이해되어야 한다. 우선 공지칭의

전제가 의미론적 전제라면 전제 유발자가 사용될때마다 자동적으로 유발

되며, (특히 내포절 안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취소될 수 없

다.46) 하지만 화자는 반복되는 이름들이 사용되는 경우에도 공지칭의 전

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후에 단서를 덧붙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16) #나도 아까 점심 먹었어. 그런데 나 말고 점심 먹은 사람은 없

어.

(17) #학교에 다녀온 뒤에 우린 영화를 보고 왔어. 그런데 우린 학교

에 다녀오진 않았어.

(18) 어제 러셀이 1분만에 골을 넣었대. 러셀은 글을 참 빨리 썼다는

데. 그러니까 어제 골 넣은 사람 말고 말이야. (첫번째 ‘러셀’은 어느

축구선수를 가리킨다. 두번째 ‘러셀’은 그와는 다른 인물인 철학자를

가리킨다.)

(16)에서 ‘-도’ 의 사용으로 유발된 전제, 즉 다른 점심을 먹은 사람이

있다는 전제는 의미론적 전제이며, 이를 곧바로 취소하려고 하는 것은

의미론적 이상(anomaly)을 발생시킨다. (17)에서 ‘-한 뒤’의 사용으로 우

리가 학교에 다녀왔다는 전제가 유발되었으며, 이를 취소하려고 하면 역

시 의미론적 이상이 발생한다. 반면 (18)에서는 아무런 의미론적 이상이

46) Beaver & Geurts (201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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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지 않는다. 만일 철자법적으로 동일한 이름의 반복적 사용이 규칙

적인 전제 유발자라면 (18)에서 역시 의미론적 이상이 발생했어야 할 것

이다.

담화에서 표현들의 공지칭이 전제되는지 여부는 앞선 절에서 이야기했

듯이 그 표현들이 서로 다른 대상을 가리킨다고 볼 이유가 되는 다른 단

서들의 유무 그리고 화자가 합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발화를 했을 것

이라는 기대 등 다양한 사항들에 대한 고려를 통해 결정된다.

(19) 나는 러셀을 좋아한다. 그런데 나는 러셀은 좋아하지 않아.

반복적인 이름들의 사용이 규칙적인 전제 유발자라면, (19)의 발화는 비

합리적인 생각을 표현한다고 결론짓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두 ‘러셀’은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전제되었는데 (19)는 각 이름이 가리키

는 대상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함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9)에 대

한 보다 정확한 결론은 화자도 청자도 두 ‘러셀’이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

고 있다고 전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화자와 청자는 화자가 합리적인

내용을 가지고 대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공유하고 있으며 그에 따

라 (19)의 두 ‘러셀’이 서로 다른 사람을 지시하려는 의도로 사용된 것이

라고 판단할 것이다.47)

공지칭의 전제가 화용론적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난 이 지점이 나의 대

법 공지칭 이론이 의미론적 관계주의에 비해 가지는 또다른 장점을 언급

하기에 알맞을 지점인 것 같다. 앞서 언급했듯이 의미론적 관계주의자인

피닐로스는 대법 공지칭에 해당하는 의미론적 원초 관계를 설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파인은 원초 관계를 설정하는 대신 의미론적 요구를 통해

대법 공지칭을 이해할 것을 제안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원초 관계를 제안

한 것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48) 저 의미론적 요구의 본성에 대해 구

47) (19)의 앞 문장의 ‘좋아함’과 뒷 문장의 ‘좋아함’이 서로 다른 의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48) 로울러(Lawlor)는 파인을 비판하면서 그에게 의미론적 원초 관계를 설정하려한

다는 입장을 부여하기도 했다. Lawlor (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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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인 설명을 거의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제안은 대법 공지칭

이 공지칭의 전제로 설명된다는 것이다. 공지칭의 전제는 비록 언어적

관습에 강하게 영향을 받지만, 그럼에도 고정된 언어적 규칙으로부터 나

온다기보다는 화자의 지칭표현 사용을 이해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화자와

청자의 노력의 산물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그러한 노력에 대한 언

급 없이, 대법 공지칭이 나타난다는 것은 단순히 그러한 의미론적 요구

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대법 공지칭

을 공지칭의 전제로 설명하고 또 그때의 전제가 화용론적 전제임을 인식

함으로써, 화용론적 전제를 올바르게 포착하기 위해 전제 이론가들이 제

안한 풍부한 이론적 자원들을 활용해서 반복되는 이름의 사례 외에도 더

다양한 대법 공지칭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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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프레게 퍼즐의 해결

4.1 동일성 퍼즐

(20) 키케로는 키케로이다.

(21) 키케로는 툴리우스이다.

(20)은 어째서 (21)과 달리 정보성이 없는 문장인가? 한가지 자연스러운

생각은 논리적 형식(logical form)에 호소하는 것이다. 언어사용자는 (20)

과 (21)을 서로 다른 논리적 형식으로 파악한다. (20)이 (21)과 달리 읽

기만 해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장인 것은 그 때문이다.

(20)의 논리적 형식: a = a

(21)의 논리적 형식: a = b

파인은 이러한 생각에 반대할 것이다. 그는 논리적 형식을 통해 같은

것으로 표상을 설명하려는 시도에 대해 이미 다음과 같은 반대를 제기한

바 있다.

