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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자연언어의 이름들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언어 표현인 듯하다. 
‘전두환’, ‘백두산’, ‘개밥바라기’, ‘싸이’ 등의 언어 표현들은 우리의 일

상적인 언어 사용에 온통 만연해 있으며, 우리는 능숙한 언어 사용자

로서 이 표현들을 사용하는 데에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그럼에도 자연언어의 이름들이 갖는 의미가 도 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만족스러운 답변이 주어진 적이 없으며, 아주 상이

한 견해를 지닌 철학자들이 이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여 왔다.
이 중 우리에게 보다 친숙한 이론은 기술주의(descriptivism)다. 가령 

‘싸이’는 ‘강남 스타일을 부른 가수’라는 한정기술구(definite description)
와, ‘개밥바라기’는 ‘저녁 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이라는 한정기술구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는 것 같아 보인다. 본론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

겠지만, 기술주의는 이러한 착상에서 출발하여 자연언어의 이름의 의

미는 한정기술구와 관련을 맺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프레게나 러

셀을 비롯한 많은 초기 분석철학자들 또한 기술주의를 지지하거나 아

니면 기술주의와 맥을 같이하는 이론을 제시하 다.
하지만 크립키(Saul Kripke)는 기술주의에 맞서는 아주 강력하면서도 

호소력 있는 몇 가지 논변들을 제시하 으며, 이로 인해 자연언어의 

이름들의 의미가 도 체 무엇인지에 관한 논쟁은 이전과 아주 다른 구

도를 띄게 되었다. 많은 철학자들은 크립키의 논변들이 한정기술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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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점을 성공적으로 보여주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제 기술주의를 지지하는 철학자들은 비교적 소수이며, 많은 

철학자들은 기술주의가 잘못된 이론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나는 이러한 통념에 도전하겠다. 나는 이 글에서 크립키의 반기술주

의 논변들에 맞서서, 자연언어의 이름에 관한 기술주의의 한 유형을 

제시하겠다. 만약 내가 제시하는 기술주의 이론이 옳다면, 이 이론은 

크립키의 반기술주의 논변들을 극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름의 의미

에 관한 크립키의 설명보다 더 나은 설명을 제공할 것이다.
우선 나는 2장에서 크립키의 반기술주의 논변들을 소개하겠다. 그런 

후, 3장에서 나는 내가 지지하는 기술주의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우리

가 그것을 선택할 동기가 무엇인지를 규명하겠다. 그리고 4장에서부터 

6장에 걸쳐, 나는 내가 지지하는 기술주의 이론이 크립키의 반기술주

의 논변들을 어떻게 극복하는지와, 어떤 점에서 내가 지지하는 기술주

의 이론이 크립키의 주장보다 더 설득력있는지를 밝히겠다.

2. 크립키의 기술주의 비판

2.1. 의미 제공 기술주의와 지시체 결정 기술주의

자연언어의 표현들 중 이름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 요소(semantic 
element)는 그 이름의 지시체(reference)다. 가령 한국어 표현 ‘전두환’을 

생각해 보자. 한국어 화자들은 이 표현이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 그리

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전두환’이 특정한 개별 

상, 즉 연희동에 사는 전직 통령 전두환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이 

점을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표현 ‘전두환’은 전두환을 지

시체로 가진다. 그리고 ‘전두환’의 지시체는 ‘전두환’의 의미 요소에 포

함된다.
기술주의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이름과 연계된(associated) 기술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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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며, 그 기술구가 지니는 기술적 요소(descriptive element)가 이름

의 의미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름의 지시체를 결정한다고 주

장한다. 가령, 방금 우리는 ‘전두환’의 지시체가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

해 ‘연희동에 사는 전직 통령’이라는 한정기술구 표현을 사용했다. 
그리고 비슷하게 한정기술구 ‘알렉산더 왕의 스승이었던 철학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시체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 쓰일 수도 있다. 
어떤 기술주의자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연희동에 사는 전직 통령’
은 ‘전두환’과 연계되어서 ‘전두환’의 의미를 제공하며, 같으며, 마찬가

지로 ‘알렉산더 왕의 스승이었던 철학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의미

를 제공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기술주의 이론들은 다양한 유형으로 나뉜다. 우선, 이름과 연계되는 

기술적 요소가 정확히 무엇이라고 주장하는지에 따라 기술주의 이론은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 가령, 방금 윗 문단에서 예로 든 기술주의자는 

단일 기술구 기술주의자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그는 ‘전두

환’에 연계되는 기술적 요소는 곧 ‘연희동에 사는 전직 통령’이라는 

단일한 한정기술구의 그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어떤 기술주의 이론들은 다발 기술구 기술주의로 분류될 수 

있다. 다발 기술구 기술주의자들은 이름과 연계된 기술적 요소는 단일

한 한정기술구가 아니라 여러 기술구들로 이루어진 다발의 그것이라고 

주장한다. 가령, 그는 ‘연희동에 사는 전직 통령’, ‘12.12 군사 반란의 

수괴’, ‘자신의 전 재산이 29만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한민

국 전직 통령’의 세 기술구를 제시하고, 각 기술구들이 갖는 기술적 

요소의 다발이 바로 ‘전두환’이 갖는 기술적 요소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단일 기술구 기술주의와 다발 기술구 기술주의의 구분과 별개로, 기

술주의 이론들을 분류하는 또다른 중요한 기준이 있다. 크립키는 기술

주의 이론들을 의미 제공 기술주의와 지시체 결정 기술주의의 두 종류

로 구분한다(Kripke, 1980: 32). 우선, 의미 제공 기술주의는, 이름과 연

계된 기술구 혹은 기술구 다발이 이름의 의미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전두환’을 예로 들어서 얘기해보자. 단일 기술구 기술주의자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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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제공 기술주의자인 사람은, ‘전두환’과 ‘연희동에 사는 전직 통

령’의 기술적 요소가 동일할 뿐 아니라, 두 표현이 완전히 동의어라고 

주장한다. 유사하게, 다발 기술구 기술주의자이자 의미 제공 기술주의

자인 사람은, ‘연희동에 사는 전직 통령’, ‘12.12 군사 반란의 수괴’, 
‘자신의 전 재산이 29만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한민국 전직 

통령’의 세 기술구의 다발이 ‘전두환’과 동의어라고 주장한다. 이렇

게 주장하는 의미 제공 기술주의는, 기술적 요소가 단순히 이름과 연

계될 뿐 아니라 이름의 의미 요소(semantic element)에 포함된다고 주장

한다.
지시체 결정 기술주의는 이보다 더 약한 주장을 취한다. 이에 따르

면, 이름과 연계된 기술구 혹은 기술구 다발은 이름의 지시체를 결정

해 주는 역할을 하지만, 이름의 의미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가령 단일 

기술구 지시체 결정 기술주의는, ‘연희동에 사는 전직 통령’이 전두

환을 가리키며, 바로 이 점으로 인해 ‘전두환’이 전두환을 지칭하게 된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전히, ‘전두환’과 ‘연희동에 사는 전직 통

령’이 동의어인 것은 아니다. 다발 기술구 지시체 결정 기술주의 또한 

마찬가지로, 이름과 연계된 기술구 다발이 이름의 지시체를 결정하지

만 그렇다고 해서 기술구 다발과 이름이 동의어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

한다. 이러한 기술주의에 따르면, 비록 이름의 지시체를 결정해주는 기

술적 요소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기술적 요소가 이름의 의미 요소

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의미 제공 기술주의와 지시체 결정 기술주의의 구분은 두 가지 점에

서 특히 중요하다. 첫째로, 이 구분은 어떤 이론이 도 체 기술주의이

기 위해서 취해야 할 최소한의 주장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이 구분

이 보여주듯, 기술주의가 반드시 이름은 기술적 요소를 의미 요소로서 

포함하며 따라서 이름과 연계된 기술구 혹은 기술구 다발과 동의어라

는 강한 주장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만약 어떤 기술적 요소도 이름

의 지시체 결정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는 이론이 있다면, 그 

이론은 도 체 기술주의가 아닐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시체 결정 기

술주의는 최소 기술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이 구분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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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키의 기술주의 비판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살펴보았듯

이, 두 종류의 기술주의가 제시하는 주장은 아주 상이하다. 그리고 바

로 그 점 때문에, 크립키는 각 부류의 의미 제공 기술주의와 지시체 결

정 기술주의에 해 각각 별개의 반론들을 제시한다.

2.2. 크립키의 반기술주의 논변들: 양상 논변과 의미론적 논

변들

크립키는 기술주의에 해 반 하는 여러 논변들을 제시하 다. 이 

중에 가장 강력하고도 결정적인 반론으로 여겨지는 것들은 양상 논변

과 의미론적 논변이다. 양상 논변은 의미 제공 기술주의에 한 반론

인 반면, 의미론적 논변은 지시체 결정 기술주의를 겨냥한다. 그리고 

지시체 결정 기술주의는 또한 최소 기술주의이기도 하기 때문에, 의미

론적 논변은 기술주의의 지지자라면 반드시 응해야만 하는 논변이

다. 내가 이 글에서 옹호하고자 하는 기술주의는 의미 제공 기술주의

에 속한다. 따라서 나는 이 글에서 양상 논변과 의미론적 논변을 소개

하고, 두 논변을 모두 극복할 수 있는 기술주의를 제시하겠다.
가장 먼저 양상 논변을 살펴보되,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단일 한정

기술구 기술주의만을 고려하면서 크립키의 논지를 정리해 보자. 가령, 
‘12.12 군사 반란의 수괴’라는 한정기술구가 ‘전두환’의 의미를 제공한

다고 주장하는 기술주의를 고려해 보자. 이러한 기술주의에 따르면, 
‘전두환’과 ‘12.12 군사 반란의 수괴’의 의미는 동일하다. 그렇다면, 문
장 ‘전두환은 12.12 군사 반란의 수괴다’는 의미에 의해 참인 문장, 즉 

분석적으로 참인 문장일 것이다. 그리고 분석적으로 참인 문장은 필연

적으로도 참이므로, ‘전두환은 12.12 군사 반란의 수괴다’는 필연적으

로 참이라는 결론이 따라나온다. 하지만 이 결론은 명백히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전두환이 12.12 군사 반란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은 얼마든

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 점은 ‘전두환’에 어떤 한정기술구 혹

은 기술구 다발이 연계되어도 마찬가지로 성립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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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뿐 아니라 자연언어의 어떤 이름들에 해서도 이와 같은 논

의가 마찬가지로 성립한다. 따라서, 의미 제공 기술주의는 잘못되었다

(Kripke, 1980: 48-49).
이제 의미론적 논변을 살펴보자. 의미론적 논변은 별개의 두 가지 

논변으로 이루어져 있다. 무지로부터의 논변과 오류로부터의 논변이 

그것이다. 이 중 무지로부터의 논변을 먼저 살펴보자. 다음과 같은 상

황을 생각해보자. 내가 해방터에서 어떤 사람에게 “혹시 파인만이 누

구인지 아세요?”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해 보자. 그는 “파인만요? 그 사

람 물리학자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는 잘 몰라요.” 라고 답했다. 실제

로 그가 파인만에 해 아는 것은 그가 물리학자라는 사실뿐이다. 그
럼에도 그는 “파인만요? 그 사람 물리학자잖아요.”라고 말할 때, ‘파인

만’을 사용해서 파인만을 지칭하는 데 분명히 성공하고 있다.
그러나 크립키는 지시체 결정 기술주의가 이 분명한 사실조차 설명

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Kripke, 1980: 81). 왜인가? 우선 크립키는 지

시체 결정 기술주의를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만약 지시체 결정 기술

주의가 옳다면, ‘파인만’으로 리처드 파인만을 지칭하는 데 성공한 한

국어 화자들은 다른 상들, 가령 아인슈타인이나 슈뢰딩거와 같은 다

른 물리학자들로부터 파인만을 유일하게 골라낼 수 있는 한정기술구, 
예를 들어 ‘파인만 다이어그램을 고안한 물리학자’와 같은 한정기술구

를 알고 있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그들이 ‘파인만’의 지시체를 유일하

게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지시체 결정 기술주의는 화자가 ‘파인

만 다이어그램을 고안한 물리학자’와 같은 한정기술구를 알고 있다는 

것이 그가 ‘파인만’으로 파인만을 지칭하는 데 성공하기 위한 필요조

건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의 사례에서 보듯, 내가 말을 건 사람은 그런 한정기술구

를 알지 못한다. 그가 ‘파인만’과 연계시킬 수 있는 건 기껏해야 ‘유명

한 물리학자’라는 비한정기술구에 불과하다. 만약 지시체 결정 기술주

의가 옳다면, 그는 ‘파인만’으로 파인만을 지칭하는 데 실패하고 있어

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파인만’으로 파인만을 지칭하는 데 

성공하고 있으며, 이 사실은 지시체 결정 기술주의가 잘못되었다는 것



자연언어의 이름에 대한 인과적 기술주의 옹호 301
을 보여준다는 것이 크립키의 주장이다.

이상의 내용이 크립키의 무지로부터의 논변이다. 그러나 크립키는 

더 나아가, 심지어 화자가 어떤 상을 유일하게 골라낼 수 있는 한정

기술구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시체 결정 기술주의는 이름의 지시

체가 무엇인지를 잘못 설명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크립키의 오류로

부터의 논변이다.
크립키는 자신의 이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상상

해 볼 것을 제안한다. 사실은 산수의 불완전성 정리가 쿠르트 괴델에 

의해 증명된 것이 아니라고 가정해 보자. 실제로 산수의 불완전성 정

리를 증명한 사람은 괴델의 친구 슈미트 는데,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 

괴델이 슈미트의 업적을 가로챘으며 이 사실이 그 누구에게도 알려지

지 않은 것이다. 모든 사람이 산수의 불완전성 정리의 증명자는 괴델

이라고 믿고 있다. 이제, 내가 아까의 그 사람에게 “그러면 괴델이 누

구인지 아세요?”라고 물었다. 그는 “괴델요? 산수의 불완전성 정리의 

증명자라는 것만 알아요.”라고 답한다.
크립키는 지시체 결정 기술주의가 이 상황에서 ‘괴델’이 슈미트를 

지칭한다는 결론을 내놓으리라고 주장한다. 크립키가 보기에, 위 사례

에서 내가 말을 건 사람은 ‘괴델’에 ‘산수의 불완전성 정리의 증명자’
를 연계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지시체 결정 기술주의에 따르면 ‘괴델’
의 지시체는 ‘괴델’과 연계된 한정기술구의 지시체, 즉 슈미트가 된다.

그러나 크립키는 지시체 결정 기술주의의 이 분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Kripke, 1980: 84). 왜냐하면 위 사례에서 내가 말을 건 사람은 

‘괴델’로 슈미트가 아니라 괴델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

문이다. 그리고 만약 크립키의 이 주장이 옳다면, 내가 말을 건 사람이 

특정한 상을 유일하게 골라내는 한정기술구 ‘산수의 불완전성 정리

의 증명자’를 이름 ‘괴델’과 연계시킨다는 사실은 ‘괴델’의 지시체를 

괴델로 결정하기에 충분하지도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름과 한정기

술구를 연계시키는 것은, 내가 말을 건 사람이 ‘괴델’과 ‘산수의 불완전

성 정리의 증명자’를 연계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류일 수 있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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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이 크립키의 의미론적 논변을 이루는 무지로부터의 논

변과 오류로부터의 논변이다. 만약 이 두 논변이 옳다면, 단일 기술구 

지시체 결정 기술주의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한정

기술구를 알지 못해도 이름을 사용하여 상을 지칭하는 데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으며(무지로부터의 논변), 잘못된 정보로 인해 엉뚱한 한

정기술구를 이름과 연계시키더라도 이름을 사용하여 상을 성공적으

로 지칭할 수 있다(오류로부터의 논변). 이는 곧 한정기술구가 이름의 

지시체를 결정하는 데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리고 비록 위에서는 단일 기술구 지시체 결정 기술주의만을 살펴보았

지만, 위의 사례들을 약간 변형하는 것만으로도 기술구 다발 지시체 

고정 기술주의에 한 의미론적 논변들을 제시할 수 있다. 가령, 내가 

말을 건 사람이 ‘괴델’과 연계짓는 것이 ‘산수의 불완전성 정리의 증명

자’와 ‘1차 술어논리의 완전성 정리의 증명자’의 다발인데, 사실 산수

의 불완전성과 1차 술어논리의 완전성 모두를 슈미트가 증명한 것이라

고 하는 식으로 말이다.
이것은 지시체 고정 기술주의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기술주의가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만약 크립키의 의미론적 논변이 옳다면, 단일 기

술구 지시체 고정 기술주의와 기술구 다발 지시체 고정 기술주의 모두

가 실패한다. 그런데 앞서 보았듯, 지시체 고정 기술주의는 최소 기술

주의다. 따라서 모든 종류의 기술주의는 불가능하다.

