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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는 어떤 행위의 도덕적인 옳고 그름올 도덕 원리 에 비추어 판
가름하듯이 ， 특정 상황에서 이루어진 의사소통올 일정한 기준에 비추
어 성공적이었다거나 성공적이지 않았다고 평가한다. 그렇다면 우리
의 도덕적 사고와 행위콜 규율하는 원리들이 규범적인 성격을 지니
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사소통을 지배하는 원리툴 역시 규법적인 성
격올 지닌다고 말하는 것 또한 자연스러워 보인다. 이렇게 자연스러
운 생각의 바탕에 는 의사소통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객관적인，
또는 공적인 기 준이 존재 한다는 직관이 깔려있다. 통상적으로 이 객

관적인 기 준 노릇을 한다고 여겨지는 것 이 바로 의 미라는 존재자이
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나 문장들이 지칭하는 대상틀이 객관적인
특성을 지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미 역시 객관적 · 공적인 특성올
지니는 것이라 여겨진다. 만약 의사소통을 화자가 발화한 문장이나
단어의 의미가 청자에게 이혜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연， 의미에 관
해 공적 으로 주어진 규칙들이 존재하며 ， 이 규칙들올 우리가 올바르
게 준수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의사소통의 성공 여부도 판가름된다는
것이 의사소통의 규범성에 대한 한 가지 직관적인 설명 이 될 수 있
을 것 이다.

이 글의 목표 중 하나는 바로 이 직관적인 설명에 반대하는 것이
다. 의사소통 과정에 는

우리의 이성적 행위와 관련된 다양한 규범들

이 포항되어 있다. 이 는 기본적으로 화자와 청자 사이의 의사소통이

일정한 목적 아래 진행되는 이성적 행위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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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의 규범성이 의미의 규범성과 언제나 연관되어 있는 것이라
면， 우리 는 일단 의사소통에 포함된 다양한 규범성 가운데 순수하게
의미의 규범성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
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화자에게 어떤 표현올 잘못 사용했다고 지적

할 때， 과연 그가 의미에 관한 규칙을 잘못 준수했다고 지적하는 것
인지 는 의심스럽다. 오히려 의사소통 과정에 중첩되어 있는 규범성
가운데 특별 히 의미의 규범성이라고 할 만한 것을 추려내는 것이 어
려워 보인다 나는 이 글에 서 의사소통의 규범성을 설명하기 위해 공

적 언어와 같은 존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 의사소통의 규범성이 특
별히 의미에 관한 규범성이 아니 라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마지막
으로 의사소통에 관한 통상적인 설명에 대한 대 안 노릇을 할 수 있
는， 하나의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의사소통의 규뱅성에 관한 한 가지 설명
이 절 에서 는 본격적인 논의 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글에 서 ‘규범성’

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를 명확히 하고 이렇게 파악된 규범성과 의
사소통이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x가 규

범적이다’라고 말할 때 우리 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단 ‘규
법적’ (normative) 이라는 표현이

‘기술적’ (descripti ve) 이라는 표현에

대비되어 사용된다는 정올 명확히 하자. 예컨대 ， 자연법칙이 세계를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지를 묘사하는 기술적인 법칙이라면， 도덕 법
칙은 우리가 실제로 어 떻게 행하는지를 기술하는 법칙 이 아니라 우
리가 행해야 할 바를 규정하는 규범적인 법칙이라는 것 이 통상적인
대조이다. 나는 이 통상적인 대조에서 드러냐듯， ‘규범적’이라는 술어
를 귀속시킬 수 있는 대상 x를 법칙이나 원리 또는 규칙에 한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흔히 규범성의 필요조건으로 제시되
는 위반 가능성 또는 오류 가능성 역시 판단하거나 행해야 할 바가
법 칙 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생겨 나는 가능성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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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사실 (fact) 이나 사건(event)과 같은 대상은 그 스스로 무엇인가
를 기술하는 것아 아니라 오히려 법칙과 같은 것에 의해 기술되어야
하는 대상이며 ， 이들이 그 자체로 기술적 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색
해 보인다 1 )

‘ 기술적’이라는 술어를 귀속시킬 수 있는 다른 한 가지 유력한 후
보자로 판단(judgmen t) 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는 특정
판단이 ‘규 범적’이~}는 말의 의미가 애매해진다는 난점이 생긴다. 만
약 우리가 위반 가능성이나 오류 가능성만을 염두에 둔다연 우리가

내리는 어떤 판단이든 개념적으로는 오류일 가능성이 열려있으므로
규범적인 판단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술적/규

범적이라는 애초의 대조가 무의미해지게 된다. 도덕 판단과 비인지적
태도의 밀접한 연관을 강조하는 윤리학자들이 개별 행위자의 도덕
판단이 지닌 규뱀성을 지적하기는 하지만 이때 ‘규범성’은 오히려 처

방성 (prescriptivity) 과 같은 것을 의 미하며 어떤 행위자의 도덕판단
이 그의 동기부여 (motivation) 내지 그의 행위와 밀접한 개념적 연
관을 맺고 있다는 것 이상을 의미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개별 주체의
판단은 법 칙 이나 원리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평가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여겨지 는 것 이 가장 자연스러우며， 개별 주체가 내리는
각각의 판단들이 법칙과는 별도로 우리가 행해야 할 규범을 제시하

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어색할 것이다.
이상의 분석에 따르면 ‘규범성’은 기본적으로 법 칙/원리/규칙이 그
법칙을 준수할 수도 있고 위반할 수도 있는 불완전한 인식/행위 주
체와 맺는 관계에 적용되는 술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초적인

1)

어떤 의 미에서 법칙 이나 원 리 자체가 규범 적 이 라고 말하는 것 역 시 적절하
지 않아 보인다 규범적인 법칙은 분명 행 해칠 수도 있고 행 해지 지 않을

수도 있는， 따라서 위반할 수 있는 것 이 기는 하지만 이 위반 가능성은 법
칙 자체가 아닌 인식 또는 행위 주 체 의 불완전함에 기인하기 때 문이 다 예
컨대， 신과 같이 완전한 존재자에게 논리적 볍칙이냐 도덕 법칙과 같은 것
은 규범적인 법칙이 아널 것 이 며

기껏 해 야 규 범적이면서 동시 에 기술적인

볍칙일 것이다 볍칙 이 신과 같은 존재 자에게 적용될 경우에 조차 법칙 자
처|가 규법적 이 라는 직관올 굳 이 유지하고자 한다연， 오류 가능성 또는 위

반 가능성이 규범성의 필요조건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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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는 규범적인 법칙/원리/규칙올 통해 규제되는
현상， 활동， 과정들이 마찬가지로 규범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심성 (mentality) 에 대한 데이빗슨(D. Davidson ) 의 접근에서
심직 내용의 귀속 과정이 규법적이라고 불혈 수 있는 。l 유는， 그 과

정이 자비의 원리라는 규법적인 원리

즉 “합리성이라는 구성적 이

상”에 비추어 우리가 마땅히 타인(나아가 우리 자신)에게 귀속시켜야
할 바를 제시하는 원리에 의해 규제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의미
에 대한 크립키 (S. Kripke) 의 접근에서 의미 현상이 규범적인 이유

는， 우리가 특정 표현올 어떤 대상이나 사태에 적용하는 활동이， 의미
규칙에 의해， 즉， 그 표현올 통해 우리가 “의미할 바" (would

mean)

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해야 할 바"(should mean)를 제시하
는 규칙에 의해 규제되기 때문이다.

의사소통이 규범적 현상이라는 직관 역시 부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우리는 분명히 의사소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거나， 청자가 화자
의 발화를 잘 이해했다거나， 대화 참여자들 간에 의미가 잘 전달되었
다는 식으로 개별적인 의사소통들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
한 평가가 가능하려면 일단 의사소통이 일정한 법칙/원리/규칙에 의
해 규제되고 우리가 이 들을 올바르게 따르거나， 따르지 않을 수 있다
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모든 의사소통올 규제할 수 있는
일반적인 원리와 같은 것 이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해 쉽게 대답하기
는 어려워 보인다. 개별적인 의사소통들은 각각 다양한 목적 아래 진
행될 수 있으며，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무수히 많은 것들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직관적으로 보기에 가장 설득력이 있는 설명은， 의사소통의 규범성
이 전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결정적으로는 의미의 규범성에 기인한다

는 설명일 것이다. 요컨대， 어떠한 목적을 지니는 언어적 의사소통에
서든 화자는 일정 표현들(단어든 문장이든)을 발화함으로써 우리의
믿음， 욕구， 소망 둥을 전달하며 청자는 화자가 발화한 표현들을 통
해 화자가 전달하려는 믿음 욕구 소망 둥올 이해한다. 이때 청자와

화자를 매개하는 것은 바로 해당 표현이 지닌 의미이며， 이 의미에
관한 규칙 자체가 규법적이기 때문에 의사소통 역시 규법적인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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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닌다는 것이다.
그런 데 어떤 표현 이 지닌 의미가 청자와 화자의 의사를 매개할 수

있으려면 그것은 공적인 성격을 지녀야 한다. 만약 의미라는 것 이 개
인적 내지 는 주관적인 것에 불과하다연 의미 가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방도가 없을 것이기 때 문이다. 그렇다면， 앞
서 제시된 설명이 더욱 설득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의미가 공적인 특
성 을 지닌다는 것까지 요청해야 할 것처럼 보인다. 그렇 다면 의미는

