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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보증 이warrant transmission-실패failure론에 한 

회의론 의

보증 이-실패론(이하, 이-실패론)은 다음과 같은 논증이 제에 

한 보증1)을 이시키는데 실패한다고 주장한다.

Z1. 것은 얼룩말이다.
Z2. 것이 얼룩말이라면, 것은 얼룩말처럼 보이도록 조

작된 다른 물체가 아니다.
Zc. 것은 얼룩말처럼 보이도록 조작된 다른 물체가 아니

다.(이하, Z논증)

이상의 논증과 련된 상황  하나는, 내가 실제로 어떤 사물을 

으로 보고 그 사물에 해 얼룩말이라고 단하는 경우일 것이다. 
여기서 나는 내가 Z1에 해서 알고 있다고 단할 것인데, 이때에 

내가 Z1에 해 갖는 보증은 나의 시각  지각이 될 것이다. 이-실
패론의 주장은, 비록 Z논증을 통하여 Z1으로부터 Zc가 도출된다고 

하더라도, Z1에 한 시각  보증이 Zc에 한 보증이 될 수는 없다

는 것, 즉 이 논증 속에서 보증- 이( 제로부터 결론으로의)가 실패

 1) 보증warrant를 정확히 무엇으로 이해할 것인지를 여기에서 논하기에는 무리
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고의 목 을 해서는, 보증을 정당화justification
와 유사한 것으로 느슨하게 규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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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의 논증이 바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

추고 있기 때문이다.

( 이-제한 원리) 인식  보증은, 비록 A로부터 B로의 연역  

함축이 알려져 있다 하더라도, 만약 B의 참이 인식자knower가 A
를 믿을 수 있기 한 사 조건precondition이라면, A로부터 B로 

이되지 못한다.(Martin Davies, 1998, p.353)

Z논증은 이러한 이-제한 원리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논증처럼 보

인다. 분명히 Zc(“ 것은 얼룩말처럼 보이도록 조작된 다른 물체가 

아니다.”)의 참은 Z1(“ 것은 얼룩말이다.”)을 믿기 한 사 조건이

다. 만약 이-제한 원리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Z1의 시각  보증 

이 이 논증을 통해 결론으로 이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이-실패론의 주장에 해 회의론의 의, 정확히 말해 회

의론  함축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의가 종종 제기된다(Brown, 
2004, pp.244-254 & Silins, 2005, p.79). 이 비 자들은, 이-실패론

의 주장에 따를 경우, Z1과 같은 명제의 참을 알기 해서는 회의  

가설로 보이는 not-Zc(“ 것은 얼룩말처럼 보이도록 조작된 다른 물

체이다.”)와 같은 명제들에 해서도 반  증거를 가져야만 하며, 이

는 지나치게 강한 요구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와 같이 지나치게 강

한 요구는 회의론  함축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이-실패론자들이 내세우는 이-제한 원리는 분명히 그러한 의를 

받기에 충분하며, 따라서 비 자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이러한 비 에 해 이-실패론은 답할 여지를 가지고 있

다. 그러나 나는 이-실패론자들이 제시할 답변이 궁극 으로는 회

의론에 한 비  고찰로부터 충분히 도출될 수 있으며, 따라서 우

리가 이-실패론과 같은 새로운 논의 틀과 논의 내용을 통해 그것

을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만약 나의 주장이 참이라

면, 본고가 궁극 으로 묻고자 하는 질문, “ 이-실패론은 도 체 무

엇을 한 것인가?”가 의미 있는 질문으로 성립한다는 사실이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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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질 것이다. 
이 논의를 시작하기 에 먼  다음의 사항들을 말해두고자 한다. 

나는 i) 지식에 한 어떠한 맥락주의contextualism 논제도 나의 논의 

속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다. 한 나는 ii) 연역  함축 하에서의 

지식의 폐쇄성closure 문제 역시 본고의 논의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

이다. 

