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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논문은 인식적 행위 개념을 중심으로 의무론적인 인식적 규범에 관한 대안

적 모형을 제안한다. 

데카르트 이후 서양철학 전통의 많은 철학자는 인간의 인식적 삶이 의무론적 

규범을 따라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것은 특히 현대 영미철학 전통에서는 

믿음이 지니는 합리성의 본성을 의무론적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로 이어졌다. 

그러나 인식적 규범을 의무론적으로 해명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특히, 올스톤(W. 

P. Alston) 등에 의해 믿음의 불수의적 특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된 이래, 그리고 

인식적 규범에 대한 외재론적 견해가 널리 받아들여짐과 더불어 현재는 흥미로

운 시도로서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 실천적 관점에서 우리

의 인식적 삶을 실질적으로 규제하고 있고 또 규제해야 하는 인식적 규범에 대한 

이론화 작업은 받아들일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논의에서 소외되는 듯한 모

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의무론적 인식적 규범을 이해하는 

대안적 모형을 제안하되 기존의 견해들과 달리 믿음이 아닌 행위에 귀속되는 것

으로서의 인식적 규범 개념을 제안한다. 

먼저, 행위를 중심으로 한 인식적 의무 개념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인식적 의무를 믿음에 귀속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기존의 견해에 대한 비판을 시

도한다.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의 하나는 믿음이 적어도 부분적으

로 수의적이라는 생각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비판을 위해 믿음의 수의성을 위

한 근거가 무엇인지 검토하고, 믿음 일반에 적용될 수 있는 불수의주의 논증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믿음은 참을 목표한다’는 논제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을 비

교,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안적 해석을 제안한다. 이에 따르면 믿음 일반은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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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토대로 인과적으로 형성되는 속성을 가지며, 이로부터 믿음은 적어도 현실 세

계에서 모두 불수의적이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그런데 믿음이 불수의적이라는 견해는 ‘당위는 가능성을 함축한다’는 원리와 

더불어 믿음에 당위, 즉 의무가 부여될 수 없다는 회의주의적 결론을 낳는다. 우

리의 인식적 삶에 규제력을 가지는 인식적 규범의 실천적 함축을 부정하지 않는 

한, 이러한 결론은 인식적 의무에 관한 하나의 역설을 불러 일으킨다. 따라서 믿

음에 인식적 의무가 부여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이 역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한다. 필자의 이어지는 논의에서는 이렇게 제안된 여러 시

도들을 구체적으로 검토, 분석한다. 그리고 제안된 시도들 가운데 그 어떠한 것

도 주어진 역설에 대한 만족스런 해결책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믿음의 불수의적 속성, 그리고 이에 의해 촉발된 인식적 의무주의의 역설 및 

이에 대한 해결책들의 미흡함에 관한 논의 후, 비로소 주어진 역설에 대한 필자

의 견해가 제시된다. 필자는 이를 위해 특히, 표현 ‘믿다’ 혹은 이와 유사한 표현

들이 맥락에 따라 다르게 사용된다는 점, 즉, 그것들은 불수의적인 심적 성향으

로서의 믿음을 가리킬 뿐 아니라, 맥락에 따라 특정한 종류의 행위를 의미하거나 

함의한다는 점에 특별히 주목하도록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행위는 크

게 두 종류의 행위로, 즉 통시적인 인식적 행위와 공시적인 인식적 행위로 구분

된다는 점을 보이고, 믿음에 귀속된다고 생각되었던 인식적 의무는 사실 이러한 

인식적 행위들에 귀속되는 의무라는 점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통시적인 인식적 

행위로서의 인식적 추구와 공시적인 인식적 행위로서의 인식적 수용 개념을 구

체적으로 제시하고, 인식적 의무란 결국 이 각각의 행위를 요구하는 통시적인 인

식적 의무와 공시적인 인식적 의무로서 분석, 이해되어야 함을 결론적으로 주장



 iii 

한다.  

그런데 한편, 인식적 의무가 믿음에 귀속된다는 점이 전통적으로 이 의무가 

다른 종류의 의무로부터 구별되는 주요한 이유의 하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

식적 의무가 믿음이 아닌 행위에 귀속되는 의무라는 이상의 논의는 인식적 의무

가 그 자체로 고유한 종류의 의무가 아닐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마지막

으로, 이러한 의구심을 발전시켜 인식적 의무가 사실, 실천적 의무의 한 종류임

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인식적 의무의 고유성을 위해 제시되는 두 가지 주

요 근거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두 경우 모두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음을 

보인다. 이를 통해 특히 인식적 이유의 내재적 가치가 인식적 의무의 고유성에 

대한 좋은 근거가 되지 않음이 드러날 것이다. 다음으로, 행위의 이유들은 어떤 

종류의 이유라 하더라도 상호간에 통약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고 이로부터 실천

적 의무 일반은 절대적인 의미에서 결국 한 종류의 의무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

을 논의한다. 이상으로부터 인식적 의무는 고유한 종류의 의무가 아닐 뿐만 아니

라 행위 일반에 관한 의무, 즉 실천적 의무의 한 형태임이 드러날 것이다. 

 

주요어: 인식적 의무, 인식적 행위, 인식적 수용, 믿음의 불수의성, 믿음의 목표, 

통약 가능성 

학번: 2010-30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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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말 

 

로크(J. Locke)는 그의 저서 『인간지성론』에서 종교적 믿음과 이성의 관계

에 관하여 논의하며 우리의 믿음이 이성에 의해 어떻게 제약되어야 하는지에 관

한 의미 있는 견해를 제시한다. 그 일부를 인용하면,  

종교적 믿음은 강한 심적 동의 외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만일 이 심적 태도가, 의

무에 의해 요구되는 바대로, 적절히 규제된다면 우리는 좋은 이유가 있지 않은 이

상 그 어떤 것에도 이 동의의 태도를 보일 수 없다. […] 믿을 만한 이유가 있지 않

은데도 믿음을 형성하는 이는 자신의 상상을 좇는 것일는지는 몰라도 진리를 추구

해야 하는 의무를 따르는 것은 아니다. […] 그는 자신이 맞닥뜨리게 되는 오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반면, 신이 부여한 빛과 능력을 이용하여 […] 진리를 발

견하고자 진실하게 애쓰는 이는 이성적 피조물로서 가지는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되며 […] 그 결과 주어지는 만족스런 보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자

신이 해야 하는 바대로 동의의 태도를 잘 제어하여 어떤 사안에 관해서든 이유가 

가리키는 대로 믿거나 믿지 않기 때문이다.1 

이상에 따르면, 우리는 참을 추구할 의무를 가지며 따라서 이유가 가리키는 

대로 믿음을 형성하거나 혹은 형성하지 않아야 한다. 만일 믿을 만한 이유가 없

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는다면, 그것은 이성적 피조물로서 우리에게 부여된 

의무를 범하는 것이 되며 따라서 그 결과 발생하게 되는 오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이와 비슷한 생각은 데카르트(R. Descartes)에게서도 발견된다. 『성

찰』의 한 부분에서 그는 우리가 어떤 경우에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에 관한 구체

                                                           
1 Locke(1959: 413-4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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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논의를 진행하는데, 그에 따르면 우리는 “충분히 명석 판명하게 지각하지 

않은 것들에 대하여는 판단을 보류”해야 한다. 만일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설령 우리의 판단이, 우연에 의해, 결과적으로 참임이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내

가 가진 자유를 잘못 사용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된다”.2 

판단이나 믿음 등과 같은 인식적 태도를 취할 때 우리가 모종의 규범이나 의

무의 제약을 받는다는 이상과 같은 생각은 사실 일상적으로 그리 낯선 생각이 아

니다. 예를 들어, 여러 정치적 사안에 관하여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불리한 정보

들이 주어질 경우 애써 그것을 외면하거나 혹은 재해석하며 자신의 입장을 고수

할 때, 어떤 쟁점에 관한 치열한 논쟁 끝에 나의 견해가 왠지 틀린 것 같은 생각

이 들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 혹은, ‘나이 드신 분들은 생각이 잘 바

뀌지 않는다’는 비난 섞인 비판을 통속적으로 내뱉을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신념, 믿음에 관해 무언가 잘못을 범하거나, 잘못을 범할 유혹을 느끼

는 듯하고, 또한 그러한 잘못을 범하였다는 의미의 비난을 타인에 대하여 가지기

도 하는 듯하다. 우리의 인식적 태도가 이처럼 의무론적인 규범의 제약을 받는다

는 생각은 현대 영미철학 전통에서 많은 인식적 의무론자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표현된다. 3  가령, 현대의 대표적 증거주의자인 코니(E. Conee)와 펠드만(R. 

Feldman)에 따르면 우리는 증거에 부합하는 믿음을 가질 의무를 갖는다. 예를 

                                                           
2 Plantinga(1993: 12-13) 참조. 

3 ‘의무론’ 혹은 ‘의무주의’는 철학에서 적어도 세 가지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첫째는, 

가치론과 대비되는 것으로서의 의무론이고 둘째는, 윤리학에서 결과주의와 대비되는 

것으로서의 의무론으로서 이 때 ‘의무론’은 비결과주의 윤리학 일반을 총칭한다. 셋째는, 

인식론에서 인식적 규범에 대한 한 가지 해석 방식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이에 따르면 

‘의무론’은 인식적 규범이 의무, 허용, 책임, 비난이나 칭찬 등의 개념을 통해 이해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본 논문에서 ‘의무론’은 이 세 번째 사용 방식을 따른다. Alston(1985: 

59, 1988b: 257), Berker(2013a: 382, 2013b: 36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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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푸른 잔디가 펼쳐져 있는 모습이 내 눈에 들어온다면 나는 그에 맞춰서 푸

른 잔디가 펼쳐져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 음식이 짜게 느껴질 경우에는 음

식이 달다는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4 

그런데,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 이처럼 모종의 의무론적 규범 하에 놓일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따라서 그와 같은 의미의 평가를 믿음에 대하여 부여하는 

게 가능하다는 생각은 특히 두 가지 이유에 의해 비판을 받는다. 하나는, 믿음이 

그러한 의무론적 규범을 따르는 것이 참인 믿음이 지식이 되는 데 있어 

필요하지도 충분하지도 않다는 점이다. 믿음이 의무론적 규범을 따라야 한다는 

생각은 지식의 구성 조건으로서의 인식적 정당성이 어떤 개념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의 하나로서 많은 이들에 의해 논의되어 왔다. 그리고 많은 인식적 

내재론자들에 따르면 믿음이 인식적으로 정당화된다는 것은 믿음이 의무론적 

규범을 충족시킨다는 것이었고 또한 이러한 인식적 정당성 개념이 지식 개념을 

구성한다고 간주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인식적 외재론자들의 다양한 

비판을 받아왔고, 특히 그 주된 비판 중의 하나는 설령 요구되는 의무를 믿음이 

충족시킨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참인 믿음이 지식이 되기 위해 필요한 

혹은 충분한 정도의 정당화를 믿음에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 믿음이 충족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생각은, 특히 외재론이 세력을 

얻어감에 따라, 인식적 규범에 대한 이론으로서 그 설득력을 많은 부분 잃게 

되었다. 한편, 이와 또 다른 측면에서,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좀 더 근본적인 

수준에서, 의무론적인 인식적 규범이 비판을 받는 이유는 믿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속성과 관련된다. 그 속성은 믿음이 수의적 제어 하에 있지 않은 것 

같다는 점이다. 믿음은 행위와 달리 우리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자유롭게 

                                                           
4 Conee & Feldman(198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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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거나 버릴 수 있는 심적 상태가 아닌 듯하다. 가령, 내가 마음을 먹고 지구가 

달 주위를 공전한다거나 10을 열 번 곱하면 0이 나온다는 믿음을 취하려고 

애쓴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지하는 증거가 있지 않는 한 단순히 의지만으로는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믿음이 내가 뜻대로 제어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면 그것에 어떤 의무나 책임 등을 귀속시키는 일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인 것 같다. 즉, 믿음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으로 인해서 그것에 

의무나 책임과 같은 것을 부여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듯 보인다. 

이상에서 제기된 비판은 믿음에 대하여 의무론적 규범을 귀속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 같다. 

실제로, 믿음이 모종의 인식적 의무를 따라야 한다는 견해는 인식적 규범에 관한 

이론으로서 현재 많은 이들에게 커다란 흥미를 던져주지 않는 듯 보이며, 특히 

신빙주의 등 외재론적 경향의 이론이 널리 논의되고 받아들여짐에 따라 인식적 

규범에 관한 논의의 장에서 상대적으로 주변으로 밀려나는 듯한 지적 분위기 

또한 형성되어 있는 듯하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이러한 지적 흐름은 

한편에서는 위에 논의된 비판들을 고려할 때 충분히 자연스런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한 가지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남겨 두고 있다고 생각된다. 앞선 논의에서 드러나듯이 의무론적인 

인식적 규범에 대한 견해는 단순히 이론적으로 가정되거나 도입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실제 상황, 그리고 그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에 기초한다. 예컨대, 우리는 적절한 증거들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르는 인식적 태도를 갖지 않거나 갖기를 거부하는 경우들, 특히 그것이 

의무론적인 의미에서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들을 일상적으로 어렵지 않게 

경험하곤 하는 것 같다. 사실, 데카르트, 로크 등을 비롯하여 현대의 여러 인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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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론자들까지, 이들의 다양한 의무론적 이론은 모두 우리의 실제 삶에 

나타나는 이와 같은 현상들 – 즉, 인식적 태도에 의무, 책임 등이 부여되는 

현상들 – 을 설명하려는 동기에서 시작되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인식적 

의무주의에 대한 비판 이후 제시된 여러 대안적인 인식적 규범 이론들에서는 

이러한 현상들이 설명되기보다는 단순히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는 듯 보인다. 즉, 

의무론적인 인식적 규범 이론이 비의무론적인 성격의 이론들로 대체되면서 

이러한 현상들은 설명되어야 할 것으로 진지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일상적인 도덕적 판단들이 (비록 세부적으로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더라도 적어도 일반적인 의미에서) 도덕적 규범이 존재한다고 

생각할 좋은 이유를 제공한다면, 마찬가지로 인식적 삶에 대해 우리가 부여하는 

의무론적 성격의 판단들은 첫째, 그에 대응하는 규범이 있다고 생각할 하나의 

좋은 이유로 간주될 수 있으며 둘째, 적어도 인식적 규범에 대한 이론은 이 

일반적인 현상을 논의에서 단순히 배제하기보다는 그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 – 

설명을 통해 제거하든 이론 안에서 설명하여 내든 – 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의무론적인 인식적 규범에 대한 견해가 어떠한 이유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의무론적인 

인식적 규범을 부여하기도 하고 그에 따라 평가하기도 하는 이상에서 언급된 

바와 같은 일반적인 현상들에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인식적 규범이나 평가가 믿음에 귀속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인식적 의무 개념에 대한 결정적 반론이 되고 있는 앞서 

언급된 두 가지 비판은 인식적 의무가 바로 믿음에 귀속된다는 점과 관련된다. 

인식적 의무의 충족이 믿음이 지식이 되는데 있어 필요하지도 충분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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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는 비판은 인식적 의무가 믿음에 귀속되고 그것이 지식의 구성 조건이 

된다고 주장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만일 인식적 의무가 애초에 믿음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비판은 인식적 의무 개념이나 인식적 의무가 

존재한다는 견해에 어떠한 문제도 안겨주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불수의적이라는 비판 역시 인식적 의무가 믿음에 귀속되는 한에서 결정적인 

문제가 될 뿐, 만일 인식적 의무가 믿음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 역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사실, 인식적 의무가 믿음에 귀속된다는 생각은 어떤 자명한 사실에 

근거한 것도, 잘 정당화되는 이유를 가지는 것도 아니다. 필자가 보기에 그것은 

오히려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우연적 사실에 의해 형성된 정당화되지 않은 가정에 

불과하다. 먼저, 그것은 인식적 의무 논의가 이루어진 역사적 배경과 관련된다. 

전통적으로 의무론적인 인식적 규범에 대한 논의는 그 자체로 하나의 독립적인 

문제로서 다루어졌다기보다 믿음이 지식이 되기 위해 만족시켜야 하는 정당성 

조건이 무엇인지 밝혀내려는 시도 하에서 다루어졌다. 즉, 만일 누군가 인식적 

규범에 대한 의무론적인 견해를 제시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지식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정당성이 의무론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의 배경 하에서 인식적 규범은 그것이 의무론적인 것이든 

의무론적인 것이 아니든 믿음에 귀속된다는 것이 당연하게 가정되었다. 둘째, 또 

하나의 원인은 ‘믿음’이라는 표현의 쓰임과 관련이 된다. 우리의 일상적 용법을 

보면, ‘믿음’이라는 표현은 많은 맥락에서 ‘해야 한다’, ‘해도 좋다’, ‘하기로 했다’, 

‘하기로 하자’ 등과 같은 표현과 자연스럽게 어울린다. 즉, ‘믿어야 한다’, 

‘믿어서는 안 된다’, ‘믿어도 좋다’, ‘믿기로 했다’ 등과 같은 표현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용법에 속한다. 따라서 이러한 표면적인 언어적 쓰임만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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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적인 종류의 의무가, 만일 그러한 것이 있다면, 믿음에 직접적으로 귀속될 

수 있고 또한 되는 듯 보인다.  

그런데, 이상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은 인식적 의무가 믿음에 귀속된다고 생각

해야 할 결정적 이유가 되지 않는다. 인식적 의무가 지식의 구성 조건이 될 것이

라는 생각은 여전히 정당화되지 않은 가정일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인식적 

의무는 그것이 지식의 구성 조건이 되는지의 문제와 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이해

되고 논의될 수 있는 문제이다. 또한, 표현 ‘믿음’이 맥락에 따라 ‘해야 한다’ 등과 

같은 의무론적 함축을 지니는 표현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언어적 현상은, 자

연 언어에 널리 나타나는 맥락 의존성이나 화용론적 쓰임 등을 고려할 때, 단순

히 문자적으로 해석되기보다는 해당 표현들이 여러 맥락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다양한 쓰임들을 살피면서 주의 깊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표현 ‘믿음’

은,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겠듯이,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용법과 서로 다

른 의미들을 지니며 따라서 그것이 표면적으로 ‘해야 한다’ 등과 같은 표현들과 

연결된다는 점은 심적 상태로서의 믿음에 의무가 직접 귀속된다고 생각할 좋은 

이유를 제공하지 않는다. 

정리하면, 최근의 여러 논의들을 보면 의무론적인 인식적 규범 개념은 인식적 

규범의 본성을 해명하여 줄 수 있는 주요한 견해로서 더 이상 많은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나, 그에 대해 제기되는 주요 비판은 그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직관 

자체가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믿음에 귀속된다는 점에 

맞추어져 있으며, 더욱이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이론들은 인식적 의무주

의를 이끌었던 이러한 보편적인 직관을 적절히 반영하거나 설명하여 주기보다는 

단순히 논외로 한 채 인식적 규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듯 보인다. 따라

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지는 이 근본적인 직관들, 즉 실제 삶에서 우리가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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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타인의 인식적 태도를 보며 명시적으로든 암묵적으로든 부여하곤 하는 의

무론적 규범이나 그에 기초한 판단들은 여전히 해명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그

런데 여러 도덕적 규범이나 판단들이 실질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삶을 제약하고 

인도하는 것처럼, 이러한 인식적인 성격의 판단이나 (그러한 판단에서 가정되는) 

인식적 규범 역시 실질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일상적 삶을 제약하고 인도하는 듯 

보인다. 즉, 인식적 삶에 대해 우리가 가지는 의무론적 직관이나 판단들은 우리

의 실천적인 삶에 좋든 나쁘든 어떤 실질적인 변화와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으

며, 따라서 인식적 규범에 대한 이론은 어떠한 형태로든 이를 적절하게 설명하거

나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본 논문은 인식적 의무에 관한 우리의 이러한 보편적인 

직관이나 판단, 믿음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대안적인 인식적 규범 이론을 제시한

다.5 특히, 제시될 이론은 의무론적 인식적 규범을 이해하는 대안적 모형을 제안

하되 기존의 견해들과 달리 믿음이 아닌 행위에 귀속되는 것으로서의 인식적 규

범 개념을 제안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먼저, 행위를 중심으로 한 인식적 의무 개념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인식적 의무를 계속하여 믿음에 귀속되는 것으로 해석

하려는 시도들이 있다는 것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가 구체화

되는 주요한 방식 중의 하나는 믿음이 불수의적이라는 생각을 가능한 한 약화시

키는 것이다. 따라서 인식적 의무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믿음이 불수의적

                                                           
5 따라서, 본 논문에서 탐구하는 인식적 의무는 우리의 실천적 삶을 실제로 제약하고 

인도할 수 있는 것으로서의 의무, 즉 ‘우리는 인식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실질적 물음에 답변이 될 수 있는 것으로서의 의무이다. 그리고 이는 본 논문에서 

이루어지는 인식적 의무에 대한 논의가 지식의 구성 조건으로서의 인식적 정당성이 

어떤 개념인지를 묻는 물음과 독립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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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견해에 대하여 어떤 반론들이 제시되고, 그에 맞서 이 견해에 대한 어떤 

정당화 논리가 제시될 수 있는지 논문 1장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도록 한다. 이

를 위해 ‘믿음은 참을 목표한다’는 논제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을 비교, 분석하고, 

이 논제는 결국 믿음이 증거를 토대로 인과적으로 형성된다는 것을 함축한다는 

필자의 견해를 제시한다. 그리고 이런 견해를 바탕으로 믿음은 적어도 현실 세계

에서 모두 불수의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것이다.  

그런데 믿음이 불수의적이라는 견해는 ‘당위는 가능성을 함축한다’는 원리와 

더불어 믿음에 대하여 당위, 즉 의무가 부여될 수 없다는 회의주의적 결론을 낳

게 한다. 즉, 우리의 인식적 삶에 규제력을 가지는 인식적 규범의 실천적 함축을 

부정하지 않는 한, 위의 결론은 인식적 의무에 관한 하나의 역설을 불러 일으킨

다. 그리고 이러한 역설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로 이어졌다. 따

라서, 본 논문의 2장에서는 이러한 역설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여러 제안들을 

비판적으로 검토,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결과, 기존에 제시된 여러 대안

들 가운데 어떤 것도 주어진 역설에 대한 만족스런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믿음의 불수의적 속성, 그리고 이에 의해 촉발된 인식적 의무주의의 역설 및 

이에 대한 해결책들의 미흡함에 관한 이상의 논의 후, 3장에서는 주어진 역설을 

해결할 필자의 견해를 제시한다. 필자는 이를 위해 특히, 표현 ‘믿다’ 혹은 이와 

유사한 표현들이 맥락에 따라 다르게 사용된다는 점, 즉, 그것들은 불수의적인 

심적 성향으로서의 믿음을 가리킬 뿐 아니라, 맥락에 따라 특정한 종류의 행위를 

의미하거나 함의한다는 점에 주목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행위는 크게 두 종류

의 행위로, 즉 통시적인 인식적 행위와 공시적인 인식적 행위로 구분된다는 점을 

보이고, 결론적으로 믿음에 귀속된다고 생각되었던 인식적 의무는 사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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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들에 귀속되는 의무라는 점을 논의한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 필자는, 구체적

으로, 통시적인 인식적 행위로서의 인식적 추구와 공시적인 인식적 행위로서의 

인식적 수용 개념을 제시하고, 인식적 의무란 결국 이 각각의 행위를 요구하는 

통시적인 인식적 의무와 공시적인 인식적 의무로서 분석, 이해되어야 함을 주장

한다.  

그런데 한편, 인식적 의무가 믿음에 귀속된다는 점이 전통적으로 이 의무가 

다른 종류의 의무로부터 구별되는 주요한 이유의 하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

식적 의무가 믿음이 아닌 행위에 귀속되는 의무라는 이상의 논의는 인식적 의무

가 그 자체로 고유한 종류의 의무가 아닐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마지막

으로, 본 논문의 4장에서는 이러한 의구심을 발전시켜 인식적 의무가 사실, 실천

적 의무의 한 종류임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인식적 의무의 고유성을 위해 

제시되는 두 가지 주요 근거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두 경우 모두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음을 보인다. 이를 통해 특히 인식적 이유의 내재적 가치가 인식

적 의무의 고유성에 대한 좋은 근거가 되지 않음이 드러날 것이다. 다음으로, 행

위의 이유들은 어떤 종류의 이유라 하더라도 상호간에 통약 가능하다는 것을 보

이고 이로부터 실천적 의무 일반은 절대적인 의미에서 결국 한 종류의 의무로 간

주될 수 있다는 점을 논의한다. 이상으로부터 인식적 의무는 고유한 종류의 의무

가 아닐 뿐만 아니라 행위 일반에 관한 의무, 즉 실천적 의무의 한 형태임이 드러

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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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믿음의 참 연관성과 불수의성 

 

 

규범적 평가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행위만이 아니라 삶의 인식적인 측면까지 

그 평가 대상으로 포함한다. 그리고 이 인식적 측면에 대한 평가는 무엇보다 인

지적 심적 태도인 믿음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가령, 그것이 인식적 관점에서 중요

한 어떤 특정 조건들을 충족시켰는지 여부 등을 통해 일반적으로 이루어진다. 그

리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우리는 믿음들에 대하여 ‘(불)합리하다’, ‘정당화된다/

되지 않는다’, ‘타당하다’, ‘증거에 의해 지지되지 않는다’ 등과 같이 다양한 개념

을 사용하여 그 평가 결과를 표현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다양한 철학적인 혹은 

일상적인 평가 개념들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은 그러한 평가의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물음을 던지기 시작하면 이러한 평가가 보편적인 현

상이라는 점에 비해 그에 대한 답변은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난다. 

그리고 그 원인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면 많은 것들 가운데 아마도 믿음이 가지고 

있는 속성에 관한 의견의 불일치 문제, 구체적으로, 믿음의 수의성(voluntariness) 

여부와 그 정도에 관한 불일치 문제를 중요하게 언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후 논의되겠지만, 믿음의 수의성 여부는 믿음에 적용되는 평가 기준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할 수도 있고, 또한 동일한 표현의 평가라도 그것이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게 할 수도 있다. 물론, 현대 영미철학 전통에서는 특히 올스톤

(W. P. Alston)에 의해 믿음의 불수의성을 옹호하는 치밀한 논증이 제시된 이래, 

많은 이들이 믿음이 적어도 모든 경우에 있어 수의적이지는 않다는 데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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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고 있는 듯 보인다.6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여전히 믿음의 

불수의성에 대한 회의주의적 견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에

서는 믿음이 불수의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믿음의 어느 범위까지 일반화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듯 보인다. 그리고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수의성 여부에 관한 이러한 불일치 문제는 믿음에 대한 

인식적 평가의 본성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견해들이 지속적으로 이어

지고 또 서로 경쟁하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인식적 규범의 본성을 탐

구하기 위한 사전 작업의 하나로써 믿음의 수의성 여부에 관한 문제, 특히 그 불

수의성이 어느 정도 일반화되고 그것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회의주의적 반론은 적절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등

의 문제를 우선 탐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먼저, 구체적 논의에 앞서, ‘수의적’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도

록 하자. 행위의 수의성을 고려하는 한, ‘수의적’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서로 

구별되는 의미로 사용이 된다. 하나는 의지에 기반한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이유

에 기반한 개념이다. 의지 기반적인 개념에 따르면, 어떤 한 행위가 수의적이라

는 것은 그 행위가 의지에 의해 수행된다는 것으로서, 행위자가 그에 관해 의지

하거나 결정, 선택 등을 내림으로써 그 행위가 수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 

개념에서 행위의 수의성은 어떤 이유가 되었든 그에 따라 행위하기로 선택, 결정 

등을 내리는 한 그에 의해 행위가 수행될 수 있다는 점에 그 핵심이 있다. 이와 

달리, 이유 기반적인 개념에 따르면, 행위가 가지는 수의성은 해당 행위가 행위

자가 지니고 있는 이유에 의해 수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에 따르면 행위

                                                           
6  Alston(1988b), Plantinga(1993), Audi(2001), Feldman(2001), Leon(2002), 

Kelly(2003), Wolterstorff(2005), Chrisman(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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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의적이라는 것은 그것이 어떤 의지적 결정이나 선택 등에 의해 수행된다는 

점보다는 단지 그것이 그 행위를 지지한다고 생각되는 이유에 의해 수행될 수 있

다는 점을 통해 이해된다. 따라서 이 개념에서는 행위 수행 과정에 결정, 선택 등

의 의지적 요소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7 

그런데 믿음이 수의적인지 여부의 문제는 전통적으로 이 두 개념 중 전자의 

개념, 즉 의지 기반적인 개념 하에서 그에 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 다시 

말해, 믿음이 수의적이라는 것은 믿음이 적어도 어느 경우에는 믿기로 결정하거

나 선택함으로써, 특히 그에 대한 이유가 인식적인 종류가 아닌 실천적인 종류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의지적인 선택이나 결정에 의해 획득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윌리엄스(B. Williams)는 믿음이 필연적으로 수의적일 수 

없음을 주장하면서, 믿음이 수의적이기 위해서는 믿음을 “쉽사리(just like that)”, 

즉, “의지에 의해(at will)”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의지에 의

해 믿음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은 “참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믿음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인식적 이유에 의해 형성된 믿음을 수의적으로 

형성된 믿음으로 해석할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Williams 1973: 148). 올스톤 

또한 믿음에 대한 “기본적 제어” 가능성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기본적 제어란 “의

지에 의한” 제어, 즉 “의도, 의지력(volition), 선택, 혹은 결정만으로” 가능하게 

되는 제어임을 분명히 한다. 그리고 여러 사례들을 통해 이러한 제어는 비인식적 

이유에 의해 수행 가능한 제어이어야 함을 강조한다8 (Alston 1988: 260-278). 

                                                           
7 McHugh(2011: 250-251) 참조. 

8  올스톤에 따르면 믿음에 대한 수의적 제어에는 기본적 제어 외에도 즉각적 

제어(immediate control), 장기간 제어(long range control), 간접적 영향(indirect influ-

ence)에 의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방식들은 모두 의지 기반적인 수의성 

개념을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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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넷(C. Ginet)은 올스톤의 입장에 반대하며 “적절한 상황 하에서는 주체

가 단지 믿기로 결정함으로써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심리적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함으로써, 믿음의 수의성 여부가 그것이 결정에 의해 획득될 수 있는지 여부

를 통해 판정될 수 있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Ginet 2001:74). 

마지막으로 하나의 예를 더 제시하면, 아우디(R. Audi)는 수의주의자들이 주장

하는 것이 “믿음을 갖는 일은 팔을 들어 올리는 일처럼 때때로 ‘의지에 의해’ 수

행” 가능하다는 견해임을 여러 전거들을 근거로 제시한 후, 이런 의미에서의 믿

음의 수의성에 관해 비판적인 논의를 진행한다 (Audi 2001: 93). 요컨대, 믿음의 

수의성에 관한 논의들이 채택하고 있는 개념에 따르면 믿음이 수의적이라는 것

은 믿음이 의지에 의해 형성 가능하다는 것, 즉 믿을만한 인식적 이유가 없음에

도 믿기로 선택하거나 결정한다면 그로부터 믿음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물론, 믿음의 수의성에 대한 논의가 이상과 같이 믿음에 대한 기본적 (혹은 직

접적) 제어 가능성만을 논의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 때로는 간접적인 방식에 

의한 제어 가능성 역시 수의성 논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곤 한다. 그러나 제

어 방식에서의 직간접성 차이는 사용되는 수의성 개념에 어떤 실질적인 차이를 

불러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믿음에 대한 간접적인 제어 가능성 문제 역시 믿음이 

인식적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간접적인 과정에 의해 획득될 수 있는지의 문

제로 다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간접적 과정은 행위 등에 의해 매개되는 

과정으로, 가령, 인식적 이유가 없음에도 믿음을 획득하겠다는 결정이나 선택에 

의해 인도되는 과정으로 일반적으로 그려진다.9 즉, 간접적인 방식으로 믿음의 

수의성을 해석하는 경우에도 의지 기반적인 수의성 개념이 사용된다. 그런데 여

                                                           
9 Alston(1988: 268-278), Feldman(2001: 81-83), Audi(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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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서 한 가지 언급해야 할 점은 믿음에 대한 간접적인 제어 가능성이 때로 의미 

있게 논의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믿음의 수의성 여부를 둘러싼 논쟁에서 일차

적인 논의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한 가지 이유는 

믿음에 대한 간접적인 제어 가능성 문제는 직접적인 제어 가능성 문제에 비하여 

덜 논쟁적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많은 이들이 믿음은 적어도 일부의 경우 간

접적인 제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듯하며, 따라서 이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여겨지는 듯하다. 또 하나의 이유는 믿음의 수의성 논의

가 특히 믿음에 대한 인식적 의무 논의와 함께 이루어진다는 점과 관련된다. 전

통적으로 인식론자들이 주로 주목하였던 인식적 의무는 공시적인 종류의 것이었

으며, 따라서 믿음의 수의성과 관련해서는 믿음을 ‘한 순간에’ 수의적으로 형성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는 반면, 통시적인 과정 하에서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

한지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결국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믿음에 대한 간

접적 제어는 믿음의 직접적 제어가 어렵거나 가능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대안

으로서, 즉 차후적으로 보통 검토되고 논의된다. 

정리하면, 믿음에 관한 수의성 논의에서 믿음이 수의적 제어 하에 있다는 것

은 믿음이 의지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인식적 이유 없이

도 만일 믿기로 선택하거나 결정한다면 단지 그를 통해, 혹은 그것이 안 되면 간

접적 과정에 의해, 믿음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10 

이러한 수의성 개념을 따를 때, 믿음의 수의성 여부에 관한 철학자들의 입장

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뉜다. 첫째, 수의주의에 따르면, 믿음에 대한 기본적 제어는 

개념적으로 가능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가능하다. 둘째, 불수의주의의 약

                                                           
10 그러나, 이유 기반적인 개념 하에서 믿음의 수의성 문제를 접근하려는 시도가 없지는 

않다. 이러한 시도에 대하여는 이후 2.2절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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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입장에 따르면 믿음에 대한 기본적 제어는 개념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현실

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셋째, 불수의주의의 강한 입장에 따르면 믿음에 대한 

기본적 제어는 현실적으로도, 개념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11 필자는 이 가운데 

두 번째 입장의 견지에서 이하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혹은, 더 정확히 표현하면, 

믿음은 현실 세계에서 모두 불수의적임을 논의하되 그것이 개념적으로 불수의적

인지 여부의 문제에는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전개된다. 첫째, 믿음의 핵심적인 속성으로 여겨지는 참과의 연관성이 구

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논의한다. 이를 위해 <믿음은 참을 목표한다>는 논제

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안적 견해들을 검토하고, 주어진 논제가 믿음이 증거에 

의해 인과적으로 야기되는 심적 상태이며, 특히 그 증거를 기준으로 참인 내용을 

산출하는 과정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음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로

부터 결국 믿음의 불수의성이 함축된다는 점을 보일 것이다. 둘째, 희망적 사고

(wishful thinking) 등 철학자들에 의해 전형적으로 제시되는 수의적 믿음의 경

험적 사례에 기초한 반론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자기기만의 심리적 과정을 논의

한다. 셋째, 수의적 언화행위를 비롯하여 실제로 명제에 대하여 수의적으로 긍정

적 태도를 취하는 심적 행위에 기초한 반론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믿음과 수용

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끝으로, 필자가 표현 ‘믿음’을 사용

                                                           
11 첫째 입장을 옹호하는 철학자로는 Ginet(2001), Weatherson(2008) 등이 있고, 둘째 

입장을 옹호하는 철학자로는 Alston(1988b), Feldman(2001) 등이 있으며, 셋째 입장을 

옹호하는 철학자로는 Bennett(1990), Hieronymi(2006) 등이 있다. 참고로 베넷은 셋째 

입장을 옹호하는 논증을 시도하기는 하나 그것이 성공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한다. 한편, 

윌리엄스는 믿음이 불수의적인 것이 필연적인 사실임을 주장함으로써 둘째 입장과 셋째 

입장의 중간 정도에 위치한다고 보이는 견해를 제시한다 (Williams 1973). 그리고, 

슈토이프와 라이언은 믿음의 수의성을 옹호하기는 하나 이유 기반적인 개념 하에서 

이에 대한 옹호를 시도한다 (Steup 2000, Ryan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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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식이 필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이미 순환적으로 가정하고 있다는 반

론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필자의 논증 방식에 관한 메타적인 논의가 수행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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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증거 상대적인 참 연관성과 믿음의 불수의성 

 

1.1.1. 믿음의 참 연관성과 참-목표 논제의 해석 

 

우선, 필자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전에 믿음이 불수의적임을 옹호하

는 기존의 논의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자. 다음은 믿음이 적어도 직접적인 방법으

로는 수의적 제어가 되지 않는다는 올스톤의 주장의 핵심적인 면을 보여준다. 

이를 위한 나의 논증은, 이를 논증이라 부를 수 있다면, 당신이 그러한 능력을 지

니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라고 단순히 당신에게 권하는 일이다. 당신은 미국

이 여전히 영국의 식민지라고 믿기로 결심함으로써, 그리고 이 결심만에 의해, 바

로 이 순간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만일 이것만으로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면, 당신이 이것을 믿을 경우 누군가 당신에게 5천억을 주고 당신은 진리를 

믿는 일보다는 돈을 버는 일에 훨씬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가정하라. 당신은 이 

돈을 타내기 위해 이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기억할 것은 요구되는 일이 의지만으로 

이 믿음을 획득하는 일이라는 점이다. […] 나에게 그러한 능력이 없다는 것은 매

우 분명해 보인다. 위액의 분비나 세포의 신진대사 활동에 의지 작용, 결심, 선택과 

같은 것들이 개입되지 않는 것처럼, [믿음이란] 명제 태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의지 작용, 결심, 선택은 개입되지 않는다. (1988b: 263) 

펠드만 역시 믿음의 직접적 제어에 대하여 이와 동일한 견해를 제시한다. 

우리는 우리가 “바로 수행할” 수 있는 행위들에 대하여 기본적인 수의적 제어 능

력을 가진다. 신체 부위를 움직이는 일들이 그 대표적 예에 해당한다. 나는 바로 손

을 들어 올릴 수 있고, 눈을 감을 수 있으며, 무릎을 꿇을 수 있다. 나는 못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귀를 움직일 수도, 혀를 말아 올릴 수도 있다. 믿음을 형성하는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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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들과 같지 않다고 말한 올스톤의 주장은 옳다. 우리는 믿음을 의지에 의해 형

성하지 못한다. 어떤 명제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가질 경우, 전형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을 수 없다. 어떤 명제를 반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가질 경우, 전형

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한다. 증거가 결정적이지 않을 경우, 전형적으로 우

리는 증거가 지지한다고 보이는 것을 믿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이 점에 있어 올스톤

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한다. (2001: 80)  

이들 논의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우리는 우리 믿음들에 대하여 직접적인 제어 

능력을 가지지 않는 것 같다. 즉, 우리가 믿음에 대하여 가지는 제어 정도는 팔을 

들어 올리거나 눈을 깜박이는 일보다는 위액이 분비되거나 세포가 신지 대사 작

용을 하는 것에 더 가깝게 비교될 수 있을 듯하다. 그리고 믿음이 가지는 이러한 

불수의적 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의 하나는 올스톤이 제안한 것과 같이 

수의적 제어가 되지 않는 믿음의 구체적인 경우를 떠올려 보는 일이라고 생각된

다. 물론 이러한 방법은, 직관적으로 설득력은 있다 하더라도, 믿음의 모든 경우

를 다 떠올려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수의적인 경우 또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이

에게 충분히 만족스런 답변이 아닐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자연스럽게 반례들에 

기반한 반론의 제시로 이어지거나, 혹은 믿음이 불수의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믿음의 보편적 속성은 아니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듯하다. 따라서, 이하

에서 필자는 믿음이 불수의적임을 보이되 이를 좀 더 일반적인 방식으로 옹호하

고 이를 통해 결국 불수의성은 믿음이 가지는 보편적인 속성임을 보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믿음이 가지는 고유한 속성의 하나인 참 연관성이 어떠한 속성인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먼저, 믿음은 참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는 듯하다. 일상적인 차원에서 보더

라도 가령,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고 믿는다는 것은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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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이라고 믿는 것이다. 또한, 만일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것이 참이 아니라고 

밝혀진다면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믿음 역시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믿음

이 정확히 어떤 관계를 통해 참과 연관성을 가지든 믿음이 참으로부터 완전히 독

립적인 방식으로 이해될 수 없다는 것, 즉, 믿음이 참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진다

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듯하다. 믿음의 이러한 독특한 특징을 철학자들

은 <믿음은 참을 목표한다(Belief aims at truth)>는 논제를 통해 압축적으로 표

현하곤 하였다.12 물론 이 논제에 대한 – 이하에서는 이 논제를 ‘참-목표 논제’

로 칭하기로 한다 – 철학자들의 해석은 다양하다. 그런데, 수의성에 관한 현재 

논의와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믿음이 필연적으로 불수의적이라는 주장을 가장 

처음 본격적으로 제안한 논증에서 이 참-목표 논제가 핵심 근거의 하나로 사용

되었다는 점이다. 윌리엄스는 믿음이 필연적으로 불수의적임을 논증하기 위해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하는데 그 중 하나가 믿음은 본질적으로 참을 목표한다는 논

제이다.13 윌리엄스에 따르면 참-목표 논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함축

한다.  

(1) 첫째, 참과 거짓은 여러 심리 상태들 가운데 특히 믿음에 귀속된다. 둘째, 

p 를 믿는 것은 p 가 참이라고 믿는 것이다. 셋째, ‘나는 p 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p 가 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12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논제는 ‘믿음은 참을 목표해야 한다’와 같은 규범성 문장으로 

서술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믿음은 참을 목표한다’는 논제는 믿음이 가지는 참 연관적 

속성에 대한 비규범적 서술로서 이해되며, 따라서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이 

논제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 모두 믿음의 참 연관성에 대한 비규범적 서술로서 제시되는 

것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13 Williams(1973: 136-137, 14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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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엄스는 자신의 불수의주의 주장을 위해 이 논제를 다음과 같이 인식론적 맥

락에 적용하여 논증을 제시한다.  

만일 내가 의지적으로 믿음을 형성할 수 있다면, 나는 참 여부와 상관없이 믿음

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가 이처럼 참 여부와 상관없이 믿음을 형

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알 것이다. 그런데 만일 이와 같다면, 의지적으로 형성된 

믿음은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만일 내가 믿음을 그와 같이 형성할 경우, 나는 

결과적으로 그것을 참이라고 간주하는 동시에 내가 그것을 참 여부와 관계없이 형

성하였다는 것 또한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가능하지 않다.14 

그러나 이상의 논증은 이후 특히, 베넷(J. Bennett)에 의해 적어도 필자가 보

기에는 성공적으로 논박된다. 베넷은 위의 논증이 믿음 주체의 인식적 상황에 의

존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믿음을 수의적으로 형성한 주체가 자신의 그와 같은 상

황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는 논리적 가능성을 상정함으로써 제시된 논

증의 결론을 피해간다.15 

필자는 이하에서 <믿음은 참을 목표한다>는 논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

함으로써 윌리엄스가 애초에 하려고 하였던 시도, 즉 믿음의 불수의성을 믿음이 

가지는 참 연관성을 통해 해명하려는 시도를 새로운 방식으로 옹호하고자 한

다.16 그러나 그에 앞서 이 논제에 대하여 제시된 기존의 대안적 해석들을 먼저 

                                                           
14 윌리엄스의 논증을 필자가 요약하였음. 윌리엄스의 좀 더 세밀한 논증을 위해서는 

Williams(1973: 148) 참조. 

15 자세한 논증을 위해 Bennett(1990: 92-94) 참조. 윌리엄스 논증에 대한 또 다른 

반론으로는 Ginet(2001: 71-73) 참조. 

16 그러나 필자는 윌리엄스와 달리 불수의성의 필연성을 옹호하지는 않는다. 이하 논의를 

통해 드러나겠듯이 필자가 주장하는 것은 단지 믿음이 불수의적인 것이 우연적인 

사실이라는 점이며, 그 필연성 여부의 문제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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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도록 한다. 먼저, 벨만(J. D. Velleman)은 믿음이 참과 가지는 연관성에 대

한 자신의 분석을 제시하기에 앞서 두 가지 가능한 대안을 검토한 후 그것들이 

왜 적절한 해석이 될 수 없는지 이유를 제시한다.17 그가 제시하는 첫째 해석은 

다음과 같다. 

(2) p 를 믿는 것은 p 가 참이라고 믿는 것이다. 

벨만에 따르면 이것이 참-목표 논제에 대한 적절한 해석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이

와 동일한 특징이 다른 명제 태도에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가령, p 를 희망하는 

것은 p 가 참이기를 희망하는 것이고, p 를 욕구하는 것은 p 가 참이기를 욕구하

는 것이다. 그가 제시하는 두 번째 해석은 다음과 같다. 

(3) p 를 믿는 것은 p 를 참이라고 간주하는 것이다. 

벨만에 따르면 p 를 참이라고 간주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든 이와 동일한 특징

이 다른 심적 상태에도 여전히 나타난다. 가령, p 를 가정하는 것(supposing, as-

suming)은 p 를 참이라고 간주하는 것이다. 이상의 비판 이후 벨만은 다음과 같

은 자신의 견해를 제안한다. 