어떤 측면 에서 공적 인 특성올 지니 는가? 더잇 (M . Dummett) 이나 위
긴스(D. Wiggins) 와 같은 철학자들에 따르면， 이는 특정 표현이 지
닌 의미가 화자와 청자가 속한 언어 공동체 차원 에서 이미 정해져

있다는 측면 에서 그렇다. 나아가 언어라는 것은 각 개인들이 지닌 개
인 언어 (idiolect) 가 중첩 된다거나 공유된 결과라고 묘사될 수 없으며 ，

오히려 개인 언어에 선행 하는 것이라고 간주되 어야 한다. (Dummett

1974, Wiggins 1997)

이들의 접근에 따르면， 의미에 관한 규범적 규

칙이 의사소통의 규범성을 보장하고 어떤 표현올 지배하는 의미 규
칙은 그 표현 이 속해 있는 공적인 언어에서 결정되 므로， 궁극적으로
는 공적 언어 자체가 의사소통의 규범성과 동시에 의사소통의 가능
성 역시 설명하는 셈 이다 이러한 발상은 의미의 본성이 개체의 심적

상태 내부에 있지 않다는 점과 의미가 본성이 사회적으로 탐구되어야
한다는 점올 강조하는 퍼트넘(H. Putnum) 의 의미 외재론(meaning
extemali sm) 이나， 의미는 물론 심적 상태 일반의 본성이 개체가 처
한 물리적 · 사회적 환경 에 의존한다는 버지 (T. Burge) 의 반-개인 주
의 (anti -individu alism) 와도 상당한 친화성을 지닌다.
공적 언어 이론가들의 주장대 로 의사소통의 가능성이 공적 언어
또는 공적 의미의 존재에 달려있다는 주장이 참이라면， 공적 언어가
의사소통의 규범성도 설 명할 수 있다는 주장도 상당한 설득력을 얻
올 수 있올 것 이 다. 그러나 과연 〈공 척 언어 〉 와 같은 개념이 우리

의 언어적 활동을 설명하는 데 필수적 인 개념인 가? 이어지는 절 에서
는 이 개념이 언 어에 대한 탐구에서 그리 유용한 개념이 아니라는
총스키 의 주장을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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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적 언어에 대 한 츰스커 의 비 판
〈공적 언어〉와 같은 개념에 대한 춤스키의 비판을 한 마디로 요
약하자연， 이 개념이 언어에 대한 과학적 또는 자연주의적 탐구에 아
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언어에 대한 과학적 설명에서 아무 역

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굳이 언어에 대해 특별히 과학
적인 이론올 수립하고 싶어 하지 않는 논자들이나l 언어에 대한 과학
적 설명보다 철학적인 설명이 우선한다고 주장하고 싶은 논자들에게
는 춤스키의 비판이 그리 유효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

나 나는 총스키의 비판이 이렇게 제한적인 측면을 지닌다고 생각하
지 않으며 ， 언어에 관한 어떤 형태의 탐구에서든 〈공적 언어 〉 및

이와 동류의 개념들올 도입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고려해야 할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생각한다.2)
언어학자인 춤스키의 탐구 대상은 물론 언어야지만 이때의 “언어”
는 일상적 개염 〈 언어 〉 에 해당승}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 대한 과학

적 탐구를 위해 고안된 언어 개념， 그가 도입한 <1- 언어 〉 에 해당하

는 것이다씨 총스키에

따르면， 인간의 두뇌에

언어능력(Ianguage

faculty) 과 같은 것이 구현되어 있다. 이러한 능력을 가정하지 않고
는 지 극히 제한된 언어적 자료들로부터 아이가 어떻게 무한한 문장
올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닐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타의 신체 기관들이 환경의 영향을 받아 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이의 언어능력 역시 아이가 처한 특수한 환경의 영향
을 받으면서 성장한다， 아이의 언어능력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게 되

2)

총스키 스스로가 자신의 공적 언어 비 판이 합의 하는 바에 대해서 정확히
어먼 생각올 하고 있는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어떤 문헌에서는 이 개염 자
처l 가 언어에 대한 어떤 형태의 이해에서든 펼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Chomsky 2000: 31) 다른 문헨 에 서는 언어에 패한 자신의 과학적
탐구가 퍼트념 식 의 샤희 언어적 가설과 양립 가능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
야기하기 때 문이다. (Chomsky 1986: 18)

3) 이 른바 ‘방법 론적 자연주의’ (methodological naturalism)에 따른， 과학적 개 념
들 과 상식적-일상적 개념 틀 에 대한 홈스키의 선명한 구분과 <1-언 어〉 깨 녕
의 개략에 대해서 는 강진호(2010:

112-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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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마침내 무수한 언어적 표현들을 기술할 수 있는 계산체계를 지니

게 된다. 총스키는 어떤 사랍의 언어능력이 초기상태에서 이렇게 성
숙한 상태로 이행한 것 을 들어 그 사람이 언어에 대 한 지식을 가지
게 된 것 이라 표현한다. 다시 말해 어떤 개인이 언어 플 안다는 것 은

곧 그의 마음/두뇌가 일정 상태 S 에 있다는 것올 의미한다. 이때 이

언어는 특정 개인의 것이라는 점에서 “개인적" ( individualsí디c) 이며，
그 개인의 내적 상태 ， 즉， 마음/두뇌에 구현되어 있다는 점에서 “ 내

재적"(íntemali sti c) 이다. 홈스키는 이런 의미의 언어 를 “ [ - 언어”라고
부른다. 1- 언어가 과학적으로 흥미로운 탐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
유는， 이 언어가 모든 인간에 게 보떤적인， 종 차윈 의 속성 이기 때문
이다 ↑ )

<1 - 언어 〉 개념은 < E - 언어 〉 개념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다.
총스키에 따르면 E- 언어라는 구성물은 “마음/두뇌의 속성들과는 독
립적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E- 언어의 관점에서 본 언어는 “어떤

종류의 행위 또는 행동의 모음 (또는 체계 ) "이다.

(Chomsky 1986:

2이 만약 우리가 E - 언어 관점을 채택하면 문법 은 파생적인 개념이
된다. 콰인 ( W.

V. O.

Quine) 의 접근에서 두드러지 듯 이， 어떤 문법이

든 그것 이 주이 진 E - 언어 플 올바르 게 기술하는 한 이 론척으로 동동

하며 ， 이론적으로 동퉁한 문법 가운데 어떤 것 이 참인치 를 골라낼 수

있는 인 지 적 근 거가 없기 때문이다. 반면 1 - 언어 관점 을 채택했을 때
문법 (츰스키가 “보편 문법”이라고 부르는 것 )은 1 - 언어에 관한 이론이
다. 그리고 1 - 언어처 럽 내재화된 구조가 존재한다연， 문법 이론에 관
해서 여타의 과학 이 론들과 마찬가지로 참/거짓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바로

이

점에서

‘I’ 의

다른

한 가지

의미，

즉

내포적

( inten síonal) 이 라는 의미가 따라 나옹다. E - 언어 는 외연적으로 동등
한 무한한 문법 체계에 의해서 올바르게 기술될 수 있지만. [ - 언어에

4)

언 어 능력 이 개인적이라뉴 언급과 모든 인간에 게 보편적인 옥성이 라는 언급
온 얼 핏 모순되 는 것처럼 틀 린 다. 그 러 나 나의 활의 존재가 나의 내적 속
성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의미에서는 개인적이 지 만， 모든 인간이 팔을 지
니고 있다는 의 미 에서 깐 보편적이라는 점을 상기해보면! 이 언급 틀이 모순
되지 않논다뉴 깃 욕 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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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오직 하나의 문법만이 참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적 언어 역시， 만약 그런 것 이 있다면， 개인의 마음/두뇌 상태와
독립적으로 이해되거나 기 술될 수 있다는 의미에 서 E- 언어 이다. 그
렇다연， E - 언어 얼반에 대한 솜스키의 비 판은 공적 언어에도 그대 로

적용될 수 있는 비판이 된다. 언어에 대한 과학적 탐구에서 E- 언어

가 아닌 l- 언어 관점올 채택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1 - 언어 관
점이 더욱 “현실적” 이기 때 문이다. 즉 탐구의 초점을 l- 언어로 옮기

는 것은 “[첫째] 인공적 구성물이 아닌 실제 대상에 대한 탐구로，
[둘째] 우리가 ‘언어’ 또는 ‘언어에 대한 지식’올 통해 일상적 용법에
서

실제로

의미 하는

(Chomsky 1986: 28)

것에

대한

탐구로의

이행”이기

때 문이다.

