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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무어(G. E. Moore)에 따르면 윤리적 자연주의자들은 “x는 좋다”를 
“x는 자연적 성질 P를 갖는다”로 정의하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x가 

좋은가라고 묻올 수 있다 다시 말해서 “x는 자연적 성질 P를 가졌지만 좋은 

것이니?"라는 묻음이 열린 질문 또는 의미 있는 질문으로 남아 있고 우리는 

그렇게 묻는 사람의 견해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변음 ‘열린 

질문 논변’(open-question argument)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이 논문에서 최근 

섬리철학의 반불리주의적인 의식 논의가 열린 질문 논변과 똑 같은 구조로 진 

행되고 있음음 지적한다 반불리주의자들은 가령 “고통=c-섬유 자극”이 과학 

의 확립된 동일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고통과 c-섬유 자극 사이의 설명 

적 간격이 여전히 열려져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열린 질문이라고 

공격받는 묻리주의자나 윤리적 자연주의자들의 동일성이 크립키의 경험적 동 

일성의 위치에 있는가 따져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 않고 질문이 열려 

있다고 단순히 가정하는 것은 질문음 구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1998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KRF-1998-001-B00235). 
**서울대 철학과 교수 

***세종대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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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으로 옳거나 그른 것에 대한 진술이 자연의 경험적 사실에 

대한 어떤 진술로 환원되거나 그 의미에서 똑같다고 주장하는 이들 

음 ‘윤리적 자연주의자’라고 부를 수 있다， 여기에는 인간의 섬라적 

사실 또는 사회적 사실 등에서 윤리적 균범음 구하였던 윤리학이 포 

함될 것이다， 이들은 존재를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사실 판단으로부 

터 가치를 평가하는 당위 판단음 추라해 내려고 하는데， 이것이 논리 

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이 무어 (G. E. Moore)의 자연주 

의의 오류(naturalistic fallacy) 이 다， 

무어는 윤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좋음(good)이란 무엇인가’ 

라는 묻음음 고찰하는 것이라고 보는데，1) 그는 종래의 윤리학자들이 

좋음에 대하여 내린 정의가 하나도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한다 쾌락 

주의자들은 ‘좋다’와 ‘즐거움음 주다’를 같은 뜻이라고 주장하며， 어떤 

자연주의자들은 ‘좋다’는 ‘욕구되다’의 뜻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좋 

음’음 도덕 외적인 자연적 성절들로 환원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는 점 

에서 윤리적 자연주의자라고 부를 수 있음 것이다， 그러나 무어는 어 

떤 사묻이 즐거움음 주며 또 욕구되고 있음음 엄연한 사실로서 믿으 

면서도 그것이 좋은 것은 못 된다고 믿음 수도 있다는 사실음 들어 

이들음 비판한다 2) 만약 ‘x는 좋다’와 ‘x는 즐거움음 준다’가 같은 뜻 

의 말이라면， ‘x는 즐거움음 주기는 하나 좋은 것은 못 된다’는 진술 

은 자기모순일 것이기 때문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 ‘좋다’는 ‘도덕적 

시인(moral approval) 같은 특수한 감정음 일으킨다’는 뜻이라고 정의 

하였다 무어에 의하면 이러한 정의도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하면 

어떤 좋은 사태는 “비록 그 사태에 대하여 그 특수한 감정음 느끼는 

1) G. E. Moore, Principia Ethim(Cambriclge University Press, 1956), 37쪽. 
2) G. E. Moore, Ethics(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55), 1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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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란이 진히 없었디 히너미 jL 그 시태 L 여진히 그 사체무서 좋으라 

며 L 것은 의심 없이 명백히기” 때문이미 L 것이디 3 ) 

무이 L 그 대안으무 직관주의를 제시한디 낀약 좋 g 이 디븐 것이1 

의해서 정의될 수 없L 단순히jJ_ 궁극적인 성전이미면 그êl한 성진 

이 어떤 사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듀 앙려친 나른 사심노부터 f피할 

수 없을 깃이나 따라시 l깃은 오식 식접적으노 걷싱 파악할 수밖에 

없는 깃이나 41 

윤리직 자연수의F 반대하고 자연수의직 오뉴듀 지지하는 이외 김 

은 논변을 열린 질문 논번(opεn-quεst10n ar맹111이lt)이라고 부 른나 정 

마해 보면， 자연수의자E븐 나유고1 김븐 성의÷+ 하려고 한나 

(1) “x는 촌나 -Jj' “x는 자인직 싱 질 P를 갖는나 ” 

:,) 샅은 채， 11저-~ 

41 Moorc는 PrÉnι ipia Ethica 에 시 사얀주의 "1핀응 동해 j촌유‘이라는 비자얀 

적 속성이 있디는 입곤g ， f 좋S 은 꺼적으보 지연괴희의 움리주의적 존재 

돈의 영역 밖에 있는 것이라는 입곤g 옹호했디 7의 닝1자연주의 옹호는 얘 

기치 않은 검꾀든 낳았디 Mcαe픈 띠르는 게지플은 비지연적 속성 이 있디 

뉴 IVI(x)n펙 「장애 실득되이 lVf()()re의 F장음 그냥 받아닐일 ? 있었。나 
자연?의거 성향응 띠었닌 그 후의 많은 칠학자닐은 융ι1 저 실새온자로서의 

lVfoore가 "1 자연?의 g 호등 동해 가지 ;:-_성파 샅은 인산 독립껴 슨시)자가 

있유응 잉}증해 주는 일종의 귀유법직인 논증응 꺼]시했나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있나 가치 속싱 P 우선 언어식 또는 개념직 」거에시 거 η 되 /1 시작했나 
1830년대에 Ch"rlcs Stcγcnson과 논리실증주의사듬꺼 j정시주의 융라 이르’ 
g 니1 시]웠다 「것은 'x는 좋디기 냐는 X든 시민한다 너도 「렇세 히라 1 

또는 이와 비;한 것 g 뜻한디고 주상히는 이곤이디 7만이1 1970년 cll 틀어 
기치 속성은 l\Iadde에 의헤 존재곤적 은거에서도 거부되었다 Mackie의 주 
장에 따己 1，1， 가치 테노와 샅은 섯이 있다는 섯은 자연파학파 앙립학 ? 있 
。나 가치 치성이 있다는 섯은 자연파학파 앙립학 f 없다 인감 독립거인 
가치 -':-:성은 ‘존시)톤저 。 로 기야하다 l/_ 그뉴 「장한다 속 그섯은 A학저 。

쿠 계봉둬 λ}란이라면 」 증재를 η1/1 힘든 시이하고 신비스러운 종규의 깃 
이 라는 깃이 나 I'vIackic의 주정 ð~ J의 Etldcs(Pcnguin Dooks , 1077)를 비 
라 」리고 김영정의 “끼관식 까지에 대힌 엑키와 퍼다낚의 껴해 "1'셈의 의 
미픈 찾아서 JJ ， 01ι 승파시， 199，1년 311-3~'1쪽)도 진 :ε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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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자연주의자들이 P를 무엇으로 보든 우리는 주어진 x가 P를 

가진다는 것음 인식할 수는 있다 그러나 무어에 따르면 여전히 x가 

좋은가라고 묻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2) x는 자연적 성질 P를 가졌지만 좋은 것이니? 

라는 묻음이 열린 질문 또는 의미 있는 질문으로 남아 있고 우리는 

그렇게 묻는 사람의 견해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 

연적 성절 P를 가졌지만 좋음이라는 윤리적 성절은 없는 X를 얼마든 

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절문에 대한 대답이 예라고 하더라 

도， 그래서 좋음이 P를 가점과 언제나 상관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절문이 의미가 있다는 사실은 (1)이 자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 

처럼 정의적 동치(definitional equivalence)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 

음보여준다， 

H 

무어의 논변에 대한 표준적 반론은 그 논변이 절문음 구걸한다 

( question-begging)거나 순환적이라는 것이다 하만(G. Harman)도 『도 

덕성의 본성~(The Nature 01 Morαlity)에서 (2)와 같은 절문이 “언제나 

열려져 있는지 증명되어야 하며”， x와 P가 “적절하게 균정이 된다면 

그때도 절문이 열려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말한다 5) 다시 말해서 

만약 ‘좋음’이 자연주의자가 의미한다고 말한 바를 정말로 의미한다 

면 위에서 말한 절문은 정말로 ‘열려’ 있지 않으며， 열려 있다고 주장 

하는 것은 결국 자연주의가 틀렸다는 것음 입증하기보다는 전제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5) Gilbeπ Harman, The Nature of Morality(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7), 19쪽. 



