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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본 논문의 목 은 흄의 믿음 이론에 있어 ‘힘과 활력’이라는 성질

의 본성을 밝히는 것이다. 흄이 사용한 힘과 활력이라는 개념에 해 다양

한 해석들이 존재한다. 첫 번째 입장에 따르면, 흄이 힘과 활력 개념을 어

떤 기술 (technical) 의미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우리는 이 개념들을 

자그 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와 같은 입장을 ‘표  해석’ 
는 ‘ 통  해석’이라고 부르겠다. 두 번째 해석에 따르면 힘과 활력 개

념은 흄이 허용한 것 보다 더 복잡하며 기술 인 의미를 지닌다. 필자는 

두 번째 해석을 힘과 활력에 한 흄주의(Humean) 이론이라고 부르겠다.
 비록 흄이 힘과 활력 개념에 의존하여 인간 마음의 작용을 설명하는데 있

어 어려움에 직면하긴 했지만, 우리가 흄주의 해석을 취하면 흄은 이 개념

을 오직 믿음을 설명하기 한 것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이와 같

은 에서 흄주의 해석에 동조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흄이 몇 가지 에

서 힘과 활력에 한 자그 로의 개념에 의존했음은 분명하다. 
 힘과 활력이라는 말은 다양한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1) ‘강도 는 강렬

함’, 2) ‘실재감(verisimilitude)’, 3) ‘반성 인 의식 활동 속에서 할 수 

있는 성질, 4) ‘마음의 다른 상태와 기능 으로 연 된 느낌’등의 의미가 

있다. 이 에서 필자는 1)과 2)는 인상과 념간의 구분에만 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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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며, 3)과 4)는 믿음과 동일시됨을 보이게 될 것이다. 한 2), 3), 4)는 

일상  의미가 아니라는 에서 공통 을 가지며, 기술 인 의미로 사용되

고 있음을 밝힐 것이다.
 우리가 인성론 에서 흄이 사용하고 있는 ‘힘과 활력’이란 용어에 해 일

의 인 의미로 해석하기를 시도했을 때 그 핵심  특징을 이해할 수 없지

만 두 종류의 해석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필자

는 제안할 것이다. 즉 3) ‘생각의 방식으로서 의식 으로 떠올려진 명제 

는 념’과 4) ‘마음의 다른 상태 컨 , 욕망과 기능 으로 연 된 느

낌’이 ‘힘과 활력’에 한 가장 정당한 해석이라고 제안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두 해석, 즉 (3)과 (4)가 서로 조화될 수 있는지 하는 것

이다.  기능주의자들은 믿는 명제를 그것에 따라 하게 행 하려는 

경향성과 동일시함으로써 네 번째 해석을 지지한다. 필자는 이와 같은 기

능주의 해석에 동의한다. 그러나 믿음이 갖는 ‘힘’과 ‘활력’ 개념에 한 

세 번째 해석 즉 부사구주의 해석이 더 강력한 지지를 얻기 해서는 흄

의 념 이론도 부사구주의로 읽을 수 있는지가 증명되어야할 문제로 남

는다. 

Ⅰ. 서론

흄에 따르면 인상(impression)은 ‘힘과 활력(force and vivacity)의 

정도’에서만 념과 다르며, 믿음은 단순한 생각(mere idea)에 ‘힘과 

활력이 덧붙여진’ 것이다. 본고의 주된 목 은 ‘힘과 활력’이라는 성

질의 본성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다. 흄에 있어 ‘힘과 활력’은 우

선 1) 념과 인상을 구별하고(T. 2, 19), 2)상상과 기억의 차이를 구

별하며(T, 8-9, 85-86), 3)믿음과 단순한 생각의 차이를 구별하는 역

할을 한다(T. 96, 153).1)

1) David Hume, A Treatise of Human Nature, ed.), L. A. Selby-Bigge, 

2nd ed. Revised by P. H. Nidditch, (Oxford: Clarendon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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흄이 사용한 힘과 활력이라는 개념에 해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

한다. 첫 번째 입장에 따르면, 흄이 힘과 활력 개념을 어떤 기술

(technical) 의미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우리는 이 개념들을 자그

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와 같은 입장을 ‘표  해

석’ 는 ‘ 통  해석’이라고 부르겠다. 두 번째 해석에 따르면 힘과 

활력 개념은 흄이 허용한 것 보다 더 복잡하며 기술 인 의미를 지

닌다. 필자는 두 번째 해석을 힘과 활력에 한 흄주의(Humean) 이

론이라고 부르겠다. 
비록 흄이 힘과 활력 개념에 의존하여 인간 마음의 작용을 설명하

는데 있어 어려움에 직면하긴 했지만, 우리가 두 번째 해석을 취하면 

흄은 이 개념을 오직 믿음을 설명하기 한 것이었음을 알게 될 것

이다. 나는 이와 같은 에서 두 번째 해석에 동조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흄이 몇 가지 에서 힘과 활력에 한 자그 로의 개념에 

의존했음은 분명하다. 
힘과 활력이라는 말은 다양한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1) ‘강도 

는 강렬함’, 2) ‘실재감(verisimilitude)’, 3) ‘반성 인 의식 활동 속에

서 할 수 있는 성질, 4) ‘마음의 다른 상태와 기능 으로 연 된 

느낌’등의 의미가 있다. 이 에서 필자는 1)과 2)는 인상과 념간

의 구분에만 용될 수 있으며, 3)과 4)는 믿음과 동일시됨을 보이게 

될 것이다. 한 2), 3), 4)는 일상  의미가 아니라는 에서 공통

을 가지며, 기술 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밝힐 것이다. 다음 장

에서는 2), 3), 4)의 보다 기술 인 의미를 살펴보기에 앞서 먼  표

 해석과 련되는 1)의 의미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1978). 이하 T로 표기하고, 숫자는 이 책의 페이지 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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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표준적 해석 

흄이 사용한 힘과 활력 개념에 한 표  해석에 따르면 ‘힘과 

활력’은 강도(intensity)와 강렬함(violence)이다. 이와 같은 해석을 제

시하는 표 인 사람은 베리 스트로드와 조 던 베닛이다. 우선 스

트로드의 해석을 살펴보기로 하자. 스트로드는 살인의 장면을 탐색하

는 형사가 그 방을 면 히 살펴 본 뒤 이상한 을 발견하지 못하다

가 나 에 그 장소에서 그가 보았던 것을 더 생각해 본 후 다음과 

같은 사실이 그의 머리를 스치는 것을 발견한다. 즉 죽은 사람은 오

른 손 잡이인데, 벽난로의 포커는 왼쪽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이 머리

를 스쳤다는 것을. 그런 다음 스트로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즉

흄의 념 이론이 주어지면, 그 형사의 마음이나 의식에 그가 실제

로 그것들을 지각했을 때 마음에 했던 지각보다 더 힘과 생생함

을 가지고 스쳤던 것은 실제로는 그것을 보고 있지 않으면서 벽난로

와 포커에 해 그가 이후에 머릿속에 떠올릴 때 그의 마음에 하

는 지각인 것 같다.2)

여기서 스트로드는 힘과 활력을 지각의 강도와 강렬함으로 이해하

고 있는 것 같다. 유사한 맥락에서 베닛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흄은 ‘인상’과 ‘객  역에 한 지각’을 동일시하는 경향

이 있다. 만일 흄이 ‘인상’과 ‘객  역에 한 지각’과 동일시한 

것을 <힘과 활력을 통해> 인상 / 념을 구분한 그의 공식  설명과 

결부시킨다면, 그는 ‘객  역에 한 경험’과 강렬하고 격렬한 감

각  상태와 동일시하는 것이 될 것이다.3)