첫째 논점은 상대적으로 분명하다. E - 언어에

상웅하는 현실의 대상이 없으며， 있다고 해도 자연과학적 탑구의 대

상으로 적철하지 않은 대상이라는 것이다. 툴째 논점은， 우리가 일상
적으로 “ 언어 를 안다”고 말할 때 ， 외재적 대상으로 파악된 언어， 즉，
무한한 수의 문장올 안다거나 행통 성향올 안다는 것 올 의미하는 것
이 아니라 언어를 형성하는 규칙들 예컨대 문법적 규칙들을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51

나아가 총스키는 E- 언어 일반에 대한 비 판이 아닌， 오직 공적 언

어만을 겨냥한 비판을 따로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비판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공적 언어〉가 너무 일상적 · 상식적인 개념이
라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이 개념 이

<... 끈처 에

산다>，

<... 와

닮

5) 홈스키가 위 인용문에 서 언급하는 ‘규칙’은， 비 트겐슈타인-크핍키의 철학적
논의에 둥장하는 ‘규칙’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홈스키는 어디까지나 언
어에 대한 과학적 탐구를 진행하고 있고. 과학적 탕구는 규법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어떤 의미에서 든 언어에 관한 규칙올 준수하
고 었다연 이때 의 ‘규칙’ 용 자연 l겁칙과 같용 것올 의미할 것 이 다. 그 러나

자연볍칙은 인간 유기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쉰 기술하는 법칙일 뿐아지，
우리가 행해야 할 바릎- 알려주는 규법적인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자연 우리가 크립키가 이야기하는 규칙융 준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규칙플 ‘따른다’거나 ‘따르지 못했다’는 표현은 목적흔적 구조를 갖
는 일상적인 언어 사용의 한 예일 뿐이 며

과학척 탐구의 판정에서 보면

비유적인 표현 에 불과하다. 크립 키의 규칙 준수 논의 에 대 한 몫스키 의 비
판으로는

Chomsky (1986: Ch.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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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와 같은 개념 들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총스키가 보기에 이
개념들이든 〈공적 언어 〉든 그 자체로는 어떠한 고정된 범주도 지칭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를 바가 없다. 흔히 공적 언어에 호소하는
이 론가들은 공척 언어가 확렵되 어 있는 공동체， 공동의 문화， 나아가

전문가에 대한 복종과 같은 것올 강조하지만 실상 공동체 l 문화， 복

종의 패턴과 같은 것은 인간의 삶에서 용갖 방식으로 확립되어 있으
며 우리가 ‘언어’라고 부르는 것과 특별한 관계를 지니지 않는다. 만
약 이 공동체， 문화， 복종 둥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현상들올 탐
구하고자 한다연， 사회적 · 정치적 · 문화적 요인틀까지 남김없이 포괄
하는 이론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올 특별히 언어

에 관한 이론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노릇이며 심지어 자연주의적 탐
구의 산물로 보기에도 어려울 것 같다
총스키가 보기에， < 공적 언어 〉 개념이나 이와 연관된 〈 언어 공동
처1 > 과 같은 개념 들은 한 번도 정합적으로 정식화된 적이 없으며， 이

개념을 사용하는 사랍이 지닌 특수한 관심이 명시되지 않는다연， 별
내용이 없는 개념이다. 그러나 이렇게 맥락 의존적이고 관심 의존적
인 개념은 과학적 탐구를 위한 도구로 쓰일 수 없다. 이 절을 시작
하면서 언급했듯， < 공척 언어 〉 및 관련 개념틀에 대한 총스키의 비판
의 골자는， 이 개념 들이 언어에 관한 어떠한 설명에도 개입하기 어 렵
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개념들에 의존하여 언어나 의미에 접근하려
는 어떠한 시도도 공허할 수밖에 없다만약 〈 공적 언어 〉 및 관련 개념들이 언어에 대한 탐구에서 이용
가능한 개념들이 아니라연 이 개념에 암묵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의미 외재론 역시 심각한 타격올 입을 것이다.6)
돼트념의 의미 외재론의 한 축인 “언어적 노동 분업 가셜”에 따르면
어떤 용어의 외연 올 고정하는 것은 바로 그 용어에 대한 전문가들올

포함한 공동체 전체의 “사회언어적 상태”이다. (Putnam 1975: 146)
퍼트넘은 여기서 명시적으로 〈 공동체〉 및 〈사회 〉 의 개념올 언급하
6) 공적 언어를 요청한다고 해서 퍼트념 식의 인파적 지성 이돈쓸 용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더잇 (Dummett 1974)은 표해게의 뜻 개념이 지닌
역할을 공동제 차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공석 언어갚 요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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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츰스키는 이 개념들이 ， (언어에 대한 과학올 “모든 것에 관

한 탐구”로 확대시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언어에 대한 이론적 탐구
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도구일 수 있는지를 의문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앞 절에서 이미 살펴본 바 공적 언어의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공적 언어가 우리의 의사소통에 대한 직관적인 설
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만약 개개
인이 지닌 믿음 · 생각의 내용이나 그들의 발화가 의미하는 것이 공

적으로 접근 가능한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의
사를 정확히 전달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춤스키가 보

기에는， 언어적 의사소통을 설명하기 위해 딱히 공적 언어와 같은 것
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흔히 언어가 지녔다고 여겨지는 사회적 요인
들은 개인주의적， 내재 적으로 재해석될 수 있으며， 우리가 언어를 통

해 그에 조금씩 가까워지는 고정된 존재자[공적 언어]가 있다고 가정
해봐야 언어에 대한 이해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 1- 언어가 지닌 초기 자질의 동일성으로부터 생각이나 의미의

공적 특성과 같은 것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초 기 자질을 넘어서는
영역에서 생각이나 의 미 의 특성은 상황과 관심에 따라 변한다.7>
물론 총스키는 의사소통 이론을 수립하려고 핸 것 01 아니라 의

사소통의 가능성에 관한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의사소통
이라는 현상은 언어에 대한 지식이 아닌 언어의 사용과 관련된 현상
이며 ， 인간의 이성적이고 자유로운 행위의 일부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 총스키의 견해이다. 냐는 공적 언어를 요구하지 않는 의사소통
의 가능성에 대한 그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이 글의 한
가지 관심사인 의사소통의 규범성을 설명하는데도 마찬가지로 공적
언어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칠 것이다. 우선， 이어 지는 절들에
서는 의사소통의 규범성에 대한 의미 외재론 식의 설명과 위긴스의
설명을 비판하도록 하겠다.

7)

이 절 에서 다룬 춤스키의 벼판은
종합적 으로 정리한 것이다.

Choll1sky(2000:

특히

Ch. 1, 2,

6) 의 논의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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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마 외재 론과 의미의 규법 성 ?
우리는 앞 절에서 공적 언어에 대한 총스키의 비판이 의미 외재론
에도 상당한 합축을 지닌다는 것을 보았다. 이 절에서는 퍼트념과 버
지의 사고실험을 중심으로 의미의 규범성에 대한 외재론적 그리고

반- 개인주의적 설명올 비판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 물론 이들이
영시적으로 의미의 규범성올 설명 대상으로 삽고 있는 것은 아니지

만， 이들 모두가 (i) 특정 표현이 지닌 의미에 대해서 일종의 규범이
나 객관적인 기준이 개인(또는 개체) 외부적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것
을 인정하고，

(ii) 이 객관적인 의미에 대 한 완전한 이해의 소유 여부

를 기준으로 “전문가”와 “평균적 화자"(average speaker)를 구별하

며，

Cii i) 평균적인 화지들과 전문7까 하나의 언어 공동체에 속한다는

사실 덕택에 평균적 화자들이 전문가들과 일종의 복종적인(deferentiaD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이 관계를 통해 평균적 화자 개개인이 의미
를 불완전하게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표현올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올 인정한다. 그렇다면 퍼트념이나 버지 역시， 만약 의
사소통의 규범성을 설명하고자 한다연 2절에서 제시한 의미의 규범
성 모댈을 채택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워 보이며， 실제로 의미의 규

범성은 이들 이론의 한 가지 귀결인 것처럼 보인다.
퍼트념이 그의 쌍퉁이 지 구 사고실험을 해명하는 데 개입하는 전
제를 살펴보자. 그에 따르면

내가 유리잔의 불올 가리키며 물에 대

한 예시적 정의를 할 때 나는 내가 가리키고 있는 액체가 나를 비롯
한 언어공동체의 화자들이 다른 경우에 ‘물’이라고 부를 대부분의 물

질과 일정한 통일성 관계를 맺는다고 전제한다. 퍼트남이 보기에 이
때의 통일성 관계는 과학적 탐구에 의해 밝혀질 수도 있고 미래의
탐구에

의해 파기될 수도 있는 이 론적

관계이다.

