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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수이성비판의 초월적 분석론에 대한 의미론적 해석 홍우람(서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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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이 논문은 순수이성비판의 초월적 분석론에 대한 의미론적 해석을 시도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칸트가 초월적 분석론을 진리의 논리학이라고 명명한 이유
에 주목한다. 우리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월적 분석론은 일반 논리학과 달
리 어떤 인식이 진리이기 위해 필수적으로 만족시켜야할 질료적 혹은 내용적 조건
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진리의 논리학으로 명명된다. 둘째, 초월적 분석론에서 제시
하는 진리의 내용적 필요조건이란 우리 경험의 선험적 인식 요소이자 경험 대상의
가능 조건인 감성의 순수 직관과 지성의 순수 개념들이다. 셋째, 의미론적 해석을
통해 이 두 가지 조건들은 어떤 인식이 진리이기 위해 반드시 가져야할 ‘의미,’ 즉
‘대상과의 관계맺음’의 가능 조건들로 이해될 수 있다. 넷째, 이 두 가지 조건들 중
감성적 조건은 개념들이 ‘이론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적 의미를 지니기 위
한 조건이며, 지성적 조건은 개념들이 이론적이건 실천적이건 규제적이건 어떻게든
사용될 수 있도록 미규정적인 의미를 지니기 위한 조건이다.

I. 들어가는 말
순수이성비판1)의 <초월적 논리학> 서론에서 칸트는 ‘초월적 분석론’을
‘진리의 논리학’이라 명명한다. 일견 명확해 보이는 이 주장은 사실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해석상의 어려움을 품고 있다. 가장 큰 어려움
투고일: 7월 31일, 심사완료일: 8월 13일, 게재확정일: 8월 20일
1)

순수이성비판은 Felix Meiner 판을 참조하고, 인용은 관례에 따라 A/B로 표
기한다. 한글 번역은 아카넷 판을 따르지만, 필요한 경우 수정하거나 강조하
였다. 그 외의 칸트의 저작들은 학술원판을 참조 및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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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칸트가 ‘진리의 논리학’을 이야기하면서도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설
명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롯한다.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사실 칸트는 순
수이성비판에서 여러 차례 진리를 ‘인식과 대상의 합치’라고 정의한다. 그
러나 이 정의는 단지 명목적 정의에 불과하다. 실제로 칸트는 순수이성비
판을 비롯한 몇몇 저작들에서 진리에 대한 명목적 정의의 현실적 한계를
지적하지만, 그렇다고 진리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설명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이로 인해 칸트의 실질적 진리관은 현재까지도 학자들 사이 논쟁의
대상이다.2)
이 논문을 통해 우리는 칸트의 실질적 진리관을 재구성하려는 목적을 가
지고 있지 않다. 우리는 초월적 분석론을 진리의 논리학이라 명명한 칸트의
주된 의도가 초월적 분석론을 통해 진리란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설명해 내
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명목적 진리관 하에서 진리의 가능조건이 무엇
인지 밝히는 데에 있다고 생각한다. 초월적 분석론은 진리의 가능조건을 제
시한다는 점에서 진리의 논리학이며, 칸트의 실질적 진리관은 초월적 분석
론에서 진리의 가능조건이 어떻게 제시되는지 구체적으로 해명된 이후에야
비로소 재구성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의 목적은 1차적으로 초월적 분석
론이 왜 진리의 논리학이라 명명될 수 있는지 해명하는 데에 있다. 나아가
우리는 이를 해명하기 위해 채택될 수 있는 다양한 관점 중 ‘의미론적 관
점’을 채택한다. 의미론적 관점을 채택한 이유는 이 관점이 유일무이하게
올바른 관점이라거나 다른 관점들에 비해 탁월하게 올바른 관점이기 때문
이 아니라 순수이성비판에서 다양한 용어들과 동일시되며 사용되는 ‘대
상 혹은 객관과의 관계맺음’(Beziehung)이라는 표현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칸트는 초월적 분석론이 진리의 논리학이라 명명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
면서 인식의 ‘내용’과 인식의 ‘대상과의 관계맺음’을 동일시하는 한편, 범주
들의 실재적 사용조건을 논하면서 범주들의 ‘의미’를 범주들의 ‘대상과의
관계맺음’과 동일시한다. 칸트 스스로 명시하지는 않지만 초월적 분석론이
진리의 논리학이라 명명되는 데에는 의미론적 맥락이 자리하고 있음이 분

2)

A. Vanzo, “Kant on the Nominal Definition of Truth”, Kant-Studien, Vol. 31, No.
2, 2010, 14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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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다.
우리는 2절에서 우선 명목적 진리관과 더불어 초월적 분석론이 진리의
논리학이라 명명되는 일반적 맥락을 검토한다. 3절에서는 명목적 진리관 하
에서 초월적 분석론은 어떤 인식이 진리이기 위한 내용적 필요조건을 제시
하며 이 조건들은 존재론적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검토한다. 4절에서 우리
는 어떤 인식이 진리이기 위한 내용적 필요조건이란 그 인식의 의미 가능
조건임을 보인다. 마지막 5절에서 우리는 초월적 분석론에서 의미는 두 가
지 층위로 구별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초월적 분석론은 단지 이론적 인식
을 위한 의미 가능 조건뿐만 아니라 인식 일반을 위한 의미 가능 조건을
제시하는 의미의 논리학임을 확인한다.

II. 진리의 논리학으로서 초월적 분석론
칸트가 ‘초월적 분석론’을 ‘진리의 논리학’이라 명명하면서 그 이유로 제
시한 주장을 먼저 살펴보자.
그러므로 순수 지성 인식의 요소들과, 그것 없이는 도무지 어떤 대상도 사
고될 수 없는 원리들을 서술하는 초월 논리학의 부문은 초월적 분석학이
고, 동시에 진리의 논리학이다. 왜냐하면 어떠한 인식도 동시에 모든 내용
을, 다시 말해 무엇인가 객관과의 관계맺음을, 그러니까 모든 진리성을 잃
지 않고서는 이 논리학에 모순될 수는 없는 것이니 말이다.(A62~3/B87)

잘 알려진 것처럼 순수이성비판에서 초월적 논리학은 일반 논리학과 구
별된다. 일반 논리학과 초월적 논리학은 모두 사고의 선험적 규칙들을 다룬
다는 점에서 서로 유사하다. 그러나 일반 논리학은 사고의 “모든 내용”, 즉
사고의 “대상과의 모든 관계맺음을 도외시”한 채 오직 사고의 형식만을 고
려하는 데에 반해서, 초월적 논리학은 사고가 대상과 선험적으로 관계 맺는
한에서

사고의

형식뿐만

아니라

사고의

내용도

함께

고려한

다.(A55~6./B79~80) 두 논리학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칸트는 일반 논리학과
마찬가지로 초월적 논리학도 분석론과 변증론이라는 두 부문으로 구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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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진리의 논리학’이라는 명칭은 오직 초월적 논리학의 분석론 부문에만
부여한다. 아마도 초월적 분석론에 부여된 진리의 논리학이라는 특별한 명
칭은, 위 인용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반 논리학과 달리 초월적 논리학이
가지는 특별한 성격, 즉 사고의 선험적 형식뿐만 아니라 선험적 내용까지
고려한다는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칸트는 일반 논리학의 두 부문에 대한 구별을 소개하면서 일반
논리학, 특히 분석론 부문은 전통적인 진리관에 기초할 경우 진리의 소극적
기준을 제시할 뿐이라고 비판한다.
일반 논리학은 어쨌든 지성 및 이성의 전 형식적 업무를 요소들로 분해하
고, 그 요소들을 우리 인식의 모든 논리적 평가의 원리로 제시한다. 따라
서 논리학의 이 부문은 분석학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고, 바로 그 때문에
적어도 진리의 소극적인 시금석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인식들을, 과
연 그것들이 대상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진리를 함유하는지 어떤지를 결정
하기 위하여 내용의 면에서 탐구하기 전에, 우선 먼저 형식의 면에서 그것
들을 이 규칙들에 비추어 검사하고 평가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
식의 한낱 형식은, 비록 그것이 설령 논리적 법칙들과 합치한다고 하더라
도, 그걸 가지고 그 인식의 질료적(객관적) 진리를 확정하기에는 아직 턱없
이 불충분하다.(A60/B84~5)

