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아리스토텔레스의 감각이론과 기능주의*
이 태 수

[주제분류】 인식론， 감각이론
[주 요 어】 감각， 감각질(qualia)， 감각형상， 기능주의， 실재론
[요 약 문】 오늘날 유력한 아리스토텔레스 연구가들 사이에서는 현대의 섬리철
학적 논의 과정에서 등장한 기능주의가 섬신문제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론음 재조명할 수 있는 매우 적절한 해석의 틀로 인정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
는 기능주의적 해석이 지닌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해석이 지닌 원

천적 한계를 적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적어도 감각이론에 관한 한 그와
같은 해석의 가장 큰 의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문제의식이 기능주의의 입각점
음 규정하고 있는 문제의식과 얼마나 다른지를 드러내주는 데에 있다는 것이
본 논문의 결론이다 감각에 관한 문제에서 기능주의자들에게 가장 큰 비중음

갖는 것은 감각질의 존재론적 위상음 어떻게 설명하는가에 있는데 반해 아리스
토텔레스에게 감각질의 존재는 부차적인 중요성만올 가진 것이다 그에게서는

감각 대상음 기술하는 언어 즉 “빨강다”거나 “탈다”와

같은 말이 일차적으로

감각질이 아니라 감각형상음 지시하고 있다 그리고 감각형상은 의식 속에 위
치한 것이 아니라 의식외부에 실재하는 사묻에 속하는 것이다 때문에 그에게

서는 전통적인 구분이 제일성질과 제이성질의 구분도 유효한 것이 아니다 이

것은 결국 아리스토텔레스가 감각인식에 관해서는 일상언어의 실재론적 태도를
이론의 출발점으로 삼고 서로 실체적 대립음 하고 있는 정신과 묻질 대신 형상
과 질료라는 개념틀음 통해 감각과정음 설명하는 데에서 기인하는 특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 논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소위 소박실재론에 대한 재
평가의 시도라고 보아도 좋올 것이다

*

이 연구는 1996년도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일반학술 연구비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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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동안 아리스토텔레스 연구가들 사이에서는 그의 감각 이론
이 집중 조명음 받았다 그것은 감각 현상에 대한 영미 철학계의 섬

라철학적 논의가 비교적 긴 기간 동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
실과 무관하지 않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감각이론음 해석하는 입장이
서로 나뉘어 다투는 형국에 바로 섬라철학의 상이한 여러 진영의 갈
래가 거의 그대로 다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감각
이론에 대해서도 묻라주의적 해석과 정신주의적 해석이 서로 대결하

고 있으며 나아가 양쪽의 극단음 견제하는 제 삼의 입장으로 가능주
의도 등장해 있다

이런 상이한 입장들 간의 다툼이 아리스토텔레스

의 철학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좀더 정교하고도 깊이 있게 해준 것
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다툼이 어떤 한 입장의 최
종적인 승리로 결말이 난 것은 아니다

이 다툼의 생산적인 면모는

차라라 상대편 입장이 지년 잘못음 서로 적시하는 과정에서 드러났
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듯이 결정적인 승패가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굳이 판정음 해
야 한다면 가능주의적 입장에게 우세승음 선언해줄 수 있음 것이다，

가능주의 이외의 다른 입장 그러니까 정신주의나 묻라주의는 가능주
의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좀더 무리가 많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감각가능음 수행하는 것음
동묻적 영혼의 특성으로 균정하고 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철
학에서는 일반적으로 몸과 영혼이

각기

절료와 형상으로 파악되고

있으니까， 동묻의 경우에는 감각 가능이 곧 형상에 해당하는 것이 되
고 선체의 감각기관은 그것의 절료에 해당하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자연계의 동묻과 같은 존재자들은 모두 형상과 절료의

복합체로서

그 둘이 서로 떨어지면 존재자 자체가 성립되지 않듯이 감각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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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형상과 절료 즉 영혼과 몸의 합작은 당연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정신주의나 묻라주의는

적어도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관점에서는

형상과 절료의 이러한 불가분의 관계를 부인하고서 출발하는 셈이니
처음부터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음 해석하는 입장으로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라 할 수밖에 없다，
묻론 이런 판정은 이론의 대강에 대한 개괄에 근거한 것이다， 논의
가 세부적인 수준으로 섬화되면 사정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 가
령 선체 즉 절료， 형상 즉 영혼이라는 등식에 시비의 소지가 발견되

고 거기서부터 처음부터 명함도 내지 못할 것 같아 보이던 정신주의
나 묻라주의가 발음 붙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문제의 등식이 아무
리

허술한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라고 형상과 절료의 합작음 부인하는 묻
라주의나 정신주의의적

해석이 그 허술함음 붙잡아 확실한 성공음

거두어낸 것도 아니어서 형상과 절료의 관계에 대한 섣명 가능성음
인정하고 있는 가능주의적
있다고 할 수 있다

입장의

상대적

우세는 여전히 유지되고

적어도 오늘1날 아리스토텔레스 감각이론에 관한

논의의 성과는 가능주의 입장음 가장 먼저 고려에 넣고 평가를 해야
한다， 이 글 역시 가능주의 입장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가장 가
까운 것으로 보고 가능주의가 전제하고 있는 현대 철학적 논의의 맥
락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감각음 논의하는 맥락의 차이를 적시함으로
써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특수한 면모를 일층 더 선명히 드러내 보
이는 시도를 할 것이다，

H
아리스토텔레스의 감각(aisthesis) 에 대한 본격적인 탐구는 우선 감
각대상(aistheta) 에 관한 논의에서부터 시작된다(da.

1)

418a7)1) 출발점음

이 글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저술음 지시할 경우 학계의 관례에 따라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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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잡은 끼닭은 이미 그의 초기작인 『범주둔 4 에서 시시되-"- 있
디

거기에서 그 L 감각을 감각대상파 짝을 이루L 관계 개념의 예무

들-"- 있디
존재한디

관계 개념이 석 g 되 L 관계항들은 서무 간의 의존을 싱헤
기명 노예 L 주인이 없으면 있을 수 없듯이 감각은 감각대

싱이 있어야 있을 수 있는 깃이나

l 러나

l 깃이 뮤론 김샤대싱에

관한 논의~ 꼭 먼저 해야 뭔 이유샤 현 수는 없나 노예만이 수인이

있어야 즌재하는 깃이 아니라 수인 역시 노예샤 있시 때문에 깐재하
는 깃이나

인식의

l 런네 아마 λ보템데 λ 는 얻반적으노 김샤을 비옷한 〕lL든

깅우에는 _ r 것이 뀌게이시는 하되

나른 대부분의 뀌게외는

구변되는 특정이 있나고 한나 _ r 는 꺼게항 시도간의 의즌싱을 아수
강하111 해석해서 보통은 관계가 성립뇌는 등인 관계헝은 이루는 것
늘이 시간적。로노 동시에 손새힌다딘 본다

측 노애가 손새하는 등

언 바로 그 동언만 주인이 손새하딘 주인이 손새하는 등인 바로 그

동언만 노애가 손새하는 것이 보통의 경우인데 반해， 감각은 간각 내
상이 있는 등언 바로 그 동언만 있은 수 있P 나 감각내상은 간각이
작동하기

선부비

있은 수 있다는 것이다(cal. 7b 35-R)

이랴스「델페스L 감각대상이

감각에

이딘 사정은

선행 (proteron)한디」L iL현히~

데” 그것이 곤 감각현상애 관한 학문적 선멍에 있이 서"T:;""-.. 감각대상애
관한 논의기 선행히1 야 B~ 끼닭으무 인정되 L 것이디
이라스r;:델페스의 논시 L 관계애 대한 그의 선병애 시비의 여시기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한 것이 되시~ 뭇한디
페스 L- 따
U 시기

시작히면 복잡혜진

수 있L

그이니 이라스「델

문재를

「영흔둔」이1 서~

l 냥 지나치고 김샤대싱의 선행싱을 근기노 걷/싱 김샤 대싱에 관한
논의~

시식한나

l 는 김샤 대싱븐 세 까지 샤시 나른 송뉴노 구분

한나 우선 자지1 직 (kathauta) 인 대싱괴
싱을 시노 구분하는데

부 수직 (kata symbεbεkos) 인 대

부수적인 깃은 사섭 김샤 이외의 나른 요소까

뀌려되어 있는 깃으노 순수한 김샤 대싱이라 하시에는 어려운 깃이
같이 라틴어 「잉칭의 약어릎 사용한나 즉
sensu.!l 감각곤)는 “ sens ‘

lr

"dc Cl:nimadl( 영혼르)는 “ da.". IFdc
categoriaeJJ (빔주곤)는 “ cat." 등으보 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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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려스 ç 텔레스 사신이 든 부수석인 것의 예는 “저기 흰 것은 니

이레스의 이들이디”마는 판단에 디]-g하는 대상 그 ι1 니까 저기 걸이

9-;L 흰옷을 엽은 t:~ 이레스의 이들파 감은 젓이디 (da. 418a 20)
경 우 다이레스의 이들 자체기

직접 감각

이

인식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나 마침 흰색괴 우연한 인연을 갓게 3년 덕에 흰색을 F직할 때
기시에 농반 ~-작되는 깃띤 뿐이나(symbebekei)