2) B. Stroud, Hume,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77), p.28.
3) Jonathan Bennett, Lock, Berkeley, Hume, (Oxford, Clarendon Press, 

1971), p.225. 이러한 맥락에서 베닛은 흄에게 있어 ‘인상’은 ‘객  



흄의 믿음이론에 있어 ‘힘’과 ‘활력’의 본성에 하여 319

이상과 같은 베닛의 해석이 옳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만일 우리가 ‘힘과 활력’을 강도나 강렬함으로 이해한다면, 즉 마음

의 동요나 자극으로 이해한다면, 잠자거나 미친 경우에 있어 념이 

인상보다 더 힘과 활력을 갖는 경우(T, 2)를 분명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흄도 지 했듯이, 때때로 “우리의 인상이 념들로

부터 구분될 수 없을 정도로 희미한”(T 2)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흄

이 인상과 념이 정도차가 없어서 서로 구별될 수 없다고 말할 때, 
그는 이 둘을 동일시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캠  스미스

는 흄은 인상과 념이 “힘과 생생함(liveliness)의 정도 차이로만 보

았다고 해석하기 힘들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인상들도 념들과 혼동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희미할 수 있고, 
념들도 인상으로 착각할 정도로 아주 생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

일 그 차이를 실제로 구성하는 것이 생생함의 차이라면 념을 인상

으로, 인상을 념으로 착각하는 일은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4)

캠  스미스는 흄이 언 한 이상의 경우, 즉 잠잘 때나 미친 경우

에 념이 인상보다 더 힘과 활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경우를 들면서, 
이를 통해 흄은 “이후 믿음에 한 새롭고 명 인 주장을 말할 

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하고 있다.5) 따라서 캠  스미

스는 흄에게 있어 ‘힘과 활력 개념’은 념 이론을 한 주된 무기가 

아니며, 믿음(belief)과 단순한 생각(mere idea)을 구분하기 한 개념

으로 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캠  스미스는 제안

하길, 인상과 념에 부과된 힘과 활력 개념은 “재해석되어야 하며, 

세계로부터의 감각  흡입(sensory intake from the objective world)’

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념이 힘과 활력을 갖게 되는 이유는 인상

으로부터 념으로 일종의 양자(quantum)같은 것이 약간의 힘을 잃

긴 하지만 이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Bennett, p.231-232).

4) Norman Kemp Smith, The Philosophy of David Hume, (London, 
1941), p.210. 

5) Kemp Smith, Ibid, p.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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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그 로 이해해서는 안 되며, 사실 비유 인 의미로 받아들여야한

다.”6) 사실 이와 같은 해석을 지지할 수 있는 근거가 인성론 의 ｢부

록｣에 나타난다. 흄은 인성론  본문에서 힘과 활력에 해 일상  

의미로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인성론  ｢부록｣에서는 이와 같은 일

상  사용은 문제가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떤 의견이나 믿음은 허구와 다르며, <…> 그것은 생각되어지는 

방식(manner of conception)이다. 그러나 내가 이와 같은 방식을 설명

하고자 할 때, 그와 같은 경우를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어떤 단어도 

쉽사리 발견하지 못한다. 어떤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와 같은 

작용에 한 완 한 개념을 제시하기 해서 나는 단지 그러한 것의 

원천을 그의 느낌(feeling) 속에서 찾아야만 할 것 같다.<…>이와 같

은 다른 느낌을 나는 우세한 힘(a superior force), 는 활력

(vivacity), 는 충 성(solidity), 는 확고함(firmness), 는 꾸

함(steadiness)이라고 부르면서 설명하고자 노력한다. 이와 같이 비철

학 인 다양한 용어들은 실재를 허구보다 우리에게 더 존하게끔 만

들어서 사고 속에서 실재에게 더 비 을 두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그

와 같은 실재가 정념들이나 상상들에 더 강력한 향력을 행사하게끔 

만드는 마음의 작용이다. 우리가 이러한 것에 동의한다면, 에서 말

한 용어들에 해 논쟁할 필요가 없다(T, 628-9). 

혹자는 이상과 같은 흄의 입장을 받아들이면, 인상과 념에 있어

서 그리고 상상과 기억, 믿음과 단순한 생각을 생생함(vividness)의 정

도로만 구분하던 자신의 입장을 바꾼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말할 지도 

모르겠다. 만일 이러한 해석을 받아들인다면  하나의 문제는 흄이 

왜 입장을 바꾸어야만 했을까를 해명해야 할 것이다. 이에 해서는 

다음 장에서 논하기로 하겠다. 그 에 표  입장에 해 다시 한 

번 정리하고 문제 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이상에서 살펴 

본 표  해석에 따르면, 힘과 활력 개념은 인상과 념을 구분하기 

한 개념이다. 표  해석은 흄의 힘과 활력 개념을 이미지가 갖는 

고유한 속성으로 간주한다. 나아가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모든 지각

6) Ibid. p.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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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어떤 힘과 활력을 가져야만 하며 하나의 지각이 어느 정도의 힘과 

활력을 갖는가는 그 지각 자체를 검토함으로써 결정될 수 있다. 그러

나 이러한 것이 사실이라면 문제는 강렬함과 세기의 정도를 가지고 

어떻게 정신  이미지를 구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즉 강렬함의 

정도만 가지고 원본과 복사본을 구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

다. 길버트 라일은 이와 같은 문제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흄은 ‘인상’과 ‘ 념’을 구분하고 두 종류의 ‘지각’들 간의 분명한 

경계를 헛되이 찾았던 것으로 유명하다. 그가 생각하기에 념은 인

상보다 더 희미하고, 그 발생에 있어 인상보다 후에 생긴다. 왜냐하면 

념은 인상을 뒤따르고, 인상들의 복사본이거나 재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인상이 정도에 있어 희미할 수 있으며, 비록 모든 념이 

복사물이라 할지라도 인상도 ‘원본’이라 할 수 없듯이 념도 뚜렷한 

‘복사’나 ‘유사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따라서, 흄이 증명한 바

에 의하면, 단순한 검토를 통해서는 하나의 지각이 인상인지 념이

지를 결정할 수 없다.7)

라일의 이와 같은 비 에 해 흄을 변호하여 왁스만은 다음과 같

이 말하고 있다. 

지각들 자체에 한 검토만으로는 그럴 수 없다하더라도 우리의 의

식 속에서 그와 같은 지각들에 한 상  느낌(phenomenological 
feeling)에 해 탐구하게 되면 인상과 념을 구분하는데 실패할 수 

없다. 이 두 경우에 있어 느낌들의 차이는 푸른색과 빨강색에 한 감

각이 뚜렷이 구분될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8) 

왁스만이 보기에 라일이 간과한 은 우리 정신 앞에 단순히 

하는 어떤 것(단순한 상)과 그것의 실재성에 한 우리의 감각(느
낌, 믿음)을 구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왁스만은 념과 인상

7) Gilbert Ryle, The Concept of Mind, (New York, 1949), pp. 249-50.

8) W. Waxman, ‘Impressions and Ideas: Vivacity as Verisimilitude’, 

Hume Studies, 1993, p.80.