(4) p 를 믿는 것은 실제로 p 가 참일 경우에만 p 를 참으로 간주한다는 목표 

하에서 p 를 참이라고 간주하는 것이다.18 

가령, 우리가 p 를 가정할 때는 p 의 실제 진리치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논증

                                                           
17 Velleman(2000) 참조. 

18 Velleman(2000: 251-252), “believing involves regarding a proposition as true with 

the aim of so regarding it only if it really is.” 또는, “the aim of getting the truth-

value of that particular proposition right, by regarding the proposition as true only if 

it really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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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적상’ 필요하기 때문에 p 를 참이라고 간주한다. 벨만에 따르면, 이와 달리, 

p 를 믿는 것은 <p 가 실제로 참일 경우에만 p 를 참이라고 간주한다는 목표> 하

에서 p 를 참이라고 간주하는 것이다. 필자는 믿음의 목표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믿음이 가정과 같은 다른 심적 상태에 대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차이점을 직관적

으로 잘 담아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벨만의 견해 역시 거짓 믿음과 관련

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닌다. 우리는 많은 거짓 믿음들을 가지고 있다. 믿음

이 참을 목표로 한다면 이 거짓 믿음들을 어떻게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특히, 벨만이 제시한 바와 같이 믿음이 단순히 논증상의 목적만이 아니라 <실제

로 참일 경우에만> p 를 참으로 간주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그 많

은 거짓 믿음들을 모두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물론 결과적으로는 거짓

에 이르렀지만 의도 자체는 참을 목표하였기 때문에 거짓 믿음도 ‘믿음’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어떤 의도 하에 형성된

다는 주장은 적어도 모든 믿음에 적용되기 어렵다. 특히, 대부분의 지각적 믿음

은 그렇지 않다. 이에 대해 다시, 믿음 형성 과정 자체가 의도와는 관계없이 참을 

목표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형성된 

대부분의 믿음이 거짓이라면 어떻게 되는가? 가령, 통속의 뇌와 같은 회의적 가

설 속에서 형성된 지각적 믿음들은 모두 거짓이다. 이 경우에 어떤 의미에서 이 

믿음들이 <믿음 내용이 실제로 참일 경우에만> 그것을 참으로 간주한다는 목표 

하에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오직 거짓 믿음만을 산출하는 믿음 형성 과정

에 대해 어떻게 그 과정이 참을 목표한다고 말할 수 있나? 벨만의 견해는 이와 

같은 수많은 거짓 믿음들을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게끔 하는 충분한 이유를 제

공하지 못하는 듯하다.  

한편, 이상의 대안들과 달리 참-목표 논제를 집단적인 방식으로 해석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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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의 제안이 가능하다.  

(5) 믿음은 가능한 한 많은 참인 믿음이 형성되고, 가능한 한 적은 거짓 믿음

이 형성되는 것을 목표한다. 

참-목표 논제에 대한 이러한 집단적 해석은 그러나 여전히 거짓 믿음의 문제에 

노출된다. 첫째, 이 집단적 목표에 기여하지 못하는 개별 거짓 믿음들은 그것들

이 어떻게 참과 연관성을 가지는지 해명되지 않는다. 둘째, 앞서 논의된 회의적 

가설에서와 같이 만일 내가 가진 믿음이 집단적으로 거짓인 경우, 내 믿음 집합

은 참을 목표한다고 보이지 않으며 따라서 어떤 이유에서 이 심적 상태들을 ‘믿

음’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의문이 남는다. 

 

 

1.1.2. 증거 상대적인 참 연관성과 불수의성의 함축 

 

이상에서 제시된 해석들은 믿음이 참과 가지는 긴밀한 관계에 대하여 부분적

으로 해명하여 주는 바가 있는 듯하나 믿음만이 가지는 고유한 특징을 담아내지 

못하거나 특히 거짓 믿음과 관련하여 많은 믿음들을 배제하는 결과를 낫는다. 이

하에서 필자는 믿음이 가지는 참 연관성의 핵심적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한 필자

의 견해를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p 를 믿는다는 것은 앞선 견해들이 제시한 바

와 같이 p 가 참이라고 믿는 것이고, 어떤 목적이나 의미에서건 p 를 참이라고 간

주하는 것이다. 그러나 믿음 내용에 대한 이러한 참 귀속은 어디까지나 믿음 주

체의 관점에서일 뿐이고 실제로 우리의 믿음들은 거짓 믿음을 많은 경우 포함한

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믿음을 평가하는 한 가지 차원이 믿음 내용의 

진리치에 관한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내가 믿고 있는 바 그대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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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하고 있는 바 그대로 참인지 거짓인지 평가한다. 이 평가는 믿음을 결과론적 

관점에서, 즉 내용의 진리치 자체만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결과론적 

관점’에서의 평가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가령, 믿음이 참을 목표한다는 것에 

대한 벨만의 앞선 해석은 믿음에 대한 이런 관점을 주로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믿음에 대한 평가는 이와는 또 다른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것은 믿음이 그러한 내용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평가이다. 믿음이 합리

적인가, 보증되는가 등의 문제를 탐구하는 전통적인 합리성 논의는 믿음에 대한 

이러한 관점에 기초한다. 이 평가는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의 문제에 주로 관

심을 두므로 믿음에 대한 이러한 평가를 ‘역사적 관점’에서의 평가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가령, 다음의 두 추론을 생각해보자. 먼저, <대한민국의 가장 높은 

산은 한라산이다>라는 믿음과 <한라산은 제주도에 위치한다>는 믿음으로부터 

내가 <대한민국의 가장 높은 산은 제주도에 위치한다>는 믿음을 갖는다. 다음으

로, <한국의 모든 우수한 대학은 제주도에 위치한다>는 믿음과 <서울대는 우수

한 대학이다>는 믿음으로부터 내가 <서울대는 제주도에 위치한다>는 믿음을 갖

는다. 이 두 추론의 결론에 해당하는 두 믿음 <대한민국의 가장 높은 산은 제주

도에 위치한다>와 <서울대는 제주도에 위치한다>의 진리치는 각각 참과 거짓이

다. 두 믿음을 순수히 결과론적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두 믿음이 참에 대하여 가

지는 관계는 확연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각각의 믿음을 역사적 관점에

서 바라보면 이와 다른 특징이 발견된다. 주어진 두 믿음은 결과적으로는 그 내

용이 각각 참과 거짓일지라도, 만일 주어진 추론의 전제들이 모두 참이라는 가정

을 한다면 두 믿음 모두 참이 될 것이다. 가령, 두 번째 추론의 경우, 실제로는 결

론이 거짓이지만 추론에 사용된 두 전제가 모두 참이라고 가정할 경우 그 추론 

과정에 의해 산출되는 믿음은 참이 된다. 예컨대, 사용된 두 전제가 모두 참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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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세계를 가정할 경우 이 추론은 첫 번째 추론과 마찬가지로 참인 믿음을 산출한

다. 즉, 두 추론에 의해 산출된 믿음이 결과적으로는 각각 참과 거짓으로 차이를 

드러낼지라도 그 두 믿음은 모두 주어진 전제들이 참이라는 가정 하에서, 다시 

말해, 주어진 증거가 적절하다는 가정 하에서 정확히 참을 산출하는 추론 과정에 

의해 형성된다. 요컨대, 두 믿음은 모두 주어진 증거를 토대로 정확히 참을 산출

하는 과정에 의해 형성되고 있으며, 이들이 결과적으로 거짓에 이르게 될 경우 

그 원인은 그 추론 과정에 있지 않고 단지 애초에 거짓 전제가 추론 과정에 주어

진 데에 있다.19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두 믿음을 산출한 각각의 믿음 형성 과정

은 모두 자신에게 주어진 증거에 상대적으로 참이 어느 방향인지 정확히 가리키

며, 만일 그들이 가리킨 방향이 결과적으로 틀리다면 그 잘못은 그들 형성 과정

에 있지 않고 단지 애초에 잘못된 증거가 그들에게 주어진 데에 있다. 말하자면, 

북쪽 방향을 정확히 가리키는 정상적인 나침반의 주변에 자석을 놓은 결과 그것

이 북쪽이 아닌 다른 방향을 가리킬 경우, 그러한 ‘틀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

은 단지 나침반 외적인 원인 때문이며 나침반에 관한 한 그것은 여전히 북쪽을 

                                                           
19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상의 논의에 따르면 추론적 믿음의 증거를 구성하는 것은 오직 

추론의 전제에 대한 믿음들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들은 증거의 부분만을 이룬다. 

이에 더하여 추론적 믿음의 증거를 구성하는 또 다른 요소는 논증의 전제와 결론 사이의 

논리적 관계에 대한 파악이다. 구체적으로, 앞선 사례에서와 같이 p, q 두 전제로부터 

결론 r 에 대한 믿음을 형성할 경우, 믿음 r 의 증거에는 p 와 q 각각에 대한 두 믿음 외에 

p&q→r 에 대한 직관 또는 믿음 또한 포함된다. 이를 일반화하면, 전제 a1, a2,.., 

an 으로부터 결론 c 를 추론에 의해 믿을 경우, 믿음 c 의 증거에는 전제 a1, a2,.., an 각각에 

대한 믿음 외에 a1& a2&..&an→c 에 대한 직관 또는 믿음 또한 포함된다. 여기서 후자의 

증거를 ‘a1& a2&..&an→c 에 대한 직관 또는 믿음’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a1& 

a2&..&an→c 이 성립한다는 것을 (특히 이것이 비교적 단순한 논리적 관계일 경우) 직접 

깨달을 (즉, 직관할, 파악할) 수도 있으나, 어떤 경우에는 그와 다른 경로를 통해 (가령, 

어떤 전문가의 가르침을 듣고 단순히 암기한 경우) 믿게 되는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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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가리키는 정상적인 나침반인 것과 같다. 따라서, 이러한 이해에 따를 경

우, 위에 제시된 두 추론적 믿음은 그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참과 거짓이란 진리치

를 가짐으로써 서로 간에 명확한 차이를 드러낼지라도 그들은 모두 정확하게 참

을 목표하는 형성 과정에 의해 산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역사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두 믿음은 모두 증거 상대적으로 참을 목표하고 있다. 

또 다른 예를 생각해보자. 앞서 언급된 바 있는 회의적 가설(가령, 통속의 뇌)

에 따라 내가 가령, 라일락에 대한 지각적 경험을 토대로 내 앞에 라일락 한 그루

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가정하자. 물론 이 믿음 내용은 거짓이다. 그

러나 내 믿음 형성 과정은 이 경우에도 역시 증거 상대적으로 참을 목표한다. 내

가 라일락 한 그루가 있다고 믿게 된 것은 내게 그와 같은 증거, 즉 지각적 경험

이 주어지고, 이 증거에 토대하여 믿음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즉, 라일락이 실

제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는 거짓 믿음을 가지게 된 원인은 애초에 ‘잘못된’ 

증거, 즉 적절하지 않은 증거가 내게 주어진 데 있으며, 나는 단지 주어진 증거에 

충실하게, 말하자면 증거가 전달하는 그대로 정확히 믿음을 형성했을 뿐이다. 이 

때 만일 이 주어진 증거가 적절한 증거였더라면, 가령, 이 지각적 경험이 실제 라

일락으로부터 야기된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동일한 경험으로부터 참인 믿음

이 형성될 것이다. 즉, 실제 상황과 가정적 상황 둘 모두에서, 지각적 믿음은 주

어진 증거로부터 동일한 과정에 의해 형성이 되며, 이 과정은 주어진 증거를 토

대로 해서 그 증거가 전달하는 바 그대로 정확하게 믿음을 산출한다. 만일 산출

된 믿음의 진리치가 서로 달라진다면 그것은 믿음 형성 과정에 주어진 증거가 한 

경우에서는 실재를 적절히 반영하나 다른 경우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즉, 

그 원인은 애초에 주어진 증거가 그 적절성 여부에서 차이나기 때문이지, 일단 

주어진 증거로부터 믿음이 형성되는 과정이 경우에 따라 참을 목표하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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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기도 하기 때문이 아니다. 요컨대, 역사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지각적 

믿음 역시 증거 상대적으로 참을 목표한다고 할 수 있다.20 

결국, 이상의 논의는 믿음은 참을 목표한다는 논제가 단순히 믿음 내용에 관

한 결과론적 사실을 나타내지 않음을 잘 보여준다. 이 논제는 오히려 믿음이 형

성되는 심리적 과정이 지니고 있는 인식적 특징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믿음은 – 

추론적 믿음이든 비추론적 믿음이든 – 증거 상대적으로 참되게 형성된다는 것

을, 즉, 주어진 증거의 관점에서 참인 내용이 산출되도록 인과적으로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리하면, 참-목표 논제는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6) S가 p를 믿는다면,  S는 다음과 같은 증거 E를 갖는다. 

i) 증거 E가 적절한 가능세계에서 p는 참이다. 즉, E에 상대적으로 p는 참

이다.21 

ii) 믿음p는 증거 E에 토대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현재까지의 논의를 통해 드러났겠지만, 본 논의에서 ‘증

                                                           
20 한편, 지각적 믿음처럼 비추론적으로 형성되지만 증거가 명제적인 내용을 갖는 경우가 

존재한다. 비교적 단순한 형태의 논리적, 수학적, 분석적 진술들에 대한 믿음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가령, ‘~(p&~p)’, ‘2+3=5’, ‘총각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이다’와 

같은 진술들에 대한 믿음은 각 진술을 이루는 요소들 간의 논리적, 수학적 관계에 대한 

깨달음(직관, 파악)에 의해 야기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이런 진술을 구성하는 

논리적, 수학적 관계에 대한 깨달음을 ‘직관’이라고 부른다면, 이러한 진술들의 경우 

믿음p의 증거는 직관p이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믿음p와 직관p는 내용은 동일하지만 

서로 다른 심적 사건 혹은 상태라는 점이다. 전자는 일반적으로 지속성을 갖는 성향인 

반면, 후자는 보통 한 번 경험되고 사라지는 일회적 사건이다. 

21 증거 E가 적절하다는 것은, E가 명제적일 때는 E가 참이라는 것을, 지각적 경험처럼 

비명제적일 때는 정확하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증거가 정확하다는 것은 세계가 

증거의 내용이 표상하고 있는 바와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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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서의 증거가 아닌, 믿음 주체의 심적 상태로서

의 증거를 의미한다. 증거 개념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철학 외의 영역에서 일반

적으로 가정되는 증거 개념과는 사뭇 다를 수 있다. 가령, 과학자나 역사학자, 변

호사나 언론인, 혹은 대부분의 일반인들에 이르기까지 증거라고 하는 것은 아마

도 모종의 실험 결과나 새로 발견된 역사적 자료, 혹은 총에 남겨진 지문 등과 같

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실들을 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철학적 논의 안

에서 증거 개념은 이와 달리, 예를 들어, 감각 자료(러셀), 감각 수용기의 자극(콰

인), 알려진 명제(윌리엄슨), 주관적 심적 상태(증거주의) 등과 같이 상당히 다른 

개념으로, 그리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되고 논의되어 왔다.22 물론 이상에서 

드러나는 개념적 차이는 어느 누가 맞고 어느 누가 틀리다는 식으로 이해되기보

다는 아마도 각각의 개념을 통해 포착하려는 현상이나 사태 자체가 서로 간에 조

금씩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 비록 핵심적인 요소는 공유하더라도 – 이해될 수

도 있을 듯하다. 이런 맥락에서 본 논의가 따르는 증거 개념은 특히 증거주의에 

의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옹호되고 있는 심적 상태로서의 증거 개념이다. 대표

적인 증거주의자인 코니와 펠드만에 따르면, 믿음의 정당성 논의를 위해 필요한 

증거 개념은 그들이 ‘과학적 증거(scientific evidence)’라 부르는 것과 구별되는 

‘정당화하는(justifying) 증거’로서의 개념이다 (Conee & Feldman 2008). 먼저, 

과학적 증거란 객관적인 성격을 갖는 증거로서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P 가 참

이라는 것을 E 가 신뢰할 만하게(reliably) 지시하고 E 가 공적으로 이용 가능하

다면 E 는 P 의 과학적 증거이다”. 반면 이와 달리 정당화하는 증거란,  

[…] 어떤 한 사람의 증거는 그의 심적 상태로 제한된다. 증거는 이런 의미에서 

                                                           
22 Kelly(2014), Stanford Encylcopedia of Philosophy, ‘evidence’ 항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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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와 거의 동일시된다. 누군가 믿음을 형성할 때 그러한 믿음 형성의 이유가 되

는 것, 그것이 그가 지니는 증거이다. 이 이유들에는 현재의 경험적 상태들, 예를 

들어, 지각적 상태, 내성, 현전하는 기억들이 포함되며, 선험적 추론의 결과 주어지

는 경험적 상태 또한 증거가 될 수 있다. (Conee & Feldman 2005: 96) 

또 다른 곳에서, 

 정당화하는 증거는 그 자체로 믿음의 이유이며, 믿음에 대한 정당화 근거로서 

원리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이다. (Conee & Feldman 2008: 85) 

즉, 증거주의에 따르면 증거란 개인이 믿음을 형성할 때 그 믿음의 이유가 되

고 있는, 따라서 믿음 주체가 믿음의 이유로서 원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개인

의 주관적 심적 상태로 이해된다. 따라서 이에 따를 경우 ‘증거’라는 개념은 ‘증

거를 가짐’이란 개념과 구분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당신이 <창 밖에 단풍나무

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자. 이 경우 이 믿음에 대한 증거로서 당

신은 가령, <나뭇 잎사귀가 특정 생김새를 띠고 있다>는 또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그 나무가 당신에게 보이는 모습, 즉 그 나무에 대한 특정

한 지각이 당신의 증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뭇 잎사귀가 특정 생김새를 띠

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당신의 증거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증거주의에 따를 경

우 앞선 두 증거는 당신의 심적 상태 – 즉, 믿음과 지각 경험 – 로서 당신의 믿

음이 집접 기댈 수 있는 것들이지만, 사실 자체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Feld-

man 2005: 273). 객관적으로 좋은 증거이든 아니든 믿음이 형성될 때 그 믿음의 

직접적인 이유가 될 수 있는 것, 따라서 주관적인 심적 상태로 이해되는 이상과 

같은 증거 개념은 물론, 언급한 바와 같이, 그것이 유일한 혹은 가장 적합한 증거 

개념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만 현재의 논의 맥락에서 필자가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필자의 논의가 이러한 증거주의적 증거 개념을 따르고 있다는 것,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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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특히 믿음의 이유에 관한 논의와 곧 다루어질 믿음의 수의성 여부에 관한 

논의에 유관한 개념이라는 점이다.23 

다음으로, 제시된 정식화에서 필자가 ‘토대관계’로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간단

히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먼저, 토대관계는 일반적으로 믿음이 인식적으

로 정당화되기 위해 만족시켜야 하는 조건의 하나로 간주되며, 따라서 토대 관계

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나 그에 대한 분석은 특히 인식적 정당성 이론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맥락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24 현재의 논의를 위해서는 그러나 그에 

관한 상세한 논의보다 믿음의 속성에 관한 이상의 분석에서 필자가 ‘토대관계’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이고, 그와 더불어 토대관계가 일반적으로 이 

외에 또한 어떤 의미로 분석되는지 간략히 소개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듯하다. 우

선, 토대관계는 믿음과 증거 사이에 수립되는 관계의 하나로서, 아주 간단히 말

                                                           
23 본 논문에서 필자가 증거주의적인 증거 개념을 채택하고 있기는 하나, 그러한 증거와 

믿음 사이의 관계에 관해서는 본 논문에서 제시되는 필자의 견해와 (코니와 펠드만의) 

증거주의의 견해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필자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믿음은 

증거가 주어지는 한 그로부터 인과적으로 형성되는 속성을 가지며 이것이 믿음이 

가지는 불수의성의 주요한 특징을 이룬다. 그러나 증거주의는 비록 믿음의 불수의성을 

받아들이고는 있으나 증거와 믿음 사이의 관계에 관해 이와 다른 견해를 채택하고 있는 

듯 보인다. 단적인 예로, 증거주의에 따르면 증거를 ‘가지는(has)’ 것과 증거를 

‘사용하는(use)’ 것은 명확히 구분되는 사태로서, 증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용되지 않을 수 있고, 따라서 믿음은 가지고 있는 증거가 아닌 다른 원인 혹은 

이유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증거주의의 두 인식적 평가 개념, 즉 정당성(justification) 

개념과 잘-정초됨(well-foundedness) 개념의 구분은 바로 이러한 차이 즉, 증거를 

가지는 것과 증거를 사용하는 것 사이의 차이에 바탕을 두고 있다. Conee & Feld-

man(1985: 24), Feldman(2001: 80-86) 참조. 

24 좀 더 정확하게는, 토대관계를 포함하는 인식적 정당성은 일반적인 구분에 따르면 

‘명제적 정당성(propositional justification)’과 구분되는 ‘믿음적 정당성(doxastic justi-

ficatio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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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믿음p가 증거E에 토대한다는 것은 믿음p가 증거E ‘때문에’ 형성, 유지, 폐

기된다는 것을 뜻한다. 물론 이 ‘때문에’의 관계에 대한 적절한 분석이 제시되기

까지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리 분명해 보이지 않으며, 따라서 이론적으로 이것

이 하나의 논쟁적인 사안이 된다.  

우선, 지배적인 견해에 따르면, 이 ‘때문에’의 관계, 즉 토대관계는 인과적인 

관계로 해석된다. 이에 따르면, 믿음p가 증거E에 토대한다는 것은 증거E가, 충분

한 원인이든 기여하는 여러 원인의 하나이든, 믿음p의 형성, 유지, 폐기의 원인

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창 밖에 비가 내린다는 믿음이 창 밖의 땅이 젖

어 있다는 믿음에 토대할 경우, 이는 전자의 믿음이 후자의 믿음에 의해 인과적

으로 야기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마찬가지로, 전자의 믿음이 가령 비가 내리는 

모습에 대한 지각적 경험에 토대한다고 할 경우 이 역시 주어진 경험이 원인이 

되어 해당 믿음이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할 것

은 믿음과 증거 사이의 관계가 이처럼 인과적인 관계로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이

는 가령, 신체적 자극과 그 결과 발생하는 통증 사이의 인과 관계나 혹은 충돌하

는 당구공 사이에 성립하는 인과 관계 등과는 중요한 면에서 차이를 지닌다. 토

대관계의 경우 원인의 자리에 오는 증거는 신체적 자극이나 당구공의 충돌 등과

는 달리 내용을 갖는 심적 상태 혹은 사건이다. 다시 말해, 증거는 그것이 믿음이

든 지각적 경험이든 혹은 그 외의 다른 무엇이든 개념적 혹은 비개념적 내용을 

갖는다. 그리고 이 내용은 믿음을 참이라고 생각할 이유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외적 자극에 의해 신체적 통증을 느낄 경우 외적 자극은 내가 왜 통증을 느끼는

지에 대한 인과적인 설명만 제공하는 반면, 믿음이 증거에 토대하는 경우 증거는 

믿음 형성에 관한 인과적 설명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형성된 믿음 내용을 

참이라고 생각할 이유 또한 제공한다. 가령, 누군가 내가 가진 특정 믿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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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을 요구한다면 나는 이 믿음이 토대하고 있는 증거를 통해 그에게 인과적 설

명, 즉 이 믿음이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믿음

을 왜 참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 또한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토대가 

되는 증거는 믿음의 원인이면서 또한 믿음의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인과적 해석과 다른 몇몇 견해가 토대관계에 대한 대안적 해석으로 제

시되기도 한다. 그 중 하나는 토대관계를 믿음과 증거 사이의 지지 관계에 대한 

이차적 믿음을 통해 이해하려는 견해이다. 이에 따르면 믿음p가 증거E에 토대하

는 것, 즉 믿음p가 실제로 증거E 때문에 형성되거나 유지, 폐기되는 것은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증거E가 믿음p를 지지한다는 상위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지지 관계에 관한 상위의 믿음이 믿음p가 실제로 증거E에 토대하도록 

인도한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 제기되는 일반적인 반론은 모든 믿

음 형성 과정에 상위 믿음이 동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상위 믿음 없이 

형성된 믿음의 경우 토대관계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편, 또 다른 견해

는 믿음에 대한 반론이 제시될 때 그것의 증거를 언급함으로써 믿음을 옹호하려

는 성향으로 토대관계를 해석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믿음p가 증거E에 토대한

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다시 말해 실제로 증거E 때문에 믿음p를 획득하였다

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믿음p에 대한 반론이 제시될 때 증거E를 제시함으로써 

믿음p를 옹호하려는 성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향적 해석 역시 토대관

계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는 측면이 있으나, 이 해석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의 하나는 믿음이 실제로 토대하고 있는 증거와 그 믿음을 옹호하기 위해 

제시되는 증거가 반드시 일치한다는 것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이다.25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논의 맥락에서 필자가 진행하고자 하는 것은 토

                                                           
25 Alston(1988a: 265-266, 2005: 84-8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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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계에 관한 정확하고 최종적인 해석을 제시하는 일이 아니다. 그보다는 오히

려 그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을 소개하고 위에 제시된 참-목표 논제에 대한 필자

의 분석이 그 가운데 어떤 해석을 따르는가 보이는 일이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논의를 기초할 때 필자의 분석에서 토대관계는 이상에서 제시된 견해들 가운데 

인과적인 관계로 이해되는 토대관계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본 논의로 돌아와서, 필자에 의해 제시된 참-목표 논제에 대한 분석

은 믿음이 가지는 인식적 속성, 즉 그것이 참에 대하여 가지는 고유한 관계가 무

엇인지 이해할 수 있게 하여준다. 이에 따르면, 믿음은 다른 심적 태도와 달리 증

거에 의해 인과적으로 야기되는 심적 상태이며, 특히 그 증거를 기준으로 참인 

내용을 산출하는 과정에 의해 형성된다. 그리고 믿음의 인식적 속성에 대한 이러

한 이해는 앞서 논의된 문제, 즉 집단적으로 거짓 믿음이 형성될 경우 그것들이 

왜 믿음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의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하여 준다. 왜냐하면 

가령, 집단적 기만에 의해 거짓 믿음들이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토대하고 

있는 증거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각각의 믿음은 모두 정확히 참을 목표하기 때문

이다. 뿐만 아니라, 이상에서 제시된 해석은 ‘p 를 믿는 것은 p 가 참이라고 믿는 

것이다’, ‘p 를 믿는 것은 p 를 참이라고 간주하는 것이다’와 같은 앞서 언급된 진

술들이 왜 믿음의 주요한 특징을 기술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되는지 또한 이해

할 수 있게 하여준다. 왜냐하면 p 가 참이든 거짓이든 p 를 믿고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토대하고 있는 자신이 가진 증거의 기준에서 p 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따

라서 그에게 p 는 참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p 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한 그

는 ‘p 를 참이라고 믿고’, ‘p 를 참이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 

믿음이 가지는 참 연관성에 대한 이상의 해석은 그런데 믿음의 수의성 여부에 

관한 논의와 관련하여 중요한 함축을 가진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수의주의/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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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주의 논쟁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수의성’ 개념에 따르면 믿음이 수의적이기 

위해서는 믿음을 단지 의지만에 의해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아무런 

증거, 즉 인식적 이유 없이 단지 실천적 이유만에 의해 의지적으로 믿음을 형성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야 한다. 가령, 지구가 달 주위를 공전한다는 믿음

을 내가 수의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은 그를 지지하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예컨대 내가 이 믿음을 획득할 경우 당첨된 로또 복권을 한 장 얻을 수 

있다면 이를 위해 믿으려는 의지를 발휘할 수 있고 그 결과 실제로 믿음을 획득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상의 논의에 따르면 믿음이 가지는 참 연

관성은 믿음과 증거 사이의 인관적 관계를 통해 해명된다. 즉, 믿음은 증거에 의

해 – 그 증거가 좋은 증거이든 나쁜 증거이든 아무튼 증거에 의해 – 인과적으

로 형성되는 속성을 갖는다. 다시 말해 증거 없이 믿음이 형성되는 일은 현실 세

계에서 일어나지 않다. 따라서 현실 세계에서 증거 없이 오직 의지만에 의해 믿

음이 형성될 수 있다는 수의주의의 주장은 거짓임을 알 수 있다. 정리하면, 참-

목표 논제에 대한 이상의 논의는 믿음은 불수의적 속성을 가지되 그 속성은 특히 

믿음이 가지는 핵심적 특징인 참 연관성에 의해 함축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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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믿음의 불수의성에 대한 반론과 답변 

 

1.2.1. 자기기만적 믿음의 사례 

 

경험적 사례들에 기초하여 제기될 수 있는 반론들을 검토하기에 앞서 우선, 

단순히 상상 가능하다는 점에 의존해 제기될 수 있는 반론에 대해 간단히 답변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가령,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의 의미에 기초

해 상상해본다면 지지해 주는 증거 없이도 믿음이 직접 형성되거나 폐기되는 상

황을 상상하는 것이 직관적으로 문제 없어 보인다. 단적으로, 신과 같은 어떤 존

재자가 있어 그가 믿음이라는 심적 상태를 증거의 매개 없이 직접 만들어 내는 

것과 같은 경우를 상상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실제로 인식론을 다루는 

많은 문헌들에서 특별한 종류의 알약, 수술, 심리적 기제 등이 동원되는 공상과

학적 시나리오와 함께 표현 ‘믿음’이 이와 같은 식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물론 그런 단순한 상상 가능성만으로 믿음을 그렇게 제어하는 것

이 실제로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설령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렇게 형성되는 믿음을 현재 논의되고 있는 믿음 – 현실 세계에서 우리의 인지적 

상태를 실제로 구성하는 심적 성향으로서의 믿음 – 과 동일한 종류의 믿음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인지 등의 물음은 여전히 유효하게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러나 필자는 본 논의에서 그러한 물음에 개입하지 않는다. 본 논의를 통해 필자

가 수행하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실제로 지니고 있고 따라서 우리의 인식

적 삶을 실제로 구성하고 있는 심적 성향으로서의 믿음이 이 현실 세계 안에서 

정말 수의적일 수 있는지 탐구하는 일이다. 그리고 앞선 논의는 그러한 믿음이 

적어도 이 현실 세계 안에서 수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특히 믿음이 지니는 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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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 속성에 기초하여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 맥락에서 믿음의 불수

의성에 대한 의미 있는 반론은 단순한 상상 가능성에 의존한 형태보다는 오히려 

현실 세계의 경험적 사례들에 근거한 형태를 통해 적절히 제기될 수 있으리라 생

각된다. 그리고 그러한 반론으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일상적

으로 드물지 않게 나타난다고 생각되는 희망적 사고와 같은 자기기만의 사례들

이 아닐까 생각된다. 다음의 실험은 그러한 사례의 하나에 해당한다. 

75명의 여자 학부생으로 구성된 그룹과 86명의 남자 학부생으로 구성된 그룹 각

각의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논문을 읽힌다: “카페인은 여성의 가슴에 

cAMP 라 불리는 물질의 농축을 촉진시킴으로써 향후 유방암으로 발달할 수 있는 

유선증(유방에 양성의 낭포가 생기는 증상)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여

성들은 어떤 형태의 카페인 섭취도 자제할 것이 강력히 권고된다.” 이 글을 읽은 

이후 학생들 각각은 카페인과 cAMP, 카페인과 유선증 사이의 인과적 연관성에 대

한 이 논문의 내용이 얼마나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설문지에 6단계 척도

로 답변한다. 그 답변에 따르면, 여자 학부생 그룹의 경우, 카페인 과다 섭취 학생

들은 이 글의 설득력에 대해 소량 섭취 학생들이 평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낮게 평

가하였다. 반면, 남자 학부생 그룹의 학생들은 카페인을 과다 섭취하는 여자 학부

생들보다 글의 설득력에 대해 전반적으로 상당히 높은 평가 점수를 부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남자 학부생 그룹의 경우에는 카페인 과다 섭취 학생과 소량 섭취 학

생들 사이의 평가 점수 차가 여자 학부생 그룹의 경우보다 훨씬 적었으며, 흥미로

운 것은, 남자 학부생 그룹의 경우, 글의 설득력에 대해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한 학

생들은 과다 섭취 학생들이었다.26 

이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이 모두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읽었음에도 그것의 설

                                                           
26 Kunda(1987: 642-644) 참조. Mele(2001: 11-12)로부터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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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력에 대한 평가에서 카페인 과다 섭취 여학생들의 답변이 특별히 다르게 나타

나는 이유는 아마도 그 여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실천적 이유를 통해 잘 설명되는 

듯하다. 즉, 다른 학생들은 문제의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적어도 어느 정도는 

믿었으나 카페인 과다 섭취 여학생들이 그런 정도의 믿음을 가지지 못한 이유는 

그녀들이 그것이 참이 아니기를 원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이와 같은 

실험이 아니어도 우리들은 일상 생활 속에서 실천적 이유에 이끌려 믿음을 가지

게 되는 일들을 종종 가지는 것 같다. 가령, 다음의 경우를 보자. 

나는 30분 후에 대중 강연을 가질 예정이다. 몇 번의 경험이 있긴 하지만 나는 내 

안의 불안과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버리기가 어렵다. 그래서 나는 ‘나는 강연을 성

공적으로 잘 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스스로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자기 암시를 시

도한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이 말을 건네기도 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기합을 넣으며 ‘할 수 있다’를 외치기도 한다.  

일상적으로 우리는 이와 유사한 경험을 직접 하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듣기도 

한다. 그리고 때때로 성공할 때도 분명 있는 듯하다. 사실, 수많은 자기계발서에

서는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것을 권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그리고 타인

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긍정적인 사고를 할 것을 주문한다. 그리고 

이 모든 주문은 일종의 신념 혹은 믿음을 가지는 것에 관한 내용을 다들 어느 정

도 포함하며, 특히 그러한 믿음을 실천적 이유에 의해 가질 것을 권한다. 뿐만 아

니라 우리 주변에는 그와 같은 성격의 권고를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이 결코 적은 

듯 보이지 않으며, 그 사례들이 많은 만큼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이들도 적을 듯

하지 않다. 실제로, 많은 인식론자들은 이와 같은 희망적 사고에 대하여, 그것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그것을 인식적으로 정당화되지 않은 믿음의 전형적 사례

로 언급하곤 한다. 만일 이상의 논의가 말하는 바처럼 우리의 많은 믿음들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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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희망, 바람 등과 같은 실천적 이유만에 의해 형성 혹은 폐기된다면 이는 분

명히 필자의 주장이 틀리다는 것을 함축한다. 그러나 필자는 이상에서 제시된 바

와 같은 경험적 사례들이 더 정확히 분석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하에서 이와 같은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분석, 연구되고 있는 자기기만(self-

deception) 현상에 관한 논의를 잠시 소개하도록 한다.  

자기기만이란 해당 표현이 가리키는 바와 같이 일종의 속임 행위로 이해된다. 

따라서 자기기만은 전통적으로, 개인들 간에 나타나는 속임과 마찬가지로, 스스

로를 속이는 의도적인 행위로 분석된다. 그러나, 개인간의 속임 모형을 기본으로 

두고 수행되는 분석은 소위 정적 퍼즐과 동적 퍼즐이라 불리는 문제를 야기하여 

자기기만 현상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제기된다.27 그리고 그 결과, 

비의도적 동기에 의해 편향적으로 수행되는 행위로 자기기만을 분석하는 견해가 

                                                           
27 개인간의 속임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의 충족을 전제한다. 

1. A가 B로 하여금 p를 믿도록 속인다는 것은 A는 ~p를 알거나 참되게 믿으면서 또는 

p를 믿지 않으면서 B로 하여금 p를 믿게 만든다는 것을 함축한다. 

2. 속인다는 것은 의도적 행위이다. 비의도적인 속임이란 개념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간 속임의 모형을 자기기만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퍼즐이 

발생한다. 첫째, 위의 첫 번째 조건의 ‘B’에 해당하는 곳에 자기 자신인 ‘A’를 넣어 

해석하면 다음의 결론이 도출된다: 자기기만 현상이 일어날 경우 결과적으로 A는 ~p를 

믿으면서 동시에 p를 믿게 되거나, 또는 p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p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 즉, 자기기만은 인지적으로 자기모순적인, 다시 말해, 

실현되기 어려워 보이는 상태를 함축한다. 이를 자기기만 현상에 관한 ‘정적 퍼즐’이라 

부른다. 둘째, A가 B를 속이는 개인간 속임에서 만일 B를 속이려는 A의 의도가 B에게 

알려진다면 속임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자기기만의 경우에는 속이는 자와 

속는 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속이려는 의도가 알려지지 않을 수가 없다. 이는 의도적 

행위로서의 자기기만이 심리적으로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을 던지며, 이를 

자기기만에 관한 ‘동적 퍼즐’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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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적 이론으로 제시된다.28 현재 논의 맥락에서 필자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각각의 이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식화되고 서로 어떤 차이점을 지니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서로간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특

징적 요소의 측면이다. 예를 들어, 비의도적 분석 모형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킨 

멜레(A. Mele)에 따르면, 자기기만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매개로 수

행된다: 부정적 오독(negative misinterpretation), 긍정적 오독(positive misin-

terpretation), 선택적 집중(selective focusing/attending), 선택적 증거 수집

(selective evidence-gathering). 부정적 오독이란 p 가 참이길 원할 경우 p 에 부

정적인 증거가 나타나면 그것을 부정적 증거가 아니라고 오독하는 심리적 과정

이다. 긍정적 오독이란 p 가 참이길 원할 경우 p 에 부정적인 증거가 나타나면 그

것을 오히려 p 에 긍정적인 증거라고 오독하는 심리적 과정이다. 선택적 집중이

란 p 가 참이길 원할 경우 p 에 부정적인 증거에는 주목하지 않거나 p 에 긍정적

인 증거에 집중하는 심리적 과정이다. 선택적 증거수집이란 p 가 참이길 원할 경

우 p 에 부정적인 증거는 외면하고 p 에 긍정적인 증거만 수집하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보자. 수민이는 같은 수업을 듣는 ‘혜령’이라는 학생을 깊이 짝사랑

한다. 따라서 그는 그녀 또한 그를 사랑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어느 날 그는 

혜령이에게 영화를 함께 보자고 요청하였으나 그녀로부터 자신은 남자 친구가 

있어 안 된다는 답변을 듣는다. 이 경우 그녀의 거절은 <혜령이는 수민이를 사랑

한다>에 대한 부정적 증거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참이기를 간절히 원

하는 수민이는 자신의 기억 속에서 그녀의 거절을 재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다른 증거들에 선택적으로 집중한다. 가령, <그녀가 남자 친구와 함께 있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녀의 평소 대화 내용상 보려는 영화의 장르는 그녀 취향이 아

                                                           
28 Mele(2001), 특히 1장-3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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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며칠 후 그녀가 수업 발제를 할 순서이다>. 이 선택된 기억 속의 증거들

을 토대로 수민이는 그녀의 거절을 수업 발제 때문에 단지 남자 친구를 핑계로 

거절하였을 뿐이라고 해석한다. 즉, 다른 이라면 부정적 증거로 여겨졌을 것이 

그의 실천적 이유로 이해 부정적 오독 과정을 거쳐 재해석된다. 만일 수민이가 <

여자들은 자신이 특히 좋아하는 남자를 대할 때, 자신이 가벼워 보일까봐 몇 번

의 데이트를 거절한다>와 같은 말을 친구에게 들은 적이 있고 이것이 기억 속에

서 선택되었다면, 동일한 거절이 긍정적 오독 과정을 거쳐 오히려 긍정적인 답변

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상의 설명은 실천적 이유에 의해 자기기만적 믿음이 형성, 유지되거나 폐기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언제나 증거, 즉 인식적 이유를 매개로 이루어짐을 보여

준다. 이는 의도적 행위 모형에 따른 자기기만 분석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예

를 들어, 데이빗슨(D. Davidson)에 따르면 자기기만이 수행되는 과정은 다음을 

포함한다:  “A 는 자신이 가진 증거에 토대하여 p 가 그 부정보다 참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믿는다. p 라는 생각, 혹은 합리적으로 p 를 믿어야 한다는 생각은 자

신이 p 의 부정을 믿게끔 야기되도록 행위할 동기를 부여한다. 이 행위는 p 에 우

호적인 증거를 의도적으로 외면한 채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또는 p 에 

반대되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찾아나서는 행위를 포함할 것이다. 자기기만이 성

립하기 위해서는 이 행위들의 동기가 p 가 참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되고, 이 행위

들이 p 의 부정에 대한 믿음을 형성하려는 의도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1985: 

208). 이 분석에 따르면, ~p 에 대한 자기기만적 믿음은 단순히 의지만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편향적으로 회피하거나 수집하는 의도적 행위에 

매개되어 형성된다. 가령, 설문조사에 관한 앞선 사례를 이러한 모형에 따라 분

석하면, 카페인 과다 섭취 여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러한 믿음을 갖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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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도에 의해 단순히 획득되기보다는 유관한 증거들에 의도적으로 집중하거나 

회피하는 등의 행위를 매개로, 그러한 행위 결과 주어진 증거에 의해 결국 형성

되는 것으로 설명된다.29 즉, 의도적 행위 모형을 따르는 경우에도 자기기만적 믿

음은 최종적으로는 증거를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요컨대 자기기만적 

믿음은 어떠한 설명 모형에 의해 분석이 되든 결국에는 증거에 의해 형성 혹은 

유지되는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논의는 결국 실천적 이

유에 의해 자기기만적 믿음이 형성되는 여러 경험적 사례들이 실제로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믿음이 오직 의지만을 사용하여 획득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

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30 

 

 

1.2.2. 믿음에 대한 결심의 사례 

 

그러나, 이상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천적 이유만에 의해 <믿기로 결

심하는> 경우들이 경험적으로 발견된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다음은 지넷이 제시

한 사례이다. 

수(Sue)는 남편 샘(Sam)에게 그가 퇴근할 때 그의 사무실에 있는 책을 한권 가져

다 달라고 부탁하였다. 오후쯤 그녀는 샘이 자신의 이러한 부탁을 종종 잊어버린

다는 것을 기억하고는 그가 오늘 부탁한 것을 기억하고 있을지 염려한다. 그러나, 

                                                           
29 데이빗슨은 의도적 행위 모형에 대해 제기되는 앞서 논의된 역설들을 피해가기 위해 

자기기만을 수행하는 자아와 자기기만을 당하는 자아 사이에 심적 구획이 나타난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Davidson(1982, 1985) 참조. 

30 아우디는 증거에 대한 조작, 제어를 종류별로 세분하여 각각에 따라 제어 가능성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흥미로운 견해를 제안한다. Audi(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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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연락을 취하는 게 귀찮기도 하고 또 그의 업무를 방해하고 싶지도 않아서, 염

려를 그만두고 그가 오늘 책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기로 한다.31 

이와 같은 사례는 사실 일상적으로 종종 발견되는 일이다. 가령, 나의 가장 친

한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할 때 그의 경제 형편상 제 때에 갚지 못할 듯 보

이지만 일단 친구와의 우정을 생각해서 믿기로 하고 돈을 빌려준다. 또는, 팀 발

제에서 같은 팀원이 내일까지 맡은 분량을 해올지 의심스럽지만 일단 믿기로 한

다. 이상에서 제시된 사례들은 모두 믿을만한 인식적 이유가 충분치 않음에도 불

구하고 실천적 이유만에 의해 믿기로 결심하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믿음을 형성

하게 된 경우들로 보이며, 또한 이러한 사례들은 일상적으로 드물지 않게 발견되

는 듯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례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필자가 주장

한 바가 틀리다는 것이 드러난다. 즉, 우리는 인식적 이유 없이 실천적 이유만에 

의해 믿음을 형성, 유지, 혹은 폐기할 수 있다. 

주어진 반론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두 가지 서로 다른 심적 태도를 

먼저 구별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심적 상태로서의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심적 

행위로서의 수용(acceptance)이다. 이 두 심적 태도의 구분은 특히, 코헨(J. Co-

hen), 올스톤, 그리고 브라트만(M. Bratman)에 의해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 있으

며, 따라서 이하에서는 우선, 이들에 의해 두 심적 태도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살

펴보도록 한다. 먼저, 코헨에 따르면, “p 에 대한 믿음이란, 아주 간단히 말해, 명

제 p 에 의해 제기되거나 지시되는 문제 또는 대상에 주의할 때, 그에 따라 행위

하거나 말하거나 추론할 뜻이 있는지와 상관 없이, 명제 p 가 참이라거나 명제 

~p 가 거짓이라고 보통 느끼게 되는 성향이다” (1992: 4). 올스톤은 믿음을 두 

가지 성질을 통해 특징짓는다. 첫째로는, 그 또한 코헨과 마찬가지로 믿음이 가

                                                           
31 Ginet(2001: 64). 사례를 간략하게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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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여러 가지 성향을 제시하는데, 특히 그에 따르면, 믿음은 다음과 같은 핵심

적인 성향을 갖는다: “만일 S 가 p 를 믿고 있다면, 정말 p 가 맞는지 고려해볼 경

우 S 는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진 채 정말 p 가 맞다고 느끼는 경향을 가질 것이

다.” 두 번째로 그가 제시하는 믿음의 주요한 특징은 그것이 직접적인 수의적 제

어 하에 있지 않다는 점이다 (1996: 4-8). 한편, 브라트만에 따르면, 믿음을 특

징짓는 성질들 가운데 다음이 속한다: “합리적인 믿음은 주로 믿음의 대상에 관

한 증거에 의해 형성되고, 믿음의 대상이 참인가에 관심을 갖는다. 즉, 슬로건으

로 표현하면, 믿음은 참을 목표한다.” 그리고, “믿음은 보통 직접적인 수의적 제

어 하에 놓이지 않는다.” (1992: 3-4). 믿음에 관한 이상의 분석, 혹은 설명들이 

상호간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다음의 요소들이 그 핵심적인 특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듯하다. 즉, 믿음은 (a) 참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

고32 (b) 직접적인 수의적 제어 하에 있지 않은 (c) 심적 성향이다. 

한편, 이들에 따르면 수용은 믿음과 뚜렷이 구별되는 여러 가지 특징을 갖는

다. 예를 들어, 코헨은 수용을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p 를 수용한다는 것은 특

정 맥락에서 무엇을 할지, 무엇을 생각할지 결정하기 위해 p 를 자신의 전제들의 

하나로 포함시키는 정책을 취하는 것, 다시 말해, p 를 참이라고 느끼든 느끼지 

않든 상관없이, p 라고 간주하거나, 단정하거나, 가정하겠다는 정책을 취하는 것

이다” (1992: 4). 올스톤 또한 이와 유사한 분석을 제시하는데 그에 따르면, “수

용은 무엇보다 행위, 더 구체적으로, 심적 행위이다. [...] 수용한다는 것은 명제

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채택하거나 나타내는 행위이다. 그것은 누군가가 특정 시

                                                           
32 ‘참과의 특별한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들의 견해가 동일하지는 않은 듯하다. 