칸트에 따르면 “진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전통적인 대답은 “진리
란

곧

인식과

그

대상의

합치”(Übereinstimmung)라는

“명목적

정

의”(Namenserklärung)를 통해 주어진다.(A58/B82) 그런데 진리에 대한 이 명
목적 정의가 주어질 경우 자연스럽게 제기되곤 하는 난처한 질문이 하나
있다. 그렇게 정의된 진리의 보편적 기준은 무엇인가? 칸트는 이 질문이 단
순히 대답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불합리하다고 지적한다. 왜냐
하면 진리의 보편적 기준이란 진리의 명목적 정의와 모순되기 때문이다. 진
리에 대한 명목적 정의에 따르면 어떤 인식이 진리인지 여부는 그 인식이
그 고유한 대상과 합치하는지에 달려 있으므로, 진리의 기준은 어떤 인식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내용, 즉 어떤 인식이 그 고유한 대상과 맺고 있는
특수한 관계를 고려해야만 한다. 그러나 진리의 보편적 기준에 대한 질문은
각각의 인식이 그 각각의 대상과 합치하는지 여부를 보편적으로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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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징표(Merkmal)가 무엇인지 물음으로써 각각의 인식들의 내용상의 차
이를 도외시하라고 암묵적으로 요구한다. 따라서 인식과 그 대상의 합치라
는 진리에 대한 명목적 정의를 받아들이는 한 진리에 대한 보편적 기준에
대해 묻는 것은 불합리하며 모순적이다(A58~9/B83). 물론 이때 칸트가 진리
에 대한 보편적 기준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진리에 대한 소극적 조건,
즉 필요조건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적극적 조건, 즉 충분조건이다. 진리에
대한 명목적 정의를 받아들이면서도 진리에 대한 보편적이고 소극적인 조
건은 제시될 수 있다. 일반 논리학, 특히 분석론에서 다루어지는 사고 일반
의 논리적이고 형식적인 법칙들이 바로 그런 조건이다. 모든 인식들은 진리
에 대한 명목적 정의에 따라 각자의 대상들과 합치하는지 여부를 확인받기
이전에 모순율을 비롯한 논리적 법칙들에 부합하는지 확인받아야 한다. 칸
트에 따르면, 참과 거짓을 논할 수 있는 인식은 본래적으로 “판
단”(A293/B350)이어야 하고 판단은 사고의 형식을 따라야 하므로, 사고 일
반의 형식에 관한 논리적 법칙들에 부합하지 않는 사고 혹은 인식은 올바
른 인식인 참으로 간주될 수 없다. 그렇지만 논리적 법칙들에 부합하는 사
고 혹은 인식이 곧바로 진리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명목적 정의는 논리적
법칙들에 부합하는 인식이 과연 실제로 대상과 합치하는지 검토해 볼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 논리학의 분석론은 진리의 소극적 조건,
즉 “불가결의 조건”(conditio sine qua non)(A59/B84)에 불과하다.
이쯤 되면 초월적 논리학의 분석론 부문이 진리의 논리학이라 명명된 이
유를 추측해 볼 수 있겠다. 일반 논리학과 달리 초월적 논리학은 진리의 보
편적이면서도 적극적인 조건, 즉 진리의 충분조건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초월적 논리학은 일반 논리학과 달리 사고의 형식뿐만 아니라 사
고의 내용도 고려한다는 앞서의 설명을 떠올리면 이러한 추측은 일견 타당
해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진리에 대한 명목적 정의를 받아들이는 한 이런
추측은 애초에 부당하다. 초월적 논리학은 사고의 내용을 다루지만 사고 일
반, 특히 선험적 사고 일반의 내용을 다룰 뿐이다. 진리에 대한 명목적 정
의에

부합하는

“진리의

충분하면서도

동시에

보편적인

표

지”(Kennzeichen)(A59/B83)는 초월적 논리학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불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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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도대체 왜 초월적 분석론은 진리의 논리학이라 불리는가? 이에
대한 그럴듯한 대답 중 하나가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칸트는 앞서 ‘진리의 기준’과 관련된 두 가지 서로 모순되는 요구가 이
‘진리의 논리학’이라는 체계 속에서 만족될 수 있다고 믿는다. 즉 ‘진리의
논리학’은 인식의 내용을 도외시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어떠한 인식에도
모순되지 않는 ‘진리의 보편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
은 칸트의 생각은 여기[A62~3/B88]에 나타난 새로운 진리개념에 근거한다.
‘진리’는 객관과의 관계맺음‘, 즉 ’인식이 그 대상과 갖는 관계맺음’을 의미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인식이 그 대상과 관계를 맺을 때 그 인식은 참
인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3)

진리에 대한 명목적 정의를 받아들이는 한 진리에 대한 보편적 기준은 제
시될 수 없다. 그렇다면 진리에 대한 명목적 정의를 거부하고 새로운 진리
관을 도입함으로써 진리에 대한 보편적 기준을 제시하고자 시도해 볼 수
있다. 즉, 초월적 논리학에서 칸트는 ‘인식과 대상의 합치’라는 명목적 진리
관을 거부하고 새로운 진리관을 도입하고 있으며, 초월적 분석론은 새로운
진리관에 따른 진리의 보편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위의 글(이하
(ㄱ)으로 약칙)에 담긴 핵심적 주장이다.
칸트의 새로운 진리관은 우리가 처음에 참조했었던 A62~3/B88에서 발견
된다. (ㄱ)에 따르면, “어떠한 인식도 동시에 모든 내용을, 다시 말해 무엇
인가 객관과의 관계맺음을, 그러니까 모든 진리성을 잃지 않고서는” 초월적
분석론에 모순될 수 없다는 칸트의 주장은 ‘진리는 인식과 대상의 합치’라
는 명목적 진리관을 거부하고 ‘진리는 인식과 그 대상의 관계맺음’이라는
새로운 진리관을 도입하고 있다. 이 해석이 옳다면, (ㄱ)의 이어지는 결론적
주장도 타당해 보인다. 즉, 초월적 분석론은 “어떻게 우리의 표상들이 그
대상과 관계 맺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기 때문에, 초월적 분석론은 칸트의
새로운 진리관에 따른 진리의 보편적이면서도 적극적인 조건을 보여줄 수
있고 따라서 진리의 논리학이라 불릴만하다.4)
3)

김재호, 칸트 ｢순수이성비판｣, 철학사상, 별책, 제3권, 제16호, 서울대철학
사상연구소, 2004,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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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칸트가 새로운 진리관을 제시하고 있다는 (ㄱ)의 해석과 결론은
과연 옳은가? 우선 (ㄱ)에서 지목된 칸트의 문장을 다시 살펴보자.
왜냐하면 어떠한 인식도 동시에 모든 내용을, 다시 말해(d.i.) 무엇인가 객
관과의 관계맺음을, 그러니까(mithin) 모든 진리성을 잃지 않고서는 이 논
리학에 모순될 수는 없는 것이니 말이다.(A62~3/B87, 글쓴이 강조)

이 문장에 담긴 칸트의 주장은 간단하다. 진리이면서 동시에 초월적 논리학
에 모순되는 인식이란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어떤 인식이 진리라면 그
인식은 초월적 논리학에 부합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칸트는 ‘진리’라는
용어를 ‘내용’(Inhalt) 그리고 ‘객관과의 관계맺음’(Beziehung)이라는 용어와
병렬시키고 있다. 아마도 (ㄱ)은 이 병렬적 관계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객관과의 관계맺음’과 ‘진리(성)’이 병렬되어 있는 것에 주목한 (ㄱ)은
칸트가 ‘진리’와 ‘객관과의 관계맺음’을 동일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어떤 인
식의 진리를 그 인식이 맺고 있는 객관 혹은 대상과의 관계라고 새롭게 정
의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즉, (ㄱ)의 해석은 ‘진리’와 ‘객관과의 관계맺음’이
동격으로 놓여 동일시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위 문장만으
로 칸트가 실제로 ‘진리’와 ‘객관과의 관계맺음’을 동일시하고 있다고 확신
할 수는 없다. 사실 위 문장에서 칸트는 ‘내용’과 ‘객관과의 관계맺음’을 병
렬시킬 때는 ‘das ist’(다시 말해 혹은 즉)를, ‘객관과의 관계맺음’과 ‘진리
(성)’을 병렬시킬 때는 ‘mithin’(그러니까 혹은 따라서)을 사용하고 있다. 전
자의 병렬적 관계는 동격으로 두 용어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
이지만, 후자의 병렬적 관계는 반드시 동격으로 간주할 이유가 없다. 뒤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오히려 후자의 관계는 ‘이어지는 결과’로 보는 것이 적
절해 보인다. 이렇게 볼 경우 위 문장은 ‘초월적 논리학에 모순되는 인식은
내용=객관과의 관계맺음=진리성을 가질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초월적
논리학에 모순되는 인식은 내용=객관과의 관계맺음을 가질 수 없으며, (그
런 인식은 내용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진리성도 가질 수 없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4)