논문322

의 차이를 상  느낌의 차이로 해석한 후, 이제 힘과 활력의 의미

를 실재나 진리에 해 느껴진 감각과 같은 어떤 것으로 보자고 제안

한다. 그에 따르면 인상은 ‘진짜 같은 느낌’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이며, 념은 그 지 못한 이미지이다.9) 나아가 그는 힘과 활력

을 ‘실재에 한 우리의 감각(느낌, 믿음) 는 실재감(verisimilitude)’
으로 해석한다.10) 왁스만에 따르면 지각이 갖는 실재감이란 지각 그 

자체가 갖는 성질이 아니라 그 지각들에 한 우리의 의식이 갖는 성

질이다.11) 필자가 보기에 힘과 활력의 의미를 실재감으로 해석하게 

되면 흄이 왜 ‘감각’, ‘반성’ 그리고 ‘사고’라는 범주를 가지는 것만으

로는 실재를 이해하기에 불충분하며, 따라서 지각을 인상과 념으로 

쪼개고 인상에 힘과 활력을 부과한 후 실재감이 더 높은 것으로 보았

9) Waxman, Ibid. p.81.

10) verisimilitude를 필자는 최희  교수의 제안에 따라 실재감이라 

번역하기로 하겠다. 실재감(verisimilitude)이란 용어를 왁스만은 

리엄 제임스로부터 취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왁스만의 보

고에 따르면 제임스는 믿음을 설명할 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즉 

“믿음은 실재를 인식하는 정신  상태이거나 기능이다.<…> 그 

내  본성에 있어 믿음, 즉 실재에 한 감각(the sense of 

reality)은 다른 어떤 것 보다 감정에 더 가까운 일종의 느낌이

다.” (William James, The Principles of Psychology, New York, 

Vol. 2, p.283.) 여기서 왁스만은 제임스가 말한 실재에 한 감각

(the sense of reality)을 실재감(verisimulitude)로 해석하면서 이

러한 생각을 제임스는 흄에게서 얻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그 이유는 왁스만이 보기에 흄에 따르면 어떤 지각의 존재에 

한 믿음이 있기 에 의식이 그 지각에 해 그것이 실재 이라

는 느낌을 가지고 반응해야 하기 때문이다.(Waxman, p.76) 왁스

만이 흄을 이 게 해석하는 근거는 인성론 의 다음과 같은 주

장에 근거한다. 즉 “마음이 그것에 해 반성한 후 그것의 존

을 확신하게 되는 것은 확고하고 충 이며, 힘과 활력이라 부

르는 성질 때문이다.”(T.106). (Waxman, p.77). 

11) Waxman, Ibid. p.76. 사실, 왁스만은 사고가 힘과 활력을 얻으면, 

사고 그 자체라기보다 사고와 감각 간 정도의 것이 된다고 보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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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힘과 활력을 실재감으로 해석하는데 있어 왁스만은 논리 으로 독

립 인 두 가지 구분이 있음을 제하고 있다. 즉 1) 사고와 감각을 

직 으로 식별할 수 있는 질  구분과 2)실재감에 의한 인상과 

념의 구분이 존재한다고 제하고 있다. 왁스만은 흄이 왜 이 두 구

분을 필요로 했는지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만일 흄이 이 두 구분을 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것들에 해 

동시 으로 갖게 되는 존하는 감각과 그에 한 사고를 결코 구별

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흄에 따르면, 어떤 감각에 한 우리의 

사고가 모든 면에서 그 감각과 유사하다고 할지라도 지각들 그 자체

에 해 직 으로 식별할 수 있는 성질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

는 그것들을 단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해야만 하고, 따라서 그것들이 

활력의 정도에 있어 일치한다고 간주해야만 하기 때문이다.12) 

실재감을 통해 인상을 념으로부터 구분한 후, 왁스만은 활력에 

있어 그들의 차이가 그와 같은 지각들 자체의 차이가 아니라 그것들

에 한 우리의 의식과 련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어떻게 념이 인상과 혼동되기도 하고 거꾸로 인상이 념으로 혼

동되기도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인상은 희미할 수 

있고, 념이 강렬할 수 도 있지만, 그래도 여 히 인상은 ‘진짜 같

은 느낌’을 주며, 념은 그 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어 

“인상－의식과 념－의식이라는 느낌의 특징 간의 차이는 스칼렛 

드와 로얄 불루가 구분되듯이 아주 극명하고 즉각 으로 분명하

다”13)고 주장한다. 
이상과 같은 왁스만의 해석은 힘과 활력이 지각 는 이미지가 갖

는 강도로서 지각들 자체의 고유한 속성이라고 보는 표  해석이 

갖는 난 을 극복할 수 있고, 사고와 감각 그리고 인상과 념 간의 

12) Waxman, Ibid. pp.78-79.

13) Waxman, Ibid. 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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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에 한 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통찰력 있는 제안이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이러한 해석을 지지할 어떤 텍스트 상의 거

를 발견할 수 없다는 에서 그의 해석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본다. 
지 까지 우리는 인상과 념을 구분하는데 있어 힘과 활력 개념

에 호소한 흄의 입장에 한 표  해석과 이에 한 안을 살펴

보았다. 이상에서 살펴 본 ‘실재감’ 는 ‘실재에 한 느낌’이라는 

왁스만의 안은 힘과 활력 개념이 일상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다.  한 가지 왁스만 해석의 특이성은 힘과 활력 개념의 정당

한 용이 인상과 념의 구분에만 한정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주석가들은 힘과 활력 개념의 기술  의미로서 정당한 용은 인상

과 념의 구분이라기보다 믿음과 단순한 생각(mere idea)의 구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이제 아래에서 필자는 힘과 활력 개념을 믿음

의 본성을 해명하는 것과 련하여 논하겠다. 

Ⅲ. 힘과 활력에 대한 흄주의 해석: 
믿음의 본성에 대한 해명 

인성론 에서 흄의 믿음 이론은 다음과 같이 간략히 말해질 수 있

다. 즉 믿음은 념을 떠올리는 방식이다(T. 96, 97). 믿음이 념을 

떠올리는 방식이란 말의 의미는 흄에 따르면, 념이 고도의 힘과 활

력 는 생기를 가지고 떠오를 때 이것은 곧 믿음이 된다는 뜻이다. 
어떤 사람은 명제나 념에 해 잘 믿는 경향이 있는(credulous) 반

면, 어떤 사람은 동일한 내용에 해 잘 믿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 

두 사람 간에 불일치가 있긴 하지만, 그 둘 다는 념에 해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단지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떠올릴 뿐이다. 
따라서 흄은 주장하길, 그와 같은 차이는 념을 떠올리는 방식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여기서 흄은 이러한 주장에  다른 정의를 

아래와 같이 덧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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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하나의 견해 는 믿음은 존하는 인상과 연 된 생기 

있는 념이다(T. 96).
그래서 나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믿음은 상상만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상에 한 보다 생생하고 활력이 있으며, 힘이 있

고, 확고하며, 충 인 어떤 것이다.14)

이상에서는 흄은 생기 있고 활기 있는 방식으로 떠올려진 념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살펴 본 (제 2장) 바와 

같이, 내용에 생생함을 덧붙인 것만으로는 생각 방식을 바꾸기에 

하지 못하다는 것을 흄은 인식한 것 같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피

하기 해, 그는 내용에 향을 주지 않으면서 떠올리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척도를 찾고자 했다. 여기서 흄은 힘과 활력이 그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믿음과 힘과 활력을 가진 념을 동일시

한다. 그 다면 이제까지 필자가 언 한 힘과 활력에 한 해석은 아

래와 같이 분류될 수 있다. 

1) ‘강도와 강렬함’ 
2) ‘실재에 한 실감 있는 우리의 느낌’ 

필자는 1)과 2)는 인상과 념의 구분에 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

었다. 이제 다음 에서 필자는 믿음과 동일시 될 수 있는 ‘힘과 활

력’ 개념에 해 살펴보겠다. 