Ⅱ. 보증- 이와 련된 회의론의 주장과 이-실패론의 

주장 사이의 유사성

아마도 이-실패론에 해 회의론의 의를 제기하는 비 자들에 

해 이-실패론자들은 다음과 같이 답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단

지 특정한 몇몇 논증들이 어떤 이유로 보증- 이에 실패하는지에 

한 기 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즉, 이-실패론은 실제로 지식을 

해 그처럼 강한 요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실패가 일어나는 논증들의 기본 틀template(Wright, 2000, p.154)
을 보여  것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앞 에서 밝혔듯이 나는 이러

한 논증의 틀이 굳이 이-실패론을 통해 새롭게 주어질 필요가 없

다고 생각한다. 이미 회의론을 통해서 그러한 틀이 주어져 있는 것처

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 을 살펴보기 해, 아까의 Z논증(Z1: 것

은 얼룩말이다. Z2:만약 것이 얼룩말이라면 것은 얼룩말처럼 보

이도록 조작된 다른 물체가 아니다. Zc:따라서 것은 얼룩말처럼 보

이도록 조작된 다른 물체가 아니다.)을 다시 살펴보자2). 
먼 , Z논증에서 Z1은 왜 Zc를 논리 으로 함축하는가? 이에 해

서 답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얼룩말과 얼룩말처럼 보이도록 조

작된 다른 물체는 서로  다른 사물이다. 따라서 Z1이 참인 한, 

 2) 이를 살펴 에 있어 폐쇄성과 련된 논의가 개입될 것이지만, 1 에서 

언 한 로, 어도 표면상으로라도 폐쇄성의 개념을 언 하지 않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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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것이 얼룩말인 한, 그것은 조작된 다른 사물일 수 없다. 그리고 

두 명제의 논리  함축 계에 한 의 설명으로부터 우리는 다음

의 질문에 해서도 직  답변을 얻을 수 있다: ‘왜 Z1을 알면 Zc
도 알아야 하는가?’

(직  답변) 만약 것이 얼룩말이라면, 것은 조작된 사물

이 아니다. 따라서 내가 것이 얼룩말임을 안다면, 나는, 지  이 

구체 인 상황 속에서 것이 조작된 사물일 가능성을 배제시킬 

수 있음을 알거나, 혹은 어도 알 수 있는 치에 있어야 한다.

것이 얼룩말이라고 내가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상인 명

제 “ 것은 얼룩말이다.”가 참이라면, “ 것은 조작된 사물이다.”라는 

명제는 거짓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만약 정말로 “ 것은 얼룩말이

다.”가 나의 지식이라면, 나는 것이 조작된 사물이 아니라는 사실 

역시 알고 있거나, 어도 알 수 있는 치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지식에 한 하나의 보편  직 임은 확실해 보인다.
일반 으로 ‘지식’이라고 여기지는 것들에 한 회의론의 공격은 

바로 이 지 에서 출발한다. 만약  조작된 사물이 얼룩말과 완 히 

흡사해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어떠한 요소도 없다고 해보자. 그 

경우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사물이 얼룩말처럼 보이도록 조

작된 사물이라는 사실에 해서 알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의 ‘직
 답변’과 같은 을 지니고 있다면, 내가 그 사실을 알 수 없

는 한, 나는 것이 얼룩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다. 따라서 나는 

것이 얼룩말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다.
이상이 회의론이 주장하는 요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

은 회의론 주장은 보증 이와 연 된 버 으로 변환될 수 있다. 이 

변환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회의론이 이미 이-실패론의 핵심  주

장인 이-제한 원리를 함축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실패에 한 

별도의 정식화 없이도 충분히 Z논증과 같은 것들이 문제시 될 수 있

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실제 변환을 수행해 보도록 하자.
회의론에 따르면, Z논증에서 Z1을 안다는 것은 곧 Zc를 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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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함축한다. 따라서 어떤 것 x가 정말로 W(Z1)3)면, x는 동시에 