(Putnam 1975:

141 - 2) 물론 내가 누군가와 ‘불’이라는 표현올 사용하여 대회를 할
때 나는 나와 대화하는 사람이 ‘물’이라고 부를 물질을 가리킨다고
전제한다는 정도라면 퍼트념의 지적은 우리의 대화에 대한 올바른

기 술(desc끼 ption) 일 수 있다. 그러나 퍼트념이 요구하는 것은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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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것이며， 이 요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심스렵다.
첫째， 만약 내가 퍼트념의 지적을 만족시키려면 일단 나를 비롯한
언어공동체의 화자들이 누구인지를， 다시 말해， 내가 속해 있는 공동
체가 도대체 어떤 공동체인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예컨 대 ， 나와 같

은 화학 교과서로 물의 화학적 구조가 H써라는 것을 배운 사람틀인
가?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랍들의 집단인가? 아니면 지구인 전체인
가?)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너무 과도한 것처럽 보인다. 앞 절에서
살펴본 총스키의 비판이 옳다면 내가 ‘물’올 사용하면서 특정 공동체
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 이 사소한 의미에서는(둘 이상의 개인이라
는 의미에서) 사실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내가 어떤 공통체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는 해당 용어 를 사용하는 나의 판심이나 대화의
맥락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물론 ‘물’이라는 단어가 한국어라는 사실은 나의 관심이나 대화 맥
락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나 물의 화학적 구조를 밝혀낸 전문가
는 한국어 화자가 아니었고， 물이 HZ()라는 사실용 비단 한국어 사용
자 공동체뿐 아니라 다양한 언어 공동체 사이에 공유되는 과학적 진

리이다. 우리가 ‘물’의 객관적인 의미를 위해 물에 관한 전문가에게
호소를 해야 한다고 할 때

그 전문가가 반드시 한국어 사용자일 필

요가 있는가? ‘물’이 한국어라는 바로 사실 때문에 그 전문가를 18세
기 유럽에서 발견한 과학적 사실을 최초로 한국에 수입해온 한국의

과학자로 한정해야 하는가? 분명한 것은 ‘ water’, ‘eau’, ‘ Wasser’,
‘물’ 둥이 동일한 물질올 지칭하는 명사들이라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표현이 다른 언어에 속한다는 이유로 이들 용어에

관한 전문가를 따로따로 설정해 야 한다는 것은 셜득력이 없는 것처
럼 보인다. 한국어에 농통한 화자 S가 ‘물’의 의미에 관해 그가 복종
해야 할 전문가(이 전문가는 한국어 사용자일 것이다)가 누구인지를

안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이 화자 S가 영어륜 배우기 시작하여
‘ water’라는 표현융 배우고， 이 표현이 한국어 ‘물’과 같은 의미를 지
닌다는 사실을 배웠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이 화자는 이제 ‘물’의
의미를 아는 만큼 ‘ water’의 의미도 잘 알고 있다. 이때
‘ water’가 영어 단어라는 사실 때문에

단순히

그가 복종해야 할 전문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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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사용자로 바뀌어야 하는가? 만약 우리가 이 맥락에서 이야기하
는 ‘전문가’가 사전화자를 가리킨다면 ‘물’과 ‘ water’에 관한 전문가가

각각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퍼트념이 염두에 두
고 있는 전문가는 사전학자가 아니라 과학자이다.
둘째， 동일성 관계가 이론적 관계여야만 한다는 퍼트념의 요구 역
시 기술적으로 옳지 않아 보인다. 내가 수영장의 물과 그 표면에 떠
있는 이물질들올 가리키연서 ‘수영장의 불이 더럽다’고 할 때， 내가

과연 물의 화학적 구조를 두고 그것을 더럽다고 한다고 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나의 말을 듣고 이해하는 화자 역시 ‘물’올 나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와 화자가 염두에 두고
있는 액체가 굳이 이론적으로 동일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물론 대
화 참여자들이 확실히 이론적 관계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맥락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컨대

물올 알코올로부터 구

별하는 경우) 이는 우리가 ‘물’올 통해 특정 물질을 지칭하는 다양한
맥락 중 극히 일부의 맥락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퍼트넘은

맥락에

대한

고려사항과는

독립적인

동일성

(identity) 기준이 필요하며， 단순히 물이 지닌 표면적 성질들만으로
는 우리가 ‘물’로써 가리키는 액체의 진정한 통일성옴 확보하기에 충

분하지 않다고 지적할 수 있다. 예컨대， 물에 색소를 첨가해서 만든
액체에 대해서 그 액체가 물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려면 그 액체의 표
연적 성질이 아니라 화학척 구조를 살펴보아야 하며， 이 작업올 하는
것이 바로 과학 이론이라고 반박할 수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언어적 노동 분업과 언어 공동채 내의 전문가들
이 수행하는 역할이 분명해진다. 물론 교육 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물’의 경우에는 우리가 물의 화학적 구조가 HzO 라는 것올 알며， 실
제로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서 배운 물의 전기분해실험을 통해 이 사
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다른 많은 용어틀의 경우에는
사정이 ‘물’처럼 좋지는 않다. 예컨대， 금을 식별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균적인 화자들은 각 용어가 가리
키는 대상의 이론적 통일성을 확정해줄 수 있는 전문가들에게 호소
내지 복종해야 한다. 한 용어에 대한 개별 화자들의 이해가 들쭉날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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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통일한 것올 지칭하여 의사소통에 성공하는
것도 바로 전문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물론 이러한 답변은 개별적인 의사소통의 맥락적 특정들과 별개로
용어가 지칭하는 고정된 존재자가 있다는 가정에서만 가능하다. 그러
나 ‘물’이 언제나 H20를 지칭한다고 한다고 해도 앞에서 제기된 의
문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다， 앞서 제시된 수영장 물의 예로 돌아
가， 이 상황에서 대화 참여자들이 전문가에게 물어 이 물이 H20 라는
사실을 밝혔다고 하자. 이것이 이들의 대화에서 어떤 설명적 역할을
하는가? 화자는 ‘물’로 수영장의 표면을 지칭했고 청자 역시 화자가
지칭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다. 만약 이련 방식으로 이틀
사이에 지칭체의 통일성이 확보가 되었다변， 그리고 퍼트넘의 논중이

물의 동일성을 확보하여 물에 관한 이들의 의사소통의 가능성을 설
명하려는 것 이었다면， 청자와 화자가 의식하지도 않는 ‘물’의 화학적
구조가 이들이 방금 수행한 의사소통에서 도대체 어떤 설명적 역할
을 할 수 있는지 역시 보일 수 있어야 한다. 화자와 청자틀 사이의
일치가 의사소통의 성공을 설명하는 것과는 별도로， ‘물’의 객관적인
의미가 이 설명에 기여하는 바가 있는가? 이때 ‘물’의 객관적인 의미

가 화자와 청자의 일치를 설명할 수 있다는 간접적인 설명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화자와 청자는 분명히 ‘물’이 수영장의 표면을 지칭한다

는 것에 일치를 한 것이지， ‘물’이 HzO 라는 것 에 대해서 일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문제와는 별도로 회트넘의 사고실험에서 홍미로운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만약 퍼트념이 도입하는 전문가가 표현의 객관적인 의미 를
정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마땅히 다른 어떤 전문가가 아닌，

의미에 대한 전문가여야 할 것이다. 그런 데 퍼트념이 요청하는 전문
가는 ‘의미’를 전문적으로 탐구하는 사전학자나 분석철학자가 아니라
오히 려 용어의 의미에는 별 관심이 없이 세계를 경험적으로 탐구하
는 과학자이다. 그렇다면 퍼트념 식으로 평균적인 화자들이 ‘물’이나

‘금’이라는 표현올 잘못 이해한다거나 불완전하게 이해한다고 할 때，
평균적 화자들이 불완전하게 지니고 있는 것이 과연 의미에 대한 지
식인가? 오히려 물이나 금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올 결여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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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이 더욱 이 사람들이 무엇올 잘못 알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 아닌가? 만약 나의 지적이 옳다면， 이는 평균적 화자들이 결여
하고 있는 것은 빽히 의미에 관한 지식이 아닐 수 있다는 결론에 대

한 단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고유하게 의미에 대한 규범성이라는
개염 자체가 성립 하지 않게 된다.
이제

버지 의

사고실험(Burge 1 979) 으로 넘어가자.R) 퍼트넘과의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버지 역시 심적 내용의 본성이 고립된 유기

체 내지 물 리 척 의식으로 고려 된 개체 외부에 관한 물 리적 · 사회적
환경에 의존한다는 것올 논증하기 위해서 관절염에 관한 사고실험올
제기 한다. 나는 버지가 “사회적 환경” 이라고 부르는 것에도 퍼트념의
“언어 공동체”에 대해서와 마찬가지의 의문이 제기 휠 수 있다고 생

각한다. 만약 버지가 자신이 염두에 두고 있는 사회적 환경이라는 것
의 외연을 명확히 한정하지 않는다면 앞서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어
떤 것이든 사회적 환경으로 간주될 수 있올 것 이다.
그런데 이 는 버지로서 는 용납하기 어 려운 귀결인 것처럼 보인다.
버 지는 그의 사고실험이， 주체가 불완전하게 이해하는 개념을 그 내

용으로 포함한 심적 상태나 사건올 귀속시키는 것이 직관적으로 가
능한 어떤 경우에 도 확대 적용훨 수 있다고 본다. 그러 나 만약 사회
적 환경이라는 것이 명확히 한정되지 않는다연， 나의 이해는 때 로는
불완전한 것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완전한 것 이 될 수 있기 때 문에 ，

버지가 염두에 두고 있는 사례들이 고정적인 범주를 형성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살펴 보자. 버지가 제시한 대로 내가 관절염 환
자로서， 관절 염 에 대한 전문 지 식올 지닌 의사 앞에 가서 ‘관절염’ 이

라는 말을 사용할 때 나는 이 말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를 지닌 것으
로 간주될 수 있다. 이때 최소한 의사와 내가 함께 있으므로 우리는
같은 사회적 환경에 있다. 그런데 내가 어린아이에게 관절염이라는
병이 어 떤 병인지를 알려주는 맥락에서 ‘관절염’이라는 말을 사용한

8) 사실 버 지는 자신의 반-개인주의가 공석 언어의 존재 윤 전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지만， 앞 젤에서 지적한 것처럼 단지 〈공적 언어〉라는 개념만
이 의심스떼운 것이 아나라，<공동체〉 및 〈샤회〉 풍 언어 에 대한 당구 외

적인 요인올 포합하는 모든 개념 듬· 이 의심스러훈 것이다.