사실 가치 구분과 그 심리절학적 함축 íl:1 

6] 만은 일린 진문 논변애 대해 너 중 9 히디jI_ 생각되L 두 번째 

빈문을 한디 간은 종류의 논변이 파학의 확립된 동일성 걸파를 빈마 

하 수 있게 쓰일 수 있기 때문애 일린 전문 논변은 논리석으무 부딩 

히디 L 것이 그 빈른의 곰사이디 

분의 회화 성닌음 민己는 사럼애거]논 문이 Hil가 아니니1 는 것음 

승명 하기 위해 "1슷한 논맨이 λλ알 수 있다 이 사럼은 문이 문이냐 

는 갓꺼 열린 질문이 아니지만 물이 IlιO냐는 깃꺼 직어:ç _ __!_ λ}란에 

기] 열러 질문이라는 데에 동의힐 깃이나 」러냐 뭄이 11，0냐는 깃이 

얼，-1 질문인에P 불7하고 이 논변꺼 응이 Ilι0가 아니라는 깃응 딩 

여주지 꽂한디 이찬기지보1 한 행위기 의꾸~l 랭위기 되기 위해서 어 

띤 지연적 특성 C든 기져야 히는 것은 이니라는 것 g 요여주기 위해 

응랴혁의 연린 선 {i 논맨이 ，]:11 보는 쓰연 수 없디 '1 

나시 만해시 

(:jl 그것은 문이지딴 HlI나? 

가 연렌 집운 또는 의미 있는 짖운이라고 해시 

141 뭉 ,0_ 11，0이 q 

가 거것이라고 받헐 수 없는 것처럼 (2)가 영런 질문이라고 해서 윤 

리적 지연주의가 튼런 것ξ 아니다 

6] 만'C_ (3)이 일린 전문이미L 것은 인정한다 디만 거기서 (4)기 

서짓이미 L 걸른은 니，，-시 않L디L 전에 7 목한디 한렌 (3)이 일린 

진문이미 L 것을 딩연히 인정한 무이 L 그것이 파학에 의해서 의미 

있게 대답되 L 진문이미L 것끼지 인정한 것이디 그떤 무이 L 여기 

서 (4) 의 잔을 부정 6] ;_:, 인븐 멍기애 H] 상식적인 걸둔을 왜 li집이 

낼끼') 무이를 션의무 해서헤 닫 때 그기 여기서 이미1 부정히L 것 

GI 간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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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4)의 무치벌석 찬이 이니며 이 잔이 문서석이미 L 곤 정의에 의 

한 것이미 L 잔의 시위일 것 간디 이런 해서은 무이의 논변을 의미 

이문의 빈마으무 긴주히"1， 또 6] 만이 밀한 것처엄 (4)를 부정 6] :_: 

걸문을 내놓을 수L 없시민 ‘물’파 ‘H,O’2.l--;_:- -@이기 간은 것을 의미 

하지는 않는나고 보는 깃이나 걷 (4)의 송함직 참븐 인성하지만 분 

식적 참은 인성하지 않는나 

λ티 븐 볼-(Stεphen W. Ba11)에 따브띤 무 어는 심세도 ‘좋유’을 깅현 

직 사내외 연견하는 송합직 친술이 식뀌의 인지직 능팍에 의해 참임 

이 압려진나고 생샤한나 71 더 구지1 적으노 무어는 규뱀 윤리혁에시 

행위-공며수의자도시 옳은 행위는 행 역 을 ÷f대회하는 것이라고 수싱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는 이린 신 ;이 ‘용음’과 종읍’이 의미하 

는 것의 정의로서 다루려딘 하는 베담과 밀같은 시노를 거부힌다끼 

힌다 그렇다변 무어가 그런 정의를 반박하기 위해 영런 질문 논빈유 

사용하는 것은 그가 그 신;이 종협작。로 침임은 인정하는 것과 임 

관적이다 비유적。로 받하지변 무어가 하만의 반례에 내꾸힐 때 묻 

이 H，O임유 부정하지 않P 변서 그 둠의 의미가 같다는 것은 부정힐 

수 있디 무이L 이떤 행위 또L 경힘이 좋디 L 것에 대한 모든 진술 

의 찬을 부정한 것은 이니디 그기 주장한 것은 그턴 진술이 “강압석 

이이 걸코 성서적이시 않디 ’ L 것 또~ “밀의 의미틀 줄 수 없디 ’~ 

것뿐이디 

6] 만 ç. 일런 진문 논변이 사연주의 일번이 이니마 듀벌히 정의적 

자연주의(definitional naturalism) 만을 빈마한디jJ_ 언급한디 ll) 정의적 

자연수의란 도덕적 핀단이 자연직 핀단괴 정의직으노 동지라고 전세 

하는 수싱을 만한나 _ r 러면 연덩1 짖운 놈변이 논리직으도 부냥하나 

71 Ste미1eIl W. 8011, “ Reductionism in Ethics 8nd Science: A CDntemporarγ 
Look m G. E. ]\.'Íoore ’ s üpen Question Argument," American 
Philasophical Quarterl.v 25(1988) , 197-~13쪽; Ste미1eI1 W. 8011, “ Facts, 
써ues， f:lnd Norll1aLive Supervenience," Phil찌까ùul SUldie서'j OfIMfI ) . 
14:j-m씌 참조 

8) Harman, 간은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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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만의 비판도 그 논변이 일반적인 자연주의에 적용될 때만 성립 

하고 정의적 자연주의에는 적용될 때는 성립하지 않는다 

m 

퍼트남떠ilary Putnam)은 『이성， 진라， 역사』에서 하만과 독립적이 

긴 하지만， 그라고 ‘열린 절문 논변’이라는 이름보다는 ‘자연주의의 

오류’에 초점음 맞추지만， 하만의 논변음 좀 더 발전시켜 무어를 공 

격한다 9) 이 공격은 하만의 논변에 대해 무어를 선의로 해석하여 보 

호하는 것도 헛되게 만들 수 있는 성격의 것이다 

퍼트남은 무어의 논변이 귀류법의 형태를 띤다고 본다 그에 따르 

면 무어는 ‘좋음’이 어떤 자연적 성절， 가령 ‘효용성음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됨’과 동일하다면， 

(5) 이 행동은 효용성음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좋지는 않다 

와 같은 진술은 자기모순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무어는 “이 행동 

은 유용성음 극대화하지만， 좋으니?"가 열린 절문이라고 말함으로써 

(5)가 자기모순적이 아니라고 증명할 것이다 그러면 무어는 “좋음과 

효용성음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됨은 상호 관련된 성절일 수 있지만 

그것들은 동일한 성절일 수 없다"10)고， 다시 말해서 윤리적 자연주의 

는 거짓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런데 퍼트남은 열린 절문 논변이 오늘1날 그와 다른 언어철학자들 

이 부정하는 전제에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바로 성절들 

사이에 종합적 동일성 같은 것이 있음 수 있음음 무어가 암암리에 부 

9) Hil31‘ y Putnam, Reason, Truth, and History(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205-8쪽 

10) 같은 책， 2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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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jJ_ 있디 L 것이디 이것은 온ç_와 평균 분사 운동 에니시의 동일 

성 간은 파학의 확립된 빈견"T:;""-.. 인정하 수 없게 되 L 잘뭇을 저시르기 

때문에 8] 낀의 H]판파 간은 8 형의 비판을 μm 수 없게 되디 

여기서 온노가 "'1 자연겨 성질 임이 1」명하다는 삿용 보여 「기 위 

해서 부이의 ‘승명’음 실재로 사 g 한 수노 있다 왜냐하낀 E등 온Lι T 
에 싱응，"I'c 운동 에너지의 값이라 한q변 'x까 온도 T를 까지고는 
있으나 평균직 분자 운동에너지 E는 까지지 않는나’라는 진i이 션휴 
하나의 경핵식인 사실우시 상싱 거짓이라 하더라도 자기모순적인 진 
숭은 이닌 것이기 때 ι이디 7려하여 꾸어는 P도는 i녕끼 분지 f 딩 

에너지약 난지 상까관계민g 기까 뿐이라고 격은g 니1 힘 것이디 U 
성선은 기지 7니1 보 동일할 수 없디 111 

퍼F닌은 이이서 무이기 성진파 개념을 흔동 6] ;_: 잘뭇을 저진렀디 
고 지직한나 이F테면 ‘폰도’의 개념괴 ‘굉균 분자 운농 에너지’의 개 

념이 시노 나브늦이 누 개념이 시노 나브나는 사심이 l 개념에 싱 

응하는 생짖도 나른지 아년지 하는 운세F 해견하는 네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깅우도 있시 때운이나 

좋유'01라는 개님과 동의어인 몽리주의식 개님꺼 없응 수투 있나 

(굿맨Gcιdman에 의하면 두 1머식인 깃응 시~--Õh=- 언어와 물리직인 

갓응 11~-하는 언어는 진직으우 나르냐1. J러나 」렇냐고 하이 P를 

어띠 임의약 품리주의적(또는 가능주의적이라 함이 디 좋겠다) 성꺼 

이라 할 때 좋다는 것이 P이다는 것괴 간은 성선의 것이 이니라는 것 
은 띠라 니요지 않는다 인빈적으보 어띠 성진에 매한 믿 g 우려기 지 

시겨。로 비]왔음 때(예컨대 온노가 높다’와 샅은 말] 그 말은 그 말이 

지시하뉴 성질애 대한 이온껴 정의외 농의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온 

노가 파연 부엇인지듬 일아보기 위해서뉴(그다1 ， 1， 좋읍이 무엇인지듬 

알시 위해시는) 막의 의미반응 고칠하는 언어직 분λ] 이 아니라 경핵 

직이고 。1:" 직인 주사를 해야 한나 1~1 

l l) 샅은 채， 낀ηf 원문 강조 
121 간은 XI, 우1 ι 강二ε 



사실 가치 구분과 그 심리절학적 함축 ,,) 