1. ‘반성 인 의식  활동 속에서 할 수 있는 성질’: 

부사구주의(adverbialist) 해석

이 에서 필자는 흄주의 힘과 활력 개념에 한 비일상  개념을 

14) Hume, Enquiry Concerning the Principles of Morals, 2nd ed.,(ed.), L. 
A. Selby-Bigge (Oxford: Clarendon, 1975), p.49. 이하 E로 표기

하고 숫자는 이 책의 페이지 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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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한 하나의 해석을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이와 같은 입장

에 따르면, “흄주의 힘과 활력은 사실상 정의하기 불가능한 하지만 

믿음과 동일시될 수 있는 일종의 의식(consciousness, awareness)”15)

이다. 다우어는 이와 같은 해석을 지지하기 한 거를 흄의 탐구

에서 찾고 있다. 즉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은 감정을 정의하고자 시도한다면, 차가운 느

낌이라든가 고통의 정념을 정의하고자 노력해야만 할 때와 동일한 방

식으로 아마도 우리는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아주 어려운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믿음은 느낌에 한 참된 는 온당한 

이름이다. 구도 믿음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알기 해 당황하지 않을 

것인데,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그와 같은 용어에 의해 표상되는 느낌

을 순간 으로 의식하기 때문이다(E. 48-49).

이상의 인용 구 에서 흄은 우리가 믿는 명제는 우리가 믿지 않는 

명제와 다르게 느껴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리고 그는 이와 같

은 ‘느낌’에 있어서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해명하기 해 ‘생생함’, ‘강
함’, ‘힘 있는’, ‘활기 있는’, ‘충 인’, ‘확고한’, 그리고 ‘견실한’ 등

의 용어를 최 한 활용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단어들은 반성  성

질이나 특성을 말하기 해 의도된 것으로 보이며, 믿어진 념이 마

음에 그 자체로 존하는 반성  방법을 말하고자 하는 것 같다. 

(1) 믿음에 한 부사구주의 

다우어에 따르면, “믿음에 한 흄주의 힘과 활력 는 흄이 믿음과 

동일시 한 ‘느낌(feeling)’은 어떤 사람의 믿음에 한 의식(consciousness 
는 awareness)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의식이 명시 으로 는 성향

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어떤 믿음에 본질 이다.”16) 믿음에 부과된 힘과 

활력이 의식과 동일시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다우

15) Francis Dauer, ‘Force and Vivacity in the Treatise  and the 

Enquiry’, Hume Studies, Vol. XXV, (1999), pp.88-89. 

16) Dauer, p.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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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는 주장한다. 즉 그것이 무한후퇴와 련된다는 것이다. 이를 이해하기 

해 다음의 를 살펴보자. 

1) 어떤 사람이 p를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p를 믿는다고 의식

하는 것에 연루된다. 
의식 그 자체도 일종의 믿는 방식이기 때문에, 1)은 

2) p를 믿는 것은 p를 믿는다고 믿는 것에 연루된다. 
<2) 그 자체를 2)에 한 2차  믿음에 용하면> 

3) p를 믿는다는 것은 p를 믿는다고 믿는 것을 믿는 것에 연루된다. 

이 게 해서 무한후퇴에 빠지게 된다.17) 다우어는 흄이 믿음과 

련된 힘과 활력 개념을 의식으로 해석했을 때 빠지게 되는 무한후퇴

의 문제를 피하기 한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이해하기 해 우선 

다음의 를 고려해 보자. “즉 의식 으로 그녀를 죽이기를 결정한 

경우: 의식 으로 결정함이란 것은 결정이란 행 의 부사구 (adverbial) 
변용이다. 그러한 것은 결정에 한 하나의 방식이다. 마치 빨리 먹

기가 먹기에 있어 핵심인 먹는 방식이듯 의식 으로 결정함이란 것

도 결정에 있어 핵심  부분이다. 의식을 X에 한 의식으로 취하는 

것은 무한 후퇴에 빠질 가능성이 있지만, 부사구  구성은 그 지 않

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빨리 먹기가 먹는 것에 한 아주 빠른 

방법이란 것 외에는 ‘빨리’에 해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처럼 의식 으로 결정하기에서도 ‘의식 ’을 결정에 한 방식으로 

이해하면 무한후퇴에 빠질 가능성이 없다.”18) 나아가 다우어는 부사

구 이론은 믿음과 욕망의 분석으로 확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부사구주의를 흄의 믿음 이론에 용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

에 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가 앞 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흄에 따르면, 믿음은 념을 떠

17) Dauer, Ibid.

18) Dauer, pp.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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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는 방식으로 말해질 수 있다. 즉 어떤 념이나 명제를 떠올리

는 방식에 한 참된 그리고 한 명칭이 곧 ‘믿음’이다. 즉 

념을 힘 있고 활력 있게 느낄 때, 우리는 그 념을 믿는 것이다. 이

제 우리가 부사구주의 략을 택한다면, 흄에 있어 “p를 믿는다는 것

은 ‘p를 욕구 으로 떠올리는(desiringly conceiving p)’ 것과 다른 ‘p
를 믿는 식으로 떠올리는 것 (believingly conceiving p)’ 으로 이해

될 수 있고, 는 ‘p를 소망 으로 떠올리는’, (wishfully conceiving 
p) 는 ‘p를 단순히 떠올리는’(merely conceiving p) 것과 다른 것

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 다면, 다우어에 따르면, ‘믿음’도 부사처

럼 바꿀 수 있고, 이 게 변형시킬 때 힘과 활력을 가진 념으로서

의 ‘믿음’의 의미가 제 로 드러난다. 다우어는 이러한 맥락에서 힘

과 활력의 의미를 믿음의 속성으로, 특히 부사구  속성으로 해석한

다. 를 들어, 내일 비가 올 것이라는 일기 보를 듣고, 내가 머릿속

으로 “내일 비가 올 것 같네”, “내일 비가 올 것을 고려해야 할 것 

같네”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생각을 흄 식으로 해석하면 내일 비가 

오리라는 것을 믿는 방식으로 (in a believing way) 떠올리는 것이 

된다.19) 결국 이는 믿는다는 것은 p를 (의식 으로) 믿는 방식으로 

떠올리는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흄에게 부사구주의 해석을 용할 

수 있는지는 그의 념 이론과 련하여 검토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필자는 아래에서 흄의 념 이론을 부사구주의로 해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2) 념에 한 부사구주의 

부사구주의는 념을 주 과 상 간의 계에 있는 어떤 종류의 것

으로 구체화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략이다. 이는 명사 주로 되어 

있는 일상 언어의 구조의 문제 을 극복할 수 있는 략이다. 왜냐하면 

명사의 형  사용은 어떤 종류의 사물을 지시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

19) 이 는 최희  교수가 제안 한 것으로서 흄주의 부사구  변용

으로서 믿음의 해석에 한 한 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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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와 같은 구조는 주 과 상과의 계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그

리고 형용사는 그와 같은 사물의 어떤 속성을 묘사하는 것으로 말해진

다. 이를 이해하기 해 아래의 어 문장을 고려해 보기로 하자.

Kate sensed a red thing.

 문장과 련하여 주 이 붉은 것을 지각한다는 것은 붉은 것에 

한 념을 가지는 것이고 념은 붉은 것에 한 인상으로부터 비

롯된다는 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와 련하여 흄의 념 이론은 

표상론, 상론, 간  실재론 등으로 말해질 수 있다. 이 때 문제는 

념과 실재의 일치 여부이다. 부사구주의는 이와 같은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략이다. 즉 이러한 략에 따르면, 의 문장은 아래와 같

이 변형될 수 있다. 

Kate sensed redly. 

부사구주의의 기본 략에 따르면, 지각이라는 것은 본래 그 본성

에 있어 계 인 것이기에, 통 으로 주 과 념의 계로서 다

루어졌던 것을 표 하기 해 자동사가 필요하다. 이것을 공식화 하

면 아래와 같다. 