자제적인 깃븐 나시

각 김각기관에 고유한 대상과

.;;-풍판 대생으보 나

쉰다

여러 김각시뀌에

전자는 시각의 대싱인 색. 정각의 대싱인 소며 능이고 후자는

운동이나 헝대， 견시외 킴이 시각으보도 또 :쥬각으보도 'V-_착되는 대

싱이다 이 눌의 구분 선은 천학자듀이 전통적으보 구분애온 세띤 성
질과 제이 성질이 서로 나뉘는 선과 같 E 것이다，

이 낱에서뉴 아리스토빙레스가 나눈 셋 승에서 가장 7] 본적인 것
이라까 할 수 있논 각 감각기관에 ?유힌 감각 내상만은 다룰 것이
다 나마지 종류의 간각 내상노 나름내로 다 홍미 있논 논의거2.]지
만， 그것늪에 관힌 논의의 검과논 우리의 맥곽에 내해서는 검정적인
영향유 끼치논 바가 법로 없다， 다만， 그것늘이 인납된 김에 미리 짚
이두_iI_ 기야한 중 9한 대뜩이 있이 그 전은 여기서 확싣히 해두기~+
;-]겠디

?-리기 이제부더 집중 주병을 히게 될 _iI_유한 감각 대상은

부기에 따피서늠 디른 종류의 대상파는 +위 촌지1 문석 위상에서 치
이기 있는 것이마七 생각을 기진 수 있디

부수적인 대상의 경?- 예

무- 듀 흰옷을 엽은 나이페스의 이들과 간은 것은 이쨌든 인식 주체
외부에 존재히는 것이디

자체적인 것 중 공능적인 대상 ç_ 전능적으

보 사닫의 세얀 싱잠도 압려친 것괴 킴은 것이다 선 압려쩌 있나시
펴 세일 성잠이란 우며 주관이 개입해시 선출판 걷괴닫이 아년 사닫
자치l 에 붙어 있는 싱잠이다 J 에 반해 고유한 김각대싱으보 아리〈

보텔 tl]^-가 연기한 깃듀은 보통 셰이 성죄이라 애시 사닫 자λ1] 에

l

대보 붙어 있는 싱짖은 아년 것으보 간수판나‘ J 러니까 이런 깃븐은
집재싱이란 관접에시 안의 누 좋뉴외는 김은 정도의 위싱을 샤짖 수
없논 것 6 로 여겨선다， 그러나 아리스토텐레스논 그던 차이를 인정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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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않는디

그에게 L

예의 편색 ç_ 니아-레스의

이들이니

마찬기시무

그랴 iL 그 이들의 모양파 크기， 건는 유직임과 마찬기자핀

댐- L- 시람

의 추관 외부에 실지I].ò].;_: 것이디

이미 아려스깐l펑레스 이진에 iL데 웬사문자들은 제일 성진파 재이
싱잠에 애낭하는 깃을 시보 임격하게 구변했다 따라시 아며 2‘보텔 cll
간는

l런 구번이 지년 의의듀 산 암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나

고 또

!런 구번이 꼭 원자론의 입싱에시만 반아븐얻 수 있는 깃이

아니란 점을 압아자마는 것도

1. 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나

불구하고 아며 2‘보텔 clV:가 ‘ {런 구변을
낡얻까~

-，며

l 냥 우시한 것은 우슨 까

-，깃븐 아마도 아마〈보텔레끼가 이

된 임상어넙의

-，럼에도

경우 김각인식과 관련

의노를 가본적인 것。-로 손증하? 듭어가:11지

했기

때문임 것이다 에컨대 ， 빨강 젠이 치진 선호등은 Q변서 우리가 인
사한 내용유 표현하논 입상어의 문장은 생각해보지→

:.<] 선호응은 빨

강다:11. 힐 때 우리논 빨강이 r강막이나 의사 속에 위치해 었다는 맏
유 하려논 것이 아니라 우리 밖의 신호등에 위치해 있다는 것븐 주
장힌다 우리의 이와 같은 어 1입에서 빨강의 외무적 실새성의 정노는
제일 성진언 신호동의 형태니

크기부디~ 더한 것 y_ 밀한 것 ?E 없을

만류 인정되 iL 있디
물문 인식 내 용에 데헤 사신이 없는 경 ?애 L 석이 jE 내게는 1빨강

게 렌- 언디 iL 히면서 한빈 물마서 L 수?E 있디

그것은 외부적 실제를

완진히 확신한 수 없i 빨강이 내 망막이니 의식에만 존재한 수 있디
는 것을 시시하는 밀이디

그마니 그것은 잘끗 받았-g 때 그균1 히디

L

깃뿐이다 세대보 보있냐는 학선븐 힘 뼈강의 외부 심채에 대한 학선
외에 나른 깃이 아니나 직각의 가능성이 있나기나 많다기나 직나가나
하는 것은 대싱 외부 심재싱에 대한 얻싱어볍의 전세듀 부인할 근기
가 되시보나는 오히려 더 와인해주는 것이나. 도대지l 얻싱어볍의 이런
전세는 ]lL든 좋뉴의 감각 대싱에 대한 언멍에 나 공통판 것이다 사각
헝을 능근 것으노 산섯 보는 얻븐 섹괴- 김은 소위 셰이 싱집을 직각하
논 것 봇지 않;1] 혹힌 임이다， 무수적 내상의 경우에논 그린 착각의

아리스토텔레스의 감각이론과 기능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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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은 다른 경우보다 더 크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착각한 내용이
외부의 대상으로 설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인식이라는 이
해를 한다 소위 제이 성절이라고 볼라는 것이 문제되었음 때와 전혀
다른 어떤 기준음 끌어들이지 않는다 일상 어법은 이렇듯 모든 종류

의 감각 대상에 대해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m
묻론 일상언어는 우리의 언어 밖의 설재 세계를 그라고 그 세계에
대한 우리의 논리적 사고를 아주 충실하게 표현해주지는 않는다
상언어가 선뢰할만한 세계

입문의

단계에서부터

인식의

귀에 못이

일

갈잡이가 못된다는 지적음 철학

박힐 만큼 들었음 철학도들에게는

일상어볍음 무턱대고 존중하는 것은 철학의 초섬자나 할 수 있는 일
로 여겨절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도 묻론 시종일관 이론적으로 정돈
되지 않은 일상언어의 틀만음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 그가 보기에도
일상언어에서 입어낼 수 있는 세계 이해는 아포라아로 가득하다， 그
아포라아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는 종종 일상언어적

이해에 교정음

가하기도 한다 사실 그런 일음 하지 않는 철학은 진정한 철학일 수
없다 문제는 일상언어의 어떤 것이 출발점으로 전제되고 어떤 것은
교정 가능한 것으로 취급되는지 일 것이겠다

이 문제는 아라스토텔

레스 철학의 변증술적 특정과 연관시켜 별도의 섬층적인 논의가 필
요하겠으나， 여기서는 일단 다음과 같은 개략적인 수준의 기준음 답
으로 언급하고 이야기를 진행하기로 하겠다

우선 일상적인 어볍음

떠나는 것이 주제 자체를 바꾸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부분은 교
정음 허용하지 않는 출발점으로서의 위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
런가하면 다른 부분과 섬각한 모순음 일으키는 것은 교정음 허용하
는 부분이 될 것이다， 묻론 이 답이 구분하고 있는 두 경우가 항상
명확하게 식별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일상언어 자체도 고정된 크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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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정이 매우 복잡할
수있다
감각이론에 있어서 감각 대상의 구분 그라고 무엇보다도 그 구분
이 지년 설재론적 함축이 과연 교정음 허용하지 않는 출발점인지 여

부는 적어도 오늘1날의 철학도에게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이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로서는 이 경우 일상어볍음 떠 1날 특별한 까닭이 없었
다 희랍어의 일상어법으로는 설재론적 함축음 지니지 않은 감각내용
에 관해 말음 할 때는 “…그래 보인다”는 뜻의 “ phanesthai" 라는 동사
를 쓰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의

명사형 인 “phantasia" 를 특별히

따로 떼어내서 감각 대상이 인식주관에 대해 당장 마주 서 있지 않
은 때에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감각내용음 가라키는 말로 사용하
고 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서 보자면 설재론적 함축
음 지니지 않은 감각내용에 관한 체험에서부터 출발하려드는 입장은
자선이

다루고자 하는 주제의

변두리에

위치한 일부만음 문제삼는

셈이 된다 그러나 묻론 제일성절과 제이성절의 존재론적 위상음 명
확히 구분하는 입 장음 또는 아예 과격하게 현상주의 (phenomenalism)

적 입장음 취하는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스식의 이해에 동의할 라는
없다， 그들도 아리스토텔레스가 문제삼는 영역 전체를 겨냥하고 출발
하고 있지 자선들이 그 중 일부만음 문제삼고 있다고는 생각할 라가
없다 기설 출발점음 어떻게 잡는지에 관해 대립된 입장음 놓고 당장
어느 편이 옳은지 판정음 내멸 수는 없다， 논의가 진행되면서 좀더
자세히 말할 기회가 오겠지만， 감각 인식음 표현하는 일상어에 원천
적인 모호함이 있기 때문이다

일단 여기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출발

점음 받아들이고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자

N
감각 대상에 관한 이야기는 곧 감각주관에 관한 논의로 이어진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감각이론과 71 능주의

감각추관 측에서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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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감각기관이 논의의 대상이 되디

갑각기관은

외부의 감킥대상파 일치적으P 접촉히면서 감킥인식의 물버석- 생랴
석 첫 단계의 작동을 둬딩한디- 싣재판 감각기관에 관한 세부적 논의
는 ?영혼문』에서 기장 란 부분을 치시히_jI_ 있디