W(Zc)(즉, 회의론  가설의 거짓이 참이라는 사실)가 될 수 있어야 

한다. 회의론자들의 주장은 이 세계의 어떠한 x도 W(Zc)일 수 없다

는 것이다. 회의론자들은 어떠한 x도 W(Zc)가 될 수 없으므로 어떠

한 x도 W(Z1)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Z1을 

알 수 없다고 주장한다. Z1을 보증해  W(Z1)이 이 세계에는 존재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가 Z와 같은 논증을 회의론의 표 논

증으로 분류하는 것에 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회의론자들의 주장

을 다음과 같은 원리로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회의론-보증 원리) 임의의 연역 논증 X에서, 임의의 x가 W(X
의 결론)일 때에만 W(X의 제)일 수 있다면, X는 회의론의 표  

논증이다.4)

이 회의론-보증 원리는 데이비스의 이-제한 원리와 매우 유사하

다. 데이비스의 이-제한 원리를 여기 옮겨보도록 하자.

( 이-제한 원리) 인식  보증은, 비록 A로부터 B로의 연역  

함축이 알려져 있다 하더라도, 만약 B의 참이 인식자knower가 A
를 믿을 수 있기 한 사 -조건precondition이라면, A로부터 B로 

이되지 못한다.(Martin Davies, 1998, p.353)
(번역) 임의의 연역 논증 X에서, C가 참일 때에만 x가 W(X의 

제)일 수 있다면,5) 그 연역 논증 X는 보증의 이에 실패한다.

 3) 다음의 기호를 도입하도록 하자: W(x)=명제 x에 한 보증.
 4) 아마도 이러한 조건에 해 무수한 반례(회의론 논증이 아니면서, 회의론-
보증 원리의 건을 만족시켜는 연역논증)가 있음을 지 할 수 있을 것이

다. 여기에서는 그 반례를 열거하지 않고, 다음을 말해두고자 한다: ‘만약 
이 조건이 반례를 가진다는 사실이 문제가 된다면, 이는 이-제한 원리 
역시 마찬가지이다.’

 5) 물론 인용문에 나오는 사 조건precondition 개념을 이처럼 필요조건 개념
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에 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남을 수 있다. 그러나 
라이트(Wright, 2000, p.148)가 지 한 것처럼. 이것을 필요조건 개념 외에 
무엇으로 해석해야 할지는 불분명하다. 비록 라이트(같은 논문, p.155)가 
사 조건을 단순한 필요조건으로 해석하는 것을 지양하기 해 기본-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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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양자 간에 차이 은 있다. 회의론-보증 원리는 x가 W(논증 

X의 제)이면서 동시에 W(X의 결론)일 것을 요구한다. 반면 이-
제한 원리는 임의의 x가 반드시 W(X의 결론)의 역할까지 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이-제한 원리는, ⅰ) x가 아닌 별도

의 y가 X의 결론을 보증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ⅱ) x가 논증 X의 

제를 보증할 가능성을 열어둔다. 그러나 X의 결론을 보증해 주는 

독립  보증 y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x가 혼자서 논증 X의 

제를 보증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에 해서는 의심스럽다. 만약 논증 

X의 결론이 X의 제를 믿을 수 있기 한 사 -조건이라면, X의 

결론을 보증해주는 y가 X의 제를 알기 한 보증이 아니라고 할 이

유가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만약 양자 간에 이러한 종류의 순환

성이 없다면, 왜 X의 결론의 참이 X의 제의 참을 알기 해 요구되

는지를 설명할 방법은 별로 마땅치 않은 것 같다(Silins, 2005, p.78). 
비록 W(X의 제)을 구성하기 해서는 W(X의 결론)인 y외에 별

도의 x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만약 양자 사이에 그러한 순환성(X
의 제를 알기 해서는 X의 결론을 알아야만 함)이 있다면, x와 y
가 합쳐질 때에만 W(X의 제)가 온 히 구성된다고 보아야지, x만

이 W(X의 제)라고 말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지 까지의 주

장 로 W(X의 제)가 x와 y 둘 다로 구성되어야만 한다면, 여 히 

우리는 W(X의 제)는 분명히 그것이 W(X의 결론)이 될 때에만 진

정한 W(X의 제)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제한 

원리는 다음과 같이 고쳐져야만 한다.

