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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이 논문의 주된 목적은 부수현상론에 대한 한 반박을 제시하는

것이다 부수현상론을 받아들이는 철학자는 찾기 힘드나 문제는 그것이 왜.

잘못되었으며 어떻게 공박할 것인가이다 이에 대해 현대 심리 철학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우선 부수현상론이 애당초 심.

각하게 받아들여지게 된 배경을 살피고 유형 부수현상론과 개별자 동일론

과의 연관성을 보인다 통상 철학자들은 심적 사건을 내적인 물리 사건으로.

동일화한 후 그 내적인 사건이 심적 속성 때문에 가지는 인과적 차이가 무

엇인지 묻는다 이 질문은 심적 속성이 비 물리적 속성이거나 관계적인 속.

성으로 간주될 경우 답하기어려워진다 그러나 애당초 심적 인과가 개별자.

동일론을 요구한다고 볼 필요가 없다 따라서 개별자 동일론의 부정에 기초.

한 유형 부수현상론 반박이 제시될수있으며 이 새로운 반박은 심성의 무,

법칙성과 심적 내용의 외재주의와 양립가능하다.

* 이 논문은 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2002 (KRF-
2002-075-A0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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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I.

믿음 의도 희망 두려움 소망 등의 명제태도를 도입하는 일상적, , , ,

심리 설명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하다 자연스럽게 서로를 믿음과.

소망을 가진 존재로 간주하며 그런 태도들 때문에 행동의 차이가 발,

생한다고 본다 그러나 명제태도의 존재론적 위상에 대한 여러 상이.

한 철학적 의견이 존재한다 다수의 철학자들은 명제태도에 대한 실.

재론적 태도를 견지한다고 볼 수 있으나 반실재론적 입장을 강력히,

옹호하는 철학자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소위 제거주의.

를 옹호하는 철학자들에 따르면 명제태도eliminative materialism ,

에 의한 일상적 설명 방식은 오래 동안 그 기본적인 윤곽이 전혀 변

하지 않은 정체되고 낙후된 이론이며 인간 행위의 내적 인과 구조에

대한 과학이론과 심한 괴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일상심리학은 미래의.

행동과학이론에 부드럽게 흡수되기 보다는 아예 대체될 가능성이 높

은 거짓 이론이며 따라서 믿음 소망 의도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

것이다 이에 대해 실재론적 입장을 택하는 일부 철학자들은 지향적.

상태들을 도입하는 일상적 심리 설명이 과학적 심리 이론과 상충하

지 않음을 보이려 한다 특히 환원주의적 물리주의자들은 명제 태도.

를 두뇌 속의 어떤 물리적 혹은 기능적 상태와 동일시한다 어느 누.

구도 두뇌의 신경생리학적 상태의 실재성을 의심하지는 않을 것이라

고 가정하고 그 실재성이 도전을 받는 명제태도를 두뇌의 상태로 환,

원하려는 것이다 어떤 형태이던지 간에 환원주의는 아마 현재 가장.

영향력 있는 실재론적 입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환원주의가 아닌 실재론은 불가능한가 제거주의에 대한 적절한 대?

응은 필요하나 그렇다고 제거주의를 배제하는 문제에 지나치게 경도

함은 환원주의 혹은 제거주의 라는 이분법을 암암리에 당연시하는< >

경향을 조장하고 따라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가능한 선택지들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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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을 인위적으로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 아마 위의 이분법을 옹호하.

는 사람은 환원주의를 택하지 않으면서 실재론을 견지하려면 이는“

어떤 형태의 이원론에 귀착하게 되고 따라서 심적 인과의 문제를 다

시 부활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닌가 라는 의문을 제기할 것?”

이다.

피상적으로 부수현상론은 명제태도에 대한 실재론적 입장이긴 하

나 사실상 제거주의와 같이 반실재론적 태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

이 적절한 것 같다 부수현상론에 따르면 비록 심적 상태나 사건이.

존재하나 다른 사건의 원인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존재는 하되 아무.

런 인과적인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이는 사실 상 존재하지 않음

과 다름없지 않은가 환원주의를 옹호하는 철학자들은 비환원주의는?

부수현상론을 함축하며 따라서 결국 반실재론에 귀결할 것이라고 지

적할지 모른다 이런 지적이 성립한다면 환원주의 혹은 제거주의. < >

에 대한 한 논증이 성립할 것이다 그러나 비록 부수현상론이 반실재.

론과 다름없다고 해도 과연 비환원주의가 반드시 부수현상론을 함축,

하는가 이 질문을 두 개의 작은 질문으로 나누면 첫째 심적 사건? ,

이 물리적 사건과 동일하지 않으면 다른 사건의 원인이 될 수 없는

가 둘째 심적 유형이 물리적 유형과 동일하지 않으면 그 유형에? ,

포섭되는 사건이 무엇을 유발하느냐에 아무런 차이도 가져올 수 없

는 것인가 두 질문의 관계에 대한 한? 보편적인 견해에 따르면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긍정이다 즉 심적 인과는 개별자 동일론. ,

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한다 그 견해를 택하는 철학자들 중 일부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부정이라고 답하려고 한다 다시 말하면. ,

개별자 의 단계에서는 비환원주의가 부수현상론을 함축하나tokens ,

유형 의 단계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types .

이 접근 방식을 비판하고자 한다 심적 유형의 인과성을 옹호하려는.

사람이 왜 첫 번째 질문에 대해 긍정의 답을 하고 시작해야 하는가?

심적 유형이 독자적으로 인과성을 가질 수 있다면 개별 심적 사건은,

그렇지 않다고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유형과 개별자는 물론 구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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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하나 유형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결국 개별자의 성격에 대한,

가장 우선적인 척도가 아닌가 보편적 견해를 옹호하는 철학자는 아?

마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반드시 긍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비록 긍“ ,

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질문은 부정일 수 있다 라고 반응할”

것이다 그러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긍정의 답을 전제한 것이 두.

번째 질문이 부정임을 보이는 작업을 필요이상으로 어렵게 만들었다

면 사정은 달라진다 필자는 첫 번째 질문이 좀 더 조심스레 고려되.

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심적 사건이 물리 사건과 동일하지 않더라도.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과연 어떤 우려스러운 결과를 가져오는

가?

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수현상론의 유형과 배경을 살피. (i)

고 심적 인과는 개별자 동일론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첫, (ii) (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부정임을 보인 다음 개별자 동일론 부) , (iii)

정에 기초한 부수현상론 반박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부정임을( )

제시한다 이 논문의 논의가 설득력이 있다면 궁극적으로 환원주의. <

혹은 제거주의 라는 이분법은 잘못되었음을 보여준다> .

부수현상론의 유형과 배경II.

통상 부수현상론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개별자 부수현상론.