2.3. 기술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인과적 지칭 이론

그러나, 설령 크립키가 옳고 기술주의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여
전히 해결되지 않은 의문점이 남아있다. 우리는 가령 이름 ‘전두환’이 

어떻게 해서 노태우나 박근혜가 아닌 전두환이라는 특정한 지시체를 

갖게 되는지에 한 설명을 얻기를 원한다. 그리고 기술주의는 이에 

한 설명을 제공하고자 하는 이론이었다. 그런데, 만약 기술주의가 잘

못되었다면, 이름은 도 체 어떻게 해서 지시체를 얻게 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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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키는 기술주의를 신할 안적 설명을 제시하기 위해 인과적 

지칭 이론을 제시한다(Kripke, 1980: 91-97). 략적으로 말해서 그의 이

론은 인과적 사슬의 연쇄, 최초의 명명식, 화자의 의도라는 세 가지 구

성요소로 이루어진다.
우선 인과적 사슬의 연쇄가 무엇인지를 보자. 나는 연희동에 사는 

전직 통령 전두환을 지칭하기 위해 ‘전두환’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혼자 고안해낸 관습이 아니라, 내가 속한 언어 공

동체의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유래한 것이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2학
년 때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군 에 있을 때는 전두환

이 통령이었어”라고 말하는 현장에 내가 있었고, 나는 그 자리에서 

‘전두환’이라는 이름이 사용되는 것을 처음으로 들었다고 해 보자. 나
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고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

나, ‘전두환’이라는 이름은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과 나 

사이에 일어난 의사소통이라는 사건을 통해 나에게 인과적으로 전달되

었다. 이처럼 의사소통을 통해 이름이 언어 공동체의 화자들에게 인과

적으로 전달되는 사건은 연쇄적으로 이어진다. 가령 담임 선생님은 다

른 누군가와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전두환’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전

달받았을 것이고, 그 사람은 또다른 누군가에게서 ‘전두환’이라는 이름

을 전달받는 식으로 말이다. 이것이 크립키가 말하는 인과적 사슬의 

연쇄다. 
이 인과적 사슬의 연쇄는 종국적으로 전두환이 태어나는 사건까지 

이어질 것이다. 아마 그의 가족들이 새로 태어난 아이를 보며 이 아이

를 ‘전두환’이라고 이름붙이자고 결정했을 것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아

이를 ‘전두환’이라고 소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인과적 사슬의 연쇄가 

시작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전두환을 ‘전두환’이라고 이름짓는 사건은 

‘전두환’이라는 이름이 언어 공동체의 다른 화자들에게로 전달되는 최

초의 원인이 된다. 이처럼 어떤 상에 이름을 붙이는 사건을 크립키

는 최초의 명명식(initial baptism)이라고 부른다.
최초의 명명식이 이뤄지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방금 본 

‘전두환’ 사례처럼, 직접지시(ostension)를 통해 상에 이름을 붙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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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다. 다른 하나는 기술구를 사용하여 상에 이름을 붙이는 경우다. 
크립키는 기술구를 사용한 최초의 명명식의 사례로 ‘해왕성’을 든다

(Kripke, 1980: 79). 천문학자 르베리에는 천왕성의 궤도가 계산과 맞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여, 천왕성의 공전에 향을 끼치는 알려지지 않

은 천체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 다. 그리하여 그는 천왕성의 공전에 

향을 끼치는 알려지지 않은 천체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해왕성’
이라고 부르기로 하고, 관측을 통해 해왕성을 발견해내었다. 이 때 르

베리에는 ‘천왕성의 공전에 향을 끼치는, 르베리에 당시까지는 알려

지지 않았던 천체’라는 한정기술구를 사용하여 해왕성에 ‘해왕성’이라

는 이름을 붙 으며, 따라서 기술구를 사용하여 최초의 명명식을 수행

하 다.
인과적 지칭 이론의 세 번째 구성요소인 화자의 의도를 보자. 크립

키의 인과적 지칭 이론에 따르면, 화자는 이름을 사용할 때 자신에게 

그 이름을 전달해 준 언어 공동체 구성원이 해당 이름을 사용하여 지

칭하는 바로 그 상을 지칭할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가령, 내
가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전두환’이라는 이름을 들었다. 그리고 나는 

이 이름을, 담임 선생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전두환’을 어떻게 사용하

는지에는 신경쓰지 않고, 내가 키우는 개에게 붙여줄 이름으로 사용하

기로 결심한다. 만약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면, 나는 나에게 ‘전두환’을 

전달해 준 언어 공동체 구성원들의 ‘전두환’ 사용을 따를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내 입에서 나온 ‘전두환’은 개의 이름이지, 사람의 

이름이 아니다.
이제, 인과적 지칭 이론이 어떻게 이름이 어떻게 해서 특정한 상

을 지칭하게 되는지에 한 설명을 제공하는지를 살펴보자. 우선 최초

의 명명식을 통해 새로 태어난 아이가 ‘전두환’으로 이름지어진다. 그
리고 언어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전두환’이라는 이

름이 언어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퍼진다. 이를 통해서, 현재의 언어 공

동체 구성원들의 ‘전두환’ 사용과 전두환 사이에 인과적 사슬의 연쇄

가 형성된다. 그리고, ‘전두환’의 화자가 보유한 의도는, 비유적으로 말

하면, 화자가 인과적 사슬의 연쇄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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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내가 ‘전두환’을 사용함으로써 담임 선생님이 ‘전두환’을 사용하

여 지칭하는 바로 그 상을 지칭하는 의도를 가졌다고 해 보자. 담임 

선생님 또한 나처럼 자신에게 ‘전두환’을 전달해준 사람이 ‘전두환’을 

사용하여 지칭하는 상을 지칭하려는 의도를 가졌을 것이다. 이런 식

으로 인과적 사슬의 연쇄를 거슬러 올라가다보면, 그 끝에는 전두환과 

그에게 최초의 명명식을 수행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내 입

에서 나온 ‘전두환’과 연희동에 사는 전직 통령 전두환 사이에는 내 

의도에 의해 특정되는 인과적 관계가 성립하며, 바로 이 사실이 내가 

‘전두환’을 사용하여 전두환을 지칭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준다.
인과적 지칭 이론에 해 한 가지를 더 언급해야 할 것이다. 나는 크

립키의 설명을 줄곧 ‘이론’이라고 불 다. 그러나 크립키는 자신이 이

름이 지시체를 갖게 되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을 세운 것

이 아니라, 단지 이름이 어떻게 지시체를 갖게 되는지에 한 간략한 

그림을 묘사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Kripke, 1980: 93-94). 그러나 크립

키의 이러한 태도가 기술주의에 한 그의 비판적 태도를 약화시키지

는 않는다. 오히려, 크립키는 기술주의의 바탕에 그려진 그림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점이 기술주의의 근본적 문제라고 생각한다. 크립키에 

따르면, 만약 기술주의가 올다면 내가 ‘전두환’을 사용하여 전두환을 

지칭하는 데 성공하는 것은 언어 공동체나 세계에서 일어난 사건과는 

완전히 무관한 일일 수 있다. 왜냐하면, ‘전두환’에 가령 ‘연희동에 사

는 전직 통령’이나 ‘자신의 전 재산이 29만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

장하는 한민국 전직 통령’을 연계시키는 일은 오직 나의 사고만을 

통해서도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크립키가 생각하는 기술주

의의 바탕에 그려진 그림이다. 하지만 크립키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지칭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한 바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공
동체의 다른 사람들, 이름이 특정 인물에게 어떻게 도달했는지에 관한 

역사와 같은 것들에 의존”(Kripke, 1980: 95)한다고 생각하며, 바로 이 

점 때문에 기술주의는 잘못된 이론이고 자신이 그린 그림은 이름의 지

시체 결정에 관한 올바른 이론의 토 가 된다고 주장한다.



철학논구 제42집306

3. 인과적 기술주의로서의 기술구 다발 기술주의

앞서 나는 이 글에서 내가 지지할 기술주의는 기술구 다발 의미 제

공 기술주의의 한 유형이라고 말했다. 이 장에서 나는 내가 지지할 기

술주의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겠다. 내가 지지할 기술주의가 크립키가 

반론한 기술주의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내가 지지할 기술주의는 

기술구 다발 속에 인과적 기술구라는 것을 포함시킨다는 점이다.
인과적 기술구는, 가령 ‘나에게 ‘전두환’이라는 이름을 전달해준 사람

들에 의해 ‘전두환’이라 불리는 상’과 같은 한정기술구를 말한다. 이 

인과적 기술구는 크립키가 자신의 인과적 지칭 이론을 제시하면서 그

린 그림의 요소들을 반 한다. 우선, 이 한정기술구는 인과적 사슬의 연

쇄 및 최초의 명명식이 존재함으로 인해 작동하게 되며, 인과적 사슬의 

연쇄를 거슬러 올라갈 화자의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 이 점에서, 내가 

지지할 기술주의는 (크립키의 표현에 따르면) 기존 기술주의의 배경에 

그려진 그림이 아니라 크립키가 새롭게 그린 그림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내가 지지할 이론은 여전히 기술주의에 속한다. 왜냐하면, 첫

째로 내가 지지하는 이론은 인과적 지칭 이론에서 더 나아가서, 인과

적 지칭 이론이 묘사하는 그림이 반드시 인과적 기술구라는 기술구의 

형태로 반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둘째로, 내가 지

지하는 이론은 인과적 기술구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 재산이 29만원밖

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한민국 전직 통령’과 같은 일반적인 

기술구들 또한 이름의 지시체가 결정되는 데 개입한다고 주장하기 때

문이다. 이런 점에서 내가 지지하는 기술주의는 기술구 다발 기술주의

이자, 의미 제공 기술주의이자, 인과적 기술구를 채택하는 인과적 기술

주의에 속한다.
표현의 편의를 위해, 나는 앞으로 이 글에서 내가 지지하는 기술주

의를 간단하게 ‘인과적 기술주의’로 부르겠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내
가 ‘인과적 기술주의’라 부르는 이론은 3.1장에서 크룬(Fredrick W. 
Kroon)이 다루는 인과적 기술주의와 완전히 같지는 않다는 점이다. 기
술주의에 한 크룬의 견해와 나의 견해는 몇몇 부분에서 다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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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나는 인과적 기술구를 채택하지 않는 어떤 이론도 이름의 지시체 

결정을 제 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크룬의 견해에 동의하며, 크룬의 견

해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만을 다루겠다. 따라서 내가 지지하는 이론을 

‘인과적 기술주의’라고 부르는 것이 오해를 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장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다. 나는 1절에서 이

름의 지시체 결정에 관한 이론이 인과적 기술구를 반드시 채택해야만 

하는 이유를 제시하겠다. 그리고 2절에서는 자연언어의 이름과 형식언

어의 이름들 간의 비를 통해, 자연언어의 이름의 의미 제공 이론으

로서의 기술주의를 받아들일 이유를 제시하겠다. 여기까지의 논의는 

내가 지지하는 인과적 기술주의를 채택할 동기를 제공할 것이다. 그런 

후, 3절에서는 인과적 기술주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소

개하겠다.

3.1. 인과적 기술구의 필수불가결함：인과적 기술주의를 채택

할 동기 1

인과적 기술주의에 해 가장 먼저 제기될 수 있는 물음은, 이름의 

지시체 결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굳이 인과적 기술구를 도입해야 할 이

유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앞서 보았듯 크립키는 자신이 그림이라 일컫

는 개괄적인 형태의 인과적 지칭 이론을 제안하 다. 그리고 이 이론

은 일견 이름이 어떻게 해서 특정한 상을 지칭하는지에 한 만족스

러운 설명을 제시할 유력한 후보인듯하다. 반면 인과적 기술구는 인과

적 지칭 이론에서 아무런 설명적 역할도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렇다면, 
도 체 왜 이론에서 아무런 설명적 역할도 하지 못하는 인과적 기술구

라는 요소를 우리가 진지하게 고려해야 하는가? 단적으로 말해, 인과

적 기술구를 고려할 유일한 동기는 어떤 식으로든 기술주의를 고수하

고 싶은 기술주의자들의 신념 뿐이지 않은가?1)

1) 크립키도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그는 기술주의자들이 기술주의를 

자신이 제시한 반론으로부터 구제할 수 있는지를 물으면서, 그것이 도 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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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는 인과적 기술구가 지시체 결정에

서 수행하는 설명적 역할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나아가, 만약 

어떤 이론이 크립키가 그린 그림에 근거하여 이름의 지시체 결정을 설

명하고자 한다면, 그 이론은 반드시 인과적 기술구를 이론의 요소로 

포함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 점을 밝히기 위해, 크룬(Kroon, 1987)의 논

의를 소개하겠다.
우선, 크룬은 크립키가 제시한 그림을 받아들이는 이론들을 세 가지로 

분류한다(Kroon, 1987: 1-2). 그 중 인과적 기술주의(causal descriptivism)
는 인과적 기술구가 포함된 기술주의를 지지하며, 인과적 기술구가 이

름의 지시체 결정을 제 로 설명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

이다. 인과적 기술주의에 맞서는 입장은 인과주의(causalism)다. 인과주

의는 인과적 기술주의를 포함한 어떤 기술주의도 이름의 지시체 결정

을 제 로 설명할 수 없으며, 제 로 된 설명은 오직 화자에 의해 사용

된 이름과 지시체 사이의 인과적 관계만을 서술하는 인과적 지칭 이론

에 의해서만 주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두 입장 사이에 인과적 중

립주의(causal neutralist)들이 있다. 이들은 인과적 기술주의와 인과적 

지칭 이론의 설명력이 동등하다고 생각한다.
이 중 크룬은 인과적 기술주의가 옳다고 생각한다. 크룬은 “인과성

이 의미론에서 수행하는 역할은 인과주의가 포착하기에는 너무 크

다”(Kroon, 1987: 3)고 주장한다. 크룬은 이름의 지시체가 어떻게 결정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름과 지시체 사이의 인과적 관계에 

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떤 이론이 이 인과

적 관계를 포착하고자 한다면 그 이론은 반드시 인과적 기술구를 포함

해야만 하며, 따라서 인과적 중립주의나 인과주의는 잘못되었다는 것

이 그의 주장이다.

할지에 해 회의적인 태도를 취한다(Kripke, 1980: 87-88). 그리고 만약 기술주

의자들이 이름의 지시체 결정에 관한 만족스러운 이론(가령, 완성된 형태의 인

과적 지칭 이론)의 내용을 기술구에 포함된 조건으로 삼아서 자신들의 이론을 

방어한다면, 그렇게 수립된 기술주의는 애초에 기술주의자들이 방어하고자 했

던 기술주의와 아주 다를 것이라고 크립키는 말한다(Kripke, 1980: 88, n.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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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룬이 자신의 이러한 주장을 옹호하기 위해 제시하는 사례를 보자. 

