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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이 글은 인식적 합리성의 원천에 대한 탐구를 통해, 우리가 왜
합리적으로 믿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예비작업으로서 인식적 합리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전통적 견해를 제시하고
이를 비판하는 브룸의 견해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논의를 바
탕으로 인식적 합리성을 따라야 하는 당위성과 그 당위성을 성립시키는 이
유 사이의 관계를 분석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합리성의 당위성과 그 이유
사이의 관계를 엄격한 것으로 간주할 경우 합리성의 원천에 대한 정언적
견해가 도출되며, 반대로 그 같은 관계를 느슨한 것으로서 간주할 경우 합
리성의 원천에 대한 가설적 견해가 도출됨을 논증할 것이다. 끝으로 필자
는 합리성의 원천에 대한 각각의 견해가 갖는 특징을 해명하는 동시에, 각
각의 견해가 맞닥뜨리는 문제점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Ⅰ. 서 론
이 글은 인식적 합리성의 원천에 대한 탐구를 통해, 우리가 왜 합
리적으로 믿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
선 예비작업으로서 인식적 합리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전통적 견해를
제시하고 이를 비판하는 브룸의 견해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인식적 합리성을 따라야 하는 당위성과 그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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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을 성립시키는 이유 사이의 관계를 분석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합리성의 당위성과 그 이유 사이의 관계를 엄격한 것으로 간주할 경
우 합리성의 원천에 대한 정언적 견해가 도출되며, 반대로 그 같은
관계를 느슨한 것으로서 간주할 경우 합리성의 원천에 대한 가설적
견해가 도출됨을 논증할 것이다. 끝으로 필자는 합리성의 원천에 대
한 각각의 견해가 갖는 특징을 해명하는 동시에, 각각의 견해가 맞닥
뜨리는 문제점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Ⅱ. 인식적 합리성에 대한 브룸의 견해
그렇다면 이제 인식적 합리성의 원천에 관한 논의의 출발점으로서,
먼저 인식적 합리성이 무엇인지를 해명해보기로 하자. 먼저 이 절에
서는 인식적 합리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전통적 입장과 이에 대한 브
룸(John Broome)의 비판적 입장을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
전통적 견해에 따르면, “인식적 합리성”이란 이유(reason)에 적절하
게(appropriately) 반응하여 믿음을 산출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가령 철수가 범인임을 믿게 하는 강력한 인식적 이유가 있고, 이에
적절한 반응으로서 철수가 범인이라는 판사의 믿음이 산출된다면, 판
사의 믿음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언뜻 보기에 합리성이
이유나 증거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능력이란 전통적 견해는 정당한 듯
하다. 그러나 이 같은 전통적 합리성 개념에 대하여, 브룸은 인식 주
체 S가 인식적으로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믿음에 대해 어떠한 인식적
이유가 있는지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합리성의 능력
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합리성이 이유에 반응하는 능력이
아님을 논증한다. 다음의 예는 이 같은 브룸의 입장을 잘 설명해준다.
(1A) 나는 내가 전능한 기만자에 의해 기만당하고 있지 않다고 믿는다.
(1B) 나는 내가 손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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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예에서 우리는 합리적인 사람의 경우, (1A)의 믿음내용을 믿
는다면 (1B)의 믿음내용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믿음 사이에 유지되는 합리적 관계가 이유에 반응하는 관계인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1A)의 믿음내용을 믿기 위한 인식적 이유를 찾기란 어렵다.
물론 (1A)의 믿음내용을 믿기 위한 실천적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이다. 가령 (1A)의 믿음내용을 믿지 않는다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든지 하는 등의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실천적
이유는 믿음 (1A)를 합리화할 수 없다.1) 혹자는 믿음 (1A)를 합리화
하는 선험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선험
적 이유가 실제로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하며, 이는 본 논고의 범위를 벗어난다. 믿음 내용을 믿기
위한 인식적 이유를 탐구하는 데 있어, 오히려 ‘전능한 기만자’ 또는
‘자비로운 영’을 상정하는 회의적 가설이 더 위협적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와 같은 가설을 부정하기 위한 인식적 이유나 증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2) 따라서 전능한 기만자를 통해 고안된 회의적 가
1) 믿음을 합리화하는 이유가 단지 인식적인 고려만을 포함하는지, 아니면
실천적인 고려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논의가 있다. 이 글
은 이와 같은 복잡한 논의에 개입하기보다는 믿음을 합리화하는 이유는
인식적 고려만을 포함한다는 견해를 전반부에서 전제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설명을 위한 임시적 수단에 불과함을 밝혀둔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임시적 전제는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서 부정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질 것
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임시적 전제는 단순히 논의의 전개를 위한 사다리
의 역할을 할 뿐이며, 이 글의 결론은 이와 같은 전제에 의존하지 않는다.
2) 회의적 가설을 통해 지식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회의론은 전통적으로 인식론
에서 중요한 위협이 되어 왔다. 회의적 가설이 지식의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위협이 된 이유는 전능한 기만자나 자비로운 영을 상정하는 회의적 가설이
인식적 이유나 증거에 의해 부정될 수 없도록 고안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
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경험적 증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실제의 세계
와 회의적 가설이 성립하는 세계 모두에서 주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경험적 증거는 회의적 가설을 배제하는 증거로서 역할을 할 수 없
다는 것이다. 회의적 가설의 본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회의론을 극복하려는
맥락주의적 시도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하라. DeRose, K., “Solving
the Skeptical Problem.”, Philosophical Review, Vol. 104 (1995), pp.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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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부정하고 있는 (1A) 역시 인식적 이유나 증거에 의존한다고 보
기 어려우며, 이와 같은 근거에서 (1A)가 인식적 이유에 기초되지 않
은 믿음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결국 인식적
합리성이 이유에 적절히 반응하여 믿음을 산출하는 능력이라는 전통
적인 합리성 견해에 따를 때, (1A)가 인식적 이유에 반응하지 않는
믿음이라면, (1A)는 비합리적인 믿음이 된다.
그렇다면 이제 믿음 (1A)는 믿음 (1B)의 인식적 이유가 될 수 있
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1A)와 같은 어떤 심적 상태가
(1B)와 같은 다른 심적 상태에 대한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심
각한 문제를 드러낸다. 브룸의 글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예시는
이유가 믿음과 같은 심적인 상태가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2A) 철수는 난생인 동물은 포유류가 아니라고 믿는다.
(2B) 철수는 오리너구리가 난생이라고 믿는다.
(2C) 철수는 오리너구리가 포유류가 아니라고 믿는다.