지금부터 편의상 개별자 부수현상론을(token epiphenomenalism,

개별자 로 지칭하겠음 에 따르면 개별 심적 사건은 다른 사건의“ -E” ) ,

원인이 될 수 없다 물리적 원인에 의하여 일단 심적 사건이 초래되.

고 나면 그 심적 사건은 더 이상 아무런 사건도 유발하지 않는다, .

이는 우리의 근본적인 믿음과 상충하는 이론이다 현대의 논의에 있.

어서 개별자 는 더 이상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E .

왜 더 이상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인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개별자 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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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유는 심적 사건이 감각 입력과 행동 출력을 매개하는 어떤 내

적인 물리 상태와 동일시되었기 때문이다.

사고 욕구 희망 두려움을 신체적인 동작과 같은 종류의 물리적인, , ,
사건으로 간주함으로써 실체 이원론을 회피할 수 있다 따라서 심신.
인과는 더 이상 아무 문제가 아니다 두뇌의 물리적인 사건과 근육-
의 활동 사이의 인과 관계를 받아들인다고 가정하면 그러나 비록 마.
음과 몸을 분리하는 인과적인 괴리는 없어졌으나 데이빗슨 덕분에( ),
설명적인 괴리는 여전히 남게 된다.1)

이 인용문은 위에서 언급한 보편적 견해를 담고 있다 개별자 동.

일론에 의해 개별자 의 문제는 해소되었으나 단지 심적 속성 혹은-E ,

유형의 설명력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논의의 초점은 개별자 가 아니라 유형 부수현상론 유형 에-E ( -E)

있다 유형 에 따르면 비록 심적 사건이 다른 사건들의 원인이라. -E ,

고 하더라도 그것이 물리적 성질을 가짐으로서만이 원인이 될 수 있

다 즉 심적 성질이나 유형이 아무런 인과적인 차이를 가져오지 않. ,

는다는 주장이다.

유형 가 심각하게 고려되는 이유는 상당히 영향력 있는 심리 이-E

론들이 유형 를 함축한다는 비판 때문이다 심성의 무법칙성 심-E . -

적 개념은 정의나 법칙에 의해 물리적 개념으로 환원될 수 없다 -

이 유형 를 함축한다는 비판이 있다 만일 물리적 이론과 달리 합-E .

리성을 가정하는 해석 이론 의 체계 내에서interpretation theory

명제태도의 본질이 규정된다고 보면 이는 마음이 물리적 세계와 단

절된 이원론적 입장을 함축하는 것 같다 그러나 위의 인용문에서도.

보이듯이 데이빗슨의 일원론 논증은 이와 같은 걱정을 해소monism

해 주었다고 간주된다 데이빗슨을 비판하는 철학자들조차 그의 논증.

이 마음을 인과적인 세계 내에 자리 잡게 만들었다는 데 이의를 제

기하지 않는다 단지 그들의 비판은 일원론 논증이 대신 유형 라는. -E

1) Fred Dretske(1990),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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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지 못한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것이다.2) 즉 심적 사건이, “

물리 사건의 원인이다 라는 명제가 심적 속성의 인과적 유효성을 함”

축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어떤 사건이 심적 속성을 가지되 그 속성.

을 가짐으로서 그 사건이 다른 사건의 원인이 되는데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구태여 그 사건이 심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할 이유

가 없다 이런 비판에 대해 데이빗슨은 그의 견해가 유형 와 정합. , -E

적일 뿐 그것을 함축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하였다.3) 데이빗슨이 그의

견해를 비판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을지는 논란거리이다 그리고 비록.

데이빗슨이 성공적으로 비판을 무마할 수 있다고 해도 과연 유형-E

를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 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 데이빗슨은 무법.

칙적 일원론에 수반이라는 가정을 첨가함으로서 유형 의 거짓을 도-E

출하려고 한다 이 또한 논란의 여지가 많다. .4) 장에 가서 데이빗슨4

의 견해는 다시 논의될 것이다.

유형 에 이르는 길을 차단하는 방법이 많이 제시되었다 이 논문-E .

에서 필자는 그러한 제안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제안들이 유형 로부터의 도전을 잘못 이. , -E

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유형 에 대한 우려가 필요이상. -E

으로 과장되었다고 보는 근본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위에서 지적.

했듯이 최근의 논의는 개별자 를 반박하기 위해 개별자 동일론을-E

독립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 유형 의 문제를 다룬다 비록 개별-E .

자 동일론을 받아들여서 개별자 를 배제한다고 해도 여전히 유형-E

의 문제가 남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의 배경에는 한-E .

잠정적 가정이 있다 그 가정에 따르면 개별자 동일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으나 최소한 심성인과에 대한 올바른 출발점이다 그.

러나 필자는 바로 이 가정을 재고하고자 한다 유형 의 문제는 개. -E

2) 김재권의 저술이외에도 이와 같은 비판을 잘 소개하고 있는 저술로 김영정
장 무법칙적 일원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 있다(1996), 7 , .「 」

3) Donald Davidson(1993).
4) 이와 관련된 논의로서 Jerry Fodor(1990), Jaegwon Kim(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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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자 동일론을 받아들이더라도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개별자

동일론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별자 를 반박하기 위해 반드시 개별자 동일론을 받아들여야만 하-E

는 지를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다.

심적 인과와 개입원리III.

다수의 철학자들이 심적 사건이 어떤 내적인 물리적 사건과 동일

하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 그 심적물리적 사건이 바로 심적 성질을, /

가짐으로써 어떤 인과적 차이를 가져오는가를 묻는다 위에서 지적하(

였듯이 심적 성질이 비 물리적이거나 혹은 관계적인 성질이라고 볼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 질문에 답하고자 하).

는 시도는 다양하며 지극히 혼란스럽다 어떤 철학자들은 심성의 무.

법칙성을 부정하며 다른 철학자들은 수반 좁은 내용 등의 개념, “ ”, “ ”

에 호소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또 다른 철학자들은 트로프, “

에 호소하기도 하며 그리고 또 다른 철학자들은 심적 성질(trope)” ,

이 설명하는 피설명항 이 아예 물리적 성질의 피설명항explanandum

과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한다.5) 이 해결책들 중 어느 것도 소수의

옹호자가 있을 뿐이다 물리주의가 지배적인 현대 심리철학에서 이원.

론의 몰락을 가져왔던 심적 인과의 문제가 심각한 논란거리로 부활

된 상황은 그 자체가 놀랍다 계속 진행되는 논의에서 한 걸음 물러.

나 왜 심적 인과가 현대 심리철학에서 다시 대두되었는지 반성할 필

요가 있는 것 같다 즉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애. , .