김재호, 칸트 ｢순수이성비판｣,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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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위 문장이 그 자체만으로 (ㄱ)의 해석을 확실하게 보증할 수 없
다면, 칸트의 새로운 진리관이 표현되는 또 다른 텍스트 상의 증거가 제시
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만약 (ㄱ)의 해석이 옳다면 칸트는 이제 더
이상 진리에 대한 명목적 정의에 집착할 필요가 없으므로, 진리는 인식과
대상의 합치가 아니라 인식과 대상의 관계맺음으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어지는 칸트의 논의에서 진리는 여전히 명목적 정의에 따라 설명
된다.5) 새로운 진리관은 어디서도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는다.6)
마지막으로, (ㄱ)의 해석대로 칸트가 진리를 ‘인식과 대상의 관계맺음’으
로 새롭게 정의했다 하더라도, 초월적 분석론은 여전히 진리의 보편적이면
서도 적극적인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새로운 진리관에 따라 각각의 인식
이 진리이기 위해서는 각각의 인식이 저마다의 대상과 관계 맺어야 하며
여전히 진리는 이 각각의 특별한 관계맺음에 근거해야 하므로 진리의 보편
적이고 적극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요컨대 ‘진리의 논리학’이라는 초월적 분석론의 명칭을 칸트의 새로운
진리관을 통해 설명하려는 시도는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우리
가 앞서 살펴본 명목적 진리관에 대한 칸트의 논의는 명목적 진리관을 거
부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진리의 보편적인 충분조건에 대한 불합리한 요
구 혹은 부당한 주장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 논리학과 관련해서건
초월적 논리학과 관련해서건, 거부되어야 할 것은 진리의 보편적 충분조건
에 대한 이 부당한 주장이지 저 명목적 진리관 그 자체가 아니다.7) 칸트가
지적하듯이, 실재적 정의와 달리 진리에 대한 명목적 정의는 진리라는 “명
칭을 한낱 다른 말과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말들로”(A241n.) 바꿀 뿐이다.
이 점에서 진리에 대한 명목적 정의는 공허한 설명으로서 보완되어야 할
5)

6)

7)

예컨대, B115; A104~5; A157~8/197; A191/B236; A237/B296; A642/B670;
A820/B848.
(ㄱ)은 칸트의 “초월적 진리”(A222/B269) 개념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수도 있
다. 그러나 ‘초월적 진리’는 새로운 진리관이라기 보다 명목적 진리관에 따른
경험적 진리의 초월적 조건을 가리킨다.(A146/B185) 또한 아래 각주 26 참조.
H. Wagner, “Zu Kants Auffassung bezüglich des Verhältnisses zwischen Formalund Transzendentallogik”, Kant-Studien, Vol. 68, No.1, 1997,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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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는 있지만 거부될 필요는 없다.8)

III. 초월철학과 진리의 논리학
전통적으로 명목적 진리관 하에서 일반 논리학은 진리의 보편적 충분조
건을 제시하라는 불합리한 요구를 받거나 그 요구에 호응해 부당한 주장을
펼치곤 하였다.9) 그러나 앞서 살펴봤듯이 사고의 선험적 형식만을 다루는
일반 논리학의 본성상 일반 논리학이 제시할 수 있는 진리의 보편적 조건
은 단지 소극적 조건, 즉 필요조건뿐이라고 칸트는 못 박는다. 일반 논리학
과 달리 사고의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도 고려하는 초월적 논리학도 마찬가
지다. 명목적 진리관 하에서 제시될 수 있는 진리의 보편적 조건은 오직 소
극적 조건일 뿐이다. 그러나 초월적 논리학은 엄연히 일반 논리학과는 다르
다. 초월적 논리학을 염두에 두고 칸트는 일반 논리학의 한계를 다음과 같
이 지적한다.
그러므로 진리의 순전히 논리적인 기준, 곧 인식의 지성 및 이성의 보편적
이고 형식적인 법칙들과의 합치는 모든 진리의 불가결의 조건, 다시 말해
소극적인 조건이기는 하지만, 논리학은 그 이상은 나아갈 수가 없고, 형식
이 아니라 내용과 관련하는 착오를 어떠한 시금석에 의해서도 들춰낼 수
가 없다.(A59~60/B84, 글쓴이 강조)

8)

9)

R. Walker, “Theories of Truth”, A Companion to the Philosophy of Language, ed.
B. Hale/C. Wright, Oxford, 1999, 309. 진리는 인식과 대상의 합치라는 명목적
정의는 대응론적 진리관의 전유물이 아니다. 정합론적 진리관과 실용주의적
진리관도 진리에 대한 명목적 정의 자체는 거부할 이유가 없다(Walker,
“Theories of Truth”, 312). 따라서 순수이성비판에서 칸트가 진리에 대한 명
목적 정의를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칸트가 대응론적 진리관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보증하지 못한다. 명목적 진리관에 대한 칸트의 입장은 Vanzo, “Kant
on the Nominal Definition of Truth” 참조.
A61/B8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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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형식만을 고려하는 일반 논리학은 어떤 인식이 진리이기 위해 갖춰
야 할 형식적 조건만을 제시한다. 따라서 일반 논리학은 어떤 인식이 형식
과 관련하여 착오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시금석일 뿐이다. 그렇다면 내용
과 관련하여 착오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시금석은 무엇인가? 초월적 논
리학이 바로 그런 시금석을 제시한다.
사고의 선험적 형식뿐만 아니라 선험적 내용까지 고려하는 초월적 논리
학은 어떤 인식이 “완전히 공허한”(völlig leer) 인식이 아니라 어떤 내용을
가진 인식, 즉 어떤 대상에 관한 인식이기 위한 규칙을 제시한다(A62/B87).
이 규칙은 초월적 분석론에서 제시되므로, 초월적 분석론에 모순되는 인식
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모든 내용을, 다시 말해 무엇인가 객관의 모든 관
계맺음을” 잃게 된다. 그렇다면 초월적 분석론이 제시하는 규칙들은 일반
논리학의 규칙들과 마찬가지로 진리 판정을 위한 보편적이지만 소극적인
조건으로 여겨질 만하다. 명목적 진리관에 따라 진리가 인식과 대상의 합치
로 설명되는 한, 인식은 이 합치 여부를 판정받기 이전에 형식상 올바른지
검사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내용상 대상과 관련되어 있는지도 검사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즉, 일반 논리학의 규칙들이 진리의 보편적이지만 소극적인
‘형식적’ 조건들이라면, 초월적 논리학의 규칙들은 진리의 보편적이지만 소
극적인 ‘질료적’ 혹은 ‘내용적’ 조건들이다.10) 바로 이 점 때문에 칸트는 초
월적 논리학의 분석론 부문에만 특별히 진리의 논리학이라는 이름을 부여
한다. 인식과 대상의 합치라는 명목적 진리관을 전제하고서 초월적 논리학
은 인식의 내용과 관련된 진리의 필요조건을 제시하며, 이런 조건은 일반
논리학이 결코 제시할 수 없는 것이다.
초월적 논리학, 특히 초월적 분석론이 인식의 내용과 관련하여 진리의
필요조건을 제시할 수 있고 나아가서 그로 인해 진리의 논리학이라 명명될
수 있다는 칸트의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순수이성비판 전체를 아우
르는 근본적 전제라 할 수 있는 코페르니쿠스적인 “사고방식의 혁명”(Bxiii)
과 이 혁명의 산물인 초월철학의 성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10)

논리학(L)에서 칸트는 진리의 보편적이고 질료적인 기준과 진리의 보편적이
고 형식적인 기준을 구별한다.(L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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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사람들은 모든 우리의 인식은 대상들을 따라야 한다고 가정하였
다. 그러나 대상들에 관하여 그것을 통해 우리의 인식이 확장될 무엇인가
를 개념들에 의거해 선험적으로 이루려는 모든 시도는 이 전제 아래에서
무너지고 말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 번, 대상들이 우리의 인식을 따라야
한다고 가정함으로써 우리가 형이상학의 과제에 더 잘 진입할 수 있겠는
가를 시도해 봄직하다.(Bxvi)

우리의 인식이 대상들을 따른다는 가정을 버리고 대상들이 우리의 인식을
따른다고 새롭게 가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이 유명한 구절은 특수한 종
류의 인식, 즉 선험적이고 종합적인 인식의 가능성을 논의하는 중에 제시된
것이다. 그러나 칸트가 제안한 사유방식의 전환은 저 특수한 종류의 인식에
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상에 관한 모든 종류의 인식에 보편적으로 적용
된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사유방식을 따라 전개된 초월철학에 따르면, 우
리는 선험적이면서도 객관적인 인식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고, 이 요소들은
우리의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며, 나아가서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조
건은 곧 경험의 대상들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이기 때문이다(A158/B197).11)
만약 초월철학의 주장과 달리 우리가 선험적이며 객관적인 인식의 요소
들을 갖지 못하고 우리의 인식이 전적으로 우리로부터 독립적인 대상들을
따라야 한다면, 인식과 대상의 합치라는 명목적 진리관 하에서 우리는 결코
대상들에 대한 선험적인 인식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식의 내용, 즉
대상과 관련된 진리의 보편적인 필요조건을 얻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우리
의 인식을 이루고 있는 선험적이고 객관적인 요소란 없다면, 따라서 우리의
인식이란 오로지 “이전에 기획된 어떠한 계획에 따라 수행된 것이 아닌 우
연적 관찰들”(Bxiii)의 결과일 뿐이라면, 우리는 대상들에 관한 어떤 필연적
인 인식도 얻을 수 없고 나아가 대상들에 관한 모든 참된 인식이 갖춰야
할 내용상의 필요조건도 발견할 수 없다.
11)