위의 예는 올바른 이론적 추론을 보여주고 있다. 만약 이유가 심적
인 상태가 될 수 있다면, 여기서 (2A)와 (2B)가 이유로서 간주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철수가 (2C)의 믿음 내용을 믿
어야만 하는 것은 (2A)와 (2B) 때문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즉
(2A)와 (2B) 때문에 (2C)을 믿어야만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철수가 (2C)의 믿음내용을 믿어서는 안 된다. (오리너구리
는 난생인 포유류이다.)
좀 더 일반화하여 말하자면, P와 Q가 논리적 함축관계일 때, 인식
주체 S가 P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Q에 대한 믿음을 형성했다고 하
더라도, 그가 실제로 P를 믿고 있는 것과는 달리 P를 믿지 말았어야
했다면 S는 Q를 믿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실제로 P를 믿는다
고 하더라도 반드시 Q를 믿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이유가
Cohen, S., “How to be a Fallibilist.”, in Philosophical Perspectives 2:
Epistemology, (ed.), J. Tomberlin (Ridgeview, 1988), pp.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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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위를 성립시키는 요소라고 할 때, 믿음 P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3)
따라서 믿음 (1A)는 믿음 (1B)에 대한 이유가 될 수 없으며, 합리성
이 이유에 적절히 반응하여 믿음을 산출하는 능력이라는 전통적인 합
리성 개념에 따를 경우, (1B)는 어떠한 이유에도 반응하지 않는 비합
리적인 믿음이 된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1A)의 믿음내용을 믿게 되면, (1B)의 믿음내
용을 믿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1A)의 믿음
내용을 믿으면서 (1B)의 믿음내용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비합리적인 사람으로서 간주할 것이다. 우리의 이와 같은 직관은 비
록 믿음 (1B)가 믿음 (1A)로부터 논리적으로 따라나오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각각의 믿음 내용 사이에는 논리적 함축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에 기초한다. 즉 믿음 (1A)와 믿음 (1B) 각각의 믿음내용, 즉 각각의
명제들 간에 논리적 도출관계가 성립할 때, 비록 이들 명제들에 대한
명제태도인 믿음 (1A)와 믿음 (1B)가 논리적 도출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1A)의 믿음내용을 믿으면서 (1B)의
믿음내용을 믿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믿음
내용들 사이에 논리적 도출관계가 성립하면, 믿음들 사이에도 합리적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다.4)
3) 다음의 논증은 이유가 믿음과 같은 심적상태가 될 수 없는 근거를 더욱
명확하게 해준다. 가령 철수가 오리너구리는 포유류가 아니라고 믿는다고
가정해보자. 여기서 “오리너구리는 포유류가 아니다”라는 명제를 R이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동어반복적인 공식이 성립한다.
R→R
따라서 철수가 R을 믿는 것(A 믿음)으로부터 R을 믿는다면(B 믿음) 철수
는 올바른 이론적 추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A 믿음이 B 믿
음에 대한 이유가 된다면 철수는 A 믿음을 믿기 때문에 B 믿음을 믿어야
만 한다. 그런데 이 경우 철수가 거짓 믿음을 실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야만 한다는 부당한 결론이 도출된다. 즉, 어떠한 믿음이 믿어
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은 믿어져야만 한다는 것과 같이, 믿음이 그 자
체로 당위를 자동적으로 도출하는 것이다. 이는 명백히 받아들여질 수 없
다. 따라서 믿음과 같은 심적 상태는 이유가 될 수 없다.
4) 믿음 내용들 사이에 논리적 함축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은, 믿음 내용들인 명
제들이 논리적 함축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믿음들 사이에
합리적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은, 믿음이라는 심적 상태가 합리성에 의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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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같은 합리적 관계는 방금 논증한 바와 같이 합리성과
이유 사이에 유지되는 관계일 수 없다. 즉 (1A) 때문에 (1B)를 믿어
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1A)를 믿는다면 (1B)를 믿어야 한
다. 즉 (1A)라는 믿음의 전제하에서 (1B)를 믿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브룸에 따라서 이를 기호로 나타낸다면5),
(3A) (1A) → R((1B))
가 아니라,
(3B) O((1A) → (1B))6)
인 것이다.