5) 좁은 내용에 대한 한 비판으로 참조 트로프에Robert Stalnaker(1999) .
관한 한 논의로는 이에 대한 비판으로David Robb(1997), Paul

참조 이와 관련된 국내 논의로는 백도형 과 최훈Noordhof(1998) . (2004)
이 있다 그리고 이중 설명항 전략(2004) . (The Dual Explanandum

은 에 제시되어 있다 이중 설명항 전략Strategy) Fred Dretske (1988) .
에 대한 한 비판은 Jaegwon Kim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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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사고 욕구 희망 두려움을 내적 물리사건으로 가정해야만 할, , ,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개별자 동일론이 실체 이원론? substance

을 회피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dualism

유일한 방법인가 만일 실체 이원론과 개별자 동일론을 둘 다 거부?

할 수 없다면 개별자 동일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적 인과가 신“

비스럽고 이해할 수 없게 되어버린다 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게 된”

다 그러나 개별자 동일론을 거부하면 실체 이원론을 반드시 받아들.

여야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치 않다.

우선 개별자 동일론을 주장하는 물리주의자들이 모든 심적 사건“

이 물리적 사건 이라고 주장할 때 물리적 이란 용어의 의미가 무엇” “ ”

인가 아마 다수의 물리주의자들은 그것을 물리과학에서 사용되는? “ ”

용어란 뜻으로 의도하는 것 같다 그렇게 정의된 물리적 이란 용어. “ ”

는 물리학 신경생리학 생화학 등의 용어를 포함할 것이다 그러나, , .

물리과학은 완성된 것이 아니므로 현재의 물리과학이론에서 도입된

용어가 미래에 폐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물리적 이. “ ”

란 말에 대한 위의 정의는 고정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즉 물리. , “

적 이란 용어의 의미가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다 그렇다고 물리과” .

학의 구체적 내용으로부터 추상화할 경우 어떤 정의가 가능한지 불

분명하다 그러나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이 문제를 접어두기로 하겠.

다.6) 물리적 이란 용어의 의미가 신경생리학 생화학 등의 물리과“ ” ,

학에서 도입하는 용어들에 의해 규정된다고 가정해보자 과연 모든.

심적 사건이 그러한 의미의 물리적 인 술어로 기술될 수 있는 어떤“ ”

내적 사건인가 그런 의미의 동일론을 부정한다고 해서 실체이원론?

은 도출되지 않는다 기껏 심적 사건은 몸에서 발생하는 비 물리적인.

사건이라는 명제만이 도출된다 우리가 심적 사건을 서로에게 부여할.

때 몸과 구분되는 별개의 실체로서의 마음이나 영혼의 존재를 상정

하지 않는다 그렇게 상정하지 않는 이유가 사람들의 모든 심적 사건.

6) 물리주의를 정확히 규정하려는 시도가 봉착하는 어려움에 대하여 Bas van
을 참고할 것Fraassen(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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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결국 물리과학의 어떤 술어가 적용될 것이라는 암암리에 가

정하기 때문인 것 같지는 않다.

심적 사건이 어떤 물리과학의 술어에 의해 기술될 수 있을지 구체

적으로 한 번 생각해 보기로 하자 예를 들어 영희가 수업 시간에. ,

질문을 하기 위해 손을 들었다고 하자 신경생리학자들은 원칙적으로.

영희 두뇌의 신경세포의 활동으로부터 시작해서 근육의 수축 그리고,

손의 움직임에 이르기까지 미세적인 인과 과정을 꼼꼼히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영희의 의도적인 행동 손을 들음 이 신경생리학자들. (“ ”)

이 기술하는 복잡한 인과 과정의 어떤 사건과 동일시될 수 있는가?

실제로 이런 질문을 생각해 보면 그 답이 분명치 않다 물론 제일.

처음 떠오르는 생각은 영희의 행위는 손의 올라감 이라는 동작과“ ”

동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왜냐하면. . 손이

올라갔지만 영희가 손을 들은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다른 사(

람이 영희의 손을 잡아 올렸을 경우나 혹은 근육경직에 의해 손이

올라갔을 경우 만일 손의 올라감이 영희의 의도에 의해 유발되었다).

면 손의 올라감이 영희의 행동이 되는가 즉 어떤 물리적인 동작이, ? ,

심적 원인을 가지면 그것이 행동이 되는가 한 가능한 견해에 따르?

면 존재론적으로 행동은 물리적인 동작과 동일한데 단지 그것이 행, ,

동으로 기술될 수 있기 위해 어떤 특정한 원인을 가져야 한다는 것

이다 진짜 화폐와 위조지폐의 차이는 그것들의 역사적 기원에 있-

는 것처럼 그러나 이는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단지 회피했을.

뿐이다 왜냐하면 그. 심적 원인이 두뇌의 어떤 물리적 사건과 동일한

지 또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두뇌의 물리적 사건이 일어났지만 영.

희에게 어떤 심적 사건이 발생한 것은 아닐 수 있지 않는가 뇌수? (

술을 하면서 의사가 두뇌의 어떤 부위를 자극하여 영희의 팔이 올라

갔을 때 영희가 내가 팔을 올린 게 아니라 당신이 올렸다 고 항변, “ ”

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라 즉 영희는 팔을 올리고자 의도하지 않았.

다 그러나 내부로 더 거슬러 가다 보면 마침내 진짜 영희가 한). “

일 에 해당하는 단순히 영희에게 생긴 일 이 아닌 물리적 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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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과 만나지 않을까 그러나 이는 유물론으로 포장된 데카르트주의?

이다the Cartesian Materialism .

물론 영희가 손을 올리지 않고 영희의 손이 올라갈 가능성은 있으

나 근육경직 그렇다고 영희가 손을 올리는 행위는 영희의 손이 올( ),

라감에다 무엇을 더한 것 의도 이라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는다 영희( ) .

의 손이 올라감이 단순히 영희의 의도에 의해 촉발되었을 뿐 아니라

그 둘은 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즉 영희의 손이 올라감은 영희의. ,

의도에 순응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런 이해 방식(conforming to) .

이 영희의 의도의 내적 실재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가 즉 그의? ,

행동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 이외에 영희가 무엇을 의도하

는 가에 대한 아무런 사실도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는가 그렇지 않?

다 영희가 무엇을 의도하는 가는 내적 실체이다 문제는 그 내적. . “ ”

실체가 무엇인가 이다 만일 그 내적 실체가 단지 인과적으로 영희의.

행동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런 의미에서의 내적 실체는 주관성을 가

지지 못한다. 영희의 관점에서 보면 그의 행위는 자신의 의도와 내적

연관을 가지고 있다 즉 자신의 의도가 그러하기 때문에 자신이 손. ,

을 들었다는 규범성이 성립한다 자신이 손을 들었다는 행위는 자신.

의 의도에 의해 정당화된다 그러한 규범성에 의해 규제된 설명 체계.

는 동작에 대한 뇌신경학적 설명 체계에 환원될 수 없다 개별자 동.

