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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tgenstein의 ‘논고’와 현대언어학의 지시의미론
신 수 송 (시울대

o.

들어가는 말

이 글에서는 Wittgenstein 의 논고， 라틴어로

Tractatus Logico-Philosophicus

의 내용을 검토하고 논고의 의미론이 경험과학으로서의 언어학 연구에 미친
영향응 논의할 것이다. 언어연구의 역사적인 결파는 언어가 가본적인 구성소
인 어휘단갚 이루어져 었고 이 어휘뜰은 각각 표현적인 면파 내용적인 면음
가지고 었으며 1) ， 이뜰 어휘외 어휘뜰의 결합을 통하여 인간은 자아와 인간이

삼고 있는 세계에 대한 생각을 표현한다. 여기서 우리는 언어의 구성소언 어
휘와 어휘듭의 겸합흘 통하여 인간과 세계가 무엇인가라는 형이상학의 존재
론적인 문제애서부터 나아가 윤리적 및 미적 가치에 관한 문제플 표현한다.

즉 언이는 인간파 살재 세계의 관계를 맺게 되는 수단이 되는데， 이라한 일이

가능한 것은 언이의 구조가가 섣제세계의 구조와 동열한 논리적인 형식을 공
유하지 때문이라고 Wittgenstein븐 논고에서 주장한다. 이때의 언어의미는 지
시돈적 익]1]이다. 이 균이1 서는 벤셔 지사판석 의 n] 연구의 기원파

Wittgenstein

의 언어침학음 개관히고 나아가 Wittgenstein 의 연아철학 사상이 현대언어학
의 지사의미콘에 ]1]친 영향윤 논의하펴고 한다. 끝으로 현대언어학의 지시의
미콘에 관한 문제점올 대상의 지칭방볍을 예로 들어 제시하고자 한다.

1) Saussure 의 구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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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의 지시에 관한 존재론적인 문제
경험론적인 입장에서 볼 때 언어와 세계의 관제는 어휘와 어휘들의 결합은

설제로 존재하는 대상들윤 지칭하게 될 때만이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어휘들은 그틀이 지시하는 대상이 존재할 때 이 대상에 대한 이름으로
서 기능을 하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할 수 있마 즉 대상이 현상세계에 설
제로 존재할 때 우리는 이 대상괄 지사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곤란을 겪지 않
는다 그리나 대상들의 속성을 일반화한 보편개념들은 과연 무엇을 지시하눈
가 하는 지시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우리는 나무라는 어휘를 예를 뜰어 ‘이
나무’， ‘저 나무’랄 가리킬 수 있지만 이들의 보편적인 개념으로서의 ‘나무’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지시할 수 있는가 하는데에 있어서는 어려움을 겪게 된

다. 나아가 영혼으로서의 자아， 우주， 선과 같은 명사들은 현상세제에서 실재
로 관찰할 수 있는 대상을 지사할 수 없가 때문에 이룹으로서 가능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등장하게 펀다. 이라한 지시에 관한 지칭설 흑은 명칭설
의 문제점은 중세 스콜라 철학의 전시대에 걸쳐 진행되었던 보편논쟁에서 대
표적인 예틀 찾아볼 수 있다.2) 보편논쟁이 진행되었던 스콜라 철학의 시대플
3 개의 시대로 구분하여 보면 첫 번째 시대는 플라톤적인 특성을 갖는 시대로

서 보편개념이란 설재로 존재한다는 것이고， 또한 이 개념이 지시하는 모든
대상에 앞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바로 플라톤의 이데이-틀 연상케 한다.

당시 이러한 사상은 실재론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플라톤적인 이네아의 세계
에 객관적인 살재가 부여되었가 때문이며 오늘날의 관념폰에 헤딩한다. 실지l
론은 11 세가에 Canterbury 따lselmus 와 Wilhelm von Champeux 에 의해 전성
기를 맞이하게 펀마 스콜라 철학의 두 번째 시대는 질료(Stoff) 안에 형상

(Form) 이 내재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아 “보편개념은 설재로 존
재하지만 그라나 대상에 앞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 안에 존재한다

(Universalia sund realia , Universalia sunt 피 rebus)." 라고 하는 온건 설재콘
2) 이글에서 세시하고 있는 보편논쟁에 관한 기술은 Stumpf(l 993) 의 “The Problems of
Universals"과 Galie(l 977)의 “Universalienstreit"를 잠조한 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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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elar, Thomas Aquinas 등이 이 이론을

대표하였다. 스콜라 첼학의 마지막 시대는 보편개념보다는 섣존하는 개별존재
에 더 많은 가치가 부여되어， “보편개념은 단지 명칭 뿐이며 대상 다음에 존

재한디{Universalia

sunt nomina, U띠versalia sund post res)." 는 사상을 제시하

게 되었다. 즉 브편개념은 대상에 앞서 존재하는 것(= 설재론Realismus)도 아
니고， 대상 안에 존재하는 것(= 온건설재론

gemäßigter Realismus)도 아니며

그 자체는 실재 세계의 대응붙이 없고 다만 인간의 정선에서만 존재하는 사
고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이 이론은

Duns Scotus 에 의해 대변되었는데 이라

한 견해를 유명콘 Norninalismus 이라 칭하게 되었다.
간대에 들어와 설재론은 영국의 경험론자들인 로크， 버클리， 흉등에 의해

논박된다. 흙의 관점에서는 예를 틀어 데카르트의 정신적 실체로서의 자아는
한낱 샘라적 현상에 가인한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가껏해야 용어상의 문제라
고 보는 갓이다. 자아가 무엇인지 하는 것은 정의의 문제이고， 결국 언어의

문제라고 하는 깃이다. 이라힌 지칭션의 특정은 자아라는 단어의 의미가 자아
의 본침이라는 것이 어떤 양상으로든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음 받아들이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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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흘 정확하게 지칭해 냈을 때 찾아진다는 것이다. 그라나 경험론자

입지에서는 이서힌 어휘닫익 지칭이 현섣적으굳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들

플 무의미한 어휘라고 단정힐 수 밖에 없었다. 비단 무의미한 것들은 이들 명

시들 뿐만 아니라 논리적인 상수인 ‘아넌’， ‘그리고’， ‘혹은’， ‘만약’등과 같은
접속사뜰도 대상을 지칭하는 이름으로 가능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명사들

중 Meinong 이 예로 든 ‘ der runde Viereck’(둥근 사각형)파 같은 모순된 의미
플 갖는 1 성사가 지 사하는 대상은 무엇인가. 그라나 이 멍사플 주어로서 포함

하는 ‘ Der

runde Viereck existiert nicht’ (둥근 사각형은 존재하지 않는다)라

는 문장완 비의미적으토 생각할 사람은 없음 것이다. 그랴나 만일 우리가 이
문상의

진랴값흘

참이라고 가정할 경우 주어로서의

영사구 ‘ der

runde

Viereck’플 비의미적인 것으갚 생각할 사땀은 없음 것이다. 만일 이 주어인

‘ der runde Vierck’가 비의미적이라면 전체 문장인 ‘ Der runde Vierck existiert
nicht' 의 의미가 참도 거짓도 헬 수 없는 비의 u] 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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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de Viereck’이라고 하는， 현상세

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적인 존재(begriffliche Entität)를 가정하는 것이
었다. 그랴나 이와 같은 경우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존재까지도 대상의 영역에

포함되게 되어 대상의 파잉상태플 불랴오게 된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Russel
은 그의 논문 ‘ On Denoting'(1905) 에서 이 문제 에 관한 명료한 해결점을 제
시하였다. 즉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일상언어의 분석에 있어서 주아-술아의 문

볍작인 형식은 마치 주어에 해당하는 어휘가 실재로 존재하는 대상을 지시하
는 것처럼 오인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Russel은 주어-술어의 문볍적인 형식
으로부터 설재세제를 지시하는 논리적인 형식을 구분하고 이 논리적인 형식

에 따라 주어 인 ‘ der runde Viereck ’ 는 “ x ist rund und viereckig."릎 위 장하고
있는 하나의 명제함수로 지술된다고 주장하였다.
를 만족시키는

우리는 그라나 이 문장함수

개체를 현상세계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술어인 ‘ rund

und

viereckig’ 가 서술힐 수 있는 논리적인 주어가 없게 되는 갓이다. 이는 ‘ der
runde Viereck’라는 술어가 서술할 수 있는 대싱의 존재활 부정하는 갓으로서
결론적으로 ‘ Der
이번에는

runde Viereck existiert nicht’는 유의미한 문장이 되는 것이다

Russel 자신이 제시한 “ The present king of France is bald." (현

재의 프랑스 왕은 대머리이다)라는 예문을 보자.
이 문장의 구조를 주어-술어로 분석할 때 주어인

the present king of

France 가 정관사룹 이용한 지시어구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으로 섣재 대상을
지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라나 현재 프랑스는 왕제가 아니고 따라서 왕이

존재할 수 없음으로 이 지시어구는 지시대상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이문장의

진리치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 the present king of France’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 유의미한 표현으로 바꾸어 그 진리치를 논할 것을 Russel 은 제안하였다.

Russel 의 기술이론에 따르변 이 문장은 다음 3 개의 문장으로 분석된다

i ) x is a present king of France.
ii) Th ere is only one x who is a present king of France
iii) x ist bald.
K = present king of France

B = bald

Wittgenstein 의 ‘논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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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 개의 문정은 다음과 갇이 논리적 연언에 의해 단임한 술어논리의 문장

으로 번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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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부분의 전리값이 거섯이기 때문에 논리적 연언으로 된 잔체 명제

의 진리값이 거젓이 된다. 여기서 긍정문인

“The present king of France is

bald." 와 이 둔상을 부정하든 부정문 “ The

present king of France is not

bald." 이 서로 모순관계 (p^-p) 에 있지 않다는 사살을 밝힐 수 있다. 그 이유
는 부정기 호가 문정 전체를 부정하는 갓이 아니라， 다음파 갇이 존재양화사의

영역 내에 있는 부분 명제 Bx를 부정하기 때문에매.

3x[Kx & γy[Ky •
얀서 언납한 “까le

v=x1 &

-괄]

(7'

~p)

present king of France is

bald." 의 논리표현에 대해 모

순관계에 었는 었는 논cl 적 표현은 다음파 갇다.