(3B)는 (1A)가 “O(～해야 한다)”의 범위 하에 있으며, 또한 (1B)의
이유가 아님을 나타내고 있다. ((1A)가 (1B)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공식인 (3A)는 방금 논증한 바와 같이 성립할 수 없다.)
오히려 (1A)의 전제하에서 (1B)가 반드시 성립하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는 (1A)와 (1B) 사이의 관계에 대한 당위성을 표현하
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1A)와 (1B) 각각의 믿음내용이 논리적
함축관계에 있을 때, 합리적인 사람의 경우, (1A)가 성립한다면 (1B)
가 성립하여야 한다는 것이다.7)
계지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비록 믿음 내용, 즉 명제들 사이에 논리적
관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믿음, 즉 심적 상태들 사이에 논리적 관계가 성
립하지 않음을 보기란 어렵지 않다. 만약 믿음들 사이의 관계가 논리적 관계
라면 믿음 (1A)를 갖는 사람은 모든 가능세계에서 믿음 (1B)를 가져야 하지
만, 비합리적인 사람은 믿음 (1A)를 가지면서도 믿음 (1B)를 가지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믿음들 사이의 관계를 논리적 관계로서 파악해서는 안 된다.
5) Broome, J., “Normative Requirements.”, Ratio, Vol. 12 (1999), pp.398-419 참조.
6) 여기서 R은 “전건이 R에 속박된 항의 이유가 된다”를 의미하며, O는 “～해야
한다”는 당위를 나타낸다. 이와 관련하여 각주 8을 또한 참조하라.
7) 브룸은 (3B)와 같이 믿음과 믿음, 혹은 의도(intention)와 의도 사이의 관
계에서 성립하는 당위성을 합리적 요구라고 부르고 있다. 그는 합리적 요
구란 (3B)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믿음이나 의도가 “O”의 범위 속에
포함되는 넓은 범위에서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
을 참조하라. Broome, J., “Normative Requirements.”, Ratio, Vol. 12 (1999),
pp.398-419; Broome, J., “Does Rationality Give Us Reasons?”, Philosoph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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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룸은 이와 같은 논의에 기반하여, 합리성은 이유에 반응하는 능력이
아니라는 결론을 도출해낸다. 오히려 브룸에게 있어 인식적 합리성이란,
믿음내용들 사이에 성립하는 논리적 관계에 따라서 믿음을 형성하는 것
이며, 다시 말해 합리성은 이유와 믿음들 사이의 관계에서 성립하는 것
이 아니라 믿음과 믿음 사이에서 성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비합리적인 사람의 경우, 믿음내용 사이에 논리적 도출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 믿음을 믿는 전제하에서 다른 믿음을 반드시 믿
을 필요는 없다. 즉 믿음 내용들 사이에 논리적 관계가 성립하더라도,
믿음들 사이에 논리적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한 믿음을 믿
는다고 반드시 다른 믿음을 믿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
나 우리는 이와 같은 비합리성을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믿음내용들 사이의 논리적 관계에 따라 믿음을 형성하여 합리성의 요
구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Ⅲ. 인식적 합리성의 원천에 대한 가설적 견해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왜 합리성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다시 말
해 우리는 도대체 왜 합리적이어야 하는가? 이 질문은 합리적이어야
하는 이유를 묻고 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이유로 합리적이어야
하는지, 즉 우리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3B)를 따라야만 하는지를 묻
고 있다.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P와 Q가 각각 믿음이며, 각각의 믿음내용 사이에 논리적 관계가 성
Issues, Vol. 15 (2005), pp.321-337; Broome, J., “Reasons.”, in Reason and
Value: Essays on the Moral Philosophy of Joseph Raz, (ed.), R. Jay Wallace,
P. Pettit, S. Scheffler, M. Smith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pp.28-55. 반면에 콜로드니는 모든 합리적 요구가 반드시 넓은 범위를 갖
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브룸을 비판하고 있다. 브룸의 주장에 대한
콜로드니의 비판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하라. Kolodny, N., “Why
Be Rational?”, Mind, Vol. 114 (2005), pp.509-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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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한다고 할 때,
(4) A → O(P → Q)8)

여기서 A는 믿음 P와 믿음 Q의 당위적 관계를 성립시키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같은 이유와 당위의 관계에 대해서 두 가지 분
석을 할 수 있다. 우선 A와 O(P → Q)의 관계가 엄격한 조건문으로서
성립할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 경우 A이면서 -O(P → Q)인 경
우는 모든 가능세계에서 불가능하며, 다시 말해 A와 O(P → Q)는 논리
적으로 필연적인 개념적 관계를 갖게 된다. 따라서 (4)가 엄격한 조건문
으로서 이해된다면 A일 경우 반드시 O(P → Q)가 성립해야 한다.
한편 우리는 A와 O(P → Q) 사이의 관계가 실연적 조건문으로서
성립할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 경우 A와 O(P → Q)는 엄격한
조건문과는 달리 다소 느슨한 관계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예는 이 같은 관계를 잘 보여준다.
(5A) S는 외롭다.
(5B) S는 결혼해야 한다.

위의 예에서 (5A)는 (5B)에 대한 이유이다. 즉 S가 외롭기 때문에
8) 공식 (4)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브룸은 Broome(1999)
에서 기호 “O”를 이유와 당위 사이에 성립하는 엄격한 관계에만 한정하여
사용하는 반면에, 공식 (4)에서 기호 “O”는 이유와 당위 사이의 엄격한
관계와 느슨한 관계를 모두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Broome(1999)에
의하면 (4)는 “A → O(P → Q)”와 “A→ R(P → Q)” 모두를 포함하여야 한다.
그러나 필자는 이 같은 브룸의 기호법을 따르는 대신에, 기호 “O”를 이유와
당위 사이의 관계가 가지는 엄격함이나 느슨함에 대해 어떠한 함축도 가
지지 않는 것으로 사용할 것이다.
한편 브룸은 Broome(1999)에서 합리적 요구를 규범적 요구라고 부르면서
공식 “O(P → Q)”로 표현하고 있는 반면에 Broome(2005)에서는 합리적 요
구를 규범적 요구라고 부르는 것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한다. 비록 브룸이
명시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Broome(2005)에서의 합리적 요구를 기
호로 나타낸다면 “R(P → Q)”가 될 것이다. 이후의 논의에서, 필자는 Broome(2005)
에서의 합리적 요구에 대한 브룸의 견해를 합리성의 원천에 대한 가설적
견해로 해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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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는 결혼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관계가 모든 가능세계에
서 성립하는 논리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어떤 근접
한 가능세계에서는 S가 외롭지만 결혼을 하지 말고 친구 관계를 좀
더 강화시켜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S가 외롭다는 사실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5B)가 반드시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며, (5A)
가 성립하더라도 (5B)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만
약 S가 에이즈 보균자라면 비록 (5A)가 성립하더라도 (5B)는 성립하
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A와 O(P → Q) 사이의 관계가 느슨할 경우, 전건과 후건 사이
의 관계는 논리적 관계가 아니며, 다시 말해 A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반
드시 O(P →Q)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O(P →Q)의 성립 여부는
O(P → Q)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이유들의 경중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이제 조건문 (4) A → O(P → Q)를 분석하는 두 가지 가능성에 따
라서, 우리는 합리성의 원천에 대한 두 가지 견해를 도출해낼 수 있
다. 우선 (4)를 엄격한 조건문으로서 파악한다면, A라는 이유 때문에
논리적으로 O(P → Q)를 따라야만 한다. O(P → Q)를 따라야 하는 것,
다시 말해 합리적이어야 하는 것은 A라는 논리적인 이유 때문에 성
립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A라는 이유와 합리성의 당위성
은 개념적․논리적 관계에 놓인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이처럼 합리
성의 당위성과 그것의 이유를 논리적 관계로서 파악하는 견해를 합
리성의 원천에 대한 정언적 견해로 부를 것이다.
한편 조건문 (4) A → O(P → Q)를 실연적 조건문으로서 파악하여,
A와 O(P → Q)의 관계를 느슨한 관계로 이해하는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A가 성립하여도 반드시 O(P → Q)가 성립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며, O(P → Q)에 반대하는 강력한 이유가 있을 경우, O(P → Q)를
따르지 말아야 한다. 다시 말해 합리성을 따르지 말아야 할 경우가
가능하다. 필자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합리성과 그것의 이유를 파악
하는 견해를 합리성의 원천에 대한 가설적 견해, 혹은 도구적 견해
라고 부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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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합리성의 원천에 대한 가설적 견해에 대해 살펴보자. 이 견해
에 따르면 합리성은 그것을 따를 것을 지지하는 이유 때문에 당위로
서 성립하지만, 만약 이를 반대하는 더 강한 이유가 주어졌을 때, 당
위로서 성립할 수 없다. 이처럼 합리성의 원천에 대한 가설적 견해에
따르면 합리성은 그것을 따를 것을 지지하는 이유에 의해 규범적 힘
을 갖는다. 그렇다면 이유는 어떻게 합리성에게 규범적 힘을 부여할
수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유와 당위 사이에 성립하는 규범적 힘의 두 가지 가능성
을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이유가 그 자체로 정언적인 규범적 힘을
소유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주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유가 주어질 경우 당위가 반드시 성립해야 한다. 즉 이유
는 개념적, 혹은 논리적으로 당위를 성립시키며, 이유가 당위를 성립
시키는 규범적 힘을 갖는 것은 다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반면에 우리는 이유가 그 자체로 규범적 힘을 소유한다기보다는,
다른 것에 의존하여 그 규범적 힘을 갖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아래의 예는 이 같은 경우를 잘 설명해준다.
(6A) 철수는 학교에 가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6B) 2번 마을버스는 학교에 간다.
(6C) 철수는 2번 마을버스를 타야만 한다.