그러나 현재의 논의가 이 사안에 기대고 있지 않으므로 필자는 이들의 구체적인 견해가 

무엇인지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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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수행하는 무엇이다. [...] p 를 수용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p 를 ‘안으로 태우

는 것’, 즉 자신의 이론적, 실천적 추론이나 행동의 기반이 될 (가정된) 사실들의 

범위 안으로 그것을 포함시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수용은 “수의성 여부의 측

면에서도 믿음과 뚜렷이 구분된다. 명제를 수용하는 것은 수의적 행위이다. 우리

는 수용하거나 수용하지 않을 수 있는 실질적인 수의적 제어 능력을 가지고 있다” 

(1996: 8-11). 끝으로, 브라트만 역시 수용에 관한 몇 가지 특징을 제시하는데, 

그에 따르면, “우리가 수용하거나 맞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a) 맥락에 따라 적

절히 달라질 수 있고 (b) 수용하는 것의 진리치에 관한 증거가 아닌 실천적 고려

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c) 직접적인 수의적 제어 하에 놓일 수 있다” 

(1992: 9). 수용의 경우에도 각각의 분석이나 설명이 다소간의 차이점을 드러내

고 있지만 모두 다음과 같은 핵심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들에 따르면, 수용은 (a) 인식적 이유 없이 이론적 혹은 실천적 목적을 위

해 명제를 참이라고 간주하는33, 그리고 (b) 직접적인 수의적 제어 하에 있는 (c) 

                                                           
33 코헨은 p를 수용하는 것과 p를 믿는 것이 공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에 

따르면, 증거에 기초하여 p를 믿으면서 그에 더하여 또한 p를 수용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그러한 경우, 수용이란 행위는 얼핏 보아 잉여적이거나 무의미해 보인다. 그러나, 

올스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코헨이 그와 같이 생각하는 이유는 그가 믿음을 특징짓는 

방식 때문에 그러하다. 그에 따르면, 추론을 위해 명제를 전제로서 사용하는 것은 수용의 

특징일 뿐 믿음의 특징은 아니다. 따라서 만일 누군가가 p를 믿고 그것을 추론의 전제로 

사용한다면, 코헨의 견해를 따를 경우, 그는 p를 믿으면서 동시에 p를 수용한 것이 된다. 

그러나, 올스톤이 믿음을 특징짓는 방식에 드러나는 것처럼, p에 대한 믿음은 p를 

추론의 전제로 사용할 성향을 통해 또한 이해될 수 있다고 보이며, 따라서 이 경우 

수용과 같은 별도의 행위를 도입하는 것은 그럴 듯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 논의 

맥락에서 필자가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단지, 코헨이 말한 의미에서 수용과 믿음이 

공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의미의 수용은 필자가 이후 제시할 인식적 수용과 

동일하지 않다는 점이다. Alston(1996: 10), Cohen(1992: 4-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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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적 행위이다.34 

이상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믿음은 불수의적인 심적 성향인 반면 수용은 수의

적인 심적 행위라는 점에서 이들은 서로 뚜렷이 구별되는 심적 태도이다. 그러나 

이들이 이러한 차이점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각각의 심적 태도는 모두 참과 

모종의 관계를 지닌다는 중요한 특징을 공유한다. 물론 이들이 각각 참에 관계하

는 방식이 동일한 것은 아니나, 중요한 측면에서 이들의 참과의 관계가 유사하게 

나타난다. 가령, 누군가 명제 p 를 믿는다면 그는 그 명제 p 를 자신의 이론적 혹

은 실천적 추론의 전제로 사용할 성향을 드러낸다. 그런데, 이러한 성향은 명제 p

를 수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왜냐하면 특정 명제를 수용하는 사실

상의 목적이 그것을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명제가 다양한 이론적, 실천적 추론에서 사용되는 방식이나, 그러한 추론을 바탕

으로 수행되는 외적 행위들만을 보아서는 그러한 추론이나 행위의 주체가 그 명

제를 믿고 있는 것인지 혹은 수용하고 있는 것인지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 말

하자면, 각각의 태도에 따르는 성향이나 행위의 주요한 측면에서 두 심적 태도가 

참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관계하고 있는 셈이다. 필자는 바로 이 점이 표현 ‘믿

음’ 혹은 그와 유사한 명제 태도 표현들이 이 두 태도 모두를 가리키게 된 원인이

라고 생각한다. 즉, 그 둘의 차이가 잘 드러나지 않거나 혹은 그러한 차이가 유의

미하지 않은 여러 일상적 맥락에서, 이상과 같은 유사성으로 인해 표현 ‘믿음’이 

심적 성향으로서의 믿음뿐 아니라 심적 행위로서의 수용 또한 가리키며 사용될 

                                                           
34 코헨과 올스톤에 따르면 수용은 가정(assumption, supposition) 등과 다르다. 이들에 

따르면 가정은 좀 더 제한된 목적을 지닌 일시적 행위인 반면, 수용은 더 적극적으로 

공약한다는 강한 의미를 지닌다. Cohen(1989: 368), Alston(1996: 11-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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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그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35 그리고 바로 이러한 점이 앞서 제

기된 반론의 실질적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가령, 수(Sue)가 남편 샘(Sam)이 사무

실에서 책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기로 했다는 것은 ‘믿음’이 다의적으로 사용된 

경우로서, 좀 더 엄밀히 표현하면 수는 사실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구체적

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인식적 이유에 따르면 수는 <샘이 책을 가져올 것이

다>에 대하여 의심한다. 다시 말해, 이 명제에 대하여 판단중지하거나 확신의 정

도가 낮은 믿음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적(doxastic) 태도에 따르면, 

특별히 별다른 조건이 추가적으로 성립하지 않을 경우, 수는 샘에게 전화하여 확

인하는 성향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나 전화 거는 귀찮음을 피하고 또한 샘의 업

무를 방해하지 않으려는 실천적 이유로부터, 인식적 이유를 따르지 않은 채 <샘

이 책을 가져올 것이다>를 참이라고 수용하기로 선택한다. 그리고 이러한 수용

에 기초하여 전화 거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즉, 일상적으로는 수가 보이는 태도

를 ‘믿기로 한 것’이라고 단순히 표현할지라도 주어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서술

                                                           
35 표현 ‘믿음’이 맥락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심적 성향으로서의 믿음을 의미하고 또 다른 

경우에는 심적 행위로서의 수용을 의미한다는 점으로부터 ‘믿음’을 넓은 의미에서 맥락 

의존적 표현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정확하게는 이를 다의적(polysemous) 표현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모든’, ‘길다’ 등과 같은 전형적인 맥락 의존적 

표현들은 맥락이 다양하게 변함에 따라 그 의미 또한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믿음’의 의미는 맥락에 따라 그것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매우 한정적인 의미 범위 

안에서 달라진다고 보인다. 이상에서 구분된 두 심적 태도 그리고 이후 3장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또 다른 심적 행위인 인식적 수용이 필자가 보기에 표현 ‘믿음’이 

맥락에 따라 가질 수 있는 의미의 범위를 이루는 듯하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은 

그렇다고 하여서 ‘믿음’을 ‘배’, ‘눈’과 같은 중의적 표현의 하나로 간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믿음’이 의미하는 것들은 중의적 표현의 경우와 달리 어떤 공통된 

특징 – 가령, 참과 모종의 관계를 가진다는 특징 –  을 중심으로 유비적 관계를 맺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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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믿음과 수용이 모두 나타난다는 것, 특히 그 둘이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

다는 것을 포함한다. 필자는 앞선 반론에서 제시된 또 다른 사례나, 이와 관련된 

언어적 표현들, 그리고 우리는 믿음에 대하여 결정, 결심, 선택할 수 있다는 일상

적인 직관의 많은 경우들이 이상에서 제시된 믿음과 수용의 유사성 그리고 그에 

기초한 언어 표현의 다의적 쓰임에 기초하고 있다고 제안한다.36 따라서, 이상의 

논의에 따르면 인식적 이유 없이도 실천적 이유만에 의해 믿기로 결심하는 경우

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주장은 필자의 주장에 대한 적절한 반론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1.2.3. 숙고적 믿음의 사례 

 

한편, 수의적으로 형성되는 믿음의 사례로서 숙고적인 믿음이 제시될 수 있다. 

가령, 당신이 신의 존재 여부에 관한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관련 증거들을 

검토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당신은 관련된 여러 증거들, 즉 신의 존재를 지

지하는 증거들과 그를 반대하는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그를 토대로 신

의 존재를 믿기로 (혹은 믿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처럼 어떤 한 명

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증거들이 경합을 벌일 때 그 증거들에 대한 숙고 과정을 

가진 후 그를 토대로 그 명제를 믿거나 믿지 않기로 (혹은 보류하기로) 결정하거

나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생각은 직관적으로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리고 만일 

                                                           
36  실제로, 지넷이 제시하는 네 가지 사례들은 모두 ‘믿음’이 다의적으로 사용된 

경우들로서, 그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믿음과 수용을 모두 필요로 한다. Ginet(2001: 6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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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생각이 맞다면 이는 믿음이 수의적으로 형성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듯하다. 이상과 같이 믿음(혹은, 믿음적 태도) 형성 과정에 숙고의 과정

이 개입될 경우 그 믿음이 수의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는 생각은 숙고적 믿음이 

‘숙고 → 수의적 판단 → 믿음 형성’의 절차를 갖는다는 생각으로 일반적으로 표

현되기도 한다. 이를 ‘충분한 절차 이론’이라고 칭하는 보일(M. Boyle)에 따르면, 

충분한 절차 이론: 

P 인지 아닌지에 대한 숙고는 그 과정이 잘 진행될 경우 P 가 참인지에 대한 

판단으로 귀결되는 과정이다. 판단은 그를 통해 기존의 믿음을 수정하거나 새

로운 믿음을 수립하는 하나의 현행적(occurrent) 행위이다. 믿음은 그 자체로 

행위가 아니라 상태이다. (Boyle: 2011) 

여기서, 믿음은 상태이므로 그 자체로 행위는 아닐지라도, 보일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판단 행위를 “믿기 시작하는 사건의 일종”으로 이해한다면, 믿는(believing) 

과정은 수의적인 과정으로, 따라서 믿기로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 과정으로 이해

될 수 있을 듯하다. 

그러나 숙고적 믿음에 대한 이상의 해석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낳

는다.  

첫째, 이상의 해석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숙고적 믿음의 모든 경우

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제공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설령 숙고적인 믿

음의 어떤 경우들은 위 해석이 제시하는 절차에 따라 수의적인 결정 혹은 판단을 

통해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어떤 경우에는 여러 인식적 이유들을 숙고한 

결과 최종적으로 우세한 이유에 의해 믿음이 불수의적으로 형성되기도 할 것이

다. 예를 들어, 상충하는 여러 이유들을 숙고한 결과 명왕성이 태양계에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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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이 맞다는 믿음을 형성하게 될 경우, 이 믿음이 어떤 수의적인 결정 또는 

판단 과정의 매개 없이 단지 주어진 증거들을 고려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형성되

는 일, 다시 말해 불수의적으로 형성되는 일 또한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로부

터 따라 나오는 질문은, 경합하는 인식적 이유들의 숙고를 바탕으로 믿음이 형성

될 경우, 왜 어떤 경우에는 결정, 판단과 같은 수의적 과정이 개입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런 과정이 개입되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차이는 

숙고 과정이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으냐의 차이는 아니며, 따라서 숙고 과정에 의

존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믿음의 수의성을 설명하려는 이상의 해석은 이 차이

점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기 어려워 보인다. 

둘째, 어떤 명제 p 에 관한 여러 경합하는 인식적 이유들을 숙고한 결과, 최종

적으로 p 가 인식적 이유에 의해 충분히 지지된다는 것을 파악하였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제시된 해석이 말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숙고 결과를 바탕으로 p

를 믿을지 판단 혹은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이 때 가능한 선택지는 두 가지 즉, 

인식적 이유에 따라 p 를 믿는 일과 그렇게 하지 않는 일 두 가지일 것이다. 그런

데 여기서, 어느 선택지를 택하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드러난다. 먼저, 인식적 

이유에 따라 p 를 믿기로 결정 혹은 판단을 내릴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경우, 우

선 생각할 점은 가정된 바와 같이 p 가 인식적 이유에 의해 지지된다는 것이 숙

고 과정을 통해 파악되었다는 점이다.37 따라서 이를 파악한 주체는 적어도 그 시

점에는 p 를 지지하는 최종적인 이유를 지니고 있는 것이며 또한 이를 반박할 더 

이상의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된다. 따라서 이것으로 p 에 대한 믿음이 

                                                           
37 여기서 주의할 점은 숙고 과정을 통해 p가 인식적 이유에 의해 지지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파악’하는 것은 불수의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명제가 

이유들에 의해 지지되는지 지지되지 않는지 수의적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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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될 충분한 조건이 갖추어진 셈이다. 즉, 이는 p 에 대한 지각적 증거를 획득

하였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로부터 믿음이 불수의적으로 형성될 충분한 이유가 

된다. 그렇다면, 여기에 ‘믿기로 결정 혹은 판단’하는 수의적 행위가 추가적으로 

덧붙여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수의적 행위는 이 경우 불필요한 잉

여적 과정으로서 수행될 필요가 없어 보인다. 다음으로, 인식적 이유에 따라 p 를 

믿기로 결정하거나 판단하지 않을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는 숙고 결과 p 가 인

식적 이유에 의해 지지된다는 것이 파악되었음에도, 다시 말해, 최종적으로 p 를 

믿을 이유를 지니고 있고 또한 이를 반박할 더 이상의 이유를 지니고 있지 않음

에도 불구하고, p 를 믿지 않겠다고, 가령, p 에 대하여 판단 중지를 하거나 혹은 

~p 를 믿겠다고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을 통해 해당하는 

숙고적 믿음을 획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그러한 결정이나 판단을 통

해 p 에 관한 자기기만적 믿음이 획득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러한 주장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자기기만에 관한 앞선 논의에서 언급된 바와 같

이, 자기기만을 비의도적인 모형을 통해 분석하는 것이 아닌 한 자기기만적 믿음

을 갖는 것이 가능한지의 문제는 여전히 논쟁적인 사안이며38, 따라서 결정 혹은 

판단을 통해 자기기만적 믿음을 획득할 수 있다고 단순히 가정할 수는 없어 보인

다. 그러나 더 나아가, 설령 자기기만적 믿음을 획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

라도 그것이 획득되는 과정은, 이 또한 이미 논의된 바와 같이, 증거를 매개로 하

는 과정으로 분석이 된다. 즉, 자기기만 과정의 분석을 위해 의도적인 이론 모형

을 택하든 비의도적인 이론 모형을 택하든 자기기만적 믿음은 증거의 매개를 통

해 형성되는 것으로 분석되며, 따라서 단순한 결정이나 판단에 의해 수의적으로 

형성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상의 논의는 가능한 두 선택지 중 어느 경우를 

                                                           
38 각주 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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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더라도 숙고적 믿음은 제시된 해석과 같이 분석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

준다.  

끝으로, 필자는 숙고적 믿음에 대한 대안적 해석을 간단히 제시함으로써 본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우선, 가능한 한 가지 대안에 따르면 숙고적 믿음이 

수의적으로 형성되는 믿음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믿음에 관한 수의적 

결정 혹은 판단 과정이 나타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숙고의 과정이 수의적 과정

이기 때문이다. 경합하는 인식적 이유들을 비교, 견주는 숙고의 과정은 다양한 

심적 행위들이 수행되는 과정으로, 가령, 관련 증거들을 탐색하거나(searching) 

특정 증거에 주목하는 행위(attending), 혹은 계산하거나(calculating) 추론하는

(reasoning) 등의 행위들이 이 과정 중에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되며, 따라서 이

러한 수의적인 과정을 통해 믿음이 형성되기 때문에 숙고적 믿음을 수의적으로 

형성된 믿음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다음으로, 또 다른 대안적 분석에 따르면, 숙

고적 믿음이 지니는 수의적 요소는 ‘인식적 수용’이라는 심적 행위가 가지는 수

의성을 통해 설명된다. 이에 따르면, 인식적 이유들에 대한 숙고 결과 믿음 자체

는 불수의적으로 형성되나, 이면에 그러한 믿음을 받아들이기(즉, 수용하기) 어

렵게 하는 비인식적 이유를 가지고 있어 인식 주체는 그 믿음을 있는 그대로 받

아들일지 혹은 거부할지 판단 혹은 결정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에 따

르면 수의적으로 보이는 판단 혹은 결정의 과정은 믿음을 형성할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나 결정이 아니라 불수의적으로 형성된 믿음의 내용에 대하여 그것을 있

는 그대로 받아들일지 판단하거나 결정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39 예를 들어, 당

                                                           
39  인식적 수용이라는 심적 행위가 어떠한 행위인지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후 

3.2.1절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현재 맥락에서는, 인식적 수용은 앞서 

논의된 수용과 구분되는 또 다른 종류의 수용으로서, ‘믿기로’ 결정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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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숙고하고 있는 문제가 당신이 오래도록 지지해 온 이론적 입장에 관한 것인

데 숙고 결과 인식적 이유들이 당신의 입장의 수정 혹은 철회를 요구한다면, 설

령 인식적 이유가 그러한 변경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당신은 그에 대해 모종의 

‘불편함’, ‘달갑지 않은 감정’ 등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당신은 인식적 

이유에 따라 당신의 입장이 틀리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으며, 따라서 이에 관해 당신은 수의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요컨대, 숙고적 

믿음에 나타나는 수의적인 결정이나 판단은 이러한 심적 행위, 즉 인식적 수용에 

관한 결정이나 판단으로 분석된다.  

정리하면, 숙고적 믿음이 직관적으로 믿음에 대한 판단 혹은 결정을 포함하는 

과정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믿음에 대한 직접적인 수의적 판단 혹은 결

정이 나타나는 과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설명하기 어려운 몇 가지 이론적 문제점

을 낳는다. 그리고 그러한 자연스런 직관은 오히려 숙고 과정에 나타나는 수의적

인 심적 행위들, 또는 비인식적 이유를 배경으로 하는 인식적 수용 행위의 개입

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1.2.4. 의미론적 자의성에 따른 순환 

 

표현 ‘믿음’의 다의적 쓰임에 관한 필자의 앞선 논의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반론이 제기 가능하다: ‘믿음’의 일상적 사용이 앞서 구분된 수용과 믿음을 모두 

포함한다면, 즉 그런 포괄적인 사용이 일상적으로 문제없이 통용된다면, 왜 ‘믿

                                                                                                                                                     

사실은 인식적으로 수용하기로 결정하거나 판단하는 것일 수 있다는 점, 따라서 숙고적 

믿음에 대한 가능한 또 하나의 대안적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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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특정한 어느 하나의 의미로 제한하여 논의하는가? ‘믿음’이 일상적으로 수

의성의 의미도 담지하고 있다면, ‘믿음’을 불수의적인 심적 상태를 의미하는 방

식으로만 사용하겠다는 것은 자신이 주장하려는 것을 이미 순환적으로 가정하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위해 우선 일상적 맥락과 이론적 맥락에 대한 구분

을 간단히 언급해야 할 듯하다. 먼저, 예를 들어, 광물의 한 종류인 옥에 대하여 

생각해보자. 옥은 세부적으로 경옥과 연옥으로 구분되며, 이 둘은 외관상으로는 

색채나 옥질이 매우 비슷하여 식별하기가 쉽지 않으나, 화학적으로 다른 구조를 

지니는 서로 다른 물질이다. 물론 일상적인 여러 맥락에서는 이 둘이 구분되지 

않은 채 혼용되기도 하고 하나의 표현 ‘옥’이 각각을 모두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

기도 하며 또 이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물질의 화학적 구조를 

탐구하는 이론적인 맥락에서는 이 둘의 구분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들은 서

로 다른 화학 구조를 지니고 있으므로 다른 물질로 분류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또한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릴 필요가 있다.40 믿음과 수용의 구분에 관한 논의 

역시 이처럼 이론적 맥락에서 이해될 것이 요구된다. 우선, 일상적 맥락에서 보

면, 표현 ‘믿음’은 때로는 심적 상태로서의 믿음을 지칭하기도, 때로는 심적 행위

로서의 수용을 지칭하기도 한다. 그리고 표현 ‘믿음’의 이러한 일상적 사용은 그 

외의 여러 일상적 표현들과 마찬가지로 그 나름의 사용 목적과 방식이 있으며 따

라서 그 자체로 충분히 정당화된다고 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필자의 논의는 표현 

‘믿음’의 일상적 사용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거나, 혹은 ‘믿음’이 반드시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이론적 목적

                                                           
40  심사 과정 중에 위의 비유를 통해 일상적 맥락과 이론적 맥락의 구분의 의의를 

명료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강진호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55 

에서, 첫째, 표현 ‘믿음’이 가리키는 서로 다른 심적 태도를 구분하고, 둘째, 그렇

게 구분된 각각의 태도가 지니는 주요 특징들을 분석한 후, 셋째, 이를 토대로 이

론적으로 문제가 되는 현상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예를 들어, 앞서 논의된 바 있는 자기기만 현상에 대한 체계적 이해는 믿음의 

속성에 대한 엄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가령, 우리는 자신의 희망이나 바람에 

이끌려 믿음을 형성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정적 퍼즐이나 

동적 퍼즐 같은 문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즉,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

이 명백히 자기모순적인 믿음들을 가질 수 있으며, 스스로를 속인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속을 수 있는가? 이와 같은 문제는 믿음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필요

로 하며 이는 ‘믿음’의 일상적 사용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다. 또한, 앞선 사례

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실천적 이유 때문에 믿기로 결정하는 경우

들을 드물지 않게 접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모종의 ‘불편한’ 인

지적인 내적 감정을 경험하곤 한다. 예를 들어, 친구의 말을 믿기로 하고 그에게 

백 만원을 빌려주었다. 나는 그를 믿는다고 하였으면서 왜 마음 한 켠에 불편한 

감정이 남아 있는 것인가? 또한, 남편이 책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기로 굳게 

결정하였다. 그런데 왜 나는 여전히 남편이 책을 가져올지 염려하며 불안해하는 

것인가? 이러한 흔히 발견되는 일상적인 현상들은 믿음과 수용이 내 안에서 인

식적, 실천적 이유들에 따라 어떻게 반응하면서 상호 관계하는지 알게 될 때 보

다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중요한 두 개념을 한 표현 안에 다의적

으로 담고 있는 ‘믿음’의 일상적 사용에 따르면 이러한 이해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후에 바로 소개될 인식적 의무주의에 관한 역설 논쟁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믿음의 수의성 여부에 관한 논쟁은 하나의 철학적 퍼즐과 긴

밀히 연관되어 있다. 즉, 믿음의 수의성 여부는 근본적으로 인식적 규범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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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이해와 깊이 맞물려 있다. 예컨대, 인간의 인식적 삶은 합리적이어야 한

다는 모종의 규범 하에 놓여 있는 듯하며, 전통적으로 인식론자들은 이 규범의 

본성이 무엇인가를 풀기 위해 다양한 관점과 방식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왔다. 그

런데 믿음의 수의성 여부는 이러한 규범의 본성에 대한 이해를 근본적으로 다르

게 한다. 예를 들어, 믿음이 수의적일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많은 인식론자들은 전

통적으로 의무론적인 성격의 합리성 개념을 지지해 왔다. 반면, 믿음이 불수의적

이라는 견해를 지지하는 인식론자들은 이러한 개념의 합리성이 근본적으로 잘못

되었다고 생각한다. 즉, 믿음의 수의성 여부는 인식적 합리성의 본성에 대한 우

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한다. 그런데, 이러한 모순되는 두 특징 – 즉, 

수의성과 불수의성 – 을 한 표현 안에 모두 담고 있는 ‘믿음’의 일상적 사용 방

식을 통해서는 믿음의 합리성의 본성을 탐구하는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루기 

어려워 보인다. 

물론, 믿음과 수용은 분명히 서로 다른 두 심적 태도이고 따라서 체계적인 이

론적 이해를 위해서는 이 둘을 엄밀히 구분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명명할 때 표현 ‘믿음’을 이 둘 중 특히 불수의적인 심적 태도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불수의주의 주장에 편향된 논의 방식을 취하는 것 아니냐

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다음의 몇 가지 논점을 언급함

으로써 답변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믿음은 그것이 어떤 심적 태도로 이해되든 참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

는 태도라는 점에 있어서 이론의 여지가 없고, 이 연관성은 일반적으로 ‘믿음은 

참을 목표한다’는 논제를 통해 표현되곤 한다. 그런데 앞선 논의가 보여주는 바

는 구분된 두 심적 태도 가운데 불수의성을 띠는 심적 성향으로서의 태도가 바로 

이 논제가 표현하는 참 연관성을 지닌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심적 행위로서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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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대신 이 태도에 ‘믿음’이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단순히 자의적인 선택이

거나 혹은 불수의주의 주장을 위한 편향된 선택이라기보다 오히려 믿음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 방식을 반영하는 정당화된 용법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믿음의 수의성 여부에 대한 논의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어떤 상태 혹은 사건인지에 관한 기존 논의 역시 ‘믿음’에 

대한 이상의 용법을 지지하여 준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에 대한 제거주의적 견해

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크게 두 가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해되는 듯하다. 하

나는 세계를 표상하는, 따라서 표상적인 내적 구조를 가지는 심적 태도로 이해하

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이 드러내는 성향이나 기능을 통해 이해하는 것이

다.41 우선, 믿음과 수용의 구분을 표상주의적 관점에서 비교하면, 후자(즉, 수용)

는 표상적 태도로 간주되기 어렵다. 표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식 과정 속에

서 세계의 모습이 심적 태도 안에 재현되는 것으로서, 논리적으로 표상되는 것이 

표상의 결과 나타나는 내용에 앞서야 한다. 그런데 p 를 수용한다고 할 경우 이

것이 의미하는 바는, 세계의 모습이 수용 p 의 내용으로 재현된다는 것이 아니라, 

p 를 참으로 간주할 실천적 이유가 먼저 존재하고 이에 따라 세계의 모습을 p 인 

것처럼 취급한다는 것이다. 즉, 수용은 표상이 일어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그 

과정이 진행된다. 반면, 이와 달리 믿음은 – 즉, 일상적인 의미에서의 믿음이 아

닌, 수용과 구분되는 것으로서의 믿음은 – 논의된 바와 같이 증거에 의해 불수

의적으로 형성되는 심적 태도이며, 따라서 주어지는 증거에 맞추어 세계를 (때로

는 참되게, 때로는 거짓되게) 재현하는 표상성을 갖는다. 요컨대, 믿음을 표상주

의적 관점에서 이해할 경우, 표현 ‘믿음’은 수용보다는 불수의적인 심적 상태로

서의 믿음을 위한 이름으로 사용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41 Schwitzgebel(2015),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belief’ 항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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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믿음을 성향적 혹은 기능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믿음과 수용 사

이의 차이가 이처럼 극명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p 를 수용한다는 것은 기본적

으로 p 를 참으로 간주한 후 그에 따라 이론적, 실천적 추론을 수행하거나 행위

를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p 를 믿을 경우와 p 를 수용할 경우 나타나는 성

향은 서로 어느 정도 유사할 수 있다. 하지만, 수용의 경우 나타나는 성향은 믿음

의 경우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핵심적인 성향 하나를 결여한다. 그것은 “명제 p

에 의해 제기되거나 지시되는 문제 또는 대상에 주의할 때 […] 명제 p 가 참이라

거나 명제 ~p 가 거짓이라고 보통 느끼게 되는 성향” (Cohen 1992: 4), 혹은 

“정말 p 가 맞는지 고려해볼 경우 […]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진 채 정말 p 가 맞

다고 느끼는 경향”이다 (Alston 1996: 4). 따라서, 믿음에 대한 성향적 혹은 기능

주의적 해석을 따를 경우 믿음과 수용의 차이가 현격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

더라도 이상의 측면을 고려할 때, ‘믿음’이라는 이름이 더 적절하게 부여될 수 있

는 심적 태도는 여전히 전자라고 해야 할 것이다. 정리하면, 불수의적인 심적 성

향으로서의 믿음과 심적 행위로서의 수용 중 전자를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칭하

는 것은 믿음에 대한 어떠한 해석을 채택하든 믿음의 본성에 관한 관련 논의들을 

통해 또한 잘 뒷받침된다고 보인다.  

셋째, 이상은 결국 표현 ‘믿음’이 일상적으로 불수의적인 심적 성향으로서의 

믿음과 심적 행위로서의 수용 모두를 지칭하며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일차적

인 의미는 전자에 해당함을, 그리고 후자는 오직 이차적인 의미에서, 다시 말해 

수용과 믿음 사이의 유사성 및 그에서 비롯되는 유비적 관계에 의해 ‘믿음’으로 

불리는 것임을 말해준다. 여기서 믿음과 수용이 가지는 유사성은 위에 언급된 바

와 같이 이들이 가지는 성향적 속성을 통해 주로 드러난다고 보인다. 사실, 언어

의 의미나 개념이 이처럼 유비적 관계 하에서 수정, 변화되어 가는 것은 일상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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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 보이는 자연스런 특징으로서 ‘믿음’의 이러한 쓰임은 언어에 나타나는 이러

한 일반적 현상의 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해야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상의 논

의는 표현 ‘믿음’이 일상적인 맥락에서는 구분된 두 심적 태도 즉, 믿음과 수용 

모두에 구분 없이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론적 탐구가 이루어지는 맥락에서는 

불수의적인 심적 성향으로서의 믿음을 위한 이름으로 적절히 사용될 수 있음을, 

그리고 이것이 믿음에 관한 기존 논의들에 의해 잘 정당화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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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믿음의 불수의성과 인식적 의무주의의 역설 

 

 

2.1. 인식적 의무주의의 역설 

 

데카르트 이후 서양철학 전통의 많은 철학자는 인간의 인식적 삶이 의무론적 

규범을 따라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것은 특히 현대 영미철학 전통에서는 

믿음이 지니는 합리성 또는 정당성의 본성을 의무론적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시

도로 이어졌다.42 그러나 이러한 전통은 앞선 장에서 논의된 바와 같은 믿음의 불

수의주의 주장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반론에 직면한다.  

P1: 만일 우리에게 인식적 의무가 있다면, 믿음적 태도는 수의적 제어 하에 

놓인다. 

P2: 믿음적 태도는 수의적 제어 하에 놓여 있지 않다. 

C: 따라서, 우리에게 인식적 의무가 있지 않다.43 

이 논증은 많은 철학자들에게 일종의 역설처럼 받아들여진다. 먼저, P1은 <당

위는 가능성을 함축한다(ought implies can)>는 오래된 원리의 인식론적 표현으

로서 직관적으로 매우 자명해 보인다. P2는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불수의주의

                                                           
42 서양철학에서 인식적 의무주의 전통에 관한 논의로는 Plantinga(1993), 제1장 참조. 

43 논의의 편의를 위해 필자는 논증의 핵심 아이디어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단한 

형태로 정식화하도록 한다. Steup(2000: 26), Feldman(2001: 79), Ryan(2003: 4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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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논제를 표현한다. 한편, 우리의 인식 내용이 삶에 대해 가지는 이론적, 실천적 

함축을 고려할 때 우리의 인식적 태도를 규범적 평가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직

관적으로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러나, 위의 두 전제를 받아들이면 이와 같이 자

연스러워 보이는 전통적 견해를 거부하는 결론이 논리적으로 도출된다. 역설적

으로 보이는 이 논증은 다양한 방식의 대응을 불러일으킨다. 하나는 물론, 이 논

증의 두 전제를 모두 받아들임으로써 논증의 결론, 즉 인식적 의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입장이다.44 인식적 의무에 대한 이러

한 회의주의적 견해에 관하여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 노선은 인식론적 오류이론

을 함축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인식적 의무에 대한 믿음을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가지든)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듯하고, 또한 명시적

으로든 암묵적으로든 그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이러저러한 의무론적 인식적 평가

를 상호간에 주고받는 듯 보인다. 우리의 언어 속에 들어 있는 관련된 여러가지 

규범적 표현들이나 유관한 언화 행위들이 이러한 현상을 잘 반영한다고 생각된

다. 그런데 인식적 회의주의가 맞는다면 이러한 믿음들이나 언화 행위들이 적어

도 많은 부분 오류라는 결론이 함축된다. 따라서 인식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

고 왜 그런 대량의 오류적 믿음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지게 되는지에 대한 충분

히 그럴듯한 설명이 주어지지 않는 한, 인식적 의무에 관한 우리의 일상적 믿음

이나 직관, 혹은 그를 지지하는 여러 실천적 관행들은 거꾸로 이러한 회의주의적 

결론을 낳게 하는 전제들을 다시 면밀히 검토하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 하

에 여러 철학자들은 주어진 두 전제 모두 혹은 그 중 어느 하나가 정당화되지 않

음을 보임으로써 회의주의적 결론이 도출되지 않음을 보이려고 시도한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전제를 비판하는 이들은 다양한 반례를 제시함으로써 ‘당위는 가

                                                           
44 이러한 견해의 예로 Alston(1988b, 2005), Plantinga(199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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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을 함축한다’는 원리가 보편적으로 참이지는 않음을 보인다거나, 혹은 보다 

직접적으로 인식적 당위는 수의성을 필요로 하지 않음을 보임으로써 결론으로의 

진행을 막고자 한다.45 이와 달리 두 번째 전제가 거짓임을 보이고자 하는 이들은 

불수의주의 주장에 대한 반증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거나 ‘수의성’ 개념을 

재해석함으로써 믿음이 사실은 수의적임을 보이려고 시도하기도 한다.46 이러한 

맥락 하에서 필자는 우선, 2장 논의를 통해 인식적 회의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이러한 기존의 시도들이 모두 성공적이지 않음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이에 이어

서 3장에서는 필자가 생각하는 더 나은 대안적 견해를 제시한다.  

  

                                                           
45 Feldman(1988, 2000, 2001, 2008), Ryan(2003), McHugh(2012) 참조. 

46 Ginet(2001), Russell(2001), Ryan(2003), Steup(2000, 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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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인식적 양립가능주의와 ‘수의성’의 비표준적 해석47 

 

2.2.1. 믿음에 관한 결정과 이유 평등주의 

 

앞선 장에서 믿음의 불수의성에 대한 비판으로서 제기된 반론들은 모두 믿음

이 수의성을 띤다고 보이는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실질

적인 반론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믿음이 증거에 의해 불수의적으로 

형성된다는 불수의주의의 기본 견해를 사실상 모두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수의

성’의 개념 자체를 재해석함으로써 믿음의 수의성을 주장하는 색다른 논조의 견

해가 몇몇 이들에 의해 제시된 바 있다.48 대표적으로 슈토이프(M. Steup), 라이

언(S. Ryan) 등은 양립가능주의 관점에서 행위와 믿음은 모두 숙고 과정 혹은 이

유에 의해 형성된다는 중요한 공통점을 지니며 이런 점에서 이 둘 모두 동일한 

의미의 자유 혹은 수의성을 지닌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슈토이프에 따를 경

우 믿음이 수의성을 가지는 이유는 우리가 믿기로 ‘결정’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결정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인데,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결정하거나 그 결정을 

수행할 수 있다고 그가 생각하는 이유는 행위에 관한 결정 혹은 그 수행 과정에

서 우리가 가지는 숙고의 과정이 믿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기 때문이

                                                           
47  인식적 양립가능주의란 자유의지/결정론 논의에서의 주요 입장의 하나인 

양립가능주의를 믿음적 태도에 대한 분석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믿음의 수의성을 

양립가능주의적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를 일컫는다. Steup(2000, 2008), 

Ryan(2003) 참조. 

48 따라서 믿음의 불수의성에 대한 실질적인 반론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러한 주장이 명시적으로 인식적 의무주의에 대한 역설을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 

하에서 제시된다는 점에서 이번 장에서 별도로 논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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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행위의 이유들에 대하여 그 경중을 저울질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이 우리는 명제의 

증거들을 저울질할 수 있다. 즉, 실천적 숙고 뿐만 아니라 인식적 숙고 또한 존재한

다. 그런데 만일 실천적 숙고 과정에 의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지 결정할 수 있다

면, 증거를 저울질함으로써 즉, 인식적 숙고 과정을 통해 우리는 또한 무언가를 믿

기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나는 그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이러한 주장을 위한 정당화는 그 두 영역이 동등한 관계에 있다는 데서 나온다: 만

일 실천적 숙고가 우리로 하여금 어떤 행위를 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게 하여준다

고 생각하면서 이와 달리 인식적 숙고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관해 우리가 결

정할 수 있게 하여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 차이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설

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000: 33-34) 

이어서, 

만일, 내가 인식적 숙고 과정을 가진 결과 증거들이 어떤 명제를 지지하는지 판

단하게 되고, 바로 이 점 때문에 내가 믿음적 태도를 취하게 된다면 이 경우 나는 

믿음적 결정을 수행한 게 된다고 해야할 것이다. 여기서 ‘때문에’는 인과적 과정을 

의미한다: 내가 명제 p 에 대한 믿음을 형성하는데 이 때, p 가 증거들에 의해 지지

된다는 [숙고 과정의] 결론이 이 믿음 형성 과정에 인과적으로 기여하게 된다면, 

나는 p 를 믿기로 하는 결정을 수행한 것이 된다. (2000: 34) 

주어진 내용에 따르면, 행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믿음에 있어서도 우리가 결

정을 하거나 그러한 결정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행위

의 영역과 믿음의 영역이 중요한 특징, 즉 숙고의 과정을 가진다는 특징을 공유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해에 따른다면, 예를 들어, 당신이 여러 증거들을 조사

하고 숙고한 결과 외계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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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이러한 결론을 믿기로 결정한, 그리고 그러한 결정을 수행한 것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주된 이유는 무엇보다 당신이 그러한 결론에 이르는 데 

있어 당신의 숙고 과정이 하나의 인과적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행위와 믿음 모두 숙고의 과정을 가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자는 숙고

되는 이유가 실천적 이유인 반면 후자는 인식적 이유라는 점에서 그 둘은 구분된

다고 보이고, 더 나아가 수의적 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오직 실천적 이유에 관

한 숙고에 따르고 반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 믿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믿음은 수의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슈토이프는 이러한 생

각은 단순히 이유에 관한 차별주의적 가정에 불과하다고 일축한다. 그에 따르면 

차별주의(chauvinism)란 “실천적 이유에의 반응은 자유를 근거짓는 반면, 인식

적 이유에의 반응은 자유를 근거짓지 않는다”는 견해로서 그가 옹호하는 평등주

의(egalitarianism)적 견해, 즉, “실천적 이유에의 반응과 인식적 이유에의 반응

은 동등하게 자유를 근거짓는다”는 생각과 명확히 대조된다. 그에 따르면, “인식

적 양립가능주의자들은 그러한 차별주의를 옹호하는 논증이 제공되지 않는 한 

수의적 제어는 실천적 이유에의 반응만으로 구성된다는 생각을 정당화되지 않는 

임시적 가정으로서 거부해야 한다.” (2008: 387-388) 

 

 

2.2.2. ‘수의성’의 비표준적 사용과 수의성의 표준적 특징 

 

양립가능주의를 받아들일 경우 행위와 믿음은 수의성 여부의 측면에서 차이

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이상과 같은 논의는 그러나 행위와 믿음이 중요한 면에서 

서로 구분될 수 있고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의미에서의 수의성 논의는 바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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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사이의 차이점과 관련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먼저 주목할 것은, 이상에

서 제시된 슈토이프의 주요 논의는 핵심 용어의 독특한 의미, 혹은 독특한 사용 

방식에 결정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논의된 바와 같은 의미에서 우

리가 믿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인 후 이에 근거하여 믿음

이 수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의미에서의 결정 혹은 결정의 수행은,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믿음이 수의적이라는 것은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의미에

서의 수의성과 사실상 유의미한 관계를 가진다고 보이지 않는다. 펠드만의 다음

과 같은 비판은 이러한 점을 잘 지적한다 (2001: 83-86). 우선, 당신이 만일 오

랜 숙고 끝에 결국 외계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면, 

이 과정은 슈토이프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서술될 것이다.49 

(1) 당신은 외계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펠드만에 따르면 주어진 상황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은 오히려 다음과 같

은 서술에 의해 더 정확히 기술된다. 

(2) 당신은 외계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즉,  

만일 주의깊게 얘기한다면, (2)가 주어진 상황에서 참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

는 게 가장 나을 것이다. [따라서] 엄밀히 말해 (1)은 참이 아니거나, 또는 (1)은 단

지 (2)와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증거를 저울질한 결과 결론

에 이를 뿐이다. 우리는 증거에 기초하여 무엇을 믿을지 결정하지도 않고 증거가 

무엇을 지지하는지 결정하지도 않는다. (2001: 85) 

                                                           
49 사례의 내용을 현재 논의에 맞게 수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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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자면, 믿음이 행위와 마찬가지로 숙고의 과정을 가질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양자가 공통된 속성을 공유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속성이 수의적 속성이라는 

점은 따라 나오지 않는다. 만일 당신이 숙고의 과정 후에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되

었을 경우 당신이 그 믿음을 가지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면, 이 때 

‘믿기로 결정한다’는 용어는 ‘결과적으로 믿음에 이르다’ 정도의 의미를 가지도

록 약정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이해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는 

의무주의 논의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수의성 개념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 만일 유관한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로 믿기로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때 ‘결정한다’는 용어의 의미는 우리가 행위에 대하여 어떤 

결정을 내린다고 할 때 이 결정이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바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행위에 대한 결정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요 특징의 하

나는 무엇보다 그것이 의도성 – 그러한 결정이 의도에 의한 것이거나, 혹은 직

접적인 의도는 없더라도 적어도 그러한 결정에 의한 행위가 의도적 행위라는 점

에서50 – 을 포함한다는 점일 것이다.51 예를 들어, 숙고의 과정 후 대학원에 가

기로 결정을 하든 혹은 좀 더 사소한 문제로서 커피 대신 차를 마시기로 결정을 

하든 어떤 행위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의식적이든 의식적이 아니든 그 과정

에 모종의 의도가 동반되거나 혹은 적어도 그러한 그런 결정에 의한 행위를 의도

                                                           
50  의도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분석 또는 해명되는지에 관한 개략적인 논의를 위해 

Mele(2009) 참조. 

51 펠드만은 행위에 대한 결정이 의도를 포함한다는 점으로부터 수의적 행위 일반이 

의도를 포함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낸다. 그러나 모든 수의적 행위에 그 행위를 

수행하기로 하는 의도가 늘 선행하는지는 결코 분명치 않아 보인다. 가령, 의도적 행위의 

많은 경우들은 의도는 없으나 수의적인 행위라고 간주될 수 있을 듯하다. Feldman(2001: 

85), Steup(2008: 381-3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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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행위로 간주할 수 있을 듯하다. 그런데 믿음은 앞선 논의에서 본 바와 같이 증

거에 의해 인과적으로 형성, 유지, 폐기되는 심적 상태로서 그 과정 안에 어떠한 

의도성도 들어설 수 없는 듯 보인다. 즉, 믿음은 행위와 같이 그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종류의 상태가 분명히 아닌 듯하다. 따라서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슈토이프의 주장은 만일 그것이 참이라면 약정적이고 독

특한(idiosyncratic) 의미를 전달하는 진술로서 이해되어야 하거나, 또는 실제 논

의되고 있는 사안에 유관하도록 해석될 경우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

다.52 

뿐만 아니라, 행위는 수의적이되 믿음은 수의적이지 않다는 견해는 양립가능

주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차별주의적 가정일 뿐이라는 비판 또한 비판의 근거

를 들여다볼 때 사실은 오해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슈토이프의 앞선 

주장을 다시 상기하면, 행위는 실천적 이유에 그리고 믿음은 인식적 이유에 각각 

반응한 결과 수행되거나 형성되며 따라서 양자는 모두 이유에 반응적이라는 동

일한 속성을 공유한다. 그런데 행위는 수의적이나 믿음은 그렇지 않다는 주장은 

단순히 실천적 이유에 반응할 수 있는 경우에만 수의적이라고 간주하겠다는 것

                                                           
52 라이언은 믿음의 형성, 수정, 폐기 과정이 의도를 포함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는데, 

그 이유는 그러한 과정이 목적적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 “나는 믿음적 태도가 

전형적으로 의도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자유롭게 형성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의도적으로’는 그것들이 어떤 명시적인 의도 때문에 형성된다거나, 믿음적 

태도를 취하겠다는 어떤 명시적인 결정 때문에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 

무언가를 목적적으로(purposefully) 수행한다는 것은 행위가 의도적으로 수행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그러나 그녀의 논의의 문제점은 그녀의 주장을 위한 핵심 개념, 즉 

무언가를 목적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이 어떠한 개념인지 어떠한 설명도 제시하지 않아 

그녀가 실제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가 결코 분명치 않다는 점이다. Ryan(2003: 

70-7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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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그 자체로 이유에 대한 차별성을 드러낸다. 그러나 차별성에 관한 이러한 

주장은 일반적으로 행위가 왜 수의적이라고 생각되는지 그 이유를 잘못 분석하

고 있다. 행위는 믿음과 달리 의도적이거나 또는 의도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는 

점을 차치하고라도, 즉 행위와 믿음 모두 이유에 반응적이라는 점에서 양자를 동

등하게 취급한다고 할지라도, 그 둘은 그들이 반응하는 이유들에 있어서 큰 차이

를 보인다.53 행위는 슈토이프가 주장한 것과 달리 단순히 실천적인 이유들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이유에 반응하여 수행될 수 

있다. 즉, 도덕적, 타산적, 미학적, 취향적, 인식적 이유 등 다양한 종류의 것들이 

행위 수행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것은 행위가 인식적 이유에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후 본 논문의 3장에서 상세하게 논의되겠지만, 인식

적 이유는 통시적 측면과 공시적 측면 모두에서 행위 수행의 이유가 될 수 있다. 

가령, 당신이 어떤 인식적 목표, 예컨대 특정 분야의 지식을 획득해야 하는 목표

를 가질 경우, 당신은 그 목표 달성을 위해 책을 보거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

거나, 강의를 듣는 등 필요한 여러 가지 행위를 수행할 이유를 가질 수 있다. 혹

은, 당신이 원치 않는 어떤 불편한 진실을 접하게 되었을 경우, 그것을 거부하기

                                                           
53  믿음이 수의적이라는 슈토이프의 주장은 믿음이 행위와 마찬가지로 이유-

반응적임(reason-responsiveness)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결정적으로 기대고 

있다. 그러나 행위와 믿음이 모두 이유에 의해 수행되거나 형성된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로 이유 반응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들이 이유에 반응하는 방식을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행위의 경우에는 이유에 반응하는 

과정에 많은 경우 의도성이 개입된다고 보이며, 이러한 차이점이 수의성 논의에서 특히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점이 고려되지 않은 채 그의 논의를 

위해 행위와 믿음이 단순히 이유 반응적인 속성을 공유한다고 주장하게 되면 주요 

쟁점이 ‘이유-반응적임’이라는 표현의 다의적인 사용 때문에 가리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생각된다. Steup(2008), 5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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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즉 ‘인식적 수용’이라는 심적 행위를 수행할 이유 

또한 가질 수 있다.54 즉, 행위는 여러 실천적인 이유들 뿐 아니라 인식적 이유에

도 반응적이며, 따라서 오직 행위만이 수의적이라는 주장은 실천적 이유 우호적

인 차별주의라는 슈토이프의 비판은 설득력을 잃는다.55 오히려 행위가 수의적이

라고 할 때 수의성이 함축하는 것은 어떤 특정 종류의 이유에 대한 선호라기보다 

무슨 종류의 이유가 되었든 그것이 적절한 이유일 경우 그에 반응하여 행위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런데 믿음은 이러한 특징을 지니지 않는다. 믿음은 여러 종류

의 이유들 중 오직 인식적 이유에만 반응할 뿐이며, 설령 실천적 이유에 의한 자

기기만적 믿음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드문 경우이거나 1장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모두 인식적 이유에의 반응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형성될 뿐이다. 즉, 

믿음은 행위가 가지고 있는 수의적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인식적 이유에 반응한다는 점 때문에 믿음이 수의적이라고 주장한다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경우 ‘수의성’은 새로운 약정적인 의미를 지니게 될 뿐이

며 이런 의미의 수의성을 주장하는 것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쟁점으로부터 논점 

이탈하는 일이 될 것이다.  