γy[Ky

-Jx[Kx &

• y=x1&

뼈

즉 부정어를 표힘하는 영어의 문장

(=

-p)

“ The present king of France is not

bald." 의 의미가 이중적이기 때문에 이 부정문에 대한 해석에 따라 긍정문에

대해

모순관계에

았거나 오순관제에

있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Strawson( 1950) 은 “The present king of France is bald." 의 진리치는 현재의
불란서 왕이 존재하는 것플 전제로 할 때만이 결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현재 불란서 왕이 존새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장이 참이거나 거젓이

될 수 없는 볼합리헨unsinnig) 문장이 되는 것이다. Wittgenstein의 언어첼학
사성은 전통적인 첼학에서의 형이상학적인 _-I라고 인식콘적인 오류가 언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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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의 오류에 근거한 것으로 본 Frege , Russel 의 언어철학의 맥락에서 탄생하
게 된 것이다. 그의 논고의 내용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사고와 그 사고를 표
현하는 언어의 논리적인 형식을 명료하게 하는 작엽을 철학의 과제로 삼았다

이제 차례로 지시의미론과 관련된 대표적인 논고의 명제들을 고찰하면서
Wittgenstein 의 철학사상음 논의하여 보자.

II. Wittgenstein의 논고 (T ractatus Logico-Philosophicus) 에
제시된 주요 명제
논고의 명제뜰은 모두 l 번부터 7 번까지 변호가 붙여져 있고 7 번을 제외하

고 모두가 각각 세부 주석변호를 단 형태， 즉 1.1, 1.2, ... , 2.1 , 2.2 .... 등으로
되어있고 이 세무주석에 다시 세부 주석번호룹 단 1.1.1, 1.1. 2, ... , 2. 1.1,

2. 1.2, ... 형태로 되어있다. 첫째 병제는 디음파 같이 시작된다
Die WeI t ist alles , was der Fall ist.

1.1 Die We1t ist die Gesamtheit der Tatsachen, nicht der Dinge.
1.1 1 Die WeI t ist durch die Tatsachen bestimmt und dadurch, dass es alle
Tatsachen sind.
Wittgenstein 은 먼저 세계가 사례 (der Fall)가 되는 것의 전부이고 그리고

사례가 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사실 (Tatsach뻐)이라고 말한다. 또한 세계

는 사실들의 총체이지 사물들의 총체가 아년 갓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
Wittgenstein은 세상의 구성에 관해 사실과 사물의 차이를 분명히 하고 세계
는 사실들로 구성된다고

ak-

사실 존재론음 주장을 하였다. 세계의 구성을

기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물존재폰을 택하지 않고 사실 존재론을 택한 이
유는 우리가 지금 위치하는 이 설내 공간을 하나의 세계라고 가정할 때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이 공간내애 존재하는 사물둡을 열거하여 본다고 할때 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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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 천판， 전등” 그렴， 등등윤 예로 들어 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물듭

의 열거가 파연 이 망에 대한 가숲이 될 수 있논가. 이라한 사물들의 단순한
열거플 통하여 우리는 파연 이 방에 대하여 무엇을 얼마나 알 수가 있는가?
다른 한편 사살윤의 열거는 아떠한가. 즉 ‘이 앞에 첼판이 있다，’ ‘칠판 앞으
로 책상들이 놓여있다기 ‘책상 아래에 결상이 있다기 ‘천장에 전등이 달려있

다.’ ‘벽에 우리칭이 있다.’ 등등. 즉 이라한 사실들이 주어질때 우리는 비로
서 이 방에 대한 적젤한 기술을 할 수 있고， 여기서 우리는 왜 Wittgenstein 이
세계가 사섣둡의 총체이지 사불둘의 총제가 아니라고 언급한 이유를 이해할
수있다.

다용으료 명제 2 와 이 냉제탈의 세부명제가 주장하는 바를 고칠하여 보자.

*2

Was der Fall ist ,

diε

Tatsache , ist das Bestehen von Sachverhalten.

*2.01 Der Sachverhalt ist eine Verbindung von Gegenständen. (Sachen ,

Dingen.)
사례(der Fall) 가 되는 사섣란Tatsachen) 은 사태(Sachverhalten)들의 존립을

말한다. 사태란 대상둡 (Gegenständen흑은 Sachen, Dingen) 의 결합이며， 이
대상들은 사태의 구성요소로 존재한다. 이라한 주장에서 우리는 세계가 사태

의 존립을 나타내는 사실들로 구성되어 있고 다시금 이 사태들은 대상들로
분해되는 구조륜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된다.

1.

세계와 그림의 관계

다음으로 우리의 사고를 표현하는 언어와 세계와 관계를 논하기 전에 세계

와 세계콸 그런 그림의 관계룹 논의하여 호자. Wittgenstein은 다음 명제들을
가지고 세계와 설세세계의 모형으로서의 그램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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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Die Welt zerfáJl t in Tatsachen.

2.1

Wir machen uns Bilder der Tatsachen.

2.13 Den Gegenständen entsprechen im Bilde die E1 emente des Bildes.
*2.131 Die

Elem없lte

des Bildes vertreten im Bilde die Gegenstände.

세계는 사실들로 분해되고 우리는 사설에 대한 모형으로서 그럼올 그텔수

있는 것이다 그림은 논리적인 공간속에서 사태의 존립 여부에 관한 상황을
나타낸다. 그림의 구성요소달이 각각 특정한 방법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은
실제 세계에서 사불들이 서로 그와 같은 태도를 취한다눈 갓을 말한다. 그라
고 그림의 구성요소들의 이라한 결합형식을 그럼의 구조라고 딸하며 그럼의

구조는 설제세계의 구조를 반영한다. 이라한 세계과 그럼과의 대응관계플 투
사관계라고 한다.

2.1 5 Dass sich die Elemente des Bildes in bestimmter Art und Weise
zueinander verhalten, stellt vor, dass sich die Sachen so zu einander
verhalten. Dieser Zusammenhang der Elemente des Bildes heisse seine
Struktur und ihre Möglichkeit seine Form der Abbildung.
그림은 실제세계와 일치하거나 열치하지 않을 수 있다. 만엘 그렴의 구성

소들이 실제세계의 구성소들과 열치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그럼의 참된 그럼
과 거짓된 그림음 말하게 된다. 그림은 사태의 존립파 비존립을 나타내면서
섣제세계에 투사하게 된다.

2.201 Das Bild bildet die Wirklichkeit ab, indem es eine Möglichkeit des
Bestehens und Nichtbestehens von Sachverhalten darstell t.
2.222 In der Ubereinstimmung oder Nichtübereinstimmung seines
Wirklichkeit , besteht seine Wahrheit oder

S띠nes

mit der

Falsc빠leit.

모든 그림은 설제세계를 올바르게 혹은 그릇되게 그리기 위해서는 설제세

계와 동열한 논리적 형식을 공유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림이 섣제세계를 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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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하는 것은 그틀의 형식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2.181 1st die Fonn der Abbildung die logische Fonn, so heisst das Bild das
2.2

logische Bild.
Das Bild hat mit dem Abgebildeten die logische Form der Abbildung
gemem.

2

명제와 사실의 논리적인 그림관계

이제 세계와 우리의 사고를 표현하는 언어의 문제로 들어와 보자. 그림의
논리적인 형식이 섣제세계의 논라적인 형삭블 공유하기 때문에 그림이 섣제
세계플 투시한다고 하는 주장에 이어 Wittgenstein은 우리의 사고가 설제세계
의 사실단에 관한 논리적인 二[림이며， ‘참’인 시 jL의 총체가 바로 세계에 대
한 ]럼이라고 주장한디. 이는 우리가 어떤 사태플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븐 단순히 그라한 사태에 대한 그림을 그런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3.01

Das logische Bild der Tatsachen ist der Gedanke.
Die Gesamtheit der wahren Gedanken sind ein Bild der Welt.

나아가 우리는 우리의 사고륜 병제플 통해 나타내고 명제는 맹제가호(=문
정j판 통해 살제세계의 상황으로 투시힐 수 있다. 문장은 말소리로 표현된 것

이든 이니면 금자로 표현된 것이든 감각적으로 인지가능한 것이고， 이라한 문
지의 특생 때문에 냉제가호달 통해 나타낸 우리의 사고와 설제세계와의 투사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다. 문장의 f 성요소인 어휘들은 힘부로 뒤섞여진 것이
아니고， 특정한 방식으로 겸합되어 있는데 이 문장가호가 바로 실제세계의 사
심플 표현한다.

*3. 1 1m Satz drückt sich der Gedanke sinn \i ch wahmehmbar aus.

3. 11 Wir

benutzen

das

sinnli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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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hmehmbare

Zeichen

(Laut-

oder

Schriftzeichen etc. des Satzes als Projektion der mögIi chen Sachlage.
3. 2

1m Satz kann der Gedanke so ausgedfÜckt sein , dass

d없1

Gegenständen

des Gedankens Elemente des Satzzeichens entsprechen.
여기서 우리는 세계의 그림으로서 역할을 하는 언어와 세계의 관계플 보게

된다. 우리의 사고는 언어룹 통하여 실재 세계와의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러
한 일이 가능한 것은 언어의 구조가 설제세셰익 구조와 동일한 논리적인 형

식을 공유하기 때문이라고 Wittgenstein 은 주장한다

4.032 Nur insoweit ist der Satz ein Bild einer Sachlage , als er logisch
gegIiedert is t.
4.05
4.06

Die WirkIichkeit wird mit dem Satz vergIi chen.
Nur dadurch kann der Satz wahr oder falsch sein , indem er ein Bild der
Wirklichkeit ist

이제 우리는 앞서 언굽한 언어를 구성하는 어휘와 어휘들의 결합을 논의하
여 보자. 언아학에서 대화에 필요한 가장 큰 단위가 문장이라고 한다면 이 문

장은 어휘들과 어휘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한 언어사회에 있어서의 화자
와 정자는 그 언어사회에서 사용되는 어휘와 어휘들의 결합규칙을 안고 있으

며， 이들 어휘들파 결합규직에 의해 만들어지는 새로운 문장들은 이선에 접해
보지 못한 새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설명 없이 언제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경이로운 특성으로서 문장의 의미
를 이해하는 것은 바로 이 문장이 지 칭하는 상황을 이해한다는 것으로서
Wittgenstein은 이를 다음과 같은 명제로 뒷받침하고 있다

4.021 Der Satz ist ein Bild der Wirklichkei t:

Dεnn

ich

kennε

die von ihm

dargesteIIen Sachlage , wenn ich den Satz verstehe. Und den Satz verstehe
ich , ohne dass mir sein Sinn erklärt

wurdε.

Wittgenstein 의 ‘논고’와

3

현대언어학의 지시의미론

169

언어와 세계

이상의 기술에서 언어와 세계의 관계는 다음파 같이 이틀 각각의 구성원들
의 대응관계로 제시될 수 있다))

대생Gegenstan이

사태 (Sachverhalt)

01 흙Name)

-

사섣(Tatsache)
세계

(die Wel t)

요소명제(Elementarsatz)
명 제 (Satz)
언어 (Sprache)

이상의 도표에서 언어는 문장들의 총제로 그리고 세계는 사태들의 총체로
나타내면서 언이와 세계의 대응관계가 제시되고 있다. 가장 단순한 요소명제
듭은 사태의 존휘윤 주장한다. 그리고 요소병제들은 서로 모순관계에 있지 않

는 독립작인 것이며” 이름들과 이름들의 겸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4.001 Die Gesamtheit der Sätze ist die Sprache.
2.04

Die Gesamtheit der bestehenden Sachverhalte ist die Wel t.