위의 예에서 철수가 2번 마을버스를 타야만 하는 이유는 2번 마을
버스가 학교에 간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2번 마을버스가 학교에 가
기 때문에 철수는 2번 마을버스를 타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
서 (6B)가 이유로서 규범적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철수가 학교에 가
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만약 철수가 시청에 가고자 했
다면, 그는 지하철 2호선을 타야 했을 것이고, (6B)는 (6C)에 대해 더
이상 이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주체가 특정한
목적을 가졌다는 사실이 이유에 규범적 힘을 부여하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당위를 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이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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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적 힘은 주체가 가진 목적에 의존한다. 이처럼 이유의 성격을 이
해할 때, 이유의 규범적 힘은 가설적, 혹은 도구적인 것이 될 것이다.
이제 이유가 규범적 힘을 갖는 두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합리성의
원천에 대한 논의에 적용하여 보자. 우리는 조건문 (4) A → O(P → Q)
를 엄격한 조건문과 실연적 조건문으로 각각 분석할 수 있음을 보았
다. 이 같은 분석은 사실상 앞서 설명한 이유에 대한 분석과 거의 일
치한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조건문 (4)를 엄격한 조건문으로서 분
석할 때, A와 O(P → Q) 사이에 논리적으로 필연적인 관계가 성립하
였는데, 이는 A라는 이유가 그 자체로 논리적 관계를 통해 O(P → Q)
를 성립시키는 정언적인 규범적 힘을 갖는다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건문 (4)를 엄격한 조건문으로 분석할 때, A는 정언
적인 규범적 힘을 갖으며, 합리성의 당위적 성격은 A라는 이유가 개
념적․논리적으로 성립시키는 것이 된다. 즉 합리성의 당위적 성격은
그것의 논리적인 이유 때문에 성립한다.
이와는 달리, 조건문 (4) A → O(P → Q)를 실연적 조건문으로 분석
할 경우, 합리성을 따를 것을 지지하는 좋은 이유가 있을 경우 합리
성이 당위로서 성립하지만, 만약 그것을 반대하는 더 강한 이유가 있
을 경우, 합리성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합리성
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위에서 합리성의 원천에 대한 가설
적 견해로 칭한 이 입장은 정언적인 규범적 힘을 갖는 이유를 합리
성에 대한 이유로서 상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합리성에 대한 정언적
인 규범적 힘을 갖는 이유를 상정할 때, 조건문 (4)는 엄격한 조건문
이 되어 더 이상 합리성의 원천을 가설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불가능
하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리성의 원천에 대한 가설적 견해에 따
르면, 합리성을 따라야 하는 이유를 가설적․도구적인 규범적 힘을
갖는 것으로서 이해해야 한다.
합리성의 원천에 대한 가설적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것의 이
유를 가설적․도구적인 규범적 힘을 갖는 것으로서 취할 때, 우리는
이 같은 이유가 그것의 규범적 힘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목적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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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그와 같은 목적은 진화의 과정에서 생
존을 위해 갖추어진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지만, 이러한 목적이 무엇
이든지 간에, 여하튼 어떠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가정하는 데에는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합리성을 따라야 하는 이유가 목적에 의존하는
가설적인, 혹은 도구적인 규범적 힘을 가질 때, 합리성을 따르는 것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될 것이다. 합리성을 이와 같이 이해
할 때, 합리성의 당위적 성격을 성립시키는 것은 목적에 대한 그것의
도구적 유용성의 측면이 될 것이며, 따라서 합리성의 원천에 대한 가
설적 견해는 곧 합리성의 원천에 대한 도구적 견해가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합리성을 따라야 하는 것, 즉 O(P → Q)를 따라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 다음의 예를 통해
이에 대해 분석해보자.
(7A) 나는 어떤 이가 총각이라면 남자라고 믿는다.
(7B) 나는 철수가 총각이라고 믿는다.
(7C) 나는 철수가 남자라고 믿는다.