진작히겠시낀 퍼F닝이 무이를 비판81--~ 데 이 g 한 성진들간의 증 

압적 동일성’이미L 개념은 크립키(Saul Kripke)의 ‘형이상학석 필연 

성‘ 개닝 13)에 의히1 너 분벙해진디 진닝적으무 모든 기능 세계애서 

찬이 되 L 진술을 필연석‘이미jJ_ 불렀jJ_ 히니의 대상이 이떤 기능 

세게에시도 빼’5 지 않고 항싱 가지고 있나고 생샤되는 생짖이 있나 

면 l 싱집을 ‘유집’이라고 불탔나 한편 필연적인 참괴 션험적인 압 

이 볼까분의 뀌게라고 전통적으노 여겨져 왔나 _ r 러나 극핍키는 

(6) 온두는 평균 분사 운동 에너지이나 

라는 신; I「는 신소 (4)가 설혹 우리가 그 신;유 선험적。로 알 수 

없다 하디라노 굉연적인 침이 된다딘 받힌다 (6)과 (4)는 경험적이지 

만， E노’와 ‘평디분지에너지’ f-E는 묻’과 ‘H，O’가 'i'.는 가능 세계에 

서 같은 뭉리적 생질은 -규정적P로 지시하기 때문에 형이상학적。로 

핀연적이다 그리고 평니 분지 운동 에너지임은 E노의 본질적 성질 

이디 그턴데 그이한 온"T:;""-..의 본진은 온t의 개념을 섬서함으무써 인 

과진 수 없jJ_ 경힘석 팀구애 의헤 빈견된디 필연적 찬’은 형이상학 

적 개닝이jJ_ ‘선힘석 잃‘은 인식둔석 개념이므무 서무 분리될 수 있 

으이 또 섬 t랴되이야 히jJ_ 그에서 필연석인 찬? 경힘석으무 인과진 

수 있디 L 것이 크립키의 주장이디 

위와 간은 진술들은 선힘적 잔이 이니기 때문에 무이L 그것들이 

참이냐는 집운은 “연려 있나”고 만할 깃이나 l러나 기시시 _ r 깃 E 이 

깅험적으노 참이시 때운에 운세되는 싱집튼이 성만도 농일할 수 없나 

고 7 어는 견론을 내런데네 l깃은 산옷이나 마친샤지노 무어는 임의 

의 자연직 싱죄 P에 대해시 P가 좋으냐는 짖문은 연렌 집운이시 때문 

에 좋유괴 P임이 농얻회흰 수 없나고 수싱하는 깃도 산옷이나 극핍키 

13') S. Kripkc, N amÎng and _N eα SS'Îty 0 larvaαd lTnivcrsity Prcss. 1880) 
Putnam투 “Thc I'vIcaning 01 I'vIcaning ,’ in Mind. Lαrnguage. and 
Realitν(Cambridge 1_~niversity Press , 197;))에서 1:l1 :;~-한 주상 g 하고 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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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l___- (이 동일성이 선힘석으무 연과전 수 있든 없든 그에서 진문이 

‘일과” 있든 단히 있든 또L “의미 있게’ 전문이 될 수 있든 없든 “종 

디”와 “P를 기진디”기 간은 성전을 jI_정석으무 시시한디변 종음은 비 

무 P이기 때문이디 옆서 밀한 것처떤 형이상학석 개념파 인식문적 개 

념은 분마되고 선헌싱괴 필연생븐 함쳐짖 수 없는데 γ 어의 논변은 

헝이싱희직 펀연싱 또는 복짖 대선에 인식직 베〈드~ 하시 때문에 

부 당한 깃이나 _ r 래시 퍼드낚븐 나유괴 김이 견론을 내렌나 

이라힌 크뛰키의 생각F 무어의 논의와 핀련하이시는 거의 파괴 

직인 역힐응 하였나 무어는 진". [(5)]가 단지 경험적으로만 거짓일 

수 있디는 사실무?터 어떤 자인직 싱절 P인이 좋유의 본질직 싱질이 

판 수 없다는 주상g 도출하였디 「미니 이 2.1한 주장은 띄1연성에 과 

한 새보센 이곤에서는 성링핀 수 없다 [ (5)]기 지기보이 적인 친숭아 
아니라는 시석i부터 징당히게 추랴핀 수 있는 것은 i좋응’이라는 밍 

이 효 g 성음 →대회s}뉴 더] 노움이 되는아니)는 말파 농의이가 아니 

니l는 점쁜이다 말듬산의 "1농으}이 판꺼)로부디 성질듬간의 "1웅일성 

판거)에 대해 이떠한 섯노 fι]뇌지 않는다 좋읍의 본짙에 관한 이떠 
한 깃투 추려되지는 않는Q， 14) 

우리는 앞서 하만의 무어 비판에 내해 무어는 “뭉요 H，O이다.’의 종 

협적 침은 인정하지만 분석적 침은 인정하지 않은 것이민， 윤리적 지 

연주의지의 신소 전체(지연주의 임반)를 부정힌 것이 아니라 그 신; 

이 분석적이다 f-E는 정의적이라는 것(정의적 지연주의)은 부정힌 것이 

라는 해석은 내놓았다 그라나 무어를 이딘 사P로 해석하는 것은 콰 

인(w. Quine) 의 비판 이후 성서 강압 구분이 문벙허시 않디 L 것을 생 

각히1 냉면 문제기 있디 정의석 사연주의와 비정의석 사연주의틀 니누 

L 것 사체기 쉰시기 않기 때문이디 이쨌든 퍼F닌 또~ 크립키의 무 

이 Hl 판에"T:;""-.. 마찬기시 히1서응 하 수 있을끼') 곤 (4) 또L “)이 필연석 

으무 찬이긴 허시만 여진히 성전들의 증압석 동일성이므무 무이기 Hl 

판한 것은 그 정의기 성서적으무 동일허시 않디L 것이미__j_I_ 밀이디 

111 Plltnam 위 책， 208쪽， 우1 ι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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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때 비판받는 것은 자연주의적 정의의 분석성 뿐이다 

그러나 무어의 비판이 묻이 정의적으로 H20가 아니라는 비판이라 

면 그것은 아주 사소하며 언어에 대한 논의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 

는다 (4) 또는 (6)이 분석적으로 동일한 진술이라고 주장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크립키는 퍼트남이 말한 것처럼 어떤 

성절에 대한 말음 우리가 지시적으로 배웠음 때 그 말이 과연 무엇 

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말의 의미만음 고찰하는 언어적 분석이 

아니라 경험적이고 이론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라고 

H20는 묻의 본절적 성절이며 그것은 ‘묻’이란 말음 분석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경험적 탐구에 의해 발견된 것이다， 도대체 ‘분석적 자 

연주의’라는 것은 형용 모순이다 따라서 자연주의적 분석적 정의를 

문제삼는다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고 봐야 한다 두 성절 사이 

의 동일성 관계는 언어적이고 분석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형이상학적 

인 관계로 해석되어야 한다 곧 모든 가능 세계를 통해 두 성절이 동 

일하게 고정적으로 지시되는가를 삼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진 

술 (4)를 ‘H20’가 ‘묻’의 의미를 준다고 해석하거나 윤리적 자연주의 

자들이 “효용성음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됨”음 ‘좋음’의 의미와 혼동 

했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15) 

N 

그렇다면 무어는 “좋음은 효용성음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15) Stephen W. Ball은 “Reductionism in Ethics and Science: A Contemporary 
Look at G. E. Moore' s Open Question Argument"에서 열린 질문 논변은 
분석성 또는 용어 ‘좋음’과 ‘의무’의 의미에 대한 윤리적 자연주의의 주장음 

반박하려는 시도라고 본다. 그리고 K1ψke의 아이디어는 그렇게 파괴적이라 

고 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크립키의 필연성에 대한 고정 지시어 이론은 용 

어가 무엇음 의미하는가(또는 ‘의미’의 의미)라는 문제는 해결하지 않기 때문 

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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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며 L 진술이 섬서석으무 잔이 이님을 멍임을 싱해서 ‘흥 g ’이 

이떤 사연석 성진파? 형이상학석으무 동일 61 시 않디L 것을 멍이과 

_i_!_ ó-]--;_:- 것일끼‘) 낀약 그링디면 우 리L 최난의 빈물랴주의적인 의식 

논의기 일린 진문 논변파 똑 간은 구주무 진행되-"- 있 g g 빈견하 
수 있나 재 슨(Frank Jackson)괴 자머λ(David Chahners)는 의식을 문 