“키케로 = 키케로”의 논리적 형식이 “a = b” 가 아니라 “a = a” 라는 것

이 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좌측과 우측에 동일한 철자법적 이름이 있는

것의 문제일 수는 없다. (그렇다는 것이 대체 무엇이든 간에 말이다.) 왜

냐하면 좌측에 있는 이름은 변론가를 뜻하려고 사용되었고 우측에 있는

이름은 스파이를 뜻하려고 사용되었던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49)

(Fine(2007), p.41)

49) 'Cicero' 라고 불렸던 사람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역시 고대 로마의 변론가 키케

로이지만, 'Cicero' 라고 불렸던 나치 독일의 스파이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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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의 비판은 논리적 형식을 통해 두 문장의 정보성 차이를 설명하려는

시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그의 문제제기는 (20)의 논리적

형식이 “a = a”라는 것을 (자신이 말하는 같은 것으로 표상, 즉 의미론

적 조정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보장해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나의 이론에 따르면, 공지칭의 전제가 (20)에 “a = b”가 아

닌 “a = a” 라는 논리적 형식을 부여하는 것을 정당화해준다. 그것은 부

분적으로는 "동일한 철자법적 이름이 있는 것의 문제"이다. (20)과 같이

동일한 철자법적 이름들이 반복적으로 포함된 문장이 발화되었을 때 일

반적으로 화자와 청자는 그 이름들이 동일한 대상을 지칭한다는 전제를

공유할 것이다. 그러므로 “키케로 = 키케로”의 논리적 형식을 분석할 때

자연언어 이름들을 동일한 상항으로 대치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해

서 얻어지는 논리적 형식 “a = a” 는 동일성 공리의 사례이므로, (20)은

이해하기만 해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정보성이 없는 문장이 된다.

4.2 자연언어 추론의 퍼즐

4.2에서 살펴볼 것은 동일성 퍼즐과 같은 근원을 가지고 있는 다른 형태

의 퍼즐이다. 이 퍼즐 역시 공지칭의 전제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

(22-1) 키케로는 로마인이다.

(22-2) 키케로는 변론가이다.

(23-1) 키케로는 로마인이다.

(23-2) 툴리우스는 변론가이다.

(24) 키케로는 로마인 변론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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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의 문장쌍이 주어졌을 때, 누군가가 키케로가 로마인이자 변론가라는

것을 추론해내지 못하더라도 그를 비합리적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가

키케로가 툴리우스와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모를 수도 있지 않은가?

반면 (22)의 문장쌍이 주어지면 그러한 추론을 해내지 못하는 사람은

(최소한 그 경우에 있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그

렇다면 (23)이 아닌 (22)의 자연언어 문장 쌍만이 저러한 추론을 보장하

는 것은 어째서인가? (22-1), (22-2)의 논리적 형식은 각각 R(c), O(c)인

반면 (23-1), (23-2)의 논리적 형식은 각각 R(c), O(t) 이기 때문이라고

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대답이 되지 않을 것이다. 논리적 형식을 통

한 동일성 퍼즐 해결에 대해 파인이 제기했던 비판이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22)* (23)*

R(c) R(c)

O(c) O(t)

----- -----

R&O(c) ?

(22)*가 (22-1)과 (22-2)의 올바른 논리적 형식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22-2)의 ‘키케로’는 (변론가인) 키케로1을 가리키고 (22-1)의 ‘키

케로’는 (스파이인) 키케로2를 가리킬 수도 있는데 말이다. 형식언어가

아닌 자연언어의 이름 유형은 거의 언제나 중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22)*와 같은 논리적

형식을 부여함으로써 (22-1)과 (22-2)를 파악할 것이다. 그 이유는

(22-1), (22-2)가 하나의 담화에서 주어졌을 때 두 ‘키케로’가 동일한 대

상을 지칭한다는 것이 전제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공지칭의 전제 없이

‘(22-3) 키케로=키케로’가 (22)에 추가됐다고 하더라도 추가되기 전보다

(24)로의 추론이 더욱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데 주목하라. (22-1)의

‘키케로’는 키케로1을 가리키고 (22-2)의 ‘키케로’는 키케로2를 가리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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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의 ‘키케로’들은 (변론가의 아들이자 군인인) 키케로3을 가리켜 모

두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수도 있다. 합리적 언어사용자는 (22)의 자연

언어 문장쌍을 파악할 때 공지칭의 전제를 통해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함

으로써 (22)로부터 (24)를 추론해낼 수 있다.

4.3 내용의 구조와 표상의 형식

4.1과 4.2의 설명을 받아들이면 논리적 형식에 호소하는 자연스러운 방법

으로 동일성 퍼즐과 자연언어 추론의 퍼즐을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지

금까지 제시한 것만으로는 나의 설명이 명제적 내용의 논리적 구조에 호

소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50) 지칭주의에서 의미론적 내용과 동일시

되는 러셀적 명제는 그 자체로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문장 (22-2) '키케로는 변론가이다'의 내용인 러셀적 명제 <키케로, 변

론가임>은 단순히 대상 키케로와 속성 변론가임의 순서쌍인 것이 아니

라, 대상 키케로에 속성 변론가임을 부여하는, 혹은 서술(predicate)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복합체이다. 즉 이러한 의미에서 러셀적 명제는 구

조화된 명제(structured proposition)이다. 언어사용자가 (22-2)와 (23-2)

의 논리적 형식을 서로 다르게 파악한다는 것이 (22-2)와 (23-2)의 내용

의 논리적 구조를 각각 다르게 파악한다는 것이라면 이는 지칭주의에 어

긋날 것이다. (22-2)와 (23-2)는 지칭주의에 따르면 정확히 동일한 러셀

적 명제를 내용으로 가지는 만큼 내용의 논리적 구조가 서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내가 제시하려는 프레게 퍼즐의 해결책은 지칭주의와 양립가

능해야 하므로 그것은 명제적 내용의 논리적 구조에 호소하는 것으로 간

주되어서는 안된다.51)

50) 이러한 가능성을 지적해준 한성일 교수께 감사드린다.

51) 여기서 (22-2)의 내용의 논리적 구조와 (23-2)의 내용의 논리적 구조가 각각 국

소적(local)으로 고려되었을 때는 차이가 없지만, 함께 광역(global)으로 고려되었

을 때는 서로 다르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해결책은 내용의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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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제안한 해결책에서 (22-2)와 (23-2)가 서로 다른 논리적 형식으

로 파악된다고 할 때, 그 논리적 형식이란 발화된 문장을 이해한 언어사

용자의 표상의 형식이다. 나는 인식주체가 명제 태도를 가질 때 언제나

그 명제 태도에 대응되는 심적 표상(mental representation)을 가진다는

것을 받아들이며, 그러한 심적 표상이 논리적 형식을 가진다는 것 또한

받아들인다. 또한 나는 심적 표상의 논리적 형식에 대한 이론으로 "사고

언어 가설"(language-of-thought hypothesis)에 공감을 가지고 있다. 사

고 언어 가설이란 명제 태도의 대상인 심적 표상들이 마치 언어의 문장

들처럼 통사 구조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 심적 표상이 어떤 사고

언어 문장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따라 명제 태도의 추론적 잠재성이

결정된다는 가설이다.52) 프레게주의와 러셀주의 사이의 논쟁에서 사고

언어 가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리처드 헥(Richard G.