( 이 제한 원리의 수정) 임의의 연역 논증 X에서, W(X의 

제)가 언제나 W(X의 결론)을 포함해야만 한다면,6) 그 연역 논증 

template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이것 역시도 필요조건의 개념으로부터 완
히 벗어나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6) 물론 인용문에 나오는 사 조건precondition 개념을 이처럼 필요조건 개념
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에 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남을 수 있다. 그러나 
라이트(Wright, 2000, p.148)가 지 한 것처럼. 이것을 필요조건 개념 외에 
무엇으로 해석해야 할지는 불분명하다. 비록 라이트(같은 논문, p.155)가 
사 조건을 단순한 필요조건으로 해석하는 것을 지양하기 해 기본-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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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는 보증의 이에 실패한다.

이 게 보면, 회의론-보증 원리와 이 제한 원리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두 원리 모두, 어떤 것 x가 W(X의 결론)일 경우에만, 
W(X의 제)가 될 수 있는 경우에, 논증 X가 보증 이에 실패한다

고 보기 때문이다. 
만약 이 둘 사이에 차이가 없다면, 우리는 이러한 원리가 나오게 

된 근원 역시 동일할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회의론은 

분명히 회의론-보증 원리를 함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회의론이 

이러한 제를 생각하게 된 근원에는 아마도, 회의론의 기본  생각, 
즉 우리가 가진 어떠한 증거나 믿음도 Zc와 같은 회의  가설이 거짓

임을 보증해 주지 못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이다. 이-실
패론자들 역시 이와 유사한 생각을 공유하고 있음은 자명하다고 생

각된다. 그들도 분명히 우리가 손쉽게 가질 수 있는 감각  지각과 

같은 것들이 W(Zc)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로부터 자신들의 이 제

한 원리를 착안하 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비 자들이 이-실패론에 해 회의론의 의를 두는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한 원리로부터 이-실패

론자들이 회의론자라는 결론이 바로 도출되지는 않는다. 다음 에서

는 논변의 마지막 단계로 가기 해서, 그들의 주장이 회의론이 아님

을 보일 것이다. 논의하면서 밝 지겠지만, 그들의 주장이 회의론이 

아니라고 해서, 곧 그들의 주장이 성공 이라는 것은 아니다.

Ⅲ. 이-실패론과 회의론

사실 회의론-보증 원리와 같은 것을 지지한다고 해서, 곧바로 회의

론인 것은 아니다. 우리는 Z논증과 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 

있다.

template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이것 역시도 필요조건의 개념으로부터 완
히 벗어나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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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scaffolding 근거) 나는 W(Zc)가 될 수 있을 만한 나의 선

험  근거들을 가진 상태에서 Z1을 믿는다. 즉, 나의 W(Z1)은 나

의 지각  믿음과 나의 선험  근거들을 합친 것이며, 따라서 나

의 W(Z1)은 W(Zc)가 된다.

물론 이러한 식의 주장에 해 군가는, 만약 우리에게 애 부터 

그러한 근거가 있었다면, 원래의 Z논증이 보증- 이에 실패하지 않았

을 것이라고 지 할 것이다(Silins, 2005, p.94). 그러나 나는 이러한 

비 을 일단 어두고자 한다. (a) 보증- 이에 실패하는 조건을 보이

는 것과 (b) 실제 인 추론과정에서 보증- 이가 실패한 뒤에 우리가 

가진 내  정보들을 다시 고찰하여 새로운 근거를 찾아내는 것을 구

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우리가 (b)의 과정으로부터 

와 같은 지지 근거를 생각해 내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이유로 (a)
의 분석에 을 두고 있는 이-실패론을 비 할 수는 없는 것처