이 점에서 칸트는 “존재론이라는 의기양양한 명칭은 순수 지성의 순전한 분
석학이라는 겸손한 명칭으로 대치되어야 한다”(A247/B303)고 말한다. 여기서
우리는 칸트가 시도한 사유방식의 혁명 그리고 초월철학의 타당성을 검토하
지는 않는다. 우리는 단지 이 둘이 진리의 논리학으로서 초월적 논리학의 가
능성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만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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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사고방식의 혁명이 제안한 대로 그리고 초월철학이 보여준 대
로 선험적으로 우리의 마음에서 기원하면서도 대상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선험적이고 객관적인 인식의 요소들이 있다면, 우선 대상에 관한 필연적인
인식, 즉 선험적이고 종합적인 인식이 가능하다. 실제로 초월철학에 따르면
이러한 인식의 요소들이란 감성의 순수 직관과 지성의 순수 개념들이며
(B166), 이 요소들만으로 구성된 지성의 선험적 원칙들이 대상들에 대한 선
험적이고 종합적인 인식들로 확인된다(A157~8/B196~7).12)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대상들은 순수 직관, 즉 감성의 형식에 따라서만 주어질 수 있으며 이
렇게 주어지는 모든 대상들은 지성의 순수 개념들, 즉 범주들에 의해 선험
적으로 규정된다. 감성의 순수 직관과 지성의 순수 개념들 없이는 경험 자
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저 두 요소들은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며,
경험을 통해서만 비로소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 주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저 두 요소들은 경험의 대상들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다. 그렇다면
결국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인 저 두 요소들은 우리의 인식이 내용, 즉
대상과의 관계를 갖기 위한 조건이기도 하다.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을
때에만 그 인식의 대상이 가능하고 따라서 그 인식이 어떻게든 대상과 관
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 두 요소들 중 지성의 순수 개념들,
즉 지성 인식의 선험적 요소들을 다루는 초월적 논리학의 분석론 부문은
진리, 즉 대상에 대한 참된 인식이 가능하기 위한 내용상의 필요조건을 제
시한다.

IV. 초월적 논리학에 대한 의미론적 해석
우리는 “경험 일반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은 동시에 그 경험의 대상들
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A158/B197)이라는 초월철학의 귀결에 초점을 맞

12)

칸트는 “선험적 인식으로서 이 [선험적] 종합 또한, 다름 아니라 경험 일반의
종합적 통일에 필수적인 것만을 함유함으로써 진리(즉 대상과의 합치)를 갖는
다”(A157~8/B196~7)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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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으로써 진리의 논리학을 표방하는 초월적 논리학의 존재론적 성격을 부
각시켰다. 초월적 분석론이 분해의 방법(A64/B89)을 통해 발견한 지성 인식
의 선험적 요소들이 진리의 내용적 혹은 질료적 필요조건이기 위해서는 저
요소들이 인식의 대상들의 가능성의 조건, 즉 인식의 대상들이 ‘대상으로서
존재’하기 위한 조건임을 전제해야 했기 때문이다.13) 그러나 이런 존재론적
해석이 진리의 논리학으로서 초월적 논리학을 이해하기 위한 유일한 방식
은 아니다. 우리는 또 다른 이해 방식으로 의미론적 해석을 시도할 수 있
다.14)
1. 판단의 내용

앞서 지적했듯이 명목적 진리관 하에서 초월적 분석론이 진리의 논리학
이라 명명된 이유는 일반 논리학과 달리 초월적 분석론은 진리의 형식적인
필요조건이 아니라 내용적인 필요조건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서
문제되었던 칸트의 표현, 즉 초월적 논리학에 모순되는 인식은 “모든 내용
을, 다시 말해 무엇인가 객관과의 관계맺음을, 그러니까(mithin) 모든 진리
성”(A63~4/B87)을 잃어버린다는 표현에서 ‘mithin’은 ‘동격의 관계’를 나타내
는 것이 아니라 ‘이유와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즉, 칸
트의 주장은 초월적 논리학에 모순되는 인식은 내용, 즉 객관과의 관계맺음
13)

14)

‘진리의 논리학’으로서 초월적 분석론에 대한 존재론적 해석은 C. H. Paek,
“Kant’s Theory of Transcendental Truth as Ontology”, Kant-Studien, Vol. 96, No.
2, 2005 참조.
의미론적 해석은 존재론적 해석과 양립할 수 없는 배타적 대안으로 제시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 우리가 제안하고자 하는 의미론적 해석은 존재론적
해석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해석의 여지를 보이기 위한 것이
다. 순수이성비판에 대한 의미론적 해석과 관련해서는 R. Hanna, “Kant’s
Theory of Empirical Judgment and Modern Semantics”, History of Philosophy
Quarterly, Vol. 7, No. 3, 1990, 335~6 참조. 국내에서는 순수이성비판에 대
한 의미론적 해석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로는 강영안, 칸트의 형이
상학과 표상적 사유, 서강대학교 출판부, 2009, 제6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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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질 수 없으며, 초월적 논리학에 모순되는 그런 인식은 내용을 갖지 못
하므로 결코 진리일 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는 곧 어떤 인식
이 진리이기 위해서는 내용 － 즉 대상과의 관계맺음 － 을 가져야 하고
어떤 인식이 내용을 가지기 위해서는 초월적 논리학에 부합해야 한다는 주
장이다. 그렇다면 결국 칸트가 초월적 분석론을 진리의 논리학으로 명명한
이유는 초월적 분석론이 ‘어떤 인식이 내용을 갖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칸트의 이러한 입장을 좀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있다. 첫째, 어떤 인식의 ‘내용’이란
무엇인가? 둘째, 초월적 분석론이 제시하는 ‘조건’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우리는 먼저 칸트가 문제 삼고 있는 ‘인식’이
란 개념적 인식, 즉 판단임을 기억해야 한다. 앞서 지적했듯이 진리인지 아
닌지가 문제될 수 있는 인식은 오직 판단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하나의
인식으로서 판단이 가지는 ‘내용’이란 무엇인가?
그러므로 판단은 한 대상에 대한 간접적인 인식, 그러니까 대상의 표상에
대한 표상이다. 모든 판단에는 많은 표상들에 타당한 한 개념이 들어 있고,
이 많은 표상들 가운데에는, 궁극적으로 대상과 직접적으로 관계 맺는 한
주어진 표상도 포함되어 있다. [중략] 따라서 모든 판단들은 우리 표상들
간의 통일 기능들이다. 하나의 직접적인 표상 대신에 이 표상과 그 외의
더 많은 표상들을 포괄하는 보다 상위의 표상이 대상 인식을 위해 사용되
고, 그로써 많은 가능한 인식들이 한 인식 안에 집약되고 있으니 말이
다.(A68~9./B93~4)

위의 설명에 따르면, 판단이란 ‘어떤 대상에 대한 표상’에 대한 표상, 즉
‘어떤 대상에 대한 표상’을 내용으로 갖는 표상이다. 하나의 인식으로서 판
단의 내용이 ‘어떤 대상에 대한 표상’이라는 말을 “모든 물체는 무겁
다”(A7/B11)는 칸트 자신의 예를 통해 이해해 보자.15) 판단이란 “두 개념
15)

위 인용문(A68/B93)에서 칸트가 제시한 예는 “모든 물체는 가분적이다”는 분
석판단이다. 분석판단과 종합판단의 구별로 인해 생겨날 혼란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물체는 무겁다”는 종합판단을 예로 사용한다. 그러나 판단의 내용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하는 우리 논의의 목적상, 예로 사용한 판단이 분석판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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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관계에 대한 표상”(B140)이라는 일반 논리학적 관점에 따르면, 이
판단의 내용은 주어인 ‘물체’ 개념이 술어인 ‘가분성’ 개념 아래에 포섭되
는 관계이다. 그러나 칸트의 설명은 이러한 일반 논리학적 관점을 넘어서고
있다. 근본적으로 판단이란 대상에 관한 표상, 즉 인식이어야 하기 때문이
다. “모든 물체는 무겁다”는 판단에서 술어로 사용된 ‘무거움’이라는 개념
은 ‘물체’라는 표상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 표상들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공통표상이지만 이 판단에서는 주어인 ‘물체’라는 개념에 특별히 적용
되어 관계를 맺고(beziehen) 있다. 그리고 주어로 사용된 ‘물체’라는 개념은
그 자체 하나의 개념으로서 어떤 대상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대상에 관한 직관과 직접적으로 관계함으로써 그 대상과 간접
적으로 관계를 맺는다. 다시 말해, “모든 물체는 무겁다”는 판단을 통해 1
차적으로는 ‘물체’라는 개념 아래에 포섭될 수 있는 대상들에 대한 모든 직
접적 표상들, 즉 직관들이 ‘물체’라는 공통표상 아래에서 정돈되어 통일적
으로 인식되고, 2차적으로는 그 모든 표상들이 다시 ‘무거움’이라는 공통표
상 아래에서 정돈되어 통일적으로 인식된다. 보다 간단히 말하면, “모든 물
체는 무겁다”는 판단은 (1차적으로) 주어개념에 의해 물체로 규정된 모든
대상들을 (2차적으로) 술어개념에 의해 ‘무겁다’고 규정한다. 결국 “모든 물
체는 무겁다”는 판단은 ‘물체’로 규정된 모든 대상들이 동시에 ‘무거움’이
라는 속성도 함께 지니고 있다는 인식이며, 따라서 이 판단의 내용은 ‘무거
움’이라는 술어개념과 ‘물체’라는 주어개념에 의해 이중적으로 규정되는 대
상에 대한 표상이다.16)
요컨대, 판단의 내용이 앞서 살펴본 것처럼 판단에 의해 개념적으로 규
정된 대상에 대한 표상인 한에서, 판단의 내용은 궁극적으로 대상과 직접적