A라는 사람은 가수 엥겔베르트 훔퍼딩크(Engelbert Humperdinck)의 굉

장한 팬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아들의 이름도 그의 이름을 따서 붙

다. 그리고 이제 A는 술집에서 만난 사람 B에게, 자신의 아들이 어

린이집에서 얼마나 돋보이는지에 한 자랑을 늘어놓는다. B는 A의 자

랑을 듣다가 문득 아이에게 붙여진 ‘엥겔베르트 훔퍼딩크’라는 이름이 

상당히 독특하며, 틀림없이 다른 누군가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것이리

라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B는 A에게 이렇게 물었다: “아이 이름이 참 

독특하네요! 엥겔베르트 훔퍼딩크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이 사례는 앞서 크립키의 인과적 지칭 이론을 소개하면서 다룬 ‘전

두환’ 사례와는 상당히 다르다. ‘전두환’ 사례의 경우에서 내가 사용하

는 ‘전두환’은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사용한 ‘전두환’
과 같은 지시체를 가지는 동일한 이름이다. 반면, 지금의 ‘엥겔베르트 

훔퍼딩크’ 사례에서, B가 사용한 이름 ‘엥겔베르트 훔퍼딩크’는, A가 

자신의 아들에 해 이야기하면서 사용한 ‘엥겔베르트 훔퍼딩크’의 지

시체와 다른 상을 지칭하는 동음이의어다. 즉, B는 A의 ‘엥겔베르트 

훔퍼딩크’ 사용으로부터 그와 동음이의어인 ‘엥겔베르트 훔퍼딩크’라
는 이름을 간접적으로 전달받게 된 것이다. 어쨌든, 이름의 지시체 결

정에 관한 올바른 이론은, B가 사용한 ‘엥겔베르트 훔퍼딩크’는 A의 

‘엥겔베르트 훔퍼딩크’ 사용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전달받은 것이면서, 
A의 ‘엥겔베르트 훔퍼딩크’ 사용과는 다른 지시체를 갖는다는 결론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Kroon, 1987: 7-8).
그런데, B의 ‘엥겔베르트 훔퍼딩크’ 사용이 지칭하는 상은 나의 

‘전두환’ 사용과는 달리 한정되어 있지 않다. B의 ‘엥겔베르트 훔퍼딩

크’ 사용은 B가 가지고 있는 인과적 믿음이 무엇이며 그것이 참인지의 

여부에 따라 다른 지시체를 가리킬 수 있다. 우선, 가령 B가 ‘엥겔베르

트 훔퍼딩크’라는 이름은 아이에게 붙여주기는 굉장히 특이한 이름이

며, 따라서 A가 어떤 예술가의 이름을 따서 자신의 아이에게 ‘엥겔베

르트 훔퍼딩크’라는 이름을 붙 으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해 보자. 
이 믿음은 참이다. 그리고 따라서, B의 ‘엥겔베르트 훔퍼딩크’는 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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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겔베르트 훔퍼딩크를 가리킬 것이다. 그런데 이와는 좀 다른 상황을 

생각해 보자. B는 A가 ‘엥겔베르트 훔퍼딩크’라는 이름을 어떤 예술가

로부터 가져왔으리라고 믿으면서 동시에, ‘엥겔베르트 훔퍼딩크’라는 

이름이 아주 독특한 것을 고려할 때 그 예술가는 또 다른 사람으로부

터 ‘엥겔베르트 훔퍼딩크’라는 이름을 가져왔으리라고 믿는다. 그리고, 
이 믿음은 실제로 참이었다. 왜냐하면 가수 엥겔베르트 훔퍼딩크는 그

의 후원자인 엥겔베르트 훔퍼딩크의 이름을 따서 자신의 이름을 지었

기 때문이다. 이 경우, B의 ‘엥겔베르트 훔퍼딩크’ 사용은, 가수가 아니

라 후원자 엥겔베르트 훔퍼딩크를 지칭한다. 이런 식으로, B의 ‘엥겔베

르트 훔퍼딩크’가 가리키는 상은 B가 가지고 있는 인과적 믿음이 무

엇인지와, 그 믿음이 참인지의 여부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Kroon, 1987, 같은 곳).
인과주의가 이런 현상을 제 로 설명할 수 있는가? 크룬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Kroon 1987: 6). 인과주의에 따르면, 이름이 특정한 

상을 지칭하게 되는 것은 이름과 그 상 사이에 의미론적으로 중요한 

인과적 연결(semantically significant causal connection)이 존재하기 때문

이다. 인과주의가 옳으려면, 이러한 인과적 연결이 무엇인지를 효과적

으로 규명하는 인과적 지칭 이론이 존재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위의 

‘엥겔베르트 훔퍼딩크’ 사례에서 보듯, 한 화자가 특정한 이름을 사용

했을 때, 다른 화자가 그로부터 다른 이름을 간접적으로 전달받아서 

다른 상을 지칭하게 되는 사례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의미론적

으로 중요한 인과적 연결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 것이다. 만
약 그렇다면, 의미론적으로 중요한 인과적 연결이 무엇인지를 체계적

으로 규명하는 이론을 세우기는 아주 어려울 것이다(Kroon, 1987: 6, 
8-9). 그리고 이는 인과주의가 잘못되었음을 뜻한다.

반면, 위에서 살펴본 ‘엥겔베르트 훔퍼딩크’ 사례들은 인과적 기술주

의가 옳다는 것을 입증할 유력한 증거들을 제공한다고 크룬은 주장한

다(Kroon, 1987: 8-10). 앞서 보았듯, B의 ‘엥겔베르트 훔퍼딩크’ 사용이 

무엇을 지칭하는지는 B가 가지고 있는 인과적 믿음이 무엇인지에 

향을 받는다. 그리고 B가 특정한 인과적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곧 B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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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적 믿음에 상응하는 특정한 인과적 기술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가령, B가 가수 엥겔베르트 훔퍼딩크를 지칭할 경우, B는 

‘A가 어떤 예술가의 이름을 따서 자신의 아이에게 ‘엥겔베르트 훔퍼딩

크’라는 이름을 붙여준 바로 그 예술가’라는 인과적 기술구를 자신의 

‘엥겔베르트 훔퍼딩크’ 사용과 연계시킬 것이다. 즉, 위의 사례처럼 우

리가 어떤 이름을 간접적으로 전달받은 경우,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

하여 특정 상을 지칭하는 것을 성공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인과

적 믿음과 인과적 기술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이름의 지시체 

결정을 올바로 설명하는 이론은 바로 인과적 기술주의라는 것이다.

3.2. 자연언어의 이름들이 갖는 기술적 요소：인과적 기술주의

를 채택할 동기 2

나는 크룬의 논증이, 인과적 기술주의와 인과주의, 인과적 중립주의

의 세 이론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에서, 다른 이론들보다 인과적 기

술주의를 선호할 좋은 이유를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우리

가 기술주의로서의 인과적 기술주의를 선택할 다른 강력한 동기가 필

요하다고 생각한다. 크립키의 기술주의 비판 이후로 부분의 철학자

들은 기술주의로부터 등을 돌렸다. 그리고 내 생각에 그들이 기술주의

로부터 등을 돌린 이유는, 크립키의 반기술주의 논변들이 이름은 기술

구가 가지는 기술적 요소와 무관하다는 점을 성공적으로 보여주었다고 

그들이 느꼈기 때문이다. 만약 크립키의 양상 논변과 의미론적 논변이 

옳다면, 기술구는 이름의 의미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

어 이름의 지시체 결정에조차도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언어 표현으로서의 이름에 한 이론을 세우는 데 있어서 기술구를 고

려할 필요가 도 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많은 철학자들이 받은 인상과는 달리, 자연언어의 이름

들은 분명히 기술적 요소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만약 내 생각

이 옳다면, 이는 우리가 자연언어의 이름에 한 의미 이론에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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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요소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나는 이 절에서 우선 

자연언어의 이름들과 형식언어의 이름들을 비시킴으로써, 자연언어

의 이름들이 기술적 요소를 지닌다는 점을 논증하겠다. 그러고 나서, 
나는 우리가 인과적 기술구를 자연언어의 이름에 한 기술주의 이론

에 포함시킬 이유가 있다는 점을 보이겠다.
나는 우선 아주 단순한 사실을 하나 지적하고 싶다. 자연언어의 이

름들과 형식언어의 이름들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형식언어의 

이름들은 어떤 기술적 요소도 포함하지 않는다. 표적인 형식언어의 

이름인 1차 술어 논리의 형식언어에서의 개체상항들을 생각해보라. 가
령, 개체상항 ‘a’는 단순한 기호일 뿐이다. 오직 특정한 해석이 ‘a’에 특

정한 개체를 할당했을 경우에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a’는 술어와 

결합하여 참이나 거짓인 형식언어의 문장을 산출할 수 있게 된다. 가
령, ‘a’에 전두환을, ‘Fx’에 집합 {x|x는 머리다}를 할당하는 해석 하

에서, ‘Fa’는 한국어 문장 ‘전두환은 머리다’와 같은 진리치를 갖는

다. 그렇다면, 거칠게 말하자면, 지금 논의되는 해석 하에서 ‘a’는 전두

환을 지시체로 가진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때, ‘a’는 전두환을 

지칭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적 요소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a’는, 특정

한 해석이 주어지면, 기술적 요소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전두환을 직

접적으로 지칭한다.2)

그러나 우리가 자연언어의 이름들을 사용하는 방식은 형식언어의 

문장들에서 개체상항들이 작동하는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부분

의 경우, 특정 자연언어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이름과 한정기술구를 

접히 연계시켜서 사용한다. 가령 ‘샛별’은 ‘새벽 하늘에서 가장 밝은 천

체’와 연계되어서 사용되며, ‘개밥바라기’는 ‘저녁 하늘에서 가장 밝은 

천체’와 연계되는 식으로 말이다. 물론, 언어 공동체 구성원들이 구체

적으로 어느 한정기술구를 특정 이름과 연계시키는지를 잘라 말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가령 어떤 구성원들은 ‘전두환’과 ‘ 한민국의 12

2) 여기서 사용한 표기법 및 용어들은 김영정과 선우환이 번역한 Mates(1972)의 

한국어 번역본을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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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령’을 연계시키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반면, 다른 구성원들은 

‘전두환’에 ‘ 한민국의 13  통령’을 연계시키는 게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어쨌든 ‘전두환’의 의미를 아는 한국

어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일반적으로 ‘전두환’에 ‘ 한민국의 전직 통

령’이라는 비한정기술구는 연계시켜서 사용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더

욱 중요한 점은, 자연언어의 이름들 중에서 그 어떤 기술구와도 관련

되지 않고 사용되는 이름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는 점이다. 형식언

어의 개체상항들은 기술적 요소와 함께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과는 상

이하게 말이다.3)

이 점을 좀 더 체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내가 ‘시나리오’라고 부

를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하겠다. 이름들은 자연언어의 일부분을 

이루는 요소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언어를 사용하여 두 가지 일을 수

행한다. 첫째로, 우리는 언어를 사용하여 세계를 표상하고 그리하여 세

계에 관해 참이나 거짓을 말할 수 있다. 둘째로, 언어는 언어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자산이며, 따라서 우리는 언어를 사용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언어의 이 두 가지 기능은 언어 공동

체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에 한 믿음들에 의해 가능해진다. 
더욱 정확하게 개념을 정의하는 일이 필요하겠지만, 우선 나는 이러한 

믿음들의 총체를 ‘시나리오’라고 부르는 데 만족하겠다.
가령, ‘제5공화국의 수장’이라는 한정기술구를 생각해보자. 나는 이 

한정기술구와 함께, 제5공화국에서 군 통수권은 제5공화국의 통령에

게 있다는 믿음과, 제5공화국 당시 군에 의해 광주에서 수많은 시민들

이 학살된 사건이 있다는 믿음을 가진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들로부터, 
나는 내가 가진 믿음들로부터 제5공화국의 수장은 광주에서 일어난 시

민들의 희생에 해 책임이 있다는 믿음을 추론해 낸다. 그리고 나는 

‘제5공화국의 수장은 광주에서 일어난 시민들의 희생에 해 책임이 

3)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해야 할 점은, 비록 ‘ 한민국의 전직 통령’이라는 비한

정기술구가 ‘전두환’의 지시체를 결정해주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이 비한정

기술구가 ‘전두환’의 지시체를 결정하는 데 관여하기는 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4장, 특히 4.2절에서 자세히 다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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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라는 문장을 친구에게 발화한다. 이 때, 나는 이 문장을 사용하여 

세계에 해서 참이거나 거짓인 발화를 수행하는 것과, 또한 친구와 

의사소통을 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내가 이 두 가지 일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세계에 해 갖고 있었던 믿음들의 총체, 즉 내가 보

유한 시나리오 덕분인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름 ‘전두환’을 생각하자. 그리고 내가 제5공화국에서 군 통

수권은 제5공화국의 통령에게 있다는 믿음과, 제5공화국 당시 군에 

의해 광주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학살된 사건이 있다는 믿음을 가진다

고 해 보자. 이 때, 나는 내가 가진 믿음들로부터 전두환이 광주에서 

일어난 시민들의 희생에 해 책임이 있다는 믿음을 정당하게 추론해 

낼 수 있는가? 혹은, 내가 친구에게 ‘전두환이 광주에서 일어난 시민들

의 희생에 해 책임이 있다’라는 문장을 발화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는가? 만약 이름이 기술적 요소를 전혀 갖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도

체 불가능할 것이다. 내가 전두환이 광주에서 일어난 시민들의 희생

에 해 책임이 있다는 믿음을 정당하게 추론해내고자 한다면, 나는 

반드시 전두환이 5공화국의 수장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는 곧 내가 ‘전두환’이라는 이름에 ‘5공화국의 수장’이라는 한정기술

구를 접하게 연계시켜서 사용한다는 것을 뜻한다.
정리해서 말하면 이렇다. 우리가 언어를 가지고서 세계에 해서 어

떤 참이나 거짓을 말하고 다른 언어 공동체 구성원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세계에 한 믿음들의 총체, 즉 시나리오를 보유하

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연언어의 이름들이 언어의 두 기능을 수

행하는 것은 시나리오뿐만 아니라 이름과 연계되는 기술적 요소의 도

움을 받을 때에만 가능하다. 만약 이름이 아무런 기술적 요소도 가지

지 않는다면, 위의 사례에서 내가 ‘전두환이 광주에서 일어난 시민들의 

희생에 해 책임이 있다’라는 문장을 발화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따라서 언어의 두 기능을 제 로 수행한 것이 아닐 것이다. 이 절에서

의 논의를 시작하면서 나는 자연언어의 이름들은 형식언어의 이름들과

는 달리 반드시 기술적 요소를 지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현상

은 이름이 기술적 요소를 지녀야만 언어의 두 기능을 수행하는 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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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나타난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에 해, 어떤 이들은 이름과 기술구가 연계되어서 사용된다는 점

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이름의 의미와는 무관하다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우리의 언어 공동체 구성원들의 다수는 ‘전두환’
과 ‘제5공화국의 수장’을 연계시켜서 사용한다. 그러나 전두환이 제5공
화국의 수장이라는 것은 사실에 관한 문제다. 그렇다면, ‘전두환’과 ‘제
5공화국의 수장’이 연계되어서 사용된다는 점은 ‘전두환’의 의미와는 

무관한 것이며, 따라서 의미 이론이 해명할 문제에 포함되지 않는 것 

아닌가? 나는 4.3절에서 이 반론에 응하겠다.
여기까지의 논의가 옳다면, 이름이 의미 요소로서 기술적 요소를 포

함한다는 의미 제공 기술주의의 주장은 상당히 강력한 동기를 얻는 것 

같다. 그러나, 설령 우리가 기술주의를 채택한다 하더라도, 왜 ‘나에게 

‘전두환’이라는 이름을 전달해준 사람들에 의해 ‘전두환’이라 불리는 

상’과 같은 한정기술구를 기술구 다발에 포함시켜야 하는가? 물론 

이러한 인과적 기술구가 ‘전두환’의 지시체를 결정할 수는 있을 것이

다4). 그러나 우리는 인과적 기술구를 진지하게 고려하는 일은 드물며, 
우리가 자신이 보유한 시나리오로부터 어떤 믿음을 추론해내는 데 어

떤 이름과 연계된 인과적 기술구를 사용하는 일은 별로 없는 듯하다. 
정말로 그런 경우가 존재한다면, 인과적 기술구를 진지하게 고려하는 

것이 정당화되겠지만 말이다.
나는 그런 경우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다음과 같은 가상의 상황을 

4) 사실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 가령 내가 연희동의 전두환 이외에도 ‘전
두환’으로 불리는 다른 사람을 알고 있다면, ‘나에게 ‘전두환’이라는 이름을 전

달해준 사람들에 의해 ‘전두환’이라 불리는 상’이라는 한정기술구는 정확히 

누구에 한 것인가? 이 예에서 보듯, 이름에 한 완전한 의미 이론은 애매어

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애매어의 문제는 인과적 기술

주의만이 안는 문제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크립키 또한 'George Smith' 경
우를 다루면서 자신의 그림이 애매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의식하

고 있다(Kripke, 1980: 95). 그리고 에반스(Gareth Evans)는 애매어의 문제에 

한 해결책이, 인과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이름에 관한 의미 이론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리라고 전망한다(Evans, 1973: 194). 나는 그의 전망에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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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보자. 작가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동생이 술집에 앉아 있다. 그
의 형은 그에게 ‘조지 오웰은 정말 뛰어난 작가 중 한 명이다’라는 말

을 수없이 해 왔고, 그는 작가들에 한 형의 안목을 신뢰한다. 그러나 

그는 그의 형이 해 준 말 이외에는 조지 오웰에 해 아무것도 알지 못

한다. 이제, 어떤 키 큰 국인이 헤밍웨이의 동생에게 말을 건다. 키 

큰 국인은 화를 나누다가 상 방의 형이 헤밍웨이라는 사실을 알

게 되고는, 자신의 이름이 ‘에릭 블레어’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헤밍웨

이의 동생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 그러자 키 큰 국인은 자신이 

‘조지 오웰’이라고 불리기도 한다는 말을 한다. 헤밍웨이의 동생은 깜

짝 놀란다.
방금 사례에서 헤밍웨이의 동생이 깜짝 놀라게 된 이유를 살펴보자. 
화를 나누기 전까지 그가 조지 오웰에 해 아는 것은 ‘조지 오웰’과 

연계된 인과적 기술구와, 그의 형이 조지 오웰을 뛰어난 작가로 여긴

다는 점 정도 다. 그런데 키 큰 국인과 화를 나누면서, 그는 상

방으로부터 자신의 이름이 ‘에릭 블레어’라는 것과, 또한 에릭 블레어

가 ‘조지 오웰’로 불리기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때, 그는 자신

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믿음을 통해 <에릭 블레어는 나에게 ‘조지 오

웰’이라는 이름을 전달해준 사람들에 의해 ‘조지 오웰’이라고 불리는 

사람이다>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이로부터 그는 에릭 블레어가 자신의 

형이 말하던 뛰어난 작가 조지 오웰이라는 믿음을 추론해낸다. 즉, 이 

사례에서 헤밍웨이의 동생이 보유하고 있던 시나리오로부터 <에릭 블

레어는 조지 오웰이다>라는 믿음을 추론해 내도록 한 데에는 인과적 

기술구의 역할이 핵심적이었던 것이다.