                                                           
54 ‘인식적 수용’의 의미를 포함하여 통시적, 공시적인 인식적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3장 내용 참조. 

55 맥휴(C. McHugh)는 행위가 실천적 이유 외에 인식적 이유에도 반응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슈토이프의 차별성에 관한 비판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행위는 

실천적 이유에만 반응적일 뿐 실제로 인식적 이유에는 반응적이지 않다는 슈토이프의 

주장에 대해 ‘가능적으로’ 반응적일 수 있다는 답변이 적절한 반론이 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더욱이, 맥휴는 행위가 어떻게 인식적 이유에 반응적일 수 있는지 구체적인 

견해를 제시하지 않는다. McHugh(2012: 82-8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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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당위-가능성 원리와 당위가 가능성을 함축하지 않는 사례 

 

2.3.1. 당위-가능성 원리의 핵심: 실천적 모순성에 대한 고려 

 

한편, 인식적 의무주의 역설을 피하기 위해 시도되는 또 하나의 전략은 역설

을 낳는 또 다른 전제, 즉 ‘만일 우리에게 인식적 의무가 있다면, 믿음적 태도는 

수의적 제어 하에 놓인다’는 전제에 대한 비판이다. 그리고 이 전제에 대한 비판

은 이를 함축한다고 생각되는 보다 일반적인 원리, 즉 ‘당위는 가능성을 함축한

다’는 원리에 대한 비판으로 일반적으로 이어진다.56 그런데 이 원리는 그것이 어

떻게 정식화되고 또 궁극적으로 그것이 어떤  정당화 근거에 의존하고 있든 적어

도 그 핵심 내용 자체는 직관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워보이며, 또한 규범이 적용되

는 현실의 많은 경우들에서 우리는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이 원리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듯하다. 따라서 이 원리에 대한 비판이 전형적으로 취하는 

전략은 이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들을 보임으로써 그것이 지닌다고 생각되

는 보편적인 성격을 공격하는 데 있다. 즉, 이에 대한 비판은 일반적으로 반례 제

시의 형태를 취한다. 따라서 이 원리에 대한 비판이 성공적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는 제시되는 반례들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번 절에서는 이 

원리에 대한 비판으로 제시된 사례들을 그 주요 특징별로 구분하고 그 각각이 적

절한 반례로서 간주될 수 있는지 논의하도록 한다. 

먼저, 구체적인 반례들을 검토하기에 앞서 당위-가능성 원리가 핵심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논의가 우선적으로 

                                                           
56 이 원리를 이하에서는 ‘당위-가능성 원리’로 줄여서 표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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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이유는 이후 구체적으로 논의되겠지만 이 원리의 비판을 위해 제시되는 

사례들이 사실상 모두 이 원리가 실제로 의미하는 바에 대한 오해로부터 비롯되

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우선, 이 원리가 담고 있는 내용의 핵심을 포착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는 이 원리가 명백하게 적용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도대체 왜 이 

원리를 참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이해하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원리가 큰 논쟁의 여지 없이 잘 적용된다고 보이는 상황을 다음과 같

이 먼저 생각해보자. 한 학부모가 초등학생 자녀에게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은 미

적분 수학 문제를 풀어보라고 요구한 후 풀지 못하자 그 자녀를 심하게 매질한다. 

이 경우 초등학생 자녀는 부모로부터 미적분 수학 문제를 풀 것을 요구받았으나, 

즉 그러한 요구를 따라야 하는 규범이 부모로부터 주어졌으나, 아마도 우리는 그

러한 규범이 적절한 규범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설령 아이가 

문제를 풀지 못해 부모로부터 매질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주어진 상황에 대한 올

바른 판단은 부모가 애초에 잘못된 규범을 부여하였다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규범이 잘못되었다고 할 때, 정확히 어떤 의미에서 규범이 잘못된 

것인지 조금 더 분석해보자. 먼저, 우리가 그것을 잘못된 규범이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그것이 수행 가능하지 않은 일을 요구하기 때문일 것이다. 구체적으로, 

부모가 아이에게 요구하는 것은 ‘미적분 수학 문제를 푸는’ 일이다. 그런데 가정

상 아이는 그것을 푸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으며 따라서 그 문제를 푸는 것은 아

이에게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즉, 아이에게 가능한 일들 가운데 해당 문제를 푸

는 일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아이가 미적분 수학 문제를 푼다’는 진술은 참

이 될 수 없다. 그런데 부모가 요구하는 것은 이 진술이 참이 되는 상황이다. 요

컨대 부모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을 요구하는 것이고, 모순적인 상황은 실

현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부모의 요구는 적절하지 않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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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요구가 모순적인 상황에 대한 요구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 혹은 

바꿔 말해 적절한 요구는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을 요구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는 것, 바로 이것이 당위-가능성 원리가 담고 있는 핵심 내용이라고 필자는 생각

한다. 이를 좀 더 일반화하여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S 가 Φ를 수행한다는 

명제 P 에 대하여, 당위-가능성 원리는 다음을 의미한다.  

(OIC)  S 에 의해 실현가능한 가능세계의 집합 R 에 대하여,  

 P 이어야 한다 → P 가 참이 되는 가능세계가 R 의 원소이다 

여기서 이 당위-가능성 원리가 거짓이라고 해보자. 그렇다면 이 조건문의 전

건이 참이면서 후건은 거짓이 되므로, P 이어야 하면서 동시에 P 가 참이 되는 가

능세계가 R 의 원소가 아니게 된다. 그런데 P 가 참이 되는 가능세계가 R 의 원

소가 아니라는 것은, 풀어 얘기하면, S 에 의해 실현가능한 모든 가능세계에서 P

가 거짓이라는 것, 즉 S 에게 있어 P 가 필연적으로 거짓이라는 것을 뜻한다. 따

라서, 당위-가능성 원리가 거짓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거짓인 

명제 P 를 참이 되도록 만들 것을 요구하는 규범이 참인 규범일 수 있다고 주장

하는 것이다. 그리고 당위-가능성 원리가 말하는 바는 바로 이러한 주장이 거짓

이라는 점이다. 즉, 이 원리가 말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거짓인 명제를 참이 되도

록 만들 것을 요구하는 규범, 다시 말해,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을 요구하는 

규범은 올바른 규범일 수 없다는 점이다. 요컨대, 당위-가능성 원리의 핵심에는 

모순적인 상황은 일어날 수 없다는 단순한 논리적 원칙에 대한 이해가 자리하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이 원리가 일반적으로 자명하게 받아들여진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에서 논의되는 가능성이 정확하게 어떤 종류의 가능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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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왜냐하면 ‘가능성’은 맥락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

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현재 논의되는 가능성은 가령, 논리적, 형이상학

적, 물리적 가능성 등과는 구분되는 실천적인 종류의 가능성이며 이는 예컨대 어

떤 논리적, 물리적 법칙 등에 의해 결정되기보다는 행위자의 능력에 의해 결정된

다고 생각한다. 즉, 이 때 가능성의 경계는 주어진 맥락에서 행위자의 능력을 고

려했을 때 해당 행위를 행위자가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고 생각된다. 물론 이 때 행위자의 능력은 상당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

으며 또한 맥락에 따라 매우 가변적일 것이다. 가령, 위에 제시된 사례에서 초등

학생 자녀가 미적분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지의 능력은 학생이 가지고 있는 방

법적 지식에 결정적으로 의존하는 듯하다. 즉, 학생이 문제를 푸는 가능세계와 

풀지 못하는 가능세계의 경계는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적으로 달라질 것이다. 반면, 당신의 책에 어떠한 낙서도 행해져서는 안 된

다는 것을 만일 당신의 어린 아들이 알고 있지 못하다면, 이 경우 당신의 아들이 

그러한 규범에 따를 능력은 그것이 금지된 행위라는 것을 모른다는 점에 의해 크

게 제한받을 것이다. 즉, 명제적 지식이 이 경우에는 낙서를 하는 가능세계와 하

지 않는 가능세계의 경계를 나누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한편, 더 나아가서 

이상의 경우들과 다른 다음과 같은 상황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다. 백인 학생들로

만 구성되어 있는 초등학교에 한 흑인 학생이 전학을 왔는데, 담임 선생님이 그 

흑인 학생에게 다음 날까지 피부 색을 하얗게 바꿔 오라고 명령을 한다. 이 경우 

흑인 학생은 명령을 따를 능력이 없어 보이는데 그것은 앞선 경우들처럼 방법적

인 혹은 명제적인 지식을 그가 결여해서가 아닌 것 같다. 그보다는 그에게 피부

색을 바꾸는 일은 가령, 손을 들어오리거나 눈을 깜박이는 일처럼 그가 제어할 

수 있는 성격의 일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즉, 이 경우 그가 명령을 따를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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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의 지적 상태보다는 요구되는 일 또는 행위에 대한 그가 가진 수의적 제어 

능력과 직접 관련성을 갖는 것 같다. 이상의 고찰은 행위자가 어떤 행위를 수행

할 능력이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예증하여 주며, 이는 결

국 당위-가능성 원리가 표현하는 실천적 가능성의 경계가 맥락과 상황에 의해 

크게 영향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물론, 그 경계가 어떻게 결정이 되든 실천적 

가능성은 논리적, 형이상학적, 물리적 가능성보다는 훨신 약한 종류의 가능성이

라는 점은 분명한 듯하다. 단적으로, 위에 제시된 사례에서 초등학생 자녀가 미

적분 수학 문제를 푸는 일은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그것

이 주어진 맥락에서 해당 문제를 푸는 일이 학생에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의미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필자는 논 논의를 통해 이 실천적 가능

성의 경계가 결국 어떤 일반적인 원리에 의해 결정되는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탐

구를 시도하지는 않는다. 한편으로는, 그 일반적 원리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앞의 

몇몇 사례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는 많은 경우 어떤 한 행위가 주어진 맥락에

서 가능한 행위인지 그렇지 않은 행위인지 결정할 수 있는 상당히 믿을 만한 직

관적인 판단 능력을 가진 듯하며, 이후 논의를 위해서는 이 정도만으로 충분한 

것 같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경계를 결정하는 일이 특히 현재 논의 

맥락에서 필자가 주장하려는 바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현재 필자가 

주장하는 것은, 그 경계가 어떻게 결정이 되든 규범이 요구하는 행위는 그 경계

에 의해 결정되는 실천적 가능성 안에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 바

로 이것이 당위-가능성 원리가 담고 있는 의미라는 점이다. 

한편, 당위-가능성 원리는 ‘해야 한다’, ‘할 수 있다’와 같은 관련 개념들이 실

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혹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님을 언급해야 할 것 같다. 그보다 이상의 논의가 말하는 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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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위-가능성 원리가 좀 더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 즉 의무, 명령, 책임 

등을 실제로 부여하거나 칭찬, 비난 등의 평가를 실질적으로 내리게 될 경우 이

러한 규범이나 규범적 평가는 위에 제시된 의미에서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는 점

이다. 이 점을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곧 논의되겠지만 이 원리에 대하여 

제기되는 대부분의 반례들은 이 원리가 담고 있는 이러한 실질적인 내용보다 관

련된 용어나 개념들의 피상적인 쓰임에 대체로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

의를 토대로 이후부터 당위-가능성 원리에 대하여 제시되는 주요 반례들을 검토

하도록 한다. 단, 이하에서 논의될 반례들은 이 원리에 대하여 제기될 수 있는 모

든 반례들을 포함한다기보다 단지 현재 논의에 유관한 종류의 것들만을 대상으

로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인식적 의무는 수의성을 함축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위해 당위-가능성 원리를 비판하는 이들은 일반적으로 당위가 가능성을 함축하

지 않는다고 보이는 반례를 제시한 후 인식적 의무가 요구하는 당위는 바로 이러

한 사례에 등장하는 종류의 당위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필자가 보기에 이러한 목

적에서 제기되는 반례들은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종류로 구분될 수 있는 듯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두 종류의 반례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그것들이 적절

한 반론을 구성할 수 있는지 논의하도록 한다. 

 

 

2.3.2. 간접적 행위에 귀속되는 규범의 사례와 규범적 표현의 간접적 쓰임 

 

먼저, 스토커(M. Stocker)가 ‘비난할 만한 무능력(culpable inability)’에 해당

한다고 제시한 다음과 같은 사례를 보자.  

그레이가 브라운에게 두 시간 후에 만나자고 약속을 한다고 가정하자. 따라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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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는 그 약속을 지킬 도덕적 의무가 있다. 그런데 약속 후 그레이는 그 약속을 지

키지 않기로 결심을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그는 세 시간 동안 운행 예정인 항공기에 탑승한다. 만일 ‘옳지 않다’, ‘비난받을 만

하다’가 ‘가능성’을 함축한다면, 이 경우 약속을 지키지 않은 그레이는 옳지 않게 

행하였거나 비난받을 만하게 행한 것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그가 옳

지 않게 혹은 비난받을 만하게 행하였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1971: 314) 

다음은 라이언이 제시한 사례이다. 

[스티브]는 강박적으로 몸을 앞뒤로 흔드는 증세를 지니고 있다. 특히, 새벽 3시

부터 8시 사이가 되면 그는 의자에 앉아 끊임없이 몸을 앞뒤로 흔들어 댄다. 그는 

가능한 모든 치료법을 시도하였으나 그 모두가 실패하였다. 이 질환으로 인해 그

는 직업 생활을 유지할 수 없으며 결국 경제적 위기에 처하고 만다. 한편 그는 세살 

난 딸을 홀로 키워야 하는 가장인데, 이로 인해 집의 난방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

다. 어느날 뛰어난 엔지니어인 그의 친구가 그를 돕기 위해 그의 의자에 전기 발생 

장치를 장착하여준다. 그리고 그 덕분에 그는 새벽 3시부터 8시 사이에 의자에 앉

아 몸을 앞뒤로 흔들며 하루 분량의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그는 딸

에게 자신이 매일 새벽 몸을 흔들며 전기를 발생시키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 약속

을 꾸준히 지켜가며 딸에게 필요한 난방을 제공한다. (2003: 54) 

이 사례에 이어 라이언은 “새벽 3시부터 8시 사이에 제어 불가능하게 몸을 흔

들어대는 스티브는 딸에게 약속한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즉, 그는 자

신이 해야 하는 것을 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을 던진다. 그리고 이 물음에 대하

여 “분명히 그러하다”는 답변을 제시한 후, 따라서 이는 당위가 가능성을 함축하

지 않는 사례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상에서 제시된 두 사례는 모두 한편에서는 적절한 규범 혹은 규범적 평가가 



 78 

제시되고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규범 수행에 필요한 적절한 능력, 즉 수의성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따라서 당위-가능성 원리가 틀리게 되

는 경우가 실제로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주어

진 사례에 대한 적절한 분석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 먼저, 강박증에 관한 사례의 

경우, 스티브는 자신의 딸에게 약속한 일, 즉 새벽에 의자에 앉아 전기를 발생시

키는 일을 해야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는 듯하며 또한 그 의무를 지속적으로 수행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사례에 분명히 명기되어 있듯이 의자에 앉아 몸을 

흔드는 일은 그가 제어할 수 없는 성질의 일이다. 따라서 이것은 규범이 실천적

으로 가능하지 않은 행위(또는, 몸의 움직임)에 실제로 부여되고 있는 경우에 해

당하는 듯 보인다. 즉, 당위-가능성 원리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규범적 용어가 우리의 언화행위에서 실제로 어떻

게 사용되는지 충분히 유의하지 않는데서 비롯되는 오해일 뿐이다. 구체적으로 

이 분석은, 몸을 흔드는 일에 대하여 스티브가 제어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티브는 새벽에 의자에 앉아 몸을 흔드는 일을 해야 한다’는 진술이 참이라는 

점에 기대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우리가 이 진술을 참이라고 생각

할 때, 다시 말해, 스티브에게 새벽에 의자에 앉아서 몸을 흔드는 일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우리가 판단을 내릴 때 우리의 이런 판단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그에게 아무런 제어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실제

로 몸을 제어해가며 몸을 앞뒤로 흔드는 행위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의

미하는가? 다시 말해, 실천적으로 모순적인 상황을 그가 실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전혀 그럴 듯하지 않다. 우리가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이보다는 오

히려 가령, 새벽 3시까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의자에 와서 앉아 있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3시부터 8시까지의 전기 발생 작업에 지장을 미치는 일을 해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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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것 등일 것이다. 즉, 딸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일

들’을 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말하자면, 전기를 발생시키는 행위

를 직접적으로 제어할 수는 없지만 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통해 간접적으로

는 제어 가능하므로, 이러한 간접적인 행위를 적절히 수행해야 하는 의무에 대하

여 우리가 말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사실, 직접적인 제어가 가능하지 않은 대상

에 대하여 이렇게 간접적인 방식으로 규범적 개념을 적용하는 언화 행위는 우리

에게 전혀 낯설지 않다. ‘건강을 유지 해야 한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한다’, 

‘울창한 숲을 만들어야 한다’ 등 우리에게 익숙한 많은 규범적 문장들의 발화에

서 규범적 표현은 이처럼 간접적인 방식으로 사용된다. 표면적으로는 규범이 직

접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대상이나 사건에 직접 귀속되고 있으나, 이러한 문장들

의 발화가 의미하는 것은 모두 그런 대상이나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행

위를 수행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규범적 표현이 제어되지 않는 강박적 행위에 

표면적으로 귀속된 채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당위-가능성 원리가 지켜지지 않는

다는 주장을 위한 적절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주장은 규범적 표

현이 일상적인 언화행위 속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쓰임의 한 가지 방식 – 이것을 

‘규범적 표현의 간접적 귀속’이라고 부른다면 - 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단순히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스토커가 제시한 사례 또한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주어진 사

례에 따르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그레이는 어떤 잘못을 범하였으며 따라서 그에 

대해 비난 등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그는 

약속을 지켜야 하는 시점에 항공기 안에 앉아 있으므로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

황에 있다. 분명히, 적절한 규범적 평가임에도 가능성을 함축하지 않는 사례에 

해당하는 듯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러한 논리가 성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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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수행될 수 없는 행위와 비난이 귀속되는 행위가 동일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그러한 행위는 ‘약속 시간에 약속 장소에 나타나는 행위’이다. 즉, 이 행

위를 수행할 수 없지만 이 행위를 수행하지 못한 데 대하여 비난이 가능하기 때

문에 당위-가능성 원리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 주어진 반례의 핵심 논리이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앞선 사례의 경우에서와 같이 규범 혹은 규범적 평가가 

‘간접적인 행위’에 귀속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우

선, 주어진 사례에서 우리가 그레이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때 그러한 

평가로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들여다 볼 경우, 그것은 그가 약속을 지켜야 하는 시점에 단순히 약속 장소에 있

지 않았기 때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우리가 그를 비난하는 이유는 오히려 그가 

약속을 지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으로 자

신을 이끌었다는 데 있다. 즉, 이 경우 비난이 귀속되는 행위는 단순히 약속 시점

에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은 행위라기보다 그에 앞서 스스로를 그러한 상황으

로 이끈 행위, 가령, 항공기에 올라탄 행위나 더 먼저는 공항으로 향한 행위 등이 

될 것이다. 따라서, 주어진 상황에 대한 옳은 분석은, 수행할 수 없는 행위에 대

하여 그것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하지 않을 수 

있는 행위 – 가령, 항공기에 올라 타지 않거나 공항으로 향하지 않는 행위 – 를 

수행하지 않지 않았기 때문, 즉 수행했기 때문에 비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약

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우리가 그를 비난할 경우 이런 비난이 표

면적으로는 단순히 그가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 관련될지라도, 이

러한 평가 행위는 단지 우리가 규범적 표현을 유연하게 사용하는 언화행위에 익

숙하다는 점을 보여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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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역할적 의무의 사례와 규범적 표현의 가치론적 쓰임 

 

그런데 이상에서 논의된 경우들과 달리,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수행가

능한 행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범이 적절하게 부여되는 많은 경

우들이 있음을 주장하는 또 다른 종류의 반론이 많은 이들에 의해 제시된다. 예

를 들어, 라이언은 스토커에 의해 제시된 앞선 사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흥미

로운 주장을 한다. 먼저, 오후6시에 동료와 피츠버그 공항에서 만나기로 한 약속

을 깨기 위해 그레이가 일부러 샌프란시스코 행 항공기에 올랐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라이언에 따르면 그레이는 오후 5시 50분에, 혹은 심지어 오후 6시에도 

여전히 동료와 만나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내 직관에 따르면 이 경우 그는 5시 50분에, 그리고 6시에도 여전히 그의 동료를 

만날 의무를 갖는다. 예를 들어, 그가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는 항공기 안에서 자신

이 행한 행위를 돌아본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6시가 되었을 때 자신의 시계를 들

여다보며 죄책감을 느낀다. 이 경우 그가, “지금 피츠버그 공항에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비행기 안에 있으니 그럴 수가 없군. 완전히 망해버렸어”라고 생각하는 것

은 충분히 자연스럽다. (2003: 52) 

라이언이 주장하는 대로 이 인용문에 나와 있는 그레이의 생각 혹은 진술은 

매우 자연스러워 보인다. 즉, 5시 50분 혹은 6시에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

레이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나는 지금 피

츠버그 공항에 있어야 한다’는 규범적 진술은 충분히 자연스럽다. 펠드만은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규범적 진술들을 그가 ‘역할적 의무(role ought)’라고 부르

는 종류의 사례들 안에서 찾아낸다. 먼저 그의 주장에 따르면, 

어떤 역할을 수행하거나 지위에 있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의무가 있다. 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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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교육 내용을 명확하게 가르칠 의무가 있다.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를 돌볼 의무

가 있다. 사이클 선수는 여러 기법에 따라 자전거를 운전할 줄 알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실력없는 교사, 무능한 부모, 훈련되지 않는 사이클 선수는 그들의 의

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을 수도 있다. […] 나는 인식적 의무가 이와 같은 종류의 의

무라고 제안한다. 인식적 의무는 주어진 어떤 역할을 수행할 옳은 방식을 기술한

다. (2001: 87-88) 

펠드만이 제시한 역할적 의무의 이러한 성격은 스토커의 다음과 같은 사례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스미스는 어떤 모임의 의장이며 따라서 모임의 질서를 유지할 의무를 가진다. 그

런데 모임의 구성원들이 지나치게 무질서하여, 혹은 마이크가 고장이 나서,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하여도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해보자. 이 경우 나는 그가 자

신의 의무 수행에 실패하였다고 생각한다. 즉, 이 경우 그가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기보다, 구성원들의 무질서함이 그로 하여금 의무를 완수할 수 없게 하였다고 해

야 할 것이다. 만일 누군가 “당신에게는 질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 그가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내게 그런 의무는 없다”라고 대답한다면 그것

은 적절한 답변이 아닐 것이다. 그보다는 오히려, 가령, “나도 안다. 그러나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는 것이 적절한 답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만일 

이후에 그가 “수행했어야 하는 의무를 수행할 수 없었어”라고 안타까워한다면 이

러한 태도가 어떤 오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1971: 312) 

이상에서 제시된 사례들은 모두 적어도 겉보기에는 당위가 가능성을 함축한

다는 원리가 지켜지지 않는 명백한 경우에 해당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

한 정확한 판단은 앞선 절의 논의에서와 같이 각각의 규범적 진술이 정확히 무엇

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우선 필요로 한다. 먼저, 그레이가 정각 

6시에 비행기 안에서 문장 “나는 지금 피츠버그에 있어야 한다”를 발화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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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이 발화를 통해 의미하는 것은 정확히 무엇인가? 그는 이를 통해 그가 바로 

그 순간에 (즉, 6시에) 피츠버그로 순간 이동하기 위해 실제로 무언가를 실행해

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다시 말해, 실천적으로 모순적인 상황을 자신이 실

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현재 시각이 6시라는 것을 모른다면 혹시 모르

거니와, 그가 약속 시간이 6시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한 현재 시각이 6시라는 것

도 알고 있으며 동시에 약속 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상공에 있다는 것 역시 알

고 있는 상태에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실제로 수행해야 한

다는 것을 그가 의미하고 있다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는다. 즉, 자신에게 가능하

지 않은 일을 실현하기 위해 무언가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이지 않으며 

따라서 단순히 이러한 발화가 자연스럽다는 것은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규범

이 실천적으로 모순적인 상황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지니는) 당위-가

능성 원리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다음의 물음

이 자연스럽게 제기된다. 이 규범적 문장 – “나는 지금 피츠버그에 있어야 한다” 

– 은 어떤 의미로 발화되고 있는가? 그것은 아마도, 내가 무언가를 실질적으로 

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내가 달성하거나 달성했어야 하는 어떤 이

상적인 상황이나 상태, 즉, 모든 일들이 잘 풀렸거나 풀릴 경우 이르게 될 바람직

하고 좋은 상황을 기술한다고 보인다. (의무론적인)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이루어져야 하는 이상적인 행위나 상태를 제시할 뿐 아니라 동시에 그것의 달성

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의 실천까지 촉구하는 속성을 지닌다고 해야할 것이다. 따

라서 일반적으로 규범에 대한 진술은 이러한 함축을 모두 지닌다고 보인다. 그러

나, 규범적 진술은 맥락에 따라 필요하다면, 실천적인 함축 없이, 결국 수행되거

나 달성되어야 하는 이상적인 행위나 상황만을 기술하기 위해 충분히 사용될 수 

있다. 사실, 언화행위가 나타나는 발화 맥락은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으며,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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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행위나 상황만을 단순히 기술하기 위한 발화 맥락 또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가령, 규범의 수행에 실패하였을 경우, 혹은 규범을 실천

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 단순히 규범이 요구하는 행위, 목표, 상황이 무엇인

지 혹은 무엇이었는지 그것만을 구분하여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 그레이의 발

화는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그레이는 해당 문장을 발화함

으로써 비록 자신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지만 자신이 약속한 바

에 따르면 결국 수행했어야 하는 행위, 혹은 이루었어야 하는 상황이 무엇인지 

기술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펠드만이 제시하는 역할적 의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이 된다. 먼저, 가령, 교사는 교육 내용을 명확히 가르쳐야 한다는 의무는 분명 

어떤 의미에서 모든 교사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으로 참인 진술로 보이고, 따라서 

무능력한 교사라고 하여서 예외가 될 수는 없는 듯하다. 마찬가지로, 장내 질서

를 유지해야 하는 의장은 설령 자신에게 그럴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그 

때문에 그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경

우에도 먼저 생각할 것은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이 당위-가능성 원

리가 틀리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하는 점이다. 예를 들어, 문자 그대로 의장이 장

내 질서를 유지할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의장은 장내 질서

를 유지할 의무를 가진다’는 진술은, 만일 이 진술이 참이라면, 무엇을 의미하는

가? 불가능한 무언가를 실행해야 한다는, 즉 가정에 따라 모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무언가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가? 전혀 

그럴 듯하지 않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의 경우에도, 만일 교육 내용을 명확히 

전달할 능력이 문자 그대로 전무한 경우에는 규범적 진술이 실천적 함축을 지닌

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며, 만일 그런 의미로 진술이 발화된다면 적절한 발화로 



 85 

간주되기 어려워보인다. 오히려 이러한 경우에도, 앞선 사례의 경우와 마찬가지

로, 각각의 규범적 진술은 규범이 지향하고 목표하는 이상적인 행위나 상황을 기

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욱 그럴 듯하다. 즉, 어떤 역할이나 지위로부터 발생

하는 규범은 만일 그것의 실천이 가능하다고 가정될 수 있다면 그에 관한 규범적 

진술이 실질적인 실천적 함축을 지닌다고 할 수 있을 테지만, 만일 주어진 사례

에서와 같이 그의 수행히 명백히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천적 함축 없이 이상

적인 상황만을 기술하는 것으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규범적 표현의 이러한 

비실천적 쓰임을 ‘가치론적 용법’이라고 부른다면, 이상의 논의에 따를 경우 결

국 가치론적 용법에서 발화되는 규범적 진술은 의무론적 함축을 지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그것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어떤 의무, 명령 등을 수행하거나 책

임 등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것이 참이라 하더라도 당위

-가능성 원리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리고 더불어, 이상

의 논의는 반례에 기초한 여러 비판들이 규범적 표현이 언화행위 속에서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숙고 없이 단순히 표면적인 언어적 

서술에만 기댄 채 제기되고 있다는 점 또한 잘 보여준다.57 

                                                           
57 당위-가능성 원리에 대하여 제시된 이상의 반례들은 모두 당위는 있으나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는 종류의 것들이었다. 그러나 이와 사뭇 다른 종류의 반례가 맥휴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제시된 바 있다. 그는 당위가 가능성을 함축한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당위가 수의성을 함축한다는 것이 바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위해서는 ‘가능성은 

수의성을 함축한다’는 별도의 전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바로 이 전제에 대한 

반례를 제시함으로써 결국 가능성은 수의성을 함축하지 않음을 보이려고 시도한다. 그가 

제시한 반례는 가령, ‘나는 잠이 들 수 있다’ 혹은 ‘나는 감정을 느낄 수 있다’와 같은 

가능성에 관한 문장들이다. 이 문장들은 참이지만 잠이 드는 것 혹은 감정을 느끼는 것을 

수의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가능성이 수의성을 함축한다고 보이지 

않으며 따라서 결국 당위가 수의성을 함축한다고 할 수 없는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이러한 반론은 애초에 당위-가능성 원리에 대한 오해에 기초하고 있다. 우선, 이 반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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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를 마무리하며 이상에서 소개된 규범적 표현의 서로 다른 쓰임 – 즉, ‘해

야 한다(ought)와 같은 표현의 서로 다른 쓰임 – 을 간단히 정리하도록 한다. 이

를 위해 두 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구분을 나눈다면, 첫 번째 종류의 구분은 규범

적 표현의 사용에 있어서 직접적 귀속과 간접적 귀속의 구분이다. 우선, 간접적 

귀속에 의한 사용을 따를 경우, 규범적 표현은 행위 주체가 직접 수행할 수는 없

으나 수행 가능한 다른 행위를 통해 간접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상태나 사건 등

에 귀속된다. 앞서 언급되었던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와 같은 진술이 이러한 사

용의 사례에 해당한다. 이러한 간접적 쓰임에 따르면, 수행 불가능한 사건이나 

상태에 규범이 (표면적으로) 귀속될지라도, 그러한 사건이나 상태의 실현을 위해

서는 결국 간접적 행위가 수행되어야 하므로, 규범에 의해 실제로 구속되는

(binding), 따라서 그것이 더 근본적으로 귀속되는 것은 수행 가능한 간접적 행

위이게 된다.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당위-가능성 원리에 대하여 주어지는 한 종

류의 반례들이 규범적 표현의 이 간접 귀속 용법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에서 비롯

되고 있다. 한편 이와 달리 직접적 귀속에 의한 사용을 따를 경우, 규범적 표현은 

                                                                                                                                                     

당위는 수의성을 함축한다는 원리가 다음의 두 전제로부터 도출된다는 분석에 기대고 

있다. 즉, (P1) 당위는 가능성을 함축한다. (P2) 가능성은 수의성을 함축한다. (C) 따라서, 

당위는 수의성을 함축한다. 그런데, 이러한 분석에 의한 반론은 가능성 개념이 수의성 

개념과 구분될 수 있다는 점에 결정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제시된 반례는 바로 이러한 

점 – 즉, 잠들 수는 있으나 잠드는 것을 제어할 수 없다는 점 – 을 이용하고 있다. 즉, 

당위가 가능성을 함축한다고 할 때 이 때의 ‘가능성’이 의미하는 바가 수의성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표현 ‘가능성(can)’이 수의성 개념의 

함축 없이 사용되기도 한다는 언어적 현상에 단순히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당위가 가능성을 함축한다고 할 때 ‘가능성’이, 표현 ‘가능성’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의미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단지 수의성을 포함하는 의미만 

가리킨다는 점을 단순히 간과하고 있다. 즉, 주어진 반론은 당위-가능성 원리에 대한 

오해에 기초하고 있어 정당화되기 어려워 보인다. McHugh(2012: 86-8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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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있는 사람은 손을 들어야 한다’와 같은 진술에서처럼 행위 주체가 실제

로 수행할 수 있는 행위에 직접 귀속된다. 이 경우에는 간접 귀속의 경우와 달리 

실제로 수행 가능한 행위에 규범적 표현이 귀속되기 때문에, 그렇게 규범적 표현

이 귀속되는 행위와 실제로 규범에 의해 구속되는 행위가 일치하게 된다. 규범적 

표현의 이러한 두 사용, 특히 그 중에서도 간접 귀속의 사용을 이해하는 것은 이

후 논의되겠지만 인식적 의무를 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

다. 가령, ‘(좋은) 증거에 따라 믿어야 한다’는 진술을 바르게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규범적 표현이 믿음에 적용되고 있으므로 의무가 믿음에 직접 귀속되는 

것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이를 규범적 표현이 간접적으로 귀속되고 있는 경우로, 

따라서 (좋은) 증거에 따라 믿는 상태에 이르기 위해 실행 가능한 간접적인 행위 

– 예컨대, 증거를 성실하게 수집하는 행위 – 를 수행하라는 의미의 진술로 이

해하는 것이다. 

한편, 규범적 표현의 사용에 관한 또 다른 구분은 의무론적 사용과 가치론적 

사용의 구분이다. 의무론적 사용에 따르면 규범적 진술은, 그것이 참인 한, (직접

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실제로 수행 가능한 규범을 서술하게 되고, 따라서 그것

은 준수해야 할 이상적인 행위 기준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행위 주체가 그 기준

에 따라 행위할 능력이 있으므로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라’는 실천에 대한 요구 

또한 표현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에서 이러한 용법의 규범적 진술은 따라야 할 

의무, 명령, 규칙 등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비난을 

받거나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는 (그리고 준수할 경우에는 반대로 칭찬 등

을 받게 된다는) 의미 또한 갖는다. 규범의 본질적인 혹은 핵심적인 특징의 하나

가 행위를 실질적으로 규제하고 인도하는 실천성에 있다면, 이러한 의무론적 용

법이 규범을 서술하는 일차적인 혹은 가장 근본적인 사용 방식에 해당한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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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 이와 달리 규범적 진술은 경우에 따라 실천적 함축 

없이 오직 이상적인 행위 기준만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러한 쓰임이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규범적 표현의 가치론적 사용에 해당한다. 

앞서 언급된 사례를 다시 가져온다면, 이미 수행이 불가능한 약속을 떠올리며 

“나는 지금 약속 장소에 있어야 한다”고 진술할 경우, 이는 규범적 표현이 가치

론적으로 사용된 사례이다. 당위-가능성 원리에 대한 또 다른 종류의 반례는 바

로 이 가치론적 용법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에서 비롯되었다. 

필자는 이상에서 논의된 용법들, 즉 규범적 표현이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

로 귀속되거나, 또는 의무론적으로 혹은 가치론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규범적 표

현의 모든 쓰임을 망라한다고 물론 생각하지 않는다.58 언화 행위의 목적이 다양

한 만큼 규범적 표현 역시 그 외에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고, 또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위-가능성 원리에 대한 비판

을 위해 제기된 반례들은 특히 이상에서 제시된 용법들에 대한 충분치 않은 이해

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보이며, 따라서 이 서로 다른 언어적 쓰임들을 제대로 이

해할 경우 당위-가능성 원리에 대하여 제기되는 반례들은 적절히 구성된 반례들

로 간주되기 어렵다고 보인다. 

                                                           
58 가령, 월터스토프(N. Wolterstorff)가 ‘propriety ought’ 혹은 ‘paradigm ought’라고 

칭하는 용법에 따르면, 예를 들어, 의사가 환자에게 “3주 안에 반드시 나을 

것입니다(you should be back at work in three weeks)”라고 얘기할 경우, 이 때의 

규범적 표현은 이상에서 논의된 것과는 또 다른 방식의 쓰임을 나타낸다고 보인다. 

Wolterstorff(1997, 20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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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인식적 당위-가능성 원리에 대한 귀류법적 비판과 이유-

반응 해석 

 

2.4.1. 귀류법에 의한 인식적 당위-가능성 원리 비판과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 

 

이상에서 소개된 반례에 기초한 논증은 당위-가능성 원리를 따르지 않는 의

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인 후 인식적 의무 역시 그와 같이 수의성을 전제할 필요

가 없음을 보이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런데 반례에 의한 이와 같은 부정적인 

방식의 논증 대신, 좀 더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인식적 의무는 수의성을 

필요로 하지 않음을 보이려는 시도가 있다. 다음은 이러한 맥휴의 시도를 보여준

다. 

먼저, 다음의 진술을 참이라고 가정하자. 

(1) 믿음에 관한 인식적 의무가 있다면 믿음은 수의적 제어 하에 놓인다. 

다음으로, 만일 믿음이 수의적 제어 하에 있다면 뜻대로 믿음을 형성, 수정하거

나 폐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인식적 이유만이 아니라 원한다면 실천적 이

유에 따라서도 형성, 수정, 폐기가 가능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2) 믿음이 수의적 제어 하에 있다면 믿음은 실천적 이유에 반응적이어야 한

다. 

(1)과 (2)로부터, 

(3) 믿음에 관한 인식적 의무가 있다면 믿음은 실천적 이유에 반응적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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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런데, 실제로 믿음은 실천적 이유에 자유롭게 반응하지 않는다. 가령, 달이 삼

각형 모양이라고 믿으면 재산을 두 배로 늘려준다는 제안을 받을 경우, 당신은 

이러한 실천적 이유만을 가지고는 믿음을 형성하지 못할 것이다. 즉, 진술 (3)의 

후건은 거짓이다. 따라서, 진술 (3)의 전건 즉, 믿음에 관한 인식적 의무가 있다

는 것이 맞다는 가정 하에서 진술 (3) 전체는 거짓이 된다. 한편, 맥휴는 별도의 

논의를 통해 진술 (2)가 참임을 보여주었으므로 결국 이상의 논증을 통해 진술 

(1)이 거짓임이 따라 나온다. 즉, 믿음에 관한 인식적 의무는 믿음이 수의적 제어 

하에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McHugh 2012: 89-90) 

논리적으로 건전해 보이는 이상의 논증은 반례를 이용하는 앞선 논증과 달리 

매우 엄밀하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인식적 의무는 수의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는 견해를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듯하다. 그러나 이미 논리 전개 과정에서 엿보

였듯이 이상의 논증은 하나의 가정을 전제하고 있다. 그것은 진술 (3)의 전건, 즉 

믿음에 관한 인식적 의무가 존재한다는 가정이다. 물론, 그의 논리 전개 과정에

서 이 가정이 그에 대한 아무런 논의도 없이 단순히 채택되고 있다고 말한다면 

공정한 것이 아닐 것이다. 위에 소개된 논증의 바로 앞에 나란히 위치하고 있는 

다음의 논의는 적어도 이 가정이 어떻게 정당화되는지에 대한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게 하여준다.  

인식적 의무주의는 의무주의의 한 종류로서 그것이 적용되는 특징적인 영역 – 

믿음적 태도와 믿음적 태도를 형성, 유지, 수정, 폐기하는 과정 – 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의무를 산출하는 고려사항의 종류 – 참을 믿고 거짓을 피한다는 목표 혹

은 규범에 기여하는 종류의 고려사항 – 에 의해서 또한 구분된다. 대부분의 경우 

이 고려사항은 증거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믿음적 태도를 주체가 가진 증거에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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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서 인식적으로 평가하고 규정한다. (2012: 89) 

여기에 담겨 있는 그의 논리는 아마도 다음과 같은 것일 듯하다. 인식적 의무

는 다른 종류의 의무와 구분되는 두 가지 특징을 지닌다. 하나는 그것이 믿음적 

태도에 귀속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의무를 산출하는 이유가 인식적인 종류

의 이유라는 점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첫 번째 특징으로서 그로부터 문제의 

가정이 바로 정당화된다. 왜냐하면 인식적 의무가 믿음적 태도에 귀속된다면 믿

음에 관한 인식적 의무가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점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함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식적 의무가 믿음적 태도에 귀속된다는 주장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의 전체 구조를 보았을 때, 믿음에 관한 인식적 의무가 있다는 가정만

큼이나 정당화되기 어려운 주장이다. 왜냐하면 현재의 모든 논의가 바로 이 주장

들, 즉 인식적 의무가 믿음적 태도에 귀속된다는 주장, 혹은 믿음에 관한 인식적 

의무가 있다는 주장 자체에 대한 의심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인식적 

의무가 언급된 바와 같은 두 가지 특징을 지닌다는 것은 전통적으로 많은 이들에 

의해 받아들여진 가정이다. 그러나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인식적 의무주의 역

설이 말하는 바가 두 가지 그럴 듯해 보이는 두 전제, 즉 믿음의 불수의성에 관한 

전제와 당위-가능성 원리에 관한 전제를 받아들일 때 이러한 전통적인 견해 즉, 

인식적 의무가 믿음에 귀속된다는 견해가 틀리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논

의 흐름 속에서 맥휴의 논의는 이 역설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즉 역설의 두 

전제 중 하나인 당위-가능성 원리가 틀리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

된 것이었다. 따라서, 믿음에 관한 인식적 의무가 있다는 것, 혹은 인식적 의무가 

믿음에 귀속된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주장이며, 따라서 거꾸로 근

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선결문제 요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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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를 범하는 일일 뿐이다. 

 

 

2.4.2. 당위-가능성 원리의 이유-반응 해석과 논점 일탈의 오류 

 

그러나 또 한편, 맥휴는 위에서 소개된 논증에 이어 당위-가능성 원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함으로써 인식적 의무는 믿음의 수의성을 필요로 한다는 원

리를 또 다른 원리로 대체하고자 시도한다.  

당신이 모종의 의무 하에 놓인다는 것은 당신이 그 의무를 발생시킨 고려사항들 

– 이유들 – 에 답변할 책임을 갖는다는 것을 뜻한다. 이유들에 답변할 책임을 갖

는다는 것은 당신이 그 이유들이 요구하는 것을 수행함으로써 그 이유들에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나는 이것이 ‘당위는 가능성을 함축한다’는 원리의 핵심

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OR) S 가 이유 R 때문에 Φ를 해야 한다면, S 는 Φ를 함으로써 이유 R 에 반응

할 수 있다. 

따라서, 인식적 의무가 증거에의 반응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그럴 듯하다. 여기

서 그럴 듯하지 않은 것은 어떤 한 종류의 이유에 답변할 책임을 갖는다는 것이 그

와 다른 종류의 이유에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는 생각이다. 그러한 함축

이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임의적인 것이 되어버릴 것이다. 의무는 그 실행에 있

어 그처럼 전적으로 임의적인 것이 될 수 없다. (2012: 90) 

이에 따르면 당위는 가능성을 함축한다는 원리는 당위가 수의성을 함축한다

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보다 이 원리가 실질적으로 말하는 바는 단지 당위

로부터 이유에 반응할 수 있다는 것만이 함축된다는 점이다. 가령, 실천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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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이것이 뜻하는 바는,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행위를 수행할 의무를 가진

다면 당신은 실천적, 인식적 이유 등에 따라 반응할 수 있다는 것, 즉 그에 따라 

행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인식적 의무의 경우에는, 인식적 이유에 

반응할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해 증거에 따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상의 논의는 그것이 당위-가능성 원리에 관하여 아무리 흥미로운 

해석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첫째, 이 원리에 대한 전통적 견해 즉, 이 원리가 당

위는 수의성을 함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견해가 틀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은 아니며, 둘째, 무엇보다 이 원리에 또 하나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단순히 

그에 관하여 논의함으로써 사실은 실제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로부터 벗어나고 

있다. 논의된 바와 같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믿음에 인식적 의무가 부여

될 수 있는가이고,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의무는 수의성을 요구하는데, 믿

음은 그러한 수의성을 지니지 않는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의무가 

수의성을 요구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의무는 전형적으로 행위에 귀속되는 것이

고, 행위에 의무가 귀속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수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

다. 바꿔 얘기하면,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의무 개념은 행위에 귀속되는 의무 개

념이고, 이러한 개념에 따를 때 의무는 수의성을 함축한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개념 하에서, 믿음은 수의성이 없으므로 그에 대하여는 의무가 귀속될 수 없다는 

점이 따라 나온다. 요컨대, 당위가 수의성으로서의 가능성을 함축한다는 견해는 

행위를 중심으로 한 의무 개념에서 비롯되고, 이것이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무 개념의 전형이다. 따라서 믿음에 의무가 부여될 수 있는지, 믿음에 부여되

는 의무의 경우에 당위-가능성 원리가 적용되는지 등의 문제는 행위를 중심으로 

한 의무 개념에 비추어서 분석되고 평가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물론 현재 이루

어지고 있는 전체 논의는 바로 이러한 틀 하에서 출발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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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맥락에서 보았을 때 당위-가능성 원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 후 그에 

기대어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흥미로운 내용을 지닌다고 하더

라도, 단순히 논점에서 일탈하는 일일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해석에 기초하여 

인식적 의무에 필요한 것은 단지 인식적 이유에 반응하는 일 뿐임을 보인다면 이

러한 결론은 정당화되지 않는다거나, 혹은 ‘의무’와 같은 핵심 개념이 비표준적

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따라서 논의와 사실상 무관한 진술로 이해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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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인식적 행위로서의 추구와 수용, 그리고  

통시적, 공시적인 인식적 의무 

 

 

3.1. 인식적 행위로서의 인식적 추구와 통시적인 인식적 의무 

 

3.1.1. 인식적 추구의 이행으로서의 통시적인 인식적 의무 

 

인식적 의무주의에 관한 지배적인 견해에 따르면 인식적 의무는 적어도 넒은 

의미에서 ‘어떻게 행위해야 하는가?’라는 물음과 대비되는 의미로서의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관계한다. 가령, 대표적인 인식적 의무주의자의 한 

사람인 봉주르(L. BonJour)에 따르면,  

인식적 정당성은 행위, 결심 등과 같은 것보다는 오히려 믿음이나 판단에 적절한 

종류의 정당성이다. 그러나 이 언뜻 그럴 듯해 보이는 제안은 오직 부분적으로만 

참이다. [...]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인식적 정당성은 아마도 믿음에 가장 

적절한 종류의 정당성일 것이다. (1985, 6) 

인식적 의무는 행위에 귀속되는 규범과 달리 믿음에 귀속되어 결국 어떤 의미

에서건 믿음을 규제하거나 인도하는 의무라는 생각, 더 나아가 믿음 귀속에 관한 

이 특징이 인식적 의무를 다른 종류의 의무와 구분시켜주는 핵심 요소의 하나라

는 생각은 인식론에서만이 아니라 철학 제 분야에서 어느 정도 자명하게 받아들

여지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필자는 이후 논의를 통해 인식적 의무는 행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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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되는 규범이라는 점, 즉 그것은 심적 상태로서의 믿음에 귀속되기보다는 오히

려 행위에 귀속됨으로써 직접적으로 행위를 규제하고 인도하는 규범이라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먼저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상상해보자. 외과 의사 김씨는 최근 컴퓨터 게임에 

심취하여 많은 시간을 게임을 하며 보낸 결과 최근 그의 분야에서 널리 도입되고 

있는 새로운 의료 기술에 대한 동향과 정보를 접할 기회를 잃는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수술 진행 중 환자가 사망하는 의료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 결정적 원

인이 기존 의료 시술법의 결함에 있음이 판명났으며, 따라서 만일 그가 최근의 

의료 기술 – 그러나, 컴퓨터 게임으로 인해 접할 기회를 잃었던 – 을 알고 있었

더라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사고였음이 드러났다. 이 경우, 우리의 자연스러

운 판단의 하나는 의사 김씨의 행위 가운데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으며 그것은 

특히 그가 새로운 의료 기술을 습득하지 않은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판단일 것이

다. 즉, 만일 이 경우 우리가 그에 대해 가령, “그는 새로운 의료 기술을 알았어야 

했다”거나 혹은, “이전 기술에 대한 지식을 버리고 수술실에 들어섰어야 했다”는 

판단을 내린다면, 이러한 판단을 통해 우리가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그가 새로운 

의료 기술에 대한 참인 믿음, 혹은 지식을 가지게끔 행동했어야만 했다는 것이다. 