4.21

Der einfachste Satz, der Elementarsatz, behauptet das Bestehen eines
Sachverhaltes.

4.22

Der

Elemεntarsatz

besteht aus Namen. Er ist ein Zusammenhang, eine

Verkettung, von Namen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사고룹 나타내고 실제세계를 투사하는 언어가 논리
삭인 j[성품이라는 갓윤 알 수 있다. 명제틀을 분석함에 있어서 우리는 더 이
상 분해할 수 없늑 요소맹제에 이프가1 될 것이고 이듬 요소명제들은 단순한

이픔달의 직집적인 결합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동열한 논리적 형식을 가진

세계를 보면” 세계가 아무리 복합적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세계를 구성하는 사
섣갚이 그 수가 무한히 많디고 할지라도 이플 각각은 더 이상 단순할 수가
없는 사래륜로 구성펠 깃이며， 이러한 사태들은 대상음 지칭하는 이름들의 결

3) 이라한 분유쓴 Hartnack( 1994) 익 Wittgenstein연구에 끈거한 깃이디.

’

소。

신

수

170

합으로 구성된다고 보기 때문이마

요소명제는 사태의 존립을 지칭한다 그리고 요소명제를 나타내는 문장에

있어서 단순한 즉 이름들의 배열은 사태 속에서 대상들의 배열에 해당한다.
이룹은 어떠한 정의에 의해서도 디 이상 분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X,

y,

Z

와 갇은 단순기호로 나타낸다. 그리고 요소명제는 이름들의 함수로， fx., φ

(x ,y) 또는 p, q, r로 나타낸다.

3.203 Der Name bedeutet den Gegenstand. Der Gegenstand íst seíne
Bedeutung.
3. 21

Die Konfiguration der eínfachen Zeíchen ím Satzzeíchen entspricht díe
Konfiguratíon der Gegenstände in der Sachlage.

4.24

Die Namen sind die einfachen Symbole, ich deute sie durch einzelne
Buchstabεn (“x”,“y’?‘ z") an. Den Elementarsatz schreibe ich als
Funktíon der Namen ín der Form: fx , φ(x ，y)， etc. Oder ích deute síe

durch díe Buchstaben p, q, r an.
언어가 세계의 그림이라고 하는 주장은 바로 납득되지가 않는다. 어떻게

해서 맹제가 사설의 그럼일 수가 있는가 문장으로 표현된 사고의 명제틀이
실제세계의 사살과 형대상으로 닮은 것은 아니다. 그라나 언어가 세계의 그림
이 될 수 있는 것은 명세달 구성하는 이름들이 사태를 구성하는 대상듬과

]

배열되는 방식에 있어서 논리적인 구조의 유사성이 있기 때문이다.

4.

언어의 구조: 명제들의 진리힘수

Wittgenstein은 논고에서 대상들의 결합형태인 사태에 대한 설례를 들지 않
았다. 우리는 다만 요소명제의 진리치가 독립적으로 결정되는 것과 같이 사태
의 존립과 비존립이 다른 어떤 시태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논리적인 구성물
로서 생각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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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Sachverhalte sind von einander unabhängig.
2.062 Aus dem Bestehen oder Nichtbestehen eines Sachverhaltes karm nicht

2.061

auf das Bestehen oder Nichtbestehen eines anderen geschlossen werden.
이제 명제익 전리치는 요소명제의 진리치에 의해 겹정된다고 하는， Frege

로부터 이어반은 진랴힘수론듬 보자. 병재는 요소명제들의 진리가능성의 일치

와 볼띤치에 따른 표현으로서” 요소명제의 진리함수이다. 요소명제의 진리가
능성은 요소명제플의 진리가능성을 다음과 갇이 ‘참’ W(ahrheit) 과 ‘거짓’

F( alschheit) 의 도표로 나타낼 수 였다.4)

p

p

q

W
F

w

W

W
F
W
F

F
F

p

q

w

W
W
F
F
W

w

F
F

F
W
F

W

w

W
F
F
F
F

w

w
F
W
F

요소병재가 단 하나 있는 경우 이플 p 2t고 할 때 p 의 진리가능성은 i)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W 와

F 두 가지가 였다. 만입 두개의 요소명제 p, q가 있

으변 이달의 진리가능성은 ii) 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4 개의 결합가능성이
있고， 만엘 3 새의 요소명지1 p, q, r이 있으면 이들의 전리가능성은 iii)에서 나
타나는 바와 같이 모두 8 개의 결합가능성이 았게 펠 것이다. 만일 n 개의 요소

냉제가 였다면 이둡의 결합가능성은 모두 2"개가 될 것이다. 모든 병제들이
요소명제늪의 진리함수라고 하는 Wittgenstein 의 주장은 만일 우라가 요소명
제뜰의 진리치릎 암게 되면 이듭 요소병제들로부터 결합 가능한 모든 병제들
의 진리치할 도출할 수 있」l， 결파적으로 이들 명제틀이 지칭하는 사실뜰의
4) Wittgenstein(l 963:) 애서 제시뀐 것을 풀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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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로서 세계가 완전히 기술될 수 있다고 하는 가정에 근거한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논고의 다음 명제를 보자.

4.25 1st der Elementarsatz wahr, so besteht der Sachverhalt; ist der
Elementarsatz falsch , so besteht der Sachverhalt nicht.
4.26 Die An gabe aller wahren Elementarsätze beschreibt die Welt vollständig
Die

Welt

ist

vollständig

beschrieben

durch

die

Angabe

aller

Elementarsätze plus der Angabe , welche von ihnen wahr und welche
falsch sind.
이제 우리는 앞에 제시한 도표 i), ii), iii) 에서 제시한 3 개의 명제 p, q, r
을 가진 하나의 빈약한 세계를 가정하여 보자， 그리고 이들 도표에 주아진 바
와 같이 각각의 명제가 가질 수 있는 진리치를 참과 거젓 (부정가호 ~으로

표현) 고정시킨다띤 이 세계는 논리적인 연언 (logische Ko떼 unktion)에 의한

다음파 같은 존재하는 사태와 존재하지 않는 사태의 결합으로 나따낸 수 있
다.

모든 가능한사태:

ii) P • q •

i)p'q.r
iv) p • ~q •
vii)

~p

•

~q

~r

• r

iii) p • ~q • r
vi) ~p • q • ~r

~r

v)~p'q'r
씨Î1) ~p

•

~q

•

~r

이들 중 i) 은 명제 p, q, r 이 지칭하는 사태가 사섣로서 존재하는 세계이고，

ii) 는 명제 p, q가 지칭하는 사태틀은 사설로서 존재하지만 명제 r 이 지칭하는
사태는 사실로서 존재하지 않고， iii) 은 명제 p, r 이 지칭하는 사태는 사설로서

존재하지만 q가 지칭하는 사태는 사설로서 존재하지 않는 등 모두 8 가지의
가능성이 있게 된다. 이틀 중 i) 의 존재하는 사태 p, q, r로 구성된 세계가 실
제의

세제가 된다.

또한 우리는 요소명제틀의

논리적인 부정

(l ogische

Negation) 과 선언 (logische Di해뻐ktion)올 통하여 요소명제틀로 구성된 명저l
들의 진리치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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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익 대부분 명제들은 이상과 같이 이뜰음 구성하는 요소명제들에 할당

하는 진랴치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할 것이다. 이들 명제들
은 세계의 사실플 주장하며， 그러한 사살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을 주장한다. 즉 이뜰의 진랴치는 선험적인 방볍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이 아
니고 이틀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명제듭의 진라치를 살저l 세계외 대조하고 이
둡익 (논리석 상수에 익한) 건합규칙에 따라 전체 명제의 진리치를 밝힐 수
있는 것이다

5

명제들의 종류

명제둡 91 진리치는 요소명제틀의 진리치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는 진리함수

론은 논고에서 다음과 갇이 명제들의 종류를 3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게 하였
다.

i ) Tautologie
ii) Kontradiktion
iii) Kontingent
i ) Tautologie 는 어떤 상황에서도 거젓이 될 수 없는 1 성제들로서 이들을 항
진명제라 한다.

ii) Kontradilαion 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참이 될 수 없는 명제블로서 이콸
항위명제라 한다.

iii) Kontingent 상황에 따라 맹제들의 진리치가 참이 되거나 거젓이 될 수 있
는 명제둡로서 이플 열부 진인 명제 흑은 기술명제라고 한다.

4.4 6 Unter den möglichen Gruppen von Wahrheitsbedingungen gibt es zwei
extreme

F떠 le.

In

dem einen

Fal!

ist der Satz fU r sämtliche

Wahrheitsmöglichkeiten einer Anzahl von Elementarsätze wahr‘ Wir sagen ,

수

’

송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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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WahrheitsbedinglUlg없1 sind tautologisch. Im zweiten Fall ist der Satz
fiir sämtliche Wahrheitsmöglichkeiten falsch: die WahrheitsbedinglUlgen
sind kontradiktorisch. Im ersten Fall nennen wir den Satz eine Tautologie,
im zweiten Fall eine Kontradiktion.
가술적인 명제들은 실제세계에 대한 거울로서 존재하는 사설에 대해 참과
거짓의 전리치를 갖는다. 그러나 Tautologie나 Kontradiktion 인 명제들은 그

진리치가 항상 참이고 거 짓인 명제들로서 요소명제들의 진리지에 의해 그 진
리치가 변하지 않는마 즉 이들 명제들은 실제세계의 사실에 대해 항상 참이
거나 거짓인 전라값을 부여하므로 세상사태에 대해 말하는 바가 없다. 이들

명제달은 펼연적인 진리의 명제둡로서 논리학의 명제들이고 어떤 상황하에서
도 항상 참이 되지 때분이다.

구제적인 항진명제와 항위명제듭을 진리표를 가지고 저l 시하여보자.

i)

항진명제 p

p

~p

T
F

F
T

v

ii) 항위명제 p

~p

p v

~p

I~ I

p

~p

T

F

F

T

^

~p

p

^

~p

I~ I

Wittgenstein은 이상과 같은 진리표를 이용하여 전통적으로， 선비에 둘라싸
인 논리적 명제들이 항진명제이거나 항위명제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가 있었다 i )의 명제는 전통적으로 배중률음 ii) 의 명제는 전통적으로 모

순율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우리는 이들과 같은 논리적 명제들이 절대적인
잠이나 거짓의 진라값을 갖지만， 세계의 사태에 대하여 아무런 것도 말하지
않는 공허한 내용음 갖는다는 것윤 불 수 있다. 즉 세계의 사태와 비교하여
그 진리치를 이는 것이 아니라 명제의 구조만을 분석함으로서 이들 논리적
명제틀이 절대적인 참인 진리치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논리학의 명제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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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동이반복적인 명제이다. 그랴나 이들은 결코 비의 ]]1 적 (unsinnig) 이지 않는

데 이들은 마치 수혁에서 O 라든 숫자가 비익미적이지 않든 것과 같이 언어의
부호체계에 속하는 것이다.