Subject S perceives object O if and only if S senses I-ly and S's 
sensing I-ly is appropriately caused by O. 

의 공식화에서 념은 색깔이나 형태를 가진 다양한 지각 가능

한 속성들을 가진 존재의 집합에 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주체가 책상이나 바  같은 지각 가능한 상들에 의해 감각 으로 

향 받는 방식이나 양상에 해 말하는 것이다. 부사구주의 해석에 

따르면, 념을 표 하는 언어들에 있어 동사와 부사 신에 명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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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용사를 사용하는 것은 인도 유럽 언어의 불편한 구문론  유산이

다.20) 만일 우리가 부사구주의를 받아들인다면 첫 번째 문제는, 그것

이 념을 이미지로 해석하는 것보다 더 나은가 하는 것이고, 두 번

째는 과연 흄의 념 이론을 부사구주의로 읽을 수 있는가 하는 것

이다. 즉 념이론에서 념 는 인상(경험  상태)을 부사구 으로 

분석(주 이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감각하는 것으로서)할 것이냐 아

니면 작용과 상(act-object)의 방식(주 이 특정한 이미지를 지각하

거나 감각 자료를 지각하는 것)으로 볼 것이냐는 해석과 논쟁의 여

지가 있다. 자는 일상  상을 지각하는 방식에 련된 것으로서 

지각과 외부에 독립 으로 실재하는 상과의 계를 직 인 것으

로 보는 직  실재론을 제하고 있다. 반면, 후자는 지각 경험을 지

각 작용과 지각 상으로 구분함으로써 념이란 의식 인 마음과 

외부 세계 사이에 있는 간 인 것으로 본다. 자 즉 부사구주의 

해석에 있어 요한 은 지각 경험이 부사구 으로 해석될 수 있다

는 것이 아니라 지각경험이 표상  실재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

떤 내  상( 념)에 한 의식으로 해석되지 않고 직 이라는 것

이다. 왜냐하면 부사구주의는 직 (상식)실재론을 제하는데, 직

(상식)실재론에 따르면, 상( 념)은 마음에 의존 인 것이긴 하지만 

의식  마음과 외부 세계 사이에 있는 간 인 것은 아니다. 부사구

주의에 따르면 외부 상에 한 우리의 지식은 우리가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붉게? 푸르게? 둥 게?) 경험함으로써 알게 된 것에서 비롯

된다. 사실 최근에 와서 뉴흄주의자들  몇 사람은 흄에게 있어 

상이란 것이 지각이 아니라 외부 상을 의미하며 이와 같은 것은 

직  실재론과 양립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21) 이러한 논

20) 이에 한 더 구체  논의는 다음을 참조하라. F. Jackson, Perception: 
A Representative The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M. 

Tye, The Metaphysics of Mi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21) 표 인 사람으로 Galen Strawson, Edward Craig를 들 수 있다. Galen 

Strawson, ‘Object and Power’, in Reading Hume on Human Under-
standing: Essays on the First Enquiry, (ed.), P. Millican, Oxf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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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타당성에 해서는 본 논고의 범 를 넘어서는 것이기에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겠다.
이상에서 우리는 흄의 념이론이 부사구주의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에 해 략 으로 살펴보았다. 간략히 말하자면 흄의 념 이론을 

부사구주의로 해석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각 이론에 한 직  실재

론을 제하기 때문에 이에 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흄

이 힘과 활력을 가진 념과 동일시한 믿음은 단순한 념이 아니

라 념을 특정한 방식으로 떠올리는 것이라고 정의한 것에 비추어 

볼 때, 믿음에 해서는 부사구주의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다.22) 일

단 우리가 흄의 믿음 이론을 부사구주의로 해석할 수 있느냐의 문제

는 차치하고, 흄이 인성론 과 탐구 에서 ‘믿음은 념을 특정한 방

University Press, 2001; Edward Craig, the Mind of God and the 
Works of Man, Oxford, Clarendon Press, 1987. 이에 반해 old 

Hume 주의자들에 따르면 흄에게 있어 상이란 외부 상과 정신

의 매개인 념, 즉 정신  상을 의미한다. old Hume 주의자들은 

상에 한 이러한 해석이 흄의 념 이론과 잘 부합한다고 주장

한다. 표 인 old Hume주의자들은 논리실증주의자들과 Justin 

Broackes, Kenneth Winkler이다. 뉴흄주의자들에 따르면, 흄의 

념 이론은 세계에 한 존재론  개입과 거리가 멀며, “오직 추론

과 실험, 참, 거짓에 한 지식”(Craig, p.126) 즉 인식론 인 것과 

련된다. 스트로슨에 따르면, 흄은 상과 지각이 ‘종 으로 다르

다(specifically different)’고 생각하지 않았다. 스트로슨은 주장하길, 

흄은 애 에는 인상과 념과 종 으로 다른 어떤 것에 한 념

을 떠올리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결국 그와 같은 것

에 해 “ 계  념(relative idea)”(T. 68) 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뉴흄주의자들이 실재론을 주장하는 강력한 근거는 

이 ‘ 계  념’에 있다. 즉 흄의 념이론이 포 할 수 없는 실재

에 한 범 가 이 개념에 의해 확장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흄에게 있어 ‘ 계  념’이 요한 지 를 차지한다고 주장한다. 

계  념에 한 논의는 본 논고의 범 를 넘어서는 것이기에 

이후의 과제로 남기겠다.

22) 부사구주의에 한 의 본격 인 논의에 해서는 본고를 넘

어서는 것이기에 다음 기회로 남겨 두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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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떠올리는 것’이라고 정의한 것은 다음과 같이 말해질 수 있

다. 즉, p를 믿는다는 것은 p를 가지는 것(entertaining)과 다르다. 다

시 말하면, p를 믿는다는 것은 p라는 명제의 내용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p라는 명제를 떠올리는 방식에 근거하는 것이다. 만일 하나의 

념이 충분히 생기 있고 힘 있는 방식으로 떠올려진다면 그 념은 

믿음이 되는 것이다.2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믿음이란 념을 

특정한 방식으로 떠올리는 것이라는 믿음에 한 정의 외에 흄에게 

있어 믿음과 련하여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은 그가 말한 ‘자
연  신념(natural belief)’ 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다.

우선 인성론 에서 자연  신념 는 믿음은 사실의 문제(matter 
of fact)의 정당화와 련된다. 즉 외부 상이 존재하는지에 한 믿

음, 그리고 인과 계의 필연성이 존재하는지에 한 믿음, 그리고 자

아가 존재하는지에 한 믿음의 정당화 문제와 련된다. 주지하듯이 

이에 한 흄의 입장은 회의주의라고 말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흄에

게 있어 외부 상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것의 지속 , 독립  존에 

한 인상을 가진다는 것인데, 우리는 그러한 것을 가질 수 없다. 한

편, 인과 계의 필연성 문제에 해서도 흄에 따르면 우리는 필연  

연 에 한 인상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회의주의로 귀결될 수밖에 

없지만, 인과 계에 한 그의 두 가지 정의를 통해 우리는 필연성에 

한 인상의 출처가 어디에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먼 , 흄의 첫 

번째 정의에 따르면 인과 계란, 

어떤 상이 다른 상에 시간 으로 선행하고 시간. 공간 으로 

근 되어 있을 때, 그리고 자의 상과 유사한 모든 상들이 후자

의 상과 유사한 모든 상들과 시간  선행, 시간. 공간  근 계

에 놓여 있을 때, 그 자의 상을 원인이라 한다(T, 170).