16)

지 종합판단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모든 판단에는 그러므로 서로 비교되는 두 개의 술어가 있다. 그 중 하나는
대상에 대한 주어진 인식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논리적 주어라고 불리고, 그
것과 비교되는 다른 하나는 술어라고 불린다. 내가 ‘물체는 가분적이다’고 말
할 때 나는, 물체라는 개념을 함께 이루고 있는 술어들 아래에서 인식하는 어
떤 것 x를 ‘가분성이라는 술어를 통해서도 또한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R4634 17: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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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관계 맺는 표상, 즉 직관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초월적 분석론에 부합
하지 않는 인식은 ‘내용=객관과의 관계맺음’을 가질 수 없다는 칸트의 주장
은, 초월적 분석론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에서는 그 판단을 구성하는 개념들
이 적용되어야 할 직관, 즉 대상에 대한 직접적 표상이 주어질 수 없음을
말한다. 판단은 개념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 개념들은 어떻게든 대상과 관련
된 것이어야 하는데, 개념들은 공통 표상으로서 대상과 직접 관계를 맺을
수 없으므로, 판단을 구성하는 개념들은 반드시 직관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음으로써 대상과 간접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러므로 위에서 우리
가 제기한 두 번째 질문, 즉 ‘어떤 인식이 내용을 갖기 위한 조건’이란 바
로 판단을 구성하는 개념들이 직관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을 말한다.
그런데 이런 조건은 초월적 논리학, 특히 초월적 분석론에서 어떻게 제시될
수 있는가?
2. 의미의 가능 조건
초월적 논리학은 비록 지성의 순수한 인식 요소들, 즉 지성의 순수 개념
들을 다루지만, 일반 논리학과 달리 인식의 모든 내용들을 도외시하지는 않
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이 올바로 사용될 수 있는 조건도 함께 논의된다.17)
그런데 초월적 논리학에서 논의되는 ‘개념들의 올바른 사용 조건’은 지성의
순수 개념들에만 해당되는 특수한 조건이 아니다. 지성의 순수 개념들이 특
17)

그래서 칸트는 초월적 분석론을 진리의 논리학으로 명명하기 직전에 다음과
같이 말한다. “초월 논리학에서 우리는 (위의 초월적 감성학에서 감성을 그렇
게 했듯이) 지성을 격리하고, 우리의 인식에서 오로지 그것의 근원을 지성 안
에 두고 있는 사고 부문만을 들춰낸다. 그러나 이 순수 인식의 사용은 그것이
적용될 수 있는 대상들이 우리에게 직관에서 주어진다는 조건에 달려 있다.
왜냐하면 직관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인식에는 객관들이 결여되는 것이고, 그
러면 인식은 완전히 공허한 것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순수 지성 인
식의 요소들과, 그것 없이는 도무지 어떤 대상도 사고될 수 없는 원리들을 서
술하는 초월 논리학의 부문은 초월적 분석학이고, 동시에 진리의 논리학이
다.”(A63/B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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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한 것은 그 선험적 기원 때문이지 그 사용조건 때문은 아니다. 다시 말
해, 지성의 순수 개념들은 그 선험적 기원으로 인해 ‘모든 개념들의 보편적
사용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특수한 어려움을 겪기는 하지만 다른 개념들
과 다른 ‘특수한 사용조건’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18)
그렇다면 지성의 순수 개념들을 비롯한 모든 개념들이 보편적으로 따라
야하는 개념들의 사용조건은 무엇인가? 어떤 개념이 사용된다는 것은 그
개념이 어떤 대상에 적용된다는 것, 즉 그 자신 아래에 어떤 대상을 포섭한
다는 것을 말한다. 칸트에 따르면, 어떤 개념이 그 자신 아래에 어떤 대상
을 포섭하기 위해서는 그 개념이 “그 아래 포섭될 대상에서 표상되는 것을
내용으로 가져야만 한다.”(A137/B176) ‘포섭될 대상에서 표상되는 것,’ 즉
개념의 ‘내용’은 보다 구체적으로 논리학에서 “여러 대상들에서 공통적인
것”, 즉 여러 대상들의 “공통적 징표”(notae communes)라고 설명된다(L
9:91). ‘징표’(Merkmal)란 어떤 대상에 대한 전체 표상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 표상으로서 그 대상을 인식하기 위한 근거이기 때문에(L 9:58), 여러
대상들에게 공통적인 징표를 내용으로 가짐으로써 비로소 개념은 스스로
여러 대상들을 지칭(Beziehung)할 수 있는 징표가 될 수 있으며(L 9:95), 따
라서 그 자신 아래 포섭될 수 있는 대상들과 관계 맺을 수 있
다.(A320/B377)
그런데 사고의 모든 내용, 따라서 개념의 모든 내용을 도외시하는 일반
논리학적 관점에서는 모든 개념들이 그 자신 부분 표상으로서 여러 대상
들을 그 자신 아래에 포섭할 수 있는 보편 표상이라는 사실이 그저 전제되
고 있을 뿐이다. 이와 달리 개념의 모든 내용을 도외시하지는 않는 초월적
논리학은 일반 논리학이 전제하고 있는 저 사실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 즉
어떤 개념이 여러 대상들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 표상일 수 있는 조건, 다
시 말해 그 개념이 내용으로 가지고 있는 공통적 징표들이 어떤 대상에 대
한 전체 표상 안에 포함된 부분 표상들이고 따라서 그 개념 자체가 하나의
18)

이 어려움을 칸트는 지성의 순수 개념들의 초월적 연역을 다루면서 지적하고
있다.(A84~92/B116~124) 선험적 개념과 경험적 개념은 모두 동일한 ‘개념 사
용조건’을 따르지만 이 두 부류의 개념들이 이 사용조건을 만족시키는지 여부
를 확인하는 방법은 서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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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표상으로서 어떤 대상에 대한 전체 표상 안에 포함될 수 있는 조건을
고려한다.19) 지성의 순수 개념들을 비롯한 모든 개념들은 이 조건을 만족
시킬 경우에만 내용을 가질 수 있고 나아가 어떤 대상과 관계 맺을 수 있
으며, 결과적으로 개념이 그 대상을 자신 아래에 포섭하도록 사용될 수 있
다. 칸트는 지성의 순수 개념들의 올바른 사용이란 무엇인지 논의하면서 다
음과 같이 지적한다.
곧, 어느 개념에서나 개념을 위해서는 첫째로 개념(사고) 일반의 논리적 형
식이 요구되고, 이어서 둘째로는 그 개념에게 그 개념이 관계 맺을 대상을
줄 가능성이 요구된다. 이 후자 없이는 개념은 아무런 의의(Sinn)를 갖지
못한다. 즉 그것은 설령 어떤 자료에서 개념을 만들어내는 논리적 기능을
함유하고 있다 해도, 내용 면에서는 완전히 공허하다. 무릇 대상은 개념에
게 직관에서밖에는 달리 주어질 수가 없다.(A239/B298)

모든 개념은 그 형식과 관련하여서는 지성의 세 가지 논리적 작용 － 비교,
반성, 추상 － 의 결과물이며(L 9:94), 이 점에서 모든 개념은 그 형식상 지
성의 논리적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지성의 논리적 작용의 결과물로
서 개념의 형식을 다루는 것이 바로 일반 논리학의 과업이다. 그러나 개념
의 형식, 즉 어떤 개념이 공통 표상으로서 여러 대상들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방식에 대한 일반 논리학적 논의는 각각의 개념이 실제로 여러 대
상들에 적용될 수 있는 실재적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한다. 칸트에 따르면,
어떤 개념의 실재적 적용 가능성은 이 개념이 적용되어야 할 대상들이 주
어질 수 있는 가능성, 즉 대상들이 직관될 수 있는 가능성에 달려 있다. 가
능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어떤 개념이 지시하는 여러 대상들이 직관을 통
해 표상될 수 없다는 말은 곧, 그 개념이 공통 표상으로서 그 대상들에 적
용될 수 없다는 말과 같기 때문이다. 어떤 개념이 공통 표상이기 위해서는
그 개념이 그 자체로 어떤 대상에 대한 전체 표상, 즉 직관적 표상 안에 포
함되는 부분 표상이어야 하는데, 전체 표상이 직관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 개념은 적용되어야 할 가능한 대상을 갖지 못한다.
19)