162

월 확논구 째 38집

다면 이때 나는 의사와 이야기할 때와는 다른 사회적 환경에 있으며，

따라서 관절염에 대한 완전한(또는 충분한) 이해를 지니고 있는 것으
로 간주될 수도 있다. 버지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나와 어린아이 모

두가 전문가의 이해에 비추어볼 때에는 ‘관절염’에 대한 불완전한 이
해를 지니고 있다고 말하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러나 버지가 이렇게

반박하려면 그는 과연 어떤 의미에서 나와 아이와 의사 모두가 같은
사회적 환경에 처해있다는 것인지를 명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만
약 버지가 설득력 있는 공동체의 개별화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가 말하는 〈사회적 환경 〉 이라는 것 역시 특별한 이론적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소한 개념이 될 것이다.
물론 버지는 여전히 (i) “많은 경우， 인지적 근거에서 ， 우리는 단어
[의 의미]를 해명하는 데 있어서 타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그리고

(ii) “우리가 지닌 개념과 의미의 개별화가 때로는 우리가 단어를 배
우고 우리가 단어들의 지칭체에 접근하기 위해 의존하는 타인들의

활동에 의존한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언어가 여전히 사회적이라는
점을 주장할 수는 있다 (B urge

1989:

29이 나는 (j i) 를 굳이 부인하

고 싶지는 않다. 다만 수영장의 물 예에서 보았듯， 내가 의존하는 타
인이 꼭 나와 같은 공동체에 있는 사람이라거나 나와 그의 일치와
별도로 존재하는 공적인 언어를 공유하는 타인이어야 한다는 것을
부인할 뿐이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언어는 사소한 의미 ， 즉， 둘 이상
의 개인들이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사회적이다，

그렇다면 (i) 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나는 우리가 타인에게 인지적
근거에서 복종해야 하는 경우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것이 단어의

의미를 해명하기 위한 것인지가 분명치 않다고 주장하고 싶다. 버지
의 사고실험에서도 주목할 만한 것은 버지가 염두에 두고 있는 ‘불완
전한 이해’가 딱히 표현의 의미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가 아니라는 것
이다. 사실 버지는 ‘계약’이라는 표현에 사고실험을 적용하면서 이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의 논점은 “사고 실험이 [의미와 형이

상학적 본질 사이의] 구별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사전
적 의미에 대한 오해에 의존하지 않는다. 우리는 의뢰인이 용어의 사
전적 의미를 이해했지만 법에서 그것이 핵심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올

의사소톰， 큐범생 ， 콩적 전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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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 11이 그렇 다면 우리는

버지의 사례에서 도 특별히 언어적인 것

[ 의미]에 관한 규범성 개념을 찾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나는 이 절에서 외재론석 그 리고 반-개인주의 적 관섬에서 채택하

는 〈 공동체 〉 나 〈사회적 환경 〉 과 같은 개념이 모호하다는 총스키식

의 비판을 발전시켰다. 만약 이 개념들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다면
이 개 념들은 사소해지거나 별다른 이 론적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
특히 퍼트념의 경우에 는 공동체와 그 공동체에 소속한 전문가를 통
해 객관적인 의미라는 것이 일상적 화자들 사이에 확보된다 하더라

도 그것 이 실제 우리의 의사소통에 관한 설명 에서 특별히 기여하는
바가 없어 보인 다. 그러나 가장 홍미 로운 발견은， 의미의 규범성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 외재론적 이 론들이 ， 고유하게 의미
에 관한 규범성올 포착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의미
의 규범성을 통해 의사소통의 규범성올 설명할 수 있는가? 의사소통
의 규범성을 설명하는 것이 사실상 세계 에 대한 지식의 규범성으로
대체되어야 하는가? 이 문제들에 대해서 는 마지 막 절에서 대 답할 것
이다.

5 공적 언어와 의마의 규범성 ?
이 절 에서 는 공적 언어에 대한 더빗 및 위긴스의 접근을 비판하면
서， 공적 언어가 의사소통에 대해 설명하는 바가 거의 없으며， 의사
소통의 규범성에도 합의하는 바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앞 절에서 보다
더욱 명확히 주장할 것이 다.
공적 언어를 통해 의사소통의 가능성을 설명하려는 더빗의 기 본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다.
“[한국 어 ]화자는 용어의 적용올 결정하는 수단에 대해 스스로
책임이 있다고 간주하며 또한 그 수단의 존재를 활용한다. 이 수

단은 [한국어] 화자들 간에 일반적으로 합의되 어 있거나 일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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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올바르다고 인정된다. 크립키가 언젠가 언급했듯이， 만약 단어
들이 개인들 간의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되려면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

(Dummett 1974: 424)

그러나 화자들이 스스로를 용어의 적용을 결정하는 수단에 대해

“스스로 책임이 있다고 간주"(hold himself responsible for) 한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올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하다. 물론 앞 절에서 살펴
본 수영장의 예에서 화자와 청자는 각자 자신들의 대화 상대자와 ‘물’

이라는 용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만약 이것이 스스로를
무엇인가에 “책임이 있다고 간주”하는 것이라면 나는 더빗의 제안을
인정한다. 그러나 왜 의사소통 당사자들 사이에서 용어의 적용을 결
정하는 수단이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화자들 간에 일반적으로
합의되어 있거나， 올바르다고 인정되어야 하는가? 앞 절에서 지적했
듯이， 이러한 설명은 기술적으로 정확하지 않으며， 굳이 이러한 용어
의 적용올 결정할 수단이 없어도 화자와 청자 사이의 의사소통을 설
명할 수 있는 것처럽 보인다.

이때， 특정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화자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올
바르다고 인정되는 기준을 부인해버리면 〈표준어 〉 와 같은 개념 자
체도 무의미한 것으로 부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두 가지 답변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표준
어라는 개념은 순수하게 의미론적 관점에서만 이해할 수 없는 개념

이다， 표준어는 서로 다른 지방들에서 통용되는 각각의 방언들을 국
가 차원에서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 제정되는 언어 얘 며， 한 나라의 정
치 · 경제 · 문화의 중심지에서 쓰이는 언어， 정치적으로 권력을 지닌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약간의 변형올 거쳐 표준어로 제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표준어 제정과 관련된 사회 · 정치적 요인들을 고려
하지 않고서는 〈표준 어 〉 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물론
어떤 표현의 용법에 관한 논쟁이 생길 때 우리가 표준어를 기준으로
시비를 따진다는 점에서 표준어라는 것이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사
람들에게 일종의 규범 노릇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규범성

은 표준어의 배경에 놓인 정치적 ， 사회적 맥락에서 기인하는 규범성

의사소톨， 쥬얻생 ， 콩적 얻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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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특별히 언어의 의미 자체가 지닌 규범성이라고 보기 어렵다. 만
약 표준어라는 것이 정규교육을 받은 대다수의 국가 구성원들이 사

용하는 언어라는， 국가의 중심지 에서 사용되는 언어라는， 나아가 정
치적 · 사회적 권력올 시닌 사랍들이 사용하는 언어라는 사실을 제외
하고도 표준어가 지닌 것처렴 보이는 규범성이 유지될지는 의문이기
때문이다.
툴째， 우리가 표준어를 의식하지 않는다고 해서 의사소통에 실패하
는 것은 아니다. ‘총각’의 예를 들어보자. 이 표현은 표준어에서 〈결
혼하지 않은 성안 남성 〉 올 의미한다. 그러나 상당수 젊은이 들 사이
에서 ‘총각’은 종종 〈 이성과 성관계를 한 번도 맺어본 경험이 없는
성인 남성〉이라는 의미로 시용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후자의 의미로
‘총각’올 사용하여 의사소통하는 사람들이 표준어라는 규법을 위반하
고 있기 때문에 이틀이 의사소통에 실패하고 있다고 평가해야 하는
가? 화자가 청자에게 특정 발화를 통해 자신의 발화가 의미한다고
여기는 바를 전달하려 하고， 청자가 이 발화를 이해하연서 이 발화의
의미를 화자가 여기는 바와 같은 것으로 여기 는 것이 의사소통의 성
공에 대한 개략적인 기준이라고 한다연 ‘총각’올 후자의 의미로 사용
하는 사람들이 의사소통에 성공한다고 말하지 않기는 어려운 일이다.