일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영희의 의도가 외부와 단지 인과적

으로 연결된 내적 사건과 동일시될 수 없기 때문이지 데카르트적인,

이원론을 믿기 때문이 아니다 그 내적 사건이 주체에게 투명하게 드.

러나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외부와 단지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이 또한 영희의 의도와 동일시할 수 없다 데카르트적 이원론이 사실.

내적 실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 결과이며 개별자 동일론을 비판하,

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잘못을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 “

신이 동일론을 거부하는 이유는 당신이 은연중에 실체이원론을 받아

들이기 때문이 아닌가 라는 반문은 지극히 부당하다?” .7) 개별자 동“

7) 는 실체이원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물리주의자의 존재Hornsby(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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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혹은 실체이원론 은 잘못된 이분법이다” .

심적 인과가 개별자 동일론을 필요로 한다고 믿는 철학자들은 통

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지적한다 우리 몸의 동작들에 선행하는 신경.

생리학적 사건들이 정해지고 그 사건들을 근육의 활동으로 연결시키

는 법칙이 주어지면 우리의 몸은 동일하게 움직일 것이다 이 사실이.

심적 인과에 대해 어떤 함축을 가지는가 그들의 주장은 몸의 동작?

에 대한 완전한 물리적 설명이 있다고 받아들일 경우 심적 인과가

가능하기 위해선 심적 사건이 몸의 동작을 유발한 신경생리학적 과

정에 개입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개입원리 만일 심적 사건이 행위의 비 물리적 원인이라면 심적) ,

사건은 신경생리학적 과정에 개입 해야 한다interfere, intercept .

여기서 개입 한다는 말은 신경생리학적 인과 과정에 변화를 가져“ ”

온다는 뜻이다 즉 신경생리학적 과정이 특정한 동작을 유발하게 되. ,

어있었는데 개입의 결과로 사건들의 전개 방향이 수정되어 다른 동

작이 유발되는 가능성을 말한다 행위를 물리적인 동작으로 간주한다.

면 그 동작의 원인이 되는 선행하는 신경생리학적 사건들이 있을 것

이다 개입원리에 따르면 만일 심적 사건이 비 물리적이면서 행위의. ,

원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동작에 선행하는 어떤 신경생리학적

사건들의 원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가 세계에 변.

화를 가져오기 위해선 우리의 두뇌와 경합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데.

카르트의 예를 고려하는 것이 개입원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론을 비판하려고 한다 본문에서 정의된 의미의 물리주의와 다른 의미의.
물리주의의 가능성을 추구한다 어떤 물리 사건이 심적 사건인가 라는. “ ?”
질문에 대해 혼스비는 행위 고통 지각 등 이라고 대답한다 이것들이 물“ , , ” .
리적 사건이라고 주장할 때 물리적 이라는 의미는 물리과학의 용어에 의“ ”
해 규정되지 않는다 과학적 용어에 의해 재인식되지 않더라도 심적 사건.
개념에 의해 지시된 사건들이 자연계 내에 존재한다는 주장을 혼스비는

이라고 부른다“naive naturalis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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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다 데카르트에 따르면 송과선이 심적 사건이 신경생리학적 사.

건에 개입하는 장소이다 만일 당신이 심적 사건이 신경생리학적 사.

건들과 동일하지 않지만 행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데카

르트와 같이 어떤 개입의 기구 를 상정해야만 한다 이것mechanism .

이 개입원리가 요구하는 것이다.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하나의 지적을 먼저 해두자면 개별자 동일,

론을 옹호하는 철학자들도 개입원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개별자 동일론을 받아들일 경우 개입원리의 전건이 거짓

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을 해두는 이유는 필자가 개별자 동일론.

과 상충하는 어떤 원리를 임의로 도입하여 개별자 동일론을 비판하

려고 시도하는 게 아님을 분명히 해두기 위해서이다 오히려 개입원.

리는 개별자 동일론을 옹호하는 철학자들이 가정하는 하나의 전제일

수 있다 개입원리를 받아들인다고 해보자 개입원리의 후건이 참이. .

될 수 있는가 만일 심적 사건이 물리적 인과 과정에 개입한다면 이?

는 물리적 사건이 충분한 물리적 원인을 가짐을 부정하는 것이다 따.

라서 물리세계의 인과적 폐쇄성을 보존하려면 후건을 부정해야 한다.

그럴 경우 전건의 부정이 심적 사건은 물리적 사건이 되거나 아, —

니면 아예 원인이 될 수 없음 도출된다 여기서 심적 사건이 원인.—

이라는 가정을 첨가하면 개별자 동일론이 도출된다.

물론 이러한 개별자 동일론 논증이 설득력이 있기 위해서는 개입

원리 자체가 정당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완전한 신경생리학적 설명이.

있다는 것이 개입원리의 도입을 정당화하는지 의심스럽다 개입원리.

는 심적 인과에 대한 일상적 지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보기 힘들

다 왜냐하면 일상적으로 누구나 심적 사건을 부여하여 서로의 행동. ,

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설명하지만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여러(

다른 동물과 기계에게도 쉽게 그런 설명을 확장하는 경향이 있을 정

도로 그런 설명방식은 신경생리학이 밝혀주는 내적 인과 과정의 존),

재와 성격에 대한 아무런 가정도 하지 않는다 심적 사건에 의한 행.

위 설명과 신경생리학적 설명은 서로에 대해 아무런 가정을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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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으며 둘은 전혀 상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논의를 위해 심.

적 인과 과정과 신경생리학적인 인과 과정을 간략하게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m

p b

도식< -A>

위쪽의 선은 심적 사건이 포함된 인과 과정을 아래의 선은 신경,

생리학적 인과 과정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은 영희가 질문을 하고. m

싶다는 욕구 는 손을 드는 동작으로 간주할 수 있다 심적 술어를, b .

사용하여 기술되는 인과 과정이 있고 한편으로 복잡한 신경학적 과,

정을 거쳐 마침내 손과 팔이 움직이는 인과 과정도 있을 것이다. p

는 그러한 인과 과정에 포함된 물리적 사건이다 도식 에 따르면. -A

두 개의 독립적인 인과 과정이 있고 심적 사건은 신경생리학적 사건,

과 별개의 사건이다 심적 사건은 심적 성질을 가짐으로서 다른 사건.

의 원인이 된다 즉 심적 사건이 원인이 되기 위해 물리적 인과 과. ,

정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 버지는 개입원리를 부정하며 그것이 심적.

인과 문제를 발생케 하는 주범이라고 비판한다.