그닿시낀 ‘ 이버스rE

텔레{에 있어서 는 김각기관을 비봇한 김각수펜 측이 도대 λ11 김각
인식에

가여하는 바가 번보 없을 깃 김아 보인다

보 외부의 대싱에 붙어

있는 싱짖을

이미 외싱 3년 행내

(대보 옮겨 반아븐이는 깃 외

에는 특변히 부 샤직으보 지마할 띤이 없을 깃 킴 시 때분이다 하지만
집세보 고}연

1.런지는 휴 /1 다렀나샤 펀만할 얻이다 아피/‘보텔레{

는 외부 대싱의 싱짖고}

섭하면시 감각이 싱집하는 괴성을 나유괴 킴

이 설 l 성힌다‘
“긴각시관까 가능대에 있어시 긴각대 싱 이 현실대루시 가진 성질을
가지고 있디. j것은 [감각매상괴] 간지 않은 상태에서 [감각니l상으보
부터] 영향 g 반는 "11. 영향 g !간고 난 녀는 감각매상괴 간이져 7 것괴
간은 성 선 g 띤디

인용한 근에서

."(da. '118a.3•G)

언다-되 가능태와 현싣태의 개념

운농1건회듬 섣명하는 가보 늘이냐

짝은 일빈적으무

이 개념 짝이 농워판 깃에시 운세

가 되고 있는 현성이 얻단븐 ‘R 며직인 영역에 속하는 것으보 이해되
고 있냐는 점을 읽어넨 수 있냐

김각이 눈‘ 코， 귀， 입 능 선 λ11 직인

부분듀을 통해 이 -’ I 어지는 것이니 이점은 당연하다고 하겠나 운세는
김각에 대한 섣멍이 ‘ f 외 킴븐 선지l 현싱에 대한 섣명으보 우l 견되는
깃이냐는 깃이겠는데

.1 운세는 좀 뉘에 다 Iνl 보 하고 여 γ1 시는 우

선 감각기관과 간각내상이 같아진다논 주장에 주꼭해 보지~ 아리스토
템레스로서 이 주장은 사실 당연힌 것이다， 외부 실새의 상태가 있는

그대로 받아늘여신다는 것은 곧 주관의 인사 내용이 외부의 상태와
같게 된다논 것 이외에 무잇유 의미하겠는가? 만임 물이 서로 띤판

이라변 그것이 인사이 장못되었다논 붓임 수팎에 없다‘
하지만 문제논 “같아선다‘’ (homoíoLaí)논 만의 꽂이 그렇;1] 13 료한

놈문

젓이 이니마七 데에

있디

ç_데체 이 1

버스rE 넬페스는 “같이진디”는 밀의

정 ?E 감이진디는 밀인 71-') 이

뜻을 형상파 진 R의 구분 틀을

석용하여 디읍파 감이 신벙한디
“열반적 ρ 로 감각 은 정뇨 없이 감각적인 형상안을 받야능이븐 것 。
로 생각해야 한다 그것은 가병 닐랍이 칠이나 낙 。-로 된 반지의 문장

응 철이나 금 F 제외하고 문정따응 멘。F듬이는 갓과 겉마 츄 철이 나
듭으루 꾀 문정응 쥐하/1 는 하나 칠괴시 또는 금으무시 」렇게 하는

깃이 아 q 라 맏이나

외무의

" (da. 424a17- 21)

내상은 질료까지 포힘해서 다 받아늘이변 감각기관이

pr

6] 니의 외부 대상파 ~일한 사물이 될 것이디- 그마니 물둔 1빨간 신
호동을 제데무 부기 위헤 내 눈이 빨간 신호둥이 되는 영뚱한 일끼
시 ;L 필}I_6] 시 않디

면 되디
_i)_

있디

단시 감각석 형상(aistheton eidos) 넌 -g

받아들이

그마니끼 이 경우 갇디는 것은 동일한 감킥석 형상을 기지

C 것안을 뜻-ò]-;__: 것일 뿐이디

그링디면 감각적 형상을 받이들인디-는 것은 구체적으무 이떤 일일
까η 여기에 대한 샤상 간명한 애식븐 ]깃이 샤링 뼈간 fl 후능을 볼
깅우 내 눈도 분자
다

이런

[대보 뼈!장게 꾀는 것과 김븐 현싱이라는 깃이

해식을 춰하는 사힘븐을 보통 식역수의자듀(literalist) 이라고

하는데， 이 듀이 옳나면 아마꺼‘보텔iOl] c":의

인식묻을 소빅심재묻(naive

realism) 이라고 부브는 것이 당연할 것 김나

아마꺼‘←보텔iOl] c":의 김각

현싱에 대한 자세한 섣멍에는 식역주의자븐-을 지지해주는 근기샤 없

지 않다‘ 아리스토텐레스는 눈에서 꽁공에 위치힌 부위 (korc) 가 시각

흰등의 핵선적 역힐은 하논 것。-로 생각했다‘ 그러변서 이 부분은 주
로 수분 6 로 뇌어

있다? 했 6 니 (scn. 43Ra 16)‘ 아마 사상(視像)이

성립되논 이치를 뭉위에 상이 비추이논 것과 근본적 ò 로 같은 것 P
로 이해하? 있는 것이 아년가 하는 생각이 늘 수 있다， 간각현상에
대힌 이던 불리적인 설 l 성은 눈이 빨간 선호등이 펀다는 것만큼 땀노

안 되는 수준의 것은 이니지만 역시 비l 우 +박 ò] 게 들리늠 것은 시

n

of리스토텔레스의 감각이론과 기능주의

싣이디
파연 빨간새을 감각 61
면 서기에서 빨긴색을

ç. 똑간은 ↑「랴기

;_:

순간의 눈을

디시

간이 있디

멍게 될 것이란 밀인 7]" 칭각에

구1 안애 위지헤

귀에 나른 사힘이 귀~

?라기 들여디딛

있이서

있이서

전둥←라를 든 L 사람의

시응이면 께아머지힘 희미하게나마

[ 소마

.:_; =어야 합 깃이나 m! 합 향시 F 안은 코도 향내~ 안을 뿐 아니라
l 순간

l 코에시 향내가 나야 한나

마〈보탠레〈샤

예노

E

이런 깅우는 혹시 아

l 렇게 생샤했을 수도 있나고 양보하시노 해도 깐샤

의 깅우 F 생샤해 보면 양보하는 깃이 아리 λ보탠 tllι에게 아무래도
부 당한 짓을 하는 깃 김은 느깎이 든나

쥬샤븐 아마 λ보텐레 λ에시

는 외부의 불체가 뭉체로서 지닌 특 성유 알111 끔 해주는 기본적인 간
각。로 증시뇌는 것이다 그딘데
다거나 하는 것은

촉각의 경우 가령 덤다거나 서늘하

끼라노 부 L 라운 것이나 딱딱힌 것유 만질 때 옴

노 마잔가지로 그렇시1 된다민 헐 수 있겠는가? 특히 아리스토댐레스

에서는 무거움과 가벼응노 불체의
뇌는 것。로 취납해야겠는데

특성이기 때문에 촉각의 내상이

무거운 것유 간지하는 순간 사암의 옴

진체 무게 L 비무 감시되 L 무서운 대상의 무게민류 너 -~이니야 한
디jJ_ 해야 δl 것이디 2)

감각이 성립히기 위해 감각

대상파 인식

주관 사이에서 일이니~

일무 눈간을 돌랴면 직역주의석 히1 서에 동의히기기 한증 너 망신여
진디

21

감각 인식애 포착되;_: 1-11g 이 외부 대상에 이미 싣재히jJ_ 있~

3g

의식댔기 rrBι 에 「것

피히려 든 흔적이 있디고 뭘 수 있는 여지도 있디

디른 감각기까꾀는 닥

이 매목괴 과민해서는 이리 A 노텔데 A기

g

7

어려

이 ;휴기의 갱?에뉴 그가 농문체의 살음 선딛 "B 제 ι] 이 하 'l/_ 감각 기관음
심장애

위치시킨

-':-:내듬

문지)삼아 난

f

있음

것이다

그이 이 『감각톤』

44òh:j-7에서는 부 '1 움파 가1)1 움음 휴각거인 것으1 .1 ，:톡애 넣 'l/_ 있는데

『영

혼론」에시는 슬」머니 언급응 하시 않고 있는 까반응 캐볼 수 있나 반일 」
깃이 긴각시핀이 민아틀연 헝싱이 외 η 에 존재하는 긴각대싱파 문자 」대우
동일하냐는 생각이 η 덧김 어려움응 피하려는 의루에시 /1 인힌 깃이 확실하
디면 우리는 움곤 직역주의적 히)석에 11 믿없이 g 의해야 할 것이디

14

논문

것파 간은 것이미면 물랴적인 중간과정은 시싣상 불필 9 한 방해기
되기 십상이디 3) 중긴파정에서 낀일 주닙이미 ç. 변화기
각 주관 측에

ç. 딛히jI_ 난 뒤 그 변화를 되돌과

야히~ 변서무운 일이 수행되이야 한디

의 깅우는 난점이 누F 러져 보인나

낸새니

있았디면 감

웬상 그대 무 복구해

↑「랴 L 몰마? 시각

김샤 헝싱을 ‘반아F 렌나’는 만

도 일꺼되게 운자 _ r 대노의 뜻으노 이해하자띤 김샤 행싱에 해당하
는 선후능의 뼈싱이 내 눈에

F직도1 시까지는

l 깃이

일단 내 눈괴

선후능 사이의 기피 F 이동해 간나고 보아야 합 깃이나 (내 눈에 보
였나고 해시 선후능의 뼈간 색이 남색되지 않고

l 대노 있으니까 아

마 선후능에 위치한 김샤 행싱븐 _ r 자미에 _ r 대도 있고

l 깃의

역

제가 이동해 간다고 해야 디 정획 힌 이야기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사이에 무인가 신상치 않요 빈화가 임어나는 것이 튼림없다 묻논 무
슨 까딘 인지 간각 형상의