가령, 컴퓨터 게임 시간을 줄이고 그에 대신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보고서를 찾

아보거나 해당 영역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세미나에 참석하는 등의 활

동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그에 대해 내리

는 판단이 옳은 것이라면, 이 경우 그는 모종의 의무를 따르지 않은 것인데, 그 

의무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든 그의 행위에 대한 지시를 담고 있으며 그러

한 행위는 최종적으로 그가 의료 기술에 관한 참인 믿음 혹은 지식을 가질 것을 

목표한다. 즉, 주어진 의무는 인식적 목표 달성을 위해 도구적으로 요구되는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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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의 행위를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사실, 인식적 목표와 그에 기여하는 통시적 

행위 사이에 놓여 있는 의무적 관계는 논리적으로 보았을 때 누구나 받아들일 만

한 자명한 실천적 추론에 기대어 있고, 따라서 인식적 관점에서 그러한 통시적 

행위에 대하여 의무론적 평가를 부여하게 되는 위와 같은 종류의 사례들은 충분

히 직관적이고 자연스럽다.  

실제로, 인식적 의무 혹은 합리성을 이와 같이 통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시도와 함께 행위가 인식적인 종류의 의무, 책임, 이유 등에 의해 규제되거나 평

가될 수 있다는 생각이 몇몇 철학자들에 의해 제시된 바 있다. 예를 들어, 콘블리

스(H. Kornblith)에 따르면, 믿음은 그것이 인식적으로 책임감 있는 행위의 산물

일 때 정당화되는데, 여기서 인식적으로 책임감 있는 행위란 참인 믿음을 가지고

자 하는 욕구에 의해 인도되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그의 견해에 따르면, 행

위는 그것이 참인 믿음을 가지고자 하는 욕구에 의해 인도되는지 여부에 의해 인

식적으로 책임감 있거나 혹은 없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1983).  홀(R. J. Hall)

과 존슨(C. R. Johnson) 또한 이와 비슷한 견해를 제시하는데, 그들에 따르면 당

신이 모든 그리고 오직 참인 명제만을 믿는다는 인식적 목표를 받아들일 경우, 

당신은 불확실한 명제들에 대하여 더 많은 증거를 찾겠다는 잠정적인(prima 

facie) 인식적 의무에 공약하게 된다 (1998). 좀 더 최근으로는 부스(A. R. Booth)

가 이와 유사한 견해를 제시하는데, 그는 참을 믿고 거짓을 피한다는 목표의 달

성에 기여하는지 여부에 의해 행위가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러한 

의미에서 행위를 위한 인식적 이유가 있음을 주장한다 (2006).59 이상의 제안들

                                                           
59 부스는 인식적 평가에 대한 의무론적 해석을 제안하지는 않는다. 한편, 홀과 존슨은 

치좀이 제시하는 인식적 의무 개념을,  물론 그의 입장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그 자체로 

논쟁적이나, 이와 같이 통시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것을 제안한다 (Chisholm 1977, 



 98 

은 모두, 그 구체적인 정식화에서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핵심

적인 특징을 공유한다. 그들은 각각 모종의 인식적 목표를 가정한 후, 그 목표 달

성을 위한 의무, 책임, 이유, 특히 그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특정한 종류의 행위

를 규제하는 의무, 책임, 이유 등을 도구적으로 산출한다. 필자는 이상에서 제시

되고 있는 그 핵심 견해에 동의하며 특히 이것이 인식적 관점에서 우리가 따라야 

하는 의무의 한 가지 중요한 측면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인식적 목

표를 그것이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 일단 채택하고, 또한 믿음의 불수의성을 심각

하게 받아들인다면, 인식적 의무의 적용 대상으로서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는 믿음 대신, 그 목표 달성에 도구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행위를 고

려하는 일일 것이다.60 

물론, 이러한 기본적인 생각을 구체화하여 인식적 의무의 정확한 형태를 정식

화하고 그를 통해 통시적인 관점에서 인식적으로 요구되는 행위의 정확한 범위

를 결정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가령, 앞서 인용된 철학자들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 바탕이 되고 있는 생각은 동일하더라도 그것을 구체화하고 있는 인

식적 의무의 정식화 내용은 분명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많

은 모호함을 담고 있어 정확히 어떤 행위가 인식적으로 요구되고, 어떤 행위는 

요구되지 않는지 그 경계를 구분하는 것이 결코 쉬워 보이지 않는다. 가령, 콘블

리스의 경우에는 ‘참인 믿음을 가지고자 하는 욕구에 의해 인도되는 행위’를, 홀

과 존슨은 ‘불확실한 명제에 관한 증거를 찾는 행위’를, 그리고 부스는 단순히 

                                                                                                                                                     

1982). 그리고 컬쉬(D. Kirsh)와 매글리오(P. Maglio)는 ‘인식적 행위’라는 용어를 

제안하며 인식적 목표와 행위 사이의 긴밀한 관계에 관한 흥미로운 경험적 연구 결과를 

소개한다 (1994).  

60  이상과 같은 논조에서 통시적인 인식적 합리성 개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국내 

논문으로는 김기현(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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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적 목표의 달성에 기여하는 행위’를 각각 인식적 의무, 혹은 이유를 따르는 

행위로 기술하고 있다. 물론 이 각각이 그 내용은 달라도 결국 그 외연, 즉 그에 

의해 요구되는 구체적인 행위는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

려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보다 어려운 점은 각각의 정식화를 통해 

요구되는 행위의 범위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는 일이다. 예를 들어, 부

스가 제시한 바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통시적 관점에서 인식적 목표의 달성에 

‘기여하는 행위’가 어떤 행위까지를 포함하는지는 그리 분명해 보이지 않는다. 

물론,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홀과 존슨이 제안한 것과 같이 증거를 찾는 

행위일 것이다. 올바른 증거를 찾음으로써 우리는 참을 믿고 거짓을 피할 수 있

다. 그러나 증거를 찾는 일이 인식적 목표에 기여하는 통시적 행위의 모든 것은 

분명 아닌 듯하다. 가령, 일반적인 과학 활동의 진행 과정에 따르면 구체적인 실

험을 통해 증거들을 수집하기 전에 해당 실험이 검증, 혹은 반증할 가설을 수립

하는 단계를 갖는다. 이 가설을 수립하는 과정은 분명 참인 이론 도달을 목표로 

하는, 즉 인식적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행위를 분명 포함할 텐데, 이는 엄밀한 의

미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와는 구분이 가능한 것 같다. 또한, 일단 증거를 수

집한 이후에도 참인 믿음이 형성되기 이전에 별도의 추가적인 단계가 요구되는 

경우 또한 흔히 발견된다. 예컨대, 수집된 증거를 분류하거나, 해석하는 행위, 그

렇게 해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추론 등을 수행하며 가설을 평가하는 행위 등이 그

러한 예에 속할 것이다. 따라서, 인식적 목표에 기여하는 행위는 그 외연이 단순

히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 이상을 포함하도록 해석되거나 혹은 좀 더 구체적인 방

식으로 정식화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 지점에서 콘블리스가 제안한 ‘참인 믿

음을 가지고자 하는 욕구에 의해 인도되는’ 행위라는 개념은 분명히 문제되는 외

연의 범위를 어느 정도 적절히 제한하여 주는 듯하다. 적어도 위에서 언급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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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종류의 행위들 각각은 모두 넓은 의미에서 참인 믿음을 가지려는 욕구 하에 

수행된 행위들의 하나로 생각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주어진 욕구에 의해 ‘인도

된다’는 개념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그것이 참인 믿

음, 혹은 일반적으로, 인식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도를 포함하는 것인지 

아닌지, 또는 행위 주체가 인식적 목표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그

렇지 않은지 등의 사안이 여전히 불분명한 문제로 남아 있다.  

이 즈음에서 필자가 이상의 논의를 통해 의도하는 바를 분명히 해야 할 듯하

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필자는 인식적 목표로부터 도구적으로 산출되는 인식

적 의무 개념 특히, 그것이 그 목표에 기여하는 통시적인 행위를 통해 이해될 수 

있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옳은 방향에 서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위에서 논의

된 각각의 견해들은 이러한 중심 생각을 비록 서로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

로 잘 담아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각 견해들의 구체적인 차이와, 정식화 방식의 

모호함, 불분명함 등에 관한 논의는 따라서 통시적인 인식적 의무에 관한 이상의 

제안들이 폐기되어야 함을 드러낸다기보다 단지 그것들이 한층 더 구체적이고 

명료한 방식으로 정식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가 

필자가 본 논문을 통해 수행하고자 하는 작업의 부분이 아님을 밝혀야 할 것 같

다. 필자가 본 논의를 통해 실제로 수행하려는 것은, 통시적인 인식적 의무의 정

확한 정식화를 제시하는 일보다는 오히려 먼저, 이 의무가 그 구체적인 정식화의 

내용이 어떻게 제시되든지 그 핵심적인 형태에 있어서 인식적 목표와 그에 기여

하는 통시적 행위 사이의 관계를 통해 분석된다는 것, 따라서 결국 그것이 행위

에 부여되는 의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특히 무엇보다, 인식적 의무를 통시적 

행위 중심으로 해명하는 이러한 견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하는 특

히 두 가지 주요 반론에 답변함으로써 주어진 견해를 받아들일 더욱 설득력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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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를 마련하는 일이다. 따라서, 이상의 논의에 따르면 우선, 통시적인 인식적 

의무는 그것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정식화되든 인식적 목표에 기여하는 통시적인 

행위를 통해 해명될 수 있음이 분명한 듯하다. 그리고 인식적 목표에 의해 요구

되는 통시적이고 인식적인 종류의 행위를 넓은 의미에서 ‘인식적 추구’라고 부른

다면, 통시적인 인식적 의무는 간단히 표현하여 인식적 추구를 요구하는 의무라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식적 의무를 이상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통시적

인 행위 중심으로 해명하려는 시도는 필자가 보기에 적어도 두 가지 주요한 반론 

혹은 이유에 의해 비판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그 기본적인 견해는 실천적 추론에 

기반한 매우 명백한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적 의무주의 논의에서 

커다란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듯하다. 이러한 반론의 하나는, 인식적 관점에서 

통시적인 행위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결국 믿음 형

성, 수정, 폐기 등을 위한 매개적 수단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인

식적 평가는 믿음에 귀속된다는 견해에 근거한다. 이러한 이유에 의한 반론을 

‘행위의 매개성 논제’에 따른 반론이라고 칭하도록 하자. 한편, 통시적인 인식적 

의무는 그것이 인식적 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인식적 의무

로서 간주된다. 그런데 인식적 추구 행위는 많은 경우 사실 그러한 목표를 달성

하지 못한 채 거짓 믿음에 이르곤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참인 믿음을 전혀 획득

하지 못하게 되는 일 또한 상상 가능하다. 즉, 통시적 인식적 의무는 그 자체로 

인식적 목표 달성을 충분한 정도로 보증하여 주지 못하며,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인식적 의무라고 간주되기 어렵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이를 ‘통시적 행위 불충분

성 논제’에 따른 반론이라고 칭하도록 하자. 이상에서 제시된 두 반론은 그것이 

통시적인 인식적 의무 논의에 대하여 제기되는 주요 반론을 물론 모두 포괄하는 

것은 아니나, 세부적인 정식화 방식에 대한 이의 제기와 달리 통시적인 인식적 



 102 

의무의 핵심 개념 즉, 그것의 통시성과 행위 귀속성 자체를 포괄적으로 문제삼는

다는 점에서 주어진 의무 개념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이 되고 있으며, 또한 바로 

이 점 때문에 통시적인 인식적 의무 개념이 적어도 그 기본적인 형태에서 명백한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많은 이들에게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듯하다. 따

라서 이하에서는 이 두 반론에 대한 필자의 답변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도록 한다. 

 

 

3.1.2. 반론: 행위에 이차적으로 귀속되는 것 아닌가? 

 

통시적인 인식적 의무는 통시적인 행위가 믿음 혹은 지식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가령, 관련 자료를 찾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일, 혹은 논리적인 능력을 계발하고 훈련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인식적 행위들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인지적 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자명

한 사실이 이 의무 개념의 핵심에 놓여 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통시

적인 인식적 의무는 믿음이 아닌 행위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잘못되었다

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먼저, 통시적 행위가 믿음의 형성, 수정, 폐기 등에 인

과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러한 생각의 자명성은 많은 철학자들에게 있어 믿

음이 직접적으로는 제어 가능하지 않을지라도 ‘간접적으로는’ 여전히 제어 가능

하며, 따라서 믿음에 대하여 적법하게 의무, 책임, 허용 등과 같은 평가를 귀속시

킬 수 있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아우디에 따르면, 믿

음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관한 학문은 ‘탐구의 윤리학’으로 분류되

는데 그는 이를 다시, 믿음에 관한 윤리학을 가능하게 하는 세 가지 요소 가운데 

첫 번째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믿음에 대한 간접적 제어가 믿음에 대한 규범적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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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61 이와 비슷한 논조로서 레온(M. Leon)

은, “우리가 믿음을 직접적으로 제어하거나 그에 대한 책임을 직접적으로 지지

는 않을지라도 우리는, 중요하게도,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간접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 즉, 우리에겐 우리가 믿는 것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주장한다 (2002: 422-423). 하나의 예를 더 들면, 슈토이프는, “간접적

으로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자명하다”는 언급과 함께, “만일 우리의 믿음들이 정보를 수

집하는 일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형성이 된다면, 우리는 그러한 믿음들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고, 이는 결국 믿음을 획득하는 일을 하나의 행위가 

되게 할 것이다”고 진술함으로써 믿음에 대한 간접적 제어가 믿음에 대한 의무

주의를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심지어 믿음 획득을 행위의 하나로 간주하게끔 하

는 근거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1988: 75-76). 즉, 이러한 견해들이 보여주는 

바는 통시적 행위를 통해 믿음의 형성, 수정, 폐기 등에 간접적으로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이 믿음은 여전히 의무론적 인식적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좋은 근거로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인식적 평가

가 사실은 믿음 대신 행위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믿음

은 의무론적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불수의주의의 주장에 맞서 여전히 통시

적 행위의 매개를 통해 그러한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소위 ‘간접적 

제어’에 관한 논의의 중심에 있다. 따라서, 이에 따르면 설령 인식적 평가가 매개

적 행위에 귀속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인식적 평가는 그러한 행위를 통해 산출된 

믿음을 통해 이미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행위에 대한 평가는 ‘잉여적’인 것으

                                                           
61 Audi(2001: 105-106, 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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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생각될 수 있고, 더 나아가 통시적 행위는 결국 믿음의 형성, 수정, 폐기 등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행위에 대한 평가는 기껏해야 

‘이차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실질적인 인식적 평가는 여전히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고 이해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생각에 기초한 반론을 다음

과 같은 논제를 통해 요약하면,  

행위의 매개성 논제: 통시적인 인식적 의무는 그것이 설령 통시적 행위에 귀

속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결국 믿음의 형성, 수정, 폐기 등을 

위한 간접적이고 매개적인 수단에 해당하므로 통시적인 관점에서 의무론적인 

인식적 평가는 일차적으로 그러한 행위의 결과인 믿음에 귀속되고, 그러한 믿

음에 대한 평가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제는 간접적 제어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때 그럴 듯하지 

않다는 점이 드러난다.  

먼저, 주어진 반론이 담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을 잘 예증한다고 생각되는 다

음과 같은 사례를 생각해보자. 한 고등학교 신임 교사가 자신이 처음 가르칠 과

목을 위해 성실히 수업을 준비하며 관련 자료를 연구한다. 그리고 그 결과 해당 

주제 영역에 관한 많은 새로운 지식 혹은 참인 믿음을 획득한다. 통시적인 인식

적 의무를 이 경우 적용하면, 해당 교사는 주어진 주제 영역에 관하여 참을 믿고 

거짓을 피할 인식적 목표를 가진다고 보이고, 이를 위해 인식적 추구 행위를 성

실히 수행했으며, 그 결과 많은 참인 믿음을 획득하였다. 따라서, 성실한 연구 활

동이 인식적으로 의무를 다한 행위인 것은 맞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결과적

으로 여러 참인 믿음들을 획득하기 위한 매개적 행위에 불과하며, 따라서 궁극적

인 인식적 평가는 그렇게 획득된 참인 믿음들에 귀속이 된다. 즉, 이 경우 주어진 

믿음들은 인식적으로 정당화된 믿음들이다. 연구 활동에 대한 평가는 그것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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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정당화된 믿음을 낳게 하는 매개 역할을 했다는 의미에서 오직 ‘이차적인’ 

평가의 의미만을 갖는다. 그러나, 주어진 사례에 대한 이와 같은 해석은 이 사례

를 다음과 같이 살짝 변경할 경우 올바른 방식의 해석이 아니었음을 드러낸다. 

이번에는 위의 신임 교사가 클럽에 가서 음주가무를 즐기는 바람에 수업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였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해당 교사의 음주가무 행위는 자신에

게 주어진 인식적 목표를 위한 인식적 추구 행위로 보이지 않으며 따라서 그는 

인식적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경

우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적 평가를 궁극적으로 귀속시킬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긍정적인 인식적 평가의 경우에는 인식적 추구 행위를 통해 (아마도) 새

로운 믿음이 형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형성된 믿음에 인식적 평가를 귀속시

킬 수 있다는 생각을 쉽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인식적 평가의 경우에는 

이러한 식의 생각이 쉽게 적용되기 어려워 보인다. 주어진 사례에서 신임 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적 평가는 궁극적으로 어느 믿음으로 향해야 하는가? 그의 

태만한 행위로 인해 ‘잘못’ 형성된 믿음이 있는가? 물론 그의 행위 결과 새롭게 

획득된 믿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가령, 그가 클럽게 가서 음주가무를 즐기는 동

안 여러 믿음들을 획득하게 되었다고 가정하자. 예컨대, 새롭게 만난 몇몇 아가

씨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믿을 만한 과정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생각하자. 그렇

다면 이러한 믿음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야 하는가? 그럴 듯하지 않다. 왜냐

하면, 가정상 이 믿음들은 적절한 증거에 토대해 있는 잘 형성된 믿음들일 뿐 아

니라,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과 그 자체로 무관해 보이는 믿음들로 보이기 때문

이다. 이보다 더 그럴 듯한 제안은 아마도 신임 교사가 성실히 수업 준비를 했더

라면 획득 혹은 수정되었을, 그러나 음주가무를 즐기느라 획득 및 수정되지 못한 

믿음들을 통해 인식적 평가를 내리는 일일 것이다. 예를 들어, 그가 현재 지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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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믿음들은 새로운 정보들, 즉 증거들을 통해 더 나은 인식적 지위를 가졌어

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적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의 문제점은 인식적 평가가 그래서 결국 어

느 믿음에 귀속되는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점이다. 기껏해야, 가령, 해당 

연구분야에 관련된 믿음들 정도를 두루뭉실하게 말할 수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

떤 믿음(들)에 부정직인 인식적 평가가 귀속되어야 하는지 말할 수 없다. 왜냐하

면 인식적 추구 행위란 자신이 결국 믿게 될 특정 명제(들)을 미리 염두에 둔 채 

그에 관한 증거들을 선택적으로 수집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어떤 믿음들을 획득하고 어떤 믿음들이 수정될 지는 사전에 알려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런 저런 증거를 찾고 그것을 평가하는 등의 인식적 추구 행위를 수행한 

결과 사후적으로 결정될 문제이다. 물론 특정 명제를 정해 놓고 그에 우호적인 

증거들만을 수집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최종적으로 습득하게 될 믿음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기만적 행위는, 설령 성공 가

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가능성이 매우 낮아 이러한 생각을 인식적 추구 행위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없을 뿐더러, 인식적 추구 행위가 전혀 수행되지 않는 현

재와 같은 사례에는 그 자체로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둘 때, 신임 교사가 성실히 수업 준비를 했더라면 획득 혹은 수정되었을 믿음(들)

은 사전에 알려질 수 없고, 이는 앞서 제안된 방식의 생각을 따른다 하더라도 부

정적인 인식적 평가가 최종적으로 귀속될 담지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혹은 그

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인식적 평가가 행위에 귀속된다는 견해

에 따르면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어진 경우 신임 교사가 

범한 ‘잘못’은 그의 행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즉, 그의 음주가무 행위가 인식적 

목표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통해 설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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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는 통시적인 인식적 의무를 최종적으로 믿음에 귀속시키려는 시

도가 성공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특히, 부정적인 인식적 평가의 경우 이러한 평

가를 귀속시킬 믿음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은, 긍정적인 평가의 경우 그것이 설

령 믿음에 귀속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단지 우연적인(contingent) 일 – 왜

냐하면 인식적 목표 상대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맥락에서 특정 행위의 수행

이 믿음을 때로는 산출할 수도 때로는 산출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 이라는 

것을,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경우에도 인식적 평가가 궁극적으로 귀속되는 것은 

행위라는 것을 말해준다. 즉, 성실한 수업 준비를 통해 획득하게 된 믿음에 대하

여 의무론적인 인식적 평가를 긍정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평가

의 최종적 담지자는 그러한 믿음을 낳게 한 행위이고 믿음에 대한 평가는 그것이 

인식적으로 올바른 행위에 의해 산출되었다는 의미에서, 즉 ‘이차적인’ 의미에서 

이루어질 뿐이다. 따라서, 제시된 반론과 달리, 통시적인 인식적 의무는, 그것이 

믿음에 귀속될 수 있다 하더라도 오직 이차적으로만 귀속될 뿐이고, 직접적이고 

궁극적으로는 행위에 귀속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3.1.3. 반론: 인식적 의무 이행이 실제로 인식적 목표에 기여하는가? 

 

한편, 이상의 논의에 따르면 통시적인 인식적 의무는 그것이 인식적 목표에 

기여한다는 점 때문에 인식적인 종류의 의무로서 간주된다. 그런데, 이러한 의무

의 수행이 사실은 인식적 목표에 적절히 기여하지 못한다는, 따라서 인식적 의무

로 간주되기 어렵다는 반론이 제기 가능하다. 가령, 올스톤과 플란팅가는 의무론

적인 인식적 평가 개념에 대한 그들의 비판에서 통시적인 인식적 의무를 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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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참일 개연성이 높은 믿음을 획득하는 데 있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여러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Alston 1988b: 277-293, 2005: 73-80, 

Plantinga 1993: 36-46).62 예를 들어,  

추상적인 철학적 서술이나 논증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

고 있지 않은 한 대학생을 생각해보자. 로크의 『인간지성론』 4권을 일부 읽은 후 

그는 로크의 입장이 모든 것은 각자의 의견에 달려 있다는 견해로 표현될 수 있다

고 생각한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생각과 개인의 지식은 그가 가진 관념들까지로 

제한된다는 생각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애초에 가지고 있지 않다. 이 차이를 판

별하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있지 않다. 따라서 그는 로크를 이와 같이 해

석한 데에 대하여 비난을 받을 수가 없다. 그는 그에게 주어진 지적 의무를 성취하

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로크의 입장에 대한 그의 믿

음은 터무니없을 정도로 잘못된 근거 위에 놓여 있으며, 해당 저서에 대한 막연한 

인상에 토대해 있을 뿐이다. (Alston 2005: 79) 

올스톤은 인지적 결함을 이용하는 이러한 종류의 사례 외에도, 믿음이 애초에 

신뢰할 수 없는 증언이나 권위자에 기대고 있어서, 혹은 감정적으로 밀착된 여러 

신념들의 경우들처럼 어찌할 수 없는 성향에 이끌린 결과, 본인은 통시적인 인식

적 의무를 다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일 개연성이 낮은 믿음들이 산출되

는 여러 사례들을 제시한다. 올스톤과 플란팅가가 제시하는 이러한 종류의 사례

들은 모두 다양한 통시적 행위를 통해 의무론적으로 요구되는 바를 모두 수행한

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참일 개연성이 높은 믿음을 획득하는데 얼마든지 불충분

                                                           
62 올스톤과 플린팅가는 모두 해당 논의에서 통시적 행위에 부여되는 의무의 수행이 

참일 개연성이 높은 믿음을 획득하는데 충분하지 않을 뿐 아니라 또한 필요하지도 

않음을 함께 논의한다. 후자에 관한 논의는 그러나 현재 논의 맥락에 관련된다고 보이지 

않아 별도로 다루지 않는다. 해당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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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듯하다. 즉, 이들의 논의는 통시적 행위에 부여되는 의

무의 수행이 인식적 목표 달성에 사실상 적절히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드러

내는 듯 보인다. 따라서, 올스톤은 통시적 행위에 기반한 의무론적 규범은 ‘인식

적인’ 종류의 규범이 되기에 충분하지 않고, 따라서 통시적 행위에 귀속되는 이

러한 의무는 인지적 혹은 지적 의무로 간주될 수는 있을지라도 인식적 의무는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63 이상에서 제시된 반론을 다음과 같은 논제를 통해 요

약하면,  

통시적 행위 불충분성 논제: 인식적 목표 달성을 위해 수행되는 통시적인 행

위는 의무론적 관점에서 주어진 규범을 다 따른다고 하더라도 참일 개연성이 

높은 믿음을 획득하는데 충분하지 않으며, 이런 의미에서 인식적 목표에 적절

히 기여하지 못한다. 따라서 통시적인 행위에 부여되는 이러한 의무는 인식적

인 종류의 의무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하에서는 이상의 논제를 통해 제기되는 반론에 대하여 몇 가지 논점을 제시함

으로써 답변하도록 하겠다. 

첫째, 우선적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인식적 규범 개

념이 근본적으로 실천적인 함축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즉,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무론적인 인식적 규범은 ‘인식적 관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63  더 정확하게는, 올스톤은 인식적 의무가 믿음에 귀속된다는 전제 하에서 논의를 

진행하므로, 통시적 행위를 통해 간접적으로 믿음에 적용이 되는 의무 개념은 인식적인 

종류로 이해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올스톤과 플란팅가 모두 주어진 반론을 믿음에 

적용되는 – 즉, 통시적 행위를 통해 믿음에 간접적으로 적용되는 – 인식적 의무에 

대하여 제기한다. 그러나 이러한 점이 현재 논의 맥락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반론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논리는 통시적 행위에 귀속되는 인식적 

의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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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가’라는 실천적인 성격의 물음에 대한 답변의 연장선상에서 탐구되고 있다. 

그리고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의 하나로서 통시적인 인식적 의무는  인식적 추구 

행위를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즉, 자신에게 주어진 인식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 이러저러한 통시적인 인식적 행위들 – 가령,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 – 을 수

행할 것이 요구된다. 물론, 반론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이러한 행위가 반드시 지

식 혹은 참인 믿음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의 실제 경험을 단순히 돌

아보기만 하더라도 이러한 통시적 행위를 통해 획득된 믿음이 결국 거짓으로 판

명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본인에게는 안타까운 일이

겠지만 그러한 행위 결과 형성된 믿음의 더 많은 비율이 거짓으로 판명되는 상황 

또한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통시적 행위가 이처럼 목표로 한 

결과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이는 그러한 행위를 요구하는 의무가 인식적인 관점

에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뜻하는가? 이 물음에 적절히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통시적인 인식적 의무가 요구하는 인식적 추구 행위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를 통해  형성된 믿음들이 애초에 목표로 했던 상태, 즉 참인 믿음의 상태에 왜 

이르지 못하는 것인지 물음을 던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올

스톤과 플란팅가가 앞선 반론을 위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례들을 속에 

이미 잘 암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올스톤이 제시한 사례들을 보면 그것은 가령, 

인식적 목표를 추구하는 행위자가 인지적 결함을 가졌거나, 혹은 그가 수집한 증

거들이 그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사실은 신뢰할 수 없는 권위자나 증언들로

부터 주어졌거나, 혹은 그의 인식적 추구 행위가 그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비인

식적 요인들 – 가령, 감정적 밀착 등 – 에 의해 편향되었기 때문이다 (2005: 

79-80). 이 사례들이 공통적으로 암시하는 것은, 주어진 의무에 따라 인식적 추

구를 다 했음에도 그에 의해 형성된 믿음이 애초의 목표로부터 빗나가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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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원인이 모두 행위자가 실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범위 ‘바깥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즉, 주어진 사례들에서 행위자가 인식적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 

즉 참일 개연성이 실제로 높은 믿음들을 획득하기 위해 만일 무언가를 해야 한다

면 그 일들은 모두 그가 실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범위의 ‘바깥에’ 놓여 있는 

일들 뿐이다. 다시 말해 그것은 그에게 실천적으로 실행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일이 된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논의가 실천적으로 실행 가능한 

인식적 규범을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규범이 무

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행위자에게 접근 가능한 요인들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범위 안에서 생각할 때 통시적 관점에서 행위자가 

수행할 수 있는 인식적 행위의 최선은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들 –  인지적, 비인

지적인 심적 태도, 성향이나 외적 조건 등 – 안에서 주어진 인식적 목표를 위해 

도구적으로 요구되는 행위를 수행하는 것, 즉 인식적 추구 행위를 수행하는 일이

다. 즉, 이것이 ‘인식적’ 관점에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서, 이 외에 통시적 

관점에서 인식적 목표 달성을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더 나은’ 대안은 그에게 존

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주어진 의무의 성격이 그것이 목표로 하는 것에 의

해 목적론적으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리고 우리의 관심이 실제로 실행 

가능한 의무를 탐구하는 것에 있다면, 인식적 추구는 그것이 인식적 목표를 위해 

수행되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것이 행위자가 이러한 인식적 목표 달성을 

위해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행위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는 

‘인식적’인 의무라고 충분히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그런데 여기서 서로 다른 두 가지 평가 개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을 언급해야 할 것 같다. 예를 들어, 논의된 사례들에서처럼 행위자가 주어진 조

건 하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 통시적인 인식적 의무를 다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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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인 믿음에 이르게 된 경우를 생각해보자. 구체적으로, 고등학교 역사 교사가 

수업 자료를 열심히 참조하며 최선을 다해 수업 준비를 하였으나, 필자의 의사와

는 별개로 잘못된 자료를 참조한 결과 해당 역사적 사실들에 대하여 대부분 거짓

인 믿음들을 획득하게 된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 경우, 이상의 논의에 따르면 해

당 교사의 인식적 추구 행위는, 비록 목표했던 참인 믿음들 혹은 지식들을 획득

하는 데 실패하였으나, 그 때문에 인식적으로 비난받을 행위를 했다는 평가를 받

지 않는다. 즉, 그가 주어진 조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여 인식적 추구 행위를 한 

이상 그는 그가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다 한 것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하여 누군가 ‘그는 올바른 수업 자료를 참조했어야 했다’거나 혹은 ‘그 수

업 자료를 참조하지 말았어야 했다’와 같은 평가를 내린다면, 이러한 평가는 충

분히 자연스럽고 유의미하며 또한 분명히 적법한 평가로서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는 그가 통시적인 관점에서 인식적 의무를 다 수행

했다는 앞선 평가와 분명 모순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이렇게 언뜻 모순되어 보

이는 두 평가는 그 각각의 평가가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닌다는, 다시 말해, 서로 

다른 언어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깨달을 경우 사실은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는 점이 드러난다. 단적으로, 주어진 사례에서 ‘그는 그 수업 자료를 참조하지 말

았어야 했다’는 평가가 적절하게 내려진 것일 경우64, 이는 비난이나 책임 귀속의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오히려 이 경우 해당 평가는 행위자에게 접근 가능하지 

않은 정보나 조건들까지 모두 고려할 때 행위자가 실제로 했어야 했던 행위가 무

엇인지를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즉, 모든 점을 고려할 때 결국 옳은 행위가 

무엇이었는지를 기술하고 드러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만일 이러한 평가

                                                           
64 ‘적절하게 내려진 것일 경우’라는 단서를 붙인 이유는, 이 동일한 문장이 부적절하게 

즉, 비난이나 책임 귀속의 의미를 지닌 채로 사용되는 경우 또한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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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당 행위의 당사자에 직접 표현한다면 이 경우 이 평가는 그를 비난하거나 

책망하는 의미를 지닌다기보다 사실 모든 점을 고려할 때 무엇이 옳은 행위였는

지를 그에게 알려줌과 동시에 그를 통해 그가 향후 어떻게 행위해야 하는지에 관

한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요컨대, 통시적인 인식적 의무에 따라 ‘올

바르게 행위하였다’는 평가를 그에 대해 내릴 경우, 이는 그가 그에게 주어진 조

건 하에서 실제로 실행 가능한 행위들 가운데 옳은 행위를 선택하였다는 따라서 

책임감 있게 행위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이와 달리 그에 대해 ‘올바르게 

행위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적법하게 내려질 경우, 이는 그가 책임감 없이 행위

하였다는 것을 뜻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점을 고려할 때 그가 수행했어야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그에게) 제시하고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표면

적으로는 상호 충돌하는 듯 보이는 두 평가는 사실은 동일한 언어적 표현을 공유

하되 그러나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따라서 상호 양립 가능한 두 언화 행위

로서 이해되어야 하고, 결국 하나의 평가가 적법하게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은 다

른 하나의 평가가 그처럼 적법하게 내려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반론이 되지 않

는다. 오히려 겉보기에 이질적인 이러한 평가 개념들은 서로의 개념을 반박하기

보다는 규범적인 평가 개념이 다양하다는 점을 나타냄으로써 규범적 태도 혹은 

규범적 세계가 그만큼 다면성을 지닌다는 점을 드러낸다고 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상의 논의는 인식적인 종류의 의무가 통시적 관점에서 믿음이 

아닌 행위에 직접 귀속될 수 있음을, 즉 이러한 견해가 적절히 정당화될 수 있음

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러한 결론은 인식적 의무를 믿음에 귀속시키는 일상적인 

언화행위나 언어적 표현들과 관련하여 이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길

을 열어준다. 우선, ‘그것을 믿지 말았어야 했다’, ‘그런 것은 믿지 않도록 해야 한

다’, ‘좋은 이유에 따라 믿어야 한다’ 등과 같은 표현들은 표현 자체만을 보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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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론적인 규범이 믿음에 직접 귀속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표현들의 발화는 일상

적인 언화행위 안에서 그리 생소하지 않다. 그런데 1, 2장에서 논의한 바에 따르

면 믿음은 그 불수의적 속성으로 인해 의무가 적절하게 귀속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상적 표현들은 표면적으로 해석될 경우 모두 거짓

이거나 무의미하다는, 그리고 이러한 표현들을 발화하는 일상적인 언화행위들 

역시 그에 따라 모두 오류적이라는 결론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이상에

서 이루어진 논의에 따르면 이러한 표현들과 언화행위들은 경우에 따라 통시적

인 인식적 행위를 요구하는 것들로 자연스럽게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그

러한 표현들과 행위들이 실제로 참이거나 적절하다고 생각될 수 있다.) 65 예를 

들어, ‘좋은 이유에 따라 믿어야 한다’는 문장을 누군가 발화했을 때, 발화자는 

이 발화를 통해 좋은 이유에 따라 믿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가령, 믿음이 좋은 이유에 기초할 수 있도록 관련된 이유들을 찾아 본다

거나 그러한 이유들을 주의깊게 비교, 검토하는 일들을 염두에 두는 것일 수 있

다. 사실, 직접적인 제어가 가능하지 않은 대상에 이렇게 간접적인 방식으로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규범적 표현을 이 사례에서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일상적인 언화행위에서 드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앞서 논의한 바 

있다.66 즉, 이상과 같은 사례는 이러한 일반적인 언어적 관행이 믿음이란 심적 

상태에 적용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언어적 현상을 그라이스(H. P. 

Grice)의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면 이는 규약적 함의(conventional implicature)

                                                           
65 ‘경우에 따라’로 제한한 것은 다음 절에서 논의되겠듯이 이 동일한 표현들이 또 다른 

경우에는 공시적인 인식적 의무를 요구하는 것들로도 적절히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 논의는 3.2절 참조. 

66 2.3.2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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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타나는 경우로서, 예컨대 ‘좋은 이유에 따라 믿어야 한다’는 문장은 좋은 이

유에 따라 믿기 위해 통시적인 인식적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을 경우에 따라 규

약적으로 함의하게 된다.67 물론, 언급한 바와 같이 믿음에 의무론적 규범이 직접

적으로 귀속되는 언어적 표현들을 모두 이처럼 통시적인 인식적 행위가 규약적

으로 함의되는 경우들로 간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후 바로 논의되겠듯이 이러

한 표현들은 공시적인 인식적 행위를 경우에 따라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 해당하든 현재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 의무론적 규범에 직접 귀속

되는 언어적 표현들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 이러한 표현

들이 통시적인 인식적 행위를 함의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통시적인 인식적 의

무의 존재가 이러한 표현들의 발화를 적절한 언화행위로 해석 가능하게 하여 준

다는 점이다.  

  

                                                           
67 Grice(197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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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인식적 행위로서의 인식적 수용과 공시적인 인식적 의무 

 

클리포드(W. K. Clifford)는 현대의 인식적 의무주의 논의의 실질적인 단초

가 되고 있는 논문 “The Ethics of Belief”에서 인식적 의무를 실감나게 보여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사례를 제시한다. 이 사례에 대한 검토는 인식적 의

무주의 논의의 중심에 놓여 있는 공시적인 인식적 의무 개념이 무엇인지 그 핵심

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몇 가지 특징들을 드러낼 것이다.  

한 선주가 그의 이민선 한 척을 이제 막 출항시키려 하고 있다. 그는 그의 배가 

이제 많이 낡았고, 또한 애초에 잘 건조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이미 많은 항해를 

다니며 자주 수선을 받아야 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아마도 항해에 적절치 

않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일곤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의구심이 일 때면 그것

은 그의 마음에 깊이 파고들어 그를 불편하게 하곤 한다. 비록 만만찮은 비용이 든

다 하더라도 이 배를 철저히 점검하고 수리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 또한 든

다. 그러나, 그 배가 출항에 나서기 전 마침내 그는 이러한 기분 나쁜 생각들을 성

공적으로 물리친다. 그는 이 배가 수많은 폭풍우를 극복해가며 안전하게 여러 항

해에 다녀온 바 있으며, 또한 이번 항해를 무사히 마치지 못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스스로에게 속삭이곤 하였다. 그리고 또한, 더 나은 삶

을 찾기 위해 조국 땅을 등진 채 떠나야 하는 이 불행한 가족들에 대한 신의 돌보심

이 실패할 리 없다며 신의 섭리에 기대곤 하였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선박 건조자

들과 계약자들에 대한 밀려드는 의심들을 마음에서 물리치곤 하였다. 이러한 식으

로 그는 그의 이민선이 확실히 안전하고 항해에 적절하다는 진정한 확신을 편안한 

마음으로 가지게 되었다. 그는 가벼운 마음으로 출항을 바라보며 낯선 땅으로의 

그들의 망명이 성공하기를 마음 가득 기원한다. 그리고 그 이민선이 바다 한가운

데에서 가라앉고 말았을 때 그는 보험금을 타낼 수 있었으며 이 사실을 아무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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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알리지 않는다. (1877: 289) 

이 사례의 제시에 이어 클리포드는 이민선의 선주에 대해,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에 기초할 때 [그의 배가 항해에 적절하다고] 믿을 권리를 가지고 있

지 않다”는 평가를 내린다. 그리고 이어지는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일반화된 

형태의 주장을 제시한다: “불충분한 증거에 기초하여 믿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

나, 누구에게나 잘못이다.” (1877: 290, 295) 

위에 제시된 사례를 검토하면 인식적 의무, 혹은 인식적 의무가 부여되는 상

황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발견된다. 첫째, 주어진 사례에서 선주는 동일

한 명제 – ‘이민선은 항해에 적절하지 않다’는 명제 – 에 관하여 서로 다른 심

적 태도를 요구하는 두 종류의 서로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다. 그의 마음 한 켠에

는 이 명제를 믿을 인식적 이유가 있는 반면, 또 다른 한 켠에는 이를 거부할 비

인식적 이유(가령, 거액의 수리 비용)를 가지고 있다. 둘째, 선주는 주어진 두 경

쟁적 이유들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주어진 명제를 믿을 수도, 혹

은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이 가정되고 있는 듯하다. 셋째, 선주의 최종적 믿음에 

대한 클리포드의 평가는 선주가 이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으로 보이며, 따라서 만일 인식적 이유를 따라 해당 명제를 믿는다면 그에게 긍

정적 평가가 내려지는 반면, 이와 달리 비인식적 이유에 의해 이를 거부한다면 

(혹은, 그 반대되는 명제를 믿는다면) 주어진 사례에서처럼 그에 대해 부정적 평

가가 내려진다. 요컨대, 인식적 이유와 비인식적 이유가 경쟁하는 상황 속에서, 

이 중 어느 이유에 따라 믿음이 형성되느냐에 따라 그 믿음에 대한 의무주의적 

평가가 달라지고 있다.68 주어진 사례는 공시적인 의무주의적 평가가 어떠한 상

                                                           
68 클리포드는 주어진 사례에서 자기기만적 믿음이 형성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필자는 이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으나 현재 논의 맥락에서의 논의 목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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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서 이루어지는지 그 핵심적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은 믿음

에 관한 공시적인 인식적 의무 논의가 이루어지는 맥락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된

다. 예를 들어, 봉주르에 따르면, 

인식적 정당성을 구별짓는 특징은 그것이 참이라는 인지적 목표에 대해 가지는 

본질적 혹은 내재적인 관계이다. 한 사람의 인지적 노력은 그것이 이 목표를 향하

고 있을 경우에만 그리고 그 정도로 인식적으로 정당화된다는 것이 따라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믿음이 참이라고 생각할 좋은 이유를 가지고 있을 경우 그리고 그 경

우에만 그 믿음을 수용한다는 것을 대략적으로 의미한다. 그러한 이유 없이 믿음

을 수용한다는 것은 그것이 다른 관점에서 아무리 매력적이거나 심지어 의무에 의

한 것이라 하더라도 참을 추구하는 것을 무시하는 일이다. 그러한 수용은 인식적

으로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985: 8) 

여기서 봉주르는 인식적 정당성을 특징짓기 위해 인지적 목표로서의 참과 연

관되는 인식적 이유를 다른 관점에서의 이유, 즉 참에 대한 추구를 무시하는 비

인식적 이유와 대비시키면서, 이 두 종류 이유 가운데 어느 이유에 기초하여 믿

음을 받아들였는지에 따라 믿음의 정당성 여부가 달라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일한 명제에 대해 인식적 이유와 비인식적 이유가 서로 경쟁하는 맥락에서 

어느 이유를 따르기로 결정하느냐에 따라 인식적 의무 혹은 책임을 다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는 이 기본적인 생각은 위에서 인용된 철학자를 포함하여 

많은 이들에게 있어 공시적인 인식적 의무 논의의 배경이 되고 있는 핵심적인 생

각의 하나임이 분명한 것 같다. 그러나 실제로 공시적인 인식적 의무를 구체적으

로 정식화하거나 해명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생각이 적절하게 반영되

                                                                                                                                                     

클리포드의 전제를 받아들여, 비인식적 이유에 의해 믿음이 형성 가능한 것처럼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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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논의되지 않는 듯 보인다. 특히, 믿음의 불수의성이 함축하는 바를 고려할 

때, 이 불수의성 논제를 공시적인 인식적 의무에 관한 이 기본적인 생각과 어떻

게 조화시킬지 – 믿음의 불수의성은 인식적 이유와 비인식적 이유 사이에서 어

느 한 쪽 이유에 따라 믿기로 선택하거나 결정해야 한다는 생각과 양립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 에 관한 그럴 듯한 견해가 아직 제대로 제시된 바 없다고 생각

한다. 그리고 필자는 그 원인이 무엇보다 표현 ‘믿는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제 

태도 표현들이 여러 맥락에서 어떤 의미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충분히 주의하지 

않은 데 있다고 생각한다. 일상적인 여러 표현들이 그러한 것처럼 이 표현들 역

시 하나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다. 가령, 믿음과 수용의 구분에 관한 앞

선 논의에서 이 표현들이 때로는 불수의적인 심적 성향을 때로는 수의적인 심적 

행위를 가리키며 다의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이 소개된 바 있다. 그러나 필자가 아

는 한 이 표현들이 특히 당위적 맥락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는 거의 주목을 

받지 않은 듯 보이며, 결과적으로 공시적인 인식적 의무를 해명하려는 다양한 시

도는 의도치 않게 잘못된 이해와 혼란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은 듯하다. 따라서 

필자는 이후 논의를 통해 특히 당위적 맥락에서 해당 표현이 어떻게 사용되고 어

떤 심적 태도를 가리키는지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공시적인 인식적 의무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제시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필자는 이를 위해 인식적 수용이라는 

심적 행위 개념을 새롭게 제안하고, 공시적인 인식적 의무를 이 심적 행위를 통

해 분석할 것이다. 