마직 또는 시능직 용어노 개념적 분석을 할 수 없시 때운에‘ 의식이 

나 김샤죄(qualia)븐 전혀 없지만 우리외 시능적으노 똑 김은 역세문 

인 좀비 (zombie) 개념에 전혀 〕i순이 없나고 수싱한나 ló) l_~~ 에 따 

브면 의식에 대한 개념직 분식이 있을 수 없나는 사심은 의식이 문 

마적인 것괴 농임하지도 않고 기시에 수반하지도 않는나는 깃을 만 

해준다는 형이상학적 이원논은 지지힌다 그래서 의사과 묻리적인 것 

사이의 설냉작 간격요 내1 위지지 않고 뭉리주의는 거짓이라는 것이 

다 1 1'1 

실제로 의사 문제에서 반불리주의지늘은 의사에 내해 영런 질문은 

딘지민 있는 셈이다 딘통이 어띤 신경 상태 곰 C-섬유 지극과 관핀 

뇌어 있다끼 하지 그리딘 

lG) Frank Jackson, "\\1101 Marv Dicln't Know, " JOllrnal of Thiloso{Jhy 
83(198G), 291-29;]쪽， “Arm이K1Ìr J\letaphysics ," in OILear:{ Havvthorne 
and I'vHchaels (κeds.J ， Thiloso이{J까l시1(}'ν o( iλM.ιmπ10띠d세l기(αDcαn:lrechπ1: Kllωu、ìVIιν'e잉r Pre、%s 
1m.μL서'{Iι’ “ Find이iing Lhe fvIiηnd in L이내he :-<aLll1ηt버 wλ/0이lrld ’”’ in N. j. Hlock 에 al 
(eds.1 171e λaWre 깨 (끼l.<;(_1o/_[snκss: Philosophical /)ebales(C f:ll1lhridge 
The MIT Press , 1 ，1，η); Il. j. Chalmers, nγ C()n<;(_10US Ahnd(()xford 

Ox[oι1 Univcrsity Prcss, 1886) 
17 I Chalmers는 지선의 깐증 g 디 S 꾀 간이 요악한다(1!re C.α15α ous Jllind, 

ln:\,) 

1. ?ι] 의 세계에뉴 의식겨 경핍이 슨새한다 

2 ?ι] 의 세계외 문이껴。로 웅일하1;j서 Lι ?ι]의 세계에서 나다나논 의식 

에 핀힌 긍정직 사실등이 싱귀하시 않는 세계까 논리식으우 가능하나 

3 따라시， 의시에 관한 사실꺼 몽리식 사실등 이싱의 깃으무시 우리 세계의 
추가식 사실이나 

4 띠라서 3 품은은 거짓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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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통→c-서 유 치극 

이 파학의 확럽뚜1 동일성이 되iL π디l 적 법칙의 히니기 되었다iL 히 

자 J러민 우며는 한 사팎의 c-섞유샤 자÷f된 것이라는 증기에 의기 

해시 l 사력이 고통을 깅험할 것이라고 예걱~할 수 있냐 또 한 사력 

의 c-석유가 자극되었다는 증가에 의기해시 l 사런이 왜 고통을 깅 

헌하고 있는지 섣명할 수 있다 이깃븐 한 사럭의 고통에 펜해 훔륭 

한 화원직 섣명인 것 감나 .，러나 L 싱황에시 비꾼며주의자븐은 고 

통괴 c-석유 자÷f 사이의 성명직 간격이 여전히 연려쳐 있나고 주싱 

한다‘ |’차l 적 。-로 다음 질문늪이 대납되지 않은 시l 영 t려지 었기 때문 

에 설l성유 요 1'-하논 것이다‘ 

(8) 왜 고동이 c-섬유 자극파 인결되있는가? 왜 A-심유가 아니라 
C←선 유가 치극띄었응 때 고퉁이 밖생히는기? 왜 기려 샌이니 

낀지"21 전 이 내선에 밖생히지 않는기? 왜 도니1체 C←선 R까 지 

극되었g 때 의식적 경험이 받생히는가? 

어떠 선킹학 적 조낀이 밤생하였을 때 의식이 섣명되지 않은 사집보 

시 밤생한나는 이야시듬 늘는냐고 해시 의식의 신비가 껴히지는 않 

는다는 것이다 

무어의 얻렌 짖운 놈변븐 x가 자연직 성집 N수 가졌지만 좋븐 것 

이냐고 문는 것이 이해가능한을 주싱한나 잭슨괴 자머-간의 반문미수 

의 논변에시도 마친까지보 c-샘유사 자÷f되었지만 기시에시 의식적 

경헌이 발생하논지 문논 것이 역시 이해가능하다 그늘E 그것유 1'

체적 c 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세계와 뭉리적 。-로 등임하변서노 

우2-1 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의식에 관힌 낭정적 사실늪이 성립하지 

않논 시l계가 논리적。-로 가능휘은 주장힌다 차이스논 이 주장유 옹 

호하기 위하여 우리와 불리적。-로 동임하변서 감각질이 선적 c로 겸 

여된 좀비를 생각할 수 있음(conccívabilíty)은 그 근거로 제시힌다 의 

식파 물진에 관한 ?-랴의 개닌애 비추이 lj~ 때 물진적으무 ?-리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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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와 동일히면서 감각진이 걸여된 세계틀 개념석으무 구성 δL 수 있 

디 L 것이디 1 ") 모든 물랴적 속성들이 똑 간은 두 대상들이 정신 속 

성에서r;-::_ 1디를 수 없디면 정신적인 것은 물랴적인 것에 수빈한디jJ_ 

밀히jJ_ 이턴 섣선 수빈은 물리주의의 최↑， (i 건이미 L 데 칠학사들 

은 보통 동의한나 19) "런데 좀비외 김븐 김샤집 부재의 사에는 우리 

외 -9 미직 싱집이 똑김으면시 김샤죄이라는 생선 속싱을 갓고 있지 

않은 즌재 까 논미 직으노 가능하나는 깃을 보여수고 있는 깃이므도 

정선적인 것이 딛고마적인 깃에 논마적으노 수반하고 있지 않유을 보 

여수고 있나 자머〈의 성멍에 따브자띤‘ 선이 우미 세게F 장소합 

l내 뮤미직 속싱E을 상소하는 깃만으노 성선 속생이 념으노 따라 나 

오지 않는다 신은 두 번 임해야 한다 2m 측 임정한 뭉리적 속성늘 

f-E는 11조로부바 임정한 의사의 사실늘이 띠라 나오노끽 특정현 행 

태의 뭉리-정신의 입직유 부여하여야 힌다 반변에 신은 뭉은 칭조하 

기 위해 H，O의 불질 11조를 만느는 것。로 증분하며 염은 칭조하기 

위해 분지늘의 운동 에너지를 칭조하는 것。로 증분하딘 디 이상 헐 

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7)의 동임생요 (4)와 (6 )의 동임성과 다는 

성각의 것이미jJ_ 생각 81--~ 것이디 

그런데 섹슨파 치머스L 의식파 물전 시이의 간각을 단순히 산병 

적인 긴걱 또L 인식둔석인 간각으무 멍 L 것일끼') 빈물라주의사들 

중에 L 의식은 물랴석 주건으무 산병될 수 없디jJ_ 주장히면서 그것 

은 곧 위 (8)파 간은 산병 석인 전문에 대해 대답하 수 없디jJ_ 만정히 

181 이린 상상기능성은 이1키르트에서1까지 커슨이 올라갈 수 있디(제6성착) 이]키 

르트에서 흥미있는 것은 벤니]의 가능성， _Î_ L'_l니까 움리적 속성이 없이도 정 

신껴 é-성딴이 있다는 것음 생기학 수 있다는 섯이다 그런데 IVI()()rf 는 이 

영 망향의 가능성용 민두 말하 -l/_ 있다는 점애서 역사 흥미 있다 열딘 질문 

논댄 자제가 자연껴 성질만 있 -l/_ 좋지 않은 섯용 생기학 f 있다"- 말하뉴 

깃연데， 1\Ioorc는 이 논문의 멘 앞 η 분에시 인용한 깃저뒤 비곡 」 사대에 

대하이 」 득수한 끼정응 느끼는 λ}란이 진혀 없있나 하너라tr ， J 사대는 

이진히 」 자치]무시 촌으리라는 갓꺼 의선 없이 「갱빅하나고 막하고 있q 

1m jaeg\,von Kim , PhiZosophy 깨 'vIir띠(\VesL vieι Press) , 1 :2꺼 

201 Ch81mers , The C.α15α ous }\lind,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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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이들이 있디 2 1"1 기명r;::_미스 네이긍(Thomas Nagel)은 디 g 파 간 