대는 그 복제의

이동과정 은 간각유 하고

있는 당사지인 나노 본 수 없딘 나밴이 아니라 내가 신호등유 치다
보는 광경은 보변서 관찰하는 제삼지에 111 노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

만， 적어노 그 감각형상의 느L 기는 이동파정 중에 내 눈에 늘어가 지
랴 잡을 수 있을 민류 크기기 측←되었을 것이 틀럼없디

선호둥애서

시작히1 서 내 눈의 동공애 상이 멧힐 때끼시 파정은 물랴석인 파정이
확싣히기 때문에 이 궈걸은 파하 수 없디

그링디면 내 눈이 받이들인 감각형상은 윈에의 감각형상파 꼭 간
은 것은 이니마jI_ 히1 야 하 수밖애 없디

이니면 허니의 변환 파정을

너 거져 직경 30cm 의 윈형 위애 칠혜진 크기무 복윈되디jI_ 해야 하

깃이나 J 러나 _ r 렇게 임어진 견괴까 문며직인 극시에 있어시 밖의

깃괴 똑김이 핀나고 하는 것븐 만이 되지 않는나 따라시 엄른

E

수

:,) 브로디(Hn 써 die， S.)는 재이 성질이 와부 사분이] 실시)하든 치성이 ι) 띤 선달

,

A정애서 재일성질의 캐입이 있 r. 난 뷔 그것의 인파직r@ 。 로 인끽 7관에서

처]이싱절에 r~ 힌 인시아 이주어셔야 하/1 때문에 아리스두넬래스에 있어시

는 외? 사뭄에 설재하는 제이싱질꺼 사설싱 인과직으우는 잉이의 역힐만
힐 뿐이라는 g 지의 언「갱응 통해 아리스두넬래스 시의 실재 F 이 시민 문제
심

g R시한

과선에서 지적히고 있디

í1993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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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생각은 내가 받아들인 감각 형상은 묻라적인 것이 아니라 섬라
적인 것 즉 직경 30cm 크기의 원형에 칠해진 빨강이란 감각내용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겠다 섬라적인 것과 묻라적인 것의 차이는 묻라
적인 크기의 차이에 못지 않은 큰 차이다 이쯤 되면 도대체 이런 식

으로 직역주의의 노선음 택하고서 동일한 감각 형상음 가지게 된다

는 말의 뜻이 제대로 새겨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야 한
다 사실 아리스토텔레스의 “같다”는 말은 한참 씹어야 소화될 수 있
는 그런 말이다，

V
이제부터 논의의

편의를 위해 외부대상에 설재하는 감각 대상음

SI 로 감각기관에 받아들여진 감각 내용음 S2로 표시하자

아라스토텔

레스의 말은 SI 과 S2 가 동일한 감각적 형상음 공유하고 있다는 뜻으
로 새겨들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의가 있음 수 없겠다 문제는 감각적
형상이 어떤 것이냐에 있겠는데， 직역주의자들은 이 문제를 너무 간
단히 생각한 것이 아년가 한다 사실은 감각적 형상이란 것도 일단

일종의 형상이라는 점음 좀더 섬각히 생각해보아야 했다 감각적 형
상도 하나의 형상이기 때문에 특정한 절료와 결합해야 비로소 우리
의 감각 대상이 된다 모든 색은 언제나 어떤 묻체의 표면에 붙어 있
는 것으로 감각된다， 그래서 색음 감각할 때는 그 색이 펼쳐져 있는
일정한 크기의 면적이 아울러 감각되게 마련이다， 아무런 면적의 크
기가 동반하지 않은 색은 섬안으로든 육안으로든 볼 길이 없다， 그렇
지만 그 크기는 색의 형상 자체에 속한 것은 아니라 절료의 측면에
서부터 온 것이라고 해야 한다

방금 직역주의의 난점음 이야기하면

서 SI 과 S2사이의 거리를 감각형상이 통과하면서 크기가 축소되었음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감각형상에는 크기가 없느니

만치

애당초

줄어들 수도 없었음 것이다 또 묻라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

nn]‘

놈문

체믿는 공간 이동을 히 시 y_ 않는 것이디

감각형상은 한괜에서는 Sl 이 또 다른 핀에서는 S2 기
게뮤 헤추 L

기능이마_jI_ 한 수 있는 것이디

그마니끼 감각 형상은

그것 자체기 직접 감각기관에 의해 포착되지는 않는디
이 식동한 걷고}만이 우마에게
인 색을

킥각 성럽 61

그것의 기능

식섭 ￥-직되는 것이나 시각직인 대싱

J 숭 대퓨-적인 깅우보 해시 김각헝성이 어떻게

는지 간단히 섣펴보가보 하자

가능을 하

아마꺼‘보텔iOll "':는 색이란 한 문제에

￥-한되어 있는 특수한 싱분에 의해 건정판나고 생각한나
현집내보시는 멧이고 시능내보시는 어누움인

.,

성분은

l러니까 명임의 구분

을 복잠직인 특정으보 갓는 특수한 성격의 깃이다 아피 2‘보텔iOllι는

그 성분에 내헌 법노의 특법힌 이름이

없다? 하변서 그냥 투l 성힌

것(diaphancs) 이런 맏로 지시하낀 힌다(da. 41 Ra27) ‘ 어썼는 힌 묻체에
포힘되어 있는 이 생분에서 가언하논 1~ 암의 1111 힘비 싼 차이에 띠라
그 사불은 특정힌 색은 갖세 된다 그러니까 엄격헌 의미에서 색의
행상은 13 암의 1111 협비 -얄이라? 힐 수 있겠다‘ 이 경우 질료에 해당하
논 것은 투l 성힌
한 것이디

성분과 그 성분븐 포힘하_17 있는 뭉처l 라_17 보아야

형상파 전 R기 합져 이루이진 구체석언 색은 그 디~읍 단

계무 감각기관 사이에 위치한 공기에 석딩한 방식으무- 영향을- 주_jI_
그 영헝은 눈까지 미지게 되디

이때 중}I_한 것은 중간에 위치한 공

기에 포함되 누명한 성분이 현실태가 되이야 한다는 것이디
하면 빚이 있이야 한디는 밀이디

쉽게 밀

부명한 성분은 색 자체를 이루_jI_

있;L; 전감이기~_ 61-1 이 동시이l 색의 감킥을 성럽시키 L 또 디른 필수

적인 조낀이시도 한 것이다 일반직으보 꼬든 김각에 있어서 김각대
싱고} 김각시뀌 사이에는 꼭 매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리(보텔
iOll^-의 생각이다
어쨌든 시각의 깅우에는 투명한 성분을 지년

영향을 만는 눈븐

ó-/l-~ 매치l 보 해시

[ 건펴보 일정한 뷰며직 변회담 하게 판냐 ..' 변

회는 S ↓의 김각헝싱괴 김븐 감각헝생을 갓게 되는 것이나 좀더 자세
히 l감하변 동공 ，?l-쪽에 늘어있논 수분에 포힘된 투l 성힌 생분이 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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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섞이 해당 부위에 변화 이진파늠 디~ 븐- 벙암의 배합li1 율이 생겨난
다는 것이디- 잎서 인 용한 대무 이려스TE 넬레스는 감각형상을 받이들
인디 C

것을

?선 민란에 문장이

찍히七 것에 비 -임했디

그

li1 유는

그 뒤이l 이이지는 신멍 을 들이야 제대무 이해한 수 있는 것이디

이

어지는 섣명은 다유괴 킴다

“감꺼은 색이나 냄세 댄븐 소띠듬 카신 사분애 의해 영향음 받뇌
」 사울이 」 사블루시 블려는 한에사가 아니라 이러저러한 성짐응
샤진 한에 」매고 루고스에 맛추어 (l、a떠

tOll lOgOIl) 영힐L응 받는 갓

이 다. "(da. 424a23-25)

이

11.접은 감각내상븐 성질로 가지 y 사묻이 간각 주제에 ;11 주논

영향은 감각형상파 관련된 한jE 내에서과는 것을 명확히 하jI__ 있디
무-jI__스에 빚효디는 것은 감각대상의 형상석인 η 정성 g 뜻히jI__ 있는
것이디
1:'1 니

물문- 무jI__스란 개념의 뜻이 상딩히 넓은 것은 사실이디

이쨌든 이

맥락에서는 그것이 “말‘’이니

이니과는 전은 병백 ;-1 디
정성을

그

“이성”을 뜻 ;-1 七 젓이

그번기 히면 무jI__스기 듀별히 형상적인 규

뜻히는 밀핀 싼이는 경

? IE

꽤 혼한 핀이디

그려jI__ 이 경

?