어떤 사람의 심적 사건이 그 사람의 근육의 활동을 초래하는 생리
학적 인과 과정에 개입하거나 변화시키거나 혹은 간격을 메워야 한, ,
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조리하다 심리적 설명이 물리적 운동에 대한.
비지향적 설명에 개입하거나 배제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조리하다.
우리가 심적 사건이 물리적 사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
이 부조리한 것은 아니다 그 생각들이 부조리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두 인과설명이 동일한 물리적 사건을 아주 다른 사건들의 결과로 설
명하기 때문이다 두 인과설명은 두 개의 아주 다른 목적을 지향한다. .
그 중 어느 것도 다른 것에 대해 아무런 가정을 하지 않는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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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적 사건이 행위의 원인이고 행위는 물리적 동작을 포함한다 따.

라서 심적 사건은 물리적 세계로부터 벗어나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심적 사건을 다시 물리 세계로 불러들일 필요도 없다 버지는 심적.

인과가 형이상학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문이 가능하다 심적 사건이 신경생리학적 과정.

에 개입하지 않고도 행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심적

인과가 존재한다고 반복하여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있는가 그러나?

이 반문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애당초 우리의 사고와 경험은 세계 내에서 행해지며 세계와,

결별된 어떤 독립된 내적인 영역에서 전개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

점을 부정하는 것이 실체이원론의 진정한 문제점이며 이 문제점이,

개별자 동일론에 의해 그대로 계승된다 비록 사람들이 물질로만 구.

성되어 있더라도 그들에게 발생하는 심적 사건이 존재하며 그 심적

사건은 물리 세계와 인과 관계를 맺고 있다영희가 질문을 하고 싶(

었기 때문에 손을 들었다 이미 물리 세계와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심적 사건을 행동에 선행하는 어떤 다른 물리적 사건과 동일시

할 필요가 없고 그런 의미에서 심적 사건은 다시 물리 세계로 불러,

들일 필요가 없다 심적 사건들은 애당초 물리 세계로부터 벗어나 존.

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심적 인과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과.

상충하는 어떤 형이상학적 전제들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보다 훨씬

강하다.

둘째 심적 사건이 물리적 세계로부터 벗어나 존재하지 않는다, “ ”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개별자 동일론의 주장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오해이다 물론 물리적 이란 말을 물. . “ ”

리과학의 용어가 지칭하는 사건들로 제한하면 당연히 위의 명제는

표준적인 개별자 동일론의 주장이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파악.

하는바 물리적 세계는 비록 물리과학의 용어에 의해 기술되지 않음

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사건들을 포함한다 영희가 질문을. “

8) Tyler Burge(1993), pp.1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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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어 한다 는 사건을 기술하는 신경생리학적 용어가 무엇인가” ?

그러나 분명히 그런 사건은 발생한다 물론 이런 영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이 미래의 어떤 과학이론에 의해 재기술될 가능성을 선험적으

로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그러한 가능성이 과연 진정한 가능성인지 아,

니면 철학적 환상에 불과한지는 알 수 없다 무엇보다 확실한 것은.

영희가 질문을 하고 싶어 한다 라는 문장은 사과가 탁자위에 있“ ” “

다 와 같이 물리 세계 내에 존재하는 어떤 개체를 기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심적 물리적 세계를 극단적으로 양분화한 것이 바로 데카. /

르트적 이원론이다.

셋째 우리는 애당초 심적 사건이 서로 간에 그리고 궁극적으로,

행위와 인과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양상에 대한 고려에 기초하여

도식 가 나타내는 두 개의 독립된 인과 과정을 상정하게 되었다-A .

따라서 만일 심적 사건이 물리적 사건과 별개라면 어떻게 원인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은 적절치 않다 애당초 심적 사건이 원인?” .

이라고 믿게 된 근거는 심적 사건을 심적 유형으로 파악하는 일상적

행동 설명이 체계적이고 성공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심적 사건이 물리.

적 사건과 동일해야만 심적 사건이 행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계

속 주장하는 철학자에 대해 우리는 혹시 그 철학자가 애당초 심적

유형의 인과설명적인 힘에 대해 회의적이지 않는가라고 의심할 수

있다.

그 철학자는 자신이 심적 유형의 인과설명적 힘에 대해 회의적이

지는 않고 단지 그런 믿음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느냐에 관심이

있다고 항변할 것이다 물론 필자의 주장은 그 믿음이 아무런 근거.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필자가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개별 사건의 인과 관계는 유형의 인과성과 아무런 상관

이 없다는 가정이다 심적 유형의 인과적 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잘못될 수는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일단 심적 사건을 물리 사건으로.

간주하고 그 다음 그 심적 유형의 인과적 힘이 무어냐고 물어볼 필

요는 없다 우리는 인과가 설명과 완전히 별개라는 가정을 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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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우리가 영희가 질문을 하려고 손을 들었다 라고 설명할 때. “ ” ,

그의 욕구와 행위간의 인과관계 부여도 동시에 진행되지 않는가 물?

론 설명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항상 인과 관계의 존재를 의미하지

는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인과관계는 설명과 완전히 별개라는 결론.

은 도출되지 않는다 우리는 여기서 인과 관계의 객관성을 부인하지.

않는다 지각의 경우와 비교해 보자 우리의 지각이 세계에 대해 잘. .

못된 현상을 제시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지각이 세계와의.

간접적 대면이라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는다 물리주의자들이 심적 유.

형의 인과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는 지각이 일반적으로 표상과의 직접

대면이라고 가정해 놓고 그 다음 그 표상이 어떻게 세계와 연결되는

지를 답하려고 하는 시도와 동일한 구조를 가진다.

만일 이러한 진단이 옳다면 개별자 동일론에 의거해서 심적 인과,

를 보장하려는 시도는 너무 극단적이며 애당초 별 문제가 없는 심적

인과를 마치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게 한다 마치도 그.

런 극단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처럼 바로 이점이 개별자 동일론자들.

이 그들이 주적으로 간주하는 이원론자들의 함정에 이미 걸려들었음

을 보여준다 유형 를 옹호하는 사람은 자신의 입장이 개별자. -E -E

보다 약한 입장임을 강조하며 개별자 를 방지하는 개별자 동일론, -E

을 허용할 것이다 그들의 주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형 의 문제. -E

는 남는다는 것이다 비록 심적 사건이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심“ ,—

적 사건이 심적 성질 때문에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개.”

별자 동일론을 허용하는 것은 유형 를 옹호하는 철학자들이 양-E “

보 를 한 게 아니다 개별자” . 동일론 때문에 유형 의 문제가 필요-E

이상으로 심각하게 되어 버렸다 따라서 유형 옹호자에 반하여 우. -E

리는 심적 사건이 원인이라면 그 사건이 가진 심적 성질 때문에“ ,

그러하다 고 주장해야 한다 논증 책임은 우선적으로 유형 옹호자” . -E

들에게 있다 왜 심적 사건이 원인이긴 한데 심적 성질 때문에 그러.

하지는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사건의 어떤 성질은 인과적으로?

무효할 수 있다 근데 왜 심적 성질이 그 경우라고 생각하나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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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대답을 유형 옹호자에게 요구해야 한다 개별자 동일론을 받-E .