 

3.2.1. 심적 행위로서의 인식적 수용 

 

먼저, 1장에서 논의된 바를 상기하면, 믿음은 참과 어떤 고유한 관계를 맺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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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불수의적인 심적 성향인 반면, 수용은 비인식적 이유에서 명제를 참이라고 

간주하는 수의적인 심적 행위였다. 가령, 코헨과 올스톤이 구분한 바에 따르면, 

대략적으로 말해, 믿음 p 는 믿음 주체가 명제 p 에 의해 제기되는 문제들에 주목

할 때 p 가 참이라는 느낌을 일반적으로 가지게 되는 불수의적인 심적 성향으로

서 이해된 반면, 이와 달리 p 를 수용한다는 것은 p 가 참이라는 느낌과 관계없이 

p 를 사실로서 간주한 채 그에 기초하여 이론적, 실천적 추론을 수행하겠다는 데 

공약하는 심적 행위로서 이해되었다. 그런데, 이상과 같은 의미에서의 믿음과 수

용이 표현 ‘믿다’ 혹은 그 유사한 표현들이 가리키는 심적 태도의 모든 것을 망라

한 것은 아니다. 이 표현들은 맥락에 따라서 또 다른 의미의 수용, 즉 앞서 논의

된 의미로서의 수용과 다른, 또 하나의 심적 행위로서의 수용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된다. 그리고 앞으로 논의되겠지만 공시적인 인식적 의무는 바로 이 의미로

서의 심적 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그러나 필자가 아는 한 이러한 의미로서

의 수용은 기존의 인식적 의무주의 논의에서 거의 주목 받지 못한 듯하다. 따라

서 이후 논의에서는 먼저 이 심적 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해명을 시도하고, 

이후 이 새로운 심적 행위 개념을 바탕으로 공시적인 인식적 의무에 관한 필자의 

견해를 제시할 것이다.69 (현재 필자가 새롭게 제시하는 수용 개념을 앞서 논의된 

수용 개념과 구분하기 위해 이후 논의에서는 전자를 ‘인식적 수용’ 후자를 ‘실천

적 수용’으로 명명하도록 한다.) 

우선, 필자가 제시하려는 인식적 수용의 개념이 어떤 낯설고 새로운 개념이 

아님을 먼저 밝혀야 할 것 같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원치 않는 사실을 인

                                                           
69  이하에서 제시되는 인식적 수용에 대한 논의는 그에 대한 정의나 분석이 아님을 

밝혀둔다. 이하 논의는 그보다  오히려 인식적 수용이란 행위의 주요 특징을 풀어 

설명하는 것에 해당한다. 



 121 

정한다고 할 때 흔히 접하게 되는 일상적 개념과 가깝다. 따라서 어떤 명제를 인

식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그것을 참이라고 간주하는 일종의 심적 

태도이다. 물론 명제를 참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그 외의 다양한 

명제 태도 – 가령, 믿음, 가정, 상상, 그리고 앞서 논의된 실천적 수용 등  – 에

서도 발견되는 특징으로 보이며,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참으로 간주한

다는 것인지 그 구별되는 특징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주목해야 

하는 것은, 첫째, 인식적 수용은 이차적인 명제 태도라는 점이다.70 구체적으로 

말해, 인식적 수용의 대상이 되는 명제는 한편으로는 자신이 이미 믿고 있는 명

제이며, 이와 동시에 그를 거부할 비인식적 이유를 가지고 있는 명제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우리가 믿게 되는, 혹은 알게 되는, 사실을 언제나 반가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즉, 우리는, 언제나 그

런 것은 아니지만, 때로 우리가 믿거나 알게 되는 사실(혹은 명제)에 대하여 그것

을 거부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곤 한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 가끔씩은 실제로 그

러한 사실(혹은 명제)을 거부하기 위한 시도를 시행하기도 하는 것 같다. 그리고 

                                                           
70  주의할 것은 인식적 수용은 명제에 대한 태도이므로 여기서 ‘이차적’이란 표현은 

인식적 수용이 일차적 심적 태도(여기서는 믿음)에 대한 태도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바로 이어지는 설명에서 드러나듯이 인식적 수용은 일차적 심적 태도(즉, 

믿음)가 나타난 이후 그 태도의 내용을 향해 취하게 되는 태도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반드시 일차적 심적 태도 이후 나타나게 되며 일차적 심적 태도 없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즉, 인식적 수용이 이차적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인식적 수용이 일차적 심적 태도인 

믿음에 의존적이라는 것을 뜻한다. 한편, 믿다, 가정하다, 상상하다, 염려하다, 욕구하다, 

생각하다 등의 다양한 명제 태도들 가운데, 믿다, 염려하다, 욕구하다 등과 같은 명제 

태도는 불수의적인 심적 상태인 반면, 가정하다, 상상하다, 생각하다 등과 같은 명제 

태도는 (많은 경우) 수의적인 심적 행위에 속한다. 즉, ‘명제 태도’는 일반적으로 

불수의적인 심적 상태와 수의적인 심적 행위 모두를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인식적 

수용은 이 가운데 후자에 속하는 명제 태도라고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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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도는 다양하고 미묘한 방식의 자기기만적 (심적, 신체적) 행위를 통해 

나타나곤 한다. 인식적 수용이란 이러한 맥락에서 자신이 믿고 있는 명제를 거부

하고픈 욕구, 즉 자신이 믿고 있는 명제를 거부할 비인식적 이유에 대항하여 수

행되는 심적 행위이다. 따라서, 둘째로, 인식적 수용은 이차적 심적 태도이되, 주

어진 명제를 거부할 비인식적 이유에 대항하여 그것을 있는 그대로, 참인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이다. 즉, 그것은 명제를 참으로 간주하되, 그 명제가 믿음 안에 

표상이 되고 있는 그대로 참으로 간주하는 태도이다. 이상을 요약하면, 

(EA1) 명제를 인식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은 자신이 믿고 있는 명제를, 그것을 

거부할 비인식적 이유를 거스르고, 그것이 그 믿음 안에 표상되고 있는 

그대로, 따라서 그 믿음의 증거가 가리키고 있는 그대로 참으로 간주하

는 심적 행위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하자. 한 초등학생 아이의 잘못으로 같은 

반의 여러 아이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사고에 관련된 아이들의 학부모

들이 학교로 달려와 사고 경위에 관하여 얘기를 나눈다. 그런데, 담임 선생님과 

주변 여러 아이들의 믿을만한 목격담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저지른 아이의 어머

니가 극구 자기 아이의 잘못일 리가 없다며, 심지어 아이의 행동에 고의성조차 

있었다는 여러 아이들의 얘기를 들으려고 조차 하지 않는다. 이후 모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한 아이의 학부모가 또 다른 아이의 학부모와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눈다. “어쩜, 자기 아이가 잘못했다는 것을 도대체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 “몰

랐어요? 그 아이 엄마가 얼마나 자존심이 센 여잔데. 자기 아이가 잘못했다는 것

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겠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두 학부모가 발화한 각각의 문

장 내의 표현 ‘받아들이다(즉, 수용하다)’는 위에서 논의된 심적 행위로서의 인식

적 수용의 의미를 담고 있는 듯하다. 즉, 주어진 경우에 자신의 아이가 잘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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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받아들인다(즉, 수용한다)는 의미는 그것을 거부할 비인식적 이유 – 가

령, 자존심의 상처 – 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가리키고 있는 사실, 

즉 자신에게 표상되고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사실로서 간주한다는, 그러한 심

적 태도를 취한다는 의미이다. 

인식적 수용에 관한 이상의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그 특징을 조금 더 구

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미 제시된 바와 같이, 인식적 수용은 

특징적으로 두 종류의 서로 다른 이유, 혹은 행위의 동기가 상호 경쟁하는 맥락

에서 나타나는 심적 행위이다. 즉, 행위 주체는 한편에는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있는 그대로 참으로 간주할, 즉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받아들일 인식적 이유 혹

은 동기를 가지는 반면, 또 다른 한편에는 그것을 거부할 비인식적 이유 혹은 동

기를 가진다. 위에 제시된 사례에 따르면, 아이의 엄마는 한편에는 ‘내 아이가 잘

못을 범했다’는 명제를 받아들일 인식적 이유, 즉 담임 선생님이나 함께 한 아이

들의 증언이 가리키고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이유와, 또 다른 한편

에는 그것을 거부할 비인식적 이유, 가령, 자존심의 상처를 받고 싶지 않은 욕구 

각각을 모두 마주하고 있으며, 이 중 후자의 이유에 따라 행위한 것으로 해석된

다. 그런데 이와 달리, 만일 믿음의 증거는 가지고 있으나 그 믿는 바를 거부할 

별도의 비인식적 이유는 가지고 있지 않다면, 발생하는 모든 것은 단지 증거에 

따라 해당 믿음이 불수의적으로 형성되는 사건일 뿐, 그에 대한 이차적인 수의적 

명제 태도, 즉 인식적 수용 행위는 개입될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인식적 수용이

라는 행위는 필연적으로, 특정 명제가 참임을 가리키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

고 그것을 거부할 비인식적 이유가 나타날 때, 그러한 비인식적 이유에 대항하여 

수행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즉, 증거를 가지는 것만으로는 인식적 수용이 수행

될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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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인식적 수용이 믿음과 어떤 면에서 다른 심적 태도인지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우선, 인식적 수용은 간단히 말해, 주어진 명제에 대하여 ‘증거가 

가리키는 그대로 심적 태도를 취하는’ 인식적 행위이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인

식적 수용은 핵심적인 면에서 믿음과 별로 다른 것 같지 않다. 1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믿음 또한 증거에 따라 그대로 형성되는 심적 태도이기 때문이다. 더

욱이 인식적 수용은 특정 명제에 대한 믿음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 동일한 

명제에 대하여 취해지는 행위이다. 요컨대, 둘 모두 동일한 명제에 대한 심적 태

도이고, 두 경우 모두 증거가 그 이유 혹은 동기의 핵심을 구성한다. 따라서 이렇

게 볼 때 인식적 수용은 언뜻 잉여적인 행위로 보인다. 말하자면, 하나의 명제가 

믿음의 과정을 거쳐 자신의 인지적 영역 내로 들어왔는데, 인식적 수용은 그 동

일한 명제를 ‘다시 한 번’ 자신의 인지적 영역 내로 들여오는 잉여적 행위를 수행

하는 듯하다. 그러나, 인식적 수용과 믿음이 중요한 측면에서 이상에서 언급된 

공통된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또 다른 중요한 면에서 근본적인 차

이를 지니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점으로 인해 인식적 수용은 잉여적이기보다는 

오히려 그 자체로 중요한 목적을 수행한다. 이 차이점은 특히 인식적 수용이 이

차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우선, 믿음은 기본적으로 불수의적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심적 상태이다. 증거가 주어질 경우, 말하자면, 좋든 싫든 주체에

게 세계에 대한 인식이 주어진다. 다시 말해, 믿음이 불수의적이라는 것은 때로

는 인식 주체에게 ‘불편한 진실’이 원치 않게 형성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인식적 수용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 유관한 심적 행위이다. 즉, 그것은, 믿음과 같

이 특정 명제를 자신의 인지적 영역 내로 새로이 ‘들여오는’ 행위가 아니라, ‘이

미 들어와 있는’ 명제에 대하여 그것을 거부하려는 이유나 동기가 있는 경우 그

에 맞서 해당 명제를 있는 그대로, 말하자면, 인정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인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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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은 믿음에 의해 수행되는 기능을 사실상 반복하는 잉여적 행위가 아니라, 믿

음 형성의 경우와는 전혀 다른 조건과 상황 그리고 목적 하에서 수행되는 별도의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앞서 각주에 간단히 언급한 바와 같이, 필자는 이상에서 제시된 인식적 

수용에 대한 설명을 그에 대한 정의나 분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필

자는 인식적 수용이 그 외의 더 기본적인 행위 혹은 요소들로 분석되거나 환원될 

수 있는 복합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이와 달리 인식적 수용이 환

원될 수 있는 개념 혹은 복합체라는 반론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으며, 필자가 

생각하기에 그러한 반론으로 제기될 수 있는 가장 그럴듯한 견해는 다음과 같다. 

인식적 수용은 논의된 바와 같이 비인식적 이유 혹은 동기를 거스르며 수행되는 

행위이며, 따라서 인식적 수용은 언제나 비인식적 이유를 따르는 행위에 대한 단

념을 동반한다. 여기서 비인식적 이유를 따르는 행위란 다른 말로 하면 자기기만

적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예를 들어, 명제 p 를 거부하고자 할 경

우 p 에 우호적인 증거로부터 주의를 돌리거나 주어진 증거를 재해석하는 행위, 

혹은 반대로 ~p 에 우호적인 증거를 찾거나 그에 선택적으로 주목하는 행위 등

을 포함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p 를 인식적으로 수용하는 행위는 p 를 거부

하고자 하는 위와 같은 종류의 자기기만적 행위에 대한 단념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로부터 ‘인식적 수용’이란 그 자체로 분석될 수 없는 어떤 단순한 종류의 행위

를 일컫는다기보다 오히려 위와 같은 자기기만적 행위, 즉 비인식적 이유를 따르

는 행위에 대한 단념을 단순히 일컫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에 따른

다면, 가령, ‘내 아이가 잘못을 범했다’는 것을 아이 엄마가 받아들였을 경우, 즉 

인식적으로 수용하였을 경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아이 엄마가 실제로 어떤 구

체적인 심적 행위를 수행하였다는 게 아니라, 그녀가 취할 수 있었던 (혹은,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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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취하였던) 자기기만적 행위를 단순히 단념하였다는 게 된다. 필자는 이것이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한 견해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의 일

상적인 언어적 관행, 혹은 직관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주어진 견해

는 문제점을 드러내는 듯하다. 예를 들어, “당신은 당신 아이가 잘못을 범했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자기기만적 행위의 하나로서) 애써 곡해하거나 트집 잡으

려는 노력을 중단한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물음에 대해 “왜냐하면 저는 제 

아이가 잘못을 범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로 했거든요.”라고 아이 엄마가 답변한

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아이 엄마의 주어진 문장의 발화는 매우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바 또한 잘 이해된다. 그러나, 위 대화 순서를 다음과 같

이 바꾸어보자. 즉, “당신은 왜 아이가 잘못을 범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로 했나

요?”라는 물음에 대해 “제 아이가 잘못을 범했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자기기

만적 행위의 하나로서) 애써 곡해하거나 트집 잡으려는 노력을 중단하였거든요”

라고 답변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아이 엄마의 주어진 문장의 발화는 부자연스

러울 뿐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되지 않는다. 즉, 대화 순서를 

바꾸어 놓은 위의 두 사례는 이해 가능함의 측면에서 서로 비대칭적이다. 왜 그

러한가? 만일 인식적 수용이 위에서 제시된 견해와 같은 의미에서 분석 가능하

다면 위 대화의 두 문장, 즉 질문과 답변은 서로 동일한 의미를 지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럴 경우, 위의 두 대화 사례는 대화 순서를 어떻게 놓든지 간에 비대칭

성을 보여서는 안 된다. 즉, 어느 한 대화가 이해 가능하다면 순서를 바꾸어 놓은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해 가능해야 하고, 만일 어느 하나가 이해 가능하지 

않다면 마찬가지로 다른 하나도 그러해야 한다. 위 대화에서 비대칭성이 나타나

는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설명의 하나는 어느 한 사건이 다른 사건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즉, 첫 번째 대화가 자연스러운 것은 아이의 잘못을 받아들인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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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기만적 행위를 중단한 사건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고, 이와 달리 두 번째 경

우 대화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은 대화 순서를 바꿈으로써 원인과 결과의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상의 설명이 위의 대화가 예시하는 언어적 

관행이나 직관에 대한 유일한 설명일 수는 없고, 또한 더 나아가 이러한 언어적 

관행, 또는 직관이 인식적 수용의 분석 불가능성에 대한 결정적 근거를 제공한다

고 단언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대칭성에 나타나는 언어적 관행이

나 직관에 대하여 오류이론적 회의주의를 가정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이상에서 

제시된 설명을 대체할 만한 더 나은 설명이 제시되지 않는 한, 이상의 논의는 인

식적 수용이 환원되지 않는 기본적인 행위라는 것을 믿을 만한 좋은 이유를 제공

한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위에서 제시된 인식적 수용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일반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즉, 당신이 어떤 명제에 대하여 

믿음이 아닌 다른 믿음적 태도, 가령 판단중지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이 주어

진 태도를 거부할 비인식적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지금까지 논의된 바와 같은 종류의 심적 행위를 동일한 방식으로 생

각할 수 있을 것 같다. 예를 들어, 강력한 무신론자가 유신론의 견해를 논박하려

는 생각으로 오랜 기간 연구를 진행한 결과 의도와는 다르게 양 진영의 견해를 

지지하거나 논박하는 증거들이 각각 거의 비슷하여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이러한 연구 결과를 그대로 따를 경우 자

신의 그 동안의 무신론적 연구 업적 및 명예가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어 연구 결

과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 중에 있다고 또한 가정해보자. 이와 같은 경

우, 무신론자에게 주어진 증거는 판단중지의 태도를 지지한다고 보이며, 주어진 

맥락에서 무신론자가 연구 결과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는 태도는 지금까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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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인식적 수용 행위와 동일한 성격의 태도인 것 같다. 그러나 앞서 제시된 인식

적 수용의 정식화는 이러한 사례를 포괄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적 태

도 중 오직 믿음의 문제만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믿음적 태도의 일반적

인 분류 방식을 따라, 불신(disbelief)과 판단중지 또한 포괄할 수 있도록 인식적 

수용의 정식화를 다음과 같이 일반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A2-a) 명제를 인식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은  

(i) 자신이 믿고 있는 명제를 그것이 그 믿음 안에 표상되고 있는 그대

로, 따라서 그 믿음의 증거가 가리키고 있는 그대로 참으로 간주하

는 심적 행위를, 이를 거부할 비인식적 이유를 거스르고, 수행하거

나, 

(ii) 자신이 판단중지하고 있는 명제를 그것이 그 판단중지의 태도 안

에 표상되고 있는 그대로, 따라서 그 판단중지의 증거가 가리키고 

있는 그대로 참으로도 거짓으로도 간주하지 않는 심적 행위를, 이

를 거부할 비인식적 이유를 거스르고, 수행하거나, 

(iii) 자신이 불신하고 있는 명제를 그것이 그 불신의 태도 안에 표상되

고 있는 그대로, 따라서 그 불신의 증거가 가리키고 있는 그대로 거

짓으로 간주하는 심적 행위를, 이를 거부할 비인식적 이유를 거스

르고,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를 좀 더 간략하게 하나의 정식화를 통해 표현하면,  

(EA2-b) 명제를 인식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은 자신이 믿음적 태도를 취하고 

명제를 그것이 그 믿음적 태도 안에 표상되고 있는 그대로, 따라서 

그 믿음적 태도의 증거가 가리키고 있는 그대로 참 또는 거짓으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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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거나 혹은 어느 것으로도 간주하지 않는 심적 행위를, 이를 거부

할 비인식적 이유를 거스르고, 수행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인식적 수용에 관한 이상의 이해에 기초할 때, 인식적 수용과 믿음이 

공유하고 있는 주요한 특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두 심적 태도는 중요한 측면에서 공통된 특징을 지닌다. 특히 주목할 것은 둘 모

두 참과 고유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리고 이 관계는 각각 증거를 매개로 이해되

는, ‘인식적’인 성격의 태도라는 점이다. 믿음은 1장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그것

의 형성, 유지, 폐기 과정이 모두 증거 – 좋은 증거든 나쁜 증거든 – 가 지시하

는 바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리고 인식적 수용은 증거가 지시하는 대로 명제를 

받아들이는, 특히 그것이 믿음 안에 표상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행위이다. 

필자는, 믿음과 인식적 수용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공통된 인식적인 성격, 말하

자면 ‘증거를 따르는’ 심적 태도라는 점이 표현 ‘믿음’이 두 태도에 대하여 다의

적으로 사용되는 주된 이유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다의적인 사용은 일상

적인 맥락뿐 아니라 철학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맥락에서도 흔히 발견된다. 예를 

들어, 앞서 제시된 학부모 사례에서 학부모들이 발화한 문장 내의 표현 ‘받아들

이다(즉, 수용하다)’을 단순히 ‘믿다’로 대치할 경우, 주어진 맥락에서 그 본래의 

의미는 커다란 손상 없이 유지가 된다. 즉, 해당 맥락에서 만일 한 아이의 학부모

가 “어쩜, 자기 아이가 잘못했다는 것을 도대체 믿으려 하지 않아!”라고 발화하

거나, 이에 대해, “몰랐어요? 그 아이 엄마가 얼마나 자존심이 센 여잔데. 자기 

아이가 잘못했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겠지.”라고 답변할 경우, 각각의 문장 내의 

표현 ‘믿다’는 인식적 수용이 뜻하는 바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해된다.71 요컨대, 

                                                           
71 철학적 맥락에서 나타나는 다의적인 사용에 대하여는 이후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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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믿다’의 일상적 쓰임에 따르면 이것은 불수의적인 심적 성향으로서의 믿음

뿐 아니라 앞서 논의된 실천적 수용, 그리고 인식적 수용까지 적어도 세 가지 다

른 심적 태도를 가리키는데 사용된다. 그리고, 이후 다시 논의되겠지만, 일상적 

맥락에서의 이러한 다의적인 쓰임은 철학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맥락에서도 종종 

발견되며, 결국 철학적인 이론화 작업에서 이러한 다의성에 특히 주의하지 않은 

것이 인식적 의무주의 논의가 불필요하게 복잡해지거나 정확한 이해에 이르지 

못한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된다.72 

 

 

3.2.2. 인식적 수용의 이행으로서의 공시적인 인식적 의무 

 

인식적 행위로서의 인식적 수용이 무엇인지 그 개념 혹은 특징이 이상과 같이 

주어질 경우, 공시적인 인식적 의무에 대한 설명은 쉽게 제시될 수 있다. 단적으

로 말해, 공시적인 인식적 의무란 인식적 이유와 비인식적 이유가 경쟁하는 맥락

에서 인식적 수용을 해야 하는 의무, 즉, 특정 믿음적 태도에 대하여 그것을 받아

들일 이유와 거부할 이유가 경쟁하는 경우 전자의 이유를 따라 믿음적 태도를 인

식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식화하면, 

(SED) 공시적인 인식적 의무: 자신의 믿음적 태도의 명제에 대하여 인식적 

                                                           
72 이상에서 논의된 실천적 수용, 인식적 수용 외에 철학적 문헌에서 ‘수용’이 또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예로 레러(K. Lehrer)의 논의를 생각할 수 있다. 그가 특별한 정의나 

설명을 제시하지 않아 그가 다루고 있는 수용이 정확히 어떤 태도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적어도 그가 명시적으로 언급한 바에 따르면 수용은 심적 상태로서 특별한 종류의 

믿음과 같이 취급될 수 있으며, 지식을 이루는 필요 조건에 해당한다. Lehrer(1990), 1, 

2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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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와 비인식적 이유가 경쟁하는 경우, 그 명제가 믿음적 태도 안에 

표상되고 있는 그대로, 따라서 그 믿음적 태도의 증거가 가리키고 있는 

그대로, 명제를 참 또는 거짓으로 간주하거나 혹은 어느 것으로도 간주

하지 않는 심적 행위를, 이를 거부할 비인식적 이유를 거스르고, 수행

해야 한다. 

각각의 믿음적 태도를 구분하여 이를 다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SED-a) 믿음에 관한 공시적인 인식적 의무: 자신이 믿고 있는 명제에 대하

여 인식적 이유와 비인식적 이유가 경쟁하는 경우, 그 명제가 믿음 

안에 표상되고 있는 그대로, 따라서 그 믿음의 증거가 가리키고 있는 

그대로, 명제를 참으로 간주하는 심적 행위를, 이를 거부할 비인식적 

이유를 거스르고, 수행해야 한다. 

(SED-b) 판단중지에 관한 공시적인 인식적 의무: 자신이 판단중지하고 있는 

명제에 대하여 인식적 이유와 비인식적 이유가 경쟁하는 경우, 그 명

제가 판단중지의 태도 안에 표상되고 있는 그대로, 따라서 그 판단중

지의 증거가 가리키고 있는 그대로, 명제를 참으로도 거짓으로도 간

주하지 않는 심적 행위를, 이를 거부할 비인식적 이유를 거스르고, 

수행해야 한다. 

 (SED-c) 불신에 관한 공시적인 인식적 의무: 자신이 불신하고 있는 명제에 

대하여 인식적 이유와 비인식적 이유가 경쟁하는 경우, 그 명제가 불

신의 태도 안에 표상되고 있는 그대로, 따라서 그 불신의 증거가 가

리키고 있는 그대로, 명제를 거짓으로 간주하는 심적 행위를, 이를 

거부할 비인식적 이유를 거스르고,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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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를 통해 이미 드러난 바와 같이 특정 명제에 대하여 인식적 이유와 비인

식적 이유가 경쟁한다는 것은 두 이유가 행위 주체에게 동시에 수행 가능하지 않

은 서로 다른 두 행위 – 즉, 증거에 따라 명제를 받아들이는 것과 이를 거부하는 

것 - 를 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위의 정식화가 의미하는 바에 관해 

유의할 것은 필자는 이를 타협 불가능한 의무의 하나로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 다시 말해, 위에 제시된 공시적인 인식적 의무는 잠정적인(prima facie) 성격

을 갖는다. 필자가 이와 같이 생각하는 이유는, 위의 인식적 의무에 따를 경우, 

인식적 이유와 비인식적 이유가 경쟁하는 모든 경우에 인식적 이유에 따라 행위

해야 할 것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도덕적 상식 또는 직관에 따르

면 이는 그럴 듯하지 않다. 예를 들어, 학부모에 관한 앞선 사례에서, 잘못을 범

한 아이의 엄마가 평소 심각한 조울증을 앓고 있어 자존심의 상처와 같은 당장의 

부정적인 심리적 경험에도 쉽게 자해를 하거나 혹은 자살을 기도하는 성향을 지

니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만일 이와 같다면, ‘아이가 잘못을 범했다’는 것을 받아

들일 인식적 이유와 그것을 거부할 비인식적 이유가 경쟁하는 경우, 아이 엄마에

게 반드시 전자의 이유에 따라 행위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즉, 

인식적 이유와 비인식적 이유가 경쟁하는 경우, 때에 따라서는 후자에 따라 행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 경우들이 분명 존재하는 것 같다. 물론, 그렇다면 이 

서로 다른 이유를 저울질하여 비교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 – 즉, 어느 때에 인식

적 이유를 따르고 어느 때에 비인식적 이유를 따를지 판단할 기준 – 이 무엇인

지에 대한 물음이 자연스럽게 제기된다. 그리고 이 물음은 아마도 단순히 선험적

으로 답변될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 여러 경험적인 사례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필

요로 하는 또 하나의 어려운 연구 주제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 논의 맥락에

서 필자에게 필요한 것은 다음 정도의 주장일 것 같다. 즉, 인식적 이유와 비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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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이유가 경쟁하는 경우 때로 후자에 따라 행위하는 것이 옳은 사례가 있는 것

과 마찬가지로 전자에 따라 행위하는 것이 옳은, 즉 논쟁적이지 않은, 사례들 또

한 분명히 존재한다. 다시 말해, 이 두 종류의 사례를 구분하는 정확한 경계가 어

디에 있는지 제시하는 것은 현재 논의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 같지 않다. 왜냐하

면 비인식적 이유 대신 인식적 이유를 따르는 것이 옳은 경우들이 제시될 수 있

는 이상, 인식적 의무는 이들에 대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불어, 인식적 의무에 관한 기존의 논의들 역시 이러한 사례

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 또한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앞선 논의에서 필자가 중요한 점 하나를 단순히 가정하고 있다는 이

의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다. 즉, 위 논의에서 필자는 인식적 이유와 비인식적 

이유가 경쟁할 경우 그 둘 사이를 비교할 수 있는 공통의 기준, 즉 둘 중 어느 이

유를 따르는 것이 옳은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될 수 있는 것처럼 가정하

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가정할 수 있는 자명한 사실이 아닌 것 같다. 필

자는 이러한 문제 제기가 필자가 제시하는 인식적 의무 개념으로부터 자연스럽

게 따라 나오는, 따라서 적절한 논의를 필요로 하는 문제를 지적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논의 맥락에서는, 이후 4장에서 자세하게 논의될 예정이므로, 이 물

음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간단한 답변만을 제시하고 더 구체적인 논의는 이후로 미

루어야 할 것 같다. 우선, 주어진 물음은 인식적 이유와 비인식적 이유 간에 공통

의 비교 기준이 제시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만일 인식적 이유와 비인식적 이유

가 모두 그 자체로 고유한 종류의 이유로서 어느 다른 종류의 이유로 분석 혹은 

환원될 수 없다면 이들을 서로 비교하여 어떠한 이유를 따르는 것이 옳은지 판단

할 수 있는 공통의 기준은 제시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와 같은 견해

에 동의하지 않는다. 더 정확하게는 인식적 이유는 그 자체로 고유한 종류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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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기보다 비인식적 이유로 분석 또는 환원될 수 있는 종류의 이유라고 주장한

다. 이것이 필자가 인식적 이유와 비인식적 이유가 비교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는 이유이다. 즉, 필자는 인식적 이유와 비인식적 이유가 경쟁하는 경우, 인식

적 이유는 궁극적으로 비인식적 이유로 환원 혹은 분석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

으로는 둘 중 어느 이유에 따라 행위하는 것이 옳은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제

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필자의 주장에 대한 적절한 이유가 제시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후 4장에서 자세

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다만 현재 논의 맥락에서는, 이상에서 제시된 공시적인 

인식적 의무의 대한 필자의 견해가 주어진 쟁점에 관한 단순한 가정 위에 놓여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간단히 서술한 바와 같이 인식적 이유의 비인식적 이유

로의 환원 가능성이 제시된 인식적 의무 개념의 하나의 근거로 자리하고 있다는 

점만을 언급하도록 한다. 

그런데, 이상과 같이 제시된 공시적인 인식적 의무 개념이 전적으로 새로운 

개념은 아니라는 점을 말해 두어야 할 것 같다. 사실, 인식적 의무에 관한 기존 

논의의 여러 부분이, 명시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이상과 같은 공시적인 인식적 의

무 개념을 적어도 부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보이며, 이것은 특히 앞서 논의된 

바 있는 표현 ‘믿다’ 혹은 그와 유사한 표현의 일상적 맥락에서의 다의성이 철학

적 맥락에서도 이어진다는 점에 주목할 때 그러하다. 따라서 그러한 다의성을 제

거하고서 제시된 공시적인 인식적 의무 개념을 통해 해당 논의들을 해석할 때 주

어진 논의가 더 자연스럽고 선명하게 이해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앞서 인용된 바 있는 다음과 같은 봉주르의 진술을 다시 상기하면, 

인식적 정당성은 행위, 결심 등과 같은 것보다는 오히려 믿음이나 판단에 적절한 

종류의 정당성이다. 그러나 이 언뜻 그럴 듯해 보이는 제안은 오직 부분적으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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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이다. 오직 믿음 혹은 믿음을 닮은 인지적 상태만이 인식적 정당성을 위한 후보

가 되는 듯하다.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인식적 정당성은 아마도 믿음에 

가장 적절한 종류의 정당성일 것이다. (1985: 6, 굵은 글씨체 강조 추가) 

여기에서 그는 인식적 정당성이 행위가 아닌 믿음에 귀속된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인식적 정당성을 특징짓는 주요한 성질임을 분명히 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그의 또 다른 진술은, 비록 그가 의도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의 이러한 주

장에 의문을 들게 하는 것 같다. 

인식적 정당성을 구별짓는 특징은 그것이 참이라는 인지적 목표에 대해 가지는 

본질적 혹은 내재적인 관계이다. 한 사람의 인지적 노력은 그것이 이 목표를 향하

고 있을 경우에만 그리고 그 정도로 인식적으로 정당화된다는 것이 따라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믿음이 참이라고 생각할 좋은 이유를 가지고 있을 경우 그리고 그 경

우에만 그 믿음을 수용한다는 것을 대략적으로 의미한다. 그러한 이유 없이 믿음

을 수용하는 것은 그것이 다른 관점에서 아무리 매력적이거나 심지어 의무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참을 추구하는 것을 무시하는 일이다. 그러한 수용은 인식적으로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여기서 주장하는 바는 그러한 무책

임함을 피하는 것, 즉 믿을 때 인식적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인식적 정당성 개념

의 핵심이라는 점이다. (1985: 8, 굵은 글씨체 강조 추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인식적 평가가 귀속되는 대상이 믿음으로부터 인지적 노

력 또는 믿음의 수용으로 미묘하게 옮겨가고 있는 듯하다는 점이다. 특히 흥미로

운 것은 이러한 변화가 인식적 정당성에 관한 의무주의적 개념을 제시하는 맥락

에서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 책임 등을 논하는 의무주의적 평가 맥락에서, 그

러한 평가가 귀속되는 담지자로서 수의적 성격을 강하게 암시하는 행위 또는 태

도가 믿음을 대체하고 있는 듯 보인다. 더욱이,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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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또는 태도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이유, 즉 인식적 이유와 비인식적 이유 가

운데 어느 편을 따랐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인식적 정당성 평가가 달라짐을 명시

하고 있다. 물론, 이상을 통해, 봉주르의 논의 속에 나타나는 표현 ‘믿다’나 ‘수용

하다’가 필자가 제시하는 인식적 수용을 정확히 의미한다는 것을 주장하려는 것

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의 논의에 관하여 다음은 분명한 것 같다. 첫째, 의

무주의적인 인식적 정당성 개념이 제시될 때 ‘믿다’나 ‘수용하다’와 같은 용어들

이 충분히 주의 깊게 사용되고 있지 않다. 즉, 관련 용어의 다의성이 철학적 맥락

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것이 특히 의무론적인 인식적 정당성 개념에 

관한 이론화 작업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해당 용어들의 비일관된 쓰임의 방식으

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인식적 정당성은 행위가 아

니라 믿음에 귀속된다고 하는 그의 주장은 정당화되기 힘들다. 셋째, 그가 사용

하는 수용의 개념이 비록 인식적 수용 개념과 동일하지는 않을지라도, 적어도 그

와 유사하거나 혹은 그가 사용하는 표현 ‘수용하다’를 인식적 수용의 의미로 해

석할 경우 주어진 맥락에서 그의 해당 논의를 보다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믿음’ 혹은 이와 유사한 표현들이 인식적 의무를 논하는 철학적 맥락에서 이

처럼 다의적인 방식으로 사용되는 예는 치좀(R. Chisholm)의 논의에서도 발견

된다. 가령, 그는 『Theory of Knowledge』에서 그의 논의를 시작하며 “지식 이

론은 믿음(belief)의 정당화, 혹은 더 정확하게, 믿음을 가짐(believing)의 정당화 

문제를 그 주된 논의 주제로 다룬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인식적 

정당화 문제란 믿음 혹은 믿음을 가짐이 정당화되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임을 분

명히 한다 (1977: 5). 그런데, 몇 단락 뒤에 그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시한다. 

이후 논의에서, 용어 ‘믿다’를 용어 ‘수용하다’로 대체한 후 수용한 명제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이 때로 편리할 것이다. 또한 ‘판단을 보류하다’란 용어를 도입하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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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제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그 부정이나 모순 또한 수용하지 않을 경우 그 명제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다고 말하는 것 또한 편리할 것이다. 그럴 경우, 우리는 불가지

론자에 대하여 그가 신이 존재한다는 명제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다고 말할 수 있

는데, 왜냐하면 그는 신이 있다고 믿지도 않고 신이 없다고도 믿지 않기 때문이다. 

(1977: 6, 굵은 글씨체 강조 추가) 

여기서 그는 그의 논의에서 표현 ‘믿다’가 표현 ‘수용하다’로, 즉 ‘믿다’에 비

해 수의적인 성격을 더 분명히 드러내는 표현으로 때로 대체될 수 있다고 명시적

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상호 교환하여 사용되는 예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이러한 교환이 다음 인용문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인식적 의

무를 정식화하는 데 적용되어 그의 인식적 의무 개념이 수용 개념을 통해 해명되

고 있다는 점이다. 

가정하건대, 모든 사람은 다음과 같은 순수하게 지적인 의무, 즉, 자신이 고려하

는 모든 명제에 대하여 그것이 참일 경우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자신이 그것을 

수용하도록 최선을 다할 의무 하에 놓여 있다. 이것은 아마도 지적인 존재자로서 

한 개인이 가지는 책임 또는 의무일 것이다. (1977: 14, 굵은 글씨체 강조 추가)  

치좀 스스로 그의 논의에서 ‘수용하다’의 정확한 의미를 제시한 바 없기 때문

에 그가 ‘믿다’와 ‘수용하다’가 상호 교환 가능하다고 제안할 때 그가 이를 통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적어도 다음만큼은 분명히 추

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수용이란 개념을 도입할 때 그는 이를 통해 수의적

인 성격을 지닌 심적 태도의 개념이 그의 인식적 의무 논의 안에 들어오기를 의

도한 듯하다. 둘째, 그가 인식적 정당성 혹은 의무는 믿음에 관계한다고 주장할 

때 그는 ‘믿음’의 의미가 불수의적인 심적 성향보다는 수용의 의미에 가깝게 해

석되기를 – 비록 그와 동일한 의미는 아닐지라도 – 의도한 듯 보인다. 셋째, 따



 138 

라서, 인식적 의무는 불수의적인 심적 성향으로서의 믿음에 귀속된다는 견해는, 

치좀 스스로도 이처럼 주장한 듯 보이지 않을뿐더러, 그의 논의를 통해 따라 나

오지 않는다.73 

끝으로 하나의 사례를 더 제시하면, 공시적인 인식적 의무가, 관련 용어의 다

의성을 제거할 때, 인식적 수용 혹은 이와 유사한 태도에 귀속된다고 해석될 수 

있는 철학적 논의는 앞서 언급한 바 있는 클리포드의 주장에서도 발견된다. 그가 

소개한 사례의 일부를 다시 인용하면, 

한 선주가 그의 이민선 한 척을 이제 막 출항시키려 하고 있다. 그는 그의 배가 

이제 많이 낡았고, 또한 애초에 잘 건조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이미 많은 항해를 

다니며 자주 수선을 받아야 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아마도 항해에 적절치 

않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일곤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의구심이 일 때면 그것

은 그의 마음에 깊이 파고들어 그를 불편하게 하곤 한다. 비록 만만찮은 비용이 든

다 하더라도 이 배를 철저히 점검하고 수리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 또한 든

다. 그러나, 그 배가 출항에 나서기 전 마침내 그는 이러한 기분 나쁜 생각들을 성

공적으로 물리친다. 그는 이 배가 수많은 폭풍우를 극복해가며 안전하게 여러 항

                                                           
73 Chisholm(1966: 12)의 논의를 보면 치좀이 분명히 믿음의 불수의성과 인식적 의무 

사이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그가 인식적 의무를 ‘최선을 

다함(trying his best)’이라는 개념을 통해 해명할 때 그가 통시적인 인식적 의무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해석될 여지를 남기고 있다. 홀과 존슨, 플란팅가는 치좀에 대한 

이러한 해석을 채택한다 (Hall & Johanson 1988: 129-132, Plantinga 1993: 36-46). 

그러나, Chisholm(1989: 59-60)은 치좀의 인식적 의무 개념을 공시적인 종류의 

것이라고 해석할 만한 좋은 이유를 제공하고 있고, 펠드만은 이와 또 다른 이유에서 

치좀이 공시적인 인식적 의무를 제시한 것으로 해석한다 (Feldman 2002: 369-370). 

치좀이 정확이 어떤 종류의 인식적 의무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지는 결국 논쟁적인 

문제로 남아 있는 듯하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해석이 되든 그가 ‘수용하다’라는 용어를 

도입하였을 때 논의된 바와 같은 동기가 있었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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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에 다녀온 바 있으며, 또한 이번 항해를 무사히 마치지 못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스스로에게 속삭이곤 하였다. […] 그리고 한편으로는, 

선박 건조자들과 계약자들에 대한 밀려드는 의심들을 마음에서 물리치곤 하였다. 

이러한 식으로 그는 그의 이민선이 확실히 안전하고 항해에 적절하다는 진정한 확

신을 편안한 마음으로 가지게 되었다. (1877: 289) 

앞선 분석에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이 사례에서 선주는 동일한 명제에 대하여 

경쟁적인 두 이유, 즉 인식적 이유와 비인식적 이유를 함께 지니고 있으며, 이 중 

전자의 이유가 가리키는 것을 그대로 따르기 보다는 후자의 이유에 따라 그것을 

거부한다. 그리고 선주가 자신의 인식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클리포드의 평

가는 이러한 선주의 선택에 근거한다. 즉, 주어진 사례는 공시적인 인식적 의무

가 부여되는, 다시 말해 인식적 수용이 요구되는 상황의 전형적인 특징을 잘 보

여주고 있다. 비록 클리포드가 “[선주]는 그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에 기초할 때 

[그의 배가 항해에 적절하다고] 믿을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평가를 내릴 

때, 혹은 더 일반적으로, “불충분한 증거에 기초하여 믿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잘못이다”라는 주장을 제기할 때, 표면적으로는 의무가 믿음에 부여

되는 것으로 진술하지만 그가 실제로 선주에게 부여하고 있는 의무는 증거가 참

이라고 가리키는 명제를, 그것을 거부할 비인식적 이유를 거스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즉, 수용하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선주가 비난받을 만하다고 그

가 주장하는 이유는 선주가 증거가 가리키는 명제를 인식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예시된 바와 같은 여러 자기기만적 노력을 통해 비인식적 이유를 따라 그것을 거

부한 데 있다. 따라서, 겉보기에는 인시적 의무가 믿음에 부여되고 있으나, 실제

로 의도되고 있는 의미는 인식적 의무가 인식적 행위, 즉 인식적 수용에 부여되

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해석될 수 있는 듯하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공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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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인식적 의무는 전통적으로 믿음에 귀속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다의성

을 제거할 경우, 행위에 귀속되는 의무로, 즉 인식적 수용이란 인식적 행위를 촉

구하는 의무로 오히려 이해되고, 특히 이것은 일상적인 언어 관행뿐 아니라 주요 

인식적 의무주의자들의 철학적 논의를 통해서도 잘 지지되는 듯 보인다. 

 

 

3.2.3. 반론: 무엇이 이것을 ‘인식적’ 의무가 되게 하는가? 

 

그런데, 지배적인 견해에 따르면 인식적 규범은 그것이 어떤 의미로 해석되든 

목적론적으로 이해된다. 즉, ‘인식적’ 규범은 그것이 인식적 목표에 기여하는 한

에서 인식적 규범으로 간주된다. 통시적인 인식적 의무는 이런 의미에서 그것이 

인식적인 종류의 의무임이 잘 정당화된다. 그런데 이상의 논의에 따르면 공시적

인 인식적 의무는 이미 믿고 있는 명제에 대하여 그것을 참으로 간주하는 행위이

기 때문에 인식적 목표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 듯 보인다. 즉, 내가 논의된 바와 

같은 공시적인 인식적 의무를 모두 따른다고 하더라도 내 믿음 체계 내에서 참인 

믿음이 늘어나거나 거짓인 믿음이 줄어드는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인식적 규범에 대한 목적론적인 해석을 따를 경우 이러한 의무가 도대체 왜 ‘인

식적’ 의무인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될 수 있다. 우선, 이상의 물음에 실

질적인 답변을 제시하기 전에, 언어 사용의 관점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미 어느 정도 주어져 있다는 것을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인식적 의무주의에 관한 기존 논의에서 (용어 ‘믿다’의 다의성

을 의식하고 있든 그렇지 않든) 이미 인식적 수용을 요구하는 의무에 대하여 ‘인

식적’이란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언어적 쓰임 자체의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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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보았을 때는 이 의무를 인식적인 종류의 의무라고 칭하는 언어적인 관행이 어

느 정도 형성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 의무를 인식적 의무라고 부르는 것이 적어

도 어느 정도 정당화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답변이 충분히 만족

스럽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용이 위와 같은 의미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정당화는 용어의 다의성 그리고 그것의 불투명성에 어

느 정도 기대고 있는 듯하고, 특히 중요한 점은 이러한 언어적 문제를 떠나 통시

적인 인식적 의무와 공시적인 인식적 의무는 실질적인 점에서 그 성격이 다르다

고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전자의 의무는 목적론적인 의무인 반면, 후

자는 그렇지 않으므로 둘 모두를 같은 종류의 의무로, 즉, 공통되게 인식적 의무

로 분류해서는 안 되는 듯 보인다.  

이상의 문제 제기에 대하여 인식적 목표에의 기여가 두 종류로 구분될 수 있

음을 제안함으로써 답변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는 인식적 목표의 ‘달성’에 관계

되는 것으로서 통시적인 인식적 의무가 목표하는 바가 이와 같다. 논의를 간단히 

하기 위해 인식적 목표를 단순히 ‘참을 믿는다’로 가정한다면, 통시적인 인식적 

의무는 참인 믿음을 형성(혹은, 수정 등)하는 것을 목표한다. 증거를 수집하고, 

그것을 해석하며, 추론을 수행하는 등의 통시적인 행위는 결국 참인 믿음을 형성

함으로써 인식적 목표를 ‘이루고’, ‘달성한다’. 이와 달리, 공시적인 인식적 의무

는 이렇게 형성된 참인 믿음을 ‘수호’하는 것을 목표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

하면, 공시적인 인식적 의무는 논의된 바와 같이 두 종류의 이유가 경쟁하는 상

황에 적용되는 의무로서, 특히 비인식적 이유를 거스르고 행위할 것을 요구한다. 