럼 보인다.
이제 이러한 지지하는 근거들에 한 이-실패론자들의 주장을 

살펴보자. 데이비스는 이러한 근거들이 존재할 가능성에 해서 언

하고 있으며, 라이트(Wright, 2000, p.157)는 실제로 더 나아가 우리

가 이러한 선험  근거들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좀 더 정확히 

말해, 데이비스는 우리의 인식  로젝트project(여기에서는 것이 

얼룩말이라는 것을 알려는 로젝트)에서는 그러한 것(‘회의론  가

설은 거짓이다’)의 참을 당연히 가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며(Davies, 1998, p.354), 반면 라이트는 단순히 가정의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실제로 그것이 참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

장하는 것 같다. 양자 간의 차이 은 별로 요하지 않다. 우리는 그

들이 분명히 회의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오히려 

회의론을 반 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회의론에 반 하는 근거로서 제시한 이러한 논의들

이 과연 얼마나 설득력을 지니는지는 의문스럽다. 우리는 과연 라이

트가 말한 그러한 선험  근거들을 가지고 있는가? 실린스(Silins, 
2005, pp.92-93)가 말했듯이 만약 우리가 그러한 것에 한 선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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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들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세계에 동물이 하나 존재한다.’와 

같은 명제에 해서도 선험  근거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셈이

다(Zc가 ‘ 것은 얼룩말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것은  받

아들일 수 없는 결론처럼 보인다. 물론 실린스의 주장 역시, 우리가 

여기에서 피하고자 하는 폐쇄성의 논의를 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지 확실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실패론자들

이 자신의 주장이 성공 임을 보이기 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확실

하게 요하다는 사실이다: ‘만약 그들이 회의론자가 아님을 보이기 

해서는, 그들은 이-실패론과는 무 한 많은 논의들을 성공시켜야

만 한다.’

Ⅳ. 딜 마

로부터 본고가 묻고자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나는 본고의 궁극  물음인 다음의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 이-실
패론은 무엇을 한 것인가?’ 이 질문에 해서 가장 먼  떠올릴 

수 있는 답변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ⅰ) Z논증과 같은 논증이 회

의론  이 될 수 없음을 보이기 한 것이다. ⅱ) (이미 해서 

언 했던 것과 동일하게) Z논증과 같은 논증들이 보증- 이를 하지 

못한다는 것, 즉 Z논증과 같은 논증들이 회의론의 표  논증이 될 

소지가 있음을 보이기 한 것이다.”
첫 번째 답변 방식에 해서 우리는 그것이 그들의 답으로서 부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이미 많은 비 자들이 주장한 것

처럼, 이 실패론자들의 논의는 오히려 회의론의 의를 받을 만한 

것이지, 회의론을 해결하는 략은 아니다. 둘째,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들의 이-실패론은 그 자체로는 Z논증이 몰고 오는 회의론  

을  막아주지 못한다. 회의론을 막으려면 이-실패론이 아닌 

 다른 논의들(‘지지 근거’와 같은)에 의존해야 하며, 그 논의들이 

얼마나 성공 인지는 여 히 의문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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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답변 방식은 첫 번째 보다는 좀 더 나아 보인다. 그러나 

이미 밝 져 있는 기 을 다시 정리했다는 에서 별로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Z논증이 회의론의 표  논증임은 자명하여, 
그들이 그러한 기 을 알려주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설혹 그 

기 을 선명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회의론은 이미 회

의론-보증 원리를 자체 으로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원리

는 이-실패론자들이 내세우는 이-제한 원리와 완 히 동일한 것 

같다. 따라서 보증- 이의 실패를 기반으로 해서 이 원리를 다시 서

술할 긴 한 필요성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요컨 , 그

들의 주장은 사소하다trivial.
이상으로부터 우리는 이-실패론이 과연 무엇을 한 것인지에 

해서 답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답변 방식은 

이-실패론 자체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목표를 묘사하고 있으

며, 두 번째 답변 방식이 제시하는 내용은 회의론이 이미 보여주고 

있는 바인 것 같다. 따라서, 이-실패론이 우리에게 유의미한 논의

임을 밝히기 해서는, 이-실패론에 한 다른 해석이 필요할 것 

같다. 나는 본고의 나머지 부분에서 이 다른 해석을 제시하고(그러나 

그다지 새로운 해석은 아니다.), 이 해석이 얼마나 유효한지, 즉 이 

해석이 제시하는 바가 이-실패론의 필요성을 설명함에 있어서 얼마

나 성공 인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Ⅴ. 회의론 반박의 길과 이-실패론－버쥐Tyler 
Burge로부터