물론 표준어의 규범성올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 경우 화자들이 사
실상 ‘총각’의 올바른 의미를 알고는 있지만 의도적으로 잘못 사용하
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성공 역시 ‘총각’의 올바른 의미에 기
생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는 있다. 그러나 화자들이 ‘총각’이 표준어에

서 의미하는 것， 즉， < 결혼하지 않은 성인 남성 〉 이라는 의미를 아는

지 모르는지가 과연 의사소통의 성공과 관련이 있는가? 만약 이들이
정규 교육올 받지 않아서 첫 번째 의미를 모른 채 두 번째 의미로만

의사소통올 한다고 하면 이 들의 의사소통은 실패한 것이 되는가? 이
설명 역시 그리 호소력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나아가 이제까지의 논
의에 따르면， < 표준어 〉 개념 자체가 우리의 의사소통에서 아무런 설
명적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왜 공적 언어라는 것이 의사소통의 가능성 및 규범성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해 보이는가? 더빗은 공적 언어의 필요성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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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프레게의 뜻 개념이 지닌 주관성 옴 의식하고 었다. 더잇이 보
기에 프 레게의 뜻 개념을 받아들이면 하나의 고유명사에 다른 뜻올
결부시켜 사용하는 사람들은 엄격하게 말하자면 서로 다른 언어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단 하나의 고유명사에조차도 결부될 수 있는 뜻

은 무수히 많으며， 이 고유명사를 파악하는 사람마다 서로 다른 뜻올
결부시킨다연， 이툴이 그 용어릎 사용할 때 도대체 같온 것올 이해하

거나 전달한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의
사소통은 기적에 가까운 것이 될 것이며， 더잇이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도 이러한 상황인 것처럽 보인다.
그러나 더잇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의사소통이 기적적으로 보

일 필요는 없다. 1- 언어처럼 청 자와 화자 각 개인 들 이 지 니 고 있는
언어 는 특정 개인에게 국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이기는 하지만

그 언어가 개인적이라는 사실로부터 타인과 공유될 수 없다거나， 소
통 불가능하다거나 타인이 지닌 개인 언어 (idiolect) 와 중첩 (overlap)
될 수 있다는 것이 따라 나오지는 않기 때문이다. ‘개인 언어 ’의 ‘개
인.이 요구하는 것은 오직 그것이 개인 외부의 공동체나 집단에 본질
적으로 얽 매 인 속성들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이해 · 기술될 수 있다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오직 개인이 지닌 언어가 비트겐슈타인이 말하는
“사적 언어”와 같은 것일 경우에만 더잇의 우려가 현실화될 것이다.

게다가 우리는 이미 앞 절의 예를 통해 하나의 성공적인 의사소통올
설명해냈다. 화자는 ‘수영장의 물이 더렵다’를 통해 〈수영장에 고여
있는 물의 표연이 더럽다)2.}는 것을 의미했고， 청자 역시 화자의 발
화를 그와 같은 의미로 이 해했다. 이 때 〈수영장에 고여 있는 물의 표

연이 더럽다〉는， 화자가 자신이 발화한 문장이 지닌다고 여기는 의미
이며， 또한 청자가 화자의 발화한 문장이 지닌다고 여기는 의미이지，
그것이 공적 인 언어에서 지 니 는 의미가 아니라는 접 이 중요하다.9)

위긴스는 더잇과 마창가지로 “전체 언어는 개인 언어들이 방대한
규모로， 상향식으로 집적된 것으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는 관점

9) 헥(R. Heck) 역시 륙정 표현이 공적 언어에서 의미하는 바가 아닌， 그 것이
화자에게 의마한다고 여겨지 는 바가 의사소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다고 본다.

(Heck 2006a: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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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판하면서 〈공적 언어〉를 포기하는 관점에서는 일상적 화자들

의 목표가 무엇이라고 설명할지를 되묻는다.

.. 보통운 _u}

이해되는 것융 목표한다고 말할 깃이다， 그러나

이 것온 옳지 않다， 화자는 이해되는 것을 목표하지만， 아무 것이
나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고자 하지는 않는다. 그는 어떤 것올 전
달하는 것을 목표하지만， 가농하연 이 것을 말하는 것을， 그리고
이 것융 말하는 것으로 이해 되는 것을 목표한다

......

만약 공적 언

어와 같은 것이 없다연， 누군가가 단순히 청자에게 이러저러한 것
을 전달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과 그가 성공적으로

...

이러저러한 것올 공식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이해되 는 것의 차이
가 무엇이겠는가?"

(Wiggins 1997: 504)

나는 위긴스가 이 인용문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문제가 언어적 표
현이 의사소통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없어져 버리는 것의 문제라고
해석한다. 우리가 어떤 문장이나 단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 그것이 정말 언어적인 의사소통이라는 직관을 살리기 위해서 는
화자가 발화하는 표현의 의미가 수행하는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연 화자가 ‘물’이라는 표현으로 불을 의미하
든 술을 의미하든 화자가 청자에게 이해되 는 한에서 의사소통이 성
공적이라고 말해야 할 텐데， 이러한 의사소통을 굳이 언어를 통한 의
사소퉁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위긴스는 아마
도 특정 문장이나 단어가 공적인 언어에서 지니는 의미를 도입함으
로써 의사소통에서 언어가 차지하는 역할을 복원하려는 것처럽 보인
다. 즉， 화자는 특정 표현이 공적 언어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를 고려하여 그 표현을 발화( 해야)하며 ， 청자 역시 마찬가지로 화자

가 발화한 표현이 공적 언어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고려하
여 그 표현을 이해 ( 해야) 한다.
그러나 핵이 지적하듯， 위긴 스가 염두에 두고 있는 구별을 존중하

기 위해 반드시 공적 언 어 와 같은 것을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 다.
핵은 정상적인 의사소통의 경우와 예외적인 의사소통의 경우를 대조
하면서 ， 이들의 차이는 “이 대화들이 의존하는 의미에 관한 판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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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의 차이 ”라고 지적한다. 즉 “ 정상적인 언어적 의사소통의 경우에
는 판단의 원천이 개인의 언어적 능력이고，

비 정상적 인 경우에

는 이 판단이 다른 어떤 부분적으로 비 - 언어적인 원천올 지닌다”는
것이다. (Heck

2006a: 83)

여기서 핵이 의미에 관한 판단이라고 지

적하는 것들은 표현틀이 공적인 언어에서 의미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 내부에서 알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공적

언어가 수행할 수 있는 설명적 역할은 없다.
여태까지는 공적 언어적 관점과 개인 언어적 관점에서 모두 설명
할 수 있는 의사소통올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공적 언어의 불필요성
이 선명하게 부각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공적 언어의 불 필요성이
뚜렷하게 부각되 는 의사소통 상황들이 있다. 대 표적인 예가 바로 데
이빗슨(D. Dav idson) 이 제시한 언어의 오용(malapropi sm ) 이다. 데
이빗슨이 언어의 오용과 같은 현상올 논하연서 가장 주목하는 것은
청자가 。l 러한 표현을 이해하는 데 아무런 어려웅올 겪지 않는다는

것이다. 데이빗슨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철학적 반성올
통해 ， 의사소통의 성공에 필요한 것은 화자와 청자가 지니고 있는 진
행이론(passing theory ) 의 수령 외에 다른 것 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
친다.

<Davidson 1986: 26 1)

물론 화자와 청자 각자는 발화 및 발화

의 해석 과정에 개입하기 이전에 선행이론(prior theory) 올 준비하고
있올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의사소통에서 사용되 는 이론은 진행이론
이며， 이 이론에서 화자가 발화하는 표현의 의미는 개별 의사소통 상

황에 맞추어 조율된다. 데이빗슨이 예로 드는， ‘ a

nice derangement
선행이론에서는 그것이 <a

of epitaphs’라는 표현은， 비록 청자의
nice derangemenl of epitaphs> 를 의 미하더 라도
제로 사용하는 진행이론에서는

화자와 청자가 실

<a nice arrangement of epithe잉〉

라는 의 미 를 지닌 것으로 해석된다， 비록 진행이론에서 표현 이 의미
하는 것 이 일시적이고 심지 어 일탈적인 것으로 보일지라도， 데이빗슨
이 보기에 이들이야말로 이 의사소통 상황에서만큼은 (규약적 의미
와 구별되는)

“문자적"(literal)， 또는 “일차적 "(p끼 mary )

의미이며 ，

이 의미를 도입하지 않고서 선행이론만으로 언어의 오용이 포함된
의사소통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선행이론은 화자와 청자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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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공유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공적 언어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개별적인 의사소통 상황에 앞서 존재하면서도 화자와 청자의 의사소

통 상황 내에 서 공유될 수 있어야 할 것이나， 데이빗 슨에 따르면， 이
러한 언 어에 대한 이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1 0)

그러나 공적 언어의 존재를 주장하는 사랍들은 여전히 의미의 규
범성에 호소할 수가 있다. 즉

데이빗슨이 에로 제시하는 상황이 지

극히 일탈적이고 예외적인 의사소통 상황에 불과하며 ， 따라서 공적
언어에 비추어 교정되 어야 할 상황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분명히 이
상황에서 의사소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직관이 있기는 하지
만， 이 의사소통 상황에서 화자가 문자 그대로 말을 ‘오용’했다는， 즉
말올 ‘잘못’ 사용했다는 직관도 분명 히 존재하며 이 직관올 설명하기
위해서는 공적 언어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

로 데이빗슨이 자신의 논의를 언어의 오용과 같은 상황에만 국한시
키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그의 지적이 사실상 모든 일상적인 의사소
홍 상황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데이

빗슨에 대한 특수한 해석을 옹호하지는 않겠다 11 ’
나는 데이빗 슨이 제시한 상황이 단순히 일상적으로 혼치 않은 상
황이라는 사소한 의 미에서 비 정상적이라는 점에는 동의하며， 분명히

우리가 언어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도 동의한다. 그러
나 그 자체로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언어의 사용이 있는가? 데이

10) ul 록 데이빗 슨이 “언어라는 깃은 없다” 는 도 만죄인 주장올 하띤서 염두에
두고

있 는 UI 딴의

대상이

푸이스(D. Lewis) 의

규약주의적

언어괜Lewis

1985) 이기 는 하지만 우리가 여태 논의한 공적 언어 역시 철학자뜰이 “체
계적이고， 공유되고， [의사소동에 앞서 l 준 11) 된’‘

(Davidson 1986: 254) 것이

바 여져온 언어라는 점에서 얼마든지 데이빗 슨의 표적이 될 수 있흘 것이
마. 데이빗슨에 따르연， 결팍 친맹이환이든 선행이판이든 앞의 새 가지 속
성올 모두 만족시키는 이판이 된 수 없기 때문이다.