Heck)의 설명을 살펴보자.

. . . [프레게적 뜻]은 클레멘스가 죽었다는 그의 믿음의 내용과 트웨인이

죽었다는 그의 믿음의 내용을 구별하고, 클레멘스가 죽었다는 그의 믿음

의 내용과 클레멘스가 이웃사람이라는 그의 믿음의 내용을 관련짓는다.53)

그러니까 [표준적 러셀주의자]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이 믿음들을 구별하고

관련짓되 그 믿음들의 내용을 구별하지 않는 것이다.

친숙한 방식을 통해 그렇게 할 수 있다. 믿음들이 문장들이나 식들이

그렇듯이 논리적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 믿음들이 가지

고 있는 논리적 형식을 통해서 그것들이 어떻게 추론적 상호작용을 하는

리적 구조에 호소하는 것이면서도, 국소적으로는 (22-2)와 (23-2)에 동일한 구조

적 명제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지칭주의와 양립가능할 것이다. 타쉑(Taschek)의

입장이 이와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타쉑의 입장 역시 내가 제안하고자 한

해결책과는 다르다. Taschek(1998) 참조.

52) 사고 언어 가설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Fodor(1975)와 Fodor(1987)을 참고하

라.

53) 내가 이미 제시한 예시로 치환해서 이해하는 편이 쉬울 것이다. 프레게적 뜻은

키케로가 변론가라는 믿음의 내용과 툴리우스가 변론가라는 믿음의 내용을 구별

하고 키케로가 변론가라는 믿음의 내용과 키케로가 로마인이라는 믿음의 내용을

관련짓는다. 파인이라면 키케로가 변론가라는 믿음의 내용과 툴리우스가 변론가

라는 믿음의 내용이 내재적으로는 같지만 다른 내용들과의 관계에서는 다르다고

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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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사고 언어 가설의 중심 동기 중 하나가 바로 심적

상태들 사이의 추론적 관계가 심적 상태들이 통사적 속성을 가진다는 가

정 아래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설명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가정 하에서]

심적 상태 간의 논리적 관계는 형식적 관계가 되고 추론은 계산이 된다.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제안을 실행하기 위한 명백한 방법은 그러니까

믿음의 논리적 형식을 그 믿음을 표현하는 심어(心語) 문장의 통사적 구

조와 동일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면 믿음은 주체와 명제 그리고 심어

문장 간의 관계로 여겨질 수 있을 것이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믿음을 삼

항관계로 보는 견해의 표상주의적 형태에 도달한 것일 것이다.

(Heck(2012), pp.151-52)

사고 언어 가설을 상정해봄으로써 나의 해결책을 더 잘 이해할 수 있

다. 자연언어 추론 퍼즐의 해결책에서, 언어사용자가 (22-2)와 (23-2)의

발화를 서로 다른 논리적 형식을 통해 파악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사고

언어 문장을 통해 키케로가 변론가라는 명제적 내용을 표상한다는 것이

다. 키케로가 로마인이라는 명제적 내용을 'R(c)'와 같은 형식의 사고 언

어 문장을 통해 표상하는 언어사용자는, (22-2)를 듣고서 키케로가 변론

가라는 명제적 내용을 'O(c)'와 같은 형식의 사고 언어 문장을 통해 표

상한다. 반면 그는 (23-2)를 듣고서 같은 내용을 'O(t)'와 같은 형식의

사고 언어 문장을 통해 표상한다. (23-2)를 들은 경우와 달리 (22-2)를

들은 경우에는 앞서 (22-1)을 들은 경우와 동일한 사고 언어 항('c')을

가지고 대상 키케로를 표상하는 이유는 문장 (22-1)의 '키케로'와 (22-2)

의 '키케로'가 공지칭한다는 전제를 그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

래서 (22-1)과 (22-2)를 듣고 이해한 합리적 인식주체는 'R&O (c)'54)라

는 형식의 사고 언어 문장을 추론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키케로는 로마인

변론가라는 내용을 표상하게 된다. 동일성 퍼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

다. (20)이 발화되었을 때 화자와 청자는 ‘키케로’와 ‘키케로’가 공지칭한

다는 전제를 공유하므로, 청자는 ‘a=a’형식의 사고 언어 문장을 통해 키

케로는 키케로라는 내용을 표상한다. 그리고 물론 ‘a=a’는 동일성 공리의

54) 이 식은 일반적인 논리학 표기법에서는 'λz[Rz&Oz](c)'과 동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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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이므로 표상은 정보성이 없는 것이 된다.

앞서 인용한 설명에서 헥이 "믿음을 삼항관계로 보는 견해"를 언급한

데에 주목하라. 1장에서 소개한 새먼의 견해, 즉 믿음을 가질 때 인식주

체와 명제 그리고 명제의 외양이 삼항 관계인 BEL 관계를 맺는다는 견

해가 바로 거기에 해당한다. “믿음을 삼항관계로 보는 견해의 표상주의

적 형태”란 삼항 관계 견해를 받아들이면서 명제의 외양에 대해서 특정

한 입장을 발전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새먼은 동일성 퍼즐에 대해서

이렇다 할 구체적인 화용론적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 명제의 외양이

(프레게주의자가 말하는것처럼 의미론적으로, 즉 내용의 일부로 담겨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화용론적으로 전달되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을

뿐이다. 결국 이 절에서 내가 구체화한 설명은 외양이 통사적 형식을 가

지는 심적 표상이라는 특정한 입장을 취했을 때 명제의 외양에 대한 정

보가 어떻게 청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지에 대한 화용론적 설명인 것이

다. 짧게 말해서 그 정보는 동일한 철자법적 이름 유형의 반복으로 화자

와 청자가 공유하게 된 공지칭의 전제 덕분에 전달된다.