그 이유는 앞서 지적했듯이 초월적 논리학이 다루는 지성의 순수 개념들은
경험적 개념들과 달리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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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롭게도 이제 칸트는 개념이 어떤 대상에 적용될 수 있기 위한 조건
혹은 개념이 어떤 대상과 관련 맺을 수 있기 위한 조건을 그 개념이 ‘의
미’(Sinn)20)를 가질 수 있기 위한 조건과 동일시한다. 대상에게 적용될 수
없는 개념 혹은 대상과 관련될 수 없는 개념, 즉 가능적으로건 현실적으로
건 어떻게든 그 적용 대상이 직관을 통해 주어질 수 없는 개념은 의미를
갖지 못한다. 칸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곧, 우리는 우리를 낮춰 즉시 감성의 조건에, 즉 현상들의 형식에 맞추지
않고서는 저런 것 중 단 하나도 [실재적으로] 정의할 수가 없다, [다시 말
해 그것들의 객관의 가능성을 이해되도록 만들 수가 없다]. 따라서 저것들
의 유일한 대상인 현상들에 저것들은 제한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만약
이 조건을 제거한다면, 모든 의미, 다시 말해 객관과의 관계맺음은 없어지
고, 우리로서는 그러한 개념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실례를 통해서
스스로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A240~1/B300, [ ]는 B판 추가, 글쓴이
강조)21)

우선 이 인용문에서 칸트는 어떤 개념이 가지는 ‘의미’가 그 개념이 가지는
‘대상과의 관계맺음’과 동일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일견 이 표현은 칸트
에게 있어서 ‘의미’란 곧 일종의 ‘외연적 의미’임을 뜻하는 것처럼 보인
20)

21)

아카넷판을 따라 이 논문에서 Sinn과 Bedeutung은 두 용어가 함께 병렬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별 없이 모두 ‘의미’로 옮긴다. 실제로 순수이성
비판에서 칸트가 두 용어를 일관되게 구별하려 시도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
는다. 물론 Sinn과 Bedeutung을 칸트가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될 여지가 있는 부분도 순수이성비판에서 발견된다. 실제로 Nolan은 B186
에 주목하여 Sinn과 Bedeutung에 대한 칸트의 구별을 프레게의 구별과 비교한
다(J. P. Nolan, “Kant on Meaning: Two Studies”, Kant-Studien, Vol. 70, No. 2,
1979, 특히 115~7 참조). 그러나 그가 스스로 지적하듯이 Sinn과 Bedeutung에
대한 칸트의 구별은 일관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olan은 순수이성비
판에서 칸트가 의미의 두 가지 층위를 고려하고 있다는 중요한 통찰을 제시
한다. 이에 대해 우리는 5절에서 논의한다.
이 인용문에서 제시된 칸트의 주장은 특별히 범주들 및 그에 따른 원칙들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주장은 모든 개념들에 대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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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2) 그러나 칸트가 또한 어떤 개념이 가지는 ‘대상과의 관계맺음’을 그
개념의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표현하기도 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23) 칸
트에게 있어서 ‘의미’는 단지 ‘외연적 의미’ 뿐만 아니라 ‘내포적 의미’까지
함께 포함하는 넓은 뜻으로 이해될 수 있다.24) 사실 칸트는 위 인용문을
비롯하여 순수이성비판 어디서도 ‘의미’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지 않으며
오히려 ‘의미’라는 용어를 그 자체로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
럼 보인다. 따라서 순수이성비판에서 이루어지는 ‘의미’에 대한 논의 대
부분은 ‘의미’ 그 자체가 아니라 ‘의미의 가능조건’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다. 마찬가지로 ‘의미’와 ‘대상과의 관계맺음’을 병렬시키고 있는 위 인용문
에서도 칸트의 주된 관심은 ‘의미’를 ‘대상과의 관계맺음’과 동일시하는 데
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의 가능조건’을 ‘대상과의 관계맺음’의 가능조건
과 동일시하는 데에 있다.
앞서 살펴봤듯이 어떤 개념이 내용을 갖기 위한 조건, 즉 어떤 개념이
대상과 관계 맺기 위한 조건이란 그 개념이 지시하는 대상들이 직관을 통
해 어떻게든 주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 인용문에서 이 조건은 좀
더 간단하게 ‘감성의 조건’이라고 명시되고 있다. 따라서 어떤 개념이 의미
를 갖기 위해서는 ‘감성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어떤 개념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그 개념이 지시하는 대상들이 감성의 조건, 즉 시공간이라는
직관 형식을 통해 가능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주어질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어떤 개념이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그 개념이 지시하는 대상들의 실
례(Beispiel)가 가능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직관을 통해 제시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A315/B372; B375n.) 직관에 현시될 수 있는 개념만이 ‘의미’를
가진다.
22)

23)
24)

실제로 이러한 해석은 ‘관계맺음’(Beziehung)이라는 용어를 ‘지시 혹은 지
칭’(reference)으로 이해함으로써 생겨난다. 이런 해석이 가질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R. Greenberg, Kant’s Theory of A Priori Knowledge, Pennsylvania,
2001, 57~8 참조.
예컨대 A55/B79; A58/B83 참조.
Nolan, “Kant on Meaning”, 116; R. Hanna, Kant and the Foundations of Analytic
Philosophy, New York/Oxford,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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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의 논의를 거꾸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초월적 분
석론에서는 직관을 통해 대상들을 현시할 수 없는 개념은 의미를 갖지 못
한다(A240/B299)는 개념의 의미 가능조건이 제시된다. 이 의미 가능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개념은 내용, 즉 대상과의 관계맺음을 가질 수 없으며, 그
런 개념으로 구성되는 판단도 내용, 즉 대상과의 관계맺음을 가질 수 없다.
내용, 즉 대상과의 관계맺음을 가질 수 없는 판단은 ‘대상과의 합치’라는
명목적 진리관에 부합할 수 없으므로, 초월적 논리학이 제시하는 개념의 의
미 가능조건은 곧 진리의 보편적인 필요조건이며 이 점에서 초월적 논리학
은 진리의 논리학으로 명명될 만하다.
3. 범주의 의미론적 기능
비록 초월적 논리학이 제시하는 의미의 가능조건이란 초월적 감성론에서
제시된 감성의 형식과 일치하지만, 이 감성의 형식을 단순히 ‘우리에게 대
상이 주어질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어떤 개념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조
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초월적 감성론의 역할이 아닌 초월적 논리학의 역
할이다. 그러나 이런 설명만으로는 아직 부족하다. 무엇보다도 초월적 논리
학이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지성 인식의 선험적 요소, 즉 지성의 순수 개
념들의 의미론적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성의 순수
개념들, 즉 범주들의 의미론적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 다시 ‘의미’는 곧 ‘대
상과의 관계맺음’이라는 칸트의 표현해 주목해 보자. 어떤 개념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그 개념이 대상과 관계를 맺어야 하며 그 개념이 대상과 관
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 관계 맺을 대상이 어떻게든 감성의 조건에 따라 주
어질 수 있어야 한다. 간단히 말해서, 개념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그에
대응하는 대상에 관한 직접적 표상, 즉 직관이 어떻게든 주어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칸트가 강조하듯이 그저 수용성일 뿐인 감성을 통해 사고에
앞서 주어지는 직관이 어떻게 ‘대상에 관한’ 표상일 수 있을까? 직관은 “우
리가 대상들에 의해 촉발되는 방식으로”(A19/B33) 얻어지는 표상으로 설명
되긴 하지만, 직관이 그저 주어지는 것만으로 그 직관의 ‘대상 관련
성’(Beziehung auf den Gegenstand)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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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전한 직관에 의해서는 전혀 아무것도 사고되지 않고, 내 안에 감성의 이
러한 촉발이 있다는 것이 그러한 표상을 어떤 객관과 관계 맺도록 해주지
는 못”한다고 지적한다(A253/B309). 칸트에 따르면, 대상 관련성은 감성을
통해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성을 통해 능동적으로 부여되는
것이다.25)
‘나는 사고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표상에 수반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 전혀 생각될 수 없는 것 － 그것은 표상으로서 불가능
하거나, 적어도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님을 말하겠는데 － 이 나에게서 표
상되는 셈이 될 터이니 말이다. 모든 사고에 앞서 주어질 수 있는 표상은
직관이라 일컫는다. 그러므로 직관의 모든 잡다는 이 잡다가 마주치는 그
주관 안에서 ‘나는 사고한다’는 것과 필연적인 관계를 맺는다. 그러나 이
표상은 자발성의 작용이다. 다시 말해, 그것은 감성에 소속되는 것으로 볼
수가 없다.(B131~132)

직관이 ‘대상에 관한’ 것이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직관은 ‘나,’ 즉 주체의
표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위에서 지적하듯이, 나의 표상으로 규정되지 않
은 표상은 적어도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nichts)에 불과하다. 직관은
‘나’의 표상으로서 규정됨으로써 비로소 ‘내가 아닌 것,’ 즉 객체에 관한 표
상일 수 있다. 감성을 통해 주어지는 직관은 그 자체로 ‘나의 표상’도 아니
며 ‘대상에 대한 표상’도 아닌 그저 ‘잡다’(das Mannigfaltige)일 뿐이다. 잡다
일 뿐인 직관이 ‘나의 표상’이자 ‘대상에 대한 표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잡다를 종합적으로 통일하는 지성의 종합적 통일작용 덕분이다. 칸트의 유
명한 다음 구절을 보자.
초월적 감성학에 따르면, 감성과 관련하여 모든 직관을 가능하게 하는
최상의 원칙은 ‘직관의 모든 잡다는 공간, 시간의 형식적 조건에 종속한다’
는 것이었다. 이제 지성과 관련하여 그 같은 최상의 원칙은, ‘직관의 모든
잡다는 통각의 근원적-종합적 통일의 조건에 종속한다’는 것이다. 직관의
모든 잡다한 표상들은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에서, 첫째 원칙에 종
속하고, 그것들이 한 의식에서 결합될 수 있어야만 하는 한에서, 또한 둘째
25)