23) 이와 같은 맥락에서 흄은 종교  신념에 해서도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컨 , 데 사 수녀의 신에 한 신념은 그녀가 신이라

고 부르는 념을 힘 있고 생기 있는 방식으로 떠올리는 것이라

고 말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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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제시하는 두 번째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한 상에 한 념이 생기면 자연 으로 다른 상에 한 념

도 생기며, 한 상에 한 인상이 생길 경우 자동 으로 다른 상에 

한 더 생생한 념도 생기게 되는 식으로 마음속에서 결합되는 두 

개의 상 , 시간 공간 으로 근 되어 있으면서 시간 으로 선행

하는 상을 원인이라 한다(T, 170). 

두번째 정의는 첫 번째 것과는 달리 인간의 마음과 련된, 는 

마음에서 발생하는 것에 한 언 을 함으로써 첫째 정의에서 볼 수 

없는 다른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흄에 따르면 필연성의 념에 해당

하는 인상이 외부 세계에는 없지만 어떻든 우리가 그러한 념을 가

지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경험의 반복이 그 자체

의 필연성의 념을 직  낳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러한 경

험의 반복이 인간의 마음에 모종의 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다. 

일단 우리가 유사한 사례들을 충분히 찰하고 나면 즉각 우리의 마

음에 하나의 상이 주어졌을 때 그 상에 일반 으로 수반되는 다른 

상으로 넘어가는 심리  결정이 생기게 되고 이에 따라 유사성의 

계를 좀 더 강하게 이해하려는 습성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심리  결

정은 유사성이 낳은 유일한 결과라 하겠으며 따라서 힘이나 필연성의 

념도 유사성에서 결과한 것인 고로 그러한 심리  결정은 힘이나 필

연성과 동일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즉 계기 으로 일어나는 유사한 

상들을 여러 차례 경험하고 나면 우리의 마음은 자연 으로 필연성

의 념에 도달하게 된다. 그 자체로서는 완 히 독립되어 서로 아무런 

연 성도 가지지 않는 유사한 여러 사례들이 서로 연 성을 갖고 있는 

듯이 결합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마음에서일 뿐이다(T, 165).

결국 필연성의 념은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 낸 것이다. 즉 필연성

의 념의 출처는 인간의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부에 

있다. 필연성이란 마음의 어떤 경향성 때문에 생긴 것이다. 하나의 

상이 주어졌을 때 그 상에 통상 으로 수반되어 온 상을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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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떠올리게 되는 마음의 경향이 바로 필연성 념의 출처이고 이

와 같은 자연  경향성 때문에 바로 자연  신념 혹은 믿음을 갖게 

된다. 인과 계의 필연  연 에 한 념이 자연  신념에 의해 의

미 있게 말해질 수 있듯이, 흄에 따르면 우리는 자연  믿음에 의해 

외부 상이 있다고 의미 있게 말할 수 있다. 캠  스미스는 외부 

상과 련한 흄의 ‘자연  신념’에 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즉 “이
와 같은 믿음은 흄에 따르면 그것이 인간 본성을 구성하는 근원   

본능 는 성향으로부터 기인한다는 에서 자연  믿음이다”24) 회

의주의자들도 이와 같은 믿음의 자연성을 인정할 수 있고 그것이 진

리와 같은 어떤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단지 그들은 우리가 그러한 

것을 믿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참임을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것

이다. 인성론 의 제 1권 제 4부 2 에서 흄은 다음과 같이 결론 내

린다. 즉 지각과 구분되는 외부 상에 한 믿음이 어떤 정당한 이

성  토 가 없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어야만 한다. 
니스 클러에 따르면, 흄의 작에 있어 믿음이 자연 일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즉 하나는 그것이 으로 불가항력 이며, 
둘째, 그것은 우리의 삶에 필수 이어서 어떤 특별한 는 고립된 상

황에서만 보류할 수 있는 것이다.”25) 
이상에서 흄이 사실의 문제와 련한 믿음의 정당화를 자연 임에

서 찾았을 때 이제 우리는 힘과 활력을 가진 념이 어떻게 믿음과 

동일시 될 수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 인성론 의 제4부 1 ｢이성

에 한 회의주의｣ 장에서도 흄은 믿음을 ‘독특한 생각방식’ 이자 ‘힘
과 활력이 덧붙여진 사유 활동’으로 정의하는데, 이러한 생동성은 인

과성, 습 에서 온다. “따라서 체로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의

견이나 단의 종류는 으로 지각의 힘과 생동성에서 유래하며, 

24) Norman Kemp Smith, ‘The Naturalism in Hume’, mind 14 (1905): 
pp.149-73. 

25) Kenneth P. Winkler, ‘The New Hume’, The Philosophical Review, 
1991, p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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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속에서 이 성질들은 이른바 어떤 상의 존재에 한 믿음이라

는 것을 구성한다. […]이 성질의 (생동성의) 정도는 원인과 결과의 

계로부터 유래하는 것이다.”(T. 153) 다시 말하면, 인과 계를 가진 

생기 있는 지각들만이 믿음이 되는 것이다. 흄에게 있어 습 은 ‘새
로운 추론이나 결론 없이 과거의 반복으로부터 비롯되는 모든 것’ 
(T. 104)이므로, ‘습  연 ’은 이성 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으나 

과거의 반복으로부터 믿게 되는 인상의 속성, 계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흄에 따르면 힘과 활력이 덧붙여진 독특한 사유방식인 믿

음은 사유(cogitative)활동이 아니고 감수성(sensitivity) 부분의 활동(T. 
183)이므로, 논증  추론이나 이성  단만으로 그 정당성을 보장받

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성이 이러한 신념의 독특한 사유 활동을 지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흄에 따르면 “자연은 이고 불가항력

인 필연성으로 우리가 숨 쉬고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단하도록 

결정” 했기 때문이다 (T. 183). 이제 힘과 활력을 가진 믿음이 우리

의 행 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에 해 살펴보자. 

2. 힘과 활력을 가진 념으로서의 믿음: 

마음의 다른 상태와 기능 으로 연 된 느낌

이상에서 살펴 본 힘과 활력 개념 1), 2), 3)에 이제 힘과 활력을 

가진 믿음이 우리 행 에 미치는 향과 련하여 네 번째 정의를 

추가 할 수 있다. 즉, 4) ‘마음의 다른 상태와 기능 으로 연 된 느

낌’이라는 정의를 추가 으로 고려해 보기로 하자. 이 네 번째는 힘

과 활력 개념에 해 기술 인(technical) 의미로 해석하는 입장으로

서 흄주의 힘과 활력을 인간 행 를 설명하는데 있어 입력과 출력의 

인과  기제를 연결하는 기능  상태인 느낌 는 믿음으로 간주하

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해석을 지지하는 데 있어 주석가들은 그 지지

근거를 아래의 흄 텍스트에서 찾고 있다. 흄에 따르면, ‘힘과 활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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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를 변경하는 마음의 작용이며, 그 자체로 취해졌을 때, 허구보

다 더 존하는 것이며, 사고 속에서 실재에 해 더 무게를 실어주는 

것이며 <…> 실재들이 정념과 상상에 더 큰 향을 미치도록 하며(T 
629), <…> 마음 속에서 사고( 단이 갖는 념들)를 강화하고 그것

들을 우리 행 의 지배 원리가 되도록 한다(E. 49). 