위의 예에서 믿음내용들 간에는 논리적 도출관계가 성립하지만, 믿
음들 간에는 논리적 도출관계가 아니라, 합리성을 가정한다면, 합리적
관계가 성립한다.9) 앞서 우리의 분석에 따르면, 합리성의 원천에 대한
가설적 견해는, 합리성에 반대하는 더 강력한 이유가 있을 경우, 우리
가 합리성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을 허용한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
을 위의 예에 적용하면, 만약 어떤 목적에 비추어 합리성에 반대하는
더 강력한 이유가 주어졌을 경우, 우리는 (7A)와 (7B)로부터 (7C)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얻게 된다. 심지어 그 목적
이 (7C)의 부정을 통해 더 잘 획득될 수 있다면, 이유의 규범적 힘은
우리에게 (7C)의 부정을 당위로서 강요할 것이다. 이처럼 (7)의 예에
9) 어떤
다는
믿음
이라

사람이 믿음 (7A)와 믿음 (7B)를 갖는다면, 그가 믿음 (7C)를 갖는
것이 논리적으로 따라나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가 믿음 (7A)와
(7B)를 믿으면서 (7C)를 믿게 되는 것은 합리성의 요구에 의한 것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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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믿음내용들 간에 논리적 도출관계가 성립하더라도, 믿음들 간에 성
립하는 관계는 정언적인 관계가 아니라 가설적인 관계가 된다.10)
다음과 같은 브룸의 예11)는 위의 분석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게 해
준다. 합리성의 능력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최상의 수단이 아닌 세계

 을 가정해보자.  에서도 역시 합리적인 사람은 우리와 같은 이
론적․실천적 추론을 하지만, 그 세계의 인과적 과정의 차이 때문에
합리적 능력의 사용은 목적을 달성하는데 방해로서 작용한다.12) 물론