3.3. 기술구 다발에 포함된 기술구들 간의 투표

이제 인과적 기술주의를 이름에 한 의미 이론으로 채택하기 위한 

동기는 마련되었다. 그러나 내가 지지하고자 하는 인과적 기술주의는 

추가적인 해명을 필요로 한다. 내가 지지할 기술주의는 인과적 기술구

를 고려하는 기술구 다발 의미 제공 기술주의다. 이 이론에 따르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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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전두환’과 연계되는 것은 ‘나에게 ‘전두환’이라는 이름을 전달해준 

사람들에 의해 ‘전두환’이라 불리는 상’, ‘연희동에 사는 전직 통

령’, ‘12.12 군사 반란의 수괴’, ‘자신의 전 재산이 29만원밖에 되지 않

는다고 주장하는 한민국 전직 통령’ 등의 기술구들의 다발이다. 오
늘날 우리가 사는 세계의 사실들을 고려할 때, 이 모든 한정기술구들

은 전두환을 지칭한다. 따라서 ‘전두환’의 지시체는 전두환이 된다.
그런데, 전두환이 자신의 재산이 29만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

다는 것은 사실 잘못된 소문이며, 실제로 이 주장을 편 것은 노태우라

고 해 보자. 이 때, 다른 한정기술구들과 달리 ‘자신의 전 재산이 29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한민국 전직 통령’는 전두환이 아

니라 노태우를 가리킬 것이다. 이처럼 기술구 다발 내에서 각 기술구

가 가리키는 상이 서로 다른 경우, 어떤 기술구가 지시체 결정에 더 

주도적인 향을 행사해야 하는가? 크립키의 표현을 빌자면, 기술구 

다발의 기술구들 간의 투표는 민주적인가, 아니면 특정 기술구의 투표

에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하는가? 만약 가중치가 부여된다면, 기술구들 

중 어느 기술구에 가장 큰 가중치가 부여되는가?(Kripke, 1980: 65)
기술구들 간의 가중치가 어떻게 부여되어야 할지의 문제는 내가 이 

글에서 답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문제다. 나는 신 어떤 기술구가 지

시체 결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지에 한 략적인 규칙과, 그런 

규칙이 적용되어야 할 이유를 논하는 데에 만족하겠다. 우선 략적인 

규칙을 요약하서 말하자면, 기술구 다발의 모든 기술구들은 이름의 지

시체 결정에 기여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서 지시체 결정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술구는 인과적 기술구다. 앞서 ‘전두환’의 예

를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설령 ‘전두환’과 연계된 다른 모든 기술구들

이 노태우를 지칭하더라도, ‘전두환’에 관한 인과적 기술구가 전두환을 

지칭하면, ‘전두환’은 전두환을 지칭한다. 그러나 간혹 인과적 기술구 

이외의 다른 한정기술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 또한 존재한다.
이제 내가 위에서 제시한 략적인 규칙이 왜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해명할 차례다. 3.2절에서, 나는 언어의 기본적인 기능이 작동하기 위해

서는 해당 언어의 사용자들이 반드시 세계에 한 믿음들, 즉 어떤 시



철학논구 제42집318
나리오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가령 한 언어 사용자

가 자신이 보유한 시나리오가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

다고 해 보자. 그는 자신이 보유한 세계에 한 믿음들이 참이라고도, 
거짓이라고도 생각하지 않거나, 아니면 자신의 믿음들이 거의 모두 거

짓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세계에 한 참이나 

거짓을 말하기 위해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이 도 체 가능한가? 혹은, 
그가 다른 언어 공동체 구성원들과 세계에 관한 참이거나 거짓인 어떤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도 체 가능한가?
나는 그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이 언어를 사용하고 

있을 때, 그는 언어를 사용하여 세계를 표상하고 의사소통을 하기 위

해서 그러고 있는 것이다. 세계를 표상하거나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는 

궁극적으로 참을 추구한다. 즉,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참을 추

구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의 믿음이 거의 모두 거짓이거나 참

도 거짓도 아니라면, 그는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결코 획득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만약 어떤 사람이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는 자신

이 보유한 시나리오가 체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즉 자신

이 보유한 믿음들이 체로 참이며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있다고 생각

해야 한다.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언어를 사용한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그에게 

자비의 원리가 적용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특정 언어의 사용자가 특정

한 문장을 발화했을 때, 그 발화에서 등장하는 이름들의 지시체는, 그 

발화에 반 된 믿음들과 관련되어 있는 믿음들을 가능한 한 많이 참으

로 만들 수 있는 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5).

5) 자비의 원리를 이처럼 정의하는 것은 물론 지나치게 간략한 것이다. 그리고 이

처럼 이해된 자비의 원리는, 가장 잘 알려진 자비의 원리인 언어 공동체 구성

원들의 발화행동을 해석하기 위한 데이빗슨(Donald Davidson)의 자비의 원리

(Davidson, 1973: 324)와 몇 가지 점에서 다르다. 내가 아는 한, 내가 생각하는 

자비의 원리와 가장 비슷한 방식으로 자비의 원리를 정의한 사람은 윌슨(N.L. 
Wilson)이다. 그는 자비의 원리를 “찰스[언어 사용자]의 진술들을 가능한 한 가

장 많이 참으로 만드는 개체를 [각 진술에서 사용된 이름의]지시체로서 선택하

는”(Wilson, 1959: 532) 원리로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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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이해된 자비의 원리는 투표에서 인과적 기술구가 체로 가

장 중시되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해 준다. 3.3절의 첫 문단에서 제시된 

‘전두환’ 사례로 다시 돌아가자. 여기서, 인과적 기술구 ‘나에게 ‘전두

환’이라는 이름을 전달해준 사람들에 의해 ‘전두환’이라 불리는 상’
과 다른 기술구들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가령, <전두환은 자신

의 전 재산이 29만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한민국 전직 통

령이다>라는 믿음은, 주어진 사례에서 드러나듯, 잘못된 것일 수 있다. 
반면에, ‘전두환’에 인과적 기술구를 연계시켜 얻어진 믿음 <전두환은 

나에게 ‘전두환’이라는 이름을 전달해준 사람들에 의해 ‘전두환’이라 

불리는 상이다>라는 믿음이 잘못되는 경우를 상상하는 것은 아주 어

려워 보인다6). 즉, 지시체 결정에서 인과적 기술구에게 주도적인 역할

을 부여하는 것은, 부분의 경우에서 관련된 믿음들 중 최 한 많은 

것들을 참으로 만드는 데 성공한다. 그러나, 간혹 인과적 기술구가 아

니라 다른 일반적인 기술구에게 지시체 결정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자비의 원리에 부합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런 예외적인 

경우들은 5.1절에서 자세히 해명하겠다.

6) 이에 한 유명한 반례로는 에반스가 제시한 ‘마다가스카르’ 사례가 있다

(Evans, 1973: 195-196). 하지만 나는 이 사례가 진정한 반례라고 생각하지 않

는다. 에반스의 논변은, ‘마다가스카르’ 사례에서 동일한 이름의 지시체가 다

른 것으로 바뀌었다는 에반스의 주장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만 반례가 된다. 
반면, 나는 이 경우 아프리카 사람들이 사용하던 ‘마다가스카르’와 우리가 사

용하는 ‘마다가스카르’는 사실 동음이의어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앞서 3.2
절의 5번 각주에서 언급한 애매어의 문제에 한 답변이 주어진 이후에야 제

로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나는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이 글에서는 이 

반론을 더 고려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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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지로부터의 논변에 대한 인과적 기술주의의 대응7)

이제 나는 내가 지지하는 인과적 기술주의에 관한 두 가지 논제를 

주장하겠다. 첫번째 논제는, 우리가 어떤 이름의 의미를 안다고 말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이름과 연계된 특정한 기술구를 반드시 알아야만 한

다는 점이다. 두번째 논제는, 여러 시나리오 중 어느 시나리오가 현실

적인(actual) 것으로 드러나는지에 따라 이름의 지시체가 달라질 수 있

다는 점이다. 이 중 첫째 논제는, 4장에서 크립키의 무지로부터의 논변

에 응하면서 논증될 것이다. 둘째 논제는 오류로부터의 논변에 해 

응하는 5장에서 다루어진다.

4.1. 무지로부터의 논변에 대한 답변

2.2절에서 살펴본 크립키의 무지로부터의 논변과 해방터에서 일어난 

‘파인만’ 사례를 상기해 보자. 만약 기술주의가 옳다면, 이름을 사용하

여 특정 상을 지칭하는 데 성공한 화자는, 오직 그 상만을 특정할 

수 있는 한정기술구를 알고 있어야만 한다. 해방터에서 내가 말을 건 

상 는 ‘파인만’으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을 지칭하는 데 성공하

다. 그러나, 크립키의 분석에 따르면 그는 오직 리처드 파인만만을 특

정할 수 있는 한정기술구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가 ‘파인만’에 연계

시킬 수 있는 기술구는 아인슈타인이나 슈뢰딩거에게도 적용될 수 있

는 ‘유명한 물리학자’라는 비한정기술구 뿐이다. 따라서, 상을 특정

할 수 있는 한정기술구를 알고 있을 것은 이름을 사용하여 그 상을 

7) 4장과 5장에서의 논의는 상당 부분 에반스(Evans, 1982)의 견해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특히, 이 글에서 인과적 기술주의가 크립키의 두 논변에 응하는 방

식은 11장 “Proper Names”에서의 논의로부터 상당히 많은 영감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에반스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면도 다수 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에반스의 주장을 직접 인용하고 그의 주장을 해명하다 보면 에반스

에 관한 내용이 글에서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하리라는 점이 분명해 보였다. 
따라서 각주로 에반스의 영향이 컸다는 점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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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칭하는 데 성공하기 위한 필요조건이 아니다.

나는 크립키의 상황 분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인과적 기술주

의에 따르면, 해방터에서 내가 말을 건 상 는 인과적 기술구 ‘나에게 

‘파인만’이라는 이름을 전달해준 사람들에 의해 ‘파인만’이라 불리는 

상’를 알고 있다. 그리고 그는 ‘파인만’의 지시체를 결정하기 위해 바로 

이 한정기술구를 사용한다. 따라서 ‘파인만’ 사례는 인과적 기술주의에 

한 반론을 제기하는 데 실패한다. 상을 특정할 수 있는 한정기술구

를 알고 있는 것이 이름을 사용하여 그 상을 지칭하는 데 성공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인과적 기술주의의 주장은 여전히 유지된다.
여기에 더하여, 인과적 기술주의는 인과적 기술구 이외에도 이름을 

사용하여 상을 지칭하는 데 성공하기 위한 필요조건이 더 있다고 주

장한다. 해방터에서의 상황을 예로 들어 말하면, 상 방이 ‘파인만’에 

연계시키는 한정기술구는 정확히 말하면 ‘나에게 ‘파인만’이라는 이름

을 전달해준 사람들에 의해 ‘파인만’이라 불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 

한정기술구는 비한정기술구 ‘사람’이 원래의 인과적 기술구에 끼워넣

어져서(nested) 만들어진 한정기술구다. 따라서 이 한정기술구는 원래

의 인과적 기술구와 지칭하는 상은 같지만, 원래의 인과적 기술구보

다 상에 한 더 많은 기술적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인과적 

기술주의는 인과적 기술구에 끼워넣어지는 비한정기술구들이 존재하

며, 이 비한정기술구들을 아는 것 또한 이름을 사용하여 상을 지칭

하는 데 성공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주장한다. 다음 절에서 나는 

이 점을 좀 더 상세히 논증하겠다.

4.2. 최소 믿음과 최소 기술구

인과적 기술주의는 이름을 사용하여 상을 지칭하는 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과적 기술구와 함께 특정한 비한정기술구들도 알아야 한다

고 주장한다. 몇 가지 사례가 이 점을 분명하게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가령 내가 친구에게 청심환이 체내에서 수행하는 약리작용에 한 

설명을 해 준 후, 신경안정 효과를 가지는 부분의 한약 처방들이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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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환과 같은 약리작용을 수행한다는 점을 얘기해준 상황을 생각해 보

자. 몇 시간 뒤, 나는 그 친구를 복도에서 다시 마주쳤다. 그 친구는 함

께 있던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전두환은 체내에서 청심환과 같은 약리

작용을 수행해.”라는 말을 한다. 당황한 나는 친구에게 전두환은 한약

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말을 해 준다.
이 때, 내 친구는 “전두환은 체내에서 청심환과 같은 약리작용을 수

행해.”라고 말하면서 ‘전두환’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그런데, 그가 사

용한 ‘전두환’이 과연 연희동에 사는 전직 통령 전두환을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달리 말하면, 그의 발화 “전두환은 체내에서 청

심환과 같은 약리작용을 수행해.”는 과연 연희동에 사는 전직 통령 

전두환에 한 것일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만약 내 친구가 ‘전두환’을 사용해서 

연희동에 사는 전직 통령 전두환을 지칭하는 데 성공하려면, 그는 

최소한 ‘전두환’이 지칭하는 상이 한약이라는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또다른 간단한 사례를 하나 생각해 보자. 다른 친구가 

나에게 “전두환은 곱셈에 한 교환법칙을 만족해. 왜냐하면 전두환은 

가환환(commutative ring)의 일종이거든.”라는 말을 한다. 나는 이 친구

의 말이 전두환에 한 것이 전혀 아니며, 이 친구가 사용한 ‘전두환’
은 전직 통령 전두환을 지칭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전두환을 수학에서 다루는 특정한 존재자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사례들은, 만약 우리가 ‘전두환’으로 전두환을 지칭하는 데 

성공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전두환이 한약이나 수학적 존재자가 아니

라 사람이라는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만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런 

믿음들, 이 경우에는 <전두환은 사람이다>라는 믿음을, ‘전두환’을 사

용해서 전두환을 지칭하는 데 필요한 최소 믿음이라고 부르자. 만약 

어떤 이름에 한 최소 믿음이 있다면, 그 최소 믿음은 해당 이름에 연

계시킬 비한정기술구를 만드는 데 즉시 사용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람’이 ‘전두환’에 연계된다. 그리고 ‘사람’을 ‘전두환’에 연계시키는 

것은, 화자가 ‘전두환’을 성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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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이 경우 ‘사람’을 ‘전두환’에 한 최소 기술구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8)

이런 최소 기술구들이 바로 인과적 기술구에 반드시 끼워넣어져야

만 하는 비한정기술구에 해당한다. 최소 한정기술구와 인과적 기술구

가 합쳐진 한정기술구를 알고, 이름을 사용할 때 그것을 이름에 연계

시켜서 사용하는 것은, 해당 이름을 사용하여 어떤 상을 지칭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따라서 인과적 기술주의는 크립키의 무

지로부터의 반론을 피해간다.