“ logos'’ 암에 쓰이고 있는 정관사는 소유형용사외 모 김은 가능을 한
다고 보아야 하겠는데， ~ l 렇다면 운맥싱 소유수에 해당하는 깃을 사
분의 김각적 성짖 즉 김각 대싱으보 이해하는 것이 가싱 자연(입나

따라시 이 구신의 보고(는 김각 행싱의 규정적인 내용을 뜻하는 깃
으보 해석하는 것의 타당성븐 기의 의섞할 여지가 없는 깃이다
l 러면 김각시꾀이

대싱괴

킴은 김각헝성을 까지게

판나는 깃이

직역주의지늘이 생각하는 대로 문지 그대로 눈이 빨강시l 불느는 것
과 같은 임임까? 색이 다는 것이 아니라 곰 감각형상이라? 힌다변
에의 경우 S2 에 해당하는 것은 빨강의 간각형상유 가지? 있다논 짐
에서 당연히 빨간색이라? 해야 힐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그
것이 우리 눈에노 골 빨정세 보이리라는 보장은 없다 이상스럽기| 늘
됨지

무-금-나 빨간 사묻이 빨징지 않시|

보이는 수는 얼마는지

있는

1M

놈문

일이디

이리스r;: 넬페스에 있이서 빨강은 객관석인 성진이기 때문에

부는 시란이 1빨강게 멍- 지 뭇해 ?E 그 성걱은 그데무 유시되는 것이디
객관석으무- 빨간 젓이
이 충족되이야 한디~

?-리 눈에 y_ 빨상게 부 이펴면 여균1 기자 주건
예의 신호둥의 빨강이 빨상게 댐이기 위해서는

멘강의 김각행싱에 더해 특정한 잠 li외 깨지1 - 1. 마고 우며 눈의 정싱

적인 식동 능 ]iL든 사항이 구비되어야 한냐 벡간 김-각헝성을 까지고
있고 우며에게

세대보 배!장게 보이는 경우듀 퓨순적인 경우보 보자

면 S2 에 해당하는 깃은 표순직인 깅우외

죄료의 싱격도 싱 당히 나브

고 매제도 없으니 S1 의 깅우외 보 11 에도 꽉· 킴나고 상난할 김은 없
다

적어도 선후능의 벡깅을 인식하는 나는

1 것을 보지 섯한나

그러변 제 삼지가 적정한 해부학적 가슨의 힘유 띤려 내 눈유 관
찰힌다7 가정하지‘ 그 관잘지논 그때 빨강은 보시l 될까9 아마 그러
2-]라까 추측이 된다 그러나 사실 이 질문은 우리의 논의의 맥곽에서
논 논점유 벗어난 밸 소용없논 질문이다， 질운의 납이 어떻시| 주어지
는 동공 내부의 색깜이 어띤 것 6 로 관찰뇌논가의 문제와 내가 무슨
색유 보뉴가의 문제는 볍개의 운제다 S2 에 해당하뉴 것이 어띤 색 P
무- 눈에 부이는기를 묻는 것은 S2틀 :E 히니의 SI 무 취읍 ò] iL 던지

는 진문이지 더 이상 S2 에 관한 진문이 이닌 것이디
tE 넬페스 자신이 벙백히

6] iL

있디

이전은 이리스

그늠 데모크려 π스의 시각 이문

을 비판 ò] 七 맥락에서 이떤 사란의 눈에 빈사되이 비추인 상은 관찬
하는 사기- 밖에서 갚 수 있지만 그 눈의 임자기 부-는 것은 이니기
때문에 눈에 비추인 상을 균이들여 시킥현상을 산병 6]七 것은 옳지
섯하다는 요지의 놈변을 하고 있니-(sens. 438a5-9). 잊시

식역수의자

듀의 애식에 펜한 이야시듀 시식하면시 눈의 내부에 듀어있는 수분
의 역활을 마치

닫위에 싱이 비 :f이는 현싱에 미'1어 이해할 수 있

다는 시사듀 했는데. 이세

l 런 이해는 근가샤 없나는 것이 와심해졌

다 시각의 싱핍을 위해시는 분의 」투명한 싱격이 견성적인 역할을 하
는 깃이지

l 깃의 반사 가능이 할 얻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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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아리스토텔레스의 감각이론에서 감각의 성립 과정음 주도하는 주
역의 역할음 하는 것이 감각형상이다 감각형상이 외부 대상의 세계

에서 절료와 합쳐져 감각 가능한 대상음 이루고 그 결과로 표준적인
경우에 그 대상이 감각되기에 이르듯이 같은 감각형상이 감각기관에
서는 적당한 절료와 합쳐져 우선은 S2 를 이루고 그 결과로 감각하기
에 이르게끔 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동일한 감각형상의 작동이 한
번은 감각되기라는 결과에 다른 한편은 감각하기라는 결과에 이르게
끔 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소위 소박하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설재론
의 요체다 그의 섣명은 감각이 성립되기 위해 필요한 묻라적 변화의
모든 단계를 하나의 형상음 그 볍직적 근거로 조회하면서 구성된 것
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철학적 반성이 특별히 모자란 초섬자적
단순함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묻론 그가 시도한 섣명의 세부에는 묻
론 불명한 대목이나 단적으로 틀렸다고 해야 할 대목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이 묻라적， 생라적인 시각 현

상에 관한 현대의 과학적 탐구와 경쟁상대가 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철학의 관점에서 중요하게 평가해야 할 것은 그의 섣멍이 형
상과 절료라는 그의 철학의 기본적인 틀에 의거한 일관성음 유지하
고 있다는사실이다，
바로 여기서 그의 감각 이론에는 철학의 관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
야 사항이 하나 빠져있다는 지적이 있음 수 있겠다 아리스토텔레스는
S2 가 성립하는 과정까지만 섣명하는 것으로서 감각의 성립에 대한 섣
명의 주된 과제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았는지 더 이상의 긴 섣명음 보
태고 있지 않다 그런데 만일 S2 가 묻라적， 생라적인 것이라면 감각 인
식이라는 정선적인 일이 아직은 섣멍이 되지 않았다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 대목에서 정신주의 (spiritualism) 와 묻라주의

~O

논문

(physicalism) 의 상빈된 해서이 찬과 서무 디누게 되디

정신주의 석 해

서은 이라스r;::_넬페스의 감각이문을 단순히 물랴석? 생라석 동빈 주건
에 관한 신멍 을

딛Jl_무

것이 이니며연 S ，를 심랴 석인 것 또L 정

8]'-:

신적인 것으무 멍이야 한디 L 입장을 취한디

그애 빈헤 물라주의석

해식은 S2 샤 딛고마직， 생마적인 깃임은 부인하는 깃은 익지며 아마 λ보
탠 tllι가 김샤에 대해 S，의 생핍 이싱의 성멍을 더 보내지 않은 것 자
제가

l 의 김샤이론이 뮤미수의직인 것임을 확인시켜수는 것이라 입

싱을쥐한나

이 누 입싱간의 나눔은

l 내용이 이미

산 앙려져 있시 때운에 여

시시 나시 보고~ 합 필요는 없을 것이나 우리는 이세 이 누 입싱을
넘어설 수 있는 해석의 길은 나름내로 다지 나가는 임에 집증하기로
하지

두 입장은 S，를 놓딘 그것이 불리적인 것인지 아니변 정신적인

것인지에

내해

의긴이

갇리민

아니라끼 하는 것은 여랴

있는데

S，를 뭉리적

rr

아리스토댄레스가 감각인사유 묻리주

의적。로 파악하딘 있다는 것노 지나꺼 긴강부회다

&에서

띠라서 우리의

일단 물랴적” 생랴석인 것으무 상정히되

증걸 6] 시 않"__j_I_ 한 걷 g

너 니이기

니이기 Sl 의 존재를 상정히기무 한디
각내 g 으무 정신의 듀정한 상태 (a

디

그것은 이쨌든 _i_I_ ~R

것이

선거의 해석유 통해 지나진 강빈임이 증분

히 읽혀졌다딘 본다 그라나

논의에서 L- S2 를

생리적인

S，와 벌?무

S난」 비무

이야기를

한 걷g

너

?라기 체힘 6] ;_: 감

mental state) 마__j_I_ B} 수 있 L 것이

감각대상의 인식파정애서 의식

속애 생성￥1

것이니끼 감각 전(qualia) 이니 감각 사딘 (sense data) 미jI_ 불 L.l~. 무방8]

나

아마 λ보텐레 λ 까 SJ 의 준재~ 굳이

근기는

없나

_ r 것을

“ aisthema’라는 만을

4)

지시하는

만을

부성하고 있나는 단성을 합
변노

쓰지

않지만

가끔

l 런 뜻으노 쓰고 있나 4) 진싱인 즉 아마〈보탠

이 말의 낫이 왼션히 감기질의 붓파 일지하늑지에 대해서뉴 논란의 여지가

진혀 없나고는 힐 수 없나 F 영혼 ~-J 어]시는 9 식 두 빈만 」 밤이 쓰이고 있

으며

」 뜻P

“aαsthcm" 와

일마냐

"ð 확히

7 별되는지

확설하시

않나

(431aI5, 432"0) , J러냐 , /1 약에 관하이 J (_dc mcmoria) 나 F규에 관하이 J(dc
insomnis) 에서는 비교적 지주 쓰이며 뜻도 벙획한 펴이디 (tJ~(β1 ， tJG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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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스의 감각이른애서 그것은 이무런 중심적인 역 δhg.-

8]- _i_!_ 있시 않

은것뿐이디
이라스r;:델페스의

산병

틀에서

S난」 감각형상이

작동한 걸파무서

의식 내부애 생성한 것이미 L 해서은 벌 무라기 없을

l 에 대한 불펀요한 오해~ 피하려면 행싱고}

것이니

일단

죄묘가 네카브드의 정

~l 괴 -9 짖지힘 남카노운 심세직인 대핍을 하고 있는 것을 아니라는
사심을 엄누에 누어야한나
하지만 네카브드의
지음부터 봄을 이

l 깃지럼
1

아마 A 보템데 λ 에시

영혼은 심지1 이시는

문집괴 섣연되어 있는 녹핍지1 샤 아니라

는 뮤짖으} 구생워며이자 식농워미~ 세공하는 수

지1 노 섭정핀 깃이나 오늘냥 천학자브에게 익숙한 뀌점에시 보면 문
리적 빈화에서부비 S ，와 같은 심리작， 정신적인 것이

설 1 덩뇌어 나오

는 길이 너무 좁아 보임 것이다 그라나 애당초 영꺼파 음 사이에 깊

E
111

닌젖은 상정하" 있지 않는 아리스토텔레스에세는 그 길이 그렇
좁아 보이지 않는다 형상파 질료는 목적과 수닌처럼 ~r 는 넙직적

원리와 그 넙직적 원리에 의해 설냉뇌는 묻질세계처럼 ~r는 떤실태
와 가능태로서 서로
따미서
이

히니의

이상스，， 1 운

있L

11 벨은 뇌나 아주 가깝새 연겸뇌어 있는 것이다

감각형상이
일이

석절한 전딘와 압성되이 S ，을

이니듯이 그것이

일이-"- 마찬기 시무

S ，를

이루 L

그것이 걸파석으무

ç. 듀별히 이히1 곤란한 일이 이년 것이디

이루L 것

것?