11 ) 심제로 데이넷슨이 이 논푼에서 표준적 그링에 디l 한 반례륜 서l 시한 것이
아니라. 일상직 의사소통 상황에 대한 대안적인 관점을 제시했나논 해석
이 있다， 이 해석에 따르면， 데이빗슨이 이 논문에 서 주장하고 있는 바는
의미꽁에 대힌 화용판의 친]휴로 여겨질 수 있으며 . 말해진 것에 다양한
화용론적 요인이 개입한다는 ”!락주의의 기분서인 아이디어와 상똥하논
깃으로 여겨전 수 있다.

(Barbcr 2004:

19-2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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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슨이 예로 든 상황에서 화자가 사실은 남들보다 더 우스광스러운

말을 하여 사람들을 웃기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고 하자. 이
경우에도 화자의 발화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든다. 화자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펼수적인 수

단 가운데 하나를 취했고， 따라서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해냈기 때문
이다
물론 의사소통의 정상적인 목적(예컨대， 정보 전달) 과 비정상적인

목적을 구별하여，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한 정상적인 의사소통 상황에
서는 공적 언어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정상적인 의사소통과 비정상적인 의사소통을 구별할
수 있는가? 더욱 근본적으로， 공적 언어라는 이론적 존재자의 역할을
드러내기 위한 필요 이외에 ， 우리가 정상적인 의사소통의 목적과 비
정상적인 의사소통의 목적을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는 어

떤 대상(예컨 대 ， 나뭇가지)을， 불올 지피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 사
냥을 하는 데 쓸 수도 있고， 집을 장식하는 데 쓸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다양한 사용의 목적 들 가운데 어 느 것 이 정상적인 목적이고， 어느
것이 비정상적인 목적인지를 구별할 수 있으며， 구별할 필요가 있는
가? 나는 우리가 가능한 어떤 의미에서든 의사소통의 정상적/비정상
적 목적을 구별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빈도의 차이(예컨대， 정
보전달올 목적으로 삼는 의사소통이， 다른 목적을 지닌 의사소통보다
수적으로 매우 우세하다는 변에서 ) 에 의한 사소한 의미의 구별이라

고 생각하며 ， 이러한 구별은 어떤 평가적인 함축도 지니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만약 나의 생각이 옳다면， 데이빗슨이 예로 든 상황 역시

엄연히 의사소통의 정당한 형태이지 교정되어 야 할 형태의 의사소통
이라거나 예외적인 의사소통이 아니며， 따라서 의샤소통 일반의 가능
성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가들이 반드시 고려해야만 하는 피설명항
가운데 하나이다.
이상의 논의는， 의사소통의 규범성이라는 것이 단순히 의미의 규범
성만￡로는 환원될 수 없는 많은 요인을 포함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우리는 이미 의미 외재론자들이 말하는 “불완전한 이해”가， 딱히 의
미에 관한 불완전한 이해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보았다. 이제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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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이 논점을 탐구해보자. 규범적인 현상에 특징적인 것 중 하나
는 우리가 판단 주체 또는 행위 주체를 일정한 근거에서 비난 또는
비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의사소통의 실패를 들
어 누군가를 비판할 때， 우리가 그를 정확히 어떤 근거 에서 비판할
수 있는가? 의샤소통이 제대로 이 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 의사소

통에 참여한 화자나 청자를 비판하거나 교정 하고자 할 때， 우리는 과
연 그가 의미를 잘못 사용했다는 바로 그 근거에서 비판하는가? 물
론 우리들 각자가 더빗의 지적대로 공적인 언어에 대해 “스스로 책
임이 있다고 간주”한다연 이 근거에서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앞서 더잇의 묘사가 기술적으로 정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나는 오히려 다음과 같은 설명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화자는

청자에게 무엇인가를 단언 · 명령 • 질문하려는 목적이나 욕구를 지니
고 있었는데 이 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화자가 그와 청자가 처한 대화

상황에서， 자신이 전달(communicate) 하려고 하는 바를 가장 잘 전
달할 수 있는 언어적 표현을 선택 · 발화하는 것이 최선의 수단이었
다. 그러나 화자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리고 자신이 전달하
려고 하는 바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게 해주는 표현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언어적 표현을 선택

· 발화하였다 그런

데 이 설명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과연 화자가 의미에 관한 규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했다는 점인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이 사람이

수단-목적 합리성 (means -end rationality) 의 원리라는， 인간 행위의
구성적 (constitutive) 원리를 따르지 못했다는 점이 문제인 것이다.
만약 위와 같은 설명이 옳다면

의사소통의 규범성은 의미의 규범성

과 같은 것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이 인간 행위의
일부라는 사실로부터 따라 나오는 것이다 1 2)
이에 대해 공적 언어 이론가들은 해당 표현이 공적 언어에서 지니
는 ‘객관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화자가 자신이 전달하려고 하는

12) 풀론 수단-목적 합리성 원리는 의사소통에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규범
중 하나의 규범일 뿐이다. 의사소통온 윤리적으로‘ 정치적으로， 나아가 법
적으로 올바르거나 올u~르지 못하다고도 평가될 수 있으며， 예의범절에

맞지 않는다고 평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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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게 해주는 언어적 표현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두 가지 답변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위에 제시된 ‘총각’의 경우에서 보았듯， 의사소
통에 성공한 화자와 청자 사이에 공유된 표현의 의미가 반드시 그
표현이 공적 언어에서 지니는 의미일 필요는 없다. 암시 (insinuating)
의 경우에는 오히려 해당 표현이 공적 언어에서 지니는 의미와는 상
당히 다른 의미를 지니지 않을 경우에만 의사소통이 성공적으로 이
루어지게 된다. 화자와 청자가 특정 표현의 의미에 관하여 일치했다
는 사실은， 적 어도 그 특정한 의사소통상황에 대해서만큼은， 어떻게
화자와 청자가 의사소통에 성공할 수 있었는지를 가장 정확히 ， 그리
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사실이다.
둘째， 특정 표현이 화자가 전달하려고 하는 바를 가장 잘 전달하
는지는 대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공적인 의미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특정 표현이 개별적인 대화 상황과 독립적으로
지니는 객관적인 (그리고 상당히 고정된) 의미가 있기에 대화 참여자
들이 이 객관적 의미를 자신의 발화에 반영하여 의사소통을 진행한

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 이러한 견해를 수용한다연 의사소통은
그저 사전올 찾아가며 알맞은 의미를 지닌 표현들을 찾아낸 후， 그

표현틀을 곧장 발화하고 이해하는 경직된 과정으로 간주될 것이다.
그러 나 우리는 실제로 대화 상대방과 우리 자신 사이에 공유되는 대

화의 목적， 상대방이 지닌 다양한 배경적 가정들이나 지식들올 고려
하여 특정 표현의 발화가 이 대화 상대에게 어떤 의미로 간주될 것
인지를 (최소한 암묵적으로는) 고려하는 것처럼 보인다.

공적 언어의 유효성을 부정하는 헥 역시

최소한 정보 교환올 위

한 의사소통과 관련해서는 의미 규범 (semantic norm) 의 존재를 유
지하고 싶어 한다. 예컨대

그는 “[관절염에 관해 의사와 상담하고

있는 환자는] (i) 그가 의사와 정보를 교환하고 있고

(iil

그가 참된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한 의미론적 규범에 종속된다”고 주장한다 1 :3)

13) 인용문의 항목 (i)에서 ‘의사’ 는 사실상 환자와 용어 를 다르 게 사용하고 있
는， 대다수의 화자들을 대변하는 것이다. 핵 은 환자가 대화률 나누는 다른

많은 사람틀 이 다르 게 용어 를 사용하는 경우에 도 환자가 자신의 용볍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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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ck 2α)6a: 80) 그러나 나는 헥이 제시한 두 가지 조건들이 특별

히 의미에 관한 규범성올 위한 조건으로서는 전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의미론적 규범에 종속된다’를 ‘인식적 규범에 종속된다’로

대체해 도 별다른 이상이 생기는 것 같지 않기 때 문이 다

6. 의사소통의 규범성에 대한 다른 한 가지 시각
앞 절의 말미에서 나는 의사소통의 규범성이 의미의 규범성으로부

터 따라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간의 이성적 행위의 일부라는
사실로부터 따라 나오는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의사소통올
행위의 일부로 보는 시각은 어떻게 보연 생소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말함으로써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오스틴(]. L. Austin) 이 래의 전통
에서 보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시각으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런데 인간 행위에 는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하고 복잡한 목적이 개입해
있다. 단 하나의 행위에도 여러 가지의 규범성이 적용될 수 있으며，
그 행위 가 다양한 욕변 에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용 부인 할 수 없 는
사실이다. 우리가 의사소통 일반에 적용되는 단일한 법칙/원리/규칙과

같은 것올 찾기 어려운 것도 마찬가지 이유 때문인 것 처 럼 보인다 1 41
나는 오히려 개별적인 의사소통 각각에서 화자와 청자가 일치하는
것에 중점올 두는 데이 빗슨의 접근이 훨씬 합당한 접근이라고 생각

한다. 이 접근에 따르면， 우리는 각각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맥락
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과 화자와 청자가 지닌 배경적 믿음들에 대한
정보들이 없이는 의사소통을 설명할 수 없다. 즉， 화자가 특정 표현
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청자가 그 표현올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설명

고집할 경우 찬왼 믿음윤 얼지 못하꺼l 휠 깃이라는 정음 염두에 두고 있
기 때 문이다.