흄의 이상의 텍스트에 근거해서 어떤 주석가들은 흄에게 있어 ‘힘과 

활력’은 믿음과 기능 으로 연 되어 있으면서 정념과 행 를 산출할 

수 있는 ‘지각’이 갖고 있는 인과  속성이라고 본다.26) 에버슨은 주

장하길, “ 자그 로 이해했을 때 힘과 활력은 인과  개념이다.” 이

에 한 거를 에버슨은 인성론 의 ｢부록｣에서 찾고 있다. 즉,

동의된 념은 상상 홀로 우리에게 제시한 허구  념과 느낌에 

있어 다르다. 그리고 나는 이와 같은 다른 느낌을 우세한 힘, 활력, 
충 성, 확고함, 그리고 견실함이라고 부름으로써 설명하고자 노력한

다. 아주 비철학 으로 보이는 이와 같은 용어들의 다양성은 다음과 

같은 마음의 작용을 표 하기 해서만 의도된 것이다. 즉 실재를 허

구보다 더 우리에게 하게 만들고, 그 실재들이 사고 속에서 보다 

비  있도록 만들고, 그리하여 그것들이 정념들이나 상상에 우세한 

향력을 미치도록 하기 해 고안된 것이다(T. 629).

에버슨은 이상의 흄의 주장은 기능주의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

한다.27) 이와 같은 입장에 따르면, 어떤 것을 믿는 것은 명제가 아

니라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는 마치 화가 나 있는 상태와 유

사하다. 그와 같은 상태는 참이나 거짓으로 말해질 수 없다. 달리 말

하면, 믿음은 어떤 념에 해 느낌을 갖는 것이며, 그와 같은 태도

나 느낌은 “존재 (어떤 사람의 마음 상태)에 한 변형이며 행 에 

한 잠정  원인이다.” 우리는 흄이 언 한 를 통해 이를 좀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 방에 호랑이가 있다고 단순히 생각만 하는 

26) Stephen Everson, “The Difference between Feeling and Thinking”, 

Mind, vol. 97, 1988, pp.401-413.
27) Ibid. p.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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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나의 감정이나 행 에 큰 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만일 

내가 방에 호랑이가 있다고 믿는다면 나의 느낌과 행 는 상당한 

정도로 향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흄의 힘과 활력이란 개념

을 통해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호랑이에 한 나의 념은 어

떤 경우에는 힘과 활력에 있어 덜하고 어떤 경우에는 더하다. 내가 

호랑이가 방에 있다고 실제로 믿게 되면, 믿음은 보다 “힘이 있고, 
향력이 있으며”, “아주 요하게” 보이며, “우리 행 를 지배하는 

원리”가 된다(T. 629).
앞서 살펴본 표  해석과 흄주의 해석 모두에 해 우리는 흄의 

념 이론과 련하여 두 가지 제한을 가해야만 한다. 즉 첫째, 흄은 

‘힘’과 ‘활력’을 기술  의미로만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자 그 로 이해하려고 해야 한다. 둘째, 어떤 해석도 흄의 마음에 

한 유아론 (solipsistic) 설명을 존 해야하고 지각이 갖는 힘과 활력

이 반성  작용을 통해 할 수 있다는 을 인정해야만 한다. 이상

의 두 제한은 통  표  해석과 함께 갈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한을 받아들이면서도 한편으로 우리는 표  해석이 허용할 

수 있는 것 보다 훨씬 복잡한 생각을 흄의 이론 속에서 발견할 수 

있음을 한 인정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이하에서 이 둘을 조화할 

수 있는 단서를 흄의 텍스트에서 찾아보기로 하자. 
우선 표  해석은 흄의 념 이론이 이미지 이론이라는 것을 

제하고 있다. 그리고 인상과 념의 차이를 이미지가 갖는 성질들의 

차이로 보고 있다. 그러나 흄이 념을 이미지라기보다 지향  상

으로 보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많으므로 표  해석이 

제하고 있는 념이론은 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믿음 

이론에 있어서도 믿음은 마음에 자극을 주는 힘과 활력을 가진 념

이라는 상  측면을 넘어서 믿음은 어떤 상으로 향한 어떤 “태
도”를 취함과 련된다는 에서 지향  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

다. 달리 말하면, 라트클리 가 주장하듯이, “믿는 것은 어떤 념으

로 향한 느낌을 가짐에 연루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태도 는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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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존재(어떤 사람의 마음 상태)에 한 변형이며 행 에 한 잠재

 원인’이다.”28) 그러나 믿음이 어떤 느낌이나 태도와 련된다고 

해서 그것으로부터 그 믿음이 바로 동기부여력을 가진다는 것이 따

라 나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흄에 따르면, 모든 감정이 다 동기 부여

력을 갖거나 모든 정신  상태가 다 힘과 활력의 정도를 갖지는 않

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략히 말하자면, 라트크리 가 주지하듯이, “믿
는다는 것은 마음 속에 사물이 존재하는 방식에 한 표상을 갖는 

것이지만, 어떤 사람의 확신은 그와 같은 념이 갖는 힘과 활력에 

의해 발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라트클리 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

다. 즉 만일 이러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와 같은 확신 그 자체가 동

기부여력을 갖는다고 생각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 게 해서 흄에

게 있어 믿음이 어떻게 행 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지가 설명된다. 
흄은 단순한 표상에만 여하는 것이 아닌 행 에 동기 부여력을  

수 있는 믿음에 한 설명을 해 단순한 념 는 믿음에 힘과 활

력이 부과된 것으로서의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때 

힘과 활력은 마음의 다른 상태와 기능 으로 연 된 느낌, 는 생각 

방식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에버슨은 ‘힘과 활력’이라는 개념은 탐구 에서는 자 그 로의 

의미에 있어서도 인성론 에서 지각이 갖는 고유한 성질 즉 강도나 

강렬함이라기보다 인과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다29)고 주장한다. 

형이상학에서 등장하는 힘(power), 효력(force), 에 지(energy), 필
연  연결(necessary connexion) 보다 더 모호하고 불확실한 념은 

없다. 이와 같은 념들은 매 순간에 우리로 하여  우리의 모든 논고

에서 다루는 것이 필수 이라고 하는 것들이다(E. 49).30)

28) E. Radcliffe, ‘Hume on the Generation of Motive: Why Beliefs 

Alone Never Motivate’, Hume Studies, Vol. 25, (1999), p.110.

29) Ibid. p.406.

30) 필자는 흄 인용의 거를 에버슨에게 빚지고 있다. Everson, p.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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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의 인과에 한 논의에서 흄은 ‘힘’과 ‘효력’이라는 말을 동

의어로 사용하고 있다. 효력이란 인과  개념이다. 어떤 효력을 갖는

가는 그것이 어떤 결과를 산출하는 가에 달려 있다. 나아가 흄은 

‘힘’, ‘활력’, ‘생생함’을 인성론  ｢부록｣에서는 동일한 속성으로 보

고 있다 (T, 629). 보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의 지각이 다른 것 보

다 마음에 더 강력한 효과나 결과를 래하면 더 큰 힘과 활력을 갖

는다는 의미에서 여기서 흄의 ‘힘’의 사용은 인과  의미이다.31) 나

아가 에버슨에 따르면, 힘과 활력을 가진 믿음이 그것과 기능 으로 

연 된 정념과 함께 행 를 산출할 수 있다는 에서 힘과 활력의 

인과  속성은 기능주의로 볼 수 있다.32)

앞서 살펴 본 바처럼, ‘ 통 ․표  해석’에 따르면 힘과 활력

은 이미지들이 갖는 본질  속성들이다. 그러나 힘과 활력을 인과  

개념으로 이해하면 념이 힘을 갖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여기서 힘은 념이 갖는 본질  혹은 내재  속성이 아니기 때문이

다. 하나의 념은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마음에 향을 미칠 수 있

으면 힘을 가질 수 있다. 힘과 활력을 이 게 이해했을 때, 에버슨에 

따르면, 인상을 가짐과 념을 가짐의 차이는 느끼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의 차이로 볼 수 있다.33) 그 다면 느낌과 사고의 차이는 무엇

인가? 컨 , 분노를 느끼는 것과 분노하는 것에 해 단순히 생각

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 차이는 흄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즉 

화난사람은 그 감정에 해 단지 생각하는 사람과 다르게 행동한다

는 에서 다르다. 그와 같은 감정을 느끼는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행 하고자 하는 경향성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생각은  행 에 

한 흄주의 이론에서 말하듯, 믿음과 욕망의 한 조합이 주어지

면 어떤 사람의 단순한 사고는 그 지 못한 반면, 믿음과 결부된 느

낌은 그로 하여  행 하도록 동기부여할 수 있다는 생각의 모태라

31) Everson, p.406.