나의 설명에 따르면 의미론적 내용의 논리적 구조보다 심적 표상의 논

리적 형식이 더 세세(fine)하다. 러셀적 명제의 논리적 구조는 α와 β가

동일한 대상을 지시할 때 φα 와 φβ 를 구별하지 못한다. 사고 언어 문

장에서는 동일한 대상도 서로 다른 사고 언어 항으로 표상한다면 φα 와

φβ 를 구별할 수 있다. 파인은 여기에도 반대할 것이다.

나는 “키케로는 변론가이다” 라는 말로 내 믿음을 표현할 수 있다. 가장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견해는 내 말의 내용에 있는 것 이상의 그 무엇도

내 믿음의 내용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나는 내가 믿는 것을 말한다. 정

말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의사소통에 심각한 실패가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내 믿음을 표현하려는 시도, 최소한 그러한 가장 자연스러운 시

도는 언제나 내가 믿는 바의 완전한 내용에는 못 미칠 것이다.

(Fine(2007), p..76)

믿음의 내용과 외양을 구분한다고 해서 말의 내용과 믿음의 내용이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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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다는 입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믿음 삼항관계 견

해의 표상주의적 형태와 결합한 나의 설명에서는 파인이 우려할 만한 부

분이 있다. 그 차이가 내용에 들어있지 않고 표상의 형식에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말이 담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가 믿음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더 많은 정보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겠는가? 그러

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것은 의사소통에 심각한 실패가 되지 않겠는

가?

나는 여기에 파인, 그리고 프레게주의자들의 근본적인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다. 저 정보가 의미론적 내용에 다 담겨야만 의사소통의 실패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가 언어로 의미하는 바와 우

리가 생각하는 바가 동등해야만 한다는 생각은 파인의 주장과 달리 “자

연스러운” 것과는 거리가 멀다. 직관적으로 그럴 뿐 아니라, 이론적으로

도 언어적 의미의 개별화와 사고의 개별화에 서로 반대 방향의 압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노프리(A. Onofri)는 역사적으로 프레게로부

터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는 두 가지 원리를 제시한다. (Onofri(2018),

pp.524-526)

[사고의 공공성 원리]

서로 다른 주체들이 의사소통에 성공하면, 그들은 동일한 생각을 담지한

다.

[프레게 퍼즐의 제약]

주체가 대상에 대해서, 생각 t1에서 그것이 F라고 믿으면서 동시에 생각

t2에서 그것이 F가 아니라고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으면 t1과 t2는 서로

다른 생각들이다.

사고의 공공성 원리는 의미를 되도록 성기게(coarsely) 개별화하도록 압

력을 가한다. 의미를 너무 세세하게(finely) 개별화한다면, 예컨대 청자가

화제인 대상을 화자와 동일한 제시방식으로 표상해야만 화자로부터 청자

에게 의미가 전해졌다고 할 수 있도록 의미를 개별화한다면 서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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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들이 의사소통에 성공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워질 것이다. 반대로

프레게 퍼즐의 제약은 사고를 되도록 세세하게 개별화하도록 압력을 가

한다. 명제에 대한 러셀주의에서처럼 사고를 성기게 개별화하면, 즉 같은

대상에 같은 속성을 서술하는 것이기만 하면 같은 생각이라고 한다면 샛

별은 행성이라는 생각과 개밥바라기는 행성이라는 생각이 같은 생각이라

고 해야 한다. 하지만 합리적 인식주체가 샛별은 행성이라는 믿음을 가

지면서도 개밥바라기가 행성인 것은 아니라는 믿음도 가질 수 있는 것

같다.

나의 이론에서 의미론적 내용과 믿음의 내용이 다르게 개별화되는 것

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얼마나 세세한(fine) 논리적 형식을 가지고 있는

지에 있어 문자적 의미와 심적 표상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이 차이에

의존하여 오노프리가 제시한 두 원리의 압박에 모두 응할 수 있다. 문자

적 의미는 단지 러셀적 내용이므로, 의사소통에 성공한 주체들이 동일한

의미를 담지할 수 있을 정도로 성기게 개별화된다. 믿음의 내용 역시 동

일한 정도로 성기게 개별화되지만, 내용의 외양 즉 심적 표상이 내용의

논리적 구조보다 더 세세한 논리적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통해 프

레게 퍼즐 사례들에서 인식주체들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설명된다. 그리

고 그처럼 더 세세한 논리적 형식을 가진 표상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는 의미론적 내용에 담겨 있지 않지만, 파인의 우려와는 달리 의사

소통 실패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이 정보는 화용론적 과정을 통해 청자

에게 전달된다. 동일성 퍼즐 사례와 자연언어 추론의 퍼즐 사례에서 이

화용론적 과정이란 화자와 청자가 공지칭의 전제를 공유하게 되는 것이

다.55)

55) 4.3에서 논의의 전개를 위해 사고 언어 가설에 의존하였지만, 나는 사고 언어 가

설에 개입하는 것은 아니다. 사고 언어 가설이 아닌 다른 이론이 심적 표상의 논

리적 형식에 대한 더 좋은 이론으로 판명된다면, 그 더 좋은 이론에서 말하는 논

리적 형식을 가지고 그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화용론적으로 전달되는지 다시 공

지칭의 전제를 통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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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믿음 보고의 퍼즐

프레게 퍼즐은 두 가지 문제로 이루어져있다. 한 문제는 서로 다른 공지

칭하는 지칭 표현을 포함한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나는 두 문장 간의 인

식적 의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까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러한 인

식적 의의 차이와 연결된 문제로서, 서로 다른 공지칭하는 지칭 표현을

포함한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나는 문장들 각각을 내포절로 포함하는 믿

음 보고 문장들의 진리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까 하는 것이다. 앞서 4.1