여기서 비인식적 이유는 쉽게 말해 이미 지니고 있는 믿음을 폐기할 이유를 뜻하

며 이는 전형적으로 자기기만적 행위를 통해 구체화된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것은, 비인식적 이유를 따르는 이러한 자기기만적 행위, 가령, 주어진 증거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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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하거나 반대되는 증거에 편향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등의 행위들이 결국 

목표하는 것은 증거에 의해 잘 지지되는 믿음을 실천적으로 선호되는 다른 믿음

으로 대체함으로써 달성된 인식적 목표를 ‘무효화’하는 일이다. 물론, 자기기만

적 행위가 실제로 자기기만적 믿음을 성공적으로 산출하는 경우는, 설령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인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그

것이 성공적이든 아니든 그러한 행위가 참인 믿음의 무효화를 목표로 하는 행위

라는 점이고, 따라서 그로 인해 참인 믿음이 결국 그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

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자신의 아이가 잘못했다는 명백한 사실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는 학부모의 경우, ‘나의 아이가 잘못을 범했다’는 믿음이 

그녀의 심적 태도들의 한 부분을 분명히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이 믿음은, 그녀가 

이 사실을 수용하기 전까지는 그녀의 실천적 추론의 전제들로 사실상 거의 사용

되지 않는다. 즉,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이 믿음이 그녀의 여러 행위들 – 가령, 

사과를 한다거나 아이를 나무란다거나 하는 등의 추후의 행위들 – 의 전제로 사

용된다고 할 경우, 그것을 수용하지 않은 결과 이 믿음은 적어도 그것을 수용할 

때까지는 이처럼 그녀의 실천적 추론에서 전제로 사용되는 일에 제한을 받는다. 

믿음이 그 본래의 중요한 기능을 잃게 되는 셈이다.74 따라서 이상의 논의에 따르

면 공시적인 인식적 의무가 요구하는 행위는 참인 믿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함으

로써 인식적 목표가 이처럼 무효화되는 것에 맞서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공시적인 인식적 의무는 참인 믿음이 무효화되는 것을 막고 그를 통해 달성

된 인식적 목표를 수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요컨대, 통시적인 인식적 의무는 

                                                           
74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믿음을 믿음이게 하는 주요 기능 자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것이므로 더 이상 믿음으로 불리기 어려울 것이다. 올스톤은, 기능주의적 

해석과 별도로, 실천적 추론의 전제로 사용되는 것을 믿음의 핵심적 특징의 하나로 

분류한다 (199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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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적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그리고 공시적인 인식적 의무는 달성된 목표를 지

속적으로 수호함으로써 각각 인식적 목표에 기여한다고 이해될 수 있다. 

두 의무가 모두 인식적인 종류의 의무라는 점, 즉 방식은 다르지만 각각 인식

적 목표에 기여하는 의무라는 점은 두 의무가 모두 증거, 즉 인식적 이유에 의해 

행위를 규제하는 의무라는 사실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된다. 통시적인 인식적 의

무가 요구하는 인식적 추구 행위는 그것이 어떠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더라

도 궁극적으로는 참인 믿음을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믿을 만한 증거를 확보하는 

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리고 공시적인 인식적 의무는 증거가 지시하는 대로 주

어진 믿음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의무이다. 즉, 쉽게 말해, 하나의 의무는 증

거를 추구할 것을, 다른 의무는 그렇게 추구된 증거에 따라 수용할 것을 각각 요

구한다. 그리고 1장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믿음은 증거 상대적으로 참인 내용을 

산출하므로, 다시 말해 증거는 믿음이 참에 이르게 하는 인식적 이유가 되므로 

결국 증거를 추구하고, 추구된 증거에 따라 수용할 것을 요구하는 의무는 행위자

가 인식적 목표 즉, 참인 믿음에 이르고 그곳에 머물게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리하면, 인식적 규범을 목적론적으로 이해하는 지배적인 견해를 받아들일 

경우, 이상에서 제시된 통시적, 공시적인 인식적 의무는 이러한 목적론적인 틀 

안에서 각각이 왜 인식적인 종류의 의무인지 잘 이해될 수 있다. 특히, 이상의 논

의는, 일단 증거가 주어지면 그로부터 믿음이 형성, 유지, 폐기되는 일이 불수의

적인 과정이라 하더라도, 인식적 관점에서 우리가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이러한 과정의 전과 후 모두의 단계에서 규범의 형태로 주어지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증거에 따라 믿어야 한다’는 이 표현이 의무론적인 규범을 표

현하고 있을 경우, 이것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불수의적인 믿음 형성 

과정에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전후의 단계에서 인식적 추구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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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적 수용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즉, ‘증거에 따라’ 믿기 위해 필요한 인식적 

추구 행위를 수행하거나 ‘증거에 따라’ 인식적 수용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을 규

약적으로 함의하거나 다의적으로 의미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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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인식적 의무의 고유성 논박 및 인식적 의무와 실

천적 의무 일반의 통약 가능성 

 

 

적어도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인식론은 윤리학 등과 구별되는 별도의 종류

의 규범성을 다루는 학문으로 이해되어 왔다. 즉, 인식적 정당성, 합리성 등에 대

한 탐구는 도덕적인 올바름 등 다른 종류의 올바름과 구별되는 인식적인 종류의 

올바름에 대하여 그것의 본성 혹은 조건을 해명하는 일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런

데, 이러한 견해를 의무론적인 인식적 규범에 그대로 적용하면, 특히 이 규범이 

지니는 실천적 함축 – 즉,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실질적인 물음

에 대한 답변을 다룬다는 점에서 – 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자연스런 의문을 들

게 한다. 만일 인식적 의무와 그 외의 다른 종류의 의무가 우리에게 서로 다른 선

택을 요구할 경우 우리는 이들 중 실제로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하는가? 만일 

이들이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종류의 의무들이라면 이들 간의 합의 가능성은 있

는 것인가? 서로 다른 종류의 규범들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이러한 문제 의식은 

사실 그 자체로 그리 새롭지만은 않다. 다만 이러한 문제의 익숙함에 비해 그에 

대한 논의는 아직 어떤 명확한 답변을 기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듯 생각된다. 혹은, 논의될 필요가 그렇게 절실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왜

냐하면 적어도 인식적 규범에 관한 한, 그것이 믿음에 귀속된다는 전제와 믿음이 

불수의적이라는 점을 받아들인다면, 서로 다른 규범들이 충돌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천적인 관점에서 실질적인 선택의 문제를 반드시 일으켜야 하는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믿음이 불수의적이어서 그에 관한 어떤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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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을 할 수 없다면 인식적 규범이 다른 종류의 규범과 충돌한다고 하더라도 인

식적 규범을 따르는 것 외에 다른 도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식적 의무가 행

위에 귀속된다는 앞선 장의 논의는 규범들간의 이러한 충돌 문제를 (이러한 철학

적 논의를 단순히 지적 유희를 위한 이론적 문제로만 취급하지 않는다면) 실질적

이고 심각한 사안으로 새롭게 인식하게 만든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문제 의식 속에서 인식적 의무가 그 외의 다른 종류의 의무들과 통약 가능하지 

않은 고유한 종류의 의무인지, 만일 그러하다면 어떠한 이유가 제시될 수 있는지, 

혹은 반대로 그것이 틀리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며 그럴 경우 인식적 의무는 

결국 어떠한 종류의 의무로 이해되어야 하는지 등에 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

의하도록 한다. 

 

 

4.1. 인식적 의무의 고유성 논박 

 

4.1.1. 실천적 이유들 구분 가능성으로부터의 인식적 의무 고유성 논증 

 

인식적 이유 혹은 의무가 다른 종류의 이유 혹은 의무로부터 구분되는 주요 

특징의 하나는,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많은 이들에 따르면 그것이 행위가 아닌 

믿음에 귀속된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인식적 의무는 가령, 행위에 

귀속되는 의무라고 생각되는 도덕적 의무와 뚜렷이 구별이 되는 듯 하였다. 그런

데 인식적 의무가 믿음이 아닌 행위에 귀속되는, 그래서 직접적으로 행위를 규제

하는 의무라는 앞선 장의 결론은 이러한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고 결국 인식적 의

무의 고유성을 훼손하는 듯 보인다. 특히, 만일 ‘도덕적 의무’의 개념을 넓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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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할 경우, 이와 같은 결론은 그 자체로 인식적 의무가 그 고유성을 상실할 뿐 아

니라 구체적으로 도덕적 의무의 한 종류라는 또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게 한다. 

가령, 무어(G. E. Moore)가 제시하고 있는 윤리학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이해는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한다. 

우리의 일상적 판단 가운데 윤리학과 명백히 관련된 것들을 지적해내는 것은 쉽

다. 우리가 ‘아무개는 좋은 사람이다’라거나 ‘저 친구는 악인이다’라고 말할 때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거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그른가?’라고 물을 때

마다, 또는 ‘절제하는 것은 덕이고 만취하는 것은 악덕이다’처럼 과감한 발언을 할 

때마다 이런 질문들 및 이런 진술들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틀림없이 윤리학의 일

이다. […] 윤리학의 영역은 이러한 모든 판단들에 공통적이면서 특유한 것에 대한 

모든 사실들로 규정될 것이다. […] 앞서 주어진 판단들과 같은 사례들을 생각해볼 

때, 이들이 모두 ‘행위’의 문제―우리 인간의 행위 가운데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

이 나쁘며,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냐는 문제―에 관한 것이라 말해도 큰 

잘못은 아닐 것이다. […] 따라서, 윤리학은 인간 행위에서 무엇이 좋고 나쁜지의 

문제를 다룬다는 진술을 많은 윤리학자들이 ‘윤리학’의 적합한 정의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 […] 나는 ‘윤리학’을 이보다 더 많은 

것을 포함하는 단어로 사용하고자 하며, 이런 용법에 꽤 충분한 권위가 있다고 생

각한다. 나는 이 단어를 […] 좋은 것에 대한 일반적 탐구를 포함하도록 사용할 것

이다. (Moore 1903: 53-54) 

여기에서 무어는 윤리학을 크게 두 가지 특징을 통해 규정한다. 첫째, 윤리학

은 행위의 문제를 다루되, 둘째, 어떤 행위가 좋고 나쁜지 (혹은 옳고 그른지) 그

리고 더불어서, 좋음이란 무엇인지의 문제를 다룬다. 따라서, 윤리학 혹은 도덕

에 대한 이와 같은 이해에 따른다면, 인식적 의무는 도덕적 의무의 한 종류임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온다. 왜냐하면, 앞선 논의에 따를 경우 인식적 의무는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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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가 인식적으로 좋고 나쁜지를 말해주는 의무로서 이상의 두 조건을 모두 충

족하기 때문이다. 즉, 인식적 의무는 행위를 기술하는 명제 p 에 대하여, ‘p 는 인

식적으로 좋다 (혹은 나쁘다)’와 같은 형식으로 표현이 되며, 따라서 도덕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물론, 이상과 같은 결론은 도덕의 영역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한 결과이며, 따

라서 도덕적 의무 혹은 이유를 그 외의 다른 종류의 의무 혹은 이유와 적절하게 

구분시켜주지 못한다는 반론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 많은 철학자들이 받아들

이는 견해에 따르면 도덕적 이유는 가령, 미학적 이유나 타산적(prudential) 이유 

혹은 취향에 관한 이유 등과 구분이 되며, 이 각각의 이유는 분명히 행위에 관계

되는 이유들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견해는 네이글(T. Nagel)의 다음과 같은 

진술에서도 잘 드러난다. 

도덕적 물음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아닌,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에 관계한다. 이러한 문제에 관한 답변을 위해 우리는 [...] 실천적 이

유 – 무언가를 행위하거나 욕구할 이유 – 라 불리는 것에 호소할 필요가 있다. 그

러나 모든 실천적 이유, 실천적 규범이 도덕적 이유 혹은 규범인 것은 아니다. 장미 

나무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믈렛을 만드는 올바른 방

법은 무엇인지, 혹은 왕비에 의해 나이트 작위를 서임받을 때 무엇을 입어야 하는

지 등에 관계되는 규범이 있는데, 이것들은 도덕적 판단이 아니다. 도덕적 이유는 

실천적 이유라는 더 큰 규범 영역의 한 부분이다. (Nagel 2006: 380) 

즉, 이에 따르면, 하나의 의무는 그것이 행위에 관계할 뿐 아니라 특별히 ‘도

덕적’인 종류의 이유에 관계할 때 도덕적 의무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견해에 따를 경우, 인식적 의무가 믿음이 아닌 행위에 귀속되는 의무라는 사실은 

그것이 도덕적 의무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은 되더라도 충분 조건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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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무엇보다, 인식적 의무가 넓은 의미에서 실천적인 종류의 의무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행위에 귀속되는 다른 종류의 의무들과 여전히 구분될 수 있

다는 점에서 여전히 그 고유성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이상의 견해가 행위의 이유가 단순히 서로 다른 종류들로 구분될 수 

있고 따라서 행위의 규범 역시 그처럼 다른 종류들로 구분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

미한다면 이는, 인식적 의무가 고유한 종류의 의무인가를 묻는 현재 논의 맥락에

서 보았을 때, 그 자체로 고유성을 보증해 줄 적절한 근거가 되기 어렵다. 왜냐하

면 행위의 이유들이 서로 유의미하게 구분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동시에 그들

이 또한 서로 통약 가능한 관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인식적 이유, 미

학적 이유, 취향적 이유 등 서로 다른 이유들은 각각의 영역의 가장 근본적인 가

치에 의해 상대적으로 정의되거나 분석된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인식적 이유의 

경우에는 인식적 목표가 인식적 영역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리고 이러한 서로 다른 근본적 가치에 의해 상대적으로 이해된다는 점에서 

각각의 이유들은 서로 유의미하게 구분될 수 있다.75 그러나 이유들이 이렇게 서

로 구분될 수 있다는 점은 각 영역의 근본적 가치가 또 다른 가치에 의해 분석, 

설명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의 문제에 대하여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만

일, 또 다른 어떤 가치에 의해서도 분석되지 않는다면 해당 영역은 그 자체로 고

유한 종류의 영역으로 남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고유성은 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인식적 영역과 취향의 영역 각각의 근본적 가치가 또 다른 제 3

의 가치에 의해 분석된다고 할 경우, 인식적 이유와 취향적 이유는 비록 서로 유

의미하게 구분이 된다고 하더라도 두 이유를 서로 비교하고 저울질 할 수 있는 

공통의 기준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어떤 한 종류의 이유가 고유한 종류의 이유

                                                           
75 Sosa(2007)의 lecture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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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에 관한 물음은 그것이 단순히 다른 종류의 이유들과 유의미하게 구분될 수 

있다는 점을 통해 답변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결국 다른 종류의 이유들과 통

약 가능한지 여부를 통해 답변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핵심적인 사안은 

인식적 이유가 그 외의 어떤 종류의 이유들과도 통약 불가능한 이유인지 검토하

는 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다시, 인식적 영역의 근본적인 가치가 되

고 있는 인식적 목표를 도대체 왜 추구해야 하는지, 그것이 왜 가치를 지니는지

에 관한 물음으로 이어진다.  

 

 

4.1.2. 인식적 이유 내재성으로부터의 고유성 논증 

 

인식적 목표를 어떻게 정식화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는 아직까지 합의된 견

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76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정식화되든, 그것을 도대체 왜 

추구해야 하는가의 물음에 대한 답변으로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이유가 현재까

지 제시되고 있다. 하나는 실천적 이유이고 다른 하나는 이론적인 이유이다. 예

를 들어, 골드만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알기를 갈망한다”고 말하였다. 그리

고 그는 옳았다. 정보에 대한 추구는 인간 삶의 전 영역에 걸쳐 있다. […] 정보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두 근원을 갖는다: 하나는 호기심이고 다른 하나는 실천적 관

심이다. 공룡 멸종에 대한 원인을 아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실질적인 영

향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호기심을 깊이 끌어당긴다. 우리는 또한, 의

                                                           
76 인식적 목표를 어떻게 정식화해야 하는가에 관한 필자의 견해는 이후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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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진단을 구하거나 자동차 구매시 가격을 비교할 경우와 같이 실천적 이유에서 

지식을 추구하기도 한다. (Goldman 1999: 3) 

이러한 견해는 올스톤에 의해 다음과 같이 반복된다. 

어떤 결과를 산출하거나 그것에 영향을 미치고자 할 경우, 우리는 거짓보다는 참

인 믿음에 의해 인도될 경우 우리가 수행하는 행위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참의 실천적 중요성이다. 그리고 나는, 다

른 많은 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참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좀 더 순수한 이

론적 이유들이 또한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론적 탐구들은 때때로 그것이 낳을 

실천적 성과를 위해 수행이 되곤 한다.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이론적 탐구의 결과

들은 때로 예기치 않은 실천적 효용성을 가져오기도 한다. 그러나, 지식을 습득하

고 이해를 추구하는 것은 내재적 가치를 또한 갖는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천명하였

듯이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알기를 갈망”하며, 이러한 생각은 그의 후대인들을 

통해 반복적으로 긍정되어 왔다. 우리 인류의 구성원들은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

는 문제들에 관하여 참된 믿음에 이르려는, 그리고 세계의 많은 일들이 왜 그러하

고 또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이해하려는 내재된 욕구를 가지고 있는 듯하다. 

(Alston 2005: 31) 

이상에서 제시된 구분에 따를 경우, 인식적 목표를 추구해야 하는 한 가지 이

유는 그것이 지니는 실천적 가치 때문이다. 가령, 인식적 목표는 또 다른 실천적

인 목표의 성취를 위해 그것이 도구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추구될 필요를 갖는

다. 단적으로, 인간의 모든 행위는 근본적으로 그가 믿고 있는 바에 기초하여 수

행되게 마련이고, 그의 믿음들이 참이 아닐 경우 그의 실천적 삶의 많은 부분은 

그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한 채 실패에 이르고 말 것이다. 요컨대, 참인 믿음 혹

은 지식은 인간의 실천적 삶의 다양한 국면들이 성취되기 위해 도구적으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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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그런데, 인식적 목표를 추구해야 하는 이유가 그것이 

또 다른 실천적인 목표를 위해 도구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라면, 이 경우 인식적 

이유는 그것이 비록 인식적 목표에 기반한 이유라 하더라도 결국 실천적 이유에 

의해 정당화되고 설명될 것이다. 따라서, 인식적 목표를 위한 이유라는 점에서 

그것이 비록 인식적 이유로 구분된다고 하더라도, 실천적 이유와 통약 가능하고 

더 나아가 그로부터 결국 정당화되거나 설명된다는 점에서 그 고유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인식적 규범을 그 외의 다른 종류의 규범들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그 

자체로 고유한 종류의 규범으로 보고자 하는 이들은 인식적 목표가 가지는 이론

적 가치, 즉, 많은 이들에 의해 ‘내재적’ 가치 또는 ‘최종적’ 가치라고 불리는 특별

한 종류의 가치에 특히 주목한다.77 인식적 목표의 이론적 가치는 앞선 인용에도 

나타나 있듯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욕구를 통해 일반적으로 설명된다. 즉, 

인간은 ‘본성적으로 알고자 하는 욕구’를 지니고 있는 존재이며, 따라서 참인 믿

음 혹은 지식을 때로 또 다른 실천적인 목적 없이도 단지 ‘그것 자체만을 위해’, 

다시 말해 단순히 ‘호기심 충족만을 위해’ 추구하는 존재이다. 별도의 실천적 이

유 없이, 단순히 알고자 하는 욕구 혹은 호기심 때문에, 즉 순수히 지적인 이유만

에 의해 인식적 목표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를 위한 행위는 순수하게 인식적인 

이유에 의해 수행된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78 이러한 생각을 구성하

                                                           
77 인식적 목표의 비도구적 가치는 철학자에 따라서 ‘내재적’ 가치, ‘최종적’ 가치 등 서로 

다른 이름으로 명명된다. 각각의 개념의 섬세한 차이에 대하여는 Korsgaard(1983), 

Audi(1997: 135), Berker(2013b: 365) 참조. 이후 논의에서는 ‘내재적’ 가치로 통일하여 

명명하도록 한다. 

78  인식적 목표의 실천적 가치와 더불어 이론적 가치 (즉, 내재적 가치) 또한 함께 

주장하는 이들로는 인용된 바와 같이 골드만, 올스톤, 린치 등이 있다 (Firth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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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핵심적인 논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듯하다. 인간이 가진 욕구 가운

데는 그 외의 또 다른 욕구로부터 도구적으로 파생되지 않은, 이런 의미에서 내

재적인 욕구가 있으며, 단순히 호기심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지적 욕구는 이러한 

욕구 중 하나이다. 따라서 지적 욕구에서 비롯되는 이러한 내재적인 인식적 이유

는 고유한 종류의 이유로 간주된다. 다음과 같은 골드만의 진술은 이러한 생각을 

잘 드러낸다. “인간은 참인 믿음을 생존 혹은 실천적 목적의 성취를 위한 단순한 

수단으로서만 갈망하지는 않는다. 참을 획득하는 일은 때로 별도의 목적 없이 그 

자체를 위해 갈망되거나 그 자체로 즐거움을 주기도 한다. 따라서 참인 믿음이, 

생물학적 혹은 실천적 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과 별개로, 자율적인

(autonomous) 가치로서 지적 규범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놀랄 일이 아

니다.” (Goldman 1986: 98) 

 

 

4.1.3. 인식적 의무의 고유성 논박: 내재적인 인식적 가치의 통약 가능 사

례들 

 

 그러나 인식적 이유가 위와 같은 의미에서 내재적인 이유로 간주될 수 있다

는 사실은, 설령 그것이 주어진 의미에서 그와 같은 특별한 종류의 이유로 분류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종류의 이유들과 통약 불가능한 따라서 그 

                                                                                                                                                     

Goldman 1986: 98, 1999:3, Lynch 2004: 15-17, Alston 2005: 31). 한편, 인식적 

목표의 내재적 가치를 거부하는 이들로는 Foley(1987, 2005), Kornblith(2002), So-

sa(2003, 2007) 등 참조. 그 외에, 해당 쟁점에 관한 좀 더 일반적인 논의를 위해 Kvan-

vig(2006: 102), Prichard(2007: 101-102), Grimm(2009: 243-24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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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로 고유하고 자율적인 이유로 간주되기 위한 충분한 근거는 되지 않는다. 다

시 말해, 인식적 이유의 내재성으로부터 그 고유성이 따라 나오지 않는다. 다음

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자. 전문 해커 A 씨가 어느날 집 건너편의 은행을 무심

히 바라보는 중 문득 해당 은행 보안 프로그램 – 은행 고객들의 계좌 정보를 보

호하는 – 의 소스코드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순수한 프로그래머적 호기심에서 

그 핵심을 알아내고 싶어한다. 혹은 또 다른 경우로, 나치 집단수용소에서 생체

실험 참여 과학자의 한 사람으로 있는 B 씨는 인간을 끓는 물에 넣을 경우 최대 

몇 도의 온도에서까지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실을 순수히 생물학적 

관점에서 너무나 궁금해 한다. 이상과 같은 사례에서 A, B 두 사람은, 가정상, 그 

외의 또 다른 실천적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해당 사실 자체에 대한 순

수한 호기심에서 참인 믿음 혹은 지식을 갖고 싶어 한다. 이 경우, 앞선 논의에 

따르면, 이러한 욕구는 A, B 두 사람 각자에게 내재적인 종류의 인식적 이유를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이러한 인식적 이유를 가진다고 하여서 이로부터 

이들이 이러한 이유에 따라 행위해야 한다는 의무가 따라 나온다고 (아마도) 누

구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러한가? 그것은 그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더 중요한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가령, A 씨가 자신의 인식적인 이유

를 따라서는 안 되는 이유는 아마도 그것이 은행 고객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일 것이고, B 씨의 경우는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즉 그것이 가

지는 존엄한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다른 종류의 이유들

이 정확히 어떻게 규정이 되든, 인식적 이유는 이 이유들에 의해 밀려나고

(overrided) 파기된다(defeated). 다시 말해, 이들이 인식적 이유를 따라서는 안 

되는 것은 인식적 이유와 이 이유들을 서로 저울질할 때 후자의 이유를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거나 가치 있기 때문이며, 이는 결국 인식적 이유가 이 이유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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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약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인식적 이유는 그것이 순전히 지적인 욕구

에서 비롯된다고 하더라도 고유한 종류의 이유가 되지 않음을 주어진 사례들이 

잘 보여준다. 요컨대, 인식적 이유는 그것이 도구적인 것이든 내재적인 것이든 

그 자체로 고유한 종류의 이유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의 논의가 맞는다고 하더라도 주어진 사례들에 대하여 앞

선 평가와 ‘어떤 의미에서’ 반대되는 평가를 또한 내릴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해야 

할 것 같다. 가령, A 씨가 해킹 행위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앞선 결론이 맞는다 

하더라도 ‘인식적 관점에서는’ 그러한 행위가 좋은 행위라는 평가를 적법하게 내

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평가가 앞서 논의된 평가

와 다른 의미, 즉 상대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점이다. 상대적인 의미에서의 평가

란 평가 범위를 특정 논의 영역에 국한하여 어떤 한 행위를 그 영역의 근본 가치

에 상대적으로, 즉 그것이 그 영역의 근본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하는지 여부에 의해 평가하는 일이다. 이런 상대적 평가 개념에 따르면, A

씨가 해킹 행위를 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런 행위

가 인식적 목표, 즉 문제되는 지식 혹은 참인 믿음의 획득에 효과적으로 기여한

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즉, 인식적 관점에서 그의 행위는 옳은 행위로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상대적 의미에서의 평가는 현재 논의에 유관한 평가 개념이 

아님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현재 논의에서 관심이 되고 있는 것은 유

관한 이유들이 모두 고려되었을 때 최종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옳은지를 

평가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어떤 한 맥락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옳은지를 묻는 실질적인 물음 앞에서는 이러한 상대적 평가만으로 충분하지 않

다. 필요한 것은, 특정 관점 혹은 논의 영역을 넘어서서, 관련되는 모든 이유를 

고려하였을 때 최종적으로 옳은 행위가 무엇인지를 묻고 평가하는 일이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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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면, 상대적인 평가가 아닌 절대적인 의미의 평가가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절대적인 의미에서 생각하였을 때 앞선 사례는 인식적 이유가 다른 종류의 

이유에 의해 밀려날 수 있음을, 즉 통약 가능함을 드러낸다. 정리하면, 인식적 이

유는 상대적인 의미에서 적절하게 정의되고 또 상대적인 의미에서 그 좋고 나쁨

을 적절하게 논의할 수 있을지라도 그것이 절대적인 의미에서 고유한 종류의 의

미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앞선 사례는 그 반대의 결론이 참임을 잘 보여

준다. 

그런데 한편, 인식적 목표가 가지는 내재적인 가치를 앞서 논의된 지배적인 

견해와 달리 지적 욕구나 호기심과 같은 심리적인 상태 또는 사건이 아닌 다른 

것에 정초시키고자 하는 입장이 있다. 가령, 브레디(M. S. Brady)에 따르면 참 

자체가 내재적으로 흥미로운 속성을 갖고, 오히려 바로 이러한 속성으로 인해 우

리는 참에 대해 흥미를 가지게 된다. (그는 참이 왜 내재적으로 흥미로운지 아무

런 설명을 제시하지 않는다. 빠진 설명을 채워 넣는다면 아마도 가능한 설명 중

의 하나는 세계 자체가 내재적인 인식적 속성, 즉 그 자체로 흥미로운 속성을 가

지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우리가 지식 또는 참을 추구

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단순히 우리의 심리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때문이 아니라 

결국 그를 통해 그 자체로 인식적 가치를 가지는 세계에 대하여 알게 되기 때문

이다 (Brady 2009). 그런데 인식적 목표의 내재적 가치에 대한 이러한 입장은 인

식적 이유에 따라 행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지적 욕구와 같은 

심리적 개념에 기대지 않기 때문에 필자가 앞서 제시한 비판을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즉, 인식적 이유가 고유한 종류의 이유가 아니라는 앞선 논의는 

인식적 목표의 내재적 가치를 심리적 상태에 정초시키는 견해를 대상으로 하므

로 현재와 같은 반심리적인 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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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생각과 다르게, 내재적인 인식적 이유가 다른 종류의 이유에 의해 밀려날 수 

있음을 보이는 앞선 종류의 사례들은 이러한 반심리적인 입장에도 동일하게 적

용된다. 가령, 과학자 B 씨가 인간 생체실험을 통해 흥미로운 생물학적 결과를 

알고 싶어할 경우, 그가 흥미를 느끼는 과학적 지식의 가치가 궁극적으로 과학적 

세계 자체가 지니는 내재적 가치에 기초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그

가 생체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즉, 최종적으로 옳은 행위는 인

식적 이유가 아닌 다른 종류의 이유, 아마도 도덕적 이유를 따르는 행위라고 판

단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종류의 이유가 함께 고려되고 경합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하나의 이유가 선택되는 일이 다른 사례들에서도 마찬

가지로 나타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

유는, 내재적인 인식적 가치가 어떤 식으로 설명이 되든, ‘그러면 결국 어떻게 행

위해야 하는가’라는 최종적인 물음 앞에서는 인식적 이유가 독립적으로 다루어

질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내재적인 인식적 이유는, 그것의 정당성을 지적 욕구라

는 심리적 상태의 가치에 정초시키든 혹은 내재적으로 흥미로운 참 또는 세계 자

체의 가치에 정초시키든, 어떻게 행위해야 하는가를 묻는 규범적 물음의 답을 찾

을 때는 독립적으로 이해되거나 다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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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인식적 의무의 실천적 의무 일반에 대한 통약 가능성 

 

앞선 논의에서는 인식적 이유가 고유성을 지니지 않음을, 즉 다른 종류의 이

유에 의해 밀려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것은 인식적 이유가 왜 그렇

게 밀려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다면 인식적 이유에 따라 행해야 한다는 규

범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정당화되는 것인지 아무런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다. 따

라서 이후 논의에서는 이 좀 더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려고 한다. 

곧 드러나겠지만, 이 논의는 결국 인식적 의무가 궁극적으로 어떤 종류의 의무인

지에 대한 견해를 제안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다.  

 

 

4.2.1. 실천적 의무 일반의 통약 가능성과 실천적 의무로서의 인식적 의무 

 

먼저, 인식적 이유의 고유성을 인식적 이유의 내재성, 즉 우리가 가지는 순수

한 지적 욕구나 호기심에 정초시키는 견해는 본질적으로 앞서 제시된 것과 같은 

반례를 피할 수 없는 듯 보인다. 우선, 지적 욕구나 호기심은 순전히 심리적이고 

자연적인 상태 혹은 사건으로서 본질적으로 규범의 영역과는 별개의 범주에 속

하고, 따라서 그 자체만 가지고는 어떤 종류의 규범도 그로부터 논리적으로 따라 

나오지 않는다. 단적으로, 다양한 자연적, 내재적 욕구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되

는 동물들에게 바로 그러한 욕구의 내재성 때문에 모종의 규범을 그들에게 귀속

시키는 것은 전혀 그럴 듯하지 않다. 따라서, 지적 욕구를 지니고 있다는 자연적 

사실로부터 그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혹은 더 나아가 그런 규범이 자율적 지위를 

누린다고 생각하는 것은 단순히 논리적 관점에서만 보아도 정당화가 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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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오히려, 무언가를 알고 싶다는 자연적 욕구로부터 그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규범적 판단으로 우리의 생각이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게 진행하는 이유는, 전자

가 후자를 논리적으로 직접 함축하기 때문이 아니라, 전자를 후자와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주는 암묵적인 전제를 우리가 대체로 공유하기 때문일 것이다. 예를 들

어, 지적 욕구의 충족은 개인의 지적 만족이나 즐거움, 혹은 더 나아가 때로 개인

의 자기실현으로까지 이어진다. 만일, 개인의 지적 만족, 즐거움, 자기실현 등의 

추구가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면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 또한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점이 따라 나온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전자는 자연스럽게 받

아들일 수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로부터 후자가 참이라는 점이 자연스럽게 따

라 나온다. 이상의 논의가 맞다면 지적 욕구를 추구해야 한다는, 다시 말해, 내재

적인 인식적 이유에 따라 행위해야 한다는 규범은 그 상위의 더 근본적인 이유들 

– 그것들이 어떤 종류의 이유로 간주되든 – 에 의해 정당화되고 또 그것들에 

기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인식적 이유에 규범성을 부여하는 

이 상위의 이유는 어떤 종류의 이유인가? 도덕적인 이유인가, 혹은 미학적인 이

유인가, 아니면 그 외의 다른 실천적인 종류의 이유인가? 이 물음에 답변하기 위

해 앞서 논의된 사례를 우선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식적 이유가 통약 

가능한 이유임을 보여주는 사례의 하나에서 인식적 이유를 밀려나게 만드는 다

른 종류의 이유로서 도덕적 이유가 제시되고 있다. 즉, B 씨가 자신의 인식적 이

유에 따라 행위해서는 안 되는 것은 그것이 생체 실험을 통해 타인의 생명을 앗

아가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식적 이유가 도덕적 이유에 의해 밀려날 수 

있다는 것, 즉 도덕적 이유와 통약 가능하다는 것은 전자가 후자에 의해 분석되

든 반대로 후자가 전자에 의해 분석되든 결국 둘 사이의 경계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결국 어떻게 행위해야 하는가’라는 실질적인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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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물음 앞에서 인식적 이유와 도덕적 이유가 결국 같은 범주 – 이 범주를 어떤 

이름으로 명명하든 – 안에서 다루어질 수 있음을 뜻한다. 

그런데, 실질적인 규범적 물음 앞에서 이처럼 이유들 간의 경계가 사라지는 

일은 인식적 이유와 도덕적 이유 사이에서만 나타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많은 

예술 활동은 다양한 지적 활동을 통해 도움을 입고 그것에 정당화 근거를 제공한

다. 가령, 한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자가 전쟁의 참상을 고발하기 위한 목적에서 

내전 지역의 상황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이러한 지적 활동이 이후 예술적 가치가 

높은 영화 제작으로 이어진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그는 현지 상황을 있는 그대

로 알아야 할 인식적 이유를 가지는데 그가 이 이유에 따라 행해야 하는 것은 궁

극적으로 또 다른 종류의 이유 즉 미학적 이유 때문이다. 즉, 인식적 이유의 추구

가 미학적 이유에 의해 정당화된다. 그런데, 여기서 이 영화 제작자가 영화에 사

실성을 더하고 그를 통해 작품성을 높이기 위해 전쟁에서의 아동 학대 장면을 실

제로 연출하여 보여줄 생각을 한다고 해보자. 가령, 아동이 폭행을 당하거나 살

해당하는 것을 실제로 재현하여 영화에 담고자 한다고 하자. 이 경우, 비록 이러

한 행위가 결과적으로 다큐멘터리 영화로서의 작품성을 높여 준다고 하더라도, 

즉 미학적 관점에서 그에 따라 행할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어떤 행

위가 옳은지 물음을 던질 때는 그에 따라 행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

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미학적 이유가 도덕적 이유에 의해 밀려나게 된다. 이

상의 사례는 행위의 규범이 무엇인지 논의할 때 인식적, 미학적, 도덕적 이유들

이 서로 통약 가능하고, 따라서 그들이 하나의 범주 안에서 – 그것을 어떤 종류

의 범주라고 칭하든 – 다루어질 수 있음을 말해준다. 사실, 이러한 견해는 이와 

다른 종류의 실천적 이유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 가령, 앞서 인용된 네이글의 글에 제시되고 있는 여러 다른 종류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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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예컨대 선호하는 음식, 요리 방법 등 취향에 관한 이유나, 사회적 관행 또는 

예절에 관한 이유 등 다른 종류의 실천적 이유들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행위하는 것이 옳은지를 묻는 물음 앞에서는 이것들이 결국 하나의 범주 안에서 

다루어지게 된다는 점을 몇몇 사례들만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는 당신이 라면을 당신의 취향에 맞게 끓여야 할 이유가 있더라도, 혹

은 계단에서 우측으로 통행할 이유가 있더라도, 이와 같은 이유들이 다른 종류의 

이유에 의해 밀려나게 되는 상황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 예컨대, 급히 끓여 

먹고 시험 준비를 해야 할 인식적 이유가 있거나, 계단에 쓰러진 사람을 도와야 

하는 도덕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후자 종류의 이유들에 따라 행하는 것

이 더 요구될 것이다. 

이제 일련의 사례를 중심으로 제시된 이상의 논의가 결국 어떠한 결론을 함축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를 위해 먼저, 논의의 쟁점이 되고 있는 

견해, 즉 행위에 귀속되는 실천적 이유들이 서로 다른 종류의 이유들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견해를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지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해석에 따르면 각각의 종류들의 구분은 절대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따

르면, 개개의 종류는 그 자체로 고유한 영역을 구성하고 따라서 그 외의 종류의 

이유들과 통약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견해에 따를 경우 만일 서로 다른 

종류의 이유들이 서로 다른 행위를 요구한다면, 상충하는 이 이유들 간에 타협할 

수 있는 여지는 원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즉, 행위자는 복수의 행위 가운데 

최종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옳은지 원리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절대적 

딜레마’ 상황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특히, 이러한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구분은 

개별 이유들간의 구분이 아니라 이유의 종류들 간의 구분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딜레마 상황은 서로 다른 종류에 속한 이유들이 충돌하는 개별 사례들에 보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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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실천적 이유들의 구분에 관한 이러한 해석에 기초할 때, 

앞선 논의에서 제시된 사례들은 이러한 해석이 틀리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 사

례들로 이해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첫째, 그들은 서로 다른 종류의 실천적 이유

들이 절대적인 의미에서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 즉, 각 종류의 이유들이 고유성을 

지니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낸다. 요컨대, 그들은 서로 통약 가능하다. 둘째, 더 

나아가 그러한 사례들은 이러한 통약 가능함이 현재까지 제시된 여러 종류의 실

천적 이유들, 가령, 인식적, 미학적, 취향적, 도덕적 이유들 간에 모두 나타난다

는 것을 보임으로써 이들이 결국 ‘하나의’ 범주 안에서 이해될 수 있음을 보여준

다. 즉, 우리가 결국 어떻게 행위해야 하는지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실질적인 행위 규범을 탐구할 때, 이러한 서로 다른 종류의 이유

들은 서로 비교되고 견줄 수 있는 이유들로, 즉 하나의 동일한 범주에 속한 이유

들로 간주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물론, 주의할 것은 이러한 결론이 각각의 이

유들간의 구분이 틀리거나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

상의 결론은 그러한 서로 다른 종류들간의 구분이 절대적인 의미에서 이해되어

서는 안 된다는 것, 바꿔 말하면 앞선 논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대적인 의미

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해준다. 즉, 각각의 종류의 실천적 이유는 해당 

영역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를 통해 분석되고 그를 통해 정의될 수 있으므로, 이 

근본 가치들간의 구분을 통해 이해되어야 함을 말해준다. 따라서, 처음 논의로 

돌아와서, 실천적 이유들이 종류별로 서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은 그러한 각각의 

종류가 고유한 영역을 구성한다는 주장에 대한 좋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마찬가지 이유에서, 인식적 이유가 다른 종류의 실천적 이유들과 구분된다는 점

으로부터 인식적 이유가 고유한 종류의 이유라는 점이 따라 나오지 않는다. 오히

려 반대로 이상의 논의는, 인식적 이유가 여전히 인식적인 종류의 이유로 유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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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구분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지침으로서의 규범이 문제가 되는 경

우에는 다른 실천적 이유들과 더불어 하나의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이유로서 다

루어 질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은 그렇다면 서로 다른 종류의 이유들이 공통으로 

속하게 되는 이 범주는 어떤 종류의 범주인가? 바꿔 말하면, 이 각각의 종류의 

이유들은 규범적 차원에서 궁극적으로 어떤 종류의 이유들이라고 할 수 있는가? 

가령, 인식적 이유는 그것이 인식적 목표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즉 인식적 목표 

상대적으로 ‘인식적’ 이유라고 불릴 수 있으나, 결국 왜 인식적 이유에 따라 행위

해야 하는가라는 규범적 물음을 던질 때는 그 답변이 인식적 영역 안에 제한된 

채 주어지지 않는다. 즉, 이 답변을 위해서는 다른 종류의 이유들까지 함께 고려

되어야 한다. 그리고 앞선 논의는 이 다른 종류의 이유들이 규범적 차원에서는 

결국 하나의 범주로 다루어질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시, 인식적 

이유는 규범적 차원에서 결국 어떤 종류의 이유에 의해 정당화되고 어떤 종류의 

이유로 분석되는 것인가? 도덕적 이유인가? 아니면 미학적 이유인가? 물론 이것

들은 특정한 어느 한 영역에 제한되는 이유들이므로 적절한 답변이 되지 않을 것

이다. 여기서 이 물음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찾기 위해, 통약 가능한 이 이유들 

간에 공통적인 것이 무엇인지 우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먼저, 이 각

각의 종류의 이유들은 서로 다른 근본적 가치 상대적으로 정의된다는 점에서 그 

구체적인 이유의 내용에서 공통적인 특징을 찾기는 어려울 듯하다. 이보다는 오

히려 이들을 하나의 공통된 범주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즉, 서로 통약 가능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물음을 살펴봄으로써 공통된 특징을 찾을 수 있을 듯하다. 현재

까지의 논의에서 드러나듯이 그것은 서로 다른 이유들이 경쟁할 때 ‘결국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물음을 던지는 것이었고, 이 실질적인 규범적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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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앞에서 이유들이 서로 통약 가능한 것으로 즉, 동일한 범주 안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것들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주어진 사안이 인식적인 문제이든, 미학적

인 문제이든, 혹은 취향에 관한 문제이든 그 상황에서 결국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옳은지’ 선택을 해야 할 경우에는 사안의 종류와 관계 없이 관련된 모든 이

유들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옳은 행위를 선택하게 된다. 요컨대, 이 모든 이유

들은 절대적인 의미에서 행위의 옳고 그름의 문제를 평가하는 한 통약 가능한 하

나의 공통된 범주로 들어오게 된다. 이것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행위에 귀속되어 

행위를 규제하고 행위를 인도하는 규범은 그 행위의 내용이 무엇이든 동일한 종

류의 규범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 쉽게 말해, 행위에 관한 규범은 상대적인 

의미에서가 아닌 한 한 종류만 있을 뿐이라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

위 일반에 관한 규범을 무엇이라 부르면 좋을까? 아마도 그것은 서로 다른 실천

적 이유들을 모두 포괄한다는 점에서 ‘실천적 규범’으로 칭할 수도 있을 듯하고, 

혹은 ‘도덕적’이란 표현의 의미를 넓게 사용하여 ‘도덕적 규범’으로 불러도 좋을 

듯하다. 가령, 앞서 인용된 무어의 용법을 따른다면, 도덕 혹은 윤리학은 행위 일

반에 대한 규범적 문제를 다루는 학문이라는 점에서, ‘도덕적 규범’을 그에 대한 

적절한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일상적으로도 ‘어떻게 행위하는 

것이 옳은가’ – 혹은, 좀 더 일반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삶인가’ – 를 

묻는 물음이 도덕적인 문제를 던지는 물음으로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다는 점

에서 일견 적절해 보인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이에 대한 합의된 용법은 있지 

않은 듯하며 또한 모두를 만족시키는 용법을 제안하는 일 또한 쉬운 듯하지 않다. 

따라서 필자는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열린 문제로 남겨둔 채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오히려 현재 논의에서 필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결국 도덕적 

규범으로 불리든 혹은 실천적 규범으로 불리든, 서로 다른 실천적 이유들은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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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인 의미에서만 구분된다는 점, 그리고 실질적인 규범의 차원에서는 이들

이 하나의 범주 안에서 이해되고 하나의 옳은 행위를 선택하기 위해 서로 경합하

고 비교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에 기초할 때, 인식적 의무는 그

것이 인식적 목표 상대적이라는 점에서 인식적인 종류의 의무로 구분될 수 있다

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행위의 옳고 그름에 관해 우리의 삶을 실질적으로 인

도하는 도덕적 혹은 실천적 의무의 한 종류임을 알 수 있다. 

인식적 의무에 관한 이러한 결론은 또 다른 방향에서 그 정당화 근거를 또한 

발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를 간단히 검토함으로써 본 절의 논의를 마무리하

도록 한다. 우선, 인식적 의무가 가지는 도덕적 혹은 실천적 의무로서의 성격은 

인식적 의무가 궁극적으로 행위자 개인을 포함하는 사회 전체의 공동체적 맥락

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을 통해 확인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병덕에 따르면, 

인식적 의무는 “정당화의 사회 실천”의 배경 하에서 발달한 “간주관적 개념”으

로서 본질적으로 공동체적 맥락 하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개념이다. 좀 더 구체적

으로, 

인류의 생존과 번영은 세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유하는지에 달려 있다. 그리

고 각자가 스스로 획득할 수 있는 정보나 증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타인으로부

터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타인이 말해주는 것은 어느 것이

든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면 잘못된 정보로 인해 생존과 번영이 위협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인류는 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전에 이 주장이 믿을만한 것인지

를 평가하는 작업을 해 왔다. 다시 말하면, 의심스러운 주장에 대해서는 그 주장을 

옹호해주는 적절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사회실천을 해 왔다. 우리의 정

당화 개념은 이와 같이 ‘정당화를 요구하고 이러한 요구에 응답하는 우리의 사회

실천’을 배경으로 발전해 온 간주관적 개념이다. […] 따라서 정당화의 사회실천은 

‘진리-개연적이라고 판정되는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 ‘진리-개연적이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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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판정되는 것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증거에 부합하는 인식태도를 취해

야 한다’와 같은 것들을 인식규범으로서 요구한다. (이병덕 2010: 39-40) 

이에 따르면, 인식적 정당성은 사회 안에서 정보 교환이 이루어질 때 서로 정

당화를 요구하고 그에 답하는 사회적 실천을 배경으로 형성된 개념이며, 이러한 

사회 실천이 결국 “‘진리-개연적이라고 판정되는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 ‘진리-

개연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정되는 것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증거에 부합

하는 인식태도를 취해야 한다’”와 같은 구체적인 형태의 규범을 낳는다 (40). 현

재 논의에서 이 중 필자가 특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규범의 내

용보다는 그러한 규범이 개인이 처한 정보적 한계 상황, 즉 개인이 획득할 수 있

는 정보의 한계로 인해 서로의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하에서 발전한 

간주관적인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S. R. Grimm)에 따르면 인식적 규범의 이러한 공동체적 성격으로부터 

궁극적으로 인식적 규범이 도덕적 규범의 하나로 간주되어야 하는 근거가 마련

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각 개인은 서로 정보

를 나누고 서로의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따라서 “잠재적인 정보

의 원천”으로서의 각 개인은 사회 전체의 “공동선”을 위해 “정보의 원천이 될 뿐

만 아니라 좋은 정보의 원천이 될 의무”를 가진다. 즉, 이에 따르면 인식적 의무

는 단순히 개인이 가지는 지적 욕구나 실천적 목적에서 출발하기보다는 서로에

게 좋은 정보의 원천이 됨으로써 “다른 이들이 그 목적하고 원하는 바들을 실현

하도록 돕고” 이를 통해 사회 전체의 공동선이 실현되도록 한다는 의무로부터 

결국 그 정당화 근거를 제공받는다. 따라서 이러한 생각을 토대로 그림은 “[인식

적 규범]을 근본적이고 환원 불가능한 규범으로 가정하는 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

이며 “인식적 규범은 그보다는 도덕적인 종류의 더 근본적인 규범을 통해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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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린다 (Grimm 2009: 257-262). 