이 밀한디 ‘니 L ?랴기 이떻게 그이한시 이히1 하 입장에 있시 L 않 

시낀” 감각이 물랴석 파정파 동일히디jJ_ 민을 만한 이 g 기 있디jJ_ 생 

각한디 "22) 네이균에게 L 선멍석 간각이 의식파 물랴석 상태틀 동일 

회하는 데 어띠한 어려움도 세시하지 못하는 것 김나 데빈(josεph 

Lεvine)도 l 런 반문미수의자이나 의식괴 닫죄 사이의 싱벽을 성명 

직 간격 (εxplanatory gap)이라 지음 부른 이가 레빈이나 23) "는 이 

성명직 간격이 의식은 뮤미직 사섭에 수반한나는 수싱괴 양핍가능하 

나고 수싱하며 l래시 깐재론적 간격으노까지 확싱하지는 않는나 

l에 따브띤 성명직 간격은 행이싱혁직인 것이 아니라 인식론직인 

것이다 그것요 뭉리적 사실이 어떻새 정신적 사실유 만느느냐를 이 

해힐 때 생기는 간격이딘 정신적 사실이 불리적 사실 때문에 침이라 

는 주장은 받아늘임지라노 날혀지지 않는 간격이다 

그는 이렇새 받힌다 

우려의 고통 세년에는 7것으I ~l꾀적 역할보디 많은 것이 포마되어 

있디 :f, 「것이 Lτ껴지는 방식이 포마되어 있디 외] 고통이 7딘 양 

식으보 」껴져야 하는기 하는 선은 C 서 R 횡성이 바건되고서도 선 
명뇌지 않은 재 넘는다1 왜냐하 1;:[ ( 섬유 활성애는 다근 헌상저 성짙 

이 아닌 비로 이웅의 헌상겨 성질A 자연겨。로 “닐이맞는” 이띤 섯 

Lζ 없기 때문이다 -l/_동의 질저인 「띤음 C 섬유 활성('1'뉴 C 섬 

유 환싱의 어떤 싱절)과 동일화하면， 고동의 질직 측면과 」깃과 동엘 

시디는 갓 사이악 관계는 진직으루 선비스라운 깃이 뀐q 이는 고몽 

이 느껴지는 맹시응 딘지 더 이싱 섣맹되지 않는 사설(" b• utc _fact) 
보 남기 [디고 믿할 수 있다:24) 

211 Jaegwon Kim. j l;Iind in α Ph.vsÎα，/ WorldlMTT Press) , g::;-G쪽 g 보라 

22) Thomas Nagcl, “ What Is It LiI、c to Dc a Dat?," in :... Dlock. ReαiÎngs 

l η Phi!osop/α’ of Miru l. 1974, 166쪽 

~:l) Jos야)h Levine “ Mal에iali 、maα1 (Jualia: Lhe Eλplan씨ory Cap," Pacifù_ 
PhiZosophúul ι)J ι'Jrlerlì-'( 1 ~써:，)， :;,,4-li1 꺼 

2.11 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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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빈은 여기서 밀한 것처떤 ‘ C 선 8 활성에-l___- 1디「I 현상석 성진이 

이년 비무 jI_싱의 현상적 성진파 사연석으무 ‘들이맞L’ 이떤 것t 

없기 때문에” 디시 밀해서 C 선 8 활성을 개닌석으무 분서헤t 의식 
이 니 9 시 않기 때문에 섹슨파 치머스처떤 의식 없L 즘비마L 시 8 

심험이 ;]-'능하나고 인성할 깃이나 l러나 l는 단지 생샤까능하기나 

싱싱가능하나고 만아브이는 데시 [지고 I 깃을 행이싱학직으도 가 

능하나고 반아E이지는 않는나 _ r 는 “우마의 생샤븐 워하는 반김 명 

식핀명합 수 있지만렁에도 불구하고 심세도 까능한 깃괴 얻지하 

지 않는나"251고 만안으노써 우미의 생샤;]-'능싱 또는 싱싱까능싱이 

헝이싱희직 심재의 김을 연어준나는 깃을 부정한나 _ r는 마보 이 이 

유 때문에 지신의 설냉적 간격 논빈이 의사이 정받 묻리적 사실과 

동임하느냐는 형이상학적 불음에 중럼은 지킨다딘 본다 

그렇지만 레빈에시1 서노 여션히 “물=H20"의 경우와 “딘통~c-섬유 

지극” 사이에 반내징성이 손새힌다 그러끼 그것이 설 1성적 간격 논빈 

의 요짐이다 E노의 경우와 달리 불리학[신경학적1 이논은 의사 떤 

상은 설'3힐 수 없다딘 딸이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레빈이 설1덩작 

간각에서 형이상학적 긴각으무끼시 니이기시 않았기 때문애 너 안진 

한 주장을 한 것이미jI_ 걸코 딛 수 없디 디 g 파 간은 이 8 때문이 

디 왜 레빈은 물파 간은 경 ?에-l___- _l뇌싱파 딛라 산병석 간각이 단히 

있디jI_ 생각하끼9 한 기시 생각해 딛 수 있L 기늠성은 그것은 H，。

이년 물은 생각하 수 없기 때문일 것이디 그이니 우리L 이미 크립 

키와 퍼F닌의 주장을 싱헤 “물은 H，O이디”마L 진술이 경힘석으무 

만 참이시 때문에 인식론직 또는 개념직으도 기칫일 수 있는 까능싱 

을 앙고 있나 나만 이도부터 닫이 H，O샤 아년 세게샤 즌재론직으도 

가능하나는 견론이 나오지 않을 뿐이나 까령 액지1이며 마시띤 복을 

측여수며 9.수외 강을 채우고 있나는 능의 딛고} 뀌련핀 기시직 싱집 

20) Jos야)h Lcvinc “On L，깐vÌng Out V찌Iat It Is Likc ’ in 1\'1. Davics and 
L. llulIlplucys cds ., ι O!1sciousncss: Psycho{ogiαiI Gnd Philos이)liiαμ 

Ess(ηs(Ox!ord: Black、，vell. 19, 익)， 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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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만깐'ólZc 물진이 H，O기 이니며 XYZ인 기능세계를 생각해 댐 

사 우리~ 그런 기능세계틀 인미든시 생각하 수 있디 그런 세계에 

서 ‘묻은 미시면 목 을 측여준디”며~ 진술은 찬이"1， 물이 뜩을 측여 

주시 않~디 L 것은 진히 생각 하 수 없디 그이니 크립키에 따므면 

닫이 H，O임이 밝혀지면 딛고1 H，O는 꼬든 가능 세게에시 김은 딛고마 

직 싱짖을 고생직으도 지시한나 이깃은 뮤 이 H，O까 아년 어떤 까능 

세게도 즌재론직으도 불;]-'능함을 보여운나 견국 문이 H，O샤 아님은 

개념적으노 또는 인식론직으노는 가능하지만 준재론직으노 불가능한 

깃이 년나 따라시 레맨이 H，O외 뮤 사이에 성명직 간격이 없나고 

만한 까낡이 H,O 아년 닫은 생샤합 수 없나는 것이라면 산옷이나 

우리는 그것은 생각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라변 생각가능성에 의해 

불파 딘통의 경우의 반내정성은 보임 수 없다 사실 레빈요 여기서 

불의 선험적이고 개념적인 분석에 의손힌다:11_ ~q-에 본 수 없다 곰 

불의 거시적 성질로부비 H，O를 선험적。로 이길어앨 수 있다민 맏이 

다 그라나 우리는 이미 그것요 경험적인 과정임은 알딘 있다 겸거 

레빈은 묻과 고통의 반내징성유 주장하기 위해서 “뭉~ H，O"의 경우 

에 형이상학적 필연성을 념이선 선힘적 잃을 9 구81--~ 것이디 

그이니 페빈π 그런 잘뭇을 얀jI_ 있디 그에서 심재무 그~ ‘ H，。

이년 이떤 것[기령 XYZj에서 물의 서시 성진이 니니니L 것은 생각 

하 수 있’디jI_ 인정한다 대선에 “H，O에서 그턴 성진이 안 니니니 L 

것은 생각하 수 없디 "26)뇌 주장한디 H，Oól면서 미시면 목 을 즉일 

수 있시 않은 것일 수L 없디jI_ 밀이디 그이니 레빈은 jI_닝파 그 선 

깅 싱뀌지1에 대해시는 똑김이 만할 수 없나고 생샤한나 c-섬유까 자 

←f되면시도 고통이 없는 깃을 생샤하는 것이 ;]-'능하시 때문이나 견 

국 l는 H，O에시는 뮤의 기시직 싱집을 개념 분식에 의해 이끔어넨 

수 있시 때문에 문의 기시직 싱죄이 없는 H，O는 생샤합 수 없고 l 

래시 문괴 H，O의 깅우에는 섣맹직 간격이 벌어지지 않는나고 생샤한 

나 J 러나 H，O에시 -9 의 기시직 싱죄이 성만노 분석직으보 도출두j 

2GI 윗 ----,- 1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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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시 물의 화학 구주기 H20기 아니마 XYZ인 세계를 다시 생각해 캠 