선명될 수

S ，의 성립애

이르L 것

물라주의니

각형상 ç_ (이니끼시니 형상이미 L 전애 충분한 주의를

정신주의

L

감

기울이시 않았

기 때문애 데카므F 석 문재를 부딩히게 이랴스r;::_넬페스의 해서에 끔
고 듀어간 깃으노 보인나

l 런네， 얻싱언어에시 김샤엔싱을 시술하는 만이 복래직으도 꼬후
한 때운에 아리〈보탠 tllι에 대한 오해가 일층 더

간추1 이 핀 점도

석고 념어샤야 할 대복이나 까렁 뼈싱이라고 하면 보통 S ，을 지시하
는 깃으노 이해하는데

깅우에 따라시는

하는 수도 있는 것이

얻싱언어의 세게나

，1GOb~ ， "~9 ，

'16132G , .. b22)

S3 ;-; 지시하는 깃으노 이해
J 러나 아리 λ보탠 t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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놈문

따르자면 엄격하게 빨강이 지시하는 것은 감각형상이라고 보아야 한
다 하나의 사묻은 사실 그 사묻의 형상의 이름으로 불린다

그래서

하나의 이름이 동시에 형상의 이름으로 이해될 수도 있고 형상과 절
료가 합성된 복합체의 이름으로도 이해될 될 수 있는 것이다 빨강의

경우도 “빨강”이란 말은 감각형상음 지시하지만， SI 음 지시하는 말로
이해되기도 하고 또는 더 나아가 S3 음 지시하는 말로도 이해되는 것
이다， 그라고 S2까지도 빨강다는 말로 지시된다고까지 할 수 있다
일상언어의

이런 특정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의 감각형상은 섣명원

라의 가능음 하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절료와 형상이 결합되
어 존재하는 구체적인 존재자로만 취급되는 부당한 일이 생긴 것이
다

그라고 묻라주의적 해석이나 정신주의적

해석도 이

대목에서는

결국 일상언어에 의해 오도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어느 쪽 입장음 취
하든 가령 “빨강”이란 말이 일차적으로 S3 에 해당하는 것의 이름이라
는 것음 당연한 전제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감각대상의 이름이 지시
하는 것에 대한 이런 전제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에 대한 해석음
매우 어렵게 만드는데， 왜 그런지 그 까닭은 곧 가능주의에 관한 논

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음 것이다，

vn
모두에서 언급한 바대로 묻라주의나 정신주의에 비해

가능주의적

해석은 바로 형상과 절료의 기본 틀이 지년 의의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직적인 비교우위를 지년다 그러나 그 우위는 아라

스토텔레스의

이론에 대한 해석으로서의 적합성음 완전히 담보해주

는 정도의 것은 못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에서 가능주의적 해석
음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이 분명히 있으나， 그것은 피상적인 수준음
념어서는 것이 못되기 때문이다， 우선 어떤 점에서 가능주의적 해석
이 그럴 듯 하게 판단될 수 있는지 삼펴보자， 가능주의에도 여러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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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기

있을 수 있지만 기능:T 의ê.]면 일단 두 기지 상뇨적인 추장을

늑정으무 시니_iI_ 있디

칫쩨 션병히_iI_사 히는 대상인 정신적인 존재

자의 인파석 연관 역한에 관련된 주장이 ò] 니_iI_:f_ 디븐 히니 L 복
수 싣현 기능성 또는 구성석 유연성이 성립한디는 추장이디
각헝생이
수 있나면

가능수의자듀이
이

성명하고자 하는 대싱괴

누 샤지는 아마(보텔 tll c":의

낀일 감

김은 것으노 볼

이묻에시도 밤견펀나는

것을 와인할 수 었다
행싱이 아며까‘보텔'ólV:의 펙분직 섣멍에시 어떠 역할을 하고 있는
지는 끼 이야시가 펀요하지 않을 것이다 섣피싱내가 인괴직 연견의
한 고마보시 역활을 하는 섣병 ]lL렐을 구싱할 수 있으면 띤만 만족

힐 수 있는 가능주의지늘의 관점에서 보변 형상의 역힐은 아마 너무
강역한 것임 것이다 그것은 인과 연겸의 한 _ï7리로서 위치를 가지 _17
있기보다논 인과 연겸 전처l 의 "9_습유 검정해주는 1갑직적 최종 근거
로서의 역힐은 힌다_17 할 수 있다， 인과 연검의 진행이 노달점에 이
금논 것이 곰 잠새태에서 현실태로의 이행이라? 할 수 있겠는데， 그
것이 바로 형상의 완션힌 실현 외의 다는 것이 아니가 때문이다， 간
킥형상y_ 감각 성립의 신멍 난서면서 기능 7τ 의자들의 입장에서 캔-면
9_ 히버 파영이마_iI_ 헤 jE 좋을 인한 정 ?E의 역 한-g 한디

그것은 지닙

끼시 안이- 딘- 대무 시킥현상의 빈생 출빈전과 y_딛전을 장약히_iI_ 있

는 것이마_iI_ 한 수 있L 것이디

그1:'1 니 이쨌든 언파석 영헝력이란

기준을 포괄적으무 적용히변 형상의 일증인 감킥형상이 감각의 성럽
파정에서 역한을 히_iI_ 있는 것은 틀럼없는 시싣무 인정해야 한디
[런가 하빈 행싱괴 짖료의 관게는 박수 집헨 가능성과 구성직 유
연성의 시순도 충분히 t;'l-족시 ~l 다‘ 아며{보텔 tll^-가 간겨 c 는 예인
정농싱이나 암시

E 균으보 판 운성의 예에시 이접은 멍매하게 와인

판다 다만， 생명제에 있어시는 헝생과 짐료의 관겨|사 예의 깅우만김
시보 우연적이지 않다는 접이 지적되빈시 이 대복에 대한 시비샤 있
을 수 있븐 깃은 사심이나 간단히 만하면 생명제의 헝생인 영혼이
살과 뼈로 펀 살아있논 육체를 질료로 하지 않? 다는 어띤 것은 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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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 삼이
곤흑스，，]운

싣현될 수 있 L 시를 진문한 수 있 L 것이디 51 그이니 이
진문이1

대해

답이

이떻게

T 이지든 김각형상이

대히1 갖 L 관계~ 복수 싣현 가능성이니 구성석
이 억시기 이난 민류 상딩히

?연적이디

진단이1

8 연성을 밀히 L 것

빨강의 형상은 빨긴 선호

능， 삐간 ￡， 삐간 업묻 능의 예에시 보늦이 여러 송뉴의 죄묘외

함합 수 있나

이런 예는 모누 Sl 에 해냥하는 것인데

견

여시에 숭요한

예노 이런 깃 E 을 김샤하는 시꺼인 눈의 내부에 위지한 S ，도 문론
빗붙일 수 있나 (걷 나 1 겠지만 SJ 는 이런 예듀괴는 꽤 나른 싱격을

가지고 있나) 여시시 단직으노 우연적이라고 하지 않고 싱냥히 우연
적이라고 한 깃은 집료외의 견함 폭이

어느 성도는 세한되는 깃이

어띤 경우에는 당연힌 것이기 때문이다 쥬 어띤 뭉체와 겸협유 하는
투녕한 성분이 포힘된 것이어야 하는 제힌 E 있어야 하는 것이다 눈
의 내부에

있는 수분노 그것이 투1 덩힌 성질유 가지고

있는 현에서

시각 형상의 질료가 된다 그라나 그런 제힌 폭이 복수 실떤 가능성
이나

(성적 유연성은 없애버리는 것 ξ 아니다

이렇듯 아리스토댄레스의 이논에
장파 압지하 수 있 L- \1←기

기능주의의 주요한 특싱적인 주

있이 갱이 L 것은 시심이디

직 기능주의석 해서의 정딩성을 이야기히기 L 이므디
일단 기능주의사들이

허시낀 이

위의 이야기 L

산병 8] 과뇌 8] ;_: 것이 이라스r 델페스의 감각

형상파 간은 것이란 상정을

히-"- 출빈했디

그런데? 기능주의사들의

감각에 관한 논의에서 문재기 되-"- 있-"- 있 L 것은 심랴 상대마-"-

;=j)이

진 ιg 기상 효괴적인 형태보 세기한 연구기는 이각염 íAc]u-il!， J) 이다

íl9 7ë -3l

이리 A노텔데 A 의 영흔이 이미 연진적으보 생벙익 뜻 g 가지고 있

는데 질요가 ‘살아있는 육체”로 지[한되 1;) 서 형상파 질요의 판케이]서 ?연성
이 완선히 BJl지)되 l/_ 그 구임선 마서 "여질 주 있다 특히 자연게。11 서 대표
저인 실제가 생명체암。11 노 판f 하 l/_ 생명체에 대해 형상」냐 짙료의 f 닌이
질 식용도l 지 않는냐는 겸 P 아리스두넬래스 철학의 스캔등이라고 힐 수 있
나 」러1-1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이 블가τ 한 깃꺼 아니나 화이팅 (Wlliting
Jl 의 날이 생맹 "11 의 경우에 P 헝싱과 질듀의 7 분，ð~ 01 진히 /1 본직연 깃이라
는 요지의

응두fg

남은 기상 선늑픽 있는 τι 인 것이디 íl99ël

아리스토텔레스의 감각이론과 71 능주의

한 수 있는 갑킥진이디

‘ 、
〕、?