“모든 우리의 표상들은 사실 지성에 의해 어떤 객관과 관계 맺는다.”(A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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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에 종속한다.(B136~137)
앞 절에서 우리는 하나의 인식으로서 어떤 판단이 진리일 수 있기 위해
서는 그 판단을 구성하고 있는 개념들이 의미, 즉 대상과의 관계맺음을 가
져야 하며, ‘대상과의 관계맺음’은 ‘직관’을 통해 보장받아야 함을 확인하였
다. 그러나 직관이 그 자체로는 ‘잡다’일 뿐 ‘대상에 대한 나의 표상’일 수
없다면, 직관은 그 자체만으로 개념의 ‘대상과의 관계맺음’을 보장해 줄 수
없다. 직관이 그저 잡다가 아닌 ‘대상에 대한 나의 표상’이기 위해서는 직
관의 잡다가 어떤 통일적 의식, 즉 초월적 통각에 의해 ‘하나의 대상에 관
한 표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그래서 칸트에 따르면, 초월적 통각의 종합
적 통일작용은 “직관에 주어진 모든 잡다를 객관이라는 개념에서 합일되게
하는 것”(B139, 글쓴이 강조)이다. 이 점에서 칸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일반적으로 말해, 지성은 인식들의 능력이다. 인식들은 주어진 표상들이
한 객관과 일정하게 관계 맺는 데서 성립한다. 그런데 객관이란 주어지는
직관의 잡다가 그 개념 안에 통합되어 있는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표상들
의 모든 결합은 표상들의 종합에서 의식의 통일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의
식의 통일은 표상들이 한 대상과 관계맺음을, 그러니까 표상들의 객관적
타당성을, 따라서 표상들이 인식이 되는 것을 결정하는 바로 그것이며, 그
위에 따라서 지성의 가능성조차도 의거한다.(B137, 글쓴이 강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초월적 분석론이 제시하는 진리의 내용적 조건은 어떤
판단을 구성하는 개념들의 의미 가능조건, 즉 그 개념들의 대상들이 직관에
서 가능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현시될 수 있는 조건이었다. 그런데 초월적
통각의 종합적 통일작용 없이 직관에서는 무언가가 ‘대상’으로 현시될 수
없다. 따라서 진리의 내용적 필요조건은 곧 개념들의 의미 가능조건인 감성
의 조건이라는 초월적 분석론의 주장은 초월적 감성학에서 제시된 원칙을
단순히 재확인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의미론적 맥락에서 재정립한 것
이다. 초월적 분석론은 직관에서 무언가가 ‘대상’으로 현시되기 위한 조건,
따라서 우리의 모든 표상이 하나의 인식으로서 ‘대상과의 관계맺음’을 갖기
위한 조건, 결국 우리의 인식이 의미를 가진 인식이기 위한 조건으로서 “통
각의 초월적 통일의 원칙”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표상들의 객관적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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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원리들”, 즉 범주들을 다루기 때문이다.

V. 의미의 논리학: 의미의 두 가지 층위
우리는 지금까지 초월적 분석론이 의미론적 맥락에서 어떻게 ‘진리의 논
리학’으로 명명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어떤 인식, 즉
판단이 진리일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 그 판단을 구성하는 개념들이 ‘의
미,’ 즉 ‘대상과의 관계맺음’을 가져야 하며, 개념들이 객관과 관계를 맺을
수 있기 위해서 1차적으로는 지성의 조건을, 2차적으로는 감성의 조건을 만
족시켜야 한다.26) 결론적으로 초월적 분석론에 대한 의미론적 해석을 통해
시공간이라는 감성 형식과 초월적 통각이라는 지성 형식은 어떤 판단이 진
리이기 위해서 그 구성성분인 개념들이 필수적으로 만족시켜야할 의미 가
능조건으로 설명된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설명과 관련하여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는다. 과
연 초월적 분석론에서 제시된 의미 가능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개념은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하는가? ‘의미’가 ‘대상과의 관계맺음’으로 이해되는
한에서, 지성의 의미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개념은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지성의 의미 조건을 만족시켜야 비로소 모든 개념은
어떤 대상 － 그것이 어떤 대상이건 간에 － 에 관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
다. 그러나 과연 감성의 의미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개념, 예컨대, 감성
의 조건에 따라 직관에서 결코 현시될 수 없는 ‘신’에 대한 이념은 과연 아
무런 의미도 갖지 못할까? 만약 신 이념이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한다면,
신 이념이 “세계 내의 모든 결합을 마치 최고로 충족한 필연적 원인으로부
터 생긴 것처럼”(A619/B647) 볼 수 있도록 규제적으로 사용된다는 칸트의

26)

어떤 판단이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칸트는 그 판단의 “초월적 진
리를 인식한다”(A222/B269)고 말한다. 이에 대한 논의는 R. Stuhlmann-Laeisz,
Kants Logik, Berlin, 1976, 26~53. 또한 ‘초월적 진리’에 대한 존재론적 해석에
대해서는 Paek, “Kant’s Theory of Transcendental Truth”,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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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도 부당해 보인다.
아마도 칸트는 저 두 가지 의미 조건에 따라 의미의 두 가지 층위를 구
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7) 실제로 칸트는 범주들에 대해서조차 감성의
의미 조건을 적용시켜 “범주들은 보편적인 감성적 조건을 매개로 해서만
규정적 의미(eine Bestimmte Bedeutung)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하지만
(A245/B303, 글쓴이 수정 및 강조), 다른 한편으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모든 직관을 제거한다면, 그래도 사고의 형식, 다시
말해 가능한 직관의 잡다에서 한 대상을 규정하는 양식은 남는다. 그래서
범주들은 이러한 한에서 감성적 직관보다 더 넓게 미친다. 왜냐하면, 범주
들은 객관들이 주어질 수 있는 (감성이라는) 특수한 양식을 돌보지 않고서
도, 객관들 일반과 관계 맺으니 말이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범주들이
대상들의 보다 넓은 권역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
한 대상들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감성적 직관 방식과는 다른 방식이
가능하다고 전제하지 않고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것
을 전제할 권리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A253~4/B309, 글쓴이 강조)

위 인용문에 따르면 우리는 두 가지 층위의 의미, 즉 규정적인 의미와 미규
정적인 의미를 구별할 수 있다. 전자는 지성적 조건뿐만 아니라 감성적 조
건도 만족시킬 경우 개념이 가지게 되는 의미라면, 후자는 단지 지성적 조
건 만을 만족시키는 경우 개념이 가지게 되는 의미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개념에게 1차적으로 혹은 근원적으로 ‘대상과 관계맺음’을 부여하는 것은
지성적 조건이다. 물론 이때 관계 맺어지는 ‘대상’이란 직관 내에서 구체적
으로 현시될 수 있는 감성적 대상이 아니라 추상적인 대상들 일반을 가리
키는 “어떤 것=X”(A250)이다. 단지 지성적 조건을 만족시킴으로써, 즉 통각
의 초월적 통일작용에 의해 관계 맺게 되는 이 대상은 규정될 수 있는 어
떤 직관도 포함하고 있지 않는 철저히 미규정적인 어떤 것, 구체적 직관의

27)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별도의 연구를 필요로 한다. 그렇지만 참고할 만한
흥미로운 논의가 A. Roche, “Kant’s Principle of Sense”, British Journal for the
History of Philosophy, Vol. 18, No. 4, 2010; Nolan, “Kant on Meaning” 등에서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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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에 대응하는 실질적 대상이 아니라 그저 가능한 직관 일반의 잡다에
대응하는 형식적 대상에 불과하다(A247~8/B304). 따라서 “대상 일반에 대한
개념들”(B128)인 범주들은 그에 대응하는 직관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 대상
일반이라는 미규정적 대상에 대한 형식적 관계맺음, 즉 미규정적 의미만을
지닐 뿐이며, 그 자체로 어떤 규정적 인식도 제공하지 못한다.
비록 초판에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칸트는 지성적 의미조건만을 충족
시킴으로써 어떤 개념이 관계 맺는 저 ‘어떤 것=X’를 ‘초월적 대상 혹은
객관’이라고 부른다. 앞서 지적했듯이 지성의 초월적 통일 작용은 모든 표
상들이 ‘나’의 표상이자 ‘대상’에 대한 표상이 될 수 있는 지성적 의미조건
이다. 순수이성비판 초판에서 이 초월적 통일 작용의 두 측면을 칸트는
각각 ‘초월적 통각’과 ‘초월적 대상’이라는 용어를 통해 기술한다. 초월적
통각이 초월적 통일 작용의 주체적 측면을 반영한다면 초월적 대상은 저
초월적 통각의 “상관자”(Correlatum)(A250)로서 객체적 측면을 반영한다.28)
이 초월적 대상 － 그것은 실제로 우리의 어떤 인식에서나 항상 한가지로
X이거니와 － 이라는 순수한 개념은 우리의 모든 경험적 개념들에서 도대
체가 하나의 대상과의 관계맺음, 즉 객관적 실재성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다. 그런데 이 개념은 전혀 아무런 규정된 직관도 포함할 수가 없고, 그러
므로 인식의 잡다에서 － 이 잡다가 한 대상과 관련이 있는 한 － 마주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통일성에 관련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이 관계맺음
은 다름 아니라 의식의 필연적 통일, 그러니까 잡다를 한 표상에서 결합하
는 마음의 공통 기능을 통해 잡다를 종합하는 의식의 통일이다.(A109)