이 해석을 제시하기 이 에, 회의론 자체에 하여 언 할 필요가 

있다. 사실 회의론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생각해 내기란 쉽지 않

다. 여러 학자들7)이 이 방법을 고심했으나, 그 방법들이 얼마나 성공

 7) 무어G.E.Moore로 표되는 무어주의자Moorean, 노직Robert Nozick으로 
표되는 폐쇄성-거부주의자들과 같은 사람들을 그 로 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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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에 해서는 여 히 분분한 논의들이 있다. 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의론은 확실하게 반박되지 않는가? 버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이 논문에 회의론에 한 무장해제의 부담을 지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모든 회의론에 한 방어  응들

이, 일부 월 인transcendental 종류의 답변들을 제외한다면, “지
각  지식들은 [인식]가능-조건enabling condition들의 충족, 달리 

말해 회의론의 실패-조건defeating condition의 충족 되어야만 성취

될 수 있다.”라는 주장을 거부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Burge, 1988, p.655－‘[]’ 표시는 필자)

물론 이것이 에 던진 질문에 한 직 인 답은 아니다. 그러

나 이로부터 그 답을 얻어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 다음과 같이 물어

보도록 하자: ‘왜 지각  지식들은 그러한 정당화(회의론  가설이 

실패함, 즉 나의 인식  상황이 정상 임에 한 정당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가? 왜 회의론에 한 공격자들은 그러한 주장이 회의론에 

한 단순한 반  주장임을 알면서도 그에 해 동의하는가?’ 이에 

해 다음과 같은 답은 충분히 그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회의

론자들( 어도 Z논증, 혹은 능한 악신evil demon의 논증을 통해 지

식 일반을 공격하려는 회의론자들)은 지식에 한 어떤 특정한 입장

을 선취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그 입장과 다른 입장에 설 

수 있다.’ 여기에서 회의론이 선취한 어떤 특정한 입장이란 결국, 확

실한 근거들을 통해 믿을 수 있어야만, 달리 말해 회의론 상황을 배

제할 수 있을 정도의 확실한 근거들이 있어야만, 지식이 성립가능하

다는 입장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지식이 꼭 그러한 것일 필요는 

없다는 입장에 설 수 있다. 물론 그러한 입장에 설 수 있다는 것 자

체가 회의론을 논박하는 것은 될 수 없지만, 어도 이를 통해 우리

가 회의론과 등한 입지를 마련하는 것임은 분명하다. 회의론이 지

식에 한 특정한 입장(“지식에 있어서의 완벽주의”라고 부를 수 있

을 만한 입장)을 선취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지식에 한 특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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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지식에 있어서의 당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입장)을 선

취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데이비스에게 바로 이러한 

입장이 숨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두 개의 제한 원리들의 뒤에 있는 직 인 생각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주어진 여러 인식- 로젝트들에서는, 어떤 명제가 

제로서의presuppositional 상태들을 가지고 있다. 어떤 로젝트 

P의 이 명제A에 있고, 그 탐구가 방법 N을 통해 달성된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P안에서는 컨 , A가 정합 으로coherently 받
아들여지는 가설이며, N은 최소한 A에 해 지식을 성취할 수 있

는 방법이다. 이제 B를 이 로젝트 P안에서 제로서의 지 를 

가진 명제라고 해보자. 그 다면 P는 그 자체로 B에 한 지식을 

성취할 수 없다. 한 P는 B의 지식을 확보하는 데에 있어 어떠한 

본질 인 역할도 수행할 수 없다.(Davies, 1998, p.354)

의 데이비스의 언 을 다음과 같이 다른 말로 표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특정한 명제에 해 지식을 이루려고 할 때, 그 지식

을 성취하기 한 인식  방법들과 몇몇 사 -조건들이 분명히 존재

한다. 그런데 사 조건은 그 특정한 명제를 알기 해서 참으로 가정

되는 것들이고, 이 특정 명제에 한 지식을 성취하는데 쓰이는 방법

은 이 가정 하에서 성립한다. 따라서 여기서의 인식  방법은 이 가

정의 참을 확인하도록 만들지는 못한다.’ 이러한 그의 생각을 통해 Z
논증을 새롭게 해석하여 보자. 