 에서도 믿고 싶은 대로 자의적으로 믿는 비합리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이 같은 비합리적인 사람이 목적을 더 잘 달성한
다. 합리성의 원천에 대한 가설적․도구적 견해에 따른다면  의 사
람들은 합리성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합리적이어야 하며, 다시 말하면, 이 같은
목적은 비합리성을 당위성으로서 성립시킨다. 결국  에서의 합리성
은 우리의 것과 반대가 될 것이다.
혹은 위의 브룸의 예와는 달리, 우리와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세계  를 가정해볼 수 있다.  에서 합리성은 목적을 이루기
10) (7A), (7B) 그리고 (7C)의 관계가 논리적 관계가 아니라 합리적 관계라면,
이 관계의 본성은 합리성의 본성에 의존한다. 합리성의 원천에 대한 가설적
견해는 합리성의 당위성이 목적에 의존하여 성립되는 것으로 파악하면서,
목적의 변화에 따라 합리성의 당위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같은 견해에 따르면, 합리적 관계는 주체가 가진 어떤 목적에 의해서 성
립되는 것일 뿐, 목적과 상관없이 일정하게 성립하는 자체적으로 논리적인
것은 아니다. 때문에 우리는 합리성의 원천에 대한 가설적 견해가 주장하는
합리적 관계를, 정언적 관계가 아닌, 가설적 관계로서 이해할 수 있다.
11) Broome(2005) 참조.
12) 예들 들어   에서의 모든 사람은 우리와 같이 이론적․실천적 추론을 할 수
있지만, 우리와 달리 추론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하자. 이제 이
들이 산에서 맹수를 만났을 때, 이들 역시 우리처럼 도망가야 한다는 믿음 혹
은 의도를 산출해내지만 이와 같은 산출 과정이 1시간이 넘게 걸린다고 가정
하자. 이 경우,   에서 합리적인 사람은 1시간동안 도망가지 못한 채 맹수에
게 잡아먹히게 될 것이지만, 비합리적인 사람의 경우 자의적으로 의도하여 도
망칠 수 있으므로, 생존할 가능성이 합리적인 사람보다 높을 것이다. 결국
 에서 합리적 능력을 사용하는 것은 생존에 오히려 방해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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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최상의 수단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목적 달성에 방해가 된다고
하자. 이 경우  의 사람들은 합리성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
니다.  에서도 사람들은 합리적이기보다는 비합리적이어야 하며, 바
꾸어 말하면 합리성의 개념은 우리의 것과 반대의 것이 될 것이다.13)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합리성을 따라야 하는 것이 가설적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
에 대해 설명해야 할 것이다. 합리성의 원천에 대한 가설적인 견해에
따르면 이 같은 불가피성은 개념적인 불가피성일 수 없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개념적․논리적으로 합리성을 따라야만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반드시 합리성을 따라야만 하기 때문에, 합리성을
따라야 하는 것이 가설적이라는 견해와 배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합리성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이유, 즉 어떤
이를 총각이라고 믿으면서, 남자라고 믿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심리
적 불가피성에서 찾아야 한다. 즉 합리성을 따르지 않는 것이 개념
적으로 가능하지만, 심리적으로는 합리성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불
가피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같은 심리적 불가피성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가? 심리적 불가피성을 이해하는데 있어, 우리는 흄이 인과에 관한 두
가지 정의에서 심리적 불가피성을 통해 필연적 연결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설명하는 것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회의주의자로서 흄은 우
리가 필연적 연결에 대한 인상을 가질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연성의 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흄은 이 같은 관념은
유사한 현상들이 반복적으로 경험될 때, 우리의 마음의 경향성에 의해
생겨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흄에 의하면, 인과관계와 관련된
필연적 연결에 대한 관념은 마음의 자연적 경향성이 유래하는 인간
본성이 산출해낸 것이 된다. 한편 그것이 자연적인 인간 본성에 의해
만들어진 것인 한, 마치 우리가 심장이 뛰는 것을 자발적으로 멈출 수
13) 이 예들은 다양한 합리성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하다. 이와 관련하여 흥미 있
는 논의가 있지만, 그러한 것은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논의의 범위를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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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것처럼, 그 같은 관념에 반하여 사고하고 판단할 수 없다.14)
합리성에 관한 심리적 불가피성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즉, 비록 합리성을 따라야 한다는 당위성이 가설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연적 성향은 우리에게 합리성을 따를 것을 강요
한다. 따라서 우리가 합리성을 따라야 하는 것이 비록 개념적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심리적으로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
이다. 한편 브룸의 성향의 다발로서 합리성에 대한 견해 역시 이 같
은 합리성에 대한 심리적 불가피성 견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성향의 다발로서의 합리성 견해에 따르면, 우리는 다양한 논리규칙
에 따라서 믿음을 형성하려는 성향의 다발을 가지고 있다. 가령 우리
는 믿음내용 간에 성립하는 모순율이나 배중률 등을 준수하면서 믿음
을 형성하려고 하는 성향을 갖는다.15) 이 같은 성향들의 다발은 믿음
내용이나 의도의 내용 사이의 논리적 관계에 따라서 믿음이나 의도를
형성하게 하여, 믿음이나 의도 사이에서 합리적 관계를 성립시킨다. 또
한 성향들의 다발은 이 같은 합리적 관계를 성립시킴으로써 이론적 추
론이나 실천적 추론을 가능하게 해준다. 한편 성향의 다발들이 진화를
통해서든 혹은 교육을 통해서든지 간에 우리에게 자연적 성향으로서
갖춰져 있는 한, 우리는 합리성을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이상과 같은 고찰을 통해 드러난 합리성의 원천에
14) 심리적 불가피성에 대한 흄의 견해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하였다.
양선이 (2008), ｢흄의 믿음이론에 있어 “힘”과 “활력”의 본성에 대하여｣,
철학사상 , 제 28권, pp.315-346.
15) 브룸은 이 같은 성향을 “합리성의 요구”라고 부르면서 그 예로서 다음의
4가지를 언급하고 있다.
“첫 번째 요구. 합리성은 너로 하여금 네가 p와 -p를 동시에 믿지 않도록 요구한다.
두 번째 요구. 합리성은 네가 p를 믿고, p라면 q라는 것을 믿으며, q인지
아닌지 여부가 너에게 중요할 경우, 너로 하여금 q를 믿도록 요구한다.
세 번째 요구. 합리성은 네가 G할 것을 의도하고, 네가 F하는 것이 G하는
것의 필수적 수단임을 믿으며, 네가 F를 의도하지 않는다면 F하지 않을
것임을 믿을 경우, 너로 하여금 F를 의도하도록 요구한다.
네 번째 요구. 합리성은 네가 F해야만 한다고 믿으며, 네가 F를 의도하지
않을 경우 F를 하지 않을 것을 믿을 경우, 너로 하여금 F를 의도하도록
요구한다.”(Broome(2005), p.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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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가설적 견해를 과연 우리가 받아들여도 좋은지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위의 고찰에 따르면, 우리가 합리성을 따라야만 하는
것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좋은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철
수는 총각이라고 믿으면서, 그를 남자라고 믿어야만 하는 것은 합리
성을 따르는 것이 목적을 이루는 좋은 수단이 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다른 목적을 갖는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이
목적에 따른 실천적 이유는 합리성을 어길 것을 당위로서 성립시킨다
고 하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목적에 따른 실천적인 이유 때
문에 철수를 총각이라고 믿으면서, 철수를 남자라고 믿지 말아야 한
다. 즉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실천적인 이유가 인식적 합리성에 영
향을 주는 것이다. 결국 이 경우 인식적 합리성을 구성하는 것은 개
념적으로 인식적 고려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이유도 포함하게 된다.
그러나 인식적 합리성은 실천적 이유를 개념적으로 포함할 수 없다
고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16)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논의를
상세히 다루기보다는 다음의 예를 통해 인식적 합리성이 실천적 이유
를 포함할 수 있다는 주장이 직관에 반한다는 사실을 보이고자 한다.
예를 들어, 실력이 좋지 못한 육상선수가 자신이 내일 결승에서 금
메달을 딸 것이라고 믿는 것은 인식적 고려, 즉 자신이 실력이 좋지
못하다는 믿음과 배치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금메달을 딸
것이라고 믿는 것이 좀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준다고 가정해보자. 육
16) 이 논의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하라. Hieronymi, P., “Controlling Attitudes”,
Pacific Philosophical Quarterly, Vol. 87 (2006), pp.45-74; Kelly, T.,
“The Rationality of Belief and Some Other Propositional Attitudes.”,
Philosophical Studies, Vol. 110 (2002), pp.163-196; Velleman, D., The
Possibility of Practical Reas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Alston,
W., “The Deontological Conception of Epistemic Justification.”, in
Philosophical Perspectives 2: Epistemology, (ed.), J. Tomberlin (Ridgeview,
1988), pp.257-299. 이 같은 논의는 주로 믿음이 실천적 고려에 의해 자발
적으로 형성될 수 없음을 보이고 있다. 히에로니미와 벨만은 믿음을 의지
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개념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취
하는 반면에 켈리와 알스톤은 그것이 심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취
한다. 한편 믿음을 자의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은 합리성의 원천에 대한 가설적 견해와 양립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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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선수가 좋은 결과를 내려는 목적(목적 M)을 갖는다면, 이 경우 육
상선수는 내일 좀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한 실천적 이유(이유 M)
때문에, 내일 금메달을 딸 것이라고 믿어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한편 우리의 앞에서 합리성을 따라야 하는 이유가 합리성을 따르
는 것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좋은 수단이 되기 때문이라는
점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합리성을 따르는 것에 의해 달성되는 목적
(목적 N) 그 자체는 육상선수가 갖는 목적(목적 M)과는 다른 것으로
서, 진화론적으로 생존을 위해 인간에게 갖추어진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고 앞에서 언급했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같은
목적(목적 N)에 비추어, 합리성을 따르는 것에 대한 실천적인 이유
(이유 N)를 갖는다.
다시 위의 육상선수의 예를 분석해본다면, 한편으로 육상선수는 내
일 있을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내려는 목적(목적 M)에 따라서, 실력
이 좋지 못하다는 인식적 고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금메달을
딸 것이라고 믿어야 할 실천적 이유(이유 M)를 갖는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육상선수는 인간에게 갖추어진 것으로서 합리성을 따르는
것에 의해 달성되는 목적(목적 N)을 갖기 때문에, 인식적 고려에 따
라서 믿음을 형성해야 하는 실천적 이유(이유 N)를 갖는다.
그런데 만약 육상선수가 자신이 내일 금메달을 딸 것이라는 비합
리적인 믿음을 가져야 하는 실천적 이유(이유 N)가, 실력이 좋지 못
하기 때문에 금메달을 따지 못할 것이라는 합리적 믿음을 가져야 하
는 실천적 이유(이유 M)보다 강하다면, 실천적 이유들 사이의 경중에
의해, 육상선수는 내일 금메달을 딸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같은 결론이 우리의 직관에 반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인식적 고려에 따라서 믿음을 형성해야 하는 합리성의 원리는 우리가
어떠한 개별적인 목적을 갖는지와 독립적으로 유지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위의 육상선수가 내일 금메달을 딸 것을 목표하
든 않든 간에, 인식적 고려가 주어지면, 육상선수는 내일 금메달을
따지 못할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17) 만일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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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합리성의 원천에 관한 정언적
입장으로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게 될 것이다. 이제 다음 절에서 이
에 관해 살펴보기로 하자.