에서 다룬 동일성 퍼즐과 4.2에서 다룬 자연언어 추론의 퍼즐은 모두 저

두 문제 중 첫번째 문제에 속한다. 두 퍼즐 모두 동일한 이름들이 여러

번 사용되는 경우와 공지칭하는 서로 다른 이름들이 사용되는 경우를 비

교한다. (차이라면 동일성 퍼즐에서는 두 번 이상 사용되는 동일한 이름

들이 하나의 동일성 문장에 등장하는 경우를 다룬다면 자연언어 추론의

퍼즐에서는 동일한 이름들 각각이 서로 다른 문장들에 등장하는 경우의

추론에 있어서 인식적 의의를 다룬다는 것이다.) 동일성 퍼즐은 동일한

이름들로 이루어진 동일성 문장과 서로 다른 이름들로 이루어진 동일성

문장 사이의 인식적 의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자연언어 추론의 퍼즐은 속성을 서술하는 대상이 각 문장에서 동일한 이

름을 가지고 주어진 경우와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지고 주어진 경우에 주

어진 문장들로부터 합리적인 언어사용자가 이끌어내야 하는 귀결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결국 두 퍼즐은 프

레게 퍼즐의 첫번째 문제의 두 변주라고 할 수 있다.

나는 나의 이론이 첫번째 문제의 두 변주에 대해서는 답을 내놓는다는

것을 앞선 절들에서 이미 보였다. 그렇다면 프레게 퍼즐의 다른 한 문제,

믿음 보고의 진리치 차이를 설명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의 이론은 어떤

답을 내놓는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공지칭의 전제 이론만으로는 그 문

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이 절에서 나는 내 이론이 믿음 보고 퍼즐에 대

해서는 답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렇다는 것이 내 이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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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인 단점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일 것이다.

1장에서 이미 소개한 바 있지만, 믿음 보고의 퍼즐을 간략히 다시 짚

어보도록 하자.

(3) 영희는 아이유가 가수라고 믿는다.

(4) 영희는 이지은이 가수라고 믿는다.

(3)과 (4)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인 영희에 대한 믿음 보고라고 하자.

'아이유'와 '이지은'은 동일한 인물을 가리킨다. 영희는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초등학교 동창인 이지은이 실은 인기가수 아이유라는 사실을 모르

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영희는 아이유라는 가수가 유명하다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다. 이 상황에서 우리의 직관적 판단에 따르면, (3)은 참

이지만 (4)는 거짓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3)과 (4)는 문법적 기능만

을 수행하는 조사 '가'/ '이' 를 제외하면 공지칭하는 이름 '아이유', '이

지은'에서만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전체 문장의 의미에 고유명사가 그

것이 지칭하는 대상만을 가지고 기여한다는 밀주의적 입장을 가정했을

때, 어떻게 합성성의 원리를 존중하면서 (3)과 (4)가 진리치가 다르다는

사실을 수용할 수 있는가?

공지칭의 전제 이론이 이에 대해 답을 내놓을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어쨌든 영희는 아이유(즉 이지은)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가 가수라

는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정말로 (3)은 참이지만 (4)는

거짓이라면, 하나의 대상에 대한 영희의 믿음을 포착하는 데 있어 (3)은

적절하지만 (4)는 부적절한 어떤 측면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측면이란 반드시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믿음 담지자인 영희의 상태와

관련이 있다. 그런데 공지칭의 전제 이론은 대화참여자인 화자와 청자

사이에 공유되는 화용론적 전제를 통해 대법 공지칭을 설명하고 프레게

퍼즐을 해결하려고 한다. 하지만 영희의 경우에 영희의 믿음을 보고하는

화자와 보고를 듣는 청자 중 어느 쪽도 영희가 아닐 수 있고, 이는 다른

믿음 보고의 퍼즐 사례들에서도 일반적으로 가능한 일이다. (다시 말해



- 81 -

영희가 없는 자리에서 화자가 청자에게 영희의 믿음을 보고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심지어 믿음 보고를 포함한 담화에 참여하는 화자와 청자

모두 (기껏해야 영희를 관찰해본적만 있을 뿐) 영희와 직접 대화를 나누

어본 적이 없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한 가능한 경우들에서 화

자와 청자 사이에 공유되는 전제라고 해보아야 영희와는 무관한 사람들

사이에 공유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렇게 공유된 전제를 통한 설명이 제

시된다고 하더라도 그 설명은 영희에 대한 믿음 보고들 각각을 적절하게

혹은 적절하지 않게 만드는 영희의 상태에 대해서는 말하는 바가 없는

설명일 것이다. 그 상태가 영희의 개인어 의미론에 대한 것이든 영희의

내적 믿음 체계에 대한 것이든 말이다.

공지칭의 전제 이론은 프레게 퍼즐의 두 문제 중 하나인 믿음 보고 퍼

즐을 해결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 이론의 치명적인 결점인가?

파인이라면 그렇게 주장할 것이다. 파인은 자신의 관계주의 이론을 통해

동일성 퍼즐 및 자연언어 추론의 퍼즐 뿐 아니라 믿음 보고의 퍼즐에도

해결책을 제안한다. 이러한 해결책이 설득력 있는 것이라면 파인은 그점

을 근거로 관계주의가 경쟁이론으로 제안된 공지칭의 전제 이론보다 우

월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파인이 믿음 보고 퍼즐에 대해 내놓은 해결책은 불만족스럽다.