그것은 ?-리의 논의에서七 S，구 뇨시되 것으

무서 감각 형 상파jE 디 므iL 형상과 진 R 의 합성 인 SI 과 S2 와ç_ 구별되
는 것이었디- 그리 iL 감킥이 성립되늠 파정에 대한 이리스r;; 렐레스의

산병에서 그것은 S2 기~ 생성되면서 자연히 수빈되는 것으무- 받이들여
지고 있어시 변도의 성멍이 펀요한 괴세보 인식되지 않고 있는 .，. 런

깃이다 문묻 ‘ f 깃븐 김-/r헝싱 λl 럼 섣명의 워며보시 역할을 하는 깃
펴는 가마샤 아수 멈나 요7，'1 대 가능수의자듀괴 아마/‘보텔 'ó1V:는 분
세의식에시부터 시보 다른 김을 가고 있는 깃이다

가능주의자듀을 ￥-한해 도대 ;11 오늘남 섬며천헥직 운세의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천핵자듀 ]lL누에게는 아피〈보텔레(의 김각잠에

대

한 태노논 너무 허쇼해 보임 것이다‘ 그러나 아리스토텐레스의 그와
같은 태노논 설새논적 태노와 직겸되어있다논 사실은 알시l 뇌변 그

에 내해서 호의적인 이해를 힐 수 있는 어지가 생긴다‘ 간각인식에
있어서

실새논적인 태노논 "9.는 핀요힌 사행-이

l'내된 정상적인 조

건하에서 감각이 생가논 표준적인 경우에논 우리가 외부 사뭉의 성
질유 있논 그내로 인사하? 었다논 생각은 이논적 논의의 촌발점 P
무_

61 iL

있디

이제 우선 감각 인식에 있이서 뇨준적인 경우이l 감각 진

의 역한을 무엇인시 생각해부-사 그것은 감각히는 사에게 감각 대상
에 데한 주관적 확신의 난서를 줄 수 있는 뇨지(標識)와 .R-시한 역한
을- 한디

i上지관 싼시 자신의 존지1 를 확인시키기 위해 있七 것이 이

니마 디른 것의 존재틀 확인시켜주늠 기능을 한디

제 기능을 완벽히

게 수행히는 nl 지 누벙한 R-리처럼 스스믿의 존지1 를 드마네지 않는
다 S3 이 S 1 에 대해 세대보 표지외도 킴븐 가능을 수행하는 한， 김각
하는 자에게

1- 판;재는 특변히 각인되어 의식꾀지 않는다‘ 또

l 래야

한다 만일 ‘ {렇지 않나면 얻단 -우언가 산섯 3년 비정싱적인 깅우얻 깃
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바보 여시에

아마(보텔레 { 샤 S3 의 :손재듀

인정하면시도 김각인식의 표순적인 깅우÷수 논의할 때는 가기에 대해
극게 수의듀

/1 움이지

않는 까낡이 있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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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묻론 아리스토텔레스의 감각이론이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것과 같
은 설재론적인 태도를 견지한다고 해서 곧 감각절과 관련된 문제의

의의를 전부 부인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표준적이지 아니한
경우에 종종 우리는 감각절 자체에 주의를 기울이기도 한다， 이미 앞
에서 잠깐 언급한 경우지만 감각인식이 제대로 수행된 것이 아니라
는 의혹이 있음 때 우리는 우리가 체험한 내용음 그 자체가 대상인

것처럼 다룰 수 있다 말하자면 표지의 내용이 무언가 이상하다고 여
겨지면 표지가 가라키는 것이 아니라 표지 자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과 같은 일이다

사소한 잘못이 아니라 아예 S3 에 상응하는 SI 이

부재한 환각이나 꿈과 같이 별도의 긴 섣멍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꼭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야만

S3 자체에 주목하게 되는 것만도

있어서는 기억

역시 당장 SI 이

현존하지

않지만 S3 가 중요한 역할음 하는 경우로서 특별히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모든 경우와 표준적인 경우의 구별은 파가되지

않는다， 표준적인 것음 벗어나는 경우에 대한 섣명도 표준적인 경우
로의 조회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구별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계속 인정된다

의섬 많은 철학자들이 상식의 세계에서는 별 문제없이 받아들여지

는 감각인식의 표준적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구별음 일단은
미섬쩍게 여기게 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상당수의 철학자
들은 그런 구별음 일단 제쳐놓고 S3 의 존재 확인에서부터 이론음 출
발시키고 있다 우리에게 직접 접근이 가능한 것은 오직 S3로서 그것
에 대한 명정한 직관이 상식과는 다른 출발점의 정당성음 확보해준
다는 생각인 것이다

이런 생각은 일찍이 플라톤의 대화편 『테아에테

토스』에 등장하는 프로타고라스의

입장에서

발견된다

아라스토텔레

of리스토텔레스의 감각이론과 기능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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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후 헬페니즘시대애 이르면 이턴 생각은 난세에서낀류 칠학사들에
게 친숙한 것이 되었디
이있을

것이디

멍 jJ_틀

8]- _i_!_

여기에 L 이미 퀴페네 학피의 영헝이 걸정석

니?게네스 마앨디 9 스L

여기애 관해 디 g 파 간은

있디

퀴테너) 학파 사럼듬은 [마읍의 ]0' 상태가 기준(흘準， C1끼비 on) 이 -l/_
그섯딴이 포착 (kaμll f:llllhanf 야 hail 될

「 있。며 틀이지 않는 것이 -1/_，

」렌 싱대를 야 /1 한 갓꺼 f 작도l 지 투 않고 듣띨 수P 있는 깃이라고
주정했 q 등려지 않고 확실하기] 맘힐 수 있는 깃꺼 우리까 하얀 느낌
이나 달나는 느낌응(lcukainomctha kai glukazomctha) 갖는나는 깃
뿐이기 때 ι 이라는 것이디

우려 속에 7 린 상태가 생기냐게끔 한 것

이 징믿 히얀지 또는 난지는 보여줄 끼이 없디고 한디
않은 것에 의해 히얀 상태에 처히커니 (leukos

우려가 희지

di8tethenai) 낙지도 않

은 것이] 의해 단 느낌음 깃거] 될 가능성이 있다는 섯이다 (AdverSllS
Ma냐1ell1 aLic()s 、，]， 191-~1

이 금에시 우미는 아마〈보탠 tll-^- 식의 심재론적 입싱에 대한 아
수 싱팍한 반박의 논1견고1 만난나 퀴레내 혁파의 논지는 또 여러 강

래의 길로 나뉘어 계속 선개뇌어 나갇 수 있다 그딘데 실새논적인
소박휘은 피해 늘어선 그 길에는 아리스토텔레스 적인 관점에서 보
변 피하구 싣 ξ 힘정이 곳곳에 노λ}라고 있다 그렇세 강력해 보이논

61 필? 인의 “마유"

ð

필사까 석까한 깃이나 대 η 분의 인 7 가등이 이 대목에

시 싱대란 영혼의 싱대라고 해시하고 있는데， J 건해를 따듀 꺼가이1-1 이시
에 대해사는 이건이 있응 수 있 q 대표식으우 에버간 (Evcr::;α1， 5 ，)꺼 。17-

직에서 Ss기 ι 게되고 있는 것이 이니라 Sι
상태든 뜻한다는 해석 g 게시히고 있디 (1997，
디

f 인식주관의
1.32) , _Î_ 억시

생리적， 품리적
기능한 해석이

민인 「 히)석이 맞는다띤 삼각까에 까한 척혁적 깐으1 의 역시에서 퀴레터1

학파의 위지에 대한 이 글의 상정음 f 정용 해야 마땅하다 단， Sε가 감기 인
끽의 대상이 된다， 1， 보는 섯은 Sπ가 그 대상이니.]-11_ 생기하늑 것보다 더 띤

호될

7

없는

이며운

입장이 ι) 는 점은 연#해두이야겠다

그섯은 포착

(kät써ämbanα) 의 대싱이 되시비나 'f 작의 결과우 신치]까 저한 싱대우시 」
깃에 의해 우리의 연시이 게약이 띤나고 하면 모를까 인시의 목료가 월 길

F

없나 연간꺼 표준직인 경우의 시각치]핵이 연간의 눈과 두피의 신경세계

에 어띤 영향 g 주는지든 아기 위해 시각 g λ1용히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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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빈전의 논지이l 이미 그 함정에 삐진 기능성이 니무 많이 영태되이
있디

이점에 잠깐 추목;;;]면서 이제 이버스TE 엘페스의 입장음 퀴페네

학피의 논시를 출빈전으무- 하七 입장파 데 li] 해얘기구

6]-4

퀴레네 학파의 논지를 출반전으P 하는 입장이 기장 쉽게 삐진 수
있는 암성븐 김각짐을 대싱회하는 것이나

아마(보텔레(의

김각01

묻에시 퓨-줍직인 경우에 S3븐 걷코 대싱이 되지 않는나

보는 것븐

어디까지나 외부에

위지한 김

심재하는 김각대싱이지 내 의식 속에

각잠이 아니나 아마 S1 을 보면시 농사에 마유속에 S3을 갓는나고 퓨
현하면

l것이 아마(보텔iOll "':의 뜻에 맞을 것이나

이 깅우도 문론

“갓는다‘’는 애매한 퓨-현의 복직어듬 대싱적인 것으노 이해하는 깃이

지연스련기 때문에 조선스렁다 앞서 S3 의 역할은 표지로 비유했는데‘
이 경우노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조선할 것이 있다