4.3. 최소 믿음 및 최소 기술구에 대한 가능한 반론과 그에 대

한 대응

그러나 한 가지 반론이 있을 수가 있다. 이 반론은 앞서 3.2절에서 

제기되었던 반론과도 맥을 같이한다. 4.2절에서 나는 이름을 사용해서 

어떤 상을 지칭하기 위해서는 최소 기술구를 이름과 연계시키는 것

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이 옳다고 하자. 그러나, 내가 말하

는 최소 기술구와 이름이 연계되는 현상은 사실 의미론적 현상이 아니

라 인식적 현상일 수도 있지 않은가? 달리 말하면, 어떤 화자가 적절한 

최소 기술구를 이름과 연계시키는 데 실패한다는 사실은, 그가 해당 

8) 이런 생각은 그다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가령 퍼트남(Hilary Putnam) 또한 비

슷한 생각을 한 바가 있다(Putnam, 1975: 167-169). 그에 따르면, 가령 한국어 

화자가 ‘호랑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그는 화자가 ‘호랑이’의 의미

를 안다고 말하는 신, 화자가 ‘호랑이’를 취득(acquire)했다고 하거나, 화자가 

‘호랑이’를 사용할 능력(competence)를 갖췄다고 말하기도 한다)는, 그는 호랑

이에 관해 뭔가를 알고 있어야만 한다. 가령 눈뭉치를 보고 “저거 호랑이에

요?”라고 묻는 사람은, 퍼트남이 보기에 ‘호랑이’로 호랑이를 가리키는 데 성

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화자가 ‘호랑이’를 취득하기 위해

서 호랑이에 해 뭔가를 알아야 한다는 점은, 실제로 의미론적 차원에서 화자

에게 가해지는 제약이라고 퍼트남은 생각한다. 비록 퍼트남이 든 예는 자연종 

명사에 관한 그의 논의 중에 나온 것이긴 하지만, 나는 그의 견해가 옳다고 생

각하며, 자연언어의 이름의 경우에도 유사한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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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의 의미를 모른다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가 단지 해당 이름

이 지칭하는 상에 관한 어떤 사실을 모른다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라 

보아야 하지 않을까?9)

다음 사례는 이런 문제제기를 뒷받침하는 것 같아 보인다. 걸그룹 

소녀시 는 태연, 제시카, 써니, 티파니, 효연, 유리, 수 , 윤아, 서현을 

멤버로 포함한다. 우리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며, 당연히 ‘태연, 
제시카, (...), 서현을 멤버로 포함하는 걸그룹’(이하 ‘DDS’로 약칭)이라

는 한정기술구도 알지 못한다. 그런데, 어느 소녀시 의 팬이 우리 어

머니에게 와서, DDS는 ‘소녀시 ’에 관한 최소 기술구이며, 최소 기술

구를 알지 못하는 우리 어머니는 ‘소녀시 ’로 소녀시 를 지칭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해 보자. 그의 주장은 당연히 부당하

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DDS를 ‘소녀시 ’에 연계시키지 않는다는 

점은 우리 어머니가 ‘소녀시 ’가 지칭하는 상에 한 어떤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점을 뜻하지, ‘소녀시 ’의 의미에 무지하다는 것을 뜻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다면, 최소 기술구를 포함한 다

른 모든 기술구들 또한 의미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실에 관한 것이라

고 보아야 하지 않는가?
이 문제제기는 분명히 일리가 있다. 어떤 화자가 DDS를 알고 그것을 

‘소녀시 ’에 연계시키는 것이 그가 ‘소녀시 ’의 의미를 아는 데 필수

적이지는 않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적절한 최소 기술구들을 알고 그

것들을 이름에 연계시키는 것은 해당 이름의 의미를 아는 데 필수적이

라고 생각한다. 가령 누군가가 “소녀시 가 신석기시  이전이야, 이후

야?”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그가 ‘소녀시 ’의 의미를 안다고 말하기를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소녀시 가 연예인 그룹이라는 것은 소녀시

에 관한 최소 믿음이며, 따라서 ‘소녀시 ’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소
녀시 ’에 ‘연예인 그룹’이라는 최소 기술구를 알고 그것을 ‘소녀시 ’
에 연계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거칠게 말해서, 기술구들은 이름과 관련해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지

9) 이 문제제기와 다음 문단에서 제시되는 사례는 강진호 교수님이 제기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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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 같다. 첫째로, 인과적 기술구와 최소 기술구들이 있다. 특정한 이

름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그 이름에 관한 인과적 기술구와 최소 기술

구를 반드시 알아야만 하며, 최소 기술구를 인과적 기술구에 끼워넣어 

사용한다. 그리고 언어 사용자가 해당 이름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최소 기술구가 끼워넣어진 인과적 기술구를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 이 

점에서, 최소 기술구와 인과적 기술구는 이름과 연계된 기술구 다발에 

반드시 포함된다. 
둘째로, 인과적 기술구도 최소 기술구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언어 사

용자들에 의해 이름과 연계되어 사용되는 한정기술구들이 존재한다. 
가령 DDS가 그 사례다. 이러한 한정기술구를 아는 것은 이름의 의미를 

아는 데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앞서 우리 어머니가 DDS를 전혀 알

지 못하 음에도 ‘소녀시 ’의 의미를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처

럼 말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DDS의 기술적 요소는 ‘소녀시 ’의 의미 

요소에 포함되며, 이런 의미에서 DDS와 ‘소녀시 ’는 연계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뒤의 5.3절에서 더욱 자세히 다루어지겠

지만, 우리는 언어를 규약적으로 사용하며, 이 점은 이름에 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소녀시 ’와 DDS는 한국어 언어 공동체에서, 보편

적으로는 아니지만, 규약적으로 관련되며 ‘소녀시 ’의 지시체 결정에 

기여한다. 비록 일반적인 경우에 ‘소녀시 ’의 지시체 결정에서 주도적

인 역할을 하는 것은 DDS가 아니라 인과적 기술구이지만 말이다. 어쨌

든, ‘소녀시 ’와 DDS간의 연계가 규약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은, 비록 

DDS를 아는 것이 ‘소녀시 ’의 의미를 아는 데 필수적이지는 않음에

도, DDS가 ‘소녀시 ’와 연계된 기술구 다발에 포함된다는 점을 뒷받

침한다.
셋째로, 이름의 의미 요소에 전혀 포함되지 않는 한정기술구들이 존

재한다. 가령 ‘소녀시 ’와 ‘2013년 6월 8일에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공

연장에서 콘서트를 연 연예인 그룹’을 생각해 보라. 후자의 한정기술구

는 분명히 소녀시 에 한 것이다. 하지만 특정 화자가 이 한정기술

구를 모른다고 해서 ‘소녀시 ’의 의미를 모른다고 판정받지도 않으며, 
또한 이 한정기술구는 ‘소녀시 ’와 규약적으로 관련되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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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 한정기술구는 ‘소녀시 ’의 의미와는 무관하며, 단지 ‘소녀시 ’
의 지시체에 관한 어떤 사실만을 서술할 뿐이다. 따라서 이 한정기술

구는 ‘소녀시 ’와 연계된 기술구 다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구분은 4.3절에서 제기된 반론에 응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언어 사용자가 ‘전두환’의 의미를 아기 위해 반드시 

‘제5공화국의 수장’을 ‘전두환’에 연계시킬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

니다. 하지만 우리의 언어 공동체 구성원들의 다수는 ‘전두환’과 ‘제5
공화국의 수장’을 규약적으로 관련시켜서 사용한다. 이 점은 ‘제5공화

국의 수장’을 위에서 속한 기술구들의 분류 중 두 번째 부류에 속하게 

만든다. 따라서, ‘제5공화국의 수장’은 ‘전두환’과 연계된 기술구 다발

에 포함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문장 ‘전두환은 제5공화국의 수장이다’가 분

석적으로 참이 되는 것은 아니다. 3.3절에서 살펴본 자비의 원리는 이

를 뒷받침한다. 어떤 이가 ‘전두환’에 연계된 기술구 다발에 ‘제5공화

국의 수장’이 포함된다는 것을 안다고 해 보자. 이 점은 이 사람이 보

유하고 있는 세계에 한 시나리오에 반 된다. 가령, 그는 <전두환은 

제5공화국의 수장이다>라는 믿음을 보유할 것이다. 그리고 앞서 보았

듯, 어떤 사람이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에 

해 반드시 자비의 원리를 적용시켜, 그가 가진 시나리오가 체로 

참이라고 믿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람은 자신이 보유한 시나리오로부

터 ‘전두환은 제5공화국의 수장이다’라는 문장이 참이라는 것을 추론

해 낼 수 있다. 즉, 이 문장은 분석적으로 참이 아니라, <전두환은 제5
공화국의 수장이다>라는 믿음을 포함하는 시나리오가 참이라는 조건 

하에서 참인 것이다.
여전히 내 견해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남는다. 기술구들을 최소 기

술구, 이름과 연계되는 한정기술구, 이름과 연계되지 않는 한정기술구

로 분류하는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가? 이 기준은 시 나 상황, 혹은 사

람에 따라 변화할 수도 있는가? 나는 이 문제들에 한 답을 가지고 있

지 않다. 그리고 이 글의 제한된 분량 내에서 이에 해 만족스럽게 답

하는 것도 어려울 듯하다. 아마, 최소 기술구, 이름과 연계된 한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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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와 그렇지 않은 한정기술구를 구분해 주는 기준은 언어 공동체에 따

라 상 적일 것이며, 어쩌면 이름이 사용되는 상황이나 맥락, 심지어 

발화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질지도 모른다. 이에 한 구체적

인 답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언어에 한 규약을 살핌으로써만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 점에서 내 견해는 여전히 불충분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내가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최소 믿음과 

최소 기술구, 이름과 연계되는 한정기술구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비록 

내 견해가 미비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 미비한 점은 인과적 기술

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답변할 수 있는 점일 것이다.

4.4. 분석/종합 구분의 거부에 근거한 반론에 대한 대응

그런데 이제까지의 논의는 분석/종합 구분을 받아들여야만 성립하는 

것 같다. 4.3절의 논의에 따르면, 최소 기술구와 특정한 한정기술구는 

이름과 연계되는 반면, 다른 한정기술구들은 그렇지 않다. 이처럼 기술

구들을 이름과 연계되는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로 나누는 것은, 어
떤 기술구들은 의미와 관련된 것인 반면 다른 기술구들은 사실에 관한 

것이라는 구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만 성립하는 듯하다.
그러나 콰인(W.V.O. Quine)은 분석적 문장과 종합적 문장을 구분해

주는 기준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거부하면서, 모든 문장은 사실에 관한 

문장이라는 주장을 편다(Quine, 1961). 만약 이러한 그의 주장이 옳다

면, 어떤 기술구는 단지 사실에 한 것인 반면 다른 기술구는 이름의 

의미 요소에 포함된다는 인과적 기술주의의 주장은 상당한 타격을 받

을 것이다.
과연 분석적 문장과 종합적 문장의 구분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한 논의는 이 글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기에는 너무 큰 문제다. 나는 다

만 검증 전체론(confirmation holism)에 근거하여 분석/종합 구분을 공격

하는 콰인의 논증에 한 질리언 러셀(Gillian Russell)의 반론을 소개하

겠다. 러셀은 콰인의 논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Russell, 2008: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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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 1) 진술(statement)10)의 의미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검증하

거나 반증하는 경험들의 집합이다 .
(전제 2) 진술은 무엇이 오든 간에(come what may) 검증된다면 

분석적이다. [콰인의 정의]
(전제 3) 오직 이론만이 그것을 직접적으로 검증하거나 반증하

는 경험들의 집합이 존재하는 상들이다 . 진술은 그

것이 속한 이론이 검증된다면 간접적으로 검증된다 . 
하지만 그 진술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경험들의 어떤 

특정한 집합과도 양립가능한 이론을 채택하는 것은 언

제나 가능하다. [인식론적 전체론]
(전제 4) 이론은 진술들이 아니라 진술들의 구조화된 장(structured 

field)이다.
(귀결 1) 어떤 진술도 그것을 직접적으로 검증하거나 반증하는 

경험들의 집합을 가지지 않는다. [전제 3,4로부터]
(귀결 2) 어떤 진술도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전제 1, 귀결 1로

부터]
(귀결 3) 어떤 진술도 무엇이 오든 간에 검증되지 않는다. [전제 

3으로부터]
(귀결 4) 어떤 진술도 분석적이지 않다 [전제 2, 귀결 3으로부터]

이러한 콰인의 논증에 해, 러셀은 우리가 이 논증의 전제 1,2,3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전제 3에 한 러셀의 반론

을 보자. 러셀이 보기에, 진술은 그것이 속한 이론이 검증된다면 간접

적으로 검증된다는 것은 아주 의심스럽다. 러셀이 소개하는 소버(E. 
Sober)의 반례를 보자. 문장 “이 카드는 7이다.”와 “이 카드는 하트다.”
의 두 문장만을 포함하는 단순한 이론을 생각하자. 그리고, 카드를 확

인한 사람이 우리에게 카드가 빨간색이라는 사실은 알려준다. 이 사실

은 이 이론을 검증해 준다. 왜냐하면 이 사실로 인해 이 이론이 옳을 

10) 전제 1의 원문에서 러셀은 ‘언어적 형식(linguistic form)’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다. 하지만 언어적 형식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다른 전제 및 귀결에서는 ‘언어적 형식’ 신 ‘진술’이라는 표현이 사

용된다. 따라서 전제 1의 ‘언어적 형식’을 ‘진술’로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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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이 1/52에서 1/26으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사실은 “이 

카드는 7이다.”라는 문장은 전혀 검증해주지 않는다. 이 문장이 옳을 

확률은, 카드가 빨간색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기 전이나 후에나 마찬가

지로 1/13이기 때문이다.(Russell, 2008: 137-139)
그리고 러셀이 전제 2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를 

보자. 전제 2에서 사용된 ‘무엇이 오든 간에’라는 표현은 너무 불분명

하다. 반면 분석/종합 개념은 우리에게 강한 직관적인 호소력을 갖고 

있는 구분이다. 적어도 <무엇이 오든 간에>와 같은 불분명한 개념은 

분석/종합 구분과 같은 중요한 구분을 반론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것

이 러셀의 주장이다(Russell, 2008: 139).
마지막으로 러셀이 전제 1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유를 보자(Russell, 2008: 139-142). 전제 1은 표현의 의미는 곧 그 표현

을 검증하거나 반증하는 경험들의 집합이라는 검증주의 의미 이론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형태든 간에 검증주의 의미 이론을 받아

들이는 논자들은 이제 거의 없다. 따라서, 검증주의 의미 이론을 거부

하는 사람들에게 전제 1이 설득력있기 위해서는, 전제 1은 다음과 같

은 식으로 약화되어야 할 것이다.

(전제 1*) 언어 형식은 유의미하다는 점에 의해 상황들(circumstances)
의 집합과 연계된다. 만약 이 상황들이 성립한다면 , 그
러면 해당 언어 형식은 참이다 .

이렇게 약화된 전제 1*은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것이다. 하
지만 만약 전제 1을 이렇게 바꾼다면, 위의 논증을 타당하게 만들기 위

해서는 전제 2와 전제 3 또한 다음과 같이 약화시켜야만 할 것이다. 