파인은 우선 믿음 보고의 대물 (de re) 독해와 대언 (de dicto) 독해를

구분한다. (Fine(2007), p.103)「β 는 α 가 � 라고 믿는다」꼴의 믿음 보

고는 대물 독해 하에서 α가 가리키는 대상에 �가 의미하는 속성을 부여

하는 믿음만 있으면 참이 된다. 그러므로 대물 독해 하에서는 α 대신에

그것과 공지칭하는 다른 표현 α’ 로 교체하더라도 믿음 보고의 진리치가

그대로 유지되며, 따라서 (3)-(4)와 같은 믿음 보고의 퍼즐이 발생하지

않는다. 믿음 보고 퍼즐이 발생하는 것은 α 대신에 그것과 공지칭하는

다른 표현 α’ 로 교체했을 때 믿음 보고의 진리치가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는 대언 독해에서다. 파인은 대언 독해 하에서 (4)가 적절하지 않은 이

유는 영희의 이름 “아이유” 용법이 믿음 보고자의 “이지은” 용법과 조정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제안한다. 영희는 아이유가 가수라는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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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을 이름 “아이유”를 사용해서 표현할 것인데, 그때 영희의 “아이유”

용법은 보고자가 (4)에서 영희의 믿음을 보고하는 데 사용한 이름 “이지

은”의 용법과 조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영희의 “아이유” 용법

은 보고자가 (3)에서 사용한 이름 “아이유”의 용법과는 조정되어 있다.

파인에 따르면 바로 이 차이가 (3)과 (4)의 믿음보고들의 진리치 차이를

낳는다.

파인의 제안은 믿음 보고가 어떠한 면에서 특별한지에 대해 자연스럽

게 생각될 법한 아이디어를 포착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프레게가 믿음

보고의 내포절에서 이름의 지시체는 그것의 일상적 뜻이라고 주장했던

것을 상기해보라. 뜻이 인식적 의미요소이자 지시체를 제시하는 방식이

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그러한 주장은 믿음 보고가 단순히 믿음 담지자

가 어느 대상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 담지자가 그 믿음을 가지면서 어떤 방식으로 그 대상을 인식하고

있는지까지 말해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이는 꽤 그럴

듯한 생각이다. 영희가 아이유가 유명하다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

게 여겨지지만 영희가 이지은이 유명하다고 믿는다고 하는 것에는 거부

감이 드는 것에는, 영희가 아이유가 유명하다고 믿을 때 그를 ‘이지은’에

대응되는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직관이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파인은 영희가 대상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면서 대상을

지칭하는 데 쓸 이름과 믿음 보고자가 영희의 믿음을 보고하면서 대상을

지칭하는 데 쓸 이름이 대상을 같은 것으로 표상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영희가 대상을 인식하는 방식을 보고자가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어야 한

다는 이 직관적인 생각을 자신의 이론 안에서 구현하려고 한다.

파인이 제안하는 해결책이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가 답해야 할 중요한 질문은 대체 언제 서로 다른 두 사람의 이름 용법

이 조정되어 있는가, 즉 언제 그 용법들이 대상을 같은 것으로 표상하는

가 하는 것이다. 파인은 프레게주의자가 하듯이 그 용법들이 같은 뜻을

가지면 대상을 같은 것으로 표상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뜻 혹은 제시방

식에 대한 언급 없이 저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파인은 이름 용법의 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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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ivation)에 호소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듣

고 그 이름을 처음으로 사용하게 됨으로써 이름 용법을 얻게 된다. 한

사람의 이름 용법이 다른 사람의 이름 용법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것

을 출생에 비유한다면, 두 용법이 직계 조상-자손 관계이거나 두 용법이

공통의 조상을 가지고 있을 때 두 용법 사이에 지칭 경로가 있다고 할

수 있다.56) 파인은 두 이름 용법 사이에 지칭 경로가 있는 경우에 두 이

름이 간주관적으로 조정되어 있다고 볼 수다고 제안한다.

이름 M과 N 사이에 한 이름으로부터 다른 이름으로 가는 정합적인 지칭

경로가 있다면 두 이름은 간주관적으로 조정되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57) 대언 독해에 대한 우리의 이론에서 이러한 조정 개념을 사

용함으로써 가능한 모든 퍼즐 사례들에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Fine(2007), p.113)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름 용법이 화자에서 화자로 전달될 때 그 지시체가

보존된다는 것에는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이름 용법이 화자 간에 전달

56) 파인 자신이 제시한 형식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름의 개인적 용법들의 나열 M1, M2, ... , Mk (k ≥ 1)을 M=M1, N=Mk이고

i=1,2, ... , k인 각 i에 대하여 Mi가 Mi+1로부터 파생되었거나 Mi+1이 Mi로부터 파

생되었을 경우 M부터 N까지의 지칭 경로라고 부르자. 지칭 경로는 이름이 한 화

자로부터 다른 화자로 전달되는 경로를 제공한다.” Fine(2007), p.113.

57) 정확히는 두 이름 사이에 정합적인 지칭 경로가 있는 경우에 두 이름이 간주관

적으로 조정되어 있다고 제안한다. 두 이름 간의 지칭 경로가 정합적인 것만으로

제한되는 것은 파데레프스키 사례의 문제를 배제하기 위해서이다. 2장의 2.3에서

타쉑의 논증을 소개하면서 다뤘던 파데레프스키 사례를 상기해보라. 피터는 정치

인 파데레프스키와 피아니스트 파데레프스키가 동일 인물이 아니라고 믿고 있다.

이때 스미스가 피터가 정치인 이야기를 할 때 피터에게서 처음으로 ‘파데레프스

키’의 이름 용법을 얻었고, 찰스가 피터가 피아니스트 이야기를 할 때 피터에게서

처음으로 그 이름 용법을 얻었다면, 나중에 스미스와 찰스가 만나 대화한다고 하

더라도 파데레프스키에 대해 서로 분명하게 동의하거나 반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배제하기 위해 파인은 지칭 경로에서 동일한 사람에게 속하는 두

별개의 이름 용법이 지칭 경로에 포함되면 그 지칭 경로는 정합적이지 않다고 정

의한다. 방금 설명한 문제적 사례에서 스미스의 ‘파데레프스키’ 용법으로부터 찰

스의 ‘파데레프스키’ 용법으로 가는 지칭 경로에 피터라는 동일인물의 두 분리된

‘파데레프스키’ 용법들이 포함되므로 스미스와 찰스의 용법 사이에는 정합적 지칭

경로가 없게 된다. Fine(2007), pp.112-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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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때 어째서 화자가 그 이름을 통해 대상을 인식하는 방식까지 전달된