14) 물론 대부분의 의사소똥이 목적올 지닌 행위라는 것읍 받아들인다연， 우리
는 최소한 수안-목적 함리성의 원러가 의사소통에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
다. 그러 나 이깃은 일정한· 복직올 지닌 우리의 행위 인반에 적용되는 왼라
이지， 의사소통이나 언어적 의미에반 관련되 는 원려 로 보가에단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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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다. 또한， 나는 이러한 정보들에 대한 고려 없이 어떤 표현
사용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공허하며 반직관적이라는 것올 앞에서
주장했다. 공적 언어와 같이 균일한 메 커니즘은 이렇게 가변적 이 고，
복잡다단한 정보틀을 제공할 수 없다. 물론 의사소통과 유관한 정보
들은 대화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오직 일회적인 의사소통만을
설명하는 데 그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이상올 만족시키는 의사소통
이론이라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냐는 회의적이다.
흥미로운 것은， 의사소통을 설명하는 데 요구되는 다양한 정보들

이， 인간의 몽짓이나 소리를 행위로 해석하는 데에서도 거의 똑같은
설명적 역할올 한다는 점이다. 3 절에서 제시된 수영장의 예에서， 내
가 구체적으로 어떤 맥락에 있는지 에 대한 정보에 따라 나는 단순히
수영장의 물 상태에 대한 기술하는 것으로 해석 될 수도 있고， 타인에

게 수영장에 들어가지 말라는 조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수영장의 물올 깨끗이 치우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될 수도 있다. 또한， 나의 발화가 어떤 행위로 해석되는지에 따라 그
행위가 그 맥락에서 적철했는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기준도 달라질
수 있올 것이다.

또한， 행위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구조가 의사소통올 해석하고 평가
하는 구조와 본질적으로 통일해 보인다. 두 경우 모두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이용 가능한 중거들에 비추어 행위자나 화자가 지닌(다고

여기는 것이 합당한) 믿옴과 욕구를 재구성합으로써 그들의 행위나
발화를 합리화(rationalize) 하며 ， 이렇게 재구성된 믿음과 욕구에 비

추어 이들의 행위가 합리적이었는지 비합리적이었는지를 가늠하기
때문이다.1 5)

나의 시각에서 는 특별히 언어적인 것이 의사소통에서 수행하는 역

15) 비슷한 관접에서， 핵옹 그라이스적인 대화 합축흘 말생시키는 것도 대화
격률(conveπational maxim)틀의 구체적 내용이 아니라， 바로 대화자들이 이

성적인 행위릎 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한다. (Hcck 2006b: 24-26) 화
자에게 무엇인가가 기대되며 화자도 이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화자의
행위가 이해 불가능했다는 사실이 대화 함축올 말생시키는 뼈심적인 요건
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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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결국 위긴스가 우려한 바대로， 즉

우리의 의사소통이 언어적인 것이라는 직관이 결국 사라지고 마는
것 아닌가? 그러나 위긴스의 우려가 현실화된다고 하면 정확히 무엇
이 문제인지를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위 긴스의 가정과 달리 나는

언어적인 것과 버 - 언어적인 것의 구별이 그다지 선명하지 않다고 생
각한다. 물론 청자와 화자가 특정한 언어적 표현이 각자에게 무엇을
의미하리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의사소통을 시작하는 것은 사실이며，
의사소통의 성공을 설명하는 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이 표
현이 각 당사자에게 의미하는 바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실
때문에， 표현의 언어적인 의미가 마치 표현 그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 정작 발화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비 - 언어적인 것에 대한 무수한 정보들이기 때문이다. 계속 데
이빗슨 식의 접근(나아가 발화를 통해 말해진 것에 대한 맥락주의적
인 접근)을 고수하자변， 우리는 각 대화 상황에 현저한 비 - 언어적인
정보를 참고하지 않고서는 오히려 진행이론에서 일치할 수 없으며，

발화의 규약적 의미 자체는 상대방의 말한 것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서 우선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우리가 ‘일상
적인 경우’ 또는 ‘보통의 경우’라고 부르는 경우처럼 발화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는 화자와 청자 사이에 이
미 많은 비 - 언에적 정보들이 공유되어 있어 굳이 이 정보들을 참고
하지 않으면서 대화를 나누어도 의사소통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는 경

우들이다 앞서 보았듯， 정상적인 경우와 예외적인 경우의 차이를 의
미에 관한 판단의 원천이 언어적인 것인지 비 - 언어적인 것인지 여부
에 따라 설명할 수도 있지만 ( 핵의 설명) 나는 언어적인 것과 비 - 언
어적의 구별이 뚜렷하지 않으며

오히려 두 경우의 차이는 비 - 언어

적인 것에 대한 정보가 지닌 상대적 안정성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낯선 사람보다는 이미 상당히 대화를 나누어본 사람들， 가
까운 사랍들과 더욱 용이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것 역시 그들과 우리
가 대화 상황에서 가정하는 비 - 언어적 정보틀이 상당히 안정되어 있
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정보들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를
냐누고자 한다면， 우리는 다양한 비 - 언어적 정보들을 참고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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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이러한 정보들이 없다연 의사소통의 성공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이미 데이빗슨이 그의 논문 말미에서 이 러한 취지의 제안을
한바있다
“우리는 언어적 능력이 그때그때 진행이론에서 일치하는 능력
이라고 말할 수는 었다

... ...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

면， 우리는 일상적인 언어 개념은 물론， 언어를 아는 것과 세계의

사정들을 야는 것 (know our way around the world) 사이의 경
계 역시 지워버린 셈이다. 진행이론에 이르게 해주는， 엄밀한 의
미에서의 규칙， 조잡한 일반화와 방법론적 일반성에 대비되는 의

미에서의 규칙과 같은 것은 없기 때문이다" (Davidson 1986:

265)

7. 결론
나는 이 글에서 의사소통의 규범성에 주목하고 의미의 규범성을
통해 의사소통의 규범성올 설명하려는 시도를 비 판적으로 고찰하였
다. 의미의 규범성이라는 아이디어에 살을 불어넣는 한 가지 방식은
바로 공적 언어와 같이 의미에 관한 객관적인 규칙을 제공할 수 있

는 존재자를 상정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시도에 따르면 의사소통의
규범성은 물론 가능성 역시 공적 언어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그러

나 나는 공적 언어가 언어에 대한 이론적 탐구에서 아무런 설명적
역할올 할 수 없다는 춤스키의 비판을 바탕으로， 의미 외재론이나 공
적 언어 이론가들이 요청하는 〈공적 언어 〉 및 ，< 공동체 >， <사회적
환경 〉등의 개 념이 별 내용이 없는 개념들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홍
미로운 점은， 의사소통의 규범성이 특별히 의미의 규범성에 의해 설
명되어야 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냐는 。l 글에서 의미 외

재론자들이 말하는 이해의 불완전성 같은 것이 꼭 의미에 적용되는
것 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공적 언어 이론가들

이 말하는 우리의 의미에 관한 오류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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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맥락적 정보들올 고려하지 않은 채로 어떤 용법이 그 자체로 오

류라고 말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의사소통에서 우리가 잘못이라 부

르는 것이 꼭 의미에 관한 잘못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

다. 만약 나의 관점이 옳다연， 우리는 의사소통 상황에서 의미에 관
한 지식과 세계에 관한 지식을 명확히 구별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사소통을 인간의 이성적인 행위의 일부로 보자는 제안
올 내놓았다， 의사소통이 인간의 이성적 행위의 일부인 동시에， 의미
규칙이 의사소통의 성공과 실패에서 수행하는 특별한 역할이 드러나

지 않는다면， 우리가 인간의 행위 일반에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포괄
적인 규범성 외에 특별히 의사소통에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

범성은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만약 의미의 규범성과 같은 것이 있다
고 해도 그것은 다른 규범성들과 중첩되어버리는 까닭에 독립적인
범주를 이루기 어 렵다는 것이 이 글에서 제시된 나의 생각이다. 이상

의 논점들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었다면， 이 글의 목표는 충분히 달성
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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