초월적 대상은 규정될 수 있는 아무런 직관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식 그 자체의 대상”(A251), 즉 규정된 대상이 아니라, 직관의 잡다가 가
28)

‘초월적 대상’이라는 용어는 순수이성비판에서 애매하게 사용된다. 한편으
로 그것은 ‘물자체’와 동일시되기도 하지만(예컨대, A366 참조), 다른 한편으
로는 인용된 구절에서처럼 물자체와 구별되어 사용되기도 한다(예컨대, A109
참조). 무엇보다 ‘초월적 대상’이 “통각의 통일의 상관자”(A250)로 설명될 때,
그것은 물자체와 구별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H. Allison, “Kant’s
Concept of the Transcendental Object”, Kant-Studien, Vol. 59, No. 1~4, 1968,
172~18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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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적으로건 현실적으로건 어떻게든 주어질 때 규정될 수 있는 대상, 즉 아
직 규정되지 않은 대상이다. 칸트에 따르면, 바로 이 초월적 대상에 대한
개념이 모든 개념들의 의미, 즉 대상과의 관계맺음의 근거이다. 여기서 중
요한 점은 칸트가 ‘초월적 대상’ 그 자체가 아니라 ‘초월적 대상에 대한 개
념’을 근거로 지목했다는 것이다. 미규정된 대상으로서 ‘초월적 대상’은 통
각의 초월적 통일 작용 이전에 존재하면서 통각의 초월적 통일 작용을 통
해 비로소 어떤 개념이 관계 맺게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고 초월
적 대상이 통각의 초월적 통일 작용을 통해 비로소 존재하게 되는 것도 아
니다. 단지 초월적 대상은 통각의 초월적 통일 작용과 더불어 ‘사고’된다.
즉, 초월적 대상은 통각의 초월적 통일 작용이 의미, 즉 대상과의 관계맺음
을 어떻게 ‘능동적으로 구성’해 내는지 보여주기 위한 개념적 장치이다. 위
에서 칸트가 말하듯이, 통각의 초월적 통일에 의해 구성되는 것은 ‘대상’이
아니라 ‘대상과의 관계맺음’ 그 자체이다.29)
범주들이란 바로 초월적 대상에 대한 개념이자 통각의 초월적 통일의 규
칙들이라는 점에서 ‘감성의 조건’과 무관하게 비록 미규정적이지만 그 자체
로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범주들과 초월적 대상의 관계맺음이 단지 지성의
초월적이고 논리적인 작용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칸트는 범주들이 그 자
체로 지니는 미규정적 의미를 한편으로는 초월적 의미(A248/B305), 다른 한
편으로는 논리적 의미(A147/B186)라고 부른다. 감성의 조건으로부터 분리된
범주들의 미규정적 의미는, 범주들이 관계 맺는 대상이 경험적 대상이 아니
라 초월적 대상이라는 점에서 ‘초월적 의미’이며, 초월적 대상이란 실제로
주어지는 대상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사고된 대상일 뿐이라는 점에서 논리
적 의미이다. 그러나 범주들의 이런 미규정적 의미는 범주들로부터 개념들
의 일반적 사용조건을 추상 혹은 제거함으로써 생각된 것이다.30) 범주들은
그 실재적 사용조건, 즉 감성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때 비로소 대상들
을 규정할 수 있으며, 그 때 비로소 범주들은 규정적인 의미, 즉 실재적인
29)

30)

B판에서 ‘초월적 대상’이라는 용어가 삭제된 이유 중 하나는 아마도 이와 관
련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였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순수 범주들은 감성의 형식적 조건들 없이는 한낱 초월적 의미를 가지되, 초
월적으로 사용될 수는 없다.”(B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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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얻는다.
범주들이 그 자체로 지니는 의미와 범주들이 사용될 수 있는 조건을 분
리하여 두 가지 의미의 층위를 구별하는 칸트의 전략이 과연 올바른가의
문제는 지금 이 논문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단지 여기서 우
리는 칸트의 그런 분리 전략이 가진 의의가 무엇인지 밝히는 것으로 만족
한다. 칸트가 의도했건 아니건 간에 위와 같은 분리 전략이 가진 의의는 범
주들이 감성의 조건을 통해 한정되는 사용 방식, 즉 이론적 사용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드러낸다는 점이다. 범주들을 비롯한 개념
들 일반의 사용조건으로서 ‘감성의 조건’은 이론적 인식을 다루는 순수이
성비판에서 진리의 논리학을 표방하는 초월적 분석론에 의해 제시된 것이
다. 다시 말해 ‘감성의 조건’이란 범주들이 이론적 인식의 의미론적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조건이다. 범주들의 이러한 이론적 사용조건을 제거했을 때
범주들은 단지 미규정적이고 비실재적인 의미만을 지닐 뿐이지만, 만일 범
주들의 또 다른 사용조건이 제시되고 그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범주들은 또
다른 인식, 예컨대 실천적 인식이나 규제적 인식의 의미론적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범주들의 미규정적 의미와 규정적 의미는 각각 류(類, genus)
와 종(種, species)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범주들의 미규정적 의미란 감
성적 조건에 의해 제한된 범주들의 규정적 의미, 즉 종(種)적 의미에 대한
류(類, genus)적 의미이며, 감성적 조건이란 이 류적 의미를 종(種, species)적
의미로 규정하기 위한 한정 조건이다.31) 범주들은 모든 지성 인식의 선험
적 요소이므로 모든 개념은 하나의 인식인 한에서 범주들을 포함해야 하고,
그 중 어떤 개념이 감성적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그 개념은 규정적 의미를
지닌 범주들을 통해 마찬가지로 규정적 의미를 얻을 수 있으며 나아가 이
론적 인식을 위해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다.32) 나아가 어떤 개념이 이론적
인식을 위한 감성적 조건은 만족시키지 못하지만 다른 사용조건, 예컨대 실
31)
32)

Nolan, “Kant on Meaning”, 1979, 116 참조.
즉, 그런 개념은 이론적 인식을 위한 판단의 구성요소로서 사용되며 그 판단
의 객관적 타당성을 보장한다. 물론 어떤 판단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은
그 판단이 참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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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적 인식을 위한 사용조건을 만족시킨다면, 범주들과 더불어 그 개념은 이
론적 관점이 아닌 실천적 관점에서의 규정적 의미를 얻을 수 있고 나아가
실천적 인식을 위해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다.33) 따라서 순수이성비판의
초월적 논리학은 이론적 관점에서 진리가 가능하기 위한 이론적 인식의 의
미론적 근거를 논한다는 점에서 ‘진리의 논리학’일 뿐만 아니라, 이론적이
건 실천적이건 규제적이건 모든 인식의 의미론적 근거를 제시한다는 점에
서 ‘의미의 논리학’이라 불릴 만하다.

33)

실천이성비판 5:55~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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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Logic of Truth:
A Semantic Interpretation of the Transcendental Analytic in the Critique
of Pure Reason
Hong Woo-Ram
(Sogang Univ.)
Abstract: In this paper we try to give a semantic interpretation of the
Transcendental Analytic in the Critique of Pure Reason. For this purpose, we
turn our attention to the reason why Kant entitles it a logic of truth. We claim
as follows. First, the Transcendental Analytic, unlike the general logic, is
entitled a logic of truth in the sense that it provides a necessary condition for
every cognition to be true in terms of its content or matter. Secondly, such a
necessary condition is none other than the pure intuitions of sensibility and the
pure concepts of understanding, both of which are the conditions of the
possibility of the objects of experience as well as the conditions of the
possibility of experience. Thirdly, by means of our semantic interpretation, these
two conditions can be understood as the conditions of the possibility of
‘meaning(Sinn or Bedeutung),’ i.e., ‘relation to the object,’ which a cognition
should have in order to be true. Finally, of these two conditions, sensible
condition is the condition under which alone a concept can have a determinate
meaning so as to be theoretically used, while intellectual condition is the
condition under which alone a concept can have an indeterminate meaning so
as to be used in some way or other, whether theoretically or practically or
regulatively.
Key words: Kant, Critique of Pure Reason, Transcendental Analytic, Meaning,
Truth, Cogni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