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인가? 또 인식 방식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

름 용법의 전달이 어떻게 믿음 보고자의 이름 용법과 믿음 담지자 이름

용법을 조정하여 보고자가 믿음 담지자의 대상에 대한 인식을 적절하게

표현한 것이 되게끔 해주는가? 파인의 제안에서는 이러한 중요한 의문들

이 답변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믿음 보고 퍼즐에 대해 파인이 제안한 해결책이 불만족스러운 더 큰

이유는 믿음 담지자의 이름 사용은 믿음 보고의 적절성에 핵심적인 요소

가 아니라는 것이다. 믿음 담지자가 단칭 믿음을 가지면서 꼭 대상에 대

한 이름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 믿음 담지자는 서로 다른 상황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대상을 인식했을 수 있으며, 그 결과 대상에 대한

두 믿음을 가지면서도 그 두 믿음에서 나타나는 대상들이 동일하다는 것

은 알지 못할 수 있다. 이때 믿음 담지자가 이를테면 대상을 직접 목격

함으로써 대상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라면, 담지자가 대상을 지

칭하는 어떠한 이름 용법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파인 역시도 이 가능성을 잘 알고 있으며, 이 가능한 경우에 발생하는

믿음 보고 퍼즐을 ‘대물 버전’(De re version)이라고 부른다. (Fine(2007),

pp.95-96) 파인은 파데레프스키 사례를 통해 대물 버전의 퍼즐을 제시한

다. 정치가이자 피아니스트인 파데레프스키에 대해서, 피터는 그가 피아

니스트라는 믿음과 정치가라는 믿음을 각각 가지게 되지만 그 피아니스

트가 정치가와 동일 인물이라는 것은 알아채지 못한다.

그러나 피터가 이름 [‘파데레프스키’]의 분절적 용법을 가지고 있다고 가

정하거나 심지어 파데레프스키를 가리키는 어떤 이름이라도 가지고 있다

고 가정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터가 콘서트 홀에서 파데레프

스키의 연주를 듣고 그가 피아니스트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후에 피터

가 파데레스프키를 정치 집회에서 관찰하고 그가 정치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동일 인물이라는 것이나

심지어 “파데레프스키”라고 불린다는 것도 모르면서 말이다. (p.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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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믿음 보고자가 “피터는 파데레프스키가 피아니스트라고 그리고 파

데레프스키가 정치가라고 믿는다” 라고 보고한다면 이는 잘못된 보고일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저 보고는 순전히 대물적인 의미로 읽지 않는다

면 잘못된 것일 것이다. 피터는 파데레프스키에 대해 피아니스트이자 정

치가인 사람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이다.

파인은 피터의 경우를 약한 의미의 대언 독해를 통해 설명하려고 한

다. 저 보고에서 두 이름 “파데레프스키”는 같은 것으로 표상한다. 하지

만 저 보고에서 보고되는 피터의 두 믿음은 파데레프스키를 같은 것으로

표상하지 않는다. 피터는 자신이 본 피아니스트와 정치가가 동일인이라

고 생각하지 못한다. 파인에 따르면 이러한 같은 것으로-표상(조정) 패

턴의 불일치가 피터에 대한 저 믿음 보고가 부정확한 이유이다. 보고자

의 이름들의 사용과 피터의 “관점들” 사이에 있어야 할 조정 패턴의 일

치가 부재하고 있는 것이다.58)

하지만 믿음 담지자가 대상에 대한 이름 없이 대상에 대해 분절된 믿

음들을 가지는 경우가 위의 피터와 같은 경우에 국한되는 것 같지는 않

다. 믿음 보고의 부적절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파인이 피터의 경우를

설명한 방식이 적용될 수 없는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과 같은 가상의 사례를 고려해보자. 어느 나라의 왕자가 사정이

있어서 부랑아 행세를 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보라. 에드워드는 국왕의

막내아들이지만 모종의 정치적 음모를 피하기 위해 궁정을 떠나 있다.

그는 어느 가난한 마을에서 거지 고아 행세를 하고 있으며 그 마을에서

‘톰’이라고 불리고 있다. 그 마을에 마크라는 사람이 사는데, 마크는 이름

과 관련해서는 기억력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에드워드’ 라는 이름도 ‘톰’

이라는 이름도 사용하지 못한다. 하지만 마크는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이

야기를 바탕으로 국왕의 가장 어린 자식인 왕자가 있으며 현재 실종 상

58) 파인은 이러한 조정 패턴의 일치를 ‘합동-조정’(co-coordination)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피터]를 파데레프스키가 음악적 재능이 있다고 믿으면서 파데레프스키

가 음악적 재능이 있지 않다고 믿는다고 보고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도 이름의 사용들 사이에 (혹은 피터가 파데레프스키를 부를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보고자의 이름들의 사용과 피터의 대상들에 대한 “관

점” 사이에) 필요한 합동-조정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Fine(2007), pp.10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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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라는 것을 믿고 있다. 또 마크는 마을에 고아인 거지가 있으며 그 거

지가 보기 드물게 예절이 바르다는 것을 믿고 있다. 마을에는 수녀원이

하나 있는데, 그 수녀원의 수녀들은 톰의 정체를 알고 그를 도와주고 있

다. 어느날 마크는 수녀원에 잡역부로 일하러 갔다가, 수녀들이 녹초가

되어 쓰러진 톰을 간호해주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다. 또 마크가 그 장면

을 목격하는 것을 부원장 수녀가 목격한다. 부원장 수녀는 놀라서 원장

수녀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에드워드가 지금 여기 있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우리가 에드워드를 돌봐주고 있다는 것

도 알고 있어요.”