아들이는 것은 그들을 그러한 책임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결과를 가져

온다.

인과적 폐쇄성 원리와 과잉 결정IV.

김재권은 개입원리가 심적 인과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하다

고 주장한다 개입원리를 존중해야 하는 이유로 만일 개입원리를 받.

아들이지 않으면 염동 작용 과 같은 신비스러운 과정에telekinesis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9) 즉 개입원리를 전제하지 않고도 심,

적 사건이 몸을 움직이고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숟가

락을 구부려야겠다는 의지만으로 숟가락이 구부려 질 수 있는 경우

유리 겔러만큼이나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다 영희가 손을 올리( ) .

는 사건의 원인은 근육의 이완 그리고 선행하는 신경생리학적 사건

이고 따라서 심적 사건이 행위의 원인이 되기 위해선 신경생리학적

과정에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영희가 질문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손을 들었다고 설명할 때 이를 신비하게 생각하지 않,

는다 신비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영희의 욕구가 그의 두뇌 속.

신경생리학적 사건에 개입한다고 전제하기 때문인가 왜 심적 사건?

에 의해 행위가 설명되는 개체에 대한 사실 을personal-level facts

그 개체 내부의 인과적 역학에 대한 사실subpersonal-level facts

과 경쟁 개입 마찰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는가 물론 전자가 후자, , ?

에 체계적으로 의존하지만 둘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김재권은 개별자 동일론 부정 심적 인과 의 조합이 인과< , >

적 폐쇄성원리와 상충하거나 혹은 기껏 과잉결정의 경우가 된다는

반박을 제기한다 지금부터 이 반박에 대한 대응을 모색해보자 김재. .

9) 김재권 쪽(1996),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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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 만일 개입원리를 부정할 경우 결국 도식 와 같은 하향적 인-A “

과 를 받아들여야 하고 하향적 인과는 물리downward causation” ,

세계에 대한 근본적 원리와 상충함으로 따라서 개입원리를 받아들여

한다고 주장한다.10) 그 물리세계의 근본적 원리는 인과적 폐쇄성원

리the principle of the causal closure of the physical world

이다 과연 하향적 인과가 이 원리와 상충하는지 살펴보자 우선 김. .

재권이 염두에 두고 있는 폐쇄성 원리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

다.

(물리세계의 인과적 폐쇄성 원리 모든 물리적 사건은 물리적 원인)

을 가진다.

김재권은 만일 모든 물리 사건이 물리적 원인을 가진다면 심적“ ,

사건이 또 어떻게 원인이 될 수 있는가 라고 묻는다 우선 도표?” . -A

에서 의 두 원인 중 어느 하나도 를 유발하기 위해 충분하지 못한b b

경우를 생각해 보자 즉 두 원인이 서로 협조할 때만 가 발생한다. , b .

신경생리학적 과정이 있다고 해도 가 발생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b

다 그렇다면 도식 는 폐쇄성 원리와 상충한다 이 경우에는 김재. -A .

권의 우려가 정당하다.

그러나 신경생리학적 과정이 독자적으로 를 유발할 충분한 조건b

이 된다면 도식 는 폐쇄성 원리를 위반하지 않는다 물론 여기서-A .

도 를 발생할 충분한 조건이 된다고 하면 도식 는 과잉결정m b , -A

의 한 사례가 된다 과잉결정에 대해 비판적인over-determination .

김재권은 그것이 결국 인과적 폐쇄성의 원리를 파기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신경생리학적 원인이 없는 가능세계를 고려한다.11) 만일 이m

신경생리학적 상태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를 유발할 수 있다면b ,

즉 심 물 인과 과정이 물 물 인과 과정과 독립적이라고 한다면 심, - - ,

10)김재권 쪽(1996), 389 .
11) Jaegwon Kim(1998),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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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인과 과정만이 존재하는 반사실적 상황 을 상상할 수 있다- (W1) .

에서 는 비물리적인 사건을 원인으로 가진다 이는 결국 물리적W1 b .

인 인과 과정에 틈 혹은 간격 이 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물리세계gap

의 인과적 폐쇄성을 위반한다는 것이다 현실 세계와 미세한 차이밖.

에 없는 에서 폐쇄성 원리파괴와 같은 큰 변화가 생긴다는 사실W1

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라고 김재권은 주장한다.

다음과 같이 정의된 수반을 사용하여 김재권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다.

(강한 심신수반 임의의 심적 사건에 대해 어떤 물리적 사건이 반)

드시 존재하여 후자가 전자를 필한다.

심적 사건은 물리적 사건 없이 발생할 수 없고 수반 기저인 물리,

사건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심적 사건은 발생한다 심신수반에 따르면.

심적 사건은 물리적 사건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의 수반 기저인. m

가 없는 가능세계 에선 다른 물리적 사건 이 존재해야 만 한p , W1 p*

다 그리고 김재권이 인정하듯이 은 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왜. p* b .

냐하면 가 있으면 필연적으로 이 있고 이 있으면 필연적으로p* m , m

가 있기 때문이다 가 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면 에서도 인과b . p* b , W1

적 폐쇄성은 유지가 된다.12) 따라서 과잉결정은 폐쇄성 원리와 상충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현실 세계와 미세한 차이 밖에 없는 세계라면 그 세W1

계에서도 폐쇄성의 원리가 성립해야 하며 따라서 가 없다면 가p p*

있어 가 의 충분한 원인이 될 것이다 즉 가 물리적 사건이라p* b . , b

면 는 물리적 원인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가 물리적 원인이 아니b . p

라면 다른 물리적 원인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심신수반을 가정하지.

않더라도 의 존재는 폐쇄성 원리로부터 도출된다p* .

많은 철학자들이 최근 과잉결정을 옹호하려는 시도를 하였다.13)

12)보다 상세한 논의는 참조Crisp&Warfield(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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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권이 과잉결정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진정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 가 없는 가능세계를 상정하지 않고. p m

이 없는 가능세계 를 상정해 보자 에서 여전히 는 의 원(W2) . W2 p b

인이다 가 시사하는 것은 심적 원인을 이 세계에서 제거하더라. W2

도 물리적 인과 과정은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심적.

사건을 이 세계로부터 제거하더라도 일어나야 할 물리적 사건은 결

국 일어난다면 심적 사건이 진정한 의미에서 세계에 차이를 가져온

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필자가 보기엔 이 개입원리가 김재권의 과잉?

결정비판을 뒷받침하는 가정이다 어떤 사건이라도 그것이 원인이 되.

려면 물리적 사건의 흐름에 변화개입를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다( ) .

과잉결정을 옹호하는 철학자들은 만일 심신수반이 성립한다면 W2

는 형이상학적으로 가능한 세계가 아니라고 지적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수반이 어떻게 이해되느냐에 따라 잘못된 지적이 될 수 있다.