6.1

Die Sätze der Logik sind Tautologien

6.11

Die Sätze der Logik sagen also nichts. Sie sind die analytischen Sätze.

4.4 611 Tautologie

l\

nd Kontradiktion sind aber nicht unsinnig; sie gehören

Sy1l1bolis1l1us , und zwar
der Arith1l1etik.
ZU1l1

ä뼈ich

wie die “ 0"

ZU1l1

Sy1l1bolis1l1uS

앞서 언급한 모든 명제틀은 요소명제듣익 진리함수이며， 그리고 오직 3 가

지 종류의 명제등” 항진명제， 모순명제 빚 기술명서1 틀만이 있게 된다. 항진명
제와 모순명제는 세계의 사살에 관해 아무런 만도 하지 않는 공허한 명제이

기 때문에 세계에 대하여 어떠한 사설플 말하는 명제는 오직 기술명제들 뿐
이다. 그리고 기술적 냉제는 침파 거짓의 전리값으로서 시태의 존립과 e] 존럽
올 말하게 된다. 이에 따라 Wittgenstein은 의 u] 었고 공허하지 않든 기술명제

를 자연과학석인 명제둡에 한정하고 있다.

4.

Der Gedanke ist der sinnvolle Satz‘

4.1

Der Satz stellt das Bestehen und Nichtbestehen der Sachverhalte dar.

4.11 Dìe Gesa1l1theit der wahren Sätze ist die
die Gesa1l1theit der Naturwissenschaft).

gεsa1l1te

Naturwìssenschaft (oder

항전병제외 항우l 맹제플 제외한 모든 명제들은 만일 이들이 우리의 사고플
표현승까， 불합리한 병제들이 아니라면 이블은 자연파학적인 명제들뿐만 아니
라 'L 진라지가 세싱 사태에 의존하는 일부 진(Kontingent) 인 뱅제까지도 포
,

함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논고의 내용들플 jL 찰해 보았다. Wittgenstein은 자선의

논고익 주장둡올 그후 철학적 탐구 Philosophische Untersuchungen을 통하여

’

소。

신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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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두철미 부정하게 이른다. 사실 논고의 명제들은 모두 단언명제들이고， 의문，

명령， 요구， 선언등과 같은 언어행위의 문장블은 도외시 되었다. 그라나 언어
행위와 판련된 이들의 자연언어 분석은 현대의 분석철학에서 그라고 언어학
의 화용폰 분야에서 지속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논고의 단언명제의 지시의미

에

대한

연구가

현대언어학의

지시의미론에서

어떻게

이어지고

또

Wittgenstein의 주장들이 자연언어의 의미분석에서 경험적으로 어떻게 뒷받침
되고 있는가를 논의하려고 한다.

ill.

현대언어학의 지시의미론

Wittgenstein 의 논고는 언어가 실재세계의 그림으로서 세계의 구성물인 사

설들의 논리적인 구조를 묘사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한 것은 논
리 석인 형식으로서의 언어의 구조와 사실의 구조가 동일하다고 생각되었지
때문이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Ò}， 언어는 실제세계예 대한 하나의 모형
으로서 우리의 사고를 표현한다. 현대언어학의 형식의미론은 경험과학으로서

바로 언어가 세계의 사태를 모형이론적 (modelltheoretisch), 지시의 ~11 론적

(refenzsemantisch) Ò년에 입각하여 표현한다고 주장하는 의미론인 것이다. 구
체적으로 현대언어학의 지시의미론을 논의하기 전에 Wittgenstein 의 대상에
대한 기술을 섬도있게 고찰하여보고， 결과적으로 대상이 지시의미론의 개제와

개체개념 형성에 아떠한 영향을 마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자.

1.

대상에 대한 소고

대상은 세계의 실체를 구성한디. 대상의 결합체인 사태가 우연적이고 변화

하는데 반해， 대상은 고정되고 영속적이다. 대상 속에는 이미 이떤 사태의 구
성소가 될 것이지가 예견되어 있다 우리가 공간적인 대상을 공간 밖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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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고 시간작인 대상플 시간 밖에서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어떤 대상도 사태

들을 형성하는 대상닫의 결합 밖에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 Wittgenstein에
있어서의 대상에 대한 정의이다.

2.021

Die Gegenstände bilden die Substanz der Welt

2.0271 Der Gegenstand ist das Feste , Bestehende; die Konfiguration ist das

Wechselnde,
2.011

Unbεständige.

Es ist dem Ding

wεsentlich ，

der Bestandteil eines Sachverhaltes sein zu

können
그렇다면 어떤 방볍으로 우라논 대상플 암 수 있는7꺼 대상을 알기 위해

우리는 외적인 속생흘 반드시 알 펼요가 없지만， 그러나 모든 내적인 속성을

얄아야 한다. 이때 외적인 속성이란 대상뜰익 결합결과인 사태로서 나타나는
붉질작인 속성음 만히 JI~ 나1 석인 속성이런 대상의 본잘적인 속성으로서 예를
들어 시야에 있는 반점이 빨간 색깔올 가잘 필요가 없지만 반드시 어떤 색깔
의 성잔올 가져야 하며， 음조가 높낮이의 생갤를 갖는다거나 촉각이 굳가익
성질윤 갖는다는 것파 같다. 이 21 한 대상의 내작인 속성에 따라 물질적인 사
태익 논리적인 형삭파 이에 대응하는 명제익 논리적인 형식이 결정되논 것이다.

2.0123

2.01231

Wenn ich den Gegenstand kenne, so kenne ich auch sämtliche
Möglichkeiten seines Vorkommens in Sachverhalten. (Jede solche
Möglichkeit muss in der Natur des Gegenstandes liegen.
Um einen Gegenstand zu kennen, muss ich zwar nicht seine extemen
aber ich muss a1J e seine intemen Eigenschaften kennen.

2

지시의미론

Wittgenstein 익 대상에

대한 정의는 현대언어학의 지시의미론에서 지시

(Referenz) 대싱에 석용된다. 지사란 한 언어의 표현파 이 표현이 나타내는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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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파의 관계로 정의된다. Wittgensteín 이 시태에 관한 설예를 논고의 어느

곳에서도 제시하지 않았던 것과 같이 대상에 대한 설예를 든 것을 논고의 어
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는 논리학자로서의 Wittgensteín 이 실제세계의
사섣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태와 사태를 구성하는 최소단위로 대상을 설
정하였고， 이를 분석을 위한 논리 적인 구성물로서 요청하였가 때문이다. 또한
이라한 분석파정에 대응하는 언어 분석에서 요소명제와 이 요소명제를 구성
하는 이름들을 사태와 대상을 지칭하는 논리적인 구조물로 가정한 것도 경험
과학이 아니라 논리학자로서의 결정이었을 것이다. 그랴나 언어학은 경험과학

으로서 실제로 존재하는 언어의 구조를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언어로 주
어진 사태와 대상을 가술할 수 있어야 한다. 현대언어학의 지시의미론은 대상

파， 대상의 속성 및 사태플 지시하는 언어표현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
다.5)

고유명사의 의미: 대상인 개체들 지시
보통명사， 형용사， 자동사의 의미: 개체들익 집합을 지시

타동사의 의마· 순서가 있는 개체쌍들의 집합을 지시
문장의 의마

i

) 형태소? 단어， 구 등의 의미합성으로 기술

ii)

사태를 직접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태의 참과 거짓을 성

립하게 하는 진리조건을 제시함으로써 그 의미뜰 파악

3 술어논리 (Prädikatenlogik) 에 의한 지시 의미론
현대언어학의 지시의미폰은 자연언어익 의미를 이상에서 제시한 지사관계
로 직접 가술하는 것이 아니고， 술어논리를 이용한다. 즉 자연언어틀 직접

91

5) Wittgenstein의 논고 4.2씨서 제시한 x, y, z는 이름에 대한 변헝으단서 대상을 지칭한
다 또한 요소명제 fx , φ(x，y) 에서 f는 열항 숨어로 보통명시， 형용시， 지동사를 나타내고
개체달의 집합음 지시하며 또한 φ는 이항숨어로서 타동사에 해당하고 개제쌍들의 집합
을 지시한다. 이저럼 현대언어학의 형식의미론에서 이름과 술어， 명제에 대한 정의는 근

본적으로 Wittgenstein 의 논고에서의 정의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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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해석하논 것이 아니고 모호성이나 이중의미가 배제된 술어논리의 형식언어

를 션정하고， 이 형석언어를 모형에 근거하여 해석하는 방볍

을 취한다. 술

어논리의 형식언어는 형식언어플 만드는 통사부와 형성규칙에 의해 유도된
형식언어의 병제틀윤 살제서l 계를 반영하는 해석모형에 따라 그 의띠를 결정
하는 의미부로 되어있다.

통사부

3.1

만셔 술어논리의 통사부를 파변， 어휘와 어휘뜰을 결합시켜 명제를 이루게
하는 형성규칙으로 되아있고， 이것은 우리가 자연언어를 기술하는 문법을 만
늘 때， 문볍은 어휘와 형성규칙으로 되어있다고 하는 가설과 같다.

(1) 어휘: 이류과 술아로 구성펜다.
이픔은 지사체가 고정되어 있는가 혹은 변하는가에 따라 상항과 변항으로
나쉰다.
상항 h， p, m,

... 등. 예륜 들어 h는 ‘ Hans’라는 개체의 이름을， p 는 ‘ Peter’라

는 개체의 이름윤， m은 ‘Maria’라는 개체의 이름음 각각 나타내는 것으로
가정한다.
변항;

X

, Y‘ Z, ...

등 그 지시체가 고정되어 있지 않는 대병사와 갇은 것을 니타

낸다

숭어: 자신이 취하는 논항의 수에 따라 I 항숨어， 2 항숨어후 3 행숭어로 구분한다.

l 항술어: S(==schlafen), l(==intel\ igent) M(==Mann), ... T(==tanzen), G(==groß)
2항숭아 L(==lieben) , B(==beneiden), .

(2) 연산자· 형식언어의 명저l 륜 만뜰때 접속사 혹은 가능어의 역할을 한다.
논리연산자

1\，

V,

양화λ}: γ (전칭양화써， l(존재양화써

다음으로 형성규착 (Formationsregel) 이란 이름과 술어를 이용하여 술어논

리의 명제플 만드는 규칙으로서 Wittgenstein의 요소명제에 해당ú}는 핵문과
1 성제에 해딩하는 복합문판 유도하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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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i) a가 Tenn 이고 6가 l 항술어이면 8(띠는 요소명제 (atomarer Satz) 이
다.