32) Everson, Ibid.

33) Ibid. p.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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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볼 수 있다.  기능주의자들은 믿음과 행 의 친 한 연 에 

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즉 만일 당신이 당신의 믿음 때문에 행동

한다고 한다면 그 믿음과 그 행 는 함께 가는 것이다. 그러나 그 둘

이 함께 잘 갈 수 는 있지만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행 와 무 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상상 할 수 있

기 때문이다. 그래도 여 히 당신이 어떤 믿음을 가질 때 어도 

한 방식으로 행 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다고는 말할 수 있다. 따라

서 믿음은 행 와 곧바로 직결되지는 않지만 상황에 따라 한 방

식으로 행 하고자 하는 성향과 동일시 될 수 있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믿음은 행 의 복잡한 형태를 동기짓는다는 의미에서 우리의 

행 를 ‘이끄는 원리(guiding principle)’이다. 따라서 이상에서 살펴보

았듯이 흄에게 있어 힘과 활력을 가진 믿음이 우리의 정념과 행 에 

향을 주고 우리 행 를 이끄는 원리(T 629)라는 생각은  행  

이론에 한 기능주의에 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Ⅳ. 결  론

인성론 곳곳에서 언 하고 있는 믿음에 한 흄의 정의들은 비일

이다. 고맨은 믿음에 한 흄의 주장들을 아홉 가지 범주로 나

고 있다.34) 즉 흄에 따르면, 믿음이란 

1.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떠올려진 념( : E. 49, T. 96).
2. 생각 그 자체에 한 특별한 방식 ( : E. 49, T. 97). 
3. 어떤 방식으로 느끼는 념 ( : E48, T. 103)
4. 특정한 느낌 그 자체 ( : E 49, T 634, 629)
5. 마음에 큰 향을 미치는 념( : T 118-20)

34) Michael M. Gorman, ‘Hume’s Theory of Belief’, Hume Studies, 
Vol. XIX, No. 1, 1993,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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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재가 마음에 향을 미치도록 만드는 마음의 작용( : E, 49, 
T. 629)

7. 인상과 련된 생생한 념( : T. 96)
8. 념을 떠올리는 생생한 방식인데, 그와 같은 방식은 인상으로

부터 일어난다. ( : E. 50)
9. 념을 힘 있고 활력이 있게 만드는 어떤 것. ( : T 101, 627)

일부 주석가들이 주지하듯이, 우리가 이러한 주장들을 일 되게 만

들기는 아주 힘들다. 하지만 필자는 의 몇 가지 주장들을 화해시킬 

수 있는 방식을 보이고자 시도했다. 이와 같은 작업을 하기 해 필

자는 흄이 믿음을 정의하는데 있어 사용한 ‘힘’과 ‘활력’이란 용어의 

사용과 련된 몇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에 을 

맞추었다.
필자는 흄주의자들이 흄이 사용한 힘과 활력이라는 개념을 몇 가

지 방식으로 해석함으로써 믿음에 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사실을 보 다. 필자가 제시한 힘과 

활력에 한 몇 가지 서로 다른 해석은 다음과 같다. 즉 1) ‘강도와 

강렬함’ 2) ‘실재에 한 우리의 느낌, 즉 실재감’ 3) ‘반성  의식 

활동 속에서 할 수 있는 성질들’ 4) ‘마음의 다른 상태들과 기능

으로 연 된 느낌’
우리가 인성론 에서 흄이 사용하고 있는 ‘힘과 활력’이란 용어에 

해 일의 인 의미로 해석하기를 시도했을 때 그 핵심  특징을 이

해할 수 없지만, 두 종류의 해석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발견

할 수 있다고 필자는 제안했다. 즉 다우어가 제안한 3) ‘생각의 방식

으로서 의식 으로 떠올려진 명제 는 념’과 에버슨이 제안한 4) 
‘마음의 다른 상태 컨 , 욕망과 기능 으로 연 된 느낌’이 ‘힘과 

활력’에 한 가장 정당한 해석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두 해석, 즉 (3)과 (4)가 서로 조화될 수 있는지 

하는 것이다.  기능주의자들은 믿는 명제를 그것에 따라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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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하려는 경향성과 동일시함으로써 네 번째 해석을 지지한다. 필자

는 이와 같은 기능주의 해석에 동의한다. 그러나 믿음이 갖는 ‘힘’과 

‘활력’ 개념에 한 세 번째 해석 즉 부사구주의 해석이 더 강력한 지

지를 얻기 해서는 흄의 념 이론도 부사구주의로 읽을 수 있는지가 

증명되어야 한다. 이 문제는 흄의 념이론을 통  해석인 표상주의

나 간  실재론으로 해석하기보다 부사구주의와 직 실재론으로 보는 

문제와 결부되어 있으며 이 한 논쟁의 여지가 있다. 이에 한 논의

는 새로운 연구 과제로 남겨 두고 논의를 맺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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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 the Nature of “Force and Vivacity” 
in Hume’s theory of Belief

Yang, Sunny

In explaining the workings of mind, Hume claims that 
impressions differ from ideas only “in their different degrees of 
force and vivacity,” and belief differs from a mere idea only 
because of its “additional force and vivacity.” My aim in this paper 
is to illuminate the nature of the quality of “force and vivacity,” 
For Hume “force and vivacity” play a primary role in 
distinguishing (1) impressions from ideas, (2) memory from 
imagination, (3) conception from belief , and presumably all other 
states of the understanding and imagination. In attempting to set out 
these distinctions, Hume uses the adjectives “lively,” “strong,” 
“forceful,” “vivacious,” “solid,” “firm,” and “steady.” I shall 
examine four relatively disparate accounts of force and vivacity: 1) 
“intensity and violence,” 2) “verisimilitude or our feeling of 
reality,” 3) “introspectively available features of our conscious 
activity,” and 4) “functionally related state.”I shall argue that 1) and 
2) can be applied to the distinction between impressions and ideas, 
while 3) and 4) can be identified with belief. But 2), 3), 4) share 
common ground in that they are not the ordinary but the technical 
sense of Hume’s use of force and vivacity. 

Opinions diverge on interpretation of Hume’s use of these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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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group suggests that we should try to understand force and 
vivacity as literally as we can, since Hume does not introduce 
“force” and “vivacity” as technical terms. I shall call this the 
standard view, or the traditional interpretation. Accepting these 
constraints, the second group finds a much more sophisticated 
theory in Hume than he is allowed. I shall call this Humean 
“force” and “vivacity.”

Although Hume’s appeal to the idea of force and vivacity for 
explaining the workings of the mind involves grave difficulties, the 
second group urges that we are to have a viable reading of Hume’s 
“force and vivacity” identifying them with belief. To that extent I 
shall be sympathetic to this strand of thought. Hence, I shall be 
mainly concerned with Humean “force and vivacity” that can be 
identified with belief. However, it seems that the way is open for a 
disparate account of Hume’s several appeals to force and vivacity. 

Keywords: Hume, Belief, Force, Vivacity, Feeling, Adverbialis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