Ⅳ. 인식적 합리성의 원천에 대한 정언적 견해
우리는 앞 절에서 인식적 합리성의 원천에 대한 가설적 견해를 살
펴보는 과정에서, 인식적 합리성의 원천에 대한 정언적 견해가 간접적
으로 드러남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위에서 조건문 (4) A → O(P → Q)를
분석하면서18), (4)를 실연적 조건문으로서 해석할 경우 가설적 견해가
도출됨을 보았는데, 이와는 달리 조건문 (4)를 엄격한 조건문으로서
해석할 경우, 인식적 합리성의 원천에 대한 정언적 견해가 도출된다.
조건문 (4) A → O(P → Q)를 엄격한 조건문으로서 해석할 경우, A
이면서 -O(P → Q)가 성립하는 것은 개념적․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A와 O(P → Q) 사이에 논리적으로 필연적인 관계가 성
립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A일 경우 반드시 O(P → Q)가 성립하여야
하여, 다시 말해 O(P → Q)가 성립하는 것, 즉 합리성을 따라야 하는
것은 A라는 논리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조건문
(4)를 엄격한 조건문으로서 해석한다면, A라는 이유와 합리성의 당위
성은 개념적․논리적 관계에 놓이게 된다.
한편 이 경우 이유 A가 정언적인 규범적 힘을 지녀야 한다는 것을

17) 켈리는 이처럼 인식적 합리성이란 인식주체가 가진 목적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옹호한다. 그는 인식적 합리성에 대한 도구주의적 견해를 비판하면
서, 인식적 합리성을 주체가 가진 목적에 봉사하는 도구적 합리성으로 간주
할 경우, 소위 ‘믿음의 윤리학’과 관련된 자연스러운 견해와 양립할 수 없다
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과연 인식주체가 인식적 합리성과 관련하여 갖는
목적이 있는지 의심한다. 이와 같은 논의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하라.
Kelly, T., “Epistemic Rationality as Instrumental Rationality: A Critique.”,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Vol. 66 (2003), pp.612-640.
18) 앞에서 A는 믿음 P와 믿음 Q의 당위적 관계를 성립시키는 이유였음을 환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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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란 어렵지 않다. 만약 A가 성립할 경우, A는 주체가 어떠한 상
황에 처해있고 어떠한 목적을 갖는지와 상관없이, 논리적 관계를 통
해 O(P → Q)를 성립시킨다. 즉 이유는 개념적, 혹은 논리적으로 당위
를 성립시키며, 이유가 당위를 성립시키는 규범적 힘을 갖는 것은 다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이처럼 조건문 (4) A → O(P → Q)를 엄격한 조건문으로 분석할 때,
이유 A는 정언적인 규범적 힘을 갖으며, 합리성의 당위적 성격은 A
라는 이유가 개념적․논리적으로 성립시키는 것이 된다. 즉 합리성의
당위적 성격은 그것의 논리적인 이유 때문에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는 이 같이 합리성의 원천을 파악하는 견해를 합리성의 원
천에 대한 정언적 견해라고 불렀다.
합리성의 원천에 대한 정언적 견해는 가설적 견해와 달리 합리성
을 따를 것을 지지하는 이유와 반대하는 이유 사이의 경중을 허용하
지 않는다. 왜냐하면 합리성의 당위적 성격을 성립시키는 논리적인
이유가 주어졌을 때, 합리성의 당위가 부정되는 것은 개념적으로 불
가능하기 때문에, 설령 다른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합리성의
당위를 부정하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합리성
은 A라는 논리적 이유가 성립할 경우 예외 없이 따라야 하는 정언적
인 당위가 된다.
위에서 언급한 예시 (7)을 통해 이를 명료히 해보자.
(7A) 나는 어떤 이가 총각이라면 남자라고 믿는다.
(7B) 나는 철수가 총각이라고 믿는다.
(7C) 나는 철수가 남자라고 믿는다.