(ii) a, ß가 Tenn ó ] 고 X가 2 항술어이면 '1((α ß)는 요소명세이다.

(iii) tþ, ψ가 명제이면 ~ tþ, tþ^ψ， tþVψ， 망→ψ도 명제이다.
(iv) tþ가 명제이고 v가 개체변항이면 γvtþ도 명제이다.
(v) tþ가 명제이고 V가 개체변항이면 3vtþ도 병제이다.
(vi) (i)-(v) 이외의 어떤 것도 술어논리의 명제가 아니다.
이상에서 이용된 a, ß는 h, p, m 등과 같은 이름들의 메타언어이고， 8, '1(는

S, 1, M과 같은 일항술어플 그리고 L, B 와 같은 2 항술어를 각각 대신하는 메
타언어이다. 술어논리의 어휘와 형성규칙음 가지고 세계의 사태를 기술하는
독엘아를 술어논리의 명제로 번역한 형식언어가 유도된다. 여기서 우라는
Wittgenstein의 요소문장으로부터 논리상항을 이용하여 무한이 많은 명제틀을

도출할 수 았는 가능성을 보게 된다. 즉
ψ，

tþ,

ψ가 명제이면 ~

tþ, tþ^ lJ1, tþV

tþ←껴I도 명제이괴 (tþ^ IJ1)Vψ 이 병제이고 ((tþ^ψ)Vψ) 에도 명제인 형

식언어의 문장들을 무한이 도출할 수가 있는 것이다. 독엘어륜 술이논랴의 형
식언어의 명제뜰로 번역한 예들음 보면 다음과 갇다6)
6) 단순명제로부터 복합명제를 유도하는 방법은 Wittgenstein은 Tractatus 6.02 에서 다음과 감
이 세시하고 있다.

i ) x = S20 x Def.
ii) QμVx = st+ 1 x De f.
이상의 규직애 따라 다음파 감은 순환적인 연쇄처l 의 생성이 가능하디.

i v) x, S2"x, !;2'S2x , S2'Q'!;2x" ...
이 연쇄제는 결국 다음과 같은 표현과 동일하다.
v)

μ，Ox ，

St" IX, QO+ I+IX , QO+ I+I+IX , ...

이들 각 연쇄체의 지수표현은 다음파 같은 순환규칙과 일치한다.

vi) 0 + 1 = 1
o+ 1 + 1 = 2
o+ 1 + 1 十 1

=

3

이상파 같은 0, 1 과 같은 한정된 수를 반복 적용하여 무한히 많은 지연2「를 도출하는 경
우 가 바로 형식언어에서 요소명제 띠， ψ와 논리상수

^,

V , →를 순환직으로 반복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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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l 짧.

(4) a. Hans

S(h)
b. Hans liebt Maria.
L(h , m)
sc삐짧

c. Hans
S(h)

^ T(m)

d. Wenn Hans
S(h)

und Maria tanzt.
sc삐짧.

dann tanzt Maria.

^ T(m)

e. Jeder Germanist ist intelligent.
γx[G(x)

• I(x)]

f. Ein Philosoph
감 x[P(x)

G

=0

‘ Germanist’

1

=0

‘ intεlligent’

schI짧.

^ S(x)]

g. Jeder in diesem Zimmer liebt jemanden.
Vx 크 y[L(x， y)]; x == jeder in diesem Zimmer, y == jemanden

3.2

의미부

술어논리의 통사부에서 형성규칙에 의해 유도된 형식언어의 명제들은 이름
과 숨어의 값을 할당해 주는 해석모형에 끈거하여

앞서 제시한 진리조건에

띠라 진리치를 할딩반을 수 있다. 술어논리의 해석모행은 실제세계의 모든 사
태룹 의미가술의 대싱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대화의 범위륜 특정한 개체와

술어에 한정하는 모형음 섣정하여， 한정된 범위 내에서 타딩한 세상사태를 지
칭하는 1 성제의 의미를 기술한다. 먼저 다음과 감은 간딘한 해석모행을 보자.

(5)

Ml

=

(D , F)

D

=

{a, b, c}

F(h) == a

F(G)

=

{a, b}

F(L)

F(p) == b

F(S)

=

{a, c}

F(B) = {(a, c)}

용하여 무한히 많유 복합벙 zl]s>1 유도가 가능하게 펀다.

=

{(a, b) , (b , c) , (c , c)}

l

F(m)

=

c

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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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

F(P) = {a}

F(I)
이

해석모형은 한정펀

=

{a, c}

개제

a，b，c로 이루어진

대화의

범위

(Diskurs-

universum) 와 h, p, m 와 같은 이름과， 1항술어， 2 항술어등에 실제세계의 개
제， 개제달의 집합， 개체쌍들의 집합을 할당하는 함수 F 로 구성된다. 이라한

해석모형에 따라 암서 제시한 술어논리의 형식언어 S(h) , L(h , m),

• I(x)] , 크 x[P(x)

^ S(x)] , γx :J y[L(x，y)] 등이

Vx[G(x)

진라치를 결정하는 문제가 남

게 된다. 이세 이라한 술어논리의 형식언어 문장은 모형 Ml 어l 비추어 디음과
같은 진리조건에 따랴 그 진위를 가럴 수 있다

(6) (i)

a가 Term o ] 고 6가 l 항술어일 때 6(a)가 참이 되는 필요충분은 조

건은 F(띠 EF(6) 이다.

(ii) ι P가 Term 이고 X가 2 항술어일 때 y(ι ß) 가 참이 되는 필요충분
조간은 (F(띠， F(ß)) E F(y) 일 때이다.

( iii) 띠가 명제이고 V 가 개처l 변항일 때 γv띠가 참이 되는 필요충분조건
은 변항 v 에 대하여 개제를 할당하는 함수 g만을 제외하고 다른
변헝에 대하여 g와 동엘한 개제를 할딩하는 모든 힘수 g’에 대하여

￠가 참열 정우이다.

(iv) <þ가 명제이고 V 가 개체변항일 때 크 v<þ가 참이 되는 필요충분조건
은 변항 v에 대하여 개제를 할당하는 함수 g 만을 제외하고 다른 변
항에 대하여 g 와 동일한 개제를 할녕하는 어떤 함수 g’에 대

하여 @가 참열 경우이다.

(v) <þ, ψ가 명셰이면 ~<þ， <Þ^1jI, <þ vψ， <þ 객I가 잠이되는 필요충
분조건은 다음과 같다.

a. <þ가 명제연 때 ~<þ가 참이되는 필요충분조건은 $가 거짓일 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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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þ, ψ가 명제엘 때 <Þ^1JI가 참이 되는 펠요충분조건은 <Þ, ψ가 동
시에 참이 되단 경우이다.

c. <Þ, ψ가 명제인 때 <þ Vψ가 잠이 되는 필요충분조건은 <Þ, ψ가 동
사에 거젓이 이년 경우， 즉 @가 잠이고 ψ가 거짓인 경우와 Q가
거젓이고 ψ가 침인 경우， 그라고 <Þ, ψ가 동시에 참인 경우이다.

d. <þ, ψ가 병제엘 때 후켓1가 참이 되는 펠요충분조건은 m가 참이
고

ψ가 거젓이 되는 경우플 제외한， 즉 <þ, ψ가 동시에 참이거

나，

<þ가 거짓이고 ψ가 침인 경우， 그러고 <þ, ψ가 동시에 거짓

인 경우이디.

이제 앞서 제시한 (4a) 에서 형식언어의 병제 S(h) 의 진리치는 (5) 에서 제시
한 모형 Ml 에서 이름 h는 a라는 개제플 지칭 (F(h) = a) 하고， 1 항술어 S는
집합 {a , c} 픔 지칭하고 있다. 따라서 명세 S(h) 의 진리치는 술어논리의 전라
조건 (1)에 따라 CE {a，c} 이기 때문에 참이 된다. 즉 S(h)는 모형 Ml 에 비추
이 참인 명셰이다.
다음으로 독일어의 문장을 술어논리의 명제로 번역한 (4b)를 보자.

(4) b. Hans liebt Maria.-> L(h , m)
모형 Ml 에서 이픔 h는 a 라는 개제릎， 그라고 이류 m 은 c 라는 개체를 지칭

한다

(F(h)

=

a, F(m)

=

c). 또한 2 항숲어 L 은 개제쌍들의 집합 {(a,b). (b ,c) ,

(c ,c) }를 ;;1 칭하고 있다. 따라서 명제 L(h , m) 의 진리치는 술이논리의 진랴조
긴 (2) 에 따라 개처1 쌍 (a，c) 가 집합

{(a,b). (b,c) , (c , c)} 익 구성요소가 아니므

띄 서섯이다.

다음으띄 독임어의 문장윤 술어논리의 명제로 번역한 (4e) 의 전칭 명제틀
보자

(4) e. Jeder Germanist ist intel1igent.->
G= ‘ Germanist’, 1 = ‘ intelligent’

γx[G(x)

•

l(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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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독열어 문장은 대화의 범위에 있는 개체 a, b, c 에 대해서 그들 중

Gennanist 인 개체들의 집합 G 에 속한 것들이 었다면 그들은 모두 intelligent
한 개체들의 집합 I에 포함될 것이라는 가언명제로 번역된다. 먼서 Gennanist
의 집합 {a, b} 와 intelligent 의 집합 {a, c} 를 비교하면 전자의 구성원들이

모두 후자의 구성원들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3) 의 진리치는 거짓이 된다. 이
관계를 다음과 같은 도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7)

intelligent

=

{a, c}

Gennanist

=

{a, b}

다음으로 독일어의 문장음 술어논랴의 명제로 번역한 (4f)의 특칭명제를
보자

(4) f. Ein Philosoph

schl짧. •?

크 x[P(x)

^ S(x)]

이 푼장의 전리치는 대화의 범위에 있는 개체

a, b,

c 에 관하여 석아도 하

나의 개체가 다음파 같이 Philosoph 의 집합과 sc삐afen의 집합의 교집합에 속
하면 참인 것으로 기 술할 수 있다 이 때 Philosoph의 집 합은

{a} 이 고 sc삐afen

의 집합은 {a, c} 이다.