약한 의미의 수반은 각 세계에서 두 사건이 물리적 차이 없이 심적

차이를 가질 수 없다는 명제이다 이런 의미의 수반은 심적 사건이.

아예 없을 경우 여전히 물리적 사건들이 존재할 수 있음을 배제하지

않는다 데이빗슨의 주장대로 만일 약한 의미의 심신수반이 성립한다.

면 심적 사건의 심적 성질이 변하면 물리적 성질도 변하고 따라서

심적 사건이 유발하는 사건들도 달라진다 따라서 심적 사건의 심적.

성질은 인과적으로 유관하다 그러나 김재권의 우려하는 것은 이 세.

계에서 심적 성질을 전부 제거할 경우 사건들 간의 인과 관계는 여

전히 동일하다는 가능성이다 약한 심신수반은 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심적 성질은 그 성질을 가진 사건에게. 독립적인 인과력을 부

여할 수 있는가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수반 해결책은 본질적으로?

유형 를 극복하지 못한다 심적 성질을 다 제거하더라도 개별 사건-E .

들이 모두 동일한 인과 관계에 들어간다면 실제로 모든 인과적 작업

을 하는 것은 물리적 성질이고 심적 성질은 물리real causal work

적 성질에 기생할 뿐이다.14) 결론적으로 데이빗슨의 비환원주의는,

13) 참조Chiuk Won (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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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심신수반을 첨가하더라도 결국 심적 성질에 대한 인과적 유효

성을 확보하는데 실패한다.15)

김재권의 비환원주의 비판은 비환원주의적 물리주의nonreductive

예를 들어 데이빗슨의 이론과 같이 개별자 동일론과physicalism, ,

성질이원론을 동시에 받아들이는 이론에 대해서 제기되었다.16)17) 심

적 성질을 가진 사건이 항상 어떤 물리적 성질로 인하여 원인이 된

다면 심적 성질을 제거할 경우에도 개별 사건들의 인과적 관계는

여전히 변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는 유형 에 봉착한다는 것이다 그-E .

러나 비환원적 물리주의자들이 데이빗슨이 염두에 두고 있는 수반보

다 더 강한 수반을 도입할 수 있다 사실 위에서 정의된 강한 심신.

수반에 따르면 어떤 심적 사건에 대해서도 반드시 물리적 사건이 있

어 후자가 전자를 필한다 강한 수반을 받아들일 경우 만일 이 없. m

14)이 비판은 데이빗슨의 인과관계에 대한 외연주의를 받아들이더라도 성립한
다 데이빗슨에 따르면 유형이 아니라 개별 사건이 인과 관계에 들어간다. .
Donald Davidson(1993), “An event, mental or physical, by any

그렇다고 해도 어떤 성질other name smells just as strong.”p.12.
때문에 한 사건이 다른 사건의 원인이 되는지 물을 수 있다.

15) Jaegwon Kim(1993), p.23.
16)이 논문에서 제시된 유형 반박은 동일론의 부정에 기초해 있다 따라서-E .

데이빗슨의 동일론 증명의 결론을 부정한다 그의 동일론 증명이 타당하다.
면 최소한 하나의 전제를 부장해야 한다 이에 대한 본격적 논의는 별개의.
논문에서 진행되어야 하나 필자는 그 증명에 등장하는 인과 관계의 법칙,
성 원리 을 부정한다 법칙성 원리(Nomological Character of Causality) .
에 따르면 모든 참인 인과 문장은 모든 다른 것이 동일할 경우 라는 조항“ ”
을 포함하지 않는 엄격한 법칙의 존재를 함축한다 이미 많은 철학(strict) .
자들이 이 원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어떤 두 사건이라도 인과 관계.
가 성립하려면 두 사건이 엄격한 법칙에 의해 연결되어야 한다고 요구한
결과 데이빗슨의 이론은 유형 를 함축하게 된다 한 흥미로운 사실은 법-E .
칙성의 원리가 데이비슨 철학 내에서 가지는 위상이다 법칙성의 원리는.
데이빗슨의 비환원주의적 사고와 긴장관계를 가지는 것처럼 보인다.

17)심성의 무법칙성을 받아들이는 철학자들 중에서 개별자 동일론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다른 철학자들로서 John McDowell(1985), Jennifer Hornsby

참조(19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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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반사실적 상황에서 가 여전히 를 유발 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p e

다 가 의 원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행동조절과 관련. p e (

된 신경생리학적 기관의 작동 가 을 필하기 위한 조건들과 동일) p m

하다면 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은 바로 가 의 원인이 되기 필요m p e

한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 상황이다 강한 심신수반에 따르면 이 없. m

고 만 있다면 가 여전히 발생될 보장이 없다p e .18)

많은 논의가 여기서 진행될 수 있으나 필자는 과잉 결정 옹호자들

에게 과연 강한 의미의 심신수반이 심적 인과를 위한 필요조건인지

묻고 싶다 사실 필자는 가 반드시 배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 W2

지 않는다 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사실 을. W2 . m

제거하더라도 물리적 인과 과정은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게 정상이 아

닌가 왜 심적 사건은 그것이 아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물리적?

사건을 유발해야 한다고 기대하는가 그런 기대는 바로 개입원리를?

상정하기 때문이 아닌가 를 배제하려는 생각 자체가 바로 개입? W2

원리를 전제하고 있다 심 물 인과를 물리적 세계의 인과적 연결과. -

관련하여 이해할 필요가 없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보자 개별자 동일론을 전제하지 않을 경.

우 심적 유형의 인과적 효력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의 심. m

적 유형은 이 의 원인m e 이 되게 하고 의 물리적 유형은p 가 의p e

원인이 되게 한다 심적 유형과 물리적 유형은 경쟁하지 않는다 개. .

별자 동일론을 부정함으로서 우리는 물리적 유형 때문에 심적 유형

의 인과력이 배제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한편 개별 심적.

사건의 인과성은 어떠한가 개별 심적 사건이 원인이 되기 위해? 물

리적 사건들 간의 인과 관계 패턴이 변해야 하는가 만일 여기서 김?

재권이 물리적 사건들 간의 인과 관계 패턴이 변하지 않는 한 심적

인과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이는 결국 개입원리를 반복해서

주장하는 셈이다 즉 개입원리를 부정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개입. , “

원리가 참이기 때문이다 라고 논증하는 것이다 물리적 사건들 간의” .

18)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참조Karen Bennett (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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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관계 패턴이 변해야만 심적 인과는 존재한다는 주장은 다음 원

리를 함축한다.

(물리 세계의 인과적 완전성 모든 물리 사건은 오직 물리적 원인)

만을 가진다.

이 원리는 애당초 김재권이 개입원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가정한

물리적 세계의 인과적 폐쇄성 원리보다 훨씬 강한 원리이다 이 원리.