자， 그 세계의 생둥이 시구언은 “물은 XYZ이지 H20가 이-니디. H20 

기- 있다뇌 헤IE 그것은 물파 비슷히게 작용8]-71L' 히지만 n1 시면 목 

을- 측-여주지ζ- 않L디" _il 말한 수 있디 이 시유실험은 물이 이넌 

H20꽉 생각할 수 있유을 보여순나 또 꼭 쌍능-이 지구인이 아니더라 

도 우며 지구인도 HzO에서 문의 기시직 성질을 개념적으노 분식해 

넨 수 있다고 단언할 수 없나. H20에서 、R-의 기시적 성 짐븐 선헌 직 

으노 또는 개념적으노 7τ 십어 넨 수 없는 깃이나 

마약에 H20에시 분의 기시직 싱집이 개념 분식에 의해 까능하나 

고 해 보자 - ，.렇다면 、 f깃븐 다유 누 만게꽉 기쳤기 때운일 깃이다 

첫 번째 년계에서는 H20의 어띤 성질늘이 물의 거시적 성질늘로 느 

러닐 수 있뉴지 말긴하논 경험적인 작업븐 현다. 그 과정이 과학적 

발긴에 의해 획립이 된다변， 그 다읍 단계로 물의 거시적 성질븐 

H20의 개념에 정의화하는 과정븐 거참 것이다 그러변 H20에서 물 

의 거시저 성질은 선험적 ú 로 노흔힐 수 있윤 것이다 그랴나 이딘 

정노의 과정이 Y.통의 경우에 물의 경우와 다.2_;1I 신행된다고 지신 

있게 밀-한 수 없다 .ii.싱의 경 ?이1] r;:. 똑 간은 파정 을- 셔지.ii. 있.ii. 또 

그럴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걸곽 두· 파학적 진술에 데한 공정히 

지 뭇한 데우리놔 낄- 수밖에 없디 

례빈은 물이 이년 H 20 또늠 H 20 71. 이년 물을- 생각한 수 없지 l간， 

그L딩이 없ζ， c-신경의 사극은 생각한 수 있기 때문에 물의 경우와 

달리 .i1.굉섹 경우에」 산병적 간걱이 생긴디 . .ii. 주장했디- 그랴뇌 물 

의 깅우 생각가능성이 불가능한 까낡븐 개녁직 분식에 의한 도출이 

가능하기 때분이다 J러나 위에사 복 깃;_]럼 기시직 성짐의 개념직 

분식이 불가능하다면， 섣명직 간격을 받/1 위해서 개념직 분석이 펀 

요한 깃이 아니다. 따라시 고통의 경우에 개념직 분식이 불가능하시 

때분에 고통과 샌-뎌직인 칫 사이의 섣명직 간격을 탐지 섯-한다고 수 

싱할 수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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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우리는 m장에서 무어가 “효용성음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좋은 것이니?"라는 절문이 열려 있고 의미 있음음 보임음 통해서， 

‘좋음’이 어떤 자연적 성절과도 정의적으로 동일하지 않다는 것음 보 

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형이상학적으로 동일하지 않다는 것음 보이 

려고 한다는 섬증음 굳혔다 그라고 의식이 없는 좀비를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의식이 묻라적인 것과 형이상학적으로 동일하지 않다 

는 사실음 보여준다는 잭슨-차머스의 논증이 똑 같은 열린 절문 논변 

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고통=c-섬유 자극”이 과학의 확립된 

동일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c-섬유가 자극되었음 때 의식적 경험이 

발생하는가?"라는 절문이 의미 있으며， c-섬유의 자극은 있지만 의식 

적 경험은 없는 좀비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 

은 무어의 열린 절문 논변이 단순히 정의적， 개념적 차원의 동일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변이 아니었던 것처럼， 잭슨-차머스의 논변도 

같은 반묻라주의자지만 네이글과 레빈의 논변과 탈리 의식과 묻절 

사이의 간격이 단순히 인식적 차원의 것으로 보는 논변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잭슨과 차머스에게서는 좀비의 생각가능성이 존 

재가능성음 함축한다， 

잭슨과 차머스가 의식이 없는 좀비를 생각하더라도 모순이 일어나 

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의식음 묻라적 개념으로 분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의식의 묻라적인 개념적 분석이 없다는 사실이 의 

식은 묻라적인 것과 결코 동일하지도 않고 거기에 수반하지도 않는 

다는 형이상학적 이원론음 지지한다고， 그러니까 잭슨의 용어를 패러 

디하면 ‘형이상학적 간격’(metaphysical gap)이 있다는 것음 지지한다 

고 주장한다 그들도 묻론 “묻은 H20이다”처럼 두 종류의 용어를 연 

결하는 진술이 펼연적이고 경험적일 때가 많으며， 따라서 순전히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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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적 난서낀 기시jJ_ 정딩화될 수 없디 L 것을 잘 안디 ‘물’파 H,O‘ 

기 3l현히 L 개닝은 간은 것을 시시히긴 허시민 득립석이디 그이니 

그들은 경힘석인 필연성일시마 ç. 필연성 주장은 개닌석 성서에 난서 

히1야 한디jJ_ 주장한디 그에서 ‘물‘이니 ‘일’파 간은 경 ?에 L ?연적 

인 경험직 미시딛고마직 수싱괴 견함했을 때 깅험적인 펀연생을 충분 

히 도출합 수 있는 개념적 분식을 할 수 있나고 생샤한나 잭슨괴 자 

머〈는 뮤미수의~ g-"9.하시 위해시는 l마고 헝이싱학직 간격을 믿 

을 문미수의직 성명의 가능싱을 위해시는 문며직 용어에 의한 선힘 

적인 개념적 분식이 필요하나고 수싱한 것이나 l러나 의식은 미시 

딛고마직 사심도부터 선현직으노 따라 나오지 않시 때문에 문미수의는 

거짓이라민， 그래서 형이상학적 간격은 닫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좀 

미처럼 묻리적 。로는 우리와 똑같지만 의사이 없는 손새를 생각하는 

것이 선혀 틴순이 없기 때문에 의사 새념은 뭉리작 용어로 분석적인 

정의를 힐 수 없다 

앞에서 받힌 액처1이며 마시변 목은 축여주며 호수와 강유 세우고 

있다는 등의 불파 관린된 거시작 성질늘은 편의상 폭끽 (Ncd Block) 

파 스을내이키(Robert Stalnakeη 를 따마 물간은 물진’(the w따erish 

stuff)이미jJ_ 부므사 27) 그 êl면 디 g 두 진술이 있디jJ_ 히 사 

(9) 지구는 6000가 Hι。이디 
(]()) H/)=분같은 분질 

(9)는 깅험적인 미시딛고마직 참이고 (1 0)도 역시 깅현직인 참이나 한 

편 재슨괴 자머〈에 따브면 

(111 뭄 을김꺼 을질 

은 선힘적인 참이나 (1 0)괴 (11 )도부터 

271 N. Dlock and n. Stalnakcr. ‘Conc야Jwäl Analysis , DualisIIl and thc 
Expbn8tory Gap," Philoso(Jhiα11 Ret,iew 108(1999), 1-.1G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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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ëJ H20 움 

이 논랴적으무 따마 니온디 따마서 (1 2)의 π유g 받이 (9)무부터 경 

험적인 견론， 

(l :j) 지f는 이)0 0가 문이다 

가 선힘적으노 도출핀나 

여기서 관건은 (1 1) 이 선험적인 침이기 때문에 묻과 H，O를 연겸하 

는 개념 분석의 역힐은 힌다는 사실이다 “불ξ H，O이다’가 형이상 

적。로 굉연적이니로 (9)에서 (13 )이 바로 노출뇌기는 하지만 ↑1험적 

。로 노흔뇌지는 않기 때문에， 그 과정이 핀요하다 그라나 d립카의 

경험적 굉연성은 생각힌다변 (9)에서 ( 13)요 선험적P 로 노흔뇌지 않 

는다 그 노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지 /의 야%가 H，O로 이 

루이셔 있디 L 경힘석 주건il~， ?랴 세계에서 잔인 그 시싱이 ?라와 

물랴적으무 동일한 모든 세계애서1 잔이미 L 싱세계석 jJ_정을 필 9→ 

무 81 기 때문에 두 진술 시이의 함숙은 언이석인 것이미기멍디 L 형 

이상학적 관계무 해서되이야 한디 곧 모든 가능 세계를 싱헤 진제기 

잔이jJ_ 걸문이 찬이이야 한디 L 해서이 필 9 한 것이디 그이니 개념 

적 분서을 이 @--ó-]--;_: 시란들은 진재에서 걸문으무의 추문이 언이적이 

고 선현직으도 타당하나고 수싱하는 것이나 l 러나 H，O에시부터 R 

노의 f론이 괴연 개념에 의한 선현직인 깃인가η 

찌슨븐 ‘문’이라는 남만이 단순히 ‘뮤김븐 뮤짖’을 뜻하지 않고 ‘섭 

세 문김은 뮤짖’을 뜻한나고 본나 ::!~:n ‘심세‘(actually)라는 남만이 하는 

역합은 성서1 세게에시 꺼려띤 I1술을 마족하는 깃에 지시지1듀 고정 

하는 깃이나 딛킴은 딛짖’븐 1ιE 까능 세게 u 어1시 뮤김븐 문집인 

것은 지시하겠지만 ‘실제 뭉같요 묻질’E 딛는 가능 세계 “에서 실 

28) David Draddon-I'vIitchcll and frank JacksoIl, PhifoS'opl~v of j_l1ind αld 

CognitiαηíBlackwell， 199GJ, 70-，1쪽， 1띄쪽 Ul-ë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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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1 세계에서 물간은 물진인 것 을 시시한디 섹슨은 ‘싣재‘미 L 난밀 을 