(8)

Philosoph

이 두 집합의 교집합에 적아도 하나의 개체 a가 존재함으로 크 x[P(x)

^

S(x)] 의 진리치는 참이고 따라서 Ein Philosoph schläft는 참이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본 술어논리의 형식언어에 의한 의미기술은 곁보기에 모호한 또
는 중의성을 나타내는 독일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데 가여한다. 예를 둡

0-1, 만일 예문 (5) 의 어순이 다음과 같이 바뀌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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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 Jeder in diesem Zimmer Iiebt jemanden.
γx 크 y[L(x，

y)]; x

= jeder

in diesem Zimmer, y

= jemanden

g'. Jemanden liebt jeder in diesem Zimmer.
크 yγx[L(x ，

y)]; Y = jemanden,

x

=

jeder in diesem Zimmer

이듭 두 명제에 였어서 변항 x, y 값은 동일하지만 그라나 다만 어순이 바

렘으토해서 이들 두 명제의 전리치가 다르게 되는 것이다. 명제 (4g)는 대화
의 멤위에 있는 a, b 흑은 c 모두가 각자 어떤 한 깨체룹 사랑한다는 의미로
서 다음과 갇은 함수관계로 해석한 수 있다.

(9)

1. L(a , a) = F L(a , b) = T

L(a、

2. L(b , a) = F L(b , b) = F

L(b, c) = T

3. L(c , a) = F L(c , b) = F

L(c, c) = T

c) = F

이 서l 가지 정우릅 보변 개제 a, b, c 각자가 적어도 한사람쯤은 사방하기

때문에 이 술어논리의 문장온 모형 Ml 에 u] 추어 그 진리치가 잠이고 따라서

독일어 운상 Jeder in diesem Zìmmer lìebt jemanden은 침 인 주장플 하게 되
는 갓이다. 다음은 명제 (4g’)윤 .'Jl_자.

/

、

‘

m/‘,
、

j
•

1. L(a , a) = F L(b , a) = F

L(c , a) = F

2. L(a, b) = T L(b, b) = F

L(c , b) = F

3. L( a, c) = F L(b , c) = T

μc，

c) = T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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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 가지 경우를 보면 a, b, c모두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없다. 따라서

이 술어논리의 문장은 모형 Ml 에 비추어 형식언어 (4g’)의 진리치가 거짓이
되고 독일어 문장 Jemanden liebt jeder in diesem Zimmer는

모형 Ml 에 비

추어 거짓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술어논리의 문장은 자연언이에

서의 줌의성을 올바르게 해석하도록 한다 기타 독엘어의 중의성에 대한 예를

한 가지 더 들어보자.

(11) Jeder Hund bellt

띠cht.

이 예문은 겉으로 보아 이중의미를 갖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라나 양화

구 jeder Hωld와 부정어 띠cht 의 문장 구조상의 지배영역 (Skopus) 차이로 인
해 의미차이가 생긴다. 즉 양화구 jeder Hund가 넓은 영역을 갖게 펠 경우
‘ Hund라고 하는 개체들은 모두가 짖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되고，

만열 부정어 nicht가 넓은 영역을 갖게 될 경우 ‘Hund라고 하는 개제뜰이 모
두가 다 짖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의미로서 짖지 않는 개가 적
어도 하나는 있다는 것이다. 이라한 의미차이를 술어논리의 형식언어로 번역
할 경우 다음파 같이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다.

(1 1)

a.

γx[H(x)

•

~B(x)]

b.

~ γx[H(x)

• B(x)]

H: Hund

B: bellen

이 상의 독일어의 모호함이나 중익성， 나아가 자연언어의 모호함이나 중의

성은 술어논려의 형식언어로 번역함으로서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글의
제 I 절에서 논의한 “ The

present king of France is not bald." 의 이중의미는

이상의 논리표현에 의해 모호한 의미가 해체될 수 있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연련번호를 가지고 이 문장의 이중의미를 제시하여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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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γvfKv -~ v=x1 & 한]
b. ~ 크 x[앤 &VvfKv • v=x1 & 한]
c. Jx[Kx& γvfKv-> v=x1 & ~랄]
a.

크 x[샌

(1 2a) 는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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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

~p)

(~~p)

present king of France is bald." 의 논리표현이며 이 문장의

익미외 모순관제뜰 이루는 문장 “I뼈 presεnt

논리표현은 (l 2b) 이고 (1 2c) 가 아니다.

king of France is not bald." 의

따라서 우리는 (l 2a) 의

진리치가

Russel 의 주장대보 거짓엘 경우 (12b) 의 진리치가 참이 되어야 하고 이 두 문
장은 배중율{“law of excluded middle")플 지키게 된다. 그랴나 (l 2c) 는 (l 2a)
에 대해 오순관계에 었지 않유으로 (1 2a) 의 진랴치가 거짓엘 경우 (12c) 의 진

랴치가 거 젓이 펠 수 있다. 다시 말해 우리는 “The

present king of France is

bald." 와 “ The present king of France is not bald." 를 동시에 거젓이라고 주장
할 수 었는 것이다.

3.3 술어논리의 문제점
숨어논랴 병제의 진리치를 계산하는 방볍은 병제의 의미가 이 명제를 구성
하는

요소명제

의 ul 함성으코

이루아진다논

G.

Frege에서부터

시작하여

Wittgenstein 의 진리함수론음 거쳐 현대 지시의미론에 이르논 의미합성 원칙

(Prinzip der Kompositionalität) 이었다. 즉 예를 들어 schöne Frau의 의미는
schön 의 의미와 Frau의 의띠의 합성이라든 것이다. 그러나 이라한 의미합성

원치에 여라 가지 푼제가 등장한다.

3.3.1 술어의 영역(‘ Domain’)에 관한 문제
다음과 갇은 groß나

klein 같븐 형용사의 경우 술이논리의 형식언어로 번

역힐 정우， 이 형식언어의 의미해석에 문제가 생긴다.

(13)

a. eine große Maus
b. ein kleiner Elefant

>
•>

^ G(x)]
크 x[E(x) ^ K(x)]

크 x[M(x)

I

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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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Maus

G: groß

E: Elefant K: klein

이라한 형식언어에 대한 해석은 큰 쥐와 작은 코끼리를 동열한 술어영역에
할당힘으로 eine große Maus가 지시하는 개체 x 가 ein kleiner Elefant가 지시

시판 개체

x 보다 더 크다는 불합리한 의미해석을 낳게 한다.1)

3.3 .2 불투냉 구조의 de rε ， de-dicto 해석
독일어의 suchen 이나 glauben 파 같은 동사들이 취하는 목적어나 목적절은

의미합성 원칙에 문제를 열으킨다. 다음 예문을 가지고 이플 설명하여보자.

(14)

a. Hans sucht einen Einhom.
b. Hans glaubt , dass Mi ss Amerika rothaarig is t.

(14a) 는 Einhom( 외뿔소)인 어떤 개처1 x가 실제세계에 존재하고 Hans 가 그

개체플 구하고 있다는 의미와 그라한 개체 x 가 설제로 존재하는지는 알지 못
하면서도 그라한 개체쓸 찾는다는 의미의 이중성을 갖는다. 전자의 경우에는
이 세상에 실제로 E삐lOm( 외뿔소)이 존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가 때문에

거짓 주장이 되지만 그러나 상상의 세계에 존재하는 Einhom을 찾는다는 것
에 대해 논리적인 모순이 없다.
7) 내포적인 의미틀 갖는 형용사나 부사의 경우 다음과 같은 함의(Implikation) 문제가 있다.

a) Fritz schreibt sorgfåltig. -> Fr Ïtz schreibt
b) Fritz läuft sclmell. -> Fritz läuft.
c) Fritz arbeitet fleißig. -> Fritz arbeitet.
a)-c) 는 선건문장파 후건문정간의 함의관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다음문장뜰
의 힘익관계틀 이루지 못한다.

d) Hans ertrank fas t. -j-> Hans ertrank.
e) Hans kommt vermutlich. -j-> Hans kommt.
f) Hans klagt im Falle der Ablelmung. 一/←> Hans klagt
이상파 같은 fast , vermutlich , im Falle der Ablelmung 등파 같은 표현들은 술어논리에 의
한 의 u1 해석을 통하여 그 함의관계가 밝혀지지 않는다 (선수송 1984:548f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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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b) 도 어떤 특정 한 사람이 었고 그리고 Hans가 이 사람이 미스 아메리카

이며 빨간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경우와 실제로 그런 시람이 있는
지는 몰라도 올해의 유행이나 상황으로 미푸어 보아 미스 아메리카가 빨간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경우의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전자를 de

re, 그리고 후자룹 de-dicto 해석 이라 한다. glauben, suchen 따위와 같은 동시
룹 불투병 동사라고 하는데 이들의 지배 영역 내에 오는 논항들은 실제세계
에 존재하는 de re 해석과， 다만 민음속의 세계에 존재하는 de-dicto 해석음 갖

는다. 독열어를 숨어논리의 형식언어로 번역할 경우 이라한 의 u] 차이를 기술
할 수 없기 때문에 술어논리의 의미해석에 대한 한계점이 드러난다，8)

4. LH 포논리 (Prädikatenlogik) 에 의한 지시의미론
언어의 표현파 이 표현이 지사하는 대상이나 사태가 살제세계에 국한되지

않는 많은 예들을， 우리는 앞 절 술어논리의 형삭언어가 갖논 진리지 도출과
정에서 불 수 있었다. 문제는 실제세계와든 다른 가능힌 세계달에 있어서 요
소멍세가 Â1 칭하든 사태가 아떠한 대상틀코 구성되어 있는가 하든 점이다.

Wittgenstein은 가능세계의 대상들에 대하여 논고에서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
있었다.

2.022 Es ist offenbar, dass auch eine von der wirklichen noch so verschieden
gedachte We1t etwas
eine Fonn
mit der wirklichen gemein haben
muss.
2.023 diese feste Fonn besteht eben aus den Gegenständen.
가능성 (상상)의 세계가 섣제세계와 이무리 다르다고 할지라도 이 가능성

의 세계는 살세세계와 공유하는 어떤 형식을 가져야만 하는데 이 형식이 바
쿄 고정 불-변하는 대상으포 되어 있다논 것이다. 경험파학으로서의 언어학은
8) de dedicto - de re 에 관한 기숙븐 선수송'(198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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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의 최소단위로서 고유명사인 이름을 정하고 이 이름과 이름이 지칭하는

대상파의 관계가 어떤 가능성의 세계에서도 고정된 갓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이룹들의 배열에 의한 사태의 형성은 실제세계와 가능성의 세계에서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대상만큼은 시간과 상황에
Wittgenstein의

논고의

주장과

임맥상통하는

따라 불변한다고 하는

것이다.9)

이

칠에서는 R.

Montague 의 내포논리에 기초하여 독일어 문장의 의미기술을 내포논리의 형

식언어로 번역하고， 형식언어 명제의 진리치를 술어논리의 해석모형에 가능한
시간과 세계를 가지고 확장한 해석모형에 근거하여 논의하려고 한다. 내포논
리도 내포논리의 명제를 도출하는 통사부와 이 명제의 진라지를 해석모형에
끈거하여 결정하는 의 u] 부로 구성된다. 먼저 내포논리의 통사부를 보자

4.1

통사부

범주에

(Syntax)

관한

일반화:

내포논리의

통사부는

품란드의

논리 청r자

S.