(전제 2*) 진술은 그것이 모든 상황에 의해서 참으로 된다면 분

석적이다.
(전제 3*) (진술이 아니라) 오직 이론만이 그것들을 참이게 만

드는 상황들이 존재하는 상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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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약화된 전제 2*와 3*은, 약화되기 이전의 전제 2와 3과는 달

리, 그다지 설득력있지 않은 것이다. 러셀의 지적에 따르면, “세번째 전

제는 더 이상 당연하게 느껴지는 검증에 관한 콰인-뒤엠 논제를 닮지도 

않았다. 신 그것은 진리조건적 내용(truth-conditional content)에 관한 

급진적이고 그럴듯하지 않은 전체론을 표현할 뿐이다.”(Russell, 2008: 141)
이상의 논의들은, 내 생각에는, 검증 전체론에 근거하여 분석/종합 

구분을 거부하는 콰인의 논증이 논쟁적인 소지가 많다는 것을 분명하

게 보여준다. 그리고 분석/종합 구분의 정의는 순환적일 수밖에 없다는 

또다른 콰인의 논증은, 내 생각에는, 콰인이 분석/종합 구분을 정의하

려는 시도에 적용하는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지적하는 많은 반

론들이 충분히 잘 응답한 것 같다.11) 비록 나는 이상의 약소한 논의가 

분석/종합 구분에 한 콰인의 반론을 일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콰인의 반론을 근거로 하여 기술주의를 선택할 동기를 약화시

키고자 하는 시도는 그 자체로는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5. 오류로부터의 논변에 대한 인과적 기술주의의 대응

5.1. 오류로부터의 논변에 대한 답변

이제 2.2절에서 살펴본 크립키의 오류로부터의 논변을 상기하자. 크
립키는 우선 산수의 불완전성 정리를 사실은 괴델이 아니라 슈미트가 

증명한 상황을 제시한다. 이 상황 하에서 해방터에서 일어난 ‘괴델’ 사
례를 상기해 보자. 만약 기술주의가 옳다면, 화자는 자신이 이름과 연

계시킨 기술구 혹은 기술구 다발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이름의 지시

체를 결정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괴델’ 사례에서 내가 말을 건 

상 는 ‘괴델’과 ‘산수의 불완전성 정리의 증명자’를 연계시키고 있다. 

11) 가장 잘 알려진 반론으로는 그라이스와 스트로슨의 반론(Grice & Strawson, 
1956)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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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만약 기술주의가 옳다면, 내가 말을 건 상 는 ‘괴델’을 사용

해서 슈미트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어야만 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내가 말을 건 상 가 ‘괴델’로 지칭하는 것은 분명히 슈미트가 

아니라 괴델이다. 이 사실은, 설령 화자가 이름에 어떤 기술구 혹은 기

술구 다발을 연계시키며 그것이 유일한 상을 특정할 수 있다고 하더

라도, 그것은 해당 이름의 지시체를 결정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인과적 기술주의는 오류로부터의 논변에 아주 선명한 답을 내놓

지는 못한다. 인과적 기술주의가 내놓는 결론은, 제시된 예시를 포함한 

많은 경우에는 ‘괴델’이 괴델을 지칭하지만, 때때로는 ‘괴델’이 슈미트

를 지칭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인과적 기술주의의 선명하

지 않은 견해가 크립키의 선명한 견해보다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

다. 나는 이 절에서 이를 논증하겠다.
3.3절에서, 나는 지시체 결정을 위한 투표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지를 설명하 다. 인과적 기술주의에 따르면, 크립키가 제시하는 사례

에서 ‘괴델’과 연계되는 기술구 다발은 최소한 ‘나에게 ‘파인만’이라는 

이름을 전달해준 사람들에 의해 ‘파인만’이라 불리는 상’과 ‘산수의 

불완전성 정리의 증명자’의 두 한정기술구는 포함한다. 그리고 3.3절의 

내용에 따르면, 보통 이 둘 중 지시체 결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술구는 인과적 기술구다. 따라서, 크립키가 제시한 사례에서 ‘괴델’
은 슈미트가 아니라 괴델을 지칭한다. 따라서, 크립키가 제시한 사례는 

인과적 기술주의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하지만 ‘괴델’이 언제나 괴델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흔하지는 않

은 경우지만, 때로는 인과적 기술구보다 ‘산수의 불완전성 정리의 증명

자’라는 한정기술구가 지시체 결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차지하는 경

우도 존재한다. ‘산수의 불완전성 정리의 증명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차지하는 가상적인 사례를 하나 살펴보자. 슈미트가 산수의 불완전성 

정리를 증명했다는 가정은 유지된다.

사실 산수의 불완전성 정리를 증명한 것은 슈미트지만, 어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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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으로 인해 괴델이 산수의 불완전성 정리의 증명자로 알려지게 

되었다. 한편, 이전까지 한국인들은 괴델이나 산수의 불완전성 정

리에 해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런데 어느 날, 뉴스와 신문에서 괴

델이라는 수학자가 산수의 불완전성 정리를 증명했으며, 이는 수

학사에 길이 남을 위 한 업적이라는 보도를 뒤늦게 서특필한

다. 그리고 이 점이 국민들에게 아주 널리 알려진다. 하지만 어쩌

다 보니 괴델에 한 그 어떤 다른 정보도 한국 사람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추석에 고향에 내려간 수는 삼

촌에게서 “괴델은 정말 훌륭한 수학자다. 너도 괴델처럼 되거라.”
라는 덕담을 듣는다.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 사례에서 사용된 ‘괴델’은 괴델이 아니라 슈

미트를 가리킨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 주장은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주어진 사

례의 수의 삼촌이 보유한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괴델’의 지시체가 

무엇인지를 묻는다면, ‘괴델’은 슈미트를 가리키지 않을 것이다. 수

의 삼촌의 시나리오 하에서, 산수의 불완전성 정리의 증명자는 괴델이

다. 그리고 수의 삼촌은 자신의 시나리오가 현실세계와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즉, 만약 수의 삼촌이 보유한 시나리오가 현실세계와 일치

한다면, 두 사례에서 ‘괴델’은 괴델을 가리킬 것이다.
반면, 수의 삼촌이 아니라 우리가 보유한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삼

았을 때 두 사례에서 사용된 ‘괴델’의 지시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

자. 우리의 시나리오 하에서, ‘산수의 불완전성 정리의 증명자’는 슈미

트를 가리키는 반면, ‘괴델’에 관련된 인과적 기술구는 괴델을 가리킨

다. 즉, 만약 우리가 보유한 시나리오가 현실세계와 일치한다면, ‘산수

의 불완전성 정리의 증명자’의 지시체는 인과적 기술구의 지시체와 불

일치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 경우 어느 기술구가 ‘괴델’의 지시체 결정

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지가 정해져야 한다.
인과적 기술주의는 두 사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기술구는 ‘산수

의 불완전성 정리의 증명자’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두 사례에서 화

자인 수의 삼촌은 ‘괴델’을 사용하여 그것이 누구이든 산수의 불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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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 정리를 증명한 사람을 지칭할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이 사례에서의 ‘괴델’을 기술적 이름(descriptive name)으로 만든

다. 에반스는 특정한 이름들은 그것과 연계된 기술구에 의해 지시체가 

전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이름들을 기술적 이름들

로 분류한다(Evans, 1982: 31). 그가 제시하는 표적인 사례를 보자. 누
군가가 “지퍼를 발명한 사람을 ‘줄리우스’라 부릅시다”라고 말함으로

써 ‘줄리우스’라는 이름을 도입(introduce)하 다. 이 때, 실제로 지퍼를 

발명한 것이 저드슨이라는 사람인지 굿리치라는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줄리우스’의 사용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줄리우스’로 불리는 사

람이 지퍼를 발명했다는 점이며, 바로 이 점 때문에 그들은 ‘줄리우스’
로 그것이 누구이건 지퍼를 발명한 사람을 지칭할 의도를 가진다. 그
리고 앞서의 사례에서, 수의 삼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괴델’로 

불리는 사람이 산수의 불완전성 정리를 증명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수의 삼촌이 사용한 ‘괴델’은 기술적 이름으로 여겨질 수 있으며, 이 

경우 ‘괴델’은 우리가 보유한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슈미트

를 지칭한다고 보는 것도 일리있어 보인다.
이처럼 이름이 기술적 이름으로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인과적 기술

구가 아닌 다른 한정기술구가 해당 이름의 지시체를 결정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그리고 바로 이 점 때문에, 인과적 기술주의가 크

립키의 주장보다 더 설득력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오류로부터의 논

변에서 크립키가 주장하는 바로 볼 때, 크립키는 ‘괴델’이 언제나 괴델

만을 가리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약 이처럼 주장한다면, 그는 내가 

제시한 사례에서 ‘괴델’이 주어진 시나리오가 무엇인지에 따라 괴델을 

지칭하기도, 슈미트를 지칭하기도 한다는 점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반면, 인과적 기술주의는 위 사례에서의 ‘괴델’을 기술적 이름으로서 

파악하며, ‘괴델’의 지시체가 ‘산수의 불완전성 정리의 증명자’에 의해 

결정되고, 따라서 어떤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삼는지에 따라 ‘산수의 불

완전성 정리의 증명자’와 ‘괴델’이 괴델을 지칭하기도, 슈미트를 지칭

하기도 한다는 점을 잘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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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인과적 기술주의에 대한 가능한 반론: 의미론적 지칭과 화

자 지칭의 구분

하지만 어떤 이들은 내가 5.1절에서 제시한 사례에 해 인과적 기

술주의가 내놓는 답변이 바로 인과적 기술주의가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된다고 반론할 수도 있다. 크립키는 ‘괴델’이 시나리오에 따라 괴델이 

아니라 슈미트를 가리키는듯한 사례를 하나 제시한다. 

두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는 스미스를 보고 그를 존스로 착각

한다. 그들은 짧은 화를 나눈다. “존스가 뭘 하고 있나?” “낙엽

을 갈퀴질하고 있군.” 둘의 공용 언어(common language)에서 ‘존
스’는 존스의 이름이지, 결코 스미스를 가리키지 않는다 . 하지만 

이 경우에, 어떤 의미에서는, 분명히 화에 참가한 두 사람은 스

미스를 지칭하 다. 그리고 두번째 참가자는, (존스가 낙엽을 갈

퀴질하고 있었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스미스가 낙엽을 갈퀴

질하고 있었을 경우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그가 지칭하고 있는 

사람에 해서 무언가 참인 것을 말했다 . (Kripke, 1977: 263)

크립키는 이 사례를 화자지칭(speaker's reference)과 의미론적 지칭(semantic 
reference)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분석한다(Kripke, 1977: 263-264). 위 

사례에서 ‘존스’가 스미스를 지시체로 갖는 것은 ‘존스’의 화자 지시체

가 스미스인 경우로 이해할 수 있다. 화자 지시체는 특정한 상황에서 

화자가 특정 표현을 사용하여 지칭하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

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즉, 화자지칭은 이름에 관한 의미론과 

관련된 현상이 아니라 이름을 사용함으로서 발생하는 화용론적 현상에 

관한 것이다. 반면, 위 사례의 등장인물들이 다른 부분의 상황에서 

사용한 ‘존스’는 존스를 지시체로 가질 것이다. 이는 ‘존스’의 의미론적 

지시체가 존스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이름의 의미론적 지시체

는 화자 지시체와는 달리 이름의 진정한 의미요소에 속하며, 따라서 

이름에 관한 의미론과 관련된다.
그렇다면, 어떤 이는 크립키의 이러한 분석을 토 로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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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을 제시할 수 있다.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 인과적 기술주의는 ‘괴
델’이 경우에 따라 괴델을 지칭하기도, 슈미트를 지칭하기도 한다고 주

장한다. 그런데 이 때, 인과적 기술주의는 ‘괴델’이 괴델과 슈미트를 가

리키는 현상이 모두 의미론적 현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앞

서 살펴본 크립키의 분석에 따르면, ‘괴델’이 슈미트를 지칭하는 것은 

화용론적 현상이다. 즉, 인과적 기술주의는 이름의 의미론에 관한 잘못

된 분석을 내놓는다. 이는 곧 인과적 기술주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뜻한다.12)

그리고 보다 일반적으로, 설령 인과적 기술주의에 따라 ‘괴델’이 괴

델과 슈미트를 모두 가리키는 현상이 화자지칭의 사례는 아니라 하더

라도, 이 현상은 여전히 보다 넓은 의미에서 의미론적인 현상이 아니

라 화용론적 현상이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만약 

인과적 기술주의의 옹호자가 자연언어의 이름에 관한 올바른 의미 이

론을 제시하고자 한다면, 그는 위와 같은 반론에 맞서야 할 것이다. 다
음 장에서 나는 이러한 반론들에 맞서겠다.

5.3. 의미론적 현상으로서의 규약적 지칭

먼저 5.1절에서 본 ‘괴델’이 슈미트를 지칭하는 현상이 크립키가 말

하는 화자지칭의 사례라는 비판을 살펴보자. 이 비판은 지칭 현상을 

의미론적 지칭과 화자 지칭의 두 종류로 분류하는 크립키의 분류를 받

아들이는 데서 출발하 다.
하지만 나는 크립키의 이 분류를 받아들여 인과적 기술주의를 비판

하려는 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누군가가 크립키의 의미

론적 지칭과 화자 지칭의 구분을 사용하여 인과적 기술주의를 비판하

12) 크립키가 직접 이러한 반론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가 도넬란(Keith 
Donnellan)의 한정기술구의 속성적 사용(attributive use)과 지칭적 사용(referential 
use) 구분을 비판하면서 속성적 사용만이 의미론과 유관하고 지칭적 사용은 화

용론과 유관하다고 주장(Kripke, 1980; 84, n.36).하는 것을 볼 때, 크립키가 이

름에 해서도 이러한 반론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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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다면, 그 비판은 오류로부터의 논변에서의 크립키의 주장과 상

충하게 될 것이다. 오류로부터의 논변에서 크립키가 제시한 사례를 다

시 상기해보자. 사실 괴델이 아니라 슈미트가 산수의 불완전성 정리의 

증명자라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언어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한정기술구 ‘산수의 불완전성 정리의 증명자’가 괴델을 가리킨다는 공

통의 믿음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에 따라 ‘산수의 불완전성 

정리의 증명자’를 사용할 때 괴델을 지칭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질 것

이다. 이 의도는 언어 공동체에 완전히 퍼져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의도다.
그런데, 크립키는 “(지표사가 포함되지 않은) 지시어의 의미론적 지

시체는 지시어가 사용될 때마다 특정한 상을 지칭하고자 하는 화자

의 일반적인 의도(general intention)에 의해 주어진다. 화자 지시체는, 
주어진 경우에, 특정한 상을 지칭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의도(specific 
intention)에 의해 주어진다”(Kripke, 1977: 264)고 말한다. 그렇다면, 이
러한 크립키의 주장 로라면, 오류로부터의 논변에서 제시된 사례에서 

‘산수의 불완전성 정리의 증명자’의 지시체는 괴델이 될 것이다. 그러

나 오류로부터의 논변을 제시하면서, 크립키는 분명히 ‘산수의 불완전

성 정리의 증명자’가 슈미트를 지칭한다고 말한다. 이는 서로 상충하는 

결론이다.
그렇다면, 크립키의 의미론적 지칭과 화자 지칭의 구분에 근거하여 

인과적 기술주의가 설명하는 지칭현상이 화자지칭의 사례라고 규정하

는 신, 인과적 기술주의가 설명하는 지칭현상이 어떤 것인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다시 5.1절과 5.2절에서의 

수 삼촌의 사례를 보자. 등장인물들이 아니라 우리가 보유한 시나리오

가 사실이라고 전제했을 때, 해당 사례에서 ‘괴델’이 슈미트를 지칭하

는 현상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다. 우리의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삼아

서 수 삼촌의 언어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언어 사용을 살펴볼 때, 그
들은 ‘괴델’로 산수의 불완전성 정리의 증명자, 즉 슈미트를 지칭할 의

도를 가지고 있다. 게다가 우리는 해당 언어 공동체에서 ‘괴델’이 슈미

트를 지칭하는 현상이 규약(convention)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관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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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수의 삼촌이 사용한 ‘괴델’이 슈미트를 지칭하는 것은, 수