만약 우리가 Z논증과 연 된 상황을 하나의 인식  로젝트(이하 

ZP)로 이해한다면, ZP의 인식  목표는, ‘ 것’에 의해서 지시되는 

상이 얼룩말임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 목표를 성취하기 한 인식

 방법은 시지각  정보의 사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인식  방법

은 분명히 어떠한 종류의 가정 하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데, 이 가정

을 일반화하여 서술한다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ⅰ) 것은 지각

으로 얼룩말과 완 히 동일하게 보이도록 조작된 얼룩말 아닌 물체

가 아니다. ⅱ) 나의 지각과 련된 기 들은 잘 기능하고 있다. ⅲ) 
….’ 우리는 이 가정들  하나가 Z논증의 결론(“  얼룩말은 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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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얼룩말과 완 히 동일하게 보이도록 조작된 얼룩말 아닌 물체

가 아니다.”)와 정확하게 동일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 

하에서만 ZP의 방법인 지각  정보의 사용이 유효하다는 사실 역시 

명백하다. 이 게 보았을 때, Z논증을 토 로 하여, ZP의 목표인 ‘
것은 얼룩말이다’라는 명제에 한 지각  믿음이 지식이 될 수 없

음을 밝히려는 시도는 정당하지 않다. ZP를 정확하게 반 하기 해

서는 Z논증이 아닌 다음의 논증을 고려해야 한다.

Z1'. 나의 감각 기 에 이상이 없고(C1) 것이 얼룩말처럼 

보이도록 조작된 물체가 아니며(C2), …(C3, C4…)라
는 제 하에서, 내가 것이 얼룩말임을 시각으로써 

확인한다면, 것은 얼룩말이다.
Z2'. Z2'의 제들(C1, C2, C3…)은 만족된다.
Z3'. 나는 것이 얼룩말임을 시각으로써 확인한다.
Zc'. 것은 얼룩말이다. (ZP-Z논증)

의 논증에서 Z2'에 한 지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아니냐

는 요하지 않다. 그것은 단지 가정될 뿐이다. 만약 그러한 가정들

이 참이라고 가정된다면, 것이 얼룩말이라는 은 논리 으로 따라 

나온다( 건 정). 게다가 ZP-Z논증은 실제로 보증들을 이시키는 

논증인데, 왜냐하면 ZP를 실행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Z2'은 당연하게 

가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한 별다른 보증이 필요 없으며, 나의 시각

 경험은 Z3'를 보증하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Z논증은 이러한 ZP를  반 하지 못한다. Z논증

은 ZP의 목표가 마치 ‘ 것은 얼룩말처럼 보이도록 조작된 물체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지만, 이는 부당한 해

석이다. ZP의 목표는 것이 얼룩말임을 아는 것이지 Z논증의 Zc를 

아는 것이 아니다. 물론 Z논증과 같은 논증을 통해 회의론을 펼치려

는 사람들은 결국 다음과 같이 주장할 것이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근거들은 ZP의 가정, 즉 Z논증의 Zc를 증명해 내지 못한다.’ 
그러나 ZP-Z논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을 충분히 인정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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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응답할 것이다: ‘우리는 당신들이 주장하는 