Lesniewski , K. Ajudkiwicz등이 제시한 통사범주 유형과 의미유형을 기반으로
한다. 내포논랴의 통사범주를 보면 다음파 같다

(1 5) 통사멤주

i) N은 통사범주이다. (N은 이름)
ii) S 는 동사범주이다. (S 는 사태)
iii) 만일 A 가 통사범주이면 A/B , A/IB , (AIB)IB , ... 들은 통사범주이마
이들 통사범주의 정의에 따라 N, S, S/N(=동λ})， S/(S/N)(=명사구)
등은 통사범주이마

(1 6) 의미유형
i) e는 의미유형이다.

ii) t 는 의미유형이다.
9) 내포논러에서는 S. Kripke (l963) “ naming and necessity" 이론에 따라 고유명사는 모든 가
능성의 세계에서 동-일 대상을 지시하는 고정 지시어 (‘ rigid designator댐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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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만띤 a, b 가 유형이면 <a, b> 도 유형이다.

iv)

내포논리의 의Tl1 유형

a가 유형이면 <s , a> 도 유형이다.

이틀 의Tl1 유형에 따라 e, t , <e , t> , <<e , t> , t>등도 유형이다.
또한 <S , e> , <s , t> , <s , <e , t>>등도 유형이다.
이때 <a, b>유행은 a에서 b 로 가는 함수이다. 보통병사， 자동시 그
라고 형용사는 모두 동연한 의 n1 유형 <e , t>유형에 속하고 이는 개

제보부터 진리치로 가는 힘수로 해석된다.

(17) 내포논리의 통시범주와 의미유형의 대응관계
가본범주외 의 u1 유형의 대응관계는 함수 f로 제시된다

( i ) f(t) = t
(ii) f(CN) = f(IV) = <s , <e , t>>
(iii) f(AIB) 혹은 f(AIIB) = <<s, f(B)> , f(A)>
이 정익에 따라 독잊어의 봉사범주와 의미유형의 대응관계를 나타내면 다
음과같다.

(1 8)

봉사밖주

익 111 유형

t (=문상범주 S) ,
CN(= 보통명λn， IV(= 자농써

T (= 띠V: 멍사구
Adj (CN/CN)

<e,t>
f(t끼V) = <<s, <f(l V)> , f(t)>>
<<s , <e,t>>, t>
<<s , <f(CN)>>. <f(CN)>>
<<s , <e,t>> , <e ,t>>

(1 9) 의미유형의 집합론적 표현: λ- 추상화

i ) 보통명사， 자동사 그리고 형용사는 개체들의 집합으로서 λ- 기호를 사
용하여 디음파 갇이 추상화 힐 수 있다

l

소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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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u: ÀX[Frau’ (x)]
schön : λx[ schön'(x)] 의 속성을 가진 개체 x뜰의 집합
tanzen : ÀX[tanzen’(x)]
이때 Frau, schön ’, tanzen은 각각 내포논리어 Frau‘, schön’, t뼈en
‘으로 번역되며， Frau의 속성을 가진 개체 x들의 집합， schön의 속성

을 가전 개제 x들의 집합" tanzen하고 있는 속성을 가진 개제 x 들
의 집합으로 추상화 된다.

ii) 냉사구는 예틀 들어 다음파 같이 개체틀이 갖는 속성들의 집합으로
가숲할 수 있다.

ein Frau:

λP Jx[Frau‘

Maria:

λ.P[P{m} ]

sie:

λP[P{x} ]

(x)

^

P{x}]

이싱의 번역은 동사작으로 명사구가 될 수 있는 언어적 표현은 단순히 보

통명사가 아니라， 관사와 보통명사의 결합인

eine Frau외 같은 표현이거나 고

유명사나 대명사와 같은 표현이 된다. 이들은 모두 내포논리어의 동열한 의미
유형에 속한다. 이를 다음과 같은 의미유형의 함수관계로 나타낼 수 있다.

(20) eine Frau:
AP
<s , <e , t>>

]xrFrau'’ (x)
t>

^

P{x }l

암서 명사구 T 를 나타내는 통사범주가 t/IV로 정한 이유는 맹시구가 자동
사와 결합하여 통사적으로 문장이 도출되는 문법규직을 반영한 것이다. 이 통
사범주에 대응되는 의미유형은 정확히 자동사의 내포 의미유형

<s , <e , t>> 과

결함하여 문장의 진리치로 가는 함수관계룹 나타내고 있다. 독일어에서 명사

구인

eine Frau가 자동사인 t때강와 결합하여 유도된 운장Eine Frau t뻐a는

다음과 같이 내포논리어의 형식언어로 번역되어， 형식언어의 명제로 유도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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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2 1)

i)

λP
]xfFrau‘ (x) ^ P{xl1 C\tanzt’===>
<<s , <e , t>>
t >
(<s , <e , t>)

ii)

크 x[Frau‘ (x)

iii)

크 x[Frau‘

(x)

^

\tanzt’{x}]

===>

^ tanzt'(x)]

의미유형의 결합파정에서 나1 포논리어인 /\tanzt’ 는 자신과 동일한 의마유
형의 범주변항 P 에 대치됨으로써 λ- 기호에 의한 집합 구성원이 하나의 살례
로서 二난제화되는 것음 나타내고 있다. 그라고 최종적으로 얻게 된 형식언어의
뱅제 iii) 은 내포논랴의 해석모형에 따라 진리치가 결정된다. 다음으보 고유명

사 단독으토 맹사구가 되어 자동사외 결합함으로써 문쟁이 유도되는 과정을

내포논리익 형시언아로 변역하여 보자.

Marìa:
À.P
<s , <e , t>>

IR

뼈

(22)

t >

고유명사 단독으보 !성사구가 된 Maria도 병사구 eine Frau외 동일한 의미
유형

<s , <e , t>> , t >올 갖는데， 자동사의 의 III 유행 <s , <e , t>> 과 결함하여

운장의 진리치로 가는 함수관계할 나타내고 있다. Maria가 자동사인 t뻐와와
결함하여 문장이 유도되는 과정은 eine Frau의 경우와 유사하다.

(23)

、띠

\p
i)
<<s , <e , t>>

iii)

[P{m}] C이 tanzt’)

tanzt' {m}]

t >

===>

(<s , <e , t>)
===>

tanzt' (m)]

이 형식언어의 맹제는 내포논랴의 해석모형에 따라 진리치가 결정된다.

내포논리의 의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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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antik)

내포논리의 의미부는 술이논리의 해석모형에 시간과 상황을 확장한 해석
모형이다. 즉 전자의 모형은 후자의 모형에서 대화의 범위 A 와 치할당 함수

F 이외에도 시간 I와 상황 J의 구성성분을 갖는다. 이 글에서는 내포논리어의

문장유도릎 생략하고 다만 내포논리의 기본어휘인 이룹에 개체를， 1 항술어 및
2 항술아에 가l 체들의 집합， 개체쌍들의 집합을 할땅하는 함수 F 를 고찰하기로
한다.

(24) 해석모형
M2 = (D , 1, J, <, F)
D는 개체들의 집합

{a, b, c, d} ,

F 는 가본표현에 외연을 할당õ}는 함수

I는 가능한 상챔세계) 1로 이루어진 집합

1 = {il , i2}
J는 시간구간 j 로 이루이진 집합

J

=

{il , j2}

<는 시간구간들의 선후판겨l

(25) 내포논리의 형식언어
어휘:이름

h(=’Hans’),

m (=’Maria)와 갇은 고유명사로서에 대하여 가능한 상황과

시간에서 동일한 대상을 할당하는 고정 지시어가 있고 가능한 상황과

시간에서 지사 i운 대상이 변하는 k(=‘Miss Korea’)와 같은 비고정 지
시어가 있다. 이들의 내포와 외연관계는 다음파 같다
Int (m) =

Ei

j)

(i 1, jù

(i 2, M

•
> a
→~>

J

a

(Ï2, j2)--> a

..J

m'

'Mari

의 l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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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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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항술어: 1 항숨어의 내포는 특정한 상황과 시간 지표에서 I 항술어가 지

칭하는 모든 가능한 외면들인 개체듬의 집합의 집합을 말한다.

Int (T)

=:

r

(i 1, jl)> {a, b}

I

(i l, j2)-> {b, c}

I

(h , jl)

까

l

T

=

1항숨어 ‘ tanzen'

I

{a}

L (h , j2)-> {b}

J

2 항술이: 2 헝줍어익 내포는 특정한 상황과 시간 지표에서 1 항술어가
지 칭하는 모든 가능한 외연들인 개처1 쌍들의 집합의 집합올
말한다.

Int (L)

=

(h , jl)

> <a, b>
<b, c>

(i 1, j2)> <a, c>

<b, b>
(iι

jl) -> <a, a>
<b. b>
<c. b>

(h , .h) - > <a , a>

<b, c>
<c. b>
앞에서 본 이름과 I 항술어， 2 헝술어의 내포와 외연관계는 다음과 같은 등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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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26) IntM,g

(φ)(i ，

j) = ExtM,ij ,g

(φ)

이 등식에 따라 어떤 표현 φ의 내포는 해석모형 M과 치할당 함수 g 에 따
라 특정한 상황과 시간의 지표를 논항으로 취하면， 바로 이 지표에서 φ의 외
연을 얻게 된다.

(27) 내포논리의 진리조건
내포논리의 명제에 대한 진리조건은 술어논리의 복합문장에 대한 진리조건
을따른다.
이제 구체석으로 독일어콜 내포논리어의 형식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을 고찰
해 보자 앞서 든 독일어의 예문

Eine Frau t때a 의 통사고}정파 의미합성에 따

픈 내포논리의 통사유도와 형식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28) a.

동사유도

Maria tanzt

/、\
Maria

tanzt
T(t/IV)

IV

b. 번역파정

Maria :

λ

P [P{m}]

tanzt ; tanzt'
Maria tanzt : λ P [P{m}] (^tanzt’) ==>
/\tanzt’ {m} ==>
tanzt’ (m)
번역의 결과 tanzt’ (m)를 우리는 해석모형 M2 에 따라 진리치를 계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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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먼지 이름 m은 고정지시어로 모든 상황파 시간에 동열한 대상 a를
지칭한 것을 암 수 있다. 이제 I 항술어는 가능한 상황파 시간지표에서 상한
개체들의 집합올 외연으토 갖기 때문에 다음파 같은 외연음 얻을 수 있다.