의 삼촌이 처한 특정한 상황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시

나리오를 기준으로 삼을 때 해당 언어 공동체에서 ‘괴델’이 슈미트를 

지칭하도록 사용되는 규약의 일부다. 이러한 사실은 인과적 기술주의

가 설명하는 지칭 현상이 화자지칭의 사례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결

론을 내놓는다. 화자지칭은 특정한 의도에 의해 일어나는 일회적인 사

건인 반면, 인과적 기술주의가 설명하는 지칭 현상은 일회적인 현상이 

아니라 규약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즉, 인과적 기술주의는 화자지

칭에 관한 이론도 아니다.
말하자면, 인과적 기술주의는 이름의 규약적 지시체가 무엇인지에 

한 설명을 제공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주어진 시나리오가 무엇인지

에 따라 이름이 특정 상을 지칭하는 현상은, 단순히 일회적으로 일

어나는 것이 아니라 규약적으로 일어난다13). 그리고 언어가 언어 공동

체의 사용자들에 의해 규약적으로 사용되는 공유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규약적 지칭은 이름이 갖는 의미에 의해 일어나는 의미론적 현상

이며, 따라서 규약적 지칭을 설명하는 인과적 기술주의는 이름에 관한 

의미 이론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하지만, 설령 규약적 지칭이 화자지칭과는 별개의 현상이라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규약적 지칭은 사실 보다 넓은 의미에서 화용론의 역

에 속하는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가령, 규약적 지칭이 그라

13) 루이스(David Lewis)는 규약 개념에 관한 그의 상세한 정의를 바탕으로 특정 

공동체에 의해 사용되는 언어를 정의하고자 한다(Lewis, 1975). 그의 정의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언어 L은 합성적으로(compositionally) 결
합할 수 있는 특정한 기호들로 이루어졌으며 각 기호들에 해 가능세계 의

미론에서의 내포(intension)에 해당하는 함수를 할당하는 형식체계를 말한다. 
화자 K가 L에 해 진실하다(truthful)는 것은, K는 자신이 보기에 L에서 참이 

아닌 문장들을 발화하지 않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청자 K가 L에 해 

신뢰한다(trusting)는 것은, K는 자신의 언어 공동체의 다른 화자들에 의해 발

화된 문장이 L에서 참이라고 믿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언어 L이 공동체 G
에 의해 사용된다는 것은, 의사소통에 한 관심에 의해 유지되는 진실함과 

신뢰함의 규약이 G 내에 만연해 있다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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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H.P. Grice)가 말하는 규약적 함의(conventional implicature)에 속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14)

함의란, 화자가 어떤 문장을 발화함으로써 그 문장에 의해 말해진 

것(what is said) 이상의, 거칠게 말하면 문장의 문자적 의미 이상의 내

용을 청자에게 전달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리고 규약적 함의란, 문장을 

이루는 표현들이 갖는 규약적 의미로 인해 생겨나는 함의를 말한다. 
그라이스가 드는 예를 보자. 국인 A가 B와 얘기하면서 다른 국인 

C에 해 “He is an Englishman; therefore, he is brave.”라고 말했다. 이 

때, A가 B에게 전달한 내용은, C가 용감하다는 사실은 C가 국인이라

는 사실로부터 논리적으로 따라나온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내용은 A
가 발화한 문장에 의해 말해진 것, A가 발화한 문장의 문자적 의미는 

분명히 아니다. 이 때, A는 “He is an Englishman; therefore, he is brave.”
라는 문장을 발화함으로써 C가 용감하다는 사실은 C가 국인이라는 

사실로부터 논리적으로 따라나온다는 규약적 함의를 발생시켰다고 그

라이스는 주장한다.(Grice, 1975: 43-45)
그렇다면, 내가 규약적 지칭이라고 일컬은 현상은 사실 그라이스가 

말하는 규약적 함의와 같은 현상이며, 따라서 화용론적 현상인가? 나
는 그렇게 볼 좋은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선, 이 문제에 한 판

단을 내리기에는 규약적 함의에 한 그라이스의 논의가 너무 부족하

다. 규약적 함의에 관한 그라이스의 설명은 방금 윗 문단에서 내가 소

개한 내용이 전부다.
게다가, 그라이스는 규약적 함의를 소개하면서, 가령 내가 ‘전두환은 

나쁘다’라는 문장을 발화할 때와 ‘12.12 군사 반란의 수괴는 나쁘다’라
는 문장을 발화할 때, 두 문장에 의해 말해진 것이 같은지 다른지의 여

부는 열린 문제이며, 자신의 함의 이론은 이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말

한다(Grice, 1975: 44). 이 점은, 비록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규약적 지

칭과 규약적 함의가 별개의 논의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 같다.15)

14) 이 반론은 강진호 교수님이 제기한 문제다.
15) 심지어 어떤 논자들은 규약적 함의에 해당하는 사례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까지 주장하기도 한다(Bach, 1999). 여러 모로, 규약적 함의라는 범주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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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규약적 지칭을 규약적 함의의 한 유형으로 볼 좋은 이유는 

제시되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여전히 규약적 지칭이 규약적 함의는 

아닐지라도 다른 의미에서의 화용론적 현상일 가능성은 남아있는 것 

아닌가? 이 점은 사실이며, 내가 이 글에서 규약적 지칭이 화용론적 현

상이 아니라고 볼 결정적인 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반 로, 규약적 지칭이 화용론적 현상에 속한다고 볼 만한 좋

은 이유가 제시되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지시체는 이름의 기본적 의미 요소이며, 따라서 이름의 지시체에 

한 이론은 이름에 한 의미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인과적 기술주의가 설명하는 규약적 지칭 또한 이름의 지시체가 무엇

인지를 설명하는 이론이므로, 이름에 한 화용론이 아니라 의미 이론

으로 여기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이 절에서의 논의가 규약적 지

칭이 화용론적 현상이 아니라는 점을 결정적으로 증명하지는 못하지

만, 다른 좋은 이유가 없이는 규약적 지칭을 의미론적 현상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6. 양상 논변에 대한 인과적 기술주의의 대응

6.1. 양상 논변에 대한 답변

마지막으로 양상 논변에 한 인과적 기술주의의 답변을 살펴보자. 
크립키의 양상 논변은 인과적 기술주의를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

라, 인과적 기술주의를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 개정으로 인

해, 인과적 기술주의는 이름에 한 이차원 의미론(two-dimensional 
semantics)을 제시하게 된다.

인과적 기술주의자는 이름과 연계되는 기술구 다발의 인과적 기술

구가 아닌 기술구들에 ‘현실적(actual)’ 연산자(operator)를 추가시켜 양

의 소지가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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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논변에 응할 수 있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아리스토텔레스’에 연

계되는 기술구 다발이 인과적 기술구 ‘나에게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이

름을 전달해준 사람들에 의해 ‘아리스토텔레스’라 불리는 상’와 ‘알
렉산더 왕의 스승인 철학자’의 두 한정기술구만을 포함한다고 가정

하자. 크립키의 양상 논변이 기술주의에게 제시하는 가장 큰 난점은 

기술주의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 왕의 스승인 철학자라는 

것은 필연적이다.”라는 문장을 참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었다. 그러

므로, 기술구 다발의 ‘알렉산더 왕의 스승인 철학자’를 ‘현실세계에

서 알렉산더 왕의 스승인 철학자’로 바꾸어 놓자.
이 조치에 따르면, 인과적 기술주의는 기껏해야 “아리스토텔레스가 

현실세계에서 알렉산더 왕의 스승인 철학자라는 것은 필연적이다.”
라는 문장이 참이라는 결과만을 내놓는다. 그리고 이 결과는 인과적 

기술주의에 어떤 난점도 제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문장은 단지 

현실세계에 한 정보만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

산더 왕의 스승도 아니었고 철학자도 아닌 반사실적 가능세계가 존

재한다는 것과 양립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조치로 인해 ‘알렉산더 왕의 스승인 철학자’는 고정지시어화

(rigidify)된다. 앞서 살펴보았듯, 크립키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현실세

계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반사실적 가능세계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를 

가리키는 고정지시어라고 주장한다. 마찬가지로, ‘현실세계에서 알렉산

더 왕의 스승인 철학자’ 또한 현실세계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반사실

적 가능세계에세 현실세계의 알렉산더 왕의 스승인 철학자, 즉 아리

스토텔레스를 가리킨다.
이와 같은 고정지시어화는 ‘알렉산더 왕의 스승인 철학자’에 지표사

적(indexical) 요소가 추가되어서 일어나는 일이다. 카플란(David Kaplan)
이 지적하듯, 양상 연산자 ‘현실적’은 지표사다(Kaplan, 1989). 지표사는 

주어진 맥락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지시체를 달리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즉, 만약 현실세계에서의 알렉산더 왕의 스승인 철학자가 아리

스토텔레스가 아니라 플라톤이라면, ‘현실세계에서 알렉산더 왕의 

스승인 철학자’는 플라톤을 가리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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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인과적 기술주의가 제공하는 이름에 대한 이차원 의미론

앞서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인과적 기술주의가 이름에 관한 이차원 

의미론을 제공한다는 점을 좀 더 체계적으로 살펴보자. 이를 위해 5.1
절에서 내가 제시한 수의 삼촌의 언어 공동체와 ‘괴델’을 상기하고, 
해당 사례에서 그렇듯이 ‘괴델’의 지시체를 결정하는 데 주도적인 역

할을 하는 기술구는 ‘현실세계에서 산수의 불완전성 정리의 증명자’라
고 가정하자. 3.2절에서 나는 언어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세계에 한 

믿음의 총체를 ‘시나리오’라고 불 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나리오라

는 것을 세계가 취할 수 있는 모습에 한 가능성으로 생각할 수 있다. 
가령, <괴델은 산수의 불완전성 정리의 증명자다>라는 믿음을 포함하

는 시나리오는　괴델이 존재하며 그가 산수의 불완전성 정리를 증명한 

가능성을 표상하고, <괴델은 산수의 불완전성 정리의 증명자가 아니

다>라는 믿음을 포함하는 시나리오는 괴델이 존재하지만 그가 산수의 

불완전성 정리를 증명하지 않은 가능성을 표상한다. 말하자면, 하나의 

시나리오는 하나의 가능세계에 한 기술(description)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시나리오가 기술하는 가능세계를 두 가지 방식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하나는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방식으로, 가능세계

를 반사실적 가능세계로서 고려하는 방법이다. 이처럼 특정 가능세계

를 반사실적 가능세계로서 고려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실세계가 어떤 

모습인지를 먼저 확정해 놓아야 한다. 가령,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괴

델은 산수의 불완전성 정리의 증명자다. 먼저 이 세계를 현실세계로서 

고려해 보자. 다음으로, <괴델은 산수의 불완전성 정리의 증명자가 아

니다>라는 믿음을 포함하는 시나리오가 기술하는 가능세계를 하나 생

각해보자. 이 가능세계는 괴델이 산수의 불완전성 정리를 증명하지 않

았다는 점에서 현실세계와 다르다. 따라서, 이 세계는 반사실적 가능세

계로서 고려된다.
이와는 반 로, 우리는 주어진 가능세계를 현실세계로서 고려할 수

도 있다. 가능세계를 현실세계로 고려하는 것은 세계가 취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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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에 한 인식적 가능성을 변한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가 어떤 모습으로 밝혀질지에 해 모든 것을 알고 있지 못하다. 가령, 
우리는 목성의 위성 에우로파의 바닷속에 생명체가 살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는 가능성을 떠올려볼 수도 있고, 에우로파의 바닷속에 아무런 

생명체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 밝혀지는 가능성을 떠올려볼 수도 있

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이미 밝혀진 것과는 

다르게 밝혀지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가령,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괴델이 아니라 슈미트가 산수의 불완전성 정리를 증명했

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우리는 종전까지 <괴델은 

산수의 불완정성 정리의 증명자다>라는 믿음을 포함하는 시나리오를 

현실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방금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괴델은 산수의 불완정성 정리의 증명자가 아니다>라는 믿음을 

포함하는 시나리오를 현실세계를 묘사하는 것으로 고려했다.
이처럼 동일한 가능세계를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고려할 수 있다면, 

가능세계를 고려하는 두 가지 방식에 응하여 필연성 또한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우선 형이상학적 필연성이 무엇인지를 살펴

보자. 만약 문장 S가 현실세계에서 참일 뿐 아니라, 그 현실세계와 다른 

세계인 모든 반사실적 가능세계들에서도 참이라면, 그 문장 S는 형이상

학적으로 필연적이다. 이런 의미에서의 필연성은 우리에게 보다 익숙한 

의미의 필연성이자, 크립키가 가령 “샛별은 개밥바라기다.”라는 문장이 

필연적이라고 말할 때 염두에 두고 있었던 필연성이다.
이와는 다른 필연성 개념인 인식적 필연성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자. 
부분의 문장들은 어떤 가능세계가 현실세계로 밝혀지는지에 따라 참

이거나 거짓이 된다. 가령, “에우로파의 바닷속에는 생명체가 살고 있

다.”는 세계가 어떤 모습인지에 한 경험적인 탐구를 통해서만 참인

지 거짓인지가 밝혀지는 문장이다. 즉, 이 문장의 진리치는 세계가 어

떤 모습으로 밝혀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달리 표현하면, “에우로파의 

바닷속에는 생명체가 살고 있다.”는 인식적으로 우연적이다. 그런데 이

런 문장과는 달리, 어떤 가능세계가 현실세계로 밝혀지는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참인 문장 S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는 S가 참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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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기 위해서 세계가 어떤 모습인지를 경험적으로 탐구해야 할 필

요가 없다. 즉, S는 선험적으로 참인 문장이다. 그리고 이는 달리 말하

면, S는 참으로 밝혀질 수밖에 없다는 것, 즉 S는 인식적으로 필연적이

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인식적 필연성과 인식적 우연성 개념

은 각각 전통적으로 생각된 선험성과 후험성 개념에 응한다. 이런 

의미에서, “샛별은 개밥바라기다”는 인식적으로 필연적이지 않다.
이제 다시 인과적 기술주의로 돌아가자. 이 절의 첫 문단에서 제시

한 바에 따르면, ‘괴델’의 지시체는 ‘현실세계에서 산수의 불완전성 정

리의 증명자’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세계, 즉 

괴델이 산수의 불완전성 정리의 증명자인 세계 w1이 현실세계로 밝혀

졌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현실세계에서 산수의 불완전성 정리의 증

명자’는 w1에서 괴델을 가리킨다. 따라서, 문장 “괴델은 산수의 불완전

성 정리의 증명자다”는 w1에서는 참이다. 반면, 5.1절의 수의 삼촌이 

보유한 시나리오가 기술하는 가능세계 w2를 생각해보자. w1이 현실세

계로 밝혀졌다는 가정 하에서, “괴델은 산수의 불완전성 정리의 증명

자다”는 w2에서 거짓이다.

w1 w2

현실세계로 고려된 w1 T F

한편, ‘현실세계에서 산수의 불완전성 정리의 증명자’는 지표사 ‘현
실적’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어느 세계가 현실세계로 밝혀지는

지에 따라 가리키는 상이 달라진다. w2가 현실세계로 밝혀진다고 가

정해 보자. 이 경우, “괴델은 산수의 불완전성 정리의 증명자다”에서 

‘괴델’은 현실세계 w2에서 산수의 불완전성 정리의 증명자, 즉 슈미트

를 가리킨다. 그렇다면, “괴델은 산수의 불완전성 정리의 증명자다”는 

w1에서는 거짓인 반면, w2에서는 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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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 w2

현실세계로 고려된 w1 T F

현실세계로 고려된 w2 F T

여기서 어둡게 표시된 각선 열에 주목하라. 이 각선은 어느 가

능세계가 현실세계로 드러나든 상관없이, 바로 그 세계에서 “괴델은 

산수의 불완전성 정리의 증명자다”는 반드시 참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우리가 w3, w4 등 어떤 가능세계를 현실세계로 고려하더라도 이 점은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임의의 가능세계 w가 현실세계로 밝혀지더라도, 
인과적 기술주의에 따르면 ‘괴델’은 현실세계 w에서 산수의 불완전성 

정리를 증명한 사람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위 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보여준다. 수의 삼촌이 속한 언어 공동

체 사람들에게 있어서 ‘괴델’의 지시체는 한정기술구 ‘현실세계에서 산

수의 불완정성 정리의 증명자’에 의해 결정된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어느 가능세계가 현실세계로 밝혀지든 ‘괴델’은 바로 그 가능