부원장 수녀의 믿음 보고에서 두 이름 “에드워드”는 대상을 같은 것으

로 표상한다. 또 역시 보고의 대상인 마크의 두 믿음에서도 대상은 같은

것으로 표상된다. 마크는 자신이 수녀원에서 지낸다고 믿는 남자와 수녀

들이 도와주고 있다고 자신이 믿는 남자가 동일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

다. 즉 부원장 수녀의 이름 용법과 마크의 관점들 사이에 파인이 말한

합동-조정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원장 수녀의 믿음 보고

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다른 믿음 보고 퍼즐 사례들에

서처럼 부적절성의 직관을 거짓임의 근거로 받아들인다면 저 보고는 거

짓이라 할 수 있다. 마크가 에드워드라는 대상에 대해 저러한 대물 믿음

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 믿음들이 하나의 대상에 대한 것으로 통합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마크의 사례는 파인이 대물 버전의 퍼즐에 적용하는 약한 의미의 대언

독해를 통해 설명될 수 없다. 마크의 사례에서는 보고자와 믿음 담지자

사이에 합동-조정이 성립하는데도 믿음 보고가 부적절하다. 그렇다고 파

인이 합동-조정 개념 대신 간주관적 조정 개념을 동원해서 설명하는, 더

강한 의미의 대언 독해를 통해 설명될 수도 없다. 파인은 간주관적 조정

의 조건을 이름 파생을 통해 특징지었는데, 마크는 부원장 수녀의 ‘에드

워드’ 용법과 정합적인 지칭 경로에 있는 ‘에드워드’ 용법 같은 것을 가

지고 있지 않다. 사실 마크는 에드워드를 가리킬 어떠한 이름의 용법도

가지고 있지 않다.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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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파인이 믿음 보고 퍼즐에 대해 내놓은 해결책은 해명이

필요한 사례들의 일부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다 앞

서 지적했듯이 파인이 내놓은 해결책에 동원되는 간주관적 조정 개념,

즉 이름 용법 파생을 통한 간주관적 조정 개념이 어떻게 해서 성립하게

되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므로 믿음 보고 퍼즐

에 대한 파인의 해결책은 불만족스러우며, 프레게 퍼즐에 대한 의미론적

관계주의 해결책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60)

나는 본 논문에서 믿음 보고 퍼즐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지 않

다. 하지만 공지칭의 전제 이론이 믿음 보고 퍼즐을 해결해주지 못한다

는 것이 그것이 화용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지는 않는다. 공지칭의 전제 이론은 다만 두 종류의 프레게 퍼즐 중

한 종류에 대한 해결책인 것이다. 나는 믿음 보고 퍼즐 역시 화용론적으

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믿음 보고 퍼즐을 의미론적으로 해결하

려고 시도한 프레게주의와 의미론적 관계주의가 둘 다 성공적이지 않다

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믿음 보고 퍼즐이 화용론적

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이상 논증하는 것은 본 논문의 범위를

넘는다. 그러한 논증을 제시하고 믿음 보고 퍼즐에 대한 화용론적 설명

을 제안하는 것은 추후의 과제라 할 것이다.

59) 마크의 사례에서 부원장 수녀의 믿음 보고가 왜 부적절한지는 확실치 않다. 믿

음 보고는 맥락에 따라 보고자와 믿음 담지자가 대상에 대해 대략적으로 유사한

믿음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적절해지는 것 같기도 하다. (특히 부원장 수녀

의 보고가 정확하기 위해서는 마크가 보고되는 저 믿음들을 가지면서 어떤 의미

에서 에드워드를 왕자로 표상해야만 하는 것처럼 보인다. 즉 어떤 특정한 유형의

외양으로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다.) 여기서 보여주고자 한 논점은 파인이

믿음 보고의 퍼즐에 제시한 해결책이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믿음 보고의 적절성

에 요구되는 것이 대상에 어떤 속성을 부여하는 믿음이 존재하는 것에 더해서 보

고자와 믿음 담지자가 대상을 표상하는 방식 간에 어떤 조화가 이루어져있는 것

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더라도, 파인이 그 아이디어를 충분히 잘 구체화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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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ge's puzzle has been posed as a major challenge for

referentialism. The puzzle consists of two problems: 1) accounting for

the difference in cognitive significance between identity statements, 2)

accounting for the difference in truth-value intuitions between

belief-reports. In Frege cases, the sentences are identical except that

one of the two coreferential names occur in one sentence whereas the

other of the names take the corresponding place of the other

sentence. Fregeans account for the difference between those sentences

by positing distinct senses for the coreferential names. In contrast,

referentialists cannot appeal to intrinsic semantic differences between

the coreferential names to account for the difference in cognitive

significance or in truth-value intuitions; for they hold the Millian

thesis that the only semantic content of a name is its referent. The

challenge presented to referentialists is to provide a plausible

alternative explanation of the puzzle cases.

Kit Fine has recently proposed that we meet the Fregean challe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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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his new theory, semantic relationism. Fine rejects Fregean

sense, and holds that there is no intrinsic semantic difference

between coreferential names; thus he is a referentialist. Still, Fine

maintains that there are relational semantic differences between

corefential names. He introduces representing as the same as a

stronger synonymy relation which does or does not hold between

coreferential names; and he explains Frege-cases in terms of

representing as the same.

In the thesis, I review semantic relationism from a critical

viewpoint. I particularly focus on failure of transitivity argument,

which is a powerful argument semantic relationists present against

Fregeanism. It is common in recent papers to say that two terms de

jure corefer when Fine would say that the two terms represent the

object as the same. De jure coreference has to be an equivalence

relation if Fregeanism is right. Yet, there are cases where transitivity

of de jure coreference fails; and if so, de jure coreference cannot be

an equivalence relation. Therefore, Fregeanism is wrong. Pinillos, who

is a semantic relationist, present examples where de jure coreference

holds in a non-transitive manner in a single discourse. I argue that

Pinillos-cases are genuine counterexamples to Fregeanism. I also

propose a new theory that de jure coreference is to be explained in

terms of presupposed coreference. With my new theory, I analyze

Pinillos-cases and solve Frege's puzzle of identity. And I show that

the theory of presupposed coreference is superior than semantic

relationism as a solution of Frege's puzzle.

keywords : Frege's puzzle, semantic relationism, de jure

coreference, failure of transitivity, presupposition, Kit F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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