집이넣 g 으무써 듀정 대상 기술구(definite description)를 -"-정 8]"1 -"-

81--~ 것이디 그"]면 듀정 대상 기술구기 이른파 간은 역 δLg gl;」

것이 되디 2:J"i 이지1] (1 1)의 물’ 대선에 ‘싣재 물간은 물진‘을 데지히면 

“심세 닫김븐 뮤짖=닫김김븐 뮤짖’의 판이 되는네， 한쪽에 나오는 특정 

대싱 시술구늑 샤지고 나른 쑥의 고성 지시어까 만5어지므노 (11)은 

선험적이라고 만합 수 있나는 깃이나 재슨의 전략은 깅현직으노 펀 

연적인 1-1술인 (12) :-' 누 부분으도 나눈 것이나 하나는 미시딛고마혁 

에시 도출되는 H，O에 꺼한 깅헌직 진술 (1 0)이고 또 하나는 개념적 

분식에 의해 성앙회핀나고 l가 수싱하는 선험적 친술 (11 )이나 

그라나 우리는 “불;묻같은 뭉질”이 시질은 선험적이지 않다딘 생 

각한다 우리가 지시체를 -규정하는 관행은 생각해 보지 기 소 곰 거 

시적 생질이 이름의 지시체를 민정힐 때 핵선적인 역헐유 하기는 하 

지만， 기 ;이 이름의 의미의 임부가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은 우 

리는 j립카의 논의 이 후 장 알고 있다 우리는 사선에서 맏하는 호 

랑이의 외양적 특성유 다 갖추었디라노 그것이 실제로는 호랑이와수 

내적 구주기 진히 디븐 동물임을 빈견하 수 있디 그 동묻은 포 8 류 

-"-잉이파기 이년 디븐 파에 속한 동물일 수ç_ 있-"- 이럴 경? 그 동 

묻은 호망이기 이니디 왜니히면 비록 외적 듀성은 간이π ?랴기 

‘호란이‘미-"- 부므L 사연증파 간은 사연종이 이니기 때문이디 한띤 

이떤 착시 현상에 의히1 호란이의 빈이 싣재무 L 세 개밖애 없L 것 

을 시닙끼시 네 개마-"- 멍이왔을 수? 있디 그에서 만약 그런 착시 

현싱이 없어져시 후덩이 방이 세 개뿐이라는 깃을 확인하게 되었나 

고 하자 l 러면 우마는 후덩이는 준재하지 않는나고 만해야 할까η 

아니나 우리는 “후덩이 받은 심세노 세 개만이 있나”고 할 깃이나 

이외 김이‘ 9.덩 이의 ]iE 외 적 특싱 튼이 있어도 후덩 이가 아닙 수 

201 득정 대싱 11~-1와 고정 지사어 사이의 핀계에 대해사는 최훈， ‘어느 정P 
Il~-식인 」러냐 싱당히 인과직인 지사 。l~-" ， IF 철학」 거 60 집 (199m. 301-321 
쪽g 잔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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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jJ_ 빈면에 심재무 이턴 듀성들이 히니? 없이π 호란이일 수 있 

디 3U) 이 호란이 댐기기 멍여주L 비L 호란이를 확인 61 ;_: 데 쓰이~ 

듀성들을 모두 L 물문이jJ_ 꼭 필 9 한 속성을 포함히1서 대부섬을 -:-. 

8 한 것이 호란이미 L 사연종의 구성윈이 되기 위한 필 9 주건"T:;""-.. 승 

분 소낀도 아니라는 깃이나 

더 섞샤한 것븐 이른바 잘못의 문저I(problεm of εrror)라고 부브는 

깃으노사， 이 운세의 요지는 대싱에 대해 몰라도 _ r 대싱을 지시하시 

위해 남만을 씀 수 있나는 깃이나 31) 퍼드낚이 자수 F는 느"나γ 외 

너도밖나무의 보시F 보자 J::!"I 퍼드낚이나 우마나 대부분 느"나무외 

너도밖나무의 자이점을 모브고， 여러 나γ가 섞여 있으면 느π나무외 

너노밤나무를 11 벨해 냉 수 없다 다시 맏해서 우리는 지시체를 획인 

하기 위힌 거시적 생질은 느릅나무와 너노밤나무에 내해 갖고 있지 

못하다 그렇지만 우리는 ‘느릅나무’로 느릅나무를 완벽하새 지시힐 

즉 알딘 ‘너노밤나무’로 너노밤나무를 완벽하새 지시힐 즉 언다 f-E 

다는 보기로 민래를 보지 많요 사담늘은 딘래가 묻고기라고 잠못된 

지사은 가지딘 있다 이 지사 그러니까 기소은 딘래에 내해 장못된 

기술이디 그링시민 그 많은 시란들은 ‘jJ_에‘무 jJ_떼를 시시히L 데 

이무 문재기 없디 ?랴~. 1대상에 대히1 잘뭇된 시식을 기시jJ_ 있으면 

서π 그 대상을 시시하 수 있L 것이디 거시석 성전을 닝히1 대상애 

부여 81--~ 시식이 꼭 필 9 한 것은 이넘 을 연 수 있디 

또 플무 시스톤(phlogiston)이 미 L 이 른적 상정물(theoreti때1 entiη) 을 

생각히1 냉사 플무시스톤애 대한 이른이 산시 (심히게) 틀렸디jJ_ 히 

더라도 기시시 을노지〈논이 즌재하지 않는 싱내라고 마노 견론 내 

민 수 없유을 산섯의 운세는 우리에게 샤브쳐 수고 있나 l 런네 플 

노지〈논괴 김븐 깅우는 을노지λ논에 대한 이론이 (섞하게) 산섯되 

었시 때문에 을보지λ논이 준재하지 않는나고 단빅에 견론을 내미고‘ 

301 S. Kripl、ι λ/aminj/ and λ:ecessity， 119-121쪽 

:ll)최훈 “이느 정노 기술껴인， 그래나 상딩히 인A껴인 지시 이온’음 보이 

.32) H. Putn8m, “Meaning 01 Meaning, ‘ ~~G-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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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사(electron)에 대해서 L 초창기 이른기들이 진사애 대해 (섣히게) 

잘뭇되 이둔을 내세웠디jJ_ 해서 진사기 꼭 존재허시 않L디jJ_ 밀히 

시 않L디 그닿디면 이떤 대상이 존재히기 위해서 L 단순히 이른의 

기술을 싱헤 대상에 부여 61 ;_: 시식이 꼭 옳이야 한디 L 전냉디L 너 

역 집한 고려가 끼어 E어가는 깃 김나 33) 

f극론 l 남만을 이해하는 사힘 듀은 마노 l 뜻을 싱시합 수 있을 

마김 애 ?에 선현직으노 성의핀 남만도 있나 에반λ(Garεth Evans)가 

든 보 11듀 빈마면， ‘슬며어(’(Julius)는 지퍼÷+ 1끼 지유 밤명한 사힘 의 

약자이나 J4) "러면 l 남만을 이해하는 사힘듀은 개념적 분식을 통 

해 ‘졸마어 λ’샤 지퍼÷+ 밤명한 사힘을 뜻한나고 안나 l러나 ‘문‘은 

‘즉리어스’와 같E 경우는 아니다 i럼카에 띠 E변 묻’파 같ξ 지연 

종 1덩사의 지시체는 다읍파 같ξ 정의에 의해 겸정된다 

[뭉]? 저시 있는 깃듬， 아니면 」갓듬의 대 7 분에 의해 에화꾀 실 
제이디 :3:)) 