에 따르면 마치도 당구공 가 당구공 와 충돌하여 의 경로를 바A B B

꾸어 놓는 것처럼 심적 사건이 물리적 사건들의 연결에 영향을 주어,

물리적 사건이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 물리.

세계의 인과적 완전성을 가정하면 물론 심적 사건이 물리적 사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심적 사건이 물리 사건과 동일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동일론 논증은 물리적 사건의 인과 모델에 의존.

하지 않고 심적 사건의 인과성을 이해할 수 있다는 우리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 될 수 없다 선결문제의 오류이기 때문이다. .

결 론V.

위에서 필자는 김재권의 비환원주의적 물리주의에 대한 비판 자체

를 반박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개별자 동일론과 성질 이원론의 혼합.

은 유형 에 봉착한다는 김재권의 비판을 받아들이고 따라서 성질-E ,

이원론자들이 개별자 동일론을 고집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만일 개별자 동일론 없는 심적 인과가 불가능하다면 유형 를 방지-E

할 유일한 방법은 유형 혹은 성질 동일론 밖에 없다는 김재권의 주

장이 옳다고 해도 우리는 유형 동일론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왜냐.

하면 개입원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지금까지의 논의가 보여주듯

이 개별자 동일론 없는 심적 인과의 가능성을 부정할 어떤 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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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심적 인과에 관해 비환원주의적 물리주의가.

봉착하는 어려움의 원인은 비환원주의 부분에 있지 않다 다시 말“ ” .

해 환원주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을 간략.

히 설명하고 논문을 마무리하겠다.

데이빗슨의 무법칙성과 더불어 심성 내용에 대한 외재주의도 유형

에 귀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사고의 내용이 외부 환경의 물-E .

리적 혹은 사회적 조건에 따라 최소한 부분적으로 결정된다면 어떤,

내적 사건이 내재적 성질은 변하지 않더라도 그것의 의미론적 성질

은 달라질 수 있다 즉 내적 사건 이 지구에선 를 지시하고 쌍. , , N, F ,

둥이 지구에선 를 지시한다 이러한 의미론적 차이는 의 내재적G . N

속성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 점은 의미론적 성질이 어떤 자연주의적.

성질로 환원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이 를 지시한다는. , N F

관계가 과 의 어떤 자연주의적 관계 로 환원될 수 있다고 하자N F R .

인과이론에 따르면 은 어떤 인과 관계로 동일시되고 정보이론에R ,

따르면 은 정보관계가 될 것이며 생물학적 접근에 따르면 은 궁R , R

극적으로 생물학적 기능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지시 관계. reference

가 비심리적 비지향적 관계로 분석될 수 있다고 해도 그 관계가, N

의 내재적인 혹은 형식적 성질에 수반하지 않는다면 의미론적 성질,

은 의 인과 관계에 아무런 차이를 가지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모든N .

환원주의가 유형 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지향성에-E .

대한 환원주의가 반드시 유형 을 함축한다고 필자가 주장하는 것은-E

아니다.19) 단지 유형 의 문제는 비환원주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E

는 점이 중요하다 환원주의적 물리주의 그리고 비환원주의적 물리주.

의 공히 유형 의 문제가 첨예하게 대두된다는 사실은 무엇을 시사-E

19)통상 외재주의자들은 비록 내용은 머리 속에 없지만 내용의 담지자는 머리
속에 있다고 가정한다 그런 가정이 성립하려면 우리가 내용의 담지자심. (
적 사건를 문맥으로부터 추상화시킬 수 있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즉 사고의 내적인 요소 를 항상 추출해, “ (purely internal component)”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문맥과 사고의 원칙적 분리를 부정하는 외재주.
의자들도 있다 버지 이외에도 참조. Robert Stalnaker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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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가 유형 문제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이? -E ?

논문에서의 논의가 옳다면 현대 물리주의는 데카르트적 이원론의 진

정한 청산을 제공하지 못하였다.

데카르트의 이원론은 마음을 몸뿐 아니라 세계로부터 극단적으로

분리시킨다 우리는 세계와 대립된 존재 혹은 세계가 우리의 의식에.

제공하는 내적인 자극에 갇혀있는 존재가 된다 데카르트적 심리 이.

론은 내적인 표상으로부터 외부에 놓여져 있는 몸과 세계에 대한 지

식을 도출하는 인식론적 과제를 우리에게 남긴다 데카르트적 심리.

이론의 문제점은 깊고도 다양하다 물리주의자들은 마치 마음을 두뇌.

와 동일시하기만 하면 이원론이 완전히 청산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두뇌가 감각입력과 행동출력을 넘어 세계와 어떤 본질적 관

련을 가질 수 있는가 두뇌야 말로 입력과 출력 사이에 갇혀있는 존?

재이다 즉 두뇌는 통사론적 기계 이다 세계를 지. , syntactic engine .

향하는 성질은 두뇌의 활동 설명에 본질적으로 무관하다 이점을 인.

식한 물리주의자들은 통사론적 기계 위에 무엇을 더 하면 의미론적

기계 가 나올 수 있는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따라서semantic engine .

유형 를 극복하는 것이 심각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합리적 행위자-E .

로서의 인간의 위상이 그 문제의 해결에 의존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

문이다 이런한 시각에서는 유형 의 문제를 평가절하하려는 시도는. -E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소산이거나 혹은 심성에 대

한 반실재론적 태도의 산물로 보여 질 것이다 그러나 애당초 마음을.

두뇌와 동일시하기만 하면 데카르트적 이원론이 완전히 청산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극히 단순한 발상이 아닌가 오히려 현대에 와서?

심적 인과의 문제가 또다시 등장했다는 사실이 바로 마음을 두뇌와

동일시하더라도 이원론의 깊은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있음을 시사해

주지 않는가 개입원리를 거부하는 이유는 바로 이원론적 사고를 부?

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의 논의는 물리주의에 대한 반.

박이라기보다는 물리주의 속에 내재된 이원론의 잔재를 분명히 인식

하고 교정하려는 시도였다 이 점을 혼돈할 경우 이 논문의 논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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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철학의 주류입장에 대해 괜히 시비를 걸어보려는 한 시도로 오

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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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ow to Resolve the Problem of Type

Epiphenomenalism

Yoon, Bosuk

We are told that the problem of mental causation in the

contemporary discussion is not so much whether token

mental events cause other events as whether they can do

so in virtue of falling under mental types. Despite many

attempts to solve the problem of type epiphenomenalism,

no solution to date has had more than a handful of

adherents. The root source of trouble, I think, lies in the

standard assumption that although token physicalism does

not solve all the problems, it is a sound starting point for

understanding mental causation and explanation. I argue

that the new problem arises in part because of, not

despite, token physicalism, and defend a simple solution

that is based on the rejection of token physicalism.

20)

Keywords: epiphenomenalism, causation, mental content,

explanation, identity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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