인식적 의무가 도덕적 의무의 한 종류라고 하는 견해는, 특히 공시적인 인식

적 의무에 제한하여 생각할 경우, 이상의 논의와는 다른 방향에서 또 다른 종류

의 정당화 근거가 발견된다. 3 장에서 논의된 바를 다시 기억하면 믿음에 관한 공

시적인 인식적 의무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SED) 믿음에 관한 공시적인 인식적 의무: 자신이 믿고 있는 명제에 대하여 

인식적 이유와 비인식적 이유가 경쟁하는 경우, 그 명제가 믿음 안에 

표상되고 있는 그대로, 따라서 그 믿음의 증거가 가리키고 있는 그대로, 

명제를 참으로 간주하는 심적 행위를, 이를 거부할 비인식적 이유를 거

스르고,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의 공시적인 인식적 의무는 서술되는 바와 같이 비인식적 이유를 

거스르고, 다시 말하면 자기기만적 행위를 위한 이유를 거부하고, 그 대신 참인 

명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의무이다. 그런데, 이런 의미의 의무는 사실, 지적 

정직성에 관한 도덕적 의무의 한 특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귀닌(Louis M. 

Guenin)이 제시한 바에 따르면 지적 정직성이란 태도는 다음의 핵심적 특징을 

갖는다: “지적 정직성의 핵심은 어떤 식으로 속이든 이를 위한 동기(incentive)가 

행위자에게 주어졌을 때 이를 거부한 채 속이지 않으려는 성향에 있다” (2005: 

217-218).  즉, 지적 정직성이란 태도 역시, 공시적인 인식적 의무가 요구하는 

행위와 유사하게, 속일만한 이유가 주어졌을 때 이를 거부하고 속이지 않는 태도

로서 분석되고 있다. 여기서 만일 속임의 대상을 타인 일반 – 주체적 자아와 구

별되는 것으로서의 대상적 자아 역시 넓은 의미에서 타인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에게서 자기 자신으로 제한할 경우, 지적 정직성에 관한 의무는 공시

적인 인식적 의무가 말하는 바와 사실상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결국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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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인 인식적 의무가 지적 정직성에 관한 도덕적 의무의 한 특수한 형태임을 말

해준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러한 점은 인식적 의무가 도덕적인 종류의 의무라

는 좀 더 일반적인 주장을 뒷받침하여 주는 하나의 좋은 근거가 되어 준다. 

 

 

4.2.2. 반론: 인식적 이유와 도덕적 이유의 통약 불가능 사례 

 

인식적 의무가 도덕적 의무의 한 종류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형태

의 반례가 일반적으로 제기된다. 하크(S. Haack)의 논의를 인용하면,  

정당화되지 않은 믿음을 가졌으나 도덕적 평가는 우호적이거나 중립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면 이것은 정당화되지 않은 믿음을 가졌다는 평가는 그 자체로 부정

적인 도덕적 평가를 내린 것과 같다는 주장이 틀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

당화되지 않은 믿음도 가끔은 해롭지 않다는, 혹은 철학자들이 예로 들곤 하였던 

것처럼, 증거가 지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정숙하다고 (즉, 바람을 피지 

않는다고) 믿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을 수 있다는 주장이 비정합적인 게 아니라면, 

특수 사례 논제[인식적 의무는 도덕적 의무의 한 특수한 사례라는 논제]는 거짓이

다. 그런데 그러한 주장은 그것이 참이든 거짓이든 분명히 정합적이다. (Haack 

2001: 22) 

이를 다시 풀어 얘기하면, 가령,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믿을 만한 좋은 증거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관점에서는 그녀를 믿어주는 게 바람직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인식적 이유와 도덕적 이유가 통약 불가능하다

는 주장이다. 왜냐하면 도덕적 관점에서 그러한 믿음이 아무리 정당화된다고 하

더라도, 그것이 인식적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점, 즉 그 믿음이 증거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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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지지되지 않는다는 점은 달라질 수 있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두 종류

의 이유는 결코 타협 가능한 것 같지 않다.79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반론은 필자가 이상에서 논의한 바에 따르면 표현 ‘믿

음’의 다의성 문제에서 다분히 비롯되는 범주적 착오에 기초한다. 즉, 위 반론은 

믿음에 적용되는 평가와 행위에 적용되는 평가의 서로 다른 두 범주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반론이 통약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두 이유, 즉 인

식적 이유인 증거와 도덕적 이유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에 즉, 전자는 믿음에 

후자는 행위에 각각 적용되기 때문이다. 파핏(D. Parfit)의 표현을 따르자면, 인

식적 이유인 증거는 ‘믿을 이유’에 해당하는 반면 도덕적 이유는 (그리고 그 외의 

비인식적 이유 일반은) 일반적인 실천적 이유들과 마찬가지로 ‘욕구하고 행할 이

유’ 해당하며, 따라서 이 두 종류의 이유는 서로 ‘경쟁(compete)’ 관계에 있을 수

는 있을지라도 같은 차원에서 서로 ‘대립(conflict)’ 관계에 있을 수는 없다.80 구

체적으로, 우선, 주어진 사례에서 말하는 도덕적 이유는 증거가 지시하는 대로 

믿음을 수용하기보다는 그것을 거부할 것 – 가령, 자기기만적 행위 등을 통해 

– 을 요구하는 이유이다. 즉, 이 이유는 인식적 수용이라는 (즉,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심적 행위 대신 그에 반대되는 행위를 요구한다. 반

면, 사례에서 말하는 인식적 이유는 믿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것을 요구하는, 

즉 행위에 적용되는 이유를 가리키지 않고, 단순히 믿음과 증거가 적절한 관계에 

놓여 있는지의 문제(“아내에 대한 믿음은 증거에 의해 지지되지 않는다!”)에 관

                                                           
79 이 동일한 종류의 반론에 대한 논의로 Firth(1981: 5-6), Chisholm(1991: 122) 참조. 

80 Parfit(2011: 420 이하) 참조. 파핏에 따르면 두 이유가 서로 경쟁한다는 것은 두 

이유에 동시에 반응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두 이유가 서로 대립한다는 것은 

그들이 동일한 질문에 대하여 서로 다른 답변을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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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하는, 즉 믿음에 적용되는 이유를 가리킨다. 따라서, 설령 행위의 차원에서는 

결국 도덕적인 이유에 의해 행하는 것이 옳다고 하더라도, 즉 증거대로 ‘믿지(정

확하게는, 수용하지)’ 않고 거절하는 것이 옳다고 하더라도, (따라서 통약 가능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증거를 따르지 않는 이러한 ‘믿음(정확하게는, 수용)’은 만

일 해당 용어의 다의적 쓰임을 주의 깊게 구분하지 않는다면 증거에 의해 지지되

지 않는 믿음(정확하게는, 심적 성향으로서의 믿음)을 가지는 것으로 보일 수 있

다. 즉, 행위가 아닌믿음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심적 태도로 보일 수 있으며, 따

라서 사례에 등장하는 도덕적 이유는 증거, 즉 인식적 이유와 같은 차원에 속한 

이유이면서 동시에 인식적 이유와 통약 불가능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일 수 있

다. 말하자면, 행위의 차원에서 이유들이 통약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

를 믿음의 평가에 관계하는 이유와 잘못 비교함으로써 통약 불가능성이 나타난

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따라서 이상에서 제시된 것과 같은 사례를 이용한 반

론은 이유들의 통약 가능성에 대한 적절한 반론으로 간주되기 어렵다. 

 

 

4.2.3. 반론: 통약 가능성의 전제로서의 인식적 목적론과 그 정당화 

 

한편, 본 논문을 통해 제시된 인식적 의무에 관한 필자의 견해는 그것이 목적

론적으로 이해, 분석될 수 있다는 생각을 근본적으로 가정하고 있다. 앞선 논의

는 통시적, 공시적 인식적 의무가 모두 인식적 목표 상대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것은 인식적 규범에 관한 가장 전통적이고 지배적인 

견해이기도 하다. 그런데 전체 논의를 마무리하며 이러한 근본적인 가정을 특히 

그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가능한 주요 반론을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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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이것이 현재 논의 맥락에서 특히 중요한 이유는 인식적 의무가 다른 종류

의 의무와 통약 가능하다는 필자의 앞선 주장이 인식적 목적론에 관한 이 근본적

인 가정에 결정적으로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선 논의를 상기하면, 인식적 이

유가 다른 종류의 이유와 경합을 벌일 때 결국 이들이 통약 가능할 수 있었던 것

은 각각의 이유들에 정당성을 제공하는 상위의  목적들이 상호간에 비교될 수 있

었기 때문이었다. 만일 인식적 이유에 대한 목적론적 이해가 틀리다면, 그래서 

인식적 이유를 따라야 하는 것이 어떤 모종의 인식적 목표 때문이 아니라면, 인

식적 이유가 다른 종류의 이유와 경합을 벌일 때 서로 비교될 수 있기 위해 갖추

어져야 하는 전제 조건이 성립하지 않게 된다. 즉, 통약 가능성 논의가 애초에 불

가능하게 된다. 켈리(T. Kelly)의 다음의 진술은 이러한 점을 잘 지적한다.  

만일 인식적 합리성에 대한 도구주의적[즉, 목적론적] 개념이 맞다고 판명되면 

이것은 통약 불가능성 논제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을 던지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만일 인식적 합리성이 단지 도구주의적 합리성이라면 도구주의적 이유들 간에 통

약 불가능성이 성립하지 않는 것처럼 믿음의 윤리학 문제에서도 통약 불가능성이 

성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Kelly 2003: 619) 

그런데 켈리를 비롯한 여러 철학자들에 따르면 인식적 목적론은 인식적 평가 

개념에 대한 적절한 모형을 제공하지 않는다. 가령, 이들이 제기하는 비판에 따

르면, 인식적 합리성은 도구주의적이기보다는 오히려 정언적(categorical)이며, 

또 목적론적 이해는 명백히 정당화되지 않는 믿음을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반직

관적인 결과를 낳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의 비판이 맞다면 이것은 일차적으로는, 

인식적 평가를 목적론적으로 해석하는 전통적인 견해가 틀리다는 것을 드러낼 

뿐 아니라, 이러한 견해에 기초하고 있는 필자의 주장 즉, 인식적 의무는 통약 가

능하며 그것은 결국 도덕적 의무의 한 종류라는 주장 또한 틀릴 수 있음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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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상의 비판의 논거가 무엇이고 그것의 적용 범위

는 무엇이며 궁극적으로 그것이 인식적 의무에 관한 필자의 이상의 논의에 결정

적인 반론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한다. 

먼저, 켈리, 소사(E. Sosa), 그림(S. R. Grimm) 등이 제기하는 비판에 따르면 

인식적 평가는 인식적 목표와 무관하게 이해되고 적용될 수 있다. 이들은 주로 

직관적인 사례를 통해 논거를 제시하는데, 대표적으로, 켈리가 제시한 다음의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이들의 견해를 핵심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버트란트 러

셀이 오른손잡이인지 왼손잡이인지의 문제에 당신이 아무런 관심도 없다고 해보

자. 즉, 이에 관한 지식을 가지는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며 따라서 이에 관한 

아무런 인식적 목표도 가지지 않는다. 그런데 의도치 않게 이 문제에 관한 정보

를 접하게 된다고 해보자. 가령, 그가 왼손잡이라는 증거를 뜻하지 않게 획득하

게 된다. 이 경우, 당신은 인식적 목표를 가지지 않지만 그가 왼손잡이라고 믿을 

인식적 이유를 가지며, 그러한 믿음을 가질 경우 당신이 인식적 목표를 가지지 

않은 것과 상관 없이 인식적으로 정당화된다. 둘째, 당신은 새로 개봉한 영화 한 

편을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그것을 먼저 보고 온 친구가 그 영화에 대하

여 당신에게 대강의 줄거리를 얘기하여 준다. 당신은 이 경우, 영화의 결말에 대

한 지식을 가지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한다. 그런데 만일 친구가 불쑥 영화의 

결말을 얘기한다고 해보자. 그럴 경우, 당신은 결말에 대한 지식을 가지지 않을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이와 상관 없이 영화의 결말을 믿을 인식적 이유를 가진다. 

만일, 이와 다르게, 당신이 영화의 결말을 알 필요가 있어 친구에게 직접 그 결말

을 물어보고 그 친구는 그 결말에 대하여 답변해 준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에

는 당신이 그 결말을 알고자 하는 인식적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친구의 답

변으로부터 그 결말을 믿을 인식적 이유를 가진다. 즉, 당신이 결말에 대한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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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지 않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든, 반대로 그것을 알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

든, 친구가 결말을 말해주는 한 그와 상관 없이 그것을 믿을 인식적 이유를 가진

다. 결론적으로, 두 이야기를 종합하면, 당신이 어떤 명제 p 에 대하여 그에 관한 

인식적 목표를 전혀 가지지 않든, 혹은 그것을 알려는 인식적 목표를 가지든, 혹

은 그것을 알지 않으려는 인식적 목표를 가지든 전혀 상관 없이, 그에 관한 증거

가 주어지는 한 당신은 그것을 믿을 인식적 이유를 가진다. 즉, 인식적 목표는 인

식적 합리성에 아무런 차이도 만들어 내지 않는다 (Kelly 2003: 624-626).81  

인식적 합리성은 인식적 목표와 무관하게 이해될 수 있다는 이상의 비판은 그 

자체로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주의

할 것은 이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의 인식적 평가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가이다. 

먼저, 주어진 비판의 핵심은 증거가 주어지는 한 인식적 목표와 상관 없이 그에 

따라 믿을 이유를 가진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믿을 경우 인식적 목표와 상관 없

이 믿음이 인식적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즉, 이상의 

비판은 인식적 행위가 아닌 심적 성향으로서의 믿음에 적용되는 인식적 평가를 

그 논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주어진 사례에 제시된 것처럼 당신이 

버트란트 러셀이 어느 쪽 손잡이인지 아무런 관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

한 증거가 주어지고 그에 따른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보자. 이 경우 당신의 

믿음은 인식적으로 긍정적인 상태에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물론 여기서 

어떠한 인식적 정당성 이론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구체적인 설명 방식은 다르

게 주어질 것이다. 가령, 신빙적인 과정에 의해 산출되었기 때문에, 혹은 적절한 

근거에 토대해 있기 때문에, 혹은 설계된 대로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에 

                                                           
81 이상과 비슷한 논조의 비판으로서 Sosa(2003: 155-160), Grimm(2008: 741-743) 

또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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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형성되었기 때문에 등 다른 식의 설명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

떠한 이론을 채택하든 이러한 평가에서 중요한 것은 행위가 아닌 심적 성향으로

서의 믿음이 평가의 대상으로 다루어진다는 점이다. 즉, 믿음이 신빙적인 과정에 

의해 산출되었는지, 혹은 적절한 근거에 토대하는지 등이 평가될 뿐이며, 그러한 

믿음 형성의 전후 단계에 적절한 인식적 행위가 수행되는지 여부는 평가에 포함

되지 않는다. 따라서, 믿음 형성 전에 적절한 인식적 추구 행위가 수행되는지 혹

은 일단 형성된 믿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지의 문제는 평가의 고려 사항이 아

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평가는 믿음의 주체가 명시적인 인식적 목표를 가지고 있

는지 그렇지 않은지의 문제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이

러한 평가가 목적론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충분히 적절할 수 있다. 물론, 1장에서 

논의된 대로, 증거에 의해 믿음이 형성되는 과정을 ‘믿음은 참을 목표한다’는 논

제를 통해 표현할 수 있다면 믿음에 대한 이러한 평가 또한 – 인식적 목표에 대

한 의식을 포함하지는 않을지라도 – ‘어떤 의미에서’ 목적론적인 인식적 평가로

서 간주될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다. 따라서 이것을 목적론적인 평가 개념으로 간

주하느냐의 문제는 아마도 어떤 실질적인 문제라기보다 ‘목적론’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용어적인 문제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논

의에서 중요한 점은 이 믿음에 대한 평가를 목적론적인 평가로 보든 안 보든 이

것은 행위에 대한 인식적 평가가 목적론적인지 아닌지의 문제와 구별되는 별개

의 문제라는 점이다. 혹은 바꿔 말해, 믿음에 대한 비의무론적인 인식적 평가와 

행위에 대한 의무론적인 인식적 평가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상

에서 제시된 비판에 따라 믿음에 대한 비의무론적인 평가가 목적론적 평가가 아

니라고 하더라도, 즉 그것이 정언적인 평가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행위에 

대한 의무론적인 인식적 평가가 목적론적인 평가라는 것에 대한 비판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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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는 않는다. 요컨대, 켈리 등에 의해 제기되는 방식의 인식적 목적론 비판은 

필자가 제시한 목적론적인 인식적 의무 개념에 대한 반론으로 사용되거나 해석

될 수 없다고 보인다.82  

한편, 다음의 비판은 이상에서 논의된 비판과 사뭇 다른 논조의 반론을 목적

론적인 인식적 정당성 개념에 대하여 제기한다. 먼저는 퍼스(R. Firth)에 의해 제

기되고, 버커(S. Berker)에 의해 더 섬세하게 발전된 이 비판은 다음과 같은 사례

를 통해 잘 드러난다.83 

                                                           
82  주의할 것은 필자가 제시한 이상의 논의는 켈리 등에 대한 비판으로서 의도되지 

않는다. 그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제시한 논증이 심적 성향으로서의 믿음에 귀속되는 

인식적 평가 개념에 적용되는 것임을, 다시 말해 오직 믿음에 관한 비의무론적인 인식적 

평가 개념에만 적용되는 것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그들의 논증의 적용 범위가 인식적 

평가 일반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특히 의무론적인 인식적 평가 개념에 

관하여는 아무것도 말해주는 바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데 있다. 이 점이 중요한 것은, 

가령, 켈리의 논의를 보더라도, 의무론적인 인식적 평가와 비의무론적인 인식적 평가를 

주의 깊게 구분하기보다는 전자를 믿음에 직접 귀속되는 인식적 평가와 구분 없이 

논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믿음에 귀속되는 인식적 평가가 인식적 평가의 모든 것인 

듯한, 따라서 결국 그의 논증이 인식적 평가 개념 일반에 적용되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Kelly(2003), 2.2절 특히 참조. 

83 바로 앞의 각주에서 언급한 켈리의 논의 방식과 유사하게, 버커 역시 의무론적인 

인식적 평가와 비의무론적인 인식적 평가를 구분하지 않은 채 전통적인 인식적인 평가 

개념 일반을 대상으로 그의 비판을 제기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진술은 인식적 목적론에 

대한 그의 비판이 의무론/비의무론적인 인식적 목적론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Indeed, although I lack the space to fully defend this claim here, 

there is a way of viewing much of the debate between externalists and internalists 

about epistemic justification over the past few decades as a debate within epistemic 

consequentialism, roughly corresponding to the debate between objective and sub-

jective consequentialists in the ethical realm. The idea that epistemic normativity is 

fundamentally a matter of what conduces toward the promotion of epistemic value is 

pervasive among epistemologists of our day.” (368) 마찬가지로, 인식적 결과주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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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도우는 집합이론을 연구하는 수학자로서 이제 막 연속체 가설에 대한 증명을 

완성할 단계에 와 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단 육 개월 간의 추가적인 연구 

기간 뿐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현재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으며, 담당 의료

진에 따르면 그가 두 달 안에 사망할 것이 매우 확실시 되고 있다. 존은 그러나 자

신이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을 고집스럽게 부여잡고 있으며, 이 믿음은 그에게 심

리적인 위안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그가 육 개월간 – 증명을 완성할 뿐 아니라 

그로부터 집합이론에 관한 수많은 결론들을 이끌어 내게 될 그 육 개월간 – 생존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실상 매우 높여 주고 있다 (즉, 그렇다고 가정하자). 다시 

말해, 자신이 회복될 것이라는 존의 믿음은 그가 앞으로 집합이론에 관한 많은 수

의 참인 믿음들을 획득하는 데 인과적인 수단이 된다. 그러나 (자신이 회복될 것이

라는) 존의 믿음은 인식적으로 정당화되는가? 그것은 순전히 인식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가 믿어야 하는 그러한 종류의 믿음인가? (Berker 2013b: 369)84 

이 사례에 따르면 존의 믿음, 즉 자신이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은 오히려 그것

을 반증하는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인식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전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믿음은 결과적으로 훨씬 많은 참인 믿음들

을 획득하게 하는 인과적 수단이 된다. 따라서 목적론적인 인식적 정당성 개념에 

따르면 이 믿음은 정당화된다고 해야 할 것 같다. 즉, 목적론적인 인식적 정당성 

개념은 명백히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믿음을 정당화된다고 판단하게 하

는 결과를 낳는다 (Berker 2013b).  

                                                                                                                                                     

대한 비판을 위해 그가 제시하는 주요 사례(존 도우 사례)를 보면 그의 논의가 적어도 

의무론적인 인식적 평가 개념을 배제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But is John’s belief 

epistemically justified? Is it the kind of belief that, from a purely epistemic perspec-

tive, he should be holding?” (369) 

84 이 사례는 본래 퍼스에 의해 먼저 제시되었으며 버커가 그것을 논의를 위해 다소 

수정하였다. Firth(1981: p. 5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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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비판이 기대고 있는 핵심적인 논리를 좀 더 간결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병에서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경우 존은 하나의 거짓 믿음을 획득

한 것이 되지만 이 믿음을 수단으로 훨씬 더 많은 수의 참인 믿음들을 획득할 수 

있다. 따라서, 획득하게 될 거짓 믿음의 수와 참인 믿음의 수를 비교할 때 후자가 

월등히 많으므로 인식적 목적론은 후자를 선택하는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여기

서 이러한 논리가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전제는 인식적 목적론에서 말하고 

있는 인식적 목표가 단순히 ‘양적’으로 이해되는 목표라는 점이다. 즉, 참인 믿음

의 수 혹은 거짓 믿음의 수를 단순히 양적으로 계산하여 최대한 많은 수의 참인 

믿음을 획득하거나 최소한의 거짓 믿음의 수를 획득하는 것을 인식적 목표로 삼

고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인식적 목표에 대한 근본적인 오

해이다. 이에 대한 적절한 논의를 위해서는 먼저 인식적 목적론에 따를 경우 인

식적 목표를 어떻게 정식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선행되어야 할 

것 같다. 따라서 이후에서는 먼저 이에 대한 논의를 잠시 진행하도록 한다.85 

우선, 현재 논의를 위해서는 인식적 목표의 정식화에 관한 여러 논의들 가운

데 특히 그 범위에 관한 문제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인식적 목표는 

그 정식화의 범위를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보편적인 형식으로 정식화

해야 한다는 입장과 제한적인 방식으로 정식화해야 한다는 입장 사이에 그 견해

                                                           
85 인식적 목표를 어떻게 정식화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는 다른 여러 철학적 문제와 

마찬가지로 아직 합의되지 않은, 논쟁적인 사안으로 남아 있다. 이하에선 현재 논의를 

위해 필요한 정도로만 필자의 견해를 제시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인식적 목표를 참인 

믿음을 기준으로 정식화할 것인지, 혹은 지식을 기준으로 정식화할 것인지는 최근까지도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는 사안으로서 필자는, 특히 현재의 논의가 이 쟁점의 어느 

특정 결론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제시하기보다 단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한다. 인식적 목표의 다양한 정식화에 관한 비판적 논의로 

David(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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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뉘어진다.86 예를 들어, 보편적인 방식으로 정식화하는 이들에 따르면 인식

적 목표는 가령, 모든 참인 명제를 믿고 모든 거짓 명제를 피한다와 같이 보편적

인 형식을 취한다. 이를 통시적인 인식적 의무에 적용하면 우리는 가능한 한 많

은 참인 명제를 믿고 적은 수의 거짓 명제를 믿기 위해 인식적 추구 행위를 할 의

무를 가진다. 이와 달리, 제한적인 방식을 선호하는 이들에 따르면 인식적 목표

는 모든 명제를 향하지 않고 가령, 우리가 고려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관심 

있는 문제들에 관한 것만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이를 통시적 인식적 의무에 

적용하면 우리는 오직 이러한 문제 영역들에 대하여만 인식적 추구를 수행할 의

무를 가진다. 물론, 이 각각의 견해는 상대 견해를 선호하게끔 만드는 나름의 문

제를 지닌다. 먼저, 보편적 형식의 견해에 대하여 제기되는 비판은 인식적 의무

가 사소한 명제들에조차 부여되는 것이 매우 반직관적이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가령, 골드만(A. I. Goldman)이 제시한 예에 따르면, 미국 캔자스 주 위치타 시

의 전화번호부 323번 째 항목의 전화번호라든가, 1976년 여름 올림픽의 여자 수

영 평영 종목에서 여섯 번째로 들어온 선수의 이름을 아는 일은87, 우리에게 그와 

관련한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특별히 가치가 있어 보이지 않으며 따라서 

이를 알아야 하는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견해는 매우 반직관적으로 보인

다. 반면, 설령 이러한 사소한 문제들에 관한 명제라 하더라도 만일 누군가 그에 

대한 믿음을 적절치 않은 증거에 토대해 가지고 있다면 그에 대하여 우리는 가령, 

그의 믿음은 정당화되지 않는다와 같은 인식적 평가를 정당하게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즉, 인식적 평가는 어떤 중요도나 개인의 관심사 여부와 상관 없이 모든 명

제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내릴 수 있는 듯 생각되며 이런 의미에서 인식적 평가의 

                                                           
86 두 입장에 대한 소개 및 이들간의 논쟁에 대하여는 특히 Grimm(2009, 247-251) 참조. 

87 Goldman(1999, 88; 2002,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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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되는 인식적 목표는 보편적인 형식을 띠어야 할 듯하다. 

그런데, 두 견해 사이의 이러한 충돌은 각각의 견해가 관계하는 인식적 평가 

개념을 고려할 때 사실은 진정한 충돌이 아님이 드러난다. 먼저, 보편적인 형식

의 인식적 목표가 지지되는 이유는 모든 명제는 그 중요도나 그에 관한 관심 정

도와 상관 없이 그것이 증거에 의해 잘 지지되는지 보편적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직장 상사의 머리카락이 전체 몇 올인지가 내게 아무런 가치도 

없는 문제일지라도 만일 그에 관한 증거가 주어진다면 나는 그것을 믿을 이유를 

가지며, 잘못된 증거에 따라 믿을 경우에는 부정적인 인식적 평가 하에 놓일 것

이다.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의 인식적 평가는 앞선 논의에서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믿음에 적용되는 비의무론적인 평가이다. 즉, 이것은 일단 증거가 주어질 

경우 그것이 믿음을 잘 지지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증거 수집에 관계되는 

통시적인 인식적 행위나 이미 형성된 믿음에 대한 태도인 공시적인 인식적 행위

를 평가하는 의무론적인 의미의 평가와 구분된다. 물론 이러한 의미의 평가는 어

떠한 명제라도 그에 관한 증거가 주어질 경우 그에 준하여 평가될 수 있다는 점

에서 모든 명제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를 

목적론적인 평가라고 부를 수 있다면 해당하는 인식적 목표는 보편적인 형식을 

취하는 게 맞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인식적 평가는 인식적 행위

에 적용되는 의무론적인 평가로서 이러한 의미의 인식적 평가와 명확히 구분된

다. 그리고 제한적인 형식의 인식적 목표는 바로 이러한 의무론적인 인식적 평가 

개념에 적용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의무론적인 인식적 평가가 제한적인 형식

의 인식적 목표를 가진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제

한적인 인식적 목표를 가지는지는 사실 앞선 논의를 통해 이미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인식적 목표를 궁극적으로 왜 추구해야 하는가란 물음은 앞선 논의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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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답변을 가졌었다. 하나는 인식적 목표 즉 참인 믿음이 직

접적으로 실천적 목표 달성의 수단이 되기 때문이었다. 가령, 실천적 추론은 믿

음과 욕구라는 두 요소에 기대고 있는데, 욕구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이 되는 믿음이 거짓보다는 참이 되는 게 더 도움이 된다. 다른 하나는 이론

적인 혹은 내재적인 종류의 가치 때문으로, 구체적으로 인식적 목표의 달성이 순

수하게 지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인식적 목표를 추구해야 해야 궁극적 이유는 한편으로는 그것이 실천적인 욕구 

달성에 필요하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좀 더 지적인 필요를 채워주

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이러한 실천적이거나 이론적인 필요가 있지 않은 한 

참인 믿음 혹은 지식을 추구해야 할 이유는 따로 있지 않다. 따라서 인식적 목표

가 제한적인 형식을 취해야 한다면 이러한 실천적이고 이론적인 측면을 모두 표

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이고, 이러한 점에서 필자는 올스톤이 제안한 형식의 

인식적 목표가 대략적으로 이러한 측면을 잘 반영한다고 생각한다. 그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에게 흥미롭거나 중요한 문제에 관하여’ 참을 믿고 거짓을 피하는 

인식적 목표를 가진다.88 

인식적 목표의 정식화에 관한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이제 버커에 의해 제기되

는 형태의 반론에 대하여 답변을 제시할 수 있을 듯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버커는 인식적 목적론에 따르면 존의 믿음(즉, 자신이 질병에서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은 인식적으로 정당화된 믿음으로 간주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버커가 그

처럼 생각하는 이유는 존의 믿음이, 그것 자체는 적절한 증거를 가지지 않음에도, 

더 많은 수의 참인 믿음들을 획득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었다. 즉, 그는 인식적 

목적론이 단순히 ‘더 많은’ 참인 믿음 혹은 ‘더 적은’ 거짓 믿음의 획득을 목표한

                                                           
88 Alston(2005, 31-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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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식적 목표에 대한 이상의 논의에 따르면 이러한 

가정이 적어도 의무론적인 인식적 평가 개념에 대하여는 거짓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의무론적인 인식적 목적론은 무조건적으로 참인 믿음을 늘

리거나 거짓 믿음을 감소할 것을 인식적 목표로 가지기보다는 실천적, 이론적 가

치가 있는 명제들에 한하여 참을 추구하고 거짓을 피할 것을 목표로 가지기 때문

이다. 따라서 가령, 하나의 참인 믿음을 획득하는 게 그와 다른 열 개의 참인 믿

음을 획득하는 것보다 더 흥미롭거나 중요하다면 인식적 목적론은 전자를 위한 

인식적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한다. 마찬가지로, 존의 경우와 같이, 하나의 참인 믿

음을 희생하여(즉, 증거에 의해 지지되지 않는 명제를 믿어) 다수의 참인 믿음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만일 희생되어야 하는 그 하나의 믿음이 내게 

더 중요하다면, 즉 그 명제에 대하여 참인 믿음을 믿는 것이 내게 더 가치 있다면, 

그 믿음을 희생시켜 다수의 참인 믿음을 믿는 것은 인식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

다. 따라서, 인식적 목적론에 따르면, 버커가 가정한 바와 달리, 존은 자신이 회

복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존이 

선택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즉, 인식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정당화되

는가? 인식적 목적론은 이에 대한 답변을 선험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 이 물음

에 대한 답변은 오직 각각의 상황에 대한 경험적 탐구를 통해 주어질 수 있을 뿐

이다. 가령, 존의 경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참인 믿음을 가지는 것과 집합 이론

에 관한 다수의 참인 믿음들을 가지는 것 사이에서 후자가 더 가치 있는 일이라

면 후자를 추구하는 것이 인식적으로 정당화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자가 더 

가치 있는 일이라면 전자를 추구하는 것이 인식적으로 정당화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의미의 평가와 독립적으로, 존은 자신이 질병에서 회복될 것이라는 명제

에 대하여 그것을 믿지 않을 이유를 가지며, 따라서 이에 대한 그의 믿음은 버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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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강조한 바와 같이 인식적으로 정당화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적 

평가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믿음이 적절한 증거를 가지는가를 평가하는 비의

무론적인 인식적 평가로서 현재 논의의 쟁점이 되고 있는 의무론적인 평가와 다

른 의미의 평가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89 

  

                                                           
89 이상을 통해 필자는 버커의 비판이 적어도 인식적 의무주의에 대하여는 설득력이 

없음을 논의하였다. 한편, 이와 달리 골드만은 신빙주의 입장에서 버커의 논의가 

정당화되지 않음을 강한 논조로 피력한다. 골드만의 비판과 그에 대한 버커의 답변으로 

Goldman(2015), Berker(20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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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는 말 

 

이상을 통해 다음이 논의되었다. 우선, 믿음이 불수의적이라는 생각은 현재 

많은 이들에 의해 적어도 어느 정도 그럴 듯한 견해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불

수의성이 믿음이 가지는 보편적인 속성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여전히 많지 않

은 듯하며 또한 이 견해가 의미하는 바에 대한 합의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은 듯하다. 그리고 이는 인식적 의무가 믿음에 직접 부여될 수 있다는 생각을 지

속적으로 낳으면서, 결과적으로 인식적 의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이르지 못하

게 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는 듯 보인다. 따라서 1장 논의를 통해 믿음은 

몇몇 경우 혹은 대부분의 경우에만 불수의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경우에 불수의

적임을, 다시 말해 적어도 현실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불수의적임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믿음이 지니는 핵심적 속성인 참과의 연관성이 구체적으로 어

떠한 속성인지 그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였고, 그를 통해 믿음은 증거를 기준으로 

참을 산출하는 과정에 의해 인과적으로 형성되는 속성을 갖는다는 결론에 이르

렀다. 그런데, 믿음이 불수의적이라는 이러한 결론은 ‘당위는 가능성을 함축한다’

는 원리와 더불어 믿음에 인식적 의무가 부여될 수 없다는 또 다른 결론을 낳는

다. 인식적 의무에 관한 우리의 자연스런 직관을 고려할 때 하나의 역설을 불러 

일으키는 이러한 회의주의적 결론은 따라서 이를 극복할 여러 대안적 견해들의 

제안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2장에서는 이러한 견해들이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그렇게 제시된 견해들이 적

절한 대안으로 간주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어지는 3장의 논

의를 통해 필자가 생각하는 대안적인 인식적 의무 개념을 제시하고 그를 통해 결

국 주어진 퍼즐을 해결하고자 시도하였다. 그에 따르면 이 대안적 견해의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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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적 의무가 전통적으로 생각되어 온 것과 달리 믿음이 아닌 행위에 귀속되는 

규범이라는 점이었다. 즉, 인식적 의무는 인식적 추구 행위를 수행할 통시적 의

무와 인식적 수용 행위를 수행할 공시적 의무로서 이해되었으며, 이들은 불수의

적인 믿음 형성 과정의 전후 단계에서 우리의 행위를 인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식적 목표의 달성에 기여한다는 점이 논의되었다. 그런데 인식적 의무가 행위

에 귀속된다는 이러한 결론은 일차적으로는 인식적 의무 개념의 근본적 변화를 

통해 앞서 논의된 역설을 해결할 수 있게 하여주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식

적 의무와 다른 종류의 의무들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 결론을 통해 또한 함축되었다. 예컨대, 일반적으로 인식적 의무는 도덕적 의

무 등 다른 종류의 의무와 구별되는 고유한 종류의 의무로 이해되며, 많은 이들

에 따르면 이러한 고유성은 특히, 다른 종류의 의무와의 통약 불가능함을 의미한

다. 그리고 이처럼 이해되는 주요 이유의 하나는 인식적 의무가 믿음에 귀속된다

는 점에 있었다. 그런데, 인식적 의무가 행위에 귀속된다는 결론은 이러한 구분

을 크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4장에서는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발전시켜 

인식적 의무가 다른 종류의 의무와 통약 불가능한 고유한 종류의 의무가 아님을, 

그리고 결국 도덕적 혹은 실천적 의무의 한 종류임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실

천적 이유들간의 구분은 단지 상대적인 구분으로서 결국 상호 통약 가능함을 보

여주었고, 이것은 특히 내재적인 인식적 이유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는 점이 강

조되었다. 

그런데, 이상의 논의를 마무리하며, 이상에서 제시된 필자의 견해가 전통적인 

인식론 논의에 대하여 가지는 의의나 함축이 무엇인지, 특히 이와 관련하여 제기

될 수 있는 가능한 한 가지 의문을 중심으로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본 

논의를 통해 제시된 필자의 견해가 맞다면 인식적 의무는 믿음 대신 행위에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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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행위를 규제하고 인도하는 규범으로 이해된다. 즉, 의무론적인 인식적 규범

을 분석, 이해하는 데 있어 논의의 중심이 믿음으로부터 행위로 옮겨가게 되는 

듯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견해는 비록 그 자체로는 급진적이고 또 흥미로운 주

장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인식론의 논의와

는 크게 상관 없는, 따라서 기존 논의에 대하여는 특별히 의미 있는 함축을 가지

지 않는 견해로 비춰질 우려가 있는 것 같다. 인식론의 핵심적인 문제들은 대부

분 믿음에 관계되는 문제들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문 혹은 우려는 전통적인 인식론의 논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 왔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쉽게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믿음이 인식론 논의의 중심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주요 이유는 

아마도 인식론의 핵심 주제의 하나가 지식의 본성 혹은 조건을 탐구하는 것이고 

믿음은 지식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의 하나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지식에 관

한 논의와 더불어 전통적으로 인식론의 또 하나의 주요 탐구 주제가 되었던 것은 

인식적 정당성 혹은 합리성의 본성이나 조건을 탐구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데카

르트, 로크와 같은 전통적인 인식론자를 비롯하여 이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

하였던 현대의 많은 영미 인식론자들까지, 적어도 인식적 외재론이 인기를 누리

기 이전에는 의무론적인 견해가 인식적 규범을 이해하는 주요 입장으로서 논의

되어 왔다. 그런데 본문에서 필자가 논의하였듯이, 의무론적인 인식적 규범을 다

루는 전통적인 논의들은 결코 심적 성향으로서의 믿음이 가지는 정당성 혹은 합

리성에 정확히 한정된 논의들로 해석되기 힘들다. 그보다는 의무론적인 인식적 

규범이 정확히 어떤 태도에 귀속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 없이 다소 모호한 방

식으로 해당 논의를 진행하였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따라서 인식적 

규범에 관한 전통적인 논의들이 행위가 아닌 믿음, 즉 심적 성향으로서의 믿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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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은 정당화되기 힘들다. 그리고 마찬가지 이유에

서 의무론적인 인식적 규범에 관한 논의를 행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전통적

인 논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정당화되지 않는다. 이는 특

히, 필자가 본문에서 논의하였듯이, 표현 ‘믿음’이 일상적인 맥락에서뿐 아니라 

철학적 맥락에서도 다양한 의미와 함의를 지닌 채 사용된다는 점을 통해 지지된

다. 

둘째, 더욱이, 필자가 제시한 바대로 인식적 의무가 행위에 귀속된다고 하더

라도 이것이 인식적 의무가 믿음과 무관한 규범이라는 것을 결코 뜻하지 않는다. 

필자의 분석에서 명확히 드러나듯이 통시적, 공시적 인식적 의무는 모두 목적론

적으로 분석되며, 여기서 인식적 목표는 믿음을 통해 정의된다. 따라서 인식적 

의무는 통시적인 것이든 공시적인 것이든 참인 믿음 혹은 지식을 달성하거나 수

호하는 데 기여하는 방식으로 분석된다. 즉, 믿음은 필자가 제시한 인식적 의무 

개념에서 여전히 핵심적인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전통적인 인식적 논의를 설령 

심적 성향으로서의 믿음에 관한 논의로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필자가 제시한 견

해는 그로부터 벗어난 논의로 간주되기 어려우며, 오히려 필자의 견해에 따르면 

전통적인 인식론 논의가 윤리학과 같은 행위의 규범성을 다루는 논의들과 선명

히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이 함축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뿐만 아니라, 이상에서 제시된 필자의 견해는 지식에 관한 전통적인 논

의에 대하여도 중요한 함축을 가져온다. 지배적인 견해에 따르면 인식적 정당성 

혹은 합리성은 지식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를 이루고, 특히 ‘인식적 내재론’이라 

불리는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이 인식적 정당성은 의무론적인 것으로 이해된

다. 그러나 최근의 많은 인식적 외재론자들은 지식을 구성하는 인식적 정당성이 

의무론적이라는 이러한 견해에 반대한다. 이러한 논의 맥락에서 필자의 논의는 



 187 

의무론적인 인식적 정당성이 왜 지식의 구성 조건이 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하여준다. 전통적으로 의무론적 인식적 정당성이 지식의 구성 조건에 해당한다

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된 주요 이유의 하나는 그것이 믿음에 귀속된다고 당연

하게 가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에 따르면 인식적 의무는 본래 믿음이 아

닌 행위에 귀속되는 것이며 따라서 애초에 지식의 구성 조건에 관한 논의와 독립

적으로 이해된다. 본문에 논의되었듯이, 인식적 의무의 수행은 믿음 형성으로 이

어질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반대로 믿음 형성 과정에 반드시 인식적 행

위의 수행이 동반되는 것이 아니다. 즉, 인식적 의무의 수행 여부와 지식의 형성 

문제는 독립적인 논의 영역이다. 요컨대, 필자의 논의는 지식에 관한 외재론적 

논의가 근본적으로 옳은 방향에 있다는 것을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

게 하여준다.  

끝으로, 논의를 마무리 하며, 이상에서 수행된 논의는 개념 분석을 목적으로 

한 의미론적 작업이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필자가 제시

한 인식적 의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인식적 의무 개념

의 분석으로서 제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실제로 우리의 인식

적 태도를 제약하고 인도한다고 생각되는, 다시 말해, ‘우리는 인식적으로 어떻

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실질적인 물음에 답변이 될 수 있는 규범의 분석 또는 

해명으로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의는, 부분적으로 의미론적 작업을 포함

하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존재론적 작업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

한 이유에서, 이상의 논의가 모두 맞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일상적

인 진술들, 가령, “당신은 그것을 믿어야 한다”, “그는 그것을 믿지 않았어야 했

다”와 같은 진술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함축하지 않는다. 본 논의가 말하는 것

은, 만일 이상과 같은 진술이 참이라면, 그것은 통시적인 혹은 공시적인 인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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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요구하는 진술들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마찬가지 의미에

서, “증거에 따라 믿어야 한다”는 진술이 잘못되었음을 의미하기보다는, 이 진술

이 (일상적 맥락이든 철학적 맥락이든) 참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 역시 통시적 

관점에서 인식적 추구 행위를 요구하거나 혹은 공시적 관점에서 인식적 수용 행

위를 요구하고 있는 진술로서 이해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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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sis proposes a new explication of deontological epistemic norm as 

one that pertains to epistemic actions rather than beliefs and as one that falls 

within the province of practical norms. 

Traditionally many philosophers have tended to think that our cognitive 

attitudes are under a certain kind of obligation, duty, responsibility, etc. This 

thought has been embodied as attempts to analyze epistemic justification of 

belief in deontological terms in analytic philosophical tradition. However, 

little interest seems to be expressed toward these attempts today particularly 

since W. P. Alston presented compelling arguments against deontological 

conception of epistemic justification aided by a criticism of voluntariness of 

belief, and also due to the prevalence of externalist construal of epist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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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fication. As a result, the issue of what it is that is, and perhaps is to be, 

dictating and guiding our daily cognitive lives appears to be marginalized in 

the philosophical discussions without our attaining a proper understanding 

of it and a plausible theory thereof. In this context, therefore, I attempt to 

present an alternative model to understand the deontological epistemic norm 

– eistemic duty for short – especially having epistemic actions play a major 

role for it. 

To begin, I offer an argument against the dominant view that epistemic 

duty pertains to beliefs. One of the main reasons that it is still thought to be 

ascribed to beliefs after compelling arguments against beliefs’ voluntariness 

were given, e.g., by Alston seems to be that at least some parts of beliefs are 

still considered to be under our voluntary control. Hence, I attempt to refute 

grounds for this consideration and provide an argument for involuntarism 

applicable to beliefs in general. For this I critically examine different inter-

pretations of the thesis that belief aims at truth, and propose my own inter-

pretation of it. From this it is revealed that beliefs have the property of being 

causally formed, sustained, and abolished on the basis of evidence, and thus 

are universally involuntary at least in actual world. The view that beliefs are 

involuntary leads, however, in conjunction with the principle that ‘ought’ 

implies ‘can’, to the skeptical conclusion that epistemic duty is not applicable 

to beliefs. This conclusion seems to give rise to a paradox with respect to ep-

istemic duty since it is hardly deniable that our cognitive lives are constrained 

and guided by a certain epistemic norm in a deontological sense. Ther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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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se who think that there is indeed epistemic duty attempt to resolve the 

paradox by attacking one or two of the premises amounting to the skeptical 

conclusion. I look closely into these different attempts and make it clear that 

none of them are successful. 

After the discussions of doxastic involuntarism, a paradox concerning ep-

istemic duty, and failure of attempts to resolve it, I offer my own resolution 

of the problem. To that end I pay special attention to the use of the word 

‘believe’ and its cognate terms and reveal that they are used not only in the 

sense of involuntary mental disposition but also to mean or implicate differ-

ent kinds of mental or bodily actions depending on contexts. More specifi-

cally, I differentiate two different kinds of epistemic actions, i.e., diachronic 

and synchronic ones, and argue that epistemic duty pertains to these epis-

temic actions, not beliefs as involuntary mental disposition. Articulating ep-

istemic actions, I will introduce concepts of epistemic search as diachronic 

epistemic action and epistemic acceptance as synchronic epistemic action, 

each of which being the bearer of epistemic duty, and characterize epistemic 

duty in terms of these epistemic actions. 

To many epistemologists epistemic norm is thought to be distinguished 

from other kinds of norm, e.g., moral norm, at least in part because it is 

considered to pertain not to actions but to beliefs. But the conclusion that 

epistemic duty pertains to actions motivates one to reconsider the relation of 

epistemic duty to other sorts of duty. I address this issue finally and argue 

that epistemic duty is a duty not of its own but of a practical sort. For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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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im, firstly, I examine two main grounds in support of the view that epis-

temic duty is of its own and thus incommensurable with other kinds of duty, 

and show that neither of these is well-grounded. Notably, it will be mani-

fested from the discussion that intrinsicality of epistemic duty does not pro-

vide a good reason for its autonomy. And then, I argue that reasons for ac-

tion thought to be of different kinds are commensurable one another and 

thus are to be considered as of one and the same kind in an absolute sense. It 

is concluded from this that epistemic duty is not only not of its own kind, 

but furthermore of a practical kind in the sense that it is commensurable 

with all different kinds of duties that dictate and guide our actions. 

 

Keywords: Epistemci Duty, Epistemic Action, Epistemic Acceptance, Invol-

untariness of Belief, Aim of Belief, Commensur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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