(29) i) (i 1, jl) 에서 tanzen은 개체들의 집합 {a, b} 를 지칭한다. 따라서tanzt’
(m) 의 진리치는 참이다.

ii) (i 1, j2)어써 tanzen 은 개체들의 집합 {b, c} 찰 지칭한다. 따라λ1 tanzt’
(m) 의 진리치는 거젓이다.

iii) (iι jl) 써 tanzen은 시}제둡으1 집함 {a} 를 7.1 칭한다. 따라서 tan앙’
(m) 의 전리치는 참이다.

iv) (h , j2) 에서 tanzen은 개처1 듬의 집합 {b} 랄 지칭한다. 따라서 tanzt’
(m) 의 진리치는 거섯이다.

이제 우리가 삼고 있는 실제세계를 이틀 중 어느 것으토 정할 때 우리는

섣제세계에서의 1 성제 t뻐zt’ (m) 익 진라치플 구힐 수 있는 것이다.
이싱과 갇은 니}표논리의 기술망볍으로 술어논리에서 문세가 되었던 독엘어
익 의미해석윤 내포논리에서는 형식언어의 내포와 외연관계플 통하여 그 친

리치를 결정할 수 였다.
디음으보 앞절에서 언급한 불투명 동사를 가진 문장 (1 4a) 의 의미해석을

보자.

(14) a. Hans sucht einen Einhom.

(30) a.lx [E inhom(x) ^ suchen’ (h , \A.P P{x})
b. suchen ’ (h , 、A.P 크 x [Ei띠lOm(x) ^ P{x})

4.3

지시의미론의 개체개념에 관한 문제점

이섣에서는 지시의 111 론의 개체가 더 이상 분해할수 없는 단순개념인가에

대힌 문제블 논의해 보고자 한다. 대화의 멤위에 뜰어가논 개처11 a, b등에 대
한 아류 h, m 등은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단순개념이 이니라는 증거플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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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다음과 같은 독일어의 예문을 통하여 제시할 수 있다.

(3 1) a) Hans läuft schnell zum Bahnhof.
b) Hans ist intelligent.
Hans가 intelligent 라는 속성을 갖는 것은 시간에 따라 쉽게 바뀌어 지는 속
성이 아니다. 그라나

!äuft schnell zum Bahnhof는 Hans가 특정한 시간파 장

소에서 행하는 행위로서 항구적인 속성으로 간주되는 intelligent 와 같은 속성
과는 구분된다. 즉 Hans 라는 대상은 二l 속성이 시간축상에서 순간 순간 설현

되는 하나의 단편(“stage") 들을 모아 놓은 것으로 다음파 같은 도표로 제시할

수 있다

/、

stagel

stage2

stage3

만일 우리가 stage 들을 시간축 상에서 개체인 대상 h의 순간적인 실현체로
생각한다면 그리고 이라한 실현제를 변항 xs 생각한다면 (31a) 는 다음과 같은

논리적인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윤 것이다.

(31) a’·

크 xS[R(x ， h)

S

^ !äuft schnell zum Bahnhof(xS)]

(31a’)의 논리식은 대상인 h(=Hans) 의 시간축 상에서 실현된 특정한 단편

S
X 이 존재하고 이라한 대상의 단편이 바로 !äuft schnell zum Bahnhof하는
행위찰 하고 있음올 나타낸다. 그라나 예문 (31b) 의 경우

intelligent 가 시간

과 장소에 따라 쉽게 바뀌는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항구적인 속성으로 간주

되는 1 항술어 intelligent는 대상을 지칭하는 Hans 에 직접 관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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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b’. intelligent'깨。)
여기서 우라는 숲아논리의 이름이 지칭하는 최소 단위가 대상이거나 또는
대상의 단편인 “stage" 가 괄 수 있음블 보게 된다.1 0 )

(32) 대상개념파 유개념
자연언어의 분석에 있어서 대상을 지사하는 최소단위로서의 이름은 Hans ,

Peter, Maria와 같은 고유명사뿐만 아니라 다음파 같은 유개념을 나타내는 0관사 형태의 복수명사가 펠 수 있음이 언어연구에서 밝혀졌다.

(33) a. Katzen sind überall.
b. Katzen liefen schnell in den Wald.
c. Maria hasst Katzen , weil sie

ihrεn

Kuchen gestohlen haben.

유개념을 나타내든 0- 관시의 복수명사 Katzen는 einige , wenige , manche.

viele , alle등과 갇은 수보딴 나타내는 형용사의 수식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모두 비분볍적이다

(33) a’

einige

* Katzen sind

übεrall.

wemge
ma
때
nche

viele
alle
이라한 현싱은 고유명사 암에 수량표현의 수사를 사용할 경우 모두 비문볍
삭이 되는 정우외 같다. 모든 보통병 λt(Appellativnomen) 는 0- 관사의 복수명
사룹 만뜰변 (33a) 와 같은 문맥에서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우에 해당된다. 그
라나 예문 (33b) 의 Katzen온 다음과 같이 수량표현의 형용사에 의해 수삭올
10) 이상에서

l며고 다음섣에서 세시할 개체틀의 유형분류는 Carlson(l977)의 개체유형에

관한 이콘에 끈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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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윤 수 있다.

”聊聊빼빠

/l
，‘、

씨껴

10

Katzen liefen schnell

띠

den Wald.

e

κ

alle
(33a) 의 Katzen는 ‘고양이’라는 유개념을， (33b) 의 Katzen은 특정한 시간파
공간에서의 행위를 수행하는 대상으로서 구분된다. 따라서 다음과 갇은 형식
화로서 이들의 의마차이를 가술할 수 있r::]-.

(34) a. Katzen sind überall.
a’. überall’ (kk)
b. Katzen liefen schnell in den Wald.
b’. 크 x'[R (x', kk) ^ liefen schnell in den Wald(x')]
여기서 우리는 Carlson( 1977) 에 따라 Wittgenstein의 개제들 x, y, z등은 더

이상 존재론적으로는 분할될수 없지만 그라나 논리적으로는 x'’

Xk ,

xO 같은

“ stage" , object , kind와 감은 유형 별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결론을 얻는다.

N. 결론
이 글에서는 Wittgenstein익 논고에서 제시된 세제의 구조와 대응관계에 있

는 언어의 구조를 고찰하고， 언어는 명제들의 총체로 나타낼 수 있었으며 가
장 단순한 요소명제들은 이름들과 이름을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았

다. 동임하게 세계는 아무리 복합적이라 할지라도 사설틀로 구성되며， 이등
사설들 각각은 디 이상 단순할 수가 없는 사태들로 구성될 것이며， 이라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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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들은 더 이상 분해펠 수 없는， 대상들의 결합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보았다.

언어가 세계익 그림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뜰이 동엘한 구조의 논리적인 형식
음 갓기 때운인 것으로 품이된다. 즉

i) 대상올 지칭하는 이룹， ii) 대상의 결

합으토 구성된 사태를 지칭하는， 이름의 결합으로 구성된 요소명제，

iii) 사태

둡로 구성된 사섣을 지칭하는， 요소명제들로 이루어진 명제， iv) 사살들로 구

성된 세계와 이 세계를 지칭하는， 명제들로 구성된 언어. 이와 같이 언어와
세계가 서로 그 구성소등이 대칭관계를 이루고 그들의 구조가 동열한 논리적
형식을 공유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고를 표현하는 언어는 세계의 그램으로서
의 역할윤 승운 젓이다. 이라한 Wittgenstein의 언어첼학 사상은

형식의미론

에서 부분적인 수정파 변형음 거쳐 현다}언어학의 모형이론적， 지시론적 형식
의비콘의 단간윤 이푸게 된다. 그라나 문제로 저1 시되는， Wittgenstein 의 대상
을 지칭하는 이름에 대한 변항 X, y, z는 “ stage" ,

"kind" , "object" 등과 같은

유형별 분류가 필요함를 자연언어의 분석에서 알 수가 있었다. 나아가 이러한
문제는 고유명사외 보통명 λt(Appellatψnomen) 뿐만 아니파 물질명사나 추상명
사의 배열에 참여하는 개체들을 별도로 분류해야만 하는가 하는 존재론적인
의문을 갖게한다. 펠요성을 갖게 한다. 나아가 특정한 상황과 사간좌표플 하
나의 사건으로서 개체유행으로 분류할 때 대상파 사건에 대한 관계규명음 위

한 새로운 언。1 1 1 술의 연구가 있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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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Wittgensteins “ Tractatus" und Referenzsemantik
der modernen Linguistik
Soo-Song Shin (Seoul National Uni)

In

diesem

Aufsatz

habe

ich

den

Versuch

untemommen , die

philosophischen Gedanken des Buches “ Tractatus Logico-Philosophicus von
L. Wittgenstein darzustellen und deren Einfluss auf die formale Semantik der

modemen Linguistik zu diskutieren. Die Behauptung von Wittgenstein , dass
die Sprache die Relation zwischen der We1t und dem Menschen übermitteln
kann , beruht auf der These , dass die Struktur der Sprache die Weltstruktur
logisch reflektiert. Die Sprache besteht aus der Gesamtheit der Sätze, die
wiederum aus Elementarsätzen bestehen. Ein Elementarsatz kann nicht

weitεr

mit der Satzstruktur analysiert werden und konstituiert sich nur aus Namen
und deren Kombinationen. Auf der anderen Seite zerfållt die Welt in die
Tatsachen, die aus Sachverhalten bestehen. Die Gegenstände, die nicht
weiter analysiert werden können, machen einen Sachverhalt aus. Hier sieht
man den strukturellen Zusammenhang zwischen der Sprache und der Welt.
Der Name entspricht dem Gegenstand, der Elementarsatz entspricht dem
Sachverhalt, der Satz entspricht der Tatsache, 뻐d sc삐ießlich entspricht die
Sprache der Wel t. Dieser Gedanke von Wittgenstein hatte einen maßgebenden
Einfluss auf die Entwicklung der formalen , modelltheoretischen Semantik der
neueren Linguistik. Es wird aber in diesem Aufsatz die Frage gestellt, ob der
Gegenstand, den Wittgenstein als Variable
analysiert

werden

kann.

Dabei

wird

x, y, z darstellt , nicht weiter
diskutiert,

dass

die

Namen

verschiedenartige ontologische Eigenschaften haben können, nämlich d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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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Eigenschaft von entweder “ stage" oder “ objekt" oder “ kind" denotiert
sind, was in den linguistischen Arbeiten von G. Carlson
diskuti때

lU1 d

den anderen

worden ist. Die Gegenstände können im Wittgensteinschen Sinne

nicht weiter zergliedert werden , aber sie scheinen doch zu

verschiεden

gegliedert zu werden. Viele sprachliche Erschein lU1gen

lU1terstützen

weitere UntersuchlU1gen in dieser Richt lU1g.

주제어: 언어의 구조” 세계” 명제， 사실， 대상， 이릎

Schlüsselbegriffe: die Struktur der Sprache, Welt, Sachverhalt,
Proposition, Gegenstand,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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