세계에서 산수의 불완전성 정리를 증명한 사람을 가리킨다. 따라서, 그
들에게 있어서 ‘괴델은 산수의 불완전성 정리의 증명자다’는 인식적으

로 필연적, 즉 선험적이다. 물론 이는 ‘괴델은 산수의 불완전성 정리의 

증명자다’가 형이상학적으로 필연적임을 뜻하지는 않는다. 일단 현실

세계에서 ‘괴델’이 누구를 지칭하는지가 결정되고 나면, 그 현실세계와 

다른 반사실적 가능세계 중에서는 현실세계에서 ‘괴델’로 지칭되는 그 

사람이 산수의 불완전성 정리를 증명하지 않은 가능세계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수의 삼촌이 속한 언어 공동

체 사람들에게 있어서 “괴델은 산수의 불완전성 정리의 발견자다”는 

형이상학적으로는 필연적이지 않지만, 표현 ‘괴델’의 의미에 의해 인식

적으로 필연적이다.16)

16) 이름과 자연종 명사를 포함한 모든 표현에 한 의미론으로서의 이차원 의미

론을 제시하는 표적인 논의로는 차머스의 논의(Chalmers, 2002; 2004; 2006)
와 잭슨의 논의(Jackson, 1998a; 1998b) 등이 있다. 비록 인과적 기술주의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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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이차원 의미론에 대한 가능한 반론과 이에 대한 대응

앞서 살펴보았듯, 인과적 기술주의는 이름에 관한 이차원 의미론을 

제시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반론이 제시될 수 있다. 6.2절에서 살펴

본 사례는 특수한 사례에 불과하며, 오히려 일반적으로 이름에 관한 이

차원 의미론은 반직관적인 결과를 내놓는다. 가령 인과적 기술주의가 

‘아리스토텔레스’에 인과적 기술구 ‘나에게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이름

을 전달해준 사람들에 의해 ‘아리스토텔레스’라 불리는 상’과, ‘현실

세계에서 알렉산더 왕의 스승인 철학자’의 두 한정기술구로 이루어진 

기술구 다발을 연계시킨다고 해 보자. 그리고 페리클레스가 철학을 공

부하여 알렉산더 왕을 가르쳤으나 아리스토텔레스는 평범한 의사로 

살아간 가능세계 w'를 생각해 보자. 그렇다면, 인과적 기술주의는 현실

세계로 밝혀진 w'에서 ‘현실세계에서 알렉산더 왕의 스승인 철학자’
가 페리클레스를 가리키며,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 또한 아리스토텔

레스가 아니라 페리클레스를 가리킨다는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을 허용

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것은 불합리해 보인다. 설령 w'가 현실세계로 

밝혀지더라도, 우리가 w'에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사용하여 지칭하는 

상은 분명히 페리클레스가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이지 않은가?
이 지적은 올바르다. 왜 그런지를 알아보기 위해, 5.1절과 6.2절에서 

살펴본 수 삼촌의 ‘괴델’ 사례와 이 지적이 다루는 사례를 비교해보

자. 수 삼촌이 속한 공동체의 사람들은 ‘괴델’로 그것이 누구이든 산

수의 불완전성 정리를 증명자를 지칭할 의도를 가지며, 이 점에서 그들

이 사용하는 ‘괴델’은 기술적 이름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발화한 ‘괴델

은 산수의 불완전성 정리의 증명자다’라는 문장이 거짓인 것은 상상불

가능(inconceivable)하다. 이는 그들에게 있어서 괴델이 산수의 불완전성 

정리의 증명자라는 것이 인식적으로 필연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머스나 잭슨의 이론이 제시하는 이름에 관한 이차원 의미론에 상당히 동조하

기는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이 점을 

더 깊이 논의하지는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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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방금 제시된 ‘아리스토텔레스’ 사례에서는 그렇지 않다. 아리

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 왕을 가르치지 않았을 가능성은 우리에게 쉬

이 상상가능한 것 같다. 그리고, 정도는 조금 덜하겠지만, 아리스토텔

레스가 철학자가 아닌 가능성 또한 우리에게 상상가능한 것 같다. 따
라서 우리에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 왕의 스승인 철학자라는 

것은 인식적으로 우연적이다.
그렇다면 인과적 기술주의는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

야 한다. 이름 N에 인과적 기술구 DC, 기술구 D1, D2, D3, ... , Dn으로 

이루어진 기술구 다발이 연계된다. 이 때, 인과적 기술주의는 이 중 인

식적으로 우연적인 기술구가 이름의 지시체 결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달리 말하면, N의 지시체 결정에 주도적인 역

할을 하는 기술구는, N과 결합되었을 때 우리에게 인식적으로 필연적

인 가능성을 묘사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앞서 3.3절에서 보았듯, 일반

적인 경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술구는 DC다. 그렇다면, DC가 

어떻게 구체화되어야 이러한 요구를 만족할 수 있는가?
이에 답하기 위해 기버드(Allan Gibbard)가 제시한 다음 사례를 보자. 

점토로 조각상을 제작하는데, 조각상의 상반신과 하반신을 각각 따로 

제작한 후 양자를 합쳐서 조각상을 완성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렇

게 완성된 조각상을 ‘골리앗’이라고 부르자. 그리고 다른 한편, 상반신

과 하반신을 이루는 두 점토 덩어리가 합쳐지면서 만들어진, 분리되지 

않은 전체로서의 점토 덩어리를 ‘덩이’라고 부르자. 그리고 잠시 후에, 
폭탄을 사용해서 완성된 조각상을 일순간에 파괴해 버리자. 형체를 잃

은 골리앗은 더 이상 존속(persist)하지 않으며, 이와 동시에 조각나버린 

덩이 또한 더 이상 존속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골리앗과 덩이는 동일

하다’라는 문장은 참인 것 같아 보인다. 골리앗과 덩이는 정확히 같은 

시간동안 지속하 고, 같은 장소에 있었으며, 모든 속성을 공유하고 있

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골리앗과 덩이의 동일성은 우연적인 것 같다. 
내가 골리앗을 찌그러트려서 공 모양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을 상상해 

보라. 그러면 골리앗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반면 덩이는 존재한다

(Gibbard, 1975: 188-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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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버드는 이름들은 상을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서 지칭하기 때문

에, 위의 사례에서처럼 동일한 상을 가리키는 두 이름이 사용된 동

일성 문장이 거짓인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Gibbard, 1975: 193-198). 
위의 사례에서 분명히 드러나듯, 조각상과 덩이의 존속 기준(persistence 
criteria)은 다르다. 가령 조각상은 형체가 변화하면 더 이상 존속하지 

않지만, 덩이의 존속 여부는 형체와 무관하듯이 말이다. 그리고 각각의 

이름들은 이처럼 상이한 존속 기준을 반 한다. 이름들이 바로 이런 

성격을 지닌다는 점은 각 이름들이 특정 상을 어떤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 지칭하게끔 만든다. 가령, 위의 사례에서 ‘골리앗’은 상을 지

칭할 때 그 상을 조각상으로서 지칭하고, ‘덩이’는 상을 덩어리로

서 지칭한다. 따라서, 비록 현실세계에서는 ‘골리앗’과 ‘덩이’가 지칭하

는 상은 동일함에도, 골리앗과 덩이가 동일하지 않은 가능세계는 존

재한다. 덩이가 조각상으로서의 존속 기준은 만족하지 않지만 여전히 

덩어리로서의 존속 기준은 만족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17)

기버드는 자신이 제시한 사례와 이름에 한 그의 견해가 인식적 가

능성에 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하지

만 내 생각에 기버드의 논의는 자연스럽게 골리앗과 덩이의 인식적 가

능성에 한 논의로 확장되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 기버드의 논의

에 따르면, ‘골리앗’은 어떤 상을 조각상으로서 지칭하므로, 골리앗

이 조각상이 아닌 것은 상상불가능하다. 골리앗이 특정한 형체를 갖추

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면 골리앗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골리앗은 조각상이다’라는 문장은 인식적으로 필연적이다. 

그리고 위의 논의에 따르면, ‘골리앗’이라는 이름은 ‘조각상’이라는 

17) 기버드는 자신이 제시한 사례와 이름들에 한 자신의 이론을, ‘샛별과 개밥

바라기는 동일하다’라는 문장은 모든 반사실적 가능세계들에 해서 필연적

으로 참이라는 크립키의 주장에 한 반론으로 제시한다. 그의 이론에 따르

면, 이름들은 오직 그와 관련된 부류(sortal)에 해서만 고정지시어이다. 가령 

위 사례에서의 ‘골리앗’은, 그것이 가리키는 동일한 조각상이 존재하는 모든 

가능세계에서 현실세계의 골리앗과 동일한 조각상을 지칭한다. 비록 그의 논

변이 상당히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나는 이 글에서는 형이상학

적인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특정한 입장을 취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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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요소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듯하다. 그렇

다면 ‘골리앗’의 지시체를 결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인과적 

기술구에, ‘조각상’이라는 비한정기술구를 끼워넣자. 만약 그런다면, 우
리는 ‘골리앗’과 관련된 인과적 기술구를 통해 ‘골리앗은 조각상이다’
라는 문장을 선험적으로 추론해 낼 수 있다. 나아가 일반적으로, 자연

언어의 어떠한 이름에 관해서도 그 이름이 반 하는 존속 기준이 존재

하고, 그 존속 기준을 반 하는 부류가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이 부류

를 서술하는 비한정기술구를 해당 이름에 관한 인과적 기술구에 끼워

넣는 것 또한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끼워넣어진 비한정기술구는, 해당 

이름과 결합되었을 때, 인식적으로 필연적인 문장들을 내놓는다.
이처럼 부류를 서술하는 비한정기술구들은 앞서 4.2절과 4.3절에서 

살펴본 최소 기술구에 속한다. 가령, ‘사람’은 ‘전두환’의 지시체(전두

환)의 존속 기준을 반 하는 부류(사람)에 한 비한정기술구다. 그리

고 전두환이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전두환’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령 ‘골리앗은 조각상이다’라는 것을 모르

는 사람은 ‘골리앗’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다. 그리고 또, ‘전두환은 사

람이다’나 ‘골리앗은 조각상이다’처럼 이름과 최소 기술구를 결합시켜 

만든 문장은 분석적으로 참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상의 

논의에 따르면 최소 기술구들, 특히 부류에 관한 비한정기술구들은 이

름의 의미의 일부를 이루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문장들은 ‘전두환’이
나 ‘골리앗’의 의미에 의해 참인 문장이기 때문이다.18)

부류에 관한 비한정기술구들은 이름과 결합되었을 때 언제나 인식

18) 사실 이름과 최소 기술구를 결합시킨 문장이 분석적이라는 주장은 이처럼 간

단하게 단언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분석적 참의 정확한 정의는 무

엇인가? 어떤 문장이 분석적으로 참이라는 것은 그 문장이 단지 인식적으로

만 필연적이라는 말인가, 아니면 형이상학적으로 필연적이기도 하다는 말인

가? 어떤 이름과 관련된 부류는 그 이름이 지칭하는 상의 필연적 속성인가?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복잡한 형이상학적 논의들을 필요로 하므로, 이 글이 

본격적으로 다루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나는 ‘전두환은 사람이다’, ‘골리

앗은 조각상이다’ 와 같은 문장들이 분석적으로 참이라는 것을 단지 제안하

는 데 그치고 말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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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필연적인 문장을 산출하는 듯하다. 그렇다면, 부류에 관한 비한

정기술구들 이외에도 이름과 결합되었을 때 인식적으로 필연적인 문장

을 내놓을 수 있는 표현들이 존재하는가? 확정적인 답변을 제시하기는 

어려우며, 많은 부분은 시 나 지역, 문화 등의 요인에 달려있는 것 같

다. 가령, ‘파인만은 사람이다’라는 문장은 ‘파인만’과 관련된 인식적으

로 필연적인 문장인 듯해 보이는 반면, ‘파인만은 물리학자다’라는 문

장은 그렇지 않은 듯하다. 반면, 19세기 후반에 런던에서 일어난 연쇄 

살인사건의 범인을, 그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잭 더 리퍼’라고 일컫기

로 하는 최초의 명명식 하에서, ‘잭 더 리퍼는 19세기 후반에 런던에서 

일어난 연쇄 살인사건의 범인이다.’라는 문장을 생각해 보자. 비록 특

정한 연쇄 살인사건을 저질 다는 점이 잭 더 리퍼의 필연적 속성도 

아니고 이름 ‘잭 더 리퍼’와 관련된 부류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 문

장은 우리에게 인식적으로 필연적인 것 같다. 어떤 가능세계가 현실세

계로 밝혀지든지, ‘잭 더 리퍼’는 해당 가능세계에서 특정한 연쇄 살인

사건을 저지른 바로 그 사람을 지칭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산수의 불

완전성 정리의 증명자’는, 5.1절과 6.2절에서 살펴본 언어 공동체 구성

원들의 ‘괴델’ 사용과 관련해서는 마찬가지로 인식적으로 필연적이라

고 하는 것도 그럴듯해 보인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가령 ‘아리스토텔레스’가 포함되었으면

서 인식적으로 필연적인 문장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떤 부류에 속하는

지를 설명하는 문장들이라는 것이다. 가령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이

다’와 같은 문장은 인식적으로 필연적인 문장의 유력한 후보일 것이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 왕의 스승인 철학자다’는 어떤 의

미에서건 인식적으로 필연적이라고 하기 어렵다. 이것이 바로 이 절의 

첫 부분에서 제시한 반론이 유효한 이유다. 인과적 기술주의가 성공하

고자 한다면, 인과적 기술주의는 ‘알렉산더 왕의 스승인 철학자’와 

같은 기술구가 인과적 기술구에 끼워넣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 한

다. 이것은 물론 인과적 기술주의에 상당한 제약이 되는 조건이다. 그
러나 이 조건은 인과적 기술주의가 발전됨에 따라 구체화되는 것이 가

능하며, 인과적 기술주의를 포기할 만한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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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이 글에서 나는 자연언어의 이름에 한 인과적 기술주의를 옹호하

다. 나는 우리가 인과적 기술주의를 선택할 동기가 충분하다는 점과, 
인과적 기술주의가 크립키의 양상 논변과 의미론적 논변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인과적 기술주의가 자연언어의 이름들에 해 

크립키의 설명보다 더 나은 설명을 제공한다는 점을 보 다. 
크립키의 기술주의 비판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자연언어의 이름

에 관한 의미 이론은 이름이 사용되는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인과적 사

건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인과적 기술주의는 이 교훈

을 받아들여서 인과적 기술구라는 새로운 요소를 자신의 이론에 추가

하 다. 뿐만 아니라, 인과적 기술주의는 자연언어의 이름들은 반드시 

어떤 기술적 요소들을 지니며, 이름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정한 믿음을 가져야만 한다는 점을 밝혔다. “전두환은 곱셈에 한 

교환법칙을 만족한다”와 같은 문장을 발화하는 사람은 ‘전두환’의 의

미를 알지 못한다고 우리가 판단하는 데서 드러나듯이 말이다. 그 외

의 다른 한정기술구들은 인과적 기술구 및 최소 기술구와 한데 다발로 

묶여서 이름의 의미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구 다발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에 한 믿음의 총체, 즉 시나리오와 협업하여 이름

의 지시체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인과적 기술주의는 이름에 관한 이

차원 의미론을 제공한다. 이 모든 일은 언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이

름을 규약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유래한다.
아직 자연언어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관한 완전한 해명이 이뤄진 것

은 아니다. 인과적 기술주의는 여전히 남아 있는 몇몇 숙제들을 해결

해야 한다. 그리고 또, 두 이름을 포함하는 동일성 문장의 정보성 문제, 
지시체 없는 이름의 문제, 명제태도를 보고하는 문장에서의 이름의 의

미 문제와 같은 문제들은 이 글에서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 비록 이

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기술주의가 다른 이론들에 비해 강

점을 지닌다는 통념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문제들은 아직 

다뤄지지 않은 문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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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내가 이 글에서 인과적 기술주의가 자연언어

의 이름에 관한 유망한 의미 이론이라는 점을 밝혔다고 믿는다. 자연

언어의 이름들은, 형식언어의 개체상항들과는 달리, 언어 공동체에 의

해 규약적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바로 이 점 때문에, 자연언어의 이름

들에 관한 올바른 의미 이론은 인과적 기술구, 최소 기술구, 시나리오, 
규약 등의 개념들을 다루어야만 한다. 나는 이 글에서 이 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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