보통 우리에시l

표지노릇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만 하나의 뭉2.1 적 대상이다 아리
스토템레스 시 c 로 딴하변 표지의 미유에서 표지가 표지인 힌에서만
가능하논 변만은 쥐해와야지 그것이 뚜 하나의 불리적 내상임 수 있

다는 변까지 쉽어늘이지는 만아야 힌다 어썼는 S3 측 간각질이 간각
인식의

대상이

되늠 것은 이니디-

‘ 1빨강”이c.l-_i!_ 부르면서

감킥진의

이름을 곧 “히양”이니

감각하는 것을 ‘ 1빨강을

분디"_i_L 히는

‘ 촉구를 치디”는 밀을 연상시키는 이상한 Jl_현이디
iI_

것은

측구를 치지 않

공을 치면서 측구를 히듯이 SI 을 감각;;;]면서 감각인식이 이루이

지iI_ 이때 우리의 마음~은 듀정한 상태 즉 S ，애 처하는 것이 확인되
는 것이디

‘ 1빨강” 둥을 갑킥형상 또는 SI 의 이름으무 이헤히면 물문

“뼈깅을 휴다‘’는 표현에는 아우 분세가 없다

인용한 금에시 인식주뀌고1. 김각짖으} 펜계가 명와하게 시술되어 있
는 것은 아니지아. 대싱을 식접 지시하는 인싱을 수는 명사행 대진
“ lykainesthai‘’나 “le따os‘’외 감은 동사헝 노는 부 사헝을 통애

영혼의

싱대듬 퓨-현하고 있나는 것븐 수복할 만한 띤이다 이는 김각죄이 내
용적으보 영혼의 싱대듬 이 -’ 1 --고 있는 빙식이 ‘ { 싱내의 주인공이

l

것과 마주서서 그것이 무엣인지를 알아내논 인사의 방식과논 다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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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실음 어느 정도 의식했기 때문에 굳이 선택한 어법이라고 볼
수도 있다 만일 이 경우 또 한변 인식주관과 대상과의 관계를 시사
하는 어볍음 택했다면 그 귀결은 무한후퇴일 것이라는 점은 조금만
생각해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퀴레네 학파가 무한후퇴를

피할 수 있는 정도까지 대상화에 대한 경계섬음 가지고 있다고 하더
라도 감각절에 대한 대상적 이해의 관점음 완전히 벗어나 있다고 보
기도 힘들다， 그들은 포착한다거나 툴리지 않다거나 하는 인식 대상
에나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음 서슴없이 감각절과 연결시키고 있다， 인

식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입장음 취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한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설재론음 따르지 않는 사람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의식 내부에 위치하고 있는 것에서 인식의 설마리를 찾는 수밖에 없
다 감각인식에 있어서 의식내부에서 발견되는 것은 감각절뿐이니 그
것음 자꾸 인식 대상의 위치에 놓는 유혹에 빠지는 것은 거의 어쩔
수 없는 일이다

K
퀴레네 학파의 논지를 따라 가다보면 빠지기 쉬운 또 다른 함정은
회의주의와 관념론이다

인용한 글에서 감각절이 외부 사묻에 대한

충실한 재현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에서

이미

회의주의적

색채가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 도대체 외부의 사묻에 대
한 재현이라는 사실 자체에도 묻음표를 달 수 있다 어떤 때는 제대
로 재현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감각절이

언제라도 제대로

재현하고 있다는 보장이 없다면 사실상 외부 대상에 대해 감각체험
음 통해 아무런 확실한 정보도 가절 수 없다는 말이 된다 그렇다면
외부 대상의 존재 자체를 상정해야 할 까닭이

있음까? 데카르트의

유명한 사고실험은 도대체 감각 체험 전체가 의식 외부에 설재하는
대상음 원인으로 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논리적으로 아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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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가 없디는 것 g 확인시켜 추iL 있디

물둔 감킥에 의존히지 않七

시식의 기능성이 닌이있지만 적이 ç_ 지식의 IE대를 감각경험에 두과

는 경험둔석 성헝:을 기→진 시람들에게 이턴 시 iL 섣험은 회의추의를
피한 수 없는 궈걸무 강 9히는 것이 이닌 수 없디
l 런데 이런 회의수의는 이미

[ 안에 회의수의단 ÷f벅할 수 있는

놈마듀 까지고 있시도 하나 ]iL든 김각제험에 외부 사권의 집재 자 λ11
에 대해 아우런 믿을만한 정보가 없다고 한다면 집죄적으노는 “집재‘’

란 만을 히구듬 지시하는 것으보 취급해도 싱관이 없다 의식 외부의
사닫의 심재단 싱정하지 않으면 깎각짐은 .1.깃에 대한 표싱 또는 퓨
지의 역활에시 해빙되는 셈이냐 즉

[깃븐 나른 것을 샤마커지 않고

스스로가 나서서 유효힌 인사의 내상이 뇌는 것이다 사정

마치 틴

E

는 논이 다 위조지폐밴이라변 위조지폐가 디 이상 위초지폐임 수 없

;1] 뇌논 것과 비슷하다‘ 감각질이 그것의 손새논적 위상은 검정해주
었단 의사 외부의 실새와 점연뇌어 점대화되변서 회의주의의 :11• 1긴노
같이 같이 나논 것은 당연힌 임이다， 거기에다 감각질이 위치헌 정신

은 지족적인 실체로 보논 형이상학까지 견늪이변서 진 2.1 의 펀처로서
감각진의 권위는 너 없이 공i히l 진디

그이나 그 대신 관닌문의 망령

이 둥장한 여지기 넓게 마련되 iL 문제는 물진주의와 정신주의의 형
이상학석 데럽의 장으컨 이이진디

원에 경험문적 성헝:을 기진 시란들이 감각경힘을 지식의 TE데무서
중시한 것은 감킥이 의식 외부에 실제히는 사물 세계와 직접적인 접
촉을 기능 ;-1 게 해주는 교량파 감은 것으 F 인정되었기 때문이디

려나 김각에 대한 천펙직 성장이 감각짐의 판재에 집숭되빈시

그

l외

관련판 운세는 섞선 뀌게에 대한 헝이생펙직 놈쟁의 최전선에 위치
한 분세 숭의 하나가 되시에 이료값다‘ 오늘담 심리전핵에서 김각죄
에 관한 늠으}의 전개도 근세천학에시부터 이어친 분집주의외 정진수
의의 헝이싱핵 직 분세의식에 의해 J
의는

!

빙향이 견정되어 있나

가능수

누 입싱의 대핍을 념어시려는 시도의 하나라고 할 수 있지

만 이점에 관해서논 두 입장과 문제의식은 공유하끼 있다

가능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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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y_ 감킥에 대한 관심은 감각진의 존재둔적 위상에 집중되이 있
는 것이디

이버스TE 엘페스와 기능주의사들의 치이는 비핀 이 점에서

더 없이 명확히게 드 1:'1 난디
심중한 것이이서

그 치이는 출빈점에서부더 비롯한 매

?

인른 살펴받았을 때 빈견되는 유사전은 그넣게 강

조할만한 깃이 섯판다는 깃이 이 금의 견론이라 하겠다
이

걷묻을 행여 아며(보텔 tll

À _

천펙만이 바른 김을 샤고 있다는

수싱을 암측하는 깃으보 만아듀이지는 만시듀 바란다 가능수의단 ￥
한해시 오늘담 심리천핵의 나른 여러 친영듀의 분서l 의식이 단적으보
선섯되었다고 수싱한나면
선괴 문집을 애당추부터

1.것븐 매우 생급한 얀일 것이나 나만 정
냥카듭게

;감라농고 감각죄에시

눌 사이

!

의 관계를 조 13 힐 수 있논 무슨 년초를 찾아내려는 방식의 문제제기
를 하논 경우가 있다변 그것이 얼마나 생산적인 해겸의 전땅은 가질
수 있논지 미신쩍다， 그던 경우는 아리스토댐레스가 감각븐 설 l 성하변
서 처음부터 선신문제에 내힌 독년적

형이상학의 부담유 지지 않~_

촌발하~_ 있다는 사실은 침?해본 것븐 권하~_ 싶다‘ 이 점에서 아리
스토템레스의

간각이논은 신승현 재평가의

대상이

될 만힌

가치가

있디 iL 딘디- 물문 이리스 ç+넬레스기 출빈전에서 가지i 들이긴 형상
파 진 R의 구분틀 y_ 정신파 물진의 구분틀과 낌 ò] 는 면이 있디 j 한

수는 있디
때문이디

그에게서 영혼파 묘의 관계기 곧 형상파 진 R의 관계이기
그마니

형상파 진김의 구문틀은 정신파 물진의

구분틀을 넘이서는 포괄석인 틀이디

이웬문석

영흔파 딛의 관계는 그 포괄적

인 구분틀의 한 석정 사례이 1 이 그니 nl 도 그것이 9- 느난 생각 ò] 는 의

식활동을 특정으보 하는 정선고} 펜싱의

볍직~l-이 지배하는 닫~ 죄의

관계외는 또 나른 깃이다 아며 2‘보텔 tlV:의 입생에시는 행싱괴

잠료

의 구분늘을 생산괴 문짖으} 구분늘괴 농일시하는 깃븐 지나지게 떤
혐한 인간중심주의직 이해라고 비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근세천학
에

비하면 아마 (보텔iOl]:잔 천펙븐 인간숭섬수의직 띤혐 한이 누"c려

지다는 비핀이 우며의 귀에 익다

1. 런데‘ 소균 더 선펴보면 어떤 접

에서논 그 비판은 좀 거꾸로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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