합리성의 원천에 대한 가설적 견해에 따르면, 비록 위의 믿음내용
들 간에 논리적 관계가 성립하더라도, 합리성을 따르지 말아야 하는
강력한 이유가 있다면 (7A)와 (7B)가 성립하여도 (7C)가 성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정언적 견해에 의하면, 합리성의 당위적
성격에 대한 논리적 이유가 주어졌을 경우, 어떠한 다른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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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반드시 위의 추론을 따라야만 한다. 즉 (7A)와 (7B)가 성립
하였을 때, (7C)가 당위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
능하다. 왜냐하면 정언적 견해에 따르면 합리성의 당위적 성격을 성
립시키는 이유가 논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유가 주어졌을 때 합리
성의 당위가 부정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합리성의 당위적 성격을 논리적으로 성립시키는 이유, 다
시 말해서 합리성이 당위가 되지 않는 것을 개념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탐구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를
위해 합리성의 당위성이 개념적으로 성립한다는 것을 함축하는 대표
적 견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필자는 이 같은 시도가 과연 합
리성의 당위성을 개념적으로 성립시키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합리성의 원천에 대한 정언적인 견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견해는 믿음이 참을 지향한다는 주장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에 따르면, 믿음이란 개념적으로 참인 명제를 받아들이려는 명제태도
라는 것이다. 즉, 개념적으로 믿음의 목적은 참을 지향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참과의 연관 하에서만 믿음을 형성할 수 있을 뿐, 자의적으로
믿음을 형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믿음이 참을 지향한다는 주장은
이 같은 맥락에서, 믿음 형성이 개념적으로 비자발적임을 증명하는데
이용되었다.
믿음이 개념적으로 참을 지향한다면, 합리성의 당위에 대한 논리적
인 이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믿음이 개념적으로 참을 지향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믿음의 전제하에서 새로운 믿음을 형성하려고 한
다면, 우리는 믿음 내용의 논리적 도출관계를 반영하지 않고 믿음을
형성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우리가 개념 그 자체로 ‘믿음’을 형
성하기 위해서는 믿음 내용의 논리적 도출관계를 따라야만 하는 것이
다. 만약 우리가 믿음 내용의 논리적 도출관계를 무시한 채 믿음을
형성한다면, 그 같은 믿음은 참을 지향하지 않고 형성된 것으로서,
믿음으로서 여겨질 수 없다. (7)의 예에서 (7C)의 믿음내용을 부정하
는 믿음을 갖는다면, 그 같은 믿음은 믿음으로서 여겨질 수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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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따라서 우리가 한 믿음을 믿는 전제하에서 도대체 어떤 다른
믿음을 믿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 내용간의 논리적 도출관계를
따라야 하고, 다시 말해 개념적으로 합리성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한편 이 같은 견해에 따르면, 합리성의 당위적 성격이 논리적 이유
로부터 도출되므로, 오직 하나의 합리성만이 가능할 것이다. 즉, 합리
성을 따르는 것이 주체가 가진 목적을 달성하는데 방해가 되는 세계
에서든, 혹은 주체가 다른 목적을 가진 세계에서든, 인식적 합리성의
개념은 우리 세계와 논리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견해를 우리가 얼마만큼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
서는 의문이 있다. 우선 믿음이 참을 지향한다는 것은 명료한 철학적
주장이라기보다는 은유에 가깝다. 우리가 인식적 고려 없이 믿음을 형
성할 수 없다는 것, 다시 말해 믿음 형성이 비자발적이라는 것을 인정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개념적으로 그러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심리
적 사실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는 데 있어, 믿음이 참을 지향
한다는 주장은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믿음이 참을
지향한다는 사실이 심리적 사실인지 개념적인 사실인지는 단순히 믿음
형성이 비자발적이라는 것을 통해 재확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믿음이 참을 지향한다는 것이 개념적인 사실이라면, 이는 ‘믿
음’의 의미로부터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과연 ‘믿음’의 의미에
참이 포함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실제로 우리가 가진 많은 믿음들이
참과의 연관성 없이 형성된 경우들이 있다. 심리학적 실험들은 우리가
생존을 위해 이로운 거짓 믿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한 종교적 믿음들 중의 많은 부분은 참과의 연관 보다는 실천적인 고
려에 의해 형성되기도 한다. 종종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은 비
록 신이 있다는 증거를 갖지 못하더라고 강한 종교적 믿음을 갖게 된
다. 물론 이 같은 믿음들이 어느 정도 참과의 연관 속에서, 즉 인식적
고려 속에서 형성되었다는 주장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같은 주장보다는 믿음이 개념적으로 참과 연관될 필요는 없다는 주장
을 통해 위의 믿음들을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19)

292

논문

그러나 이 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합리성의 원천에 대한 정언적
견해는 여전히 설득력을 지닌다. 합리성을 따라야 하는 것이 정언적
인 사실임을 함축할 수 있는, 믿음 형성의 개념적 비자발성에 대한
많은 논의들은 합리성의 당위성에 대한 논리적 이유를 제공할 가능성
을 암시한다. 또한 합리성의 당위성이 정언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주
장은 그것이 가설적이라는 것보다 우리의 직관과 더 잘 어울리는 듯
하다. 가령 (7)의 예에서, 우리는 그 같은 추론을 따라야 하는 것을,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합리성을 따르는 것이 좋은 수단이 된다는
가설적인 이유에 의한 것으로서 파악하기 보다는 정언적인 사실로서
받아들이는 듯하다. 즉 우리는 (7)의 예에서 철수를 남자라고 믿는
것을 일종의 정언적인 성격을 갖는 당위로서 여기는 것 같다. 비록
합리성의 원천에 대한 정언적인 견해가 합리성의 당위성에 대한 논리
적 이유를 찾기 위해 어려운 과제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
히 우리에게 직관적인 설득력을 가짐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Ⅴ. 결 론
이상에서 우리는 조건문 (4) A → O(P → Q)의 분석을 통해 합리성
의 원천에 대한 가설적 견해와 정언적 견해 사이의 차이를 살펴보았
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각각의 견해가 나름의 설득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한편 인
식적 합리성이 믿음의 알려진 함축하에서의 폐쇄성과 유사함에도 불
구하고, 필자가 이를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은 이유는, 위의 논의가
(특히 가설적 견해의 경우) 실천적 합리성의 영역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식적 합리성만을 논의하는 데
19)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는 다양한 심적 상태를, 하나의 논리적 개념으로서
정의하려는 시도가 과연 정당한지 검토해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 될 것이
다. 필자는 믿음이 논리적으로 정의될 수 있는 얇은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기술 속에서 그 모습이 드러나는 두꺼운 개념이 아닐까 추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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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합리성의 요구를 폐쇄성의 원칙을 지키는 것으로 이해하여도
큰 왜곡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인식적 합리성의 원천에 대한 두 견해 중에서 어떤 것을 선
택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열어둔 채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사
실 이 두 견해가 단순히 합리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식론의 자연화와
관련된 문제들을 포함하여 넓은 범위에서 조망될 때, 비로소 그 장단
점이 더욱 정확히 밝혀지고 명료해질 것이다. 비록 이 글이 넓은 범위
를 모두 포괄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식적 합리성의
원천을 구별하는 방법을 명료히 하여 합리성의 문제를 더 정확히 바라
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면, 그 충분한 역할을 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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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 the Source of Epistemic Rationality

Kwon, Hee-Jin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nswer the question of why we
should believe rationally, by investigating the source of epistemic
rationality. To this end, first of all, a traditional view on epistemic
rationality is presented, and Broome’s argument, criticizing the traditional
view is explained. Secondly, the relation between the normativity of
epistemic rationality and its reasons, which establish this normativity
are analyzed. Through this analysis, it is shown that a categorical
view on the source of epistemic rationality is followed when the
relation is considered to be strict, while a hypothetical view on is
derived when the relation is regarded as loose. Finally,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each view on the source of epistemic
rationality are critically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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