바를 부정한 이 없다. 분명히 ZP에 있어서 W(Z2')는 존재하지 않

는다. 다만 우리는 ZP속에서 그러한 회의  가설이 거짓임을, 달리 

말하면 Z2'의 참을 가정할 뿐이다. 따라서 우리가 ZP에서 취하는 인

식  방법, 즉 지각을 통한 인식이 Z2'를 증명해 낼 수 있다고 말하

는 것은  아니다.’ 
결론 으로 말해, 어도 이상의 논의가 맞고, 데이비스가 이-실

패론을 하게 변하고 있다면, 이-실패론은, Z논증을 통해 회

의론  입장을 펼치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진정으로 고려해야 할 

논증은 ZP-Z논증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에 그 근본목표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에서 버쥐가 언 했던 것과 같은 회의론에 

한 응방식을, 일련의 추론문제inference problem에도 그 로 용시

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방식으로 데이비스나 라이트의 논의가 지닌 

의의를 드러낸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이-실패론의 필요성을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ⅰ) 이-실패론을 통해서만 우리가 

ZP-Z논증, 혹은 그와 유사한 아이디어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물론 이에 해 이-실패론자들은 자신들의 논의가 ZP-Z로 

나아갈 요한 단서를 제시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들이 그 게 응한다고 해도 여 히 문제는 남는다. 왜냐하면 ⅱ) 
그들 주장의 요지인 이-제한 원리 자체는 분명히 ZP-Z와 같은 것

을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이-제한 원리는 

오히려 회의론이 제시하는 회의론-보증 원리에 더 가까운 것이며, 따

라서 회의론과 동일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납

득하기 쉬운 해석이다. 그리고 이미 2 의 후반에 언 한 것처럼, 이 

회의론  아이디어는 ZP-Z논증과 같은 반 회의론  아이디어와 어떠

한 연 성도 가지지 않는다. 물론 데이비스 자신은 이-제한 원리가 

ZP-Z와 같은 아이디어에 기반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지만, 그 양자가 

정확히 어떤 계에 있는지에 해서 정확하게 언 하거나 설명하지

는 않은 것 같다. 데이비스는 아마도 그 계가 자명하다고 여겼던 

것 같다. 그러나 실상 양자 간의 계는 좀 더 많은 탐구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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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그러한 탐구가 없다면, 오히려 논의는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나

아가게 될 것이다: ‘회의론  아이디어에 기반하면서 동시에 ZP-Z논

증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비-일 이다. 그런데 실제로 이-실
패론자들은 그 게 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들은 비-일 이다.’ 만약 

이-실패론이 이러한 결론을 몰고 오게 된다면, 이는 이-실패에 

한 언  없이 ZP-Z논증을 구성하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낳는 셈이 

된다. 따라서 이-실패론자들은 이-실패론의 어떠한 요소가 ZP-Z
의 가능성을 숨겨놓고 있는지, 다시 말해 이-실패론을 거침으로써 

ZP-Z논증의 필요성이 명확한 방식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보여  논

거를 좀 더 자세하게 제시하고 설명해야만 한다. 이러한 논거가 제시

되지 않는 한, 이-실패론의 필요성에 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한다.

Ⅵ. 결론

이제 이상의 논의는 우리로 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이 유의미하

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처럼 보인다: ‘ 이-실패론은 무엇을 한 

것인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그것은 회의론의 기본 아이디어를 차용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회의론에 한 효과 인 응일 수 없

다. 그 목 을 회의론  논증을 식별해 내기 한 기본-틀의 제시라

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회의론이 제시하고 있는 바에 한 재정립이

기 때문에 사소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나의 가능한 방안은 이-실패

론자들의 근본-목표를 다소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으로부터, 
이-실패론의 유효성을 역으로 추  하는 것이지만, 이미 5 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러한 시도 역시 그다지 성공 이지 못하다. 데이비스

의 언 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실패론자들의 목표는 우리가 지

식의 성립가능성에 한 특정한 입장을 견지해야지만 회의론에 해 

맞설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에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과연 그들의 

논의의 요 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한 원리가 그러한 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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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함축을 가지고 있는지는 불분명한 것처럼 보인다. 이 계에 한 

별도의 설명이 없다면, 의 질문은 여 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

아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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