일빈적으무 식물 동물” 화학 물진의 증류 둥을 니니내 L 사연증 멍 

시 L 최초의 벙벙식애서 이런 방식으무 그것들의 시시체틀 jJ_정한디 

곧 이떤 증의 샘플이 주이셔 있디jJ_ 히사 그 샘플은 ?랴와 시각석 

인 접측을 함으무써 ?랴 언이애 빈을 들여놓게 된디 그 시각적인 

섭깐은 대세도 관작에 의한 식접적 지시의 빙볍이 많이 이용되 깃이 

나 식관직으노 만해 보면 ‘마노 이깃 이라고 꼭 씩어 까마키는 식이 

나 l 러면 수어진 센플괴 내직인 구소가 김은 모E 뮤짖E이 l 자 

연송 명사의 외연이 3년나 죄 ?의 멍멍식에시 ，9 의 기시직 싱집에 대 

:l:l) 그 -l/_여에 대해서는 최훈， “선자외 플로지스톤의 차이，파학칠학』 제2권 

(1888) , 65-84쪽응 F 라 

.:>1) G8reth E、.'8 I1S ， 7꺼e Farieties C![ Referα1Cc(üxford University Press ‘ 

lHH:!) , :~1-~. N. Block f:l nd R. Sμllnaker， “C(mcepLual Analysis , I)ualislll 
and Lhe ExplanaLory Cap," ](--j γ 에 서 세 인 g 

.'3õ) _Náming an r1 λ/ecessÎtι 13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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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선힘적 시식을 기진 수"T:;""-.. 있디 그이니 그 선힘적 정멍 L 닙방 앓 

이내린디 그라-"- 최초의 벙벙사에게 선힘적 시식이 g 시되디-"- 히너 
미? 사연증의 이름은 사란들의 의시 ↑「닝의 파정을 싱헤 -"-랴애서 

-"-랴무 연쇄적으무 진딛되L데 이때 ?랴의 시시 행동은 ?라기 대 

싱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시직 생짖에 의지하지 않고 l 대싱의 이 

π 이 우마외 김은 언어 공농지1에 속해 있는 나른 사힘 5괴의 뀌게 

속에시 어떻게 우미에게 도남하였는가의 역사 김븐 깃에 의깐한나 

따라시 지시지1'-' 전남만븐 사힘은 어떤 문집이 한 송에 속하게 되는 

필요 충분 소낀을 명시 섯안은 만할 것도 없고 I 송의 구싱워이라 

고 확인합 수 있는 효융직인 빙법소자도 압지 섯할 수 있나 

실제로 뷰록과 스톤내이커는 형이상학적 간격은 닫기 위해 선험적 

인 개념적 분석이 핀요하다는 것유 강하!1I 의심하며 “뭉=H20"와 같 

E 경험적 등임성이 설 1성적 간격은 머1우기에 여션히 증분하다고 주 

장힌다 그늘요 다음과 같이 닫힌다 

우려기 거부하는 것은 섣L성판 펴상에 매한 연상적 기숭g 괴희 이 

어의 기숭괴 연검시키는 디리 웬랴틀에셰 이?수히 세념적 지위픈 부여 

히는 것이다 섣벙적 끼셔 g- I매우는 것이 피상에 미한 통속 기숭g 

선핍저。로 연역하늑 삿용 요구하지 않는다1선 의식애 대한 개념껴 ι 

석이 없다 -l/_ 하여 의식」냐 분ι]거인 것 사이의 산격용 메 ?는 데이] 장 

애가 있다， ，~ 한 「뉴 없다 3β1 

불의 경우처럼 우리가 “의사~c-신경 섬유의 지극”의 경우에노 그 동 

임성은 새념적 분석P로서가 아니라 i립카적인 동임성。로 힌용힐 

수 있는 위치에 있새 될 때， 우리는 신경생리학。로 의사은 설'3힐 

수 었다는 것이다 그늘은 의사에 내현 동임성 주장은 ‘불~H，O"의 

주장은 정당화하기 위하여 사용된 동임힌 종류의 "려를 사용휘。로 

씨 정당화된다끼 주장힌다 

.3G) ‘ Conceptu81 Analysis, Dualism and the Explanmory Gap, ‘ 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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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는 외) 연 분지 sg 에너지라고 기징히는가9 품 g 기연히는 

섯이 왜 분음 끊케 하는가에 대한 위의 실명음 보이 열=닌자 운농 이] 
니지， 암력=닌자 운농량 。l 선， "1등=일종의 1[자 운농이디1- _-1/_ 하자 

(여기서 농일성은 경힘겨 농일성 7장이며， 잎에서 ， 1，강한 선핍저 행 

동 분λ] 이 아니나)..1.러면 어떻게 가열이 비등응 산춘j5~가에 대한 

션「갱이 주어진나 동엘싱 대신에 민순한 싱핀 관계를 믿아등인나면， 
우려는 어 떻게 가얼과 인관꾀 어떤 깃이 "1등과 관련뀐 어떤 깃응 야 
기히는기에 니]한 섣벙 g 기까 뿐이디 등익성은 난순한 상과 까계 

기 게공히지 꽂히는 섣L성적‘ 인괴적 휘 g 이꺼시꺼디 연 분지 ;'i'_-~6 

에너지， 압객 분지 fg 땅 이꺼 gg 기징마으보써 우리는 닫리 션념 
한 수 없는 사실뇨음 실명한 수 있게 된다 따디l서， 이런 농일성이 참 

이 ι] 이 추온61'는 섯은 최선의 실명。로의 추돈이이늑 권4이] 의하여 

정딩회된다;:;7) 

연이 분자 운농 에너지외 연뀌되어 있을 뿐 동일한 깃이 아니라고 

민는다연， 우리는 왜 그 연관성이 손새하며 그 연관생의 기제가 무잇 

인가에 관힌 질문‘ 곰 영런 질문은 정당힌 것 。 로 간주힐 것이다 그 

러나 븐록과 스톤내이커의 딸처럼 ‘ 염이 분지 운동 에너지이다라는 

것은 새닫시1 뇌변‘ 이라힌 질문ξ 잠못된 것임이 보여신다·녁R ， 같다 

구 읽혀신 것유 보고 왜 같。냐고 묵는 것은 우문이기 때문이다 

그늘에 111 동임성 E 형이상학적 간격의 문제를 해겸하기 위힌 선제 

주건이디 의식의 경 ? 애 jE 간은 방범둔석인 jI_과기 석 g 되디 

111녀적 분석의 도3 없이 어떻게 「린 -:;'-91_성 주장이 징당화되는 

가? 위애서의 단순성에 대한 ， 1，장애서 P사된 망냉온껴인 ， 1，이， 곧 분 

=H，()의 7장음 정딩회하기 위하여 사§된 웅일한 종류의 ， 1，이를 사 

g 함。로써 정딩회된다;:;~:)) 

심세노 잭슨괴 자머〈는 고통에 대해시는 나른 시준을 직용한나 

37) “Concιptual Analysis , DualisIIl and thc Explanätory Gap ’ 23-24쪽 
:• íl) ‘ C<mcellLual An f:l l~/sis ， Dualislll and Lhe Explana L< lry (;ap," ~4여， 원문 

강조 
,39) “ Conceptu81 Analysis , Dualism and the Ex미anmorγ Gap," ~g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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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과 같은 자연종의 개념은 현실세계에서 포착된 미시묻라적 성절음 

모든 가능세계에서 지시하지만， 고통과 같은 의식의 개념은 모든 가 

능 세계에서 거시적 성절음 지시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고동의 경우 

는 동반하는 미시적 성절이 어떠한 것이든， 거시적 성절로서의 일정 

한 감각절이 나타나면 고동인 것이고 그것이 없으면 고동이 아니라 

고 생각한다 따라서 감각절이 없는 가능세계는 고동이 없는 세계이 

고 고통과 c-섬유 자극에 대한 반례가 되는 세계이다， 그러나 의식에 

대해서만 다른 방법론적 고려를 요구하는 것은 하만의 열린 절문 논 

변에 대한 첫 번째 비판처럼 절문음 구걸하는 것이다， 

W 

아직 진행중인 이 논쟁에서 어느 한쪽 편음 들기는 쉽지 않다 만 

약 블록과 스툴내이커의 주장이 더 힘이 있다면 무어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윤리적 자연주의자들의 주장이 크립키의 경험적 동일성의 

위치에 있는가 따져보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절문이 열려 있다고 

단순히 가정하는 것은 열린 절문 논변에 대한 또 다른 비판인 절문 

음 구걸한다는 비판음 피할 수 없음 것이다， 

과학의 동일성이 되었든 윤리적 자연주의자의 동일성이 되었든 ‘열 

린 절문’ 논변이 최대로 먹혀 들어가는 사람은 그 동일성이 제기되는 

이론에 대해 가장 적게 교육음 받은 사람일 것이다， 우리가 가령 묻 

의 화학 성분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울수록 “그것은 H20지만 묻이니7" 

와 같은 절문이 이해가능한 절문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마찬가지 

로 윤리적 자연주의자들이 ‘좋음’이 환원된다고 주장하는 어떤 자연 

적 성절 P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x는 자연적 성절 P를 가졌지만 

좋은 것이니?"라는 절문은 의미가 없어절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x와 P가 적절하게 균정이 되었음 때 그때도 그 절문이 열려 있 

는지 따져 보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